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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감시 정찰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냉각식 적외선 카메라는 적외선 센

서의 온도를 극저온으로 유지시켜 회로 내부의 온도를 측정 대상 물체, 혹

은 배경의 열 적 신호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켜야 정밀한 측정이 가

능하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냉각기의 냉각제가 소모되거나 충격으로 

인해 파손될 경우, 냉각제가 누출되어 냉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센서의 온

도가 올라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시 상황에서는 주위의 온도 변화가 

크게 변화하여 센서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적외선 센서의 전자들이 열 운동을 하게되어 획득한 적외선 영상에는 열 

잡음에 해당하는 가우시안 잡음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정확한 영상 획득을 

방해하고 인식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

하여 적외선 영상에 가우시안 잡음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도 표적을 정확하

게 인식하기 위해 합성곱 신경망과 합성곱 잡음제거 오토인코더를 사용하

여 자동표적인식 시스템을 구현하였고, 성능을 분석하였다. 

합성곱 신경망 만을 사용하였을 경우, 적외선 영상에 가우시안 잡음이 

포함되면 잡음이 표적의 정보를 손상시키므로 영상 인식 정확도가 저하되

게 된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영상 정보 손실이 적고 잡음 제거에 

효과적인 합성곱 잡음제거 오토인코더를 사용하여 적외선 영상에 존재하는 

가우시안 잡음이 제거된 영상을 획득하였고, 잡음이 제거된 영상을 추가적

으로 이용하여 표적을 인식 할 경우 표적 인식 정확도가 증가하는 것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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뮬레이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특히, 가우시안 잡음 제거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위너(Wiener) 필터를 사용 하였을 경우와 비교를 하였을 때, 

합성곱 잡음제거 오토인코더를 사용한 경우에 잡음 제거 효과가 우수하고 

원본 정보 손실이 적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표적 인식 정확도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자동표적인식, 적외선 영상,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잡음제거 오토인코더(Denoising Autoencoder) 

 

학  번 : 2016-20756 

 

 

 

 

 

 

 

 

 

 

 

 

 

 

 

 

 



 iii

목 차 

 

1. 서 론 ................................................................................................................ 1 

1.1. 연구 배경 .................................................................................................. 1              

1.2. 연구 목적 및 내용 .................................................................................... 5              

2. 적외선의 종류와 적외선 영상  .......................................................................... 8 

2.1. 적외선의 종류 ........................................................................................... 8 

2.2. 적외선 센서 ............................................................................................ 10 

2.3. 적외선 영상 데이터베이스 ...................................................................... 12 

2.4. 실제 상황을 고려한 가우시안 잡음이 포함된 적외선 영상 ..................... 17 

3. 합성곱 신경망  ............................................................................................... 20 

3.1. 합성곱 신경망 구조 ................................................................................ 24 

3.1.1. 합성곱 ........................................................................................... 25 

3.1.2. 활성 함수 ...................................................................................... 28 

3.1.3. 하위 추출 ...................................................................................... 30 

3.1.4. 전역 연결층 .................................................................................. 31 

4. 합성곱 잡음제거 오토인코더  ......................................................................... 33 

4.1. 오토인코더 .............................................................................................. 34 

4.2. 잡음제거 오토인코더 .............................................................................. 37 

4.3. 합성곱 오토인코더 .................................................................................. 38 

5. 합성곱 신경망 기반 적외선 영상 자동표적인식 ............................................... 40 

5.1. 합성곱 신경망 구성 ................................................................................ 42 

5.2. 시뮬레이션 .............................................................................................. 45 

6. 합성곱 잡음제거 오토인코더를 결합한 적외선 영상 자동표적인식 .................. 47 

6.1. 합성곱 잡음제거 오토인코더 결합 자동표적인식 알고리즘 ..................... 48 

6.2. 시뮬레이션 .............................................................................................. 50 

7. 결론 및 추후 연구 과제 .................................................................................. 57 



 iv

참 고 문 헌 ........................................................................................................... 59 

ABSTRACT .......................................................................................................... 62 

  



 v

표 목차 

 

표 1.1 적외선 영상과 합성 개구 레이더 영상 장단점 비교 ................................... 3 

표 5.1 적외선 영상 자동표적인식을 위해 참고한 VGGNET 구조 ....................... 42 

표 5.2 적외선 영상 자동표적인식을 위해 설계한 CNN 구조 ............................... 43 

표 5.3 가우시안 잡음 세기에 따른 표적 인식 정확도 비교 ................................. 45 

표 6.1 잡음 제거 성능 비교(가우시안 잡음 분산 0.01) ....................................... 51 

표 6.2 잡음 제거 성능 비교(가우시안 잡음 분산 0.03) ....................................... 52 

표 6.3 잡음 제거 성능 비교(가우시안 잡음 분산 0.05) ....................................... 53 

표 6.4 각 방법에 따른 표적 인식 정확도 결과 .................................................... 54 

 

 



 vi

그림 목차 

 

그림 1.1 자동표적인식 시스템 과정 ....................................................................... 2 

그림 2.1 열 전달 방법의 종류와 복사 에너지 ........................................................ 8 

그림 2.2 적외선 파장의 종류와 범위 ..................................................................... 9 

그림 2.3 냉각식 MWIR 적외선 카메라 ................................................................. 11 

그림 2.4 ATR 데이터베이스 구성 ......................................................................... 12 

그림 2.5 적외선 센서로 촬영한 표적들 1 ............................................................ 13 

그림 2.6 적외선 센서로 촬영한 표적들 2 ............................................................ 14 

그림 2.7 ATR 데이터베이스 제작 개념도 ............................................................. 15 

그림 2.8 ATR 데이터베이스의 영상과 표적만 추출한 영상 ................................. 16 

그림 2.9 원본 영상과 가우시안 잡음이 포함된 영상 ............................................ 18 

그림 2.10 가우시안 잡음이 포함된 영상 .............................................................. 19 

그림 3.1 일반적인 인공 신경망 ............................................................................ 21 

그림 3.2 합성곱 신경망 구조 ............................................................................... 24 

그림 3.3 영상에서의 합성곱 과정 ......................................................................... 26 

그림 3.4 활성화 과정 ........................................................................................... 29 

그림 3.5 하위 추출 과정 ...................................................................................... 30 

그림 3.6 전역 연결층의 구조와 입력, 출력값 ....................................................... 31 

그림 4.1 일반적인 오토인코더 구조 ..................................................................... 34 

그림 4.2 합성곱 오토인코더 구조 ......................................................................... 38 

그림 5.1 K-FOLD 교차 검증법 ............................................................................ 41 

그림 6.1 설계한 합성곱 잡음제거 오토인코더 구조 ............................................. 47 

그림 6.2 합성곱 잡음제거 오토인코더가 추가된 자동표적인식 알고리즘 순서 ..... 48 



 vii

그림 6.3 잡음 제거 성능 비교(가우시안 잡음 분산 0.01) .................................... 52 

그림 6.4 잡음 제거 성능 비교(가우시안 잡음 분산 0.03) .................................... 53 

그림 6.5 잡음 제거 성능 비교(가우시안 잡음 분산 0.05) .................................... 54 

 

 

 



1 

 

1. 서 론 

1.1. 연구 배경 

전 세계적으로 군사 및 보안 환경은 변화하고 있으며, 분쟁 또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갑작스럽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표적에 

대한 신속한 판단은 성공적인 군사 작전 수행에 있어 필수적이다. 자동 

표적 인식 기술(automatic target recognition)은 다양한 센서를 이용하여 

획득한 정보로부터 사용자가 원하는 표적을 컴퓨터 프로세싱을 통하여 

자동으로 표적을 인식하고 식별하는 기술이다.  

