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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센서 영상 기반의 지상 표적 분류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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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다중센서 영상을 이용한 결정 융합 기반의 지상 표적 분류 알고리즘 및 특징 추출 기법을

제안한다. 표적의 인식률 향상을 위하여 가중 투표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개별 분류기로부터 획득된 결과를

융합하였다. 또한 개별 센서 영상 내에 속한 표적을 분류하기 위해 CCD 영상으로부터 획득한 CM 영상의

밝기 차이와 FLIR 영상 내 표적의 윤곽선 정보 및 차량과 포탑의 너비 비율을 이용하여 스케일과 회전변화에

강인한 특징들을 추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실험을 통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지상 표적 분류 알고리즘과

특징 추출 기법에 대한 성능을 검증한다.

Ground Target Classification Algorithm based on Multi-Sensor Images

Eun-Young Lee†, Eun-Hye Gu††, Hee-Yul Lee†††,

Woong-Ho Cho††††, Kil-Houm Park†††††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ground target classification algorithm based on decision fusion and feature

extraction method using multi-sensor images. The decisions obtained from the individual classifiers are

fused by applying a weighted voting method to improve target recognition rate. For classifying the targets

belong to the individual sensors images, features robust to scale and rotation are extracted using the

difference of brightness of CM images obtained from CCD image and the boundary similarity and the

width ratio between the vehicle body and turret of target in FLIR image. Finally, we verity the performance

of proposed ground target classification algorithm and feature extraction method by the experi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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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실제 전투 상황에서 인간의 시각 및 인지 시스템

을 대신하여 표적에 대한 탐지와 분류를 수행하는

시스템을 자동표적인식(ATR:Automatic Target

Recognition) 시스템이라 한다[1]. 일반적으로 ATR

시스템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FLIR(Forwarad

Looking Infrared) 센서는 야간 환경에서의 시야 확

보 및 감시가 가능하고, 조명에 대한 민감도가 낮으

며 위장된 표적의 탐지에도 유리한 장점을 가진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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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러나 열 정보를 반영하고 있는 FLIR 센서의

특성상 주변 환경의 온도 및 변화에 따른 영상의 가

변성이 크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FLIR 센

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센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CCD 센서 기반의

획득 영상의 경우 조명에 민감하고 군용 차량의 위장

으로 인한 표적의 미검출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기존

의 ATR 시스템의 센서로 부적합하게 판단되어 왔다

[4]. 그러나 계절 및 온도에 대해 둔감하고, FLIR 센

서 대비 고해상도의 영상 획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므로, 이를 인식단에 반영할 경우 보다 견실한

표적 분류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표적에 대한 인식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호보완적인 특성을 가지는 두 센서 영상을 ATR

시스템에 적용하였다.

지대지(ground-to-ground) 환경에서의 표적은

센서와 표적간의 거리에 따라 그 크기 변화가 나타나

고, 지면의 굴곡으로 인한 회전 변화가 발생한다. 따

라서 동일 표적상에 발생되는 다양한 기하학적 변화

에 강인한 특징추출은 최종 분류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 기술이 된다. 이를 위해 S.Roy[5]는 표적의 다

양한 자세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점에서

획득한 표적 영상들로부터 크기 및 회전에 불변인

특징을 추출하였다. 또한 SIFT[6]를 이용한 물체 인

식 방법은 복잡한 배경을 포함하는 영상에서 크기변

화와 회전변화가 발생한 표적에 대하여 효율적인 인

식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FLIR 영상을 이용한 표적 인식기법의 경우,

표적의 윤곽선에 대한 방사함수에 기반한 특징추출

기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7]. 그러나 표적의 전체

적인 형태를 반영한 윤곽선 정보에 대한 방사함수만

을 고려한 특징의 경우, 전차와 장갑차와 같이 부분

적으로 특징이 뚜렷한 표적에 대해서는 정확한 인식

이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표적의 윤곽선 정

보와 더불어 이들 차량을 효과적으로 분류하기 위하

여 차량의 너비비율을 이용한 특징추출 기법과 추출

된 특징들을 적용한 새로운 지상 표적 분류 알고리즘

을 제안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FLIR 영상 내 표적

의 윤곽선 정보만을 이용한 분류기법에 비해 전차와

장갑차에 대한 높은 인식률을 나타내며, CCD 영상으

로부터 획득된 CM 영상에 대하여 기존의 최대값 대

신 CM 영상의 밝기정보를 적용함으로써 선택된 특

징벡터 개수에 따른 오분류 가능성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표적의 인식 성능 향상을 위하여 획득된 개별

