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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실제 전장에서 전투수행 중인 병사의 개인화기 조준 능력 향상 관점에서 추적기법의 성능평가를 하였다. 실제 전장

에서는 짧은 시간동안 전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며칠에 걸쳐서 실시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장시간 지속되는 작전 중에서 다양

한 요소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병사의 신체능력이 감소된다. 이렇게 손실되는 신체능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각추적 기술을 화기의 조

준경에 적용하여 적 병사 이동상황을 자동적으로 추적하고 이로 인해 감소된 조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험을 하였다. 최신영상 추

적 기법들 중에서 최적의 것을 결정하기 위하여, 겹침 현상, 카메라 이동, 크기변화, 저대비 영상, 조명변화 등의 특징이 포함된 여러

실제 전장 영상으로 그 성능을 평가하였다. VTD (Visual Tracking Decomposition)[2]가 정확도에서 IVT (Incremental learning for 
robust Visual Tracking)[7]가 속도 평가에서 가장 우수하였으며 종합적으로는 MIL (Multiple Instance Learning)[1]이 가장 우수한 결

과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성능평가 결과는 시각추적기술이 적용된 조준경이 실제 전장에서 전투수행을 하면서 신체능력이 감소된 병

사의 전투력을 보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Abstract

In this paper, an investigation of weapon tracking performance is shown in regard to improving individual weapon performance 
of aiming objects. On the battlefield, a battle can last only a few hours, sometimes it can last several days until finished. In these 
long-lasting combats, a wide variety of factors will gradually lower the visual ability of soldiers. The experiments were focusing 
on enhancing the degraded aiming performance by applying visual tracking technology to roof mounted sights so as to track the 
movement of troops automatically. In order to select the optimal algorithm among the latest visual tracking techniques, 
performance of each algorithm was evaluated using the real combat images with characteristics of overlapping problems, camera’s 
mobility, size changes, low contrast images, and illumination changes. The results show that VTD (Visual Tracking 
Decomposition)[2], IVT (Incremental learning for robust Visual Tracking)[7], and MIL (Multiple Instance Learning)[1] perform the 
best at accuracy, response speed, and total performance, respectively. The evaluation suggests that the roof mounted sights 
equipped with visual tracking technology are likely to improve the reduced aiming ability of forces.

Keyword : visual tracking algorithm, aiming ability, battlefield of situation, tracking performance evaluation, roof 
mounted 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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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간은 역사적으로 많은 전쟁과 전투를 치러 왔고, 전투

기술은 날이 갈수록 발전해가고 있다. 또한 세계 경제가 발

전해 나감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환경이 좋아지고 신체조건

도 날이 갈수록 발달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면 단

기간의 짧은 전투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지속작전 또는 계

속작전으로 인해 쉬지 않고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가 전쟁

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런 작전이 지속될수록 신체능력은

떨어지게 된다. 또한 실제 전장에서 작전을 수행 중인 병사

는 다양한 외부환경에도 영향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미래

전쟁은 핵무기, 생화학무기, 초정밀 무기 등의 대량살상 무

기와 첨단무기를 활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더욱 치명적으

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

한 작전 및 방호구 사용으로 더욱 활동에 장애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작전 수행 중에 병사의 전투능력 손실을 보완하

기 위하여 우리는 시각추적기술을 개인화기에 활용하는 방

안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 최근에 발표되는 시각추적기술

에 관한 논문들을 보면 연구실 환경 내에서 임의로 설정한

시나리오보다 실제세계에서 벌어지는 환경에서 실험하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에 대해 여러 논문이 발표되었다
[1][2][3][4]. 우리는 이러한 우수한 시각추적기술이 작전수행

