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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레이더 센서를 이용하여 센서와 물체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센
서 모듈은 센서의 원시 데이터를 거리측정 시스템에 올려주고, 거리 측정 시스템에서는 표준편차와 평균값 필터를 

이용하여 객체의 유무를 탐지하였다. 실험 결과에서는 평균값 필터를 이용한 알고리즘이 최대 거리 9.7m에서 최대 

오차 0.02m 이내의 오차율로 사람이 측정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표준편차를 이용한 알고리즘에서는 최대거리 

9.7m에서 최대 오차 0.15m 이내의 오차율로 사람이 측정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레이더 센서를 이용하여 거

리를 측정할 경우, 표준편차를 이용한 방법보다는 평균값 필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객체 탐지의 정확도가 높음을 확

인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have designed and implemented a system that utilizes a radar sensor to measure distance between a 
sensor and objects. The sensor module creates raw data and uploads the data on the distance measuring system, which 
detects the presence of objects by using standard deviation and average filters. The experiment found that an algorithm 
using average filters measured people with error rates of up to 9.7 meters and a maximum error rate of 0.02 meters or 
less. While in an algorithm using standard deviations, it was found that an object is measured at an error rate of up to 
a maximum distance of 9.7 meters and a maximum error rate of 0.15 meters. Therefore, we have concluded that if a 
distance was measured by using a radar sensor, algorithms using average filters resulted in a higher accuracy than 
standard deviations fil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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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IoT(Internet of Things)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또
한, 모든 사람과 사물 그리고 컴퓨터가 언제, 어디서든 

연결되어 일상 속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제

공받고 있다. 이러한 발전에 따라 전문가들은 다양한 정

보를 습득하고 소비하는 ‘초연결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1, 2].
이러한 사물인터넷은 물체 계량, 교통 통제, 홈 네트

워킹, 빌딩 제어, 원격 의료 등으로 그 응용 분야를 계속 

넓히고 있다. 이때,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 받는 물체

는 센서, 가정용품 등의 기타 장치들이 될 수 있다[3, 4].
정보를 제공하는 센서는 어떠한 변화를 측정하는 것

을 기본 기능으로 가지고 있다. 변화는 크게 물리적 변

화와 화학적 변화 2가지로 구분된다. 물리적 변화는 위

치, 거리, 높이, 온도, 습도, 압력 등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다. 화학적 변화는 가스, 이온 등의 변화를 측정하

는 것을 말한다[5, 6].
이러한 환경에서 많은 기업 및 연구소 등에서 센서를 

이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센서 제작 및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이 분야 중 하나가 사용자의 위치를 추정하는 것과, 주
변 물체와 사용자 사이의 거리를 추정하는 기술이다. 사
용자의 위치를 추정하는 기술은 대표적으로 삼각측량

법을 이용하는 GPS 방식이 있으며, 물체와 사용자 사이

의 거리를 추정하는 기술은 대표적으로 초음파를 이용

한 기술이 있다. 자동문이나 보안, 감시 영역에서 사용

되는 인체 및 물체 감지 센서는 초음파 센서, 적외선 센

서가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초음파 센서는 바람, 장애

물 등의 외부 영향을 많이 받아 정확한 측정이 어렵다. 
적외선 센서는 주변 온도나 측정 대상의 온도 변화에 민

감하여 온도 변화가 심한 장소나 실외에서 사용할 경우 

정확한 측정이 어렵다. 그에 반해 레이더 센서는 초음

파, 적외선에 비해 외부 자극에 둔감하다는 장점이 있다

[5-7].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레이더 센서를 이용하여 센서

에서 물체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시스템을 제안하고 

구현 하고자 한다. 그리고 실험을 통해 시스템의 정확성

을 검증한다.

Ⅱ. 관련연구

2.1. 거리 측정 센서 종류

거리측정 센서는 크게 적외선, 초음파, RFID 등을 이

용한 방식이 있다. 초음파의 경우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주파수 영역(20㎐ ~ 20,000㎐)이 아닌 불가청주파

수 영역(~20㎐, 20,000㎐~)의 음파를 사용하여 측정한

다. 음파는 공기의 진동을 이용하여 전달되는 특성을 가

지고 있어 바람, 장애물 등의 외부 영향을 많이 받아 정

확한 측정이 어렵다. 적외선 센서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시광선 범위 보다 파장이 긴 범위로 비가시광선(0.75㎛ 
~ 300㎛)부분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적외선은 주변 온

도나 측정 대상의 온도 변화에 민감하여 온도 변화가 심

한 장소나 실외에서 사용할 경우 정확한 측정이 어렵다.

