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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d a method for eliminating aiming error of unguided anti-tank rocket using improved 

target tracking. Since predicted fire is necessary to hit moving targets with unguided rockets, a method was 

proposed to estimate the position and velocity of target using fire control system. However, such a method has a 

problem that the hit rate may be lowered due to the aiming error of the shooter.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we used an image-based target tracking method to correct error caused by the shooter. We also proposed a robust 

tracking method based on TLD(Tracking Learning Detection)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the FCS(Fire Control 

System) devices. To verify the performance of our proposed algorithm, we measured the target velocity using GPS 

and compared it with our estimation. It is proved that our method is robust to shooter’s aiming error.

Key Words : Anti-tank Weapon(대전차무기), Computer Vision(컴퓨터 비전), Moving Target(이동 표적), Aiming Unit(조

준 장치), Rotational Angular Velocity(회전 각속도), Target Tracking(표적 추적), Aiming Error(조준 오차)

1.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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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무유도 화기의 명중률은 사수의 조준 능

력에 크게 의존한다. 그 이유는 조준 오차에 따른 표

적과 발사체와의 방향각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수의 조준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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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훈련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 명중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최근에 개발된 자동격발 저격총의 경우 Fig. 1과 같

이 영상 센서와 레이저 거리측정기를 이용하여 표적

의 정보를 획득하고 표적과 조준점이 일치하였을 때 

탄을 자동으로 격발하여 명중률을 향상시켰다.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사격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도 

매우 높은 명중률로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

Fig. 1. Shooting procedure of PFG

      (precision guided firearm)

  Fig. 2와 같은 무유도 대전차 로켓의 경우에는 거리

와 표적의 이동 방향에 따른 예측 사격이 필요하므로 

FCS(Fire Control System, 사격 통제 시스템) 조준장치

를 이용해 표적의 기동 정보를 획득하고 사격제원을 

산출하여 예상 목표지점을 화면에 도시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2]. 하지만 이 방법은 표적의 이동 정보 획

득을 위한 방향각 및 거리 측정 과정에서 사수에 의

한 조준 오차가 발생하여 명중률이 하락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영상 기반 

표적 추적 기법을 활용하여 사수의 조준 오차를 제거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Fig. 2. Shooting procedure of anti-tank weapon

  영상 기반 표적 추적이란 추적의 대상이 되는 표적 

정보를 영상 데이터에서 추출하여 표적의 위치를 찾

는 방법을 말하며, 최근에는 표적의 변형에 대해 학습 

능력이 있는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을 응용한 지

능형 추적 방법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3-5].

  그 중에서 성능이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진 방법으

로는 Kalal 등이 제안한 TLD(Tracking Learning 

Detection) 기법이 있다[6,7]. TLD 기법은 일시적으로 표

적을 놓친 경우 검출기에 의한 추적기 초기화 구조를 

갖고 있어 긴 시간 동안(long-time) 표적과 환경의 변

화가 많은 영상에서도 강인한 표적 추적이 가능하다.

  하지만 TLD 기법은 가시광 영상에서 근거리 표적

을 추적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으로 야간 및 원거리에

서도 운용이 가능해야 하는 무유도 대전차 무기의 특

수한 상황에서 적용하기에는 추적 성능이 좋지 않다. 

또한, 소형 시스템을 사용하는 FCS 조준장치에 구현

하기 때문에 하드웨어 리소스와 배터리 용량의 제약

을 받는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에서도 표적 추적의 정밀성과 

강인성, 실시간성을 만족하도록 조준장치 특성에 맞게 

TLD 기법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향상된 표적 추적 기법으로 획득한 표적 정보를 활용

하여 사수의 오조준에 의한 방향각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다양한 환경에서의 시뮬레이션

을 통하여 제안하는 방법이 우수함을 검증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영상 정보를 이용해 조준장치의 회전 각속도를 획득

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하고 3장과 4장에서는 사수의 

표적 지향 오차 제거 방법과 표적 추적 방법의 개선 

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다. 5장에서는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행한 실험 결과를 보인이고 6장에서 결론

과 추후 연구 과제를 기술한다.

