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1.1 연구목적

국내 영상광고시장은 1960년대 후반 TV의 대중화에 
따른 광고매체의 중심이 신문, 잡지, 포스터 등의 고정된 
평면 매체에서 TV, 전광판 등 움직이는 영상으로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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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디지털 사이니지는 기존 사인물을 대체할 디지털 영상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지고 있다. 전통적인 
디지털 사이니지는 스틸 이미지와 텍스트가 결합되어 각종 정보를 이미지 전환방식으로 출력하는 형태였으나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사이니지 시스템의 고사양화, 인터넷 속도의 빠른 향상과 영상 및 음성 압축 기술의 발전, 그리고 HTML5의 
상용화 환경에 따라 큰 전환을 이루고 있다. 또한 범용적 형태인 와이드 스크린 디스플레이 뿐만 아니라 다중 디스플레
이와 셋탑박스의 다양한 조합, OLED, 미디어파사드, 레이져빔 프로젝터 등을 활용해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크리에이
터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시도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처럼 다양하고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미래형 플랫폼 
디지털 사이니지의 모션 그래픽스 적용에 대한 연구 및 적용사례, 기술 분석을 통해 테크놀러지와 그래픽 디자인, 영상
의 융합에 대한 연구와 나아가서는 디지털 영상 콘텐츠 제작자, 인터렉티브 산업계 종사자, 모션 그래픽스 디자이너들에
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 논문이 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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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gital signage is constantly being researched as new digital video platform to replace existing 
signage market. Traditionally, It conveys various information combining still images with text. 
Nowadays, it is rapidly exchanging to multi digital platform by high specificaton system, improvement 
of internet speed and advancement of video and audio compression technology with HTML5 
technology. Not only a single wide-screen display but also the combination and adjustment of screens 
with setop box, OLED, media facades, and lase beam projectors are transformed into various forms to 
enable creative and diverse attempts for graphic designers. This study focuses on the application of 
motion graphics in rapidly evolving future platform – digital signage, and looking forward to help 
digital video content creator, researchers, and motion graphic desig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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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였으며 그리고 지금은 인터넷 매체의 활용으로 그 
시장의 발전은 가속도가 붙게 되었다. 특히 사이니지 시
장은 대형 인쇄광고물에서 이제는 고화질의 영상으로 대
체되고 있고 네트워크를 활용한 매체시장은 광고시장 뿐
만 아니라 정보시장 나아가서는 순수 예술에 이르기 까
지 그 활용이 커지고 있다. 디지털 사이니지 Digital 
Signage 라 불리우는 이 매체의 모션 그래픽스 적용과 
그에 따른 향후 발전방향을 논하고자 한다. 

1.2 연구내용 및 범위
초기 디지털 사이니지의 범위는 단순히 사진의 배열로 

이루어져 있는 이미지 전환 방식의 체계를 가지고 있었
다. 하지만 지금은 Full HD를 넘어서 UHD 영상을 이용
한 고화질의 영상물이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의도나 요구
에 따라 변환될 수 있다. 이는 인터넷 속도의 발전이 밀
접한 관련이 있으며 2019년부터 상용화가 가속된 5G환
경 덕분에 가속도가 붙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적인 진보
는 모션 그래픽 아티스트 및 영상 디자이너의 창의적 표
현의 영역을 확대시켰다. 

디지털 사이니지는 현재 미래 사인물을 대체할 디지털 
영상 플랫폼으로 2019년 현재, Full HD (화면크기 
1920x1080px, 프래임레이트 29.97fps 혹은 59,94fps) 
영상환경에서 UHD (화면크기 3840x2160, 프래임레이
트 29.97fps 혹은 59,94fps)으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Full HD 스크린의 다양한 조합을 활용해 다
양한 형태로 변형, 활용하여 영상 디자이너에게 창의적 
영상물을 이용하여 사용자간의 소통을 위한 연구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8K (화면크기 7680x4320px, 프래
임레이트 29.97fps 혹은 59,94fps)해상도 구현이 가능
한 제품들도 출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다양하고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미
래형 플랫폼 디지털 사이니지의 모션그래픽스 적용에 대
한 연구, 사례, 기술 분석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그리고 디지털 영상 콘텐츠 연구자, 산업계 종사자, 모션 
그래픽스 디자이너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 논문이 
될것을 기대하며 본 연구는 이러한 발전환경에 따른 이론
적, 실무적 접근과 개선 방향, 모션 그래픽스를 적용한 영
상물의 디지털 사이니지 활용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2. 이론 
2.1 디지털 사이니지란?

