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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복사에너지를 방출

하고 적외선 파장대역의 센서는 이러한 복사에너지를

감지하여 물체를 인식 혹은 식별한다. 이러한 탐지 형

태는 방출한 전파를 받음으로써 물체를 인식하는 레이

더와는 달리 상대방이 피탐지 여부를 인지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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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s a part of developing a computer code that can be used to generate synthetic IR images by 

calculating the outgoing infrared signal from objects. To predict the reflected component that is a part of the 

outgoing IR signal, such as those components reflected from the target surface by the solar and sky irradiations, it 

is necessary to calculate the complicated BRDF values for considering the directional surface reflection 

characteristics. Since the calculation of reflectance using the BRDF requires a large amount of computation time 

due to the hemispherical integral term, it is frequently restricted in applying for a real-time prediction of IR signal. 

In this research, the simplified method for calculating IR reflected component has been proposed by replacing the 

integral terms into two parts, a directionally uniform component and a step function representing the specular 

component, to reduce computation time. The proposed method is proved to result in very fast calculation of the 

BRDF (up to 600 times faster calculations) for most of the surfaces with minimal loss of the accuracy.

Key Words : IR signal(적외선 신호), BRDF(양방향 반사 분포 함수), Real-time prediction(실시간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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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적인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적외

선 신호에 대한 군사적인 목적으로의 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군사 응용 분야로는 적외

선 센서를 장착한 유도 미사일 개발 및 이와 대비되는 

개념의 적외선 스텔스 기술에 대한 연구가 있다.

  적외선 신호 응용 연구의 선행 단계는 물체의 적외

선 신호를 정확히 분석하는데 있다. 적외선 신호를 분

석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배경 안에 물체를 놓고 적

외선 센서를 이용하여 실측된 데이터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환경 인자에 민감하게 변화하는 적외선 

신호를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이

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적외선 신호 예측 소프트

웨어를 이용한 적외선 신호 분석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미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목적과 방식의 소프트웨어

를 개발, 보유하고 있다[1,2].

  적외선 신호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센서에 입사되는 

적외선 신호를 성분 별로 계산해야 한다. 그 중 외부

의 열원으로부터 방출된 에너지가 물체 표면에 반사되

어 센서로 입사되는 성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물체 

표면의 반사율을 이용한다. 물체의 반사율은 파장대역, 

입사각, 반사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이러한 물체 

표면의 방향별 반사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BRDF 함수

를 이용한다[3]. 이 과정에서 적분 항 계산에 따른 계산 

시간의 증가가 불가피하며, 이는 운용 중 활용을 주목

적으로 하는 실시간 적외선 신호 예측 방법에는 적용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실시간 적외

선 신호 예측 방법에는 물체의 표면의 반사율이 방향

별로 일정하게 나타난다고 가정하거나 정밀한 예측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방향별 반사특성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는 실시간 합성 적외선 영상 생성 소프트웨

어 개발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본 논문에서는 실

시간 적외선 신호 예측 방법에 적용 가능한 수준의 계

산 속도를 확보하면서도 방향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물

체 표면의 반사 특성을 반영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 결

과를 나타내었다.

2. 이론적 배경

  적외선 센서로 입사되는 적외선 신호 성분은 Fig. 1

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적외선 신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물체의 표면온도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Fig. 1. Radiance received by a remote sensor

자체 방출 성분(), 두 번째로는 외부 열원(태양 

혹은 대기 복사)으로부터 방출된 복사에너지가 물체 

표면에서 반사되어 센서에 입사되는 반사 성분(
 , 


 ), 마지막으로 물체와 관계없이 대기에서 산란

되어 센서로 입사되는 성분()이 있다. 센서에 입

사되는 적외선 신호()는 각 성분에 대한 총합으

로 나타낼 수 있으며 아래의 수식과 같이 표현된다[4].

   
 

   (1)

2.1 적외선 신호의 반사 성분

  외부 열원(태양 및 대기)의 복사에너지가 물체 표면

에서 반사된 후 센서로 입사되는 적외선 신호의 반사 

성분 계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수식

을 이용해 계산할 수 있다.