2. 무유도 대전차 로켓의 조준 장치를 이용한 영상 

기반 이동 표적 정보 추정 방법

2.1 거리와 방향각 측정치를 이용한 표적정보 추정

  과거에는 무유도 화기의 이동 표적에 대한 명중률

을 높이기 위해서 사수의 숙련도를 향상시키는 방법

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은 사수의 능력

에만 의존하므로 대다수 병사에게서 높은 명중률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Fig. 3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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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수의 숙련도와 관계없이 높은 명중률을 얻기 위

해 자세 센서와 레이저 거리측정기(LRF, Laser Range 

Finder)를 이용해 표적의 기동 정보를 획득하고 사격

제원을 산출하여 예상 목표지점을 화면에 도시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2]. 하지만 이 방법은 자세 센서의 

정밀도가 요구조건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표적 정보

의 추정 오차가 커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영상 정보와 

자세 센서 정보를 융합하여 조준장치의 회전 각속도

를 획득하는 방법이 제시 되었다[9]. 특히, 영상 정보를 

이용해 조준장치의 회전 각속도를 추정하는 기법은 

기존 자세가 가진 정확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표적의 

정보를 정확하게 획득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Fig. 3. Method of target estimation

2.2 영상기반 방향각 측정 방법

  Fig. 4는 영상 기반 기술을 이용해 표적의 방향각을 

측정하는 방법의 주요 개념을 설명한다. 사수가 조준

장치를 통해 이동 표적을 조준하면 영상에서의 표적은 

움직이지 않고 배경만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

라서 표적이 위치하는 중앙 부분을 제외한 배경 영역

에서 픽셀 이동량을 계산할 수 있으며, 픽셀 이동량이 

∆  pixel 일 경우 핀홀 카메라 모델과 카메라 스펙

(시야각 F°, 영상 크기 V pixel)을 이용하면 조준장치의 

회전 각속도 ∆를 얻을 수 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

하면 식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식에서 I는 영상을 

의미하며 d는 이전 영상과 현재 영상의 제곱 오차를 

최소로 하는 픽셀 이동량(moving vector)을 의미한다.

∆  arg 


  


∆ ∆×
  (1)

Fig. 4. Background image tracking

3. 표적 추적 기법을 이용한 무유도 대전차 로켓의 

사수 조준 오차 제거 방법

3.1 무유도 대전차 로켓의 사수 조준 오차

  조준장치를 이용하여 표적의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

은 사수가 표적을 조준하는 행위를 통해 방향각을 획

득하는 방법으로 사수가 표적의 중심을 정확하게 조

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방향각을 추정하게 된다.

  Fig. 5와 같이 사수가 표적을 잘못 조준하는 것을 

사수의 조준 오차라 하며 이 경우 방향각 오차가 발

생하여 결과적으로 명중률 하락을 유발한다. 특히, 조

준 오차는 사수와 운용 환경에 따라 그 특성이 다르

기 때문에 오차의 특성을 분석하여 보정하는 것이 어

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표적 추적 기법을 적용

하면 화면내의 표적 위치를 파악하여 사수의 조준 오

차를 보정할 수 있어 사수의 특성과는 관계없이 오차

를 보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Fig. 5. Aiming error for a marks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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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표적 추적 기법을 이용한 사수의 조준 오차 보

정 방법

  제안하는 방법은 사수 조준 오차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Fig. 6은 

제안하는 방법의 주요 개념을 설명한다. 표적 추적 

기법을 이용해서 영상내의 표적의 위치를 알 수 있다

면, Fig. 7과 같이 조준점과 표적의 픽셀 거리 오차를 

계산할 수 있으며, 수식 (2)를 이용하여 사수의 오차

로 인한 조준장치의 방향각 측정 오차를 보정 할 수 

있다.

  수식 (2)에서 ∠ , ∠는 사수의 조준 오차가 포함

된 조준장치의 각도 변위이며, 조준점과 표적과의 픽

셀 거리 오차에 픽셀을 각도 단위로 변환하는 계수 

 , 를 곱하여 사수의 조준 오차를 제거한 ∠ , 

∠  각도를 구할 수 있다.  , 는 핀홀 카메라 모

델을 사용해 구하였으며 카메라 시야각 을 영상 화

소의 크기 로 나눈 값을 사용한다.  , 는 표적 

추적 기법으로 찾은 표적의 중심 위치를 의미하며 

 , 는 영상의 중심점이다.

  단, 사수의 조준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서는 매우 높

은 표적 추적 성능이 요구된다. 그 이유는 표적 추적

오차가 사수의 오차보다 큰 경우 더 큰 방향각 오차

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준 장치를 사용하는 

환경에서의 표적 추적의 정밀성과 강인성을 개선하는 

연구와 실시간 구현을 위한 처리속도 개선이 필수적

이며, 사수의 조준 오차 보다 표적 추적의 오차가 작

다면 효율적으로 사수의 오차를 제거할 수 있다.

