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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propose a vehicle-mounted, location-aware mobile digital signage system that can be used for public transpor-

tation through mobile communication. This paper proposes the installations of the LED display panels at the backside 

of the bus., which display traffic information to cars behind the bus. Information to be displayed would include, but 

is not limited to, road information, public commercials and private commercials. We propose the system architecture 

and further implement the prototype of mobile digital signage system for demonstration. The system is based on the 

Client-Server system. Each bus has a client terminal which detects the current location by a GPS receiver and sends 

its location information to the server using mobile communication function. The terminal device receives advertisements 

and traffic information from the server and displays it to the large LCD or LED panel installed at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bus. We use the Android smartphone as a client system, which inherently equipped with GPS and mobile 

communication function. GPS detects the location of bus and reports its geo-location data to the traffic information 

center server via a wireless communication network. On the server side, we developed a specially designed control 

server, where it communicates with the other traffic information center and updates and manages the databases 

contents being displayed by each position. The server contains location dependent variable information and returns 

selected information back to the vehicle in real time. Spatial database is used to process location based data. Server 

system periodically receives the real time traffic information from the road information center database. And it process 

the information by bus location and bus line number. In this paper, we propose a mobile digital signage service and 

explain the system implementation of this service.

Keyword：GPS, Mobile Digital Signage, Variable Messaging System

韓國IT서비스學 誌
第14卷 第4號
2015年 12月, pp.257-267



258 Hee Dong Kim․Cha Sung Kim

1. 서  론

정보통신기술의 속한 발 은 정보통신기술을 

다른 분야에 용하는 융합 산업의 형태로 발 되고 

있다.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는 기존 

고용 간 에 정보통신기술이 목된 것으로서, 간

단한 텍스트를 표시하는 에서부터 멀티미디

어 정보표시가 가능한 고해상도 디스 이를 사용

하는 고매체로서 용 분야가  넓게 확산되

고 있다(Jung et al., 2014). 디지털 사이니지 서비

스를 확산하기 해 련 시스템 사이의 정보교환 

방법을 표 화하는 작업들이 2010년도부터 시작되

었으나 사용사례 분석, 기술 분석, 기능 요구사항 

정립 등 아직까지도 기 단계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Park, 2012; Jang, 2013; Kang, 2013). 한편 

모바일 디지털 사이니지는 이동하는 디스 이에 

고하는 개념으로 한정된 지역에서 개인이 휴

한 스마트폰을 상으로 고정보를 송하는 용

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를 들어 백화 , 스

토랑 등 특정지역에 이용자가 들어갔을 때 이용자 

스마트폰에 고나 안내정보를 달하는 방식이 

일반 이다(Hiroyuki, et al., 2011). 

버스, 철도 등의 교통체계에도 디지털 사이니

지가 도입되어 운 되고 있다. 도로 상에는 재의 

실시간 교통상황을 알려주는  시스템(VMS 

：Variable Message System), 버스 정류장에는 버

스 도착 정시간을 알려주는 버스 정보시스템용 

, 버스  지하철의 차내에 설치된 디스

이에서는 다음 정류장 안내정보 등이 표시되고 있다

(Kim et al., 2013). 최근 버스차량의 앞면, 면, 뒷

면 등에 을 설치하여 노선번호, 노선정보 등

의 고정 정보를 표시하는 차량이 늘고 있다. 기존 번

호 에 비교해서 을 사용하므로 야간에도 

버스 노선번호 등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하는 장 은 

있으나 실시간 정보는 아직 제공되지 않고 있다. 

시내도로, 지방 일반국도,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등을 달리는 버스에 을 설치하면 모바일 디

지털 사이니지가 된다. 이 에 고정된 노선

정보나 단순정보가 아니라, 버스 치에 따른 도

로안내, 실시간 교통정보 도로상황, 공익 고 등을 

표시한다면 버스 주변의 사람들  후면에서 달리

는 차량 운 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알릴 수 있을 

것이다(Kim and Kim, 2012).

