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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탄두(Warhead)는 유도무기에 의해 운반되어 표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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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며, 살상효과를 갖는 유

도무기의 부체계이다. 이러한 탄두의 개발 및 위력 성

능 평가를 위해 Pit Test와 Arena Fragmentation Test 
(AFT)를 수행한다[1,2]. Pit Test를 통해 탄두의 폭발압

력, 탄두 파편의 무게, 형태를 측정 하며, AFT를 통해 

파편의 개수, 속도 그리고 공간 분포도에 대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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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rena Fragmentation Test(AFT) is one of the important tasks for designing a high-explosive warhead. In 
order to measure the statistics of a warhead in the test, fragments of a warhead that penetrate steel plates are 
detected by using complex and expensive measuring equipment. In this paper, instead of using specific hardware to 
measure the statistics of a warhead, we propose to use an image processing based object detection algorithm to 
detect fragments in AFT. To this end, we use a hard-thresholding method with a brightness feature and apply a 
morphology filter to remove noise components. We also propose a simple yet effective temporal filtering method 
to detect only the first penetrating fragments. We show that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ethod is 
comparable to that of a hardware system under the same experimental conditions. Furthermore, the proposed 
method can produce better results in terms of finding exact positions of fragments.

Key Words : Image Processing(영상 처리), Object Detection(객체 검출), Arena Fragmentation Test(Arena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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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rena fragmentation test environment

를 획득한다.
  일반적으로 AFT 환경은 탄두를 중심으로 특정거리

에 표적판(steel plates)을 설치하여 Fig. 1과 같이 구성

한다. 표적판에는 탄두 파편의 개수, 속도, 그리고 공간 

분포를 측정하기 위한 센서(screen sensor)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각의 센서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는 케이블을 

통해 계측시스템으로 전달된다. 이를 구성하는 센서 

및 장비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대부분이 고가

의 장비이다[2]. 하지만 기존 계측시스템의 센서는 일

회용으로, 매 시험마다 센서 설치 및 회수가 필수불가

결하여 인적, 시간적, 금적 비용이 컸다. 또한 센서가 

가지는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데이터 획득량이 제한

되었으며, 탄두 파편이나 폭발에 의해 케이블이 피격

되는 등 계측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낮은 문제가 있다.
  최근 영상계측 하드웨어의 성능 향상과 함께 영상

을 기반으로 파편데이터를 계측하려는 연구가 진행되

었다. X-ray를 이용하여 탄두에서 발생하는 파편의 비

행과 성능을 분석하였으며[3,4], 2개의 이격된 광학장비

를 이용하여 그 사이를 비행하는 파편의 이동에 대한 

특성을 연구하였다[5]. 하지만 해당 연구들은 단일 혹

은 소수의 파편에 대해서만 분석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X-ray 기반 방법은 X-ray 특성상 기폭 초

기 현상이나 매우 짧은 시간에 대해서만 분석이 가능

하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4대의 

  Fig. 2. Capturing steel plates with the high-speed 

camera while a warhead explosion

카메라를 이용한 스테레오 영상 기반 장시간 다중 파

편 계측 알고리즘[6]이 제안되었으나 계측 속도가 느리

며 높은 해상도(표적판 면적 대비 검출된 파편의 개

수)의 결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계측시스템을 

실시험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기존 AFT 계측시스템이 갖는 한계점을 개선

하기 위하여 영상처리 기반의 탄두 파편데이터 계측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주요 기여도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처리 

기반 파편 데이터 계측시스템을 Fig. 2와 같이 구축하

였다. 2) 영상처리 기반 탄두 파편 검출 알고리즘을 

탄두 파편 검출과 시간적 필터링을 통한 최초 관통 

탄두 파편 검출 두 단계로 구성하였다. 3) 영상처리 

알로기즘을 통하여 기존의 하드웨어 계측시스템 대비 

탄두 파편 데이터 획득률과 표적판을 관통한 파편의 

위치정보의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제안 기

법인 영상처리 기반 탄두 파편 검출 알고리즘에 대해

서 설명한다. 3장에서는 수집한 탄두 파편 영상 데이

터를 소개하며, 제안 알고리즘을 적용한 AFT에서의 

탄두 파편 검출 성능을 정성적 검출 결과와 정량적 

성능평가를 기술한다. 마지막 4장에서는 결론짓는다.

