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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및 향상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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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군의 최전방인 GOP(일반전초 : General Outpost)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전 / 연구되고 있는 컴퓨터 비전 기술이
적용된 감시카메라가 도입 및 운용되고 있다. 감시카메라는 고정된 화면에서 움직이는 객체를 인식하여 경보를 발생시킨
다. 하지만 최전방 환경에서의 다양한 요소들이 발생시키는 잡음들로 인해 오경보가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GOP 작전의 주요 제한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제한사항들로 인해 영상감시 임무를 수행하는 근무자들은 임무 수행
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오경보의 원인은 배경과 전경이 확실히 분리되지 않아 발생하는 것이며, 이 문제는 다른
요소들과 맞물렸을 때 GOP 작전 실패의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잡음 발생이 많은 환경에서 적합한 배경분리 알고리즘을
찾는 것과 이미지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방 환경에서의 적용에 적합한 배경
분리 알고리즘을 제시하기 위해 여러 알고리즘들을 대표적인 이미지 품질 측정 수치인 PSNR(최대 신호 대 잡음 비 : 
Peak Signal-to-Noise Ratio)을 사용해 비교 및 평가했고, 평가한 이미지들을 오버레이 기법을 통해 이미지 품질을 
향상시켰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잡음 발생이 많은 환경에서 배경과 객체를 명확히 분리하여 잡음을 최소화하고 오경
보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 등의 개발 및 분석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General outposts (GOPs) in the Republic of Korea use surveillance cameras with computer 
vision to protect and monitor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area. In particular, the surveillance camera
initiates an alarm whenever it recognizes a moving object/person in the surveilled area. However, the 
surveillance camera initiates many false alarms due to the noise in the camera-captured images of the 
surveilled area, caused by various factors in the area. These false alarms can be a major limitation to
the GOP operation. In particular, troops performing video surveillance missions have difficulties in their
work due to this limitation. Notably, the reason for these false alarms is that the background and 
foreground in the surveillance camera captured images of the surveilled area are not separated, causing
the GOP operation failure by combining with other factor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find a suitable
image background subtraction algorithm to separate the background and foreground in these images. 
Along these lines, this research compared and evaluated several image background subtraction 
algorithms in terms of the PSNR (Peak Signal-to-Noise Ratio), a representative image quality measure. 
Subsequently, this research presented an image background subtraction algorithm, among the ones 
compared and evaluated, as suitable for the surveillance cameras in the frontline GOP operational 
environment and improved the images from this algorithm through an overlay method. In effect,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for further development and analysis of systems that can minimize a high
noise in the surveillance camera captured images of the surveilled area by separating the backgrounds
and objects/persons in the images, reducing the corresponding false alarms initiated by the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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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 군은 최전방 경계작전부대의 효과적인 임무수행
을 위해 2010년대 중반부터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도입
해 운용하고 있다. 앞으로의 군 병력감소와 경계작전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초소 근무자가 직접 눈으로 감시
를 하던 기존 경계작전 형태에서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운용하는 형태로 바뀌는 것은 불가피하다. 과학화 경계
시스템은 크게 감시, 감지, 통제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시스템의 구조는 감시카메라가 객체의 움직임을 식
별하거나 철책에 설치된 광망 센서가 압력 등을 감지할 
경우 상황실의 통제시스템에 경보가 발생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1]. 감시카메라는 북한군 또는 북한주민이 
침투 또는 귀순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접근로와 지역
을 감시하고 있으며, 경계작전부대 판단 하에 감시구역
을 여러 개 선정하여 경계작전을 실시한다. 그러나 카메
라가 사람 또는 동물처럼 식별하려는 객체들을 인식했을 
때 상황실의 통제시스템을 통해 경보가 발생해야 하는
데, 기상 및 조명의 변화가 심하고 수풀과 나무 등이 많
은 최전방의 환경에서는 배경의 움직임을 객체로 인식하
는 잘못된 객체탐지가 이루어져 오경보가 빈번하게 발생
한다. 잦은 오경보는 영상감시 임무를 수행하는 작전인
원들의 근무 집중도 유지를 어렵게 하고, 오경보가 과학
화 경계시스템에 대한 맹신, 시스템 자체의 오류, 적절하
지 못한 센서 민감도 및 ROI(관심영역 : Region Of 
Interest)설정 등과 맞물려 발생했을 때 경계작전 실패의 
원인이 된다.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계작전부대에
서는 병력보충 및 교육, 환경 및 시스템 개선 등을 실시
하고 있으나 근본 원인 해결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경계
작전부대에서는 항상 경계작전 실패에 대한 부담을 가진 
상태로 현행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카메라를 이용한 감시 시스템에서 객체를 인식하고 추
출하는 것은 핵심적인 사항이며, 정확한 객체의 인식과 
추출을 위해서는 객체와 배경을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 
명확한 객체와 배경의 분리를 위해 배경분리 알고리즘은 
지속 연구 및 발전되어 왔으며 여러 분야에 적용되고 있
지만, 혼잡한 환경에서 배경과 객체를 완벽히 분리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다. 그렇지만 감시카메라를 운용하는 
작전환경에서는 많은 잡음들이 원인이 되어 오경보가 다
수 발생하기 때문에 오경보를 줄이기 위해서 적합한 배
경분리 알고리즘을 찾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혼잡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배경분리를 
수행하는 4개의 배경분리 알고리즘을 실제 작전환경과 

