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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흔히 사용되는 도어락에 사물인터넷을 접목시켜 좀 더 스마트한 도어락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스마트 도어락은 블루투스를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과 페어링을 통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출입을 관리를 할 수 있습니

다. 비밀번호를 직접 눌리는 것이 아닌 멀리서도 페어링만 되어 있다면 열수 있다는 점과 시간별로 출입문이 열리고 닫히는 시

간을 따로 기록하여 어플리케이션과 페어링 되는 순간 그 정보를 새롭게 갱신을 합니다.

키워드: 아두이노(arduino), 도어락(Doorlock), 사물인터넷(IoT)

I. Introduction

최근 사물인터넷이 확산됨에 따라 집안에 있는 사물들도 사물인터

넷 서비스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안의 출입문에 

디지털 도어락에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접목하였습니다. 사용자가 

집 앞까지 가서 비밀번호 패널을 눌러 문을 여는 것이 아닌 이미 

블루투스 페어링이 되어있는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간단한 조작을 

통하여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또한 내장 메모리를 사용하여 문이 

열리고 닫힌 시간을 저장하여 페어링이 될 때마다 정보들을 갱신하여 

출입현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완성된 작품은 아두이노 

메가(Arduino Mega)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지만 소형 싱글보드를 

사용하면 적은 전력을 사용하면서 사용자가 원하는 디자인의 형태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네트워크 역시 블루투스만이 아닌 NFC를 사용하

여 NFC태그를 갖다 대는 것만으로도 열릴수 있으며, 인터넷과 연결되

어 PC에서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은 스마트 폰에서도 접속하

여 사용하는 형태로도 발전이 가능합니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국내·외에 많은 디지털 도어락 업체에서도 이와 같은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도어락을 제어하는 형태로 기술이 발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홈과도 연계하여 가전사업부와 이동통신사가 각각 

다른 방향으로 기술을 발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전사업부에서는 

스마트 홈에 도어락이 물릴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아가고 이동통신사에서는 도어락에 통신장비를 연동하여 

독립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블루투스뿐만 아니라 NFC, RFID, WiFi 등을 이용하는 방식도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III. The Proposed Scheme

1. Digital Doorlock

아두이노 메가(Arduino Mega)를 기반으로 하여 작품을 제작하였

습니다. 여닫음 상태에 대하여 서보모터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조절

하게 됩니다. 이에 3색 LED를 사용하여 열림 상태에서는 초록색, 
닫힘 상태에서는 붉은색 LED가 점등됩니다. 디지털 도어락의 기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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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인 비밀번호 패널은 TFT-LCD를 이용하여 구현하였습니다. 올바른 

비밀번호가 들어오게 되면 잠금장치가 올라가면서 문이 열리며 3초 

동안 문이 열리지 않으면 자동으로 잠깁니다. 문의 여닫음 상태는 

초음파 센서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였을 경우 비밀번호가 초기화 되면서 노란색 

LED가 깜빡거립니다. TFT-LCD가 부착된 반대편에 버튼을 달아 

눌리면 열리고 다시 눌리면 닫히는 여닫이 버튼을 구현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디지털 도어락입니다.

1. Smart Doorlock

디지털 도어락에 블루투스 모듈을 장착하여 블루투스 통신이 가능

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번 연결된 스마트 폰은 블루투

스 기능이 켜져 있다면 바로 페어링이 되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으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2가지 방식을 통해 문을 여닫을 

수 있습니다. 터치 패널을 간편 등록모드를 실행시킨 후 스마트 폰을 

등록하게 되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문을 여닫을 수 있습니다. 
일반모드의 경우에는 터치패널과 똑같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여닫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비밀번호 3회 이상 오류가 나면 등록된 스마트 폰으로 알림이 

전송되고 스마트 폰으로 해지하지 않는 이상 터치패널을 사용할 

수 없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문을 여닫음을 SD카드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하고 페어링

이 생겼을 경우 SD카드의 정보를 스마트 폰에 전송하여 사용자가 

출입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을 구현하였습니다.
향후 도어락에 작은 카메라를 달아 출입하는 사람 얼굴을 인식하여 

그 모습을 찍어 전송할 수 있도록 계선할 것입니다. 영상인식 부분이 

들어가게 된다면 MCU가 라즈베리파이나 갈릴레오보드 같은 싱글보

드로 변경될 것입니다. 

IV. Conclusions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하여 디지털 도어락을 제작하였습니다. 기존

의 사용하는 디지털 도어락과는 달리 이 스마트 도어락은 블루투스의 

범위 이내에서는 문을 열수 있으며 출입기록을 얻어와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현에 있어 아두이노 메가라는 큰 사이즈의 보드를 

사용하였으며 전원도 외부 공급 전원을 2개나 사용한 점에서 문제가 

많으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TFT-LCD가 항상 켜져 전원을 

낭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점의 해결 방안으로 최근 소형 

MCU가 많이 있어 그 MCU를 사용하면 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MCU가 작아짐에 따라 소모되는 전력도 작아지기 때문에 

문제점들이 해결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향후 보안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림 280.

스마트 도어락 구동 환경.

   
그림 281.

완성된 디지털 도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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