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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저고도로 비행하는 초소형 무인기에 대한 탐지 및 분류에 대한 기술로써, 단순히 초소형 무인기를 탐지

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탐지된 무인기의 종류 및 모델까지 인식하는 심화학습 기반 탐지 및 분류 기법을 제안한다. 무인

기의 소리 특성으로 MFCC를 사용하였고 탐지 및 분류를 위해 CNN를 사용하였다. 무인기들은 각각 CNN을 통해 구

분할 수 있는 MFCC 특성을 가짐을 입증하였고, 또한 총 4가지의 무인기에 대한 dataset을 대상으로 분류를 한 결과 

time-related sequence를 가지는 MFCC라 하더라도 RNN 대신 CNN를 사용하면 탐지 및 분류 능력을 갖추면서도 연

산량을 줄일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초소형 무인기 탐지 및 분류 방법을 제

시한다.

ABSTRACT

This paper is related to detection and classification for micro-sized aircraft that flies at low-altitude. The deep-learning 
based method using sounds coming from the micro-sized aircraft is proposed to detect and identify them efficiently. We 
use MFCC as sound features and CNN as a detector and classifier. We’ve proved that each micro-drones have their own 
distinguishable MFCC feature and confirmed that we can apply CNN as a detector and classifier even though drone sound 
has time-related sequence. Typically many papers deal with RNN for time-related features, but we prove that if the 
number of frame in the MFCC features are enough to contain the time-related information, we can classify those features 
with CNN. With this approach, we’ve achieved high detection and classification ratio with low-computation power at the 
same time using the data set which consists of four different drone sounds. So, this paper presents the simple and effecive 
method of detection and classification method for micro-sized airc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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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1. Introduction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가 운영하는 원유 생산

시설에 드론을 이용한 공격이 일어났다. 이는 사우디아

라비아가 막강한 군비를 구축하고 있었지만 저고도로 

비행하는 드론을 감지할 때 기존의 기체 탐지기술이 효

율적이지 않아 큰 피해를 입게 되었고, 그 결과로 원유 

생산이 큰 차질을 빚게 되었다. 비단 사우디아라비아의 

문제 뿐 만 아니라 실제로 전 세계는 저고도로 비행하는 

소형 기체에 대한 방어체계에 큰 관심이 생기고 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핵심기술은 이 드론을 탐지하는 것이

다. 기존에는 음성신호처리, 영상신호처리 기법의 혼용

인 audio- assisted camera array를 이용한 방법을 통해 

감지를 하였지만 개발유지 비용이 크다는 단점을 지니

고 있었다. 이번 논문에서는 드론을 탐지하기 위해 드론

만이 가지는 특정한 주파수 패턴이 있다고 가정하고 

MFCC(Mel-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를 초소형 

무인기의 특징으로 추출한다. 또한 정해진 시간동안의 

드론 소리를 이용하여 MFCC를 추출하면 2X2 행렬이 

되기 때문에 이를 이미지처럼 생각하여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이하 CNN)에 입력해 드론에 대한 탐지 

및 분류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초소형 무인기의 소리는 

시간과 관련된 정보이므로 Recurrent Neural Network
(이하 RNN)가 적합할 수 있지만 샘플의 길이가 충분할 

경우 시간정보를 CNN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가

정하여 CNN을 이용해 초소형 무인기를 탐지 및 분류한

다. 따라서 본 논문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초소형 무

인기 탐지 및 분류 방법을 제시한다.

1.2. Project Outline

Fig. 1 Outline of implementation

이 연구에서 구현한 전체 모델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실제 탐지 및 분류는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이
하 CNN)에서 하게 되고, 이 CNN은 이미지를 분류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Network이므로 CNN의 입력으로 드

론 소리를 잘 나타내주는 이미지를 입력해줘야 한다. 이 

이미지는 Feature Extraction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MFCC라는 특징을 추출하게 된다. 

1.3. MFCC

1963년 주파수 분석 분야에 Cepstrum이 등장하여 지

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처음 Cepstrum
이 개발되었을 당시 Oppenheim의 연구인 “Superposition 
in a class of nonlinear systems.”와 만나 실제 우리가 사

용하는 Cepstrum의 기반이 만들어졌다 [1]. 그리고 사람

이 가지는 음성인식패턴을 기반으로 만든 Mel-scale이 

접목되어 MFCC가 탄생하게 되었다. Cepstrum은 로그 

연산의 특성에 따라 High-time과 Low-time을 구분하는

데 연산이 간단하며 Linear system, Non-linear system 
분석 모두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 

위에서 말한 Mel-scale은 사람이 음성은 인식할 때 고

주파로 갈수록 소리 자체에 더 많은 주파수 변화가 있어

야 사람은 주파수에 변화가 있다고 인식하는 특성을 고

려한 scale이다. 따라서 사람의 청각시스템을 모방한 주

파수 필터는 그림 2와 같은 모습을 가진다.