2.2. 레이더 센서 종류

레이더 센서는 전자파를 방사해서 목표물에 반사되

어 되돌아 온 파를 검출하는 원리로서 그림 1과 같다. 센
서에서 목표물까지의 거리, 이동 속도, 진행방향 등을 

감지할 수 있다. 신호 방사 방식에 따라 펄스(Pulse) 방
식과 연속파(Continuous Wave) 방식으로 나뉜다. 펄스 

방식은 짧은 시간 동안 강한 전자파를 송출하고,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신호 사이의 시간을 측정하는 일종

의 진폭변조 방식이다. 신호를 송출할 때 순간 높은 전

력을 출력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회로가 필요하다. 연속

파 방식은 전자파를 지속적으로 송출하고 물체에 부딪

혀 돌아오는 반사파를 측정하여 송신 주파수와의 차이

를 측정하여 물체의 움직임을 감지한다[5-9].

Fig. 1 Radar sensor concept map

Ⅲ. 거리측정 시스템 설계 및 구현

3.1. 거리 측정 환경

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레이더 센서모듈은 노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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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Novelda 회사의 XeThru X4M03모듈을 이용하였다. 
사용한 모듈은 하나의 하드웨어에서 다양한 펌웨어를 

업로딩할 수 있으며, 펌웨어의 기능에 따라 다양한 기능 

수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크기 또한 소형화되어 

있어 사용이 편리하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펌웨어는 센

서 출고 당시에 업로딩되어 있는 기본 펌웨어를 사용하

였다. 기본 펌웨어는 센서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배열 형

태로 출력하여 주는 기능을 하며 그림 2와 같다.

Fig. 2 Raw data of radar sensor(Text)

그림 3은 그림 2에서 배열 형태로 출력된 데이터를 

그래프 형태로 출력한 것으로, 레이더 센서의 감지 범위 

내에 감지되는 물체가 없을 때의 데이터를 보여준다. 그
림 3에서 x축은 거리를 나타내고, y축은 크기를 나타낸

다. x축은 총 1536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래

프로 사람이 움직였을 때 최대 10m 까지 감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y축은 센서와 물체 사이의 거리에 반

비례한다. 거리가 가까우면 즉, x의 값이 작아지면 y축
의 값이 커지고, x의 값이 커지면 y축의 값은 작아진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센서가 감지하는 면적

이 원뿔형 모양으로 감지하여 거리가 멀어질수록 감지

하는 면적이 넓어져 단위면적당 물체의 크기가 작아지

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객체 유무를 판단할 

때 거리에 따라 기준값을 다르게 설정해야 하는 문제점

이 있다.

Fig. 3 Nothing is detected in this area(Graph)

3.2. 객체 탐지 알고리즘

객체 탐지는 기본적으로 특정한 위치에 객체가 존재

할 경우 그림 4와 같이 레이더 센서의 y축 데이터가 증

가하는 현상을 이용하여 객체를 탐지하는 방법이다. 객
체를 탐지할 때 x축을 구간별로 나누어 객체를 탐지하

고자 한다. 이때, 구간별로 나누는 이유는 시스템이 적

용되는 모듈이 일반 PC처럼 고사양인 경우도 있지만, 
저사양인 라즈베리파이(Rasspberry pi) 혹은 아두이노

(Arduino) 등의 MCU에 적용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Fig. 4 Something is detected in this area(Graph)

수식 (1)에서 element_length는 x축 1개의 거리를 뜻

하고, total_length는 센서가 측정 가능한 최대 거리를 의

미한다. 또한 는 x축의 요소 개수를 의미한다. 제시한 

알고리즘은 x축을 256구간으로 나누어 1구간당 x축의 

개수가 6개인 배열로 분할하였다. 이때, 수식 (1)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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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x축 1개당 길이를 계산하면 약 0.65cm 이고 1구간 

길이는 약 3.9cm 가 된다.

   (1)

객체 탐지 알고리즘은 그림 5, 6과 같다. 그림 5는 최

초에 일정시간 동안 센서 주변 환경을 수신하여 평균을 

계산하고, 평균값을 기준 값으로 설정한다. 그림 6은 기

준 값 설정 후에 일정시간 동안 들어오는 데이터와 기준 

값을 비교하여 객체의 유무를 탐지하고, 구간 번호를 이

용하여 거리를 계산한다.

