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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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함으로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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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 수 있다. 

 또한 세미나실 이용시에 직접 관리자에게 키를 받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편의성이 증

대된다. 세미나실 관리자 입장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날짜와 시간대 별로 세미나실을 이용 하는 이용

자들을 간편하게 알 수 있어 스케쥴 관리가 편리할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세미나실 이용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세미나실에 잘못된 접근을 파악할 수 있다.

2.3.2. 활용방안

 본 프로젝트는 출입 제어의 관리가 필요한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숙박 업체의 경우 온

라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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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스템에도 활용 가능하다. 

2.4. 배경 기술

운영체제 환경 컴파일 환경 개발 언어 

라즈베리파이 
LINUX, SSH, Putty, 

Notepad Python 

서버 
Windows8 Apache Tomcat, 

jdk1.7.0_79 Eclipse JAVA, Servlet 

어플리케이션 Android Studio JAVA 

� 

Android Studio  � 

운영체제 환경 라이브러리 

라즈베리파이 LINUX, SSH, Putty, 
Notepad Python 

어플리케이션 WINDOWS, Android Studio Android Studio JAVA 

� 소프트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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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록 

4.1. ‘스마트도어락’ 메뉴얼

대 중 소 기능 동작 방법

메인 
화면

로그인

관리자 
모드

관리자는 초기 시스템 설정 단계에서 
부여받은 아이디 , 비밀번호를 사용하
여 관리자 모드로 로그인 한다.

시스템 설정 단계에서 부여받은 아이디 , 비밀번호로 
로그인한다.  
ex. ID: admin 
PW: admin

사용자 
모드

회원가입 시, 입력한 아이디, 비밀번호
를 사용하여 사용자 모드로 로그인한
다. 

사용자는 회원가입 시 입력한 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
인한다. 

자동 
로그인

자동 로그인 설정을 해두면 별도의 아
이디, 비밀번호의 입력 과정없이 자동
으로 로그인 된다.

1. 로그인 정보를 입력한다. 
2. 자동로그인 설정에 체크한다. 
3. 로그인 후, App 을 종료한다. 
4. 다시 App 을 실행한다.

아이디 
저장

아이디 저장 설정을 하면, 다음번 로그
인 과정에서 최근 사용된 아이디를 저
장하여 띄워준다. 별도의 아이디 입력 
과정없이 로그인할 수 있다. 

1. 로그인 정보를 입력한다. 
2. 아이디 저장 설정에 체크한다. 
3. 로그인 후, App 을 종료한다. 
4. 다시 App 을 실행한다.

회원가입
회원가입을 한다.  
(요구사항: ID, PW, 이름, 핸드폰 번호)

1.JOIN 버튼을 터치한다. 
2.회원가입 폼에 ID, PW, 이름, 핸드폰 번호를 입력한
다. 
3. 가입하기 버튼을 터치한다.

관리
자 
모드

세미나룸 
이용현황

날짜 
선택

초기의 이용현황 화면은, 현재 날짜를 
기준을 한다. 
‘날짜 선택’ 버튼을 터치하여 날짜를 이
동할 수 있다. 

1. 날짜선택 버튼을 터치한다. 
2.임의의 날짜로 변경한다. 

대기
빨간색으로 표시된다.  
예약 대기 상태 : 사용자로부터 받은 예
약 신청을 아직 승인하지 않은 상태

빨간색으로 표시된 ‘대기’ 글씨를 터치한다. 

예약
파란색으로 표시된다.  
예약 승인 상태 : 사용자로부터 받은 예
약 신청을 승인한 상태

파란색으로 표시된 ‘예약’ 글씨를 터치한다. 

세미나룸
예약현황

모든  
예약확
인

현 시점을 기준으로, 남은 모든 예약리
스트를 확인할 수 있다. 

예약현황 페이지에서, ‘ALL’ 버튼을 터치한다. 

날짜별 
예약확
인

날짜별로 예약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
다. 

예약현황 페이지에서, ‘날짜별 보기’ 버튼을 터치한다. 

스마트키
각 세미나실 별로, 도어락을 제어할 수 
있다. 

1. 임의의 세미나실 이름 옆의 ‘제어’버튼을 터치한다. 
2. Doorlock Control 메세지창이 뜨면, 현재의 도어락 
상태가 출력된다.  
3. OPEN 혹은 CLOSE 버튼을 터치한다. 

