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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마이크로  라디오미터의 기술을 응용한 수동형 마이크로  인체 감지 센서를 제안한다. 제

안된 센서는 고정된 배경 물체로부터 수신되는 복사 력의 인체에 의한 미약한 변화를 측정하여 감시 공간내

의 인체를 감지한다. C-band 마이크로  라디오미터를 설계 제작하여 인체에 의한 수신 복사 력의 변화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제안한 센서의 유효성을 평가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passive microwave sensor for detecting human body using microwave radiometer technologies. The 

proposed sensor detects human body by measuring the change of the received radiation power from fixed background object due to 

human body. A C-band microwave radiometer is designed and implemented. The received radiation power changes due to human 

body is measured by the C-band microwave radiometer,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sensor is evaluated by the 

measurement resul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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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비 으로 인체를 감지하는 센서는 자동 조명제

어, 경비 상 시설  공간의 침입자 감지 등에 폭넓

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 안  요인  보안

의식의 증가에 따른 사회 , 국가  안 망 구축의 필

요성이 크게 두되고 있어  세계 으로 인체감지 

센서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재 비 식 인체감지 센서로 열선센서나 센서

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태양열이나 태양 , 안개, 

비, , 황사나 미세먼지 등 기상이나 기 등의 외부 

자연환경의 향을 크게 받으므로 실외에서는 거의 

사용이 불가능하며 특히 센서의 경우 반사 이나 

산란  등에 의한 오보 확률이 높다[1-3]. 한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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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는 외부에 노출되어 있고 감지 공간 범 가 좁아 

침입자의 회피가 용이하며 감지 공간을 증가시킬 경

우 다량의 센서 설치가 필요하다. 최근 마이크로 를 

이용하는 능동형 센서가 개발되어 시 되고 있으

나 이더의 원리를 이용하므로 송신기와 수신기 양

쪽이 다 필요하여 시스템 구성  소비 력에서 상

으로 높은 비용이 요구되며, 특히 송신부에서 발사

하는 에 의한 인체의 자  향 등 소비자들의 

부정  이미지와 이와 련한 엄격한 법 수 등

이 요구된다. 따라서 기존 비  인체감지 센서의 문

제   활용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센서 개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마이크로  라디오미터의 원리를 응

용, 실시간 원격으로 인체를 감지할 수 있는 수동형 

마이크로  센서를 개발하기 해 C-band 마이크로

 라디오미터를 이용하여 감시 상 공간 내의 고정 

배경 물체로부터 수신되는 복사 력이 인체의 유무, 

출입  이동에 의해 변화하는 특성을 측정하 다. 측

정 결과의 분석을 통해 비  인체감지 센서의 새로

운 방식으로 수동형 마이크로  센서를 제안하고 그 

유효성에 해 평가한다.

Ⅱ 마이크로  라디오미터의 원리를 응용한 
수동형 마이크로  센서의 인체감지 원리 

그림 1. 마이크로  라디오미터를 응용한 
인체감지 원리

Fig. 1 Principle of detecting human body using 
a microwave radiometer

마이크로  라디오미터는 물체 자체에서 복사하는 

마이크로  역의 열잡음 를 수신, 그 출력 압

으로부터 물체의 복사 력을 휘도온도(Brightness 

Temperature)로 측정하여 측 물체  그 주변 환경

에 한 정보를 수집하는 수동형 원격탐사 센서로 수

면의 온도, 염분농도, 유막, 토양 함수율 등의 모니터

링에 활용되고 있다[4-9]. 마이크로  역의 를 

사용하므로 기상이나 기상태 등 외부환경의 향을 

게 받으며 주야간 계없이 측이 가능하다. 한 

수동형 방식으로 송신부가 없으므로  발사에 따

른 인체의 자  향 문제가 해소되고 소형 경량 

 소비 력으로 구 할 수 있어 렴한 비용으로 제

작  운용이 가능하는 등 많은 장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 비  센서의 여러 문제   실내로 

부분 국한된 감지 공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원격 인체감지 센서의 개발에 있어 마

이크로  라디오미터의 응용은 매우 매력 인 방안을 

제공한다.

