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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 통신을 이용한 스마트 디지털 
도어락 시스템 설계

한용식
*
ㆍ조 철

**
ㆍ박진태

***

Design of Smart Digital Door Lock System Using Heterogeneous Communication

Yong-Sik Han*ㆍHyun-Chul Cho**ㆍJin-Tae Park***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이종 통신을 이용한 스마트 디지털 도어락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 시스템은 RF통신과 인터넷 

통신을 이용하여 효율 인 기능을 가지고, 카메라 제어기술을 목하여 실시간으로 근과 출입자의 이미지를 

확인하여 기존 제품과의 독자 인 경쟁력을 확보한다. 이것은 사물인터넷 기술과 센서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으

로 이미지를 송받고, 사람의 행동을 감지한다. 모의실험 결과, 90%이상의 이미지 송률과 10,000장의 이미

지를 송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3 의 빠른 송속도를 보이고 있다. 실시간으로 최소한의 방범  화

재 모니터링 서비스가 가능하여 향후 도어락의 보안성을 증 시키는데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smart digital door lock system using heterogeneous communication. This system has efficient function using RF 

communication and Internet communication, and realizes access and real image of the passengers by combining camera control technology to 

secure original competitiveness with existing products. It  uses the Internet of things and receive images to and from your smart-phone. And senses 

human behavior. In the simulated results, the image transmission rate of 90 % or more and the time required to transmit 10,000 images have an 

average transmission speed of 3 seconds. It is expected to secure competitiveness to increase the security of door lock in the future by enabling 

minimum security and fire monitoring service in real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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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세계 주요 국가에서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을 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특히 사물인터넷은 

사물(Things)을 인터넷에 연결하여 모든 정보를 상호 

연결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상황 정보를 수집

하고, 주  환경을 제어할 수 있다. 이러한 사물들은 

독자 인 정보 서비스를 생성할 수 있어 향후 사물 

인터넷 기술은 상황 모니터링에서 사물 제어 심으

로 변모할 것이다. 특히 2011년부터 재까지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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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안에 한 

요성과 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1-2].

일반 으로 보안 방법 시스템은 크게 CCTV와 출

동 경비 인력을 활용한 방법이 있지만 사후처리에 그 

기능이 집 되어 있어 즉각 인 응 측면에서 많은 

약 을 보유하고 있다. 한 경비 인력의 역량에 따라 

응 결과가 의존되며 설치비와 운용비가 발생하는 

단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 을 보완하기 해 최

근 보안시장의 보안 상장치  모니터링/알람 제품 

분야는 격하게 발달한 인터넷 네트워크 환경과 결

합하여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 도어락 시

장은 빠른 보 률과 낮은 기술  장벽에 의한 기술 

평 화 등으로 치열한 경쟁 상황 속 성장률 역시 감

소 추세에 있어 차별화된 기술 확보를 통한 다양한 

경쟁력 강화가 필수 요소로 요구된다. 최근에는 격

한 인터넷 네트워크, 무선 통신 기술 발달과 더불어 

스마트 폰이 보편 으로 보 되면서 보안 상장치 

 모니터링 알람 제품 분야가 각 받고 있으며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2-3].

이미지와 센서 정보 무선 송 기능 기반 방범  

화재감지가 가능한 사물인터넷 디지털 도어락 시스템

은 단순히 문을 잠그고 여는 개폐기능을 넘어 카메라

와 사람 감지  거리 단 센서, 온도 센서, RF 무

선 송 모듈을 제어하여 실시간으로 출입자와 문열

림 정보, 화재 발생 의심 여부를 사용자의 스마트 폰

으로 송해 으로써 실시간 응력을 극 화한 차

별성을 보유한다. 이는 포화상태에 도달한 1,500억 원

 규모의 국내 도어락 시장이지만 디지털 도어락이 

보 되기 시작한 2000년  부터 17년이 지나 교체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신도시, 지방 신도시, 공기업 

이  등에 따른 건설경기가 활성화 되고 있다는 이 

정 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세계 시장규모는 재 

국내의 10배 정도로 추정되고 있지만, 단일 시장으로

는 최 인 미국과 유럽의 보수 인 성향으로 디지털 

도어락의 보 률이 낮다는 과 범죄와 테러에 한 

심과 우려 속에 물리  보안 제품에 한 심이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시장규모는 더 커

질 것으로 망된다[4].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디지털 

도어락 시스템의 기존 도어락 시스템에 해 설명하

고, 새로운 디지털 도어락 시스템에 해 제안하고, 3

장에서는 개발 추진체계  시스템 구성에 해 설명

한다. 4장에서는 제작과 실험 결과에 해 기술한다. 

