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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 KIOST 낙동∙섬진강 하구환경 연구 홍보 콘텐츠 기초 플랫폼 개발

및 데모 동영상 제작에 관한 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연구개발의 목적

○ 지속가능한 동영상 콘텐츠 기초 플랫폼 개발

- 연구 자료의 영상물 기록을 위한 장비, 기술, 확장성을 고려한

콘텐츠 제작 플랫폼 기반 마련

- 지속적인 연구활동 및 연구현장에 대한 영상 축적

- 시청 대상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해양과학기술 소개 컨텐츠 개발

○ KIOST 낙동·섬진강 하구역 연구 활동 데모 홍보영상 제작

- 해양과학기술원의 지역사회에서의 역할과 자연 환경 보존과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활동, 비전에 대한 홍보영상을 데모 영상으로 제작

2.연구개발의 필요성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역할, 연구 활동, 비전 홍보 동영상 필요

- 2017년 해양과학기술원 부산이전으로 지역소재 정부출연연구원의

역할과 환경 보전과 발전에 기여 하는 연구 활동에 대한 홍보 필요

- 직관적인 이해도가 가장 높은 홍보 영상물 제작

- 대상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 필요

○ 지속가능한 영상 제작 플랫폼 구축함으로써 지속적인 연구활동 영상

자료 축적

- 환경변화 모니터링용 영상 장비 구축 필요

- 연구 활동 홍보 및 제안을 위한 상시적 영상 자료 축적 필요

- 과학적 자료 활용을 위한 영상 자료 축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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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연구 활동 홍보 동영상 데모 제작

-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한 매체 선정 및 기획

- 연구분야별 시나리오 제작

- 360° 영상, 수중 영상, 드론 영상, 4K 영상 등 첨단 영상기법 적용

- 5분 미만의 연구활동 홍보 데모 동영상 제작 및 웹용 영상 제작

- 낙동강 연구활동 홍보 VR 제작

○ KIOST 하구환경 연구 활동 홍보 영상 플랫폼 개발

- 플랫폼 구성을 위한 구성요소 설정

- 연구분야별 콘텐츠 확보를 위한 장비 확보

- 콘텐츠 관리 및 활용방안 도출

Ⅳ. 연구개발결과

1. 연구활동 홍보 동영상 데모 제작

○ 낙동강 및 섬진강 하구역 연구활동 관련 4K 데모 홍보 동영상 제작

○ 인트로/아웃트로 영상 제작

○ 3D 콘텐츠 제작(낙동강 VR 데모)

○ 교육 콘텐츠 제작

2. KIOST 하구환경 연구활동 홍보 영상 플랫폼 개발

○ 스토리 구성 플랫폼 구성

○ 영상장비 플랫폼 구성

○ 영상촬영 플랫폼(매뉴얼) 제작

○ 기초 플랫폼을 활용한 미디어 랩 구상도 제안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지자체 또는 하구역 관리 센터 등에 관련기관의 홍보 영상 보급 및 상영

활용

○ 보급을 위한 홍보 VR 및 모바일 콘텐츠 개발

○ 홍보영상 제작 후 추가 연구자료 및 새로운 테마 발생 시 자체 제작 및 적용

가능

○ 신규인력 및 활용인력의 현장조사 교육을 위한 동영상 교육자료 제작 활용

○ 연구현장 및 분석과정에 대한 영상 기록 축적을 통해 연구 자료로 활용

○ 환경변화 모니터링용의 연속 영상 관측 시스템으로 활용

○ 3D 또는 VR 영상 등의 첨단 영상 기법 사용을 통한 영상자료의 연구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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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 지속가능한 동영상 콘텐츠 기초 플랫폼 개발

- 연구 자료의 영상물 기록을 위한 장비, 기술, 확장성을 고려한 콘텐츠 제작 플랫폼

기반 마련

- 해양과학기술원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연구 활동 및 연구현장에 대한 영상을 지속적

으로 축적

- 시청 대상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해양과학기술 소개 콘텐츠 개발

○ KIOST 낙동·섬진강 하구역 연구 활동 데모 홍보영상 제작

- 지역사회에서 해양과학기술원의 역할과 자연 환경 보존과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 활동, 해양과학기술원의 비전에 대한 홍보영상을 5분 미만의 데모 영상

으로 제작

○ 기술적 측면

- 최근 급속한 영상기술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및 VR/AR 시대에 대비하여

4K급 이상 영상과 VR 영상으로 제작된 연구 활동 콘텐츠 필요

- 드론, AUV와 같은 첨단 무인 운행기기의 개발과 활성화로 이를 이용한 다양하고

새로운 영상촬영 기술 도입 필요

- 홍보 동영상 제작뿐만 아니라 연구 활동을 위한 환경변화 모니터링용 영상 장비 구

축 필요

- 연구사업 홍보를 위한 연구원 자체 보유 콘텐츠 부족

- 연구 홍보 및 제안을 위한 영상자료와 지속적 연구 활용을 위한 영상자료 축적 필요

- 빅데이터 및 VR/AR 시대에 대비한 콘텐츠 필요

○ 경제·산업적 측면

- 기술원 홍보 동영상 제작을 위해 필요한 연구 활동 영상 부족으로 인해 짧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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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다양한 연구 활동 영상 제작의 어려움과 예산 낭비 심각

