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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프로젝트를 통해 예약시스템을 만들어 놀이
공원을 방문하는 고객의 대기시간 활용도를 증대 
  
2) 고객이 실시간으로 모든 놀이기구에 대한 대기
시간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타고자 하는 놀이기구 
선택에 유연성제공  
 
3) 고객은 자신의 현 위치에서 빠르게 탈 수 있는 
놀이기구를 추천 받으며 보다 많은 놀이기구를 탑
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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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놀이공원의 대기시간 때문
에 많은 시간을 줄을 서서  
보내기 때문에 놀이공원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
향이 있다. 그리고 대기시간
을 줄일 수 있는 마땅한 대
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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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1. 휴대폰의 NFC(Near Field Communication) 기능
을 이용한 예약 
 
2 . 모든 놀이기구에 예약시스템을 적용 
 
3 .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놀이기구의 대기시간을 파악 
 
4.  사용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가장 빠르게 탈 수 있는 
놀이기구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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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loud Server 
-Web Application Server 
-Tomcat7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요청을 Servlet을 통해 처리  

2) Commons Daemon 
-주기적인 서비스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 커널상에 백그라운드 모드로 실
행되는 프로세스 

3) Servlet 
-Web Application Server 
-Tomcat7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요청을 Servlet을 통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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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honeGap  
- PhoneGap은 Webkit의 일종으로, Web View와 Mobile Framework를 
    잇는 역할을 함 
 

5) SenchaTouch2  
-Mobile Web Application 개발을 위한   JavaScript 기반 FrameWork 
- MVC 모델을 이용한 웹앱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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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분류 소분류 기능 소개 

Cloud Server(AWS) 

Tomcat 

어플리케이션이 서버에 특정 동작
을 요청할 때, 가능여부를 확인하

고 응답해준다. 
Tomcat 7을 사용한다. 

MySQL 
놀이기구의 예약현황과 티켓정보

를 관리한다. 
MySQL 5.6을 사용한다. 

Hybrid Application 

UI Framework 
하이브리드 앱에서 페이지를 보이

게 한다. 
Sencha Touch 2.0을 사용한다. 

Cross Platform App Framework 

Web과 Device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게하고, 페이지를 띄우는 We

bkit이다. 
PhoneGap2.3.0을 사용한다. 

Mobile Platform Device의 Native기능을 제공한다. 

GCM 
GCM은 구글이 제공하는 PUSH서
비스다. 서버는 특정조건에서 메시

지 전송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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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어플리케이션을 실행 후 티켓 
번호 입력란에 알맞은 티켓번호를 
입력한 후 등록 버튼을 누른다. 

1)  티켓 등록 

<서버-클라이언트 간 흐름> 

2)  테마선택 

Step2. 두 개의 놀이공원 테마 중 선
택하고자 하는 테마의 그림 을 탭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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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놀이기구 목록 

Step3. 선택한 테마의 놀이기구 
목록 및 예상대기시간을 확인 한
다. 

놀이기구 List 요청 탑승가능 시간 검색 

사용자가 예약한 놀이기구 제외 놀이기구 List 출력 

<서버-클라이언트 간 흐름> 

4)  놀이기구  목록  상세  정보  

Step4. 놀이기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상세정
보를 확인하고 해당 놀이기구를 시작으로 하
는 추천 경로를 탐색 하는 페이지로 넘어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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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천 경로 확인   

Step5. 선택했던 시작 놀이기구를 중
심으로 시간, 거리 대기 인원  등을 고
려한 추천 경로를 볼 수 있다. 

6)  놀이기구  예약 

Step6. 추천 경로를 파악 후, 타고자 하는 놀
이기구로 이동하여, 놀이기구 입구에 설치한 
NFC Tag 스티커를 Tagging한 뒤, 예약 버
튼을 눌러 해당 놀이기구를 예약한다. 

<서버-클라이언트 간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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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놀이기구  예약  확인 

Step7. 하단 바에서 My Page를 탭하면 다
음과 같이 자신이 예약한 놀이기구의 목록을 
볼 수 있다. 

예약 List 요청 각 예약 현황 테이블 검색 

탑승 시간까지 남은 시간 계산 예약 List 출력 

<서버-클라이언트 간 흐름> 

8)  알림 메세지  

Step8. 해당 놀이기구의 예약한 탑승 시간이 
10분 이하로  남게 되면 서버로부터 자동으
로 1분마다 알림 메시지를  전송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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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대효과   

일반적인 경우 시스템 적용 후 

 
대기시간의 비효율적 이용 

 
줄을 서지 않아도 되면서 대기시간
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빠르게 탈 수 있는 놀이기구 파악

의 어려움 

 
추천루트를 통해 현재 위치에서 가
장 빠르게 탈 수 있는 놀이기구 파

악 가능 

 
원하는 놀이기구의 대기시간 파악 

불가능 

 
모든 놀이기구의 대기시간을 파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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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직패스  대비  기대효과 

기존 매직패스 시스템 적용 후 

 
번거로운 발권 절차와 소유할 티켓

의 증가 

 
NFC Tag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발권 
  
예약 티켓을 따로 소유하지 않고 서
버에서 처리 

 
제한된 예약 시간 

 
놀이공원 전체 운영시간으로 확대 

 
제한된 놀이기구 

 
전체 놀이기구로 확대 

3)  기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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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놀이기구 추천 

 
 

제한된 놀이기구만 예약 정보 열람 가능 

 
 

전체 놀이기구 예약 정보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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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놀이공원 측 기대효과 
일반적인 경우 시스템 적용 후 

 
선호 놀이기구 및 주요 이용시간을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 부족 

 
사용자 위치의 놀이기구를 기준으로 추천 

 
전체 예약 현황을 분석하여 가장 빠르게 

탈 수 있는 놀이기구 추천 

 
대기시간 동안 이용객들은 비활동적 

 
고객들이 대기시간을 활용하며 여러 부
가가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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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착으로 쉽게 구축이 가능하

여 예약 시스템 구축 비용 절감 

활용 방안  
 -타 분야로 기술 확대 적용 
 NFC Tag의 저렴한 비용과 많은 스마트폰이 NFC 기술을 탑재하고 있다는 점
은 이 시스템을 많은 놀이공원에 구축하는데 시간과 비용 면에서 장점을 준다. 
또한 음식점과 같은 다른 분야에서 예약시스템을 응용할 수 있으며, 결제 등의 
기능을 접목하여 영화관, 야구장 등에서 사용될 수 있다. 

NFC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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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방안  
 -크라우드 소싱 
   크라우드 소싱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마다 쌓이는 로그 데이터를 활
용하여 서버는 더욱 적합한 네비게이션을 제공 한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NFC로 쌓인 데이터를 통해 사용자에게 더욱 유리한 경로와 추천을 제공함으로
써 크라우드 소싱을 간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