Digital Signage란 다양한 장소나 환경에서 상업적 
혹은 공공의 목적에 따라 네트워크와 연결된 디스플레이 
즉, 키오스크, 패널, 건물외벽, 홀로그램 등 광고를 포함
한 각종 정보를 보여주는 매체이다. 다시 말해서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를 통해 동영상이나 이미지, 텍스트 등의 
콘텐츠를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셋톱박스로 전달하여 
모니터, LED 전광판, 프로젝터 등 영상을 재현할수 있는 
어떠한 형태로든 관객에 시각적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을 
지칭한다. Fig.1처럼 단순히 광고 목적의 디스플레이를 
넘어서 교육, 공공, 인테리어, 특히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예술작품으로서도 적극 활용되어지고 있다.

Fig. 1. Digital Signage Art Wall 

공공장소에서 필요한 정보전달이나 신호체계는 오랜
시간 동안 개발되고 발전해 왔다. 고대 도시의 안내나 정
보를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표지판들은 전 세계 유적지
에서 쉽게 찾아볼수 있다. 약 3,000년 전 터키의 서해안 
항구도시인 에페소스에서 사인광고가 발견되었다. 즉 사
이니지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오랫동안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근대 시민사회의 발전과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인구증가와 도시의 확대로 거리에는 다양한 정보를 공유
하기 위한 매체들이 등장하였으며 특히 상업목적을 위한 
각종 옥외 사인물들은 거대 자본의 투입으로 활발해진 
광고시장의 확대, 따른 창의적인 인재들의 영입으로 시각
적, 기능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옥외 사이니지는 이처럼 가장 오래 이용된 광고 매체
중 하나이지만 최근까지 광고의 4대 매체인 신문, 라디
오, 잡지, TV를 지원하는 보조 매체로 인식되고 활용되
어 왔다. 그러나 21세기에 이르러서는 사이니지에 인터
넷 네트워크, LCD 디스플레이, 디지털 콘텐츠 기술 등이 
접목된 디지털 사이니지의 등장으로 큰 변화와 함께 새
로운 정보전달 매체로서 자리 잡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러한 변화에는 HTML5 기술과 H.264 영상 압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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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5G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통해 가능해 졌다. 항상 
새롭고 창의적인 매체를 찾는 광고주들의 요구과 창의적
인 크리에이터의 아이디어를 표현해줄 수 있는 매체가 
결합되어 그 시장이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2.2 국내 디지털 사이니지의 역사

우리 나라는 1953년 휴전이후 경제복구가 시작되고 
이에 따른 소매 상점들을 중심으로 간판의 수요가 급증하
며 발전하게 된다. 아래 Fig.2처럼 초기의 간판은 도색이
나 수제페인팅 작업위주의 광고물이 대부분이었으나 이후 
도시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사이니지가 등장하게 된다.

Fig. 2. 1960s Seoul, Neil Mishalov

60년대 이후 산업발전에 따라 네온사인을 이용한 광
고물 설치가 시작되면서 이전에 이용되었던 조명식 사이
니지에서 더욱 화려하고 다양한 사이니지들을 등장하게 
되었다. 80년대에 이르러서 사이니지는 새로운 변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3개의 화면을 1개의 구조물에 설치해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회전하는 트라이비전 형태, 기존의 
텍스트 테두리만 강조한 네온 형테에서 화면전체를 네온
으로 이용한 형태, 버스, 택시 등 이동수단의 부착형 사이
지니, 그리고 지하철 3-4호선 개통에 따른 지하철 차내, 
지하철 역사의 액자형 광고 형태 등이 등장하며 그 영역
이 확대되었다. 특히 지하철 액자 광고는 노출도와 수용
자간의 접근성이 우수하여 지금도 가장 인기있는 매체로 
애용되고 있으며 LCD 스크린을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형태로 발전하였다. 

90년대를 지나 2000년대 인터넷의 확장과 함께 사이
니지 시장은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된다. 90년대 대형 사이
니지의 발전과 IMF의 영향에 따른 쇠락, 영상시장의 확
대와 네트워크의 발전 등을 이내 21세기로 진입하며 사
이니지 시장은 다양한 변화의 시기와 요구를 충족시켜야 

