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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를 이용한 효과적인 드론 탐지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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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드론은원격조종또는자동조종을통해임무를수행하는데이때무선통신기술이사용된다. 최근무선통신기술을사용하여드론

을악용하는사례가증가함에따라드론 RF 신호탐지의중요성이증대되고있다. 본논문은 ISM(Industry Science Medical) 대역에

서Wi-Fi, Bluetooth 및 전용드론통신방법을고려한시뮬레이션을통해효율적인드론 RF 탐지방식을제안하였다. 일반단말기

와 드론신호가혼재한환경을구성한뒤드론 움직임에따른 RF 특성을이용하여일반단말기와드론 신호를 구별하였다. 제안한

드론 RF 탐지 기법은 WRMD(Windowed RSSI Moving Detection) 연산과 Doppler Frequency 식별 방법이다. 시뮬레이션 환경은

2가지신호와 4가지신호가혼재하는환경으로구성하였고제안한드론 RF 탐지기법을적용하여드론탐지율을통해성능을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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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drone performs a mission through remote control or automatic control, which uses wireless communications technology. 
Recently the increasing use of drones, the drone signal RF detection is necessary. In this paper, we propose an efficient 
dron RF detection method through simulations considering Wi-Fi, Bluetooth and dedicated protocol dron communication 
method in ISM(Industry Science Medical) band.. After configuring an environment where a common terminal and a drone 
signal are mixed, a general terminal and a drone signal are distinguished from each other by using a RF characteristic 
according to a dron movement. The proposed drone RF detection method is the WRMD(Windowed RSSI Moving Detection) 
operation and the Doppler frequency identification method. The simulation environments consist to mixed for two signals 
and four signals. We analysis the performance to proposed drone RF detection technique thorough detec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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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드론은 무인항공기(UAV:Unmanned Aerial Vehicle)의

별칭으로조종사가탑승하지않고지정된임무를수행할수

있도록 제작한 비행체이다. 드론은 당초 정찰 및 폭격을 위

한 군사 목적으로 개발된 무인항공기였지만, 최근에는 기술

발달로 군사용 뿐만아니라 민간용, 상업용으로 시장이 확대

되어지고있다 [1]. 드론의 국외최근사고사례로는 2016년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드론-여객기 충돌과 브라질 리

우올림픽 개막식 테러 추정 드론 출현이 있었다. 국내에는

2017년 강원도 인제에서 북한 드론으로 추정되는 무인항공

기추락사고가있었다. 또한민간용, 상업용드론시장이증가

함에 따라 드론을악용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있다 [2].

이러한 이유에서 국ㆍ내외 기업들에서는 드론을 탐지하는

센서, 시스템을개발및판매를하고있다. 일반적인드론탐

지방식에는 레이더, RF, 영상, 음성탐지 방식이 있다. 본 논

문에서는 드론과 동일한 2.4GH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Wi-Fi 및 Bluetooth RF 신호가 혼재하는 도심환경에서 정

확한 드론 탐지를 위해 불필요한 RF 신호들을 제외하고 드

론 무선신호만을 탐지 하고자 한다.

이하본논문의구성은다음과같다. Ⅱ장에서는일반적인

드론 탐지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Ⅲ장에서는 RF를 이용한

효율적인 드론 탐지 방식을 기술하였다. Ⅳ장에서는 시뮬레

이션환경및도출된성능에대해분석하고Ⅴ장에서는결론

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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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반적인 드론 탐지 기술

일반적으로 드론 탐지 기술에는 레이더, RF탐지, 음성탐

지, 영상탐지 4가지로분류된다. 각탐지기술에는특징이있

으며, 탐지 기술에 따라 탐지거리와 탐지율도 다르다 [3].