본 논문에서는 교통버스의 모바일 에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제안 서

비스를 시 한 시범시스템에 해서 설명한다. 운

행 버스에 설치된 단말장치에는 치정보를 인식

하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기능과 무

선통신기능을 탑재하고, 운행 차량의 실시간 치

정보를 주기 으로 정보센터서버로 송한다. 정

보센터서버는 차량의 치정보에 따른 표시정보를 

버스의 단말장치로 송하고, 단말장치는 버스 내

부  외부에 설치된 에 정보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버스에 승차한 승객이나 버스 주변에 있

는 운 자나 보행자에게 실시간 주변정보, 혹은 

고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차량 탑재형 이동  

정보안내장치(VMmVMS：Vehicle Mounted mo-

bile Variable Message System) 혹은 단순히 모바

일 VMS로 명명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치기

반 차량 탑재형 모바일 디지털 사이니지 서비스의 

유용성  실 가능성을 해당 산업계에 시 하고

자 시 용 시스템을 개발하 다. 

서론에 이어, 제 2장에서는 기존 교통 련 정보

시스템  디지털 사이니지와 련이 있는 내용인 

VMS와 버스정보 시스템에 해서 간단히 설명한

다. 제 3장에서는 치기반 차량 탑재형 모바일 디

지털 사이니지 시스템의 구성도와 구 방안에 

해서 제안한 후, 제 4장에서 시 용 시범시스템의 

구성을 설명한다. 제 5장, 제 6장에서는 시범시스

템의 실  방법에 해서 정보서버와 단말장치로 

나 어 구체 으로 설명하고, 제 7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2. 교통시스템에 용된 디지털 
사이니지

최근 들어 교통 시스템에 정보통신기술을 용한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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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교통정보시스템은 도로 

교통 상황정보 수집시스템, 정보처리  가공시스

템, 정보 달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국내에도 교통

정보센터가 설치되어,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된 교

통정보를 가공하여, 디지털 방송, 인터넷, 무선망, 

화통신망을 경유하여 PC, 휴 화기, 스마트폰, 

도로  시스템(VMS) 등으로 송하고 있다. 

<Figure 1>에는 재 설치 운 되는 교통  

VMS 시스템들의 사례를 나타내었다. 

(1) Highway (2) Local Road

(3) Local(Graphic) (4) LED at the Bus Stop

 <Figure 1> Various Types of Traffic Information 

Delivery System

교통  VMS 시스템들은 도로상의 고정 

치에 설치되어 지 을 지나는 차량운 자에 교통

정보나 도로상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Figure 1 

(1)>과 같이 고속도로에 설치된 VMS는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의 운 자가 읽을 수 있도록 형 

이어야 하므로 시설비용과 운 비용도 많아진

다. <Figure 1(2)>, <Figure 1(3)>과 같이 시내일

반도로에 설치된 VMS는 시내도로가 매우 복잡하

여 단순하게 요약해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다

양한 형태가 운용되고 있으나 단히 제한 인 상

황만을 표시할 뿐이다. 실질 인 복잡한 정보를 

표시하기 해서 다양한 을 설치하게 되면 

시설비용과 운 비용이 높아진다. 

<Figure 1(4)>에는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버스 

도착 정시간 안내 을 나타내었다. 이 시스

템은 해당 버스정류장에 실시간으로 버스의 도착

정 정보를 안내하는 시스템으로 고정된 치에

서 보행자를 상으로 하는 서비스이다. 여기서는 

해당 정류장과 련된 버스의 실시간 운행상황 정

보만을 표시할 뿐 다른 교통상황 정보는 제공하지 

못하는 단 이 있다. 

3. 치기반 차량 탑재형 모바일 
정보안내시스템 

3.1 제안하는 치기반 모바일 VMS 서비스 

도로에 설치된 VMS는 고정되어 있는 반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차량 탑재형 정보안내 시스템은 

버스차량 외부에 을 설치하는 모바일 VMS

이다. 재 버스 면  후면에 을 설치한 

버스들이 운행되고 있으나, 이들 버스의 은 

미리 설정된 정보만을 단순히 반복하여 표시하는 

FMS(Fixed Message System) 시스템이다. 

