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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디지털 사이니즈 시스템 구현에 

관한 연구

김용호*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Digital Signage System on 

Cloud computing-based

Yong-Ho, Kim*

요  약  본 논문에서 구현된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디지털 사이니즈 시스템은 기존의 디지털 사이니지 소프트웨어
의 콘텐츠 생산의 불편함과 IPTV처럼 제작된 셋톱박스 관리의 불필요한 비용, 시간, 인력 등을 절감함으로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렉티브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웹에디터와 같은 저작기능을 추가하여 차세대 디지털 사이니
지(Signage, 광고 또는 홍보)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디지털사이니즈, 웹에디터, 클라우드, IPTV, 셋톱박스, 인터렉티브

Abstract  Implemented in this paper based on cloud computing needs of the digital signage software digital 
signage system, the existing production of the content of the inconvenience and IPTV set-up boxes designed 
like an unnecessary expense management, time and manpower to provide real-time information and by reducing 
WebEditor capable of producing interactive content authoring capabilities, such as next-generation digital signage 
by adding (Signage, advertising or public relations) proposed a new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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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클라우드 컴퓨  기반의 디지털 사이니즈 시스템은 

기존의 디지털 사이니지 소 트웨어의 콘텐츠 생산의 불

편함과 IPTV처럼 제작된 셋업박스 리의 불필요한 비

용, 시간, 인력 등을 감하는데 주력하여 설계하고 개발

함으로서 차세  디지털 사이니지(Signage, 고 는 

홍보)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기존 디지털 사이니지 

제품은 디지털 고  홍보시장에만 국한되었다면,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 티  콘텐츠

를 제작할 수 있는 웹에디터와 같은 작기능을 추가하

여 새로운 시도를 하 다. [1]

아울러 최근 세가 되고 있는 클라우드(Cloud) 컴퓨

의 개념을 도입하여, 디지털 사이니지 클라우드 서버

에 동 상, 이미지, 템 릿을 리하고, 기 제작되어 보유

하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다양한 채 의 형태로 보

할 수 있도록 하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고 

리자가 서버의 동 상  홍보 콘텐츠를 재구성하여,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성  사용상 편리성

을 고려하여 구 하고, 한 콘텐츠를 제작함에 있어, 화

면분할로 제작하던 콘텐츠 제작 시스템을 워포인트와 

같은 멀티 이어(Multi-Layer)방식으로 편리하게 제작

하고 제작된 콘텐츠를 서버에 할당된 다양한 채 에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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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디지털사이니즈 기술 발전의 단계

성  장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효과 으로 표

출하기 한 템 릿을 제공하는 기술을 구 하고자 한

다.[2][3] 한 Windows XP, Vista, Windows7 32bit, 

64bit를 모두 지원하는 Any OS를 지향한다.

2. 관련 연구

2.1 국내․외 관련기술의 현황

최근에는 옥외용 LED를 비롯하여,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등의 산업의 발 으로 인한 오 라

인 사이니지(Signage, 고  홍보)시장을 잠식하여 가

고 있으며, 사이니즈 솔루션의 발 으로 화면분할형에서 

멀티 이어(Multi - Layer)형태까지 등장하고 있다.

재 옥외 고법의 제한으로 인해 디지털 수막의 

경우, 기술은 개발되었으나 법의 제한으로 인해 실제로 

용되지 못하고 있다. 디스 이 시장의 경우 LCD 

(Liquid Crystal Display)의 시장에서 LED(Light 

Emitting Diode) 소자의 개발로 인해 력에서 고해상

도의 화면을 표출하는 기술의 비약 인 발 으로 진보하

고 있으며, 다양한 고물의 체로 부상 이다. 한 

셋톱박스(Settop PC) 기술의 발 으로 인한 산업용 ITX 

보드가 개발되어, 고성능 소형 PC 시장의 세가 되어가

고 있으며. 매체에 따른 다양한 로토콜과 목하여 다

양한 기기로 내장되고 있다. 최근 GS주유소의 경우, 고

화질 디스 이(DID, Digital Information Display)를 활

용한 멀티화면으로 구성하여, 각종 고는 물론, 주유소

의 주요정보를 표출해주는 생활 속의 일부로 자리매김하

고 있으며, 3D 디스 이 기술의 발 으로 인한, 3D TV

가 일반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무안경 기술 한 

개발을 진행 에 있어 귀추가 주목되는 시 이다. 한, 

스마트폰의 Apps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TV가 보 됨에 

따라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의 새로운 형태로의 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KTDS 경우는, 스마트폰과 사내방송, 디지털 사이니