유사한 환경에서 촬영된 야생동물 무인센서카메라 동영
상에 적용하여 비교 평가 연구를 수행하고, 분리한 배경 
이미지와 Grayscale filter를 적용한 이미지에 오버레이 
기법을 적용하여 품질 향상의 정도를 확인한다.

본 연구는 2장에서는 배경분리 알고리즘 관련 선행연
구와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배경분리 알고리즘 모델 소
개, 실제 최전방 경계작전부대에서 획득하는 영상자료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영상자료를 각 배경분리 
알고리즘에 적용한 결과를 통해 비교 및 평가하였으며, 
오버레이 기법을 통해 적용한 이미지와 품질 향상 정도
를 제시한다. 마지막 4장에서는 결론 및 제한사항, 발전
사항을 제시하였다.

2. 본론

2.1 배경분리 알고리즘 관련 선행연구
김현준 등(2015)은 BCFD(Background and Current 

Frame Difference)방식을 바탕으로 LMS(Least Mean 
Square)를 적용한 알고리즘을 제안하였으며, 다른 배경
분리 알고리즘들과 비교했을 때 제안한 알고리즘의 
PSNR 수치가 향상된 모습을 보였다[2]. 정찬호(2017)는 
축구 동영상 분석을 위해 서로 다른 배경분리 알고리즘
을 정량적으로 비교 평가했다. 분석에 최적화된 알고리
즘을 결정하기 위해 Precision, Recall 및 F-measure
를 이용하여 정량적인 비교 평가를 수행하였고, 배경이 
상대적으로 잘 고정된 장소에서 배경 분리를 수행 및 비
교하였다[3]. 이광국 등(2008)은 혼합 가우시안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혼잡한 환경에 적응적인 배경 모델링을 
제안했다. 그 결과 기존 방법과 비교했을 때 혼잡한 상황
에서 효과적으로 배경이 제거되었고 F-measure 결과값
을 통해 증명했다[4]. 안명수 등(2009)은 MOG(Mix Of 
Gaussian)방법을 개선한 모델을 이용해 객체를 추출했
고 이를 Kalman Filter 예측방법을 적용하여 추적하였
다[5].

