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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로그램을 상으로 한 유용한 기술 메타데이터(descriptive metadata)인 PB코어와MBC TV

로그램기록물업무담당자와의인터뷰내용들을기반으로하여실무 특성을반 한 TV 로그램정보

의메타데이터요소를설계하 다.핵심이되는정보를추출하고정확한스키마를구성하기 하여 TV 로

그램 정보를 시각화하 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 내용(Intellectual Content), 지 자산(Intellectual

Property), 물리 내용(Instantiation), 확장 내용(Extensions) 등의 네 가지 역을 심으로 메타데

이터 세부 요소들을 선정하 다.

ABSTRACT

The metadata elements of TV programs were designed based on PBCore (Public Broadcasting

Metadata Dictionary), which is useful descriptive metadata for TV programs, and on interview

results with TV program records managers. TV program information was visualized to extract

core information and build a proper schema. Through this analysis, detailed metadata elements

were designed in four representative areas: intellectual content, intellectual property,

instantiation and exten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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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주로 문서기록을 심으로이루어져 온증거

맥락의 제시가 이제는 차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로 그 범 가 확 되어가고 있다. 디지

털유형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동 상 등 활용

되는 정보의 유형과 폭이 넓어지고 유연화 되

어 갈수록, 증거 속성을 제시해야 할 기록의

유형 역시 그에 비례하여다양화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상정보 특히 TV 로그램 컨텐츠의 경

우에는, 매체를 통하여 단시간내에 수많은

이용자들에게 응축된 다량의 정보를 송하는

속성이 있다. 한, 로그램 주제에 따라서 방

되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흐른 이후에 증거

기록으로 제공되어야 할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를 들면, 역사 다큐멘터리에서 사용되는

과거의 방송자료라든지, 특정 인물 는 특정

사건을 재조명해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에

련 로그램들을 증거자료로서 제공한다는지

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한, 기록의 가치는 증

거 가치 외에도 정보 가치 역시 요하므

로, 시간이 흐른 후에도 상기록물들에 한

이용자들의 장기 인 근을 보장해 수 있

도록운 될필요가있다. 따라서, TV 로그램

의 운 은 일회 방 이 아니라 이후 장기

인 활용을 염두에 두고지속 이고도 체계 으

로 리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MBC

방송국의 TV 로그램 사례를 심으로 시간이

경과된후에도 로그램기록의진본성(authen-

ticity), 신뢰성(reliability), 무결성(integrity),

이용가능성(usability)을지원하며, 식별과검색

을 용이하게 하는메타데이터 요소를 제안하고

자 한다. 이를 하여 방송기록 메타데이터

련 표 선행연구를 분석하 고, 해당 방송

국 TV 로그램 기록물 리 업무 담당자와의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업무 로세스를 악하

다. 이를 통하여 TV 로그램 정보 구성을

시각화하 고, 방송 메타데이터 표 인 PB 코

어1) 스키마를 토 로 필요한 메타데이터 요소

들을 제안하 다.

2. 연구의 목 범

본 연구의 목 은 국내 방송국 TV 로그램

기록 리 업무 로세스 방송기록물 속성을

악하여, 그에 합한 메타데이터 요소를 제

안함으로써, 장기 인 에서의 효율 인 방

송기록 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의분석 상범 는 MBC와 해당 방

송국에서 생산하는 TV 로그램으로 한정하

다. 먼 방송정보의 표 인 메타데이터인

PB 코어의 세부 인 요소들을 분석하 다.

한MBC의TV 로그램기록물업무담당자와

의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방송 기록물 련 일

반 업무와 메타데이터작성 업무의 로세스를

악함으로써 실무자의 요구사항을 악하

다. 이상의 분석내용들을 종합하여 핵심이 되

는 정보를 추출하고 메타데이터 요소 설계를

1) PB 코어는 공 라디오와 TV 방송을 한 메타데이터 표 이다.



방송 기록물 리를 한 메타데이터 요소 설계 연구 271

한 정확한 스키마를 구성하기 하여 체

인 TV 로그램의 구성도를 시각화하 다. 마

지막으로 인터뷰 스크립트 내용과 PB 코어 요

소들을 기반으로 추가되어야 할 TV 로그램

정보의 메타데이터 요소들을 설계하 다.

3. 련 선행연구

TV 로그램과 하게연 된동 상(mov-

ing image) 자원의 메타데이터 련 선행연구

들은 다음과 같다.

Rubin(2009)은 디지털 비디오의 장기보존

( 구보존)(long-term preservation)에 한

논의가 비교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TV방송 로그램의 장기보존 에서의 정

책이 취약하다는 실을 지 하 다. 이에 따

라서 한 메타데이터 표 의 용과 함께

디지털비디오의 장기보존 리 지터리 구 을

한 모형을 제안하 다.

Beer et al.(2009)은 복합미디어 아카이 에

서의 메타데이터를 지원하는 컨텐츠모형을 개

발하는 과정을 제시하 다. 특히 WGBH 미디

어라이 러리 아카이 에 을 맞추어 구

하 다.

Tous et al.(2008)은 TV 방송사업자, 교육

기 들, 그 외인터넷상의여러 기 간의TV

로그램 련 디지털 컨텐츠자원의 상호교류

작용을 용이화하기 한 임워크를 설계하

다. 임워크는 Open Archives Initiative

(OAI) 로토콜과 MPEG의 새로운 표 인

MPEG Query Format(MPQF)의 결합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Delgado et al.(2006)은 메타데이터와 디지

털정보간의상호연동성의구 을 TV 로그램

을 심으로 한 로젝트인 the XAC(Xarxa

IP Audiovisual de Catalunya, Audiovisual IP

Network of Catalonia)를 통하여 실 하 다.

이 로젝트에서는 국제표 을 기반으로 하는

the XAC Metadata Set(XAC-MS)를 설계

하 다.

Kazai et al.(2003)은 방송, 인터넷 련 컨

텐츠를 상으로 서비스의 표 화와 자동화

의 측면을 심으로 분석하 는데, MPEG-7,

MPEG-21 등의 메타데이터 표 사용을 용

하여 제시하 다.

이 외에도 Wactlar and Christel(2002)은

비디오 아카이 를 컨텐츠 이용자와 하

게 연 하여 생산하고결합하는 방법을 제시하

고, Shotton et al.(2002)은 비디오의 시각

컨텐츠를 기술하는 데에 필요한 메타데이터의

각 클래스를 분류하고정의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국내에서의 련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김정 (2008)은 TV 고자료의 특성과

련된 메타데이터 요소를 비교, 분석하여 TV

고자료를 한 메타데이터 요소설계 방안을

제시하 다.

오연희 외(2006)는 메타데이터의 생성에서

부터 라우징에 이르는방송 메타데이터 워크

로우를 분석하고, 방송 메타데이터의 작

라우징 기술 구 에 하여 논의하 다.

