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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라즈베리파이를 이용하여
관리 가능한 세미나실 이용 시스템을 개발하자!

[ 사용자 ] 

• 세미나실을 편리하게 예약하고 사용할 수 있다.
• 관리자에게 키,비밀번호를 받을 필요가 없다.

[ 관리자 ]

• 세미나실 예약관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다.
•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세미나실의 도어락의 
  원격 제어가 가능하다.
• 세미나실의 이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 사용자들의 세미나실 출입기록을 볼 수 있다.

세미나실 예약 서비스를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목표



• 현재 세미나실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은 많이 존재하지만 예약 서비스만 제
공할 뿐, 카운터에서 키를 받고 예약을 확인하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들이 필요하다. 

• ‘스마트 키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사용자에게 예약 시간 동안 세미나실 도어락을 제어하게 
함으로써 세미나실 관리, 이용의 편이성을 증대시키고자 한다. 

• 디지털 도어락의 특정 키패드의 마모율을 줄임으로써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다.
• 사용자의 출입 기록을 로그 파일로 저장하고 관리자에게 원격으로 알려줌으로써 보다 더 쉽
게 세미나실을 관리 할 수 있다.

개발 배경

기대효과

• 애플리케이션으로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도어락시 시스템” 을 개발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편의성을 제공할 것이라 기대한다.

• 기존의 세미나실 예약서비스 시스템의 번거로운 절차를 없애고 편의성을 증대시킨다.
• 디지털 도어락의 특정 키패드의 마모율을 줄임으로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다.
• 사용자의 출입 기록을 로그 파일로 저장하고 관리자에게 원격으로 알려줌으로써 보다 더 안
전하고, 쉽게 세미나실을 관리 할 수 있다.

• 본 프로젝트는 출입 제어의 관리가 필요한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숙박 업체 뿐 만 아니라 study 공간 대여 업체 시스템에도 활용 가능하다.



시스템구성

잠금 상태 표현 라즈베리파이와 서보 모터로 구성하여 도어락을 표현한다.

데이터 통신 서버와 HTTP 형식으로 통신한다.

관리자 모드 예약 관리(승인/거절), 도어락 제어(스마트키), 출입기록 관리, 
세미나실 이용 현황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 모드 예약 신청, 도어락 제어, 세미나실 이용 현황 확인을 할 수 있다.

시스템구성

[ 도어락 ]

[ 어플리케이션 ]

DBMS mysql을 이용하여 세미나실 시스템의 회원 관리와 예약 내역 및 출입 기록 
정보를 관리한다.

데이터 통신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라즈베리파이와 http 프로토콜, json형식으로 
통신한다.

[ 서버 ]



개발환경

개발환경 : Raspbian
개발 언어 : Python

개발환경 : Windows 8, Apache Tomcat, jdk1.7.0_79
개발 언어 : Java Servlet

개발환경 : Android Studio
개발 언어 : Java

일정계획

항목 세부내용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요구사항 분석
요구분석

계획서 작성

관련 분야 연구
주요 기술 연구

관련 시스템 분석

설계 시스템 설계
구현 코딩 및 모듈 테스트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