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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논문에서는 시청자가스마트디바이스에 마킹한 위치정보를기반으로 PPL(Product Placement) 데이터베이스와연동하는

스마트 관광서비스플랫폼을 제안하고자한다. 이러한 위치기반의비디오클립플랫폼은 LTE와 비콘에의한 위치인식기반의

촬영지 드라마 영상을 Active Push 플랫폼과 스마트 키오스크 사이니지 연동 플랫폼을 설계한다.

이러한 스마트 PPL-DB 플랫폼은 인터렉티브한 태그동기화와 중간비디오클립간 PPL 사진과동영상형태의다양한카테

고리별, 위치별, 상품별 및 선호도별 PPL DB가 연동하게 된다.

■ 중심어 : PPL(Product Placement) 데이터베이스, 비디오 클립, Active Push, LTE, 비콘

In this paper, a smart travel service platform is proposed with PPL(Product Placement) database based on the

location of TV viewer who is ’s marking by smart devices. This platform is designed with the active PUSH and

smart kiosk signage with video clip of LTE/beacon’s places.

As a result, this PPL-DB platform is inter-worked for the PPL database of category, location, product, favor with

interactive tagging in pictures and vid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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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한중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성공적인 흥행과 <별에

서 온 그대> 이후 한류제품의 새로운 홍보/마케팅 방식이

PPL(Product placement)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PPL이란 특정 기업의 협찬을 대가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해

당 기업의 상품이나 브랜드 이미지를 끼워 넣는 전통적인 광고

기법으로 최근의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의 발달로 신규 PPL

방식이 제안되고 있다[1].

본 논문에서는 기존 드라마의 비디오 클립 간에 삽입되는 드

라마 촬영지의 중간영상에 관련된 PPL-DB 광고를 삽입하는

방법과 편집을 위한 플랫폼을 제안하고자 한다[1][2].

Ⅱ. 본 론

본연구에서는드라마촬영지를관광지에도착하면, [그림1]처

럼 LTE/비콘에 의한 촬영현장의 도착을 자동으로 인지하는 액

티브 푸시와 스마트 디바이스 및 스마트 키오스크 사이니지의

연동을 위한 PPL용 DB연동을 설계하고자 한다[3][4].

그림 1. 드라마 촬영지 위치인식의 액티브푸시 설계

이로서여러지방자치단체의지역에관광객을 위한문화축제

와 연계한 미디어를 통한 홍보를 유도하기 위해 방송드라마나

영화 제작의 배경 공간을 스마트 관광으로 활성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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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마킹과 미디어 콘텐츠의 액티브푸시 설계

다양한 스마트 미디어 콘텐츠(예: 한류 드라마, 영화, 뮤직비

디오)를 활용한 촬영지와 연계한 PPL 홍보효과용 플랫폼을

제안하고자 한다[5].

그림 2. LTE/비콘의 마크와 액티브 푸시 설계

[그림2]는 스마트 미디어를 시청 중에 여행지 위치 마커

(Marker) 정보를 활용한 비콘 및 LTE와 연동하는 위치정보

마크 기반의 액티브 푸시와 지역 상품의 PPL을 DB를 검색하

는 스마트 키오스크 및 스마트 디바이스 연동형 플랫폼이다.

이러한 위치정보 마킹 기반의 스마트 미디어 콘텐츠의 액티

브 푸시 기술은 마음에 드는 촬영지 영상을 입력하면 그에 따

라 해당 동영상 클립 생성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5].

그림 3. 미디어서버의 위치인식/클립의 DB설계

이때, 입력한 촬영지 위치정보의 입력은 다수의 위치마킹

동영상 클립이 생성되고, 사용자가 실제 여행 중에 위치정보

를 마크한 촬영지에 접근하면, 촬영하였던 동영상 클립이 자

동으로 스마트 디바이스에 액티브 푸시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림3]은 제안한 위치정보의 마커에 의한 액티브푸시용 플

랫폼에서 미디어서버가 연동하는 위치정보인식 방식과 동영

상 비디오 클립을 제공하기 위한 DB를 설계하고자 한다[5].

2. 위치마킹과 스마트 키오스크 연동형 PPL-DB

본 절에서는 전국 관광지의 키오스크 사이니지에 스마트 미

디어 콘텐츠를 각자의 촬영지역을 따라 분류하여 PPL 데이터

베이스 설계한다[6].

그림 4. 키오스크 사이니지와 PPL-DB 연동설계

그림 5. 위치마커 연동 키오스크의 PPL-DB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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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에서 키오스크 사이니지가 지역 관광의 PPL-DB과

연동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림5]는 위치마커 연동하는

PPL-DB를 설계한다[6][7].

이로서 스마트 관광객은 키오스크 사이니지를 통해 지역과

연관된 콘텐츠 감상과 해당 관광지에 대한 PPL효과 및 PPL

콘텐츠별 PPL-DB 기반의 인터렉션 플랫폼을 설계하였다.