1. 레이더 탐지 기술

일반적으로 FMCW(Frequency Modulation Continuous

wave)레이더종류를사용하며레이더탐지기술은목표물에

반사되어오는신호를통해목표물의방향과목표물의신호

를 확인할 수가 있다. 레이더 탐지 기술의 장점으로는 탐지

거리가최대 3Km까지가능하며높은탐지정확성을보여주

지만단점으로는낮은고도에서탐지에어려움이있으며, 조

류로 오탐지를 할 수가 있다. [그림 1]은 드론을 탐지하는

ELVIRA의 레이더 탐지 장비이다 [2].

그림 1. ELVIRA 드론 탐지 레이더 시스템

2. RF 탐지 기술

RF 탐지는 드론의 조종신호 또는 드론에서 전송하는 영

상신호를구분하여드론을탐지한다. ISM밴드의 2.4GHz 및

5GHz 대역의 RF 신호를최대 1Km내의거리에서탐지하며

장점으로는드론고유의 RF를통한원거리탐지가가능하며

단점으로는 동일 주파수대역에 신호가 혼재할 경우 정확도

가낮아진다. [그림 2]는드론을탐지하는 Dedrone의 RF 탐

지 장비이다 [2].

그림 2. Dedrone RF 탐지기

3. 음향 탐지 기술

음향 탐지는 드론의 고유의 모터 소리 또는 프로펠러의

소리를데이터베이스하여최대 150m의거리에서탐지가가

능하다. 장점으로는 드론 고유의 소리를 데이터베이스화 하

였기때문에드론종류를구별하는데용이함이있으며단점

으로는 환경 잡음에 취약하며 데이터베이스의 최신화가 필

요하다. [그림 3]은 드론을 탐지하는 Droneshield의 음향 탐

지 장비이다 [1].

그림 3. Droneshield 음향 탐지 장비

4. 영상 탐지 기술

영상 탐지는 일반ㆍ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수집된 영상에

서 드론 외향 모양이나 패턴을 인식하여 최대 150m의 거리

에서드론을탐지한다. 장점으로는드론종류구별하는데용

이함이있으며단점으로는궂은날씨에취약하다. [그림 4]는

Drone Tracker의 영상 탐지 장비이다 [2].

그림 4. Drone Tracker 영상 탐지 장비

[표 1]은 일반 적인 드론 탐지기술의 4가지 탐지 기술에

대한 내용이다.

구분

탐지방식

주파수 기반
데이터베이

스 기반
탐지 거리 탐지율

레이더 ○ × 높음 높음

RF 탐지 ○ × 중간 중간

영상 × ○ 낮음 낮음

음성 × ○ 낮음 낮음

표 1. 드론 탐지 기술 장ㆍ단점

Ⅲ. WRMD 및 Doppler Frequency 식별 

기법들을 이용한 효율적인 드론 

탐지 방식 제안

본연구에서는도심환경에서자주사용되고있는 ISM밴

드 2.4GHz 대역에서 사용하는 Bluetooth 및 Wi-Fi 신호와

드론 신호를 구별하기 위하여 WRMD(Windowed RSSI

Moving Detection) 연산과 Doppler Frequency 식별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림 5]은 RF를 이용한 효율적인 드론 탐지의

흐름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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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드론 RF 탐지 흐름도

1. RF Spectrum 수신 

일반단말기와드론신호는 RF Spectrum을통해사용주

파수에 따른 RSSI(Received Singnal Strength Indicator)가

수신된다. 시간에따른RSSI 값은일반단말기에비해드론의

변화량이더크며드론움직임에의한 Doppler Frequency에

따라 주파수 변화량도 크게 수신된다. 다음은 송신 출력과

거리에 따른 RSSI를 계산하는 과정이다.

     log 


  (1)

이 때 는 ISM밴드주파수 사용장비송신출력으로 0

dBm 이며 는 거리를 나타내고 는 주파수 2.4~2.5GHz의

파장이다.

