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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다양한 변조 기법을 사용하여 저피탐 능력을 갖춘 신호원들이 증가하면서, 신호의 변조 방식을 분류하는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신호 간섭이나 잡음 환경에서 수신 신호 분류의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처리 과정으로 

FFT를 이용하는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딥러닝 기법이 제안되었다. 하지만 윈도우가 고정되는 FFT의 

특성상 탐지 신호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정확히 분류해내지 못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

에서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또한 다양한 유형의 신호를 시간 및 주파수 영역에서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웨이블릿 변

환(wavelet transform)을 전처리 과정으로 사용하는 CNN 모델을 제안한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안하는 웨이블릿 

변환 방식이 FFT 변환 방식에 비해 정확도와 학습 속도 측면에서 SNR 변화에 무관하게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특히 

낮은 SNR일 때 더욱 큰 차이를 보임을 입증하였다.

ABSTRACT

As the number of signal sources with low detectability by using various modulation techniques increases, research to 
classify signal modulation methods is steadily progressing. Recently, a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deep 
learning technique using FFT as a preprocessing process has been proposed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received signal 
classification in signal interference or noise environments. However,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FFT in which the 
window is fixed, it is not possible to accurately classify the change over time of the detection signal.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opose a CNN model that has high resolution in the time domain and frequency domain and uses wavelet 
transform as a preprocessing process that can express various types of signals simultaneously in time and frequency 
domains. It has been demonstrated that the proposed wavelet transform method through simulation shows superior 
performance regardless of the SNR change in terms of accuracy and learning speed compared to the FFT transform 
method, and shows a greater difference, especially when the SNR is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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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전의 양상은 정보ㆍ전자전 중심의 전쟁으로 변

화하고 있다.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방사하는 각종 

전자파 신호의 수신, 탐지, 분석 및 식별, 위치 탐지 등의 

제반 활동을 통해서 획득한 정보들은 전자 공격 또는 전

자 보호 대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가 되며, 정보 우위의 

핵심으로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정보 우위란, 필
요한 적의 정보를 아군에게 정확한 시간 내에 정확한 형

태로 제공함으로써 상대적인 정보 이점을 달성한 상태

를 지칭한다 [1-2].
하지만 다양한 변조 기법을 사용하여 저피탐 능력을 

갖춘 신호원들이 증가하면서, 전자 지원 시스템(electronic 
support system)에서 신호 식별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탐지된 신호의 변조 방식을 분류하는 기술은 전자 

지원 시스템에서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로 이를 위한 연

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3].
최근 탐지 신호의 분류 분야에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

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4-5]. 딥러닝 기술의 

적용은 매번 직접 분류하는 것보다 빠른 시간내에 학습

이 가능하고 한번 모델을 구성하면 큰 변경 없이 유사 

목적에 맞게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고 또한 낮은 비용으

로 운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최근 

무선 신호의 학습 모델과 전처리 과정을 다루는 연구들

이 제안되어왔다 [6-7]. 탐지 신호의 데이터 처리를 위하

여 데이터 정화(data cleaning)를 사용하는 방법[6]과 전

처리 기법으로 FFT를 사용하는 방법[7]이 있다. 데이터 

정화만 사용하는 경우는 신호가 깨끗한 상황일 때 높은 

분류 정확도를 보여준다. 하지만 낮은 SNR인 경우에는 

경사하강법(gradient descent method)으로 학습이 진행

되는 CNN의 특성상 특징이 같은 데이터가 잡음에 의해 

손상되면 분류하고자 하는 신호를 파악하지 못하고 정

확도가 크게 나빠진다. 
참고논문 [8]에서는 전처리 과정에 FFT를 적용한 

CNN 기법을 제안하였다. FFT는 시간 영역을 주파수 영

역으로 변환시키는, 즉 시간 영역에서의 신호를 주파수 

성분으로 분해하는 과정이다. FFT 변환을 통해서 탐지 

신호는 주파수 영역에서 비교적 쉽게 표현되고 필터를 

적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탐지 신호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따라서 신

호를 특정 길이의 윈도우로 제한하여 변환하여야 하는

데 윈도우 크기가 작아질수록 주파수 해상도가 저하되

고 윈도우 크기가 커질수록 시간 영역 해상도가 떨어지

는 단점이 있다. 또한 FFT 전처리 기반 CNN 기법은 다

양한 종류의 변조 신호들을 분류하고자 할 때 적절한 윈

도우 크기를 결정하기 어렵고 FFT의 특성으로 인하여 

높은 SNR에서는 분류 정확도가 데이터 정화보다 떨어

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8].
본 논문에서는 주파수 영역에 따라 scale factor가 달

