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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Devices in IPTV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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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디스플레이가동영상컨텐트를일방적으로전달해왔던것과는달리 IPTV 시대의디스플레이는미디어소
비자들에게부가정보와서비스를제공해주는새로운역할을기대받고있다.  대부분의 IPTV 디스플레이에대한연구
가 IPTV가제공하는부가정보와서비스를그 IPTV 디스플레이내에서제공하는것을가정하고있으나본논문은그러
한가정에서벗어나 IPTV에서제공하는부가정보와서비스를시청자의단말을통해서제공하는비즈니스모델에대
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U-Display 비즈니스 모델은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컨텐트의 링크를
모바일디바이스를가지고있는컨텐트소비자에게전달함으로써디스플레이와사람간의연결완전성(Seamlessness)
을구현하는모델이다.  기존의디스플레이가사람의시청각에만호소하는것과는달리U-Display는디스플레이에컨
텐트를표시함과동시에해당컨텐트의링크를컨텐트소비자에게전달함으로써추가적인정보획득에이은서비스와
상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본 논문은 IPTV 시대에서 U-Display와 모바일 단말이 연동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대안을
다양한아키텍쳐를통해제안하고평가모델을이용하여수익성을분석한다.

주제어: U-디스플레이, 비즈니스모델, IPTV, 연결완전성, 모바일RFID, 블루투스/직비, U-미디어, U-커머스

Unlike the previous display transmitting video content in one-way, the display in IPTV era is expected to
offer useful and interesting information to media consumer and take a role as a new media nowadays.  This
research suggests Ubiquitous Display business model that can realize 'Seamlessness' between an individual user
who watch display using a personal device and display in the Ubiquitous computing environment. Unlike the
previous display appealing to the human's visual-auditory sense, U-Display enables the seamless information
transmission between display and users by providing the personal device users with the content link as well as
the content on display.  This paper suggests five kinds of U-Display scenarios that can be realized in ubiquitous
computing environment through various technical alternatives, analyze the participants and their roles of the
business model, and evaluates its economic possibility.

Keywords: U-Display, Business Model, IPTV, Seamlessness, Mobile RFID, Bluetooth/ZigBee, U-Media, U-
Commerce



태를 가지고 있다. 모노미디어는 하나의 표현미디어
(예: 텍스트, 이미지, 소리, 동영상, 데이터)가 하나의
전달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것을 의미한다[3].  아날
로그컨텐트는이미지, 동영상 등여러개의표현미디어
를동시에전달할수없고오직하나의표현미디어들이
유선이나 무선을 통해 전달된다.  즉 디지털 기술이 출
현하기 이전에 발생했던 컨텐츠 비즈니스는 하나의 표
현미디어가하나의전달미디어를통해전달되는모노미
디어였으나 컨텐츠가 디지털 방식으로 가공됨에 따라
하나의전달미디어에텍스트와음성, 영상등모든표현
미디어를같이전달할수있게되었다. 

디지털컨텐츠는하나의매체에종속되지않고다양
한 형태의 매체에 친화적이며 아날로그 컨텐츠보다 컨
텐츠간의호환과융합이훨씬용이한성격을가지고있
다[4].  미디어간의 호환이 용이한 성격은 컨텐츠를 통
해새로운비즈니스모델이발생할수있는단서를제공
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점에 주목하여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디스플레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
는다양한비즈니스모델을제시하고자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U-Display는 사람의 시청각
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디바이스(e.g. 휴대폰,
PDA)에호소하는미디어로써표시되는영상또는이미
지의링크를사람이가지고있는모바일디바이스로전
달한다.  기존의 디스플레이가사람의기억력과시청각
에만 의존하여 컨텐츠의 링크를 제공하는 것과는 달리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는 디스플레이와 사람간에 링크가
이음매없이 연결되고 이로써 각 개체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하게한다. 

본 연구에서는 U-Display 비즈니스 모델의 설계를
위해 다섯 종류의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와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또한비즈니스모델에참여하는각참여자들
의 역할 및 제공가치와 인센티브를 검토함으로써 비즈
니스 모델을 구체화하였다.  비즈니스 모델 대안 중 하
나인RFID 기반의U-Display 비즈니스모델의경우는
그경제성을 Tag Evaluation Model을 통해평가한사
례를제시하였다.

II. U-Display를구현하는다섯가지의
시나리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U-Display 비즈니스 모델은
기존의디스플레이가사람의시청각에만호소하였던것
과는 달리 디스플레이에서 표시되는 컨텐츠의 링크를
유비쿼터스컴퓨팅기술을이용하여모바일디바이스를
가지고있는사용자에게이를전달하고이에따라컨텐
츠소비자가해당컨텐츠에대한추가적인정보를획득
하고상거래를할수있도록하는모델이다. 

기존 디스플레이의 예로서 커피빈(Coffee Bean)의
경우를 보면 결제 후 커피를 받는 장소에‘미디어 빈

I. 서 론

기존의 디스플레이가 동영상 컨텐트를 일방적으로
전달해왔던것과는달리 IPTV 시대의디스플레이는미
디어 소비자들에게 부가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새로운역할을기대받고있으며이에관련하여많은연
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클리어스킨(Clear
Skin) 기술[1]은 동영상내의 객체와 데이터 파일을 서
로 연결시켜주는 하이퍼링크(hyperlink) 개념의 기술
이다.  즉 TV 화면상에 보여지는 객체를 마우스 클릭
또는리모콘으로선택하여제품정보및광고를보여주
고 관심있는 상품의 구매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구조를
가지고있다.  이 기술은컨텐트위에투명한막을씌워
시청자가 TV 시청 도중 이를 방해받지 않고 컨텐트와
관련된 시청자가 원하는 추가적인 정보를 바로 획득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이는 동영상 광고기법 중의 하
나인 오버레이(overlays) 기법으로 볼 수 있는데, 유튜
브(http://youtube.com)는 오버레이를 도입하여 동영
상화면하단에투명한형태의광고를삽입하여유저가
서비스를이용함에있어방해가되지않는정도의수준
에서광고를노출하고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IPTV 디스플레이에 대한 연구
는 IPTV가 제공하는 부가 정보와 서비스를 그 IPTV
디스플레이내에서 제공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으나 본
논문은그러한가정에서벗어나 IPTV에서제공하는부
가 정보와 서비스를 시청자의 단말을 통해서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모델
은가정에서의 IPTV에도적용될것이지만특히공공장소
에서의 IPTV에 더욱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이라
고 판단된다.  공공장소에 디스플레이가 설치되는 예는
쉽게찾아볼수있다.  지하철3호선에디스플레이를설치
하여 이를 운영하는 한국이동방송 (http://mtube.com)
은 지하철 전동차량내에 LCD TV 모니터를 설치하여
영화, 음악등의자체제작프로그램및컨텐츠제휴프
로그램을방송한다.  택시TV(http://taxitv.com)는 택
시 조수석 머리지지대에 일체형으로 설치된 LCD 화면
부를통하여광고및컨텐트를출력하고승객들을대상
으로택시에서다양한프로모션을진행한다. 

본 연구에서‘디스플레이’라 함은 컨텐트가 제공되
는 비디오 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TV, 모니터 등이
이에속한다.  디스플레이가본격적으로상용화되어시
장이 형성된 것은 가정용 TV의 수요가 급격히 확대된
1940년대 이후이다[2].  디스플레이는 1990년대 이후
정보통신산업의 발달로 인해 단순한 방송 시청용에서
벗어나다양한정보를제공해주는인터페이스로자리잡
게 되었다.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내용물은‘컨텐츠’
(content)라고표현할수있는데컨텐트는아날로그컨
텐츠(e.g. 책, 신문, 잡지)와 디지털 컨텐츠(e.g. mp3,
video 파일)로구분될수있다. 

