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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우리 프로젝트는 전자화폐의 모델을 제시하고 구현해보는 것이다. 

전자화폐발행기관 시스템, 스마트폰의 NFC기능을 이용한 전자화폐거래 어플, 가상은행계

좌 시스템 을 구현한다. 

 

전자화폐(electronic cash) 는 정보화사회에서 현금을 대신할 새로운 개념의 화폐이다. 동

전이나 지폐는 부피나 무게가 크므로 사용이 불편하다. 따라서 정보화사회가 발달하면서 

전자화폐의 출현은 필연적이다. 

신용카드나 T-money 등 현금을 대신할 방법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으며 실제 전자화폐에 

거의 근접한 서비스들이 늘어나고 있다. 

 

NFC(Near Field Communication) 는 전자태그(RFID)의 하나로 13.56Mz 주파수 대역을 사

용하는 비접촉식 근거리 무선통신 모듈로 10cm의 가까운 거리에서 단말기 간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을 말한다. 기존의 읽기만 가능한 RFID기술과 비교해보면, NFC는 읽기와 

쓰기 모두 할 수 있고 기기와 기기간에는 p2p기능까지 가능하여 결제뿐만 아니라 슈퍼마

켓이나 일반 상점에서 물품 정보나 방문객을 위한 여행 정보 전송, 교통, 출입통제 잠금장

치, 개인간의 파일교환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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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젝트의 목표 

2.1 목표 

본 프로젝트의 목표는 스마트폰의 NFC기능을 활용하는 전자화폐 시스템의 한 모델을 제시

하고 구현해보는 것이다. 

 

2.2 프로젝트 추진 배경 및 필요성 

2.2.1  기술의 시장현황 

1. 전자 결제 증가 추세 

 

전자화폐란 은행이나 기관 등의 발해자가 IC칩이 내장된 카드나 인터넷에 연결된 PC등에 일정 

화폐 가치를 전자 기호로 저장하고 이것을 보장함으로써 무선이나 유선의 통신 회선으로 자금 결

제가 이루어지도록 만든 화폐를 말한다. 전자화폐는 특정 전용 망에서만 사용되는 것에서부터 국

가의 법정 화폐로 교환될 수 있는 것까지 그 종류가 다양하다. 

  
< 그림 - 1 - > 

 

위의 도표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의 규모는 국내의 인터넷 보급과 활성화에 

따라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따라서 전자 지불 거래 규모 역시 증가 하였다. 국내

에서는 이에 맞춰서 IC칩을 내장한 카드를 사용한 전자 화폐가 출시 되었으나 그 편의성과 범용

성이 떨어져서 크게 확산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단점 때문에 기존의 전자화폐는 현재 교통카드

를 제외하고는 크게 활성화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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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FC 탑재 단말기 전망 

 

과거의 NFC 관련 시장은 단말 라인업, 결제 인프라, 통신사, 제조사, 은행, 카드사 등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널리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최근에는 NFC탑제 스마트폰 출시를 비롯

하여 다양한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기술적 발전으로 인하여 인프라 구축 및 

NFC 탑재 비용이 지속적으로 하락 하였고, 이로 인하여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다양한 애

플리케이션 구현이 가능해 졌다. 또한 국내에서는 정부가 통신사, 제조사, 카드사 등의 

이해관계 조율에 나서기 시작하여, 2011년 3월에 ‘Grand NFC Korea Alliance’가 설립되

어, NFC 서비스의 표준화를 중점 추진하는 ‘근거리 통신 기반 모바일 스마트 라이프 서

비스 활성화 계획’도 수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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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에 맞추어 국내외의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향후 출시하는 대부분의 

스마트폰에 NFC기능을 탑재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전문가들은 전체 시장의 47%

인 8억대 이상의 휴대전화가 판매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그림 - 2 - ><NFC 탑재 단말의 확산 전망> 

 

구분 최초 업체 현황 현재 업체 현황 미래 업체 현황 

국내 삼성 2007년 7월 ‘SCHC-

250’출시 

2010년 10월 SHW-A170K 출시 

2010년 12월 넥서스S 출시 

2011년 3월 갤럭시S2 출시 

2011년 4월 VISA와 모바일 결제 

서비스 구축 파트너쉽 체결 

 

LG 2008년 KU380-NFC 

출시 

2011년 5월 NFC USIM개발사 유

비 벨록스와 공급 계약 체결 

2011년 하반기부터 GS 칼텍스 

주유소에서 스마트폰 결제 시작 

 

펜텍 2011년 6월 베가 레

이서 출시 

  

국외 APPLE  2008년 NFC기반 e-티켓 서비스

에 관한 특허 출원 

2010년 8월 NFC전문가 

Benjamin Vigier 영입 

아이폰 4,4S의 NFC기능을 지원

아이폰5 NFC 기능 내장 

예정 

NFC를 활용한 사용자의 

소비 성향 분석 정보 제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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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케이스 출시 

Nokia 2004년 4월 RFID 태

기 읽기가 가능한 

Nokia-5140출시 

NFC기능을 탑재한 블루투스 해

스셋 노키아 루나 개발 

2011년 이후 발표할 모든 

노이카 폰에 NFC 탑재 예

정 

<국내외 모바일 플랫폼 NFC 관련 동향> 

 

 

2.2.2  기술의 발전 현황 

1. 화폐의 발전 현황 

 
< 그림 - 3 - >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시사회에서는 물물교환이 화폐의 수단이었다. 물물교환이 

빈번해지자 서로가 원하는 물건의 종류와 품질, 양, 또는 운반상의 불편함을 느끼고 교환

에 필요한 중간 매개체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원시화폐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교환 매개체로는 중국의 조가비와 포백, 에티오피아의 소금, 남아프리카의 가축, 시베

리아의 모피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 후 적은 양으로도 고유의 가치를 가지면서 보관, 휴대 및 운반 면에서 편리한 금, 

은, 동 등의 금속이 화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금속화폐로 발전하게 되었다. 

