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연구의 필요성

에너지는 발달하는 인류 문명과 함께 새로운 에
너지원의 발전을 반복하고, 그 사용량 또한 계속하
여 증가하여왔다. 인류는 에너지를 사용하며 삶의 
영역을 서서히 넓히고 다양한 문명들을 발전시켜, 
물질로 풍요로운 삶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
나 인류는 풍요로운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 
더 많은 에너지 자원을 사용함으로써 에너지 자원 
고갈의 에너지 위기와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 문제
를 만들었다[1]. 
 기존의 출입문은 사람들이 출입하지 않을 때도 
시스템이 계속 켜져 있어 에너지가 낭비되는 문제
가 있다. 구영경(2019)의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에
너지 절약 방법을 위하여 하베스팅(Harvesting) 시
스템을 개발하였다. 하베스팅은 주변의 시스템을 

모아서 공급하므로 주변 환경에 친화적이다[2].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가 낭비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출입하려 할 때 RFID 카드를 리
더기에 대면 시스템이 켜지고 RFID 카드를 갖다 
대지 않으면 시스템이 꺼지도록 개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연구의 필요성에 
이어 2장은 관련 연구, 3장에서는 시스템의 설계 4
장에서는 시스템 구현, 5장에서는 결론 및 제언으
로 맺는다.

Ⅱ. 관련 연구

2.1 출입통제 시스템
문채영(2018)의 연구에서는 무인감시설비의 주요 

구성요소를 매 시간 점검하도록 감시시스템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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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하였다. 그리하여 감시설비의 오작동이 감지되면 
해당 기기의 전원을 초기화하여 복구하도록 하였
고, 그렇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3].

이용덕(2018)의 연구에서는 근거리 무선 통신 기
술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더욱 쉽게 출입을 할 수 
있게하는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배터리 사용 시간에 대한 문제의 해결 
방법을 구현하고 배터리 소모를 측정하여 배터리 
수명을 계산하였다[4]. 

2.2 에너지 절약
김성희(2015)의 연구에서는 에너지 절약의 중요

성과 필요성을 이해하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 교육용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
다. 에너지 절약을 이용한 교육용 애플리케이션은 
많은 학습활동을  할 수 있게 하였다[1].      

이경진(2018)의 연구에서는  멀티미디어 서버에
서 시스템의 부하 수준에 따라서 특정 서버들에 
부하를 집중시킨 후 서버를 곧바로 종료하여 에너
지를 절약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5].

Ⅲ. 시스템 설계

3.1 시스템 개념도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이 출입통제 시스템

의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출입하려 
할 때 카드를 리더기에 대면 시스템이 켜지고 
RFID 카드를 대지 않으면 시스템이 꺼지도록 설계
하였다. 출입하려는 사람의 정보는 센서로부터 관
리자에게 전송되어 확인할 수 있다. 출입해도 되는 
사람은 문을 열어주고 출입하면 안 되는 사람은 
음성으로 “들어갈 수 없음”이라고 말할 수있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1. 시스템 개념도
 

3.2 회로 구조
본 연구에서 사용한 회로의 RFID의 SDA 연결

은 SDA는 10에 연결하고 SCK는 13, MOSI는 11, 
MISO는 12, GND는 GND, RST는 9, VCC는 3.3v
에 연결한다. 본 연구의 회로 구조는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 2. 회로도

#include <SPI.h>
#include <MFRC522.h>
#define RST_PIN   9
#define SS_PIN    10
MFRC522 mfrc(SS_PIN, RST_PIN);
void setup() {
  Serial.begin(9600);
  SPI.begin();
  mfrc.PCD_Init();
}
void loop(){
  if ( !mfrc.PICC_IsNewCardPresent() || 
!mfrc.PICC_ReadCardSerial() ) {

    delay(500);
    return;
  }
  for (byte i = 0; i < 4; i++) {
    //Serial.print(mfrc.uid.uidByte[i]);
    //Serial.print("");
  }
   if(mfrc.uid.uidByte[0]==165 && mfrc.uid.uidByte[1]==110 
&& mfrc.uid.uidByte[2]==125 && mfrc.uid.uidByte[3]==137 
){
    Serial.println("1");
  }
  else{
    Serial.println("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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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스템 구현

4.1 아두이노 프로그램 구현

사용자가 출입하려 할 때 카드를 리더기에 대면 
시스템이 켜지고 RFID 카드를 대지 않으면 시스템
이 꺼진다. 

또한 RFID 카드의 아이디를 165.110.125.137로 
설정하였는데 사용자가 인식되면 출입문을 열기위
하여 1을 전송하고 사용자를 인식하지 못하면 0을 
전송하여 출입문을 열지 않는다. 본 연구의 시스템 
구현에 사용된 아두이노 소스 코드는 아래와 같다.

4.2 윈도우 애플리케이션 구현
아두이노에서 전송된 정보는 윈도우 애플리케이

션에서 정보를 전송하여 RFID의 아이디가 일치하
면 그림 3의 “__”가 표시 된 라벨에 'OK'라고 나타
나고 일치하지 않으면 그대로  “__”가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윈도우 애플리케이션은 아래 
그림3와 같다.

그림 3. 윈도우 애플리케이션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수시로 출입문이 열려서 에너지가 
낭비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증 된 사용자가 
출입하려 할 때 카드를 리더기에 대면 시스템이 
켜지고 RFID 카드를 대지 않으면 시스템이 꺼지도
록 개발하였다. 이를 위하여 회로도를 설계하여 완
성하였고 윈도우 애플리케이션에 정보를 보내기 
위하여 아두이노에 프로그래밍을 하였다. 또한 C#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윈도우 애플리케이션
을 만들기 위하여 프로그래밍을 하였고 이를 아두
이노에서 정보를 받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실제 건물에 적용하면 
좋겠으나 학생 신분으로써 실제로 구현하기 어려
웠다 . 
향후 연구 과제로는 실제 건물에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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