아날로그 컨텐츠는 모노미디어(Monomedia)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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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모델2) 디스플레이의태그에컨텐츠의URL을기
록해주는 URL updater를 장착하는 모델 3) 디스플레
이에 RFID 리더가 설치된 모델 4) 디스플레이가
PAN(Personal Area Networking) 모듈을 가지는 모
델 5) 모바일식별번호를이용하여디스플레이를시청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에 컨텐츠의
URL을전달하는모델등의다섯가지모델을제안한다.

1.  RFID 기반U-Display 비즈니스모델

U-Display는 RFID 기술을 기반으로구현될수있
다. RFID 기반 U-Dispay에는 크게 두가지 방식이 있
을 수 있는데 디스플레이에 RFID 태그를 부착하는 모
델과디스플레이에RFID 리더를부착하는모델이그것
이며RFID 태그를디스플레이에부착하는모델은다시
단순 RFID 태그를 부착하는 모델과 URL 업데이터와
통신하는RFID 태그를부착하는모델로나누어진다. 

1.1.  단순RFID 태그가부착된U-Display

•시나리오1
은정은연구실동료들과저녁을먹기위해학교앞식
당에갔다. 식사를주문하고기다리는동안식당안에
있던디스플레이에평소에관심있게지켜보던화장품
의광고가나오고있었다.  휴대폰을꺼내디스플레이
하단의태그를리딩하자잠시후단말기로해당제품
을구매할수있는URL이수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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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bean)’이라는 디스플레이를 설치하여 공연·
전시회정보, 광고, 문화컨텐츠등다양한종류의영상
컨텐츠를제공한다.  그러나 이디스플레이에서제공하
고있는컨텐츠가링크를가지고있지않아고객들이추
가적인정보를얻기위해서는기억에의존하여해당정
보를추후에검색해야하는번거로움이있으며이는사
용자로 하여금 검색비용을 유발하게 한다.  즉 초기 컨
텐츠에노출된시간으로부터일정시간이지난후검색
이이루어지기때문에해당컨텐츠가상거래로직접연
결될가능성은매우낮은실정이다.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는 무선통신기술(e.g. RFID,
ZigBee)을 이용함으로써서비스공간에새로운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고객 및 광고주들에게 부가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커피빈의 디스플레이에서‘백
남준의미디어아트전시회’정보가나온다고가정했을
경우이컨텐츠의메타데이터에전시회장소및티켓구
매가 가능한 링크 등을 첨부(Annotation)함으로써 사
용자가디스플레이에부착되어있는RFID 태그를읽었
을때해당컨텐츠의링크들이사용자가가지고있는단
말로전송될수있다. 

U-Display 비즈니스 모델은 디스플레이에 표시되
는컨텐츠의링크를모바일디바이스를가지고있는컨
텐츠 소비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디스플레이와 사람간의
연결완전성을구현하는모델이다.  이는기존의디스플
레이에 무선통신기술(e.g. RFID, Bluetooth, Zigbee)
을이용한추가적인시스템을설치함으로써구현가능하
다.  본 연구에서는 1) 디스플레이에 RFID 태그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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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단순 RFID 부착 U-Display의프로세스

URL
Server

URL
DB

URL
Metadata

Commerce 
Web site

Tag

0

1

2

5

6

3

4



디스플레이에서나오고있는주식투자관련프로그램
을 보고 있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이번 달의 주
식시세와투자요령에대한정보가나오고있었고이
에대하여좀더자세히알고싶었던태운은휴대폰을
꺼내디스플레이하단에있는태그를리딩하였다.  그
러자 휴대폰에 해당 컨텐츠의 링크가 수신되었고 추
후에도이링크로접속하여추가적인정보를얻을수
있었기에 링크를 저장한 후 서둘러 비행기에 탑승하
였다.  주식투자 프로그램이끝난후디스플레이에는
디지털 카메라 광고가 나오고 있었다.  평소에 이에
대한 구매 욕구가 있었던 소연은 단말기로 디스플레
이하단의태그를읽자해당제품에대한정보가담긴
URL이 소연의단말기로수신되었고이를통해자세
한정보를검색할수있었다. 

시나리오 2는 그림 2로 표현되며 그림의 숫자는 다
음의단계들로요약된다.  0) 컨텐츠표시 1) 컨텐츠및
URL 전송 2) URL 업데이터에 URL 전송 3) 태그에
URL 기록 4) 태그리딩 5) URL 전송 6) 웹사이트접
속.  0단계에서디스플레이에컨텐츠를표시하며 1단계
는URL DB를통하여URL을서버로전송하고이는 2
단계에서 디스플레이에 설치된 URL 업데이터에 별도
로저장된다.  3단계는컨텐츠가변경될때마다해당컨
텐츠의URL을태그에기록하는단계이다.  4단계는시
청자가 RFID 리더로 태그를 리딩하는과정이며 5단계
는 해당 컨텐츠의 URL을 사용자의 단말로 전송한다.
이를통해링크로접속하여해당제품의상거래가가능
하다.

이모델의경우컨텐츠의추가적인정보로의연결을

시나리오 1은 그림 1로 표현되며 그림의 숫자는 다
음의 단계들로 요약된다: 0) 컨텐츠 표시 1) RFID 태
그 리딩 2) 태그 스캔 시간 정보 전송 3) 해당 컨텐츠
검색 요청 4) 검색 응답 5) URL 전송 6) 웹사이트 접
속.  0단계에서는디스플레이에컨텐츠를표시한다.  1
단계는컨텐츠소비자가RFID 리더로태그를리딩하는
단계이다.  2단계는URL 서버로사용자가컨텐츠를스
캔한시간정보를전송한다.  3단계 및 4단계에서시간
정보를기반으로해당컨텐츠의 URL 검색을 요청하고
서버는 이에 응답한다.  사용자는 해당 컨텐츠의 URL
을자신의단말로수신한다.  수신한 URL을따라제품
의웹사이트로접속하여추가정보획득및상거래가가
능하다.

이 모델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U-Display 모델
중가장단순한구조를갖는다.  디스플레이가추가적으
로 갖추어야 할 시스템이 없으며 단순한 RFID 태그가
디스플레이에물리적으로부착되는구조를갖는다.  따
라서 본 모델은 디스플레이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개
발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므로 현재의 디스플레이 수
준에적용가능성이가장높다고판단된다.  하지만이러
한RFID 태그가물리적으로부착된디스플레이를사용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RFID 리딩이 가능한 휴대 단
말을사용해야한다. 

1.2.  URL 업데이터와통신하는RFID 태그가부착된
U-Display

•시나리오2
출장을 가기 위해 공항 대합실에서 기다리던 태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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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URL 정보를 디스플레이시청자에게전달하기위
하여 별도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크게 두가
지 방식을 가질 수 있는데 URL 업데이터와 채널 업데
이터가그것이다.

첫번째로 그림 2는 URL 업데이터가 디스플레이에
설치되는방식이다. 이를 위하여컨텐츠서버와데이터
베이스외에도 URL 서버와 데이터베이스가별도로구
축될필요가있다.  컨텐츠서버는디스플레이에컨텐츠
를표시하는역할을담당하고URL 서버는표시되고있
는컨텐츠에해당하는URL을URL 업데이터로전송하
는기능을한다.  서버로부터URL 정보를수신한URL
업데이터는 디스플레이에 부착되어 있는 태그에 현재
표시되고 있는 컨텐츠의 URL을 기록한다.  또한 디스
플레이의컨텐츠가다른컨텐츠로바뀌었을때이에해
당하는URL을다시즉시적으로태그에업데이트한다.

