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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Ubiquitous)를 주제로 현대사회의 흐름을 반영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현재 국내 스마트

폰 사용자가 2천만명을 돌파하였고, 경제활동인구 2,500만명 중 80%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시

대 흐름에 맞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편리함과 가정의 보안을 고려, Mindstorms NXT를 활용한 출입문 관리 시스템 및 Smart 
Home Security 시스템이다.

키워드: 유비쿼터스, Lego Mindstorms NXT, Security

I. 서론

현재 경제활동 인구 중 80%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고 조사되었다. 인간과 가장 밀접한, 가장 편리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스마트한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현재 핵가족 및 고령화로의 사회구성원의 변화는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일상생활에 있어 가장 밀접한 안전

과 건강 등에 있어 효과적인 사회적 안전장치 및 제도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른 인간중심의 안전 및 편리함을 기

초로 한 Smart Security System을 구축하고, 나아가 사회적 장치

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이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개발 시스템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Lego Mindstorms NXT를 

활용하여 시스템을 설계하고, 모바일 환경과 PC프로그램 간의 연

동을 통한 편리하고 스마트한 시스템 제어를 목표로 한다. 

II. 본론

1. 개발 시스템 및 시스템 운영환경

• 출입문 관리 시스템 (Smart DoorLock System)

스마트폰(모바일 환경)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외부 방문자를 

확인 및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며, 방문자 발생 시 모바일 기기를 

통해 출입문에 설치된 Webcam의 방향 제어 및 영상정보를 전송

받아 방문자를 확인하고 방문자에 따라 사용자가 출입문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침입자의 접근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센서를 

통해 침입자의 접근 거리를 측정하여 일정 거리 내로 접근 시 경

보음 발생 및 알림 메시지를 전송하게 된다.

• 무인 보안 시스템 (Smart Security System)

Lego Mindstorm NXT를 활용하여 로봇형태의 원격제어 시스

템을 설계, 이를 모바일 기기를 통해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고, NXT 로봇에 설치된 WebCam으로부터 영상정보를 모바일 

기기로 전송받아 실내 또는 일정 범위 내의 실시간으로 원하는 위

치의 상태를 감시가 가능하도록 한 보안 시스템이다.

• 시스템 운영환경

그림 1은 시스템 운영환경을 나타낸다. 사용자의 모바일 환경을 

통해 가정의 PC 서버를 통해 가정 내의 시스템을 제어 및 확인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서버를 통해 저장된 영상 정보를 외부로 

전송이 가능하도록 한 시스템이다.

그림 1. 시스템 운영환경

Fig. 1. System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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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시스템 블록도이다. 사용자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시

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자의 인증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 후 사용자

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받고, 가정 내의 시스템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2. 시스템 블록도

Fig. 2. System block diagram

2. 시스템 설계

2.1 출입문 보안 시스템

• 거리센서(Ultrasonic) 

출입문에 설치된 거리센서를 통해 입력되는 데이터 값을 측정

하여 변수로 전환, 변수에 대한 변화값에 따라 침입 메시지 및 경

보음을 자동으로 제어하게 된다. 거리센서를 통해 입력된 범위의 

변수 값이 21cm 이상의 범위에서는 안전모드로서 작동하며 알림

은 발생하지 않고, 20cm 이내로 물체가 접근하게 되면 감시모드

를 작동, 경보음 발생과 동시에 시스템을 통해 경보 메시지를 전송

하게 된다.
방문자 및 침입자의 접근 거리를 사용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

록 숫자 및 그래프로 나타내며, 메시지 또는 LED 점멸을 통해 구

분하기 편리하도록 설계한다.

