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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양손이 불편하거나 없는 상지장애인이 도어락의 잠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화자 인식 
기술을 이용한 도어락을 구 하 다. 재까지 부분의 도어락 기술은 일반인 상으로 개발되어 
생체인식 기술을 활용하는 단계까지 발 하 으나 기본 으로는 사람이 가장 잘 사용하는 신체 부
인 손을 기 으로 발달되어 손의 활용이 필요한 방식으로 양손이 불편한 상지 장애인의 사용에

는 불편함을 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어락 장  장치에 화자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상지 장애인
도 이용 가능한 도어락 잠  패키지를 제안하고, 구 한다. 일반인에서 상지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자 인식 기술을 이용하여 보다 보편 으로 사용 가능한 도어락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기
여할 수 있다.

1. 서론

최근 시 되고 있는 도어락은 이  방식인 열쇠에서 벗어나 

번호키, 지문 등의 인증 수단으로 잠 을 해제하는 방법을 수

용하고 있다. 사용자의 사용편의성 향상을 하여 인증 도구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방법으로 발달되고 있으며 생체 인증 기술

은 그 요구에 걸 맞는 방법이다.

생체 인증 기술은 신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 까지 기술에 

비해 도난의 험이 없고 추가 인 인증 도구가 필요 없기 때

문에 근성이 높다[1]. 여 히 복제 험이 있지만 다른 수단

에 비해 난이도가 높다는 에서 비교  보안이 높다고 할 수 

있다[2].

지 까지 개발되어온 도어락은 기본 으로 정상 인 신체를 

가진 사람을 기 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익숙한 손을 사용한 

방식의 제품들이 만들어 졌으며 지 에 와서는 생체 인증 기술

인 지문과 정맥 등으로 인증되는 여러 기술이 나왔다[3]. 하지

만 양 팔 사용이 불편하거나 없는 상지 장애인은 손을 매개로 

한 방식을 사용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상지 장애인에게 도어락은 장애가 될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는 일반인부터 상지 장애인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일

반 인 도어락과 비슷한 구성을 가지며 추가 으로 음성을 이

용한 화자 검증 기술을 이용하여 기존에 손으로 사용 가능한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음성으로 잠 을 해

제 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화자 검증 기술은 다른 생체 인

식 기술에 비해 사용자가 이용할 때 많은 비용이 생기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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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 장에서는 설계한 도어락 패키지에 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2. 화자인식 도어락 패키지 구

2.1 도어락 패키지 소개

재 시 되고 있는 도어락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잠 쇠를 

동작 시키는 모터, 재 동작의 인식과 경고를 한 스피커, 기

능을 동작시키기 한 제어 보드, 그리고 인증을 한 번호키

나 센서를 사용하고 있다. 화자 인식 도어락도 같은 구성으로 

개발 다.

화자 인식을 이용한 도어락은 추가 인 도구를 이용하지 않

고 음성으로 잠 을 해제할 수 있다. 하드웨어의 구성은 아래

의 그림과 같다. 잠 장치의 제어는 라즈베리 이의 GPIO를 

사용하 으며, 도어락의 동작과 화자 인식의 구 은 Python 기

반 소 트웨어를 이용해 개발을 진행했다. 음  센서는 사용

자의 거리를 측정하고 화자 검증을 진행시킨다. 마이크는 사용

자로부터 음성 정보를 받고 라즈베리 이에서 각 과정을 거쳐 

모터를 동작시키게 된다. 발패드와 형버튼은 비 번호 입력

을 받거나 음성  비 번호의 재등록을 돕는다. 각 진행마다 

스피커를 이용한 음성 안내를 해주어 사용자가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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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하드웨어 구성도

 

화자인식은 VoiceIt Technologies社의 화자인식 API를 사용

하여 구 하 다[4]. 이 API는 사 에 등록한 문장을 상으로 

화자인식을 수행하는 문장 종속 방식의 화자 검증을 제공한다. 

문장 종속 방식의 화자 검증은 등록된 문장에 한 데이터를 

토 로 화자의 음성에 한 통계모델을 보다 신뢰성 있게 구축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높은 화자인식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

[5].

2.2 도어락 패키지 구  모습

실외 부분과 실내 부분에서 도어락 패키지의 구  모습은 다

음과 같다. 외부 디자인  하드웨어 배치는 보편 인 도어락

을 모델로 삼아 구성하 다. 음성 인식을 한  마이크와 음

 센서는 도어락 상단부에, 발패드와 버튼은 하단에 배치했다.

실외 부분 도어락           실내 부분 도어락

(그림 2) 실제 구성도

2.3 도어락 기능        

사용자가 문 앞에 치하고 도어락의 마이크에 얼굴을 가까

이 하게 되면 음 센서가 이를 인식하고 음성을 입력할 수 

있도록 마이크를 입력상태로 환한다. 마이크를 통해 입력된 

사용자의 음성을 등록된 음성과 비교하여 검증을 하고 일치한

다면 도어락의 잠 을 해제한다. 잠  해제를 시도하는 음성과 

비교하기 해 사  음성을 등록해야 하며 지정된 문장의 음성

을 최소 3번 이상 등록에 성공해야 한다. 상지장애인이 아닌 

사용자가 도어락의 잠 을 해제할 때 비 번호 입력을 통해 잠

을 해제 할 수 있다. 모든 기능은 음성 가이드를 통해 도움

을 받는다.

(그림 3) 형 버튼 (그림 4) 센서와 마이크  키패드

화자인식 기능의 실패를 비하여 문 하단에 형버튼으로 

구성된 발패드로 상지장애인이 비 번호를 입력할 수 있다. 숫

자 키패드와 하나의 회로로 결합되어 같은 신호로 입력된다. 

내부에서는 문 하단의 형 버튼을 통해 도어락의 잠 을 해

제 할 수 있다.

(그림 5) 발 패드 

2.4 도어락 패키지 동작 순서도

(그림 6) 도어락 순서도 – 실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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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도어락 순서도 –실내

3. 향후 연구  결론

본 논문에서는 외출이 힘든 상지 장애인을 해 인간이 자유

롭게 구사할 수 있는 수단인 음성를 통해 화자인식을 진행하여 

도어락의 잠 /해제를 수행하는 도어락 패키지를 설계하고, 구

하 다.

화자인식 API인 VoiceIt을 이용해 구 을 하 으며 화자인식

시에 인증률이 평균 90%를 웃돌았다. 85%이상일 때에 인증이 

확실시 되지만 확실한 보안을 해 조  더 높은 인증률을 보

여야 한다.

발패드와 키패드는 간에 하나의 회로로 결합되어 도어락 

본체에 같은 신호로 입력됨으로써 력의 낭비를 다.

본 도어락 패키지는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동작이 

가능하며 자체 기술이 아니라 제품 상용화 시 작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더 나은 인식률과 추가 인 네트워크 사용  

비용을 최소화하기 해 추후 API가 아닌 직  화자 인식 알

고리즘을 구 하여 네트워크가 없는 상황에서도 화자인식을 할 

수 있는 방안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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