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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의 센서·신호처리 분야의 연구 흐름에서 센서 

데이터 융합 기술의 중요성이 대두 되고 있으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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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영상 센서는 데이터

의 시각화에 가장 큰 장점이 있는 센서로서 다양한 분

야에서 다른 센서와 융합하여 센서의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영상 센서를 활용해 센서 오차를 줄이는 연구가 진

행되고 있는 분야로는 자율 항법 분야가 있다. 기존에

는 기동하는 물체의 자세와 위치를 측정하는데 G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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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esent a method for estimating of position and velocity of a moving target by using the 

range and the bearing measurements from multiple sensors of aiming unit. In many cases, conventional low cost 

gyro sensor and a portable laser range finder(LRF) degrade the accuracy of estimation. To enhance these problems, 

we propose two methods. The first is background image tracking and the other is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The background tracking is used to assist the low cost gyro censor. And the PCA is used to cope with 

the problems of a portable LRF. In this paper, we prove that our method is robust with respect to low-frequency, 

biased and noisy inputs. We also present a comparison between our method and the extended Kalman filter(EKF).

Key Words : Computer Vision(컴퓨터 비전), Moving Target(이동 표적), Aiming Unit(조준 장치), Rotational Angular 

Velocity(회전 각속도), Target Estimation(표적 추정), Range-bearing Measurement(거리-방위각 측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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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nertial Navigation System) 센서를 이용하는 방법을 

널리 사용하였다. 하지만 전파교란이나 방해요인, 비용 

등의 문제로 GPS를 사용하지 못하는 환경이 늘어남에 

따라 영상 센서를 이용해 위치와 자세를 추정하여 INS 

항법 센서의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들이 제안되었다[1]. 

대표적으로 적진이나 재난 지역을 정찰하거나 지도를 

만들기 위한 로봇의 위치 인식[2,3]과 무인 비행기의 자

동 착륙[4,5]을 위해 영상 기반 기술을 사용하였으며, 순

항 미사일의 종말 유도를 위해 영상대조항법[6,7] 기술

을 사용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무유도 화기의 명중률 

향상을 위해서 영상 기반 기술이 추구 되고 있으며, 

관련 제품이 소개되고 있다.

  과거에는 무유도 화기의 이동 표적에 대한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수의 숙련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사

용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은 사수의 능력에만 

의지하므로 대다수 병사에게서 높은 명중률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사수의 숙련도와 관계없

이 높은 명중률을 얻기 위해 자세 센서와 거리측정기

(LRF, Laser Range Finder)를 이용해 표적의 기동 정보

를 획득하고 사격제원을 산출하여 예상 목표지점을 화

면에 도시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자세 센서의 정밀도가 요구조건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표적 정보의 추정 오차가 커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여 표적의 

기동 정보를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서 영상 정보와 

자세 센서 정보를 융합하여 조준장치의 회전 각속도를 

획득하였으며, 3차원 공간상에서의 표적의 위치와 속

도 정보를 추정하는 기법을 제시하였다. 특히, 영상 정

보를 이용해 조준장치의 회전 각속도를 추정하는 기법

은 기존 자세 센서의 정확도 한계를 보완하여 표적의 

정보를 정확하게 획득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제시한 회전 각속도 획득 기법은 매우 정밀한 항법 

장치(Honeywell, gTALIN 2000 INS, RMS < 1 mrad)와

의 비교를 통해 성능을 검증하였으며, 몬테카를로 시

뮬레이션을 통해 예상 위치와 추정 위치를 비교함으

로써 이동 표적에 대한 위치 및 속도 추정 기법의 신

뢰도를 검증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이동 표적의 정보 추정을 위한 관련 이론에 관해 기

술하였고 3장에서는 영상 정보를 이용해 조준장치의 

회전 각속도를 획득하는 방법과 PCA 기반(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직선 추정 알고리즘을 이용해 표

적의 위치, 속도를 추정하는 방법을 기술한다. 4장에

서는 모사 데이터와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행한 

실험 결과를 보이고, 5장에서 결론과 추후 연구 과제

를 기술한다.