Fig. 2 Mel-Scale in 2-D and 3-D

그리고 위의 Mel-scale을 통과하면 각각의 필터가 반

응하는 주파수 영역의 음성만 추출되게 된다. 이 

Mel-scale을 구현하는 방법은 실제로 여러가지 근사가 

있다. “Fitting the mel scale.”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한 Linear function과 Non-linear function으로 근사

를 시킬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근사시키는 것이 효율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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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또한 각 구간별로도 구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법은 관심 주파수 영역 모두를 Mel-scale로 치

환하는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은 1kHz 미만은 linear 
regrion으로, 그 이상은 logarithmic region으로 치환하

는 방법이다. 다양한 경우에 두 번째 방법을 쓰면 성능

이 떨어지는 경우보단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 [2]. 그리고 
이 Mel-scale을 따르는 필터를 통화시키고 Decorrelation
의 목적으로 Discrete Cosine Transform(이하 DCT)를 

하게 되는데, 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이하 PCA)
를 통한 Decorrelation의 근사로 이 DCT를 한다 [3]. 최
종적으로 추출된 특징을 MFCC라고 부르게 되고, 이 

MFCC는 특정 음원에 대하여 2X2 행렬을 만들어내게 

되고(프레임 축과 MFCC축) 이는 하나의 이미지로 생각

할 수 있다. 
이 MFCC는 실제로 여러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사람

의 목소리에 대한 음성인식을 기반으로 [4, 5] 다양한 분

야에 접목되고 있다. 
초소형 무인기를 탐지하기 위한 특징으로는 이 MFCC 

뿐만 아니라 Gaussian Mixture Model(GMM)이 사용되

기도 한다 [6]. 이 연구에서는 음성인식 분야에 가장 폭

넓게 적용되고 있는 MFCC가 초소형 무인기를 탐지하

는데도 적합한지 검증하기 위해 MFCC를 이용한다.

1.4.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for Classification

초소형 무인기를 탐지하기 위해 다양한 특징 추출방

법과 분류 네트워크들이 개발되고 있다. 초소형 무인기

의 소리를 이용한 CNN 뿐만 아니라 RNN을 이용한 탐

지 방법도 개발되었으며 [6], 드론의 영상을 입력으로 

받는 CNN을 이용하여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도 한다 [7, 
8]. 하지만 RNN은 보통 CNN보다 네트워크가 복잡하며 

이에 따라 연산량이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영

상을 이용하였을 경우 전방위의 드론을 항상 감지하는 

것이 어렵고 고해상도 안에 실제 드론 이미지가 차지하

는 부분이 적으므로 실제 우리한테 주어지는 가용 이미

지의 크기는 작다는 단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런 

단점을 극복하고자 초소형 무인기의 소리를 이용한 초

소형 무인기의 탐지 가능 여부를 검증한다.

1.5. Deep Learning 구현

현재 Neural Network를 구현하는 다양한 프레임워크

가 존재한다. TensorFlow, Pytorch, Keras 등 현업과 연

구분야에서 다양한 프레임워크가 존재하지만 최근 

Matlab에서도 Deep Learning Toolbox(이하 DLT)를 제

공하여 Matlab에서도 이 CNN을 그림 3과 같이 쉽게 구

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 DLT의 특징은 학습과정에 많은 부분이 Default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구현과 검증이 가능하다. 

Fig. 3 CNN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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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뿐만 아니라 LSTM, GANS등 최근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기술들도 Building-block으로 준비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Matlab을 이용하여 MFCC 특징 추출

부터 분류까지 모두 Matlab으로 구현 및 검증하여 이 프

레임워크에 대한 타당성도 함께 검증한다. 
DLP에 포함되어 있는 Deep Network Designer를 이

용하면 GUI를 이용하여 보다 쉽게 학습 네트워크를 구

현할 수 있으며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네트워크를 만드

는 모습은 그림 3과 같다. 

Ⅱ. 데이터셋

2.1. 측정장비

초소형 무인기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하여 Zoom사

의 H6 마이크로폰과 Cannon사의 P1000을 이용하여 데

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드론의 종류와 녹음된 시간

은 다음 표 1과 같다.

Table. 1 Drone type and recording time

Drone Recording Time

Intel Aero RTF 70 sec

DJI Phantom 4 70 sec

XIRO 70 sec

3DR Solo 70 sec

2.2. MFCC Parameters

위의 데이터 샘플들에 대하여 MFCC를 추출할 때 각 

1초 샘플에 대해 다음 표 2와 같은 parameter들을 이용

하였다.

