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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of Small Optical Tracker for Use in the Proving 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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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광학계측분야는 레이더 계측이 어려운 저고도 구간의 계측을 담당하여 비행체 추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기

존의 광학추적시스템은 외국의 장비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장 상황에 적합하게 수정하기 어렵고, 대부분 차량 탑재

형으로 제작되어 있어 계측 장소에 제한이 있다. 자체 개발 소형 광학추적기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단순한 구성으로 

설계하여 시험장 내 어떠한 장소에서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광학추적기술 연구를 위해서 자체 개발 광학추적기를 보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형 광학추적기의 설계 개

념, 기본적인 추적기능 구현을 위한 장비의 구성, 그리고 비행체 특성에 맞는 환경설정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

해 팬/틸트의 입출력 데이터를  사용하여 모델링을 구하였으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어진 결과와 실제 비행시험 결과를 비교하여 

전반적인 시뮬레이션의 구성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Abstract]

An optical tracking plays an important role for measurement operation, as it is responsible for low altitude measurements that 

are difficult to obtain with radar systems. Since the existing optical tracking systems have not been developed in the proving 

ground itself so far, it is difficult to modify them to fit the environment of the proving ground. Also, they are designed as a 

vehicle-mounted type, so there is a limitation in selecting an optimal site. The in-house developed small optical tracking system 

is designed with a simple configuration to overcome these shortcomings and makes it possible for operators to operate the system 

at any place in the proving ground. In addition, there has been a need of developing small optical trackers by ourselves to be 

prepared for future research so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AI) can be applied to the optical tracking systems. In this paper, we 

described the design concept of the small optical tracker, the configuration of the components to implement the basic tracking 

function, and showed the results of the simulation to set the configuration of the equipmen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flight targ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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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비행체의 발사 이후부터 탄착까지 비행체가 거동하면서 발

생하는 이벤트 및 특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광학 또는 레이더 추

적 시스템으로 비행체를 추적하여 계측한다. 

광학추적시스템은 주로 적외선 또는 일반 가시광선 영역의 

카메라를 장착하여 표적을 추적하므로 구름이나 안개 같은 기

상상황에 의해 운용성능이 제한된다. 하지만 레이더가 추적할 

수 없는 저고도에서 이루어지는 발사 및 발사 후 초기상태를 계

측하는데 있어서는 광학추적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

문에 광학추적시스템은 계측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

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초기 비행 현상을 계측하기 위하여 

다수의 전자광학추적시스템(EOTS; electro-optical tracking 

system)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광학추적시스템은 모두 해외에서 도입

된 장비로 주로 해외 시험장에 맞추어 시험되고 제작된 장비이

다. 해외 시험장은 주로 사막과 같이 클러터가 거의 없는 육지 

환경인 반면, 국내는 육지에서의 시험 공간이 상당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육지에서 해상으로 발사하는 방식으로 시험

하게 된다. 그러므로 발사장 주위의 수풀이나 구조물에서 발생

하는 육지에서의 클러터와 해면 빛 반사 및 바다 위 부유물 등

으로부터 발생하는 잡음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

황이다. 해외 도입 광학추적시스템은 이러한 국내 환경에서 성

공적으로 추적하기 위해서 시험장 환경에 적합하도록 수시로 

기능을 추가 하거나 수정하여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 해외 제작

업체에 상당한 수준의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국외 업체의 특

성상 신속한 기능 보완이 힘들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광학추적시스템은 부피와 무게가 상당히 크기 때문

에 그림 1 과 같이 차량과 일체형으로 제작되게 된다. 차량 일체

형 광학추적시스템은 이동하기 수월하고 차량 내부에서 운용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차량이 접근하기 어려운 험지나 

위험구역 내에서 운용해야하는 경우에는 시험자원으로 활용하

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국내에서 광학추적 플랫폼을 개발할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국내에서 요구되는 소형 광학추적기는 자체적으로 

추적 알고리즘 및 추적장비 제어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구

성품목을 팬/틸트(pan/tilt), 삼각 지지대, 추적용 카메라 및 고속

카메라로 최소화함으로써 소형으로 선박이나 험지 같은 차량

이 접근하기 힘든 지역에서도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한 최근 들어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자체적으로 광학추적기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형 광학추적기가 비행체를 추적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핵심적 장비 구성 및 설계에 관한 내용을 기술한다. 

