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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야생동물의 생활 패턴과 습성을 연구하기 해 Yagi-Antenna, Low Pass Filter, Angle 추 기술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치추  시스템을 연구하 다. 재 일반 으로 VHF 라디오식 치측  기술을 사용하여 

야생동물 치추  시스템에 사용되고 있다. 기존 Yagi-Antenna는 이동성을 고려하여 4-element가 사용되며, 휴

성에 한 장 이 있지만 이득이 낮고 지향성이 약하다. 제안된 기술은 이득을 높이기 해 6-element를 채택하여 

Narrow Space Yagi-Antenna 기술을 구  하 다. 한 수신 신호의 정 한 방향 검출 기술과 3 의 수신기를 이

용한 AOA(:Angle Of Arrival) 치측  기술을 용하 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간 으로 특정한 서식

역에서 활동하는 야생동물 생활패턴과 습성을 악하기 한 치추  기술을 개발하여 검증 하 다.

ABSTRACT

To study a habit and life patten of a wild animal,   this paper do a research on the location tracing system of wild animal by yagi-antenna low pass 

filter, angle tracking technology. Commonly, VHF　Radio Telemetry is used for the location tracing system of wild animal. Considering movement, 

Previous yagi-antenna has 4-element and has advantage of portability  but the other advantages are small and preference is weak. To make the advantage 

of yagi-antenna higher than previous one, Supposed technology adapt to 6-element and make out Narrow space yagi-antenna technology. Also, It 

supposes that AOA (:Angle of arrival) technology is applied to detecting technology for a close direction from received signal. Based on this study 

suggest that position tracing technology is so as to figure out a life patten and habit of a wild animal which live in a certai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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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세계는 지  생태계의 무분별한 훼손으로 멸종 

기 야생동물이 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야생동물 활

동 역의 침범으로 인해 동물의 생활공간이 받고 

있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기 해 야생동물의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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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보  노력과 자연 친화  생태정보시스템 구축이 

증가하고 있다[1-2]. 국내에서는 야생동물의 시공간

인 치를 악하는 일반 인 방법으로 첫 번째, 자

발신기를 장착한 동물을 지향성 안테나를 이용하여 

치를 추 하는 라디오식 치추  기법(:Radio 

Telemetry)을 가장 많이 사용하여 왔다[3-4]. 하지만 

이 방법은 동물 치추 치의 정확도가 낮으며, 치추

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기상악

화나 야간에는 치추 이 어렵다는 과 사람이 

근하기 어려운 험한 지형을 빠르게 이동하며, 서식범

가 넓은 동물의 경우에는 용이 어려운 한계를 지

니고 있다. 두 번째, 성을 이용한 방법으로 넓은 범

에서 사용가능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을 이용한 방법이다[5]. GPS의 등장으로 무선 원격측

