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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식 근거리 통신을 이용한 놀이시설 약 시스템의 
설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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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 Reservation System for Amusement Facility using 
Near Fiel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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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테마 크는 사용자에게 휴식과 오락을 제공하기 하여 여러 로그램을 운 하고 있으며 이 에서 놀이시

설을 사용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증가된 사용자의 수로 인하여 놀이시설의 기 시간이 길어지

기 때문에 사용자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하여 NFC를 이용한 놀이

시설 약 시스템을 제안한다. 사용자가 스마트폰에 내장된 NFC를 이용하여 놀이시설을 약하면 서버는 사용

자를 놀이시설의 기열에 추가한다. 그리고 사용자의 이용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사용자에게 이용 비가 되었

음을 알려 다. 구 된 시스템은 사용자가 기 시간동안 다른 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ABSTRACT

A theme park runs various programs to provide users entertainments. Among the programs of the theme park, amusement facilities are the most 

favorite ones used by the users. However, Since the waiting time of the amusement facilities becomes increasing due to the large number of the users, the 

satisfaction of the users is diminished heavily, To solve this problem, we propose a reservation system for amusement facility using near field 

communication. In the proposed system, a server appends the user to the waiting queue of the amusement facility when an user contacts the reader of an 

amusement facility using NFC, If an clock approaches to the time that the user will exploit the amusement facility, the server notifies to the user. The 

implemented reservation system has the benefit to provide the user chances to exploit other programs during the wait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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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테마 크는 범 한 지역에 특정 주제에 맞는 

규모의 오락 시설을 배치한 역 시설물의 일종으로 

크 이션, 교육 그리고 체험 등의 기능에 맞도록 

여러 형태의 시설물, 로그램과 캐릭터 등을 운 하

는  공간이다[1]. 테마 크는 방문객들에게 다양

한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고 유익한 여가 활동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표 인 여가 산업으로 최

의 테마 크는 1971년에 개설된 미국의 디즈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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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국내에서도 용인의 한국민속 , 에버랜드 등이 

개설되어 운 되고 있다[1]. 테마 크에서는 방문객 

서비스를 하여 여러 로그램과 시설물을 운 하

고 있으나 방문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회

목마, 자이로드롭 그리고 롤러코스터 등의 놀이시설

이다. 따라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하여 놀

이시설을 효율 으로 사용하기 한 기법에 한 연

구가 필요하다. 

놀이시설은 사용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 시

간이 속도로 길어지기 때문에 사용자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2-3]. 놀이시설을 사용할 

때 사용자는 원하는 놀이시설로 이동한 다음에 시설 

이용의 공평성을 하여 설치된 큐 형태의 기열 

뒤에 추가되어 기다린다. 사용자의 수가 을 경우

에는 짧은 기 후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수가 

많을 경우에는 1~2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따라

서 사용자는 기 시간동안에 다른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며 특히 감정 , 육체 인 피

로도가 증가하여 테마 크 이용에 한 만족도가 떨

어진다. 2012년 한국소비자원에 의하면 에버랜드, 롯

데월드 그리고 서울랜드인 국내 3  테마 크에 

하여 놀이시설 기 시간에 한 불만이 가장 높았

으며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2009년에 비하여 3.56

에서 3.40 으로 하락되었다[4]. 

각 테마 크에서는 기 시간을 이기 하여 

약 시스템을 운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에버랜 드

와 롯데월드에서 각각 Q-Pass1)와 Magic Pass2)를 

운 하고 있다. Q-Pass는 3개의 놀이시설을 약할 

수 있으며 Magic Pass는 10개의 시설을 약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디즈니랜드에서 Fast Pass3)를 이

용하여 3개의 놀이시설을 약할 수 있으며 유니버

셜 스튜디오는 Express Pass4)를 이용하여 짧은 

기 시간으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1) Everland Resort, “Q-pass,” 
http://www.everland.com/service/search/search.jsp?k

wd=%C5%A5%C6%D0%BD%BA, 2016.

