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빙타입의 방송자막 적용 연구 

-가Q 효루7램에서의 적용연구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Moviong Type On Broadcating Caption System 

김윤경 

청강문화산업대학 



‘률 

무빙타입 의 방송자막 적용연구 (pp.92 - 108) • 김 윤 경 

긴유갱 
u ~수 。

Kim , Yoon- kyung 

홍익대학교미술대학 

홍익대산업미술대학원 

RISD(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대학원 

도서출판 가나/ 기린원 자문위원 

디자인트랜드협회 이사 

시각디자이너협회 회원 

정보디자인학회 회원 

현， 청강문화산업대학/디지혈콘텐츠디자인과 학과장 

Contents 

논문요약 

Abstract 

1. 서론 

2. 방송자막의현황 

2-1 방송자막의 개념 

2-2 방송자막의 운용현황 

2-3 자막방송의특성 

2-4 그래픽자막의속성 

3. 방송프로그램과 자막사용 예 

3-1 자막사용 프로그램의 유형 

3-2 가요 프로그램에서의 자막현황 

3- 3 가요 프로그램에서의 자막속성 

4 무빙타이포그래피의 적용 가능성 

5. 결론 

참고문헌 

4-1 무벙타이포그래피의 속성 

4-2 가요 프로그램에의 적용가능성 

4-3 가요자막에의 적용예 



뇨:드!oot ‘- ‘:.. ... 닝 .. ., 

일반적으로 댈레비전 프로그램은 인쇄매체와 달리 영상과 

음향을 통해서 즉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한 

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형식은 제작환경의 발전과 더불어 꾸 

준히 발전되어 왔으며， 새로운 제작환경을 개발하고 구축 

하여 프로그램 제작에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형식의 프로 

그램으로 실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관점에서 무빙타이포의 방송자막으로의 적용방법 

모색은 새로운 형식의 프로그램 개발의 새로운 방향제시 

라는 점에서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방송사별로 구축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채널이미지 

구현사업(Channel Identity)의 일환으로도 역할을 할 수 

있을것으로보인다. 

이러한노력으로서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제작과품질향상 

을 기대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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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eneraly Television Programes rely on Motion and 

Sound which veη differ from Pinted Matters. 

These special form of the Programe has been 

discovered in history and invented in progress of 

technology. 

This Point of view , Moving Typography as a 

caption system on Broadcating System can be a 

turning point of caption system . 

This study comes to conclusion that the appication 

of the moving typography on caption system can 

play a important role in Channel Identity of the 

broadcastiong system. 

Because, those experimental efforts will bring 

more good and interesting porgrames which can 

compete with other boadcasting systems 

Keyword Caption, Moving Typography, Channel 

Ident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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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론 

문자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신문이나 잡지 등과는 달 

리 댈레비전은 영상과 소리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청각 

매체이다. 

어느 영상매체 보다도 텔레비전이 지대한 영향을 끼쳐 왔 

던 것은 댈레비전의 현장감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댈레비전 방송이 발전히는 과정에 있어서 생생한 현장설 

명을담은화면에 더하여 자막이 시용되기 시작했고， 자막 

은 화연을 설명해주는 보조수단으로 또한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오래 기억하도록 하는 기능으로， 그리고 

청각장애인들에게는내용의 이해를돕는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 자막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기술의 발달로 

컴퓨터로 쉽게 표현할 수 있으며 이전에 작업화된 영상자 

료를 컴퓨터로 간단히 저장 다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에 있다고본다 

이러한 기술이 뒷받침되지 못하던 이전에는 댈레비전에서 

문자가 사용된다 해도 그것은 제목이나 인명， 지명 또는 

외국인의 인터뷰 내용을 전달하는 데 그쳐 보조 정보를 제 

공하는 수단으로 머물렀다. 

이렇듯 급격한 방송기술의 발달로 다OJ'한 방법의 자막이 

요구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아직 활발하지 않은상 

황이다. 

특히 음악순위 프로그램의 경우 노래의 가사를 자막으로 

내보내고 있으나 다%빨 동영상화면에서 일관된 정지 자 

박을 보여 줌으로써 수요층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한 

계를 나타내고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음악순위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자막으로 

서의 키네틱타이포그래피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 

다. 

2. 방송자막의 현황 

2-1. 방송자막의 개념 

가. 방송프로그램 제작기술 개요 

방송프로그램제작은 하드훼어(hardware)부분과 소프트 

웨어 (software)부분， 콘댄츠웨어 (contentsware)부분으 

로분류할수있다 

먼저 하드웨어 부분은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모든 기계 

적， 전기적장치를말한다. 

