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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016-53-1-15

형 외선 센서 회 방식을 이용한 

정지 인체 감지 시스템에 한 연구 

( A Design of Standing Human Body Sensing System 

Using Rotation of a PIR Sensor )

차 형 우*, 조 민 형**

( Hyeong-Woo Chaⓒ and Min-Yyeong Cho )

요  약

형 외선(pyroelectric infrared : PIR) 센서를 이용하여 정지  이동인체 감지 시스템을 개발하 다. 감지 시스템은 

원부, 형 외선 센서 인터페이스 회로, 극소형 스템핑 모터, 그리고 디지털 제어부로 구성된다. 정지된 인체를 감지하는 

원리는 PIR 센서와 넬 즈(Fresnel lens)를 부착한 스템핑 모터를 180도로 6  간격으로 회 하여 인체의 유무를 검출하

고 일정기간 동안 인체 감지 신호가 없으면 모터를 정지시키는 것이다. 제안한 감지 시스템에 필요한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하

다. 실험을 통해 감지 시스템은 37℃의 정지  이동하는 인체에 하여 6m의 감지거리와 30도의 감지 각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  

Abstract

A novel sensing system for standing and moving human body using PIR(pyroelectric infrared) sensor was development. 

The system consists of power supply, interface circuit of PIR sensor, small stepping motor, and digital control. The 

detecting principle for stop human body is detecting the human body when the stepping motor sticking the PIR sensor 

and the fresnel lens has rotated by 180 degree at six second and has stopped the motor for no detecting signal of human 

body. We developed control algorism for proposed the detection system. The experimentation shows that the detector 

system had detected length and angle were 6m and 30 degree against as standing and moving human body with 37℃.

      Keywords : pyroelectric infrared sensor, detecting the stopping human body, sensor rot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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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상용화된 형 외선(pyroelectric infrared : 

PIR) 센서를 사용한 인체 감지 시스템은 아 트  

는 지하 계단의 자동 등 장치(센서 등기구)와 침입

자 경보 장치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자동 등 장치의 

경우 인체가 감지되면 바로 등을 등시킬 수 있지만 

감지된 사람이 정지한 상태로 있다면 이 장치에 장착된 

외선 센서는 인체를 지속 으로 감지하지 못하여 출

력 신호가 차 사라져 등을 끄기 때문에 사람의 몸

을 조 씩 움직여야 한다
[1～2]
. 

따라서, 재의 침입자 경보장치의 경우에는 침입자

가 규정된 감지 거리와 방향 안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경우에만 경보 장치가 울리고 있다. 따라서 감지 거리

와 방향이 소해 사용자의 불편함이 있다[2]. 

일반 으로 정지된 인체의 열감지는 센서 앞에서 일

정한 속도로 쵸핑(chopping)하는 방식과 센서를 이더

(radar)와 같이 180도로 회 하는 방식이 있다[3]. 더하

여, 감지거리를 확장하기 해 합한 넬 즈

(fresnel lens)와 PIR 센서를 일체화하여 사용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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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외선 센서의 종류

Table 1. Kind of infrared sensor.

구분 장 단

열형
 심온 동작

 장 의존성이 없다.

 감도가 낮다.

 응답이 느리다(수ms).

양자형
감도가 크다.

응답이 빠르다(수us).

 냉각 필요(액체질소)

 장 의존성이 있다.

 고가

일반 이다.

종래의 PIR 센서를 이용하여 인체 감지기, 에 지

감 시스템, 원 리 시스템 등 다양한 응용분야가 개

발되고 발표되었지만 여 히 정지 인체를 감지하지 못

해 그 응용분야가 제한되고 있다[4～9]. 최근에 마이크로

와 라디오미터 기술을 사용한 정지 인체 감지기가 발

표되었지만 시스템이 복잡하고 감지거리도 4m 정도이

며, 상용화 할 경우 단가가 높다는 단 을 갖고 있다[10].