2. 관련 이론

2.1 거리와 방향각 측정치를 이용한 표적 추정

  거리와 방향각 측정치를 이용해 표적의 정보를 추

정하는 방법은 레이더(radar) 센서를 이용한 표적의 탐

지 및 추적 방법[8]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하

지만 radar 센서의 경우 방향성 안테나에서 발산된 전

파를 이용해 반사되는 전파의 시간을 측정하여 목표

물의 거리, 방향, 고도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조준장치

에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조준장치를 이용해 표적

의 정보를 추정하기 위해 사수가 표적을 지향하는 행

위로 발생하는 자세변화를 측정하여 방향각 측정치를 

얻고 표적과의 거리를 측정하여 표적의 위치와 속도

를 추정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

Fig. 1. Method of target estimation

  Fig. 1은 사수의 위치가 원점에 있을 때 관측할 수 

있는 데이터가 표적의 속도 벡터와 어떠한 상관관계

가 있는지를 보여주며, 센서 오차가 없는 이상적인 환

경에서는 바로 이전에 측정한 데이터와 표적 이동의 

벡터 합은 다음 시간의 측정 벡터와 같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단, 표적의 좌표는   인 반면에 측정

치는   이므로 변환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여

기서 변환과정이라고 일컫는 것은 관측 함수이고 이 

함수가 선형이 아닌 경우에는 EKF(Extended Kalman 

Filter)[9]와 같은 방법을 통해 선형화해야 관측 행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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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할 수 있다. 이때 선형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추정된 위치의 변화량에 대한 관측량의 변화량을 정의

한 Jacobian 행렬이고, 식 (1)과 (2)로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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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환 과정과 선형화 과정을 수행한 1차 도함수로 선

형 칼만 필터의 예측과 갱신 절차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비선형 구간이 커지는 경우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10]. 또한, 측정치의 획득 주기가 매우 낮

은 경우에도 측정 데이터의 변화량이 커져 예측이 어

려우며, 센서의 측정 오차가 커지는 경우에도 추정 성

능이 저하되므로 센서의 측정 오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2 영상 센서를 이용한 자세 측정

  영상 센서를 이용해 위치와 자세를 측정하는 방법은 

차선, 랜드 마커, 특징점 등을 인식하여 프레임 간 움

직임 변위(motion vector)를 계산해내는 방식의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으며, 매 프레임에서의 움직임 벡터를 

계산하고 영상 기하학과 카메라 모델을 해석하여 이동 

변위를 구하는 방법[11]들이 제안되었다.

2.2.1 움직임 변위 추출

  영상에서 움직임 변위란 객체나 배경이 이동한 픽

셀 이동 변위를 의미하며 영상 압축이나 표적 추적

에 적용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크게 블록 정합(block 

matching) 기술[12]과 광류(optical flow) 기반 기술[13]로 

나눌 수 있다.

2.2.1.1 블록 정합 기술

  블록 정합법은 블록 내의 모든 화소는 같은 움직임

을 가진다는 가정과 물체의 운동을 평행이동으로 가정

하며, 정해진 탐색 위치에서 블록 단위의 SAD(Sum of 

Absolute Difference) 값이 가장 작은 값을 가지는 방향

을 움직임 변위로 정한다. 블록 정합법은 블록 단위로 

처리하기 때문에 잡음에 강하고 계산량이 적다는 장점

이 있지만, 국부적인 작은 움직임 예측에는 취약하다. 

따라서 주로 움직임 예측을 통해 차분 데이터만 저장

해 영상 데이터의 크기를 줄이는 영상 압축에 많이 사

용한다.

2.2.1.2 광류 기반 기술

  광류 기반 기술은 주로 화소 단위의 움직임 변위를 

예측하며, 최적 해를 구하기 위해서 식 (3)의 연산을 

반복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움직임까지 정확하게 예측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주로 무인 로봇이나 

감시 카메라의 위치 변화를 계산하기 위한 기술에 많

이 사용된다. 단, 최적 해를 찾기 위해 반복 해를 계산

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기본적으로 연산량이 많고 너무 

큰 움직임이 발생하면 반복 해로 찾을 수 있는 변위보

다 커져 오차가 크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3)

2.2.2 핀홀(pinhole) 카메라 모델

  핀홀 카메라 모델[14]이란 3차원 공간상의 점들을 2차

원 이미지 평면에 투사(perspective projection)함으로써 

얻어지는 3D 공간좌표와 2D 영상좌표 사이의 변환관

계를 설명하는 모델이며 식 (4)로 표현할 수 있다. 여

기서 (X,Y,Z)는 월드 좌표계 상의 3D 좌표, [R|t]는 월

드 좌표계를 카메라 좌표계로 변환시키기 위한 회전/

이동 행렬이며, A는 카메라 내부 파라미터이다.