예를들면 스튜디오， 조명설비， 카메라， 녹화기， 비디오 믹 

서(video mixer)등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의 전반적인 시 

설과 장비를 말하며， 제작을 위한 기반기술로 하드웨어의 

수준은 곧 프로그램 제작환경을 의미하고 프로그램의 질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소프트웨어부분은 하드웨어의 운용과 컨텐츠웨어의 상호 

유기적인작용을증진시키는기능을한다 

소프트웨어의 의미는 과거에는 하드웨어를 운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다분히 공학적인 부분이 강조되었으 

나， 현재는 제작의도의 창조적인 구현을 위한 장비가 가 

지고 있는 기능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콘텐츠웨어는 작품의도를 표현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펼요한구체적인 제작기법으로 하드웨어와소프트 

웨어를 저작도구로사용하여 실현하게 되는데 영상에 대한 

이해와 구상능력， 역사， 사회， 문화， 영상， 미술 등 영상의 

1) KBS 티코센E1. W#N kbs ∞씨/ lechænler 



내용과 관계된 다%￥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표현 의도와 방법을 포함한 영상물의 구체적인 제 

작기술을 의미하며， 프로그램 제작기술의 3가지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컨댄츠웨어는 하드웨어의 

기반기술과 소프트웨어의 활용능력과 더불어 수용자에게 

어떠한 형태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하는 제작기술의 

목적인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모션타이포의 방송자막 적용 

은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콘텐츠웨어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수있다. 

나 문자방송과자막방송의 범주 

문자방송과 달리 자막방송은 원 방송을 내보내면서 동시 

에 화면 하단 혹은 상단에 자막을 내보내는 방송을 말하는 

데 문자방송이 일시 정지된 화면을 보내는 것과 같이 문자 

나 그림을 송출하는 방송인데 비해 자막방송은 방송의 내 

용 곧， 언어나 노래 또는 상황을 동시에 자막으로 처리하 

여 시청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방송을 말한다. 

정보통신부에서는 이미 ‘96년 11월 텔레비전자막방송에 

관한송신방식을 고시한바있다 2) 

자막방송이란 TV프로그램의 대사나 음성을 화면 하단에 

문자형태의 자막으로 처리하여 음성과 동시에 송출하는 

방송의 새로운 부가서비스이다. 이러한 서비스 실시로 인 

해 전국의 35만명에 이르는 청각장애인， 직업성 및 노인 

성 난청환자들， 사운드보다 텍스트에 진숙한 신세대층， 유 

아한글교육 및 우리말을 배우려는 외국인들에게 많은 도 

움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막 방송은 다음의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개방 자막 

방송(Open caption)은 자막이 계속적으로 스위치의 조작 

에 관계없이 화면에 방송되는 것을말하며， 폐쇄 자막방송 

2003 한국디자인포름 8호 

(Closed caption)은 디코더 의 작동을 통하여 자막이 나오 

게할수도있고자막이 나오지 않게 할수있는방송을말 

한다. 

온라인 자막방송(Online caption)은 실시간(Real Time) 

으로 처리하는 자막방송으로써 생방송 프로그램용 자막 

인코딩 방법을말한다. 

오프라인 자막방송(Off1ine caption)은 사전편집에 의해 

영상화면의 원본 태입과 대본을 미리 보면서 편집기와 인 

코더를 사용하여 제작하는 방식을 말한다 

2-2. 방송자막의 운용현황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방송자막의 방송범위 

와 시간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KBS 기술 

관리국 무선국의 김 석두차장의 분류에 의한 각국의 자막 

운용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3) 

가.미국 

O 자막시스템: Closed-Caption, VBI 21번 라인 사용 

o 1973년 ABC News가 처음으로 청각장애자들을 위해 

방송했으며， 1982년 이후 실시간 자막시스템으로 제공되 

-;-) o J..Q.. 
~ λλ o 

01976년 FCC가 Line-21시스뱀을 채택키로결정 

0 1982 1년 실시간 자막처리 개발 

O 현재 약 6천만가구들이 자막방송 수신할 수 있음 

O 매년 2천만대의 πf수신기가 판매되고 있으며 ， 2000년 

에는 모든 가정에 디코더 칩을 장착한 TV를 1대 이상 보 

유할것으로예상됨 

O 공공π/사들의 프로그램은 거의 100% 자막 처리되어 

방송되고있음 

2) 한국밤솜협회 WNW. rad!야/ α.kr 

3) KBS기술연구소 htφ/ /ψkbs.co.kr /indexhl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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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본 