영상에 대한 분류결과를 융합함으로써, 단일 분류기

사용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을 통해 CCD

영상에 적용할 기존의 특징추출 기법과 제안된 특징

추출 기법에 대하여 기술하고, 이어서 3장에서는 제

안된 특징을 이용하여 새로운 분류 알고리즘을 제시

한다. 또한 실험을 통한 제안 방법의 타당성을 4장에

서 검증하며, 결과분석을 토대로 5장에서 결론을 맺

는다.

2. 특징추출 기법

2.1 CM(Confidence Map) 영상

CM 영상을 이용한 표적 인식 성능 실험은 높은

인식률을 보여준다[8].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CCD

영상을 이용한 표적 분류에 이를 적용하고자 한다.

CM 영상은 입력영상으로부터 획득된 특징들에 의

해 추정된 표적의 중심을 표현한 영상으로, 높은 화

소값을 갖는 픽셀일수록 표적의 중심일 가능성이 크

다. 또한 크기 및 회전변화에 강인한 SIFT 특징벡터

를 이용하여 표적의 중심을 추정함으로써, 표적의 크

기와 회전변화에 대응하였고, 다양한 시점에서 획득

된 데이터베이스 영상으로 표적의 자세변화에 대응

하였다.

입력영상으로부터 추출된 특징벡터는 표적의 내

부뿐만 아니라 배경에서도 많은 특징벡터가 추출된

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영상들로부터 획득된 특징

벡터와 입력영상의 특징벡터를 비교하여 표적의 내

부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된 특징벡터를 선택

하여 표적의 중심을 추정한다. 이때 각각의 분류그룹

에 속한 데이터베이스의 특징벡터와 입력영상으로

부터 획득된 특징벡터를 비교함으로써, 하나의 입력

영상에 대하여 분류그룹과 동일한 개수의 CM 영상

이 획득된다.

이후의 표적 분류단계에서 획득된 CM 영상의 최

대값을 이용하여 표적을 분류한다. 각 그룹에 대한

CM 영상의 최대값(MCV: Maximum Confidence

Value)을 비교하여 가장 높은 수치를 포함하는 그룹

의 MCV가 미리 설정한 문턱값을 넘으면 입력영상

의 표적은 가장 큰 MCV를 포함하는 그룹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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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1. 차종에 따른 윤곽선 형태. (a) 전차 (b) 장갑차 (c) 트럭

한다. 하지만 문턱값을 이용한 분류 알고리즘은 CM

영상의 최대값 이외의 특징들은 고려하지 않는다. 또

한 입력영상으로부터 획득된 특징의 개수가 적을 경

우, 낮은 MCV로 인한 오분류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CM 영상을 이용한 기존의 분류

알고리즘을 보완하기 위한 분류방법을 3장에서 제안

한다.

2.2 FLIR 영상 기반 특징추출

본 논문에서는 전차, 장갑차, 트럭을 분류그룹으로

고려한다. 표적을 효율적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입

력영상의 특징과 데이터베이스 내의 동일한 그룹에

속하는 표적의 특징간의 유사도는 높지만 다른 그룹

의 표적 특징과는 낮은 유사도를 지녀야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입력영상의 표적과 데이터베이스 내

표적간의 유사도 측정을 위하여 FLIR 영상으로부터

획득한 표적분할 영상과 윤곽선 영상을 이용한 특징

추출 기법을 제안한다.

2.2.1 윤곽선 유사도

그림 1은 각기 다른 표적들의 윤곽선 영상을 나타

낸다. 각 영상은 해당 차종의 형태를 반영하므로 윤

곽선 형태를 비교함으로써, 입력영상의 표적과 데이

터베이스 내의 표적이 얼마나 유사한지 유추할 수

있다.

