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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발전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발생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전 산업분야에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군(military forces)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들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데이터마이닝 분석으로 정량적인 

의사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기존에 다루어지지 않았던 군 고유의 문제 두 가지에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추정/예측하는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군의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 영역을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 번째 연구 주제는 대포병 탐지 레이더에서 관측된 부분적인 

탄도(ballistic trajectory)정보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에 기반하여 

전체 탄도와 초기 발사지점(launch point)을 추정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에서 우선 고려되어야 할 점은 관측한 부분 궤적과 유사한 궤적이 

궤적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해야만 정확한 발사지점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궤적 데이터 베이스 안에 모든 가능한 발사 지점에서 출발한 

다양한 발사 속도와 각도를 적용한 탄도가 저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능한 모든 발사지점을 고려한 탄도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려면 

방대한 저장공간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발사지점이 단일화된 간단한 궤적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궤적 유사도를 속도와 위치 성분으로 분할해서 비교하였다. 두 

가지 유사도를 k-NN 추정의 이중 가중치(double weight)로 사용하였다. 

 

 



 추가적으로 궤적 데이터베이스를 분할하여 선택적으로 k-NN 탐색을 

함으로써 계산시간을 단축하였다. 제안한 방법론의 성능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두 번째 연구 주제는 부대 구성원과 관련한 개인수준 (individual 

level)의 입력정보를 이용하여 부대수준 (team level)의 훈련 성과를 

예측하는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4년간 KCTC훈련에 참가한 부대들의 

개인수준 입력정보와 부대수준의 훈련결과 데이터를 이용하여 부대훈련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모형을 구축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수준의 

입력정보를 부대구성을 나타내는 부대수준의 파생변수로 변환해서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분류모형의 정확도를 실험적으로 평가하고 

파생변수 중 부대훈련 결과 예측에 유의한 인자를 도출하였다.    

주요어 : military data mining, ballastic launch point estimation, trajectory 

similarity, k-NN search, iDistance, team performance prediction, team 

performance predictor 

학 번: 2009-3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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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은 대용량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특정한 

패턴과 규칙을 발견하기 위한 탐색과 분석의 과정으로서 궁극적으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발전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발생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그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크기 또한 거대화되고 있기 

때문에, 제조, 금융, 통신, 의료, 마케팅, 국방 등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는 

전 산업분야에 거쳐 데이터마이닝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의존도가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군(military forces)에서도 다양한 데이터들이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의미 있는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면 

데이터에 기반한 정량적 의사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문헌 조사를 통해 군의 어떤 종류의 데이터에 대하여 

어떤 데이터마이닝 기법들이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고, 군의 미개척 분야의 

실제 데이터에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의 활용 가능 분야를 확장하고자 

한다. 



2 

 

[그림 1] 국방산업의 데이터 조망 

본 연구범위에 해당하는 군 데이터(military data)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하여 상위개념인 국방산업(defense industry)의 데이터들을 조망하여 

[그림 1]에 나타내었다. 국방분야의 데이터 주체는 크게 정책(Policy),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및 획득(R&D, Acquisition), 야전(Field)의 세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일반적으로 군(military forces)이라고 

인식되는 야전(Field)은 작전(operation), 정보(intelligence), 인사(personnel), 

군수(logistics) 의 4분야로 나뉘어 다양한 데이터들이 생성된다. 이러한 

데이터들이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군의 정량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정보의 자원이 될 수 있다.   

군에 관련된 데이터마이닝의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이상치 

탐지(novelty detection)기법이 주로 적용되어왔다. 데이터마이닝의 기법은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의 유형이 범주형(categorical)인지 연속형 

(continuous)인지에 따라 크게 분류(classification)기법과 예측(prediction) 



3 

기법으로 양분되는데 이상치 탐지는 분류기법의 한 분야이다. 

일반적으로 이상치(outlier)는 전체 데이터에서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가진 패턴과 다른 예외적인 데이터를 의미한다. 이러한 예외적인 특성을 

갖는 이상치 중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색다른 

데이터(novelty) 별도로 관리되기도 하고, 이상치가 전체 데이터들이 가진 

정보를 왜곡하는 잡음(noise)으로 판단되어 제거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상치 탐지(novelty detection)는 이상치를 매우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는 

데이터로 간주하여 정상적인 데이터들로부터 구별하기 위한 기법이다. 

일반적인 이범주 분류(binary classification)에서는 정상(normal), 

비정상(abnormal) 데이터가 충분하다는 가정하에, 두 범주를 가장 잘 

구분할 수 있는 분류기준(classifier)을 생성한다. 반면에 이상치 탐지 

에서는 데이터를 모두 하나의 범주로 가정하고 학습한 뒤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 기존 데이터와의 유사도를 측정하여 충분히 유사할 경우 

동일 범주로 판단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범주로 판단한다. 따라서 

특정 범주에 속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범주 간 

불균형이 심한 경우 이범주 분류기법에 비해 효과적이다(강필성 et al. 

2012). 

[그림 2]는 이범주 분류와 이상치 탐지의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비정상 데이터가 정상 데이터에 비하여 매우 적은 데이터 집합이다. (a)의 

이범주 분류에서는 분류 알고리즘이 비정상 데이터의 속성을 충분하게 

학습하지 못하여 A와 B를 정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b)의 이상치 

탐지에서는 정상 데이터만을 학습하여 분류 경계면을 생성하기 때문에 

A와 B는 비정상 데이터로 분류된다. 



4 

 

(a)이범주 분류   (O:정상,X:비정상)   (b) 이상치 탐지 

[그림 2] 이범주 분류와 이상치 탐지의 차이(Lee 2007) 

이상치 탐지를 군 데이터에 적용한 사례를 살펴보면, 장비 

정비(equipment maintenance) 분야로 군 장비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중에 발생하는 결함을 예측(fault detection)기 위해서 [표 1]같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표 1] 군 장비정비분야의 결함발견에 관한 연구 

제 목 저자/년도 

A Testbed for Data Fusion for Helicopter 

Diagnostics and Prognostics 
Grabill et al. (2003) 

Anomaly detection for advanced military aircraft 

using neural networks 

Brotherton and 

Johnson (2001) 

Anomaly detector fusion processing for 

advanced military aircraft 

Brotherton and 

Mackey (2001) 

정보보안(information security) 분야로 컴퓨터 관련 장비에 악의적인 

행위를 발견하기 위해서 컴퓨터 침입탐지(intrusion detection)에 관한 

연구가 [표 2]와 같은 이루어졌다. 일부는 군의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이고 

그 외의 연구들에서는 군의 정보보안 분야에도 컴퓨터 침입탐지가 

적용가능 하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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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컴퓨터 침입탐지에 관한 연구 

제 목 저자/년도 

Frequent Episode Rules for Intrusive Anomaly 

Detection with Internet Datamining 

Qin and Hwang 

(2004) 

Developing custom intrusion detection filters 

using data mining 

Clifton and Gengo 

(2000) 

Data mining approaches for intrusion detection 
Lee and Stolfo 

(2000) 

The 1999 DARPA off-line intrusion detection 

evaluation. 

Lippmann et al. 

(2000) 

A data mining framework for building intrusion 

detection models 
Lee et al. (1999) 

  

작전분야의 감시(surveillance)와 관련돼서는 시간별 이미지의 

변화로부터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발견하는 이미지 프로세싱(image 

processing)에 관한 연구가 [표 3]과 같이 이루어 졌으며 군사적 활용 

가능하다고 하였다.  

[표 3] 감시에 관한 연구 

제 목 저자/년도 

Incremental local outlier detection for data 

streams 

Pokrajac et al. 

(2007) 

Detection of novelty in functional images using 

fuzzy clustering 
Scarth et al. (1995) 

이외의 기타 분야에서는 인사(personnel)에 관련된 연구로서 “이상치 

탐지 기법을 적용한 보호관심병사 식별 방안”(이규헌 et al. 2010)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군 관련된 데이터마이닝 연구들에서는 주로 이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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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지라는 한정된 기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대부분 타 산업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군의 데이터에 확장 적용하거나 또는 

적용할 수 있다는 언급만했기 때문에 군의 고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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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목적 

 

본 논문의 목적은 데이터마이닝의 군 관련 적용분야를 확대하여 군의 

증거기반 의사결정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일반산업과 차별된 군 고유의 두 가지 주제에 대하여 

데이터마이닝의 기법을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군의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첫 번째 주제는 발사지점을 추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주제는 

부대훈련성과를 예측하는 것이다.  

 

1.2.1 탄도 발사지점 추정 

첫 번째 연구주제는 실시간으로 대포병 탐지 레이더에서 관측된 

부분적인 탄도(ballistic trajectory)의 정보를 이용해서 전체 탄도와 초기 

발사지점(launch point)을 추정하는 문제이다.  

대포병 탐지 레이더에서는 전방 90도 범위내의 지역에 펜슬빔을 

발사하여 비행물체를 스캐닝하고 판독하는데, 이때 포착된 포탄은 

펜슬빔의 도플러 효과에 의해 속도, 거리, 높이, 방향 등이 추적되면서 

포탄의 궤적을 식별하고 적 화포의 좌표를 산출해 내게 된다(김건인 

2011). [그림 3]은 현재 야전포병에서 운용하고 있는 대포병 탐지 

레이더(AN/TPQ-37)에서 관측한 포탄의 탄도를 분석하는 절차를 나타낸 

그림으로써 ①포탄탐색 ②포탄추정 ③탄도 역추적 및 적 화포위치 탐색 



8 

④탄착지점 확인 ⑤표적정보 전송 ⑥사격제원 산출 ⑦대응사격을 하게 

된다. 이 과정 중 본 연구의 범위는 ③탄도 역추적 및 적 화포위치 

탐색에 해당된다. 현재의 대포병 탐지 레이더 장비에서는 ‘탄도 역추적 및 

적 화포위치 탐색’ 과정을 전적으로 수학적 모델에 의한 파라메터 

산출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림 3] 대포병레이더의 운용절차(김건인 2011) 

 

[그림 4] 6 자유도(6 degree of freedom) 

일반적으로 수학적 모델을 이용한 탄도는 [그림 4]와 같이 수평(x), 수직

(y), 높이(z), 피치(pitch), 요(yaw), 롤(roll)로 이루어진 6자유도(6 degre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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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를 묘사하는 비선형 미분방정식에 의해 가장 정확하게 구현된다

(김건인 2011). 

 

[그림 5] 6자유도 탄도 방정식(김건인 2011) 

[그림 5]의 6자유도 탄도 방정식은 항력, 양력계수 등의 공기역학적 

계수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탄도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탄종별 

공력계수의 결정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 계수들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동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그림 6]는 포탄 속도(Mach)에 따른 공력계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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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나타낸 예이다(김건인 2011).  

 

 

[그림 6] 6자유도 방정식의 공력계수(김건인 2011) 

반면에 대포병 레이더에서는 [그림 7]과 같이 제한된 시간 동안 

일정 시간간격으로 레이더로부터의 거리(range), 방위각 (azimuth), 

상하각(elevation angle) 정보를 관측하기 때문에 실시간 가용한 

포탄궤적에 관한 정보는 레이더 관측정보로부터 유도된 이산적인 

3자유도의 위치 정보이다. 따라서 관측된 제한적인 정보로 탄도 방정식을 

역으로 유추하여 궤적을 추정하게 되면 정확도가 낮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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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레이더에서 관측한 탄도 정보 

기존 연구에서는 이동객체의 움직임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고 

레이더에서 관측한 궤적의 3자유도 위치정보로 파라메터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발사지점을 추정하였다. Lih, Kirubarajan et al. (1999)은 최대 

우도 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으로 파라메터를 추정해서 

미사일의 발사 지점과 시간을 추정하였다. Nelson et al. (2005)은 다변수 

비선형 회귀분석(multiple nonlinear regression)에서 절편(intercept)을 

하나의 파라메터로 간주하고 다수의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회귀분석(regression)하는 방법으로 포탄의 발사지점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포병 탐지 레이더의 ‘탄도 역추적 및 적 화포위치 

탐색’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으로서 데이터에 기반하여 발사지점을 

추정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데이터에 기반해서 궤적유사도(trajectory similarity)를 이용한 

발사지점 추정방법이 기존에 제안(Jeong and Cho 2011)되었지만 실제 

군사적 적용을 하기에는 해결해야 할 점이 있었다. Jeong and 

(x, y, z) 좌표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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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2011)의 연구에서 제안한 유사도 척도는 궤적 데이터베이스의 

조건에 따라 모든 경우에 대하여 일일이 계산해보는 열거법 

(enumeration)으로 다중의 파라미터(parameter)를 결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를 전수검사(full search)하여 유사도 검색을 

수행하였다. 결정적으로 Jeong and Cho(2011)의 추정결과는 현재 

야전에서 운용하고 있는 대포병 탐지 레이더(AN/TPQ-37)의 성능보다 

향상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장점을 가진 데이터에 기반한 

탄도궤적 발사지점 추정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로 단순화된 궤적 

데이터베이스와(simplified trajectory database)와 이중 가중치(double 

weight)를 이용한 k-NN 추정방법으로 유사도 탐색을 위한 별도의 

파라미터를 결정할 필요가 없으며, 현재 사용중인 대포병 탐지 

레이더보다 정확성을 향상시킨 것이다. 두 번째로 궤적 데이터 공간을 

분할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적 탐색함으로써 발사지점 추정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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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부대 구성에 따른 훈련 성과 예측 

 

두 번째 주제는 부대 구성원의 개인수준(individual level)의 

입력정보를 이용하여 부대수준(team level)의 훈련 성과를 예측하는 

문제이다. 

오늘날 조직에서는 개인적인 목표 수행보다 두 명 이상이 공통의 

목표를 수행하는 팀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일반 

조직을 대상으로 팀 구성(team composition)이 팀 단위의 임무성과 달성 

수준(team performance)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군에서는 다수의 인원으로 이루어진 팀 단위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군의 고유한 임무인 전투와 이를 준비하는 훈련은 

반드시 팀 단위로 이루어진다. 군에서는 전투훈련을 잘하는 부대가 

전투력이 우수한 부대라는 전제하에 부대훈련평가를 하며, 그 결과가 

부대장의 진급을 위한 인사평가 점수로 반영된다. 따라서 어떤 부대가 

훈련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관심사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대원들의 구성이 부대의 훈련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량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훈련성과를 예측하는 것은 새로운 연구주제이다. 

부대원 구성에 따른 부대훈련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독립변수로서 

비교대상이 되는 동일한 편성 부대의 구성원들에 관한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수집되어야 하고, 종속변수로는 동일한 임무수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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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군 부대의 실제 

데이터로서 KCTC의 훈련 부대 입력 데이터와 훈련 평가 결과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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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구성 

 

이어지는 논문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논문의 첫 번째 주제인 포탄의 발사지점을 데이터에 

근거하여 추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유사궤적 탐색 방법에 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고 발사지점 추정방법을 제안하고 타당성을 실험적 결과로 

제시한다. 

3장은 2장과 동일한 주제로서 발사지점 추정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연구이다. 궤적데이터와 같이 고차원 데이터로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 

공간을 분할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고 부분탄도궤적 

데이터베이스 특성에 적합한 iDistance를 이용하여 고차원데이터를 1차원 

데이터로 맵핑하고 선택적인 k-NN 탐색으로 처리속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4장에서는 두 번째 주제인 부대원 구성에 따른 부대 훈련 성과 예측 

문제를 다룬다. 이를 위하여 부대원을 구성하는 개인수준의 변수들을 

부대수준의 파생변수로 변환해서 부대 성과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여러 변수 중 훈련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도출한다. 

