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중적외선(MWIR)이나 원적외선(LWIR) 등 다양한 파장 대역의 적외선 영상은 우주, 항공, 군사분야 등 특수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산불감시나 인명구조, CCTV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적외선 영상의 경우, 일반적인 가시광 영상에 

비해 획득 비용이 높고 대중화되지 못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목적의 데이터셋을 충분히 얻기가 힘들다. 적외선 영상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적외선 카메라를 준비하여 실제 표적을 촬영해야 하지만, 목적에 맞는 파장 대역의 적외선 카메라와 표적, 장소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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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적외선 영상은 일반적인 가시광 영상에 비해 사용 가능한 데이터셋이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영상획득 비용도 높다. 따라서, 머

신러닝이나 시뮬레이션 분야에서는 적외선 영상을 생성하여 활용하려는 연구가 활발하다. 본 논문에서는 정밀한 표면온도 계산을 바

탕으로 실제와 유사한 적외선 영상을 생성하는 방안과 그 구현 결과를 제시하였다. 실제 물리적 수식을 기반으로 한 3차원 복합 열해

석을 바탕으로 복잡한 형상의 차량에 대한 열해석을 수행하였고, 제시한 방안의 오차가 약 1% 정도로 매우 정밀함을 확인하였다. 이러

한 정확한 표면온도와 BRDF 값을 이용한 표면의 방향별 반사율을 이용하여 적외선 영상을 생성하면, 실제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과 유사한 적외선 영상의 생성이 가능함을 구현 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다.

Compared to general visible light images, infrared images have relatively few available data sets and also have high image acquisition 

costs. Therefore, in the field of machine learning or simulation, research to generate and utilize infrared images is active. In this paper, 

a method for generating infrared images based on precise surface temperature calculation and its implementation result are presented. 

Thermal analysis was performed on a vehicle with a complex shape based on a three-dimensional conjugate heat transfer analysis 

based on actual physical formulas,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error of the proposed method was about 1%. As a result of the imple-

mentation, it was confirmed that an infrared image similar to an image captured by an actual infrared camera can be generated when an 

infrared image is generated using the accurate surface temperature and BRDF (Bi-Directional Reflectance Distribution Function).

Keywords: Infrared image generation, Three-dimensional conjugate heat transfer analysis, Surface temperature, Bi-directional reflec-

tance distribution function, MODT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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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하고, 기상 조건이나 촬영 시간 등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다른 특성의 영상이 촬영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영상획득에 어려움이 많다. 특히, 특정 상황을 반복적으로 재현해야 하는 연구의 경우, 매번 동일한 표적 상태를 촬영하기 어려

울 뿐만 아니라 우주/군사 분야의 경우 대상 표적에 접근하기조차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머신러

닝이나 시뮬레이션 분야에서는 학습을 위한 라벨이 포함된 빅데이터셋을 제한 없이 대량으로 확보하기 위해 영상 생성 기법을 

이용한 빅데이터셋 구축 방안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우주/국방 분야에서는 다양한 표적의 적외선 영상을 생

성하여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며, 국내에서도 선진국 비공개 기술인 고정밀 적외선 모델링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1-3].

적외선 신호 성분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자체 방사(self-emitted) 성분은 물체의 표면온도와 재질 물성치의 영향을 받

으므로 적외선 신호를 예측하는 데 있어 표면온도 해석의 정확도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야외 환경에 노출된 물체

의 표면온도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3차원 열전도를 고려하면서 시간의 흐름을 반영하는 형태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한 

방법 중 하나로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해석 시간이 너무 많이 요구되는 단

점을 수반한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격자로 구성된 물체의 표면온도 계산에 집중된 유한차분법 기반의 알고리즘을 개

발하고 이를 적외선 신호 예측 소프트웨어에 탑재하는 형태가 개발되었다[1-4,7,8]. 

프랑스의 OKTAL-SE 사에서는 1차원 열전달을 고려한 열해석 도구 기반의 합성 적외선 영상 생성 프로그램인 SE-Workbench

를 개발하였다[4-6]. SE-FAST-IR 기능 등 실시간 적외선 영상 생성을 위한 기능을 제공하지만, 1차원 열전달과 기준구 매핑에 의한 

간소화된 계산 방식으로 인해 정밀도가 비교적 낮아 본 연구와는 그 목적이 다르다.

