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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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L 

월드 와이드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 간에 데이터를 안전하게 주고받기 위한 업계 표준 

프로토콜이다. SSL 은 웹 제품뿐만 아니라 파일 전송 규약(FTP) 등 다른 TCP/IP 애플리케이션 에 

적용할 수 있으며, 인증 암호화 기능을 제공한다. SSL 통신의 구축 확인은 와이어샤크를 통한 

패킷 분석으로 가능할 것이다. 

구축 전 패킷은 다음과 같이 보여진다. 

 

다음을 통해 패스워드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SL 통신을 적용 한 이후 패킷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다음과 같이 패스워드가 암호화되어 보여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전한 통신이 가

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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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SHA256 

SHA(Secure Hash Algorithm, 안전한 해시 알고리즘) 함수들은 서로 관련된 암호학적 해시 

함수들의 모음이다. 미국 국가 안보국(NSA)이 1993 년에 처음으로 설계했으며 미국 국가 표 

준으로 지정되었다. 

SHA 함수들 중 가장 많이 쓰이는 SHA-1 은 TLS, SSL, PGP, SSH, IPSec 등 많은 보안 프로토 

콜과 프로그램에서 사용되고 있다. SHA-1 은 이전에 널리 사용되던 MD5 를 대신해서 쓰이기 도 

하지만, 최근 MD5 의 보안취약점이 발견되어 SHA-256 이나 그 이상의 알고리즘을 사용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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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행내용 

2.2.1  데이터암호화 

비밀번호 등의 중요 데이터는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해시함수를 사용하

여, 기존 데이터의 해시값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또한 데이터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때에도 데이터를 해시함수를 적용한 값으로 비교해야 한다.  

MD5.java 

package kr.ac.kookmin.cs.firstcoin.posdata; 

import java.security.MessageDigest; 

 

public class MD5 { 

public static String encrypt(String plainText) { 

 try { 

    MessageDigest md = MessageDigest.getInstance("MD5"); 

    md.update(plainText.getBytes()); 

    byte byteData[] = md.digest(); 

    

    StringBuffer sb = new StringBuffer(); 

    for(int i=0; i<byteData.length; i++) { 

  sb.append(Integer.toString((byteData[i] & 0xff) + 0x100, 16).substring(1)); 

} 

    

    StringBuffer hexString = new StringBuffer(); 

for(int i=0; i<byteData.length; i++) { 

       String hex = Integer.toHexString(0xff & byteData[i]); 

       if(hex.length() == 1) { 

     hexString.append('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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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xString.append(hex); 

 } 

    return hexString.toString(); 

 } catch(Exception e) { 

    e.printStackTrace(); 

    throw new RuntimeException(); 

 } 

} 

} 

MD5 적용 

 

 

2.2.2  SSL통신 

MD5의 결함을 보완하고,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통신 프로토콜로 SSL통신을 선택

하였다. 데이터베이스 또한 SSL 통신으로 설정을 변경하였고, SSL 이외의 접근은 허용이 

불가하도록 설정하였다. 

 

 

2.2.3  WebView 

웹페이지에서만 가능하던 회원가입을 애플리케이션에서도 가능하도록 기능을 추가하였다. 

웹 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의 통일감을 주기 위해 WebView기능을 활용하였고, 이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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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를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웹페이지를 좀 더 적극 활용하기 위해 통계 탭에 WebView기능을 추가하였고, 텍스트 외

에 그래프로 통계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SignupActivity.java 

 

 activity_signup.xml  

 

WebView 실행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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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MD5 

SHA256 해시함수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였으나 데이터베이스에서 저장하지 못

하는 문제를 발견하였다. 또한, 웹에서 SHA256 해시함수를 실행한 결과와 애플리케이션에

서 SHA256 해시함수를 실행한 결과값이 서로 달라, 로그인에 실패하는 에러가 발생하였

다. 따라서 SHA256을 비밀번호 암호화 해시함수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MD5로 해시함수를 변경하게 되었다.  

MD5는 해시함수의 결함이 발견되어 데이터암호화를 위한 용도로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 

해시 함수이다. 하지만 통신 프로토콜로 SSL을 사용하여 데이터보안을 강화시켰다.  

이는 2.2 수행내용과 같이 수정을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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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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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주문 수정 기능이다. 현재는 주문이 완료된 후에는 주문 취소 또는 주문 수정이 불

가능하다. 때문에 주문내역과 주문자를 수정하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주문 취소 기능이다. 결제가 되기 전이라면 주문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여 사용

자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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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충 및 건의사항 

5.1 데이터암호화 및 SSL 

데이터베이스 SSL 설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인증서를 발급받고, 설정하는 과정에

서 SSL이 적용되지 않아 한 동안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이 중단되기도 하였다. 다행히 원

인을 찾아 해결할 수 있었고, SSL 통신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