이번 연구에서는 배경분리 알고리즘에서 주로 쓰이는 
통계적 기반의 알고리즘과 비모수적 추정 방법 기반의 
알고리즘을 적용 및 비교하였다. KadewTraKulPong 
and Bowden(2002)은 혼잡한 환경에서의 객체 추적을 
위해 가우시안 혼합 모델을 적용하여 배경과 전경을 분
리했다. 3 또는 5개의 가우시안 분포를 각 배경 화소에 
적용하여 조명 및 배경 변화에 좀 더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했다[6]. Zivikovic(2004)은 배경 픽셀에 알맞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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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우시안 분포값을 자동으로 선택하는 적응적 가우시안 
혼합 모델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7]. Godbehere 등
(2012)은 최초의 프레임을 배경 모델링을 위해 사용하여 
움직이는 객체를 베이지안 추론과 칼만 필터를 결합시킨 
방법으로 검출하였다[8]. Zivkovic 등(2006)은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을 이용해 배경과 전경을 분리했으며, 이
는 분류 등에 사용되는 비모수 방식의 알고리즘으로 새
로운 데이터가 기존 데이터의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 분
류한다[9].

위와 같이 객체를 배경으로부터 분리하는 방법인 배경
분리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이론과 실험이 
파생되었으며, 여러 환경에 적용해 연구해온 결과로 객
체와 배경의 분리가 더 명확해지고 처리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다른 선행연구들에서는 자연 요소들로 인
해 객체와 배경의 명확한 분리가 어려운 최전방 경계작
전부대와 유사한 환경에서 배경분리 알고리즘의 정량적
인 비교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 언
급한 축구 동영상, 혼잡한 환경에서 촬영된 동영상 등의 
배경 분리 및 객체 탐지를 정량적으로 비교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배경분리 알고리즘들을 일반전초 감시카메라에
서 획득할 수 있는 영상과 가장 유사한 동영상에 적용하
여 정량적으로 비교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며 최
종적으로 오버레이 기법을 적용해 전반적인 품질 향상 
정도를 확인한다.

2.2 최전방 경계작전 영상자료 분석
실제 작전 간 획득하는 여러 가지 영상자료들은 실외

에서 촬영되기 때문에 자연 요소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는 특징을 지닌다. 우선 바람으로 인한 카메라 및 수풀의 
흔들림, 강우, 강설 등과 같은 기상의 변화에 민감하고, 
수풀, 나무 등이 변하는 계절의 변화에도 민감하다. 다음
으로 일조량에 따른 빛의 반사와 야간작전을 위한 경계
등 점등과 같은 조명의 영향을 받는다. 또한 카메라로 포
착하려는 귀순자, 침투인원 등이 아닌 야생동물 등에도 
영향을 받는다. Fig. 1은 야생동물 무인센서카메라의 일
부 프레임으로, 실제 경계작전 간 영상감시 임무를 수행
하는 인원들이 카메라를 통해 보는 영상과 유사하다.

Fig. 1과 같은 프레임을 각 카메라별로 선정한 후 민감
도, 관심영역, 탐지하고자 하는 물체의 최소 및 최대 크기 
등을 통제 프로그램을 이용해 설정한 후 운용한다. 다만 
실제 영상은 더 넓은 지역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상
대적으로 높은 곳에서 촬영된다는 것, 카메라 주변에 철책
과 광망 등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 등의 차이를 가진다.

Fig. 1. Objects with moving background
         (a) A Wildpig in daytime (b) A Cat in night-time

2.3 실험 과정 및 결과
본 실험의 과정은 Fig. 2와 같이 진행되었다.

Fig. 2. A diagram of experimental procedures

우선 실제 GOP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문제에 대해 인식하였고, 그 원인이 배경
을 명확히 분리하지 못해 잡음 및 오경보가 발생하는 것
을 확인하였다. 이후 배경분리 알고리즘의 성능 비교와 
관련된 기존 연구를 조사했으며, 보안상의 문제로 GOP 
영상자료는 수집하지 못했으나 그와 가장 유사한 야생동
물 무인센서카메라 영상을 수집하여 데이터를 확보했다. 
이후 동영상 분석 분야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4가지 배
경분리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PSNR 수치를 도출하는 실
험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오버
레이 기법을 적용하여 동영상 품질 및 잡음의 정도를 개
선하였다.

