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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원을 계수하기 위한 시스템은 기존에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 시스템의 계수방식으로는 적외선 

센서, 레이저, 카메라 등이 있는데 이러한 기존 시스템의 경우에는 천장, 벽의 측면 등과 같이 공간에 대한 제약이 발

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압전소자가 포함된 압전매트를 이용하여 보행자의 발걸음을 검출하고 압전매트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동시에 통과하는 보행 인원을 계수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보행자가 압전매트 위를 지나갈 

경우, 수집한 센서 데이터를 SPI 통신을 이용하여 종합하고 TCP/IP 통신을 이용해 PC서버로 전송하는 방식의 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였다. 성능분석 결과, 약 600개가량의 발걸음 데이터에서 99% 정도의 정확도로 인식하는 결과를 얻

었다. 이를 통해 다른 인원 계수 시스템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system for counting the number of people has traditionally been implemented in various ways. Existing systems 
include infrared sensors, lasers, cameras, etc. In the case of such an existing system, there are restrictions on space such 
as ceilings and sides of walls.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of detecting the footsteps of pedestrians using a 
piezoelectric mat containing a number of piezoelectric sensors and counting the number of pedestrians passing 
simultaneously by using the data collected from the piezoelectric mat. When pedestrians pass over piezoelectric mats, the 
collected sensor data was aggregated using SPI communication and transmitted to PC server using TCP/IP communication. 
Performance analysis shows that approximately 600 step data can be recognized with 99% accuracy. This is to overcome 
the shortcomings of other count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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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실외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여가 활동들을 실내에서 즐길 수 있게 됨에 따라 특정 

공간 내로 출입한 인원 등의 보행자 인원을 계수하는 방

법이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1-11].
진행되어온 연구들은 다양한 센서를 활용하여 인원

을 계수하는 방법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초음파 센서

를 활용하는 방법[1, 2], IR-UWB(Impulse-Radio Ultra 
Wideband) 레이더를 활용하는 방법[3, 4], 카메라를 활

용한 방법[5, 6, 7, 8]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러한 방법

들을 이용하여 인원 계수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장소의 

천장이나 벽면, 그리고 특정 장소에 해당 장비를 설치해

야 한다. 하지만 실외와 같이 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해당 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벽면이나 공간의 확보가 되

지 않을 경우, 해당 장소의 인원을 계수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카메라와 같은 장비를 활용하여 인

원을 계수하는 시스템에서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높은 해상도의 이미지가 요구되며, 이러한 이미지를 얻

기 위해서는 고해상도의 카메라가 요구되어 시스템을 

구성하는 비용이 높아지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5-10].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압전소자가 포함된 압전매트

를 이용한 보행 인원 계수 시스템에서는 바닥에 압전매

트를 설치하여 인원을 계수하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물

이 필요하지 않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저렴한 

압전소자로 기존 초음파, 레이더 센서 등과 같은 센서들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할 수 있다. 

Ⅱ. 관련 연구

특정 공간의 출입 인원이나 특정 장소 위를 지나다니

는 보행 인원을 계수하는 시스템에 관한 연구들[1-11]에
서는 초음파 센서를 활용하는 방법, 레이더 센서를 활용

하는 방법, 카메라를 활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초음파 센서를 활용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에서는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에서 초음파 센서로 구

한 폭의 값 중 최댓값을 인원수로 구하는 알고리즘을 사

용하였다[1]. 다수의 인원이 지나가는 경우, 초음파 센

서 사이의 거리에서 보행 인원의 폭의 값을 판단 경계로 

임의 지정함으로써 다수의 인원이 보행함을 감지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4]. 하지만 센서 사이의 폭이 변화할 

경우 정확한 인원 계수를 하기 위해서는 보행자를 판단

하기 위한 임계값을 조절해야 하는데 이러한 방법에 대

해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레이더 센서를 활용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에서는 레