중에 저하되는 병사의 어떤 능력을 보완할 수 있을지 알아

보고 그 상황에 맞게 실제 전장 상황에 벌어지는 영상에

시각추적기술을 적용하여서 비교하고 성능평가를 해 보았

다. 본 연구의 주요구성은 비교할 추적기법들의 특성, 실험

기준 및 결과, 결론의 순서로 되어있다.
전쟁 중에 병사는 짧은 전투만 할 수도 있지만 지속작전

및 계속작전을 많이 수행한다. 지속작전과 계속작전에 관한

정의를 간략히 설명하면 지속작전(CONOPS: Continuous 
Operations)이란 일정 기간 동안 똑같은 수준으로 강도 높

게 계속 실시되는 전투로서 이러한 전투에 참가하는 장병

들은 수면을 취할 기회를 가질 수는 있겠지만 수면은 짧은

시간동안 순간적으로 잠깐씩 취하는 형태의 작전을 말하며, 
계속작전(SUSOPS: Sustained Operations)이란 부대 및 부

대원들이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작전을 계속 실시함으로

써 병사들은 단 몇 분의 수면조차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작전을 말하며 따라서 지속작전에는 일련의

계속작전이 포함될 수 있다
[5]. 

지상전투에서의 지속작전은 과거보다 상당하게 발전된

전쟁 개념으로 오늘날과 같이 야간, 악천후 및 다른 불량한

시도조건하에서도 효과적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첨단기술로 무장한 거의 대부분 기계화된 지상전투부대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전투작전은 빠른 속도로

주․야 24시간 계속 강도 높게 실시될 수밖에 없다. 과거에

는 육군이 전투를 중지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들 즉 어둠, 
재보급 그리고 재편성 소요 등은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이제

는 거의 모두 해소되었다. 육군은 이제 더 이상 중지 없이

전투를 계속 실시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야간작전이 더 일반화 될 것이다.
지속적인 전투는 병사들의 업무수행능력 저하를 가져오

는 악 조건하에서 임무수행을 강요한다. 이러한 극한 상황

들의예는 정상 수면 방해, 육체적피로, 수면부족, 공포 등

이다. 이러한 악조건 하에서 계속되는 전투는 병사들을 탈

진하게 하고, 따라서 병사들은 작전 시 요구되는 만큼신속

하게 또는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심지어

는 전투 초일 야간조차도, 정상적인 수면습관과 일상의 행

위들이 임무수행을 방해한다. 또한 병사들은 피로와 소음, 
방해받은 수면시간 및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 인해 커다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병사들의 강한 결단력도 참고 견딜

수 있도록 하는 데는 필수적이지만, 악조건들이 상승효과

를 나타내는 것을 상쇄시킬수는 없다. 잘못된 결심을 포함

한 지각능력 저하는 수면을 취하지 못한 최초 24 시간 중

또는 그 이후부터 시작 된다
[5]. 

표 1은 영국 육군인사문제 연구소에서 실험한 자료로서

이런 지속작전 수행을 하는 병사의 저하된 임무수행 능력

을 보여 준다
[5]. 정상적인 병사의 능력을 100 으로 보았을

때 수면부족 시간이 24 시간 지속되었을 때 급속사격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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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부족시간 (시간) 급속사격 (%) 표적탐지 (%)

24 71 82

36 64 71

72 56 41

표 1. 전투 피로정도에 따른 임무의 성공률 저하
Table 1. Decrease of mission completion ratio due to battle fatigue

은 71%가 되고 표적탐지능력은 82%가 된다. 이 후로 수면

부족 시간이 늘어날수록 이 능력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져

72 시간이 지속되었을 때 급속사격은 56%가 되고 표적탐

지능력은 41%까지 떨어진다.
장래의 전쟁에서 핵, 생물학 및 화학무기의 위협은 병사

들의혼란과 불확실성 및스트레스를 극대화 할 것이며 전

투원의 이동, 사격, 통신 및 작전지속 능력을 결정적으로

방해하게 될 것이다. 핵 및 화학작전 상황에서의 제병협동

작전(CANE: Combined Arms in a Nuclear/Chemical 
Environment) 평가보고서 제 1 단계에서는 화생방 작전상

황하에서의 임무는 여러측면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전투의 강도가 떨어진다,” 
“사격 명중률은 방어 시 20% 공격 시 40%가 각각 감소한

