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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본 프로젝트의 목표는 세미나실 예약과 사용 및 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을 관리가 가능

한 세미나실 이용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일반 사용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원하는 시간에 세미나실 예약 및 이용이 가능하다.

관리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세미나실 사용 일정과 기록을 관리하고 원격으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

원격으로 도어락 제어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세미나실 이용과 관리가 용이해 질 것이며, 스마트폰 애플리케

이션을 통한 예약 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관리자와 사용자 간의 간편하고 편리한 소통이 가능해질 것이다. 

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세미나실 예약 및 사용,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는 
일반 사용자와 관리자로 구분되며 일반 사용자의 경우는 세미나실 이용 내역확인 및 이용 신청이 가능하다. 
관리자의 경우는 세미나실 이용 내역 확인, 일반 사용자의 예약 신청 관리의 권한을 갖는다.  
세미나실 사용을 위해 도어락 역할을 하는 라즈베리파이에 부착된 서브모터를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키 기

능을 애플리케이션에 부가한다.

2.1.1. 스마트 도어락

- 도어락 상태(열림/닫힘) 표현 : 라즈베리파이와 servo Motor 를 연결하여 도어락의 잠금/해제 
상태만 보여주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 도어락 상태 변화 (도어락 제어) : 사용자로부터 도어락 잠금 또는 잠금 해제 요청이 들어오면, 
DB 서버는 잠금 신호 또는 잠금 해제 신호를 라즈베리파이로 전송한다. 서버와의 통신을 통해 

Servo Motor가 제어된다.

2.1.2. 서버 

- 회원 가입 :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결은 connection pool을 사용한다. 사용자로부터 받은 사용자 
정보(아이디, 패스워드, 이름, 핸드폰 번호)를 User Table 에 저장한다. 이 때, 새로 가입된 

사용자에 대한 고유 ID가 index용으로 부여된다. 그리고 사용자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된 형태로 데

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 로그인 : 사용자로부터 받은 아이디, 패스워드가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회원 인증에 
실패하였을 때 -1, 일반 사용자일 때 1, 관리자일 때 2로 응답한다. 

- 이용 현황 : 관리자의 승인이 완료된 신청 목록과 승인 대기 중인 세미나실 목록 정보를 제공 한다.  
사용자로부터 요청받은 날짜에 대한 세미나실 예약 정보를 전송한다. 애플리케이션 으로 전송되는 정

보로는 예약 고유번호, 세미나실 이름, 이용 시작 시간, 이용 완료 시간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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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 현황 : 관리자에게 세미나실 예약 현황을 날짜별로 구분하여 보여주도록 한다. 

- 도어락 제어 : 관리자 및 일반 사용자가 세미나실 열기 또는 닫기를 요청할 때, 도어락 역할을 하 
는 라즈베리파이와의 통신으로 servo motor를 제어한다.  

일반 사용자의 경우 예약 신청 시간동안만 세미나실 도어락 제어가 가능하도록 한 다. 

- 푸시알림 : GCM을 이용, google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아이디를 등록한다.  
관리자는 예약 신청이 들어왔을때, 일반 사용자는 관리자 신청 내역을 승인 또는 거절 했을 때, 상

황별로 사용자에게 푸시알람을 전송하도록 한다.

- 세미나실 출입 기록 : 각 세미나실에 대해 누가, 언제 세미나실 도어락 제어 요청을 하였는지에 대
한 정 보(사용자/출입날짜/제어시간)를 제공하여 관리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2.1.3. 어플리케이션

- 회원가입 : 관리자 계정은 시스템 관리자가 따로 부여하도록 한다.  
일반 사용자는 회원 가입을 통해 계정을 생성하고 사용자 정보는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전화번호

로 구성된다. 그리고 비밀번호의 경우는 암호화 과정을 거쳐 보안성 을 강화하도록 한다. 

- 로그인 :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아이디, 비밀번호를 서버와의 통신을 통해 사용자 인증과정 을 거친
다.

- 세미나실 이용현황 : 서버와 통신을 통해 예약 현황을 시간대와 세미나실 장소 별로 확인할 수 있
다. ‘오늘’을 기준일로 시작하여 날짜별 세미나실 이용 현황을 표로 보여준다. 또한, 표에서 예약이 

가능한 시간을 클릭하게 되면 예약 신청 서식을 확인 할 수 있다. 

- 예약신청 : 사용자는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세미나실을 예약할 수 있다. 초기화면(예약신청 현황)에
서 예약 가능한 세미나실을 선택하고, 예약날짜, 예약 시 간, 회의 참여자, 세미나실 이용 목적 등

을 입력하고 예약 신청 버튼을 클릭한다. 예약 신청 버튼이 클릭되면 입력된 정보가 서버에 저장된

다.

- 예약신청 관리 : 관리자는 여러 사용자들의 세미나실 예약 신청 목록을 볼 수 있다. 이 때, 신청된 
날짜, 시간 등으로 예약 신청 목록이 제공된다. 관리자는 사용자의 예약 정보를 확인한 후 예약 신

청 승인 또는 거절한다. 

