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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디지털 사이니지 일등기업 성공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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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디지털 미디어 확산과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한 사례 연
구는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텔리안 시스템즈가 사이니지 기술과 서비스 개발을 통해 어떠한 방법으
로 사이니지 시장에서 성공하려는 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인텔리안 시스템즈의 주요 디지털 사이니지 서
비스와 사업이 어떻게 강화되고 확장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인텔리안 시스템즈의 기술개발과 관련 사업들의 진행
과 확장은 향후 국내 관련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기업들에게 성장과 사업의 지향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사이니지 기업의 핵심 성공요인으로 IT 전문인력, 사이니지 요소 기술 그리고 솔루션은 
물론 다양한 파트너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가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디지털 사이니지, 인텔리안 시스템즈, 성공요소, 정보기술융합, 광고

Abstract  Despite the rapid growth of digital signage market with diffusion of digital media, there has been 
little case study in digital signage research area. More specifically, this case study of Intellian Systems, one of 
the leading digital signage companies, reveals how it made the successful growth by developing signage 
technology and its service in such a market. This study also describes how Intellian Systems strengthen and 
extend their digital signage business. By introducing Intellian Systems and its technology with service, this study 
provides some practical implications for firms which are relevant to using digital signage in Korea. In particular, 
we found that IT manpower who has specialized knowledge, excellent components of technologies and IT 
solutions as well as strategic alliance with a variety of partners as critical success factors in order to gain 
competitive advantages in digital signage industry. 

Key Words : Digital signage, Intellian Systems, critical success factors, IT convergence, advert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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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LCD, LED 등을 기반으로 하는 지능형 디지털 

상장치의 속한 발 으로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가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디지털 사이니지란 포

스터나 안내 표시, 간  등 기존의 하드웨어 매체가 아닌, 

디지털 디스 이를 통해 각종 콘텐츠와 정보를 제공하

는 옥외 미디어를 의미한다[9]. 디지털 사이니지는 PC, 

TV, 모바일에 이은 제4의 스크린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는 단순한 고나 자간 이 아니라 최신 정보기술과 

고를 비롯한 비즈니스 역이 융합되어 나타나는 차세

 디바이스로 각 받고 있다. 디지털 사이니지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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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존의 단방향 고매체가 아닌 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데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실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디지털 사이니지에 한 향후 수

요와 시장은 속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망되고 있다

[9].  

표 인 디지털 사이니지 응용분야는 교통, 교육, 병

원, 은행 등의 공공시설, 쇼핑센터, 리  등의 상업시설 

등에 범 하게 활용되고, 용도는 주로 고  홍보, 실

시간 정보 알림 등에 이용된다. 정보의 유형으로는 뉴스, 

날씨  치 정보 등의 공공정보, 기업 는 공서의 

내부정보, 매장의 랜드 홍보  랜드 이미지 구축, 상

이나 건물 등에 머무르는 고객의 행동분석에 따른 디

지털 고 제공, 식당이나 은행 등에서의 고객 기 시간 

표시 등이 있다. 이 듯 다양하게 일상생활에 노출되어 

있는 디지털 사이니지는 최근 들어 새로운 미디어의 형

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미국의 POPAI(Point of Purchase Association 

International)에 의하면 쇼핑센터에서의 소비자 구매의

사결정은 70% 이상이 구매시  바로 직 에 이루어진다

고 한다[17]. 디지털 사이니지는 이처럼 쇼핑센터 안에 

진입함으로써 어느 정도 구매의욕에 사로잡 있다고 간

주할 수 있는 잠재고객들에 한 의사소통도구로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의  크로거와 타켓, 국의 아

스다, 해로스 테스코, 그리고 국의 카르 와 같은 형

매장에는 이미 디지털 사이니지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

다. 월마트의 경우 2,500개가 넘는 로벌 매장을 연결하

는 디지털 사이니지 네트워크를 통해 4주 평균 6만 달러

에서 20만 달러에 이르는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20]. 

