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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새로운 종류의 테마파크 경험
104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공간에 매년 수백만 명이 찾아오는 월트 디즈니 월드 리조트는 엄청난 규모의 엔터테인먼트를 지원하는 방법

을 찾아냈습니다. 56,656m2 규모의 스타워즈: 갤럭시 엣지는 디즈니 파크 역사상 가장 큰 단일 테마파크로 최고 수준의 몰입도와 연결

성을 갖추고 이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새로운 종류의 테마파크 경험을 선사합니다.

솔루션

어디든 함께하는 네트워크
먼 우주의 바투 행성에 푹 빠져있거나 월트 디즈니 월드 리조트의 다른 지역을 구석구석 즐기고 있을 때 게스트 네트워크에 액세스하는 
로그인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면 참 성가실 것입니다. HPE는 디즈니와 함께 방문객이 이동하는 대로 같이 움직이는 중단 없는 연결을 제
공합니다. 엡콧에서 매직 킹덤 파크로, 또는 타이푼 라군 워터파크나 디즈니 스프링스의 식당으로 이동할 때도 언제나 안전하고 일관되게 
연결됩니다.

"HPE는 스타워즈: 갤럭시 엣지를 디즈니 역사상 가장 연결된 공간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Tilak Mandadi, 디즈니 파크, 체험 및 제품의 총괄 부사장 겸 글로벌 기술 책임자

결과

‘멀고 먼 은하계’에 고성능 WiFi 지원
Aruba ESP(Edge Services Platform)가 제공하는 개방형 네트워킹 솔루션은 에코시스템 파트너와 간편하게 통합되어 모든 놀이공원과 
리조트 구역에 단일 관리 및 구성 지점을 제공합니다. Aruba UXI(User Experience Insight) 인시던트 감지 기능을 활용한 기계 학습으

로 담당 팀에서 문제를 식별하고 빨리 해결하여 사용자 경험이 개선되었습니다. 최종 사용자는 기본 기술을 신경 쓰지 않고 더 신나게 즐
길 수 있습니다. 고성능 WiFi가 제공되므로 Play Disney Parks 앱으로 아우레베쉬 언어를 번역하거나 바투 행성에서 퍼스트 오더의 전송

을 막을 때에도 중단 없이 안전하게 연결됩니다. 디즈니 파크, 체험 및 제품의 총괄 부사장 겸 글로벌 기술 책임자인 Tilak Mandadi는 이
렇게 말합니다. "Imagineers에서는 행성 하나를 만드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HPE는 스타워즈: 갤럭시 엣지를 디즈니 역사상 
가장 연결된 공간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수십 년
디즈니와 HPE가 협업한 기간

셀 수 없음
연결되고 영감을 받은 사람 수

56,656m2

월트 디즈니 월드 리조트에서  
구현한 스타워즈: 

갤럭시 엣지의 면적

관련 수치

전환 솔루션

Aruba Edge Services Platform

하드웨어

Aruba 액세스 포인트

Aruba 스위치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관리용 Aruba AirWave

네트워크 액세스 제어용 Aruba ClearPass

Aruba User Experience Insight

 솔루션 레시피

채팅 이메일 전화 업데이트

월트 디즈니 월드 리조트의 스타워즈:
갤럭시 엣지에서 연결된 경험 지원
세계 전체를 구현하는 일에는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이 분야에서 디즈니 파크, 체험 및 제품

을 능가하는 상대는 없습니다. Disney Imagineers가 ‘멀고 먼 은하계’를 월트 디즈니 월드 
리조트에 들여오기로 했을 때 디즈니 역사상 몰입도와 연결성이 가장 뛰어난 공간을 구상했

습니다. 그래서 디즈니는 방문객을 위한 중단 없는 고성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HPE
와 Hewlett Packard Enterprise 기업인 Aruba와 협업했습니다. 월트 디즈니 월드의 스타워

즈: 갤럭시 엣지를 소개합니다.

https://www.arubanetworks.com/products/networking/access-points/
https://www.arubanetworks.com/products/networking/switches/
https://www.arubanetworks.com/products/networking/management/airwave/
https://www.arubanetworks.com/products/security/network-access-control/
https://www.hpe.com/kr/ko/contact-hpe.html
mailto:contactsales@hpe.com
http://www.hpe.com/info/getupdated
https://www.hpe.com/global/hpechat/index.html?jumpid=Collaterals_a00083951K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