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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1.1.1  개요 

NFC를 이용한 놀이공원 예약 시스템. 

본 프로젝트는 휴대폰의 NFC(Near Field Communication) 기능을 이용하여 1) 현재 놀이기구 

예약 시스템으로 사용되고 있는 매직패스 기능을 발전시켜 쉽고 빠르게 놀이기구를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2) 예약 시스템을 전 놀이기구로 확대하는 것이다. 

 

1.1.2  동작 

다음 상황을 전제 조건으로 놓고 시작한다. 티켓 발권을 하게 되면 기존 종이 티켓이 휴대

폰 안으로 들어간다. 앱 안으로 티켓 정보가 전송되어 저장이 되는 것이다. 우리 조는 이 상황

을 클라이언트가 티켓 발급을 원할 시 서버에서 임의의 티켓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상황을 만

들었다. 이를 통해 개인은 각자의 고유한 티켓 번호로 놀이기구를 예약할 수 있다. 놀이기구 

대기 줄 입구에 마련되어 있는 NFC 태그에 휴대폰을 접촉시키면 자동으로 빠르게 탑승 가능

한 시간을 계산, 예약이 된다. 이용자는 남은 시간 동안 예약을 하지 않고 탈 수 있는 기구를 

이용하거나 다른 놀이기구를 또 예약할 수 있다. 예약 시간이 되기 10분 전, 서버는 사용자에

게 알림 메시지를 보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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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2.1  기술의 시장 현황 

1) NFC 기술의 시장 현황 

2002년 소니와 NXP에 의해 NFC 기술이 개발된 이래로 한동안 인프라의 미비, 표준화 문

제, 여러 그룹간 이해관계 등의 이유로 정체기를 겪다가 2010년 이후로는 매년 기술 적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NFC관련 융합 제품의 개발 또한 속도가 붙고 있다. 

 

NFC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스마트 폰에 NFC 칩이 내장되기 시작하면서부

터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갤럭시 S2/LTE/HD LTE/노트 그리고 베가레이서, LG 옵티머스 시리

즈 등 최근 출시되는 거의 모든 안드로이드 스마트 폰에 NFC기능이 내장되어 있다. 또한 앞

으로 출시될 예정인 아이폰 5에서도 NFC 기능이 탑재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림 1. NFC 시장동향, Frost&Sullivan, 2010.12> 

 

 

       이렇게 많은 스마트폰들이 NFC 기능을 탑재하면서, 다양한 NFC 관련 서비스들이 등장하

고 있다. 현재 NFC 기능 중 가장 활용도가 높고 주목도가 높은 분야는 금융 분야로, NFC 

칩에 교통카드와 신용카드를 내장해 지갑 기능을 대체하고 있다. 하지마 이 외에도, 접근과 

제어 분야, 개인정보의 저장 및 교환, 상품의 소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NFC 기술을 사용하

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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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www.paybyphone.com> 

 

 

예를 들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주차 미터기에 NFC 태그를 포함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운

전자들은 주차 시 간편하게 휴대폰을 접촉해 요금을 정산할 수 있다. 초기 지정해 놓은 주차 시

간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연동되는 앱을 이용해서 원하는 추가 시간만큼 지불하여 이용할 수 있다.  

또한 NFC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휴대폰을 가진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앱을 통해 지역 번호

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지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3. www.paybyphone.com> 

 

 

최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 RFID/USN센터는 NFC 관련 중소기업들이 NFC 융합제품 개발 

인프라에 투자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NFC 융합제품 개

발, 검증 인프라를 구축해 제공하고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도 함께 진행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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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USN센터는 2012년 11월, 12월에 국내외 NFC 기술, 시장 현황을 조사하고 NFC 개발, 검

증 인프라 수요 조사를 실시, 조사를 통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개발, 검증 인프라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림 4. www.karus.or.kr> 

 

 

 

 

 

 

 

 

 

 

 

 

 

 

http://www.kar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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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외 NFC 기술을 적용한 사례 

 

기   업 활용 사례 

 

 

 

 

구   글 

(Google) 

NFC 기반 ‘구글 지갑’ 공개 

 

<그림 5> 

구글 지갑 서비스는 씨티은행, 마스터카드 등 금융기관이 파트너로 참

여하여, 미국 뉴욕과 샌프란 시스코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후 오는 여

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 할 예정이다. 