본 연구에서는 센서 회  방식을 사용하여, 종래의 

상용화된 센서 등기구의 문제 들인 정지인체를 감지 

못하는 것을 해결하고자 한다[11]. 제안한 방식은 넬 

즈와 PIR 센서를 일체화하여 모터에 부착하고 180도 

좌.우 회 시켜서 정지  이동되는 인체를 감지하는 

것이다. 본 에 이어 PIR 센서의 특징, 감지 시스템 설

계, 알고리즘 개발, 그리고 그 실험 결과  성능을 제

시한다.

II. PIR 센서의 구성 및 특징

1. PIR 센서의 종류와 특징

외선 센서의 동작 원리에는 열형과 양자형이 있다. 

열형 외선 센서는 외선을 받으면 일단 열로 변환하

고 이 열에 의해 항 변화 혹은 기 력을 출력 신호로 

내보낸다. 양자형 외선 센서는 반도체 천이간의 에

지 차를 흡착하는 원리를 이용한 자효과와 PN 합

에 의한 기 력 효과를 이용한 것이다. 열형과 양자

형의 일반 인 특징은 표 1에 나타냈다
[1]
.

외선 장은 그림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가시 보

다 길고 보다 짧은 자 의 일종이다. 사람의 경

우 체온이 36℃~37℃이기 때문에 9~10um의 크기를 갖

는 외선을 방출한다. 따라서, 인체가 방출하는 외선

을 감지함으로써, 인체의 유・무를 감지할 수 있다.

2. PIR 센서의 원리와 신호발생순서

PIR 센서는 체를 감지 소자에 이용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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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온도에 따른 외선의 장

Fig. 1. Infrared wavelength on temperature.

그림 2. PIR 센서의 원리(a)와 신호 발생 순서(b).

Fig. 2. Principle (a) of PIR sensor principle and signal 

flow chart(b).

체 결정은 자발 분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체 

표면에는 본질 으로 자발 분극에 기 한 하가 나타

나고 있다.[그림 2(a)의 (1)안정상태 참조] 소자 표면에 

외선이 입사되면 이 외선은 흡수되고, 소자 온도는

 K에서 K 로 상승한다. 형 외선 센

서는 온도변화를 검출하는 미분형의 센서이고 배경 온

도와 측정 상물과의 온도 차이의 4제곱에 비례한 출

력을 얻는다. 그림 2(b)에 형 외선 센서의 원리와 

신호 발생 순서를 나타냈다.

3. 초전형 적외선 센서의 구조와 특징

센서 소자는 한 개의 체를 사용한 단일 소자와 

그림 3(a)와 같이 두 개를 사용한 이  소자가 있다. 이

 소자는 두 개의 감지 소자가 직렬로, 그리고 역방향

으로 속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 소자와 비교하면 그림 

3(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외선에 한 감도가 2배 증

가되고, 동시에 입력되는 외부 에 지는 상호 상쇄되어 

출력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오동작 방지

와  소자의 압 성으로 생기는 압  효과의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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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형 외선 센서 소자의 등가회로 (a)와 단일 

 이 소자의 출력 형(b)

Fig. 3. Equivalent circuit(a) of PIR sensor and output 

wave length(b) of single and dual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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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전압

)D(VCC

)D(VCC

경보신호

마이크로
프로세서

모터구동
드라이브

)D(VCC

DC-DC
변환기

선형
전원장치

)A(VCC

)D(VCC

60Hz
200V
AC

R

S.M. =stepping motor

증폭기 비교기

Fresne Lens

그림 4. 정지  이동 인체 감지 시스템의 체 구성도

Fig. 4. Block diagram of detection system for standing 

and moving human body.

제거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  소자를 선

택하여 인체 감지 시스템을 개발하 다.

