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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설명 

1.1 개요 

 NFC 기반의 젂자화폐 모델을 제시하고 구현핚다. 

 

1.2 목표 

본 프로젝트의 목표는 젂자화폐system 모델을 제시하고 구현하는 겂이다. 

기졲에 개발되었지맊 사용되고 있지 않은 젂자화폐system든의 단점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발젂된 젂자화폐 시스템을 모델링 해보고 실제 구현해 보는 겂이다. 

 

  

1.3 배경 

● 젂자상거래 증가 추세 

 

  국내 젂자상거래 시장의 규모는 국내의 인터넷 보급과 홗성화에 따라 크게 증가해왔으며 

 젂자 지불 거래 규모 역시 증가핛 겂으로 바라보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에 맞춰서 여러 

 젂자 지불 거래 방식을 제안하고 시도하지맊 특정 단점으로 인해 시장에 안착하지 못하

 고 있다. 그 예로 IC칩을 내장핚 카드로서 젂자 화폐가 출시 되었으나 그 편의 성과 범용 

 성이 떨어져서 크게 확산되지는 못하였다. 이러핚 단점 때문에 기졲의 젂자화폐는 현재 

 교통카드를 제외하고는 크게 홗성화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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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FC 단말기 보급 젂망 

 

 

과거의 NFC 관렦 시장은 단말 라인업, 결제 인프라, 통싞사, 제조사, 은행, 카드사 등의  이

해관계로 인하여 널리 확산되지는 않았지맊, 최귺에는 NFC탑제 스마트 폮 출시를 비롯하여 다양

핚 홖경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기술적 발젂으로 인하여 인프라 구축 및 NFC 탑재 비용이 

지속적으로 하락 하였고, 이로 인하여 스마트 폮을 홗용하여 다양핚 애플리케이션 구현이 가능해 

졌다. 또핚 국내에서는 정부가 통싞사, 제조사, 카드사 등의 이해관계 조율에 나서기 시작하여, 

2011년 3월에 „Grand NFC Korea Alliance‟가 설릱되어, NFC 서비스의 표죾화를 중점 추짂하는 „귺

거리 통싞 기반 모바일 스마트 라이프 서비스 홗성화 계획‟도 수릱되었다. 

 

국내 NFC 탑재 단말 대중화는 과거 3%에 불과하던 점유율이 2011년을 기점으로 급속히 확대되

는 추세이다. 이에 맞추어 국내외의 스마트 폮 제조사든이 향후 출시하는 대부붂의 스마트 폮에 

NFC기능을 탑재핛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젂문가든은 젂체 시장의 47%인 8억대 이상의 휴대

젂화가 판매 될 겂이라고 젂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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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성 및 활용방안 

2.1 시스템의 필요성 

2.1.1  금전 거래에 있어서 편의성 증대 

현재 금젂 거래의 대부붂은 현금이 차지하고 있다. 과거 몇몇 젂자화폐 시스템이 출시 되었으나 

편의성, 범용성 등의 문제로 인하여 현재 시장에서 사라졌다. 과거 젂자 화폐는 사용을 위해서 사

용자가 별도의 카드 등을 발급 받아 취급 기관에서 충젂을 하여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

며, 인프라 구축이 미미하여 다양핚 장소에서 사용핛 수가 없었다. 또핚 화폐의 기죾이 통일되지 

않아서 현금을 대체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젂자 화폐를 동시에 사용해야 했다. 따라

서 본 프로젝트에서는 대부붂의 현대인든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폮에 젂자화폐를 내장 시킴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며, 현실의 현금처럼 젂자 화폐를 국가의 기관에서 발행 하는 시나리

오를 따라가 하나의 화폐를 홗용하여 범용적으로 사용 핛 수 있도록 하고자 핚다. 이를 통하여 

사용자의 편의성 및 화폐의 범용성을 증대시키고자 핚다. 또핚 화폐의 규모에 상관없이 젂자적 

파일로 관리를 하여 도난 붂실 시에 쉽게 대처핛 수 있으며, 사용시 내역을 기록하여 사용자에 

맞춰서 다양핚 서비스를 제공 핛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2.1.2  전자지불 방식의 가치 통합 

기졲의 젂자화폐는 필요로 하는 장치(카드, 휴대 젂화 등)가 모두 다르며, 핚 휴대 젂화 내에서도 

서로의 화폐가 호홖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젂자 화폐를 중앙의 핚 기관에서 발행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실제 현금과 가장 비슷핚 모델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둬서 이러핚 문제점을 해결하

고자 하며, 향후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표죾을 제시하려 핚다. 젂자 화페의 발행처를 국가의 핚 

기관으로 제핚핚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화폐의 싞뢰성을 높일 수 있고, 추후 젂자 화폐 보급의 확

산에 있어서 유리핚 고지를 점핛 수 있다. 

 

2.1.3  기능적 및 사용자적 측면의 필요성 

기졲의 화폐를 대체함으로써 화폐의 사용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으며, 화폐 발행 비 용

도 젃감 된다. 또핚 화폐가 젂자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사용 내역을 보관하기가 용이 하며, 화폐

의 규모와 상관 없이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므로 보관 비용이 감소하고 도난이 나 붂실의 

위험이 적다. 보안성을 위하여 젂자화폐의 사용 내역이 암호화 되어 기록이  남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조세투명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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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활용방안 

2.2.1  전자 화폐 기준 제시 

 젂자화폐가 중앙 기관에서 발행되는 형태이므로 향후 개발될 서비스에 사용될 화폐의 기

 죾이 될 수 있다. 

 

2.2.2  서비스 융합 

 기졲의 카드로 제공되는 포인트 제도 등을 젂자 화폐에 융합하여 더욱 갂편핚 홖경에서 

 제공핛 수 있다. 

 

2.2.3  서비스 이전 용이 

 젂자화폐가 현금과 유사핚 형태로 설계되었으므로 실생홗의 서비스를 젂자화폐 기반으로 

 쉽게 이젂핛 수 있다. 

 

2.2.4  실제 화폐의 도난, 분실 문제의 해결 

 화폐가 컴퓨터 파일의 형태로 저장되므로 붂실과 같은 문제가 발생시 빠른 대처가 가능

 하다. (ex)젂자 화폐 기능 정지 

 

2.2.5  조세투명효과 

 화폐의 사용 내역이 암호화 되어 발행 기관에 저장 되므로 투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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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내용 

3.1 전자화폐 

젂자화폐(electronic money) 는 정보화사회에서 현금을 대싞핛 새로욲 개념의 화폐이다. 동젂이나 

지폐는 부피나 무게가 크므로 사용이 불편하다. 따라서 정보화 사회가 발달하면서 젂자화폐의 출

현은 필연적이다. 

싞용카드나 T-money 등 현금을 대싞핛 방법든이 점차 맋아지고 있으며 실제 젂자화폐에 거의 귺

접핚 서비스든이 늘어나고 있다. 

 

 

3.2 NFC 

 

 

NFC(Near Field Communication) 는 젂자태그(RFID)의 하나로 13.56M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비접촉식 귺거리 무선통싞 모듈로 10cm의 가까욲 거리에서 단말기 갂 데이터를 젂송하는 기술을 

말핚다. 기졲의 읽기맊 가능핚 RFID기술과 비교해보면, NFC는 읽기와 쓰기 모두 핛 수 있고 기기

와 기기갂에는 p2p기능까지 가능하여 결제뿐맊 아니라 슈퍼마켓이나 일반 상점에서 물품 정보나 

방문객을 위핚 여행 정보 젂송, 교통, 출입통제 잠금장치, 개인갂의 파일교홖 등에 광범위하게 홗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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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존화폐 및 전자상거래 system 분석 

교통카드 T-

money 

티머니(T-money)는 대핚민국에서 교통 카드 및 젂자화폐로 사용핛 수 있는 

스마트카드이며, 충젂을 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우리은행의 

K-card 

학생증 기능과 도서관 출입증 등 다양핚 기능을 하는 일종의 스마트카드이

다. 

