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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확대되는 군단책임지역 내에서 적은 병사로 효과적

인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미래전장에서 전술적 우위

를 점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적지역을 신속

하고 정확하게 가시화 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

으며, 이는 개전초기 대화력전을 효과중심으로 전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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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대포병

레이더, 무인정찰기, 적지종심작전팀 등으로 대변되는 

현용 감시정찰자산에 대한 전장가시화 공백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용 플랫폼의 다각화와 함께 제

대별 운용개념에 부합하는 다양한 규모로 전력화하고

자 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곡사포탄, 박격포탄, 유탄

과 같은 탄약 내부에 표적 관측용 임무장비를 탑재하

는 감시정찰체계에 대한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활발하

게 수행되고 있다[1-5]. 이는 발사체의 형태로 매우 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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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erial photographs taken by an image sensor fixed on a flight body, e.g. without a gimbal, are generally 
distorted according to its attitude, altitude and angle of view in flight. This can result in a significant difficulty of 
analyzing geometric information which should be integrated for numerous still frames. In this study, a simulation 
method of observation performance that uses geometric relationships between navigation data and image data is 
suggested, and this method is shown to be very useful for easily examining the integrated information such as the 
total range of photography, the time of target acquisi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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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간 안에 표적상공까지 도달할 수 있으며, 일반적

인 무인기와는 달리 기상에 의한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고, 기존의 포병 또는 보병 무기체계를 이용하므로 

운용이 용이하면서도 경제적인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임무장비에는 포탄의 사격 

시 발생하는 극심한 관성력과 제한된 탑재공간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몸체고정형의 카메라와 스트랩다

운식 관성항법장치(strapdown inertial navigation system)
를 적용하고 있다[6,7]. 이에 따라, 획득된 영상은 임무

장비의 비행고도와 자세에 따라 왜곡된 형상을 가지

게 되어, 영상내부의 특정위치에 대한 정확한 측위를 

어렵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는 155밀리 곡사포 체계에 적

용 가능한 관측포탄(POM: Para-Observation Munition)
이 개발되고 있다. 이는 표적상공에서 방출된 자탄형 

임무장비가 표적 주위를 선회활강하는 동안 영상 및 

항법데이터를 획득하여 사격지휘소로 전송하여, 사탄

수정, 표적획득, 표적피해평가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감시정찰용 탄약이다. 관측포탄의 경우, 상기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상장비에서 원근왜곡

보정기법 및 지오로케이션(geolocation) 기반의 위치추

정기법으로 영상을 후처리하여 측위정보를 산출하고 

있지만, 매 실험마다 수많은 개별 이미지로부터 위치

정보를 산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시스템의 관측능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매우 번거롭고 복잡한 일

이다.
  이와 같은 공중관측영상의 기하하적 분석과 관련하

여, 종래에는 비행체의 pitch각이 주어진 경우에 한하

여 촬영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한 사례[8]가 있었

으나, 대부분의 몸체고정형 카메라는 비행체의 복합적

인 자세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일반적으로 적

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비행체의 항법정보를 기반으로 영상센서가 획득한 프

레임(frame) 정보를 기하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

법을 제안하였으며, 관측포탄의 비행시험 결과를 분석

한 사례를 함께 제시하였다.

2. 프레임 정보의 연산 방법

  임무장비에 장착된 카메라가 지상을 바라보는 자세

가 연직하방(vertical)일 때, 영상프레임의 기하학적 정

보는 Fig. 1(a)와 같이 카메라의 화각(FOV; Field Of 

View)과 촬영고도(h)에 대한 삼각함수의 연산으로 계

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촬영각도가 연직하방이 아닌 

경우, 임무장비의 pitch각() 변화에 따라 Fig. 1(b)와 

같이 지면에 투영된 프레임의 모양은 사다리꼴이 되

며, roll각()과 yaw각()이 중첩되면 Fig. 1(c)와 Fig. 
1(d)와 같이 불규칙한 형태로 변하게 된다.

