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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1.1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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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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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 안으로 들어간다. 어플리케이션 안으로 티켓 정보가 전송되어 저장이 되는 것이다. 우리 조

는 이 상황을 클라이언트가 티켓 발급을 원할 시 서버에서 임의의 티켓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상황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개인은 각자의 고유한 티켓 번호로 놀이기구를 예약할 수 있다. 

놀이기구 대기 줄 입구에 마련되어 있는 NFC 태그에 휴대폰을 접촉시키면 자동으로 빠르게 

탑승 가능한 시간을 계산, 예약이 된다. 이용자는 남은 시간 동안 예약을 하지 않고 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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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에게 알림 메시지를 보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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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2.1.1  GCM 

1) GCM 의 구성 원리 

GCM을 구성하는 것은 크게 클라이언트와 GCM 두가지가 있다. 하지만 여기에 Third party를 추

가해서 구성해도 괜찮다. 클라이언트는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서버는 구글이 지원하는 클라우드 

메시징을 전담하는 GCM이다.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는 각각의 고

유 id를 갖고있다. 디바이스가 

GCM에 등록을 한다고 구글에 요

청을 보내면 구글에서는 해당 id를 

갖고 어떤 고유 등록id를 생성하여 

등록을 요청한 안드로이드 디바이

스에 보내고, 또 구글에서는 등록

id를 저장한다.  

이 때, 디바비스에 등록id를 보내

주는 이유는 이후 주기적인 등록id 

재요청없이 자신의 등록id를 Third 

party에 보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후 앞으로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Push 메시지를 

보내고자 하는 디바이스 등록 id를 

찾아 메시지를 보내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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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서버에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의 ID가 저장이 된다. 

 

 우리 프로젝트에서는 JSP를 이용하여 Tomcat 서버에 저장한다. 또, 기존 GCM 이용 방식인 

Thrid party의 동작에 따른 클라이언트들에게 메시지 전송이 아닌 다른 방식을 사용한다. 서버 내

의 서블릿이 항상 동작하면서 자신의 DB정보를 조회하고, 이 때 조건에 맞는 정보가 존재하는 경

우 (※ 우리는 예약 시간 10분 전인지 여부를 조회한다)에 해당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 메시지를 

전송하라고 구글 서버에 요청을 한다. 

 

2.1.2  서블릿 

 2.1.2.1 자동 로그인 서블릿 

   사용자가 티켓을 등록하여 로그인을 했을 경우 어플리케이션을 종료하고 다시 실행했을 시에

도 로그인이 유지되어 사용자가 번거롭게 로그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 

 

 2.1.2.2 myPage 서블릿 

   기존의 myPage는 DB에 저장된 사용자의 예약 상황을 동적으로 보여주지 못했다. myPage 서

블릿를 통해서, 사용자의 예약 변동에 따라 리스트를 추가, 삭제하고 timeUpdate 서블릿과 연

동하여 사용자에게 남은 시간을 갱신해 준다. 

  

 2.1.2.3 timeUpdate 서블릿 

   예약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통해서 현재 시간과 예약시간의 차이를 계산하고 이 계

산결과를 myPage 서블릿과 List 서블릿에서 보여주게 될 남은 예약시간과 예약 가능한 시간을 

갱신 할 때 사용한다. 

 

2.1.2.4 List 서블릿 

   사용자가 예약하고 싶은 어트랙션의 정보와 예약 가능한 시간을 알고 싶을 때 page인 

magic_list와 adventure_list를 예약 가능한 시간 갱신을 추가하여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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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예약 알고리즘 

 (1) 벨만 포드 알고리즘 

각 edge에 Cost를 통해 현재 위치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예약 할 수 있는 어트랙션을 사용

자에게 알려주고, 사용자가 예약한 놀이기구들을 경로와 함께 지도에 표시해 사용자에게 길을 안

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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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행내용  

2.2.1 GCM(Google Cloud Messaging for Android) 

2.2.1.1 GCM Plugin 사용 

GCM기능을 이용하기 위하여 공개되어있는 GCM Plugin을 사용했다.  

 

2.2.1.2 GCM 동작 과정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면 어플리케이션은 서버에 GCM 등록을 요청하고, 서버에서 부여한 ID를 

저장한다. 이 후, 티켓 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할 때 서버에 GCM ID와 UUID를 전달한다. 서

버에서는 1분에 한 번씩 서버 내 DB를 검사하는 jsp파일이 동작하고,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 경우, 

DB내 GCM ID를 이용하여 GCM서버에 메시지 전송을 요청한다. 