했다. 기존의 사이니지의 단점은 야간의 시야성 확보, 새
로운 정보물의 교체 비용 및 진행 시간, 시장의 새로운 
아이디어 요구 등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2000년대 초반 지하철 일부 차량에 LCD스크린을 
설치하여 동영상 광고를 시작하게 된다. 스크린에는 단순
히 영상 광고만을 재생하지 않고 지하철의 각종 정보들
을 함께 고시하여 수용자에게 자연스럽게 시선을 유도하
게 되며 빠르게 발전했다. 초기 형태는 동영상 소스를 모
든 영상에 직접 연결하여 수동으로 조작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으나 무선 네트워크의 속도 발전과 데이터 저장
매체의 가격하락에 따른 대형화, 영상음성압축 방식의 발
전으로 원격으로 수천대의 영상셋탑박스에 일괄적으로 
쉽고 빠르게 업데이트 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2.3 현재 디지털 사이니지
2019년 한 아일랜드 출신의 락밴드의 공연에서 8K 

해상도의 디지털 사이니지가 사용되었다. Fig.3. 가로 
61m, 세로 14m에 이르는 크기에 다양한 정보가 모션그
래픽스와 실시간 영상을 조합해 아름다운 연출과 함께 
공연 내내 사용되었다. 높은 해상도와 밝기, 색 재현력을 
보여주었다. 대형 콘서트홀에서 수많은 관객들이 연주자
의 사운드뿐만 아니라 사이니지에서 라이브 영상과 모션
그래픽스의 실시간 합성을 통해 예술가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매우 창의적으로 전달하였다.

Fig. 3. U2 The Joshua Tree Your 2019

옥외 사이니지의 장점은 불특정 다시인의 가시 영역에 
시작적인 자극을 주게 되며 이에 따르는 효과는 다른 매
체 비교 가장 지역적이고 정확하게 도달한다는 장점이 
있다. 인터넷을 포한한 전파매체가 지니고 있는 역기능을 
보완해주고 상품의 구매시점에서 또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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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LED, MDD, 점보트론 등 셀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매개체를 활용한 사이니지가 활용되고 있다. 단순
히 벽면이나 구조물에 고정된 형태의 평면 DID뿐만 아
니라 곡면 형태를 넘어서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바닥, 유
리, 대형 건물, 심지어 수면까지 그 어떤 옥외 매개체 위
에도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3. 본론 
3.1 연구대상

Fig. 4. Minority Report (2002), Steven Spielberg

Philip K. Dick의 단편소설을 영화화 한 스티븐 스필
버그의 ‘Minority Report’(2002)에 등장한 위 사진 
Fig.4처럼 반응형 사이니지는 굴곡된 유리에 재생되는 
동영상의 활용이나 발광형 글러브를 이용한 모션 트래킹 
기술과 실시간 영상대응 기술, 입출력이 모두 가능한 양
방향 소통기술 등 당시엔 먼 미래로 느껴지게 했었으나 
이미 모두 구현되어 상용화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디지털 사이니지의 적용을 사례
를 중심으로 멀티스크린을 활용한 디지털사이니지의 기
술적 분석으로 영상콘텐츠 제작자, 모션그래픽스 디자이
너, 그리고 매체관련 업계, 나아가서는 영상광고 시장에 

매체 활용과 미래 매체에 대한 예측으로 산업 발전에 도
움이 되고자 한다. 

3.2 디지털 사이니지의 원리 
시장에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사이니지가 존재한다. 

현재 소비자 시장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이니지
는 LCD스크린을 이용한 시스템이다. 초기 12인치의 지
하철 스크린에서 대량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2010
년대부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다.

디지털 사이니지의 기본 원리는 아래 Fig. 5와 같다. 
운영자는 먼저 송출 자료를 제작한다. 자료는 사진, 텍스
트, 동영상 등을 구성하여 사이니지 포맷에 적합하게 제
작한후 각 운영체제에 부합하는 형태로 변형하여 입력단
자에 연결하게 된다. 각 사이니지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 컨텐츠를 관리하게 된다. 디지털 사이니지와 기
존 TV모니터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제작된 콘텐츠의 관
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컨텐츠 제
어시스템의 탑제 유무이다. 관리자는 단순히 테마나 형태
뿐만 아니라 TV 방송처럼 스케줄 제어, 컨텐츠 차등 선
택 및 방송을 원하는 시간에 예약 송출할 수 있으며 기기
의 전원관리까지도 원격으로 제어 가능하다. 다량의 사이
니지를 유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여러대
의 기기를 전체 혹은 선택하여 제어할 수 있다.