송철환 외(2004)는 상이한 형식의 멀티미디

어 메타데이터를통합하기 해 통합 메타데이

터를정의하기 한목 으로 MPEG-7와 TV-

Anytime을 비교․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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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 외(2003)는 TV-Anytime기반 방송

시스템을 심으로 한 방송용메타데이터 리

시스템과 시스템의 구성 요소인 장 엔진, 검

색 엔진에 하여 분석하 다.

한, 김 태 외(2002)는 TV-Anytime 포

럼에서 규정한 메타데이터를 오디오비주얼 컨

텐츠의 MPEG-2 송스트림과 다 화하여

송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이상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방송 상 련

메타데이터 연구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

져왔는데, 효율 인 운 을 한 시스템 설계

인 , 장기 보존 근성 확보를 한

리운용 인 , 기반이 되는모형 주요

요소 제안 연구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핵심이 되는 메타데이

터 요소 제안을 심으로 연구를 수행하 다.

4. 방송 상 메타데이터와 표

4.1 방송 상 련 표

방송 업무를 지원하는 방송 상 메타데이

터에는 다양한 표 이 존재하는데, PB 코어,

MPEG-7, EBU/SMPTE, P/META, TV-

Anytime, DMS-1 등2)이 표 이다.

PB 코어(PBCore, Public Broadcasting Me-

tadata Dictionary)는 미국공 방송지원재단

(Corporation for Public Broadcasting)에서

공 라디오와 TV방송의 메타데이터 개발을

해설립한PBMI(Public Broadcasting Meta-

data Initiative)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더블린

코어(ISO 15836)를 그 기반으로 하고 있다.

MPEG-7은멀티미디어 환경에서다양한 형

태의 시청각 정보를표 화된 기술에 근거하여

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는것을 목표로 제

안되었다(Wactlar, H. D. and Christel, M. G.

2002, 89). 즉,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효과 으

로 표 하여 효율 인 장검색 송을 가능하

게 하기 한 것으로, 멀티미디어 컨텐츠 표

에 한 국제 표 이다(송철환 외 2004, 175).

EBU/SMPTE 표 은EBU(European Broad-

casting Union)와 SMPTE(The Society of

Motion Picture and Television Engineers)에

서 력하여 제안한 표 으로서, 방송 컨텐츠

를 리하고 검색하는데 필요한 메타데이터를

포 으로 정리하 다. 보편 이고도 폭넓게

많은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각각의 메

타데이터 항목들을 코드화하여 표 화했다는

특성이 있다.

P/META는 방송 로그램 로덕션과 배

사가 서로 거래를 할 때에 사용되는 메타데

이터 표 으로서, 로그램 미디어 계약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TV-Anytime은 TV Anytime Forum에서

제안하고 있는 차세 디지털 방송용 메타데이

터로서, 기존의방송시스템에서는방송서비스

제공자가사용자에게방송 로그램을일방 으

로 송하는방식인것에비하여, TV-Anytime

은 사용자가 직 방송 로그램을 장, 검색,

선택하는 과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표 이다.

DMS-1(Descriptive Metadata Scheme-1)

2) 이 외에도 AAF/MXF, FIAT/IFTA, P-FRA 등의 메타데이터 표 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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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작 정보, 클립 정보, 씬 정보와 같은 방송

제작에 유용한 메타데이터를 체계화한 메타데

이터 스키마이다(오연희 외 2006, 276).

4.2 PB 코어와 메타데이터 요소

앞에서도 언 하 듯이 PB 코어는 공 라

디오와 TV 방송을 한 메타데이터 표 으로

서 2년여에걸쳐진행된 PBMD(Public Broad-

casting Metadata Dictionary) 로젝트에 의

하여 산출되었다. PBMD 로젝트는 라디오와

TV방송국에서 생산된 미디어 아이템을 기술하

고목록화하는작업에 합한기술어(descriptor)

와 요소(element)들을 가장 함축 으로 표

할 수 있는 정보세트를 설정하는 것에 을

맞추어 수행되었다. 로젝트는 기존에 제안된

다양한 메타데이터 기술어와 용어집, 스키마들

의 비교와 조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방송국

커뮤니티 구성원들을 심으로한 방송국 간의

정보공유를 목 으로 진행되었다.3)

PB 코어는 2005년에 1.0 버 이발표되었고

2년 후인 2007년에 보완․개정된 1.1 버 이

발표되었다. 가장 최신 버 은 2008년 12월에

업데이트된 후 2009년 2월에 발표된 1.2 버

이다. 1.2 버 에서는기술(technique) 련 속

성이 강화되었고, 특히 복합 인 ‘물리 내용

(instantiation)’ 부분이 보완되어작성되었다.4)

PB 코어의메타데이터요소 가장상 계

층인 ‘컨텐트클래스(Content Classes)'는 간

계층인 ‘컨테이 (Containers)'로 나 어지고,

가장 하부 계층인 ‘요소(Elements)'가 ‘컨테이

(Containers)' 정보를 구체화하고 있는 구조

로 표 된다. PB 코어 1.1 버 의 메타데이터

요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5)

3) <http://www.pbcore.org/PBCore/index.html>. [cited 2009.5.11].

4) <http://www.pbcore.org/announcements.html#pbcore1-2soon>. [cited 2009.5.11].

5) PB 코어 이용자 가이드(http://www.pbcore.org/PBCore/UserGuide.html)와 PB 코어 다이어그램<부록>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컨텐트클래스(Content Classes) 컨테이 (Containers) 요소(Elements)

지 내용(Intellectual Content)

식별자(Identifier)
식별자(Identifier)

식별자출처(IdentifierSource)

제목(Title)
제목(Title)

제목 유형(TitleType)

주제(Subject)
주제(Subject)

주제 거(SubjectAuthorityUsed)

기술(Description)
기술(Description)

기술 유형(DescriptionType)

장르(Genre)
장르(Genre)

장르 거(GenreAuthorityUsed)

계(Relation)
계 유형(RelationType)

계식별자(RelationIdentifier)

<표 1> PB 코어(v 1.1) 메타데이터 요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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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 범주인 ‘컨텐트클래스(Content Clas-

ses)'는 총 4개이며최상 범주를구체화한 ‘컨

테이 (Containers)'는 총 18개이다. ‘컨테이

(Containers)'의하 계층인 ‘요소(Elements)'

는 53개로서, 방송국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기

술하는 데에 요구되는 상세한 부분까지 매우

범 (Coverage)
범 (Coverage)

범 유형(CoverageType)

시청자수 (AudienceLevel) 시청자수 (AudienceLevel)

시청자등 (AudienceRating) 시청자등 (AudienceRating)

지 자산(Intellectual Property)

제작자(Creator)
제작자(Creator)

제작자 역할(CreatorRole)

공헌자(Contributor)
공헌자(Contributor)

공헌자역할(ContributorRole)

발행자(Publisher)
발행자(Publisher)

발행자 역할(PublisherRole)

작권요약(RightsSummary) 작권요약(RightsSummary)

물리 내용(Instantiation)

물리 내용(Instantiation)