- 스마트키 (세미나실 도어락 제어) : 관리자는 스마트키 버튼을 이용하여 세미나실의 도어락을 원격으
로 제어할 수 있다. 일반 사용자는 관리자로부터 예약 승인을 받고, 권한을 부여받은 세미나실에 한

하 여 스마트키가 활성화 되고 이용 가능하다. 

- 푸시알림 : GCM을 이용한다. 관리자는 예약 신청이 새로 들어왔을 때, 일반 사용자는 예약 신 청
이 승인되었을 때 푸시 알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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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진행상황

2.2.1.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2.2.1.1 수행 내역

[로그인]

1) MainActivity  
 로그인을 위한 Activity, 서버로 받는 응답을 통해 관리자, 일반 사용자로 구분된다.
2) UserInfo  
사용자의 ID, 비밀번호, 서버로부터 받은 고유 ID 정보를 가지는 클래스이다.
3) RoomInfo  
  세미나실 고유 ID, 세미나실 이름 정보를 가지는 클래스이다.

[관리자 모드]

1) UsingStatusFragment
 날짜별, 세미나실별, 시간대별로 이용되고 있는 세미나실 이용 현황을 보여주는 프래그먼트이다.
 1-1) UsingInfoDialog :
     이용중인 세미나실을 이용하고 있는 일반 사용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이얼로그이다.
2) ReservationStatusFragment
리스트뷰를 이용하여 세미나실 예약 내역을 보여주는 프래그먼트이다.
3) AccesControlFragment 
스마트키를 이용할 수 있는 프래그먼트로 스마트키를 통해 세미나실 도어락을 원격으로 열고 닫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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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ccessHistoyFragment
세미나실 예약 내역을 보여주는 프래그먼트로 스마트도어락에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접근하였던 내역
을 기록한다.

[사용자 모드]

1) UsingStatusFragment
 날짜별, 세미나실별, 시간대별로 이용되고 있는 세미나실 이용 현황을 보여주는 프래그먼트이다.
 1-1) ReservationFromActivity :
     세미나실 예약 신청을 할 수 있는 액티비티
2) ReservationStatusFragment
사용자 자신이 세미나실 이용 신청을 한 내역을 보여주는 프래그먼트이다.
3) AccesControlFragment 
스마트키를 이용할 수 있는 프래그먼트로, 스마트키를 통해 세미나실 도어락을 원격으로 열고 닫
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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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 UI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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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화면 기능 화면

로그인 회원가입

이용현황 
(관리자)

예약현황2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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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화면 기능 화면

이용현황 
(관리자)

예약신청 
(사용자)

이용현황 
(사용자)

스마트키 

 

 

 

 



2.2.2 라즈베리파이

Raspberry Pi에서 공급 할 수 있는 전압(1.5~2v)이 servo motor에서 필요로 하는 전압(6v)에 

못 미치기 때문에 bread board로 전압을 확장하여 Raspberry Pi에서는 GPIO 제어부분만 에너지를 

공급하고 servo motor의 필요전력은 bread board에 연결 된 battery로 공급한다.

1)StartServer Raspberry Pi와 서버와의 http 통신을 시작한다. 

2)Respond서버로부터의 요청 메시지를 받아들여 그에 따른 제어 ,응답 및 에러 메시지를 보낸다.  

3)Servo moter서버로부터의 도어락 제어신호 (Control signal)에 따라 servo motor의 Open

과 Close를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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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서버

2.2.3.1 수행 내역 – 데이터베이스

① table user : 회원 정보

② table room : 회의실

③ table reservationinfo : 예약 내역 

status : 예약 상태를 나타낸다. 0은 관리자가 거절한, 1은 관리자가 승인한, 2는 관리자가 

처리하지 않은 예약 상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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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table seminarmember : 회의 참석자

id, user_id : 두 애트리뷰트가 primary key가 된다. id는 reservationinfo 테이블

의 primary key, user_id는 user 테이블의 primary key이다. 

⑤ table roomhistory : 회의실 출입 기록

command : false일 경우 문을 잠근 기록, true일 경우 문을 연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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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 수행 내역 – 기능 (Servlet Tomcat Server, JSON)

- 회원 가입 : SignUp.java
request (id, password, name, phone)을 받아 DB에 insert 한 후 성공 여부를 

response한다.

- 로그인 : Login.java

request (id, passsord)을 받아 DB에 존재하는지 확인 후 결과를 response한다. 로그인

에 성공한 경우 클라이언트에게 회의실 아이디와 회의실 이름 배열을 같이 보내 로그인 후의 데이터 

통신 횟수를 줄인다.

- 예약현황 : UsingStatus.java

request  (date)를 받아 해당 날짜의 예약 내역 (reservationinfo.id, room.id, 

start_time, end_time, status)을 response한다. 단 관리자에게 거절된 내역은 전송하

지 않는다.

- 예약신청 : BookingRequest.java

request  (roomId,  userId,  date,  startTiem,  endTime,  context, 
participants)를 받아 DB에 insert 한 후 성공 여부를 response한다.

