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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보통신 기술과 디바이스의 기술 및 성능이 발달함

에 따라 사물과 사물간의 정보를 통신하여 서비스를 제

공하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이 각광받고 있

다. 사물인터넷은 기기끼리 서로 통신이 가능하고, 센서

를 통해 외부의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교환한다[2].

Machine to Machine에서사물인터넷으로의진화는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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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사물인터넷 기기들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우리의 일상생활 속까지 다가오며 보편화되고 있다. 우리의 
일상에서의 모든 사물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우리들에게 좀 더 유용한 효과를 주곤 한다. 본 논문
에서는 사용자 인증 한번 만으로 인증장치와 연결된 네트워크 환경에서 LED조명이 그 상호 연결되어 인증한 사람의 장소
까지 조명이 효율적으로 켜질 수 있는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한 건물 내에서 사용자 인증 한번을 통해 사용자 인증을 
통해 인증된 정보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그 사람의 연구실위치를 탐색하여 최적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그 
사람이 일하는 연구실까지 조명이 켜지는 LED 에너지 효율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사람이 자주 다니지 않아 
불필요한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본 방법을 제안한다.
주제어 : 사물인터넷, 인증, 클라우드, 에너지, 효율화
Abstract  Recently, Internet of things have been applied to various fields and are becoming common in our 
everyday life. Everything in our daily lives is networked, interacting with each other and giving us more useful 
effects. In this paper, we implemented an algorithm that can illuminate the LED lighting to the authorized 
person 's place in the network environment connected with the authentication device only once with the user 
authentication. User authentication in one building User authenticated through a single user search for the 
location of the user's lab stored in the database using the certified information and LED lights up to the lab 
where the user works. Through this, unnecessary energy is generated because people do not pass frequ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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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삶 속에 혁신과 편리성을 가져다 줄 것이다. IT 자

문기관인 가트너에 따르면 2017년 전 세계 사물인터넷

기기가전년도 대비하여 31%가 증가한 84억 대를 기록

할 것으로 전망했고, 2020년에 230억 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였다[1]. 이처럼사물인터넷장비들이많이이용됨

에따라또한수많은통신기기들이유무선의접속망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를구축하여운영되고있다. 예를들어 IoT홈플랫폼, U-

헬스케어(Ubiquitous-healthcare), 스마트 팜, 스마트 팩

토리, 재해 감시 서비스, 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IBS,

Intelligent Building System) 등 다양한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깊숙이 파고들어 사람들에

게 영향을 주고 있다[2].

과거 패스워드기반의사용자인증방법에서생체인증

을 이용한 인증방식으로 바뀌어 가는 추세이다. 생체인

증 방법은 공공기관 또는 주요 기반시설에서 소수의 사

용자만이 사용했던 인증방식이었지만 현재는 모바일 기

기에 생체인식을 활용한 인증방식이 보편화되고 있다.

수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인증을 검증하

는 서버의 용량의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

해대용량의빠른인증속도로검증할수있는저장공간

이필요하므로여러저장장치를네트워크로연결한클라

우드 스토리지를 이용한다[3,4,5,6].

얼굴인식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그중

거부감이 낮고, 빠른 속도로 인증되는 방법으로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또한 생체인증의 여러 인식방법 중

안면인식이 비용대비 고효율을 내고 있어, 안면인식을

통한 사용자 인증방법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연구동의

출입통제를위해사람을찾아얼굴을인식을개발하고자

한다. 얼굴인증및추적을하는 OpenCV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개발하고, 얼굴인식을 통한 사용자 인증으로

연구동에 출입 시 에너지 효율화를 위하여 자동 LED전

등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2. 관련연구
2.1 IoT 네트워크
사물인터넷 기기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각기 사용되는 방법보다 여러 기기들을 연동하여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의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IoT 네트워크 기술로는 컴퓨팅과 무선 통

신을갖춘 IoT기기를다양한응용환경에적용하여자율

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기기들로부터 획득한 정보들

을무선으로수집하여감시및제어등의용도로활용하

는 기술이다. 이러한 네트워크에서 서로 통신을 할 때는

RF기술을이용한단거리통신부터 3G, LTE, 4G등의기

술을이용한장거리통신망을형성하여구현되고있으며

WiFi, RFID, Bluetooth, NFC, ZigBee, 3G, LTE, LoRa 등

을 이용하여 통신을 주고받고 있다[7,8,9].

