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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본 프로젝트는 세미나실 예약과 사용 및 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세미나실 이용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세미나실 

예약, 사용/관리가 가능하며, 라즈베리파이를 이용한 스마트 도어락을 통해 세미나실 

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세미나실 사용자는 세미나실 이용 시스템을 통해 관리자로부터 예약 승인을 얻어, 직접 

세미나실의 열쇠나, 비밀번호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될 것이다. 관리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세미나실 도어락 제어가 가능하며, 세미나실 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들의 출입 기록을 남김으로써 세미나실 관리가 더욱더 용이해질것으로 

기대한다. 

 

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2.1 기술의 시장 및 발전 현황 

1. TOZ, CNN the Biz 등 : 세미나실 혹은 스터디룸을 예약 및 이용하고자 할때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사용자는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방을 예약하고 이용한다. 

사용자는 관리자로부터 직접 세미나실의 열쇠나 비밀번호를 받아야 대여한 룸을 

이용가능하다. 관리자도 사용자들을 일일이 만나보고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1.2.2 시스템의 개발 필요성 

현재 세미나실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은 많이 존재하지만 예약 서비스만 제공할 

뿐, 카운터에서 키를 받고 예약을 확인하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들이 필요하다. 따라서 스마트 키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사용자에게 승인된 예약 시간 동안 세미나실 도어락을 제어하게 함으로써 

세미나실 관리, 이용의 편이성을 증대시키고자 한다. 디지털 도어락의 특정 키패드의 마모율을 

줄임으로써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고, 사용자의 출입 기록을 로그 파일로 저장하고 관리자에게 

원격으로 알려줌으로써 보다 더 쉽게 세미나실을 관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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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목표 및 내용 

2.1 목표 

본 프로젝트의 목표는 세미나실 예약과 사용 및 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

으로 관리가 가능한 세미나실 이용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용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세미나실 예약 및 이용이 가능하다. 관리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세미나실 사용 일

정과 기록을 관리하고 원격으로 문을 여닫을 수 있다. 

원격으로 도어락 제어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세미나실 이용 및 관리가 용이해 질 것이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세미나실 예약 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관리자와 사용자간의 

간편하고 편리한 소통이 가능해질 것이다. 

     

 

2.2 연구/개발 내용 

2.2.1  프로젝트 수행 내용 

 

세미나실 예약과 사용 및 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으로 관리가 가능한 세미나실 

이용 시스템을 개발한다. 시스템을 구성은 크게 3분류한다.  

첫 번째, 본 시스템 사용자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수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플리케이션에 

로그인을 한 사용자에게 세미나실 이용 현황 정보를 제공한다. 일반 사용자는 세미나실 이용 신

청 후, 관리자로부터 승인을 받고 예약 된 시간 동안 애플리케이션의 스마트폰 기술으로 세미나

실 제어가 가능하다. 관리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된 예약들을 관리할 수 있고 세미나실 도어

락을 원격으로 제어 가능하며 세미나실출입 기록을 볼 수 있다. 

두 번째, 라즈베리파이로 개발된 스마트 도어락의 개발 수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상태로서 서버로부터 신호를 받아 사용자와 관리자로부터 원격으로 제어된다.  

세 번째, 서버 개발 수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미나실 예약 정보, 세미나실 이용 내역 데이터 

베이스를 관리한다. 어플리케이션에서 요청이 오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전송한다. 사용

자로부터 세미나실 잠금 해제 요청이 들어오면 유효한 사용자인지 확인 후 도어락 잠금 상태를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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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세부 목표와 결과물 

 

세부 목표 결과물 

  회원가입 
관리자 계정은 시스템 관리자가 따로 부여하며 일반 

사용자는 회원가입을 통해 계정을 생성한다. 

  로그인 DB확인 후 로그인이 이루어진다. 

  예약 현황 확인 

관리자의 승인이 된 예약 목록과 승인 대기 중인 예

약을 날짜 별로 확인 가능하다. 예약이 없는 곳을 클

릭하면 해당 시간의 예약 신청서가 나타난다.  