III. 정지 및 이동 인체 감지 시스템의 설계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정지  이동 인체 감지 시스템

의 체 구성도를 그림 4에 나타냈다. 선형 원 장치

와 DC-DC 변환기로 구성되는 원부, 넬 즈와 

PIR 센서, 역-통과 증폭기와 여 기, 그리고 비교기

로 구성되는 아날로그 센서 인터페이스 회로, 그리고 

스텝핑 모터를 구동하고 제어 알고리즘을 실 하는 디

지털 제어부 즉, 마이크로 로세서(microprocessor)로 

구성된다.

1. 대역-통과 여파기 설계 

본 연구에서 설계한 PIR 센서의 신호 증폭  여

기능을 갖는 역-통과 여 기 회로를 그림 5에 나타냈

다. 이 회로는 센서의 반응 주기에 맞는 신호만 증폭시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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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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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외선 센서의 신호 증폭  여 기 회로도.

Fig. 5. Circuit diagram of signal amplification and 

bandpass filter for the PIR sensor.

키기 해 역-통과 여  기능을 갖는 비반  증폭기

와 반  증폭기로 구성된다. 역-통과 여 기  비반

 증폭기는  ,∼  , ∼  로, 역-통과 여

기  반  증폭기는  ,∼  , ∼  ,로 각

각 구성된다. 그림 5에 나타낸 역-통과 여 기 비반

 증폭기( )와 반  증폭기( )에서 달 함수

 과  를 각각 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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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  


,  



이고,    는 PIR 센서의 입력 신호,  과 

 는 비반  증폭기의 출력과 반  증폭기의 출력

이다. s는  (  )이다.  식으로부터 우리는 

한 소자 값을 선택하여 역 통과 심 주 수를 

1Hz 근처로, 그리고 체 이득을 크게 조 할 수 있다.

2. 비교기와 디지털 제어부 설계 

본 연구에서 설계한 비교기와 디지털 제어부 회로를 

그림 6(a)에, 그리고 비교기의 입력과 출력 신호( 는 

마이크로 로세서 입력 신호)를 그림 6(b)에 나타냈다. 

인체를 감지한 결과에 따라 형이 비교기의 입력신호

로 입력된다. 이 신호는 인체의 유・무, 인체의 숫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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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비교기  디지털 제어부의 회로 구성도(a)와 비

교기의 입력과 출력 형(b)

Fig. 6. Circuit diagram of comparator and digital control 

block (a) and input-output wavelength of 

comparator (b).

S.M.

초전형센서

)A(VCC
Lens  Fresnel

스텝핑모터

신호

출력

센서

모터구동
드라이브

)D(VCC

신호

모터구동

그림 7. PIR 센서 회  운동에 한 블록도 

Fig. 7. Block diagram for cycling movement of PIR 

sensor. 

체와 센서의 거리에 따라 그 크기가 차이가 날 것이다. 

따라서, 의 크기에 비례하는 주기(period)를 얻기 

해 기  압과 비교를 해야 한다. 의 신호와 기  

압에 한 비교 결과를 그림 6(b)에 나타냈다. 아날로

그 회로와 디지털 회로의 격리를 해, 아날로그 원

과 디지털 원을 별도로 사용하 다.

3. PIR 센서를 회전시키는 구동 장치 설계 

PIR 센서를 회 시키 해 제안한 회로 구성도를 그

림 7에 나타냈다. 이 구성도는 스텝핑(stepping) 모터

(motor), PIR 센서, 넬 즈, 모터 구동 드라이버

(driver)로 이루어졌다. 여기서, 우리는 센서를 회 시키

키기 해, 스텝핑 모터의 구동축에 센서를 고정시키고, 

이 모터를 마이크로 로세서를 통하여 180도 는 360

도 회 시켜 인체를 감지하는 방안을 체택하 다. 즉, 

감지 시스템이 켜지면 인체 감지 결과에 따라 스테핑 

모터가 좌․우로 회 하여 정지된 인체를 감지하고 인

체가 감지 범 를 벗어날 때 얻어진 데이터 값을 환경

그림 8. PPG10601 넬 즈의 특성. 

