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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이용환경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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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이용환경의 변화 

개인화 

네트 

워크화 
능동화 

세분화 
개인화 
 

개인미디어의 등장 

개인의 콘텐츠 선택권 강화  

세분화 
 

다양한 미디어 이용 양상 

롱테일 니치마켓 형성 

 

네트워크화 
 

인터넷 연결기기 확산 

시공간 제약 극복 

능동화 
 

능동적 콘텐츠 이용 

이용자가 직접 생산/확산 

5 



미디어 속성의 차이 

구 분 TV PC 

공급자 측면    Push형 미디어    Pull형 미디어 

이용자 측면    Lean-back 미디어    Lean-forward 미디어 

휴식의 도구 
: 일을 쉬기 위해 이용 

업무의 도구 
: 일을 하기 위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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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와 PC의 공존 

[Ofcom, 2010] 

시간대별 미디어 이용 점유율 
 
• TV : 21시 Peak 
• 인터넷 : 16시 Peak 

TV 
Peak 

Internet 
Peak 

인간의 ‘주목(attention)’은 제한적 
 

‘관여(engagement)’의 지속적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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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스마트TV에 대한 시각 차이 

구글TV 애플TV 

VS 

• 단순하고 간편한 UI 

•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중심  

• watching 기능에 충실   

• QWERTY 자판 타입의 리모컨 

• 정교하고 다양한 기능을 포함한 UI 

• 검색, 지도, SNS 등 다양한 기능 부가 

TV는 전형적인 lean-back media TV를 lean-forward media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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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미디어 디바이스의 포지셔닝 

테이블탑 
소니 Vaio Tap 20 20인치 

하이브리드PC 
삼성 Ativ Smart PC Pro 

11.6인치 

스마트폰 
3~5.5인치 

태블릿PC 
7~10인치 

노트북 
12~18인치 

테스크탑 모니터 
22~24인치 

TV 
40~45인치 

UDTV 
84인치 

Lean-forward 미디어 

휴대성, 이동성 우수 

이용자-단말간 거리 가까움 

게임, SNS 등 양방향 서비스 

Lean-back 미디어 

고정설치, 현장감 우수 

이용자-단말간 거리 멀어짐 

영화, 스포츠 등 동영상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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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의 디지털 사이니지 

 옥외광고물에 디스플레이 기술을 응용하여 텍스트나 이미지, 동영상 제공 

 단순 정보제공을 위한 Kiosk 형태로 미디어라기 보다는 Service Tool 

 

[ 한계 ] 
 

 강제적 push 방식의 Communication 

 인터랙티비티의 한계로 관심 유도 미흡 

 효과측정의 모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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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사이니지의 개념 

DID 

Augmented 
Reality 

Motion Sensing Face Detecting 

Mobile Sync E-Commerce SNS HTML5 

 기존 DID에 S/W, H/W, Network 등 다양한 IT기술이 접목된 정보매체 

 중앙에서 원격 콘트롤되는 디스플레이들의 네트워크 

 이용자의 ‘관여(engagement)’ 발생을 위한 experience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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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사이니지의 특성 

구 분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DID) 디지털 사이니지(DS) 

콘텐츠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방송콘텐츠, 양방향 콘텐츠, 실감형 콘텐츠 

제공서비스  Push형 단방향 광고  양방향서비스, 시간∙위치기반 맞춤 서비스 

관리방식  스크린별 수동적 콘텐츠 교체  인터넷 기반 원격지 통합 제어 

사용패턴  단순주목, 수동적 정보 수용  양방향 연동형 서비스 

타겟마케팅  지역별 타겟 마케팅 가능  지역, 시간, 개인별 타겟 마케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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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정주공간 
(집안, 사무실 등) 

이동공간 (非정주공간) 
(옥외, 대중교통 등) 

일방향 
Push 

TV 

양방향 
Pull 

PC 모바일 (휴대폰/태블릿PC) 

Digital Signage : 이동공간(非정주공간)의 Push형 미디어 

디지털 사이니지의 포지셔닝 

 TV는 정주공간의 일방향 정보제공 미디어 

 PC는 정주공간의 양방향 정보이용 미디어 

 모바일 단말은 이동공간에서의 양방향 정보이용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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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사이니지의 가능성 

 PC와 스마트폰 
 

 - VoD : 시간적 제한 극복 

 - 더 작고 가벼운 단말(강화된 휴대성) : 공간적 제한 극복 

     Time-shifting, Place-shifting 미디어 이용 가능  

 디지털 사이니지 
 

 - ’지금’, ‘여기서’, ‘당신에게’ 

 - 명확한 목적과 효과를 동반하는 정보를 제공 

     시간과 공간이 특정 

시간과 공간 극복을 위한 크로스 미디어 시도 

이용자 중심 

상황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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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사이니지의 가능성 

