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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오픈 소스 하드웨어를 이용한 상황인식 스마트 디지털 도어락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 시스템은 오픈 소스 하드웨

어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상황인식 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편리성을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

다. 이 시스템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스마트 폰을 인식하고, 센서를 이용해 사용자가 문을 열려고 하는 

행동 인식한다. 위 두 가지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사용자가 도어락에 별다른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출입이 가능하며, 이러

한 인증 절차의 간소화로 인해 편리성은 증대 되고, 보안성도 보다 효과적이다. 

키워드: 디지털 도어락(Digital Doorlock), 오픈 소스 하드웨어(Open Source Hardware), 상황인식(Context-awareness)

I. 서 론

20세기 정보화 시대를 뛰어넘어 21세기 스마트 시대로 넘어가

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주변에는 디지털 기기를 사용함에 있어 불

리한 디지털 약자가 아직까지 존재한다.  여기서 디지털 약자란 디

지털 기기에 사용이 불편한 장애인, 사회적 약자와 디지털 기기에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미취학 아동과 노약자, 그리고 디지털 기기

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사람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기존의 도어락에 있었던 

번거로운 인증 절차 즉, 비밀 번호를 입력하는 것, NFC 카드를 

접촉하는 것 등의 절차없이도 기기간의 통신을 이용한 사물 인터

넷(IoT) 기술을 이용한 상황 인식을 통해 편리한 이용과 안전한 

출입을 보장하는 스마트 디지털 도어락을 제안한다. 

II. 관련 연구 동향 분석 

2.1 국내 동향

기존의 도어락은 출입문 개폐에 있어 키가 필요하다. 이러한 키 

기반의 도어락은 키의 분실과 강제 해금 공격(쇠지레를 이용한 강

제 개방)에 취약하여,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번호 기반의 도

어락과 NFC 카드를 이용한 기술이 발표되었다.
뉴런(newrun)사의 스마트 도어락은 카메라를 내장하여 사용자

에게 스마트 폰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조도 센서

와 LED 플래시를 가지고 있어 저조도 환경에서도 원활한 촬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수집된 방문자 정보는 자체적인 중계기를 이용

하여, 인터넷에 연결된 서버에 전송하여 저장한다. 
삼성SDS의 푸시풀 도어락은 밀고 당기는 푸시풀 방식으로, 안

전성 크게 높혔다. 또 화재감지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 실내에서 고

온이 감지되면 경고음이 울려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적외선(IR) 
센서가 있어 문을 열기 위해 도어락에 다가가면 자동으로 깨어나

는 "웰컴" 기능이 적용되어 있으며, 외부인이 일정시간(1분) 이상 

도어락 앞에서 머무를 경우 경보가 발생하여 외부인 출입을 사전

에 방지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 보안성을 높였다.

2.2 해외 동향 

고지(Goji)사의 도어락은 블루투스로 동작하는 스마트 도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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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다. 카메라를 장착하여 방문자를 원격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임의의 전자열쇠를 발급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외에도 별도 열쇠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락키트론(Lockitron)은 스마트폰 전용 앱과 블루투스 4.0, 와이

파이와 같은 근거리무선통신을 통해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

다. 노크 시 인식기능, 가족과 공유할 수 있는 액세스, 안심기능(강
제로 문을 열었을 경우 메시지발송)등이 있다.

키보(Kivo)사의 도어락은 블루투스와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

하여, 손가락의 터치만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스마트 도어락을 발

표하였다.

2.3 동향 분석 결론 

뉴런사의 제품은 매우 뛰어난 제품적인 완성도와 홈 오토메이

션으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제품의 구성이 단순한 도어

락 만을 위해서는 너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고지 도어락은 카

메라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어거스트 도어락은 근처에 가면 자

동으로 열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두 제품의 특징은 SNS등

을 이용한 초대장 발급을 통해서 사용자가 원격지에서 인증 절차

에 필요한 초대장을 보내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락키트론 

도어락의 특징은 겉면에 보이지 않게 후면에 장착한다는 것이 가

장 큰 장점이다. 키보 도어락은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도어락을 터

치하면 사용자의 스마트폰을 인식하여 도어락이 열린다. 위 제품

들 중에 가장 디자인이 좋고, 동작 방식이 간단하며, 사용자에게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도어락의 터치)를 제공해주는 장점이 있다.