입력표적과 데이터베이스 표적간의 윤곽선 유사

도는 두 표적의 무게중심을 일치시켰을 때, 동일한

방향의 무게중심에서 윤곽선까지 거리비율로 계산

한다. 표적의 무게중심에서 윤곽선까지 거리의 비율

을 이용함으로써, 표적의 크기 변화에 대응하도록 하

였다. 이때 동일한 방향으로 여러 개의 윤곽선이 존

재한다면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윤곽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표적간의 윤곽선 유사도는 개의 방향에

서 획득된 거리비율의 분산을 이용하여 측정하며, 식

(1)의 형태로 표현된다.

 


  

 
















(1)

여기서, 는 각 방향에서 구해진 거리 비율들의

평균값을 나타내며, 와 
는 각각 번째 방향에서

무게중심으로부터 안쪽과 바깥쪽에 위치한 표적의

윤곽선까지의 거리를 나타낸다. 비슷한 형태의 윤곽

선을 가지는 표적들의 거리비율은 모든 방향에서 그

값이 비슷하므로 거리비율의 분산값은 적게 나타난

다. 반면 서로 상이한 형태의 표적들은 각 방향에 대

한 거리비율 차이로 인해 큰 분산값을 가진다. 따라

서 거리 비율의 분산값이 입력표적을 효과적으로 분

류하기 위한 특징으로 적합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전차와 장갑차 그룹은 트럭과는 달리 윤곽선의 형태

와 차량의 가로대 세로 비율이 상당히 유사하다. 그

러므로 윤곽선 유사도만을 이용해서는 두 차량에 대

한 효과적인 분류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차와 장갑

차를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추가적인 특징이 필요

하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절에서 상세히 설명하도

록 한다.

2.2.2 차량의 너비비율을 이용한 특징추출

전차와 장갑차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포와 포탑

이 장착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차량으로부터

두 차량을 구분하기 위한 중요한 특징이지만 두 차량

간의 매우 유사한 공통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차량의

전체적인 형태만으로는 두 차량을 분류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림 1(a)와 그림 1(b)를 살펴

보면 두 차량의 차량 몸체너비에 대한 포탑의 너비비

율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전차의 경우, 차량의

몸체너비에 대한 포탑의 너비비율이 장갑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넓다. 이는 전차와 장갑차 그룹을 구

분하기 위한 중요한 특징으로 선택될 수 있음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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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며,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포탑

과 몸체에 대한 구분이 이루어져야한다. 발사가 이루

어지지 않은 포 영역의 평균밝기는 전차와 경계를

이루는 지면의 평균밝기보다 작기 때문에 포를 정확

히 추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포탑과 몸체

의 구분을 위한 기준선을 찾기 위하여 포가 제거된

전차와 장갑차의 영상을 이용한다. 이진영상에 대한

형태학적 연산을 통하여 포를 제거한 전차와 장갑차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7].

차량의 포탑과 몸체 구분을 위한 기준선을 선택하

기 위하여 포가 제거된 표적 영상에 대한 가로화소

개수 히스토그램을 계산한다. 가로화소 개수 히스토

그램은 각 화소의 위치를 로 나타내었을 때, 표

적에 해당하는 화소들 중 동일한 값을 갖는 화소들

의 개수로 정의하며, 계산된 가로화소 개수 히스토그

램 정보를 이용하여 표적에 대한 기준선을 결정한다.

포탑과 몸체의 경계부분에 대한 히스토그램은 아래

와 같은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특징정보를 이용하여

이전의 값과 가장 큰 차이가 나는 히스토그램의 값

을 기준선으로 결정한다.

- 히스토그램의 값이 증가 후 감소하는 경우

- 히스토그램의 값이 증가만 하는 경우

그림 2. 기준선 선택

그림 2는 앞서 설명한 기준선 결정방법으로 찾아

진 기준선을 나타낸다. 기준선이 잘못 찾아질 경우를

대비하여 포탑과 몸체 부분에 대하여 같은 값을 가

지는 가장 먼 두 화소 간의 평균거리를 각 부분의

너비로 계산하며, 잡음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각 부분의 상하 10%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서만 계산한다. 이를 식 (2)의 형태로 나타낸다.