아직 확산의 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이미 디지털 사

이니지는 유통매장의 구매 분 기를 제고하는 지원도구

로 인정받고 있다. 쇼핑센터 입구에 부착된 디지털 사이

니지는 쇼핑센터의 랜드 제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개별 매장의 이미지 제고로도 연계됨으로써[6],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된다. Newman et al.[18]도 디지털 사이니

지는 쇼핑센터의 이미지에 향을 미치는 분 기 조성도

구의 역할을 하며 쇼핑센터의 신성 이미지에도 정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주장한 바 있다. 디지털 사이니

지도 쇼핑센터의 조명, 음악, 다자인, 향기 등과 같이 일

종의 유통분 기 조성물(Retail atmospherics)로 인정되

는 추세이다. 디지털 사이니지 그 자체가 해당 매장의 매

출에 어느 정도의 향을 미치는 가를 계량 으로 분석

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디지털 사이니지가 쇼핑센터의 분

기 조성을 한 핵심조형물의 한 구성요소로 인정받을 

때 다양한 요소 간의 상호작용[16]을 명확히 분석하기 어

렵기 때문이다. 고객들이 디지털 사이니지에 해 별다

른 심을 보이지 않더라도 환경의 한 요소로 부지불식 

간에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요악하면 디지털 사이니지는 쇼핑센터와 해당 매장의 

이미지와 랜드 제고에 정  향을 미치며, 이는 해

당 매장에 방문하는 고객의 구매의도에 일종의 조 효과

를 나타냄으로써 매출에 정  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15].

디지털 사이니지의 성장세와 도입 후 기 되는 경제

 효과가 실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까지 디

지털 사이니지에 한 연구가 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히, 선행연구의 경우, 주로 사이니지 산업 체에 한 

거시  에서 논의되어, 구체 인 실제 사례를 찾아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디지털 사이니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표 인 선도기업인 ‘인텔리안 시스템즈’를 

표 인 사례로 소개하고자 한다. 인텔리안 시스템즈는 

디지털 사이니지 소 트웨어 개발과 함께 하드웨어 매

를 시작으로,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

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텔리안 시스템즈가 재 실천

하고 있는 주요사업과 이를 기반으로 한 솔루션을 살펴

으로써,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에 심을 가지고 참여

하고자 하는 많은 기업들에게 롤 모델(roll model)로서 

제시하고자 한다. 인텔리안 시스템즈의 사례연구를 시작

함에 있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주제를 제안하고

자 한다.

첫째,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 핵심 성공 요인(CSF: 

critical success factors)은 무엇인가?

둘째, 향후 디지털 사이니지 기업이 고려해 볼 수 있는 

략  운  방안은 무엇이 있겠는가?

상기 연구주제를 해결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Porter[19]의 다이아몬드 모델(Porter's Diamond Model)

을 분석의 틀로 활용하고, 이러한 틀 속에서 인텔리안 시

스템즈의 주요 서비스 분야, 각 서비스 분야 별 디지털 

사이니지 운  사례, 그리고 성공요인들을 도출하여 시

사 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 으로, 본 연구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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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는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선행연

구를 고찰한다. 이어서 제 3장에서는 본 사례에서 활용될 

이론  분석 틀인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소개하고, 

이 모델의 기본 가정에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사례

기업이 부합하는지를 정성 으로 분석한다. 제 4장에서

는 인텔리안 시스템즈의 소개와 사업 역을 설명한다. 

그리고 제 5장에서는 인텔리안 시스템즈의 강 과 향후 

방향에 해서 논의하며, 마지막 제 6장에서는 결론을 통

해 본 사례연구의 시사 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국내외 동향 및 선행연구 고찰

국내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의 규모를 직 으로 조

사한 통계는 없으나, 일부 조사기 에서는 간 으로 

옥외 고 시장  세계 시장 성장률을 용하여,  약 30% 

정도 성장 할 것으로 망할 것으로 측하고 있다[9]. 

한편, 재 사이니지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주요 기업

들의 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KT는 주거 공간(아 트, 함께 사는 세상), 교통

매체(버스쉘터, 가로변쉘터, 신분당선), 공공장소( 학교

의 Biz-Campus, 공항의 Air-Signage, 병원의 medi-AD, 

편의 의 GSTV, 강남 로 미디오폴) 등의 공간에서 디

지털 사이니지를 운 하고 있다. KT는 2012년  39,000

여 인 디지털 사이니지를 42,000여 로 늘릴 계획이며, 

NHN과 콘텐츠 분야를 강화하는 력을 진행 에 있다

[10].