2.3.1 실험에 사용된 배경분리 알고리즘
실험에 사용된 배경분리 알고리즘은 크게 통계적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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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과 비모수적 추정 방식 알고리즘으로 분류했으
며, 해당 분류에서도 혼잡한 환경에서 적용이 적합하기 
때문에 동영상 분석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4가지 배경분
리 알고리즘을 선정했다. 통계적 기반 알고리즘인 MOG, 
MOG2는 입력된 데이터를 여러 개의 가우시안 분포로 
이루어졌다고 가정하고, 각 가우시안 분포의 가장 최적
의 변수를 찾아내는 알고리즘으로써, 데이터가 k개의 가
우시안 분포로 이루어져 있을 때 가장 데이터를 잘 표현
하는 k개의 평균과 분산을 찾는 알고리즘이다[10]. 
MOG는 k의 개수를 직접 정해야 하나 MOG2는 적합한 
k의 개수를 자동으로 설정해주는 차이가 있다. GMG는 
통계적 배경 이미지 제거와 픽셀 단위의 베이지안 분할
을 결합한 것으로 최초 일정 프레임을 배경 모델링을 위
해 사용하며, 배경이 아닌 전경이나 움직이는 객체를 추
출하기 위해 베이지안 추론을 이용한다[11].

비모수적 추정 방식 알고리즘인 KNN(K-Nearest 
Neighbor)은 분류되지 않은 데이터를 미리 분류된 데이
터 중 가장 빈도가 많은 그룹으로 분류하는 알고리즘으
로, k값을 설정하면 거리가 가까운 k개의 그룹의 영향을 
받아 분류되지 않은 데이터가 빈도가 많은 그룹으로 분
류된다[12].

2.3.2 실험 과정
본 연구에서 배경분리 알고리즘들의 비교 및 평가를 

위해 해상도 640 x 480의 야생동물 무인센서카메라 동
영상을 이용하였으며, 동영상에서 추출한 228개 프레임 
중 배경의 움직임이 가장 많고 혼잡한 2개의 주, 야간 프
레임을 선정하여 위에서 서술한 배경분리 알고리즘에 적
용, 비교하였다. 배경분리 및 오버레이 과정은 NVIDIA 
GeForce RTX 2070 SUPER, Python 3.9, OpenCV 
4.5.5.62 시스템 환경에서 진행되었다. 배경분리 알고리
즘의 정량적인 비교 평가를 위해 영상 분석 분야에서 화
질 손실 정보를 평가할 때 사용되는 PSNR을 이용한다.

  log




 (1)

Where, MAXI denotes maximum pixel value in 
the image, MSE denotes difference between the 
original image pixel and the output image pixel

Eq. (1)은 PSNR 값을 도출하는 수식으로, 생성되거나 
압축된 영상의 화질에 대한 손실 정보를 평가하는 방정
식이다. 손실이 적고 화질이 좋을수록 PSNR은 높은 값
을 지니며, 크면 클수록 잡음이 적어진다고 볼 수 있다. 

배경분리 알고리즘에 동영상의 프레임이 입력되면 알고
리즘에 따라 배경의 초기치가 설정되고, 지속적으로 입
력되는 프레임과 업데이트 되는 배경의 차이가 알고리즘
에 설정된 임계값을 거치며 객체가 배경으로부터 분리된
다[13].

