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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 세계적으로 통신발달, 수명연장 등의 이유로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고독사 등의 문제점이 발

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생활 침해가 없이 혼자서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본 논문은 IR-
레이더 및 레이저 변위센서를 이용하여 원거리 비접촉 생체신호 측정이 가능한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시스템

은 원거리에서 비접촉으로 생체신호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실내 위치추적을 위한 IR 레이더 시스템과 비접촉 생체

신호 측정을 위한 변위센서, 그리고 센서를 목표지점으로 이동하는 구동부로 구성되며 기존의 1m에 불과하던 생체

신호 측정거리를 8m이상으로 늘릴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제안된 시스템을 실험을 통하여 타당성을 검증한 결과 정상

적으로 측정이 가능하였다.

ABSTRACT 

As Single households increases for reason of  communication development, extending human life, there are many 
problems occuring all over the world.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with an invasion of privacy and manintain a 
healthy life, this paper suggest non-contact type bio-signal measurement system using IR-Radar, displacement sensor 
and Pan-Tilt system. The proposed system can increse the distance of measured respiration from 1m to over 8m, which 
is comprised of two IR-Radar for location tracking, one displacement sensor for non-contact type bio-signal 
measurement and one stepping motor drive system. The proposed system is verified through experiments and were 
confirmed the possibility.

키워드 : 생체신호, 비접촉, 레이더 시스템, 실내 위치추적

Key word : IR-UWB, bio signal, noncontact, location c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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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 사회가 질병의 예방과 건강관리를 중요시하는 

웰빙시대에 들어서면서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그 어

느 때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건강한 삶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생활방식이 변화되고 있다. 또한 세계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실

버산업기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에 따라 

연구기관들은 앞다투어 인간의 생체 신호를 얻기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서 접촉식 혹은 비접촉식 생체측정방

식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인간의 호흡과 심박 등 생체신호에 대한 검출 연구는 

19세기부터 시작되어 왔으며 센서 접촉여부에 따라 접

촉식과 비접촉식 검출방식으로 나뉜다. 접촉식은 측정

대상자가 센서나 센서모듈을 손목, 가슴 등에 부착하여 

외부와 통신하고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고, 비접

촉식은 측정대상자에 부가적인 장치가 필요없이 외부

에서 호흡이나 심박 등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접촉식은 센서나 혹은 측정을 위한 부수적인 매개체

를 대상자의 몸체에 부착하여야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

에 분실 및 도난, 이물감으로 인한 착용거부 등으로 매

개체가 접촉되지 않으면 신호를 측정할 수 없다는 문제

점이 발생할 수 있다. 비접촉 측정방식은 별도의 장치 

없이도 생체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 

기술로는 근거리에서만 측정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

다. 비접촉 방식은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방법이 대표

적이며 2000년 이후 밀리미터 등 RF파를 이용한 연구

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1].
최근 반도체, RF 및 MEMS 기술과 통신기술이 발달

함에 따라 소형의 레이더 시스템이 출현하고 있으며, 
이중 IR-레이더 시스템은 실내측정의 우수한 정밀도로 

각광받고 있다. 이 기술은 극히 짧은 임펄스 신호를 방

사하여 목표물에 반사되어 들어오는 시간(ToA,Time of 
Arrival)을 이용하여 목표물의 거리, 상대 속도를 측정

하는 방식으로 저비용, 저 소비전력으로 생체신호 측정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십 cm급의 정밀한 실내 위치

추적 기능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카메라 기반의 실내 감

시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m이내의 고정된 장소에서만 측정

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정 및 일상적인 실내에서 사용하

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목표물의 위치를 추적하고 좌표화하

여 MCU를 통한 스테핑 모터 제어와 목표의 변위변화

량을 측정할 수 있는 비접촉 원거리 변위센서 기반의 

생체신호측정 시스템(IR-UWB Radar)을 제안하고 실

험을 통하여 기존 비접촉 생체신호 시스템이 가지는 거

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스템의 타당성을  검증하

였다.

Ⅱ. 본  론

본 논문의 비접촉 생체신호 측정시스템 전체적인 구

성은 그림1과 같다. 목표대상의 실내 위치추적을 위한 

IR-UWB 레이더(그림2)와 센싱부의 구동을 위한 스테

핑모터로 이루어진 구동부, 대상의 변위변화량을 파악

하기 위한 센싱부, 데이터 처리를 위한 제어부, 통신부

로 구성된다.

그림 1. 전체 시스템 구성도

Fig. 1 system architecture

레이더 내부는 PRF, Timing, Sweep control, sampler, 
Transmitter, Receiver로 구성되며, 외부는 LNA, 
Antenna, Filter, Amp. ADC 로 구성된다.

그림 2. UWB 칩 블록다이어그램

Fig. 2 UWB chip block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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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UWB 레이더 센서는 Impulse 신호를 송신하여 물

체에 반사되어 수신되는 신호사이의 시간적 차이를 이

용하여 거리를 판단한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

과 같이 나타나며 일반적인 거리 추정과정은 그림3으로 

나타낼 수 있다[2]. 

 
∙

그림 3. 거리 추정 시스템 구조

Fig. 3 Principle of IR-radar system 

위와 같은 거리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샘플링, 배경

잡음 제거, 신호강화, 목표물 감지, ToA추정 등의 과정

이 필요하며, 두 개 이상의 레이더에서 측정한 목표물

의 거리 정보가 결합하여 LSM, MSE등 위치추적 알고

리즘을 바탕으로 목표물 추적이 가능하게 된다[3].
좌표추출은 기본적으로 각 레이더에서 측정한 거리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을 그려 원의 교차점으로 찾으며 

이 때 정확한 좌표를 추출하기 위해 근사해를 찾는 보

편적인 방식인 LSM 등이 사용된다[4,5].