기존 LCD TV와 디지털 사이니지의 동일한 화면크기
의 디스플레이 사용 시 약 1.5배에서 2배 정도의 가격차
이가 난다. 스크린 베젤의 두께에 따라 3배까지도 차이가 
난다. 또 다른 이유는 여러개의 스크린을 조합하여 하나
의 스크린처럼 이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각각의 디스플레
이는 입출력 케이블을 직렬방식으로 연결하여 가로, 세로 
링크하여 멀티모니터 시스템을 구축할수 있다. 이는 대형

Fig. 5. Digital Signage Network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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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의 비용 절감에서도 큰 잇점을 있으며 다양한 모
양으로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디스플레이는 
PC용 모니터처럼 수직 이용이 가능하다. 기존 LCD TV
는 디스플레이를 수직으로 전환하여 장기간 이용시 LCD 
리퀴드가 하단부로 쏠리는 문제가 발생하여 하드웨어 제
작사에서는 수평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국내 사이니지 디스플레이는 현재 삼성과 LG가 그 점
유율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두 업체 뿐만 아니라 중소
업체에서 제작되는 사이니지에 기본 탑재되고 있는 제어 
시스템은 각자의 필요에 의해 독자적으로 개발됨에 따라 
현재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에 
부합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되기에는 그 한계가 있다. 그래
서 PC를 이용한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다수의 
디스플레이를 고해상도의 영상을 재생할때는 고사양의 
비디오카드를 탑재한 PC가 사용되며 목적에 따라서는 
여러대의 기기를 링크하여 사용한다. 하지만 안드로이드 
기반의 셋탑박스가 개발되어 소형, 경량화 되고 있다.

3.3 디지털 사이니지 콘텐츠 제작 
초기 사이니지 콘텐츠는 단순히 이미지 파일의 슬라이

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서 각각의 이미
지를 재생시간을 설정하고 트랜지션을 이용하여 송출하
는 방식이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이지니 자체에 
HTML5를 이용한 제어시스템이 도입되었고 더 높은 사
양의 CPU를 탑재하여 4K (3840x2160) 사이즈의 고해
상도 영상까지 외부입력 없이 재생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사이니지는 실시간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광고 시
장에서의 그 필요성이 폭발적으로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동영상과 HTML5의 결합된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는 옥외광고의 가장 중요한 특성중 하나인 인지성, 소
재표시성 때문이다. 미디어 시장이 더 이상 신문, 잡지가 
중요매체의 자리를 인터넷, 모바일 동영상으로 빠르게 대
체되고 있다. 동영상은 현재 인터넷 표준인 MPEG4 방
식의 H.264 포맷이 가장 넓게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음
성은 AAC 방식의 고품질 음성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다.

HTML5를 이용한 시스템구성은 단방향 소통을 위한 
사인물에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
업적 목적의 광고나 엔터테인먼트 뿐만 아니라 예술, 교
육, 금융,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3.4 디지털 사이니지와 모션 그래픽스 
모션 그래픽스 분야는 영화나 TV에서 시작되었다. 영

상의 발전과 그 맥락을 함께 했지만 이제 전시, 웹, 모바
일, 인터넷 등 뉴미디어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TV시장의 축소와 모바일 시장의 확대에 따른 
개인 주문형 영상시장의 증대와 함께 수용자에게 좀더 
다양한 접근을 유도하기 위해 그 중요성이 커졌다.

현재 상업목적의 사이니지에 모션그래픽스의 적극 활
용분야는 여러 프랜차이즈 스토어이다. 매번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어야 하는 구조상 다양한 모습으로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해야하기 때문에 창의적인 디자인과 모
션 그래픽스의 기술이 응용되고 있는 분야이다. 초기형태
의 상업적 목적의 사이니지는 단순한 텍스트와 이미지의 
배열이었다면 시스템의 고급화로 현재는 다양한 디자인
의 모션 그래픽스를 적극 활용하여 수용자에게 훨씬 더 
시선을 고정시키고 효과적인 형태로 접근할 수 있다.

사이니지를 이용한 정보전달을 위한 다양한 기술의 지
속적인 발전과 함께 콘텐츠 제작의 가치 역시 중요하게 
인식되어지고 있다. 특히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사
이니지 제작에 있어서 직관적이고 창의적인 UX/UI 디자
인은 사용자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만들어낸다. 이는 단순
히 그래픽 디자인 학문뿐만 아니라 심리학, 인류학, 컴퓨
터공학, 마케팅 분야가 융합되어있는 분야이다.

디지털 사이니지 분야에서 모션 그래픽스가 의미하는 
부분은 움직이는 그래픽 영상을 넘어서서 사용자에게 친
숙하고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행동에 따른 인지성과 새
로운 경험을 통한 다양한 가치의 창출이다. 우리가 주목
해야 할 분야는 그래서 모션 그래픽스와 인포 그래픽스
의 융합된 형태이다. 복잡한 정보를 수집, 분석, 가공하여 
스토리텔링과 디자인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여 수용자에게 
각인 효과와 정보의 빠른 습득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3.5 디지털 사이니지의 미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사이니지의 흐름은 크게 5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양방향화. 각종 센서 및 인식 기술, 다른 시스템

과의 연동 등을 적용해 시청자와의 인터랙션이 강화됨으
로써 새로운 접근을 유도하고 있다. 요소 기술은 화면의 
터치, 카메라나 움직임 감응센서를 이용한 모션 트래킹,  
온도 등을 감지해 상호 작용이다. 전 세계 대학에서도 가
장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다. 특히 기술과 예술, 공
학 등이 융합되어 미래지식기술로 큰 각광을 받고 있다.