3. 비디오클립 간 중간 영상P PL편집 플랫폼설계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미디어용 다양한 디바이스의 발전으

로 촬영지의 지리적 위치정보와 카메라 시선정보가 일치하는

사용자 참여형 비디오 클립과 PPL 콘텐츠의 자동편집과 다운

로드 서비스를 설계한다[7].

최근, 인터넷과 LTE 망을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스마트 미디어 서비스의 확산으로 페이스북의 라이브

방송과 유투브, 아프리카TV, 판도라TV, 네이버, 다음, 등이

MCN(Multichannel Network)과 개인방송의 형태로 다양한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7].

그림 6. PPL비디오클립 편집 기반의 광고법 설계

그림 7. 동영상 비디오 클립 간 PPL-DB 편집설계

이러한 개인의 동영상 촬영 업로드는 다수의 사진 이미지나

사용자 동영상 DB를 연동서비스는 온라인 스마트 미디어 콘

텐츠를 비디오 클립들을 연결하는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림6]처럼 PPL 광고를 위한 동영상 비디오의

클립을 편집함으로서 PPL 광고를 위환 플랫폼을 설계한다.

[그림7]은 위치 마커기반의 PPL-DB에 저장관리 와 활용 및

개인촬영 콘텐츠의 편집을 위한 ‘PPL-DB’의 미디어 서버의

설계로 ‘카테고리’별, ‘촬영위치’별, ‘노출상품’별 및 시청자나

운영자의 ‘선호도’에 따라 동영상 클립을 편집할 수 있다.

이로서, 카테고리별 PPL-DB와 위치별 PPL-DB, 상품별

PPL-DB, 선호도별 PPL-DB 및 다양한 개인촬영 비디오 동영

상 콘텐츠는 특정 기준에 맞는 DB는 선호도에 따른 개인촬영

콘텐츠만을 선별하여 편집과 검색이 가능하다[2].

가. PPL별 DB 설계와 활용설계

온라인 스마트 미디어 서비스 플랫폼은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 미디어 서비스 서버를 접속한 후에 UI(User Interface)

기반의 중간영상 PPL 콘텐츠를 편집함으로서 개인촬영 콘텐

츠와 편집하기 위한 PPL-DB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용 표준정

보는 아래와 같이 표준설계가 필요하다.

- PPL-DB별 제품모양/색깔/특이점 표준분류

- PPL-DB객체별 메타 데이타 부호설계

- PPL-DB제품의 정보검색/객체편집 연동

- PPL-DB제품식별과 브랜드별 검색

- PPL-DB렌더링플랫폼의 편집전송설계

- PPL-DB정보검색과 편집 및 검색

- 사용별 편집영상 제작용 전송/검색 설계

그림 8. 주문형 PPL-DB 편집과 검색 플랫폼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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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PL-DB별 편집과 검색방식 설계

시청자의 마커 위치기반의 PPL-DB와 연동하비디오 중간

영상 PPL편집을 다양한 영상형식의 메타 데이터와 연계 표준

가 필요하다[2][5].

- 다중 중간영상 PPL-DB편집 및 연동

- AVI, WMV, MP4, MOV의 연동

- 유튜브, 패이스북, 소셜미디어 연계

- PPL-DB의 중간영상 편집

- PPL-DB 데이터 형식 표준설계

이로서 PPL-DB 중간 비디오 영상편집과 다양한 스마트 디바

이스의 검색을 위한 메타 데이터 정보를 연동용 태그(Tag) 동기

화, PPL-DB 동영상과 URI 연동 및 비디오 클립 간 중간영상

PPL-DB 편집을 위한 플랫폼 설계를 위한 다음과 같은 편집/연

동방안을 설계한다[2][7].

- PPL-DB연계 기반의 비디오/오디오 연동설계

- PPL-DB 기반의 게임/재난/재해방송 연동설계

- PPL-DB 객체변경/편집검색설계

- MCN/PPL-DB 검색플랫폼설계

그림 9. 비디오 클립 간 중간영상 PPL-DB 흐름도

Ⅲ. 결과고찰 및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한류 드라마의 촬영지에 대한 시청자의 위치

정보에 대한 마커 기반의 드라마용 비디오 클립에 의한 스마

트 미디어 관광 플랫폼 설계를 제안하였다.

이로서 비디오 클립 간에 삽입되는 중간영상 PPL에 대한

편집하는 플랫폼의 결과는 [그림10]과 같다[2][7].

그림 10. 비디오 클립 간 중간영상 PPL-DB 연동
화면예시

온라인스마트미디어콘텐츠를비디오클립들을사이에개인

촬영콘텐츠를 PPL-DB 콘텐츠로지리적위치정보와카메라시

선정보를통해비디오클립중간영상 PPL 편집용플랫폼을설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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