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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광고광고 EngagementEngagement와와 뉴미디어뉴미디어

광고산업은 소비자, 크리에이티브 메시지, 미디어 등 가치 사슬 간의 연계에 기반한 ‘Engagement’ 진작이 핵심
이슈이며, Web, Mobile, Digital Signage의 뉴미디어의 적절한 활용은 이를 위한 기폭제 역할을 할 것임

[Value Chain & Engagement] [Engagement를 제공하는 미디어]

소비자플랫폼매체대행광고제작광고기획광고주

Key Trends
• 양방향 플랫폼 상에서의 ‘광고 콘텐츠 제작’ 영역 부상
• 소비자(*CFM)의 영향력/중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

TV Print

Digital Signage

하락하는
3대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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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CFM)의 영향력/중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

• 전통 매체의 약화와 광고 미디어의 다양화/세분화에 대한 대응?
• Key Trends에 따른 광고산업의 전략적 방향은?

미디어
(플랫폼)

콘텐츠 소비자

Shula의 인게이지먼트 모델

• 정의 : 개별 브랜드에 맞는 매체와
채널을 선택하여 창조적인
메시지를 소비자의 능동적 수용을
촉발하며 전달 → 다양한 정의와
모델이 있으나, 포괄적이며
방법론적으로 광고산업의 핵심
요소를 설명함

인게이지먼트를 제공하는 성장형 광고 미디어

• 기존의 매체를 대신하여 Web, Mobile, Digital 
Signage가 인게이지먼트를 지원하는 Tool로써의
새로운 광고 Media로 부각하고 있음

*CFM (Customer Fortified Media) : 기업에 의해 만들어 졌으나, 궁극적으로
소비자에 의해 이슈화/확장화된 미디어

Source: SeeSaw Network

라디오

모바일 미디어웹 미디어

성장하는
3대 미디어



2. 2. 광고광고 플랫폼의플랫폼의 패러다임패러다임 변화변화

광고 플랫폼은 기존4대 매체 기반의 Mass Marketing에서, 다양한 Media를 활용한 개인화 및 측정 가능한 매체를
통해 하나의 개별적인 콘텐츠 및 지식으로서의 수용/소비가 가능한 새로운 가치창조의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음

[광고 플랫폼의 Hegemony Shift] [광고 플랫폼에서의 가치 이동]

High
>30%

TV 2.6 (‘07)

TV 2..0(‘15)

Internet 2.3 (‘15)

(단위: 조원)

Stage I Stage II Stage III

On-Line New-MediaMass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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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Share

Low
0%

가치유출
: 가치이동을
파악하지
못하고 쇠락

가치정체
: 가치이동을 파악
하면서 Follow

가치창출
: 가치이동의
흐름을 먼저
파악하고
선점

TV 2..0(‘15)

Internet 1.2 (‘07)

IPTV 0.005 (‘08)

IPTV 0.8 (‘15)

Newspaper 
1.8 (‘07)

Newspaper 
0.7 (‘15)

옥외광고 0.7 
(‘07)

옥외광고 1.6 
(‘15)

� 높은 광고 도달률
� 8:2 법칙
� 지속적/반복적인
일방향 메시지 전달

MKT Driver

� 4대 매체
- 신문, TV, 라디오,   
잡지

� Mass Production
- 대량 생산과 소비

� Media 다변화 시기
� Long-Tail 등장
� 양방향 중심의
지식으로서의 광고

� Connectivity
- Internet
- Mobile
- Prosumer

�광고의 Web2.0 
� Contents 및 관련역량
규합 → Personalized
/Targeted Ads →
Engagement 강화

� Integrated Platform
- Digital Signage
- DBM/CRM
- LBS, Mobile 융합

� 개인화 및 정보로서의
가치제공 및 측정가능

MKT Driver MKT Driver

Time
Source: 제일기획, KT 2008, iNFiDES 분석



광고주 및 광고 소비자들의 니즈가 다양화되며 IP 기반의 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4대 매체를 주력으로 하던 전통적
광고 매체 시장은 뉴미디어의 등장과 더불어 새로운 경쟁 환경을 맞고 있음

3. 3. 광고광고 시장과시장과 Digital SignageDigital Signage 3-1. 매체 환경 변화

• POP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광고주 니즈 강화
• Viewer들의 광고 회피 현상 확산: *ATL → **BTL 

