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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 사용되고 있는 디지털 도어락은 사용자의 편의에 을 두어 보안 측면에서는 매우 

취약한 단 이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카메라와 센서, 통신 모듈이 결합된 디지털 도어락과 

계기, 서버를 시스템화하여 도어락 설치장소 방에서 근하는 객체를 감지  인식하고 

이미지와 문 열림 정보를 사용자의 스마트 디바이스로 송해 주는 상 디지털 도어락 시

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한 시스템은 실험 결과 상거리 내에서 96∼98%의 근자 

인식률과 사용 통신망에 따라 평균 약 17.1∼23.9 의 송시간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도어

락 시스템 방의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실시간 보안 응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1. 서론

  재 가장 리 사용되고 있는 보안 CCTV(Closed Cir- 

cuit Television)는 상시로 심지역을 촬 하여 특정 사건

이 발생 후 요한 증빙자료의 역할을 해왔지만, 실시간 

응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보안업체를 통한 방식은 별도

의 상시인력을 상주시켜야 함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할 뿐

만 아니라, 상주인력의 개인 역량과 상황에 따른 응 방

법에 따른 변수가 존재한다. 따라서 최근에는 상황에 따라 

사용자가 단하여 원하는 응을 취할 수 있도록 설치형 

디지털 도어락에 M2M(Machine To Machine) 통신 기술

을 융합하여 3G  무선 보안시스템을 연동한 다양한 보

안성 강화 제품이 출시되는 등 각 가정과 사무실에서 사

용되는 디지털 도어락 분야에서도 보안에 한 심이 증

되고 있다[1-3].

  한, 설치형 디지털 도어락에 카메라와 네트워크를 연

동한 상보안 시스템, 얼굴인식  인증을 이용한 도어락 

제어 시스템과 휴 폰으로 음성  상이 확인 가능한 

시스템 등 상 디지털 도어락에 한 연구  개발도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다[4-5].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CCTV와 보안업체의 단 을 최

소화하고, 재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카메라와 

통신기술을 융합한 시스템의 장 을 극 화한 근 객체 

인식  이미지 송을 한 상 디지털 도어락 시스템

을 다루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실시간 근자 감지  

촬 을 한 PIR(Passive Infrared Ray) 센서, CMOS(Com- 

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 카메라, 음

거리 센서, Flash LED(Light Emitting Diode), 상태 LED, 

유‧무선 송 모듈을 포함하는 상 디지털 도어락과 유‧

무선 계기, 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P(Inter- 

net Protocol), Web, Push 서버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드로

이드와 iOS기반의 사용자 Smart Device로 구성된 장치로

서 근 객체의 이미지와 문열림 정보를 송해 주어 실

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구 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차 상 기

반의 객체 검출  송 단 방법에 해 설명하고, 제3

장에서는 상 디지털 도어락 시스템의 구성  구 , 그

리고 실험을 통한 시스템 성능에 해 기술한다. 끝으로 

제4장에서 결론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하여 기술하고 

본 논문을 마무리한다.

2. 차 상 기반 객체 검출  송 단 방법

2.1 차 상 기반 객체 검출 방법

  객체 검출은 다양한 방법과 알고리즘으로 활발하게 연

구되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제한된 력과 디지털 도어

락의 기구  제약상 고성능의 CPU를 용하기에는 어려

움이 따른다. 따라서 력 객체 검출을 해 비교  구

이 쉬운 차 상 기법을 이용해 객체 검출을 구 하 다. 

  사용된 CMOS 카메라는 30fps, VGA, RGB565 포맷의 

16bit 상을 출력한다. 차 상은 RGB565 포멧의 16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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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24bit로 변환 후 배경이미지와 입력이미지의 차를 이

용하여 객체를 검출하는 방식이다. 구 한 차 상 기반 객

체 검출 알고리즘의 동작순서는 그림 1과 같다. 

  먼  배경이미지의 화소값   를 장한 후 입력

되는 재 이미지의 화소값 와 각 픽셀 단 로 비

교하여 차 상 화소값 를 계산하며 이는 식 (1)과 

같이 정의된다. 

                (1)

  RGB는 각 으로 색 정보의 범 는 0 ∼ 255이다. 그

러므로 차 상 화소 의 값은 –255 ∼ 255까지 표

되기 때문에 식(2)와 같은 정규화 과정을 수행한다. 

               (2)

    

  식 (1), (2)를 통해  의 출력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a)는 배경이미지이고, (b)는 재 입력된 이미지이다. (c)

는  계산 식 (1), (2)를 기반으로 (a)와 (b)의 차 상을 

출력한 결과이다. 값이 차이가 나는 경우를 흰색으로, 나

머지를 검은색으로 표 한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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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객체 검출 순서도

  앞서 설명한 방법으로 다른 픽셀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배경이미지 카운  변수 를 1 증가하며, 반 의 경우 

는 0으로 기화한다. 이는 배경 상을 시 에 응

시켜 객체의 오검출을 방한다. 