Fig. 3. A diagram of Proposed Method

본 연구에서는 Fig. 3와 같은 과정을 통해 실험을 진
행한다. 최초 주간 및 야간 프레임을 입력하고 각 프레임
에 대해 배경분리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객체와 배경을 
분리한 후 출력된 프레임의 PSNR 수치를 측정하고 그 
수치를 비교한다. 배경분리 알고리즘이 객체와 배경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프레임에 Grayscale filter가 적용
되는 과정을 거치고 객체와 배경을 분리하기 때문에, 
Grayscale filter를 적용한 원본 프레임과 배경분리 알
고리즘을 적용한 프레임을 오버레이 기법을 이용해 겹친 
후 PSNR 수치 향상 정도를 확인한다. 투명한 정도에 따
라 PSNR 수치 및 잡음의 정도가 차이가 생길 것이라고 
가정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투명도를 각각 20%, 
50%, 80%로 구분하여 실험한 후 투명도 적용 정도에 따
른 PSNR 수치 결과를 제시한다.

2.3.3 실험 결과
실험에서는 통계적 기반의 알고리즘인 MOG, MOG2, 

GMG와 비모수적 추정 방식의 알고리즘인 KNN을 적용
해 이미지 품질을 측정했다. Fig. 4과 Table 1은 주간에 
촬영된 객체와 배경의 움직임이 포함된 프레임에 배경분
리 알고리즘을 적용한 그림과 PSNR 수치를 나타낸 결과
이다.

Fig. 4과 같이 배경분리 알고리즘을 적용했을 때 설정 
임계값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육안상으로 확인
했을 때 잡음을 완벽하게 분리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임계값을 높이면 높일수록 배경의 잡음은 
줄어들지만 객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Table 1의 수치를 확인했을 때 비슷한 수준의 PSNR 수
치를 나타내었지만 비모수적 추정 방식 알고리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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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N 알고리즘의 PSNR 수치가 가장 높았다.

Fig. 4. A wildpig in daytime with moving background 
and results of applying background subtraction 
algorithms

Categories PSNR(dB)

Statistic-based

MOG 27.8850

MOG2 27.8834

GMG 27.8846

Non-parametric KNN 27.8989

Table 1. Results of PSNR value in daytime

Fig. 5. A cat in night-time with moving background 
and results of applying background subtraction 
algorithms

Fig. 5는 야간 프레임을 배경분리 알고리즘에 적용한 
결과이다. Fig. 4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잡음의 정도
가 줄었고 Table 2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PSNR 수치도 
Table 1에 비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야간 환
경에서 가장 PSNR 수치가 높은 알고리즘은 통계적 기반
의 알고리즘 중 하나인 GMG 알고리즘이었다.

Categories PSNR(dB)

Statistic-based

MOG 29.3140

MOG2 29.3190

GMG 29.3310

Non-parametric KNN 29.3172

Table 2. Results of PSNR value in night-time

위 두 개의 실험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잡음이 많은 환
경에서 배경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었으
며, 주간에는 조명의 변화, 빛 반사 등으로 인해 잡음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간 프레임에서
는 KNN이, 야간 프레임에서는 GMG의 PSNR 수치가 
가장 높았고 잡음이 적었다.

오버레이 기법은 이미지 전처리 방법 중 하나로 워터
쉐드 알고리즘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이며, 이미지를 혼
합하여 객체를 명확하게 탐지하고 잡음 등을 감소시키는 
목적으로도 사용된다. 배경 이미지에 혼합하려는 이미지
의 투명한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 아래 실험에서는 그 
정도를 3가지로 구분하여 실험하였다.

Fig. 6. Overlay Method Application in daytime 

Fig. 6는 주간 프레임에 적용했던 배경분리 알고리즘
의 출력 결과를 Grayscale filter를 적용한 이미지에 오
버레이한 것이다. 투명도가 낮을수록 원본 프레임에 가
까우며, 높을수록 배경분리 알고리즘 출력 결과에 가깝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3은 오버레이 기법을 적용
했을 때 PSNR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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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PSNR(dB)