Fig. 8. Characteristics for fresnel lens for PPG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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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제안한 감지 시스템의 체 제어 알고리즘.

Fig. 9. Control algorithm of proposed detection system.

에 한 기값으로 장한다. 이 값은 센서가 정지  

이동하는 인체를 인식했을 때의 데이터 값과 비교되어 

정지  이동하는 인체를 단하게 된다. 감지 거리를 

확장하기 해, 넬 즈를 센서와 같이 부착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넬 즈는 무라타(murata)

사의 PPG10601이며, 이 즈의 방향성과 감지거리에 

한 특성은 그림 8과 같다. 무라타사의 PIR 센서 

IRA-E500SZ0만으로는 0.5～1m 정도의 인체를 감지할 

수 있지만, 그림 8과 같이 PPG10601 즈를 사용할 경

우 5m까지 감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
. 

한, 하마마츠(Hammatsu) 포토닉스(photonics)사 E4116 

-02 넬 즈를 사용하면 최  40m까지 감지가 가

능하지만 감지 시야각이 좁은 단 이 있다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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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비반 , 반  증폭  여 기의 주 수 특성

Fig. 10. Frequency characteristics of noninverting and

inverting amplifier and fil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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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센서의 특징을 측정하기 한 발열체의 거리  

각도

Fig. 11. Distance and angle of heating element for 

sensor characteristics.

3. 정지 및 이동인체 감지 알고리즘 개발

정지  이동 인체를 감지하는 시스템은 (1) 시스템

을 설치할 때, (2) 정  후, 기가 다시 들어올 때, (3) 

인체가 감지 범 에 들어 올 때, 그리고 (4) 인체가 감

지 범 를 이탈한 다음 장시간 후 감지 범 에 들어 올 

때에도 정상 으로 시스템이 동작하도록 제어 알고리즘

을 개발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한 제어 알고리즘을 그림 9에 나

타냈다. 이 알고리즘에는 사람이 시스템을 설치할 때에 

도 경보 신호가 출력되고 센서를 회 시키도록 하 고,  

설치 후, 감지 범 를 벗어났을 경우에는 주  환경을

검색하여 그 결과가 3번 같을 경우, 이 값을 환경에 

한 기값으로 설정하고 센서의 회 을 멈추고 인체 감

지 기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 다. 한, 인체가 정지

한 상태의 경우에는 PIR 센서가 회 하면서 감지 신호

를 출력하기 때문에 감지한 재의 값과 환경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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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림 12. 발열체의 온도가 (a) 30℃와 (b) 40℃일 때, 각도

에 따른 거리 변화에 한 출력 압 

Fig. 12. Output voltage for distance versus angle when 

temperature of heating element is 30℃(a) and 

40℃(b).

기값을 비교하여 정지 상태의 인체가 감지되도록 하

다.

IV. 실험 결과 및 고찰

1. 대역-통과 여파기 실험 

그림 5에 나타난 회로를 PSPICE 시물 이션과 

드보드 실험을 통해 그 동작 원리와 성능을 확인 하

다. 역-통과 심 주 수를 1Hz로, 체 이득을 250 

정도로 조 하기 해  F  F 
F  F (무극성), F   kΩ
 kΩ  MΩ  kΩ  kΩ 로 설

정하 다. 연산증폭기는 LM358를 사용하 고 공 압

VCC A  V 로 설정하 다. 따라서, 교류신호를 증폭

시키기 해 를 조 하여  V로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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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14. (a) 인체가 없는 경우 감지 결과, (b) 2m, (c) 4m, (d) 6m 거리에서 인체가 있는 경우 감지결과(상측 형은 역-

통과 여  증폭기의 출력, 하측 형은 비교기의 출력 형)

Fig. 14. (a) Detecting results without human body and detecting results with human body at (b) 2m, (c) 4m, and (d) 

6m(upper waveform is output of bandpass filter, the lower: is output of comparator)

그림 13. 센서를 회 시켰을 경우 온도에 따른 거리 한  

출력 압.