둘째, 네트워크화 되고 있다. 현재 사이니지 시스템은 
네트워크가 필수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고속화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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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고정된 사이니지 뿐만 아니라 
이동중인 휴대기기, 교통 시스템 등에도 다양한 기술이 
접목되어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이는 경제적으로
도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으며 매년 
가속화 되고 있다.

셋째, 상황인지 시스템이 점차 도입되어 발전하고 있
다. 수용자의 반응이나 성향분석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반영하는 시스템이다. 인공지
능 컴퓨팅 기술의 발전으로 각종 상황을 스스로 분석하
여 사이지니에 제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사이니지 
주변에 관객의 움직임이나 패턴에 따라 적합한 정보를 
추론해서 재생하는 시스템이다.

넷째, 개인화되고 있다. 앞에 보여진 영화 ‘Minority 
Report’처럼 각각의 개인을 식별하여 데이터를 분석, 원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는 모아진 정보가 빅
테이터와의 융합을 촉발시켜 기업이나 개인에게 중요한 
데이터가 될 것 이다. 물론 이는 개인의 정보 침해라는 
법적, 도덕적 문제가 여전히 풀어가야만 하는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실감화이다. 사각형이나 평면 위주의 디스
플레이 패널이 형태, 크기, 소재 면에서 다양화 되고 있
다. 홀로그램, 증강현실, 오감기술 등의 활용으로 실제나 
혹은 증강된 환경을 구현해 이용자에게 몰입감을 극대화 
할 수 있다. 투명유리에 영상을 투영하는 기술은 이미 활
용되고 있으며 레이저 광원의 이용, 신축성, 곡면 형태에
도 프로젝터를 활용한 사이니지가 제작되고 있다.

이상의 현재 상용화 및 연구되어지는 디지털 사이니지
의 기술적 발전에 따른 향후 방향성은 바로 관객에게 얼
마나 창의적이고 직관적이며 심미적인 아름다움을 경험
할수 있느냐이다. 수천년 동안 예술은 테크놀러지의 발전
과 매우 밀접하게 창조, 변화, 개선되어져 왔다. 디지털 
기술은 신호에서 이미지, 이미지에서 동영상으로, 그리고 
동영상에서 상호 반응형 형태로서 발전하고 있다. 그 자
리에 디지털 사이니지와 모션그래픽스, 즉 기술과 예술의 
접목이다.

4. 결론
디지털 사이니지는 또 하나의 온라인 매체로서 그 영

역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전통적인 공중파 및 케이블 
TV를 활용한 거대 광고시장은 빠르게 온라인 마케팅 시
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디지털 사이니지는 이러한 온라인 
이미지나 영상 광고 보여주는 단순한 옥외 광고판이 더 

이상 아니다. 사이니지에 디지털 기술의 접목으로 양방향 
소통 멀티 플랫폼으로 진화했다. AI 기술, 가상, 증강 현
실과도 조합하여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
다. 아래 Fig. 6. Digital Sinage Market Size Analysis 
Report (2019.5)에 따르면 전세계 사이니지 시장은 
2025년까지 317억 달러에 이를 것을 전망하고 있다.

Fig. 6. Digital Sinage Market Size Analysis Report 
(2019.5)

소비자에게 기술을 강조하는 시장은 이미 지나갔다. 
모든 제품은 고객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어
떤 행동을 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수집하고 분석
하여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맞춤형 광고 시장이 
다가오고 있다. 관람자의 해석이 중심인 현대미술에도 양
방향 소통이 가능한 디지털 미디어아티스트들의 작품들
이 뛰어난 감각과 기술이 융합되어 제작 되고 있다. 

모션 그래픽스 역시 그래픽디자인 영상으로서의 영역
뿐만 아니라 기술과 융합되어 사용자와 소통하고 반응하
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 져야 한다. TV나 인터넷에서 
뿌려지는 아름다운 영상을 넘어서야 한다. 이는 표현을 
위한 예술과 기술의 융합이 아니다. 모션 그래픽스와 디
지털 사이니지는 디지털 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진정한 
소통을 위한 뉴미디어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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