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GHz FMCW Radar_M
센서 모듈(사람 거리 감지용)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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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24GHz FMCW Radar_M 는 디지털 신호 처리 기능이 있는 24GHz ISM 대역에서 FMCW 레이더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UART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센서는 데이터를 보내며 센서는 탐지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탐지하는데 사용한다.
두 개의 다른 어플리케이션 하드웨어 버전을 제공한다:
A. 주위 감시, 자동차 충돌 방지 (IF 250kHz 대역의 신호 증폭기)
B. 도로등 제어, 사람 수 계산, 스마트 시티 어플리케이션 (IF 10kHz 대역의 신호 증폭기)

2. 제품 사양
하드웨어 사양
주파수 대역

24.00GHz ~ 24.25GHz

부대역

2 x 100MHz

RF 파워

< 20dBm / MHz

안테나 종류

지향성 안테나

거리 분해능

170cm

인터페이스 사양
출력 (기본/선택)

UART, GPIO

통신 출력 (선택)

UART (230400bps)

전기 사양
공급 전류

최대. 150mA

입력 전압

VDC 5V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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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계적 설명
아래 그림은 모듈의 앞뒤면에 대한 사진이다. 앞부분에는 마이크로파 구성품과 안테나가 있다. 이
부분은 ESD 에 매우 민감하니 PCB 나 RF 칩에 있는 금속들은 만지지 마십시요.

그림. 1 모듈 앞부분

그림 2 모듈 뒷부분

감지 범위 각도는 수직 방향으로 설치했을 시 11.5°로 동일하고 수평 방향을 설치했을 시 33°로
동일하다.

11.5°

그림. 3 수직 방향

33°

그림. 4 수평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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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 범위

사람의 최대 감지 범위
그림. 5 수직, 수평에 대한 감지 범위 (보안 app)

Rev. 1.0
umain.co.kr

P a g e 4 | 13

4. UART 인터페이스
모듈안에는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UART 를 제공한다 (2.54mm pitch pin-header). 또한 6-pin
header 에 필요한 JTAG 도 제공한다. 나머지 커넥터들은 선택이며 어플리케이션에 의해 필요하면
설치하면 된다.
센서는 PCB 4-pin 커넥터에 의해서 UART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아래 그림에 설명되어 있다.

UART pin

Pin 설명

1

Power +5V

2

UART RX (3.3V lvl)

3

UART TX (3.3V lvl)

4

Power Ground

그림. 6 – UART 연결 pinout

UART 인터페이스는 데이터를 수신하고 파라미터 값을 변경하는데 사용된다. 침입자를 감지했을 경우
목표물의 거리 값을 포함하여 센서는 “알람” 신호를 보낸다. 만약 아무것도 감지가 안됐을 경우
온라인상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 3 초마다 “핑” 신호를 보낸다.

센서 데이터 포멧:
Sensor type 0x5A

Sensor ID

Command ID

Value

CRC8

데이터 포멧: HEX
Sensor type –FMCW 24GHz 레이더의 공통 헤더, 항상 0x5A
Sensor ID –각 센서마다 2 ~ 250 사이의 값을 갖는다. 디폴트 값 = 1
Command ID 와 Value – 명령어 확인과 파라미터 값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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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or’s ID 는 주파수와 부대역 값도 나타낸다. 만약 ID 가 홀수이면 센서는 타입 1 부대역이고
짝수일 경우 타입 2 이다. 부대역에 관해서는 매뉴얼에 자세히 나와있다.

4.1 명령어 설명
4.1.1 알람

명령어:

C1

사용 가능한 값:
목표물에 대한 거리 값을 나타낸다.

코멘트:
센서는 한방향으로만 신호를 보낼 수 있다.

4.1.2 핑

명령어:

C2

사용 가능한 값:
N/A

코멘트:
핑은 센서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센서는 한방향으로만 신호를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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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센서 ID 설정

명령어:

C3

사용 가능한 값:
0x02 … 0xFF – 각각 센서 ID 설정

명령어:
0x01 – 새로운 센서에 대한 디폴트 값.
센서는 플레쉬 메모리에 받은 데이터를 저장한다; 에러 없는 데이터를 수신했을 때
센서는 보냈을 때와 같은 패킷으로 응답을 한다.
센서의 부대역은 센서 ID 를 통해서 바꿀 수 있다 만약 ID 가 홀수이면 센서는 타입 1
부대역이고 짝수일 경우 타입 2 이다. 파워를 키거나 센서 ID 를 바꾼 후에는 1 분동안
바뀐 설정 값으로 튜닝을하고 바뀐 부대역에 맞게 주파수를 바꾼다.

4.1.4 작동 범위 설정

명령어:

C4

사용 가능한 값:
0x05 – 0x32 –5 ~ 50m 까지 범위 설정 가능

명령어:
센서는 플레쉬 메모리에 받은 데이터를 저장한다; 에러 없는 데이터를 수신했을 때
센서는 보냈을 때와 같은 패킷으로 응답을 한다. 내부에서의 재계산으로 ±1m 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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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임계값 계수 추가

명령어:

C5

사용 가능한 값:
0x00 – 0xFF

명령어:
센서는 플레쉬 메모리에 받은 데이터를 저장한다; 에러 없는 데이터를 수신했을 때
센서는 보냈을 때와 같은 패킷으로 응답을 한다.
계수는 임계값에 추가되며 오알람율을 조절하는데 사용된다.