       (a) Vertical                (b) Pitching

   (c) Pitching+rolling      (d) Pitching+rolling+yawing

  Fig. 1. Variation in frame shape according to the 

attitude angle of flight body

  이와 같이 기울어진 자세로 촬영된 영상프레임에 

대한 기하학적 정보 또한 삼각함수를 이용하여 계산

될 수 있지만, pitch각과 roll각의 변화에 따라 연산과

정이 매우 복잡해지며, 연속된 수많은 프레임에 대하

여 일일이 반복적인 계산을 수행해야 하는 번거로움

이 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오일러 각회전과 3차원 

공간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을 적용한 영상프레임 분석

툴을 구성하면, 다량의 관측데이터를 일괄적으로 분석

하여 정리하는데 유용하다.
  먼저, Fig 2(a)와 같이 정자세를 취하는 비행체의 기

준점 
(0, 0, )과, 해당 위치에서 카메라의 화각에 

의하여 가상의 영상평면(image plane)에 투영되는 프레

임의 네 모서리(
, 

, 
, 

)와 중심점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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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식 (1)과 같이 표현된다.

  
 

 
 

 
  

 (1)

  또한, 를 임의의 자세각 roll(), pitch(), yaw()

로 회전시키기 위해 우선 식 (2)의 오일러 회전연산

에 따라 Fig. 2(b)와 같이 영상평면의 원점인 
를 중

심으로 프레임을 회전시켜 식 (3)과 같이 ′로 정의

한다.

      ×  ×   (2)

 ′  
′ 

′ 
′ 

′ 
′ 

′    ×   (3)

 (a) Image plane             (b) Euler’s rotation and

     setting                      transition to 

(c) Translation to      (d) Projection to the surface

  Fig. 2.  Projection of an image frame using Euler 

rotation and linear equation

  즉, 비행체의 위치는 
(0,0,)로부터 회전된 위치 


′로 변하게 되는데, 식 (4)에 따라 기준점 

과의 


′의 차이만큼 이동(translation)시키면, 비행체 위치에

서 회전된 행렬 을 얻을 수 있다.

  
 

 
 

 
 

  
′  

  ′  (4)

  다음으로 Fig. 2(c)와 같이 
를 임의의 위치 

( , 

 , )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벡터량 만큼 프레임 상의 

좌표들을 이동시킨 행렬을 라고 하고,   = [
, 


, 

, 
, 

, 
]로 정의한다.

  마지막으로, 에 대해 식 (5)와 같은 직선의 방정

식을 이용하면, 지면에 투영한 평면(projected plane) 상

의 좌표   = [, , , , ]를 구할 수 있다. 
이때 투영되는 평면의 고도 를 안다면 식 (6)을 통

해 기울기 를 구할 수 있다. 즉, 고도가 0 m인 경우 

지면에 투영되는 좌표를 구할 수 있고, 특정 고도를 

입력하면 해당 고도의 평면에 투영되는 좌표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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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획득된 투영평면의 좌표  에 대해 각 좌표간의 선

분간의 길이 a, b, c, d는 을 통해 구하고,
  , 와 는 프레임 내부의 마주보

는 두 각일 때, 식 (7)과 같은 브레치나이더 공식

(Bretschneider’s formula)[9]으로 면적을 계산할 수 있다.

  cos











  (7)

  Fig. 3은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작성된 프레임 분

석툴로 계산한 프레임정보와 3차원 CAD 프로그램

으로 작성한 모델을 비교한 결과로, 입력된 비행체

의 위치와 자세정보는 Table 1과 같으며, Table 2와 

같이 두 결과가 정량적으로 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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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D CAD model

(b) Present analysis tool

 Fig. 3. Verification of frame projection obtained by 

the present analysis tool using 3D CAD

Table 1. Input data for the verification

X Y Z Roll Pitch Yaw

0 m 0 m 600 m 16.12° 7.83° 0.00°

Table 2. Comparison of frame coordinates (unit: m)

