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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최근 유비쿼터스 기술의 발달과 도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효율 인 고의 정보 달을 하여 첨단

기술과 매체간 융합을 통해 버스의 도착시간안내, 스마트폰을 활용한 고 등 도시민들에게 더욱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뉴미디어를 이용한 실시간 이동형 고의 경우 용량 데이터의 달방법

과 통신료 부담 등의 어려움이 많아 이를 개선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

고자 연구 되었다. 이동형 고  u-버스 고 비즈니스 모델과 이동시 실시간 정보제공, 용량 데이터 송 

등 매체의 특성 분석을 통한 차별화 사업 략 방안을 제시하며, 운 센타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차량 단말부

를 통한 고송출까지 구체 인 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첨단기술과 다양한 매체와의 융합

을 통한 실무 으로 활용 가능한 비즈니스모델로서 시사 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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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more convenient services are provided to people in the city in line with the change 

of city paradigm and the recent development of ubiquitous. For example, Information on bus 

arrivals an effective advertisement the combination of high technology and departures through 

smart-phones. However, in respect of the mobile advertisement, because of difficulties such as 

the means of transferring the mass storage data or the burden of communication charges. there 

need means to improve such difficulties.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aiming to overcome such 

difficulties. This study suggests the strategic differentiation pla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media characteristics such as real time service information when in traveling, U-Bus business 

model in the category of mobile advertisement, etc. and also the concrete system establishment 

plan from the operation center via network to the delivery of the advertisement through vehicle 

terminals. In respect that this study suggests the implications as a practical business model 

through the fusion of high technology and diverse media. It has great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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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유비쿼터스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첨단기술과 

산업 는 다양한 매체간의 융합을 통해 도시민들에게 

편리함과 삶의 질 향상을 해 u-Infra를 활용하여 정

보 수집  편리한 u-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버스정

류장에 설치된 버스도착안내 을 이용한 버스의 

도착시간정보  생활정보 서비스 제공은 이미 보편화 

되었으며, 휴 폰을 통한 정보제공  다양한 맞춤 서

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특히 u-Infra1)를 활용한 옥외

고는 LED 을 이용한 동 상 고, 시간 별 맞

춤 고 제공은 더욱더 그러하다. 그러나 기존의 옥외 

고는 고정형 고가 부분이며 이동형 고는 차량 

내 자체 시스템을 설치하여 LCD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

나, 실시간 정보를 제공 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며 이동

통신망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이용료가 높아 이용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용량의 데이터 송의 효율

성  렴한 통신료를 지불하는 무선망기반기술의 

Wibro, Wi-Fi 등 데이터망을 이용하여 실시간 고가 

가능한 u-버스 고 비즈니스 모델과 이를 효율 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성공 인 비즈니

스를 한 사업 략을[1] 제시함으로서 고 분야에 실

무  활용이 가능한 이동형 고 비즈니스 모델의 기  

자료로 활용하는데 시사 을 제공 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첫째로 무선망  Wibro의 개념을 정

의하고 버스 고 효과와 내용을 검토하며, 둘째로 체 

고 시장, 미디어별 시장, 운 황 등 고 황을 분

석한다. 셋째로 무선망 기반의 u-버스 고 비즈니스 모

델을 도출하고, 넷째로 도출된 비즈니스 모델을 토 로 

사업 략을 수립한다. 다섯째로 시스템 구축  운  

1) 본 연구에서 u-Infra는 21세기 정보사회를 한 첨단 정보화 환경

(Ubiquitous Environment)으로서 지식 기반산업을 한 정보 수․

발신 역할을 수행하며 효과 인 비즈니스와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방안을 제시한다. 

Ⅱ. 이론적 고찰

2.1 무선망 및 Wibro 개념
2.1.1 무선망이란 ?
무선통신망의 약자로서 일반 으로 통신 네트워크 

노드 사이에 구의 상호 연결과 련된 Wire를 사용

하지 않고 구 되는 것으로 CDMA, Wibro, Wi-Fi 등

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가 해당되며, 본 연구에서는 무

선망  데이터망인 Wibro, Wi-Fi를 말한다.