정 방법 보다 정확하게 동물의 치를 추정 할 수 있

는 성식 치추  기법(:Satellite Telemetry)이 이

용 되고 있다[6]. 성식 치추  기법은  세계

으로 이동하는 동물에 사용 가능한 장 을 가지고 있

지만, 고가의 성송신장비 구입비용, 별도의 성사

용료 추가발생 등의 비용이 발생하여 특정한 구역에

서 서식하는 야생동물에게 용하기에는 비용  측면

에서 비효율 이다.  두 가지 방법은 각각의 장단

을 가지고 있지만, 본 논문은 특정지역에 서식하는 야

생동물의 생활 패턴과 습성을 찰하기 한 연구이

다. 이를 해서 첫 번째 방법인 라디오식 치추  

기법을 기 로 하여 야생동물 치추 을 한 연구

개발을 진행 하 다. 라디오식 치추  기술의 가장 

큰 단 인 수동  각도 측정 오차를 이기 해 신

호세기를 자동으로 측정하여 방향과 각도를 측정 할 

수 있는 장치 개발, 송신기(Transmitter)의 신호를 정

확하게 측정하기 해 Yagi-Antenna 성능개선, 기

역 신호 필터링 기술을 개발하 다. 3 의 수신기

(Receiver)를 이용하여 AOA 치측  기술과 결합하

여 야생동물 추 률을 80% 까지 향상 시키고 추 각

도는 ±3도 이내의 정확도로 높일 수 있었다. 본 논문

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라디오식 

치추  기법에 한 일반 인 소개, 제안한 6- 

element Yagi-Antenna 시뮬 이션 결과  개발 제

품 소개, Audio 신호 필터링 기법, 개발된 시스템이 

장에 용되어 도출된 실험 결과를 보여 다. 마지

막으로 결론  Future Works는 3장에서 소개된다.

Ⅱ. 본  론

2.1 연구개발 개요

2.1.1 라디오식 치측 의 소개 

그림 1. 라디오식 치측  개념도
Fig. 1 Conceptual diagram of radio telemetry

본 논문에서는 야생동물 치추 을 해서 

VHF(:Very High Frequency)를 사용 하 다. VHF는  

30㎒에서 300㎒의 무선 주 수 범 를 사용하고 장

은 1 ~ 10m이다[7]. VHF 역을 이용한 라디오식 

치측  시스템은 Application용 Server, 수신기, 송신

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은 라디오식 치측  시

스템 개념도를 보여 다. 송신기는 RF Interface를 통

해 160MHz 역의 신호를 발생하고, 주기 인 신호 

발생과 오랜 사용을 한 BMS(:Battery Management 

System)으로 기능이 구 되어 있다. 송신기에서 발생

된 신호는 수신기의 RF Interface로 수신되어 3개 이

상의 수신기에 가 수신된다. 수신기에 수신된 RF 

신호는 ABS(:Absolute Value, 값) 계산, 신호 증

폭, 노이즈 필터링을 거쳐 Audio 신호로 복원된다. 복

원된 신호의 세기를 검출하여 신호 강도가 높은 방향

의 각도를 계산 할 수 있다. 3 의 수신기에서 측정된 

각도는 실시간으로 Server에 송되어 데이터베이스

에 장되고, 수신된 데이터는 AOA 측 기법과 

Location Algorism에 의해 송신기의 치를 계산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야생 환경에 용하는 경우 실

험실이나 이상 인 일반 환경과 달리 다양한 장애물

이 존재하여 이론상의 기 하는 만큼의 성능이 나오



야기 안테나가 용된 원격추 시스템을 한 필터구성  모터 제어에 한 연구

 1041

(a) 수신기 디자인
(a) Receiver design

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용 모델에 따른 표

화  용 방법을 정의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야생동물이 활동하는 환경과 유사한 

장소에서의 테스트 결과 도출과 치추  계산 방법

의 고도화, 서버, 송신기, 수신기의 규격화에 을 

두고 시스템을 개발 하 다.

2.1.2 라디오식 치측 의 하드웨어 스키메틱 

기술

그림 2. 라디오식 치측  블럭도
Fig. 2 Block diagram of radio telemetry

본 연구에서 설계한 라디오식 치측  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조는 서버, 수신기, 송신기로 나눠지며 블

럭도는 그림 2에 나타나 있다. 서버는 안정 인 데이

터 장과 연산 수행, 수신기는 Atmega 임베디드 

로세서를 기반으로 한 11.0592MHz 크리스탈, GPIO, 

ADC, USART를 탑재하고 있어 다양한 주변장치를 

활용 할 수 있다. 송신기에서 된 신호를 수신하는 

Yagi-Antenna, 계강도가 높은 방향으로 추  할 

수 있는 모터부, 장기간 단독운 을 한 배터리, 수

신된 신호  송신기 각도 데이터를 무선으로 송 

할 수 있는 Low-Power, Wide-Area(:LPWA)기술을 

사용한 LoRa로 구성된다[8]. 송신기는 Yagi-Antenna, 

RF Interface, Signal Filter, Battery, 임베디드MCU로 

구성되어 있다. 송신기는 국립생태원에서 사용되는 제

품을 사용 하 으며, 사양은 표 1에서 제시된 것과 같

이 160MHz 역, 10mW 송신 출력 특성을 가진다.

