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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사이니지의 위치기반 서비스 기술의 현황 및 전망

요 약

최근 디지털 사이니지 분야는 광고분야의 한정적 매체 특성을 

벗어나 첨단 기술과 서비스 콘텐츠를 결합하여 다양한 분야에

서 새로운 형태의 매체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광고 업계의 침

체와 기존 단순 영상 송출의 한계를 증강현실, 동작인식, 다양

한 매체간 목적성 연동, 위치기반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융합적, 결합적 서비스 매체로 진화하고 있다.

2000년대 초 디지털 사이니지의 국내 보급은 국외를 포함해

서 보급이 매우 빨랐다. 디지털 사이니지는 광고 목적으로 시작

됐지만, 외형적 성장 속도에 비해 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콘텐

츠, 서비스, 운용 기술 및 S/W 개발 등의 질적 성장은 상대적으

로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류 열풍이 

확산되면서 K-POP, 화장품, 의류, 바이오 등 산업을 중심으로 

디지털 사이니지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IT와 융복합되

면서 교육, 정보 제공, 예술분야에 적극 활용됨에 따라 국내 디

지털 사이니지 산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위치 기반 서비스는 2000년 후반 차량용 네비게이션 시

장을 시작으로 현재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장착되면서 이제는 

서비스 전분야에 직/간접적으로 활용되는 다양한 기술이 개발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디지털 사이니지는 첨단 기술과 

결합하여 다양한 형태의 지능적 처리 능력을 이용함으로써 현

재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위치 기반 기술과 서비스를 결합한 새

로운 매체 인프라로 생활 공간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현재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는 디지털 사이니지와 

위치 기반 기술의 기술 및 시장 현황을 살펴보고, 기술 및 서비

스 융복합에 따른 앞으로의 디지털 사이니지 분야와 결합된 위

치 기반 서비스의 미래를 전망해 본다.

Ⅰ. 서 론 

최근, 디지털 사이니지 분야는 광고분야의 한정적 매체 특성

을 벗어나 첨단 기술과 서비스 콘텐츠를 결합하여 다양한 분야

에서 새로운 형태의 매체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광고 업계의 

침체와 기존 단순 영상 송출의 한계를 증강현실, 동작인식, 다

양한 매체간 목적성 연동, 위치기반 맞춤형 서비스 등의 제공과 

더불어 융합적, 결합적 서비스 매체로 진화하고 있다.

현재, 생활 지능 공간이라는 개념이 일반화되어 아침에 출근

하면서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된 디스플레이로 뉴스와 날씨 등

의 정보를 볼 수 있으며, 지하철과 버스 정류소에서는 대형 디

스플레이를 통해 운행 정보와 광고를 쉴 새 없이 보여준다. 퇴

근할 때면 미디어 폴이 강남 거리를 예술 무대처럼 지나가는 행

인들에게 표출된다. 건물 옥상에 세워졌던 대형간판 대신 도심 

사거리의 건물에 설치된 대형 디스플레이로 실시간 뉴스와 광

고를 보는 것이 일상화 되었다. 대형 백화점들도 기존의 광고 

방식으로부터 탈피한 초대형 디스플레이 기기를 설치해 다양한 

예술 작품 등의 광고를 선보여 고객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5].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은 기존의 옥외 광고 시장이 동영상 기

반 단순 매체를 대상으로 획일적 광고 송출을 통한 부가가치 수

익 창출이 이루어지던 매출구조에서 스마트폰 등의 개인화된 

단말기로 시장이 변화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동영상 송출 기반 

디지털 사이니지 매체를 운영하던 업체들이 운영 매체를 포기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며 시장을 

축소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후, 근간 10년동안 시장 재편 및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기존의 단순한 동영상의 

기본 매체에서 다양한 복합적 기능을 갖춘 현재의 디지털 사이

니지의 매체 형태로 다시 도약의 기반을 만들게 되었다. 특히, 

위치 기반 서비스는 2000년 후반 차량용 네비게이션 시장을 시

작으로 현재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장착되면서 이제는 서비스 

전분야에 직/간접적으로 활용되는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

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디지털 사이니지는 첨단 기술과 결합하여 다양한 

형태의 지능적 처리 능력을 이용함으로써 현재 광범위하게 사

용되는 위치 기반 기술과 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매체 인프라

로 생활 공간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현재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디지털 사이니지와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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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폰 보편화에 따른 위치 기반 제어 기술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디지털 사아니지와 위치 기반 서비스의 융복합 에 따른 관

련 기술 및 시장의 미래를 알아본다.

