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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에서는 Link-16시스템에서 사전정보를 이용하는 다이버시티 결합 수신기 (Diversity Combining Receiver, DCR)를
위한 인공신경망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기반의 재밍판단기를 설계한다. 설계한 ANN기반의 재밍판단기는 홉의
재밍여부에 대한 정보를 출력하고 이는 선택결합 (Selection Combining, SC), 혼합결합 (Hybrid Combining, HC) 기반의
DCR을 위한 사전정보로 이용된다. Link-16시스템 내 기계학습의 활용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설계된 ANN기반 재밍판단기
의 은닉노드 수에 따른 연산시간을 비교하고 DCR의 비트 오율 성능을 보였다. 본 논문의 결과는 향후, Link-16시스템 내
다른 형태의 기계학습의 적용 및 스마트 재밍환경 하의 학습기반의 수신기 설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Ⅰ. 서 론

최근 기계학습 기반의 무선통신 수신기 설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1]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채널환경을 통해 전송된 신호를 위한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ANN)기반의 복조기를 제안하였
다. [2]에서는 AWGN(Additive White Gaussian Noise)채널 환경에서 변
조기법에 따른 수신기 설계를 위해 기계학습 플랫폼인 텐서플로우를 이용
한 성능 분석이 가능함을 보였다.[2]
전자전 환경에서 전술 데이터를 주고받는 전술데이터링크 (Tactical
Data Link, TDL)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공대공, 공대지, 공중-대-해상
통신용 전술데이터링크인 Link-16의 항재밍 성능 개선에 대한 연구가 진
행되어 왔다. Link-16시스템이 이중펄스모드 (Double-pule Mode, DPM)
로 운용될 때, 반복 전송을 통한 다이버시티 이득을 얻을 수 있으므로 [3]
에서는 선택결합 (Selection Combining, SC)과 동일 비 결합(Equal Gain
Combining, EGC)이 혼합된 혼합결합 (Hybrid Combining, HC) 수신기를
제안하였다. 또한, [4]에서는 부분대역재밍 (Partial-band Noise
Jamming, PBNJ)환경에서 다양한 Link-16 다이버시티 결합 수신기
(Diversity Combining Receiver, DCR)들의 항재밍 성능을 비교 분석한
바 있다. [4]는 사전정보를 필요로 하는 SC 및 HC 기반의 DCR이 완전한
사전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정하였지만 실제 재밍환경에서 수신된 홉
의 재밍여부에 대한 완전한 사전정보는 얻기 힘들다. [5]에서는 AWGN
및 PBNJ환경 일 때, FFH/BFSK 시스템에서 이진가설검정 기법을 이용
한 임계값 기반 재밍판단기를 설계하여 홉의 재밍여부의 사전정보만을 이
용하는 SC 및 HC 기반의 DCR을 위한 정보를 생성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AWGN 및 PBNJ환경에서 SC 및 HC 기반의 Link-16
다이버시티 결합 수신기를 위한 ANN 기반의 재밍판단기를 설계하였다.
이에 설계한 ANN기반의 재밍판단기의 구조를 소개하고 은닉노드 수에
따른 연산시간 및 DCR의 비트 오율 성능을 보여 최종적으로 Link-16시

스템 내 기계학습의 활용 가능성을 보이고자 한다.
Ⅱ. 본 론
A. 시스템 모델

그림 1. 재밍판단기가 고려된 Link-16 다이버시티 결합 수신기
본 논문에서 고려한 Link-16 수신기 구성은 그림 1과 같으며 순환천이변
/복조, 인터리버, (31,15) 리드솔로몬 부/복호기에 의한 성능 이득은 단순
한 코딩 이득으로 나타나므로 고려하지 않았다. AWGN 및 PBNJ채널을
거친 주파수 역 도약된 신호는 band pass filter (BPF) 를 거쳐 비동기식
검파기를 거친 뒤     을 출력한다. 여기서 비동기식 검파방식
은 포락선 검파 (Envelope Detection)을 고려하였다.  은 각 다이버시티
결합기와 재밍판단기에 입력된다.  은 ANN기반 재밍판단기의 입력에
사용되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을 통해  번째 홉에 대한 재밍여부  을 판단할 수 있으며 재밍판단기
를 통해 추정된 출력  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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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ANN 기반 재밍판단기 설계 구조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고려한 ANN기반의 재밍판단기의 구조이다. 재
밍판단기의 학습규칙은 Lavenberg-Marquardt 탐색법을 이용하였으며
   인 입력을 가지고 학습시켰다. 또한, 은닉계층(Hidden Layer)
이 하나인 얕은 신경망(Shallow Neural Network, SNN)을 고려하였고 은
닉계층은  개의 은닉노드(Hidden node)들로 구성하였다. 출력계층 그림 4. SJR에 따른 다이버시티 결합 수신기의 비트 오율 성능
(Output Layer)은 재밍여부에 따라 (2)의 식과 같이 0과 1중 하나로 귀결 Ⅴ. 결 론
되어야 하므로 2개의 노드로 구성되어 재밍여부에 대한 값을 출력한다.
DCR을 위한 결합기법으로 SC, HC기법을 고려하였으며 재밍판단기로부 본 논문에서는 Link-16 다이버시티 결합 수신기를 위한 인공신경망
터 추정된  를 이용하여 [5]의 식 (7)~(9)을 통해 수신된 신호를 0 또는 기반의 재밍판단기를 설계하였다. PBNJ환경에서 Link-16 수신기를 위한
기계학습의 활용 가능성을 보이기 위해 은닉노드의 수에 따른 재밍판단기
1로 판정한다.
의 연산시간과 재밍판단기가 고려된 DCR의 비트 오율 성능을 보였다. 그
결과, ANN기반의 재밍판단기가 Link-16 다이버시티결합 수신기에 충분
Ⅲ. 시뮬레이션 결과
함을 확인하였으며 은닉노드의 수의 증가에 따른 재밍판단기
본 논문에서는 AWGN(SNR = 13.35dB, 20dB) 및 10%의 PBNJ가 가해 히의 활용가능
상승이 크지 않아 Link-16 수신기 성능 개선을 위해 복잡
진 환경일 때, ANN기반 재밍판단기 설계를 위해 MATLAB의 Neural 한 연산시간의
신경망
구조가
적용가능 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추후
Network Toolbox 8.2를 이용하였다.
내 다른 형태의 기계학습을 적용하고 확장하는데 도움이
그림 3은 학습 이후의 재밍판단기가 새로운 심볼이 수신 되었을 때 재 Link-16시스템
될
것이며
복잡한
또는 기만재밍과 같은 스마트 재밍환경 하에
밍여부를 판단하는 연산시간과 재밍판단기가 제외된 다이버시티 결합 수 학습 기반의 수신기재밍환경
설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기의 연산시간을 은닉노드의 수에 따라 비교한 결과이다.  ≤  인
ANN 재밍판단기를 설계할 때, 재밍판단기를 제외한 수신기보다 재밍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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