- 홍보 동영상 제작을 위한 시간, 인력 및 경제적 부담 절감 필요

- 드론 영상, 수중 영상 및 VR 영상 등과 같은 최신 기기 및 기법을 이용한 홍보동영

상 제작으로 관련 연구 및 산업 활성화 기여 필요

○ 사회·문화적 측면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부산이전과 관련하여 지역소재 정부출연연구원의 역할과 환

경 보전 및 발전에 기여 하는 연구 활동에 대한 홍보 자료 필요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역할 대외홍보 및 미래 비전 제시

- 일반대중 및 관련연구자와 같은 홍보 대상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 필요

-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이해도가 높은 홍보 영상물 제작 필요

○ 연구원 고유기능 발전과의 연관성

- 해양과학기술원 경영성과계획(2014～2018) 경영부분 계획의 성과목표 5. 부산 캠퍼

스 시대! 제2의 해양과기원 도약기반 구축

- 2017년 해양과학기술원 부산 이전을 대비한 지역현안 연구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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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 외교부 독도 홍보

- 독도의 아름답고 평화로운 모습을 소개하고 일본의 독도 침탈 과정, 일본 독도 영유

권 주장의 허구성, 우리 독도 영토주권의 근거 등을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설명하고

자 제작(그림 1)

그림 1 외교부 독도 홍보 YouTube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muB4_LNZ2Rk)

○ 4대강 홍보

- 홍수 가뭄 등 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하천공간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

하천 이용을 극대화 하고자 추진한 사업

○ 국립낙동강생물자원 홍보

- 낙동강에 서식하는 동식물을 소개하고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필요성을 환경과 연

관 지어 타당성을 강조하며 연구시설 등을 소개(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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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국립낙동강 생물자원 홍보 YouTube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lqp9if8xK1U)

○ EBS 다큐 한국기행

- 아직 둑과 보의 개발이 덜 되어진 섬진강을 삶의 터로 사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

된 5부작 다큐

○ EBS 클립뱅크

- 습지 보호를 위한 람사르 협약 등록 및 섬진강 주변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변화와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수달굴, 어도, 생태 터널을 보여주면서 잘못된 점과 잘된 점

들을 잘 설명(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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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EBS 클립뱅크 교육 동영상(http://clipbank.ebs.co.kr)

○ 포항운하 홍보영상

- 과거 동빈내항의 산업화로 인한 오염 등으로 인하여 동빈내항의 복원을 위한 포항운

하 건설 사업에 대한 소개(그림 4)

그림 4 포항운하 YouTube 홍보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wXh0iPjNL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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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versity of Washington의 Center for Environmental Visualization (CEV)

- 해양관련 연구 결과에 대하여 대중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픽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센터를 설립하여 운영 중(그림 5)

그림 5 워싱턴 대학의 환경 가시화 센터 홈페이지

○ Woods Hole Oceanographic Institute의 Cameron Partners with WHOI

- 미국 우즈홀 연구소에서는 헐리웃 유명 영화감독인 제임스 카메룬 감독과 협동으로

우즈홀 연구소의 해양기술을 활용하여 심해 탐험을 진행하는 것을 영상으로 제작하

여 연구소 홍보를 같이 하고 있음(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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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미국 우즈홀 홈페이지(카메론 감독 홍보 동영상)

○ 영상기술의 발전

- 최근의 급속한 영상기술의 발전으로 HD급에서 보다 고화질인 4K 또는 8K 급 영상

촬영 기술과 디스플레이어가 소개 되고 있음

○ 컴퓨터 관련 기술의 발전

- 컴퓨터와 영상 소프트웨어의 발전으로 인하여 이를 이용한 활용연구가 태동 단계임.

이러한 첨단 기술을 해양과학에 활용한 연구가 필요함

○ 영상촬영 기술의 발전

- 드론 및 AUV 등과 같은 첨단 무인 운행 기기의 개발과 활성화로 이를 이용한 다양

하고 새로운 영상촬영 기술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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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분야에 대한 해양과기원의 선행연구

○ KIOST 살아 숨 쉬는 동해의 심장, 독도’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가 2006∼2011년에 제작한 최첨단 3D 자료

- 제공되는 3D 체험영상은 독도의 육상지형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으며, 나아가 독도

의 아름답고 웅장한 경관과 독도의 지명, 시설물 등을 실감나게 감상할 수 있음

- 또한 독도 주변 해역의 해저지형과 동․식물플랑크톤, 어류, 해조류 등의 해양생물

및 서식환경, 독도 주변 해역의 계절별 수온 변화, 해수의 흐름, 난․냉수성 소용돌

이, 독도 효과, 독도 심층류 등 해수의 물성특성을 3차원으로 가시화하여 지금껏 자

세히 알려지지 않았던 독도에 대한 모든 것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음

2. 해당분야에 대한 해양과기원의 위치 및 역량(수준)

