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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electronic warfare, source enumeration and direction-of-arrival estimation are important. The source 
enumeration method based on eigenvalues of covariance matrix from received is one of the most used methods. 
However, there are some drawbacks such as accuracy less than 100 % at high SNR, poor performance at low 
SNR and reduction of maximum number of estimating sources. We suggested new method based on eigenvalues 
gaps, which is named AREG(Accumulated Ratio of Eigenvalues Gaps). Meanwhile, FGML(Fast Gridless Maximum 
Likelihood) which reconstructs the covariance matrix was suggested by Wu et al., and it improves performance of 
the existing source enumeration methods without modification of algorithms. In this paper, first, we combine 
AREG with FGML to improve the performance. Second, we compare the performance of source enumeration and 
direction-of-arrival estimation methods in Rayleigh fading. Third, we suggest new method named REG(Ratio of 
Eigenvalues Gaps) to reduce performance degradation in Rayleigh Fading environment of AREG.

Key Words : Source Enumeration(신호 개수 추정), Covariance Matrix Reconstruction(공분산 행렬 재구축), Eigenvalue 
Gap(고윳값의 차이), Rayleigh Fading(레일레이 페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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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의 전투는 네트워크 중심전으로 변화하고 있다. 
전자전은 네트워크 중심전의 핵심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전자전이란 전자기 스펙트럼을 

사용하여 네트워크로 연결된 무기체계를 공격하거나 

보호하는 군사적 활동이다. 전자전은 전자 공격, 전자 

보호, 전자 지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전자 지원은 전

자 공격과 보호를 위해 적의 전파를 수집하여 정보를 

알아내는 분야이다[1,2]. 전파가 발생되는 방향을 찾는 

도래각(Direction-of-Arrivals: DOA) 추정은 전자 지원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이며, 도래각 추정을 위해 신호의 

개수 추정은 선행되어야 하는 필수 기술이다[3-7].
  수신 신호의 개수 및 도래각 추정에는 대표적으로 

수신 신호의 공분산 행렬의 부공간(Subspace)을 이용

하는 방법이 있다. 부공간 기반의 신호 개수 추정 방

법은 공분산 행렬의 고윳값 분포를 이용하여 신호 부

공간의 차원(Dimension)을 추정한다. 신호 부공간의 

차원은 일반적으로 지배적인(Dominant) 고윳값의 개수

로 결정된다[6]. 대표적인 신호 개수 추정 방법에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8], MDL(Minimum 
Description Length)[8], SORTE(Second Order Statistic of 
the Eigenvalues)[9]가 있다. 부공간 기반 도래각 추정 

방법에는 MUSIC(Multiple Signal Classification)[10]과 

ESPRIT(Estimation of Signal Parameters vis Rotational 
Invariance Techniques)[11]가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방법들은 신호와 잡음 부공간 사이의 직교 관계나 

신호 부공간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수신 신

호의 도래각을 추정한다[12].
  신호 개수 추정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13]에서는 

새로운 방법의 제안 대신 기존의 신호 개수 추정 방

법을 활용했다. 이를 위해 [13]은 FGML(Fast Gridless 
Maximum Likelihood)이라는 공분산 행렬 재구축 기법

을 전처리 과정으로 이용했다. 그 결과 FGML을 전처

리로 적용하여 고윳값에 기반한 기존의 도래각 추정 

방법의 성능이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다. 반면 본 논문

의 연구팀은 2장 1절에서 기술할 각각의 방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고윳값 Gap을 이용하여 

신호 개수를 추정하는 AREG(Accumulated Ratio of 
Eigenvalues Gaps)[14]를 제안했다. [14]에서 AREG와 기

