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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사회에서 도어락의 보안성 취약으로 인한 범죄사건들에 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여 보안능력을 강화한 3  보안 시스템 스마트 도어락을 연구하 다. 앱 이클립스 로그램을 기반으로 제

작한 핸드폰 어 을 통해 도어락 ON&OFF시스템과 음성인식기능, 학식 지문센서를 사용한 지문인식 기능

을 최종으로 잠 과 잠 해제가 가능한 삼  보안 도어락을 실험, 제작하 다. 끝으로, 실험 제작된 3  도어

락에 한 앱 기반 동작 실험, 음성 인식 동작실험,  실험지문 인식 동작실험에 한 평가결과를 통해 도어락

의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We studied smart door lock of triple security system that strengthened the security capability as it is thought that 

the criminal case by security vulnerability of door lock is serious in modern society. Remote locking/unlocking function, 

voice recognition function through mobile phone application built on Eclipse App and optical fingerprint recognition 

function are implemented in the door lock. Finally, it was confirmed that the security of the door lock can be 

strengthened through evaluation results of the app-based operation test, the voice recognition operation test, and the 

fingerprint recognition operation test on the experiment-made door lock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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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회에서 격한 기술발 에 따라 보안기

술 한 그 수요에 발맞추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국내 디지털 도어락의 시장규모는 2010년 

기  1800억원 정도로 매년 10%-20%씩 성장하

고 있다. 미국 한 평범한 도어락이 아닌 더욱

더 보안성과 편리성이 추가된 스마트 도어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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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1]. 가정 집에서 뿐만

아니라 실 생활의 사소 한 곳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도어락은 여러 종류가 있다. 과거에 사용하

던 열쇠 형식의 도어락은 요즈음 거의 보이지 

않는 추세이며 재에는 도어락 뿐만 아니라 여

러 자제품, 심지어는 농업에도 스마트를 목

하여 생활한다[2]. 

그 에서도 사용자의 행동특징, 신체특징을 이

용한 바이오 메트릭스(biometrics)가 각  받고

있다[3]. 사용자의 편리함을 토 로 리 사용되

고 있는 바이오 메트릭스에도 문제 이 존재한

다. 근래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도

어락은 숫자 버튼 형식의 키패드를 가진 도어락

과 터치 스크린으로 이루어진 터치식 도어락이 

많이 사용된다. 재 도어락은 과거와 다르게 열

쇠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휴 성

이 존재한다[4]. 하지만 특정 버튼만을 를 때

의 마모율과 터치를 했을 때 남는 지문과 흔

에 의해 외부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실제로 지

난 2019년 1월, 도어락 키패드에 묻은 지문을 분

석해 른 흔 이 많은 번호를 임의로 조합하여 

비 번호를 악한 후 상습 으로 도 범죄를 

일으킨 30  남성이 구속되었다. 편리성만 추구

하려다 보안성을 놓치게 되는 모순 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보안성 강화를 해 가장 기본

이고 간단한 방법으로는 비 번호를 자주 변경

하는 것과 비 번호의 숫자 배열을 복잡하게 하

거나 비 번호의 길이를 길게 하는 방법이 있지

만, 이는 더욱더 편리함을 추구하는 재 사용자

의 유용성과 간편함에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불편함과 취약성들을 보완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앱 이클립스를 기반으로 하는  

ON&OFF 버튼제어 기능, 음성인식 도어 개폐 

기능, 그리고 지문센서를 포함하는 보안성이 한 

층 더 강화된 삼  보안 스마트 도어락을 구

하고자한다.

Ⅱ. 삼  보안 도어락 설계

2.1 3  도어락 시스템 구성도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설계하고자 하는 3  

도어락 보안 시스템의 체 구성도를 보인다. 3

 도어락 시스템은 제어부를 으로 입력부, 

배터리부, 통신부 그리고 도어 개폐 디바이스로 

구성하는데, 특히 입력부는 어 리 이션 제어, 

음성인식, 지문인식 기능으로 구성한다. 통신부

인 블루투스는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을 통한 

출력부 제어를 가능하게 하고 센서부에서는 지

문센서를 이용하여 등록자와 비등록자를 식별, 

도어개폐를 실행하도록 한다[5, 16-18].