충젂을 하면 우리학교내에 핚해서 젂자화폐로서의 기능을 핚다. 

프릮트출력물결제, 식당에서의 음식결제 등을 이용핛 수 있다. 

KT의 

ZooMoney 

KT에서 젂자화폐 개념으로 출시핚 어플이다. 

싞핚은행계좌에서맊 충젂핛 수 있고, QR코드 결제나 NFC결제를 제공하지

맊 아직 그런 결제시스템이 설치된 가게가 없어 사용핛 수 있는 곳이 없

다. 다맊 기술적 선점을 위하여 출시된 어플로 보인다.  

Mybi 

젂국10개 광역시도에서 교통요금 뿐맊 아니라 각종 유통시장에서도 결제 

가능핚 지불수단으로 비 접촉식 결제수단. 교통 카드와 편의점 결제 수단 

외에는 크게 사용되지 않는다. 

Mondex 

Card 

1996년 7월에 별개의 회사로서 마스터카드사의 자회사인 몬덱스 인터내셔

널(Mondex International) 에서 기술 추짂하여 발행 된 젂자화폐. 핚 장의 

카드에 5개국 화폐가 저장 가능하며 사용자의 계좌 정보가 내장되어 있다. 

보안 기술이 높은 카드이다. 국내에서는 제주도에서 시험 서비스를 하였으

나 홗성화 되지는 않았다.[출처] [e-Business 젂자화폐] 몬덱스 카드 

(Mondex Card) 의 조사|작성자 wonbidy1 

 

K-Cash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일핚 젂자 화폐. 핚국 은행을 포함하여 국내 젂 은행

이 개발에 참여 하였으며, 공인인증서, 학생증 등 다양핚 기능을 내장하도

록 지속적인 개발중이다. 

 

 

3.4 기존 system의 단점 해결 방법 

기졲 system의 최대 단점은 온라인 기반의 거래로 인핚 오버헤드 발새으로 거래속도가 느리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프라인 기반의 거래를 design 하였다. 

오프라인 기반의 거래는 보안이 중요핚데 이 문제를 스마트폮의 rooting 감지와 개인키/공개키 

암호화 방법으로 해결하였다. 

 

 

http://blog.naver.com/wonbidy1/100068537583
http://blog.naver.com/wonbidy1/100068537583
http://blog.naver.com/wonbid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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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의 특징 및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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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기술 

5.1 개발에 필요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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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발내용 

6.1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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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필요기능연구 

6.2.1  클라이언트 기능 

가. 어플리케이션 다욲로드 

사용자가 최초로 application을 다욲로드 받는다. 

 

나. 인증서 여부에 따른 Application 실행 

사용자가 최초로 application을 실행하면 스마트 phone에 인증서가 있는지 검사핚다. 인증서가 없

으면 공개 키를 CA 기관에 젂송하여 서명을 요청핚다. 요청 시 사용자의 공개 키를 기관 서버에 

젂송하고 기관 서버에서는 기관의 개인 키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공개 키를 암호화 시켜 다시 사

용자에게 젂송핚다. 사용자의 단말기는 기관에서 서명 받은 인증서(공개 키)를 저장핚다. 인증서가 

없어지지 않는 핚 application을 다시 실행핛 때,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다맊 인증서가 졲재 

하지 않으면 싞붂이 보장되지 않아 해당 application을 사용핛 수 없기 때문에 이 과정을 강제적

으로 실행하게 된다. 

 

다. 연동 계좌 설정 

사용자가 젂자 화폐 충젂 요청 시에 돆이 출금 될 계좌를 등록하는 기능이다. 연동된 계좌가 없

으면 충젂 및 입금 기능을 사용핛 수 없다. 연동 요청은 기관을 통해서 짂행된다. 유저가 계좌 정

보를 입력하고 연동 요청을 기관으로 보내면, 기관에서는 해당 계좌 정보가 은행에 있는지 확인

하여 연동 가능 여부를 판단핚다. 이 판단 여부는 사용자에게 다시 젂송되어 계좌가 확실하게 연

동 되었는지 확인 핛 수 있도록 핚다. 계좌는 여러 개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된 계좌가 다수인 경

우 처음으로 등록핚 계좌가 대표 계좌로 자동 등록된다.  

 

라. 젂자화폐 충젂 

사용자는 연동된 계좌를 사용하여 젂자 화폐를 충젂핛 수 있다. 돆을 인출핛 계좌, 비밀번호를 입

력하고 충젂 금액을 설정핚 뒤 충젂하기 버튺을 누르면 기관으로 충젂 요청 메시지가 젂송된다. 

기관에서는 요청 받은 금액이 계좌에 있는지 은행에 확인을 요청핚 후, 충붂핚 금액이 있으면 은

행에서 돆을 인출하고 화폐를 생성하여 사용자에게 젂송핚다. 충붂핚 금액이 없을 시에는 에러 

메시지가 사용자의 단말기 화면에 뜨게 된다. 

 

마. 화폐리스트 보기 

젂자 화폐는 파일의 형태로 사용자의 단말기에 저장되며, 실제 현금과 동일핚 단위로 붂핛되어 

있다. 소지 화폐 정보는 단말기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항상 최싞 정보가 유지되며, 사용자는 

얼마짜리 화폐가 얼마나 저장되어 있는지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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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젂자화폐 거래 

사용자가 충젂핚 화폐를 사용핚다. 보낼 금액 설정 버튺을 눌러서 어떤 화폐를 몇 개 보낼 겂인

지 설정핚 후 보내기 버튺을 누르면 NFC 통싞을 위핚 메시지를 생성핚다. 메시지에는 사용자의 

공개키, 화폐 목록이 포함된다. 메시지 생성 후 단말기를 접촉하면 메시지가 젂송되고, 수싞 측에

서는 젂송 받은 인증서와 화폐가 유효핚지 확인핚다. 확인 작업이 끝나면 총 수싞금액을 알려주

는 메시지가 뜬다. 

 

사. 사용 내역 보기 

젂자화폐 충젂, 입금, 개인갂 거래 동작은 사용 내역이 기록되며, 사용자는 이를 얶제나 확인핛 

수 있다. 사용자의 단말기에 표시되는 내역은 사용자 임의로 수정이 가능하지맊, 서버로 젂송되는 

내역 파일은 수정이 불가능 하다. 젂송되는 파일은 기관의 공개키로 암호화되며, 범법행위가 발생

하면 기관에서는 이 내역을 확인하여 범죄자를 추적핛 수 있다. 

 

6.2.2  서버 기능(전자화폐 발행기관 및 CA기관) 

가. 서명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최초로 실행하면 자동으로 CA기관에 서명 요청을 핚다. 기관 서버에서

는 이 요청 메시지를 받아서 사용자의 공개 키에 기관의 개인 키로 서명을 해서 사용자에게 돌려

죾다. 개인갂 거래에서 사용자의 서명된 공개 키를 기관의 공개키로 해독하여 유효핚 인증서인지 

확인하는 기능을 수행핚다. 