Fig. 6. Concept of proposed algorithm

Fig. 7. Error compensation of rotational angular

∠∠ 

∠∠ 
     

 (2)

4. 무유도 대전차 로켓의 조준 오차를 제거하기 위

한 표적 추적 기법 개발

4.1 대전차로켓의 조준장치를 이용한 표적 추적

  대전차 조준장치를 이용한 표적 추적은 야간에도 

운용이 가능해야 하므로 적외선 영상을 사용하며 300 

m 이상의 원거리 표적을 추적하기 때문에 표적의 크

기가 작다는 특성이 있다. 또한 휴대용 조준장치에 구

현하기 때문에 하드웨어 리소스와 배터리 용량의 제

약을 받는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에서도 표적 추적의 

정밀성과 강인성을 만족시키는 TLD 기반의 표적 추

적 기법을 제안하였다.

Fig. 8. Block diagram of the TLD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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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LD 기법은[6,7] Fig. 8과 같이 표적을 추적하면서 동

시에 학습함으로써 검출이 가능한 추적기라는 새로운 

형태의 추적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일시적으로 표적을 

놓친 경우 검출기에 의한 추적기 초기화 구조를 갖고 

있어 재검출을 통한 지속적인 추적이 가능하다. TLD 

기법의 자세한 내용까지 본 논문에서 언급하기에는 

내용이 방대하고 주제와 맞지 않으므로 상세 내용은 

생략한다.

4.2 적외선 소형 표적에 최적화한 TLD 기법

  TLD 기법은 내부 추적기로 특징 매칭 기반 추적기

(Median flow tracker)[10]를 사용하기 때문에 특징이 적

은 표적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 성능이 떨어진다는 단

점을 가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특징 기반 추적기를 선형 칼만 필터와 템플릿 매칭을 

이용한 추적기로 대체하여 추적 성능을 개선하였다[8].

  Fig. 9는 적외선 소형 표적에 최적화한 TLD 기법 

의 순서도이며 기본적은 구조는 TLD 기법과 같지만, 

추적 방법과 추적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조건을 소형 

표적의 추적에 적합하도록 개선하였다.

  칼만 필터 기반의 상관 추적 방법은[11,12] 형태적 유

사도를 판별하기 때문에 영상 내에 특징점이 없어도 

추적 가능하며 다음 프레임에 대상 표적이 있을 위치

를 예측함으로써 더욱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Fig. 9. Optimized algorithms for infrared small target 

image

  TLD 기법은 추적이 실패하였을 경우에 검출기를 

이용해서 추적을 초기화 하게 되는데 추적 변위가 10

픽셀 보다 큰 경우에 추적에 실패했다고 판단해 환경

에 따라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식 (3)의 등속 선형 칼만 필터 모델의 유효 측

정치 영역을 사용하여 추적 실패 여부를 판단하였다.

  유효측정치 영역은 오차 공분산 행렬을 이용하여 

구하며 표적의 기동이 불안정하거나 추적이 잘되지 

않은 경우에 유효측정오차  값이 커진다. 이 값이 

임계값 보다 큰 경우 추적에 실패했다고 판단해 잘못

된 판단으로 인한 추적 실패 확률을 낮췄다. 식에서 

는 상태 벡터, 와 는 위치와 속도, 는 관측 행

렬, 은 측정 잡음의 공분산 행렬, 는 측정치(표적 

좌표), 는 잔차 프로세스(residual process)의 공분산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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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치 갱신:

   




  








    


유효 측정치 영역:

   
  





    
    

  하지만 위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TLD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내장형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동작

시키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4.3 대전차로켓의 조준장치에 최적화한 TLD 기법

4.3.1 적용 체계의 특성을 이용한 데이터 처리

  대전차무기 조준장치를 이용해 표적의 정보를 획득

하는 방법은 사수가 이동 표적을 조준하는 과정을 거

쳐 표적에 대한 위치, 기동 정보를 획득하므로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① 사수가 화면 

중심의 십자 망선에 표적이 위치하도록 추적함 ② 표

적과의 거리 측정이 가능함 ③ 표적의 특성은 탱크로 

가정하며 급격한 움직임은 없음

  위의 적용 체계의 특성을 이용하면 표적 추적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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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음과 같이 적용 할 수 있다. ① 영상 전체에서 

재검출하지 않고 화면 중심에서 재검출 ② 검출 패치 

크기를 상대거리를 이용해 표적의 크기에 맞춤 ③ 표

적의 움직임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 영역

을 제한

  사수는 이동 표적을 화면에 중심에 두고 조준하기 

때문에 Fig. 10과 같이 화면의 중심에서 일부 영역을 

지정하여 해당 영역에서만 표적을 찾도록 하였다.

