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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본 프로젝트의 목표는 우리조의 지도교수님인 김상철 교수님이 추천하신 산학협력 주제인 NFC를 

이용한 결제시스템을 포함하여, 2018년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하여 Android 기반에서 여

러 종류의 API를 활용하여 경기정보 시스템의 구현을 통해 평창올림픽에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의 데모버젼을 구현하는 것이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핵심 요소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Ⅰ. 넓은 지역에 대한 정보 서비스 

평창 올림픽의 개최장소는 평창, 강릉, 정선이다.  IOC 회원국 80개국 선수, 임원 6천명, IOC 

패밀리, 각국 NOC, 국제스포츠관계자, 보도진 등 2만명 등 해외에서 많은 인구들이 유동할 

것을 대비해 각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Ⅱ. 경기 정보 서비스 

평창 올림픽의 경기종목은 7경기 15종목 약 100개 세부 종목이다. 사용자들은 API를 활용하

여 경기에 대한 일정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또한 정확한 신뢰성을 위해서 사용자들은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정보

의 신용성을 직접 검증할 수 있다.       

 

Ⅲ  Google Map을 이용한 사용자 위치 정보 제공 

평창 올림픽 지역에 많은 유동인구가 예상되고 또한 넓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위치에 대한 혼

란이 예상 된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이 Google Map을 통해 사용자 위치를 제공 받을 수 있

으며 ‘길찾기’ 등 기타 다른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Ⅳ. 각종 결제를 위한 결제 서비스 지원 

평창 올림픽이 개최됨에 따라 경제적 파급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이 소

비활동의 접근성을 돕기 위한 결제 시스템을 지원 한다. 이것을 통해서 사용자들은 언제 어

디서든지 결제가 가능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경제적 파급효과의 극대화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

이라고 예상된다. 

 

추가적으로 본 프로젝트는 학생들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많은 학문적 지식을 얻는데 2차적 

목표를 갖는다. 여러 웹 서비스 및 여러 API의 사용 방법을 익히며 NFC에 대한 정확한 정보

와 응용 능력을 갖출 것이다. 또한 서버를 구성하기 위한 json, xampp, php와 모바일 웹 페이

지를 구성하기 위한 html5등 다양한 기술을 프로젝트를 통해 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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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b server 

      (Apache) 

  

PHP 

해석기 

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2.1.1   UI Layer 설계  

 처음 메인화면에서 공지사항과 홈, 내 정보, 내 티켓, 경기정보, 전체경기일정의 다섯 개의 

탭을 표시한다. 내부적으로 내 정보에서는 사용자가 로그인시 사용자의 이름, 카드정보 등의 

사용자 정보를 표시하고 내 티켓에서는 현재티켓과 티켓리스트로 구성이 되는데 이 때 현재 

사용자가 티켓을 가지고 있을 시에는 티켓내역이 표시되며, 가지고 있지 않을 시에는 티켓

구매하기로 넘어가서 경기일정과 그 일정에 해당하는 listview를 통해 게임종목을 선택하고 

결제를 하게 된다. 결제정보는 사용자가 로그인 되어있을 시에 자동으로 정보가 입력된다(사

용자의 편의성 도모). 경기정보에는 게임일정과 게임종목을 표시하는 listview가 있으며 사용

자는 원하는 종목을 선택하고 팀 프로필과 출전선수의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응원하고 

싶은 선수에게 응원댓글도 달 수 있게 된다. 전체일정에서는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여러 

activity를 통해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아닌 한번에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로 나

타내었다. 

 

2.1.2  서버구축 

서버의 구축에는 Apache Web서버와 DB서버를 이용한다. 

 

                        

                     ①                        ②                        ③                        

                                            

                                                                                             

                       ⑦                      ⑥                         ⑤  

                                   

 

Ⅰ. Client가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요청 할 경우  

① Client 가 서버에게 원하는 php파일을 요청 한다.   

② Web서버는 php언어 해석기에게 해석을 요청 하고, 

php해석기는 해석하고 php파일을 실행한다. 