O 자막시스템: Closed-Caption,VBI 21번 라인 시용 

oNHK와 Nippon-TV가 공동으로 개발한 댈레텍스트 기 

능의 일부를 이용한 자막방송을 하고 있으며， 수신기보급 

은 '95년 말 기준 약 100만대 보급 

o NHK가 총 방송시간의 11.8%를 전국 대상으로 실시중 

이며， 지상파 민간방송사업자 1237~사 중 14개사가 19개 

지역에서 실시중임 

다. 독일 

。 자막시스템: PAL/SECAM 방식 

애RD， ZDF와 전국지 발행 신문시들이 공동으로 방송기 

관을 ‘80년 실험방송을 실시하여 ‘89년부터 델리텍스트 

와동시 전국방송실시함 

O 주당 약 24시간정도의 Closed-Caption방송과 공영방 

송의 경우 주당 수 시간의 Open-Closed 방송 실시 중 

라. 호주 

O 자막시스템‘ PAL 

O 서비스실시 방송국: ABC,SBS 등 7개 네트워크 

o 약 13% 정도의 프로그램이 자막방송 되고 있고， 텔리텍 

스트를 통해 폐쇄자막처리되고 있음 

o ABC의 경우 28%의 프로그램이 주간 약 45시간 정도 

자막 방송 하고 있으며， 상업방송사는 약 10% 정도임 

마 캐나다 

O 자막시스템 : NTSC Line 21 

O ‘95 1건 약 2500시간의 프로그램이 자막처리 되었으며， 

2000년 까지 100%의 프로그램을 자막 처리하는 방침 추 

진중 

o 방송사들은 수익에 따라 자막방송 비율을 높여 나가도 

록규정하고 있으며， 년 간순이익 1천만불이 넘는방송사 

는 지역 뉴스프로그램은 물론 프로그램의 90%를 라이센 

스 7년 내에 자막처리 해야 함. 

바.한국 

O 자막시스템 : NTSC 한띨 284Line 영어 21Line 

。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부터 문자방송을 시작하였으 

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은 1998년에 자막방송용 

송수신장치가 개발되면서 1999년 2월 MBC를 시작으로 

KBS, SBS가 자막방송을 시작함. 

‘98년 10월 ‘텔레비전 자박방송에 관한 송신의 표준안”으 

로 개정되어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상 

정됨. 

o 2002년도에 KBS1과 MBC의 경우 30%정도， SBS는 

8%， EBS는 10% 정도를 자막방송하고 있음. 

O 청각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교육에 활용하며 유용한 부 

가정보를 제공한다. 서비스내용은 효F글자막을 기본으로 

제공하며， 영문자막， 부가정보 등을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LQ..
λλ 。.

2- 3. 자막방송의 속성 

가.자막데이터포뱃 

자막데이터는 한글의 경우 표현방식은 KSC- 5601 완성 

형 코드방식을 사용하며， 한글은 16행에서 40행 ， 특수문 

자는 1행에서 2행， 영문 및 숫자는 3행， 복지음은 4행， 사 

용자 정의문자는 13행에서 15행을 사용한다 4) 

4) 월간 비디오플러스 ‘ 1됐 11 



나. 화면표시 크기 및 영역 

자막은 화면 내에 가로20자(전자 기준， 반자는 때자)， 세 

로 10행에 표시되며， 표시 영 역은 41-240주사선(총 200주 

사선， 1행에 하나의 밑줄 또는 하나의 여유 줄 포함)이다. 

다.문자의표시 

한글자막은 한 행에 전자 20자 또는 반자 40자를 표시할 

수 있고， 전자 및 반자의 혼용이 가능하다. 

한글은 모두 전자로 표시되나 반자와 영문자 및 숫자 등의 

일부문자들은 기본적으로반자로표시된다 

라.색 

문자색과 배경색은 모두 8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색의 종류는 검정색，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파란색， 보 

라색， 하늘색， 하얀색의 8가지이다. 

8가지 색에 대한 지원은 선택사항이나 하얀 문자색과 검 

정 배경색은 반드시 지원되어야 한다. 

반투명 배경은 선택사항이며 반투명 배경색은 8가지색 모 

두가능하다. 

