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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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금 해제할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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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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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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URL 형식을 통해 웹서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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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낸다. 후에 DB 에서 원하는 데이터의 정보를 찾아내 다시 어플리케이션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가장 주요한 기능인 조르기 기능을 관리한다. 현재까지 조르기한 사용자의 

정보와 상품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각 상품별로 특정 인원의 사용자가 

조르는 경우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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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의 형식으로 전달한다. 

 

3) 마이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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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의 남은 조르기 횟수와 최근 당첨된 사람들의 목록을 

보여준다. 

 

4) 튜토리얼 페이지 

 간단한 도움말을 통해 각 버튼의 사용법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때의 규칙들을 간단히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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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서버의 아이피가 고정되지 않아 효율적인 진행 및 어플리케이션의 

안정적인 구동이 어려워 아마존 웹서비스(AWS)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현재 어플리케이션에서 로그인, 상품탭, 조르기, 마이페이지의 이벤트가 

발생하면 각각의 상황에 맞는 내용을 수행한다. 로그인의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회원의 정보를 저장하도록 한다. 만약 이미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된 사용자라면 회원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어플리케이션에서 다음 단계를 수행한다. 상품탭의 경우 

현재까지 해당 상품의 조르기된 횟수와 상품의 이미지를 전달하여 화면 구성을 

가능하도록 한다. 조르기의 경우에는 현재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의 

정보와 상품 정보를 보내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수정한다. 마이페이지 이벤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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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경우 어플리케이션 사용자의 남은 조르기 횟수와 최근 당첨자의 목록을 

보낸다. 

2.2.2  어플리케이션 수행내용 

  어플리케이션 개발 역시 처음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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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현재까지의 개발단계 어플리케이션을 보여준다.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 한 후 탭으로 구분되는 상품 중 한가지를 골라 상품 아래의 조르지마 

버튼을 누를 수 있다. 버튼을 누르면 안드로이드에서 URL 을 통해 조르기한 사용자의 

정보, 조르기한 물품 정보 등을 웹서버로 보내고, 웹서버에서는 이 URL 을 토대로 

DB 에 정보를 저장한다. 왼쪽 상단의 메뉴를 누르면 마이페이지와 로그아웃을 선택할 

수 있고 마이페이지를 누르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남은 조르기 횟수가 뜨며 

로그아웃을 누르는 경우 바로 로그아웃되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있던 개인 

정보와 조르기한 이력이 모두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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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데이터베이스 수행내용 

아마존 웹서비스에 mysql 을 설치하여 이용한다. member, product, winner, 

zorzima 테이블로 이루어져 있다.  

member 테이블은 사용자가 카카오 연동 로그인을 할때 사용자의 정보를 

받아와 저장하고 해당 사용자의 남은 조르기 횟수를 저장한다. product 

테이블에서는 상품의 정보를 저장한다. 상품의 기본적인 정보들은 물론 추첨을 위한 

조르기 인원과 해당 상품이 조르기된 횟수와 상품 이미지 경로를 함께 저장한다. 

winner 테이블에는 역대 당첨자와 당첨 상품의 정보가 저장된다. zorzima 테이블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가 조르기를 누르면 그 동작을 수행한 사용자 정보와 

조르기한 상품의 정보를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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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프로젝트 수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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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송되어 조르기 횟수를 카운트하여 저장하고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뽑아내는 

기능이다. 로그인은 카카오톡 연동 로그인을 사용하여 간편 로그인이 되도록 

구현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개인 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는다.  

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기존에 레벨링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시간이 촉박하여 넣지 않기로 하였다. 

서버를 아마존 웹서비스 기반으로 구축하였다.  

상품 목록을 밀어서 보여주도록 할 예정이었으나 상단에 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였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조르 Zl 마 

팀 명 우리들의 일그러진 코딩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7 2017-MAY-18 

 

 

캡스톤 디자인 I Page 11 of 12 중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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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전반적인 기능 구현은 마친 상태이며, 마켓에 어플을 올리고 직접 서비스를 진행하며 디버깅을 통한 

유지보수를 중점으로 진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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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적어서 진행이 힘들었다. 

2. 들이는 시간에 비해 이수 학점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3. 팀끼리 회의할만한 장소가 마땅치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