표적 인식 과정은 그림 1.1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먼저, 표적이 

포함된 영상을 다양한 센서와 영상 장비로부터 획득한다(input). 그 후, 

영상으로부터 인식하고자하는 표적이 존재 할 만한 위치를 

탐지한다(detection). 마지막으로, 탐지된 위치의 영상을 추출하여 인식 

알고리즘에 입력하여 표적을 인식한다(recognition). 자동표적인식 

시스템은 이러한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해줌으로써, 신속한 판단을 

수행해야하는 영상 분석가, 전투기 파일럿, 탱크 조종사 등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으며, 목표물 조준이나 정찰 임무 수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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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자동표적인식 시스템 과정 

 

자동표적인식 시스템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야한다. 따라서, 60년대 중반부터 영상처리, 패턴인식 및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에 기반을 두어 활발히 연구되어 왔으며 [1], 최근에는 그래픽 

처리 장치(graphics processing unit)의 발달로 인해 전과정 고속화가 

추진되어왔다. 이로 인해 더 자동표적인식 시스템의 처리 속도는 더욱 

가속화 되었으며, 실시간 시스템에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효용성이 더욱 

높아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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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표적인식 시스템에는 여러가지 영상 센서들이 사용되고 있다. 크게 

합성 개구 레이더 영상, 그리고 적외선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두가지 

종류의 ATR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두 관측 장비의 장단점은 표 1.1과 

같다. 

 

표 1.1. 적외선 영상과 합성 개구 레이더 영상 장단점 비교 

 

 

먼저, 합성 개구 레이더는 극초단파를 이용한 영상 관측 장비로서, 

1950년대부터 군사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거리와 무관하게 일정한 해상도를 가지므로 장거리 지역 정찰에 

적합하다. 둘째, 전자기파를 이용하여 영상을 생성하므로 밤과 낮에 상관 

없이 영상을 획득 할 수 있다. 셋째, 전자기파의 물질을 투과하는 특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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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기상 상황에 구애 받지 않고 영상 획득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자 

재밍이나 방해에 취약하며, 관측 장비의 가격이 고가일 뿐만 아니라 전문 

판독이 필요하다. 반면, 적외선 영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적외선 

영상은 가시광선을 이용하여 영상을 획득하는 광학 영상과는 다르게 

비가시광선에 해당하는 적외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야에 상관 없이 영상 

획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은폐/엄폐한 표적 식별이 가능하다. 

하지만 광학 영상에 비해 해상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특징들로 인해, 적용하고자하는 분야에 따라 합성 

개구 레이더 영상과 적외선 영상을 이용한 표적 인식 시스템을 적절히 

구현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여러 ATR 기법들이 연구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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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지대지 상황에서 정지한 물체 인식에 적용할 수 있는 

적외선 영상 기반 자동표적인식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1.1절에서 소개한 

표적 인식 단계에는 총 세가지 단계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앞의 두 

단계는 이루어 졌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마지막 단계인 표적 인식 

알고리즘의 성능 향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존에 적외선 영상을 기반으로 자동표적인식 시스템을 구현한 연구들이 

있지만, 활발히 연구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본 연구에서 사용해야하는 

적외선 영상은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공개 배포되지 않아 

데이터베이스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적외선 영상 

기반 자동표적인식 시스템 연구에는 합성곱 신경망(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과 같은 최신 영상 인식 기법을 적용한 경우가 적고, 

HOG(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s), LBP(Local Binary Pattern) 등 

여러 기술자들을 조합하여 표적을 인식하는 방법이나 매니폴드(manifold) 

학습을 기반으로 표적을 인식 하는 고전적인 방법들이 대부분이다 [2].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실제 상황에서 적외선 영상을 획득 할 때 발생 

할 수 있는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상적인 조건에서 표적을 인식하였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적외선 센서를 탑재한 무기체계들은 운용 특성상 

혹독한 환경에 수시로 노출되며, 이로 인해 자동표적인식 시스템 성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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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저하가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하다. 예를 들어 고온, 

저온의 극심의 주변 온도 변화나 적외선 센서에의 진동, 충격은 적외선 

센서의 성능 규격 이상의 잡음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잡음 발생 현상은 정확한 영상 획득 및 인식을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후처리 영상 알고리즘 성능을 저하시키는 등 군용 무기체계 임무 

수행에 상당한 저해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적외선 영상에서 발 

생 할 수 있는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여러 잡음 제거 필터들이 

제안되었지만, 대부분의 잡음 제거 필터들은 영상내 임의의 픽셀이 잡음에 

훼손된 여부에 무관하게 전체 영상에 대해 필터링을 수행하므로 정상적인 

픽셀의 정보까지 제거할 경우 원본 영상이 훼손되어 자동표적인식 

시스템의 성능이 저하 될 수 있다 [3].  

본 연구에서는 최신 영상 인식 기법인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하여 적외선 

영상 자동표적인식 시스템을 구현하여 인식 성능을 평가하였고, 더 나아가 

실제 상황에서 적외선 영상에 잡음이 발생 할 경우 영상 잡음 제거 필터를 

사용하지 않고도 표적을 정확하게 인식 할 수 있는 합성곱 신경망을 

구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잡음이 발생하지 않은 원본 

데이터에 대해 일반적인 구조의 합성곱 신경망을 사용하여 인식 성능을 

분석하여 기존의 방법과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잡음을 영상에 포함시키고, 일반적인 합성곱 신경망 구조를 

적용한 경우의 표적 인식 정확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잡음이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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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표적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한 합성곱 신경망 구조를 제안하고 

일반적인 합성곱 신경망을 사용 했을 경우보다 표적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이 때, 표적 인식 성능은 미국의 

샌디아 국립 연구소(Sandia National Laboratory)에서 제작한 ATR 

Algorithm Development Image Database를 DSIAC(Defense Systems 

Information Analysis Center)에서 구매하여 평가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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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외선의 종류와 적외선 영상 

2.1. 적외선의 종류 

열 전달 방법에는 대류, 전도, 복사가 있는데, 모든 물체는 절대온도 

0K 이상에서 복사에너지(radiation energy)를 방출한다. 이 때, 방출된 

복사에너지의 강도를 측정하여 전기적 출력으로 변환시켜주는 센서가 

적외선 센서이다.  