다음으로, LG U+는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 역을 분

리하여 운  에 있는데,  크게 U+미디어 보드와 U+미

디어 라이 로 구분할 수 있다. 주로 U+ 미디어 보드는 

수도권 주거  사무공간에 설치하며, 지역과 기업 고 

심의 일방향 서비스에 을 두고 있다.  반면에, U+

미디어 라이 는  AED에 디지털 사이니지를 결합하여 

터치스크린을 활용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한 양방향 서비

스에 을 두고 있다.  LG U+는 2012년  기 으로 

13,000여 의 디지털 사이니지를 수도권 심으로 운

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30,000여 까지 확 시킬 계획이

며, CJ 워캐스트와 함께 콘텐츠 분야를 강화하고 있다.

CJ 워캐스트는 인천공항에 모션인식기능을 활용한 

인터 티  콘텐츠를 시범 운  에 있으며, 약 12,000

여 의 패 을 운  에 있다. 재 인천공항, 코엑스몰, 

롯데몰, 이마트, 올리   내에서 디지털 사이니지를 운

 에 있다. 이외에도 다음커뮤니 이션의 경우, 지하

철 역사  수도권 철에 ‘디지털뷰’를 설치하여 사업이 

진행 (2012년 2월 재 978 )에 있으며, 추가로 공항

철도 고 운 사인 ‘핑커터치’를 인수하여 고 패 을 

운  에 있다.

다음으로, 해외시장의 규모를 살펴보면 주로 북미시장

을 심으로 유럽과 일본이 높은 성장세에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ABI Research(Allied Business Intelligence)

는 디지털 사이니지 련 시장 규모를 고시장을 제외 

하고도 2010년 13억 달러에서 2016년까지 45억 달러로 

증가 망할 것으로 상하 고, GIA(Global Industry 

Analysts Inc.)는 세계 시장 규모를 2017년 14억불까지 

성장할 것으로 측하고 있다. 특히 디스 이와 소

트웨어 부분이 큰 성장을 할 것으로 망하 다[12,13].

한편,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과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

의 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사이니지에 한 

학술  실무  연구는 매우 제한 이라 할 수 있다. 특

히 선행연구들의 특징은 정책 연구[2], 사이니지 산업 활

성화 방안 연구[1] 등의 내용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이 있

으며, 최근 들어, 실증 연구들이 일부 제시되고 있다.

를 들면, 심성욱[5]의 연구에서는 강남역에서 설치

된 사이니지 매체인 미디어폴에 한 합한 크로스미디

어 략과 제품군에 해 악하고, 이와 함께 소비자의 

태도를 조사한 바 있다. 연구결과, 미디어폴에 활용에 

합한 제품군은 휴 폰, 개인 가  등으로 나타났고, 고

가치와 미디어 폴 태도에 한 계에서는 오락성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민석 등[8]의 연구에서

도 스마트 사이니지의 고효과에 주안 을 두고, 사이

니지에 한 소비자의 지각된 가치와 태도를 실증 으로 

규명한 바 있다. 실증분석 결과, 사이니지의 고가치는 

정보성, 성가심, 오락성, 지역성에 향을 받으며, 이러한 

고가치는 소비자의 고태도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는 을 밝 내었다.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들은 주로 디지털 사이니지를 

미디어 측면으로 한정하여, 소비자 에서 분석하고 

있다는 한계 을 가지고 있다. 디지털 사이니지를 방송

과 통신의 융합의 측면에서 본다면, 단순한 미디어만이 

아닌 보다 구체 인 실천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보다 

한 시사 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 디지털 사이니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표 인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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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라 할 수 있는 ‘인텔리안 시스템즈’를 표 인 사

례로 소개하고 이를 통해 보다 구체 인 학술 ․실무  

시사 을 제시하고자 한다.

3. 분석적 틀

본 연구에서는 사례를 체계 이고 과학 으로 조사하

기 해, [그림 1]과 같이, Porter[19]의 다이아몬드 모델

(Diamond Model)의 기본 조건들을 고려하 다. 