4.1.6 Raw data 전송

명령어:

C6

사용 가능한 값:
0x00 이거나 0x01 = 각각 센서는 데이터 전송이 불가능/가능으로 보낸다.

코멘트:
1byte 씩 FFT, 임계치 값을 보낸다(총 대략적으로 64 byte).
이 모드는 공학적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4.1.7 CRC 가 잘못됐을 경우

명령어:

C7

사용 가능한 값:
0xC7 요청된 명령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전송;
잘못된 CRC 일 경우 고쳐준다.

코멘트:
만약 센서는 이 명령어를 받을 경우 마지막 메시지를 한 번 더 반복해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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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에러 검출 코드 설명서
센서로부터 나가고 들어오는 마지막 메시지는 CRC8 규칙에 의거하여 에러 감지 코드를 포함해야 한다.
CRC8 계산 파라미터: 초기값 0x00; 다항식 값 0x07.
코드 계산 방식:
crc = gencrc(&data [0], 4);
uint8_t gencrc (uint8_t * data, uint8_t len)
{
uint8_t crc8 = 0x00;
for (uint8_t i = 0; i<len; i++)
{
crc8 ^= *data;
for (uint8_t j = 0; j < 8; j++)
{
if ((crc8 & 0x80) != 0)
crc8 = (uint8_t)((crc8 << 1) ^ 0x07);
else
crc8 <<= 1;
}
data++;
}
return crc8;
}

crc8 코드 확인용 홈페이지 주소 https://crccal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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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프트웨어 데모

유메인은 센서의 전위와 테스트를 평가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데모를 제공한다. 소프트웨어는
UART 인터페이스 또는 이더넷 연결망을 사용할 경우 이더넷을 통해 연결할 있다.

그림. 7 – 보안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GUI 소프트웨어

5.1 GUI 연결
GUI 소프트웨어 설치 절차:
1) 만약 센서가 PC 에 연결이 됐을 경우 UART 혹은 LAN 을 선택.
-

UART 를 선택했을 경우 포트를 선택하고 속도를 230400 baud rate 로 한다.

-

LAN 을 선택했을 경우 IP 주소와 포트를 설정한다 (디폴트 값: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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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unication line” 스위치를 누른다. 만약 통신이 설정됐을 경우 “Comm”에서 초록불이
생길 것이다.

3) 통신 설정 완료 후 “Sensor setup”창이 열릴 것이다. 센서 ID 에 맞게 정확한 ID 를 입력한다.
센서의 ID 를 바꾸는 경우가 아닌 이상 “Change ID”를 누를 필요가 없다.

4) 만약 ID 가 맞을 경우“Link”에서 “Ping” 메시지를 보낼 경우 깜빡일 것이다. 만약 연결이
잘못됐을 경우 “Terminal”윈도우에서 잘못됐다는 메시지가 보일 것이다.
만약 센서 연결이 끊이고 Ping 이 손실됐을 경우 소프트웨어에서 에러 메시지를 보낼 것이고
“Lind” 불빛이 희미해질 것이다.
*Terminal 윈도우에 들어가려면 GUI 상단에 있는 “Terminal”를 눌러주세요.

5) 만약 모든 준비가 제대로 됐을경우, 침입자가 감지 범위안에 있을 때 센서는 terminal
프로그램에서“Alarm” 이라는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 소프트웨어 “lamp”에서는 몇 초 간
시간과 거리 값을 포함하여 메시지와 알람 깜빡임을 통해 사용자에게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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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단위: m)

5.2 GUI 를 통해 센서 구성
센서 파라미터값은 GUI 에서 “Setup” 부분에서 바꿀 수 있다.
1) 센서 ID 를 바꾸기 위해서는 새로운 값을 입력 후 “Change ID”를 누른다.
디폴트 값은 “1”이다.
2) 센서의 감지 거리를 최대 설정하기 위해서는 Range 부분에서 값을 바꾼 뒤 “>>Send”를 누른다.
동작 범위는 최대 50m 이다.
3) 임계치에 계수 값을 추가하기 위해서 Threshold 부분에서 값을 바꾼 뒤 “>>Send”를 누른다.
만약 센서가 값을 바꿨다면 바뀐 값을 메시지를 통해 전달하고 Terminal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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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치 위치
•

출력 핀에 +5V 보다 높은 전압을 가하지 마십시요.

•

전자파에 투명하지 않거나 반사하지 않는 재료들은 사용하지 마십시요.

•

감지 범위를 조절하여 불필요한 탐지 거리를 수정해서 사용 하십시요.

•

센서를 흔들리는 구조물에 설치하지 마십시요.

•

안정상 때문에 나무나 밀림 같은 지역을 피하십시요.

•

근처에 무선통신 기기, 안테나 증폭기, 센서의 RF 내성이 없는 곳에서는 설치하지 마십시요.

•

외부 환경에 대한 보호막 없이는 모듈은 밖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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