표 1. 송신기 특징
Table 1. Transmitter device photo & specification

Product 

photo
Specification

Oscillation Frequency :  

160~170Mhz, 1Khz step

- Use Frequency : 160.261Mhz

- Transmitter Power : 10mW

- Transmitter Distance : 

8Km(air)

본 연구에서 개발한 수신기 구조는 그림 3 에 나타

나 있다. 수신기는 송신기에서 된 신호를 수신하

여 계강도가 높은 방향으로 자동 추 이 가능한 구

조로 설계 되었다. 송신기에서 발신하는 주 수는 

160.2638MHz 이며 수신기는 마이크로 로세서와 

VCO(:Voltage Control Oscillator)를 이용하여 주 수 

선택이 가능하게 설계 하 다. 수신은 슈퍼헤테로다인 

방식의 기술을 사용하여 CW(:Continues Wave) 신호

를 측정 할 수 있다. 회 /간섭의 향을 받은 수신 

신호는 논문에서 제안된 필터링 기술을 사용하여 제

거 하 다. 필터링은 신호증폭을 한 ABS 기법과 

Audio 신호 벨에서 노이즈 제거가 가능한 필터링 기

술을 용 하 다. 수신된 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한 

후 정  모터를 이용하여 최 계강도의 방향을 자

동 추  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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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안테나 동작
(b) Antenna operation

그림 3. 수신기 디자인 모델
Fig. 3 Receiver design model

2.1.3 치측  개념

무선환경에서 치측  방법으로 TOF(:Time of 

Flight)와 같은 의 도달시간을 이용하여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9]. TOF를 이용

한 방법은 가시거리(:Line of Sight) 즉 시야가 확보

된 장소에서는 거리계산 효율이 뛰어 나지만 수풀이 

우거진 환경에서는 무선신호의 간섭이 심해 거리측정 

오차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 이 있어 본 연구 분야에

는 용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의 도달시간 측정이 아닌 의 

계강도를 측정하여 방향을 추  한 후 기 에 한 

각도를 측정하여 거리 계산에 이용하 다. 이러한 방

법은 AOA 방법으로 최소 2개의 수신기가 필요하며, 

수신기에서 추 한 각도를 이용하여 송신기의 치를 

알아 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수신기 3개를 이용하여 

치계산을 수행 하 으며 제시한 방법은 그림 4 에 

나타내었다. 송신기에서 된 신호를 3개의 수신기

에서 측정하고 최  계강도를 추정하여 각도를 계

산하여 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 하 다. 3개의 

수신기에서 측정된 각도는 LoRa 무선통신을 이용하

여 서버로 송된 후 AOA 측 기술 알고리즘을 이

용하여 송신기의 치를 계산 할 수 있었다.

그림 4. 각도 치추  기술
Fig. 4 Angle of arrival localization technology

2.2 안테나 설계  필터 시뮬 이션

2.2.1 Yagi-Antenna 설계

VHF방식의 야생동물 추  사용되는 안테나는 휴

성과 쉬운 이동성을 해 3혹은 4-element를 주로 

사용한다. 4-element 형태의 Yagi-Antenna 는 휴

성에서 장 이 있지만 이득이 낮고 지향성이 약한 단

이 존재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휴 성의 편리

함 보다는 고정된 치에 수신기를 설치하기 때문에 

이득을 높이고, 지향성을 향상하기 한 안테나를 제

안한다[10]. 개발된 안테나는 그림 5 와 같이 

6-element 로 제작하 으며 WSYA(:Wide Space 

Yagi-Antenna) 의 장 을 최 한 활용 할 수 있었다. 

WSYA 의 장 은 임피던스 매칭이 쉽고, 안테나 효

율 향상이 용이하며, 주 수 범  넓다. 이와 같은 장

을 최 한 발휘하기 해 안테나는 표 2 크기로 설

계하 다.