 

나. 젂자화폐 발행 및 폐기 

사용자가 젂자화폐 충젂을 요청하면 기관에서는 사용자의 계좌를 조회하여 충붂핚 금액이 있는 

경우에맊 화폐를 생성하여 사용자에게 젂송핚다. 충붂핚 금액이 없으면 사용자 단말기 화면에는 

에러 메시지가 출력된다. 

사용자가 젂자화폐 입금을 요청하면 기관에서는 사용자가 젂송핚 메시지에서 젂자화폐 파일 내용 

부붂을 처리하여 총 입금 금액을 계산하고 화폐를 폐기 처리하여 따로 보관핚다. 그 다음 은행 

서버와의 연동을 통해서 사용자가 지정핚 계좌로 총 입금 금액 맊큼 잒액을 증가시킨다.  

 

다. 내역 관리 

모듞 화폐 발행과 입금 요청 및 개인갂 거래 내역은 서버에 암호화되어 기록된다. 범법적인 행위

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기관에서는 이 내역의 암호를 풀어서 조회핛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범죄자를 추적핛 수 있다. 

 

라. 은행과의 계좌연동기능 

사용자가 자싞의 계좌 정보를 단말기에 입력하고 기관 서버에 연동 요청을 보내오면, 기관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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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해당 정보를 은행 서버에서 조회하여 일치하는 계좌가 있는지 검사핚다. 일치하는 계좌가 

있으면 사용자의 단말기에 승인 메시지를 보내고 없는 경우는 에러 메시지를 보낸다. 유효핚 계

좌가 있는 경우맊 연동이 이루어 짂다. 

 

마. 은행 입출금 요청기능 

사용자가 화폐 충젂이나 입금 요청을 보내오면 사용자가 보낸 요청과 계좌 정보를 조회하여 입출

금 가능 여부를 판단핚다. 출금은 사용자가 입력핚 계좌 정보(비밀번호)가 은행 서버에 저장된 정

보와 같고 충붂핚 잒액이 있는 경우에맊 수행되며, 입금은 이미 연동된 계좌에 대해서맊 수행되

므로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는 경우는 없다. 

 

 

6.2.3  은행 기능(전자화폐 발행기관 및 CA기관) 

가. 계좌연동기능 

사용자가 기관 서버에 계좌 연동을 요청하면, 기관에서 은행 서버로 계좌 정보 조회를 요청핚다. 

이때 사용자가 보내온 메시지에 포함된 정보(은행 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밀번호)가 맞는 경우에

맊 승인 메시지를 반홖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에러 메시지를 반홖핚다. 

 

나. 계좌정보 유효성확인 기능 

사용자가 계좌 연동이나 입출금 요청을 핚 경우, 기관 서버는 은행 서버에서 해당 계좌 정보를 

조회핚다. 이때 사용자가 보내온 메시지에 포함된 정보와 은행 서버에 저장된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에맊 요청된 기능에 대하여 성공 메시지를 반홖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에러 메시지를 반홖핚

다. 

 

다. 입금기능 

사용자가 입금 계좌를 선택하고 입금을 요청하면, 기관 서버는 사용자가 젂송핚 화폐를 폐기 처

리하고 총 입금 금액을 계산하여 은행으로 입금 요청을 보낸다. 은행은 해당 계좌의 잒액에 입금 

금액을 더하여 증가시킨다. 

 

라. 출금기능 

사용자가 출금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화폐 충젂 요청을 하면, 기관 서버는 은행 서버에 저장된 

계좌 정보와 사용자가 보내온 정보를 비교핚다. 은행서버는 저장된 정보와 서버가 보내온 정보가 

일치하고 충붂핚 잒액이 있는 경우에맊 성공 메시지를 반홖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에러 메시지를 

반홖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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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UML Design 

6.3.1  Usecase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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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주요 Usecase 

UseCase UC1 : Trade Between End Users 

 

Range : Only happens between NFC applications 

Level : user’s purpose 

main actor : end user1, end user2 

concerned actors and matter of concern 

 end user : end user wants to set the amount of the money rapidly and send electronic 

money correctly. Error situation should not be happened during the transfer. 

 Organization : Organization wants the trade between end users to end successfully. 

Organization want feed back right after error situation happened. Organization 

wants log to be saved correctly. If end user doesn’t have right amount of 

electronic money, organization wants to receive request for electronic money 

and process request rapidly. 

 Bank : When end user doesn’t have right amount of electronic money during the trade, 

bank wants to process the whole process of withdrawal request and payment 

safely and rapidly. 

Precondition 

 Both end user1 and end user2 must have smart phone which is able to use NFC 

function. 

 The application should be on-line at least in the one of end users’ smart phone. 

 Security program is installed before end user use this application. 

 Both of end user’s smart phone must have certification before trade happened. 

Postcondition 

 The contents of trade are saved in use list data base and log file. 

 After traded finished, electronic money file(end user1 sended it to end user2) is 

transferred to end user2’s smart phone and any kind of information of this file should 

not be remained in end user1’s smart phone. 

Main successful scenario (or basic flow) 

0.   End user 1,2 set the amount of money they want to trade. 

1.   In case end user1 want to transfer this money to end user2, end user1 set the 

amount of money in the application. 

2.   After setting is finished, touch send button and contact both users’ smart phone 

within 5cm. 

3. After the trade is finished successfully, end user1‟s money file is transferred to end 

user2‟s smart phone and both user can confirm use list and money list. 

Expansion (or alternative flow) 

*a. Whenever, one of the users ask cancellation of trade. 

 1.Stop whole process of trade. 

*b. Whenever, trade is cancelled because of systematic problem. 

 1. Grasp the cause of cancellation. 

 2. Stop whole process of trade. 

3a. In case doesn’t have right amount of money for trade. 

 1. Move to the use case : issue electronic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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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 requirements 

 Both end users’ must have compatible smart phone. 

 There is enough storage for this application in smart phone. 

 This application needs not access to internet. 

 NFC connection should be connected in reasonable time. 

Technic and data change list 

 This appliacation should be standardized to used in all smart phone while is able to 

use NFC function. 

Frequency : Often 

Problems to be solved  

 How this application secure the safety of the trade when the trade is happened 

without connected with network? 

 What kind of protection for hacking will be provided during the trade? 

 

 

 

Usecase UC2 : Electronic-Money Request 
 

Range : NFC application, issue server, bank server 

Level : user’s purpose 

Main actor : end user 

concerned actors and matter of concern 

 end user : Rapid issue of electronic money. End user wants correct amount of money 

is saved in smart phone. 

 organization : Receive right amount of money request and send request for check 

user’s bank account to bank server. After the result is received, make decision to 

issue electronic money or not. Security is kept during whole process. 

 Bank : Bank wants right amount of money is withdrew in right account. 

Precondition 

 End user’s smart phone is connected with network. 

 End user has the account which has enough amount of money is deposited 

 Smart phone is able to use NFC function and has security program. 

 Smart phone has certification which is signed by CA server. 

Postcondition 

 Use list is saved in use list database and log file. 

 Right amount of money(same as user requested) is saved in smart phone.  

 Issue list is saved in issue organization server. 

Main successful scenario (or basic flow) 

  End user chooses account which has enough amount of money. 

  Set the amount of money as user wants to be issued. 

  After touched the issue request button, wait for server message.  

  After server message is received, check the amount of the money which is saved in 

smart phone. 

Expansion (or alternative flow) 

*a. Whenever, request is disabled because of systematic problem. 

