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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최근 국내 방송 업계에서 로그램 제작 아이디어를 쉽고 빠르게 획득하기 하여, 방송 로그램 포맷

을 수입하여 로그램을 제작하여 방 하고 있다. 방송 산업에서 포맷이란 일련의 시리즈물 로그램에서 

각각의 에피소드를 구성하는 가변의 요소들이 시리즈물 내내 변화지 않고 꾸 히 유지되는 로그램 요소

들의 집합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컨  국내에 방 되고 있는 퀴즈 로그램인 1:100의 

경우, 해외에서 포맷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작한 표 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즉, 포맷이란 로그램의 

독창 인 아이디어와 구성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로그램 기획안과 유사하지만, 더 구체 인 제작 설명서

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방송 로그램의 포맷 창작을 하여 다수의 사용자가 창의 인 아이

디어를 도출하고 확장하여, 이를 포맷 제작에 합하게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웹을 기반으로 

구 하고, 이를 방송 로그램 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 이 있다.

 
 ■ 중심어 :∣콘텐츠∣포맷∣CGTS∣아이디어∣집단 창작∣

Abstract

Recently broadcasting production companies have imported a number of broadcast program 

formats to get ideas quickly and easily. The term format in broadcasting industry is defined 

as a paper form which includes principal elements throughout each episode of the series in a 

program to keep consistency.  In case of the quiz program titled 1:100 which is being aired in 

Korea, the domestic company imported the format and produced to broadcast in Korea. In other 

words, a format includes components of the inherent creative ideas and proposals needed in 

production a program. The study proposed a web based collaborative system that many users 

create the format for the broadcast program together. the system is constructed to combine 

creative ideas to making them a format. Also,  production experts will take advantage of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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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방송 통신의 융합과 유비쿼터스 환경의 도래로 

인하여 다매체, 다채  등 미디어의 기술  환경 변화

는 미디어 콘텐츠의 창작 과정, 콘텐츠의 다양화는 물

론이고 방송 로그램을 시청하는 수용자의 패턴에 있

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시청자들은 끊임없

이 새로운 형식과 내용의 로그램을 요구하며, 때로는 

기존의 로그램에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제작진에게 

달하고, 의견을 반 할 것을 주장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기존의 방송 로그램 제작 시스템으로는 새

로운 형식의 로그램이나, 미디어 콘텐츠를 시청자들

의 요구에 맞게 빠르게 개발하고 제작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방송 로그램 제작 로세스[1]

의 경우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로그램 컨셉을 기획

하는 단계에 있어, 로듀서  작가 등 소수의 방송 제

작 련자들에 의하여 행해지기 때문에 창의 이고 독

창 인 아이디어 도출에 있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

하다.

한, 방송 로그램 제작의 경우 Pre-production 단

계에 진입하게 되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반 하기 한 

수정 비용이 발생하게 될 뿐 아니라, 실제 제작될 로

그램의 성공 가능성에 해서는 검증해 볼 수 있는 단

계가 없다는 문제 이 있다. 

그림 1. 방송 프로그램 제작 프로세스

최근 국내외 방송 로그램 시장의 경우 이러한 문제

을 개선하기 하여, 방송 로그램 포맷이라는 새로

운 방송 제작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 방송산업분야에서 

포맷(Format)이란 용어는 최근 몇 년까지 만해도 생소

한 단어 다. 일반 으로 포맷이란 통상 으로 IT 하드

웨어 분야에서의 형식을 가리키는 용어로써 형식, 서식, 

기화, 체제, 형의 틀을 의미한다. 포맷이란 단어의 기

원은 인쇄 산업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때의 의미는 책

의 규격을 의미한다. 이러한 규격의 의미로 사용된 포

맷이 TV 방송의 개념으로 차용되면서 일련의 시리즈

물 로그램에서 각각의 에피소드를 구성하는 가변의 

요소들이 시리즈물 내내 변화지 않고 꾸 히 유지되는 

로그램 요소들의 집합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되

었다[1].

포맷의 개념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퀴즈 쇼의 경우

에 있어 참가자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이며, 화면

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무  장치  소품은 어떤 식으로 

배열할 것인지, 퀴즈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 인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출제할 것인지

와 같이 로그램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구체 이고 세

부 인 제반의 형식이 곧 포맷을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

[2].

방송 로그램 포맷을 활용한 방송 제작의 경우, 

로그램의 아이디어 원형을 합법 으로 모방하고 차용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로그램 제작자 입장에서 

[그림 1]의 첫 번째 Pre-production 단계의 시간과 비용

을 일 수 있으면서, 검증된 로그램 아이디어를 도

용함으로써 성공 가능성에 한 우려도 어느 정도 해소 

시켜  수 있는 장 을 안겨 다. 이러한 방송 로그

램 포맷의 도입은 국내에서도 시작되고 있다. Endemol

의 퀴즈쇼 <Een tegen 100>을 KBS에서 포맷을 수입, 

제작하여 <1:100>이란 타이틀로 재 방 하고 있으며 

Endemol의 <Deal or No deal>을 Cable TV인 TvN이 

포맷을 수입하여 제작, 방 하 다. 한 2008년에는 

국 Fremantle Media의 <Project Run Way> 포맷을 

Cable TV 온스타일에서 각각 수입하여 제작, 방송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로그램의 포맷의 제작  수출은 재

까지 극 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3]. 어떻게 

로그램의 내용을 포맷화할 것이며, 새로운 로그램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포맷화 가능성을 고려한 창의 인 

아이디어를 도출할 것인지에 한 로세스의 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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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맷 거래에 한 공식 인 유통 업체  련 인증 

로세스 미흡 등이 국내 로그램 포맷 제작 산업 발

의 문제 으로 지 되고 있다[4].

