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희정  

 ㈜아바비젼

스마트기기 연동용 디지털 미디어 테이블

요약 

본고에서는 멀티 유저 컴퓨팅을 통한 유비쿼터스 오피스환

경에서 최근 주목 받기 시작한 디지털 미디어 테이블의 개념과  

개발 사례를 통해 본  배경기술,요소기술과 사물 인터넷 시대에  

필요한 융합기술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현재와 미래의 이슈에 

대하여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Ⅰ. 서 론: 배경기술 

1. 진화하는 유저 인터페이스 - 터치기술과 모바일과의 만남

전철 內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 보고 

있는 모습이 이제 낯설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짧은 시간 내에 

스마트폰에 몰입하게 된 것은 감각적 터치 유저 인터페이스(UI) 

역할이 지대했다. 누구라도 디스플레이 위의 아이콘(용도가 그

림으로 형상화)을 직접 누르면 원하는 것을 바로 얻을 수 있다. 

복잡하고 비싼 컴퓨터 시대에서 개인용 컴퓨터(PC)를 이끌어

냈던 것도 사실 마우스의 역할이 컸다. UI 기술은 CLIGUI 

NUI1로 변해가며 계속된 발전 과정에서 시장에서의 성공여부를 

가름 할 중요한 요소(Factor)가 되었다. 이제 다양한 IoT(사물

인터넷)시대의 개막에도 스마트 폰이 연동을 주도하며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스마트폰이 리모콘 처럼 UI기기로 역

할을 하기 때문이다. 많은 개발자들이 복잡한 매뉴얼 원고에서 

해방된 것도 이 즈음이다. 어찌되었건 산업 전분야로 스마트 폰 

터치UI가 파급되면서 인터페이스가 OS이고 OS가 곧 인터페이

스라는존 언더코플러(John Underkoffler)2의 말처럼  새로운 

디지털 패러다임을 열었고 터치에 반응하는 디지털 콘텐츠는 

어플리케이션 (App,앱) 전성시대를 맞게 되고 개방형 환경에서 

1)				CLI	Command	Line	 Interface(명령어기반	인터페이스)GUI(Graphic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NUI	graphic(natural	자연스런	사용자	인터
페이스)

2)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과학기술	자문	겸	발명가

새로운 시장을 구축하며 확대 되고 있다. 

2. 사용환경의 변화 시작 – 디스플레이의 변화와 다양화 

<그림 1>처럼 터치스크린의 사용 환경에서도 Display의 크기

가 점점 더 대형화(big screen化) 되거나 테이블 탑 디스플레이 

형태로 다양하게 진화하면서 오프라인에서도 직접 마주보며 할 

수 있는 스마트 브랜치(Smart Branch)같은 새로운 공간을 창

출하고 있다. 다수사용자가 동시에 스크린을 분할 사용하고자 

하는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수요(Needs)가 나오기 시작했다. 

마치 고대인류가 공동 노동을 통해 언어발달을 이뤘듯 멀티 컴

퓨팅 공동작업과 공유라는 사용환경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스마

트 콜레보레이션(COLLABOURATION)시대가 열린 것이다.

3. 멀티터치 기술   

Window7 에서 동시 터치 열 개(10Points)가 제공된 것은 사

람의 손가락이 열 개인 점에서 나온 것 같다.  또한 다수 사용자

를 염두에 둔 상호작용(Interaction)의 가능성까지 포함하고 있

다. 이 기술은 풍부하고 광범위한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App)에서 정확한 터치포인트와 동시 사용(Multi-Use)환경을 

만들어 내고 이 컨셉(Concept)은 디바이스 및 시스템 OEM 업

그림 1. UI 기술의 발전과정 

50 | 정보와 통신

u-Office / 홈 IoT 편집위원 : 조용수(중앙대)



체들에게 그들의 차세대인터페이스 개발을 위한 창의성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훨씬 더 많은 터치 데이터를 제공한다. 인터랙티

브 3D 게임, 키보드 입력, 지도 조작 등은 이러한 수준의 터치

스크린 기능을 위한 주요한 사례들 이다. 또한 수많은 애플리케

이션들의 일부일 뿐이다. 