그림 1. 3  보안 도어락 시스템 구성도
Fig. 1 Configuration of Triple security door lock

2.2 동작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도어락 시스템의 기능

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한다. 첫째, 음성인식 어

리 이션 둘째, 핸드폰을 이용한 ON&OFF 어

리 이션 셋째, 지문인식장치를 이용한 도어 개

폐 기능이다. 

첫번째 기능은 음성인식 어 리 이션을 이용

하여 도어락 개폐를 작동시키는 방법이다. 음성

을 통해 핸드폰 어 리 이션에 “열어”, “닫아”

라는 음성을 보내면 사람의 음성을 인식하여 문 

개폐가 가능하다[6]. 도어락에 흔 을 남길 이유 

없이 음성인식 어 리 이션을 이용하여 도어락

의 ON&OFF장치를 제어한다. 두 번째 기능인 

핸드폰을 이용한 ON&OFF기능은, 편리성을 

해 추가시킨 기능이다. 굳이 사람이 도어락 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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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에 번호를 입력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문을 

제어하기 해서 어 리 이션의 메인화면에 나

타나 있는 ON과 OFF를 터치하여 도어락을 제

어한다. 마지막기능으로 지문인식장치를 이용한 

도어락 제어기능이다. 이 기능은 지문 센서 장치

를 이용하여 등록자와 비등록자를 구분하여 도

어락의 ON&OFF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도어락

기능이다. 이와 같이 삼  보안 기능을 구 함으

로서 도어락의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2는 어 리 이션 제어, 지문 인식 제어, 

음성 인식 제어 알고리즘을 포함하는 삼  보안 

도어락 시스템의 동작알고리즘을 보인다.

그림 2. 3  보안 도어락의 동작 알고리즘
Fig. 2 Operation algorithm of triple security doorlock

2.3 지문인식 알고리즘

보안의 강화성이 요한 요즈음 이러한 사람의 고

유 특성을 이용한 기술이 늘어나고 있다. 그  하나

인 지문은 태아의 피하층부터 만들어져서 한 번 생기

면 변화하지 않는다. 심지어 둥이 조차도 지문은 다

르며 외부 요인에 의해 상처가 생겼을 때에도 기존의 

형태로 재생된다[7].

지문 인식 기술이란 사용자의 손가락을 센서가 읽

어 미리 장되어 있는 데이터와 식별하여 사용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기술이다. 지문 인식 기술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재 가장 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학식이다. 학식 방법은 강한 빛을 래이

튼(platen)에 쏘아 래이튼(platen) 에 얹 진 손끝

의 지문 형태를 반사하게 되면 반사된 지문의 이미지

는 고굴  즈를 통과해 CCD에 입력되는 방식이다.

다음의 그림 3은 학식 지문 인식 방법  기존 등

록된 지문과 사용자의 지문을 식별하는 과정이다. 지

문이 닿는 곳의 아래에서 로 빛을 쏘면 지문 형태

가 반사 되면서 학 스캐 에 이미지가 추출된다. 이

를 디지털화하여 본래 장되어 있던 데이터와 비교

하여 식별하게 된다[8].

 

그림 3. 학식 지문 센서의 지문 식별 과정
Fig. 3 Fingerprint identification process for optical 

fingerprint sensors

그림 4. 지문인식 알고리즘
Fig. 4 Fingerprint recognition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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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의 지문인식 알고리즘 과정을 보게 되면, 우

선 사용자 등록시 사용자는 본인의 지문을 입력한다. 

그 후 센서에서 지문을 이미지화 한 후 디지털 화를 

거쳐 고유의 지문 특징을 추출하여 장하게된다. 다

음 사용자가 지문 센서를 사용시 사용자가 지문센서

에 지문을 인식하면 장된 지문과 비교 한 후, 장

되어서 근 가능한 지문이면 Yes, 장되지 않은 지

문이면 No로 본인 여부를 단 할 수 있다.

2.3.1 지문의 이미지화

지문은 땀샘이 융기되어 일정한 흐름을 형성한 것

으로,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지문의 형태가 모두 다

르다. 따라서 지문은 외부요인에 의한 분실, 도난에 

한 우려가 없고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리함을 바탕

으로 재 개인을 식별하는 과정에서 가장 보편 으

로 사용되고 있다.

