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대학교 

전자정보통신대학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I Page 1 of 15 중간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캡스톤 디자인 II  

종합설계 프로젝트 
 

 

 

프로젝트 명 
스마트도어락 

팀 명 
오픈잇 

문서 제목 중간보고서 

 

 

 

Version 1.4 

Date 2015-10-28 

 

 

 

 

팀원 

임은지 (조장) 

박민욱 

박천오 

이송미 

정은혜 

홍주혜 

지도교수 윤 성혜 교수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Ⅱ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스마트도어락 

팀 명 오픈잇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4 2015-Oct-28 

 

캡스톤 디자인 Ⅱ Page 2 of 15 중간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문서 정보 / 수정 내역 

 

Filename 중간보고서-스마트도어락.doc 

원안작성자 이송미, 임은지, 정은혜, 홍주혜 

수정작업자 박민욱, 이송미, 임은지, 홍주혜, 정은혜 

 

 

 

  

CONFIDENTIALITY/SECURITY WARNING 

이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는 국민대학교 전자정보통신대학 컴퓨터공학부 및 컴퓨터공학부 

개설 교과목 캡스톤 디자인II 수강 학생 중 프로젝트 “스마트도어락”를 수행하는 팀 “오픈잇”의 

팀원들의 자산입니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및 팀 “오픈잇”의 팀원들의 서면 허락없이 사용

되거나, 재가공 될 수 없습니다. 

수정날짜 대표수정자 Revision 추가/수정 항목 내    용 

2015-10-26 정은혜 1.0 최초 작성 안드로이드 수행 내용, 목표 

2015-10-27 임은지 1.1 내용 추가 서버 수행내용 추가 

2015-10-27 이송미 1.2 내용 추가 안드로이드 수행 내용 추가 

2015-10-27 홍주혜 1.3 내용 추가 향후 추진 계획, 계획서 상의 내용 

2015-10-28 임은지 1.4 내용 추가 고충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Ⅱ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스마트도어락 

팀 명 오픈잇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4 2015-Oct-28 

 

캡스톤 디자인 Ⅱ Page 3 of 15 중간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목 차 

 
1 프로젝트 목표 ...................................................................................................................................................................... 4 

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 5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 5 

2.2 수행내용.................................................................................................................................................................... 7 

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12 

3.1 수정사항................................................................................................................................................................. 12 

4 향후 추진계획 .................................................................................................................................................................. 13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 13 

5 고충 및 건의사항 ........................................................................................................................................................... 15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Ⅱ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스마트도어락 

팀 명 오픈잇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4 2015-Oct-28 

 

캡스톤 디자인 Ⅱ Page 4 of 15 중간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1 프로젝트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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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관리가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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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고 닫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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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예약 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관리자와 사용자간의 간편하

고 편리한 소통이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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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세미나실 예약 및 사용,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애플리

케이션 이용자는 일반 사용자와 관리자로 구분되며 일반 사용자의 경우는 세미나실 이용 

내역확인 및 이용 신청이 가능하다. 관리자의 경우는 세미나실 이용 내역 확인, 일반 사용

자의 예약 신청 관리의 권한을 갖는다. 세미나실 사용을 위해 도어락 역할을 하는 라즈베

리파이에 부착된 서브모터를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키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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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어오면, DB 서버는 잠금 신호 또는 잠금 해제 신호를 라즈베리파이로 전송한다. 서버와의 

통신을 통해Ser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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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

화된 형태로 데이터베이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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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리케

이션으로 전송되는 정보로는 예약 고유번호, 세미나실 이름, 이용 시작 시간, 이용 완료 시

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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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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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

을 때, 상황별로 사용자에게 푸시알람을 전송하도록 한다. 

- 세미나실 출입 기록 : 각 세미나실에 대해 누가, 언제 세미나실 도어락 제어 요청을 하

였는지에 대한 정 보(사용자/출입날짜/제어시간)를 제공하여 관리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

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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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로 구성된다. 그리고 비밀번호의 경우는 암호화 과정을 거쳐 보안성 을 강화하도

록 한다.  

- 로그인 :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아이디, 비밀번호를 서버와의 통신을 통해 사용자 인증

과정 을 거친다. 

- 세미나실 이용현황 : 서버와 통신을 통해 예약 현황을 시간대와 세미나실 장소 별로 확

인할 수 있다. ‘오늘’을 기준일로 시작하여 날짜별 세미나실 이용 현황을 표로 보여준다. 또

한, 표에서 예약이 가능한 시간을 클릭하게 되면 예약 신청 서식을 확인 할 수 있다. 

- 예약신청 : 사용자는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세미나실을 예약할 수 있다. 초기화면(예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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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현황)에서 예약 가능한 세미나실을 선택하고, 예약날짜, 예약 시 간, 회의 참여자, 세미

나실 이용 목적 등을 입력하고 예약 신청 버튼을 클릭한다. 예약 신청 버튼이 클릭되면 

입력된 정보가 서버에 저장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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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승인 또는 거절한다.  

- 스마트키 (세미나실 도어락 제어) : 관리자는 스마트키 버튼을 이용하여 세미나실의 도어

락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다. 일반 사용자는 관리자로부터 예약 승인을 받고, 권한을 부

여받은 세미나실에 한하여 스마트키가 활성화 되고 이용 가능하다.  

