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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대량의 입력 신호를 받아들이기에 부족한 수십 개의 입출력 포트를 가지는 저가의 8비트 원칩 마이크로

컨트롤러로 키패드 인터페이스 회로와 RS485통신을 이용하여 평면에 25mm의 간격으로 2차원적으로 균일하게 배

치된 1600개의 대용량 스위치 입력 신호를 초당 10회의 실시간으로  PC로 읽어 들이고, 얻어진 스위치 정보의 물리

적 패턴을 분석한 보행 분석실험의 실례를 들어 스텝분석이나 물리적인 입력의 패턴 분석이 필요한 각종 스포츠, 댄
싱, 오락분야  혹은 대량의 스위치 및 센서 입력이 필요한 산업분야 등에 사용되어질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ABSTRACT 

In this thesis we introduce a large quantity of input interface system using a low cost single chip microcontroller 
which is consists of  walking board with 1600 switches, RS485 communication for switch data communication and PC 
application software for walking pattern analysis. When a  pedestrian walks on the walking board, the pattern analysis 
of foot pressed switches can be utilized on diverse divisions of sports and industry such as walking  physical therapy, 
dancing, a large quantity of sensors interface system, etc.

키워드 : 대용량 입력 스위치, RS485 통신 ,  고스트현상,  응답패킷

Key word : RS485 Communication, A large Quantity of input switches, Ghost phenomenon, Pattern Analysis ,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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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일반적으로 마이크로컨트롤러의 입출력 전용포트의 

개수는 수십여 개 수준으로서 한 개의 마이크로컨트롤

러로 천개 이상의 대량의 스위치나 디지털센서 정보를  

읽어 들이기에는 부족하다. 본 논문에서는 저가의 8비
트 원칩 마이크로컨트롤러로 키패드 인터페이스 회로

와 RS485 통신을 이용하여 평면에 25mm의 간격으로 2
차원적으로 균일하게 배치된 1600개의 스위치 입력 신

호를 1초에 10회의 속도로 PC로 읽어 들이고, 얻어진 

대용량 입력 스위치 정보의 물리적 패턴을 분석한 보행 

분석실험의 실례를 들어 스텝분석이나 물리적인 입력

의 패턴 분석이 필요한 각종 스포츠, 댄싱, 오락분야  혹

은 대량의 스위치 및 센서 입력이 필요한 산업분야 등

에 사용되어질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Fig. 1 Step information analysis system using a large 
quantity of switches

그림 1은 대용량 스위치 입력 시스템의 구성도로서 

1600개의 대용량 스위치 입력을 받아들이는 스위치 

인터페이스와  RS485 네트워크 그리고  패턴 데이터

를 분석하는 PC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으로 구성되

어진다. 사용자는 400개의 스위치가 격자로 배치된 

 ×  정방형의 보드 4개가 RS485통신으

로 연결된  1600개의 대용량 입력 스위치 판위를 자연

스럽게 보행하면 PC의 응용프로그램은 RS485 통신으

로 수집된 스위치의 패턴 정보를 활용하여 보행자의 발

의 착지 순서, 각도, 보폭, 보행속도 등의 스텝정보를 분

석한다. 

Ⅱ. 키패드 매트릭스 회로 

저가의 원칩 8비트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천개 이상의 대용량 스위치 입력을 읽어 들이는 시스템

은 키패드 매트릭스 회로, PC에서 스위치 확장과 키패

드 정보 수집을 위한  RS485 통신, 정보 처리용 PC 어
플리케이션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진다. 일반적으로 

원칩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범용 입출력 포트의 개수는 

수개에서 수십 개의 수준으로서 천개이상의 스위치를 

직접적으로 입력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는 입출력 포트의 개수가 53개인 8비트 마이크로컨트

롤러 ATmega128의 40개 포트와 × 키패드 매트

릭스 회로를 사용하여 400개의 입력스위치를 1단위로 

만든 후 RS485통신을 사용하여 4단위의 스위치를 PC
로 읽어 들임으로서 총 1600개의 스위치 정보를 초당 

10회의 속도로 수집 및 분석하여 일반적인 대용량 휴먼

센서 입력 시스템에 충분히 사용되어 질수 있음을 증명

하고자 한다.
 

