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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력 소모가 심한 전광판을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전력 소비를 줄이고 전광판 관리자가 인터넷

이 가능한 환경이라면 App 으로 언제 어디서나 광고 및 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들은 
전광판 앞에서 간단한 손동작으로 다양한 광고 넘겨가며 볼 수 있도록 구현했다. 

 

1. 서론 

최근 우리 나라에서는 ‘스마트’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

고 있다. 대표적으로 스마트 폰, 스마트 TV, 스마트 시계 
등을 예로 볼 수 있다..  
 제품 앞에 수식된 스마트의 사전적 의미는 ‘똑똑한’, ‘영리

한’의 의미로 해석된다. ‘스마트’가 수식된 제품들은 사전적 
의미와 같이 기존 제품보다 똑똑하고 영리한 제품들을 일
컫는다. 
 본 프로젝트는 ‘스마트’란 수식어를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광판 앞에 붙여 ‘스마트 전광판’을 구상했다. 
스마트 전광판은 전광판 관리자가 App 을 통해 무선 네

트워크가 지원되는 환경이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광고를 
게시할 수 있고 사용자가 손동작을 통해서 원하는 전광판

의 광고를 골라서 볼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다. 또한, 최
근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전력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절전기능을 구현했다.  
 

2. 시스템 구성도 

 [ 그림 1 ] 시스템 구성 

 

스마트 전광판의 시스템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Kinect 로
부터 실시간으로 영상을 서버로 받아오면, 받아온 영상을 
기반으로 사람의 통행 및 사용자를 판단하고, 관리자는 어
플리케이션을 통해 전광판을 관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3. Application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은 스마트 전광판의 조작을 위해 사용된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광판 관리자는 전광판에 보여지는 
광고 메시지와 이미지 그리고 날씨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변경 할 수 있다. 이미지의 경우, 라디오 버튼을 이용해서 
여러 이미지를 한 번에 올릴 수 있도록 구현했다. 
 

 

[ 그림 2 ]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은 서버의 FTP 를 접근 권한을 기반으로 실
행되도록 설계했다. 본 프로젝트에서 광고 이미지를 출력하

는 것이 전광판의 주 목적이라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체계

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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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상 처리 

영상처리의 정의는 영상입력 장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영상들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적용되는 응용분야의 
목적에 맞게 영상을 가공해내는 기술들에 대한 총칭이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사람들의 움직임과 사용자의 움직임을 
판별하기 위해 총 다섯 가지의 영상처리 기법을 사용했다. 
 
 (1)평균 배경 제거 
 RGB 영상에서 배경과 물체를 구별하기 위해 평균 배경 
제거 알고리즘을 사용했다. 이 알고리즘은 평균 배경 모델

을 생성하기 위해 각 픽셀의 평균과 평균의 차이를 이용해 
배경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우선 각 프레임을 빠른 연산을 위해 Color 에서 Gray 로 변
환한다. 이렇게 얻은 Gray 영상을 일정 시간 동안 누적시킨 
다음, 누적 시간으로 나누어 평균 영상을 만든다. 그 다음 
한 프레임과 다른 프레임간 차이의 절대값 평균을 이용하

여 상/하한 임계 값을 결정한다. 새로운 프레임 영상에서 
픽셀 값이 두 임계 값 사이에 존재 하면 영상의 픽셀 값을 
255(유효 값)으로 설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0 으로 설정한다. 
 

 
[ 그림 3 ] 배경 영상 

 

 [ 그림 4 ] 사람이 있을 때 영상 

 
[ 그림 5 ] 배경이 제거 된 영상 

[그림 3]과 [그림 4]으로 연산한 결과가 [그림 5]이다. [그
림 5]을 보면 배경과 사람이 구분되어 표현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 순서도 1 ] 평균 배경 영상에 대한 순서도 

(2) Template Matching (템플릿 매칭) 

 템플릿 매칭은 입력 영상을 Mask(영상 패치)와 비교하면서 

매칭을 수행한다. 

 본 프로젝트는 템플릿 매칭으로 배경 영상과 새로운 영상

과의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객체의 움직임을 판단한다. 

평균 배경 제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배경 영상과 새로 입력

된 영상을 템플릿 매칭하여 얻은 상관 계수 값이 음수일 

경우 객체가 없다고 판단하고, 양수일 경우 객체가 있다고 

판단한다. 

 객체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전광판을 사용할 컨트롤할 사

용자가 있는지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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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 사람인식에 따른 전광판 비활성화/활성화 

 

 (3) 모션인식 대상 찾기 

 (2)의 템플릿 매칭을 통해 사람들의 움직임이 파악되면,  

전광판 사용을 위해서 사용자를 인식할 필요가 생긴다.  

본 프로젝트는 전광판을 사용할 사용자를 판단하기 위해 

전광판 가운데서 가장 앞에 있는 사람을 사용자라고 정의

했다. 

