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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드론 (drone)으로 대표되는 소형 무인기 기술은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군사, 산업, 여가 생활 

전반에 걸쳐 드론은 새로운 기술로 인정받고 있다. 

이와 함께 드론을 탐지하는 레이다 (radar) 시스템

도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의 레이다 시스

템은 드론 탐지에 한계가 있다. 원인은 다음과 같

다.

■ 드론 신호의 비정형성: 드론의 탐지 신호는 

작은 환경 변화에도 크게 변화할 수 있으며, 클러터 

(clutter)나 노이즈 (noise)와 같은 탐지 대상 외의 

신호에 교란 및 중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드론 비행 환경의 특수성: 드론이 운용되는 

낮은 고도에서의 다양한 대기 상태 변화와 지상의 

클러터 및 노이즈는 기존의 레이다 시스템의 드론 

탐지 시간 지연 및 성능 하락에 영향을 준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기존의 레이다 시스템에서 

사용하던 정적 탐지 기법은 드론을 탐지하는 데에 

효율적이지 못하다.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CFAR 

(Constant False Alarm Rate) [1] 기법의 경우, 하

한 (threshold) 이상의 신호 세기를 탐지된 것으로 

인식한다. 때문에 클러터의 신호 세기가 기준 이상

이거나, 드론의 신호 세기가 기준 미달인 경우에 대

하여 오탐지 (false detection)가 발생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인공 신경망 중 하나인 RNN 

(Recurrent Neural Network)을 사용하여 기존 레

이다 시스템의 드론 탐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드론 신호를 FMCW (Frequency Modulated 

Continuous Wave) 레이다를 이용하여 수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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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FMCW 레이다 비트 주파수

Fig. 1 FMCW radar beat frequency

RNN에 학습시킴으로써, 드론 신호와 환경의 변화

에 적응 가능한 탐지 기법을 제안한다.

레이다 시스템에 인공 신경망을 적용하고자 하

는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실시간 탐지에 운

용하는 데에는 부족하다. [2, 3]은 신호의 특징을 

통하여 레이다의 종류를 판별하는 데에 그쳤으며, 

[4-6]은 근거리 탐지로 사용 범위가 제한되어 있

다. 또한, 2차원상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3차원 

비행이 가능한 드론 탐지에 적용이 어렵다. 대부분

의 관련 연구에서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7]을 사용하였

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른 이동 속도를 가지는 드

론의 실시간 탐지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8]에서는 실제로 레이다 시스템에 인공 신경망을 

적용하여 드론 탐지를 수행하였으나, GoogleNet 

[9]을 사용하여 추론 및 학습에 많은 시간이 필요

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12-14]는 RNN을 레

이다 시스템에 적용한 최신의 연구들이다. [12]는 

차량용 레이다 센서를 통해 주변 사물을 분류하기 

위한 방법으로 RNN을 사용하였다. [13]은 도플러 

레이다 (Doppler radar)에서 드론을 탐지하는 인공 

신경망 중의 하나로 RNN을 사용하였으나, 결과적

으로는 CNN을 통한 탐지율이 더 높다는 결과를 보

이고 있다. [14]는 CNN과 RNN을 결합하여 레이

다를 통한 지표면 상태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인공 신경망 기반 드론 

탐지 기법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 기존의 레이다 시스템에서 사용하던 정적 탐

지 기법을 인공 신경망을 사용하여 동적으로 변경

함으로써, 신호 세기 변화율이 높은 드론에 적합한 

새로운 탐지 기법을 제안하였다.

■ FMCW 레이다와 인공 신경망을 분석하여 신

호 처리에 최적화된 RNN (Recurrent Neural 

Network) [10]을 사용함으로써, 학습 오류를 줄이

고 드론 신호의 탐지율을 높였다.

본 논문의 이후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FMCW 레이다와 CFAR 기법을 설명하고 RNN의 

구조를 분석한다. 3장에서는 본 논문의 제안 기법을 

적용한 FMCW 레이다 시스템을 소개한다. 4장에서

는 데이터 수집 및 학습 과정을 설명하고, 5장에서

는 CFAR 기법과 제안 기법의 탐지율을 비교한다.