좀 더 자세하게는 추적용 카메라와 영상 추적 컴퓨터를 통해 표

적을 검출하고, 이를 통해 비행체의 궤적에 따라 추적용 카메라

가 장착된 팬/틸트를 회전시켜 추적을 수행하는 과정에 대한 내

용을 기술 한다. 

2장에서는 자체개발 소형 광학추적기의 구성에 대하여 설명

한다. 3장에서는 팬/틸트 제어에 관한 내용을 주로 기술한다. 

제어 시 반드시 필요한 변수를 식별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

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소형 광학추적기 구성

2장에서는 소형 광학추적기의 전체적인 구성을 먼저 기술하

고 이후 주요 구성단위의 기능을 설명한다. 

소형 광학추적기 하드웨어의 구성은 그림 2와 같이 팬/틸트, 

삼각 지지대, 추적용 카메라 및 고속카메라로 구성된다. 

팬/틸트는 방위각(azimuth), 고각(elevation)을 조절할 수 있

는 두 방향의 모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적용 카메라 및 고속

카메라가 장착되어 표적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이다. 팬

/틸트의 조작 및 제어는 제어 컴퓨터로부터 시리얼 통신

(RS-422) 방식으로 송수신하여 이루어진다. 팬/틸트의 자세한 

제원에 대해서는 2-1에서 다루도록 한다.

추적용 카메라(tracking camera)는 주로 적외선 카메라가 사

용되며, 드물게는 가시광선 영역을 촬영하는 일반 카메라를 사

용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비행체 발사 시 부스터에서 엄

청난 열과 빛을 방출시키기 때문에 이를 보다 잘 활용하기 위해

서 추적용 카메라로 적외선 카메라를 주로 사용한다. 

고속카메라(high-speed camera)는 추적용 카메라와 동일한 

위치를  지향하도록 설치하여, 초당 수백에서 수천 프레임의 고

화질 영상을 획득한다. 고화질 추적 영상은 적외선 추적 영상과 

더불어 광학추적기를 운용하여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중요

한 산출물 중 하나다. 팬/틸트와 추적용 카메라를 통해 이동하

는 비행체 표적을 정확하게 향하도록 제어하고, 추적용 카메라

와 동일한 방향을 지향하는 고속카메라를 통해 높은 화질과 프

레임의 비행체 영상을 획득한다.

그림 1. 광학추적시스템(MSP-2150)

Fig. 1. Electro-optical tracking system(MSP-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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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소형 광학추적기 형상

Fig. 2. Small-sized electro optical tracker

2-1 팬/틸트

소형 광학추적기는 시험장 또는 도서지역에서 운용할 목적

으로 개발된 장비이다. 구성이 단순하여 다양한 시험 환경에 적

용할 수 있는 반면, 다른 광학추적기와는 다르게 추적 장비 전

체를 보호하는 덮개가 존재하지 않아 강우나 해무에 취약할 수 

있다. 따라서 팬/틸트를 선정할 때 높은 수준의 방수와 염수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는 품목을 선정하였다. 소형 광학추적기의 

팬/틸트는 IP67 방수등급 및 미 육군 환경 규격(MIL-STD-810F)

의 염수 분무 내성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FLIR 사의 

PTU-D100E 제품을 선정하였다. 팬/틸트에 대한 상세 규격

(specification)은 표 1 과 같다.