[그림 1] Porter[19]의 다이아몬드 모델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델은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모델로서, 경쟁력의 주체는 기업이고, 경쟁력의 분석단

는 산업이며, 경쟁력의 분석 범 는 국가로 고려하고 있

다. 이 분석 틀은 의료산업[1], 양돈산업[2], 의류산업[3], 

산업[6]등 다양한 산업에서 경쟁력을 분석하는데 유

용하게 활용된 바 있다.  Porter에 의하면, 특정 국가의 

경쟁력은 다음의 네 가지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

한 바 있는데, 요소조건(factor conditions), 수요조건

(demand conditions), 련  지원 산업(related and 

supporting industries), 그리고 기업 략, 구조  경쟁양

상(firm strategy, structure and rivalry)이 그것이다. 

우선, 요소 조건이란 해당 산업에서 노동자나 인 라

와 같은 생산요소 조건을 의미한다. 인 자원, 물  자원, 

지식, 자본 등의 요소들이 이 조건에 해당된다. 둘째, 수

요 조건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요로서, 해당 산업 제품

(서비스)에 한 국내 소비자의 특성을 의미한다. 셋째, 

련  지원 산업은 연  산업에 한 경쟁력으로 련 

산업들이 충분히 존재하는가에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 략, 구조  경쟁은 해당 기업의 목표가 무엇인지

에 한 것으로, 기업의 목표가 분명할 때 기업의 략과 

구조, 경쟁 양상에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상기 4가지 

요소들은 상호 강화되는 시스템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국가의 경쟁우  뿐만 아니라 기업

과 개인 등 다양한 분석단 에 용하여 활용되고 있다. 

[19]. 

본 연구에서의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은 다이아몬드 

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네 가지 조건들을 심으

로 설명이 가능하다. 

우선, 디지털 사이니지는 정보기술 미디어와 고의 

결합이라는 특성 때문에 IT 인 자원은 물론 련 기술

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요소 조건), 사이니지의 성장속

도와 규모를 고려하 을 때, 그 수요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수요 조건). 한 이미 공공장소, 소매 , 병원, 공항 

등의 공간에서 운 되고 있어, 해당 분야에 직․간

으로 경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며( 련  지원 산

업), 독자기술 개발과 함께 사이니지 사업에서 주요 기업

과의 제휴를 통해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사업목표(기업

략, 구조  경쟁양상)가 분명하다. 

다이아몬드 모델에서 제시하는 네 가지 조건에 부합

하는 근거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디지털 사이

니지 주도기업인 인텔리안 시스템즈를 사례연구 상 기

업으로 선정하 다.

4. 인텔리안 시스템즈 

4.1 기업 소개

인텔리안 시스템즈는 2005년부터 디지털 사이니지 소

트웨어 개발은 물론 하드웨어 매를 시작하여 재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을 이끌고 있는 선도기업이다. 

재 차별화된 기술력과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여 

국내 사이니지 시장 유율을 높이고 있다. 

인텔리안 시스템즈의 주요 사업은 크게 네 가지로 구

분되는데, 디지털 사이니지 구축 사업, 솔루션 사업, 서비

스 사업 그리고 미디어 사업으로 구성된다. 우선, 디지털 

사이니지 구축 사업 분야는 디지털 사이니지 모델기획, 

ROI 분석 등 신규 디지털 사이니지 구축과 고객기업이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련 제반 

컨설 (on demand customization)을 담당하고 있다. 다

음으로, 솔루션 사업 분야는 주로 업종별로 SaaS 

(software as a service) 기반의 특화된 애 리 이션을 

개발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최 화된 SI(system 



한국의 디지털 사이니지 일등기업 성공 사례연구 -인텔리안 시스템즈-

153

integration) 서비스가 주이다. 따라서 인텔리안 시스템즈

가 보유한 소 트웨어, 네트워크 인 라, 운 /콘텐츠 

랫폼, 하드웨어 등을 활용하여 고객 기업은 임  서비스

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사업 분야의 경우, 설치  운 되고 있는 디지

털 사이니지에 한 운 리 서비스를 말하는데, 장애 

사  상을 통한 장애 발생요소 차단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사업 분야는 고객이 고 네트워

크를 효율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정 목표 집단 선정

과 메시지의 집  노출, 그리고 고성과 통계분석 보고 

시스템, 고 운  시스템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인텔리안 

시스템즈는 이들 네 가지 핵심 사업 분야를 심으로 다

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사이니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

며, 인텔리안 시스템즈의 디지털 사이니지 흐름도는 [그

림 2]과 같다. 

