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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UWB(Ultra-wideband)는 송신 안테나에서 UWB 대역을 송신한 신호를 수신 안테나를 통해 받은 신호를 가지고 

목표물을 판단하는 고해상도 근거리 초광대역 레이더로 비접촉으로 사람의 호흡 및 심박을 감지할 수 있고,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 최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UWB 레이더 신호를 이용하여 사람의 호흡과 심박수

를 감지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한다. 인체에서부터 반사되어 들어온 레이더 신호를 메디안 필터, 칼만 필터, 밴드 패스 

필터 등을 이용하여 처리한다. 또한 호흡수와 심박수를 추출하기 위하여 CZT를 이용한다. 비교하는 심박 데이터로

는 ECG(Electrocardiogram)를 사용하였으며, 약 98% 이상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ABSTRACT

Ultra Wideband (UWB) Radar is a high-resolution radar for short distance detection which uses signals transmitted and 
received by each antennas in order to detect a target. It is possible to detect the respiration and heartbeat of a person 
without contact It is getting more and more often utilized since it is not affected by physical environment. In this paper, 
we implement an algorithm to detect human respiration and heartbeat rate using UWB radar signal. We process radar 
signals reflected from human body using Median filter, Kalman filter, Band Pass filter and so on. We also use CZT to 
extract breathing and heart rate. ECG (Electrocardiogram) was used for comparison of heartbeat data and we confirm that 
each data of ECG and UWB Radar were more than 98% identical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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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람의 호흡수와 심박수를 감지하는 기술은 의료용

으로 병원에서 사용되어질 뿐만 아니라 IoT(Internet of 
things)에 대한 큰 관심으로 가정용 수요가 많다.

현재는 호흡과 심박수를 검출하기 위해서 ECG, 마이

크 등의 장비를 사용한다. ECG를 이용하는 방법은 접촉

식으로 위생, 피부 자극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마
이크를 이용하는 방법은 설치 위치에 제한이 따른다

[1,2].
UWB(Ultra-wideband)는 송신 안테나에서 UWB 대

역을 송신한 신호를 수신 안테나를 통해 받은 신호를 가

지고 목표물을 판단하는 고해상도 근거리 초광대역 레

이더로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 최근 활용도가 높

아지고 있다. 전파의 특성에 따라 먼지, 연기, 온도 변화 

등 주위환경 변화에 강하여 기존 센서의 한계를 극복하

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3]. 또한 비접촉식으로 사용이 

가능하여 접촉식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UWB 레이더를 사용하여 사람의 호흡

수와 심박수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Ⅱ. 본  론

UWB 레이더를 다음 그림 1과 같이 사람의 흉부 근처

에 설치한다. 생체신호 감지 알고리즘은 레이더 신호 송

수신부, 움직임 예측 구간 추출부, 호흡수 체크부, 심박

수 체크부로 나뉜다.

Fig. 1 Configuration diagram of UWB biometric detection 
algorithm

2.1. 레이더 신호 송수신부

레이더 신호 송수신부에서는 송신 안테나에서 UWB 
대역으로 송신한 신호를 수신 안테나를 통해 받아 잡음 

제거 필터를 통해 잡음을 제거한다. 잡음을 제거하기 위

해 사용한 필터는 메디언(Median)필터와 칼만(Kalman)
필터이다. 

(a) Before Filter 

(b) After Filter 
Fig. 2 Median and Kalman Filter

그림 2에서 필터 적용 전 잡음인 A 신호를 메디언 필

터와 칼만 필터를 적용 후 제거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메디언 필터는 신호에서 노이즈를 제거하는데 사용하

는 필터로, 메디언 필터의 입력값의 신호를 정렬하여 중

간값을 사용한다. 칼만 필터는 노이즈가 포함된 신호를 

재귀적으로 처리하는 필터로, 이전 상태에서 추정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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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토대로 현재 값을 추정한다. 메디언 필터와 칼만 필

터를 적용하면 적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데이터가 안정

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UWB 레이더는 초당 44프레임으로 사람과 같은 유

효한 신호의 경우 한 프레임에서만 나타나지 않고 여러 

프레임에 걸쳐 나타나므로 그림 2와 같이 한 프레임에

서만 나타나는 잡음의 경우 제거할 수 있다. 
또한 DC offset을 제거하고, 밴드 패스 필터(Band 

Pass Filter)를 이용하여 유효한 주파수 대역을 선택한다

[4]. 

(a) Before Filter 

(b) After Filter 
Fig. 3 Band Pass Filter

위 그림 3은 밴드 패스 필터를 사용하면 파형의 주파

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나타내는 결과이다. 밴드 

패스 필터를 적용하기 전 로우데이터에 FFT를 적용하

면 전 주파수 구간에서 신호가 나타난다. 로우 데이터에 

주파수 구간 B를 유효한 주파수 구간으로 설정하면 해

당 주파수 외의 성분이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구간 B는 잡음에 영향을 덜 받고, 실제 사람 

신호가 잘 나타는 주파수 구간으로, 사람 외의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선택하였다. 
또한 밴드 패스 필터를 적용한 경우 데이터의 DC 신

호가 제거되어 신호의 센터 값이 0으로 변환된다.

