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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막은 청각장애인들의 의사 소통, 정보 전달 및 정보 획득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서비스이다. 특히, 

지상파 DTV 에서 청각장애인의 방송시청권보장을 위한 일환으로 제공되고 있는 폐쇄자막은 지상파 DTV 뿐만 

아니라, 케이블, 위성방송, IPTV 및 VOD 서비스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재활용성이 높은 콘텐츠이다. 그러나, 

속기사에 의한 실시간 폐쇄자막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송환경에서 많은 방송 프로그램의 폐쇄자막들이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폐쇄자막 콘텐츠의 미디어 매체별 재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한 방법으로 CEA-708 표준을 지원하는 폐쇄자막의 사전 제작 및 기저작된 자막의 편집을 위한 

저작도구를 소개한다. 

 

1. 서론 

 
과거 청각장애인들은 배우기 쉽고 감정표현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수화를 선호하기도 하였지만, 인터넷의 보급과 더불어 

급격한 정보의 확산에 따라 젊은 연령대일수록 디지털 정보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문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문자의 습득과 함께 사회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막은 청각장애인들의 의사 소통, 정보 전달 및 정보 획득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서비스이다. 

2014 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도에 따르면 국내 

난청환자가 2008 년 22 만명에서 2013 년 28 만명으로 5 년새 

26.7%가 증가하였으며, 이 중에서 60 대 이상의 난청환자가 

30.9%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약 6%가 난청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1]. 이와 같이 선천적 장애인과 고령화에 따른 후천적 

장애인의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장애인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편적 방송접근권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1 년 정부는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방송 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자막, 수화, 화면해설) 제공을 의무화하고 의무 

편성비율을 매년 확대하고 있다[2]. 이를 위해 국내 지상파 

방송국은 주로 속기사를 활용한 실시간 자막 방송 시스템을 

중심으로 현재 거의 100%에 이르는 폐쇄자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연시간 4 초 이내, 정확도는 98%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다[3]. 이러한 자막 콘텐츠는 지상파 DTV 뿐만 

아니라, 케이블, 위성방송, ITV 및 VOD 서비스에서도 재활용이 

가능한 콘텐츠 이다. 그러나, 속기사에 의한 실시간 자막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송환경에서 많은 방송 프로그램의 

자막들이 방송사의 자막 아카이버 시스템의 미비, 저작권 문제 

등으로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본 논문에서는 향후 자막 콘텐츠의 미디어 매체별 

재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자막 저작 및 편집을 위한 

저작도구를 소개한다. 본 논문의 2 절에서는 국내 자막 표준 

규격에 대해 소개하고, 3 절에서는 제안된 폐쇄자막 저작도구의 

구성, 인터페이스 및 실험 결과를 확인하고, 4 절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2. 시청각 장애 보조 방송 서비스 

 
2013 년 12 월 TTA(Telecommunication Technology 

Association)는 지상파, IPTV, 디지털 위성방송 등의 매체 

별로 각각 관리되던 자막, 화면해설 및 수화 방송 서비스 

표준을 시청각 장애 보조 방송 서비스(TTAK.KO-

07.0093/R1)로 통합 제정하였다. 표준에서 자막은 ‘CEA-

708-D’ 규격을 바탕으로 국내 디지털 TV 방송의 자막 

서비스에 필요한 내용과 필수 항목을 추가하였다. 주로 수정된 

내용은 자막 방송의 전송을 위한 시그널링과 한글 사용에 따른 

2 바이트 문자의 코딩과 해석에 관한 내용이며, 자막 디코더 및 

수신기 필수 구현 사항을 정의하고 있다[4]. 

 

3. 폐쇄자막 저작도구 

 
제안된 폐쇄자막 저작도구는 그림 1 과 같이 크게 CEA-

708 표준커맨드 코드 모듈, CEA-708 표준커맨드 기능 모듈, 

오디오 처리 모듈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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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폐쇄자막 저작도구 모듈 구성도 

CEA-708 표준커맨드 코드 모듈은 SPA, SPC, SWA, 

SPL, DFn, CWn 등의 CEA-708 표준커맨드 코드를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CEA-708 표준커맨드 기능 

모듈은 표준커맨드의 저작 및 편집 기능을 제공하고 이를 

화면에 표출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오디오 모듈은 오디오 

웨이브 파형을 이용하여 자막 구간에 대한 시간 정보의 

획득을 용이하도록 한다.  

표 1 은 자막과 관련된 CEA-708 주요 표준 커맨드의 

기능 및 속성을 보여준다. 

표 1. CEA-708 표준 커맨드 

커맨드 속성 기능 

SPA 
글자 크기, 폰트 종류, 기울임, 밑줄, 

설명 태그, 위치, 모서리 
글자 속성 

SPC 
글자 색, 배경 색, 경계 색, 투명도, 

배경 투명도 
글자 색상 

SWA 

정렬, 출력 방향, 스크롤 방향, 

배경색, 경계색, 워드 랩, 표시 효과, 

효과방향, 효과속도, 채움 투명, 

경계선 

윈도우 속성 

SPL 행, 열 글자 위치 

DFn DF0 ~ DF7 윈도우 정의 

CWn CW0 ~ CW7 현재 윈도우  

 

제안된 폐쇄자막 저작도구는 그림 2 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폐쇄자막 편집 창, 미디어 재생 창 및 오디오 기반 

편집 창으로 구성된다. 

 
그림 2. 폐쇄자막 저작도구 사용자 인터페이스 

폐쇄자막 편집 창은 자막 라인의 삽입, 삭제, 병합, 라인 

재생을 지원하고 글자 속성, 글자 색, 자막 원도우 설정, 글자 

위치에 대한 세부 속성 편집을 지원한다. 미디어 재생 창은 

영상 내 자막 원도우 위치에 대한 정의와 현재 원도우 설정 및 

영상과 폐쇄자막의 프리뷰 기능을 제공한다. 오디오 기반 편집 

창은 오디오비디오 스트림에서 오디오 웨이브 파형을 추출한 

뒤, 이를 분석함으로써 음성이 존재하는 구간과 무음 구간을 

구분하여 자막의 시작과 종료 구간을 생성할 수 있다. 오디오 

타임라인 상에 생성된 자막 후보 구간을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자막 구간 설정에 필요한 시간 정보를 보다 

손쉽게 획득하여 폐쇄자막 제작에 소비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림 3 은 제안된 폐쇄자막 저작도구를 이용하여 제작한 

자막을 영상과 함께 재생한 화면이다.  

  
그림 3. 폐쇄자막 저작의 예 

실험에 사용한 영상 컨텐츠는 MBC 로부터 제공받은 ‘내 딸, 

금사월’과 ‘무한도전’을 이용하여 제작하였고, 한국농아인협회와 

함께 제작된 폐쇄자막을 영상과 함께 재생하며 검토한 결과, 

사전 제작으로 인해 지연 시간과 오탈자가 없는 부분에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4. 결론 

 

최근 정부의 장애인방송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상파 

방송사들의 노력으로 실시간 폐쇄자막 방송은 세계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에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사라지는 폐쇄자막이 많다. 이미 만들어진 폐쇄자막은 

약간의 편집만으로도 케이블, 위성방송, IPTV 및 VOD 

서비스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콘텐츠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저작된 폐쇄자막과 사전제작을 

위한 폐쇄자막 저작도구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폐쇄자막 

저작도구가 적은 비용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쇄자막의 

활용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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