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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 콘텐츠 소비 플랫폼의 다원화 

출처 : 이상길(2012). 스마트미디어 시대의 방송환경 전망. 방송공학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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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 전 국민의 약 75%가 스마트폰 사용 

2012년 8월 21일 

3,000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2013-11), 방송통신위원회 
- Statista(2013.12), 2013년 주요국 스마트폰 보급률 추이 

2013년 11월 

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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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경제(2011). TV로만 TV를 보는 시대는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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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 TV 이용자는 감소하고, N스크린 이용자는 급증 

국내 TV를 통한 시청률 추이 

※ 자료: AGB닐슨, 유진투자증권 ‘13.11.26 
   출처: 송민정(2014). OTT동영상 비즈니스 전략     
           재인용 

※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3.3); 
            DMC미디어(2014. 1. 22)  
   출처: 송민정(2014). OTT동영상 비즈니스 전략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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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 TV 만을 위한 방송? 

출처 : 월스트리트저널(2013.10.08) In Digital Era, What Does 'Watching TV' Even Mean? 
        http://online.wsj.com/news/articles/SB10001424052702303442004579123423303797850 
 

http://online.wsj.com/news/articles/SB10001424052702303442004579123423303797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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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 교육부의 스마트교육 추진 

Self-directed  

Motivated 

Adaptive 

Resource free 

Technology embedded 

출처 : 교육부(2011). 스마트교육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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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사례 : 영국 BBC 

게티이미지 BBC 영상클립 글로벌 판매 서비스 교육용 BBC 클립을 판매하는 BBCWW러닝 서비스 

○ BBC는 2013년 클립 유통 혁신을 통해 글로벌 클립 판매 강화를 위해 Motion 
Gallery 서비스를 세계적 유통업체인 게티이미지에 위탁함 
○ 디지털교과서, 전자책 등의 확대에 따라 교육용 클립은 특화하여 BBCWW러닝 
서비스를 개발하여 BBCWW를 통해 직접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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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사례 : 미국 Discovery channel 

T3MEDIA Discovery 영상클립 글로벌 판매 서비스 Discovery 교육용 클립을 서비스 Discovery Education 

○ Discovery channel는 글로벌 영상클립의 유통을 위해 T3Media에 위탁하여 
영상클립, 다큐멘터리 등을 판매 중 
○ 자체 구축한 Discovery Education은 미국 전역의 70% 이상의 학교에서 100
만명 이상의 정교사들과 350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유료로 사용하고 있음 



허브 
App 

iOS용(아이폰) 
Android용 
Win Mobile용 

전용 
App 

포켓잉글리시 
여행영어 
어학 FM(13종) 

모바
일 

Web 

m.ebs.co.kr 
(모바일 방송) 

m.ebsi.co.kr 
(모바일 수능) 

m.ebse.co.kr 
(모바일 영어) 

m.ebslang.co.kr 
(모바일 외국어) 

www.ebs.co.kr 
(EBS 방송 사이트) 

free.ebs.co.kr 
(장애인 전용 사이트) 

durian.ebs.co.kr 
(다문화 한글교육 사이트) 

primary.ebs.co.kr 
(초등학생 전용 사이트) 

mid.ebs.co.kr 
(중학생 전용 사이트) 

www.ebsi.co.kr 
(고교·수능강의 전용 사이트) 

www.ebse.co.kr 
(영어교육 전문 사이트) 

www.ebslang.co.kr 
(외국어 전문 사이트) 

clipbank.ebs.co.kr 
(EBS 클립뱅크 사이트) 

지상파 
EBS TV 

EBS  Radio 

CATV 

위성방

송 

IPTV 

EBS 플러스
1 

EBS 플러스
2 

EBS 
English 

위성
DMB 

EBS U 

해외채널 
(북미위성) 

