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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문제인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범죄 및 생계형 범죄로부터 사용자의 안전의 보장과 기존의 디

지털 도어락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IoT기술과 STT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안정성을 제공하여 주며, 동시에 편리성을 제공하

고자 본 시스템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여 줄 수 있게 한다.

키워드: 디지털 도어락(Digital Doorlock), 스마트 홈(Smart Home), 단어 인식(Word Recognition)

I. Introduction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

다[1]. 그에 맞추어 혼자 집에 귀가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가정의 부모들은 아이가 집에 들어왔는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어 

불안한 마음이 앞선다. 엿보기 공격에 대한 문제 또한 기재되고 있다

[2]. 그 밖에 카드키, 디지털 키를 이용하여 편리성을 증가시켰지만, 
안정성과 보안성에 취약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엿보기 

공격 및 기존의 디지털 도어락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STT(Speaking to Text)기술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안정성을 제공

하여 주며 동시에 IoT(Internet of Things)기술을 이용하여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 IoT기반 단어인식 스마트 디지털 도어락을 개발한다.
IoT란 사물인터넷은 사람, 사물, 공간 등 모든 것들이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되어, 모든 것들에 대한 정보가 생성 및 수집되고 공유,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3] 오픈소스 하드웨어인 라즈베리파이를 이용, 
웹서버를 설치하여 원격지에서 라즈베리파이의 디바이스를 제어할 

수 있다.[4] 본 논문에서는 해당 기술을 도어락에 접목하여 원격지에서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를 이용, 디바이스를 다루는 것에 목적이 있다. 
STT란 음성인식기술을 지칭한다. 음성 인식은 디지털로 변환된 음파

를 분석하여 해당 음파가 어떠한 단어를 의미하는지 찾아내는 기술을 

말한다[5].

II. 시스템 설계 및 구현

1. 시스템 개요

그림1은 개발될 시스템의 구조도를 블록화 하여 나타낸 것이다. 
구성은 크게 스마트 서버 모듈과 단말기로 나눠진다. 단말기는 사용자

의 요청에 따라 스마트 모듈을 제어할 수 있으며, 로그기록 확인 

및 비밀번호 변경이 가능하다.

System Architecture

그림2는 시스템의 전체적인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STT(Speaking 
to Text)로 인식 받은 단어를 서버로 전송한다. 전송한 단어를 서버에서 

판별하며 단어가 비밀번호와 일치하면 외부 디바이스인 도어락을 

제어한다. 로그값을 저장하며 결과 값을 클라이언트로 전송하여 사용

자에게 결과 값을 출력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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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Flow

2. 스마트 서버 모듈

스마트 서버 모듈은 APM(Apache, PHP, MySQL)으로 웹 서버를 

구성하였으며 POST형식으로 단어를 입력 받으며, 데이터베이스의 

현재 비밀번호를 불러온다. 두 단어를 서로 비교하여 일치하면 사용자

의 로그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도어락의 개폐 장치를 제어한다. 
일치 하지 않다면 0을 응답하여 비밀번호가 다르다는 상태를 사용자에

게 전송한다. 사용자를 제외한 다른 사용자에게 GCM(Google Cloud 
Message)[6]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출입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며, 
별도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Log기록을 JSON[7]형식으로 제공하

여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Log기록을 확인 할 수 있다.

3. 스마트폰 앱

그림3은 스마트폰 앱의 실행 화면이다. 안드로이드 STT기능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말하는 단어를 텍스트로 변환할 수 있으며, 해당 

단어값을 서버로 전송한 뒤 응답결과를 출력하여 준다.

   

App execution screen

4. 실험

그림4는 직접 제작한 스마트 디지털 도어락 앞에서 음성으로 도어락

을 여는 사진이다. 

 

Voice recognition control demonstrations

IV. Conclusions

해당 앱 사용시 기존 도어락들에 비해 STT기능을 사용해 특정 

단어를 선택하여 비밀번호를 만듦으로써 보다 많은 경우의 수를 

제공하여 주며, 등록되어 잇는 스마트폰의 고유값만을 인지하기 때문

에 보안측면에서 강화되었다. 또한 IoT개념을 접목하여 원격지에서 

도어락을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정성과 편리성을 동시에 제공하여 

줄 수 있었다. 한국문화콘텐츠 고등학교 학생들 8명이 약 한 달간 

해당 앱을 사용하였으며 정상작동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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