Ⅱ. 본 론 

1. 디지털 사이니지의 개요

디지털 사이니지는 네트워크로 원격 제어할 수 있는 디스플레

이를 공공장소 및 상업공간에 설치하여 정보, 엔터테인먼트, 광

고 등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미디어다. 따라서 디지털 사이니

지는 TV, PC, 휴대폰에 이어 제4의 스크린 미디어으로 자리잡

고 있다. 과거 종이와 포스터로 일반 대중에게 전달하던 것이 

이제는 IT 기술을 통해서 고객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

이다. 과거 단순 정보를 전달하던 역할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소

프트웨어(SW), 하드웨어(HW), 콘텐츠, 네트워크 기술이 융합

되면서 소비자와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한다[5].

그러나, 디지털 사이니지는 광고 매체의 포화상태와 업계의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해 아직도 외형적, 기술적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전문 업체의 수익은 잘 개선되고 있지 않다. 더구나 

수년 전 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옥외 공간에 대한 규제가 더

해져 디지털 사이니지 개발 기술 및 사업화가 더욱 침체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도 옥외 광고 관련 법규를 행정자치부와 미래창

조과학부가 모두 디지털 사이니지 분야의 활성화에 인식을 같

이하여 법규를 크게 완화하고 있다. 첨단 기술 및 서비스가 접

목된 디지털 사이니지는 현행 옥외 광고법에서 대부분 불법으

로 규정되어 합법화가 시급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대로 미디

어폴이 옥외광고물법으로는 불법 시설물로 취급되어 가로등으

로 우회 등록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4].

이와 같이 디지털 사이니지 분야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행정

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나, 관리 및 

감독 법안을 놓고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사

이니지를 옥외광고물로, 미래창조과학부는 스마트미디어로 인

식해 각자 다른 관리 법안을 들고 나왔다. 행정자치부는 디지

털 사이니지가 기본적으로 광고 매체라는 기본 전제를 통해 디

지털 매체 관리 및 감독을 해야됨으로 사이니지가 디지털 매체

라는 이유로 별도 법을 만들거나 기존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

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디지털 사이니지

를 광고물 대신 ‘스마트 매체’로 인식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최

근 공개한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진흥 특별법’ 조항은 사이니지

를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광고, 정보 등을 제공하는 융합서비스’

로 정의했다. 옥외광고법을 규제 기본법으로 두지만 디지털 사

이니지에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앞으로도 접근 방식의 차이로 인한 일부 혼란은 있을 수 있지

만, 디지털 사이니지의 활성화에 방향성이 정해진 것은 크게 주

목해야 될 점이다[4].

디지털 사이니지는 장치 설치 장소에 따라 실내형(Indoor)과 

실외형(OutDoor)으로 분류된다. 이는 매체 구성 내구성과 경제

적인 측면, 디자인 형태가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디지털 사이니지의 노출 형태에 따라 단순 노출형(One Way)

과 참여형(Interactive), 융합형(Convergence)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부분 노출 형태에 따른 구분은 서비스에 따라 병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치 장소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일

반적이다. 

실외형 디지털 사이니지는 미생 촬영지로 유명해진 서울스퀘

어 미디어 파사드가 대표적이다. 건물 외벽과 전광판에 설치된 

디지털 사이니지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 콘텐츠를 표출한다. 서

비스 처리의 제어 및 표출 스케줄은 중앙관제센터를 통해 관제, 

제어, 감시된다. 실내형 디지털 사이니지는 대형 쇼핑몰 내벽이

나 지하철, 버스 정류소 등에 설치된 터치스크린 방식의 매체가 

대표적이다. 현재 대부분의 실내형 디지털 사이니지는 키오스

크 형태로 제작되어 사용자와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

록 기획되어 제공되고 있다.

단순 노출형 디지털 사이니지로는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행

선 안내기가 있다. LCD 모니터에서 지하철 도착 알림과 광고 

및 뮤직비디오 등을 주로 내보낸다. 부가 기능은 제한적이다. 

참여형 디지털 사이니지는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이벤트 참

여와 실시간 뉴스검색, 인터넷 전화 등으로 사용자와 다양한 상

호작용을 한다. 융합형은 동일한 매체의 하드웨어적, 소프트웨

어적 확장성을 제공하여 상황에 맞게 서비스 콘텐츠를 선별적

그림 1. 사이니지 서비스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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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공하거나, 특정 목적을 위해 디지털 사이니지에 추가적

인 장치 및 센서 등과 결합하여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도록 구

성된다[1].

