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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건물 내 무인감시 카메라를 통한 보완시스템 

구축 및 도로 교통상황 분석뿐만이 아니라 군사 분야

에서 무인경계태세 감시 및 정찰을 위해 기동표적 

추적기술의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1,2]. 표

적추적정보는 EO/IR(전자광학/적외선, Electro-

Optics/ InfraRed) 센서나 SAR(Synthetic Aperture

Radar, 합성개구레이더) 센서 등의 감시센서로 부터 

획득된 거리, 방위각 또는 좌표 정보를 기반으로 추

적알고리즘을 통해 획득된다[3,4].

감시환경에서 센서를 통해 획득된 측정치들 중 주

변 장애물 및 잡음, 지면 또는 태양광, 구름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표적으로부터 기인하지 않는 측정치 즉,

클러터가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클러터 환경에 강인

한 표적추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표적 추적과정에

서 센서로부터 획득한 측정치들을 이용하여 트랙을 

생성하고, 이 후 측정치들을 기반으로 트랙정보를 쇄

신하기 위해서 추적 중 물체의 측정치를 선택하는 

기법인 데이터연관기법(Data Association)이 필수

적이다.

현재까지 개발된 데이터연관기법으로는 NN(Near-

est Neighborhood), PDA(Probabilistic Data Asso-

ciation), JPDA(Joint Probability Data Association)

등의 알고리즘 개발되었다[4-5]. NN나 PDA는 하나

의 물체만을 추적하기 위한 데이터연관기법으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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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표적이 존재하거나 표적들이 근접한 경우 사용하

기 어렵다. JPDA는 각각의 표적과 측정치 간에 발생

할 수 있는 모든 사후 연관확률을 구하는 알고리즘으

로 다중표적의 데이터 연관을 지원하나 높은 연산량

으로 인해 실시간 연산에 제약을 많이 받는다.

이러한 기존 데이터 연관기법에서 나아가 표적의 

추적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또한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기존에 연구들은 측정치들로부터 거리,

속도, 가속도 등의 운동학 정보 (Kinematic infor-

mation)를 사용하여 데이터 연관을 수행하는데 반

면, 나아가 측정치로부터 반사 신호세기(Ampli-

tude), 형태 특성(Appearance) 등의 유용한 정보를 

융합하여 연관시키는 기술 들이 개발되고 있다[7-

10]. D. LERRO는 레이더센서 신호로부터 측정된 거

리 및 방위각 측정값 외에 RCS(Radar Cross sec-

tion)값을 활용하여 추적 성능을 개선하고자 하는 연

구를 수행하였으나 PDA 기반의 단일표적 추적만을 

지원한다[6]. 그 외 레이더센서 기반 신호세기 정보

를 활용한 연구는 활발히 수행되었지만, 주로 RCS

특성분석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8-10]. S. Wu

는 비디오 센서로부터 획득한 이미지 데이터로부터 

color histogram, edge-based measures를 형태특성

(Appearance)라 정의하여 -best JPDA의 cost ma-

trix 생성조건에만 형태특성을 적용한 다중표적추적 

기술을 제안하였다[11].

본 논문에서는 EO/IR 영상센서 기반 다중표적 추

적기술로 기존의 운동학 정보(Kinematic Informa-

tion: 위치, 속도, 가속도)외 영상센서로부터 획득된 

표적의 형상정보(Feature Information)을 활용한 다

중표적 추적기술을 제안한다. 여기서 표적의 형상정

보(Feature Information)는 탐지된 영상 화소 값

(image intensity)을 이용하여 표적과 측정치의 영상 

유사도, 즉 2차원 상관도(2-dimensional Correla-

tion) 정보를 의미하며[14,15]. 영상 상관도 값의 정확

도를 높이기 위해 제안기술은 영상분할기법(Seg-

mentation)이 적용된 영상을 활용한다. 다중표적 추

적과정에 형상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JPDA 기법의 

유효화 행렬 생성 과정 및 연관확률 생성과정에 표적

의 형상정보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추적필터

과정에 획득된 연관확률은 칼만게인의 가중치로 적

용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표적형

상정보를 활용한 다중표적 추적처리를 위한 다중표

적 추적시스템에 대하여 설명하며, 3절에서는 개발

된 EO/IR센서로 부터 획득된 영상을 기반으로 제안

시스템의 성능을 분석하였으며, 4절에서 결론을 맺

는다.