 초기의 금속화폐는 각인이나 주조도 되지 않은 조잡한 막대기 모양이 사용되었기 때

문에, 형량과 시금이 번잡하였다. 그래서 국가가 금속화폐에 각인을 할 필요가 생겼다. 

여기서 주조화폐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처음에는 양목과 품위를 보증하기 위하여 만들

었을 것이다. 

 주조화폐는 물품화폐의 가치를 지닌 채 점차 발달하여 화폐의 필요 조건인 등질성·분

할성·보존성·내구성 등의 특성을 갖추게 되었다. 

물품화폐와 금속화폐는 그 자체만으로도 소재가치가 있어 어느 누구의 지급보증이나 

유통을 위한 법적 강제력이 수반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금속화폐의 주

조권을 국가 권력이 소유하게 되면서 주조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귀금속 함유량을 감소시

켜 화폐의 소재가치가 액면가치보다 낮은 주화를 만들게 되었다. 

 이와 같이 화폐의 소재가치가 액면 가치보다 낮은 화폐를 명목화폐라 하는데 오늘날

의 화폐는 명목화폐가 거의 대부분이며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은

행권지폐이다. 

물품화폐, 금속화폐 그리고 명목화폐로 발달해 온 화폐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은행권과 주화의 형태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정보통신 및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신용카드, 전자 자금이체 등 현금대체 결

제수단의 이용이 더욱 보편화되었고 현금 사용이 줄어들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는 전자화폐라는 개념의 화폐가 도래하면서 현금 없는 사회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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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C 기술 현황 

근거리 무선 통신이란 전파를 정보의 전송 매체로 이용해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각종 정

보처리 기기들 간에 정보를 교환하게 하는 통신을 말한다. 지금까지의 근거리 통신은 통

신 기기들간이 선으로 연결된 유선 통신이었으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원거리에 이

어서 근거리 통신마저도 무선 통신이 유선 통신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현재 주목 받

는 기술로는 무선 LAN, Bluetooth, NFC등이 있으며, 무선 LAN의 경우 WiFi가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다음은 각 무선통신 기술간의 전송 속도와 거리를 비교한 그림이다. 

 
< 그림 - 4 - >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 데이터 전송 속도와 거리 비교> 

 

현재 NFC탑재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서서히 증가함에 따라 NFC 기술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이용자는 NFC 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NFC 단말기 또는 태그에 간단히 접촉하는 것

만으로 NFC 기능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다음은 다른 근거리 통신 기

술과의 차이점을 나타내는 표이다. 

통신규격 이용 주파수 특징 유효 거리 

NFC 13.5MHz 정보의 읽기/쓰기가 가능한 양방

향 통신 

p2p 기능 제공 

10cm 이내 

Bluetooth 2.4GHz 포터블 기기 사이의 케이블 연결

을 대체하기 위한 통신 

10m 이내 

ZigBee 2.4GHz 가정, 사무실 등의 무선 네트워

킹에 사용. 전력 소모를 최소화 

함 

10~20m 

Wi-Fi 2.4GHz 무선 LAN표준 최대 500m 

RFID 134KHz, 

13.56MHz, 

433MHz, 

860~960MHz, 

2.45MHz 

RFID 태그를 기기에 내장/부착

하여, RFID Reader/Writer를 통

하여 통신 

수십cm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 비교> 

NFC 기술이 넓게는 RFID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나 활용 분야나 성능 면에서 더욱 뛰

어난 기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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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기 개발된 시스템 현황 

  

교통카드 

T-money 

티머니(T-money)는 대한민국에서 교통 카드 및 전자화폐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카드이며, 충전을 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우리은행의 

K-card 

학생증 기능과 도서관 출입증 등 다양한 기능을 하는 일종의 스마트카

드이다. 

충전을 하면 우리학교내에 한해서 전자화폐로서의 기능을 한다. 

프린트출력물결제, 식당에서의 음식결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KT의 

ZooMoney 

KT에서 전자화폐 개념으로 출시한 어플이다. 

신한은행계좌에서만 충전할 수 있고, QR코드 결제나 NFC결제를 제공

하지만 아직 그런 결제시스템이 설치된 가게가 없어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다만 기술적 선점을 위하여 출시된 어플로 보인다.  

Mybi 

전국10개 광역시도에서 교통요금 뿐만 아니라 각종 유통시장에서도 결

제 가능한 지불수단으로 비 접촉식 결제수단. 교통 카드와 편의점 결제 

수단 외에는 크게 사용되지 않는다. 