이용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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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모드

세미나룸 
이용현황

날짜 
선택

초기의 이용현황 화면은, 현재 날짜를 
기준을 한다 
‘날짜 선택’ 버튼을 터치하여 날짜를 
이동할 수 있다. 

1. 날짜선택 버튼을 터치한다. 
2.임의의 날짜로 변경한다. 

대기
빨간색으로 표시된다.  
예약 대기 상태 : 사용자로부터 받은 
예약 신청을 아직 승인하지 않은 상태

빨간색으로 표시된 ‘대기’ 글씨를 터치한다. 

예약
파란색으로 표시된다.  
예약 승인 상태 : 사용자로부터 받은 
예약 신청을 승인한 상태

파란색으로 표시된 ‘예약’ 글씨를 터치한다. 

예약신청 세미나실 예약신청을 한다. 
이용현황 화면에서, ‘대기’ ‘예약’ 상태가 아닌 다른 칸을 
터치한다. 

예약 
신청서

예약신청
세미나실 예약신청서를 작성하여, 관
리자에게 보낸다.

1. 예약 신청서를 작성한다.  
( 필요정보 : 입실 날짜, 입실 시간, 퇴실 시간, 이용 
목적, 이용 장소, 회의 참여자 ) 

2. 예약하기 버튼을 터치한다.

입실날짜
세미나실을 예약하고자 하는 날짜를 
선택한다.

1. ‘날짜 선택’ 글씨를 선택한다. 
2.임의의 날짜를 선택한다. 

입실시간
세미나실 예약시, 입실 시간 를 선택한
다.

1. ‘입실시간 선택’ 글씨를 선택한다. 
2.임의의 시간을 선택한다. 

퇴실시간
세미나실 예약시, 퇴실 시간 를 선택한
다.

1. ‘퇴실시간 선택’ 글씨를 선택한다. 
2.임의의 시간을 선택한다. 

이용목적 세미나실 이용 목적을 입력한다. 임의의 텍스트릅 입력한다.

이용장소
예약하고자 하는 세미나실의 이름을 
선택한다. 

세미나실 선택 스피너를 선택하고, 원하는 세미나실을 
선택한다. 

사용자 
모드

예약 
신청서

회의  
참여자

함께 예약하고자 하는 회원을 추가한
다. 

Search User Name’ 박스에 추가하고자 하는 회원의 
아이디를 검색한다. 해당사항이 있는 회원 리스트가 리
스트뷰에 출력되면 추가하고자하는 회원을 선택한다. 

나의예약

모든  
예약확인

현 시점을 기준으로, 남은 모든 나의 
예약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다. 

예약현황 페이지에서, ‘ALL’ 버튼을 터치한다. 

날짜별 
예약확인

나의 날짜별 예약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다. 

예약현황 페이지에서, ‘날짜별 보기’ 버튼을 터치한다. 

스마트키
나의 예약리스트 중, 가장 시작시간 기
준으로 가장 빠른 세미나룸의 제어 스
마트키가 부여된다. 

스마트기 탭에서, ‘키’ 모양의 아이콘을 터치한다.

환경설정

로그아웃 로그아웃 환경 설정 탭에서 로그아웃 버튼을 터치한다. 

알람설정
예약 신청이 승인 또는 거절 되었을 
때,  push alarm을 받을 수 있다.

환경 설정 탭에서 ‘알람설정’ 체크박스에 체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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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테스트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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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중 소 기능 테스트 방법 기대 결과 
결
과

메인 
화면

로그인

관리자 
모드

관리자는 초기 시스템 설
정 단계에서 부여받은 아
이디 , 비밀번호를 사용
하여 관리자 모드로 로그
인 한다.

시스템 설정 단계에서 부여받은 
아이디 , 비밀번호로 로그인한다.  
ex. ID: admin 
PW: admin

1. 관리자 모드로 로그인 된다. 
2. 관리자 모드의 초기 화면은, 
세미나룸 이용현황 화면이다. 

성공

사용자 
모드

회원가입 시, 입력한 아
이디, 비밀번호를 사용하
여 사용자 모드로 로그인
한다. 

사용자는 회원가입 시 입력한 아
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한다. 