Point 3D CAD Present analysis tool

A′ 283.79, 390.53 283.79, 390.53

B′ -102.06, 358.11 -102.06, 358.11

C′ -75.56, -5.81 -75.56, -5.81

D′ 252.68, 6.26 252.68, 6.26

3. 프레임 분석툴의 구성

  POMFSI(POM Frame SImulator)는 항법데이터 기반의 

관측능력 및 비행성능 분석을 목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영상프레임 분석툴로, flight review와 simulation
의 두 가지 모드를 포함한다. Flight review는 비행시

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행궤적, 전진속도, 하강속도, 
양항비 등의 실험 결과를 분석할 수 있으며, 실험결과

만으로는 직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촬영범위, 단위 프

레임의 좌표점 등의 기하학적 정보들을 항법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출할 수 있다. Simulation은 임의의 자세, 
위치, 고도 및 FOV를 입력하여 특정 조건에서의 영상

프레임이 지면에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모드이다.
  Fig. 4는 POMFSI의 GUI(Graphic User Interface)이다. 
그림에 표기된 1, 2, 3, 4는 각각 초기자세설정, 모드

선택, view 선택 및 계산 기능에 해당하는 영역을 나

타내며, 각 기능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Table 3에 

제시하였다.

Fig. 4. GUI of POMFSI 

  “2”의 모드선택 메뉴에서 simulation 모드에 대한 임

무장비(비행체)의 자동비행궤적 생성을 위해서는 활강

하는 임무장비의 비행특성을 고려하여 선회반경, 전진

속도 및 하강속도를 입력해야한다. 이는 비행특성이 

연속된 프레임의 생성 형태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

문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또한, 동체의 

자세변화에 대한 정의는 rolling과 pitching에 대해서만 

주어져 있는데, 실제 비행에서 yaw 방향의 진동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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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생하지 않으며, 선회궤적을 유지하기 위한 헤딩

(heading)의 변화에 따라 yaw각이 연속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다만, flight review 모드에서는 3축의 자세

각 측정 결과를 모두 불러들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

게 된다.

Table 3. Details of POMFSI GUI

순 기능 내   용

1
초기

자세

설정

특정 입력 위치와 자세정보에 대한 촬

영영역 확인 및 simulation 모드의 기본

자세로 초기화

위치정보 설정 : x, y, z (m)
자세정보 설정 : roll, pitch, yaw (deg)
FOV 설정 : 카메라 화각 (deg)

2
모드 

선택

영상프레임 분석 모드의 선택

Simulation 모드

 - 선회반경, 전진속도 및 하강속도의 

설정을 통한 자동비행 궤적 생성

 - Rolling/pitching 진폭 및 주기 설정

Flight review 모드

 - 비행시험 데이터(항법3축 자세정보) 
불러오기 및 이를 적용한 영상프레임 

시뮬레이션과 비행성능 분석 수행

3
View 
선택

그래프로 표현되는 결과의 시각적 표현

방법 정의

좌표축의 표시범위 : x축, y축, z축 (m)
View 시점 : elevation 또는 azimuth 선택

Frame : 사진 1장의 촬영 및 전송에 

걸리는 시간 (s)

4 계산

상기 모드별 입력데이터에 대한 프레임 

정보 계산 및 연속된 비행궤적과 프레

임 영역에 대한 애니메이션 구현

4. 관측포탄 임무장비의 촬영결과 분석

4.1 비행패턴에 따른 프레임의 변화

  Fig. 5는 관측포탄 임무장비의 비행패턴에 따른 관

측영상 프레임의 변화를 개념적으로 나타낸 그림이다. 
임무장비는 표적을 중심으로 상공에서 원형궤적(plan 

view로 본 궤적)을 따라 선회하강을 하는 비행패턴을 

가지며, 이는 활공익형을 가지는 패러포일(parafoil)을 

사용하여 비행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표적을 관측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비행시스템은 순간적인 경로변경을 위해 급

