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대학교 

전자정보통신대학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Page 1 of 12 중간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캡스톤 디자인 2  

종합설계 프로젝트 
 

 

 

프로젝트 명 Bitpay 

팀 명 Firstcoin 

문서 제목 1차 중간보고서 

 

 

 

Version 1.0 

Date 2015-10-08 

 

 

 

 

팀원 

장 예진 (조장) 

이 서연 

신 지은 

정 다운 

김 학균 

지도교수 윤 성혜 교수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1차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Bitpay 

팀 명 Firstcoin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0 2015-OCT-08 

 

캡스톤 디자인 I Page 2 of 12 중간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문서 정보 / 수정 내역 

 

Filename 1차중간보고서-Bitpay.doc 

원안작성자 장예진, 이서연 

수정작업자 장예진, 이서연, 신지은 

 

 

 

 

  

CONFIDENTIALITY/SECURITY WARNING 

이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는 국민대학교 전자정보통신대학 컴퓨터공학부 및 컴퓨터공학부 개

설 교과목 캡스톤 디자인2 수강 학생 중 프로젝트 “Bitpay”를 수행하는 팀 “Firstcoin”의 팀원들의 

자산입니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및 팀 “ Firstcoin”의 팀원들의 서면 허락없이 사용되거나, 

재가공 될 수 없습니다. 

수정날짜 대표수정자 Revision 추가/수정 항목 내    용 

2015-10-06 
장예진 

이서연 
0.5 최초 작성  

2015-10-06 

장예진 

이서연 

신지은 

1.0 내용 수정 오타 및 내용 수정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1차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Bitpay 

팀 명 Firstcoin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0 2015-OCT-08 

 

캡스톤 디자인 I Page 3 of 12 중간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목 차 

 
1 프로젝트 목표 ..................................................................................................................................................................... 4 

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 5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 5 

2.1.1 리팩토링 ............................................................................................................................................................ 5 

2.2 수행내용.................................................................................................................................................................... 6 

2.2.1 패키지 분류 ..................................................................................................................................................... 6 

2.2.2 파일명 및 변수명 통일 .............................................................................................................................. 6 

2.2.3 strings_kr.xml 추가 ........................................................................................................................................ 7 

2.2.4 데이터베이스 구조 변경 ............................................................................................................................ 8 

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10 

3.1 클린코드 추가 ..................................................................................................................................................... 10 

4 향후 추진계획 .................................................................................................................................................................. 11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 11 

4.1.1 보안 ............................................................................................................................................................ 11 

4.1.2 기능추가 ................................................................................................................................................... 11 

5 고충 및 건의사항 ........................................................................................................................................................... 12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1차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Bitpay 

팀 명 Firstcoin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0 2015-OCT-08 

 

캡스톤 디자인 I Page 4 of 12 중간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1 프로젝트 목표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결제수단은 크게 카드와 현금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 등장한 Mobile, NFC, 기타 간편결제 등에 의해 결제수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

세이다. 기존 프로젝트에서는 이 결제수단에 비트코인을 추가하고자 하였다.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의 거래는 인터넷 상에서 P2P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특징에 

따라 현재 비트코인은 스마트폰으로 구동되는 전자지갑 application을 이용하여 결제가 이

루어지고 있다. 전자지갑은 일종의 은행계좌와도 같은 것으로 각 전자지갑마다 고유의 비

트코인 주소가 할당되어 이 주소가 은행 계좌번호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 주소를 통해 

비트코인 사용자들은 서로의 비트코인을 교환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인터넷이 되는 환경이라면 누구나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다. 현

재 국내에서 비트코인을 받는 오프라인 상점은 100여 곳에 불과하다. 이는 비트코인을 접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사용처가 마땅치 않아 상점의 확산이 더딘 것이라 생각

된다. 지난 프로젝트에서는 상인과 소비자 모두 비트코인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bitpay’ 개발을 완료하였다. bitpay는 비트코인 지갑이 제공하는 비트코인 전송 기능을 이

용하여 비트코인 특유의 간편 결제모듈을 통해 결제수단으로서의 촉진을 돕는다. 그 뿐만 

아니라 통계 기능을 제공하여 상인의 재고 관리, 자산 관리, 서비스 관리 등을 도우며, 원

거리 주문 등의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여 비트코인 결제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application은 보안이 유지되지 않았고, 서비스가 불안정한 점 등 여러 