III. 오픈소스하드웨어 기반 디지털도어락 개발

국내외 발표된 디지털 도어락의 기본 기능 구현을 위해 오픈소

스 하드웨어인 아두이노와 라즈베리파이를 이용해 시제품을 개발

하여 테스트를 하였다.

그림 3. 스마트 도어락 모듈 

Fig. 1. Smart Door Lock Module

그림 1은 기존 시중의 디지털 도어락과 아두이노 보드를 결합

한 도어락 모듈 사진이다. 도어락 모듈은 크게 통신부, 센서부, 제
어부로 구성된다. IEEE 802.15.4(Zigbee통신)모듈을 장착된 통신

부와 진동 센서, 소리 센서, 터치 센서, 자석 센서를 장착하여 센서

부를 구성하였고, 릴레이스위치와 디지털 도어락을 결합하여 제어

부를 구성했다. 진동센서를 통해 침입을 감지하여 서버로 알린다.

그림 2는 셋톱박스와 유무선 인터넷공유기이다. 셋톱박스와 유

무선 인터넷공유기를 연결하여 서버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셋톱

박스는 라즈베리파이 보드를 이용하여 구성했고, 그림 4의 도어락 

모듈과 Zigbee통신을 한다. 침입 감지되었거나, 사용자로부터 문

을 개폐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도어락 모듈이 동작하도록 응답해

준다. 또한, 사용자의 스마트폰으로 도어락의 상태를 푸쉬 메시지

로 전송하고, 출입기록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한다.

그림 2. 서버(셋톱박스, 유무선 인터넷공유기) 

Fig. 2. Server(set-top box, Access Point)

그림 3은 시제품의 어플리케이션 실행화면이다. 왼쪽의 화면은 

서버와의 연결에 성공한 화면이다. 연결에 성공하면 원격에서 도

어락을 개폐할 수 있게 화면 중단에 열기/닫기 버튼이 활성화 된

다. 또한, 화면 하단의 출입 기록 확인 버튼을 눌러 출입기록을 확

인할 수 있다. 오른쪽 화면은 사용자의 출입기록을 확인하는 화면

이다. 사용자이름, 도어락 상태, 출입일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어플리케이션 실행화면 

Fig. 3. Application launch screen

그림 4의 왼쪽 화면은 도어락이 열렸을 때, 오른쪽 화면은 침입

이 감지되었을 때, 사용자에 스마트폰에 도착한 푸쉬 메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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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푸쉬 메시지 화면 

Fig. 4. Push Notification Messages

IV. 상황 인식 스마트 디지털 도어락 설계

기존의 인위적이고 불필요한 인증 절차는 디지털 빈부 격차를 

발생시켰고, 모두가 쉽게 누리지 못하는 기술이 되었다. 특히 거동

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이러한 문제점을 쉽게 해결하고 편리한 

출입 및 보안성 강화를 위해 상황인식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도어

락을 제안한다.

4.1 상황인식 스마트 도어락 구조

상황인식 스마트 도어락의 기본 구성도은 그림 5와 같다. 블루

투스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인증 절차를 진행하

게 된다. 

그림 5.  시스템 구조

Fig. 5. System Architecture

 
또한 스마트 기기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하여 블루투스 기

능을 내장한 팔찌 또는 목걸이가 도어락의 열쇠로써 이용하여 도

어락을 개폐할 수 있다. 이때 스마트 도어락에 노크와 손잡이 접촉 

등, 출입자가 도어락에 대하여 진동과 소리, 접촉을 발생시키면, 
도어락이 개방 된다. 
 이는 기존의 기계식 도어락처럼 키를 돌리는 행동이나, 전자식 

도어락처럼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NFC카드를 인식시키는 행위 

없이, 문에 대한 노크나 손잡이를 만지는 것만으로 사용자의 블루

투스 기반의 키(스마트폰, 블루투스 밴드)를 인증하게 되고, 출입

하게 되면 원거리에 있는 보호자에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상황을 알려 주는 메시지를 보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출입 시 사용하는 상황인식 센서(진동. 소리 등)를 응용

하여 침입 감지 시에 보호자에게 도어락의 이상 상황을 알려 주게 

된다. 이때 사용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시각장애인등이 문

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안 한다.

