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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sed on the camera movement on image expression and grammar, this study intend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image expression filmed and broadcasted by drones. This study  analyzed drone 

images using the movement characteristics of existing video cameras as a coding nomenclature. These 

were intended to examine the differences from existing video grammar and their implications. This study 

conducted a content analysis using the entire population of drone news footage broadcast for four years 

in 2015, 2016, 2017 and 2018 by TV Chosun. The size of the screen, camera work, duration of the shot, 

camera angle, etc. were selected and analyzed. As a result, the drone camera work showed that it uses 

the most dolly shots in the case of camera movement, followed by the drone camera movement in the 

order of pan and tilt shots. For zoom, the frequency of use was the smallest.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d the size of the screen, duration of the shot, and camera angle of drone. Analysis shows that 

drones use certain camera movements most frequently, and unlike grandiose modifiers such as "extension 

of human gaze," drone remains as a supplementary means to enhance the traditional media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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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드론(Drone)은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공공부문에서는 재난 안전 현장에서의 현장 

상황 파악, 구조가 필요한 자의 수색, 교통정보 수집

과 재난 현장에의 구호품 운송 등 다양한 공적 목적

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민간 부문에서도 물류배송, 

통신 중계, 농약 살포, 영화 촬영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범위가 확 되고 있다[1]. 또한 드론 시스템이 

소형화, 중화되면서 방송 등 미디어 분야에서도 활

발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드론이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높이와 위치에 날아가 촬영하여 영상을 전송

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드론을 방송 영상취재에 활용하는 드론 저

널리즘(drone journalism)은 최근 국내외에서 보도 

영상취재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드론 

기술에 한 접근성의 확 와 비용 장벽의 제거는 

신문과 방송 가릴 것 없이 드론을 언론 영역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수용성을 제고하고 있다[2].

촬영 장비로서 방송 드론의 활용 강점은 무엇보다 

‘공간의 증강’(augment of space)이라고 할 수 있다. 

중력이 이끄는 지표면 공간에서 3차원 공간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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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매개활동(mediacy)이 드론 미디어 영상의 본질

이다. 즉 무인(unmanned)과 항법(navigation)을 통

한 상과의 매개활동(mediacy)이 곧 드론 영상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드론의 매개활동은 소위 

고공 시점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버드-아이 뷰

(bird-eye view)는 물론, 그 외에 지표면을 달리는 

말, (나뭇가지를) 기어다니는 벌레, (물속을) 헤엄치

는 물고기, 그리고 사람의 손이나 기존의 촬영도구로

는 닿지 않는 어떤 사물이나 장소 등 거의 모든 생물

체 혹은 비생물체의 가시성(visibility)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3]. 이러한 전지적 시점(multi-

ple view-point)에서 영상을 제공하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아직 드론 영상은 지상에서 사람이 직접 조작

하는 카메라 워크에 비해 아직 그 표현기법이 제한적

이며 조작 방식도 단순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국내에 드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

기 시작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간 TV조선

에서 드론을 활용해 보도된 전체 영상물의 내용분석 

코딩을 드론 영상의 표현 특성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방송에서의 드론 영상의 활용 실태

낮아진 드론 활용 기술 및 비용 장벽은 방송에서 

단순한 영상취재 영역의 확장을 넘어서 인간 시야각

을 수평에서 수직으로 변환시키는 영상 문법을 바꾸

는 시각 혁명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드론

이 ‘부감(俯瞰, high angle)’의 편의성, 즉 높이를 제고

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자유로운 움직임을 가져온 

것이다[4]. 이러한 자유로운 움직임으로 인해 드론은 

기존 영상 저널리즘의 문법을 바꾸고 있다고 평가되

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표현 양식의 장점으로 인해 드론을 

활용한 영상은 뉴스뿐만 아니라 자연 다큐멘터리, 스

포츠 중계 등 다양한 방송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프라이버시 침해와 같은 다양한 문제점도 제기하고 

있다. 즉 기존에 취재가 불가능하던 사생활에도 접근

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사생활 침해 소송을 

가져오기도 하고 드론의 충돌로 인해 문화재가 훼손

되거나 드론의 추락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사유

지 비행에 따른 소유권 침해도 발생하고 있다[5]. 

