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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홀로그램 기술과 ICT 기술의 접목을 통해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가 가능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플로팅 홀로그램 기반 인터랙티브 사이니지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인터랙티브 사이니지 시스템은 소상공인의 홍

보와 마케팅에 저비용으로 활용 가능하며 3D 홀로그램 영상으로 메뉴를 소개하고 사용자의 손동작에 반응하는 다양한 콘텐츠 

제공도 가능하다. 개발된 시스템은 립모션 인식 범위가 좌우 60cm, 150도 내 반경에서 10개의 손가락 움직임을 초당 290프레임 

속도로 감지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립 모션 오브젝트의 물리적 접촉 실험을 통해 립모션 기기 가까이서 사용자의 동

작 인식을 호버 존과 터치 존으로 기능 영역을 구분하여 가상 터치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 주제어 : 플로팅 홀로그램, 인터랙티브, 비접촉 인터랙션, 사이니지 시스템, 홀로그램 광고

Abstract We have developed an interactive signage system based on floating hologram by combining hologram technology and ICT 
technology, which can be competitive to small businesses that have excellent products and services. The developed interactive signage 
system can be used for publicity and marketing of small business owners at low cost, introducing menus with 3D hologram images, 
and providing various contents responding to user's hand movements. The developed system is able to detect 10 finger movements at a 
rate of 290 frames per second in a range of 60cm and a range of 150 degrees. We also confirmed that the virtual touch function 
operates normally by dividing the user's motion recognition into the hover zone and the touch zone by the physical motion experiment 
of the leap motion object.

• Key Words : Floating hologram, Interactive, Non-touch interaction, Signage system, Hologram advert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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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디지털 홀로그래피는 광학장비 대신 전자장비를 이

용하여 간섭패턴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홀로그래피의 

간섭패턴을 CCD 카메라에 기록하고 비디오 신호로 전

송하여 수신단에서 SLM (Spatial Light Modulator)에 재

생된 간섭패턴에 레이저광을 조사함으로써 홀로그래픽 

입체 영상을 복원하는 기법이다[1].

디지털 홀로그래피 기술을 활용한 예로 가상현실과

의 접목을 통해 미리 성형에 대한 문진을 통해 수술 

후의 성형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성형 보조 시스템 개

발도 진행되고 있다[2].

또 다른 예로 서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서 관객들

이 실제 콘서트 현장을 실감할 수 있도록 K-Live 홀로

그램 콘서트가 열리기도 하였다. 그리고 KT와 에이치

투앤컴퍼니에서 공동 제작한 사이언스쇼 인체박물관 

공연은 시대를 넘나드는 다양한 서양 명화에 표현된 

인체를 다루는 학습 콘텐츠도 홀로그램을 활용한 대표

적 사례이다. 또한 동대문듀티프리(DDF)는 홀로그램 

기술을 접목한 종합 패션쇼 콘텐츠 개발을 통해 전용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ICT 기술의 발달과 함께 단순히 2D 이미지를 

출력하여 조명을 비추는 재래식 방식에서 벗어나 IT 

기술과 하드웨어를 활용한 광고 시스템 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홀로그램 생성 방식의 광고 간판이 활용되어 

제품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3-6].

그러나 콘텐츠의 단순함과 제한적 투사 방식의 한

계로 인해 투자대비 광고효과의 효율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신기술의 접목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잠

시의 호감은 유도할 수 있으나 지속적인 광고효과를 

유도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동작 인식을 통해 사용자

에게 원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 가능한 비접촉 

인터랙션 기반 홀로그램 메뉴 홍보 시스템을 설계하여 

새로운 홍보 시스템을 요구하는 광고시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특히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홍보역량이 부족하여 고객

유치 및 제품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중소

기업청 및 중소기업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

은 소상공인이 주요 경영애로사항으로 마케팅 관련 어

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

따라서 영세소상공인들은 비용부담과 홍보매체 확

보의 어려움, 홍보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효과적인 홍

보를 실시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전단지 배포

나 현수막 설치, 입소문 등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

러한 홍보활동의 한계로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라는 경

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해 신문, 잡지 등에 게재할 수 

있고 전단지나 포스터 제작에 활용할 수 있는 지면광

고를 무료로 제작과 간판과 홍보물 제작 지원 등을 통

해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소상공인들은 마케팅과 홍보에 어려움을 격

고 있으며, 국가의 지원으로 제작된 홍보물과 간판은  

포맷과 디자인이 일률적여서 매장의 차별성과 독창성

을 잃어가고 있다.

따라서 홀로그램 기술과 ICT 기술을 광고 홍보에 

적용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

인 디지털 사이니지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Ⅱ. 관련 연구 

2.1 디지털 사이니지 기술

고화질/대형 디스플레이, 스마트폰과 센서를 이용한 

사용자 맞춤형 기술, 클라우드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어 적용 중이며, 콘텐츠의 주요한 부분인 광고 

외에도 문화, 예술, 교통, 관광 등의 분야에서 최신기

술과 결합된 다양한 양방향 서비스가 출현하고 있다

[3]. 