제안하는 모바일 VMS 서비스는 차량의 치에 

따른 실시간 정보를 표시함으로써 뒤에서 운행하

는 차량에서 정보를 볼 수 있게 된다. 아래 <Fi-

gure 2>에는 버스 후면에 을 설치한 모습을 

시하 다. 도로에 운행 인 버스의 모바일 VMS

에 의해서 도로 곳곳에 VMS를 설치한 효과가 있

으며 재 치에 합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추가 으로 도로정보와 교통정보를 도로 표지

이나 교통표지 의 그래픽 이미지를 제공한다면, 

운 자는 앞서가는 차량의 에서 제공하는 정

보를 용이하게 악할 수도 있다. 한편, 차량 외부 

뿐만 아니라 차량 내부에도 디스 이를 

설치하고 버스 승객에게 치에 따른 실시간 정보

를 제공하도록 확장할 수도 있다. 서비스 제공을 

한 시스템 구 에는 차량 외부용  내부용 디스

이의 기술 내용이 동일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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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 설명을 하여 외부 디스 이를 심으로 

기술하도록 한다. 

<Figure 2> Example of Mobile VMS system

3.2 모바일 VMS 서비스 제공의 생태계 

일반 으로 디지털 사이니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태계(Ecosystem)는 콘텐츠 정보제공자, 사이니

지 서비스 제공자, 통신망 운 자, 단말 디스

이 운 자로 구성된다. <Figure 3>에는 모바일 VMS 

서비스에 련한 이해당사자들의 생태계를 나타내

었다. 콘텐츠 정보 제공자로는 교통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교통경찰청 교통정보센

터, 혹은 한국도로공사, 일반 상업 고나 공익 

고를 제공하는 다수의 고주가 있다. 서비스 제공

자는 콘텐츠 정보 제공자로부터 교통정보  고

정보 등을 제공받아 이를 가공하여 버스 내부  

외부의 디스 이 장치로 달정보를 송한다. 

통신망 제공자는 무선통신망을 통하여 서비스 제

공자의 정보를 디스 이로 달하는 역할을 한

다. 단말 디스 이 운 자는 디스 이 장치를 

설치하여 고주의 고를 제공하면서 수익을 얻

는 사업자로서, 모바일 VMS의 경우에는 버스에 

단말장치  디스 이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자

로는 버스운수회사일 수 있다. 

제안하는 모바일 교통정보 디지털 사이니지 서

비스는 공익  성격의 서비스로서 주요 이해당사

자로는 지방자치단체, 교통 련 경찰청, 공공사업

기 들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버스 선진

화 사업의 일환으로 버스 후면에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고정 정보를 표시하는 

을 확산 보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개선된 모바일 을 지원한다면 보다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다. 교통 련 공익기 에서

도 기존 VMS 신 제안하는 모바일 VMS를 설치

한다면 유용성이 높은 서비스로 확 가능하다. 한

편 무선통신 망사업자들도 자신의 통신망을 이용

하여 디지털 사이니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Kang, 2013), 모바일 VMS 서비스도 서비스 역 

확  차원에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Figure 3> Ecosystem of Mobile VMS system 

3.3 버스 내 단말장치 구성  서비스 흐름 

<Figure 4>에는 모바일 VMS 서비스를 해 버

스에 설치되는 버스 내 단말장치의 블록도를 제시

하 다. 버스 내 단말장치는 GPS 수신기  무선

송수신장치가 설치되고 디스 이 제어기능을 가

지고 있다. 단말장치에 정보 장용 임베디드(em-

bedded) 데이터베이스(Database：DB)를 두는 것

은 실시간으로 변경되지 않는 정보들을 일부 보

해 둠으로써, 통신장애에 비할 수도 있고, 서버

와의 데이터 트래픽의 양을 일 수 있는 장 이 

있다. 

모바일 VMS 서비스 제공자와의 무선연결방법은 

공 무선통신망을 이용하되, 버스 내부에서 무선망 

속을 무선랜(LAN：Local Area Network)으로 

변환하는 무선랜 라우터(router)를 두고 버스 내의 

모든 장비들은 무선 LAN으로 속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버스 안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정보통신

기기가 탑재될 수 있으며, 스마트 폰을 소지한 버

스 승객들에게 무선랜 속서비스를 제공할 수 도 

있다. 이와 같이 버스 안에는 무선 계기형 무선랜 

라우터를 설치하면 버스 단말장치에는 렴한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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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 속 인터페이스를 둘 수 있어 경제성과 확장

성을 확보하는 장 이 있다. 