마이크로  라디오미터를 응용한 인체감지의 원리

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안테나 빔 폭 내의 측 면

(footprint), 즉 감시 공간내의 물체는 움직이지 않

으므로 고정된 배경 공간을 형성한다. 물체의 복사 휘

도온도 는 물체의 복소 유 율 등에 의존하는 복

사율에 의해 결정된다[10]. 안테나와 배경 공간 물체

간의 거리가 수 m 이내인 경우, 물체로부터 수신되는 

복사 력 는 식(1)와 같이 쓸 수 있다[11].

≅ 







 (1)

식(1)에서    은 안테나의 실효면  

 정규화 복사패턴, 는 Boltzmann 상수, 는 수신 

역폭, 는 수신 장을 각각 나타낸다. 

식(1)에서 알 수 있듯이 사용 안테나와 수신 장, 

역폭이 결정되면 수신 복사 력 는 물체의 휘도

온도 에 의해 변하며 이에 의해 센서의 최종 출력

압 도 변화된다. 

감시 공간 내의 배경 물체는 종류와 분포가 고정되

어 있으며 물체의 휘도온도는 일시 으로 격히 변

하지 않으므로 수신 복사 력 역시 격히 변화하지 

않는다. 그러나 감시 공간 내에 인체가 있을 경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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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의해 물체로부터 안테나로 입사되는 복사 의 

차단 는 인체로부터 미약한 복사 의 입사 등에 의

해 수신 복사 력이 격히 변하므로 센서의 출력

압도 변화된다. 이와 같이 고정된 배경 공간으로부터 

수신되는 마이크로  역 복사 력의 인체에 의한 

변화를 측정함으로서 감시 공간내의 인체의 유무, 출

입 상황 등의 감지가 가능하다.

Ⅲ. 설계 제작한 C-band 마이크로  
라디오미터의 특성

3.1 시스템 구조

지상의 감시 공간 내에 분포된 배경 물체로부터 수

신되는 복사 력 가 -100dBm 이하까지 낮은 경우

에도 검 부의 최소 동작 입력 력인 -60dBm 이상으

로 를 충분히 증폭시키기 해서는 45dB 이상의 

시스템 이득이 요구된다[5-8]. 한 인체에 의한 미약

한 열잡음 복사 력의 변화를 감지하기 해 높은 감

도가 요구되므로  잡음으로 시스템을 구 하여야 

한다. 그림 2는 C-band 마이크로  라디오미터의 시

스템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고 이득,  잡음,  손

실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슈퍼헤테로다인 방식의 

 력형(Total power type)으로 설계하 으며, 여러 

가지 응용 목 의 다양한 마이크로  라디오미터의 

개발을 통해 축 한 제작  특성 측정기술을 이용 

동일한 과정[5-8]으로 제작하 다.

그림 2. C-band 마이크로  라디오미터의 시스템 
구조

Fig. 2 System block diagram of C-band microwave 
radiometer

표 1. C-band 마이크로  라디오미터의 사양
Table 1. Specifications of the C-band microwave 

radiometer

Parameters Characteristics

Center frequency 5.1GHz

Bandwidth 40MHz

System gain 50dB

System noise figure 1.41dB

Size 150mm × 115mm

Power consumption 1.19W

3.2 사양

제작한 C-band 마이크로  라디오미터의 주요 사

양은 표 1과 같다. 먼 , 수신 주 수는 이동통신이나 

성통신, 근거리 통신, 방송, GPS  ISM 역 등 

타 업무용 로부터의 간섭 회피를 한 주 수 분

배 황, 안테나  시스템 사이즈, 소자 구매의 용이

성과 가격, 제작의 난이도, 원가 등을 종합 으로 고

려하여 심 주 수 5.1GHz, 역폭은 40MHz로 결정

하 다. 한 시스템 이득과 잡음지수는 각각 50dB 

 1.41dB로 고 이득, 고 감도를 실 하 으며 크기는 

150mm ×115mm, 소비 력은 1.19 W로 소형경량, 

소비 력으로 구 하 다. 그림 3은 제작한 C-band 

라디오미터를 보여 다. 

Ⅳ. 인체에 의한 마이크로  수신 
복사 력의 변화 측정 실험  결과

그림 3. 제작된 C-band 라디오미터 
Fig. 3 The fabricated C-band Radiometer.

