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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와 방송 서비스 기술’특집호를 내며

방송콘텐츠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빅데이터를 이용한 방송서비

스가 본격화되면서 빅데이터 시스템, 소셜미디어방송, 새로운 미디어 기술들

에 대한 시도를 끊임없이 추구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위성, 케이블 방송을 위하여 대용량의 방송 콘텐츠 데이터 및 사용

자로부터 취득되는 빅데이터에 대한 효과적인 데이터 처리 플랫폼의 필요성

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의 경영 혁신을 위해 기존

방송서비스 및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함으로써 데이터를 생성, 수집,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방송 환경 혁신에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도 새로운 방송 방식으로 자리 잡으며, 방송과 웹 콘텐츠를 접목시키기 위해 다양한 기술 및 서

비스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시청각 위주의 방송에서 후각과 같은 오감을 자극하는 실감미디어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미디어를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서비스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이루

어지고 있습니다. 콘텐츠 내 물체나 인물을 인공지능을 통해 자동 인식하여 방송 콘텐츠 자동 이해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적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과 변화에 맞추어서 본 학회에서도 빅데이터 그리고 관련 미디어 기술에 대한 소개

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특집호를 기획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특집호는 “빅데이터와 방송서비스 기술”이라는 주제로 빅데이터, 미디어 데이터,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총 5편의 원고를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원고는 “Multi-use Data Platform”하둡 2.0과 관련 데이터 처리 프레임워크 기술”로 현재 멀티

응용 데이터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 하둡(Hadoop) 2.0의 주요 특징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 처리 프레임

워크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또한 YARN을 통한 다양한 데이터 처리 워크플로우들과 이의 개발 사례를 설

명합니다. 

두 번째 원고는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의 디지털 트

랜스포메이션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실제 문제점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현실적인 실행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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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원고는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콘텐츠 서비스 기술”로 기존 채널기반 단방향 방송 중심에서 양방

향 소셜 방송으로의 변화 동향을 설명합니다. 지난 수년간 인터넷과 방송 환경에서 방송과 웹 콘텐츠를 접목시키

기 위해 개발된 다양한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고, 기존의 다양한 웹 콘텐츠를 분석하여 소셜 브로드 캐스

팅 서비스의 운영을 지원하는 자동 지식 기반 구축시스템에 대해 소개합니다.  

네 번째 원고는 “미디어 사물 인터넷 내 후각 인터렉션을 위한 표준 데이터 템플릿과 표준 인터페이스”로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실감미디어(Immersive media)의 몰입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미디어 사물인터넷(Internet of

Media Things) 내 후각 인터렉션 표준 데이터 템플릿 및 인터페이스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 원고는 “딥러닝 기반 얼굴 검출, 랜드마크 검출 및 얼굴 인신 기술 연구 동향”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딥러닝 기반의 얼굴 인식 연구 동향을 살펴봅니다. 얼굴 검출, 랜드마크 검출 및 얼굴 특징 추출에 특화된 딥러

닝 알고리즘을 하나씩 살펴보고, 이의 발전 방향과 얼굴 인식에 특화된 딥러닝 아키텍처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설명된 빅데이터 기술 및 미디어 기술은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방송서비스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높은 가치와 경쟁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7년 빅데이터와 방송서비스 기술 10월 특집호의 출간을 위하여 현업에서 바쁘신 와중에도 좋은 원고를 기

고해 주신 저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특집호 완성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관심을 보여주신 학회

지 편집위원장님과 편집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정관리와 편집에 많은 도움을

준 학회 사무국 직원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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