 

 

 

 

SK 

(SK Planet) 

SK플래닛, 생활형 NFC앱 ‘스마트 터치’ 선보여 

 

 

<그림 6> 

 

스마트 터치는 ‘NFC마법사’, NFC 우수 활용 앱을 모아놓은 ‘추천앱’ 

스마트폰에 설치된NFC앱/USIM 통합관리 서비스 ‘마이앱’으로 구성되

어있다.  

 

쿠  첸 

스마트 NFC를 이용한 전기 밥솥 

NFC를 이용하여 별도의 버튼조작 없이 스마트폰으로 취사, 자가점검 

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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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기술의 발전 현황 

 

<그림 7. NFC 기술의 활용 방향> 

 

 현재 NFC 기술의 활용 방향은 금융 분야로 집중되어 있지만, 현재 안드로이드 폰에서의 NFC기

능 탑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활용 방향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위의 도표를 보면 알 수 있

듯이, 지불, 접근 및 제어, 정보 획득, 개인정보의 공유 등 많은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개인의 여러 정보를 보안성을 유지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그래서 회원제와 같이 

특정 사람들을 위한 시스템 접근, 그리고 그 안에 시스템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또

한 지녔다. 

 

<그림 8. NFC 기술의 활용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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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기 개발된 시스템 현황 

1) 롯데월드의 매직패스 

   고객이 어트랙션을 타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빠른 탑승 예약 서비스이다. 모

든 어트랙션에 적용되는 방법은 아니며, 롯데월드 내 10개의 인기 있는 어트랙션에 적용되는 

서비스이다. 

 

<그림 9>(롯데월드 홈페이지) 

각 10개의 어트랙션에 대한 매직패스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매직패스 탑승 시설 중 가장 먼저 타고 싶은 탑승 시설물을 찾아갑니다. 

② 예약이용가능시간을 확인한다. 

③ 탑승 예약기에 티켓 또는 연간회원증을 접촉한다. 

④ 탑승 예약권을 받은 후 기재된 지정시간에 예약라인으로 입장한다. 

 

※ 매직패스 발권 시 주의 사항 

     ① 각 매직패스에 기재된 시간을 확인 후 사용자가 판단 하에 예약해야 한다. 

     ② 매직패스는 한 사람에 한 장씩 필요하며 일부 티켓 소지자는 사용이 제한된다. 

     ③ 탑승물이 예약된 상태에서 예약 지정시간 이내에 다른 탑승물 예약 불가 

 

2) 롯데월드 앱 

  현재 롯데월드는 앱을 이용하여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이 중 

티켓 번호를 입력하면 예상 대기시간 및 예약가능시간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있다. 고객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기구를 타는데 보다 

효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예약은 직접 예약 할 놀이기구로 가

서 티켓으로 예약을 한다. 이 때 수령한 티켓을 수령하고, 예약 시간에 

해당 놀이기구로가면 대기하지 않고 바로 기구에 탑승할 수 있다.  

 

<그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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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기 개발된 시스템의 문제점 

현재 놀이 공원 시스템의 티켓 발권 시스템이나 어트랙션의 정보 공유는 수동적이고 뒤쳐져 

있다. 자신이 타고 싶은 어트랙션에 관한 기본 정보와 어트랙션에 대한 예약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이루는 것은 어렵다. 놀이기구 예약시스템의 경우 롯데월드에서는 매직패스라는 이름으로 

어트랙션의 탑승 시간을 예약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기능이 있는 

지 모를 뿐 아니라 매직패스로 발급되는 티켓을 따로 관리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을 가지게 된다. 

 

 

1) 롯데월드 매직패스의 문제점 

 

매직패스는 예약을 함으로써 어트랙션을 타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지 않고 어트랙션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매직패스를 발급 받은 후 결국 고객이 보관해야 하는 티켓 수가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티켓의 분실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고객이 예약한 매직패스의 시간이 서로 겹칠 수가 있다. 고객이 A 어트랙션을 

예약한 후 B 어트랙션을 예약하고 싶은 경우 두 어트랙션의 예약시간이 겹치게 되면, 

고객은 하나의 어트랙션을 포기해야 한다. 즉 고객이 직접 시간을 스케쥴링 해야 하는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현재 매직패스 시스템은 제한된 어트랙션에만 제공되는 시스템으로 일부 

기구에서 긴 대기시간을 단축시켜주지 못한다. 이는 ‘대기시간’ 단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2) 롯데월드 앱의 문제점. 

