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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Firstconceivedin1948,RadioFrequencyIdentification(RFID)
hastakenmanyyearsforthetechnologytomaturetothepoint
whereitissufficientlyaffordableandreliableforwidespreaduse.
Recently,the most remarkable word is ‘RFID’in field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RFID is evaluated by some
techniciansastheinevitablereplacementforbarcodes.Obviously
there is considerable work to be undertaken before RFID
becomesaspervasiveasbarcodesalthoughthetempoofchange
isincreasingrapidly.Andnow RFID tagsarestartingtoshow
upinsomeretailstoresandgaining acceptanceinforusein
supply chain management.RFID systems have become very
popularin many serviceindustries,purchasing anddistribution
logistics,industry,manufacturing companies and materialflow
systems,automatedidentificationandsupplychainapplications.
This thesis describes the technicalfundamentals ofRFID

systems and the associated standards.Specifically,this thesis
proposesamodelapplicabletomanagementsystem fortheme
parkusingRFID,andimplementstestbedbasedontheproposed
model.Whenvisitorsenterthemeparkorbuyfoodsanddrinks
inthestore,theyuseRFIDtaginsteadofticket,moneyorcredit
card.Alsothissystem providesrealtimemonitoringsituationof
thetheme park fora numberofvisitorsthrough amusement
equipment,time,sexandatotalincomeinthemeparkandstore.



- 1 -

제제제 111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정보화 사회란 정보가 우리 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가치 창
조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사회이며,이러한 정보사회의 구성에 있어
서 컴퓨터는 가장 기본적인 매개체가 되었다.컴퓨터가 등장한지 불
과 수십 년밖에 되지 않았지만,그 영향은 기업경영과 과학기술은
물론이고 정치,교육,예술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엄청난 파급 효과
를 가져왔다[1].
오늘날 정보기술(IT)의 발달로 다양한 종류의 컴퓨터가 사람,사

물,환경 속으로 스며들고,이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인간의 삶
을 도와주는 유비쿼터스(Ubiquitous)환경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2차 세계 대전 중 처음 개발된 무선 인식 기술인 RFID(Radio

FrequencyIdentification)가 최근 유비쿼터스 진입을 위한 핵심기술
로 부상하고 있으며,우리 정부에서도 IT839의 중요 요소 중의 하나
로 지정하여 그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2000년대 들어서는
무선 인식기술의 중요성이 널리 확산되면서 RFID와 관련하여 다양
한 솔루션이 개발되었고,유통이나 물류,자산관리 등 산업분야 뿐
만 아니라,전자화폐나 신용카드 등 금융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적용
되어 왔다[2],[3].
RFID기술의 도입과 응용은 IT산업뿐만 아니라 전통산업으로 분

류된 물류,유통,국방,조달,건설,교통,제조,서비스 등 전 산업분
야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기존 산업구조
와 인간의 생활방식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산업분야
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RFID는 필요한 모든 것에 전자 태그(Tag)를 부착하여 사물의 인

식정보를 기본으로 주변의 모든 정보를 탐지하여 실시간으로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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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Network)에 연결하여 정보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4].
현재 RFID는 전파를 이용하여 태그를 장착한 객체를 리더기가

자동으로 인식하고 확인하는 기술로서 출입이 허가된 직원이나 방
문객을 출입시키는 출입관리,물류의 이동이나 창고내의 재고관리를
위한 유통 및 재고관리,차량의 도난방지와 자동 통행료 징수를 위
한 차량인식 기술,동물의 이동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과 위
치 추적이나 객체의 현재 상태를 감시하는 자동화 생산,공급망관리
등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5].
RFID기술의 발전추이와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RFID활성화 방

안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이에 본 논문은 RFID기술을 적용하
는 구체적인 대상으로 테마파크(ThemePark)를 선정하였다.테마파
크에 RFID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테마파크를 분류하고 테마파크별
로 적용 가능한 모델을 제시하고,테마파크의 종류에 따라 RFID 기
술을 적용하는 기법을 제안하였으며 실제 놀이공원형 테마파크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시스템을 테스트베드(TestBed)로 구현하였다.
본 논문은 테마파크를 관람형 테마파크와 놀이공원형 테마파크로

나누어 RFID기술을 적용한 모델을 제안한다.
첫째,RFID 기술을 적용한 관람형 테마파크는 전시품에 대한 소

개와 정보를 제공하여 입장객에게 테마파크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
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동반한 자녀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바일(Mobile)RFID 서비스가 가능하다.또한,작품의
위치,테마별 최적의 네비게이션(Navigation)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RFID 태그를 이용한 위치정보를 획득하는 기법을 포함한다.RFID
를 적용한 관람형 테마파크는 관리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테마파크
에 전시된 작품을 안내하는 인력을 보다 적게 배치할 수 있어 인건
비를 절감할 수 있고 입장객의 동향조사 및 테마파크의 특화 상품
개발에 유용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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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RFID를 적용한 놀이공원형 테마파크는 기존의 테마파크
관리 시스템이 다양하고 수시로 변화는 입장객의 요구를 충족시키
지 못하고 테마파크를 방문한 입장객이 놀이기구나 매장을 이용할
때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RFID 기술을 이
용한 놀이공원형 테마파크는 입장한 입장객의 수와 움직임을 실시
간으로 확인하고 놀이기구와 매장의 이용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
는 시스템으로 설계하고 구현하였다.입장객은 테마파크로 들어올
때 입장권 대신 RFID태그를 받아서 테마파크 안에 있는 모든 놀이
기구와 매장을 이용한다.놀이기구를 타거나 매장과 매점에서 음식
이나 음료,상품을 주문하고 편의 시설을 이용할 때 현금이나 카드
대신 RFID 태그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또한,놀이 공원 관리
시스템을 모니터링 하고 있는 관리자는 실시간으로 테마파크 안에
있는 입장객의 현황을 파악하여 테마파크의 직원을 적절히 배치할
뿐만 아니라 매장의 재고 관리와 수입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테마
파크 운영 계획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입장객은 놀이기구
를 타거나 매장에서 구입한 물건 값을 지불할 때 현금이나 카드 대
신 RFID 태그를 이용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보다 빠르고 쉽게 거래
할 수 있다.또한,이용객이 많은 테마파크에서 발생하는 분실사고
에 대한 위험도 줄일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제 2장에서 RFID의 특성과 종류 및 표준화와

기술 동향을 소개하고,제 3장에서 테마파크의 정의와 국내 테마파
크의 현황 및 테마별로 테마파크를 구분하여 살펴본다.제 4장에서
는 관람형 테마파크와 놀이공원형 테마파크에 적합한 RFID적용 기
법을 제안하고,제 5장에서 RFID 기술은 이용한 놀이공원형 테마
파크 관리 시스템 구현하고,제 6장에서 실험 결과를 고찰한다.끝
으로 제 7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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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장장장 RRRFFFIIIDDD 시시시스스스템템템

2.1RFID기술

2.1.1RFID등장 배경과 정의

최근 물류 업계를 중심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RFID기술
은 전파를 이용한 레이더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전파를 송신
하고 되돌아오는 신호로 물체의 종류를 식별하는 레이더 기술은 2
차 세계대전부터 시작되었다[6].
역사적으로 RFID 기술은 1935년 미국에서 레이더에 관한 연구

결과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2차 세계대전 당시 접근하는 비행물체
의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1960대 후반에 들어와서 핵과 같은
위험 물질을 감시하거나 가축관리,철도 차량 식별을 위해 RFID에
대한 연구가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1972년에는 Schlage
Electronics사에서 군용 섬유 유리 에폭시카드에 삽입되는 RFID 카
드가 개발되었다[7],[8].
군사목적 위주로 진행되던 RFID관련 기술개발은 1977년에 이르

러 LosAlamosScientific연구소에 의해 공공부분으로 확대되기 시
작했다.특히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Identronix연구소는 동물에
이식하여 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RFID 장치를 개발하면서 이러한
연구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국제 표준화 기구(ISO)의 표준으로 채택
되었다.
1980년 중반부터 RFID 기술연구는 태그의 저 전력화,장거리화,

저 가격화,소형화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1990년대 들어 RF기술
이 발전함에 따라 소형이면서 저렴한 가격,고기능의 태그가 개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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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Card,Label,Coin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출현하게 되었다.이
후 RFID 회로가 하나의 카드에 삽입될 수 있게 되면서 RFID 기술
은 허가되지 않은 접근에 대한 관리 및 보안 도구로써 각광받게 되
었다[9].
RFID 연구를 위해 미국은 MIT를 중심으로 북미지역 코드 관리

기구(UCC;Uniform CodeCouncil),국방부,기업 등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1998년 Auto-ID 센터를 설립하였다.이를 통하여 본격적
으로 RFID관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2003년에 관련 연구 결
과를 EPCglobal에 위임하여 RFID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일본은 동경대학의 사카무라 켄(SakamuraKen)교수를 중심으

로 ubiquitousID 센터를 설립하여 독자적인 RFID 관련 기술을 연
구하고 있다.국내의 경우 최근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를 중심으
로 관련 기술 개발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10],[11].
RFID에 대한 정의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미국은 최첨단 컴퓨

터와 소프트웨어 기술력과 BT(BiologicalTechnology),NT(Nano
Technology)를 접목하여 IT(InformationTechnology)를 새로운 차
원으로 발전시켜 유비쿼터스 세상을 구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
다.따라서 미국은 RFID를 자율적인 센싱과 통신 플랫폼 능력을 갖
춘,보이지 않는 ‘컴퓨팅 시스템’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EU(EuropeanUnion)는 RFID를 사물에 소형의 내장형 디바이스를
삽입하여 감지,인식,컴퓨팅 및 무선 통신 등의 기능을 지닌 정보
인공물로서 사물과 사물 사이의 협력적인 상황인식을 가능하게 하
는 행동이나 칩이라는 개념에서 통신기능을 부과한 컴퓨팅 또는 객
체 지향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일본은 광,무선,센서,초소형 기계장치,가전기술 등 일본이 강

점을 가지는 기술과 관련제품을 네트워크로 연결시킴으로서 유비쿼
터스를 구현하고자 한다.따라서 일본은 RFID를 TRON(The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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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Operating system Nuclear)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무엇이든,
어디서든’네트워크를 가능하게 하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의 ‘센서’
로서 RFID를 파악하고 있다.즉,전파를 통해 비접촉으로 사물의 상
태,속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다양한 사물들이 자유자재로 네트워크
를 구성하고 어떤 단말기를 가지고도,언제,어디서든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센서’라는 개념에서
접근하고 있다[12],[13].
각 연구기관의 RFID 정의는 두 가지 맥락에서 정리된다.MIT

AutoID 센터에서는 RFID를 ‘theinternetofthings’라고 정의하고
있다.이는 인터넷이나 또는 유사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태그가 부착
된 아이템을 원거리에서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Accenture통신/하이테크 연구소에 따르면 RFID는 초소형 프로세
서,메모리,안테나 등이 포함되어 있는 실리콘 기반의 전자 인식
태그로 무선으로 배터리 없이도 읽고 쓸 수 있으며 값싸게 만들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고 정의하고 있다.이에 반해,CNET Japan에서
는 물리적인 IC칩에 ID 정보를 저장하여 무선으로 읽어낼 수 있도
록 하는 기술로 정의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정보통신부는 U-센서 네트워크 서비스로서 RFID를

정의하고 있는데,이는 ‘사물에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각 사물의 정
보를 수집/가공함으로써 개체 간 정보교환,측위,원격처리,관리 등
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산업자원부는 RFID에
대해 ‘제품에 부착된 칩의 정보를 주파수를 이용해 읽고 쓸 수 있는
무선 주파수 인식으로 사람,상품,차량 등을 비 접촉으로 인식하는
기술’로 정의하고 있다[14].
국내 연구기관의 정의로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의 경우

‘Micro-chip을 내장한 Tag,Label,Card등에 저장된 Data를 무선
주파수를 이용하여 Reader기에서 자동 인식하는 기술’로 정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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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무선 주파수를 사용하는 소형
IC칩을 사용하여 비 접촉으로 사물을 인식하는 기술로서,사물의 위
치파악 및 경로추적을 통해 기업에게 실시간으로 제품의 상황에 관
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기술’로 설명하고 있다[15].
본 논문에서는 ‘사물에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각 사물의 정보를

수집/가공함으로써 개체 간 정보교환,측위,원격처리,관리 등의 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정보통신부의 RFID정의를 사용한다.

2.1.2RFID와 바코드

일상생활에서의 컴퓨팅 패러다임의 변화는 컴퓨팅의 주체가 사람
중심에서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물중심으로 확장된다.그러므로 앞
으로는 전자태그를 부착한 여러 장치들이 실시간 네트워크에 연결
되어 사물의 정보를 확인 하거나 상황정보를 인식하는 센서기술로
서 구체화될 것이다[16].
기존의 상품 인식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바코드는 매우 저가로

보급이 용이하지만 다량의 바코드를 인식하여 동시에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그리고 이는 수cm의 근접상태
에서만 정보인식이 가능하다.자동식별시스템의 혁명을 유발하였던
바코드는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진 반면,낮은 기억용
량,재 프로그램 불가,여러 상품 동시 식별 불가 등의 단점을 가지
고 있다.이러한 바코드의 단점을 해결하고 지금까지 유통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물품관리를 위해 사용된 바코드를 대체할 차세대 인식
기술로 꼽히는 것은 RFID기술이다[17].
IC칩 카드는 데이터 장치와 리더기 사이의 접촉여부에 따라 접촉

형과 비접촉형으로 나눌 수 있다.비접촉식 ID시스템을 RFID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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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이라 한다.RFID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물에 붙이는 태그에 고
유한 정보를 입력하고,리더기(Reader)를 통하여 이 정보를 읽고,기
존의 인공위성이나 이동통신망,인터넷 망과 연계하여 정보시스템과
통합하여 사용된다.RFID는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의 정
보를 초소형 칩에 내장시켜 이를 무선주파수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한 기술로서,‘전자태그’혹은 ‘스마트 태그’,‘전자 라벨’,‘무선식별’
등으로 불린다.
RFID는 상품과 단말기 사이에 접촉 없이도 짧은 시간에 많은 정

보를 송․수신할 수 있고,RFID의 태그는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
능하며,저장된 정보의 손상이 거의 없다.또한,복제가 거의 불가능
하며 카드의 손상률이 매우 낮다.RFID기술은 기존의 시스템을 대
체하며 바코드,스마트카드처럼 특정 매체가 담고 있는 정보를 자동
식별 및 데이터 수집을 목적으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특히
RFID는 무선 주파수의 특성에 의해 인식거리도 길고 동시에 다수의
태그 인식이 가능하며 데이터 변경과 추가가 자유롭다는 장점을 가
지고 있다.
RFID는 짧은 시간에 많은 태그를 인식할 수 있고,실시간 정보

의 인식은 물론 수 cm～수 m의 인식거리를 가지면서도 보안성과
활용도가 높다.현재 여러 무선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하는 시스템이
제시되어 상용화되고,태그가 점차 소형화,저가격이 예상되면서 사
물 인식 및 응용 환경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그러나
RFID는 태그의 가격이 바코드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리더기의
가격이 비싸 초기 투자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를 가
지고 있다.가장 큰 문제로는 소비자의 개인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들 수 있다.RFID와 바코드의 특성을 비교하면 다음 <표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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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RFID구성 요소

RFID 시스템은 리더기(Reader)와 자동인식태그(Transponder),
응용(Application)으로 구성된다[18].
RFID시스템의 구성은 다음 <그림 2-1>과 같다.

(1)리더기

리더기는 RFID를 부착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읽거나 쓰는 기능,
송․수신기에 대한 고주파 모듈,제어장치 및 자동인식태그에 대한
연결요소를 포함한다.리더기의 종류는 다음 <그림 2-2>와 같다.

구구구 분분분 RRRFFFIIIDDD 바바바코코코드드드
상품식별 개별상품식별 상품군 식별
부착범위 개별상품,팔레트 등 개별상품,팔레트 등
정보전달 실시간(동적) 배치방식(정적)
비 용 칩 가격(0.5～1$) 거의 없음
표준화 국제표준 제정진행 국제표준 있음
읽기/쓰기 읽기/쓰기 가능 1회 입력(인쇄)
정보량 많은 정보입력 가능 거의 없음
재활용(사용기간) 가능(약 10만 번 ;60년) 불가능
투과 가 능 불가능
인식거리 0～100m 0～50cm
인식속도 0.01～0.1초 4초
보완능력 복제불가 없음
card손상률 거의 없음 매우 작음

<표 2-1>RFID와 바코드 비교
<Table 2-1> Comparison of RFID and Bar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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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RFID시스템 구성
<Fig.2-1>ConfigurationofRFIDSystem

<그림 2-2>리더기 종류
<Fig.2-2>KindofReader

리더기에는 자동인식태그를 향하여 전파를 주거나 받아들이는 전
자회로 부분을 가지고 있다.리더기 내의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자동
인식태그로부터 들어오는 신호를 바꿔주거나 그 데이터의 신호를
검증하면서 기억 장치인 메모리에 저장하기도 하며 필요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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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나중에 송신하기도 한다.리더기에는 전파를 보내거나 받기 위한
안테나를 가지고 있다.안테나는 전파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전자회로
부분과 같이 케이스에 포장되어 있거나 혹은 전자회로 부분과 떨어
져서 안테나만 단독으로 케이스에 담겨 있는 경우가 있다[19].
대부분의 RFID 시스템은 용도에 맞게 설계되고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정해진 주파수와 안테나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안테나를 통
하여 리더기로부터 방사되어 나오는 전자기장은 적당한 크기의 전
자기장 대역폭을 가지고 있다.