마.기타효과 

모든 문자는(투명문자 및 반자 제외)는 밑줄， 기울임체， 그 

리고 깜박임 기능이 지정될 수 있어야 하고， 그 지정 및 해 

제는제어묘드를사용하여 할수 있다 

바.자막모드 

자막모드에는 순간자막， 올림자막， 내림자막， 그리고 연속 

자막 등 4가지 자막표시 방법이 있다. 

2- 4. 그래픽 자막 속성 

가.자막기의종류 

O 전용 그래픽 프레임 벼퍼(Frame Buffer)를 사용한 문 

자 

발생기 : 이 방식은 방송용으로 설계된 비디오 하드웨어 

를 사용하여 문자발생기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현재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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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많이사용되고있는방식이다. 

비디오 하드웨어 업체에서 제공하는 개발자 

SDK(Software Development tool Kit)를 참고하여 자막 

처리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픽 하드웨어가 

제공하는 기능들을 비교적 잘 지원한다고 할 수 있다 

초창기 Number9 그래픽하드웨어를 시작으로 TARGA, 

TARGA十를 거 쳐 현재는 Matrox사의 DigiMix가 보편적 

으로 사용되고 있는 추세이며 하드웨어 기술의 발달로 인 

해 종전에 처리할수 없었던 여러 가지 기능들을단한장 

에 하드웨어로 지원하고 있다. 

O 스캔컨버터(Scan Converter)를 이용한 문자발생기 

· 일반적으로 컴퓨터의 VGA의 출력신호를 스캔-컨버터 

에 연결하고， 스캔-컨버터에서 변환된 댈레비전 신호를 

영상장비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방식이며 기기의 가격에 

따라 변환된 화질차가 매우 심하다. 일반적으로 800x600 

의 컴퓨터 화변에 최적화 되어 있을 경우가 많고 1024 이 

상으로 해상도를 올리면 작은 글자는 찌그러지기도 한다. 

최근에는 이런 스캔-컨버터 기능에 오버레이/젠록 기능 

을 갖춘 본격 방송용 스캔-컨벼터들도 판매되고 있다. 

대표적 인 제품으로는 Magni사의 Magnicoder Pro , 

π10ne사의 Deltascan 등이 있다. 

스캔-컨버터의 장점은 역시 컴퓨터 화변에 올라온 모든 

화면을 텔레비전 신호로 변환해서 내보낼 수 있다는 것과 

초보자들도 설치가 용이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다. 단점 

으로는 리니어-키 등 고급 기능과 롤이나 크롤 자막을 사 

용할 때 자막이 튀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것을 감수해야 한 

다는 점이고， 방송용으로 나온 해상도가 뛰어난 스캔-컨 

버터의 가격은 오히려 같은 급의 프레임벼퍼 보다 비싸다 

는점을들수있다. 

O 독립형(Stand Alone) 문자발생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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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품은 독립된 기기 안에 전용 컴퓨터가 내장된 방식으 

로서， 자막처리 소프트웨어도 펌一웨어 방식으로 내장되어 

있다. 대게 전원만 연결하면 바로 자막 입력 모드로 들어 

가는 방식이다. 독립형의 장점은 별다른 설치작업 없이 전 

원과 영상선만 연결하면 바로 자막처 리 작엽을 할 수 있다 

는 것과 컴퓨터 사용법을 잘 모르는 사용자라도 손쉽게 자 

막처리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꼽을 수 있겠다 

그러나 기기 자체의 확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로 단순 

한 자막작업에 주로 시용되며 이 같은 결점을 극복하기 위 

해제작한 PC와인터페이스를갖춘기종도드물게 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Videonics사의 PowerScript 씨리즈 

를꼽을수 있겠다 

O 플러그 인 (Plug- ln) 문자발생기 

동영상을 컴퓨터에 저장하고 편집하는 디지털 비디오 편 

집기 사용자라면 영상편집 소프트웨어에 내장된 타이툴처 

리 기능을 시용할 수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 이 타이툴처 

리 기능은 간단한 작업밖에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외국에서는 플러그-인 문자발생기를 선 보이고 있 

다. 

플러그-인 문자발생기 프로그램은 영상편집 프로그램의 

미비한 기능을 보완해주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히는 프 

로그램으로 영상편집 프로그램에서 규정한 규칙대로 데이 

터의 전송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완벽한 호환성이 있다. 