 

롯데월드 앱은 ‘대기시간’과 ‘예약가능시간’을 제공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단점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 제공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은 대기시간이 가장 짧은 어트랙션으로 향하고, 이 전과 비교해서 많은 양의 

어트랙션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고객의 실질적인 대기시간을 줄여주지 못해 결국 

고객은 줄을 스며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예를 들어, 대기시간이 120 분인 어트랙션이 

있으면, 결국 그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또한 모든 기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이 

자체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걸러내`야 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처가 

‘대기시간’ 단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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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목표 및 내용 

2.1 목표 

오늘 날 많은 종류의 스마트폰에 탑재되어 있는 NFC기능을 활용하여 놀이공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트랙션(놀이기구) 예약 시스템의 절차를 간단하게 바꾸고, 이러한 시스템의 대상을 모든 

어트랙션으로 확장한다.   

 

 

2.2 연구/개발 내용  

2.2.1. NFC 기능을 이용한 어트랙션 예약 시스템 

 기존에 존재하는 매직패스는 미리 예약을 해서 쓸 수 있다는 점에서는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준

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은 고객이 보관해야 될 티켓을 하나 늘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 즉, 티켓을 

보관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기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결정적인 단점은 고객이 직접 매직패스에 대한 시간 스케쥴을 짜야 한다는 점이다. 

고객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매직패스의 시간을 숙지하고, 그와 겹치지 않게 다른 매직패스를 발

권 받아야 한다. 알맞은 시간에 맞추어 스케쥴이 짜인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각각의 기구를 돌

아다니면서 매직패스를 발급 받는 것도 힘든 일인데, 일일이 시간을 맞추는 것은 고객을 번거롭

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NFC 기능을 도입한 예약 관리 시스템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고객에게 가장 

알맞게 예약할 수 있는 어트랙션을 알려주고, 어트랙션 앞에 있는 NFC 태그에 스마트폰을 태그를 

하면, 매직패스처럼 예약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후, 예약 티켓 및 일반 티켓을 스마트폰의 

앱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나의 예약 어트랙션 내용 또한 앱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

면, 기존에 놀이공원에서 겪어야 했던 많은 시간적 고민을 줄 일 수 있고, 스마트폰의 몇 번의 클

릭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기존에 번거로웠던 작업들을 대체 할 수 있다. 

 

2.2.2. 목표 세분화 

- 중앙 서버에 각 놀이기구에 대한 스케쥴 프로그램 마련 필요 

- 각 사용자들의 어트랙션 N-Pass 예약 현황이 유지되어야 함 

- NFC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예약하고자 하는 놀이기구의 어트랙션 N-Pass 정보가 표시되어

야 함  

 

<그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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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연구/개발 방법 

=>  중앙 서버에 스케쥴 프로그램 마련 

 1) 웹 서버와 서블릿 컨테이너의 연동 연구 및 개발 

 2) 각각에 놀이기구 예약에 대한 서블릿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 어트랙션 N-Pass 예약 현황이 서버와 사용자 측에서 같도록, 이 둘의 동기화 필요 

     1) 서버의 예약 현황 저장 방법에 대한 연구 및 개발 

     2) 서버와 사용자의 정보가 동기화 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 및 개발 

     - 예약하고자 하는 놀이기구의 어트랙션 N-Pass 정보 표시 

     1) 예약 할 수 있는 시간대의 계산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2) 해당 어트랙션 N-Pass 정보에 대한 실시간 업데이트 연구 및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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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발 결과  

2.3.1  결과물 목록 및 상세 사양 

대분류 소분류 기능 형식 비고 

UI 

메인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했을 때 

나타나는 화면이고, 여기서 모든 

어트랙션에 대한 예상 대기시간이 

나타난다.. 

모듈  

티켓 정보 
현재 구입한 티켓에 대한 티켓 

번호, 티켓 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 
모듈  

예약하기 

어트랙션마다 예약화면이 다르게 

존재하며, 각 어트랙션에 대한 

기본 설명과 ‘예약하기’버튼이 

존재한다. 

