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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상도 레이다를 이용한 딥러닝 기반 다중표적검출 기법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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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develops a deep learning-based
multiple-target detection model for high-resolution radars.
To effectively handle the massive radar data and the
complicate statistical characteristics of a radar returns, a
multi-target detection algorithm is designed based on the
Faster R-CNN X101 model. Unlike the previous
approaches, the proposed radar target detection algorithm
provides an enhanced classification performance of
various targets observed in the driving environments.
Through the computer simulation with the RADIATE
open-source dataset, the performance of our radar target
detection model is evaluated.
Abstract

1. 서

론

실제 도로 환경에서 자율주행차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주행환경
인지의 신뢰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대부분의 자율
주행차는 다양한 차량용 센서들을 장착하고 있다. 차량용 레이다
는 긴 탐지거리와 넓은 시야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카메
라나 라이다와 달리 날씨, 조도 등 주행환경 변화에 둔감하여 자
율주행차의 주행안전 시스템을 위한 핵심 센서로 사용되고 있다.
다만, 상대적으로 큰 각도 분해능으로 인해 레이다의 응용범위 확
대에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우수한 각도 분해능을 지닌 고해상도 레이다가 개발되어, 유
럽을 중심으로 레이다 기반 주행환경 인지 기술이 활발히 연구되
고 있다.
고해상도 레이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에는 노면 등에서 반사되
는 전파들로 인해 매우 불규칙한 오차와 더불어 다중 경로에 의
한 허위표적 정보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카메라 혹은 라
이다에 적용되는 딥러닝 모델을 활용하여 고해상도 레이다 데이
터로부터 표적를 검출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레이다 데이터에 최적화된 새로운 형태의 딥
러닝 모델 개발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레이다 데이터를
단독으로 활용한 표적 검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지금까지 연구들은 대부분 카메라나 라이다의 약점을 보완하
기 위해, 기존 딥러닝 모델 학습과정에 추가 데이터로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 대표적 예로 레이다와 카메라에서 유래
되는 정보들을 융합하여 약지도학습(weak supervised learning)
을 통한 의미정보 추출(semantic segmentation)을 기법이 연구
되었다 [1,2]. 이 기법은 레이다 데이터세트의 라벨링을 위한 전
처리 과정을 요구하지 않아 손쉬운 검출모델 설계가 가능하다.
하지만, 오분류확률 감소를 위해 이종센서 융합을 수행하였음에
도 각 클래스에 관한 정분류확률 수준이 높지 않다는 단점이 있
다. 최근 지도학습 기법을 활용하여 고해상도 레이다 전용 표적
검출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일부 수행되고 있다 [3]. 하지
만, 이 방법은 승용차 만을 검출할 수 있어, 도로에 존재하는 승
용차, 상용차, 이륜차, 보행자 등 다양한 표적 클래스를 검출해
내야 하는 자율주행차 주행환경인지 시스템에 적합하지 않다.
전술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고해상도 레이다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표적 클래스를 검출할 수 있는 딥러닝 모델

<그림 1> Faster R-CNN X-101 32x8d FPN 3x 모델

을 개발한다. 제안된 딥러닝 모델은 그림 1과 같은 Detectron2
프레임워크를 이용, 다수의 클래스를 검출/분류하는 과정을 거친
다. 기존 기법에서 사용된 검출 모델들과 달리, 제안 모델은 주행
환경에서 흔히 관측되는 표적정보들에 대하여 우수한 정분류확률
을 획득할 수 있어, 다양한 주행환경 요소들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는 자율주행차 응용분야에 적합하다. 고해상도 레이다 공개 데
이터 세트를 이용하여, 제안된 모델의 표적 검출성능을 평가한다.
2. 고해상도 레이다의 딥러닝 기반 다중표적검출 기법 설계
2.1 고해상도 레이다 데이터세트

향상된 신뢰도를 지닌 딥러닝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양
한 주행환경이 반영된 레이다 빅데이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
때, 각 표적 클래스에 대하여 데이터 라벨링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지도학습 기법을 활용하여 딥러닝 모델을 설계할 수 있다.
전술한 고해상도 레이다 데이터셋의 요구조건을 토대로, 본 연
구에서는 Hariot-Watt 대학에서 Navtech CTS350-X 고해상도
레이다를 이용해 구축, 공개한 RADIATE 데이터세트를 딥러닝
모델 개발에 활용한다 [4]. RADIATE 데이터세트의 주요 특성
은 표 1에 정리하였다. 참고로, nuScenes 데이터세트는 저해상
도 레이더 데이터세트이므로 고해상도 레이더 표적 검출모델 개
발에 적합하지 않다. 또한, Oxford RobotCar 및 MulRan 데이터
세트는 취득 환경이 제한적이고, 표적 클래스에 대한 라벨링을
별도로 수행해야 하므로 지도학습 기법 적용이 용이하지 않다.
<표 1> 주요 레이다 데이터세트 비교