라지는 특성으로 시간 및 주파수 영역에서 높은 해상도

를 가지고 또한 다양한 유형의 신호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웨이블릿 변환을 사용하여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

으로 이용하는 CNN 모델을 제안한다. FFT 변환 방식과 

비교할 때 SNR 변화에 무관하게 정확도와 학습 속도 측

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특히 낮은 SNR일 때 더

욱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입증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FFT의 한

계 및 제안하는 기법을 설명하고 3장에서는 시뮬레이션

을 통해 제안한 기법의 성능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4
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제안하는 웨이블릿 변환 기반 CNN 기법

본 논문에서는 그림 1과 같이 신호 분류를 위한 시스

템을 구성하였다. 변조 신호 데이터 구성은 훈련

(training)을 위한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구분하여 

테스트의 결과가 학습 모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

였다. 이후 CNN 모델에서 학습이 용이하도록 data 
truncation으로 데이터 분류에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

여 차원을 맞춰주었다. 정리된 데이터는 특징 추출

(feature extraction)을 통해 분류가 진행되는데 본 논문

에서는 데이터의 특징 추출을 위해 웨이블릿 변환으로 

높은 해상도의 이미지를 만들었다. 이후 이미지 처리 능

력이 뛰어난 CNN 모델을 통해 정확도를 검증하였다.

2.1. 변조 신호 데이터 구성

변조 신호 데이터 구성의 경우 데이터를 변환하고 학

습시키기 이전에 데이터의 형태와 한 번에 학습할 데이

터 블록의 수 등을 결정하여 데이터별 차이를 없애는 작

업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학습하는 데이터는 형태가 일

정해져 CNN에서 학습하기 유리해진다. 신호의 변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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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기 위해 XGboost의 앙상블 모델을 사용하였다. 
앙상블 모델이란 여러 개의 분류기를 생성하고 그 예

측을 결합함으로써 보다 높은 성능을 도출하는 기법이

다. GBM의 경우 경사하강법을 이용하여 가중치 업데이

트를 하는 방법으로 속도가 비교적 느리고 LightGBM
의 경우 데이터 수의 부족으로 인한 과적합 문제가 있어 

XGboost를 사용하는 것이 다른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

는 것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앙상블 

모델의 입력 차원에 데이터를 맞추기 위하여 데이터 제

거 작업을 해주었다. 
그림 1에서 보이듯이 11가지의 변조 신호에 대하여 

배치 크기 128개씩 나누어 학습하였다. 배치의 크기는 

이보다 작은 32와 64로 설정할 경우는 본 실험 환경에서 

메모리 문제가 발생하고 학습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

다. 반대로 128보다 큰 배치 크기로 학습할 경우는 128
보다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그 안의 각

각의 데이터들은 성능이 높은 앙상블 모델의 차원에 맞

춰 사용하기 위해 2×1024의 형태로 잘라주었다.

Fig. 1 Proposed system model for modulated signal 
classification

2.2. 데이터 변환 

전처리는 기존의 데이터를 학습에 적합한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으로 모델이 생성된 이후에도 예측하고

자 하는 새로운 데이터에 계속해서 적용하는 과정이다. 
큰 함숫값에서 최소 함숫값을 찾아 기울기를 변화시켜

가는 경사 하강법으로 학습이 진행되는 CNN의 특성상, 
전처리를 통해서 데이터의 숫자 범위를 줄여 주면 큰 함

숫값과 최소 함숫값의 차가 작아져 모델 학습의 성능과 

학습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전처리의 과정은 데이터 정화, 변환, 특징 스케일링

의 과정을 거친다. 우선 연관성 없는 특징과 누락 데이

터를 제거하는 데이터 정화 작업을 해준다. 이 작업을 

통해 신호가 재밍이나 스푸핑에 당하는 등, 외부의 공격

에 의한 과도한 변형이 일어나지 않은 데이터들로만 학

습함을 의미한다. 또한 테스트 시 과한 변형이 일어난 

신호의 경우, 외부의 공격이 있었음을 분류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후 CNN에서 학습하기 편리하도록 데이터의 

형식을 숫자형 데이터로 변환해준다. 배열로 변환하는 

방법인 리스트와 numpy 배열 중 벡터화해서 계산하여 

루프나 인덱싱없이 큰 데이터의 작업에 유리한 numpy 
배열을 사용해 데이터를 정리하였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특징 스케일링 작업