모듈  

환경 설정 
어플리케이션 세부사항에 대한 

환경설정을 조작한다. 
모듈  

My Page 
나의 어트랙션 예약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다. 
모듈  

Logic 

Login 
사용자가 login 요청 시 

임의의 티켓 번호를 발급한다. 
모듈  

대기시간 계산 
각 놀이기구의 예상 대기시간을 

계산한다. 
모듈  

개별 예약목록 

확인 

각 사용자가 자신의 예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DB 에서 검색 후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 

모듈  

중복 예약시간 

검출 

각 사용자의 예약목록을 확인하여 

시간대가 겹치는 대기시간에 

해당하는 어트랙션을 파악한다. 

모듈  

예약 등록 
예약 요청이 왔을 시 DB 에 예약 

내역을 추가한다.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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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C 통신 

Read 
NFC Tag 에서 Tag 내용을 

읽어오는 역할을 한다. 
Class  

Writer 
NFC Tag 에 내용을 입력하는 

역할을 한다. 
Class  

Sound 효과음 
알람 메시지가 도착했을 때 나는 

소리를 조작한다.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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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시스템 기능 및 구조 

 

 

 

<그림 12. 프로그램 전체 구성도> 

 

 어플리케이션은 ‘하이브리드 앱’으로 만든다. 이 앱의 웹 기능은 아마존 웹 서버에 있는 아파치

(Apache) 웹 서버와 톰캣 컨테이너에 데이터를 요청해서 웹 페이지를 전송 받는다. 또 네이티브 

기능은 폰갭(Phone gap)을 이용하여 구현하며, NFC Tag의 인식은 이 부분에서 하게 된다. 웹 페이

지는 Sencha Touch플랫폼을 이용하여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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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4.1  기대효과 

1) 고객의 효율적인 시간관리 

놀이공원을 방문한 고객들은 간편한 예약시스템을 통해 그들의 대기시간을 줄을 스며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보낼 수 있다. 따라서 놀이공원 방문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할 것이라 예상된다. 

2) 예약 절차 시스템 간소화 

어트랙션 N-Pass 발권 전 예약시간 확인과 어트랙션 N-Pass 발권 후, 이를 보관하였던 

절차를 ‘앱’을 통한 관리로 절차가 간소화된다. 따라서 고객은 원하는 어트랙션에 가서 

바로 예약을 할 수 있고, 해당 시스템에 대한 숙지가 쉬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3) 모든 기구에 예약 시스템 적용 

놀이공원 측은 제한된 기구에만 예약 시스템을 제공했던 것을 넘어, 모든 기구에 해당 

시스템을 확대 적용하여 고객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2.4.2  활용방안 

1) 레저 분야 및 타 분야로 기술 확대 적용 

NFC Tag 의 저렴한 비용과 많은 스마트폰이 NFC 기술을 탑재하고 있다는 점은 이 

시스템을 많은 놀이공원에 구축하는데 시간과 비용면에서 많은 장점을 준다. 또 이러한 

점들은 레저 분야를 넘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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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경 기술 

3.1 기술적 요구사항 

3.1.1  하이브리드 앱  

우리가 개발하게 될 앱은 모바일 웹앱과 네이티브 앱의 장점을 아우르는 하이브리드 앱 형식을 

취한다. 모바일 웹앱의 경우 모바일에 최적화된 웹의 UI 와 기능들을 구현하기 위해 최신 웹 표준 

기술(HTML5, CSS3)을 활용하는데 HTML5 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인 어플리케이션 캐시를 활용하여 

오프라인에서도 동작 가능한 웹 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 이는 불안정한 네트워크 상태에서도 

안정적인 동작을 보장한다. 또한 웹 스토리지나 웹 데이터 베이스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기기에 각종 데이터(티켓 정보 등)를 저장하여 활용할 수도 있겠다. 

이 때, 프레임워크를 이용하게 되는데 모바일 친화적 UI 처리, 터치 처리, 애니메이션 처리 등 

프레임워크 내부에 구현되어 있는 CSS 와 JavaScript 가 있어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사용할 

프레임워크는 Sencha Touch 2 이다. 센차터치 2 는 체계적인 API 를 보유하고 있으며 HTML5, CSS3, 

JavaScript 를 이용, UI 와 AJAX 통신, 애니메이션 기능, 각종 터치에 대한 이벤트 등을 지원한다. 

페이지 개발은 자바 스크립트를 기반으로 개발하게 된다.  

