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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참조 프레임 모델링과 차영상에 기반한 포격 탐지 기법을 제안한다. 차영상은 표적 탐지 분야에서 가장 기본
적으로 활용되는 기법이며, 움직임 변화가 심한 표적에 대한 탐지기법에 주로 사용된다. 제안하는 기법은 포격 표적을 목적으
로 하고 있으며, 포격 표적은 시간에 따라 크기 및 에너지가 급격히 변화하는 표적이다. 따라서, 차영상 기반의 접근이 가능하
며, 초고속 영상 장비 내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장할 수 있다. 차영상 기반의 기법은 참조 프레임을 설정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
하다. 제안하는 기법은 표적이 발생하기 전의 프레임의 정보를 이용하여 참조 프레임을 모델링하여 실시간으로 갱신하며, 프레
임 내 각 픽셀에 대하여 개별적인 통계적 계산을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포격 표적을 포함하는 73개의 적외선 영상에 대하
여 탐지 및 오경보 성능을 실험하였으며, 오경보율을 시간당 1회 이하로 설정할 경우 95.7%의 탐지 성능을 확인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gunnery detection method based on reference frame modeling and frame difference
method. The frame difference method is basic method in target detection, and it's applicable to the detection of moving
targets. The goal of proposed method is the detection of gunnery target which has huge variation of energy and size in
the time domain. So, proposed method is based on frame difference, and it guarantee real-time processing and high
detection performance. In the method of frame difference, it's important to generate reference frame. In the proposed
method, reference frame is modeled and updated in real time processing using statistical values for each pixels. We
performed the simulation on 73 IR video data that has gunnery targets, and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the
proposed method has 95.7% detection ratio under condition that false alarm is 1 per hour.

Keywords : target detection, gunnery, reference frame, frame difference, IR image
Ⅰ. 서 론