두번째는 디스플레이에 채널 업데이터가 설치되는
경우이다.  URL 업데이터가컨텐츠 URL을태그에기
록하는것과는달리채널업데이터는컨텐츠가어떤채
널에서 방송되고 있는지에 대한 채널 정보만을 태그에
기록한다.  이는 TV와 같이 다중채널을 가진 디스플레
이를고려하여설계한모델이다. 다중채널을가진디스
플레이의경우채널이변경되었을때변경된채널정보
를태그에기록해주어야한다.  채널업데이터는이러한
기능을수행하며사용자가디스플레이태그를리딩하였
을 경우 태그를 리딩한 시간 및 태그에 업데이트 되어
있는채널정보를기반으로관련된컨텐츠의링크를서
버에요청하게된다.

단순 RFID 태그가 부착되는 디스플레이(시나리오
1), URL 업데이터와 통신하는 디스플레이(시나리오
2)는 디스플레이에 RFID 태그가 부착되어 있다는 점
에서 공통점을 갖지만 컨텐츠 소비자에게 링크를 전달
하는구조는차이점을갖는다.  시나리오 1은기존디스
플레이에 어떠한 시스템상의 결합없이 물리적으로
RFID 태그설치를기반으로하지만시나리오2의경우
RFID 태그외에도 URL 업데이터또는채널업데이터
를 갖춰야 하므로 기존 디스플레이와의 결합도
(coupling)는시나리오 2가더욱긴밀한(Tight)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둘은 다중채널의 가능 여부에서 차이점을
갖는다.  시나리오 1은사용자가태그를리딩한시간정

보에만 의존하여 컨텐츠 데이터베이스에서 URL을 검
색하므로 디스플레이가 여러개의 채널을 가진 경우 어
떤채널의컨텐츠인지를구별하기가어려워다중채널을
가질수없다.  반면시나리오 2는컨텐츠의URL을가
지고 있는 URL 업데이터 또는 채널 정보를 즉시 기록
해주는 채널 업데이터가 복수 채널을 가능하게 한다.
URL 업데이터는디스플레이와의통신을통해채널정
보를 기록해주는 부가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채널 업데
이터는채널정보를디스플레이에설치되어있는RFID
태그에즉시기록하기때문이다.  따라서디스플레이시
청자가 RFID 태그를 리딩하였을 때 이미 태그에 업데
이트된채널또는URL 정보와태그리딩시간을기반
으로해당되는컨텐츠의 URL을 검색하고이를사용자
의모바일단말에전달한다. 

시나리오 2의모델은다중채널을가지는기차역, 공
항 대합실 등 대기공간의 TV에도 적용이 가능한 모델
이다. 시나리오 1과 2의 차이점을 표 1과 같이 정리하
였다. 

RFID 태그를 디스플레이에 활용한 연구의 예로
ETRI의 다이내믹 하이퍼링크 서비스(Dynamic
Hyper-link Service)는 디스플레이에서보여지고있는
비디오컨텐츠의추가적인정보및컨텐츠에관련된상
품을모바일RFID 시스템을통해디스플레이를시청하
고 있는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이다[5].  모바일
RFID 리더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가 TV, 대중교통 디
스플레이등에서광고를보고해당광고에대하여추가
적인정보를얻고싶은경우디스플레이에부착되어있
는RFID 태그를읽게된다.  이 때태그생성자는서버
로부터 현재 디스플레이에 표시되고 있는 컨텐츠에 관
한 RFID 태그정보를얻어이를태그에기록하고사용
자가가지고있는모바일디바이스로컨텐츠의추가정
보를 전송한다.  이와 유사한 기술을 가진 브이케이 모
바일(VK Mobile)은 컨텐츠 제공자가 의뢰한 컨텐츠를
디스플레이에 시각적으로 디스플레이함과 동시에 컨텐
츠와 동기된 내용을 태그에 기록하여 디스플레이 시청
자가태그를리딩하였을때컨텐츠의추가정보를제공
한다[6].  UBridge(http://ubridge.co.kr)는 RFID 와
블루투스(Bluetooth) 통신을 기반으로 광고 컨텐츠의
링크를사용자에게제공하는디스플레이를개발하였다.
이는 지하철디스플레이, 택시내 설치되어광고주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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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시나리오 1과 2의비교

시나리오1: 단순RFID 태그가부착되는디스플레이

시나리오2: URL 업데이터와통신하는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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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한 광고를 제공하고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는
원하는광고정보를그자리에서휴대폰으로받을수있
으며이를통해상거래가가능하다. 

시나리오 1과 2에서 제안한 두 모델은 디스플레이
를 시청하는 사용자가 RFID 리더가 가능한 모바일 단
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정으로 하였다.  그러나 현
재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모바일 단말에 RFID 리더가
내장되어있지않은상황에서디스플레이는RFID 리더
를 가질 수 있다.  즉 디스플레이에 RFID 리더가 설치
되고 디스플레이 시청자가가 태그를 가지고 있어 태그
를직접디스플레이에인식시키는구조, 또는 디스플레
이가 RFID 리더와 태그를 모두 구비하여 디스플레이
시청자가 모바일 단말의 추가적인 기능을 설치할 필요
없이이를사용할수있는 구조가될수있다.  서비스
제공자가 RFID 리더 및 태그를 모두 제공하는 예로
SK telecom의‘맥도날드의 터치 오더 서비스’를 살펴
볼수있다[7].  이서비스는고객이휴대전화를이용하
여 음식 주문을 가능케 한 시스템이다.  맥도날드 터치
오더 서비스는 매장에 비치된 탈착형 RFID 리더를 휴
대폰에장착하고RFID 태그가부착된게시판으로리딩
하면 이를 통해 고객은 기존과 같이 줄을 서지 않아도
게시판 혹은 테이블에서 원하는 메뉴의 RFID 태그를
터치하여주문할수있다. 

이처럼 사용자의휴대단말에 RFID 리더가내장되
어있지않은상황에서디스플레이또한디스플레이설
치장소에따라 RFID 리더와태그를함께구비할가능
성이 있다.  SK telecom은 택시에 디스플레이를 설치
하고 RFID 기반의 택시내 모바일 상거래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였는데 이는 승객이 택시에 머무

르는 동안 Mobile RFID를 통해 디스플레이에서 표시
되는컨텐츠를직접구매할수있도록하는상거래모델
이다[8]. RFID 리더의보급이충분히이루어지지않은
상황에서택시내디스플레이와함께탈착형RFID 리더
를구비한다면비교적좁은장소이며짧은시간동안머
무르는택시라는공간안에서사용자들이서비스를이용
하게유도할수있을것이다.

1.3.  RFID 리더가부착된U-Display 

RFID 기반U-Display는디스플레이에RFID 태그
를부착또는디스플레이에RFID 리더를설치함으로써
구현가능하다.  본 장에서 제안하는 U-Display는 디스
플레이에 RFID 리더가 설치되어 있으며 디스플레이를
시청하는자는RFID 태그를가지고있다.  RFID 태그에
는 사용자의 ID(e.g.휴대폰 번호) 정보가 기록되어 있고
이를통해컨텐츠의추가적인정보를수신할수있다.

•시나리오3
정인은 서울역 대합실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중 대합
실에 있는 디스플레이에서 표시되고 있는 노트북 광
고를 보게 되었다.  마침 노트북을 다시 사려고 관심
있게지켜보았던정인은자신의핸드폰번호가저장
된태그를디스플레이에부착되어있던RFID 리더에
인식시켰다.  그러자 잠시후에디스플레이에설치되
어 있던 리더에 정인의 ID 정보가 인식된 시간에 해
당하는노트북의링크가휴대폰으로수신되었고해당
링크로접속하자노트북정보를자세히볼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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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3은 그림 3으로 표현되며 그림의 숫자는
다음의 단계들로 요약된다.  0) 컨텐츠 표시 1) RFID
태그인식시킴 2) URL 서버로태그정보전송 3) 해당
컨텐츠 검색 요청 4) 검색 응답 5) URL 전송 6) 웹사
이트 전송.  0단계는 디스플레이에 컨텐츠를 표시하는
단계, 1단계는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RFID 태그를 디
스플레이에 설치되어 있는 리더에 인식시키는 단계이
다.  이렇게태그를통해사용자의 ID 정보가리더에인
식되고이때 RFID 리더는태그를인식한시간에해당
되는컨텐츠정보검색을요청하며서버는이에응답한
다.  5단계는사용자가자신의단말로컨텐츠의추가적
인정보를수신하는단계이다.