예약 신청 

세미나실, 사용 날짜, 사용 시작 시간, 사용 마침 시

간, 공동 사용자, 이용 목적 정보를 작성 후 예약을 

신청한다.  

예약 신청 관리 
관리자는 예약 신청서를 확인 후 승인 여부에 따라 

승인 또는 거절 버튼을 누를 수 있다. 

세미나실 상태 확인 및 여닫기 

관리자는 세미나실 문의 잠금 상태를 확인 할 수 있

고 시간에 관계없이 원하는 세미나실을 선택하고 키 

버튼을 통해 해당 세미나실 문의 잠금 장치를 작동, 

해제 할 수 있다. 사용 신청자 및 공동 사용자들도 키 

버튼을 사용하지만 승인된 예약 시간에만 잠금 장치

를 제어할 수 있다. 

세미나실 별 출입 기록 확인 
관리자는 세미나실 별로 누가 언제 출입했는지 기록

을 확인 할 수 있다.  

push alarm 

관리자는 예약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용자는 예약 신

청이 승인 또는 거절 되었을 때 push alarm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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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연구/개발 수행 방법 

 회원가입 

- 서버 : 모든 DB와의 연결은 connection pool을 사용한다. 사용자로부터 받은 아이디, 

패스워드, 이름, 핸드폰 번호를 DB에 저장한다. 이 때 사용자가 지정한 id 이외에 

index용으로 integer형의 아이디가 차례로 부여된다. 패스워드는 암호화 된 상태로 

DB에 저장된다. 

- 안드로이드 : 관리자 계정은 시스템 관리자가 따로 부여하며 일반 사용자는 회원가입

을 통해 계정을 생성한다. 

회원가입 시에 서버로 전송되는 사용자의 정보는 암호화 과정을 거쳐 보안을 유지한

다. 

 

 로그인 

- 서버 : 사용자로부터 받은 아이디, 패스워드가 DB 에 존재하는지 확인 하고 관리자 

여부를 파악 후 인증에 실패했을 때 0, 사용자 일 때 1, 관리자 일 때 2 로 응답한다. 

- 안드로이드 : DB 서버와의 통신을 통해 사용자 인증이 이루어진다.    

 예약 현황 확인 

- 서버 : 관리자의 승인이 완료된 신청 목록과 승인 대기 중인 목록 정보를 제공한다. 

요청 받은 날짜의 목록을 응답하는데, 예약 고유 번호, 세미나실, 이용 시작 시간, 

이용 완료 시간을 전송한다. 

- 안드로이드 : 사용자와 관리자는 서버와 통신을 통해 예약 현황을 시간대와 

세미나실 장소 별로 확인할 수 있다. 세미나실 이용 현황 표에서 예약이 가능한 

시간을 클릭하게 되면 예약 신청 서식을 확인 할 수 있다. 

 

 예약 신청 

- 서버 : 세미나실, 사용 날짜, 사용 시작 시간, 사용 마침 시간, 공동 사용자, 이용 

목적 정보를 요청 정보로 받으면 예약 신청 DB 에 저장한다. 신청 할 때 사용자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서버 기능을 제공한다.  

- 안드로이드 : 사용자는 날짜과 시간에 따라 세미나실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세미나실, 사용 날짜, 사용 시작 시간, 사용 마침 시간, 공동 사용자, 이용 목적을 

입력하고 서버에 전송한다. 예약 신청시에 등록되는 세미나실 공동 사용자는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검색할 수 있다. 

 

 예약 신청 관리 

- 서버 : 관리자가 신청 내역을 살펴 볼 수 있도록 리스트 형식에는 예약 고유 번호, 

세미나실, 신청 날짜, 이용 시작 시간, 이용 끝 시간, 신청자 정보를 제공하고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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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이 선택 되었을 때는 예약 고유 번호를 받고 자세한 예약 서식 내용을 

전송한다. 

- 안드로이드 : 관리자 계정은 예약 신청 목록을 볼 수 있으며 예약 승인 또는 거절의 

권한을 가진다. 

 

 세미나실 열고 닫기  

- 라즈베리 파이 : 사용자 계정이 권한을 부여 받은 세미나실을 열 때 서버로 

요청하면, 서버는 해당 세미나실 도어락(라즈베리파이)에게 open signal 을 보낸다. 