Fig. 13. Output voltage of temperature vs. distance at 

tuning the sensor

그림 5의 회로의 주 수 특성에 한 시물 이션 결

과를 그림 10에 나타냈다. 이 결과로부터 그림 5의 회

로는 이득이 247이고 심 주 수 1.65Hz, 역폭은 

2Hz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렌즈를 부착한 PIR 센서의 특성 실험 

본 실험에서는 센서 구동 장치를 이용하여 발열체와 

인체에 한 감지 특성을 실험하 다, PIR 센서는 그림 

11과 같이 각도와 거리에 따라 감도가 각각 다르기 때

문에 PIR 센서를 심으로 특정 각도에서 거리를 변경

하여 측정하 다. 발열체는 간이형 기 히터를 제작하

고, 발열체의 온도는 상용 교류 압 220V를 가변시

키면서 조 하 다. 발열체의 온도 측정은 Raytek사 

Raynger ST 비  온도계를 이용하 다. 측정시 사용

한 회로는 그림 5의 회로에서 VCC A  V 로 설정하
여 측정하 다.

그림 12(a)와 (b)는 각각 30℃와 40℃의 발열체를 

PIR 센서의 심에서 오른쪽으로 각도가 0, 5, 15, 30, 

45, 60, 75도의 치에서 각각 핑(chopping)하면서 거

리에 하여 검출된 출력 압을 나타낸 것이다. 이 결

과로부터 넬 즈의 방향성(그림 8) 때문에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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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는 감도가 좋지만 0, 15, 45, 60, 75도에서는 감도

가 거리에 따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측

정시 사용한 회로는 그림 5의 회로에서 VCC A 
로 설정하 고 발열체를 쵸핑하여 측정한 결과이다. 이 

결과로부터 PIR 센서를 심으로 5도와 30도의 치에

서 감도가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센서 회전에 따른 감지거리 전압 특성 

DC-DC 변환기 Fine Suntronic사의 PS03-0505를이

용하여 DC5V를 사용하 다. 그림 6에 나타난 비교기 

 디지털 제어부의 회로에서, 비교기는 LM358, 포트커

러(photo coupler)는 TLP504A,   kΩ 
 kΩ   Ω   Ω  그리고 기 압은 

3V로 설정하 다. 센서를 회 시키기 한 스텝핑 모터

의 제어는 Microchip사의 MCU PIC16C57을 사용하

으며, 모터구동 드라이버는 Toshiba사 MP4013을 각각 

사용하 다.

그림 13은 체 감지 시스템을 사용하여 PIR 센서를 

180도로 회 (주기 6sec)시켰을 경우, 온도에 따른 거리

에 한 여 기의 출력 압을 측정한 결과이다. 이 경

우에는 그림 5에서 VCC A  V 를 사용하 다. 이 결

과로부터 발열체의 온도가 높을수록 감도가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기 압을 3V로 할 때 약 6m까지 

감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에 나타낸 

체 감지 시스템을 사용하여, 센서의 회 각은 180도, 

VCC A  V ,VCC D V , 비교기의 기  압은 

3V로 각각 설정하여 실험을 하 다.

그림 14은 인체가 없을 경우(a), 정지된 인체가 2m 

(b), 4m(c), 그리고 6m(d)에 있을 때 역-통과 여  증

폭기의 출력 압(상부 형)과 비교기의 출력 압(하

부 형)을 각각 측한 결과이다. 정지된 인체는 학

원생을 표본으로 이용하 다. 주  온도는 18℃이 고, 

야간에 실험  측정하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감지 시스템으로 센서의 심에

서 좌우 30도의 각도에 있는 정지  이동하는 인체를 

6m 이내의 범 에 감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상용화를 해서는 스태핑 모터의 소형화, 디지털 

잡음의 최소화 등의 문제 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형 외선 센서를 이용하여 이동 