끝으로 5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다룬 연구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그 

의의와 추후 연구방향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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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도 발사지점 추정 

 

 

2.1 문제정의 

 

본 연구에서는 궤적의 유사도 탐색기법(trajectory similarity search)을 

이용하여 단순화된 탄도 데이터베이스(simplified trajectory similarity 

database)에서 실시간 관측한 탄도(ballistic trajectory) 의 부분궤적(sub-

trajectory)과 유사한 궤적을 찾아 전체적인 탄도를 추정하고 추정된 

탄도를 역추적하여 최초 포탄 발사지점(launch point)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문제에서 우선 고려되어야 할 점은 질의(query)로 사용되는 

레이더에서 관측한 부분 궤적과 유사한 궤적이 궤적 데이터 베이스에 

존재해야만 정확한 발사지점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 궤적 데이터베이스에 모든 가능한 발사 지점에서 출발한 다양한 

발사 속도와 각도를 적용한 탄도가 저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능한 모든 

발사지점을 고려한 탄도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려면 방대한 저장공간이 

필요하다.  

연속적인 발사 후보지를 고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감시지역을 살상반경을 고려하여 [그림 8]에서와 같이 

격자단위의 발사 후보 지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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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격자단위의 발사 후보 지점(Korean_dmz  2006)(Korean_dmz  

2006)(Korean_dmz  2006; (Iron Dome infographic from a Rafael ) 

예를 들어, 하나의 레이더가 담당하는 감시지역이 30*15km라고 할 

때 발사후보지점을 살상반경 50*50m단위의 격자로 고려한다면 

180,000개의 후보지점이 발생된다. 단일 발사지점에서 200가지 

발사각도와 6가지 발사속도를 고려한 궤적 데이터베이스에서 총 

부분궤적 데이터만이 차지하는 용량은 약 1.47GB가 된다. 이는 하나의 

부분궤적 데이터는 부분 궤적번호와 전체 궤적번호를 나타내는 2개의 

인덱스와 30회의 각 시점에서 3차원 좌표로 구성되고, 전체 

데이터베이스는 약 210만개의 부분궤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실험에 

사용된 총 궤적 데이터 용량은 아래와 같은 식으로 계산되었다. 

 

 만일 18만개의 발사지점을 고려하면 부분궤적 데이터의 용량이  

1sub-trajectory data : 4B 2 8B 3( ) 30( ) 722B
Total sub-trajectory data : 722B 2,188,591(ea)=1,580,162,702B
1,580,162,702B 1.471641GB

d times´ + ´ ´ =
´

=



18 

258TB로 증가하게 된다. 설령 다중의 발사지점을 고려한 궤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해도 유사도 탐색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k-NN 기법으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k개의 최근접 이웃들을 찾기 위한 시간 복잡도는 학습용 데이터가 많고 

데이터의 차원이 높을 때 계산량이 무척 많아 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2.2.3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궤적 유사도를 탐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단순화된 궤적 데이터베이스(simplified trajectory 

DB: TD)와 부분궤적 데이터베이스(simplified sub-trajectory DB: Sub-TD)를 

제안한다. 또한 궤적 유사도를 속도와 위치성분으로 분할하여 계산하고 

이들을 k-NN추정의 이중 가중치로 적용하여 발사지점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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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관련연구 

 

인공위성이나 GPS등의 위치기반 서비스(LBS: Location-Based 

Service)가 널리 확대되면서 사람, 자동차, 동물 등이 이동이나 태풍경로 

등 이동객체(moving objects)의 경로 데이터를 추적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동객체의 경로는 시간에 따라 위치가 변화하기 때문에 궤적(trajectory) 

데이터로 표현된다. 궤적 데이터는 객체의 위치와 그 시각의 타임 

스탬프로 이루어진 시계열적 함수로 표현되기 때문에 점 데이터에 비해서 

다차원 대용량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궤적탐지 시스템은 

이산적인 시계열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탐지된 궤적 데이터는 식(1)과 

같이 표현된다.  

                                       (1)     

 

기존의 궤적데이터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분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분야는 궤적데이터가 위치 이동경로를 누적한 방대한 양의 궤적 

데이터베이스(Trajectory Database: TD)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색인(data base 

indexing)에 관한 연구이다. TD에서 궤적 데이터 분석과 시공간 정보를 

( ) ( )1 1, , ,n nS t s t sé ù= ë ûL

 
:
: ( , , ),
: time stamp

i i i i

i

S
s x y z i
t i

여기서

궤적데이터

번째위치좌표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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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하려고 행해지는 질의를 수행하기 위해서 궤적 유사도 탐색은 위한 

중요한 연구분야이다(Pfoser et al. 2000; Tao et al. 2004; Frentzos et al. 

2007b; Pelekis et al. 2007; Yanagisawa et al. 2003; Lin and Su 2005). 

궤적데이터에 관한 또 다른 연구분야는 다수의 궤적들이 유의미한 

패턴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유사한 궤적들을 군집화하고 그 

대표적 특징을 추출해내는 궤적 군집화(trajectory clustering)이다. 궤적 

군집화는 이동통신 사용자, 여행객, 야생동물 등 이동객체의 특성을 

분석하는 응용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Nanni and Pedreschi 2006; 

Pelekis et al. 2009; Katsaros et al. 2003; Lee et al. 2007).  

두 분야 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궤적 유사도(Trajectory 

Similarity)는 궤적데이터에 관한 연구의 기본적인 주제가 되고 있다. 

  



21 

2.2.1 궤적 유사도 

 

궤적 데이터베이스(trajectory database: TD)는 이동객체의 경로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다. 궤적 유사도(trajectory similarity)는 이 TD안에서 

한 쌍의 궤적에 대해서 거리를 계산하여 그들간의 유사성을 수치화 하여 

나타내는 것이다. 궤적 유사도는 TD에서 데이터 분석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초 작업이기 때문에 궤적 유사도 검색(trajectory 

similarity search)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연구되었다. 

초기의 궤적 유사도 측량(trajectory similarity matric)에 관한 연구들은 

궤적 유사도를 포괄적인 1차원 데이터에 관한 시계열 분석(time series 

analysis)에 접목하였다. 시계열 분석의 방법인 Discrete Fourier Transform 

(DFT)를 이용한 궤적유사도가 제안되었고(Agrawal, Faloutsos et al. 1993), 

시계열 데이터의 차원을 축소하기 위하여 Discrete Wavelet Transform 

(DWT)이 사용되었다(Chan and Fu 1999). 두 궤적의 관측 횟수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즉, 타임 스탬프 수가 상이할 때 적용할 수 있는 Dynamic 

Time Warping (DTW)이 제안되었다(Berndt and Clifford 1994).  

궤적 특성을 고려한 또 다른 유사도 척도로써 데이터베이스에 

이상치가 존재하거나 scaling factor가 다른 경우에 사용 가능할 수 있는 

Longest Common Sub Sequence(LCSS) (Vlachos et al. 2002) 와 계산 

비용을 단축하는 장점이 있는 Edit Distance on Real Sequence(EDR)(Chen, 

Özsu et al. 2005) 등도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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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들의 공통점은 궤적의 이동형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두 

궤적이 시간순서에 따른 위치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2, 3차원 데이터에 

대하여 측정하였다. 즉, 시간적 요소는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궤적의 

위치정보 수집 시간간격(sampling rate)이 동일하지 않을 때는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실제의 궤적데이터는 시간을 참조하는 위치 데이터로 

표현되기 때문에 궤적 유사도는 좌표로 나타나는 공간적인 측면의 

유사도와 시간의 따른 좌표 변화로 나타나는 속도와 같은 시간적인 

측면의 유사도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림 9]과 같이 두 개의 태풍 궤적( )을 나타내었을 때, 타임 

스탬프(time stamp) 의 시간 동안 진행한 경로는 공간적 측면에서는 

매우 유사하다고 보여지나 두 궤적의 속도 차이로 각 시점에서의 좌표가 

상이하여 결과적으로 궤적 유사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van Kreveld and 

Luo 2007). 

 

     

[그림 9] 두 태풍궤적의 유사도(van Kreveld and Luo 2007) 

 

1 2,G G

1 5~t t

: time stampit i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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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궤적 사이의 시공간적 유사도 

(spatiotemporal trajectory similarity)를 고려한 유사도 척도(Frentzos et al. 

2007c)를 사용하여 궤적 데이터베이스에서 관측된 궤적과 유사한 궤적을 

검색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2.4.1 에서 설명한다.   

또한 궤적의 속성은 지역요소(locality), 시간요소(temporality), 

방향요소(directionality), 변화 비율(rate of change)등으로 분해할 수 

있으며, 궤적간의 유사도를 공간좌표와 시간의 기본적인 요소와 속도와 

방향의 파생적인 요소로 분리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유사 궤적 

쿼리(query)와 군집화에 효율적이라고 연구되었다(Pelekis et al. 2007).  

본 연구에서는 궤적의 유사도를 시간의 따른 형태변화(rate of shape 

change) 유사도와 위치적 요소(locality) 유사도로 분리하여 고려하였으며 

2.4.1과 2.4.2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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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부분궤적 유사도 

 

부분궤적의 유사도(sub-trajectory similarity)은 두 궤적의 일부분만의 

유사성을 비교하는 것으로 많은 응용분야에서 전체궤적의 유사도 못지 

않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이유는 두 궤적의 시작지점이 동일하지 

않고 다소 임의적이며 어떠한 특정 거동이 궤적의 일부분에서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van Kreveld and Luo 2007). 

 전체 궤적을 대상으로 하면 궤적의 중요한 유사성 정보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체궤적을 부분 궤적으로 분할한 후 그룹화 

하는 궤적 군집화 기법이 제안되었다(Lee et al. 2007). [그림 10]는 

부분궤적의 유사도 비교를 통해 중요한 정보가 추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직사각형 안의 일부 구간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5개의 

궤적의 공통적인 부분궤적(common sub-trajectory)을 굵은 화살표로 

표현하였다. 만일 전체궤적의 유사도만 고려한다면 이러한 공통적인 

거동은 찾아낼 수 없게 된다. 

 

[그림 10] 부분궤적 유사성(Lee et al. 2007) 

 

:  
:1 ~ 5

iTR i
i

번째 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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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직관적으로 충분히 긴 구간에서 두 궤적이 유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구간의 유사성이 우선 만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포병 레이더에서 관측한 탄도의 부분 궤적의 

정보로 전체 탄도를 유추하기 위하여 관측한 부분궤적과 유사한 

부분궤적을 우선 탐지하고 그 유사한 부분궤적이 속한 전체궤적을 찾아 

관측한 부분 탄도의 전체적인 탄도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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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k-NN 추정(k- Nearest Neighbor Estimation) 

 

이장에서는 관측한 궤적과 유사한 부분궤적은 찾아 발사지점을 

추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k-NN기법에 대하여 살펴본다(Galit Shmueli et 

al. 2007; 한학용 2006; 오일석 2008).  

k-NN은 k개의 최근접 이웃을 이용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분류(classification)하거나 예측(prediction)하는 방법이다. k-NN 기법은 

미리 가정된 함수 형태에 대한 모수 추정을 포함하지 않는 비모수 

추정방법으로 단지 상수 k와 데이터들 사이의 유사성 정보를 필요로 한다.  

k-NN은 학습데이터 집합에서 새로운 데이터와 유사한 k개의 이웃을 

찾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때 유사성은 주로 유클리디안 거리(Euclidean 

Distance)를 사용한다.  3차원상의 두 점 P, Q사이의 거리는 유클리디안 

거리는 식(2)와 같이 표현된다.  

                       (2) 

 

k-NN 분류는 새로운 데이터를 기존 데이터들이 속한 클래스 중 

하나로 분류하기 위해 사용하는데, 새로운 데이터와 가장 가까운 k개의 

이웃이 속한 클래스 중 다수의 이웃이 속한 클래스로 새로운 데이터를 

분류하는 다수결의 원칙을 사용한다.  

2 2 2D ( ) ( ) ( )x x y y z zQ P Q P Q P= - + - + -

, : ,
: , ,
i iQ P Q P i

i x y z
점 의 축 좌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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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N 예측은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연속형 종속변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데, k개 이웃들의 평균값으로 새로운 데이터의 

예측값을 계산한다. 이때 가중 평균을 사용하는데 새로운 데이터와 

거리가 증가할수록 가중치를 감소시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다.  

k-NN 기법에서 k>1을 선택하는 이유는 k값이 커질수록 

학습데이터에 존재하는 잡음(noise)로 인해 발생하는 과적합화(over fitting) 

위험을 줄여주는 평활효과(smoothing effect)를 얻기 위해서이다. k값의 

결정이 성능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k가 너무 작으면 

데이터의 잡음을 과적합화 할 위험이 있고, k가 너무 크면 데이터의 

지역적 특성을 사용 할 수 없기 때문이다(Galit Shmueli et al. 2007).  

 k-NN 기법의 주된 장점은 모형의 단순성과 더불어 파라미터에 대한 

가정이 거의 없고 충분히 큰 학습용 집합이 존재할 때 매우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이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대규모 학습용 집합에서 최근접 

이웃을 찾는 데 드는 시간에 매우 클 수 있으며 데이터의 차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학습용 집합에서 요구되는 데이터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차원의 저주(curse of dimensionality)의 문제가 

있다(Galit Shmueli et al. 2007). k-NN 기법의 시간 복잡도는 일반적으로 

d차원의 데이터공간에 있는 전체 N개의 학습용 데이터 중에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k개의 최근접 이웃들을 찾을 때 1가 된다. 따라서 

학습용 데이터가 많고 데이터의 차원이 높을 때 계산량이 무척 많아 

                                           
1  ( ) xxQ 는 어느 경우든지 만큼 수행한다는 뜻  

( )kdN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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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오일석 2008).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 연속적인 값을 갖는 발사지점을 좌표를 

추정하기 위하여 k-NN 예측 방법을 사용하는데, k에 따라 성능이 

민감하게 변화하지 않으며 데이터 차원(d)와 학습용 데이터의 크기(N)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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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단순화된 궤적 데이터베이스 

 

2.3.1 궤적 데이터베이스 

 

본 연구의 유사도 탐색에서 사용할 단순화된 궤적 데이터베이스 

(trajectory database: TD)는 이상적인 경우를 가정하여 발사지점(launch 

point)를 원점으로 단일화한 궤적 데이터베이스이다. 이것은 가능한 

발사지점에서 발사한 궤적들을 x,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궤적의 x, y 좌표들은 상대좌표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   

[그림 11]은 발사지점을 단일화함으로써 궤적 데이터베이스가 

단순화되는 예시이다. 동일조건에서 [그림 11](a)는 4개의 발사지점 (b)는 

단일 발사지점을 사용한 궤적이다.  

 

[그림 11]  (a) 4개의 발사지점 궤적     (b) 단일 발사지점 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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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에서 설명했듯이 실제로 레이더의 감시지역에서 유효살상반경을 

고려하여 이산적인 발사 지점 후보를 선정할 경우에 약 18만개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단순화된 궤적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면 궤적 

데이터 저장 용량이 1/180,000로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  

임의의 지점에서 발사한 실제 관측된 궤적과 TD 궤적들의 유사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궤적 변환 절차가 필요하다. 궤적 변환절차에 

관해서는 2.3.3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이어지는 설명의 편의성을 위하여 

[표 4]와 같이 실제좌표 궤적과 조정좌표 궤적을 정의하였다.  

