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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청각장애인 방송의 예. 자막방송(위)과 수화방송(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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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상파방송서비스 중 자막방송은 100%에 가까운 편성비율을 달성하고 있지만, 화면을가리는 수화방

송은 5% 수준의 편성에 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막방송을 수화로 번역하여 그래픽 수화방송을 생성함으로써 수화방송

의 비율을 높이고자 한다. 수화 단어들의 빈도를 파악하고 중요 단어부터 모션 캡처하기 위해 과거 3년간 일기예보 스크립트

를분석하였다. 자막방송 문장을형태소별로 분석한다음 중요품사 위주로단어단위로번역하고, 기 구축된 한국어어휘의미

망을 이용하여수화사전에 없는 유의어와 하위어를대표어로 대체하였다. 기계번역 기술이 수화통역사의 수준을 따라잡을 수

는 없지만 향후수화방송도 선택적 서비스가 가능해지고수화통역사의 수화방송이모든프로그램에 편성될때까지 본시스템

이 보조적 시청 수단으로 사용 가능할 것이다.

1. 서론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한 방송서비스는 누구라도 보편적으로 이용

할 수 있어야 하며, 시청각장애를 가진 장애인도 예외가 아니므로 방

송사는 장애인에게 방송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장애인의 수는 2010년 기준으로 시각장애인 25만 명, 청각

장애인 26만 명 및 난청노인 166만 명 등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1]. 2008년 장애인 관련 통계에 의하면 장애인의 문화 

및 여가 활동 중 가장 많은 것은 ‘TV 및 비디오 시청’으로 나타났는데, 

비율로도 전체의 36.1%를 차지해 두 번째로 높은 휴식(19.8%)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2].

이처럼 장애인 시청자의 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TV 시청을 

위해 지상파 방송사는 자막방송, 수화방송, 화면해설방송 등의 장애인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화면해설방송은 화면을 볼 수 없

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영상의 내용을 말로 설명하는 것이며, 자막방송

과 수화방송은 청각장애인을 위해 음성 및 음향 정보를 각각 자막과 

수화로 내보내는 것이다. 이 때 자막방송은 방송 영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별도 텍스트 데이터(폐쇄자막, closed caption)로 전송되는 반

면, 수화방송은 수화통역사 영상이 방송 제작 영상에 합성된 채로 송

출된다(그림 1).

 현재 KBS를 비롯한 지상파방송사의 자막방송 편성 비율은 거의 

100%를 달성하고 있지만 수화방송 비율은 5%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비용 문제도 있지만 폐쇄자막방송과 같은 선택적 서비스가 불가능한 

수화방송의 특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자막방송은 프로

그램 제작과는 전혀 무관하게 자막속기사가 입력하여 전송하고 원하

는 사람만 수상기에서 선택하여 시청하면 되지만, 수화방송은 화면의 

상당부분을 가리기 때문에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부터 고려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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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안 된다. 또한 수화방송을 포함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하더라도 장

애인 시청자들에게는 수화 화면의 크기가 작고 위치를 조절할 수도 없

기 때문에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자막방송 58 78 92.6 94.6 96 96.5

수화방송 3.6 2.9 3.8 4.0 5.1 5.2

화면해설
방송 4.7 4.9 5.3 5.5 6.0 6.2

표 1. 최근 지상파방송사 장애인방송 편성 비율 변화 (단위: %)

표 1을 보면 수화방송은 편성 비율이 증가하긴 했지만 여전히 5% 

정도로 미미한 수준인 데 반해, 자막방송은 2006년부터 크게 증가하

여 거의 모든 방송시간대에 지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 만약 자

막방송으로부터 수화방송을 생성한다면 수화방송이 편성되지 않는 나

머지 95%에 해당하는 방송시간대에도 수화방송을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다.

수화방송을 자동 생성하는 기존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내

에서는 교통방송에서 교통정보를 수화로 전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으며, 일본에서는 NHK에서 TVML(TV Making Language)를 

이용하여 수화방송을 생성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4].

  

그림 2. 국내외 캐릭터 수화 서비스. 위 왼쪽부터 교통방송, NHK, 중

국의 캐릭터 수화방송[5]

2. 일기예보-수화 번역

이와 같은 수화방송을 생성할 때에는 자연스러운 그래픽 애니메

이션과 더불어 정확한 한국어-수화 번역이 가장 중요하다. 그림 3은 

전문 수화통역사에게 의뢰하여 일기예보 스크립트를 번역한 예를 보

여준다[5].