다,” “우군 사격에 의한 사상자가증가한다,” “정확한목표

탐지가훨씬곤란해진다,” “무선에 의한 사격시간이 지연된

다,” 등이 있다[5].
이렇게 실제 전장에서 작전수행을 하는 병사는 여러 요

소에 의해 영향을 받고 전투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특히 표

적탐지능력과 사격능력이 떨어지고 사격 명중률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우군 사격에 의한 사상자까지증가한다. 이런

비효율적인 전투는 과거 전쟁기록에서도 볼 수 있다. 표 2 
는 국방일보에 게재되었던 자료로서 비효율적인 과거전투

기록을 보여 준다[6]. 세계 1 차 대전 때에는 1 명의 사상자

전쟁명
1 명의 사상자를 내기 위해 필요한

탄약수

제 1 차 세계대전 7,000

제 2 차 세계대전 25,000

베트남 전쟁 50,000

표 2. 전투의 비효율성에 관한 과거기록
Table 2. Inefficiency of battle in past wars

를 내는데 7,000 발의 탄약이 소요되었고 세계 2 차 대전

때는 25,000 발, 베트남전쟁 때에는 무려 50,000 발을 사용

하여 1 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렇게 실제 전장에서 작전 수행을 하는 병사는 여러 요

소에 의해 영향을 받고 신체능력이 저하된다. 저하된 신체

능력은 임무수행능력을 저하시키고 비효율적인 전투를 수

행하게 하고 비효율적인 사격을 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시각추적기술을 탑재한 조준경이 개발 가능하다면 자동으

로 적을 찾고 추적하여 저하된 신체능력을 보완하고 보다

효율적인 전투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개인화기 조준능

력 향상관점에서 시각추적기술의 성능평가를 하였다.

Ⅱ. 실험 영상 및 비교할 추적 기법들의 특성

시각추적기술이 개인화기 조준경에 탑재되어 지속작전

수행으로 인해 저하된 병사의 표적탐지 및 조준사격능력을

보완하려면 실제 전투상황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지 알

아보아야 한다. 실제 전투상황에서는 위장으로 인해 주변

색과 비슷한 장면이 많을 것이고 공수부대의 공중침투 및

저공비행하는 비행기에 대한 사격에서는 매우 작고 빠른

물체를 잘 추적해야한다. 이밖에도 카메라의 움직임, 폭발

로 인한 불길 속에서의 병사이동 등의 상황에서도잘 작동

하여야한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의 시각추적기술의 성능평

가 때 사용되는 일반적인 영상들이 아닌실제 전투상황 영

상을선정하여 실험을했고 그 영상들의목록과 내용은 아

래와 같다. 

• Coming : 병사들이 언덕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영

상. 카메라 이동이 조금있으며 병사들의 전투복이 주

변색과 비슷하고바람에움직이는 갈대들이 병사들의

하체를 부분적으로 가렸다가 보이게 한다.
• Airborne : 공수부대원들이 강하하는 것을 아래서 바

라본 영상. 
• Rush : 병사들과 장갑차가돌진하는 것을 건물위에서

바라본 영상.
• March : 숲속에매복해서멀리 떨어진병사들이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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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 영상.
• Flame : 야간에 전투로 인한 불길속을 이동하고 있는

병사를 보는 영상.
• Plane : 저공 비행을 하고 있는 비행기를밑에서 바라

본 영상.  
            
이렇게 6 개의 실제 전투영상에 실험을 하였지만 Coming

에 있는 카메라 이동은 조금부족하였기 때문에 위의 영상

에는 카메라 이동에 대한 충분한 성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카메라 이동에 대한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김연아의 피겨스케이팅 영상을 추가로 실험하였다. 
표 3은 각 영상의 특징 요소들을 정리하여 보여 준다.  
 

