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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ive jamming in electronic warfare depends on proper jamming technique selection and jamming parameter 
estimation. For this purpose, this paper proposes a new method of estimating jamming parameters using Gaussian 
kernel function networks. In the proposed approach, a new method of determining the optimal structure and 
parameters of Gaussian kernel function networks is proposed. As a result, the proposed approach estimates the 
jamming parameters in a reliable manner and outperforms other methods such as the DNN(Deep Neural Network) 
and SVM(Support Vector Machine) estimation models.

Key Words : Electronic Warfare(전자전), Radar Pattern(레이더 패턴), Adaptive Jamming(자율형 재밍), Gaussian Kernel 
Function Network(가우스 요소함수 망)



황태현 ․ 길이만 ․ 이현구 ․ 김정호 ․ 고재헌 ․ 조제일 ․ 이정훈

2 /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23권 제1호(2020년 2월)

 : 번째 가우스 요소 함수 중심

 : 번째 가우스 요소 함수 너비

 : 너비 보정 초 매개변수

1. 서 론

  현대전에서는 전자전(EW: Electronic Warfare)이 전쟁

의 승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전자전에서는 특히 실시간 및 정확한 정보처리가 필수

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1,2]. 본 연구는 전자전 분야

에서 다양한 레이더 신호 분석(항공기, 선박 등)을 통

해, 유효한 재밍 신호를 발생하기 위한 파라미터를 자

율적으로 추정하는 효과적인 방법론을 구현하고자 한

다. 이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레이더를 이

용하여 방사체의 특성들로부터 적절한 재밍 파라미터

를 추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수한 성능을 갖추는 것

이 전자전에서 매우 중요하다. 기존의 재밍 파라미터

를 추정하는 방법은 상대측 레이더 신호로부터 적절한 

특성들을 추출하여, 어떤 재밍 파라미터가 효과적인지

에 대하여 전자전 관련 전문가가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되어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험적으로 선정하

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방법의 수행을 위해

서는 전자전 분야의 뛰어난 전문가가 필요할 뿐 아니

라, 전자전 장비의 운용 중 신규 신호를 수신하여 실

시간으로 수행되어야할 재밍의 특성상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전문가의 분석 및 재밍 파라미터 추정을 수

행하는 것은 대단히 비효율적이다. 또한 탐지된 레이

더 신호가 기존에 탐지된 적 없는 즉,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지 않는 신호인 경우 재밍 파라미터 회귀 자체

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적

으로 수신된 레이더 신호를 분석하여 그에 적절한 재

밍 신호를 발생 할 수 있는 재밍 기법 선정과 재밍 

파라미터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알고리즘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방사

체로부터 수집되는 레이더 신호 패턴에 따라 적절한 

특징을 추출하고, 그 특징을 입력 값으로 사용하여 재

밍 파라미터 값을 출력하는 임의의 비선형 함수를 근

사하는 방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

문에서 제시하는 재밍 파라미터 추정의 과정은 Fig. 1
과 같다. 추정과정은 먼저 레이더 패턴을 분석하여 방

사체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에 따른 재밍 파라미터

를 추정하는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여기서 레이더 유

형을 분류하는 방법으로 클래스 확률을 추정하는 클

Fig. 1. The flow chart of estimating jamming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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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스 확률 출력 네트워크[3]가 사용되었다. 이 방법은 

각 방사체 유형에 따른 레이더 패턴의 주요 특징에 

대한 확률 분포를 베타분포로 변환한 후 이를 모델링

하여 각 방사체 유형에 대한 확률을 추정하여 분류하

는 방법이다. 또한 재밍 파라미터를 추정하기 위하여 

방사체 유형에 따라 레이더 특징 자료를 재구성하여 

레이더 특징 공간과 재밍 파라미터 사이의 사상 관계

를 비선형 회귀모형으로 가우스 요소함수 망(Gaussian 
Kernel Function Network, GKFN)을 이용하여 추정하였

다. 기존의 알려진 GKFN은 예측 오차에 따라 커널 

함수를 만드는 방법을 사용한 반면[4,5], 본 논문에서는 

출력 값에 근거한 입력 공간의 군집화를 이용한 모델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새로운 방법과 입력 값의 각 차

원의 분산을 고려한 Mahalanobis 거리를 이용하였다. 
그 결과 재밍 파라미터 추정에 있어 전자전 전문가와 

비견될 정도로 일관된 추정 성능을 발휘 할 뿐 아니

라 함수 근사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DNN 
(Deep Neural Network), SVM(Support Vector Machine)
과 비교하여 제안된 방법이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2장에서 재밍 파라미터 추정을 위한 

GKFN의 구조 및 학습 알고리즘을 설명하고, 3장에서

는 전자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레이더/재밍 모의

신호[6]를 이용하여 실험결과를 제시한다. 그리고 4장
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제시한다.