복사에너지 중에서 파장이 0.8~1000μm 범위에 있는 것을 적외선이라고 

 

 

그림 2.1. 열 전달 방법의 종류와 복사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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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적외선 파장의 종류와 범위 

 

하는데, 이 중에서 대기 투과도가 좋아서 영상 장비에 활용이 가능한 파장 

범위로는 1~2μm 의 단파장 적외선(SWIR: Short Wavelength Infra-Red), 

3~5μm 의 중파장 적외선(MWIR: Middle Wavelength Infra-Red), 그리고 

8~14μm 의 장파장 적외선(LWIR: Long Wavelength Infra-Red)이 있다. 

SWIR 은 주로 광통신에 이용되고 있으며, MWIR 은 비행기나 미사일, 

탱크의 연기에서 나오는 온도와 일치하기 때문에 군수용으로 사용되며, 

LWIR 은 일상 영역에서 나오는 파장과 일치하기 때문에 민수용으로 많이 

응용되고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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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적외선 센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적외선 카메라는 크게 냉각식과 비냉각식으로 나뉠 

수 있다. 냉각식 적외선 카메라는 극저온 냉각장치를 내장하고 있다. 이 

냉각장치는 적외선 센서의 온도를 극저온으로 유지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센서의 온도를 낮추는 이유는 회로 내부의 열잡음을 측정 

대상 물체 혹은 장면의 열적 신호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켜야 

초고정밀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냉각장치는 기계적 허용 오차가 극히 

작은 고정밀 동작 부품을 사용하므로 시간이 지나면 마모 될 뿐 아니라, 

냉각을 위에 사용되는 헬륨 가스도 조금씩 누설 되기 때문에 유지 보수에 

비용이 많이 소모된다. 이러한 냉각식 적외선 카메라는 감도가 극히 

높아서 물체의 미세한 온도 차이도 정확하게 검출하고 측정 할 수 있다. 

또한, 냉각식 적외선 카메라는 전역 셔터(global shutter)를 사용하여 

측정을 하고 비냉각식은 촬영 대상을 한 줄씩 측정을 하기 때문에, 냉각식 

적외선 카메라가 비냉각식 적외선 카메라보다 촬영 속도가 훨씬 빠르다. 

따라서, 냉각식 적외선 카메라가 고속으로 동작하거나 변화하는 물체 및 

현상을 촬영하는데 더 적합하다. 마지막으로, 냉각식 적외선 카메라는 열적 

명암비(thermal contrast)가 가장 높은 MWIR과 LWIR을 이용하여 온도를 

측정한다.  

비냉각식 적외선 카메라는 적외선 센서를 극저온으로 냉각시키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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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를 측정한다. 또한, 냉각장치를 탑재하지 않기 때문에 냉각식 적외선 

카메라보다 제조 공정이 간단하고 가격이 저렴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촬영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고속으로 이동하는 물체를 

촬영하기 힘들고, 감도가 낮아 정밀한 촬영이 어렵다. 또한, 비냉각식 

적외선 카메라는 모든 물체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LWIR을 검출하기 

때문에 군수용 보다는 민수용으로 사용된다. 

ATR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사용된 적외선 카메라는 Cincinnati 

Electronics에서 제작된 Night Conqueror이며 MWIR을 이용한다. MWIR에 

해당하는 3~5μm의 적외선 파장을 잘 검출하는 인듐 안티몬나이드(InSb: 

Indium Antimonide) 디텍터를 사용하며, 640×480 픽셀의 냉각식 적외선 

카메라이다.  

 

그림 2.3. 냉각식 MWIR 적외선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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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적외선 영상 데이터베이스 

본 연구에서 표적 인식을 위해 사용한 적외선 영상은 1.2절에서 언급한 

ATR Algorithm Development Image Database(이하 ATR 

데이터베이스)이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ATR 알고리즘을 개발하기위해 US 

Army Night Vision and Electronic Sensors Directorate(NVESD)가 

제작하였고, DSIAC에서 배포를 하고있다. 총 206GB의 MWIR 영상과 

106GB의 광학 영상이 포함되어있으며, 데이터베이스 제작 당시의 기상 

정보와 표적 위치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영상에 접근하기 

위한 별도의 이미지 뷰어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그림 2.4. ATR 데이터베이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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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베이스에는 총 8개의 군용, 민간 차량에 대한 

적외선 영상이 포함되어 있다. 표적의 종류는 BRDM2, BMP2, BTR70, 2S3, 

T72, ZSU234, SUV, Pick-up(트럭)이며 각 표적에 해당하는 광학 영상은 

그림 2.6, 2.7과 같다. 이 중에서 6개는 군용 차량이며, 2개는 민간 

차량이다.  

 

 

 

 

 

 

 

 

 

 

 

<BRDM2> <BMP2> 

<BTR70> <2S3> 

그림 2.5. 적외선 센서로 촬영한 표적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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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72> <ZSU234> 

<Pick-up> <SUV> 

그림 2.6. 적외선 센서로 촬영한 표적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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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표적은 500m, 1000m, 1500m, 2000m, 2500m, 3000m, 3500m의 총 

6종류의 거리에서 밤과 낮에 촬영되었다. 그림 2.7과 같이 적외선 

카메라는 고정되어 있고, 표적이 지름 100m 크기의 원을 약 10mph의 

일정한 속력으로 1분동안 주행하는 것을 측면에서 촬영하였다. 이 때, 

적외선 카메라의 프레임 속도는 30Hz 이다. 그런데 10mph의 속력으로 

1분동안 원 위를 주행하면 한바퀴 이상 주행하게 된다. 또한, 실제로는 

표적이 이동하는 속도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원을 한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에 약간씩 차이가 있다. 따라서 표적이 원을 한바퀴 도는 것을 

수작업으로 확인하여 선별하였고, 표적의 정면, 후면, 측면을 모든 

각도에서 관측한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이 때, 30Hz로 샘플링 된 영상을 

전부 사용하게 되면 샘플링 레이트(sampling rate)가 표적의 움직임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서 중복된 영상이 많아지게 된다. 따라서, 샘플링 레이트를  

 

 

그림 2.7. ATR 데이터베이스 제작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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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Hz로 설정하여 영상을 획득하였다. 따라서, 표적의 움직임을 0.5°~1° 

마다 관측하여 영상을 획득하였고, 각 표적당 약 1200장 정도의 영상을 

선별하였다. 총 8개의 표적에 대해 ATR 알고리즘 시뮬레이션에 사용 할 

데이터는 11,463장의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별한 영상을 ATR 알고리즘 평가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1.1절에서 

언급하였듯이 표적이 존재하는 부분을 추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제공되는 ATR 데이터베이스는 그림 2.8와 같이 배경에 비해 

표적이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프레임에서 표적 

중심의 픽셀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표적만 추출하였다. 