 





  



 





  



 
(2)

여기서, 과 은 각각 포탑과 몸체부분에 대하여

상하 10%씩을 제외한 영역의 의 개수를 나타낸다.

와  는 포탑 영역의 번째 값을 가지는 화소

중 가장 외쪽과 오른쪽에 위치한 화소를 의미한다.

이와 동일하게 와  는 차량의 몸체 영역의

화소를 의미한다. 차량의 너비비율을 이용한 특징은

차체와 지면의 모호한 경계로 인해 차체의 아래 부분

이 미검출 되더라도 몸체 너비 계산에 대한 값의

개수의 변화만 있을 뿐 몸체너비 자체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2.2.3 표적의 회전정보 추정

또한 표적의 회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표적의

회전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 표적의 무게중심을 지

나는 방향의 한 직선으로부터 모든 윤곽선까지의

거리에 대한 분산을 계산한다. 차체의 회전된 각도와

다른 각도를 기울기로 가지는 직선에 대한 윤곽선점

까지의 거리는 동일한 기울기를 가지는 직선에 비해

그 편차가 매우 크다. 따라서 직선으로부터 모든 윤

곽선 점까지 거리의 분산이 최소가 되는 직선을 찾는

다면 차체의 회전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이를 수

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argmin
  



 


(3)

식 (3)에서 은 추정된 표적의 회전정보이며, 

와  는 각각 기울기가 인 직선에서 표적의 윤곽

선까지 거리의 평균과 번째 윤곽선 점까지의 거리

를 나타낸다. 획득된 표적의 회전정보를 이용하여 표

적을 방향으로 회전시킨 후 제안한 특징추출 방법

을 적용하였다. 2장에서 제안된 특징에 대한 실험적

검증은 4장에서 수행하도록 한다.

3. 표적 분류 알고리즘

3.1 CCD 영상의 표적 분류

앞장에서 언급한 기존의 CM 영상을 이용한 분류

알고리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

는 CM 영상의 MCV가 아닌 밝기 분포를 이용한 표

적 분류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CM 영상에서 크고

밝은 부분일수록 다수의 신뢰도 높은 특징벡터들에

의해 추정된 중심으로 주변의 밝기 값과 차이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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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그림 3의 CM영상에 대한 밝기 차이

동일 그룹 다른 그룹

중심 밝기 59.64 16.95

중심 이외 밝기 18.96 16.86

밝기 차이 40.69 0.09

(a)

(b)

그림 3. CM영상의 밝기차이. (a) 동일 그룹 (b) 다른 그룹

그림 4. 차량의 너비비율 분포.

나타난다. 입력표적과 데이터베이스 내의 다른 그룹

에 속한 표적들에 의해 획득된 CM 영상의 밝기 분포

는 그렇지 않은 CM 영상의 밝기 분포보다 균일하며,

동일 그룹에 의해 추정된 중심의 밝기보다 어둡다.

추정된 중심과 나머지 영역간의 밝기에 대한 영향

을 줄이기 위하여 영상내의 밝은 부분들을 각각의

구역으로 나누어 밝기분포를 조사한다. 하지만 획득

되는 CM 영상들은 선택된 특징벡터의 개수와 이들

이 추정하는 중심의 위치에 따라 밝기값이 매우 상이

하다. 따라서 CM 영상의 밝기 정보의 분석을 위하여

영상 분할에 필요한 적응적 문턱값 설정방법이 필요

하다. 제안 알고리즘에서는 미리 설정된 낮은 초기

문턱값을 이용하여 CM 영상을 분할한다. 이때 분할

된 영역이 없을 경우, 강하게 추정된 중심이 없다고

판단한다. 반면 분할영역이 검출되었다면 분할영역

의 개수가 최대가 될 때까지 초기 문턱값을 증가시킨

다. 분할영역의 개수가 최대화되는 순간의 문턱값을

이용하여 CM 영상을 분할하고, 분할된 CM 영상의

평균밝기 차이를 계산한다. 분할된 영역이 하나일 경

우, 분할영역의 평균 밝기값 자체를 영상의 밝기 차

이로 정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가장 큰 평균 밝기값

을 가지는 구역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영상의 밝기차

이는 중심과 나머지 영역의 평균 밝기에 의해 계산되

며,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rgmax (4)