동시터치 상호작용 가능한 콘텐츠는 以前과는 전혀 콘텐츠이

다. 완전히 새로운 인터페이스의 시작이 될 것이다. 

Ⅱ. 본 론

1. 대형 사이즈 멀티터치 기술현황 

가. 터치기술의 장 단점.

광 터치(Optical Touch) 방식 : 구성 가격이 싸고 디스플레이 

크기(패널 사이즈)에 한정되어 있지 않아서 다품종 소량생산에 

유리하여 가장 먼저 광범위하게 상용화된 기술로 카메라와 적

외선 LED ,반사판을 이용 터치 포인트를 양 끝 카메라에 의한 

삼각 측정으로 인식하는 방법이다. 특히 대형 터치스크린에 유

리 하여 전자칠판, 디지털사이니지에 많이 응용되고 있으나 광

학 센서 모듈과 컨트롤러 구성이 필수라 패널부에 설치할 공간

이 필요하여 다접점(all point) 멀티 터치 적용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또한 유리면 단차에 따른 캘리브레이션 문제 등 지속적인 

품질문제발생이 취약한 부분이다.  

적외선(IR)방식:  직진성을 가진 적외선이 장애물을 만나

면 차단되는 특성을 활용한 것으로 화면투과율이 가장 좋으며 

LED가격의 지속적인 하락과 멀티터치 컨트롤러 기술 개발에 

따른 동시 멀티 터치 포인트 증가, 반응속도 향상 등으로 최근 

40인치 이상 대형 화면에 많이 적용되고 있으나 다른 빛의 간섭

이나 적외선 장치 오염에 약한 단점이 있다. 또한 LCD 패널사

이즈마다 제품이 개발되어야하고 패널면과의 수직상 단차등이 

한계로 지적 된다. 

정전용량(Projected Capacitance Touch)방식: 인체에서 발

생하는 정전기를 감지하는 원리를 사용하며 이미 스마트 폰등

에 적용된 기술이다. 하지만 대형사이즈 적용시 패턴의 저항 값 

상승, 멀티터치적용난이등으로 만들기 어려운 데다가 제작방식

에 있어서도 프린팅 방식으로 상당한 고가로 디지털사이니지에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최근에 대량생산에 적합한 메

탈메시(Metal Mesh)기술 적용으로 대형사이즈의 멀티터치에

도 소개되며 가장 파급력있는 솔루션으로 각광 받고 있다. 장점

은 스마트폰처럼 깔끔한 외부 디자인 처리가 가능하고 외부환

경에 영향을 적게 받고  내구성이 강하지만 아직 가격이 비싸고 

장갑을 낀 채로는 조작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FTIR(Frustrated Total Internal Reflection)방식 : 투사된 

스크린상에서 이루어지는 인터랙션을 프로젝션(또는 LCD패널)

과 함께 있는 적외선카메라(IR Camera)를 이용해 인식하는 방

식으로 상기 3가지 방식과는 다르게 물체의 형태도 인식 가능

하다는 점에서 컴퓨팅기술에 가깝다. 다만 테이블 구성 시 비싼 

가격, 물리적인 공간확보와 외부조명영향 등으로 먼저 시작되

었음에도 적용사례가 적다.  

궁극적으로 다양한 터치 방식은 지속되겠지만 최근 마이크로 

소프트에서 소개한 SURFACE HUB 84인치 터치디스플레이

에서 前作 SURFACE에서 적용했던 FTIR방식을 버리고 Pro-

jected Capacitance Touch(P-CAP/PCT)를 채택하며 정전용

량 방식에 힘을 싣고 있다. 미래 디지털 미디어 테이블에 있어

서도 정전용량방식의 터치가 主를 이룰 것 이다. 

