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2권 제1호 (2014. 1)

287

카드 결제 내역을 관리하는 안드로이드 앱의 개발
류연중○, 윤희용*

*한신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대학

e-mail: yeonjoongryu@gmail.com○, youn@ece.skku.ac.kr*  

Development of an E-Wallet Application for Credit Card 
Payment for Android
Yeon-Joong Ryu○, Hee-Yong Youn*

○Dep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Hanshin University
*Colleg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Sungkyunkwan University

● 요   약 ●  

보편화된 카드 사용은 현금 사용과 달리 지출의 파악이 어려워 과소비를 조장한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카드 결제 시 수신 받는 SMS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결제 내역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카드 결제 

내역 관리 앱을 제안한다. 터치환경에 적합한 Metro UI를 메인화면에 사용하여 메인에서 모든 메뉴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였

고, 사용 내역을 수동으로 입력하지 않아도 SMS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쉽고 빠르게 이용 가능하다.

키워드: 정규표현식(regular expression), Metro UI

I. 서 론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하루 평균 카드 이용 실적이 3천만 건에 

육박하며 매년 카드 사용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

만 카드 사용은 현금 사용과 달리 지출의 파악이 힘들고 여러 종류의 

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과소비를 하게 된다. 
최근 현대사회의 지나친 카드 소비로 인해 발생되는 현대인들의 

카드 지출 내역을 파악하기 위한 앱이 다수 개발되었다. 그러나 다른 

앱들은 수동으로 지출 내역을 입력해야 하고 단순한 조회만 가능할 

뿐 실용적인 목적이나 통합, 체계적인 관리도구가 부족하다.
본 논문에서는 Android를 기반으로 카드 결제 SMS를 분석하여 

결제 내역을 관리하는 앱을 개발하였다. 다른 앱들의 수동으로 결제 

내역을 입력하는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카드의 결제가 이루어질 때 

수신 받는 SMS를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로 입력하도록 

했다. 또한 기간별, 통계별, 카드별 등 결제분야 구체화 및 예산관리

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체계적인 카드 사용을 하도록 도와주고 결국 

올바른 소비문화까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두었다. 
본 논문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 연구로 정규표현식

을 설명하고, 3장에서는 카드 결제 관리 앱의 설계와 구성 및 인터페

이스를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 결론을 제시하였다.

II. 관련 연구

1. 정규표현식

정규표현식(regular expression)은 특정한 규칙을 가진 문자열의 

집합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형식 언어이다. 정규표현식은 많은 

텍스트 편집기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문자열의 검색과 치환을 위

해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펄과 Tcl은 언어 자체에 강력한 정규표현

식을 구현하고 있다.
문자열을 토큰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텍스트를 좌에서 우로 검

사하면서 여러 규칙과 일치될 문자의 수량을 다양하게 시도하는 

처리에 가작 적합할 뿐 파싱에는 적절치 않다.

그림 1. 정규표현식의 문법

Fig. 1 Grammar of Regular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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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정규표현식에서 사용되는 문법을 나타냈으며 식의 배열

을 통해 다양한 문자열을 표현할 수 있다.

III. 본 론

1. 설계 및 구성

1.1 시스템 기능설계

그림 2. 시스템 구성

Fig. 2 System Structure

그림2는 전체적인 시스템의 구성이다. 사용자가 SMS를 수신할 

경우 SMS를 분석하여 DB에 입력한다. DB에 입력된 데이터는 사

용자가 요구한 기능에 맞춰 추출된다.

1.2 데이터베이스 구성

데이터베이스는 3개의 테이블인 PAYMENT(결제 내역), 
CATEGORY(카테고리), BUDGET(예산 및 설정)로 구성된다.

PAYMENT

날짜 카드사 금액 장소 카테고리

표 1.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스키마

Table 1. Database Table Schema

  

CATEGORY

장소 카테고리

BUDGET

예산 테마번호

표 1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중 PAYMENT 테이블은 사용자가 

카드로 결제한 내역을 저장하고 CATEGORY 테이블은 결제 종류

를 획득하기 위해 약 700개의 데이터가 미리 입력되어 있다. 그리고 

BUDGET 테이블은 사용자가 입력한 예산과 설정된 테마의 정보를 

담고 있다.

1.3 모듈 구성

본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와 메시지 분석을 위한 모듈과 메뉴를 

위한 10개의 모듈이 있다.

1.3.1 데이터베이스 모듈

데이터베이스 모듈은 DBHelper, DBHandler 클래스로 구성되

어 있다. DBHelper는 데이터베이스의 생성 및 연결을 수행한다. 
DBHandler는 데이터베이스의 조회 및 조작을 수행한다.

1.3.2 메시지 분석 모듈

메시지 분석 모듈은 SmsData, SmsReceive 그리고 

SmsAnalyze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다. SmsData는 문자 메시지의 

형식을 담기 위한 클래스이며 SmsReceive는 문자 메시지를 수신했

을 경우 수행되는 클래스이며 카드 사에서 보낸 메시지인지 확인한

다. SmsAnalyze는 문자 메시지를 분석하는 클래스다.