예전과 다르게 별도의 문자발생기 하드웨어를 구입할 필 

요 없이 프로그램만 구입하고도 편집과정에서 모든 자막 

처리를 완벽하게 끝낼 수 있다는 것이 최대의 장점이다. 

나 문자 발생기의 애니메이션 기능 

수 년 전만 해도 문자발생기에서 한글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젓이 수월하진 않았지만 근간 컴퓨터 하드웨어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최근 문자발생기에서는 애니메이션 

기능까지 지원할수있게되었다 

특히， 키 프레임을 사용한 모션 애니메이션은 최근 발전된 

기술의한 예다. 

FX 문자발생기 등에서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 사용 

자는 먼저 편집 창에서 객체를 만들고， 애니메이션 모드로 

작업창을 전환하여 프레임을 만들게 된다 

FCP(Final Cut Pro)의 경우는 버전4에 Liveηrpe이라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데 다0，1'한 타입인 모션 템플릿 

이 내장되어 있어서 적용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o TrueType글꼴의 지원DOS에서 .HFT등 각각의 포뱃을 

쓰던 글꼴이 True뀐rpe (TTF)형식의 글꼴로 통일되어 사 

용자들은 저렴한비용으로 직접 글꼴을추가시킬 수 있도 

록 되었다. 그러나 특수한 제품의 경우 다rru맥rpe글꼴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변환작업을 거 

쳐서 시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O 안티-알리어싱 (An ti - Aliasing)비교적 저해상도인 댈 

레비전 화면에서 글꼴을 미려하게 보이도록 해주는 일종 

의 보완기능으로서 흑과 백 사이에 농도차가 있는 회색점 

을 배열하여 계단형으로 나타나는 대각선 등을 직선에 가 

깝게 보여주는 기술적인 것으로 방송용 문자발생기에서는 

기본적인것이다. 

O 다%댄f 속성 (Multiple Attribute)그림자， 태두리， 익스 

투르드， 엠보스 등의 효과는 물론， 다0，1'한 속성을 한 라인 

에 섞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너무 화려한 

효괴를구현하고자 하는 글자의 렌더링 시간이 많이 소요 

되도곤란하겠다. 

O 도형그리기 (Draw Diagram)아래 그럼에 있는 사각형， 



원은 물론 속이 빈 원， 속이 빈 사각형， 다각형， 자유다각 

형도 그릴 수 있다. 특히 자유다각형은 복잡한 별 모양과 

같은 도형을 그릴 수 있는 기능이며， 최근에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및 입체적인 도형도 그릴 수 있도록 기능이 

다양해졌다. 

O 텍스쳐매핑 (Texture Mapping)외부의 그림 파일을 읽 

어와 객체나 배경에 적용하는 기능으로 마치 포장지로 상 

품을 두르는듯한 효과를 제공한다. 알파합성 혹은 적，정， 

녹의 다OJ'한 합성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위치 및 배치 형 

태를지정할수있다. 

o 그라데이션 채색 (Gradient Fill)사용자가 선택한 색들 

이 점차적으로 변화되어 객체나 배경을 채우는 것으로， 디 

바이더를 사용하면 두 가지 이상의 색으로 그라데이션 채 

색을 할 수 있다. 그라데이션의 각도 및 위치 조절이 자유 

롭고 쓰기 쉬운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는지도 확인한다. 

O 텍스트파일의 변환 (Text File Import & Convert)노트 

패드등다른프로그램에서 미리 입력된 텍스트파일을자 

막파일로 변환하는 기능이다. 많은 양의 자막을 외부 프로 

그램에서 입력하고 문자발생기로 변환할 때 유리한 기능 

이다. 

O 그래픽파일의 입，출력 (Graphic File Import & 

Export)멋진 화면을 꾸미기 위해 다양한 포멧의 그래픽파 

일을 입，출력 할 수 있으며 매우 유용하다. 일반적으로 많 

이 쓰이는 TGA, BMP, JPG등을 지원하면 사용상 무리가 

없다. 

O 한자 및 외국어 입 력 (Chinese Character & Special 

Fonts)한자 및 특수문자 입력을 편히 할 수 있도록 별도의 

문자판을제공하며， 이 문자판은특수문자를유형별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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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고， 선택한 특수문자의 미리보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O 실행취소(Undo) ， 재실행(Redo)사용자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UNDO 및 같은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REDO기능을 지원하며 제품에 따라 1레벨 및 32레벨 또 

는 무한레벨의 UNDO도 지원한다. 

