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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등의 첨단 기술과 결합되어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사이니지로 응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AR, VR .

지 디지털 사이니지 서비스는 높은 비용과 유지비로 인해 대기업 관공서 광고회사에 의해 제공되고 있으며 뉴스와 광고의 점, , ,

유율이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서비스를 중소기업 및 소규모 리테일 매장에서 사용하기에는 값비싼 도입비용과 관리의 어려움이.

있으며 서비스 솔루션 자체가 형태로 시장에 전개되고 있어 시장 보편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 Top-Down .

서비스 플랫폼에서 소규모 리테일 매장 등을 대상으로 점포 전면의 대형 쇼윈도 또는 유리창 를 빔 프로젝트 스크린으로OSGi ( )

활용하여 영상 광고를 송출하고 이를 원격으로 설정 관리 업데이트가 가능한 원격 영상광고 송출 디지털 사이니지 시스템 및,

이를 위한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 주제어 : 디지털 사이니지 디지털 마케팅 영상광고 영상재생장치 디지털정보디스플레이 플랫폼, , , , ,

Abstract It has recently been combined with advanced technologies such as AR and VR, and its application range is expanding to

various forms of smart signage. However, until now, digital signage service that reaches us is installed in many floating populations

such as bus stops, elevators, and banks and is used in the form of providing news, weather, and advertisements. In addition, large

companies, government offices, and outdoor advertising companies occupy the market. The use of such services in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and small retail stores is costly and expensive to manage. Also, it is difficult to generalize the market because

services and solutions are being deployed in the market in the form of top-down.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oposed a digital

signage system for transmitting a remote video advertisement that uses a show window in front of the store as a beam project screen

for small retail stores, and can remotely set and manage and update it in OSGi service platform.

• Key Words : Digital Signage, Digital Marketing, Video Advertising, Video Player, DID, Platform

Received 23 December 2019, Accepted 27 December 2019

* Corresponding Author Young Sil Lee, Division of Computer Engineering, Dongseo University, 47, Jurye-ro, Sasang-gu, Busan, Korea.
E-mail: youngsil.lee0113@gmail.com



서비스 플랫폼에서 원격 영상광고 송출 디지털 사이니지 시스템 개발OSGi

- 233 -

서론.Ⅰ

기술의 발전 및 미디어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소비IT

자와 미디어간의 접점도 증대되고 이에 기업은 효율,

적으로 다양한 소비자 접점을 관리하기 위한 기업들의

마케팅 방법 역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한다

또한 수용자들의 매체 이용 행태 또한 전통적인[1,2].

대중매체 위주에서 벗어나 기업의 공식 홈페이지 블,

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개인성향이 강한 디, ,

지털미디어로 변화되어 이제 기업들에게 전통적인 매,

체인 신문 잡지 라디오 뿐만 아니라 디지털 미디TV, , ,

어인 BTL ( 를 활용한 방법은 매우 일Below-the-line)

반적인 마케팅광고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

최근 전통적인 오프라인 광고와 온라인 기반의 디지털

미디어를 접목하는 다양한 형태의 크로스미디어 광고

전략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기존 오프라인 광고 방법 중 기업들에게 가장 일반

적인 방법은 벽보 전단 현수막 입간판 등을 이용한, , ,

방법이었으나 이러한 마케팅광고 방법은 옥외광고물, /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에 의[3-5]

거하여 불법으로 규정된 것이 대부분이며 이러한 오,

프라인 광고 방법의 한계로 인하여 바닥광고 등 디지

털 사이니지 기술을 이용한 마케팅광(Digital Signage) /

고 방법이 새로운 오프라인 광고 방법으로 급부상하였

다.

디지털 사이니지는 공공장소와 상업공간과 같이 유

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되어 정보와 광고를 제공하는

융 복합 정보매체디스플레이이다 이는 를 기반· ( ) . IoT

으로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의 연결을 통해 미디어, ,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등의 첨단 기술과 결. AR, VR

합되어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사이니지(Smart Signage)

로 그 응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창조과학부의 디지털( . )舊

사이니지 활성화 대책 보고서 에 따르면 년까지[3] , 2020

세계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은 억불 수준으로 성장314

할 전망으로 예측하였으며 국내 시장의 경우 연평균,

성장률 로 년에는 약 조원에 다다를 것으로13.4% 2020 4

전망하였다.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외부적으로

는 클라우드 소싱 환경에서 빠르게 연결되는 전용 데

이터 파이프라인의 구성 등의 방법이 있으며 내부적,

으로는 정의된 설계 또는 데이터 모델의 구성 등의 다

양한 방법으로 고도화하여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6].

현재까지 우리에게 와닿는 디지털 사이니지 서비스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되어 뉴스 광고를 제공하,

는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대기업 관공서 옥외. , ,

광고회사 등이 한정하여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

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중소기업 및 소규모.