2. 영상기반 탄두 파편 검출 알고리즘

2.1 영상기반 탄두 파편 검출 알고리즘 개요

  물체 검출 기법이란 영상 내 물체의 위치를 바운딩 

박스(bounding box)의 형태로 검출하고 해당 물체가 

어떤 물체인지 인식하는 기술이다. 본 연구에서는 탄



Arena 시험을 위한 영상처리 기반 탄두 파편 검출 기법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22권 제5호(2019년 10월) / 601

Fig. 3. An example of a captured AFT image with 

the AFT experiment setup illustrated in Fig. 

2. Green: First penetrating fragments. Blue: 

Growing fire after the first penetrating 

fragments

두 파편 검출에 적합한 영상처리 기반 물체 검출 기

법을 제안한다. Fig. 3은 예제 입력 탄두 파편 영상으

로 초록 박스는 영상 내 포함된 최초 관통 탄두 파편

을 나타내고 파란 박스는 관통된 탄두 파편 이후 해

당 위치에 발생하는 화염 등을 나타낸다. Fig. 3과 같

이 탄두 파편 영상에는 최초 관통 탄두 파편뿐만 아

니라 화염도 포함된다. 따라서 탄두 파편 영상의 매 

프레임마다 탄두 파편 검출을 수행하면 탄두 파편과 

유사한 형태의 화염도 탄두 파편으로 검출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하는 영상처리 

기반 탄두 파편 검출 알고리즘에서는 매 프레임 탄두 

파편을 검출 후 시간적 필터링을 수행하여 표적판을 

관통한 최초 관통 탄두 파편만을 최종적으로 검출한

다. 2.2절에서는 탄두 파편을 효과적으로 검출하기 위

한 영상처리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2.3절에서는 최초 

관통 탄두 파편만을 검출하기 위한 시간적 필터링 방

법에 대해 기술한다.

2.2 영상처리 기반 탄두 파편 검출 알고리즘

  탄두 파편 영상이 갖는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탄두 

폭발 시점 전과 후의 밝기 변화이다. 따라서 제안하는 

방법은 밝기 변화를 특징 벡터로 사용하며 hard-임계

값(hard-thresholding) 기법을 사용하여 탄두 파편 후보

군을 검출한다. 위 과정을 통해 검출된 탄두 파편은 

특정 임계값을 사용기 때문에 노이지(noisy)하며, 모폴

로지(morphology) 연산[7]을 사용하여 노이즈를 제거한

다. 이후 탄두 파편 후보군 영상에 연결 성분 라벨링

(Connected Component Labeling(CCL)) 기법[8]을 적용하

여 각 탄두 파편별로 분할하고, 보다 정교한 탄두 파

편 후보군을 얻기 위해 탄두 파편의 기하학적 특징에 

기반을 둔 오검출 탄두 파편 필터링을 적용한다.

2.2.1 특징 추출

  탄두 파편 영상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탄두의 

폭발을 기점으로 촬영된 영상 전체가 밝아지고, 폭발 

종료 시점까지 영상의 밝기 변화가 거의 없다는 것이

다. 이와 같이 밝기 변화가 적은 영상에서 탄두 파편

이 표적판을 관통하게 되면 탄두 파편이 통과한 위치

에 급격한 밝기 변화가 발생한다. 이러한 밝기 변화를 

탄두의 특징으로 이용하기 위해 입력된 RGB영상을 

CIELab 영상으로 변환 후  , ,  중  (Luminance)만
을 사용한다. 하지만 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탄두 폭