시나리오 3의 모델은 RFID 리더가 디스플레이에
설치되는 모델이다.  RFID 리더는 디스플레이 시청자
의태그에담겨있는고유정보를리딩한다.  또한디스
플레이와의 통신을 통해 현재 디스플레이에 표시되고
있는컨텐츠가어떤컨텐츠인지에대한정보를갖는다.
이들은디스플레이와RFID 리더시스템간의통신기능
이 추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므로 두 디바이스가 긴밀
히 결합해야 하는 점 그리고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가
어려운점등에서높은비용을초래할수있다.  이는사
업자에게본사업을수행하는데있어부담을주는요소
로작용할가능성이있지만현재다양한방식을통해사
람들이 RFID 태그를 사용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학습경
험이있는것은이러한한계점을극복하는긍정적요소
로작용할수있다.

이에 대한 예로 현재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교통카
드 결제 시스템인 T-money, 3G 휴대단말에 내장되어
있는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등 사용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RFID 태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은 본 모델과 같이 사업자들에게 새로
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표적인 예로 교
통요금결제시스템인T-money 서비스를살펴볼수있
다.  이 서비스의 사용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가지고
있는 RFID 태그를 교통비 결제 수단으로써 버스나 지
하철에구비된리더기에터치하게된다.  이는사용자들
에게이미RFID 효용성및이에대한학습경험을유발
시킨다.  따라서 현재 모바일 단말 사용자들은 태그를
리더에 인식시키는 행위에 대한 경험이 높다.  이는 시
나리오 3에서 제안하는 RFID 리더를 갖는 디스플레이
모델설계의필요성에중요한동인이된다.

기존의 디스플레이에 RFID 리더가 부착되어 있는
예로 지하철역내에 구비되어 있는 디스플레이가 있다.
이는판도라 TV의 UCC 동영상이나오는 LCD부와지
하철역 주변 정보 및 노선도를 볼 수 있는 키오스크
(Kiosk)로 구성되어 있다.  디스플레이와 함께 구비되
어있는 RFID 리더는 교통카드인 T-money의 잔액 확
인 기능을 갖는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시나리오 3의
RFID 리더가설치되는U-Display 비즈니스모델을응
용해 본다면, LCD부에서 나오고 있는 UCC 동영상의

링크와 키오스크를 통해 검색한 지하철역 주변 정보의
검색 결과를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모바일
단말에전송할수있다. 

RFID 리더를이용한다른예로는택시에T-money
리더가 설치되어 있어 택시요금을 T-money로 결제할
수있는시스템, 자동판매기를통한물품구매시현금으
로 결제하는 방법 대신 T-money를 이용한 소액 결제,
편의점에서의 T-money를 이용한 결제 등이 있다.  이
들은 모두 RFID 리더가 특정 공간에 결제 수단으로써
사용되는공통점을갖는다. 

2.  PAN(Personal Area Networking) 기반U-Display
비즈니스모델

U-Display는 RFID 기술 외에도 10m 내의 개인
간의 통신을 뜻하는 PAN(Personal Area
Networking) 모듈을 통해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컨
텐츠의 링크를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본 장에서
는PAN 기반의U-Display 모델을시나리오및프로세
스를통해구체화한다.  

•시나리오4
퇴근후집으로가던중선정은길옆에비치되어있
던 디스플레이에 제이슨 므라즈의 내한공연 광고가
나오는 것을 보았다.  선정은 자신의 모바일 단말로
PAN 모듈을 로딩시키자 단말기에서 디스플레이를
인식하였고해당디스플레이에표시되고있는컨텐츠
의 링크가 휴대폰 화면에 수신되었다.  해당 링크로
접속하자공연장소, 날짜, 예매현황등에대한정보
를자세히볼수있었다. 

시나리오 4는 그림 4로 표현되며 그림의 숫자는 다
음의 단계들로 요약된다. 0) 컨텐츠 표시 1) 블루투스
통신으로 디스플레이 인식 2) 컨텐츠 정보 요청 3-1)
해당 컨텐츠 검색 요청 3-2) 검색 응답 4) URL 전송.
시나리오 4는 PAN을 기반으로 디스플레이 컨텐츠의
링크를 단말기로 수신하는 시나리오이다.  그림 4의 0
단계는 디스플레이의 컨텐츠를 표시하는 단계이며 1단
계에서 컨텐츠 소비자가 디스플레이를 보고 단말의
PAN 모듈을 이용하여 디스플레이를 인식힌다.  2단계
에서 서버로 정보를 요청하며 3-1 및 3-2를 통해 해당
컨텐츠를검색하고이를서버로전송한다.  4단계는컨
텐츠의URL을수신하는단계이다.

PAN(Persoanl Area Networking)은 10m내의 개인
영역에위치한디바이스간의상호통신을말한다. 이를활
용한 예로 Zigbee 통신을 기반으로 구현한 U-디스플레이
와U-Speaker 모델은Ubicomp 2008 데모에서시연되었
다[9].  이들은디스플레이에서표시되고있는컨텐츠, 공
간에 설치되어있는스피커에서나오고있는음악컨텐츠
의정보를 Zigbee 통신이 가능한사용자의단말을통하여



264 Telecommunications Review·제19권2호·2009년4월

관련된정보를수신할수있는모델이다(그림5 참조).  이
외에도 RFID 태그 기반의 U-Referral Marketing[10],
U-Comparison Shopping[11]이함께시연되었다. 

미국 및 유럽 지역에서는 버스정류장 및 도로 주변
에서블루투스통신을기반으로광고하는디스플레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블루캐스팅(http://bluecasting.
com)은 블루투스통신가능한휴대폰이블루캐스팅서
버에들어오면이를인식하여해당휴대폰의유저의프
로파일에근거하여어떤컨텐츠를선호하는지판단하여
관련성이깊은컨텐츠를단말기에전송한다.  블루캐스
팅유저는미리자신의관심키워드와기본정보를프로
파일로 작성해놓고 이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유저의 관
심사가 높은 광고를 블루투스 모듈을 이용하여 유저에
게 전송한다.  또한 이러한 컨텐츠 정보를 전송함과 동
시에 상거래가 가능한 링크도 전달하게 되는데 이 때,

해당 제품에 대한 할인쿠폰도 같이 전송함으로써 즉각
적인 상거래 유발을 촉진시킨다.  이와 유사한 예로 하
이퍼태그(http://hypertag.com)는 옥외광고물에 태그
를부착하여블루투스또는적외선통신이가능한휴대
폰이광고물주변을지나갈경우수신여부확인메시지
와함께광고컨텐츠에대한자세한정보가단말에전송
되는형태이다.

3. 모바일식별번호기반U-Display 비즈니스모델

U-Display는 무선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이를
위해 기존의 디스플레이와 모바일 단말의 추가적인 기
능설치를통하여구현할수있다.  그러나현재모바일
단말의 수준이나 인프라의 상황을 고려했을때 실제 구
현 및 상용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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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이러한한계점을극복하기위하여본장에서는현
재이동통신사업자들이제공하고있는모바일식별번
호기반의U-Display 모델을제안한다.  이는디스플레
이에 설치되어 있는 디스플레이 고유의 ID를 기반으로
모바일인터넷에접속하여디스플레이에표시되고있는
컨텐츠의추가적인정보를수신하는모델이다. 