존 방법들의 신호 개수 추정 정확도 성능을 비교했고, 
정확도, 낮은 SNR에서의 성능, 최대 탐지 가능한 신

호 개수 측면에서 각각 AIC, MDL, SORTE보다 우수

한 성능을 갖는 것을 보였다.
  FGML은 기존 방법의 변형 없이 공분산 행렬의 추

정을 통해 고윳값에 기반한 기존 방법의 신호 개수 추

정 성능을 향상시켰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본 연구

팀이 선행 연구로 진행한 고윳값 Gap 기반의 AREG에 

FGML을 적용하여 AREG의 신호 개수 추정 성능 향

상을 확인한다. 또한 신호 개수 추정 및 도래각 추정 

관련 많은 연구들이 AWGN(Additive White Gaussian 
Noise)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했기 때문에 AWGN 이외

의 환경에서의 성능 검증이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

팀은 기존 방법인 AIC, MDL, SORTE와 선행 연구인 

AREG의 Rayleigh Fading 환경에서 신호 개수 추정 성

능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Rayleigh Fading 환경에서 

AREG의 성능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 AREG를 일부 변

형한 REG(Ratio of Eigenvalues Gaps)를 제안한다. 따

라서 REG에 FGML을 적용한 경우와 Rayleigh Fading 
환경에서의 신호 개수 추정 성능을 확인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존에 

알려진 신호 개수 및 도래각 추정 방법과 본 논문에

서 활용한 공분산 행렬을 재구축하는 FGML에 대해 

소개한다. 3장에서는 AWGN 및 Rayleigh Fading 환경

에서의 시스템 모델을 기술하고, 4장에서 연구팀의 선

행 연구 결과인 AREG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REG
를 기술한다. 5장과 6장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와 결

론을 기술한다.

2. 관련 연구

2.1 신호 개수 추정 연구

  신호 개수를 추정하기 위해 고윳값을 이용하는 다

양한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AIC와 MDL은 이미 다른 

분야에 사용되던 알고리즘으로 [8]을 통해 처음 신호 

처리 분야에서 신호 개수 추정을 위해 사용되었다. 
Penalty 함수와 고윳값의 산술 및 기하 평균으로 구성

된 Log-Likelihood 함수의 합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어

진 함수를 최소로 만드는 인덱스를 찾아 신호의 개수

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반면 SORTE는 [9]에서 클러스

터의 개수를 결정하기 위해 처음 제안되었으며 고윳

값 Gap의 분산을 계산하고 그 비율(Ratio)을 최소로 

만드는 인덱스를 찾는 방법이다. SORTE는 [5], [13], 
[15] 등의 연구에서 신호 개수 추정을 위해 사용되었

다. AIC, MDL, SORTE는 AWGN 환경에서 잡음 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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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고윳값이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가장 작은 

고윳값의 중복된 개수를 찾는다[7,16,17]. AIC는 낮은 

SNR에서 MDL보다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지만 높은 

SNR에서 100%의 정확도를 달성하지 못한다. 또한 신

호의 개수를 과대 추정(Overestimation)하는 경향이 있

다. MDL의 경우 높은 SNR에서 100 %의 정확도를 나

타내지만 낮은 SNR에서 성능이 취약하며 과소 추정

(Underestimation)하는 경향이 있다. SORTE는 낮은 

SNR에서의 신호 개수 추정 정확도가 AIC, MDL보다 

우수하다. 하지만 최대로 탐지할 수 있는 신호의 개수

가 AIC, MDL보다 더 적으며, 낮은 SNR에서 과대 추

정하는 경향이 있다[3,4,13,15,18-20]. 이 외에도 인접한 고윳

값 사이의 비율을 계산하여 신호 부공간과 잡음 부공

간에 해당하는 고윳값의 경계를 찾는 RAE(Ratio of 
Adjacent Eigenvalues)[21]가 있다. RAE는 Snapshot의 개