영상 주요 도전요소

Coming 부분 겹침, 카메라이동, 배경 어수선함, 크기변화

Airborne 작은 물체

Rush 빠른 이동, 저대비, 작은 물체

March 작은 물체, 저대비

Flame 저대비, 배경 어수선함

Skating 카메라 이동, 조명변화, 포즈변화, 물체 겹침

Plane 작은 물체, 빠른 이동, 크기변화

표 3. 추적 실험에 사용된 영상 목록
Table 3. The sequences used in the tracking experiments

정확도 측정을 위한 영상선정 이후 실험을 할 시각추적

기술들을 선정하였다. 이는 최근에 발표된 논문들 중에서

선정하였으며, 초기에는 MIL[1], VTD[2], VTS[3], MTT[4] 그
리고 최근에 나온 논문 중 가장 많은 참고문헌을 기록하고

있고 가장널리 비교되고 있는 IVT[7]
가 고려되었으나 VTS

와 MTT는 속도 측면에서 현저하게 떨어져 배제하고 IVT, 
MIL, VTD 기법을 대상으로 실험하였다. 
각 알고리듬을 간략히 설명하면 IVT는 표적을 추적하는

것과 동시에 개선된 부분 공간 외형 모델을 점차적으로 업

데이트하고 이로 인해 얻어지는 새로운 외형 모델을 이용

하여 연속적으로 추적한다. 이런 부분 공간 업데이트를 보

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기법을 이용한 것이

이 기법의 핵심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간략히 정리하면

현재의 고유 벡터 베이스에서 표적의 가능한 위치들을 찾

고 최대사후확률(maximum a posteriori probability)로 최대

우도(maximum likelihood)를 찾아 표적위치를 찾는다. 이
후 다시 주성분을 업데이트하고 위의 순서를 반복한다.

MIL은 구별을 나타내는 외형모델을 업데이트하면서 추

적을 하는 알고리듬이다. 그림 1 을 보면 가장좌측의 그림

은 전통적인 구분기로 표적에 해당하는 이미지패치(image 

patch) 에는 가중치 1 을 주고 표적이 아닌이미지패치

에는 가중치 0 을 부여하여 업데이트하는데여기에서는 표

적이 맞는 이미지 패치가 1 개이므로 정확성이 떨어진다. 
다음으로 중간 그림의 전통적인 분류기는 여러 개의 이미

지 패치를 이용하여 표적이 맞는지 아닌지를 구분하여 분

류기를 업데이트한다. 가장 우측의 것은 표적이옳다는 표

시가 된 이미지패치들을 하나로 묶어서 업데이트 하는 것

으로 이것이 MIL 분류기이다. 이 분류기를 이용하여 다음

프레임(Frame)에서 표적을찾고 이를 연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면서 또 다음 프레임에서 표적을 찾는 방식으로 추적한

다. 

그림 1. 외형모델을 분류기에서 업데이트하는 모습[1]

Fig. 1. Updating a discriminative appearance model in classifiers[1]

  
마지막으로 그림 2에서 도시된 VTD는 샘플링(Sam- 

pling) 기반으로 추적한다. 실제 영상은 자세변화, 조명변화

등의 관측모델들과 급하게 또는 부드럽게움직이는 동작모

델들이혼합되어 있다. VTD는 이런혼합되어 있는 관측모

델을 r 개로 동작모델을 s 개로 각각 나눈다음이런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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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VTD 알고리듬 표적추적 과정[2]

Fig. 2. The tracking process of VTD algorithm [2]

관측모델과 동작모델을 정합하여 r*s 개의 기본추적기를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r*s 개의 기본추적기를마코프체

인몬테칼로(Markov Chain Monte Carlo, MCMC) 기법을

이용하여 샘플링 기반의 추적한다.  

