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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디지털 사이니지 시스템이 윈도우 OS에 장착 된 PC에서 작동 될 경우, 구현 가격이 매우 높다. 이러한 문
제점을 해소하고자, 최신 스마트폰에 활용되는 ARM Coretex계열의 멀티코어 프로세서가 탑재된 안드로이드 OS 플
랫폼 기반의 저전력 저가격의 디지털 사이니지 시스템과, 원격제어기술을 응용하여 어디서나 광고단말기를 원격제어
하고 원격콘텐츠를 관리할 수 있는 융복합형 웹서버 기반의 원격 콘텐츠 관리용 서버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구현된 
시스템은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일체화된 디지털 사이니지 시스템으로, 저전력 모바일 플랫폼을 최적화한 하드웨어 
인터페이스로 설계 구현되었고, 상황정보센서를 이용하여 조도, 온도, 날씨, GPS등의 주변상황 정보를 습득한 서비스 
융합형 모델을 구현하는 구조로 설계 구현되었다. 또한 콘텐츠 자동생성 모듈은 컨텐츠 사용자에게 전용 저작 도구
와 SMIL 기반의 자동으로 가동되도록 프레임 워크에 의해 규정된 컨텐츠를 제공하고, 사용자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사용자 정보를 참조하여 사용자별 맞춤형 SMIL 컨텐츠를 생성해주는 융복합형 기능이 구현되었다. 개발된 
디지털 사이니지 시스템은 기존 윈도우 OS 환경 대비 50% 이상의 소비전력 저감과 16포인트 멀티터치 기능을 구현
하였고 상용화를 위한 기본 환경시험성능을 모두 만족하였다. 

주제어 : 안드로이드, 융복합 모바일서비스, 융복합 상황인지, 디지털 사이니지 시스템

Abstract  If a digital signage system is operated in PC mounted in the Window OS then the implementing 
price is very high. For resolving this problem, we used the Smartphone mounted in ARM Cortex family of 
multi-core processor-based mobile platform. We developed a low-power low-cost digital signage system and a 
remote convergence content management program based on web server. This convergence system manages 
advertising content to a remote control device anywhere using remote control technology. This system is one 
integrated system with display and is a low-power consumed and is developed in very efficient hardware 
interface. And condition sensors(intensity of illumination, temperature, weather, GPS etc) is equipped in the 
developed system. Automatic contents builder and Context-aware SMIL module is also implemented in the 
convergence system. We achieved over 50% power savings comparing with conventional Window OS system 
and 16 points multi-touch in ou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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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반 으로 디지털 사이니지의 하드웨어 랫폼은 산

업용 PC에 용되어 있다. 그러나, 산업용 PC의 고 력, 

고가격은 항상 지 되어 왔다. 한, 소 트웨어 랫폼

은 마이크로소 트사의 Windows 계열의 OS가 주로 사

용되는데, 이러한 Windows 계열의 OS 한 고가격이며, 

소 트웨어의 원활한 동작을 해 고사양의 시스템을 필

요로 하고 있다[1,2].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해소하고자, 최신 스마트폰에 활용되는 ARM 

Coretex 계열의 멀티코어 로세서가 탑재된 모바일 

랫폼 기반의 력 가격의 디지털 사이니지 시스템을 

신규로 개발하고, 원격제어기술를 응용하여 어디서나 

고단말기를 원격제어하고 원격콘텐츠를 리할 수 있는 

웹서버기반의 원격 콘텐츠 리용 서버 로그램을 개발

하고자 한다.[3][4] 특히,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자

유롭게 디자인하고 이할 수 있는 XML 기반의 

SMIL (Synchronized Multimedia Integration Language) 

설계기술을 활용하여 ‘안드로이드 기반 SMIL 클라이언

트 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개발하고

자 하는 시스템은 모바일 랫폼기반 하드웨어  소

트웨어 인터페이스개발과 더불어 웹기반의 리 소 트

웨어  디스 이 기술을 목한 ‘ 력 상황인지 

디지털 사이니지 시스템’개발이라 할 수 있다[5].

2. 상황인지 디지털 사이니지 시스템

디지털 사이니지는 발생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유

들 때문에 잘 사용되지 않았다[6].

• 신선하고 련성 있는 콘텐츠의 부족

• 비효율 인 문제해결  지원

• 권한설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

• Cisco 랜드 지침 비 수 

컨텐츠들은 무 오래되어 이미 구식이 되어버렸고, 

일부 지역의 스크린들은 하루 부분의 시간동안 빈 화

면으로 채워진다. 거리의 상 들은 때때로 디지털 사인

을 해 몇 주를, 컨텐츠를 해서는 더 오랜시간 기다려

야 했다. IT 직원들은 서로 다른 곳에 있는  기종의 디

스 이 유형에 익숙하지 못했고 그것은 문제 해결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다른 지역에 있는 디스

이들은 각각 다른 상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컨텐츠의 일부분이 잘리게 되는 문제를 가져왔다[8,9].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상황인지 

디지털 사이니지 시스템을 제안하기 해 다음과 같은

[Fig. 1] 구조를 제안 설계한다.

