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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초전형 적외선센서(PIR: Pyroelectric Infraredred)는 적외선 흡수시 물질 내의 분극(Polarization) 

변화로 전하가 유기되어 기전력이 발생하는 초전효과를 이용한 센서이다. 초전형 적외선센서는 주변 

환경과 원적외선를 발생하는 물체(사람, 동물 등)와의 원적외선 차이를 감지하며, 이를 이용하여 사람 

또는 동물 등의 움직임 검출이 가능한 센서 제작이 가능하다[1]. 보안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PIR 기반 

움직임 센서’를 이용하여 침입을 감지하고 경보를 내리는 열선 감지기가 많이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다[1].

그런데, 초전형 적외선 기반 움직임 감지 센서는 주변 온도와의 차이를 감지하는 원리로 작동하기 

때문에 주변 온도와 온도 차를 가지고 있는 물체가 움직여서 센서에 가까워질 때 가장 감도가 좋으나, 

물체가 가까워져서 주변 온도를 충분히 데워주면 감도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2]. 따라서, 

여름의 경우엔 주변 온도가 인체와 비슷해지므로 겨울에 비해 오작동이 많아진다.

또한, 천천히 움직인다거라 열을 막는 차폐물을 사용해도 감도가 저하되는 단점을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산이나 우비를 이용하는 경우에 우의와 우산은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열을 차단하므로 

적외선센서 동작에 문제가 생긴다. 태양빛에는 PIR 센서가 감지 가능한 대역의 빛이 있으며 그 빛은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태양빛이 닿는 경우에 오동작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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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인간의 움직임과 애완동물의 움직임에 대한 신호 패턴들을 학습한 인공 신경회로망을 통해서 침입상황에서 침입한 
객체가 사람인지 애완동물인지 판별 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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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truder detection system using digital PIR sensor has the problem that it can't recognize human correctly. In this paper, we 
suggest a new intruder detection system based on analog PIR sensor to get around the drawbacks of the digital PIR sensor. The 
analog type PIR　sensor emits the voltage output at various levels whereas the output of the digitial PIR sensor is binary. The signal 
captured using analog PIR sensor is sampled, and its frequency feature is extracted using FFT or MFCC. The extracted feature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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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ion

Key Words : PIR, Intruder Detection, MFCC, Neural Networks, Object Classification

본 논문은 정부재원(중소기업청, 산업통
상자원부), 2016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
연구진흥비 및 숭실대학교 교내연구비
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연구
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
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JKIIS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Intelligent Systems
Vol. 26, No. 5, October 2016, pp. 361-367
http://dx.doi.org/10.5391/JKIIS.2016.26.5.361

ISSN(Print) 1976-9172
ISSN(Online) 2288-2324

Received: Aug. 29, 2016
Revised : Oct. 18, 2016
Accepted: Oct. 18, 2016
†Corresponding authors
swcho@hongik.ac.kr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Intelligent Systems, Vol. 26, No. 5, October 2016

362 | 정연우·Vo Huynh Noc Bao·조성원·정선태

기존 PIR이 오동작의 하는 요인으로 임계치를 기반을 둔 방식으로 

침입 감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해놓은 임계치를 넘으면 

디지털 논리값 HIGH 값 1을 출력하며 이 경우 침입으로 감지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LOW 값 0을 출력하며 침입으로 감지하지 않는다. 

판단의 기준인 임계값은 물체와 상황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오작동을 발생한다[2].

본 논문에서는 오동작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유형의 PIR 센서 

기반 침입 감지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2절에서는 PIR 센서를 이용한 

감지 신호 획득에 대하여 설명하고, 3절에서 제안하는 PIR 센서 기반 

침입감지 시스템에 대하여 기술한다. 먼저, PIR 센서로부터 획득된 

신호의 영역 추출에 대해 기술하고, PIR 데이터 값들을 신호처리 

과정을 거쳐서 신호의 주파수 성분을 특징벡터로 추출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지도 학습 머신러닝 알고리즘인 신경회로망을 

통해서 학습하는 방법과 학습후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한다. 

