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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해군력 향상을 위해 
해상에서의 특화된 무선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정된 자원을 SW의 보완/발전과 연계시키는 
하나의 방법으로 적시에 센서 작동 시기 등을 고려하여 
전파의 사용여부를 판단하고, 통제하기 위한 
인공지능(AI)의 활용방안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자전의 분류, 인공지능의 수준, 
적용방향에 대해 자료수집을 바탕으로 정리된 해상 
전자전 인공지능 아키텍처를 구상하고, 아키텍처 계층별 
발전방안을 전투발전요소별로 검토하고 각 요소별 
중요사항에 대해 정리하였다. 또한, 해상 전자전에 
인공지능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한 부분을 
검토하였고,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해상 전자전과 
인공지능 분야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확보 및 교육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다른 분야에서도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사전 준비를 병행한다면 향후 AI 적용 
기반마련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specialized radio environment 
at sea to improve naval power that is suitable for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research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to 
determine and control the use of radio waves by 
considering the timing of sensor operation in a timely 
manner as a way to link limited resources to 
supplement/development of SW. In this paper, the naval 
EW AI architecture organized based on data collection on 
the AI classification, level, and direction of application of 
EW was conceived, and the development plan for each 
architectural layer was reviewed by combat development 
element and the importance of each element was 
summarized. In addition, I reviewed the part for the 
effective use of AI for naval EW. The securing and training 
of experts related to naval EW and AI was very important 
when considering the priority.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easy to prepare for AI application in the future if other 
areas are prepared in advance by referring to pri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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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 해군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해군력 향상을 위해 ‘smart 
navy’ 구축을 키워드로 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이에 한 분야로 해
상에서 네트워크중심전(NCW, network centric warfare)을 기반으로 
한 ‘smart operation’ 및 ‘smart battleship’을 구현을 위해서는 Fig. 1과 
같이 다양한 영역을 고려한 해상에서의 특화된 무선환경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1].

Fig. 1. Electromagnetic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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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의 경우 해상에서의 전자전 뿐만 아니라 공중영
역까지를 아우르는 전자전을 준비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항
공모함을 운용함에 따라 전투기형태의 전자전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자전기는 전자공격(EA)이 가능하며, 공
격/방어 목적으로 운용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 Fig. 2와 같
이 최근에는 차세대 전자전 기술을 탑재한 전자전기 개발
이 완료되어 2020년부터 비행시험을 실시한다고 공개한 
바 있다[2,3].

Fig. 2. Next Generation Jammer Mid-Band (NGJ-MB)

이러한 타국의 전자전 발전추세를 고려하여 적극적인 
대응 및 발전을 위해서는 한정된 물리적 자원을 최대한 효
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의 기존 
해상 전자전 수행은 함정에 탑재된 개별 장비별로 데이터
분석 기술 등이 적용되어 프로그램화된 상태로 활용되고 
있다. 한정된 자원을 SW의 보완/발전과 연계시키는 하나
의 방법으로 적시에 센서 작동 시기 등을 고려하여 전파의 
사용여부를 판단하고, 통제하기 위한 인공지능(AI)의 활용
방안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복잡해
지는 무선환경에서 효과적인 해상 전자전 수행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 및 활용방안을 연구하였다. 

2. 관련연구

2.1. 전자전의 분류

기본적으로 전자전(EW, electronic warfare)은 크게 전
자전지원(ES, electronic warfare support), 전자공격(EA, 
electronic attack), 전자보호(electronic protection)로 분
류하고 있다. 이를 조금 더 세분화하면 능동전자공격(AEA, 
active electronic attack), 대전자공격(Anti-EA), 대전자
지원(Anti-ES), 전자전지원책(ESM, electronic support 
measures), 전자파방사통제(EMCON, emission control), 

전자기만(ED, electronic deception), 전자간섭(EI, elec-
tromagnetic interference), 전자광학 방해책(EOCM, 
electro optic countermeasures), 전자기간섭(EMI, elec-
tromagnetic interference), 전자기만(ED, electronic de-
ception), 전자기방사(ER, electromagnetic radiation), 전
자기침투(EI, electromagnetic intrusion), 전자기파(EMP, 
electromagnetic pulse)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Electronic warfare

Electronic Counter 
Measures 

(ECM)

Electronic Support 
Measures 

(ESM)

Electronic Counter-
Countermeasures

(ECCM)

- Intelligence
- EL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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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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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Passive

Deception Jamming Chemical Mechanical

Fig. 3. Electronic warfare classification

미 국방부 산하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에서는 전자전이 
영역을 Fig. 3과 같이 접근하고 있다[4]. 기본적인 신호수집
(detection)/분석(analysis)을 바탕(전자전 지원책, ESM)
으로 능동(active) 또는 수동(passive)으로 이에 대한 대응
을 하고(전자전 대응책, SCM), 상대측에서 시행하는 전자
전 대응책에 대한 역대응(전자방해 대응책, ECCM)을 시
행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앞서 일반적인 이론의 구분보다
는 DARPA에서 접근하고 있는  분류/구분법이 실제 인공지
능이 작업을 수행하는 데 유용한 구분으로 생각된다.

