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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시대에 개인인식 모듈과 발열감지 모듈이 상호연동을 통해서 동시에 두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듈을 개발하였다. 이는 기존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개인인식 모듈의 호환 문제와 발열감지의 별도 시행에 따르는 정체 시 발
생 가능한 2차 감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NFC, Bluetooth 메인보드를 개발하였고, 발열 감지를 
위해서 array 방식의 비접촉 온도센서를 적용하였다. 개발된 시스템은 AI 자동화 출인통제가 필요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

서 유동인구의 출입관리와 효율적인 방역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발 시스템의 모듈을 이용한 임베

디드 프로그래밍과 웹 프로그래밍 구현방법을 교육 프로그램으로의 연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Abstract ]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module that can perform two functions at the same time through interworking between a personal 
recognition module and a heat detection module in the era of COVID-19. This can simultaneously solve the problem of compat-
ibility of the personal recognition module that occurs in the existing system and the problem of secondary infection that can occur 
during congestion due to the separate implementation of heat detection. Therefore, in this study, NFC and Bluetooth motherboards 
were developed, and an array-type non-contact temperature sensor was applied to detect heat. The developed system is expected to 
be able to realize both access control of floating population and effective quarantine at the same time in public institutions or private 
companies that require AI automated access control. In addition, it is judged that it is possible to link the embedded programming 
and web programming implementation method using the module of the development system to the educational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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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프로그램으로의 연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II. AI 자동화 출입관리 시스템 설계 

본 연구에서는 AI 자동화 출입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

해서 개인인식모듈과 발열감지기 모듈을 개발하여 탑재하고 

측정된 정보를 IoT를 적용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

는 장치를 설계하였다. 기존에 개발된 개인인식모듈 기능에 

NFC 통신모듈과 Bluetooth 통신모듈을 모두 적용하여, 스마

트폰을 이용한 인식모듈이 모두 가능하도록 설계하였고, 별
도의 RFID 카드를 개발하지 않아도 되도록 구상하였다. 그
리고 이는 비접촉 인식시스템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이나 2차 

감염의 위험이 최소화 되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두가지 모듈을 모두 탑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용 

M/B의 회로를 아래와 같이 설계하였고 PCB를 개발하였으

며, I/F 구현과 통신 프로토콜을 각각 개발하였다. 또한, QR
코드 및 바코드 인식 모듈을 탑재하여 개인 식별코드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인증모듈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NFC 

인식 모듈의 최대 인식거리는 10 cm 이하, 인식속도는 

0.5 sec 이하, 프로토콜(ISO14443, Mifare series, DESFire, 

FeliCa, ISO15693) 지원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Bluetoth 

모듈의 설계 조건은 최대 인식 거리 0.5 m 이상, 인식속도 : 
0.5 sec 이하로 설정하여 개발하였다.

III. 발열 감지 모듈 개발

발열감지 모듈을 개발하기 위해서 온도센서 모듈을 비접

촉 측정 방식인 array 방식을 적용하여 개발하였고, 발열감지 

모듈에서 측정되는 온도정보는 실시간으로 저장되어 서버로 

전송되고 전송된 온도정보는 개인인식 모듈에서 측정된 ID
와 함께 매핑되어 서버로 전송되도록 설계하였다. 발열감지 

모듈에 사용된 온도센서 모듈은 아래 그림과 같이 구성되었

I. 서 론

최근 COVID-19로 인하여 비접촉 방식의 사회적 거리두기

(social distancing) 혹은 물리적 거리두기가 우리 주변 곳곳에

서 시행되고 있다[1].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모

든 시설을 출입할 때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 하

였다[2]. 초기에 수기로 명부를 작성하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였는데, 개인정보를 기록하면서 개인의 신상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어 인권침해 및 개인정보유출 등의 문제점

이 뒤따르고 있다[3]. 또한, 현재 사용중인 출입관리 시스템

은 사람이나 기계를 이용한 발열 감지기와 QR코드 등을 이

용한 인증 시스템이 대중화 되어 있다[4]. 그러나 발열 검사

와 인증절차를 병행해야 하는데 인력부족과 장비의 부족으

로 인해서 철저하게 검사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5]. 그리

고 출입 시 발열검사와 인증검사를 따로 시행해야 하기 때문

에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정체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정체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이 지

켜지기 어렵고, 사람간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면 코로나 바

이러스의 전염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효과

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출입관리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

서는 발열검사와 인증검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

요하다.
최근에 개발된 제품들은 대부분 발열측정 시스템으로 개

별적으로 설치되어 체온을 확인하는 장치들이다. 휴대용 온

도측정기를 사용하거나, 영상을 이용한 열화상측정 시스템

이 대부분 사용되고 있다. 열화상측정 시스템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매우 효율적이지만 비용이 고가인 단점이 있어 

사용이 어렵고, 이 장치 역시 인증검사 장치가 따로 설치되

어야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6]. 
또한 접촉 온도 측정장치는 장비가 저렴하지만, 사용시 측