발 이후 표적판의 구조 또한 급격하게 밝아지기 때문

에 밝기 값만으로는 탄두 파편을 검출하는 데는 한계

가 있다. 따라서 배경(background) 대비 상대적인 밝기 

변화를 측정하여 탄두 파편을 측정한다. 따라서 제안

하는 방법은 탄두 폭발 시점 기준 5번째 프레임 영상

을 기준 영상(reference image)으로 정하고, 이후 입력된 

영상에서 기준 영상을 뺀 차 영상(difference image)을 

사용한다. 차 영상은 주로 탄두 파편에서 밝기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배경에서는 노이즈만을 포함한 

일정한 값을 갖는다. 따라서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앞

서 언급한 차 영상을 탄두 파편만의 특징(높은 밝기)
이 추출된 특징 영상으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

이때 은 현재 프레임에서의 채널, 은 기준 영

상의 채널, 그리고 은 탄두 파편의 특징 영상이

며 의 값은 0~1로 정규화 한다.

2.2.2 Hard-Threshold 기법

  탄두 파편의 특징 영상 를 이용하여 탄두 파편 

후보군을 검출하기 위해 hard-임계값 기법을 사용한

다. 탄두 파편이 표적판을 관통하면 탄두 파편 위치의 

밝기가 급격히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제안하

는 방법에서는 Fig. 4와 같이 임계값을 사용한 검출

(Detection by Thresholding(DTH)) 기법을 사용하며, 다

음과 같이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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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n illustration of detecting fragments by using 

DTH

      

  
 (2)

임계값 는 0.6으로 고정한다. 식 (2)에서 의 

값이 1이면 탄두 파편을 의미하며, 0이면 배경을 의미

한다.

2.2.3 Morphology 연산을 통한 노이즈 제거

  일반적으로 와 같이 hard-임계값 기법에 기

반을 둔 물체 검출 방법의 결과는 노이즈 성분을 다

수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에 포함된 노이즈를 제거함과 동시에 탄두 

파편 내부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모

폴로지 연산 중 하나인 닫힘(closing) 연산을 사용한다.

  ⊕⊖  (3)

이때 ⊕와 ⊖는 각각 팽창(dilation)과 침식(erosion)연
산자를 나타내며, 는 구성 요소(structuring element)를 

나타낸다. 로는 5×5 정사각형을 사용한다.

2.2.4 연결 성분 라벨링을 통한 탄두 파편 분할

  모폴로지 연산을 통해 정제된 탄두 파편 후보군 영

상 으로부터 각 탄두 파편 단위로 라벨

링하기 위해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8-방향 연결 성분 

라벨링 기법을 이용한다. 에 연결 성분 

라벨링 기법을 적용하면 에 속한  개의 

탄두 파편을 각각 라벨링할 수 있고, 이를 다음과 같

이 로 정의한다.

   …      (4)

Fig. 5. An illustration of segmentation of fragments 

by using CCL

∙는 연결 성분 라벨링 함수이며,  는 번

째 탄두 파편을 나타낸다.  는 bounding box를 

표현하는 4개의 성분 





으로 구성되며, 위 

첨자는 해당 탄두 파편의 첫 관통 기준 프레임수, 아

래 첨자는 번째 탄두 파편을 나타낸다. 와 는 

bounding box의 좌상단의 좌표이며, 와 는 bounding 
box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나타낸다. Fig. 5는 

에 연결 성분 라벨링 기법을 적용한 예

시이다.

2.2.5 탄두 파편의 기하학적 특징을 사용한 필터링

  Fig. 5와 같이 연결 성분 라벨링에 사용한 

은 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실제 

탄두 파편은 아니지만 노이즈로 판단되지 못한 오검출 

탄두 파편이 탄두 파편 후보군으로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제안하는 방법은 탄두 파편의 종횡비(aspect 
ratio)가 원형에 가깝다는 기하학적인 특징을 이용한 

추가적인 필터링(Filtering by Aspect Ratio(FAR))을 수

행한다. 따라서 에 포함된 탄두 파편 중 종횡비가 

특정 값보다 크지 않은 탄두 파편을 다음과 같이 선

별한다.