  A는 카메라 교정(calibration)을 통해 얻을 수 있다. 

핀홀 카메라 모델을 이용하면 역으로 영상 좌표의 움

직임 변위로부터 공간 좌표의 움직임 변위를 유추할 

수 있다. 단, 사수가 표적을 지향하는 행동만을 고려한

다면 축을 고정한 상대로 회전(rotation) 성분만 발생하

게 되므로 평행이동(translation)은 없다고 가정하고 회

전 성분만 고려하여 3차원 움직임을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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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상 기반 이동 표적의 위치 및 속도 추정 기법

  Fig. 2는 영상 기반 기술을 이용해 표적의 이동 정보

를 추정하는 기법의 주요 개념을 설명한다. 사수가 조

준장치를 통해 이동 표적을 조준하면 영상에서의 표적

은 움직이지 않고 배경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따

라서 표적이 위치하는 중앙 부분을 제외한 배경 영역

에 영상 기반의 기술을 이용하면 배경 영상의 픽셀 이

동량을 계산할 수 있으며, 픽셀 이동량이 ∆  pixel 일 

경우 핀홀 카메라 모델과 카메라 스펙(시야각 F°, 영

상 크기 V pixel)을 응용하면 조준장치의 회전 각속도 

∆를 얻을 수 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식 (5)

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식에서 는 n번째 영상의 i

번째 픽셀을 의미하며. d는 이전 영상 과 현재 영

상 의 픽셀 값 오차의 제곱합을 최소로 하는 픽셀 

이동량(moving vector)을 의미한다.

∆  arg 


  


∆ ∆×
  (5)

Fig. 2. Concept of proposed algorithm

Fig. 3. Flow chart

  Fig. 3은 제안하는 기법의 순서도이다. 자세 센서와 

영상 센서로 추정한 데이터를 융합하여     정

보를 획득하는 기능과     정보로 부터 3차원 

평면 좌표계   로 변환한 n개의 위치 값

    을 이용해 표적의 위치와 속도를 추

정하는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3.1 조준장치 회전 각속도 획득

3.1.1 영상 기반 회전각속도 획득

  앞에서 설명한 영상 기반 기술을 이용해 조준장치의 

회전 각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1) 특징점 추출 기법, 

2) 특징점 대응 탐색 기법, 3) 움직임 각도 추정 기법

이 필요하다. 특징점은 코너 검출 성능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해리스 코너 검출기[15](Harris corner detection)를 

이용해 추출하였으며, 특징점 대응 탐색 기술로는 추

적기 분야에서 매우 유명한 알고리즘인 KLT 특징 추

적 알고리즘[16]을 사용하였다.

  KLT 특징 추적기의 목표는 식 (3)의 변위 를 최솟

값으로 갖는 매칭 지점을 찾는 것이며, 제곱 오차(mean 

squared error)를 기반으로 하는 상관관계(correlation) 분

석을 통해 특징점의 유사도를 측정하여 추적하는 방법

이다. 식 (3)을 Taylor series expansion에 의해 근사함으

로써 식 (6)과 같이 변위 에 대한 선형 시스템을 얻

을 수 있으며, 선형 근사는 변위가 작으므로 이의 반

복 해를 계산하여 를 최소화하는 변위 를 찾을 수 

있다. 식 (6)에서 는 영상 차분값,  , 는 각각 영

상의 x축, y축의 미분값을 의미하며, G는 영상 미분값

의 2×2 행렬로 정의되며, 역함수가 존재해야 최적값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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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은 KLT 특징 추적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특

징점의 이동 변위를 구하는 의사 코드이다. KLT 알고

리즘은 한번 연산에 매우 작은 움직임을 찾기 때문에 

반복 루프를 돌려 좀 더 큰 움직임을 찾을 수 있다.