팬/틸트는 그림 2 와 같이 삼각 지지대 위에 설치되고, 양 쪽 

받침대에 추적용 카메라와 고속카메라가 설치된다. 추적용 카

메라와 고속카메라는 같은 방향을 지향해야 하므로 장착 후 피

치(pitch)와 요(yaw)를 정밀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한쪽 받침대

에 별도로 장착한다.

제어 컴퓨터를 사용하여 팬/틸트의 회전을 조작한다. 팬/틸

트의 작동시키는 방법은 시리얼 통신(RS-232, RS-485/422)을 

통한 명령어 입력 또는 이더넷을 통해 FLIR사에서 제공하는 전

용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식이 있다. FLIR사 전용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수동으로 조작하기에는 편리하지만, 자동 추적기능

을 위한 제어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개입 없이 제

어 컴퓨터에서 판단하여 명령할 수 있는 시리얼 통신 방식을 사

용한다. 

제어 컴퓨터는 추적용 카메라의 영상을 처리하는 영상 추적 

컴퓨터에서 실시간 픽셀 오차정보를 수신하여 팬/틸트 회전 방

향과 속도를 판단하여 제어한다.

PTU-D100E 의 최대 속도는 120 °/sec로 한정되어 있으나, 탑

재 중량을 고려해서 75 °/sec로 제한을 주어 사용하고 있다. 반

드시 이 속도 제한을 고려하여 소형 광학추적기를 설치하여야

만 한다. 즉, 표적 위치에서 너무 가까운 곳에 설치하게 되면 최

대 각속도를 넘어서기 때문에 추적에 실패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멀리 설치하면 표적 크기가 너무 작아져서 표적이 검출되

지 않아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표 1. 팬/틸트(PTU-D100E) 규격

Table 1. Pan/tilt(PTU-D100E) specification

Size 20 cm × 21 cm × 32 cm

Weight 9.07 kg

Max. payload 11.3 kg

Pan range
0 ° to  360 ° 

(programmable)

Tilt range
30 °  to -90 ° 

(programmable)

Max. pan speed 120 °/sec

Max. tilt speed 120 °/sec

Min. pan resolution 0.0075 °/step

Min. pan resolution 0.0075 °/step

Communication RS-232, RS-485/422, ethernet

Wind/rain/fog IP67

Salt spray MIL-810F Salt spray

2-2 추적용 카메라

소형 광학추적기 구성에서 추적용 카메라는 영상 추적 컴퓨

터와 더불어 제어 시스템에서 감지기(sensor)의 역할을 한다. 

영상 추적 컴퓨터는 적외선 또는 일반 광학 카메라 영상을 

획득하고 매 프레임마다 비행 표적의 픽셀 위치를 판단한다. 표

적을 검출하는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크게 영상의 밝기 차이를 

통한 콘트라스트(contrast) 방식과 표적 형태의 유사성을 판단

하여 추적하는 상관관계(correlation) 방식이 있다.

콘트라스트 판별방식은 사용자가 설정한 한계점 값을 넘는 

밝기를 표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경우 비행체의 

추진 불꽃이나 비행체 표면 반사 빛을 추적하므로, 일정 수치 

이상의 밝기 값을 갖는 픽셀 범위를 표적으로 인식하도록 운용

된다. 콘트라스트 판별방식은 알고리즘이 비교적 단순하여 연

산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용자가 콘트라스트 한계

점 설정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면 표적이 검출되지 않거나, 반대

로 표적이 너무 많이 검출되어 추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는 단점이 있다.  