2. 가우스 요소함수 망

  본 연구에서 주어진 레이더 패턴은 PDW(Pulse 
Description Word)형태의 데이터 단위를 사용하는데, 
PDW의 리스트에는 ToA(Time of Arrival), AoA(Angle 
of Arrival), Frequency, FMOP(Frequency Modulation On 
Pulse), PW(Pulse Width), PA(Pulse Amplitude), PRI(Pulse 
Repetition Interval)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해당 

방사체가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인 Frequency와 방사체

가 운용하는 Pulse의 시간간격인 PRI, 그리고 Pulse의 

폭을 나타내는 PW 수치의 3차원 입력벡터와 재밍 파

라미터 사이의 함수 관계를 근사하고자 한다. 미지의 

비선형 함수를 근사하는 모델로 방사 기저함수 네트

워크(Radial Basis Function Network, RBFN)의 하나인 

GKFN을 사용하였다.
  RBFN은 입력 층, 은닉 층, 출력 층의 3개의 층에서 

활성화 함수로 방사 기저함수(Radial Basis Function, 
RBF)를 사용한 신경망이다. RBF란 입력 공간에서의 

한 점과의 입력 값 사이의 거리에 의해서만 함수 값

이 결정되는 다음의 형식을 갖는 실함수(Real valued 
function)이다[7] :

  
  



   , (1)

여기서  ∊  : 입력 벡터,     →  : 실함수,
  : 은닉층의 뉴런 개수, 그리고

 : 번째 유닛의 중심.

잘 알려진 RBF로는 다음과 같은 가우스 요소함수

(Gaussin Kernel Function, GKF)가 사용된 네트워크를 

GKFN이라 한다 :

    exp










 
  




. (2)

  GKF 이외에도 RBF의 성질을 만족하는 함수 중에

서 GKF이 비선형 함수를 근사하는데 뛰어난 성능을 

갖는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7]. 뿐만 아니라 GKFN 
모형은 높은 비선형성을 가진 비모수적 추정방법일 

뿐 아니라 커널 함수의 국소 성(Locality)을 통한 증분

학습에도 적합하기 때문에 확장성 또한 뛰어난 것으

로 알려졌다[4,5,8]. 기존의 GKFN의 파라미터를 학습하

는 방법으로 [5]에서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만, 본 논문에서는 입력 값의 각 차원에 따른 분산을 

고려한 Mahalanobis 거리를 사용한 GKFN을 제시하고, 
출력 값에 근거한 입력공간의 군집화를 이용한 새로

운 학습 알고리즘을 제시하고자 한다. 데이터의 각 차

원의 분산 값을 이용한 GKFN은 다음과 같다 :

  
  



 (3)

  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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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as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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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번째 커널 함수의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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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번째 커널 함수의 너비,  

   는 커널 함수 결합 가중치에 해당하

는 파라미터이고, 는 커널 함수 너비를 보정해주는 

초 매개변수(Hyper-parameter)이다. 이러한 GKFN의 구

조도는 Fig. 2와 같다.
  제안된 GKFN을 직관적으로 살펴보면, Fig. 3에서 

보인바와 같이 정의역 공간에서 적절한 위치에 커널 

함수를 건설한 후 이를 적절하게 결합하여 함수를 근

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GKFN의 성능은 어떤 위치에 

어떤 너비를 가지는 커널 함수를 건설하며 어떻게 결

합하는지에 따라 성능이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커널 

함수와 함수의 개수를 최적화하는 학습 방법이 GKFN 
성능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Fig. 2. The structure of Gaussian kernel function 

networks[9]

Fig. 3. Function approximation using a GKFN[9]

2.1 GKFN의 구조: 커널 함수의 중심과 너비

  구현하고자 하는 커널 함수의 수와 위치는 근사하

고자 하는 함수의 모양을 고려해야 하는데, 근사하고

자 하는 함수는 미지의 함수이므로, 갖고 있는 입력변

수와 출력 값의 분포를 고려하여 커널을 구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함수의 출력 값에 따라 입력 변수

를 적절히 군집화 하는 ‘출력 값에 근거한 -평균 알

고리즘’으로 커널 함수의 위치와 수를 결정한다.