4절에서는 제안하는 PIR 감지 시스템의 실험결과에 대하여 논하고, 

마지막으로, 결론 및 향후 연구에 대하여 기술한다.

2. PIR 센서 신호 획득

초전소자에 적외선을 모아주기위해 프레넬 렌즈를 사용한다. 

프레넬 렌즈의 장점은 매우 얇은 구조로도 볼록렌즈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사용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렌즈들이 존재한다. 감지 영역의 형태에 따라 입체형, 면형, 스폿 

형으로 구분되며, 감지 거리에 따라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형으로 

구분되며, 고정 형태에 따라 벽부형, 천정형으로 구분된다. 본 

논문에서는 스폿형이며 2m 이상의 거리를 탐지하는 중거리 형, 

그리고 건물 천장에 고정하여 설치할 수 있는 천정형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1과 같이 위에서 본 스폿형의 적외선 감지 범위와 

측면에서 감지 범위를 파악할 수 있다[3].

그림 1. 스폿형 프레넬 렌즈의 감지 영역:                    
(a)위에서 본 감지 영역 (b) 측면에서 본 감지영역

Fig. 1. The detection range of spot type fresnel lens (a) Top view, (b)Side view

초적외선 감지기의 감지영역은 그림 2와 같이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구분한다. 감시영역에는 감지영역과 비감시영역이 

있으며, 감시영역은 사람을 확실히 감지 할 수 있는 거리이며, 

비감시 영역은 감지기가 사람을 감지하지 못하지만 사람보다 

크기는 작으나 사람보다 높은 온도의 열원체가 움직이면 감지될 수 

있는 영역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적외선 감지기의 감지 거리는 

감지영역까지 거리를 의미한다[4]. 그러나, 적외선 감지기를 설치 할 

때, 이러한 비감시 영역을 고려한다. 

그림 2. PIR 센서의 감시 범위
Fig. 2. The surveillance range of PIR sensor

이와 같은 감지영역을 기반으로 PIR 센서가 다양한 인간의 

움직임과 애완동물의 움직임에 대한 신호값을 획득하게된다.

3. 제안하는 PIR 센서 기반 침입감지 시스템

그림 3은 PIR 센서 기반 침입 감지 시스템의 전체 Flow Chart

를 나타낸다. 맨 먼저 PIR 센서로부터 받은 신호의 변동치를 

분석하여 배경(Background)과 침입 상황(Something)이 발생할 

경우를 분류한다[5]. 침임 상황이 발생할 경우 PIR 신호로부터 

평균에너지법을 이용하여서 감지되는 시점을 찾고, 일정한 구간의 

신호 범위를 추출한다. 추출된 신호 값은 MFCC 신호 처리 방법을 

이용해서 신호의 주파수 성분에 대한 특징 데이터로 변환 된다. 

정규화 된 특징데이터는 인공 신경회로망을 이용하여 분류 작업을 

진행한다.

단계 1 :  20Hz로 샘플링된 신호의 변동치에 대해서 평균 

에너지법을 이용해서 감지되는 시점을 찾고, 그 

시점부터 128개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신호구간으로 

자른다. 신호구간이 추출된 경우 침입 상황(Something)

으로 간주한다.

단계 2 :  침입 상황의 경우, 신호처리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추출된 

구간의 신호 주파수 성분을  22개의 특징데이터로 정규화 

한다.

단계 3 :  정규화 된 특징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 신경 회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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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학습을 한다. 

단계 4 :  학습이 완료된 인공 신경회로망은 사람의 침입과 

애완동물의 침입을 분류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그림 3. PIR센서 기반 침입 감지 시스템 흐름도
Fig. 3. Flow chart of intruder detection system based on PIR sensor

3.1 PIR 신호 영역 추출

PIR 센서를 이용하여 획득된 PIR 신호는 신호값이 일정크기 

이상으로 변화하는 영역을 추출하는 작업이 가장 먼저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서 평균 에너지법(Average Magnitude)을 이용한 short-

time 해석 방법이 적용된다[6].