매체 경향화
• 차별적인 정보, 재미, 참신성 제공을 통한 Viewer 

Involvement 요구 증대

광고주
• Ambient Media 성장: 이동

/Nomadic 환경에서의 광고
수요 증대

• Integrated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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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타깃 광고 특성 제공 니즈 강화: 광고
집행 효과 분석의 과학화

• 기존 매체 대비 보다 다양한 형태의 응용
활용도가 높은 매체 니즈 증대

• IP 기반 미디어의 효용가치 확산: 양방향 N/W 
기반의 인터랙티비티 + 개인화 광고 제공 가능

• IT 산업의 발달을 통한 멀티미디어 환경 개선: 
유무선통신 인프라 강화 + 디스플레이
가격하락을 통한 디지털 매체 기술 보편화

플레이어

기술

•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 관점에서
미디어 간 결합형 광고 활용성
향상

• 양방향 기반의 Viewer 참여형
광고 매체 수요 증대

뉴미디어에뉴미디어에 의한의한 광고광고 매체매체 시장시장
경쟁의경쟁의 룰룰 변화변화

*ATL (Above-the-line), **BTL(Below-th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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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광고시장 매체별 현황 및 전망]

전세계 및 국내 광고 시장은 인터넷 광고 및 옥외 광고 등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통적인 광고 매체였던 4대 매체 광고시장의 시장 점유율은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4대 매체 광고시장의 시장 영향력 하락

� 전통적인 광고 매체인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은
전 세계적으로 2006-2010년 사이에 시장 점유율이
86.8%에서 80.4%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

(국내 '07-'15년 52% → 31%로 감소 전망)

[Implications]

1

글로벌

3. 3. 광고광고 시장과시장과 Digital SignageDigital Signage 3-2. 매체 트렌드 전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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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T, 2008. iNFiDES 분석

(국내 '07-'15년 52% → 31%로 감소 전망)

인터넷 광고와 옥외 광고의 지속적 성장세

� 저렴한 비용, 광고효과의 용이한 모니터링의 특징에
힘입어 광고주의 주목을 받는 미디어인 인터넷 광고와
Digital Signage*의 높은 활용 가치를 발견하고 있는
옥외 광고 시장이 부각되고 있음

� 전세계적으로 인터넷 광고와 옥외 광고는 각각 연평균
22.3%, 7.4%로 꾸준히 성장할 전망임
(국내 CAGR은 각각 16%, 5.6%)

2

* 글로벌 옥외 광고 시장의 21.5%(‘07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Digital 
Signage 시장은, ‘02-’07에 CAGR 22%, ’07-’12에는 CAGR 14%로
2012년 106억 달러 시장 형성 전망됨 (PQ Media)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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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별 광고 효과 조사에서, 옥외 광고 시장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DS는 매체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인터넷에 비해 매우 낮은 불만지수와 높은 소비자 매력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남

48%

39%
56%

Catches their attention Is unique

Was interesting Is entertainment67%

52% 51%

US Internet Users Who Believe Advertising is 
Annoying, by Media, July 2007 (% of respondents)

Engaging People with Digital Signage
(% of respondents)

3. 3. 광고광고 시장과시장과 Digital SignageDigital Signage 3-3. 매체별 광고 효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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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eeSaw Networks, 2007. iNFiDES 재구성

63% 58% 57% 56% 47% 40% 37%

58%

33% 37% 39%
29%

23% 23%

53%

37%
51% 51%

34%
33% 33%

32%

39%

31%

21% 35%

Digital 

Signage

Billboard Magazine TV Internet Newpaper Radio

33%

26% 26%
23%

Internet Radio TV Magazine Billboard Digital 

Signage

Newspaper

Source: SeeSaw Networks, 2007. iNFiDES 재구성

� 각 미디어를 통해 게재된 광고를 보고 느끼는 불만(짜증)에서,
DS에 대해 응답자의 26%만이 부정적으로 답해, 
67%로 나타난 인터넷에 비해 매력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미국에서 1,950명의 18-55세 성인을 표본으로 조사

� DS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 또한 다른 매체에 비해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자는 생활 공간에서 쉽게 만나는, 정보와 재미요소를 제공하는
미디어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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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igital Signage 4. Digital Signage 시장시장 개요개요

네트워크 기반의 디지털 광고 커뮤니케이션 툴로서, 교통, 병원, 상업시설, 공공시설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기존의
광고와 Location 특성에 따른 정보 간 결합이 가능한 새로운 플랫폼으로 주목 받고 있음