본 논문에서는 건물 내에 존재하는 LED등에 통신이

가능한모듈이달린스마트 LED등을이용하여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정보에 맞는 최적 경로의 알

고리즘을통해얻은곳의등이켜지게하도록사용자인

증 시스템과 클라우드 서버, 건물 내에 존재하는 LED등

의 상호 연결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한다.

[Fig. 1] IoT Device architecture

2.2 클라우드
클라우드는여러개의저장장치를네트워크로연결하

여 언제 어디서든지 사용가능하게 만든 스토리지이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종류에는 Iaas(Infrastructure),

SaaS(Software as a service), PaaS(Platform as a

Service)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구조로 데이터 저장소로 구성되어진 스토리지 서비스에

서 데이터 스토리지를 제공하고 추출, 전송을 통해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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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이용자에게 많은 서비스 기능을 제공한다. 클

라우드스토리지는스토리지Middleware 시스템과분산

파일시스템에 네트워크로 서로 연결된 클러스터화로수

천대의 많은 스토리지 장치들로 구성되어 있다. 분산파

일시스템, 네트워크 장치, 리소스 자원들을 포함하고 있

는 구조이다. 사용자에게 많은 호환성과 상호 작용을 제

공하기위해물리적이면서논리적구조의기능을제공해

야 한다[10,11,12].

2.3 생체인증
오직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개인이 선천적으로 타고

난 신체적인 특징을 이용하여 인식을 통해 본인임을 인

증하는 인증방식이 최근 보편화되고 있다. 생체인식의

프로세스는 측정한 결과가 사전에 등록해 놓은 템플릿

간의 오차 범위로 매칭하는 확률적인 인증방식이다. 생

체인증에는홍채, 망막, 정맥, 지문, 얼굴, 목소리, 걸음걸

이등이사용된다. 과거 지문인식부터아이폰 5S를 시작

으로 널리 보편화되었다. 그 이후 각종 지문인식 출입자

시스템이 늘어났다. 또한 윈도우 폰을 비롯해 삼성의 갤

럭시노트7을시작으로홍채인식이발전되어보편화되

었다. 최근에 얼굴인식을 이용한 생체인증 기술들이 많

이나오고있다. 얼굴인식은몸을접촉을하지않고거부

감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거부감이 덜하다

는 장점이 있다.

2. 사용자 인증방법
사용자인증방법으로얼굴인식방법을이용하였다. 사

용자인증방법을사용하기위해 OpenCV를설치하여영

상처리라이브러리 이용해 Haar-like Feature 라는알고

리즘을 사용하여 객체를 검출 및 추적하였다. Haar-like

Feature 알고리즘은 눈, 코, 입 등의 공통적인 특징을 이

용하여 객체의 유무를 판단하고 위와 같이 얼굴 영역을

균일하게 4등분하여 객체를 찾아내고 얼굴의 중심 데이

터를 이용하여 사용자를 추적할 수 있다[13,14].

얼굴인식을시작할때영상을통해입력을받는다. 입

력받은 영상을 그레이 영상으로 변환한다. 변환된 영상

을Haar알고리즘을이용하여얼굴영역을검출하고얼굴

영역안에서눈과코를검출한다. 검출한눈영역을이진

화하여 나타낸다. 그리고 허프 변환을 통해 눈동자를 검

출한다. 허프 변환은 화상 처리에서의 선분 추출을 위한

변환으로 직선을 xcosθ＋ysinθ＝ϱ로 나타내면 동일한
직선은 θ－ϱ평면에서는 한 점으로 떨어지므로 θ－ϱ 평
면에서클러스터링에의해또다른직선을찾는것을말

한다. 이를통해눈동자가검출되었는지확인한다. 눈동

자가 검출되지 않았을 경우 다시 Haar 알고리즘을 이용

하여 얼굴영역을 검출하도록 한다. 눈동자가 검출 되었

을 경우에는 코와 눈의 중앙 좌표값을 추출하여 인증에

필요한 특징점 데이터를 생성한다. 생성된 특징점 데이

터를이용하여클라우드서버에저장해놓은기존특징점

데이터와 비교하여 일정 오차범위 내에 존재할 경우 인

증이 진행된다[15].