Ⅱ. FMCW 레이다 및 RNN

이 장에서는 FMCW 레이다 및 현재 운용되고 

있는 CFAR [1] 기법에 대하여 소개하고, 제안 기

법의 핵심이 되는 RNN [10]에 대하여 설명한다.

1. FMCW 레이다

FMCW 레이다는 변조 주파수를 가지는 신호를 

연속적으로 방사하여 물체를 탐지한다. 방사한 신호

는 탐지 가능 거리 내의 물체에 닿으면 반사되어 

돌아온다. 레이다는 계속해서 신호를 방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방사한 신호의 주파수와 반사되어 돌

아온 신호의 주파수 사이에 시간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비트 주파수 (beat frequency)라고 한

다. 그림 1은 비트 주파수 그래프이다.

물체에서 반사된 비트 주파수를 측정하면 물체

와 FMCW 레이다 수신기 (receiver)간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 비트 주파수를 이용한 거리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 (1)

식 (1)에서 R은 탐지한 수신기와 탐지된 물체 

간의 거리, fr은 탐지된 비트 주파수를 의미한다. B

와 Tm은 각각 변조 주파수 대역과 변조 주기이다 

(그림 1). 마지막으로 c는 광속이다. 변조 주파수 

대역 및 주기는 사전에 결정되는 값이며, 광속은 물

리 상수이다. 따라서 물체의 비트 주파수로 물체와 

수신기 간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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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RNN 학습 및 추론 과정

Fig. 2 RNN learning and inferencing process

2. CFAR 기법

CFAR (Constant False Alarm Rate) [1] 기법

은 현재 레이다 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있는 정적 신

호 처리 기법의 하나다. 탐지로 인식하기 위한 신호 

세기의 하한을 설정해 두고, 이 세기를 초과하는 신

호가 탐지되면 물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CFAR 기법은 FMCW 레이다 시스템에도 적용

될 수 있다. 측정된 비트 주파수 세기의 하한을 설

정하고, 이 이상의 세기를 가지는 비트 주파수가 수

신되면 물체를 탐지한 것으로 정의한다. 하지만 드

론의 경우에는 비트 주파수 세기 하한선을 고정적

으로 결정할 수 없다. 드론의 다양한 모양과 크기, 

변칙적이고 빠른 움직임 때문에 비트 주파수의 세

기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하

한 이하의 드론 비트 주파수 세기에 대하여 탐지에 

실패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나아가 드론의 저고도 

비행으로 인하여 건물, 나무 등과 같은 주변의 다양

한 환경적 요인들이 신호를 반사하고 클러터와 노

이즈로써 비트 주파수를 발생시킨다. 클러터와 노이

즈에 대한 비트 주파수 세기는 하한 이상이 될 수 

있으며, 오탐지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

3. RNN

RNN (Recurrent Neural Network) [10]은 인

공 신경망 중 하나로써, 은닉층 (hidden layer)을 

구성하는 회귀 뉴런 (recurrent neuron)이 있어 신

호 처리에 강한 특성을 가진다. RNN의 회귀 뉴런

은 추론 단계마다 이전의 추론 결과를 다시 입력으

로 사용한다 (그림 2). 이 때문에 이전의 추론에 근

거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FMCW 레이다 신호

는 연속적인 비트 주파수 흐름 (beat frequency 

stream)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RNN의 특성이 적용

될 수 있다. 드론의 이동도 연속적이기 때문에, 탐

그림 3. 시스템 하드웨어 구성

Fig. 3 System hardware

색 시간에 따른 동적인 신호 처리가 필요하다. 이를 

RNN을 통하여 학습하고 처리할 수 있다.

연속적인 시간에서의 비트 주파수 흐름의 세기

를 RNN에 입력하여 특정 시간에서의 비트 주파수 

흐름을 학습한다. 단편적인 비트 주파수 흐름에 대

하여 리키지 (leakage), 클러터 (clutter)와 노이즈 

(noise), 드론의 비트 주파수를 학습한다. 연속적인 

비트 주파수 흐름에 대해서는 변화하는 드론의 비

트 주파수 패턴을 학습한다. 학습이 완료된 RNN을 

FMCW 레이다 시스템의 탐지 기법으로 사용하여 

드론의 탐지율을 향상 시킬 수 있다.