지 솔루션을 하나로 통합하여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사내방송시스템의 신을 이 내고 있다.[7]

2.2 개발의 필요성

오 라인 고  홍보매체를 신하여, 디지털 사이

니즈 제품(솔루션)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디지털 사이니

즈 시스템의 맹 으로 부각되는 자유로운 콘텐츠 표출 

제한과 네트워크가 지원되지 않는 USB와 같은 메모리 

매체를 이용한 솔루션 등이 불편하고, 고 리자가 원

거리에서 고를 표출하고자 할 때, 콘텐츠 송부터 함

체에 내장되어 있는 셋업박스(Settop PC)의 제어등의 다

양한 문제 이 발생하고 있어 리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한, 디지털 사이니즈의 가장 큰 장 인 오 라인 사

이니즈(Signage, 고  홍보)물의 제한 인 표 방식

을 표 함으로써 고시장의 블루오션으로 자리매김하

고 있으며, 그 시장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해, 

구나 쉽고 편리하며 언제 어디서나 화면에 표출할 수 

있는 클라우드(서버)형 디지털 사이니즈 시스템의 필요

성이 두되고 있으며,  스마트폰과 사내방송시스템과 

연계한 복합 인 형태의 새로운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하

는 사이니즈 시스템과의 융합형으로 발 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  홍보의 다양성을 제공하기 해 채

택한 채 형, 콘텐츠(Contents, 표 요소)를 워포인트

처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멀티 이어형,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고수요에 따라 네트워크를 통한 클라우드형

으로 진화하여 지 까지 없었던 다양한 고와 홍보를 

할 수 있는 진화형 디지털 사이니즈 시스템이 요구되게 

되었다. [4][5]

한, 디지털 사이니즈 시스템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

는 키오스크 시장에 형화 바람이 불고 있으며. 이에 이

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는데, 형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를 활용한 제품은 최근 

키오스크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하드웨어 제

품의 성장에 따라 표출하는 콘텐츠 시장도 더욱 커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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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 보다 편리하고 렴하게 원하는 정보를 제작 

 표출할 수 있는 편리한 키오스크 편집 솔루션의 필요

가 실해지고 있다.[6] 

3.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디지털 

   사이니즈 시스템 구현

3.1 Editor핵심모듈 개체삽입(멀티레이어)모듈 

개발  

먼 , 개체들이 삽입될 때, 개체 에 개체가 올라갈 

수 있도록 설계하 으며, 기존 화면 분할형의 경우, 개발

하기는 쉬우나 사용자들은 다양한 표 을 하기 힘든 

을 감안하여, 워포인트처럼 개체를 쉽게 올릴 수 있도

록 닷넷(.net)언어로 구 하 으며, 닷넷 임워크 4.0 

기반으로 제작하 다.

[그림 2] 멀티레이어 개체삽입 구성도

[그림 3] EDITOR 실행화면

[그림 4] 개체 및 레이어 소스코드(일부발췌)

3.2 개체삽입 및 재생에 관한 실시간 렌더링

모듈

각 개체 삽입시 화질이 좋은 개체도 있지만, 그 지 못

한 개체는 랜더링을 통해 화질보정이 필요하다. 이 을 

착안하여, Visual C++ 개발언어를 이용하여, 개체의 확  

 축소시 실시간 랜더링(Rendering)을 실시하여 변형된 

개체 화면주 와 비슷한 화질을 가질 수 있도록 개발하

다.[6]