PIR 신호의 에너지는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Short-ti me energy

는 이러한 에너지의 변화량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신호 

파라미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신호의 변동이 있는 부분의 경우에는 

변도 없는 부분이나 잡음요소에 비해서 큰 에너지 성분을 갖기 

때문에 PIR 신호 영역을 추출해내는데 평균 에너지법이 이용된다. 

평균에너지를 구하는 식 (1)과 같다. 식 (1)에서 N은 한 프레임당 

샘플 수이며 본 논문에서는 한 프레임당 10개의 샘플이 있으며, 

은 신호 값을 의미한다. 또한 은 해당 구간을 정해주는 

윈도우 함수입니다. 은 각 프레임당 신호 변동치를 비교하는 

기준이 됩니다.  값을 통해서 구간의 최대와 최솟값을 갖는 

프레임을 찾는다. 그 두 지점을 기준으로 12개의 프레임을 선택한다. 

나머지 8개의 샘플은 양쪽에서 4개씩 얻는다. 추출된 신호 구간에서 

총 128개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1)

  (2)

그림 4는 PIR 신호 영역을 추출한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4. PIR센서 신호 추출
Fig. 4.  PIR sensor signal extraction

그림 5 (a)와 (b)는 배경과 침입 상황의 PIR 신호를 나타낸 것이다. 

평균에너지법에 의해 추출이 된 신호는 침입 상황으로 판별된다.

그림 5. (a) 배경의 경우 PIR신호, (b)침입 상황의 경우 PIR신호
Fig. 5. (a) Background PIR signal (b) Something PIR signal

3.2 MFCC(Mel-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s)를 이용한 PIR 신호 특징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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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C(Mel-frequency cepstrum)는 단구간 신호의 파워스펙트럼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로, 비선형적인 Mel스케일의 주파수 

도메인에서 로그파워스텍트럼에 코사인변환(Cosine Transform)

을 취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MFCC는 여러 MFC들을 모아 놓은 

계수들을 의미한다. 그림 6은 MFCC 과정을 나타낸다.

그림 6. MFCC 신호처리 과정
Fig. 6. MFCC signal processing procedure

MFCC의 처리 절차는 FFT(Fast Fourier Transform)을 수행하여 

주파수영역으로 변환하고 변환된 값들을 미리 설정된 MFCC(멜 

캡스트럼) 대역필터뱅크를 통과시킨 후, 로그화, DCT(Discrete 

Cosine Transform)을 거치면 한 프레임 당 M개의 계수 값들을 구할 

수 있다. 이 값들이 부하패턴신호의 특징정보들이다. Mel Filter 

Bank 프레임당 너무 많은 양의 데이터 값이 존재하므로 적절한 

파라미터를 뽑기 위해 FFT한 결과를 갖고 필터뱅크를 거쳐서 각 

필터뱅크의 에너지를 구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필터뱅크의 가장 평이한 형태는 균일

(Uniform)필터뱅크이다. 여기서의 I번째 대역통과 필터의 중앙 

주파수 값, 는 식 (3)과 같이 정의된다[7].

  (3)

위 식에서 는 음성 신호의 샘플링 주파수, N은 샘플링 주파수를 

등간격으로 나눈 균일 분포 필터들의 수이다. 또한, 실제 필터들의 

수를 나타내는 Q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4)

위 조건에서 등호는 음성 신호의 전체 주파수 범위가 분석에 

사용될 때 성립한다. 또한 I번째 필터의 대역 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성질을 만족한다.

  (5)

이때 등호는 인접한 필터 채널들과 주파수 중첩부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등호는 인접한 필터 채널이 중첩하다는 뜻이다. 

만약 이면 음성 스펙트럼의 일부분의 정보가 의미를 

상실하게 되어 올바른 분석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림 7. 멜주파수와 주파수와의 관계
Fig. 7. Relation graph between mel-frequency and frequency

하지만 실험에 사용할 Mel Filter Bank는 비균일(Nonuniform) 

필터뱅크이다. 비균일 필터뱅크를 디자인 하는 경우에는 주대역 

단위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주대역을 따른 필터들의 

배치는 인지적 연구에 기발을 두고 있다. 이 필터들의 간격은 1000

㎐ 미만의 주파수에서는 선형적이며 그 이상에서는 로그단위에 

가깝다.