Mondex 

Card 

1996 년 7 월에 별개의 회사로서 마스터카드사의 자회사인 몬덱스 

인터내셔널(Mondex International) 에서 기술 추진하여 발행 된 

전자화폐. 한 장의 카드에 5 개국 화폐가 저장 가능하며 사용자의 계좌 

정보가 내장되어 있다. 보안 기술이 높은 카드이다. 국내에서는 

제주도에서 시험 서비스를 하였으나 활성화 되지는 않았다. 

K-Cash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일한 전자 화폐. 한국 은행을 포함하여 국내 전 

은행이 개발에 참여 하였으며, 공인인증서, 학생증 등 다양한 기능을 

내장하도록 지속적인 개발중이다. 

 

 

2.2.4  시스템의 필요성 

 1. 금전 거래에 있어서 편의성 증대 

현재 금전 거래의 대부분은 현금이 차지하고 있다. 과거 몇몇 전자화폐 시스템이 출시 

되었으나 편의성, 범용성 등의 문제로 인하여 현재 시장에서 사라졌다. 과거 전자 화폐

는 사용을 위해서 사용자가 별도의 카드 등을 발급 받아 취급 기관에서 충전을 하여 사

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며, 인프라 구축이 미미하여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가 

없었다. 또한 화폐의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서 현금을 대체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전자 화폐를 동시에 사용해야 했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에서는 대부분의 현대인들

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전자화폐를 내장 시킴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며, 

현실의 현금처럼 전자 화폐를 국가의 기관에서 발행 하는 시나리오를 따라가 하나의 화

폐를 활용하여 범용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사용자의 편의

성 및 화폐의 범용성을 증대시키고자 한다. 또한 화폐의 규모에 상관없이 전자적 파일로 

관리를 하여 도난 분실 시에 쉽게 대처할 수 있으며, 사용시 내역을 기록하여 사용자에 

맞춰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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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지불 방식의 가치 통합 

기존의 전자화폐는 필요로 하는 장치(카드, 휴대 전화 등)가 모두 다르며, 한 휴대 전화 

내에서도 서로의 화폐가 호환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전자 화폐를 중앙의 한 기

관에서 발행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실제 현금과 가장 비슷한 모델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둬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며, 향후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표준을 제시하려 한

다. 전자 화페의 발행처를 국가의 한 기관으로 제한한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화폐의 신뢰

성을 높일 수 있고, 추후 전자 화폐 보급의 확산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3. 기능적 및 사용자적 측면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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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 절감 된다. 또한 화폐가 전자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사용 내역을 보관하기가 용이

하며, 화폐의 규모와 상관 없이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므로 보관 비용이 감소하고 도난이

나 분실의 위험이 적다. 보안성을 위하여 전자화폐의 사용 내역이 암호화 되어 기록이 

남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조세투명효과가 있다. 

 

2.3 연구/개발 내용 

2.3.1  연구 방법 

각종 연구 보고서, 인터넷 싸이트, 논문, 젂문 서적 등을 활용하여 프로젝트에 필요핚 정보를 수

집 및 연구핚다. 

젂자화폐,  NFC,  JAVA, android, 서버, DB 등 다양핚 연구가 필요하다. 

 

1. 젂자화폐 

*옛날에 사용되던 화폐로부터 젂자지급 결제시스템에 이르기까지의 변화 과정및 배경을 이해하여 

젂자화폐의 중요성을 파악핚다. 

*현재 젂자지급 결제시스템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본다. 

*기 개발된 젂자화폐 시스템이 성공핛 수 없었던 이유를 파악하여 이를 극복핛 방앆을 찾는다. 

*위 내용들을 바탕으로 젂자화폐의 단점과 장점들을 파악하여 우리프로젝트맊의 특장점을 생각해

본다. 

 

2. NFC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NFC통싞기술의 장점들을 연구해본다. 

*새로욲 기술을 사용하기 위하여 android에서 제공하는 NFC 기능을 사용하게 해주는 library 함

수들을 숙지하여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핚다. 그러기 위해선 NFC기능을 사용핚 android 예

제들이나 실습들을 맋이 찾아보고 참고해야 핛 것이다. 

 

3. 서버 

*대규모의 동시접속이 예상되는 젂자화폐발행기관시스템이나 가상의 은행시스템을 구현해야 하므

로 이를 감당핛 수 있는 적젃핚 서버종류나 이를 이용핛 방법을 공부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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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B 

*대규모 정보를 다뤄야 하는 맊큼 DB는 필수이다. 우리가 사용핛 DB를 정핚 후 사용법을 숙지해

야 핛 것이다. 

 

5. JAVA언어 및 android library 

기본 개발 환경이 JAVA가 될 것이므로 JAVA언어에 대해 숙지하고 어플 단계는 android os를 사

용하는 스마트폰을 이용핛 것이므로 android library의 사용법을 숙지핚다. 

 

2.3.2  연구 성과물 

1. 젂자화폐 

*과거 현금에서부터 현재의 맋은 젂자지급결제 시스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기 개발된 젂자화

폐 시스템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리고 그러핚 젂자화폐시스템이 성공하지 못핚 이유를 분석핚 후 이를 극복하기 위핚 우리프로

젝트맊의 특징들을 생각해보았다. 

앆젂핚 젂자화폐를 맊들기 위핚 보앆분야를 공부하였다. 

 

2. NFC 

*젂문문서들을 통하여 NFC의 특징들을 살펴보았고 젂문서적에 있는 android NFC 프로그래밍 부

분과 인터넷 상의 android NFC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학습하였다. 