재 방송 로그램 제작 아이디어의 경우 소수의 

문가에 의해 그 내용이 결정될 뿐만 아니라, 시청자에 

한 인기에 따라 유사한 형식을 가진 드라마 는 버

라이어티 쇼 등이 제작 방송 되고 있다. 더불어, 방송 

로그램 모방에 따른 작권 문제가 포맷 산업 시장의 

성장과 함께 두되고 있어, 독창 이면서 시청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포맷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에 한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하지만, 

재 방송 로그램 제작 시스템은 기획 단계에서 일정 

수 의 품질을 담보하기 한 공식 이고 체계 인 시

스템이 미흡하다는 이다. 체계 인 차를 거쳐 기획

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작가 는 PD 등 일부 자원에 의

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기존의 콘텐츠  방송 로그

램 기획안의 경우 주로 오 라인의 회의를 거쳐 작성하

기 때문에 아이디어 독창성과 창의성  흥미 요소들이 

개인의 능력에 많이 좌우되어 왔으며, 기획안에 한 

평가 역시 정해진 형식이 없이 제작 책임자 는 채  

편성자의 경험에 의하여 평가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독창 이고 창의 이면서 

에게 검증된 포맷 아이디어를 체계 으로 도출할 수 

있는 로세스를 확립하고, 도출된 아이디어를 구체

인 포맷으로 발 시킬 수 있는 체계 인 웹 기반 시스

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은 콘텐츠 

 방송 로그램 제작 로세스를 좀 더 체계 이고, 

효율 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과거에는 창작이란 한 분야의 문가의 능력과 경험

을 통하여, 새롭고 독창 인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서 특정한 로세스를 통하여 도출되어지는 것이 불가

능하다고 인식되었지만, 디지털 네트워크 시 가 도래

하면서 디지털 콘텐츠 창작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

되었다. 디지털 콘텐츠 창작의 가장 표 인 사례는 

UCC의 유행을 들 수 있다. 웹을 통한 UCC의 부각은 

디지털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에서 개인과 개인들의 네

트워크의 요성이 커진다는 을 의미한다. 한, 디지

털 네트워크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사용자들이 콘텐츠

를 생산하는 주역이 되고 있다는 이다[5]. 

창작의 주체가 소수의 문가에서 사용자로 이됨

에 따라, 일반 인 개인의 창의성을 이용하여, 창작물을 

제작하고 이를 문가들이 다듬어 다시 유통하는 새로

운 창작 로세스에 한 연구가 국내외에서도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2003년 개발된 웹 기반의 컴퓨터 지원 

집단 발상 시스템인 Creative Group Thinking 

System(CGTS)을 이용한 산업 디자인 분야에서 창의

 제품 디자인을 한 로세스 연구[6]가 수행되었으

며, 최근에는 게임 시나리오 개발을 하여 CGTS 를 

활용한 연구[7][8]등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웹 기반 포맷 창작 시스템의 경

우도 이러한 다수의 창의성을 체계 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여, 방송 로그램  콘텐츠 제

작자들이 쉽고 효율 으로 포맷을 제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 다. 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

템을 활용할 경우 문가가 아닌 일반 사용자들 역시 

포맷 창작이라는 어려운 작업을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쉽게 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 다.

요컨  본 연구는 콘텐츠 는 방송 로그램 포맷의 

창작을 하여 다수의 사용자가 창의 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확장하여, 이를 포맷 제작에 합하게 재구성

할 수 있도록 하는 로세스를 웹을 기반으로 구 하

고, 이를 방송 로그램 방송 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

도록 하는 창작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하

여, 본 연구에서는 먼  기존의 포맷 제작 시스템에 

한 해외 사례에 한 연구를 진행하 으며, CGTS에 

한 기존 연구를 본 로세스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한 분석을 수행하 다. 한 포맷의 구성 요소와 평가 

요소들에 하여 방송 로그램 제작 문가들의 의견

을 분석하여 체계화하여 가이드라인을 작성하 다. 마

지막으로 이러한 가이드라인과 로세스를 시스템 으

로 설계하여 웹으로 구 하 으며, 문가들을 상으

로 기존 TV 로그램 제작 시스템과 비교 분석을 통하

여 효율성  활용 효과에 한 검증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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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관련 연구

1. 해외포맷 제작시스템 사례분석
본 연구에서는 해외의 표 인 포맷 창작  유통 

회사인 Endemol의 포맷 개발 시스템에 하여 분석을 

수행하 다. 2004년 시장 조사 결과 오리지  포맷의 

회사별 제작비의 황을 살펴보면 단일 회사로는 

Endemol이 21%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으며, 오

리지  포맷 유통 배 의 회사별 유율 한 Endemol

이 단연 압도  우 를 차지하고 있다[9].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세계 으로 가장 큰 규모라고 할 수 있는 

Endemol의 포맷 개발 시스템을 이해하고, 분석하여 웹 

기반 포맷 창작 시스템의 로세스 확립에 활용하고자 

하 다. 

먼 , 기존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Endemol이 로그

램 포맷 창작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을 가

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10].

첫째, TV 로그램 제작과 TV 로그램 아이디어 

창작은 철 히 구분한다. 둘째, Endemol UK는 아이디

어를 생산하는 집이다. 셋째, 아이디어의 소통은 개방

이고 정 이어야 하며 서로 간의 정보 공유가 제되

어야 한다. 

의 세 가지 원칙에서 알 수 있듯이, 포맷 창작의 경

우 TV 로그램 제작과는 달리 아이디어의 독창성과 

소통을 통한 정보 공유가 가장 요한 시스템의 요건이

라고 할 수 있다.

Endemol UK 지사는 아래 [그림 2]와 같은 포맷 창작

을 한 조직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10]. Creative 

Team은 포맷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일을 담당한다. 이

들은 Head of Formats과 매일 인스토  작업을 하

며, 매주 한번씩 Creative Director에게 새로운 아이디

어를 가지고 피칭한다. 한, 이들의 아이디어는 일정한 

형식을 갖춘 서류를 통해 서면상의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고 있다. Head of Research는 Creative Team에 속한 

창작자들에게 포맷 아이디어 고안에 필요한 자료  기

자재 등을 제공하며, 행정 인 업무를 담당한다. Head 

of Formats는 Creative Team을 독려하고 리하는 사

람으로서 포맷 아이디어를 1차 으로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Creative director는 창출된 아이디어

를 서면 포맷으로 발 시키느냐에 한 최종 결정을 담

당하고 있다.

그림 2. Endemol UK 조직도

기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Endemol의 포맷 창작 

로세스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10]. 

1단계: 2주 정도 아이디어를 인스토 을 한다.한 

가지 주제가 나오면 1주일 뒤 더 발  형태로 진행한다. 