2. 다중표적추적 시스템 

다중표적추적 시스템은 관측 시간 내에서 획득되

는 탐지정보(위치, 영상속성)을 이용하여 이전 항적

에 표적정보를 연관시켜 추적을 유지하는 기법이다.

시스템은 항적 초기화, 데이터 연관, 추적필터 기반 

표적위치 추정, 항적관리 과정으로 구성되며 Fig. 1.

과 같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안 다중표적 시

스템은 입력된 초기 탐지 값을 기반으로 초기화 과정

을 통해 가능항적을 생성하고(Propagating tracks),

지속적으로 입력되는 탐지결과를 바탕으로 표적의 

다음 항적을 추정한다. 이때 탐지결과는 영상좌표계

의 위치 및 표적 이동속도 외 영상 분할된 표적 영상

(Segmented image)을 입력받는다. 위치 정보를 통

해 클러터와 유효 측정치를 분리한 후 (Gating), 유효 

측정치와 항적을 연관시키는 JPDA 과정을 수행한

다. 이때 JPDA의 유효화 행렬 생성 과정과 연관확률 

생성과정에 영상정보가 활용된다. JPDA를 통해 획

득된 연관확률이 추적필터 내 추정과정의 가증치로 

적용되어 표적의 다음 항적이 추정되며(Track Fil-

tering), 추정된 항적의 정보는 생성, 유지 또는 삭제

를 결정하는 항적관리(Track Management)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갱신된다. 다음 세부절에 각 상세과

정을 항적초기화, 데이터 연관, 추적필터, 항적관리

로 나눠 설명한다.

2.1 항적 초기화

항적 초기화 기법은 초기 탐지정보가 입력되어 항

적을 새로 생성할 때 필요한 기술로, 본 기술에서는 

Two Step Initialization(TSI)를 사용한다[12]. TSI

는 현재 입력된 모든 측정치를 항적의 초기값으로 

생성하는 One Step Initialization과 달리, 이전 측정

치와 현재 측정치를 동시에 고려하여 항적의 초기값

을 생성하는 기술이다. 상세히 설명하면, TSI는 표적

의 이동속도를 알 때, 추적샘플링 시간간격동안 이동 

가능 한 거리만큼의 반경 안에서 표적이 이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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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가정하여, 과거 측정치와의 거리차가 이동 가능한 

반경 내에 존재하는 측정치만 초기 트랙으로 할당한

다.

Fig. 2는 TSI 대한 상세 예시이다.  는 시간 인덱

스로 왼쪽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번째 획득

된 측정치는 다음 항적을 생성하기 위해 저장만 하

며, 번째 측정치가 입력되면 한번 이동 가능한 

반경 내에 존재하는 현재의 측정치만 새로운 트랙으

로 생성한다. 이때, 항적생성에 사용되지 않는 현재

의 측정치는 다음 시간에서 트랙을 생성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전 측정치로 다시 저장된다. 

번째 측정치들이 입력되면, 기존의 트랙으로 할당된 

측정치를 제외한 이전측정치로 저장된 측정치들 중 

동일하게 이동가능 한 반경 내에 현재 측정치가 존재

하는 경우에만 항적을 새로 생성하게 된다.

2.2 데이터 연관  

데이터 연관기법(Data Association) [4,5,10]은 클

Fig. 1 Proposed Multiple Target Tracking System

Fig. 2. Two Step Initializ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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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터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표적으로부터 기인한 측

정치를 항적으로 연관시켜 유용한 항적을 생성하고

자 하는 기술이다. 클러터는 항적 생성 및 유지율이 

떨어지게 되어 추적 성능을 열화 시킬 수 있기 때문

에 클러터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추적성능을 향상시

키기 위해서는 데이터 연관기법이 필수적으로 소요

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효측정영역 내에 위치하는 모

든 측정치들은 표적으로부터 기인된 것이라 가정하

고, 다중표적추적에 적용되는 JPDA기법을 고려한

다. 특히, 표적의 형상정보를 데이터연관기법에 적용

하여 추적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법을 제안한다.

2.2.1 JPDA 연관확률 획득 과정

다중 표적이 동시에 존재하는 환경에서 각 표적의 

유효측정영역에서 표적이 서로 결합하는 경우에는 

주어진 표적은 다른 표적들에 대하여 독립적이라 하

기 어렵다. 따라서 다른 표적들로부터 기인된 측정치

들도 동시에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각 표적마다의 연

관된 정도를 연관확률로 연산한다. JPDA는 유효측

정영역(Validation Gate)내에 존재하는 모든 측정치

를 동시에 고려하게 되는데, 여기서 유효측정영역이

란 항적의 예측치와 측정치의 확률분포를 이용한 확

률적 경계영역으로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계산된다.