  표적을 T62 탱크로 가정하면 Fig. 11과 수식 (4)를 

이용하여 거리 300 m에서 템플릿의 최대 크기를 60× 

30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50 km/h로 이동하는 표적을 

가정하고 사수의 오차를 고려하면 추적 영역을 210× 

280 크기로 설정할 수 있다. 수식 (4)에서 D는 표적과

의 거리를 의미하며 LRF를 이용해 측정하고 는 카

메라의 화각, P는 픽셀 사이즈를 의미한다.

 ∙ tan
 ∙

  (4)

  표적의 추적 영역을 Fig. 10과 같이 제한하고 표적

의 초기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면 약 58000개의 ferns 

검출 패치 개수를 1600개까지 줄여 리소스 사용량과 

연산속도를 개선할 수 있다.

Fig. 10. Restriction of region of interest

4.3.2 상대 거리에 적응적인 표적 영역 지정

  제안하는 추적 방법은 표적 인지 기능이 없기 때문

에 초기 표적 지정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추적하기 

위한 대상 표적의 크기 및 위치 정보를 사용자가 초

기에 설정하는 단계가 선행된다. 하지만 대전차무기 

체계에서는 조준 행위를 통해 초기 위치를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표적의 크기를 설정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거리에 따라 표적의 크기

가 자동으로 지정되게 하였다. 표적의 크기는 Fig. 11

과 수식 (4)를 통해서 구할 수 있으며 LRF 측정 거리

를 입력 값으로 사용하여 적응적으로 크기가 변하도

록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표적의 픽셀 크기를 계

산하여 표적의 크기를 설정하는 단계를 생략할 수 있

고, 표적을 조준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표적을 탐지

할 수 있어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다.

Fig. 11. Pinhole camera model

4.3.3 TLD 기법의 모델 업데이트 방법 개선

  Fig. 12는 TLD에서 사용하는 검출기의 순서도이며 

내부 검출기로 분산 필터(variance filter), 지역 특징 매

칭(local feature matching) 기반의 random ferns, NCC 

(Normalized Cross Correlation) 매칭 기반의 NN 분류기

를 사용한다[7]. 분산 필터는 평탄한 영역을 검출 영역

에서 제외하여 처리속도를 향상하려는 목적으로 사용

하며, ferns 검출기를 이용하여 검출 영역을 찾는다[13]. 

Ferns는 흔히 알고 있는 SIFT, SURF 등에 비해 훨씬 

속도가 빠르면서도 검출 성능 또한 뛰어나다고 알려

져 있다. Ferns의 단점은 사전에 학습을 위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인데(5분 내외) TLD 기법에서는 기

존의 오프라인 학습 구조를 P-N 온라인 학습 구조로 

바꾸어 점진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실시간 동작이 가능

하게 하였다[6]. Ferns 검출기 조건을 만족하는 검출 영

역은 0개부터 다수가 검출될 수 있는데 NN(Nearest 

neighbor) 분류기를 이용해 최종 추적 영역 1개를 찾

는다.

  특정 시점에서 추적하고자 하는 표적은 영상 패치

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러한 패치 여러 장을 모아 표

적의 모델로 사용할 수 있다. 모델은 크기 및 밝기

(intensity)에 대한 불변성을 위해 모든 모델 패치는 크

기 15×15 화소, 밝기 평균 0으로 정규화(normalization)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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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Flowchart of TLD algorithm

  NN 분류기는 수식 5와 같이 표적을 표현하는 긍정 

모델 과 표적 주변에서 표적과 구별하기 어려운 

배경 클러터인 부정 모델 을 이용하여 최근접 이

웃 법칙에 따라 입력 패치를 표적과 배경으로 분류한

다. TLD 추적기를 통해 얻어지는 긍정 패치(영역)들

과 모델과의 템플릿 매칭을 통해 유사도를 판별하여 

긍정에 가까운지 부정에 가까운지를 결정해 최종 추

적 패치를 결정한다. TLD에서는 유사도 계산에 수식 

(6)의 NCC를 이용하며, 긍정 및 부정 최근접 이웃 거

리 계산에는 수식 (7)을 이용한다. 수식에서 , 는 

15×15 크기로 정규화된 영상 패치 이며, 는 화소를 

의미하고, , 는 패치의 평균과 분산값이며, 은 

전체 모델 집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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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max
  max  (7)

  기존의 TLD 기법의 모델 업데이트는 표적이 이동

하는 경로이면서 표적의 외형이 30 % 이상 변화한 

경우 업데이트를 수행한다. 외형 변화도 NCC를 이용

하여 구하며, 유사한 정도에 따라 0~1로 표현 된다. 

