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광고 매체 측면에서 글로벌 침체로 인해 저비용
으로 최대의 광고 효과를 얻기 위한 다양한 광고 
콘텐츠가 개발되고 있다. 하드웨어 측면만을 강조
하는 전통적인 미디어와는 달리 디지털 사이니지는 
다양한 광고를 공공장소나 상업공간에 LED, LCD 
등 디스플레이 패널을 통하여 표출하는 디지털 미디

어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컨텐츠, 네트워크 등 
다양한 IT 기술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디스플레이 
정보 매체를 말한다 [1-2]. 

디지털 사이니지의 개념에 유휴 자원을 타인과 
공유하여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협력적 소비를 
촉진하는 경제 활동 시스템인 공유경제를 적용한
다면 저비용으로 최대의 광고 효과를 얻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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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공유경제를 위한 IoT 기반의 휴먼 인터랙티브 광고 서비스(IoT-HiAS, IoT-Human 
Interactive Advertising Service)를 구현한다. HiAS 디바이스가 웹캠을 통해 디바이스의 전방을 촬영
하고 MobileNet을 사용한 SSD 모델을 통해 사람을 실시간으로 검출한다. 검출된 사람을 카운팅하여 설정한 
기준 이상의 사람 수가 검출되면 빔 프로젝터를 통해 유휴자원에 광고를 재생한다. 광고가 재생됨과 동
시에 디바이스 전방의 광고 시작 시점을 캡쳐한 이미지와 검출된 사람의 수를 IoT 클라이언트를 통해 
HiAS 서버의 oneM2M 표준을 준용한 IoT 서버로 전송한다. 광고가 끝나면 디바이스 전방을 촬영하여 
이미지를 IoT 서버로 전송한다. 전송받은 데이터를 HiAS 서버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에이전트를 통해 광고주 및 광고제작자에게 알림 메시지를 전송하여 IoT 기반의 
휴먼 인터랙티브 광고 서비스를 구현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develop IoT-HiAS(IoT-Human Interactive Advertising Service) for sharing economy. The HiAS 
device shooting the front of the device via a webcam and recognizes the person in real time through the SSD model 
using MobileNet. If the number of persons above the set threshold is recognized by counting the recognized person, 
the advertisement is reproduced on the idle resource through the beam projector. At the same time as the advertisement 
is reproduced, the captured image of the advertisement start time in the front of the device and the number of 
recognized persons are sends the IoT server of an oneM2M-compliant HiAS server using the IoT client. When the 
advertisement is finish, the webcam is shooting the front of the device and the image is sends the IoT server. We 
implemented the IoT-based human interactive advertising service by transmitting the received data to the advertiser and 
the advertising producers through the SNS(Social Network Service) agent of the HiAS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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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건물 외벽이나 유리 등 유휴자원을 
공유하고 알림 메시지를 광고주나 광고 제작자에게 
전송하고 피드백을 받아 광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IoT 기반의 휴먼 인터랙티브 광고 서비스(IoT-HiAS, 
IoT-Human Interactive Advertising Service)를 
제공한다. 2장에서는 IoT-HiAS의 구현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3장에서는 실험 결과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Human Interactive Advertising Service

그림 1은 공유경제를 위한 IoT 기반의 휴먼 인터
랙티브 광고 서비스(IoT-HiAS)의 개념을 나타내며, 
사람을 검출하기 위한 실시간 객체 검출기, 검출기
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IoT 클라이언트에 전송하기 
위한 HiAS 디바이스 매니저, 광고 재생을 위한 광고 
컨트롤러 그리고 IoT 서버로 수집된 데이터를 전송
하기 위한 IoT 클라이언트가 있는 HiAS 디바이스와 
광고주 및 광고제작자에게 알림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SNS 에이전트가 있는 HiAS 서버로 구성된다.