O 스크립트 기능 CScript Language)특수한 제품의 경우 

자체적으로 스크립트를 내장하고 있어 문자발생기를 홈쇼 

핑 ， 스포츠코더 대용으로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도 

한다. 50~100여개의 명령을 조합해서 문자발생기에서 제 

공되는 기능들을 거의 모두 사용할 수 있다. 

O 일반적으로 오픈 자막의 경우 먼저 마스터테이프의 내 

용을번역한자료나상황묘사등의 내용을입력하고마스 

터 테이프를 플레이어에 걸고 문자발생기를 거쳐 리코더 

를 통하여 자막이 삽입된 완성 테이프를 얻게 되는 방식 

으로진행된다. 

영화， 드라마， 묘믹물， 학습용 프로그램 등에 널리 활용되 

는데 각 프로그램에 맞는 번역 데이터나 상황 묘사 등의 

내용을 미리 입력해 놓고 문자발생기를 통하여 화변에 맞 

게 삽입시킨다 6) 

6) 비쥬얼리서大1. WWN.vri∞kr 

3. 방송프로그램의 자막사용 사례 

3- 1. 자막사용 프로그랩의 유형 

가) 뉴스/ 시사 프로그램 

뉴스/시사프로그램의 자막은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주 

로 크고 볼드한 서체를 선호하고 있으며， 강조를 위해 부 

분， 혹은 전체에 주목성이 높은 색을 적용 하고 있다. 장식 

성이 없는기본적인서체를사용하는경향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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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 뉴스 

MBC/ 뉴스 

KBS 1 /피플 (시사) 

,. 
3‘-

KBS2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나) 오락/토크쇼 

오락/토크쇼 프로그램은 뉴스/시사프로그램의 경우와는 

달리 장식적이고 자유분방한서체를사용함으로써 프로그 

램의 흥미를 더하고 있다. 

또한 자막의 위치도 뉴스/시사프로그램이 화면 하단에 거 

의 고정되는 것과는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다. 경우에 따 

라서는 화면의 절반을 자막을 위해 할애하기도 히는 등7) 

자막적용 범위에 대한 특별한 제약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MBC / 느낌표 

MBC / 느낌표 

끼 MBC 느낌표의 자믹처리 예처럼 등장인물에 대한 묘사 등을 화면 

의 상당부분을 힐OH하여 자막처리하고 있다 

다)가요프로그램 

가요프로그램은 자막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 

램이라할수있다 



10대， 20대가 가장 선호하는 가요순위 프로그램의 경우， 

가사내용을 전달해 주는 자막의 효과는 여타 프로그램에 

비해 주의집중도가 더욱 높다고 보인다. 

일부 케이블πl의 경우에는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한 실시 

간 자막을 동반하기도 하는 등 젊은 층의 기호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동적인 비쥬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적인 자막으 

로 일관되었으며， 방송사별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KBS2 / 가요뱅크 

MBC / 뮤직캠프 

Mnet / Show뮤직 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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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 TV/ ShowKing 

라)기타 

드라마와 토크쇼 등에서도 자막은 자주 사용된다. 

드라마의 경우 등장인물에 대한 소개내용이나 기본 타이 

틀외에 부수적으로 전달되어야 하는 내용을 자막으로 보 

여준다. 

토크쇼는 대담내용에 대한 요약이나 질문을 자막으로 처 

리하고 있다 이외에도 퀴즈 프로그램 등 많은 프로그램에 

자막이사용되고있다. 

KBS2 / 장희빈 (사극) 

KBS2 / 한선교-정은아의 아침마당(토크쇼)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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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 임성훈과 함께 (토크쇼) 

MBC / 좋은사람 (드라마) 

체획전격 공채/ 

MBC / 좋은사람 (드라마) 

3-2. 가요 프로그램에서의 자막현황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프로그램들이 자막을 사용 

하고 있으며 이러한추세는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고 전문 

기들은전망하고있다 

KBS 홍경수 PD가 2000년 서울대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석사논문으로 제출한 ‘시청률 압박이 프로듀서의 πf자막 

에 대한 인식과 사용패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에 

서 밝힌바와 같이 자막은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시청 

률)를 올릴 수 있다는 기능이 부각되면서 이제는 스티급 

연예인을 출연시키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제작방식이 되 

고있다.에 

그가운데 가요 프로그램은 가사전달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음악과 자막을 동시에 전달한다는 기능으로 볼때 

현재의 음악프로그램의 자막은 정적이며 획일적으로 보인 

다. 