국내의 경우 2014년 경주 마우나 오션 리조트 체

육관 붕괴사고 당시 방송사들이 드론을 이용하여 붕

괴 현장의 처참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보여준 것이 

드론 저널리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기점으로 알려

져 있으며, 2015년 영종 교의 106중 추돌사고 현장

에 한 생생한 보도 이후 드론이 부분의 언론사에 

도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2]. 도입 초기에는 드

론의 장점을 살려 접근하기 힘든 재해나 재난, 사건 

현장 등의 취재에 투입되었지만 최근에는 각종 스포

츠나 이벤트, 자연풍광, 정치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

이 확 되는 추세이다.

2.2 방송영상에서 표현되는 카메라의 움직임 특성

카메라의 움직임은 실제생활에 있어서 관찰자의 

육체적 움직임과 같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보다 잘 

보기위하여, 보다 잘 듣기 위하여, 아니면 보다 행동

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머리를 돌리

고, 앞으로 몸을 기우리기도 하고, 뒷걸음쳐 뒤로 물

러나기도 한다.[6] 일반적으로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

에서 사용되는 카메라 표현 기법은 일곱가지로 구분

한다. (1) 팬(pans), (2) 틸트(tilts), (3) 크래인 샷

(crane shots), (4) 달리 샷(dolly shots), (5) 줌 렌즈 

샷(zoom shots), (6) 핸드 헬드 샷(handheld shots), 

(7) 공중 샷(aerial shots) 등이 그것이다.[7] .카메라

의 수평이동을 패닝(panning)이라 하고 수직이동을 

틸팅(tilting)이라고 하며, 이동차를 이용하여 카메라

가 피사체로 다가가는 것을 달리인(dolly in), 피사체

로 부터 멀어지면 달리아웃(dolly out), 카메라는 움

직이지 않은 채 줌 렌즈를 이용해서 피사체를 당기거

나 미는 움직임을 줌(zoom)이라 하며, 크래인(crane)

이나 집(jib)과 같은 기계장치에 카메라를 장착하여 

촬영하거나 핸드헬드(handheld)와 같이 카메라를 직

접 들고 찍는 표현 방법도 있다. 이렇게 팬, 틸트와 

같이 X, Y축의 움직임만을 가지는 표현방법은 평면

적인 느낌인데 비해 달리와 트랙, 크레인과 같은 카

메라 움직임은 Z축의 움직임이 추가되어 입체적인 

느낌으로 전달된다. 즉 카메라 움직임에 있어서 패닝

에 의한 수평적 이동보다는 Z축으로의 이동이 깊이

감을 증가시켜 시청자들로 하여금 실감있는 깊이감

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다.[8]

또한 영상 속 움직임에서 피사체로 인한 움직임을 

프레임 내부의 움직임으로, 카메라로 인한 움직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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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otal Drone Video News for Content Analysis.

Year Frequency Percent

2015 31 19.4

2016 27 16.9

2017 42 26.3

2018 60 37.5

Total 160 100.0

프레임의 움직임으로 각각 분류하면서 피사체나 카

메라로 인한 움직임을 샷의 내부의 ‘가시적인 움직

임’으로 분류하고 샷과 샷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움직

임을 ‘비가시적인 움직임’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

에 따라 결과적으로 피사체와의 거리에 따라 클로즈

업(close-up: CU), 미디엄 샷(medium shot: MS), 롱 

샷(long shot: LS)과 같이 서로 다른 사이즈의 샷이

나, 앙각(low-angle) 혹은 부감(high angle)과 같이 

다른 카메라 앵글로 인한 샷이 발생하게 된다.[9]

이러한 카메라 움직임의 속성이 모여 영상을 구성

하게 되는데 촬영된 영상이 화면상에서 편집되면서 

‘방향성(direction)’, ‘특징(quality)’, ‘크기(scale)’, ‘속

도(speed)’ 등 네 가지의 요소에 따라 시청자의 몰입

감과 감정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방향성’은 강렬

한 느낌이나 역동성의 정도를 결정하게 되며 ‘특징’