리테일 매장에서 사용하기에는 값비싼 도입 비용과 관

리의 어려움이 있으며 서비스 솔루션 자체가, ,

형태로 시장에 전개되고 있어 시장 보편화Top-Down

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소규모 리테.

일 매장 등을 대상으로 점포 전면의 대형 쇼윈도또는(

유리창를 빔 프로젝트 스크린으로 활용하여 영상 광)

고를 송출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시스템 및 이를 위한

서비스를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장에서는 디. Ⅱ

지털 사이니지 동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한 후 장Ⅲ

에서 제안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시스템에 대하여 설명

한다 그리고 장의 결론을 통해 끝맺고자 한다. .Ⅳ

디지털 사이니지 동향.Ⅱ

광고업계에서는 지상파 신문 잡지 라디오 등TV, , , 4

대 전통매체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으며 동시에 인터,

넷 모바일매체 디지털 옥외매체 등을 활용한 디, , , IPTV

지털 광고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 초연결 시대를 대표하는 서비스 중 하나로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는 디지털 사이니지는 오프라인

의 간판정도로만 인식되던 구조물을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매체로써 전

환시킨 것으로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송하는 형식의,

초기 버전과 달리 최근에는 이용자 맞춤형 양방향 서,

비스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

현재 미디어 업계에서는 새로운 제 의 스크린으로써4

스마트폰에 이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PC, TV, [7-9].



한국융합신호처리학회논문지 제 권 제 호20 4 , 2019.

- 234 -

디지털 사이니지는 학자나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공공장소나 상업 공간 생활공간에서 문자,

연상 등 다양한 정보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화면에

보여주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또한 단순한 디스플레이.

장치 를 활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디스플레이(LCD) 3D ,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touch Sensor, QR code,

클라우드 시스템 등의 첨단 정보기술과(Cloud system)

융합된 스마트 사이니지로 변해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마케팅광고 방법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

영하여 디지털 광고물의 도입과 광고 산업 진흥을 위

해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년 기존의 옥외광고물2015 ‘

등 관리법 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 ‘

업 진흥에 관한 법률 로 개정하고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물의 종류 종와 표시기준을 정의하고 디지털 광(8 ) ,

고물 설치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옥외광고물

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였다 또한 년 코엑스 무· . 2016

역센터 일대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로 지정되“ ”

어 자유롭게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으로 현재

총 개의 공간에 디지털 사이니지가 설치되어 운영되5

고 있다.

디지털 사이니지 기술 분야는 단일 기술이나 단일

시스템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디스플레이,

단말과 네트워크 그리고 콘텐츠 등 많은 기술이, ICT

접목된 분야로 디지털 사이니지 기술 개발의 경우 국

내에서는 삼성전자 전자 등에서 디스플레이 개발에, LG

집중하고 있으며 와 중소기업은 기술 협력을 통, ETRI

해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S/W

있다 국외의 경우 등을 중심. Planar, Panasonic, Scala

으로 터치스크린과 상황인지 기반 안내 서비스를 이용

한 사람과의 인터랙션을 제공하는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보편적으로 대[10-13].

중화된 디지털 사이니지는 정보 안내 단말 키오스크나

건물 외벽의 대형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옥상간판정도

로 볼 수 있으며 아직도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가 융합

되는 콘텐츠서비스 개발은 부족한 실정이다/ [8,9,14].

서비스 플랫폼에서 원격 영상광고. OSGiⅢ

송출 디지털 사이니지 시스템

본 논문에서는 서비스 플랫폼에서OSGi 디지털 사

이니지 분야 중 광고에 초점을 맞추어 일반 소규모 리

테일 매장에서 빔 프로젝트를 쇼윈도나 전면 유리창

등에 후면 투하 하여 광고 영상을 투사(Rear Projection)

하고 이를 원격으로 설정 관리 업데이트가 가능한 원,

격 영상광고 송출 디지털 사이니지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매장 내에서 사용되는 라즈베리파

이 등의 오픈소스 기반의 영상 재생장치(Raspberry Pi)

인 프로그램과 영상 송출 및 원격 시스템 제어Client

를 위한 관리자 서비스로 나뉘어 개발되었다.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미들웨어 플랫폼를 위한 기술

이 고도화되고 있으며 시스템의 연동과 같은 첨단 모,

바일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모.

바일 기기를 이용한 미들웨어 기술은 입력 장비의 소

형화 고집적화로 디바이스의 발달과 상황정보가 연동,

되면서 고도화되어 지고 있다 미들웨어 플랫폼은[7,8].

정보수집 활동은 단계적으로 고도화되고 있으며 취득,

한 정보의 특성 또한 점차 전문화되고 있다 상황 정.

보는 센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기록된 데이터를 검,

색하는 방법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방법 등으로 활용,

되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서비스가 시작됨[14-16]. , 5G

에 따라 미들웨어 플랫폼도 관련 사업 확장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대량의 빅데이터의 처리와 통합 기술이,

필요하다 이러한 미들웨어 플랫폼은 정보제공 중심의.