 
  ≤ (1)

여기서 는 측정치  시간의 유효측정영역 내의 

측정치 개수를 이라 할 때 각 번째 측정치 와 

표적  에 대한 예측치 의 차이인 이노베이

션으로,    
와 같다.

JPDA에서의 연관확률은 현재시간까지의 측정치 

집합 
 가 주어졌을 때, 모든 각 결합사건  

에 대한 복합확률의 합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2)

여기서, 
 는 번째 측정치가 번째 트랙

에 연관되는 어떤 사건 에 대한 복합확률을 의미하

며 아래와 같다.


  


 ⋯ 

  ·


   (3)

여기서, 는 표준화상수를 나타내며,

 ⋯ 
  는 결합사건 가 주어졌

을 때 개의 유효화 측정치들의 사전 조건부 확률 

밀도 함수이며, 
 는 에 대한 사전 확

률 값이다. 또한 는 번째 측정치와 번째 항

적간의 발생 가능한 모든 결합사건에 대한 행렬을 

의미하며, JPDA의 경우 측정치와 항적 개수에 따라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상세한 유도과정은 참고

문헌 [5]에 설명되어 있다.

요약하면 JPDA는 획득된 유효화 행렬로부터 발

생 가능한 모든 결합 사건  들을 구하게 되며, 는 

가 표적 에 연관될 확률은 어떤 사건 
 을 포함

하는 모든 복합 사건 에 대한 복합 확률의 합, 

표적 로부터 아무런 측정치도 발생하지 않을 확률

로써 다음식과 같이 표현된다.

(4)

2.2.2 표적 형상정보를 활용한 JPDA 연관확률 획득 

과정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거리, 속도 등의 운동학 정

보(Kinematic information)와 영상센서에서 수신된 

영상들로부터 획득한 표적의 특성정보를 데이터 연

관기법에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표

적의 형상정보는 탐지된 영상 크기 값의(image in-

tensity)을 이용하여 표적과 측정치의 영상 유사도,

즉 2차원 상관도(2-dimensional Correlation)정보를 

의미한다[14,15]. 5여기서 기존 이차원 영상상관도를 

활용한 기법에서는 서로 다른 이미지임에도 불구하

고, 템플릿의 부분적 밝은 부분(bright spot)이 존재

하여, 부분적 상관도가 높거나 같은 값이 나오는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상세히 설명하면, Fig. 3의 우측 

행렬은 각 영상과 템플릿간의 영상상관도를 나타내

는데, 각 행렬에서의 행에 존재하는 영상은 표적의 

템플릿 영상을 의미하며, 열에 존재하는 영상은 현재 

측정된 표적영상을 의미한다. 상위 행렬의 예시처럼 

첫 번째 행에 존재하는 템플릿 영상에서 차량의 헤드

라이트에서 밝은 부분이 존재하여 4개의 서로 다른 

탐지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열에서 영상의 상관

도가 같게 나옴을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영상의 이미지를 그

대로 사용하지 않고, 표적탐지 시 불연속성의 에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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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에 대해서 영상의 특징이 똑같으며 서로 중복되지 

않는 연결 영역으로 나누어 처리하는 방법인 영상분

할(image segmentation) 기법을 적용하였다. 본 논

문에서 활용한 영상분할 방법은 Barnich가 제안한 

방법과 같이[6] 연속적으로 입력되는 영상에서 각 픽

셀 별 변화 여부, 즉, 배경 모델의 픽셀과 입력 영상의 

동 위치 픽셀 간의 밝기 차이를 계산하여 변화가 없

는 픽셀 값을 이용하여 배경모델을 추정하는 방법이

다. 추정된 배경모델로부터 배경영상을 생성하여 현

재 입력된 영상에서 뺀 뒤, 남은 밝기 값에 대하여 

임계치를 적용하면 이동한 물체의 이진 형상(binary

mask)이 검출된다.

영상분할 기법 적용을 통해 특정 부분에 의한 부

분적 최대 상관도 값을 보인 기존 방법과는 달리 실

제 표적의 형상정보가 유사한 경우 큰 형상 유사도를 

나타냄을 Fig. 3 하위 영상 상관도 행렬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제안 기술은 이러한 형상정보를 JPDA의 유효화 

행렬을 생성 조건 수식에 적용하며, 수식은 아래와 

같다.