(2)자동인식태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정보 파악을 위해 상품에 부착정보를 제공하
는 자동인식태그는 제품의 생산,유통,보관,소비의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자동인식태그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RFID의 핵심
기능을 담당한다.자동인식태그 내에는 다양한 용도와 요구에 맞게
만들어진 IC칩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리더기와의 통신을 제어
하고 있다.자동인식태그의 종류는 다음 <그림 2-3>과 같다.

사우나 물류,컨테이너 자동차 레저 의류

전자태그 타이어 운동화 Ear(가축의귀)베리칩(피부이식용)

<그림 2-3>RFID태그의 종류
<Fig.2-3>KindofRFID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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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인식태그가 안테나의 전자기장 내를 지나가면 리더기로부터
나오는 신호를 감지하게 되고 자동인식태그 내에 저장되어 있던 자
료를 리더기에 보내기 시작한다.리더기로부터 나오는 전파신호는
통상적으로 타이밍 정보를 자동인식태그에 보내면서 자동인식태그
가 작동하기 위한 전기적인 에너지를 제공하게 된다[20].자동인식
태그에 에너지가 가해지고 있는 동안에는 메모리 내의 위치와 주소
에 따라 정해진 순서대로 일의 과정을 밟게 된다.각 메모리 위치에
저장된 데이터는 리더기에 다시 보내지게 되며 메모리 내에 많은
위치를 지정해 두었다면 이 일은 반복해서 차례대로 진행된다.

(3)응용

RFID의 응용 부문은 4단계를 거쳐 단일화된 표준에 의해 개발되
고 저가의 태그가 공급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시성을 확보하여 추
적이 가능한 체계로 발전하고 있다.RFID의 응용 부문의 단계별 특
성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1단계(-2002):폐쇄적 응용

버스카드나 건물 출입 등 이미 성숙된 부문에 적용되고,기업들
은 제한된 물품이나 특정한 창고나 소매점에서 적용한다.제한된 기
술이나 다양한 RFID시스템에 의해 데이터가 상호 운용된다.

2)2단계(2002-2004):개방된 표준 기반 폐쇄적 파일럿 응용

표준 개발에 참여하는 몇몇 업체들에 의해 제한적 부문에 표준을
적용한 응용이 개발되고,표준의 개념 증명 차원의 프로젝트가 진행
되고 향후 비즈니스 전략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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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단계(2004-2007):개방된 표준에 의한 RFID응용

상당수의 기업들이 표준에 기반한 개방된 시스템을 개발하고 표
준에 의해 개발된 시스템들 간의 상호운용성이 확보된다.

4)4단계(2007-2012):새로운 프로세스 및 전략 생성

2007년경 RFID기술이 성숙함에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전략이 생겨나고,개별 상품 수준에서 RFID태그가 부착되며 자
동 계산 시스템이 도입될 것이다.

RFID는 공급망관리(SCM),전사적 자원관리(ERP)와 같은 응용
서비스에 이용된다.자동인식태그나 리더기에서 정보를 수집,정리,
처리하고 중앙 정보처리시스템에 전송하고,하위 장치들을 통제한다
[21].

2.2RFID특성 및 종류

RFID 시스템의 종류와 용도를 구분하는 기준은 동작 주파수,물
리적 결합 방법,시스템의 적용 범위라고 한다.135㎑ 이하의 저주
파부터 5.8㎓에 이르는 마이크로파 범위까지 다양한 주파수를 사용
하고,식별거리는 1cm에서부터 100m까지 다양하다.그러나 100m까
지 ‘전자 추적표’의 정보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내장 전원이 필요하
다.종류에 따라 수 바이트만의 정보를 담을 수 있기도 하며 운영체
제를 탑재할 수도 있다.1mm 이하의 ‘전자 추적표’부터 10cm가 넘
는 것까지 크기와 모양은 제각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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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인식 확인하는 작업이나 데이터 수집을 위한 미래형 신
기술인 RFID를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능률과 생산성을 개선된다.손을 사용하지 않고 전자동으로

인식 확인,집계,분류,추적,발송 등이 가능하고 데이터의 수집과
확인 작업을 개선하여 실수를 줄이고 낭비를 막아준다.재고품의 조
종을 개선하여 물적 취급의 개선,창고 보관 작업,자산의 관리업무
등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진다.이동하는 모든 작업 제어의 자동화
를 제공한다.
둘째,수익성도 증대된다.운영비와 생산비가 감소되고,인건비를

절감하고,다른 자동화 인식 장치들과 비교하여 유지 보수비가 적
다.
셋째,고객에 대한 만족감이 증대된다.경영과 고객에 대하여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이에 대응하는 태도를 개선하여 양질의
생산품을 제공하여 경쟁할 수 있는 가격을 유지한다.또한,최첨단
의 기술을 사용하면서 고객을 위하여 고객이 필요로 하는 현재와
미래의 비전을 제시한다.

2.2.1태그 종류

RFID의 태그는 전원 공급의 유무에 따라 전원을 필요로 하는 능
동형(Active)과 내부나 외부로부터 직접적인 전원의 공급 없이 리더
기의 전자기장에 의해 작동되는 수동형(Passive)으로 구분된다.

(1)능동형 태그

능동형 태그는 전원을 꼭 필요로 하는 타입으로서 외부로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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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전원을 공급 받거나 어떤 비금속성 케이스 내에 태그와 같이
내장된 배터리의 전원으로 동작을 하게 된다.이 시스템의 장점은
리더기의 필요전력을 줄이고 일반적으로 리더기와의 인식거리를 좀
더 멀리 할 수 있다는 것이다.부정적인 요인으로 본다면 배터리를
사용함으로써 작동시간의 제한을 받으며,확실한 환경에서만 사용되
고 수동형 태그의 장치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

(2) 수동형 태그

수동형 태그는 내부 혹은 외부로부터 직접적인 배터리의 전원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오직 리더기로부터 나오는 전자기장에 의하여 작
동 에너지를 얻게 된다.수동형 태그는 능동형 태그에 비하여 매우
가볍고 저렴하면서 반영구적이다.인식거리가 짧고 리더기가 좀 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다는 단점이 있다.

읽기와 쓰기 기능에 따라 Read-Write,한번 쓰고 많이 읽을 수
있는 Write-once/Read-many,읽기만 하는 Read-only타입으로 나
눌 수 있고 능동형이나 수동형 양쪽에서 적용된다.

(3)Read-Write

보통 정상적인 동작 상태에서 메모리 내에 저장된 데이터를 필요
에 따라 수시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예를 들면 고속도로의 요금징
수 전화카드 혹은 은행의 지불카드 등에 이용될 수 있다.이
Read-Write태그는 일반적으로 WORM 태그나 Readonly태그에
비해서 훨씬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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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Write-once/Read-many

이 태그는 한번만 입장객 요구에 맞도록 쓸 수 있다.제조공장에
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도 1개의 bit씩 데이터가 태그내의
메모리에 쓰여 진다.한번 쓰여 진 데이터는 절대 바꿀 수가 없다.
이 태그는 Read-Write태그들 보다는 조금 저렴하다.

(5)Read-only

제조공정에서 제조 회사 기준으로 세계에서 유일한 코드번호를
부여해 쓰게 되면 절대로 수정할 수 없다.Read-only장치들은 컴
퓨터상에서의 신뢰도를 높이거나 사람이나 기타 물건들에 관한 확
인 작업에 관하여 타당성 있는 정보를 가공하기 위한 컴퓨터 내의
기억장치에 최적의 상태를 제공하고,Read-Write장치나 WORM
장치들에 비하여 매우 저렴하다.

읽기와 쓰기 기능에 따른 RFID 태그의 종류와 주요 특징 및 전
원 공급의 유무에 따른 RFID태그의 종류와 주요 특징을 정리한 것
은 다음 <표 2-2>와 같다.

2.2.2.주파수에 따른 RFID분류

RFID시스템은 무선자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되는 주파수 대
역에 따라 구분되기도 한다.RFID 시스템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고주파 대역인 850㎒～950㎒대를 쓰거나 2.4㎓～5㎓대를 사용
하는 분야,중간 주파 대역인 10㎒～15㎒대를 사용하는 분야 그리고
저주파 대역인 100㎑～500㎑대를 사용하는 분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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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RFFFIIIDDD 방방방식식식별별별 구구구분분분 주주주요요요 특특특징징징

태그
Read/
Write
능력

Readonly ․ 제조 시 프로그래밍,정보내용은 변경 불가
․ 가격 저렴,바코드와 같이 단순인식 분야사용

WORM ․ 입장객이 데이터를 프로그래밍하며 프로그래밍
한 후에는 변경이 불가

Read/Write․ 몇 번이고 프로그래밍 및 데이터 변경 가능
․ 고가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고도의 활용이 가능

태그
전원
유/무

능동형
(Active)

․ 태그에 배터리가 부착,수십m 원거리 통신용
․ 가격 고가,수명 제한,UHF대역 이상에서 사용

수동형
(Passive)

․ 태그에 배터리가 없고,10m 이내 근거리 통신용
․ 가격 저렴,수명 반영구적(약 10년 이상)

<표 2-2>RFID태그의 종류와 특징
<Table2-2>KindsofRFIDTagandCharacter

(1)고주파 대역

고주파는 주로 멀리 떨어져 있는 태그를 인식하거나 고속으로 이
동하고 있는 태그의 상태를 요구하는 쪽에 사용하게 된다.예를 들
면,기차나 자동차의 감시 또는 고속도로의 요금 징수 시스템에 적
당하다.시스템 장비가 고가이고,태그를 인식하기 위한 정확하고
정밀한 조준 작업을 요구하는 단점이 있다.

(2)중간주파 대역

13.56㎒를 사용하여 출입 통제 보안이나 스마트카드 등에 적용하
여 많은 양의 데이터를 옮겨주고 받는 응용 분야에 이용된다.국내
에서 버스 카드,지하철 카드도 이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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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저주파 대역

저주파 대역을 이용하는 시스템은 주로 짧은 거리의 인식을 요구
하거나 저렴한 시스템 가격을 요구하는 분야에서 이용된다.이 시스
템은 출입 통제 보안,동물의 개체별 인식작업,작업의 자동화,재고
관리,재고자산 등의 조사에 사용된다.
주파수 대역별 이용 특성에 대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100㎑～300㎑ 사이의 저주파 대역은 인식거리가 2m 이내로
짧고 인식 속도도 느리지만,태그 가격이 저렴하여 자동차 도
난 관리,출입통제,축산물 관리 등에 사용된다.

2)10㎒～15㎒ 사이의 고주파 대역은 수동형 태그 중심의 상호유
도 방식을 적용한 중저가 형으로서 비금속 장애물의 투과성
이 우수하여 교통카드,공정관리에 활용 가능하며 향후 도서
관,임대 시장에서 적용 가능하다.

3)433㎒ 대역은 능동형 태그에 기반으로 하는 전자기파 방식을
적용하여 컨테이너 관리용 주파수로 국제표준인 ISO/IEC
18000-7이 확정되어 있다.미국은 컨테이너 관리용으로 사용
하고 있으며,모든 수출입 컨테이너에 사용을 검토 중이다.한
국은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04년 10월에
433㎒ 대역을 아마추어무선국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분배하기로 결정했다.

4)860㎒～930㎒ 대역은 전 세계적으로 유통 및 물류 등의 분야
에 가장 적합한 대역으로 전망되고 있다.국내에서는 글로벌
물류·유통 RFID용 908.5㎒/914㎒를 분배하였다.

5)2.45㎓ 마이크로파 대역은 빠른 인식속도를 가지지만 고가 형
으로서 위조 방지 등에 활용 가능하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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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별 RFID의 특징은 <표 2-3>과 같고,주파수 대역에 따른
RFID의 적용분야는 <그림 2-4>와 같다.주파수 대역에 따른 RFID
적용 사례는 <그림 2-5>와 <그림 2-6>과 같다.

RRRFFFIIIDDD 방방방식식식별별별 구구구분분분 주주주요요요 특특특징징징

무선
주파수
대역

135㎑이하 ․ FA용,동물인식 등 근거리 용도로 활용
․ 시스템 가격이 저렴

13.56㎒ ․ IC카드,신분증 등 1m 이내에서 활용 가능
․ 데이터 전송상의 신뢰성이 높음

UHF파 ․ 433㎒(active),860-960㎒ 대역을 이용
․ 마이크로파 대역에 비해 무선인식 성능이 우수

마이크로파 ․ 2.45㎓의 ISM 대역 이용
․ 수분,금속 환경에서 인식률 저하

기타
․ 응용분야에 따라 Application(데이터/메시지),
Communication(태그/리더간 통신), Transport
(무선 주파수 대역)의 3가지 layer로 구분 가능

<표 2-3>주파수별 RFID태그 특징
<Table2-3>RFIDTagsCharacterbyFrequency

<그림 2-4>주파수별 RFID적용 분야
<Fig.2-4>RFIDApplicationFieldby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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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분분야야야 응응응용용용 예예예

출입/주차
/근태관리

출입통제 순환관리 주차관리 자판기사용 근태관리 식당관리

교통/용기
/가축/기
록관리 가스용기 가축 기록경기 애완동물 지하철승차 버스승차

티켓/회원
관리

스키장 라카룸 세탁소 음반점 티켓예매 공연/전시

유물/도서
/의류/물
류관리 유물 도서 물류 우편물 수하물 의류

<그림 2-5>125/134㎑,13.56㎒ 주파수별 적용 예
<Fig.2-5>ExampleofApplicationby125/134㎑,13.56㎒

분분분야야야 응응응용용용 예예예

공장자동
화/차량/출
입/폐기물 생산공정 자동차공정 주차관리 차량관리 출입통제 폐기물

물류/운송/
교통

배송 재고 컨테이너 야적장 교통통제 도로요금

<그림 2-6>900㎒,2.45㎓ 주파수별 적용 예
<Fig.2-6>ExampleofApplicationby90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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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태그는 전파를 이용하여 복수의 태그를 한 번에 읽거나 멀
리 떨어진 장소로부터 해독 가능하다.태그에 부착된 물건이 포장지
내에 들어 있어도 인식이 가능하며 이동 중에 읽기/쓰기가 가능하고
한번 기록된 정보에 새로운 정보의 추가,교정이 가능하다.내구성
이 우수해서 온도,습도,진동에 강하고 수명이 길다.결국,RFID는
AutoID System의 한 분야로서 마이크로 칩과 안테나가 내장된 태
그를 사물에 부착하고 무선 주파수를 이용하여 사물과 리더기 사이
의 데이터 통신을 가능하게 하여 사물의 내역확인,이송 경로 추적,
실시간 이력 관리 등을 할 수 있는 기술이다[23].RFID와 바코드,
스마트카드의 특성을 비교하면 <표 2-4>와 같다.

바바바코코코드드드 스스스마마마트트트카카카드드드 RRRFFFIIIDDD

주파수/통신방식 적외선 13.56㎒ 125㎑
13.56㎒～2.45㎓

인식거리 0～50㎝ 50㎝ 0～100m
(수동:0～10m)

인식속도 4초 1초 0.01～0.1초
가격 ～1센트 3～5$ 25c～5$(5c목표)
적용 영역 사물 사람 모든 객체
형태 특수프린트 용지 카드 라벨,Stick,Card,...
투과가능성 불가능 불가능 가능(금속 제외)
데이터 기록 불가능 가능 가능

<표 2-4>바코드,스마트카드,RFID특성
<Table2-4>CharacteristicofBarcode,SmartCard,RFID

2.2.3RFID의 응용 분야

RFID는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현재 사용되고 있으며,좋은 응용
분야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24]～[26].RFID는 그 응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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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너무 많고 광범위하므로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1)출입관리

비 접속식 카드/배지는 직원이나 방문객에게 발행되고 RF리더
기는 출입문이나 주차장 출입구 및 기타 건물 내부 출입에 관한 통
제를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 설치된다.출입이 허가된 직원이나 방
문객이 리더기 근처에 근접식 카드/배지를 접근시키면 출입문이 자
동으로 열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이 시스템은 지정된 시간 내에
서만 특정한 구역의 출입을 조정하거나 휴가 기간이나 공휴일 등에
맞게 출입에 대한 허가를 임의로 변경시킬 수 있다.병원이나 요양
소 등에서는 환자의 이동을 추적하여 환자를 통제할 수 있다[27].

(2)재고관리

대부분 물류의 이동이나 재고관리의 경영 혁신을 위해서 RFID를
이용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각각의 품목별이나 전체 팔레트
(Pallet)의 품목들은 쉽게 이동 상태가 추적된다.지게차에 리더기를
장착하면 임시로 팔레트를 올바르게 실었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다.
리더기가 장착되어 있는 구역 내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물품 명세서
의 리스트들은 물건들의 도착과 선적에 관한 사항들이 직접 반영되
어 즉시 현재 최신의 정보로 바꾸어 준다.컨베이어 시스템에 리더
기가 장착되어 있다면 각종 품목들이 리더기 근처를 지나가는 동안
자동적으로 물품 명세서에 대한 변동 사항도 즉시 수정 입력될 수
있다[28],[29].



