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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본 프로젝트는 놀이기구 예약시스템을 만들어 놀이공원을 방문하는 고객의 대기시간 활용도를 

높이며, 놀이공원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높인다. 고객은 모든 놀이기구에 대한 대기시간을 실시

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타고자 하는 놀이기구 선택에 유연성이 있다. 또한 고객은 자신의 위치

에서 빠르게 탈 수 있는 놀이기구를 추천 받으며 보다 많은 놀이기구를 탈 수 있다. 

  놀이공원 측은 많은 고객이 예약하는 놀이기구를 파악하고, 놀이공원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

를 파악하며 놀이공원 경영을 하는데 있어 근간이 되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또한 고객이 

대기시간 동안 줄을 서지 않고 놀이공원을 배회하며 소비하는 양이 증가함에 따라 수익이 증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그림 1>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 수 있듯이, 오늘 날 연인들의 데이트·가족 나들이 등 많은 사

람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놀이공원을 방문한다. 또한 각종 할인이벤트와 할

인수단으로 사람들은 놀이공원으로 발걸음을 향한다. 

 

 

 

<그림 1> 

 

하지만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놀이공원의 대기시간 때문에 방문자들은 적은 놀이

기구만 타고 집으로 향하며, 줄을 서서 대기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놀이공원에 대한 만족도

가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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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놀이공원 중 하나인 ‘롯데월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다.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① 롯데월드의 매직패스 

   고객이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빠른 탑승 예약 서비스이다. 특

정 시간대에 일정 인원을 할당하고 ‘매직패스’라는 티켓으로 예약을 하게 하는 서비스다. 모든 

놀이기구에 적용되는 방법은 아니며, 롯데월드 내 10개의 인기 있는 놀이기구에 적용되는 서비

스이다. 

 

<그림 3> 매직패스가 제공되는 놀이기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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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롯데월드 앱 

 

 

 티켓 번호를 입력하면 예상 대기시간 및 예약가능시간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고객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기구를 타는데 보다 효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예약은 직접 예약 할 놀이기구로 가서 티켓으로 

예약을 한다. 이 때 수령한 티켓을 수령하고, 예약 시간에 해당 놀이기구

로가면 대기하지 않고 바로 기구에 탑승할 수 있다.  

 

 

 

 

<그림 4> 

 

하지만 현재 제공되는 두 방안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① 롯데월드 매직패스의 문제점 

 

A.  매직패스를 발급 받는다는 것은 결국 고객이 보관해야 하는 티켓 수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티켓 분실의 가능성이 있다.  

B. 고객이 매직패스로 예약한 시간이 겹칠 수 있다. 고객이 A 놀이기구를 예약한 후 B 

놀이기구를 예약할 때, 고객의 실수로 예약시간이 겹칠 수 있다. 이 경우 고객은 

하나의 놀이기구를 포기해야 한다. 

C.  제한된 놀이기구에만 제공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부 기구에서 긴 대기시간을 

단축시켜주지 못한다. 

D.  특정 인원만 특정 시간대에 이용 가능하다. 

 

② 롯데월드 앱의 문제점. 

 

A.  고객의 실질적인 대기시간을 줄여주지 못해 결국 고객은 줄을 스며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예를 들어, 대기시간이 120 분인 놀이기구가 있으면, 결국 그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또한 모든 기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이 자체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걸러내야 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처가 ‘대기시간’ 단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B.  고객의 현재위치에서 가장 빠르게 탈 수 있는 놀이기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놀이공원의 놀이기구 위치와 대기시간을 스스로 계산해야 한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Attraction_N_pass 

팀 명 D,C,T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2.0 2013-MAY-28 

 

캡스톤디자인 I Page 9 of 52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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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본 프로젝트에서는 기존 제시된 솔루션의 단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림 5>와 같이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시장이 

커지고 있는 NFC 기능을 이용하여, 놀이공원 방문객은 스마트폰 하나로 시스템의 모든 

기능을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그림 5> NFC 시장동향, Frost&Sullivan(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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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내용 및 결과물 

2.1 목표 

2.1.1  이용 고객에 대한 목표 

2.1.1.1 휴대폰의 NFC(Near Field Communication) 기능을 이용한 예약 

기존에는 티켓을 가지고 있음을 인증하기 위해 바코드를 스캔 하거나 따로 티켓 번호를 입력해야 

했다. NFC 기능을 이용하면 NFC Tag에 휴대폰을 접촉하는 행동만을 통해 사용자가 인증되고 간

단한 클릭 몇 번으로 놀이기구의 예약이 가능하다. 

  

2.1.1.2 모든 놀이기구에 예약시스템을 적용 

 모든 놀이기구에 예약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약 시스템을 사용 할 수 있

게 하고 사용자가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던 시간을 예약을 통해 없애줌으

로써 그 시간에 사용자가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2.1.1.3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놀이기구의 대기시간을 파악 

 실시간으로 대기시간을 파악하여 사용자가 대기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놀이기구로 찾아가는 수고

를 덜어준다. 

 

2.1.1.4 사용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가장 빠르게 탈 수 있는 놀이기구를 파악 

 사용자가 선택한 놀이기구를 기준으로 가장 빠르게 탈 수 있는 놀이기구를 추천해준다. 사용자

가 자신이 가장 빨리 탈 수 있는 놀이기구를 예약하기 위해 예약 시간을 살펴보는 번거로움을 없

앤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예약 시스템을 더욱 편리하게 느낄 수 있다. 

 

2.1.2  운영자에 대한 목표 

 기존의 놀이공원 사용자들은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한다. 본 

프로젝트를 사용함으로써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줄을 굳이 설 필요가 

없게 만들어 그 시간에 먹거리나 볼거리 등을 통해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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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물 

 

2.2.1  연구/개발 내용 

2.2.1.1. PhoneGap NFC Plug-in(Writer/Reader) 

본 프로젝트는 NFC기능을 제공하는 Android OS를 탑재한 기기를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됐

다. 하이브리드 앱의 NFC Read, Write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오픈소스인 PhoneGap NFC Plug-in

을 이용했다. PhoneGap은 Webkit의 일종으로, Web View와 Mobile Framework를 잇는 역할을 한

다. 하지만 PhoneGap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Device API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세계 각지의 개발

자들은 PhoneGap Plug-in을 개발하여 Device의 고유기능을 Mobile Framework에 관계없이 이용

할 수 있도록 공유한다. 이러한 오픈소스인 PhoneGap Plug-in을 통해 NFC Write/Read기능을 구

현했다. 

 

2.2.1.1.1 NFC Tag Write 

(1) NFC Format 

NDEF(NFC Data Exchange Format)는 NFC에서 데이터 교환을 위한 포맷이다. 기본단위로는 NDEF 

Message라 부르며, 하나의 NDEF Message는 <그림 6>과 같이 여러 개의 NDEF Record를 포함할 

수 있다. 