2.2. 움직임 예측 구간 추출부

움직임 예측 구간 추출부에서는 사람이 있는 거리를 

판단한다. 움직이는 사람의 신호만 추출하기 위해 고정

클러터를 제거한다. 
움직이는 신호만 추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필터는 러

닝 에버리지(Running average)필터를 적용하였다.

(a) No movement

(b) Movement
Fig. 4 Running average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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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 4에서 움직임이 없는 경우 러닝 에버리지 필

터를 적용하면 고정 클러터인 신호는 제거되어 파형이 

남지 않는 반면, 움직임이 있는 경우 필터를 적용하면 

움직이는 신호만 남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러닝 에버

리지 필터의 수식은 다음 식(1)과 같다.

   ×     ×   
    

(1)

위의 식 (1)에서 는 최종 출력 신호. 는 현재 레이

더 신호인 입력 신호이다. 또한, 는 현재 클러터 신호, 

은 이전 클러터 신호이다. 는 smoothing Factor로 

0에서 1사이의 값을 갖는다.

Fig. 5 A part that extracts a section for predicting motion

그림 5에서 이와 같은 움직임 예측 구간 추출 과정으

로 설정된 사람이 위치하고 있는 거리 값(d)을 가지고, 
아래 그림과 같이 d~d+Δd까지의 데이터를 얻는다. 측
정하려는 구간 외에 의해 생길 수 있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거리 값을 제한한다. 

2.3. 호흡수 체크부

호흡수 체크부는 그림 6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위에서 측정된 레이더 데이터 중에서 사람이 위치하

고 있는 거리 값인 d~d+Δd까지의 데이터를 일정 시간동

안 거리별로 각각 쌓고, 각 시간마다 평균값을 구한다. 
그 후, 호흡 주파수 대역인 0.1~0.7Hz에 해당하는 값만 

추출하기 위하여 밴드 패스 필터를 적용하여 호흡 주파

수 데이터를 얻는다. 
호흡 외에 주파수가 제거된 신호를 주파수 축으로 변

환하는 CZT(Chirp Z-transform)을 적용하여 피크 값인 

호흡수를 추출한다. 이때 얻게 되는 피크 값을 호흡수로 

판단할 수 있다[5-7].

Fig. 6 A part that Respiratory rate check

CZT의 특성은 다음 그림 7, 8과 같다.

Fig. 7 Comparison of FFT and CZT(Respiratory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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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mparison of FFT and CZT(Heart rate)

시간 축의 데이터를 주파수로 변환할 때 주로 사용하

는 FFT(Fast Fourier Transform)의 경우 분해능이 CZT
보다 낮아 정확한 BPM을 측정하기에는 시간과 데이터 

처리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또한 CZT의 경우 원하는 

주파수 구간을 설정할 수 있어 사용이 용이하다.

2.4. 심박수 체크부

심박수 체크부는 아래 그림 9와 같이 진행된다.
위에서 측정된 데이터 중 d~d+Δd까지의 데이터를 각

각 쌓는다. 심박 주파수 대역(0.75~3.0Hz)에 대해 밴드 

패스 필터와 CZT을 적용하여 심박수를 각 거리에 대해

서 추출한다. 그 후, CZT의 결과를 더하여 피크 값인 심

박수를 추출한다. 
심박의 경우, 호흡보다 파형 세기가 작아 거리 값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호흡과 같은 방법으로 추출 과정을 

진행하면 심박 신호가 묻혀버릴 수 있기 때문에 각 거리

별로 밴드 패스 필터와 CZT를 적용해야 한다. 

Fig. 9 A part that Heart rate check

2.5. 후처리 부

분당 호흡수와 심박수는 급격하게 변하지 않으며 변

하는 경우 서서히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따라서 잡음에 

의하여 BPM 값이 급변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

수 이동 평균 필터(Exponential moving average filter)를 

적용하여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수식은 식 (2)와 같다.

   ×     ×    (2)

식 (2)에서 는 출력 신호. 는 입력 신호이다. 는 

smoothing Factor로 0에서 1사이의 값을 갖는다.
그림 10은 후처리를 적용한 결과로 값이 완만해진 것

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10 Exponential moving average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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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과정으로 UWB 레이더를 

이용한 사람의 호흡수와 심박수를 추출하였다. 
비교 데이터를 위하여 호흡의 경우 수동으로 사람이 

호흡한 횟수를 측정하였고, 심박의 경우 ECG 센서로 측

정하였다.

Fig. 11 Test results of Respiratory rate

위의 그림 11은 약 4분 동안 UWB 레이더로 측정한 

호흡수이다. 수동으로 숨쉬는 횟수를 측정한 결과 약 

14.2 BPM가 나왔고, 동시에 UWB 레이더로 계산된 호

흡수는 약 14.40 BPM로 측정되었다. 약 1.38%의 오차

율을 확인하였다.

Fig. 12 Test results of heart rate

위의 그림 12는 약 4분 동안 UWB레이더와 ECG 센
서로 측정한 심박수이다. ECG 센서로 측정한 심박수는 

평균 약 97.64 BPM이고 동시에 UWB 레이더로 측정된 

심박수는 평균 약 96.51 BPM으로 약 1.96%의 오차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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