- 23 -

(3)스키장 리프트

유럽과 일본 미국에 있는 많은 스키장들은 스키 리프트 요금 징
수의 한 방법으로 RFID 태그가 포함된 입장권을 사용하고 있다.
RFID를 입장권으로 이용한다면 스키어들이 수시로 스키보드와 같이
리프트를 타거나 산에 오를 때 종업원이 매번 수동으로 리프트 티
켓을 검사할 필요가 없다.RFID 태그를 포함한 리프트 티켓을 상의
주머니 어딘가에 소지하고 리더기가 설치된 입구를 지나가기만 하
면 자동적으로 검표가 된다.그 티켓은 음식을 주문하거나 숙소 사
용료,장비대여,주차 혹은 매장에서의 기념품을 구입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스키장들은 어떤 신분의 스키어들이 어느 날,어떤
스키장을,어떤 시설을 이용했는지 등의 통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4)차량도난방지

자동차 제조 회사들은 차량 도난방지를 위하여 RFID 기술을 이
용하고 있다.시동 장치에 RF리더기가 연결되고 자동차 시동을 거
는 동안 RFID 태그에 주어진 고유번호를 RF리더기가 읽게 된다.
등록된 고유번호가 전자 컨트롤 장치에 보내어지지 않는다면 시동
은 걸리지 않게 된다.태그는 시동키 내부에 같이 있거나 열쇠고리
혹은 운전자가 지니고 다닐 수 있는 별도의 형태로도 가능하다.
도난 방지를 위한 이런 방법은 다양한 종류의 자동차,보트,제트

스키,스노우모빌,트랙터,혹은 모터사이클 등에도 적용될 수 있다.
외국에서 수입된 일부 자동차에는 이미 이러한 장치가 되어 있으며
국내 제작된 수출차량에도 장착되고 있다.특히 유럽으로 수출되는
차량에는 반드시 이 장치를 부착하여야 되며 이제 내수용 차량에도
이 장치를 부착할 것으로 본다[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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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자동 차량인식

외국에는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도로에서 이미 RFID장비가 많
이 이용되고 있다.RFID태그는 대부분 금속성의 방해를 받지 않는
자동차의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게 된다.일반적으로 눈이나 서리를
제거하는 전열선이 있는 뒤 유리창에는 태그를 부착하지 않는다.전
열선이 태그 전파 송수신을 방해하며 그 성능이 현저히 저하되기
때문이다.리더기는 요금 정산소에 설치되고 태그를 부착한 차량이
그 곳을 빠른 속도로 주행한다.매번 그 곳을 통과할 때마다 정해진
요금은 자기계좌에 누적되고 일정한 기간마다 입장객에게 사용요금
을 청구하게 된다[32].
RFID 시스템은 요금 정산소의 교통 혼잡을 줄이고 원활한 차량

흐름을 개선할 수 있다.운전자들은 요금 징수에 대하여 더 이상 시
간을 낭비하거나 차량 병목현상에 대해서 신경 쓸 일이 없을 것이
다.같은 개념으로 주차장이나 차량정비소에도 사용되고 있다.아파
트 건물,병원,대학교,사무실 건물 및 비행장 등에도 출입 통제와
선별 주차위치 선정 등과 같이 다양하게 이용된다.

(6)동물 확인

RFID는 동물의 이동이나 동물개체 확인 등과 같은 분야에도 이
용되고 있다.국내에서는 유리 캡슐형 태그를 말의 목에 주사 바늘
로 체내에 주입하여 마사 관리에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 가장 공식
적인 응용 예라고 볼 수 있다.개나 고양이와 같은 애완동물 등에
대하여는 위에서 말한 소형 유리 대롱형의 태그를 체내에 주사기로
주입하게 된다.이때 동물에 따라 주사기로 주입할 위치가 다르게
정해진다.이는 다년간 연구한 결과 최적의 위치를 찾아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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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분야에서는 이어택(EarTag)이라고 부르는 RF태그를 동
물의 귀에 메어 농장주나 농부들은 각각의 동물에 대한 혈통,태어
난 날짜와 장소,면역성에 관한 자료 등 기타 필요로 하는 정보를
RF 태그의 번호를 기준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게 되었다.각
동물들에게 이용되는 태그는 개별동물에 대한 번식 내력,이동 상
황,면역성 등에 관한 내용 등을 일괄 관리할 수 있다.또한 동물을
이용한 연구소에서의 동물관리 번호를 태그로 대치한다면 정확하고
자동적인 임상 실험 결과 수치를 표출할 수 있다.

2.3RFID표준화 및 기술 동향

2.3.1RFID표준화 동향

RFID의 표준화는 표준화 대상에 따라 분류되고,동물 및 사람,
사물에 따라 표준화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기존에 사람이나 동물
에 대한 표준화는 이미 만들어졌는데 비해 사물에 관련된 표준은
최근 들어 매우 빠르게 표준화가 진행 중이다[33],[34].
RFID 기술 표준화는 국제 표준화 기구 ISO와 국제 전기표준 회

의 IEC의 합동기술위원회(JTC1)안의 SC31의 WG4에서 추진되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SC31/WG4내에 다시 4개의 하위 부서가 있어
분야별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시스템 간의 프로토콜 표준화는
SG1,RFID 태그의 유일식별을 위한 번호부여 방법 표준화는 SG2,
RFID 시스템의 핵심인 주파수 기술규약(Airinterface)의 표준화는
SG3에서 각각 진행되고 있다.
또한 RFID 활용을 위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ARP그룹이 있어 표준적 응용조건도 논의되고 있다.한편 ISO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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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해당 기술위원회(TC)에서는 컨테이너,식별카드,포장 등 실제
구체적인 적용분야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이 TC들은 모
두 JTC1/SC31과 상호 협력 관계를 갖고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1)주파수 표준화

주파수의 경우 현재 5개 주파수 대역을 중심으로 총 14종의 표준
안이 2004년 4월 RFID시스템 기술의 주파수 부분으로 표준화 되었
다.현재,미국,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135㎑이하,13.56㎒,433
㎒,860～930㎒,2.45㎓ 대역에서 RFID를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902～928㎒ 대역을 RFID 주파수로 사용 중이고,유럽은

865～868㎒ 대역을 RFID 주파수로 추가 허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
다.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860～930㎒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사
용하고 있다.일본의 경우 950～956㎒ 대역을 RFID용으로 할당하고
2.45㎓ 대역은 유비쿼터스 기반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존 시티폰에 할당하였던 910～914㎒ 대역

을 RFID용으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분배하고 있다.국내에
서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한국 RFID/USN 협회,RFID 산
업화 협의회를 중심으로 RFID 관련 표준화 그룹이 구성되어 RFID
기술의 다양한 방면에서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각각의 표준화 그
룹은 RFID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네트워크와 응용 및 보안
관련 분야 등 세분화된 요소 기술별로 소분과를 설치하여 표준안을
작성하고 있으며,2005년 2월 창립된 MobileRFID포럼에서도 2006
년 현재까지 약 30건 이상의 포럼 규격이 제정되었다.제정된 포럼
규격은 TTA에 상정되어 관련 프로젝트 그룹의 심의를 거쳐 TTA
단체 규격으로 추진되는데,현재까지 이러한 과정을 통해 17건의 규
격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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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무선 바코드 체계

유럽과 미국의 바코드 통합관리기구인 EAN(European Article
Number).UCC(Uniform CodeCouncil)는 860～930㎒대역 ISO 표준
기반 무선 바코드체계(GTAG;GlobalTAG)의 정립을 위해 태그에
저장되는 바코드 데이터 포맷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EAN과 UCC가 총 800만 달러를 출자해 MIT AutoID센터를 흡

수해 설립한 비영리 기구인 EPCglobal은 전자상품코드(EPC ;
ElectronicProductCode)의 보급과 EPC시스템의 표준화,코드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EPCglobal에서는 상품마다 96bit의 EPC 코드를 붙여 상품에 관

한 생산정보나 유통 이력 등을 인터넷을 통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96bit의 경우 1600만 제조자번호와 2억 7천만 상
품번호 및 687억 개의 상품 시리얼 번호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006년 모스크바에서 개최한 RFID 표준화 총회에서 ‘EPC
Gen2’가 최종 투표를 통해 세계 표준으로 선정되었다[35],[36].EPC
코드의 체계는 <그림 2-7>과 같다.
산업계의 자발적인 RFID 규격 단체로서 EPCglobal이 사실상의

산업계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다.미국 MIT를 중심으로,북미지역
코드관리기관(UCC), 미 국방성(DoD), Gillette, P&G(Proter &
Gamble)등 100여개 기관들이 협력해서 1999년 Auto-ID Center를
설립하여 RFID기술연구를 추진하기 시작했다.Auto-ID Center는
2003년 9월 EAN.UCC의 통합단체로 흡수되면서 RFID 기술 보급
및 활성화 중심의 현 체제로 전환되었다.현재 월마트(Walmart)를
비롯한 유통업체들과 미 국방성,다수의 리더와 태그 제조업체들이
EPCglobal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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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EPC코드 규격
<Fig.2-7>StandardofEPCCode

EPCglobal에서 규격을 제정하고 있는 분야를 살펴보면,UHF대
역의 주파수 기술규약(Air-interface),EPC태그 데이터 규격,RFID
리더에서 수집된 이벤트의 처리,ONS및 EPCIS라 불리는 디렉터리
서비스와 정보 저장소,그리고 보안과 API등에 대한 규격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EPCglobalC1G2프로토콜은 현재 900MHz대역의
de-facto 표준으로 받아들여지며 현재 ISO 18000-6C에 반영되어
2006년 하반기에는 IS로 발간될 예정이다.

(3)주파수 기술규약

RFID는 전파를 이용해서 RFID 태그와 리더기가 통신하기 때문
에 통신방식 등의 물리적인 규약과 함께 우선 사용하는 전파의 주
파수 대역을 표준화해야 한다.유통물류의 흐름이 국경을 넘어 이루
어지기 때문에 글로벌한 관점에서 공통의 RFID태그를 사용하는 것
이 요구되면 따라서 상품에 붙여지는 RFID 태그에 대해 국제적인
표준규격의 사용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RFID 태그와
리더기 간의 사용 주파수대가 각국의 전파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으
므로 국제표준화에 있어 큰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다수 국가의 찬성으로 국제표준이 제정될 때 해당 주파수

대역을 사용할 수 없는 일부의 국가는 향후,국제적 유통물류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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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류를 따를 수 없어 유통물류 산업에서 국가 경쟁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기술적인 관점에서 어느 주파수대를 사용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전파의 도달거리,지향성,안테나 사이즈 등의 기술
적 요소를 검토해야 한다.주파수 기술규약에 대한 국제표준화는
RFID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2006년 모스크바에서 개최한 RFID표준화 총회에서 세계 표준으

로 선정된 ‘EPCGen2’는 ‘ISO/IEC18000-6(860㎒-960㎒의 UHF대
역 RFID 주파수 기술규약 통신)’에 편입시킬 방침이며 국내 기술표
준원도 이 표준을 국가 표준으로 제정하기 위한 작업하고 있다.국
제적으로 유통되는 상품이나 물품 등에 붙는 RFID 태그는 세계 공
통의 표준이 없어 4～5가지로 혼용되어 국가 간의 상호 호환성 문
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으나 이번 총회에서 하나의 표준으로 통합
함에 따라 전 세계 어디에서도 혼동 없이 태그를 인식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RFID산업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3.2RFID이용 현황 및 시장 동향

미국의 유명한 유통업체인 월마트의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 ;
ChiefInformationOfficer)인 린다 딜만은 2005년 6월 100대 공급업
체를 대상으로 팔렛트와 케이스에 태그 부착을 의무화시켰다.월마
트 캐나다는 16개 공급업체와 함께 공급업체의 상품을 추적하는
RFID 시범사업을 진행하여 2007년까지 계속될 예정이다.월마트가
RFID를 국제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하면 현지 공급업체와 유통업체들
도 따라서 이 기술에 관심을 갖게 되어 캐나다 제1의 식품,잡화,
의약품 유통업체인 랍로 컴퍼니즈는 이미 RFID 시범사업을 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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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축구연맹(FIFA)은 터무니없는 가격에 거래되는 암표를 근절
하기 위한 방편으로 월드컵 입장권 구매를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에
게 이름,주소,여권 또는 개인 식별번호를 입력하게 하였다.경기장
에 들어갈 수 있게 된 320만 명에게 필립스 마이페어(Philips
MiFare)13.56㎒ HF칩이 내장된 입장권이 전달되었다.
RFID 도입의 효과는 35～600유로(45～750달러)의 입장권 위조나

재판매가 불가능하게 되고,입장권 소지자는 경기장 입구에서 입장
권 판독을 통해 본인의 신분을 확인 받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도난
입장권은 쓸모가 없었고 입장권 재발급 시에도 원 주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유효한 입장권이 RFID 판독기를 통과하면 문이 자동으
로 열려 개막식에 참석한 관중 7만 명이 불과 2시간 만에 RFID 출
입구를 통해 모두 입장하였다.
미국은 관세청,국방부 등 공공부문에서 RFID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미국 관세청은 2005년 미국으로 수출되는 컨테이너에 RFID칩
을 부착하였고,미국 국방부는 2006년 주요 군수물자 납품업체를 대
상으로 RFID프로젝터 추진하고 있다.
국내는 조달청에서 바코드 중심의 물품관리시스템을 RFID를 통

해 전자화,지능화하고,국방부에서는 특별관리가 요구되는 탄약관
리 업무에 적용할 예정이다.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수입 쇠고기
의 수입통관시점에서 가공·유통·판매 과정을 RFID 태그를 통해 추
적관리하고 행정기관과 소비자에게 원산지 및 검역정보를 제공한다.
산업자원부는 수출입 컨테이너 반 출입 업무에 RFID를 도입하여 수
출입 무역망 정보와 연계하여 수출입 국가물류 인프라를 지원한다.
국내에서 RFID는 대중교통 요금징수 시스템으로써 그 자리 매김

을 하고 있으며,앞으로 그 활용 범위가 유통 분야뿐 아니라,동물
추적 장치,자동차 안전장치,개인 출입 및 접근 허가장치,전자요금
징수 장치,생산관리 등 여러 분야로 확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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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세계시장에 대한 VDC(VentureDevelopmentCorporation)
의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RFID 시스템 매출액은 2002년 9억 6,500
만 달러이고,최근 2～3년간 RFID에 대한 시장성장이 둔화되었지만
연평균 24%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RFID 시스템 매출액을 지
역적으로 보면 미국이 48%,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이 35%,아시
아가 1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아시아와 유럽의 시장 성장속도
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37].
시장조사업체인 IDC는 RFID 세계시장 규모는 2003년 11억 달러

에서 2010년 100억 달러로 연평균 37.1% 고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RFID시장규모를 예측한 것은 <그림 2-8>과 같다.
국내의 경우 아직 명확한 시장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이

나 한국 RFID/USN협회의 관련업체 수요 조사에 따르면,2005년
RFID 관련기업 추정매출은 2901억 원으로 2004년도 1236억 원의
배를 넘었고,2006년 예상매출은 5242억 원으로 연평균 100% 성장할

<그림 2-8>RFID시장 규모 예측
<Fig.2-8>RFIDMarketScaleFore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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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상한다.RFID도입 잠재기업 1500여 곳을 대상으로 한 설
문에서 RFID에 대한 수요기업의 인지도는 91.7%로 2004년에 비해
실무 층의 관심이 18.7% 늘어난 77.8%,최고경영층은 9.7% 증가한
60.7%이다.전체 528개 응답 기업 중 지난해 RFID 예산을 편성한
기업은 195개였으며,규모별로는 5억 원 미만이 176개로 90%이다.
편성예산과 소요예산을 비교한 결과 5억 원대가 가장 많았고 RFID
예산을 편성하는 기업도 늘었다.민간부문 예산은 2005년 594억 원
에서 올해 674억 원,2007년 742억 원으로 늘어나고,공공부문은 같
은 기간 163억 원에서 213억 원,315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38].

2.3.3국내외 RFID기술 동향

(1)900MHz수동형 RFID기술

수동형 태그는 별도의 전지 없이 리더로부터 송출되는 전자파를
정류하여 전원으로 이용한다.즉,리더로부터 송출되어 태그에 도달
하는 전자파의 세기에 의해서 태그의 인식 범위가 제한된다.
EPCglobal의 C1G2(class 1 generation 2) 프로토콜이 현재

900MHz대역의 국제 단일 표준인 18000-6TypeC로 확정하기 위
해 개정 중이다.C1G2규격은 기존 EPC규격에 비해 높은 인식속
도와 동시에 태그를 액세스할 수 있는 다중 리더 기능,유연한 태그
식별 프로토콜,보안 기능의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술적 우위
를 갖는다.

