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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군집 드론 시스템에서 이동 드론의 충돌방지를 위해 레이다를 도입하였다. 드론은 비행 중 불규칙

한 속도 변화로 인해 반사파의 클러터가 증가되어 탐지 성능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충돌 방지 레이다의 성능에 영향

을 준다. 본 논문에서는 UWB(Ultra Wide-Band) 레이다를 적용하여 비행하는 드론을 탐지하고, 반사파 신호 분석을 

통해 획득한 거리 및 속도 정보의 정확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동 드론의 속도 변화에 따른 속도 감응형 

CFAR(Constant False Alarm Rate)를 구현하여 오경보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클러터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

안을 구현한다. 알고리즘의 검증을 위해 실제 상용 드론에 대한 레이다 관측 실험을 수행하고 불규칙하게 비행하는 

드론의 탐지 성능이 개선됨을 보인다.
 
ABSTRACT

In this paper, Ultra Wide-Band(UWB) radar sensor is employed to detect flying drones and avoid collision in dense 
clutter environments. UWB signal is preferred when high resolution range measurement is required for moving targets. 
However, the time varying motion of flying drones may increase clutter noises in return signals and deteriorates the target 
detection performance, which lead to the performance degradation of anti-collision radars. We adopt a dynamic clutter 
suppression algorithm to estimate the time-varying distances to the moving drones with enhanced accuracy. A modified 
Constant False Alarm Rate(CFAR) is developed using an adaptive filter algorithm to suppress clutter while the false 
detection performance is well maintained. For this purpose, a velocity dependent CFAR algorithm is implemented to 
eliminate the clutter noise against dynamic target motions. Experiments are performed against flying drones having 
arbitrary trajectories to verify the performance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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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드론으로 대표되는 무인비행체 산업이 군사용

뿐만 아니라 방송, 취미, 민간분야까지 다양한 분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활용 분야가 확대되면서 무분별

한 드론 사용으로 인해 공항이나 산업 기반 시설에서 사

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나아가 테러, 범죄 등

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 공역에 들어

온 드론 비행체를 탐지하고 추적하는 기술의 중요성 또

한 강조되고 있다[1]. 
반면 드론 개발은 소형화 및 군집형으로 급속히 발전

하고 있으며 미래 전장에서의 드론 활용은 다중 군집을 

통해 작전을 수행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개발되는 대부분의 드론 탐지 기술은 대체로 지상에서 

드론을 탐지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나 향후 군집 드

론을 활용하는 시나리오에서는 드론과 드론 간의 충돌

을 방지할 수 있는 탐지 시스템의 중요도가 매우 높아질 

것이다[2].
일반적인 드론 탐지 시스템은 날씨와 무관하게 주·야

간 표적 탐지가 가능한 레이다를 기반으로 구축된다. 레
이다 장비는 가격이 높고 고출력 신호 생성을 위해 무게 

및 부피가 증가하는 이유로 드론에 장착하기 어렵다. 펄
스 레이다에 비해 FMCW(Frequency Modulated Continuous 
Wave)레이다는 비교적 소형화가 가능하다. 하지만 휴

지 시간 없이 연속으로 신호를 생성하여 배터리 소모가 

크고 따라서 장시간 운용이 어렵다[3].
본 연구에서는 UWB를 기반으로 하는 레이다를 활용

하여 비행 중인 군집 드론에서의 충돌 방지 및 장애물 

탐지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UWB는 극히 짧은 

펄스 신호를 사용하여 소모 전력을 줄이고 따라서 장시

간 물체 탐지를 가능하게 하여 드론에 장착하여 운용이 

가능하다. 특히 수 나노 이하의 펄스폭을 사용하여 높은 

분해능을 확보하고 근거리에서도 운용할 수 있어 드론 

간의 정밀 거리 측정에 적합하다[4].
일반적으로 UWB 레이다는 초저전력의 신호를 사용

하므로 잡음이나 클러터 성분에 취약하게 된다. 드론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미약한 반사 신호를 클러터 잡음 신

호로부터 구별하여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표적 탐

지 및 정밀 거리 측정을 위해서는 수신된 비관심영역의 

신호잡음을 제거하여 표적 탐지 신호만을 추출하는 시

나리오가 구현되어야 한다[5]. 