현재 스마트 폰을 기반으로 IoT 인프라가 활성화되면서 위치 

기반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있다. 공간 기반 서비스를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사이니지의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 위치 

기반 제어 기술은 가장 주목해야 될 기술적 요소가 되었다. 위

치 기반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사이니지는 고정형(Fixed)과 이

동형(Mobile)으로 구분된다.

고정형 디지털 사이니지는 이동이 불가한 시설물이나 건물에 

부착 고정된 매체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서울 강남에 설치된 

미디어 폴은 고정형 디지털 사이니지에 해당된다. 반면, 이동형 

디지털 사이니지는 이동되는 시설물에 부착되거나, 매체 자체

가 이동 가능한 디지털 사이니지를 의미한다. 열차, 버스 등에 

부착된 디지털 사이니지는 이동형 디지털 사이니지에 해당된

다. 그리고, 현재 태블릿 PC, 개인용 스마트폰 등은 고정된 거

점형 디지털 사이니지를 중간 매체로 다양한 위치 기반 서비스

를 연계한 이동형 디지털 사이니지 서비스로 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이 특성에 따라 디지털 사이니지가 제공하는 공통적인 

특성을 <표 1>에서 간략히 요약하고 있다[5].

2.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 및 국내외 매체 현황

가.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 동향

현재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에 대해 시장조사 기업 마켓스탠

드마케츠에 따르면 세계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은 2011년 39억

5000만달러에서 2016년 132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

다. 특히, 아시아 지역 수요가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분석했다. 

국내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은 2012년 2927억원에서 올해 1조

1000억원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3].

국내에서는 코카콜라, 맥도널드 등 글로벌 식음료 업체들이 

매장에 투명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배치를 추

진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조만간 국내 디스플레이 및 가전 업

체와 공급계약을 겸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할 예정이다.

글로벌 식음료 업체들이 디지털 사이니지 기술에 관심을 가질 

이유는 충분하다. 우선 매장에 설치된 냉장고 문에 투명 디스플

레이 기술이 탑재된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하면 심미적 효과

를 높일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정보, 광고 등을 소비자에게 전

달하면서 부가 수입까지 올릴 수 있다. 투명 디스플레이, 모션

인식 카메라 등 하드웨어 기술이 상용화 단계로 진화된 것도 디

지털 사이니지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정 관련 시장을 분석한 증권업계에서는 “당장은 디스플레이 

등 하드웨어 업체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볼 것”이라며 “다만 기

술이 더욱 고도화되면 플랫폼, 광고업체뿐 아니라 콘텐츠 제작, 

유통 회사들도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정부도 디지털 사이니지를 신성장 동력으로 낙점하고 산업 육

성에 본격적으로 제도적 지원을 시작하였다. 지난 2013년 미래

창조과학부는 “스마트광고산업 육성전략” 발표로 디지털 사이

니지를 미래 성장 동력 중 하나로 선정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입법을 통해 정책적 지원과 산

업육성 의지를 표명했다. 지난해 말 미래창조과학부는 재차 “스

마트미디어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사이니지 활

성화를 위한 산업투자 촉진 진흥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5].

특히, 국내 가전 및 장치 제조 기업은 스마트폰, TV처럼 디지

털 사이니지 시장에서도 자사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중심으로 

시장 주도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전국적으로 롱텀에벌루

션(LTE) 네트워크 망이 보급되어 있고, 기술을 선도하는 반도

체,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존재하므로 관련 기반 산업이 동반 성

장하여 시장 선점이 가능하리라 예상됨에 따라 시장 확장에 관

그림 2. 사이니지의 위치 기반 분류 개념도

표 1. 디지털 사이니지 특성

특성 내용

모바일·웹연동
유무선	네트워크	기술	기반	장소에	구애없이	매

스미디어와	개인	미디어	기능	모두	수행

인터렉션

(Interaction)

근거리	중심	위치	측위	및	동작	인식,	센서	기술	

등을	이용하여	대화형	서비스	수행

개인화
소비자	인식	기술을	통해	능동형	상황인지형	개

인화	서비스	수행

융합

(Convergence)

멀티비전을	활용한	고품질	대용량	콘텐츠,	콘텐

츠/장치/서비스	결합형	서비스	수행

효과측정
단위	시간	효과측정	기준에	맞는	현장	정보	수

집	및	자동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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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기업들은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 

나. 국내 주요 매체 현황

기존 국내에 설치된 디지털 사이니지는 세계 “최고의 시험공

간”(Test Bed)라는 용어에 맞게 다양한 디지털 사이니지 매체

를 기획 및 현장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강력한 네트워

크 통신망과 세계 최고 수준의 디스플레이 제조 기업을 보유한 

국내의 디지털 사이니지 매체는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할만한 

사례로 남고 있다. <표 2>는 국내 주요 기업별 운영 매체를 요

약하고 있다.