Fig. 5 Threshold setting algorithm before object detection

그림 5, 6의 알고리즘에서 cal_val 부분에 어떠한 수

식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객체 탐지의 정확도가 달라진

다. 객체 탐지의 정확도에 따라 센서와 객체 사이의 거

리도 달라진다.
수식 (2)는 센서의 값을 받아 절대 값을 취한 뒤 그 합

의 평균값을 구하는 수식이다. 수식 (3)은 센서의 값을 

받아 제곱을 취해 값을 증폭시키고, 그 합의 평균을 제

곱근으로 계산하여 표준편차를 구하는 공식이다. 본 논

문에서는 공통으로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두고, 수식 (2)
와 수식 (3)만 바꿔 상황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실

험하였다.

  



  



 (2)

  






  




 (3)

Fig. 6 Object detection and Distance measurement algorithm

3.3. 거리 측정 알고리즘

그림 5와 6의 객체 탐지 알고리즘을 통해 객체가 검

출 되었다면, 검출된 해당 배열의 값을 수식 (4)에 대입

하여 물체의 거리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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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수식 (4)에서 distance는 감지된 거리를 뜻하며, 
sensing_num은 감지된 구역 번호를 뜻한다. 10m/256은 

총 10m의 거리를 256구간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Ⅳ. 거리측정 시스템 테스트

4.1. 테스트 환경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 및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그림 7과 같은 실험 환경을 구축하였다. 
레이더 센서를 그림 8과 같이 설치하고 알고리즘이 포

함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최초 2초간 주변 데이터를 

측정하여 임계값으로 저장하고, 특정 거리(3m, 5m, 7m, 
9m, 9.7m)에 사람이 20초 동안 서있는 상황을 각 거리마

다 반복하여 진행하였다. 각 상황별로 진행하였을 때, 
수식 (2)를 이용하여 측정한 실험 결과는 표 1과 같으며, 
수식 (3)을 이용하여 측정한 실험 결과는 표 2와 같다.

Table. 1 Experimental results using average filter
Dist.

ID 3m 5m 7m 9m 9.7m

1 2.81 4.96 4.91 8.95 9.65
2 2.81 4.88 4.91 8.98 9.61
3 2.85 4.88 7.07 8.87 9.69
4 2.89 4.92 6.99 8.91 9.61
5 2.89 5.00 7.03 8.95 9.69
6 2.89 4.88 6.95 8.98 9.69
7 2.89 4.92 6.95 8.95 9.65
8 2.89 4.96 6.99 8.98 9.73
9 3.05 5.00 6.99 9.02 9.69
10 2.89 4.96 6.99 8.95 9.69

Average 2.89 4.94 6.98 8.95 9.67
Error -0.11 -0.06 -0.02 -0.05 -0.03

Table. 2 Experimental results using standard deviation 
filter

4.2. 테스트 결과

수식 (2)를 이용한 실험에서 상황별 오차가 –0.11m
에서 –0.02m로 나타난 반면, 수식 (3)을 이용한 실험에

서는 +0.05m에서 +0.15m의 오차로 나타났다.

Fig. 7 Object Diagram of test bed

Fig. 8 Installation of radar sensor

Dist.
ID 3m 5m 7m 9m 9.7m

1 3.04 5.03 7.18 9.10 9.88
2 3.04 5.03 7.18 9.10 9.84
3 3.08 5.03 7.10 9.13 9.84
4 3.08 5.03 7.14 9.10 9.84
5 3.04 5.03 7.10 9.10 9.84
6 3.04 5.03 7.14 9.10 9.80

Dist.
ID 3m 5m 7m 9m 9.7m

7 3.04 5.07　 7.14 9.10 9.84
8 3.00 5.07　 7.18 9.06 9.84
9 3.00 5.07　 7.18 9.10 9.84
10 3.00 5.07　 7.18 9.06 9.80

Average 3.04 5.05 7.15 9.10 9.84
Error +0.04 +0.05 +0.15 +0.10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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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각 상황별로 수식 (2)를 이용하였을 때 최대 오차가 

–0.11m, 최소 오차가 –0.02m로 발생하였으며, 수식 

(3)을 이용하였을 때 최대 오차가 +0.15m, 최소 오차가 

+0.04로 발생하였다. 거리 측정값이 조금씩 바뀌는 이

유는 사람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지 않고 약간의 움직임

이 있기 때문에 측정거리가 달라지는 현상이다.
본 논문에서는 레이더 센서를 이용한 거리 측정 시스

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평균값 필터와 표준편차를 이

용해 객체를 탐지하고 거리를 측정하였을 때, 오차의 폭

이 크지 않고, 오차가 제일 작은 평균값 필터를 이용하

여 거리 측정 시스템을 제작 하는 것이 오차율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의 레이더 

센서를 이용한 측정 방법은 외부 환경의 제한을 받지 않

아 외부 자극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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