2.1.2 Wibro란 ?
인터넷 서비스가 무선랜(Wi-Fi)과 같이 무선 환경에

서 제공되고, 고속 인터넷 서비스처럼 역 인터넷 

속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Wireless(Wireless 

LAN, Wireless Fidelity)와 Broadband(High-Speed 

Broadband Internet)의 합성어인 Wireless Broadband 

Internet의 임말로, 휴 인터넷, 무선 역 인터넷, 

무선 고속 인터넷으로 불린다[3][4].   

2.2 버스광고 효과
고의 효과는 고 메시지를 효율 으로 달하기 

하여 고물의 형태 인 변수들  매체효과의 지표

들과 같은 양 인 데이터 뿐 만 아니라 고 메시지를 

보다 효과 으로 강화시켜  수 있는 매체의 특성들과 

같은 질  가치(qualitative value)를 고려해야 한다[5]. 

버스 고는 텔 비  고료 비 월 기  약 10분의 1 

정도로 고 매체단가가 렴하고, 1일 8-9회 정도 왕복 

운행하는 반복 소개효과  심볼칼라 표  가능에 따른 

고효과의 증가, 지역선택의 효과  인도면 5-10m, 차

도면 20-30m의 국내 옥외 고물  최 의 가시거리 

등의 장 이 있다. 한, 무선망 기반 데이터망인 

Wibro, Wi-Fi 등을 활용하게 되면 버스에 고지를 부

착 하거나 LCD모니터를 통해 동 상의 반복재생 하는 

기존의 고 방법과 달리 차량의 이동시에도 실시간 

고 뿐 만 아니라 유용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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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활용이 가능하여 효과를 극 화 할 수 있다.

2.3 광고 현황
2.3.1 광고시장 규모
국내 고 시장 체는 ‘07년 8.4조, ‘08년 8.6조 규모

고, 연평균 4.9%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2014년에 

IPTV/Mobile을 포함한 뉴미디어2) 고는 총 1.45조 시

장 규모가 될 것으로 상된다. 한, 기존 4  매체의 

고시장은 차 감소세인 반면, 인터넷을 비롯한 뉴미

디어 고시장의 경우 체 10% 씩 꾸 한 성장이 

상되며, 고 수익 외에도 콘텐츠의 부분 유료화, 정액

요 제, 아이템 매 등 수익 모델의 다양화 되어가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 으로 질 , 양  성장이 이루어 

질 것으로 상된다[7].

그림 1. 국내 전체 광고시장
[자료 : 「광고, 커머스 시장전망 및 이슈」, KT경영연구소(2008.4)] 

2.3.2 뉴미디어 세부 별 광고시장 규모
뉴미디어 고 시장은 2008년 옥외 고 9,923억, 

IPTV 2,901억, 모바일 2,166억원 규모  2009년 옥외

고 9,923억, IPTV 2,901억, 모바일 2,166억 원 규모가 

형성 되었으며, 2012년 옥외 고 9,923억, IPTV 2,901

억, 모바일 2,166억 원 규모 형성 될 것으로 상된다. 

한 옥외 고의 경우 4  매체의 고는 감소하는 반

면 디지탈화로 인한 꾸 한 성장 상되며, 뉴미디어 

2) 기존의 미디어(TV, Radio, 화, 신문 등)에 비되는 개념으로서 

자공학의 발달에 의해 기존 미디어의 성능이 확연히 개선되었거

나 새로운 이용이 가능해진 새로운 미디어와 기통신과 정보처리

가 결합하여 새롭게 탄생한 미디어를 총체 으로 지칭함[6].(출

처:Flew Terry. [New Media : AnIntroduction],3r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에서 모바일, IPTV의 경우 연평균 39.6%, 50.1%의 

성장이 상된다[8].

그림 2. 뉴미디어 세부 광고시장

2.3.3 유형별 광고사업 운영현황
국내 고의 사업 주체별 이동형 고 운 형태 내용

을 살펴보면 자체 인 장장치의 단말기를 통한 고

방식에서 실시간 콘텐츠 제공을 한 방법으로 이동통

신망을 활용한 실시간 업데이트와 VOD형태의 콘텐츠 

업데이트 Smart사업을 통한 실시간 업데이트 형태로 

발 될 정이다.