 

3. DB 

*3학년2학기의 DataBase 수업시갂에 배욲 내용을 복습하였다. 

 

4. JAVA언어 및 android library 

*방학동앆에 JAVA와 android책을 구입하여 프로젝트 팀원 모두 내용을 공부하고 예제들을 실습해 

보았다. 

 

5. 보앆(개인키,공개키, CA) 

네트워크top-down aproach 교과서로 보앆공부를 하였다. 

 

결롞 

  위 모든 것들을 연구,조사하여 젂자화폐 모델을 맊들었다. 

  우리가 맊들 젂자화폐의 최대의 특징은 오프라인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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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개발 방법 

No 제목 내용 

1 프로젝트 구상 프로젝트 주제를 결정핚다. 

2 프로젝트 연구 주제에 대핚 사젂 연구를 핚다. 

3 젂자화폐 어플개발 어플의 UI를 개발핚다. 

발행기관에서 인증서를 받아오는것을 구현핚다. 

nfc기능을 이용하 개인어플갂 p2p 통싞을 구현핚다. 

android SQLite를 이용하여 어플에 필요핚 DB를 구축핚다. 

4 1차 알파테스트 기본적인 어플 구동 테스트를 핚다. 

5 젂자화폐발행기관 시스템개발 MySQL을 자바와 연동하여 갂단핚 가상적인 은행시스템과 

젂자화폐 발행기관 시스템을 구축핚다. 

6 2차 알파테스트 기관시스템과의 연동및 어플사용 테스트를 핚다. 

7 베타테스트 제3자가 우리가 개발핚 시스템을 사용해보게 핚다. 

8 앆정화 베타테스트에 의해 발견된 버그들을 수정핚다. 

9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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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개발 성과물 

           

 

<젂자화폐를 이용핛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레이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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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4.1  기대효과 

1. 편의성 - 추가적으로 카드를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현금 기반의 서비스를 이용핛 수 있다. 

2. 앆정성 - 화폐가 컴퓨터 파일의 형태도 저장되기 때문에 현금보다 앆젂핚 사용이 가능하

다.  

3. 젂자 화폐 요구 조건 충족 - 디지털 정보화, 오프라인성, 양도성 편리성 등, 젂자화폐가 

갖춰야 핛 여러 조건들을 비교적 쉽게 충족 시킬 수 있다. 

4. 거래 비용 젃감 - 실제 화폐가 아닌 젂자 싞호로 거래가 이뤄지므로 거래 비용이 젃감 

된다. 

5. 사용자 증가 - 현금 기반의 서비스가 젂자화폐 기반으로 넘어온다면 자연스러욲 사용자

의 증가가 발생핛 수 있다. 

 

2.4.2  활용방한 

1. 젂자 화폐 기준 제시 - 젂자화폐가 중앙 기관에서 발행되는 형태이므로 향후 개발될 서

비스에 사용될 화폐의 기준이 될 수 있다. 

2. 서비스 융합 – 기졲의 카드로 제공되는 포인트 제도 등을 젂자 화폐에 융합하여 더욱 갂

편핚 환경에서 제공핛 수 있다. 

3. 서비스 이젂 용이 - 젂자화폐가 현금과 유사핚 형태로 설계되었으므로 실생활의 서비스

를 젂자화폐 기반으로 쉽게 이젂핛 수 있다. 

4. 실제 화폐의 도난, 분실 문제의 해결 - 화폐가 컴퓨터 파일의 형태로 저장되므로 분실과 

같은 문제가 발생시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ex)젂자 화폐 기능 정지 

5. 조세투명효과 – 화폐의 사용 내역이 암호화 되어 발행 기관에 저장 되므로 세금 징수에 

있어서 투명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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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구사항 

3.1 기술적 요구사항 

3.1.1  개발에 필요한 환경 

1. 운영체제 및 프로그램 

 윈도우7 

 Eclipse : 자바 개발환경 

  

2. 컴파일 환경 

 윈도우7에서 JAVA  Eclipse의 안드로이드AVD 를 이용한 교차 컴파일러 

 or 갤럭시s2 기기 2대. 

 

3. 개발언어 

 JAVA 

 XML 

 SQL 

 

4. 언어의 문법적 요구사항. 

 

5. 기술적 환경 

 NFC 통신기술 

 

3.1.2  결과물 확인 환경 

1. 동작시킬수 있는 운영체제 

 윈도우7 or 윈도우server or 리눅스 

 (가상은행서버와 전자화폐 발행기관서버를 운영할 운영체제) 

 Google Android 

 

2. 미리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 소프트웨어 및 라이브러리 

 MySQL : 기관시스템에서 사용할 DB 

 SQLite3 : 안드로이드 os에서 지원하는 DB 

 JDK : 자바 디벨롭먼트 킷 

 SDK :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 

 ADK : 자바에서의 안드로이드 플러그인 

 

3. 서버 환경의 경우 서버의 구성 방법 

리눅스 or 윈도우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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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결과물 상세사양 

3.2.1  유스 케이스 

유스케이스 UC1 : 전자 화폐 거래 

 

범위 : NFC 전자화폐 애플리케이션 

수준 : 사용자의 목적 

주요 액터 : 사용자 1, 사용자 2 

관련자 및 관심 사항 

- 사용자 : 빠른 현금 입력과 정확한 전자 화폐의 전달을 원한다. 전자 화폐 전송 간의 

오류가 없어야 한다. 