- 서버 : 관리자가 세미나실 열기 또는 닫기를 요청한 경우와 예약된 시간에 허용된 

일반 사용자가 세미나실 제어를 요청한 경우 도어락 역할을 하는 라즈베리파이와의 

통신으로 servo 모터를 제어한다.  

- 안드로이드 : 관리자 계정은 리스트 목록의 세미나실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잇다. 

 사용자 계정은 권한을 부여 받은 세미나실만 열고 닫을 수 있다. 

 

 세미나실 별 출입 기록 및 상태 확인 

- 라즈베리파이 : 도어락(라즈베리파이) 내부에 세미나실 출입 기록을 별도로 남긴다.  

- 서버 : 관리자에게 세미나실 별로 누가 언제 출입했는지 기록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사용자 / 출입 날짜 / 제어 시간을 제공한다. . 

- 안드로이드 : 관리자 계정은 서버와 통신을 통해 세미나실 출입 기록을 리스트로 

제공한다. 

 

 Push Alarm 

- 서버 : GCM 을 이용, google 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아이디를 등록한다. 관리자는 예약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일반 사용자는 관리자가 신청 내역을 승인 또는 거절 했을 때, 

상황 별로 사용자들에게 push alarm 을 전송한다. 

- 안드로이드 : GCM 을 이용, 관리자는 예약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일반 사용자는 예약 

신청 승인 결과가 나왔을 때 push alarm 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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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발 결과  

2.3.1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 로그인 

   로그인을 통해 관리자와 일반 사용자를 구분한다. 

■ 세미나실 이용 현황 확인 

   날짜, 시간, 강의실을 구분하여 세미나실 이용이 예약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 세미나실 제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세미나실의 도어락을 제어할 수 있다. 

■ 예약 신청하기 

   세미나실 이용 현황 확인 후 이용자는 세미나실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 예약 신청 확인 

   관리자는 접수 된 세미나실 예약 신청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 세미나실 예약 승인/거절 

   관리자는 세미나실 예약 신청을 승인 또는 거절한다. 

■ 세미나실 출입기록 확인 

   관리자는 세미나실의 출입 기록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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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시스템 비기능(품질) 요구사항  

 Maintainability 

retrofit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소프트웨어의 코드가 모듈화가 잘 되게 만들어 유지보수

에 용이하게 한다. 

 

 Security 

사용자의 개인정보, 문의 열기 권한 등이 해킹 당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암호화된 

정보를 통신에 사용한다. 

 

 usability 

DBCP를 이용해서 DB와의 커넥션 비용을 감소시켜 어플리케이션에서 서버로부터 데이터

를 받아오는 속도를 증가시킨다. 

 

2.3.3  시스템 구조 

 

 

 

도어락은 라즈베리파이, 서보 모터를 이용해 구성한다.  

서버는 Apache Tomcat, MySQL, Java Servlet 로 구성된다. 서버는 라즈베리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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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과 Http 방식으로 통신하며 데이터를 주고 받는다. MySQL 을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은 세미나실 예약 서비스를 제공한다. 애플리케이션은 관리자 

모드와 사용자 모드로 나뉘게 되며, 사용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세미나실의 이용 현황을 

확인하고 원하는 시간대에 예약을 할 수 있다. 세미나실 예약 신청 후 관리자의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되면, 사용자는 희망한 예약 시간대에 세미나실 도어락을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된다. 관리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세미나실 도어락제어가 가능하며, 

세미나실 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세미나실 도어락 제어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키 기능을 이용하여 구현된다. 

 

2.3.4  결과물 목록 및 상세 사양 

 

대분류 소분류 설명 

서버 예약 현황  날짜 별 세미나실의 예약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제공 

 예약 신청 목록  
관리자에게 관리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예약 신청 

목록을 날짜와 신청한 시간 순으로 제공한다. 

 회원 검색 아이디 정보를 이용한 회원 검색 결과를 제공한다. 