모델 업데이트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수식 8과 같다. 

D가 의미하는 것은 현재 긍정 패치 p가 거짓 모델과 

닮아 있는지 긍정 모델과 닮아 있는지를 거리로 표현 

한 것이며, 긍정 모델과 같은 경우 값이 1이 되고 거

짓 모델과 같은 경우 값이 0이 된다. D가 0.7 미만인 

경우 긍정 모델을 업데이트 한다고 하면, d- = 0.4, d+ 

= 0.2인 경우 D = 0.4/(0.4+0.2) = 0.667 < 0.7 이므로 

현재 표적을 긍정 모델 
로 업데이트 한다.

 



 (8)

  하지만 위와 같이 모델을 업데이트 하는 경우 외형 

변화가 30 % 이상 발생하면 매번 업데이트를 수행해 

모델이 무제한으로 늘어나 메모리 사용량과 데이터 

처리양이 많아지며 Fig. 13과 같이 drift가 발생한 상황

에서도 모델을 업데이트한다. 이로 인하여 표적이 아

닌 배경을 긍정 모델에 추가하여 표적 추적 성능이 

하락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기존의 모델과 변

형이 50 %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데이트에서 제

외하여 잘못된 추적으로 인한 배경이 긍정 모델로 업

데이트 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긍정 모델들과 추가

할 모델과의 distance 평균값으로 긍정 모델에 가중치

를 부여하여 기존의 모델과 유사한 모델이 제거 되는 

것을 방지 하였다.

Fig. 13. False positive error

  Table 1은 지금까지 설명한 모델 업데이트의 수도 

코드이다. 먼저 검출 패치와 모델과의 거리 값 

  값이 0.5 이상이거나 0.7 미만이면 모델을 업

데이트 하고 해당 모델과 다른 모델과의 NCC 평균값

을 가중치로 사용한다. 구해진 가중치는 모델과의 거

리 값을 구하는데 사용하여 드리프트가 발생한 것과 

같은 false 패치가 모델에 포함 되지 않도록 하였다.

  Fig. 14는 개선된 모델 업데이트의 결과를 보여준다. 

개선하지 않은 상단 모델에서는 모델의 false positive

가 발생함을 확인 할 수 있지만 모델 업데이트 방법

을 개선한 하단 모델에서는 배경의 변화에도 차량의 

형태를 가장 잘 유지하는 형태로 모델이 추출됨을 확

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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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odel update pseudo code

detection patch: 

Positive Model: 






weight: 

model threshold:  

  max∙
  max∙
 




if(  ) then

   
  

    
 








   if( ) then

      
    

   else

      for   do

          
 










      end for

   end if

end if

Fig. 14. Improvement of positive model

      top: TLD, bottom: proposed

5. 시뮬레이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의 성능을 다각적으로 검

증하기 위하여 Table 2의 표적 이동 시나리오를 설정

하여 데이터를 취득하는 시험을 수행하였고 Table 3의 

계측 장비를 이용하여 성능을 비교하였다. Fig 15는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시험 환경과 방법을 블록도로 

표현한 것이다.

  표적 추적 기법의 성능 검증은 다양한 환경에서 수

기로 찾은 표적의 중심 좌표와 표적 추적 기법으로 

찾은 좌표를 비교하여 표적 추적의 정밀도와 강건성

을 검증하였다.

  표적 추적 기법을 이용한 사수의 조준 오차 제거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수의 상태를 상, 하로 구분

하였으며, 거리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거리

도 200 m, 300 m로 구분하였다. 시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주/야간으로 시험을 수행하였고 탱크

의 속도를 기준으로 최고 30 km로 이동하는 표적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최종적으로 표적 추적 기법

을 적용한 것과 적용하지 않은 것의 비교를 통해서 

사수의 조준 오차 제거 효과를 검증하였다.