 

 

그림 2.8. ATR 데이터베이스의 영상과 표적만 추출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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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실제 상황을 고려한 가우시안 잡음이 포함된 

적외선 영상 

제공되는 ATR 데이터베이스는 적외선 카메라가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상적인 상황에서 제작되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적외선 

센서가 탑재 된 무기체계들은 다양한 환경 요인으로 인해 운용 환경이 

변하게 된다. 예들 들어, 2.2.1절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무기 체계에 

사용되는 적외선 카메라는 정밀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냉각식을 주로 

사용한다. 하지만 냉각식의 경우 장비가 노후화 되거나 냉각제가 소모되면 

센서 냉각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센서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이로 

인해 적외선 센서에 열 잡음이 발생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시 

상황에서는 주위의 온도 변화가 크게 발생 할 수 있고, 센서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러한 잡음 발생 현상은 정확한 영상 획득 및 인식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영상 인식 성능을 떨어뜨리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잡음 제거(denoising), 표적 분할(segmentation) 등 여러 전처리 방법들이 

제안되었지만, 전처리 과정에서 원본 영상의 정보가 손실 될 뿐만 아니라, 

전처리 과정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경우 원본 영상의 정보가 심각하게 

훼손되기 때문에 오히려 영상 인식 정확도가 현저하게 저하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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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잡음에 해당하는 가우시안 잡음은 다른 물체로부터 나오는 방사열, 

태양의 직사광선, 주위의 온도 변화로 인해 센서 내부의 

컨덕터(conductor)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가 진동하면서 발생한다. 

일반적인 영상에도 많이 발생하는 잡음이며, 온도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 적외선 영상의 경우에도 흔히 발생한다. 가우시안 잡음은 수식 2.1과 

같이 표현되며, 그림 2.9와 같이 나타난다. 이 때, x 는 해당 픽셀의 밝기, 

 는 가우시안 잡음의 평균,  는 가우시안 잡음의 편차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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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원본 영상과 가우시안 잡음이 포함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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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가우시안 잡음을 포함시킨 영상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잡음 세기에 따른 표적 인식 정확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림 2.10과 같이 3단계 세기의 가우시안 잡음을 생성하여 잡음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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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성곱 신경망 

합성곱 신경망은 1989 년 LeCun 이 발표한 논문 “Backpropagation 

applied to handwritten zip code recognition”에서 처음 소개되었다 [6]. 

이 논문에서 소개한 합성곱 신경망은 필기체 인식에 있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나타내었지만, 범용화에는 아직 미흡했다. 이후, 2003 년 Behnke 의 

논문 “Hierarchical Neural Networks for Image Interpretation”을 통해 

일반화가 되었으며, Simard 의 논문 “Best Practices for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Applied to Visual Document Analysis”를 통해 

단순화되면서 개념 확대의 단초가 마련되었다 [7]. 이후,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특히, 병렬 처리에 특화된 GP-GPU(general purpose graphic 

processing unit)의 성능 향상으로 인해 계산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활발히 

연구되기 시작했다. 또한, 2012 년에 영상 분류 대회인 ILSVRC(imagenet 

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hallenge)에서 합성곱 신경망을 기반으로 

한 AlexNet 이 기존의 다른 영상 분류 기법들을 압도하며 1 위를 

차지하면서 수많은 연구자들이 합성곱 신경망 연구에 뛰어들었다. 

이상적인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 시스템이라면, 학습 데이터를 

적절하게 많이 넣어주면 알아서 분류를 해야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학습 데이터에 따른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에 적절한 



21 

 

네트워크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적인 인공 

신경망(neural networks)은 단순한 데이터 분류에는 높은 성능을 

나타내지만 데이터의 특징이 복잡한 영상 인식에는 좋은 성능을 나타내지 

못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림 3.1. 일반적인 인공 신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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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인 인공 신경망을 이용하여 영상을 

인식하는 경우, 영상에서 구분하고자하는 물체의 위치가 조금만 

바뀌더라도 새로운 학습 데이터로 처리하게 된다. 또한, 물체의 크기가 

달라지거나, 회전, 변형이 조금이라도 생길 경우, 이와 비슷한 학습 

데이터를 넣어주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일반적인 인공 신경망은 물체의 위상(topology)을 고려하지 않고 

말 그대로 학습 데이터만 가지고 직접적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학습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이에 따른 엄청난 학습 시간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그림 3.1 과 같이 단순한 32×32 

크기의 바이너리(binary) 영상에 대해 처리를 할 경우 25632*32=2561024 개의 

패턴이 나올 수 있고, 흑백 영상은 25632*32=2561024 개, 컬러 영상은 

25632*32*32=25632768 개의 엄청난 양의 학습 패턴이 나오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인공 신경망으로는 영상 데이터를 제대로 학습하기 힘들다. 

합성곱 신경망은 이러한 인공 신경망의 단점을 극복하기위해 제안되었다. 

앞서 설명한 일반적인 인공 신경망이 데이터의 위상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였을 때, 합성곱 신경망은 신경계의 수용 영역(receptive field)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수용 영역이란 정보처리와 관계되는 세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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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을 일으키는 자극의 영역을 뜻한다. 즉, 외부 자극이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영역에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영상에서의 특정 위치에 있는 픽셀들은 그 주변에 있는 

일부 픽셀들과만 연관(correlation)이 높을 뿐이며, 멀리 떨어진 픽셀과는 

영향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픽셀의 위치에 따라 연관이 있는 영역의 

크기가 다르다. 이처럼, 영상을 학습 하여 인식하고자 할 때, 영상 전체 

영역에 대해 서로 동일한 연관도(중요도)로 처리하는 대신에 수용 영역의 

개념을 도입하여 가까운 픽셀들끼리는 높은 연관도로 처리하면, 일반적인 

인공 신경망을 사용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 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기반으로 합성곱 신경망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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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합성곱 신경망 구조 

합성곱 신경망은 그림 3.2 에서 볼 수 있듯이, 크게 입력(input), 특징 

추출(feature extraction), 분류(classification), 출력(output)의 4 단계로 

나뉘어진다. 영상이 입력되면 영상으로부터 영상을 대표하는 특징들을 

추출하고, 추출된 특징들을 분류하여 영상을 인식하게 된다. 3.1 절에서는 

합성곱 신경망의 구조 중에서 특징을 추출하는 부분(합성곱 필터, 활성 

함수, 서브 샘플링)과 분류하는 부분(전역 연결층)에 대해 설명한다. 

 

 

그림 3.2. 합성곱 신경망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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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합성곱 

합성곱은 특정 시스템에 입력이 가해졌을 때 시스템의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해석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영상 처리 분야에서 convolution 

은 주로 필터 연산에 사용되며, 영상으로부터 특정 특징들을 추출하기 

위한 필터를 구현할 때 convolution 을 사용한다. 즉, 특정 크기의 

필터들을 영상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convolution 을 취하게 되면, 필터의 

가중치들에 따라 적절한 특징들이 추출된다. Convolution 은 수식 3.1 과 

같이 표현된다. 이 때, 입력 영상은 x , convolve 된 특징맵(feature map)은 

y 이다. W 는 convolution 필터를, i 와 j 는 필터의 가중치 위치를, h 와 w 는 

필터의 크기를 의미한다. 또한, b 는 필터의 편향값(bias)이다.  