③ 이 때 필요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요청 한다. 

④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php 해석기가 준 작업을 처리 한다.  

⑤ 그 결과를 php 해석기에게 다시 전달한다. 

⑥ php해석기가 php파일 실행을 마무리 한다. 마무리는 SQL로부터 받아온 정보를 사용 가

    Client 

 

 

      

        DB server 

        (MySQL) 

 

                   ④ 

Android 

Service 

결제내역 

회원정보 

기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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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게 정리 및 가공하는 단계이다. 

Web서버로 출력할 데이터를 JSON(여러가지의 데이터를 String의 형태로 만들어서 구조를 

갖는 문자열 규칙)으로 정의한 후 전달 한다. 

⑦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고 클라이언트는 서버에게 데이터를 전달 받는다. 

 

Ⅱ. Client가 서버로 데이터를 보낼 경우 

① post방식(데이터를 요청하는 내용 맨 아래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서버에게 데이터를 보낸

다. 

②  ~ ⑦ 는 위의 과정과 동일하다. 

 

2.1.3  DB설계 

DB서버는 MySQL을 이용한다.  

DB에는 공지사항, 선수정보, 경기정보, 선수이름, 경기종목 등이 입력된다. 

DB안에 들어갈 모든 데이터들은 아직 평창올림픽이 개최되지 않았고 모든 정보에는 라이선스

가 있으므로 목표에 써있듯이 다른 이에게 우리 어플리케이션을 홍보할 수 있는 수준의 데모

버전에 부합할 정도로만 입력되어있다. 

  

 

2.1.4  서버와 UI 연동 

1) 사용자가 티켓 구매 시 구매정보 서버로부터 받아오기 

2) 사용자가 티켓을 구매할 시 티켓정보 받아오기 

3) 각 선수에게 달린 댓 글 list정보 받아오고 댓 글 달면 서버에게 정보 넘겨주기 

4) 선수 프로필 & 팀 프로필정보 받아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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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로그인시 개인의 정보 받아오기 

6) 사용자가 가입할 시 서버에게 정보 넘겨주기 

7) 티켓 구매 시 좌석정보 update하여 관리하기 

 

2.1.5  전자결제 시스템 구축 

  전자결제 시스템의 모델은 Google Wallet으로 정하였으며, 본 프로젝트는 Google wallet과 

같이 전자화폐를 지원하며, 사용자가 처음 회원가입 시 사용자의 정보를 입력하면 그 다음에

는 사용자의 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이 결제가 진행되는 것으로 한다. 전자결제는 사용자가 

회원가입을 한 후 로그인 되어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2.1.6  NFC(Near Field Communication) 통신 

 

본 어플리케이션은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마다 NFC태그가 부착된 kiosk에 우리 어플리케이션

을 갖다 대면 여러 activity를 거치지 않아도 한번에 그 경기장에서 열리는 경기일정과 경기정

보를 볼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티켓을 구매했을 시 해당 경기장에 입장할 경우 티켓을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

지 않고 kiosk에 스마트폰 상에 떠있는 티켓을 가져다 대면 그 티켓이 유효한지 확인하고 유

효하면 입장을 허가해준다.  

 

2.1.7  구글 맵 API 구현 

  지도화면 창에 알펜시아 클러스터 경기장 아이콘을 클릭하면, 새로운 infowindow가 팝업되

며 이 창에는 경기장의 내부정보가 나타난다. 또한 지도에서 임의의 한 지점을 클릭하면, GPS

로 위치확인이 가능하며 지도상에서 화면을 long click 을 하면 경기장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

으며 해당 경기장을 클릭하면 지도상에 경기장의 위치로 화면이 이동한다. 

