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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Gunnery로부터 발생하는 muzzle firing은 매우 높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표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xx km 이상의 원거

리 gunnery의 경우 일반 CCD 영상으로는 식별하기 어렵지만, IR(infrared) 영상에서는 충분히 식별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원거리 IR 영상으로부터 muzzle firing으로 발생되는 profile을 획득하여 분류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IR 센서(infrared sensor)의

특성, 거리, 대기 상태 등에 따라 muzzle firing으로 발생하는 에너지는 서로 다른 양으로써 IR영상에 표현된다. 따라서, 단순히

IR 영상의 픽셀값으로 gunnery 종류를 분류하는데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xxx Hz 이상의 고속 장비를

이용하여 muzzle firing이 이루어지는 구간내에서 시간에 따른 픽셀값의 profile을 획득하여 형태기반의 특징을 추출한 후, 피

셔 공간(Fisher's space)로 투영시켜 GMM(Gaussian Mixture Model)을 이용하여 gunnery의 종류를 분류한다. 제안하는 기법

을 이용하여 지상 및 공중에서 획득한 gunnery에 대하여 분류 실험을 수행한 결과 파라미터에 따라 최대 93%의 분류율을 확

인하였다.

Abstract

Muzzle flash based on gunnery is the target that has huge energy. So, gunnery target in a long range over xx km is

distinguishable in the IR(infrared) images, on the other hand, is not distinguishable in the CCD images.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classification method of gunnery targets in a infrared images and in a long range. The energy from gunnery

have an effect on varous pixel values in infrared images as a property of infrared image sensor, distance, and atmosphere,

etc. For this reason, it is difficult to classify gunnery targets using pixel values in infrared images. In proposed method,

we take the profile of pixel values using high performance infrared sensor, and classify gunnery targets using modeling

GMM and shape of profile. we experiment on the proposed method with infrared images in the ground and aviation. In

experimental result, the proposed method provides about 93% classification rate.

Keywords : gunnery, infrared image, target classification, firing

Ⅰ. 서  론

80년대 이후 IR(infrared) 영상 분야의 광학 및 센서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하고 있으며, 관련된 신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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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부문 또한 크게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

라, 초고속 신호처리가 가능한 센서 및 신호처리 시스

템의 구현이 가능한 수준에 있으며, 다양한 군사적/민

간적 시스템의 제안과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군용 장비에서 IR 센서 기반의 장비 개발이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외에도 다수의 감시/정찰용

장비의 개발이 개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군사용 장비 개발의 한 분야로써 타격

형 화력장비, 즉 gunnery로부터 발생하는 신호를 이용

하여 gunnery의 종류를 분류하는 기법에 대하여 설명

한다. 현재 군사 분야에서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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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nnery 장비가 존재한다. 중소형 무기류인 gun, 중대

형 타격 장비인 artillery, 대형이상의 장거리 타격 장비

인 rocket 등 다양한 카테고리를 이루고 있으며, 각 카

테고리에서도 구경과 목적에 따라 또다시 십여가지로

세분화 된다. 기본적으로 gunnery는 타격을 위한 탄두

를 발사하는 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발사 시에 상당한

양의 열에너지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IR 센서에서는 기

존의 일반적인 지상 표적보다 gunnery로부터 발생하는

muzzle firing을 탐지하고 정보를 획득하는데 수월하다.

이와 같은 개념을 바탕으로 gunnery에 대한 탐지와 분

류를 위한 기법에 대하여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1～4]. 물

론, 군사적 개발과정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외부에 자

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오랜 기간의 개발기간을

요하는 분야이므로 실제 연구개발이 진행된 기간은 10

여년에 불과하다. 또한, 초기의 연구 목적은 gun을 찾

고 위치를 추정하는 고속 신호처리 장비로 시작되었으

며, artillery 이상의 중대형 위협 표적에 대한 연구는

최근 수년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체적으로 개발을 진행 중인 관련 장

비를 토대로, 획득한 IR 영상과 표적의 특성을 분석하

여 표적 종류의 분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설명하고 관

련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림 1에서는 개발 장비의 개념

을 보여준다.

그림 1. Gunnery 표적 획득 시스템 개요

Fig. 1. Flow chart of gunnery target acquisition system.

제안하는 기법은 개발 장비로부터 획득한 영상에서

관련 표적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실험에 사용하였으며,

분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표적을 대상으로 하였다.

