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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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즈베리파이를 이용한 스마트 도어락을 통해 세미나실 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세미나실 사용자는 세미나실 

이용 시스템을 통해 관리자로부터 예약 승인을 얻어, 직접 세미나실의 열쇠나, 비밀번호를 받아야 하는 번

거로움이 해결될 것이다. 관리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세미나실 도어락 제어가 가능하며, 세미나실 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들의 출입 기록을 남김으로써 세미나실 관리가 더욱더 용이해질 것으

로 기대한다.

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2.1. 관련 시장 현황 및 추진 배경

 회의실, 스터디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모임 공간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해당 업체만의 웹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사용자들은 웹 서비스를 통해 빈 공간을 선택하여 예약한다. 하지만 관리자로부터 직접 

열쇠나 비밀번호를 받아야 대여한 공간을 이용 가능하다. 관리자의 경우 사용자와 공간의 잠금 장치 등

을 직접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학교나 기업의 회의실 관리도 예약 일정을 수기로 작성하고 

온라인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곳이 많아 학생들이나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겪는 곳이 있어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고안해 보았다.

1.2.2. 시스템 개발 필요성

 본 프로젝트는 웹 서비스를 통한 공간 예약 서비스에서 이용자가 관리자에게 열쇠나 비밀번호를 받고, 

관리자가 예약을 확인 하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들을 줄이기 위해 구상하였다.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을 통해서 사용자가 자신이 예약한 시간 동안 원하는 공간의 도어락을 제어하게 함으로써 세미나실 관

리, 이용의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고, 현재 대부분의 잠금 장치로 사용하고 있는 도어락의 특정 키패

드 마모율을 줄임으로써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다. 또 사용자의 출입 기록을 저장하고 관리자에게 제공

하여 관리자는 더 쉽게 세미나실을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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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내용 및 결과물

2.1. 목표

본 프로젝트의 목표는 세미나실 예약과 사용 및 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으로 관리가 가

능한 세미나실 이용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용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세미나실 예약 및 이용이 

가능하다. 관리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세미나실 사용 일정과 기록을 관리하고 원격으로 문을 여닫을 

수 있다. 원격으로 도어락 제어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세미나실 이용 및 관리가 용이해 질 것이며, 스마

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세미나실 예약 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관리자와 사용자간의 간편하고 편리한 

소통이 가능해질 것이다.

2.2.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물

2.2.1. 연구/개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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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목표 결과물

  회원가입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여 회원 가입을 하고 
비밀번호는 SHA-256으로 암호화 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회원 인증을 한다. 인증에 성공할 시 서
버로부터 전송된 회원 고유 번호, 관리자 여부, 세미나실 정보와 회원 
정보를 어플리케이션 내장 데이터로 저장하여 재활용한다. 관리자일 경
우와 일반 사용자일 경우 다른 프래그먼트를 제공한다. 

  예약 현황 확인

관리자가 승인한 예약 목록과 승인 대기 중인 예약을 날짜 별로 확인 가능하다. 
정보는 ‘표’로 제공된다. 인증할 때 받아온 세미나실 개수만큼 열이 생성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까지 30분 단위로 행이 나타난다. 열은 기본 text view, 
행은 custom list view, 내용을 제공하는 테이블은 grid view를 이용하였다. 
관리자가 승인한 예약은 grid view에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예약’이 쓰여있다. 
승인 대기 중인 예약은 빨간 색으로 표시되고 ‘대기’라 쓰여있다. 예약된 곳을 
클릭하면 상세 내역을 볼 수 있다. 빈 곳을 클릭하면 예약 신청 화면으로 넘어
간다.

예약 신청

세미나실, 사용 날짜, 사용 시작 시간, 사용 마침 시간, 공동 사용
자, 이용 목적을 작성 후 예약을 신청한다. 이미 예약 신청이 된 시간
과 장소일 경우 토스트 알람이 뜬다. 표에서 예약이 없는 공간을 클릭
하면 예약 신청 폼이 뜨도록 하였다.

예약 신청 관리
관리자는 예약 신청서를 확인 후 승인 또는 거절 버튼으로 예약 내역을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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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목표 결과물

세미나실 상태 확인 
및 도어락 여닫기

관리자는 세미나실 문의 잠금 상태를 확인 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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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치를 제어할 수 있다. 
static 메소드로 정의한 checkTime 함수를 통해 매개변수로 전달
된 날짜, 시간이 현재 시간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스마트 키를 
이용 가능한 시간인지를 검사한다.

세미나실 출입 기록 확인
관리자는 세미나실 별, 날짜 별로 누가 언제 어떤 방에 출입했는지 기
록을 확인 할 수 있다. 

