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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문화기술은 6T 중 하나로 그 범위와 기술구성에 대해 정확하

게 이를 파악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문체부에서 PD로 일

한 지난 2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기술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정부정책에 관한 변화는 어떻게 진행되

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Ⅰ. 서 론

필자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2년간 문

화체육관광부 PD로 재직하였다. 전문 PD 제도는 외

부 기술 전문 인력을 공모, 임용 국가 연구의 기획과

관리를 위임하고, 중장기적인 R&D 계획을 통해 절

차적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하자는 의도에서 정보통

신부를 시작으로 설치된 바 있다. 그 이후 2008년

정부가 바뀌며 정부조직 체계가 변화하게 되고, 신

설 개편된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연구개

발 정책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효율적인 연구개발 운

영시스템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평가-관리-성

과확산 등 연구개발 전 과정을 상시 책임 운영하는

지식경제 연구개발(Program Director) 제도를 도입

하게 된다. PD의 역할은 정권마다, 부처마다 다소

역할에 차이가 존재하지만 각 부처의 R&D 기획과

장기 분석 예측 등 수행 내용은 큰 차이가 없다. 

현재 미래부나 산자부의 R&D 예산에 비해 소규

모의 R&D 예산을 운영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장관이 임명하는 공식 CT(Cultural Technology: 문

화기술) PD는 세 명에 불과하다. 이는 타 부처의, 많

게는 20여명이 존재하는 PD, PM 인원에 비해 매우

적은 숫자이다. 문체부의 CT R&D 예산은 1000억

원 미만이므로 세 명의 PD로 운영 가능한 수준으로

보이나, 문체부의 특성상 담당하는 정책 결정의 영

역이 방대하고 문체부의 모든 R&D 및 연관 업무는

통합적으로 PD실에서 보좌하게 되는 특수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근무가 쉽지않은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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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적으로 볼 때에 타 부처와 비교하여 문체부

PD의 장점으로는 한 부처의 연구개발에 관한, 또는

인력양성에 관한 전체적인 정책을 파악하고 조언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으로는 서로 연계되지 않는,

때로는 충돌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이 빈번하다는 점이다.

본고에서 다룰 내용은 방송, 미디어와 밀접한 관

계에 있는 CT 기술에 대한 현황과, 이를 바라보는

정부의 입장에 대한 변화, 그리고 R&D를 접근하는

부처간의 입장 차 등 다양한 R&D 관련 문제들을

담당자로서 근거리에서 정책결정이 변화하는 과정

을 지켜보면서 느낀 것들을 원고에서 다루고자 한

다. 논문으로의 증명 가능한 내용보다는 현장 보고

의 형식으로 서술하고자 하며, 가능한 한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하려 하나, 필자 개인적 의견인 부분은

비화 정도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

Ⅱ. 문화기술 동향

1. 성공적인 해외 문화기술 사례

미국의 유명 뮤직 프로듀서인 닥터드레(Dr. Dre)

는 몬스터(Monster) 케이블 사와 합작하여 각종 음

악 장비를 출시하고 있다. 특히 비츠바이드레(Beats

by Dre)라는 라인업은 세계적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

고 있다. 또한 미국의 힙합그룹 블랙아이즈드 피스

(The Black Eyed Peas)의 맴버이자 유명 프로듀서

인 윌아이엠(Will I Am)은 자신의 EDM(Electro

Dance Music) 장르에서의 독특한 경험을 바탕으로

Intel사에서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등의 개발에 참

여하는 혁신이사로 활동 중이며, 현재는 본인이 투

자한 스타트업 기업에서 스마트 시계를 출시할 예정

으로 알려져 있다. 몇 년 전 사망한 Apple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를 그린 영화 ‘잡스’에서 스티브 잡스 역

할을 연기하였던 미국의 유명 배우이자 한때 SNS

세계 최다 팔로워를 가졌던, 애쉬튼 커쳐(Ashton

Kutcher)는 레노보(Lenovo)에서 새로 만들어진 태

블릿 컴퓨터인 요가 테블릿(Yoga Tablet)의 개발에

참여하여 그의 장난끼 많고 엑티브한 성격을 그대로

표현하였다. 특히 그는 자신의 유명세와 SNS사랑으

로 위치기반 SNS인 포스퀘어(Foursquare)나 메신

저 스카이프(Skype),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

파이(Spotify), 소셜 숙박 서비스 에어비엔비

(Airbnb) 등에 투자하였다. 이들의 공통점은 제품

자체가 아닌 제품을 둘러싼 문화적 인식이 제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현상을 이끈다는 것이다.

아시아의 대표적인 문화기술 성공사례로는 세계적

인 기업인 소니(Sony)가 있다. 소니는 오가 노리오라

는 도쿄예술대 성학과 학생으로부터 지적 받은 녹음

기 음질 문제를 파악하고 오히려 지적한 학생을 영입

하여 입사시킨다. 결국 오가 노리오는 부장, 부사장,

사장을 거쳐 1995년에 소니의 회장이 되는데, 그가 재

임하던 시기에 미국의 컬럼비아 영화사(현재 소니 픽

쳐스 엔터테인먼트)를 34억 달러에 사들였고, CD라는

매체의 개발을 이끌었다. 특히 그의 업적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1994년에 가정용 게임기인 플레이스테이

션(Playstation)을 통해 전자제품 회사인 소니를 전 연

령층이 사랑하는 문화기술 회사로 둔갑시킨 것이다.