 

 

<그림 6> 

 

하나의 NDEF Record는 하나의 데이터를 담고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를 ‘Payload’라 한다. 따라

서 Header의 ‘Payload Length’는 데이터의 길이를 뜻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byte로 저장되기 때문

에 데이터 종류를 알 수 없다. 따라서 ‘TNF&TYPE’에서 데이터 타입을 저장해놓고 파악하는 것이

다. 또 어떤 Record가 같은 Message에 존재하는 다른 Record를 참조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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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ID’가 존재한다. 이것은 생략 가능하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NDEF Message에 NDEF Record하나만을 이용하였다. Payload에는 놀이기구 

명을 입력하여, NFC Tag마다 상이한 놀이기구가 입력되도록 했다. TNF&TYPE에는 MIME Type을 

입력하였으며, 따라서 NFC Tag를 Tagging하면 구현한 어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설정

했다. 

 

(2) Writer 구현 상세 사항 

NFC 태그에 특정 MIME Type으로 놀이기구 명을 입력한다. Writer기능은 다음 순서에 의해 동작

된다. 메인 페이지는 [임의의 파일명].html이며, writerController Javascript파일을 포함한다. 

WriterDemo는 자바 클래스, Listener는 Listener등록과 그에 따른 call-back 함수 호출을 나타낸다. 

 

 

 

2.2.1.1.2 NFC Tag Read 

(1)Tag Dispatch System 

NFC Tag를 Tagging했을 때 동작과정을 ‘태그 디스패치 시스템’이라 한다. 이것에 대한 상세과정

은 <그림 7>와 같다. 

 

<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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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NFC 태그를 파싱할 때 태그 Dispatch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인텐트와 함께 Activity가 시작되

도록 시도한다.(ACTION_NDEF_DISCOVERED 혹은 ACTION-TECH_ DISCOVERED 중 하나) 

 

② 만약 인텐트에 대한 어떠한 액티비티도 없다면 인텐트에 대한 필터링하는 앱이 나타나거나 태

그 디스패치 시스템이 가능한 모든 인텐트를 시도할 때까지 다음 낮은 순위의 인텐트

(ACTION_TECH_DISCOVERED 혹은 ACTION_TAG_DISCOVERED 중 하나) 와 함께 액티비티가 시작

되도록 시도한다. 

 

③ 만약 어떠한 어플리케이션도 인텐트들에 대해 필터링되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하지 않는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NDEF_DISCOVERED 이벤트가 발생하며, 구현한 액티비티가 동작했다. 

 

(2) Reader 구현 상세 사항 

NFC 태그로부터 NDEF 데이터를 읽는 것은 검색된 NFC 태그들을 분석하는 태그 디스패치 시

스템(tag dispatch system)을 이용해 데이터를 적절하게 분류하고 분류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

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다. NFC 태그를 처리하기를 희망하는 은 인텐트 필터(intent-filter)를 선

언하여 데이터 처리에 대해 요청하면 된다. 메인 페이지는 [임의의 파일명].html이며, 

readerController Javascript파일을 포함한다. ReaderDemo는 자바 클래스, Listener는 Listener등록과 

그에 따른 call-back 함수 호출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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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3 자바스크립트와 안드로이드의 연결 

자바스크립트는 인터프리트 기반의 웹 언어이고 네이티브 코드는 컴파일 방식의 언어다. 이 두 

가지는 메모리 사용방식과 관리방식이 각각 다르다. 따라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자바스크립트와 

네이티브 간의 데이터 공유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앱’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서버와의 통신에서 Device를 구별하려면 데이터 공유가 불가피하다. 본 프로젝트에서 이는 웹킷

(Webkit)기술을 바탕으로 한 폰갭(PhoneGap)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웹킷은 자바스크립트와 네

이티브 간의 모든 데이터 교환에 문자열을 사용해 정보를 처리하고, 이를 통해 서로 다른 플랫폼 

간의 교류가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데이터 공유는 다음에 따라 이루어진다. 

 

자바스크립트에서 네이티브의 특정 코드를 호출하려면 웹킷에 해당 네이티브 코드를 등록해야 

한다. <그림 8>은 자바스크립트에서 네이티브에 있는 MyHybrid 클래스의 hello 메소드를 호출하

기 위해 작성된 코드다. HybridApp 클래스는 안드로이드의 시작점인 Activity를 상속받았으며, 내

부에서 WebView를 생성한다. 이때 WebView의 addJavascriptInterface 메소드에 자바스크립트에 

노출할 네이티브 코드를 등록한다. addJavascript Interface의 첫 번째 인자는 노출할 네이티브 코

드의 인스턴스이며, 두 번째 인자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할 이름이다.   

 

 

<그림 8>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Attraction_N_pass 

팀 명 D,C,T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2.0 2013-MAY-28 

 

캡스톤디자인 I Page 15 of 52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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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바스크립트에서 안드로이드 네이티브 코드를 호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WebView 의 addJavascriptInterface 에 자바스크립트에 노출할 부분 설정 

② 자바스크립트에서 addJavascriptInterface 의 두 번째 인자로 지정한 이름을 통해 안드  

로이드 네이티브 코드에 접근 

 

 

 본 프로젝트에서는 Device의 UUID, GCM ID, Tag에서 읽은 놀이기구 명에 접근하기 위해 데이터 

공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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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 GCM(Google Cloud Message for Android) 

놀이기구 예약시간이 10분 남았을 때, 고객의 Device로 Message를 전송해준다. 이를 위해 구글

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메시징 서비스인 GCM을 이용했다. 

본 프로젝트에서 클라이언트는 PhoneGap Plugin을 이용하여 GCM Service에 등록하고, 메시지

를 받는다. 그리고 받은 메시지는 Android(네이티브 코드)를 통해 사용자에게 보여진다. 프로젝트

에서 GCM의 동작과정은 <그림 9>과 같다. 

 

 

<그림 9> 

 

①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구글 GCM Server에 등록을 요청한다. 이 때, GCM Server는 

Device의 고유 ID를 저장하고, Device에 등록 ID를 전달한다. 

② GCM Server로부터 받은 등록 ID를 AWS에 구축되어있는 WAS에 전달한다. 

③ 서버 내 특정 Daemon은 1분에 한 번씩 실행된다. 그 때, 서버 내 Database(MySQL)을 검색하

여 예약 시간이 10분 남은 고객이 있는지 파악한다. 만약 있을 경우, GCM Server로 Device 등

록ID와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는다. 

④ ③에서 Device ID로 메시지 전송을 요청 받는 경우, GCM Server는 해당 Device로 메시지를 전

달한다. 메시지를 받은 Device는 메시지를 띄워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동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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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 서블릿(Servlet) 

2.2.1.3.1예약 Servlet 

NFC Tag를 통해 사용자가 예약을 요청하면 사용자가 이미 예약한 놀이기구인지 확인 후 놀이기

구 예약 현황 Table에 UUID, GCM, 예약한 시간, 탑승 시간을 저장한다.  

 

 

2.2.1.3.2 놀이기구 List Servlet 

각 놀이기구의 예약 현황을 통해 탑승 가능한 시간을 계산해 List로 보여준다. 이 때 사용자가 

이미 예약한 놀이기구의 탑승 가능한 시간은 보여줄 필요가 없고 사용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므

로 보여주지 않는다. 