4.1 인체 유무에 따른 변화 측정 실험  결과

제작한 라디오미터를 표  혼 안테나에 연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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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와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실에서 주 배

경 공간 물체로부터 5.4m 떨어진 곳에 안테나를 설치 

한 후 사람이 없을 때와 배경 공간 물체와 안테나 사

이에 사람이 있을 때 각각 수신되는 복사 력에 의한 

라디오미터의 최종 출력 압을 측정하 다. 이때 사람

의 치를 안테나로부터의 거리 R을 1～4m까지 1m

씩 변화시키면서 측정하 다. 안테나의 높이는 지면에

서 1m이고 사람은 안테나를 정면으로 바라본다. 먼  

주 배경 공간 물체가 복사 휘도온도가 높은 목재인 

경우 라디오미터의 최종 출력 압을 그림 6에 나타내

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람이 없을 때

(empty) 출력 압이 가장 높으며 사람이 있을 때 출

력 압은 감소한다. 이는 배경 물체인 목재의 휘도온

도가 인체의 휘도온도보다 높아 인체에 의해 배경 물

체로부터 수신되는 복사 력의 차단 분 ∆가 인체
에서 수신되는 복사 력 ∆보다 훨씬 크므로 수신 
복사 력의 변화량∆는 식(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사람이 감지 공간 내에 존재할 때 라디

오미터에 수신되는 복사 력 ′는 사람이 없을 때
의 수신 복사 력   보다 식(3)과 같이 감소되므로 

출력 압이 낮아진다.

∆ ∆∆≅∆   (2)

′ ∆  (3)

한 그림 6에서 인체의 치가 안테나로부터 거리

가 가까워질수록 출력 압이 더욱 감소하는 것은 

그림 4. 인체에 의한 수신 복사 력의 변화 측정 실험 
구성도 

Fig. 4 Geometry of the measurement set-up for received 
radiation power changes induced human body

그림 5. 인체에 의한 수신 복사 력의 변화 
측정 실험 사진

Fig. 5 Photograph of the measurement for 
received radiation power changes induced 

human body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이 인체가 안테나에 근할

수록 안테나 시야각의 인체에 의한 유비율이  

증가하여 배경 물체로부터 안테나로 입사되는 복사

가 더욱 차단되므로 수신 복사 력 ′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배경 공간 물체로 내부가 속재질인 화이트보드인 

경우에 해서도 동일한 실험을 하 다. 그림 7의 측정 

결과에 나타났듯이 목재의 경우와는 반 로 사람이 없

을 때보다 존재할 때 출력 압이 높게 나타났으며 인

체와 안테나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출력 압이 증가

하 다. 이는 화이트보드 내부의 속재질로 인해 휘도

온도가 낮아 배경 물체로부터 수신되는 복사 력의

그림 6. 목재 배경공간에서 인체에 의한 수신 
복사 력의 변화에 따른 라디오미터 출력 압 
Fig. 6 The output voltage of the radiometer for 
received radiation power changes induced 
human body in wood background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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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화이트보드 배경공간에서 인체에 의한 
수신 복사 력의 변화에 따른 라디오미터 

출력 압 
Fig. 7 The output voltage of the radiometer for 
received radiation power changes induced human 

body in white board background object

인체에 의한 차단 분 ∆보다 인체로부터 수신된 
복사 력 ∆가 상 으로 크므로 사람이 없을 때

보다 있을 때, 한 사람의 치가 안테나에 가까울수

록 수신 복사 력 ′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림 6
과 7에 나타난 실험결과로부터 최소 안테나로부터 

4m 떨어진 곳에 있는 인체까지 감지됨을 확인하 다.

그림 8. 인체의 치 이동에 의한 수신 
복사 력의 변화 측정 실험 구성도

Fig. 8 Geometry of the measurement set-up for 
received radiation power changes by human 

location movement

그림 9. 인체의 치 이동에 의한 수신 
복사 력의 변화 측정 실험 사진

Fig. 9 Photograph of the measurement for 
received radiation power changes by human 

location movement

4.2. 인체의 이동에 의한 변화 측정 실험  결과 

제작한 C-band 마이크로  라디오미터를 이용하 

여 그림 8과 9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안테나를 복도의 

천정에서 수직으로 바닥을 보도록 설치한 후, 먼  사

람의 치를 이동시켜가면서 각 치 지 에 해 복

사 력을 수신하여 출력 압의 변화를 측정하 다. 안

테나 개구면과 바닥간의 거리는 1.8m이며 배경 공간

을 구성하는 복도 바닥의 표면은 인조 리석으로 휘

도온도가 낮은 물체이다. 그림 8과 같이 사람이 안 

그림 10. 인체의 치 이동에 의한 수신 
복사 력의 변화에 따른 라디오 미터 출력 압 
Fig. 10 The output voltage data of the radio-meter 
for received radiation power changes by human 

location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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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나 시야각의 심 치(그림 8에서 3m로 표시된 

