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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디지털 사이니지 기술은 정방형 디스플레이로 콘텐츠를 표출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와 크기를 가진 비정형 디지털 사이니지
로 발전하고 있다. 고해상도의 대형 모니터들을 연결하여 다양한 조합을 이루는 멀티비전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멀티
디스플레이의 회전에 따라 ROI가 독립적으로 변하는 비정형 디스플레이 사이니지 시스템의 구조를 제안하였다. 아두이노와 연동된 자
이로 센서의 출력 값을 입력으로 받아 모니터의 기울어진 각도를 계산하고, 극좌표계의 특성을 이용하여 회전되는 각도에 따라 네 꼭
짓점의 위치가 가변되는 영상을 영상좌표계로 변환하여 회전형 사이니지를 구현하였다. 또한 멀티 스크린 환경에서 화면을 표출하기
위하여 자이로 센서가 부착된 다수의 디스플레이를 아두이노의 시리얼 통신을 이용하여 제어하였다.

Abstract

Recently, the digital signages display not only the rectangular shapes but also the various shapes and sizes. The high-resolution 
large-screen display monitors have evolved to multi-vision modes in which several screens are connected to one another. In this paper, 
we present the structure of an atypically shaped signage system in which the ROI changes with the rotation of the multiple displays. 
The inclination angle of the monitor is calculated by taking the output value of the gyro sensor inter-locked with the Arduino, and an 
image in which the position of the four corners is varied according to the rotation angle by using the polar coordinate system. In order 
to display images in the multi-screen environment, multiple displays with a gyro sensor were controlled using serial communication. As 
the result, we have obtained the flexibly moving monitor systems with associated images fitting in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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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에서는 기존의 정

형화된 직사각형의 스크린 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의 융합, 
회전 등 다양한 배치의 표현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1]. 스크

린이 동적으로 회전하고 움직이는 기술들이 전시 및 홍보

효과를 높이면서 광고, 예술, 정보 등의 여러 분야에서 각광

받고 있다[2]. 실감 미디어에서는 디스플레이 장치의 크기와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및 콘텐츠에 대

한 사용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3]. 이러한 고해상도의

대형 디스플레이 장치의 경우에는 한 대의 컴퓨터로 시스

템의 운영이 가능한 구조의 멀티 디스플레이 형태로 발전

하고 있으며, 이를 원활하게 표출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기

술이 필요하다[4]. 
그림 1과 같이 여러 대의 디스플레이 배열로 다수의 스크

린에 동영상 및 콘텐츠가 동시에 플레이되도록 표출되는

콘텐츠도 장치에 맞게 변형이 필요해졌다. 그러나 단일 모

니터에서 멀티 디스플레이로 발전하면서 콘텐츠의 개수가

증가하고, 이를 각각 최신 콘텐츠로 업데이트할 때마다 매

번 새로 작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많은 비용과 시

간을 요구한다. 이러한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를 최적화하

기 위하여 관리의 효율성과 사용의 편리성을 제공해야 한

다[5]. 따라서 사용자의 선택과 배치에 따라 스크린이 자동

적으로 가변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6].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제안[10]을 구체화하여 하나의 시스

템에서 멀티 디스플레이에 부착된 다수의 자이로 센서를

아두이노와 연동하여, 시리얼 통신을 통해 출력 값을 각각

입력으로 받아 회전 각도가 바뀌는 영상에서 실시간으로

관심 영역의 네 모서리 좌표 값을 계산하여 멀티 디스플레

이 사이니지로 표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Ⅱ. 회전형 멀티 디스플레이 사이니지 시스템

1. 제안 방식

본 시스템에서 제안하는 블록도는 그림 2와 같다. 디스플

레이에 비정형 스크린 사이니지로 구현하고자 하는 이미지

를 입력받은 후 자이로 센서가 부착된 디스플레이를 회전

시킨다. 이때 멀티 디스플레이는 아두이노의 다중 프로세

싱을 이용하여 입력 값을 받아오기 때문에 모니터 세 대는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 후 아두이노를 통해 얻은

자이로 센서의 적분 값에서 Yaw 값을 계산한 후 회전 각도

를 이용하여 각 디스플레이와 가상으로 외접하는 원과의

한 교점에서 디스플레이의 기울기를 얻는다. 이 디스플레

이의 회전 각도를 이용하여 네 꼭짓점의 좌표를 각각 극

좌표계(polar coordinates system)에서 영상 좌표계(image 
coordinates system)로 변환하고 원의 중심점을 평행이동

한다. 변환 후 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임계값을 지정

한 후, 이전 입력 값과 비교하였을 때 현재 값이 임계값보다

작으면 해당 좌표 값을 저장하여 ROI에 전송한다. 이 좌표

값으로 회전된 디스플레이의 이미지의 비정형 ROI(Region 
of Interest)를 표출한다.

그림 1. 비정형 멀티 디스플레이 사이니지의 예시
Fig 1. Example of atypical multiple display sign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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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알고리즘에서는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디스플

레이의 회전을 감지하고, 정지 위치에서의 중력을 감지한

다[7]. 본 논문에서는 자이로 센서를 이용하여 디스플레이를

회전하였을 때 측정한 각속도에서 Yaw 값만을 이용하여

적분하고 출력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전체 시간 동안의 적

분값으로 기울어진 각도를 계산한다. 이때의 기울기를 계

산하기 위하여 극 좌표계를 이용하였다.