○ 과학적 측면

- 연구내용 측면에 있어서는 대부분 선진국과 대등하거나 조금 부족한 정도임

○ 기술적 측면

- 첨단 정보통신과학과 융합한 연구에 있어서는 시작이 늦어지고 있음

- AUV나 UAV 등을 이용한 활용연구가 이제 시작 단계임

- 첨단 영상장비를 이용한 해양관측 연구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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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1. 기초 플랫폼 구성

- 연구활동 콘텐츠 제작 기초 플랫폼은 플랫폼 하드웨어를 통하여 획득된 콘텐츠

를 활용하여 연구부서, 홍보부서, 부산 KIOST 방문/관람객 및 인터넷/SNS에서

활용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그림 7)

그림 7 기초 플랫폼 구성 및 활용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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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플랫폼은 스토리 구성 플랫폼, 영상장비 플랫폼(H/W), 영상촬영 플랫폼(매

뉴얼)로 크게 3개의 플랫폼으로 구성(그림 8)

- 제작된 콘텐츠를 지속 사용 가능하도록 구성하는데 목적을 둠

- 기초 플랫폼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생성하고 홍보 동영상을 제작으로 활용할 수 있음

그림 8 기초 콘텐츠 플랫폼 활용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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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토리 구성 플랫폼

- 스토리 구성 플랫폼은 KIOST의 지역별 연구내용 및 활동 설명을 통한 홍보에

중점을 둠

- KIOST의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통한 동반 성장 미래 비전 제시

- 그림 9의 기본 스토리 흐름 구성에 따라 스토리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그림 10은 각 연구분야별 스토리 구성 플랫폼의 상세 구성을 설명함

- 연구사업의 계획서 및 착수보고회 자료를 바탕으로 기획에 착수

- 연구의 목적/연구과정/연구성과/앞으로의 과제 등의 순으로 요약

- 각각의 목차에 적합한 영상, 이미지 등의 자료를 기초 플랫폼에서 검색

- 내용 및 연출 방안을 정리

- 내용 설명을 위한 나레이션을 정리(필요시 외부작가 활용)

- 연출 방안 및 나레이션에 따라 편집시간 설정

그림 9 기본 스토리 흐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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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스토리 구성 플랫폼 상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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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사항들을 정리하여 그림 11과 같이 상세 시나리오 작성

그림 11 스토리 구성 플랫폼(상세 시나리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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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상장비 플랫폼(하드웨어)

- 향후 VR/AR 콘텐츠 제작을 고려하여 4K 급 이상의 영상장비 플랫폼을 구축하여

4K 급 이상의 고화질 영상자료를 획득하도록 함(그림 12)

그림 12 4K 급 영상 비교 그림

- 영상장비 플랫폼은 콘텐츠 생성, 콘텐츠 처리 및 관리, 콘텐츠 시각화로 구성(그림 13)

그림 13 영상장비 플랫폼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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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생성 장비

- 콘텐츠 생성은 영상 콘텐츠 획들을 위한 공중 촬영장비, 육상 촬영장비, 수중 촬영장

비로 구성(표 1)

품 목 세 부 품 목 활 용 내 용

공중 촬영장비
- 육상용 드론(4K 급)

- 해상용 방수드론(4K 급)
- 공중 영상 촬영용 드론

육상 촬영장비

- 육상용 360도 촬영장비

- 육상 촬영장치 (4K 카메라,

현미경 카메라, 렌즈, 실내 조

명, 현장카메라, 카메라 제어장

치, 삼각대)

- 현장조사 및 실내실험 영상을 촬영하

기 위한 장치

수중 촬영장비

- 수중용 360도 촬영장비

- 수중 스쿠터

- 소형 ROV

- 수중촬영 카메라 및 하우징

- 수중 영상을 촬영하기 위한 카메라 및

부대장비

표 1 콘텐츠 생성 장비

그림 14 공중 촬영장비(육상용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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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공중 촬영장비(해상용 방수 드론)

(a) 육상용 360도 카메라 (b) 수중용 360도 카메라

그림 16 360도 카메라(육상용 및 수중용)

그림 17 실내촬영용 현미경 카메라



- 23 -

그림 18 수중 스쿠터

그림 19 수중 360도 카메라와 수중 스쿠터

그림 20 수중촬영 카메라 및 하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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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처리 및 관리 장비

- 콘텐츠 처리 및 관리는 획득된 콘텐츠 자료를 처리하는 프로그램과 시스템 그리고

이들 콘텐츠를 저장 및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구성(표 2)

품 목 세 부 품 목 활 용 내 용

영상자료처리

프로그램 및

시스템

- 360도 영상편집 프로그램

- 영상처리프로그램

- 3차원 가시화용 프로그램

- 영상처리컴퓨터

- 영상 처리 및 편집을 위한 프로그램과

컴퓨터

콘텐츠 저장

및 관리

시스템

- 영상 저장 및 관리용 컴퓨터

- 대용량외부저장장치

- 네트워크를 통하여 생성된 콘텐츠를

저장 및 관리하는 시스템

표 2 콘텐츠 처리 및 관리 장비

그림 21 360도 영상 자료처리 프로그램

그림 22 영상 콘텐츠 처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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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영상저장 및 관리용 컴퓨터