표 1. 주요 영상광고 사업현황 비교
구  분 운 형태

이동형

K T X / 
AREX

광고,콘텐츠(날씨, 교통, 공항시간 등)제공, 광고
는 별도 저장장치로 업데이트, 일부 콘텐츠만 이
동통신망으로 실시간 업데이트

지하철
광고, 콘텐츠 제공, 주로 VOD형태로 콘텐츠 업데
이트, SMRT사업을 통해 실시간 업데이트 형태로 
발전예정

버스
현재는 저장장치를 통한 광고 중심의 콘텐츠 제공 
중이며, 향후 별도통신망을 통해 실시간 콘텐츠 
제공방향 업그레이드 준비 중이다.

택시
서울권에서는 택시 내부에서 Wibro망을 기반으
로 광고/콘텐츠 제공 형태로 서비스 제공예정이
며, 외부 영상광고의 경우 공익사업으로 택시협회
에서 사업 사전 준비 중이다.

고정형 승강기 광고 및 기타 지역기반으로 실시간 콘텐츠 제공까
지 하는 형태로 서비스 중이다.

대형상점 상점 내 유치한 상업용 광고 위주편성

그러나 운 형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동통신망을 

활용 하는 것은 통신비 뿐 만 아니라 용량의 고데

이터를 빠른 속도로 송하는 문제  등을 가지고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 인 비즈니스 모델의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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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무선망 기반 u-버스광고 비즈니스 모델  

3.1 u-버스광고 비즈니스 모델 개요
u-버스 고는 옥외 환경인 버스에서 승객의 필요에 

부합하고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버스의 운행지역, 시간 등 노선별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탑승객에게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림 3. 무선망 기반 u-버스광고 개념도

첨단 기술이 목된 뉴미디어의 매체경쟁력과 무선 

통신망 Wibro, Wi-Fi를 이용한 양방향 콘텐츠와 GPS

기반 치에 따른 치에 따른 심지 (POI)의 실시간 

장이벤트, 지역특화 홍보 등 콘텐츠를 디지털 방송시

스템(DID)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뉴미디어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 수주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3.2 u-버스광고 비즈니스 흐름도
u-버스 고의 비즈니스 심에는 고를 의뢰하는 

고주와 버스를 통해 고객에게 고를 할 수 있는 버

스회사 사이에 사업운 을 담당하는 기업이 있다. 사업

운 기업은 시스템공 업체로부터 개발된 시스템을 장

착하고 이 시스템을 통해 고주로부터 의뢰받은 고

를 하게 됨으로서, 고주로부터 고료를 받고 버스회

사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게 된다. 한 효율  고를 

하여 력사를 두어 고가 끊이지 않도록 고 업

행을 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고 업비를 지 하도

록 하여 순환체계의 비즈니스로서 고와 수익창출이 

지속 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4. u-버스광고 비즈니스 흐름도

3.3 수익모델
고를 통한 수익모델은 1단계로 고주로부터의 단

순 홍보  지역 고, 이벤트를 송출해 주는 형태의 모

델이며 노선의 탑승한 고객 특성에 맞추어 맞춤 고를 

송출하는 것이다. 2단계로는 일반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고를 삽입하는 방식으로서 클리어스킨 고 기법으

로서 투명한 가상의 막을 운 것으로, 시청자가 자신

의 심사항, 약기능, 콘텐츠에 등장하는 제품 정보 

등을 얻을 수 있는 신기술이라고 한다. 3단계로는 인터

넷과 같은 양방향성을 살려 객체 고, 가상 고, Pause

고 등 고의 비즈니스 모델을 차별화 하는 것으로 

이러한 수익모델의 발  형태는 최종 인터넷을 활용한

다는 측면에서 IPTV 수익모델 발  형태의[8]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림 5. u-버스광고 수익모델 발전형태
[자료 : 「광고, 커머스 시장전망 및 이슈」, KT경영연구소(2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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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매체별 차별화 전략 
버스의 운행은 국, 지역, 시간 등 버스노선에 따라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매체 특징을 활용한 고상

품 다양화로 고주의 수용 범 를 확  한다. 특히, 

Wibro, Wi-Fi는 무선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이동 에

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 을 부각시키고 고효과 

정량화가 어려운 옥외 고 매체의 약 인 고 효과의 

객 화된 데이터 제시를 통하여 유사 매체와의 경쟁력

을 강화한다. 