그림 5와 같은 지문의 특징을 보면, 지문은 무수히

많은 선들로 이루어져 있다. 지문은 골(vally)과 융선

(ridge)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골이란 융선과 융선 사

이의 패여 있는 부분을 말하며 융선이란 땀구멍이 돌

기되어 돌출되어있는 부분을 뜻한다. 융선에서 끊어지

는 부분을 으로 표 하여 단 (ending point), 갈라

지는 부분을 분기 (bifurcation point)라고 한다[9].

그림 5. 지문의 특징
Fig. 5 Fingerprint characteristics

지문을 등록하고 사용 할 때에는 크게 지문의 상

을 획득, 특징추출, 비교, 식별과정이 필요하다. 처음 

등록된 지문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많은 잡음을 

가지게 된다. 여기서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기 해서

는 평활화(smoothing), 이진화(binarization), 세선화

(thinning)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10]. 

평활화란 잡음의 향을 최소화 시키기 해 명암

구분을 높이는 과정이다.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히스토그램 평활화(histogram Equalization)이다. 

명도별로 픽셀들에 한 명암 값의 분포를 나타낸것

을 히스토그램이라고 칭하는데 추출한 지문의 상에 

해 각 명도별로 히스토그램을 구하여 히스토그램이 

큰 값에 가 을 두는 방법이다. 

식 (1)은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통해서 얻어지는 정

규화된 값, K를 보인다. 식(1)에서 n은 픽셀의 총 개

수, g는 명도의 최  값, H(i)는 축척 히스토그램을 

나타낸다.

 

max
                             (1)

이와 같은 수식으로 평활화가 완료되면 이진화과정

을 시작한다. 이진화는 개개인의 다른 지문에 한 특

징 추출을 해 256gray-level로 되어있는 상을 1

는 0의 수치로 바꾸는 과정이다. 이러한 이진화 과정

을 마친 뒤 지문 상에서 검은 부분을 융선, 흰 부분

을 골로 표 하여 선으로 나타내는 세선화 과정을 진

행한다[11]. 세선화 과정을 마지막으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낸 상을 데이터 값으로 장하게 된다. 그림 6

은 지문 상에 한  순차  처리과정을 보인다.

그림 6. 지문 상 처리방법
Fig. 6 Fingerprint image processing method

2.3.2 지문의 특징 추출  디지털화

지문이 상처리가 되고 난 후, 개개인의 지문마다 

특징추출과 디지털화가 진행 되어야한다. 앞에서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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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시피 지문의 가장 큰 특징은 개개인마다 다르다

는 것이다. 개개인마다 다른 지문을 식별하고 등록자

와 비등록자의 구분을 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

이다.

상처리가 된 지문을 확 해보면 크게 네가지의 

특징이 나타난다. 다음 그림 7에는 상처리 된 지문

을 확  했을 시의 이미지를 3X3 블록으로 나타내었

다. 주 의 특징 이 2개일 때에는 융선의 연장, 1개

일 때는 끝 , 3개일 때에는 분기 , 4개일 때에는 교

차 으로 처리한다. 

그림 7. 지문 특징 추출법
Fig. 7 Fingerprint feature extraction

다음, 명암을 그림 8과 같이 숫자의 행렬로 나타낸

다. 숫자가 0에 가까울수록 검은색이며, 1에 가까울수

록 흰색을 뜻한다. 다음 같은 수의 명암의 개수로 나

어 정규화를 진행하여 더 진하게 지문을 나타내 등

록자와 비등록자의 지문의 특징을 비교하도록 한다.  