2.1.1 출력 값에 근거한 -평균 알고리즘

  차원의 입력 변수와 실수의 출력 값을 가지는 샘

플   ,   에 대해서 입력 변수의 분포뿐 

아니라 출력 값의 분포까지 고려한 군집화를 위해 입

력변수의 공간이 아닌 출력 값을 포함한 차원인 

 차원에서 군집화를 실시한다. 이 때, 각 군집의 

밀도를 조정할 파라미터 를 결정한 후 군집화 후 출

력 값들의 분산을 살핀 후 와 비교한 후 더 세부적

으로 군집화 할지를 결정한다. 여기서 모든 군집 내의 

출력 값의 분산 값이 보다 작다면 알고리즘을 멈춘

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

단계 1. 초기 군집의 개수는   로 설정하고 전체 

데이터 집합을      로 설정한다.

단계 2. -평균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를 개의 군

집으로 군집화를 한다.
단계 3. 각 군집에 대해서, 번째 군집 내의 출력 변

수들(
)의 분산을 계산한다. 그리고 이 값을  , 

  로 설정한다.
단계 4. 번째 군집의 분산 값, 이 특정 값, 

보다 작다면   ,    \ (단, \    

차집합 연산을 의미한다.)로 설정한다. 반면에, 보다 

크다면   후 다시 단계 2로 돌아가 반복한다.
단계 5. 모든   값이 보다 작거나 더 이상 군

집화 할 데이터가 없으면(  ) 알고리즘을 멈춘다.

  제안된 방법인 ‘출력 값에 근거한 -평균 알고리즘’
을 이용하여 커널을 설치할 위치와 커널의 개수를 결

정하고 각 커널에 필요한 파라미터를 계산한다. 커널 

함수의 중심으로는 각 군집의 중심 중 입력변수에 해

당되는 부분을 사용하고, 커널 함수의 너비로는 군집 

내의 데이터들의 분산을 사용한다. 이의 한 예제는 

Fig. 4와 같다. 즉, 제안된 알고리즘은 자료의 입력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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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포뿐만 아니라 출력 값의 분포도 고려하여 GKF
들을 배치하게 된다. 그 결과 자료 분포에 따라 보다 

적합하게 주어진 함수를 근사하게 된다.

2.2 커널 함수의 결합 가중치

  GKFN에서 개의 학습 데이터    ,  = 1, 2, ..., 

에 대해 개의 커널 함수가 결정되었다고 했을 때, 
커널 함수의 결합 가중치는 학습 데이터의 오차를 최

소로 하도록 결정된다. 학습 데이터에 대한 GKFN의 

오차제곱 합(Sum of Square Residuals, )은 다음과 

같다 :

  
  



 
. (4)

이때, 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중치 벡터는 다음을 

만족 한다 :




  ,       . (5)

이로부터 다음의 식을 얻을 수 있다 :


  



    ⋯ ⋅

 

        . (6)

이렇게 얻어진  개의 식을 행렬로 나타내면 다음

과 같다 :

    , (7)

여기서  













⋮


≡











  ⋯ 

⋮ ⋮ ⋱ ⋮
  ⋯ 

Fig. 4. Computing Gaussian kernel centers and wid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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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따라서 최적의 결합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결정 된다 :

    . (8)

2.3 초 매개변수 의 최적화

  군집화 후 각 군집내의 너비를 적절하게 보정해주는 

초 매개변수 는 베이즈 최적화(Bayesian optimization)
을 이용하여 결정한다. 베이즈 최적화는 기계학습 알

고리즘의 초매개변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효율

적인 방법으로, 함수의 값을 계산할 때의 계산비용이 

큰 함수에 대해서 특히 유용하다.
  베이즈 최적화 방법은 초기 몇 번의 탐색을 통해 

가우스 과정(Gaussian Process, GP)를 이용하여 목적함

수에 대한 확률적인 추정을 수행한 후 최적의 값을 

찾기 위한 다음 탐색 후보로써 획득 함수(Acquisition 
function)를 이용하여 결정한다[10]. 획득 함수로써 현재

까지 조사된 점 중 목적함수의 최댓값보다 큰 값을 

도출할 확률에 해당하는 값(Exploration)과 GP로 추정

한 목적함수의 불확실성이 큰 영역에 해당하는 값

(Exploitation)의 균형을 이용한 함수를 사용한다[11]. 여

기서 베이즈 초 매개변수 최적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

목적함수 에 대하여,
단계 1. 기존에 탐색된     
 에 대하여 GP로 추정한 모델에 대하여 획

득 함수를 최대로 하는 점을 찾고 그 점을  이라 

한다.
단계 2.  에 대한 의 값을 계산한다.