드론과 같이 미세한 표적이 이동할 때 발생하는 반사

파는 가변적인 잡음과 구분이 어려워지고 따라서 클러

터 잡음 환경에서 표적을 추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CFAR 알고리즘의 성능이 저하된다[6-9]. 본 논문에서

는 이동 중인 드론의 속도 변화에 따른 적응형 CFAR 최
적화 기법을 제안한다. 2장에서는 속도 적응형 CFAR 
기법을 수치적으로 분석하고 전체 구조를 설명한다. 3
장에서는 UWB 레이다를 이용하여 다양한 잡음 환경에

서 이동 드론을 탐지하는 실험을 수행한 후 제안된 기법

을 적용하여 결과를 분석한다.

Ⅱ. 본  론

2.1. 알고리즘 개요 

저전력의 레이다 수신 신호에서 표적을 검출하기 위

해서는 배경 잡음을 최대한 낮추면서 동시에 대상 표적

에 대한 적절한 임계값을 설정해야 한다. 표적이 이동하

는 동적 환경에서는 신호 대 잡음비를 상수로 할 경우 표

적의 위치나 방향각에 따라 탐지 성능이 수시로 변한다.
LMS(Least Means Square) 필터는 지속적인 신호의 

관측을 통해 동적 환경에서 잡음 제거에 용이하여 단순 

탐지 알고리즘에 널리 활용된다[5]. 설정된 임계값을 바

탕으로 잡음 신호의 상대적 크기를 감지하고 이에 비례

하여 다음 수신 신호의 잡음을 추정하여 제거한다.
미지의 수신 신호 u(n)에 적절한 가중치 벡터 w(n)를 

적용하고 이를 임의의 추정 신호 d(n)와 비교하면서 두 

신호의 오차 e(n)의 크기를 최소화하는 과정을 반복하

게 된다. 오차 e(n)은 수식 (1)과 같이 표현되고 새로운 

가중치 벡터를 구하는 연산은 수식 (2)와 같다. 는 새

로운 가중치를 찾기 위한 업데이트 필터 계수이며 n은 

필터 추정 연산의 반복 횟수이다.

    ∙     (1)

         (2)

CA(Cell Averaging) CFAR는 수신 신호에서 표적 주

변 셀의 간섭 레벨을 추정하고 이 추정치를 이용하여 중

앙에 있는 관심 셀의 표적 탐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잡음전력의 추정치는 피시험 셀 CUT(Cell Under Test)
에 이웃하는 가드 셀(Guard Cell)들로부터 추출된다. 
을 임계 계수, 을 잡음 전력 추정치라고 할 때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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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계값 T는 다음과 같다.

  (3)

이때 피시험 셀의 각 샘플 와 셀 구간 2N에 대해 n

번째 셀의 잡음 추정치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N은 클러

터 환경에 따라 그 범위가 가변적으로 선택될 수 있다. 

 






 (4)

고정된 장애물이나 느리게 이동하는 표적에서는 잡

음 및 신호 값의 변화가 크지 않아 그 변화 속도가 느리

지만, 표적이 빠른 속도로 이동할 경우 충분히 임계값 

추정 과정에서 속도값이 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특히 드론과 같

이 불규칙한 속도 변화 범위가 증가하면 정확도가 더욱 

낮아져 성능이 저하된다. 본 논문에서는 드론과 같이 속

도 변화가 불규칙한 표적에 대한 탐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피탐지 드론의 속도에 따른 N의 범위를 조절하고 

추가로 최적 필터의 가중치를 설정해 CFAR 성능을 개

선하는 속도 감응형 알고리즘을 구현한다. 