제작일(DateCreated)

발행일(DateIssued)

물리 형태(FormatPhysical)

디지털형태(FormatDigital)

치(FormatLocation)

미디어유형(FormatMediaType)

생성(FormatGenerations)

표 (FormatStandard)

인코딩(FormatEncoding)

일크기(FormatFile Size)

시작시간(FormatTimeStart)

재생시간(FormatDuration)

데이터비율(FormatDataRate)

비트깊이(FormatBitDepth)

표집비율(FormatSamplingRate)

임크기(FormatFrameSize)

화면비율(FormatAspectRatio)

임비율(FormatFrameRatio)

색상(FormatColors)

트랙(FormatTracks)

채 구성(FormatChannelConfiguration)

언어(Language)

체모드(AlternativeModes)

이용가능일자(Date Available)
이용가능시작일(DateAvailableStart)

이용가능종료일(DateAvailableEnd)

식별자 형식(Format ID)
식별자형식(Format Identifier)

식별자형식출처(FormatIdentifierSource)

주석(Annotation) 주석(Annotation)

확장내용(Extensions) 확장내용(Extension)
확장내용(Extension)

확장 거(ExtensionAuthority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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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으로 제시되고 있다.

최상 계층인 ‘컨텐트클래스(Content Clas-

ses)'는 ‘지 내용(Intellectual Content)’, ‘지

자산(Intellectual Property)’, ‘물리 내용

(Instantiation)’ 그리고 ‘확장내용(Extensions)’

등의 4가지 컨테이 (Containers)로 분류되고

있다.

‘지 내용(Intellectual Content)’은 미디어

자산 는 자원의 실제 인 지 내용을 기술

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지 자산(Intellectual

Property)’은미디어자산 는자원의제작, 이

용과 제작자와 련된메타데이터요소를 제안

한다. ‘물리 내용(Instantiation)’은 물리 형

식 는디지털화형식의미디어자산의특성을

식별하며, ‘확장내용(Extensions)’은 PB 코어

를사용하는커뮤니티에서필요로하는특정요

소들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할당된 부분이다.

5. 방송기록물 리 황조사

본연구에서는방송컨텐츠를 상으로한다

양한 메타데이터 스키마 에서 PB 코어를 참

조틀로 선정하여진행하 다. PB 코어를선정

한 이유는, PB코어가 더블린 코어를 바탕으로

하는 기술 메타데이터(descriptive metadata)

이며 무엇보다도 TV 로그램 기술에 합한

방송 컨텐츠 정보를 한메타데이터 표 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장 들을 제

시할 수 있다.

① TV 로그램에 합한 메타데이터: PB

코어는 더블린 코어를 바탕으로 방송용

컨텐츠 정보를 한 메타데이터 스키마

이다. 즉 TV 로그램을 한 메타데이

터 표 이라는 에 있어서 한 모형

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선택성: 각 요소의 수록여부를 강제하지

않고있으며자유롭게요소를추가하거나

제거할수있다. 한요소(Elements) 외

에도 컨테이 (Containers)와 컨텐트 클

래스(Content Classes)의 추가와 삭제에

해서도 선택성을 용하고 있기 때문

에 메타데이터 스키마의 유연성이 보다

더 보장되고 있다.

③ 확장성: 규정된데이터 요소 이외에부차

인 내용이나 특성을 기술요소로 확장

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구문의 독립성: 응용분야나 표 기법을

강제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PB 코어를

사용하는커뮤니티의맥락(context)을고

려하여자유롭게구문을수정하고조정할

수 있다.

⑤ 반복성: 모든기술요소를반복사용할수

있다.

5.1 황 악을 한 설문 개요

TV 로그램 기록물의 실질 인 메타데이

터 요소를 도출하기 하여 MBC TV 로그

램기록물업무담당자를 상으로한심층인터

뷰를 수행하 다. 인터뷰 상자는 MBC 로

벌사업본부 방송콘텐츠 에 소속되어 있는

로그램 기록물 업무 담당자로서, 기록물 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한 명을 선정하여 2회

에 걸친 정식 심층인터뷰가 수행되었다. 첫 번

째인터뷰 시 은 2009년 5월 11일 오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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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12:00 까지진행되었고, 두 번째인터뷰는

2009년 5월 25일 오 11:30 부터 오후 13:00

까지 이루어졌다. 한, 정식 인터뷰 외에도 주

기 으로 이메일을 이용해업무에 한 정보를

수집했다.

심층인터뷰 외에도 주기 인 이메일 문의를

통하여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하 다.

구체 인 인터뷰 질문내용 답변은 <부록>

에 수록하 으며, 질문지의 내용은 크게 세 가

지 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에 한 내용

은 다음과 같다.

① MBC 방송 기록물 리에 한 반 인

업무 내용

조직 정보와 이해 계자를 확인하고 기록물

리 업무에 있어서의 규제 환경에 하여 조

사한다. 이 외에도 기 리, 업무와 련된 법

규, 내부 출 물에 한 내용도 포함된다.

② MBC 방송 기록물 련 내용

MBC의 기록 리 인 라와 실무에 한 자

세한 내용들을 알아보고 재 TV 로그램 기

록물 황에 하여 조사한다.

③ MBC 방송 기록물메타데이터작업업무

MBC의 TV 로그램 기록물의 메타데이터

작업과 련된 정보들을 수집한다. 메타데이터

작성 업무 내용과 업무 차를 알아보고 업무

담당자가 기록물 리 시스템에 TV 로그램

정보를 입력할 때에 우선 으로고려하는 메타

데이터 요소들을 악한다.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MBC TV 로그램 기

록물 리 업무를 악하 고 사용되고 있는

메타데이터요소들을 확인하 다. 한, 방송국

기록물 리에 있어서업무자의 요구사항을

악한 것을 기반으로 TV 로그램 정보의 메타

데이터 작성시 요구되는 정보들을 정리한 후,

TV 로그램 정보 구성을 시각화하 다. TV

로그램 정보는 필수 (mandatory)으로 요

구되는 정보와 선택 (optional)으로 요구되는

정보로 구분하 다. 아울러 PB 코어 스키마를

토 로, 심층인터뷰를 통해 업무자들의 메타데

이터 작성 시 발생하는 요구사항을 반 하여

장에서 실제로 용될 수 있는 국내 방송국

TV 로그램 메타데이터 요소를 설계하 다.

5.2 TV 로그램 기록물 리 업무

MBC(문화방송, Munhwa Broadcasting Cor-

poration)의 TV 로그램 기록물 리 업무는

로벌사업본부 하에 있는 ‘방송콘텐츠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방송콘텐츠부는 크게 두 개의

으로 나뉘는데, 디지털 아카이 구축과

상자료실 운 ,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1 과

문헌자료실 운 과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2

으로구분된다.6) 기록물 리 업무의실제

인 수행은 1 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기록

물 리 업무와 련된 내․외부에서의 업무

요청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부서별

상호작용도 활발한 편이었다.