 

 
∈

  
  (5)

여기서 ∙는 종횡비를 계산하는 함수이다. 이러

한 필터링을 통해 검출된 파편이 실제 파편이 아닐 

경우 AFT를 통해 불필요한 데이터가 얻어질 수 있다

는 측면에서 모든 파편을 검출하는 것(재현율) 보다 

검출된 파편이 실제 파편인지(정확도)가 더 중요하다. 
따라서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Fig. 7과 같은 실험을 통

해 종횡비의 크기를 시험적으로 0.5~2.0의 값으로 설

정하였다. Fig. 6은 FAR에 대한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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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n illustration of FAR procedure to the result 

shown in Fig. 5

Fig. 7. The results of precision and recall with respect 

to the use aspect ratios for FAR

Fig. 8. An illustration of changing of normalized size 

of a fragment

2.3 시간적 필터링

  이 절에서는 2.2절에서 설명한 영상처리 기반 탄두 

파편 검출기를 통해 검출된 탄두 파편 중 최초 관통 

탄두 파편만을 검출하기 위한 시간적 필터링 기법에 

대해 설명한다.
  탄두 파편이 표적판을 관통하면 표적판 내부에 탄

두 파편에 의한 화염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화염은 

연속된 탄두 파편 영상에서 그 크기가 확장되거나 이

전 탄두 파편과 겹치지 않는 위치까지 이동된 형태로 

촬영된다. 이때 매 프레임마다 파편을 검출하게 되면 

최초 관통 탄두 파편 이후 생성된 화염도 그 특징이 

탄두 파편과 유사하기 때문에 탄두 파편으로 오검출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제안하는 방법은 최초 

관통 탄두 파편이 갖는 두 가지 특징인 1) 탄두 파편 

크기의 다양성, 2) 탄두 파편 크기의 확장성을 고려한 

시간적 필터링을 제안한다. 앞서 언급한 최초 관통 탄

두 파편의 특징을 바탕으로 각 최초 관통 탄두 파편

의  크기를 정규화하고, 시간에 따른 동일 탄두 파편

의 크기 변화(화염)를 통계적으로 모델링 할 수 있다. 
이때 각 최초 관통 탄두 파편을 기준으로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갱신하기 때문에 연속 촬영되었지만 겹치

는 영역이 없는 동일한 파편에 대해서도 마스크를 통

한 시간적 필터링이 가능하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Levenberg-Marquardt 비선형 최소 자승법(Levenberg- 
Marquardt nonlinear squares algorithm)을 사용하여 탄두 

파편의 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선형 로그 피팅

(non-linear logarithmic fitting)을 수행한다.

  log (6)

는 Fig. 8과 같이 첫 관통 탄두 파편의 크기를 1로
정규화 하였을 때 번째 탄두 파편의 상대적인 크기

를 나타낸다. 는 수집된 파편 데이터로부터 구해야

할 비선형 로그 피팅의 파라미터이다. 따라서 각 탄두 

파편의 최초 관통 이후 번째 프레임에서의 bounding 
box는 2.2.4절에서 구한 





를 이용하여 다

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7)

따라서 식 (7)을 사용하여 각 최초 관통 탄두 파편의 

변화된 크기를 매 프레임마다 추정할 수 있으며, 실제 

탄두 파편의 크기 변화와 평균 약 20 % 미만의 오차

를 갖는다. 이를 이용하여 최초 관통 파편에 대한 마

스크를 다음 식과 같이 정의한다.