4.2 하드웨어 구조

그림 6은 상황인식 스마트 도어락의 내부 구조도를 간략하게 

표현한 그림이다. 기본이 되는 플랫폼은 오픈 소스 하드웨어

(OSH; Open Source Hardware)로써 보드는 아두이노(arduino)
나 라즈베리파이(RaspberryPi) 등이 있고, 진동센서, 소리 센서, 
메탈 터치 센서, 자석 센서를 이용하려 한다.

블루투스, 3세대 이동 통신 모듈이 연결된 OSH 보드가 도어락

의 외부에 부착되어 있고, 도어락이 사용자가 근처에 있다는 상황

인지를 하면, 인증된 스마트 기기를 확인하여 도어락을 개방한다. 
이때 상황인지에 사용하는 기술은 문에 노크를 하여 진동과 소리

로 활성화 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도어락 손잡이를 잡음으로

써 터치 센서를 이용하여 도어락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 있다. 

그림 6.  하드웨어 구조도

Fig. 6. Hardware Architecture

스마트 기기 사용이 불편한 사용자를 위하여 블루투스 팔찌 혹

은 목걸이를 착용한 상태로 인증하는 방식 또한 호환이 가능하며, 
스마트 기기를 다루기 불편한 사용자도 사용하기 쉽도록 하였다.

외출할 때 보호자의 동행이 필요한 사용자를 위해서 원거리에

서도 보호자가 확인이 가능하며, 도어락의 개폐의 기능이 실행되

었다면, 하드웨어는 3세대 이동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보호자에게 

푸쉬 메시지를 보내 도어락의 개폐 여부 및 상황을 사용자에게 알

려 주는 기능을 담고 있다. 
또한 자석 센서 및 진동 센서, 소리 센서를 이용하여 도어락을 

무력으로 해지해 침입하려는 침입자를 감지하여 사용자와 보호자

에게 침입이 발생되었다는 푸시 메시지를 보내 주는 기능을 실행

한다. 

4.3 동작 흐름

그림 7은 스마트 도어락의 동작의 흐름을 나타낸 순서도이다. 
자석 센서를 이용하여 문의 닫힘을 확인하고 문이 닫혔다면, 사용

자에게 문이 닫혔다는 알림을 보내 주며 일정 시간 후 절전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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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기한다. 절전 모드로 동작 중 진동 센서를 이용하여 진동이 

감지되면서 소리가 같이 감지된다면, 출입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

하고 스마트 도어락이 활성화 되어 주변에 존재하는 블루투스 기

기를 검색한다. 이때 일정 시간 내에 등록된 기기를 찾지 못할 경

우 침입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용자에게 침입자 탐지를 푸

시 알람을 보내준다.

IV. 결 론

사물 인터넷이 대중화되고 있는 시대에, 상황 인식에 따라 기기

들이 사람의 편의성을 도모해주는 기술 발전이 주요한 산업이 되

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오픈 소스 하드웨어를 이용해 스마트 디지털 도

어락을 제안하였고, 여기에 상황 인식 기술을 이용해 편리성을 얻

을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그림 7. 동작 흐름도

Fig. 7. Operation flowchart

도어락 모듈은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블루투스 

기기를 인식하고, 사용자가 문을 열려고 하는 행동 인식한다. 

상황인식 센서를 이용하면 사용자가 도어락에 별다른 인증 절

차를 거치지 않고도 출입이 가능하다. 인증 절차의 간소화로 일반 

사용자뿐만 아니라 디지털 약자에게도 편리성을 높여, 디지털 빈

부격차를 줄이고자 한다. 또한, 보안성 측면에서도 한층 강화된 모

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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