이더 수신 신호로부터 사람이 아닌 물체에 반사되어 발

생하는 클러터(clutter) 신호를 제거하고, 거리에 따른 

신호 감쇠 보상을 수행한 후, 전 처리 기법과 추출 알고

리즘을 수행하여 사람 신호를 추출하여 인원을 계수하

는 방법을 제시하였다[3].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전처리 

과정 및 사람 신호 추출 과정에서 다수의 연산이 들어가

기 때문에 학습 기반의 인원 계수 시스템을 제안하였으

며, 실시간 인원 계수를 하기 위해서는 학습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활용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에

서는 크게 검출, 추적, 해석 단계를 거쳐 인원 계수를 하

게 되는데, 검출 단계에서는 현재 프레임의 배경 영상과

의 차 영상을 계산하여 객체를 검출한다. 추적 단계는 

검출 단계에서 추출된 객체들 사이의 최소거리 정합법

으로 객체를 추적하게 된다. 해석 단계에서는 객체의 크

기를 구하고 특정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객체를 해석하

고 이러한 단계를 거쳐 인원을 계수하는 방법에 대하여 

제시하였다[5].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주변 조명의 밝기 

정도, 주기적 외부 움직임, 일정한 형태의 움직임 등의 

변수로 인하여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에 제안된 모든 관련 연구에서 공통적인 문제점

은 인원 계수를 하기 위하여 천장이나 벽 또는, 보행자

가 지나다니는 공간 옆에 설치가 요구되기 때문에 해당 

시스템을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설치를 위한 공간

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

갔을 때 인원을 계수할 수 있는 다수의 압전소자를 포함

하고 있는 압전매트를 기본 센싱 H/W로 채택하였다.
또한, 다수의 압전소자에서 측정한 대규모 센서 데이

터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다수의 마이크로 컨

트롤러에서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하기 위하여 브릿지 

노드를 활용한 SPI(Serial Peripheral Interface) 통신을 

사용하였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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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인원 계수 시스템 설계 및 구현

3.1. 시스템 구조

본 시스템은 크게 보행자의 이동을 감지하는 센서 

H/W, 감지된 데이터를 수집 및 통신하는 통신 H/W, 수
집된 데이터에서 발걸음을 추출하고 추출한 발걸음의 

방향성 계산을 통해 인원을 계수하는 서버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시스템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서버와 매트 

내에 존재하는 클라이언트는 TCP/IP를 활용하여 데이

터를 송수신한다. 서버에서 데이터 전송 요청 신호를 

Mat 모듈에 전송하면 매트 내부의 브릿지 노드가 

Master가 되어 SPI를 활용하여 Slave에게 센서 데이터 

전송을 요청하고 Slave는 자신에게 할당된 센서 데이터

를 종합하여 브릿지 노드에게 전송하며, 브릿지 노드는 

전송 받은 데이터를 다시 서버로 전달한다.

Fig. 1 Overall System Communication Structure

3.2. 센서 H/W 설계

보행자가 매트 위를 지나갈 때 센서 데이터를 취합하

기 위한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브릿지 노드를 밟아 하드

웨어가 고장 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매트 위를 지나다

니는 보행자의 수가 누적될수록 매트의 내구성이 떨어

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폴리

카보네이트(PC) 소재로 제작한 보조 프레임을 매트와 

함께 조립하여 통신을 위한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브릿

지 노드는 보호하면서, 압전매트를 장시간 사용하더라

도 내구성이 크게 떨어지지 않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2
는 보조 프레임을 조립한 압전매트의 구성도를 나타낸 

것이다.