단계 3. 기존에 탐색된 데이터에 대해   

을 추가하여 GP를 이용하여 다시 를 추정한다.
단계 4. 단계 1로 돌아가 과정을 반복한다.

  이러한 최적화 과정은 GKFN의 커널 너비를 매우 

효과적으로 최적화 하여 전체적으로 주어진 자료에 

잘 부합하도록 기여한다.

2.4 신뢰구간 추정

  재밍 파라미터 추정 시 추정 값이 어떤 유효 범위 

내에서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재밍의 성공과 직결

된다. 이를 위하여 데이터 측정 시에 생기는 노이즈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인 정규분포를 따른 다는 가

정을 한다면, 재밍 파라미터의 구간추정이 가능하다.
  노이즈의 정규분포로부터 커널 가중치 또한 평균이 

이고 분산이  인 정규분포가 됨으로 결

합 가중치의 확률 분포는 다음의 정규분포를 따른다 :

 ∼   . (9)

여기서 재밍 파라미터 예측 값  
  



의 

평균과 분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0)

  
  




           

  




  




 

  




  





  

즉,

 ∼ 
  




   . (11)

  한편, 실제 재밍 파라미터 값인 는  ∼    

이므로 두 정규 분포와 노이즈 분산 의 불편 추정

량(Unbiased estimator)값인   를 사

용하면 다음과 같은 분포를 얻을 수 있다 :

 

  
∼. (12)

  따라서, 임의의 신뢰수준 에 대한 재밍 

파라미터 추정 값 의 구간 추정은 다음과 같다 :

 ∊  ±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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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신뢰구간은 실제 값이 추정 값을 기준으로 어

느 정도의 범위 안에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재밍 파라미터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신뢰구간을 이용하여 재 추정도 가능하다.

2.5 재밍 파라미터 재 예측

  본 방법에서 최초의 레이더 패턴으로부터 재밍 파

라미터 추정이 실패했을 경우 GKFN의 실제 재밍 파

라미터의 구간추정을 이용하여 재밍 파라미터를 재 

예측할 수 있다. 제안된 방법은 Fig. 5와 같이 추정한 

재밍 파라미터의 구간 추정의 상한 값과 하한 값 중 

임의로(1/2의 확률로) 선택하여 다시 재밍을 시도한다. 
이는 정보가 부족한 상황 혹은 이전에 수집되지 않은 

레이더 패턴에 대한 상황에서도 추정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그 결과 실제 환경에서 재밍의 성공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Fig. 5. Reestimation of jamming parameters

2.6 재밍 파라미터 예측을 위한 GKFN

  앞의 2.1~2.5의 과정을 정리하여 GKFN모델을 이용

한 재밍 파라미터 추정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

단계 1. 입력 변수와 출력 값으로 구성된 데이터에 대

해 ‘출력 값에 근거한 -평균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커널 함수의 개수를 결정한다.
단계 2. 각 군집의 중심, 분산을 이용하여 커널 함수

의 중심 및 너비를 결정한다.
단계 3. 오차 제곱 합을 최소로 하는 커널 가중치를 

결정한다.
단계 4. 베이즈 최적화 탐색 방법을 사용하여 초 매개

변수 를 결정한다.
단계 5. 측정 노이즈의 분산의 불편 추정 값을 계산하

여 예측치의 구간추정을 계산한다.
단계 6. 재밍 실패의 경우 예측치의 구간추정을 이용

하여 구간추정의 상, 하한 값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재

밍을 다시 시도한다.

3. 실 험

  제안된 GKFN 모델에 실제 데이터를 적용하여 재밍 

파라미터 예측 및 실패한 데이터에 대해서 재 예측을 

진행하고 그에 대한 오차분석을 진행하였다.

3.1 실험 자료 및 성능 척도

  실험에 사용된 자료는 전자전 전문가의 의견을 반

영한 레이더/재밍 모의신호를 토대로[6] 진행하였다. 주

어진 데이터는 다양한 방사 신호 종류의 레이더 특징

에 따른 자료로서 방사체에 따른 Frequency, PRI, PW
의 값을 가지는 3차원의 벡터와 그에 해당하는 재밍 

파라미터를 출력 값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재밍 

파라미터 추정의 성능 평가를 위하여 주어진 시험 자

료 개에 대하여 회귀모형 평가를 위한 측도로 다음

의 결정계수( )가 사용되었다 :

    


  



  


  



  


, (14)

여기서   



  



 .