수가 적거나 SNR이 낮을 때 신호 개수를 과소 추정

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팀의 이전 연구에서는 고윳값 Gap과 고윳값 

Gap의 누적합의 비율을 이용하여 신호 개수를 추정하

는 방법인 AREG를 제안했다[14]. AREG는 높은 SNR에

서 100 %의 신호 개수 추정 정확도를 달성하고, 낮은 

SNR에서의 신호 개수 추정 정확도가 SORTE와 유사

하게 나타나며, SORTE보다 더 많은 신호 개수 추정

이 가능하다. 따라서 AIC, MDL, SORTE가 갖고 있는 

각각의 문제점을 해결했다. 또한 AREG는 고윳값 Gap
을 이용한 비율 중 최댓값을 찾는 방법으로 신호 부

공간에 해당하는 고윳값의 최솟값과 잡음 부공간에 

해당하는 고윳값의 최댓값의 차이를 찾는다. [14]를 

통해 AWGN 환경에서 AIC, MDL, SORTE와 AREG의 

신호 개수 추정 성능을 비교했고 앞서 기술한 특징들

을 확인할 수 있다.

2.2 도래각 추정 연구

  MUSIC[10]은 수신 신호의 공분산 행렬의 고유벡터를 

사용하여 도래각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잡음 부공간에 

해당하는 고유벡터를 추정하고 신호 부공간과 잡음 부

공간이 서로 직교하는 성질을 이용한다. Uncorrelated 
신호를 가정하며, 수신 신호의 개수는 안테나의 개수

보다 더 적어야 한다. 신호 부공간에 속하며 각도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Steering Vector와 잡음 부공간

에 해당하는 고유벡터를 곱하여 0이 되는 지점을 찾

으며 모든 각도에 대해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많은 

계산량이 소요된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22]. MUSIC 알

고리즘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었고, 대표적으로 Correlation 신호에 대한 도래

각 추정을 위해 Spatial Smoothing MUSIC[23], 연산량을 

줄이기 위한 Root MUSIC[24] 및 ESPRIT[11] 등이 있다.

2.3 공분산 행렬 재구축 연구

  수신 신호의 공분산 행렬을 재구축하는 목적은 다

양하다. 예를 들어, Forward-Backward Averaging[12]은 

수신된 신호를 Decorrelation시켜 공분산 행렬의 신호 

부공간에 대한 차원을 확보하기 위함이고, [25], [26]
은 공분산 행렬의 크기를 안테나 개수를 보다 더 크

게 만들어 안테나 개수보다 더 많은 수의 신호를 수

신하기 위함이다. 이번 절에서 소개할 FGML[13]은 신

호 개수 및 도래각 추정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

분산 행렬의 구조적 특징을 이용하여 공분산 행렬에

서 잡음의 효과를 제거한다. 일반적으로 수신 신호의 

공분산 행렬을 전개하면 신호와 잡음 성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때, 각각의 행렬은 모두 안테나 개수에 해

당하는 크기를 갖는 정사각행렬이다. 그러나 신호 성

분의 행렬은 신호 개수만큼의 Rank 값을 갖게 된다. 
행렬의 크기보다 부족한 Rank 값을 갖기 때문에 0보다 

큰 고윳값이 신호 개수만큼만 존재하며, 나머지 고윳

값은 모두 0인 Positive Semi-Definite 행렬의 특징을 갖

는다. 또한 신호 성분의 행렬은 켤레(Conjugate)와 전치

(Transpose)를 했을 때 동일한 행렬이 되는 Hermitian 
행렬인 동시에 대각선 위의 성분들이 모두 같은 ( 
=  ) Toeplitz 행렬이다. 공분산 행렬의 신호 성

분의 이러한 특징을 활용하여 공분산 행렬로부터 신

호 성분의 행렬을 추정하는 과정이 FGML이고, [13]은 

FGML을 통해 추정된 신호 성분의 행렬을 이용하여 

기존 신호 개수 추정 및 도래각 추정 방법의 향상된 

성능을 이끌어냈다. [13]에서는 신호 성분의 행렬을 

추정하기 위해 Rank Minimization Problem을 정의했고, 
이를 Convex Optimization을 이용하여 해(Solution)를 추

정했다.