  표적의 위치와 속도 비교를 위해서 GPS를 차량에 

부착하여 측정한 값을 기준으로 사용하였으며 방향각 

오차를 측정하기 위하여 탈린 센서에서 측정한 값을 

기준으로 비교를 수행하였다.

Table 2. Condition of scenario

선택기준 조건 1 조건 2

사수 조준 능력 A(상) C(하)

상대 거리 200 m 300 m

획득 시간 주간 야간

Table 3. Specifications of equipment

구분 장비명 조건 2

계측장비

(상용)

탈린

항법센서
정확도 < 1 mrad

거리측정기 12 km 측정가능

GPS 정확도 < 1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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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Method of simulation for proposed algorithms

5.1 표적 추적 기법 성능 분석

5.1.1 적용 체계의 특성을 이용한 데이터 처리 영

역 제한

  표적 추적 기법으로 사수의 조준 오차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① 적외선 소형 표적의 중심추적이 가능해

야하며 ② 클러터를 구별해야하고 ③ 표적 가림에 강

인해야 하므로 Table 2의 시나리오 중에서 Table 4와 

같은 환경과 조건에서 취득한 영상을 활용하였다.

  시뮬레이션은 PC 기반으로 수행하였으며, ㉠ TLD 

기법[6], ㉡ 적외선 영상에 최적화한 TLD 기법[8], ㉢ 

제안하는 기법의 표적 추적 성능을 비교 분석하였다.

  ① 표적의 중심추적 성능은 수식 9의 RMSE(Root 

Mean Square Erro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표적의 

참값  은 영상 내에서 수기로 찾고 표적 추적 

결과값을 이용해 3가지 추적 기법에 대한 

RMSE를 구하였다.

Table 4. Test conditions

환경 조건

추적환경 장애물/클러터 존재 유

센서 적외선 영상

거리 300 m

탐지 대상 SUV 차량

시간 주간/야간

 





  



 (9)

  ② 표적과 클러터의 구별과 ③ 표적 가림의 검증은 

Table 5의 표적 분류에 의한 민감도(sensitivity)와 특이

도(specificity) 분석을 통해 수행하였다. 표적 추적에 

있어서 민감도란 수식 10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표적

이 존재할 때 표적을 분류할 확률을 의미한다. 특이도

는 수식 (11)로 표현할 수 있으며 표적이 존재하지 않

을 때 표적을 분류하지 않는 확률을 말한다. 민감도와 

특이도를 이용한 검증방법을 통해 위의 2번 3번 조건

을 동시에 검증하여 추적 강인성을 검증 할 수 있다.

 


 (10)

 


 (11)

Table 5. Binary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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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6~17은 추적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추적 초기 단계와 표적 가림 후 재 추적이 이루어지

는 것 까지는 유사한 결과를 보였지만 표적 추적 시

간이 길어질수록 기존의 방법의 경우 표적의 중심을 

추적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16. Target tracking result(TLD)

Fig. 17. Target tracking result(Proposed)

  Table 6은 200 m와 300 m 거리에서 표적 추적 기법

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종합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에

서 민감도는 0~1의 값을 가지며 민감도 값이 1에 가

까울수록 표적이 존재할 경우에 표적의 분류 확률이 

높고 0에 가까울수록 표적이 존재하지만 표적을 분류

하지 못할 확률이 높아진다. 특이도도 0~1의 값을 가

지며 특이도 값이 1에 가까울수록 표적이 존재하지 

않을 때 표적을 분류하지 않을 확률이 높으며, 반대로 

0에 가까울수록 표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표적을 

잘못 분류할 확률이 높다.

  추적 오차는 RMSE 값을 나타내며 표적의 중심에서 

얼마나 벗어나있는지를 보여준다. 결과에서 보는 것과 

같이 TLD 기법의 경우 민감도는 거의 1에 가깝게 측

정되어 표적이 존재하는 경우 표적 분류 능력은 좋다. 

하지만 특이도는 0에 가깝게 매우 낮아 표적이 사라

지거나 가려지는 경우에 대응이 어려우며 중심 추적 

오차가 15 픽셀 이상으로 표적의 중심을 추적하지 못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적외선 영상에 최적화한 TLD 기법은 중심 추적 오

차가 3.5 픽셀로 TLD 기법에 비해 추적 성능이 좋지

만 마찬가지로 특이도가 0에 가까워 표적이 사라졌을 

때 대응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제안하

는 방법은 민감도와 특이도가 1에 가까운 값을 갖고 

추적오차가 2.0 pixel로 가장 작아 추적 성능 ①~③을 

모두 만족하여 사수의 조준 오차를 제거하기에 충분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 기법 대비 처리속도가 약 

8 배 정도 향상되어 같은 처리 속도로 구현할 경우 

필요한 리소스를 대폭 감소시켰음을 확인하였다.