최근 발전하는 무인자동화 시스템 기술에 발맞추어
군사과학기술 분야의 무인시스템의 연구도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무인자동화 군사기술의 기반은 영상정보기
반의 탐지, 추적, 인지 기술 등을 이용한 무인 전투체계
를 들 수 있으며, 이는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시
간기반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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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인 CCD 기반 영상에 비해 적외선 영상(IR,
infrared)은 지형지물이 발생하는 열 정보를 기반으로
열상을 출력하므로, 다양한 환경하에서도 일정수준 이
상의 영상정보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군사용 장비
에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차, 장
갑차, 군용트럭과 같은 지상 표적이 아닌, 군용 화력장
비로부터 발생하는 포격 표적을 탐지하는 기법을 제안
한다. 군용 화력장비는 탄두 또는 미사일 등의 요격체
를 발사하는 일련의 장비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사정
거리는 10~50km에 이른다. 따라서, 초기 발사 시점에서
매우 큰 에너지가 필요하며 순간적으로 대용량의 열에
너지를 발산하게 된다. 이는 적외선 영상 센서로 원거
리에서도 충분히 감지가 가능한 이유이다.
적외선 영상 기반의 탐지 기법에 관한 연구는 군용
적외선 장비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되
어 왔으나, 대부분의 목표는 해상 및 지상에서 관찰될
수 있는 일반적인 표적을 대상으로 하였다[1～7]. 적외선
영상은 대체로 저해상도 그레이 영상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며, 표적의 대부분은 배경에 비해 높은 열에너지를
발산하여 적외선 영상 내에서 높은 밝기값을 가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초기의 표적 탐지 기법은 배경에 비
해 높은 밝기값을 가지는 영역을 취하여 표적으로 탐지
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Zhu 등[1]은 적외
선 영상 내에서 모폴로지(Morphology) 필터를 이용한
소형표적 탐지 기법을 제안하였으며, Sun 등[2]은 앞서
언급한 적외선 영상 내에서 두드러지는 지상 표적 영역
과 주변 배경 영역의 차이를 기반으로 하는 탐지 기법
을 제안하였다. 또한, Wang 등[3]은 큐빅 페이싯 모델
(Cubic Facet Model)을 이용하여 적외선 영상 내 소형
표적 탐지 기법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기법들은, 주
변 배경에 비해 표적 영역이 두드러지는 특성을 기반으
로 하였으며, 배경 영역의 공간적인 복잡도가 낮은 경
우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 Liu 등[4]은 적응적 영역
확장 기법을 이용하여 적외선 영상에서의 소형 표적 탐
지 기법을 제안하였으며, 이 기법은 국소 배경 영역의
모델링을 기반으로 차영상을 구하고 기반점을 탐지하는
방법을 따른다. 국내의 적외선 영상내 표적에 대한 연
구는 대부분 국방분야의 연구를 통해 진행되어 왔다.
Sun[5]은 적외선 영상의 가보(Gabor) 응답과 신경망에
기반한 표적 탐지 기법을 제안하였으며, Yu 등[6]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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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선 영상 기반 시스템의 보완적 측면에서 CCD영상에
서 템플릿을 이용한 표적 탐지 기법을 제안하였다. 또
한, Kang 등[7]은 주성분 분석과 윤곽선 정보를 이용하
여 적외선 영상 내 표적 탐지와 클러터 제거를 수행하
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앞서의 연구들과 같이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표적 탐
지 기법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으나, 본 논문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포격 표적은 일반적인 표적과는 큰
차이를 나타낸다. 포격 표적은 다양한 환경과 조건에
따라 매우 변화폭이 크고, 짧은 시간적 길이를 가지는
특이한 표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밝기, 크기 등
에서 일정 조건을 만족하며 지상 및 해상에서의 균일적
인 배경 등을 가정하는 표적 탐지 기법을 그대로 적용
하기는 어렵다. 초기의 포격 표적에 대한 연구는 포격
시의 물리적 에너지 분석에서 시작되었다. Grant 등[8]은
포격 시 발생하는 화염(Muzzle Flash)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여 원거리 상태에서도 포격 표적을 적외선 영상
으로 관측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포격 표적에 대한
탐지 기법에 관하여 대표적인 연구로는 Ertem 등[9]의
연구와 Spera 등[10]의 연구를 들 수 있다. Ertem 등은
스펙트럼(spectral), 수리형태학적 필터를 이용하여 포
격 표적을 탐지하였으며, 시간적/공간적 필터를 추가하
여 클러터와 구분하였다. Ertem 등이 제안하는 기법은
저격수(sniper) 탐지 시스템에 적용되었으며, 120프레임
이상의 고속 적외선 센서를 기반으로 하였다. Spera 등
은 포격의 시간적 특성을 이용하는 저격수 탐지 기법에
대해 제안하였으며, 시간적 에너지의 변화 특성을 이용
하여 포격 표적을 탐지하고 발생된 위치를 계산하였다.
이와 같이 특정 응용분야에 한하여 포격 표적의 탐지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이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포격
표적의 특수성과 응용분야의 제한성으로 인하여 실제
활용되는 세부 단위의 기법들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포격 표적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는 특성에 따
라 다양한 시간적/공간적 필터를 이용하고 있음을 파악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앞서의 Ertem 등과 Spera 등의 연구
와 유사한 관점에서 포격 표적 탐지 기법에 대하여 제
안한다. 이전 연구들과의 차이점은, 이전의 연구는 포격
표적 탐지를 저격수의 위치 탐지 시스템에 응용하였으
나, 제안하는 기법은 중/대형 화력 무기 탐지 시스템에
적용하고자 연구가 진행된 점이다. 또, 초기의 위치를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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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지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초기 발화 시점
부터 종료시점까지 연속적으로 탐지를 수행하여 포격
표적의 시간적 특징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Ⅱ장에서 포격 표적에 대한 특성
을 분석하고, Ⅲ장에서 제안하는 기법에 대해 설명한다.
Ⅳ장에서는 실제 획득한 적외선 영상을 이용하여 실험
한 결과를 설명하고, V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한다.
Ⅱ. 포격 표적

그림 2. 동일한 종류의 포격 표적 프로파일
Fig. 2. Target profiles of same gunneries.