 

 

2.2.1.3.3 Login Servlet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티켓으로 사용자가 등록을 요청할 경우 사용자가 보낸 UUID와 GCM 정

보를 등록한 티켓 번호와 함께 Table로 저장한다. 등록 이후에 보내지는 사용자 요청은 UUID를 

통해 신원을 확인한 뒤 저장되어 있는 UUID일 경우에 서버가 사용자 요청을 처리하게 된다. 

 

 

2.2.1.3.4 LogOut Servlet 

사용자가 Logout을 요청하면 사용자의 UUID와 GCM 정보를 사용자 정보 Table에서 삭제한다. 

그리고 삭제한 사용자의 예약 정보를 각 놀이기구 현황 Table에서 검색 후 삭제한다. 

 

 

2.2.1.3.5 자동 Login Servlet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최초 실행할 때와 NFC Tag Tagging 후, 예약페이지가 실행될 때, 티켓

등록을 한 경우가 있으면 등록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로그인이 된다. 서버는 어플리케이션이 전

달한 UUID로 이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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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6 사용자 예약 List Servlet 

예약 현황 테이블을 검색해 사용자가 예약한 놀이기구의 List를 보여준다. 사용자의 UUID를 통해 

각 놀이기구들의 예약 현황 테이블에서 사용자가 예약을 했는지 확인하고 탑승 시간을 현재 시간

과 비교해 남은 시간을 사용자에게 List로 보여준다. 

 

 

2.2.1.3.7 예약 Servlet 

Bellman Ford 알고리즘을 통해 구한 Path Cost값과 각 놀이기구들의 가장 최근 예약한 놀이기구 

탑승 시간을 이용하여 놀이기구를 추천하게 된다.  

 

A. 고객이 예약한 놀이기구가 있는 경우 

 

ⓐ 예약 된 놀이기구의 경우 추천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해당 놀이기구는 제외한다. 

ⓑ ⓐ에서 제외되지 않은 각 놀이기구의 예약 현황 테이블을 통해 가장 최근에 예 

약한 놀이기구 탑승시간을 검색한다. 

ⓒ 고객이 선택한 현재위치에서 특정 놀이기구까지의 이동거리와 대기시간을 고려 

하여 가장 빠르게 탈 수 있는 놀이기구를 선택한다. 

ⓓ ⓒ에서 선택된 놀이기구를 현재위치로 가정하고, 다음으로 빠르게 탈 수 있는 놀 

이기구를 선택한다. 총 3가지 놀이기구를 선택한다. 

 

 

B. 고객이 예약한 놀이기구가 없는 경우 

 

ⓐ 놀이기구의 예약 현황 테이블을 통해 가장 최근에 예약한 놀이기구 탑승시간을  

검색한다. 

ⓑ 고객이 선택한 현재위치에서 특정 놀이기구까지의 이동거리와 대기시간을 고려 

하여 가장 빠르게 탈 수 있는 놀이기구를 선택한다. 

ⓒ ⓑ에서 선택된 놀이기구를 현재위치로 가정하고, 다음으로 빠르게 탈 수 있는  

놀이기구를 선택한다. 총 3가지 놀이기구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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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 UUID 

(1) 사용자 구별 방법 

UUID는 Universally Unique Identifier의 약자로 디바이스(휴대폰 또는 태블릿 등)가 알림 메시지 

서버에 중복으로 등록되는 것을 방지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UUID는 128bit로 구현되어 있다. 

UUID는 디바이스ID, 디바이스의 Serial Number 그리고 Android ID를 SHA-1 Hash 함수를 이용해 

Code화함으로써 완성된다. Hash 함수를 이용해서 hash Code를 생성해 낸다고 할지라도 문자의 

종류는 무한하고, Hash 함수의 결과 값은 Int형으로 반환값이 유한하다. 그러므로 디바이스의 한

가지 값이 아닌 3가지 값을 사용함으로써 hash Code의 유일성을 높였다.     

 

 

 이 방식을 이용할 경우 거의 무한에 가까운 조합 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각 사용자마다 유일

한 UUID를 가질 수 있다. 

 

2.2.1.5 Shortest path 알고리즘 

놀이기구를 추천하기 위해서 우선 각 놀이기구들이 다른 놀이기구로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그 경로의 계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최소 경로 알고리즘에 하나인 Bellman Ford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2.2.1.5.1 Bellman Ford 알고리즘과 Dijkstra 알고리즘 

 최소 경로 알고리즘에서 Bellman Ford 알고리즘과 Dijkstra 알고리즘은 큰 차이점을 가지지 

않는다. Bellman Ford 알고리즘에 경우 O(|V|*|E|)의 시간을 소모하고 Dijkstra 알고리즘의 경우 

데이터 검색 방법에 따라서 O(V^2) ~ O(|E|+|V|*log|V|)의 시간을 소모한다. 데이터 검색 방법이 

피보나치 Heap 을 이용한 min priority queue 일 경우 Dijkstra 는 O(|E|+|V|*log|V|)의 시간을 

소모해 Bellman Ford 보다 더 빠른 Path 검색이 가능하다. 

 

2.2.1.5.2 그리디 알고리즘의 문제점 

 그리디 알고리즘은 전체적인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당장 앞 단계의 이익만 고려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당장에 있어서는 가장 최적의 선택만을 하지만 전체 경로로 봤을 때는 

최적의 경로가 아닐 수 있다. 즉 상황에 따라서 최적의 경로를 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노드의 개수가 작다 하더라도, Bellman Ford 알고리즘보다 Dijkstra 알고리즘이 더 

빠른 검색이 가능하다. 그러나 반드시 최적해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Bellman 

Ford 알고리즘을 최소 경로를 구하는 알고리즘으로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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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 Daemon 

Daemon 은 리눅스 커널에서 백그라운드로 실행되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놀이기구 예약현황 

갱신과, GCM 요청을 주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요청 없이 리눅스 커널 안에서 작업을 

수행 할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Apache 에서 제공하는 Commons Daemon 을 사용하여 

Daemon 을 구현하였다. 

 

 Commons Daemon 을 이용하면 구현한 Daemon 의 실행 및 종료를 쉽게 할 수 있다. 실행 및 

종료에 관한 내용을 TestDaemon.sh 에 작성하고 이 쉘을 start 혹은 stop 명령어를 통해 실행 및 

종료 할 수 있다. Daemon 이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지는 Daemon.out 을 통해 문서로 작성되며 

이를 통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발견 할 수 있다. 

 

 Daemon 이 실행되면 1 분단위로 놀이기구 예약 현황을 확인하고 GCM 요청을 확인한다. 탑승 

시간이 지난 놀이기구 예약 정보는 Table 에서 삭제되고, 예약 시간이 10 분 남은 예약 정보에 

대해서는 예약한 사용자에게 GCM Massage 를 날려 탑승까지 남은 시간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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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 Sencha Touch 

2.2.1.7.1 MVC 아키텍쳐 

 

SenchaTouch 에서의 MVC 각 레이어가 맡은 역할은 일반적인 웹 프로그램에 비해 조금 다르다. 