삼성전자, LG전자 등에서는 디스플레이 개발에 집

중하고, ETRI, 중소기업 등에서는 플랫폼 S/W 기술 개

발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82인치 화이트보드형 사이니지 서비스

(Next Generation SMART Signage Display)를 개발하였

으며 이를 위한 디지털 사이니지 전용 플랫폼(Samsung 

Smart Signage Platform)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110인

치형 UHD 디스플레이, 고휘도, 방수, 방진 기능을 탑

재한 디스플레이도 개발이 완료되었다.

LG전자는 음식점용 Interactive Menu 서비스 개발, 

웹 OS를 탑재하여 휴대폰, 노트북 등 스마트기기와 연

동되고 전자칠판으로도 활용 가능한 디스플레이 개발

을 완료하여 제품화 단계에 이르고 있다.

ETRI는 공간‧사용자 상황정보를 이용하는 양방향 인

터랙티브 사이니지 플랫폼 및 모바일 가상화 기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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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멀티센서를 이용한 공간복합 상황인지 기술 개발 

등 플랫폼과 SW 제작에 노력하고 있다.

그 외에도 SKT, KT 등 통신사는 디지털 사이니지 

플랫폼을 위한 네트워크와 서비스 분야의 개발에 힘쓰

고 있으며, 특히 SKT는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사이니

지 플랫폼(스마트 사이니지)을 오픈하였다.

해외에서는 Planar, Scala 등을 중심으로 인터랙션을 

제공하는 터치스크린과 상황인지 서비스 기술을 탑재

하여 출시하고 있다. 특히 인텔은 키오스크를 통한 주

문, 게임 및 음식점 관련 후기 등이 적용된 시스템

(Interactive Dining Experience) 개발하여 서비스 중이

며 Scala 사와의 협업을 통해 특정 태그를 부착한 사

용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Wi-Fi와 Blutooth 모듈

이 내장된 장비를 개발하였다. 일본의 Panasonic은 특

정 제품에 관심을 보이면 주변 디스플레이에 제품의 

세부사항 등을 표출해 주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시범 

서비스를 통해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

디지털 사이니지를 위한 디스플레이 부분의 지속적

인 연구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Planar 98인치 

터치스크린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Sharp는 세계최대 

120인치 UHD Display 등을 출시하여 디지털 사이니지 

분야에서 UHD급 화질이 보편화 되고 있다. 또한 

CHRISTIE, Panasonic, Parabit의 3사가 협업을 통해 평

면이 아닌 비정형 입체스크린에 투사가 가능한 프로젝

터 기술도 개발되고 있다.

2.2 플로팅 홀로그램

특허청에 따르면 1982년부터 홀로그램 관련 특허가 

출원되기 시작했고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출원

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황을 살펴보면 외국 기

업의 출원이 356건(4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국

내 대기업이 239건으로 29%, 개인과 중소기업 16%(128

건), 공공기관과 연구소 12%(98건)순이다. 특허청 관계

자는 “홀로그램 기술이 향후 통신 기술 등 다른 분야 

기술과 융합을 통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홀로그램 관련 특허 가운데 다수는 연구의 결과물

들이 대부분이며 아직은 실용화가 어려운 기술들로 판

매 중이나 제작된 제품들에 관한 것들이 아니다. 플로

팅 홀로그램[8] 관련 특허들도 다수 출원이 된 상태이

며,  인더솔트의 경우 “홀로그램 포일을 이용한 클레

이 사격방법”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였다. 플로팅 홀

로그램이 광고에 적용된 특허도 존재하지만 광고 시스

템의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제약된 것으로 본 연구에

서 적용하고자 하는 인터랙션 기반 양방향 광고에 관

한 특허는 존재하지 않는다.

Ⅲ. 인터랙티브 디지털 사이니지

3.1 기본 요구사항

소상공인 특히 음식점에서 3D 홀로그램 영상으로 

메뉴를 소개하고 사용자가 손가락을 통해 원하는 메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호기심과 관심을 유도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홀로그램 

메뉴 홍보 시스템 및 비접촉 방식  인터랙션 기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홀로그램 포일 방식과 3D 홀로

그램 생성기술 및 영상제어기술이 요구된다. 

그림 1과 같은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에게 3차원 공간상에 구성된 홀로그램 영상을 현실감 

있게 제공하기 위해 투사영상 기하정보의 차이를 보정

하여 콘텐츠를 투사하는 홀로그램 생성 기술을 적용하

였다. 