2. 좌표계의 변환

영상처리에서 사용되는 좌표계는 영상 좌표계로,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보는 영상에 대한 좌표계이다. 픽셀 좌표계

(Pixel image coordinates system)라고도 한다. 극좌표계는

원점이라 부르는 고정점을 정하고 이 점을 끝으로 하는 반

직선을 만들어 이 직선 위의 점에 극좌표를 대응시킨 좌표

계이다. 극좌표  와 직교좌표    사이에는 그림 3의

그림 3. 극 좌표계와 영상 좌표계
Fig 3. Polar coordinates and image coordinate system

왼쪽과 같은 관계가 있다[8]. 이를 이용하여 변환시킨 좌표

로 그림 3의 영상 좌표계와 같이 이미지의 왼쪽 상단 모서

리를 원점, 오른쪽 방향을 x축 증가방향, 아래쪽 방향을 y축
증가방향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디스플레이를 회전하였

그림 2. 회전형 디스플레이 사이니지 시스템 블록 다이아그램
Fig 2. The Rotating Multiple Display Signage block diagram



강예진 외 1인: 회전형 멀티 디스플레이 사이니지 시스템   639
(Ye-Jin Kang et al.: The Rotating Multiple Display Signage System)

을 때 바뀌는 좌표값을 극 좌표계에서 영상 좌표계로 변환

하기 위하여 스크린과 외접하는 원의 중심점을  에서

 로 평행이동 한다. 이는 영상 좌표계에서 좌측 상단

꼭짓점의 좌표가  이므로, 극 좌표계에서 영상 좌표계

로 변환할 때 극 좌표계상의 외접원 중심 좌표를 그대로

적용하면 표출되는 이미지가 잘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극

좌표계상에서 네 꼭짓점을 각도에 따른 좌표값으로 나타내

고, 이를 영상 좌표계로 변환하는 과정에서는 각 꼭짓점의

좌표값에 원의 반지름()을 더한다.

3. 회전 디스플레이 표출

그림 4와 같이 직각좌표계에서 자이로 센서를 부착한 디

스플레이와 외접원( )의 교점 중 우측 상단에 위

치한 점은 원의 중심과 이루는 각도()에서 좌표 값

cos sin 을 가진다. 은 원의 반지름이자 디스플레

이를 사분할한 직사각형의 대각선 길이이다. 이미지의 네 꼭

짓점 좌표는 자이로 센서 Yaw 출력 값을 이용한 기울기 값

(tan′ )으로 구한 회전각(arctan ′ )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 

그림 4. 좌표계 변환 과정
Fig 4. Process of converting coordinates system 

디스플레이 회전 시 회전 각도로 인한 A'과 C'은 외접원

위에서 원점을 중심으로 ′만큼, B'와 D'는 ′만큼

이동한다. 또한 외접원의 중심은  에서  으로 평

행이동 하였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변환되는 좌표의 값은 각각 다

음과 같다.

 ′      ′    ′
 ′     ′    ′
 ′     ′    ′
 ′     ′    ′

4. 멀티 디스플레이 연동

스레드(thread)는 운영체제가 CPU 시간을 할당하는 단위

로, 다중 프로세싱에서는 프로세스가 하나 이상의 스레드를

반드시포함하여 구성된다[9]. 그림 5와 같이 아두이노의 멀

티 스레드(Multi thread) 다중 프로세싱을 이용하여 한 시스

템에 자이로센서를 부착한 다수의 디스플레이를 제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싱글스레드(Single thread)는메인 스레

드가종료되면 프로그램이종료되는 반면에, 멀티 스레드는

실행 중인 스레드가남아 있으면 프로세스를 계속 진행한다. 
멀티 스레드를 이용하여 한 시스템에서 다중 모니터를 동시

에 제어할 수 있게설계하였다. 또한빠른 처리를 위하여코

드를 간소화하고, 시스템을병렬로 처리하기 위하여 오픈소

스 다중 프로세싱 라이브러리로 시리얼 통신을 하였다. 

그림 5. 아두이노의 다중 프로세싱
Fig 5. Multi-threading of arduino 

5. 실험 및 결과

본 실험은 Window 10, OpenCV Library 2.4.13에서 수행

되었고, 한 대의 24인치와 두 대의 27인치 디스플레이에 각

각 자이로 센서를 부착하였다. 세 대의 디스플레이를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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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회전시키면 실시간으로 자이로 센서의 각속도 값을

출력하여 회전각을 계산한다. 이 회전각으로 극좌표계상에

있는 가상의 외접원과 디스플레이의 교점에서 이동한 좌표

값을 계산한 후 영상좌표계로 변환한다. 이 네 꼭짓점의 값

을 디스플레이에 적용시키면 그림 6과 같이 디스플레이의

회전 각도(0 ,̊ 15 ,̊ 80 ,̊ 30˚)에 따라 회전형 멀티 디스플레이

사이니지가 표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회전형 멀티 디스플레이 사이니지 시스템

을 제안하였다. 회전형 멀티 디스플레이 사이니지 시스템

은 디스플레이가 회전하는 경우 부착된 자이로 센서에서

회전 각도를 극좌표계에 나타내어 디스플레이 꼭짓점의 좌

표 값을 계산한다. 멀티 디스플레이에 부착된 자이로 센서

는 각각 다른 값을불러오므로 독립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회전 각도에 따라 디스플레이의 좌표 값을 계산하고 이를

표출함으로써 정형화된 직사각형의 디스플레이뿐만 아니

라 다각형 형태의 디스플레이에도 적용할 수 있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3차원상에서 자이로 센서의 z축 값

을 측정하고 가속도 센서나 칼만 필터를 추가적으로 사용

함으로써 오차를 보상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연구할 예정

이다. 차후유동적인 중심점의 UHD 영상을 표출하거나 멀

티 터치 스크린, UI/UX에 접목시켜 제스처 인식으로 디스

플레이를 제어하는 등의 응용 분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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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회전 각도에 따른 디스플레이 영상
Fig 6. Display image according to rotation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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