그림 24 대용량 외부저장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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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시각화 장비

- 콘텐츠 시각화는 콘텐츠를 시각화할 수 이는 HMD(Head Mounted Display)와 4K

급 콘텐츠를 볼 수 있는 UHD TV로 구성

품 목 세 부 품 목 활 용 내 용

시각화 도구
- VR용 HMD

- 4K용 3D UHTV

- 4K급 홍보동영상 및 VR 콘텐츠 활용을 위

한 시각화 도구

표 3 콘텐츠 시각화 장비

그림 25 VR용 HMD

그림 26 4K용 3D U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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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상촬영 플랫폼(매뉴얼)

- 영상 촬영 및 후처리 문서 매뉴얼 및 동영상 매뉴얼 제작(그림 27과 그림 28)

그림 27 플랫폼 제작 매뉴얼 및 동영상 매뉴얼

그림 28 영상촬영 플랫폼(매뉴얼) 구성 및 작업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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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내용 기획

- 스토리 구성 플랫폼을 기초로 아래와 같은 시나리오 정리

○ 촬영 준비

- 촬영 계획

· 촬영할 대상과 목적을 정한 후 그 현장의 분위기, 특징, 조건 등을 파악하

여 상황에 맞는 촬영기법 사용

- 사진이나 영상 작업을 위한 장비 준비

· 컴팩트 카메라, 미러리스 카메라, DSLR, 일반형 캠코더, 전문가용 캠코더,

스마트폰, 삼각대(트라이포드), 조명, 반사판 등의 일체 촬영 장비

- 촬영 전 촬영 장비 점검

- 연출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연구 과정을 연출하여 촬영

○ 촬영 방법

- 카메라의 촬영은 크게 삼각대 촬영과 핸드헬드 촬영으로 나뉨

- 삼각대 촬영은 고정되어있는 삼각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카메라의 움직임이 제한적

이나 안정되어있고 흔들림이 적음

- 핸드헬드 촬영은 즉각적으로 어떠한 것을 촬영하거나 삼각대의 설치가 힘들 때 사용

- 촬영은 한 번에 지속적으로 촬영하지 않고 끊어서 촬영

- 녹화 버튼의 시작과 정지는 항상 체크

- 줌의 사용을 되도록 줄이며 확대하여 찍을 때는 카메라를 근접하여 촬영

- 삼각대 촬영이나 핸드헬드 촬영 시 흔들림을 최소해야 함

- 수평·수직이 맞는지 확인

- 노출값, 화이트밸런스를 확인(자동모드일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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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그림이라도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가지 샷을 이용

- 태양을 등지고 촬영

○ 촬영기법

샷(shot) 풀 피겨 샷 (Full Figure Shot, F/F)

미디엄 샷 (Medium Shot, M/S) 바스트 샷 (Bust Shot, B/S)

클로즈업 샷 (Close Up Shot, C/U) 오버숄더샷 (Over the Shoulder Shot, 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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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글

로우 앵글 아이 레벨

하이 앵글

○ 촬영순서

- 본격 적인 연구 활동 전, 연구 활동에 필요한 장비들을 준비하는 모습들을 촬영

· 바다 위에서 연구를 하거나 입도를 대비하여 항구에서 연구에 필요한 장

비들을 배에 싣는 모습이나 준비하는 모습을 촬영

· 갯벌에 들어가기 전 장화를 신거나 연구에 필요 한 장비들을 준비하는 모

습을 촬영

· 연구 활동에 앞서 어떠한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체크하는 모습을 촬영

· 연구소에서 분석에 필요한 장비들을 점검하거나 실행하는 장면을 촬영

· 준비과정에 대한 촬영이 끝났다면 계획 된 순서에 따라서 본 촬영을 시작

- 연구 장소별 촬영법

· 각 장소별 (갯벌, 육지, 선상, 해안, 실내 등)로 연구 활동 하는 모습을 촬영

· 촬영하는 날의 상황과 각 장소마다의 촬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장소별

로 촬영 기법을 다르게 촬영

· 땅이 고른 육지에서는 트라이포드를 이용하여 수평을 맞춘 후 촬영



- 31 -

· 실내에서는 피사체의 밝기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 조명을 사용

· 갯벌에서의 촬영은 땅이 고르지 못한 관계로 트라이포드를 잘 고정시킨

후 촬영

· 펄이나 모래의 유입으로 장비가 손상될 수도 있으니 장비 손상에 유의

· 선상에서는 흔들림이 심하기 때문에 많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대한 중심을

잡고 촬영

- 연구 활동 촬영

· 야외나 실내에서 열심히 연구 활동 중인 연구원들의 역동적이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촬영