3.5 콘텐츠 전략
3.5.1 콘텐츠 구성 방안
Web2.0시 에 있어서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은 콘텐

츠와 서비스의 제작, 유통, 소비가 분산된다는 과 콘

텐츠와 서비스가 하나로 융합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이 소비가 병렬 으로 진행 될 것이라는 , 그리고 새

로운 미디어의 구조와 새로운 콘텐츠와 서비스의 형태

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으로 소비자가 얼마나 재

고 유익한 콘텐츠와 서비스인가 등 이슈가 있다[9]. 따

라서 고객의 매체 집 도를 높이고 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분야인 스포츠, 연 , 오락정보 등의 콘텐츠를 제

공하고, 다양한 계층 모두의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

는 생활 착형 콘텐츠인 뉴스, 날씨, 교통정보,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양방향 통신의 특성을 살려 

승객과 교감할 수 있는 참여 가능한 이벤트형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 하도록 한다.

3.5.2 콘텐츠 운영/편성 방안 
고의 편성은 고 노출 시간에 따라 장거리노선과 

단거리노선을 구분하고 콘텐츠 반복 주기의 차이를 두

어 특성화 한다. 한, 고의 운 에 있어 시간 별, 노

선별 승객의 특성을 분석하여 맞춤형의 고를 제공을 

한다. 이러한 맞춤형 서비스 상 고객의 로 인천공

항행 버스에서 송출되는 고의 경우 다국어로 자막표

시를 하여 외국인들까지 고객화 하도록 한다.

표 2. 콘텐츠 구성 유형
구분 유형 서비스 구성안

Data 서비스

날씨 일/ 주간 지역별 날씨 예보
교통정보 실시간 교통정보
뉴스 실시간 자막 뉴스
오락 영화, 음악 순위 등 오락 정보형

VOD 서비스

뮤직비디오 국내외 뮤지션 비디오

생활정보 건강, 요리, 여행, 패션 및 다양한 취미 생활
을 도와주는 각종 생활정보 프로그램

연예, 오락 쇼 프로그램, 연예정보
건강정보 건강 상식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시사 다큐멘터리

3.6 마케팅 전략
고주의 지역, 고 집행실 , 심사 등 특성을 과

학 으로 분석하고 활용하여 집 이면서도 폭넓은 

수주방안을 마련하여 고 수주율을 높이고, 체계 인 

업 로세스 구축을 통해 내부 역량을 강화한다. 한, 

콘텐츠 운  시나리오를 기획하여 매체에 한 효과를 

극 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10].

표 3. 마케팅 전략
업 략 응방안

지역별 특화된 광
고주 집중 공략

광고주를 지역별로 분석하여 각 노선의 해당 지역의 
시장 형성된 광고주를 대상으로 집중적 공략하는 방안

맞춤형 광고제안
기존 광고주들의 광고 집행비용 등 마케팅 비용을 데
이터베이스화 및 광고주들의 취미, 학교 등의 인적 사
항을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접근

광고수주 인력의 
역량강화

광고주들에게 효과적인 제안을 위하여 교육을 통하여 
상황에 맞는 제안서와 기반사업 조사/ 분석 역량 강화 

체계화된 직/간접 
영엽 활동 시스템 
확보

관련 업체와의 광고 직접 수주 및 전문 광고 영업 대행
사 등을 통한 폭넓은 수주 활동 전개 및 광고 수주 실
적 별 보상체계 차별화를 통한 광고 영업 프로세스 강
화

3.7 시장 환경 및 대응방안
고에 있어서 험요소로서 경기악화로 인한 고

비 삭감  고주의 높은 매체 선택 기 이 될 수 있으

며, 특정 노선만의 고를 선호하게 됨으로써 비 선호

노선의 고 업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매체 특성에 

한 강 을 체계 , 과학  분석하여 매체 략을 수

립하여야 하며 지역별/ 노선별 차등 서비스(콘텐츠/ 요

) 제공을 통한 노선에 합한 고주를 공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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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에 있어서 무선망 네트워크로 인하여 망 안정성

이 떨어질 수 있는것에 비하여 망 장애에 따른 사  

운  시나리오  자체 으로 고를 비할 수 있는 

운   콘텐츠가 기획되어야 하며, 버스라는 옥외 환

경의 특성상 열악한 실외한경임을 고려하여 온도조건, 

충격 등에 응 할 수 있는 단말솔루션 즉, HDD 신 

Flash 메모리 등을 사용하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8 매체 특징 및 전략 캔버스
3.8.1 매체특징
버스라는 교통수단은 이동형 디지털 방송시스템 개

념을 목시킴으로서 확장성, 고효과, 경제성, 주목

성, 차별성에 한 매체 특징을 갖으며, 매체 특징을 활

용한 한 고매체 략을 통해 사업성을 극 화 할 

수 있다.