치)로부터 3m 떨어진 지 (그림 8에서 0m로 표시된

지 )에서 출발하여 안테나 쪽으로 이동하면서 1m 간

격으로 6개의 치에 해 측정된 라디오미터의 출력

압을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0m로 표시된 치는 

안테나의 -20dB 빔 폭에서 벗어난 지 으로 사람이 

없을 때 측정된 출력 압과 동일하 다. 사람의 치

가 안테나 시야각의 심 치로 근할수록 인체에 

의해 수신되는 복사 력이 증가함에 따라 출력 압이 

상승하 다. 안테나 시야각의 심 치인 3m로 표시

된 지 에서 출력 압은 최고치를 나타내었다가 다시 

멀어짐에 따라 감소하 다. 실험결과 -20 dB 빔 폭 

내에 들어오는 직경 4m의 넓은 범 의 공간에 해

서도 감시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그림 

8에서 안테나의 -20dB 빔 폭에 의해 형성된 감지 공

간 범 인 1m～5m로 표시된 4m 거리의 공간을 화살

표의 방향으로 먼  한 사람이 약 1  내외로 빠르게 

통과했을 때와 그 다음 두 사람이 약 10 간의 시간 

간격을 두고 동일한 빠른 속도로 연이어 통과했을 때 

측정된 라디오미터의 출력 압을 그림 11에 각각 나

타내었다. 인체의 빠른 이동에 의한 배경공간의 순간

인 수신 복사 력의 변화도 측정이 가능함을 확인

하 다. 한 짧은 시간간격으로 2명 이상의 인원이 

연이어 빠르게 감시 공간을 

그림 11. 빠르게 이동하는 인체에 의한 수신 
복사 력의 변화에 따른 라디오미터 출력 압 
Fig. 11 The output voltage of the radio-meter for 
received radiation power changes by human in 

fast motion

통과한 경우에도 감지가 가능하 다. 두 사람에 의

한 첫 번째 연속 통과 실험에서 측정된 압이 상

으로 조  낮게 나타난 것은 안테나 시야각의 심

에서 횡 방향으로 약 30cm 벗어난 직선 궤 을 따

라 통과하 기 때문이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비 식 인체감지 센서에 있어서 

열선센서나 센서 등 기존 센서들의 문제   활용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마이크로  라디오

미터 기술을 응용한 수동형 마이크로  센서를 제안

하 다. 제안된 센서는 감시 공간 내의 고정된 배경 

물체로부터 수신되는 마이크로  역 복사 력의 인

체에 의한 미약한 변화를 측정하여 감시 공간내의 인

체를 감지한다. 5.1GHz의 C-band 마이크로  라디오

미터를 설계 제작하여 인체에 의한 배경 물체로부터

의 수신 복사 력의 변화 특성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 다. 먼  실험실에서 복사 특성이 다른 두 종

류의 배경 공간 물체에 해 인체의 유무에 따른 수

신 복사 력의 변화를 측정하 다. 측정 결과 인체가 

없을 때와 인체가 있을 때의 차가 명확히 감지되었으

며, 최소 4m까지의 감지 거리를 확인하 다. 다음은 

실내 복도의 바닥에서 1.8m 높이의 천정에 안테나를 

수직으로 아래를 향하게 설치하여 인체의 치이동에 

따른 수신 복사 력의 변화를 측정하 다. 면 이 직

경 4m에 이르는 비교  넓은 감시 공간을 확보가 가

능함을 확인하 다. 한 1  내외의 빠른 속도로 감

시공간을 통과하는 인체에 의한 순간 인 수신 복사

력의 변화를 측정하여 감시 공간의 외부에서 내부

를 빠르게 지나가는 인체에 해서도 감지능력을 확

인하 다. 

상기의 여러 실험결과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수동형 마이크로  인체감지 센서는 기존 센서들의 

단 들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센서로 감시 

공간내의 인체의 유무, 이동, 출입, 근 등의 감지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실외  다양한 배

경 공간 물체 환경 하에서의 인체감지 실험  안테

나를 비롯한 시스템의 소형화,  소비 력화를 한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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