     





  ∀

 
 (8)

∙는 입력된 로부터 사각형 마스크를 

생성하는 함수이다. 식 (8)을 사용하여 번째 프레임

에서의 를 구하고, 마스크의 값이 0인 부분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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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An illustration of detecting first penetrating 

fragments by using mask-based temporal 

filtering method

Fig. 10. An illustration of a post processing method 

for updating a currently generated mask

탄두 파편이 관통되지 않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초 관통 탄두 파편은 Fig. 9와 같이 매 프레

임마다 탄두 파편을 2.2절과 같이 검출하고, 시간적 

필터링을 적용하여 검출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시간적 필터링 방법은 검출된

탄두 파편의 추적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매 프레임마

다 탄두 파편의 검출 결과와 비선형 로그 피팅으로 

추정한 크기의 변화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파

편에 대응되는 마스크를 생성하기 어렵다는 단점이있

다. 따라서 Fig. 10과 같이 후처리를 통해 앞서 구한 

마스크를 갱신한다. 예를 들어 번째 프레임에서 Fig. 
10과 같이 탄두 파편이 검출되고, 가 주어졌다

고 가정면 번째 프레임에서 검출된 파편과 의 

교집합을 구한다. 이때 교집합이 존재한다면 검출된 

탄두 파편은 번째 프레임에서 검출된 탄두 파편

이 화염 등의 이유로 옆으로 이동되어 번째 프레임

에서 최초 관통 탄두 파편으로 검출된 경우로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탄두 파편의 영역을 에 

추가하여 를 갱신한다. 이와 같은 후처리 방법

 

    (a)                        (b)

 

          (c)                        (d)

Fig. 11. Sampled images collected from 4 different 

environments of AFT. (a) Case 1. (b) Case 

2. (c) Case 3. (d) Case 4

을 통해 각 탄두 파편에 대한 추적 정보 없이 번째 

프레임에서 검출된 탄두 파편 중 최초 관통 탄두 파

편만을 후처리가 적용된 마스크를 사용하여 필터링할 

수 있다.

3. 시험 결과

3.1 데이터 세트

  탄두 파편 영상을 획득하기 위해 Fig. 1과 같이 

AFT 환경을 구축하였으며, Fig. 2와 같이 표적판 뒤에 

초고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탄두의 폭발과정을 촬영하

였다. 4가지의 서로 다른 AFT 환경을 구축하여 Table 
1과 같이 총 11개의 탄두 폭발 영상(Case 1: 1개, Case 
2: 3개, Case 3: 3개, Case 4: 4개 – 총 11개의 비디오)
을 촬영하였으며, Fig. 11은 각 AFT 환경에서 촬영된 

예시 영상을 보여준다. 또한 평가를 위한 실제 탄두 

파편의 정보는 탄두 파편 시험 전문가들이 탄두 파편 

영상에서 실제 탄두 파편으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을 

직접 어노테이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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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 The number of captured videos from 4 

different environments types of AFT

AFT 환경 촬영된 비디오 개수

Case 1 1

Case 2 3

Case 3 3

Case 4 4

3.2 테스트 결과

  제안하는 영상처리 기반 탄두 파편 검출 알고리즘

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물체 검출 기법 알고리즘을 

평가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평가지수인 정확도

(precision)와 재현율(recall)을 사용하였다. 정확도와 재

현율을 참양성(True Positive( )), 허위 양성(False 
Positive( )), 그리고 허위 음성(False Negative( ))
을 사용하여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  는 실제 탄두 

파편을 탄두 파편으로 검출한 경우,  은 실제 탄두 

파편이 아닌 것을 탄두 파편으로 검출한 경우,  은 

실제 탄두 파편을 탄두 파편으로 검출하지 못한 경우

를 뜻한다. 이를 사용하여 정확도와 재현율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정확도 


재현율 


 (9)

또한, 정확도와 재현율을 모두 고려한 평가 방법인 

F-measure를 사용한 평가도 진행하였으며, 의 아래첨

자는 F-measure의   파라미터를 나타낸다. F-measure
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정확도재현율
정확도∙재현율  (10)