그림 3. 출입문 거리센서 시스템

Fig. 3. Sensor system

• 출입문 제어 시스템 (DoorLock)

보안강화를 위한 2단계의 출입문 제어 시스템을 구축한다. 1차

적인 Password 입력 방식,  RFID Tag를 통한 2차적인 사용자 

확인을 통해 보안 단계를 설정한다. 1차 DoorLock의 Password
의 입력방식은 기존의 숫자 조합 방식이 아닌 문자와 숫자 모두를 

조합 가능하도록 하고, Password의 길이 제한이 없도록 설계한다. 
사용자는 프로그램상의 Password를 설정하고 출입문 이용 시 해

당 Password를 입력하게 되면 시스템은 입력된 Password를 변수

값으로 변환하여 Password를 비교/확인 하여 작동여부를 판단하

게 된다. Password 입력 후, 2차 RFID Tag를 통해 시스템에 설

계된 센서에 입력하게 되면 1차 Password입력을 통해 통과된 값 

신호를 X값, 2차 Tag를 통해 입력된 값을 Y값으로 변환, X값과 

Y값을 AND 연산하여 결과 값을 비교, 출입문 작동여부를 결정하

게 된다. 결과적으로 Password가 노출되어도 RFID Tag를 소유

하지 않은 방문자는 출입이 불가능하게 되며, 반대로 Tag를 소유

하였으나 Password를 알지 못하는 방문자는 출입이 불가능한 시

스템이다. 이러한 2차적인 시스템을 통해 보안 등급별로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 가능하다. LabVIEW를 통해 설

계된 사용자의 화면은 Password 입력 및 일치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며, LED 점멸을 통해 동시에 확인 가능하도록 한다.

그림 4. 출입문 제어 시스템

Fig. 4. Door controling system

• 영상제어 시스템 (Webcam)

본 시스템 상의 CAM은 출입문에 설치된 Webcam과 실내 무

인 보안 시스템인 NXT 로봇에 설치된 Webcam으로 구분된다. 
이 두 cam의 영상 처리 방식은 동일하나 작동방법은 서로 상이하

다. 출입문에 설치된 Webcam의 작동방식은 LabVIEW 프로그램

을 활용하여 슬라이드 방식의 버튼을 이용, Webcam의 촬영 방향

을 제어하게 된다. 슬라이드 버튼을 통해 입력되는 데이터값은 

Webcam에 연결된 모터의 작동 범위 및 속도 값으로 전환하게 되

고, 이를 통해 Webcam이 좌/우로 작동하게 되는 원리이다.  
Webcam을 통해 전송되는 영상 데이터는 해당 URL을 통해 접속

되어 있는 시스템을 통해 영상 정보를 전송받게 되고, 이를 사용자

가 확인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그림 5는 출입문 영상정보 시뮬

레이션 상황을 나타낸다.

그림 5. 출입문 영상 정보

Fig. 5. imagery intellingence

2.2 실내 무인 보안 시스템 (NXT 로봇 제어)

모바일 기기의 블루투스 환경을 통해 모바일 기기와 NXT 로봇

간의 연결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NXT 로봇을 제어하기 

위한 원격제어 시스템은 Eclipse를 활용한 Mobile Application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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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통신 환경을 구축하고, 블루투스를 통해 원격제어가 가능하

도록 활용한다. 블루투스 환경을 활용하기 위한 Application은 자

이로센서를 활용하여 NXT 로봇의 방향 및 속도를 제어 할 수 있

도록 설계된 환경을 사용하여 설계하였고, 로봇을 통해 전송되는 

영상자료는 현관 영상과 동일하게 확인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6. NXT 로봇 시스템

Fig. 6. NXT Robot System

3. 시스템 시뮬레이션

3.1 GUI 방식의 프로그램 설계

아래 그림 7은 LabView에서 구현한 시스템 블록다이어그램이다.

그림 7. 시스템 블록다이어그램

Fig. 7. System block diagram

3.2 시스템 구현 화면 / PC 프로그램

그림 8은 시스템 제어 프런트 패널을 나타낸다.

그림 8. 시스템 프런트 패널

Fig. 8. System front panel

3.3 PC / NXT간 연동 시스템

그림 9. 출입문 보안 시스템

Fig. 9. Security system

IV. 결론

시스템의 개발 및 구현 결과, 시스템 제어 방식의 편  리성에 

있어 큰 장점을 보였다. 기존 시스템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해당 

시스템의 장점은 장소 및 작동 범위에 대한 제약의 문제점을 개선

하였고, Application의 활용을 통한 쉽고, 편리한 시스템으로 사용

자의 편리성을 부각, 접근성에 큰 장점을 보이며, Android 환경의 

모바일 기기의 폭넓은 호환성 또한 시스템의 장점이자,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있어 큰 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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