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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도어락 몰카’와 같은 생활 보안범죄가 잇따라 증가함에 따라 해결법으로 넬에 비 번호를 직 으로 

입력하지 않는 방식을 아이디어로 채택하여 도어락의 비 번호 유출 험과 넬에 직  입력하는 번거로움을 없이 

도어락을 열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하고자 한다. 원격으로 제어 하는 방식은 해킹의 험이 있으므로 보안모듈을 도

입하여 해킹의 험을 감소 시키는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해 암호화 모듈, 아두이노의 블루투스  

Wi-Fi통신, 모터를 이용한 도어락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 으론 스마트 홈 서비스를 구축 하고자 한다.

1. 서 론
현관문 위에 화재경보기처럼 생긴 몰래 카메라를 

설치, 비밀번호를 알아내 아파트를 털어온 도둑이 붙
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아파트 현관 위 천장에 
몰카를 설치해 집 주인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녹화한 뒤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
(상습절도 등)로 김모(49)씨를 구속하고 공범 고모
(37)씨의 뒤를 쫓고 있다고 23일 밝혔다.[1] 이러한 
‘도어락 몰카‘와 같은 범죄의 증가에 따른 불안요소 
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대안과 편의성 증대
의 목적으로 원격 도어락 잠금 해제 장치가 속속히 
개발되고 있다.[2,3]

하지만 기존의 스마트 도어락들은 비싼 가격과 기
존의 도어락을 떼어내고 새롭게 부착하는 형식의 방
법으로 추가적인 시공이 필요로 하였다.[4] 본 논문
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으로 모듈 형식
의 장치를 이용하여 일반 도어락을 스마트 도어락으
로 바꾸는 방식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원격으로 제어
하는 방식에는 해킹의 위험이 존재하기에 KISA에서 
제공하는 LEA암호화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독자적
으로 개발한 보안 모듈을 적용 하였다.

블록암호 LEA(Lightweight Encryption 
Algorithm)는 128비트 데이터 블록을 암호화하는 
알고리즘으로 128, 192, 256비트 비밀키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요구되는 안전성 기준에 따라 용도가 구
분될 수 있다. LEA(Lightweight Encryption 
Algorithm)의 라운드 함수는 32비트 단위의 
ARX(Addition, Rotation, XOR) 연산만으로 구성되
어 있어, 이들 연산을 지원하는 범용 32비트 소프트
웨어 플랫폼에서 고속으로 동작한다. 또한 라운드 함

수내부의 ARX(Addition, Rotation, XOR) 연산 배
치는 충분한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과 동시에 S-box
의 사용을 배제하여 경량 구현이 가능하도록 한
다.[4]

제안한 장치는 도어락 뿐만 아니라 감지 센서를 
도입하여 도어락 만이 아닌 자동문과 같은 장치로의 
확장을 기대 할 수 있다. Wi-Fi 및 블루투스를 이용
한 원격 제어, 장치를 이용하여 연 기록들을 기록하
는 로그기능, 소형화 및 장시간 이용을 위해 아두이
노를 사용하고 구동부분은 큰 힘이 필요 없고 제어
가 간단한 서보모터를 사용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제안하는 
스마트 도어락을 소개하며, 3장에서 개발 시스템의 
실험 결과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본 논
문의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하여 서술한다.

2. 스마트 도어락의 구성 설명
2.1 모듈 장치의 구성

기존의 도어락 위에 장치를 부착하여 서보모터를 
통하여 도어락의 개폐 장치를 누르는 방식으로 도어
락의 잠금 상태를 제어

[그림 1]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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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네트워크 구성
아두이노를 제어하는 방법은 블루투스와 Wi-Fi를 

통한 두가지 방식 모두를 제공한다. Wi-Fi의 경우는 
외부 서버가 아닌 DDNS를 지원하는 공유기를 이용
하여 DDNS를 사용한 접속방법으로 한다.

[그림 2] 네트워크 구성도

3. 개발 시스템 결과 및 보고
이 장에서는 2장에서 제안한 시스템의 개발 현황

과 문제점 및 해결에 대하여 설명한다.
3.1 시스템 개발 과정

① 아래의 그림 3은 본 시스템에서 개발 중인 앱
의 구현된 UI에 관한 그림이다. 왼쪽부터 환경설정, 
메인화면, 히스토리, 기기등록 및 관리에 관한 화면
이다.

   

[그림 3] UI

② 아래의 그림 4는 시스템의 암호화와 복호화 모
듈의 그림이다. 256비트 고정크기의 패킷을 128비트
씩 블록 암호화 하는 방식으로 평문과 키를 Xor 연
산을 하여 다음 세션키를 만드는 방식이다.

[그림 4] 암호화와 복호화 모듈

3.3 문제   방안

아래의 그림 5는 아두이노들의 전력 비교 그림 6
은 아두이노 윤의 전력소모량이 적혀 있는 그림이다. 
그림 5의 아두이노 Uno와 비교하여 아두이노 윤은 
2배 가까운 전압을 사용하여 전력 소모량이 더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제안한 시스템의 전력 소모
량이 큰 문제점으로 다가 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
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Sleep 모드 등의 코
드 상에서의 전력 소모를 줄이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그림 5]전력 소모량

[그림 6] 전력 소모

4.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4.1 비교 분석 

일반 도어락을 스마트 도어락으로 바꾸는 방식을 
개발하였다

스마트 도어락 일반 도어락 제안 시스템
Wi-Fi 잠금 
해제 X X O

블루투스 잠
금 해제 O X O

로그 X X O

4.2 결론
현재 시중에 나온 스마트 도어락과 비교하여 

Wi-Fi잠금 해제 및 블루투스 잠금 해제 와 로그 기
능 까지 모두 지원하는 장치는 논문의 제안한 시스
템뿐이다. 이러한 부분을 보았을 때 제안 시스템 의 
발전 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이다.

2017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4권 제2호(2017. 11)

- 1153 -

2017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4권 제2호 (2017. 11)



2017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4권 제2호 (2017. 11)

“본 논문은 2017년 한이음 ICT멘토링 프로젝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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