이다. 딥러닝 시 이미지를 숫자의 형태로 변환한 후 학

습을 진행하는데 숫자의 범위가 넓은 경우 학습의 정확

도가 감소한다. 기존 연구의 경우, 데이터 전처리를 스

케일링만 진행하거나 주파수 관점에서 데이터를 분석

하기 위해 FFT를 사용했었다. 데이터 스케일링의 경우 

특성들의 평균을 0, 분산을 1로 만들어 특성들을 정규분

포의 형태로 바꾸는 작업으로 잡음이 커졌을 때 높은 성

능이 나오지 못했다. FFT의 경우 시계열 데이터의 분석

에 많이 사용되는 기법으로 사인, 코사인 함수를 기저 

함수로 사용해 신호의 전체적인 주기성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하지만 고정된 윈도우 크기로 변환이 진행되

기 때문에 시간이나 주파수 중 하나의 분해능이 떨어지

게 된다. 시간적 연속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FFT의 특성

상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웨

이블릿 변환을 데이터 전처리 기법으로 제시한다. 웨이

블릿 변환에 이용되는 웨이블릿 함수는 0을 중심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진폭을 수반한 파로 국부적으

로 존재하는 작은 파를 패턴으로 하여 이것을 천이시키

거나 확대, 축소를 통하여 임의의 파형으로 표현된다. 
웨이블릿 변환의 적용 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장 

낮은 스케일, 즉 고주파에서 시작하여 본 신호와 

convolution한다. 이후 단계마다 스케일이 두 배가 되며 

이를 최대 분해 수준까지 반복 진행한다. 처음에 적용하

는 웨이블릿은 스케일이 가장 작기 때문에, 높은 주파수 

영역대의 웨이블릿과의 신호와의 convolution 결과로 

해당 웨이블릿과 유사한 양이 계산된다. 즉, 단계마다 

필터 뱅크(filter bank)를 적용해 신호를 필터링해 특징

을 표현함으로써 좋은 해상도의 이미지로 변환할 수 있

다. 이러한 특징으로 웨이블릿 변환은 FFT와는 달리 신

호가 비정상적인 특성을 가질 경우에도 신호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연속 신호 f(t)에 대한 웨이블릿 변환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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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식 (1)에서 a는 팽창모수(dilatation parameter)로 웨

이블릿 함수의 팽창과 수축을 결정한다. b는 이동모수

(translation parameter)로, b의 변화에 따라 축을 따라 웨

이블릿 함수가 움직인다.

Fig. 2 Morlet wavelet function

웨이블릿 변환용 함수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현재 가

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웨이블릿 함수는 그림 2에 보

이는 함수로 Morlet 웨이블릿 함수로 다음과 같이 표현

된다. 

  





cos (2)

Morlet 웨이블릿 함수의 경우 대부분의 단변량 분석

(univariate analysis)에서 사용하였을 때 타 함수들에 비

해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변량 분석(bivariate 
analysis)에서는 특성이 다른 두 시계열을 다루고 있으

므로 단변량 분석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모 웨이블릿

(mother wavelet)을 선정하는 것이 어렵다. 모 웨이블릿

을 선정할 때 하나의 시계열에는 유효하지만 다른 시계

열에는 부적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변

량 분석뿐만 아니라 이변량 웨이블릿 분석에서도 특별

한 근거 없이 Morlet 웨이블릿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의 목적인 전파 시계열 데이터의 분류를 위한 가장 

적합한 웨이블릿 함수를 찾아내어 사용하고자 한다. 
그림 3 (a)와 (b)는 본 논문에서 시뮬레이션을 위해 사

용한 pytorch에서 제공하는 웨이블릿 함수들의 유형들

이다. 웨이블릿 변환은 연속 웨이블릿 변환(continuous 

wavelet transform)과 이산 웨이블릿 변환(discrete wavelet 
transform)으로 구분되며, 분석 종류에 따라 주로 사용 