[표 4] 실제좌표 궤적과 조정좌표 궤적 

명 칭 의 미 

실제좌표 궤적 
(Real coordinate trajectory) 

이동객체가 시간에 따라 이동하는 실제 좌

표로 이루어진 궤적 

조정좌표 궤적 
(Regulated coordinate 

trajectory) 

궤적의 형태적 특성에 주목하여 출발지점을 
단일화하여 이동객체 경로의 상대좌표로 이

루어진 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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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부분 궤적 데이터베이스 

 

앞에서 설명했듯이 궤적 유사도는 단순히 이동객체의 궤적의 형태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 요소인 이동속도까지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궤적 데이터베이스(trajectory database: TD)의 궤적과 레이더에서 

관측한 궤적(sensing trajectory: S)의 유사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시간 동안 각 시점에서의 이동객체의 위치변화를 비교해야 한다.  

대부분 레이더의 탄도 관측은 T초 동안 t초 간격으로 궤적 일부분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TD의 전체궤적 데이터들도 T초 길이의 부분 

궤적(sub-trajectory) 데이터로 분할하여 비교해야 한다. 각 부분 궤적의 

상대좌표만을 이용하기 위해서 모든 부분궤적들이 원점에서 시작되도록 x, 

y, z 방향으로 평행이동 시켜 부분궤적 데이터 베이스(sub-trajectory 

database: Sub-TD)를 구축한다. 따라서 Sub-TD에서는 각 궤적의 절대적 

위치요소는 완화되고 상대좌표만 유지되기 때문에 두 궤적 사이의 시간에 

따른 궤적의 형태변화 유사도를 비교하게 된다. 

[그림 12]는 TD를 Sub-TD롤 변환화는 예시로서 왼쪽의 10개의 

전체궤적을 분할해서 오른쪽 상단의 8,724개의 부분궤적으로 변환하였고 

오른쪽 하단은 각 부분궤적의 형태를 식별할 수 있도록 그 중 일부만 

표시하였다. TD의 궤적은 궤적번호(#trajectory)만 인덱싱 하지만 Sub-

TD에서는 각 부분궤적이 원래 속해있던 궤적번호와 그 중 몇 번째 

부분(order)인지를 함께 인덱싱해서 차후에 부분궤적을 전체 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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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 과정을 쉽게 할 수 있게 했다. 설명의 편의성을 위하여 반복 

사용되는 용어의 약어를 [표 5 ]에 정리하였다.     

 

[그림 12]궤적 DB 를 부분궤적 DB 로 변환 

[표 5] 약어 정리  

명 칭 의 미 

S(Sensing trajectory) 레이더에서 관측한 임의의 궤적 

TD(Trajectory database) 단일 발사지점의 탄도 데이터베이스 

Sub-TD(Sub-trajectory 

database) 

탄도를 관측시간 길이로 분할하고 궤적의 

시작점을 원점으로 이동한 부분궤적 DB 

MSST(Most similar sub-

trajectory) 

Sub-TD 에서 관측된 궤적과 가장 유사한  
부분궤적 

MST 

(Most similar trajectory) 
MSST의 전체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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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궤적 변환 

 

궤적 한 쌍의 유사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두 궤적이 동일한 좌표계 

안에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유사도 계산을 위해서 DB의 궤적들과 

관측된 궤적(S)에 대하여 몇 가지 궤적 변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림 13]은 유사도 계산을 위한 일련의 궤적 변환 과정을 

도식화하였다. 위쪽 상자의 과정은 앞서 설명한 DB의 궤적에 대한 

변환과정으로서 미리 일괄적(batch processing)으로 이루어지고, 아래쪽 

상자의 과정은 레이더에서 관측한 임의의 궤적정보가 입력되면 

실시간(online processing)으로 이루어지는 변환과정이다. 관측 궤적의 

변환은 2.4.1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궤적변환 과정이 완료되면 

단순화된 부분궤적 DB의 궤적들과 변환된 관측궤적 사이의 상호 

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다.  

 

[그림 13] 유사도 계산을 위한 궤적변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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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발사지점 추정과정 개요 

2장에서 앞으로 진행되는 궤적의 발사지점을 추정하는 전체적인 

과정은 [그림 14]와 같다.   

 

[그림 14] 발사지점 추정과정 개요 

 

첫번째 단계는 2.3.3에서 설명한 궤적변환 단계로 궤적 DB를 

전체궤적으로 이루어진 TD와 부분궤적으로 이루어진 Sub-TD로 이원화 

한다. 

두 번째는 k-NN 탐색 단계로 Sub-TD의 부분궤적과 관측된 궤적과 

유사도 척도를 계산하여 가장 유사한 k개의 부분 궤적들로 구성된 k-NN 

집합을 구한다. 이때, Sub-TD의 부분궤적들은 x, y, z 축으로 평행이동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좌표를 이용해서 시간에 따른 형태변화 유사도를 

비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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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위치차이에 따른 가중치(locality weight)를 계산하는 

단계이다. TD에서의 앞서 결정된 k-NN들이 속한 전체 궤적에서의 좌표와 

관측된 궤적의 좌표 차이를 위치 차이에 따른 두 번째 가중치를 구한다. 

이때 TD의 궤적들은 x, y축으로 평행이동 되어 있는 궤적들이기 때문에 

z축 좌표, 즉 고도 차이만을 위치 차이에 따른 가중치로 이용한다.   

네 번째는 k-NN 추정 단계이다. TD에서 각 k-NN들의 좌표와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에서 구한 가중치를 이중으로 사용해서 발사지점을 

추정한다. 

앞으로 두 번째부터 네 번째 단계에 대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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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k-NN 탐색 

 

2.4.1 형태와 시간 요소 유사도 

 

우선 레이더에서 관측된 궤적(S)과 부분궤적 데이터베이스(Sub-

trajectory Database: Sub-TD)의 궤적들 사이의 형태와 시간적 유사도를 

고려하여 k-NN 탐색을 한다. 궤적의 형태와 시간의 요소는 속력과 

방향의 변화율, 즉 속도 변화율(rate of velocity change)로 대변할 수 있다.  

관측궤적(S)은 실제 좌표계의 궤적인 반면에 Sub-TD의 부분궤적들은 

상대좌표로 이루어진 조정 좌표계의 궤적이기 때문에 상호 유사도를 

비교할 수 없다. 따라서 관측된 궤적(S)의 관측 시작점(t=0)을 원점으로 x, 

y, z 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시켜 조정 좌표계의 질의 궤적(S’)로 변환한다. 

이때 변환함수를 T이라 하면 변환된 질의 궤적은 식(3)과 같이 나타낸다. 

                                                   (3)

     
 

두 점 사이의 유사도는 비유사도와 반비례하며 비유사도는 

거리척도(distance measure)에 의해 계산된다. [그림 15] (a)에서처럼 

점선으로 나타낸 Sub-TD의 각 궤적과 실선으로 나타낸 S’ 사이에 거리를 

계산하여 그 값이 가장 작은 궤적을 최고 유사 부분궤적(most similar 

( )S T S¢ =

:
( ) :  

S
T x x

여기서

궤적데이터

궤적 시작점을 원점으로 평행이동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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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trajectory: MSST)이라고 한다. 

거리척도를 계산하는 식의 유도과정은 [부록1]에 상세히 수록하였고 

거리척도의 주요 개념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궤적은 점의 시계열 

함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각 시점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고 

이를 일정기간으로 적분하여 두 궤적 사이의 비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다. 

두 점 간의 거리척도로 유클리디안 거리(Euclidian distance)를 사용하였다. 

궤적은 유한한 시계열 점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각부분궤적은 이웃한 

점들을 연결하는 선분의 집합으로 근사화 할 수 있다. 두 선분 P와 

Q사이의 연속된 두 시점의 유클리디안 거리 D(t)는 식(4)와 같이 

유도된다(Frentzos et al. 2007a).   

                                   (4) 

여기서 t는 시간을 나타내며 계수 a, b, c는 치환된 값으로 [부록1]에 

명시되어 있다. 식(4)을 이용하여 일정기간에 대하여 적분하면 두 궤적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이때 계산의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Trapezoid 

approximation rule을 적용하여 궤적 P와 Q 에서 각 이웃한 시점의 

좌표를 연결한 사다리꼴의 면적으로 근사화하였다. 이를 계산식으로 

표현하면 식(5)와 같다. 식(5)의 의미를 형상화하면 [그림 15] (b)에서 궤적 

P와 Q 사이의 비유사도 DISSIM(P,Q)는 이웃 시점 좌표를 연결한 

사다리꼴 면적으로 근사화하여 적분한 것과 같다.  

   
     (5) 

2( )D t at bt c= + +

( ) ( )( )
1

, , 1 1
1

1( , ) ( ) ( )
2

n

P Q k P Q k k k
k

DISSIM P Q D t D t t t
-

+ +
=

» + × -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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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SST(Most similar sub-trajectory)     (b) 두 궤적 사이의 거리척도 

[그림 15] 두 궤적의 형태와 시간요소 유사도 계산 

이 거리척도의 장점은 별도의 파라메터를 사용하지 않고 각 시점의 x, 

y, z 좌표만 이용하여 계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연구(Jeong 

and Cho 2011)에서 부분 궤적 유사도를 가중치가 있는 파생변수로 

계산하는 거리척도의 각 파생변수의 가중치를 열거법(enumeration)으로 

계산해야 하는 문제점이 해결되었다. 

2장에서는 우선 추정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계산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전수조사(full search)방식으로 k-NN 탐색을 하였다. k개의 

최근접 이웃을 찾기 위해서는 식(5)를 이용하여, Sub-TD의 모든 궤적과 

S’사이의 비유사도를 계산하고 비유사도가 작은 순으로 k개의 

부분궤적들을 포함한 집합을 k-MSST이라 한다. 관측궤적과 각 k-MSST 

사이의 시간에 따른 형태변화의 비유사도는 식(6)과 같이 나타낸다. 

            (6) ': dissimilarity from  to each k-MSST 1id S i 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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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위치 가중치 

 

2.4.1의 형태와 시간요소의 유사도는 조정 좌표계에서 질의 궤적(S’)과 

Sub-TD의 부분궤적들의 상대좌표를 비교하여 시간에 따른 형태 변화의 

유사성만을 비교하였다. 시간에 따른 형태 변화가 유사한 k-MSST들이 

다양한 위치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MSST를 찾기 위해서는 

시간에 따른 형태변화가 유사하다고 판단된 부분궤적들이 실제 자신이 

속한 전체 궤적의 어느 위치인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Sub-

TD에서 결정된 k-MSST들이 TD의 전체 궤적에 속했을 때의 위치와 

관측된 궤적(S)의 위치적 유사도를 비교하여 두 번째 가중치로 

제안하였다.  

앞서 Sub-TD에서 MSST로 결정된 부분궤적은 TD의 한 궤적에 속해 

있고 이 궤적을 관측된 궤적의 전체궤적과 가장 유사한 궤적(Most Similar 

Trajectory: MST)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때 MST에서 MSST에게 

부여되는 위치좌표를 R이라 한다.  

            

[그림 16] (a) k-MSST의 다양한 위치 (b) MST에서 MSST의 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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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의 (a)는 시간에 따른 형태변화가 유사한 k-MSST들이 

다양한 위치에서 발생하는 예를 나타내며, (b)에서는 각 MSST가 속해 

있던 원래의 궤적을 복원한 MST에서 MSST에 위치좌표(R)을 부여하는 

예를 나타낸다. 

2.3.1에서 TD의 모든 궤적들은 x, y방향으로 평행 이동되어 단일 

발사지점에서 시작 되었기 때문에 z방향의 고도 차이만 위치의 차이를 

나타내는 가중치로서의 의미가 있다. 따라서, R의 z좌표 와 관측궤적 

S의 z좌표 의 차이만을 계산한다. 이 고도 차이가 클수록 두 

부분궤적은 시간에 따른 형태변화는 유사하지만 발생하는 위치가 

상이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유사도는 희박해진다고 볼 수 있다.  

궤적은 시계열 데이터이기 때문에 고도 차이는 각 시점별로 다른 

값을 갖게 되기 때문에 각 MSST와 S사이의 대표적인 위치 차이를 

구하기 위해서 시점 별 고도 차이 중 최대값을 위치적 유사도를 나타내는 

두번째 가중치 라 하며 이를 식(7)과 같이 나타낸다.  

                  

                 (7) 

            

  

( )tz R

( )tz S

( )ih

max ( ) ( )i t t ih z S z R= -

( ) :
1

tz P P t z
i k£ £

여기서

궤적 의 시점에서 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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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k-NN을 이용한 발사지점 추정 

 

발사지점을 추정할 때에는 이상치에 의한 오버피팅을 방지하고 

추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유사도가 높은 순서로 k개의 궤적(k-

MSST) 정보를 가중치에 따라 조합하여 추정하는 k-NN 기법을 사용한다. 

각 k-MSST의 정보들은 유사도와 반비례하는 가중치를 갖고 추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관측된 부분탄도 궤적의 발사지점을 

추정하기 위해서 앞서 결정한 k-MSST에 시간에 따른 형태변화 유사도와 

위치적 유사도를 가중치로 부여하여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관측된 부분궤적의 발사지점을 추정하는 기본개념은 다음과 같다. 

우선 MSST를 원래 궤적으로 복원한 MST에서 MSST의 시작점(t=0)의 

좌표를 라고 한다. 에서부터 원점까지 상대좌표 를 관측된 

궤적(S)의 시작점(t=0) 좌표 에 더해서 발사지점을 역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이때, k개의 MSST의 시간에 따른 형태변화 유사도와 위치적 

유사도를 영향력을 나타내는 가중치로 적용하여 의견을 합산한다. 즉, 각 

MSST를 MST로 복원하였을 때의 좌표 에서 원점까지의 

상대좌표 를 구하고 가중치를 곱하여 S의 관측시작(t=0) 좌표 에 

더한다. 형태적 유사성이 낮은 MSST의 영향력을 낮추기 위해서 각 k-

MSST와 S’의 시간에 따른 형태변화 비유사도 의 역수의 

제곱을 가중치로 적용한다. 또 위치 차이가 큰 MSST의 영향력을 낮추기 

0R 0R 0( )R-

0( )S

MSST (1 )i i k£ £

0( )iR- 0( )S

(1 )id i 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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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위치적 유사도( ) 역수의 제곱을 가중치로 적용한다. 추정한 

발사지점의 좌표( )는 시간에 따른 형태변화 유사도만 가중치로 적용한 

제안1과 두 가지 가중치를 모두 적용한 제안2로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데 수식으로 나타내면 식(8), (9)와 같다.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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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실험결과 

 

2.5.1 데이터 설명 

 

실험은 적성국 탄약을 포함한 여러 탄약의 제원과 이를 분석할 수 

있는 상용소프트웨어인 PRODAS(PROjectile Design and Analysis 

System)를 이용해서 탄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활용하였다. 