Fig. 2 Sensor Mat with Auxiliary Frame made of PC

그림 2에서 보행자가 매트 위를 지나다닐 경우, 센서 

부분은 돌출되어 있어 힘이 그대로 전달되지만, 매트에 

가해지는 힘은 보조 프레임과 매트가 연결된 나사 부분

을 통해 땅으로 전달되게 된다. 따라서, 통신 하드웨어

를 보호하며, 매트 자체의 내구성은 높이고 센서 데이터

는 온전히 가져올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3.3. 통신 H/W 설계

다수의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효율적으로 센서 데

이터를 종합하는 방법으로 SPI 통신을 채택하였다. SPI 
통신은 수 MHz 이상의 속도로 데이터를 통신하기 때문

에 대규모의 다중 센서 환경에서 데이터를 종합하기 위

한 방법으로 적합하기 때문이다[13].
서버에서는 Mat 모듈에 데이터 전송을 요청한다. 요

청을 받은 Mat 모듈의 브릿지 노드가 Master가 되어 각

자 자신에게 할당된 Slave 역할을 하는 마이크로 컨트롤

러와 SPI 통신을 통해 데이터를 수신한다. 각각의 Slave
에는 다수의 센서가 배정되어 있으며, Slave는 자신에게 

배정된 센서들의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종합한다. 센서 

데이터를 종합한 Slave는 SPI 통신을 통해 브릿지 노드

에 종합된 센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서버로부터 데이터 

전송을 요청받은 Mat 모듈은 매트 내부에서 Slave로부

터 SPI 통신을 통해 수신한 센서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

하게 된다.
따라서, 하나의 서버는 다수의 Mat 모듈을 제어할 수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 24, No. 10: 1361-1368, Oct. 2020

1364

있고, Mat 모듈의 브릿지 노드는 Master 역할을 하면서, 
다수의 Slave를 제어하며, 하나의 Slave는 다수의 센서 

노드를 제어하여 피라미드 구조의 통신 기능을 수행한다.

3.4. 서버 및 알고리즘 설계

압전매트 기반 인원 계수 시스템은 크게 서버와 Mat 
모듈 간의 통신, Mat의 브릿지 노드(Master)와 Slave 간
의 통신, 압전매트 모듈에서 센서 데이터 인식, 서버로 

종합된 압전매트의 센서 데이터에서 발걸음을 추출하

는 알고리즘, 추출한 발걸음 데이터를 근거로 방향성을 

검출하는 알고리즘, 데이터의 위치, 방향, 시간을 근거

로 동일 인물을 판단하는 알고리즘으로 구성된다.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통신 흐름도는 그림 3과 같다. 

Fig. 3 Communication Flow Chart between a Server 
and Mat Modules

PC 서버가 시작하게 되면 Mat 모듈에 데이터 전송을 

요청할 주기를 설정한다. 설정한 후, 데이터 전송 주기 

시간까지 대기 상태가 되며, 주기 시간이 되면 알림을 

수신하고, Mat 모듈에게 데이터 전송을 요청한다. 이후 

Mat 모듈의 데이터 전송을 대기하게 되고 Mat 모듈에서 

전송된 데이터를 수신하면 해당 데이터를 서버 DB에 

저장하고 종료하는 방식으로 Mat 모듈과 통신하게 된다.
그림 4는 Mat의 브릿지 노드가 Master 역할을 하며, 

Slave와의 통신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브릿지 노드가 

센서 데이터 전송 요청 신호를 수신하게 되면 자신에게 

할당된 Slave에게 데이터 전송을 요청하고 데이터 전송

을 요청받은 Slave는 자신에게 할당된 센서들의 데이터

를 종합하여 브릿지 노드에 종합된 센서 데이터를 전송

하여 준다. 이 과정을 Slave의 수만큼(5) 반복한다. 해당 

과정을 반복한 이후, 수신된 센서 위치 배열 내에 저장

된 센서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하게 된다.