(2)모바일 RFID기술

모바일 RFID는 RFID 리더에 이동성을 부여하여 언제 어디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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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사물과의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유비쿼터스 시대의
핵심기술이다.우리나라는 900MHz주파수를 채택하여 1m에 가까운
장거리 인식 능력으로 인해 종합적인 서비스 및 사업적 특성이 뛰
어나다.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삼성전자는 2005년 10월에 열린
RFID/USN korea전시회에서 모바일 RFID 서비스를 시연하였으며,
2007년 국내 상용서비스를 위한 단말내장용 리더 칩을 개발 중이다.

(3)반 능동형 RFID기술

반 능동형 RFID기술은 기존 수동형 RFID태그에 자체 전원 공
급을 위한 박막 형 전지를 부가하여,인식률을 개선하고 부착물체의
영향을 보완하여 인식거리를 2배 이상 향상시킨 것이다.반 능동형
태그는 센싱 기능을 추가하여 식의약품 관리,혈액 관리,자동차 및
교통 분야,환경 관리 분야 등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저
가형 반 능동형 RFID센서 태그는 수동형 태그가 성능 면에서 차지
할 수 없고 능동형 태그가 가격 면에서 담당할 수 없는 응용 분야
에서 최소의 가격으로 최대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현재 반 능동
형 RFID 기술과 관련된 국제 표준은 ISO산하의 JTC1/SC31/WG4
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다.

(4)433MHz능동형 RFID기술

능동형 RFID태그는 자체적으로 내부 배터리 및 송신 장치도 내
장하고 있어 스스로 송신할 수 있는 RF 단말 장치이다.능동형
RFID태그는 비교적 긴 인식거리를 가지므로 공항이나 항만의 팔레
트,컨테이너 관리,공장의 부품 관리 등의 자산 추적 관리 시스템
에 주로 활용된다.433MHz능동형 RFID 태그는 일반 자산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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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컨테이너 관리 태그와 컨테이너 보안 관리를 위한 전자봉인
(eSeal)태그로 구분할 수 있다.
컨테이너 관리에 활용되는 능동형 태그는 배터리를 교체하면 재

사용이 가능한 것이 대부분이다.eSeal은 기계적인 봉인장치와 능동
형 RFID가 결합된 형태로 eSeal의 파손유무 확인,물리적인 보안,
데이터 정보 처리 등이 가능하다.eSeal의 주파수로는 433MHz,
916.5MHz,2.45GHz등이 사용되며,최근에는 국내 기업에서도 제작
되고 있다.433MHz능동형 RFID의 국제 표준은 ISO/IEC JTC
1/SC31에서 무선 규격 및 적합성 관련 기술 표준들을 제정하고 있
으며,이의 응용 표준인 eSeal은 ISOTC104에서 진행 중이다.

(5)RFID미들웨어 기술

RFID 기술을 다양한 응용 분야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리더기로부터 인식된 RFID 태그 데이터를 수집하여 중복된 정보들
을 제거하고 의미 있는 정보만을 응용 프로그램 및 응용 시스템에
전달해주는 RFID 미들웨어가 필요하다.RFID 미들웨어는 이기종
RFID 리더 시스템과의 데이터 통신 및 관리를 지원하고,RFID 태
그 데이터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처리하며,응용 시스템과 효율적
으로 연동되어야 한다.현재 RFID 미들웨어 시장은 중소 RFID 소
프트웨어 벤더들과 SI업체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RFID 태그 데이터
처리 기능 제공 수준의 솔루션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IBM,SAP,
SunMicrosystems,Oracle등에서 RFID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스
템 통합 플랫폼 연구를 통해 시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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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333장장장 테테테마마마파파파크크크

3.1테마파크 정의와 종류

3.1.1테마파크 정의

일반적으로 테마파크(ThemePark)는 놀이공원을 연상하게 된다.
이러한 연상 작용은 대부분의 국내 테마파크들이 놀이공원을 중심
으로 시설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국내 주요 테마파크
중 한국 민속촌이나 대전엑스포 과학공원과 같이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놀이공원 형태이다.국내의 테마파크는 좁은 의미의 테마파
크 개념으로,주제를 놀이시설의 제공으로 제한하여 조성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미국의 테마파크 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와 시설 및 방문

객을 가지고 있으며,이미 성숙기에 도달하였지만 더욱 더 성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실시하고 있다.미국에 약
600여개의 크고 작은 테마파크와 놀이공원이 있으며,2억 6천만 명
의 방문객으로 약 50억 달러의 매출액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의 약 63%에 달하는 수치이다.1955년 디즈니랜드가 기존의 파
크들과 차별화된 주제를 가지고 65에이커의 면적에 5천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대규모의 시설을 개장하여 상업적 성공을 거두자 기존
의 놀이공원들도 점차 테마파크로 변신하게 되었다.
테마파크는 ‘단순한 놀이시설의 제공,판매하는 사업이 아니라 문

화,사회,경제,과학 등 광범위한 소재를 중심으로 방문객들에게 일
상생활을 떠나 문화적 혹은 오락적 체험을 가능하게 하여 여가선용
의 기회를 제공하는 주제의 복합체’라 정의할 수 있다.여기에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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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란 주제를 표현하는 재료를 뜻하고 일반적으로 테마파크에서 주
제를 표현하는 소재로는 건축물,직원들의 유니폼,유기시설,이벤트,
식음료,기념품 등을 꼽을 수 있겠다.기존의 놀이공원들이 서로 비
슷비슷한 유기시설을 설치해두고 고객들을 유인했다면 새로이 탄생
한 테마파크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테마를 가지고 이를 표현하기 위
해 여러 가지 조작적 장치를 이용하여 고객들을 일상에서 탈피한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3.1.2테마파크의 특성

테마파크는 기존의 공원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 테마파크는 다채롭고 다양한 테마를 가진다.
￭ 테마파크는 주제의 통일성을 가진다.
￭ 테마파크는 하나의 독립된 완전한 공상체계로서 일상성을 완
전히 차단한 비일상적인 유희공간이다.

￭ 테마파크는 현실과의 차단을 통해 체험하게 되는 가상,허구
의 공간이다.

테마파크의 사업적 특징은 막대한 초기 비용을 투자하고 소프트
웨어 부문의 이용주기가 짧고,입지선정이 중요하며 인건비가 차지
하는 비중이 크다.또한,입장객이 머무는 시간과 소비금액이 비례
하고 입장객의 수를 예측하기 어렵다.테마파크에서 인건비가 차지
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은 테마파크는 노동집약형 산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보통 대규모의 시설을 투자하고 비용을 많이 투자하면 노
동력이 줄어드는 것이 상식인데 테마파크의 경우는 더욱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이는 서비스가 중시되는 사회변화와 테마파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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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정감을 표현하는데 사람의 힘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이
러한 노동집약형 사업적 특징 때문에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기업에
서는 인력의 교육훈련 등을 위한 투자도 많이 하게 되어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는 경향이 있다.테마파크 개장 후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인건비의 비중을 25% 이하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밖에도 테마파크 내에 고객들이 오래 머무르게 하는 것이 중

요하므로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시설의 배치와 종류의 선택에 신
중을 기해야 하며 음식,식품의 판매는 직영으로 하는 것이 좋으나
상품관리가 허술한 경우가 많으므로 철저한 영업 관리가 필요하다.
1998년 에버랜드와 롯데월드의 입장수입은 66.7%, 식음료수입
22.8%,상품 판매수입 10.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3.1.3테마파크의 분류

테마파크는 “어떤 특정의 테마에 따라서 전체를 구성한 레저 랜
드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테마파크를 분류하는 방법으로는 파크
의 공간성,테마의 유사성,연출기법과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그
중에서 테마의 유사성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주제들이 복합된 형태
로 분류에 따라서 몇 가지 연출기법으로 표현된다.테마에 따라 테
마파크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1)민속을 테마로 한 경우

민가와 민속,공예,예능을 종합적으로 연출한 파크는 지역의 환
경,건축 등을 재현해 민속적,문화적 정보 전시,공예/예능의 실연,
식음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로 한국 민속촌,일본의 하
우스텐 보스와 지역 전체를 파크화해 그 지역의 건축양식을 전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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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으로서 보전 활용하는 안동 하회마을,낙안읍성 등이 있다.

(2)역사의 한 단면을 테마로 하는 경우

전설·문학·유적을 테마로 한 파크는 고대의 전설이나 문학작품,
문화유산 등에서 테마를 설정하고 이에 얽힌 스토리를 전개한다.이
러한 파크는 일본의 古墳의 고향,万葉의 고향,국내에서는 평창(메
밀꽃 필 무렵의 배경지)의 이효석 생가 등이 있다.지자체 별로 춘
향전파크,홍길동파크 등이 계획 중이다.
역사를 테마로 한 파크는 하나의 역사적 사실과 인물에 중점을

두고 환경과 상황을 재현해 나가며 구성하는 것으로 일본의 明治維
新村,국내에서는 청해진의 장보고 테마파크,충무의 이순신파크 등
이 추진 중이다.

(3)지구상의 생물을 테마로 한 경우

동물,조류,곤충관 등을 테마로 하기도 하며 본래의 생활환경을
재현해 동물의 생태를 보여 준다.동물에 관한 정보를 전시하며,사
파리 형식도 있다.미국 플로리다 디스커버리 코브,부쉬가든,싱가
포르의 주롱 새 공원,多摩 곤충관,홍콩의 오션파크,일본 해유관,
서울의 63빌딩 수족관,고성의 공룡테마파크 등이 있다.

(4)지역산업,전통 공예 등을 테마로 한 경우

지역특산 농수산물 또는 산업제품 등의 생산·제조 공정 재현,체
험,정보전시 등을 주로 하는 파크이며 한국 이천의 도자기촌,담양
죽세공마을,금산 인삼테마파크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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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예술을 테마로 한 경우

영화나 드라마를 테마로 한 파크로서 영화 세트를 적극적으로 활
용한다.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을 어트랙션으로 재현하고,영화
및 드라마 정보를 전시,로케현장 및 어트랙션 등을 종합적으로 구
성한다.미국의 유니버설 스튜디오,MGM 스튜디오,남양주의 서울
종합촬영소 등이 있다.

(6)놀이를 테마로 한 경우

스포츠를 테마로 한 파크로서 스포츠 활동과 건강을 아이템으로
하고 골프,테니스,사이클 등을 체험하는 일본의 츠마고이,레저풀
을 테마로 한 파크(워터파크)로는 파도풀,유수풀,슬라이더풀 등 다
양한 물놀이 시설을 갖춘 일본의 와일드블루 요코하마,에버랜드 캐
리비언베이,한화 워터파크,대명 오션월드 등이 있다.놀이기구 기
종을 테마로 한 파크는 코스터,드롭,다크라이드 등 다양한 라이드
물을 체험하는 즐거움을 중심으로 하며 기종의 다양성이 중요하다.
미국의 식스플래그,세다 포인트,일본의 도시마엔,미쯔이 그린랜드,
한국의 롯데월드,서울랜드,드림랜드 등이 있다.

(7)과학과 하이테크를 테마로 한 경우

우주개발을 소재로 한 파크로서 우주개발에 대한 정보,지식,물
건의 전시가 중심이고,플라네타리움에 의한 별과 우주의 로망,우
주체험비행 시뮬레이션,우주비행사 훈련 시뮬레이션 등 흔히 접할
수 없는 우주과학과 체험의 장으로 구성하며 일본의 스페이스월드,
미국의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 등이 있다.
통신,교통에너지를 테마로 한 파크는 통신,교통,에너지,하이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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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놀로지 등 현재의 과학기술의 발달역사를 주제로 한 정보전시가
중심이며 자칫 지루하게 흐르기 쉬운 테마를 드라마틱하게 연출하
는 것이 중요하다.

(8)자연 자원 등을 테마로 한 경우

자연경관을 테마로 한 파크로서 설악산국립공원,나이아가라폭포,
그랜드 캐년 등이 있으며 온천리조트를 테마로 한 파크는 리조트지
역 중에서 온천,쿠어시설,스포츠시설을 복합시켜 체제형 파크로
구성된다.일본의 토마무리조트,삿포로리조트,독일의 바덴바덴,한
국의 한화 설악 리조트의 워터피아 등이 있다.

(9)테마가 복합된 경우

대규모 부지에서 다양한 테마를 복합시켜 전개한다.전체적인 이
미지 창조 및 종합적인 테마 창조가 필요하며 캐나다 웨스트 에드
몬튼 몰(지상의 스페이스 콜로니),롯데월드(21세기 지상의 낙원),
EPCOT center(미래의 사회),디즈니랜드(유희의 왕국),에버랜드 페
스티벌월드(세계의 축제)등이 있다.

3.2국내 테마파크 현황

3.2.1국내 테마파크의 역사

테마파크는 우리나라에서 여러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테마파크
또는 놀이동산,위락공원 등의 일반명칭과 디즈니랜드 등의 고유 명
칭에서 따온 ○○랜드처럼 고유 명칭이 사용되기도 한다.영어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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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Park,PleasureGarden,AmusementPark등의 일반명칭과
특정 주제와 연관된 MarinePark,WaterPark등으로 불린다.
국내 테마파크는 1973년 어린이대공원이 설치되고,1977년 용인

자연농원이 과수단지,식물원,동물원,사파리,타는 놀이시설 등을
점차 도입함으로써 테마파크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80년대에
들어서면서 테마파크는 기업과 정부의 본격적인 관심을 끌게 되어
80년대 후반에 개장되기 시작했다.수도권에 드림랜드(87년),서울랜
드(88년),롯데월드(89년)가 대표적이며,지방에서는 경주 보문단지
의 도투락월드(85년),속초의 프라자랜드(84년),경북 영천의 금호랜
드(88년)등이 있으나 규모나 투자에 있어 소규모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관광·레저개발업체들이 테마파크 개발

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구상 중에 있는 소규모 공원도 상당수 있
다.현재 개발된 테마파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
다.

￭ 입지조건이 크게 좌우한다.
￭ 투자비가 막대하다.
￭ 소프트웨어의 진부화가 예상외로 빠르다.
￭ 인건비 비중이 높다.
￭ 입장객의 체류시간과 소비금액은 비례한다.
￭ 음식 및 상품판매는 이익의 원천이다.
￭ 입장객 수를 예측하기 어렵다.

테마파크 사업은 초기 투자비가 막대하고 놀이시설의 변화 패턴
속도가 빨라 계속적인 시설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
에 수요를 예측한 시설 투자자금력이 매우 중요하므로 대기업과 민
간부문 공공부문의 합작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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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국내 테마파크 이용 현황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80년대 말부터 테마파크의 붐이 일기 시작
하여 이미 테마파크라고 불리는 기존의 시설들이 많이 있다.서울시
의 롯데월드,경기도의 에버랜드,서울랜드,민속촌,충남 엑스피아월
드,대구 우방랜드,경상도의 통도환타지아,경주월드 등 수 십여 개
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다음 <그림 3-1>과 <그림 3-2>는
국내의 대표적인 테마공원 중 하나인 에버랜드의 눈썰매장인 ‘Snow
Buster’와 ‘해피할로윈’행사 모습이다.

<그림 3-1>스노우 버스터
<Fig.3-1>Snow Buster

<그림 3-2>해피할로윈
<Fig.3-2>HappyHalloween

수도권 내 테마파크 중 특히 에버랜드와 롯데월드 및 서울랜드
등 세 곳은 연간 입장객 규모로는 국제적 테마파크라고 말할 수 있
다.이 세 곳을 ‘Big3’이라 부르는데,이 ‘Big3’를 방문한 입장객들
만 총 1,700만 명 정도이다.다시 말해,매주 평균 약 32만 명 이상
이 수도권의 ‘Big3’에 입장한 것이다.이들 ‘Big3’를 방문하는 총
입장객 수는 1989년 이후 매년 약 10% 정도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
는데,그 이유로는 수도권의 상주인구와 주민들의 소득과 여가 시간
이 증가하였고 테마파크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지도가 높아지고,해
당 테마파크들의 상품 판촉 등이 적절했기 때문이다.현재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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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인당 연간 테마파크 방문 회수나 1회 방문할 때의 평균 소비
규모가 아직은 미국,일본 등 선진국 수준을 밑돌고 있어 향후 국내
테마파크 사업의 성장 잠재력은 비교적 크다고 본다.한국종합유원
시설협회 집계에 따르면 에버랜드는 2002년에 입장객 856만 7,443
명,2003년에는 801만 3,347명,2004년에는 819만 6,855명이고,롯데
월드는 2004년 전국 26개 사설 놀이공원 입장객은 3,344만 3,064명,
2005년에는 3,030만 5901명이다.롯데월드,우방타워랜드,에버랜드,
서울랜드의 이용 현황은 <그림 3-3>과 같다.