 
  ≤  ≥ (5)

여기서  는 번째 표적에 대한 대표 템플릿과 

번째 측정치 영상과의 2차원 상관도를 의미하며, 

는 영상유사도 정도를 판단하는 임계치 값으로, 본 

연구에서는 실험값을 통해 0.6으로 설정하였다. 따라

서 형상정보를 통해 변형된 유효화 조건식은 측정치

들이 표적의 유효측정영역 내 존재하면서 동시에 영

상유사도가 어느 일정 값 이상인 경우만을 진 측정치

로 판단하여 항적에 연관시킨다. 이에 따라 형상정보

를 활용한 JPDA의 유효행렬 생성 예시와 측정치와 

표적 간 모든 발생가능한사건 생성과정도 변경된다.

Fig. 4는 JPDA의 실시 예이며, 는 표적 에 대한 

항적 예측치, 는 번째 측정치를 나타낸다. 두 번째 

표적  와 두 번째 측정치 가 형상정보로 인해 

연관되지 않는 경우, 해당 유효화 행렬 요소 값은 1에

서 0으로 변환된다. JPDA는 이 유효화 행렬을 기반

Fig. 3. Results of image correlation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of segmentation.

(a) (b)

Fig. 4. Example for JPDA practice. (a) Example for generation of validation matrix (b) Example for generation of 

feasible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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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발생 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사건을 생성하게 

되는데, 기존의 JPDA에서는 ‘두 개 이상의 표적은 

같은 측정치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하나의 표적은 둘 

이상의 측정치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라는 가정 하

에 8개의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형상정보 조

건에 의해 유효화 행렬이 변형된 경우, 이에 따라 연

관확률 획득 시 필요한 발생 가능 한 사건이 6개의 

이벤트로 줄어들게 된다. 이로 인해 JPDA기법은 표

적과 측정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연산의 복잡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형

상 정보를 통해 이러한 연산 복잡도를 줄일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

또한 표적과 측정치간의 거리정보와 영상의 상관

도 정보가 서로 독립이라는 가정 하에 이차원 상관도 

값을 정규화 하여 복합 확률의 가중치로 적용시켰다.

따라서 연관확률 연산과정에서 형상정보는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


  




 

 
 

   
(6)

이렇게, 획득된 연관확률은 추적의 필터 최신화 

과정에 가중치로 적용된다.

2.3 추적필터를 활용한 항적 추정과정  

적용시간 까지의 측정치 집합이 주어졌을 때 표

적 의 상태 벡터  에 대한 예측치 및 이와 관련

된 오차 공분산 행렬  은 다음식과 같다.

    

    ′
(7)

여기서 표적의 상태 벡터는     로 표

적의 위치정보로 표현된다. 는 표적의 동적 운동 

모델이 대해 이미 알고 있는 상태변환 행렬이고, 

는 표적 운동의 과정 잡음에 대한 공분산 행렬이다.

표적 에 대한 상태 추정치  와 이와 관련

된 오차 공분산 행렬  은 수식(8)과 같다.

   

        
  

(8)

여기서,

    ′

    ′  

  




  



 
′ ′

 

       

(9)

는 이노베이션의 오차공분산 행렬, 

은 칼만필터게인, 은 측정잡음의 공분산 행렬

을 나타낸다. 또한, 은 측정치와 상태변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상태변환 행렬로, 적용 시스템마다 

다르게 정의 될 수 있으며,  ′는 의 역

행렬을 의미한다.

그리고 는 이노베이션의 가중 합으로 다음식

과 같다.

 
  



   (10)

따라서 식(2)와 (6)을 통해 획득한 형상정보를 적

용한 연관확률 는 오차 공분산 행렬 에 적용되

며, 특히 식(10) 과 같이 이노베이션에 가중치로 적용

된다.

2.4 다중표적 항적관리

추적 알고리즘은 이전 시간의 항적 정보와 현재 

시간의 연관 측정치를 기반으로 현 표적의 항적을 

추정해 나가는 알고리즘으로 이후 연속적 표적추적

을 위하여 현 표적 추정 값을 갱신 및 삭제 등을 판단

하기 위하여 항적관리 연산이 필요하다.