Fig. 4 Communication Flow Chart within Mat Module

서버에서 매트 전체 데이터를 DB에 저장한 후에 발

자국을 추출하는 과정은 그림 5와 같다. 수신한 매트 데

이터에서 첫 번째 클럭에서 유효한 데이터 값을 추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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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출한 데이터 값의 주변 8방향의 값을 분석했을 때, 
주변 값에 데이터가 존재할 경우, 이전 클럭의 데이터와 

비교하여 발자국으로 이어지는 데이터일 경우에 하나

의 발자국으로 인식하고 방향성 검출을 위한 데이터 리

스트에 발자국 데이터를 저장한다. 주변 값에 데이터가 

존재하지만, 발자국으로 이어지는 데이터가 아닌 경우

에는 다른 보행자의 새로운 발자국으로 인식하고 추출 

과정을 반복한다. 8방향의 값을 분석하여 주변 값의 데

이터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다음 클럭의 추출 과정으로 

넘어가고 매트 전체에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추
출된 발자국 데이터를 방향성 검출을 위한 데이터 리스

트에 저장하고 추출 과정을 종료한다.

Fig. 5 Footstep Extraction Algorithm

그림 6은 추출한 발자국 데이터에서 방향성을 검출

하는 알고리즘을 나타낸 것이다. 방향성 검출이 시작되

면 대기 상태에 있다가 리스트에 저장된 각 클럭 데이터

를 수신하게 된다. 수신한 데이터 중 첫 번째 클럭의 Y

축 평균 값을 A로 계산하고, 전체 클럭의 Y축 평균 값을 

B로 계산한다. A와 B의 차를 계산하여 A가 B보다 클 경

우, 첫 발자국이 이후 발자국들보다 앞선 위치에서 밟혔

기 때문에 해당 인원이 입장함으로 간주하고 A가 B보

다 작을 경우, 첫 발자국이 이후 발자국들보다 뒤쪽 위

치에서 밟혔기 때문에 해당 인원이 퇴장함으로 간주하

는 방식으로 인원의 입/출을 판단한다.

Fig. 6 Detect Direction Algorithm

그림 7은 동일 인물을 판단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나

타낸 것이다. 동일 인물 판단 알고리즘이 시작되면 시간

과 너비 임계값을 지정한다. 센서의 위치, 발걸음의 방

향, 시간 데이터가 포함된 센서 데이터 배열을 읽는다. 
그 후, 각 위치에 맞도록 카운트를 진행한다. 이후에 동

일 인물의 판단을 위한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처
음에 발걸음 첫 데이터의 Y축 위치가 매트 내에서 두 발

자국 이상 밟을 수 있는 위치인가를 판단하여 동일 인물 

발생 가능성을 확인한다. 두 발자국 이상 밟을 수 있는 

위치라면 동일 인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일 인물 판

단을 시작한다. 이전 발자국의 방향과 현재 발자국의 방

향이 같은지 판단한다. 이전 발자국과 현재 발자국의 방

향이 같다면, 동일 인물이라고 판단하여 두 발자국 사이

의 시간이 초기 설정한 시간 임계값보다 작은지 계산하

여 한 사람의 발걸음인지 판단한다. 해당 조건도 만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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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더욱 정확한 동일 인물 판단을 위해 보폭 사이의 

너비의 절댓값이 초기 설정한 가로 임계값보다 작은지 

계산한다. 모든 조건을 만족한 경우, 동일 인물 데이터

라고 판단한다. 이후 초기 센서 데이터 배열을 수신한 

후 진행했던 카운트 데이터에서 동일 인물 데이터라고 

판단된 데이터를 제거하고 각 방향의 인원수와 잔여 인

원수를 반환하고 동일 인물 판단 알고리즘을 종료한다.

