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최근 COVID-19로 인하여 비접촉 방식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 주변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다.[1] 
또한 모든 시설을 출입할 때 발열 감지와 인증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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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수행하여 출입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출입관리 조치를 시행중에 개인의 신상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인권침해 및 개인정보유출 등
의 문제점이 뒤따르고 있다.[2] 또한, 현재 사용중
인 시스템은 발열 감지기와 스마트 인증 시스템을 
따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출입 시 발열검사와 
인증검사를 따로 시행해야하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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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COVID-19로 인하여 비대면 인증과 발열 감지 시스템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확진자의 수가 
증가할수록 정부에서는 인증과 발열 감지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일반 음식점뿐만 아니라 모든 
매장에 출입할 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발열 감지기와 인증장치를 별도로 구성되어 사용되고 
있어 매우 불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출입 통제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수행되었다. 발열 감지 기능과 스마트 개인인식기능뿐만 아니라 IOT 기술을 접목
하여 스마트 출입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향후 공공시설물 및 요양시설 등에 보급되어 K-방역을 
한층 더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Recently, due to COVID-19, the use of non-face-to-face authentication and fever detection systems is increasing. As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increases, the government is making it mandatory to authenticate and install a fever 
detector. It is used for entering and leaving not only general restaurants but also all stores. However, in most cases, 
the heat detector and the authentication device are separately configured and used, which is very inconvenient.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n access control system that can simultaneously perform these 
functions. A smart access control system was developed by combining IOT technology as well as a fever detection 
function and smart personal recognition function. It is expected to further develop K-Quarantine by distributing it to 
public facilities and nursing faciliti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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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곳에서는 정체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정체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리두기 규칙이 잘 지
켜지지 않게 되고,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면 바이러
스 전염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발열검사와 인증검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시스템
이 필요하다.

최근에 개발된 제품들은 대부분 발열체크 시스
템으로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체온을 확인하는 장
치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발열 감지 기능과 스마트 인증기
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기존 방역 기자재의 단순 발열 감지 기능에 스마
트 개인인식과 IoT기술을 접목하여 출입통제 기능
을 구현하고자 수행되었다.

Ⅱ. 스마트 출입관리 시스템 설계

출입관리 시스템은 스마트 개인인식모듈과 발열
감지기를 탑재하고 측정된 정보를 IoT를 적용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치이다.

기존의 발열 감지와 RF-ID를 이용한 개인인식 
모듈을 탑재한 장치에 IoT융합 스마트 개인인식 
기술을 접목하게 되면, 비접촉으로 개인인식이 가
능하게 되어, 개인정보 유출이나 2차 감염의 위험
이 최소화 된다.

스마트인식모듈은 NFC 통신모듈과 Bluetooth통
신 모듈을 모두 탑재하도록 개발하였고, 이에 따라 
전용 M/B를 아래와 같이 개발하였고, I/F 구현과 
통신 프로토콜을 각각 개발하였다.

그림 1. NFC, Bluetooth M/B

또한 M/B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OS, 
Web 서버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NFC 모듈 통신 
서비스, Bluetooth 모듈 통신 서비스를 개발하고, 
개인인식 정보 및 발열 정보 암호화 소프트웨어도 
개발하였다.

온도센서 모듈은 비접촉은 온도를 측정하기 위
해서 array 방식을 적용하여 개발하였고, 기구부와 
전자부를 함께 개발하였다. 

Ⅲ. 발열감지/출입정보 관리 연동 시스템 
개발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개인인식을 시행하
기 위해서는 모바일 용 출입카드 앱이 필요하여 

이를 개발하였다. 

그림 2. 스마트 출입관리 시스템 개념도

스마트 출입관리 시스템은 기존의 개인 식별코
드를 모두 사용할 수 있고, 개발된 앱을 이용하게 
되면, 일반인이 아닌 특정 단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를 활용할 수 있어 방역과 출입관리를 동시에 구
현할 수 있다.

아래 그림과 같이 NFC와 RF 혹은 바코드와 QR
코드 등을 활용해서 개인인식을 시행하고, 동시에 
발열 감지 센서를 이용해서 온도를 측정하여 저장
한다.

그림 3. 스마트 출입관리 시스템 개인인식 및 발

열확인 방법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COVID-19로 인
하여 비접촉 시스템의 시장이 확대되고 있기에 비
접촉 개인인식과 발열감지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IoT를 적용한 스마트 출입관리 시스템에 대한 연
구를 수행하였다. 

기존의 출입관리 시스템은 발열측정과 개인인식
이 따로 설치되어 있어, 개인정보의 유출 문제와 
출입 정체현상으로 2차 전염의 위험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스마트 출입관리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IoT를 적용한 스마
트인식 모듈을 탑재하고, 전용 앱을 적용함으로써,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유동인구의 출입관리와 
효율적인 방역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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