그림 3.3 에서 초록색 부분은 전체 영상을, 노란색 부분은 convolution 

필터를, 빨간색 숫자는 convolution 필터의 가중치 값을, 분홍색 부분은 

convolution 을 통하여 추출된 특징이다. Convolution 필터가 영상 위를 

 

' ' ' , '

h w

i j ij i i j j

i j

y b W x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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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영상에서의 합성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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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여 convolution 을 수행하면 분홍색 부분처럼 특징들이 추출된다. 이 

때, 여러 개의 convolution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 영상으로부터 더 다양한 

특징들을 추출 할 수 있다. 즉, convolution 필터는 영상을 표현 하는 

방법에 해당하며, 필터의 개수에 따라 얼마만큼 다양한 특징들을 고려할 

것인지 결정 할 수 있다. 영상의 특징이 단순하여 다양한 특징을 추출 할 

필요가 없다면 convolution 필터의 개수를 적게 사용해도 영상을 충분히 

잘 인식 할 수 있으며, 영상의 특징이 복잡하고 다양할 경우에는 많은 

수의 convolution 필터를 사용하여 좀 더 세밀한 특징까지도 추출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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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활성 함수 

활성 함수는 합성곱 필터를 통해 생성된 특징맵을 합성곱 신경망의 다음 

층에 전달하기 전에 거치는 단계로서, 신호의 세기를 얼마나 전달 할 지를 

결정한다. 과정은 수식 3.2 처럼 표현된다. y 는 활성 함수가 적용되기 

전의 특징맵, a 는 활성 함수가 적용된 후의 특징맵, i 와 j 는 특징맵의 

픽셀 위치를 의미한다. 수식에서 볼 수 있듯이, 특징맵 위의 모든 픽셀에 

동일한 활성 함수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활성 함수로는 다양한 함수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영상인식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은 수식 3.3 에 표현된 ReLU(Rectified Linear Unit)이다. 

ReLU 는 특징맵의 값 중에서 음수인 값은 0 으로, 양수인 값은 그대로 

다음 층에 전달한다. 이로서 추출된 특징 중에서 의미 있는 정보만을 

전달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영상의 특징과 관계가 적은 부분은 

전달하지 않음으로써 효율적으로 영상을 인식 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 )ij ija g y                           (3.2) 

' ' ' , 'ˆ ˆ1 ,1
maxi j i i j j

i h j w
y x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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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활성화 과정 

 

인공 신경망에는 sigmoid 함수를 활성 함수로 주로 사용하였는데 신경망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기울기 소멸(gradient vanishing) 효과로 인해 학습이 

잘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8]. 하지만 ReLU 를 활성 함수로 

사용하면 이러한 문제도 해결 할 수 있다.  

 현재는 ReLU 이외에도 다양한 활성 함수들이 제안되고 있으며, 특정한 

활성 함수가 항상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해당 시스템에 적절한 

활성 함수를 사용할 때 원하고자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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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하위 추출 

하위 추출(subsampling)은 활성 함수를 통하여 전달된 특징맵들 중에서 

불필요한 값들을 줄이고, 특징맵의 크기를 감소시킴으로서 학습 속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하위 추출 기법으로는 

가장 큰 값만 선택하는 최대값 추출(max-pooling)과 데이터들의 잡음 

특성을 제거하는 평균값 추출(average-pooling)이 있다. 최대값 추출의 

경우 사람의 신경 세포와 원리로 사용되는데, 가장 큰 자극만 선택하는 

방법이다. 평균값 추출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추출된 특징맵의 값들 중에서 

불필요한 특징들, 즉, 잡음을 제거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평균값 추출은 

대부분의 경우 fully-connected layer 에 입력 되기 전에 잡음 제거를 

목표로 사용된다.  

 

그림 3.5. 하위 추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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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전역 연결층 

 합성곱 신경망은 추출한 특징맵들을 이용하여 사물을 인식하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는 전역 연결층이 분류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부분은 

일반적인 인공 신경망의 구조와 동일하게 여러 개의 뉴런들이 여러 층 

쌓여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림 3.6. 전역 연결층의 구조와 입력, 출력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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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역 연결층에서 특징을 분류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그림 

3.6 과 같이 추출된 특징맵들을 1 차원의 열 벡터로 나열 한 후, 데이터에 

맞게 설계한 전역 연결층에 입력한다. 그 후, 전역 연결층에서 출력 값이 

나오게 되면, 이것을 수식 3.4 에 표현되어 있는 softmax 함수를 이용하여 

각 집단에 속할 확률로 변환하게 되고, 가장 큰 값을 가지는 집단의 값을 

선택한다.  

 

1

exp( )

exp( )

k
k C

dd

y
p

y





                                    (3.4) 

 

이때, kp 는 입력 영상이 k 번째 집단에 속할 확률, ky 는 softmax 함수를 

통과하기 전의 최종 출력층에서의 출력값, C 는 구분하고자 하는 집단의 

개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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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성곱 잡음제거 오토인코더 

본 논문에서는 영상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인공 신경망의 방법 중 

하나인 오토인코더(auto-encoder)를 사용한다. 일반적인 인공 신경망은 

샘플 데이터의 입력값과 출력값의 소속 집단을 알고 있는 데이터, 즉, 

labeled 데이터를 이용하여 감독학습(supervised learning)을 한다. 이와 

반대로, 데이터의 입력값만이 주어진 상태에서 학습을 하는, 즉, 라벨링이 

되어있지 않은 데이터를 이용한 비지도 학습(unsupervised learning)도 

존재한다. 

오토인코더는 비지도학습의 대표적인 경우로서,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데이터를 잘 대표하는 압축적인 특징들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4.1 절에서는 

일반적인 경우의 오토인코더에 대하여 설명하고, 일반적인 오토인코더를 

영상 데이터에 적용 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한다. 4.2 절에서 

오토인코더를 응용한 잡음제거 오토인코더에 대해 설명하고, 4.3 절에서 

전역층을 사용한 오토인코더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합성곱 

오토인코더에 대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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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오토인코더 

지도학습에 해당하는 인공 신경망의 경우 입력 데이터에 따라 출력값이 

특정 목표값을 따라가도록 학습이 진행된다. 하지만 비지도학습인 

오토인코더는 입력값과 출력값이 같아지도록 학습을 한다 [9]. 

 

 

그림 4.1. 일반적인 오토인코더 구조 

 



35 

 

수식 4.1 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엔코더(encoder)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주어진 정보를 압축하고, 수식 4.2 의 디코더(decoder)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압축된 정보를 가지고 원래 정보를 복원하고, 수식 4.3 처럼 

입력된 정보와 복원된 정보가 같아지도록 평균 제곱근 오차(mean square 

error) 비용함수가 작아지도록 학습을 하게 된다. 이 때, W 와 b 는 

엔코더의 가중치와 바이어스, 'W 와 'b 는 디코더의 가중치와 바이어스이다. 