PRODAS는 탄자, 로켓과 같은 발사체(projectile)의 설계 및 해석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으로, 1992년 미국의 Arrow Tech Associate에 의해 

개발되었다. PRODAS는 발사체의 설계에서부터, 발사체의 질량특성 계산, 

공기역학적 특성 및 안정성 계산, 시험발사의 모의해석 등을 수행하므로 

값비싼 시제품의 제작 전에 설계오류를 탐지하고 개선할 수 있고 개발 

사이클을 단축할 수 있다. 시험데이터를 근간으로 분석 모듈을 개발함에 

따라 신뢰도가 검증 된 상용 소프트웨어이다(김건인 2011). 

PRODAS를 이용해서 단일 발사지점에서 한 종류의 포(artillery) 에 

대하여 200가지 발사각도와 6가지 발사속도로 시뮬레이션 한 1,355개의 

탄도로 TD를 구축하였다. Sub-TD는 TD의 탄도들을 레이더의 관측시간과 

동일한 시간 길이로 무빙 윈도우 (moving window) 방식으로 분할한 

2,202,251개의 부분궤적들로 이루어졌다. 각 부분궤적은 동일 

시간간격으로 30회 관측한 3자유도 좌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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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차원의 데이터로 표현되며 Sub-TD에서 부분궤적 데이터의 용량은 약 

1.47GB으로 상세한 계산은 2.1을 참고한다. [그림 17]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분 궤적 데이터의 예시이다. 

 

[그림 17] 부분 궤적 데이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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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실험설정 

실험에서 질의로 사용하는 테스트 데이터(test data), 즉 레이더에서 

관측한 궤적(S)은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지 않는 임의의 궤적이라는 

가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따라서 질의로 선택된 부분궤적의 전체궤적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고 나머지 궤적들의 부분궤적 중에서 유사도 

탐색을 시행하였다.  

즉, Sub-TD에서 2,202,251개의 부분궤적 데이터 중에서 1개가 테스트 

데이터로 선정되면, TD의 1,355의 궤적 중 테스트 데이터를 포함하는 

궤적을 제외한 1,344개의 궤적을 분할한 약 2,200,000개의 부분궤적들은 

학습 데이터(training data)가 되고 이들을 대상으로 유사도 탐색을 하게 

된다.  

발사지점 추정 오차(error)는 실제 발사지점과 추정한 발사지점 

사이의 거리차이이며, 정확도(accuracy)는 추정 오차가 전술적인 

허용오차(tolerance) 미만이면 추정에 성공한 것을 간주하여 전체 테스트 

횟수 중 추정에 성공한 비율을 나타낸다.  오차와 정확도는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 하였다. 

 

 

 

*

 =  
      

j<
=

오차 추정된 발사지점과 실제 발사지점 사이의 거리

오차 인 횟수
정확도

전체테스트 횟수

*j = <여기서 허용오차 살상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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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오차에 대한 성능 평가 대상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두 가지의 k-

NN 가중치 중 시간에 따른 형태변화 유사도만을 이용한 추정(제안1)과 

시간에 따른 형태변화 유사도와 위치 유사도를 이중 가중치로 사용한 

추정(제안2) 결과 그리고 현재 야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AN-TPQ 37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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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결과 

k-NN의 k값을 2부터 50까지 2씩 증가시키면서 각 100회의 테스트를 

시행하여 제안1, 제안2의 성능과 AN-TPQ 37의 평균추정 오차(105m)를 

기준선(base line)으로 비교하였다. [그림 18]은 각 방법에서 발생하는 

추정오차의 평균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 18] 추정오차의 평균 

제안 1의 경우에 추정오차의 평균값이 k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k가 12이상에서는 기준선보다 큰 값의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 궤적의 시간에 따른 형태변화 유사도만을 가중치로 하는 k-

NN추정은 불완전함을 보여준다. 반면에 궤적의 시간에 따른 형태변화 

유사도와 고도 가중치를 동시에 사용하는 제안2에서의 평균오차는 항상 

기준선보다 작은 값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제안2에서는 k값이 일정수준 



48 

이상으로 증가하면 k에 관계없이 추정오차가 작은 값을 가지면 변화가 

크지 않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k-NN추정에서 k값의 선택이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단점을 극복했다고 볼 수 있다. 

제안 2에서 k가 12이상에서는 평균추정오차가 항상 10m이하의 값을 

갖는다. 이는 기준 값의 1/10미만이기 때문에 실험에서 사용된 테스트 

궤적이 실제 관측된 궤적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성능이 

향상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 19] 제안 2 의 추정오차 통계  

[그림 19]는 제안2의 방법에서 k에 따라 발생한 추정오차의 최소, 

최대, 표준편차 등의 통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k가 일정 값 이상 되면 

표준편차가 작은 값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보아 추정오차가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넓은 구간(6<k<38)에서 추정오차의 최대값도 

35m이하의 값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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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허용 오차별 추정 정확도 

[그림 20]는 추정에 대한 허용오차( )를 보통(50m), 엄격(20m), 아주 

엄격(10m) 3단계로 변화시키면서 k에 따라 추정이 성공한 비율 즉, 

정확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허용오차가 작을수록 추정 정확도가 

낮아짐은 물론이고 정확도가 안정화되기 시작하는 k값도 커지고 있다. 

보통단계의 허용오차에서는 k가 6~38구간에서 100% 정확도를 나타내며, 

k가 4이상의 구간에서 98% 이상의 정확도를 갖는다. 엄격단계의 

허용오차에서는 k가 28~38 구간에서 95%의 정확도를 나타내고, k가 

12이상의 구간에서 91%이상의 정확도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아주 

엄격한 단계에서는 k가 18~32구간에서 80%이상의 정확도를 나타낸다.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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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k 에 따른 추정오차 범위별 비율 

마지막으로 [그림 21]는 k의 변화에 따라 k-NN 추정방법에서 발생한 

오차범위에 따른 발생빈도를 나타내었는데 k가 30일 때 오차가 작은 

값을 갖는 비율이 높아 가장 정확한 추정이 이루어지는 최근접 이웃의 

수라고 볼 수 있다.  

[그림 18], [그림 19], [그림 20], [그림 21]의 그래프에 해당하는 

실험결과는 부록2에 표로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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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결론 

 

본 연구가 기여하는 바를 설명하기 위하여 제안한 데이터에 근거한 

발사지점 추정절차를 개괄한 [그림13]을 다시 이용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 단계의 궤적변환으로 궤적데이터 베이스를 전체궤적으로 

이루어진 TD와 부분궤적으로 이루어진 Sub-TD로 이원화하는 것은 본 

논문에서 처음 제안하는 방법으로서 이로 인하여 발사지점을 단일화한 

궤적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면서 정확한 추정이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되었다. 

 

[그림13] 발사지점 추정과정 개요 

 

두 번째 k-NN 탐색 단계에서 가중치 1을 계산하기 위한 유사도 

척도는 기존연구(Frentzos et al. 2007a)에서 제안된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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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TD에서 부분궤적들의 시간에 따른 형태변화 유사도만을 분리해서 

고려했기 때문에 이 유사도 척도 적용이 가능했다. 이는 기존의 데이터에 

근거한 발사지점 추정연구(Jeong and Cho 2011)에서 유사도 척도의 다중 

파라메터를 구해야 하는 한계점을 보완한 것이다. 

세 번째 위치 가중치 계산 단계에서 관측궤적과 k-NN들의 

고도차이를 위치 가중치로 사용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 처음 제안하는 

방법이다. Sub-TD에서 시간에 따른 형태변화 유사도를 이용하여 구한 k-

NN들 의 상실된 위치적 정보를 보정함으로써 정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데이터에 근거한 

포탄의 발사지점 추정하는 방법론을 위의 4단계의 과정으로 제시하였고 

방법론의 타당성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궤적 DB의 데이터가 한 종류의 포(artillery)만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포에서 발사한 궤적으로 

이루어진 DB를 이용한 추가적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관측궤적으로 

가정한 테스트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의 한 부분 궤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속했던 전체 궤적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했지만 실제로 

관측궤적을 질의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실험이 

진행되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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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속한 발사지점 추정  

 

3.1 문제정의 

2장의 데이터에 근거한 발사지점 추정방법에서는 단순화된 궤적 

데이터 베이스를 사용하면서도 차별화된 k-NN 추정방법으로 기존의 

방법보다 향상된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실시간으로 관측된 

부분탄도의 발사 지점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정확성 못지 않게 신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k-NN 탐색 방법으로 추정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앞장에서 사용한 전수검사(full search) 방법으로 발사지점을 추정할 

때, 평균적으로 총 소요시간은 약 16초이고 그 중 k-NN 탐색 소요시간이 

평균적으로 약 12초이다. 신속한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75%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k-NN 탐색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앞에서 사용한 전수검사(full search)와 동일한 수준의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유사도 탐색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율적인 탐색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k-NN 추정에 사용되는 k개의 최근접 이웃들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d차원의 데이터공간에 있는 전체 N개의 데이터 중에서 주어진 쿼리에 

대하여 가장 가까운 k개의 샘플을 찾아야 하므로 시간 복잡도는 ( )kdN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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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다. 궤적데이터는 시계열 함수로 이루어져 기본적으로 고차원 

데이터이기 때문에 d가 크다. 또한 궤적 발사지점이 단일화되었을 지라도 

다양한 발사각도와 속도를 적용하면 Sub-TD의 데이터 수 N도 

방대해지게 된다. 이때, 선택적인 탐색방법으로 탐색대상이 되는 데이터 

수를 감소시킨다면 k-NN 탐색의 시간복잡도를 낮출 수 있게 된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제안한 k-NN 탐색이 이루어지는 Sub-TD의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공간을 분할해서 선택적인 탐색을 함으로써 k-

NN 탐색 시간을 단축하고 보다 신속하게 발사지점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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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관련연구 

 

3.2.1 다차원 데이터 공간 분할 

 

다차원의 데이터 공간을 분할하기 위한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계층적 구조(Hierarchical structure)의 R-tree 계열 트리와 다차원 데이터를 

1차원으로 선형화하는 매핑 전략(mapping strategy)으로 나뉘어 

진다(Zhang et al. 2005).  

계층적 구조의 트리는 R-tree(Guttman 1984)가 가장 보편적이며 R-

tree에서 파생된 R+-tree(Sellis et al. 1987), R*-tres(Beckmann et al. 1990), 

X-tree(Berchtold et al. 1996), SS-tree(White and Jain 1996), SR-

tree(Katayama and Satoh 1997)등이 있다(Zhang et al. 2005).  

이러한 계층적 구조의 트리에서는 분할된 하위 공간(bounding box) 

사이의 겹침(overlap)을 허용하기 때문에 다중 검색 경로가 존재하고 

데이터의 차원이 높아짐에 따라 성능이 급격하게 저하하는 단점이 

있다(Berchtold et al. 1998; Chen et al. 2005; Zhang et al. 2005). 

최근에는 고차원 데이터를 다루는 기법으로 다양한 맵핑 

전략(mapping strategy)이 연구되고 있으며, 다음의 3단계 과정을 통해 

데이터 공간을 분할하고 선택할 수 있다(Zhang et al. 2005). 1단계에서는 

모든 데이터들을 1차원의 값으로 매핑하고 변환된 값을 1차원 구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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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화하여 인덱싱 하고, 2단계에서는 원 데이터 공간에 주어진 

질의(query)를 지정한 매핑 기법으로 1차원 값으로 매핑한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응답집합(answer set)에 속하지 않는 데이터들은 여과(filter 

out)한 후 조건에 맞는 데이터들만을 반환한다. 이처럼 맵핑 전략은 

다차원의 공간의 데이터를 선형화시키고 조건에 맞는 구간만을 선별하여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검색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장점이 있다.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최초의 맵핑 전략인 피라미드 기법(Pyramid 

technique)은 차원의 저주(Curse of dimensionality)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데이터 차원이 증가함에 따라 성능이 감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향상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Berchtold et al. 1998). 

피라미드 기법은 모든 차원의 데이터를 [0,1]로 정규화하여 맵핑하였고, 

이에서 발전된 iMinMax(Ooi et al. 2000)은 최대 최소값을 사용하여 

맵핑하였다. 두 방법의 공통점은 d차원의 데이터 공간을 균등하게 2d개로 

분할하고 그 중심으로부터 거리를 기반으로 고차원의 데이터를 1차원의 

값으로 인덱싱 하는 것이다. 때문에 균등분포(Uniform distribution) 의 

데이터 공간에서 효과적인 데이터 분할 방법이지만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경우에는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k-NN 탐색 대상이 되는 Sub-TD의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공간을 데이터 분포에 따라 비교적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는 

iDistance기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iDistance기법에 3.4와 3.5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그림 22]은 맵핑 전략에서 2차원 데이터 공간을 분할하는 예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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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공간기반 분할(Space-based Partitioning)이고 (b)은 데이터기반 

분할(Data-based Partitioning)이다. 피라미드와 iMinMax 기법에서는 

공간기반 분할만 가능한데 반하여 iDistance기법은 공간기반뿐만 아니라 

데이터기반 분할도 가능하다. 

 

(a) 공간기반 분할             (b) 데이터기반 분할 

[그림 22] 데이터 공간 분할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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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c-means 군집화 

 

본 연구에서는 Sub-TD의 부분궤적 데이터들을 1차원의 iDistance 

값으로 색인하기 위해서 k-means군집화 기법(MacQueen 1967)을 

사용하여 데이터 공간을 분할한다. 앞서 사용한 k-NN 기법의 k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일한 의미로 c-means 군집화로 명명하기로 한다.   

군집화(clustering)은 데이터에 포함된 특징 벡터(feature vector)간의 

거리를 계산하여 유사성이 있는 데이터들을 하나의 군집으로 그룹화하는 

것이다. 군집화 알고리즘은 크게 계층 군집화(hierarchical clustering)와 

분할 군집화(partitioning clustering) 로 구분된다. 이 중 c-means 군집화 

기법은 분할 군집화의 한 방법으로 미리 군집들의 수(c)를 결정하고 모든 

데이터들을 각각 정해진 군집에 할당하는 방법이다. c-means 군집화의 

시간 복잡도는 약 으로써 일반적으로 계산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용량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용하다. 

[그림 23]은 c-means 군집화의 기본 개념을 나타낸 것으로 

군집내부(intra-cluster)는 가능한 동질성을 가져서 각 군집들 내부의 

분산(dispersion)을 최소화하고, 군집간(inter-cluster) 이질성은 최대화 

되도록 중첩되지 않은 c개의 군집으로 데이터들을 나누는 것이다. c-

means 군집화의 알고리즘은 [그림 24]와 같다. 

 

( )N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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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c-means 군집화의 개념 

 

 

 

 

 

 

 

[그림 24] c-means 군집화의 알고리즘  

1) c개의 초기군집과 각 군집의 중심점 결정 

2) 각 데이터는 가장 가까운 중심을 가진 군집으로 할당 

3) 군집의 멤버가 변경되면 중심을 다시 계산하고 2)를 반복 

4) 군집들 사이에 멤버가 이동되어도 군집의 분산이 감소되지 

않으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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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Sub -TD의 특성 

 

2장의 데이터에 근거한 발사지점 추정에서 관측 궤적과 시간에 따른 

형태변화 측면에서 가장 유사한 k개의 궤적을 찾는 k-NN 탐색 작업이 

Sub-TD에서 이루어 지기 때문에 Sub-TD의 특성에 적합한 데이터 공간 

분할 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Sub-TD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고려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일반

적인 궤적의 특성으로 각 궤적이 하나의 데이터로서 이동객체의 시계열 

위치를 변수로 하는 고차원 (3d*관측시점 수)의 데이터로 이루어졌다. 두 

번째는 Sub-TD의 고유특성으로서 [그림 25]에 나타낸 본 연구에서 사용

하는 Sub-TD의 형태에서 확인할 수 있다.  