----

1,000,0001,000,0001,000,0001,000,000

2,000,0002,000,0002,000,000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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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테마파크 이용 현황
<Fig.3-3>PresentStateofThemePark

3.2.3.국내 테마파크의 문제점

테마파크의 수익구조는 백화점 등의 다른 대형설비를 가지고 있
는 서비스 산업과 유사하다.손님이 입장할 때 지불하는 입장료 수
입 외에 파크 내에 있는 동안 구입하는 음식물,기념품인 캐릭터 상
품의 판매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테마파크는 입장료,식음,상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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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세 가지 요소가 매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롯데월드의 수익을 살펴보면 1996년 600만 명의 입장객이 입장하

여 1인당 약 15,000원 정도를 사용하여 연간 매출액은 900억 원 정
도이다.영업이익은 약 10% 정도인데 롯데월드를 조성하기 위하여
약 3,000억 원을 투자하였으니 지급이자만 계산해도 연간 300억 원
이므로 수익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이러한 수익성에 대한 불안감
이 테마파크의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원인이다.이처럼 테마파
크의 운영이 어려워진 이유 중 하나는 입장한 이용객이 놀이를 즐
기는 시간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다는 것이다.
놀이공원은 식당,매점 등을 산발적으로 배치하여 이용객이 식당

이나 매점을 찾거나 음식을 주문해서 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는 테마파크의 매출을 감소시키는 주된 원인이다.또한,단체객이
동시에 몰리거나 인기시설에 집중적으로 입장객들이 몰리게 되면
기다리는 시간은 더욱 길어진다.테마파크의 직원은 이러한 이용객
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없어 인명사고와 놀이기구의 사고로 인
해 테마파크를 찾는 이용객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이와 같은 테마
파크의 수익성을 높이려면 입장객을 증대시키고 1인당 사용하는 소
비금액을 증가시켜야 한다.
테마파크를 입장한 이용객이 주로 움직이는 동선을 파악하여 상

품과 매장을 배치해야 하고,이용객의 소비 금액과 테마파크 내의
매장의 재고 관리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면 직원들을 효율
적으로 관리하여 이용객에게 보다 나은 형태의 서비스를 해 줄 뿐
만 아니라 이용객의 다양한 요구를 빠르게 수용하여 이용객이 원하
는 테마파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테마파크에
방문한 입장객이 움직임과 소비 성향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고,
직원과 매장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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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테마파크별 관리 업무 분석

오늘날 다양한 테마파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테마에 따라 테마
파크를 이용하는 방법이 다르고,테마파크를 이용하는 입장객의 정
보를 이용하여 테마파크의 마케팅 계획 수립에도 유용한 정보를 활
용하고 부족한 관광 안내 인력을 보안하기 위해 새로운 관리 시스
템이 필요하다.테마파크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테마에 따라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민속을 테마로 한 경우

▪ 출입 방법 :입장권 구입
▪ 입장객이 필요한 정보

:전시품에 대한 소개 및 위치,공연 시간,편의시설 위치
▪ 관리자가 필요한 정보

:입장객에 대한 개인정보,관람시간,구입품목 및 금액,날씨
정보,공연 일정

(2)역사의 한 단면을 테마로 하는 경우

▪ 출입 방법 :입장권 구입
▪ 입장객이 필요한 정보

:문학이나 전설에 대한 정보,역사적 사실이나 인물에 대한
정보,편의시설 위치

▪ 관리자가 필요한 정보
:입장객에 대한 개인정보,관람시간,구입품목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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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구상의 생물을 테마로 한 경우

▪ 출입 방법 :입장권 구입
▪ 입장객이 필요한 정보

:전시물에 대한 정보,편의시설 위치
▪ 관리자가 필요한 정보

:입장객에 대한 개인정보,관람시간,구입품목 및 금액

(4)지역산업,전통 공예 등을 테마로 한 경우

▪ 출입 방법 :입장권 구입
▪ 입장객이 필요한 정보

:농수산물 또는 산업제품에 대한 정보,제작 과정,체험 시
간,편의시설 위치

▪ 관리자가 필요한 정보
:입장객에 대한 개인정보,관람시간,제작시간,체험자정보,
구입품목 및 금액,날씨 정보

(5)예술을 테마로 한 경우

▪ 출입 방법 :입장권 구입
▪ 입장객이 필요한 정보

:영화나 드라마에 대한 정보,주인공 배우에 대한 정보,편
의시설 위치

▪ 관리자가 필요한 정보
:입장객에 대한 개인정보,관람시간,날씨 정보,시설 이용
현황,구입품목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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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놀이를 테마로 한 경우

▪ 출입 방법 :입장권,이용권 구입
▪ 입장객이 필요한 정보

:놀이기구에 대한 정보,안전 수칙
▪ 관리자가 필요한 정보

:입장객에 대한 개인정보,관람시간,체험 종목 및 시간,날
씨 정보,놀이기구 이용 현황,구입품목 및 금액

(7)자연 자원 등을 테마로 한 경우

▪ 출입 방법 :입장권 구입
▪ 입장객이 필요한 정보

:편의시설 위치 및 이용시간
▪ 관리자가 필요한 정보

:입장객에 대한 개인정보,관람시간,날씨 정보,시설 이용
현황,구입품목 및 금액

이처럼 테마에 따라 테마파크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
보면 입장객이 전시되어 있는 전시품을 관람하는 형태와 직접 체험
하거나 탑승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테마파크의 수가 늘
어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인력이 부족한 오늘날 테마파크를 효율
적으로 관리하고 부족한 인력을 보안할 수 있는 새로운 테마파크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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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444장장장 RRRFFFIIIDDD를를를 적적적용용용한한한 테테테마마마파파파크크크
서서서비비비스스스 방방방안안안

앞 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테마파크의 테마에 따라 여러 갈래
로 나눌 수 있다.그러나 테마파크를 관리하는 관점에서 보면 크게
관람형과 놀이공원형 테마파크로 나눌 수 있다.새로운 테마파크 관
리 시스템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본 논문은 테마별로 구성된 테마
파크에 RFID 기술을 적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4.1모바일 RFID기반의 관람형 테마파크

관람형 테마파크는 지역적으로 시외 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대부
분이고,도로 및 이정표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입장객은 관람형 테마파크에 입구에 입장권을 구입해야만
입장할 수 있고,전시품에 대한 소개와 정보를 제공하고 작품의 위
치,테마별 최적의 네비게이션 정보가 필요하다.이를 위해 모바일
RFID 서비스 적용과 RFID 태그를 이용한 위치정보를 획득하는 방
법이 적용할 수 있다.

4.1.1작품 안내 서비스

모바일 RFID 서비스는 모바일 기기에 소형 RFID 리더를 탑재하
여 모바일 기기를 통해 RFID태그를 읽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2005년부터 관련 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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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고 있다.다음 <그림 4-1>은 모바일 RFID 서비스의 개념적
인 구조를 나타낸 것이고,모바일 RFID 서비스의 진행과정은 다음
과 같다.

￭ RFID리더가 탑재된 휴대폰을 이용해 모바일 RFID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로 부착된 태그의 ID를 읽고 이를
ODS(ObjectDirectoryService)에 조회한다.

￭ ODS는 전송된 태그 ID와 매치되는 컨텐츠 서버와 컨텐츠의
URL을 모바일 기기에 반환한다.

￭ ODS로부터 반환된 관련 컨텐츠 서버의 URL과 컨텐츠의
URL을 이용하여 해당 컨텐츠 서버에 컨텐츠를 요청한다.

￭ 컨텐츠 서버로부터 컨텐츠를 받아 휴대폰에 표시한다[39].

RFID 태그

1. 태그 ID

2. Contents Server URL

3. Contents URL

4. Contents

Object Directory Service

Contents Server

<그림 4-1>모바일 RFID서비스 구성도
<Fig.4-1>ConfigurationofMobileRFID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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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RFID 포럼에서는 모바일 RFID기반의 서비스 모델을 위
한 응용 프로파일을 제정하였다.현재까지 제정된 응용 요구사항 프
로파일로는 물품 정보 조회 서비스 모델,주변정보검색 서비스 모
델,영화 정보 서비스 모델,문화재 정보 제공 서비스 모델 등이 있
는데,관람형 테마파크에서는 문화재 정보 제공 서비스를 모델로 하
는 것이 적합하다.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 요구되는 서비스 시나리
오는 다음과 같다.

￭ 작품이나 유물 안내판에서 작품에 대한 설명을 읽는다.
￭ 보다 자세한 정보를 보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 안내판에 부착
된 태그를 향하게 한다.

￭ 메뉴 버튼을 누르고 모바일 RFID 서비스를 나타내는 이미지,
글자,번호 등의 UI를 선택한다.

￭ 이후 리더는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동작을 정지시키기 전에는
동작할 수 있으며,이 경우 주변에 새로운 태그가 읽혔을 때
사용자에게 음성 등을 통해 알려줄 수 있다.

￭ 휴대폰 화면에 해당 작품에 대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종류
에 대한 하위 메뉴가 나타나다.
▪ 작품 설명
▪ 동영상 보기
▪ 외국어 안내

￭ ‘작품 설명’메뉴를 선택한다.
￭ 작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본다.

모바일 RFID정보 제공 서비스를 위한 스키마는 태그 정보와 작
품 정보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태그 매칭 정보는 태그 코드와 태그
설명으로 구성된다.태그 코드는 단말기로부터 정보를 얻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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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에 부착되어 있는 태그의 코드를 전달받게 되었을 때 조회되
는 코드로 근처에 존재하는 태그에 의해 다수의 태그가 인식될 수
있으므로 이용자가 어떤 정보인지 판단하여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태그 설명을 단말기로 전송하기 위한 태그 설명 정보를 가진다.
작품 정보는 작품에 부착되어 있는 태그의 코드를 통해 매치된

후 활동되는 정보로서 해당 작품의 등록 정보,설명 정보,관계 정
보로 구성되어 있다.또한 어떤 언어로 저장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언어 이름을 속성으로 가질 수 있다.작품 등록 정보 스키마는 작품
번호,작가,제작일,분류 등의 등록 정보를 가질 수 있다.작품 설명
정보 스키마 구조는 이미지 경로,작가 이력,상세 설명,동영상 플
레이어가 소개 동영상을 플레이 할 수 있도록 해당 작품의 소개 동
영상의 URL를 제공하도록 한다.작품 관계 정보 스키마는 해당 작
품의 제작자,현 소유자,관리자에 대한 관계 구조를 나타낸다.
모바일 RFID 서비스의 시스템은 W3C의 XML1.0표준 명세에

따라 XML데이터를 구성한 후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요청 받으면
구성된 XML데이터를 파싱하고 Request를 XML구조로 변환한다.
이를 데이터에 삽입하여 변환 프로세서에 제공하고,변환 프로세스
는 XSLT의 처리 규칙에 따라 데이터를 WML형식으로 변환하고
이를 서비스하게 된다[40],[41].

4.1.2위치추적 서비스

휴대폰과 결합된 RFID리더기를 이용하여 작품이나 건물의 벽이
나 바닥에 부착된 RFID 태그로부터 위치정보를 획득하여 위치정보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다음 <그림 4-2>는 전시관 내에 부착된
태그로부터 위치정보를 추출하는 개념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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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위치 추적 구성도
<Fig.4-2>ConfigurationofLocationDetermination

RFID 태그는 위치코드를 사용하여 WGS84등의 좌표 식별자를
포함한다.RFID 태그의 위치정보는 태그가 부착된 위치의 실제 위
치정보로서 4S-VAN 등을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기록되거나,측량
등에 의해 수동적으로 기록될 수 있다.위치 RFID태그는 작품이나
벽면,바닥,출입문 등 태그가 고정적으로 부착가능한 모든 곳에 설
치될 수 있다[42].
사용자는 RFID 리더기가 결합된 휴대폰 및 PDA 등의 단말장치

를 사용하여 RFID 인식 신호를 전송하고 근접지역의 위치 RFID는
이에 대한 응답으로 태그내의 위치 코드를 전송하게 된다.사용자는
전송받은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휴대단말 장치 내에 저장된 컨텐츠
를 검색하거나,위치정보 제공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전송함으로써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된다[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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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관람형 테마파크 관리 시스템

관람형 테마파크 내에 전시된 작품에 부착된 정보 제공용 RFID
칩을 사용하므로 감시자 없이도 주요 전시품의 도난 및 훼손을 방
지할 수 있다.관람형 테마파크를 이용하는 입장객은 테마파크에 전
시되어 있는 작품에 대한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받고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으며 동반한 자녀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또
한,하나의 단말기로 테마파크 내에서 언제,어디서나 필요한 정보
나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테마파크를 관리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테마파크에 전시된 작품을

안내하는 인력을 보다 적게 배치할 수 있어 인력비를 절감할 수 있
고 입장객의 동향조사,테마파크의 특화 상품 개발에 유용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 있는 관람형 테마파크는 몇 개를 제외하고는 작은

규모이고 대부분이 외곽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아 도로에서 테마
파크까지 안내하는 이정표와 테마파크 내 편의시설이 열악한 편이
다.또한,테마파크의 규모가 작은 편이라 제공해야 할 정보가 적지
만 지자체의 관광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관람형 테마파크의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람형 테마파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부,문

화관광부,지방자치 단체의 도움을 받아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관
람형 테마파크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야 한다.축적
된 데이터베이스의 정보와 국내 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휴대폰
과 PDA에 전송할 수 있는 웹 서버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 어디서
든 주변의 테마파크에 대한 정보 및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를 실시
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개인별 맞춤 정보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람형 테마파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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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부와 문화관광부에서 갖고 있는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고 지리
정보시스템과 결합해야 한다.따라서,본 논문에서는 관람형 테마파
크를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관리 시스템에 대한 모델만 제안한다.

4.2RFID기반의 놀이공원형 테마파크

국내에 있는 테마파크 중에서 가장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에버
랜드,롯데월드,서울랜드 등은 놀이공원형 테마파크이다.국내 놀이
공원형 테마파크는 다양한 놀이기구 및 각종 공연과 축제,이벤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놀이공원형 테마파크 관리 시스템은 놀이공원
에 대한 정보와 함께 공연 및 축제에 관한 정보를 입장객에게 제공
해야 한다.따라서,본 논문에서는 놀이공원형 테마파크에 RFID 기
술을 접목한 새로운 관리 시스템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의 테마파크의 관리 시스템은 입장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빠

르게 수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직원과 매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
지 못하고 있다.테마파크를 이용하는 입장객에게는 놀이기구와 매
장을 보다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대기 시간을 줄여주고,테마파
크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는 놀이기구별 이용현황과 입장객의 소비
성향 및 테마파크 내 동선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새로
운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4.2.1RFID를 적용한 놀이공원형 테마파크

놀이공원형 테마파크에서 입장객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크게 입․
출구,놀이기구 및 가게로 나눌 수 있다.입장객이 출입하는 관문인
테마파크의 입․출구에서는 입장객이 입장권과 놀이기구 이용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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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다.놀이기구는 이용권을 제시한 입장객 중 탑승 규정에 따라
탑승할 수 있고,가게는 입장객이 카드와 현금을 이용하여 상품이나
음식 등을 구매할 수 있다.
놀이공원형 테마파크의 입구와 출구,놀이기구 및 가게를 이용할

때 필요한 입장권과 놀이기구 이용권,현금 및 카드의 기능을 하나
로 통합하기 위해 RFID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입장권,놀이기구
이용권,현금 및 카드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
터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테마파크 입구와 출구

￭ ID,UID,이름,성별,나이,주소,전화 번호,키,이용권,
잔액,입장시간,퇴장시간 등 입장객의 기본 정보

￭ 탑승할 수 있는 놀이기구 이용권 개수
￭ 충전금액

(2)놀이기구

￭ 탑승 규정 :키 제한,몸무게 제한,임신부,고령자 제한
￭ 운행시간,탑승인원
￭ 남은 놀이기구 이용권 개수

(3)가게

￭ 상품이나 음식 종류 및 가격
￭ 개점시간,수용인원
￭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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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놀이공원형 테마파크 시스템 구성

앞 절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RFID기술을 적용한 놀이공원형 테
마파크 관리 시스템은 RFID 태그 하나로 테마파크 안에 있는 놀이
기구와 가게를 이용할 수 있다.입장객은 테마파크 내에서 통합적으
로 이용할 수 있는 RFID태그를 소지하고 각 놀이기구와 가게는 리
더기와 호스트 컴퓨터를 구비하여 입장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FID 기술을 적용한 놀이공원형 테마파크 시스템의 전체 구
성도는 다음 <그림 4-3>과 같다.

<그림 4-3>시스템 구성도
<Fig.4-3>ConfigurationofSystem

입장객이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마다 RFID태그를 리더기에 인식
시켜 이용권을 하나씩 차감해야 하고,가게를 이용할 때에는 충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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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에서 사용한 금액만큼 차감해야 한다.테마파크를 관리하기 위해
서버 컴퓨터는 입장객 정보,놀이기구와 가게에 대한 정보,각 놀이
기구와 가게에 있는 리더기에서 인식한 입장객의 태그 정보를 관리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이를 이용하여 테마파크의 이용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

(1)RFID태그와 리더기

RFID 태그는 입장객이 테마파크 내에서 휴대가 간편하고 분실
염려가 최소화되는 손목밴드용 RFID 태그가 적당하고 다음 <그림
4-4>와 같다.손목밴드용 RFID 태그는 레저용 또는 사우나 관리
등에 사용하고 있다.각 놀이기구와 가게에 설치된 리더기에 입장객
이 손목밴드용 RFID태그를 인식시키면 리더기가 손목밴드용 RFID
태그에 저장되어 있는 UID(UserIdentifier)정보를 호스트 컴퓨터로
전송해야 한다.