그림 5. 6-엘리먼트 야기안테나 디자인
Fig. 5 6-element yagi-antenna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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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값  역통과필터 회로
(a) ABS & LPF circuits

표 2. 야기안테나 디자인 크기
Table 2. Yagi-antenna dimensions table

Element 

Length(mm)

Cumulative 

Spacing(mm)

Reflector 954 0

Driven with 

feeding
900 375

Director 1 855 637.5

Director 2 848 926.2

Director 3 837 1243.8

Director 4 828 1593.1

표 2에서 제시된 크기는 주 수=160MHz, 장

()=1875mm 로 설정하여 계산 하 다. 계산한 결과 

1) 복사기 = /2*0.96=900mm, 2)반사기=복사기

*1.06=954mm, 3)1번 도 기=복사기*0.95=855mm, 4)2

번 도 기=복사기*0.94=846mm, 5)3번 도 기=복사기

*0.93=837mm, 6)4번 도 기=복사기*0.92=828mm, 7)

반사기와 복사기 간격=0.2=375mm, 8)복사기와 1도

기 간격=0.14=262.5mm, 9)도체의 직경은 

/1000=1.875mm, 10)일반  도 기 간격=0.25  로 계

산 할 수 있었다.

Yagi-Antenna를 개발하기 해 yagicad.com에서 

무료로 제공한 VHF Yagi-Antenna 설계를 한 

YagiCAD6를 이용하여 시뮬 이션을 진행하 다. 주

수 범  134~146MHz, Material은 알루미늄, Boom 

Lengh는 1.59m 크기, 임피던스 25옴으로 설정하여 시

뮬 이션을 진행하 다. 시뮬 이션 결과 그림 6에서 

보여 지듯이 3dB Beamwidths에서 E=48Degrees, 

H=62Degrees, Maximum Gain 은 10.41dBi의 

Yagi-Antenna 성능이 도출 될 수 있었다. 

그림 6. 야기안테나 계 E/H면 지향특성
Fig. 6 Characteristic

of yagi-antenna E-Plane, H-Plane

2.2.2 기 역 신호를 한 필터 시뮬 이션

Yagi-Antenna 를 통해 수신된 신호를 슈퍼 헤테로

다인(:Super-Hererodyne) 방식을 이용하여 기 역

(Baseband) 주 수로 변환하는 수신 방식을 사용하

다. 슈퍼 헤테로다인 방식은 RF 신호에서 믹서

(Mixer)를 통해 간단계인 1차 인 IF(:Intermediate 

Frequency) 신호로 변환한 후 다시 기 역으로 변

환하는 기술이다. 기 역으로 변환된 수신신호에는 

잡음이 포함되어 있고, 신호 강도가 약한 양 원

(:plus+minus) 신호로 수신된다. 미약한 양 원 신호

를 ABS 기술인 마이 스 신호 러스 극성으로 높임

으로서 신호의 증폭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증폭된 신

호는 기 역 신호 검 와 LPF(:Low Pass Filter) 

회로를 통해 송신 신호를 검출 할 수 있었다. 그림 7 

은 PSIM을 이용하여 회로를 설계하여 시뮬 이션을 

진행하 다. 그림 7.(a)는 임의의 기 역 신호를 입

력받아 값을 취할 수 있는 회로를 거치고, 러스 

신호에 검 와 필터링 회로도이며, 그림 7.(b)는 이에 

상응하는 1)임의의 기 역 신호, 2) 값 신호, 3) 

검 된 최종 기 역 신호로 시뮬 이션을 진행 하

다. 수신된 기 역 신호검출을 해 실제 회로를 

설계하기에 앞서 PSIM으로 시뮬 이션 후 검증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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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기 역 신호
(b) Baseband signal