2단계: 창기 40개의 아아디어를 20개, 10개 등의 단계

로 여 간다. 3단계: 어든 10개의 아이디어를 지 

매니 에게 달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4단계: 의견 수

렴된 아이디어를 최종 정리한다. 5단계: 아이디어를 실

행해 볼 수 있는 일럿 테스트를 진행한다. 6단계: 서

면 포맷을 작성한다. 

아이디어 창작 과정을 로세스화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지만, Endemol의 시스템  로세스를 살펴보면 

나름 로의 원칙과 단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  

다수의 아이디어를 확장하는 단계, 구체화하고 수렴하

는 단계, 최종 으로 서면 포맷을 작성하는 단계로 분

류할 수 있다. 그러나 Endemol의 포맷 창작 로세스는 

각 단계에서 해야 할 일들과 평가되어야 할 요소들이 

체계화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각 단

계에서 구체 인 창작 기법이나 가이드라인을 문서화

하고 정형화하지 못하고 있어, 기존의 방송 제작을 

한 아이디어 회의 과정을 단계화하는데 그치고 있다. 



웹 기반 방송 프로그램 포맷 공동 창작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145

2. CGTS(창의적 집단 발상 시스템) 
창의  집단 발상 시스템은 산업 디자인 분야에서 

2001년 처음 국내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6]. 산업 디자

인 개발을 지원하는 컴퓨터 기반의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주 으로 수행되어 개발되

었으며, 시스템의 구성은 [그림 3]과 같다. 비록 CGTS

의 경우 새로운 산업 디자인을 개발하기 한 도구로 

연구 개발되었지만, 로세스를 분석하여 보면 앞 에

서 분석한 포맷 창작 로세스의 3단계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 창의적 집단 발상 지원 시스템 구성도[6]

발상 사고 모듈의 경우 포맷 아이디어 확장 단계와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정리 사고 모듈은 아이

디어를 구체화하고 수렴하는 단계와 유사하 다. 선정 

사고 모듈의 경우는 서면 포맷을 작성하는 단계와는 차

이가 있지만, Endemol의 경우 서면 포맷 작성을 해서

는 구체화된 아이디어에 한 Creative director의 인가

가 있어야 하므로 일정 부분 유사한 측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CGTS의 경우 각 모듈에서 컴퓨터 기반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세부 모듈을 시스템 으로 체계화하여 

제안하고 있다는 에서 Endemol의 포맷 창작 로세

스보다는 좀 더 구체 이고, 명확한 측면을 가지고 있

었다. 특히, 디자인 신을 한 창의  집단 발상 연구 

보고서를 살펴보면 CGTS의 로세스를 확립하고 이

를 컴퓨터 기반으로 구 하여 디자인 공자들의 창의

 아이디어 발상을 지원하고, 구체화하여 시험 평가를 

수행하고 그 효율성을 검증한 연구를 진행하 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시스템 로세스 설계는 기본 으로 

CGTS에서 제안하고 있는 창의  집단 발상 시스템의 

로세스를 이론  토 로 하여 개발되었다. 하지만, 각 

단계에서의 세부 인 기능과 시스템이 지원하는 데이

터베이스의 경우는 컨텐츠 는 방송 로그램 포맷 창

작 시스템에 합하도록 문가 인터뷰와 련 연구 결

과를 바탕으로 설계하 다. 

Ⅲ. 시스템 설계 

본 연구는 사용자(특히, 방송  미디어 컨텐츠 제작

에 심이 있는 사용자) 들이 다양한 장르의 방송 로

그램 제작을 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웹 기반의 창작 과정을 통하여, 

방송 제작자를 한 방송 로그램 는 콘텐츠 포맷을 

창작하고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기존의 문가들의 아이디어에만 의존하던 

방송 로그램 제작을 한 포맷 아이디어를 다수의 사

용자들로부터 체계 으로 도출함으로써, 지속 가능하

고 효율 인 포맷 창작 시스템을 구 하기 하여, 아

래와 같이 시스템을 구성하 다.

그림 4. 시스템 구성도

웹을 기반으로 하여 [그림 4]와 같이 일반 사용자가 

아이디어를 도출하면, 웹서버의 DB에 아이디어들이 

장되고 방송 제작 문가들로 구성된 자문 그룹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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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들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되도록 설계하 다.

본 시스템은 웹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 사용자, 포맷 문가(방송 로그램뿐 아

니라 콘텐츠  미디어 제작에 문성이 있는 사용자로 

분류), 제작사(포맷의 제작  유통에 직 으로 여

하는 사용자로 분류)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사용자들이 창의 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집

단 지성을 통하여 구체화하여 포맷을 완성하기 한 과

정을 CGTS와 같이 총 3단계로 구성하 으며, 마지막 

단계로서 포맷을 등록하고 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 다. 각 단계별로 사용자들이 하여야 하는 작업

과 시스템이 지원하는 내용을 아래의 [표 1]과 같이 설

계하 다.

표 1. 단계별 세부 작업 및 시스템 지원 내용
단계 사용자 작업 시스템 지원

1단계: 아이디어 
발상 및 논의

1.1 아이디어 제안 아이디어 게시판

1.2 아이디어 논의 기존 TV 프로그램 
유형 분석 DB

1.3 아이디어 추천 아이디어 평가 항목

1.4 프로젝트 팀 구성 비공개 프로젝트 팀 
게시판

2단계: 포맷 초기
기획안 창작 2.1 초기 기획안 작성 콘텐츠 시나리오 구

성요소 DB 

3단계: 포맷기획
안 평가 및 서면 
포맷 작성

3.1 초기 기획안 제출 자문그룹 평가 및 평
가결과 통보

3.2 최종 서면 포맷 작
성

서면 포맷 구성요소 
DB

4단계: 포맷등록 
및 판매단계

4.1 최종 서면 포맷 등
록 신청

포맷 인증위원회 심
의 및 평가결과 통보

4.2 최종 서면 포맷 수
정 및 등록

등록 인증번호 부여 
및 오픈마켓에 포맷 
등록

1단계는 사용자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게시하고 논

의할 수 있도록 설계하 으며, 2단계에서는 하나의 아

이디어에 하여 공통의 심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사

용자가 로젝트 을 구성하여, 아이디어를 확장하고 

방송 로그램 는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핵심 항목들

을 구성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지원한다. 3단계에

서는 로젝트 이 논의된 아이디어를 포맷 형식에 

합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포맷 기획안의 형식과 가이드

라인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 으며, 이러한 

포맷 기획안 작성 시스템에는 포맷 문가도 함께 참여

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는 작

성된 포맷 기획안에 하여 평가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실제 방송 로그램  컨텐츠 제작사와의 유

통과정을 인터넷을 통하여 효율 으로 일어날 수 있도

록 하 다.