  기존 AFT에 사용된 하드웨어 센서를 사용하여 탄

두 파편을 검출할 경우 표적판에 설치된 센서의 개수

만큼만 파편을 검출할 수 있다. 즉, 표적판을 관통하

는 탄두 파편 중 극히 일부만을 검출 가능하며, 탄두 

파편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

를 정확도와 재현율 측면에서 해석하면, 하드웨어 센

Table 2. Quantitative results on AFT videos in terms 

of precision and recall

AFT 비디오 정확도 재현율  

Case 1 #1 0.800 0.571 0.666 0.741

Case 2

#1 0.882 0.625 0.732 0.815

#2 0.813 0.609 0.696 0.762

#3 0.828 0.585 0.685 0.765

Case 3

#1 0.853 0.500 0.630 0.748

#2 1.000 0.646 0.785 0.901

#3 0.900 0.458 0.607 0.754

Case 4

#1 0.618 0.955 0.750 0.665

#2 0.692 0.947 0.800 0.731

#3 0.500 0.714 0.588 0.532

#4 0.414 0.857 0.558 0.462

Average 0.754 0.679 0.682 0.716

서를 사용할 경우 탄두 파편 검출의 정확도는 높지만 

재현율은 낮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제안하는 탄두 파편 검출기에 대한 평가는 Table 2
와 같이 나타난다. 시험에 사용한 11개의 서로 다른 

환경에서 시행된 AFT 비디오에 대해 제안하는 탄두 

파편 검출기를 사용하여 최초 관통 탄두 파편을 검출

한 결과 Case 1,2,3에 대해서는 약 87 %의 정확도를 

보이지만 재현율은 약 57 %의 성능을 보인다. 반면 

Case 4는 약 56 %의 정확도와 약 87 %의 재현율을 

보인다. Case 1,2,3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탄두 파편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제안하는 알고리즘에서 약 43 
%의 탄두 파편을 검출하지 못하였다. 반면 Case 4에

서는 대부분의 탄두 파편이 정형화된 형태를 갖고 있

었기 때문에 제안하는 알고리즘이 대부분의 탄두 파

편을 검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Fig. 12와 같이 표적

판 사이의 빛 그리고 표적판 자체의 구멍들이 탄두 

파편과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약 

55 %까지 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평

균 75 %의 정확도와 67 %의 높은 재현율을 갖는 것

을 알 수 있다. 즉, 제안하는 탄두 파편 검출기를 통

해 검출된 탄두 파편의 75 %는 실제 탄두 파편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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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Fig. 12. Qualitative results of sample images shown 

in Fig. 11. (a) Case 1. (b) Case 2. (c) 

Case 3. (d) Case 4

확하게 검출한 것이며, 실제 탄두 파편 중 67 %를 검

출했다는 것을 뜻한다. 비록 정확도 측면에서는 하드

웨어(정확도 100 %) 보다 낮은 성능을 보이지만 재현

율 측면에서는 월등히 높은 성능을 보인다. 특히 제안

하는 탄두 파편 검출기는 각 탄두 파편의 정확한 위

치를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Fig. 12는 Fig. 11에
서 보여준 샘플 영상에 대한 검출 결과를 보여준다. 
초록 박스는 실제 최초 관통 탄두 파편, 파란 박스는 

최초 관통이 아닌 탄두 파편, 그리고 빨간 박스는 제

안하는 검출기를 통해 검출된 최초 관통 탄두 파편을 

나타낸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 AFT에서 사용된 하드웨어를 

사용한 계측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영상처리 

기반 탄두 파편 검출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하

는 영상처리 기반 탄두 파편 검출 알고리즘은 다양한 

영상처리 기법을 사용하여 설계하였으며, 특히 최초 

관통 파편만을 검출하기 위한 시간적 필터링 방법을 

새롭게 제안하였다. 시험 결과를 통해 하드웨어가 갖

는 한계점에 대해 토의하였으며, 다양한 AFT 비디오

에 대해 제안하는 탄두 파편 검출 알고리즘이 효과적

인 계측방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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