상관관계 판별방식은 처음 설정된 구역의 픽셀과 가장 유사

한 구역을 찾는 방식으로 이전 프레임에서의 표적과 가까운 모

양을 고르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원본 영상의 모든 구역을 픽

셀마다 이동시켜 가장 유사한 부분을 찾아내는 방식이므로 연

산양이 콘트라스트 방식에 비해 많아지게 된다. 또한 최초 표적 

구역을 설정해주어야 하므로  상관관계 판별방식 단독으로는 

추적을 할 수 없다. 콘트라스트 방식으로 최초 표적을 검출하고 

구역을 설정하여 이후 상관관계 판별방식을 통해 추적을 이어

나가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그림 3 과 같이 추적카메라 화면 중심과 표적과의 픽셀차이 

구하고, 이를 제어 컴퓨터로 전송하여 표적이 이동하는 방향으

로 팬/틸트를 회전 시킬 수 있도록 한다. 추적 카메라는 표적의 

실제 위치와 추적카메라가 지향하는 위치와의 차이(, )

를 측정해 주는 감지기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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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영상 추적기 추적영상

Fig. 3. Tracking screen of the visual tracker

Ⅲ. 시뮬레이션 및 비행시험 결과

3장에서는 소형 광학추적기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팬/틸트 

제어 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3-1 블록 다이어그램

소형 광학추적기의 제어 블록 다이어그램은 아래 그림 4 와 

같다. 팬/틸트는 이동하는 표적의 실제 위치(desired position)를 

계속 지향하도록 제어된다.  이를 위해 영상 추적 컴퓨터에서 

표적의 위치와 지향 중심점과의 차이를 계산하여 제어 컴퓨터

로 전송하고, 제어 컴퓨터는 차이를 통해 팬/틸트 회전 속도를  

전송하여 실시간으로 표적을 추적한다.

제어기(controller)는 PID(propotional integral differential) 제

어기를 사용한다. PID 제어기는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제어 알고리즘으로, 산업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

제어의 대부분은 큰 틀에서는  PID 제어의 범주에 포함된다[2].

PID제어는 아래 식과 같이 오차(error)의 비례항, 적분항 및 

미분항의 합으로 구성된다.

    




  


    (1)

여기서 는 오차, ,  , 는 PID 각 항의 계수,  는 

속도이다. 는 영상추적 컴퓨터로부터 일정 시간 주기로 화

면 중앙으로부터의 오프셋을 측정하여 제어 컴퓨터로 전송하

는 값이고, 는 제어 컴퓨터에서 팬/틸트로 전송하는 속도

명령이 된다. 팬/틸트의 이동은 팬 방향과 틸트 방향 각각 두 방

향으로, 와 는  2차원 벡터로 구성된다.

PID 계수인  ,  , 는 표적의 궤적, 렌즈 초점거리등의 변

수에 의해 변화되어야 하는 값이다. 비례계수인 와 적분계수

인 는 너무 작게 설정하게 되면 목표한 표적에 도달하는 시간

이 길어 표적을 놓치게 되고, 지나치게 크게 설정하면 표적 주

위로 잔 진동이 발생하거나 오버슈트(overshoot)가 지나치게 크

게 발생하여 표적을 놓칠 수 있다. 

그림 4. 소형 광학추적기 블록 다이어그램

Fig. 4. Block diagram of the small optical tracker

미분계수 항은 출력을 예측하여 목표 도달시간 및 오버슈트

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소형 광학추적기에서는 제어 계

수 설정의 편의성을 위해 미분계수 값은 0으로 설정하였다.

3-2 렌즈 변환 계수

표 1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팬/틸트(PTU-D100E)의 최소 분

해능은 0.0075 °/step 이다.

그림 5 는 같은 표적을 초점거리 50 mm 렌즈와 100 mm 렌즈

를 사용했을 때의 차이점을 나타낸 그림이다. 3차원 공간상 같

은 곳에 표적이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100 mm 렌즈를 사용하면 

50 mm 렌즈보다 물체를 너비기준 2배만큼 크게 측정할 수 있

으나, 픽셀 오차 역시 2배만큼 증폭되어 제어기로 전달되게 된

다. 렌즈 초점거리에 대한 고려 없이 PID 계수를 동일하게 적용

한다면 팬/틸트로 전송하는 속도명령 역시 2배만큼 크게 되므

로 추적 안정성(stability)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렌즈에 

따라 변환 계수(λ)를 구하여 보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렌

즈 변환 계수는 1 step당 이동하는 픽셀 수를 계산한 값으로 

°/step 단위를 가진다.