1. 아이디어 발상 및 논의단계
Web 2.0의 등장과 함께 사용자 참여, 공유, 개방의 개

념은 기존의 문가 심의 콘텐츠 창작 활동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콘텐츠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생산자가 소비자이면서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는 시 로 바 게 되었다. 기존 미디어가 문가들에 

의해 창작되고 변형된 정보들을 단일 채 로 소비자에

게 달한 반면, Web 2.0 시 의 미디어는 창작 채 이 

개인 블로그나 SNS 2.0 서비스 채  등을 통해서 다양

해져 소비자가 직  참여하여 창작하고 재생산할 수 있

도록 된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최근 집단지성에 의

한 정보 생산의 효율성과 창의성이 새로운 Web 2.0환

경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집단 지성을 이용하여, 다양하

고 독창성 있는 포맷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한 과정으

로 1단계: 아이디어 발상  논의 과정을 정의하고 문

가에서부터 일반 사용자까지 다양한 계층이 아이디어

를 발상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피드백 기능과 모니터링 

기능을 시스템에 용하 으며, 아이디어 발상 가이드

라인을 DB로 제공함으로써 CGTS의 발상 가이드 역할

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한, 각 사용자의 아이디어가 집 될 수 있도록 태

깅 기능을 용하 다. 태그는 사용자가 직  입력할 

수 있으며, 아이디어 속에서 표 키워드로 시스템에 

자동으로 DB 단어로 인식할 수 있게끔 하 다. 이러한 

태깅 기능은 동일한 키워드 아이디어에 하여 다수의 

생각을 하나의 아이디어로 발 시킬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요컨  아이디어 발상  논의 단계에서 

용한 기능과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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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시스템에 적용된 주요 기능
세부 메뉴 시스템 용 기능

아이디어 창작 발상 가이드라인 DB
태크 클라우드 태깅 기능
아이디어 첨가 태깅 기능
아이디어 추천 피드백 기능
아이디어 결합 모니터링 기능
아이디어 검색 태킹 기능

포맷 아이디어 창출을 한 1단계 과정에서 시스템이 

제공하는 가이드라인 DB는 포맷 창작과 련된 기존 

TV 로그램의 유형 분석 내용과 아이디어의 실제 

로그램 는 콘텐츠화 가능성에 한 체크리스트 두 가

지로 구성하 다. 기존 TV 로그램 유형 분석 내용의 

경우, 기존 연구 결과[11]를 본 시스템에 활용하여 가이

드라인 DB로 제공되도록 설계하 다. 아래의 [그림 7]

은 본 시스템에서 활용한 기존 연구 결과물  일부분

이며, 아래와 같은 내용과 형식을 본 시스템의 가이드

라인 DB로 활용하 다. 

그림 7. 유형 분석 사례

로그램  콘텐츠 구  가능성 체크리스트의 경우, 

재 방송 제작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PD와 작가 5명

이 아이디어가 제작 가능한 콘텐츠가 되기 하여 갖추

어야 할 요건들을 경험을 토 로 작성하게 한 후, 공통

된 항목을 추출하여 아래의 항목으로 선정하여 발상 가

이드라인 DB로 활용하 다[그림 8].

그림 8. 콘텐츠 구현 가능성 체크리스트 항목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그림의 체크리스트 항

목은 방송 제작 문가들이 아이디어 회의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에 한 제작 가능성 검토 시 일반 으로 평가

하는 항목들로 조사되었다. 문가 인 경험이나 지식

이 부족하더라도 이러한 항목들과 기존 방송 로그램 

유형 분석 DB를 활용할 경우 기의 창의 인 아이디

어가 단순히 아이디어로 머물지 않고, TV 로그램 

는 콘텐츠 제작을 한 포맷 아이디어로 발 할 수 있

을 것으로 기 된다. 한, 이러한 가이드라인 DB는 

TV 로그램  콘텐츠 제작의 환경 변화에 따른 지속

인 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웹 시스템

에서 이러한 가이드라인의 제공은 CGTS 연구의 발상 

가이드 제공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창의 인 아이디어를 

체계화 하는데 있어 매우 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2. 포맷 초기기획안 창작단계
기 포맷 아이디어들의 경우, 그 결과물이 주로 개

인의 창의성에 의한 산물로서 체계화되지 않은 상태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아이디어를 바로 서면 포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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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범주 작성항목 상세설명

행동요소(
What)

프로그램 
소재 영역 
및 과제

소재 연애/매칭, 결혼, 가족, 
동물, 등...

사건 상황, 갈등요소
과제 퀴즈, 미션 등...
결과 해결방법, 획득결과물

규칙요소
(How)

프로그램 
구조 및 
진행방법

형식 리얼리티, 게임, 토크, 
버라이어티 등...

규칙
상/벌, 팀 구성방식, 
심사방식, 진행방식 

등...
줄거리/구

조
과제 또는 사건의 

흐름도
연출방식 배경, 세트 등...

인적요소(
Who)

프로그램 
구성원 

출연자 인원, 성별, 역할, 특징
진행자 인원, 성별, 역할, 특징

성격과 
역할

보조진행자 인원, 성별, 역할, 특징
패널 인원, 성별, 역할, 특징

동기요소
(Why)

프로그램 
기획의도 제작의도 즐거움, 감동, ...