 세미나실 출입 기록  
각 세미나실 별로 어떤 회원이 언제 세미나실 문을 

열었는지 정보를 제공한다. 

 push 알림 
예약 신청이 들어왔을 땐 관리자에게, 관리자가 예약 

신청을 확인하면 신청자에게 push 알림을 전송한다. 

 도어락 제어 도어락 잠금상태를 데이터 통신을 통해 변경한다.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회원가입 

사용자에게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전화번호 정보를 

받아 회원으로 DB 서버와의 통신으로 DB 에 등록한다. 

 로그인 사용자에게 아이디, 비밀번호를 받아 로그인한다. 

 예약 현황 

오늘 날짜를 시작으로 날짜 별 예약 현황을 보여준다. 

사용자가 선택한 날짜의 세미나실 전체 예약 현황을 볼 

수 있다.                                                                  

 예약 신청 
예약 현황에서 비어있는 날짜와 시간, 세미나실을 

선택한 후 신청 서식을 작성,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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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 신청 목록 

관리자에게 신청된 날짜, 시각 순으로 예약 신청 

목록이 제공된다. 관리자는 신청을 승인 또는 거절하여 

세미나실 이용 일정을 정한다. 

 Push 알림 

관리자는 예약 신청이 생겼을 때, 일반 사용자는 예약 

신청의 승인 여부가 결정되었을 때 push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세미나실 열기 

일반 사용자는 예약 신청이 승인되면 해당 시간에 출입 

버튼이 활성화 되고 버튼 클릭으로 세미나실 잠금 

상태를 해제할 수 있다. 관리자는 항상 원격으로 

세미나실 잠금 상태를 해제할 수 있다. 

 세미나실 출입 기록 
관리자는 각 세미나실 별로 누가 언제 세미나실을 

출입했는지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라즈베리파이 

도어락 
도어락 잠금 상태 표현 

라즈베리파이에 servo motor 를 연결하여 도어락의 

잠금/해제 상태만 보여주는 형태이다. 

 잠금 상태 변경 

세미나실 이용을 허가 받은 사용자가 출입문 잠금 설정 

또는 해제 버튼을 누르면 DB 서버로부터 해당 신호를 

받는다. servo 모터가 열림 상태 또는 잠김 상태로 

바뀐다. 

 

 

2.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4.1  기대효과 

  

최근 홈 사물인터넷, 헬스 케어 등 여러 분야에서 IOT 기술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본 프로젝트는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애플리케이션으로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도어락시

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편의성을 제공할 것이라 기대한다. 

세미나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에 이용 가능한 

세미나실을 확인하고, 이용 신청 함으로써 오프라인으로 예약을 신청하는 수고를 덜게 된

다.  

또한 세미나실 이용시에 직접 관리자에게 키를 받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

므로 편의성이 증대된다. 

세미나실 관리자 입장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날짜와 시간대 별로 세미나실을 이용

하는 이용자들을 간편하게 알 수 있어 스케쥴 관리가 편리할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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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실 이용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세미나실에 잘못된 접근을 파악할 수 있다.  

2.4.2  활용 방안 

본 프로젝트는 출입 제어의 관리가 필요한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숙박 업체의 경우 온라인으로 예약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체크인을 하고 키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하다. 본 프로젝트 시스템을 적용하게 된다면 예약부터 키 

발급까지 온라인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이용자와 관리자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이다. 숙박 

업체 뿐 만 아니라 요즘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study 공간 대여 업체 시스템에도 활용 

가능하다.  

 

3 배경 기술 

3.1 기술적 요구사항 

3.1.1  개발환경 

 운영체제 환경 컴파일 환경 개발 언어 
언어의 문법적 

요구사항 

라즈베리파이 
LINUX, SSH, 

Putty, Notepad 
Rasbian Python  

서버 

Windows8 

Apache Tomcat, 

jdk1.7.0_79 

Eclipse JAVA, Servlet  

어플리케이션 Android Studio 
Android 

Studio 
JAVA  

 

3.1.2  프로젝트 결과물 확인 환경 

 운영체제 환경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라즈베리파이 
LINUX, SSH, Putty, 

Notepad 
  

어플리케이션 
WINDOWS, Android 

Studio 
Android Studio 

retrofit 

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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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개인 PC를 이용한 로컬 서버, WINDOWS8, JDK1.7.0_79, Eclipse, 

Apache Tomcat, JSON 

 

3.2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3.2.1  소프트웨어 

- 한정된 플랫폼 

  현재 세미나실 예약 애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 OS만을 대상으

로 한다. 목표 시스템 구성을 완료한 후 아이폰 OS를 위한 애플리

케이션을 개발할 예정이다. 