 




    (2)


 




     (3)

여기서 는 물체와 센서 사이의 파장별 대기투과

도,    는 물체 표면의 특정파장에서의 방

향별 반사율(spectral-directional reflectivity)을 나타내며 

입사 및 반사되는 천정각()과 방위각(), 그리고 파

장()에 따라 다른 값을 갖는다.  , 

은 각각 물체 표면으로 입사되는 파장별 태양 및 대기

의 복사에너지를 뜻한다. 은 다음과 같이 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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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및 확산성분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4)

여기서,  와  은

   cos  (5)

  









   (6)

으로 나타낸다. 는 태양과 물체 표면의 수직 벡터 

사이의 값을 나타낸다. 와 은 

측정장비를 이용해 직접 획득하거나 대기모델링 코드

인 MODTRAN을 이용해 계산할 수 있다.

2.2 BRDF와 반사율 계산

2.2.1 기존의 Sandford-Robertson 모델

  BRDF(Bidirectional Reflectance Distribution Function)

는 입사되는 복사에너지와 물체 표면에서 반사되는 

복사에너지의 비율로써 정의할 수 있다. BRDF 모델

은 가시광 영상렌더링에 주로 사용되며 다양한 BRDF 

모델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BRDF를 계산하기 

위해 적외선 신호의 반사성분 계산에 주로 쓰이는 모

델인 Sandford-Robertson(S-R) 모델을 고려하였다[5]. 

S-R 모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표면 재질 정보, Diffuse spectral reflectance(), 

Spectral emissivity(), Fresnel coefficient(), Width 

of specular lobe()가 필요하다. 최종적인 BRDF 

()는 난반사 성분()과 

Fig. 2. Hemispherical geometry of the BRDF

정반사 성분()의 합으로 나타내어진다. 

Fig. 2에 BRDF의 기하학적 표기를 자세히 나타내었으

며, 는 센서의 방향벡터, 는 외부열원의 방향벡터, 

은 물체의 법선벡터, 는 와 사이의 중간 위치의 

벡터, 는 와 의 사이각을 의미한다.   및는 외

부열원의 천정각 및 방위각,   및 는 센서의 천정

각 및 방위각을 의미한다.

   (7)

난반사 성분은 각 방향으로 고르게 반사되어 나가는 

성분을 뜻하며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8)

여기서,

  
 tan



 

 





 log




   or 

로 정의된다. 정반사 성분은 표면 특성에 따라 방향성

을 가지는 반사 성분을 뜻하며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나타낸다.

     

  cos


 (9)

여기서,

         

    

 

    

 

  cos  sin
   

  cos  cos  
   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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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낸다. 표면의 반사율은 임의의 방향으로 입사

되는 에너지가 표면에서 흡수 및 굴절되지 않고 임의

의 반사각으로 나가는 비율을 뜻한다. BRDF 값은 0

부터 무한대의 값을 가지며 이를 반사율 값으로 나타

내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적분 식을 이용한다[6].













cossin


(10)

이와 같은 적분 식을 이용한 반사율의 계산은 방위각, 

고도각의 적분 간격에 따라 정확도가 다른 값이 나타

난다, 조밀한 적분 간격으로 계산할수록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지만 그에 따라 계산 소요시간은 증가하게 

된다.

2.2.2 반사율의 근사적인 고속화 계산 방법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적외선 신호 예측에 적합한 

수준의 계산 속도를 확보하면서도 물체 표면의 방향

별 반사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상기 식 (10)에 나타낸 

적분 계산이 포함된 계산을 각도에 따른 선형 함수로 

단순화하여 반사율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하여 먼저 아래와 같이 반사율을 난반사 

성분과 정반사 성분으로 나누어 표현한다.

   (11)

는 전 방향으로 일정한 반사율을 갖는 난반사 

성분을 의미하며, Phong 모델과 같은 일반적인 BRDF 

모델에서는 수식적으로 단순하게 난반사율을 로 나

누어 사용하게 된다[8]. 는 파장별, 

입사각, 반사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정반사 성분

Fig. 3. Snell's law

Fig. 4. Components of the BRDF

을 뜻한다. Fig. 3과 같이 Snell의 법칙에 의하면 입사

되는 천정각과 반사되는 천정각이 동일하고 방위각이 

180°가 차이날 경우에 정반사 성분이 최대로 나타나 

반사율이 최대로 나타난다. 여기서 Fig. 4와 같이 최

대의 정반사가 나타나는 각도에서 계산되는 BRDF값

(max)를 기준으로 하여 임의의 반사방향에 대해서는 

각도에 대하여 선형적으로 변하도록 수정된 정반사율 

값()을 정의하였으며 다음 수식과 같다.

