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발달로 인해 사생활 침해와 재산 피해 등의 사고가 증

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양한보안장치들을 사용

하고 있다[1]. 그 IoT(Internet Of Things) 시장에서

보안장치들이 많이 사용되며, 세계 IoT 기기가 2017년

84억 에 이를 망이며 2020년에는 그 수가 204억 에

달할 것으로 시장조사 기 인 가트 에서 상했다[2].

더 늘어나는 IoT 기기의 망에 비해 보안장치

의 리는 불안정하고, 악의 인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

그에 따른 도어락은 보안장치로 두되고 있지만 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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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으로 인해 상치 못한문제가발생 할수 있어 보안

성 강화를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3].

도어락의 규모는 약 1800억 원 정도이고, 매년 지속

으로 성장하는 추세이다. 도어락 시장은 하드웨어 소

트웨어의 발달로 홈네트워크의 일부로발 하고 있다.

열쇠를 사용하여 문을 여는 집이 감소하고 부분이 도

어락으로 바뀌어가는 추세이다[4]. 따라서편리성과 보안

성을 개선하기 한 다양한 기능들이 요구된다.

기존 도어락은 악의 인 사용자가 물리 인 방법으로

도어락을 손하고 출입할 경우 도어락의 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외부의 도어락 충격감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송하는 도어락 시스템(RDT Door-Lock:

Real-time Detection and Transmit Door-Lock)을 제안

한다. 악의 인 사용자가 물리 인 방법으로 도어락을

손 할 경우, 제안한 시스템은 도어락에서 측정된 충격

감지로그를 Wi-Fi를 통해 웹서버로 송후 DB Server

에 장한다. DB Server에 장된 충격 감지 로그 데이

터와 감도조 부의 아날로그 변 값보다 크면 도어락

손 정보를 리자의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송한다.

따라서 기존의 도어락보다 실시간으로 손정보를알 수

있어 보안성을 강화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도어락에

련된 연구를 분석하고, 3장에서는 RDT 도어락 시스템

을 설계하고 구 한다. 4장에서는 RDT 도어락 시스템의

성능 분석 충격감지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다. 마지막

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련 연

최근에는 도어락을 키패드 는 열쇠방식으로 열고

잠그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스마트폰 어 리 이션과

통신으로 쉽게 문을 개폐하는 추세이다. 이와 련된 연

구를 분석한다.

정진 등[5]이 제안한 도어락 시스템은 JAVA 로

그램을 이용하여 특정시간에 도어락이 개폐될수 있도록

설계하 다. 작동 원리는 C 로그램을 이용하여

ATmega128로 도어락을 개폐하는 동작을 수행한다. 정

진 등이 제안한도어락 시스템 알고리즘은 Fig. 1과 같

다.

Fig. 1. Door lock Algorithm

한, 남상엽 등[6]은사물 인터넷의기본 요소인 센서

네트워크 기술인 블루투스 4.0의 BLE(Bluetooth Low

Energy)를 용한 서비스 인터페이스 기술인 스마트폰

어 리 이션과 연동한 스마트 도어락 시스템을 구 했

다. 스마트 도어락 시스템의 동작은 항상 백 그라운드에

서 실행되도록 설계되었고 스마트폰에서는 별도의 로

그램이 실행되지 않는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소지한 사

용자가 스마트 도어락 시스템에 근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린다. 스마트 도어락시스템의 BLE에서 Notification정

보를 주기 으로 발생시켜서 스마트폰에서 Notification

정보를 수신하여 자신이 등록한 스마트 도어락임을 확인

한다.

Fig. 2. Smart Door-Lock System Architecture

수신감도(RSSI : 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or)

로 스마트 도어락 시스템과의 거리를 단하여 일정한

거리 이하로 근 했다고 단하면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도어락 시스템으로 명령을 보내고 스마트 도어락 시스템

은 등록된 사용자임이 확인되면 문을 연다. 스마트 도어

락 시스템의 구성은 Fig. 2와 같다.

그러나 기존 도어락에 련된 연구들은 도어락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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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성에 을 맞췄다. 보안측면에서의 연구들은 미비한

상태이다. 그래서 악의 인 사용자가 물리 인 방법으로

도어락을 손하고 출입할 경우 도어락의 손 정보를

알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정상 인 사용자의 출입과 악의 인

사용자가 도어락을 손한 정보를 리자에게 실시간으

로 송하여 보안성을 강화한 시스템을 제안한다.