미국에서는 PRISM이라는 3차원 열전달을 고려한 비정상상태 열해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향후 이를 발전시켜 TAIThermIR

(구 RadThermIR), MuSES(TAIThermIR의 수출 제한 버전)을 개발하였다[7-9]. 적외선 신호의 정밀도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연구

의 경우 3차원 열전달 해석 및 비정상상태 해석을 적용하는 접근법은 유사하나, 단순한 형태의 평판이나 CUBI 모형을 사용하였

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10-12].

고정밀 열적외선 신호 예측 기법은 해외에서 40년 이상 개발이 진행되어 온 분야이나, 군사 및 우주항공 분야에서 파급효과가 

커 선진국 기술이전 기피 기술에 속한다. 따라서 수출 제한 항목으로 인한 한계가 있고, 알고리즘이나 소스 코드에 자유롭게 접

근할 수 없어 운용성과 활용성에 한계를 갖는다. 국내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중심으로 SE-Workbench, TAIThermIR, 

VegaPrime 등 다양한 적외선 신호 예측 및 영상 생성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운용 중이고, 이와 관련한 연구개발도 꾸준히 이어

져 오고 있다. 보다 정밀한 적외선 신호 생성을 위해 2017년부터 LIG넥스원에서는 미국의 MuSES와 유사한 성능의 고정밀 적

외선 신호 예측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본 논문은 물리적 수식에 기반하여 입력된 표적 물성치와 환경조건에 대해 3차원 복합 열해석 및 비정상상태(transient state) 

해석을 통한 정밀한 표면온도 추정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파장 대역의 적외선 영상을 생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열해석을 통한 표면온도 추정 결과의 정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개방된 야외 환경에서 복잡한 형상을 갖는 차량 실표적을 사

용하여 환경조건과 표면온도를 계측하고 실제값과 계산 값을 비교하였다. 또한, 표면온도를 기반으로 한 적외선 영상 생성 결과

를 비교를 위해 다중 파장 대역 적외선 계측 시스템을 구성하여 차량 표적의 중적외선과 원적외선 영상을 획득하여 비교하였다. 

적외선 영상 생성 과정에서 Per-Pixel, Supersampling, NVTherm 도구를 이용한 센서 파라미터를 반영하여 실제와 유사한 적외

선 영상을 생성하였다.

사용자가 원하는 표적과 환경조건에서 정밀한 적외선 영상 생성이 가능해지면, 여러 물리적 제약이 사라지면서 반복 가능한 

재현성, 제어 용이성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연구개발이나 전략연구 활동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위성이나 전차에 탑재된 적외

선 장비의 사용법을 교육하기 위한 적외선 시뮬레이터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주변 상황과 날씨 하에서 스텔스 표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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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 관해 연구하고 효과적인 전략이나 새로운 장비의 운용개념을 손쉽고 재현성 있게 실험해볼 수 있다. 또한 적외선 표적의 

탐지, 인지, 식별 알고리즘 개발과 원거리 표적을 효과적으로 타격하기 위한 다중 파장 대역의 적외선 센서 사양 도출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이 가능하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본 논문의 이론적 배경에 대하여 설명한 다음, 3장에서 제안하는 고정밀 적외선 영상 

생성 구현방안을 설명한다. 여기에서는 제안한 알고리즘의 전체적인 개요와 2장의 이론적인 내용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 적용

한 여러 모델과 구현방안을 서술하였다. 그리고 4장에서는 실제 차량 표적에 대한 표면온도 예측값과 생성된 적외선 영상을 평

가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센서로 입사되는 적외선 신호 이론

적외선 신호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센서에 입사되는 적외선 신호를 성분별로 계산해야 한다. 센서로 입사되는 적외선 신호는 

다음과 같이 자체 방사 성분 과 표면 반사 성분 , 경로 내 대기 복사성분   으로 정의된다[13].