객체 검출은 이미지의 선택된 검출 유효 역인  ×  에

서 다르다고 단되는 픽셀의 수 가 기 설정된 수 이

상이면 객체가 검출되었다고 단한다. 

   그림 3은 객체가 검출된 QVGA(quater video graphic array)

상의 시이다. 이미지에서 실선으로 표시한 ×  

크기 역 내 화소값과 재 입력된 이미지의 화소값을 

비교한 그림이다. 이때 다른 픽셀의 수 는 2000으로 

설정하 다. +로 표시된 부분은 변화한 픽셀 치의 간

을 나타낸 것이다. 

   

(a)                           (b)

(c)

그림 2. 배경이미지와 입력이미지의 차 상

 (a) 배경 상     (b) 입력 상     (c) 차 상

    

그림 3. QVGA에서 객체 검출 시

2.2 음  거리 센서에 의한 송 단

  메모리에 장된 근 객체 이미지의 송여부 단은 

상 디지털 도어락 시스템의 력 소비량을 최소화하기 

해 비교  력으로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음  

거리 센서를 사용하 다. Transducers와 Sonar ranging IC, 

Transformer, Rubber cap으로 구성된 음  거리 센서는 

반사  신호의 수신 상태를 MCU에 입력하고 MCU는 입

력된 신호의 시간을 계산하여 거리를 측정해 장된 이미

지의 송여부를 결정된다. 음  거리센서 형에 따른 

동작 방법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4.(a)는 MCU로부터 출력된 제어 신호로, 음  

모듈로 입력된다. 그림 4.(a) 신호가 음  모듈에 입력되

면, 톤 형태의 신호를 모듈의 송 기로 입력하고 로딩 과

정과 증폭과정 후 음  신호를 발생시킨다. 이 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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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면, 음  모듈은 MCU에게 High 상태의 펄스를 입

력하고, 반사된 음  신호가 수신되면 Low 상태의 펄스

를 입력한다. 이때, MCU는 입력된 펄스의 High 상태가 

지속한 시간을 계산하여 거리를 측정한다.

   

(a)                          (b)

그림 4. 음  거리 센서 형

       (a) 제어 신호           (b) 반사된 디지털 신호

  따라서 340[m/s]의 속도를 가지는 음 를 이용한 객

체와의 거리 산출 수식은 식 (3)과 같다.

  

 ×  
           (3)

  는 객체와의 거리, 은 측정시간을 의미한다. 와 

같이 정의된 식을 통해 객체와의 유효거리를 설정하고, 유

효거리 내에 객체가 근한 경우 촬 된 상을 송한다.

3. 상 디지털 도어락 시스템

3.1 상 디지털 도어락 시스템 구성  구

  상 디지털 도어락 시스템은 그림 5와 같이 구성된다. 

그림 5. 상 디지털 도어락 시스템

  시스템은 최  PIR 센서가 객체를 감지하면, 비활성화 

상태의 CMOS 카메라 모듈을 활성화 시킨다. CMOS 카

메라는 차 상 기반의 상 처리 과정을 거쳐 근객체 

이미지를 장하게 되는데, 이때, 조도 센서는 촬   조

도를 감지하여 Flash LED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음  

거리 센서는 객체의 근이 단되면 이미지를 송한다.  

  그림 6.은 상 디지털 도어락의 구성 이미지이다. 촬

된 이미지와 문 열림 정보는 유/무선 계기, TCP/IP, 

Web, Push 서버를 통해 송하고, Push 서버는 Push 메

시지를 이용해 사용자의 스마트 디바이스에 수신받을 메

시지가 있음을 알린다. 메시지를 받은 스마트 디바이스는 

데이터가 장된 Web 서버로 속하여 이미지  문 열

림 정보를 확인 는 장할 수 있다.

그림 6. 상 디지털 도어락

     

  한, 상 디지털 도어락은 주기 으로 서버와 Alive 

신호를 송‧수신하여 특정 모듈이 손된 경우 스마트 디

바이스로 알람을 주어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수신된 

이미지  문열림 데이터를 서버로 송해 주는 역할을 

하는 유/무선 계기는, 안드로이드 4.0.3 아이스크림 샌드

치 기반으로 그림 7과 같다. 