내부 규제기 으로는 MBC 감사실이 있으

며, 외부 규제기 으로는 방송통신 원회 등이

6) 실제로 구체 인 명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고 작업공간과 치로 구분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며( : 지하1층

, 지상10층 ), 편의상 본 논문에서 연구자가 ‘1 ’과 ‘2 ’으로 명명하여 구분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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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리 업무와 련된 규제 향력을 행

사할 수 있는 기 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 들

이 구체 인 기록물 리 업무에 하여 직

인 규제 사항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았다.

기 리에 한 사항은 철 하게 수행되고

있었는데, 백업 시스템을 항상 가동하고 있었

고, TV 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장하는 메인

서버의 경우, 주말을 제외하고는 매일 리를

수행하고 있었다. 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

을 때에는 신속하게 기술부 담당자와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기본 인 기 처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다.

MBC 소장자료의 황은 <표 2>와 같았다.

재 TV 로그램 기록물 리 업무는 1일

3교 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4시간 진행되고

있었다. 동시간 업무자 수는 약 10명 내외이

며, 총 인원수는 17명이다.7)

이들의 업무는 크게 인코딩(encoding) 작업

과메타데이터작성작업으로구분된다. 인코딩

이 가능한 채 은 총 6개로서 담당자가 시간

별로MBC에서방송되는 로그램을 인코딩하

여 계약된 외부 기 으로 송해주는 방식으로

업무를처리하고있다. 수신 상기 은종합방

송정보시스템, 지상 DMB, 로드앤TV, KT

메가TV, myLGtv, 해외비디오총 , 해외채 ,

인터넷포털제휴, 지방MBC 등이다. MBC의인

코딩 작업 순서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한편 MBC 기록물 리는 DAMS(Digital

Asset Management System, 디지털자산 리

시스템) 시스템을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인터뷰 상자의 평가에 따르면, DAMS는 기

록물 리업무를 구체 이고도 세 하게 수행

하므로 높은 수를 수 있는 시스템이지만,

시스템 속도가업무 속도를 충분히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단 이 있다.

기록물 종류 건 수

TV 로그램 151,078건

제작소재 83,106건

뉴스소재 588,691건

라디오 로그램 약 200,000 여건

체 약 1,040,000건

테이 350,000여권

총 재생시간 230,000여 재생시간(2009 1. 1 재)

<표 2> MBC 소장자료(1969~2008년까지 통계)

<그림 1> 인코딩 작업 순서

7) MBC TV 로그램 기록물 리를 실제 으로 수행하고 있는 1 의 인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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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TV 로그램 기록물 리 메타데이터

MBC에서 생산되는 TV 로그램 기록물의

메타데이터 리는 TV 로그램 컨텐츠에

한 이해와 컨텐츠가 생산되는 맥락(context)

정보에 한 이해, DB의 품질 등을 고려하여

수행되고 있다.

메타데이터 작성 상이 되는 TV 로그램

유형은 총 8가지로 구분되며 자세한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에서 제시된내용들은 TV 로그램의

각 유형에 따라 으로 고려해야 할 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체 인 메타데이터

작성업무 로세스는 TV 로그램의 총 8가지

유형과 상 없이 체 으로 유사했으며, 유형

별로 작성이 우선시 되도록 요구되는 사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타데이터 작성 업무 로세스를 표 하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MBC TV 로그램의 메타데이터 작성 업

무 로세스와 련된 정형화된 세부 원칙

는 매뉴얼은 부재하 다. 다만 간단하게 작성

된 ‘정리 작업 주의사항’이 메타데이터 작성 담

당자들의 업무 로세스를 돕고 있었다. ‘정리

작업 주의사항’은 업무와 련된 매우 간단하

고도 단순한 지침이었으며, 업무와 련하여

발생되는 부분의 문제 은 선임자들을 통해

해결하고 있었다.

인터뷰 상자와의면담을통하여 악한 결

과, TV 로그램 메타데이터 작업 시 주로 입

력되는 메타데이터 요소들은 다음 <그림 3>과

같았다.

<그림 3>에서 나타나는 요소들은, 메타데이

터 작성 작업에서 로그램의 유형을 막론하고

공통 으로 자주 입력되는 요소들이며, 메타데

이터 작성 작업을 거쳐 DAMS에 장된 메타

데이터 정보는 이후 정보 이용자의 요구가 있

을 때까지 장기 으로 보존된다. TV 로그램

검색을 해 활용되는 메타데이터 요소는 ‘제

목’과 ‘부제목’이 가장 많았고, ‘내용설명( 록)’

으로 검색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한다.

다음 <그림 4>는 MBC 방송콘텐츠 에서 사

용하는 DAMS의 메타데이터 작성 지원을

한 실제 시스템 화면이다.

6. 방송기록물 리를 한
메타데이터 요소 설계

방송기록물 리를 한메타데이터 요소 설

계를 하여 PB 코어 1.1 버 의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분석하여 용하 다. PB 코어 1.2

버 에서는 기술 요소의 세분화가 이루어짐

으로써 ‘요소(Elements)'가 폭 추가되었다.

체 ‘컨테이 (Containers)' 수는 1.1 버 에

서는 53개인 반면, 1.2 버 에서는 61개로 세분

화되어 있어 TV 로그램 효과 식별과 TV

로그램 기록물 리실무를 지원하기에는 과

도하게 많은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재 국내

의 TV 로그램 메타데이터 작성업무가 아직

체계화되어있지 않은 보 인 단계이고, 기

인 요소 확충이 선행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에, 기본 인 기술 정보를 포함하는 ‘물리

내용(instantiation)’을 심으로 제시된 버

1.1을 우선 으로 선정하 다.

MBC에서 기존에 작성되어 온 메타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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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로그램
유형

작업 가이드라인 맥락(context) 정보 소분류8)

드라마

․장면별 구분 거리 작업

․드라마 체의 흐름을 먼 이해

․개별 사건보다는 큰 흐름 속에서설계

․타매체(TV, 인터넷등)에 많이

회자되는 장면

․타 로그램에 빈번히 재사용

되는 장면

․명장면, 명 사

미니시리즈, 연속극, 사극, 시

즌드라마 등

능

․코 , 장면 별 구분

․코 제목은 동일한 표기법에 유의

․자막 100% 활용

․ 로그램 포맷별 특징 반

․타매체에 많이 회자되는 장면

․ 회차 하이라이트

․타 로그램에 빈번히 재사용되

는 장면

․명장면, 명 사

토크쇼, 버라이어티, 시트콤,

음악, 인포테인먼트 등

시사, 보도

․코 , 장면 별 구분

․코 명 표기법

․자료화면(인용장면) 출처

․인물/출연자, 이슈/사건, 장소/국가, 일

반명사 심

․타매체에 많이 회자되는 장면

․타 로그램에 빈번히 재사용

되는 장면

시사, 교양, 정보 로그램등

다큐멘터리

․해당주제 체 스토리텔링에 한

이해 선행

․ 로그램 포맷별 특징 반

․인물/출연자, 이슈/사건, 장소/국가, 일

반명사 심

․해당 로그램 홈페이지

․해당 주제에 한 기사 등

시사다큐, 자연다큐, 인물다

큐 등

뉴스

․헤드라인을포함한제목으로내용의미

달

․인물, 사건/사고, 장소 등

․과거의 련 뉴스와의 연 성

․등장인물 소속 기술

․동의어 처리

-
뉴스, 스포츠뉴스, 하이라이

트 등

스포츠

․종목별 특성 악, 고려

․캐스터/해설멘트보다는화면으로구분

․ 체 구성을 악, Replay 장면

․경기상 , 경기결과는 구분 제목에

․스포츠뉴스의 구성 참고

․포털의 스포츠섹션 참고

월드컵, 올림픽, 축구, 야구,

골 등

제작소재9)