실험에서는 식 (6)의 멜 공식을 이용하여 멜 주파수 영역으로 

옮긴 다음 멜 주파수 영역에서 등간격으로 나눈 후 다시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해 사용하였다. 

  (6)

DCT는 필터뱅크를 거쳐서 나온 출력간의 상관관계를 없애주고 

파라미터의 특징을 모아주는 역할을 한다. 하나의 프레임에 MFCC

를 적용할 경우 필터뱅크의 개수만큼 특징벡터 값이 나오게 된다. 

특징 추출 처리는 필터뱅크 수만큼 나온 특징차수에서 작은 

차수부터 필요한 개수만큼 선택하는 것이다[8].

MFCC를 구하기 위한 과정을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 식 (8)과 

같다. 

  (8)

위에서 은 filter bank에서 얻어진 출력이고 여기에 logarithm

을 취하고 DCT를 수행하여 특징벡터 를 구한다.

본 논문에서는 추출된 128개의 PIR 신호데이터에 대해서 MF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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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22개의 특징데이터로 변환한다. 그림 7은 각각 사람과 

동물의 경우 MFCC 특징 벡터들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8. MFCC 특징벡터: (a)애완동물 MFCC (b) 사람 MFCC
Fig. 8. MFCC feature vector : (a) Pet MFCC, (b) Human MFCC

3.3 인공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PIR 신호 패턴 분류

본 논문에서는 추출된 MFCC 특징벡터 값을 인공 신경회로망

(Neural Network)을 이용하여 침입 상황에 대한 패턴 분류를 

진행한다. 인공 신경회로망의 구조는 입력층(Input layer), 은닉층

(Hidden layer), 출력층(Output layer)으로 이루어져 있다[9]. 

각 층의 처리 요소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첫 번째 

부분은 여러 다른 처리 요소들로부터 입력을 받아들여 연결 가중치

(Connection Weight)를 사용하여 순입력 값을 계산하다. 이것은 

결합 함수(Combination Function)에 의해 이루어진다. 

두 번째 단계는 전이 함수(Transfer Function)에 의해 실행되는데 

이는 가중치를 고려한 입력 값을 전이 함수를 이용하여 출력 값으로 

변환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신경회로망 학습을 위해 역전파 알고리즘

(Backpropagation Algorithm)을 사용하였다. 역전파 알고리즘은 

다층(Multi-layer)이고 전방향(Feedforward) 신경회로망에서 

사용되는 학습 알고리즘이며, 학습의 방법은 지도 학습(Supervised 

Learning)이다[10].

역전파 학습 알고리즘은 출력층 오차신호를 이용하여 은닉층과 

출력층간의 가중치를 변경하고, 또한 출력층 오차신호를 은닉층에 

여전파하여 입력층과 은닉층간의 가중치를 변경하는 학습 

방법이다. 역전파 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한 신경망의 학습은 3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로 학습 입력 패턴을 신경망에 입력하여 출력을 구하고, 2

단계는 출려과 목표치 사이의 차이 즉, 오차를 구하고, 3단계에서는 

오차 값이 없는 경우에는 학습이 일어나지 않고, 오차 값이 존재할 

경우에는 그 값을 역방향으로 전파시키면서 오차 값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출력층의 가중치 및 은닉층의 가중치를 

변경한다[11].

본 논문에서는 입·출력층과 1개의 중간층으로 구성된 3층 

구조를 사용하였으며 입력층은 각각의 특징 정보들을 사용하였다. 