 


∙

(12)

여기서 수정된 정반사율 값()은 Fig. 4와 같이 입사

각에 따른 최대 BRDF 값(max)과 반사방향에 대한 

BRDF 값()의 선형적 비율()로써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수식화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max 


 (13)

3. 제안된 모델의 검증

3.1 검증에 사용된 조건

  본 연구에서는 BRDF 계산 방법에 따른 정확성 및 

소요시간을 분석하기 위해 정반사 성향이 강한 재질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스틸)과 난반사 성향이 강한 재

질(콘크리트, 아스팔트), 그리고 중간 성향을 갖는 재

질(흙)에 대해 입사되는 방향에 따른 반사율 값의 차

이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입사각은 방위각 0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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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한 상태에서 천정각을 30도, 45도, 60도로 설정하

여 다양한 각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센서 위

치는 정반사가 가장 잘 나타나는 입사각의 정반대방향

(방위각 180도)에서 천정각을 0도부터 90도까지 1도씩 

증가시키면서 반사율을 계산하였다. BRDF 계산에 필

요한 난반사율과 방사율은 반사 성분 영향이 크게 나

타나는 중적외선 영역(3~5 µm)에 대한 물성치를 이용

하였으며, 계산에 이용되는 물성치의 값을 다음 표에 

자세히 나타내었다. 계산 소요시간은 100,000개의 격자

로 구성된 물체를 계산하는 것을 가정한 상태에 대해

서 측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각 재질 및 계산 방법에 

대해 100,000번의 반복 계산을 수행하였다. 기존의 적

분 식을 포함하는 BRDF 계산 방법 이용 시에는 적분 

간격을 계산 소요시간 대비 정확도가 높게 나타나는 5

도로 설정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7].

Table 1. Applied surface properties(3~5 µm)

Material
Diffuse 

reflectance
Emissivity

Fresnel 
coefficient

Specular 
lobe
width

Aluminum 0.003260 0.055595 0.1569 0.003

Stainless 
steel

0.039975 0.252780 0.0275 0.003

Asphalt 0.173769 0.823290 0.0213 0.589

Concrete 0.176498 0.821144 0.0188 0.595

Soil 0.13154 0.58559 0.5 0.25

Table 2. Applied incident and reflected angle

구분 방위각 천정각

입사각 0° 30°, 45°, 60°

반사각 180° 0~90°(1°간격)

3.2 계산결과 및 분석

  BRDF 계산 방법에 대한 속도 및 정확성에 대한 분

석을 위해 앞서 언급한 5가지 재질과 입사 및 반사 각

도에 대해 반사율 계산을 수행하였다. 반사율 계산 시

에는 Table 1에서 나타낸 중적외선 영역(3~5 µm)의 파

장대역을 고려하기 위해 파장별 적분을 수행하였으며, 

계산 결과를 Fig. 4~8에 나타내었다. 정반사 성향이 강

한 재질인 알루미늄과 스테인리스 스틸의 경우에는 입

사되는 천정각에 대해 정반사가 발생하는 30도, 45도, 

60도에서 반사율 값이 상대적으로 크고, 그 이외의 각

도에서는 반사율이 매우 작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중

간 성향을 갖는 흙에서는 반사율의 크기와 정반사율이 

나타나는 영역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대체로 정반사 

성향의 재질 특성과 유사한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난반사 성향이 강한 재질인 콘크리트와 

아스팔트의 경우에는 정반사가 강한 재질에 비해 반사 

각도에 따른 반사율 값의 차이가 없어 그래프 상에서 

거의 일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입사 각도에 

대해서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5. Calculated reflectivity of an aluminum

Fig. 6. Calculated reflectivity of a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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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alculated reflectivity of an asphalt

