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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기상 제약이 많은 CCTV 보완을 위해 CW 도플러 레이더를 사용하는 감시 시스템에서 두 개 이상

의 물체 접근 또는 이탈 정보를 감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물체의 접근 또는 이탈 정보를 효

율적으로 감지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CW 도플러 레이더에서 수신한 신호를 FFT 
처리하여 실수부와 허수부로 분리 후 각 동일 주파수 마다 진폭을 합산하여 이들의 위치를 통해 접근 또는 이탈을 판

단하는 방식이다. 이를 시뮬레이션 및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두 개 물체의 접근 또는 이탈을 감지한 결과 정상적

으로 감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The CCTV is limited by weather conditions. To overcome this limitation, we develop a monitoring program that can 
sense the approach or recede of two or more objects within a surveillance system that uses a continuous-wave (CW) 
Doppler radar, and we proposed an algorithm to efficiently detect the approach or recede information of the object. The 
proposed algorithm separates the signal received by the CW Doppler radar into the real and imaginary parts using Fast 
Fourier Transform (FFT), and sums the amplitudes for each frequency to determine whether the objects are 
approaching or receding, using their locations. The algorithm is verified by simulations and experiments, which 
confirms that it successfully detects the approach or recede of two objects.

키워드 : 접근 판단 알고리즘, CW 도플러 레이더, FFT, 모니터링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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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CCTV는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공공부문에서의 사

용과 도난 방지를 위한 민간부문에서의 사용으로 쓰이

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범죄예방, 시설안전, 교통단속, 
교통정보 수집 등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 설치한 

CCTV 대수는 2013년에 56만 대에서 2014년 65만 대

로  그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1]. 하지만 일반 

CCTV는 비, 눈, 특히 안개가 심할 경우 육안으로 감시

하기에 어려움이 발생하며, 어두운 밤에는 보이지 않는 

단점이 있어, 4계절 날씨와 상관없이 감시가 가능한 

CW(Continuous Wave) 도플러 레이더를 이용한 감시 

시스템이 각광 받고 있다[2].
CW 도플러 레이더 감시 시스템이 두 개 이상의 물체

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FFT(Fast Fourier Transform) 처
리하여 주파수 영역에서 분석해야하나, 주파수 영역에

서는 물체들의 주파수 정보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물체들의 접근 또는 이탈 정보를 판단할 수 없는 단점

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두 개 이상의 물체를 탐지하기 위해 

FFT 처리할 경우 주파수 영역에서 물체의 접근 또는 이

탈 정보를 효율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제안

하며, 이를 이용한 CW 도플러 레이더 모니터링 시스템

을 구현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으로 Ⅱ장에서는 관련연구에 대해 설

명한다. Ⅲ장에서는 물체 접근 이탈 정보 판단 알고리

즘에 대해 설명한다. Ⅳ장에서는 실험을 통해 성능평가

를 한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Ⅱ. 관련연구

2.1. CW 도플러 레이더

도플러 레이더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여 특정한 거

리에 있는 물체의 빠르기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특수 레

이더로 물체의 움직임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물체의 상대속도를 획득할 수 있다[3-5]. 
그림 1은 듀얼 출력방식의 CW 도플러 RF 모듈로 물

체의 속도뿐만 아니라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도 측정 가

능하다. 수신된 I/Q 신호를 통해 I 또는 Q 신호의 앞선 

순서에 따라 물체의 접근 또는 이탈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Fig. 1 Dual-output CW doppler RF and output waveform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듀얼 출력 방식의 CW 
도플러 레이더로 물체의 접근 또는 이탈 정보를 검측한 

결과로써 파란 색은 I 신호이며, 주황색은 Q 신호이다. 
전방의 물체가 접근 중일 때는 Q 신호가 I 신호보다 앞서

며, 이탈 중일 때는 I 신호가 Q 신호보다 앞선다. 

 

(a)                    (b) 

Fig. 2 When an object is approaching or receding. (a) 
When an object is approaching (b) When an object is 
receding.2.2 FT

푸리에 변환은 시간 영역에서의 신호를 주파수 영역

으로 변환해서 각각의 합성신호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신호의 주파수나 특성을 알 수 있다.
그림 3의 (a)와 (b)는 cos파와 sin파를 각각 푸리에 변

환한 그림이다. (c)는 푸리에 변환 후 (a)와 (b)의 진폭 

값을 각각 더한 값을 표현한 그림이다. (c)에 따르면 

은 두 배의 진폭 값을 갖지만  는 상쇄돼 0의 

진폭 값을 갖는다. 즉, CW 도플러 레이더로 물체의 접

근 또는 이탈 정보를 검측한 결과를 기반 한다면 두 파

형을 합산했을 때 진폭의 결과가   이라면 이탈, 

  이라면 접근이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다.



CW 도플러 레이더를 이용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현

2913

(a)

(b)

(c) 

Fig. 3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ime and frequency 
domains. (a) Fourier transform pair of the cosine wave. 
(b) Fourier transform pair of the sine wave. (c) When 
each amplitude is added in the frequency domain

2.2. FFT

고속 푸리에 변환은 이산 푸리에 변환과 그 역변환을 

빠르게 수행하는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다. FFT는 디지

털 신호 처리에서 편미분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알고리

즘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에서 사용한다. ⋯ , 

 이 복소수라고 가정할 때, DFT는 다음과 같이 정

의한다.

  
 

 






 ,    ⋯            (1)

이 식을 정의에 따라 계산하면 의 연산이 필요

하지만, FFT 처리하면  log번의 연산 횟수를 보

장한다[6].

