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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디지털 광고

• 선진국일수록 광고시장의 규모가 큼

• 국내 광고산업은 12년 기준 총 9.8조원 (세계11위) 

•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

▶ 전통 매체는 감소, 스마트미디어는 증가 추세

• 해외는 다양한 광고기술 등장(3D.음성.동작인식 등)

• 고객과 가까운 곳에서 고객과 직접 소통하는

• 양방향, 맞춤형 , 참여, 체험형 광고 필요

이제 광고는 스마트하게 해야 한다!!! 



세로형

가로형

• 스마트 디지털 광고 게시판 타입

세로 Standalone형



• 광고 화면 구성 및 주요기능

•광고면의 영상 광고

•매장안내 –위치및 검색

•이벤트 공지

•매장내 긴급상황 알림

•실시간 생활정보

•다양한 정보제공용 게시판

•실시간 뉴스

•앱을 연동한 증강현실

• 주요기능 (변경 가능)



관리자 App 실행

관리자 휴대폰에
COMMBOX App 설

치/계정등록

App실행 시 지정된
비밀번호 입력

각 디바이스에 선택한 긴급상황
안내문 및 비상대피도 송출

(관리자 휴대폰 화면)

관리자 PC에 COMMBOX
s/w 설치및 실행

메인 화면에
지정된 ID / 패스워드 입력

탐색기를 사용하여
이미지 및 영상 추가 및 삭제

해당 위치의 버튼을 클릭 후
추가/삭제 창 실행

1 2 3 4

• 광고 운영자를 위한 주요화면

(관리자 PC 화면)

기본예문 선택(화재,
전,지진,전쟁 등) 후
긴급상황 버튼 클릭



관리PC

통합서버
(유선 네트워크)

관리자 휴대폰

관리자 PC
(유무선네트워크) 

긴급 메시지 송출

장애상황 긴급 알림

영상 및 기능 업데이트

영상 및 기능 업데이트

오류 및 현 상황 정보 송출

설치업체 서버
(유선 네트워크)

• 스마트 디지털 광고 시스템 운영 흐름

유/무선망



• 스마트 디지털 광고 영상 전송 방안

유/무선망

광고서버

• 스트리밍 방식

• 다운로드 방식

저장 장치에 영상파일을 먼저 다운로드 받은 후 플레이 하는 형태로 초기 다
운로드 시간이 소요되지만 이후에는 안정적인 플레이가 가능함

유료 콘텐츠에 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기다림 없이 즉시 플레이 가능하지만
자체 저장을 하지 않으므로 매번 네트워크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다운로드 스케줄

저장된 영상파일



최적화,
최소화

연계성,
확장성

안정성,
중앙관리

리눅스 기반 솔루션

MS기반의 프로그램보다 오류가
적으며 광고 및 모든 컨탠츠를
중앙서버에서 업데이트 가능. 

또한, 온라인 버그리포팅 기능으로
버그나 오류발생시 중앙서버로

메세징하여 실시간 대응 및 버그수정

커스텀마이징/인터렉티브

안드로이드
기반의 런처로 개발하여 기본

플랫폼을 기반으로 어떠한 기능 및
기술을 연계 할 수 있으며, 터치를
활용하여 인터렉티브한 광고를
제공하여 노출 후 즉시 참여 및

구매까지 가능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존 타사처럼 한부분만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를 제조하므로 안정적이며, 비용

또한 최소화 효과

• 스마트 디지털 광고 게시판 시스템 특징



• 스마트 디지털 광고 게시판 시스템 확장성

• 맞춤형 광고 •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 실감.체험형 광고

• 위치기반 광고 • 위치기반 광고 • 얼굴인식 VOD 광고



• 마인테크의 스마트 광고 시스템 제안

ü 넓은 매장 이라면? ü 개인 대상 이라면?

• 60” Touch information display
• LED Touch display, 손 치 타입
• 프 임 칼라 (블랙, 화이트, 드 선택 가능)
• TIS 솔루션 탑재
• AL Andozing의 고급스러 프 임 및 자인 제공
• 이동식 전동 이블 및 스탠드 또는 벽부형 설치 ( 션)

•10.1” 안드 이드 스 트패드
•TIS 솔루션 탑재 및 매장 TIS 화 공유
•및 연동 기능 솔루션 제공
•Quad core, 2G RAM탑재 고성능 패드
•SC상담 컨설팅을 위한 지 노트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