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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옥외 광고탑은 각종 외부 기후 조건에 효과적으로 견딜 수 있는 4면 텐션 조절용으로 제작되어 여

러 지역에 설치되고 지방자치 단체 등 각 기관에서 관리를 담당한다. 그러나 옥외 광고탑 설치 및 관

리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광고탑 사용자 및 관리자들은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 본 논문 에서는 각종 여러 지역에 설치될 옥외 광고탑을 효과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

는 시스템을 설계 구현하여 유선 및 무선을 통해 서비스 하는 방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1. 서 론

기존 옥외 광고탑의 구조적 불안정과 도로 위험성을 개

선하기 위하여 4면에 장력을 주면서 교체가 가능한 철골

구조의 4면 텐션 옥외 광고탑의 기술과 IT 기술과 융합된

옥외 광고탑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이 필수적으로 요구 되

고 있다[1]. 기존 연구 [2]에서 개발된 옥외 광고탑 통합관

리시스템은 웹 기반으로 개발되어 현재 인터넷을 통한 웹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러나 옥외 광고탑은 거리 외부에 설

치 되어 있어 이를 통합 관리 하기 위해서는 무선을 통한

모바일 서비스 방안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옥외 광고탑의 업무에서 필수적으로 요

구되는 외부 환경에서 관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W3C의 표준에 따른 유무선 통합 서비스를 위한 모바일

웹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옥외 광고탑 통합 관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표준기반의 모바일 웹 서비스[3][4][5]

고려한 옥외광고탑 통합 관리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옥외

광고탑 위치 및 장치 상태 정보 관리 기능, 광고탑의 수리

및 고장 상태 정보관리 기능, 광고 게시물 상태 관리 기

능, 광고탑 사용에 대한 접수 관리 기능, 광고탑 사용자

및 관리자 관리 기능, 광고탑 관리 시스템의 코드 관리 기

능, QR 코드를 생성 또는 등록하여 광고 게시물 내용 관

리 기능으로 구성된다.

2. 유무선 통합서비스를 위한 옥외 광고탑 통합

관리 시스템

2.1 시스템 구성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옥외 광고탑의 통합관리 관리 시스템 구

성도는 그림 1과 같다. 광고탑 관리시스템은 JSP 기반의 웹 서

비스 시스템으로 구현하고, QR 코드기반의 모바일 서비스는 광고

물 게시물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광고물에 대한 부가 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한다.

(그림 1). 옥외 광고탑 통합관리시스템 유무선 통합 서비스

구성도

2.2 옥외 광고탑 관리 시스템 구현

옥외 광고탑 통합 관리 시스템은 게시장치 관리, 수리 관리, 게

시물 관리, 접수 관리, 사용자 관리, 코드관리, QR코드관리, 공지

사항 형태로 구성하여 설계 구현하였다. 그림 2는 UI 설계의 메

인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게시 장치 관리는 게시 장치의 설

치 일자, 설치 시간, 설치 주소, GLocation 정보(위도, 경도의

코드 값)정보를 관리하며, 게시 장치의 상태 값(양호, 파손, 수

리 중, 수리완료 등)을 조회, 등록 및 현 상태 관리 한다.

수리 관리는 게시 장치 및 게시물에 대한 수리 내용 과

수리 상태 값을 관리한다. 게시 장치에 대한 수리 시기,

수리 내용, 수리 후처리 등의 정보를 조회, 등록 및 관리

한다. 게시물에 대한 수리, 게시물 후처리 등의 정보를 조

회, 등록 및 관리한다. 게시 장치와 게시물의 수리 완료

이후 상태를 관리함으로 사용 가능한 게시 장치를 추적

관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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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메인 화면 UI 설계

광고물 게시물 관리는 게시장치의 4면 현수막관리, 현수막 정보

관리, 게시물 상태 정보를 관리한다. 게시 장치의 4면 현수막의

사용 상태, 4면 게시물 내용, 4면 사용 유무 등의 정보를 조회, 등

록 및 추적관리를 한다. 1면에 대한 정확한 게시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게시 내용과 게시 세부 사항을 조회 등록 및 관리 한다. 게

시물 현수막에 게시된 내용에 대한 훼손, 오타, 수리, 양호 등의

상태 정보를 추적 관리한다.

그림 3는 스마트 폰의 모바일 웹을 통하여 접속한 게시물관리

실행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그림 3). 게시물관리 기본정보 실행화면

QR코드 관리는 모바일 부가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는 광고 게

시물의 URL, 게시물의 위치(게시장치) 정보, 광고 내용, 연락처

등의 정보를 QR코드로 생성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정보를 관리

한다. 그 외 QR코드를 등록을 통해 그에 따른 정보도 조회 관리

한다. 그림 4은 사용자가 QR코드를 생성 또는 등록 후 조회 실행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3. 결론

옥외 광고탑을 설치하려는 각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옥외 광고

탑 구조물 제작 시 재사용성을 위한 철골 구조의 광고탑 신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광고탑 관리시스템 기술과

의 연동이 필요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옥외 광고탑 관리를

모바일 웹 서비스 표준을 고려하여 유무선 통합 접근이 가능한

시스템을 설계 구현 하였다. 모바일 웹 표준을 고려한 광고탑 통

합 관리 시스템은 게시장치 관리, 수리 관리, 게시물 관리, 접수

관리, 사용자 관리, 코드 관리, QR코드 관리, 공지사항 관리로 구

성된다.

(그림 4). QR코드관리 실행 화면

본 연구에서 향후 연구 과제로는 모바일 웹 표준을 고려한 광

고탑 통합 관리 시스템에서 모바일 환경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사

용자의 접근성과 이용이 쉬워야 하므로 이에 적합한 인터페이스

디자인 설계 및 구현할 예정이며 유·무선 통합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호환성을 고려하여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여 기능 시

험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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