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21, No. 7 : 1441~1446 Jul. 2017

압전센서를 이용한 인원계수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장시웅1* · 정동훈2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 People Counting System using 
Piezoelectric Sensors

Si-woong Jang1* · Dong-hun Jung2

1*Department of Computer Engineering, Dong-Eui University, Busan 47340, Korea
2Department of SW Convergence, Dong-Eui University, Busan 47340, Korea

요  약

최근 통로를 지나가는 사람을 계수하거나 특정 공간 내 사람이 몇 명 있는지를 계수하는 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활

발하게 진행 중이다. 기존의 인원 계수 시스템은 기둥 혹은 벽 주변에만 설치 가능한 적외선, 초음파, 카메라 등을 이

용하여 인원을 계수하였다. 적외선, 초음파의 경우,  가격은 싸지만 다수의 보행자가 동시에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출입을 감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압전 센서를 이용하여 센서 

매트를 설계하였다. 또한, 보행자의 진행방향을 파악하고, 방향에 따라 인원을 계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센서 매트는 보행자가 센서 매트 위로 걸어 갈 때 센서에 감지된 압력과 시간을 통해 방향성을 파악하고 지나가는 보

행자의 수를 파악하여 준다.

ABSTRACT 

In recent, the studies on the systems have been progressing that count the number of people passing through 
passageway or count people who exist in specific space. The existing people counting systems count the number of 
people using ultrared sensors, ultrasonic sensors or camera sensors, which can be installed only on pillar or around 
wall. Though ultrared sensors and ultrasonic sensors is low cost, they are inadequate to detect incoming/outgoing when 
several pedestrians pass through passageway concurrently. In this paper, we designed a sensor mat using piezoelectric 
sensors to complement the above-mentioned disadvantage. Also, we implemented the system that detects direction of 
progress and counts the number of people. The sensor mat detects direction of progress using pressure given on  
sensors and timing information and counts the number of people when pedestrians pass through on a sensor 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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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통로를 지나가는 사람을 계수하거나 특정 공간 

내 사람이 몇 명 있는지를 계수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인원 계수를 위해 사용되는 센서는 적외

선, 초음파, 카메라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영상 처리 방

식에 따라 객체를 검출하고 추적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영상처리는 정확도가 높으려면 고 해상도의 이

미지가 필요하며, 이러한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고 

해상도의 카메라가 필요하다[1-4]. 이러한 장비는 대부

분 가격대가 높고 데이터의 저장 용량도 커지게 된다. 

또한,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 날씨가 좋지 않으면 정

확성가 떨어지게 되는 한계가 존재하며, 설치의 복잡성

도 따른다. 초음파 센서, 레이더 센서, 키넥트 센서의 경

우 인원 계수를 위해서는 센서들의 설치가 가능한 기둥

이나 벽 등의 물체가 있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5-7].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초음파 센서, 레이더 센서, 

키넥트 센서 등의 센서들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설치에 

제약이 적은 압전센서를 이용한 인원 계수 시스템을 설

계하고 구현하였다.

Ⅱ. 관련연구

통로 혹은 특정 공간 내부 인원 계수 방법에는 카메

라, 초음파, 적외선 등의 센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2.1. 컴퓨터 비전을 이용한 방식

컴퓨터 비전은 움직임이 발생한 객체를 검출, 추적, 

해석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객체의 검출은 배경과 

현재 프레임의 차 영상 혹은 이전과 현재 프레임의 차 

영상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객체의 추적은 검출단계

에서 추출 된 다중 객체 사이의 최소거리 정합법에 의

해 수행한다. 객체의 해석은 객체의 크기를 고려하여 

기법을 사용한다[1]. 이러한 방법으로 보행자의 이동방

향을 파악 할 때, 주변 밝기, 붙어서 가는 보행자 등 다

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2.2.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방식

초음파 센서는 사람 귀에 들리지 않는 높은 주파수의 

소리를 발산하여 측정함으로써 물체까지의 거리를 측

정한다. 초음파 센서는 초음파가 특정한 사물에 부딪혀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여 거리를 계산한다. 이때, 인

원이 동시에 들어올 경우 이를 한 명으로 판단한다는 

문제점이 있다[6].

Ⅲ. 인원계수 시스템 설계 및 구현

3.1. 시스템 개요

인원계수 시스템은 사람의 이동 방향을 이용하여 특

정 공간의 인원을 계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정 통

로 혹은 공간의 바닥에 센서 발판을 설치하고, 발판에

서 나오는 데이터를 받고 처리하는 센서 보드에 연결하

여 데이터 정보를 수집한다. 센서 발판에서 생성된 데

이터들의 정보는 센서 보드에서 알고리즘을 거쳐 정보

를 서버 혹은 스마트폰에 제공한다.