Table 6. Target tracking result

TLD[6] TLD 개선[8] Proposed

Sensitivity 0.9833 0.9840 0.9306

Specificity 0.1573 0.0169 0.9937

RMSE 15.6059 3.5319 2.0641

Processing time 15 fps 15 fps 120 fps

5.2 사수의 조준 오차 제거 효과 분석 

  주/야간 환경, 조준거리, 사수 조준 능력에 따른 조

준 오차 제거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Table 2의 8개

의 시험 시나리오를 선정하여 각 시나리오마다 12회

의 데이터 샘플을 획득하였고 Table 3의 계측 장비를 

이용하여 표적 추적을 적용한 것과 적용하지 않은 것

의 추정 결과를 비교하였다.

  비교를 위한 기준 값의 측정을 위해서 Fig. 18과 같

이 표적 차량에 GPS를 부착하여 표적의 위치와 속도 

정보를 획득하고 수식 (12)를 이용해 오차를 측정하였

다. 수식에서 G는 GPS로 측정한 위치 좌표를 의미하

며, P는 영상 기반 이동 표적 정보 추정 방법을 이용

해 추정한 위치 좌표를 의미한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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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Measuring target velocity using GPS

5.2.1 표적의 위치, 속도 비교

  Fig. 19~20은 표적 추적이 성공하였을 경우에 사수

의 조준 오차 제거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시험 환경에서 획득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표적

의 위치, 속도 추정 오차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 30 km/h 등속 이동, 사수 조준 오차 존재, 300 m, 

주간 환경, 표적 추적 성공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표적 추적 기법을 적용하

지 않은 경우 사수 조준 오차로 인하여 위치와 속도

의 오차가 크게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표적 추

적 기법을 적용하면 사수의 조준 오차가 제거되어 표

적의 위치, 속도 정보를 정밀하게 추정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9. Elimination of position error

Fig. 20. Elimination of velocity error

  Table 7과 Fig. 21은 표적 추적 기법을 이용하여 사

수의 조준 오차를 제거하는 실험 결과를 종합한 내용

을 보여준다. 각 시나리오마다 12개의 데이터 샘플을 

이용하였고 시험 측정 오차를 줄이고 신뢰도를 높이

기 위하여 다른 환경 변수를 통제하고 표적 추적 기

능을 적용 또는 비적용 하여 동시에 시험을 수행하였

으며, 시험 데이터마다 10회 반복 값의 평균값을 사용

하였다. Table 7에서 A사수는 조준 경험자로써 숙련사

수를 말하며 C사수는 조준 경험이 없거나 미비한 사

수를 말한다.

  시험 장소는 대전차무기를 운용할만한 나무가 많이 

분포하여 몸을 숨길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표

적 가림이 많이 발생하는 환경에서도 효과가 있는지

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야간의 경우에는 Fig. 22와 같이 표적이 주변 배경

과 확연히 구분되어 나무에 가려지는 순간에도 표적

을 놓치지 않아 수식 (13)으로 표현되는 표적 추적 성

공률이 약 93 %로 약 20.89 %의 추정 오차가 감소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C사수의 경우에는 사수의 

조준 오차가 크게 발생하므로 표적 추적으로 인한 속

도 오차의 감소폭이 약 30 %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수식 13에서  , , 의 의미는 수식 (12)와 같다.

  반대로 주간 영상의 경우 Fig. 23과 같이 표적과 배

경이 구별이 잘 되지 않아 나무에 가려지는 순간에 

간헐적으로 false detection(오검출) 에러가 발생하여 표

적 추적 실패로 인한 추정 오차가 약 4.4 %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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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적외선 영상을 이용하여 표적을 추적하

는 경우에 주간의 지상에서의 표적 추적이 가장 난이

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표적의 온도와 

주변 클러터와의 온도차가 나지 않아 표적을 구분하

기가 어렵기 때문이며, 사람 눈으로도 구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알고리즘으로도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

  결론적으로 표적 추적 성능을 만족하는 환경에서는 

속도 오차가 20.89 % 감소하여 사수의 조준 오차가 

제거됨을 확인 할 수 있었지만 표적 추적 성능을 만

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속도오차가 4.43 % 증가함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추적이 불가능한 상황을 자동으

로 판단하여 적응적으로 표적 추적을 적용하는 방법

을 연구할 계획이다.