2) Lotte World Advanture, “Magic pass,” 
http://global.lotteworld.com/contents/contents.asp?cmsC
d=CM0212, 2016.

3) Disney World, “Fast pass,” 
https://disneyworld.disney.go.com/fastpass-plus/, 

2016. 

4) Universal Studio, "Express pass,"  
https://www.universalorlando.com/Theme-Park-Tickets/Uni

versal-Express/Express-Passes.aspx, 2016.

이러한 기법들은 추가 인 요 이 발생하거나 는 

약에 제한이 있는 문제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놀이시설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만

족도를 개선하기 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한 놀이시

설 약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 한다. 제안한 시스

템은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부착되어 있는 비 식 

근거리 통신(Near Field Communication, NFC) 태그

를 이용하여 시설물을 약한다. 사용자는 NFC 태

그를 이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약한 후

에 시설물 앞에서 기하지 않고 다른 로그램에 

참여한다. 약 시스템은 시설물의 재 기자 수

와 운  시간을 계산하여 다음 사용자들에게 시설물 

사용 여부를 알려주며 알람을 받은 사용자는 시설물

로 이동하여 사용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련 

연구에 하여 기술하며 3장에서는 놀이시설 약 

시스템의 설계를 제시한다. 4장에서는 설계한 약 

시스템의 구  결과를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

서는 결론  향후 연구를 기술한다.

Ⅱ. 련연구

[1]에서는 놀이시설 기 요소를 이기 한 

치 기반 모바일 어 리 이션의 디자인을 제안하

다. 제안한 디자인은 사용자의 여러 요구 사항을 분

석한 후에 놀이기구 약, 최 코스 제공, 기  

이용가능 시설 추천 그리고 약 기반 자동 알림인 

4가지 주요 기능을 제공한다. [5]에서는 GPS를 이용

한 놀이경로 추천 시스템을 제안하 다. 제안한 시

스템은 GPS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재 치를 악

한 다음에 각 놀이시설물의 기 시간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놀이 공원에서 최단 경로로 이용할 수 있

는 경로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놀이

시설물의 약 시스템을 제공하지 않는 단 이 있

다.

국내외 테마 크에서는 사용자의 기 시간을 

이기 하여 놀이시설 약 시스템을 운 하고 있

다. Q-Pass를 운 하고 있는 에버랜드는 3개의 시설

물을 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추가비용은 없지만 

이용 가능시간이 미리 정해져 있다. 롯데월드에서 

운 하고 있는 Magic Pass는 Q-Pass와 유사하게 

지정된 10개의 시설물을 약할 수 있고 시설물 앞

에서 이용권을 확인한 후에 약을 할 수 있도록 지



비 식 근거리 통신을 이용한 놀이시설 약 시스템의 설계  구

 1063

원한다. 단 Q-pass와는 달리 약된 시간 에 다른 

시설물을 추가로 약할 수 없는 제한이 있다.

국외에서는 디즈니월드에서 Fast Pass를 운 하

고 있다. Fast Pass는 입장권을 구매한 후에 1일에 

한하여 3개의 시설물을 추가 액 없이 인터넷으로 

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반면에 유니버셜 스튜

디오에서는 Express Pass를 운 하고 있다. Express 

Pass는 사용하는 시설물의 제한은 없으나 정규 액

의 1/2 이상의 액을 추가로 지 하여야 한다. 이러

한 기법들은 일반 사용자 기열과는 별도의 기열

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 으로 짧은 기 시간에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지만 만약 해당 시설물의 사

용자가 많은 경우에는 미리 약을 했지만 오랜 시

간 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NFC를 이용한 응용 시스템으로 [6][7]에서는 

NFC를 이용한 간편 결제 시스템을 제안하 다. 제

안한 시스템은 NFC의 암호화된 토큰과 사용자 간  

인증을 이용하여 추가 정보 입력없이 결제를 처리한

다. [8]는 NFC를 이용하여 도어락을 제어하기 한 

시스템을 제안하 고 [9][10]은 NFC와 유사한 기능

의 비콘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강의실 출입을 인식하

기 한 출석 확인 시스템을 제안하 다. 그러나 이

러한 시스템들은 놀이시설 약을 한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Ⅲ. NFC를 이용한 놀이시설 약 시스템 
설계

