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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수  천해 환경에서 능동소나의 반향 신호로 기뢰를 탐지  식별하는 일은 복잡한 해양 환경의 향으로 어려

운 문제이다. SVM은 패턴인식 문제에서 최 의 해를 제공하는 이진 분류기이다. 본 논문에서는 SVM을 이용하여 

능동소나의 반향 데이터로 기뢰와 같은 속 물체와 바 를 식별하는 실험을 수행하면서, SVM에 사용되는 커 함

수의 라미터 값의 변화에 따른 식별 성능을 분석하고 제시하 다. 

ABSTRACT

Detection and classification of undersea mines in shallow waters using active sonar returns is a difficult task due to complexity of 

underwater environment. Support vector machine(SVM) is a binary classifier that is well known to provide a global optimum solution. In this 

paper, classification experiments of sonar returns from mine-like objects and non-mine-like objects are carried out using the SVM, and 

classification performance is analyzed and presented with discussions depending on parameter values of SVM kernel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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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표 에서 반사되어 수신된 능동소나의 신호를 이용

하여 수 의 표 을 탐지  식별하는 문제는 수 감시

체계에서 아주 요한 일이지만, 천해 수 환경의 복

잡성과 표 신호 획득의 어려움으로 인해 여 히 어려

운 문제로 남아있다. 실제 해상에서의 능동소나 표

신호의 획득이 어려우므로 수조에서의 모형 표 을 이

용한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모델을 이용한 합성신호를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1,2]. 미국 

캘리포니아 학의 UCI machine learning repository[3]에

서는 기계학습  패턴인식 련 연구자에게 다양한 데

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에 1988년 Gorman 과 

Sejnowski의 연구[4]에서 처음 사용된 능동소나의 표

신호에 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제공되는 데이

터는 기뢰와 같은 속 실린더 물체와 실린더 모양의 

바 로부터 반사되는 능동소나 반향신호를 분석하여 

얻은 60차의 스펙트럼 특징벡터로 총 208개로 구성되

어 있다. 능동소나 신호의 식별에는 주로 인공신경망

을 이용한 기법들이 주로 많이 연구되어 왔다[5,6]. 

SVM은 최 해를 제공할 수 있는 이진 분류기인데, 커

함수를 사용하면 비선형 특성을 갖는 입력 공간에서 

더 높은 차원의 특징 공간으로 변환하여 선형 분리를 

가능하게 한다. 커 함수로는 주로 다항식 형태와  방

사기 함수, 즉, polynomial과 가우시안함수 형태의 

radial basis function(RBF) 등이 사용되는데, 각 커  함

수마다 사용자가 한 라미터 값을 결정해주어야 

한다. 커  함수와 그 함수의 라미터 값에 따라 식별 

성능에 큰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한 라미

터의 선택은 요한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2개의 표

 클래스를 포함하고 있는 UCI 소나 데이터를 이용하

여 능동소나 표 신호의 식별 문제를 다루었다. 식별

기로는 이진 분류에 합한 SVM을 이용하 으며, 

SVM의 커 함수와 각 함수의 라미터 값의 변화에 

따른 식별률을 분석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연구에

서 식별기로 사용한 SVM  커 함수에 해 간략히 설

명한다. 3장에서는 UCI 소나 데이터의 구성과 시뮬 이

션 방법에 해 소개하고 시뮬 이션 결과를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Support Vector Machine

두 클래스를 선형 분리할 수 있는 결정평면(decision 

surface)에 가장 가까이 존재하는 각 클래스의 샘 을 

SV(Support Vector)라고 하는데, SVM은 결정평면과 SV 

사이의 거리, 즉, 마진(margin)이 최 가 되는 결정평면

을 훈련에 사용되는 각 클래스의 샘 을 이용하여 구하

는 이진 분류기이다. 입력 샘 이 x이고 클래스 출력이 

∈인 개의 샘  x
   

 을 고려할 때, 

결정평면은 wx 로 표시된다. 여기서 w는 가 치 

벡터, 는 바이어스를 나타낸다. 이때 두 클래스의 SV 사

이의 분리 마진은 ∥w∥가 되며, 이를 최 화하기 

해서는∥w∥를 최소화해야 한다. 여기서 결정평면과 

목표 클래스 출력의 곱이 양수라는 제약조건을 용하

여 식 (1)의 비용함수가 최소가 되는 w와 를 구하면 최

화된 결정평면을 얻을 수 있다[7]. 

w 



∥w∥

           (1)