․장면에 한 설명

․인물, 사건, 촬 지, 촬 자 등

․표기법, 동의어

․속기록, 리뷰 등

․선택과 집

․과거사건에 한과거표기법과

재 표기법 고려

보도소재10)

․장면에 한 설명

․인물, 사건, 촬 지 등

․촬 방법

․표기법, 동의어

․과거사건에 한과거표기법과

재 표기법 고려

<표 3> 메타데이터 작성 상 TV 로그램 유형과 세부내용

8) 소분류는 TV 로그램 메타데이터 ‘장르’의 하 개체인 ‘소장르’에 입력될 정보이다.

9) 제작소재는 일반 로그램 는 다큐맨터리와 같은 로그램을 편집하기 이 의 원본 자료를 의미한다.

10) 보도소재는 뉴스 로그램을 편집하기 이 의 원본 자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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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메타데이터 작성 업무 로세스

<그림 3> TV 로그램 메타데이터 작업 시 주로 입력되는 요소

<그림 4> DAMS 메타데이터 작성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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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와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심층인터뷰 내용

등을 바탕으로 TV 로그램 정보의 구성을 도

식화하 다.

TV 로그램의 기본이 되는 구조는 PB 코

어의 최상 범주인 ‘컨텐트 클래스(Content

Classes)'로 분류했으며, ‘지 내용(Intellectual

Content)’, ‘지 자산(Intellectual Property)’,

‘물리 내용(Instantiation)’, ‘확장내용(Exten-

sions)’ 등으로 TV 로그램 정보를 분류 하

다. 하 분류는인터뷰 상자와의인터뷰내

용을 참고로 메타데이터 작성업무와 검색작업

시의 요구사항을 극 으로 수용하여 TV

로그램 정보 구성의 하 개체를 선정하 다.

분류 에 할당된 하 개체의 선정은 심

층인터뷰를 통해 <그림 3>에서 정리한 빈번히

입력되는 메타데이터 요소들을 모두 포함시켰

으며, 기본틀은 PB 코어를 용하 다.

컨테이 (Containers)에는 ‘내용설명( 록)’,

‘촬 일’11), ‘ 로그램회차’, ‘제작형태’ 등을 할

당하 다. 요소(Elements)에는 ‘제목’, ‘부제목’,

‘ 장르’, ‘소장르’, ‘시작시간’, ‘종료시간’, ‘방송

길이’ 등을 선정하 다. ‘ 장르’, ‘소장르’ 등은

‘장르’ 컨테이 의 하 계층이므로 <그림 3>에

서 ‘장르 분류’, ‘장르소분류’를 간략하게 표

했으며, ‘시작시간’, ‘종료시간’은 ‘방송일’ 컨테

이 에 할당하여 두 개의 요소로 분리하 다.

<그림 3>의 ‘키워드’ 요소는 ‘내용설명( 록)’

에서 통합하여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메타데

이터요소에서제외하 다. <그림 3>에서언 된

요소들을제외한나머지하 개체들12)은심층인

터뷰 상자에게 자문을 구하여 선정하 다.

다음 <그림 5>는 PB 코어의메타데이터요소

와 업무자 요구사항을 반 하여 시각화한 TV

로그램 정보의 구성도이다.

<그림 5> TV 로그램 정보의 구성도

11) <그림 3>에서 ‘촬 일’이 아닌 ‘촬 날짜’로 제시한 이유는 DAMS에서 사용되고 있는 메타데이터명을 그 로 표

하기 해서 으며, ‘방송일’ 컨테이 (Containers)와 표 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해 ‘촬 일’로 변경하 다.

12) 컨테이 의 ‘청구번호’, ‘주제’, ‘시청자등 ’, ‘제작기 ’, ‘제작스탭’, ‘출연진’, ‘ 작권’, ‘촬 장소’, ‘동 상 일내역’

과 요소의 ‘제3제목’, ‘ 일크기’, ‘화질’, ‘사운드’, ‘색상’, ‘언어’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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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TV 로그

램 정보를 크게 4가지 정보로 분류하여 제시

하 다. 각 역을 심으로 설정한 TV 로그

램 정보의 메타데이터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의 ‘입력구분’에서의 ‘M'은필수입력사

항(Mandatory)이고, ‘O'는 선택입력사항(Op-

tional)을 의미한다. 이는 심층인터뷰 상자가

언 한 내용에 기반한 것으로서, DAMS에서

빈번하게 입력되는 요소와 TV 로그램 기록

물 검색시에 높은 빈도로 입력되는 정보는 ‘M

(Mandatory)'으로 지정하 고, 부차 으로 요

구되는 정보는 ‘O(Optional)’를 부여하 다.

네 가지로 구분되는 각 역에 한 상세한

설명을 함께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6.1 지 내용(Intellectual Content) 역

지 내용(Intellectual Content)은 PB 코어

최상 계층인컨텐트클래스(Content Classes)

컨텐트클래스(Content Classes) 컨테이 (Containers) 요소(Elements) 입력구분

지 내용(Intellectual Content)

청구번호 청구번호 M

제목

제목 M

부제목 O

제3제목 O

주제 주제 M

내용설명( 록) 내용설명( 록) M

장르
장르 M

소장르 O

시청자등 시청자등 M

지 자산(Intellectual Property)

제작기 제작기 M

제작스텝 제작스텝 M

출연진 출연진 M

작권 작권 M

물리 내용(Instantiation)

촬 일 촬 일 M

촬 장소 촬 장소 M

방송일

시작시간 O

종료시간 O

방송길이 O

로그램회차 로그램회차 M

제작형태 제작형태 O

동 상 일내역

일크기 O

화질 O

사운드 O

색상 O

언어 O

확장내용(Extensions) 확장내용 확장내용 O

<표 4> TV 로그램 정보의 메타데이터 요소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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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이며, TV 로그램의 컨텐츠 정보에

해 기술하고 있다. 지 내용은 청구번호, 제목,

주제, 내용설명( 록), 장르, 시청자등 의 6개

하 계층으로 구분하 다.