본 시스템은 크게 여러 사람의 이동방향을 감지하는 

센서부, 감지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처리부, 데이터를 

전송하는 전송부로 구성되어 있다.

3.2. 인원계수 시스템 센서부 설계 

3.2.1. 보조 프레임을 이용한 센서 매트 설계

보행자가 센서 매트를 지나 갈 때, 압전 센서 사이의 

빈 공간을 밟을 경우 센서가 감지를 못하는 예외 상황

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센서의 위에 

보조 프레임을 두어 힘을 받도록 하였다.

Fig. 1 Sensor mat with auxiliary frame

그림 1에서 보행자가 Frame을 밟을 경우 Frame 전체

에 힘이 가해져 아래에 있는 완충제를 통해 압전 센서

에 도달하게 된다. 이것에 대한 센서 데이터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의 경우 sensor 1의 크기는 작고 sensor 2의 

크기는 큰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는 보행자가 sensor 1

의 위치에서 sensor 2의 위치로 이동하는 현상을 뜻한

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보행자가 그림 1의 Frame 중

앙에 정확히 밟아 이동하였을 때 나타나는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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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Frame의 어느 부분을 밟느냐에 따라 sensor 1

과 sensor 2의 크기는 달라지며, 상황에 따라선 크기가 

역전되기도 한다. 

Fig. 2 Sensor data with auxiliary frame

이러한 현상을 보완하고자 각 sensor 1과 2에 대한 값

을 공식 1을 통해 값의 변화를 보고자 한다. 공식 1에서 

α는  (x₁, y₁), (x₂, y₂)점에 대한 기울기를 뜻하며, 

공식 1을 그림 2의 그래프에 대입하면 그림 3, 4와 같다.

  

  
                              (1)

Fig. 3 Sensor data with frame for sensor 1

Fig. 4 Sensor data with frame for sensor 2

그림 3은 sensor 1에 대한 값을 공식 1에 대입하여 

나타낸 그래프이고, 그림 4는 sensor 2에 대한 값을 공

식 1에 대입하여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 2를 기준으

로 그래프를 서로 비교하여 보면 센서 값의 변동이 크

면 클수록  그림 3과 4에서 최고 높이가 높아지는 현상

이 발생한다. 또한, 그림 3과 4에서 값이 (+)에서 (-)로 

변하는 구간이 발생하는데 이 구간은 센서의 값이 떨

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구간으로 이 값을 이용하여 

센서 데이터의 최고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만 가지고 보행자의 방향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잡

을 수 없다.

3.2.2. 기본 전압을 높혀 이용한 센서 매트 설계

압전 센서의 경우 (-) 방향은 접지를 하는데 (-)에 접

지 대신 전압을 걸어 기본 데이터 값을 높혀 준다. 기본 

데이터를 높일 경우 압전 센서의 기본 전압 값이 높아

지고, 압전 센서에 가하는 압력에 따라 센서의 값이 낮

아지고 높아진다. 

그림 5는 접지 대신 3.3v의 전압을 걸어 주고, 센서에 

압력을 가했을 경우 나타나는 그래프이다. 

기본 전압을 높혀서 사용할 경우 전체적인 데이터의 

변동은 크게 변하지만, 보행자가 걸을 때 나타나는 기

준을 잡을 수 없다.

Fig. 5 Graph with GND of 3.3V

3.3. 인원계수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센서부에서 각각의 압전 센서들은 센서에 압력을 가

한 순간부터 압력이 없어질 때 까지 전압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2개의 센서를 바닥에 설치하여 

사람이 걷는 상황과 동일하게 압력을 주었다가 없앨 경

우 그림 6와 같은 그래프가 나온다.

그림 6에서 sensor 1은 처음 압력을 가한 센서이고 

sensor 2는 두 번째로 압력을 가한 센서이다.  각각의 센

서에는 다이오드, 커패시터, 저항 등을 직·병렬로 구성

하여 센서를 누를 때 값이 실시간으로 올라 오는 것이 

아니고, 센서를 눌렀다 뗄 때 값이 올라오도록 하였다.

인원계수 시스템의 센서 발판은 압전 센서를 2차원의 

배열로 대입하여 각 센서별로  x, y 좌표를 이름으로 가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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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ensor data when stepped

각 압전 센서 사이의 상하 거리는 성인 평균 발 직선

길이의 약 65%에 해당하는 길이(150mm)로 구성하였

다. 이와 같은 길이로 할 경우 발이 작은 여성부터 발이 

큰 남성 까지 인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압전 센

서 사이의 좌우 거리는 성인 평균 발 너비에 해당하는 

길이(90mm)로 설계하였다. 이때, 센서 사이의 상하 거

리를 70%이상 혹은, 60% 미만으로 거리를 구성할 경우 

70% 이상에서는 신발의 앞굽이 들려있는 경우가 많아 

힘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60% 미만으로 

할 경우 발바닥의 중간 부분인 아치부분으로 인해 힘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센서 

발판의 모습은 다음 그림 7과 같다.