 <Figure 4> Configuration of Mobile VMS System 
Installed on the Bus

서비스의 흐름은 <Figure 5>와 같다. 모바일 VMS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서버는 콘텐츠 정보제공자로

부터 달받은 정보를 처리하여 치에 따른 송신 

데이터를 미리 데이터베이스에 장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콘텐츠 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정

보로 갱신한다. 버스 내 단말장치의 GPS 수신기

는 도, 경도 값을 획득하여 지리  치를 계산

하여 치정보를 정보센터의 서버로 송신한다. 

<Figure 5> Service Flow of Mobile VMS System 

서버는 버스의 재 치에 해당하는 표시 정보

를 단말장치에게 응답으로 송하고, 단말장치는 수

신한 정보를 버스 뒷면의 디지털 사이니지에 표시

한다. 

4. 개발한 시범 시스템의 구성 

앞 에서 제시한 모바일 VMS 서비스를 시 하

는 시범 시스템을 구 하기 하여 <Figure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클라이언트 서버시스템을 개발

하 다. 시범용 서비스 제어센터의 서버시스템은 

교통정보 DB와 고정보 DB  리하는 버스의 

치 DB를 갖고 있으며 인터넷에 속되어 있다. 

교통정보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웹 사이트

(www.roadplus.co.kr)로부터 얻어오고, 고 정보

는 편의상 자체 시범용 고정보를 제작하여 고

정보 DB에 넣어두었다. 

 <Figure 6> Block Diagram of Prototype Mobile 
VMS System 

버스 내 단말장치인 클라이언트는 안드로이드 기

반의 스마트폰에 구 하 다. <Figure 4>에 나타

낸 버스 단말기에 필요한 GPS 수신기, 무선통신

기능, 컴퓨  기능을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기 때

문이다. 클라이언트 스마트폰은 무선통신 기능으

로 3세  이동통신 기술을 이용하 다. 이제 서버

와 클라이언트를 나 어서 시스템 구성에 해서 

구체 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4.1 서버 시스템

앙 통제 센터에서는 리하는 모든 버스의 

치를 확인하여 각 버스의 디스 이에 교통 정보

와 고 정보를 송신한다. 버스 시스템에서는 자

신의 치에 한 고를 고 DB에서 찾아 일

정 시간씩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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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에는 버스의 치 정보 DB, 고 DB, 교통 

정보 DB들이 있다. 버스의 치정보 DB에는 클라

이언트가 되는 모든 버스의 치를 받아 리하도

록 구성하 는데, 치정보의 기 은 국가교통 DB 

센터에서 제공하는 지리 DB를 제공받아 사용하

다(www.ktdb.go.kr). 고 DB는 고 행사로부

터 고 내용(사진 는 문자)과 고 지역 정보, 

고 기간 등을 받아 리한다. 교통 정보는 한국

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유료 교통 정보를 사용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웹 (WebBot)을 만들어 한

국도로공사의 웹 사이트(www.roadplus.co.kr)에서 

필요한 교통 정보를 추출하여 사용하 다.

서버 DB 시스템은 모든 DB 정보가 치 정보

를 포함하는 공간 DB 시스템(Spatial DB System)

이어야 하며, 여기서는 DBMS(DB Management 

System)로 PostGIS 확장을 가진 Postgresql을 사

용하 다. 서버는 웹 기반 시스템으로 모든 웹 

라우 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구 하 다. 웹 로

그램은 HTML5와 JavaScript 언어를 사용했다. 

JavaScript로 제공되는 구 맵(Google map) API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를 이용하여 웹에

서 지도와 치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 다. 클라

이언트로부터 데이터를 받는 서비스와 클라이언트

에 DB의 내용을 보내 주는 서비스는 PHP를 이용

해 구 하 다. 서버 시스템은 Ubuntu Linux 서버

에 구축하 다.

4.2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는 안드로이드 기반인 갤럭시 넥서스

폰 기기에 구 하 다. 치 정보는 안드로이드 폰

으로 알 수 있는 도, 경도로 나타내었다. 이는 보

통 GIS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좌표계와 다를 수 있

으나 한 좌표계 변환으로 해결하 다. 클라이

언트 시스템은 안드로이드 응용 로그램으로 개발

하 다. 백그라운드(background)에서 서비스가 계

속 실행되면서 치 정보를 앙 통제 센터 DB에 

보낸다. 한 공간 질의어(Spatial Query)를 이용

해 자신의 치에 한 고주를 찾는다. 고 

내용, 즉 고할 사진이나 텍스트를 일정 주기마다 

일 으로 받아 자체 장소(embedded DB)에 

장한다. 이 게 하면 무선 구간의 데이터 트래픽의 

양을 일 수 있다. 버스가 운행 노선이나 치에 

련된 교통 정보를 선택하여 다른 정보들과 함께 

표시한다. 