2.2. 인공지능 수준 및 기술 분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공지능은 영화에서 많이 보
던 바와 같이 사람과 매우 유사한 형태의 로봇이 사람처럼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여러 학문적인 영역에서 바라
보면 청소기나, 세탁기에서 버튼 선택으로 주어진 기능을 
수행하는 단순 프로그램도 인공지능으로 볼 수 있다. 
Brodie et al.[5], Zucker[6] 등의 연구에서는 이를 Table 1
과 같이 수준별로 구분하고, Table 2와 같이 사용되는 기술
을 분리하여 정리하고 있다.

Table 1과 같이 청소기나 세탁기 등의 단순 제어 및 자동
프로그램의 경우 레벨 1, 장기나 체스 등에서 상대편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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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는 프로그램이나 질문에 단순 응답하는 프로그램 등
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로 판단하며 이 경우는 레벨 2, 빅
데이터 시대에 표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규칙이나 지식을 
스스로 학습하여 실행하는 기계학습을 받아들인 인공지능

은 레벨 3, 다 계층의 신경망 네트워크 기술을 바탕으로 특
정한 표현 학습까지 가능한 딥러닝과 접목된 인공지능은 
레벨 4로 볼 수 있다.
각 레벨별로 사용되는 기술들은 Table 2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기계학습, 패턴인식, 컴퓨터 비전, 자연어 처리, 인
공신경망, 인터페이스 예측, 딥러닝 등으로 분류되는 기술
은 전부 인공지능에서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 기술이다. 특
히 딥러닝의 경우 최근 하드웨어 발달과 빅데이터 등장으
로 특정작업에 적용 가능한 기술의 집합으로 볼 수 있으며, 
센서 기술과 접목할 경우 인간의 오감을 구현하는 수준(예
를 들어 음식의 화학적 구조를 인식해 맛과 냄새 등의 특징
까지 구분 가능)까지 발전하고 있다. 해상 전자전 영역에 인
공지능이 활용된다면 전자파 신호를 수집하는 각종 센서와 
연계된 딥러닝 기술 등을 포함하여 각 기술이 유기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기계학습, 딥러닝 등의 기술이 접목된 인공지능의 수준
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각종 연구/언론 등을 통해 공
개된 인공지능의 종류만 해도 매우 다양하며 그 수준은 높
은 편이다. 시장조사기관 Tractica[7]에 따르면 많은 사람
들이 기억하고 있는 알파고(바둑)라던지 실생활로 파고들
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구글 등), 인공지능 비서(시리, 빅
스비 등), IBM 왓슨(퀴즈쇼 출현, 요리, 의료까지 확장 중), 
통번역(지니톡, 파파고, 구글 번역) 등 지금도 그 종류는 확
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군사분야에 있어서도 미국의 씨
헌터(무인 잠수함), 중국의 치안롱(자율 무인잠수정), 스위
스 쿼드콥터형 드론 등 각종 무인체계의 제어역할로 인공
지능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3. 해상 전자전 수행을 위한 AI 적용 방향

최근의 인공지능은 설명가능한 AI(XAI, explainable ar-
tificial intelligence)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군 작전수행
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생각된다[8]. 군 작전수행 간 
전자전 상황 발생 시에는 일반적으로 전자전 지휘관(EWCO, 
electromagnetic warfare coordinator officer)에 의해 모
든 전자파 송출이 조정/통제되는 데 이 상황을 전파방사통
제(EMCON, emission control)라 한다. EMCON이 시작되
면 전반적인 통제 이외에 지역별로 작전개념, 수집정보, 기
술적 요인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상이 추가되거나 변화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Fig. 4의 예시와 같이 EWCO에게 
전반적인 현 실태를 객관적인 데이터 바탕으로 설명해줄 수 
있다면 신속한 결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Level Meaning

Level 1

Artificial intelligence equivalent to a simple 
control program
ex) Simple automatic program, such as a 
vacuum cleaner or washing machine.