그림 8. 지문 명암처리 행렬
Fig. 8 Fingerprint intensity processing matrix

2.4 음성 인식 알고리즘

사람이 의사소통을 하는 일반 인 수단은 언어이며 

음성은 가장 효과 인 의사소통 방식은 음성이다. 음

성인식은 바이오메트릭스가 보편화된 된 요즘 편리함

을 가장 큰 장 이자 강 으로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요소로 자리 잡았다. 음성인식 시스템은 음성신

호를 제공 받아 텍스트형태로 처리되기까지 크게 

처리, 패턴인식, 후처리의 과정이 필요하다[12]. 그림 

9는 입력된 음성신호를 텍스트형태로 출력하는 음성

인식의 필터 순서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9. 음성인식 필터
Fig. 9 Voice recognition 

filter

2.4.1 음성인식 과정  특징추출

음성인식은 크게 사용자가 말해서 음성을 입력하는 

부분과 사용자가 발성한 음성을 인식하는 두가지 과

정으로 나  수 있다. 같음 음성이라도 성별, 말투, 억

양에 따라 인식을 할 수 있음과 없음이 다르다. 특징 

추출 과정에서는 불필요하게 복되는 음성을 없애고 

동일 음성 신호들 간의 일 성을 높여 다른 음성 신

호와는 변별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요하다. 이러한 

정보를 특징벡터라고 한다.

 음 는 시간의 흐름마다 음 의 높이를 기 으로 

한 단일 값을 가진다. 당 수천 번을 읽어서 매순간

의 시 을 숫자로 장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러한 과정을 샘 링(sampling) 이라고 한다[13].  

단계에서 샘 링한 오디오를 원하는 길이로 잘라 그

룹화한다. 하지만 코딩 과정에서 다른 주 수가 섞

여 잡음이 생성되게 된다. 따라서 복잡한 음 를 이를 

구성하는 단순한 음 들로 분해하여 사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푸리에 변환(Fourier transform)을 사용되게 

된다. 다음 패턴인식 과정에서 처리를 통해 얻은 특

징을 바탕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데에 필요한 음소, 음

, 단어와 같은 형태로 인식하는 역할을 한 후 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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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과정에서 패턴인식 과정에서 산출한 음소, 음 , 

단어를 재구성하여 문장을 복원한다. 이 게 완성된 

문장을 인식하여 음성인식이 이루어지게 된다.

특징 추출과정을 통해 얻어진 벡터 값은 유사도 측

정  인식과정을 거치게 된다. 유사도 측정  인식

을 해서는 음성의 신호  특성을 모델링하여 비교

하는 음향모델방법과 단어나 음  등의 계를 모델

링 하여 비교하는 언어모델방법이 사용된다. 음향모델

은 입력된 음성을 특정벡터와 비교하는 직 비교방법

과 인식 상의 벡터를 통계 으로 처리하는 통계방법

으로 나뉜다. 이 부분에서 표 으로 사용되는 기술

은 선형 측계수(Linear Predictive Coefficient)기술이

다. 이 방법은 과거의 일정 개수의 샘  값에 계수를 

각각곱하고 이를 총 합한 값으로 재의 샘  값을 

측하려는 방법이다. 이러한 비교 방법으로 음성을 

인식하고 특징을 추출하여 식별하게 된다.

ⅡI. 설계  실험

3.1 설계  제작

본 논문에서 실험 검증을 해 제작한 3  보안 도

어락 시스템의 외형도는 그림 10과 같다. 

그림 10. 도어락 시스템 설계도
Fig. 10 Outline drawing of door lock system

도어락이 가장 보편 으로 쓰이는 곳인 고를 바

탕으로 구성하여 가로x세로x높이가 30cm x 30cm 

x30cm로 된 고를 설계하 으며 손잡이 아래쪽에 

지문센서를 부착 할 수 있는 가로x세로 5cm x 5cm

의 구멍을 내어 지문센서가 밖으로 돌출 될 수 있게 

제작하 다. 

3.2 어 리 이션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간편하게 앱을 사용하여 

도어락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 다. 어 리 이션 개

발 도구인 앱 이클립스를 사용하여 만든 어 리 이

션은 사용자의 휴 기기로 간편하게 도어락의 제어가 

가능하다. 아두이노와 어 리 이션간의 연동은 블루

투스 통신을 통해 연결하 다. 어 리 이션의 주 기

능은 사용자의 휴 기기로 손쉽게 도어락의 개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어 리 이션의 메인화면은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어 리 이션 메인 화면
Fig. 11 Application main screen