Fig. 8. Calculated reflectivity of a concrete

Fig. 9. Calculated reflectivity of a soil

  제안된 방법을 통한 계산 결과의 정확도를 분석하기 

위해 각 재질에 대한 기존의 계산 방법과 제안된 방법

을 이용한 결과 값 간의 상대 오차를 계산하여 그 결

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정반사 성향이 강한 알루

미늄과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경우에는 상대오차가 

0.0004 % 이하로 나타나 두 가지 방법에 의한 결과가 

거의 차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난반사 성향이 강한 아

스팔트, 콘크리트 재질의 경우에는 약 3.8%의 평균오

차를 보이며 최대 5.18 %의 오차를 가지는 것으로 확

인하였다. 난반사 보다 정반사 성향이 강한 재질에서 

오차가 상당히 작게 나타났으며, 이는 정반사 성향이 

강할수록 특정 각도에서만 반사율이 크게 나타나고 그 

이외의 각도에서는 정반사 성분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

고 판단된다. 중간 성향을 갖는 흙의 경우는 입사각이 

30도인 경우 기존 방법 대비 약 6.9 %의 차이를 나타

냈으며 입사각이 커질수록 그 차이는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차가 크게 나타나는 중간 성향의 

재질에 대해 반사각을 90도로 설정하여 추가적으로 분

석한 결과 오차는 약 0.007 % 수준으로 급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실제 획득된 환경 조건(1월 

1일, 정오)에서 기존의 방법과 제안된 방법으로 계산된 

반사율을 반영하여 적외선 신호를 계산한 결과 평균 

오차는 약 1.3 %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안된 계산 방법은 중간 성향을 갖는 재질에 

대한 정반사 성분 계산에 있어 정확도가 다소 떨어지

나 적외선 신호량 전체 계산에 있어서는 그 영향이 적

은 수준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Table 3. The result of relative error between previous 

and proposed methods

구분 입사각 30° 입사각 45° 입사각 60°

Aluminum 0.0001 % 0.0002 % 0.0011 %

Stainless steel 4.61E-06 % 0.0004 % 0.0001 %

Asphalt 3.45 % 4.09 % 5.18 %

Concrete 2.73 % 3.21 % 4.12 %

Soil 6.93 % 3.22 % 1.68 %

  반사율 계산 방법에 따른 속도 차이는 정확도의 차

이에 비해서 크게 나타났다. 기존의 적분 식을 풀이하

는 방법을 이용할 경우 5가지 재질에 대해 평균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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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초가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제안된 방법

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약 0.202초로 1초 이내로 계산

이 수행되며 기존 방법에 비해 약 673.7배 빠른 것으

로 확인하였다. 재질 및 계산 방법에 따른 소요시간은 

Table 4에 자세히 나타내었다.

Table 4. Comparison of computational time

구분 기존 방법 제안 방법

Aluminum 135.985 sec 0.202 sec

Stainless steel 135.829 sec 0.202 sec

Asphalt 136.094 sec 0.202 sec

Concrete 136.441 sec 0.202 sec

Soil 136.181 sec 0.202 sec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적외선 신호 계산 및 영상 

생성 SW에 적용 가능한 물체 표면의 방향별 반사율 

계산 방법에 대해 제안하고 이를 이용한 계산 결과를 

나타내었다. 방향별 반사율 계산에는 BRDF 값을 계

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기존의 적분 항 계산으로 인

해 계산 소요시간이 많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

시간 적외선 신호 계산에 적용 가능한 계산 속도를 

확보하기 위해 적분 항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

해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을 이용한 계산 결과, 난

반사 성향이 강한 재질에서는 기존 방법 대비 평균 

약 3.8 %의 오차를 보였으며, 중간 성향의 재질에서

는 평균 약 4.1 %의 오차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

다. 정반사 성향이 강한 재질에 대해서는 오차가 없이 

기존의 S-R모델과 거의 일치하는 수준의 결과를 얻었

다. 계산 시간의 경우, 100,000개의 격자를 기준으로 

약 0.2초 내외로 소요되어 약 600배 빠른 속도로 계산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적외선 신호 반사 성분 계산을 위한 고속화된 반사율 

계산 방법은 정확도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적외선 

신호의 실시간 예측에 적용 가능한 빠른 계산 속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된다.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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