Digital Signage는 기업들의 마케팅, 광고, 트레이닝
효과 및 고객 경험을 유도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기반
디지털 영상 장치로서,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주요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관리 플랫폼을 종합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의미함

[Digital Signage의 응용 분야][Digital Signage의 정의]

4-1. 시장 정의 및 활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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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gital Signage는 교통, 교육 분야, 병원, 은행 등의 공공
시설, 쇼핑센터, 대리점 등의 상업 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음

• 용도는 주로 광고 및 홍보, 실시간 정보 알림 등임. 
정보의 유형으로는 공공시설 생활 정보, 기업 , 학교, 도
서관 등의 시설 내 업무 관련 정보, 제품 정보 등이 있음

• Digital Signage는 교통, 교육 분야, 병원, 은행 등의 공공
시설, 쇼핑센터, 대리점 등의 상업 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음

• 용도는 주로 광고 및 홍보, 실시간 정보 알림 등임. 
정보의 유형으로는 공공시설 생활 정보, 기업 , 학교, 도
서관 등의 시설 내 업무 관련 정보, 제품 정보 등이 있음

관리자 PC

디지털 미디어
재생기

유저 웹 서버
(Optional)

콘텐츠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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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lone형으로 시작됐던 Digital Signage는 콘텐츠, 네트워크, 디스플레이 기술의 향상에 따라 Network 기반
제품 출시가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NGN 시대를 대비한 IP 기반의 차세대 NW 기반 제품이 출시되고 있음

전송서버 콘텐츠 전송 서버

[Digital Signage의 변화 양상]

4. Digital Signage 4. Digital Signage 시장시장 개요개요 4-2. DS 서비스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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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ge의 전자화, 동영상
콘텐츠 사용이 일반화됨. 

콘텐츠 등록 표시 스케쥴의
설정은 개별 단말에서 실행

전송 서버가 설치되며
사이트 내 콘텐츠 관리, 표시

스케쥴 등의 종합 관리

각 사이트가 네트워크로 연결됨으로써, 
하나의 콘텐츠 또는 광고 포맷이

다양한 기업, 업종에 범용으로 활용

Source: NEC

정지영상, 음성, 
동영상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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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DS 시장은 전송시스템, 하드웨어, 콘텐츠 부문을 포함하여 2010년 약 $80억불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전망이며, 국내에서는 현대아이티, KT 등이 주요 플레이어로 활동하고 있음

• PQ Media, 후지키메라의 시장 자료를 토대로 종합 분석할 때,
2010년 DS 관련 산업은 총 $80억불의 시장을 형성할 전망임

• 이 중, 시스템 판매구축과 콘텐츠 제작/전송/광고 관련 시장이
2007-2010년 사이 각각 5.8%, 29.5%의 CAGR을 보일 전망임

• 지하철, 일반 매장 등을 중심으로 DS 보급이 확산될 전망

• 소 프 트 웨 어 , 콘 텐 츠 업 체 들 은 광 고 표 시 뿐 만 아 니 라
웹 카메라를 부착해 고객속성을 분석하는가 하면 일부 일본

• 국내의 경우 시스템 구축과 광고시장까지 합쳐 연간 1,000억 원
규모로, 아직 초기 단계임

• 대기업(현대아이티, 삼성전자, LG)들의 시장진출과 기존
디스플레이 산업에 근간을 둔 중견기업(비티씨정보통신,
아이존DID, 우호테크놀러지 등), 대형통신사(KT)등 다양한
분야/규모의 기업들이 DS 시장에 진입 하고 있음

[글로벌 Digital Signage 시장] [국내 Digital Signage 시장]

4. Digital Signage 4. Digital Signage 시장시장 개요개요 4-3. 시장 트렌드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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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카메라를 부착해 고객속성을 분석하는가 하면 일부 일본
사례에서는 향기발산시스템으로 집객을 유도하는 등 차별화를
꾀하고 있음 • 해외매출이 전체 매출의 90%이상 차지

• CeBIT 2009에서 다양한 크기의 터치형
DID를 공개하며 유럽시장 공략에 나섬

• 메가프레임 DS 전용 디스플레이 제공
및 통신 기술을 기반한 콘텐츠 가공 툴·
미디어 관리 소프트웨어 까지 One 
Stop DS Solution 제공