취득환경 다양성 다중 클래스 측정치 해상도
구분 (기후,
시간, 장소) 라벨링 여부 (방위각/거리)
nuScenes
△
O
3.2˚ / 0.179 [m]
Robotcar
△
×
1.8˚ / 0.175 [m]
MulRan
×
×
0.9˚ / 0.060 [m]
RADIATE
O
O
1.8˚ / 0.17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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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취득 데이터셋의 클래스 별 라벨링 현황

구분
car
truck
motorbike
pedestrian

개수
92,742
8,549
84
8,937

구분
van
bus
bicycle
group of
pedestrian

<표 3> 정규화된 혼동행렬

개수
27,686
8,328
343
4,430

실제

예측

car
truck
pedestrian

car
96.56%
4.75%
16.67%

truck
3.44%
95.25%
9.72%

pedestrian
0.00%
0.00%
73.61%

2.2 다중 표적클래스 검출 딥러닝 모델 설계

앞서 선정한 RADIATE 고해상도 레이다 데이터셋을 이용하
여 다중표적 검출 로직을 설계하기 위해, 딥러닝 기반의 표적검
출 프레임워크인 Detectron2 중 평균 정밀도(AP: average
precision) 성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Faster R-CNN
X-101 32x8d FPN 3x 모델을 채택하였다 [5]. 위 모델의 그림 1
과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다. 레이다 입력 데이터는
ResNeXt-101 구조를 갖는 FPN(feature pyramid networks) 및
RPN(region proposal network)을 거쳐 Fast R-CNN head에서
최종 출력(검출결과)을 산출한다. 제안된 모델은 단일 크기의 이
미지를 사용함에 따라 Detectron2 프레임에서 제공하는 다른 모
델 대비 메모리 사용량이 적으며, 빠른 검출성능을 제공한다. 또
한, RexNeXt-101 구조를 지님에 따라 하이퍼 파라미터를 줄일
수 있어 과적합 위험을 낮춘다 [6].

<그림 4> 다중표적검출 결과
4. 결론 및 향후 연구계획

2.3 데이터세트 전처리 및 지도학습

표 2와 같이 RADIATE 데이터세트는 주행 환경의 인지를 위
한 8가지의 객체들을 각 클래스로 구분된다. 이때, 라벨링 정보
가 타 클래스 대비 지나치게 적은 motorbike와 bicycle을 제외하
고 유사한 특징을 갖는 클래스끼리 병합하여 car/van,
truck/bus, pedestrian과 같이 총 세 가지로 대상 클래스를 라벨
을 재정의 한다. 재정의된 라벨을 포함한 데이터세트를 활용하
여 딥러닝 모델을 설계하기 위해, NVIDIA GeForce RTX2080
Ti GPU에서 배치크기 128로 90,000회 지도학습을 수행하다.
3. 다중 표적클래스 검출 성능 분석

제안된 딥러닝 기반 다중표적 검출 기법의 정량적 성능 평가
를 위해 기존 RSS-Net 객체탐지 모델과의 성능을 비교, 분석하
였다 [1]. 전처리된 다중 표적 클래스 데이터세트를 이용하여 모
델을 학습시킨 결과 그림 3과 같이 손실함수의 값이 0으로 수렴
하여 학습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는 고해상도 레이다 이미지에서 제안된 모델을 이용한 다중표
적검출 결과를 보여준다. 데이터셋 전처리 과정을 통해 재구성
된 클래스에 맞게 실제 표적이 검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은 실제 클래스와 예측된 클래스 간의 혼동행렬을 나타낸다.
기존 모델은 차량 클래스 75%, 보행자 클래스 25%의 낮은 정분
류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제안된 지도학습 기반의 다중표
적 검출 기법은 96%, 보행자 클래스 74% 수준으로 기존 기법
대비 우수한 정분류 확률을 지님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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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고해상도 차량용 레이다를 주행환경 인지에 응
용하기 위해 딥러닝 기반의 다중표적검출 모델을 설계 하였다. 복
잡한 고해상도 레이다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대
표적인 딥러닝 기반의 다중표적 검출 모델인 Faster R-CNN
X101 모델을 채택하였다. 제안된 다중표적검출 알고리듬은 주행
환경에서 관측되는 다양한 표적 클래스에 대하여 향상된 정분류
성능을 획득할 수 있다. RADIATE 고해상도 레이다 데이터세트를
이용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안된 다중표적검출 모델의
유용성을 평가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실제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고해상도 레이다 및 카메라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제안된 다중표적검출 모델이 적용된 고해상도 레이다카메라 센서융합 로직을 설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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