2. WRMD 연산

WRMD는 Bluetooth 및 Wi-Fi의 식(1)로 계산된 수신

RSSI로연산하여움직임을식별한다. [그림 6]의움직임으로

일반단말기또는드론이움직였을때, [그림 7]의 (a)는사람

이 1.11m/s로 움직이는 RSSI 변화량을 나타낸 그래프이며

(b)는 드론이 13.88m/s로 움직이는 경우의 RSSI 변화량을

나타낸 그래프다.

그림 6. 일반 단말기 및 드론 움직임

그림 7. 일반 단말기 및 드론 RSSI 

일반단말기와드론이동일한경로로이동하였을경우속

도차이에따라 3~20 dB의차이가나타나게된다. 이차이에

따른 RSSI의 변화량을 계산하는 WRMD 연산 과정은 다음

과 같다.

  




 
  



 
 

  ⋯   

(2)

이 때 은 시간축 샘플의 RSSI로 시뮬레이션 시간을

고려하여 5초간의 RSSI 변화량을 연산하였다. 은 RSSI

총 샘플수로와같은값을보인다[5]. 식(2)을통해 RSSI

변화량 의 값이 임계값 보다 클 경우 드론, 임계값 보다

작을경우일반단말기로구별한다. [그림 8]의 (a)는일반단

말기의WRMD 연산결과그래프이며 (b)는 드론의WRMD

연산 결과 그래프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드론의 경우 일반

단말기보다속도가상대적으로높기때문에 RSSI의변화량

이 크며, 이 때 WRMD의 값은 0.5보다 대부분 크게 나타나

게 된다.

그림 8. 일반 단말기 및 드론 WRMD 연산 결과 

3. Doppler Frequency 식별

움직임이있는무선통신 RF 신호들은 Doppler Frequency

를 발생하게 된다. 이 때 움직임에 따라 발생하는 Doppler

Frequency는 다음과 같다 [4].

  


 (3)

이때 는 물체의속도를나타내며, 는물체가발생

시키는신호의주파수이고 c 는빛의속도이다. 식(3)를 통해

Doppler Frequency는 드론의 속도는 13.88m/s일 경우 최대

111.04Hz, 사람의 속도는 1.11m/s일 경우 최대 8.88Hz의

Doppler Frequency가 계산 된다.

[그림 9]의 (a)는 시간에따라일반사람이등가속도로최

대 1.11m/s로 움직일때의 Doppler Frequency 그래프이며,

(b)는 드론이 등가속도로 최대 13.88m/s로 움직일 때의

Doppler Frequency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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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일반 단말기 및 드론 등가속도 Doppler Frequency 

RF 신호에서Doppler Frequency는 시간차이에의한신호

의 곱을 이용하여 Doppler Frequency를 추정한다 [6].

Doppler Frequency를 추정하는 수식은 다음과 같다.

     ≥  (4)

이때 는시간이며, 는시간에대한수신신호이다.

수신된 의신호를 FFT(Fast Fourier Transform) 연산

을한뒤 2.4GHz 내에서최대값을통해 Doppler Frequency

가 계산된다 [7].

  arg  
 ∞

∞

   (5)

위 과정을 통해시간에 따른무선 RF 신호들의 Doppler

Frequency가계산되며속도에따라다른값을보이게된다.

[그림 10]은 [그림 6]의 환경에서 움직였을 경우 (a)는 일반

단말기의 Doppler Frequency 그래프, (b)는 드론의 Doppler

Frequency 그래프이다. 일반단말기의경우 10Hz 미만의값

을 가지며 드론의 경우 10Hz 이상의 값을 보였다.

그림 10. 일반 단말기 및 드론  Doppler Frequency 연산 결과 

4. 드론 판별

드론 판별은 식(2)의 WRMD 연산 과 식(5)의 Doppler

Frequency의 값이 각각 0.5, 10Hz이상의 경우를 드론으로

판별하게 되며 식(6)을 통해 탐지율을 측정한다.