정의된 측도  는 일반적으로 0과 1사이 값의 범위

를 나타내며, 주어진 자료의 변동 량 중 추정한 모형

이 얼마만큼의 변동 량을 설명하는가에 대한 지표를 

나타낸다.  가 1에 가까울수록 추정한 모형이 실제 

자료에 잘 부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재밍 파라미터 자체를 추정하는 것 이외

에도, 재밍 파라미터 값을 레이더가 인식할 수 있는 

허용 범위가 있는데, 실제로 그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 

아닌지도 확인해야할 중요한 특징이다. 각 모델의 예

측 값이 허용 범위 내에 들어가는 빈도를 적중률로써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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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중률 총테스트데이터의개수
허용범위내에예측값이있는경우  (15)

  생성된 레이더 PDW set에 포함된 패턴(Frequency, 
PRI, PW)과 그에 해당하는 재밍 파라미터, 허용 범위

로 이루어진 1722개의 데이터를 8:1:1의 비율로 학습

데이터, 검증데이터, 테스트데이터로 분할하여 사용하

였다.

3.2 실험 결과

  현재 수집된 데이터의 레이더의 패턴을 분석하여 

그에 맞는 재밍 파라미터를 추정하는데 있어 GKFN의 

성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비교되는 모델 들 또한 레

이더 패턴과 재밍 파라미터 간의 사상 능력(Mapping 
capability)이 뛰어난 모델로 선택하였다. 이를 위하여

비교적 적은 파라미터로 우수한 사상능력을 성능을 

갖는 SVM(Support Vector Machine)과 복잡한 비선형 

관계의 데이터를 모델링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DNN 
(Deep Neural Network)을 사용하였다. 입력데이터가 3
차원으로 이루어진 특성상 CNN(Convolution Neural 
Network)의 적용이 어렵고, 시계열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RNN(Recurrent Neural Network)은 사용하지 않

았다.
  실험은 Scikit-learn[12]에서 제공하는 패키지를 사용하

였고 비교방법은 성능평가를 위하여 주로 사용되는 

10등분 교차 평가(10-Fold cross evaluation)를 이용 하

였다. 즉, 데이터를 총 10등분 하여 8등분을 학습, 1등

분을 검증 그리고 남은 1등분을 테스트하는 것을 반

복하여 성능 척도의 평균값을 기록하였다.
  GKFN의 경우 군집화 단계에서 각 군집 내 입력 

변수의 출력 값의 분산이 전체 출력 값의 1/2000배가 

되도록 하여 약 100여개의 커널을 건설하였다. 여기

서 제안된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의 한 예제로서 

학습 데이터와 커널의 위치 분포는 Fig. 6과 같다. 
SVM의 경우 Penalty 파라미터와 Epsilon tube를 검증

데이터로 최적화하여 사용하였다. DNN의 경우 4개

의 은닉 층(각 32, 64, 32, 16개의 노드)을 구성하였

고, 활성화 함수로 ReLu, 최적화는 Adam을 이용하였

다. 각 모델의 성능은 Table 1에 요약하였다. 실험 결

과를 통해 제안된 GKFN 모델이 SVM, DNN보다 재

밍 파라미터 자체를 추정하는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재밍 허용 구간에 적중률도 더 뛰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6. Distributions of training data and kernel centers

Table 1. Comparing the performances of estimating 

jamming parameters

회귀 모형 GKFN SVM DNN

train   0.6099 0.0054 0.0091

train 적중률 

(%) 0.9723 0.8727 0.9082

test   0.4889 -0.0031* 0.0019

test 적중률

(%) 0.9628 0.8688 0.9065

*일반적으로 의 값은 0과 1사이의 값을 나타내지만, 음수의 

값을 나타낸다는 것은 제안된 모델의 오차가 학습데이터의 

평균치로 예측했을 때의 오차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와 같은 성능 평가의 결과는 GKFN의 출력 값에 