표 2. 국내 디지털 사이니지 주요 업체 동향

구분 기업 내용

솔루션

운영

KT
지하철	버스	등	생활공간	동선에	따른	매체	

인프라

CJ	Powercast 방송	송축	기술	기반	디지털	사이니지	접목

시스템
현대

IBT

인텔,	넥싸이트,	희원이엔티,	DCU와	제휴를	

통해	솔루션	개발

콘텐츠
다음

카카오

N-스크린	서비스를	위한	사이니지	콘텐츠	

제공

국내 각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매체들의 적용 기술 및 구성은 

제공 서비스에 따라 특정적 차이를 가지고 있다.

개인 맞춤형 콘텐츠 서비스 및 스마트 폰, 태블릿 PC와 같은 

휴대 단말기와의 연동형 서비스 기술은 고성능 카메라를 디지

털 사이니지에 장착하여 안면인식, 시선추적 등을 통해 고도화

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영상 처리 응용 기

술은 해외에서도 상업공간을 포함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 

지하철, 버스 등 교통 수단에 설치되며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

고 있다.

디지털 사이니지용 콘텐츠 기술은 국내 관련 업종 대기업들의 

시장견인과 신기술을 활용하여 

제품광고, 기업홍보와 같은 단순 콘텐츠에서 점차 지도, 교통

정보, 날씨, 뉴스 등의 생활 정보형 공공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

으며, 산업화 표준(de-facto)에 근접하고 있다. 

디지털 사이니지가 본격적으로 물리적 융합 기술을 적용한 

콘텐츠 서비스 인프라로 서울 강남에 설치된 미디어 폴(Media 

Poll)을 대표적 매체로 들 수 있다. 미디어 폴은 세계 최초의 미

디어 아트와 광고 구조물을 접목하여 공공시설의 상업적 활용

이라는 이상적 운영 모델을 보여준 랜드마크로 평가되고 있다. 

구조물은 사고 발생시 주변 건물 보호를 위해 H빔을 이용한 멀

티비전으로 구성되어 콘텐츠 송출 시 영상 동기화 기술, 중앙 

관제 기술 등이 적용된 매체이다. 

실내용 디지털 사이니지의 대표적 매체 운영 사례로 CGV에 

설치된 CGV 라이브 매체를 들 수 있다. CGV 라이브는 영상광

고, 인터랙션광고, 부착광고 등 브랜드 맞춤형 콘텐츠 제공 기

술, 만지고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 등을 제공하여 영화시

간을 기다리는 고객들에게 대기시간의 무료함을 최소화시키고, 

콘텐츠와 함께 광고를 제공하는 수익모델을 가지고 있다. 

다음 카카오는 서울 지하철 1~4호선에 약 1000대 이상의 키

오스크를 디지털 뷰(Digital View)라는 브랜드로 설치하고, 국

내 최초 안면 인식 솔루션을 접목하여 성별, 연령별에 따른 타

겟 광고 진행 및 노출 수 기반 과학적 광고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일본 NEC의 AM을 도입하여 노출 인구 실시간 분석 기능

을 통해 광고 및 다양한 분야의 출구자료로 활용되었다. 또한 

콘텐츠 기반 커머셜 서비스와 쿠폰 연동 및 인근 매장으로의 구

매 접점 유도를 통해 세일즈 연계 가능한 능동적 고객 참여형 

광고를 제공하였다.

코엑스에는 로비 중앙벽면에 클라우드 기반 초대형 인터랙티

브 디지털 사이니지를 코몰라이브(COEX-Mall Live)라는 브랜

그림 4. CGV 라이브

그림 3. 서울 강남 미디어 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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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로 15개 이상 사이트에 70인치 LCD 30대와 40인치 PDP로 

구성된 멀티비전으로 다양한 콘텐츠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타 KT의 아파트, 병원 등에 분야별 맞춤형 콘텐츠 서비스

를 제공하는 I-Frame 등 다양한 디지털 사이니지 매체가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

국내 디지털 사이니지 매체는 디스플레이 크기나 화질 위주의 

경쟁에서 네트워크 기반 통합 솔루션 기술 및 단말기의 신뢰성 

보장 기술, 사용자 주목도를 극대화 시키기 위한 다양한 융복한 

콘텐츠 서비스 기술을 중심으로 디지털 사이니지 매체 기술 개

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 국외 주요 매체 현황

해외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사이니지가 설치 및 운영되

고 있다. 국가별 문화, 목적성에 따라 기술 적용 및 제공 콘텐츠 

서비스가 다르므로, 요구 서비스에 필요한 기술 수준이 국내만

큼 적극적 확산에는 차이는 있다. 그러나, 고정된 지면보다 더

욱 동적이며 광범위하게 구축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질적, 양

적 시장 팽창이 가파르게 확산되는 추세이며, [표 3]는 해외 주

요 기업별 운영 매체를 요약하고 있다.