 

 

3.2.2  기타 

- 불안정한 인터넷 환경 

스마트폰과 서버와 라즈베리파이는 인터넷을 통해 통신이 이루어진

다. 라즈베리파이가 불안정한 인터넷 상황에서 통신을 할 경우 사

용자 측이 받은 신호를 받지 못해 정상적인 작동을 못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관리자 간의 전화통화로 해결해야 한다. 

 

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이름 역할 

박민욱 
- 라즈베리파이 하드웨어 구성 

- 라즈베리파이 데이터 통신 

박천호 - 웹 서버 개발 

이송미 - User Interface 담당 

임은지 - 웹 서버 개발 

정은혜 - User Interface 담당 

홍주혜 - User Interface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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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젝트 비용 

 

항목 예상치 (MD) 

아이디어 구상 15 

정보 수집 및 연구 10 

어플리케이션 레이아웃 구성 5 

개발 환경 구축 1 

서버 구축 2 

어플리케이션 개발 30 

서버 개발 30 

프로젝트 테스트 및 유지 보수 20 

프로젝트 평가 및 보고서 작성 15 

합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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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6.1  개발 일정 

항목 세부내용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요구사항분석 
요구 분석       

계획서 작성       

관련분야연구 
주요 기술 연구       

관련 시스템 분석       

설계 시스템 설계       

구현 코딩 및 모듈 테스트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6.2 일정별 주요 산출물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계획서 발표 

프로젝트 아이디어 선정 

프로젝트 관련 자료수집 

개발환경 구축 

프로그램 설계 

산출물 :  

1.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2. 프로젝트 기능 일람표 

2015-07-25 2015-09-17 

설계 완료 

어플리케이션 흐름도 구성 확립 

시스템 설계 완료 

산출물 : 

1. 시스템 설계도 

2. 어플리케이션 흐름도 완성본 

3.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2015-08-20 201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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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중간 보고 

로그인/회원가입/예약현황/예약하기/예약 신청 

목록 완성 

산출물 :  

1. 프로젝트 1 차 중간 보고서 

2. 프로젝트 진도 점검표 

3. 1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2-08-31 2015-10-01 

2 차 중간 보고 

세미나실 열기/세미나실 출입 기록 관리/ 푸시 

알람 

산출물 : 

1. 프로젝트 2 차 중간 보고서 

2. 2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5-10-02 2015-10-29 

구현 완료 

시스템 구현 완료 

산출물: 

1. 구현 완성 프로젝트 결과물 

2015-10-30 2015-11-10 

테스트 

시스템 통합 테스트 

산출물: 

1. 오류 수정 목록 

2. 프로젝트 수정 결과물 

2015-11-11 2015-11-22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 

산출물: 

1. 최종 보고서 

2. 최종 프로젝트 결과물 

2015-11-23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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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인력자원 투입계획 

 

이름 개발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개발일(MD) 

박민욱 스마트도어락 구현 2015-09-01 2015-10-20 25 

임은지 서버 구축 2015-09-01 2015-10-20 30 

이송미 

정은혜 

홍주혜 

사용자/관리자용 어플리케이션 구현 2015-09-07 2015-10-20 30 

박천호 서버 구축 2015-09-15 2015-10-20 20 

전원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및 버그 수정 2015-10-21 2015-11-26 30 

 

6.4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Required Options 

컴파일러 Eclipse, Android Studio 2015-09-01 2015-11-26  

개발용 PC 5 대 Samsung, LG, MAC 2015-09-01 2015-11-26  

스마트폰 2 대 Samsung, LG 2015-09-01 2015-11-26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 지니 모션 2015-09-04 2015-11-26  

라즈베리파이  2015-09-07 2015-11-26  

Servo motor 대여 2015-09-07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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