    
    (1)

센서로 입사되는 자체 방사 성분인 는 적외선 신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물체 표면의 파장별 방사율에 따라 달

라지며 표면온도 계산이 필요하다[14]. 온도 계산을 위해 물체를 미소 크기의 유한 요소들로 구분하였을 때 임의의 요소 에 대한 

에너지 보존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2)

여기서, 은 질량, 는 비열, 는 온도, 는 시간이다.  ,  ,  , 는 각각   요소에서 전

도, 대류, 복사, 잠열에 의한 열전달을 나타낸다.

요소 에 인접한 N개의 요소 간 전도 열전달 은 다음과 같다.

   
  





 
  (3)

여기서, 는 요소 간 접하는 면적을 나타내며 는 열전도율, 은 각 요소 사이의 거리를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요소 에 인접한 대기와의 대류 열전달 은 다음과 같다.

      (4)

여기서, 는 대류 열전달계수를 나타내며 는 대기에 노출된 면적을 나타낸다.



46 ∙ The Society of Convergence Knowledge Vol.9, No.4, 2021

복사 열전달의 경우, 다음과 같이 세분화할 수 있다.

        (5)

여기서, 와 는 각각 표면에 입사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직사 성분과 확산성분을 나타내며, 는 표

면에 입사되는 대기 복사에너지를 나타낸다. 는 떨어진 표면 요소 간 복사 열교환을 나타낸다. 표면 요소 간 복사 열교

환은 다음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6)

여기서, 는 형상계수(view factor)를 나타내며 은 각 요소의 표면반사율을 나타낸다.

3차원 복합 열전달을 고려한 에너지 보존 방정식에 의해 물체의 표면온도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센서로 입사되는 물체의 자

체 방사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

 






  (7)

여기서, 는 파장 에 대한 센서 반응율을 나타내며, 는 표적과 센서 사이의 대기투과도, 은 물체 표면의 방사율을 나타낸다. 

마지막 항은 Planck’s blackbody equation을 나타내며 표면온도 와 파장 에 대해 흑체에서 방출되는 복사에너지를 나타낸다.

식 (1)에서 센서로 입사되는 표면 반사 성분인 는 다음과 같이 태양(달) 복사 에너지가 물체 표면에서 반사되는 신호

인 와 대기복사 에너지가 물체 표면에서 반사되는 적외선 신호인   으로 정의할 수 있다.

  
  

 
  

  (8)

태양(달) 복사 에너지와 대기복사 에너지가 물체 표면에서 반사되는 적외선 신호는 파장 에 대해 아래 식 (9)와 식 (10)으로 

정의할 수 있다.


 








  (9)


 








  (10)

여기서, 와 는 각각 태양(달) 복사 에너지와 대기복사 에너지가 물체 표면으로 입사되는 복사에너지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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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물체에서 방사되어 물체에 반사되는 복사에너지 와 배경으로부터 방사되어 센서로 입사되는 복사에너지 

는 아래 식 (11)과 식 (12)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는 파장별로 입사되는 주변 물체에 의한 복사에너지를 나타내며, 

는 배경(terrain)에서 방사되어 물체 표면으로 입사되는 복사에너지를 나타낸다.


 








  (11)


 








  (12)

물체와 센서 사이의 대기에 의해 방출되는 적외선 신호인 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는 대기복사 에너지가 물체 표면

에 도달하지 않고 센서로 향하는 복사에너지를 나타낸다.

 






 (13)

이렇게 계산된 자체 방사 성분 와 표면 반사 성분  , 경로 내 대기 복사성분 을 모두 통합하여 센서

로 입사되는 통합적외선 신호를 구할 수 있으며 이 신호 값을 바탕으로 표적의 적외선 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

3. 적외선 영상 생성 설계 및 구현

본 논문에서는 고정밀 적외선 영상 생성을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Fig. 1에 제안하는 고정밀 적외선 생성 알고리즘의 전체적

인 흐름도를 나타내었다.