1. 사용자 모드로 로그인 된다. 
2. 초기 화면은 세미나룸 이용현
황 화면이다. 

성공

자동 
로그인

자동 로그인 설정을 해두
면 별도의 아이디, 비밀
번호의 입력 과정없이 자
동으로 로그인 된다.

1. 로그인 정보를 입력한다. 
2. 자동로그인 설정에 체크한다. 
3. 로그인 후, App 을 종료한다. 
4. 다시 App 을 실행한다.

1. App 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로그인된다.  
2. 곧바로 초기 화면을 확인할 
수 있다. 
관리자 : 세미나룸 이용현황 
사용자 : 세미나룸 이용현황

성공

아이디 
저장

아이디 저장 설정을 하
면, 다음번 로그인 과정
에서 최근 사용된 아이디
를 저장하여 띄워준다. 
별도의 아이디 입력 과정
없이 로그인할 수 있다. 

1. 로그인 정보를 입력한다. 
2. 아이디 저장 설정에 체크한다. 
3. 로그인 후, App 을 종료한다. 
4. 다시 App 을 실행한다.

1. App 을 실행하면, ID 입력란
에 저장된 아이디가 적혀있다.

성공

회원가입
회원가입을 한다.  
(요구사항: ID, PW, 이름, 
핸드폰 번호)

1.JOIN 버튼을 터치한다. 
2.회원가입 폼에 ID, PW, 이름, 
핸드폰 번호를 입력한다. 
3. 가입하기 버튼을 터치한다.

1. 회원가입 성공 메세지가 뜬다. 
2. 메인화면으로 돌아간다. 

성공

관리자 
모드

세미나룸 
이용현황

날짜 
선택

초기의 이용현황 화면은, 
현재 날짜를 기준을 한
다. 
‘날짜 선택’ 버튼을 터치
하여 날짜를 이동할 수 
있다. 

1. 날짜선택 버튼을 터치한다. 
2.임의의 날짜로 변경한다. 

선택된 날짜의 세미나실 이용 
현황을 보여준다. 

성공

대기

빨간색으로 표시된다.  
예약 대기 상태 : 사용자
로부터 받은 예약 신청을 
아직 승인하지 않은 상태

빨간색으로 표시된 ‘대기’ 글씨를 
터치한다. 

예약 신청 내용을 조회할 수 있
다.

성공

예약

파란색으로 표시된다.  
예약 승인 상태 : 사용자
로부터 받은 예약 신청을 
승인한 상태

파란색으로 표시된 ‘예약’ 글씨를 
터치한다. 

예약 신청 내용을 조회할 수 있
다.

성공

세미나룸
예약현황

모든  
예약확인

현 시점을 기준으로, 남
은 모든 예약리스트를 확
인할 수 있다. 

예약현황 페이지에서, ‘ALL’ 버튼
을 터치한다. 

현 시점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모든 예약리스트가 출력된다

성공

날짜별 
예약확인

날짜별로 예약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다. 

예약현황 페이지에서, ‘날짜별 보
기’ 버튼을 터치한다. 

날짜별로 예약 리스트가 출력된
다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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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모드

스마트키
각 세미나실 별로, 도어
락을 제어할 수 있다. 

1. 임의의 세미나실 이름 옆의 ‘제
어’버튼을 터치한다. 
2. Doorlock Control 메세지창
이 뜨면, 현재의 도어락 상태가 
출력된다.  
3. OPEN 혹은 CLOSE 버튼을 터
치한다. 

선택받은 상태로 도어락(서보모
터)이 제어된다. 

ex) OPEN → 도어락 열림 

     CLOSE → 도어락 닫힘

성공

이용기록

사용자 
모드

세미나룸 
이용현황

날짜 
선택

초기의 이용현황 화면은, 
현재 날짜를 기준을 한다 
‘날짜 선택’ 버튼을 터치
하여 날짜를 이동할 수 
있다. 

1. 날짜선택 버튼을 터치한다. 
2.임의의 날짜로 변경한다. 

선택된 날짜의 세미나실 이용 
현황을 보여준다. 

성공

대기

빨간색으로 표시된다.  
예약 대기 상태 : 사용자
로부터 받은 예약 신청을 
아직 승인하지 않은 상태

빨간색으로 표시된 ‘대기’ 글씨를 
터치한다. 