              (a)                          (b)

Fig. 2 Keypad scan circuit by × matrix

그림 2는 × 키패드  스캔 회로로서 이를 2차원으

로 확장하여 수백 개의 스위치 입력 장치를 만들 수  있

다.  이는 마이크로컨트롤러의 입출력 포트를  ×  
(m : 행 개수,  n : 열 개수)의  2차원의 행렬 방식으로 배

치 확장하여 대량의 스위치를 읽어 들이는 방식으로서 

열에는 마이크로컨트롤러의 출력포트를 연결하고 행에

는 입력포트를 연결하여 열 포트를   에서   까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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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적으로 하이 상태로 활성화 하고 활성된 열의 스위치 

정보를   에서 까지의 행포트를 통하여 읽어 들이

는 스캔방식이다. 
그림 2에서 근접한 2개 이하의 스위치가 동시에 눌러 

졌을 때는 순차적 스캔닝에 의해서 이상이 없이 읽혀질 

수가 있으나 그림 3의 (b)와  같이 A, B, D 지점의 스위

치가 동시에 눌러진 경우에는 C 지점의 스위치가 눌러

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하이 상태로 활성화 될 때

에 스위치가 눌러진 상태로 오동작이 유발되는 고스트 

현상이 나타난다[1, 2]. 이러한 고스트 현상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림 3의 (c)그림과 같이 다이오드를 삽입하여  

이 하이상태로 활성화 될 때에 B지점의 다이오드의 

작용에 의해 C지점의 스위치가 오동작이 되는 것을 막

아준다[9, 10].
 

         (a)             (b)                (C)

Fig. 3 Three Simultaneous Key Presses and ghosting 
and insertion of mask diode circuit

Fig. 4 Schematic diagram of 400 multi input switches 

그림 4는 400개의 스위치를 스캔하는 누름판 회로로

서 하이 상태 출력을 위한 10개의 ∼  출력포트, 스
위치 상태를 읽기 위한 ∼입력포트 그리고 고스

트 현상을 막기 위한 다이오드 ∼를 실장한 회로

이다. ATmel 사의 ATmega128은 53개의 입출력포터가 

있으며 표 1과 같이 키패드회로에 할당한다. 키패드 

스캔은 C0에서 C19까지의 포터를 마이크로컨트롤러의 

타이머 인터럽트를 사용하여 1ms마다 순차적으로 

High 상태로 활성화하고 R0에서 R19까지의 포터를 읽

어서 표 3과 같은 상태 응답패킷을 만든 후 RS485통신 

선로상의  마스터인 PC의 스위치 상태 요구 방송이 있

을 시 슬레이브인 해당 보드는 즉각적으로 스위치 상태

를 보고한다[6-8].

Table. 1 ATmega128 microcontroller in-out port assign- 
ment of the keypad

ATmega128 PORT Keypad In-Out

PORT A(PA0~PA7) C0~C7 Output

PORT B(PB0~PB7) C8~C15 Output

PORT C(PC0~PC3) C16~C19 Output

PORT D(PD0~PD7) R0~R7 Input

PORT E(PE4~PE7) R8~R11 Input

PORT F(PF0~PF7) R12~R19 Input

Ⅲ. RS485 통신 프로토콜의 설계

저가의 원칩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1600 
개의 대용량 스위치를 초당 10Hz의 실시간으로 읽어 

처리하는 시스템은 대용량 입력 스위치 인터페이스 및 

각종 디지털 휴먼 센스 및 대량의 센서 입력 시스템 등

에 응용되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그림 4에 회로에 

의해서 제작되어진 400개의 키패드 스캔보드 4개를 그

림 5와 같이 2선 방식으로 직렬 연결할 수 있는  RS485 
통신이나 CAN 네트워크의 멀티드롭 방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RS485 멀티드롭 통신을 사용

한다. 멀티드롭 방식은  여러 개의 장치를 하나의 회선

에 접속해서 회선 사용 효율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며 

장치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 충돌을 피하고 각 

장치를 균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을 제어하는 

형태이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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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1600 switches interface with RS485 multidrop 
communication

Fig. 6 Flowchart  of step switch information processing

그림 6은 대용량 입력 스위치의 정보처리 흐름도로

서 마스터인 PC는 RS485 멀티드롭 통신을  통하여 표 2
와 같이 각각의 보드에 400개의 스위치 상태 요구를 방

송하고 슬레이브인 각각의 보드는 자신의 400개의 스

위치 정보를 80개씩 5개로 나누어 표 3과 같은 15bytes

의 패킷 단위로 응답한다. 그러므로 한 보드의 스위치 

정보는 5개의 패킷 75bytes로 구성되어지며 총 4개의 

보드로 이루언진 1600개의 스위치 정보는 300bytes의 

데이터량을 가진다. 이때에 RS485통신은  115600 bps, 
8N1의 통신 규칙을 가지므로 초당 10회의 속도로 1600
개의 스위치를 모으는 충분한 통신시간을 제공한다. PC 
어플리케이션은 1600개의 스위치 정보를 모두 모으고 

동시에  100ms의 기다림 타이머 조건이 충족되면 읽어

들인 1600개의 스위치 정보를 분석 처리 하고 화면에 

결과를 디스플레이 한 후 다시 스위치 정보수집 모드로 

돌아간다[3, 4].
 