Fig. 7 Sensor mat

3.4. 인원계수 시스템 알고리즘

압전 센서에서 발생하는 값을 처리하는 과정은 그림 

8과 같이 알고리즘 형태로 제작하였다. 시스템이 시작

되면 데이터 처리부에서 센서 발판의 데이터 값을 읽어 

들인다. 읽은 데이터 값을 보행자가 센서를 밟았다고 

판단하는 임계값과 비교하여 센서의 값이 임계값 보다 

높으면 시간을 획득하여 저장한다. 

또한, 주변 압전 센서의 값을 획득하여 그 값이 임계

값보다 높으면 그 센서 값에 대한 시간을 획득하여 저

장한다. 연속된 센서에서 시간 값이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저장이 되어 있다면, 저장된 시간 값을 빼서 

그 값의 차이의 절대 값이 0.8초 이내일 경우 보행자가 

지나갔다고 판단하여 방향을 확인한다. 예를 들어 두 

센서의 시간 값 차이가 양수 일 경우에 A 방향, 음수일 

경우 B 방향으로 지정하여 각 방향에 대한 변수의 값을 

1씩 증가시켜 준다.

Fig. 8 People counting system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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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저장된 각 방향에 대한 데이터들은 서버 혹은 

스마트폰에 연결 되었을 때 전송하여 준다.

Ⅳ. 실험 및 결과

4.1. 실험 방법

앞 장에서 소개한 시스템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그림 9와 같은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테스트를 진행한

다. 실험 시나리오는 특정 공간에 센서 발판을 설치하

고, 그림 9와 같이 상황을 주고 각 상황에 대한 데이터

를 수집하였다. 또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

여 데이터가 제대로 수신되는지 확인하는 테스트도 함

께 진행하였다. 이때,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에 전송

하는 방식은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Fig. 9 Experiment method according to situations 

실험에서 가정은 센서 발판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센

서 발판의 압전 센서를 2개 밟는다. 또한, 한 사람이 발

판을 2번 밟지 않는다는 가정을 한다. 상황은 그림 9와 

같이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한 명의 인원이 A 

혹은 B 방향으로 이동, 두 번째는 한 명의 인원이 A 방

향으로 이동한 뒤 B 방향으로 이동, 세 번째 상황은 두 

명의 인원이 A 혹은 B 방향으로 동시에 이동, 네 번째 

상황은 두 명의 인원 중 한 명은 A 방향, 나머지 한 명은 

B 방향으로 교차하여 이동하는 상황이다. 각 상황별, 인

원별로 100번 씩 반복하여 진행하였다.

4.2.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설계한 인원계수 시스템의 정확성을 검

증하기 위한 실험 결과는 표 1과 같다. 전체적인 정확도

는 97.5%가 나왔으며, A 방향의 정확도는 96.25%, B 

방향의 정확도는 98.75%가 나왔다.

Table. 1 People counting experiment by situation

Situation
Average (%)

1 2 3 4
Direction A (%) 96 96 95 98 96.25
Direction B (%) 95 100 100 100 98.75

Average (%) 95.5 98 97.5 99 97.5

상황 1의 실험 중 그림 10과 같이 B 방향으로 가는 

도중 A 방향의 인원 값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여 데

이터와 걸음 습관을 관찰하여 보니 신발을 신는 습관이

나 걸음걸이 때문에 값이 반대로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인 걸음걸이가 아니라 특

이한 걸음걸이로 판단이 된다. 

Fig. 10 Execution results of people counting system

Ⅴ. 결  론

실험 중 상황별로 실제 보행자가 걷는 방향과 센서가 

감지하는 방향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

는 보행자의 걸음 습관에 따라 오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 이는 좀더 다양한 걸음 패턴을 연구하

여 측정 모듈에 추가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압전센서를 이용하여 기존에 사

용하고 있는 적외선 혹은 초음파 센서, 컴퓨터 비전을 

이용한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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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인 성인 걸음걸이와 다수의 인

원에 대해서는 측정이 비교적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지

만, 발의 길이가 비정상적으로 길거나 짧을 경우 방향

성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였다. 또한, 센서 

발판 위에서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센서가 위치하

지 않은 부분을 밟고 지나가는 단점이 발견되었다. 이

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압전 센서의 간격을 조정하

여 2개 이상의 압전 센서에서 값을 받아와 이동 방향을 

측정하는 것과 예외 공간 발생을 최소화 하는 것이 반

영 된다면, 측정값이 더 정확하게 되어 인원 계수가 필

요한 지점에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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