가능한 웨이블릿 함수 또한 달라진다. 먼저, 이산 웨이

블릿 변환은 웨이블릿 규모 매개변수를 이산화하여 나

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산 웨이블릿 변환은 입력 길이

와 동일한 길이의 데이터 벡터를 반환한다. 데이터는 변

환 및 스케일링에 직교하는 웨이블릿 함수로 분해된다. 
그러므로 그러한 신호를 신호 데이터 포인트의 수와 동

일하거나 더 작은 수의 웨이블릿 계수 스펙트럼으로 분

해해야 한다. 한편, 연속 웨이블릿 변환은 규모 매개변

수를 보다 미세하게 이산화한 후 모 웨이블릿을 적용하

는 방법이다. 연속 웨이블릿 변환은 입력 데이터보다 차

원이 1개가 더 큰 배열을 반환한다. 1D 데이터의 경우 

시간-주파수 평면의 이미지를 얻는다. 이에 신호의 지속 

시간 동안 신호 주파수의 변화를 쉽게 관찰하고 스펙트

럼을 다른 신호 스펙트럼과 비교할 수 있다 [9,10,11]. 
이산 웨이블릿 함수는 간단한 함수이므로 급격한 변

화 혹은 계단 형태의 자료에 사용하면 결과를 얻기 쉽지

만 부드러운 변화를 나타내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신호 

데이터의 경우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연속 웨이

블릿 함수를 사용하여 큰 중복성을 찾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원하는 형태로 변환된 데이터를 관찰할 수 있다. 

(a) Continuous wavelet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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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Discrete wavelet functions
Fig. 3 Continuous and discrete wavelet function types

이에, 본 논문에서는 연속 웨이블릿 변환 중에서 

Morlet, Mexican hat, Complex Gaussian, Gaussian의 정

확도를 비교해 보고 가장 뛰어난 결과를 보이는 웨이블

릿 함수를 사용할 예정이다.

2.3. 모델 학습

데이터 학습을 위한 딥러닝 기법에는 RNN, LSTM, 
CNN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 신호 분류를 위한 딥

러닝의 경우 시간 영역의 분류를 위해 RNN 계열의 모

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 논문의 경우 신호 데

이터가 이미지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RNN의 시변 모델

의 강점보다 연산 속도의 증가나 기울기 사라짐으로 인

한 학습 오류 발생의 문제가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에 

이미지 분류에 적합한 CNN이 사용되었다. 
CNN은 이미지 인식에 주로 사용되는 신경망으로 

convolution layer와 pooling layer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모델을 통칭한다. CNN은 특징을 추출하는 특징 추출 

계층과 추출된 특징을 분류하여 결과를 도출해 내는 분

류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CNN 
모델은 그림 4와 같다 [7].

데이터 학습을 위해 훈련된 CNN 레이어 아키텍처는 

그림 4와 같이 특징 추출을 위한 7개의 NN 레이어로 쌓

여있다. 처음 6개의 NN 레이어는 4개의 하위 레이어로 

구성되며 회색 NN 모듈로 표시된다. 마지막 NN 계층에

서 MaxPool 계층은 AveragePool 계층으로 대체하여 사

용하였다. AveragePool을 사용한 이유는 MaxPool 사용 

시 데이터의 가장 큰 특징을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대신 

성능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마지

막 과정으로 평균적인 특징 추출을 하는 AveragePool을 

사용하였다. 분류는 sigmoid에 기반한 이중 클래스 분

류가 아닌 다중 클래스 분류가 가능하고 전체 연결 계층

과 교차 엔트로피 손실 함수 업데이트가 있는 SoftMax 
계층을 이용하였다. 이 모든 계층은 한 층의 NN 레이어

가 다음 층의 NN 레이어의 모든 뉴런과 연결된 fully 
connected 상태이다. 각 레이어의 차원은 왼쪽 열에 표

시된 것처럼 구성하였다. 각 1024개의 입력 데이터 예제

에 대해 통계를 계산하고 예제의 통계와 연결된 실제 값 

집합으로 예제를 변환하여 예제 벡터의 차원을 2×1024
에서 28로 줄여 분류 작업을 간단하게 만들며 학습한다. 
CNN 모델의 차원을 구성할 때 2×1024에서 28로 차원

을 줄이게 되는데 이를 1D CNN 모델로 구성하기 위해

서 필터 크기는 3×3, 풀링 연산은 2×2가 되도록 하는 

VGG 아키텍처 원칙을 따라 구성하였다. 과적합이 발생

하지 않도록 50% 드롭아웃 비율을 설정하고 최대 epoch 
수는 30, 미니 배치 크기는 128로 설정하였다. 데이터 세

트에서 포괄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0.01의 학습률로 학

습을 진행하였다. 
CNN 아키텍처의 변화에 따른 정확도 비교가 아닌 전

처리 기법에 따른 성능 비교를 위하여 모든 경우에 위 

그림의 CNN 모델의 레이어 아키텍처를 이용하였다.