또한 방송사별 차별화도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KBS는 오는 6월 말 봄개편부터 화면영상으로 다른 채널 

과 구분될 수 있도록 히는 채널이미지 구현 사업 즉， 채널 

아이 덴티 티 (Channel Identity)를 시 행한다고 발표하였 

다 9) 

이렇듯 방송사별 색깔 찾기가 진행되고 있는 추세를 볼 때 

시각적 효과를 쉽게 줄 수 있는 자막의 재디자인이 필요하 

다고본다. 

8) 홍경수 1시정률 압박이 프로듀서의 TV 자막에 대한 인식과 사용 

때턴떼 미지는 영항에 관한연구’ 서울대대학원 언론정보학과， 3:XX). 

9) 한국밍솜협회， WNW. radiotν αkr 

3-3. 가요 프로그램에서의 자막속성 

가요프로그램의 소구대상의 연령 및 특성을 살펴 볼 때 신 

세대수용자의 기호와 감각에 맞출 때 가장 효과적인 상품 

가치를 지니게될것이다 

이미 많은 사례에서 본바와 같이 보조자막은 댈레비전 수 

용행위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제까지 와는 달리 댈레 

비전은 동시활동을 기능하게 하는 미디어가 아닌 것이다. 

글자 한자 한자에 집중하도록 제작된 보조자막을 이용하 



여 시청자들을 댈레비전 앞으로 오도록하여 꼼짝없이 프 

로그램에 주목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가요프로그램과 같이 청각으로 수용하는 내용을 

자막으로 동시에 이해해야 할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청각의 시각화라는 관점에서 모션타이포그래피 (Motion 

ηrpography)의 적용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4. 무빙타이포그래피의 적용 가능성 

4-1.무벙타이포그래피 (moving typography )의 속성 

무벙 타이포그라피 는 영상언어를 기반으로 한 타이포그 

래피를일걷는다. 

무벙 타이포그라피가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타이 

포그라피의 확장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표현하는데 있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 가에 대한 연 

구가계속되고있다 

무벙 타이포그라피에서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시청각 

효과를 통한 상호 결합으로 의미 전달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 문자 언어를 영상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문자언어의 

사전적 의미뿐 아니라 시각적 의미로의 확대를 가져옴으 

로써문자 언어가 갖는 의미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다. 

가무빙 타이포그라피의 특정 

무벙타이포그래피는 다음의 특정을 가지고 있다 

O 운율성 (prosody) 

운율(prosody)이란 그리스어의 prosodia 즉 ‘음악에 맞 

춘 노래’ 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한다. 

언어 학자인 웨일즈(Wales)는 문체론 사전(A Dictionary 

of Stylistic)에서 타이포그라피의 운율적 요소들을 억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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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 휴지， 리듬， 템포로 규정하고 있다. 10) 

O 연속성 

타이포그라피의 동적인 표현 효과는 디지털 매체의 출현 

으로 더욱 용이하게 사용되었다 시청자의 눈을 한 곳에 

고정시키거나 원하는방향으로시선을옮길수도있는것 

이다. 이러한표현방법으로 타이포그라피의 표현 영역을 

넓힐 뿐아니라 많은 양의 타이포그라피를 작은 화면에 표 

현하는데효과적이다. 

o 시간성 

단어와 음절의 등장과 퇴장 시간의 조절로 리듬과 멈포를 

조절 할 수 있다 무빙 타이포그라피에서는 문자의 형태， 

변화， 등 타이포그래피적인 변화를 통해 표현효괴를 가 

져올수있다. 

O 여도서 .0 。

무벙 타이포그라피 는 움직임을 통해 공간안에서 의 거리 

를 표현할 수 있다. 또한 모션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다 

OJ한운동성도 표현할 수 있다. 

나.무빙타이포그래피와 TV스크린 

황금분할의 원칙은 텔레비천 모니터에도 활용되고 있다 

4대3(1. 33:1) 비율의 댈레비전 프레임을 3분의 1과 3분의 

2지점에서 나누어 1. 618:1의 황금 직사각형을 만들고 구 

도상중요한문자를이 위치에 배치한다 

프레임의 비율외에 그리드(grid)도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그리드는 공간에서 일련의 제계를 가지고 효율적인 

정보전달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그리드의 적절 

10) 머트울먼/제프 멜린토니 Mo,"ng Type’ 꺼Jt。\/sion SA. a:XXJ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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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활용은 정보의 확신감과 신뢰감을 더해 주게 된다. 프 

레임 안에서 타이포그라피의 위치는 시청자의 지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많은 연구에 의해 밝혀지고 있 

다 11) 

그러나 너무 다양한 기법의 남발로 화변 구성상 시션을 

집중시켜야 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과의 충돌이 생기 

는 것은 배제되어야 한다. 