2.2. 속도 감응형 CFAR 알고리즘

표적의 속도 정보에 따라 구간 값을 설정하고 이때 최

소의 잡음전력이 되는 필터의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면 

최적의 신호를 도출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CFAR의 

기준치를 환경에 따라 변경시키기 위해 새로운 임계계

수를 정의한다. 
먼저 표적의 이동에 대응하기 위해 전체 신호 수집 시

간 대비 CFAR에 적용하는 셀의 길이를 가변적으로 변

경할 수 있도록 한다. 동적 환경에서 순간적으로 최적 

잡음전력 추정구간인 2N을 속도에 비례하여 변경하도

록 한다. m번째 수신된 신호의 순간 속도 값이 으로 

주어질 때 가중치 1/을 적용한 구간을 2N으로 지정한

다. 다음으로는 필터의 계수값에 대한 가중치를 지정한

다. 식(2)에서 전체 셀에 대해 적용되는 최적 필터의 계

수값 을 고정값이 아닌 속도에 따라 가변적으로 변경

하여 = 로 지정한다. 여기서 를 사용자가 최적

화할 수 있도록 선택하며 실험적으로 최적의 가중치를 

찾는다. m번째 펄스에 의한 탐지거리를 이라고 할 

때 추정 속도 은 수식 (5)와 같이 표현된다.

 

 
    (5)

여기서 PRF(Pulse Repetition Frequency)는 펄스 반

복주기이다. 이를 적용하면 식 (3)의 임계값은 다음과 

같이 표적 속도를 반영하는 형식을 갖는다. 

 ′ 






 (6)

m번째 펄스 신호가 입력될 때 최적 필터의 새로운 가

중치는 다음과 같다. 이때 출력되는 신호 ′ 은 수식 

(8)과 같다. 

′   ′   ′  (7)

′   




′     (8)

Fig. 1 Velocity dependent CFAR Block Diagram

그림 1은 속도 적응형 CFAR를 이용하여 검출한 잡음

전력에 대해 선택적으로 LMS 필터를 적용하는 과정의 

전체 구성도를 보여준다. CUT 셀과 이웃한 영역에서 잡

음전력의 추정치를 계산하고 이 추정치와 임계계수를 이

용해 설정한 감지 임계값을 계산해서 대상 CUT셀과 비

교하여 클러터 신호를 검출한다. 이렇게 클러터로 판단

된 신호 u(n)은 LMS 적응 필터를 통과하여 적절한 가중

치를 이용해 클러터가 제거된 최적의 신호 y(n)으로 출력

된다. 이 과정은 윈도우 내에 주어지는 모든 셀에 대해 재

귀적으로 반복된다. 보상된 신호는 잡음 신호의 평균치

를 매시간 업데이트하며 표적신호로부터 클러터를 효과

적으로 구분하고 따라서 효율적인 LMS 적용 환경을 조

성한다. 본문 Ⅲ에서는 제안된 기법과 기존 LMS 필터의 

실제 수행 결과에 대해 비교 분석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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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드론 탐지 실험 결과 분석

3.1. 정지 드론 반사파 CFAR 적용 결과

야외에서 수행된 드론탐지 실험은 Xethru사의 X4M06 
UWB 레이다를 이용하였다. 그림 2는 실험 환경을 나타

내고 표 1은 사용한 레이다 시스템의 제원을 보인다. 송
신부에서 4.1dBm의 저전력 펄스 신호를 드론에 송신하

면 드론에서 반사된 신호를 안테나에서 이득 6.75dB, 빔 

폭 65도로 수신한다. 본 실험은 10m 이내의 근거리에서 

8.75GHz 대역의 중심주파수를 가지는 펄스 신호를 사

용하였다. 표 1은 레이다 시스템의 제원을 보인다.