출력층은 2개의 노드로 구성되며 사람과 애완동물을 분류하는 

기준이 된다. 그림 9은 사용된 인공 신경회로망의 구조를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침입감지 시스템은, PIR 신호 영역 분석 결과 

실제로 침입이 발생한 것으로 판별되는 경우, 학습된 신경회로망을 

이용하여 침입한 객체가 사람인지 동물 인지 판단하는 작업이 

그림 9. PIR 신호 패턴 분류 인공 신경회로망 구조
Fig. 9. The structure of neural networks for PIR signal pattern classification 

그림 10. 사람이 침입한 상황과 PIR 센서 신호
Fig. 10. The event of invasion by human and signal from PIR sensor 

그림 11. 애완동물이 침입한 상황과 PIR 센서 신호
Fig. 11. The event of invasion by pet and signal from PIR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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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수행된다. 그림 10와 그림 11은 각각 사람과 애완동물이 

침입한 상황과 PIR 신호 파형을 나타낸다.

4. 시뮬레이션 및 실험결과

본 논문의 목적은 PIR 센서 신호 분류에 최적의 신호처리 방법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학습에 사용된 

자료와는 별도로 다른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하여 신호 패턴 분류 

정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인공 신경망을 학습 데이터에 대해 

오차가 최소화되도록 학습한 후, 신호처리 방법에 대한 인공 

신경망의 분류 성능을 비교 평가한다.

FFT와 MFCC를 이용하여 신호처리 한 데이터를 신경망 모델에 

적용시킴으로써 신호 패턴을 분류하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각각의 PIR 센서의 신호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입력값을 주어야한다. 앞서 언급한 통해 FFT, MFCC 

신호처리 기법들을 이용하여 입력 변수로 사용하였다.

표 1은 배경(Background)과 침입 상황(Some thing) 발생 여부 

분류 실험 결과를 나타낸다. 아래 표과 같이 총 316번의 실험 중 

침입상황 216번 모두 침입상황으로 파악하여 신호를 추출하였고, 

배경인 상황 120번 모두 배경으로 파악하여서 신호를 추출하지 

않았다. 이를 토대로 본 논문의 알고리즘에 있어서 PIR 신호 추출 

성공 비율은 100%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표 1. 신호 추출 성공 비율
Table 1. Success rate of signal extraction

Test Case Number of Sequences
Classification 
Accuracy(%)

Something 216 100

Background 120 100

표 2는 사람과 애완동물 분류에 있어서 FFT와 MFCC 신호 처리 

알고리즘의 객체 분류 정확도를 비교한 것이다. FFT는 신호의 

주파수는 분석하는데 사용되는 기본적인 신호처리 방식이며, 이산 

푸리에 변환과 그 역변환을 빠르게 수행하는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다

[6]. 표 2와 같이 각각 FFT와 MFCC 방식으로 같은 샘플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사람이 침입한 경우는 112번, 동물이 침입한 경우는 

104번이다. FFT는 사람이 침입한 경우로 사람으로 탐지한 분류 

정확도가 87.6 %이며, 애완동물이 침입한 경우 애완동물로 탐지한 

분류 정확도가 88.7%이다. 반면, MFCC의 사람 분류 정확도는 

94.6%이며, 애완동물 분류 정확도는 96.1%이다. 이는 FFT에 비해서 

MFCC 신호 처리 알고리즘이 PIR 센서 기반의 침입탐지 시스템에 

보다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표 2. PIR 신호 기반 객체 분류 알고리즘 비교 
Table 2. The process of classification object based on PIR Sensor

Test Case
Number of 

Sequences

Classification 

Accuracy(%)

FFT
Human 112 87.6

Pet 104 88.7

MFCC
Human 112 94.6

Pet 104 96.1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PIR 센서 기반의 침입 감지 시스템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방식으로 아날로그 신호를 이용하여 PIR 신호 처리 

및 패턴 분류 알고리즘을 기술하였다. 

신호처리 알고리즘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FFT와 음성인식에서 

자주 사용되는 알고리즘인 MFCC를 비교하여 실험을 하였다. FFT를 

적용한 경우보다 MFCC를 적용하여 신호 변환한 데이터를 이용한 

침입감지가 보다 향상된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결과는 PIR 센서를 이용한 침입감지 시스템에서 침입자 

판단 오류를 최소화하는 제품개발에 활용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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