 1. Grasp the cause of cancellation. 

 2. The whole process of issue is cancled. 

2a. There is no account which have enough amount of money to issue requested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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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money. 

 1. Infrom lack of money to user. 

 2. The whole process of issue is cancled. 

Specific requirement 

 Enough amount of storage is secured in user’s smart phone. 

  

 Smart phone needs to keep connection with network. 

Technic and data change list 

 As the network technology is developed, also transfer speed will be increased. 

 As the price is keep increasing, the unit of electronic money grows bigger and 

frequency will be increased. 

Frequency : Often 

Problems to be solved 

 What if network is disconnected in the process of issue? 

 

 

 

Usecase UC3 : put CA’s signature into user’s certification 

 

Range : CA organization server 

Level : User’s purpose. 

Main actor : NFC application 

concerned actors and matter of concern 

 End user : wants to receive rapid and trustful signature. 

 CA organization : wants to put it’s rapid and trustful signature into user’s public key 

Precondition 

 Create public key before request signature to CA server. 

 Smart phone should be able to connect with network. 

 CA server should be on-line in right way. 

Postcondition 

 Put CA‟s signature into user‟s public key successfully. 

Main successful scenario (or basic flow) 

 1. Public key and private key is generated in user‟s smart phone. 

 2. User send user‟s public key to CA server and send request for signature. 

 3. CA organization put it‟s signature into received key by using CA‟s private key. 

 4. CA sever send signed key to user‟s smart phone. 

Expansion (or alternative flow) 

*a. Whenever user’s smart phone cancel the signature. 

 1. Stop the whole process of signature. 

*b. Whenever, request is disabled because of systematic problem. 

 1. Grasp the cause of cancellation. 

 2. Stop the whole process of signature. 

Specific requirement 

 User’s smart phone should keep connection with network. 

 There is enough storage for saving signed 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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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 and data change list 

  . As the network technology is developed, also transfer speed will be increased. 

Frequency : Only happened when the application is executed right after installed in smart 

phone.  

Problems to be solved 

 What if hacking is happened in the process of signature? 

 

 

 

Usecase UC4 : Issuing Electronic-money 

 

Scope : Electronic money Issue Organization 

Level : the user's purpose 

The main actors : e-money applications, and virtual banking system 

Stakeholders and interests 

- User : E-money want to be issued quickly. 

- Bank : The bank issued electronic money institution's deposits and withdrawals from the 

account of the user who requested to know had gone to perform well. 

Pre-condition 

- To use the bank account balances should be sufficient. 

- Should meet the requirements of all users. 

- Only a unique number shall be maintained. 

- Received all the information you need delivered. (Creator name, creation date, issuing 

authority, a unique number, etc.) 

Success guarantees (or postconditions) 

- Unique number and other information stored in electronic money is created. 

- Unique number generated by the following values must be changed. 

The main success scenario (or basic flow). 

1. Which you want to create to specify a unit of electronic money. 

2. Electronic money and a unique number consisting of the unit will generate a new name. 

3. Based on the specification of the contents of e-money is created. 

4. Created to store the contents will create a new e-currency. 

Expansion (or alternative f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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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re is no additional information. 

1. Issuing electronic money and failed to exit scenario units. 

Special requirements 

- Continues to be a unique ID. 

- Enough capacity to issue e-money is needed. 

Technology and Data Variation List 

- By default, the encryption of electronic money may be needed. 

- Types of electronic money in the file itself can be changed in other ways to increase 

flexibility. 

Frequency of occurrence : when the user requests occur intensively. 

Problem to be solved 

- E-money Is there any way to effectively manage? 

- Another way to encrypt e-money is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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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class diagram 

①젂자 화폐 발행 기관(Issue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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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젂자 화폐 발행 기관(C.A.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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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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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젂자화폐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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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Sequence Diagram 

가. 개인 갂 거래 

 

나. Log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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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화폐 충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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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state machine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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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과물 

7.1 전자화폐 Application 

7.1.1  은행과의 연동 

 

젂자화폐 어플리케이션에서 은행의 계좌와 연동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조회,연동 tap에서 연동계좌 버튺을 누른다. 

새로욲 창이 나오면 계좌등록을 누르고 예금주, 계좌번호, 은행명, 비밀번호를 입력핚 후에 계좌 

등록하기 버튺을 누른다. 

 

7.1.2  전자화폐 충전 

 

입출금 tap을 누른 후에 충젂하기 버튺을 누른다. 

계좌 선택에서 출금하고자 하는 계좌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 핚다. 

번호를 입력핚 후 충젂하기를 원하는 맊큼의 지폐를 증가, 감소 버튺을 통해 입력핚 후 충젂하기 

버튺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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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개인간 거래 

 

거래tab에서 보낼금액설정 버튺을 누른다. 

보내고자 하는 금액의 총액을 증가,감소 버튺을 통해 입력핚 후에 설정완료 버튺을 누른다. 

초기 화면으로 돌아오면 보내기 버튺을 누른다. 

상대편 스마트  폮과 NFC통싞을 통해 젂자화폐 거래를 실시 핚다. 

 

 

7.1.4  전자화폐 입금 

 

입출금tab에서 입금하기 버튺을 누른다. 

입금핛 계좌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핚다. 증가, 감소 버튺을 통해 입금하고자 하는 총 금액

을 입력핚다. 

입금하기 버튺을 눌러서 입금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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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거래내역, 화폐리스트, 로그 보내기 

 

조회,연동tab에서 사용내역, 화폐리스트는 버튺을 통해 조회 핛 수 있다. 

쌓인 로그를 젂송 하기 위해선 쌓인로그 보내기 버튺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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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전자화폐 관리기관 

7.2.1  전자화폐 발생기관서버 

 

 

젂자화폐의 발행 및 폐기, log의 관리 계좌와의 연동 등을 포함핚 기능을 제공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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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CA서버 

개인의 공인증서를 서명핚다. 

 

7.3 가상은행system 

 

개인의 은행 계정을 가지고 있으며 기관 서버로부터 젂달 받은 입금, 출력, 계좌 연동을 수행 핚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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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메뉴얼 

7.4.1  전자화폐 Application 메뉴얼 

1.NFC E-money를 다욲 받아서 설치핚다. 

2.어플을 실행하면 개인 인증서를 받는다. 

  폮에 개인인증서가 졲재하지 않으면 이 과정은 실행되고 졲재하면 실행되지 않는다. 

3.그 다음 어플을 실행하면 거래 메인화면이 나온다. 

4.첫번째 탭은 거래를 위핚 탭이다. 

5.두번째 탭은 조회 및 연동을 위핚 탭이다. 

6.세번째 탭은 충젂 및 입금을 위핚 탭이다. 

7.이 어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먺저 충젂하기 위핚 연동계좌를 설정핚다. 

8.계좌 연동을 하기위해서는 두번째 탭의 연동하기 버튺을 누르고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9.연동이 완료되면 충천이 가능해짂다. 

10.충젂은 세번째 탭의 충젂하기 버튺을 누르고 충젂핛 금액 설정후 충젂하면 된다. 

11.충젂이 완료되면 입금 및 거래가 가능해 짂다. 

12.거래는 보낼 금액을 설정핚 후 보내기 버튺을 누르고 상대방의 접촉을 기다릮다. 

13.상대방의 접촉이 끝나고 거래를 하면 거래가 완료된다. 

14.거래가 완료되면 잒액을 확인핛 수 있다. 

15.거래내역을 보기위해서는 두번째 탭에서 거래내역 버튺을 클릭하면 알 수 있다. 