그림 1. IoT-HiAS 블록 다이어그램

사람을 실시간으로 검출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웹캠과 상호 운용되는 개방형 하드웨어 플랫
폼을 사용하여 HiAS 디바이스를 설계 및 구현한다 
[4]. 웹캠은 사람 검출을 위해 HiAS 디바이스 전방을 
촬영한다. 실시간 객체 검출기에서는 MobileNet을 
사용한 SSD모델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사용하여 
사람, 차량, 의자 및 강아지 등 객체를 검출한다 [5]. 
HiAS 디바이스 매니저는 검출한 객체 중 사람만 
카운팅하여 설정한 기준 이상이 되면 광고 컨트롤
러에 광고 재생 명령을 보내고 IoT 클라이언트에 
카운팅한 사람의 수와 광고 시작 시점에 HiAS 디바
이스 전방을 캡쳐하여 사진을 인코딩하여 전송한다. 
광고 컨트롤러에서는 광고 재생 명령을 전송받아 
빔 프로젝터를 통해 광고를 송출한다. 또한 광고 
상태를 실시간 객체 검출기에 전송하여 광고가 재생
되고 있는 중에는 객체 검출을 멈추게 한다. 광고가 
끝나면 종료 시점의 HiAS 디바이스 전방을 캡쳐하고 
인코딩 하여 HiAS 디바이스 매니저를 통해 IoT 클라
이언트로 전송한다. IoT 클라이언트는 oneM2M 표준을 
준용한 &Cube라고 불리는 오픈 소스 IoT device 
application entity를 수정하여 개발하였다 [6].

IoT 클라이언트는 수집된 데이터를 oneM2M 

규격에 부합하는 Mobius라고 불리는 IoT 서버로 
전송한다 [7]. IoT 서버는 전송받은 데이터를 MySQL 
데이터베이스(DB, Database)에 저장한다. 저장된 데이
터는 HiAS 서버의 SNS(Social Network Service) 에이
전트에서 디코딩 과정을 거쳐 광고 시작 시점과 
광고 종료 시점의 사진을 Telegram이라는 SNS 애플
리케이션을 통해 광고주 및 광고제작자에게 알림 
메시지로 전송한다. 

Ⅲ. 실험 결과

이 장에서는 공유경제를 위한 IoT-HiAS의 실험 
결과에 대해 설명한다. 그림 2는 HiAS를 위한 실
험환경을 나타낸다. 그림에서와 같이 웹캠을 통해 
HiAS 디바이스 전방을 촬영한다. 라즈베리파이를 
사용하여 HiAS 디바이스를 구현하고 노트북에 
HiAS 서버를 구현하였다. 

그림 2. IoT-HiAS를 위한 실험환경

그림 3. IoT-HiAS 구현 결과

그림 4. IoT-HiAS의 알림 메시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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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은 IoT-HiAS의 구현 결과를 나타낸다. 실
시간 객체 검출기에서 HiAS 촬영한 디바이스 전방에
서 사람을 검출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광고 종료 
시점에서 디바이스 전방을 촬영하는 것을 확인하
였다. 

그림 4와 같이 HiAS에서 SNS 에이전트를 통해 
광고주와 광고제작자에게 알림 메시지를 전송함을 
확인하였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공유경제를 위해 HiAS 디바이스를 
제안하였으며 이 디바이스를 통해 IoT-HiAS를 구현
하였다. IoT-HiAS는 크게 HiAS 디바이스와 HiAS 
서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웹캠을 통해 HiAS 디바이스 
전방을 촬영하고 실시간 객체 검출기에서 SSD 
모델을 적용하여 사람을 검출하였다. IoT 클라이언
트에서는 검출 결과를 바탕으로 카운팅 된 사람의 
수와 광고 시작 시점의 사진을 캡쳐한 후 인코딩
하여 IoT 서버로 전송하였으며 HiAS 서버에서는 
IoT 서버로 전송된 데이터를 광고주와 광고 제작
자의 스마트폰 내부의 Telegram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함으로써 IoT-HiAS의 기능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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