디지털 사이니지를 운영하는 해외 사업자 매체들의 주요 적용 

기술 및 구성에 따른 특징은 국내 디지털 사이니지 업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대표적인 해외 디지털 사이니지 매체로 뉴욕 타임스퀘어를 들 

수 있다. 뉴욕 타임스퀘어는 내부 Forever21 매장을 광고하고, 

광고 시청자들과 광고판 사이 인터렉션을 지원한다. 그리고 특

정 주제에 관한 실시간 트윗을 송출하는 이벤트 서비스를 제공

하는 등, 기업명과 함께 인터렉티브를 제공하여 고객 주목도를 

높이고 있다.

 일본 NTT는 광고 영상이나 상황에 맞는 향기를 발생하는 디

지털 사이니지를 상용화하였다. 또한 내장된 카메라 영상을 이

용한 성별, 연령 자동인식 시스템과 자동 알림 표시 시스템을 

기반으로 맞춤형 광고를 전송 및 사용자 반응을 통해 광고효과

까지 측정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였다. 특히, NEC의 디지

털 사이니지에 설치된 카메라로 사람의 움직임을 인지하고 시

청자의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적합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Eye 

Flavor 서비스와 연계하여 광고 효과 분석을 제공한다.

특히, NTT Docomo는 고객이 펨토셀 범위 내에 들어가면 자

동으로 전용 애플리케이션이 작동하고, 동시에 디지털 사이니

지의 콘텐츠가 고객 취향으로 변경되는 상황인지 장치 및 능동

형 서비스 개발과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디지털 사이니지에 표

시되는 콘텐츠를 선택하는 리모콘 기술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

그림 5. CGV 라이브

그림 6. 뉴욕 타임스퀘어

 표 3. 국외 디지털 사이니지 주요 업체 동향

구분 기업 내용

솔루션

운영

Sprint M2M	무선	등	다음세대	서비스	준비

NTT
주변인	인식	및	펨토셀	기반	디지털	사이니지	

인프라	구축	진행

MS
다양한	UI가	적용	가능한	임베디드	사이니지	플

랫폼	출시

시스템

NEC 멀티터치,	얼굴인식	기능	적용	제품	출시

파나소닉
사이니지	S/W	업체	coolSign과	협력한	솔루션	

출시

Intel
AMT	기술,	사용자	측정과	데이터	수집	기능의	

AIM	suite	등

콘텐츠
Thomson

Reuters

Wireless	Ronin과	협력하여	13개국	20여대의	

“Reuters	Insder”	인터랙티브	키오스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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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있다. 

또한 NEC는 2010년에 지능형 디지털 사이니지 응용 솔루션

을 위한 플랫폼 개발을 위해 인텔 및 마이크로소프트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이어서 2010년 9월부터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

스 관리 플랫폼인 Panel Director 출시하여 디지털 사이니지 

솔루션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였다. Panel Director 플랫폼

의 주요 기능은 사이니지의 동작을 제어하는 패널관리, 서비스 

콘텐츠의 추가, 삭제, 수정을 관리하는 콘텐츠 관리, 그룹별 또

는 개인별로 사이니지 및 콘텐츠를 관리하는 일정관리, 그리고 

디스플레이의 하드웨어 작동을 관리하는 모니터 관리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디지털 사이니지 글로벌 기업인 DGScreen은 2011년 런던 

Screenmedia Expo에서 클라우드 기반 콘텐츠 제작, 관리, 스

케줄링, 사용자 관리, 실시간 모니터링을 포함한 통합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으며, Versatile System Inc은 2011년 클라우드 기

반 환경에서 웹 브라우저를 통한 사이니지 콘텐츠를 이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Self-Service Kiosk 및 사이니지 기술 발표 후 

현재 제품 시장화를 진행하고 있다.

기타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요 디지털 사이니지는 <표 4>

에서 나타내고 있다.

