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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블릿 변환을 이용한 FMCW 레이더용                  
최대 탐지 거리 향상 기법

최 영 두

Improvement Method of Radar Maximum Detection Range using
Wavelet Transform for FMCW Radar

Young-Doo Choi

요  약

본 논문은 FMCW 레이더에서 노이즈 제거 방식을 통해 최대 탐지 거리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FMCW 레이

더는 송신 파워의 제한으로 인해 최대 탐지 거리가 짧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호처리관점

에서 수신 신호의 잡음 성분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첫째, 다수의 chirp 신호로 수신된 레이다 신호를 

누적시킨다. 둘째, 누적된 신호를  레벨의 웨이블릿 변환을 통해서 저대역 신호와 고주파수대역 신호를 구

분한다. 구분된 고주파대역 신호를 제거해서 잡음신호를 감소시킨다. 이 신호는 역웨이블릿 변환을 통해서 시

간영역 신호로 재변환하여 거리 정보를 추정할 수 있는 신호처리 기법을 적용한다. 실험은 기존 결과와 제안

된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the improvement of maximum detection range through the noise cancellation method for 
FMCW radar. The FMCW radar has a disadvantage that the maximum detection distance is short due to the 
limitation of the transmission power.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method to reduce the noise component of a 
received signal in the perspective of a signal processing is proposed. First, a radar signal received as a lot of chirp 
signals is accumulated. Second, the accumulated signal is divided into a low-frequency band signal and a 
high-frequency band through the wavelet transform with   level. The noise signal is reduced by removing the 

high-frequency signal. This signal is re-transformed into a time domain signal through inverse wavelet transform. 
Finally, the signal processing technique to reduce the noise level is applied. The experiment compares and analyzes 
the conventional and proposed. 

Keywords

FMCW radar, maximum target detection range, wavelet, noise remove

http://dx.doi.org/10.14801/jkiit.2022.20.11.147

https://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14801/jkiit.2022.20.11.147&domain=http://ki-it.com/&uri_scheme=http:&cm_version=v1.5


148 웨이블릿 변환을 이용한 FMCW 레이더용 최대 탐지 거리 향상 기법

Ⅰ. 서  론

레이더 센서는 자율주행 및 실내 탐지 등의 다양

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왔다[1]-[4]. 레이더 센서는 

카메라 및 LiDAR와 같은 다른 센서에 비해 폭우, 
눈, 안개와 같은 환경 조건에 영향을 적게 받기 때

문에, 관심 대상을 지속적으로 탐지할 수 있다[5].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레이더 센서는 여러 응용 분

야에서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레이더 센서는 

Adaptive Cruise Control(ACC), Collision Avoidance 
(CA), Assistance Parking(AP) 등과 같은 자율주행 응

용에서 사용되었다[3]. 또한 레이더 센서는 국방분

야에서 적군의 탱크 및 항공기를 탐지하는 응용뿐 

아니라 감시 응용 분야에도 활용되고 있다[6].
한편, 최근에는 Ultra Wide Band(UWB) 레이더, 

Frequency Modulated Continuous Wave(FMCW) 레이

더 등 다양한 레이더 시스템이 타겟 탐지를 수행하

고 있다. FMCW 레이더는 생체 정보 탐지[7][8], 다
양한 환경 탐지[9] 및 타겟 정보 탐지[10][11] 에 사

용되었다.  FMCW 레이더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다양한 클러터를 제거하고 타겟 신호 특성을 분석

하는 방법이 많이 진행되어 왔다[12]. 그러나, 
FMCW 레이더는 한정된 송신 파워에 대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탐지할 수 있는 최대 거리가 짧다는 

단점이 있다. 여기서, 탐지 가능한 최대거리는 송신 

chirp 간의 주기나 송신 전력과 같은 다양한 파라미

터들에 의해 결정된다. 탐지 가능한 거리를 확장하

기 위한 방법으로 신호대 잡음비(SNR, Signal to 
Noise Ratio)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예로 들 수 있다 

[13]. SNR은 송신 전력의 세기를 높이거나, 수신 신

호에 더해진 잡음 성분의 세기를 감소시키거나, 프
로세싱 이득을 증가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