 매체별 광고비 및 구성비 변화 

  - 1998~2011년, 제일기획 

  - 단위: 억원, % 

   
구 분 2002년 2011년 

TV 24,394 20,775 

신문 20,200 17,092 

TV 신문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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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별 TV시청 시간의 감소 

 - 2003~2012년, AGB닐슨 

옥외광고 



디지털 사이니지의 가능성 

 이용자의 하루 생활 패턴에 따른 온종일 마케팅 
 - “눈 떠서 잠들 때까지…” 

[출처 : KT경제경영연구소, 2009] 17 



디지털 사이니지의 진화 

 대형 스크린 : 광고 노출 효과 극대화, 개인단말 연동 확대 

 소형 스크린 : 양방향성(interactivity) 확대 및 고도화 

 이동속도·이동방법, 혼잡도, 물리적·심리적 체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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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사이니지의 진화 

 노출, 주목, 행동 등 이용자의 커뮤니케이션 단계별 분석 

 성별, 나이 등 이용자 개인별 속성에 따른 상호작용 등 효과 측정 및 분석 

2012년 7~8월, CGV 10개 지점 사이니지 조사 

 - Red Bull 10분 광고물 1일 45회 노출 

 - 관람객 수 274만명 대상 

[출처 : 전종우 외, 2012] 

CGV 유니버셜 클라우드 사례 

기존 옥외광고 관점에서의 광고 효과 (단순 노출) 

 - 광고인지율 81.7% (223.8만명) 

 

신규 미디어 관점에서의 광고 효과 (주목 및 행위) 

 - 단순 상호작용(touch 등) : 10만명 (CTR 4.5%) 

 - 카메라 촬영 및 콘텐츠 가공 : 4.4만명 (ATR 2.0%) 

 - SNS 업로드 : 1.5만명 (노출대비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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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사이니지 기술 트렌드 

 사이니지와 사이니지의 네트워킹 

 - 독립적으로 운용되던 사이니지를 네트워킹하여 원격제어로 통합 관리 

 - TCP/IP 서비스 비용의 하락 및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의 발달로 가능 
 

 사이니지와 개인 단말의 네트워킹 

 - 사이니지 자체의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이용경험의 사유화 

 - N-스크린 연동형 서비스, 크로스 미디어 서비스의 확산 

터치·사진촬영(요도비) 홈플러스 지하철 가상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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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사이니지 기술 트렌드 

 단순 터치 반응 이상의 추가 행위를 유도하는 인터랙티비티 구현 
 

 적극적 인터랙티비티 유도를 통해 새로운 경험의 창출과 관계 형성 시도 
 

 이용자 반응 및 효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 확보 가능 

앰네스티 인권보호 캠페인 

ESPN Monthly Night Football 

빌딩벽면에 설치된 전광판에서 미식축구  

선수가 공을 던지는데 사용자가 받으면 점수가  

올라가는 인터랙티브 게임 

태블릿PC에서 서명후 하단의 화살표를 밀면  

건물 사이니지에서 수감자가 풀려나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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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사이니지 기술 트렌드 

 공간상황 및 이용자정보 인식기술을 이용하여 상황별·개인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 

 - 공간상황 인식기술: 시간, 날씨, 혼잡도 등 주변 공간의 상황을 인식하는 기술 

 - 이용자정보 인식기술: 개인의 성별, 나이, 체형, 얼굴, 표정 등 개인 특성을 

   인식하는 기술 

라스베가스 베네치안 리조트 

호텔 출입객을 대상으로 성별, 나이 및 위치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안 

NEC Panel Director 

소형 카메라를 통해 이용자의 얼굴을 보고 나이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광고를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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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및 과제  

 솔루션 규격화 

 - 다양한 H/W구성, 표준OS, 컨텐츠 유형 및 규격 

 - 효율적 매체 운영, 신속한 소재 교체, 편리한 유지보수를 위해 필수 
 

 단가체계, 구매방식의 표준화 

 - 고객 니즈에 맞는 매체의 다양성과 운영 용이성 필요 

 - 미디어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통합 캠페인 기획 
 

 효과 측정의 표준화 

 - 매체 효과에 대한 객관적 ․ 과학적 입증 필요 

 - 다양한 과금방식 및 타 매체의 효과측정 방식과 조율 

옥외광고 

Digital 
Signage 

Tele- 
Screen 

융합미디어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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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및 과제  

 행안부, 지경부, 방통위, 지자체 등 관련 부처간 협력체계 미흡 
 

 - 관련 부처의 독자적 사업 추진 및 활성화 지원 부족 

 - 융합분야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필요 

 - 글로벌 시장 확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제 표준 선점 노력 필요 

 

 디지털 사이니지와 관련한 법·제도적 규정의 미비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제한요소를 피해 공공시설물이나 조명법으로 허가 

   * 방송 및 통신관련 법에서도 규율하지 않음 

 - 최소한의 기술적 관리적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규율체계 필요 

 - 저작권 관리,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내지 규정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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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박성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책연구본부 

02-2142-2101 

sc0314@kc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