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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전투복, 군용 천막 등에 사용되는 위장무늬는 군 작전 수행 시 주변 환경의 색상, 패턴을 모사하여 개인 

병사 및 무기체계의 위장 기능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아군의 생명과 시설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

로 사용된다. 특히 최근 들어 군의 작전환경과 임무가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작전환경에 대한 데이터의 

취득 및 정량적 분석을 통해 전장 환경에 최적화된 위장무늬 패턴 및 색상 추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

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반도 자연환경 영상에 대한 자기 조직화 지도(SOM, Self-organizing Map) 

기반의 한반도 자연환경 대표 색상 군집화 연구 방법에 대해 서술한다. 이를 위해 한반도 내 위도를 고려한 

장소에서 시간별, 계절별 자연환경 영상 수집을 진행하며, 수집된 영상 내 다수의 화소의 군집화를 위해 2차

원 SOM을 활용한다. 영상 내 각 화소의 색상 값에 대한 SOM의 학습 시, RGB공간상의 색차/색상 인지 

왜곡을 피하기 위하여 CIEDE2000 색차 식을 통해 군집화를 진행한다. 실험결과에서는 온라인상으로 수집

한 여름 및 가을철 대표 색상 군집화 결과와, 현재까지 수집된 계절별 자연환경 사진 내 6억 7648개 화소에 

대한 대표 색상 군집화 결과를 보여준다. 

키워드: 위장무늬(Camouflage Pattern), 색상 군집화(Color Clustering), 자기 조직화 지도(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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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위장무늬는 전장 환경과 비슷한 색과 패턴을 갖는 군복 또는 막을 

덮어 위장력을 증진하여 적의 관측으로부터 개인 병사, 물자 및 장비를 

은폐 또는 기만하는 것으로, 최근 작전환경에 대한 데이터의 취득 

및 정량적 분석을 통해 전장 환경에 최적화된 위장무늬 패턴 및 색상 

추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기존 위장무늬 디자인 

방법의 경우, 활용될 작전 환경에 대한 정량적/계산적 분석이 미비하여 

이를 극복하고 위장무늬의 위장력을 증진하기 위해 정량적 작전환경 

분석을 통해 대표 색상을 선정 및 배치하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반도 자연환경 영상에 대한 자기 조직화 지도

(SOM, Self-organizing Map) 기반의 한반도 자연환경 대표 색상 

군집화 연구 방법에 대해 서술한다. 이를 위해 한반도 내 위도를 

고려한 장소에서 시간별, 계절별 자연환경 영상 수집을 진행하며, 

수집된 영상 내 다수의 화소의 군집화를 위해 2차원 SOM을 활용한다. 

색차 왜곡을 피하기 위하여 CIEDE2000 색차 식을 통해 SOM 학습을 

진행한다. 실험결과에서는 수집된 계절별 자연환경 사진에 대한 대표 

색상 군집화 결과를 보여준다.

II. The Proposed Method

한반도 자연환경의 대표 색상 추출을 위해 자연환경 영상 데이터를 

수집한다. 현재 지역, 시간, 계절의 변화를 고려하여 수집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의 경우 위도를 고려하여 선정하고, 선정된 동일한 장소에

서 시간, 계절에 따른 영상 데이터 수집을 진행한다. 그림 1은 상이한 

시간에 촬영된 수집 영상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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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amples of Collected Images 

다음으로 수집된 영상의 각 화소의 색상 공간을 CIELab 공간으로 

변환한다. CIELab는 균일한 색 공간 좌표로서 인간의 시각인지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1]. 즉, 색차 계산 측면에서의 왜곡을 줄이기 

위해 RGB 색 공간에서 표현되어 있는 자연환경 영상의 각 화소 

값을 Lab 색 공간에서의 값으로 변환한다.

Fig. 2. Structure of SOM

마지막으로 CIELab 색 공간으로 표현된 수집 영상 내 화소들을 

SOM을 통해 군집화 한다. SOM은 신경망의 한 종류로서, 학습 

단계에서 입력되는 샘플 데이터와 경쟁층의 대표 벡터들 중 가장 

유사한 것을 결정하고 대표 벡터의 값을 샘플 벡터에 적응하는 방향으

로 변화시키는 방식을 반복하여 스스로 유사한 패턴끼리 조직화 

된 특징 영역 지도를 형성한다[2]. 본 연구에서는 샘플 벡터와 대표 

벡터의 유사도 계산을 위해 CIELab 색 공간에서의 푸른색 영역에서의 

왜곡 보정을 고려한 색차식인 CIEDE2000을 활용한다[3]. 그림 2는 

SOM의 네트워크 구조를 나타낸다.

그림 3은 제안된 방법을 통해 자연환경을 군집화한 결과 예시이다. 

그림 3(a)와 (b)는 온라인에서 취득한 한반도 여름 및 가을 환경 

영상 1장으로부터 SOM 경쟁층의 21×21개의 대표 벡터로 군집화한 

결과이다. 그림 3(c)는 봄철 한반도 자연환경을 시간의 변화에 따라 

촬영한 6016×4016해상도의 28장 영상 내 6억 7648개 화소를 SOM 

경쟁층의 30×15개의 대표 벡터로 군집화 결과이다.

(a) (b) (c)

Fig. 3. Examples of SOM based Clustering

III.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위장무늬 디자인을 위한 SOM 기반의 한반도 자연환

경 대표 색상 군집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군집화 알고리즘을 

확장하여 한반도 4계절에 대한 색상 군집화를 진행하고 도출된 데이터

로부터 K-means clustering 또는 MRF을 활용하여 지정된 개수의 

대표 색 결정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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