<그림 4-4>손목밴드용 RFID태그
<Fig.4-4>WristBandRFID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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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스트 컴퓨터

테마파크의 입구와 출구,그리고 각 놀이기구와 가게에는 리더기
와 연결된 호스트 컴퓨터를 설치하였다.호스트 컴퓨터는 입장객이
제공하는 정보를 입력하고 직원이 보는 폼과 입장객이 볼 수 있는
폼이 있고,서버 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여 입력된 정보를
데이터를 갱신한다.서버 컴퓨터로부터 갱신된 데이터를 전송받은
호스트 컴퓨터는 직원과 입장객에게 바뀐 정보를 보여준다.

(3)서버 컴퓨터

서버 컴퓨터에 테마파크 입장객과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호스트 컴퓨터에 연결된 리더기로부터 전송되어
오는 입장객의 손목밴드용 RFID 태그의 UID를 확인하고 입장객의
ID의 찾아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업데이트 한다.예를 들어,입장
객이 놀이기구를 이용하면 입장객의 정보에 이용한 놀이기구에 대
한 정보를 탑승테이블에 기록하고,입장객이 가게를 이용하면 입장
객의 정보에 이용한 가게에 대한 정보를 판매테이블에 기록한다.그
리고 탑승정보와 판매정보를 이용하여 입장객에 대한 정보가 저장
되어 있는 테이블에서 이용권과 판매금액을 차감한 데이터를 갱신
한다.데이터베이스에서 갱신된 데이터는 서버 컴퓨터에서 다시 호
스트 컴퓨터로 전송된다.

(4)데이터베이스

놀이공원형 테마파크 관리하기 위해 서버 컴퓨터에 데이터베이스
를 구축해야 한다.입장개의 RFID 태그의 UID 정보를 이용하여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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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베이스와 연동하고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갱신하
고 저장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재의 테마파크 상태를 모니터링 하
여 테마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테마파크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통계자료는 입장객이 이용한 놀이기구와 가게 목록,사용한
총 금액,놀이기구와 가게를 이용한 입장객의 수와 이용시간,매출
액 등이다.이러한 정보는 테마파크의 마케팅 계획 수립 및 제고관
리,놀이기구와 직원 배치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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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555장장장 RRRFFFIIIDDD를를를 적적적용용용한한한 테테테마마마파파파크크크
테테테스스스트트트베베베드드드 구구구현현현

본 논문은 입장객이 RFID 태그를 이용하여 테마파크내의 있는
모든 놀이기구와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관리자는
RFID 태그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테마파크를
관리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구현하였다.
테스트베드로 구현한 테마파크 관리 시스템은 국내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대형 테마파크를 모델로 하였다.기존의
테마파크는 입장객이 입구에서 입장권을 구입하고 타고자 하는 놀
이기구의 수에 따라 자유이용권을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몇 개의
놀이기구를 이용할 것인지 결정하여 자유이용권,5회 이용권,3회
이용권 중 하나를 구입한다.테마파크에 입장한 입장객은 놀이기구
를 타기 위해 자유이용권을 제시하거나 이용권 중에 한 장을 매표
소에 제시하여 놀이기구를 이용한다.또한 매점이나 매장에서는 현
금이나 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형태로 매장을 이용한다.
기존의 테마파크 관리는 테마파크 입구에서 직원이 입장객을 확

인하고 대인 또는 소인에 따라 입장권과 이용권을 판매하여 대금을
받는다.테마파크의 하루 입장권과 이용권 수익은 폐장 후에 합산하
는 방식으로 매출액을 계산하고,입장객 수는 대인과 소인으로 구분
하여 하루 입장객을 파악한다.
각 놀이기구는 입장객이 테마파크 입구에서 구입한 이용권이나

놀이기구 근처에서 입장객이 직접 구입한 놀이기구 이용권을 확인
한 다음 입장객을 놀이기구에 탑승시킨다.놀이기구에 따라 키가
120cm가 되지 않거나 나이가 어리면 탑승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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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기구에 하루 동안 탑승한 총 인원은 테마파크가 폐장한 뒤 각
놀이기구에 대한 인원을 합산하여 파악한다.매점이나 매장은 입장
객이 지불한 현금이나 카드 금액을 합산하여 테마파크가 폐장하고
난 뒤 각 매점별,매장별로 하루 매출액을 계산한다.
그러나 놀이기구 이용권은 각 놀이기구 근처에 설치되어 있는 매

표소에서 입장객이 직접 구입할 수 있어 테마파크 입구에서 하루
동안 판매한 이용권 수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다.게다가 입장객
에 대한 정보가 없어 성별,나이별,거주 지역별로 파악할 수 없고,
입장객이 테마마크에 머문 시간,놀이기구와 매장을 이용한 시간을
알 수 없다.하루 동안 매출 총액을 계산할 수 있지만 하루 중 놀이
기구나 매점이나 매장으로 몰리는 시간에 대한 자료를 구할 수 없
어 별도의 인원과 시간을 투자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기존의 테마파크 관리 시스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테마파크 관리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
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본 논문에서 구현한
테마파크 관리 시스템은 테마파크 입구에서 입장객은 입장권과 놀
이기구 이용권인 자유이용권,5회 이용권,3회 중 하나를 선택하고,
매점 및 매장에서 이용할 금액을 예상하여 30만원,20만원,10만원,
5만원 중 선택하여 이용요금을 계산하면,입구에 있는 직원이 데이
터베이스에 입장객의 정보를 입력하고 손목밴드용 RFID 태그에 정
보를 입력한 후 입장객에게 지급한다.테마파크 출구에서는 RFID
태그에 있는 정보를 판독하여 입장객이 충전금액에서 사용한 금액
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입장객에게 환불한다.
입장객이 손목에 차고 있는 RFID태그를 놀이기구마다 설치되어

있는 리더기에 인식시키면 놀이기구에 탑승할 수 있다.놀이기구에
탑승하게 되면 입장객이 갖고 있는 RFID태그의 정보에서 이용권일
경우 이용권 하나가 차감되고,자유이용권이면 패스된다.이용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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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경우는 경고음과 함께 탑승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띄우고
탑승을 거부한다.놀이기구에 따라 키가 120㎝보다 작거나 나이가
어린 경우 탑승할 수 없다는 메시지와 함께 탑승을 거부한다.입장
객이 갖고 있는 RFID 태그의 정보에 따라 놀이기구의 이용현황과
탑승여부를 입장객에게 알려주게 되어 놀이기구 관리 직원의 업무
가 줄어들게 되어 시설 관리에 집중할 수 있어 놀이기구 사고를 줄
일 수 있다.
매점에서는 음식이나 상품을 사고 대금을 지불할 때 입장객이 갖

고 있는 RFID 태그를 각 매점에 있는 리더기에 인식시키면 입구에
서 충전한 금액에서 사용한 금액만큼 차감된다.매장에서도 RFID
태그를 리더기에 인식시키면 RFID 태그에 충전되어 있는 금액에서
사용한 금액만큼 차감된다.

5.1구현 환경

본 논문에서 구현한 테스트베드에 사용된 RFID태그와 리더기는
US-214M(UbiU RFID 13.56㎒ studykit)이고,특성은 <표 5-1>과
같다.
놀이기구나 가게에서 RFID 태그를 인식하고 놀이기구나 가게에

설치된 리더기와 호스트컴퓨터 사이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위한
프로그램 구현 환경은 WindowsXP(MS)운영체제에서 델파이6(볼
랜드)을 사용하였다.입장객과 놀이기구 및 가게 정보와 입장객이
탑승한 놀이기구와 이용한 가게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베이스는 서버컴퓨터에 구축하였다.이를 관리하기 위한 서버컴퓨터
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리프로그램은 Microsoft의 Access2003
을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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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주파파파수수수 13.56㎒±5%
운운운용용용 전전전압압압 3.3~5.5V
소소소비비비 전전전력력력 5[V]/200[㎃]
인인인식식식 거거거리리리 ~50mm
운운운용용용 온온온도도도 -10℃ ~70℃
가가가용용용 온온온도도도 -25℃~80℃
직직직렬렬렬 통통통신신신 RS-232C/9600bps/8bit/1stop

태태태그그그 타타타입입입 ISO-14443TypeA&B,ISO-15693,
PICOtag,MifareUltralighttag

Anti-collisionproceduresupport
PCD& PICCdatatransmit,receivecapacityis256bytes

<표 5-1>US-214M 특성
<Table5-1>SpecificationofUS-214M

5.2RFID태그 인식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입장객 ID는 자동으로 부여되고 UID는 RFID 태그의 고유한 식
별자이다.이름,성별,나이,키,주소,전화번호는 입장객이 제공한
정보를 입력하고,상태는 판매금액이나 이용권이 모두 소모되었을
때 경고음과 함께 ‘잔액이 부족합니다.’,혹은 ‘이용권이 부족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표시한다.판매금액은 가게를 이용할 때 입장객이 지
불해야 하는 금액을 예상하고 충전한 금액을 표시하고,이용권은 놀
이기구를 탈 수 있는 이용권 횟수를 나타내며,잔액은 데이터베이스
에 저장된 판매금액에서 가게에서 사용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표시한다.입장시간은 RFID 태그를 인식시킨 시간을 표시하고 입장
객의 사진이 있으면 오른쪽에 표시한다.RFID 태그 정보는 UbiU
모델정보와 태그타입,태그 식별자인 UID,태그 상태를 나타낸다.
델파이6에서 구현한 입장객 정보가 표시되는 폼은 다음 <그림
5-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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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입장객 정보 폼
<Fig.5-1>Form ofUserInformation

델파이6에서 구현된 입장객 정보 폼을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기
입장객 정보 폼에 TADOConnection,TADOTable,TDataSource,
TADOQuery,TMainMenu,TActionList,TTimer컴포넌트를 사용
하였다.TADOConnection은 ADO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
하고 ADO를 통한 트랜잭션 처리 메소드들을 제공하는 컴포넌트이
다.TADOTable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오
기 위한 컴포넌트이다.TDataSource는 테이블 컴포넌트에서 가져온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데이터 연결 통로 역할을 하는 컴포넌트이
다.TADOQuery는 SQL문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는 일과 테이블에 대한 작업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컴포넌트이다[44].
입장객 인터페이스의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다음 <그림 5-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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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입장객 인터페이스 클래스 다이어그램
<Fig.5-2>ClassDiagram ofUserInterface

RFID 리더기를 호스트 컴퓨터에 접속하여 리더기를 초기화시키
고 RFID 태그에서 정보를 읽어 들여 입력 폼에 정보가 표시되도록
하는 프로그램 소스는 다음 <그림 5-3>과 같다.데이터베이스와 연
결하여 테이블에 있는 필드 값을 입장객 인터페이스 폼에 보여 주
는 소스는 다음 <그림 5-4>와 같다.
입장객이 리더기에 RFID 태그를 인식시켜서 놀이기구를 이용하

면 이용권이 차감되고,가게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 사용한 금액만큼
차감하는 소스는 다음 <그림 5-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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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dure TTMain.BT_CommunicationClick(Sender: TObj ect);
Var RFCehck_Result : String;
    stlist         : TStringList;
    i             : integer;
begin
  {COM1/9600 접속 }
  TRFSTATE.USER_COM_CONNECT(TRUE);

  {RFID 수신기 초기화 Edit_TMN}
  Edit_TMN.Text := TRFSTATE.USER_RFID_RESET;

  { 카드의 정보를 읽어 EditBox1,2,3 에 넣는다 }
  RFCehck_Result := TRFSTATE.USER_RFID_CHECK;
  stList := TStringList.Create;

  ExtractStrings(['#'], [], pChar(RFCehck_Result), stList);
  for i:=0 to stList.Count-1 do begin
    case i of
      0: edtState.Text := stList.Strings[i];
      1: Edit2.Text := stList.Strings[i];
      2: Edit3.Text := stList.Strings[i];
    end;
  end;
  {COM 접속 끊기 }
  TRFSTATE.USER_COM_CONNECT(FALSE);
end;

<그림 5-3>RFID리더기 연결 프로그램 소스
<Fig.5-3>RFIDReaderConnectionProgram Source

procedure TTMain.FormCreate(Sender: TObject);
begin
  DB_ID.Text := ' ';
  DB_UID.Text := ' ';
  DB_Address.Text := ' ';
  DB_Age.Text := ' ';
  DB_Name.Text := ' ';
  DB_Sex.Text := ' ';
  DB_Size.Text := ' ';
  DB_Tel.Text := ' ';
  DB_Num.Text := ' ';
  DB_Ticket.Text  := ' ';
  DB_Stime.Text := ' ';
  DB_Money.Text := ' ';
  Lab_Time.Caption := DateTimeToStr(Now);
end;

<그림 5-4>데이터베이스 연결 프로그램 소스
<Fig.5-4>DatabaseConnectionProgram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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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frm_main.TMain.DB_Ticket.Field.AsVariant -1 >= 0) then
begin
frm_main.TMain.DBNavi.BtnClick(nbEdit);
frm_main.TMain.DB_Ticket.EditText :=
          frm_main.TMain.DB_Ticket.Field.AsVariant -1 ;
frm_main.TMain.DB_Stime.EditText := DateTimeToStr(N ow);
frm_main.TMain.DBNavi.BtnClick(nbEdit);

end
else
begin
//ShowMessage(' 이용권이 부족합니다 .');
frm_main.TMain.DBNavi.BtnClick(nbEdit);
frm_main.TMain.DB_Stime.EditText := ' ';
frm_main.TMain.DBNavi.BtnClick(nbEdit);
frm_main.TMain.Edt_StateUse.Text := ' 이용권이 부족합니다 .';
end;

Insert_Money := strtoint(frm_main.TMain.Edt_UseMon. Text);
if( frm_main.TMain.DB_Money.Field.AsVariant - Inser t_Money 
>= 0) then
begin
frm_main.TMain.DBNavi.BtnClick(nbEdit);
frm_main.TMain.DB_Money.EditText :=
     frm_main.TMain.DB_Money.Field.AsVariant - Inse rt_Money ;
frm_main.TMain.DBNavi.BtnClick(nbEdit);
end
else
begin
frm_main.TMain.Edt_StateUse.Text := ' 잔액이 부족합니다 .';
end;

<그림 5-5>이용권과 금액 처리 프로그램 소스
<Fig.5-5>TicketandMoneyProcessProgram Source

테마파크 입구/출구 및 각 놀이기구와 가게에서 사용하는 입력
폼은 다음 <그림 5-6>과 같다.테마파크 입구에서 RFID태그를 발
급받고 입장객 정보를 입력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입장객 정보 테이
블(man)에 저장되고,RFID 태그를 리더기에 인식시키면 정보가 호
스트 컴퓨터에 표시된다.ID는 자동으로 부여되고 UID는 태그가 가
지고 있는 고유의 문자가 표시된다.입장객이 미리 구입한 판매금액
과 이용권이 표시되고 입장시간이 자동으로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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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입장객 정보 입력 화면
<Fig.5-6>Window ofUserInformationInsert

5.3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현

5.3.1데이터베이스 설계

(1)업무분석

테마파크 관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입장객 정보는 RFID 태그에 저장된 UID,ID,이름,성별,나
이,주소,전화번호,키,사진,이용권 수,충전되어 있는 금액,
입장시간과 퇴장시간을 관리한다.

2)놀이기구는 놀이기구코드,놀이기구이름,놀이기구종류,수용인
원,담당직원,위치,전화번호,개장시간,마감시간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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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게는 가게코드,가게이름,가게종류,담당직원,전화번호,개
장시간,마감시간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4)입장객이 놀이기구를 이용하면서 태그를 인식시키면 데이터베
이스의 입장객 테이블에서 이용권이 차감되어야 하고 이용권
이 모두 없어지면 이용할 수 없다.

5)놀이기구를 이용할 때 입장객이 키가 120cm가 되지 않으면
입장할 수 없다.

6)입장객이 어떤 놀이기구를 이용했는지 기록한다.
7)입장객이 가게에서 태그를 인식시키면 데이터베이스의 입장객
테이블에서 잔액이 사용한 금액만큼 차감되고 잔액이 부족하
면 이용할 수 없다.

8)놀이기구에 입장한 인원을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9)가게를 이용한 인원과 매출을 실시간 파악한다.
10)시간대별로 놀이기구와 가게를 이용한 인원을 파악한다.
11)테마파크내의 입장객 위치를 파악한다.

(2)데이터베이스 모델링

테마파크 관리 시스템에서 테이블로 사용될 객체(Entity)는 입장
객과 놀이기구,가게로 구성된다.입장객은 ID를 기본키로 지정하고,
태그 정보를 나타내는 UID,입장객의 이름,성별,나이,주소,전화
번호와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키,입장객
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입장객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
이용권 횟수,가게를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장객이 테
마파크에 입장한 시간과 퇴장한 시간을 속성으로 한다.
놀이기구는 놀이기구코드를 기본키로 지정하고 놀이기구의 이름,

입장객의 키를 제한하는 놀이기구인지를 나타내는 놀이기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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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할 수 있는 인원,담당직원,놀이기구의 위치,전화번호와 놀이
기구의 개장시간과 마감시간을 속성으로 한다.
가게는 가게코드를 기본키로 지정하고 가게이름,가게가 입장식

인지 판매식인지를 나타내는 가게종류,담당직원,가게의 위치,전화
번호와 가게의 개장시간과 마감시간을 속성으로 한다.
다음 <표 5-2>는 각 객체의 기본키와 속성을 정리한 것이다.