공간요소
(Where) 공간기획 제작 

장소
스튜디오의 특징 또는 

장치물

시간요소
(When) 시간기획

방송 
분량
방송 
시간

이라는 문서로 작성하기에는 문가 인 경험과 노하

우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형의 아이디어

를 집단 지성을 통하여 구체화하는 단계로서 포맷 기 

기획안 창작 단계를 설계하 다. 이러한 단계는 CGTS

의 정리 사고 모듈의 발상 분류와 발상 패턴 분석 기능

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의 익명의 사용자들이 공통된 심사와 유

사한 아이디어에 한 발  동기를 가지고 있다 할 지

라도 서로간의 목표와 동기 부여 정도가 다르다면, 체

계 인 하나의 결과물을 책임감을 가지고 도출해 내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로그램 제작 창의성에 한 

기존 연구[12]를 살펴보면 로그램 제작 창의성에 미

치는 향  집단 지향 문화가 요하며, 구성원들의 

공유와 헌신, 참여와 합의, 동기 부여 등이 이러한 집단 

지향 문화의 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시스템에서는 기 창의 인 아이디어를 체계화시키기 

하여 로젝트 을 구성하고 이러한 이 하나의 집

단 지성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포맷 기 기

획안을 창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 다. 

포맷 기 기획안의 형식을 시스템에서 제공해 주어 

사용자들이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기획

안의 형식을 육하원칙에 따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

이 포맷 구성을 한 요소들을 쉽게 이해하고 작성할 

수 있도록 하 다.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 기획안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각 항목별로 상세 설명을 추가

하여 사용자들이 스스로 작성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표 3. 포맷 초기기획안 작성 항목

본 단계는 일반 사용자들로 구성된 로젝트 에게 

방송 로그램 는 콘텐츠 제작에 한 간  지식과 

노하우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 이 있다. 독창 이

고 신선한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제작에 한 경험과 지

식이 부족하다면, 실제로 본 시스템을 통하여 도출된 

포맷을 이용한 제작이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단계는 사용자들로 하여  방송 로그램 는 콘텐

츠 제작을 해 아이디어가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제시

하여 주고, 가이드를 제공하여 으로써 아이디어를 제

작 가능한 창작물로서 재생산하기 한 비 과정이라 

할 수 있다.

 

3. 포맷기획안 평가 및 서면포맷 작성단계
본 단계에서는 방송 로그램  콘텐츠 제작 문가

들이 로젝트 을 통하여 도출된 포맷 기 기획안을 

평가하고, 포맷의 요한 요소에 하여 인큐베이  제

작물의 내부 평가를 수행한다. 최종 으로 이러한 문

가 평가 결과  의견을 반 하여 로젝트 이 서면 

포맷을 작성한다.

인큐베이 이란 어의 인큐베이트(Incubate)의 명

사형으로 사  의미는 알을 품다, 부화하다라는 의미

를 가지고 있지만, 방송 용어로 아이디어를 실 속에

서 실험하는 과정을 촬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최근 인터넷에 유행하고 있는 UCC와 유사하지만, 

UCC가 작성된 스크립트나 구성 요소에 한 기획안이 

없이 촬 된 것이라면 인큐베이  제작물은 미리 작성

된 제작 기획안을 가지고 실 세계에서 구  가능성을 

테스트하는 창작물이라는 에서 차이가 있다. 한, 이

러한 인큐베이  제작물은 문가 는 방송 계자들

에게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한 시연의 목 으로도 사

용된다.



웹 기반 방송 프로그램 포맷 공동 창작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149

기존 연구[11]에서 제안한 포맷이 갖추어야 할 5가지 

요소에 하여 문가들이 정성  평가를 진행하고, 작

성된 평가 의견서를 로젝트 에게 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 다. 기존 연구에서 제안한 포맷이 갖

추어야 할 5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 반복성: 양 인 반복성과 복제 가능성, 많은 나라에 

팔려 제작 가능한지의 여부

- 독창성: 새로운 방향의 시도와 내용  구성

- 단순성: 여러 번 반복해도 지속 인 흥미 는 감동

을  수 있는 구성

- 극 인 요소: 로그램 개에서 시청자들이 몰입

할 수 있는 가장 흥미진진한 요소

- 뚜렷한 구조: ‘기-승- -결’과 같은 시청자들이 이

해할 수 있는 이야기 구조

로젝트 이 평가 결과에 한 피드백을 달받게 

되면, 그 결과를 토 로 논의  수정과정을 거쳐 최종 

서면 포맷을 작성하는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시스템에

서 최종 서면 포맷 작성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아래의 

[표 4]에 나열된 항목들로 구성된 서면 포맷 형식이 제

공된다. 로젝트 원들이 각 항목을 작성하고 완료하

게 되면, 포맷 등록 단계로 진행된다.

표 4. 서면 포맷 작성 항목
구분 작성항목 상세설명

프로그램 
기본정보

제목/장르
대상시청자층 연령별, 성별, 직업별 특징 기술
방영시간 주말/주중/오후 등 시간대
프로그램 분량 프로그램 진행시간으로 회당 시간과 시

리즈물의 회분 분량
기획의도 프로그램 기획 취지 및 목적
시놉시스 간략한 문장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의 독

특한 발상이나 컨셉
프로그램 구조 
및 흐름도 플로우차트 시간적 순서에 의한 사건의 흐름도

프로그램 
진행방법

규칙 퀴즈, 보상, 벌 등 프로그램에서의 사건
이나 상황

출연자 초기기획안의 인적요소와 동일
진행자 초기기획안의 인적요소와 동일
결과 프로그램의 엔딩에 해당

중요 
아이디어

초기 기획안 항
목에서 선택

제안한 프로그램의 가장 독특하고 차별
화된 아이디어 포인트 설명(그림이나 
이미지를 포함)

불변의 
법칙 시리즈의 기준 회당 방송에서 변하지 않는 법칙이나 

줄거리

본 연구에서 제안한 서면 포맷의 형식은 기존 연구 

결과[10][11]를 토 로 10명의 포맷 문가들의 인터뷰

를 거쳐 작성되었다. 한, 기존의 포맷 분석에 한 연

구[13]에서 제안한 1:100이라는 국내의 퀴즈 쇼 포맷 항

목을 포 으로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서면 포맷 형식은 다양한 장르에 걸쳐 공통 으

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명문화하여 창작 시스템에 활용하 다는 측면에서 

기 포맷 창작 연구의 기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 포맷등록 및 판매단계
포맷 등록 단계는 완성된 서면 포맷을 인증하는 차

인 기능을 심으로 로세스를 설계하 으며, 아래

의 [그림 9]와 같이 정리하 다. 