  


× (6)

는탐지에러율을나타내며 는수신신호의시간에따른

Frame을나타내고 는WRMD 연산및 Doppler Frequency

식별을 통해 드론으로 탐지되지 않은 에러 Frame이다.

Ⅳ. 시뮬레이션 환경 및 성능 분석

1. 시뮬레이션 환경

일반 단말기와 드론이 혼재하는 환경에서 드론 RF 탐지

를 위하여 [표 2]와 같이 신호를구성하였다. 일반 단말기의

속도는최대 1.11m/s(사람걷기속도) 이하이고, 드론은micro

드론의최대속도 13.88m/s 이하이다. 고도는일반단말기의

경우 최대 8층 건물을 고려하여 22.5m 이내이고, 드론은

150m 이내이다. 각 통신방식에맞는확산변조방식을사용

하였고 반경은 최대 250m 이내에 랜덤하게 위치하게 된다.

변조방식은 BPSK(Binary Phase Shift Keying)와

QPSK(Quadrature Phase Shift Keying)를 사용하였고채널

코딩방식은 ISM 무선통신 표준방식인 BCC(Binary

Convolution Coder)를 적용하였다. [그림 11]은 충북대학교

시뮬레이션 환경으로 실제 건물 위치와 높이가 반영되어

pathloss와 fading이 적용되고교육관앞주차장에 RF 탐지

장비가 있다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이 진행된다.

일반

단말기 1

(Wi-Fi)

일반

단말기 2

(Bluetooth)

드론 1

(Wi-Fi)

드론 2

(DESST)

속도 < 1.11 m/s 0~13.88 m/s

고도 < 22.5m < 150m

확산 변조 DSSS FHSS DSSS DESST

반경 < 250m 이내

표 2. RF 탐지 시뮬레이션 구성

그림 11. 충북대학교 시뮬레이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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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i-Fi 단말기 및 Wi-Fi 드론이 혼재하는 환경

2가지 신호가 혼재하는 환경은 Wi-Fi를 사용하는 일반

단말기와 드론을 이용하여 [표 3]와 같이 신호 환경을 구성

하였다. 일반 단말기는 10m 떨어진 1층 건물(1.5m)에 움직

임이 없는 경우이고 Wi-Fi 채널은 1번을 사용한다. 드론은

반경 10m 에 50m 고도에서 비행하며 최대속도 13.88m/s로

원형비행을 하게 되며 채널은 11번을 사용하게 된다.

일반

단말기 1

(Wi-Fi)

드론 1

(Wi-Fi)

속도 0 m/s 13.88 m/s
고도 1.5m 20m

확산 변조 DSSS DSSS
비행패턴 X 원형

반경
10m

(남동)

10m

(동)
ch. 1 11

시뮬레이션 시간 20 Sec
RF 탐지 위치 반경의 정중앙

표 3. 2가지 RF 신호 혼재 환경 구성

그림 12. 2가지 신호 혼재 환경 Spectrum

[그림 12]의 (a)는 1초에서의 RF Spectrum 그래프 이며

(b)는 10초에서의 Spectrum 그래프 (c)는 20초에서의 RF

Spectrum 그래프이다. Wi-Fi는 DSSS 확산변조방식을사

용하여 20초간채널이고정되며고도와반경및속도에따라

10dB 의 RSSI 차이를 보였다.

[그림 13]은 시간에 따른 일반 단말기와 드론의 RSSI 변

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드론의 경우 원형 비행을 하여

20초간 동일한 패턴의 RSSI 변화를 보였다.

