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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밀번호 도어락 시스템은 외부 노출의 가능성 때문에 범죄의 위험성이 크다. 이러
한 방식을 보완하기 위하여 안면 인식과 음성 인식 두 가지 기술을 결합하여 보안성을 높이는 기술을 구현하였
다. 이에 본 논문은 아두이노를 사용하여 사람을 확인하고 인증하는 모듈인 보이저 모듈, 음성인식과 화자인식
을 지원하는 아두이노와 그의 음성인식 모듈 Easy VR을 제시한다. 두 가지 기술의 결합으로 보안성을 높여 강
력 범죄를 예방한다.

<그림 1> 전체적인 시스템 흐름도

1. 개요

  요즘 흔히들 사용하는 비밀번호 도어락은 사용 시 몰

래 훔쳐보거나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녹화를 하거나 또

는 자주 눌러진 번호들에 남은 흔적으로 비밀번호를 유

추를 하는 방법 등으로 비밀번호가 외부에 노출 될 가능

성이 있다. 최근 CCTV를 이용해 도어락 비밀번호를 유

추, 범죄에 이용한 사례가 있었다. 범인은 도어락 비밀번

호를 치는 여성의 모습이 담긴 CCTV를 돌려보아 비밀번

호를 알아내었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 후 성폭행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음성인

식[1][2], 안면인식[3], 지문인식 등 생체 인식을 이용한 

방법들이 거론 되어왔고, 현재 모든 기술 들이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품들은 각각 하나의 생체 기능들 만을 사용하여 인증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보다 더 안전하고 보안성이 높은 도어락을 

만들기 위해 안면 인식과 음성 인식  두 가지 기술의 결

합으로 더 높은 수준의 보안을 달성하도록 하였다.

2. 구현기술

  안면인식과 화자인식을 이용한 스마트 도어락을 만들

기 위하여 안면 인식을 위해 보이저 모듈을 사용하였고 

화자 인식을 위해 음성인식 모듈 EasyVR을 사용하였다. 

위의 두 가지 모듈을 아두이노를 통해 제어를 하여 도어

락을 제작하였으며 구현방법은 다음과 같다.

  2.1 안면인식

  안면인식 기술은 사람을 확인하고 인증하는 모듈인 보

이저 모듈을 사용했다. 아두이노를 통해서  보이저 모듈

에 인증 & 등록 명령어를 보내고 그 결과를 받아와서 확

인한다. 보이저 모듈은 IR_LED모듈 6개와 AP & CIS모

듈을 통해 사용자를 인식하여 사용자 등록을 하고 사용

자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여러 명의 사용자를 등록할 수

도 있다. 이 때 IR_LED모듈로 얼굴에 점을 찍어 얼굴의 

윤곽을 잡고 이미지를 등록 한다. 인증을 할 때도 

IR_LED모듈로 화면에 잡힌 얼굴을 검출하여 1:N 방식을 

통해 인증을 하여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인지 비교한다. 

또한 여러 사람이 동시에 보이는 화면에서는 여러 사람

의 얼굴 윤곽을 등록된 데이터와 비교를 하여 사용자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듈을 선택했다. 버튼 2개를 

이용하여 사용자 등록모드와 사용자 확인모드를 선택을 

하고 3색 LED를 이용하여 제대로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

이 되었는지 가시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게 했다.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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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EasyVR Commander 

확인이 완료되면 화자인식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화자인

식까지 통과하게 되면 도어락을 열게 되는데 도어락을 

분해하여 도어락 안에 있는 보드에 선을 연결하여 직접 

제어하는 방식이다.

<그림 2> 보이저모듈 동작방식

  2.2 화자인식

  라즈베리 파이와 아두이노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

하여 화자식별 기술을 구현하려 했다. 그러나 라즈베리 

파이에서는 음성인식은 가능하나 화자 식별 기술을 구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음성인식과 화자인식을 지원하

는 아두이노와 그의 음성인식 모듈[4] Easy VR을 사용했

다. Easy VR 모듈이 동작하는 원리는 기본적으로 

EasyVR Commander을 통해 사용자의 목소리를 고유 ID

와 PASSWORD로 저장하여 사용자의 목소리를 인식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EasyVR Commander를 사용 하려면 

PC에서 직접 사용자를 등록해줘야 하는 방식이라 우리

가 원하는 버튼을 이용한 음성 등록이 불가능 하였기에 

Easy VR 메뉴얼에 제공되는 기본적인 음성 등록 코드를 

싹 다 뜯어내어 우리가 외부 스위치를 눌렀을 경우 음성

을 등록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코딩하였다. 위의 2.1 안

면인식과 같이 버튼 2개와 3색 LED를 이용하여 등록의 

과정과 인증의 과정, 그 과정들이 잘 이루어 졌는지를 확

인 하였다.

 

<그림 3>EasyVR Shiled 3.0

  

3. 결론

  요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비밀번호 도어락의 비밀

번호 유출로 인한 강력 범죄들을 예방하기 위해 안면인

식 도어락을 설치하는 가정 집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중에 출시되어 있는 안면인식 도어락은 

가격이 비싸서 사용자들이 설치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 본 논문에서는 비싼 안면인식 도어락 보다 더 좋

은 보안성을 제공하며, 저렴한 가격에 상용화가 될 수 있

도록 안면&화자 인식 도어락을 구현하였으며, 더 나아가 

어플리케이션과 연동시켜 외출시에도 집에 찾아온 방문

객이나 도어락을 임의로 조작하려는 사람들의 사진을 실

시간으로 전송[5]하여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도어락을 

완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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