•시나리오5
현석은지하철을타고학교를가던중지하철내부에
설치된 디스플레이에 평소에 즐겨 보던 드라마가 나
오고있는것을보았다. 마침 지난 14회를 보지못했
던 현석은 해당 컨텐츠를 자신의 단말기로 다운받아
편하게 보고 싶었다.  그래서‘* *’버튼과 디스플레이
하단에적혀있는고유ID‘1101’을누른후접속하자
해당 컨텐츠의 정보와 함께‘다운로드하시겠습니
까?’라는 메시지가 화면에 출력되었다.  현석은‘확
인’을 누른 후 컨텐츠를 단말기에 다운로드하였다.
다운로드후에핸드폰의화면에는‘다른컨텐츠다운
받기’라는링크가있었으며이링크로접속하자해당
디스플레이에서방송되는컨텐츠의모든목록이표시
되었고, 현석은 다음 회인 15회를 다운받을 수 있었
다. 

시나리오 5는 그림 6으로 표현되며 그림의 숫자는
다음의단계들로요약된다.  1) 컨텐츠 표시 2) 컨텐츠
추가 정보 전송 3) Display ID를 통한 접속. 그림 6의
1단계는 디스플레이에 컨텐츠를 표시하는 단계 2단계
는컨텐츠의추가정보를이동통신사에전송하는단계,
3단계는 디스플레이 시청자가 디스플레이를 보고 디스
플레이에부착되어있는고유 ID를누르고접속하는단

계이다. 화면에는해당디스플레이에서나오고있는컨
텐츠 자체 또는 컨텐츠의 링크를 표시해주고 디스플레
이시청자는이를다운로드할수있다.  현재지하철열
차내디스플레이가설치되어있으며‘**OO OO(숫자)’
를누르고무선인터넷으로접속하면해당디스플레이에
서표시되는컨텐츠의추가정보를획득할수있다.

시나리오 5의모델은본연구에서제안한여러모델
중기존의디스플레이및모바일단말이추가기능을갖
을 필요없이 가장 빠르게 구현가능한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사용자들이 컨텐츠의 링크로 접속하기 위하여
디스플레이내에서정보를찾아야하고링크를얻기위한
정보를다시입력해야하는등의추가적인행동이수반되
므로정보의연결완전성이낮은것으로판단된다. 

이처럼 모바일 식별 번호를 활용한 서비스에 대한
예로‘NATE 방송음악찾기’서비스를들수있다.  이
서비스는 라디오나 TV를 보다가 좋은 음악을 듣게 되
었는데 이 곡에 대한 정보를 모를 경우 휴대폰으로
‘**8585’를 누르고 NATE로 접속하면해당방송채널
에서 나왔던 곡 정보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
고있는뮤레카(http://mureka.co.kr)는 음악인식기
술을 기반으로 라디오, TV, 케이블 TV 등에서 5초~8
초 이상재생된음악에대하여시스템이자동으로음원
을인식하여실시간으로노래제목을알려주며광고음
악이나화면속의배경음악의인식도가능하다.  이와유
사한사례로‘내손안의TV’라는슬로건으로휴대폰을
통해 위성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기능을제공하는 TU 미디어는휴대폰에서시청하고있
는 컨텐츠와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TU의 음악 방송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재생되고 있
는음악이추가적인정보를가지고있다는것을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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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화면에 표시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알리고 사용자
가모바일인터넷에접속할경우해당곡벨소리다운받
기, 컬러링설정, 아티스트정보등컨텐츠와관련된다
양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4.  전체시나리오비교및분석

본 연구에서는 다섯가지의 U-Display 비즈니스 모
델대안을제안하고있다.  이들을디스플레이에추가적
으로설치되어야하는기능, 디스플레이추가기능의실
현성, 기존 디스플레이와의 결합도(coupling), 복수 채
널지원여부, 모바일단말에추가적으로설치되어야하
는기능, 모바일단말추가기능의실현성, 모바일단말
과 디스플레이 단말의 실현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실현가능순위를기준으로전체시나리오를비교및분
석하였다. 또한이미연구되고있는관련사례를살펴보
았으며이를다음표2와같이정리하였다. 

①번기준인디스플레이에추가필요기능의관점에
서 보면 시나리오 1과 5가 시나리오 2~4 보다 실현가
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시나리오 1과 5는 기존의

디스플레이에 추가 필요한 기능이 없으므로 가장 빠르
게 확장 가능하다고 추론할 수 있다.  반면 시나리오 3
과 4는RFID 리더시스템또는PAN 통신이가능한시
스템이 구비되어야 하고 시나리오 2의 경우 새로운 시
스템인 URL 업데이터가 추가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따라서이들은시나리오 1과 5에비하여추가적으로설
치되어야하는디스플레이기능이많으므로상대적으로
실현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추론을 통
해디스플레이기능추가실현성관점에서각대안에점
수를②번행에부여하였다.

③번기준인모바일단말관점에서기술실현가능성
을 살펴보면 시나리오 3과 5가 시나리오 1, 2, 4보다
그실현가능성이높다.  시나리오 3과 5의 경우모바일
단말에새로운기능을넣을필요가없기때문에다른모
델에 비하여 빠르게 확산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시나
리오 1과 2의 경우 현재 휴대 단말에 RFID 리더의 보
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시나리오 4의 경우
PAN 통신이사용자의모바일단말과쉽게결합되기어
려운점으로보아상대적으로더디게진행될것으로판
단된다. 이와 같은 추론을 통해 모바일 단말 기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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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1: 단순RFID 태그부착

시나리오2: URL 업데이터와통신하는RFID 태그부착

시나리오3: RFID 리더부착

시나리오4: PAN(Personal Area Networking) 기반

시나리오5: 모바일식별번호기반

시나리오4

PAN 모듈

2

PAN 모듈

2

4

가능

단말이용하여
링크검색

(디스플레이에
접근필요는

없음)

•Bluecasting

•Hypertag

시나리오5

Display ID 
부여필요

1

추가필요
기능없음

1

2

불가능

단말에부여된
번호를인식하여
단말기에입력

•TU 모바일
인터넷

연결서비스

•NATE 방송
음악서비스

시나리오
분석기준

①디스플레이에추가필요기능

②디스플레이기능추가실현성
(1: 상대적으로높다, 3: 상대적으로낮다)

③모바일단말에추가필요기능

④모바일단말기능추가
실현성(1: 상대적으로높다, 

3: 상대적으로낮다)

⑤기술적실현가능성(②+④)
(1: 상대적으로빠르게실현가능하다, 
5: 상대적으로느리게실현가능하다.)

⑥다중채널지원여부

⑦링크를얻기위한사용자행동

관련사례

시나리오3

RFID 리더

2

추가필요
기능없음

1

3

가능

디스플에이에
직접태그를

터치

•T-money
display

시나리오2

RFID 태그및
URL 업데이터

2

RFID 리더

2

4

가능

근접거리에서
태그를인식

•ETRI
dynamic
hyper-link
services,

•VK mobile
•UBridge 

시나리오1

추가필요
기능없음

1

RFID 리더

2

3

불가능

근접거리에서
태그를인식

N/A

표 2.  전체시나리오비교표



관심 동영상이 나오고 있는 디스플레이에 직접 접촉을
해야 하는 모델은 시나리오 3이고 가장 먼 디스플레이
와도 상호작용이 가능한 모델은 시나리오 4이며 그 중
간은시나리오 2이다.  시나리오 4의경우사용자와디
스플레이의거리가최대 50미터 정도의상황에서도링
크의 획득이 가능하다면 시나리오 2와 3의 경우는 일
반적으로최대3미터이내의거리에놓여있는디스플레
이의 컨텐츠를 확인하고 링크를 얻기위해 사용자가 디
스플레이로이동해야한다.  시나리오 2의경우디스플
레이와의거리가 1미터 이내로 이동하여디스플레이에
붙어있는 태그를 인식하는 형태가 될 것이고 시나리오
3의경우는직접디스플레이에붙어있는리더기를접촉
하는형태가될것인데이렇게사용자행동의관점에서
분석한다면원거리디스플레이를위해서는시나리오 4
의형태가사용되고시나리오2와 3의경우는사용자와
매우가까이놓여있는디스플레이(예를들면, 택시 안)
의경우에만제한적으로사용될수있다.