Fig. 1. Infrared synthetic image generation sequence

생성하고자 하는 적외선 물체를 3차원 격자 모델로 생성하여, 재질 물성치에 해당하는 밀도, 비열, 열전달계수를 각 레이어 별

로 설정하고 표면 재질인 페인트 정보에서 방사율과 반사율 등을 설정하였다. 재질을 설정한 후에는 해석하고자 하는 기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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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를 설정한다. 기상 환경요소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 대기복사 에너지, 풍향, 풍속, 상대습도 등이 해당된다. 설정된 재질 정보

와 기상 환경요소를 이용하여 열전달 계산을 수행하게 되며, 바람에 의한 대류 열전달, 접촉하고 있는 요소에 의한 전도 열전달, 

태양 복사 에너지 및 대기복사 에너지 그리고 요소 간의 복사 열교환에 의한 복사 열전달 계산을 수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최종 

예측된 표면온도로 Planck’s blackbody equation을 적용하여 자체 방사 성분을 계산하며, 이 값과 물체에 반사되어 센서로 입사

되는 복사에너지들 값을 합하여 최종적으로 통합적외선 영상을 생성하였다. 이때, 센서로 입사되는 복사에너지인 태양 복사 에

너지와 대기복사 에너지, 그리고 경로 내 대기복사 에너지는 대기복사 전달 모델인 MODTRAN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15].

표면온도 계산 시, 열해석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각 요소를 세분화하였으며, 격자의 한 변을 N 등분한 후, 각 격자의 중점을 기준

으로 세분화하였다. 격자의 수는 분할 단계(N=1,2,3,...)에 따라 삼각형의 경우 3N2으로, 사각형의 경우 4N2개로 세분화 된다[16].

세분화된 각 요소의 중심점을 계산 노드로 하여 식 (2)를 따르는 3차원 복합 열해석을 수행하였다. 3차원 열전도를 고려한 열

해석 방법은 1차원 열전도와 전후좌우의 인접 격자까지 포함한 방식으로 실제 물리 현상을 충실히 모사하는 방식이다. 또한, 깊

이 방향으로는 다양한 재질의 레이어를 구성하였으며, 레이어 간 전도 열전달을 위해 N개의 레이어에 대해 앞/뒷면의 표면을 포

함한 N+1개의 노드 간 전도 열전달 계산을 수행하였다.

복사 열전달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형상계수는 복셀(voxel) 기반의 광선추적기법과 평면방정식을 접목한 형태의 복사 형상계

수 계산 기법을 사용하였다[17]. 대기복사를 위한 모델로는 Brunt-Gubler 모델을 적용하였다[18]. 물체 표면에 반사되어 센서로 입

사되는 성분을 계산하기 위해 Fig. 2와 같이 물체 표면의 파장별 방사율을 이용하였다. 물체의 반사율은 파장 대역, 입사각, 반사

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이러한 물체 표면의 방향별 반사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BRDF(Bi-directional Reflectance 

Distribution Function) 함수를 이용한다[19]. 본 논문에서는 BRDF를 계산하기 위해 적외선 신호의 반사 성분 계산에 주로 쓰이

는 모델인 Sandford-Robertson 모델을 적용하였다[20]. 이 모델에 적용하기 위한 방사율과 반사율은 Fig. 2와 같이 파장에 대해 

커브 값 형태를 가지며, 모델을 각도에 따른 선형 함수로 단순화하여 속도를 향상시켰다[21].

Fig. 2. Spectral emissivity

3차원 모델링된 물체의 격자별 표면온도를 구하기 위해 유한 요소별 에너지 보존 방정식을 이용하여 정상상태(steady state)

에서의 온도를 먼저 구한 뒤, 이를 초기값으로 사용하여 비정상상태(transient state)의 표면온도를 계산하였다. 이산 시간 간격

으로 이산화하여 Crank-Nicolson 방법을 적용하여 반복법으로 요소들의 온도를 계산하였으며, 이 방식은 시간에 따른 2차 

implicit method이며 수치적으로 안정적인 방법으로 알려져있다[22]. N개의 미지 온도에 대응하는 N개의 유한차분 방정식을 계

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모되나, CUDA 병렬처리를 이용하여 연산속도를 향상시켰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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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텍스쳐 맵이 투영된 3차원 형상 모델 열/적외선 신호해석을 위해 텍스쳐 맵의 RGB 정보를 추출하여 색상별 표면 재질을 