Ⅲ. 물체 접근 이탈 정보 판단 알고리즘

본 장에서는 CW 도플러 레이더에서 수신된 I/Q 신
호를 이용해 두 개 이상의 물체의 접근 또는 이탈 정보

를 판단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Fig. 4 Flowchart of object approach recede information 
determining algorithm

그림 4는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흐름도이다.  수신된 

I/Q 신호를 FFT 처리 후 주파수 영역에서 실수부와 허

수부로 분리 후 각 동일한 주파수 마다 진폭을 합산한

다.  그 후 합산한 진폭 값 중 0이 아닌 값이 센터 주파수

의 좌측에 있다면 접근으로 판단하며, 우측에 있다면 

이탈로 판단한다.
제안한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해 두 물체가 각각 이

탈과 접근을 하는 것을 매트랩으로 시뮬레이션 하였다. 
접근하는 물체는 +cos(200Hz) - sin(200Hz)의 A파형이

며, 이탈하는 물체는 +cos(100Hz) + sin(100Hz)의 B파

형이다. A파형과 B파형을 함께 FFT 처리 후 실수부와 

허수부에서 두 파형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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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5 Waveform comparison between before and after 
FFT. (a) Pre-FFT (time domain). (b) Post-FFT (frequency 
domain)

그림 5는 FFT를 사용하기 전과 후의 두 파형을 비교

한 것으로, (a)는 FFT를 처리하기 전인 시간 영역이며, 
(b)는 FFT를 처리한 후인 주파수 영역이다. 두 파형은 

100Hz와 200Hz이기 때문에 주파수 영역에서 두 주파

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의 (a)는 두 파형을 FFT 처리 후의 실수부와 허

수부로 나눈 그림이며, (b)는 각 동일한 주파수 마다 진

폭 값을 합산한 결과이다. (b)의 결과로 100Hz의 진폭

은 0으로 상쇄되며, 200Hz의 진폭은 두 배로 증폭되며, 
800Hz의 진폭은 0으로 상쇄되며, 900Hz의 진폭은 두 

배로 증폭된다. 
그림 7은 두 물체의 접근 또는 이탈 정보를 판단한 것

으로 A 파형은 센터 주파수의 좌측에 위치하므로 접근

이며, B 파형은 센터 주파수의 우측에 위치하므로 이탈

로 판단한다. 

(a)

(b)

Fig. 6 The real and imaginary parts of FFT. (a) Separation 
of the frequency domain into the real and imaginary parts. 
(b) Value of the addition of the amplitudes corresponding 
to each of the real and imaginary parts

Fig. 7 Determination of approach or rece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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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째, CW 도플러 레이

더의 특성 상 cos파와 sin파인 I/Q 신호가 정확히 90°의 

위상차를 갖기 때문에 진폭의 합산 결과 중 한 주파수

는 상쇄된다. 둘 째, CW 도플러 레이더로 물체의 접근 

또는 이탈 정보를 I/Q 신호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 판

단할 수 있다. 

Ⅳ. 성능평가

본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구현한 모니터링 프로그램

이 제안한 알고리즘에 의해 전방 물체들이 접근 또는 

이탈하는지를 정상적으로 판단하는지 평가하였다.

Fig. 8 CW doppler radar monitoring program

그림 8은 본 논문에서 개발한 CW 도플러를 이용한 

모니터링 프로그램이다. CW 도플러 레이더에서 수신

한 신호를 제안한 알고리즘을 통해 전방 물체의 접근 

또는 이탈 정보를 판단한다. 전방 물체들의 FFT 결과 

정보 및 주파수가 가장 높은 물체의 이동 속도를 실시

간으로 표기한다. FFT 결과 그래프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센터 주파수까지만 표기하되,  센터 주파수의 좌

측에 있는 주파수 정보는 0 이상으로 표기하며, 우측에 

있는 주파수 정보는 0 이하로 함께 표기한다. 이 때 좌

측인 접근 정보는 빨간색으로, 우측인 이탈 정보는 녹

색으로 표기한다.
그림 9는 두 물체가 각각 접근과 이탈 중인 경우로 모

니터링 프로그램 상에서 접근 중인 물체는 빨간색 및 0 
이상로 표기되며, 이탈 중인 물체는 녹색 및 0 이하로 

표기된다.

Fig. 9 When each of the two objects is approaching and 
receding, respectively

Fig. 10 When both objects are approaching.

그림 10은 두 물체가 모두 접근하는 경우로 모니터링 

프로그램 상에서는 주파수 정보는 다르되, 모두 접근이

므로 빨간색 및 0 이상으로 표기된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두 개 이상의 물체의 접근 또는 이탈 

정보를 감지하기 위한 CW 도플러 레이더 모니터링 프

로그램을 구현하였으며,  물체의 접근 또는 이탈 정보

를 효율적으로 감지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성능평가를 위해 시뮬레이션 및 실험을 하였으며, 실험 

결과 두 개 이상의 물체에 대해 접근 또는 이탈 정보를 

감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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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분야 : 근거리 radar 센서, 5세대 이동통신, RTS(Radar Test System), mm-wave module

오창헌(Chang-Heon Oh)

1999년 2월 ~ 현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전기전자통신공학부 교수
2006년 8월 ~ 2007년 7월 방문교수(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1993년 10월 ~ 1999년 2월 삼성전자(주) 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
1996년 2월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전자공학과 공학박사
1990년 2월 한국항공대학교 항공통신정보공학과 공학석사
1988년 2월 한국항공대학교 항공통신공학과 공학사
※관심분야 : 이동통신, 무선통신, Wireless Sensor N/W, C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