§ artillery 및 rocket 구경의 중/장거리 gunnery 표적

§ x ～ xx km 구간의 근/원거리 표적

§ 6개 종류의 gunnery(A, B, C, D, E, F)

본 논문에서는 Ⅱ장에서 IR영상으로부터 획득한

gunnery의 종류와 profile을 설명하고, Ⅲ장에서 표적의

특징을 정의하고 분류하는 기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Ⅳ

장에서는 실험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Ⅴ장에서 결론을

설명한다.

본 논문은 군사용 장비 개발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관련된 획득 과정, 세부 명칭,

장비 사양, 군사장비 관련 내용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상의 문제로 xx로 표기하였으며, gunnery 클래스

들의 명칭은 각각 A, B, C, D, E, F로 표기하였다.(실제

표적 장비의 종류는 K 및 KH, 다연장포 시리즈 등이

며, 보안상의 문제로 세부 명칭과 데이터와의 매칭은

하지 않았다.) 또한, gunnery profile을 비롯한 그래프

등에서의 세부적인 축 수치도 삭제하였다.

Ⅱ. Gunnery 표적 데이터

Gunnery 표적으로부터 발생되는 firing은 매우 순간

적인 시간에 발생되고 사라진다. 따라서, 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초고속의 장비가 필요하다. 그림 2에서는 xxx

Hz의 속도로 IR 영상을 획득하여 신호처리를 거친 표

적 데이터의 예를 보여준다. 보안상의 이유로 x축과 y

축의 레이블은 제거하였다. 그림 2의 데이터는 발생위

치가 탐지된 후, 동일 위치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변

화를 일정시간 획득하여 profile 형태로 보여주고 있다.

표적의 종류는 D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바와

같이, gunnery의 에너지는 초기에 급상승한 후, 점차적

으로 감소하여 소멸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림 3에서는 6종류의 gunnery 표적 profile을 동시

에 도시하여 보여준다. Profile은 사격 이전의 배경이

앞부분에 포함되어 있으며, 각각의 gunnery 종류마다

한 개씩의 대표 형태를 보여준다.

그림 3에서와 같이, 서로 다른 종류의 gunnery는 여

그림 2. Gunnery A 표적 프로파일 데이터

Fig. 2. Profile data of gunnery A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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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Gunnery 표적 프로파일데이터 예

Fig. 3. The example of profile of gunnery targets.

그림 4. 동종 gunnery 표적 데이터 profile

Fig. 4. Target profiles of same gunnery class.

러 가지 형태의 profile로 나타난다. 이는 각각의

gunnery의 목적과 사정거리 등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

되는 에너지가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초기의

에너지 레벨이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데, IR 센서가 거

리, 기상 상태, 내외부 온도, 시정거리 등에 따라 매우

다른 값으로 영상을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에서는 동일한 종류의 gunnery 표적의 profile

을 보여준다. 그림 4에서와 같이, 동일한 종류의

gunnery에서도 환경과 거리, 발사 당시의 상황(장약, 온

도, 포신상태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의 profile이

생성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4를 토대로 본 논문에서 목적으로 하는

gunnery 표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서로 다른 gunnery 클래스 간의 차이성은 확인됨

§ Profile이 매우 짧은 구간을 가짐

§ 동일한 종류의 gunnery도 상황에 따라 에너지 차이

가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음

§ 일부 gunnery 표적은 에너지가 IR 센서의 가용 수

준을 초과함(Saturtion)

§ 다수의 환경 요건에 따라 IR 센서가 표현하는 에너

지 범위(Range)의 차이가 큼

표 1에서는 본 논문에서 활용한 gunnery의 종류별

개수를 나타낸다. 모든 gunnery 데이터는 개발 장비를

이용하여 지상 및 항공에서 획득한 것이다.

획득 항공 지상 합

A 77 1 78

B 58 58

C 7 61 68

D 11 221 232

E 28 28

F 17 17

표 1. Gunnery 표적 현황

Table 1. Gunnery target list.

Ⅲ. 제안하는 기법

1. Gunnery 특징 정의

IR 센서로 획득한 gunnery의 에너지 데이터는 여러

가지 내/외부 요소에 따라 큰 차이의 범위를 가진다. 따

라서, 각 표적의 에너지의 물리적인 수치를 이용하여

특징을 정의할 경우, 일반적인 특징으로써의 역할이 어

렵다. 물론, 여러 가지 내/외부 요소에 따른 변화량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을 수준으로 많은 양의 표적 데이

터를 획득할 경우 분류를 위한 특징으로써 가치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제안하는 기법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표적이 군사용 화력장비이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만큼

의 충분한 데이터를 획득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획득한 profile 데이터의 형태를 기반으로 계

산될 수 있는 특징을 정의하였다. 특징의 정의를 위해

각 gunnery 클래스의 형태적 특징을 정리하였으며, 표

2와 같다.