객객객체체체 기기기본본본키키키 속속속 성성성

입입입장장장객객객 ID UID,이름,성별,나이,주소,전화번호,키,
이용권,사진,잔액,입장시간,퇴장시간

놀놀놀이이이기기기구구구 놀이기구코드 놀이기구이름,놀이기구종류,수용인원,담담
직원,위치,전화번호,개장시간,마감시간

가가가게게게 가게코드 가게이름,가게종류,담담직원,위치,전화번
호,개장시간,마감시간

<표 5-2>객체 속성
<Table5-2>AttributeofEntity

객체들의 관계에서 입장객과 놀이기구 사이의 관계는 탑승이라는
관계를 가진다.입장객은 테마파크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놀이기구를
탑승할 수 있고 놀이기구는 여러 입장객이 탑승할 수 있기 때문에
다대다(N:M)관계를 가진다.그리고 입장객과 가게 사이에는 입장
객과 가게 사이에 판매라는 관계를 가진다.입장객은 테마파크 내에
여러 곳의 가게를 이용할 수 있고 가게는 여러 명의 입장객에게 판
매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다대다(N:M)관계를 가진다.여기
서 탑승과 판매는 다대다 구조의 관계이기 때문에 릴레이션으로 구
성한다[45].
입장객과 놀이기구의 관계에서 탑승은 입장객의 ID와 놀이기구의

놀이기구코드를 외래키로 사용하여 관계를 하고,ID와 놀이기구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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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탑승코드로 대체키를 설정하였다.그러므로 탑승테이블은 탑승코
드를 기본키로 지정하고 입장객이 탑승한 시간과 퇴장시간,입장객
키 제한에 의한 탑승유무를 속성으로 구성한다.
입장객과 가게의 관계에서 판매는 입장객의 ID와 가게의 가게코

드를 외래키로 사용하여 관계를 하고,ID와 가게코드를 판매코드로
대체키를 설정하였다.그러므로 판매테이블은 판매코드를 기본키로
지정하고 가게에서 판매된 시간과 퇴장시간,입장객에게 판매한 금
액을 속성으로 구성한다.다음 <그림 5-7>은 각 객체와 객체 사이
의 관계,속성을 ER-도형으로 나타낸 것이다[46].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위해 개념적 모델링을 한 후 ER-도형을 기

반으로 논리적 모델링을 하였다.논리적 모델링은 각 객체를 객체
릴레이션으로 정의하고 다대다(N:M)구조의 관계를 관계 릴레이션
으로 정의하였다.
각 릴레이션은 입장객,놀이기구,가게,탑승,판매로 테이블을 만

들고 ER-도형에 따라 속성을 정의하였다.각 테이블은 ER-도형에
따라 기본키를 설정하고 테이블 간에 관계는 외래키로 설정하여 관
계를 정의하였다.다음 <그림 5-8>은 테이블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
다.

(3)테이블

1)입장객-man

입장객 테이블의 이름은 man이라 하고,ID는 기본키로 날짜_일
련번호 형태로 자동 부여한다.UID는 RFID 태그의 고유 식별 번호
를 인식시켜 사용하고 입장객의 이름,성별,나이,주소,전화번호,
키,사진을 입력하고,이용권은 입장객이 자유이용권,5회,3회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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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테마파크 관리 시스템의 ER-도형
<Fig.5-7>ER-Diagram ofThemeParkManagement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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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놀놀이이이기기기구구구 탑탑탑승승승 입입입장장장객객객 판판판매매매 가가가게게게
놀이기구코드 탑승코드 ID 판매코드 가게코드

놀이기구이름
놀이기구종류
수용인원
담담직원
위치
전화번호
개장시간
마감시간

놀놀놀이이이기기기구구구코코코드드드(((FFFKKK)))
IIIDDD(((FFFKKK)))
탑승시간
퇴장시간
탑승유무

UID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키
사진
이용권
잔액
입장시간
퇴장시간

가가가게게게코코코드드드(((FFFKKK)))
IIIDDD(((FFFKKK)))
판매시간
퇴장시간
판매액

가게이름
가게종류
담담직원
위치
전화번호
개장시간
마감시간

<그림 5-8>테이블 관계도
<Fig.5-8>RelationofTable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력하고,RFID 태그에 충전할 금액은 입장
객이 예상하여 30만원,20만원,10만원,5만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력한다.입장시간과 퇴장시간은 입장객이 테마파크 입/출구에서
손목밴드용 RFID 태그를 발급받거나 반납할 때 컴퓨터가 자동으로
시간을 입력한다.입장객(man)테이블의 속성과 필드명,요건을 정
리하면 다음 <표 5-3>과 같다.

2)놀이기구-nori

놀이기구 테이블의 이름은 nori라 하고,놀이기구코드는 기본키로
N_일련번호 형태로 자동 부여한다.놀이기구이름은 필수 입력 요소
로 하고 놀이기구종류는 키 제한에 따라 정하고 담당직원은 놀이기
구를 관리하는 직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한다.위치는 테마파
크 안에 있는 놀이기구의 위치를 숫자로 표시하고 개장시간과 마감
시간은 놀이기구의 개장시간과 마감시간을 입력한다.놀이기구(nori)
테이블의 속성,필드명,요건을 정리하면 다음 <표 5-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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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연연번번번 속속속성성성 필필필드드드명명명 요요요건건건

1 ID ID
․자동부여
․날짜_일련번호
․기본키

2 UID UID RFID태그의 UID
3 이름 Mname
4 성별 Msex
5 나이 Mage
6 주소 Maddress
7 전화번호 Mtel
8 키 Msize 키 제한 놀이기구
9 사진 Mphoto
10 이용권 Mticket 자유이용권,5회,3회
11 충전금액 Mmoney 300,000원,200,000원,

100,000원,50,000원
12 입장시간 Mstime
13 퇴장시간 Metime

<표 5-3>입장객 테이블 속성
<Table5-3>AttributeofManTable

연연연번번번 속속속성성성 필필필드드드명명명 요요요건건건

1 놀이기구코드 Ncode
․자동부여
․기본키
․N_일련번호

2 놀이기구이름 Nname
3 놀이기구종류 Nkind 키 120cm 기준
4 수용인원 Nnumber
5 담당직원 Nmeber
6 위치 Nposition
7 전화번호 Ntel
8 개장시간 Nstime
9 마감시간 Netime

<표 5-4>놀이기구 테이블 속성
<Table5-4>AttributeofNor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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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게-store

가게 테이블의 이름은 store라 하고,가게코드는 기본키로 S_일
련번호 형태로 자동 부여한다.가게이름은 필수 입력 요소로 하고
가게의 종류는 판매식인지 아니면 입장식인지를 정하여 입력한다.
담당직원은 가게를 관리하는 직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한다.
위치는 테마파크 안에 있는 가게의 위치를 숫자로 표시하고 개장시
간과 마감시간은 가게의 개장시간과 마감시간을 입력한다.가게
(store)테이블의 속성,필드명,요건을 정리하면 <표 5-5>와 같다.

연연연번번번 속속속성성성 필필필드드드명명명 요요요건건건

1 가게코드 Scode
․자동부여
․기본키
․S_일련번호

2 가게이름 Sname
3 가게종류 Skind 판매식 or입장식
4 담당직원 Smeber
5 위치 Sposition
6 전화번호 Stel
7 개장시간 Sstime
8 마감시간 Setime

<표 5-5>가게 테이블 속성
<Table5-5>AttributeofStoreTable

4)탑승-ride

탑승 테이블의 이름은 ride라 하고,탑승코드는 기본키로 R_일련
번호 형태로 자동 부여한다.놀이기구코드는 놀이기구 테이블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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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기 위한 외래키로 사용하고 ID는 입장객 테이블과 연결하기 위
한 외래키로 사용한다.탑승시간과 퇴장시간은 입장객이 놀이기구를
탑승한 시간과 퇴장한 시간을 자동 인식한다.탑승유무는 입장객의
키가 120cm인지 확인하여 탑승 유무를 입력한다.탑승(ride)테이블
의 속성,필드명,요건을 정리하면 다음 <표 5-6>과 같다.

5)판매-sale

판매 테이블의 이름은 sale이라 하고,판매코드는 기본키로 Sl_일
련번호 형태로 자동 부여한다.가게코드는 가게 테이블과 연결하기
위한 외래키로 사용하고 ID는 입장객 테이블과 연결하기 위한 외래
키로 사용한다.판매시간과 퇴장시간은 입장객이 가게를 이용한 시
간과 퇴장한 시간을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인식하게 된다.판매액은
가게에서 판매한 금액을 입력한다.판매(sale)테이블의 속성,필드
명,요건을 정리하면 다음 <표 5-7>과 같다.

연연연번번번 속속속성성성 필필필드드드명명명 요요요건건건

1 탑승코드 Rcode
․자동부여
․기본키
․R_일련번호

2 놀이기구코드 Ncode 놀이기구(nori)의 코드,FK
3 ID ID 입장객(man)의 ID,FK
4 탑승시간 Rstime
5 퇴장시간 Retime
6 탑승유무 Rride 키가 120㎝미만

<표 5-6>탑승 테이블 속성
<Table5-6>AttributeofRide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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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연연번번번 속속속성성성 필필필드드드명명명 요요요건건건

1 판매코드 Slcode
․자동부여
․기본키
․Sl_일련번호

2 가게코드 Scode 가게(store)의 코드,FK
3 ID ID 입장객(man)의 ID,FK
4 판매시간 Slstime
5 퇴장시간 Sletime
6 판매액 Slsale

<표 5-7>판매 테이블 속성
<Table5-7>AttributeofSaleTable

5.3.2데이터베이스 구현

본 논문에서 구현한 테마파크 관리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는
MicrosoftAccess2003로 구현하였다.테마파크 관리 시스템의 테이
블은 입장객(man),놀이기구(nori),가게(store),탑승(ride),판매
(sale)테이블로 다음 <그림 5-9>와 같다.
테마파크 관리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객체 릴레이션인

입장객(main)테이블은 <그림 5-10>이고,놀이기구(nori)테이블은
<그림 5-11>이고,가게(store)테이블은 <그림 5-12>와 같다.
테마파크 관리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관계 릴레이션인

탑승(ride)테이블은 <그림 5-13>과 같고,판매(sale)테이블은 <그
림 5-14>와 같다.
테마파크 관리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테이블의 관계를

나타낸 것은 <그림 5-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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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테마파크 관리 시스템 테이블
<Fig.5-9>TableofThemeParkManagementSystem

<그림 5-10>입장객 테이블
<Fig.5-10>Tableof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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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놀이기구 테이블
<Fig.5-11>TableofNori

<그림 5-12>가게 테이블
<Fig.5-12>TableofStore

<그림 5-13>탑승 테이블
<Fig.5-13>Tableof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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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판매 테이블
<Fig.5-14>TableofSale

<그림 5-15>테이블 관계
<Fig.5-15>TableRelation

5.4테마파크 관리 프로그램 설계 및 구현

테마파크 관리 프로그램은 관리자가 테마파크에 있는 시설을 관
리하기 위해 입장객의 정보와 놀이기구 및 가게의 정보를 관리한다.



- 81 -

입장객이 테마파크 내에서 이동한 경로와 이용한 놀이기구 및 가게
를 파악하고 놀이기구별이나 가게별로 이용한 입장객에 대한 정보
를 수집하고 매출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테마파크 관리 프로그램은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입력 폼,입장

객이 이용한 놀이기구와 가게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입장객
관리,테마파크 안에 있는 시설인 놀이기구와 가게를 관리하기 위한
놀이기구관리,가게관리와 종료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테마파크 관
리 시스템의 메인화면은 다음 <그림 5-16>과 같다.

<그림 5-16>테마파크 관리 시스템 메인화면
<Fig.5-16>MainForm ofThemeParkManagementSystem

입력폼은 입장객의 신상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입장객정보와 놀
이기구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놀이기구 정보,가게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가게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입장객관리 메뉴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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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객이 이용한 가게와 놀이기구를 알 수 있는 입장객별 이용한 가
게와 입장객별 이용한 놀이기구로 구성되어 있고,입장객에 대한 정
보를 분석하기 위해 성별,연령별,지역별,입장시간별로 확인할 수
있는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놀이기구관리 메뉴는 놀이기구별로 이
용한 입장객과 입장객 수를 알 수 있는 놀이기구별 입장객과 놀이
기구를 이용한 입장객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성별,연령별,
지역별,탑승시간별로 확인할 수 있는 메뉴와 놀이기구별로 입장객
수를 비교하기 위한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가게 관리 메뉴는 가게
별로 이용한 입장객과 매출액을 알 수 있는 가게별 입장객과 가게
를 이용한 입장객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성별,연령별,지역
별,이용시간별로 확인할 수 있는 메뉴와 가게별로 매출액을 비교하
기 위한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관리 프로그램의 메뉴는 다음 <표
5-8>과 같다.

5.4.1입력 폼

입력 폼은 테마파크를 이용하는 입장객 정보와 테마파크에 있는
놀이기구 및 가게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폼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입장객 정보

입장객 정보를 입력하는 입장객 이용정보 폼에서 ID는 자동으로
부여되고,입장객이 발급받은 RFID 태그를 테마파크 입구에 있는
리더기에 접촉시키면 UID가 자동 인식된다.입장객 정보는 입장객
으로부터 제공 받고,입장객의 사진이 있으면 함께 입력할 수 있다.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은 입장객이 자유이용권,5회 이
용권,3회 이용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충전할 금액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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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주 메메메뉴뉴뉴 부부부 메메메뉴뉴뉴

입입입력력력 폼폼폼
￭ 입장객 정보
￭ 놀이기구 정보
￭ 가게 정보

입입입장장장객객객관관관리리리

￭ 입장객별 이용한 가게
￭ 입장객별 이용한 놀이기구
￭ 입장객 정보(성별)
￭ 입장객 정보(연령별)
￭ 입장객 정보(지역별)
￭ 입장객 정보(입장시간별)

놀놀놀이이이기기기구구구관관관리리리

￭ 놀이기구별 입장객
￭ 놀이기구 이용정보(성별)
￭ 놀이기구 이용정보(연령별)
￭ 놀이기구 이용정보(지역별)
￭ 놀이기구 이용정보(탑승시간별)
￭ 놀이기구 이용정보(입장객수비교)

가가가게게게관관관리리리

￭ 가게별 입장객
￭ 가게 이용정보(성별)
￭ 가게 이용정보(연령별)
￭ 가게 이용정보(지역별)
￭ 가게 이용정보(이용시간별)
￭ 가게 이용정보(매출액비교)

종종종료료료 ￭ 종료

<표 5-8>관리프로그램 메뉴
<Table5-8>ManagementProgram Menu

20만원,10만원,5만원 중에서 선택하면 정보가 입력된다.입장객 정
보를 입력할 수 있은 폼은 다음 <그림 5-17>과 같다.

(2)놀이기구 정보

놀이기구 입력정보 폼은 테마파크 내에 있는 놀이기구에 대한 정
보를 입력하는 폼이다.놀이기구 코드는 자동으로 부여되고,놀이기
구 종류는 탑승자의 제한이 있는 놀이기구인지를 구별하기 위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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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고,놀이기구를 관리하는 직원의 이름과 전화번호 및 놀이기구
의 위치 등 놀이기구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본 논문에서는
놀이기구의 종류를 키가 120㎝ 이상인 경우에만 탈 수 있는 놀이기
구와 그렇지 않은 놀이기구로 가정하였다.

(3)가게 정보

가게 입력정보 폼은 테마파크 내에 있는 가게에 대한 정보를 입
력하는 폼이다.가게 코드는 자동으로 부여되고,가게의 종류는 가
게의 운영이 입장식인지 판매식인지 구별하여 나타내고,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의 이름과 전화번호 및 가게의 위치 등 가게에 대한 정
보를 입력할 수 있다.

<그림 5-17>입장객 입력정보 폼
<Fig.5-17>InsertForm of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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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입장객 관리

입장객관리 메뉴는 입장객이 테마파크에서 이용한 가게와 놀이기
구를 알 수 있도록 입장객별 이용한 가게,입장객별 이용한 놀이기
구 및 입장객에 대한 성별,연령별,지역별,입장시간별로 확인할 수
있는 입장객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1)입장객별 이용한 가게

입장객별 이용한 가게는 입장객의 이름으로 검색하면 입장객에
대한 기본 정보와 이용한 가게 이름과 이용시간,가게에서 사용한
총 금액도 표시한다.입장객이 이용한 가게를 검색하는 폼은 다음
<그림 5-18>과 같다.

(2)입장객별 이용한 놀이기구

입장객별 이용한 놀이기구는 입장객의 이름으로 검색하면 입장객
에 대한 기본 정보와 이용한 놀이기구의 이름과 이용시간,테마파크
에 있는 놀이기구 중 탑승한 놀이기구의 개수를 표시한다.