첫 번째, 사용자가 핸드폰을 잠  해제 한 후 

어 리 이션에 속을 하면 어 의 속상태 

부분이 속으로 변경 된다. 다음 어 리 이션 

상단의 도어락 제어 버튼  ON과 OFF기능으

로 도어락의 문 개폐가 가능하다. 두 번째 기능

으로는 도어락 음성 제어이다. 도어락 음성 제어

의 마이크 버튼을 터치 한 후 “열어”, “닫아”라

고 음성을 입력해주면 도어락의 문 개폐가 가능

하다[14]. 그림 11은 앱 이클립스 개발도구를 기

반으로 본 논문에서 구 한 도어락 제어 어 리

이션의 메인화면이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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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앱을 이용한 도어락 동작 실험

표1과 표2는 어 리 이션을 이용한 실험 결과이

다. 본 논문에서 앱 이클립스를 통한 도어락의 

ON&OFF, 음성인식을 통한 문 개폐가 가능하게 제작

하 다. 어 과 도어락 사이를 HC-06의 블루투스 소

자를 이용하여 연결하 다. 블루투스 통신의 경우 사

용자의 휴 기기와 연결해야하는 기기 사이가 무 

먼 거리이거나 주변에 여러 블루투스가 연결되어 있

는 경우 통신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

의 휴 기기와 도어락 사이의 원활한 원격제어 통신 

환경을 알아보기 하여 최  통신 가능 거리 실험을 

진행하 다. 

실험은 첫째, 벽이 없는 상태에서 직선거리 20m로

부터 5m씩 늘려가며 5회씩 실험하 으며 표 1은 그 

성공률을 퍼센트로 나타낸 것이다.  

표 1. 거리 별 인식 가능 여부
Table 1. Recognizing-capacity by distance

     Times

Distance

Recognizing Success

Rate

[%]Once Twice
Three

-times

Four

-times

Five

-times

20m O O O O O 100%

25m O O O O O 100%

30m O O O O O 100%

35m O O O O O 100%

40m O O O O O 100%

45m O X X O X 40%

표 2. 층 별 인식 가능 여부
Table 2. Recognizing-capacity by floor

     Times

 Floor

Recognizing Success

Rate

[%]Once Twice
Three

-times

Four

-times

Five

-times

1st O O O O O 100%

2nd O O O O O 100%

3rd O O O O O 100%

4th O O O O O 100%

5th X O X O X 40%

추가 으로 도어락이 가장 보편화 되어 있는 일반 

가정집을 가정하여 1층에 치시킨 후, 한 층씩 층계

를 올라가며 과 동등하게 5회씩 층별 실험을 진행

하 다. 이 두 실험 결과 약40m, 3층까지 100%의 인

식률을, 45m와 5층에서는 40%의 인식률을 보 다. 

표 2는 실험으로부터 얻어진 층 별 인식률을 보인다.

3.4 음성 인식률 실험

음성 인식은 주변에 소음이 있거나 사람의 목

소리 데시벨, 주 수에 따라 인식 성공률이 변화

할 수 있다.  일반 으로 사람들이 화 할 때 

평균 데시벨은 60dB정도이며, 남성의 목소리 주

수는 100Hz-8000Hz, 여성은 180Hz-10000Hz 

정도이다. 이처럼 음성의 주 수, 진폭, 데시벨, 

소음이라는 변수가 여럿 존재한다. 한 소음은 

항상 연속 인 형태가 아니다. 따라서 음성 인식 

어 의 인식 성공률을 비교하기 하여 연속

인 60dB의 소음과 비 연속 인 60dB인 소음을 

주며 음성의 주 수가 400Hz-600Hz, 음성의 주

수가 800Hz-1000Hz인 경우를 나 어 각 10회

씩 실험을 진행하며 인식률을 측정하 다. 실험

결과 주 수가 400Hz-600Hz인 경우 각 10회씩 

실험을 수행하 을 때, 연속 인 60dB 소음에서

는 85%의 인식률을 보 고 비연속 인 60dB 소

음에서는 80%의 인식률을 보 다. 반면에, 주

수가 800Hz-1000Hz인 경우에는 앞의 경우와 동

일하게 각 10회씩 실험을 진행했을 때, 연속 인 

60dB의 소음에서는 95%의 인식률을 보 고 비

연속 인 60dB의 소음에서는 90%의 인식률을 

보 다. 표3은 도어락의 음성 인식률 결과를 나

타낸 것이다.

