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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DARPA, 신경네트워크내신호처리 사업발표

軍통신 레이더에적용할신경네트워크커널개발

DSP모델에내장…데이터처리

사전학습통해현실에맞게조정

미국 국방고등연구기획국(DARPA)

이군에서운용중인수학적디지털신호

처리모델(DSP)에내장할수있는 신경

네트워크내신호처리(SPiNN) 사업을

발표했다.

SPiNN사업은군통신과레이더에신

경네트워크신호처리기술을적용함으로

써재래식DSP의성능을개선하는데중

점을뒀다.

재래식 DSP기법은신호장애를연속

적으로완화하기위해전담처리용물리학

적모델을사용함으로써왜곡된신호를복

구한다.이것은가우스잡음이있는정적

인채널모델을취하기때문에시간분산,

비선형왜곡,간섭및재밍인공물등을처

리하는능력이제한된다. 또모델링하기

어려운사건을포착하고처리할수있는

고유한능력이부족하다. 특수한 상황과

신규사건을놓칠수있고,컴퓨터작업량

이방대한것도단점이다.

SPiNN 사업에서는기존물리학에기

반을둔수학적DSP모델에내장할수있

는새로운신경네트워크커널세트를개

발할 예정이다. SPiNN 커널은 검증된

DSP모델을이용해사전훈련된신경네

트워크판별장치를확립함으로써들어오

는데이터를정확히처리할수있다.

개선된신경네트워크커널은사전학습

을통해실제현실데이터에맞게미세조정

되며,이를바탕으로재래식DSP모델의성

능을능가한다는게DARPA의설명이다.

SPiNN사업의1단계는물리학적모델

에기반을둔신호처리커널을개발 시연

하고,변환기층을이용해이모델을적응

시킬계획이다. 통신적용방안에는이동

전화, 사물인터넷(IoT), 점 대 점 링크,

인지형무전기등이포함될전망이다.레

이더센서적용방안에는감시레이더, 이

동표적지시레이더,합성개구레이더,자

동차용레이더등이있다.

미국국방고등연구기획국(DARPA)이군에서운용중인수학적디지털신호처리모델(DSP)에내장할수있는 신경네트워크내

신호처리(SPiNN) 사업을발표했다.프랑스해군은하이브리드추진기관을탑재한다중임무바지선(CMM) 3척을추가인수했

다. 인도네시아국영항공우주업체 PTDI는자체개발한중고도장기체공(MALE) 무인항공기(UAV)를공개했다.러시아육군은

성능개량형보병전투차량을인수할예정이며,중국해군은첫번째Type055구축함을취역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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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해군의하이브리드추진기관탑재다중

임무바지선. 출처=navyrecognition.com

프랑스병기본부(DGA)가하이브리드

추진기관을 탑재한 다중임무 바지선

(CMM) 3척을추가로인수했다. 푸르미

함 스카라베함 아레네함으로명명된바지

선은CMM 8척중4 5 6번함이며,브레

스트와셰르부르해군기지에서운용될예

정이다.

CMM은길이 24m,폭8m,배수량 53

톤규모다.승조원36명또는화물12톤을

탑재할 수 있으며, 리프트 능력은 1톤이

다. 수중작업, 잠수부훈련, 장비수송, 오

염통제등의임무를수행한다.

CMM사업은새롭고강력한현대식함

정으로항만시설을개선 합리화하기위해

시작됐다. 2019~2025 군전력증강법

(LPM)에따라추진중이며, 프랑스해

군은환경친화적장비의대표적인사례로

자부하고있다.

하이브리드 추진기관은재래식디젤엔

진을이용해10노트(시속18.52㎞)로항

해하고, 저속 운용 모드에서는 재충전이

가능한배터리로기동한다.

러시아육군 성능개량형보병전투차량인수예정

무인전투모듈로대체…연내 540대조달

러시아육군이추가주문한 BMPT 화력지원

차량. 출처=janes.com

러시아육군이성능을강화한BMP-2 3

보병전투차량(IFV)과BMPT화력지원차

량(TSFV)을 올해안으로인수할것이라

고즈베즈다(Zvezda)TV가보도했다.

유리보리소프러시아국방부차관에따

르면러시아국방부(MoD)는성능개량형

BMP-2및BMD-2보병전투차량540대

를 조달하기 위해 로스텍(Rostec) 산하

기계설계국과10개년계약을체결했다.

BMP-2M장갑차로명명된BMP-2개

량형에는베레조크(Berezhok)전투모듈

이 탑재됐다. 30㎜ 유탄발사기와 코넷

(Kornet)-E 대전차미사일을 장착했다.

BMP-3 보병전투차량은 기존의 포탑을

30㎜기관포와대전차미사일 4발을탑재

한에포카(Epokha) 무인전투모듈로대

체할 예정이다. BMPT 화력지원차량은

2018년주문과납품이진행됐지만, 수행

역할이불분명함에도추가주문이이뤄졌

다고즈베즈다TV가보도했다.

인도네시아국영 PTDI가 개발한중고도장기체공 UAV시

제품. 출처=janes.com

인도네시아국영항공우주

업체 PTDI가 자체 개발한

중고도 장기체공(MALE)

무인항공기(UAV)의 시제

품을공개했다.

타격 능력을 갖춘 이

U A V 는 을 랑 히 탐

(ElangHitam) 으로 명명

됐다.인도네시아국방부 기

술평가응용청 공군 국립항

공우주연구소 업체로구성된컨소시엄이

개발중이다.

올해비행시험을시작으로2023년까지

날개에하드포인트를설치하고,군용목적

외에도해적 밀수 산림감시등의임무를

수행할예정이다.

PTDI가발표한성능규격에따르면시

제품은날개폭 16m, 길이 8.65m, 동체

높이 2.6m 규모다. 최대 이륙중량

(MTOW)은 1300㎏이며, 420㎏의연료

를탑재할수있다. 순항속도로운용할때

30시간동안공중에체류할수있다.

중국해군 첫번째Type 055구축함취역

전장180m… 타이콘데로가급순양함보다커

지난12일취역한중국해군의Type 055구

축함. 출처=janes.com

중국의 첫 번째 Type 055(렌하이)급

구축함이지난12일칭다오남부샤오코즈

해군기지에서취역했다.난창함(선체번호

101)으로명명된구축함은만재배수량1

만2000톤, 전장 180m, 폭 20m규모다.

전장173m,폭 17m인미국해군의타이

콘데로가급순양함보다크다.

Type 055급구축함의주요무장은함

교전방64셀,격납고전방48셀의수직발

사체계(VLS)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VLS는Type 052D구축함과동일한범

용 사일로를 채택해 HHQ-9 함대공미사

일, YJ-18 대함미사일, Yu-8 대잠미사

일, CJ-10 순항미사일운용이가능하다.

130㎜함포 1문과두종류의근접방어체

계(CIWS)도 탑재했다. 052D형 구축함

의레이더와유사한4면고정위상배열레

이더와신형전자식주사배열레이더및센

서를장착해운용능력을강화했다.

자료제공=국방기술기품원(글로벌디펜스뉴스)

인도네시아 PTDI,중고도장기체공무인항공기시제품공개

30시간공중체류가능…타격능력도갖춰

프랑스병기본부 하이브리드추진바지선3척인수

저속은배터리기동…환경친화적대표장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