 

 

2.2 수행내용 

2.2.1   UI와 서버 연동 

listview에 경기정보list 받아오기 

application이 서버로부터 gamelist.php파일을 요청한다. Web서버는 php언어 해석기에게 해석

을 요청하면 php해석기는 해석하고 gamelist.php파일을 실행한다. 이때 필요한 데이터를 데이

터베이스 서버에 요청 하고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php 해석기가 준 작업을 처리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php 해석기에게 다시 전달한다. php해석기가 php파일 실행을 마무리(SQL로부터 받

아온 정보를 사용 가능하게 정리 및 가공)하고 Web서버로 출력할 데이터를 JSON으로 정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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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서버에게 전달 한다. 서버는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고 클라이언트는 데이터를 전달 받아 

listview로 보여준다. 

 

2.2.2   구글 맵 API 구현 

 초기 맵 로딩 시 기본값으로 지정되어 있는 알펜시아 클러스터 경기장으로 이동하고, 경기장 

아이콘을 클릭하면, 새로운 infowindow가 팝업된다. 이 때 이 창에는 경기장의 내부정보가 나

타나게 된다. 또한 지도상에서 화면을 long click하면 경기장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경기장을 클릭하면 지도상에 경기장의 위치가 표시된다. 

 

현재 우리는 UI와 서버연동의 일부 기능, Google Map API를 이용한 위치정보 서비스 기능을 

구현하였다. 앞으로 UI와 서버연동부분의 기능들을 보충할 예정이며, 날씨 서비스 제공하기와

Bluetooth를 이용한 미아방지 서비스를 추가할 예정이다. 

 

2.2.3  NFC(Near Field Communication)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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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C태그에 NFC인식 가능한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w.jiae.kr(서버 주소)에 통신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는 형식이다.  

위 소스의 Void processIntent()보시면 데이터를 가져오는 통신 주소 w.jiae.kr/info.htm?idx=1에

서 =을 기준으로 split하게 된다 

그러면 w.jiae.kr/info.htm?idx과 1로 나뉘게 되는데 이 1을 gameIdx변수 값으로 지정하고 

intentDetail.putExtra(“gameIdx”, gameIdx);로 gameIdx값을 intent로 다른 java파일에 넘겨준다. 

Intent로 값을 넘겨받은 java파일은 DB서버에서 gameIdx가 1인 것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져

와서 Client에게 넘겨주게 된다. 그러면 Client는 activity에 데이터를 넣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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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본 프로젝트의 결제 시스템의 모델은 Google Wallet이다. 서비스의 기본개념은, NFC Reader

에 스마트폰을 한번만 Tapping 하면, 모든 카드의 지불결제뿐만 아니라 모든 Merchant쿠폰 사

용과 로열티 카드 적립을 동시에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Google 

Wallet과 같이 서비스를 처음 사용 할 때 회원가입 및 정보 입력을 한 후에 그 다음부터는 정

보를 쓰지 않고 곧바로 결제가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사용자가 카드를 변경

하고 싶다거나 정보를 수정하고 싶을 경우 정보 수정 또한 가능하며 본 프로젝트의 카드 지원

은 하나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직 NFC 기능이 지원되지 않는 스마트폰이 많으

며, NFC를 통한 결제시스템 구축도 아직은 현재진행형이다. 디지털 결제의 치명적인 약점이라 

할 수 있는 보안문제 또한 미해결 상태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바 인터넷 안전결제 서비스

인 ISP 기능에 대하여 추가, 보충 하고자 한다. 산학협력을 의뢰해온 업체에서 사업자 등록증 

을 제공받게 되면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서 발급받은 카드로 결제를 진행시켜 결제가 실

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한다. 

 

 인터넷 안전결제(ISP, Internet Security Payment)란? 

  국내 유일의 전자상거래 기준요건 충족한 서비스로서 인터넷안전결제(ISP)는 금융감독원에서 

지정한 "전자금융안전대책기준" (2000.9)을 충족하는 국내 유일의 전자상거래 결제 서비스이다. 