Ⅲ. 인공 신경망 기반 FMCW 레이다 시스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레이다 시스템은 FMCW 

레이다를 포함하는 하드웨어와 비트 주파수 처리를 

위한 소프트웨어로 구분된다.

1. 하드웨어

그림 3은 인공 신경망 기반 FMCW 레이다 시스

템의 하드웨어 구성이다. 본 논문에서는 1개의 송신

기 (transmitter)와 4개의 수신기 (receiver)를 사용

한다. 송신기에서는 사전에 지정된 주파수 대역으로 

신호를 연속적으로 방출하며, 수신기는 송신기가 방

출한 신호를 지속적으로 수신한다.

각 수신기는 유선으로 연결된 소형 컴퓨터를 가

지고 있다. 이 소형 컴퓨터에서 학습이 완료된 

RNN을 이용하여 드론의 비트 주파수를 추론한다. 

RNN을 통해 얻은 드론의 비트 주파수는 메인 서버

에 UDP 통신을 통하여 전송된다. 메인 서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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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비트 주파수 탐지 과정

Fig. 4 Beat frequency detection process

복수 개의 수신기가 보내온 드론 비트 주파수로 드

론의 좌표와 위치를 계산한다. 이 과정에서 각 소형 

컴퓨터와 메인 서버는 드론의 실시간 탐지를 위하

여 적절한 스케쥴링 (scheduling) 기법을 사용하여

야 한다 [15, 16].

RNN을 통한 드론 비트 주파수의 추론과 이후의 

좌표 계산 과정을 서로 다른 장치에 분할하여 처리

함으로써, 메인 서버에 집중될 수 있는 연산 부하를 

줄인다. RNN은 사전에 학습이 완료된 상태로 학습

을 위한 하드웨어 자원과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 소

형 컴퓨터에서도 운용할 수 있다.

2. 소프트웨어

드론 비트 주파수의 탐지 과정은 그림 4와 같다. 

본 논문에서는 RNN을 기반으로 드론 비트 주파수

를 추론하는 수신기 내부 처리 과정만을 설명한다. 

아날로그 (analog) 형태로 수신된 신호는 아날로

그-디지털 변환 회로 (Analog Digital Converter, 

ADC)를 사용하여 일정 샘플링 속도 (sampling 

rate)로 디지털 (digital)화된다. 디지털 신호 데이터

를 고속 푸리에 변환 (Fast Fourier Transform, 

FFT)을 통하여 비트 주파수 흐름으로 변환한다. 비

트 주파수 흐름을 RNN에 입력하여 드론 비트 주파

수를 추론한다. 추론된 드론 비트 주파수는 UDP 

통신을 이용하여 메인 서버에 전송한다.

기존에 수행하던 정적 탐지 방식은 RNN 대신에 

CFAR 기법을 사용한다. 소프트웨어 처리 과정 전

체를 수정하지 않고 드론 비트 주파수 탐지 과정만

을 변경한다. 처리 과정 외적으로는 입력하는 아날

로그 신호와 출력되는 드론 비트 주파수에 변화가 

없다. 따라서 추가적인 비용이 소모되지 않는다. 하

드웨어도 변경되지 않으므로, 기존 레이다 시스템에

서 탐지 기법의 변환이 쉽고 운용이 편리하다.

Ⅳ. 실험 환경

제안 기법의 드론 탐지율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

음과 같은 실험 환경을 구현하였다.

1. FMCW 레이다 및 수신 주파수 처리

표 1은 실험에 사용한 FMCW 레이다의 제원이

다. FMCW 레이다 송신기 1대와 수신기 4대를 사

용하였으며, 수신기는 송신기로부터 약 30m 이격시

켜 네 방향에 위치시켰다.

4대의 수신기가 수신한 신호는 GNU Radio를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비트 주파수 흐름은 변조 주

기마다 10,000개의 배정도형 (floating point) 데이

로 전환되어 RNN의 입력으로 사용되었다. 그림 5

는 GNU Radio에서 FFT를 수행하여 나온 비트 주

파수 흐름의 일부이다.