최종적으로 변환 계수가 적용되고 미분 계수 를 0으로 놓

은 후  PI(propotional integral) 제어식 식 (2)와 같이 표현된다.

  


  

 




      (2)

그림 5. 초점거리에 따른 표적 영상 비교

Fig. 5. Target image comparison by lens focal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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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렌즈 초점거리 별 변환 계수

Table 2. Conversion factor over focal length 

f(focal length) λ(°/step) λ/f (°/step·m)

10 mm 0.1050 10.50

12 mm 0.1288 10.73

25 mm 0.2664 10.66

50 mm 0.5228 10.46

100 mm 1.0592 10.59

250 mm 2.5586 10.23

표 2 는 렌즈 초점거리 별 변환 계수(λ)를 측정한 값이다.  초

점거리에 따라 변환 계수 값은 선형적으로 증가하므로 초점거

리 정보만 알고 있는 경우에도 변환 계수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

함을 표 2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2 의 변환 계수는 중앙에

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지점에서 얻어진 값으로, 화면 중앙에서 

크게 벗어난 경우에는 렌즈 왜곡에 의해 보정 값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3-3 시스템 식별

제어 시스템에서 플랜트(plant)에 해당하는  팬/틸트 입/출력

의 모델을 구하기 위해 시스템 식별(system identification)을 수

행한다. 

소형 광학추적기에 사용되는 팬/틸트(PTU-D100E)는 모델

식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어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시

스템 식별을 통해 모델을 구하여야 한다.

시스템 식별에는 화이트박스(white box) 방식과, 블랙박스

(black box)방식이 있다. 화이트박스 방식은 물리 방정식으로 

유도된 미분방정식을 통하여 모델 식을 세우는 방식이다. 블랙

박스 방식은 모델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경우 입/출력 데이

터만으로 모델 식을 세우는 방식이다. 소형 광학추적기 팬/틸트

의 시스템 식별은 사전 모델링이 없고, 단순히 모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내부 펌웨어가 탑재되어 제어되고 있는 복잡한 형태

로 비선형적인 특성을 가지며 물리 방정식에 의한 근사가 어렵

기 때문에 블랙박스 방식을 통해 시스템 식별을 수행한다.

팬/틸트 속도 입력과 이동 스텝 출력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모델은 wavenet(wavelet network)기반의 NARX(nonlinear 

autoregressive model with exogenous input)를 사용하였다.

NARX는 선형 ARX(autoregressive model with exogenous 

input)에 기반한 모델로 ARX와는 다르게 아래식과 같이 입력 

와  출력 의 비선형적인 함수 를 사용한다.

   … 

 …   
       (3)

표 3. T2~T6 입/출력 데이터의 모델 적합성

Table 3. Best fit(%) of input/output dataset(T2~T6) 

dataset T2 T3 T4 T5 T6

Best Fit

(%)
85.29 81.27 92.99 96.07 98.08

NARX 모델에서 입력 항의 개수 , 출력 항의 개수 는 시

행착오를 통해 구하는 값으로 일반적으로 각각 3개 이상의 항 

은 사용하지 않는다.[4] 는 입출력지연으로 입출력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    ,   (nlarx332) 모델을 비

선형회귀(nonlinear regression)를 통해 모델을 얻어내도록 한다. 