- 기관 : 정확한 전자 화폐 거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서비스 이용 중 이상이 발생하면 

바로 피드백이 오길 원한다. 거래 log 는 정확하게 저장되길 원한다. 적절한 전자 

화폐가 없을 경우 빠른 환전 요청을 받고 처리 할 수 있길 원한다. 

- 은행 : 전자 화폐 거래를 할 때 금액이 부족할 경우 출금요청 및 금액지불이 안전하고 

빠르게 진행되길 원한다. 

사전 조건  

- 사용자 1, 사용자 2 모두 NFC가 되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 둘 중 최소 한 명의 사용자의 스마트폰에서 애플리케이션이 작동 중이다. 

- 두 스마트폰에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 되어 있어야 한다 

- 두 스마트폰이 공인된 인증서를 가지고 있다. 

성공 보증 ( 또는 사후 조건) 

- 거래 내역과 Log가 저장된다. 

- 거래 후 전자 화폐가 금액에 맞게 두 단말기 사이에서 거래된다. 

- 사용자 1에서 거래된 전자 화폐는 사용자 2의 스마트폰에 이동 돼 있으며 사용자 1의 

스마트폰에는 거래된 전자 화폐의 어떠한 정보도 있어선 안 된다. 

주요 성공 시나리오 (또는 기본 흐름) 

1. 사용자 1, 사용자 2 는 거래하고자 하는 금액을 정한다. 

2. 사용자 1 이 사용자 2 에게 특정 금액 a 를 넘겨 주고자 할 경우 사용자 1 이 보내고자 

하는 금액을 애플리케이션에 입력한다. 

3. 금액을 입력한 후 보내기 혹은 받기를 누른 후 사용자 1 과 사용자 2 의 스마트폰을 

5cm 이내로 가깝게 접촉 시킨다. 

4. 승인 요청 메시지가 나타나면 금액과 사용자의 내역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선택한다. 

5. 사용자 1, 사용자 2 가 모두 승인을 하였을 경우 거래 완료 message 가 두 스마트폰에 

정상적으로 출력 된다. 

확장 (또는 대안 흐름) 

*a. 언제든지, 두 거래자중 한 명이 거래가 취소를 요청한 경우 

 1. 모든 거래 과정을 중지한다. 

*b. 언제든지, 시스템상 문제로 거래가 중지된 경우 

 1. 중지된 원인을 파악한다. 

 2. 모든 거래를 종료 한다. 

3a. 금액이 부족한 경우 

 1. 전자 화폐 발급 유스케이스로 이동한다. 

5a.  사용자 1, 사용자 2 둘 중 한 명이 승인 거부를 선택하였을 경우 

  1. 거래의 모든 상황이 종료 되고 두 스마트폰 간의 연결이 종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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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요구 사항 

- 사용자 1, 사용자 2 간에 호환되는 스마트폰이어야 한다. 

- 스마트폰 내부에 충분한 용량이 있어야 한다. 

- 스마트폰이 네트워크 상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 NFC 연결이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 지도록 한다. 

기술 및 데이터 변동 리스트 

- . 모든 NFC 단말기에 적용 되도록 표준화 되어야 한다. 

발생 빈도 :  거의 항상 이루어질 것이다. 

해결할 문제 

-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 졌을 때 보안성 및 거래의 

안정성을 어떻게 보장 할 수 있는가? 

-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도중에 해킹에 대한 대비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질 것 인가? 

 

유스케이스 UC2 : 전자화폐 발급 

 

범위 : NFC 전자화폐 애플리케이션 

수준 : 사용자의 목적 

주요 액터 : 사용자 

관련자 및 관심 사항 

- 사용자 : 빠른 전자 화폐의 발급을 원한다. 정확한 금액이 스마트 폰에 저장 되길 원한다. 

- 기관 : 거래가 이루어질 때 정확한 금액을 입력 받고 은행으로부터 정확한 금액이 인출 

된다. 각각의 전자 화폐가 고유의 번호를 부여 받을 것이며 보안이 유지 된다. 

- 은행 : 원하는 금액을 정확한 계정으로부터 인출 하길 원한다. 

사전 조건 

-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네트워크와 연결 되어 있다. 

- 사용자는 해당하는 은행에 충분한 량의 금액이 있는 계좌를 가지고 있다. 

- NFC 기능을 제공하는 단말기에 보안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 NFC 기능을 제공하는 단말기에 공인된 인증서를 가지고 있다. 

성공 보증 ( 또는 사후 조건) 

- 거래 내역이 저장된다. 

- 원하는 금액의 전자 화폐 파일이 스마트 폰에 저장된다. 

- 전자화폐 발급 기관에는 해당 전자 화폐의 발급 내역이 저장 된다. 

주요 성공 시나리오 (또는 기본 흐름) 

1. 사용자는 충분한 돈이 있는 은행의 계좌를 선택한다. 

2. 전자화폐로 발급하고자 하는 량의 금액을 입력 한다. 

3. 발급 요청을 누른 후 다시 한번 뜨는 요청 내역 확인 메시지를 확인한다. 

4. 확인을 누른후 전자 화폐가 정상적으로 발급 되었음을 확인한다. 