근거한 -평균 알고리즘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각 

군집 내에 있는 데이터들은 비슷한 출력 값을 나타내

도록 모여 있기 때문에 적은 수의 파라미터(GKFN 파

라미터 수 : 3*200+101+1 = 702, DNN 파라미터 수 : 
3*32*64*32*16 = 3145728)로 샘플 데이터의 대표성을 

잘 나타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연산 량(사칙연산의 횟

수)에 있어서도 GKFN은 DNN에 비해 약 1/25배의 적

은 연산 량을 보인다 : GKFN의 연산 량 : 13*100+101 
+100 = 331, DNN의 연산 량 : (5*32+32)+(63*64+64)+ 
(127*32+32)+(63*1) = 8447.
  또한 SVM이나 DNN의  값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레이더의 패턴과 재밍 파라미터 값 사이의 비선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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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크기 때문에 이 모델들로는 레이더 특징들과 재밍 

파라미터간의 함수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

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DNN의 경우에는 모

델의 구조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시된 최적화의 방법

론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 구조 결정의 어려

움이 따른다. 반면에, GKFN의 경우 각 군집내의 출력 

값의 분산만 지정해주면 되기 때문에 구조를 결정하

는 데 있어서 수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3 재 예측 실험결과

  추정 재밍 파라미터가 재밍 허용 범위에 벗어나는 

경우 제안한 재밍 재 예측 방법을 이용하여 재밍을 시

도하였다. 예를 들어, 실제 재밍 파라미터()가 10.836
의 값이고 재밍 허용 범위가 (8.8363, 11.8363)으로 주

어진 레이더 패턴의 GKFN의 예측치( )가 8.3273인 

경우 재밍 허용범위에 들지 않으므로 재밍에 실패하

게 된다. 하지만 이 때 GKFN의 재밍 파라미터 구간

추정의 예측범위는 (6.7851, 9.8696)으로 주어지는데, 
이 구간의 상한 값(9.8696)과 하한 값(6.7851) 중 하나

를 임의로 선택하여 다시 재밍을 시도하는데 이 때, 
상한 값이 선택이 되면 재밍에 성공하게 된다. 그 결

과 Table 2에 정리한데로 적중률은 평균적으로 향상되

는 변화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제안된 GKFN 모델은 재밍의 적중률 면

에서 매우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또한 제안된 방법은 

재밍 파라미터의 추정, 신뢰구간을 이용한 실제 파라

미터 값의 범위, 그리고 재밍 실패 시 대안 추정 값을 

제공함으로서 실제 환경에서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Table 2. Comparing the performances before and 

after reestimating jamming parameters

Train Test

기존 0.9723 0.9628

재 예측 0.9847 0.9791

4. 결 론

  본 연구에서 대상 위협에 유효한 재밍 기법 및 신

호 추정에 대해 현재 전자전 전문가의 경험적 판단에 

의존하는 환경에서, 신뢰성 있는 대량의 데이터를 사

용하여 수학적 모델을 통해 재밍 기법 및 신호를 추

정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방

법론으로서 레이더 패턴으로부터 재밍 파라미터를 추

정하기 위하여 가우스 요소함수 망(Gaussian Kernel 
Function Network, GKFN)의 최적화 및 학습 알고리즘

을 제시하였고, 실험을 통하여 제안된 방법이 매우 효

과적임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
  먼저 수집된 데이터로부터, 입∙출력 값을 포함한 한 

차원 높은 공간에서의 군집화를 통해 입력 데이터의 

공간적 특성뿐만 아니라 출력 값의 변동성도 반영하

여 군집화 함으로써 각 군집 내의 데이터는 입력 데

이터의 특성도 비슷할 뿐 아니라 출력 값도 비슷하게 

되는 군집화 방법을 제시하고 그 군집의 중심과 너비

를 파라미터로 하는 GKFN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베이즈 최적화를 이용하여 커널과 너비와 관련된 초 

매개변수를 최적화 하였다.
  다음으로 데이터 측정에 있어서 생기는 노이즈의 분

산을 추정하여, 재밍 파라미터의 점 추정뿐 아니라 구

간추정까지 제시하였다. 또한 재밍 파라미터 허용 구

간을 벗어나는 경우, 구간추정의 상∙하한 값을 이용한 

신호 재 예측 방법을 제시하였고, 제안된 방법의 우수

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제안된 방법은 재밍 파라미

터 추정에 있어 전자전 전문가와 비견될 정도로 일관

된 추정 성능을 발휘 할 뿐 아니라 함수 근사에 있어

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DNN(Deep Neural Network), 
SVM(Support Vector Machine)과 비교하여도 제안된 방

법이 우수한 성능을 제공함을 보였다.

후        기

  본 연구는 국방과학연구소 및 LIG넥스원의 산학협

력(LIGNEX1-2017-0581) 지원 아래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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