[Fig. 1] The Whole System Layout 

시스템은 다음의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다.

- 디스 이를 포함한 일체화된 디지털 사이니지 시

스템 

- 력 모바일 랫폼을 최 화한 하드웨어 인터페

이스 설계  구

- 상황정보센서를 이용하여 조도, 온도, 날씨, GPS등

의 주변상황 정보를 습득 기술 설계  서비스 모델 

구

- 터치센서 용을 한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 

- 안드로이드 OS 가 포 된 소 트웨어 인터페이스 

설계  구

시스템의 주요 구성 모듈은 다음의 두 가지 모듈과 같다.

첫 번째는 자동생성 모듈이다. 이것은 컨텐츠 사용자

에게 용 작 도구와 SMIL 기반의 자동으로 가동되도

록 임 워크에 의해 규정된 컨텐츠를 제공한다.

두 번째는 사용자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사용

자 정보를 참조하여 사용자별 맞춤형 SMIL 컨텐츠를 생

성해주는 모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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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로그램은 시각 인 시뮬 이  방식으로 세계, 

국가, 그리고 지역의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세계 , 지역  행사와 계획에 한 인식과 참여를 증가

시킨다[12,13,14].

이 기술과 련하여, '빅아이'사는 스테 오스코픽  

다시  콘텐츠 제작  편집을 한 상용 툴을 개발 이

며, TU미디어 한 성 DMB 환경에서 3D 데이터 서비

스를 하여 3D 데이터 작   편집을 한 상용 툴을 

개발 이다. ‘ 아이티’는 다양한 종류의 디스 이 

 외  디자인을 지원하고, 운  솔루션  컨텐츠 등의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Advantech( 만)사는 최

근 Zytronic사의 Projected Capacitive Technology 기반 

터치 센서 기술을 이용하여 화형 기능이 제공되는 디

지털 사이니지를 개발하 으며, 42인치 터치 스크린을 

사용함으로써 인터랙티 한 고효과를 극 화하 다.

시스코 디지털 미디어 시스템은 디지털 사이니지, 데

스크탑 비디오  엔터 라이즈용 TV에 사용되는 어

리 이션의 모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세 개의 어 리

이션들은 하나의 웹 기반 리 인터페이스를 공유하여 

리 비용을 감소시킨다[10,11].

2.1 사이니지 시스템

2.1.1 SMIL컨텐츠 동적생성 모듈

SMIL 컨텐츠 동 생성 모듈은 사용자 정보와 SMIL 

용 작도구에 의해 생성된 템 릿을 기반으로 하여 

동 으로 SMIL 컨텐츠를 생성하는 모듈이다. SMIL 

용 작도구를 사용하여 템 릿을 생성하고, 이 게 생

성된 템 릿에 사용자 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내

용과 일치하는 미디어를 추가하여 동 으로 SMIL 컨텐

츠를 생성한다.

[Fig. 2] The Whole System Architecture

SMIL 컨텐츠 동  생성 모듈은 다음의 모듈들로 구성

된다.

• SMIL 컨텐츠 데이터베이스에 근하여 해당 템

릿 일을 가져오는 모듈

• 템 릿 일을 읽어 싱하고, 싱한 결과를 자료

구조에 장하는 모듈

• 사용자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근하여 사용자 정

보를 가져오는 모듈

• 자료구조에 장된 데이터와 악된 사용자 정보

와 내용 으로 일치하는 미디어 개체를 결합하여 

SMIL 컨텐츠를 동 으로 생성하는 모듈

[Fig. 3] Dynamic Contents Generation Module 
Flowchart

2.1.2 SMIL 전용 저작 도구

SMIL 용 작도구는 SMIL 2.0을 기반으로 SMIL 

컨텐츠 서비스 제공자가 SMIL 컨텐츠를 쉽게 작할 수 

있도록 SMIL 2.0에서 제공하는 모든 태그들과 태그 속성

들을 리할 수 있는 통합 인터페이스로 설계된다. 작

도구에 의해 생성된 SMIL 컨텐츠는 SMIL 컨텐츠 데이

터베이스에 자동으로 장되어 클라이언트에게 제공 할 

수 있다.