 

[그림 2] 인텔리안 시스템즈의 디지털 사이니지 흐름도

인텔리안 시스템즈의 디지털 사이니지 흐름은 주로 

통합 리 센터에서 디지털 콘텐츠 송  통합 리를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4.2 서비스 분야

술한 바와 같이, 인텔리안 시스템즈는 네 가지 주요 

사업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디지털 사이니지 

구축  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된 사업 분야는 

교통분야, 융/기업, 의료, 식음료, /숙박 등이 있다. 

인텔리안 시스템즈가 담당하고 있는 주요 서비스는 교통, 

융/기업, 의료, 유통, 식음료, /숙박 분야에서 활용

되고 있다.

먼  교통 분야의 경우, 버스 노선, 배차 시간 등 교통 

정보  날씨, 주식, 경제,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교통 기 시간의 지루함을 해소시켜 

주어, 고객만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재 인텔리

안 시스템즈는 신분당선 지하철(신분당선 1구간(강남역~

정자역), 서울시 버스정류장, 인천 국제공항, 한국도로공

사에 디지털 사이니지를 운 , 설치, 서비스 하고 있다[그

림 3 참고]. 

[그림 3] 인천국제공항 사례

한 인텔리안 시스템즈의 디지털 사이니지는 기업, 

은행, 증권사 등 방문 고객에게 필요한  상품 정보와 이

벤트  로모션에 활용되고 있다. 이미 서비스 되고 있

는 곳은 IBK 환 센터와 IBK-KT 융합 포를 들 수 있

다. IBK 환 센터의 경우, 증시/날씨/뉴스 등 생활 문화

정보 제공하고 있다.

[그림 4] IBK 환전센터 사례

인텔리안 시스템즈의 디지털 사이니지는 병원  약

국에서도 활용되고 있는데, 주로 병원 내 시스템과의 연

동을 통한 기 시간과 진료 안내를 서비스하고 있다. 더

불어 의료, 건강, 생활 정보 등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 

의료기  이용객들의 기 시간에 따른 지루함을 해소시

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재 의료분야의 경우, 남 학

교 병원, 서울 학교 병원을 비롯한 주요 종합병원과 

국의 개인병원을 고객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림 5] 전남대학교병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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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주요 유통 서비스 업체를 상으로 LCD를 

통한 맞춤형 방송  고를 진행하고 있다. 재 인텔리

안 시스템즈의 사이니지는 Pull&Bear 랜드 샵, GS 칼

텍스, 아리따움 랜드 샵, 스토리웨이, 르까  랜드 

샵, K-SWISS 랜드 샵, SK엔카, olleh KT 리 , GS 

25, 신라면세 , 삼성홈 러스, LG bestshop, 롯데마트 

등에서 운  이다. 

[그림 6] GS 칼텍스 사례

[그림 7] 롯데마트 사례

인텔리안 시스템즈의 디지털 사이니지는 외식을 즐기

기 한 고객들에게 메뉴  추천 요리 정보 등을 제공하

기도 한다. 주로 식당 내 미디어를 설치하여 메뉴정보나 

련 공지  이벤트 등을 안내하는데 활용되며, 메뉴 정

보 제공  선호도 조사를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

시키고 있다. 재 주요 공공기 , 상업시설 내에 입  되

어 있는 CJ 시웨이, 그린푸드가 고객사이다.

[그림 8] 현대그린푸드 사례

이외에도 /숙박 분야에서도 인텔리안 시스템즈의 

디지털 사이니지를 확인할 수 있다. 콘텐츠는 주로 

와 숙박에 한 공지사항과 시설안내가 주로 이루어지며, 

김해 문화의 당, 군산컨트리클럽, 포스코 체육 , 에버

랜드, 그랜드 힐튼호텔 등에서 운  에 있다. 이러한 

  숙박 분야에서의 사이니지 활용은 다양한 정보를 

기존 매체에 비해 보다 생동감 넘치게 상으로 제공되

어 고객만족은 물론 재방문 증 효과를 기 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그림 9] 에버랜드 사례