그림 13. 2가지 신호 혼재 환경 RSSI 

수신된 RSSI 값을 통해 식(2)의 WRMD 연산을 이용하

여 움직임을 식별하였다. [그림 14]의 (a)는 일반 단말기

(Wi-Fi)의 WRMD 연산 결과 그래프이며 (b)는 드론

(Wi-Fi)의 WRMD 연산 결과 그래프이다. WRMD 연산의

기초연산을위해필요한 1,2초의값을제외한나머지시간에

서 0.5이상의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14. 2가지 신호 혼재 환경 WRMD 

[그림 15]의 (a)는일반단말기(Wi-Fi)의Doppler Frequency

를식별한그래프이며(b)는드론(Wi-Fi)의Doppler Frequency

를 식별한 그래프이다.

그림 15. 2가지 신호 혼재 환경 Doppler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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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단말기(Wi-Fi)의 경우속도가 0m/s이며움직임패턴

이 없기 때문에 Doppler Frequency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드론(Wi-Fi)의 경우속도가 13.88m/s이며원모양의비행패

턴으로 RF 탐지 위치에서의 거리 변화에 따라 Doppler

Frequency는 다르게 측정되지만, 10Hz이상으로 나타난다.

WRMD 연산과 Doppler Frequency 식별두가지방법을이

용하여최종적으로드론판별을하였다. [그림 16]은두가지

알고리즘에대한 20개의샘플을도식화한그래프이고 [표 4]

는 드론 탐지율을 나타낸다.

그림 16. 2가지 신호 드론 판별

일반 단말기 1

(Wi-Fi)

드론 1

(Wi-Fi)

탐지율 0% 100%

표 4. 2가지 신호 혼재 환경 드론 탐지율

드론(Wi-Fi)는 원형비행패턴으로비행하였지만, 모든샘

플에서 WRMD 연산 결과 0.5 이상 값을 보였고, Doppler

Frequency 식별 결과 10Hz 이상값을보여 100%의드론탐

지율을 보였다.

3. 4가지 신호가 혼재하는 환경

4가지 신호를 구성한 환경은 Wi-Fi를 사용하는 일반 단

말기, Bluetooth를 사용하는일반단말기와Wi-Fi를 사용하

는드론, DESST를사용하는드론을이용하여 [표 5]와 같이

신호환경을구성하였다. 일반단말기는건물 4층 (11.5m)과

8층 (22.5m)에 위치하여 사람이 최대속도로 이동하고 10m,

20m 떨어진 위치를 고려하였으며 Wi-Fi는 1번 채널 고정

Bluetooth는 hopping을 하여 채널이 이동된다. 드론의 고도

는 100m와 150m이고 150m와 250m떨어진위치에서사각패

턴과자율패턴으로비행하게된다. Wi-Fi 드론은 11번채널

을사용하고전용드론의경우 DEEST 확산변조방식을사

용하여 채널 고정과 hopping이 번갈아 적용된다.

일반

단말기 1

(Wi-Fi)

일반

단말기 2

(Bluetooth)

드론 1

(Wi-Fi)

드론 2

(DESST)

속도 1.11m/s 1.11 m/s 13.88 m/s 13.88 m/s

고도 10.5m 22.5m 100m 150m

확산 변조 DSSS FHSS DSSS DESST

비행 패턴 X 사각 자율

반경
10m

(동)

20m

(북서)

150m

(남동)

250m

(서)

ch. 1 Hopping 1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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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4가지 RF 신호 혼재 환경 구성

[그림 17]의 (a)는 1초에서의 RF Spectrum 그래프 이며

(b)는 10초에서의 Spectrum 그래프 (c)는 20초에서의 RF

Spectrum 그래프이다. 고도와 반경에따라다른 RSSI 값을

보이고 Wi-Fi는 동일한 채널을 사용하고 Bluetooth와

DESST드론은 hopping을 하게되어채널이이동하는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7. 4가지 신호 혼재 환경 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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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지의 신호가혼재하는환경과동일하게 RF Spectrum

수신 후식(1)을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RSSI가 수신되어진

다. [그림 18]의 (a)는 일반단말기(Wi-Fi)의 RSSI, (b)는 일

반 단말기(Bluetooth)의 RSSI, (c)는 드론(Wi-Fi)의 RSSI,

(d)는 드론(DESST)의 RSSI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 18. 4가지 신호 혼재 환경 RSSI 