이러한 모바일 웹앱의 장점을 가지고 네이티브 앱만큼의 사용자 접근성을 가지고 하드웨어나 

기기 고유정보에 액세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이브리드 앱이다. 또한 모바일 웹앱의 

빠르고 쉬운 개발 방법, 웹 브라우저로 어느 기기에서든 동일한 화면을 볼 수 있다. 즉, 네이티브 

앱으로 개발된 브라우저 상에서 웹앱을 보여주는데 동작 방식은 네이티브 앱, 컨텐츠는 웹앱인 

형태이다. 네이티브 앱과 같이 특정 사이트에만 접속할 수 있는 전용 웹 브라우저를 만드는 

방식으로 개발한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소스 코드를 모든 단말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우리는 

일단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개발하기로 한다. 

하이브리드 앱을 제작하는데 이를 구현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중 PhoneGap 이라는 플러그인을 

이용한다. 폰갭은 모든 모바일 플랫폼에 대한 하이브리드 앱 개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그림 13. Hybrid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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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Sencha Touch 2 

Sencha Touch2 는 Mobile Web Application 개발을 위한 JavaScript FrameWork 이다. 

Mobile 에 최적화된 기능을 탑재하고, 폰과 태블릿 기기를 위한 Framework 로, ExtJS 

개발사의 FrameWork 이며 JavaScript, CSS, HTML 등 순수 웹 기술만으로 네이티브 

스타일을 표현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 특징  

- 다른 프레임워크에 비해 상당히 방대한 API. 

- 객체지향 설계 기법이 적용되어 API가 체계적이고 논리적 

- jQTouch 와 같은 다른 프레임워크는 HTML 의 태그요소를 기반으로 동작하지만 Sencha 

Touch 는 모든 구현을 Ext 기반의 Script로 작성 

- HTML5 와 CSS3 를 지원. 플러그인 없이 멀티미디어 재생이 가능한 Video, Audio 

스펙과 향상된 로컬 저장소를 지원하는 웹 스토리지(Web Storage), 새로운 폼양식과 

같은 HTML5 기능과 CSS3 의 기술이 적용.  

- 모바일 기기의 사용자 Touch action(tap, double tap, swipe, pinch, tap & hold)에 

반응하도록 Touch Event 를 지원 

- 애플 IOS 기반의 모바일 기기와 구글 안드로이드 기반의 모바일 기기에서 안정적인 

동작을 보장. 

 

MVC아키텍처는 복잡한 개발 방식을 Model, View, Controller로 구분하여 각기 개발 영

역을 분배하여 유연하게 대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런 아키텍쳐는 Sencha Touch가 아

니더라도 너무나 잘 알려져 있으며 많이 사용돼 왔다. Sencha Touch 에서의 MVC 각 레

이어가 맡은 역할은 일반적인 웹 프로그램에 비해 조금 다르다. 일반적인 웹 프로그램에 

비해 조금 다르다. 일반적인 웹 프로그램에서 모델은 대부분 로직을 가지며 컨트롤러는 

프로세스를 분기시키는 역할을 하고 뷰는 화면에 나타나는 부분을 담당한다. 하지만 센 

Sencha Touch는 그 자체가 화면의 UI에 중심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 

모델은 어떠한 데이터의 구조를 나타내는 레이어이며 뷰는 화면의 UI를 담당한다. 컨트

롤러는 뷰와 모델을 포함한 앱의 제어를 만든다. 특히나 이벤트 등을 관리하고 제어하려

면 컨트롤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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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는 현재 애플리케이션을 대표하는 전체를 나타낸다. App의 name속성은 애플리케

이션의 통일된 네임스페이스를 의미한다. 하나의 네임스페이스가 만들어졌으므로 app이 

소유한 controller, view, store, proxy, model, profile, 그 밖의 폴더는 app의 이름에 종속된 

모듈이다.  

Model은 데이터의 구조를 나타낸다. 이런 모델은 스토어와 프록시에서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사용 자체는 앱의 어느 곳에서든 가능하다. 뷰는 화면의 UI를 나타내므로 화면에 

대한 구성은 view에서 구현한다.  

 뷰는 패널이 될 수도 있고, 단일 컴포넌트가 될 수 있다. 뷰는 경우에 따라 폰이 될 수

도 있으며 패드가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프로파일은 폰과 패드에 따라 뷰를 분기시켜 

제어할 수 있다. 