총 6세트의 팬/틸트 실제 입/출력 데이터를 준비하였고, T1

의 입/출력 데이터로 모델을 구하고,  T2,…,T6의 입/출력 데이

터를 모델에 입력하여 실제 출력과 모델 출력간의 비교를 통해 

모델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표 3 에서 볼 수 있듯이 다섯 가지의 입/출력 데이터셋에 대

해서 80퍼센트 이상의 적합도를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80

퍼센트로 상대적으로 적합도가 낮은 데이터에 대해서도 초기 2

초 이내의 구간에서는 오차가 심하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오

차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광학추적기는 대부분 

2초 이내에 추적 성공/실패가 결정되므로 성공적으로 모델링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 6. T2 데이터의 실제 출력과 모델 출력 비교

Fig. 6. Simulated model output of T2 dataset

그림 7. T6 데이터의 실제 출력과 모델 출력 비교

Fig. 7. Simulated model output of T2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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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소형 광학추적기 시뮬링크 블록 다이어그램

Fig. 8. Simulink block diagram of the small optical tracker

3-4 제어 시뮬레이션

3-3에서 얻어진 팬/틸트 모델을 기반으로 제어 시뮬레이션

을 수행한다. 비행 시험 예상 궤적 정보를 활용하여 시뮬레이션

을 진행하고 추적용 카메라의 렌즈를 적합하게 선택하였는지 

판단하도록 한다. 

Matlab2019b/Simulink를 통해 제어 시스템 시뮬레이션을 진

행하였다. 실제로는 팬 과 틸트 두 방향을 제어하나, 본 논문에

서는 팬 방향에 대한 시뮬레이션만을 기술한다. 

입력 데이터(PanPixel)는 비행체의 3차원 예상 궤적 데이터

를 활용하여 측정 위치에서의 시간 별 팬 각도 정보를 픽셀 단

위로 변환한 데이터다. PI 계수는 비행체 추적시험에서 시행

착오를 통해 구한 값인   ,   으로 설정하였다. PI 계

수는 원하는 수준의 제어가 되지 않으면 계수 값을 조절할 수 

있으나, 기 선택한 계수 설정에서 조절해도 크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적합하게 선택되었다고 가정하

고 고정하여 진행한다.

이후 렌즈계수가 보정된 PI 제어기를 거쳐 속도입력이 

nlarx332로 모델링된 팬/틸트로 입력되면 추적기를 통해 픽셀 

오차의 형태로 피드백 된다. 추적기에서 출력되는 정보인 픽

셀 오차는 추적 성공/실패에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된다.

추적용 카메라의 화면 픽셀 사이즈는 1272×1016이다. 따라

서 픽셀 오차가 가로 축(팬) 방향으로 636픽셀, 세로 축(틸트) 

방향보다 508픽셀을 초과하면 표적이 화면 밖으로 벗어나 추

적에 실패하게 된다.

그림 9. 등각속도 표적 (10 °/sec, 45 °/sec) 시뮬레이션 결과  

Fig. 9. Simulation results of uniform angular speed (10 

°/sec, 45 °/sec) target 

그림 9 는 10 °/sec , 45 °/sec 로 등각속도 이동하는 표적을 

100 mm 렌즈로 계측하였을 때 픽셀 오차를 시뮬레이션 한 것

이다. 검은색은 636픽셀 기준선으로 검은색 선을 넘어서는 오

차가 발생하면 표적을 놓치게 된다. 10 °/sec 로 이동하는 표적

의 최대 픽셀오차는 194.5로 허용 오차인 636을 넘지 않아 계

측에 성공하지만, 45 °/sec 로 이동하는 표적은 883.1로 허용 오

차를 넘어 계측에 실패하게 된다. 따라서 45 °/sec 로 이동하는 

표적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100 mm 보다 작은 초점거리의 렌

즈를 사용하여 픽셀 오차를 줄여야만 한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예상 궤적 데이터를 시뮬레이션 입력 

값으로 하여 적합한 초점거리의 렌즈를 선택하고 실제 추적 

시 실시간으로 측정한 픽셀 오차와 비교한다. 