 

 

(a) 유사한 패턴의 균등 분포   (b)각 부분궤적의 높은 상관관계  

[그림 25] Sub-TD 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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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a)는 Sub-TD의 전체적인 형태로 부분궤적들은 형태상 

미묘한 차이로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면서 특정한 그룹으로 몰려있지 않고 

균등하게 분포(uniform distribution)되어 있다. (b)는 각 부분궤적이 잘 

식별되도록 몇 개만 표현한 것인데, 각 부분궤적을 하나의 데이터로 

고려하면 변수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즉, 짧은 시간간격으로 

나뉘어진 부분궤적은 동일 좌표축의 연속된 좌표들 즉,  

사이에 증가 또는 감소의 방향성이 나타난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Sub-TD는 시계열 데이터로서 고차원이며 

방향성이 존재하여 변수간 상관관계가 높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공간기반으로 데이터 공간을 분할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Sub-

TD를 데이터에 기반한 공간 분할을 할 수 있도록 iDistance 기법을 

사용하였다.  

  

1 2 3( , , , ),x x x K

1 2 3 1 2 3( , , , ), ( , , , )y y y z z zK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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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iDistance 색인 

 

iDistance는 고차원 데이터 공간에서 효율적인 k-NN 탐색을 하기 

위해서 제안된 데이터 공간 분할 방법으로써, 각 분할공간 (partition)의 

참고점(reference point)을 선정하여 각 데이터들과 참고점 사이의 거리를 

기반으로 1차원 값으로 변환하는 방법이다(Yu et al. 2001). iDistance는 

데이터 공간을 균등하게 분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포 

특성에 기반하여 데이터들을 군집화함으로써 데이터 공간을 분할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높거나 군집화 되어있는 현실의 

데이터에서 좋은 성능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Sub-TD의 고차원 궤적데이터들을 c-means 

clustering으로 분할하고 각 군집의 중심을 참고점으로 하여 모든 

부분궤적 데이터를 1차원 iDistance 값으로 맵핑하였다. 알고리즘 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d차원의 모든 변수의 범위가 [0,1]되도록 

정규화하면 모든 부분궤적들을 식(10)과 같이 표현된다. 

                 
                 (10) 

Sub-TD의 각 부분궤적 데이터( )를 다음의 3단계 절차를 거쳐 iDistance

값으로 맵핑한다. 1단계에서는 d차원 데이터공간을 m개의 군집

( )으로 분할하고 모든 궤적 데이터는 이중 한 개의 군집에 

소속시킨다. 2단계에서는 각 군집의 중심점을 각 군집의 참고점

0 1 1: ( , , , )
0 1, 0

d

j

p x x x
x j d

-

£ £ £ <

K
여기서

p

0 1 1, , , mC C C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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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정하고, 3 단계로 각 궤적 데이터( )로 부터 해당 

참고점까지 거리 를 기반으로 1차원의 iDistance값을 계산하고 

1차원 트리로 색인한다. 각 궤적데이터( )의 iDistance값은 식(11)과 같이 

표현된다.  

                       (11) 

   

이때, 군집 에 속한 모든 궤적들이 범위  사이에 맵핑될 

수 있도록 c는 충분히 큰 값( )을 가져야 한다. 

알고리즘 설명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기호의 의미를 [표 6]에 

정리하였다. 

[표 6] iDistance 알고리즘 기호 

기호 의미 

 질의 데이터 

 데이터 공간을 분할하는 군집 

 군집 의 참고점 

 
군집 에 속한 데이터와 참고점 

 
사이의 최대 

거리 

, 질의영역 범위 

0 1 1, , , mO O O -K p

( , )idist p O

p

( , )iy i c dist p O= ´ +

( , ) :i idist p O O p
여기서

참고점  부터 데이터  까지의 벡터거리

iC [ , ( 1) )i c i c´ + ´

dc d>

q

iC

iO iC

max idist iC iO

( ),querydist q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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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iDistance 색인 

[그림 26]는 2차원 데이터 공간을 3개의 군집 으로 

분할하여 iDistance기법으로 맵핑한 예시이다. 여기서, 은 각 

군집의 참고점이고 는 각 군집의 범위를 분할하는 값이다. 

데이터들은 참고점으로부터 거리를 기준으로 1차원 값으로 맵핑되기 

때문에 C와 D는 서로 다른 점이지만 로부터 같은 거리이기 때문에 

동일한 iDistance 값을 갖게 되는 특징이 있다. 

 

  

0 1 2( , , )C C C

0 1 2, ,O O O

0 1 2, ,c c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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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iDistance 를 이용한 k-NN 

 

3.5.1 k-NN 질의 

 

k-NN 질의(query)(Seidl and Kriegel 1998)의 기본개념은 데이터 

베이스에서 질의 벡터( )와 가장 유사한 k개의 이웃을 찾는 것이다. 질의 

벡터( )로 부터 k번째의 이웃( )까지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k-NN 

집합( )이 최종적인 k-NN 결과가 된다.  

k-NN 질의 알고리즘을 살펴보면 질의 벡터를 중심으로 최근접 이웃 

집합(nearest neighbor set)에 k개의 이웃이 들어올 때까지 질의영역(query 

region= )을 확장한다.  

[그림 27]은 종료조건 알고리즘으로 현재 k-NN 집합( )에서 에서 

k번째의 이웃( ) 까지의 거리 와 추가된 탐색영역의 새로운 

후보의 벡터 공간에서의 거리를 비교해서 거리가 단축되면 k개의 이웃을 

최신화 (update) 하고 아니면 탐색을 종료한다.

 

 

 

[그림 27] k-NN 탐색 종료조건 

q

q kthp

A

r

A q

kthp ( , )kthdist p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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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2 k-NN 탐색 대상 군집 선정 

 

iDistance 기법에서는 분할된 여러 데이터 공간 중에서 주어진 

질의영역(query region)과 교차(intersection)가 발생하는 공간만을 

선별하고 그 공간 중 교차영역에 대해서만 k-NN 탐색을 하기 때문에 

계산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이장에서는 데이터 공간을 

군집화(clustering)로 분할하였을 때 그 중에서 k-NN 탐색을 해야 할 

군집을 선정하는 알고리즘을 설명한다.  

질의영역과 교차가 발생하는 군집의 종류는 크게 둘로 나누어 진다. 

한 종류는 군집이 질의를 포함하는 경우이며 나머지 한 종류는 질의를 

포함하지 않으나 질의영역과 군집 사이에 중복구간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그림 28] k-NN 탐색 대상 군집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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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에서 2차원 데이터 공간을 3개의 군집 로 

분할하였고 각 군집의 참고점은 이다. 여기서 각 점들은 

데이터를 의미하며 회색 음영부분은 질의영역이 일 때 k-NN 탐색 

영역에 해당된다. 군집 는 질의( )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 

영역과 항상 교차한다. 군집 은 질의영역이 일 때는 교차되지 않지만 

로 확장되면서 교차 영역이 발생한다. 군집 는 질의 영역과 교차가 

없기 때문에 탐색대상에서 제외된다. k-NN 탐색대상 군집 즉, 

질의영역( )과 교차가 발생하는 군집들은 질의영역이 증가할 때 마다 

최신화 해야 한다. [그림 29](a)는 질의영역과 교차가 있는 군집을 

결정하고 (b)는 교차가 있는 군집 중 질의를 포함하는 군집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이다.  

 

[그림 29] 탐색대상 군집 선정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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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k-NN 탐색 구간과 방법 

 

질의영역과 중복이 있는 군집에 대해서는 탐색범위를 결정해야 

하는데 탐색 영역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유도한다. d차원 공간에 있는 

세 점 사이의 거리에는 삼각부등식 (triangular inequality)성질에 

의하여 식(12)와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12) 

 

식(12)의 관계를 각 군집 의 참고점( ), 질의 데이터( )와 군집에 

속한 임의의 데이터( )에 적용하면 식(13)와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13) 

 

이때, 탐색 대상은 질의( )로부터 거리가 질의영역( ) 

이내에 속한 데이터에 한정되기 때문에 이다. 

이를 식(13)에 적용하면 군집 에서 k-NN 탐색을 해야 할 범위는 각 

군집의 참고점( )으로부터 식(14)와 같은 범위에 있는 데이터들로 

한정된다. 

 (14) 

1 2 3, ,p p p

1 3 1 2 2 3( , ) ( , ) ( , )dist p p dist p p dist p p£ +

( , ) :i j i jdist p p p p
여기서

부터 까지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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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dist O q q O
dist p q q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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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까지의 거리

부터 까지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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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질의영역과 중복이 있는 군집에 대한 k-NN 탐색범위는 

식(15)와 같이 결정된다.  

    (15) 

 

 

탐색범위의 안쪽경계는 탐색대상 군집에서 동일하지만 바깥쪽 경계는 

군집이 질의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또한 

탐색대상으로 선정된 군집들의 탐색 방법도 질의포함 여부에 따라 다르다. 

[그림 30]은 두 가지 유형의 군집에 대한 k-NN 탐색범위와 탐색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0] k-NN 탐색 범위와 방법(Yu et al. 2001) 

[ ( , ) ( ), min( max , ( , ) ( ))]i i idist O q querydist q dist O q querydist q- +

( ) :
( , ) :
max :

i i

i i i

querydist q
dist O q q O
dist C O

여기서

질의영역

부터 까지의 거리

군집 에 속한 데이터와  사이의 최대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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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세 군집 의 참고점은 이고 각 점들은 

데이터이고 회색 음영부분은 질의영역이 일 때 k-NN 탐색범위에 

해당된다. 군집 는 질의( )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영역과 항상 

교차하는 경우로 탐색범위는 (1)~(3)가 되고, 참고점을 기준으로 가까운 

방향으로 진행하는 안으로 탐색(search inward)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밖으로 탐색(search outward)을 병행하여 탐색한다. 군집 은 

질의영역이 일 때는 교차되지 않지만 로 확장되면서 교차 영역이 

발생한 경우로 탐색범위는 (1)~(2)가 되고 군집의 경계에부터 안으로 

탐색(search inward)만을 실시한다. 군집 는 질의영역과 교차가 없기 

때문에 탐색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가 군집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k-NN 탐색 방법과 탐색 

시작과 종료위치를 정리한 규칙은 [그림 31]과 같다. 여기에서 (a)는 

질의를 포함하는 군집에 대한 경우로서, 질의( )의 idistance 색인 값 

( )에서 탐색을 시작하여 질의영역의 반지름 을 

기준으로 까지 안쪽방향으로 탐색하고, 

까지 바깥쪽 방향으로 탐색한다. (b)는 질의를 

포함하지 않지만 질의영역과 교차하는 군집에 대한 경우로서, 군집의 

경계( )에서 탐색을 시작하여 질의영역의 반지름  

만큼 안쪽방향으로 까지 탐색한다. 

0 1 2( , , )C C C 0 1 2,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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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k-NN 탐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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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실험결과 

 

3.6.1 실험설정 

 

TD는 PRODAS로 시뮬레이션 한 1,355개의 탄도로 이루어졌고 Sub-

TD는 TD의 탄도들을 레이더의 관측시간과 동일한 시간 길이로 무빙 

윈도우(Moving window) 방식으로 분할한 2,202,251개의 부분궤적으로 

이루어 졌다. 각 부분궤적은 3자유도의 좌표 이동 정보를 동일 

시간간격으로 30회의 기록하기 때문에 90차원의 데이터로 표현되며 Sub-

TD에서 부분궤적 데이터의 용량은 약 1.47GB 이다. 90차원 부분궤적 

데이터 공간을 c-means 군집화 알고리즘으로 분할하고 각 군집의 중심을 

참고점으로 한다. 모든 부분궤적 데이터들의 iDistance 값을 계산하여 

1차원 값으로 색인한 후에 선택적으로 k-NN 탐색을 한다.  

이때 결정해야 할 파라메터는 c-means알고리즘의 군집의 수, k-NN 

탐색에서 사용하는 최근접 이웃의 수, iDistance의 질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단위  이다.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 가장 성능이 좋은 값으로 

군집의 수는 212개, 은 0.01로 고정하였다.  

전수검사로 k-NN 을 할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거리척도를 

계산해서 작은 값을 갖는 k개를 뽑기 때문에 k에 따라 계산소요시간이 

변화하지 않는다. 반면에 iDistance를 이용한 k-NN 탐색에서는 k가 크면 

rD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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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N 질의 알고리즘 반복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계산소요시간 증가하게 

된다. 두 방법의 소요시간을 합리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최근접 이웃 

수는 2장에서 실시한 k-NN을 이용한 발사지점 추정 실험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던 값(k=30)에 대하여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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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결과 

 

우선 전수조사(full search)와 데이터 공간 분할(iDistance)의 방법으로 

각 1,000번의 질의에 대한 탐색 시간을 통계적으로 비교하였다. [그림 

32]에서 왼쪽은 전수조사, 오른쪽은 데이터 공간 분할을 이용하여 각 

질의에 대한 탐색 소요 시간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iDistance기법로 데이터 공간을 분할하여 선택적으로 k-NN 탐색을 할 때 

평균 소요시간은 21.7267ms이다. 전수조사로 k-NN 탐색을 할 때 평균 

소요시간이 12,188ms이였던 것에 비하여 약 1/560로 단축되었다. 

iDistance에서 k-NN 탐색 소요시간의 최대값은 279ms로써 극단적인 

경우에도 1/44정도로 단축된 것으로 보아 k-NN 탐색의 시간단축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32] 전수조사와 iDistance 의 k-NN 탐색소요시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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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전수조사와 iDistance에서 결정된 k개의 최근접 이웃들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았다. k를 10~100까지 10씩 증가시키면서 각 

100번의 질의에 대하여 양쪽의 탐색방법에서 선택된 최근접 이웃들이 

일치하는 개수를 [표 7]에 나타내었다. k에 따라 각 100회씩 총 1,000회의 

실험에서 k개의 최근접 이웃들이 100% 일치하는 경우가 991회였다. 

1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8회 발생하였는데 k가 40, 50, 70, 80일 때 

k번째 이웃에 해당되는 1개가 불일치 하였고, k가 80일 때, 5개의 이웃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1회 있다. 99.1%의 경우에는 양쪽의 방법에 결정된 

이웃들이 100% 일치하였으나, 0.9%의 경우에서 이웃들의 

93.75~98.75%가 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k개의 최근접 이웃 

집합에 마지막으로 여러 개의 후보가 들어왔을 때 선택하는 과정에서 

불일치가 발생하거나 절단오차(truncation error)로 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표 7] 일치하는 k-NN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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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k 최근접 이웃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 

불일치 된 이웃들이 추정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림 

33]는 k-NN 집합이 불일치 하는 9건의 추정결과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그래프 상으로는 k=10일 경우의 1건을 제외하고는 추정결과의 차이가 

크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9건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paired t test)으로 

통계적으로 두 방법의 추정결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그림 33] k-NN 집합이 불일치할 때 추정결과 비교 

대응표본 t-검정의 귀무가설(H0)은 “양쪽의 추정결과는 같다.” 이다. 