예를들어, x 가 10×10 픽셀의 영상에 무작위로 생성된 잡음이 포함된 

영상이라고 하였을 때, 이것을 10 개의 은닉층(hidden layer)에 압축 시켜 

표현 한 후, 다시 10×10 픽셀의 영상으로 복원 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원래 정보를 다 사용할 수 없고, 일부 정보만을 가지고 원래 정보를 표현 

하려고 하다 보니, 일부 정보는 버려야 한다. 이 때, 오토엔코더가 잡음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어 복원된 영상에 잡음이 복원되었다고 가정 

 

( ) ( )y f x Wx b            (4.1) 

'( ) ( ' ')z g y W y b                       (4.2) 

2

1

1
, ' arg min( ( ) )

N

i i

i

x z
N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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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하지만 잡음은 랜덤하게 생성되었으므로, 입력 영상의 잡음 특성을 

완전히 복원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식 4.3 의 평균 제곱근 오차가 증가하게 

된다. 추가로, 잡음을 복원하기 위해 원래 영상을 제대로 복원하지 못하여 

원래 정보로 인한 오차도 크게 증가하게 된다. 반면에, 영상의 원래 정보를 

복원하게 되면 잡음을 복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잡음으로 인한 오차는 

존재하지만, 원래 영상의 특성은 복원되었으므로, 잡음을 복원하였을 때 

보다 오차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수식 4.3 과 같은 비용함수를 

감소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하게되면 입력된 데이터 중에서 변화가 

적은, 즉, 일정한 구조가 있는 데이터는 복원이 되고, 잡음과 같이 

랜덤하고 일정한 구조가 없는 데이터는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일반적인 인공 신경망 구조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오토인코더는 

숫자와 같은 단순한 영상에 대해서는 잘 작동한다. 하지만 영상이 

복잡해지면 일반적인 인공 신경망 구조 기반 오토인코더는 픽셀의 연관 

관계를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안된 것이 4.3 절에서 설명할 합성곱을 이용한 오토인코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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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잡음제거 오토인코더 

4.1 절에서 설명한 오토인코더는 입력데이터와 출력데이터가 같은 

형태이다. 입력과 출력이 같은 오토인코더는 다른 신경망을 학습 시킬 때 

전체 데이터를 사용하면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과적합 문제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로부터 중요한 특징들을 추출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잡음제거 오토인코더(denoising auto-encoder)는 일반적인 오토인코더의 

입력값에 잡음을 포함시킨 것으로서, 일반적인 오토인코더는 수식 4.4 와 

같이, 잡음제거 오토인코더는 수식 4.5 와 같이 표현된다. 이 때, d 는 

잡음이 없는 데이터, d̂ 는 잡음이 포함된 데이터이다. 잡음이 포함된 

데이터가 입력되고, 출력이 잡음이 없는 데이터를 복원하도록 학습을 

시킴으로써, 일반적인 오토인코더보다 잡음 제거에 목적을 가지므로, 

출력과 입력이 같은 경우보다 잡음 제거 성능이 뛰어나게 된다 [10]. 

 

,x d z d                              (4.4) 

ˆ,

ˆ( )

x d z d

d d noise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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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합성곱 오토인코더 

4.1 절에서 설명한 일반적인 오토인코더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합성곱 

오토인코더(convolutional auto-encoder)가 연구되었다 [11]. 합성곱 

오토인코더는 3 장에서 설명한 합성곱 신경망과 마찬가지로 합성곱 필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픽셀간의 연관 관계를 이용한다. 따라서 영상에 더욱 

적절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합성곱 오토인코더는 그림 4.2 와 같이 전역 연결층을 데이터를 압축시켜 

정보를 기억하는 층 (embedding layer)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합성곱 

필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학습해야 할 파라미터의 개수가 적어 학습 

시간이 단축되면서도 영상 데이터에 대해 좋은 성능을 나타낸다.  

 

 

그림 4.2. 합성곱 오토인코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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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합성곱 오토인코더도 여러 신경망 구조가 가지는 파라미터 

튜닝에 대한 문제가 있다. 파라미터에 따라 성능이 크게 달라지게 되는데, 

합성곱 필터의 개수와 층의 깊이, 그리고 embedding 층의 크기를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실험적으로 정해야 한다. 많은 연구자들이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기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고, 2016 년에 Alec Radford 가 

저술한 논문 [12]에서 사용한 디코더의 구조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도 디코더 부분을 Alec Radford 가 제안한 구조를 기반으로 

설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합성곱 오토인코더를 잡음제거에 사용한 합성곱 잡음제거 

오토인코더(convolutional denoising auto-encoder)를 전처리 과정에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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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성곱 신경망 기반 적외선 영상 자동표적인식 

본 장에서는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하여 적외선 영상에 있는 표적을 

인식하여 정확도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먼저, 적외선 영상에 

잡음이 없는 경우에 대해 합성곱 신경망을 적용하여 표적 인식 정확도를 

측정하고, 잡음이 포함된 경우에 대해 표적 인식 정확도를 측정한다. 이를 

이용하여 6 장에서 오토인코더를 합성곱 신경망과 결합하여 표적을 

인식하는 경우의 결과와 비교한다.  

이 때, 적외선 데이터베이스는 학습데이터와 시험데이터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델의 성능을 검증 할 때 사용하는 k-fold 교차 검증법을 

사용하였다 [13]. K-fold 교차 검증법은 연속적으로 훈련과 검증 단계를 

교차하는 것으로서, 데이터셋에 있는 모든 샘플들이 테스트 될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그림 5.1 과 같이 A 에서는 데이터셋을 겹치지 않게 

k 개로 분할하고, B 에서는 k-1 개의 데이터셋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여 

모델의 파라미터를 학습시킨다. 그리고 C 에서는 k-1 개에 포함되지 않은 

1 개의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학습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한다. 이 과정을 

k 번 반복하여 모델의 통계적 정확도를 평가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fold 의 개수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5 개로 정하여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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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K-fold 교차 검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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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합성곱 신경망 구성 

표적 인식을 위해 사용한 합성곱 신경망의 구조는 2014 년에 영상 인식 

대회인 ILSVRC(ImageNet 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hallenge)에서 GoogleNet 에 이어 2 등을 차지한 VGGNet 을 기반으로 

설계하였다 [14]. GoogleNet 과 VGGNet 은 각각 오차율 6.7%와 7.3%로 

1 등과 2 등을 차지하였는데, VGGNet 의 구조가 간단하면서 성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상 인식 시스템에 VGGNet 구조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VGGNet 의 구조는 표 5.1 과 같다. 논문에서는 4 가지 종류의 

VGGNet 을 설계하여 각 모델의 인식률을 평가하였다. 각 모델에는 합성곱 

필터의 개수와 층의 깊이가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 이 때, ImageNet 에서 

제공하는 224×224 크기의 영상에는 16 층의 VGGNet 구조가 가장 높은 

인식률을 보이고 있으며,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필터의 개수, 층의 깊이 등 

하이퍼파라미터를 정해주어야 한다고 결론을 짓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VGGNet 의 구조를 참고하여 합성곱 신경망 구조를 설계하되, 

적외선 영상의 크기와 특성에 적합하게 구조를 변형하여 표 5.2 와 같은 

합성곱 신경망 구조를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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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적외선 영상 자동표적인식을 위해 참고한 VGGNet 구조 

VGGNet configuration 

input (224×224 RGB image) 