3.1 시스템 구성도

그림 1. 놀이시설 약 시스템 개념도
Fig. 1 System concept of amusement facility 

reservation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NFC를 이용한 놀

이시설 약 시스템의 개념도를 보여 다. 사용자는 

소지한 스마트폰의 NFC를 이용하여 놀이시설의 입

구에 있는 시설물의 NFC 리더에 한다. 획득한 

시설물 NFC 식별자와 시간 정보 등을 약 시스템

의 서버에 송한다.

그림 2. 시스템 흐름도
Fig. 2 System flowchart

 서버는 송받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해당 사용자 

데이터를 시설물의 사용 기열에 추가한 후에 사용

자에게 추가되었음을 알려 다. 사용자는 기열에 

추가되었음을 확인한 후에 기 시간동안 다른 로

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서버는 시설물의 운  시간 

 사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용자에게 놀이시설 사용

을 하여 시설물 앞으로 이동할 것을 알려 다. 그

림 2는 약 시스템의 시스템 흐름도를 보여 다.

3.2 클래스 정의

그림 3. 클래스 구성도
Fig. 3 Class diagram

그림 3은 놀이시설 약 시스템의 클래스 구성도

를 보여 다. 서버는 Scheduling, ReScheduling, 

Update 그리고 SearchM인 4개의 클래스로 구성된

다. Scheduling 클래스는 놀이시설 별 기 큐를 

리하기 한 클래스로 놀이시설 별로 기 큐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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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고 사용자가 등록할 때 기 큐에 추가 는 이

용 후 삭제와 같은 기능을 주로 수행한다. Update 

클래스는 다음 사용자 그룹의 이용 순서가 되었을 

때 기 큐에서 삭제한 후에 체 기 큐를 최신 

상태로 수정하는 클래스이고 Rescheduling 클래스는 

사용자가 기를 취소하 을 경우에 기 큐를 재조

정하기 한 클래스이다. SearchM 클래스는 사용자

의 정보를 장하고 검색하기 한 클래스이다.

스마트폰에서 운 되는 클라이언트는 Member, 

MainActivity, LoginActivity 그리고 Push인 4개의 

클래스로 구성된다. Member 클래스는 스마트폰 사

용자의 데이터와 사용자가 기 는 사용하고 있는 

놀이시설을 리하기 한 클래스이다. MainActivty

는 클라이언트를 구동하고 하부 클래스들을 리하

기 한 클래스이고 LoginActivity는 사용자의 아이

디와 패스워드를 리하기 한 클래스이다. Push 

클래스는 구  클라우드 메시지(GCM) 서버를 이용

하기 한 클래스이다.

3.3 데이터베이스

그림 4는 놀이시설 약 시스템의 ER 다이어그램

을 보여 다. 약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는 

RideInfo, RideState 그리고 User인 3개의 테이블로 

구성된다.

그림 4. 데이터베이스 ER 다이어그램
Fig 4. Database ER diagram

RideInfo 테이블은 놀이시설의 정보를 장하기 

한 테이블로 표 1과 같이 놀이시설 식별자, 놀이시

설 이름, 운행시간 그리고 놀이시설 NFC 식별자인 

4개의 속성으로 구성된다.

No Col ID
Col 
Name

Type Len
NU
LL

Key

1 Ride_id ID
Integ
er

10 X PK

2
Ride_na
me

Name
Varc
har

10 X

3
Ride_ti
me

Riding 
Time

Integ
er

5 X

4
Ride_nf
c

Riding 
NFC

Varc
har

20 X

표 1. RideInfo 테이블
Table 1. RideInfo table

No Col ID
Col 
Name

Typ
e

Len
NU
LL

Key

1 User_id
User 
ID

Varc
har

10 X PFK

2 Ride_id
Riding 
ID

Inte
ger

10 X PFK

3
Queue_
rank

Waitin
g No

Inte
ger

50 X

표 2. RideState 테이블
Table 2. RideState table

User 테이블은 약 시스템의 사용자 정보를 

장하기 한 테이블로 사용자 아이디, 사용자 암호, 

이름 그리고 화번호인 4개의 속성으로 구성된다. 