Table. 2 Request command of switch information from 
PC to boards

Command Board ID Checksum

“RD” ‘1’∼‘4’ -

2 bytes 1byte 1byte

표 2는 PC의 스위치 정보 요구 패킷으로서 구성은 2 
bytes의 “RD”  명령어, 1 byte의 정보요구 보드 ID, 앞 3
바이트의 데이터를 모두 더하여 하위 8비트를 잘라낸 

1byte의 checksum 으로 구성된다. 
또한 보드의 스위치 정보 응답 패킷은 표 3과 같이 

2bytes의 “AK” 응답 명령어, 1 byte의 ‘1’∼‘4’까지의 

보드 ID, 1 byte의 400개의 스위치를 5개의 섹트로 나눈 

‘1’∼‘5’까지의 스위치 ID, 10 bytes로 구성된 실제 80개
의 물리적 스위치에 해당하는 80비트의 Switch Data, 
앞 14바이트의 데이터를 모두 더하여 하위 8비트를 잘

라낸 1byte의 checksum으로 구성된다. 

Table. 3 Response command of switch information from 
boards to PC

Start Board ID Switch ID Switch data Checks
um

“ AK” ‘1’∼‘4’ ‘1’∼‘5’ 80 switches
on/off state 

2 bytes 1 byte 1  byte 10bytes 1byte

표 4는 응답패킷 중 10bytes(80bits)의 Switch Data에 

대한  물리적인 번호 할당으로서 각 비트는 해당 80개 

스위치의 on/off 상태를 나타낸다. PC 어플리케이션은 



원칩 마이컴을 이용한 대용량 입력 인터페이스 시스템의 개발

219

RS485 통신을 통하여 수집되어진 1600개의 스위치 상

태를  한 화면에 표시하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휴먼센서 

정보로서 활용한다. 

Table. 4 Switch data allocation of response packet data

Board ID Switch ID Switch Data(80bits) Map

1

1 0~80
2 81~160
3 161~240
4 241~320
5 321~400

2

1 400~480
2 481~560
3 561~640
4 641~720
5 721~800

3

1 801~880
2 881~960
3 961~1040
4 1041~1120
5 1121~1200

4

1 1201~1280
2 1281~1360
3 1361~1440
4 1441~1520
5 1521~1600

Ⅳ. 실 험

그림 7은 실제 대용량 스위치 입력 인터페이스 시스

템의 실험장면으로서 실험자는 1600 개의 대용량 스위

치 보드 위를 자연스럽게 걷는다. 1개의 보드는  400개
의 스위치 단위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사용자의 요구 

및 용도에  따라  정사각형 및 직사각형 등의 여러 형태

로 만들 수 있으며 여러 개의 보드를 RS485 멀티드롭 

통신으로 연결하여 스위치의 용량을 다양하게 늘일 수 

있다. 그림 8은 발의 착지분석 그림으로서 보행자는 발

의 뒷꿈치 중앙부터 착지하여 앞꿈치, 발가락 순으로 

발을 옮김을 알 수가 있다. 또한 그림 9는 각 스텝사이

의 거리와 속도를 측정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서 대상

자의 보폭은 48cm이고 27cm/s의 속도로 보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Fig. 7 A Large Quantity of Input Interface System Test

Fig. 8 Analysis of  foot Landing using input switch time

Fig. 9 Application software for a large quantity of input 
interface

Ⅴ. 결  론

본 시스템은  원칩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이용한 대용

량 입력인터페이스 구현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

어의 구현 방법을 제시한 논문으로서 실시간 휴먼센서 

인터페이스를 위하여 초당 10회의 속도로 1600개의 보

행정보 입력 스위치를 읽어 들이고 분석 하는 실례를 

보였다. 본 시스템은 물리적인 입력의 패턴 분석이 필

요한 각종 스포츠, 댄싱, 오락 등의 휴먼센서 인터페이

스 분야 혹은 대량의 스위치 및 센서 입력이 필요한 각

종 산업분야 등에 사용되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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