Table. 2 MFCC Design factors 

Module Design factor value

Framing

Frame duration 23 ms

Frame size 28 ~ 212 point

Overlapping 30 ~ 70 %

Windowing
Window function Hamming

Window size 28 ~ 212 point

DCT MFCC Clipping from 2 to 39

Ⅲ. CNN Architecture and Learning

3.1. CNN Architecture

Matlab DLT를 이용하여 구현한 CNN은 표 3과 같다. 
총 2개의 Convolution layer와 3개의 Fully-connected 
layer가 있으며 Convolution layer는 모두 convolution, 
ReLU, Maxpooling으로 이루어져있다. Fully-connected 
layer는 마지막 layer를 제외하고 ReLU를 거치며 두 번

째 Fully-connected layer에서는 0.5 확률로 drop-out을 

진행한다. 그리고 마지막 Fully-connected layer에서는 

Softmax로 드론의 종류만큼의 확률을 구한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Table. 3 CNN Parameters

NN Type Component Parameters

Conv layer1

convolution layer Kernel size = (5,5)
32 filters

ReLU layer -

Maxpooling layer Maxpooling size = 
(2,2)

Conv layer2

convolution layer Kernel size = (5,5)
32 filters

ReLU layer -

Maxpooling layer Maxpooling size = 
(2,2)

FC layer1
Fully-connected layer 256 output neurons

ReLU layer -

FC layer2

Fully-connected layer 64 output neurons

ReLU layer -

Drop-out layer 0.5 drop-out

FC layer3
Fully-connected layer 4 output neurons

ReLU layer -

Classification
layer 4 classes

3.2. Learning Parameters

위의 Network에 표 4와 같은 하이퍼파라미터를 이용

하여 학습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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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NN Parameters

Hyper-parameters Value

Optimizer Adam optimizer

Mini-bath size 128

Validation frequency 40

Shuffling Every-epoch

Epoch 10

Learning rate 7e-5

3.3. Learning Result

이에 대한 결과는 최종적으로 그림 4와 같이 Validation 
정확도 99.81%를 얻었다.

3.4. 시험

위의 네트워크를 테스트하기 위하여 H6에 각 드론의 

음성을 실시간으로 입력하였다. MFCC를 추출하기 위

한 파라미터들은 데이터셋을 확보할 때와 동일하게 설

정하였고, 실시간 MFCC 이미지를 학습된 네트워크에 

입력하여 Inference를 진행하였다.

Fig. 5 Real-time input signal and MFCC

위의 그림 5처럼 드론 소리를 입력하고 MFCC를 추

출한 뒤 학습된 네트워크로 Inference를 진행하면 다음 

그림 6, 그림 7과 같은 Real-time detection을 얻을 수 

있다.

Fig. 4 Learning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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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etection Result 

Fig. 7 Detection Result 2

Ⅳ. 탐지 및 분류과정

본 논문에서 다룬 탐지 및 분류과정에 대한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MFCC feature의 경우 frame축과 filterbank 
축으로 이루어진 음성정보를 추출하게 되는데, 이는 1
개의 채널을 가진 gray scale image로 해석할 수 있다. 그
리고 이 MFCC image는 시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

으므로 같은 드론이라도 시간이 조금만 바뀌면 MFCC 
image는 shifting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즉, CNN에 적

합하지 않은 data로 볼 수 있지만, CNN의 hidden layer
에서 local feature를 뽑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변화를 추

적할 수 있다면 이는 RNN보다 연산이 적은 CNN에서

도 detection과 classification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의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MFCC image를 CNN에 입력하였고, classification이 진

행되는 CNN에서는 높은 정확률을 얻었다. 따라서 

MFCC feature와 CNN을 조합하는 간단한 방법으로도 

드론을 탐지하고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실제 저고도 비행을 하는 초소형 무인

기의 경우 현재의 레이더 시스템으로는 탐지 및 분류를 

하기 힘든 상황에서 무인기의 소리를 이용한다면 보다 

간단한 시스템으로 무인기를 탐지 및 분류할 수 있음을 

보였다. 각각의 무인기는 서로를 구분할 수 있는 주파수 

특성이 존재하고, 이를 MFCC를 이용하여 추출한다면 

무인기를 탐지 및 분류할 수 있는 2차원 정보를 얻을 수 

있음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입증하였다. 이 2차원 정

보를 분류하기 위한 딥러닝 네트워크는 CNN으로도 원

하는 결과를 낼 수 있으므로 연산량과 정확도에서 RNN
보다 유리하고 전방위의 탐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

지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추후 더 장거리에서 저고도 초소형 무인기를 탐지하

는 기술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여타 개발

된, 개발 중인 다른 탐지 및 분류 방법과의 비교가 필요

하다. 또한 상용화기술로 발전하기 위하여는 보다 다양

하고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통한 일반화된 모델로 발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RNN의 정확성에 준하는 성능을 제공하기 위하

여 Normalization method, regularization method, 그리

고 효율적인 training dataset의 수집이 필요해 보이며, 
위와 같은 상황에서 CNN과 RNN의 연산량 대비 정확

성을 비교하여 효과적인 모델을 선정할 수 있는 측정치

의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MFCC generalization
과 간섭등의 영향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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