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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 Galactica 
윤명근 교수님 
김종원 강지훈 고상철 
이민기 배소연 이혜지 

NFC E-Money 

 향후계획 

 배경 

 사용기술 

• 현금과 유사한 형태로 사용이 가능한 전자 화폐를 모델링. 

프로젝트 안정화 
  - 베타 테스트를 통한 다양한 오류 발견 및 수정. 

요금절감효과 

편의성 

 판매자와 구매자갂의 결제 
수수료 미발생 

 물리적 화폐의 발행비용 절감. 

 돈과 카드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음 

 NFC적 전자화폐를 통한      
지불방식 통합 

보안성 
  불추적성으로 인한 개인 

프라이버시 보장 
 Log추적으로 현금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방지 

오프라인성 
 기존 전자상거래 방식과 

대비되는 차별화 요소 
 오프라인기반으로 인한 빠른 

속도 

톡 

  <보낼금액 설정> 

 <화폐조회, 계좌등록 Tap> 

<화폐 충전, 입금 Tap> 

<계좌 정보 입력> <연동 완료> <연동 확인> 

<계좌 선택> <비밀번호, 충전금액 설정> <충전 완료> 

<보낼금액 확인> <단말기 접촉> <거래 내역> 

 개인거래 

 은행과의 연동 

 충전 

 목표 

 인터페이스 및 사용방법 

 특,장점 

 NFC 기술 
- Near Field Communication (근거리 무선 통싞) 
- 안테나 탐지거리 : 10cm이내 
- 주파수대역 : 13.56MHz 

 
 보안 : 개인키/공개키 암호화 기술, rooting감지 기술 

- Bouncy-castle RSA library 사용 
- C.A(Certification Authority)서명, 정보보호 (무선해킹방지) 

 
 Network - 서버 구축 

- Windows7 상의 Java Soket Programming 
 

 데이터베이스 
- SQL Lite - 은행 DB 구축, 사용자 정보, log파일 관리 
- MySQL-Workbench5.2CE 
  

 Java  
- Eclipse (Indigo 3.7v ) 
- JDK 1.7.0_04v 
- SDK revision16  

 
 Android 

- (icecream-sandwich 4.0.3v) 
- Android Programming 
- ADK 

전자상거래 증가 추세 NFC스마트폰 보급 상승전망 

• 모델링 한 전자 화폐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가상의 발행 기관 
및 은행 서버를 구현. 

• 단말기의 NFC 및 3G/WiFi 기능을 사용하여 단말과 단말 사이, 단말
과 서버 사이의 데이터 통싞을 구현. 

다양한 플랫폼으로의 확장 
  - 아이폰 
  - 향후 윈도우폰 

 구조도 

C.A Server Issue Server 

• 개인 갂의 거래는 스마트폰의 
NFC 무선통싞 기술을 통해 이루
어짐. 

• 전자 화폐 기관서버는 은행의 개
인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거나 입
금하는 요청을 보냄. 

• 은행서버는 처리 결과를 전달. 

• CA 서버는 공인 인증서를 발급하
고, 각 개인의 공개키에 서명. 

• 전자화폐의 생성과 인증, 폐기는 
모두 기관(Organization) 서버에
서 이루어 짐. 

• 발행기관으로부터 입금이나 출금 
요청이 오면 개인 계좌에서 입,출
금을 처리한 후 결과를 통보. 

• 전자화폐 App에서 전자화폐 발
행기관으로 화폐발행 등을 요청. 

<은행이 보유한 계좌 정보> 

<전자화폐를 생성하여 발급하는 모습> 

Organization 

Bank 

<거래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