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05-28 

1 

www.company.com 

Capston 

project 

최종보고서 

 
 

5조 눈동이팀  
김지애 박덕환 김현지 정혁재 김수빈 

www.company.com 

목차 

I. 추진배경 및 필요성 

II. 프로젝트 목표 

III. 연구 및 개발 소개 

IV. 연구 및 개발(주요 코드 중심) 

V. 수행 내용 

VI. 연구 및 개발(UI 설계 중심) 

VII. 시스템 기능 및 구조 

VIII.제한요소 

IX. 매뉴얼 

X. 결론 

 



2013-05-28 

2 

www.company.com 

추진배경 및 필요성 

총생산액 유발효과 : 20조 4,973억 

부가가치   유발액 : 8조 7,546억 

고용창출    효과  : 23만 여명 

1. 스마트폰의  대중화 

 

2.  NFC 기술 발달 

 

3.  국제적 행사 올림픽 

  

 

www.company.com 

1. 스마트폰의 대중화 
 

  보급율의 상승 

      1) 소비자들이 보유한 핸드폰의 53%가 스마트폰 

      2) 12년 하반기 스마트 폰 보유자 비율 79% 

      3) 대중화로 생활에 큰 영역을 차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시장 비중 상승 

      1) 모바일 앱 다운로드 이용자가 스마트폰 이용 유저의 약 77.4% 

      2)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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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C 기술 발달 

• 모바일 이용의 서비스 진화 

• 무선 통신 기술로 스마트폰 등에 내장 

• RFID 기술보다 보안성이 높음 

• 다양한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들과 연결 
 

 

www.company.com 

국제적 행사 올림픽  
• 2018년에는 23회 동계올림픽이 대한민국 평창에서 개최 

• 올림픽이 대한민국에서 개최됨에 따라 국가발전의 획기적 전기마련 및 지역발전의 

지속 가능한 유산창출 및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이에 따라 본 프로젝트는 국가적 행사에 발맞춰 사용자들이 올림픽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손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의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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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목표 

 
지역 정보  

서비스 

경기 정보  

서비스  

신속한 정보  

서비스  

결제  

서비스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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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개발 소개(1/2) 

•  NFC(Near Field Communication) 
– NFC를 통해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     

 

 

•  서버연동 
– 사용자의 정보 저장 

– 사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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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개발 소개(2/2) 

•  결제 서비스 시스템 
– 티켓 구매  

– NFC를 통한 빠른 결제  

      

• 기타 서비스 
– Map 서비스 

– 건물 내부 정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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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개발 – NFC(1/3) 

• Class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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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개발 – NFC(2/3) 

 

 

항목 내용 

요약 국가대표팀 profile 화면을 구성한다. 국가이름, 랭킹, 감독이름, 경기를 보여준다. 

주요 클래스 GameInformationDetailTeamProfileActivity 

www.company.com 

연구 및 개발 – NFC(3/3) 

항목 내용 

요약 국가대표팀 profile 화면을 구성한다. 국가이름, 랭킹, 감독이름, 경기를 보여준다. 

주요 클래스 GameInformationDetailTeamProfile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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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내용 

I. In App Purchase 

II. Google API 

III.  NFC 

IV. 서버 & 클라이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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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pp Purchase 
 개발자가 사용하고 있는 IAP(In App Purchase 이하 IAP)의  

  타켓 버전을 지원 받기  

  위해 isBillingSupported 을 앱에서 보낸다. 

  앱이 사용되거나 혹은 사용자가 로그인을 할 때  

  사용자가 어떤 항목을 가지고 있는지 결정한다.  

  이를 위해서 getPurchases 요청을 보낸다.  

  만약 요청이 성공 할 경우 구글 플레이는  

  구매된 항목의 리스트와 구매 세부 사항의  

  리스트를 가지는 Bundle값을 리턴한다. 

  개발자가 정의한 구매가 가능 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앱은 getSkuDetails  

  요청을 보낸다.  구매를 시작 하기 위해 앱은 

   getBuyIntent 요청을 보낸다.  

  이때 구매할 항목의 ID를 명시한다 



2013-05-28 

8 

www.company.com 

Google API(1/2) 
분류 내용 

용도 Google API에서 유일하게 제공하는 함수로서, 사용자가 지도를 누르고 있을 시 원하는 장소의 리스트가 나와 빠르게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돕
는다. 