그림 7. 값  역통과필터 기 역 
시뮬 이션

Fig. 7 Simulation baseband signal of ABS & 
LPF 

(a) 임베티드 마이크로컨트롤러유닛
(a) Embedded MCU

(b) 수신기 시스템
(b) Receiver System

그림 8. 수신기와 마이크로컨트롤러 시제품
Fig. 8 Receiver & MCU prototype

2.3 시스템 구   검증

본 연구에서 개발했던 시스템은 서버, 수신기, 송신

기로 나  수 있다. 송신기는 신호를 주기 으로 발신

하고, 수신기는 송신기의 신호를 검출하여 계강도에 

따른 각도를 계산한다. 일정한 주기로 계강도가 가

장 높을 때 각도를 계산하여 LoRa 무선통신으로 서

버에 송한다. 서버는 2  이상의 수신기에서 측정된 

각도를 취득하고 치측  알고리즘을 실행하여 송신

기의 치를 계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구 된 수신

기 임베디드 MCU와 6-element Yagi-Antenna, 모터

구동부 등은 그림 8 에 나타내었다.

한 의 수신기를 설치하여 정해진 치에 송신기

를 놓고 송신기의 방향을 추 하는 실험을 진행 하

다. 그림 9에서처럼 수신기를 임의의 장소에 설치하고 

고정된 치에 송신기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치를 

추 하는 실험과 추 한 방향으로 안테나가 가르켰을 

때 오실로스코 를 이용하여 기 역 신호의 크기를 

측정하 다. 수신기는 송신기의 치를 자동 으로 추

 하 으며, 그 순간 기 역 신호는 오실로스코

로 확인 하 다.

(a) 추  송신기
(a) Tracking transmitter

(b) 추  송신기 신호
(b) Tracking transmitter signal

그림 9. 송신기 치추  신호검출
Fig. 9 The transmitter location signal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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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스템은 남 학교 산학 력  앞에 그림 10 

과 같이 설치하여 필드테스트를 진행 하 다. 3개의 

수신기를 반경 200m 이내에 설치하고 송신기는 임의

의 치에 고정시켰다. 수신기의 기  각도를 정하기 

해 정북에서 시계방향으로 수신기1은 57도, 수신기2

는 59도, 수신기3은 234도 설정하 다. 설정 각도를 

기 으로 하여 각각의 수신기는 송신기의 각도를 측

정 할 수 있었다. 정북에서 설정된 기  각도에서 고

정된 송신기의 각도는 각각 1번 수신기:34도, 2번 수

신기:94도, 3번 수신기:124도 에 치시켜 실험 하

다. 수신기는 일정한 주기로 송신기에서 발신하는 신

호를 측정하여 치를 추 하고, 각도를 계산 할 수 

있었다. 

그림 10. 장 테스트
Fig. 10. Field test

재 사용되는 수동형 치추  장치를 숙련된 연

구자들이 사용하면 ±5도 정도 오차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자동 추  장치는 그림 11에서 보이

는 것과 같이 수신기 모두 ±3도 이내의 정확도를 가

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개발된 시스템이 

야생동물 치추   행동패턴 악에 효율 으로 

활용 될 수 있음을 보여 다. 만약 일정한 범 에서 

야생동물 추 에 활용 된다면 능동 으로 편리하게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1. 테스트결과 통계
Fig. 11 Statistical test results

Ⅲ. 결  론

라디오식 치측  기술에 기반한 능동  치 추

 시스템은 야생동물의 서식반경, 행동패턴 분석을 

해 개발 하 다. 이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하기 해 

최상의 Yagi-Antenna element 도출, 기 역 신호 

필터링 기술, 야생 환경 치추 에 합한 계강도

를 이용한 각도 추 기법 용 등의 기술을 용하

다. 최 한 야생동물 서식지와 유사한 환경에서 필드

테스트를 진행 하 으며, 실험결과 능동  각도 추

에서 부터 수신기의 치추  오차는 ±3도 이내의 정

확도를 가지는 시스템을 개발 하 다. 이 기술은 수동

 야생동물 치추  방법에서 벗어나 능동 으로 

추  가능한 기술로 미래에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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