Fig. 7 Detect Direction Algorithm

Ⅳ. 시스템 성능분석

4.1. 데이터 전송 성능 향상

본 연구에서 센서 데이터를 측정했을 때, 0~1023의 

아날로그 데이터로 출력이 된다. 이는 데이터를 전송하

기 위하여 10bit가 필요로 하게 된다. 이는 데이터 전송 

시, 1byte를 약간 초과한 양으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

여 2bit Shift 연산을 통하여 0~255 범위의 8bit 유효 데

이터를 전송하여 데이터 전송량과 전송 시간을 줄였다. 
2bit shift 연산을 수행하기 전과 후의 전송 시간 비교는 

그림 8과 같다. 데이터 전송 시, 해당 데이터가 도착하는 

시간은 기존 아날로그 데이터(0~1023, 10bit)로 전송할 

경우 평균 7ms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2bit Shift
를 수행한 데이터(0~255, 8bit)로 전송할 경우 평균 4ms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로 

2bit Shift를 수행하여 전송하는 것이 데이터 크기 및 전

송 속도에서 유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8 Sensor Data Arrival Time Chart by Transfer Data Size

4.2. 기존 시스템과의 성능 비교

기존 인원 계수 시스템 중에서 카메라를 이용한 인원 

계수 방법과 적외선 센서를 활용한 인원 계수의 정확도

는 각각 표 1, 표 2와 같이 제시되었다[14, 15].

Table. 1 People Counting Experimental Result with 
Camera

Case 1

IN OUT

Input 23 31

Output 23 28

Acuuracy 100% 93.5%

Case 2

IN OUT

Input 20 27

Output 20 26

Acuuracy 100% 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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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eople Counting Experimental Result with Infrared 
Sensor

Training Sample Testing Sample Accuracy

1 people 930 100 99%

2 people 907 100 89%

3 people 1240 100 75%

4 people 1180 100 68%

5 people 920 100 60%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시스템의 인원 계수 결과는 아래 

표 3과 같았다. 본 연구의 압전소자를 활용한 인원 계수 

시스템이 기존 카메라 및 적외선 센서를 활용하는 시스

템과의 성능 비교를 했을 때, 정확도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카메라의 경우 객체 판단 과정에서, 
적외선의 경우에는 다수의 보행자가 동시에 지나갈 때 

정확도가 떨어지는 데에 반해, 압전소자를 활용한 인원 

계수 시스템에서는 압전소자의 데이터 값의 분석 및 가

공을 통해 객체를 판단할 수 있어 기존 카메라 활용 인

원 계수 시스템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이며, 적외선 센서

를 활용한 인원 계수 시스템의 단점인 동시 통과 보행 

인원 계수의 경우, 그림 7과 같은 동일 인물 판단 알고리

즘 과정을 거쳐, 중복되는 동일 인물 데이터의 제거를 

통해 동시 통과 인원 계수의 정확도를 높였다.

Table. 3 People Counting Experimental Result with 
Piezoelectric Sensor

Case 1

IN OUT

Test Sample 73 68

Result 72 68

Accuracy 98.6% 100%

Case 2

IN OUT

Test Sample 100 100

Result 100 99

Accuracy 100% 99%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동시 통과 보행 인원 계수를 위해 다수

의 압전소자를 포함하는 압전매트를 활용한 SPI 통신 

기반 인원 계수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기존 인

원 계수 시스템에 활용되는 카메라, 적외선 센서, 초음

파 센서 등을 활용할 때 생기는 공간의 제약성을 바닥에 

매트를 설치함으로써 극복하였고, 다수의 센서 데이터

를 효율적으로 종합하고 통신하기 위하여 SPI 통신을 

기반으로 하여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또한, 데이터 Shift 
연산을 진행하여 데이터 전송 속도를 약 3ms 감소시켜, 
데이터 전송에 최적화를 진행하였다. 압전소자를 활용

한 인원 계수를 진행한 결과, 평균 약 99% 이상의 높은 

정확도로 인원 계수 및 방향성 검출이 가능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공간이 협소한 장소나, 실외와 같이 

설치 공간에 제약이 따르는 장소에서 인원을 계수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초음파 센서, 적외선 센서 등에 견주

어도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 가격이 저렴한 압전소자를 

포함한 압전매트 기반의 인원 계수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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