형태 Java 

public void onMapLongClick(LatLng point) { 
if(m_adlgConnectionInfo!=null){ 
m_adlgConnectionInfo.dismiss();} 
dia = new Dialog(this); 
 dia.requestWindowFeature(Window.FEATURE_NO_TITLE); 
 dia.setContentView(R.layout.listpopup); 
 listv = (ListView)dia.findViewById(R.id.listv1); 
 ArrayAdapter<String> arrad = new ArrayAdapter<String>(this,android.R.layout.simple_list_item_1,arrlist); 
 listv.setAdapter(arrad); 
   
listv.setOnItemClickListener(new OnItemClickListener() {  
public void onItemClick(AdapterView arg0, View arg1, int arg2, long arg3) { String sel = arrlist.get(arg2); 
Toast.makeText(getApplicationContext(), sel+"로 이동합니다.", Toast.LENGTH_LONG).show(); 
  if(sel.equals("경기장1")){myMap.moveCamera(CameraUpdateFactory.newLatLngZoom(start_location, 
12));} 
           
else if(sel.equals("경기장 2")){myMap.moveCamera(CameraUpdateFactory.newLatLngZoom(S2, 12));} 
           
else if(sel.equals("경기장 3")){myMap.moveCamera(CameraUpdateFactory.newLatLngZoom(S3, 12));} 
           
else if(sel.equals("경기장 4")){myMap.moveCamera(CameraUpdateFactory.newLatLngZoom(S4, 12));} 
           
dia.dismiss(); 
   } 
}); 

www.company.com 

Google API(2/2) 
분류 내용 

용도 Google API에서 유일하게 제공하는 함수로서, 사용자가 찾는 건물의 내부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함수이다.  

형태 Java 

public void onInfoWindowClick(Marker marker) { 
   
 if(m_adlgConnectionInfo!=null)  
 {m_adlgConnectionInfo.dismiss();} 

dia = new Dialog(this); 
dia.requestWindowFeature(Window.FEATURE_NO_TITLE); 
dia.setContentView(R.layout.st_image); 
TextView setTxt = (TextView) popupView.findViewById(R.id.txt1); 
ImageView viewIma = (ImageView) popupView.findViewById(R.id.image1); 
if (marker.equals(ga)) {  setTxt.setText(marker.getTitle()); 

  viewIma.setImageDrawable(getResources().getDrawable(R.drawable.gy1)); 
 } else if (marker.equals(ga2)) { 
 setTxt.setText(marker.getTitle()); 
  
 viewIma.setImageDrawable(getResources().getDrawable(R.drawable.gy2)); 
 } else if (marker.equals(ga3)) {  Toast.makeText(getApplicationContext(), "M 
3", Toast.LENGTH_LONG) 
 .show(); 
} 
 dia.show();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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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C(1/3) 
분류 내용 

용도 Google API에서 유일하게 제공하는 함수로서, 사용자가 찾는 건물의 내부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함수이다.  

형태 Java 

public void onInfoWindowClick(Marker marker) { 
   
 if(m_adlgConnectionInfo!=null)  
 {m_adlgConnectionInfo.dismiss();} 

dia = new Dialog(this); 
dia.requestWindowFeature(Window.FEATURE_NO_TITLE); 
dia.setContentView(R.layout.st_image); 
TextView setTxt = (TextView) popupView.findViewById(R.id.txt1); 
ImageView viewIma = (ImageView) popupView.findViewById(R.id.image1); 
if (marker.equals(ga)) {  setTxt.setText(marker.getTitle()); 

 
 viewIma.setImageDrawable(getResources().getDrawable(R.drawable.gy1)); 
 } else if (marker.equals(ga2)) { 
 setTxt.setText(marker.getTitle()); 
  
 viewIma.setImageDrawable(getResources().getDrawable(R.drawable.gy2)); 
 } else if (marker.equals(ga3)) { 
 Toast.makeText(getApplicationContext(), "M 3", Toast.LENGTH_LONG) 
 .show(); 
} 
 dia.show(); 
}   
} 

www.company.com 

NFC(2/3) 
분류 내용 

용도 Google API에서 유일하게 제공하는 함수로서, 사용자가 찾는 건물의 내부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함수이다.  

형태 Java 

public void onInfoWindowClick(Marker marker) { 
   
 if(m_adlgConnectionInfo!=null)  
 {m_adlgConnectionInfo.dismiss();} 

dia = new Dialog(this); 
dia.requestWindowFeature(Window.FEATURE_NO_TITLE); 
dia.setContentView(R.layout.st_image); 
TextView setTxt = (TextView) popupView.findViewById(R.id.txt1); 
ImageView viewIma = (ImageView) popupView.findViewById(R.id.image1); 
if (marker.equals(ga)) {  setTxt.setText(marker.getTitle()); 

 
 viewIma.setImageDrawable(getResources().getDrawable(R.drawable.gy1)); 
 } else if (marker.equals(ga2)) { 
 setTxt.setText(marker.getTitle()); 
  
 viewIma.setImageDrawable(getResources().getDrawable(R.drawable.gy2)); 
 } else if (marker.equals(ga3)) { 
 Toast.makeText(getApplicationContext(), "M 3", Toast.LENGTH_LONG) 
 .show(); 
} 
 dia.show();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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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C(3/3) 
분류 내용 

용도 찾은 id를 통해서 id에 소속된 정보들을 리스트 형식으로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준다. 