 

2.2.1.3 동작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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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자동 로그인 기능 

2.2.2.1 어플리케이션 재 실행 시 자동 로그인 기능 

 처음 어플리케이션에서 티켓 등록 후, 재 실행 시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 로그인 기능

을 추가했다. 서버는 특정 단말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 단말기의 UUID정보를 바탕으로 서

버에 이미 등록되어있는 기기인지 확인한다. 

 

2.2.3 세부사항 추가 

2.2.3.1 여러 개의 액티비티 생성 방지 

기존에 어플리케이션 실행 중 NFC Tag에 태깅을 하면, 새로운 액티비티가 생성되어 실행됐었다. 

따라서 두 개의 액티비티가 실행이 되어 사용자에게 익숙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았다. 

NFC Tag를 태깅하면 기존 어플리케이션 액티비티에서 실행되게 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다. 

2.2.3.2 예약 후 My Page로 이동 

예약을 한 뒤, 자동으로 My Page로 이동하여 현재 나의 예약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또한 

2.2.2.1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액티비티에서 실행된다. 

2.2.3.3 종료 시 종료 확인 창 생성 

어플리케이션 종료 시 종료 여부를 확인한다. 

2.2.3.4 GCM 메시지 도착 시 환경설정 경우의 수 증가 

GCM 메시지가 스마트폰에 도착할 때, 다양한 방식의 조절이 가능하도록 해주었다. 

1) 화면 비활성화 상태-> 메시지가 도착하면 화면이 켜지고, 상단 알림에 메시지 도착이 보여 

                     진다. 이 때 진동이 발생한다. 

2) 화면 활성화 상태-> 메시지가 도착하면 진동이 울리고, 상담 알림에 메시지 도착이 나타난 

다. 

3) 알림 화면->알림화면에서 알림메시지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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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서블릿 

2.2.4.1 자동 로그인 서블릿 

 최초에 사용자가 티켓 번호를 통해 로그인을 하게 되면, 사용자의 uuid가 DB에 저장된다. 그 후 

사용자가 다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 할 경우 서버에 요청하여 사용자의 uuid가 DB에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일치되는 uuid가 있을 경우 로그인없이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

다. 

  

 

2.2.4.2 myPage 서블릿 

 
  

내가 예약한 정보는 DB에 저장되며 이 정보를 검색하여 리스트화하여 사용자에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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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3 timeUpdate 서블릿 

 

 
 어트랙션의 예약 가능시간을 알려주거나, 사용자가 예약한 어트랙션의 남은 시간을 계산하기 위

한 서블릿으로, 각 DB에 접근하여 예약 시간을 검색하고 그 결과를 통해 남은 시간 및 예약 가능 

시간을 계산한다. 

 

2.2.4.4 List 서블릿 

 timeUpdate 서블릿을 통해 예약 가능한 시간을 계산하여 그 결과를 리스트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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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예약 알고리즘 

(1) 벨만 포드 알고리즘을 이용한 최소비용 패스 Table 작성 

 

  -  DB에 어트랙션 사이를 이어주는 경로의 양 끝 어트랙션과 거리에 따른 시간을 cost로 입력

한다. 

  -  Edge Cost에 입력된 정보를 통해 한 어트랙션에서 다른 어트랙션으로 이동할 수 있는 최소

비용과 그 경로를 DB에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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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센차터치를 이용한 웹페이지 

 

 

1) 티켓 등록 페이지  

- RegisterView 

 

‘RegisterView’의 구성은 ‘imgPanel’, ‘FieldSet’ , ‘Button’으로 구성 되어 있다. ‘imgPanel’은 등록 

페이지 이미지를 보여주고, ‘FieldSet’은 사용자가 입력한 티켓 번호를 받으며, ‘Button’은 

‘RegisterViewController’에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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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erViewController 

‘Regi 

sterView’에서 ‘Button’을 통해 발생한 이벤트를 통해, ‘FieldSet’에 입력된 티켓번호를 서버로 전송

하여 등록된 티켓일 경우 ThemeView로 넘어가게 하고, 등록된 티켓이 아닐 경우 “등록되지 않은 

번호 입니다” 라는 메시지 창을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 

 

2) 테마 선택 페이지  

 

 

- ThemeView 

‘ThemeView’의 구성은 ‘imgPanel’ 두 개로 구성 

되어 있으며, 각각의 ‘imgPanel’은 어드벤쳐와 

매직 아일랜드 테마의 사진을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 각 ‘imgPanel’을 클릭 시 ‘ThemeView’에 

이벤트를 발생 시키는 기능을 한다. 