3. 도어락 탐지 및 전송 시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RDT 도어락은 악의 인 사용

자가 물리 인 방법으로 도어락을 손 할 경우, 도어락

에서 측정된 충격감지 로그 값이감도조 부의 아날로그

변 값보다 크면 도어락 손 정보를 리자의 스마트

폰으로 실시간 송하는 시스템이다.

3.1 RDT 도어락 시스

악의 인 사용자의 물리 인 도어락 손 정보 값이

리자가 설정해 둔 감도조 부의 아날로그변 값보다

크면 실시간으로 리자에게 정보를 송하는 RDT 도

어락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 한다. RDT 도어락 시스템

은 도어락 역, 충격 감지 역[7], 충격 감지 송 역

이다.

3.1.1 RDT 도어락 성 역

RDT 도어락 시스템은 3가지로 역이 구성된다. 첫

번째, 도어락 역이다. 도어락 역의 기능은 사용자의

출입 근 황정보를 웹 서버로 송한다. 도어락 역

은 Arduino, Wi-Fi Shield, 모터, LCD센서로 구성된다.

그리고 Arduino는 Arduino UNO를 사용하고, Wi-Fi

Shield는 Arduino Wi-Fi를사용한다. 모터는 서 모터를

사용하여 문을 제어한다.

두 번째, 충격감지 역이다. 충격감지 센서는 SW-

18010P를 사용해서 디지털 핀과 아날로그 핀을 이용해

충격을 감지한다. 그리고 LCD 센서는 1062A V2.0를 사

용해 메시지를 출력한다. 충격감지 역의 기능은 도어

락에서 측정된 충격감지로그를웹 서버로 송한후 DB

Server에 장한다.

세번째, 충격감지 송 역이다. 충격감지 송 역

의 기능은 DB Server에 장된 충격감지 로그 값(Log)

이 리자가 설정해 둔 감도조 부 값(Analog Value)보

다 크면 SMSModule[8]이 악의 인 사용자에 의한 도어

락 손 정보를 리자에게 송한다.

3가지 역으로 구성된 RDT 도어락 시스템은 Fig. 3

과 같다.

Fig. 3. RDT System Architecture

3.1.2 RDT 도어락 프로 콜

RDT 도어락 로토콜을다음과같은단계로구 한다.

∙1단계 : 사용자가도어락을 통해 출입하려는 행동을

취한다.

Input Number => Door-Lock

∙2단계 : 도어락은 사용자의 행동(정상출입, 출입날

짜, 충격정보)을 웹 서버로 송하고 웹 서

버는 Database에 장한다.

(Entrance Value, Entrance Date, Impact) =>

WebServer

WebServer(Entrance Value, Entrance Date,

Impact) => Oracledb

∙3단계 : DB에 장한 사용자의 행동 값이 리자가

지정해둔 감도조 부의아날로그 변 값보

다 크면 악의 인 사용자의 손으로 간주

해서 사 에 등록한 리자 스마트폰으로

손 정보를 송한다.

if(Oracledb. > Analogue Value){

Send SMS;

}

RDT 도어락 시스템 로토콜은 Fig.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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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ystem Protocol 

3.2 시스  현

3.2.1 현 환경

RDT 도어락 시스템의 구 환경은 서버, 데이터베이

스, 센서와 구 소 트웨어로 구성된다. 서버의 운 체

제는 Window7이고, 데이터베이스는 ORACLE이다. 충

격감지와 송을 해 3개의 센서를사용하고 구 소

트웨어는 Weblogic, Java, Jsp이다. RDT 도어락 시스템

의 구 환경은 Table 1과 같다.

Component Model

H
a
r
d
w
a
r
e

SERVER

CPU Intel Core i7-2670QM

Memory 8GB

Door-Lock Sensor
Control Wi-Fi, Module,

Connection

S
o
f
t
w
a
r
e

OS
Window7 Enterprise

Edition 64bit

WAS Weblogic 8.1.6

Language Jdk1.4, Jdk1.6, Android7.0

Database Oracle 10g

Table 1. RDT Door-Lock Implementation Env.

RDT 도어락 시스템은 Arduino 스 치 로그램을 사

용해서 Wi-Fi Shield에 외부통신을 한 Wi-Fi 제어기

능과 모듈센서(모터센서, 충격감지센서, LCD센서)를 제

어하는 기능, Arduino와 웹 서버간의 통신에 필요한 자

바 랫폼 기능으로 구분한다.

Wi-Fi 제어기능은 외부통신을 통해 Arduino를 사용

한다. 모듈센서 제어에서 각각의 센서는 도어락의 외부

충격감도를 탐지하는 기능이다. Arduino와 웹 서버 간의

통신은 도어락의 외부 충격감도 정보를 웹 서버로 송

하고, 수신한 정보는 DB에 장한다. DB에 장된 정보

와 리자가 지정한 외부 충격감도값과 비교해서 일치하

면 리자의 스마트폰으로 도어락 손정보를 송한다.