설정하여 열/적외선 신호해석 알고리즘에 적용하였다. 통합적외선 영상 생성단계에서는 Per-Pixel 기능을 적용하여 센서의 픽

셀로부터 발원된 광선이 접촉하는 위치에 대한 고유의 Radiance 값을 픽셀의 Radiance 값으로 적용하여 픽셀별로 정밀한 영상 

렌더링을 수행하였으며, 낮은 해상도를 갖는 센서의 렌더링 시에도 적외선 신호의 정확도를 보완하기 위해 픽셀을 세분화하고 

각각의 세분화된 픽셀의 Radiance를 계산하여 평균하는 Supersampling 기법을 적용하였다. 최종 생성된 적외선 영상에 대해 실

제 카메라 영상과 유사하게 노이즈와 블러 효과를 넣기 위해서 광학 모델링/분석 도구인 NVTherm을 통해 카메라의 센서 파라

미터를 산출하여 Smear 값을 계산하여 영상에 반영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영상을 생성하였다.

4. 실험 결과

4.1 표적 및 환경계측

비교검증을 위한 표적 설치 및 환경계측을 위해 약 5600㎡ 크기의 개방된 실험장을 구축하여 차량 표적을 설치하고 환경 계측 

장치와 온도센서, 적외선 카메라로 표적과 환경계측을 수행하였다. 외부환경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Fig. 3과 같

이 바닥은 콘크리트로 균일하게 하였고, 적외선 신호에 영향을 주는 요소 14종을 Table 1과 같이 태양추적기(Solar Tracker)와 

환경 계측 장치(Weather Station), 시정계(Visibility Meter)로 구성된 종합 환경 계측 장비로 정밀 계측하여 적외선 신호해석에 

활용하였다. 대상 물체의 적외선 특성을 각 파장 대역별로 계측하고 동시에 환경요소 14종을 함께 동기화하여 자동으로 저장하

였다[24]. 표적의 적외선 신호 계측에는 Fig. 4와 같이 카메라 모듈과 팬틸트가 장착된 다중 파장 대역 적외선 계측 시스템을 사용

하였으며, 이 시스템에 내장된 적외선 센서의 파장 대역 사양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적외선 계측 시스템은 야외 운용 전 실험

실에서 기준시편(흑체)을 이용한 계측을 수행함으로써 온도 및 적외선 방사량 측정을 확인하였다. 또한 광학 시준기를 이용하여 

탑재된 센서 간의 시선 정렬을 정밀하게 수행하였다.

(a) (b) (c)

Fig. 3. (a) Examination site view, (b) Solar tracker, (c) Weather station and visibility meter

Table 1. Environmental parameters

Equipment Measurement factors

Solar tracker Direct normal incidence, Diffuse horizontal irradiance, Atmospheric radiation

Weather station Wind direction, Wind speed, Air temperature, Relative humidity, Atmospheric pressure, Total radiance, Precipitation

Visibility meter Visibility

GPS Latitude, Longitude, Al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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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ulti-spectral infrared measurement equipment

Table 2. Specifications of the IR cameras

IR sensor Specification

MWIR camera InSb, 3.0~5.0um, Cooled

LWIR camera SLS, 7.5~9.5um, Cooled

4.2 표면온도 해석결과와 계측치의 비교검증

비교검증 실험을 위한 표적으로 복잡한 형상을 갖는 실제 차량을 사용하였다. 차량의 자체 방사 성분은 표면온도에 기인하므

로, 정확한 적외선 영상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표면온도가 실제와 유사하게 추정되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계산된 추

정치와 실제 계측값의 비교검증을 위해 먼저 차량의 표면온도를 계측하였다. 차량의 표면온도 계측은 온도 측정 장치인 iButton 

센서를 이용하였으며, 차량의 형상과 센서의 장착 위치를 Fig. 5에 나타내었다.