Fig. 2 Field test for drone detection using UWB radar

Table. 1 Radar system parameters

Parameters Values

Bandwidth 1.5 GHz

Center Frequency 8.75 GHz

PRF 15 – 40.5 MHz

Resolution 0.1 m

Transmitted power 4.1 dBm

Antenna Gain 6.75 dB

Azimuth and Elevation Angle 65°

Fig. 3 Comparison of raw signal and signal processed 
by LMS

그림 3은 정지된 드론에 대한 탐지 실험을 수행한 후 

수집된 수신 신호에 LMS 적응 필터를 적용한 결과를 보

인다. 드론이 감지된 표적 신호 밖의 영역에서는 우수한 

클러터 억제 효과가 확인되나 드론이 감지된 영역에서

는 표적의 선명도가 높지 않다. 이는 가우시안 형태의 

UWB 펄스의 위상 변화에 의해 LMS 필터의 성능이 최

적화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CFAR를 기반으로 임계 기준치

를 재설정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먼저 CFAR 잡음전

력 추정 구간 값의 변화에 따른 클러터 제거 효율을 분

석하기 위해 정지된 드론 반사파에 대해 CFAR 기법을 

적용하였다. 
그림 4는 표적으로 추정되는 셀을 기준으로 주변 가

드 셀 구간을 각각 ±0.21[ns], ±0.42[ns], ±0.63[ns] 로 설

정하고 각 구간에 해당하는 잡음전력의 추정치에 따라 

감지 임계값을 다르게 설정한 결과를 보인다. 그림 4(a)
처럼 가드 구간이 좁은 경우 탐지 신호를 잡음으로 검출

하여 표적 탐지에 실패하고, 반면 그림 4(c)와 같이 넓어

지면 표적 주변의 클러터 노이즈 성분이 제거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Fig. 4 Clutter suppression in return signals from the static 
static drone target through CFAR implementation with 
variable TCFAR (a) TCFAR = ±0.21ns (b) TCFAR = 
±0.42ns (c) TCFAR = ±0.63ns

반복된 실험에서 그림 4(b)에서 보인 바와 같이 약 

0.42[ns]의 가드 구간 설정 시 가장 탐지 성능이 좋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 적절한 가드 구간은 표적과 레이다 신

호의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데 드론이 정지하지 않고 이

동하는 경우 요구되는 최적 감지 임계값은 고정된 값이 

아니며 시나리오에 따라 변화가 필요하다.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 25, No. 3: 456-463, Mar. 2021

460

3.2. 이동 드론 반사파 CFAR 적용 결과

동적 환경에서의 레이다 수신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드론을 수평 방향으로 이동시키면서 동일한 실험을 수

행하였다. 드론 반사파는 레이다 입사각에 따라 반사도 

변화 폭이 크다. 특히 저속으로 이동하는 경우 요동이 

심해져 반사 신호 강도 변화는 비례하여 증가한다. 앞서 

수행된 정지된 드론에 대한 실험에서는 임계치를 고정

하더라도 우수한 탐지 성능을 보였으나 이동하는 드론

에서는 반사 신호의 가변성이 증강하여 임계치 설정이 

어려워진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 드론을 수평 방향

으로 이동하면서 수신 신호를 측정하였다.
그림 5는 레이다 장치로부터 멀어지는 드론에 대해 

반사파를 수집하여 표적 탐지를 수행한 결과를 보인다. 
드론과의 거리가 점차 멀어지면서 획득한 데이터를 그

림 4과 같은 방식으로 클러터를 제거하면서 CFAR를 적

용하였다. 서로 다른 시나리오로 이동 중인 드론의 반사 

신호에 대해 동일한 필터 임계치를 적용했을 때 탐지 성

능에 편차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드론의 상대 거리 및 

이동속도에 따른 수신 신호의 변화에 기인한다. 
그림 5(a)는 드론이 정지된 위치에서 이동하기 위해 

가속이 발생하는 구간으로서 속도 편차에 의한 불규칙

성이 높아 수신단의 클러터가 증가되었다. 반면 그림 

5(b)와 5(c)는 속도가 비교적 일정하여 수신파가 안정된

다. 그림 5에 적용된 필터는 그림 4에서처럼 거리 6m에

서 정지해있는 드론에 대해 최적화되어 있다.

Fig. 5 Detection performance of CFAR applied to the 
return signals from drones of different ranges R (a) R 
= 2.13m (b) R = 2.65m (c) R = 4.14m 

따라서 그림 5(c)와 같이 거리가 6m에 가까울수록 탐

지 성능이 우수하나 그림 5(a)의 경우처럼 6m에서 벗어

날수록 클러터 제거 및 탐지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상대 거리에 따라 드론의 속도는 다른 분포를 

나타내며 수신단 성능은 다른 방식으로 표현된다. 본 논

문에서는 표적의 속도 변화가 발생하는 수신 환경에 대

응할 수 있는 가변 필터를 적용한다. 