Ⅲ. 실험기준 및 결과

본 절에서는 추적기의 성능 평가기준을 설명하고 이를

이용한 실험 결과를 제시한다. 추적하기 위한 표적은 조준

경의 십자망선중간(총구에서 가장 가까운표적)에서 가장

가까운 표적을 자동 탐지한다고 가정하였다. 성능 평가는

위의 영상에 각 알고리듬을 적용하여 얻어지는 정확성과

실제로 개인화기 조준경에탑재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속

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추적 속도, 이 두 가지 부분의 점수

합산으로 평가 한다.
정확성 부분의 세부점수로는 Airborne, Plane과 같은 영

상은 실제 전장에서 조준사격을 하지 않고 사거리와 비행

기의 속도를 고려하여 대공화망을 구성하여 사격하는 경우

가 대부분이며, Skating은 카메라의 이동상황을 실험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세 종류의 영상에 대해서는 표 4와 같이

10 점 만점의 각 순위별로 점수를 정하였다. 반면에

Coming, Flame, Rush, March와 같은 영상은 실제 전장에

서 전투 시 조준사격을 하는 상황이므로 15 점 만점의 추적

오차를 픽셀 단위를 평가하는 표 5 와 같이 적용하였다. 
세부 성능 평가 기준은 실제 손으로 그린표적의 중심에

서 각 알고리듬의 결과의 중심 사이의 픽셀(Pixel)간의 평

균 차이의 정도에 따라 차등 점수를 주었으며, 원거리표적

의 경우에는 근거리표적보다 중력, 온도, 압력, 바람 등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탄도오차가 크게난다
[8]. 즉 원거

리표적에 사격 시 더욱 정밀한 사격을필요로 하므로 원거

리표적은 3 픽셀차이 단위로 점수를 주었고 근거리 표적은

5 픽셀단위로 점수를 주었다. 이는 표 5 에서볼수 있으며

일정 차이 이상은 군사적으로 효용가치가 없으므로 0 점
처리 하였다. 

영상 1위 2위 3위

Airborne, Plane, Skating 10 8 6

표 4. 순위 기반의 추적 정확성 평가표
Table 4. Tracking accuracy performance evaluation in ranking

   
표 5. 픽셀 오차 기반의 정확성 평가표
Table 5. Tracking accuracy performance evaluation in pixel errors  

평균픽셀에러 점수

0∼5 15

6∼10 12

11∼15 9

16∼20 6

21이상 0
  

평균픽셀에러 점수

0∼3 15

4∼6 12

7∼9 9

10∼12 6

13이상 0
 

       < Coming, Flame >               < Rush, March >

추적 속도 성능의 평가는 조준경에 탑재되는 CPU 및
RAM이 어느정도 성능인가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고성능 CPU 및 RAM을

소형화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앞으로출시될갤럭시

S4 정도의 예상 CPU 및 RAM 보다 약간 더 성능이 좋은

기준으로 실험을 하였으며 군사용임을 감안하여 표 6과 같

이 속도 성은에 상대적으로 높은 기준으로 평가 하였다. 구
체적으로는 초당 26 프레임 이상 시 30 점 만점, 이후 5 
프레임 단위로 차등 점수를 주었다.
우리는 우수한 성능의 시각추적기술 3 개를 7 개의 실험

영상에 적용하여 정확성 평가 실험을 하였다. 여기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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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 IVT 성능 평가 중 표류하는 장면
               Fig. 3.  Visual drift in the performance evalution of IVT

된 시각추적기술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각 저자가 제공

한 소스코드 (Source Code)를 이용하여 실험하였으며
[9][10][11] 결과 비교는 사람이직접 보고 손으로 그린 결과와

실험하여 나온 결과의 중앙점의 평균 픽셀 차이로 하였다.  
  

프레임/초 점수

26이상 30

20∼25 25

16∼20 20

11∼15 15

1∼5 10

표 6. 추적 속도 성능 평가표
Table 6. Performance Scorecard in tracking speed

표 7 은 7 개의 영상에 적용한 각 시각추적기술의 성능

결과를 보여 준다. 표의빨간색부분은 각 영상별가장 성능

이 좋았던 알고리듬의 결과이며파란색부분은 두번째좋

았던 알고리듬의 결과를 표시한다. 결과를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듯이 VTD가 대체적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줬다. 
7 개 부분 중 5 개 부분에서 가장 우수했고 나머지 두 개

부분도 두번째로 좋은 결과를 보여줬다. MIL 또한 대체적

으로 좋은 결과를 보여 줬으나 VTD보다는 부족하였고

IVT는 Coming부분에서만 좋은 결과를 보여 줬다.  

