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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버튼입력식 도어락은 물리 인 열쇠가 사용하지 않고 기능에 비하여 렴하기 때문에 정문이나 사무실 문의 

개폐를 제어하기 하여 많이 사용되어진다. 그러나 사용자의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비 번호를 잊기 쉽고 하

나의 비 번호를 계속 사용할 때 보안을 유지하기 어려운 단 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하여 비

식 근거리 무선통신을 통하여 획득한 사용자 데이터를 이용한 도어락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한 시스템은 

스마트폰에 있는 비 식 근거리 무선통신 태그를 이용하여 도어락의 개폐를 제어한다. 구 된 시스템은 비

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도어락을 제어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ABSTRACT

The doorlock using buttons has been widely used since it does not exploit the physical key and has much functions though it is 

cheap. However, the doorlock has problems where it is easy to forget the secret number since the user has to remember the number 

and difficult to keep secure when the one secret number has been used for a long time.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doorlock system 

using the near field communication. The proposed system controls the open and close of the doorlock using user data acquired by the 

near field communication tag, The implemented doorlock system has the benefit to control the doorlock without a secret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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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도어락 시스템은 문의 개폐를 제어하기 한 시스

템으로 과거에는 물리 인 자물쇠와 열쇠의 조합을 

이용하여 문의 개폐를 조정하 다. 열쇠를 이용한 시

스템은 시스템의 구성이 간편하고 휴 가 용이한 장

이 있으나 열쇠의 분실과 도난의 단 이 있다. 이러

한 단 을 개선한 것이 최근 들어 많이 사용되고 있

는 자식 도어락 시스템이다[1-3]. 

자식 도어락 시스템은 물리 인 열쇠없이 자회

http://dx.doi.org/10.13067/JKIECS.2015.10.1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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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에 장된 사용자의 보안 데이터를 이용하여 문을 

개폐할 수 있는 편리함이 가장 큰 장 이다. 이러한 

자식 도어락은 비 번호를 버튼형식으로 입력하는 

버튼입력식 도어락과 물리 인 자열쇠와 비 번호를 

조합한 복합형 도어락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

채나 지문 등의 생체정보를 이용한 생채정보형 도어락

이 있다. 그러나 복합형 는 생체정보형은 기 설치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버튼입력식 도

어락을 회사 는 개인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3-9].

버튼입력식 도어락 시스템은 사용자가 미리 메모리

에 장한 비 번호와 재 입력된 비 번호를 비교하

여 문의 개폐를 조정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별도의 열

쇠를 소지하지 않고 렴한 기 설치 비용으로 문의 

개폐를 조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기억에 의존

하기 때문에 비 번호를 잊기가 쉽고 비 번호가 여러 

번 틀릴 경우 오랜 시간 동안 기하여야 한다. 특히 

하나의 비 번호를 지속 으로 사용할 경우에 타인에

게 노출될 험성이 매우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자식 도어락 시스템을 개선하기 하여 [1]에서 이

동통신과 공 화망을 연동한다. 그리고 DTMF 신호를 

송신하여 원격으로 도어락을 제어하기 한 시스템을 제

안하 다. [2]는 지그비통신을 이용하여 가 제품을 연결

하는 홈네트워크를 제안하 고 [3]에서는 스마트폰과 지

그비를 이용하여 도어락과 보일러를 연결하고 치 데이

터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제어하 다. [4]는 홈네트워크를 

구성하기 한 지그비 로토콜을 제안하 다.

이 논문에서는 자식 도어락 시스템의 단 을 개

선하기 하여 비 식 근거리 무선통신(NFC)을 사

용한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한 시스템은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NFC 태그를 이용하여 비 번호 신

에 도어락과 스마트폰의 NFC 고유 데이터를 서버에 

송한다. 서버는 송받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허가받

은 사용자인지 단한 후에 원격으로 도어락을 제어

한다. 그리고 이를 하여 오 소스 하드웨어인 아두

이노를 이용하여 와이 이 쉴드와 NFC 쉴드를 구축

하고 제안한 도어락 시스템을 구 한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자식 도

어락 시스템의 원격 제어에 한 련 연구를 기술한다. 