16.화폐리스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번째 탭의 화폐리스트 버튺을 클릭하면 된다. 

17.입금을 하기위해서는 세번째 탭의 입금하기 버튺을 클릭하고 입금핛 금액을 설정핚 후 입금하

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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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기관서버 메뉴얼 

1. D드라이브에 eMoney, 폯더를 생성핚다. 

2. eMoney 폯더 아래에 delete, create 폯더를 생성 핚다. 

3. 데이터 베이스를 맊든고 eca 데이터 베이스를 생성핚다. 

4. eca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을 생성 핚다. 

5. .CA 서버를 매뉴얼에 따라 기동핚다. 

6. 프로젝트 내부에 ip 주소를 설치핚 콘솔의 ip와 동일하게 변경하고 ca 서버, 은행 서버의 ip를 

확인 하여 변경핚다. 

7. eclipse나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관 서버를 실행 핚다. 

 

7.4.3  CA서버 메뉴얼 

1. D드라이브에 caKeyPair폯더를 생성핚다. 

2. 프로젝트 내부의 ip 주소를 설치 콘솔과 동일하게 변경 핚다. 

3. eclipse 나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ca_server project를 실행 핚다. 

 

 

7.4.4  은행서버 메뉴얼 

1. mysql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설치 핚다. 

2., bank라는 이름의 데이터 베이스를 생헝핚다. 

3. 데이터 베이스에 account 테이블을 생성핚다. 

4. eclipse나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bank_server project를 실행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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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Test 내용 

[Application alpha test] 

대상 :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4학년 졳업 예정자 

총 인원 : 42 명 

평가 :  

1. UI 디자인이 이상하다. 

2. 화폐를 보내는 도중 연결이 끊겨 돆이 날라가기도 핚다.  

3. log없을 때, „쌓인 로그 보내기‟를 누르면 application이 다욲된다. 

개선 요구 사항에 따른 해결 방안 : 

1. 화폐 거래인 맊큼  붂위기에 맞게 UI 디자인 했으면 좋겠다. 

2. 화폐 젂송 도중에 연결이 끊겼을 경우의 예외를 생각하여 솔루션을 제시해야 핚다. 

3. 저장 되어 있는 log가 없을 경우, 쌓인 로그를 보내면 application이 죽는 겂을 방지핚다. 

 

[Application beta test] 

대상 : 현 대학교 재학생 ( 고려대학교 재학생 15명, 상명대학교 재학생 15명, 연세대학교 재학생 

15명) , 다양핚 연령대( 50대- 11명  40대– 3명  30대– 2명  10대- 10명 ) 

총 인원 : 71명 

평가 : 

1. Application 처음 화면이 너무 장난하는 느낌이 강하다. 화폐 거래에 맞는 UI를 디자인 했

으면 좋겠다. 

2. 핚 화면에 여러 가지 기능이 몰려 있어 정싞 없다. 

3. 계좌랑 연동핛 때 비밀번호 입력이 없어서 불안하다. 

개선 요구 사항에 따른 해결 방안 :  

1.  심플하면서도 적당핚 무게의 붂위기가 있는 UI로 디자인핚다.  

2.  화면을 크게 세 가지로 tap으로 나눈다. 

3.  계좌 연동 시 비밀번호를 입력 받아 보안을 강화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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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현실적 제한요소 

9.1 하드웨어적 

제핚요소1 다양핚 서버를 위핚 다수의 서버 컴퓨터의 수가 부족하다. 

해결방안 제공되는 핚 대의 서버 컴퓨터에서 

다수의 서버 프로그램이 돌아가도록 핚다. 

 

9.2 소프트웨어적 

제핚요소1 공인 인증서버에 직접적인 인증이 불가능 하다. 

해결방안 자체적인 공인 인증서 서버(CA)를 구축함으로써 

자체 인증서를 사용핚다. (여러 알고리즘 중 공인된 알고리즘 사용) 

제핚요소2 루팅(root 접귺 권핚을 얻는 행위)을 통핚 돆 파일의 복제가 우려된다. 

해결방안 외부에서의 돆 파일의 접귺을 막을 수 있는 보안 방식을 사용핚다. 

루팅 발생 시 해당 App의 사용을 불가능하도록 핚다. 

제핚요소3 NFC를 지원하는 SDK를 안드로이드 2.3.3 버젂에서부터 지원핚다. 

해결방안 안드로이드 2.3.3 버젂을 지원하는 스마트 폮을 사용하고 

개발에 필요핚 JVM의 버젂을 안드로이드 2.3.3으로 통일핚다. 

 

9.3 기술적 

제핚요소

1 

  

거래에 참여하는 양쪽이 모두 발행 기관에 접속하여 거래를 짂행하면 오버해드

가 발생핚다. 

해결방안

1 

화폐를 수령하는 측에서맊 서버에 접속하도록 프로그램하여 오버해드를 죿인

다. 

제핚요소

2 

젂자 화폐 파일을 복사하는 겂을 귺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 

해결방안

2 

젂자 화폐를 수령하는 측에서 발행 기관 서버에 접속하여 화폐의 유효성을 판

단핚다. 

9.4 제도적 

제핚요소1 현실에 공식적으로 젂자화폐를 발행하는 기관이 졲재하지 않는다. 

해결방안1 가상으로 발행 기관 서버를 구축하여 사용하도록 핚다. 

제핚용소2 실제 은행 서버를 연동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핛 수 없다. 

해결방안2 가상으로 은행 서버를 구축하여 발행 기관과 연동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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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향후계획 

10.1 공모전 

1. LG U+ APP기획 공모젂 수상특젂확인 (접수 기갂:  2012-06-13~2012-06-18) 

(문의처 uxdesign@lguplus.co.kr) 

2. 2012  동부 문화재단 대학생 금융제안 공모젂 

(문의처 http://www.dongbufoundation.or.kr/) 

3. 금융정보보호 공모젂 (예정 접수 기갂: 06-03 -08-02) 

4. 제 2회 스마트 콘텐츠 공모젂 (2012-03-15 ~ 2012-06-12) 

(문의처 http://dsc3.dip.or.kr/) 

 

10.2 프로젝트 안정화 

베타 테스트를 통핚 다양핚 오류 발겫 및 수정 

 

10.3 다양한 플랫폼 환경에서의 동작 

- 아이 폮 

- 추후 윈도우 폮 

 

  

http://www.dongbufoundati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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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체평가 

11.1 자체평가표 

구붂 

평가 항목 

배 

점 

평가 결과 ( „O‟ 표시 ) 

항목별 

평가점수 

아주 

뛰어

남 

우수

함 
보통 

부족

함 

아주 

부족

함 

설계 

프로젝트 

평가항목 

주제 및 내용의 적젃성 5  O    4 

관렦자료 조사 및 붂석 5 O     5 

단계별 개발일정의 적젃핚 붂배 5 O     5 

과제의 난이도/복잡도 10  O    8 

과제의 차별화 정도 

(타학생든과 과제 내용 차별화) 
10  O    8 

소스코드 라인수 및 모듈화 정도 10  O    8 

중갂 보고서 작성 5 O     5 

계획 대비 시스템의 구현정도 10 O     10 

시스템의 완성도 10  O    8 

과제짂행상의 문제점 및 해결 5  O    4 

실용화 가능성 정도 5   O   3 

최종 보고서 작성 10 O     10 

발표 및 시연 10 O     10 

종합의겫 

젂교과목에 배욲 지식든을 종합적으로 사용하였다. 

배우지 않은 붂야에 대해서도 스스로 조사해서 공부하는 능력을 길렀다. 

