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한국산학기술학회 춘계 학술발표논문집

- 511 -

24GHz 대역 CW 레이더 송수신기 
설계

채규수*, 임 수*, 김민년* 
*백석 학교 정보통신학부/RDRC KAIST

e-mail:gschae@bu.ac.kr

 Design of a CW Radar Transceiver for 24GHz 

Band

Gyoo-Soo Chae*, Joong-Soo Lim*, Min-Nyun Kim* 
*Division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 Eng., 

Baekseok University/RDRC KAIST

요 약

본 논문은 형 센서에 사용되는 24GHz 역의 CW 이더 송수신기의 설계에 한 것이다. K 밴드 

역의 송수신기 회로의 기본 구조와 분배기가 디자인 되었고 발진기, 주 수혼합기, 고주  증폭기는 

기존 제품을 사용하 다. 제안된 송수신기의 크기는 35x35x10(mm)이며 여러 가지 제품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1. 서론

  일반 으로 마이크로  이더 센서는 수동형과 

능동형으로 구분된다[1]. 수동형 센서는 단순히 

를 수신하여 상황을 단 할 수 있는 정보를 얻는

다. 반면에 능동형 이더 센서는 송신 안테나를 통

해 방사되는 가 목표물에 부딪 서 되돌아오는 

를 수신 안테나를 통해 수신할 때 생기는 도

러 천이(shift) 상을 이용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리미

터 (30-300GHz) 역의 이더 센서가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리미터 를 이용한 이

더 센서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이다[2-5]. 특

히, 차량 방감지용 리미터  이더는 능동형 

이더 센서로서 차간 거리가 격히 가까워질 경우 

이크를 작동시켜 충돌을 경감시키거나 경보 등

을 울려 험을 알리는 등 여러 가지 종류의 충돌 

경감  방지 시스템에서부터 나아가 자동주행 등을 

가능하게 하는 응용에 활용되는 핵심 기술이다. 

한, 자동차의 에어백 센서로도 활용되고 있다[3-5].

그리고 최근 에 지 약에 한 심이 증폭되면서 

실내 등이 멸을 제어하는 형 센서로 리 

이용되고 있다. 재까지는 X-밴드(10GHz)에서 동

작하는 이더 센서가 주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지

만 센서의 크기와 새로운 기능을 고려하여 K-밴드 

역의 이더 센서에 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6]. 형 센서나 자동문 감지 센서의 경우 

외선 감지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외선의 

오작동 문제와 장애물에 가려서 동작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K-밴드 역의 마이크로  센서는 기존 10GHz  

제품에 비해 멀리 있는 인체  사물의 움직임도 보

다 더 안정 이고 정 하면서도 오차가 거의 없게 

감지할 수 있는 고주  센서이다. 

반도체 제조기술의 발 으로 안테나를 제외한 회로

들을 RFIC 형태로 제작하여 센서의 크기를 획기

으로 이기 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러나 최근까지도 MMIC 기술이 일부 사용된 제품들

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도 응용 제품에

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조건을 만족하는 제품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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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해 발진기, Mixer, 고주  증폭기는 MMIC 형태

의 상용 제품을 사용하 고 분배기는 스트립라인으

로 직  설계하 다. 

이더 센서는 신호의 변조 방식에 따라 펄스형

(Pulse type)과 연속 형(CW: continuous wave)으

로 나 어진다[1]. 펄스형은 짧은 펄스를 발생 시켜 

목표물에서 반사되는 신호를 수시하여 시간에 따른 

의 지연시간을 이용하는 일종의 진폭변조 방식

이다. 목표물이 다가오거나 멀어지는 경우에 수신되

는 신호의 주 수가 송신 주 수와 약간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도 러 주 수라고 한다. 연속

(CW)형은 송신 안테나를 통해 특정 주 수의 

를 계속 보내고 목표물에 부딪  돌아오는 신호가 

송신 주 수와의 차이를 측정 하여 물체의 움직임을 

감지하게 된다. 특별히 주 수 변조를 이용하는 경

우를 FMCW(frequency modulation continuous 

wave)라고 한다. 부분의 센서들이 이 방식을 이용

한다. 본 논문에서는 연속 (CW) 방식의 이더를 

설계 할 것이다. 이더의 특성상 탐지 거리가 요 

한데 먼 거리의 물체를 탐지 하는 경우에는 펄스형

을 사용하며 가까운 거리의 물체를 탐지 하는 경우

는 CW나 FMCW 방식을 사용한다.

  

2. CW 방식의 이더 센서 설계

본 연구에서 설계된 CW방식의 이더 센서의 구성

도가 그림 1에 나타나 있다. 발진기(Oscillator)에서 

24GHz의 신호가 발생되고 버퍼증폭기(Buffer 

amplifier)에서 증폭이 되어 분배기(Divider)를 통해 

송신 안테나로 가 방사 하게 된다. 목표물에 부

딪힌 가 수신 안테나를 통해 들어오면 IF단을 

통해 신호 처리부로 달된다. 이때 수신 신호가 매

우 약하기 때문에 IF단에서 나온 신호는 1차 으로 

증폭기를 통해 증폭 시킨 다음 신호처리부로 달된

다. 이더의 목표 규격이 표 1에 나타나 있다. 송신 

안테나를 통해 방사되는 출력 벨이 7dBm 이상을 

유지하게 하고 센서의 력 소모량을 이기 해 

150mA이하의 류를 사용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1] CW 이더 송수신기의 구성도

[표 1] 이더 센서의 사양

항 목 단 규 격 비 고

인가 압 V +5  

류 소모량 mA 150  

출력주 수 GHz 24.125  

출력 력 벨 dBm +7.0이상 송신안테나

크기 ㎣ 35x35x10

 분배기는 그림 2와 같이 ADS를 이용하여 설계되

었으며 기 인 특성이 그림 3에 나타나있다.  

[그림 2] 분배기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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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분배기의 특성

[그림 4] 제작된 CW 이더 송수신기 모양

그림 4에서는 제작된 CW 방식의 이더 송수신기

가 나타나있다. 발진기(EMM5206LP), 구동증폭기

(AMMC5620), 주 수혼합기(HMC292LM3C)는 상용 

제품을 사용하 으며 자세한 제품의 특성은 각 제품

의 사양에 나타나있다[7-9].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24GHz 역의 CW 방식의 이더 송

수신기가 의 설계되었다. K-밴드 역의 송수신기 

회로의 기본 구조와 분배기가 디자인 되었고 발진

기, 주 수혼합기, 고주  증폭기는 기존 제품을 사

용하 다. 제작된 송수신기의 크기는 35x35x10(mm)

이며 여러 가지 응용 제품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 설계목표를 만족하는 24GHz 역의 이더 

송수신기가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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