그리고 3장에서는 NFC를 이용한 도어락 시스템의 설계

를 제안한다. 4장에서는 제안한 시스템의 구  결과에 

하여 기술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기술한다.

Ⅱ. 련연구

기존의 도어락에서 생기는 문제 들을 보완하고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기 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1]에서는 CDMA모듈과 PSTN모듈을 장착해 

이동통신망과 공 통신망을 연동하고 통화  DTMF 

신호를 주입해 도어락을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방식을 

제안하 다. 이러한 방식은 원격으로 도어락을 제어

하기 해선 화를 걸어 안내 음성을 들으며 사용해

야 한다는 단 이 있다.

참고문헌 [2-4]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홈네트워

크 시스템에 하여 제안하 다. [2]에서는 스마트폰

과 홈서버를 구성하고 가 제품들을 지그비 통신을 

이용하여 연결하 다. 사용자는 스마트폰의 애 리

이션을 이용하여 홈서버에 속하고 연결된 가 제품

들을 원격으로 제어한다. [3]에서는 스마트폰과 지그

비 통신을 이용하여 보일러와 등을 연결하 다. 그

리고 역 치시스템(GPS)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치를 측정한 후에 사용자가 집의 일정 범  안에 들

어왔을 때 연결된 제품들을 자동으로 제어한다. [4]에

서는 스마트홈을 구성하기 한 지그비 통신 로토

콜을 제안하 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원격으로 

도어락을 제어하는 기법만을 제공하는 단 이 있다.

Ⅲ. NFC를 이용한 도어락 제어 시스템 설계

3.1 시스템 구성도

그림 1. 도어락 시스템 개념도

Fig. 1 System diagram of door lock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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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NFC를 이용한 도어

락 시스템의 개념도를 보여 다. 사용자는 도어락을 

해제할 때 2가지  하나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NFC를 이용하여 도어락을 해제하는 방식

이고 두 번째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어 리 이션을 

이용해 원격으로 도어락을 해제하는 방식이다. 첫 번

째 방식을 사용할 경우에 스마트폰을 도어락 기기에 

시키면 도어락은 NFC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에 있

는 유심(USIM)카드의 고유 식별자를 획득한다. 획득

한 스마트폰의 고유 식별자와 자신의 고유 식별자를 

TCP 통신을 이용하여 서버에 송한다. 서버에서는 

도어락으로부터 넘어온 데이터를 이용하여 허가받은 

도어락 사용자인지 확인한다. 허가받은 사용자로 확인

되면 도어락에 승인확인 메시지를 송하여 도어락을 

해제한다. 두 번째 방식은 스마트폰의 어 리 이션이 

NFC를 이용하여 도어락의 고유 식별자를 획득한 후

에 스마트폰과 도어락의 고유식별자를 서버에게 송

한다. 그리고 첫 번째 방식과 유사하게 서버가 허가된 

사용자인지 검사한 후에 도어락을 원격으로 해제한다. 

그림 2는 시스템 개념도를 이용하여 정의한 도어락 

시스템의 제어 흐름도를 보여 다.

그림 2. 도어락 시스템 흐름도

Fig. 2 System control flow of door lock system

3.2 클래스 정의

그림 3. 클래스 구성도

Fig. 3 Class diagram

그림 3은 도어락 시스템의 클래스 구성도를 보여

다. 스마트폰에서 운 되는 앱은 MainActivity, 

ClinkListener, Management, Push, LoginActivity, 

EnrollActivity, ManagementActivity 그리고 Network

인 9개의 클래스로 구성된다. Push 클래스는 구  클

라우드 메시지 서버를 이용하기 한 클래스이고 

Network는 TCP/IP 통신을 한 클래스이다. 