그림 3. 일기예보 한국어-수화 번역 예

제안하는 캐릭터 수화방송 시스템에서는 자연어 처리(기계번역) 

기술을 사용하여 이와 같은 수화 번역이 컴퓨터에 의해 자동으로 이루

어질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과거 3년간의 KBS 일기예보 스크립트

를 분석하고 품사별로 단어 등장 빈도를 조사하였다. 

표 2는 일기예보에 사용된 단어 중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에 대

해 가장 많이 등장한 어휘 10개씩을 보여준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일기예보에 가장 많이 나타난 명사 단어는 ‘내일’인 것으로 조사되었

다. ‘누적 빈도’는 단어를 중요도 순으로 정렬한 상태에서 해당 단어까

지만 사전에 등록했을 때, 시스템이 전체 일기예보 스크립트의 몇 퍼

센트를 처리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중요한 숫자이다. 예를 

들어 명사의 경우 발생빈도 10위인 ‘전국’까지 사전에 등록하고 모션

캡처 했다면 확률적으로 스크립트의 약 31%를 처리할 수 있다. 부사

의 경우 상위 10개만 등록하더라도 전체 스크립트의 69%를 처리 가

능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캐릭터 수화방송 시스템은 일기예보에 적용할 수 있게 어

휘와 캐릭터 모션 등을 추가하여 개발 중이다. 번역 시스템은 한국어 

텍스트가 입력되면 이를 형태소 단위로 분석하여 중요하지 않은 조사 

등을 제거하고, 동의어와 하위어를 상위어(대표어)로 대체하는 방식으

로 수화로 변환한다. 이를 위해 그림 4의 한국어 어휘의미망

(KorLex)[6]이 활용된다.

그림 4. KorLex 예

3. 수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위해서는 그림 5와 같이 수화 모션을 캡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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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스켈리톤 모션 블렌딩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어휘
발생
(회)

누적
빈도
(%)

어휘
발생
(회)

누적
빈도
(%)

어휘
발생
(회)

누적
빈도
(%)

어휘
발생
(회)

누적
빈도
(%)

내일 3,295 5 높다 1,277 14 기다 1,582 11 조금 742 11

낮 2,664 9 많다 2,450 27 내리다 1,451 21 점차 702 21

오늘 2,602 13 있다 3,575 40 일다 854 26 대체로 628 30

기온 2,598 16 맑다 4,416 49 오다 844 32 또 576 38

비 2,092 20 낮다 5,214 58 오르다 821 38 다소 470 45

서울 1,747 22 강하다 5,823 65 이어지다 737 43 더 417 51

아침 1,611 24 비슷하다 6,303 70 끼다 712 47 가끔 284 55

지역 1,585 27 크다 6,679 74 받다 628 52 다시 269 59

중부지방 1,426 29 짙다 7,022 78 지나다 493 55 특히 204 61

전국 1,293 31 춥다 7,335 81 떨어지다 440 58 매우 164 69

표 2. 일기예보 단어 빈도 (품사별 상위 10개)

서 데이터베이스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 (주)프림포에서 기존 보유하

고 있던 약 2,700개의 수화 모션에 일기예보를 위해 약 500개의 수화

를 추가함으로써 전체 약 3,200개의 수화 모션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림 5. 수화 모션 캡처 화면. 왼쪽부터 연기자, 뼈대(skeleton), 

최종 캐릭터

캐릭터 애니메이션에 있어서는 두 개의 모션이 서로 다른 관절 운

동을 표현하고 있을 때 이를 부분적으로 추출하고 합성하여 새로운 모

션을 갖는 데이터를 생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수화 단어 끝 부분

과 다음 단어의 시작 부분을 보다 부드럽게 연결을 시켜 마치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 될 수 있도록 구현할 수 있는데, 식 (1)은 파라미터 

u(blending factor) 에 따라 두 곡선 사이에 블렌딩(blending)된 곡선

을 생성하는 것으로, 그림 6은 두 스플라인(spline) 곡선 사이의 기본 

블렌딩을 보여 주고 있다. 두 개의 사용자 모션을 나타내는 곡선에 이

것을 적용시킬 때, 두 모션에서 보간(interpolation)된 새로운 모션을 

생성할 수 있다.

d*j = ub*j + (1-u)c*i, 0≤u≤1 (1)

그림 7은 모션 블렌딩을 통한 중간 모션을 생성한 것이며, 초당 

30 프레임을 기준으로 15 프레임 을 모션 블렌딩 구간으로 정의한다. 