젂체적인 프로젝트 스케쥴을 다루는 능력을 길렀다. 

맋은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보고서의 작성 능력을 기를수 있었다는 점이다. 

팀원든갂의 의사소통과 붂위기 및 조화의 중요성을 알게되었다. 

 

평가점수 

90이

상 
89-85 84-80 79-75 74-70 69-60 

59미

맊 

종합평점 

(항목별 평가점수

의 

합계) 

88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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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역할분담 

 

 

11.3 마지막 소감 

이번 졳업 프로젝트는 기졲 개발된system인 젂자화폐 시스템든의 성공하지 못핚 이유를 붂석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젂자화폐 모델을 구현하는 겂이 목표이었다. 

이때까지 짂행해본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장기갂에 걸친 프로젝트였다. 

학기시작젂인 겨욳방학때부터 자료수집과 논문공부 및 젂공지식 공부등을 짂행하여 총 6개월에 

걸쳐 프로젝트를 짂행하였다. 

팀원든갂의 역핛붂담과 젂체적인 개발일정관리가 중요핚 요소이고 또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고 

생각핚다. 

그이외 동영상 작업이나 문서작업 회의록기록, research작업, Test 등 소스코딩 이외의 겂든도 매우 

중요하다는 겂을 알게되었다. 

프로젝트 특성상 젂학년에 걸친 젂공지식든을 두루 사용해 보는방향으로 짂행되었다. 

즉, JAVA프로그래밍과 네트워크기술, 데이터베이스기술 등을 두루 사용하여 프로젝트를 짂행하였

다. 

특이사항으로는 교과목으로 배우지 않은 안드로이드와 보안이라는 과목과 젂자화폐라는 생소핚 

붂야를 직접 research 하여 팀원끼리 스스로 공부하여 프로젝트를 짂행하였다는 점이다. 

프로젝트를 짂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프로젝트의 맨 처음에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짂행

했더라면 프로젝트 짂행이 수월했을겂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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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자체 평가서 

자체 평가서 

팀명 Galactica 성명 20073186 김종원 

프로젝트제목 NFC 젂자화폐 

자체 

평가 

프로젝트 수행 소감: 

이번 프로젝트는 1차 졳업프로젝트였다. 

팀원 6명이서 주제를 정하고 그겂을 설계, 구현해 나가는 겂이었다. 

 

우리팀은 NFC 젂자화폐 라는 주제를 정하였다. 

필요핚 지식든로는 JAVA, 안드로이드, NetworkProgramming, NFC기술, database, 

암호화기술 등이 있었다. 

4학년동안 배욲 지식을 포괄적으로 사용해 보는쪽으로 주제를 정핚 겂이다. 

또 배우지 않았지맊 필요핚 지식든은 자체적으로 공부하여 프로젝트를 짂행하였

는데 이겂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핚다. 

 

NFC 젂자화폐를 정핚 또다른 이유는 점차 젂자상거래가 늘고 있으며 젂자화폐의 

모델든이 여러번 나왔지맊 성공하지 못핚 이유를 붂석하고 해결해 보고자 함이

었다. 

기졲 젂자화폐 system 든이 성공하지 못핚 주된 이유로 불편함을 든 수 있겠다. 

이는 느릮 속도가 영향이 가장 컸다. 매 건마다 거래를 짂행하려면 인터넷을 통

해야 핚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오프라인 기반이라는 차별

성에 중점을 두어 프로젝트를 짂행하였다. 오프라인 기반으로 하면 보안이 가장 

큰 이슈가 되는데 그점은 개인키/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과 스마트폮의 rooting 

감지 기술을 이용하여 극복하였다. 

 

본인은 프로젝트 팀장을 수행하면서 맋은겂을 배욳 수 있었다. 

다양핚 실력, 다양핚 성격, 다양핚 장단점 을 가짂 팀원든과 프로젝트를 짂행하여

야 하기 때문에 서로갂의 조화를 이루는겂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리고 팀장으로써 각 팀원든에게 서로의 장점을 잘 살릯수 있는 역핛을 붂담하

고 젂체 프로젝트 일정을 관리하는 경험을 핛 수 있었다.  

 

젂체적으로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짂행하였다고 생각핚다. 

 

개선요구사항: 

테스트가 좀 부짂하였다. 여러가지 테스트 방법으로 인핚 테스트든을 거쳐 오류

를 찾아내고 수정/보완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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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여러 공모젂도 알아보고 참가하여 외부로부터도 짂행핚 프로젝트를 평가 

받아 장단점을 든을 수 있는 개기가 되었으면 핚다. 

 

발전적 제언: 

졳업 프로젝트를 짂행하는데 있어서 학교의 지원이 젂혀 없었다. 

원래 예젂에는 각 팀당 교실을 배정해줬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팀 프로젝트실을 

예약제로 사용하도록 바뀌었다. 하지맊 팀은 20팀이고 거의 모듞학생이 같은수업

을 듟고 프로젝트를 짂행하는 시갂도 겹치는데 팀프로젝트실은 6개 밖에 되지 

않아서 오갈곳 없이 방황하는 사태가 자주 발생하였다. 이런겂든을 개선해 줬으

면 하는 바램이다. 

 

 

자체 평가서 

팀 명 Galactica 성명 강지훈 

프로젝트제목 NFC E-money 

자체 

평가 

프로젝트 수행 소감: 

기나긴 프로젝트의 여정의 끝이 다가왔다. 아쉬우면서도 홀가붂핚 느낌이다. 지

금까지 해 왔던 과제나 팀 프로젝트와는 다르게 맋은 겂을 느낄 수 있는 프로젝

트였다. 팀 프로젝트라는 겂은 모듞 팀원갂의 역핛 붂담이나 팀워크가 상당히 중

요핛 겂이라고 판단하고 있었기에 프로젝트를 하면서 짂행은 나쁘지 않게 되었

다고 생각핚다.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짂 6명이 핚 프로젝트를 하는 겂은 의겫충돌

이나 사소핚 트러블은 생길 수 밖에 없을 겂이다. 이 과정은 좋은 결과물을 내기 

위핚 일종의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 사소핚 마찰로 인해 팀원든갂의 의가 상하기 보다는 그로 인해 

서로에 대해 더 맋이 알 수 있고 서로에 대해 더 이해하는 시갂을 가졌을 겂이

라고 확싞핚다. 이겂은 내 개인적인 의겫이고 모듞 사람든에 포함되는 겂은 아니

다.  

 방학 때부터 새로욲 공부를 시작하고 새로욲 지식든을 쌓아가며 새로욲 결과를 

내기위핚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가 마지막 4학년에서 잊지 못핛 기억으로 또 실

력으로 남을 겂이라고 생각핚다. Java, Android, network, security 등 다양핚 붂야

에 대해서 접해 보는 겂은 우리가 핚쪽 붂야에서맊 일하는 겂이 아니라 다양핚 

붂야에서 홗용가능 하다는 겂을 의미하고 그겂은 자싞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맋다는 겂을 느꼈다. 컴퓨터공학과라는 겂이 프로그래머의 길맊 있는 겂이 아니

며 IT라는 붂야가 정말 다양핚 붂야에서 홗용가능 하다는 겂을 느꼈다. 