여기서, 는 번째 그룹에 대한 CM 영상의 밝

기차이를 나타내며, 가장 큰 밝기차이를 가지는 번

째 그룹을 입력표적의 그룹으로 결정한다. 그림 3과

표 1은 입력표적에 대하여 동일한 그룹의 데이터베

이스로부터 획득된 CM영상내의 밝기차이가 다른

그룹으로부터 획득된 CM 영상의 밝기 차이보다 크

다는 것을 보여준다.

3.2 FLIR 영상의 표적 분류

FLIR 영상에 포함된 표적 분류 알고리즘은 입력

영상과 데이터베이스 표적간의 1대1 매칭을 통하여

획득된 모든 그룹에 대한 윤곽선 유사도 중 가장 큰

유사도를 가지는 그룹으로 입력표적을 분류한다. 그

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표적이 전차 또는 장갑

차일 경우 두 그룹간의 유사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차량의 몸체와 포탑에 대한 너비비율을 이용하여 유

사도 재조정 과정을 거쳐 표적을 최종 분류한다.

각 그룹에 차량의 너비비율의 분포가 그림 4와 같

이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했을 때, 두 분포

의 교차점을 문턱값( )으로 결정한다. 이때,

와 는 훈련영상에 대한 전차그룹과 장갑차그룹

에 대한 너비비율의 평균으로 계산되었다. 이후 결정

된 문턱값과 전체 훈련영상에 대한 너비비율의표준

편차를 각각 평균과 표준편차로 하는 정규분포를 가

정한다. 입력표적의 너비비율이 정규분포의 평균값

으로부터 양의방향으로 멀어질 경우 표적은 전차일

확률이 높아지는 반면, 그렇지 않을 경우 장갑차일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입력표적의 너비비율이 정

규분포의 평균값에서 얼마나 멀리 위치하느냐에 따

라 각 그룹에 유사도를 재조정한다. 훈련영상들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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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획득된 정규분포를 식 (5)를 통해 표준정규분포로

변환하고, 입력표적의 너비비율까지의 표준정규분

포 곡선 면적을 이용하여 유사도를 조정한다.




(5)

입력차량의 너비비율이 문턱값보다 크면 전차그

룹에 대한 윤곽선 유사도는 증가시키고, 장갑차그룹

에 대한 윤곽선 유사도는 감소시킨다. 반면 너비비율

이 문턱값보다 작을 경우 반대의 방법으로 유사도를

조정한다. 이때 사용되는 수식은 식 (6)과 같다.

  ×
 

  ×
 

(6)

여기서, 는 입력표적의 너비비율을 표준정규분

포의 확률변수 로 변환했을 때 평균값과 사이의

면적이다. 값이 보다 클 경우 와 는 각

각 전차와 장갑차그룹에 대한 유사도를 나타내며, 반

대의 경우 와 는 각각 장갑차와 전차그룹에

대한 유사도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재조정된 각 그룹에 대한 유사도 중 가장 높은 유사

도를 갖는 그룹을 입력표적의 그룹으로 최종 분류한다.

3.3 결정융합을 통한 표적 분류

상호보완적인 특징을 가지는 두 센서 영상들에 대

한 분류 결과를 융합하여 최종 분류결과를 획득함으

로써 표적에 대한 인식률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중 분류기의 결과를 융합하기 위해 일반

적으로 널리 쓰이는 최대값 투표방식(Maximum

voting)으로 다중 분류기의 결과를 합하여 가장 높은

출력값을 가지는 그룹을 최종 결과로 판단한다. 일반

적인 투표방식은 구현이 쉽고 간단하지만 개별 분류

기에 동일한 가중치를 할당하므로 결정융합의 성능

과 관련된 개별 분류기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9]. 실제 환경의 표적들은 다양한 환경적 요소들로