무빙 타이포그래피에 있어서 가독성과 판독성 역시 중요 

하다. 동영상의 움직임을 활용한 의미전달이 더 빠르고 

효과적이나 중요한 것은 문자의 기본적 기능을 상실해서 

는안된다는것이다. 

무벙 타이포그라피에서는 움직임에 감정이 이입되어 감 

정의 움직임을 관객에게 전달 할 수 있으며 정보전달의 

기능을효과적으로 확대시킬수있다. 

4-2. 가요프로그램에의 적용 가능성 

가요프로그램에 있어서 영상과 음향을 단순히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가능한한통일성 있게 처리해야 한 

다 

영상의 기본적인음향구조에는벨로디와의 조화，가중요 

하며， 거기에 극적 효과와 긴장감 , 감동" 정보 전달을 주 

는것이다. 

영상 화면의 분위기에 따라 흥겨운 음악은 흥겨운 느낌 

이，슬프거나 우울한음악은 그감정을 담을수있어야한 

다 

이러한 효과들은 음향과 영상의 리듬이 서로 조화될 때 

화면의 전체적인 구조에 있어서 통일과 안전성이 유지된 

다 박자， 리듬의 고저， 음색， 템포， 강약 등 의 음향적 요 

소를 적절히 무빙타이포로 적용시킴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수있게된다. 

이렇듯 2차원적 화면의 제한성을 뛰어넘어 감정이나 음 

성， 리듬， 운율성까지 표현힘으로써 문자 언어의 커뮤니 

케이션능력을확장시켜 줄수있는것이다. 

그러므로 가요프로그램의 자막시스템도 현재 2차원적인 

화면에 국한되지 않고 다OJ'한 무벙타이포그래피를 적용함 

으로써 시청대상의 주목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뿐 아니라 

타 방송사와의 차별화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3. 가요 자막에의 적용 예 

앞의 연구에 의거하여 무벙타이포의 가요 자막 적용 가능 

성을 다음의 통영상들을 통해 재현해 보았다 실험을 위해 

기존 뮤직비디오의 무자막 부분을 캡쳐하여 무빙타이포를 

적용하였다 잉) 

무빙타이포 적용여11 

11) 매트울먼/제프 밸런토L1 . ‘ MOV1 ng Type’ . ROIoV1Sl0n SA 2CfJ) 

12) 실힐을 우1 0 1여 사용한 뮤직비디오근 그룹 노을의 비디오이며 

직접 타일인 모선 작업을 적용하였다 



무빙타이포 적용예2 

무빙타이포 적용여13 

다음은 타입 인모션(매pe in Motion) 수업을 통해 제작된 

학생의 작품이다 13) 

3" 끊~ 

무빙타이포 적용예4 

i3) 정선영， 정강문화산업대학/디지털큰탠츠디자인과 2ul2즐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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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빙타이포 적용여15 

무빙타이포 적용예6 

무빙타이포 적용예7 

무빙타이포 적용예8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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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빙타이포 적용예9 

무빙타이포 적용예 10 

본 실험들을 통해 보다 설득력있고， 집중할 수 있는 프로 

그램제작을 위한 무벙타이포의 자막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즈산 。 l o-l rL
-,-- λAλ^ ， 

이러한 다양성을 가진 자막처리를 함으로써 고정적이고 

단조로운화변에서 탈피할수 있을 것으로본다 

5. 결론 

일반적으로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인쇄매체와 달리 영상과 

음향을 통해서 즉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한 

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형식은 제작환경의 발전과 더불어 꾸 

준히 발전되어 왔으며， 새로운 제작환경을 개발하고 구축 

하여 프로그램 제작에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형식의 프로 

그램으로 실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무빙타이포의 방송자막으로의 적용방법 

모색은 새로운 형식의 프로그램 개발의 새로운 방향제시 

라는 점에서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방송사별로 구축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채널이미지 

구현사업(Channel Identity)의 일환으로도 역할을 할 수 

있을것으로보인다 

이러한노력으로서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제작과품질향상 

을 기대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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