20% 50% 80% Result of BS
MOG 28.4415 27.8410 27.8579 27.8850

MOG2 28.4372 27.8197 27.8485 27.8834
GMG 28.4209 27.8145 27.8507 27.8846

KNN 28.4125 27.8892 27.8991 27.8989

Table 3. Results of Overlaid PSNR value in daytime

오버레이 기법을 적용했을 때 이미지 품질은 대체로 
향상되었고 그 향상된 정도는 20%의 투명도를 적용했을 
때 대부분 높았으며, 그 중 MOG2가 0.5538dB로 가장 
많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7 및 Table 4는 야간 프레임에 오버레이 기법을 
적용한 결과이다. 마찬가지로 이미지 품질이 대체로 향
상되었으며 동일하게 20%의 투명도를 적용했을 때 대부
분 높았다. 다만 KNN은 80%를 적용했을 때 20%를 적
용했을 때보다 더 향상되었고, 가장 많이 향상된 알고리
즘은 주간과 동일하게 MOG2으로 0.373dB만큼 향상되
었다.

Fig. 7. Overlay Method Application in night-time 

Categories
PSNR(dB)

20% 50% 80% Result of BS

MOG 29.6728 29.3021 29.5456 29.3140
MOG2 29.6920 29.3046 29.5648 29.3190
GMG 29.6589 29.3233 29.5119 29.3310
KNN 29.4732 29.2984 29.4886 29.3172

Table 4. Results of Overlaid PSNR value in night-time

3. 결론

본 연구는 최전방 경계작전부대들이 감시카메라를 운
용하는 환경과 가장 유사한 야생동물 무인센서카메라 환
경을 바탕으로 실제 작전간 잡음으로 인해 많이 발생하는 
오경보를 줄이기 위해 적합한 배경분리 알고리즘들을 비
교 평가하고 오버레이 기법을 이용해 품질을 향상시켰다. 
통계적 기반의 알고리즘들과 비모수적 추정 방법 기반의 
알고리즘들을 PSNR 수치를 통해 비교 및 평가하였다. 수
치를 비교한 결과 주간 프레임에서는 KNN이 27.8989dB
로, 야간 프레임에서는 GMG가 29.3310dB로 가장 품질
이 높고 잡음이 적어 혼잡환 환경에서의 배경분리 알고리
즘 적용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잡
음을 줄이고 이미지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미지 전처
리 기법 중 하나인 오버레이 기법을 배경분리 알고리즘을 
통해 추출된 프레임에 투명도를 다르게 하여 적용하였다. 
그 결과 품질이 최대 0.5538dB 향상된 모습을 보였으며 
20%의 투명도를 적용했을 때 품질이 대부분 향상되었고 
4개의 알고리즘 중 MOG2의 품질 향상 정도가 주간에는 
0.5538dB, 야간에는 0.373dB로 가장 컸다.

본 연구의 제한사항으로는 연구 간 배경과 객체를 완
벽히 분리하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기상, 조명 등 많은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 동영상 환경에서는 배경분리 알고
리즘만으로는 잡음을 완벽히 제거하고 배경과 객체를 확
실히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에서는 실제 작
전환경과 가장 유사한 데이터를 이용해 연구를 진행했지
만, 군사보안 문제로 인해 실제 환경에서 획득하는 데이
터를 사용하지 못한 것도 제한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
나 혼잡한 환경인 최전방 경계작전 환경에서 배경분리 
알고리즘을 적용 및 비교하여 적합한 알고리즘을 찾아내
고 잡음을 제거해 오경보를 줄이려는 노력은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연구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배경분리 알고리즘이 배경분리를 하는 과
정에 있어서 오버레이 기법을 활용한다면 이미지 품질이 
더욱 향상될 것이고 잡음이 줄어들어 시스템이 발생시키
는 오경보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당 기법
을 적용한 알고리즘, 시스템 등이 개발된다면 현행작전, 
CCTV 운용 등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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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2월 : 육군사관학교 운영
분석학과 (운영분석 학사)

• 2008년 8월 :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PSU) (산업공학 석사)

• 2015년 5월 : 미국 일리노이대
(UIUC) (산업공학 박사)

• 2015년 9월 ~ 현재 : 국방대학교 
국방과학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국방 모델링 및 데이터 분석학, 무기체계 획득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