끝으로 5장에서 결론  향후 방향에 해 기술한다. 

Ⅱ. 디지털 도어락 시스템

2.1 기존 도어락 시스템

비 번호 입력이나 RF 카드를 이용해 개폐하는 디

지털 도어락은 빈번히 려진 버튼의 노화에 의한 비

번호 추정이나 구멍 카메라를 이용한 녹화 등 시스

템  약  보유하고 있다. 허수기능이나 외부에 의한 

해제가 어려운 형태의 모티스 개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디지털 도어락 해제에 의한 도에 응하고 있

으나 도의 수법 한 고도화되고 다양화 되어 차별

이고 획기 인 응 기술이 개발되지 않으면 원천

인 근 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5-10]. 이러한 

보안시장의 요구에 부합해 근자 이미지  문열림, 

화재, 배터리 등 각종 알람 송이 가능한 새로운 개

념의 사물인터넷 디지털 도어락을 개발한다.

2.2 제안하는 디지털 도어락 시스템

사물인터넷 디지털 도어락은 실시간으로 출입자의 

이미지를 확인하고, 문 열림 여부를 통해 범죄가 발

생할 확률이 높은 상황을 측하여 112, 119, 가족 구

성원 등에 연락을 취해 응력을 극 화하여 개인 

는 요 물품, 문서가 보 된 장소의 안정성을 향상

시킨다.

아래의 그림 1에서 나타난 사물인터넷 디지털 도어

락 개념도에서와 같이 디지털 도어락에 부착된 감지센

서와 카메라에 의해 촬 된 이미지는 RF(: Radio 

Frequency)통신을 통해서 용 AP(: Access Point)로 

송하게 되고, Http통신을 이용하여 Web/DB 서버에 

장된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스마트폰의 Push 알림

을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송되는 시스템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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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사물인터넷 디지털 도어락 개념도
Fig. 1 Digital door lock concept of the IoT(Internet of 

Things)

기존 디지털 도어락에 카메라 제어 기술을 목하

여 을 신하고 인체 감지 센서와 거리 감지 센서 

제어 기술로 인지 능력을 신하여 근/출입자의 이

미지와 문 열림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도록 한다.  

  추가 인 네트워크 서비스나 고가의 CCTV  

제 리 시스템의 도입 없이도 실시간으로 최소한의 

방범  화재 모니터링 서비스가 가능하다. 카메라 제

어 기술을 목하여 실시간으로 근/출입자의 이미

지를 확인함으로써 기존의 타 제품과는 기능 으로 

차별되어 독자 인 경쟁력 확보할 수 있다. 120도의 

사람 감지 범 와 무선 송속도 고속화를 한 상 

압축 기술, 펌웨어 제어 기술, 사용자 스마트 폰 알람 

서비스를 한 Web/DB 서버  어 리 이션 개발 

기술 등이 융합된 근자 이미지  출입여부, 화재 

발생 의심 경보 알람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의 원격 

보안성 향상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족도를 향상시킨다.

특히 용 AP를 사용하여 별도의 홈 네트워크 서

비스[4]와 연동 없이 출입자 감지  문 열림 정보, 

화재 경보 알람 서비스가 가능해 추가 인 운용비 부

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

Ⅲ.개발 추진체계  시스템 구성

3.1 시제품 개발 추진 

아래의 그림 2에서는 네트워크 제어 보드에 한 

개념도로써 BT(: Blue-Tools)와 WiFi가 내재된 

ESP32시리즈 마이크로컨트롤러, 스 치, 인터페이스, 

외부 입력출력장치가 탑재된 네트워크 보드는 카메라

센서 보드를 통해 신호를 주고받는 상호작용으로 제

어하게 된다. 

