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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Skinner 라는 미국의 심리학자는 실험을 통해 쥐가 음식을 보상으로 줄 경우 지렛대를 누르는 

방법을 얼른 배운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나아가 쥐들이 지렛대를 밟으면 음식이 생긴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고 나면, 그 보상을 토대로 우연한 일을 의도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다. 

뿐만 아니라 보상을 주지 않거나 그 횟수를 바꾸는 실험을 통해 오늘날 까지 유효한, 반복 

가능하고 보편적인 행동의 법칙을 발견했다. 

  

심리학자 Skinner 는 고정비율로 세번, 혹은 다섯번 눌러야 음식이 나오게 한다든지 강화된 

행동이 소거될 때까지 음식을 주지않고 헛수고를 하게 만들때 언제 그 행동을 그만두게 

되는지 연구했다. 그는 부정기적으로 랜덤하게 음식을 주었는데, 40 번이나 60 번에 한번 

나오는 정도로 적은 빈도로 음식을 줬을 경우 대게는 좌절감이나 열받아서 그 행동을 그만둘 

것 같지만 오히려 이런 간헐적인 보상을 줄 때 더 계속 누른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됐다고 한다. 

결국 그는 정기적인 것 보다 비정기적 랜덤 보상의 경우 행동이 소멸되기 가장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다. 

 

본 프로젝트는 위와 같은 심리적 사실을 이용하여 간단한 방법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복권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목표로 한다. ‘조르기’기능 이용 시 별도의 과금이나 결제없이 사용자가 

원하는 물건을 추첨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레벨 시스템을 

도입하여 당첨 확률증가로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광고화면을 잠금화면으로 설정해두고 잠금해제할때마다 캐시가 적립되는 방식인 모바일 

잠금화면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인 ‘캐시슬라이드’는 한번 잠금해제 할 때마다 대부분 

1 캐시이고 간혹 3 캐시,5 캐시가 적립된다. 여러차례 실행하고도 저렴한 상품밖에 구매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적은 횟수의 실행으로 원하는 물건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조르 ZI 마’와 차이가 

있다. 위 Skinner 의 실험을 바탕으로,  랜덤하게 보상을 줄 경우에  더 높은 참여를 얻을 수 

있음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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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2.1.1  서버 연구내용 

  프로젝트의 중심부 역할을 하는 서버는 Node.js 의 express module 로 

개발한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어플리케이션의 정보를 URL 형식을 통해 

웹서버로 전달하는데, 이때 웹서버에서 수신한 URL 을 파싱하여 DB 에서 찾고자 하는 

데이터 형식를 뽑아낸다. 후에 DB 에서 원하는 데이터의 정보를 찾아내 다시 

어플리케이션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웹서버이다. 

   

 

2.1.2  어플리케이션 연구내용 

1) 카카오톡 연동 

 카카오 연동 로그인을 사용하고, 개인 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다. 당첨 

결과/이벤트 정보 등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한다. KaKaoSDK 를 

다운로드하여 개발한다. 

 

2) 메인 페이지 

 상품 리스트를 사진과 가격 등의 간단한 정보로 보여준다. 조르기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는 unity ads 를 통해 광고를 시청하고, 그때 서버를 

통해 DB 에 사용자 ID 와 상품명을 조른 횟수와 함께 저장한다. 

 

3) 마이 페이지 

 사용자의 레벨을 확인 할 수 있다. 카카오 연동을 해제 할 수 있다 

 

4) 튜토리얼 페이지 

 간단한 도움말을 통해 각 버튼의 사용법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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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행내용 

2.2.1  서버 수행내용 

  서버를 처음 사용해보았기 때문에 초반에는 직접적인 기술 구현보다는 

Node.js 사용법을 익히고 배우는 데 중점을 두었다. Node.js 의 Express 모듈로 웹 

서버를 구축하여 DB 와 연동하였고, 이를 토대로 서버에서 해당하는 값을 DB 에서 

찾아 안드로이드로 전송할 수 있게 되었다. 

  아래의 사진 두 장은 웹서버와 어플리케이션, DB 가 모두 연결되어 

안드로이드에서 전송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DB 의 사용자 정보를 갱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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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어플리케이션 수행내용 

  어플리케이션 개발 역시 처음이기 때문에 웹서버 개발과 비슷한 단계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사용법을 익히고 배우는 데 중점을 두었다. 후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어플과 서버의 연동을 마쳤다. 어플리케이션에서 원하는 정보를 가진 

HttpURL 을 웹 서버로 전송하여 이를 토대로 DB 에서 원하는 값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 

  아래의 사진 두 장은 현재까지의 개발단계 어플리케이션을 보여준다.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 한 후 받고싶은 상품 아래의 조르지마 버튼을 누를 수 있다. 버튼을 

누르면 안드로이드에서 URL 을 통해 조르기한 사용자의 아이디, 조르기한 물품 정보 

등을 웹서버로 보내고, 웹서버에서는 이 URL 을 토대로 DB 에 정보를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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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프로젝트 수행내용 

  현재 실행 가능한 기능은 ‘조르기’버튼을 눌렀을 때, 서버를 통해 DB 로 

전송되어 조르기 횟수를 카운트하여 저장하는 기능이다. 로그인은 카카오톡 연동 

로그인을 사용하여 간편 로그인이 되도록 구현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개인 

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는다. 계획서에서는 4 월,5 월동안 시스템 설계와 코딩 및 

모듈 테스트를 하기로 되어있는데 , 예정대로 코딩 작업을 하고 있다. 

 

 

 

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수정사항은 없으며, 전반적인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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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1. unity ads 를 이용하여 원하는 상품을 택하였을 경우에 시청할 광고를 삽입한다. 

2. 전반적인 어플 UI 와 로고 디자인을 수정한다. 

3. 카카오 로그인 시 사용자 정보(카카오톡 계정 이메일)를 받아와서 DB 에 저장한다. 

4. 어플리케이션 이용자가 카카오톡으로 조르지마 상품 리스트를 공유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친구추가 등의  작업을 수행할 경우 사용자의 레벨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5. DB 에 저장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랜덤하게 추첨하는 기능을 구현한다. 

6. 추첨 후 당첨자들에게 당첨메시지를 보낸다.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2 차 중간 보고 

어플 UI 디자인 구현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2 차 중간 보고서 

2. 구현 소스 코드 

2017-04-14 2017-05-11 

구현 완료 

시스템 구현 완료 

산출물: 

구현 완성 프로젝트 결과물 

2017-05-12 2017-05-23 

테스트 

시스템 통합 테스트 

산출물: 

수정 목록 및 수정 완료 프로젝트 결과물 

2017-05-12 2017-05-23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 

산출물: 

최종 보고서 및 최종 프로젝트 결과물 

2017-05-12 

 

20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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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충 및 건의사항 

 

1. 팀 프로젝트실의 공사로 인해 함께 공부할 만한 장소의 부재 

 

2. 서버와 어플 개발의 경험이 없어, 기초부터 공부하느라 많은 시간 소요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