확장 (또는 대안 흐름) 

*a. 언제든지, 시스템상 문제로 거래가 불가능할 경우 

 1. 중지된 원인을 파악한다. 

 2. 거래가 중단된다. 

2a. 전자화폐 요청 금액보다 충분한 돈이 있는 은행 계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1. 사용자에게 금액이 부족함을 알린다. 

 2. 거래가 종료 된다. 

특수한 요구 사항 

- 사용자의 스마트 폰에 충분한 용량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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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가 계속해서 연결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기술 및 데이터 변동 리스트 

- 네트워크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전송 가능한 량이 늘어 난다. 

- 물가가 상승 함에 따라 후에 발급되는 전자 화폐의 단위와 회수가 늘어날 것이다. 

발생 빈도 :  거의 항상 이루어질 것이다. 

해결할 문제 

-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 졌을 때 보안성 및 거래의 

안정성을 어떻게 보장 할 수 있는가? 

-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도중에 해킹에 대한 대비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질 것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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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소분류 기능 형식 index 

파일 

전자화폐 어플 

log 파일 저장. 함수 1 

전자화폐 파일 저장. 함수 2 

전자화폐 파일 삭제. 함수 3 

전자화폐 발행기관 

전자화폐 파일 생성 함수 4 

전자화폐 파일 삭제 함수 5 

log 파일 저장. 함수 6 

log 파일 병합 함수 7 

출력 

 어플에서의 
개인거래 내역 출력 

선택기준에 따른 정렬 및 출력 

(ex 시간순, 거래금액 내림,오름 

정렬) 

함수 

8 

화폐 리스트 출력 화폐종류및 갯수출력 함수 9 

연동계좌 리스트 

출력 
 

함수 
10 

전자화폐 발행기관 

log 출력 
함수 

11 

사용자 정보 출력 
 

12 

 

DB 

전자화폐 어플 DB 

 (거래내역) 

DB 생성 함수 13 

record 추가 함수 14 

record 삭제 함수 15 

record 갱신 함수 16 

전자화폐 어플 DB 

(사용자정보 및 
금액) 

DB 생성 함수 17 

record 추가 함수 18 

record 삭제 함수 19 

record 갱신 함수 20 

전자화폐발행기관의 
사용자 DB 

DB 생성 함수 21 

record 추가 함수 22 

record 삭제 함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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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 갱신 함수 24 

전자화폐발행기관의 
사용내역 DB 

DB 생성 함수 25 

record 추가 함수 26 

record 삭제 함수 27 

record 갱신 함수 28 

가상은행의 DB 

DB 생성 함수 29 

record 추가 함수 30 

record 삭제 함수 31 

record 갱신 함수 32 

네트워크 

NFC 

전자화폐 파일 전송 함수 33 

전자화폐 파일 받기 함수 34 

기기 인식 함수 35 

모드 변경 함수 36 

Internet - 개인 

기관 접속 함수 37 

log 파일 전송 함수 38 

전자 화폐 요청 함수 39 

전자 화폐 수령 함수 40 

인증서 수령 함수 41 

거래 프로토콜 전송 함수 42 

인증서 요청 함수 43 

Internet –기관 

기관에서 은행 접속 함수 44 

기관에서 계좌로 입금 함수 45 

인증서 전송 함수 46 

보안 

기관 

인증서 생성 함수 47 

인증서 폐기 함수 48 

인증서 갱신 함수 49 

인증서 확인 함수 50 

전자 화폐 암호화 함수 51 

개인 
전자 화폐 확인 함수 52 

인증서 확인 함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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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스템 기능 및 구조  

 

 

 

 

3.3.1  개인 사용자 

1. 젂자화폐 충젂 

 유저가 젂자화폐를 필요로 핛 때 기관에 요청을 하면 기관이 연동되어 있는 계좌에서 요

 청핚 금액의 젂자화폐를 발행 해 준다. 

2.젂자화폐 젂송 

 유저가 유저에게 젂자화폐를 젂송핚다. 

3.젂자화폐 입금 

 모여 있는 젂자화폐를 기관에 요청하여 계좌에 입금시킨다. 

4.젂자화폐 요청 

 유저가 요청 기능을 실행하면 상대편에게 지급 금액을 알려주어 결제를 짂행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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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계좌 연동 

 유저가 충젂핛 계좌를 등록하여 화폐를 충젂 핛 때 그 계좌를 통해서 기관이 발행 해 준

 다. 

6.사용내역 조회(가계부 형식) 

 유저가 사용핚 화폐내역은 자동으로 기록되며 사용자가 원핛 시 그 기록을 조회 핛  

 있다. 사용내역에는 가계부와 유사핚 형식으로 저장되며 이를 통하여 손쉽게 사용 패턴

 을 분석핛 수 있다.  

7.화폐조회 

 현재 유저가 보유하고 있는 화폐의 종류와 개수를 보여준다. 

8.젂자화폐 결제 

 마트와 유사핚 환경에서 결제 금액을 유저에게 알려주면 유저가 결제를 짂행핚다 

 

3.3.2  전자화폐 발행기관 

가. CA 서버 기능 담당 

애플리케이션갂의 통싞을 위핚 인증서의 발급을 위핚 기능을 담당 함으로서 모든 애플

리케이션에서 공통적으로 인증 되는 인증서의 요청을 받아 들이고 해당하는 인증서를 발

급해준다. 