  

그림 2. 네트워크 제어 보드 개념도
Fig. 2 Network control board concept diagram

우선 시제품 개발을 한 추진체계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시제품 개발 컨셉 기획  정리

 기존 Zigbee 기반의 통신 방식을 보편화된 WiFi 방

식으로 변경하여 호환성 향상과 시제품 내 용 AP 

모듈을 제거함으로 단가 경쟁력을 높이기 한 컨셉

을 정리한다.

② 주요 부품 선정

배터리 기반의 사물인터넷 디지털 도어락을 한 

력 마이크로컨트롤러(MCU)  WiFi 모듈을 선

정한다.

③ 기능 구    력을 한 회로설계

각 기능별 회로 구성  력을 한 Power 

On/Off, LDO(: Low Drop Output)회로 설계한다. 

④ PCB 아트워크  SMT 진행

구성된 회로도 기반으로 기구물 조립 간섭과 각 부

품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품 배치  배선 작업

을 진행하고, 완료된 PCB 아트워크 SMT를 진행한다.

⑤스마트 서버 모듈

스마트 서버 모듈은 APM(: Apache, PHP, 

MySQL)으로 웹 서버를 구성하 으며, 사용자의 출입

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며, 별도로 데이터베이스에 장

한 Log기록을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Log기록을 확인 

할 수 있다.

⑥ 동작 구 을 한 펌웨어 로그래  개발

설계 된 회로  기능을 구 하기 한 펌웨어 

로그램 개발한다.

⑦ 테스트를 한 임시 서버 개발

테스트를 한 임시 서버를 PC에 구축하여 PC 모

니터를 통해 송된 이미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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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테스트  디버깅

제작 된 샘 과 개발된 펌웨어 로그램 기반으로 

테스트 후 수정 작업을 진행한다.

⑨ 개발된 시제작 품의 기능 

개발한 시제작품은 1.5m 이내로 사람이 근하면 

자동으로 근자를 감지해 촬 하여 근자(출입자)

와 보행자 단 알고리즘에 의해 근자(출입자)라 

단된 경우 클라우드 서버로 촬 된 이미지를 송

해 주는 실시간 모니터링 도어락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본인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 조직 구성

원 이외의 제3자 출입 는 강제  침입을 원격에서

도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 실시간 응력을 극 화하

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개발한다.

3.2 기능 분류  시스템 구성도

제안된 사물인터넷 디지털 도어락 시스템의 기능분

류와 시스템 개념도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기능 분류  시스템 개념도
Fig. 3 Functional classification and system diagram

1번 라인과 같이 카메라 3m/120도 반경의 피사물

체를 EPS32모듈에서 제어하게 된다. 2번 라인과 2-1

번 라인과 같이 어두운 환경에서는 조도 센서와 발  

LED를 등해 원활한 촬 이 가능하도록 한다. 한, 

즈로 1/3인치 CMOS 센서에 의해 감지된 피사체는 

JPEG로 압축시키는데 이것은 3번 라인과 같이 카메

라 제어부와 센서 제어부에 의해 조 하게 된다. 4번 

라인과 같이 이  거리 센서에서 들어온 정보들은 

거리계산을 하고, 거리를 다시 조 하게 되며, 도어 

센서에서는 항상 문 열림을 감지한다. 조도센서, 이

 거리센서, 도어 센서는 센서 제어부에 의해 조 되

고 이러한 외부 신호들은 ADC제어부에 의해 다시 아

날로그-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게 된다. 이때의 정보값

들은 내부 버퍼에 장되어 항상 배터리 화재감지, 상

태 LED제어부에 의해 제어되게 된다. 한 내부 버

퍼의 정보들은 WiFi모듈에 의해 5번 라인을 통해 무

선공유기로 보내게 되고, 6번 라인과 같이 Web/DB 

서버에 의해 상이 장되어 7번 라인과 같이 푸시 

서버에 의해 푸시 알림과 함께 8번 라인과 같이 스마

트폰으로 알람과 함께 상이 송된다. 이런 상이

미지들은 9번 라인과 같이 Web/DB 서버에 다시 

장된다.