Level 2

Classical artificial intelligence
ex) Chess program, Answer questions and 
talk program, Judge by knowledge base 
program

Level 3

Artificial Intelligence Accepts Mechanical 
Learning
ex) To learn knowledge or rules mechanically 
by utilizing standard data based on big data, 
such as a AlphaGo

Level 4

Artificial Intelligence Embracing Deep Learning
ex) Showing results with multi-tier neural 
network technology leads to learning specific 
expressions, such as a XAI(Explanation AI)

Table 1. AI basic level

Classification Meaning

Machine 
learning

Give data to the computer to learn as if 
a person were learning

Pattern 
recognition

Automated pattern analysis/recognition 
based on similar data sets

Computer 
vision

Visual information such as photos and videos 
recorded in the three-dimensional world 
Acquisition, Processing, Analysis, 
Understanding

Natural 
language 

processing

Understanding, creating, and analyzing 
human language. Transforming everyday 
language into a computer that can be handled 
by form/meaning/talk analysis, etc.

Artificial 
neural 

network

Similar to how humans deal with problems 
through the brain. Excellent parallelism, 
fault tolerance through distributed 
management/processing, and excellent 
learning ability.

Interface 
prediction

Predictability of the following performance 
based on the behavior information so far

Deep 
learning

Machine learning + Artificial neural network, 
a set of skills to solve problems

Table 2. AI technology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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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신호 처리 및 무선 시스템을 주력 솔루션으
로 제공하는 미국 벤처기업 DeepSig는 각종 전자파 신호를 
수집하는 센서 제품과 연결하여 분석하는 기술을 상용화하
였다[9]. 본 기술은 수집되는 거의 모든 무선대역 신호를 기
계학습 기술을 이용해서 몇 초 만에 분석한 이후 새로운 신
호 유형이 인식되는 경우 해당 환경에서 알려지지 않은 위
협 신호를 감지하고, 해당 신호에 대응하는 솔루션을 제공
토록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민간에서 개발되고 적용되
는 각종 기술 및 상용제품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군에 접목
한다면 근시일내에 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공지능 접
목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민간의 기술들은 비교적 유사한 형태로 구성된
다. 예를 들어 IBM 데이터 및 인공지능 아키텍처(IBM Data 
and AI Conceptual Architecture)에 따르면 인공지능 운
용을 위해서는 수집(collect) → 분류(organize) → 분석
(analyze) → 목적별에 따른 특성부여 및 활용(infuse)으로 
구분된다[10]. 이러한 아키텍처를 참고하고, 군에서 전투 

발전을 위해서 무기체계 획득과 연계하여 검토될 때 주로 
사용되는 전투발전요소(DOTMLPF, doctrine, organiza-
tion, training, materiel, leader development, person-
nel, facilities)를 고려하여 해상 전자전 환경에서 유용한 
인공지능 구축 및 활용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11].

3. 해상 전자전 AI 적용 및 활용

IBM 아키텍처를 참고하고, DARPA의 전자전 분류를 연
계시키면 Fig. 5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예상되
는 인공지능 수준을 첨부하였다.
수집(collect) 계층에서는 통합(data consolidation) 및 
통제된 데이터 집합(governed data lake)이 주된 역할을 
차지한다. 전자전 입장에서는 ESM 중에서 신호수집을 담
당하는 ELINT(electronic intelligence), COMINT(com-
munications intelligence), FISINT(foreign instrumen-
tation signals intelligence) 등의 SIGINT(signals intelli-
gence)와 AUSINT(accustic intelligence), MASINT(meas-
urement & signatures intelligence) 등이 해당된다.
분류(organize) 계층에서는 정보관리(information gov-

ernance)가 주된 역할을 차지한다. 전자전 입장에서 수집 
계층과 마찬가지로 ESM이 매칭되며 ESM 중에서 탐지
(detection), 위치식별(direction finding), 인지/확인(iden-
fification) 등이 해당된다. 수집과 분류계층 모두 인공지능 
측면에서는 단순한 수집, 분류 등을 수행하므로 1~2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Fig. 4. 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 (X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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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rtificial intelligence architecture for naval electronic war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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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analyze) 계층에 다다르면 본격적인 인공지능의 
역할이 확대됨을 알 수 있다. 수집되고 분류된 데이터를 활
용하여 기계학습 모델에 적용하게 되며, 사용자 또는 관리
자가 지정한 특정 성향을 반영한 추적/관찰(bias monitor-
ing)을 수행하게 된다. 전자전에 입장에서도 차후 명확한 
판단을 위한 분석단계는 매우 중요하다. ESM 중에서 앞서 
단계인 수집/분류에서 적용된 부분도 일부 포함되며, 대부
분은 분석(analysis)가 해당된다. ECM과 ECCM의 경우 
실제 action을 위한 기초자료로서도 분석이 활용된다. 
마지막 목적별에 따른 특성부여 및 활용(infuse) 계층에