서비스에서 사용자 중심의 맞춤 관리 측면의 스마트,

기술로 발전하고 있다IoT [17,18].

영상재생을 위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3.1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디바이스를 이용한 주변IoT

환경에 관련된 정보의 획득과 통신망을 이용한 분석

접근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서비스. OSGi

플랫폼에서 영상재생을 위한 용이성 또한 급속도로 높

아지게 되었다 또한 디바이스를 이용한 영상재생. IoT

서비스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영상재생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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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가 확산됨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관련 기

업들이 플랫폼에서 이기종 디바이스를 연계하고OSGi

데이터를 가공하는 솔루션 개발에 투자와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영상재생을 위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의.

경우 오픈소스 개발보드에 최적화된 우분투 운영체제

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원격 제어를 위해 개발된 프

로토콜을 사용한다 또한 동영상 재생 횟수 재생 시간. ,

및 노출 빈도 카운팅을 위한 스케줄러는 프로그램에서

실행되는 미디어 파일에 대한 사전 정보를 검사하고

특정 시간에 미디어 파일이 재생될 수 있도록 스케줄

을 생성한다 이를 위해 와 같이 스케줄 생성 툴. Fig 4

의 구조를 설계하였으며 에서 실행되고 윈도AVA VM

우가 있는 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OS .

또한 사용자가 선택한 미디어 파일 및 스케줄 정보

를 프로그램에서 처리하기 위해 포맷의 설정파JOSON

일을 생성하는 기능을 추가한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메모리 스USB

틱을 통해 재생할 미디어 파일 및 설정 파일을JSON

복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미디어 플레이어.

의 경우 미디어 파일을 읽어 메모리상에 적재된 데이

터를 의 사운드 드라이버로 전달하고 하드웨어에 연OS

결된 스피커로 출력한다 또한 미디어 파일을 사운. OS

드 드라이브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모리 누

수와 과부하를 막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CPU

추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설계된

다.

영상 송출 및 제어를 위한 관리3.2

원격 광고송출 서버 플랫폼은 개념을 도입하OSGi

고 새로운 서비스 및 프로토콜을 동적으로 추가하기

위해 모듈 형식으로 동작하도록 아래의 와 같이Fig 4

프레임워크를 설계한다 이를 통해 개발된 프레임워크.

위에 서비스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추가 서비스 운영이

가능한 확장성을 가질 수 있다.

서비스 플랫폼에서 클라이언트 하드웨어 제어OSGi

를 위해 사용되는 프로토콜은 주로 나 을 사HTTP XML

용하며 이를 통해 보다 명확한 프로토콜 해석과 외부

인터페이스로의 확장성을 가질 수 있다 스케줄링 서.

비스는 관리자 서비스의 핵심 요소로 지속적인 가Loop

아닌 정해진 시간에 한번만 동작하는 스케줄을 설계하

여 자원소모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뿐만 아니라 스크린 쉐어.

링을 위한 재생 횟수 카운트 등의 통계를 수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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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및 보고기능을 제공하며 웹 기반의 관리자M/D

페이지는 언제 어느 장소에서도 접속하여 업무를 연속

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은 개발된. Fig 6

관리자 서비스 메인화면을 보여준다 관리자는 이를.

통해 영상 미디어 콘텐츠를 자유롭게 등록하고 편집

가능하며 등록된 장비와 플레이 리스트를 관리할 수,

있다 또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결론.Ⅳ

미들웨어 플랫폼에서 블루투스OSGi , NFC, WLAN,

등의 무선통신으로 단말기를 통하여 각종 애플Zigbee

리케이션의 데이터로 활용되며 서비스 제공자는 가공

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전달한다 디지털 사이니지는.

오프라인의 간판으로만 인식되던 구조물을 네트워크의

연결을 통해 다양한 정보 제공 매체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스마트 미디어로 전환시킨 것으로 초연결 시대를

대표하는 서비스 중 하나이다 그러나 기존의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를 위해서는 인치 이상의 대형80 LCD

디스플레이 장치와 이를 제어하기 위한 별도의 시스템

을 갖추어야 하는 등 과도한 시스템 도입 비용과 관리

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한계로 인해 아직까지 일반 중

소기업 및 소규모 리테일 매장으로의 도입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서비스 플랫폼에서. OSGi

옥외 광고 중심으로 형성된 디지털 사이니지 기술이

리테일 부분으로 확장됨에 따라 일반 소규모 리테일

매장에서 빔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쇼윈도나 전면 유리

창 등에 광고 영상을 투사하고 이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원격 영상광고 송출 디지털 사이니지 시스템

을 제안하고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대기업 중심의 시장에서 벗어나 리테일

시장으로의 확장과 저렴한 도입비용 및 편리한 사용

방법으로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어 서비스 플OSGi

랫폼에서 디지털 사이니지의 대중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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