일반적인 웹 프로그램에 비해 조금 다르다.  일반적인 웹 프로그램에서 모델은 대부분 로직을 가

지며 컨트롤러는 프로세스를 분기시키는 역할을 하고 뷰는 화면에 나타나는 부분을 담당한다.  

하지만 SenchaTouch는 그 자체가 화면의 UI에 중심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 

모델은 어떠한 데이터의 구조를 나타내는 레이어이며 뷰는 화면의 UI를 담당한다. 컨트롤러는 뷰

와 모델을 포함한 앱의 제어를 만든다. 특히나 이벤트 등을 관리하고 제어하려면 컨트롤러의 역

할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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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2 페이지별 상세 기능 

 

(1) 티켓 등록 페이지  

 

 

 

① RegisterView 

MVC 모델의 ‘View’중의 하나인 ‘RegisterView’은 구성요소로서 ‘imgPanel’, ‘FieldSet’, ’Button’

이 있다. ‘imgPanel’은 등록 페이지 이미지를 보여주고, ‘FieldSet’은 사용자가 입력한 티켓 번

호를 받으며, ‘Button’을 통하여 MVC 모델의 ‘Controller’중의 하나인 ‘RegisterViewController ’

에 이벤트를 발생시킨다.  

 

② RegisterViewController 

‘RegisterView’에서 ‘Button’을 통해 발생한 이벤트를 통해, ‘FieldSet’에 입력된 티켓번호를 서

버로 전송하여 등록된 티켓일 경우 MVC 모델의 ‘View’중의 하나인 ‘ThemeView’로 넘어가게 

하고, 등록된 티켓이 아닐 경우 “등록되지 않은 번호 입니다” 라는 메시지 창을 보여주는 기

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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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천경로 페이지 

 

 

①RecommendView  

MVC모델의 ‘View’중의 하나인 ‘RecommendView’는 추천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이다. ‘ReservationView’의 구성은 imgPanel, Button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imgPanel은 해

당 놀이기구의 이름을 표시한다. 사용자는 시작 위치를 선택하고 Button을 누르면 추천 경

로를 볼 수 있다. ‘‘ 

 

② RecommendViewController 

‘ReservationView’의 Button이 눌러 졌을 시 시작 위치를 서버로 전송하고 서버에서 보

내준 추천 놀이기구 목록을 받아 View가 표시하도록 처리하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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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설정 페이지  

 

 

 

①OptionView 

 ‘OptionView’는 어플리케이션의 옵션을 설정 할 수 있는 페이지로 List로 구성되어 있다. 

- Application 정보 

어플리케이션의 정보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버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공지사항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서 공지사항, 혹은 놀이공원의 공지사항을 환경설정 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도움말 

어플리케이션 활용 방법과 팁 등을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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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OptionViewController 

 ‘OptionView’에서 리스트 항목이 선택 됐을 때에 그에 맞는 옵션 페이지를 보여주는 기능을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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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테마 선택 페이지  

 

 

 

① ThemeView 

MVC 모델의 ‘View’중의 하나인 ‘ThemeView’은 

구성요소로서 ‘imgPanel’ 두 개가 있다. 각각의 

‘imgPanel’은 ‘어드벤쳐’와 ‘매직 아일랜드’ 테마

의 사진을 보여주며, 각 ‘imgPanel’을 클릭하면 

MVC모델의 ‘Controller’ 중의 하나인 

‘ThemeViewController’에 이벤트를 발생 시킨다. 

 

② ThemeViewController  

‘ThemeView’에서 ‘imgPanel’이 클릭 되어 이벤

트가 발생 했을 경우 각 테마에 해당하는 놀이

기구 리스트를 보여준다. 

. 

 

(5) 놀이기구 목록 페이지  

 

 

 

① MagiclistView  

MVC 모델의 ‘View’중의 하나인 ‘MagiclistView’

은 구성요소로서 ‘ListView’가 있다. ‘ListView’는 

‘매직아일랜드’ 테마에 속하는 놀이기구의 이름

과 사진, 그리고 예상 대기시간을 보여준다. 

 

②MagiclistViewController 

‘MagiclistView’에서 놀이기구 리스트 항목을 클

릭 하면 놀이기구 별 상세 정보를 띄우는 기능

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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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리스트 클릭 시 정보 페이지 

  

 

 

 

① AdventurelistView 

‘MagiclistView’의 구성은 

ListView로 구성 되어 있으며, 

ListView는 어드벤쳐 테마에 속

하는 놀이기구의 이름과 사진, 

그리고 예상 대기시간을 보여준

다. 

 

②AdventurelistViewController 

‘AdventurelistView’에서 놀이기

구 리스트 항목을 클릭 했을 시 

놀이기구 별 상세 정보를 띄우

는 기능을 한다. 

(7) My info 페이지 

 

① MyinfoView 

 MVC 모델의 ‘View’중의 하나인 ‘MyinfoView’

은 구성요소로서 ‘ListView’가 있다. 

 이 페이지는 ‘티켓 정보 페이지’로서, 사용자의 

예약 정보 및 예약된 놀이기구 목록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로그아웃 버튼을 클릭하면 

MVC모델의 ‘Controller’ 중의 하나인 

‘MyinfoViewController ’에 이벤트를 발생시킨다. 

 

. 

② MyinfoViewController 

 ‘MyinfoView’ 에서 로그아웃 Button을 누를 시 

로그아웃이 되면서 등록화면으로 이동하게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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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놀이기구 예약 페이지 

 

 

①ReservationView  

MVC모델의 ‘View’중의 하나인  

‘ReservationView’는 놀이기구  

앞에 있는 NFC태그에 태깅 했을  

시에만 보여지게 된다.  

‘ReservationView’의 구성은’imgPanel’, 

‘Button’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imgPanel’은  

해당 놀이기구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Button’은 ‘ReservationView’에 이벤트를  

발생 시키는 기능을 한다 

 

② ReservationViewController 

‘ReservationView’에서 ‘Button’이 눌러 졌을 

경우, 해당 유저의 티켓 정보와 놀이기구 이

름을 서버에 전송하고 DB에 저장한다. 사용

자는 Mypage에서 예약한 목록을 확인 할 

수 있다.  

 

 

(8) 관리자용 Writer 페이지 

 

 

①NFCWriterView  

MVC모델의 ‘View’중의 하나인  

‘ReservationView’는 구성요소로서 ‘listView’가 

있으며 각 리스트는 Tag Writing이 가능한 놀

이기구 목록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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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 어플리케이션 세부사항 

 (1) Activity의 Launch Mode 

LaunchMode란 Activity 실행 시 쌓이는 Activity Stack에 대한 운영 방식을 설정하는 모드이다. 

하나의 Activity Stack은 Task라 할 수 있으며, 모드에 따라 하나의 Task 또는 여러 개의 Task에서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될 수 있다. 이 LaunchMode는 standard, singleTop, singleTask, singleInstance

가 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singleInstance를 이용하였다. 

singleTask Mode는 Activity호출 시, singleTask로 설정된 Activity 호출 시, 항상 새로운 태스크가 

생성된다. singleInstance도 비슷하게 항상 새로운 태스크가 생성된다. 하지만 <그림 10>와 같이 

singleTask는 새로운 Task에 2~3개 이상의 Activity Stack을 쌓을 수 있는 반면, singleInstance는 

오직 하나의 Task에 하나의 Activity만 존재할 수 있다. 