· 연구원들이 연구 거점에서 어떤 시료를 채취하는지, 어떤 연구를 하는지,

연구 대상에 대하여 촬영. 연구 대상에 대한 촬영 시에는 근접 촬영

· 실내나 야외의 연구 거점에서 연구 활동에 사용되는 장비 촬영. 장비들의

전체적인 모습과 근접하여 디테일한 모습 촬영

· 연구 거점에서 채취해온 시료들의 실내 실험실에서의 처리과정 및 분석과

정 촬영

연구활동 준비 촬영 예시 갯벌에서의 촬영 예시

연구활동 촬영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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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편집

- 작성된 시나리오에 따라 편집 수행

- 편집을 할 프로젝트 파일을 생성

- 프로젝트 파일 생성 후 Sequence(시퀀스)를 생성

- 영상을 편집한 디렉터리 및 오프닝타이틀, 엔딩 타이틀을 Import(가져오기)로 불러온

후 프로젝트 항목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을 Timeline(타임라인)에 드래그 하여 올림

- 오프닝타이틀과엔딩타이틀은타임라인에올려져있는영상들의맨앞과 맨뒤로배치

- 타임라인에서 정리한 영상을 Export(내보내기)로 출력

- Export(내보내기) 설정에서 영상을 저장할 디렉터리와 비디오 포맷, 기타 다른

설정들을 조정하여 영상 출력 [ ex)H.264포맷, 해상도 1920x1080, 프레임레이트

29.97, 비트레이트 30 설정 후 Export]

○ 영상활용

- Youtube 업로드 홍보 활용

· 편집 후 출력 된 영상을 구글 계정을 이용하여 Youtube에 업로드

·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후 우측 상단의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고 업로드 할

영상을 선택

· 화면이 바뀌면 영상에 대한 제목과 정보를 입력하고 업로드 %가 100%가

되면 게시 버튼을 누르면 업로드가 완성

· 후에 동영상 관리자를 통하여 업로드 된 영상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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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업로드 홍보 활용

· 편집 후 출력 된 영상을 네이버계정을 이용하여 네이버 블로그에 업로드

· 포스트 쓰기 클릭 후 영상 첨부

· 업로드가 완료된 후 내용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 완료

5. 연구활동 콘텐츠 관리

- 연구활동 콘텐츠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관리

- 프로젝트별로 콘텐츠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 요망

○ 콘텐트 종류

- 도큐먼트 (PPT/PDF/HWP/DOC...)

- 이미지 (JPG/BMP/TGA/PNG...)

- 영상 (SD/HD/FHD/4K, AVI/MP4/WMV/MPG...)

- 3D Data (OBJ/FBX/3DS/MAX...)

- Sound (WAV/MP3...)

○ 폴더별 관리

- 연도별 폴더 생성

- 연구 제목 및 내용 파악이 가능한 폴더명 생성 [예) 낙동강 하구관리를 위한 환경변

화 연구]

- 각각의 폴더에는 공통의 하위 폴더 생성

· DOCUMENT

· IMAGE

· MOVIE

· 3D DATA

· 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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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

- 업무분야에 따른 대분류

· 물리 : Ph

· 생태 : Bi

· 지리 : Ge

· 화학 : Ch

- 저자 중분류

· 사번 활용

· 이름 이니셜 활용

- 날짜 및 리비젼 소분류

· 날짜 : 160801처럼 6자리 번호

· 리비젼 : 날자 뒤에 언더바 표시 후 표기 예) 160801_3

· 영상 종류 : 영상의 해상도에 따라 SD/HD/FHD/4K 등의 표기

- 저장/관리

· 년도별 폴더 생성

· 연구 제목 활용 폴더명 생성

· 하위 빈 폴더 Copy & Paste

· 각각의 폴더에 해당 자료 색인명으로 리네임하여 저장

예) D:/Media_Platform/2016/낙동강 하구 관리를 위한 환경 변화 연구

/MOVIE /Ph_PJY_160801_3_4K.mp4

6. 기초 콘텐츠 플랫폼 활용 방안

○ 콘텐츠 생성

- 생성주체 : 연구 및 개발부서/홍보부서/외부자료

- 생성방법

· 연구 및 개발부서는 준비/조사/실험/분석 등의 전 과정을 영상 수집 장

치 (카메라/드론/수중촬영장치/360도 파노라믹 카메라/액션캠 등)를 활용

하여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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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 방법은 별도로 제공되는 매뉴얼 영상 및 매뉴얼 참고

· 홍보 부서에서는 보도자료 및 홍보용으로 제작되는 자료를 기초플랫폼에

저장

- 생성포맷 : 향후 관련 부서의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최상의 퀼리티로 데이터를

생성(영상의 경우 데이터 획득 장치의 최고 해상도로 촬영하며 4K 촬영을 권장함)