3.2.2 모듈별 기능 현

RDT 도어락 시스템을 구 하기 해서 3개의모듈이

필요하다. 사용자가 도어락을 터치한 행동을 감지하는

충격감지 센서 제어모듈과 사용자가 도어락을 터치한 행

동 정보를 Arduino가 웹 서버로 송하는 통신모듈이다.

그리고, 사용자가 도어락을 터치한 행동 리자가 지

정한 아날로그 변 값과 일치할 경우 손 정보를 리

자에게 송하는 모듈이 필요하다.

RDT 도어락 시스템의 모듈별 로토콜을 다음과 같

은 순서로 구 한다.

첫 번째, 충격을 감지하는 충격감지 센서 제어모듈은

Arduino가 메인작업 다른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

터럽트 함수가 사용된다. 디지털 핀과 아날로그 핀의 값

을 변수에 장하고, 디지털 핀은 1에서 0이 되는 LOW

와 0에서 1이 되는 HIGH가 있다.

아날로그 핀은 충격에 한 기 치 값을 출력한다. 디

지털핀의값이 LOW일경우, 아날로그핀의값이 0이나

오지 않을 때 충격감지 센서의 데이터를 외부 서버로

송한다. 이후 딜 이 함수를통해 5 의지연시간을 주고

충격감지 여부를 확인한다. 충격감지 센서 제어모듈은

Fig. 5와 같다.

Fig. 5. RDT Door-Lock Shock Sensor

두 번째, Arduino와 웹 서버간의 통신은 RDT 도어락

의 제어정보를 외부서버로 송신하는 함수가 사용된다.

외부서버의 IP 주소를 210.119.89.78로 설정하고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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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송신할 데이터를 생성하여

송할 때 성공하면 서버는 클라이언트에게데이터를

송하고, 데이터 송여부를 설정한다. 외부서버와 연결이

실패할 경우 네트워크 소켓을 기화하고연결실패 알림

을 출력한다. Arduino와 웹 서버간의 통신 모듈은 Fig. 6

과 같다.

Fig. 6. Communication between Arduino & WebServer

세 번째, 악의 인 사용자에 의한 도어락 손정보를

리자에게 송하는 모듈이다. DB에 장한 값과 리

자가 지정해 둔 감도조 부의 아날로그 변 값이 일치

하면 악의 인 사용자가 도어락을 손한것으로 단하

여 등록한 리자 스마트폰으로 손정보를 송한다.

도어락 손정보를 송하는 모듈은 Fig. 7와 같다.

Fig. 7. Send SMS Module

4. 석

본 장에서는 기존의 도어락 시스템과 RDT 도어락 시

스템의 성능 분석 충격감지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다.

4.1 성능 석 

제안한 RDT 도어락 시스템을 기존의 도어락과 하드

웨어 특성, 기능, 장･단 을 비교 분석한다.

Arduino 도어락에 한 련 연구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디지털 도어락은 DDiT로 설계 구 한 도어락

[9]이다. 기존의 디지털 도어락을 제어하기 하여

Arduino를 이용하고, 모바일 로그램으로는 안드로이

드 Application을 사용한다. DDiT의 특징은 기존의 디지

털 도어락에 부착해서 사용이 가능한 형태로 Application

을 열쇠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Application을 사용하여

블루투스 도어락 연결, 사용자 열쇠공유, 출입알림 등의

주요기능이 있다.

암호화 기법을 활용한 도어락[10]에서는 라즈베리

이를 활용하고, 모바일 로그램으로는 안드로이드

Application을 사용했다. 특징은 Application을 통해 실시

간으로 상을 확인이 가능하고, 네트워크와 OTP-

Based Matrix SEED 알고리즘[12]을 용하여 도어락

시스템에 보안성을 높 다.

제안한 RDT 도어락 시스템은 Arduino을 사용하여 구

하고, 모바일은 안드로이드 Application을 사용해서 제

어한다. RDT 도어락의 기능은 제어, 충격감지, 메시지

출력으로 구성된다. 도어락의 제어와 충격감지는 모바일

을 통해 작동한 시간, 값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RDT 도

어락 시스템은 기존 도어락과 비교 할 경우 충격감지 센

서를 통해 확인한 도어락 손 정보를 리자에게 송

함으로써 물리 보안을 할수 있는 장 이 있다. 도어락

의 비교분석은 Table 2와 같다.