2.1.3 SMIL컨텐츠 자동생성 모듈 

SMIL 컨텐츠 자동생성 모듈의 기본 인터페이스는 웹 

페이지 형식으로 SMIL 컨텐츠 서비스 제공자가 미리 작

성된 틀에 재생할 미디어 개체를 입력하면 SMIL 컨텐츠

를 자동 으로 생성하여 다. SMIL 컨텐츠 자동생성 모

듈은 웹 페이지 형식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하는 

모듈과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 SMIL 컨텐츠를 자동 으

로 생성하는 모듈, SMIL 용 작도구에 의해 생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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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MIL Contents Automatically Generated 
Template

사용자 정의 템 릿을 입력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

성하는 모듈로 구성된다.

2.1.4 SMIL 전용 재생기

SMIL 컨텐츠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서버에서 자동

으로 생성  장된, 혹은 동 생성 모듈에서 생성  

장된 SMIL 문서를 스트리  방식으로 재생한다. 

SMIL 2.0을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멀티미디어 개체

의 송수신  표 을 해 Java 기반 멀티미디어 지원기

술인 JMF (Java Media Framework)를 사용한다.  SMIL 

용 재생기는 SMIL 컨텐츠에 포함된 멀티미디어 개체

들이 원격지에 있을 때, 이 멀티미디어 개체를 재생하기 

해 실시간 송 로토콜인 RTP (Real-time Transport 

Protocol), RTSP(Real-Time Streaming Protocol)를 이

용하여 스트리 형식으로 수신하게 한다.

2.2 하드웨어

2.2.1 멀티터치 인터페이스 요소

<Table 1> MULTI-TOUCH INTERFACE

2.2.2 멀티터치 인터페이스 기술

한  에 한 터치 감지와 다르게, 멀티 터치 감

지는 사용자가 동시에 양손을 모두 사용하는 작업과 같

이 한 손가락 이상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

록 한다.

이 감지 장치는 여러 사용자들이 동시에 사용가능한

데, 특히 인터 티  벽이나 탁상 디스 이와 같은 

형 인터 션에 유용하다.

[Fig. 5] Hardware Block Diagram

• 내용: 멀티 터치 인터페이스 기술

• 목 : 사용자 인터랙션을 한 최 의 멀티터치 인

터페이스처리 기술 

• 특징: 멀티터치 드라이버 세 , 멀티터치 캘리

이션 기능, 멀티터치 노이즈 감 책 용, 멀티 

터치 센싱 드로잉  편집기술

• 구성기술: 핵심 인터페이스로 반응시간  정확성 

고려 기술, 유  인터페이스 데이터 송 기술

2.2.3 테이블환경 디스플레이 기술 

FTIR(좌  반사) 감지기술을 멀티터치 인풋 정보를 

활용하는 다양한 분야의 어 리 이션 시나리오들과 상

호작용 방식들을 실험해왔다. 이것들은 우리가 일반 인 

터치스크린에서 볼 수 있는 ‘콕 르는’ 액션이나 비디오

를 기반으로 한 인터 티  인터페이스에 사용되는 모든 

제스쳐를 망라한다. 이는 발  가능성이 매우 풍부한 연

구 분야이며, 효율성, 사용성  직 성의 발 을 매우 기

한다.

우리가 개발한 기술은 강도 민감성을 가지고 있으며,  

해상도와 확장성을 제공한다. 이 기술을 통해 두 손 조정

이 가능하며 여러 사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 매우 정교한 

어 리 이션용 멀티포인트 젯을 생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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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신뢰성 확보된 테이블 디스 이 형태의 고

화질 상처리 기술

• 목 : 최 의 테이블 디스 이 시스템 제공

• 특징: Slim/Compact 설계(무게감소기술), 고화질 

상 처리, 옵티컬 본딩 기술로 시인성 확보, 신뢰

성 확보를 한 Sealing, Tempered 스크린 표면 

처리기술 

• 구성기술: Optical Bonding 기술, 고화질 디스

이 회로구성 기술  

2.2.4 멀티터치 콘텐츠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기술

• 내용: 멀티터치용 소 트웨어 API(어 리 이션 

로그래  인터페이스)와, 필요 시 이용할 수 있

는 부가 애 리 이션 구  환경을 제공

• 목 : 멀티터치 콘텐츠 (기능형게임 등)에 요구되

는 기능에 해 유연하게 응할 수 있는 구조 구

• 특징: 고객이 요구하는 기능의 솔루션을 이미 보유

한 외부 개발자들이 추가 기능을 얹어 다양한 생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독립 인 API 와 연동하여 사용가

능, 타 서비스와의 매쉬-업이 가능한 오  랫폼

을 지향

• 구성기술: API 규격 구  기술, 확장성을 한 API 

기술

2.2.5 유저 인터페이스 설계기술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UID)란 사용자 경험과 상호

작용에 을 맞춘 웹사이트, 컴퓨터, 가 제품, 이동 통

신 장치  소 트웨어 어 리 이션의 설계를 뜻한다. 