 

- ThemeViewController  

‘ThemeView’에서 ‘imgPanel’이 클릭 되어 이벤

트가 발생 했을 경우, 각 테마에 해당하는 놀이

기구 리스트를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 

. 

3) 어트랙션 목록 페이지  

 

 

- MagiclistView  

‘MagiclistView’의 구성은 ‘ListView’로 구성 되어 

있으며, ‘ListView’는 매직아일랜드 테마에 속하

는 놀이기구의 이름과 사진, 그리고 예상 대기

시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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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venturelistView 

‘MagiclistView’의 구성은 ‘ListView’로 구성 되어 

있으며, ‘ListView’는 어드벤쳐 테마에 속하는 놀

이기구의 이름과 사진, 그리고 예상 대기시간을 

보여준다. 

 

 

 

4) 어트랙션 예약 페이지 

 

 

 

 

- ReservationView  

‘ReservationView’는 놀이기구 앞에 있는 

NFC태그에 태깅 했을 시에만 보여지게 된다. 

‘ReservationView’의 구성은 ‘imgPanel’, 

‘DataPanel’, ‘Button’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imgPanel’은 해당 놀이기구의 이미지를 보여

주고 ‘DataPanel’은 해당 놀이기구의 정보 및 

예약 대기시간을 보여주며 ‘Button’은 

‘ReservationView’에 이벤트를 발생 시키는 기

능을 한다 

 

- ReservationViewController 

‘ReservationView’에서 ‘Button’이 눌러 졌을 경

우, 해당 유저의 정보를 서버로 넘긴다. 

 

 

 

.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Attraction_N_pass 

팀 명 D.C.T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2.0 2013-MAY-02 

 

캡스톤 디자인 I Page 16 of 21 중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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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My info 페이지 

 

 

 

- MyinfoView 

티켓 정보 페이지로, 사용자의 예약 정보 

및 예약된 어트랙션 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

는 페이지이다.  

 

-나의 예약 정보 확인  

ListView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예약한 어트

랙션의 정보를 제공한다 

 

-로그 아웃 

로그아웃을 하면 메인 화면으로 가게 된다. 

. 

 

 

  

6) 환경설정 페이지  

 

 Application 정보 

 

이 어플리케이션의 정보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

케이션의 버전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 공지사항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서 

공지사항, 혹은 놀이공원의 

공지사항을 환경설정 페이

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도움말 

어플리케이션 활용 방법과 팁 등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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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 설정 

예약 알림 시간을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다. 5분 전, 10분 전 등으로 알림을 받고 싶은 시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알림은 진동으로 오게 할 것인지, 소리로 오게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 기타 

  환경설정 페이지 내에 '뒤로가기' 버튼 추가 및 안정화를 수행하였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Attraction_N_pass 

팀 명 D.C.T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2.0 2013-MAY-02 

 

캡스톤 디자인 I Page 18 of 21 중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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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향후 추진계획 

3.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3.1.1  상세 웹페이지 

- UI/UX 디자인 적용 

모든 페이지에 통일성 있는 디자인을 적용한다. UI 및 UX 디자인은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

록 하며 테마는 밝은 분위기를 줄 수 있도록 한다. 이로 인해 조금 더 가독성이 있는 어플리케이

션을 완성한다.  

 

- 안정화 및 최적화 

기존 구현한 웹페이지를 좀 더 안정성 있게 동작할 수 있도록 수정한다. 또한, 대기 시간 등에 

사용된 알고리즘 최적화 작업을 한다. 

 

1) 티켓 등록 페이지 

현재는 페이지의 기본 구성과 틀을 중심으로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여기에 사용자 직관적 

UI/UX를 적용하고 놀이공원이라는 테마에 맞게 밝고 경쾌한 디자인을 도입한다. 이 페이지는 사

용자가 놀이공원에 방문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서 자주 보게 되는 페이지가 아니다. 복잡

한 구조를 지양하여 티켓을 등록할 수 있는 입력 부분과 버튼 등 최대한 심플한 디자인을 한다.  

 

2) 어트랙션 목록 페이지 

- 새로 고침 Button을 추가하여 수시로 바뀌는 어트랙션의 예상 대기시간 정보를 갱신 한다. 

- '뒤로가기' 버튼 추가 

목록 조회하기 특성상 화면 윗부분에 '뒤로가기' 버튼을 추가하여 이전 페이지 보기 기능을 구현

한다. 