(a) (b)

Fig. 5. (a) Vehicle target, (b) Surface temperature measurement points

차량 표적의 신호를 계측하기 위해서 경상북도 김천시에 있는 계측 시험장 내의 북위 36.0522, 동경 128.2645 위치에 차량 표

적을 위치하였다. 고도는 252m이다. 차량의 표면온도 계측은 2021년 3월 5일 0시부터 24시간 동안 10분 간격으로 수행하였다. 

Fig. 6에는 환경 계측 장치를 이용하여 5분 간격으로 측정된 대기 온도와 태양 직사 에너지가 나타나 있다. 표면온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태양 직사 성분의 경우 11시 근처에 가장 큰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대기 온도도 태양의 영향에 의해 지속해서 증

가하며 15시 근처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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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easurement results of air temperature and solar direct irradiance

측정값과의 비교를 위해 3장에서 구현된 적외선 영상 생성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위와 동일한 환경하에서 차량 표적의 표면온

도에 대한 예측을 수행하였다. 차량 표면온도 예측의 입력값으로 사용된 각 파트의 재질 물성치, 페인트 정보는 Table 3과 같다. 

구현된 알고리즘의 표면온도 예측값과 센서로 측정된 표면온도 값의 비교 결과를 Fig. 7과 Table 4에 나타내었다. 각 위치별 계

측 포인트의 실제 표면온도를 알고리즘 예측값과 비교한 결과 약 1% 정도의 평균오차로 잘 추정함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3. Information of the material and the paint of the target

No. Parts name Material
Density

(kg/m3)

Specific heat

(J/Kg-K)

Conductivity

(W/m-K)

Thickness

(mm)
Paint

1 External surface Steel 7768.98 460.97 52.02 0.8
PNT-Black, Anodized cured 3 coats, 

On Al (NEF0499)

2 Plastic molding ABS 996.35 1464.0 0.17 1
PNT-Black, Anodized cured 3 coats, 

On Al (NEF0499)

3 Wheel Aluminum 2270.09 884.25 201.07 10 MTL-Aluminum, Weathered (NE0861)

4 Tire Rubber 961.03 2011.34 0.16 10 RBR-Black (NEF0716)

5 Bottom surface Concrete 2200 880 1.28 300 CST-Concrete, Gray, Weathered (NEF0713)

Fig. 7. The results of surface temperature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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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average error rate of surface temperature

Point Average error rate

#1 0.49%

#2 1.44%

#3 1.01%

4.3 통합 적외선 표적 영상 생성 결과

표적의 정확한 표면온도를 바탕으로 계산된 자체 방사 신호와 BRDF를 이용하여 계산된 센서로 입사되는 반사 신호들과 합

하여 최종적으로 통합적외선 표적 영상을 Fig. 8과 같이 생성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표적의 적외선 신호를 정밀하게 생성하는 것

을 목표로 하여, 생성된 적외선 영상에는 대상 표적인 차량만 존재하도록 Fig. 8의 (b), (d)와 같이 표적을 생성하였다. (a)와 (c)는 

실제 중적외선과 원적외선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하여 2021년 3월 5일 정오에 북위 36.0522, 동경 128.2645 위치에서 촬영된 영

상을 나타내며, (b)와 (d)는 촬영 조건과 동일한 조건에서 생성된 통합 적외선 영상을 나타낸다. 표적의 지면 고도는 252m이며, 

카메라와 표적 간의 거리는 36m이고 카메라가 바라보는 방위각은 북동 35도이다. Fig. 8의 (b)와 (d)의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두 영상은 동일한 표적과 동일한 시간 환경조건 하에서 생성된 영상이지만, 적외선 파장 대역에 따라 다른 영상이 생성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영상 내에서도 표적의 각 파트 재질 물성치에 따라 적외선 신호 밝기 값이 다르게 생성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생성된 중적외선과 원적외선 적외선 영상은 표적의 다양한 재질 및 표면 물성치 정보가 반영되어 계산된 정밀한 

(a) (b)

(c) (d)

Fig. 8. Total IR image generation, (a) Real MWIR image, (b) Generated MWIR image, (c) Real LWIR image, and (d) Generated 