[그림 10] 군산컨트리클럽 사례

5. 주요제품과 핵심역량

5.1 주요제품

인텔리안 시스템즈의 주요 제품군은 크게 1) 소 트웨

어, 2) 하드웨어, 3) 서비스로 구분된다. 먼  소 트웨어 

주요 제품군을 구분하여 설명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인텔리안 시스템즈의 소프트웨어 제품군

주요제품군 제품 설명

소 트웨어

i-vision 2.0
- Manager, Designer, Player, Server로 
구성된 보편 인 디지털 사이니지 시스템 

i-vision 
touch

- Manager, Designer, Player, Server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객과의 양방향 
커뮤니 이션이 가능한 터치 시나리오가 
장착된 디지털 사이니지 시스템

i-vision 
SaaS

-Digital Signage를 운용하려는 고객을 해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소 트웨어
-KT IDC에 설치된 서버를 활용하여 
운용하며, 안정성과 가용성을 보장할 수 
있음.

Shelf ADD

-임베디드 기기(Shelf)를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의 배포  표출을 가능토록 하는 
소 트웨어
- 백화 , 할인 , 편의  등 상품이 진열된 
장소에 상품에 한 상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의 구매결정을 도와주는 로모션 POP 
고 소 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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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리안 시스템즈의 소 트웨어인 i-vision 시리즈들

은 시장에서 검증된 솔루션으로 국 40,000 여 의 퍼

런스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소 트웨어는 쉽고 편리하

게 콘텐츠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것은 물론, 원격지에 있

는 자원(player)을 한곳에서 효율 으로 리(모니터링

하고 제어)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표 2> 인텔리안 시스템즈의 하드웨어 제품군

주요제품군 제품 설명

하드웨어

셋탑박스 

일체형

쉘 미디어

모니터

<표 2>와 같이, 인텔리안 시스템즈는 셋탑박스, 거치

 일체형 는 분리형, 디스 이 가로형 는 세로형 

등 설치 환경  디스 이 요구사항에 따라 다양한 제

품 라인업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상 화질의 명암비 극

화, 빠른 화면에서 흔들림 없는 상 기술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쉘  미디어의 경우, 다양한 인치의 LCD 모

니터와 Wi-Fi 무선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앙에서 원격

으로 개별 미디어를 일  제어  개별 제어할 수 있고, 

터치스크린을 이용하여 다양한 로모션  마 을 구

하는 선반 미디어이다. 

<표 3> 인텔리안 시스템즈의 서비스 지원 영역

구분 개요

서비스

지원

운 지원 설치, 교육, 운 , A/S

콘텐츠

제작지원

실시간정보콘텐츠, 주간별 정보콘텐츠, 

커스터마이징 템 릿

<표 3>에서 보여 지듯이, 인텔리안 시스템즈의 서비

스 지원분야는 크게 운 지원과 콘텐츠 제작지원으로 구

분된다. 먼 , 운 지원은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 운 , 

교육, 사후서비스에 한 반 인 사이니지 운 을 포

한다. 특히 운 지원에 있어, 인텔리안 시스템즈는 운

리서비스(OMS: operation and management 

service)라는 통합 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구성장비에 

한 운 , 유지보수를 한 장애 리, 성능  통계 리, 

구성 리, 서비스 리 등의 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이 시스템은 통합 리 센터에서 디지털 콘텐츠 송 

 리 시스템인 운  서비스 네트워크 랫폼을 기반

으로 운 리를 지원하고 있다. 

5.2 인텔리안 시스템즈의 핵심역량

최근에 디지털 사이니지는 LCD 등 하드웨어의 단가 

하락과 네트워크의 발달, 모바일 환경이 일상이 된 사용

자 이용행태에 따라 새로운 미디어 고매체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사용자 상호작용 증 , 모바일  웹과의 연

동, 다양한 스크린 등 보다 스마트한 형태의 디지털 사이

니지로 변화 에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인텔리안 시스템즈는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요 제품군 심으로 디지털 사

이니지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해, 이들

만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역량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림 

11]에서 제시한 IT 문인력, 요소기술, 그리고 솔루션이

라는 자신들 만의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그림 11] 인텔리안 시스템즈의 핵심역량