3. 시스템 모델

  본 논문에서는 Antenna Array 사이의 간격이 모두 

동일한 ULA 구조를 가정하며 신호가 전파되는 환경

은 Far-Field와 Narrowband를 가정한다. Antenna Ar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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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수를 , Uncorrelated한 신호의 개수를 (단, 
  )라고 표기하며,  , 는 시간 에서의 수

신 신호 및 송신 신호, 와 는 Steering Matrix와 

Steering Vector, 는 평균이 0인 AWGN을 나타낸다.

3.1 AWGN 환경 모델

  AWGN 환경에서 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이때, 각각의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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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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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렬 형태인    으로 기술할 수 있으

며 Snapshot의 개수가  , 복소수 집합을 ℂ라고 할 

때, 각 행렬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ℂ× , ∈ℂ× , ∈ℂ× , ∈ℂ×

의 공분산 행렬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lim
→∞




  



  
 



의 고윳값이 (단,    … )일 때, 본 논문에

서는 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했다.

    ⋯     ≤ ⋯ ≤ 

현실적으로 Snapshot을 무한히 측정할 수 없으므로, 

는 실제로는   


  



로 계산된다.

3.2 Fading 환경 모델

  만약 AWGN 환경에서 Fading이 발생한다면 Fading
에 해당되는 요소가 추가되어야 한다. Fig. 1은 Fading

이 존재하는 통신 환경에서 송수신기가 각각 1개씩 

존재할 때(SISO: Single Input Single Output)를 나타내

며, 수신 신호()는 다음과 같이 모델링 된다.

𝑥

Channel

ℎ
Array 

𝑠
Signal

𝑛
Fig. 1. SISO fading channel model

 

이때, 와 은 송신 신호와 AWGN이며, 는 Fading
을 나타낸다.
  단일 송수신기 환경을 본 논문에서 가정하고 있는 

다중 송수신기 환경(송신 신호 개수 , 수신 안테나 

개수  )으로 확장하면 아래의 Fig.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은 MIMO(Multiple Input Multiple Output) 
채널의 형태와 유사하며, 벡터로 이루어진  가 

행렬로 확장되며, 는 ∈ℂ×의 크기를 갖는다[27].

⋯
M Arrays

⋰ ⋰0°

θ1

⋰
θD

D Signals
S

X

𝑛

ℎ11
ℎ𝑀1⋰ℎ1𝐷 ℎ𝑀𝐷

Channel

Fig. 2. MIMO fading channel model

   

[28]을 통해 위 식의  행렬을 AWGN 환경에서의 수

신 신호 모델    과 결합하면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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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Hadamard Product를 나타내며 두 행렬의 대응되

는 원소들 사이의 곱셈을 나타낸다.
  일반적인 무선 통신 환경은 직접파(Line-of-Sight: 
LOS) 성분이 있는 LOS 환경과 그렇지 않은 NLOS 
(Non LOS) 환경으로 나눌 수 있다. LOS 환경에서의 

수신 신호의 Envelope는 Rician 분포로 모델링 할 수 

있고, Rician Fading이라고 한다. 반면 NLOS 환경에서 

수신된 신호의 Envelope는 Rayleigh 분포로 모델링 할 

수 있으며 이를 Rayleigh Fading이라고 한다. Rayleigh 
Fading은 일반적으로 LOS가 발생하기 힘든 도심 환경

에 적합하다. Rayleigh Fading의 여러 모델들 중 가장 

간단한 모델은 Clark 모델이다. 본 논문에서는 Rayleigh 
Fading의 Clark 모델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다. Clark 모델을 이용한 Rayleigh Fading은 수신 신호

의 실수/허수 부분이 서로 독립적이고 평균이 0인 

Gaussian Process를 기반으로 모델링된다. 또한 이때의 

위상은 (0, 2) 사이에서 균일한 분포로 되어있음을 

가정한다[29]. 즉, Rayleigh Fading을 통해 수신된 신호 

각각의 경로는 서로 독립적이며 평균이 0, 분산이 

인 Gaussian Random Variable 과 를 이용하여 

 로 기술할 수 있다. 수신 신호의 Envelope를 

로 정의하면,   


 이며,  가 갖는 PDF 

(Probability Density Function)는 아래와 같이 Rayleigh 
분포를 따른다.