정 대상자에게 접촉이 되는 경우가 많아 바이러스 전염에도 

위험을 가지고 있고, 이 장치 역시 인증 검사 장치가 별도로 

준비되어야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개인인증 시스템은 현재 QR 코드만을 사용하고 있으나, 

기업체나 공공기관에서는 RFID 같은 자체 인증 시스템을 사

용하고 있어 인증 시스템의 사용이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인증시스템의 호환성이 높으면서 동시에 발열 감지기능을 

탑재한 AI 자동화 출입통제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AI 자동화 출입통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비

대면 발열 감지기 모듈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NFC 

및 Bluetooth 인식 모듈을 적용하여 다양한 인증시스템에 활

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시스템에 

대한 임베디드 프로그래밍과 웹 프로그래밍 구현방법을 교

그림 1. NFC, Bluetooth 메인보드

Fig. 1. NFC, Bluetooth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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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개발한 개인인증 모듈을 사용하면 개인 식별

코드를 모두 사용할 수 있고, 개발된 앱을 이용하게 되면, 일
반인이 아닌 특정 단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어 

방역과 출입관리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아
래 그림과 같이 NFC와 RF 혹은 바코드와 QR코드 등을 활용

해서 개인인식을 시행하고, 동시에 발열 감지 센서를 이용해

서 온도를 측정하여 저장하도록 구성하였다. 
본 모듈을 장착한 시스템은 그림 4와 같이 NFC/RF 인식 

모듈을 이용하거나, QR/바코드 인식 모듈을 사용하여 개

인인식을 수행하고,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는 발열감지 모

듈을 이용하여 온도를 측정하여 연동되는 정보를 수집하여 

전송하는 스마트 출입관리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도록 설

계하였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COVID-19로 인하여 비접

촉 시스템의 시장이 확대되고 있기에 비접촉 개인인식과 발

열감지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모듈을 개발하였고, 이
를 스마트 출입관리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

였다. 
기존의 출입관리 시스템은 발열측정과 개인인식이 따로 

설치되어 있어, 개인정보의 유출 문제와 출입 정체현상으로 

2차 전염의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 본 연구는 다양한 개인인증 모듈을 적용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한 개별 인증을 쉽게 수행할 수 있고, 동시에 발열감지

가 가능한 모듈을 개발하여 스마트 출입관리 시스템에 적용

하고자 수행되었다. 개발된 발열감지 모듈과 개인인식 모듈

은 스마트 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과 연동되어 별도의 RFID 

카드나 리더기가 필요 없으며, 기관 및 단체에서 사용중인 

개인인식 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하여 발열감지 모듈이 탑재

으며, IoT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인식모듈과 발열감지 모듈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개발하였다. 발연감지부 설

계조건은 Accuray ±0.3oC 이하, 최소 측정 온도 20oC 이상, 
최대 측정 온도 80oC 이하, 최대측정거리 0.5 m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IV. 발열 감지 및 개인 인식 모듈 연동 시스템 개발 

발열감지와 개인인식 모듈을 동시에 적용하기 위해서 

M/B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으며, OS, Web 서버용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NFC 모듈 통신 서비스와 Bluetooth 모듈 통신 

서비스를 개발하여 적용하였고, 개인인식 정보의 암호화 소

프트웨어도 개발하였다. 
개인인식을 위한 NFC 및 Bluetooth 모듈 이외에 스마

트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개인인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모

바일 용 출입카드 앱이 필요하여 이를 개발하였다. 스마트

폰 앱을 이용하면 별도의 RFID 카드나 리더기가 필요하지 

않고, 스마트 폰만을 휴대하여 개인인식이 가능하다. 따라

서 별도의 비용이 필요없이 본 모듈을 시스템에 탑재하여 

사용하게 되면 효율적인 개인인증을 수행할 수 있었다. 출
입통제 기기와의 연동을 위한 스피드게이트 인식 속도는 

2 sec 이하, 턴스타일 게이트 open 지속 시간은 3~10 sec로 

설정하였다.

그림 2. Array 방식의 온도센서 모듈

Fig. 2. Temperature sensor module of array type. 

그림 3. 스마트 인증 앱을 이용한 출입관리 시스템 개념도

Fig. 3. Access control system conceptual diagram using smart 
authentication app. 

그림 4. 스마트 개인인식 모듈과 발열 감지 모듈 연동 방법

Fig. 4. Link module of smart personal recognition and heat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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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개인인식 모듈과 발열감지 모듈은 상

호연동을 통해서 동시에 두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기존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개인인식 모듈 호환 문제와 발열감지

의 별도 시행에 따르는 정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 
AI 자동화 출입통제 시스템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

다. 나아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유동인구의 출입관

리와 효율적인 방역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시스템에 대한 임베디드 프로

그래밍과 웹 프로그래밍 구현방법을 교육 프로그램으로의 

연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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