PB 코어의지 내용컨텐트 클래스는 9개의

컨테이 를포함하고있는데 TV 로그램정보

구성도에서는 계(Relation), 범 (Coverage),

시청자수 (AudienceLevel)은 제외하 다.

한PB 코어의메타데이터컨테이 (Containers)

와 요소(Elements)는 TV 로그램 기록물

련된실무에 합하도록명칭을수정하 다.

를 들면, 식별자(Identifier)를청구번호로 변경

하여입력하도록하 다. 한 PB 코어의요소

(Elements)는 요도가 낮다고 단되는 것은

제외시켰으며, 단의 기 은 인터뷰 내용에 근

거하 다. 이외에도메타데이터작성과TV 로

그램검색과정에서상세한정보가요구될것으

로 상되는정보는추가 으로요소(Elements)

를 작성했다. 를 들면, ‘제목’ 컨테이 (Con-

tatiners)에 ‘제3제목’의 요소(Elements)를 추

가한 것 등이다.

지 내용(Intellectual Content) 역의 메

타데이터 요소들은 다음 <표 5>와 같다.

컨테이 (Containers) 요소(Elements) 입력구분

청구번호

청구번호 M

청구번호는 TV 로그램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 역할을 한다. PB 코어의 식별자

(identifier) 요소명을 실무에서 사용하는 ‘청구번호’로 수정했다.

제 목

제 목 M

부제목 O

제3제목 O

제목은 TV 로그램 정보 검색 시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요소 하나이다. 그 기 때문에

제목과부제목외에도 ‘제3제목’을추가로설정하여검색에편의를주도록한다. 제목외에부제목과

제3제목의 입력은 선택 이다.

주 제

주 제 M

주제는 로그램 유형과는 다른 것이다. TV 로그램 내용 자체의 주제를 의미하며, 로그램

내용의 주제를 요약해 키워드 형태로 제시한다.

내용설명( 록)

내용설명( 록) M

내용설명( 록)은 PB 코어의기술(Description) 요소명을수정했다. ‘제목’ 요소와더불어 로그

램 검색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요소로 키워드 심의 문장형으로 작성하며, ‘주제’ 요소와의

연 성을 고려한다.

장 르

장르 M

소장르 O

장르는 장르와소장르로나뉘며 장르는 로그램유형정보를입력하고 소장르는 로그램

유형의 소분류13) 정보를 입력한다.

시청자등
시청자등 M

최근 들어 시청자등 표기의 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므로 이에 한 정보를 입력한다.

<표 5> 지 내용(Intellectual Content) 역 메타데이터 요소

13) <표 3> 메타데이터 작성 상 TV 로그램 유형과 세부내용의 ‘소분류’ 항목 정보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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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 자산(Intellectual Property) 역

지 자산(Intellectual Property) 구성요소는

PB 코어의기본스키마에서제외되는부분없이

모든컨테이 (Containers)를포함한다. 지 자

산은 지 내용과 동일하게 실무에 한 이름

으로컨테이 (Contatiners)와요소(Elements)

명을 수정했고, 실무에서 요구되는 정보의

요도에 따라 세부 요소(Elements)를 삭제하거

나 세분화했다. 추가된 요소(Elements)는 ‘제

작스텝’이다.

지 자산(Intellectual Property) 역의 메

타데이터 요소들은 다음 <표 6>과 같다.

6.3 물리 내용(Instantiation) 역

물리 내용(Instantiation)은 지 내용과 지

자산 컨테이 (Containers)와 마찬가지로 요

소(Elements) 이름을 하게수정했다. 그밖

에도 ‘방송일’ 요소(Elements)는시작시간과종

료시간, 방송길이의요소를하 요소로두어통

합했으며, 일크기, 화질, 사운드, 색상, 언어정

보를하나의 역으로 리할수있도록 ‘동 상

일내역’의 요소(Elements) 등을 추가하 다.

MBC DAMS에서는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

지 못한 메타데이터 요소가 분석 과정에서 발

견되었는데, 바로 ‘배경내용’ 요소이다. 실제로

업무과정 에 배경내용정보가 입력되는 경우

는 매우 드물었으며, 배경내용 메타데이터 요

소에 정보를 입력하기 보다는 ‘내용설명( 록)’

에 부분의 정보를입력하는 경향을 나타냈으

므로 TV 로그램 메타데이터 요소에서 배경

내용은 제외하 다.

물리 내용(Instantiation) 역의 메타데

이터 요소들은 다음 <표 7>과 같다.

6.4 확장 내용(Extensions) 역

확장내용(Extensions)은 PB 코어를 사용하

는개별커뮤니티에서별도로필요로하는요소

(Elements)를추가해서기술할수있도록마련

된 부분이다. 확장내용은 필수 (mandatory)

으로 입력될 필요가 없는 선택 (optional) 사

항이다.

컨테이 (Containers) 요소(Elements) 입력구분

제작기

제작기 M

PB 코어의제작자(Creator)를제작기 으로수정하여사람이아닌기 정보를기입하도록한다.

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제작스텝은 따로 분리한다.

제작스텝
제작스텝 M

제작기 과는 다른 정보이며 로그램 제작에 직 참여한 사람들의 정보를 입력한다.

출연진

출연진 M

PB 코어의 공헌자(Contributor) 정보를 신하여 출연진 요소로 변경하 다. 출연진 요소에는

로그램에 출연한 사람들의 정보를 입력한다.

작권
작권 M

TV 로그램의 작권에 한 사항과 작권 소유자 정보를 입력한다.

<표 6> 지 자산(Intellectual Property) 역 메타데이터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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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 (Containers) 요소(Elements) 입력구분

촬 일
촬 일 M

PB 코어의제작일(DateCreated) 요소명을수정했다. TV 로그램이촬 된일자정보를포함한다.

촬 장소

촬 장소 M

PB 코어 치(FormatLocation) 요소를촬 장소로바꿔요소가내포하는의미를이해하기쉽도록

했다.

방송일

시작시간 O

종료시간 O

방송길이 O

방송시작시간과종료시간정보를입력하고 체방송길이정보를제공한다. 시작시간과종료시간은

드라마의 경우 MBC에서는 실제로 방송되는 시간과 방송이 정된 시간을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었는데, 혼란의여지가있고검색시활용도가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기때문에새롭게제안되는

스키마에서는구분하지않는다. ‘방송길이’ 요소는PB 코어의 재생시간(FormatDuration) 요소를

수정했다.

로그램회차

로그램회차 M

로그램회차 정보도 요하게 활용되므로 무결성에 입각하여 정확히 입력한다. 로그램회차

요소는PB 코어에는부재하지만 재 MBC의메타데이터요소에포함되어 있고인터뷰내용을

통해 요한 정보라고 단되었으므로 별도로 추가했다.

제작형태
제작형태 O

MBC 자체 내에서 제작 는 아웃소싱을 했는지 여부를 입력한다.