한다[14]-[17]. 
본 논문에서는 신호처리 관점에서 잡음성분을 감

소시켜 최대거리를 확장시키는 방식을 제안한다. 첫
째, 다수의 펄스로 수신된 레이다 신호를 누적시킨

다. 둘째, 누적된 신호를   레벨의 웨이블릿 변환

을 통해서 저대역 신호와 고주파수대역 신호를 구

분한다. 구분된 고주파대역 신호를 제거해서 잡음 

성분을 감소시킨다. 이 신호는 역웨이블릿 변환을 

통해서 시간영역 신호로 재변환하여 거리 정보를 

추정할 수 있는 신호처리 기법을 적용한다. 제안된 

기법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FMCW레이다로 타겟

을 탐지한 후 획득한 수신신호에 제안된 신호처리 

기법을 적용한 경우와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결과

를 비교 분석하였다. 제안된 신호처리 기법을 적용

한 경우,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SNR이 확연히 

개선될 뿐 아니라 탐지거리 또한 증가됨을 보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FMCW 레이다의 시스템 모델 및 사양을 분석한다. 
3절에서는 최대 탐지 거리 향상기법에 대해 논의한

다. 4절에서는 제안된 기법에 의한 성능 개선을 확

인하기 위해 실험결과를 보이며 5절에서 결론으로 

본 논문을 맺는다.

Ⅱ. 시스템 모델 및 FMCW 레이다 사양분석

본 장에서는 고려하는 레이다의 시스템 모델 및 

FMCW 레이더의 사양을 분석한다. 

2.1 시스템 모델

FMCW 레이더는 거리 및 도플러 정보와 같은 다

양한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 장에

서는 FMCW 레이더의 시스템 모델을 보여준다. 목
표물의 거리 파라미터를 검출하기 위해 FMCW 레
이더의 송신 신호는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exp 

  ≤  

 
 (1)    

                                         
여기서, 는 초기 주파수를 의미하며,  

는 FMCW chirp신호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는 FMCW 신호의 대역폭을 나타내며, T는 

FMCW 신호의 주기를 의미한다. 그림 1은 거리 파

라미터를 추정하기 위한 신호를 형상화한 결과이다. 
식 (2)는 거리 파라미터를 추정하기 위한 l-번째 

FMCW의 수신 신호를 나타낸다. 

  




ex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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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M은 타겟 수를 의미하며, 는 샘플링 주

기를 의미한다.

그림 1. FMCW 레이더의 송신 예시
Fig. 1. Example for transmitted signal of FMCW radar

다음에, 수신된 신호를 이용하여 레이더 시스템

에서 l-번째 FMCW의 수신 신호는 거리 N-point 
FFT를 이용해서 식 (3)에서 수행된다. 

 
 



exp               (3)

2.2 FMCW 레이다 분석

본 논문은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TI사의 AWR2243 모델을 사용하였다. 
AWR2243 모델은 FMCW 신호를 송신하며 중심주

파수는 78.5GHz이며, 대역폭이 5GHz가 되며, 송신

파워는 13dBm이며, 최대거리 약 40m의 사양을 보

유하고 있다. 레이더로 탐지가능한 최대거리 max는 

레이더 방정식에 의해 계산될 수 있으며 레이더 방

정식은 식 (4)와 같다[18].

max 


req

         (4)

여기서, 와 은 각각 송신안테나와 수신안테

나의 이득이며, 는 타겟의 RCS, 는 프로세싱 

게인, 은 시스템의 손실계수, 는 볼쯔만 상수, 
는 절대온도, 는 대역폭, req는 요구되는 

SNR을 의미한다. 각 파라미터 값은 표 1에 제시되

어 있다. 표 1에서의 파라미터와 식 (4)로부터, 본 

레이더 시스템의 최대거리가 결정되는데, 최대 약 

40m 까지 측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외에서 움직

이는 물체를 탐지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150m 이
상 떨어진 타겟을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표 1. FMCW 레이더의 주요 파라미터[19]
Table 1. Key parameters of the FMCW radar[19]

Parameter Unit Value Remarks　
TX power() dBm 13 -
Pulse width  0.5, 1, 4 -
TX and RX
antenna gain

dBi 18 -

Center frequency GHz 78.5 　-
RCS dBm2 20 Vehicle

Noise figure dB 12 　-
Required S/N
(req)

dB 12
Detection prob.: 95%
Error rate: 10-2

Ⅲ. 제안하는 웨이블릿 변환을 이용한 최대 

탐지 거리 향상 알고리즘

본 장에서는 FMCW 레이더[20]의 신호처리만 처

리함으로써 잡음 전력을 감소시켜 최대 탐지 거리

를 증가시키는 알고리즘을 기술한다. 수식 (4)에서 

다른 아날로그 파라미터 값을 변경하지 않고, SNR
만 증가시킴으로 최대 탐지 거리를 증가시킬 수 있

다. 이를 위해서, 식 (3)의 에 그림 2와 제안하

는 방법을 적용해서 잡음 성분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림 2에서 ADC 신호 은 위상 변화로 인한 

수신 신호가 상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적시 절

대값을 와 같이 수행한다.