Fig. 5는 본 연구에서 고려한 다중표적 추적 관리 

흐름도이다. 초기화 과정을 통해 처음 임의의 생성된 

항적을 임의 항적(Tentative Track) 이라 한다. 이때 

바로 미탐지 되거나, 항적의 유효영역이 노이즈 분산 

행렬로 인하여 임의의 게이트 임계치( )보다 크게 

되면 항적을 제거한다. 임의 항적에서 다음 시간에 

연속으로 유효 표적이 탐지되면, 보류 항적(Re-

served Track)으로 간주한다. 이때는 3가지 항적 제

거 조건, 즉, 2회 연속 탐지되지 않거나, 항적의 유효

영역이 노이즈 분산 행렬로 인하여 임의의 게이트 

임계치( )보다 크게 되거나, 중복항적이 3회 연속 

발생하면 항적을 제거한다.

여기서 중복항적이라는 조건에 대해, 잠시 설명하

도록 한다. JPDA와 같이 모든 측정치를 연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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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연관 기법은, 유효영역 내에 있는 모든 측정

치를 삭제하지 않고 표적과의 연관관계를 고려함으

로써, 지속적으로 연관되고 있는 다중 측정치로 인해 

중복되는 항적이 생성된다. 따라서 가측정치로 연관

된 항적은 지속적으로 게이트 크기가 커지면서 새로

운 측정치와 연관되어 오항적을 생성하거나, 진측정

치로부터 생성된 항적과 중복항적을 생성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적 

간 추정된 표적 위치 값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 존재

하고 각 항적에서 연관된 측정치들이 같은 경우 중복

항적이라고 고려하고 중복항적 중 누적 항적(track

history)이 긴 항적을 제외한 중복항적은 삭제하도록 

하였다. 다시 추적 관리 과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

다.

보류 항적(Reserved Track)에서 여러 항적 중, 위

의 3가지 항적 제거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게 되면 

항적을 제거하게 된다. 그렇지 않고 지속적으로 칼만

필터를 통해 갱신을 통해 탐지 결과가 입력되면, 확

정된 항적(Confirmed Track) 으로 간주한다. 확정된 

항적은 다음 시간에서 탐지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

도, 유효항적으로 간주하고 잠시 메모리 항적(Memory

Track) 저장한다. 이는 확정된 항적인 경우 항적이 

유지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비록 순간 탐지된 결과가 

존재 하지 않더라도 아직 항적은 유효하다고 간주하

는 것이다. 그 후 메모리 항적에서 재 탐지된 결과가 

있으면 확정 항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그렇지 않

고 2회 연속 미 탐지되거나 나머지 항적 제거 조건들

을 만족하게 되면 메모리 항적도 제거한다.

3. 시험결과 및 고찰 

3.1 형상정보를 활용한 표적추적 결과 

본 연구에서는 EO/IR 센서로부터 입력된 영상을 

기반으로 표적의 위치, 속도 및 표적의 형상정보를 

사용하여 항적 추정의 정확도 및 유지율을 향상 시키

고자 하였다.

Fig. 5 Flow Chart for Multiple Target Tracking management

(a) (b)

Fig. 6. Results of multiple target tracking in clutter environment. (a) The case of using the kinematic information 

(b) The case of using the kinematic information and featur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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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은 클러터가 존재하는 경우 형상정보를 사