 

 

 

<그림 10-1> singleTask 

 

 

<그림 10-2> singleIn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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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laerTaskOnLaunch 속성 

clearTaskOnLaunch는 Activity 태그 속성이다. NFC Tag를 Tagging했을 때, 나오는 페이지와 어플

리케이션을 클릭하여 실행한 페이지가 별도로 존재하고 두 개의 페이지(Activity)가 별개로 동작하

여 해당 속성을 이용했다. 즉,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된 상태에서 Tagging을 하면 어플리케이션이 

한 개 더 실행되어 동일한 어플리케이션이 두 개가 실행되는 것이었다. 

이 속성은 Activity가 re-launch 될 때, task에서 root activity를 제외하고 위에 쌓인 모든 activity

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 속성을 이용하여 두 개의 어플리케이션(Activity)이 실행되었을 때 스마트폰의 화면을 껐다 

키면 위에 쌓인 Activity(예약페이지)가 사라지도록 했다. 

하지만 최종 구현에서는 예약페이지(View)를 하나 더 생성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속성을 

사용하지 않았다.  

 

(3) 앱 종료를 위한 Listener 정의 

PhoneGap 0.9.5 이상 버전에서는 javascript의 ‘backbutton’이벤트 정의가 가능하다.  

<body onload=”init()”>을 적용하고, init()함수에서 litener를 더하며 화면이 실행될 때 

backbutton을 누르면 종료를 확인하는 팝업이 뜨도록 지정했다. 

 

(4) NFC관련 ForegroundDispatch System 사용 

만약 MIME Type이 동일한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한다면, NFC Tag를 Tagging했을 때, 어플리케이

션을 선택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이 때, ForegroundDispatch System을 사용하면 이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다. 

본 프로젝트에서 구현한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된 상태(Activity가 Stack의 Top에 위치한 경우)에

서 Tagging하면 어플리케이션 선택 없이 Tag를 Read한다. 이를 위해 onResume()에 

enableForegroundDispatch(..)을 적용했고, onPause()에는 disableForegroundDispatch(..)을 적용했다. 

또한 우리가 원하는 MIME Type에 대해서만 ForegroundDispatch System이 적용되게 하여, 다른 

Type의 Tag가 Read되는 경우, 타 어플리케이션의 실행을 방지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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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시스템 기능 및 구조 설계도 

2.2.2.1 구조 설계도 

 
2.2.2.2 시스템 기능 

대 분류 소분류 기능 소개 

Cloud Server(AWS) 

Tomcat 

어플리케이션이 서버에 특정 동작을 요청할 때,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응답해준다. 

Tomcat 7을 사용한다. 

MySQL 
놀이기구의 예약현황과 티켓정보를 관리한다. 

MySQL 5.6을 사용한다. 

Hybrid Application 

UI Framework 
하이브리드 앱에서 페이지를 보이게 한다. 

Sencha Touch 2.0을 사용한다. 

Cross Platform App Framework 

Web과 Device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게하고, 

페이지를 띄우는 Webkit이다. 

PhoneGap2.3.0을 사용한다. 

Mobile Platform Device의 Native기능을 제공한다. 

GCM 
GCM은 구글이 제공하는 PUSH서비스다. 서버는 

특정조건에서 메시지 전송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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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 시스템 전체 UseCase Diagram 

 

 

 

2.2.2.3 사용자 요청 처리 Sequence Diagram 

2.2.2.3.1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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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1 로그아웃 

 

 

2.2.2.3.2 예약 

 
2.2.2.3.3 리스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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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4 사용자 예약 목록 

 

 

2.2.2.3.4 추천루트 

 
2.2.2.3.5 자동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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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활용/개발된 기술 

2.2.3.1. Cloud Server 

Web Application Server를 AWS를 통해서 구현했다. 구현된 Web Application Server에는 Tomcat7

이 설치되어 있고 이 Tomcat7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요청을 Servlet을 통해 처리 할 수 있다. 현재 

서버에서 사용되고 있는 Servlet은 Login Servlet, Logout Servlet, 예약 현황 요청 Servlet, 놀이기

구 List Servlet, 놀이기구 추천 Servlet으로 구성되어 있다.    

 

 

 

2.2.3.2. Tomcat7 Engine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동적인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CGI를 이용한 프로그램의 동작이 필수

적이다. 기존의 CGI는 각각에 사용자가 같은 프로그램을 요청 할 때마다 프로세스가 새로 생성되

어 서버의 오버헤드가 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 단점을 없애기 위해 우리는 tomcat을 이용

하여 CGI 프로그램을 Servlet으로 구현 할 것이다. Tomcat을 이용하여 Servlet으로 CGI 프로그램

을 구현 할 경우, 같은 프로세스는 단 하나의 데몬 프로세스 내에서 스레드로 호출되어 실행되어, 

기존 CGI 프로그램에서의 서버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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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3. Commons Daemon 

주기적으로 테이블을 검사 할 경우 사용자가 주기적으로 테이블 검사를 요청하는 방식과 서버가 

주기적으로 테이블 검사를 하는 방식이 있다. 우리가 만들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항상 구동되고 

있는 서버에서 테이블 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서버 안의 테이블 검사 프로

그램을 데몬으로 구현하였다. 

데몬이란 주기적인 서비스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 커널상에 백그라운드 모드로 실행되는 프로

세스를 말한다. 간단한 자바 데몬의 경우, 특정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아도 구현이 가능하다. 

하지만 터미널이 종료되면 해당 터미널에서 실행한 자바 데몬도 같이 종료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nohup이란 명령어를 사용했을 경우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만 이 또한 수동으로 프로세스

를 찾아 종료시켜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1) Apache Commons Daemon의 이용 

Commons Daemon은 기존의 자바 데몬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다. 기존의 자바 

데몬이 구현하기 어려운 실행과 종료의 문제를 Commons Daemon의 라이브러리와 JSVC 

Application을 통해 해결 할 수 있다. JSVC를 이용하여 자바 데몬을 구현 할 경우 쉘 스크립트를 

통해 실행과 종료를 쉽게 할 수 있다.  

 

 

A. Commons Daemon Library 

Commons Daemon Library에서 있는 Daemon과 Runnable interface를 사용한다. Daemon class

를 이용하여 JSVC를 사용하여 자바 데몬 프로그램이 실행 될 수 있도록 한다. 

 

B. Shell Script를 이용한 실행 및 종료  

JSVC를 이용하여 자바 데몬을 실행 시킬 경우 직접 명령어를 통해 실행 시킬 수도 있지만, 긴 

명령어일 경우 직접 실행시키는 것이 어려워진다. 이를 위해 TestDaemon.sh를 작성하여 간단한 

명령어로 실행, 종료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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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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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향성을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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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로 다룬다는 점만이 다르다. 