그림 9. 포맷등록 및 판매단계

무엇보다도 형식을 갖춘 포맷 등록이 필요한 이유는 

지  활동의 결과인 창작자의 포맷 아이디어가 무형이

고, 하나의 작물로서 법  보호를 받기 함이다. 이

러한 포맷 등록 단계는 먼  유사한 포맷을 시스템에서 

검색하는 단계와 이를 거친 포맷을 수하여, 기존 국

내외 로그램 형식 는 포맷과의 유사성을 검사하는 

단계, 마지막으로 최종 등록 번호를 부여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본 시스템을 통하여 등록된 포맷의 경우, 창작 과정

이나 시간  흐름이 시스템에 기록으로 남아 있으므로 

향후 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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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는 콘텐츠 제작자들이 합법 으로 국내에

서 창작된 다양한 포맷을 쉽고 빠르게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이를 하여, 본 시스템에서

는 온라인 매 단계를 최종 으로 설계하여 국내 포맷 

시장의 빠른 성장에 도움이 되고자 하 다.

Ⅳ. 시스템 구현

본 연구에서 제안한 웹사이트는 일반 인 클라이언

트-서버 구조를 따라 Window Internet Explorer 6.0 환

경에 합하게 구 하 다. 웹사이트 구조는 아래와 같

으며 사용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에서 언 한 시스

템 로세스의 4단계를 나무가 열매를 맺는 과정에 비

유하여 씨앗, 기, 가지, 열매 단계로 명칭을 변환하여 

구 하 다. 시스템의 메인 화면은 우측의 [그림 10]과 

같다.

그림 10. 시스템의 메인 화면

시스템의 메인 화면의 상단은 다른 사용자의 아이디

어를 검색해서 볼 수 있으며, 추천 시스템과 태깅 시스

템을 통하여 다른 사용자의 아이디어를 검색하고 추천

하는 기능이 가능하도록 설계하 다. 한, 포맷의 창작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하여 하단에 가

이드 메뉴를 설계하 다. 화면 우측 하단에는 앞에서 

설명한 기존의 로그램 유형 분석 DB를 볼 수 있는 포

맷뱅크라는 기능을 설계하 다. 마지막으로, 화면 앙

의 아이디어 만들기를 클릭하면 1단계: 아이디어 발상 

 논의 단계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디자인 하 다.

1. 아이디어 발상 및 논의단계 구현 
사용자가 아이디어를 작성하기 해서는 먼  아래

의 [그림 11]과 같이 육하원칙에 따라 자신의 아이디어

를 입력하여야 한다. 좌측의 GUIDE 버튼을 클릭하면 

항상 각 단계에 합한 설명을 팝업창으로 볼 수 있도

록 설계하 다. 

그림 11. 아이디어 작성 화면

2. 포맷 초기기획안 창작단계 구현
하나의 아이디어에 하여 다수의 사용자가 심을 

가지게 되면, 아이디어의 원작자는 로젝트 을 구성

하여 2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유사한 아

이디어를 가지고 있거나, 심이 있는 사용자들이 비공

개 게시 을 통하여 기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포맷 

기 기획안을 창작할 수 있다. 

[그림 12]와 같은 형식으로 포맷 기기획안을 작성

할 수 있는 게시 을 로젝트 원들이 각자 작성할 

수 있도록 구 하 다. 입력할 항목의 수가 많아 상단

의 육하원칙 항목을 선택하면, 각 항목의 입력란으로 



웹 기반 방송 프로그램 포맷 공동 창작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151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작성된 포맷 기 

기획안들은 로젝트 원들이 서로 비공개 게시 을 

통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 하 다.

그림 12. 포맷 초기기획안 작성 화면

3. 포맷기획안 평가 및 서면포맷 작성단계
포맷 기 기획안을 작성하면 포맷 문가로 구성된 

평가 원회에 온라인 제출을 하도록 하 다. 포맷 문

가들은 기획안의 각 항목에 하여 자신의 문성을 바

탕으로 의견을 첨부할 수 있으며, 첨부된 의견은 다시 

로젝트 이 볼 수 있다. 

로젝트 원들은 문가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최

종 인 서면 포맷을 작성하게 된다. 아래의 [그림 13]은 

3단계 서면 포맷 작성 단계의 화면으로 상단 란색 메

뉴들이 앞 장에서 제안한 서면 포맷의 구성 요소 항목

이며, 각 메뉴를 선택하면 해당하는 세부 항목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3. 서면 포맷 작성 항목 화면

로젝트 원들은 서면 포맷의 구성 요소 항목을 구

체 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원회는 각 항목에 

하여 서면 포맷으로 구  가능성을 체크하고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3단계 포맷 창작 과정을 거치면서 사용

자들은 부족한 문성을 보완할 수 있으며, 기의 아

이디어를 하나의 방송 로그램 는 콘텐츠 제작을 

한 서면 포맷으로 완성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제

안한 시스템은 일반 사용자들의 아이디어를 체계 으

로 하나의 창작물로 완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 하

고자 하 으며, 3단계에서 문가 참여는 일반인의 아

이디어에 문성을 결합하는 과정으로서 본 시스템에

서 가장 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한, 서면 포맷

이 갖추어야 할 요소를 시스템에 체계 으로 정의해 놓

음으로써 문가와 일반인 모두가 쉽게 포맷을 작성하

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 다. 요컨  본 시스템은 기존

의 오 라인에서 이루어지던 창작 로세스를 정형화

하 다는 에서 특정 문가에 의하여 이루어지던 포

맷 창작 역을 확 하고, 일반화하고자 하 다. 

4. 포맷등록 및 판매단계
마지막 단계인 완성된 포맷을 등록하고, 매하는 시

스템은 기존의 콘텐츠 오  마켓 웹 사이트와 유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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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하 으며, 가장 큰 차이는 등록 번호를 부여함으로

써 아이디어를 포맷화시킨 로젝트 원들의 작권을 

명시하고 시스템 으로 보호하고자 하 다는 이다. 

즉, 등록된 포맷은 향 후에 불법 인 아이디어의 유출

을 방지할 수 있으며, 매되었을 경우 이익을 창출할 

수 있어 사용자들이 시스템을 지속 으로 사용할 수 있

는 동기유발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 된다.