Table 1. KLT Tracking pseudo code

   ：
loop     do

 loop    do

   ∆ ∆
   








 







  
 

   if(  )

     stop 

   else 

     ∆ ∆ 
   end if 

 end loop

    ∆    ∆
end loop

  단, 제안하는 방법은 표적 특징점을 제외하고 배경 

특징점만을 이용하여 배경의 이동을 계산하는 점이 기

존의 방법과 차별된다. 따라서 표적은 사수의 조준에 

의해 영상의 중심에 있다고 가정하고 Fig. 4와 같이 영

상의 중심 영역을 크로핑(cropping) 하여 사용하였다.

Fig. 4. background image tracking

  특징점의 움직임 변위들로부터 조준장치의 회전각속

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특징점의 움직임 변위들을 하

나의 대표 성분으로 나타내야 한다. 가장 간단한 방법

은 특징점 변위들을 평균하는 것이지만, 변위 중에는 

잡음 성분에 의한 거짓(outlier) 변위가 존재하므로 가

장 많은 수의 데이터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모델을 선

택하는 RANSAC(Random Sample Consensus)[17]을 사용

해 거짓 변위를 분류하였다.

Table 2. RANSAC pseudo code

 
           

loop     do

  Choose random number i

  loop    do

        

    if (  < 0.5)

      Inlier[InCount] =    

    else 

      Outlier[OutCount] = 

    end if

  end loop

  if(InCount < max)

    represent = copy(Inlier), max = InCount

end loop


  Table 2는 RANSAC을 이용해 거짓 변위들을 제거하

는 방법의 의사 코드이다. 먼저 무작위로 하나의 움직

임 변위를 선정하고 선정된 변위와 나머지 움직임 변

위와의 크기 차이값 을 구한다.   값이 

0.5 이하면 참(inlier)으로 판단하여 참값 안에 포함하고 

포함된 개수를 저장한다. 이 과정을 N 번 반복하여 참

값 안에 포함된 개수가 가장 많은 경우에 참값의 평균

값으로 대표 움직임 변위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구해진 움직임 변위로 움직임 각도를 얻기 

위해서는 카메라의 시야각(Field of View)을 고려해야 

한다. 식 (7)과 같이 움직임 변위가 ∆  pixel 일 경우 

시야각 F°와 영상 크기 V pixel를 이용하면 픽셀 좌표

계에서 각도 좌표계로 변환할 수 있다. 단, 조준장치

의 롤(roll) 각에 의해 영상 좌표계와 월드 좌표계 간의 

각도 불일치가 발생하므로 핀홀 카메라 모델의 영상 

회전 변환 수식 (8)을 이용하여 롤 각 보정을 해주어

야 정확한 각도를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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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cos sin 

sin cos 
  










 (8)

3.1.2 센서 융합

  영상 센서와 자세 센서는 모두 조준장치의 요(yaw) 

축, 피치(pitch) 축의 각도를 출력하고 그 특성이 다르

기 때문에 융합하였을 경우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

다. 영상 센서의 경우에는 바이어스(bias) 오차가 없고 

출력 오차가 적지만 큰 움직임이 발생하거나 배경 특

징점이 없는 경우에 각도 획득이 되지 않아 큰 오차

를 발생시키며, 비동기로 동작한다.

  반면 자세 센서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오차가 누

적되는 바이어스 오차를 갖지만 영상 센서와는 다르

게 특정 환경에서 큰 오차가 발생하지 않으며, 일정한 

속도(30 Hz)로 각속도 값을 출력해준다.

  Table 3은 센서 융합 방법의 의사코드이며, 영상기반 

회전 각속도 획득    정보를 이용하여 자세 센

서의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자세 센서값 

 의 입력을 기준으로 영상기반 회전 각속도 값

이 입력되는 경우 현재 측정 각도를 영상으로 추정한 

각도 값   으로 갱신하여 자세 센서의 누적 오

차를 개선하였으며, 출력 주기를 30 Hz로 유지하였다.