 컨트롤러는 화면을 전체적으로 제어한다. 따라서 화면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처리하거

나 컴포넌트의 값을 설정하는 함수 등을 사용하려면 컨트롤러에 해당 내역을 구현하고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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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Phone Gap  

PhoneGap 은 웹 콘텐츠를 보여 주는 웹뷰(WebView)에서 스마트폰 디바이스에 접근하여, 

카메라나 마이크 제어 같은 웹 브라우저 고유 기능 이외의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하이브리드 앱 개발 솔루션이다. 

 

<그림 14. Phone Gap> 

PhoneGap 은 다음 그림과 같이 웹뷰를 포함하는 네이티브 앱 구조이다. PhoneGap 에는 장치 

제어를 위한 JavaScript API 가 있는데, 이 API 를 이용해 카메라, 주소록, 가속도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림 15. PhoneGap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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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년 11 월 7 일에 릴리스된 1.2.0 버전을 기준으로 장치 제어에 사용하는 디바이스 API 는 

다음과 같다.  

 Accelerometer: 가속도계 사용 

 Camera: 사진 촬영과 사진 앨범 탐색  

 Capture: 동영상 녹화, 오디오 녹음, 정지 영상 촬영 

 Compass: 나침반 기능 

 Connection: 모바일 네트워크 상태 확인 

 Contacts: 주소록 검색 및 연락처 추가/수정/탐색 

 Device: 단말기, 운영체제 버전 등  

 Events: 하드웨어 버튼 이벤트 

 File: 파일 입출력, 전송  

 Geolocation: 위치 정보  

 Media: 음성 재생과 녹음 

 Notification: 벨 소리, 진동, 시스템 알림 메시지 등 

 Storage: 네이티브 DB 접근 

[ PhoneGap 동작 과정 ] 

PhoneGap 의 핵심 기능은 JavaScript 와 네이티브 코드로 된 라이브러리를 연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JavaScript 와 네이티브 코드는 동작 환경이 다르다. JavaScript 는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실행되는 것이어서 네이티브 코드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없다. 그래서 일종의 RPC 를 사용해야 

하는데, PhoneGap 에서는 별도의 문자열 프로토콜을 만들어 웹뷰에서 네이티브 코드와 

데이터를 교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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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출처: https://build.phonega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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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서버  

    웹 서버 내에 서블릿 컨테이너를 구성하여, 각각에 페이지에 알맞은 서블릿 프로그램이 

구동할 수 있도록 한다.  

 

1)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WAS) 

우리가 만들게 될 하이브리드 어플리케이션은 기본적으로 웹 어플리케이션의 구조를 가

지게 된다. 일반적인 웹 어플리케이션은 클라이언트/서버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때 서버

는 일반적으로 1)사용자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결과 페이지를 전송하는 웹 서버와 2)사용자

의 요청을 실질적로 처리할 수 있는 비즈니스 로직이 구현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 서버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구조를 3-tier 구조라 부른다.(JSP2.2 & Servlet 3.0 참조) 

 

 

 

<그림17. 웹 어플리케이션의 구조(3tier)> 

 

먼저, 사용자에서 요청이 웹 서버 쪽으로 전송되면 1)웹 서버는 먼저 그 요청이 어떠한 

요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그 후, 웹 2)서버가 판단한 사용자의 요청을 웹 어플리케이

션 서버로 보내어, 알맞은 로직을 통해 요청을 처리한다. 마지막으로, 3)웹 어플리케이션 서

버는 처리된 요청 결과를 웹 서버로 보내 웹 서버가 알맞은 화면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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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블릿(Servlet) 

   브라우저는 기본적으로 HTML 형식의 문서만 표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동적인 웹 페이지의 표시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웹 서버 측에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자동으로 변화된 HTML 형식의 페이지를 생산해 전송해 줄 수 있는 여러 기술이 

개발되었고, 그 중 자바 진영의 기술이 바로 서블릿(Servlet)이다. 