EBS 
America 

방송 채널 인터넷 사이트 모바일 서비스 

3. EBS 방송서비스 현황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프로그램의 질이 좋아도 소비되지 못한다면? 

- 12 - 



- 13 - 

Application 

콘텐츠 공급자 

어플리케이션 공급자 

국내외 Provider 

사용자 참여 콘텐츠 

표
준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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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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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공공 및 민간 CP 
콘텐츠 

EBS  
콘텐츠 

UCC 콘텐츠 

타 방송사 
콘텐츠 

Business 응용서비스(B2B) 

API 

융합 서비스(B2C) 

학교교육 지원 
서비스 

평생교육 지원
서비스 

교육 콘텐츠 
서비스(B2C) 

이러닝 
해외수출 

… 

EBS 

지상파 TV 

Digital Archiving 
System 

위성 TV 

인터넷 강의 

FM 라디오 

실시간 방송 

인터넷(PC) 

스마트폰 

EBS 클립뱅크 Application 

IPTV 

디지털기반의 방송 제작  타기관 보유 컨텐츠 융합  EDRB 구축  개방형 서비스 

표준화 개방화 고도화 융합화 제도화 글로벌화 

KERIS EDUNET 

공공  DB 

NIA 국가지식DB 

편집  
어플리케이션 

저작  
어플리케이션 

4. EBS 클립뱅크 서비스 현황 : 서비스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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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도구에서 파일에  
EDRB Clip 링크 

E-book 제작 스마트폰 또는   
PC의 웹캡으로 인식 

링크 영상이 
스마트폰 

또는 PC에서 실행 

1 

2 

3 

4. EBS 클립뱅크 서비스 현황 : 서비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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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BS 클립뱅크 서비스 현황 : 서비스 화면(clipbank.ebs.co.kr) 



- 16 - 

 
 
○ 3월말 현재 68,000클립 서비스 중 
 
○ 1Mbps의 고화질 영상 서비스 
 
○ 연관콘텐츠 제공 기능을 통해 유사 영상을 손
쉽게 활용 가능 
 
○ 클립 영상과 관련 있는 에듀넷, 국가지식포털
의 자료를 같이 제공하여 효과적인 활용 지원 
 
○ Mpeg4 H.264 포멧으로 제공하여 스마트미디
어기기에서 실행 
 
○ 콘텐츠에 대한 별점주기, 신고 등의 기능을 이
용한 이용자 기반 콘텐츠 관리. 
 
○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공유꾸러미 제작, 디지
털지도안(e-Book) 제작 및 공유 기능 제공 
 
○ EBS만의 콘텐츠가 아닌 Open 플랫폼 기능을 
통해 이용자 UCC 및 기업의 콘텐츠까지 유통 가
능 
 
○ e-Book 저작도구를 통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융합(QR 코드를 통해 문서 출력 이후에도 스마트
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하여 클립 활용 가능) 기능 
제공 
 

특징 

4. EBS 클립뱅크 서비스 현황 : 주요 특징 

http://www.edrb.co.kr/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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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BS 클립뱅크 서비스 현황 : B2B 오픈마켓 



- 18 - 

4. EBS 클립뱅크 서비스 현황 : B2B 오픈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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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BS 클립뱅크 서비스 현황 : B2B 오픈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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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BS 클립뱅크 서비스 현황 : B2B 오픈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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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교육 플랫폼(19억) 교육 클라우드(21억) 

스마트 교실(교실당 4천만원) 
2014년 약 163개 교 운영 중 

부산시교육청 :  2014년 120개교 39억 투자, 2016년까지 536개 교에 모두 162억여 원이 투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스마트교육 인프라구축에 66억 투자 
세종시교육청 : 세종시내 모든 학교를 스마트스쿨로 구축(학교당 8억) 

5. 시사점 : 콘텐츠의 가치는? 



22 

초등 3, 4학년 사회, 과학, 중학 1(또는 2)학년 사회, 과학, 1책당 1억4천만원 

출처 : 부산일보(2014.04.11) 

5. 시사점 : 콘텐츠의 가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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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 : 고품질의 리소스 유통 활성화? 

지상파방송 제작비 현황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2013.07) 2013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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