표 4. 해외 주요 사이니지 운영 매체 특징 

형태 운영 및 특징

Intel : Retail shop digital signage

-		매장	진열대의	양쪽	마지막	지점인	앤드캡

(End	Cap)에설치.

-		광고주나	매장은	소비자의	액션과	실제	판매	

DB를	분석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어	정확

한	ROI측정과	마케팅전략수립에	활용	가능

ZenithOptimedia : Inwindow Outdoor Signage

-		페이스	모핑	디지털사이니지로	1일	평균	1천

명	이상이	이용하였으며,	그	중	96%가	자신

의	이메일로	전송하였음

-	DSE	2011	Gold	Interactive	Content	Award

Perrier 

-	DSE	2011	Silver	Interactive	Content	Award.	

-		프로모션용으로	제작된	인터랙티브	디지털

사이니지이며,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여	고

객들의	자발적	바이럴을	유도.

-		전	세계	탄산수	세계1위인	Perrier	제품을	홍

보하기	위한	“Do	I	Look	hot	or	what?”이라는	

캠페인.

-		녹아	내린듯한	자신의	모습을	캡처한	사진을	

바로	휴대폰으로	전송	할	수	있다.

VANS

-		신발제조사인	“VANS”가	2010년	새해	소원을	

비는	프로모션을	타임스퀘어의	디지털보드

에	집행하였음.

-		소비자들은	웹과	모바일	등을	통해	자신의	

소원과	함께	사진을	등록하며,	이를	실제로	

타임스퀘어	비아컴	디지털	빌보드에서	볼	수	

있었음.

FOX 채널

-		2009	NFL	풋볼	시즌에	Fox	스포츠채널이	집

행한	디지털	디스플레이	버스	광고.

-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주	단위로	LCD상

의	광고	카피를	교체할	수	있었음.

3. 위치 기반 서비스 기술 현황

디지털 사이니지는 기존 단순 영상 표출 매체에서 인터렉티브 

가능한 스마트 매체로 서비스로 진화하였다. 특히, 공간과 위치

를 기초로 한 다양한 스마트폰용 콘텐츠 서비스가 급증함에 따

라 디지털 사이니지의 인터렉티브한 기능을 극대화하고 보편화

된 인프라와 연계하기 위해 위치 기반 기술을 디지털 사이니지

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위치 기반 제어 기술은 개인 위치 기반 속성 정보 취득을 위

한 측정과 분석 기술로 구분된다. 측정 기술은 RF, IR, Smart 

Sensor 기반 측정과 영상 기반 측정 기술로 세분화되며, 분석 

그림 7. 일본 NEC의 Eye Flavor 서비스

그림 8. 일본 NEC의 Panel Director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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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은 위치 정보를 포함한 개인 속성 및 처리 메타 정보를 추

출하는 응용(Application) 및 장치로 분류된다[2].

실세계 공간에서 적용 분야 및 서비스 요구형태에 따라 종속

적으로 단순 거리 측정 및 특정 목적만을 수행하는데 특화된 단

순 측정 분석 기술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개인 위치 및 속성 

정보 측정 분석 기술로 분류된다. 개인 위치 정보 측정 기술은 

인체 감지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기술의 차이가 있으며,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른 보안 분야를 포함해서 복합적인 개인 정보 

수집이 필요한 분야에는 영상 기반 측정 기술이 주로 적용되어 

있다. 단순 거리 측정 분야에는 RF, IR, Smart Sensor 기반 측

정 장치 및 기술이 적용되는 기술적 차이가 있다.

수집 정보의 형태에 따라 주파수 및 센서 기반 객체 위치 검출 

기술과 영상 해석을 통한 객체 인식 및 거리 해석 기술 등으로 

구성된다. 주파수 및 센서 기반 기술은 도플러 레이더 등에서 

이용하는 주파수 감지, 단거리 및 장애물이 적은 공간에서는 적

외선을 이용하여 객체 검출 및 거리를 산출하여 처리하는 기술

이며, 영상 해석을 통한 객체 검출 기술은 공공장소 등 개인 정

보법 침해를 회피하기 위해 사용자 검출 후 특징점 계산을 통해 

고유값으로 변환하여 식별 메타 태그와 거리 및 개인 속성 정보 

해석하여 처리하는 기술이다.

위치 정보 획득을 위한 측정 정보의 위치 정보 변환을 위해 단

순 물리적 측정 및 산출 정보를 다양한 측정 매체의 신호 형태와 

처리 방식에 따라 정형화, 규격화, 정밀도, 정보 추출 및 분류, 

연동 처리를 수행하는 일련의 가공 처리를 수행한다. 객체의 위

치를 측정하는 다양한 형태의 장치 및 센서, 그리고 이종간 운영

체제 및 처리 응용, 서비스에서 처리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보편화되고 표준화된 연동 방식을 현재 연구 개발 진행 중이다.