2. RNN 및 학습 환경

드론 비트 주파수 탐지를 위한 RNN은 그림 2와 

같다. FFT를 통해 얻은 비트 주파수 흐름은 각 비

트 주파수의 세기를 데시벨 (decibel) 값으로 가진

다. 하나의 비트 주파수 흐름에는 10,000개의 비트 

주파수가 존재한다. 하지만, 10,000개의 배정도형 

데이터는 RNN의 학습 및 추론 시간을 증가시키고 

학습률도 낮추는 원인이 된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이웃하는 두 비트 주파수 세기에서 큰 값을 선택하

는 2-to-1 max. 샘플링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5,000개로 압축하였다. 식 (1)에 표 1의 제원을 대

입하면 연속된 두 비트 주파수 사이에는 약 2kHz

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약 1m 정도

의 거리 차이이다. 표 2의 드론 사양에 비하여 작은 

수치이기 때문에 오차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입력층 (input layer)의 뉴런 개수는 5,000개이

다. 은닉층의 뉴런 개수는 3,000개로서, 입력층의 

크기보다 작다. 이와 같은 구성을 통하여 데이터의 

크기와 데이터 간의 독립성을 줄일 수 있다. 출력층 

(output layer)의 뉴런 개수는 5,001개이며, 원-핫 

벡터 (one-hot vector)로 표현된다. 원-핫 벡터는 

인공 신경망의 출력으로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 형

식으로써, 해당하는 위치의 데이터만 ‘1’의 값을 가

지고 나머지는 모두 ‘0’의 값을 가진다. 본 논문의 

기법에서는 드론 비트 주파수에 해당하는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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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비트 주파수 흐름

Fig. 5 Beat frequency stream

Parameter Value

Sweep bandwidth 150MHz

Carrier frequency 14.105GHz

Modulation scheme Chirp

Waveform sawtooth

 PRI 500㎲

Modulation frequency 2kHz

ADC sampling rate 20MHz

Detectable range About radius 1km

표 1. FMCW 레이다 제원

Table 1. FMCW radar parameters

위치가 ‘1’로 출력된다. 드론이 탐지되지 않으면 

5,001번째 데이터가 ‘1’을 출력하게 된다.

RNN의 학습에는 NVIDIA GeForce 1050 Ti 

GPU에 CUDA 라이브러리 (library)와 Tensorflow

를 사용하였다.

3. 실험 데이터의 수집

RNN과 CFAR 기법의 비교를 위하여 드론을 비

행 시나리오 (scenario)를 바탕으로 비행하여 데이

터를 수집하였다. 표 3은 드론 비행 시나리오이다. 

시나리오는 드론이 없는 시나리오와 세 가지의 비

행 상태에 대한 시나리오로 구성된다. 시나리오별로 

ADC 샘플링 기준, 약 2GB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데이터 수집 중에 CFAR 기법을 이용하여 탐지를 

수행하였으며, RNN 학습 이후에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데이터로 추론을 수행하였다.

CFAR 기법의 비트 주파수 세기 하한은 드론이 

없는 환경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드론이 

없는 환경에서 비트 주파수 흐름의 세기를 일정 시

간 동안 기록한 뒤, 그 중에서 리키지 (leakage)를 

제외한 가장 높은 세기를 하한으로 설정하였다.

Item Specification

Model name DJI Inspire1 T600

Weight (with battery) 2935g

Max. ascending speed 5㎧

Max. descending speed 4㎧

Size 438*451*301㎣

표 2. 드론 사양

Table 2. Drone specifications

Scenario Case Drone flight Data usage

1
1,2

Drone-free
Analysis

3 Learning

2 - 300m vertical 
takeoff Learning

3 - 300m vertical 
descent Analysis

4 - 150m horizontal 
movement Analysis

표 3. 드론 비행 시나리오

Table 3. Drone flight scenario

RNN은 드론이 있는 데이터로는 시나리오 2의 

데이터만 학습하였으며, 시나리오 3과 4의 데이터

를 사용하여 추론을 수행하였다. 드론이 없는 경우

에는 세 가지 케이스 (case)의 서로 다른 환경을 

조성하여, 케이스 3의 데이터를 RNN의 학습 및 

CFAR 기법의 비트 주파수 하한 설정에, 1과 2의 

데이터를 결과 분석에 이용하였다. 모든 학습은 정

확도가 90% 이상이 될 때까지 수행하였으며, 학습

에 사용된 데이터는 결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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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CFAR 기법과 RNN의 오탐지 발생률 (좌) 및 탐지율 (우)