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트랙 추적의 예이

다. 그림에서 사각형은 각 항적의 게이트 사이즈를 

의미하며, 각 표적 뒤에 그려지는 선들은 표적경로를 

의미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본 연구에서는 형상 정보

를 활용하여 항적과 측정치간 형상 유사도가 어느 

이상을 넘지 않는 표적은 고려하지 않는다. Fig. 6의 

(a) 처럼 거리정보만을 이용한 경우 JPDA를 사용하

게 되면 추정 항적과 가까운 거리에 존재하는 측정치 

외 클러터가 연속으로 탐지되면 새로운 항적을 생성

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Fig. 6의 (b) 처럼 형상정보

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록 거리가 가깝다 하더라고,

형상정보에 의해 클러터는 유효화 행렬에서 할당되

지 않기 때문에 항적으로 생성되지 않고, 표적만 추

적을 유지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클러터가 존재하

는 환경에서 형상정보를 활용한 추적시스템은 항적

의 정확도도 향상 시키며, 모든 발생 가능한 사건이 

줄어듦으로써 연산의 복잡도도 낮아지게 될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

Fig. 7에서는 교차로에서 표적의 형상이 다른 두 

표적이 교차 했을 때의 예이다. 본 예시는 두 교차하

는 표적간의 거리가 인접하며, 상관도 역시 일정 임

계치값 이상인 경우이다. Fig. 7(a)는 형상정보를 사

용하지 않고 JPDA만을 고려한 경우이다. 아래 경로

에서 올라가던 차량과 횡방향으로 움직이는 차량이 

교차하게 된다. 이 경우 거리정보만을 사용함으로써 

더욱 가깝게 존재하던 다른 표적으로 항적을 할당하

게 되며, 43번째 시간에서는 더욱 가까운 거리에 존

재한 오표적으로 할당하여, 항적이 끊긴 후 새 항적

을 생성함을 보인다. 하지만 Fig. 7(b)에서 보는바와 

같이 교차하는 경우, 형상정보에 대한 가중치가 같은 

표적에 대해 연관확률의 가중치가 높게 계산됨으로

써, 서로 다른 표적이 인접거리에 존재하더라도 형상

정보를 통해 기존의 항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새

롭게 탐지된 표적은 새 항적을 생성함을 확인 할 수 

있다.

3.2 중복트랙 삭제를 적용한 트랙 관리 결과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JPDA기법은 항적과 측정

치를 연관시키는 과정에서 유효영역 내에 존재하는 

Fig. 7. Results of multiple target tracking in targe crossing. (a) The case of using the kinematic information (b) 

The case of using the kinematic information and featur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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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측정치에 대하여 연관확률을 연산하기 때문에 

유효영역 내 존재하는 측정치들은 해당 표적에 연관

되어 있다. 따라서 다음 추적시간에 클러터가 유효영

역 근처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새로운 트랙

을 생성하게 되고, 클러터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트랙

을 삭제하지 않고 중복해서 생성하는 문제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항적의 위치좌표들이 서로 어느 

이하로 가깝게 있고, 각 항적이 연관하고 있는 측정

치가 동일한 경우 중복항적이라 판단하여 해당 항적

을 삭제한다.

Fig. 8(a)는 기존 항적관리를 적용한 예이다. 그림

에서 보는바와 같이 동일 표적에 대하여 서로 다른 

2개의 사각형, 즉, 2개의 동일한 항적이 생성 되었으

며 클러터로 연관된 항적은 게이트가 지속적으로 커

지면 추적의 정확도가 떨어져 뒤에 따르는 표적에 

대한 항적이 잘못 연관됨을 볼 수 있다. Fig. 8(b)는 

중복항적을 제거한 예이다. 따라서 뒤에 따르는 표적

이 탐지되었을 때 다른 표적에 연관되지 않고, 새로

운 항적을 생성함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중복항

적이 생성된 경우, 이 항적을 제거함으로써 진 측정

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항적를 유지하고, 또한 다른 

측정치가 탐지되는 경우 새로운 항적을 바로 생성하

여 추적성능을 개선함을 확인 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표적형상정보를 활용한 다중표적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으로, 복잡도는 높지만 추적성

능이 좋은 JPDA기법에 표적의 형상정보를 부가적

으로 적용하여 데이터 연관기술을 설계한 내용이다.

EO/IR 센서로부터 획득된 영상에서 탐지과정을 통

해 통한 표적의 위치 정보뿐만이 아니라 영상 분할 

처리된 표적형상정보를 획득하여 JPDA 기법에 적

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제안 알고리즘은 클러터

와 진측정치를 구별하는 별도의 정보를 추가 제공함

으로써 다중표적 추적의 항적 유지율 향상 및 복잡도 

감소 효과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고려한 JPDA 기법이 유효영역 

내 모든 측정치에 대한 연관확률을 연산함으로써 항

적 근처 클러터 및 진측정치로 인하여 중복트랙이 

생성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항적관리 알고리즘

에서 중복트랙을 판단 조건을 설정하여, 중복트랙 생

성 시 항적삭제를 통해 오트랙 생성 문제를 해결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는 EO/IR센서로 부터 획득한 실 

영상을 기반으로 다중표적 추적 수행을 확인하였으

며, 형상정보 활용을 통해 복잡도 감소 및 오탐지율,

항적 유지율 향상 등을 확인함으로써, 미래 감시정찰 

시스템에 해당 기술이 적용 가능함을 증명해 보였다.

(a)

(b)

Fig. 8. Results of an overlapped track delete. (a) Before applying the track delete algorithm. (b) After applying 

the track delete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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