[Fig. 2] Face Recognition Flow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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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클라우드 기반의 IoT 네트워크 구축
연구동의 출입통제를 위해 사람을 찾아 얼굴을 인식

을 개발하고자 한다. 얼굴인식은 거부감과 불편함이 가

장적은인증기술로서사람을인식할카메라와얼굴인증

시스템을이용하여얼굴인증및추적을하는 OpenCV플

랫폼을 사용하여 개발하고, 얼굴인식을 통한 사용자 인

증으로 연구동에 출입 시 에너지 효율화를 위하여 자동

LED전등 시스템이 진행된다.

[Fig. 4] Cloud-based user authentication methods

첫 번째 사용자 등록과정으로 얼굴인식 시스템을 이

용하여얼굴을인증하여특징점을추출하여클라우드서

버에저장한다. 저장할때 LED효율화알고리즘에적용

하기 위한 자주 가는 본인의 근무 위치 또한 등록한다.

두 번째 사용자 인증과정으로 사용자가 건물에 들어와

인증을 진행할 때 얼굴만으로 사용자 인증을 진행한다.

얼굴인증을 통해 얻어진 특징점 값을 클라우드 서버에

존재하는 기존에 등록되어있는 정보와 유사도를 측정하

여 인가된 사람이 맞는지 확인한다. 만약 데이터가 일정

범위 안에 포함이 되면 인증이 완료된다.

4. LED 에너지 효율 개발 모델
처음으로 연구소 또는 건물 내의 직원에 대해서 사용

자등록을진행한다. 사용자등록을할때사용자의생체

정보의 특징점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다음 그 사람의 연

구실위치또는근무위치를등록하게된다. 출입통제시

스템에서 확인이 되어 입장이 되었을 경우 인가된 사용

자 추적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인

가된사용자의자리정보를받아그지역까지가는최단

경로의 길에 LED전등이 자동으로 켜진다.

[Fig. 5] Authorized User Tracking Algorithm

   

  

 Moving distance from starting point A to

new rectangle

 Estimated distance from rectangle to Dst. B

① 임직원A가연구실B으로 가기를원한다고 가정한다.

② 임직원A으로부터 검색 된 사각형을 열린 목록

(open list)에 추가한다.

③시작점근처에붙어있고지나갈수있는모든사각

형들을 본다.

④ 임직원A를 열린 목록에서 빼고, 다시는 볼 필요가

없는 사각형들의 목록인 닫힌 목록(closed list)에

추가한다.

⑤열린목록(open list)에 있는인접한사각형중에하

나를선택하고앞에서했던처리를반복하게된다.

D가 가장작은길을기록하고기록에따라그경로에

있는 전등을 켜주게 된다.

5. 결론
IoT기술의발전으로산업은물론실생활분야까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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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많은 편리함을 주고 있다. 발전된 네트워크 통신

기술과디바이스를접목시켜과거엔제한적이였던사물

인터넷분야에대해향상된인프라및솔루션구축이가

능하게됨으로써더나은서비스를제공할수있게되었

다. 또한 클라우드를 사용함으로써 높은 확장성과 가용

성을제공하여사용자에게자원관리의효율과비용절감

등 많은 이점을 갖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인증 시스템과 연동된 사물인

터넷 환경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건물 내 통신이 가능한

LED를이용하여사용자인증한번만으로사용자정보를

받아 사용자가 가려는 곳 까지 LED를 효율적으로 사용

할수있게하는방법을제안하였다. 사용자는한장소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대안할 2차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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