그림 2. 제안 구조
Fig. 2. Proposed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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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번째 성분 을 =1에서 까지 누적한 

신호 을 식 (5)와 같이 구한다.

 
  



                           (5)

FMCW chirp 신호 누적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신

호의 크기는 증가하지만, 매 펄스에 더해진 잡음 

성분들은 무작위성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크
기가 누적 수에 따라 증가하지 않는다. 그림 3은 

SNR 및 FMCW chirp의 누적 개수에 따른 탐지율

을 보인 것이다. 그림 3으로부터 chirp의 개수가 증

가할수록 낮은 SNR에서도 높은 탐지율을 달성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 SNR 및 누적횟수에 따른 탐지율 변화
Fig. 3. Detection probability based on SNR and integration

number

누적된 신호는 레벨의 웨이블릿 변환을 이용

하여 잡음 신호를 감소시킨다. 누적된 신호는 그림 

2에서 제시된 웨이블릿 변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레벨 의 값을 설정한다. 설정된 값에 기초해

서 웨이블릿 변환을 수행한다. 변환된 신호중에 고

주파 대역 신호는 감소시켜서, 타겟 이외의 잡음신

호의 성분을 최대한 제거한다. 제거된 신호를 역웨

이블릿 변환을 통해서 시간영역 신호로 재변환되어 

거리 정보를 추정할 수 있는 신호처리 기법을 적용

한다. 거리 정보는 레이더 수신 신호의 첨두치 검출

을 이용해 지연시간을 추정하고 추정한 지연시간으

로 부터 타겟의 거리를 계산한다. 그림 4는 =4 
레벨의 웨이블릿을 이용해서 수신신호와 잡음 성분

이 제거된 신호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낸다. 

(a) 수신 신호의 FFT 결과
(a) FFT results of received signal

(b) 제안된 구조가 적용된 잡음 신호가 제거된 FFT 결과
(b) FFT result with removed noise signal based on

proposed structure
그림 4. 기존 구조와 제안 구조 결과 비교

Fig. 4. Comparison results for existing and proposed
structures

IV. 실험 결과

본 절에서는 제안된 최대 탐지 거리 향상 알고리

즘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을 

위해서 FMCW 레이더를 이용하여 타겟을 탐지하기 

위해 송신한 후 수신한 레이더 신호에 제안된 방식

을 적용하였다. 그림 5는 야외 환경에서 150m의 지

점의 타겟(함정) 사진이다. 그림 5의 타겟을 탐지하

면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5. 150m 거리의 타겟
Fig. 5. Target at a distance of 1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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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은 수신신호의 FFT 결과(그림 6(a))와 제안

된 기법중에 신호 누적만 적용한 경우(그림 6(b))와 

모든 알고리즘이 적용된 경우(그림 6(c))를 보인 것

이다. 여기서, 신호 누적 파라미터는 은 8로 설

정하였으며, 웨이블릿 변환의 레벨 은 3으로 설

정하였다. 그림 6(a)에서 FFT신호는 피크 신호와 이

외 신호의 차이가 크지 않다. 반면에 그림 6(b)와 

그림 6(c)에서는 피크신호와 이외의 신호가 확연히 

차이가 존재함을 관찰할 수 있다. 

(a) 기존 구조
(a) Existing structure

(b) 신호 누적기반의 제안된 구조
(b) Proposed structure based on signal integraiton

(c) 신호 누적과 웨이블릿 변환기반의 제안된 구조
(c) Proposed structure based on signal integration and

wavelet transform
그림 6. 기존 구조와 제안 구조 실험 결과

Fig. 6. Experimental results of existing and proposed
structures

그림 7은 그림 5의 타겟에 대해서 다른 노이즈 

환경과 바람 클러터 환경에서 측정된 결과를 살펴

보기 위해서 다른 시간에서 측정된 결과를 살펴봤

다. 제안된 신호 누적 방법만 적용하는 경우(그림 

7(b))와 모든 알고리즘이 적용된 경우(그림 7(c))를 

보인다. 본 결과를 통해서 다른 노이즈 환경과 바람 

클러터 환경에 대한 영향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판단된다.