서는 운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형태로 분석된 자료를 표현하
거나 나타낼 수 있다. 스마트폰의 앱처럼 상황별, 개인별 맞
춤식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형태이다. 전자전 입장에서 보
면 ECM과 ECCM을 수행할 때 기계가 분석된 자료를 바탕
으로 자동으로 미션을 수행하고, 그 결과값만을 보여줄 수
도 있고, 또는 지휘관(또는 그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인원)
이 전자전과 관련된 상황 판단이 가능하도록 현재의 상황을 
분석한 자료를 전시하고, 해당 상황에서 적합한 임무수행 
방안을 제시하며, 그 방안별로 예측되는 확률을 표시하는 
등이 가능한 계층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4가지 계층에서의 전자전과 연계한 각자 역할을 
고려하고, 해당 계층별로 사전에 준비 및 고려해야 할 사항
들을 파익한다면 차후 해상 전자전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데 있어, 적절한 시기에 부족함 없이 잘 준비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예상되는 인공지능 수준에 빗대어 해상 전자전 수행을 
위한 AI 활용에 접근하기 위해 해당 계층별 발전방안을 검
토하였다. 우선 수집(collect) 계층은 AI 1에서 2단계 수준
이 적용된다. 단순 제어 및 자동 프로그램 수준에서 신호수
집을 담당하게 된다. 미래 전자전의 특성상 무선을 사용하
는 모든 정보의 수집이 필요하므로, 전자전을 위한 고유의 
신호수집 장치 이외에 타 체계에서 운용되는 센서까지 아
울러 신호수집을 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사전에 입력된 정
보 또는 명령에 따라 기능을 수행하는 AI에게 사전 입력해
야할 주요 정보로써의 교리(doctrine) 중요도는 낮은 편이
다. 신호수집을 위한 수집 자산의 경우 지·해·공 전 영역에 
걸쳐 분포 및 구축이 필요하므로 물자(materiel)의 중요도
는 매우 높으며, 이를 위한 기본 시설(facilities) 확보도 중
요하다. 다양한 수집자산을 관리/운용/정비하는 전문인원
(personnel) 의 확보 및 해당 전문인력을 양성/유지하는 
교육/훈련(training)도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수집자산을 
관리하는 조직(organization)의 경우 최초 설치 이후 예방

점검/고장정비 등으로 전환되므로 고정적으로 모든 장소
에 조직을 구성하기는 비효율적이며, 그에 따라 별도 리더
십(leadership)의 필요성도 낮은 편이다. 
분류(organize) 계층은 수집계층과 마찬가지로 AI 1에서 

2단계 수준이 적용되는데, 수집계층보다는 좀 더 2단계의 
적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AI가 기존의 데이터베
이스를 바탕으로 수집된 전자파정보에 대해서 기초적인 
분류를 실시한다. 이전의 다양한 출처의 자료를 빅데이터
화 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이른바 ‘디지털 전파 지문’
의 형태로 기준치를 마련한다. 해당 기준치에 적합한 전자
파 신호가 확인되는 경우 운용자가 지정한 상황별 액션
(mission action)을 수행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함정을 향해 
발사된 유도탄미사일에서 발생되는 신호로 판단되고 그 확
률이 매우 높다면 운용자에게는 알람을 띄우게 되고, 기존
에는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신호의 경우 상세한 분
석이 필요 및 확인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남기는 등의 조
치를 취하게 된다. 대부분의 해상 플랫폼들은 AI 2단계 수
준의 시스템을 구성하게 된다. AI 3단계 수준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슈퍼컴퓨터급은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별도의 시
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함정/항공기를 포함한 해상 플랫폼
은 전자전 이외에도 다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특정 
작전만을 위해서 해당 공간을 마련하기는 제한되기 때문이
다. 사전에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주어진 행동 수행이 가
능한 AI 2단계 수준으로도 그에 대한 대부분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분석을 위한 물자, 
실제 관리/운용하는 인원, 해당 인원을 교육/훈련하는 부
분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전자전에 대한 전문 인원이 분류
계층을 담당하면 좋겠지만 AI에 의한 기본적인 분류가 선
행되는 만큼 수집 계층보다는 전문적인 부분의 중요도가 
낮다. 별도로 분류를 위한 시설은 기존의 시설에 체계 또는 
기능의 추가 계념으로 접근이 필요하며, 이미 분석된 데이
터를 바탕으로 분류되므로 추가적인 교리발전 중요도는 낮
은 편이다. 리더십의 경우에는 수집 계층과 달리 판단의 요
소가 조금 더 작용하므로 다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본격적인 AI 기술을 활용하는 분석(analyze) 계층부터 