형태 Java 

www.company.com 

서버 클라이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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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개발 (UI 설계 중심) 

I.  서버 연동 

II.  결제 시스템 

III. 기타 서비스 

www.company.com 

연구 및 개발 – 서버 연동 

• Class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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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개발 – 결제 시스템(1/8) 

• Class Diagram 

www.company.com 

연구 및 개발 – 결제 시스템(2/8) 

항 목 내 용 

클래스 TicketShopInputInformationActivity 

설 명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주민번호, 카드종류를 입력해 넣을 수 있는 화면이다. 
onCreate()함수에서 버튼들과 각각 입력창들을 설정한다.  
적용버튼을 누르면  결제가 완료됐다는 화면(TicketShopPaySuccessActivity)를 보여준다. 
카드종류를 누르면 결제타입을 고를수있는 화면인(TicketShopPayTypeActivity)화면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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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개발 – 결제 시스템(3/8) 

항 목 내 용 

클래스 TicketShopPaySuccessActivity 

설 명  

결제가 완료되었을때의 화면이다. 
onCreate()함수안의 onClick()함수에서 경기정보보기 버튼을 누를 때 경기정보를 
보여주는(TicketShopPositionActivity)화면을 보여준다. 

www.company.com 

연구 및 개발 – 결제 시스템(4/8) 

항 목 내 용 

클래스 TicketShopPayTypeActivity 

설 명  

티켓을 구매할 때 사용할 결제수단을 설정한다. (신용카드, 휴대폰, 계좌이체 등) 
리스트뷰에서 item을 클릭하면onItemClick()가 실행되어 
Intent로 TicketShopInputInformationActivity로 넘어가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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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개발 – 결제 시스템(5/8) 

항 목 내 용 

클래스 TicketShopSelectGameByCalendarActivity 

설 명  달력을 생성해서 티켓을 구매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해준다. 

www.company.com 

연구 및 개발 – 결제 시스템(6/8) 

항 목 내 용 

클래스 TicketShopSelectGameActivity 

설명  
서버에서 게임 스케줄 리스트를 받아온다. 국가이름과 경기이름을 받은 후 
getView함수에서 리스트 형식으로 정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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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개발 – 결제 시스템(7/8) 

항 목 내 용 

클래스 TicketShopSelectSeatActivity 

설 명 좌석 자리를 url로 받아와 보여준다. 

www.company.com 

연구 및 개발 – 결제 시스템(8/8) 

항 목 내 용 

클래스 Purchase 

설 명 
구글 play의 check out 서버와 연동하여 구매를 할 수 있다. 구매를 통해 정보가 기존 서버에 

저장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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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개발 – 기타 서비스  

• Class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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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개발 – 기타 서비스(1/1)  

항목 내용 

요약 구글맵을 이용해서 경기장 위치를 알려준다.. 

주요 클래스 GameInformationPositionActivity 

설명 구글에서 제공하는 구글맵api을 이용하여 경기장 위치를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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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기능 및 구조(1/3) 

시스템 구성도 

www.company.com 

시스템 기능 및 구조(2/3) 

분류 내용 

용도 Client 가 서버에게 원하는 php파일을 요청 하고 Web서버는 php언어 해석기에게 해석을 
요청 한다. 이 때 php해석기는 해석하고 php파일을 실행한다. 

형태 PHP언어  

 
  

서버 php 파일 주요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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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기능 및 구조(3/3) 

•                                         

•   DataBase 구성도           Database  설계도 

www.company.com 

제한요소 

•  하드웨어 
– 전자화폐 종류 제한 

 

• 소프트웨어 
– 정보 제공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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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1/5) 

 데이터베이스 관리 

 
 

 

 

                      

                             실행 창을 실행 시켜 mstsc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누른다. 

 

 

 

 

 

                        원격 데스크톱 연결 창이 뜨면 w.jiae.kr을 입력 후 확인 버튼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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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2/5) 

 

 

 
                                     

                                    비밀번호를 입력 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른다 

. 

 

 

 
                    이 곳에서 서버 안의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관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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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3/5) 

• In app purchase 가격 관리 
• 구글 홈페이지(www.google.com)에 접속 한다. 

• 로그인을 한 뒤 Google play로 이동 한다. 다음은 Google play에 접속한 화면 이다. 

 

 

 
• 이 곳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등록 할 수 있고 가격을 관리 할 수 있다 

      . 다음은 가격 관리 화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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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4/5) 
• 또한 구매 내역 및 구매 통계 상황을 실시간 확인 할 수 있다.  

•  다음은 통계 상황 화면이다. 

 

http://www.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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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5/5) 

 Check out 환불 관리 

 
• ① 구글 홈페이지(www.google.com)에 접속 한다. 

       ② 로그인을 한 뒤 checkout.google.com에 접속 한다.  

• ③ 이 곳에서 사용자들이 구매한 티켓들을 확인 할 수 있고 환불 또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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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항  목 내    용 

의 미 

국제적인 행사인 동계올림픽과 스마트폰의 대중화, 요즘 한창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NFC기술을 접목하여 다가오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경기정보 및 결제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장 점 

다가오는 2018년에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전체 이용자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많은 인파가 몰릴것으로 예상되는 올림픽 경기장에서 경기장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과  본 프로젝트에서 구현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티켓구매, 경기정보확인 등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기여 분야 안드로이드 Gelly Bean 앱 개발 

http://www.googl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