  특징점 개수가 10개 미만으로 추출되는 경우 

RANSAC을 적용하여 거짓 데이터를 분류하는 데 필

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징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환경이므로 영상에서 특징점 이

동 변위를 구하기가 어렵다. 또한, KLT 특징 추적 알

고리즘의 경우 영상 정보의 매우 작은 움직임에 대한 

선형성을 가정하고 최소자승법으로 특징점 위치를 추

적하기 때문에 탐색 범위가 일정 이상 커지면 추정 

오차가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18,19].

  따라서 일반적으로 특징점 패치의 크기를 제한하며, 

패치간의 중첩이 50 % 미만이면 성능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므로 픽셀 이동량이 15 pixel 이상 이거나 특징

점 개수가 10개 미만으로 추출되는 경우 영상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자세 센서만 이용해 오차가 크게 발생

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Fig. 5와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실험을 통해서 설정한 임계값에 대

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Table 3. 센서 융합 pseudo code

∆  arg 


   


 ∆ ×

   






 ∆×

   







loop 

      

    if (∆   ||   )

         

    end if

    if (  )

              

    else

             

             

    end if

end loop

Fig. 5. Sensor data fusion

3.2 표적 위치, 속도 추정

3.2.1 직교 좌표계로 변환

  표적 위치, 속도 추정 기법은 자세 센서, 영상 센서

를 통해 획득한 각속도와 거리측정기를 통해 획득된 

거리 정보를 바탕으로 표적의 3차원 위치와 속도를 

추정하는 기능을 한다. 앞에서 추정한 각속도 정보는 

   극좌표이므로 3차원 공간상의 표적 운동 

     을 분석하기 위해서 식 (9)를 이용하

여 직교 좌표계로 변환하였다.

  sincos
  cossin (9)

  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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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직교 좌표계로의 변환은 LRF 주기마다 이루어지

므로 LRF 주기가 낮은 경우 센서 데이터의 획득 주기

가 낮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 경우에 베이지안 

확률 예측 방법인 EKF(Extended Kalman Filter)를 적용

하면 데이터의 분산이 커져 표적 위치 추정 성능이 저

하되기 때문에 획득 주기가 낮은 환경에서 선형 움직

임을 잘 추정할 수 있는 PCA 직선 근사 방법을 이용

하였다[20].

3.2.2 PCA 기반 위치, 속도 추정

  무유도탄으로 표적의 정보를 획득해 사격 제원을 

계산하여 명중점을 전시하는 것에는 표적이 등속직선

운동을 한다는 가정을 선행한다. 따라서 표적이 등속

직선운동을 한다고 가정하면 PCA 기반 직선 추정 알

고리즘을 사용해 센서로부터 측정된 데이터들의 분포

를 가장 잘 표현하는 하나의 직선을 생성할 수 있다. 

2차 평면에서의 직선의 추정은 고윳값 분석(eigenvalue 

analysis)을 통해 구할 수 있으며, 공분산 행렬의 고유 

벡터 중에서 가장 큰 고윳값에 해당하는 벡터가 직선

의 방향을 나타내게 된다.

  3차원 표적의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3차 평면

으로 확장해야 한다. 3차 직선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식 

(10)의 SVD(특이값 분해-Singular Value Decomposition)

를 이용하며, 임의의 m × n의 행렬 A는 다음과 같이 

분해될 수 있다.

  (10)

 : m × m  직교행렬

 : n × n  직교행렬

 : m × n  대각행렬

  U는 를 고윳값 분해해서 얻은 m×m 직교행렬

(orthogonal matrix)이고 V는 를 고윳값 분해해서 

얻은 n × n 직교행렬이다. 마지막으로 는 고윳값 분

해해서 나오는 고윳값(eigenvalue)들의 square root(제곱

근)를 대각원소로 하는 m × n 직사각 대각행렬이다.

  식 (11)과 같이 전체 입력 행렬 I에 각 행의 평균값

을 뺀 행렬을 라 놓으면 는 3 × 3 공분산 매트

릭스가 된다. 따라서 SVD는 공분산 행렬의 고윳값 분

해의 문제가 되어 3차원 점들로 구성된 공분산 행렬의 

고유 벡터 중에서 가장 큰 고윳값에 해당하는 벡터가 

직선의 방향을 나타내게 된다.