인텔리안 시스템의 첫 번째 핵심역량은 IT에 한 

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데 있다. 이러

한 이유는 IT 문인력이 정보기술에 한 이론과 실무

를 겸비한 개발 문가로서 솔루션 기획, 설계, 개발, 구축

에 한 문지식을 보유하고 있고, ERP, SCM 등 다양

한 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경험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인력은 클라우드 기반의 사이니지 서비스로

의 확장에 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핵심역량으로 인텔리안 시스템즈가 보유하고 

있는 요소기술을 들 수 있다. 인텔리안 시스템즈는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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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 사이니지에 필요한 요소기술인 다이나믹 멀티미디어 

상재생  디스 이 이아웃 기술과 메시지 핸들링, 

콘텐츠 리, 원격 모니터링  제어 기술, 그리고 디스

이 기획, 설계  생산 기술에 해서 구체 인 요소기

술을 보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텔리안 시스템즈는 디지털 사이니지 

문 단일 랫폼으로서 다양한 이기종 랫폼을 지원, 통

합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산업별 특화 

응용 로그램을 운 하는 것이 강 이라 할 수 있다. 이

러한 특화된 솔루션을 통해 인텔리안 시스템즈는 기업홍

보, 상품 고, 매장 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사용자가 원

하는 시간과 장소(LCD, PDP 패  등의 디스 이)에 

네트워크를 통해 달하고 있다. 

상기 주요 세 가지 인텔리안 시스템즈의 핵심 역량은 

동 상, 이미지, PPT, 래시, 웹페이지 등 다양한 포맷

의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동 인

(dynamic) 디지털 상으로 구성하여 달함으로써 고

객의 흥미와 심을 유도함은 물론, 고객과 인터랙티

(interactive)하게 커뮤니 이션함으로서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거나, 랜드 인지도  충성도를 강화할 수 있게 

해 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Porter의 다이

아몬드 모델을 통한 인텔리안 시스템즈의 핵심 성공 요

인을 도출하면 <표 4>와 같다. 디지털 사이니지 기업의 

경쟁력은 요소조건, 수요조건, 연  산업과 경 여건이 

통합 으로 다이아몬드 체계 안에서 조화를 이룰 때 극

화된다고 볼 수 있다.

<표 4> 인텔리안 시스템즈의 핵심 성공 요인

다이아몬드 모델의 

네 가지 조건
인텔리안 시스템즈

요소조건 우수한 IT 문인력, 요소기술, 솔루션

수요조건 옥외간 의 디지털화, 방송통신 융합

련  지원 산업 다양한 응용사업 분야 존재

기업 략, 구조, 

경쟁양상(경 여건)
다양한 트 기업과의 략  제휴

요소조건의 경우, 인텔리안 시스템즈는 풍부한 경험이 

있는 IT 문인력, 사이니지 련 요소기술  우수한 솔

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수요조건의 경우, 옥외 간 이 차 

디지털화됨에 따라 정보와 술, 콘텐츠, 기업 마  니즈

가 결합하면서 기존 매체 고를 체하는 수단으로서 자

리 잡아가고 있다는 은 매우 매력 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인텔리안 시스템즈와 시 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보완사업이나 사업 트 가 존재하여 공생발

을 한 풍부한 경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 를 들어, 디

지털 사이니지 응용분야인 융, 유통, 져/숙박 등은 물

론 IT 연  산업인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서비스  미

디어 사업과의 시 지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 여건의 경우, 인텔리안 시스템즈는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이 형성되는 기에 사업에 참여하

여 독자 기술과 다양한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주요 

사업자들과의 제휴를 통해 시장 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인텔리안 시스템즈의 사례를 심으로 디지털 사이니

지 기업의 핵심성공요인으로는 IT 문인력, 요소기술, 

솔루션, 트  기업과의 제휴를 들 수 있겠다. 이들 핵심 

성공요인들은 향후 디지털 사이니지 참여기업에게 있어 

략  활용방안의 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3 인텔리안 시스템즈의 미래

재 인텔리안 시스템즈는 미디어 융합 환경에서 핵

심이 되는 클라우드 기반의 실시간 인코딩 솔루션, 크로

스 랫폼(cross platform) 지원 콘텐츠 제작 솔루션, 컨

버 스 네트워크 솔루션, 임베디드 소 트웨어 등의 분

야에 지속 인 핵심요소 기술을 개발하고 콘텐츠 표 화

를 주도하여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에서 최고 리더가 되

고자 한다. 