EnrollActivity는 NFC를 이용하여 도어락의 고유번호

를 획득하기 한 클래스이고 LoginActivity는 사용

자 로그인을 한 클래스이다. 

도어락은 아두이노를 개발하기 때문에 클래스가 아

닌 함수 모듈로 구성된다. 도어락은 Main, Setup, 

NFC, Enroll, Open, Close, ToSend 그리고 Receive인 

8개의 모듈로 구성된다. NFC와 Enroll은 NFC를 활성

화 는 비활성화시키고 스마트폰과 연결하여 도어락

의 식별자를 송하거나 는 스마트폰의 식별자를 

송받기 한 모듈이다. Open과 Close는 도어락의 

개폐를 조정하기 한 모듈이며 ToSend와 Receive는 

TCP/IP 통신을 이용하여 서버와 데이터를 송하기 

한 모듈이다.

서버는 Network, Control 그리고 Handler인 3개의 

클래스로 구성된다. Network는 스마트폰 는 도어락

으로부터 식별자 데이터를 송받고 제어 데이터를 

송하기 한 클래스이고 Control은 송받은 데이

터를 이용하여 도어락의 개폐를 결정하기 한 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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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이다. 그리고 Handler는 사용자와 식별자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장하고 근하기 한 클래스이다.

3.3 패킷  데이터베이스

Control type Doorlock ID
Phone

ID

그림 4. 도어락 데이터 형식

Fig. 4 Doorlock data format

그림 4는 도어락에서 서버로 송하는 데이터 패킷

의 형식을 보여 다.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도어락에 

하면 NFC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의 식별자를 획득

하고 도어락의 식별자와 함께 그림 4의 형식으로 서

버에게 송한다.

Control 

type

Doorlock

ID
Phone ID

Action 

type

그림 5. 스마트폰 데이터 형식

Fig. 5 Smartphone data format

그림 5는 스마트폰에서 서버로 송하는 데이터 패

킷의 형식을 보여 다. 사용자가 스마트폰의 어 리

이션을 이용하여 도어락을 개폐하고자 할 때 그림 5

의 데이터 패킷의 형식으로 서버에게 송한다.

그림 6. 도어락시스템 ER 다이어그램

Fig. 6 Doorlock system ER diagram

그림 6은 도어락 시스템의 ER 다이어그램을 보여

다. Doorlock, Lock_User 그리고 User 인 3개의 테

이블로 구성된다. DoorLock은 물리 인 도어락의 정

보를 장하기 한 테이블로 도어락의 고유 식별자

와 도어락의 상태를 알기 한 상태 정보를 장한다. 

User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정보를 장하기 

한 테이블이다. 사용자의 고유 식별자인 스마트폰의 

번호와 사용자의 비 번호를 장한다. 

Lock_User는 도어락과 실 사용자를 연결하기 한 

테이블이다. 도어락의 식별자, 사용자 식별자, NFC 

카드번호, 사용자들  리자(Super User)지정을 

한 리자 구분 그리고 도어락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기 한 승인상태 정보를 장한다. 표 1은 

Lock_User 테이블 정의를 보여 다.

No Col ID Col Name Type Len NULL Key

1 Lock_id ID Varchar 10 Ⅹ PFK

2 Phone_Num CP No. Varchar 11 Ⅹ PFK

3
NFC_Card_
Num

NFC No. Varchar 20

5 Approved
Approval 
status

Bool Ⅹ

6 Admin Admin Bool Ⅹ

표 1. Lock_User 테이블

Table 1. Lock_User table

Ⅳ. 시스템 구

제안한 시스템은 스마트폰과 NFC를 이용하여 도

어락에 스마트폰을 직  하여 도어락을 개폐하거

나 는 스마트폰의 애 리 이션을 이용하여 원격으

로 도어락을 제어한다. 이를 하여 자식 도어락에 

아두이노 모듈을 부착하여 NFC 통신과 물리 인 도

어락의 제어를 수행한다. 그리고 와이 이 모듈을 추

가로 부착하여 서버와 통신할 수 있도록 하 다. 