• 콘텐츠 가공·미디어관리 소프트웨어까
지 통합 DS 솔루션 제공

현대아이티

KT

삼성전자

Source: 후지키메라총연 & PQ Media 자료 종합, iNFiDES 가공

• DS용 디스플레이 생산. 최근 퍼블릭
디스플레이(PD) 담당 부서 신설LG디스플레이

3,787 4,071 4,308 4,48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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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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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 달러

< 글로벌 DS 시장 전망 >

5,410
6,168

8,016
7,024



Digital Signage는 공항, 은행, 학교 등의 공공 시설 및 판매 대리점 등의 상업 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 정보제공, 광고
및 홍보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42인치 PDP 281개를 카운터, 탑승장, 수하물
찾는 곳, 출발/도착 모니터, 순수 광고판용으로
설치

� 공항 여행객의 니즈인 렌터카, 숙소, 식당
등 의 정보 제공

� 광고주들의 효과적 광고 수단으로 활용 가능

• 효과 : 공항 IT 인프라 개선, 광고 수익

< 칠레 산티아고 국제 공항 > < 스페인 Banesto 은행 >

• Banesto TV를 통해 화려한 동영상 형태로
주식시장, 날씨, 금융상품, 은행 정보를 제공하
여 고객 관심 유도. 터치 기반의 디스플레이로
각 정보별 세부 정보 제공

• 게임 콘텐츠- 고객이 게임에서 이기면 특정 코
드가 고객 휴대폰으로 전달, Banesto Bank에
의한 상품 수령. 이 때 수집된 고객 연락처 정
보는 이후 마케팅에 활용

4. Digital Signage 4. Digital Signage 시장시장 개요개요 4-4. 국내외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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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폴 Nanyang 기술대학교(NTU) >

• 학생회/구내 카페/교무과 게시판 대용으로
DS 대여, 대여 조건으로는 광고 게시

• Primetime News, RSS Head-line 등의 정보

• 졸업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웹 캐스팅
전송

• 국내 DS 업체 밸크리텍은 쇠고기 등 농수산
물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정보 디스플레이
‘POI(Point Of Information)’를 상용화함

• 키오스크형 LCD디스플레이 보드. POI로 바
코드를 읽어 농수산물 이력 조회 가능

• 광고 동영상, 긴급 할인 제품 정보 알림

• 이 외에도 상업 시설 경우, 시설 내 특정 상품과 관련성 있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존재함. 예: 장난감-배터리 사이에 ‘배터리 구입 필요’라고 쓰여진 DS

• 고객과 DS 간의 interactivity 유도하는 서비스. 예: 차량 광고 DS 앞을 지나가던 고객이 DS 터치 작동을 통해 차량 색깔 변경 등. 차량에 대한 세부 정보 제공

< 국내 DS 업체 벨크리텍, 농수산물 이력 조회 DS >



DS는 Digital Contents와 Network, Display 등 새로운 역량이 요구됨에 따라 통신사업자, Hardware Vendor, 광고
사업자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진입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통합역량을 제공하는 Biz. Model이 일반적임

[Digital Signage 시장의 차별적 Value Chain ]

정의

요구
역량

SI/NI & OperationH/WS/W & Platform광고 콘텐츠 기획/제작

• 광고 및 공간, 광고주에 따른
다양한 Content 결합 능력

• 대중 옥외공간에 적합한
광고/정보 결합형 콘텐츠

• 다양한 데이터 포맷 지원과
효율적인 전송/편집 능력

• 콘텐츠 Digitalization 및 N/W 
전송과 Display를 구현하는
Application 

• Display : 다양한 장소에 적용
가능한 디자인, 내구성, 밝기, 
가격 등

• S/W & Platform이 탑재된
전용 H/W 

• Display Device

• N/W System 연동에 따른 설치 및
운영/관리에 대한 지원

• 물리적인 공간과 광고주
시스템과의 연동

• DS 전용 운영/관리

4. Digital Signage 4. Digital Signage 시장시장 개요개요 4-5. 플레이어: ① 밸류체인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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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layers

역량 다양한 Content 결합 능력 효율적인 전송/편집 능력 가능한 디자인, 내구성, 밝기, 
가격 등

운영/관리에 대한 지원

시사점

• H/W & System Integration/Operation 역량 필요
� 기존의 광고 시장과는 달리 시스템 적인 솔루션과 DS N/W 운영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임