IVT MIL VTD

Coming 6 42 16

Airborne 표류 3 7

Rush 17 6 3

March 7 2 2

Flame 20 9 7

Skating 표류 85 7

Plane 표류 11 5

표 7. 추적 정확성 성능 비교
Table 7. Comparison of tracking accuracy

IVT는 일반적인 영상에는괜찮은 기법이지만잡음이 많

은 영상에는 약하고 모든 외형모델을 업데이트 하여 사용

하므로 오랜 시간이 갈수록 약하며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표적을 쉽게 놓쳐 표류하는 경우가 많았다.  
MIL은 대체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였으나 비슷한 표적

이 주변에 겹칠 때 겹치는물체 방향으로 조금 따라가면서

픽셀 오차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줬다. 이는 Coming, 
Rush, Flame등의 영상에서 나타났었는데 그림 4 는 Rush 
영상에서의 이런 결과를 보여 준다. 좌측그래프는 각프레

임별 3 개의 알고리듬의 픽셀에러를 보여 준다. 자주색그

래프가 MIL의 결과이며 70번쨰 프레임 근처에서 갑자기

오차가 상승하는 모습을볼수 있다. 이 장면을 분석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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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각 알고리듬별 프레임변화에 따른 픽셀에러

        

(b) 70프레임 주변에서의 MIL 알고리듬 추적변화

   

(c) 70프레임 주변에서의 VTD 알고리듬 추적변화
          그림 4.  Rush 영상에서 추적결과
          Fig. 4.  Tracking result in Rush Sequence

병사가 좌우로 이동하면서 앞으로 달려가고 앞에 있던 트

럭과 겹칠 때 트럭에서 다른 병사가 뛰어내려 두 병사가

겹치면서 다른 병사 방향으로 추적하면서 발생한 결과이

다. 그림 5 는 Flame 영상에서의 결과이며 55번째 프레임

근처에서 좌측으로 이동하는 병사 뒤쪽으로 희미하게 우

측으로 이동하는 병사가 겹칠 때 박스가 살짝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오차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VTD는 정확성 부분에서는 대체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

여 줬다.
정확성 측면에서는 VTD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 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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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각 알고리듬별 프레임변화에 따른 픽셀에러

    

(b) 55프레임 주변에서의 MIL 알고리듬 추적변화

     

(c) 55프레임 주변에서의 VTD 알고리듬 추적변화
  그림 5.  Flame 영상에서 추적결과
  Fig. 5.  Tracking result in Flame Sequence

만 속도 부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속도부분은 Quad 
Core2.4GHz CPU와 4GB RAM의 상황에서 실험을 하였으

며 IVT가 26  frame/sec, MIL이 25 frame/sec, VTD가 1 
frame/sec의 성능을 각각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성 부분 7 개 영상에 대한 점수와 속도 평가 점수를

합한 종합적인 성능평가를 했을 때 표 9에서볼 수 있듯이

개인화기 조준경탑재에는 MIL이 가장 적합한 알고리듬으

로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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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리듬

정확도
속 도 총 점

추천

우선순위Airborne Plane Skating Coming Flame Rush March

IVT 6 6 6 12 6 0 9 30 75 3

MIL 10 8 8 0 12 12 15 25 90 1

VTD 8 10 10 6 12 15 15 10 89 2

표 8. 최종 추적 성능평가결과
Table 8. Final evaluation of tracking performance

Ⅳ. 결 론

우리는 본 논문에서 지속작전으로 표적탐지능력과 급속

사격능력이 떨어져 비효율적인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병

사의 신체능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최근 제안된 시각추적기

술을 개인화기 조준경에탑재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적합한

시각추적 알고리듬들의 성능을 평가해 보았다. 평가 결과

는 MIL, VTD, IVT 순서로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앞
으로 MIL 기반의 기법은 정확성 부분에서좀더 보완이 된

다면 실제 개인화기 조준능력 향상을 시킬수 있는 조준경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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