수신된 RSSI 값을 통해 식(2)의 WRMD 연산을 이용하

여 움직임을 식별하였다. [그림 19]의 (a)는 일반 단말기

(Wi-Fi)의 WRMD 연산 그래프, (b)는 일반 단말기

(Bluetooth)의 WRMD 연산 그래프, (c)는 드론 1(Wi-Fi)의

WRMD 연산그래프 (d)는 드론 2(DESST)의 WRMD 연산

그래프이다.

그림 19. 4가지 신호 혼재 환경 WRMD 

일반 단말기와 드론은 RSSI 변화량의 값은 크게 차이나

지않지만WRMD 연산을통해움직임식별결과일반단말

기는 0.5이하 드론은 0.5 이상의 값을 보였다. [그림 20]의

(a)는 일반 단말기(Wi-Fi) 의 Doppler Frequency 그래프,

(b)는 일반 단말기(Bluetooth) 의 Doppler Frequency 그래

프, (c)는 드론(Wi-Fi)의 Doppler Frequency 그래프, (d)는

드론 (DESST)의 Doppler Frequency를 나타낸그래프이다.

그림 20. 4가지 신호 혼재 환경 Doppler Frequency 

(a), (b)는 일반 단말기의 속도가 1.11m/s로 10Hz 미만의

Doppler Frequency값을 가지지만, (c)는 10Hz이상의

Doppler Frequency값을 가지며, 자율비행패턴으로 움직이

는 (d)는 2초와 19초일때, 10Hz 미만의Doppler Frequency

를 나타내어, 오차를 발생시켰다. WRMD연산과 Doppler

Frequency 식별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드론

판별을 하였다.

[그림 21] 은두가지알고리즘에대한 4가지신호의 20개

샘플을도식화한그래프이고 [표 6]는 드론탐지율을나타낸

다.

그림 21. 4가지 신호 드론 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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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단말기 1

(Wi-Fi)

일반

단말기 2

(Bluetooth)

드론 1

(Wi-Fi)

드론 2

(DESST)

탐지율 0% 0% 85% 90%

표 6. 4가지 신호 혼재 환경 드론 탐지율

드론 1(Wi-Fi)는 사각비행으로사각형모양의꼭지점부

분에서 회전을 위한 정지 후 이동하기 때문에 Doppler

Frequency가 식별 되지 않아 탐지율이 85% 나타났으며 드

론 2(DESST)는 자율비행으로비행거리, 각도가달라져수

신장비에대한상대적인이동거리가낮아지기때문에, Doppler

Frequency가 낮게 측정되어 90%의 탐지율을 보였다.

Ⅴ. 결론

본논문에서는확대하는드론시장으로인해점차증가하

는 드론 악용 사례로 인해 4가지 드론을 탐지하는 기술 중

RF 탐지기술을이용한탐지기법을제안하였다. 드론을탐

지하는기법에는WRMD, Doppler Frequency를 제안하였으

며제안하는탐지기법을이용하여 2가지및 4가지의신호가

혼재하는 환경을 구성하였다. WRMD는 신호의 RSSI를 계

산하여움직임으로변화하는 RSSI를 이용하여움직임을식

별하고 Doppler Frequency는 탐지하는 목표물의 움직임의

속도에따른주파수를식별하였다. 2가지의신호가혼재하는

환경에서는드론에대한 100%의탐지율을보였다. 4가지신

호가 혼재하는 환경에서는 85%이상의 탐지율을 보였고 이

는드론비행과정에서최대속도로비행했음에도불구하고

RF 탐지 장비가 사람속도 미만의 데이터 값을 수신한 경우

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를 바탕으

로도심환경에서드론 RF 탐지서비스제공여부를확인할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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