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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개방형 플랫폼 기반의 영상콘텐츠 제작 서비스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한다. 이는 중개형 플랫폼 구축 전

략 관점에서 성격이 다른 두 고객층인 자신의 영상 자료로 영상콘텐츠를 제작하고 싶어 하는 수요자와 제작한 영상 콘텐츠 템플

릿을 제공하는 공급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상에서 양면시장 설립에 부합되며, 또한 교차(간접) 네트워크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

다. 그리고 협업과 공유 및 맞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두 고객층에 상호 이익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 기반의 비즈

니스 서비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Web 기반의 중개형 플랫폼 서비스 운영 및 구축을 위한 시스템 

구성 등을 제안한다. 

키워드: 영상콘텐츠(video contents), 개방형 플랫폼 서비스(open platform service)

I. Introduction

다른 분야들과 마찬가지로 영상콘텐츠 제작분야도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인한 스마트폰의 대중화 등으로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스마트폰 등의 대중화된 

기기로  소스 형태의 콘텐츠(단일 콘텐츠 형태)를 손쉽게 확보할 

수는 있지만 하나의 완성된 창의적인 영상콘텐츠 제작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로 인하여 아직까지는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유는 

영상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장비 구축 및 활용 측면과 영상콘텐츠는 

커뮤니케이션 수단 측면에서 스토리 전달 및 창의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자체 영상소스를 갖고 있는 소비자들이 이들 

소스들을 토대로 하나의 완성된 스토리를 갖는 창의적인 영상콘텐츠를 

제작 의뢰하는 시장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또한 단말기의 

성능과 초고속 데이터 전송기술의 발달로 영상콘텐츠를 Youtube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쉽게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들 성격이 다른 두 고객층을 대상으로 자연스럽게 온라인 

상에서 양면시장의 설립 요건에 따른 개방형 플랫폼 서비스의 진행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1]. 
오늘날의 플랫폼은 사용자, 고객, 그리고 파트너 등 복수 그룹이 

참여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각 그룹이 합리적으로 가치를 교환하는 

강력한 에코시스템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업체로는 구글,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노센티브 등이 있다. 또한 개방형 

플랫폼은 협업, 공유, 맞춤 서비스, 신뢰 등의 개념을 토대로 적극적인 

창조 경제 주체를 표방하는 정부 3.0도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다. 
즉, 플랫폼은 주로 공급자와 수요자의 중계를 통한 가치 창출이라 

할 수 있다[2].

II. Design of Open Platform Service for 

Making Video Contents

플랫폼의 유형 및 수익 모델에 따라 중개형, Lock-in형, 광고형 

등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서비스는 중개형 플랫폼 구축 

전략에 기인하며, 제안하는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한 개방형 플랫폼 

서비스는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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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cept Diagram of Open Platform Service for Making 

Video Contents

그림 1을 토대로 영상콘텐츠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급자이면서 고객인 영상콘텐츠 템플릿을 제공하는 제작

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선적으로 템플릿 포맷을 맞춰야 하며, 
템플릿 예제 동영상을 제공해야 한다. 고객인 소비자는 제공되는 

영상콘텐츠 템플릿의 예제 동영상을 확인하고 선택한 영상콘텐츠 

템플릿에서 요구하는 개수의 영상 콘텐츠 소스들과 텍스트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준비 단계를 거치면 플랫폼에서는 소비자에게 

제작비를 청구하여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여 전달하며, 제작자에게 

영상콘텐츠 템플릿 제공에 대한 비용을 정산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영상콘텐츠에 관심을 갖고 소비자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자는 

플랫폼에서 자연스럽게 상호 이익을 만족시킬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림 2와 같은 시스템 구성을 고려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서비스는 웹 기반으로써 제작자는 정해진 

규칙에 의거하여 영상콘텐츠 템플릿을 제작해야 하는데, 이는 일반 

소비자가 직접 영상콘텐츠를 제작해야하는 경우와 다를 바가 없다. 
일반적으로 영상콘텐츠 제작들은 그들이 사용하는 영상콘텐츠 제작 

도구들을 통해 템플릿을 제작함에 있어 소비자와 상호간에 EDL을 

공유하던가, 아니면 그들만의 디자인 컨셉을 갖고 작성한 템플릿을 

특정 제작도구의 프로젝트 파일 또는 AAF, MXF, XML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널리 사용되는 다양한 비선형편집기 등의 소프트웨어

들이 이들 포맷을 지원하고 있다[3]. 

Fig. 2. A System Architecture for Open Platform Service 

to Make Video Contents

이렇게 제공된 제작자의 영상콘텐츠 템플릿과 소비자의 영상콘텐츠 

소스를 온라인으로 제공받아 하나의 완성된 영상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렌더링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때 렌더링을 수행하기 위한 

구성 설정을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으나 특정 렌더러의 입력 포맷을 

맞추기 위해서는 중간 변환 단계가 필요한데, XML 기반의 포맷 

변환 과정이 고려될 수 있다. 또한 렌더러는 구성된 하드웨어의 성능에 

종속적인데  nVidia사의 CUDA 등의 고려가 추가될 수 있고, 렌더팜의 

구성에 있어 분산처리를 위한 다양한 기법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 콘텐츠들이 온라인 상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CMS(Content Management System)의 고려도 필수

적이다.

III. Conclusions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플랫폼은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한 소비자들

과 제작자들이 함께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시너지를 창출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에코시스템으로써 실제 구현에 있어서 기술적인 

측면들이 좀 더 깊이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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