 










4. 고윳값 Gap 기반 신호 개수 추정 방법

  이번 장에서는 본 연구팀이 이전 연구에서 제안한 

고윳값 Gap 기반의 신호 개수 추정 방법인 AREG 
(Accumulated Ratio of Eigenvalues Gaps)[14]에 대해 소

개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REG(Ratio of 
Eigenvalues Gaps)에 대해 기술한다. REG는 AREG의 

수식을 수정한 것이다.
  먼저, 앞선 3장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고윳값이 오

름차순으로 정렬될 때, 고윳값 Gap 를 다음과 같

이 정의한다.

      (단,     …  … )

를 이용하여 AREG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AREG i ≡ lim
→


i



k  

i

k 

i  (    … )

만약 신호 개수  의 범위가  ≤  ≤ 일 때, 
AREG는 아래와 같이 3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AREGi










 i    … MD 
∞ i  MD 
ci i  MD MD  … M

반면   라면, 2가지 경우로 기술할 수 있다.

AREGi ∞ i  
ci i    … M

이 때, 는 임의의 상수로  ≤  ∞ 범위의 실수 

값을 갖는다. 이를 종합하면, 추정된 신호의 개수 

는 다음과 같다.

 argmaxi  …MAREGi

  다음으로 AREG 수식을 일부 수정한 REG를 기술한

다. REG는 5장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확인되는 

AREG의 Rayleigh Fading 환경에서의 성능 저하를 보

완하기 위해 본 연구팀이 새롭게 제안하는 방법이다. 
REG는 AREG와 동일한 고윳값 Gap 를 이용하여 

신호 개수를 추정한다. 먼저   
 (   … )

이면, ∆는 다음과 같다.

∆       … 

∆      … 

∆를 이용한 REG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REGii

i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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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위에 따라 REG의 경우를 나누면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REG












≈NaN     … 



constant
≈∞   

constant

constant
≈    … 

잡음 부공간의 고윳값이 모두 동일한 값을 갖는 이상

적인 환경에서는 가 1부터 일 때, 분모와 

분자가 모두 0이 된다. 하지만 AWGN 및 Rayleigh 
Fading이 존재하는 환경에서는 분모, 분자가 모두 0이 

될 확률이 극히 적으며, [30]을 통해 고윳값은 선형적

으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환경에서의 고윳

값과 고윳값 Gap을 와 로 표기하면, 이 둘은 다

음과 같다.

  
      … 

    … 

∆           … 

∆ ≥     … 

이 때, 는  ≪ 이며, 서로 다른 , 에 대해 

 ≠를 만족한다. 따라서 REG은 다음과 같이 식을 

재 정의할 수 있다.

REGi









i i

i i
≈bi i    … MD 

i i

constant
≈∞ i  MD 

constant

constant
≈ci i  MD … M

와 는 임의의 상수로  ≤  or  ≤∞ 범위의 

값을 갖는다. REG를 통해 추정된 신호의 개수 는 

다음과 같다.

 argmax  …REG

5. 시뮬레이션 분석

5.1 시뮬레이션 환경 설정

  본 논문의 신호 개수 추정 시뮬레이션은 신호의 개

수가 일 때, 각각의 방법을 통해 추정된 이 와 

일치하는지 판단하여 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는 1에서 4사이의 값을 가지며, 매 시행마다 임의의 