초록색 선이 노란색과 파란색 사이에 블렌딩된 모션을 나타낸다.

그림 6. 모션 블렌딩 그래프

4. 실험 결과

그림 8은 일기예보 수화방송 실험 소프트웨어가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일기예보 영상을 재생하면 해당 기사의 스크립트를 실시간 

번역하여 캐릭터의 애니메이션으로 재생한다. 수화 애니메이션 화면을 

보면 “서울의 아침 기온이”와 같은 한국어 일기예보 스크립트가 “서

울, 아침, 기온”과 같이 수화의 해당 단어로 번역된 결과를 볼 수 있다. 

번역모듈에서 번역에 실패하거나 수화모션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단어

의 애니메이션이 없는 경우에는 ‘N'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표 3은 내부 말뭉치(corpus)와 외부 말뭉치에 대해, KorLex[7]

를 적용했을 때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결과를 보여 준다. 표에서 내부 

말뭉치는 수화 기본어 사전 구축을 위해 분석한 말뭉치를 뜻하며, 외

403



2013년 한국방송공학회 하계학술대회

부 말뭉치는 수화 기본어 사전 구축 후 평가를 위하여 추가로 확보한 

말뭉치이다. KorLex를 적용하여 번역률이 높아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예로는 수화 기본어 사전에 없는 단어인 ‘토사’가 상

위어인 ‘흙’으로 번역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KorLex를 적용하더

라도 번역에 실패하는 예로는 ‘즐라왓’과 같은 태풍의 이름이라든지,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저빈도 단어가 등장했을 경우 등이 있다.

그림 8. 일기예보 수화방송 실험 소프트웨어. (왼쪽)수화 애니메이션, 

(오른쪽 위)번역 화면, (오른쪽 아래)원본 일기예보 영상

말뭉치 구분
말뭉치
크기
(어절)

번역률(%)

KorLex
적용 전

KorLex
적용 후

내부
말뭉치

82,303 95.87 96.17

외부
말뭉치

1,448 88.60 90.68

표 3. 한국어 어휘의미망(KorLex) 적용 전후 결과 비교

5. 결론

한국어로 작성된 일기예보 방송 스크립트를 수화로 번역하고 캐

릭터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하여 수화방송을 생성하는 시스템을 제안하

였다. 이를 위해 과거 3년간 방송된 일기예보 스크립트를 분석하여 활

용하였다. 자막방송 문장을 형태소별로 분석한 다음 중요 품사 위주로 

단어 단위로 번역하고, 한국어 어휘의미망을 이용하여 수화사전에 없

는 단어를 대표어로 대체하였다. 기계번역 기술이 수화통역사의 수준

을 따라잡을 수는 없지만 향후 수화방송도 선택적 서비스가 가능해지

고 수화통역사의 수화방송이 모든 프로그램에 편성될 때까지 본 시스

템이 보조적 시청 수단으로 사용 가능할 것이다.

지금은 미리 저장된 일기예보 영상과 그에 동기화된 스크립트를 

사용하였지만 향후 모든 프로그램에 사용 가능하도록 번역 소프트웨

어와 어휘, 그리고 수화 모션 등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확장이 이루어지면 본 연구의 최종 목표인 DTV 수화

방송 서비스 이전에 그림 10과 같이 스마트 DMB[7]의 한 서비스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DMB는 DTV보다 영상의 지연(delay)이 

큰데, 공교롭게도 이 지연시간이 자막 입력에 의한 3초가량의 폐쇄자

막의 지연시간과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스마트 DMB에서는 

어느 정도 동기화된 수화방송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수화번역의 정확도와 어휘 및 모션 확장 등 앞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많지만 일기예보 수화 생성을 통해 그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많은 장애인 시청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그림 10. 스마트 DMB 서비스 활용 예상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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