나. 대형사이즈 정전용량(PCT) 기술 동향 

초기 기술 적용은 셀프 캐패시턴스(Self capacitance)이었지

만 싱글유저(single touch)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뮤튜얼 

캐패시턴스(Mutual capacitance)를 적용하며 동시터치포인트

를 구현하였다. 터치를 적용의 소재측면에서도 소형에서 적용

되었던 ITO(대형 터치스크린 적용에는 높은 저항값 특성) 대

신에 구리(Cu),은(Ag)등의 메탈(Metal)을 채택하며 소량이지

만 양산에 성공하였다. 특히 노이즈에 민감한 특성으로 표면 유

표 1. PCT SPECIFICATION Check-up

NO Item

1 	Active	screen	size	

2 Touch	point	at	the	same	time	

3 Thickness	

4 Glass	treatment	

5 Transparency	

6 Number	of		Wire	(Channel	no	)

7 Response	time

8 Finger-Pinch	Separation

9 Auto	sensor	sensibility	control

10 Palm	Rejection	

11 Touch	Operation	stability	

12 Reporting	rate

13 Adjacent	touch	response	

14 AC	noise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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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glass)두께, 패널 노이즈, 샤시(Chassis) 간섭 그리고 전원

(POWER)노이즈 등 상품화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다.

이와 동시에 경쟁기술 IR ,광터치에 대응하기위한 멀티터치 

포인트 증가를 위한 채널수 증가,반응속도 증가 등 기술적 개선

이 필요하다. 또한 드로잉 특성을 위한 터치면적(터치펜 두께)

축소에도 추가적인 개선이 요구 되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가격 

경쟁력인데 대량생산에 적합한 Metal Mesh Pattern 설계 및 

제조(공정)기술이 시장의 성패를 가늠할 것이다. <표 1>에서 정

전용량 PCT에서의 주요 사양의 성능지표를 표시하였다. 

다. 대형 터치 검토시 검토해야 할 기술적 이슈 

<그림 2>와 같이 대형사이즈의 터치센서(터치스크린,터치패

널)를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선 터치센서를 특성과 시장요구사

항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검토 해야 할 것이다. 이점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경험에 따른 품질문제의 선행적 조처이다. 더군다

나 콘텐츠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며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

를 못 따라가는 기술은 한계가 명확하며 도태될 것이다. 

2. 새로운 개념의 디지털 미디어 테이블3 

가. 개념 및 정의 - 기술의 개념 

중요한 Key Word는 소통인 데 바로 테이블이 갖고 있는 형

태와 문화적 뿌리를 종합하여 설정한 것인 것 이다. 스마트폰

의 확산은 바로 OFF LINE에서의 단절도 같이 불러왔는데 같

은 최첨단의 Flashy한 디지털기기, 디지털 미디어 테이블로서 

극복한다는 다소 엉뚱한 발상이지만 꽤 쓸만한 캐치프레즈다.       

<그림 3>처럼 제공하고자 하는 콘텐츠 혹은 서비스의 출발은 

감각적인 멀티터치 인터랙션 기술과 교육,의료(복지),커머셜,전

시(이벤트)분야의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것이다.

3)				개념상	디스플레이	관점에서는	테이블	탑	디스플레이(Table	Top	
Display),	UI와	Interaction측면에서는	멀티	터치	테이블(Multi-touch	Table)	
그리고	Smart	Branch등	서비스	개념에서	디지털	미디어	테이블등	다양
한	관점에서	불릴	수	있다.

나. 응용분야 

<그림 4>처럼 교육, 의료/복지,커머셜(상업), 전시/이벤트 분

야에서 다양한 활용이 기대된다. 

다.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미디어 테이블  

각종 국제 테크니컬 전시회에서 최근 선 보이기 시작한 디지

털 미디어 테이블은 점차로 다양한 분야에서 그 수를 늘려가고 

있다. 

그림 2. 대형사이즈 터치센서 검토 비교 항목 

그림 3. 디지털 미디어 테이블의 Concept

그림 4. 응용분야 

그림 5. ISE 2013 국제 전시회 멀티터치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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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요소기술  

전체 시스템 구성시 요소기술은 <그림 8>과 같다.

 마. 요소기술의 정의 

요소기술에 대한 목적,특징,구성기술은 <표 2>(p.54)와 같다. 

바. 시스템 블록도 

시스템 블록은 <그림 9>와 같다.