  를 고윳값 분해하면 U 행렬을 얻을 수 있으며, 

U의 첫 번째 열 벡터가 분산이 가장 큰 방향을 나태

내므로 식 (12)와 같이 직선의 기울기 , 와 중점 

 =  ,  =  ,  = 으로부터 직선을 유추

하여 표적의 위치 , , 를 추정할 수 있다. Fig. 6은 

30개의 측정치 샘플에 대해서 3차원 PCA 직선 추정을 

수행한 결과 그림이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3차

원 위치 측정치 데이터의 분포를 잘 표현하는 주성분 

축(직선)이 추정되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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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 ∆  ∆

Fig. 6. Target position estimation using P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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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적의 속도는 등속이라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식 

(13)과 같이 추정한 직선의 시작점(S)과 끝점(E)을 측

정시간으로 나누어서 구하였다.

 ∆
 

  ∆
 

  ∆
 

 (13)

4. 시뮬레이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의 성능을 다각적으로 검증

하기 위하여 3 단계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영상 

기반 회전 각속도 획득 기법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

여 실제 환경을 모사한 가상 영상을 생성하여 가상 환

경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야외에서 시험장

비와 계측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한 데이터를 이용해 

조건별 회전 각속도 획득 결과를 비교 검증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저주파로 

동작하는 센서 환경에서의 표적 위치 및 속도 추정 성

능을 검증하였다.

4.1 모사 영상 시뮬레이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영상 기반 회전 각속도 획득 기

법의 성능을 검증하고자 표적의 이동과 카메라의 회전

각 변화를 반영한 모사 영상을 OpenGL을 이용해 생성

하였으며, 만들어진 모사 영상은 Fig. 7과 같다.

Fig. 7. Simulation video

  모사 영상에 영상 기반 회전 각속도 측정 기법을 

적용한 센서 융합값 R과 미리 알고 있는 참값 T를 식 

(14)에 적용하여 누적 오차를 측정하였으며, 실제 환경

에서의 잡음과 카메라의 성능을 반영하기 위해서 정규

분포 잡음(Gaussian noise)과 모션 블러(motion blur), 각

속도의 변화를 주어 실험을 수행하였다.

  Table 4는 모션 블러 효과를 주었을 경우에 실험 결

과를 정리한 표이며, kernel은 흐려짐 필터 마스크의 

크기를 의미하고 단위는 픽셀이다. Table 5는 영상 화

소 값에 N(평균, 분산)의 정규분포 잡음 화소 값을 더

해 주었을 경우에 실험 결과를 정리한 표이며, Table 6

은 카메라의 회전 각속도에 변화를 주었을 경우에 실

험결과를 정리한 표이다.

  




∠




∠

sec ∆


 (14)

Table 4. Simulation result(motion blur)

       kernel
 Value

0 pixel 5 pixel 7 pixel 9 pixel

error
(degree/sec)

0.011° 0.025° 0.268° 0.531°

Corner
(count)

37개 16개 8개 3개 

Table 5. Simulation result(noise)

      N()
 Value

N(0,0) N(0,5) N(0,9)

error
(degree/sec)

0.0113° 0.0202° 0.0325°

Table 6. Simulation result(angular velocity)

     Velocity
 Value

4°/sec 6°/sec 8°/sec 10°/sec

error
(degree/sec)

0.023° 0.05° 0.071° 0.16°

  실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잡음이 없는 영상에 제

안한 기법을 적용한 결과 오차가 0.013°/sec로 측정되

어 제안한 영상 기반 회전 각속도 획득 기법이 매우 

정확하게 각속도를 획득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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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잡음을 첨가하였을 경우와 회전 각속도가 빨라지

는 경우 오차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영

상이 흐려져 특징점이 10개 이하로 추출되거나 카메라

의 회전 각속도가 10°(약 17 pixel/frame) 이상인 경우 

오히려 자세 센서 오차(0.16°/sec)보다 큰 오차가 발생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에서

는 영상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자세 센서만 이용하도

록 하였다.