- 영상편집

· 별도의 편집 프로그램(프리미어/애프터이펙트 등)을 활용하여 기초 데이

터를 용도에 맞게 편집

· 원활한 편집을 위해 제공된 시스템 인프라 (편집시스템/데이터 저장용

NAS/UHD TV 및 모니터)를 활용

- 가상현실

· 연구원 차원에서는 원본 데이터(360도 영상. 이미지 데이터, 3D 스캐닝

데이터, 3D 모델링 데이터 등) 확보에 중점을 둠

· 원본 데이터를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문 프로그램(Unity,

Unreal 등) 및 전문 인력이 필요하므로 내부 인력을 양성하거나 용도에

맞게 외주 처리하여 프로그램 개발

○ 영상장비 플랫폼 활용

- 영상장비 플랫폼은 전문인력에 의한 관리가 필요

- 기술원의 기초 콘텐츠 플랫폼 전담부서(홍보부서와 연계) 설치 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역할 담당

- 플랫폼을 사용하고자 하는 연구사업에서는 사전 요청을 통하여 영상장비 플랫폼 사

용

- 기본적인 촬영장비인 경우 교육을 통하여 각 연구사업의 사용 요청자가 사용 후 책

임 반납

- 드론, 처리 프로그램 등 전문장비인 경우 전담부서의 전문인력이 직접하거나 파견하

여 사용

- 연구활동 촬영을 위한 전문인력 활용 프로그램을 통한 영상장비 플랫폼 활용 가능

- 전담부서의 전문인력은 획득된 콘텐츠의 자료처리 및 가공을 통하여 연구자에게 연

구자료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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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저장 및 관리

- 기본 콘텐츠 플랫폼을 사용할 연구사업에서는 총괄분야에서 콘텐츠 저장 및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지정

- 생성된 데이터는 기초플랫폼 시스템 인프라에 저장

- 저장에 사용되는 네이밍 및 폴더 생성은 제공 매뉴얼의 규칙에 따름

- 저장된 데이터의 목록은 색인 작업을 거쳐 별도의 파일로 관리

- 지정된관리자는일정기간마다데이터를백업하여야하며영상의현황을파악하고관리

- 미디어 데이터 접근 권한을 부여하여 데이터의 무단 사용이나 외부 공개가 이루어지

지 않도록 관리

○ 활용 및 효과

- 생성된 데이터는 편집/개발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 활용

- 기 구축된 미디어 데이터는 아래와 같은 용도로 활용 가능

· 연구․개발 부서의 연구활동 홍보 및 결과발표 용도로 활용

· 연구․개발 부서의 연구원 직무 교육 용도로 활용

· 연구․개발 부서의 연구장비 교육 용도로 활용

· 연구․개발 부서/홍보부서의 내부 보고용 자료로 활용

· 홍보부서의 외부 보도 자료로 활용

· 연구․개발 부서/홍보부서의 SNS 업로드 자료로 활용

- 미디어데이터 구축 효과

· 연구․개발 부서/홍보부서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

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 가능

· 본원의 연구 결과 및 업무에 대한 관련 기관 및 대국민 관심과 이해도를

높임

· 연구․개발 부서/홍보부서의 미디어데이터 제작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일반적인 보고 및 홍보자료 제작에

3일 이내의 기간에 제작 가능

→ 기존 홍보자료 제작에 필요했던 3개월 이상의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

일 수 있음

· 연구․개발 부서/홍보부서의 미디어데이터 제작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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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에 필요한 기간을 줄이고 단순한 작업을 내부적으로 처리함으로

써 기존 영상제작비용의 1/4 정도로 비용 절약

○ 미디어 랩 구상도(제안)

- 홍보실(또는 상황실)에 미디어랩(MML) 설치 운영

- 연구활동 기록을 위한 전문촬영 프로그램 운영

그림 29 미디어 랩 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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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보 데모 영상 제작

○ 홍보 데모 영상 제작 시 고려사항

- 현장 조사 및 실내실험 등 연구원의 연구활동 내용을 최대한 전달

- 내용이 차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다큐 형태로 진행 (음악 & 성우)

- Movie Intro & Outro 제작: 연구원 이미지 각인 및 영상 집중도 향상

· 인트로/아웃트로 제작을 통한 영상 집중도 증대 및 연구원 이미지 각인

· 지속 사용 가능

· 기본 이미지를 활용하여 연구분야별 인트로/아웃트로 제작 가능

○ 인트로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로고인 KIOST가 각인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구선 애니메이

션을 이용하여 기술원의 주요 업무에 대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연구선을 이용한 해저지형조사 영상 및 음향을 이용하여 지질분야의 인트로를 완성

하였음

- 다른 연구분야에서도 이러한 영상을 이용하여 각 연구분야의 특성을 보여주는 인트

로 제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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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트로의 마지막은 로고가 잘 인식되도록 하였으며 파도소리와 뱃고동 소리를 이용

하여 해양과 연관된 기관임을 강조하였음

○ 타이틀

- 낙동강과 섬진강 하구관리를 위한 환경변화 연구활동에 대한 타이틀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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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자연하천과 개발 하천의 장단점/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 방향)

- 자연하천의 풍요로움과 난개발의 부작용을 영상과 나레이션으로 표현

- 자연하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활동의 필요성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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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론 1 (낙동강 연구)