격한 조종을 할 경우 비행이 불안정하게 되며, 조종명

령에 대한 반응이 매우 느린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안정적인 경로변경 및 표적의 촬영을 위해서는 헤딩

의 순간변화율이 충분히 작아야 하며, 이는 표적을 중

심으로 가능한 큰 촬영면적을 얻기 위해서 비교적 큰 

선회반경 적용하는 현재의 비행방식과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a) Small turing radius

(b) Large turing radius

Fig. 5. Variation in photography frame according to 

the flight pattern



공중관측용 몸체고정형 영상센서의 프레임촬영에 대한  기하학적 분석 방법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22권 제5호(2019년 10월) / 595

  한편, 임무장비의 몸체에 부착되어 있는 카메라 모

듈은 렌즈의 초점거리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비행중에 

임의로 촬영각도를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관측범위

는 카메라의 FOV와 촬영고도에 의존하여 결정되며, 
Fig. 5(a)와 같이 고도 하강에 따라 프레임 크기가 감

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특정 고도 이하에서는 표적을 

찍을 수 없는 프레임이 발생하며, 관측포탄의 용도를 

감안할 때, 그 고도 이하에서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

지 못하다. 또한, Fig. 5(b)와 같이 선회반경을 증가시

켜 관측범위를 확대할 수는 있지만, 표적을 찍을 수 

없는 고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므로 운용고도 범위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적정 선회반경은 임무

장비의 관측성능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이지만, 일반적

으로 무인비행체에 대한 비행고도가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 많은 실험을 통해 이를 결정하

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문제이다.
  Fig. 6은 임무장비의 비행중에 발생하는 rolling 운동

에 따른 프레임의 변화를 나타낸다. Plan view 상에서 

임무장비는 원형궤적을 따라 선회하며 표적을 관측하

므로, roll 축에 대한 동체의 움직임이 표적관측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림은 임무장비의 비행방식을 

고려할 때 좌우 흔들림에 따라 촬영프레임이 표적을 

벗어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관측능력을 실제

와 가깝게 시뮬레이션하기 위해서는 임무장비의 운동

특성에 대한 실험값을 입력해야만 한다.

 Fig. 6. Variation in photography frame according to 

the roll angle

4.2 탄착점 촬영능력 분석을 위한 기하학적 정의

  관측포탄의 중요한 운용개념 중의 하나는 일반 곡

사포탄의 재타격을 위한 수정량을 산출하는 것이다. 
무인항공기나 전방관측자와 같은 기존 관측자산의 경

우 관측된 정보는 좌표의 형태로 사격지휘소로 통보

되며, 이를 수정량으로 다시 계산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러나 관측포탄 체계는 이러한 과정 없이 수정

량이 산출된 결과를 사격지휘소 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므로, 임무장비가 관측을 시

작한 후 일정 시간 동안은 표적과 탄착점을 동시에 

촬영할 수 있는 수준의 프레임 크기를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

스템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관점에서 관측능

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Fig. 7은 관측범위의 적정성 판단을 위하여 일반 

고폭탄의 기본적인 탄착범위를 회색의 직사각형 영역

으로 그래프 상에 정의한 것이다. 이는 표적을 중심

으로 1 공산오차를 사거리방향(PER: Probable Error of 
Range)과 편의방향(PED: Probable Error of Deflection)
으로 표시한 것으로, 각각 ±1 PER m와 ±1 PED m의 

범위를 가진다. 탄착범위 위에 표시된 초록색 원은 임

무장비가 비행하는 선회경로이며, Rt는 선회반경이다. 
또한, 노란색으로 표시된 영역은 임무장비가 찍은 연

속적인 사진이 지표면에 투영된 결과를 누적하여 나

타낸 것으로, RO,avr는 관측영역의 평균반경이다. 이와 

같은 도식적 정의에 따라, 분석된 결과는 기본 탄착영

역과 비교하여 임무장비가 관측할 수 있는 영역을 직

관적으로 보여주며, 이로부터 자세각과 고도의 변화에 

따라 탄착범위 벗어나는 사진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

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Fig. 7. Description of the probable hit range