 

 

2.2.3.4.1 web.xml 

Web Application의 Deployment Descriptor(환경 파일)로서 XML 형식의 파일이다. 이 web.xml에 

작성되는 내용은 ServletContext의 초기 파라미터, Session의 유효시간 설정, Servlet/JSP에 대한 정

의, Servlet/JSP Mapping, Mime Type Mapping 등이다. Tomcat7 Engine으로 Servlet을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특정 폴더에 정해진 내용을 작성해야 하며, web.xml에 Servlet에 대한 정의, Mapping을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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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5 Connection pool 

프로그램이 DB를 검색, 삭제, 갱신하기 위해서는 DB의 데이터를 가져 올 수 있는 Connector가 

필요하다. 기본적인 방법으로 Connector를 사용 할 경우, DB 처리를 할 때마다 새로운 Connector

를 생성하고 삭제해야 한다. 이는 서버의 오버헤드를 늘리고, 프로그램 작성에 번거로운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를 Connection pool이라는 방법을 통해 해결하였다. Connection pool은 

Connector를 일정한 공간에 유지시켰다가 사용자가 필요로 할 시에 사용자에게 빌려주고, 사용이 

끝나면 다시 일정한 공간으로 회수 하는 방식을 말한다.  

 

 

2.2.3.5. 폰갭(PhoneGap) 

하이브리드 앱을 구현하는데 있어, 폰갭은 Webkit의 역할을 한다. 폰갭의 핵심 아이디어는 자바

스크립트와 네이티브 코드를 연결하는 것이다. 자바스크립트는 인터프리트 기반의 웹 언어이고 

네이티브 코드는 컴파일 방식의 언어다. 이 두 가지는 메모리 사용방식과 관리방식이 각각 다르

다. 따라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자바스크립트와 네이티브 간의 데이터 공유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Webkit을 이용하면 이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Webkit은 자바스트립트와 네이티브 간의 

모든 데이터 교환에 문자열을 사용해 정보를 처리한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플랫폼 간의 데이터 

교류가 가능해진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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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에서 Webkit Engine이 폰갭인 것이다. 이러한 폰갭은 phonegap.js로 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와 iOS의 PhoneGap.Framework 또는 안드로이드의 phonegap.jar로 된 네이티브 라이

브러리로 구성된다. 이들은 각각 엔진과 코어 플러그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예를 들어 Contacts 

API를 사용하면 Contact 관련 자바스크립트 코어 플러그인과 Contact 관련 네이티브 코어 플러그

인이 폰갭 엔진에 의해 동작하면서 연락처 정보를 모바일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전달한다. 

폰갭의 장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기존 Javascript 코드를 부분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하다. 

② 하나의 웹 코드(HTML, CSS, Javascript)를 작성하면 부분적으로 여러 플랫폼(iOS,  

Android, Window Phone 등)에서 재사용이 가능하다. 

 

 

단점으로는, 

 

① Web base로 코드가 동작 되기 때문에 Native App과 비교하면 느리다. 

② PhoneGap API들은 기본적인 것들만 제공된다. 

③ Native 고유의 기능을 사용해야만 구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다. 

  Ex) Android의 Background Service 

 

하지만 단점의 ②와 ③은 폰갭 플러그인을 통해 부분적으로 보완 가능하다. 폰갭 플러그인이란 

개발자들이 Native 고유의 기능을 구현하여 공유하는 오픈소스를 뜻한다. 이 개념을 활용하면 개

발자가 기본 API외에도 확장 API를 새롭게 정의해 사용할 수 있다. <그림 12>은 폰갭 플러그인에 

대한 구조도이다. 

 

<그림 12> 

 

안드로이드의 경우 res/xml/plugins.xml 파일에 사용할 플러그인을 XML 기반으로 등록한다. 

<그림 13>은 폰갭 API 호출과 네이티브에서 리플렉션이 일어나는 전체적인 흐름을 나타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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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순서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그림 13> 

 ① 사용자가 폰갭 API를 호출한다. 

②  자바스크립트 코어 플러그인이 동작한다. 이때 플러그인 별로 고유한 서비스와 액션 

명을 자바스크립트 엔진으로 전달한다.   

③ 자바스크립트 엔진에서 전달받은 서비스와 액션 정보를 네이티브 엔진으로 보낸다. 

④ 리플렉션 메커니즘을 통해 네이티브 엔진으로부터 전달받은 서비스와 액션이 유효한 

지 판단한다. 이때 플러그인 매핑 테이블을 참조해 확인한다. 확인된 네이티브 플러그 

인은 동적으로 객체를 생성한다. 이미 생성된 객체는 다시 생성하지 않으며 기존 생성 

된 객체를 사용토록 설계돼 있다.  

⑤ 플러그인 매핑 테이블에는 자바스크립트 플러그인의 서비스명과 네이티브 플러그인의  

클래스명을 정의하고 있다.  

⑥ 한 번 생성된 네이티브 플러그인 객체는 액션명에 의해 호출된 멤버 함수를 수행하고  

결과 값을 반환한다. 이 후 메모리에서 해지되지 않고 있다가 사용자에 의해 API가 다 

시 호출되면 즉시 동작한다.  

 

폰갭을 이용해 하이브리드 앱을 만들고 사용하려면 <그림 9>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우선 

웹 표준을 준수하는 HTML5, CSS, 자바스크립트로 사용자 앱을 개발해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앱은 폰갭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패키징하고, 웹킷(Webkit)이 제공되는 브라우저가 탑재된 단말에 

배포돼 실행된다.  

 

<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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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3 SenchaTouch2 

SenchaTouc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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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티브앱 스타일을 표현 가능하도록 설계되

었다.   

 

2.3.3.3.1 SenchaTouch2 특징 

(1) HTML5 기술을 기반으로 한 프레임 워크 

Sencha touch2는 고성능 HTML5 모바일 응용 프레임워크이다. 또한, Sencha HTML5 플랫폼의 

초석이다.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가능하게 위해 만들어진 Sencha touch2는 개발자가 IOS, 안드로

이드, 블랙 베리, 윈도우 폰 등에서 신속하고 인상적인 애플리케이션을 구축 할 수 있는 유일한 

프레임워크이다. 

 

(2) 부드러운 스크롤 및 애니메이션 

Sencha touch2는 HTML5에서 탁월한 퍼포먼스를 제공한다. 유체 애니메이션과 부드러운 스크롤

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편리하게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List, Carousels등의 

컴포넌트들은 장치의 넓은 범위에 걸쳐 높은 프레임 속도로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스크롤을 발생

시킨다. 또한 자동으로 각 장치에 대한 최적의 스크롤 매커니즘을 사용한다. 

 

(3) 조정 가능한 레이아웃 

 Senchatouch2의 새로운 레이아웃 엔진은 복잡한 응용 프로그램이 여러 페이지를 로딩할 때 시

간을 상당히 줄여준다.  

 

(4) 네이티브 패키지 

 Senchatouch2는 안드로이드 마켓과 iOS 앱스토어 모두에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하고 배포하기가 

매우 쉽다. 이제는 Senchatouch2 프리뷰와 함께, SDK 도구 2.0 개발자 프리뷰를 출시하고, 새로운 

SDK 도구는 새로운 Senchatouch 패키지에 포함하여 Senchatouch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iOS나 

안드로이드의 apk를 위한 앱으로 포장할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다. 