또한 사용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 홀로그램 

콘텐츠를 제공함에 있어 시간단위로 제작된 콘텐츠를 

재생하는 방식에서 동작을 인식하여 콘텐츠에 컨트롤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사용자와 콘텐츠 간의 양방향 소

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사용자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하프미러 홀

로그램 생성 과정에서 노출되는 원 영상을 사용자 시

선으로부터 감추기 위해 보안 필름을 활용하였다. 보

안 필름 부착으로 사용자의 시선을 교란시키는 원 영

상을 차단시킴으로써 보다 양질의 콘텐츠 서비스가 가

능하다.

그리고 콘텐츠를 체험하는 사용자가 콘텐츠 내 다

른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취하는 동작을 인식시키

기 위해 립모션 센서를 활용하였다.

성능 달성목표는 명암비 40:1, 시야각은 100도 이상, 

동작인식은 1초 이내, 그리고 동작인식 정확도는 

0.5cm 이하를 설계목표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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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quired hologram-based interactive signage

3.2 프로토타입 제작

홀로그램 콘텐츠 실험 및 하프미러 각도 등을 확인

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된 실험용 홀로그램 박스는 그

림 2와 같이 10인치 디스플레이 모듈을 적용하여 소형

으로 제작하였다. 사용자 동작 인식을 위해 립모션을 

적용하였다.

Fig. 2. Fabricated prototype for hologram-based

interactive signage

3.3 립모션 제어 및 데이터 보정

사용자가 움직이는 월드 좌표계와 립모션 좌표계와

의 매핑을 위하여 우선 사용자가 움직이는 좌표를 정

확하게 추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카메라에서 

획득되는 영상의 보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제작된 시

스템의 제어 과정은 그림 3과 같다.

획득 영상 내에서 인식범위와 인식이 가능한 각각

의 코너를 좌표 매핑을 위한 파라미터를 계산하고, 보

정을 위한 파라미터로 사용되는 는 식 (1)을 이용하

고 좌표 변환은 식 (2)를 통해 좌표변환을 수행하였다.

    ⋯                           (1)

      

    
    

    
  

                                                (2)

Fig. 3. Flowchart of main logic fabricated prototype

좌표변환을 위한 식 (2)의 경우는 행렬식으로 변환

하여 표현하면 식 (3)과 같이 주어진다.






 
 





































                        (3)

그리고 식 (2)를 획득한 스크린의 코너와 각각의 코

너에 대응되는 윈도우 좌표들을 이용하여 식 (4)와 같

은  ×  행렬식으로 변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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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위의 식 (4)에서 고유값 및 고유벡터를 계산하여 대

입했을 때 가장 오차가 적은 고유벡터를 식 (1)의 를 

사용하여 코너 좌표를 획득할 수 있다. 

획득된 좌표를 바탕으로 립모션 좌표계와의 매핑이 

이뤄져야 하며, 월드 좌표계 내에서 사용자의 움직임

을 센서가 인식할 수 있는 영역의 좌표와 립모션 센서

의 좌표계 간의 매핑을 위하여 다음 수식을 적용하였

다.

  




 

 

이 과정을 통해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립모션 좌

표계로 변환되어 인터랙션 처리가 가능하다. 좌표계 

위치 보정은 그림 4와 같이 수행하였다.

3.4 실험 결과

립모션 인식 범위는 좌우 60cm, 150도 내 반경에서 

10개의 손가락 움직임을 초당 290프레임 속도로 감지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립모션 기기 가까

이서 인식을 한 후 거리를 늘려가는 경우 약 80cm~ 

100cm까지의 범위에서도 인식이 가능하였고, 손을 올

려서 바로 인식을 하는 범위는 약 40cm로 나타났다.

또한 Leap motion은 모션 센서의 인식 범위가 평면

이 아닌 입체라는 특징을 이용해 센서의 앞부분은 포

인터가 이동하는 호버 존(Hover Zone), 뒷부분을 터치

입력이 되는 터치존(Touch Zone)으로 기능 영역을 구

분하여 활용 가능하다. 즉 호버 존으로 움직이는 손가

락을 앞으로 누르면 터치가 되는 가상 터치 방식으로

서 터치 센서와 동일한 동작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

립 모션 오브젝트의 물리적 접촉 실험은 그림 5와 

같이 Unity2D 씬을 추가하고 키 입력 이벤트로 씬 전

환을 시키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Fig. 4. Coordinate system experiment after changing lip

motion position

Fig. 5. Physical contact experiment of leap motion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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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플로팅 홀로그램 기반 인터랙

티브 사이니지 시스템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광

고 홍보에 적용하게 되면 저렴한 비용으로 광고 시스

템을 도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생산단

가를 절감하여 현실에 맞는 가격대의 제품을 생산 공

급하게 되면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원천기술 확보와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여 고부

가가치 산업의 활성과 함께 신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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