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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작전환경과 위장무늬 디자인 영상 간의 색상 및 구조 분석 기반의 새로운 정량적 위장무늬 

평가 방법을 제안한다. 작전환경 및 위장무늬 디자인 영상 간 RGB, Lab 색상 공간에서의 화소간 평균 오차 

및 색상 히스토그램 비교를 통해 색상 유사도를 계산한다. 또한, PSNR(Peak Signal-to-Noise Ratio), 

MSSIM(Mean Structural Similarity Index), UIQI, GMSD 및 딥러닝 기반 영상 간 구조 유사도를 계산한

다. Random Forest Regressor를 통해 각각 계산된 색상 및 구조 유사도 파라미터를 회기 분석하여 최종 

위장무늬 평가 결과를 계산한다. 20명의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제안한 위장무늬 평가 방법과 기존 평가 방법

을 비교함을 통해 제안한 방법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키워드: 위장무늬(camouflage pattern), 영상 유사도(image similarity), 영상 평가(image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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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위장무늬는 군의 작전 수행시 주변 환경의 색상과 패턴을 모사하여 

개인 병사 및 무기체계의 위장 기능을 극대화하고 아군의 생명과 

시설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들어, 

군의 작전환경과 임무가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위장무늬의 위장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를 위한 알고리즘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어 관련된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작전환경 

영상과 위장무늬 디자인 영상을 입력으로 하는 영상 분석 기반 정량적 

위장무늬 평가 기술은 대상 작전환경에 대한 최적 위장무늬 디자인을 

생성하는 기반 엔진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위장무늬의 성능을 시뮬레

이션하여 실제 제품 제작 전에 위장무늬의 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다.

정량적 위장무늬 성능 평가를 위해, 대상 작전환경 및 위장무늬 

디자인 이미지 간의 유사성을 비교하는 다양한 알고리즘이 제안되었다

[1]. 인간의 시각 시스템을 고려하는 UIQI(Universal Image Quality 

Index), MSSIM(Mean Structural Similarity Index) 등의 영상 품질 

분석 기술이 적용된 위장무늬 평가 기술[2] 및 위장무늬와 작전환경 

영상의 그래디언트 방향, 휘도 및 위상 일치 등의 유사도를 계산하여 

위장성능을 평가하는 GMSD(Gradient Magnitude Similarity 

Deviation)을 활용한 알고리즘도 제안되었다. 또한, 앞서 설명한 

영상의 구조를 분석하는 알고리즘 외에도 위장무늬와 작전환경 영상간

의 색상 및 색상 분포 유사도를 비교하는 CSI(Camouflage Similarity 

Index), ICSI(Image Color Similarity Index)등의 알고리즘도 제안

되었다[3].

본 논문에서는 작전환경과 위장무늬 디자인 영상 간의 색상 및 

구조 분석 기반의 새로운 정량적 위장무늬 평가 방법을 제안한다. 

작전환경 및 위장무늬 디자인 영상 간 RGB, Lab 색상 공간에서의 

화소간 평균 오차 및 색상 히스토그램 비교를 통해 색상 유사도를 

계산한다. 또한, PSNR(Peak Signal-to-Noise Ratio), MSSIM, 

UIQI, GMSD 및 딥러닝 기반 영상 간 구조 유사도를 계산한다. 

Random Forest Regressor를 통해 각각 계산된 색상 및 구조 유사도 

파라미터를 회기 분석하여 최종 위장무늬 평가 결과를 계산한다. 

20명의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제안한 위장무늬 평가 방법과 기존 

평가 방법을 비교함을 통해 제안한 방법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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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The Proposed Method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작전환경과 위장무늬 디자인 영상 간의 

색상 및 구조 분석 기반의 정량적 위장무늬 평가 방법의 흐름도는 

그림 1과 같다.

Fig. 1. System Flow

대상 작전환경 및 위장무늬 디자인 영상을 입력으로 하며, Sliding 

Window 방법을 통해 작전환경 영상 내 로컬 영상과 위장무늬 디자인 

영상간의 RGB 및 Lab 색상 공간에서의 색차를 계산한다. Lab 색상 

공간에서의 왜곡 보정을 고려한 색차식인 CIEDE2000을 활용하며 

ICSI 알고리즘을 통해 색상 유사도를 계산한다. 구조 분석을 위해 

PSNR, UIQI, MSSIM, GMSD 및 딥러닝 기반의 구조 유사도를 

계산한다. 딥러닝 기반 구조 유사도 분석을 위해 Style Transfer에 

활용되는 VGG-19 Net에 작전환경 및 위장무늬 디자인 영상을 입력하

여 두 번째 레이어에어서 도출되는 특징맵의 GRAM 행렬을 비교한다

[4].

색상, 구조 유사도를 통해 도출된 9차 벡터를 Random Forest 

Regressor 기반 위장무늬 평가 회기 분석을 통해 최종 평가 결과를 

도출한다. Random Forest Regressor의 학습을 위해 20명의 피실험자

에게 108쌍의 작전환경 영상 상 위장무늬가 오버레이된 영상을 포토시

뮬레이션[5]을 통해 위장무늬의 탐지시간을 계측한다. 수집 된 탐지시

간과 색상, 구조 유사도 벡터 쌍으로 Random Forest Regressor를 

학습한다. 다음은 72쌍의 위장무늬 평가 결과 및 탐지 시간 검증 

데이터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이다.

Method Correlation Coefficient

RGB 색상 공간 색차 0.13361327

Lab 색상 공간 색차 0.12519706

UIQI 0.08481379

MSSIM 0.15190594

제안 방법 0.76178908

Table 1. Correlation Comparison between the Camouflage 

Pattern Evaluation Results and Detection Time 

III.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작전환경과 위장무늬 디자인 영상 간의 색상 및 

구조 분석 기반의 새로운 정량적 위장무늬 평가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위장무늬 평가 방법을 확장하여 인공지능 기반의 작전환경 

최적의 위장무늬 디자인 생성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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