두 클래스에 포함된 샘 들이 선형 으로 완  분리

가 어려운 경우에는 식 (2)와 같이 오류에 한 허용 변

수를 용한 비용함수를 통해 최 화가 가능하다. 이때 

훈련 샘 들을 이용하여 마진의 최 화와 분류 허용 에

러에 한 조  인자인 의 한 값을 경험 으로 결

정해야 한다.

w 



∥w∥


  



         (2)

식 (2)에 한 최 화 문제는 라그랑지승수(Lagrange 

multiplier) 방법을 도입하여 해를 찾을 수 있는데, 분류

하고자 하는 두 클래스가 비선형 분리면을 갖는 경우에

는 커 함수 xx를 도입하여 입력벡터, 즉, 입력 샘

을 더 높은 차원의 특징 공간으로 사상하여 그 공간에

서 평면(hyper plane)을 얻음으로써 선형 으로 분리

할 수 있다. 커 함수를 이용할 경우 최종 으로 얻어

지는 SVM 분류기는 식 (3)과 같이 표 되며, 이를 이용

하여 두 개의 비선형 분리면을 갖는 클래스를 분류할 수 

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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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x     (3)

여기서  는 식(4-1)로 주어지는 목 함수를 최

화하는 라그랑지승수를 나타낸다.  

 
  








  




 



xx  (4-1)


  



  ≤  ≤ for      (4-2)

커 함수는 입력벡터를 고차원의 특징벡터로 변환

한 후 내 을 구하는 과정을 수행하는 함수로 표 1에 

주어진 polynomial, RBF 등이 일반 으로 많이 사용된

다.

Type kernel function  

polynomial x
x : power

radial basis 

function
exp


∥xx∥

 : variance

표 1. 일반 으로 많이 이용되는 커 함수
Table. 1 Typical kernel functions

Ⅲ. 실험  결과

실험에 사용된 UCI 능동소나 데이터는 수  바닥에 

놓인 속 실린더와 비슷한 형상의 바 에 해 LFM 

(Linear Frequency Modulated) 능동신호를 여러 각도에서 

수신한 각 신호를 STFT (Short-time Fourier transform)으

로 분석하여 주 수 역에 해 0 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정규화한 60차의 스펙트럼으로 구성되는 특징벡터 형

태로 제공된다. 체 DB는 총 208개의 표  반향신호에

서 얻어진 특징벡터들로, 111개는 속 실린더로부터의 

반향신호에서, 97개는 속 실린더 모양의 바 로부터 

얻어진 반향신호의 특징벡터로 구성되어 있다. 208개의 

데이터는 다양한 각도에서 수신된 신호가 고르게 분포

되도록 나 어 104개는 훈련데이터로, 나머지 104개는 

테스트데이터로 이블링 된 형태로 제공되는데, 본 연

구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SVM의 훈련과 식별 실험에 사

용하 다. 식별 실험을 한 분류기는 SVM toolbox[9]를 

이용하 으며, polynomial, RBF 두 개의 커 함수를 사

용한 SVM 시스템에 해 식별 성능을 비교하 다. 표 1

에서, polynomial 커 함수의 경우에는  값을, RBF 커

함수의 경우에는 에 해당하는 값을 사용자가 지정

하여야 한다. 한, 두 함수 모두 라그랑지승수의 상한 

값에 해당하는   값도 설정해주어야 한다. SVM toolbox

에서 RBF 커 함수는 식 (5)의 형태로 계산되는데, 여기

서 
dim
은 입력되는 특징벡터의 차원이며  값을 사용

자가 설정해주어야 한다.

xi
xj
  exp∥xx∥

 
dim
   (5)

SVM 커 함수의 한 라미터 값을 찾으면서 그에 

따른 식별 성능을 비교하기 하여 일반 인 그리드 탐색

(grid-search) 기법[9]을 용하여   와   에 따

른 식별 실험을 수행하 다. 커 함수가 polynomial인 

경우에는 1차, 2차 다항식에 해당되는   에

  ⋯  값을 변화시키면서 실험하 으며, 

RBF 커 함수 경우에는   ⋯ 와 

  ⋯  값의 조합에 해 식별 실험을 수행

하 다.