 Packager에선 애플의 SDK를 다운로드 하지 않고도 iOS로 앱을 포장 해주기 때문에 네이티브 

SDK를 요구하지 않아, 개발자의 활동이 더 편해지게 된다. SDK도구를 다운로드 하면 빌드를 할 

준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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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2.2.4.1. 하드웨어 

(1) 단말기의 제한된 성능 

NFC 단말기의 제한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휴대폰의 대부분은 NFC 기능을 탑재하고 있으나 일부 휴대폰들의 경우

(대표적으로 iPhone) NFC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 않다. NFC를 이용한 예약 시스템은 NFC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가진 사용자들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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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무는 시

간은 반나절 정도 되는 것에 비해 현재 대부분의 배터리 수명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사용자에 의한 수동적인 방법이 최선이고,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더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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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2. 소프트웨어 

(1) 네트워크 문제(Bandwidth) 

많은 사람이 몰리는 놀이공원에서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을 시도하게 되면 서버의 과부하 및 다

운 현상을 초래 할 수 있다. 이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많은 사용자들에게 큰 문제를 가져 올 수 

있고 Attraction N-Pass 기능에도 마비를 가져 올 수 있다. Real time system에서 사용자가 요청된 

결과가 늦게 도출 될수록 실시간이라는 특성이 약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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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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3. 기타 

(1) NFC Tag Write 

 NFC Tag Write에 대한 보안 문제가 있다. Write를 누구나 할 수 있어 악의적인 목적으로 누군

가 데이터 내용을 바꿀 수 있다.  

 해결방안 

  NFC Tag Chip에서 보안 기능 강화 또는 소프트웨어적 해결 방안 창안한다. 

 

 

2.2.5  결과물 목록 

결과물 결과물 설명 기술문서 유/무 

DCT Land 클라이언트용 어플리케이션 유 

DCT Writer 놀이공원 관리자용 어플리케이션 무 

 

 프로젝트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위 결과물 외에도 구축한 Cloud Sever(Amazon Web Server)와  

NFC Tag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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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3.1  기대효과 

2.3.1.1 이용 고객 

가) 기대효과 

일반적인 경우 시스템 적용 후 

대기시간의 비효율적 이용 
줄을 서지 않아도 되면서 대기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빠르게 탈 수 있는 놀이기구 파악의 어려움 추천루트를 통해 현재 위치에서 가장 빠르게 탈 수 

있는 놀이기구 파악 가능 

원하는 놀이기구의 대기시간 파악 불가능 모든 놀이기구의 대기시간을 파악할 수 있다. 

 본 프로젝트에서 구현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일반적으로 대기시간 동안 줄을 서서 보내는 고

객들이 다른 행동을 하면서 보내도록 도울 수 있다. 예를 들어 고객들은 대기시간 동안 다른 놀

이기구를 타거나, 식사를 하거나, 벤치에서 쉴 수 있다. 

 

나) 매직패스 대비 기대효과 

 

기존 매직패스 시스템 적용 후 

번거로운 발권 절차와 소유할 티켓의 증가 
NFC Tag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예약 

예약 티켓을 따로 소유하지 않고 서버에서 처리 

제한된 예약 시간 놀이기구 전체 운영시간으로 확대 

제한된 놀이기구 전체 놀이기구로 확대 

 본 프로젝트의 NFC 예약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한된 시간과 장소를 크게 확대 할 수 있고, 이는 

기존에 소수의 인원만 사용 할 수 있었던 예약 시스템을 방문객 모두가 이용 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다) 롯데월드 어플리케이션 대비 기대효과 

 

롯데월드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적용 후 

고정된 추천 루트 

대기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추천 

사용자 위치의 놀이기구를 기준으로 추천 

전체 예약 현황을 분석하여 가장 빠르게 탈 수 있

는 놀이기구 추천 

제한된 놀이기구만 예약 정보 열람 가능 전체 놀이기구 예약 정보 열람 가능 

 본 프로젝트에서는 전체 예약 현황, 각 놀이기구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사용자의 예약 현황

을 파악함으로써 사용자가 빠르게 놀이기구를 탈 수 있게 스케쥴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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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 놀이공원 측 

가) 기대효과 

일반적인 경우 시스템 적용 후 

선호 놀이기구 및 주요 이용시간을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 부족 

고객들의 예약현황을 파악하여 선호 놀이기구 및 

주요 이용시간을 파악할 수 있다. 

대기시간동안 이용객들은 비활동적 고객들이 대기시간을 활용하며 여러 부가가치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종이티켓 발급 스마트폰이 티켓의 역할을 대신하며 

종이로 낭비되는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 

하드웨어 측면의 

예약 시스템 구축 비용 문제 

NFC Tag만 부착하면 구축이 가능하면서 

예약 시스템 구축 비용 절감 

 

 

2.3.2  활용방안 

2.3.2.1 타 분야로 기술 확대 적용 

NFC Tag는 가격이 저렴하며 많은 스마트폰이 NFC 기술을 탑재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본 시스템을 놀이공원 내에서 구축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 또한 음식

점과 같은 다른 분야에서 예약시스템을 응용할 수 있으며, 결제 등의 기능을 접목하여 영화관, 야

구장 등에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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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평가 

3.1.1  계획서상 결과물 목록 및 상세 사양 

계획서 상 구현 목록을 나타낸다. 구현 중 수정된 사항은 굵고 붉은색으로 괄호 안에 나타냈으

며, 구현하지 못한 부분과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티켓 정보 -> 기존에는 자유이용권·5회 이용권 등 다양한 티켓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프로젝트 진행 중, 이보다는 추천경로를 하는 것이 보다 고객에게 효

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모든 티켓은 자유이용권으로 간주하고 진

행했고, 해당 페이지를 구현하지 않았다. 

② 효과음 -> 놀이공원은 소음이 크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소리로 알림을 주기

보다 진동으로 대신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는 결정을 했다. 

 

대분류 소분류 기능 형식 구현여부 

UI 

메인 

(테마 별 

리스트로 구현)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했을 때 

나타나는 화면이고, 여기서 모든 

어트랙션에 대한 예상 대기시간이 

나타난다.. 

(매직·어드벤쳐 테마별로 두 

페이지를 작성하고 예상 

대기시간을 표현한다.) 

모듈 O 

티켓 정보 
현재 구입한 티켓에 대한 티켓 

번호, 티켓 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 
모듈 X 

예약하기 

어트랙션마다 예약화면이 다르게 

존재하며, 각 어트랙션에 대한 

기본 설명과 ‘예약하기’버튼이 

존재한다. 

(놀이기구 설명은 이곳에서 

표현하지 않고, 테마 별 

리스트페이지에서 보였다.) 

모듈 O 

환경 설정 
어플리케이션 세부사항에 대한 

환경설정을 조작한다. 
모듈 O 

My Page 나의 어트랙션 예약 목록을 확인할 모듈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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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페이지다. 

Logic 

Login 

사용자가 login 요청 시 

임의의 티켓 번호를 발급한다. 