V. 시스템 평가

1. 사전설문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의 유용성과 효율성을 알

아보기 하여, TV 로그램  콘텐츠 제작에 종사하

고 있는 PD, 작가, 문가를 상으로 시스템 평가 실

험을 수행하 다. 총 52명을 상으로 수행하 으며, 설

문은 크게 두 단계로 나 어 수행하 다. 먼  아이디

어 발상, 확장  선정 과정에서 부정 인 요인과 정

인 요인 각 9가지 항목들에 하여 7  척도로 향

력 조사를 수행하 다. 조사 항목 요인은 아래의 [표 5]

로 정리하 다. 

아래의 항목들은 기존의 CGTS 연구에서 아이디어 

발상, 확장  선정 과정에 향을 주는 요 요인들을 

바탕으로 추출되었으며, 2차 으로 TV 로그램  콘

텐츠 제작을 한 아이디어 회의에서 요한 요인들에 

한 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수집된 항목과 비교하여 

공통항목을 선정하 다. 

표 5. 부정 요인과 긍정 요인 설문 항목
부정요인항목 정요인항목

아이디어 발상 기법 부족 기존 프로그램 분석 자료
참여원 전문성 부족 참여원외의 전문가 도움
아이디어 발상 절차 부족 동기 부여
아이디어 질 부족 자유로운 발상 환경
시간적 제약 다양한 간접 경험
아이디어 양 부족 적절한 아이디어 발상 기법
적절한 보상 체계 부족 자신의 전문성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 부족 많은 아이디어의 양
참여 인력 부족  

2. 사전설문 결과
총 52명  이상치를 제거한 50명의 설문 결과를 바

탕으로 부정 인 요인과 정 인 요인 각각에 하여, 

요인 분석을 수행하여 표 요인을 선정하 다. 요인 

분석을 수행한 목 은 사  설문 항목들간의 유사성과 

련성이 존재하므로 상호 배타 인 표 요인을 추출

하고, 기존의 아이디어 발상, 확장  선정 과정에 향

을 주는 요 요인들을 악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의 장단 을 분석하기 함이다. SPSS 12.0에서 

주성분 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요인 분석을 수행하 다. 

9가지 부정 인 요인 항목에 한 요인 분석 결과 총 

3가지 표 요인으로 축소되었으며, 참여 인력 부족 항

목의 경우 공통성(Communality)이 0.4 이하로 매우 낮

아 변수에서 제외하 다. 공통성이란 각 변수의 체 

변량 에서 추출된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공통

분산의 비율로서 값이 클수록 그 변수가 표 요인에 

의하여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정도를 알 수 있다. 즉, 

0.4의 값은 표 요인에 의한 변수의 설명력이 매우 낮

음을 의미한다. 아래의 [표 6]은 Varimax기법으로 분석

한 각 변수의 요인 재량이다. 

표 6. 부정적인 요인의 적재량(회전된 성분행렬)
부정요인항목 요인1 요인2 요인3

아이디어 발상 기법 0.767* 0.278 -0.092
참여원 전문성 0.751* -0.168 0.259

아이디어 발상 절차 0.690* 0.324 0.144
적절한 보상 체계 0.000 0.934** 0.117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 0.254 0.837** -0.191
아이디어 양 0.116 0.129 0.871***
시간적 제약 0.034 -0.111 0.755***
아이디어 질 0.495 -0.080 0.545***

분석결과요인 1은 아이디어 발상 기법, 참여원 문

성, 아이디어 발상 차가 높게 재되어 있으므로 요

인 1은 아이디어 발상 과정( 로세스)에 한 요인이라

고 할 수 있다. 요인 2는 한 보상 체계  아이디어

에 한 보호 항목이 높게 재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

서는 아이디어에 한 권리 요인으로 정의하 다. 마지

막으로 요인 3의 경우 아이디어 양, 시간  제약이 높게 



웹 기반 방송 프로그램 포맷 공동 창작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153

재되었으며, 아이디어 질의 경우 요인 3에 가장 높게 

재되었으나 요인 1과도 어느 정도 련성이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아이디어의 양과 질의 경우 시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 연구에

서는 요인 3을 시간  제약 요인으로 정의하 다. 

8가지 정 인 요인 항목에 해서도 부정 인 항목

에 한 분석과 동일한 과정을 수행하 으며, 마찬가지

로 아래의 [표 7]에 요인 재량 분석 결과를 요약하

다. 

표 7. 긍정적인 요인의 적재량(회전된 성분행렬)
부정요인항목 요인1 요인2 요인3

자신의 전문성 0.875* 0.146 0.077
아이디어 발상 기법 0.797* 0.302 -0.028
참여원외 전문가 도움 0.052 0.793** -0.133
프로그램 분석자료 0.220 0.755** 0.104

동기 부여 0.281 0.641** 0.303
자유로운 발상 환경 -0.166 0.083 0.847***
다양한 간접 경험 0.415 0.003 0.647***

아이디어 발상에 정 인 향을 끼치는 항목들에 

한 요인 분석 결과, 많은 아이디어 양 항목은 공통성

이 0.4 이하로 제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시간의 부족

이 부정 인 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반 로 충분한 

시간과 아이디어 양이 많다고 해서 반듯이 정 인 

향을 주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요인 1의 경우 

자신의 문성과 한 아이디어 발상 기법 항목의 

재량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인 1의 경우는 부정

인 항목에 한 요인 분석 결과의 요인 1과 동일한 

요인에 한 정 인 향력일 것으로 단된다. 따라

서 아이디어 발상 과정 요인은 정 인 요인과 부정

인 요인 모두에게 향력이 있는 것으로 측할 수 있

다. 요인 2의 경우는 문가 도움, 기존 로그램 분석 

자료 항목이 재량이 높았으며, 이는 아이디어 회의에

서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을 반증한 결과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요인 2를 아이디어 발상 가

이드라인 요인으로 정의하 다. 마지막으로, 요인 3의 

경우는 자유로운 발상 환경과 다양한 간  경험의 재

량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 3을 아이디어 발상의 

공간  환경 요인으로 정의하 다. 

기존의 아이디어 발상, 확장  선정과정에 향을 

주는 부정 인 요인과 정 인 요인들에 한 설문 결

과를 토 로 아래의 5가지 표 요인을 선정하고, 본 연

구의 창작 시스템을 평가하는 평가 항목으로 구성하

다. 즉, 기존의 아이디어 회의에 향을 끼치는 표 요

인들에 하여 실험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제안한 웹 사이트의 유용성과 효율성을 검증하고자 하

다.