Ⅳ. 제작  실험 결과 

아래 그림 4는 회로도 작업 결과로 ESP32칩으로 

체 49핀으로 회로를 구성하며, SD카드의 설계 등이 

있다.

    

그림 4. ESP32 마이크로컨트롤러 회로도
Fig. 4 ESP32 micro-controller circ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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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 5는 PCB 아트워크를 한 결과물로써 (a)

는 앞 , (b)는 뒷 의 형태이며, SMT를 진행하 다. 

구성된 회로도를 기반으로 기구물 조립 간섭과 각 부

품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품 배치  배선 작

업 진행하여, PCB 샘  보드를 제작하 다.

        

(a) PCB 앞
(a) PCB front plate

       

(b) PCB 뒷
(b) PCB back plate

      

그림 5. PCB 아트워크
Fig. 5 PCB artwork

그림 6에서는 아트워크 된 보드에서 부품을 실장한 

결과물을 (a) 앞 과 (b) 뒷 의 형태로 보이고 있다.

    

  (a) 실장된 PCB 앞
 (a) Mounted PCB front plate 

          

       

(b) 실장된 PCB 앞
(b) Mounted PCB back plate

그림 6. 부품 실장된 PCB 보드
Fig. 6 Component mounted PCB board

와 같이 기존의 아두이노 보드가 아닌 자체기

술개발에 의해 보드를 설계 완성하 으며, 마이컴의 

경우 모바일  임베디드 사물인터넷 역에서 주

로 쓰이는 ARM 128 코어를 사용하여 기존 32코어 

제품 비 64코어 제품의 성능이 2배가 아닌 2.5배까

지 늘어날 수 있도록 하 다. 이 게 함으로써 향후 

제품의 내구성과 성능  호환성이 더욱 우수하게 

되고, 량 생산에 따른 비용 감  기술력을 보유

하게 된다. 

           

그림 7. 최종 조립 제품
Fig. 7 Final assembly product

     

의 그림 7과 같이 최종 완성된 도어락을 개발

하 다. 설치에도 기존 제품과 차이 없이 쉽고, 빠른 

설치가 가능하며, 가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보안문제를 고려, 카메라 기능  알람 여부 등도 

손쉽게 설정할 수 있다. 특히 이미지의 경우 용량이 

클 경우 압축하는 기술과 오래 운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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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설계기술과 흐름 제어기술 등 차별화된 기

술력을 가질 수 있다.

  아래의 표 1과 같이 제안된 시스템에 따른 실험결

과를 분석해 보면 PC에 구축된 임시 서버에 공유기

를 통해 근자 촬  이미지 송 성공률이 97%가

량 보 다. 이것은 기존 이미지 송 성공률이 70 

∼ 80%를 보이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성공률이 높

다고 할 수 있다. 한 10,000장의 이미지를 송하

는데 평균 3.33 의 송 속도를 가져 기존 10  이

상의 이미지 송속도에 비해 약 170%가 개선 된 

것으로 보인다.

Item
Image transfer 

rate

Image transfer 

speed

Evaluation 

method

Shoot accessor  

images

Transfer 10,000 

images 

Conventional 70∼80%
10 seconds 

or more

Proposed 97% 3.33 seconds

Experiment 

method

Shooting accessors through a router 

to a temporary server connected to 

a PC

표 1. 제안된 시스템에 따른 결과 분석 비교
Table 1. Comparison of results analysis with the 

proposed system

Ⅴ. 결  론

본 논문에서 제안한 스마트한 사물인터넷 디지털 

도어락 시스템은 PC에 구축된 임시 서버에 공유기

를 통해 근자 촬  이미지 송이 90%이상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한 10,000장의 이미지를 

송하는데 10  이내의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평

가된다. 재 최종 테스트 단계인 제품의 화질개선과 

인증 방법 개선의 필요성에 따라 개선시키고자 한다.

 앞으로 상 으로 치열한 국내 디지털 도어락 시장

에는 신규 랜드 런칭을 통한 시장 진입이 어려워 

재 디지털 도어락 시장이 개화 인 미국, 라질, 

키스탄, UAE 등을 상으로 사업 개를 계획이다.

한 향후 기술을 더욱 업그 이드하여 얼굴인식을 

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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