Push Alarm
구글이 제공하는 gcm을 이용하였다. 관리자는 예약 신청이 들어왔을 
때, 회의에 참석하는 이용자들은 예약 신청이 승인 또는 거절 되었을 
때 push alarm을 받을 수 있다. 과



2.2.2.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로그인 : 로그인을 통해 관리자와 일반 사용자를 구분한다. 
회원가입 : 일반 사용자는 회원가입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이 가능하다  
세미나실 이용 현황 확인 : 날짜, 시간, 강의실을 구분하여 세미나실 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키 이용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스마트키 기능을 사용해서 세미나실의 도어락을 제어할 수 있다. 
예약 신청하기 : 세미나실 이용 현황 확인 후 이용자는 세미나실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예약 신청 확인 : 세미나실 예약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세미나실 예약 승인/거절 :관리자는 세미나실 예약 신청을 승인/거절이 가능하다. 
세미나실 출입기록 확인 : 관리자는 세미나실의 출입 기록은 확인할 수 있다. 
 

캡스톤디자인2                                                                                � / � 페이지7 21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스마트도어락

팀명 오픈잇(OpenIT)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6 2015.11.20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2



2.2.3. 시스템 비기능(품질) 요구사항

Maintainability : retrofit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소프트웨어의 코드가 모듈화가 잘 되게 만들
어 유지보수 에 용이하게 한다.  

Security : 사용자의 개인정보, 문의 열기 권한 등이 해킹 당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암호화된 정
보를 통신에 사용한다.  

usability : DBCP를 이용해서 DB와의 커넥션 비용을 감소시켜 어플리케이션에서 서버로부터 데이터 
를 받아오는 속도를 증가시킨다. 

2.2.4. 시스템 구조도 및 설계도

�       

도어락은 라즈베리파이, 서보 모터를 이용해 구성한다. 도어락을 통해 문이 열리게 되면, 도어락은 서버로 
신호를 보낸다.  
서버는 Apache, MySQL, Java Servlet로 구성된다. 서버는 라즈베리파이, 애플리케이션과 통신하며 
데이터를 주고 받는다. MySQL을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은 세미나실 예약 서비스를 제공한다. 애플리케이션은 관리자 모드와 사용자 모
드로 나뉘게 되며, 사용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세미나실의 이용 현황을 확인하고 원하는 시간
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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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리케
이션을 통해 세미나실 도어락제어가 가능하며, 세미나실 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세미나실 
도어락 제어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키 기능을 이용하여 구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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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결과물 목록 및 상세 사양

2.2.5.1.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메인화면 로그인]

1) MainActivity 

로그인을 위한 액티비티, 서버로 받는 응답을 통해 관리자와 일반 사용자로 구분된다. 로
그인에 실패하는 경우는 네트워크로 인한 오류와 잘못된 사용자 정보로 인한 오류이다. 로
그인에 성공하게 된다면, 로그인한 회원의 정보가 UserInfo 클래스에 저장이 되고, 서버
로부터 세미나실 방 정보와, 애플리케이션 가입자들에 대한 정보를 받아와서 RoomInfo 
클래스와 Member.sqlite 파일에 저장하게 된다.  
로그인 화면에서 아이디 저장 기능과 자동 로그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2) JoinActivity 

일반 사용자의 경우 회원 가입을 통해 애플리케이션 이용이 가능하므로 회원 가입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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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Acitivty(관리자 모드) ] 

1) AccessControl Fragment

세미나실들에 대하여 도어락 접근을 제어 하어하는 프래그먼트이다. 관리자는 애플리케이션
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키' 기능을 이용하여 세미나실 도어락 제어가 가능하다.

2) AccessHistory Fragment

관리자가 날짜별로, 일반 사용자의 세미나실 이용 기록을 확인하는 프래그먼트이다.

[ UserAcitivty(일반 사용자모드) ]

1) Key Fragment

일반 사용자가 예약 시간에 해당하는 세미나실에 대하여 도어락 제어 기능을 사용하는        
프래그먼트이다.

2) Setting Fragment        

로그아웃, 알람설정,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프래그먼트이다.

[ 공용 프래그먼트 ]

1) UsingStatus Fragment

날짜, 시간, 장소별로 세미나실 이용현황을 확인 가능하도록 하는 프래그먼트이다. 일반 
사용자의 경우에는 예약신청, 예약 조회 기능이 사용 가능하고, 관리자의 경우 예약 상세 
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시간대별로, 장소별로 세미나실 이용 현황이 gridView를 이용한
테이블의 형태로 나타내어진다.