A B C D 

11 layers 13 layers 16 layers 19 layers 

conv3×3-64 
conv3×3-64 

conv3×3-64 

conv3×3-64 

conv3×3-64 

conv3×3-64 

conv3×3-64 

max-pool2×2 

conv3×3-128 
conv3×3-128 

conv3×3-128 

conv3×3-128 

conv3×3-128 

conv3×3-128 

conv3×3-128 

max-pool2×2 

conv3×3-256 

conv3×3-256 

conv3×3-256 

conv3×3-256 

conv3×3-256 

conv3×3-256 

conv3×3-256 

conv3×3-256 

conv3×3-256 

conv3×3-256 

conv3×3-256 

max-pool2×2 

conv3×3-512 

conv3×3-512 

conv3×3-512 

conv3×3-512 

conv3×3-512 

conv3×3-512 

conv3×3-512 

conv3×3-512 

conv3×3-512 

conv3×3-512 

conv3×3-512 

max-pool2×2 

conv3×3-512 

conv3×3-512 

conv3×3-512 

conv3×3-512 

conv3×3-512 

conv3×3-512 

conv3×3-512 

conv3×3-512 

conv3×3-512 

conv3×3-512 

conv3×3-512 

max-pool2×2 

full connected layer-4096 

full connected layer-4096 

full connected layer-1000 

soft-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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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적외선 영상 자동표적인식을 위해 설계한 합성곱 신경망 구조 

input (64×64, 2 channel image) 

11 layers 

conv3×3-16 

conv3×3-16 

max-pool2×2 

conv3×3-64 

conv3×3-64 

max-pool2×2 

conv3×3-128 

conv3×3-128 

max-pool2×2 

conv3×3-256 

conv3×3-256 

max-pool2×2 

full connected layer-512 

full connected layer-128 

full connected layer-8 

soft-max 

 

VGGNet 에서 사용한 영상의 크기는 224×224 인 반면에, 적외선 영상은 

64×64 크기의 영상이다. 따라서 특징맵의 크기를 줄어들게 하는 max-

pooling 을 VGGNet 보다 2 번 적은 3 번을 사용하였으며, 이 때 최종 

출력층에서 추출되는 특징맵의 크기는 4×4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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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시뮬레이션 

원본 영상과 잡음이 포함된 영상을 설계한 합성곱 신경망 구조를 

이용하여 표적을 인식하고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각 데이터셋을 k-fold 

교차 검증법을 이용하여 성능을 평가한 표적 인식 정확도는 표 5.3 과 같다. 

5 개의 fold 를 이용하여 각각의 fold 에 해당하는 학습 및 시험 데이터에 

따라 표적을 인식한 후 평균을 내서 모델의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이 때, 

가우시안 잡음이 포함된 영상은 그림 5.2 와 같다. 

잡음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영상을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인식 정확도가 

99.81%로써, 대부분의 표적을 상당히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5.3. 가우시안 잡음 세기에 따른 표적 인식 정확도 비교 

(단위: %) 

Noise 

variation 
1st 2nd 3rd 4th 5th Average 

0 99.64 99.87 99.78 99.80 99.96 99.81 

0.01 93.84 94.98 95.54 92.19 94.78 94.27 

0.03 92.62 91.53 92.36 93.28 93.58 92.67 

0.05 89.55 88.78 90.09 85.95 88.53 8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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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잡음으로 인해 영상이 심하게 손상 될수록 영상 인식 정확도가 

88.58%까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잡음의 세기가 증가하게 

되면, 잡음이 영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잡음 자체가 표적의 

일부로 인식되거나, 표적의 특징이 잡음으로 인해 제대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인식 정확도가 낮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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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합성곱 잡음제거 오토인코더를 결합한 적외선 

영상 자동표적인식 

 5 장에서 확인 한 것처럼 합성곱 신경망만 사용하였을 경우에 잡음이 

없는 적외선 영상에 대해서는 표적을 정확하게 인식하지만, 잡음이 포함된 

영상을 인식 할 때는 인식 정확도가 감소한다. 따라서, 잡음을 제거하여 

영상을 인식하기 위하여 4 장에서 설명한 합성곱 오토인코더를 이용한다. 

이 때, 합성곱 오토인코더는 그림 6.1 과 같이 설계하였다.  

 

 

그림 6.1. 설계한 합성곱 잡음제거 오토인코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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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합성곱 잡음제거 오토인코더 결합 자동표적인식 

알고리즘 

합성곱 오토인코더를 5 장에서 설명한 합성곱 신경망과 결합하여 표적을 

인식하는 시스템을 설계하였고, 순서는 그림 6.2 와 같다. 먼저, 잡음이 

포함된 영상이 입력으로 들어오게 되면, 학습된 합성곱 잡음제거 

오토인코더를 이용하여 잡음이 제거된 영상을 복원한다. 그 후, 잡음이 

포함된 영상과 복원된 영상을 2 차원의 영상으로 재구성한 뒤, 이것을 

합성곱 신경망에 입력하여 표적을 인식한다. 

잡음이 포함된 영상과 잡음이 제거된 영상을 모두 사용하는 이유는, 

잡음이 포함된 영상은 잡음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 원본 영상에 대한 정보 

 

그림 6.2. 합성곱 잡음제거 오토인코더가 추가된 자동표적인식 알고리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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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잡음이 제거된 영상의 경우 잡음이 

제거되긴 하였지만, 오토인코더의 특성상 원본 영상의 정보가 손실 된 

부분이 존재하며, 학습 데이터에 크게 상이한 시험 데이터가 입력 되었을 

경우 잡음 제거 성능이 떨어지고 잘못된 영상이 복원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잡음을 포함하고 있는 영상과 잡음이 제거된 영상은 

서로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두 영상을 모두 사용하여 표적을 

인식 할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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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시뮬레이션 

6 장에서 설명한 합성곱 오토인코더를 이용하여 잡음을 제거 한 후, 

6.1 에서 설명한 것처럼 잡음이 제거된 영상과 잡음이 포함된 영상을 모두 

이용하여 표적을 인식하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5.2 절에서 수행한 

시뮬레이션과 마찬가지로 모든 네트워크는 동일하게 초기화를 시켰으며, 

k-fold 교차검증법을 이용하여 성능을 측정하였다. 

이 때, 가우시안 잡음 제거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위너(Wiener) 

필터를 이용하여 잡음을 제거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15]. 성능 비교에 

사용한 판별 지표는 수식 6.1 과 6.3 에 나타나있는 PSNR(Peak Signal to 

Noise Ratio)와 IEF(Image Enhancement Factor) 이다 [16, 17]. PSNR 은 

원본영상정보 보존 정도를 나타내고, IEF 는 잡음제거 성능 정도를 

나타내는데, PSNR 과 IEF 는 값이 높을수록 원본 영상이 잘 보존되면서 

잡음 제거가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020 log IMAX
PSNR

M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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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IMAX 는 영상 밝기의 최대값으로서, 해당 채널의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서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8bit 의 흑백 영상인 경우 255-

0 이므로 IMAX 는 255 가 된다. 또한, in , id , io 는 각각 잡음이 포함된 

영상, 잡음이 제거된 영상, 그리고 잡음이 없는 원본 영상을 의미한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그림 6.3~6.5, 표 6.1~6.3 과 같다. 