사용자 심 디자인이라고도 불리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의 목표는 사용자 목표성취의 에서 사용자의 인

터 션을 가능한 단순하고 효율 으로 만드는 것이다.

좋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는 불필요한 주의를 끄

는 일 없이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래픽 디자인

과 인쇄술은 사용자가 특정 상호작용을 수행하는 방식에 

향을 주며 디자인의 심미  매력을 향상시켜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의 유용성을 향상시킨다. 디자인의 심미

성은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기능 사용능력을 향상시키거

나 하시킬 수 있다. 사용자 필요의 변화에 응가능하

고 유용한 시스템을 만들기 해서, 설계 로세스는 반

드시 기술  기능과 시각  요소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

다. 본 논문의 개발에서 UID 설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내용: 각각 시스템 간 연결된 내용을 유 가 활용 

가능한 형태로 사용 가능하도록 메뉴/트리를 구성

하는 기술

• 목 : 기본 인 메뉴, 트리 제공으로 사용자들의 니

즈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

• 특징: 사용자 편의, 직  시스템 조작

• 구성기술: 이미지 더링 어 리 이션, GUI 설계

  

2.2.6 인체공학적 테이블 설계기술

인체공학이란 사람을 한 설계를 뜻한다. 사람과 상

호작용하는 것이 제품이든 시스템이든 아니면 어떤 로

세스이든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용

된다. 인체공학의 핵심은 사람들이 디자인에 응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이 사람들의 강 과 능력

들을 보완하고, 그들의 한계로 인한 향을 최소화시키

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해 나이, 크기, 강도, 인

지능력, 사 경험, 문화  기 와 목표 등에 따라 나타나

는 변화를 이해하고 디자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격을 

갖춘 인체공학자는 수행능력을 극 화하고, 안 과 편안

함을 최 화하는 역량을 가진 인정받는 유일한 문가이

다. 본 논문의 개발에서 용된 테이블 설계는 다음과 같다.

• 내용: 사용자 편의를 한 인체공학  시스템 기구 

설계

• 목 : 다수 사용자의 동시체험을 고려한 최 의 기

구  설계 제공

• 특징: 테이블 높이 조 기능, 테이블의 스 블링 기

능, 사용자 각도 필요시 TILT기능  

• 구성기술: 기구  안정화 설계 기술, 시스템 연결 

기술

2.3.1 삼성 디스플레이 LTI460HN08 

본 개발에 사용된 디스 이는 삼성사 제품으로,  

16:9 포맷의 풀 HD 해상도(1080 × 1920), 아주 넓은 시야

각, LED 백라이트를 특징으로 한 LTI460HN08-0를 사용

했다. 46"은 P-DID 박막 트랜지스터 범 에 새로 추가된 

것이다. 이것은 CCFL 버  LTI460HN05가 700c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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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휘도를 갖지만, 낮은 온도 범 에서 더 잘 실행되는 

것과 같다.

v/h 178°/178°의 넓은 시야각은 모든 면에서 뛰어난 

가독성을 가집니다. 게다가, LTI460HN08-0는 단 1.51cm

의 깊이를 가지고 있으므로 공간이 요한 곳에서는 완

벽한 선택이다. 

2.3.2 사양

[Fig. 6] Mechanical Specification (1)

[Fig. 7] Mechanical Specification (2)

• 고 비비율 & 넓은 색 역의 구경비

• SVA(Super Vertical Align) 모드

• 넓은 시야각 (±178°)

• 빠른 응답 속도

• FHD (1920 × 1080) 해상도 (16 : 9)

• Edge LED BLU

• RoHS 규제 수 (무연)

• 낮은 력 소비

• Data enable mode

• 2 채  LVDS IF

• 가로형/세로형 호환

2.4 시스템 성능

1. Power Consumption 

  (CPU module based on Mobile Device)
5.5W

2. Operating temperature -10∼60 ℃

3. Resolution 1920*1080

4. Touch 16 points

5. Context-awareness Services Model Sensing ambient light

6. S/W Function Remote AS function

<Table 2> SYSTEM PERFORMANCE 

3. 결론

디지털 사이니지 시스템이 도우 OS에 장착 된 PC

에서 작동 될 경우, 구  가격이 매우 높다. 이를 해결하

기 해 스마트폰에 활용되는 ARM Coretex계열의 멀티

코어 로세스 기반의 모바일 랫폼을 사용하여 력 

비용의 디지털 사이니지 시스템을 개발하 고, 원격 

콘텐츠 리용 서버 로그램을 개발하여 원격제어기술

을 통해 어디서나 고단말기를 원격제어하고 원격콘텐

츠를 리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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