- 낙동강 하구관리를 위한 환경변화 연구 타이틀 삽입

- 낙동강 하구관리를 위한 환경변화 연구지역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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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 하구관리 연구활동 중 퇴적환경 및 지화학 분야 소개

- 퇴적환경 및 지화학분야 중 퇴적물 특성조사 연구결과 소개



- 43 -

- 퇴적환경 및 지화학분야 중 코아분석을 위한 시추 연구결과 소개

- 퇴적환경 및 지화학분야 중 남해연구소 해양시료도서관 코아 분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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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 하구관리 연구활동 중 생태분야 소개

- 낙동강 하구관리 연구활동 중 지형 및 퇴적물 이동분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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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형 및 퇴적물 이동분야 중 퇴적물 이동 연구결과 소개

- 지형 및 퇴적물 이동분야 중 표층퇴적물 분석 및 지형단면 변화 연구결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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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론 2 (섬진강 연구)

- 낙동강 하구관리를 위한 환경변화 연구 타이틀 삽입

- 낙동강 하구관리를 위한 환경변화 연구지역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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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진강 하구관리를 위한 연구활동 중 섬진강 염분 침투 해역조사 소개

- 섬진강 염분 침투 해역조사 중 CTD를 이용한 수욘/염분 조사 연구결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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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진강 하구관리를 위한 연구활동 중 기반생태계 현황 및 자원 생물조사 소개

- 기반생태계 현황 및 자원 생물조사 중 부유생물 동/식물 플랑크톤 분포특성

연구결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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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딩/아웃트로

- 연구선 영상을 이용한 엔딩

- KIOST 글씨 주변에 기술원의 연구활동을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한 아웃트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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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D 콘텐츠 제작

○ 3D 콘텐츠 제작시 고려사항

- 연구지역의 환경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작

- 분야 별 다양한 연구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제작: 연구 및 교육 활용

- 제작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내용을 보완 또는 추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작

그림 30 3D 콘텐츠 제작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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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 메뉴

- 낙동강 하구역 울타리섬 중 도요등의 3차원 영상을 이용하여 VR 제작

- 부산 이전할 기술원 방향으로 KIOST CI를 위치시키고 클릭 시 홈페이지로

자동연결

- 빨간 표시를 눌렀을 때 연구활동에 대한 동영상 및 연구결과가 화면에 도시되도록

제작

○ 메인 메뉴에서 지점 1 선택 > 해당 지역의 360도 파노라믹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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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 메뉴에서 도요등 3D 선택 > 해당 지역의 3차원 VR

○ 메인 메뉴에서 을숙도1 선택 > 해당 지역의 연구활동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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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 콘텐츠 제작

- 현장활동 및 실내분석활동 콘텐츠를 이용하여 교육용 동영상제작

- 교육용 교재 활용 및 연구활동 홍보

그림 31 교육 콘텐츠 제작 예

4. 홍보 동영상 활용 계획

- 낙동하구 에코센터, 국립해양박물관 및 관련 지자체 배포 상영 예정

- 기술원 YouTube, 네이버 계정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배포 예정

- 낙동강/섬진강 연구책임자와 협의 하에 최종 홍보영상 제작 예정

그림 32 홍보 동영상 활용계획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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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데모 홍보 동영상 제작 및 3D 콘텐츠 제작을 위한

콘텐츠 확보 성과

- 데모 홍보 동영상 제작을 위한 고해상 콘텐츠 확보 성과

구분 내용 용량 비고

동영상 콘텐츠

낙동강 연구활동 50 Gb 4K

섬진강 연구활동 30 Gb 4K

수중촬영 2 Gb Full HD

드론촬영 2 Gb 4K/Full HD

매뉴얼용 영상 원본 20 Gb 4K

홍보영상 (4K) 1.5 Gb 4K

홍보영상 (Full HD) 750 Mb Full HD

매뉴얼 영상 편집본 700 Mb Full HD

컴퓨터

그래픽영상(인트로/아웃트로)
600 Mb 4K

- 3D 콘텐츠 제작을 위한 콘텐츠 확보 성과

구분 내용 용량 비고

이미지 콘텐츠 낙동강 및 섬진강 일원 사진 100 장

VR 콘텐츠

360도 VR 영상 3 Gb

3차원 데이터(DEM 및 정사영상) 1 Gb 3차원 지형

낙동강 VR 데모 영상 프로그램 1.5 Gb
VR 영상

재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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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확보 세부내용

구분 동영상 콘텐츠 확보 세부내용

낙동강

연구활동

· 울숙도 주변 저서생물 생태조사

· 울숙도 주변 퇴적물 온도, pH, 전단강도, 퇴적률 측정 등

소환경 분류 조사

· RTK-GPS를 이용한 울타리섬 지형단면조사

· 울타리섬 주변 표층퇴적물 채취

· 장목1호를 이용한 낙동강 하구 생태조사 (동/식물 플랑크톤)