- ‘예약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현재는 곧바로 예약이 완료된다. 추후에 ‘예약을 하시겠습니까?’라

는 알림을 띄운다. 사용자는 ‘예’/’아니오’ 중 선택할 수 있다. ‘예’를 선택하면 예약이 완료되고 ‘아

니오’를 선택하면 다시 예약 화면으로 돌아간다. 

 

3)환경설정 페이지 

- 환경설정 페이지 디자인 적용 

- 버전 정보 확인 및 도움말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버전 정보 조회 

 

4)마이페이지(My Page) 

- 티켓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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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구매한 티켓의 종류와 티켓 번호를 제공한다. 

- 티켓 등록 해제 

사용자가 등록한 티켓을 해제하여 더 이상 예약 등의 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다.  

 

5) 예약 페이지 

- 예약 페이지 디자인 적용 

- 현재 대기시간 표시는 임의로 하고 있다. 예상 대기시간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특정 어트랙션 예

약 페이지에 해당되는 예상 대기시간을 나타낸다.  

예약 완료시 뜨는 팝업창에 간단 예약 정보를 표시한다.  

 

6) 기타 

- 현재 '뒤로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어플리케이션이 종료된다. 각 페이지에 '뒤로' 버튼을 구현해 

놓았지만 완벽하게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 향후 '뒤로가기' 기능을 구현하고 최적화하여 마무리

한다. 

 

3.1.2  예약페이지 이동 시 티켓 등록여부 확인 

 NFC Tag를 태깅한 후, 나타나는 예약 페이지에서 단말기의 티켓 등록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기 

등록된 기기인 경우 자동 로그인이 되도록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알림창과 함께 어플리케이션을 

종료한다. 

1) 기 등록된 단말기인 경우 자동 로그인 

 자동 로그인을하고, 예약버튼을 클릭하는 경우 예약이 가능하도록 한다. 

2) 미 등록 단말인 경우 알림 메시지 생성 후 종료 

 미 등록 단말기인 경우 티켓 등록을 요청한 후 어플리케이션을 종료한다. 

 

3.1.3  GCM 관련 서블릿의 실시간 동작 

 GCM은 서버에서 항시 동작하여 알림 메시지를 전달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서버의 DB를 검색한 

후, 메시지 전송을 요청하는 서블릿의 항시 동작을 가능케 한다. 

 

3.1.4  환경설정(옵션)과의 연동 

 옵션에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들의 정상적인 동작을 위해 연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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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실시간 처리를 Demon 구현 

3.1.5.1 시간에 따른 DB 처리 

   예약 테이블에 저장된 정보는 예약된 시간이 지남에 따라 DB에서 삭제되어야 한다. 실시간 처

리를 위한 데몬을 서버에 실행시켜 1분 단위로 DB를 검사한다. 예약된 시간보다 현재 시간이 더 

커질 경우 DB에 접근하여 예약 시간이 지난 DB를 삭제한다.  

 

 

 

3.1.6 예약 알고리즘 최적화 

 현재 예약 알고리즘은 어트랙션 간에 거리를 고려하지 예약 시간을 기준으로만 예약을 하고 있

다. 어트랙션 간의 거리와 예약시간을 Cost로 산정하여 예약 함으로써, 사용자의 위치에 따른 예

약 알고리즘을 최적화 할 것이다. 그리고 경로 정보를 Map에 띄워 사용자가 어떤 이동경로로 이

동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가장 최근에 예약한 곳에서 어느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빨리 예

약을 할 수 있는지를 마커를 찍어 보여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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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마일스톤 일정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Demon 구현 1. 실시간 DB 처리 Demon 구현 2013-05-02 2013-05-20 

예약 알고리즘 

최적화 

1. Cost 계산의 최적화 

2. 최소 경로를 Mapping 

3. 예약 가능 장소를 마커로 표시 

2013-05-02 2013-05-20 

Servlet 관련 

작업 마무리 

1. 옵션관련 Servlet 완성 

2. logout Servlet 완성 
2013-05-02 2013-05-20 

 

필드 테스트 

 

필드 테스트 과정 및 시뮬레이션 완성 2013-05-02 2013-05-20 

최적화 작업 서버, 웹 페이지 안정화 및 최적화 작업 2013-05-15 2013-05-20 

결과물 산출 

프로젝트 완료 

산출물 

-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 

(결과 보고서, 결과 동영상) 

- 최종 구현 소스 코드 

- 시현 가능한 결과물 

2013-05-28 2013-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