  




  


  














 











 



















 








위치추적 후 목표물의 신호를 측정하기 위해 센싱부

의 이동이 필요함에 따라 스테핑 모터를 제어하여 센싱

부의 이동을 지시한다. 스테핑 모터는 1펄스당 움직이

는 각도가 일정하여 모터 중 각도제어에 있어서 정확도

가 뛰어나다. 위치추적 후 목표물의 좌표를 Uart, Zigbee 

등 유,무선 통신을 통하여 MCU로 전송하고, MCU에서

는 전송된 좌표를 바탕으로 현위치에서 움직이는 각도

를 계산한다. 계산된 각도를 스테핑모터 각도로 나누어 

이동해야하는 펄스의 수를 계산한다. 

  tan

   ′

(= 이동각도, n=인가펄스수, ‘=모터이동각/펄스)

그림 4. Step Pulse 계산

Fig. 4 Calculate a step pulse number

MCU에서 계산된 펄스의 수(n)만큼 스테핑 모터 드

라이브에 펄스를 인가하면 스테핑 모터가 만큼 이동

하여 측정대상에 센서를 위치시킨다. 측정대상에 센서

의 포인트가 위치하게 되면 센서를 통하여 대상의 변위

변화량을 확인하며 이를 ADC로 변환하여 제어부로 데

이터를 송신하게 된다. 송신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어

부에서는 변위변화량 데이터를 DSP를 통하여 호흡신

호로 변환 후 BPM 및 호흡 진폭, 호기, 흡기 등을 구별

하여 생체신호를 판단하도록 한다. 전체적인 시스템 흐

름은 그림5와 같으며 실험을 위한 시스템 구성 파라미

터는 표1과 같다.

시스템 구성 장비 모델명

IR 레이더 (Novelda社)
레이더칩 NVA6100
안테나 NVA-A03

Stepping Motor
motor 4S56R-N24056S

드라이브 SLA7026m
Displacement Sensor DT50Hi (Sick社)

MCU AVR128
ADC ads1110s(16bit)

응용프로그램 matlab

표 1. 시스템 구성 파라미터

Table. 1 system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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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시스템 구동 Flow chart
FIg. 5 System working flow chart

Ⅲ. 실험결과

본 논문에서 제시한 원거리 비접촉 생체신호측정시

스템을 기반으로 그림6과 같이 실제 시스템을 제작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림 6. 시스템 구성

Fig. 6 system layout 

그림7과 같이 Novelda 社의 NVA6100 칩을 이용하

기 위하여 레이더 보드를 제작하였으며 제작된 IR레이

더 2set을 이용하여 2차원 좌표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추출된 좌표로 스텝모터 구동을 실시하고 변

위변화량을 센싱하였다. 그림8~10은 실제 실험하는 모

습이다.

그림 7. 레이더 보드

Fig. 7 IR-radar board

그림 8. 중앙에 위치하였을 때

Fig. 8 A center tracking

그림 9. 좌측에 위치하였을 때

Fig. 9 A left location tracking

그림 10. 우측에 위치하였을 때

Fig. 10 A right location tracking

그림 11은 위치추적 후 변위센서를 통한 호흡측정파

형에 대한 신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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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변위센서를 이용한 호흡측정

Fig. 11 A result of respiratory measurement using a 
displacement sensor 

레이저 변위센서를 이용하여 호흡측정을 실시한 결

과 기존 IR레이더만을 이용했을 때 1m에 불과하던 관

측거리가 8m이상으로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현재 테스트시스템은 IR레이더 2Set을 이용하여 구

성하였으며, 노트북과 AVR을 사용하여 제어부를 대신

하였다. 노트북의 매트랩 프로그램으로 레이더 신호를 

분석하였고 그래프를 구현하였으며, AVR를 통하여 

ADC 및 모터 구동을 실시하였다. 실내에서 가장 뛰어

난 위치 추적 능력을 가진 IR-UWB레이더의 특성으로 

근거리에서 오차범위가 20cm 이내로 추적이 가능하였

다. 또한 변위센서를 이용한 호흡신호는 변위센서의 특

성에 따라 1m와 8m에서 1mm의 분해능을  보여 추후 

안테나 특성과 레이더 수를 변경하여 보다 넓은 범위의 

추적이 가능하다면 8m이상의 호흡측정이 가능할 것으

로 사료된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생체신호 측정시스템의 경우 신체에 

접촉해야 된다는 점과, 비접촉 생체신호 측정시 1m 이
내에서 측정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목표 

추적형 생체신호측정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 조건에 따라 IR-radar와 변위센서를 결합한 시

스템을 제작한 결과 기존의 1m에 불과한 호흡신호 측

정거리를 8m이상으로 확장이 가능하였다. 또한 위의 

테스트 조건에서 위치 및 호흡측정 결과 위치추적 오차 

20cm이내에서 호흡의 흡기, 호기, 진폭, 주기 등의 정보

를 관측할 수 있었다. 
실험을 통하여 변위센서는 1~8m까지는 성능의 변화 

없이 동일하게 호흡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

고, 향후 맞춤형 안테나 제작, 레이더 추가 및 알고리즘 

개선을 통하여 8m이상에서 3차원 위치추적 및 호흡측

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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