· 남해연구소 해양시료도서관의 시추자료 분석 실험실 및 실험과정

· 낙동강 생태분야 실내실험

섬진강

연구활동

· 섬진강 하구 해수 염분 및 수온 조사

· 동/식물 플랑크톤 조사

· 재첩 채취

수중촬영

· 도요등 주변 유향/유속계 설치

· 도요등 주변 파고계 설치

· 도요등 주변 부유퇴적물 측정기 설치

드론촬영

· 낙동강 도요등 주변 전경

· 낙동강 하구역 현장조사 준비 전경

· 섬진강 주변 전경

360도

영상

· 도요등 주변 360도 영상

· 도요등 주변 계류장치 설치 영상

매뉴얼용

영상
· 매뉴얼 제작을 위한 현장조사 동영상 촬영장면

기존영상
· 연구분야별 보유 이미지

· 낙동강하구에코센터 홍보 동영상 및 보유 이미지 콘텐츠

VR 영상 · 네이버 360도 항공촬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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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1. 연구개발목표 및 달성도

성과목표 연구성과
최종목표

달성도 (%)

연구활동 홍보 동영상

데모 제작

- 낙동강 및 섬진강 하구역 연구활동

관련 4K 데모 홍보 동영상 제작

- 인트로/아웃트로 영상 제작

- 3D 콘텐츠 제작(낙동강 VR 데모)

- 교육용 콘텐츠 제작

100

KIOST 하구환경 연구활동

홍보 영상 플랫폼 개발

- 기초 콘텐츠 플랫폼 구축

(스토리 구성 플랫폼, 영상장비 플랫폼, 영상

촬영 플랫폼)

- 기초 콘텐츠 제작을 위한 매뉴얼

제작(동영상 및 한글파일)

100

합계 100

2. 연구개발의 대외기여도

○ 연구활동 홍보 동영상 데모 제작

- 홍보영상 제작 시 연구활동 자체 보유 콘텐츠 부족으로 인한 홍보 콘텐츠 부실화 방

지 및 불필요한 신규 영상촬영 비용 절감 효과

- 미래의 VR/AR 등 최신 영상기법 및 빅데이터 활용에 대비한 연구 활동 및 결과의

4K급 콘텐츠 확보와 다양한 가시화 콘텐츠 개발 가능

○ KIOST 하구환경 연구활동 홍보 영상 플랫폼 개발

- 기초 콘텐츠 플랫폼 구축을 통한 기존 홍보 영상 제작 대비 3개월 이상 제작기간 단

축 및 제작비용의 1/4 수준의 비용으로 홍보 영상 제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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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영상기기의 영상 장비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존(HD급) 대비 4배 고화질의 4K

급 콘텐츠(현장조사 방법 및 활동, 실내실험 방법, 연구내용, 연구결과 등) 확보

- 드론, 360도 카메라, 고속촬영 카메라, 현미경 카메라, 수중촬영 카메라 등 공중, 육

상 및 수중에서 다양한 연구활동 콘텐츠를 입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영상 장비 플

랫폼(하드웨어) 구축

- 연구활동 기초 콘텐츠 플랫폼 구축은 기술원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국가연구개

발 사업 및 주요사업 등에 대한 연구자 주도의 홍보 활동이 용이함

- 영상 장비 플랫폼(하드웨어)과 영상 촬영 플랫폼(매뉴얼) 구축으로 연구자에 의한

연구활동 콘텐츠 및 입체영상 과학자료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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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추가 연구개발의 필요성

- 3D 콘텐츠를 활용한 VR 데모 영상 제작을 통하여 연구결과 가시화를 위한 VR 구

현 가능성 제시

- 홍보실 또는 종합상황실에 미디어랩(MML) 설치 운영 및 영상정보 활용 필요

- 연구활동 기록을 위한 전문촬영 프로그램 운영 필요

2. 활용방안

- 지자체 또는 하구역 관리 센터 등에 관련기관의 홍보 영상 보급 및 상영 활용

- 보급을 위한 홍보 VR 및 모바일 콘텐츠 개발

- 홍보영상 제작 후 추가 연구자료 및 새로운 테마 발생 시 자체 제작 및 적용 가능

- 신규인력 및 활용인력의 현장조사 교육을 위한 동영상 교육자료 제작 활용

- 연구현장 및 분석과정에 대한 영상 기록 축적을 통해 연구 자료로 활용

- 환경변화 모니터링용의 연속 영상 관측 시스템으로 활용

- 3D 또는 VR 영상 등의 첨단 영상 기법 사용을 통한 영상자료의 연구자료 활용

3. 예상파급 효과

- 지속 가능한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업데이트용이 및 비용절감 가능

- 해양과학의 대중 이해도 증진 및 중요성 전파 효과

- 하구역 개발 및 보존 계획에 대한 공무원, 일반대중 교육 기능

- 연구사업별 다양한 홍보 영상물 제작 및 영상자료 축적 가능

- 연구자의 홍보영상 제작 관여를 통한 최종 연구결과 가시화 및 최신화 가능

- 다양한 홍보영상물을 통한 연구원 내 부서 간 연구내용 상호 이해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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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수행한

기본연구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