표 4. 매체 특징
구   분 특   징

확장성
대기업부터 지역기반 상점 등 광고주의 다양성 및 범위 확대
가 가능하며, 기존 지역 매체와의 마케팅 상품 패키지화 및 
통합화로 인한 광고시장 선정

광고효과
버스 이동지역에 맞는 적절한 광고 송출 및 타깃 집중형 광
고방송 가능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러 가는 도중에 광
고를 노출시킴으로서 직접적 구매 요인으로 반응

경제성

버스 이동 노선에 해당하는 광고로 해당 노선에 주 이용객을 
대상으로 타깃하여 효율적 공락 가능
타매체 대비 높은 타깃 집중도 및 노출 회수에 비해 광고비
가 저렴하며, 기존 기업의 TV-CM, 동영상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기업 전체 마케팅 비용의 효율성이 뛰어남

주목성 적시의 적절한 장소에 필요로 하는 생동감 있는 정보제공
버스 이동시간 내에서 제한된 공간의 주목률 높은 미디어  

차별성

지속 반복적인 노출로 무의식적인 각인 효과가 뛰어남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한 광고주의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광고주의 목적/ 상황에 맞추어 실시간 수정 영상 방영 가능 
하며, 쌍방향 교감형 서비스 가능

3.8.2 매체 특징에 따른 전략 캔버스
주요 미디어의 고 매체로서의 경쟁요소에 한 상

 수  비교를 통해 u-버스 고의 경쟁력, 차별화를 

도출한다. 특히 고 빈도, 고주목도, 타깃 선별성, 실

시간업데이트, 방향 통신 측면을 최 한 활용하여 타 

매체와의 차별성이 부각될 수 있는 사업 략을 통해 서

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6. u-버스광고 전략 캔버스

3.9 경제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공항버스, 시외 직행버스, 일반좌석버

스, 일반시내버스 등 차량을 보유한 국내 A운송회사를 

상으로 버스 1000 를 사업화 한다는 기 으로 시스

템 구축비용  5개년 매출손익계산, 시나리오별 투자

회수율(ROI)을 산정 하 다. 

3.9.1 투자비용
비즈니스 기에는 차량단말/ 시스템구축 등 고 

달매체 확보를 한 필수 인 규모 투자비용이 발생

한다. 크게는 차량 단말부와 운 센터(시스템), 네트워

크 부분으로 구분되며, 차량 단말의 경우 버스 폐차 년 

한 도달 시 설치된 설비의 이 에 따른 설비 이 비용 

발생과 제품 Life Cycle에 따른 5년 이후의 재투자 비용

이 상된다.

표 5. 시스템 구축                        (단위:천원)
구분 내역 단가 수량 액

차량 단
말

DID단말(B'd일체형) 850 1,000 850,000
Wibro 모뎀 200 1,000 200,000
슬라이딩 구조물 500 1,000 500,000
설치용역 150 1,000 150,000
소계 1,700,000

시스템

중앙운영시스템HW 128,000 1 128,000
중앙운영시스템SW 128,000 1 128,000
단말 Application 8,000 1 8,000
소계 262,000

총투자비용 1,9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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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5개년 매출손익계산
버스 1 당 고편수(최 24편 기 )와 고시장성

장율(best, most likely, worst)그리고 버스수량(1,000

)을 기 으로 하 다. 첫해 매출은(Best 기 ) 첫해 

고시장 편수(16), 고단가(30,000원), 버스수량(1,000

)을 계산하 으며, 이후 고는 고시장 성장률

(best, most likely, worst) % 을 추가 반 하 다. 

매출  순이익, 비용, 투자 면에서 세부항목을 살펴

보면 차량 한 당 월평균 51만 원의 매출과 4만 원의 

순익이 발생하 으며, 비용은 마 에 있어서 매출의 

30%가 고 업/ 고 기획으로 지출되고 월 콘텐츠 

비용이 1억2천만 원, 버스사용료 당 4만원/월, 직  

인력비  유지 리비용, 5년기  투자비 감가상각비, 

융비용으로 투자비 총액의 7% 등이 소요 된다. 한 

투자로서 매체개발비용으로 단말/ 시스템이 최  19.5

억 원 발생하고 차량 폐차 시 설치 이 비가 발생하게 

된다.