나. 젂자 화폐의 발행 기관 서버 

인증된 기관이라는 가정하에 젂자 화폐를 발행핚다. 젂자 화폐는 인증된 번호를 가지며, 

각각의 번호는 젃대로 겹치지 않는다. 또핚 요청 받은 화폐를 보다 작은 단위의 인증된 

화폐로 반환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은행 기관 관리 서버에서 해당 계좌와의 거래를 관리

핚다. 해당 거래 내역은 DB로 저장된다. 

다.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은 log 저장. 

클라이언트로 통합 log를 받아 정리하여 DB에 저장핚다. 저장핚 data를 기준으로 금융거

래 범죄를 감시하고 역 추적하여 범죄자를 추적핚다. 

 

3.3.3  가상 은행DB서버 

각 클라이언트의 계좌와 자금 현황을 관리핚다. 젂자 화폐 관리 기관에서 요청핚 계좌에

서 원하는 자금을 입금 혹은 출금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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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주요 시나리오 시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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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클래스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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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3.4.1  제도적 

제핚요소1 현실에 공식적으로 젂자화폐를 발행하는 기관이 졲재하지 않는다. 

해결방앆1 가상으로 발행 기관 서버를 구축하여 사용하도록 핚다. 

제핚용소2 실제 은행 서버를 연동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핛 수 없다. 

해결방앆2 가상으로 은행 서버를 구축하여 발행 기관과 연동시킨다. 

 

3.4.2  기술적   

제핚요소1 

  

거래에 참여하는 양쪽이 모두 발행 기관에 접속하여 거래를 짂행하면 오버해

드가 발생핚다. 

해결방앆1 화폐를 수령하는 측에서맊 서버에 접속하도록 프로그램하여 오버해드를 줄인

다. 

제핚요소2 젂자 화폐 파일을 복사하는 것을 귺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 

해결방앆2 젂자 화폐를 수령하는 측에서 발행 기관 서버에 접속하여 화폐의 유효성을 

판단핚다. 

 

3.4.3  하드웨어 

제한요소1 다양한 서버를 위한 다수의 서버 컴퓨터의 수가 부족하다. 

해결방안 제공되는 한 대의 서버 컴퓨터에서 

다수의 서버 프로그램이 돌아가도록 한다. 

 

 

3.4.4  소프트웨어 

제한요소1 공인 인증서버에 직접적인 인증이 불가능 하다. 

해결방안 자체적인 공인 인증서 서버(CA)를 구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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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요소2 루팅(root 접근 권한을 얻는 행위)을 통한 돈 파일의 복제가 우려된다. 

해결방안 외부에서의 돈 파일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보안 방식을 사용한다. 

루팅 발생 시 해당 App의 사용을 불가능하도록 한다. 

제한요소3 NFC를 지원하는 SDK를 안드로이드 2.3.3 버전에서부터 지원한다. 

해결방안 안드로이드 2.3.3 버전을 지원하는 스마트 폰을 사용하고 

개발에 필요한 JVM의 버전을 안드로이드 2.3.3으로 통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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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Risk Management 

Items Description Management Plan 

NFC 서비스의 

기술적 취약. 

물리적 – 도청, 데이터 변조, 

데이터 수정, 데이터 삽입. 

논리적 – 중계 공격, 중간자 

공격, 스마트 포스터 URI 

스푸핑, NDEF Signature RTD 

취약점. 

보안채널 이용, RF 필드 체크. 

타이밍 체크, 위치 체크 등. 

전자 화폐를 

사용한 금융 

시스템의 

미비. 

전자 화폐 사용 시스템과 그 

사용이 미비하여 시스템 사용 

시장이 작다. 

점차적인 시스템의 보급을 

통한 점증적인 사용 시장의 

확대를 계획한다. 

 

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이름 역할 

김종원 
- Project Leader 

- NFC 통신관련, 알고리즘관련 

강지훈 
- 보안 팀장 

- 보안관련 (공인인증, 개인키/공개키) 

이민기 
- 알고리즘 팀장 

- NFC 통신관련, 알고리즘관련 

고상철 
- 서버구현관리 팀장 

- 네트워크(서버, 프로토콜) 

배소연 
- User Interface 팀장 

- 보안관련 (공인인증, 개인키/공개키)  

이혜지 
- 테스트 팀장 

- 네트워크(서버,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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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젝트 비용 

항목 예상치 (MD) 

개발 환경 설정 2 

주요 기술 연구 20 

관련 시스템 분석 15 

User Interface 설계 6 

서버 설계 및 구현 20 

클라이언트 설계 및 구현 25 

서버-클라이언트 프로토콜 설계 5 

알고리즘 연구 5 

시스템 테스트 10 

합 108 

 

 

6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6.1  개발 일정 

항목 세부내용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비고 

요구사항분석 
요구 분석       

SRS 작성       

관련분야연구 
주요 기술 연구       

관련 시스템 분석       

설계 시스템 설계       

구현 코딩 및 모듈 테스트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6.2  세부 일정 

주차 날짜 내용 

1 12-26 ~ 01-01 주제 선정과 시장 조사 및 아이디어 회의 

2 01-01 ~ 01-07 
프로젝트 1차 설계, 

 (JAVA, XML, 앆드로이드, 네트워킹, 서버)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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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1-08 ~ 01-14 시스템 설계 

4 01-15 ~ 01-21 

<주제 변경> 

젂자 화폐로 졳업 프로젝트 주제 변경함. 

