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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콘텐츠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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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유형별 방송용 콘텐츠 

• 비디오콘텐츠 
– 필름, 사진, 비디오 (디지털 형태 포함) 등 

• 오디오콘텐츠 
– 음악, 음향, 녹음물, (디지털 형태 포함) 등 

• 문헌콘텐츠 
– 도서, 연속간행물, 방송대본, 디지털파일 등 

– 문자기록 중심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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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방송용 콘텐츠 

• 시사보도 콘텐츠 
– 뉴스, 시사기획물  

• 드라마 및 영화 
– 국내외 드라마, 국내외 영화 

• 예능 및 오락 
– 오락, 스포츠 

• 교양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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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방송콘텐츠 색인 

• 이번 사업에서는 비디오 방송용 콘텐츠를 중심으
로 이루어짐 

• 비디오 방송용(TV) 콘텐츠 
– 드라마: 정도전, 뉴스: 정오뉴스 

• 비디오 방송용 콘텐츠의 구성 
– 비디오 > 씬 > 샷 > 프레임 

• 비디오 자료의 색인 수준은 현재 건단위 
– 철(綴=드라마 전편)>건(件=한 편)>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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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방송콘텐츠의 구조 

2014-05-20 7 



방송용 메타데이터 제작 수준 

• 현재 메타데이터 수준 
– 건단위로 색인되어 있음 

– 현재 색인의 주체는 제작자(PD) 

– 현재 색인의 깊이는 편당(드라마 1회) 

– 이용자의 이용요구를 높이기 위해서는 건접근 방식
에서 세분된 색인접근점을 다양하고 정교한 방식 

• 현재 열람용 
–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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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와 아카이브 

• 디지털 아카이브의 도입 
• 인제스트 영상의 양이 대용량화 
• ‘메타데이터’없는 관리 불가능 
• technical metadata 

– 카메라, NLE, 인제스트 시스템에 의한 자동처리 

• descriptive metadata+workflow metadata 
– 촬영기자와  인제스트 요원(수작업) 수작업처리 
– 자료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술(記述) 
– 영상자료 관련 정보의 충실성 + 효율적 관리 = 활용도 제고 

YTN 사례  
출처 http://tvnews.or.kr/xe/3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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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방송 아카이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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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Video PLUS April 2008 



방송 아카이브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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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Video PLUS April 2008 



KBS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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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디지털아카이브 

• 시스템간 데이터 교환 및 공유 목적 
• 2007년부터 “KBS 방송 메타데이터 표준화”(기

술연구소 공동)와 “KBS 콘텐츠 분류체계 표준
화” 작업 추진 

• 2010년부터 비디오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 2008년 12월부터는 “표준 메타데이터 관리운

영 전담부서”로 지정 
– “메타데이터 표준 사전” 

• 870여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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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방송콘텐츠 메타데이터 

2014-05-20 14 



2014-05-20 15 



2014-05-20 16 



KBS 방송 콘텐츠 색인 비용 

• 디지털아카이브 메타데이터 등록 임시직 
(출처 : http://www.mediajob.co.kr/) 

• 응시자격 
– 문헌정보학과 또는 인문사회계열 4년제 졸업자(예

정자) 

• 월급여 : 약 142만원 (세전금액) 
• 방송프로그램 5명 / 뉴스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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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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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SCIENCE 

• YTN의 과학전문채널 
– 총 방송프로그램 수: 101개 (다큐 포함) 

• 산업적 의미 
– 공영방송 및 민간 방송의 과학 프로와 융합의 PIVOT 

중심 자원으로 가능성 
– 예: ‘수학으로 푸는 세상’의 내용과 KBS와 EBS의 관

련 채널의 융합 
– 초중고(대) 정규교과과정과 연계 
– 방과 후 수업시장에서의 활용 

2014-05-20 19 



2014-05-20 20 

편당 색인 
 
- 요약문만 존재 
- 특정 화면에 대
한 접근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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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Science 

KBS 

EBS 

산업적 데이터베이스 
- 양구지역 음식 
- 한국 음식 
- 궁중 음식 



국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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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콘텐츠의 국부화 전략 

• 방송 콘텐츠를 국가 전략 수출품으로 육성 
– 이를 위해서 방송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접근점

(indexing point)을 제공함 

– 해외문화적 관점을 수용하는 메타태그 부착 

• 방송 콘텐츠를 산업자재화 
– 현재 방송 편당으로 색인되어 있는 색인수준을 씬 수

준 이하로 세분화 

– 정지화면 단위의 상품성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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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벌크 단위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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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중국 바이두 한국드라마 순위. 열람(오락)용으로만.  



새로운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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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http://www.clipartkorea.co.kr/ 



새로운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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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clipart.com/en/ 



일자리 

• 1차적 목표 
– 색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 방송국 소장 편단위 색인 수준을 씬단위 수준으로 변환하
는 인력 

• 메타데이터의 외국어 변환 인력 

• 2차적 목표 
– 우리나라 방송국 자원과 해외 유명 방송국자원의 융

합을 통한 통합검색플랫폼 구축 
– 우리나라 작품의 해외 수출을 통한 국부창출 
– 우리나라 한류수출을 통한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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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모델 

• 방송용 콘텐츠의 국부화 
– 우리나라 방송 콘텐츠의 산업화 기반 확보 
– 국제 방송시장의 선도기술 획득 (예: 방송플랫폼) 
– 국제 방송콘텐츠 융합기반 조성 

• 양질의 방송관련 전문 일자리 창출 
– 자동색인 관련 전문가 양성 
– 방송 콘텐츠 전문색인가 양성 (외국어) 

• 방송인덱싱 교육아카데미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부설 
– 방송콘텐츠 전문인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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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점* 

• 메타데이터에 대한 소유권, 저작권 
– 방송콘텐츠 수요 증대를 통한 수익인정 

– 콘텐츠에 대한 유료화 정책 

– 민간수익에 국가예산을 투입에 따른 국민감정악화 

• 민영방송과의 연계 
– 타방송사 콘텐츠 연계를 통한 시너지 존재 

• 저작권 
– 수입콘텐츠에 대한 저작권(BBC 제작-한국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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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준 교수였습니다 
언제든지 관련 질문이나 건의, 자료를 제 메일로 보내주

시면 감사히 받고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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