• Total Solution 제공이 요구되는 Emerging Ad Market (System Solution 기반의 다양한 플레이어의 접근)
� 이에 따라 광고주 입장에서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지 않는 역량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플레이어가 필요함
� 글로벌 시장에서는 DS 솔루션(S/W & Platform)을 확보한 사업자가 Back & Forward Integration을 통한 BM 전개가 활발함
� 국내는 Display, Telecom 영역에서의 Backward Integration 접근의 특징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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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Contents를 기획하는 옥외광고 전문업체인 JC데코는 콘텐츠 기획과 DS 설치 후 운영/관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한 솔루션을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유럽1위, 세계2위 옥외광고 전문업체

• 사업영역

- 광고콘텐츠 기획/제작: 각 업종의 콘텐츠를 기획 및 제

Examples

4. Digital Signage 4. Digital Signage 시장시장 개요개요 4-5. 플레이어: ② 광고대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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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콘텐츠 기획/제작: 각 업종의 콘텐츠를 기획 및 제

작하는 업체 (광고 수익으로 운영됨)

- SI/NI & Operation: DS를 무료로 설치/운영

• 특징

- 도시 미관 및 환경 개선을 위해 Creative한 광고솔루션

제공 � 주로 길거리, 교통수단(버스,택시 등), 정류장 등

에 광고물을 설치함

예: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운영/에너지드링크 광고로

버스 정류장에 열 감지 카메라 설치

• 사업현황

- 지난 2008년 3월, 중국 주요 옥외광고업체인 Gehua

Group과 30년 독점 합작회사 계약체결 � 아시아 시장

진출 발판 마련 및 베이징의 옥외광고 시장 활성화 도모

광고
대행사

▷ 에너지 드링크 광고로 버스 정류장에 열 카메라를 설치해
행인의 열 발산 정도를 측정



• 세계 1위 옥외광고 전문 업체

• 사업영역

Examples

반면, 유사 옥외광고 업체인 Clear Channel은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 택시 등의 이동수단에 광고, 요금 결제 기능, 
GPS 기술 등 복합적 기능을 탑재한 DS를 설치해 소비자에게 보다 실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4. Digital Signage 4. Digital Signage 시장시장 개요개요 4-5. 플레이어: ② 광고대행사

Copyright © 2009 by  INFIDES Co., Ltd.

광고
대행사

- 광고콘텐츠 기획/제작: 광고판, 공항, 상점, 스마트

자전거, 택시(그림 참조) 등에 걸맞은 광고·콘텐츠 제공

- SI/NI & Operation: 택시, 정류장 등에 DS를 설치해 주고

광고주들로부터 광고 운영비를 받음

• 특징

- 택시요금 신용 카드 결제 기능 탑재

- GPS를 통한 지도로 현재 위치 확인(위급 상황 시

범행 택시 발견 용이/지역별 광고 변경 기능)

- NBC 방송 모든 채널 실시간 방영 /광고 삽입 가능

• 사업현황

- JCDecaux와 같이 무인자전거대여 시스템 운영으로

친환경적인 도시 만들기에 기여하고 있음

- 지붕에 DS를 설치한 택시의 경우 현재까지 뉴욕, 보스톤

에서 제공되고 있고 점차 서비스 영역을 확장할 계획임

▷ 택시 위에 부착된 DS ▷ 택시용 DS에서 재생되
고 있는 NBC 방송

▷ Smartbike는 무인
자전거대여 시스템으로
이용한 다음 목적지에
있는 대여소에 반납하는
시스템임

13



DS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네트워크 장비를 생산하는 전문 업체들이 직접 DS시장에 뛰어 들고 있으며, 주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관리 툴/미디어 재생 플레이어 등의 S/W & H/W를 제작하고 있음

• 영국 DS 솔루션 업체 (콘텐츠+소프트웨어 포함)

• 사업영역

• 글로벌 네트워크 장비업체

• 사업영역

- S/W & Platform: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디지털 미디어의 생성 및

4. Digital Signage 4. Digital Signage 시장시장 개요개요 4-5. 플레이어: ③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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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장비

• 사업영역

- H/W: 네트워크에 기반한 미디어 플레이어를 제공하는

NTB(Net-Top-Box) 제공

- S/W & Platform: 네트워크에 기반한 NTB(Net-Top-Box)