모든 잡음 세기의 경우 합성곱 오토인코더를 사용하였을 경우가 위너 

필터를 사용하였을 때보다 PSNR 과 IEF 가 모두 높다. PSNR 의 경우 

30dB 이상이 되면 원래 영상과 비슷하다고 여겨지는데, 대부분의 영상의 

PSNR 이 30dB 이상이므로, 원래 영상과 유사하게 잡음이 제거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IEF 도 모든 경우에 대해 합성곱 오토인코더를 사용하였을 

때가 위너 필터를 사용 하였을 때보다 월등하게 높다. 즉, 가우시안 잡음 

제거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위너 필터보다도 합성곱 오토인코더가 

잡음 제거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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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잡음 제거 성능 비교 (가우시안 잡음 분산 0.01) 

σ2=0.01 Noised Wiener CDAE 

PSNR 16.14 17.89 30.18 

IEF 1 1.49 25.36 

 

 

그림 6.3. 잡음 제거 성능 비교 (가우시안 잡음 분산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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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잡음 제거 성능 비교 (가우시안 잡음 분산 0.03) 

σ2=0.03 Noised Wiener CDAE 

PSNR 15.04 20.62 36.88 

IEF 1 3.62 152.84 

 

 

그림 6.4. 잡음 제거 성능 비교 (가우시안 잡음 분산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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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잡음 제거 성능 비교 (가우시안 잡음 편분산 0.05) 

σ2=0.05 Noised Wiener CDAE 

PSNR 14.10 20.27 30.74 

IEF 1 2.94 46.06 

 

 

그림 6.5. 잡음 제거 성능 비교 (가우시안 잡음 분산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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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표적 인식 결과이다. 5.2 절에서는 합성곱 신경망만 이용하여 

표적을 인식한 결과를 비교하였지만, 본 절에서는 합성곱 오토인코더를 

사용한 경우, 위너 필터를 사용한 경우를 모두 비교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표 6.4 과 같다. 합성곱 신경망은 잡음에도 강인하기 때문에, 

잡음이 포함된 영상을 합성곱 신경망 만을 이용하여 인식하였을 경우에도 

높은 정확도로 표적을 인식하지만, 표 5.3 에 나타난 것처럼 잡음이 없는 

경우의 99.81% 보다는 인식 정확도가 낮아졌다. 위너 필터를 사용하여 

잡음을 제거한 후에 표적을 인식했을 경우, 표 6.1~6.3 에 나타난 것처럼 

잡음이 어느정도 제거되었기 때문에 인식 정확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지만, 위너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 잡음이 사라짐과 동시에 원본 

정보도 손실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표 6.1~6.3 에서 나타난 수치에 의하면 

잡음 제거가 되었지만,  

표 6.4. 각 방법에 따른 표적 인식 정확도 결과 

(단위: %) 

σ2 CNN only Wiener CDAE Improvement 

0.01 94.27 95.21 98.49 4.22 

0.03 92.67 93.23 96.79 4.12 

0.05 88.58 91.17 96.77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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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표적과 배경을 구분하지 않고 잡음을 제거함으로서 표적에 대한 

정보가 많이 손실되어 인식 정확도가 위너 필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합성곱 오토인코더를 

사용하여 그림 6.2 처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표적을 

인식하게 되면 표 6.4 에서처럼 인식 정확도가 증가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가우시안 잡음이 포함된 영상을 인식 할 때, 가우시안 잡음 제거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위너 필터를 사용할 때 보다, 합성곱 

오토인코더를 사용하여 잡음을 제거하여 표적을 인식하는 것이 표적을 

인식할 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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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및 추후 연구 과제 

본 논문에서는 합성곱 신경망과 합성곱 오토인코더를 이용하여 적외선 

영상에 가우시안 잡음이 포함된 경우를 고려하여 자동표적인식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군용으로 사용되는 적외선 카메라는 MWIR 를 검출할 때 

사용되는 냉각식인데, 적외선 카메라의 냉각기에 이상이 생기거나 주위 

온도 변화가 심할 경우에 적외선 영상에 가우시안 잡음이 발생 할 수 있다. 

가우시안 잡음이 포함된 영상을 그대로 사용하여 표적을 인식 할 경우에는 

잡음에 의해 표적의 정보가 손실되어 인식 정확도가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영상에 존재하는 가우시안 잡음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면서도 

영상의 정보를 보존하기위해 위해 합성곱 오토인코더를 설계하였고, 

합성곱 신경망과 같이 사용하였을 경우 표적 인식 정확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가우시안 잡음 제거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위너 필터를 

사용하였을 경우 표적과 배경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영상에 대해 잡음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표적에 대한 정보 또한 손실 되기 때문에, 위너 필터로 

잡음을 제거한 영상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인식 정확도가 비슷하거나 

감소한다. 하지만 합성곱 오토인코더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영상을 

대표하는 특징들은 복원하고, 특정한 구조가 없는 잡음은 제거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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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에 대한 정보 손실은 줄이면서 잡음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어 표적 인식 

정확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추후 연구로는 제안한 합성곱 신경망 모델과 합성곱 오토인코더 모델의 

최적화가 필요하다. 자동표적인식 시스템은 획득한 영상을 신속하게 

인식하여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계산량이 적어야 한다. 따라서 제안한 

모델의 파라미터들을 변화시켜가며 시스템의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계산 

속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최적화를 진행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습 

데이터의 양이 줄어들었을 경우와, 영상잡음뿐만 아니라 영상에 회전, 반전, 

찌그러짐 등 변형이 생겼을 경우에도 표적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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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oling type infrared camera, which is mainly used in th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field, should keep the temperature of the infrared sensor lower that the 

target or scene to be observed to acquire clear image and prevent the thermal noise. 

However, in the real situation, cooling performance of cooler may be decrease because 

the coolant of the cooler is consumed or cooler itself can be damaged or deteriorated. 

In addition, the sudden temperature change may occur. In this situation, the electrons 

of the infrared sensor have thermal motion, and Gaussian noise corresponding to 

thermal noise may be generated in the obtained infrared image, which may interfere 

with accurate image acquisition and degrade recognition performance. In this paper, in 

order to accurately recognize the target even when the Gaussian noise is included in 

the infrared image, we implemented the automatic target recognition system using the 

convolutional neural network(CNN) and the convolutional denoising 

autoencoder(CDAE). 

In the case of only the CNN is used for target recognition, target recognition 

accuracy degraded because Gaussian noise in acquired infrared image corrupts the 

true information of the target. In order to overcome this problem, Gaussian noise is 

removed from the infrared image by using the CDAE, which is effective for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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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tion and have less image information loss performance. It is confirmed by 

simulation that the accuracy of the target recognition is increased with proposed 

method. Moreover, we compared noise removal performance with the Wiener filter, 

which is known to be effective for Gaussian noise reduction. In the case of using the 

CDAE, it is confirmed that the noise reduction performance and original information 

preservation performance is higher than using Wiener filter. Lastly, using CDAE with 

CNN, target recognition accuracy improved compare to the case of using only CNN. 

 

Keywords : Automatic Target Recognition(ATR), Infrared image,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CNN), Convolutional Denoising Autoencoder(CDAE) 

 Student Number : 2016-2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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