[표 8]은 대응표본 t-검정의 결과로 t 통계량은 -1.038로 그 절대값은 

양측검정 t기각치 1.359548보다 작고, P양측 검정은 0.32로 통상의 

유의수준 0.1보다 크기 때문에 귀무가설은 기각될 수 없다. 따라서 

양쪽의 추정결과는 같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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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대응표본 t 검정 결과 

 

일반적으로 유의수준이 작을수록 귀무가설이 기각되는 신뢰도가 높아

진다. 역으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유의수준이 높을

수록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P양측 검정 값으로 볼 때 귀무가설 

“양쪽의 추정결과는 같다.”를 기각할 수 없음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편이

다. 

iDistance를 이용한 k-NN 탐색의 결과가 전수조사에 k-NN 탐색의 

결과와 일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0.9%의 경우에 발생하였으나 

최종적인 추정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iDistance를 이용한 

k-NN 탐색으로 탄도 발사지점을 추정하는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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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결론 

 

레이더에서 관측된 부분탄도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발사 지점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정확성 못지 않게 추정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수검사(full search)방법으로 추정할 경우 전체 추정 시간 중 

75%가 k-NN 탐색에 소요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공간을 

분할하여 선택적으로 탐색하는 효율적인 k-NN 탐색 방법으로 전체 

추정시간을 단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Sub-TD는 시계열 데이터로서 고차원이며 

방향성이 존재하여 변수간 상관관계가 높은 특성이 있다. 따라서 Sub-

TD의 공간을 분할하기 위하여 이에 적합한 iDistance 기법을 사용하였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본 연구가 iDistance 기법을 궤적 데이터베이스에 

응용한 최초의 사례이다. 

iDistance를 적용하여 Sub-TD 공간을 분할하고 선택으로 탐색을 

함으로써 k-NN 탐색 속도를 현저하게 향상시켰다. 이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전수검사에 의한 k-NN과 iDistance 기법의 k-NN 이 

일치하는지의 여부이다. 99.1%경우에서 100% 일치하였고 0.9% 경우에서 

93.75~98.75%가 일치하였다. 일부 k-NN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도 

발사지점 추정결과는 다르지 않다고 확인되었다. 추가적으로 모든 경우에 

k-NN 집합이 100% 일치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법이 연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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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대훈련 결과 예측 

 

4.1 문제정의 

 

다양한 조직에서 팀단위 임무수행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팀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팀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개인이 연합하는 것을 일컫고, 팀 성과(team 

performance)는 팀이 수행한 목표와 임무수행 결과를 측정하는 

것이다(Devine and Philips 2001). 팀 구성(team composition)이란 

구성원의 특성(attribute)들이 조합(configuration) 되어 전체 팀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팀 구성은 구성원들의 업무 수행에 

관한 지식수준과 기술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노력수준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연구되었다(Hackman 1987; Bell 2007). 

결과적으로 팀의 구성이 팀의 성과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반 

산업분야에서는 팀 단위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팀 구성 변수(team 

composition variable)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군에서도 대부분의 임무가 팀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팀의 구성이 

임무수행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까지는 군 관련 

데이터에 근거한 정량적 분석이 이루지지 않았다. 데이터에 근거하여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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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서 팀 구성이 팀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려면 입력변수로는 

동일한 편제를 갖는 다수의 부대에 속한 부대원 정보가, 출력변수로는 

동일한 임무수행에 대한 평가 결과가 있어야 한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육군 과학화 전투훈련단(Korea Combat Training 

Center: KCTC)에서 전 육군 보병대대들의 전투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실제전장과 유사한 상황에서 모의전투를 하고 있으며, 훈련에 참가한 

부대의 구성원에 대한 신상정보와 수치화된 평가결과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있다. KCTC 훈련에 참가하는 부대는 훈련준비 과정에서 부대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초자료를 입력하는데 이때 부대원들의 개인 

신상정보도 입력한다. 이 자료는 팀 구성(team composition)을 나타내는 

입력자료가 된다. KCTC는 전문 대항군을 운용하여 전투상황을 부여하고 

훈련실시 중에 발생되는 행동 데이터는 마일즈(MILES: Multiple Integrated 

Laser Engagement System) 장비와 정보, 통신, GPS 등을 이용하여 실시간 

자동 수집한다. 훈련 종료 후 분석절차를 거친 최종 훈련결과가 

출력변수인 팀 성과(team performance)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KCTC훈련에 참가한 대대급 보병부대의 구성변수를 

이용하여 훈련성과를 예측할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확인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부대 훈련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예측인자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때 가정사항은 전문 대항군의 전투능력이 일정하여 참가부대가 

수행하는 전투임무 난이도가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림 34]은 KCTC의 

홈페이지에 기술되어있는 KCTC 훈련 운용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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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KCTC의 운용체계(KCTC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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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관련연구 

 

4.2.1 팀 구성 변수 

 

팀 구성(team composition)은 팀 성과(team performance)에 중요한 

예측인자(predictor)로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 팀 구성 변수(team composition variable)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Harrison et al. 1998). 한 범주는 나이, 인종, 성별, 교육수준, 

근무기간 등 외적으로 즉시 식별이 가능한 인구통계학적 

특성(demographic characteristics)에 관한 표면수준 변수(surface-level 

variable)이고 또 다른 범주는 인성요소, 태도, 능력 등 외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심리적 기반이 되는 특성(underlying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으로 이루어진 내면수준 변수(deep-level variable)이다. 

이중 표면수준 변수(surface-level variable)가 더욱 객관적인 요소라는 

점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팀 구성에 대한 표면수준 변수(surface-level variable)들은 생물학적-

인구통계학적(bio-demographic) 변수와 업무 관련된(task-related) 변수로 

다시 나눌 수 있다(Horwitz and Horwitz 2007). 생물학적-

인구통계학적(bio-demographic) 변수는 연령, 성별, 인종 같이 관찰하여 

즉시 분류되는 팀 구성원들의 특성이며, 업무 관련된(task-related) 변수는 

기능과 관련된 전문지식(functional expertise), 교육(education), 조직에서 

근무한 기간(organizational tenure) 등 보다 업무와 관련된 팀 구성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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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의미한다. 

 팀 표면 수준의 구성 변수(surface-level composition variable) 에 

관한 대다수의 연구들은 업무 관련된(task-related) 변수와 팀 성과 사이의 

관련성에 관해 설명하고 있으며(Ancona and Caldwell 1992), 업무 

관련된(task-related) 변수가 팀의 성과와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연구되었다(Bell et al. 2011).  

일반 조직과 마찬가지로 군에서도 동일의 편제의 부대일지라도 

구성원들의 조합에 따라 부대 구성(unit composition)이 다양해 지고 부대 

구성 변수 중 업무 관련된 변수가 부대 임무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대 구성 변수 중 업무관련 변수로 

부대의 성과를 예측하고자 한다. 

[그림 35]은 기존연구에 근거하여 팀의 성과(team performance) 에 

영향을 미치는 팀 구성 변수(team composition)의 분류체계를 나타낸 

것으로 본 연구의 논의 대상이 되는 업무 관련된(task-related) 변수의 

위상(status)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5] 팀 구성 변수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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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팀 성과에 관한 연구방법 

 

팀의 성과(team performance)는 팀이 수행한 목표와 임무수행 결과를 

측정하는 것이다(Devine and Philips 2001). 팀 성과(team performance)에 

관한 연구방법은 연구설정(study setting), 기준 보고 유형(criterion report 

type), 기준 측정 유형(criterion measure type)의 3가지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Horwitz and Horwitz 2007).  

우선 연구설정(study setting)은 실제 조직에서 실제의 업무 수행하는 

팀을 그대로 사용하는 자연 설정(natural setting)과 연구 목적으로 

교육기관이나 훈련센터, 군부대등에서 시뮬레이션이나 게임 또는 가상의 

임무를 부여하는 실험실 설정(laboratory setting)으로 구분된다.  

기준 보고 유형(criterion report type)은 보고하는 주체에 따라서 자기 

평가 보고(self-reported assessment)와 평가자 평가 보고 (manager/rater-

reported assessment)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설문조사로 이루어지는 

자기 평가 보고 (self-reported assessment)의 결과는 평가자 

평가(manager/rater-reported assessment)에 비해 과대평가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방법적 편향(method bias)을 줄이기 

위해서 평가자에 의한 평가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기준 측정 유형(criterion measure type)은 평가기준이 

스스로나 평가자의 설문평가와 같은 주관적 측정(subjective measure)인지 

객관적인 측정(objective measure)에 의한 것 인지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KCTC훈련은 군부대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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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를 묘사하기 때문에 부대의 전투력을 평가하는 주요한 팀 성과(team 

performance)라 할 수 있다. KCTC 훈련 평가방법은 앞서 설명한 팀 

성과에 대한 연구방법으로 분류하면 훈련장에서 가상의 전투훈련을 

실시하는 점에서 실험실 설정(laboratory setting)이며, KCTC의 전문적인 

평가부서에서 평가자 평가 보고 (manager/rater-reported assessment)에 

해당한다. 또한 마일즈 (MILES: Multiple Integrated Laser Engagement 

System)장비와 정보, 통신, GPS등을 이용하여 실시간 자동 수집되는 

데이터를 근거로 객관적인 측정(objective measure)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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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분류모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부대훈련결과로서 상위50%와 하위50%로 

구분되는 이진 범주형 변수(binary categorical variable)이기 때문에 

이진(binary) 분류모형(classifier)인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결정 트리(decision tree), 신경망(neural networks), SVM (support vector 

machine)을 이용하여 분류모형의 예측 정확도 (accuracy)를 

평가하였다(Galit Shmueli et al. 2007; 오일석 2008).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은 다중 선형 회귀분석 (multi-

linear regression)을 종속변수가 범주형 변수(categorical variable)인 

경우에 적용 가능하도록 확장시킨 방법이다. 다중 선형 회귀분석에서는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연속형 종속변수를 예측하는 반면에,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새로운 데이터가 어떤 범주에 속할지를 예측하나 하거나 

분류한다. 이때 사용되는 독립변수의 형태는 연속형(continuous) 또는 

범주형 모두 가능하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우선 새로운 데이터가 어떤 

분류에 속할 것인지 확률의 추정치를 계산하고 이를 각 분류에 속하기 

위한 확률의 분류 기준 값(cutoff value)과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분류한다. 

한 분류에 속할 확률 p는 [0,1]사이의 값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식(16)과 

같은 로지스틱 반응함수(logistic repose function)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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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때로는 이 식을 승산(odd)라고 하는 어떤 범주에 속할 확률의 변형된 

측정치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범주 1에 속할 확률을 p라고 할 때 범주 

0에 속할 확률로 나눠주는 것으로 식(17)과 같다. 

                                               
(17) 

 

역으로 어떤 사건의 승산을 알고 있는 경우 범주 1에 속할 확률은 

식(18)과 같이 계산된다.
 

                         
                        (18) 

 

결정트리(Decision Tree)는 각 독립변수에 대한 분류를 구분하는 분할 

값(splitting value)을 주어 독립변수의 차원 공간을 반복적으로 분할하여 

트리를 만들고 새로운 데이터들의 변수 값과 분할 값들 비교하여 

분류하는 방법으로써 분류하는 일련의 규칙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결정트리의 각 변수별 분할 값은 가장 불순도가 크게 

감소하여 동질적(homogeneous)으로 분류되게 하는 값으로 결정한다. 그 

측정치는 지니 지수(Gini index)와 엔트로피 지수(entropy measure)가 있다. 

종속변수의 분류가 k=1, 2,… , m 일 때 한정된 구역 A에 속한 데이터들 중 

k 분류에 속한 데이터의 비율이 Pk라고 하면, 구역 A에 대한 지니 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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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Gini impurity index)는 식(19)로 엔트로피 지수는 식(20)으로 

계산된다. 

                    
(19)

 

 

                            
(20) 

 

신경망(neural networks)은 분류와 예측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형으로 

입력변수들 간의 그리고 입력변수와 출력변수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유연한 방법으로 입력정보를 결합하여 비교적 높은 

예측성과를 나타내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신경망의 구조는 다층 

전방향 신경망(multilayer feedforward network)으로 단순히 입력 값을 

받아들이는 노드들로 구성된 입력 층(input layer)과 이전 층으로부터 

입력정보를 받아들이고 다음 층으로 출력하는 은닉 층(hidden layer), 

최종적인 출력 층(output layer)으로 이루어졌다. 이전 층의 노드 i 에서 

다음 층의 노드 j 까지 전이되는 가중치는 이며, 노드 j 에 추가된 

편의(bias)는 로 출력 값에 대한 절편(intercept)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최종적인 출력 값은 식(21)과 같이 계산된다. 

2

1
( ) 1

m

k
k

I A p
=

= -å

:kp
여기서

구역 A에서 데이터들 중 k분류에 속한 데이터 비율

2
1

entropy( ) log ( )
m

k k
k

A p p
=

= -å

ijw

jq



89 

                              

(21)  

 

 

마지막으로 SVM(support vector machine)은 기존의 분류방법이 

‘오류율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반하여 두 범주 사이의 

‘여백(margin)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백(margin)은 새로운 

데이터를 얼마나 잘 분류하는지를 평가하는 일반화 (generalization)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되는데, 여백이 크게 분류하면 웬만한 변형에 

대해서는 오분류되지 않는 장점을 갖고 있다. SVM 에서 이진분류를 하기 

위한 결정 초평면(decision hyperplane)은 다음 식으로 나타낸다.  

                                    (22) 

 

SVM의 목적 식은 여백을 최대화하기 위한 결정 초평면의 방향, 즉 를 

찾는 것이다.  

분류모형의 정확도 평가는 전체 분류결과 중 정분류의 확률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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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낼 수 있다. [표 9]의 정오분류표(confusion matrix)에서 예측집단과 

실제집단이 일치하는 경우가 정분류에 해당된다. 

[표 9] 정오분류표 

 

분류 정확도(accuracy)는 식(23)과 같이 나타낸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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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분류된 의 개수

정확하게 분류된 의 개수 

전체데이터 수

 예측범주 

실제범주 C0 C1 

C0 
n0,0=정확하게 분류된  

C0의 개수 

n0,1= C1으로 잘못 분류된  

C0의 개수 

C1 
n1,0= C0으로 잘못 분류된  

C1의 개수 

n1,1=정확하게 분류된  

C1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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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훈련성과 예측 인자 

 

4.3.1 부대 입력 변수 

 

본 연구에서 훈련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팀 구성 변수(team 

composition variable)는 KCTC 훈련에 참가하는 각 부대에서 입력하는 

부대 입력 변수 중 업무 관련된 변수(task-related variable)이다. 

부대 입력 변수는 총 10개 항으로 계급, 직책, 병과, 주특기, 근무기간, 

혈액형, 좌우시력, 키, 몸무게, 학력이며 개인수준의 부대원들에 대한 

변수이다. 이 중 업무 관련된 변수는 계급, 직책, 병과, 주특기, 근무기간, 

학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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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파생 변수 생성 

부대원들에 대한 입력변수는 개인수준(individual-level)의 변수이고 

부대 훈련결과는 팀 수준(team-level)의 변수이기 때문에 분석에 앞서 

부대입력 변수를 이용하여 부대 특성을 나타내는 파생 

입력변수(derivative input variable)를 만들어야 한다.  