 사용자를 판단하기 위해서 Kinect 의 깊이 영상(Depth 

Image)을 이용해 사용자의 조건을 판단했다. 전광판이 활성

화가 되었다는 전제에 [그림 3]의 중앙 9 픽셀 l(3x3) 중에 

객체로 인식된 픽셀이 70% 이상이고 Kinect 와 객체와의 거

리가 80~130cm 사이에 위치하면 전광판을 사용할 사용자라

고 판단했다. 

 

 (4) 손 추출 

 (3)을 통해서 사용자를 찾으면, 모션인식을 위해 사용자의 

손을 찾아야 한다. 사용자가 전광판을 사용하기 위해 카메

라 앞에 서 있고 모션인식을 하기 위해 손을 올리면 일반

적으로 신체 중에서 손이 가장 앞에 나오게 된다. 이를 이

용해 깊이 영상에서 카메라와의 거리가 가장 짧은 위치를 

찾고, 그 위치로부터 15cm 정도의 오차를 두어 해당 영역

에 있는 객체를 255(유효 값)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0

으로 채운다. 

 

 

 
[ 그림 7 ] Depth Image를 통해서 찾은 손 

 

 (5) Optical Flow (옵티컬 플로우) 

 옵티컬 플로우란 프레임 장면에서 객체의 움직임을 추적

하고 보여주는 기법으로 본 프로젝트에서 손의 움직임의 

판단을 목적으로 사용했다. 

 옵티컬 플로우는 여러 가지 기법이 존재하는데, 본 프로

젝트에서는 피라미드 루카스-카나데 방법을 사용했다. 이 

방법은 추적하기 좋은 특징인 코너를 추적 점으로 사용하

고 각 점들의 추적이 얼마나 잘 수행되었는지를 알 수 있

다. 

옵티컬 플로우를 수행하면, 이전 영상에서 현재 영상까

지 각 특징 점들의 이동 정도와 특징 점의 수를 결과 값으

로 얻을 수 있다. 본 프로젝트는 각각의 특징 점들에 대해

서 이동 정도가 70 픽셀 이상 이동한 특징 점들을 카운트한

다. 또한 이동 정도가 음수를 가리키면 오른쪽으로 정의하

고, 양수를 가리키면 왼쪽이라 정의했다.  손의 움직임에 

대한 판정은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특징 점의 수가 15 개보

다 많고 50 개보다 적은 경우 “손이 움직였다.”라 판단하

고 해당 해당 방향의 이미지를 불러온다.  

 위에서 언급한 특징 점의 기준의 경우 손이 움직이지 않

아도 생기는 특징 점들로 인해 프로그램의 오작동을 방지

하기 위해 최소 15 이상으로 정의했으며, 손 이외에 다른 

객체가 잡혀 프로그램이 오작동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50 미만에 프로그램이 작동하도록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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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 ] 손의 특징 점의 이동 정도 출력 

[그림 7] 에서 [그림 8]로 손이 이동하였을 때 움직임을 인

식하고 영상에 특징 점들에 이동 정도를 표현한 것 볼 수 

있다. 

 

[ 순서도 2 ] 모션 인식 순서도 

4. 기대 효과 

스마트 전광판은 기존에 볼 수 있는 전광판에서 관리자

와 사용자 양쪽의 편의를 목표로 개발했다.  

App 을 통해 관리자는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전광판을 

관리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더 이상 하나의 광고를 볼 

필요 없이, 다양한 광고 중 사용자가 원하는 광고를 동작

인식으로 편리하게 골라 볼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광고

회사들은 사용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사용자들이 흥미 

있어하는 광고들을 출시하기 위해 더욱 경쟁하고 사용자들

이 원하는 광고를 만들 수 있게 되며, 사용자들은 양질의 

광고를 볼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광고효과와 사용자의 

만족감 모두 극대화 시킬 수 있다. 게다가 사람들이 통행

하는 경우만 전광판을 활성화하여, 기존 전광판들보다 에

너지를 효율적으로 소비하게 된다.  

5. 결과 

마지막으로‘스마트 전광판’은 기존의 전광판보다 더 

나아가 3 가지의 큰 기능들이 더했다. 

첫 번째로 App 을 통해서 관리자는 더 이상 컴퓨터가 아

닌 모바일 환경에서 전광판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관리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광고 및 정보를 변경할 수 

있게 되어 기존보다 더 쉽게 관리할 수 있음을 뜻한다. 

두 번째는 모션인식이라는 흥미로움 요소를 도입했다는 

점이다. 모션인식을 통해 사용자들이 전광판 앞에 머물게 

되어 자연스럽게 광고 효과도 증가시킨다. 또한 장갑을 탈

착하는 등의 수고스러움을 없애 사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

한다. 

세 번째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절전 기능을 구현했다는 점

이다. 본 프로젝트는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절전기능을 

구현했기 때문에 하드웨어적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된  

기존 연구/작품들과 차별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 둘을 복

합적으로 사용한다면 커다란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가 가능해진다. 

이렇게‘스마트 전광판’은 이 프로젝트를 발판으로 더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게 될 발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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