를 설치, NTB 관리 소프트웨어 제공

• 특징

- Net-Top-Box 설치로 프로세스 최소화

- 전용 웹 서버에 들어가 콘텐츠를 구성할 수 있음

- TV Capture 카드 탑재 시 TV시청 가능(선택사항)

- 한 화면에서 TV, RSS, 플래시 콘텐츠를 모두 동시에 재생

• 사업현황

- ONELAN의 NTB는 금융권인 ING Bank, 교통수단인

Airbus, 통신사인 Vodafone, 여행사인 Virgin Holidays, 

회계감사 법인인 PricewaterhouseCoopers 등 다양한

업종에 도입되어 있음

- S/W & Platform: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디지털 미디어의 생성 및

관리, 콘텐츠 배포, 비디오 재생, 원격 제어 등을 지원함

- H/W:  디지털 미디어 플레이어(DMP) 제공

• 특징

- DMS와 ANS(Application Networking Services)제품이 결합하여

WAN을 통해서도 효과적인 디지털 미디어 전송이 가능함 � 기업

주요 데이터의 지사 /체인점으로의 효과적 전송

• 사업현황

- 학교∙대학에 채용 사례 ‘09년 2월 기준 약 1,000여 곳 이상

� College of Southern Nevada, 텍사스 CY Fair College, 인디아

의 Bapatla Engineering College, 독일의 University of Muenster, 

두바이의 GEMS World Academy  등 다수

- S/W 및 솔루션 업체 인수

� Tivella(DS S/W&systems), Pure Digital (video solutions) 등



• 국내 최대 전자기기 전문업체

• 사업영역

- H/W: 다양한 format의 LCD 디스플레이 제조

• 일본 전자기기 전문업체

• 사업영역

- S/W & Platform: ’DS 미디어플레이어’ � 콘텐츠 관리 및 제어 전

삼성전자의 경우 디스플레이 중심 사업에서 콘텐츠 관리 및 재생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영역을 확장해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NEC는 안면인식 및 터치기술을 적용하는 다양한 솔루션 제공이 특징임

4. Digital Signage 4. Digital Signage 시장시장 개요개요 4-5. 플레이어: ④ Electr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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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 & Platform:  콘텐츠 관리 및 미디어 재생 소프트

웨어 제공

- SI/NI & Operation: DS 설치 및 유지/관리

• 특징

- 업종별 맞춤형 솔루션 제공 (예: 오피스, 호텔, 쇼핑몰용)

• 사업현황

- 이마트, 커피빈, 서울 메트로 스크린도어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Electron

-ics

용 소프트웨어 제공 /Scala 소프트웨어도 제공

- H/W: 터치/안면인식기술 탑재 디스플레이 제작

• 특징

- 안면인식기술� 맞춤형 광고기능

- 비상사태 알림용 솔루션 제공

• 사업현황

- 2008년 안면인식기술을 탑재한 “Eye Flavor” 출시, 행인의 성별과

나이 등을 판단하고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광고를 내보낸 후, 

viewer의 연령, 인원수를 토대로 광고가치를 측정할 수 있음

▷ 다양한 업종에서 활용되고 있는 삼성의 DS 디스플레이 ▷ NEC의 광고가치측정 시스템/시청자주목도 분석시스템 활용 scene



국내 최대 통신사인 KT는 콘텐츠 기획/제작에서 Operation에 이르기까지 DS 도입 프로세스를 위한 end-to-end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음

• 국내 최대 통신사

• 사업영역 � end-to-end 솔루션 제공

- 광고 콘텐츠 기획/제작: 맞춤형 콘텐츠 제작/콘텐츠 템

Examples

4. Digital Signage 4. Digital Signage 시장시장 개요개요 4-5. 플레이어: ⑤ Tel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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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광고 콘텐츠 기획/제작: 맞춤형 콘텐츠 제작/콘텐츠 템

플릿 제공

- S/W & Platform: KT Network에 기반한 콘텐츠

Digitalization 툴, 미디어플레이어 소프트웨어 제공

- H/W: ‘KT 메가프레임’ 디스플레이 제공

- SI/NI & Operation:  디바이스 모니터링 원격접속 제어

관리 운영 대행 및 유지/보수

• 특징

- 자사의 Network 기술 활용 가능

- 업종별 맞춤형 콘텐츠 제작 (쇼핑몰, 금융, 병원, 학교

등)