동 상 일

내역

일크기 O

화질 O

사운드 O

색상 O

언어 O

TV 로그램 동 상 일과 련된 기술 정보에 한 요소들이다. PB 코어에서는 각요소가

‘물리 내용’ 컨테이 (Containers) 내에 나열되어 있었지만 동 상 일 자체에 한 정보를

기술함에있어서일 성을부여하기 해별도의 ‘동 상 일내역’ 컨테이 (Containers)를설정하

여 세부 요소들을 할당했다.

<표 7> 물리 내용(Instantiation) 역 메타데이터 요소

컨테이 (Containers) 요소(Elements) 입력구분

확장내용
확장내용 O

커뮤니티의 특정한 상황에 필요한 메타데이터 요소들을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표 8> 확장내용(Extensions) 역 메타데이터 요소

확장내용(Extensions) 역의 메타데이터

요소들은 다음 <표 8>과 같다.

7.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술 메타데이터(descrip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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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data)로서 유용한 PB 코어를 기 로 하

여 TV 로그램 정보의 메타데이터 요소를 설

계하 다. 한 실무 차원에서의 실질 인

메타데이터 요소를 선정하기 하여 MBC의

TV 로그램 기록물 업무 담당자와의 심층인

터뷰를 통해 기록물 련 일반 업무와 메타데

이터 작성 업무에 하여 로세스를 악하

고 실무자의 요구사항도 함께 악하 다.

인터뷰는 크게 세 가지 역을 심으로 수

행되었는데, 첫째, MBC 방송 기록물 리에

한 반 인 업무 내용, 둘째, MBC 방송 기

록물 련 내용, 그리고 셋째, MBC 방송 기록

물 메타데이터 작업 업무에 한 내용이다.

인터뷰결과방송물기록 리 요구사항확인

에 한 내부 출 물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기 리에 처하기 한 차매뉴얼은 간략한

기본 매뉴얼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같은 상황 하에서TV 로그램 기록물의

한 보존과 리를 하여메타데이터 요소

를 제안하 다. PB 코어 요소 인터뷰 결과

를 종합하여 핵심이 되는 정보를 추출하고 정

확한 스키마를 구성하기 하여 TV 로그램

정보를 시각화하 다.

시각화한 로그램 정보는 지 내용(Intel-

lectual Content), 지 자산(Intellectual Prop-

erty), 물리 내용(Instantiation), 확장 내용

(Extensions) 등의 네 가지 역을 심으로

세부 요소들을 선정하 다.

지 내용(Intellectual Content)은 청구번

호, 제목, 주제, 내용설명( 록), 장르, 시청자

등 의 6개 하 계층으로 구분하 으며, 지

자산(Intellectual Property) 구성요소는 PB

코어의기본스키마에서제외되는부분없이모

든 컨테이 (Containers)를 포함하 다. 물리

내용(Instantiation)은 지 내용과 지 자

산 컨테이 (Containers)와 마찬가지로 요소

(Elements) 이름을 하게수정했다. 확장내

용(Extensions)은 PB 코어를사용하는개별커

뮤니티에서별도로필요로하는요소(Elements)

를 추가해서 기술할 수 있도록 하 다.

본 연구에서는 방송기록물 리를 하여 필

요한 메타데이터 요소의 제안까지만 수행하

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PB 코어 기 으로 설

계된 메타데이터요소들을실제의 방송 상물

는방송기록물에 용해보는것이필요하다.

한 재 PB 코어 스키마에는 메타데이터

요소를 기술하기 한표 화된 입력체계가 부

재하므로, 표 화된 입력체계의 제안 메타

데이터 시스템의 구 역시 향후 연구로서 요

청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PB 코어를 상으로

한 MBC TV 로그램에 국한하여 연구를 수

행하 으므로, 향후 연구로는 실제 으로 상

물의 구보존을 논의할 때 많이 논의되고 있

는 MPEG7과 MPEG21 등의스키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방송 상 콘텐츠의 활용은 앞으로도 지

속 으로 증가할 것으로 측되므로, 본 연구

의 기 인 내용들은 한 메타데이터 스키

마의고려와요소 선정을 통하여 응용․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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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인터뷰 문항 답변

인터뷰 상자 인터뷰내용 질문번호 질문

MBC 방송기록물

담당자

( 반 업무 내용)

조직정보

Q1-1 소속된 조직(부서) 이름은 무엇입니까?

Q1-2 조직이 소속된 상 기 은 어디입니까?

Q1-3 조직( 는 상 기 )의 목 는 비 은 무엇입니까?

이해 계자

확인

Q1-4 조직 는 기능, 업무에 한 이해 계자는 구입니까?

Q1-5 이해 계자들과의 상호 작용이 있습니까?

규제환경

Q1-6 조직 는 기능, 업무에 한 외부 규제 환경(기 )이 있습니까?

Q1-7 그 정도는 어떠하며 내용은 무엇입니까?

Q1-8 그에 한 조직의 리․ 응 방식은 어떠합니까?

기 리

Q1-9 조직 는 기능, 업무가 어떤 기 요소를 갖고 있습니까?

Q1-10 그에 한 기 처 방안이 존재합니까?

Q1-11 기 리에 련된 정책이나 차 매뉴얼이 존재합니까?

련법규
Q1-12 조직 는 기능을 통제하는 조직 내규가 있습니까?

Q1-13 내규에 한 감사는 정기 으로 이루어집니까?

수집자료

확인
Q1-14

세부 인수 에서업무나기록 리요구사항확인에도움이될만한

내부 출 물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MBC 방송기록물

담당자

(기록물 련 내용)

기록 리

인 라

Q2-1 기록 리 책임의 분산 정도는 어떠합니까?

Q2-2 DB 구축 외에 제공하는 정보서비스 분야는 무엇입니까?

Q2-3 기록 리정책이 존재합니까? 존재한다면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Q2-4 기록 리 련 직원 수는 몇 명입니까?

Q2-5 기록 리에 사용되는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Q2-6 시스템의 강 , 약 은 무엇입니까?

Q2-7 기록 리시스템 는 황에 해정기 으로검토가이루어집니까?

Q2-8 기록 리에 한직원훈련이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기록 리실무
Q2-9 생산기록물의제목지정을통제합니까?(표 화된서식이있습니까?)

Q2-10 기록물 폐기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기록물 황
Q2-11 재 기록물 략의 양과 날짜 범 가 어떠합니까?

Q2-12 재 생산되는 기록물의 유형은 어떠합니까?

MBC 방송기록물

담당자

(메타데이터작성업무)

업무내용
Q3-1 책임지고 있는 기능과 업무는 무엇입니까?

Q3-2 메타데이터 작업을 하는 TV 로그램의 유형은 어떻게 됩니까?

업무 차

Q3-3 업무의 차가 존재합니까?

Q3-4 업무의 우선순 가 있습니까?

Q3-5 주로 작성하는 메타데이터 요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규제환경 Q3-6
업무에 표 (매뉴얼)을 용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표 (매뉴

얼)입니까?