III. 비즈니스모델분석및평가사례: 
시나리오1을중심으로

본 장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다섯개의 시나리오 중
시나리오 1을 하나의 사례로 하여 그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앞서 설명한 시나리오들은 기술적
인 구조나 그 기술적인 구조에 따른 비용 구조에 있어
상이하지만 그 비즈니스 모델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의
구성이나 역할, 제동되는 가치와 수익의 배분 방식 등
에서는 본질적인차이가크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시나리오1을중심으로비즈니스모델을분석하고
평가하는것을시도하고자한다. 

1.  U-Display 비즈니스모델의기본구조

U-Display 비즈니스모델의기본적인구조는그림
7과 같으며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U-
Display사의시스템에참여: 1-1) 디스플레이등록 1-
2) U-Display 웹에 접속 및 결제 2) 정보 제공: 2-1)
디스플레이 사용 가능 알림 2-2) 컨텐츠 정보 제공 3)
인프라설치및컨텐츠관리: 3-1)태그설치 3-2) 컨텐
츠 전송 3-3) 컨텐츠 표시 4) 태그 리딩 5) 정보 요청
6) URL 검색: 6-1) 검색 요청 6-2) 검색 응답 7)
URL 수신 8) 광고주웹페이지접속9) 인센티브지급:
9-1) U-Display사에게 인센티브 지급 9-2) 디스플레
이소유자에게인센티브지급. 그림 7의 1단계는본비
즈니스모델의주체들이참여하는단계이다.  디스플레
이 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디스플레이를 U-
Display사의웹에등록한다.  광고주는U-Display사의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컨텐츠를 전송함으로써 광고를

실현성관점에서각대안에점수를④번행에부여하였
다.  표 2의 관련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나리오 5
는 2009년 현재 이미 현실에서 서비스되는 사례가 있
다. 그러나시나리오 5는 연결완전성관점에서는가장
열등한모델이므로진정한U-Display 비즈니스모델이
라보기는어렵다. 

이제 분석기준 ②(디스플레이의 기능 추가 실현성)
와 ④(모바일 단말기능추가실현성)의 값을 더함으로
써(⑤번 행에 표시)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수있다.  이 값이작을수록상대적으로빠르
게실현가능한것을뜻하며, 클수록 상대적으로느리게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나리오 5는‘2’의값의도출되었고시나리오 1
과 3은‘3’, 시나리오 2와 4는‘4’의 값을 갖는다.  이
를 해석하면 모바일 식별 번호를 기반으로 하는 U-
Display가 가장 먼저 실현될 가능성이 높으며(시나리
오 5) 다음으로는 단순 RFID 태그 부착(시나리오 1)
및 RFID 리더를갖는모델(시나리오 3)이그다음으로
는, RFID 태그및URL 업데이터가설치되는디스플레
이(시나리오 2) 및 PAN 모듈을 갖는 디스플레이(시나
리오4)의순으로실현성의순위를판단해볼수있다. 

그러나기술적실현가능성이높은대안이가장우수
한 대안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앞문단의분석에서가장실현가능성이높은것으로분
석된 시나리오 5는 분석기준 ⑥인 다중채널 지원 여부
라는관점에서보면열등한대안이된다. 공공장소나개
인적 장소에 설치된 디스플레이가 하나의 채널만 지원
한다면 그 사용성이 그리 높지 않을 것이다.  시나리오
1도역시다중채널지원이불가능하므로단일채널디스
플레이에만 사용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다중채널을 지원하지 못하는 시나리오들을 제외하
면 시나리오 2~4가 남게 되는데 이들 중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가장높은것은표2의⑤번행에계산된값에
의하면시나리오 3이된다.  시나리오 3과나머지두시
나리오인 2, 4와의본질적인차이는시나리오 3의경우
모바일단말에추가필요기능이없다는것이다.  즉, 시
나리오 3의경우현재의단말에 RFID 리더나 PAN 모
듈이나NFC 모듈등이장착될필요가없이디스플레이
에 RFID 리더가 결합되면 가능한 모델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적 실현가능성이 시나리오 2, 4에 비해서 높아
진다고분석되는것이다. 

그러나 디스플레이가 리더를 가지고 사용자가
RFID 태그를가지는시나리오3의문제점중의하나는
사용자가 디스플레이에서 관심있는 컨텐츠를 발견하고
그컨텐츠의링크를얻기위해서는자신이직접자신의
태그를 디스플레이에 접촉(touch)시켜야 한다는 점이
다.  시나리오 각각에서 링크를 얻기 위한 사용자 행동
은 표 2의 ⑦번 행에 간단히 정리되어 있다.  다중채널
을 지원하는 시나리오 2~4만을 비교한다면 사용자가

I차세대IPTV: 모바일단말과연동하는IPTV 시대의U-디스플레이비즈니스모델설계 267



268 Telecommunications Review·제19권2호·2009년4월

의뢰하며광고가능한디스플레이정보를검색한다.  2
단계는 각 참여주체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로 디스
플레이 사용 가능 여부를 광고주에게 알리고 디스플레
이소유자에게광고주가의뢰한컨텐츠및관련정보를
제공한다.  3단계는U-Display사가디스플레이에태그
를 설치하고 컨텐츠를 서버로 전송하여 이를 표시하는
단계이다.  4단계는리더를가지고있는사용자가디스
플레이의태그를리딩하는단계이며이를통해해당컨
텐츠에대한정보를요청한다.  6단계에서태그를리딩
한시간정보에기반하여컨텐츠를검색하고이를사용
자에게 전송한다.  URL을 수신한 사용자는 광고주 웹
으로즉시접속가능하며상거래가발생하였을경우, 광
고주는 U-Display와 디스플레이 소유자에게 인센티브
를분배한다.

2.  U-Display 비즈니스모델사업참여자들의역할과
잠재적이익

Timmers는 비즈니스 모델을 1) 어떤 사업에 참여
하는 참여자들의 역할과 그들간의 가치 흐름 구조 2)
참여자들이얻는잠재적이익 3) 사업주도자가얻을수
익의 원천이라고 정의했다[12].  U-Display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 사업참여자는 U-Display사, 디스플레이
소유자, 광고주(컨텐츠 생성자), 사용자(컨텐츠 소비

자)가 있다.  U-Display사는 본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들은 디스플레이에 태그 및
추가적인인프라를설치하고컨텐츠소비자에게디스플
레이에표시되는컨텐츠자체또는컨텐츠링크를제공
이가능한시스템을구현한다.  또한광고주들이의뢰하
는광고에가장적합한디스플레이정보를제공하고, 광
고를 리딩한 컨텐츠 소비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디스플레이소유자는컨텐츠제공자의컨텐츠를
자신의 공간에 표시하며 이를 통해 디스플레이 사용에
대한수익을취한다.  컨텐츠소비자는컨텐츠의링크를
단말로수신하여관련컨텐츠를즉시소비할수있고이
들은 추후 광고주의 잠재고객이 된다.  이는 표 3과 같
이정리해볼수있다.

