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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더 신호의 세기가 불투명한 비금속 용기 속 음료의 양을 파
악하는 데 활용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In this study, we attempted to estimate liquid residue in an
opaque non-metallic container. Because impulse radio
ultra-wideband (IR-UWB) radar signals can penetrate an object,
we expected to be able to grasp how much liquid residue

II. 측정 실험 및 결과
본 연구의 실험에서는 980ml 용량의 두유 종이팩에

remains in an opaque container using an IR-UWB radar.
The experiment of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quantity

IR-UWB 레이더 신호를 송신시켜 반사된 신호의 세기를 측

of liquid residue is related to the strength of the reflected
radar signal.

져 있었다. 또한 두유가 종이팩에 가득 채워져 있을 경우,

I. 서 론

정하였다. 이때, 종이팩은 레이더를 기준으로 약 20cm 떨어
절반만 채워져 있을 경우, 그리고 비어있을 경우로 나누어
서 실험을 수행했으며, 각각의 경우마다 300개의 레이더
“프레임 (frame)” [7]을 송신 및 수신한 후 평균을 내어 하나

비금속 물체에 대하여 impulse radio ultra-wideband
(IR-UWB) 레이더의 신호는 투과성을 가지고 있다 [1]. 이러
한 IR-UWB 레이더 신호의 특성은 벽 뒤의 사람 감지 [2-4],
지표 분석 [5, 6] 등에 활용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Novelda 사(社)의 NVA-6201 IR-UWB 레
이더를 활용하여 불투명한 비금속 용기 속의 액체 잔여량을

의 프레임으로 나타내었다. 그리고 이들을 각각 3회씩 반복
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그림 1, 그림2, 그림3은 각각의
경우에서 첫 번째 측정 결과를 파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각
각의 파형들이 서로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진 않았는데, 이
를 통해 각 경우의 파형이 다른 경우의 파형과 구분이 될 만
한 특징을 나타내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추정하려 한다. 이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에 IR-UWB 레이
더를 설치하여 불투명한 용기 속 음료의 잔여량을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상점에서 소비
자들이 음료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이다. 이는 사물 인터넷 기술을 실생활에 접목한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팀은 종이팩으로 포장된 두유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실험을 통해 더 많은 양의 두유가 남아있을
수록 더 강한 세기의 IR-UWB 레이더 신호가 반사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반사되어 돌아오는 IR-UWB 레이

그림 1. 두유가 종이팩에 가득 채워져 있을 경우, 반사된
IR-UWB 레이더 신호의 파형

그림 2. 두유가 종이팩에 절반만 채워져 있을 경우, 반사된
IR-UWB 레이더 신호의 파형

그림 4. 각 경우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레이더 신호의 세기를
표준화한 값의 그래프

III. 결
그림 3. 두유가 종이팩에 비어 있을 경우, 반사된 IR-UWB
레이더 신호의 파형

론

본 연구에서는 투과성이라는 IR-UWB 레이더의 특성을 활
용하여 종이팩 속 두유의 잔여량을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하
였다. 종이팩에 맞고 반사되어 돌아오는 신호의 세기를 측정

이에 본 연구팀은 레이더 신호의 세기를 다음과 같은 평

한 결과, 팩 속 두유의 잔여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강한 신

균값을 구하는 식 (1)을 활용하여 나타냈다. 이때, 식 (1)에

호의 세기가 반사되어 돌아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불투

서  는 신호의 세기,  는 레이더 프레임 속 해당하는

명한 비금속 용기 속 액체의 잔여량을 측정하는 데 IR-UWB

“range cell” [7]이 가지고 있는 신호의 세기,  은 프레임 속

레이더의 신호 세기가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range cell의 index, 그리고  은 한 프레임 속 range cell의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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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결과를 가장 큰 값의 신호 세기를 기준으로 표준화
(normalization)하여 표 1과 그림 4로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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