[그림 5] 실시간 랜더링 기술적용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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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실시간 랜더링(Rendering) 소스코드 

3.3 채널형 컨텐츠 모듈개발

Agent에서 서버에 설치된 Manager의 인증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해주고 재생하게 되는데, Agent 셋업박스

(Settop PC)에서는 30 당 1번씩 서버로 셋업박스의 주

요정보를 서버로 송하게 설계&코딩하 으며, 웹을 통

하여 서버로 근된 리자는 채 로 들어가서 콘텐츠를 

편집하게 되는데, 이때 만들어진 콘텐츠가 주요채 에 

장되어, 템 릿으로 사용되게 되며, 원하는 방향 로 

수정하여 원하는 셋톱박스(Settop PC)에 송출하여 콘텐

츠를 표출하도록 하 으며, 채 형 DB 모듈 설계도와 

DB 테이블 정의서는 아래 그림과 같다.

3.4 위젯(Widget)서비스 관리모듈 개발

젯(Widget)은 Client(Agent)에 탑재되어, 원하는 

치에 송출하고자 하는  실시간  정보데이터를 보여주

는 개체로서, 래쉬(Flash)로 제작되어 특정 치에만 

가능했으나, 개발기술에서는 젯을 화면의 어느 곳이나 

원하는  치에 올릴 수 있으며 그 크기 한 확   축

소가 가능하도록 개발하 다.

[그림 7] 채널형 DB 모듈 설계도

[그림 8] DB 테이블 정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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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위젯초기화 소스코드 일부

한, 젯의 경우 특정시간에 표출되도록 하는 약등

록이나 Client(Agent) 가 시작되면서 자동으로 시작되는 

자동등록은 물론, 로그 일을 남겨 오류에 한 비를 하

으며, 젯서비스의 리는 Client 모듈이나 특정서버와 

통신을 해야하는 계로 별도의 모듈로 제작하 다.

젯의 속성 값 한 설정하여, 아래의 그림에서와 같

이 값을 바꾸어 표출할 수 있게 되어있고, 치 한 화

면을 기 으로 좌상(0,0) 기 으로 하여 표출될 수 있

도록 임의의 값을 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림 9] 위젯 서비스 구현화면

4. 결론

본 논문에서 구 된 클라우드 컴퓨  기반의 디지털 

사이니즈 시스템은 기존의 디지털 사이니지 소 트웨어

의 콘텐츠 생산의 불편함과 IPTV처럼 제작된 셋업박스 

리의 불필요한 비용, 시간, 인력 등을 감함으로서 차

세  디지털 사이니지(Signage, 고 는 홍보)의 새로

운 방향을 제시하 다.  기존 디지털 사이니지 제품은 디

지털 고  홍보시장에만 국한되었다면,  본 논문에서

는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 티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웹에디터와 같은 작기능을 추가하여 새로운 

시도를 하 다. 

한, 최근 세가 되고 있는 클라우드(Cloud) 컴퓨

의 개념을 도입하여, 디지털 사이니지 클라우드 서버에 

동 상, 이미지, 템 릿을 리하고, 기 제작되어 보유하

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다양한 채 의 형태로 보 할 

수 있도록 하 다. 

다수의 고 리자가 서버의 동 상  홍보 콘텐츠

를 재구성하여,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성  

사용상 편리성을 고려하여 구 하 으며, 콘텐츠를 제작

함에 있어, 화면분할로 제작하던 콘텐츠 제작 시스템을 

워포인트와 같은 멀티 이어(Multi-Layer)방식으로 

편리하게 제작하고, 제작된 콘텐츠를 서버에 할당된 다

양한 채 에 생성  장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효과 으로 표출하기 한 템 릿을 제공하는 기술을 구

 하 다. 

향후에는 운  PC or 서버(Server)에서 원격지에 있

는 셋톱박스(Settop PC)의 제어/ 리 모듈 개발   

TCP/IP기반 스 쥴 송  모니터링 통신 모듈을 개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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