각도를 생성하여 그 개수를 추정했다. 의 값이 

에 해당되는 6이 아닌 4까지 설정한 이유는 

SORTE의 최대 추정 가능한 신호 개수가 이기 

때문이다. 이 때 발생하는 각도는 [-60° 60°]의 범위를 

가지며 발생하는 신호들 사이의 최소 간격은 15°로 

설정했다.  만약 안테나에 들어오는 입사각의 각도가 

안테나가 설치된 평면과 평행에 가까워지거나(Fig. 2
에서  가 ±90°에 가까워지는 경우) 인접한 두 신호 

사이의 간격이 좁을 경우 해당 신호에 대한 정확한 

추정이 어려워진다. 이러한 환경 조건에서의 성능을 

향상시킬 때는 안테나 개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대

표적이다. 따라서 이것은 본 논문의 연구범위를 벗어

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각도

의 범위와 간격을 제한했다.

5.2 공분산 행렬 재구축 결과

  본 연구팀이 제안한 AREG와 AIC, MDL, SORTE의 

신호 개수 추정 성능 비교는 [14]에서 확인할 수 있

다. AREG는 신호 개수 추정 정확도 100 %를 달성할 

수 있으며, 낮은 SNR에서 SORTE보다 우수한 신호 

개수 추정 정확도를 나타냈다. 이번 절에서는 기존의 

신호 개수 추정 방법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

된 공분산 행렬 재구축 방법 FGML[13]을 AREG에도 

적용하여 그 효과가 유효한지 확인했다. 추가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REG의 성능과 FGML이 적용된 

REG의 결과도 같이 비교했다. Fig. 3의 시뮬레이션은 

 = 7,   = 400, SNR은 -20 dB에서 10 dB사이를 관

찰했다.
  [13]에서는 Hermitian Toeplitz이며, Positive Semidefinite 

행렬인   
를 추정하여 기존의 공분산 행

렬인   대신  의 고윳값을 이용한다.  를 

이용함으로써 잡음의 영향이 제거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를 추정하기 위한 Convex Optimization 
Problem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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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 ∥


⊗

 



vecRxxTu∥




⊗은 Kronecker Product, ∥∥은 -norm 또는 

Euclidean Norm이다. 위 식을 풀기 위해 본 논문에서

는 Matlab에서 Convex Optimization Problem을 풀 수 

있는 CVX[31]패키지를 이용하여 위 식의 해  을 

추정했다.

  Fig. 3. Source enumeration results with covariance 

matrix reconstruction by FGML

  Fig.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낮은 SNR에서 

 를 이용한 AREG+FGML과 REG+FGML, SORTE 
+FGML은 비슷한 신호 개수 추정 정확도를 나타낸다. 
하지만 AREG+FGML과 REG+FGML의 정확도가 100 %
에 도달하는 SNR이 SORTE+FGML보다 더 낮은 SNR
에서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다. AREG+FGML의 결과

를 [14]에서 보였던 AREG의 결과와 비교하면 AREG+ 
FGML의 결과가 AREG보다 더 낮은 SNR에서 그래프

가 상승함을 확인할 수 있다. REG와 REG+FGML의 

신호 개수 추정 성능을 비교하면, 낮은 SNR에서 REG 
+FGML의 정확도가 더 높고, 100 %에 도달하는 SNR
이 REG보다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FGML에 의한 공분산 행렬 재구축이 AREG와 REG의 

성능 향상에 기여함을 확인할 수 있다.

5.3 계산량 결과

  다음으로 Antenna Array 개수와 Snapshot 개수 변화

에 따라 AIC, MDL, SORTE, AREG, REG의 신호 개수 

추정 계산량(전체 연산 시간) 변화에 대해 비교했다. 
이 경우 공통적으로 고윳값 분해 과정은 시간 측정에

서 제외했으며, 고윳값 Gap을 이용하는 SORTE, AREG, 
REG의 경우 고윳값 Gap을 계산하는 과정은 시간 측

정에 포함했다.