악의 인 목 이 없는 외부인은 일반 인 용무 는

업무를 해 방문하는 외부인으로 인가된 사용자로 등록

한 경우이고, 악의 인 목 을 가진 외부인은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로 정의한다. 실시간 로그 확인은 Wi-Fi 네

트워크를 이용한 Application으로 인가된 사용자에 한해

도어락의 제어상태, 충격감지센서를 조회할 수 있다.



한 합학회논문지 제9  제7호14

Comp.
Door-Lock

Characteristic Function

DDiT Door Lock
digital door-lock
and use the

application as key

Bluetooth Door-Lock
connection, user key

sharing

Door-Lock with
encryption

OTP-Based Matrix
SEED algorithm

Real-time image
verification

Smart
Door-Lock

utilizing wireless
communication

[11]

Apply security
algorithm for
utilization and
completeness

One-time token,
NFC comm.

RDT
Door-Lock

physical security
can be achieved by

transmitting
door-lock damage

information
confirmed by shock

sensor to the
manager

Shock detection
check time, value

etc.
message save.

send
message

Table 2. Door-Lock comparison analysis

이러한 장 으로 인가된 사용자가 외부에서 원격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악의 인 사용자의 에 빠르게

응 할 수 있다. RDT 도어락 시스템은 기존에 다른

Arduino에 비해 렴한 UNO보드를 사용하여 비용을

감했고, 서 모터를 사용하여 력으로 설계했다. 그

리고 Wi-Fi Shield는다양한 종류가있지만 제안한RDT

도어락 시스템에서는 HDG204을 용했다.

부분의 Wi-Fi Shield HDG204는 펌웨어 1.0을 사용

하지만 제안한 RDT 도어락 시스템은 펌웨어 1.1로 업데

이트하고 체 인 제어를 한 펌웨어 로그래 은 기

존의 오 소스를 스 치 로그램으로 구 했다.

4.2 충격감지 비

충격감지 테스트는 침입탐지 RDT 도어락을 Arduino

Sketch 1.8.2 로그램을 사용해서 감도조 부(최소가 0

에서 최 270까지 조 할 수 있고, 시계 방향으로

만 조 가능)에 따른 충격감지 데이터를 비교 테스트

하고, 충격감지 테스트의 구성 환경은 Table 3과 같다.

Configuration environment System Specifications

Operation System Microsoft Windows 7

Language c++

Program Arduino Sketch 1.8.2

compiler avr-gcc

library
avr-libc, library,
Open source

Table 3. Shock Detection Configuration Env.

충격감지의 비교 테스트는 데이터 비교를 해

1.5kg의 물체를 60cm 높이에서 자유낙하 운동[13]을 수

식 (1)을 이용해 8.82(J)의 에 지로 9600bps의 속도에서

감도조 부 0에서 270까지 조 , 면 에 따른 힘의

크기 변화와 아날로그 변 에 따른 진동 장 변화를 테

스트했다.

  


 (1)

테스트를 0부터 270까지 실행한 결과, 뚜렷한 변

화를 보이는수치는 0, 90, 180, 270이다. 각 수치

에서의 충격 데이터 3개 1000 이상의 아날로그 변

값은 0일 때, 8번, 90일 때, 11번, 180일 때, 17번,

270일 때, 26번이 측정했다. 이와 같은 감도조 부에서

측정된 데이터의 황은 [Fig. 8]과 같다.

Fig. 8. The data measured by the sensitivity adjuster

Fig. 9. Impact Sensing Da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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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도조 부 0, 90, 180, 270의 데이터 비교한

결과 0에서는 비교 면 에 따른 힘의 크기가 작고,

270로 조 함에 따라 힘의 크기가 증가했다. 리자는

힘의 크기가 가장 증가한 270의 충격감지 데이터를 아

날로그 변 값[14]으로 선정한다. 이와 같은 충격감지

데이터는 [Fig. 9]와 같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오 소스 라이 러리와 Arduino를 이

용해 RDT 도어락 시스템을 구 했다. 제안한 RDT 도어

락 시스템은 보안사고가 증하는 추세에맞추어 실시간

으로 충격을 감지할 수 있다. 감지한 충격정보를 리자

스마트폰에 실시간으로 송함으로써 악의 인 사용자

의 불법 인 출입으로부터 신체 재산을 보호할 수 있

다. 향후에는 여러 가지 기능과 다 처리가 가능한

Arduino를 사용하고, Arduino뿐만 아니라 라즈베리 이

를 활용하여 유니코드와 화면 출력이가능한 디스 이

를 사용한 도어락 시스템의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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