사업현황

- 우리은행, 홈 플러스, GS25편의점, 병원, 서울대학교, 연

세대학교와 같은 주요 대학 등 다양한 종류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AT&T 는 end-to-end 솔루션 제공을 위하여 콘텐츠 기획/제작 쪽으로의 사업영역 확대를 계획 중에 있으며, 일본
NTT는 자사의 통신망을 이용해 오감체험형 및 Viewer 분석 기반의 능동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음

• 미국 대형 통신사

• 사업영역

- S/W & Platform: AT&T 통신 인프라에 기반한 콘텐츠

• 일본 대형 통신사

• 사업영역

- S/W & Platform: NTT 통신 인프라에 기반한 콘텐츠 Digitalization 툴, 

4. Digital Signage 4. Digital Signage 시장시장 개요개요 4-5. 플레이어: ⑤ Tel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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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S/W & Platform: AT&T 통신 인프라에 기반한 콘텐츠

Digitalization 툴, 미디어플레이어 소프트웨어 제공

- SI/NI & Operation:  구매 후 소프트웨어 보안 관리 지원

• 특징

- 자사의 Network 기술을 활용해 적용 가능

- 미디어 기업들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콘텐츠 확보 예정

- AT&T 전용 웹 서버에 들어가 콘텐츠를 구성함

• 사업현황

- 2008년부터 디지털 미디어 솔루션 프로젝트 차원에서

ExtendMedia, Qumu와 협력, 향후 콘텐츠 기획/제작 쪽으

로 사업 영역 확장을 위해 $7천만 달러를 투자

- 유럽, 미국 시장 공략을 먼저 공략한 뒤 아시아 시장에 진

출할 예정이라고 밝힘

- S/W & Platform: NTT 통신 인프라에 기반한 콘텐츠 Digitalization 툴, 

미디어플레이어 소프트웨어 제공

- SI/NI & Operation:  DS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가 가능한

NTT 서버 운영

• 특징

- 자사의 Network 기술을 활용해 오감을 자극하는 광고 솔루션 제공

• 사업현황

- 2008년부터 DS에서 향기를 발생시켜 광고는 물론 판매 촉진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 브로드밴드 회선을 이용해 전국에 설치해 놓은 전

자단말기에 영상과 음성 등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와 PC를 조작해, 

전용 단말에서 향기를 발산시키는 서비스 연동

- 실증 실험을 통해 이용 수 등 데이터에 기반하여 DS 광고 효과 검증

및 결과에 따라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



타 매체광고와는 달리, Digital Signage 기반 광고 모델에서는 광고 매체 사업자가 DS 관련 기술력을 확보할 시, 
광고주→소비자에 이르는 서비스 전반에 걸친 Revenue Stream에 대한 주도적 관리가 가능함

광고 매체 간 Revenue Stream 비교: Digital Signage vs. Other Platforms

매체
(Digital 
Signage)

SI/NI
/Operation

SW/
플랫폼/HW

광고 콘텐츠
기획/제작

DS 기술 기반 광고대행사
광고주

100%

광고주
광고

대행사

광고 대행료

Digital Digital 
SignageSignage

5. Biz Model for Digital Signage5. Biz Model for Digital Signage 5-1. Ownership of Revenue 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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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신문, 잡지)

광고제작광고기획

매체
(방송/
인터넷)

Media Rep광고대행사광고주

광고대행사
광고주

15% 85%

11% 81%8%

광고주
광고

대행사
매체

광고대행료 지면판매료

광고주 광고대행사
광고대행료

매체 Media Rep
광고 시간대 구매 비용

광고 시간대 구매 대행 비용

• 매체로부터의 판매 대행료 및 판매 수수료는 반영되지 않음. 또한 방송/인터넷의 Revenue는 방송매체 기준(한광석 외, 광고론 2008, 글로벌 참조)

방송/인터넷

신문/잡지



DS 기술 기반 광고매체사업의 주요 수익 원천은 광고대행과 DS 플랫폼 제공의 두가지로 구성됨

Property 
OwnersDS 인프라 설치 &

설치 임대 비용

☞ DS 기술 기반 광고매체사업의
수익은 크게 광고주(광고 대행)와
타 광고대행사(DS 플랫폼 제공)로

☞ DS 기술 기반 광고매체사업의
수익은 크게 광고주(광고 대행)와
타 광고대행사(DS 플랫폼 제공)로

DS Business System 구조

5. Biz Model for Digital Signage5. Biz Model for Digital Signage 5-2. Busines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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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