그림 1에서는  km 이상의 장거리에서  ms 이
하의 짧은 구간에서 관측된 포격 표적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보안상의 이유로 거리 및 표적 종류에 대한 설명
은 생략하였으며, 전체 적외선 영상의 일부분을 이용하
여 예를 구성하였다. 그림 1의 (a)-(f)는 발생 시간 순서
로 나열되었음을 나타낸다.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포격 표적은 크기와 모양을 확정하기 어려우며, 매
우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표적임을 알 수 있다.
제안하는 기법은 원거리 포격 탐지 시스템의 개발에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상대국의 다양한 야
포 전력에 적합하도록 목표를 맞추어야 한다. 현재 상
대국의 경우 76.2, 100, 122, 130mm 평사포, 152mm 곡
사포, 76, 100, 122, 130, 152, 170mm 자주포, 107, 122,
140, 240mm 방사포, 등 수많은 종류의 야포 전력을 보
유하고 있으며, 5만문 이상의 야포 전력이 현재 대치중
에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수많은 야포 전력은 각기
다른 목적과 사거리를 지니고 있다[11]. 국내의 야포 전
력 또한 각각의 사거리와 목적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a)

(b)

존재하며, 다수의 야포에 대한 포격시의 적외선 영상을
확인했을 때, 포의 종류와 사거리에 따라서도 많은 차
이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거리 타격을 목표로
하는 표적일수록 많은 양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요격체
를 발사하게 되며, 따라서, 적외선 영상 내에서도 포의
종류에 따라 포격 표적의 크기와 밝기값, 지속 시간이
큰 차이를 나타낸다. 그림 2는 포격 표적의 밝기값에
대한 예를 보여주고 있으며, 동일한 종류의 야포에 대
한 포격 영상에서 포격 표적 위치의 밝기값의 프로파일
을 나타낸다[12]. 그림의 프로파일은 동일한 종류의 야포
를 서로 다른 위치와 시간에서 획득한 적외선 영상으로
부터 추출한 프로파일 데이터이다. 동일한 종류의 포격
표적이 밝기값의 크기, 지속 시간 등에서 매우 큰 차이
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밝기값의 크기가
클수록 실제 적외선 영상 내에서 확인되는 표적의 크기
가 크기 때문에 실제 포격 표적이 크기, 밝기값 등에서
매우 큰 변화폭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종류의 야포와 환경 하에서의 포격 표적 영상
을 통해 다음과 같은 특성을 정리할 수 있다.

(c)

§
§
§

(d)
(e)
(f)
그림 1. 포격 표적의 예
Fig. 1. The example of gunnery target.

§
§

(339)

거리, 대기 환경, 표적의 사거리 및 장약 등에 따라 매
우 다른 세기의 에너지를 발산함
표적의 종류와 환경에 따라 적외선 영상에서의 밝기
값의 차이가 매우 큼
크기와 모양을 단정할 수 없음
매우 짦은 시간 내에 큰 변화를 발생한 후 소멸됨
군사적 측면에서 센서 내에 포함되는 시야각 내에 다
양한 위치에서 다수의 표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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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보 이진 영상 생성

Ⅲ. 제안하는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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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이진 프레임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참조 프레임
과의 차영상을 구한 후, 문턱치화 과정을 거친다.
차영상을 이용한 표적 탐지 기법은 순간적으로 큰 변
화를 가지는 포격 표적에 매우 적합하다. 일반적인 배
경 화면 내에 포격 표적에 가까운 수준의 큰 밝기값과
형태의 변화를 보이는 요소는 거의 없기 때문에, 차영
상을 이용할 경우 손쉽게 포격 표적을 탐지할 수 있다.
그러나, 포격 표적이 다양한 위치와 시점에서 다수 발
생할 경우 각 포격 표적에 대한 참조 프레임을 선정하
기가 어렵다. 그림 4는 A, B, C 세 개의 포격 표적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가로축은
시간적 프레임을 의미하며, 세로축은 위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포격 A는 3-7프레임 구간에 걸쳐 위치 1에서
발생하며, 포격 B와 C도 각각 서로 다른 구간과 위치를
가진다. 그림 4와 같이 포격 표적이 발생하는 경우, 포
격 A, B, C에 대한 참조 프레임은 각각 2, 4, 8 프레임
이 할당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스템 장비의 설계와 구
현에서 확정되지 않은 포격 표적 개수에 대해 충분한
참조 프레임을 저장하기는 매우 어렵다.
반면에, 이전 프레임을 연속적으로 참조 프레임으로
활용하는 경우 표적마다 별도의 참조 프레임을 설정할
필요가 없어 시스템의 구현이 가능하다. 그러나, 연속되
는 프레임의 차영상을 이용하여 표적 탐지를 수행할 경
우 동일한 포격 표적간의 중첩이 발생하여 정보의 손실
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림 5는 이와 같은 문제의 예를 보
여주고 있다.
그림 5에서는 실제 포격 표적은 영상 내에서 매우 큰
에너지를 발산하며 미세하게 크기가 변화하고 있으나,

