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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키패드로만 동작하는 디지털 도어락에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음성 인식 장치를 추가한 음성 인식 디지털 도어락

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비밀번호로만 동작하는 도어락은 비밀번호의 분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안을 위해서는 화자의 특징

을 인식할 수 있는 화자 종속 방식의 음성인식이 효율적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가정집뿐만이 아니라 회사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보안이 필요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구현한 시스템은 장애인을 위해 음성만으로 동작하는 시스템 등으로 

쉽게 변경이 가능하다. 제안한 시스템은 ATmega128을 기반으로 키패드, 텍스트 LCD, 음성인식 모듈을 결합하여 구성하였다.

키워드: 디지털 도어락(digital doorlock), 보안(security), 음성 인식(voice recognition), 화자 종속 방식(speaker 
dependent system)

I. 서론

최근 개인 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중요시하는 경향은 보안의 문

제와 직결되고 있으며[1] 실생활에 가장 가까이 있는 보안 관련 

장치로는 도어락이 있다[2].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디지털 

도어락은 키패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는 비밀번호를 분실할 우

려가 있어 보안 측면에서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

고자 이 논문에서는 화자 종속 방식 (Speaker Dependent 
System) 음성 인식[3][4]을 이용하여 보안을 강화한 디지털 도어

락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아울러 사용자가 도어락을 제어하는데 

있어, 인증 절차를 기존의 비밀번호 대신 화자 종속 음성 인식을 

통해 도어락 잠금을 해제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

함으로써 보완성을 한층 더 강화시킬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제안

한 음성 인식 도어락은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간편한 도어락

으로의 변형은 물론 다른 생체 인식 기술과의 결합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쉽게 적용될 수 있다.

II. 음성 인식

음성 인식은 마이크를 통해 입력된 소리로부터 음성 부분을 검

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음성 검출은 음성 인식의 성능에 큰 영향

을 미치는 부분으로서, 주어진 입력으로부터 음성의 시작과 끝을 

찾아내는 과정이다. 검출된 음성은 특징 추출 과정으로 보내진다.

음성 인식에서의 특징 추출은 그 목적에 맞게 시행되어야 한다. 
화자 종속 방식은 동일한 문장이나 단어를 말하게 하고 이를 주파

수 영역으로 변환하여 특정 주파수 대역의 에너지 분포를 비교하

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서 구현에 사용된 음성 인식 모듈의 경

우에도 이러한 주파수 분석을 통해 화자를 구별한다.

그림 1. 음성 인식 과정

Fig. 1. Voice recognition procedure

추출된 특징은 음성 인식 부분에서 화자를 구별하게 된다. 그림 

1은 이러한 음성 인식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III. 음성 인식 디지털 도어락

제안하는 음성 인식 디지털 도어락은 ATmega128을 중심으로 

음성 인식 모듈과 키패드의 입력 장치, 정보 표시를 위해 LCD, 
그리고 문의 개폐를 위한 서보 모터로 구성되었다[5]. 디지털 도어

락의 블록 다이어그램은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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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음성 인식 디지털 도어락의 블록 다이어그램

Fig. 2. Block diagram of the digital doorlock with voice 

recognition

그림 3. 음성 인식 디지털 도어락의 상태도

Fig. 3. State diagram of the digital doorlock with voice 

recognition

그림 3은 구현한 음성 인식 디지털 도어락의 상태도를 나타낸 

것이다. 상태도에 나타난 것처럼 구현한 도어락은 먼저 음성 인식

을 통해 키패드 입력을 활성화 시키도록 함으로써 비밀번호 유출

에 의한 접근을 제한하도록 구성하였다. 음성에 의해 키패드가 활

성화된 이후 키패드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 버튼을 누름으로써 

문을 개방할 수 있다. 또한 비밀번호의 변경은 음성 인식과 비밀번

호 입력이 성공한 이후에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
그림 4는 구현된 디지털 도어락을 보여주고 있다. 전면에는 입

력 장치인 마이크와 키패드, 그리고 정보 출력을 위한 LCD만이 

배치되어 있으며 마이크로프로세서와 음성 인식 모듈은 내부에 배

치되어 있다.

그림 4.  음성 인식 디지털 도어락

Fig. 4. Digital doorlock with voice recognition

IV. 결론

이 논문에서는 키패드를 이용한 디지털 도어락에 개인 정보 보

호를 위해 생체 인식 기술의 일종인 음성 인식 기술을 결합하여 

보안이 강화된 음성 인식 도어락을 제안하고 구현하였다. 구현된 

디지털 도어락은 화자 종속 방식의 알고리듬을 사용하는 음성 인

식 모듈을 사용하였다. 구현된 도어락은 여러 가지로 변형이 가능

하다.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화자 독립적인 음성 인식 디지털 

도어락이 그 하나이며, 다른 생체 인식 기술과 결합하는 경우 보다 

높은 수준의 보안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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