   서블릿은 단적으로 말하자면, 웹 서버 상에서 실행되는 자바의 클래스 파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자바의 모든 API 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강력한 객체 지향성 등 

자바의 장점을 두루 가지고 있다. 다만 입력과 출력의 형태가 HTTP 프로토콜의 요청과 

응답의 형태로 다룬다는 점만이 다를 뿐이다. (모델 2 로 구현하는 자바 웹 프로그래밍 p25) 

 

 

 

 

 

 

<그림 18. Servlet 요청 처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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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서블릿(JSP)의 기능 및 구조 ] 

 

 

<그림 19. Servlet 구조도> 

 

- Login 서블릿 : 사용자가 티켓을 구매 할 경우, 그 사용자의 티켓 정보를 데이터베이

스에 저장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출력해 주는 서블릿 

- 대기열 상태 서블릿 :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실행 했을 시, 어트랙션 N-Pass 예약이 사

용가능한 어트랙션을 화면에 출력해 줘야 한다. 이에 대한 처리를 위한 서블릿 

- 사용자 예약상태 관리 서블릿 : 사용자가 어트랙션을 예약 할 시 그 결과를 서버에서 

인식하고 있고, 예약의 갱신, 삭제 상태를 관리하고, 그 정보를 출력해 줄 서블릿   

 

3.1.5  JSP(Java Server Page) 

JSP 는 JAVA 를 이용하여 동적인 웹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 Sun Microsystems 사가 개발한 

기술이다. 브라우저는 기본적으로 HTML 형식의 문서만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동적인 

웹페이지, 즉 사용자의 요청에 맞는 결과를 표시해주는 웹페이지를 웹 서버 측에서 사용자에게 

전송해주기 위해서는 요청의 처리 결과에 따라서 자동으로 변화될 수 있는 웹 페이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바로 JSP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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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개발을 진행하게 될 환경 

모바일 환경에서 실행되는 웹 페이지만큼 디테일한 테스트를 위해서는 모바일 디바이스가 

필요하다. 인터넷 공유기를 사용하여 개발 PC 와 모바일 디바이스가 하나의 네트워크에 속해 

있도록 하여 진행하기로 한다.  

 

1. APMSetup: APM 패키치 

2. 구글 크롬: 센차터치의 경우 사파리나 구글 크롬 두 브라우저와 같은 Wdbkit 엔진 기반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한다 

3. 편집기 Editplus 혹은 Eclipse 

4.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 구성 

5. JDK 설치: 안드로이드는 자바 기반의 플랫폼이다. 

6. 이클립스 

7. 안드로이드 SDK 

8. 안드로이드 ADT 플러그인: 이클립스에서 안드로이드 개발을 도와주는 플러그인 

9. 안드로이드 API 

10. 폰갭 라이브러리 다운로드 

11. AVD(Android Virtual Device): 안드로이드 앱을 테스트하기 위한 에뮬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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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3.2.1  하드웨어 

1) 단말기의 제한된 성능 

1-1) NFC 단말기의 제한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휴대폰의 대부분은 NFC 기능을 탑재하고 있으나, 일부 휴대폰들 

(대표적으로 iPhone)은 NFC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 않다. NFC를 이용한 예약 시스템의 경

우, NFC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가진 사용자들만 이 시스템을 이용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

다. 

 해결방안 

  NFC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사용자를 위해 임의의 NFC 기기를 대여하거나, QR코

드로 동일 기능을 제공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다.  

  

2) 배터리 성능 

        NFC 기능을 항상 켜둘 경우, 배터리 소모가 심하다는 문제가 있다. 보통 놀이공원에 머

무는 시간은 반나절 정도 되는 것에 비해 현재 대부분의 배터리 수명은 이에 미치지 못한

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일단, 사용자에 의한 수동적인 방법이 최선이고,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더 생각을 해 봐야 한다. 

 해결방안 

  놀이공원 측에서 급속 충전 가능 장소 제공, 수명이 긴 배터리 개발. 

 

 위 해결방안은 모두 QR코드를 해석하는 시스템, 하드웨어적인 놀이공원 측의 지원이나 배터리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난해할 수 있지만 최적의 해결방안으로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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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소프트웨어 

1) 라이센스 문제 

1-1) Sencha Touch 

2-1) Phonegap 

개발 후 상용화 단계에서 위와 같은 프레임워크에 대한 라이선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2) 네트워크 문제 

1-1) Bandwidth 문제 

많은 사람이 몰리는 놀이공원에서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을 시도하게 되면 서버의 과부

하 및 다운 현상을 초래 할 수 있다. 이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많은 사용자들에게 큰 

문제를 가져 올 수 있고, 어트랙션 N-Pass 기능에 마비를 가져 올 수 있다. Real time 

system에서 사용자가 요청된 결과가 늦게 도출 될수록, 그 프로그램의 장점이 퇴색 될 

수 있다. 