본 논문은  Hz 이상의 고속 적외선 영상 시스템
하에서 포격 표적을 실시간으로 탐지하여 시간적 특징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법에 대하여 제안한다. 그림 3은
제안하는 기법의 개요를 나타낸다.
제안하는 기법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프레임과 이전
프레임 단계에서 모델링된 참조 프레임(Reference
Frame)과의 차영상을 이용하여 탐지를 수행한다. 차영
상의 결과는 참조 프레임의 문턱치를 이용하여 문턱치
화(Thresholding)를 수행하며, 문턱치를 초과하는 여부
에 따라 후보 이진 영상을 출력한다. 2단계에서는 후보
이진 영상에 대한 후처리 단계로써 열림 연산
(Openning Operation)과 레이블링(Labeling) 연산을 수
행하여 표적 영역을 탐지한다. 마지막 3단계는 정보 저
장 단계로, 영상 내 탐지된 각각의 표적 영역은 최대 밝
기값, 평균 밝기값, 픽셀 개수, 중심점 등을 계산하여 표
적 정보를 형성하고, 이전 프레임 단계까지 구성된 표
적 트랙 정보와 비교하여 동일한 표적으로 판단될 경우
동일한 표적 번호를 할당한다. 신규 표적으로 판단될
경우 새로운 표적 번호를 할당한다. 따라서, 3단계는 각
프레임에서 탐지된 정보의 저장 과정으로써, 본 논문에
서는 표적 영역의 탐지단계인 2단계까지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며, 3단계의 표적 정보 구성에 대해서는 세부 설
명은 생략한다.

그림 4. 포격 표적 발생의 예
Fig. 4. The example of gunnery events.

그림 3. 제안하는 기법 개요도
Fig. 3. The flow chart of proposed method.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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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

(b)

(c)

   

(d)

(5)



     



식 (1)은  번째 프레임 단계에서  의 값이   
개가 존재하며  의 값이 1개가 존재한다는 관점에서
평균을 계산한다. 식(2), (3), (4)는 식(5)의 표준편차 
를 계산하기 위한 중간단계로써, 번째 프레임 단계에
서,    의 값이   개,    의 값
이   개, 그리고    의 값이 1개 존재한다는
관점에서 표준편차를 계산한다. 식 (1)-(5)의 과정은 평
균과 표준편차의 의미로부터 수학적으로 도출된 과정이
며, 이 홀수일 때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
으나 이 커질수록 오차의 영향이 줄어든다.
식 (1)-(5)의 과정은 해당 픽셀이 표적 영역이 아닐
경우에 갱신되는 과정이며, 표적 영역으로 판단될 경우
수행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표적 영역으로 판
단될 경우, 표적 영역으로 판단되는 시점 이전의 참조
프레임 값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차영상 계산에서
의 중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각각의 픽셀에대한 표
적 영역 여부는 문턱치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식 (6)은
차영상의 문턱치화를 통해 픽셀의 표적 영역 여부를 결
정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는 참조 프레임을 의미하
며,  는 현재 프레임과 참조 프레임의 차영상에
대한 문턱치화 결과를 의미한다. 즉, 현재 프레임은 참
조 프레임의 평균값과의 차영상을 구성하며, 참조 프레
임의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문턱치화를 수행한다. 식 (6)
에 나타난 는 문턱치를 설정하기 위한 파라미터이다.
식의 표기상의 편의를 위해    표기를 생략하였다.
 