이를 해,  인텔리안 시스템즈는 1) 서비스 사업의 확

와 2) 디지털 사이니지 구축사업 강화라는 두 축을 

심으로 미래 비 을 실 할 것으로 단된다. 먼 , 서비

스 사업의 확 는 다양한 분야에서 축 된 콘텐츠 제작 

 서비스 운 지원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스마트 클라우

드 사업 역까지의 확장을 의미한다. 기존의 콘텐츠, 소

트웨어, 운   리 등의 경험은 SaaS 기반의 특화

된 애 리 이션을 제공하는 최 의 SI 서비스가 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디지털 사이니지 구축사업 강화는 

기존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커뮤니 이션을 지원하고, 호

환성과 확장성을 고려한 애 리 이션 개발에 을 두

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인텔리안 시스템즈는 재 디지털 사이니지 구

축사업의 역량강화와 이를 통해 축척된 클라우드 서비스 

능력을 결합하여 차세  융합 미디어를 지원하는 통합 

서비스 업체로 발 할 것으로 상된다. 즉,  디지털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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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지 구축 컨설 에서부터 디지털 사이니지 반에 걸쳐 

핵심 기술 개발과 통합 솔루션 공 을 주도하는 업체가 

될 것으로 망되고 있다. 

6. 결론

디지털 고시장은 반 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속 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망된다. 재 체 

OOH(out-of-home) 시장의 약 30% 정도를 차지하는 것

으로 알려지는 디지털 고시장은 차 유 비율을 높

여 갈 것으로 상된다. 한 융합 미디어 에서도 간

이 디지털화됨에 따라 정보와 술, 콘텐츠, 기업 마

 니즈가 결합하면서 차 기존 매체 고를 체하는 

수단으로서 자리 잡을 것으로 상할 수 있다.

인텔리안 시스템즈는 아직 작년 매출 120억 원의 직원 

수 60명의 벤처기업이지만 향후 속히 발 할 것으로 

상되는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강소기업이다. 사이니지 공  사슬 에서 소 트웨어, 

설치 분야에서는 독자 기술과 다양한 사업 경험으로 국

내 주요 사업자들과의 제휴를 통해 시장을 주도하고 시

장 유율을 높여 나감으로써 향후 더 큰 성장이 기 되

고 있다. 이러한 인텔리안 시스템즈의 성장 사례는 같은 

분야에서 많은 기업들이 재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는 향후 진출할 정인 것을 고려할 때 하나의 롤 모델

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도 단된다. 

이러한 에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사이니지 분

야의 선두기업인 인텔리안 시스템즈를 소개하고, 이들의 

주요 서비스와 핵심 역량, 미래 발  망 등을 살펴 으

로써 디지털 사이니지 서비스 업체는 물론 사이니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기업에도 각각 다음과 같은 시사

을 제공한다. 

먼 , 인텔리안 시스템즈의 핵심역량과 향후 미래에 

나아갈 방향 등을 재 제공하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 그

리고  비  등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향후 련 디지털 사

이니지 업체들의 략  계획 수립에 도움을  것으로 

기 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 분야의 지속

 강화와 함께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역으로 확장은 

향후 련 업계에서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선행연구에 의하면, 스마트 사이니지 고 효과

가 소비자의 지각된 고가치  태도에 향을 미치는 

을 밝 낸 바 있다[8]. 이외에도, Nelson 사의 매체별 

고효과 조사결과에 의하면, 매체별 고효과는 TV, 신

문, 옥외 고, 인터넷, CATV, 극장  디지털 사이니지

가 가장 낮았고, 고도달률, 고빈도, 고주목도, 메시

지 달력 등에서는 가장 높은 것으로 발표된 바 있다

[11].

이러한 조사결과는 디지털 사이니지를 임 받고자 하

는 기업에게 비용으로 높은 수 의 고효과를 가져다 

 수 있다. 비용효율성 측면에서도 디지털 사이니지는 

기업의 마  니즈가 결합되어 기존 매체 고를 체하

는 새로운 수단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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