LWIR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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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온도를 바탕으로 적외선 신호가 계산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온도 특성이 반영되어 통합적외선 신호도 실제 촬영 영상처럼 

적외선 특성이 잘 드러나게 생성됨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실제와 유사한 적외선 영상을 생성하기 위한 방안과 구현 결과를 제시하였다. 결과의 실험적 검증을 위해 복잡

한 입체 구조물 형상인 실제 차량 표적을 사용하였다. 실험 사이트에는 차량 표적뿐만 아니라 환경조건을 계측하기 위해 태양 추

적기와 환경 계측장치, 시정계 등을 설치하였다. 실제 물리적 수식을 기반으로 한 3차원 복합 열해석을 바탕으로 차량에 대한 열

해석을 수행하였고, 실제 차량 표적의 표면온도 계측치와 비교하여 오차 약 1% 정도의 정밀한 표면온도 추정이 가능함을 확인

하였다. 적외선 영상 생성을 위한 통합적외선 신호는 정밀한 표면온도를 기반으로 한 자체 방사 신호 성분이 대부분을 차지하므

로, 재질 물성치 및 환경요소를 고려하여 계산된 정확한 3차원 복합 열해석 결과가 실제와 유사한 적외선 영상을 생성하는 데 도

움이 되었다. 이러한 정확한 표면온도와 BRDF 값을 이용한 표면의 방향별 반사율을 이용하여 생성한 적외선 영상은 실제 적외

선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과 유사하게 생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에는 복잡한 형상에 대한 연구 뿐만 아니라 배터리나 활동량에 따라 개별적으로 다른 온도 변화를 가지는 인체의 적외선 

신호와 같은 특수한 표적과 다양한 환경 조건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열적외선 신호 예측 분야의 핵심기

술 국산화를 이룩하고 이를 활용한 센서 시뮬레이션, 스텔스 효과 분석, 딥러닝, 강화학습, 메타버스 등 다양한 응용 분야 연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Acknowledgement

※ 본 연구는 LIG넥스원 주관의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핵심기술연구 개발사업 일환으로 수행된 대역별 적외선 표적 특성 연

구 과제 결과임(계약번호: UC170003D).

References

1. K. Han, D. Kim, J. Choi, N. Ha, H. Jang, and T. Kim, “Development of a Generalized Software for IR Image Generation and 

Analysis”, KIISE Transactions on Computing Practices, Vol. 23, No. 3, pp. 141-147, 2017.

2. H. Jang, N. Ha, S. Lee, T. Choi, and M. Kim, “Three-Dimensional Conjugate Heat Transfer Analysis for Infrared Target Modeling”,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Scientists and Engineers, Vol. 44, No. 4, pp. 411-416, 2017.

3. D. Kim, K. Kwon, H. Jang, Y. Yeon, and N. Ha, “Development and Experimental Validation of a Thermal/Infrared Signal Prediction 

Software for the 3D-Object Exposed to Outdoors”, Journal of Computational Fluids Engineering, Vol. 26, No. 3, pp. 117-124, 2021.

4. https://www.oktal-se.fr

5. A. L. Goff, P. Kersaudy, J. Latger, T. Cathala, N. Stolte, and P. Barillot, “Automatic Temperature Computation for Realistic IR 

Simulation”, International Society for Optics and Photonics, Targets and Backgrounds VI, Vol. 4029, pp. 187-196, 2000.

6. J. Lin, J. Ma, K. Wu, and J. Wu, “Research of Ship Scene Simulation Based on SE-Workbench-EO”, International Society for Optics 

and Photonics, AOPC 2017: Optical Sensing and Imaging Technology and Applications. Vol. 10462, p. 104629V, 2017.

7. https://www.thermoanalytics.com/taitherm 

8. https://www.thermoanalytics.com/muses 

9. K. Johnson, A. Curran, D. Less, D. Levanen, and E. Marttila, “MuSES: A New Heat and Signature Management Design Tool for 



54 ∙ The Society of Convergence Knowledge Vol.9, No.4, 2021

Virtual Prototyping”, Proceedings of the 9th Annual Ground Target Modelling and Validation Conference, August, 1998.