Fig. 6 False detection rate (Left) and detection accuracy (Right) of CFAR algorithm and RNN

Ⅴ. 실험 결과

그림 6은 CFAR 기법과 RNN의 오탐지 발생률 

및 탐지율을 비교한 결과이다. 오탐지 발생률 (좌)

은 드론이 없는 환경에서 드론이 있다고 탐지할 확

률이다. 케이스 1과 2 모두에 대하여 RNN 기반의 

탐지 기법이 더 낮은 오탐지 발생률을 보였다 (케이

스 1: 48.9%, 케이스 2: 6.7%). 또한, 두 케이스 간

의 변화량도 RNN이 더 작다 (CFAR 기법 49.7%, 

RNN 7.5%). 이는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해서 

RNN의 적응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을 의미한다. 

케이스 1에서 CFAR 기법의 오탐지 발생률이 RNN 

보다 매우 높은데, 클러터 및 노이즈로 인하여 하한

선 이상의 세기를 가지는 비트 주파수가 많이 발생

하였다고 유추할 수 있다. RNN의 경우에는 환경적

인 요인에 의하여 다른 비트 주파수의 세기가 높아

져도 이를 드론 비트 주파수로 인식하는 오류를 발

생시키지 않았다. CFAR 기법이 24%의 오탐지 발

생률을 보이는 케이스 2에서도 RNN은 더 낮은 

17.3%의 오탐지 발생률을 보임으로써 CFAR 기법

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탐지율 (우)은 드론이 있는 시나리오 3과 4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두 시나리오 모두에서 

RNN이 CFAR 기법보다 높은 탐지율을 보였다 (시

나리오 3: 32.9%, 시나리오 4: 32.3%). CFAR 기

법의 경우에는 평균 63.8%의 탐지율을 보였는데, 

이는 드론 비트 주파수의 세기가 하한 이하일 확률

이 약 40% 정도로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RNN의 

경우에는 드론 비트 주파수의 세기가 낮은 경우에

도 탐지를 원활히 수행하여 평균 96.4%의 탐지율

을 나타내었다. 높은 탐지율에 대한 주된 원인은 리

키지, 클러터 및 노이즈 문제에 대한 RNN의 학습

에 있다. CFAR 기법의 경우, 리키지 제거를 위하여 

리키지 주변의 일정 비트 주파수를 탐지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이 영역 내에 드론 비트 주파수가 

발생하면 탐지할 수 없다. 하지만, RNN의 경우에는 

리키지가 가장 높은 세기를 가지는 비트 주파수임

을 학습함으로써, 가령 비트 주파수가 이동하거나 

드론 비트 주파수와 가까워도 이를 분류할 수 있다. 

클러터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동일한 비트 주파수

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클러터 비트 주파

수를 학습하여 이를 드론 비트 주파수로 오인하지 

않는다. 특히, 노이즈는 모든 비트 주파수의 세기가 

증폭되는 플럭추에이션 (fluctuation)을 짧은 시간에 

무작위로 발생시킬 수 있다. 플럭추에이션이 발생하

면 드론 비트 주파수의 세기가 주변의 노이즈보다 

낮아져서 CFAR 기법은 탐지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RNN은 이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

재의 데이터를 보정함으로써 플럭추에이션을 무시

하고 드론은 추론해 낼 수 있다.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인공 신경망 기반 FMCW 레이다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정적 탐지 기법은 드

론과 같은 소형 무인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탐지율을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RNN을 탐

지 기법으로 사용하였다. 기존의 탐지 기법과 입력 

데이터 형식이 완전히 일치하며, 하드웨어적인 개선 

기법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성이 높고 운용이 

편리하다. 네 가지 시나리오 기반의 탐지율 비교 실

험에서 본 논문의 제안 기법은 평균 오탐지 발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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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드론 탐지율 96.4%로 기존의 CFAR 탐지 

기법보다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향후 연구 과

제로서 추론 시간 감소를 위한 인공 신경망의 개선

이나 복잡한 드론 비행에 대하여 추적 및 탐지율을 

높이는 등의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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