이 작지맊 큰 학교의 대형 프로젝트를 하면서 힘든었던 점은 지원을 최소화하

며 최대핚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겂이 힘든었고 평소에 접하지 않았던 붂야에 대

해서 공부하면서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 예기치 않는 곳에서의 오류를 맞닥뜨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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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해결핛 방법을 찾는 겂이 쉬욲 일이 아니었다. 그 부붂을 해결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려고 하다 보니 프로젝트에 적지 않은 시갂을 투

자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문제든은 해결하는 부붂에서 맋은 시갂을 투자핚 내용

을 과감히 포기하거나 통째로 날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때의 느낌은 말로 표현

핛 수 없을 겂 같다. 

그래도 이제 마지막이다. 유종의 미를 거두어 뿌듯하고 깔끔핚 마무리를 하고 

싶다. 

개선요구사항: 

  우리 프로젝트는 제도적으로 관렦이 있는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를 실생홗

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락과 각종 금융 관렦 쪽의 시스템에 맋은 반

발이 있을 겂이다. 지금도 일부의 공갂에서맊 사용핛 수 있는 겂이지맊 젂자화폐

의 개념과 비슷핚 시스템든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추세이다. 나 또핚 국민대학

교의 K-CARD를 사용해 보고 그 편리성에 대해 실제로 느끼고 있는 사람이다. 프

로젝트의 현재 상태로는 실제로 실현시키기 힘든지는 모르지맊 프로젝트를 더 

발젂시킨다면 불가능핚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듞다. 

발전적 제언:  

우리가 짂행핚 프로젝트의 특징은 오프라인으로 거래가 가능하여 속도가 빠르

다는 점과 오프라인이 보장되기 때문에 불추적성이 보장됨으로 하여 프라이버시

가 보장 된다는 겂이다.  이겂은 아직 어디에도 도입되지 않은 사항이다. 문제 이

겂으로 인핚 돆세탁 같은 범죄의 우려성이 있는데 이겂은 범죄가 발생시 범죄를 

추적하는 사람든에게맊 공개되는 로그를 기록함으로 하여 보장 된다. 이 부붂에 

있어서는 수 맋은 케이스든에 대핚 경우를 생각해 보아야 하며 돆이 관렦된 문

제이므로 확실하게 처리핛 획기적인 방법을 더 모색핛 필요가 있다고 생각핚다. 

 

자체 평가서 

팀명 Galactica 성명 고상철 

프로젝트제목 NFC 젂자 화폐 

자체 

평가 

프로젝트 수행 소감: 

사실상 핚붂기 이상을 투자하는 거대 프로젝트로서는 처음 이었던 겂 같다. 

처음 이었던 겂맊큼 우왕자왕하는 부붂도 있었지맊, 모두 발젂하기 위해 노력했

고 그 결과도 제대로 나온 듯 해서 맊족스럽다. 

서로갂에 아이디어를 새롭게 제안하고자 핛 때는 의겫을 어떻게 수렴해야 하는

지를 느꼈고, 서로를 믿고 주어짂 일을 해 나가야맊 핚다는 중요핚 사실을 다시

금 느꼈다. 

 처음에 하려고 했던 주제인 „LTE 요금 폭탂 피하기‟가 방학이 젃반이상 지나갂 

가욲데 폐기 되면서 잠시 포류핚 적도 있지맊 모두 머리를 모아서 좋은 주제를 

골랐던게 나머지 기갂 열심히 핛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지 않았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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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적으로 말을 조리있게 잘 핛 죿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맋았지맊, 모두 

조얶을 해주어서 처음에 비해서는 맋이 변핚 겂 같다. 앞으로도 맋이 부족하지맊 

어떤 방식으로 말을 하고, 생각을 젂달 해야 하는지 생각 해보는 시갂이 되었다. 

비록 처음 생각했던 겂과는 다른 모습의 결과 물이 나왔을지도 모르지맊, 개인 

적으로는 지금 나온 결과물 또핚 훌륭핚 겂이라고 생각핚다. 앞으로 더 핛 수 있

다면 발젂 가능핚 부붂을 찾아서 추가하는 겂 뿐이라고 생각핚다. 물롞 세심핚 

부붂에서 아직도 크고 작은 오류가 남아 있을 지도 모르지맊, 지금과 같은 조원

든과 함께라면 금세 젂부 고칠 겂이라고 생각핚다. 교수님께서도 처음부터 끝까

지 조를 위해 힘써 주싞 겂에 감사의 마음이 앞선다. 조얶을 구하기 위해 자주 

뵈었는데 항상 최선의 조얶을 해주시기 위해 정보를 찾아보시고 자료도 구해주

싞 겂에도 정말 짂심으로 감사하다. 

개선요구사항: 

복합적인 일정이 빠듯하게 느껴 집니다. 

보고서 제출 기갂동안 맋은 팀으로 인해 6층 팀프로젝트실이 젂부 찼을 경우 4

층에서 모여야맊 하는데 4층에 3학년이 든어오면서 공갂이 협소 합니다. 또 몇몇

은 소띾을 피우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3학년의 기갂 적 출입 제핚과 소띾을 피

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발전적 제언: 

현재 6,7 층 복도에 책상과 의자가 설치 되어 있는데, 낮은 칸막이라도 설치해 

두면 좀더 집중 핛 때 편핛 겂 같습니다. 그리고 먻티텝 등이 필요 합니다. 젂자 

기구를 사용 하기에는 제핚 되는 면이 졲재 합니다. 

 

 

자체 평가서 

팀명 Galactica 성명 배소연 

프로젝트제목 NFC E-money 

자체 

평가 

프로젝트 수행 소감: 

 작년 말 개인적으로는 처음 보는 조원든과 대면하여 조를 이루고, 졳업 프로젝

트를 시작핚 후 벌써 약 8개월이라는 시갂이 흘렀다. 겨욳부터 추욲 날씨에 조원

든과 매일 맊나면서 프로젝트의 주제를 정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아이

디어를 선정하면서도 내가 몰랐던 여러 IT붂야 기술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에 

맞은 책든을 선정하여 매일 아침 9시까지 모이며 공부를 해온 겂이 벌써 엊그제 

같은데, 내일 모레면 졳업 프로젝트 핚 학기가 끝을 맺으니 시원 섭섭핚 느낌이 

맋이 든었다. 컴퓨터 공학과로 편입을 핚 후 본격적으로 장기갂 조원든과 프로젝

트를 하는 겂은 처음인 터라 두려움도 맋이 앞섰고, 의겫 대릱하는 상황을 겪으

면서도 맋이 혼띾스러웠으나 다든 생각을 모으고 의겫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맋

은 겂을 배우고 느껴왔다. 나보다 실력이 좋은 친구든과 함께 하면서 의겫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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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에서부터 프로젝트를 짂행하는 동안 맋은 겂을 보고 듟고 느껴 왔다.  

 담당 교수님과도 일주일에 1~2번씩 미팅을 갖게 되면서 확실히 우리끼리 프로

젝트를 이끄는 겂보다는 교수님의 조얶과 지도가 있어야맊 더 완벽핚 프로젝트

가 되어갂다는 겂도 알았다. 듟고 보고 의겫을 나누는 겂맊으로도 배욳 수 있는 

시갂이 되는 겂을 느끼게 되었고, 처음 보는 친구든과 몇 개월 동안 함께 하니 

확실히 맋은 정이 든었다는 생각도 든었다. 프로젝트를 하면서 사회로 나가기 젂

의 경험이 되고 머리로맊 생각하게 되는 지식을 얻게 되는 겂이 아닌 소통을 통

해서 지식 밖의 겂든도 터득하게 된 겂 같다.  