(a) 기존 구조
(a) Existing structure

(b) 신호 누적기반의 제안된 구조
(b) Proposed structure based on signal integraiton

(c) 신호 누적과 웨이블릿 변환기반의 제안된 구조
(c) Proposed structure based on signal integration and

wavelet transform
그림 7. 기존 구조와 제안 구조 실험의 또 다른 시점

결과
Fig. 7. Experiment with existing and proposed structures

another point in tim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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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FMCW 레이더의 파라미터를 변경

하지 않고 획득한 수신신호의 잡음을 웨이블릿 변

환을 통해서 감소시킴으로써 탐지 가능한 최대 거

리를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 제안하였다. 레이더 

탐지가능 거리 증가를 위해서는 수신신호의 잡음성

분을 감소시켜야 한다. 제안된 기법에서는 다수의 

펄스로 송수신된 레이더 신호를 하나로 누적하는 

방법과 누적된 신호를 웨이블릿 변환을 수행한 후 

잡음 신호 성분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제안된 기법의 성능 검증을 위해 실외 실험을 수행

하였으며, 제안된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150m 까지

의 타겟을 탐지할 수 있음을 관찰하였다. 

References

[1] J. C. Lin, "Noninvasive microwave measurement 
of respiration", Proc. of the IEEE, Vol. 63, No. 
10, pp. 1530-1530, Oct. 1975, https://doi.org/ 
10.1109/PROC.1975.9992.

[2] S. Kim and K. K. Lee, "Low-Complexity Joint 
Extrapolation-MUSIC-Based 2-D Parameter 
Estimator for Vital FMCW Radar", IEEE Sensors 
Journal, Vol. 19, No. 6, pp. 2205-2216, Mar.  
2019. https://doi.org/10.1109/JSEN.2018.2877043.

[3] S. Kim, D. Oh, and J. Lee, "Joint DFT-ESPRIT 
Estimation for TOA and DOA in Vehicle FMCW 
Radars", IEEE Antennas and Wireless Propagation 
Letters, Vol. 14, pp. 1710-1713, 2015. 
https://doi.org/10.1109/LAWP.2015.2420579.

[4] C. Li, Y. Xiao, and J. Lin, "Experiment and 
Spectral Analysis of a Low-Power Ka-Band 
Heartbeat Detector Measuring From Four Sides of 
a Human Body", IEEE Transactions on Microwave 
Theory and Techniques, Vol. 54, No. 12, pp. 
4464-4471, Dec. 2006. https://doi.org/10.1109/ 
TMTT.2006.884652.

[5] M. Tan, B. Wang, Z. Wu, J. Wang, and G. Pan, 
"Weakly Supervised Metric Learning for Traffic 

Sign Recognition in a LIDAR-Equipped Vehicle", 
IEEE Transactions on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Vol. 17, No. 5, pp. 1415-1427, May 
2016. https://doi.org/10.1109/TITS.2015.2506182.

[6] Moon-Sik Lee, V. Katkovnik, and Yong-Hoon 
Kim, "System modeling and signal processing for 
a switch antenna array radar", IEEE Transactions 
on Signal Proc., Vol. 52, No. 6, pp. 1513-1523, 
Jun. 2004. https://doi.org/10.1109/TSP.2004.827204.

[7] K. Han, B. N. Nibret, and S. Hong, "Body 
Motion Artifact Cancellation Technique for Cough 
Detection Using FMCW Radar", IEEE Microwave 
and Wireless Components Letters, 2022. 
https://doi.org/10.1109/LMWC.2022.3198174.

[8] Y. Hu and T. Toda, "Remote Vital Signs 
Measurement of Indoor Walking Persons Using 
mm-Wave FMCW Radar", IEEE Access, Vol. 10, 
pp. 78219-78230, 2022, https://doi.org/10.1109/ 
ACCESS.2022.3193789.

[9] M. A. Mutschler, P. A. Scharf, P. Rippl, T. 
Gessler, T. Walter, and C. Waldschmidt, "River 
Surface Analysis and Characterization Using 
FMCW Radar", IEEE Journal of Selected Topics 
in Applied Earth Observations and Remote 
Sensing, Vol. 15, pp. 2493-2502, 2022.