Profile의 종류는 rocket과 artillery로 표현하였으며,

rocket의 경우 영상 내에서 탄도가 실시간으로 탐지되

어 profile이 연결되어 매우 긴 형태로 profile이 구성된

다. 반면에, artillery의 경우, 탄도가 탐지되지 않으며,

gunnery 발화체에서만 짧은 시간 profile 데이터가 구성

된다. 표 2에서 정리한 gunnery 표적 클래스의 특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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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gital

레벨

Profile

종류

Profile

길이

최대

에너지

A 대 Rocket 장 Saturation

B 중 Rocket 장 Low

C 대 Artillery 중 Saturation

D 소 Artillery 단 Low

E 중 Artillery 중 Saturation

F 대 Artillery 중 Saturation

표 2. Gunnery 표적 클래스의 특징

Table 2. The basic feature of gunnery target classes.

그림 3에서 보여주는 profile과 비교하면 쉽게 비교할

수 있다.

Gunnery profile은 대부분 saturation이 발생하는 형

태를 가지기 때문에 에너지의 변화 형태를 정확하게 반

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profile 전체에 대해서 특정한

값을 추출하는 것은 올바른 특징으로 사용되지 못한다.

그러나, 에너지가 큰 gunnery 표적일수록 큰 에너지가

발생하고, saturation되는 구간이 상당히 길게 나타난다.

물론, 작은 에너지의 gunnery 표적은 saturation이 일어

나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전체 profile을

점화부, 발화부, 소화부로 정의하여 분리한 후, 각각에

대하여 특징값을 추출한다.

Profile을 3개의 부분으로 나누는 기준은 다음의 식

(1)에서 식(3)과 같이 수행된다.

     ···  (1)

 max  min    min   (2)


min


   ≤ ≤  (3)


max


  ≤ ≤  (4)

식 (1)에서 는 profile을 의미하며, 부터  은

profile 벡터의 각각의 요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profile

의 전체 길이는 이다. 식 (2)에서 는 profile의

부분을 분리/정의하는 기준값이며, 데이터 내에서 최대

값과 최소값의 차이의 비율의 값을 최소값에 더한 값

으로 정의하였다.

식 (3)과 (4)에서 는 profile 중에서 번째 값을

의미한다. 즉, 은 profile 중에서 을 넘어서는 처

음 위치이며, 는 profile 중에서 을 넘어서는 마지

그림 5. 프로파일 데이터의 분리 예

Fig. 5. The example of separation of profile.

막 위치를 의미한다.

두 개의 기준점이 설정되면 profile은 다음의 식 (5)

와 같이 분리된다.

   ∪  ∪ 

        

  
   



   
     (5)

식 (5)에서  ,  , 는 각각 점화부, 발화부, 소

화부를 의미한다. 그림 5에서는 gunnery 표적의 profile

을 3개 부분으로 나눈 예를 보여준다.

다음 단계로, 전체 profile의 값은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도록 일반화하며, 각 부분에 대하여 식 (6)～(11)과

같이 특징을 계산한다. 형태적인 특성을 정의하여 구분

할 수 있는 뚜렷한 표적간의 차이를 식별할 수 없기 때

문에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일반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평균, 1차 미분 평균, 2차 미분 평균과 같은 통계적 수

치를 특징으로 이용하였으며, 각 부분의 영향력을 반영

하기 위하여 전체 profile에서 각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

을 특징으로 이용하였다.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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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

  


(11)

 ...은 6개의 특징값 요소 각각을 나타낸다.  ,

 , 는 각각 점화부, 발화부, 소화부 profile의 길이

를 나타내며, 표기의 편의상 식 (6)～(8)은 으로 통일

하여 표현하였다. 즉, 전체 특징벡터는 식(6)～(8)의 결

과가 세 개의 profile 구간 각각에 대해 계산되며, 전체

profile 구간에 대하여 식 (9)～(10)이 계산되어 총 12개

의 요소로 구성된다.

12차원의 특징벡터는 피셔 공간(Fisher's space)으로

사상되어 특징 공간상에 분포하며, 피셔 공간에 대한

사상 벡터를 최종적으로 특징 벡터로 사용하였다.