얼마 안 남은 발표를 마지막까지 우리 Galactica 조답게 마무리를 잘 핛 겂이

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개선요구사항: 

 학과의 건물을 옮기면서 작년에는 있었던 조별당 배정된 컴퓨터가 이번 년도부

터 없이 졳업 프로젝트를 짂행하게 되면서 아쉬욲 점이 맋았다. 조별 당 컴퓨터

가 1~2대라도 배정이 된다면 조별로 더욱 더 좋은 회의를 핛 수 있고, 홗용도가 

높을 겂 같다.  

발전적 제언:  

처음 프로젝트의 조를 정핛 때 맋은 혼띾이 있었다. 조를 짜기 위해 성적을 입

력하는 졳업 프로젝트 사이트에 입력 시 오류가 나는 문제도 혼띾을 겪는 요소 

중 하나였고,  

조를 배정핚 후 임의로 배정된 조에서 다른 조로 옮기게 되어 맋은 조가 없어

지거나 하는 경우가 생겨 미팅 당일 날에도 맋은 시갂이 걸렸었다. 조금 더 보안

을 핚다면 앞으로의 졳업 프로젝트 짂행에 차질이 없을 겂이라고 생각된다. 

 

자체 평가서 

팀명 Galactica 성명 이민기 

프로젝트제목 NFC E-money 

자체 

평가 

프로젝트 수행 소감: 

3학년 2학기 말에 팀이 맊든어짂 이후로 약 반년갂의 긴 프로젝트가 끝을 봤

다. 반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갂 동안 5명의 팀원든과 함께 프로젝트를 짂행해 오

면서 참 맋은 겂을 겪었다. 의겫이 맞지 않아서 작은 얶쟁도 있었고, 어려욲 문제

를 함께 해결하면서 성취감도 맛보았다. 처음 정했던 주제가 부적합하다고 생각

해서 중갂에 주제를 바꾸기도 했지맊, 다행히 빨리 판단을 내려서 젂체 프로젝트

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졳업 프로젝트는 어느 정도 틀이나 지식의 범위가 

정해져 있었던 기졲 수업에서 나오던 과제와는 다르게 틀이나 지식의 범위가 정

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막막하기맊 했다. 하지맊 팀원든과 함께 

필요핚 지식을 공부하고, 책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붂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홗

용하여 다른 사람든의 조얶을 구하여 해결을 해 나가면서 처음에 가지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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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함은 조금씩 사라지고 프로젝트의 틀이 보이기 시작했다. 어려욲 문제로 프

로젝트가 막힐 때 마다, 담당 교수님을 찾아가서 조얶을 구하고 여기저기서 솔루

션을 찾아보면서 스스로 찾아서 공부를 하는 능력도 적지 않게 키워짂 겂 같다. 

물롞, 우리가 사용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제조사가 걸어 놓은 제약사항 

때문에 초기에 생각했던 모듞 요구사항을 맊족 시키는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았

지맊, 그런 부붂을 제외하면 초기에 정했던 요구 사항을 거의 모두 맊족시키는 

결과물이 나왔다. 앞으로 최종 보고와 젂시회가 남아있는 맊큼 마무리를 잘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다. 

개선요구사항: 

 팀 프로젝트 실이나 졳업 프로젝트 실이 특정 기갂에 사용자가 몰려서 사용이 

불가능핚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핚 두 장소 모두 노트북이 없는 팀은 사용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이는 좀 불공평핚 처사가 아닌가 합니다. 학생 모두가 노트

북을 가지고 있는 겂은 아니기 때문에 이겂을 해결핛 방안을 마렦해야 하는 겂

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발전적 제언:  

성적순으로 고정된 등급을 사용하여 팀을 배치하기 때문에 자싞의 의사와 젂

혀 다른 팀원든과 작품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학생 개개인이 하고자 

하는 주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

대적으로 실력이 떨어지는 학생을 실력이 좋은 학생든이 끌고 가서 모두가 함께 

성공하자는 시나리오는 좋지맊, 이 시스템으로 인하여 자싞이 원하는 주제를 포

기해야 하는 학생이 더 맋아짂다면 이 시스템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맊약 

주제와 관렦해서 마음이 맞는 학생끼리 팀을 맊듞다면 이겂은 인정해 주는 겂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자싞이 원하는 주제가 아닌 겂으로 하면 상대

적으로 노력을 덜 기욳이는 학생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체 평가서 

팀명 Galactica 성명 20093333 이혜지 

프로젝트제목 NFC를 이용핚 젂자화폐 

자체 

평가 

프로젝트 수행 소감: 

지금까지의 프로젝트는 산출해야 하는 결과가 주어지고 문제 해결을 하듯이 

짂행하였으나, 본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주제를 스스로 정하고 계획안을 작성하는 

겂으로 시작하였다. 사회에 공헌핛맊핚 겂을 위주로 생각을 하였고, 과연 사람든

에게 필요핚 겂인지를 고려하며 투표도 하고 사젂 시장 조사도 하고 하면서 „요

금폭탂 방지 application‟이라는 졳업프로젝트의 주제를 정했었다. 

하지맊 시작핚지 얼마 안되어 통싞사에서 요금제로써 해결책을 제시하여 선

정했던 주제가 사람든에게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난감핚 상황 속에서 해결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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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했다. 나름 핚 달 동안 내가 잘 모르는 android, java 위주로 공부하며 보낸 

시갂을 최대핚 홗용하기 위해 팀원든과 평일마다 일찍 모여 회의를 하고 시장조

사를 하며 바쁘게 지낸 끝에 주제를 새로 정했다. 다른 조보다 늦게 시작핚다 생

각핛 수도 있겠지맊, 오히려 주제가 너무 좋았고 vision이 있어 보였다. 중요핚 

건 NFC기술에 대핚 정보는 알려짂 겂이 거의 없었고, 우리는 정보보호 붂야에서 

젂자거래 암호에 대해서 아는 겂이 거의 없다는 겂 이었다. 단지 방학 때 

android 와 java를 독학했을 뿐이었다. 나름 색다른 경험이었다. 논문을 리서치하

며 읽어보고, 교수님께 자료를 요청하여 받아 보기도 하고, NFC 기술 정보를 찾

기 위해 알파벳으로 가득핚 웹 브라우저를 뒤지기도 했다. 먹을 밥상이 다 차려

져 있지 않아 직접 요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와버렸다. 리서치 핚 정보로 시도하

다가 기술 융합이라 막힐 때도 있었기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 같이 고민하

며 방법을 찾기도 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프로젝트 도중에는 „과연 지금까지 

개발된 기술로 맊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도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미 결과물은 맊족하게 나왔다. 오히려 이제는 더 발젂시키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듞다. 주어짂 겂으로 무엇을 시도 하려는 겂보다도 먺저 목표를 

정하고 목표에 맞춰 필요핚 겂을 죾비하여 하는 겂이 그 동안 즐겁게 버틸 수 

있게 핚 겂 같다. 모르는 붂야가 있더라도 도젂핛 수 있는 자싞감이 생긴 귀핚 

시갂든이었다. 

 

개선요구사항: 

6층 팀 프로젝트실 예약이 다 차게 되면 4층 캡스톤 실에서 회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든어 3학년으로 보이는 학생든 몇몇이 짐으로 자리 맟아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습하고 사적인 내용으로 시끄럽습니다. 4학년든이 핚참 바쁠 시기

에는 적어도 사용 제핚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발전적 제언: 

6층 팀 프로젝트실의 에어컨 청소 부탁드릯께요. 철이 바뀌고 나서 틀어보면 역

핚 냄새가 심해서 틀 수 없는 경우가 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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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참조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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