(e)
(f)
(g)
(h)
그림 5. 연속 프레임을 이용한 차영상의 예. (a)-(d) 실
제 적외선 영상, (e)-(h) 차영상
Fig. 5. The example of difference frames using
successive frame. (a)-(d) Original infrared
frames, (e)-(f) difference frames

 





연속 프레임의 차영상에서는 표적 영역이 급격히 변화
하고 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 다수의 프레임
에서도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포격 표적이 차영상에서
존재하지 않거나 실제 프레임과 차영상에서의 포격 표
적의 차이가 매우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참조 프레임 모델링을 이용한 차영상을 통해
표적 탐지를 수행한다. 참조 프레임은 기존의 프레임
정보를 기반으로 통계적 수치를 저장하는 프레임으로
써, 현재의 프레임과의 차영상을 계산하는데 활용된다.
참조 프레임의 각 픽셀은 이전 프레임으로부터 계산된
평균과 표준편차를 저장하게 되며, 차영상 계산은 각
픽셀 단위로 이루어진다. 식 (1)-(5)는  번째 프레임에
서    위치의 픽셀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
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은    위치의 픽셀의
평균을 의미하며,    는 표준편차를 의미한다. 은
프레임의 번호를 의미하며,       는 번째 프레임의
    위치의 픽셀값을 의미한다.

 



i f          


2. 후처리 과정

(2)


                           


(3)



             

(1)


                           


 





                      
   


 

(6)

제안하는 기법은 후보 이진 프레임에 대하여 후처리
과정을 수행하며, 영역 설정 과정과 참조 프레임 갱신
단계로 구성된다.
영역 설정 과정은 열림 연산과 레이블링 연산을 수행
한다. 포격 표적은 일정한 질량을 가지는 단단한 표적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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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된 참조 프레임, 즉  은    번째 프레임에
서의 표적 탐지에 활용된다.


(a)

(b)

(c)

(d)

(e)

(f)

Ⅳ.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기법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
하여 실제 포격 표적을 촬영한 적외선 영상을 이용하여
탐지 및 오경보 성능을 실험하였다. 영상의 개수는 73
개, 포격 표적의 개수는 115개이며, 모든 영상의 프레임
의 수는 2,308,390 프레임이다. 제안하는 기법의 목표가
되는  Hz이상의 고속 적외선 영상 시스템에서 획득
된 영상이므로, 짧은 시간 동안의 촬영에서도 영상별로
평균적으로 약 30,000 프레임이상이 저장된다. 식 (8)과
(9)는 탐지와 오경보 성능을 계산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g)
(h)
(i)
그림 6. 차영상의 열림 연산의 예. (a)-(c) 실제 적외선
프레임, (d)-(f) 차영상, (g)-(i) 열림 연산 결과
Fig. 6. The example of openning operation for
difference frames. (a)-(c) original IR frames,
(d)-(f) difference frames, (g)-(i) the results of
openning operation.



    
        

i f   ∉  


(8)

  
 
  ×   ×  
 

(9)

탐지 성능은 탐지된 표적의 개수와 전체 표적의 개수
의 비율로 계산된다. 오경보율은 프레임 당 발생되는
오경보 개수, 시스템의 초당 영상 획득률을 이용하여 1
시간당 발생할 수 있는 오경보의 비율로 표현하였다.
그림 7은 실험에 사용된 적외선 영상 내에서 발생하는
포격 표적의 일부분을 나타낸다. 그림과 같이 거리와
포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표적 영상이 획득되었으며,
지상 및 항공에서 다양하게 획득되었다. 획득 환경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보안상의 이유로 생략한다.
제안하는 기법에서 탐지 및 오경보 성능을 결정하는

이 아니기 때문에 차영상에서 주변에 흩어지는 영역이
발생될 수 있다. 그림 6은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예를
보여준다.
그림 6에서 (d)-(f)는 현재 프레임과 참조 프레임의
차영상, 즉 후보 이진 프레임을 나타낸다. 그림에서와
같이 대형 포격 표적의 외곽 영역에서 흩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경우, 레이블링 결과에서는 다수의 포격 표적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이는 오경보(False
Alarm)를 발생켜 전체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요
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정제된 표
적 영역을 획득하기 위하여 열림 연산을 수행한다. 그
림 6에서 (g)-(i)는 후보 이진 프레임의 열림 연산 결과
를 나타낸다. 연산 결과 프레임은 표적 영역의 여부를
판단하여 참조 프레임의 갱신에 활용되며, 8-이웃
(8-Neighborhood) 레이블링 단계를 수행하여 표적 영
역의 정보를 획득하는데 활용된다. 식 (7)은 참조 프레
임 갱신의 개념을 설명한다.
 