 정지된 인체를 감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하 다. 본 

시스템은 종래의 자동 등 장치의 경우와 달리, 인체

의 이동에 따른 물리 인 특성을 얻기 해, 센서를 회

시키는 방안을 채택하 고 실온에서 최  6m까지 감

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감지 시스템의 소형화, 잡음화를 추진한다면 력 

약 시스템, 물 약 시스템, 화재 방지 시스템, 그리고 

효과 인 방범 활동에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1] S.-W. Nam, etc., “The technical summary of 

PIR sensor summer”, Special edition of the 

KIEE, p.40-46, Feb. 1992.

[2] Josepth J. CARR, Sensors and circuits - sensor, 

transducers, supporting circuits for electronic 

instrumentation, measurement, and control, PTR, 

1993. 

[3] Masski Ando, “Detection of human position and 

movement by IR sensor array”, Technical digest 

of the 12th Sensor symposium 1994. 

[4] J.-P. Lee, J.-Y. Lim, I.-S. Lee, and P.-S. Ji, 

“Development of intelligent power management 

system for electric energy saving”, Proc. of the 

KIEE, pp. 85-86, July, 2006.

[5] K.-H. Kim, B.-W. Jang, B.-C. Won, J.-H. Han, 

J.-E. Kim, and Y.-O. Han, “The development of 

motion detector for lighting system with crime 

and disaster prevention functions”, Proc. of the 

KIECS, vol. 3, no. 1, pp. 331-334, July, 2006.

[6] H.-S. Yang, S.-C. Kim, J.-H. Kim, W.-D. Cho, 

“Implementation of device control system for 

improving user facility and power saving using 

PIR sensor”, Proc. of the IEEK, pp. 770-771, 

June, 2009.

[7] J.-Y. Lee, B.-R. Son, Kim and J.-G. Kim, “Fire 

rescue system : using motion sensor”, Proc. of 

symposium of the KICIS, pp. 1007-1008, June, 

2009. 

[8] K.-H. Lee and J.-H. Cha, “Presence sensor by 

using Ultrasonic sensor and Thermopile sensor”, 

Proc. of the KSOPE, pp. 699-700, June, 2010. 

[9] J.-Y. Kim, J.-W. Choi, and K.-O Choi, “A 

Study for the improvement on the performance 

of the PIR sensor using the software”, Proc. of 

the IEEK, pp. 1398-1401, June, 2011.

[10] H.-M. Son and H.-K. Park, “A study on a 

human body detection sensor using microwave 

radiometer technologies”, Journal of the KIECS, 

vol.10, no. 3, pp. 333-340, March, 2015.

(135)



136 초전형 적외선 센서 회전방식을 이용한 정지 인체 감지 시스템에 관한 연구 차형우 외

 자 소 개

차 형 우(정회원)

1989년 2월 청주 학교 반도체공

학과(공학사)

1991년 2월 청주 학교 자공학

과(공학석사)

1997년 3월 시즈오카(靜岡) 학교 

자과학연구과(공학박사)

1991년 2월∼1993년 6월 블루코드테크놀리지 주

임연구원

1997년∼ 재 청주 학교 자공학과 교수

<주 심분야 : Analog IC 설계, 센서 인터페이스, 

SoC, Power IC>

조 민 형(학생회원)

2014년 2월 청주 학교 자공학과

(공학사)

2014년∼ 재 청주 학교 자공학

과 석사 재학.

<주 심분야 : Analog IC 설계, 센서 

인터페이스, SoC, Power IC>

  

[11] H.-W. Cha, Y.-S. Kim, S.-H. Park, P.-S. Hyun, 

S.-H. Yoon, “Standing and moving human 

detector system using PIR sensor”, Proc. of the 

6th KIIT summer conference, vol. I, pp. 57-62, 

Jule 2007.

[12] http://www.murata.com/en-global/products/sensor

[13] http://www.hamamatsu.com/jp/en/product

(1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