인한 오차를 발생시키므로 개별 분류기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여 표적 분류를 위한 척도로 사용하

여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구현이 간단한 최

대값 투표방식을 기반으로 개별 분류기에 각기 다른

가중치를 적용한 가중 최대값 투표방식을 이용하여

최종 분류결과를 결정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CCD와 FLIR 표적에 대한 분

류기는 각기 다른 특징과 기준으로 표적을 분류하므

로 두 분류기에 결과에 대한 정규화 과정이 필요하

다. 개별 분류기들은 3가지 그룹에 대하여 각각의 수

치를 이용하여 표적을 분류한다. 이때 도출된 3가지

수치들은 입력표적이 각 그룹에 속할 가능성을 나타

낸다. 따라서 각 그룹에 대한 분류기 결과를 전체 분

류기 결과의 합으로 나누어 정규화 하였다.

이어서 정규화된 개별 분류기의 출력값을 이용하

여 각 분류기에 할당될 가중치를 계산한다. 앞서 언

급한 바와 같이 개별 분류기들의 출력값들은 입력표

적이 각 그룹에 속할 가능성을 수치화 한 것이다. 만

일 단일 분류기의 3가지 출력값이 비슷하다면 근소

한 출력값의 차이로 입력표적에 대한 분류가 이루어

지므로 분류결과는 낮은 신뢰도를 가지는 것으로 판

단한다. 따라서 개별 분류기들의 최대 출력값을 이용

하여 각각의 분류기에 적용될 가중치를 계산하였으

며, 아래의 수식과 같이 나타낸다.

  


   


(7)

여기서, 과 는 각 분류기에 할당된 가중치를

나타내며, 과 는 각 분류기로부터 도출된 최대

출력값을 나타낸다. 개별 분류기에 대한 가중치가 결

정되면 가중 최대값 투표방식을 적용하여 최종 분류

결과가 도출되고,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식 (8)과

같다.

 argmax   (8)

식 (8)에서  와  는 개별 분류기의 번째

그룹에 대한 정규화된 출력값을 나타내며, 최대 출력

값을 가지는 번째 그룹을 입력 영상에 대한 그룹으

로 결정한다.

4. 실험 및 분석

본 논문은 특징 추출 및 분류에 관한 논문으로,

이전단계에서 ROI가 설정되었다고 가정한다. 실험

을 위해 사용된 영상은 실제 표적의 1/32 크기의 모

형으로, 제안방법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실험결과는

전차 3종류, 장갑차 2종류, 트럭 2종류를 이용하여

획득되었다. 조명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CCD

영상에 CLAHE[10]을 적용하여 개선된 영상을 사용

하였다. 데이터베이스 영상은 가장 이상적인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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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6. 위협 차량의 너비비율 (a) 전차(너비비율 = 0.5240)

(b) 장갑차(너비비율 = 0.4470)

서 획득된 영상이며, 표적의 자세변화에 대응하기 위

하여 간격으로 자세가 변화된 영상을 포함한다.

입력영상은 실제 상황과 비슷한 배경에서 촬영되었

고, 개별 분류기에 입력되는 표적영상은 동일한 배경

에서 촬영된 CCD 영상과 FLIR 영상을 사용하였다.

4.1 특징 성능 분석

제안된 특징들이 표적을 분류함에 있어서 얼마나

분별력을 가지는지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5는 표적들의 무게중심을 일치시켰을 때 각 그룹과

전차 사이의 윤곽선 형태의 상이함을 보여준다. 이러

한 윤곽선 형태를 기반으로 각 그룹에 속한 표적에

대하여 윤곽선 유사도를 비교하여 표 2로 나타내었

다. 각 수치는 각각의 그룹 영상에 대하여 55번 측정

했을 때의 평균값이며, 동일한 차종에 대한 유사도는

같은 자세변화에 다른 스케일을 갖는 영상을 비교하

였다. 같은 차종의 경우 매우 높은 유사도를 가지지

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차와 장갑차 또한 높은

유사도를 가진다. 윤곽선 유사도만으로는 모든 차종

을 분류할 수 없지만 비위협 표적에 대한 분류는 가

능하다.