3.3. 속도 감응형 CFAR 적용 결과 

서로 다른 시나리오에서 수집된 데이터에 최적의 수

신 필터 변수를 추정하기 위해 서로 다른 3가지의 시나리

오서 산출된 데이터에서 드론의 속도 값을 추정하였다. 
수신 데이터가 20Hz의 속도로 저장될 때, 각 구간에서의 

위치 변화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드론의 순간 속도를 추

정하였다. 표 2는 수신된 각 데이터를 이용해 예측한 드

론의 시간에 따른 속도의 추정값을 보여준다. 서로 다른 

위치에서 이동하는 표적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3개의 

서로 신호를 구분하였다. 이동하는 드론은 임의의 위치

에서 서로 다른 순간 속도를 갖는데 초기 구간에서는 가

속도가 높고 멀어질수록 속도가 일정하게 수렴한다.

Table. 2 Estimated velocity of moving drones

Data Time [s] Velocity [m/s]

I 0 0.02 

II 3.45 0.37 

III 6.85 0.47 

낮은 속도를 갖는 Data I의 드론 반사 신호에 대해 서

로 다른 구간 값과 가중치를 설정했을 때 각각의 결과를 

그림 6에서 비교한다. 앞 절에서 설명한  , 을 서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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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설정하여 최적 신호를 도출하는 방식을 사용하였

다. 정지 드론 시나리오와 비교하기 위해 그림 6(a)는 그

림 3의 반사파에 적용한 임계 계수값과 동일한 필터를 

적용한 결과를 보인다. 정지 드론의 경우와 다르게 클러

터가 제거 효과가 낮아 필터의 최적화가 안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를 변화시키면서 결과

를 비교하였다. Data I는 드론 속도가 0.02로 상대적으

로 낮은 구간이므로 값을 줄여가면서 성능을 측정하

였고 약 1.01x106으로 감소될 때까지 성능이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를 보상하기 위해 

를 증가시켜 데이터 샘플 구간을 늘리면서 성능을 측정

하였다. 가 처음 8.19x108에서 2.46x109으로 증가시킬 

때 점차 클러터 제거 효과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6(b)는 만 조정했을 때의 결과이고 그림 6(c)는 값만 

변화시켰을 때의 파형이며, 그림 6(d)는 두 임계 계수를 

모두 변화시켜 최적의 신호가 나타난 결과를 보인다.

Fig. 6 Clutter Rejection Performances vs.  and  values 
(a) =2.9x106=8.2x107 (b) =1.0x106 =8.2x108 
(c) =2.9x107, =2.5x108 (d) =1.0x106, =2.5x108

같은 방법으로 Data II와 Data III에 적용하여 각 데이

터 구간에서의 속도에 따라 구간 값과 가중치를 이용하

여 최적의 임계치를 설정한 결과를 그림 7에 보인다. 각 

데이터의 클러터 제거율이 최대가 되는 가변 값  , 를 

찾아 적용했을 때 표적 탐지 성능이 최적화됨을 확인하

였다. 이와 같은 이동 드론의 속도 값을 반영한 CFAR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클러터 잡음 수치를 더욱 낮추게 

되는데 이는 그림 4와 비교했을 때 더욱 명확하게 확인

된다. 

3.4. 클러터 제거 성능 분석 

획득된 CFAR 최적화 필터의 성능을 정량적으로 분

석하기 위해 신호 대 클러터 비 (Signal to Clutter Ratio : 
SCR)를 이용하여 효율을 비교하였다. 정량적 성능 산출

을 위해 수신 레벨이 표적 검출값의 3dB 이하가 되는 지

점을 클러터로 정의하여 신호와 클러터의 상호 비를 시

나리오별로 산출하였다. 