Fig. 4 CN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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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성능 분석

3.1. 시뮬레이션 환경

시뮬레이션을 통한 성능평가를 위해서 데이터 세트

는 8개의 디지털 변조와 3개의 아날로그 변조로 이루어

진 11개의 단일 반송파 변조 방식의 신호를 사용하였다. 
변조 신호 방식은 다음과 같다.
- 변조 신호 방식: PAM4, QPSK, AM-SSB, BPSK, 

CPFSK, 16QAM, 64QAM, GFSK, AM- DSB, WBFM, 
8PSK 
먼저 데이터 세트의 경우 처음 비교는 깨끗한 신호의 

OTA(Over The Air) 전송 채널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SNR에서 간단한 분류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두 번

째와 세 번째로 갈수록 분류가 어려운 데이터 세트로 낮

은 SNR 환경이 고려된다.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분류를 위한 학습 기간으로 상

대적으로 짧은 관찰 기간만 고려한다. 샘플 수 1024개의 

단시간 분류는 정확도가 낮아지지만,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샘플 수를 늘려 학습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비효율

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수신기를 빠르게 스캔할 때와 같

은 짧은 관찰 시간 또는 낮은 SNR에서의 경우로 100%
의 분류율을 달성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Table. 1 Signal Parameters

Parameter Signal

Sampling frequency(kHz) 200

Sample length 2048

RF center frequency(MHz) 900

K factor 4

SNR(dB) 6, 0, -6

Oversampling factor 8

Number of data(samples) 2,000,000

신호에 대한 파라미터는 표 1과 같다. 샘플링 주파수

는 200kHz이고 길이는 2048로 CNN에 입력 데이터가 

2×1024의 형태로 들어가게 된다. 학습에 사용된 총 데

이터 수는 2백만 개이고 각각의 시뮬레이션은 SNR이 6, 
0, -6dB일 때로 나누고 각각 SNR이 낮을 때부터 높을 

때까지로 구분하여 각 SNR에서의 성능 비교와 정확도

의 변화를 테스트하였다. 또한 정확도를 비교한 경우도 

있고 confusion matrix로 결과를 분석한 경우도 있다. 정

확도는 전체 신호 중 CNN 모델이 올바르게 분류한 비

율을 의미한다. Confusion matrix의 경우 F1 score를 사

용해 분류가 잘 되었는지 계산하는 방법인데 준비된 데

이터 셋의 경우 모든 변조 신호들의 개수가 균등하기 때

문에 F1 score의 효용성이 떨어진다. 이에 성능 비교는 

정확도로, 신호 분류의 오탐률 비교는 confusion marix
로 진행하였다.

그림 5는 시뮬레이션에 사용할 웨이블릿 함수를 결

정하기 위해 5가지의 연속 웨이블릿 함수(Morlet, 
Mexican Hat, Complex Gaussian, Gaussian)의 학습 정

확도를 비교한 결과이다. 보통 시간 영역에서의 해석은 

Mexican Hat을, 주파수 해석은 Morlet을 사용한다. FFT
와의 비교 전 웨이블릿 함수간의 성능 비교를 위해 테스

트를 진행하였다.

Fig. 5 Comparison of learning accuracy of wavelet 
functions

실험 결과 Morlet 함수의 평균적인 정확도가 가장 높

게 나타났다. Morlet 함수의 정확도는 91.7%로 Morlet 
함수의 경우 다른 웨이블릿 변환에 비해서 주파수 영역

의 특징을 잘 잡아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

라고 판단하였다. Mexican Hat의 경우와 Complex 
Gaussian의 경우는 epoch가 진행됨에 따라 꾸준한 정확

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중간에 분류 성능이 저하되는 모

습을 보여 epoch 설정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원인으로 두 함수의 경우 과적합의 

문제가 발생하여 정확도가 감소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가우시안은 Morlet과 유사한 특성

을 보이는 함수로 학습의 안정성이 높아 epoch에 따른 

정확도 유지의 장점이 있으나 다른 웨이블릿 함수와 비

교할 때 전체적인 정확도가 떨어졌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Morlet 함수를 웨이블릿 변환에 사용하여 FFT와

의 비교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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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뮬레이션 결과

모델 훈련 과정에서 검증 세트(validation set)를 사용

하여 테스트를 진행해 훈련 과정에서 모델 변경이 가능

하게 하였다. 이는 학습 데이터의 일부를 나누어 사전 

테스트를 함으로써 학습의 정확도를 예측하고 과적합

이 일어나지 않는 epoch를 찾아내는 역할을 한다. 훈련

에 걸리는 시간과 정확도가 중요하고 훈련을 위한 데이

터 세트가 이미 많이 준비되어 있기에 훈련 과정에서 데

이터 수가 부족함을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훈련 데이터

의 크기를 줄여 비교하는 연구는 따로 진행하지 않았다. 