그림 6은 입력된 위협 차량들로부터 측정된 차량

의 너비비율의 예를 나타내며,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

된 40장의 전차와 장갑차 그룹에 대한 포탑과 몸체의

(a) (b)

(c)

그림 5. 표적간의 윤곽선 형태 비교. (a) 전차-전차 (b) 전차-

장갑차 (c) 전차-트럭

표 2. 표적에 따른 윤곽선 유사도

전 차 장갑차 트 럭

전 차 904.02 464.47 239.57

장갑차 464.47 416.85 227.19

트 럭 239.57 227.19 304.26

너비비율의 평균값을 표 3으로 나타내었다. 각 결과

는 전차와 장갑차그룹에 대하여 차량의 너비비율이

설정된 문턱값()을 기준으로 분류 가능함을 보

여준다. 또한 장갑차에 비해 전차의 너비비율이 더

넓다는 사실과 일치한다.

또한 회전변화가 일어난 표적에 대하여 표적의 회

전정보를 추정하고, 보정하는 방법이 표적의 회전변

화에 대응 가능한지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은 원 영상과 임의로 회전시킨 영상간의 윤곽선 유사

도를 측정하였다. 표 4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

면 회전정보를 추정하여 회전시킨 영상과의 윤곽선

유사도를 측정했을 때, 유사도가 매우 향상됨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3. 포탑과 몸체 너비비율 측정

전 차 장갑차

너비비율 0.5124 0.4004

4.2 결정융합에 의한 인식성능 분석

이 절에서는 단일 분류기의 인식성능과 결정융합

을 통한 인식성능을 비교함으로써 결정융합 기반의

표적 분류 알고리즘의 우수성을 설명한다.

실험결과는 단일 센서를 이용한 표적의 인식률에

비해 결정융합 기반의 분류 알고리즘의 인식률이 향

상되었음을 보여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호보

완적인 특성을 지니는 두 센서를 이용함으로써 단일

센서만을 이용할 때 발생 가능한 오분류에 대한 확률

을 줄인다. 또한 결정융합의 성능과 관련된 개별 분

류기들의 성능을 고려한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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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회정정보 추정에 따른 유사도 변화

표 적 회 전 각 회전된 표적과의 유사도 회전이 보정된 표적과의 유사도

7도

58.59 141.70

11도

118.69 1013.17

14도

106.34 507.78

표 5. 인식률 비교

CCD FLIR Fusion

전 차 88.3% 91.7% 95.0%

장갑차 91.7% 93.3% 98.3%

트 럭 88.6% 89.1% 92.7%

합 계 88.6% 91.4% 95.4%

적에 대한 인식률이 향상되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다중센서로부터 획득된 영상을 이

용하여 표적을 분류하기 위한 특징 추출방법과 단일

분류기들의 출력을 융합하여 표적을 효과적으로 분

류하기 위한 분류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CCD 영

상으로부터 획득된 CM 영상을 기반으로 중심으로

추정된 위치와 주변의 밝기 정보를 이용하여 표적을

분류하였다. 또한 FLIR 영상내의 표적을 효과적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표적의 윤곽선 정보와 차량의 너비

비율 정보를 통해 전차와 장갑차의 분류가 가능하게

하였다. 개별 센서들로부터 도출된 분류결과는 가중

최대값 투표방법을 이용하여 최종 분류결과를 도출

하였다. 실험결과 추출된 각각의 특징들이 표적 분류

에 있어 적합함을 보였고, 단일 분류기를 활용한 표

적 분류 알고리즘에 비해 다중 분류기를 적용함으로

써 단일 분류기가 가진 한계점을 보완하여 더욱 우수

한 인식률을 보임을 증명하였다. 하지만 전 그룹에

대한 차량의 뒷모습은 서로 유사한 형태를 지닌다.

따라서 이러한 자세변화를 보이는 표적의 경우, 표적

에 대한 인식률은 현저히 떨어진다. 따라서 차량 뒷

모습에도 강인한 특징추출 및 분류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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