훈련참가 부대의 편제가 동일하기 때문에 업무 관련된 변수들 중에 

병과와 주특기는 다른 부대와 변별력이 없으므로 제거하고   계급, 직책, 

근무기간, 학력의 개인수준 변수를 이용하여 30여가지의 부대수준의 

파생변수를 만들었다. 

파생변수는 부대의 주요직위자의 변수를 대표 값(representative 

value)을 직접 또는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거나, 부대원들 변수의 집계 

값(aggregation value)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보병 대대의 주요 

직위자는 부대의 최고 책임자인 대대장과 지휘결심을 보좌하는 

작전장교와 중대장 4명을 일컫는다.  

학력(education level)변수에 대해서는 부대별로 대대장과 작전장교의 

학력이 대졸 또는 대학원졸 두 가지로 구분되는 변별력이 있어 변수로 

사용하였다.  

부대 구성원 수(size)와 계급별 분포(class distribution)에 대한 

변수로는 총원, 각 계급별 인원 수(중령~이등병), 병사 총원, 병사들의 각 

계급 비율을 사용하였다.  

근무기간(tenure)에 관한 변수로는 주요직위자인 대대장, 작전장교의 

근무기간을 개별변수로 사용하고 중대장 4명에 대해서는 평균(mea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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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값(median)을 사용하였다.  

주요직위자의 근무기간의 중복(overlap of team tenure)에 대한 

변수로는 대대장, 작전장교와 중대장들 근무기간의 평균(average), 

중앙값(median), 분산(variation)을 사용하였다. 

주요직위자의 근무기간의 차이(difference of team tenure)에 대한 

변수로는 대대장과 작전장교의 근무기간 차이, 대대장 근무기간과 

중대장들의 평균(average) 근무기간 차이, 대대장 근무기간과 중대장들의 

근무기간 중앙값(median) 차이, 작전장교 근무기간과 중대장들의 

평균(average) 근무기간 차이, 작전장교 근무기간과 중대장들의 근무기간 

중앙값(median) 차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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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변수 선택 

 

입력 변수들 간의 상호 중복성(redundancy)이 높은 변수들을 

제거하고 종속변수인 훈련결과와 연관성(relevance)가 높은 변수들만을 

추출하여야 ‘절약의 원칙(principle of parsimony)’에 적합한 예측모형을 

만들 수 있다.  

공선성(collinearity)은 두 변수의 상관계수가 1.00임을 나타내지만 

일반적으로 1.00에 가까운 상관관계를 의미한다. 다중공선성(multi-

collinearity)는 여러 독립변수들 가운데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독립변수들 사이의 높은 상관관계가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기도 

한다.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면 실제로 종속변수를 설명하기에 중요한 

독립변수의 효과가 약화되거나 통계적으로 유의미지 않다고 판단 될 수도 

있다. 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를 제거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공선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장에서 설명한 계급, 

직책, 근무기간, 학력의 기본변수를 가공한 파생변수들을 독립변수로 

사용하기 전에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를 제거하였다. 모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correlation)을 분석하여 이중 상관계수 (correlation 

coefficient)<0.7 이하의 변수 19개를 독립변수로 선택하였다. [표 10]은 

선택된 19개의 변수에 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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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입력 변수 설명 

변수명 의 미 

대대장 학력 대대장의 최종학력 

적전 학력 작전장교의 최종학력 

대대장 POS 대대장의 보직기간(월) 

작전 POS 작전장교의 보직기간(월) 

중대장 중간값 중대장 4명의 보직기간 중앙값(median)(월) 

대대장/작전 │대대장 POS - 작전 POS│ 

대/중중 │대대장 POS - 중대장 중간값│ 

작/중중 │작전POS - 중대장 중간값│ 

소령 소령 인원수 

대위 대위 인원수 

중위 중위 인원수 

소위 소위 인원수 

상사 상사 인원수 

중사 중사 인원수 

하사 하사 인원수 

병장 병장 인원수 

상병 상병 인원수 

일병 일병 인원수 

이병 이병 인원수 

 

종속변수와 연관성이 높은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인 훈련결과와 각 

독립변수의 상관계수로 알 수 있다. [표 11]은 각 독립변수들과 

훈련결과와의 상관계수를 나타낸 표이다. 훈련결과와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변수는 ’대대장POS’, ’작/중중’, 대/중중’, 으로 모두 

근무기간(organizational tenure)에 해당하는 변수이다. 따라서 근무기간 

관련 변수들이 훈련성과를 예측하는 주요 예측인자가 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4.5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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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상관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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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훈련성과 예측 실험 

 

4.4.1 데이터 설명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2007~2010년 까지 4년동안 

KCTC훈련에 참가했던 49개 보병대대에 대한 데이터이다.  

독립변수로는 각 부대에 대해서 앞서 설명한 19개의 

파생변수를 사용하고 종속변수는 각 부대의 KCTC훈련결과로서 년간 

상위 50%와 하위50% 두 개 등급으로 집계하였으며 등급별 비율은 

[표 12]와 같다. 

 

[표 12] 훈련결과 등급 비율 

등급 해당부대 비율 

1 (상위 50%) 27 55% 

0 (하위 50%) 22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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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분석 방법 

종속변수인 부대훈련 결과가 이진 범주형 변수(binary 

categorical variable)이기 때문에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결정트리(decision tree), 신경망(neural networks), SVM 

등 4가지 분류모형을 사용하여 분류 예측하였다. 

데이터가 49개로 소수이기 때문에 예측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해 교차 유효성 검사(cross validation)의 한 방법인 Leave-one-out 

cross validation 사용하였다. 먼저 Leave-one-out cross validation 의 

일반적인 형태인 k-cross validation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주어진 데이터를 동일한 크기로 k개의 그룹으로 분할하고 이중 

i번째 그룹을 제외한 k-1개의 그룹의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시키고 

i번째 그룹의 데이터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k개의 그룹에 대하여 

모두 시행하여 k개 모형의 예측 정확성의 평균값을 전체 예측의 

정확성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때 전체 데이터 수가 매우 작으면 

k를 전체 데이터수로 하고 k-cross validation을 하게 되는데 이를 

Leave-one-out cross validation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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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결과 

4가지 분류모형을 사용하여 각부대의 훈련결과를 예측한 

결과를 [표 15]에 정리하였다.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인 분류모형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서 Leave-one-out cross validation으로 

예측정확도가 85.71%이다. 

[표 13] 분류모형별 예측 정확도 

 

분석에 사용된 분류모형 알고리즘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면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앞서 선택된 19개의 변수들 중에서 최적의 

입력변수 군을 선택하기 위하여 후방제거(backward elimination) 

방법을 사용한 결과이다. 결정 트리에서는 이진트리(binary tree)와 

사후가지치기 방법을 사용하는 CART(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를 사용한 결과이다. SVM에서는 선형분리가 가능하지 않은 

데이터를 더 높은 차원으로 공간을 맵핑하여 선형분리 할 수 

있도록 선형 커널함수(linear kernel function)를 사용한 결과이다.  

분류모형 

(classifier) 

정오분류표 

(confusion matrix) 

정확도 

(accuracy) 

로지스틱 회귀분석 

(logistic regression) 

17 2 
0.8571 

5 25 

결정트리CART 

(decision tree), 

16 3 
0.8163 

6 24 

신경망 

(neural networks) 

10 6 
0.6327 

12 21 

SVM (linear kernel) 
11 6 

0.6531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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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개의 적은 데이터로 Leave-one-out cross validation으로 분류 

모형의 예측정확도를 평가한 결과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개인수준의 입력변수를 가공한 부대수준의 파생변수들을 이용하여 

부대의 훈련성적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극소수의 데이터로 모델을 피팅하게 되면 과적합(over-fitting)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하나의 분류 모델을 

제시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현재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서 부대구성을 나타내는 부대수준의 파생변수들 중 훈련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요 예측인자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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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주요 예측인자 분석 

 

4.5.1 관련연구 

 

4.3.2에서 훈련결과와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변수는 ‘대대장POS’, ’대/중중’, ’작/중중’으로 모두 근무기간(team 

tenure)과 관련된 변수이다. 따라서 근무기간 관련 변수들이 

훈련성과를 예측하는 주요 예측인자가 된다는 추측이 가능하며 

이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우선 근무기간(team tenure)과 팀성과(team performance)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근무기간이 길어지면 팀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고 [표 14]은 관련연구의 

요약이다. 

[표 14] 근무기간과 팀 성과의 관계 

연구내용 출처 

팀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구성원들

의 근무기간이 가장 주요한 요인임  
Pfeffer (1983). 

시간이 지날수록 조직에 속한 개인의 업무와 팀

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짐 

Zenger and 

Lawrence 

(1989) 

조직원들의 근무기간이 길어질수록 팀에 대한 이

해도가 높아서 궁극적으로 좋은 성과를 냄 
Bell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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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대대장의 근무기간’(대대장POS)이 주요 변수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팀에서 최고 책임자의 근무기간 

(organizational tenure of TOP leader/CEO)과 팀 성과의 관한 연구를 

조사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최고책임자의 

근무기간이 길어지어는 것이 팀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주장과 초반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역 U자형(inverted U shape)의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다. [표 15]은 관련연구의 내용을 요약하였다. 

[표 15] 최고책임자의 근무기간과 팀 성과의 관계 

연구내용 출처 

최고책임자의 근무기간이 길수록 팀에 대한 영

향력이 커지고 외부적 요인에 자주적으로 대처

하기 때문에 팀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Meyer (1975) 

최고책임자의 근무기간이 길수록 자주성과 영

향력이 증가하고 전략과 구조의 변화에 대한 

압력을 잘 견딜 수 있기 때문에 팀성과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침  

Bell et al. (2011) 

 

조직은 최고책임자의 인성과 기능적 배경적 특

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근무기간이 길수록 팀성

과에 긍정적인 영항을 미침 

Gupta and 

Govindarajan 

(1984) 

최고책임자의 근무기간이 길수록 지식과 능력

이 축적되므로 팀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Simsek (2007) 

최고책임자의 근무기간이 일정기간 경과하면 

긴장이 늦춰지고 타성이 생겨서 팀성과에 역 

U형태의 영향을 미침 

Miller (1991); 

Henderson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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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선택된 주요 변수들은 주요직위자의 근무기간의 차이의 

관한 변수로서 ‘대대장 근무기간과 중대장들의 근무기간 중간값 

차이’(대/중중), ‘작전장교 근무기간과 중대장들의 근무기간 중간값 

차이’(작/중중)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서 최고 관리자 팀(top 

manager team: TMT)의 근무 기간의 다양성(tenure diversity)이 

팀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TMT는 CEO와 

함께 팀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이들의 근무기간의 

다양성(organizational team tenure diversity of TMT)은 팀의 성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되었다. [표 16]은 관련연구의 

내용을 요약하였다.  

[표 16] TMT의 근무기간 다양성과 팀성과 

연구내용 출처 

TMT의 근무기간의 차이가 팀성과에 부정적임 여

향을 줌 
Smith et al. 

(1994) 

TMT의 근무기간의 차이가 경험과 정보 인지적 

업무에 영향을 주어 회의시간 및 빈도를 증가시키

는 경향이 있음 

Simons et a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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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가설 

 

관련연구의 내용을 참고하여 훈련결과와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변수들이 훈련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두 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대대장 근무기간(tenure)이 길어지면 부대 훈련성과에 

긍정적인(positive)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인 조직의 최고책임자의 근무기간(organizational tenure 

of TOP leader/CEO)은 팀 성과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과 

일정기간이 지나면 긍정적인 영향에서 부정적인 영향으로 

변화한다는 의견이 있다. 대대장은 대대급 부대의 최고책임자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재임기간이 2년 미만으로 비교적 짧고 대대장 

기간의 성과가 다음 진급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전환되지 

않을 것이다. 

가설2: 작전장교와 중대장들이 근무기간의 차이가 커질수록 

부대 훈련성과에 부정적인(negative) 영향을 미친다. 

일반조직에서 최고 관리자 팀(top manager team: TMT)의 

근무기간의 다양성은 팀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연구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대급 부대에서 대대장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직위자인 작전장교와 중대장들의 근무기간의 

차이가 크면 상호간의 이해도와 경험의 차이로 의견차이가 

발생하고 신속한 협력과 의사결정에 저해가 될 수 있으므로 부대 



105 

훈련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대대장과 작전장교, 대대장과 중대장은 지휘관계로서 근무기간의 

차이가 의견차이를 조율하데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부대의   

훈련성과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 것을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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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가설검증 방법 

 

종속변수가 범주형인 경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있다. 판별분석은 독립변수들이 다변량 정규분포 

(multivariate normality)를 이루고, 종속변수에 의해 범주화되는 

집단들의 분산-공분산 행렬이 동일해야 한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이에 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이러한 가정이 요구되지 않아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이학식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설검증을 위해 SPSS 16.0을 이용해서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으로 근무기간에 관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인 훈련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표 17] 회귀분석 입력변수 

구분 변수명 의 미 

근무기간 

변수 

BC 대대장의 보직기간(월) 

G3 작전장교의 보직기간(월) 

MCC 중대장 4명의 보직기간 중앙값(median)(월) 

ACC 중대장 4명의 보직기간 평균(average)(월) 

근무기간  

차이 

변수 

BC/GC │BC – G3│ 

BC/MCC │BC - MCC│ 

BC/ACC │BC - ACC  

G3/MCC │G3 - MCC│ 

G3/ACC │G3 - A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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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관련된 변수(tenure related attribute)들은 

주요직위자의 근무기간 변수 4개와 근무기간 차이 변수 5개로 총 

9개를 입력변수를 이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을 만들었다. 

사용된 입력변수는 [표 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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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가설검증 결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변수선택을 위하여 후방제거(backward 

elimination)방법을 사용하였다. 7차례의 변수선택 과정을 거쳐 최초 

모형의 9개의 변수 중 최종모형에는 3개의 변수 BC, G3, G3/MCC가 

선택되었다. 9개의 변수를 사용하는 최초모형과 3개의 변수를 

사용하는 최종모형의 모형 적합도(goodness of fit), 분류 정확도 

(classification accuracy), 변수의 유의성(significance)을 비교하였다.  

우선 모형적합도를 살펴 보면 [표 18]의 모형 요약에서 2Log 

likelihood (-2LL)이 낮을수록 적합도가 높은데 최종모형은 변수가 

제거되어 모형의 적합도는 다소 낮아졌다.  

[표 18] 모형 요약 

step -2 Log likelihood Cox& Snell R square Nagelkerke R square 

최초 46.811 .343 .459 

최종 51.527 .277 .371 

 

최종 모형의 모형적합도가 낮아졌지만 여전히 유용함 

모형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Omnibus Test of Model Coefficient로 

최종 변수들이 사용된 회귀분석 모형의 유용성을 검증한 결과를 

[표 19]에 보였다. 이 때의 귀무가설은 ‘모형은 유용하지 않다’이다. 

모형의 유의확률이 .001로 유의수준 99%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최종모형은 유용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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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Omnibus test of Model Coefficients 

step Chi-square df Sig. 

최종 15.891 3 .001 

 

모델적합도를 평가하는 Hosmer와 Lemeshow 검정의 결과를 

[표 20]에 보였다. 여기서 카이제곱 값은 나타내며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전체적인 적합도(fit)을 나타내는 값으로서 작을수록 

모형 적합도가 높다. 이때의 귀무가설은 ‘실제치와 예측치가 

일치한다’ 이며 유의확률이 .372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따라서 종속변수의 실제치와 예측치 간의 차이가 작으며 

모형적합도가 수용할 만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표 20] Hosmer and Lemeshow test 

step Chi-square df Sig. 