1.3.3 메뉴 모듈

그림 3. 메뉴 모듈

Fig. 3. Menu Module

 

그림 3은 각 기능을 수행하는 모듈을 메뉴별로 표현한 그림이다. 
모든 모듈은 데이터베이스 모듈과 메시지 분석 모듈의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1.4 시스템 흐름

그림 4. 메시지 분석 흐름도

Fig. 4 Message Analyze Flow Chart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2권 제1호 (2014. 1)

289

그림 4의 메시지 분석 흐름도는 메시지 분석 모듈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메시지가 도착했을 경우 메시지의 분석에 대한 내용이다. 
모바일에서 메시지를 수신할 경우 메시지를 한글 형식에 맞게 디코

드를 한 뒤 수신번호 대조를 통해 카드사에서 보낸 메시지인지 확인

한다. 카드 사에서 보낸 메시지로 확인되면 문자의 패턴을 분석하여 

카드사를 확인하고 메시지에서 날짜, 금액 그리고 장소를 추출한다. 
패턴을 인식하고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정규표현식을 사용한다.

토큰 금액

예시 23,000원, 23000원, 23,000,00원

정규

표현식
((\\d)+(,)*)+(원)

상세 설명
[숫자(digit)의 1번 이상 반복 + ‘콤마’의 0번 이상 반복]의 

한 번 이상 반복 + '원'

표 2. 금액의 정규표현식

Table. 2 The Regular Expression of Amount

금액의 경우 2가지의 패턴이 있는데 금액 사이에 ‘콤마’가 들어가

는 경우와 들어가지 않는 경우이다. 이를 정규표현식으로 표현하면 

'((\\d)+(,)*)+(원)'인데 ‘\\d’은 숫자를 말하며 ‘+’는 해당 문자의 1
번 이상의 반복을 의미한다. 콤마는 들어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를 사용했는데 ‘(,)*’은 콤마의 0번 이상의 

반복을 말한다. 앞의 숫자와 콤마의 한번 이상의 반복과 마지막에 

‘원’이라는 글자가 있을 경우 금액의 패턴이라 판단하고 문자열을 

추출하게 된다.

토큰 날짜

예시 10/08 (10월8일)

정규

표현식
(\\d{2})(/)(\\d{2})

상세 설명 2번의 숫자(digit) + '/'(슬래쉬) + 2번의 숫자(digit)

표 3. 날짜의 정규표현식

Table. 3 The Regular Expression of Date

날짜의 경우 정규표현식으로 표현하면 '(\\d{2})(/) (\\d{2})'인데 

‘\\d’은 숫자를 말하며 ‘{2}’는 해당 문자의 2번 반복을 의미한다. 
숫자의 두 번 반복 그리고 사이에 ‘/’가 있고 마지막으로 숫자의 

두 번 반복이 패턴으로 인식될 경우 날짜라고 판단하고 문자열을 

추출하게 된다.

그림 5. 결제 종류 추출

Fig. 5 Extraction of Payment Category

메시지에서 날짜, 금액, 장소의 추출이 완료되면 결제 종류별 통

계 제공을 위해 CATEGORY 테이블에서 결제 종류를 획득해야 

한다. 추출 된 장소와 테이블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의 비교를 통해 

6가지의 결제 종류인 음식, 쇼핑, 문화, 미용, 건강, 주거/생활 중 

하나를 부여한다. 이러한 결제 종류의 획득률을 높이기 위해 카테고

리 공용어를 사용하는데 ‘치킨’, ‘커피’, ‘마트’등의 공용어를 사용하

여 해당 단어가 일부분이라도 포함 되면 결제 종류의 검색이 성공 

하도록 해주어 결제 종류를 부여한다. 그 후 완성된 데이터를 표 

1의 PAYMENT 테이블에 입력한다.

2. 구현 및 인터페이스

안드로이드 상에서 실행되므로 터치환경에 적합한 Metro UI를 

채택했다. Metro UI는 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배치한 UI로 여러 

그룹의 공통작업을 통합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터치로 활용도의 작

업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그래픽을 제외했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

그림 6. 로딩 화면 및 메인 화면

Fig. 6. Loading Screen and Main Screen

그림 6은 로딩화면과 Metro UI를 적용한 메인 화면이며, 각 메뉴

는 버튼 및 정보 알림을 동시에 수행한다. 버튼을 눌러 메뉴로 진입

하지 않아도 당월 사용금액과 예산현황을 볼 수 있다.
 

그림 7. 월별 조회, 소비종류별 조회 화면

Fig. 7. Monthly and Consuming Type Screen

그림 7의 좌측 화면인 월별 조회는 캘린더를 통한 날짜별 조회가 

가능한 메뉴이며 <그림 7>의 우측 화면인 소비종류별 조회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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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내역이 획득한 소비 종류별의 조회가 가능하다.

IV. 결 론

현대 사회에서 자금의 관리는 상당히 중요하지만 보편화된 카드

의 사용은 현금사용과 달리 지출의 파악이 힘들어 과소비를 하게 

된다. 정확한 지출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각 카드사 앱을 통해 

지출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지만 여러 개의 카드를 사용하게 될 경우 

통합적인 지출 내역의 관리가 어렵다.
본 시스템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출 내역을 관리하기 때문에 

모든 카드 사의 지출 내역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결제 내역이 입력되기 때문에 기존의 가계부 앱의 단점을 개선했다.
본 시스템의 장점은 문자열의 패턴을 통해 각 필요한 정보를 인식

하기 때문에 카드 결제 내역의 인식률이 높고 결제 종류의 획득은 

카테고리의 공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획득률이 높다. 단순한 결제 

내역 조회에서 벗어나 기간별, 소비 종류별, 카드별 조회 등의 다양

한 조회의 기능을 갖추고 있으므로 예산 관리 기능과 함께 사용한다

면 잘못된 소비 생활을 개선하고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카드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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