그 결과 최  사업 개시 후 3년(Y+2)간 수익 자 

상되며, 3년 3개월부터  수익 흑자로 환 된다.

표 6. 5개년 매출 손익계산                (단위:천원)

3.9.3 시나리오별 수지계획(Financial Projection)
Best, Most Likely, Worst는 고 매 성장률로서 

고편수 100%를 24편으로 가정하 을 때, Best일 경우 

매년 20% , Most Likely 10%, Worst는 5%씩 증가 한

다는 시나리오를 계획하 으며, Most Likely 10%의 경

우 사업 개시 후 5개년  매출목표 307억 7천만 원

(Most Likely 시나리오 기 )으로 손익은 사업 개시 후 

3년 3개월부터 순 흑자로 환되어 5개년  손익은 

25억 4천만 원이 된다. 

표 7. ROI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별 수지 계획
                                       (단위:천원)

Ⅳ. 시스템 구축방안

4.1 시스템구축 기술 전략
고속 무선통신 기술인 Wibro를 사용함으로서 기술 

 비용 측면의 이 을 활용하며, 시스템의 안정 인 

운 과 리 효율화를 한 원격 모니터링/ 앙집 식 

통제체계를 구축 한다.

그림 7. u-버스광고 시스템구축 기술 전략

시스템 구축 기술 략에 따른 측면에서 운 센타의 

핵심기술은 노선, 지역, 시간에 따른 방송이 가능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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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별 스 링과 Client application 통제가 가능한 원격

모니터링, 앙집 식 통합 리 기술이며 기 효과는 효

율  운   원활한 장애처리이다. 네트워크 측면에서

는 이동환경에서의 상용 Wibro망을 통한 통신체계 구축

과 Wibro 미지원 지역에 한 네트워크 이 화 방안이

다. 한 용량의 자료를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차고지

에 Wi-Fi를 통한 네트워크 구성이다. 기 효과로서는 상

용망을 사용하게 됨으로서 네트워크 구축비용 감에 해

당한다. 차량 단말부 측면에서는 열악한 외부 환경에 

합한 솔루션 사용으로서 장매체  산업용 랫폼을 

사용하는 것이며, 개별  매체별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

한 Client 솔루션을 탑재 하는 것으로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감  안정 인 시스템 운 을 할 수 있다.

4.2 HW 구성도
HW시스템 구성은 크게 운 리 부문인 통합운 센

터, 무선망 제공을 한 기지국, 서비스 제공을 한 버

스 내 시스템  데이터의 업로드를 한 차고지에서의 

무선AP가 주요 시스템 구성을 이룬다.

통합운 센터는 버스 고에 제공할 서비스의 콘텐츠

리, 운 리, STB 리, DB 리, 편집 등을 한 서

버와 콘텐츠를 움직이게 하는 이어  스토리지 등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터넷망을 통해 Wibro 기지국

까지 데이터를 보내고, 기지국에서 Wibro 무선망을 통

하여 버스에 장착된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송신하여 차

량 내부의 고 단말기를 통해 고객들에게 송출된다

[11]. 한, 제공되는 콘텐츠 서비스는 주로 용량으로

서 수시로 업로드  다운로드에 어려움이 있어 차고지

 

그림 8. u-버스광고 HW 구성도

의 무선 AP를 통해 버스의 Wibro 송수신기에 송신하

여 STB박스의 콘텐츠를 갱신시킨다.

4.3 SW 구성도
SW구성은 HW구성의 콘텐츠 리, 운 리, DB

리, 편집 리, 셋탑박스 리  버스 내 셋탑박스에 콘

텐츠를 업로드/ 다운로드를 효율 으로 하기 하여 개

별 서버내 TCP/IP 기능을 하는 특징이 있다.

그림 9. u-버스광고 SW 구성도

4.4 통합운영센타 시스템의 구성
통합운 센터은 고를 제작  송출, 재생하기까지

의 체 인 운 에 따른 시스템의 통합운   리를 

하고 있다. 콘텐츠 서버는 편집PC와 DB서버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편집Tool에 콘텐츠의 편집, 가공, 제작 등

을 한 것이다. 한 버스내의 STB를 리하기 한 

STB서버, 운 리를 한 운 리서버로 구성된다.