- 푸시알림 : GCM을 이용한다. 관리자는 예약 신청이 새로 들어왔을 때, 일반 사용자는 예

약 신청이 승인되었을 때 푸시 알람을 받을 수 있다 

 

2.2 수행내용 

2.2.1 라즈베리파이  

서버와의 통신 부분에서 response 데이터가 원활하게 수신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 c언어로 작성된 서버에서 java로 작성된 클라이언트에게 데이터를 

보낼 때의 주의 사항과 예시 등을 참고하여 테스트 해보았다. 

2.2.2 서버  

1) 예약 현황 request/response 데이터 

- 질의 문 

select reservationinfo.id, room.id as room_id, reservationinfo.start_time, 
reservationinfo.end_time, reservationinfo.status from reservationinfo, room 
 where (reservationinfo.room_id=room.id) and date='date' and 
reservationinfo.status != StaticVariables.REJECTION and room.id in (" + 
tempSql +") order by room.id asc;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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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Sql에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은 방 아이디를 저장하여 해당 방의 예약 목록 만을 응

 답한다. 

 

2) Smart Key 사용 가능 여부 

- 질의 문 

select * from (select room_id, date, start_time, end_time, status from reservationinfo where  

user_id=userId or id in (select id from seminarmember where user_id=userId)) as sub_result 

where date >= curdate() and status=1 and not (date=curdate() and 

end_time<curtime()) order by date ASC, start_time ASC limit 1; 

 

- 목적  

예약 내역 중 userId를 가지는 회원이 작성한 예약 내역, 또는 그 회원이 참석하는 

예약 내역 중 ‘예약 날짜와 시간이 현재를 지나지 않고’ ‘승인된 것’ 중 시간적으로 가장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을 가져온다. 현재 시각 도어락 제어가 가능하면 JSONObject의  

요소 “key”에 1을, 미래에 예약 내역이 존재하면 2를, 예약 내역이 존재하지 않으면 0을  

value로 넣어 전송한다. 

 

3) 일반 사용자의 예약 내역 

- 질의 문 

select id, room_id, date, start_time, end_time from reservationinfo where 
user_id=userId or id in (select id from seminarmember where 
user_id=userId); 

 

- 목적 

해당 아이디를 가진 일반 사용자가 신청한 예약 내역뿐 만 아니라 그 사용자가 참석자로 

저장된 예약 내역도 검색한다. 

 

2.2.3 애플리케이션  

   1) 서버로부터 예약 현황 받아와 출력 

      기존에는 로그인 후, 예약 현황의 첫 페이지에서 세미나실 예약 현황의 데이터를 

      서버로부터 한번에 받아오는 방식으로 논의하였으나, 페이지 전환 시 데이터 갱신 

      상의 문제로 인해 예약현황을 보고자 하는 세미나실의 고유 ID들을 서버로 넘겨 주 

      어 해당 세미나실에 대한 예약 현황 데이터를 받아오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받아오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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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이디, 저장 자동 로그인 

      SharedPreferences를 이용하여 ID저장, 자동로그인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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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의 예약 내역 출력 

 사용자의 모드에 따라 같은 리스트뷰에 다른 내역을 표시할 수 있도록 수행하였다. 관리자 권한

을 가진 경우 모든 예약 내역과 날짜 별로 예약 내역을 볼 수 있고, 일반 사용자의 경우는 자신

의 모든 예약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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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모드                            일반 사용자 모드 

 

4) 서버와 전송방식 통일 

   전송할 데이터를 class 객체로 만들어 어플리케이션에서 서버로 데이터를 보낼 때 Json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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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으로 보내어 데이터 통신의 형식을 맞추었다. 

 

  

 

 

 

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3.1.1  Client – Server 데이터 통신 형식 통일 

데이터 통신을 Json 형식으로 통일을 하여 많은 양의 데이터를 주고 받을 때 불필요한 임

시 변수를 만들 필요 없이 간편히 주고 받을 수 있다. 사용자의 예약 내역과 같이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정보를 String을 이용해 통신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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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2차 중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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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현완료 
시스템 구현 완료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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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보고 

[산출물] 

 1. 최종 보고서 

 2. 최종 프로젝트 파일 

2015.11.23 2015.11.26 

 

1) GCM 구현 

gcm을 위한 스마트폰의 등록 아이디를 따로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했다. client가 전

송하는 등록 아이디를 DB에 저장하고 적절한 상황에 해당 유저에게 푸시 알람을 전송할 수 있도

록 구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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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즈베리파이와 서블릿 서버 간 통신 

이 부분에서 라즈베리 파이가 서버가 되고 서블릿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데이터를 요청하게 된

다. 서블릿에서 라즈베리 파이로 데이터 전송은 되지만 그 후 응답을 받아오지 못하고 있다. 문제

를 정확히 분석하여 해결 방안을 계속 찾아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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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충 및 건의사항 

1) c언어로 되어 있는 라즈베리 파이 서버와 java로 되어있는 서블릿 서버간의 통신에서 

서블릿이 라즈베리 파이 서버로부터 response 받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현재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