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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사람간 접촉을 최소화할수 있는 일상에서의 변화
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상에서 사용되는 출입문에 비접촉 도어락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두이노를 기반으로 PIR 센서를 이용한 도어락을 구현한다. PIR 센서가 움직임을 감지하
면 도어락 장치가 활성화되어 RFID 태그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도어락은 출입 여부를 감지하여 고독사
를 방지하며, 접촉하지 않고 RFID로 잠금을 해제함으로써 위생상의 장점도 지닌다. 또한, 도어락이 일
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장치인 만큼, 상술한 구현은 실습 강의에서도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implements a door lock using PIR sensor based on Arduino. When the PIR sensor detects movement, the 
door lock device is activated and RFID tags can be used. This door rock can prevent lonely death by detecting 
whether the resident is in or out, and it also has hygienic advantage because it unlocks without contact by using 
RFID. In addition, as door locks are frequently used in everyday life, the above-mentioned implementation can also 
increase participation in hands-on le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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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20년 시작된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개
인 방역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사람간 거리두
기를 실시하는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가 사용되는 
건물 출입구는 직접적인 접촉을 요구하는 영역으
로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서 1인 
가구나 독거노인 수의 증가는 사회가 지속적인 관
심을 기울여야 하는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고려한 비
접촉 출입구를 제안한다. 비접촉 출입구는 인가된 
사용자들에 대한 출입을 지원함으로 코로나 팬데
믹상황의 사회적 거리두기 문제를 해결할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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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에서 독거노인과 같이 지속적인 모니터링
이 필요한 사용자들을 위한 개인 건강 관리 및 보
안 차원에서도 유용하게 이용될수 있다. 4차산업으
로 인한 다양한 센서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화 
사회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의 고독사 문
제나 방법등에도 유용하게 활용될수 있는 PIR 
(Passive Infrared Sensor) 센서 기반의 비접촉 
도어락을 제안한다. 

Ⅱ.아두이노기반의 PIR 센서를 이용한 
도어락 구현

2-1 시스템 설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비접촉 도어락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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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크게 세 가지 기능을 지닌다. 첫째, 키패드가 
아닌 RFID를 사용하여 접촉하지 않고 도어락을 사
용하도록 한다. 이는 COVID-19 팬데믹상황에서 사
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사람간 접촉을 최소화한
다. 둘째, 24시간 인가된 사용자에 대한 출입을 지
원한다., 즉 도어락의 잠금 해제가 감지되지 않으
면 사용자의 애플리케이션은 알림창을 전송하고. 
해당 알림창이 1시간 이내에 닫히지 않으면 위급
상황으로 판단하여 자동으로 신고한다. 단, 애플리
케이션을 여행 모드로 설정하면 해당 기간에는 알
림창을 생성하지 않고 보안 모드를 유지할수 있다. 
셋째, PIR 센서가 움직임을 감지하면 사용자의 스
마트폰에서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된다. 사용자는 애
플리케이션을 통해 CCTV를 확인함으로써 불법 침
입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주거 침입자가 PIR 
센서의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사용자 모르게 침입
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에서 
기술된 세 가지 기능을 기반으로 출입구 통행을 
위한 비접촉 도어락을 제안한다.

2-2 아두이노 기반의 도어락 구현
본 논문이 구현한 도어락의 알고리즘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도어락 구현 알고리즘

PIR 센서가 움직임을 감지하면 전등이 켜지며 
사용자는 RFID 태그를 사용할 수 있다. UID가 일
치하면 Buzzer가 통과음을 출력하며 동시에 LCD와 
전등이 꺼진다. 이후 다시 PIR 센서가 움직임을 감
지하면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UID가 일치하지 않
으면 LCD는 “Incorrect! (n/5)”라는 문구를 출력한
다. 이때 n은 실패 횟수를 의미한다. n의 값이 5가 

되면 LCD는 “ERROR” 문구를 띄우고 Buzzer는 경
고음을 울린다. 경고음이 멈추면 도어락은 작동을 
중지한다. 즉, 사용자가 아무리 움직여도 PIR 센서
는 움직임을 감지하지 않으며, 따라서 더는 RFID 
태그를 사용할 수 없다.

그림 2. RIP 센서를 이용한 도어락 구현

Ⅲ. 결  론

COVID-19의 확산으로 개인 방역이 강조되며, 
또한 고령화로 인해 독거노인의 고독사 문제가 대
두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아두이노를 기반
으로 한 PIR 센서를 이용하여 독거노인의 출입을 
감지하는 비접촉 도어락을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 구현 및 제안한 도어락은 독거노인
을 비롯한 1인 가구의 고독사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COVID-19에 대비해 불필요한 접촉을 줄이며, 
나아가 보안 수준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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