사. 연결을 통한 Convergence실현  – 연동 및 인식기술 

최근의 사물인터넷(IoT)은 주변의 모든 사물을 인터넷에 연

결하고 사용자가 스마트폰 등의 개인화 기기등으로 조회하거나 

조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하지만 우리 주위의 많은 사물들

은 특별히 개인의 소유이거나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

고 있다. 특히나 협업이 필요한 경우 이런 부분은 더욱 모호해

지거나 불편함이 가중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미디

어 테이블 등의 터치 디스플레이에서 사물과 사용자를 인식하

고 사용자의 특정 인터랙션을 사물과 연결시켜줄 수 있다면 앞

서 말한 문제를 상당 수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특히나 터치가능

한 테이블은 특정 물체를 서로 주고 받거나 데이터를 같이 편집

하거나 꾸밀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기기연동과 사용자 인터랙션구현을 위해서는 각

기 환경과 조건에 맞춰 아래 <표 3>의 기술들을 고려 해야 한다.         

표 3. 연동 및 인식 기술 

멀티유저	동시	협업을	위한	차별화	된	인터랙션	기술

테이블상	물체	구분을	통한	인터랙션	기술	

개인화	서비스를	위한	개별사용자	각각	인터랙션	구분	기술

인터랙티브	기기들과	모바일간	인터랙션	및	데이터	연동	기술

그림 6. Infocomm 2013 국제 전시회 멀티터치테이블

그림 7. ISE 2015 국제 전시회 멀티터치테이블

그림 8. 디지털 미디어 테이블의 요소기술

그림 9. 디지털 미디어 테이블의  시스템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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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테이크아웃(Take Out)4기능 

디지털 미디어 테이블에 다수의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을 올려

놓고 테이블위에 사진,동영상등 디지털 콘텐츠를 직관적으로 

스마트폰에 잡아 끌면 스마트폰에 옮겨진다, 테이크 아웃 서비

스 처럼 디지털 브로셔 등을 간단하게 스마트폰에 가져 나온다

는 개념으로 이름이 붙여졌다. 이때 기술적으로는 개별 스마트

폰을 인식하고 가상 저장 공간에 데이터를 동시에 다수사용자

가 병렬로 처리 한다는 것인데 테이블의 특색을 잘 살린 연동 

기술이다. 

또한 다양한 물건을 인식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이 개발되고 있

는 데 물체의 밑에 puck형태를 인지하는 방식도 개발 되고 있다. 

4)		Huge	Flow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Ⅲ. 결 론
 

1. 차별화된 기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디지털 미디어 테이블을 통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가 그리고 이전 기술과는 어떤 

차별 점이 있는 지를 정리 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다수사용자는 터치스크린상에서 각각의 사용자로 구분,

인식되어 개인화된 맞춤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

둘째, 차별화된 인터랙션 기술로 터치스크린상의 물체의 형태

를 구분/인식하여 새로운 UX(사용자체험)이 가능하다.

표 2. 관련기술의 정의

관련기술 내용 목적 특징 구성기술

멀티터치
인터페이스	
기술

멀티터치
인터페이스	기술

사용자	인터랙션을	
위한	최적의	멀티
터치	인터페이스
처리	기술	

•멀티터치	드라이버	셋팅	
•멀티터치	캘리브레이션	기능
•멀티터치	노이즈	저감	대책	적용	
•멀티	터치	센싱	드로잉	및	편집기술	

•핵심	인터페이스로	반응시간	및
정확성	고려	기술.
•유저	인터페이스	데이터	전송	기술.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	
기술	

신뢰성	확보된
테이블	디스플레이
형태의	고화질영상
처리	기술

최적의	테이블
디스플레이	시스템

제공

•Slim/Compact	설계(무게감소기술)
•고화질	영상	처리	
•옵티컬	본딩	기술로	시인성	확보
•신뢰성	확보를	위한	sealing
•tempered	glass스크린	표면	처리기술	
•노이즈	저감기술		

•고화질디스플레이	회로구성	기술.
•Optical	bonding	기술.
•신뢰성기술	(Gravity,Water	free,Impact	)

멀티터치	
소프트웨어	
기술

멀티터치용	소프트
웨어	API	(어플리케
이션	프로그래밍	인
터페이스)제공하고,	
필요시	이용할	수	있
는	부가	애플리케이
션	구현	환경	제공

멀티터치	콘텐츠에	
요구되는	기능에	
대해	유연하게	대
응할	수	있는	구조	

구현.