은 화면상에서 움직임에 의해 표현되는 선이 직선 

혹은 곡선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직선은 

직접적, 공격적, 보수적, 정돈된, 부자연스러운, 단단

한 등의 느낌이 표현되며 곡선은 간접적, 수동적, 혼

란스러운, 자연과 관계되는, 순진한, 낭만적인, 부드

러운, 안전한, 비선형의, 유연한 등의 느낌이 표현된

다[10]. 또한 ‘크기’에 따라 동적인 느낌과 시각적 강

도(visual intensity)가 강해지게 되며 스크린 상에서 

표현되는 ‘속도’에 따라 시청자의 몰입도 달라지게 

된다.

3. 분석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영상표현 및 문법에 관한 상기 구분을 

바탕으로, 드론으로 촬영해 방송된 영상 표현상의 특

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즉 기존의 영상카메라의 움

직임 특성을 코딩 유목으로 삼아 드론 영상을 분석한 

결과가 기존 영상 문법과 어떤 차별점이 있으며 그 

함의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3.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TV조선에서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4개년간 방송된 드론 뉴스 영상을 전체 모집

단으로 사용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영상 편수

는 160건으로 연도별 영상 편수는 다음의 표와 같다. 

3.2 코딩유목

본 연구에서는 화면의 크기, 카메라워크, 샷의 지

속시간, 카메라 앵글 등을 분석 유목으로 선정하였

다. 우선 화면의 크기 세부 분석 유목으로는 피사체

를 기준으로 ‘풀샷 full shot’, ‘미디움샷 Medium 

shot’, ‘클로즈업close-up shot’ 샷을 설정하였다. 카

메라 워크의 세부 분석 유목으로는 X-축 카메라 워

크로 ‘팬 pan’, Y-축 카메라 워크로 ‘틸트 tilt’, Z-축카

메라 워크로 ‘줌 zoom’(줌인, 줌아웃)과 ‘달리 dolly’

(달리인, 달리아웃)를 설정하였다. 샷의 지속시간은 

총 지속시간과 샷의 개수를 측정하여 평균 지속시간

을 산출하였으며, 카메라의 앵글은 피사체의 눈높이

를 기준으로 하이앵글, 로우앵글, 수평앵글 등으로 

분류하였다.

4. 분석 대상 및 내용분석 결과

4.1 카메라 움직임 분석

4년간의 전체 드론뉴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카메

라 움직임의 경우 달리(dolly) 샷을 가장 많이 구사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84건) 다음으로 팬(pan, 56건), 

틸트(tilt, 16건) 샷의 순으로 드론 카메라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줌(zoom)의 경우 사용 빈도가 가장 작

았다.(8건) 이렇게 달리 샷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

는 것은 드론의 기계 특성상 Z축과 같은 몰입도를 

구현하기에 좋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동일한 

Z축 표현기법인 줌의 경우 상공에 드론을 고정시킨 

채로 카메라 렌즈로만 피사체를 당기거나 미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사용 빈도가 현저히 떨어

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달리 샷의 경우 전방에서 

후방으로 움직이는 달리인(dolly-in) 샷이 90.5%로 

압도적으로 우세하고 반 로 후방에서 전방으로 움

직이는 달리아웃(dolly-out) 샷의 비중은 현저히 작

았다(Table 2). 이는 방송 촬영 기자들이 TV모니터

와 같은 디스플레이 상에서 임장감을 갖게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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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ose of dolly shot.

frequency %

dolly-in shot 76 90.5

dolly-out shot 8 9.5

total 84 100.0

Table 3. Compose of pan shot.

frequency %

left to right pan 32 57.1

right to left pan 24 42.9

total 56 100.0

Table 4. Compose of tilt shot.

frequency %

upper to bottom 12 75.0

bottom to upper 4 25.0

total 84 100.0

Table 5. Angle of drone shots.

frequency %

High Angle 100 92.6

Horizontal Angle 8 7.4

total 108 100.0

Table 6. Size of drone shots.

frequency %

Full Shot 72 62.1

Medium Shot 44 37.9

total 108 100.0

서는 사용자 측에서 모니터 방향으로 Z축을 만들어

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달리 

샷과 유사한 움직임을 갖고 있는 줌(zoom)의 경우 

줌인(zoom-in)과 줌아웃(zoom-out)이 각각 4건으

로 그 비중이 미미함을 보여주었다. 