위치 기반 제어 기술은 다양한 형태의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

으나,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무선기기의 무선신호, 센서를 

이용한 방법 그리고 블루투스를 이용한 기술의 범주로 구분된

다. 무선기기의 무선신호를 이용한 기술은 기지국, WiFi 네트

워크 또는 다른 무선 기기로부터의 무선신호를 이용하는 방법

으로 적용 기술에 따라 정확도 차이가 매우 커진다. 객체 인식 

센서를 이용한 기술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센서를 이용하여 방

향 및 이동거리를 추적하는 방법으로 주로 무선기기의 무선신

호를 이용하는 방법을 보완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블루투스를 

이용한 기술은 BLE4.0 기반의 넓은 영역에서 비콘(Beacon)을 

이용하여 대부분 근접(Proximity) 측정이 필요한 서비스에 주

로 활용된다. 이외 관성, 압력 등의 센서를 이용하는 방법과 디

바이스의 카메라를 이용하거나 빛을 변조하여 위치 정보를 빛

으로 전송하는 방법 등이 사용되고 있다.

위치 기반 제어 기술은 모바일 소프트웨어 사업자, 스마트 단

말기 공급사, 칩 생산업체, 네트워크 장비 공급사 및 정밀측위 

기술 업체 중심으로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각 분야별 주

요 기업의 기술 사업화는 구글, 애플, 마이크로 소프트, 삼성 등

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위치 정보 처리를 위한 모바일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구글은 

2011년 11월 구글 모바일 지도에 실내 위치 측위 기능을 추가

하고, 기지국 WiFi 핫스팟 기술을 기반으로 접근하고 있다. 특

히 실내 측위 기술 개발 및 사용화를 위해 센서 퓨전(Sensor 

fusion), 피어투피어(Peer to Peer) 기반 기술 융합을 통한 지

적 재산권을 이미 확보하여 상용화 기술 개발에 진입하였다. 이

외 애플은 신호 핑거프린팅 방식 기반의 위치 측위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iBeacon을 상용화 하였다. 마이크로 소프트

는 최근 실내 측위 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센서

퓨전 등 보편화된 핑거 프린팅을 이용한 측위 (Positioning by 

generalized finger printing) 기술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확

보하였다. 특히, FM 라디오 신호의 신호세기를 기반으로 휴대

기기 위치 파악 기술 개발이 진행되어 정확도는 타 기술에 비해 

떨어지지만 부가적인 위치 측위 정보나 환경 없이 유연하게 적

용할 수 있는 기술은 주목할 만 하다.

스마트 단말기 공급사의 위치 기반 제어 기술 적용은 매우 활

성화되어 있다. 특히, 국내 기업인 삼성은 이 분야에 많은 경쟁

력과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은 WiFi나 타 무선 신

호를 이용한 삼각 측량, GPS로부터 획득한 초기 위치로부터 움

직임 측정을 통한 측위 등 매우 넓고 다양한 분야에서 실내 측

위에 대해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러 방법을 조합한 등

록 특허 및 특허 출원을 보유하고 있다. 무선 엑세스 포인트 위

치를 활용한 삼각측량 방법을 이용하는 기술적 접근은 구글이

나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유사하다. 삼성은 이러한 방식을 실내

측위나 GPS가 불가능한 지역의 옥외 측위에 적용하여 상용화

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외 초기에 알려진 위치(예; 출입문)로 부

터의 모션 트래킹, 실내 측위를 위해 모션 센싱을 보정하는 기

술 등을 보유하고 있다. 모토로라(Motorola)는 실내측위에 대

하여 초기부터 많은 연구개발을 수행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지

적 재산권 확보 및 시장화 확산이 미비하다. 그러나, WiFi 신호

와 타 모바일 디바이스의 신호를 이용한 측위 기술, 관성 항법

(Inertial Navigation)을 이용하는 기술, 조명으로부터의 신호

를 측위하는 센서 퓨전분야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와 특허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 기기의 프로세싱 부하를 최소화 

하는 것으로서 신호세기를 이용하지 않고 네트워크 응답시간

을 측정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에 특이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 GPS 신호를 실내에 재전송하는 방식의 실내 측위 방식으

로 특허 획득 및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소니에릭슨(S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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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sson), WiFi 신호를 이용한 트래킹에 확률을 도입한 것으

로서 하나의 지점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동선 벡터(Vector of 

movement)를 적용한 림(RIM)의 기술 등이 있다.