4.3 관측능력 분석 결과

  다음은 POMFSI를 적용하여 관측포탄 임무장비의 

관측능력을 분석한 사례이다. 4.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이유로, 본 분석에서는 실제 비행시험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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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은 임무장비의 자세각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8분 이상의 자동선회비행을 하는 동안 얻은 결과이다.
  Simulation 모드(Table 3)에 따라 해석에 적용한 roll
각과 pitch각은 평균값에 대한 1 표준편차(1σ) 및 2 표

준편차(2σ)를 포함하는 범위에 해당하며(Table 4), 각 

경우에 대하여 선회반경을 50 m, 75 m, 100 m로 조합

하여 관측능력을 분석하였다.
  Fig. 9와 Fig. 10 및 Table 5는 POMFSI로 분석한 관

측포탄 임무장비의 관측성능이다. Fig. 9에서 관측범

위는 선회반경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원형에 가까운 

크기와 형태로 얻어짐을 알 수 있다. 본 시뮬레이션에 

적용한 자세각 변화에 대하여 관측범위는 ±3 PER을 

Fig. 8. Attitude angles of POM in flight

포함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자세각의 변동범위를 

2σ까지 확대하여도 유사한 결과가 얻어졌다.
  그러나, Table 5와 같이 실제로 탄착점(탄착범위)를 

촬영할 수 있는 프레임의 숫자, 촬영시간, 촬영고도 

등은 자세각의 적용 범위와 선회반경에 따라 다소간

의 차이가 있다. “탄착점 촬영”은 단일 프레임이 Fig. 
7의 탄착범위를 완전히 포함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선회반경이 가장 작은 경우가 탄착점을 가장 오랫동

안 촬영할 수 있으며, 자세각의 변화에 따라 탄착점을 

놓치는 상황도 적게 발생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적용

된 선회반경의 범위에서 관측범위가 유사하게 나타났

으므로, 가급적 작은 선회반경으로 임무장비를 운용하

는 것이 관측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4. Input data for the present simulation

항      목 Case 1 Case 2 Case 3 Case 4 Case 5 Case 6

선회반경(m) 50 75 100 50 75 100

촬영시작고도(m) 1,300

Roll

평균(°) -1.701

진폭(°) ±2.904(1σ 포함) ±5.808(2σ 포함)

변동률(Hz) 0.158

Pitch

평균(°) 0.748 

진폭(°) ±2.144(1σ 포함) ±4.288(2σ 포함)

변동률(Hz) 0.137

               (a) Case 1                           (b) Case 2                          (c) Case 3

Fig. 9. Observation range according to the turning radius as including 1 standard deviation of attitude ang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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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몸체고정형 영상센서를 내장한 공중

관측용 시스템과 관련하여, 비행중 획득한 항법데이터

를 기반으로 지표면에 투영되는 영상프레임을 기하학

적으로 시뮬레이션하여 관측능력을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는 관련 체계의 요구사항분석 또는 설

계 단계에서 별도의 복잡한 6자유도 운동해석이나 실

험을 거치지 않고 목표성능 설정, 설계의 적절성 확인 

등을 신속하게 수행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제작된 시제의 관측성능을 평가하는 측면에서

도 자세정보 등의 일부 실험데이터 만으로 특정 고도

에서의 관측능력을 실제에 가깝게 분석할 수 있는 방

법론이 될 수 있다. 본문에 수록된 관측포탄의 비행실

험 데이터는 실제로 표면고도 750 m부터 획득된 것으

로, 목표운용고도에 대한 관측범위, 탄착점 촬영능력, 
임무장비의 적정 체공시간 등을 해당 시험결과 만으

로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관측포탄과 

같이 사격을 위한 시험장이나 비행공역의 제약, 실험

결과에 대한 계측난이도 등이 이슈가 되고 있는 포발

사형 감시정찰체계의 경우,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은 실

험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을 상당부분 절감시킬 수 

있는 유용한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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