예약 신청 내용을 조회할 수 있
다.

성공

예약

파란색으로 표시된다.  
예약 승인 상태 : 사용자
로부터 받은 예약 신청을 
승인한 상태

파란색으로 표시된 ‘예약’ 글씨를 
터치한다. 

예약 신청 내용을 조회할 수 있
다.

성공

예약신청
세미나실 예약신청을 한
다. 

이용현황 화면에서, ‘대기’ ‘예약’ 
상태가 아닌 다른 칸을 터치한다. 

예약신청서 화면이 출력된다. 성공

예약 
신청서

예약신청
세미나실 예약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보
낸다.

1. 예약 신청서를 작성한다.  
( 필요정보 : 입실 날짜, 입실 
시간, 퇴실 시간, 이용 목적, 이
용 장소, 회의 참여자 ) 

2. 예약하기 버튼을 터치한다.

예약신청 완료 메세지가 출력되
고, 예약신청이 완료 된다.

성공

입실날짜
세미나실을 예약하고자 
하는 날짜를 선택한다.

1. ‘날짜 선택’ 글씨를 선택한다. 
2.임의의 날짜를 선택한다. 

선택한 날짜가 입력된다. 성공

입실시간
세미나실 예약시, 입실 
시간 를 선택한다.

1. ‘입실시간 선택’ 글씨를 선택한
다. 
2.임의의 시간을 선택한다. 

1. 선택한 시간이 입력된다. 
2. 예약가능시간 (오전 9:00~
오후 8:00) 을 선택한 경우, 경
고창과 함께 자동으로 오전 9시 
혹은 오후 8시로 시간 조정된다. 

성공

퇴실시간
세미나실 예약시, 퇴실 
시간 를 선택한다.

1. ‘퇴실시간 선택’ 글씨를 선택한
다. 
2.임의의 시간을 선택한다. 

1. 선택한 시간이 입력된다. 
2. 예약가능시간 (오전 9:00~
오후 8:00) 을 선택한 경우, 경
고창과 함께 자동으로 오전 9시 
혹은 오후 8시로 시간 조정된다. 

성공

이용목적
세미나실 이용 목적을 입
력한다. 

임의의 텍스트릅 입력한다. 입력한 텍스트가 출력된다. 성공

이용장소
예약하고자 하는 세미나
실의 이름을 선택한다. 

세미나실 선택 스피너를 선택하
고, 원하는 세미나실을 선택한다. 

선택한 세미나룸이 스피너에  
출력된다.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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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모드

예약 
신청서

회의  
참여자

함께 예약하고자 하는 회
원을 추가한다. 

Search User Name’ 박스에 추
가하고자 하는 회원의 아이디를 
검색한다. 해당사항이 있는 회원 
리스트가 리스트뷰에 출력되면 
추가하고자하는 회원을 선택한
다. 

선택된 회원들의 아이디가 출력
된다. 

성공

나의예약

모든  
예약확인

현 시점을 기준으로, 남
은 모든 나의 예약리스트
를 확인할 수 있다. 

예약현황 페이지에서, ‘ALL’ 버튼
을 터치한다. 

현 시점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나의 모든 예약리스트가 출력된
다

성공

날짜별 
예약확인

나의 날짜별 예약 리스트
를 확인할 수 있다. 

예약현황 페이지에서, ‘날짜별 보
기’ 버튼을 터치한다. 

날짜별로 예약 리스트가 출력된
다

성공

스마트키

나의 예약리스트 중, 가
장 시작시간 기준으로 가
장 빠른 세미나룸의 제어 
스마트키가 부여된다. 

스마트기 탭에서, ‘키’ 모양의 아
이콘을 터치한다.

도어락의 상태가 변화한다.  

ex) 열림 → 닫힘 

      닫힘 → 열림

성공

환경설정

로그아웃 로그아웃 
환경 설정 탭에서 로그아웃 버튼
을 터치한다. 

로그아웃 되고, 메인 화면으로 
되 돌아간다. 

성공

알람설정
예약 신청이 승인 또는 
거절 되었을 때,  push 
alarm을 받을 수 있다.

환경 설정 탭에서 ‘알람설정’ 체
크박스에 체크한다. 

Push Alaram 을 받을 수 있다.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