(3)입장객 정보

입장객 정보는 한 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프로 볼 수
있다.입장객 정보는 성별,연령별,지역별,입장시간별로 나누어 다
음 <그림 5-19>와 같이 그래프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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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8>입장객이 이용한 가게 검색 폼
<Fig.5-18>UsingStoreListSearching

Form

5.4.3놀이기구 관리

놀이기구관리는 놀이기구를 이용한 입장객과 인원을 알 수 있는
놀이기구별 입장객과 놀이기구별로 이용한 입장객의 정보를 성별,
연령별,지역별,탑승시간별로 확인하는 놀이기구 이용정보로 구성
되어 있다.

(1)놀이기구별 입장객

놀이기구별 입장객은 놀이기구 이름으로 검색하면 놀이기구종류,
수용인원,담당직원과 전화번호와 같은 기본 정보와 놀이기구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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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입장객의 이름,입장시간 및 퇴장시간,놀이기구에 탑승한 총
입장객 수를 표시한다.

(2)놀이기구 이용정보

놀이기구 이용정보는 입장객의 성별,연령별,지역별,탑승시간별
로 확인하고,놀이기구별로 이용한 입장객 수를 비교한다.놀이기구
이용정보는 다음 <그림 5-20>과 같이 그래프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림 5-19>입장객 정보
<Fig.5-19>Informationof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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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0>놀이기구 이용정보
<Fig.5-20>UtilizableInformationofAmusement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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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가게 관리

가게관리 메뉴는 가게를 이용한 입장객이 누구인지,언제 왔는지,
돈을 얼마나 쓰고 갔는지 알 수 있는 가게별 입장객과 가게별로 이
용한 입장객의 정보를 성별,연령별,지역별,이용시간별로 확인하고
가게별로 매출액을 비교할 수 있는 가게 이용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1)가게별 입장객

가게별 입장객은 가게 이름으로 검색하면 가게의 운영형태가 판
매식인지 입장식인지 알려주는 가게종류,담당직원의 이름과 전화번
호,가게의 위치와 같은 기본 정보와 가게를 이용한 입장객의 이름,
판매시간,퇴장시간,판매금액과 가게의 총 매출액을 표시한다.

(2)가게 이용정보

가게 이용정보는 입장객의 성별,연령별,지역별,이용시간별로
나누어 확인할 수 있고,가게별 매출액을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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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666장장장 시시시스스스템템템 실실실험험험 및및및 고고고찰찰찰

본 논문에서 설계하고 구현한 테마파크 관리 시스템을 실험하기
위해 4명의 가족과 2명의 연인이 테마파크에 입장하여 움직이는 동
선을 따라 다니며 RFID 태그로 놀이기구와 가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입장객의 정보가 서버로 전송되어 데이터베이스와 원활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는지 실험하였다.가족과 연인은 시나리오에
따라 테마파크 입구에서 이용권과 충전 금액을 선택한 다음 RFID
태그를 발급받아 놀이기구와 가게를 이용하고 테마파크 출구에서
정산을 한다.

6.1시나리오

6.1.1.테마파크 배치도

테마파크 관리 시스템을 실험하기 위해 만든 가상의 테마파크의
배치도는 다음 <그림 6-1>과 같고,개장시간은 9시이고,폐장시간
은 22시이다.테마파크의 입구와 출구는 같은 장소이고 놀이기구는
청룡열차,귀신의 집,사파리 등이고,가게는 아이스크림 가게,수영
장,영화관 등이며,장미정원과 분수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
설이다.
놀이기구 이용권을 이용하는 놀이기구와 태그에 저장된 금액을

이용하는 가게는 다음 <표 6-1>과 같다.놀이기구에서 RFID 태그
를 사용하면 이용권이 하나씩 차감되고,남은 이용권이 없으면 사용
할 수 없다.가게는 RFID 태그를 리더기에 인식시키면 저장된 금액
에서 사용한 금액만큼 차감되고,잔액이 부족하면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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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테마파크 배치도
<Fig.6-1>PlaceofThemePark

놀놀놀이이이기기기구구구(((이이이용용용권권권))) 가가가게게게(((잔잔잔액액액)))

1.청룡열차
2.귀신의 집
3.사파리
4.아마존강
5.바이킹
6.회전목마
7.풍선기구

1.아이스크림가게 :각 2,500원
2.수영장 :각,25,000원
3.수영용품 대여점 :각 50,000원
4.마사지 :각 20,000원
5.식당 :각 10,000원
6.영화관 :각 5,000원
7.사진관 :각 5,000원
8.피자집 :각 10,000원
9.분식집 :각 10,000원

<표 6-1>놀이기구와 가게 종류
<Table6-1>KindofAmusementEquipmentand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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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4인 가족

아빠는 40세,아내는 35세,아들은 12세,딸은 8세로 4인 가족이
놀이 공원으로 휴가를 왔다.여기서 딸은 120cm가 안 된다.자동차
로 가족을 태우고 테마파크에 도착하여 테마파크 입구에서 9시 30
분에 손목밴드용 RFID 태그를 받아 입장한다.태그정보에는 아빠가
놀이기구 3회 이용권,엄마가 5회 이용권,아들은 자유이용권,딸은
3회 이용권을 입력하고,아빠는 20만원,엄마는 10만원을 충전한다.
테마파크에 입장하여 거리 공연을 참관하고 10시에 가족이 모두

청룡열차를 타려고 하지만 키가 120cm가 안 되는 딸이 탑승하지 못
해 엄마와 아들만 청룡열차를 타고 10시 20분에 청룡열차에서 내린
다.10시 30분에 주변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2천 5백 원짜리 아이스
크림 4개를 사고 아빠태그로 만원을 계산한 다음 귀신의 집으로 간
다.11시에 귀신의 집에는 아빠와 아들이 들어가서 11시 30분에 나
온다.11시 40분에 가족 모두 사파리를 구경하고 12시 40분에 나온
다.13시에 식당에서 가족이 식사를 하고 아빠 태그로 4만원을 계산
하고 14시 식당을 나온다.14시 30분에 수영장에 들어가서 4인 가족
입장료 10만원을 아빠태그로 계산하고 17시까지 수영을 한다.14시
40분에 수영용품 대여점에서 엄마태그로 총 대여료 2만원을 계산하
고 수영용품을 대여하여 16시 50분에 반납한다.17시 20분에 가족
모두 바이킹을 타고 17시 30분에 나온다.17시 40분에 피자집에서
피자를 먹고 엄마 태그로 4만원을 계산하고 18시 30분에 나온다.19
시에 영화관에서 엄마태그로 2만원을 계산하고 영화를 보고 21시에
나온다.21시 30분에 출구에서 정산을 한다.정산 금액은 아빠 잔액
5만원이고 엄마 잔액 2만원이 남는다.4인 가족이 이용한 놀이기구
와 가게를 이용한 정보를 정리하면 다음 <표 6-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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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장장소소소 입입입장장장시시시간간간 퇴퇴퇴장장장시시시간간간 입입입장장장객객객 티티티켓켓켓종종종류류류 계계계산산산인인인 사사사용용용금금금액액액

입구 09:30

아빠 3회 200,000
충전

엄마 5회 100,000
충전

아들 자유이용권
딸 3회

청룡열차 10:00 10:20 엄마,아들 이용권 엄마,아들
태그

아이스크
림가게 10:30 10:30 가족모두 태그잔액사용 아빠 10,000

귀신의
집 11:00 11:30 아빠,아들 이용권 아빠,아들

태그

사파리 11:40 12:40 가족 모두 이용권 아빠,엄마,
아들,딸 태그

식당 13:00 14:00 가족 모두 태그잔액사용 아빠 40,000

수영장 14:30 17:00 가족 모두 태그잔액사용 아빠 100,000
수영용품
대여점 14:40 16:50 가족 모두 태그잔액사용 엄마 20,000

바이킹 17:20 17:30 가족 모두 이용권 아빠,엄마,
아들,딸 태그

피자집 17:40 18:30 가족 모두 태그잔액사용 엄마 40,000

영화관 19:00 21:00 가족 모두 태그잔액사용 엄마 20,000

출구 21:30

아빠 3회

150,000
사용
50,000
잔액

엄마 3회

80,000
사용
20,000
잔액

아들 자유이용권

딸 3회

<표 6-2>4인 가족
<Table6-2>FamilywithFour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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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2인 연인

남자는 25세,여자는 22세인 연인이 10시에 테마파크 입구에 도
착하여 손목밴드용 RFID 태그를 받아 입장한다.태그 정보는 남자
는 5회 이용권,여자는 자유이용권을 입력하고,남자는 10만원,여자
도 10만원 충전한다.
테마파크에 입장한 연인은 11시에 청룡열차를 탑승하여 11시 20

분에 내리고,11시 30분에 풍선기구를 탑승하고 12시에 내린다.12
시 30분에서 13시 20분까지 분식집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남자 태그
로 2만원 계산한다.13시 40분부터 바이킹 탑승하고 2시에 내린다.
14시 30에 회전목마를 탑승하여 14시 50분에 내린다.15시부터 15시
30분까지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고 여자 태그로 만원을 계산한다.16
시에 귀신의 집에 입장하여 16시 30분 나온다.17시에 여자 태그로
1만원을 계산하고 19시까지 영화를 관람한다.19시 30분에 피자집에
서 피자를 먹고 남자 태그로 3만원을 계산하고 20시 30분에 피자집
을 나온다.21시에 출구에서 정산을 한다.정산 금액은 남자 잔액 5
만원이고 여자는 잔액 8만원이 남는다.2인 연인이 이용한 놀이기구
와 가게를 이용한 정보를 정리하면 다음 <표 6-3>와 같다.

6.2실험 및 고찰

테마파크 관리 시스템을 4인 가족과 2인 연인이 테마파크에서 움
직인 동선에 따라 실험하였다.먼저 테마파크 입구에서 입장객 정보
를 입력해야 한다.예를 들어,김일번 입장객의 정보를 입력하는 폼
은 다음 <그림 6-2>와 같다.입장객 입력정보 폼에서 4인 가족과 2
인 연인의 신상 정보를 입력하면 다음 <그림 6-3>과 같이 입장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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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테이블에 데이터가 저장된다.
가족과 연인이 놀이기구와 가게를 이용하기 위해 RFID 태그를

리더기에 인식시키면 탑승(ride)테이블과 판매(sale)테이블에 데이
터가 삽입된다.

장장장소소소 입입입장장장시시시간간간 퇴퇴퇴장장장시시시간간간 입입입장장장객객객 티티티켓켓켓종종종류류류 계계계산산산인인인 사사사용용용금금금액액액

입구 10:00
남자 5회 100,000

충전

여자 자유이용권 100,000
충전

청룡열차 11:00 11:20 남자,여자 이용권 남자,여자
태그

풍선기구 11:30 12:00 남자,여자 이용권 남자,여자
태그

분식집 12:30 13:20 남자,여자 태그잔액사용 남자 20,000

바이킹 13:40 14:00 남자,여자 이용권 남자,여자
태그

회전목마 14:30 14:50 남자,여자 이용권 남자,여자
태그

사진관 15:00 15:30 남자,여자 태그잔액사용 여자 10,000
귀신의
집 16:00 16:30 남자,여자 이용권 남자,여자

태그
영화관 17:00 19:00 남자,여자 태그잔액사용 여자 10,000
피자집 19:30 20:30 남자,여자 태그잔액사용 남자 30,000

출구 21:00

남자 5회

50,000
사용
50,000
잔액

여자 자유이용권

20,000
사용
80,000
잔액

<표 6-3>2인 연인
<Table6-3>Sweetheartof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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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김일번 입장객 입력정보
<Fig.6-2>InsertInformationIl-BunKim

<그림 6-3>4인 가족과 2인 연인의 입장객 테이블
<Fig.6-3>ManTableofFamilyandCouple

가족과 연인이 놀이기구에 탑승하면 <그림 6-4>와 같이 놀이기
구를 탑승한 기록이 탑승(ride)테이블에 저장되고,가게를 이용하면
<그림 6-5>와 같이 가게를 이용한 기록이 판매(sale)테이블에 저
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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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4인 가족과 2인 연인의 탑승 테이블
<Fig.6-4>RideTableofFamilyofFourandSweetheartof

Two

<그림 6-5>4인 가족과 2인 연인의 판매 테이블
<Fig.6-5>SaleTableofFamilyandCouple

테마파크 관리 시스템의 관리자는 4인 가족과 2인 연인이 테마파
크를 이용하고 있을 때 실시간으로 가족과 연인이 탑승한 놀이기구
와 이용한 가게를 알 수 있다.또한,탑승한 놀이기구의 이름과 수,
가게에서 사용한 금액이 얼마인지도 알 수 있으며,입장객이 최종적
으로 이용한 위치도 파악할 수 있었다.김일번 입장객이 탑승한 놀
이기구와 이용한 가게는 다음 <그림 6-6>과 같다.
또한,관리자는 놀이기구를 이용한 입장객과 가게를 이용한 입장

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고 현재까지 놀이기구별로 이용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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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김일번이 이용한 가게,놀이기구 목록
<Fig.6-6>UsingStoreandAmusementEquipmentListof

Ill-BunKim

입장객 수와 가게별 총 매출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게다가
입장객의 정보를 활용하여 놀이기구나 가게를 이용하는 입장객의
성별,연령별,지역별,이용시간대별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테마파크 내에 있는 입장객의 수와 기본 정보를 이용하여
직원의 배치와 필요한 물건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
놀이기구 중 하나인 귀신의 집을 이용한 입장객과 총 입장객 수,

식당을 이용한 입장객과 입장객이 사용한 금액 및 식당의 총 매출
액은 다음 <그림 6-7>과 같다.
국내 테마파크를 이용하는 입장객 중 보편적인 가족단위의 이용

객과 2인의 연인을 대상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구현한 테마파
크 관리 시스템을 실험해 본 결과 놀이기구나 가게에 설치된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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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입장객이 갖고 있는 손목밴드용 RFID태그를 인식시키면 테마
파크 내에 있는 모든 시설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었다.또한,손목
밴드용 RFID태그를 리더기에 인식시키면 데이터베이스와 정보교환
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져 입장객의 대기시간이 줄어들게 되었다.관
리 시스템의 관리자는 실시간으로 전송되어 오는 정보를 활용하여
테마파크의 상태에 따라 유연하게 직원을 배치하게 되고,가게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을 예상하여 미리 준비할 수 있다.

<그림 6-7>귀신의 집 입장객과 식당 입장객 목록
<Fig.6-7>UserListforHouseofGhostandRestau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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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777장장장 결결결 론론론

RFID 기술은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
는 정보통신 환경인 유비쿼터스 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중요한 기술
로 자리 잡고 있다.국내외적으로도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 활발한
연구 활동과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응용사례가 발표되고 있다.오늘날 사람들의 여가 시간이 길어지고
생활수준이 높아져 테마파크를 이용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고,입
장객들의 요구도 다양해졌다.입장객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테
마파크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RFID기술을 도
입해야 한다.
본 논문은 테마파크를 이용하는 입장객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와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테마파크를 운영하는 관리자에게 입장객
과 놀이기구 및 가게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이
벤트와 마케팅 전략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새로운 관리
시스템을 제안하였다.그리고 테마파크를 관리하는 형태에 따라 관
람형과 놀이공원형으로 나누어 각각의 테마파크에 적합한 RFID 기
술을 적용한 모델을 제안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 RFID 기술을 적용한 관람형 테마파크는 전시되어

있는 작품에 대한 정보와 관람을 위한 최적의 코스를 RFID 리더기
가 내장된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고 작품이나 벽면,
바닥 등의 RFID태그를 부착하여 위치추적 서비스가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 RFID기술을 적용한 놀이공원형 테마파크는 입장객

이 테마파크 내에서 RFID태그 하나로 각종 놀이기구와 편의시설을
이용하고,관리자는 테마파크 내에 있는 입장객의 수와 입장객의 이
동경로 및 이용한 놀이기구,사용한 매장과 놀이기구를 이용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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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 수 및 각 매장의 매출액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테스트베드로 구현한 놀이공원형 테마파크 관리 시스템은 입장객

이 테마파크 입구에서 간단한 신상명세를 입력하고 RFID태그를 발
급받아 이용권과 금액을 충전하여 입장을 하면 테마파크 내에 각종
놀이기구와 매장을 RFID 태그를 리더기에서 인식시킴으로써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입장객의 성향과 입
장객이 많이 이용되는 놀이기구와 매장을 알 수 있고,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테마파크에서의 놀이기구와 매장의 관리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으며,직원의 효율적인 배치와 놀이기구 및 가게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한다.또한,입장객은 RFID태그만을 소지함으로써 테마파
크 내의 모든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고 현금이나 카드를 대신하
여 각종 편의시설과 매장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RFID를 이용하여 위치추적 서비스 기능을

추가한 놀이공원형 테마파크 관리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다.놀이
공원형 테마파크는 관람형 테마파크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이기 때
문에 태그를 부착해 두고 모바일 RFID 리더기로 위치를 찾는 것보
다 리더기를 곳곳에 두고 인식거리가 수십 m에 이르는 능동형
RFID태그를 입장객이 소지하여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라 생각된다.이러한 시스템이 구현된다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
의 미아 발생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고,테마파크를 이용하는
일행이 자유롭게 테마파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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