5. 서버 시스템 기능 구

5.1 버스 치 확인  표시

제안된 서버 시스템에서는 등록된 모든 버스가 

20 마다 혹은 50m 이상의 치가 이동되었을 때 

서버에 재의 치를 보고하도록 설계하 다. 서

버에서는 각 버스별로 버스의 치와 시간을 장

하여 리한다. 특별히 서비스 운 의 편리성을 

해 버스의 시간별 치를 나타내는 버스 치 표시 

기능을 웹 기반으로 작성하 다. HTML5와 Java 

Script로 작성하여 PC나 모바일 모든 웹 라우

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 다. <Figure 7>은 웹에서 

본 버스 치표시 로그램에 의한 버스의 치 

궤 을 나타내고 있다. 

<Figure 7> Bus Location Tracing at Web Browser 

5.2 고 데이터베이스

고주로부터 받은 고 이미지 데이터는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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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정 폴더에 장된다. 그 폴더 이름은 DB에서 

리된다. 고 이미지 자료는 자주 변하는 자료

가 아닐 경우에는 버스의 클라이언트 로그램을 

가동시킬 때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의해 다운로드

되어 단말장치에 장될 수도 있다. 

고의 내용마다 치에 따라 표시되는 역을 

고 표시 구역으로 리한다. 고 표시 구역은 

버스가 해당 구역안에 치할 때 해당 고 주체

의 고를 표시하는 지도상의 역이다. 고 표

시 구역은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고 주체의 치를 으로 표시하고 

해당 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로 고 역이 설

정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고 주체가 원하

는 역을 다각형(Polygon)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지방자치 단체의 경우와 같이 지도상의 방 한 

역을 설정할 경우에 효과 이다. 원하는 역을 설

정하려면 역 설정 로그램에서 지도를 띄우고, 

지도에 원하는 치를 마우스로 클릭해 표시한다. 

그러면 Java 로그램에서 그 역을 PostGIS의 

geography 형식으로 변환해 DB에 장한다. <Fi-

gure 8>에는 지도상에 설정된 고 역이 표시

된 것을 보여 다.

<Figure 8> Example of Advertisement Area 

고 DB 테이블은 <Figure 9>와 같은 테이블

로 표시된다. 여기서 고 역은 공간 DB 속성의 

geography라는 속성으로 표 하여 장된다. 고 

DB는 Postgresql DBMS에 의해 리된다. Post-

gresql은 DB 리 로그램으로 PgAdmin3 로

그램을 제공한다. 이 로그램을 이용하면 테이블 

데이터를 볼 수 있고 필요한 SQL 문을 실행시킬 

수 있다. 

<Figure 9> Table of Advertisement Database 

5.3 교통 정보 수집  DB 리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국내 주요도로의 실시간 교

통 상황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여 이를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다. 특히 도로공사에서 운 하는 웹사

이트 RoadPlus에는 고속도로 교통 속보와 고속도

로와 국도의 구간별 교통 상황을 제공한다. 본 연

구에서는 RoadPlus 웹 사이트에 공개되는 실시간 

교통정보를 사용하 다. 

<Figure 10>에는 RoadPlus 웹 사이트에 속하

여 얻은 정보를 가공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장하

는 과정을 나타내었다. 웹 사이트의 교통 정보를 수

집하기 해 PHP를 이용해 웹 (WebBot) 로그

램을 작성하 다. 웹 은 RoadPlus에 Request를 

보내고 응답으로 받은 HTML 텍스트를 싱(pars-

ing)하여 필요한 정보만을 추려낸다. 