- 예약 신청 목록 : RequestList.java

request (date)를 받아 해당 날짜의 예약 신청 내역 (reservationinfo.id, room.id, 

start_time, end_time, status)을 response한다.

- 도어락 제어 : DoorControl.java

request (userId, roomId, command)를 받아 방 잠금 상태를 변경, 누가 무슨 방에 출입

했는지 DB에 기록한 후 라즈베리파이로 command를 전달한다. 라즈베리파이 도어락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트랜잭션을 commit하고 작동하지 않았을 경우 rollback한다.

- 세미나실 출입 기록 : RoomHistory.java

request  (date,  room)을  받아  해당  날짜에  방  별  출입  기록  (room_id, 

user.text_id, roomhistory.time_stamp, roomhistory.command)을 response한

다.

- 회의실 잠금 상태 : RoomStatus.java

관리자가 회의실 잠금 장치를 제어할 때 해당 방의 잠금 상태 정보를 제공해 준다. request 

(roomId)를 받아 status를 response한다.

- static 변수와 함수 : StaticVariables.java, StaticMethods.java

공통으로 쓰이는 변수와 함수들은 static으로 선언하여 각각의 클래스에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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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프로젝트 진도 비교

주황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절반 가량 구현이 된 상태이고,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구현이 거의 완료된 

상태로, 앞으로는 코드 리뷰를 진행할 예정이다. 동시에 통신 형태를 JSON으로 완전히 통일 시킬 계획

이다.

2차 계획이 마무리 되어야 할 10-29일까지 “예약 신청, 세미나실 제어 부분”과 “푸시 알람” 기능을 

구현할 계획이다.

마일스톤 기능 시작일 종료일 진도

1 차 중간 보고

로그인

2015.08.31 2015.10.01

회원가입

예약 현황 보기

예약하기

예약 신청 목록 보기

2 차 중간 보고

세미나실 열기

2015.10.02 2015.10.29세미나실 출입 기록 관리

푸시 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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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수정사항

3.1.1. UI 변화

기존의 UI 는 사용자와 관리자는 각각의 ’마이페이지’에서 세미나실을 선택하고, 버튼을 눌러 도어락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이는 터치 과정이 복잡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탭’형식으로 UI 를 변경하게 되었다. 관리자의 탭은 ‘이용현황, 예약리스트, 스마트키, 출입기록’ 순

으로 구성되어있고, 사용자의 탭은 ‘예약하기(이용현황), 스마트키, 마이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3.1.2.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결 방식 변경

Connection 생성으로 인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DB Connection Pool을 사용한다. DB와 연결된 

커넥션을 미리 생성해서 풀(pool) 속에 저장해 두고 있다가 필요할 때에 가져다 쓰고 반환한다. 미리 

생성해두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부하를 줄일 수 있다.

3.1.3 response되는 데이터

사용자 인증 성공 시 회원 고유 id와 관리자 여부를 알리는 데이터만 response했지만 Room 

table의 아이디와 회의실 이름도 전송한다. 리스트뷰 데이터 전송 시 필요한 레코드 식별을 위해 회의실 

이름이나 사용자 텍스트 아이디를 받았었는데 데이터 전송 효율을 위해 모두 고유 아이디로 변경하였다.

캡스톤디자인2                                                                                � / � 페이지15 17 중간보고서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스마트도어락

팀명 오픈잇(OpenIT)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6 2015.10.08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2



4. 향후 추진계획

4.1.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1 차 중간 보고

[구현완료]
1. 로그인
2. 회원가입
3. 예약현황
4. 예약신청

[산출물]
1. 프로젝트 1차 중간 보고서 
2. 프로젝트 진도 점검표 
3. 1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5.08.31 2015.10.01

2차 중간 보고

1. 세미나실 도어락 제어 (스마트키)
2. 세미나실 출입 기록 관리
3. 푸시 알람

[산출물]
1. 프로젝트 2차 중간보고서
2. 2차 분 구현 소스 코드 

2015.10.02 2015.10.29

구현 완료

시스템 구현 완료

[산출물]
1. 최종 프로젝트 파일 

2015.10.30 2015.11.10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산출물]
1. 오류 수정 목록
2. 프로젝트 수정 결과물

2015.11.11 2015.11.22

최종보고서

최종 보고 

[산출물] 
1. 최종 보고서 
2. 최종 프로젝트 파일 

2015.11.23 2015.11.26

캡스톤디자인2                                                                                � / � 페이지16 17 중간보고서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스마트도어락

팀명 오픈잇(OpenIT)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6 2015.10.08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2



5. 고충 및 건의사항

5.1.서버

서버를 로컬로 실행하였기 때문에, 통신 테스트를 하는데 제약이 많아 불편하였다.

5.2.어플리케이션

 처음에는 안드로이드 activity를 이용하여 개발하기 시작했지만 중간 과정에서 UI가 변형되어 탭으로 

구현해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fragment 방식으로 전환하였고, 이러한 리팩토링 과정에서 Activity와 

fragement는 호환되는 부분이 많지 않아 기존의 코드를 새로 작성 해야하는 부분이 많았다. 

또한, deprecated code가 많아서 수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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