- 아이디어 발상 과정

- 아이디어에 한 권리

- 시간  제약

- 정형화된 가이드라인

- 공간  환경

3. 시스템 평가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을사 설문을 수행한 52

명에게 사용하도록 한 후, 사  설문 결과에서 도출된 

5가지 평가 항목과 피실험자들의 기존 오 라인에서 

아이디어 발상 회의와 비교하여 시스템의 유용성, 필요

성, 효율성에 하여 상  비교 평가 설문을 수행하

다. 5가지 평가 항목의 경우 7  리커트 척도를 사용

하여 만족도 조사를 수행하 으며, 비교 평가 항목에 

해서는 본 시스템이 우수, 큰 차이 없음, 기존 방식이 

우수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 다.

5가지 평가 항목에 한 평가 결과를 다음의 [표 8]로 

정리하 다. 본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시간  제약 요

인에 만족도가 4.92로 가장 높았으며, 공간  환경, 아

이디어에 한 권리 요인에 한 만족도가 다음으로 높

게 평가되었다. 요컨  본 시스템이 지향하고 있는 다

수의 창의  아이디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목 에 부

분의 문가들로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기존

의 오 라인 환경보다 온라인을 통한 시간 , 공간  

자유에 한 만족도도 높음을 알 수 있다. 한, 아이디

어를 시스템 DB에 등록하고 아이디어에 한 개인의 

권리를 리하는 기능에 하여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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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시스템 만족도 평가 결과
평가 요인 평균 표 오차

아이디어 발상 과정 3.90 0.171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4.68 0.191

시간적 제약 4.92 0.151
정형화된 가이드라인 3.97 0.176

공간 및 환경 4.80 0.168

기존의 아이디어 회의 방식과 본 시스템과의 비교 설

문 결과는 아래의 [표 9]로 정리하 다. 3가지 항목에 

하여 본 시스템이 더 우수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59% 으며, 유용성이 63%, 효율성이 57%, 필요성이 

56% 순으로 응답하 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연

구에서 제안한 웹 기반 TV 로그램 포맷 공동 창작 

시스템은 PD, 작가, 문가 모두가 기존 방식 보다는 

유용성, 효율성, 필요성 측면에서 모두 우수하다고 생각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9. 기존방식과 비교 평가 결과
비교 항목 유용성 필요성 효율성

본 시스템이 우수 63% 56% 57%
큰 차이 없음 14% 13% 15%

기존 방식이 우수 24% 31% 28%

Ⅵ. 결론

아이디어 창작 과정을 시스템화 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창의  발상 기법에 한 

학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본 연구 역시 

같은 의미에서 창의  아이디어 창출을 지원하는 시스

템을 제안하 다. 본 시스템 개발의 목 은 다수의 사

용자들에 의하여 새롭게 창출된 무형의 포맷 아이디어

로부터 시스템 으로 정형화된 로세스를 거쳐 방송 

는 콘텐츠 제작을 한 포맷 작성을 가능  하는 것

이었다. 

이를 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 로그램  콘텐츠 

아이디어 기획 과정을 체계 인 하나의 로세스로 디

자인 하 다. 국내의 로그램 기획 과정을 보면 몇몇 

로듀서와 작가들의 개인 역량으로 기획안을 작성할 

뿐 정형화된 가이드라인이나 로세스가 없는 실정이

다[11]. 그러나 국내외 콘텐츠 제작  유통 환경의 변

화로 인하여, 제작된 미디어가 아니라 할 지라도 포맷 

자체로서 상품화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제작된 완성물의 상품화 뿐 아니라 다양한 아이디어를 

지속 으로 발굴하고, 창의 인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체계 인 로세스를 확립하는 것이 콘텐츠 산업

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

한 시스템은 이러한 국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한 

기반 연구로서 그 의미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한, 본 연구에서는 웹을 통하여 포맷 창작 과정을 

구 함으로써 집단 지성을 이용하여 오 된 아이디어

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자 하 다. 기존의 

방송 기획과정은 소수의 문가들에 의한 폐쇄된 시스

템이었으므로, 일반인이 함께 참여하는 것은 거의 불가

능하 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본 연구에

서는 창작에 필요한 문가들의 노하우와 지식을 시스

템에 포함하여 공개함으로써 포맷 아이디어 개발 과정

을 투명화하 다. 이는 기존의 방송 콘텐츠를 이용자 

스스로 활용한 2차 방송 콘텐츠 생산이 콘텐츠 시장의 

확장시킬 수 있으며, 양방향의 참여  콘텐츠를 개발하

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도 부합된

다[5].

다매채 다채 을 통해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해지며,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와 미디어에 한 수요가 증가하

고 있다. 그러나, 재 미디어 생산 방식으로는 다양하

고 독창 인 완성품을 지속 으로 빠른 시간에 생산해 

내는 것이 어려워짐에 따라 핵심 인 구성요소가 담긴 

콘텐츠 포맷 시장이 주목 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

우, 포맷에 한 연구가 미흡하고 포맷에 한 작권 

인식률이 매우 낮아 포맷 시장에서 국제  경쟁력이 뒤

떨어져 있다. 

다시 말해서, 군가의 아이디어를 불법 으로 차용

하는 것에 한 제도  보호 장치가 미흡하므로 방송 

제작 문가들은 쉽게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군가와 

논의하고 확장하기를 꺼려 한다. 한, 포맷 작권에 

한 보상 체계의 미흡으로 인하여 방송 제작 문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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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굳이 자신들의 로그램을 포맷화하려는 동기 부여

가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포

맷을 등록하고 매하는 단계를 제안하여,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고자 하 다. 문가 평가 결과 역시 이러

한 시스템의 효율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웹 사이트는 2010년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시범 운 될 계획이다. 방송 콘텐

츠 포맷의 창작과정에 필요한 가이드라인DB 역시 문

가들이 사이트에 참여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

로 지속 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정이다. CGTS가 

산업 디자인 분야에서 지속 으로 활용되고, 연구되는 

것과 같이 본 연구 결과 한 포맷 창작 분야에 한 학

문  연구의 기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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