[10] F. A. Butt, S. Ali, I. H. Naqvi, and S. Ejaz, "A 
Novel Methodology for Spectrally Efficient 
FMCW Radar Systems", IEEE Sensors Letters, 
Vol. 6, No. 6, pp. 1-4, Jun. 2022. 
https://doi.org/10.1109/LSENS.2022.3174661.

[11] M. S. Jung and K. T. Kim, "Improved Ground 
Target Detecting System Based on Both 
Miniaturized FMCW Radar and Radiometer", IEEE 
Access, Vol. 10, pp. 21509-21516, 2022. 
https://doi.org/10.1109/ACCESS.2022.3153318.

[12] F. J. Abdu, Y. Zhang, and Z. Deng, "Activity 
Classification Based on Feature Fusion of FMCW 
Radar Human Motion Micro-Doppler Signatures", 
IEEE Sensors Journal, Vol. 22, No. 9, pp. 
8648-8662, May 2022. https://doi.org/10.1109/ 
JSEN.2022.3156762.



Journal of KIIT. Vol. 20, No. 11, pp. 147-153, Nov. 30, 2022. pISSN 1598-8619, eISSN 2093-7571 153

[13] G. Stimson, Introduction to Airborne Radar, 
SciTech Publishing Inc., 1998.

[14] A. Sakhnini, S. De Bast, M. Guenach, A. 
Bourdoux, H. Sahli, and S. Pollin, "Near-Field 
Coherent Radar Sensing Using a Massive MIMO 
Communication Testbed", IEEE Transactions on 
Wireless Communications, Vol. 21, No. 8, pp. 
6256-6270, Aug. 2022. https://doi.org/10.1109/ 
TWC.2022.3148035.

[15] M. Kim and J. W. Shin, "Improved Speech 
Enhancement Considering Speech PSD 
Uncertainty", IEEE/ACM Transactions on Audio, 
Speech, and Language Proc., Vol. 30, pp. 
1939-1951, 2022. https://doi.org/10.1109/TASLP. 
2022.3180676.

[16] X. Yu, T. Fan, H. Qiu, R. Wang, G. Cui, and 
L. Kong, "Constrained Transceiver Design with 
Expanded Mainlobe for Range Sidelobe 
Reduction", IEEE Transactions on Aerospace and 
Electronic Systems, Vol. 58, No. 5, pp. 
4803-4813, Oct. 2022. https://doi.org/10.1109/ 
TAES.2022.3163120.

[17] W. Wang and L. Gan, "Radio Frequency 
Fingerprinting Improved by Statistical Noise 
Reduction", IEEE Transactions on Cognitive 
Communications and Networking, Vol. 8, No. 3, 
pp. 1444-1452, Sep. 2022. https://doi.org/ 
10.1109/TCCN.2022.3171792.

[18] S. Ardalan, S. Moghadami, and S. Jaafari, 
"Motion Noise Cancelation in Heartbeat Sensing 
using Accelerometer and Adaptive Filter", IEEE 
Embedded Systems Letters, Vol. 7, No. 4, pp. 
101-104, Dec. 2015. https://doi.org/10.1109/ 
LES.2015.2457933.

[19] www.ti.com [Accessed: Jan. 05, 2022]
[20] Huy Toan Nguyen, Gwang Hyun Yu, Seung You 

Na, Jin Young Kim, and Kyung Sik Seo, 
"Real-time Moving Object Detection Based on 
RPCA via GD for FMCW Radar", Journal of 
KIIT, Vol. 17, No. 6, pp. 103-114, Jun. 2019. 
https://doi.org/10.14801/jkiit.2019.17.6.103.

저자소개

최 영 두 (Young-Doo Choi)

2003년 3월 : 해군사관학교 

해양학과(이학사)
2013년 2월 :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공학석사)
2016년 2월 :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공학박사)
2021년 3월 ~ 현재 : 해군사관학교 

전자제어공학과 교수

관심분야 : 레이다/소나 신호처리, 수중탐지

   


	웨이블릿 변환을 이용한 FMCW 레이더용 최대 탐지 거리 향상 기법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시스템 모델 및 FMCW 레이다 사양분석
	Ⅲ. 제안하는 웨이블릿 변환을 이용한 최대 탐지 거리 향상 알고리즘
	IV. 실험 결과
	Ⅴ. 결론
	Re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