그림 7. 유/무선 계기

  서버는 리 스 Centos 6.3 OS 환경을 기반으로 TCP/IP 

서버와 웹서버를 함께 구 하 으며, 유/무선 계기를 통

해 송된 이미지와 문 열림 데이터를 수신  수신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데이터 수신이 완료

되면 웹 서버로 데이터를 달한다. 웹서버는 아 치 웹서

버와 PHP가 결합한 형태의 MySQL DB 서버로, 데이터 

장  스마트 디바이스로 데이터를 송신  삭제하여 

데이터를 리하는 역할을 한다.

  용 어 리 이션 Newrun PRO는 안드로이드 3.1 허

니콤 와 iOS 5 버  이상의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정상동

작하도록 개발되었다. Newrun PRO는 구 에서 제공하는 

GCM(google cloud message), 는 Apple에서 제공하는 

APNS(apple push network service) Push 메시지를 수신한 

다음 웹서버에 속하여 DB에 장된 이미지  문 열림 

기록을 열람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개발하 다. 

  그림 8은 iOS 5 버 의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수신된 

근자 사진  문 열림 기록에 한 이미지이다. 그림 8. 

(a)는 수신된 이미지 리스트를 나타낸 그림이고, 그림 8. 

(b)는 수신된 이미지 리스트  하나를 선택한 경우의 상

세 이미지이다. 그림 8. (c)는 수신된 문 열림 리스트를 나

타낸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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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그림 8. 수신된 상  문 열림 

(a) 수신된 이미지  (b) 상세 이미지  (c) 문 열림 메시지 

3.2 구  결과

  제안한 상 디지털 도어락 시스템의 성능을 확인하기 

해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에는 무선 상 디지털 도어

락과 무선 계기, 서버, 3G와 LTE 통신망을 사용하는 

iOS 기반 스마트 폰을 사용하 다. 감지 거리는 행정안

부의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따라 범죄 방 목 으로 감시

용 카메라 운용  설치 상이 되는 문   앞 50, 

100, 150cm를 설정하 고, 무선 계기와의 거리는 5와 

10m에서 인터넷이 원활하게 동작한다는 가정 하에 각 50

회씩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을 수행한 개발실은 무선 

AP 16개가 검색되어 일반 무선 환경보다 주 수의 간섭

이 심한 열악한 환경이다. 표 1은 감지거리에 따른 오검출

률이다.

표 1. 감지 거리에 따른 오검출률

Distance(cm) 50 100 150

Error rate(%) 4 2 4

표 2. 상 디지털 도어락과 무선 계기의 거리에 따른 

송 시간

Distance
Network 5(m) 10(m)

3G 22.6 23.9 

LTE 17.1 17.8  

  오검출률은 거리와 상 없이 2∼4% 확률로 발생하 다. 

이는 PIR센서와 차 상 알고리즘의 특성 상 배경이미지와 

객체의 색이 검출에 더 큰 향을 받은 것으로 실험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무선 계기와 상 디지털 도어락의 

거리에 따른 송시간은 표 2.와 같다. 송 시간은 3G와 

LTE 통신망을 사용하는 스마트 폰을 상으로 실험하

다. 심험 결과 평균 으로 LTE 통신망을 사용하는 스마

트 디바이스의 송 속도가 4∼5  가량 더 빠른 것으로 

확인 되었다. 한, 도어락과 무선 계기 사이의 거리에 

따라 거리가 먼 경우 근소하게 평균 송시간이 더 소요 

되었다. 이는 무선 통신거리와 주변 무선 기기들의 향을 

받아 재 송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시간으로 사료

된다. 

4. 결론

  본 논문은 기존의 디지털 도어락에 CMOS 카메라와 각

종 센서  통신 모듈을 결합하고 서버를 연동하여 실시

간 이미지  문 열림 송을 한 상 디지털 도어락  

시스템을 제안하 다. 그리고 차 상 기반의 객체  모션 

검출을 통해 비교  객체가 이미지 앙에 치한 경우 

촬 하여 가시성을 높이는 방법도 제안하 다. 

  제안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구 한 결과, 유효거리 150cm 

내에서 통신망에 따라 평균 17∼24  내외로 근자를 감

지  검출하여 스마트 폰으로 송되어 기존의 방범 시

스템보다 렴한 비용으로 실시간 응력에 강 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이에 신체 , 사회  약자 상

의 범죄  개인 사업자와 공서의 주요 기 문서, 고가

의 장비, 그리고 농작물 보  창고 등의 장소에 한 근

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 방  실시간 응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배경 상과 객체의 색, 재질에 따라 오검출하는 

경우도 발생하 다. 따라서 재 구 된 시스템을 바탕으

로 향후 력의 높은 신뢰성을 가지는 센서 기술과 얼

굴  사람 검출 등 상 디지털 도어락에 합한 인식 

 검출 기술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이를 개발하고 

지속 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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