(a) SNR: 6dB

(b) SNR: 0dB

(c) SNR: -6dB
Fig. 6 Comparison of learning accuracy between FFT 
and wavelet transform: (a), (b), (c) 

그림 6은 SNR에 따른 FFT와 웨이블릿 변환의 학습 

정확도를 비교한 결과이다. SNR이 높은 신호일 때의 성

능 검증은 물론 SNR이 낮아짐에 따라 정확도의 평가를 

위한 목적이다.
실험 결과 SNR이 6dB 일 때는 웨이블릿 변환은 91.7%, 

FFT는 86.7%로 5%의 성능 차이가 발생하였다. SNR이 

높은 경우에도 웨이블릿 변환의 성능이 더 좋긴 하였으

나 잡음이 적어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오차가 

적고 다른 전처리 작업을 해주지 않아도 이미 해상도가 

좋은 상태여서 정확도와 그에 수렴하는 속도 모두 큰 차

이가 나지 않았다. 이후 SNR이 낮아짐에 따라 웨이블릿 

변환과 FFT의 정확도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0dB의 경우 12.8%의 차이가 -6dB의 경우 19.1%
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FFT의 경우 신호를 슬라이딩 윈도우 기법처럼 특정 

길이를 가진 윈도우를 시그널 위에 움직이면서, 각각 윈

도우에서 FFT 변환을 한다. 특정 시간 t에 대해서 FFT
을 여러 번 계산하게 되는데, 계산한 횟수만큼 평균을 

구해서 특정 시간 t에서의 주파수 스펙트럼을 구한다. 
이때 윈도우의 크기가 일정해야 하기에 특정 시간 주변

에 주파수 스펙트럼이 비슷하게 되어 해상도가 떨어진

다. 이에 반해 웨이블릿 변환은 scale factor가 주파수의 

크기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시간 주파수 영역 모두에

서 높은 해상도를 가질 수 있고 정확도 또한 SNR이 낮

아짐에도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딥러닝의 경우 학

습 횟수가 늘어날수록 정확도가 일정 수준까지 증가하

는데 웨이블릿 변환의 경우 FFT보다 이에 도달하기까

지의 횟수가 적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은 웨이블릿 변환을 사용했을 시에 어떤 신호

의 분류를 잘못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SNR에 따른 웨이

블릿 변환의 신호 오탐율을 나타내는 confusion matrix
이다. Confusion matrix는 데이터 분석을 위한 검사 행

렬로 예측값이 실제 관측값을 얼마나 정확히 예측했는

지 보여주며 어떤 신호가 틀린 분류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실험 결과 모든 SNR에서 QPSK와 8PSK 변조방식의 

분류를 정확히 해내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QPSK
는 90˚ 위상변화를 갖는 디지털 심볼로 4진 PSK 방식이

고 8PSK는 8개의 종류의 디지털 심볼로 표현되는 8진 

PSK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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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NR : 6dB

(b) SNR : 0dB

(c) SNR : -6dB
Fig. 7 Confusion matrix comparison of proposed method 
according to SNR: (a), (b), (c) 

이 두 변조 방식의 성상도(constellation map)를 비교

해 보면 같은 각도에서 겹치는 심볼이 존재하여 잘못 판

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 전처리 과정에서 웨이블릿 변환을 이용

한 CNN 모델을 제안하였다. FFT 변환과 다르게 웨이블

릿 변환은 scale factor가 주파수의 크기에 따라 변화하

기 때문에 시간과 주파수 영역 모두에서 높은 해상도를 

가질 수 있어 SNR 변화에 무관하게 높은 정확도 보이고 

또한 학습 속도 측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특히 

낮은 SNR로 갈수록 정확도와 학습 속도의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남을 확인했다. 하지만 변조방식의 성상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여전히 구분이 모호하여 분류 성능이 

제한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학습한 11가
지의 변조 신호 중 하나로 분류하여 신호가 손상되었을 

때 정확도의 감소가 발생한다. 이에 따른 향후 개선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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