한편 두 번째로 사용이 빈번한 팬(pan) 샷의 경우 

좌에서 우로의 움직임이 우에서 좌로의 움직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이러한 움직임 구성

은 글씨를 좌에서 우로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상 

내 피사체에 한 카메라의 접근 방식도 좌에서 우로 

이뤄지는 것이 자연스러움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드

론 영상뿐만 아니라 영화나 방송 등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틸트(tilt) 샷의 경우 드론의 특징인 공중 부감의 

장점으로 인해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는 샷이 아래에

서 위로 움직이는 앙각 샷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Table 4).

4.2 카메라의 앵글과 화면의 크기, 지속시간 등

본 연구에서는 화면의 크기, 카메라 워크, 샷의 지

속시간, 카메라 앵글 등을 분석 유목으로 선정하였는

데 이 가운데 카메라의 앵글은 피사체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하이앵글, 로우앵글, 수평앵글 등으로 분류

한 결과 상부에서 아래로 촬영하는 하이앵글 각도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Table 5), 화면에 피사체를 꽉 

채우는 전경 샷(full shot)이 우세했다. 아래에서 위

로 올려 찍는 로우앵글 샷과 피사체를 근접해서 촬영

하는 클로즈업 샷은 시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한편 방송뉴스 한 편당 방송 시간 비 드론 샷이 

등장하는 방송 시간을 측정한 결과 드론의 등장 비중

은 10% 정도로 나타났다. 전체 뉴스 영상은 한 편당 

평균 123.9초(2분 가량)로 나타났는데 이 영상 내에

서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의 비중은 한 편당 평균 12

초로 나타나 드론이 뉴스 전달의 주 수단이라기 보다

는 뉴스의 현장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7). 또한 뉴스 영상 한 편당 드론으

로 찍은 영상은 평균 2.4개의 샷으로 나뉘어져 활용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뉴스 한 편당 한 개의 

드론샷만 등장하는 것이 3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8). 한 편의 뉴스에 드론 장면이 

최고 7개나 등장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전체의 90% 

가까이 드론 장면은 3개 이내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논의 및 결론

분석 결과 방송 영상에서 드론은 특정한 카메라 

움직임(달리샷과 팬)을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

으로 나타나 ‘인간 시선의 확장’ 등의 거창한 수식어

와 달리 Z축이 가지는 임장감의 증진을 위한 보조수

단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VR이나 3D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 기술이 나올 때 마다 미디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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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ime and Number of drone shots.

Min Max Mean Std Deviation

Total running time(second) 76.0 243.00 123.9643 43.89844

Drone shot running time(second) 3.0 36.00 12.0741 8.55716

Number of shot 1.00 7.00 2.4444 1.57708

Table 8. Number of drone shots.

frequency %

1 40 37.0

2 16 14.8

3 40 37.0

5 4 3.7

6 4 3.7

7 4 3.7

total 108 100.0

야에도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불 것처럼 예견되었지

만 정작 미디어의 내용을 전달해 내는 영상표현의 

영역에서는 제한적으로 새로운 기술이 활용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방송 촬영 현장에서 기자들이 드론과 같은 

신기술을 기존 영상문법의 보완제 정도로 인지하고 

있으며 새로운 영상문법과 이를 통한 혁신적인 콘텐

츠 제작을 위해 더욱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한

다. 본 논문은 드론 영상의 표현 실태에 관한 매우 

기초적이고도 기술적인 데이터를 담고 있는 바, 앞으

로 뉴스의 내용(사회문제, 재해재난, 스포츠등)에 따

른 표현기법이나 카메라 움직임 분석 등 심층적인 

분석이 따르길 기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무엇보다 

쉽게 구할 수 없는 방송 현장에서의 실제 데이터를 

전수로 입수해 분석했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자에게 

실무적이고 실제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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