10. C. Nelsson, P. Hermansson, T. Winzell, and S. Sjökvist, “Benchmarking and Validation of IR Signature Programs: SensorVision, 

CAMEO-SIM and RadThermIR”, Swedish Defence Research Agency Sensor Technology, 2005.

11. A. Malaplate, P. Grossmann, and F. Schwenger, “CUBI: A Test Body for Thermal Object Model Validation”, Proceedings of the 

Society of Photo-Optical Instrumentation Engineers, Vol. 6543, p. 654305, 2007.

12. M. Van Iersel, A. M. J. van Eijk, H. E. T. Veerman, K. W. Benoist, and L. H. Cohen, “Infrared Signature Evolution of a CUBI”, 

Proceedings of the Society of Photo-Optical Instrumentation Engineers, Vol. 9614, pp. 96140H, 2015.

13. J. Choi, and T. Kim, “Characteristic Analysis of IR Signatures for Different Optical Surface Properties by Computer Modeling and 

Field Measurement”, Image and Signal Processing for Remote Sensing XVI, Vol. 7830, pp. 78301L, 2010.

14. J. Choi, D. Kim, J. Kim, and T. Kim, “Infrared Signature Analysis on a Flat Plate by Using the Spectral BRDF Dat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eronautical & Space Sciences, Vol. 38, No. 6, pp. 577-585, 2010.

15. A. Berk, P. Conforti, R. Kennett, T. Perkins, F. Hawes, and J. van den Bosch, “MODTRAN® 6: A Major Upgrade of the MODTRAN® 

Radiative Transfer Code”, Workshop on Hyperspectral Image and Signal Processing: Evolution in Remote Sensing, pp. 1-4, 2014.

16. D. Kim, K. Han, J. Choi, J. Lee, and T. Kim, “Study on View Factor Calculation for Radiative Heat Transfer by Using the Mesh 

Subdivision Method”, Journal of Computational Fluids Engineering, Vol. 19, No. 1, pp. 1-6, 2014.

17. D. Kim, K. Kwon, H. Jang, N. Ha, and C. Song, “A Study on the View Factor Calculation for Radiative Heat Transfer by Using the 

Voxel-Based Ray Tracing Technique”, Journal of computational fluids engineering, Vol. 24, No. 4, pp. 54-59, 2019.

18. S. Gubler, S. Gruber, and R. S. Purves, “Uncertainties of Parameterized Surface Downward Clear-Sky Shortwave and All-Sky 

Longwave Radiation”, Atmospheric Chemistry and Physics, Vol. 12, No. 11, pp. 5077-5098, 2012.

19. F. E. Nicodemus, “Reflectance Nomenclature and Directional Reflectance and Emissivity”, Applied Optics, Vol. 9, No 6, pp. 

1474-1475, 1970.

20. B. P. Sandford, and D. C. Robertson, “Infrared Reflectance Properties of Aircraft Paints”, Proceedings of the IRIS Targets, Back-

grounds, and Discrimination, pp. 111-127, 1985.

21. D. Kim, K. Han, J. Choi, S. Choi, and T. Kim, “A Study on a High Speed Computational Scheme for the Reflected IR Signal 

Component by Considering the BRDF”,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Military Science and Technology, Vol. 20, No. 1, pp. 

18-24, 2017.

22. J. Crank, and P. Nicolson, “A Practical Method for Numerical Evaluation of Solutions of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of the 

Heat-Conduction Type”, Proceedings of the Cambridge Philosophical Society, Vol. 43, No. 1, pp. 50-67, 1996.

23. K. Kwon, D. Kim, H. Jang, J. Huh, K. Lee, and N. Ha, “Implementation of 3D Thermal Analysis Algorithm using CUDA”,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of the Korea Institute of Military Science and Technology, pp. 453-454, 2020.

24. Y. Yeon, D. Kim, H. Jeon, N. Ha, K. Lee, and J. Huh, “An Infrared Measurement System Design for DB Construction”,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of the Korea Institute of Military Science and Technology, pp. 203-204,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