To
ta

l T
im

e(
s)

 Fig. 4. Total (calculation) time results according to 

the change in the number of antenna arrays

  Fig. 4는 SNR이 -10 dB에서 10 dB로 값이 변할 때, 
각 SNR마다 200번 반복 시행한 경우의 모든 시간을 

합한 결과를 나타낸다. 또한 Snapshot의 개수는 400으
로 설정했으며, 측정된 신호의 개수 범위는 앞서 기술

한 것처럼 SORTE의 최대 추정 가능한 신호 개수를 

고려하여 Antenna Array 개수가 5인 경우는 1부터 2까
지, 6인 경우는 1부터 3까지, 7부터 20인 경우는 1부터 

4까지로 설정했다. 5개의 방법을 비교한 결과 Antenna 
Array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계산량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 중 본 연구팀이 제안했던 AREG
와 REG가 가장 적은 계산량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REG와 AREG의 계산량을 비교했을 때, REG
가 더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 또한 Fig 4와 같이 SNR이 –10dB에서 10dB로 

값이 변할 때, 각 SNR마다 200번 반복 시행한 경우의 

모든 시간을 합한 결과를 나타낸다. Antenna Array 개

수는 7로 고정했으며, 신호의 개수 범위는 1부터 4로 

설정했다. Fig. 4의 Antenna Array의 개수가 변하는 경

우와 다르게 Snapshot의 개수가 증가하더라도 계산량

은 일정한 경향을 나타낸다. 또한 AREG와 REG가 가

장 적은 계산량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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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 Total (calculation) time results according to 

the change in the number of snapshots

5.4 Rayleigh Fading 환경 성능 비교

  이번 절에서는 Rayleigh Fading에서의 신호 개수 추

정 성능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한다. 이때의 Fading
을 나타내는 H 행렬은 주어진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관찰 시간 동안 1번만 계산하는 것을 가정했고,  = 
1로 설정했다.
  먼저 기존 알고리즘인 AIC, MDL, SORTE에 대해 

AWGN만 존재하는 환경과 AWGN에 Rayleigh Fading
이 같이 존재하는 환경에서의 신호 개수 추정 성능을 

비교했다.

  Fig. 6. Comparison of source enumeration results 

with AWGN and rayleigh fading

  Fig. 6에서 AIC, MDL, SORTE 모두 Rayleigh Fading
이 존재할 때 그래프가 AWGN보다 오른쪽으로 이동함

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호 개수 추정 정확도 100 
%에 도달하는 SNR이(AIC의 경우 정확도 약 90 %인 

경우) AWGN보다 Rayleigh Fading일 때, 더 높은 값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Rayleigh Fading이 신호 

개수 추정 성능의 저하를 유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7. Source enumeration results with rayleigh fading 

including AREG and REG

  두 번째로 Rayleigh Fading 환경에서 본 연구팀의 제

안 기법인 AREG와 REG에 대한 성능 평가를 진행했

다. [14]의 AWGN 환경에서 동일한 SNR에서 SORTE
보다 더 높은 신호 개수 추정 정확도를 보였던 AREG
는 Fig. 7에서 AIC, MDL, SORTE, REG와 비교했을 때 

Rayleigh Fading 환경에서 가장 큰 성능 저하가 발생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REG의 경우 Rayleigh 
Fading 환경에서 AREG보다 성능 저하가 덜 발생했으

며, SORTE와 유사한 신호 개수 추정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Rayleigh Fading이 발생하면 신

호 부공간에 해당되는 고윳값의 변동 폭이 증가한다. 
따라서 AWGN 환경에서의 고윳값보다 두 부공간의 

고윳값 사이의 Gap이 줄어들게 된다. 즉, 신호 부공간 

고윳값의 최솟값과 잡음 부공간 고윳값의 최댓값 사

이의 고윳값 Gap이 나머지 인접한 고윳값들 사이의 

Gap과 비교하여 두드러지게 큰 값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 이런 현상을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값이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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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고윳값의 개수를 추정하는 AIC, MDL, SORTE와는 