DS 기술 기반
광고대행사 Viewers

설치공간
대여

매체비용 or
DS 디자인/구축/

운영 비용

DS 디자인
/구축/운영

Ad. Involvement/
제품/서비스 로열티

광고 노출
/정보 제공

Revenue Stream

Value Stream

타 광고대행사(DS 플랫폼 제공)로
구성됨

☞ Property Ownership을 확보하고
있을 경우, 임대형 대비 사이트
확보 및 수익성 측면에서 보다
용이한 접근 가능

☞ Property Owners가 지하철/철도
대중교통 관리청일 경우 국내
시장 특성 상 유통 구조
복잡(원사업권자, 재대행사업자
등) 하며, 이에 대한 사업자간의
협업 필요

타 광고대행사(DS 플랫폼 제공)로
구성됨

☞ Property Ownership을 확보하고
있을 경우, 임대형 대비 사이트
확보 및 수익성 측면에서 보다
용이한 접근 가능

☞ Property Owners가 지하철/철도
대중교통 관리청일 경우 국내
시장 특성 상 유통 구조
복잡(원사업권자, 재대행사업자
등) 하며, 이에 대한 사업자간의
협업 필요

타 광고
대행사

매체비용

DS 플랫폼 제공



Business Segment별 광고 특성 분석 및 이에 기반한 차별화된 BM 수립이 필요함

DS Business Segment별 특성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복합상업시설유형

병원, 미장원, 헬스장, 금융기관 등유형

• 고객 타깃이 명확하며 체류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를 겨냥한 보다
세분화된 광고효과 달성 가능

• 주로 의료기관/시설 등에서의 대기실이 미디어 캐스팅 공간

특정시설

타깃 고객 활용성

5. Biz Model for Digital Signage5. Biz Model for Digital Signage 5-3. Different BMs for Different Targ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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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변/건물 옥상 등유형

• 기존 옥외 광고를 위한 유력 수단인 Billboard나 기타 노변 입간판
을 활용

• 타깃 고객이 명확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프로모션에 적합

노변

지하철/철도/공항/버스터미널 등유형

• 대규모 승하차 손님 수, 체류시간 면에서 가장 높은 노출 기회 확보

• 전동차 내외, 역구내외 제품 광고가 일반적임

• DS 설치 확대에 따라 영상광고 보급 기대

대중
교통

인프라

• 특정 Viewer Group을 겨냥한 타깃 광고 적합

• 제휴광고, 써드파티 광고 결합 판매를 통한 광고 수익 달성 가능

유통/
체인점

광고 노출도

☞ 광고노출도 및 타깃 고객
활용성 면에서 Business 
Segment별 속성은 상이함

☞ 이와 함께 각 Segment별
방문 Viewer 특성을 고려한
DS 크리에이티브 필요

☞ 광고노출도 및 타깃 고객
활용성 면에서 Business 
Segment별 속성은 상이함

☞ 이와 함께 각 Segment별
방문 Viewer 특성을 고려한
DS 크리에이티브 필요



BM 수립과 관련된 검토 요인별 선택안에 대한 특징, 가치제안 분석에 기반하여 BM을 구축함

BM 수립 시 검토 요인 특 징 가치 제안

Property

보유형

임대형

• 광고주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 또는
자산에 DS를 설치하는 광고 유형

• 광고주가 DS 설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 광고 유형

• 세그먼트별 세분화된 광고 전략

• 써드파티 광고 매출

•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광고 노출 효과 높음

5. Biz Model for Digital Signage5. Biz Model for Digital Signage 5-4. 기타 BM 수립 시 검토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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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분야

DBM/CRM

분야

특정 분야

구축

비구축

있지 않은 광고 유형

• 단일 DS 광고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분야
시스템/서비스 제공

• 특정 분야에 특화된 DS 시스템/서비스
제공

• DS 에코시스템 전반에 대한 영향력 확보 가능

• 중장기적인 이익 실현 가능

• 특정 분야에 보다 차별화된 DS 서비스 제공 가능

• 단기적인 이익 실현 가능

• 계열사간 고객 데이터의 통합 구축 및 활용

• 통합 고객 DB 활용

• 그룹 내 TVO로서의 위상 강화

• 통합 DB에 기반한 강력한 마케팅 툴 확보

• 단기적인 이익 실현 가능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