최종 8.662 8 .372 

 

다음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의 분류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최초 모형과 최종 모형의 분류 결과를 [표 21]에 나타내었다. 

근무기간 및 근무기간 차이에 관련된 9개의 변수를 사용한 모형의 

분류정확도가 81.6이고 이중 최종 선택된 3개변수를 이용한 모형의 

분류정확도가 79.6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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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훈련결과 예측 결과 

 
실제범주 

예측범주 

훈련결과 
정확도(%) 

0 1 

최초 
모형 

훈련 
결과 

0 16 6 72.7 

1 3 24 88.9 

정확도 
  

81.6 

최종 
모형 

훈련 
결과 

0 15 7 68.2 

1 3 24 88.9 

정확도 
  

79.6 

 

마지막으로 각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변수의 유의수준을 확인하였다. [표 22]에서 

변수의 Sig. 값이 작을수록 유의하며 B의 부호가 양이면 그 변수 

값이 커질수록 훈련결과가 1(상위50%)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부호가 

음이면 그 변수 값이 커질수록 훈련결과가 1에 속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입력변수 유의성 검증결과에서 최초모형의 9개의 변수는 

모두 유의하지 않지만 최종모델의 3개 변수 중 BC와 G3/MCC가 

유의함을 알 수 있다. 변수 BC는 B의 부호가 양의 값으로 대대장 

보직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대의 훈련결과가 상위50%들 확률이 

높아지며 Exp(B)값이 1.161으로 보직기간이 1개월 증가될수록 상위 

50%에 들어가 가능성이 1.161배가 된다. 따라서 가설1 ‘대대장 

근무기간은 훈련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타당성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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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입력변수의 유의성 검증 

  B S.E, Wals df Sig. Exp(B) 

최초 BC .340 .246 1.915 1 .166 1.406 

G3 .066 .060 1.221 1 .269 1.069 

MCC -.338 .388 .758 1 .384 .713 

ACC .101 .246 .170 1 .681 1.107 

BC/G3 -.132 .131 1.011 1 .315 .877 

BC/ACC -.061 .241 .065 1 .799 .941 

BC/MCC -.014 .431 .001 1 .974 .986 

G3/ACC .113 .310 .134 1 .715 1.120 

G3/MCC -.345 .310 1.240 1 .265 .708 

intercept -1.020 1.848 .305 1 .581 .361 

최종 BC .150 .071 4.498 1 .034 1.161 

G3 .067 .063 1.137 1 .286 1.069 

G3/MCC -.253 .112 5.133 1 .023 .776 

intercept -1.681 1.444 1.355 1 .244 .186 

변수 G3/MCC는 B의 부호가 음의 값으로 작전장교 

보직기간과 중대장 보직기간 중간값의 차이가 커질수록 부대의 

훈련결과가 상위50%들 확률이 낮아지고 Exp(B)값이 .776으로 

차이가 1개월 증가될수록 상위 50%에 들어가 가능성이 .776배가 

된다. 따라서 가설2 ‘작전장교와 중대장들이 근무기간의 차이는 부대 

훈련성과에 부정적인(negative) 영향을 미친다.’이 것이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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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결론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본 연구는 군 부대의 구성 정보를 

이용하여 부대훈련결과를 예측한 최초의 연구이다.  

팀 성과 관련연구에서 팀 구성 요소 중 직무와 관련된(tenure 

related) 변수들이 팀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토대로 

부대 구성원의 직무 관련된 개인 수준의 변수를 부대구성 특성을 

나타내는 부대수준의 파생변수로 처리하여 입력변수로 사용하였다. 

직무와 관련된 파생변수들을 입력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결정트리(decision tree), 신경망(neural 

networks), SVM 등 4가지 분류모형으로 부대훈련결과를 분류 

예측하였다. 데이터 수가 소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분류 

정확도가 높은 신경망이나 SVM보다 단순한 모형인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결정나무의 분류정확도가 높게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분류정확도는 85.71%으로 개인수준의 입력정보를 

부대수준의 파생변수로 처리한 부대구성 변수를 이용하여 

부대훈련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함을 실험적으로 확인했다.  

본 연구에서는 가용 데이터가 49개 부대로 한정되어 

훈련결과를 상위 50%와 하위 50%로 이진 분류로 예측하였지만 

가용한 데이터 수가 증가하면 훈련결과 순위나 점수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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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부대구성 변수 중 직무 

관련된 근무기간(tenure) 변수가 훈련결과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관련연구에서도 근무기간이 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대대장 근무기간은 

훈련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와 ‘작전장교와 중대장들이 

근무기간의 차이는 부대 훈련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두 

가지 가설을 세우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가설검정을 한 결과 두 

가설이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훈련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훈련 중 

행동데이터도 병행하여 분석한다면 부대 훈련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이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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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5.1 요약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얻어지는 정보는 증거기반 의사결정에 

핵심 자원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는 전 산업분야에서 

그 필요성이 증대되어 다방면의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국방분야에서도 축척되는 데이터들을 의미 있는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면 데이터에 기반한 정량적 의사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다.  

기존의 군관련 데이터 마이닝 연구에서는 주로 이상치 탐지 

기법에 관하여 다른 분야의 연구를 군 데이터에 확장 적용하거나 

또는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방분야에서 

데이터마이닝의 활용영역이 확장될 수 있도록 군 고유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실제 데이터에 다양한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예측이 가능 함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첫번째 주제는 대포병 레이더에서 탐지한 임의의 궤적 

정보를 이용해 발사지점을 추정하는 문제이다. 제안한 방법은 궤적 

유사도를 이용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추정기법을 주로 수학적 

모델을 이용하던 기존의 방법과 차별화된다. 또한 단순화된 궤적 

데이터 베이스와 궤적 유사도를 시간에 따른 형태변화와 위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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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로 분할하여 고려함으로써 k-NN 탐색을 할 때 파라메터가 

없는 거리 척도를 사용할 수 있고 추정결과의 정확성도 높은 

장점이 있다. 또한 k-NN 탐색을 할 때 데이터 공간을 분할하여 

선택적으로 탐색함으로써 발사지점을 추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현저하게 단축시켰다. 

두 번째 주제는 훈련참가 부대의 데이터에 기반하여  

훈련결과를 예측하는 문제이다. 개인수준의 변수들을 부대구성을 

나타내는 부대수준의 파생변수로 변환하여 부대 훈련결과를 

예측하는 분류모형을 만들어 예측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소수의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분류예측 정확도가 85%이상으로 부대원 

정보를 이용하여 훈련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함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소수의 데이터로 분류모형을 만들면 과적합 

발생하여 일반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모형을 

만드는 대신에 부대구성을 나타내는 부대수준의 파생변수 중 

훈련결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예측인자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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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연구 의의 및 추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국방관련 데이터 마이닝 연구에서는 

이상치 탐지 기법을 적용하는 문제들에 국한되었던 점을 확인하고, 

기존에 다루어 지지 않았던 군 고유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실제 

데이터에 다양한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예측할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국방분야에서 

데이터마이닝의 활용영역을 확장하는 단초가 되었다는 의의가 있다.  

첫번째 주제에서 제안한 궤적발사지점 추정방법은 대포병 

레이더의 탄도 역추적 및 적 화포위치 탐색 과정의 기술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범위는 한 종류의 포탄궤적만을 

데이터베이스화여 제안한 방법론의 성능을 실험적으로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상용기술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포탄궤적에 

대하여도 추가적인 실험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데이터에 

기반하여 발사지점을 추정하는 방법의 성능은 궤적 데이터 

베이스의 정확성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사용하기는 위험요소가 있고 기존의 수학적 모델을 이용한 

추정방법과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단순화된 궤적 데이터베이스와 궤적 

유사도를 시간에 따른 형태변화와 위치요소로 분할해서 유사도를 

계산하여 k-NN 예측의 이중 가중치로 사용하는 방법론은 다른 

궤적 데이터 응용분야에서도 활용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본 논문의 두번째 주제인 부대 훈련결과 예측에서는 KC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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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참가부대의 부대입력 변수에서 파생된 변수들 만을 

이용하였고 데이터 수가 적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높은 예측 

정확도가 나왔다. 부대 구성 변수로 훈련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KCT 훈련결과가 

부대전투력과 직결된다는 가정하에 상위제대에서 대대급 부대를 

운용할 때 전투력을 예측하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대대장 

재임기간, 작전장교와 중대장들이 재임기간의 차이가 훈련결과를 

예측하는데 주요 인자임을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훈련계획과 

평가에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KCTC에 축척되어 있는 훈련 

중 행동 데이터들에 대하여 패턴분석이나 군집화 분석을 하면 

우수한 부대의 특성을 설명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국방분야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량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제한사항은 군사보안 문제 때문에 축척되어 

있는 방대한 데이터들에 대한 접근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데이터들이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면 

국방분야에서도 다양한 증거기반 의사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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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1 

 

두 궤적 사이의 유사도 계산  

궤적은 점의 시계열 함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각 시점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고 이를 일정기간으로 적분하여 두 궤적 

사이의 비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다. 두 점 간의 거리척도로는 유클

리디안을 사용하였다. 궤적은 유한한 식계열 점들의 집합이기 때문

에 각부분궤적은 이웃한 점들을 연결하는 선분의 집합으로 근사화 

할 수 있다. 두 선분P와 Q사이의 연속된 두 시점의 유클리디안 거

리함수는 식은 다음과 같이 유도된다(Frentzos et al. 2007a).   

                  

 

이를 일반성을 잃지 않고 3차원 좌표로 확장하여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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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와 P의 각 성분에 대입하여 전개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다음과 같이 A, B, C로 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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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 선형근사화(piece wise linear approximation)에 의하여 다

음을 적용한다. 

 

 

다음과 같이 a, b, c로 치환한다. 

 

따라서 연속된 두 시점의 Euclidian distance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식(1)을 이용하여 적분하면 일정기간의 두 trajectory의 거리를 구

할 수 있다. 이때 계수 a의 부호에 따라 적분식이 다음의 두 경우로 

나누어진다(Frentzos et al. 200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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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의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Trapezoid approximation 

rule을 적용하여 trajectory P와 Q 에서 각 이웃한 시점의 좌표를 

연결한 사다리꼴의 면적으로 근사화하였다. 이를 계산식으로 표현하

면 다음 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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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발사지점 추정실험결과 

• k에 따른 추정 오차 평균 : [그림18] 관련   

k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제안 1 100.8031 70.6182 78.65756 91.69101 98.58768 102.9111 113.1924 130.4181 152.5956 155.5163 178.5436 194.5938 213.0305 

제안 2 81.82916 19.9068 17.25827 13.90889 12.0145 9.824974 8.512683 6.849086 6.509477 6.474813 6.532808 6.381319 6.357521 

기준값 105 105 105 105 105 105 105 105 105 105 105 105 105 

 

k 28 30 32 34 36 38 40 42 44 46 48 50 

제안 1 211.5412 222.8642 229.0342 244.9066 253.0123 258.0318 263.307 267.2227 273.4432 281.7454 290.2455 293.3216 

제안 2 6.368374 6.373218 6.273663 6.375033 6.395583 6.398956 7.423749 7.393633 7.425613 7.410514 8.135762 8.147952 

기준값 105 105 105 105 105 105 105 105 105 105 105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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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2의 추정오차 통계 : [그림 19]관련 

k 

통계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평균 81.82916 19.9068 17.25827 13.90889 12.0145 9.824974 8.512683 6.849086 6.509477 6.474813 6.532808 6.381319 

최소 0.073608 0.54092 0.033058 0.034315 0.029245 0.033031 0.033368 0.033711 0.034041 0.034355 0.035291 0.040312 

최대 1132.405 82.66986 45.16432 40.17477 37.2554 35.62121 35.5606 35.51083 34.59648 34.58124 34.5739 34.54387 

표준편차 149.7804 15.54008 11.37846 11.40072 11.61985 10.64939 10.15925 9.292844 8.878895 8.688808 8.642514 8.629564 

 

26 28 30 32 34 36 38 40 42 44 46 48 50 

6.357521 6.368374 6.373218 6.273663 6.375033 6.395583 6.398956 7.423749 7.393633 7.425613 7.410514 8.135762 8.147952 

0.02582 0.064639 0.062734 0.062056 0.061666 0.115947 0.093358 0.062588 0.040785 0.075643 0.068036 0.055994 0.054963 

34.53302 34.53089 34.52934 34.60252 34.60046 34.60227 34.44627 124.0202 123.6648 123.8401 123.7597 124.0797 128.844 

8.572707 8.407029 8.41146 8.249048 8.336069 8.251732 8.24475 14.22861 14.20048 14.20223 14.17495 15.98924 16.29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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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 오차별 추정 정확도 : [그림 20]관련  

  

        k   

허용오차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 50 77 98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30 53 69 82 87 88 91 92 92 93 94 94 94 

< 10 25 28 27 42 50 61 70 79 81 80 80 80 

 

26 28 30 32 34 36 38 40 42 44 46 48 5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99 99 99 99 98 98 

94 95 95 95 95 95 95 94 94 94 94 94 94 

80 81 81 81 79 79 79 79 79 79 79 79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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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에 따른 추정오차 범위별 비율 : [그림 21]관련  

 

         K    

오차범위  
10 20 30 40 50 60 70 

0~10 52 82 83 81 80 80 80 

10~20 21 8 7 11 10 10 9 

20~30 16 5 6 3 5 5 4 

30~40 11 5 4 4 3 3 4 

40~50 0 0 0 0 0 0 1 

50~ 0 0 0 1 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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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unch Point Estimation and Team Performance Prediction 

 for Military Application  

 

Soojin Kim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importance of data-based decision making has been emphasized all over the 

industry. Plentiful military data can be made into useful intelligence source by the data-

mining tech. The object of this thesis is to extend the area of data-based decision 

making application in military domain. This thesis suggests method of prediction and 

estimation for two military specific problems with data-mining tech.  

First study discusses the problem of estimating a ballistic trajectory and the launch 

point by using a trajectory similarity search in a database. The major difficulty of this 

problem is that estimation accuracy is guaranteed only when an identical trajectory 

exists in the trajectory database (TD). Hence, the TD must comprise an impractically 

great number of trajectories from various launch points. We propose a simplified 

trajectory database with a single launch point and a trajectory similarity search 

algorithm that decomposes trajectory similarity into velocity and position components. 

These similarities are applied as double weights in k-NN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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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thermore, we use the iDistance technique to partition the data space of the high-

dimensional database for an efficient k-NN search. We 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algorithm by experiment. 

Second study focuses on military team performance prediction with team 

composition variables. As organizations have become increasingly reliant on teams, 

team composition and team performance have become interesting research topics in 

industry. However, little research has been carried out on military teams, even though 

most military missions are team based and measured by team performance. This is 

because military tasks must often be completed by more than one individual. This 

empirical study is based on demographic data from 32,023 individuals belonging to 49 

battalion teams, and the result of team performances in a South Korean Army Field 

Training Exercise. The study also shows which team composition variable significantly 

influences military team performance. 

Keywords: military data mining, ballastic launch point estimation, trajectory similarity, 

k-NN search, iDistance, team performance prediction, team performance predictor  

Student Number : 2009-3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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