표 3. 소음에 따른 음성 인식률
Table 3. Voice recognition rate by noise

Noise[dB]

Recognizing

Frequency

400-600[Hz]

Frequency

800-1000[Hz]

Continuous 85% 95%

Discontinuous 80% 90%

3.5 지문 인식률 실험

본 논문에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유

한 생체특성인 지문을 이용하여 보안성을 한층 

더 강화하 다. 하지만 사회에서 가장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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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st cases Success rate

Groups Number Number %

1 Clean 10 10 100

2 Contamination 10 8 80

3 Registered 10 10 100

4 Unregistered 10 0 0

볼 수 있는 지문인식 기능이 포함된 핸드폰도 

지문에 이물질이 묻었거나 땀에 의해 한번에 잠

이 해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지문센서 소자는 128개의 지문 데이터가 

장 가능하며, 빛으로 지문을 스캔하여 등록된 

지문과 비 등록 지문을 조하여 일치를 별하

는 방식의 센서이다. 

첫 번째로 지문에 아무것도 묻지 않은 깨끗한 

상태와 땀과 같은 오염물질이 묻은 상태의 지문

을 각각 10회 인식 실험을 진행하 고, 두번째로

는 지문 데이터 등록자와 비 등록자가 지문을 

인식하 을 때 각각 10회씩 개폐 가능여부를 측

정하 다. 첫 번째 실험결과 깨끗한 지문일 경우 

인식률100%, 오염 지문일 경우 80%의 결과를 

도출하 다. 두 번째 실험결과 지문을 등록 한 

후 10회 일반 으로 잠 을 해제하며 인식률을 

측정하 을 때, 10회  8회의 확률로 80%인식률

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지문 데이터를 등록한 

등록자와 비 등록자의 비교 실험에서는 비 등록

자의 지문은  열리지 않는 100%의 인식률

을 확인 할 수 있다. 실험 결과는 표 4에 나타내

었다.

표 4. 지문 인식 실험 성공률
Table 4. Success rate of Fingerprint recognition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1차, 문 개폐 장치로 앱 이클립

스와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한 스마트폰 앱 통제 

ON&OFF가 가능하도록 구 하 으며, 기존의 도

어락의 키패드에 남아있는 지문의 흔 과 버튼의 

마모율을 방지하여 비 번호 노출로 인한 보안 

취약성을 강화하 다. 한, 2차 개폐 방법으로는 

스마트 폰의 음성인식을 사용하여 음성에 따라 

문의 열고 닫음이 가능하도록 제작했으며, 3차로 

도어락에 장된 지문 데이터가 아니면 잠  해

제가 불가능하도록 하 다. 

실험결과 블루투스 통신 거리가 40m, 3층까지 

핸드폰 어 로 제어가 가능하 다. 음성인식은 연

속 인 60dB의 소음 시 주 수가400Hz-600Hz인 

경우 85%, 비연속 인 60dB의 소음 시 80%의 인

식률을 보 다. 한 주 수가 800Hz-1000Hz인 

경우 연속 인 60dB의 소음 시 95%, 비연속 인 

60dB의 소음 시 90%의 인식률을 보 다. 지문을 

사용한 잠 해제시 인식률은 비 오염지문시 10

0%, 오염지문시 80%이며 지문 비등록자인 경우 

인식률이 100%인 성공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와 같이, 실험을 통해서 제작된 3  도어락 기능

이 성공 으로 동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안

된 3  보안 스마트 도어락은 일반 고뿐만 아

니라 가정집환경에서도 실용성이 우수하여 보안

성 취약에 의한 범죄, 도 사건에서도 피해율을 

일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끝으로 본 연구에

서는 상용화된 지문인식 모듈을 채용하여 지문인

식 기능을 실 하 다. 따라서 차후, 조사, 분석된 

지문인식 차에 근거한 알고리즘을 구 , 용하

는 연구와 함께, 보안성 강화를 해서 사람의 개

개인의 고유 음성을 구분하여 개폐가 가능한 도

어락에 한 연구를 수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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