다르게 두 부공간 사이의 경계에 해당하는 고윳값 

Gap을 찾는 AREG의 성능이 더 급격하게 저하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Rayleigh Fading 환경에서의 도래각 추정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MUSIC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Spectrum 그래프를 산출했다. Fig. 6은 Antenna Array 
개수 7, 신호 개수 1, 도래각 30°, Snapshot 개수 400, 
SNR 0 dB 환경에서의 한 예시이다. Rayeligh Fading이 

존재 할 때와 존재하지 않을 때, 그리고 공분산 행렬 

재구축 방법인 FGML을 이용하여 추정한  의 사

용 유무에 따라 총 4가지 결과를 나타냈다. Rayleigh 

Fading이 없는 AWGN 환경에서는  를 사용한 

MUSIC 알고리즘이(그래프 범례 MUSIC+FGML) 

를 사용한 MUSIC 알고리즘(그래프 범례 MUSIC)보다 

  = 30°에서 Peak의 폭이 상대적으로 좁은 것을 통해 

더 정확한 도래각 추정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반면에 Rayleigh Fading 환경에서는  나   
모두 정확한 도래각을 추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

다. 이는 Fading에 의해 공분산 행렬의 기본 가정이 

깨지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Fig. 8은 특

정한 경우의 한 사례에 불과하지만 Fading 환경에서의 

정확한 도래각 추정을 위해서는 공분산 행렬 재구축 

이외에도 추가적인 방법을 통해 Fading의 효과를 제거

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60 -40 -20 0 20 40 60
0

0.2

0.4

0.6

0.8

1

(degree)

N
or

m
al

iz
ed

 S
pe

ct
ru

m

 

 
MUSIC
MUSIC+FGML
MUSIC+Rayleigh
MUSIC+FGML+Rayleigh

MUSIC+Rayleigh

MUSIC+FGML+Rayleigh

MUSIC

MUSIC+FGML

Fig. 8. MUSIC algorithm results with or without 

rayleigh fading & FGML( = 7,  = 1,  = 

30°,   = 400, SNR = 0 dB)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선행 연구로 진행한 신호 개수 추정 

방법 AREG와 본 논문에서 새롭게 제안한 REG에 

FGML 방법을 이용하여 AREG+FGML와 REG+FGML
의 성능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했다. 기존의 공분

산 행렬 기반의 신호 개수 추정 방법들이 FGML을 통

해 새롭게 추정된 공분산 행렬을 이용하여 신호 개수 

추정 성능이 향상된 것처럼 AREG와 REG 또한 FGML
을 통해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

해 고윳값 Gap Ratio 기반의 신호 개수 추정 방법의 

성능 우수성을 증명했고, 이를 확장/개선시킬 수 있는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추가적으로 Rayleigh 
Fading 환경에서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신호 개수 및 

도래각 추정 성능이 모두 저하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AIC, MDL, SORTE, AREG 중 AREG의 성능 저하가 

가장 크게 발생했고 Fading 환경에서의 AREG를 성능

을 개선하기 위해 AREG를 일부 수정한 REG를 같이 

제안하여 그 문제점을 보완했다. Fading은 AWGN보다 

실제 환경에 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Fading에서의 

성능 저하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하지만 성능 저

하의 정도를 낮추기 위한 연구가 여전히 부족하다. 따

라서 향후 Fading 환경에서 신호 개수 추정 및 도래각 

추정의 성능 저하를 줄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후        기

  본 연구는 국방과학연구소(과제명: 무인기용 U/VHF
대역 통신 ES장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 결과

입니다. 보안상 장비제원은 실제원과 다를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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