 
    × 
  

그림 7. 적외선 영상 내 포격 표적 예
Fig. 7. The examples of gunnery targets in infrared
image.

(7)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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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는 차영상 문턱치화에 사용되는 이다. 따라
서, 의 값의 변화에 따른 탐지 및 오경보 성능을 분석
하여 적용해야 한다. 실험에서, 열림 연산 수행 시 필요
한 구조요소(Structuring Element)의 크기는 3으로 결
정하였으며, 이는 포격 표적이 경우에 따라 수십 픽셀
이하의 크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주변 화염에서 발
생하는 작은 요소만을 제거하기 위해 실험적으로 결정
하였다.
차영상 문턱치 계수는 식 (6)과 같이,   의 형태
로 결정된다. 가 크면 상대적으로 작은 밝기값을 나타
내는 포격 표적(원거리 또는 작은 에너지)을 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프레임 내에서 발생
하는 다양한 클러터를 제거할 수 있어 오경보율을 낮출
수 있다. 반면, 가 작으면 소형 포격 표적도 탐지가 가
능하여 탐지율은 향상되나, 클러터로 인한 오경보율 상
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림 8은 의 크기에 따른 탐
지 성능의 변화를 나타낸다. 실험을 위하여 의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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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단계로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전체 표적에 대한 탐
지 성능을 계산하였다. 가로축은 값을 나타내며, 세로
축은 탐지 성능을 백분율로 나타낸다.
그림 8에서는 의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탐지 성
능이 낮아지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가 3.25 이하일
경우 모든 표적을 탐지해 내고 있으며, 5를 초과할 경
우 85% 미만의 탐지 성능을 나타낸다. 의 값이 6이상
이 될 경우 탐지 성능이 70%이하로 떨어지는 결과를
확인하여 그림 7에서는 의 값이 5.5까지의 결과만을
도시하였다.
그림 9는 의 크기에 따른 오경보 성능의 변화를 나
타낸다. 가로축은 값을 나타내며, 세로축은 오경보 성
능을 식 (9)와 같이 시간당 발생 빈도로 나타낸다.
그림 9에서는 의 값이 커질수록 오경보 횟수가 줄
어드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실험 결과 의 값이
3.25 이상일 때 오경보 성능이 시간당 10회 이상으로
계산되었으며, 4.25 이상일 때 시간당 1회 이하로 떨어
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각 픽셀 단위로 통계적 수치를 실시간
으로 갱신하여 참조 프레임을 생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차영상을 이용한 포격 표적 탐지 기법을 제안하였다.
다양한 위치와 시점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포격 표
적을 효과적으로 탐지하고 프레임 마다 존재하는 포격
표적의 정보를 정확히 도출하기 위하여, 차영상을 기반
으로 하는 탐지 기법을 설계하였으며, 실험 결과 참조
프레임의 갱신 및 차영상 계산에서 실시간으로 높은 탐
지 성능을 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프레임 전체
에 대하여 동일한 문턱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픽셀 단위로 이전의 통계적 수치를 적용함으로써 적외
선 센서에서 발생되는 불균일성을 보상할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 그러나, 향후 더욱 많은 양의 적외선 포격 영
상에 대하여 실험과 분석을 수행하여 파라미터의 최적
화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 또한, 연속된 프레임에서 발
생하는 포격 표적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정보 연관
(Data Association)을 이용하여 주변 화염으로 인한 오
경보를 줄이는 기법 등, 다양한 방향에서의 개선이 지
속되어야 한다.

그림 8. 계수 에 따른 탐지 성능
Fig. 8. Detection ratio in various parameter.

그림 9. 계수 에 따른 오경보 성능
Fig. 9. False alarm ratio in various par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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