문제점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는 데이터, 통신 등의 암호화와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리팩토링, 기능추가를 추진하여 ‘bitpay’의 안정화를 최종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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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2.1.1 리팩토링 

기존 프로젝트가 초기의 계획보다 확장되면서 데이터베이스가 비정상적으로 확장되었고, 

이에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지 못하거나 데이터가 중복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를 최종 버전의 기능에 맞게 다시 설계하고 이와 연결되어 있는 PHP 

프로그램을 수정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는 서버의 로그 관리이다. 로그인 뿐만 아니라 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

지만 서버의 로그가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아 서버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추후에 대응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웹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 안드로이드 모두 각각의 

상황에 맞는 로그를 기록하여 추후에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로그를 참고하여 빠르게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데이터베이스의 통계 데이터 관리를 위해 배치프로그램을 작성할 것이다. 

통계 업데이트를 위해 관리자가 임의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방

법이라고 판단하였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배치 프로그램을 작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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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행내용 

2.2.1 패키지 분류 

기존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는 패키지가 나누어져 있지 않아 코드를 분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이번 리팩토링 과정에서 각 파일의 용도에 따라 패키지를 분류하는 작업

을 거쳤다.  

Pos application 패키지 분류 Order application 패키지 분류 

 

 

 

 

2.2.2 파일명 및 변수명 통일 

기존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는 변수명과 파일명이 규칙없이 선언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번 리팩토링 과정에서 변수명과 파일명에 적절한 규칙을 만들어 이를 적용하는 작업을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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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적용 사례 예시 

변경 전 변경 후 

파일명 변경 ActivityLogin.java LoginActivity.java 

변수명 변경 private HttpPost httppost private HttpPost httpPost 

 

2.2.3 strings_kr.xml 추가 

기존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는 UI를 위한 한글 String이 많이 사용되었다. 이 부분은 추후 

언어를 변경해야 할 경우 큰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string_kr.xml을 새로 생성하여 한글 String을 대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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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데이터베이스 구조 변경  

변경 전 

 

 주문내역과 결제내역이 한 테이블 내에서 관리됨 

 메뉴가 변경될 경우, 이력이 저장되지 않아 추후에 조회가 불가능함 

 Boolean 등 간단한 자료형을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음에도 text,int 를 자료형으로 

하여 데이터파일이 불필요하게 커짐 

 

  

분류 적용 사례 예시 

변경 전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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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주문내역과 결제내역을 관리하는 테이블을 분리 

 메뉴 변경 이력을 저장하기 위해 serial number 를 추가 

 Tinyint, varchar 등의 자료형을 사용하여 데이터파일의 크기를 줄임 

 공지사항을 게재한 날짜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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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클린코드 추가 

보다 효율적인 작업을 위하여 리팩토링 과정 중 클린코드를 추가하였다. 우선 변수명과 

파일명의 선언에 규칙을 세우고 이 규칙에 맞게 고쳐나가는 작업을 하였다. 또한 한글 

String은 string_kr.xml 파일을 새로 구성하여 따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2.2 수행내용과 같이 수정을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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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4.1.1 보안 

 지난 2014년 대한민국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개인정보를 암호화 

하지 않은 상태로 저장을 해 놓아 내부 직원이 개인정보를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발생

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비밀스러운 정보를 통신할 때만 암호화 하는 것이 아닌 데이터

를 저장할 때에도 암호화를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사용자의 정보를 입력 받음과 동시에 암호화를 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4.1.2 기능추가 

1학기에 진행하는 동안 시간이 부족하여 구현하지 못했던 기능이 있다. 또한 지난 최종 

발표 이후 받은 여러 가지 피드백을 토대로 앞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능을 정리해보았다. 이들을 토대로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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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충 및 건의사항 

5.1 안드로이드 로그 관리 

안드로이드에서 로그를 관리하기 위해 log4j.jar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이는 안드

로이드가 아닌 자바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안드로이드의 

로그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android-logging-log4j.jar를 사용해야한다. 아직 이 기술 사용

에 미숙하여 현재 안드로이드 로그관리를 위한 코드는 구현중에 있다. 

 

5.2 데이터베이스 서버 

기존의 경우 apache 서버에 php 파일을 작성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였다. 각각의 파

일로 관리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어 하나의 프로젝트로 구성하는 것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가장 익숙하게 쓰고 있는 IDE인 이클립스에서는 apache 대신 tomcat 서버를 제공하였고, 

하나의 프로젝트가 아닌 파일 단위로 run을 하기 때문에 서버운영을 위해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