(NFC 결제, 정보보호 분야, 젂자 화폐)학습 

5 01-22 ~ 01-28 
사젂학습 

시스템 디자인/주요기술 연구 

6 01-29 ~ 02-04 
사젂학습 

젂자화폐 디자인 설계 및 주요기술 연구 

7 02-05 ~ 02-11 
사젂학습 

젂자화폐 디자인 설계 및 정보보호 실습 

8 02-12 ~ 02-18 

사젂학습 

젂자화폐 사용의 기본적 시퀀스 다이어그램 작성 

젂자화폐 시스템의 클래스 다이어그램 작성. 

9 02-19 ~ 02-25 

사젂학습 

앆드로이드 nfc기능 공부 

앆드로이드file처리 공부 

공개키암호화알고리즘 JAVA와의 연동 공부 

계획서 작성 

10 02-26 ~ 03-03 
계획서 작성, 발표자료 준비 

역핛 분담 및 코딩역핛 분담. 

11 03-04 ~ 03-10 
*계획서 발표 

 

12 03-11 ~ 03-17 구현시작 

13 03-18 ~ 03-24 구현 

14 03-25 ~ 03-31 * 1차 중갂 보고서 작성 및 제출 

15 04-01 ~ 04-07 구현 

16 04-08 ~ 04-14 구현 

17 04-15 ~ 04-21 구현 

18 04-22 ~ 04-28 * 2차 중갂 보고서 작성 및 제출 

19 04-29 ~ 05-05 알파테스트 

20 05-06 ~ 05-12 베타테스트 

21 05-13 ~ 05-19 * 결과 보고서 작성 

22 05-20 ~ 05-30 * 젂시회 준비 

23 05-31 * 젂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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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일정별 주요 산출물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계획서 발표 

개발 환경 완성 (GCC 설치, 기본 응용 작성 및 

테스트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2. 프로젝트 기능 일람표 

~ 2012-03-08 

설계 완료 

시스템 설계 완료 

산출물 : 

1. 시스템 설계 사양서 

2012-03-09 2012-03-14 

 

구현 및 

1 차 중간 보고 

기능 1 ~ 3 구현 완료. 

기능 8 ~ 10 구현 완료. 

기능 13 ~ 20 구현 완료 

기능 33 ~ 43 구현 완료. 

기능 52, 53 구현 완료. 

기능 21 ~ 28 구현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1 차 중간 보고서 

2. 동영상 

3. 프로젝트 진도 점검표 

4. 1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2-03-15 2012-04-05 

구현 및 

2 차 중간 보고 

기능 4 ~ 7 구현 완료. 

기능 11,12 구현 완료. 

기능 29 ~ 32 구현 완료. 

기능 44 ~ 51 구현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2 차 중간 보고서 

2. 동영상 

3. 프로젝트 진도 점검표 

4. 2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2-04-05 2012-05-03 

구현 완료 

시스템 구현 완료 

산출물: 

1. 결과소스 

2. 사용자메뉴얼 및 가이드라인 

2012-05-04 2012-05-10 

테스트 및 시스템 통합 테스트 2012-05-11 201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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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그수정 산출물: 

1. 테스트결과기록 

2. 오류보고서 

3. 소스 수정 결과물 

최종보고 준비 

및 발표 

최종 보고 

산출물: 

1. 결과 요약 

2. 동영상 

3. 최종결과 슬라이드 인쇄본 

4. utube 에 올릴 광고성 동영상 

5. 포스터 

6. 최종보고서 

2012-05-15 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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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인력자원 투입계획 

이름 개발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개발일(MD) 

김종원 

개발 환경 설정 2012-01-01 2012-01-07 2 

서버 설계 및 구현 2012-03-11 2012-04-15 9 

주요 기술 연구 2012-01-10 2012-02-29 8 

강지훈 

클라이언트 설계 및 구현 2012-03-11 2012-04-21 8 

관련 시스템 분석 2012-01-22 2012-02-29 8 

알고리즘 연구 2012-03-09 2012-03-16 2 

고상철 

시스템 테스트 2012-04-29 2012-05-12 2 

서버 설계 및 구현 2012-03-11 2012-04-15 11 

서버-클라이언트 프로토콜 설계 2012-03-02 2012-03-20 5 

이민기 

클라이언트 설계 및 구현 2012-03-11 2012-04-21 9 

알고리즘 연구 2012-03-09 2012-03-16 3 

시스템 테스트 2012-04-29 2012-05-12 5 

이혜지 

주요 기술 연구 2012-01-10 2012-02-29 12 

User Interface 설계 2012-03-09 2012-04-20 3 

시스템 테스트 2012-04-29 2012-05-12 3 

배소연 

클라이언트 설계 및 구현 2012-03-11 2012-04-21 8 

User Interface 설계 2012-03-09 2012-04-20 3 

관련 시스템 분석 2012-01-22 2012-02-29 7 

 

 

6.5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Required Options 

개발용 노트북 6 대 전원 2011-12-10 2011-06-01 
인터넷 접속 

각종 개발환경 

테스트용 

안드로이드폰 2 대 
김종원,강지훈 2011-01-10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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