•	고객이	요구하는	기능의	솔루션을	
이미	보유한	외부	개발자들이	추가	
기능을	얹어	다양한	파생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별맞
춤형서비스를	제공
•	독립적인	API	와	연동하여	사용가능
•	타	서비스와의	매쉬-업이	가능한	
오픈	플랫폼을	지향

•API	규격	구현	기술.
•확장성을	위한	API	기술.
•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를	위한	특화된	기능	
제공	(ex.	앱	다운로드	통계	분석	기능	등)	
•	오픈	플랫폼	구성을	통한	서비스	기능의	
확장성	확보	
•	API를	통한	기술	개발력을	보유한	업체와
의	제휴를	통해	매쉬	업	서비스	확보
•	오픈	API를	활용하여	국내	주요	서비스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차별화

시스템OS
연동기술

기기간	연결된	내용
을	유저가	활용	가능
한	형태로	사용	가능
하도록	인터랙션	또
는	연동	기술

모바일	연동	또는	
인터랙션등으로	사
용자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

•사용자	편의	
•직관적	시스템	조작	

•		이미지	렌더링	어플리케이션	
(랜더링	App의	동작순서)

①		순수	웹기반	Date,	Image	Mapping	Tool에
서	컴파일	된	정보를	기반으로	이미지	매
핑	정보를	추출

②		Mapping	Tool에서	설정된	Mata	Data에	
설정한	Data폰트의	크기,	자동	개행	등의	
설정을	기반으로	데이터	이미지를	생성.

③		서식	이미지에	데이터	포시자리의	XY	좌
표를	기준으로	데이터	이미지	합성

④	최종	Tiff	이미지	생성.
•GUI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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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모바일과 인터랙티브 디지털 미디어 테이블들 간의 멀티

터치 UI와 데이터 연동으로 스마트한 협업 공간이 만들어 진다.

넷째, 유무선 연동되어 개별 스마트폰과도 데이터를 연동하여 

개방 및 공유 멀티 플랫폼을 지향하므로 미래의 멀티 컴퓨팅기

술흐름과 잘 맞는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하나의 독립적인 완성 제품을 만들기 위

해서는 기술별로 멀티터치 인터페이스기술, 인터랙티브 디스플

레이 기술 , 멀티터치 소프트웨어 기술, 시스템연동 OS 기술이 

필요하며 각각 시스템별 인터페이스 기술과 콘텐츠 가공 기술

들이 융합되어야 한다.

2. 기대효과 

1)  멀티터치 인터랙션 플랫폼이 내장된 인터랙티브 테이블과 보

드 그리고 개인간 스마트 폰으로 연동이 가능한 스마트 공간 

창출로 스마트 브랜치,스마트 클라스 ,스마트 미팅룸등 제안 

영업가능  오프라인 끈김 없이 온라인 연동 

2)  특정 공간 및 환경 제한 없이 즐기는 신개념 다목적 테이블 

탑 디스플레이 기기  퓨전제품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라 온라인, pc게임처럼 특별한 사용자 

컴퓨터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아케이드(오락장)게임처럼 다

수 참여 게임이 가능하며 학교, 병원, 공공사설 ,사무실, 가

정에서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3)  사람간의 소통  테이블 마케팅 

다수 사용자가 직접 동시 행위에 의해 즐기면서 체험가능 하도

록 하여 감성을 자극한 새로운 마케팅 이슈화 할 수 있다. <그

림 14>는 고령층들이 노후에 재활이나 소일거리로 미디어 테

이블에서 함께 즐기고 있는 모습이다.

그림 10. 폰터치 takeout 설치 시연 시연 사진

그림 11. Multi Touch / eyefactive 솔루션

 그림 12. 터치 테이블에 올라간 사물을 인식하는 시스템  Tangible  Touch 

그림 13. 새로운 스마트 협업 공간 탄생

그림 14. 일본 재활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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