3-5 표적 추적 결과와 비교

A-표적은 최대 각속도 약 10 °/sec의 표적이고, B-표적은 최

대 각속도 약 40 °/sec의 표적이다. 픽셀 오차는 300 미만이 되

도록 렌즈를 선택하였고, 이에 A-표적 추적에는 250 mm 렌즈, 

B-표적 추적에는 100 mm 렌즈가 장착되었다.

제어기에서는 실시간으로 추적기에서 송신되는 픽셀 오차 

정보를 기록해서 저장하고, 예상 궤적을 통해 시뮬레이션 결

과와 비교하였다. 

그림 10. A-표적 예상 각속도

Fig. 10. Expected angular speed of A-target 

그림 11. B-표적 예상 각속도

Fig. 11. Expected angular speed of B-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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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A-표적 픽셀 오차 비교

Fig. 12. Comparison of simulated and actual pixel error 

over time (A-target)

그림 13. B-표적 픽셀 오차 비교

Fig. 13. Comparison of simulated and actual pixel error 

over time (B-target)

그림 12, 그림 13 에서 빨간 그래프 선이 simulink로 시뮬레

이션 결과이고, 파란색 선이 실제 시험에서 측정된 픽셀 오차 

값이다. 초기 1초 이내의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점을 제외하고 

유사한 성향을 확인할 수 있다. 추적 성공/실패에 가장 큰 기준

이 되는 최대 픽셀 오차도 표 5 에서 볼 수 있듯이 100 픽셀 내

외에서 정확하게 시뮬레이션이 수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자체개발 소형 광학추적기의 종합적인 설계

에 대해 기술하였다. 소형 광학추적기는 기존의 광학추적시스

템이 투입될 수 없는 험지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도록 단순한 

구성으로 설계되었다. 팬/틸트와 팬/틸트를 제어하기 위한 제

어 컴퓨터, 추적용 카메라와 추적 영상을 처리하는 추적용 컴

퓨터, 고속카메라 그리고 삼각 지지대로 구성된 소형 광학추

적기는 차량에 탑재하여 운용되지 않아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에서도 광학 추적이 가능하다.

추적용 카메라로는 일반 카메라 또는 적외선 카메라를 사

용할 수 있으며, 비행체는 발사 후 부스터에서 열기를 방출하

기 때문에 이를 통해 보다 확실하게 영상 내의 표적을 감지할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가 주로 사용된다.

표 4. 픽셀 오차 최대값 비교

Table 4. Comparison of the simulated and actual

         maximum pixel error

simulated real difference

A-target 208.6 228.9 20.3

B-target 265.0 331.5 66.5

팬/틸트 제어 시에는 표적의 각속도를 알고 적합한 초점거리

의 렌즈를 선택하는 것이 추적 성공여부를 결정하는데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3장에서는 팬/틸트의 시스템 식별을 하여 얻

어진 모델을 사용하여 소형 광학추적기의 시뮬레이션을 수행

하였다. 이를 통해 표적의 각속도에 따라 허용되는 렌즈의 초점

거리 값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적합

한 렌즈를 선택하여 실제 시험에 투입한 결과 추적에 성공하였

으며 이 때 획득한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하였다.

자체 개발 소형광학추적기의 추적 영상 내의 표적 검출은 

콘트라스트 방식과 상관관계 방식을 사용한다. 표적 검출에 관

해서는 추후 인공지능을 접목하여 구름, 새 등의 클러터 환경에

서도 강인하게 유도무기 탐지 및 추적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강

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자체 개발 소형 광학추적기는 광학 추적 카메라

에만 의존해서 추적을 하고 있다. 따라서 잡음 등에 의해 일시

적으로 표적을 놓치는 돌발 상황에서 추적에 실패하게 될 확

률이 크다. 추후에는 클러터 환경에서의 추적 성공률을 높이

기 위해 레이더 및 텔레메트리(telemetry) 등 타 장비의 표적 위

치 정보를 제어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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