피셔 공간은 주어진 샘플의 소속된 클래스에 대한 개

념이 포함되며, 동일한 클래스 내의 샘플 간에는 최소

의 분포를 가지고 다른 클래스 간에는 최대의 분포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한다
[5]
. 식 (12)는 피셔 공간

을 구성하는 목적식을 나타낸다.

  arg
    

   
(12)

는 클래스 간의 행렬(Between Class Matrix) 이

며, 전체 샘플에 대한 평균과 각 클래스의 평균과의 공

분산 행렬로 나타낸다. 는 클래스 내의 행렬(Within

Class Matrix) 이며, 각 클래스의 공분산 행렬의 합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클래스 간의 행렬을 최대로 하면서

클래스 내의 행렬을 최소로 하는 최대의 를 찾는 것

이 피셔 공간의 목적이다. 일반적으로 위의 목적식을

만족시키는 피셔 공간은 식 (13)과 같이 클래스 간의

행렬의 역행렬과 클래스 내의 행렬의 곱 행렬의

eigenvector로 얻을 수 있다.

 
   (13)

식 (17)에 의해 구해진 eigenvector는 피셔 공간을 구

성하는 각각의 주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샘플을 각

각의 주축으로 사상시켜 공간을 변환시킬 수 있다. 식

그림 6. 피셔 공간에서의 gunnery 표적 분포

Fig. 6. Gunnery targets in Fisher's space.

(17)에서 얻어진 eigenvector는 입력 샘플의 차원 수만

큼 얻어지며, eigenvalue의 크기에 따라 정렬하여 선택

적으로 사용한다.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eigenvector의 차원을 최대 4차

원까지 제안하여 특징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초고속

장비 내 포팅을 위해 시스템 성능의 최대 한도를 실험

적으로 측정하여 결정하였다.

그림 6은 2차원 피셔 공간 축에 대한 전체 표적의 투

영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gunnery 표적의 분포는

매우 광범위하며, 공간의 분포 상 표적 종류의 단순 분

류는 매우 용이함을 확인할 수 있다.

2. Gunnery 분류 모델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그림 6과 같은 피셔 공간에 대

하여 GMM(Gaussian Mixture Model)을 이용하여

gunnery 분류를 수행하였다. GMM은 대표적인 확률분

포추정 모델로써, 다수의 가우시안 모델을 가중치 합

하여 데이터의 분포 형태를 모델링하는 방법이다[6～7].

GMM을 gunnery 분류 모델에 이용한 이유는 가우시안

모델의 개수에 따라 모델링되는 확률분포모델

(Probability Ditribution Model)의 세밀도가 달라지는

특성 때문이다. 적은 개수의 가우시안 모델을 이용한

GMM은 샘플의 분포에 대해 넓은 영역을 포함하는 개

념의 모델을 구성하게 되며, 상대적으로 세밀도가 떨어

진다. 반면에, 많은 개수의 가우시안 모델을 이용한

GMM은 샘플의 분포에 대해 세밀한 형태의 모델을 구

성하게 되어, 샘플의 분포에 유사하게 구성된다. GMM

의 기본적인 형태는 식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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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는 번째 가우시안 모델의 가중치를 의미하며, 

은 가우시안 분포, 와 는 각각 평균과 공분산을

의미한다. 주어진 데이터의 분포에 대하여 GMM을 최

적화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EM 기법이 있다. 그림

7은 가우시안 모델의 개수에 따른 GMM 분포의 변화

를 보여준다. 샘플은 gunnery F이며 2차원 피셔 공간에

투영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GMM에서 사용하는 가우시안 모델의 개

수는 분포의 형태, 실험적인 결과, 응용 분야에서의 세

밀도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시스템 응용체계의 요구사항에

따라, 다양한 세밀도 단계의 GMM을 이용하여 1차 분

류 및 2차 분류를 수행하도록 설정하였다. 그림 8에서

(a) (d)

(b) (e)

(c) (f)

그림 7. (a)-(c) 2 가우시안 GMM 모델링 예, (d)-(f) 4 가

우시안 GMM 모델링 예

Fig. 7. Modeling of GMM : (a)-(c) GMM modeling

using 2 gaussian, (d)-(f) GMM modeling using 4

gaussian.

그림 8. Gunnery 분류 기법 순서도

Fig. 8. The flow chart of gunnery classification method.

는 gunnery 종류 및 분류 단계에 따른 분류 과정을 보

여준다.