그림 10. u-버스광고 통합운영센타 블록도

4.5 u-버스광고 시스템의 운용 및 제어
통합운 센터의 콘텐츠 서버는 편집 PC로부터 제작, 

가공, 편집된 콘텐츠의 장  리가 이루어진다. 이

때 제작, 가공, 편집은 편집Tool로 한다. 콘텐츠는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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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되어 DB서버에 장되고 콘텐츠 서버는 DB서버에 

장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어 리 이션을 가지고 있

다. 운 리 서버는 고의 요청, 업데이트, 송출에 따

른 운 리 역할을 한다. 고 운  편성에 따른 고 

송출시 콘텐츠 서버를 통해 고를 송출하게 되며 이때 

STB 리서버의 STB 리를 통해 각각 운 편성에 따

른 고 송출을 하게 된다.

그림 11. u-버스광고 운영방법 흐름도

4.6 운영프로세스
Wibro 버스 고 운 실은 고 콘텐츠의 동 상, 이

미지, 자막 등 고에 한 체 인 운 을 담당하며 

그림 12. u-버스광고 운영프로세스

시스템운 실에서는 네트워크 리  고시스템의 

반 인 시스템 운 을 한다. 이러한 고는 Wibro 인터

넷망을 통하여 각 버스운 회사로 송되며, 량의 데

이터 송은 버스운 회사의 차고지에서 버스의 단말

기에 송되어 콘텐츠가 송되고, 데이터양이 은 것

은 실시간 버스로 송되어 고가 송출된다. 

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유비쿼터스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통

신과 매체간의 융합으로 이동시 무선망을 통한 버스

고에 있어서 다양한 콘텐츠  정보 달의 u-버스 고

를 통하여 이동에 따른 효율  고를 할 수 있는 비즈

니스 모델을 제시하 으며, 이동형 고에 효율 이면

서 시스템 구축  통신료 감을 한 효율  시스템 

구축방안과 성공 인 비즈니스를 해 고 매체를 분

석하여 사업 략을 제시 하 다.

최근 유비쿼터스 기술의 발달과 도시의 패러다임 변

화에 따라 도시민들의 활동이 다양해지고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이동형 미

디어 이용자의 수요에 있어서 2005년 49만 명 비 

2007년 562만 명으로 증가하고 있다[12]. 이동형 고에 

있어서 기존에는 차량에 고정하는 고정형 고를 제공

하 으며 설령 이동시 동 상서비스 제공을 한다 하더

라도 실시간 정보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있어서 고비용

의 시스템 구축비용과 실시간 정보제공에 따른 고비용

의 통신료 등으로 인하여 비효율 이면서 어려움이 많

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하여 무선망 기반인 

용량 데이터의 송이 용이하고 이용료가 렴한 

Wibro와 Wi-Fi 기술을 활용함으로서 실시간 정보제공

과 경제성을 해결함과 효율 인 고를 하게 됨 으로서 

고 사업을 하는 기업이나 고 정보를 받는 고객 둘 

다 만족할 수 있을 것이며, 기업에서는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비즈니스 모델의 근 방법에 하여 실무  입

장에서 활용 가능할 것이다.

향후, 휴 폰의 카메라를 활용하여 바코드를 인식하

고 상품정보를 얻기도 하며, RFID 센서를 활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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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얻는 등의 .Smart Phone의 활성화로 인하여 정보의 

수·발신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 가고 있으며 Interactive 

한 환경이 있는 추세에 있어서 이 듯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단지 정보제공의 고서비스에서 양

방향의 Interactive한 서비스 변화에 구체 인 분석을 

통하여 기존의 고 방법에 있어서 경쟁력 있는 책이 

필요할 것이다. 한, 우리나라  지역의 인 라는 최

근 활발히 구축되어가고 있는 u-City의 인 라의 향

으로 인하여 첨단기술이 융합된 u-Infra로 더욱더 발

될 것이며, 통신망은 상암DMC의 첨단가로등인 IP 

Intelight[2]와 같이 가로등을 활용한 무선인터넷 제공 

등 무선 메쉬형태의 인 라로 형태로 나아갈 방향으로 

주변의 u-Infra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

델에 하여 다양한 융·복합 분야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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