Fig. 7 Velocity dependent CFAR implementation on the 
return signals from drones (a) =1.0x106 =2.5x108 
(b) =16.1x106 =0.3x108 (c) =20.5x106 =0.5x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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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의 3가지 시나리오에서 1) CFAR 미적용, 2) 기존 

CFAR 적용, 3) 속도 적응형 CFAR 적용한 경우에 대해 

각각 SCR을 측정하였으며 결과는 표 3과 같다. 기존 

CFAR가 적용되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 시나리오별로 

5dB ~ 20dB까지의 SCR 이득을 보인다. 반면 속도 적응

형 CFAR를 적용하면 시나리오에 따라 기존 CFAR 기
법에서 추가적으로 10~20 dB의 SCR 이득을 얻을 수 있

었다. 특히 드론의 이동속도가 큰 Data I의 시나리오에

서 이득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급작스러

운 드론의 움직임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속도 

적응형 CFAR가 매우 효과적인 성능을 제공함을 알 수 

있다.

Table. 3 SCR performance analysis

Data I II III

Before CFAR [dB] 36.7 18.1 9.9

After CFAR [dB] 41.5 37.6 22.0

After velocity dependent CFAR [dB] 66.7 47.2 33.5

이러한 이득은 속도 감응형 LMS CFAR 필터가 높은 

속도에 의한 신호 분산을 억제하는 효과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8은 속도 감응형 필터의 적용 전과 후의 

신호에 대한 주파수 분석 결과를 보인다.

Fig. 8 Doppler characteristic of drone detected signals 
before and after velocity dependent CFAR

그림 8의 상단 그래프를 보면 드론의 이동으로 도플

러 효과가 주파수 영역에서 분산된 형태로 나타나는 반

면 속도 감응형 CFAR가 적용된 하단 그래프에서는 이

러한 도플러 분산 효과가 제거되어있다. 이처럼 속도에 

의한 신호 분산이 억제됨으로써 속도 감응형 필터의 성

능이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정지 혹은 이동하는 드론을 UWB 레
이다로 탐지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잡음 신호가 포함

된 드론 탐지 신호를 CFAR 기반의 속도 적응 필터 알고

리즘에 적용하여 클러터를 제거하였다.
이를 위해 신호 잡음으로부터 표적 신호를 구분하고, 

속도를 추출한 후 검출된 신호 잡음에 선택적으로 속도 

적응 필터를 적용하여 클러터를 제거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배경 잡음 신호를 효율적으로 제거하고 드

론 표적 신호의 탐지 구간을 좁혀 복잡한 운동 특성을 

갖는 드론 표적의 탐지 정확도를 개선하였다. 실제 실험

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를 적응 필터를 이용한 클러터 제

거 과정에 대입하여 그 결과를 수치적으로 분석하였다. 
드론과 같은 복잡한 표적을 대상으로 안정된 성능을 갖

는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CFAR 필터 적용 전

과 후의 신호 잡음 지수를 계산하고, 드론의 속도에 따

라 가변적인 신호처리 구간을 설정해야 함을 검증하였

다. CFAR 기법을 사용하여 선택적 영역에 대해 잡음 추

정치를 도출하고 오경보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과정

을 구조적으로 분석하였다. 
펄스폭이 좁은 UWB 신호는 도플러 기반의 속도 추

정이 어렵기 때문에 클러터 제거 알고리즘을 통한 거리 

정확도 개선은 속도 추정의 정확도가 향상되었으며 이

는 속도 적응형 CFAR 구현 활용도를 높이게 된다. 본 

연구는 근거리 드론 간의 불규칙적인 운동을 선제적으

로 포착하는 알고리즘에 적용되어 향후 군집 드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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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형일(Hyung-Il Chun)

2019년 2월: 목원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공학사)
2019년 3월~현재: 한국항공대학교 전자 및 항공

전자공학과 (공학석사)
※관심분야 : 레이다 신호처리, SAR 신호처리

이우경(Woo-Kyung Lee)

1994년 2월: KAIST 전자공학과 (공학사)
1996년 2월: KAIST 전자공학과 (공학석사)
1999년 12월: 런던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박사)
1999년 9월 ~ 2002년 12월: KAIST 인공위성

연구센터 연구교수
2003년 1월 ~ 2004년 8월: 삼성종합기술원 

연구원
2004년 9월 ~ 현재: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전자정보공학부 교수
※관심분야 : 레이다 신호처리, SAR 시스템 및 

영상처리, 위성 및 무인기 탑재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