AI 3단계 이상 수준이 적용된다. 분석 계층은 주로 3단계의 
AI 수준을 가지게 되는데 다양한 수집자산을 통해서 수집된 
전자파 신호 및 분류 계층에서 기초적으로 분류되어 상황별
로 조치한 결과까지 종합하여 기계학습을 실시한다. 스스로 
학습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대응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므로 정확한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수집 및 분류 단계를 거쳐 확인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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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바탕으로 기존의 상대방 패턴과 비교해 보면 다음에 
취할 행동이 예측되고 해당 예측치를 그래프 등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기계학습을 통해 제시되는 여러 분석 결과
를 확인하고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전문화된 분석인원
이 필요하다. 다양한 경험적인 판단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판단을 위한 리더십 발휘가 필요하며, 교육/훈련
이 매우 중요하다. 분석 계층에서의 시스템은 주로 육상에 
구축되게 되며, 기존의 지휘소 등 갖추어진 시설에서 소프
트웨어를 추가 운용/활용한 형태로 가능할 것이다. 또한 앞
서 단계와 달리 AI가 기계학습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교
리의 제공이 필요하다. 
최종적 목적별 특성부여 및 활용(infuse) 계층에서는 향
후에 예상되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제시할 수 있다. 즉각적
인 반응 위주의 AI 분석/활용에서 장차작전을 위한 12시간 
이후, 24시간 이후 등의 예상되는 상대방의 패턴 및 향후 대
응책을 제시하고, 각 대응책별 장/단점에 대해서 정보를 제
공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 계층에서 사용된 정보를 통해 지
속적으로 갱신하여 최신결과를 제시하며 이를 다시 수집, 
분류, 분석 계층으로 피드백하는 등의 순환을 하게 된다. 지
휘관의 지침에 따라 필요시에는 스스로 판단에 따른 전자전 
수행까지 담당하는 AI 능력을 갖출 것으로 생각된다. AI가 
스스로 판단하기 위한 전자전 교리를 발전시켜야 하며 AI가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피드백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기본적인 조직의 틀에서 각 개소별 최소한으로 필요하며,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독립적인 공간에서 시스템 구축
이 되어야 한다. 이 모두를 이끌어 갈 리더십을 필수로 갖추
어야 할 것이다. 
이상 수집, 분류, 분석, 목적별에 따른 특성부여 및 활용
으로 구분된 각 계층에서 전투발전요소별 중요도를 정리하
면 Table 3과 같다.

정리된 내용을 보면 교육/훈련(training)의 경우 공통적
으로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다. 인원(personnel)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중요한 점을 고려할 때 AI를 적용하는 데 있어 
자동화/기계화된 요소도 필요하겠지만 이를 관리, 운용, 판
단하는 실제적인 인원을 확보하고 교육하는 부분도 큰 비
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4. 결론

기존의 해상 전자전 영역은 신호수집, 기본적인 신호 분
석(위협인지 아닌지), 분석결과에 따른 대응정도로 시행되
고 있으며 이는 AI 입장에서 1에서 2단계 수준으로 볼 수 있
다. 민간영역에서의 발전추세 및 해외 군사영역에서의 활
용도를 고려하면 앞으로 전자전 분야에서 AI는 3단계 수준 
이상의 적용 및 발전이 필요한 실정이다. 해상에서 무선중
심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해상 전자전의 경우 이러한 
부분의 고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자전의 분류, AI 수준, 적용방향에 대해 자료
수집을 하였고,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상 전자전 인공
지능 아키텍처를 구상하였다. 아키텍처 해당 계층별 발전
방안을 전투발전요소별로 검토하여 각 요소별 중요한 부분
을 정리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미래 예상되는 사항을 가정
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추가로 다각도
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실제적으로 해상 전자전에서 AI를 적용하기 위해서 매
우 많은 시간, 노력,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군사적 측면의 전투발전요소별로 발전을 추진하면서 우선
순위를 참고하여 전문인원 교육, 확보 등의 사전 준비를 병
행한다면 좀 더 효과적인 해상 전자전 AI 활용/구축이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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