4.2 야외 시험 시뮬레이션 결과

  가상 환경에서의 성능 검증은 실제 환경에서 발생

하는 다양한 오차 요인을 전부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영상 센서, 자세 센서와 거리 측정기를 포함하는 조

준장치를 제작하였고 비교를 위해 Table 7의 계측장비

를 가지고 야외에서 시험을 수행하였다. 조준장치는 

열 영상을 사용하였으며, 비용과 무게의 문제로 고가

의 자세센서를 사용하지 않았다. 조준장치의 상세 스

펙은 정부과제에 관련된 내용으로써 밝힐 수 없음을 

알린다.

  조준장치와 계측장비를 정렬한 후에 이동 표적을 조

준/지향하여 센서 데이터와 계측 데이터를 획득하였고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조준장치와 표적과의 거리는 

200 m로 설정하였고 정지, 10 km, 25 km, 40 km로 이

동하는 표적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롤 각에 의

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롤 각을 45° 이

상 주어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8 ~ Fig. 12는 운동의 방향이 같은 경우에 속도

에 변화를 주어 시험한 결과 그래프이다. 그래프에서 

y축은 yaw 축의 누적 각도 오차를 보여주고 x축은 

1/30초 단위의 시간을 보여준다. Fig. 8은 정지 영상에 

대한 실험 결과이다. 시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자

세 센서만 이용하는 경우 자세 센서의 bias 오차로 인

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오차가 누적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하지만 제안하는 기법의 경우에는 바이어스 

오차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9 ~ 10은 등속 기동하는 표적을 삼각 지지대를 

이용해 30초간 흔들림 없이 조준한 경우의 실험 결과

이다. 10 km 속도로 등속 이동하는 표적의 시뮬레이션 

결과 제안하는 기법은 누적 오차가 0.0550° 발생하였

고 자세 센서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누적 오차가 0.29° 

발생해 약 5배의 이상 성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

다. 그 외의 25 km의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를 얻어 제

안하는 기법의 각속도 추정 성능이 자세센서만 이용하

는 것 보다 우수함을 증명하였다.

  Fig. 11은 약 40 km의 속도로 이동하는 표적을 흔들

림을 주어 조준한 시험 결과이다. 시험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영상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수의 오차나 표적

의 빠른 이동 때문에 오차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으

며 제안하는 기법은 특성이 다른 센서와의 융합을 통

해 성능이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Table 7. Specifications of equipment

구분 장비명 제원

계측장비

(상용)

탈린 항법센서 정확도 < 1 mrad

LRF 12 km 측정가능

Fig. 8. Accumulate error(moving speed : 0 km/h)

Fig. 9. Accumulate error(moving speed : 10 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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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Accumulate error(moving speed : 25 km/h)

Fig. 11. Accumulate error(moving speed : 40 km/h)

Fig. 12. Roll-angle calibration

  Fig. 12는 롤-각에 의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의

도적으로 조준장치를 45° 이상 기울여 수행한 시험결

과이다. 시험결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롤-각 보정을 수

행한 경우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초당 약 4배 이

상의 오차를 개선하였으며 롤-각에 의한 영향을 제거

하여 영상 좌표계와 월드 좌표계 간의 각도 불일치에 

의한 오차를 제거함을 볼 수 있다.

4.3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결과

  표적의 위치, 속도를 추정하는 기법의 성능을 검증

하기 위해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의 모사 데이터와 매개 변수는 

Table 8과 같이 산정하였다. 모사 데이터는 시나리오

의 참값에 각 센서 성능에 따른 잡음을 정규 분포로 

더해주어 생성하였다. 설정된 잡음은 데이터 시트와 

야외 시험 결과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참고하여 설정

하였다.

Table 8. Parameters of Monte Carlo simulation

항목 파라미터 항목 모사 데이터

반복 횟수 500회 자세 

센서 

오차

0.1 ~ 0.2°/sec조준 시간 5초

고도 0 m

LRF 

센서 

오차

1 meter
거리 300 m

속도 10 m/s

방향 x,y축 방향 
영상 

센서 

오차

0.02° ~ 0.05°/secLRF 주기 1,2,5,60 Hz

기법 EKF, PCA 

  Table 9-10은 거리 300 m에서 수평 방향(x축)으로 10 

m/s로 기동하는 표적에 대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며, Table 11은 영상 센서의 각속도 

잡음을 0.02° ~ 0.05°까지 변화 시켰을 경우에 RMS 오

차를 측정한 결과이다.