PKI 암호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전자인증서를 이용하여 개인 키와 공개키로 구성된 PKI 

암호화 방식은 세계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된 암호알고리즘이다. 인터넷안전결제(ISP)에 이용되

는 암호알고리즘은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RSA 1024bit 암호알고리즘과 한국정보보호

진흥원(KISA)에서 개발한 SEED 128bit 암호알고리즘으로써, 국내외에서 지정한 표준 암호 알고

리즘을 채택한 서비스이다.  

 서비스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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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가 쇼핑을 하고, 

2. 카드 결제를 선택하면, 

3. PG 시스템에 연동이 되어서 신용카드번호, 주민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 

4. PG 시스템은 VAN 을 타고 카드사 시스템에 접속하여 결제가 이루어진다. 

시스템을 연동하는 방법은 각 PG 사마다 다르며 크게 ActiveX를 embeded하거나, POST 방

식으로 연동하는 방식으로 크게 나뉘어 진다. 

 

 VAN(value-added network) 부가 가치 통신망  

여기에서 VAN은 회선을 직접 보유하거나 통신사업자의 회선을 임차 또는 이용하여 단순 

한 전송기능 이상의 정보의 축적, 가공, 변환처리 등의 부가가치를 부여 한 음성 또는 데

이터정보를 제공하는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서비스의 집 합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컴퓨터의 고도 이용촉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고도정보화 사회에 다각적인 정보 

활용 수단을 제공한 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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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4.1.1   UI와 서버의 연동 

1) 사용자가 티켓 구매 시 구매정보 서버로부터 받아오기 

2) 사용자가 티켓을 구매할 시 티켓정보 받아오기 

3) 각 선수에게 달린 댓 글 list정보 받아오고 댓 글 달면 서버에게 정보 넘겨주기 

4) 선수 프로필 & 팀 프로필정보 받아오기 

5) 로그인시 개인의 정보 받아오기 

6) 사용자가 가입할 시 서버에게 정보 넘겨주기 

7) 티켓 구매 시 좌석정보 update하여 관리하기 

 

4.1.2   날씨서비스 제공하기 

기상청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xml을 이용하여 그 안에 있는 날씨정보 데이터를 parsing하여  

제공한다. 

 

4.1.3   Bluetooth를 이용한 미아방지 서비스 

 두 기기를 블루투스로 연결시킨 뒤에 수신거리(약 10m)를 벗어난 경우 기기에 진동으로 수신

거리를 벗어났음을 알려주는 기능 

  

4.1.4  일정별 세부계획 

2 차 중간 보고 

1. UI 와 서버연동 

   1) 사용자가 티켓 구매 시 구매정보 서버로부터  

    받아오기 

2) 사용자가 티켓을 구매할 시 티켓정보 받아오기 

3) 각 선수에게 달린 댓 글 list정보 받아오고  

   댓 글 달면 서버에게 정보 넘겨주기 

4) 선수 프로필 & 팀 프로필정보 받아오기 

5) 로그인시 개인의 정보 받아오기 

6) 사용자가 가입할 시 서버에게 정보 넘겨주기 

7) 티켓 구매 시 좌석정보 update하여 관리하기 

 

2012-04-05 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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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애로 및 건의사항 

현재 우리 팀이 개발중인 어플리케이션은 실제 사용되는 상용 어플리케이션으로 발전하기에

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른다.  

첫째, 안드로이드 버전 2.2 이상의 버전을 탑재한 스마트폰으로부터 NFC기능을 가진 스마트

폰이 출시되므로, 그 이하의 버전에는 우리의 어플리케이션에서 NFC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없다. 

둘째, 안드로이드 OS 기반환경에서 개발하였기 때문에 다른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기기에서는 동작하지 않는다는 제약사항이 있다. 

2. 날씨 서비스 제공하기 

구현 완료 
ISP 기능 구현 

Bluetooth 를 이용한 미아방지 서비스 구현 
2012-05-03 2012-05-20 

테스트 
안정화 테스트, 버그 수정 

모바일 성능 테스트 
2012-05-21 2012-05-23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서 작성 및 전시회, 시연 준비 2012-05-24 2012-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