(티켓은 이미 서버에 등록되어 

있고, 이용객은 발급받은 티켓 

번호를 입력하여 login 한다.) 

모듈 O 

대기시간 계산 
각 놀이기구의 예상 대기시간을 

계산한다. 
모듈 O 

개별 예약목록 

확인 

각 사용자가 자신의 예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DB 에서 검색 

후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 

모듈 O 

중복 예약시간 

검출 

각 사용자의 예약목록을 확인하여 

시간대가 겹치는 대기시간에 

해당하는 어트랙션을 파악한다. 

모듈 O 

예약 등록 
예약 요청이 왔을 시 DB 에 예약 

내역을 추가한다. 
모듈 O 

NFC 통신 

Read 
NFC Tag 에서 Tag 내용을 

읽어오는 역할을 한다. 
Class O 

Writer 
NFC Tag 에 내용을 입력하는 

역할을 한다. 
Class O 

Sound 효과음 
알람 메시지가 도착했을 때 나는 

소리를 조작한다. 
Class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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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추가 구현 목록 및 상세 사양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추가로 구현한 목록이다. 각 부분의 구현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추천경로(UI) -> 놀이공원 이용객이 자신의 위치에서 빠르게 탈 수 있는 놀이기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정보를 나타내는 페이지다. 

② 메인(UI) -> 이용객은 티켓번호를 입력한 뒤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페이지를 구현했다. 

③ Writer(UI) -> 놀이공원 관리자가 NFC Tag에 놀이기구 예약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기 

편하도록 UI를 구현했다. 

④ 자동 로그인(Logic) -> 놀이공원 이용객은 한 번 로그인하고 다음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

어 어플리케이션 이용이 편리하다. 

⑤ 추천경로(Logic) -> 놀이공원 이용객이 자신의 위치에서 가장 빠르게 탈 수 있는 놀이기구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⑥ Logout(Logic) -> 기존 5회 이용권·1회 이용권 같은 티켓 구매 시 사용 완료 후, 다른 티켓으

로 교체하는 경우를 고려해 구현했다. 

 

대분류 소분류 기능 형식 구현여부 

UI 

추천경로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입력 받아 

서버에 요청하고, 응답을 받아 

추천경로를 보여주는 페이지이다. 

모듈 O 

메인 티켓 등록을 요청하는 페이지다. 모듈 O 

Writer 

Writer 기능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각 놀이기구 

별로 Tag 에 Write 할 수 있게 

한다. 

모듈 O 

Logic 

자동 로그인 

어플리케이션 최초실행이나 

예약페이지가 실행될 때, 기존 

로그인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 

로그인이 가능하게 한다. 

모듈 O 

추천경로 

사용자의 현재위치를 받아 

전체 놀이기구의 예약목록, 

놀이기구간의 거리를 바탕으로 

추천경로를 제시한다. 

모듈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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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ut 
사용자가 등록된 티켓정보를 

취소하는 경우 이용된다. 
모듈 O 

 

 

3.1.3  프로젝트 자기평가 

 본 프로젝트는 수행 전, ‘놀이공원 이용객들이 자신이 원하는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반드시 줄을 

설 필요가 있을까?’에서 시작되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합한 솔루션은 ‘예약시스템 

구축’이였다. ‘예약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예약수단’, ‘예약방법’이고, 예약을 담당하는 

서버가 필요했다. 

 오늘 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유한 스마트폰을 예약수단으로 하여 이용하여 누구나 쉽게 

예약시스템을 이용 가능하게 만드는데 목적을 두었다. 또, Android OS 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NFC(Near Field Communication)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하나로 놀이공원을 이용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티켓으로 낭비되는 종이를 절약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놀이기구 앞에서 NFC Tag 에 Tagging 을 통해서만 예약이 가능하고 서버 내에서 티켓의 

예약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 예약을 방지하며 이용객들이 공평하게 놀이기구를 예약할 수 있게 

하였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 이용객들이 보다 실시간으로 놀이공원 전체 상황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졌다. 따라서 실시간 대기시간과 추천경로를 구현했으며 이용객이 

놀이공원에서 어떤 놀이기구를 탈지 헤매는 시간과 줄을 서서 낭비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프로젝트에서 수행 된 시스템은 실제 놀이공원에서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하드웨어적으로 구축해야 될 것은 NFC Tag 뿐이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NFC 기능을 

지원하는 단말기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어플리케이션만 설치하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스마트폰이 NFC 기능을 지원하기 전에는 폐스마트폰이나 QR 코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이용객이 줄을 서서 시간을 보내지 않고, 다른 행위를 하며 시간을 보낼 때 놀이공원의 수익 

증대·이용객의 효율증가 등의 장점이 있다. 또한 본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로그 데이터가 

쌓이면 놀이공원 측에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 적합한 분석을 하여 더욱 효율적인 놀이공원 

네비게이션 등의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NFC Tag 에 Write 하는데 있어 보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임의의 사람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다른 데이터를 Write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NFC Tag 의 Chip 을 조절하거나 

소프트웨어적으로 한 번만 Write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어플리케이션에서 카드를 통한 결제기능을 제공하거나 결제내역을 저장한 뒤 놀이공원에서 

나갈 때 계산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놀이공원 이용객과 놀이공원 측에 보다 나은 시스템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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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록 

5.1 사용자 매뉴얼.  

 

 

Step 1. 어플리케이션을 실행 후 티켓 번호 입력란에 

알맞은 티켓번호를 입력한 후 등록 버튼을 누른다. 

Step 2. 두 개의 놀이공원 테마 중 선택하고자 하는 

테마의 그림을 탭한다. 

 

  

Step 3. 테마를 선택하면 해당 놀이기구의 목록과 예

상 대기시간이 나오며, 하나의 놀이기구를 탭하면 놀

이기구의 정보가 나온다. 

Step 4. 전 단계에서 추천경로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시간, 거리, 대기인원 등을 고려한 추천경로가 

나온다. 또한 하단의 Recommend버튼을 눌러도 확인

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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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추천 경로를 파악 후, 타고자 하는 놀

이기구로 이동하여, 놀이기구 입구에 설치한 

Tag 스티커를 Tagging한 뒤, 예약 버튼을 눌러 

해당 놀이기구를 예약한다. 

Step 6. 하단 바에서 My Page를 탭하면 다음과 

같이 자신이 예약한 놀이기구 목록을 볼 수 있

다.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Tagging 후 예약한 것이면 자동으로 이동된다. 

 

 

※ 기타 어플리케이션 흐

름은 팝업(알림)을 따

르면 진행할 수 있다. 

Step 7. 해당 놀이기구의 예약시간이 다가오면 

서버에서 자동으로 알림 메시지를 받을 수 있

으며, 해당 알림을 클릭하면 어플리케이션이 실

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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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운영자 매뉴얼 

  

STEP1.  DCT Writer 를 실행한다. STEP2. TAG 에 입력하고 싶은 놀이기구 명을 

클릭한다. 
 

 

 

  

STEP3.  NFC Tag에 Tagging한다. STEP4. 데이터가 써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