기록물검색 Q3-7
업무활동지원목 으로기록물검색시빈번히사용되는메타데이터

요소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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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번호 응답 내용

Q1-1 MBC 로벌 사업본부 방송콘텐츠

Q1-2 MBC(문화방송,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Q1-3

MBC의 기업목표

인간의존엄성과생명의 고귀함에 한 존 을 심으로한국을 디지털시 로 이끌어국민의삶을 풍요롭게

할 임무를 가지고 있다.

MBC의 원칙

1) 한국 문화생활의 심

2) 방송 독립성과 공정성

3) 세계화 속에 확고한 문화 정체성 수립

4) 통일한국을 한 방송

MBC의 비 : 로벌 멀티미디어 그룹

비 달성을 한 세가지 목표:

1) 수익 최 화

2) 콘텐츠와 뉴미디어 특화

3) 시청자 심주의

Q1-4

조직 외부의 이해 계자는 웹사이트의 조직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MBC 로벌사업본부 방송콘텐츠

내부에서는지하1층에서디지털아카이 구축과 상자료실운 , 서비스업무를수행하는 과지상10층에서

문헌자료실 운 과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으로 나 수 있다.

Q1-5 조직 내외부에서의 업무 요청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Q1-6

내부 규제기 에는 MBC 감사실이 있으며, 외부 규제기 은 방송통신 원회 등이 있다. 그러나 아카이

작업에 이런 기 들이직 인 향을미치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아카이 작업이 지 까지 방송된MBC

자체 로그램을 디지털화하는 것이므로 특별히 규제할 만한 상이 없기 때문이다. 외 으로 외부 기

(IPTV)에 재방 하는 로그램을공 하는일의경우에는형식화된규제는아니지만, 비형식화된지시문이

내려오기도 한다.

Q1-7 앞의 문항에서도 언 되었지만, 그 정도는 상보다는 미미한 수 이다.

Q1-8 지시에 따른다.

Q1-9 방송 TV 로그램 컨텐츠 자료의 손실에 한 험을 항상 가지고 있다.

Q1-10
기 리를 하여 백업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컨텐츠를 자동 장해주는 메인서버 외에도 별도로 백업

서버를 구비하여 실시간 백업을 수행하고 있다.

Q1-11

간단한매뉴얼이있다. 심각한문제가발생시시스템기술부와 한다. 메타데이터작업외에 인코딩작업의

경우에는 다른 업체랑 계약을 한 업무이므로 서버에 문제가 생기면 백업 서버를 활용해서 작업하거나 실제

방송을 테이 로 녹화해서 작업하거나 하는 식의 처를 요구하는 간략한 매뉴얼이 있다.

Q1-12 조직 자체에 해당하는 내규는 없다.

Q1-13 없다.

Q1-14 기록 리에 한 내부 출 물은 없다.

Q2-1

MBC TV 로그램아카이빙을 한인원은약 10명내외(동시간 업무자수)이다. 이들의업무는크게인코딩

작업과 메타데이터 작성 작업으로 분류된다. 각각 배정되는 인원은 인코딩 할 수 있는 채 이 6개 있는데

낮에는 메타데이터 입력하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 있는 채 에서 인코딩을 하고 녁 시간에는 다른

업무자가 일을 수행한다. 총 업무 인원수는 인코딩 8명, 메타데이터 입력은 9명이다.

Q2-2

상 매체를 디지털 상 클립으로 변환하는 인코딩 작업과 메타데이터 작성 작업을 마친 후에는 코딩된

자료가 담긴 테이 를 출 으로 달하게 된다. 출 에서는각 부서에서요청하는 기록물을 출해주는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Q2-3
특별한정책 는매뉴얼은구비되어있지않고, 상황에따라상부에서내려오는지침에따라업무를수행하고

있다.

Q2-4 약 10명 내외(동시간 업무자수) 이며 총 인원수는 1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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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5
DAMS(Digital Asset Management System), 일명디지털 자산 리 시스템이 MBC 기록물의아카이빙을

지원하고 있다.

Q2-6
DAMS의장 은 재아카이빙업무를지원하는데에부족함이없다는 이다. 반면약 은시스템의속도가

느려서 작업을 더디게 하는 이 있다.

Q2-7
서버는 주말빼고 거의매일 리한다. 서버에문제생기면 주말에도 담당자가처리하며, 더욱 심각한문제는

시스템기술부에서 해결한다.

Q2-8 입사시신입사원오리엔테이션을통해업무교육을받고, 그외의상세업무는선임들의도움을받아교육받는다.

Q2-9 일반 으로 메타데이터의 제목은 로그램의 타이틀로 정하고 있다.

Q2-10

폐기가요구되는기록물은허가를맡고수행하고있다. 폐기가되는 상은 복이되는자료와기록물컨테이 인

테이 가복구가불가능할정도로손상될경우이다. 다수의 복자료가발생될경우에는가장화질이떨어지는

자료를 폐기 상으로 하고 있다.

Q2-11

1969년부터 2008년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TV 로그램: 151,078건

- 제작소재: 83,106건

- 뉴스소재: 588,691건

- 라디오 로그램: 약 200,000여건

- 체: 약 1,040,000건

- Tape: 350,000여권

- 총 230,000여 재생시간(2009년 재)

Q2-12 인코딩을 통해 생산되는 테이 와 메타데이터 작성으로 축 되는 DB자료가 있다.

Q3-1
총근무 2개년 입사 기에는 메타데이터 작성 작업에 참여했고, 이후( 재)에는 인코딩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Q3-2

메타데이터 작성 상이 되는 TV 로그램 유형은 다음과 같다.(총 8 유형)

- 드라마

- 능

- 시사, 보도

- 다큐멘터리

- 뉴스

- 스포츠

- 제작소재

- 보도소재

Q3-3

정형화된업무 차가있지는않지만메타데이터작성 업무를하기 한업무는다음과 같은순으로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1) 상사의 메타데이터 작성이 요구되는 로그램 목록을 고지됨( 로그램 타이틀과 회차 정보 고지)

2) 메타데이터 작성 로그램의 형식에 따라 정보 입력

3) “정리” 버튼으로 메타데이터 정보 송

4) 자동으로 시스템에 송됨

5) 실장님의 확인 과정 거침 - 통과 시 6) / 통과되지 못할 시 6-1)

6) 최종 으로 아카이빙 됨

6-1) 수정 요청서 달됨

Q3-4 메타데이터 작성 상이 되는 로그램의 특별한 우선순 는 없다.

Q3-5
실제 방송시간, 실제방송길이, 제목, 부제목, 키워드, 내용설명( 록), 촬 날짜, 로그램 회차, 장르 분류,

장르소분류, 제작형태등의메타데이터요소가주로작성되고있고그외의요소도작성가능하며선택사항이다.

Q3-6
형식화된표 는 매뉴얼은없고 간단하게작성된 ‘정리작업주의사항’이 제공되고있다. 작업의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선임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Q3-7
아카이빙된자료가이용될때가장많이활용되는메타데이터요소는 로그램제목과부제가있고, 내용설명(

록)으로 검색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