스마트폰의 애 리 이션은 안드로이드 2.2 로요 

이상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구 하 다. 그리고 서버

는 3GHz의 제온 CPU와 4G의 메인메모리를 사용하

는 IBM 5770 워크스테이션을 이용하 으며 데이터베

이스로 MySQL을 사용하 다. 

그림 7. 도어락 시스템 구 물

Fig. 7 Doorlock system implementation



비 식 근거리 무선통신 환경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도어락 시스템의 설계  구

 1221

그림 7은 제안한 도어락 시스템을 구 한 화면을 

보여 다. 자식 도어락에 아두이노와 와이 이 모듈

을 부착하고 스마트폰 애 리 이션을 구 하 다. 그

림 8은 일반 자식 도어락에 아두이노 회로를 장착

한 화면을 보여 다. 도어락에 장착되어 있는 모터를 

제어하기 해 부가 으로 모터제어 칩을 연결하여 

구 하 다.

그림 8.아두이노 회로를 부착한 도어락

Fig. 8 Doorlock with a arduino circuit

시스템을 사용하기 하여 스마트폰 애 리 이션

에서 사용자 등록을 하고 로그인을 하면 원격으로 제

어할 도어락 리스트를 선택할 수 있다. 도어락을 선택

하면 선택한 도어락의 번호와 승인상태가 표시되고 

OPEN, CLOSE 버튼을 이용해 도어락을 제어 할 수 

있다. 그림 9는 제어하고자 하는 도어락을 선택하는 

화면을 보여 다.

그림 9. 도어락 선택 화면

Fig. 9 Doorlock selection view

그림 10.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정의

Fig. 10 Database table definition

그림 10은 IBM 워크스테이션에 구축되어 있는 데

이터베이스의 테이블 정의 화면을 보여 다. 

그림 11. 도어락 기상태(잠 상태)

Fig. 11 Doorlock initial state(locked state)

그림 11은 NFC를 이용하여 도어락을 제어하는 화

면을 보여 다. 그림 11에서 보듯이 기에는 도어락

이 잠겨있는 상태이다. 그림 12는 스마트폰의 NFC를 

도어락의 아두이노 회로에 시키자 도어락이 해제

되는 화면을 보여 다.

그림 12. 스마트폰 NFC를 이용한 도어락 해제

Fig. 12 Doorlock released using smartphone N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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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도어락 잠 상태

Fig. 13 Doorlock locked state

그림 13은 와이 이를 이용하여 도어락을 제어하기 

한 기상태를 보여 다. 기에는 잠  상태이다. 

그림 14는 스마트폰의 애 리 이션과 와이 이 통신

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도어락을 해제한 상태를 보여

다. 

그림 14. 와이 이를 이용한 도어락 해제

Fig. 14 Doorlock released using WiFi

Ⅴ. 결  론

버튼입력식 자식 도어락은 물리 인 열쇠없이 

자회로를 이용하여 문의 개폐를 제어할 수 있고 설치 

비용이 기능에 비하여 렴하기 때문에 일반 인 집

의 정문이나 사무실의 문에서 많이 사용되어 진다. 그

러나 사용자의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비 번호를 

잊기 쉽고 하나의 비 번호를 오랜 기간동안 사용할 

때 비 번호가 노출될 험성이 매우 증가하는 문제

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비

식 근거리 통신을 이용한 도어락 시스템에 하

여 제안하 다. 제안한 시스템은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NFC 통신 기능을 이용하여 허가된 사용자에 

하여 문의 개폐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하

여 도어락은 사용자 식별자와 도어락 식별자를 서버

로 송하여 허가된 사용자인지 검사한다. 그리고 제

안한 도어락 시스템의 사용자를 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구축하고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도어락을 구

하 다. 제안한 시스템은 비 번호를 기억할 필요없이 

사용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도어락을 편리하게 제

어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향후 연구로는 스마트폰의 

분실에 비한 보안 정책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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