 해결방안 

 데이터 사용량의 최소화 :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만 전송하여, 최소한의 적절한 정

보로 사용자에게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필요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잘 구별하고, 이를 적절히 전송 할 수 있는 시스

템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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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기타 

1) 현재 NFC 시장규모 

현재 상용화된 분야의 제한 

       NFC에 대한 관심과, NFC에 대한 실생활 적용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그 사용법이나 관련 기기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많지 않다. 현재 가장 활발히 진행되

고 있는 분야는 스마트 지갑, 신용카드 등에 금융권 안에서의 사용이 가장 활발하다. 하

지만, 최근 들어 NFC를 장착한 스마트 폰이 증가 하고 있고, NFC 기능을 활용하고자 하

는 시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던 것과 같이, NFC에 대한 사용자 

수는 점점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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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이름 역할 

이상현 

- Software Project Leader 

- WAS 구축 

- 해당 웹 서블릿에 서블릿 구축 

정승수 
- App User Interface 담당 

- Session 전달 기능 구현 

김대겸 
- Sencha Touch 를 이용한 웹과 native app 의 호환 및 연결 담당 

- Web Page 구성 담당 

진수용 
- Phone gap  NFC plugin 담당 

- DB 설계 및 DB Query 시스템 개발 

여지원 

- UI/UX Design 담당 

 HTML+ CSS 를 이용한 UI/UX 개발 

 UI/UX 의 Sencha Platform 과의 연결 

 

 

5 프로젝트 비용 

 

항목 예상치 (MD) 

서버 구축 7 

웹 서블릿 구축 20 

웹 페이지 구성 10 

DB 시스템 구축 10 

UI/UX Design 20 

NFC Plugin 구축 30 

개발 환경 구축 5 

합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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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6.1  개발 일정 

항목 세부내용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비고 

요구사항분석 요구 분석       

관련분야연구 

NFC 및 하이브리드 앱 

연구 
     

 

현 NFC 사용 실태 

조사 및 연구 
     

 

설계 시스템 설계       

구현 코딩 및 모듈 테스트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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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일정별 주요 산출물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계획서 발표 

개발 환경 완성 (이클립스 설치, JDK 및 

안드로이드 Kit 설치, 아마존 웹 서버 등록) 

산출물  

1.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2. 요약 제안서 

3. 회의록(3 부) 

2013-03-02 2013-03-13 

설계 완료 

시스템 설계 완료 

산출물   

1. 시스템 설계 사양서 

2. 설계 구조도 

3. 회의록 

2013-03-14 2013-03-20 

1 차 중간 보고 

NFC Plugin 구현, 기본 서버 구조 구현 완료 

산출물  

1. 프로젝트 1 차 중간 보고서 

2. 프로젝트 진도 점검표 

3. 1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3-03-21 2013-04-03 

2 차 중간 보고 

구성 웹 페이지 구현 및 서블릿 구현 완료 

산출물  

1. 프로젝트 2 차 중간 보고서 

2. 프로젝트 진도 점검표 

3. 2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3-04-05 2013-05-01 

구현 완료 

시스템 구현 완료 

산출물 

구현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2013-03-21 2013-05-15 

테스트 

시스템 통합 테스트 

산출물 

1. 테스트 결과 그래프 

2. 문제점 발견 및 해결 방안 보고서 

2013-05-16 2013-05-20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 

산출물 

최종 보고서 

2013-05-21 201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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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인력자원 투입계획 

 

이름 개발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개발일(MD) 

이상현 서버 구축 2013-03-15 2013-03-22 7 

정승수 

이상현 
웹 서블릿 구축 2013-03-15 2013-04-04 20 

김대겸 

정승수 
웹 페이지 구축 2013-04-01 2013-04-10 10 

진수용 

여지원 
DB 시스템 구축 2013-04-01 2013-04-10 10 

여지원 

정승수 
UI/UX Design 2013-03-15 2013-04-04 20 

진수용 

김대겸 

이상현 

NFC Plugin 구축 2013-04-04 2013-05-0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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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항목 Provider Required Options 

NFC Tag LG Writing/Reading 가능 

개인용 PC 5 대 삼성, Acer, LG, Lenovo USB Device, 

갤럭시 S3 2 대 

베가 S5 1 대 
삼성, Pen tech NFC 

아마존 웹 서버 Amazon Web Server 
고정 IP 

10 기가 정도의 저장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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