3.  Tag Evaluation 모델관점에서의U-Display 
비즈니스모델평가

본 연구에서 제안한 비즈니스 모델 대안 중 RFID
기반의 U-Display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는 그 경제성
을 Tag Evaluation Model을통해평가할수있다.  이
장에서는 RFID 태그가 디스플레이에 부착되는 모델을
통해RFID 태그의경제성분석사례를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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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Tag Evaluation 모델

어떤공간에RFID 태그가없다는것은해당공간을
소유한사람이RFID 태그를활용하여얻게되는이익이
비용보다크지않을것이라고여기기때문이다.  따라서
RFID 기술에기반한비즈니스가수행됨에있어수반되
는모든비용과수익을단일 RFID 태그단위로환산하
여평가할필요가있는데비용과수익을 RFID 태그단
위로환산하여비즈니스모델및서비스의경제적가치
를 평가하는 것을 Tag Evaluation 모델이라고 한다
[13].  Tag Evaluation 모델을 통해 모바일 RFID 기
반의 비즈니스 모델 혹은 서비스를 기획, 설계시 사업
실현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리적
공간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도 자신의 공간에 모바
일RFID 기반비즈니스모델, 서비스수용채택에대한
판단을돕는도구로사용할수있다. 

RFID 태그의 수익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RFID
태그를비즈니스에활용함에따라얻을수있는가치뿐
만 아니라 RFID 태그가 사용되기까지 소요될 총 비용
을 감안해야 한다.  즉 RFID 태그의 수익성(TP: Tag
Profitability)은 RFID 태그의생애가치(LV: Lifetime
Value)에서 생애비용(LC: Lifetime Cost)을 차감한
것이라고할수있다.  TP가 최소 0 이상이어야 RFID
를 기반으로하는비즈니스모델이채택될가능성이있
다고할수있다.

TP=LV-LC (1)

RFID 태그를 활용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가치는
RFID 태그가소모되기전까지스캔되는총횟수(LSF:

Lifetime Scanning Frequency)와 RFID 태그가 스캔
될때마다발생되는가치(VPS: Value Per Scanning)
에 의해좌우된다고할수있다.  이를수식으로나타내
면수식2와같이표현할수있다.

LV=VPS×LSF (2)

VPS는 어떤 RFID 태그가 한번 스캔될 때마다 얼
마만큼의 가치를 창출하느냐에 대한 것으로서 이는 특
정 RFID 태그가스캔된이후경제적행동이발생할확
률과그러한행동이발생할경우얻게되는이익에의해
결정된다. 

VPS=Ap×P

Ap=스캔후행동확률, P=행동당수익 (3)

어떤RFID 태그가스캔될확률과태그수명을곱하
면태그수명기간동안총스캔되는횟수산출이가능하
다. 따라서LSF는수식(4)와같이표현할수있다.

LSF=Sp×Lt

Sp=스캔확률, Lt=태그수명 (4)

결국 LV는 스캔 확률, 스캔 후 행동 확률, 행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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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및제공가치

•디스플레이인프라설치

•광고주시스템설계및제공

•광고노출효과분석및제공

•디스플레이에표시되는컨텐츠링크제공

•컨텐츠소비자에게정보의연속성제공

•디스플레이등록

•디스플레이에컨텐츠표시

•컨텐츠를표시할수있는공간제공

•컨텐츠제공

•소비자에게상거래연계서비스제공

•컨텐츠링크를단말로수신

•컨텐츠추가정보획득및상거래

•상거래유발또는잠재구매자

인센티브

•디스플레이제공자와컨텐츠제공자를
중개함에대한수수료

•광고공간제공을통한디스플레이사용료

•상거래발생시이에대한인센티브

•링크를통해컨텐츠노출및상거래연결을
통한수익

•컨텐츠링크를통한즉각적인추가정보획득

사업참여주체

U-Display사

디스플레이소유자

컨텐츠제공자(광고주)

컨텐츠소비자

표 3.  사업참여자들의역할과잠재적이익



수익, 태그 수명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수식
(2)는수식 (5)와같이표현할수있다.

LV=Sp×Ap×P×Lt (5)

RFID 태그가경제적으로이용되기까지는RFID 태
그 구입비용과서버와같은시스템구축비용그리고이
들에대한운영비용이소요된다.  각각의항목은비즈니
스모델에따라구체적인표현이조금씩달라지게되지
만 RFID 태그의 LC(Lifetime Cost)는 크게 RFID 태
그비용, 서버구축비용, 시스템운영비용으로 구성된다.
RFID 태그비용은 각 RFID 태그의 가격을 의미한다.
서버비용은물리적서버및소프트웨어등백엔드시스
템을구축하는모든비용을포괄하는개념으로이역시

전체 구축비용을 RFID 태그의 개수로 나누어 RFID
태그당서버비용을사용한다.  운영비용은구축한시스
템을 유지, 보수 및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
을포괄하며인건비를포함한다.  이역시도전체운영비
용을 RFID 태그의 개수로 나누어 RFID 태그당 운영
비용을사용한다.

LC=TC+SC+OC

TC=태그비용, SC=서버비용, OC=운영비용 (6)

3.2.  Tag Evaluation 모델관점에서의평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U-Display 비즈니스 모델의
평가를위하여제안한모델중기존디스플레이와의결
합도가 가장 느슨하고 현실에서 가장 빠르게 구현가능
한RFID 태그기반의디스플레이시나리오를기반으로
평가한다.  현재지하철열차내설치되어있는디스플레
이는본논문에서제시한시나리오 5와같이모바일무
선인터넷을통해디스플레이를시청하는승객들에게컨
텐츠의추가적인정보를제공하고있는상황이다.  하지
만추가정보를얻기위하여디스플레이에표시되는숫
자와 무선인터넷 버튼을 눌러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
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
하기위하여시나리오 5에서 디스플레이에 RFID 태그
를 부착한 U-Display 모델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Tag Evaluation 모델을통하여평가될수있으며이에
대한평가및분석을단순화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내
용을가정하였다.

①지하철총노선개수: 10개
②하나의열차: 10량으로구성되어있음
③디스플레이수: 2개 / 1량
④노선당동시운행열차객수: 30대
⑤ 디스플레이 사용시간: 1080분(18시간*60분
=1,080분)

⑥컨텐츠중광고비율: 20%
⑦광고의평균길이: 0.5분
⑧광고노출당스캔확률: 5%
⑨스캔후행동발생확률: 5%
⑩스캔당광고비용: 100원
⑪행동발생당평균수수료: 1,000원
⑫상세정보노출스캔당광고비용: 100원
⑬행동발생당평균수수료: 1,000원
⑭표4참조

따라서이와같은가정을통해 U-Display 비즈니스모
델의 비용 구조(표 5 참조) 및 수익 구조(표 6 참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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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비용/Tag

설치시간/Tag

설치인건비/1min

태그수명

연간태그불량및훼손비율

2,000원

10분

400원

1년

10%

표 4.  RFID Tag에대한가정

RFID tag

항목

태그부착개수

태그제작비용

태그부착비용

유니크한광고개수

컨텐츠서버제작및
유지비용

광고탐색및URL 추적
서버구축및유지비용

내용

6,600(개)

14,520,000(원)

26,400,000(원)

432(개)

432,000,000(원)

108,000,000(원)

ⓐ

ⓑ

ⓒ

ⓓ

ⓔ

ⓕ

표 5.  비용구조결과값 (단위: / year )

항목

광고방영시간

광고횟수

스캔횟수

행동발생횟수

광고수익

수수료수익

총광고/상거래연결수익

내용

216(분)

432(회)

21.6(회)

1.08(회)

2,160(원)

1,080(원)

3,240(원)

ⓐ

ⓑ

ⓒ

ⓓ

ⓔ

ⓕ

ⓖ

표 6.  수익구조결과값 (단위:/One display for a day)



도출할수있다.
표 5의 계산 과정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도출할 수

있다.