  시험 결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제안하는 기법을 적

용하여 센서를 융합하였을 경우 표적의 위치와 속도의 

추정 오차가 줄어들어 자세 센서의 정확도 한계를 보

완해 정밀하게 추정함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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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Monte carlo simulation result(fusion)

값
센서 융합

참값 평균 표준편차

(m) 60 59.9899 0.2270

(m) 300 299.9800 0.5965

 (m) 0 0.0033 0.1117

(m/s) 10 9.9983 0.0378

(m/s) 0 -0.0034 0.2130

 (m/s) 0 0.0005 0.0186

Table 10. Monte carlo simulation result(gyro)

값
자세 센서

참값  평균 표준편차

(m) 60 59.9639 0.9269

(m) 300 299.9739 0.6050

(m) 0 0.0262 0.8939

(m/s) 10 9.9940 0.1545

(m/s) 0 -0.0044 0.2141

(m/s) 0 0.004 0.1490

Table 11. Root mean square error

오차
센서 융합 자세

센서0.02° 0.03° 0.04° 0.05°

위치

(m)
0.514 0.606 0.647 0.696 1.2659

속도

(m/s)
0.176 0.179 0.187 0.189 0.2793

  Fig. 13은 EKF와 PCA 추정 방법을 획득 주기별로 

비교한 결과이며 탄의 운동 특성(추진, 공력 등)과 환

경조건(습도, 바람, 고도 등)은 고려하지 않은 상태의 

결과만을 제시하였다. 실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이 

EKF의 경우 획득 주기가 낮아질 경우 CEP(Circular 

Error Probability)가 커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PCA의 경우에는 획득 주기와 CEP와의 관계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CEP란 포의 성능을 규정하는데 사용

되는 수치로 표적에 명중할 확률이 50 % 이상인 경우

의 반경을 의미하므로 탄의 운동 특성과 환경조건을 

고려하지 않으면 순수하게 표적의 위치/속도 추정으로 

값이 결정된다. 따라서 CEP가 크다는 것은 추정 오차

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14는 탄이 발사대에서 발사된 후 2초간의 비행

을 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표적의 예측지점에 대한 분

포를 보인 것이다. EKF의 표적 분포는 가로축으로 퍼

져있는 데 반해 PCA의 표적 분포는 중앙에 모여 있어 

표적이 등속 기동하고 획득 주기가 낮은 경우 PCA 기

법이 EKF 보다 추정 성능이 좋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3. Comparative result in low frequency

Fig. 14. Predicted point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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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추후 연구 과제

  이동 표적의 위치 및 속도를 추정하기 위해서 자세 

센서만을 사용할 경우에 자세 센서의 정밀도가 요구조

건에 충분하지 않으면 표적 정보의 추정 오차가 커지

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하여 영상 정보를 이용해 조준장치의 회전 각속도를 

획득하고 센서 정보를 융합하여 표적의 정보(위치, 속

도)를 추정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연속하는 영상 프

레임에서 배경 특징점의 움직임 변위를 구하고 영상 

기하학을 이용해 조준장치의 회전각속도를 추정하는 

방법을 기술하였으며, PCA 기반 직선 추정 알고리즘

을 적용해 표적의 위치, 속도를 추정하는 방법을 기술

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

여 다양한 방법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제안하

는 영상 기반 표적 정보 추정 기법이 자세 센서만 이

용하여 추정한 것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증명하였다.

  단, 제안하는 방법은 PC 기반에서 성능을 검증하였

으므로 신호처리 보드에 탑재해 실시간으로 성능을 검

증해보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에 실제 운용 환경

에서 실시간으로 처리하도록 기법의 연산량을 줄이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사수가 운용하는 시스템에 사용되므로 사수의 손 떨림

이나 진동에 의한 영향, 사수의 조준 능력에 따라 발

생하는 오차를 제거하는 기법을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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