<Figure 11>은 웹 으로 추려낸 고속도로와 국

도의 교통 상황 정보를 보여 다. 이 게 수집한 교

통 정보를 <Figure 12>과 같은 테이블로 DB에 

장하고 버스의 클라이언트에게는 이 DB의 교통 

정보를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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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10> Process of Gathering the Traffic 
Information from Webpage

<Figure 11> Traffic Information made by WebBot

<Figure 12> Database of Traffic Information 

6. 클라이언트 기능 구

클라이언트는 무선랜 혹은 3세 /4세  무선통

신망 데이터 채 을 통하여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 

클라이언트는 수시로 자신의 치 정보를 서버로 

송하고, 서버로부터 고 데이터나 교통 정보를 

받아서 버스 내부 혹은 외부에서 보게 될 정보를 

화면에 표시한다. 

6.1 치 송과 치 표시

클라이언트는 기기가 작동하는 동안 백그라운드 

작업으로 자신의 치를 서버에 보고하도록 설정

하 다. 치보고 시간 간격은 20 마다 그리고 50m 

이상 치 변화가 감지되면 보고하도록 설정하 다. 

물론 설정값은 변경가능하다. 이와 같은 치보고 

기능을 가시 으로 볼 수 있도록 <Figure 13>에

서와 같이 지도상에 버스의 이용경로를 표시하는 

기능을 추가해 두었다. 

 

<Figure 13> Function of Bus Location Display 

6.2 정보 디스 이

버스 치가 표시되는 <Figure 13>의 하단에는 

교통 정보가 텍스트 형식으로 표시된다. 교통 정보

는 버스 운행  수시로 서버의 DB로부터 받아온

다. 안드로이드가 가지고 있는 ellipsize = “marquee”

와 marqueeRepeatLimit = “marquee_forever”라는 

기능을 이용하여 왼쪽으로 흐르는 텍스트 디스

이를 구 하 다. 

고 데이터는 데이터의 양이 많지만 자주 변하

지 않으므로 운행 에 데이터를 수신하는 것보다

는 클라이언트에 미리 장해 두면 실시간 트래픽

을 일 수 있다. 클라이언트는 이동하면서 자신의 

치를 서버로 보낸다. 서버에서는 공간 Query를 

이용해 계있는 고 주체 리스트를 클라이언트로 

회신한다. 클라이언트는 서버로부터 받은 리스트 

상에 있는 고 주체들의 고만을 선택해 디스

이 한다. <Figure 14>는 각 치에서의 고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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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이의 사례를 보여 다. 

 

<Figure 14> Example of Advertisement Display

7. 결  론

본 논문에서 제안한 도로 교통 정보 안내시스템

은 운행하는 버스에 면이나 후면에 모바일 디지

털 사이니지를 설치함으로써 차량 주변의 보행자 

혹은 차량을 운행하는 운 자에게 실시간 도로교

통 상황정보  고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모

바일 디지털 사이니지는 단말이 이동하는 서비스

로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고서비스에 분야에 활

용이 확 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단말이 이

동하면서 치정보에 따라 최 의 정보를 제공하

는 모바일 디지털 사이니지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제안된 서비스가 상용 서비스로 도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연하기 해 시연시범 시스템을 개발하

다. 시범 시스템은 클라이언트-서버 방식으로 서

버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들로 구성되었으며, 클라

이언트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개발하

다. 개발한 시연시범 시스템의 서버는 모두 치

정보를 포함하는 공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설

계되었다. 본 시범용 시스템에서는 클라이언트를 

스마트폰의 응용 로그램으로 개발하 으나, 향후 

버스 내 단말장치의 하드웨어를 개발하고 로그

램을 포 (porting)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국제표 화 기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 사

이니지 련 표 화 활동은 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클라이언트-서버 사이의 정보표 양식이나 

정보송수신에 련한 표 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용 데이터베이스를 사

용하여 확장성, 유연성이 매우 높도록 설계, 구

되었으므로 련 국제 표 이 정해지면 쉽게 표

에 합한 시스템으로 개선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표 화 단

체에 모바일 디지털 사이니지의 응용사례로 등록

하고 표  책정에 기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제안하는 도로교통 안내 모바일 디지털 사이니지 

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  통신사업자들이 공익

인 서비스로 제공하기에 합한 서비스로 단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서비스가 상용화된다면, 보다 

쉽게 실시간 교통상황정보를 제공하면서 운 자와 

교통 이용자 등 도로 이용자들의 교통 정보 

근성을 향상시켜, 보다 경제 이고 원활한 교통상

황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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