 
 

 
    

 

  
∙

 (13)

Table 7. Comparison of target velocity

표적 추적 적용 

거리 조준능력 오차(평균) 오차(편차) 

200 주간
A 사수 0.275 m/s 0.150 m/s

C 사수 0.338 m/s 0.221 m/s

200 야간
A 사수 0.240 m/s 0.106 m/s

C 사수 0.339 m/s 0.198 m/s

300 주간
A 사수 0.284 m/s 0.109 m/s

C 사수 0.300 m/s 0.116 m/s

300 야간
A 사수 0.277 m/s 0.100 m/s

C 사수 0.304 m/s 0.149 m/s

표적 추적 비적용

거리 조준능력 오차(평균) 오차(편차) 

200 주간
A 사수 0.240 m/s 0.123 m/s

C 사수 0.317 m/s 0.223 m/s

200 야간
A 사수 0.274 m/s 0.142 m/s

C 사수 0.573 m/s 0.224 m/s

300 주간
A 사수 0.271 m/s 0.114 m/s

C 사수 0.327 m/s 0.169 m/s

300 야간
A 사수 0.311 m/s 0.151 m/s

C 사수 0.377 m/s 0.164 m/s

Fig. 21. Simulation result

Fig. 22. tracking result at night

Fig. 23. tracking result at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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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조준 시간 비교

  조준 시간이란 표적을 탐지 및 조준하여 표적 정보

를 획득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조준 시

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초기 정밀 타격이 가능하게 하

여 사수의 생존성을 높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사수가 표적을 화면의 중심점에 정확하게 조준을 

하지 못할 경우 정확한 속도 추정이 어려워져 조준 

시간이 길어지므로 표적 추적을 통해 사수의 조준 오

차를 제거함으로써 조준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조준 능력이 낮은 사수가 표적을 조준한 약 30개의 

동영상 샘플에서 표적 추적을 적용한 결과 평균 25 %

의 조준시간 감소 효과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표적 추적이 정확하다면 표적 추적 기

법이 사수의 조준 오차를 효율적으로 제거하여 표적

속도 추정 오차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조준시간을 

단축시켜 초기 정밀 타격에 유리함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6. 결론 및 추후 연구 과제

  대전차무기 조준장치를 이용하여 표적의 정보를 획

득하는 방법은 사수가 표적을 정확하게 조준하는 경

우를 가정한다. 이 때 사수가 표적을 잘못 조준하는 

경우 획득한 표적 정보의 오차가 커지는 문제점이 있

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표적 추적 기

법을 이용하여 화면내의 표적의 위치를 파악하여 조

준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방

법은 사수의 특성과는 관계없이 오차를 보정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지만 매우 높은 표적 추적 정밀도와 

강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학습 기반의 재추적이 가

능한 표적 추적 기법을 적용 체계에 맞게 개선하여 

사용하였다.

  대전차무기의 특수한 조준 상황을 활용하여 표적 

추적 영역을 제한하였으며, 추적 초기에 표적의 크기

를 지정하지 않고 상대거리를 이용하여 표적의 크기

에 맞게 검출 패치의 크기가 설정되도록 하였다. 또

한, 모델 업데이트 방법을 개선하여 표적이 아닌 배경

을 긍정 모델에 추가하여 표적 추적 성능이 하락하는 

문제를 방지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

여 다양한 방법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기존 기

법 대비 처리속도를 약 8배 향상하였으며, 표적 중심 

추적의 정확도 및 분류 능력이 뛰어남을 보였다. 개선

된 표적 추적 기법으로 찾은 화면내의 표적 위치를 

이용해 사수의 조준 오차를 제거하였으며, 표적 추적

이 성공하였을 경우 속도 오차가 약 20.89 %(0.2 m/s) 

이상 감소하여 사수의 조준 오차가 제거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비숙련 사수의 경우 조준시간이 약 

25 %(3초) 이상 단축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단, 표적을 지정함에 있어 표적의 중심을 정확하게 

조준해야 하므로 추후 표적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기

법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특정 환경에서 표적 추

적 오차가 사수의 조준 오차 보다 커질 수 있으므로 

표적 추적 기법의 오차 공분산과 사수의 오차 공분산

을 추정하는 기법을 개발하고 데이터를 융합해 오차

를 적응적으로 보정하는 기법을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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