그림 1은 polynomial 커 함수의 라미터 값에 따른 

식별 성능을 보인 것이다. 여기서 각 값은 10번 시행에 

한 평균 식별률을 보인 것이며, 가로축의 는  

의 지수 값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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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polynomial 커 함수의  값에 따른 식별 결과  
Fig. 1 Classification results with a polynomial kernel 

function depending on its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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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서 보면,   일 때는   값이 증가 할수록 

식별률이 다소 하되는 경향을 보 지만   인 경우

에는   값의 향을 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모든   값에 해   에서 더 좋은 인식률을 나타내

었으며,   ,  일 경우 가장 높은 87.5%로 [4]에

서의 인공신경망을 이용했을 경우와 비슷한 식별률을 

보 다. 

그림 2는 RBF 커 함수에서  값에 따른 식별 성능을 

나타낸 그래 인데,    미만의 값에서는 식별률

이 50% 이하의 낮은 성능을 보여,   이상의 값에 

해서만 그래 에 나타내었다. 그래  가로축의 값은 

  에서의 지수 값을 의미하며 그래  아래쪽의 범

례에 보이는 수는  의 지수 값, 즉, ,,,의 

지수 값을 의미한다. 그림 2를 보면    이상에서 식

별률이 크게 변하여  값이 ∼   일 때 체로 높

은 식별률이 얻어짐을 확인할 수 있으며, [4]의 경우보다 

훨씬 향상된 최고 93.27%의 식별률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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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RBF 커 함수의 라미터   값에 따른 
식별 실험 결과  

Fig. 2 Classification results with RBF kernel function 
depending on its   values

표 2는 RBF 커 함수를 사용했을 경우의   값에 

따른 식별 결과에서 높은 식별률이 얻어지는 일부 구간

을 보인 것이다. 표 2에서 보면 식별률이 체로   값 보

다는  값에 민감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은   값에 따른 식별 성능을 나타낸 그래 이

다. 그래  가로축의 값은 그림 1에서와 마찬가지로 

 에서 지수 값을 의미하며, 범례에 보이는 수는 

의  값 ,,,,의 지수 값을 나타낸다. 

    

 
  87.88% 87.88% 87.98% 87.60% 87.79%

 
  93.08% 93.17% 93.27% 93.17% 93.08%

 
  93.27% 93.27% 93.27% 93.27% 93.27%

 
  90.38% 90.38% 90.38% 90.38% 90.38%

 
  88.46% 88.46% 88.46% 88.46% 88.46%

표 2. RBF 커 함수의 라미터에 따른 식별률
Table. 2 Classification results with RBF kernel 
function depending on its parameter values

그림 3을 보면  값 부분의 경우에서,   이상

에서의 식별률이 거의 일정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

와 3을 비교해 보면   값 보다  값의 변화가 식별률에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는 

polynomial 커 함수와 RBF 커 함수의 식별 성능을 

비교한 것이다. RBF 커 함수는   에 해서, 

polynomial 커 함수는   에 한 성능을 나타내었

으며, 가로축의 는  에서 지수 값을 의미한다. 

의 실험 결과에서 비선형 특성을 갖는 능동소나 표

신호의 SVM을 이용한 식별에서 RBF 커 함수의 식별 

성능이 polynomial 커 함수의 식별 성능 보다 훨씬 우

수함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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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RBF 커  함수의  값에 따른 식별 실험 결과
Fig. 3 Classification results with RBF kernel function 

depending on its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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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커 함수에 따른 인식 성능 비교
Fig. 4 Comparison of classification rates according 

to kernel functions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SVM의 커 함수와 각 함수의 라

미터 값에 따른 능동소나 표 신호의 식별 성능을 분

석하 다. 사용한 커 함수는 polynomial과 RBF 커

함수이며, 각 함수에 한 라미터 와   값

의 변화에 따른 식별률을 분석하 다. 실험에 사용된 

능동소나 신호의 경우, SVM에서 polynomial 커 함수 

보다는 일반 인 RBF 커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더 

높은 식별 성능을 얻을 수 있음을 보 다. RBF 커  함

수에서는  값이  이상에서 식별률이 크게 변하여  

∼   일 경우 체로 높은 식별률을 보 는데, 

이것은 가우시안 형태의 커 함수인 RBF를 이용하여 

특징벡터를 고차원 공간으로 매핑할 때 spreading에 해

당하는 의 한 선택이 요함을 의미한다. 반면에 

SVM의 조  인자인 는 일정한 값 이상에서는 식별

률에 큰 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 다. 한, RBF 커

함수를 이용한 SVM에서    값일 때 93.27%의 식

별률을 보여 일반 인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기존의 

식별률에 비해 훨씬 높은 식별 성능을 얻을 수 있음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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