2) ReservationStatus Fragment

 세미나실 예약 내역을 조회하는 프래그먼트이다. 일반 사용자의 경우 자신이 신청한 예약 
내역에 대하여 조회가 가능하며, 관리자의 경우에는 일반 사용자로부터 온 세미나실 예약 
신청 관리가 가능하다. 예약 내역은 날짜별로 조회가 가능하다.

3) ReservationFrom Activity

예약 신청과, 예약 상세 내역 조회가 가능한 액티비티이다. UsingStatusFragment에
서 예약된 상태인 셀을 선택할 경우, 예약 상세 내역 조회 화면이 보여지고, 빈 셀을 선
택할 경우 예약 신청을 할 수 있는 예약 신청 폼 화면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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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 어플리케이션 UI 화면

기능 화면 기능 화면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  
저장/ 
자동 
로그인  
설정

세미나룸 
이용현황 
(관리자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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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화면 기능 화면

예약  
신청서  
조회 
(관리자 
모드) 

예약현황 
(관리자 
모드) 
  

모든예약
보기

예약현황 
(관리자 
모드) 
  

날짜별 
예약보기 

스마트키 
(관리자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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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화면 기능 화면

스마트키 
제어창 
(관리자  
모드)

이용기록 
(관리자  
모드)

세미나룸  
이용현황 
(사용자 
모드) 

예약 
신청하기 
(사용자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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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화면 기능 화면

예약일  
선택 
(사용자 
모드) 

예약시간 
선택 
(사용자 
모드) 

세미나룸 
선택 
(사용자 
모드)

회의  
참여자 
추가하기 
(사용자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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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화면 기능 화면

예약현황 
(사용자 
모드) 

모든 예약
보기

예약현황 
(사용자 
모드) 

날짜별 예
약보기

스마트키 
(사용자 
모드) 

환경설정 
(사용자 
모드) 

로그아웃/
알림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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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3. 라즈베리 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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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너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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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과 Close를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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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4.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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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table gcmid : 사용자 gcm 등록 아이디 저장

�

사용자 아이디 별로 gcm 전송을 위해 발급 받은 device별 등록 아이디를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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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수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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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ponse한다.

- 로그인 : Login.java

request (id, password)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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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User 테이블 정보도 보내는데 이는 사용자가 예약 신청 시 회의 참가

자를 추가하는데 쓰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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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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 상세 내역 : BookingSpec.java 
 request로 예약 고유 아이디를 받아 reservationinfo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상세 정보를 전

송한다.

- 예약 승인 또는 거절 : BookingFilter.java

 request로 예약 고유 번호와 승인인지 거절인지 정보를 받은 후 reservationinfo에서 예약 상태
를 update해준다.

- 푸시 알람 : Content.java, GcmSender.java, POST2GCM.java

- 예약 취소 : CacelMyBooking.java 

 일반 사용자로부터 request로 예약 고유 번호를 받아 reservationinfo 테이블에서 해당 row를 
삭제한다.

- 나의 예약 목록 : MyBookingList.java

  request로 날짜와 사용자 고유 id를 받아 그 사용자가 신청한 예약뿐 만 아니라 회의 참가자로 추
가 된 예약 정보까지 제공한다.

- 일반사용자의 스마트키 : SmartKey.java

request로 사용자 고유 id를 받아 그 사용자의 예약 내역 중 가장 가까운 시간의 것이 있으면 결과
로 2, 날짜와 예약 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시간에는 결과로 1을 보내 스마트 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임을 알려준다. 아무런 예약 내역이 없으면 -1을 보낸다. 

- 예약 리스트에서 스마트 키 이용하기 : SpecificKey.java

 request로 예약 고유 아이디, 사용자 아이디, 문 제어 명령을 받아 현재 이용 가능한 상태이면 라
즈베리파이에 제어 요청을 전달하고 성공했을 경우 문 상태, 이용 기록 테이블 등을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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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현실적 제한요소 및 그 해결방안

2.2.7.1.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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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2. 어플리케이션 

 처음에는 안드로이드 activity를 이용하여 개발하기 시작했지만 중간 과정에서 UI가 변형되어 탭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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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3. 소프트웨어 

 한정된 플랫폼: 현재 세미나실 예약 애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 OS만을 대상으로 한다. 목표 시스템 

구성을 완료한 후 아이폰 OS를 위한 애플리 케이션을 개발할 예정이다. 

2.2.7.4. 기타

불안정한 인터넷 환경: 스마트폰과 서버와 라즈베리파이는 인터넷을 통해 통신이 이루어진다. 라즈베리

파이가 불안정한 인터넷 상황에서 통신을 할 경우 사용자 측이 받은 신호를 받지 못해 정상적인 작동을 

못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관리자 간의 전화통화로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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