Ⅳ.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앞서 Ⅱ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

상 및 항공에서 획득한 481개의 gunnery 표적에 대하

여 profile을 추출하였으며, 제안하는 기법을 이용하여

분류 성능을 실험하였다. 실험에서 반영된 파라미터는

식 (2)에서의 threshold 계산을 위한  , 식 (13)에서의

gunnery 분포 공간을 위한 피셔 공간 주축의 수가 있

다. 분류 실험을 위한 검증(Validation) 방법은 잭나이프

(Jack-nife)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림 8에서는 에 따른 gunnery 분류 시험 결과를

보여준다. 실험에서는 각각 2개와 4개의 가우시안 모델

을 기반으로 GMM을 모델링 하였으며, 그림 9에서는

코드 1만을 대상으로 하는 분류 결과와 코드 2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분류 결과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실

험에서 사용된 피셔 공간 축의 개수는 2개이다.

코드 2까지의 범위를 정분류로 판단할 경우 의 값

이 0.9일때 최대인 97.3%의 분류 결과가 도출되었다. 코

드 1까지의 범위를 정분류로 판단할 경우 의 값이

0.85일 때, 최대인 92.7%의 분류 결과가 도출되었다. 따

라서, 전체적인 분류 실험 결과에서는 가 0.7～0.9 사

이일 때 우수한 분류 결과가 도출되었다. 가 너무 낮

으면 gunnery 클래스 간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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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에 따른 gunnery 분류 실험 결과

Fig. 9. The experimental result of gunnery classification

on various .

그림 10. 피셔 공간축에 따른 gunnery 분류 실험 결과

Fig. 10. The experimental result of gunnery classification

on various number of Fihser's space axis.

부분 유사한 공간에 분포되어 분류 성능을 저하시키며,

가 0.9이상 너무 높으면 발화부가 거의 설정되지 않기

때문에 또한 유사한 공간에 분포되어 분류 성능을 저하

시킨다.

그림 10에서는 피셔 공간 주축의 수에 따른 분류 실

험 결과를 보여준다. 실험에서는 각각 2개와 4개의 가

우시안 모델을 기반으로 GMM을 모델링 하였으며, 그

림 8에서는 코드 1만을 대상으로 하는 분류 결과와 코

드 2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분류 결과를 동시에 보여준

다. 이때, 의 값은 그림 9의 실험 결과를 토대로 0.85

로 적용하였다.

피셔 공간축의 수에 따른 실험에서는 전체적으로 우

85% 이상의 우수한 실험 결과가 도출되었다. 수치적인

비교 상에서는 축의 수가 2개일 때 코드 1 범위의 분류

에서 92.7%로 최대 분류 성능을 보였으며, 축의 수가 3

개일 때 코드 2 범위의 분류에서 97.7%의 최대 분류 성

능을 보였다. 그러나, 축의 수에 따른 분류 성능이 전체

적으로 85%이상의 높은 분류 율을 보이고 있으며, 제한

된 gunnery 데이터에 대한 실험이기 때문에 5% 내외의

차이에 대해 성능을 확정하기는 어렵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gunnery로부터 발생하는 muzzle

flash로부터 얻어진 profile을 3단계의 부분으로 분리하

고, 각각의 특징을 계산하여 분류하는 기법을 제안하였

다. 주어진 gunnery 클래스의 분리성이 일정 수준 이상

도드라지기 때문에, 분류 실험에서도 높은 성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사 gunnery 클래스의 경우 상

당수가 상호 포함되는 분포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확보된 gunnery profile의 특성을 보다 완

벽하게 표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형태 기반의

profile 모델을 설정하고 각 gunnery profile과의 fitting

계수를 확인하는 등의 복잡도 높은 특징을 설정한다면

분포 공간 내에서의 클래스간 분리성은 더욱 향상될 것

으로 생각된다. 제안하는 기법에서 추가적인 특징을 고

려하지 못한 것은 현재의 개발중인 장비의 H/W 성능

이 다양한 처리를 초고속으로 처리하기에 무리가 가기

때문이며, 향후 이론적/실험적인 검토와 분석이 지속적

으로 이루어져야할 부분이다. 또한, 제안하는 기법에서

는 가우시안 모델의 개수 2, 4개일 때에 따라 코드 1, 2,

3 세 가지의 형태로 결과를 도출하도록 설계되었다. 보

다 신뢰성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GMM 모

델의 세밀도에 따른 gunnery 분류 결과의 신뢰도에 대

한 정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아

울러 gunnery 데이터의 확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

가며, 다양한 알고리즘의 적용을 통해 gunnery 클래스

의 고유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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