ⓐ연간태그부착개수=6,600개
[총디스플레이수(6000개)+6,000*(1+불량및훼
손비율(0.1))]

ⓑ연간태그제작비용=14,520,000원
[태그당 제작 비용(2,000원)*연간 태그 부착 개수
(6,600개) * (1+연간태그불량훼손비율(0.1))]

ⓒ연간태그부착비용=26,400,000원
[연간 태그 부착 개수(6,600개)*태그당 부착 시간
(10분)*1분당인건비(400원)]

ⓓ연간유니크한광고개수=432개
[디스플레이당하루유니크한광고개수(36개)*광고
평균수명(1달)*12개월]
→디스플레이당하루유니크한광고개수=36개
[디스플레이당하루광고횟수(432회)/디스플레이당
하루광고반복횟수(12회)]

ⓔ연간컨텐츠서버제작및유지비용=432,000,000원
[연간유니크한광고개수(432개)*광고컨텐츠서버
제작및유지비용(1,000,000)]

ⓕ 연간광고탐색및URL 추천서버구축및유지비용
=108,000,000원
[연간 유니크한 광고 개수(432개)*광고당 스캔시간
에방영한광고탐색및 URL 추천 서버 구축및유
지비용(250,000)]

따라서연간총운영비용은다음과같이도출된다.

연간 태그 제작비용(ⓑ)+연간 태그 부착 비용
(ⓒ)+연간 컨텐츠 서버 제작 및 유지비용(ⓔ)+연간
광고탐색및URL 추천서버구축및유지비(ⓕ)

이를 계산하면, 580,920,000 원이 된다.  이를 수
식 (6)에 대입해보면U-Display 비즈니스모델에서각
태그당LC는 96,820원인것으로분석된다.

LC=580,920,000원/6,000개=96,820원

표 6의 계산과정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도출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당하루광고방영시간=216분
[디스플레이 사용시간(1,080분)*컨텐츠 광고 비율
(0.2)]

ⓑ디스플레이당하루광고횟수=432회
[디스플레이당 하루 광고 방영시간(216분)/광고의

평균길이(0.5)
ⓒ디스플레이당하루스캔횟수=21.6회
[광고노출당 스캔 횟수(Sp=0.05)*디스플레이당 하
루광고횟수(432회)]

ⓓ디스플레이당하루행동발생횟수= 1.08회
[디스플레이당하루스캔횟수(21.6회)*스캔후행동
발생확률(Ap=0.05)]

ⓔ디스플레이당하루광고수익=2,160원
[디스플레이당하루스캔횟수(21.6회)*스캔당광고
비용(100원)]

ⓕ디스플레이당하루수수료수익=1,080 원
[행동 발생당 평균 수수료(1,000원)*디스플레이당
하루행동발생횟수(1.08회)]

ⓖ 디스플레이당 하루 총 광고/상거래 연결 수익
=3,240원
[디스플레이당하루광고수익(2160원)+디스플레이
당하루수수료수익(1,080원)]

가정에의하면지하철노선당동시에운행되는열차
수를 30대, 한 열차당 객차수는 10량, 한 량당 설치되
어있는디스플레이의수는 2개이므로이를통해총디
스플레이수는 6000개로계산된다.  이를통해총지하
철 하루 추가 수익과 연간 수익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있다.  

총지하철하루추가수익=19,440,000 원
[총 디스플레이 수*디스플레이당 하루 총 광고/상거래
연결수익]

총지하철연간추가수익=7,095,600,000 원
[총지하철하루추가수익*365일]
광고 수익=4,730,400,000원, 수수료 수익
=2,365,200,000원

따라서이를수식 (2)~(4)에대입해보면다음과같
이도출된다.

LSF=21.6회(디스플레이당하루스캔횟수)* 365(일)
=7,884회

VPS=100원(스캔당광고비용)+1000원*
1.5(행동발생당평균수수료*스캔후행동발생확률)=150원

LV=LSF*VPS=7884회*150원=1,182,600원

이와같이 Tag의 수익성은 LV에서LC를차감한값
이 되며 따라서 0 이상이어야 독립적으로 지속성있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LV와 LC의 차가 크면 클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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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은 수익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U-
Display 비즈니스모델의 Tag는수익성이있다고판단
할수있다.  U-Display의 경우컨텐츠개발및유지비
용은적게드는것으로판단되는데이는컨텐츠제공자
대부분이 상거래가 가능한 웹페이지를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또한컨텐츠마다태그가필요
하지 않고 디스플레이당 설치되어 있는 하나의 태그만
사용하므로설치및유지비용이다른모델에비해매우
작다.

이처럼공간에RFID 태그가부착되어이를통해서
비스를제공하는Media Embedded Place 비즈니스모
델[14]이나 기존 출판물의 여러쪽에 걸쳐 RFID 태그
가부착되는U-Publication[15] 전시공간의전시물마
다태그가부착되어상거래를가능하게하는 U-전시공
간[16]은 하나의 고유한 컨텐츠나 서비스마다 태그가
필요한 모델이지만 본 U-Display 모델에서의 태그는
태그 하나가 수백 수천개의 컨텐츠나 서비스를 연결시
켜주는 태그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태그의
활용가치가극대화되는것이다. 

앞에서 설정한 여러가지의 가정하에서 도출된 결과
로본모델이수익성이있다고판단하는것은설정된가
정의변경여부에따라수익성이달라질수있음을고려
하지못하는문제점을근본적으로가지고있다.  그러나
비즈니스 모델의 평가에 있어서 현실적인 수치를 대입
하는노력을통해계량적인분석을시도하는것은해당
비즈니스 모델의 현실성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변수를미리파악할수있고어떤변수값의변화가능
성이 수익성의 민감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미
리파악할수있다는장점을가지므로본논문에서는많
은가정에기반한수익분석일지라도그결과를보고하
기로결정하였다.

IV. 결 론

유비쿼터스 사회는 일상의 제품이나 장소에 미디어
가 결합되고(Media-Embedded Product, Media-
Embedded Place) 기존의 미디어에는 상거래가 결합
되는(Commerce-Embedded Media) 사회로 조망할
수 있다[14].  본 연구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디스플
레이와사람간의연결완전성(seamlessness)을구현하
는 U-Display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였고 이는 기존
의 미디어인 디스플레이에 상거래 기능이 내재되는 하
나의사례가된다.  이와유사하게기존의출판미디어에
상거래 기능이 내재되는 비즈니스 모델인 U-
Publication 비즈니스 모델[15], 박물관, 미술관과 같
은 공간미디어에 상거래 기능이 내재되는 사례인 U-
Exhibition 비즈니스 모델[16], 기존의 사진미디어에
상거래 기능이 내재되는 U-Photo 비즈니스 모델[17]
이연구되었다. 

기존의 IPTV 연구가컨텐츠의부가정보및서비스
를 TV 또는디스플레이라는하나의매체안에서구현하
는데초점을맞춘것과는달리본연구는시청자의휴대
단말과 IPTV와의 연동을 통한 U-Display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였다.  U-Display 비즈니스 모델은
RFID, Bluetooth/ZigBee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디스
플레이에 표시되는 컨텐츠 자체 또는 컨텐츠의 링크를
개인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디바이스에 전달한다.  이
비즈니스모델이실현가능하기위해서는기존의디스플
레이나 기존의 모바일 단말의 기능이 기술적으로 확장
되어야할필요성이있는데본논문은이에관한다섯가
지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이들을 각각 분석하고 비교
하였다.  또한U-Display 비즈니스모델의경제적가치
를판단하기위하여본논문에서제안한다섯가지모델
중 RFID 태그 기반의 U-Display를‘태그 평가 모델’
을 통해 수익 및 비용 구조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U-Display가하나의비즈니스모델로정착할가능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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