이외 칩 생산 업계의 위치 제어 기술 개발은 모바일 디바

이스와 통합한 칩으로서 실내/외 측위를 가능하게 하는 퀄컴

(Qualcomm)의 IZAT 기술, GPS, WiFi, 블루투스 및 센서퓨

전 기반의 모션센싱으로부터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복합적인 위

치를 추출하는 브로드컴(Broadcom), 가속도계, 자이로스코프, 

지자계 및 압력센서를 통합하여 STM 칩을 이용하여 디바이스

의 위치를 안정적으로 근사치 위치 정보를 추출하는 ST 마이크

로일렉트로닉스(STM) 등이 있다.

네트워크 장비 공급사는 직접적으로 위치관련 서비스를 제공

하지 않고 네트워크의 위치에 기반한 위치 서비스 제공 파트너

와 제휴를 통해 기술 개발 및 특허 확보 진행 중에 있다. 시스코

(Cisco),  아루바(Aruba) 등이 대표적인 위치 제어 기술을 주력

하는 네트워크 공급사이다.

정밀 측위 기술 업체 기술현황은 WB기술을 이용한 제품은 위

치 정확도 30cm이내, 가시거리에서는 200미터의 거리를 지원

하며, RFID기반의 제품은 위치 정확도 1미터 이내 1,750미터 

거리를 지원하는 UWB와 RFID 기술 기반의 측위 기술을 개발

하는 미국의 Zebra Technologies, UWB 임펄스 기술을 사용

하여 정밀한 측위가 가능하고 저전력 소모와 간섭에 강하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물류 및 창고의 프로세스 개선에 기

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는 프랑스의 BlinkSight, 무선 비콘인 

Anchor node를 설치하고 Time of Flight(ToF)와 삼각 측량법

을 사용하여 15~20Cm의 2차원 정확도를 제공 GPS기반 태그

와 무선 비콘 방식을 결합한 호주의 Catapult 등이 있다.

Ⅲ. 결 론 

본고에서는 디지털 사이니지가 단순 영상 출력 매체에서 생활 

지능 공간 기반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체로서의 

진화와 공간 정보 획득을 위한 위치 제어 기술 현황에 대해 알

아보았다.

이미 2000년대 초 디지털 사이니지의 국내 보급은 국외를 포

함해서 보급이 매우 빨랐다. 디지털 사이니지는 광고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외형적 성장 속도에 비해 매체를 통해 제

공되는 콘텐츠, 서비스, 운용 기술 및 S/W 개발 등의 질적 성장

은 상대적으로 느렸다. 그러나 최근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류 열

풍이 확산되면서 K-POP, 화장품, 의류, 바이오 등 산업을 중

심으로 디지털 사이니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IT와 융복

합되면서 교육, 정보 제공, 예술분야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국

내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스마트 폰의 대중화를 통해 이동하는 고성능 단말기

와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 확대는 융복합 콘텐츠 산업 및 인프

라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블루투스, 근거리무선통신

(NFC), 센서, 영상처리 기술의 발달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기

술은 이미 구현되었다. 이제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높일 수 있

는 디지털 사이니지-스마트 폰을 연결하는 다양한 고품질 응용 

콘텐츠 및 서비스가 대거 보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거점형 디지털 사이니지와 이동형 스마트 폰을 중심

으로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위치, 거리 정보를 쉽

고, 정확하게,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획득할 수 있는 기술, 플랫

폼, 인프라를 가지는 것은 향후 디지털 사이니지의 새로운 기술

적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부분 위치가 고정된 디

지털 사이니지의 정적 위치 정보와 근거리 통신망을 이용한 상

대적 거리 측정을 융합한 기술적 구현은 높은 형태의 가용성과 

인프라의 재활용 관점에서 디지털 사이니지의 새로운 시장 창

출 및 활용성, 응용 분야에 높은 부가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스마트폰과 함께 디지털 사이니지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 창출

의 도구로 매체가 진화되고 있으며, 틈새시장의 주요 산업 매체

로 확산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기존의 디지털 사이니지와 같이 

공공장소나 상업 공간에 제한적으로 설치되었던 것에 비해, 현

재는 냉장고 등 가전제품에도 일부 적용되었으며, 향후 다양한 

공간 및 산업과 융복합됨에 따라 전면적인 시장 확대가 예상되

고 있다. 또한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은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RF부품, 카메라 모듈 등 고급 소재, 부품 수요를 견인해 우리나

라 IT 산업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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