RideState 테이블은 놀이시설별 기열 정보를 장

하기 한 테이블로 표 2와 같이 사용자 아이디, 놀

이시설 식별자 그리고 기번호인 3개의 속성으로 

구성된다.

Ⅳ. 시스템 구

제안한 놀이시설 약 시스템은 NFC를 이용하여 

사용자를 놀이시설의 기열에 추가하고 구 메세지

서버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사용 시간을 알려 다. 

스마트폰의 클라이언트는 안드로이드 2.2 로요 이

상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구 하 다. 그리고 서버

는 3GHz의 제온 CPU와 4G의 메인메모리를 사용하

는 IBM 5770 워크스테이션을 이용하 으며 데이터

베이스로 MySQL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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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5. 기화면과 사용자등록
Fig. 5 Initial screen and user registration

그림 5(a)는 놀이시설 약 시스템을 시작하는 

기 화면을 보여 다. 사용자는 놀이시설을 약하기 

해서 기화면의 이용시작 버튼을 른 후에 그림 

5(b)와 같이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 사용자 등록

을 하면 사용자의 이름과 구 메세지서버의 ID를 서

버로 송한다.

그림 6은 놀이시설을 약하기 하여 NFC에 

하기 한 화면을 보여 다. 그림 6과 같이 NFC가 

활성화 된 상태에서 놀이시설의 NFC 리더에 하

면 해당 놀이시설의 기열에 사용자를 추가한다.

그림 6. NFC 활성화
Fig. 6 NFC activation

그림 7. 약된 놀이시설 리스트
Fig. 7 Reserved amusement facility list

그림 7은 사용자가 여러 놀이시설의 NFC에 

하여 자신이 약한 놀이시설의 리스트를 보여 다.

서버는 해당 놀이시설의 운 시간과 기열의 사용

자 수를 이용하여 다음 회차의 사용자들이 사용할 

시간이 되었을 때 그림 8(a)와 같이 해당 사용자에게 

놀이시설을 사용할 시간이 되었음을 알려 다. 그림 

8(a)는 구 메세지서버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사용

시간이 되었음을 알려주는 알림 메세지를 보여 다.

(a) (b)

그림 8. 알림메세지와 갱신된 약 리스트
Fig. 8 Notification message and updated reservation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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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해당 놀이시설을 사용한 후에 서버는 해

당 사용자를 기열에서 삭제하면서 사용자의 약 

리스트도 그림 8(b)와 같이 갱신한다.

Ⅴ. 결  론

테마 크는 특정한 주제를 심으로 범 한 지

역에 여러 로그램과 시설물을 운 하는 형 오락 

시설장이다. 테마 크는 사용자에게 다양한 오락거

리와 편의를 제공하기 하여 캐릭터 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롤러코스터, 회  목마와 같은 놀이시설이다. 

그러나 여가 시간과 소득의 증 로 인해 사용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놀이시설의 기 시간이 증하

여 사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하되는 문제가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NFC

를 이용한 놀이시설 약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 하

다. 구 한 시스템에서 사용자는 스마트폰에 내장

되어 있는 NFC 태그를 이용하여 놀이시설의 NFC 

리더에 한다. 서버는 된 사용자를 놀이시설

의 기열에 추가하고 사용자가 기하는 시간동안 

다른 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놀

이시설의 운  시간과 기자 수를 이용하여 다음 

사용자에게 사용 시간이 임박하 음을 알려 다. 향

후 연구로는 사용자의 이동 시간과 놀이시설물의 운

  기 시간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효과 인 

놀이시설을 추천하는 기법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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