2. 세계 주요국의 문화기술 정책 동향

미국의 경우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할

리우드가 중심이 된 영화 관련 산업의 수출과 자국

콘텐츠 상품의 지적 재산권 보호에 주력하는 방향으

로 콘텐츠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유럽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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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달리 국가의 문화와 예술 부분에 대한 직접적

인 지원보다는 공공 및 민간의 기부금과 세금제도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연방정부 차원에

서의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지원 기구는

존재하지 않지만,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어 있다. 특

히 교육분야에서 STEAM인재 융합교육 프로그램

을 실행하여 다양한 분야의 융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문화산업의 파급효과가 단순히 콘텐

츠의 수출을 넘어 국가 브랜드 향상을 통해 타 산업

으로 전파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체계화된 국가 브

랜드 진흥정책을 추진하였다. 애니메이션, 만화, 영

화, 드라마, 음악, 게임과 같은 콘텐츠 산업을 소프

트파워 산업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산업 육성을 통

해 일본 브랜드를 강화하고자 한다.

영국은 1997년부터 창조산업을 미래전략 산업으

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그 결과

2003년에는 전체 영국 수출 중에 4.1%에 달하는 1,

160억 파운드를 수출하여 영국 경제의 핵심적인 산

업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2009년 미래 국가발전 비

전 및 전략으로 ‘디지털 브리튼(Digital Britain)’을

제시하여 발전을 이어가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문화 및 창조경제 이니셔티브 전

략을 통해 문화산업 분야를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정책은 문화 미디어부를 중심으로

음악, 출판, 영화, 방송, 공연, 디자인, 건축, 언론,

광고, 소프트웨어 및 게임산업에 해당하여, 자금지

원 수혜율을 높이고, 전문가와 중소기업간의 네트

워크 및 컨설팅을 활성화하는 정책이다. 특히 소프

트웨어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문화관광과의 협력

을 강화하고 각 주정부가 독립적 정책을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거시적 방향만을 제시하는 모습을 띄고

있다.

프랑스는 콘텐츠를 비롯한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지원을 국가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게임, 영상 기술개발 같은 민간에 의해 주도되고 있

는 사업에 대한 투자와 정책적인 지원뿐 아니라 저

작권 문제 해결, 공공문화유산 콘텐츠의 디지털화

등 민간이 담당할 수 없는 영역에도 많은 예산을 투

자하고 있다. 특히 2008년 디지털 프랑스 계획을

통해 프랑스가 가진 문화 및 예술 산업의 경쟁력을

디지털 경제 환경에 맞게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호주는 2011년 ‘창조산업: 21세기 호주의 전략’을

제시하고 ‘디지털 산업 전략’을 통해 브로드밴드를

강화하고 있다. 긍극적인 목적은 인적 자본 강화,

신시장 창출 및 협력 네트워크 강화, 다양한 비즈니

스 모델 창출이다.<그림 1> Digital Britain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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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문화기술의 위상과 예산 규모

문화기술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

업으로 원소스 멀티유즈(OSMU)라는 속성상 타산

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한다. 세계적인 영화 해리포

터의 총 매출액은 308조원으로 현대자동차의 총 매

출액 250조원과 한국 반도체 수출 총액 231조원을

능가한다. 문화콘텐츠는 고용유발 효과가 큰 산업

으로 10억원 투입 시 고용유발계수가 13.9명으로

제조업 8.4명, 통신업 6.9명보다 높다. 특히 인터넷

의 확산과 IT산업의 발달에 따라 국내 문화콘텐츠

산업의 매출액은 연 58조원 수준으로 연평균 7.3%

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콘텐츠 산업이 경제와 산업, 나아가 국가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크게 좌우하는

산업으로 대두됨에 따라 문화기술 연구개발이 국가

의 주요 정책에 부각되고 있으며, 정부 연구개발 예

산 또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정

부 연구개발 예산은 2007년 129억원이었다가 2010

년 725.5억원으로 증가하였다. 그 중 문화기술과

관련된 저작권 기술, 스포츠 과학기술 및 관광기술

의 국가연구개발 예산은 2014년 492억 4천2백만원

에서 516억 9천만원으로 5.0% 규모로 증가하였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국내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화기술 연구개

발 지원사업에 4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이는

문화기술에 대한 산업현장의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

을 반영해 전년보다 약 10% 증액한 것이다. 목표는

2017년까지 한국의 기술수준을 현재 선진국 대비

72.5%에서 85%이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문화기

술 역량을 강화하고, 창의적인 문화서비스 연구개

발 과제 발굴 추진을 통해 ‘문화여가행복지수’를

2013년보다 30% 이상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기술 예산 규모는 2014년까지 전체 6T 기술 예

산의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안

타깝다.

4. 문화체육부와 문화기술 산업

2013년 박근혜 정부 수립 이후 국정 목표인 창조

경제, 문화융성, 국민행복 실현 및 국내외 환경변화

를 반영하여 문화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문화기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현

대 국내의 문화기술 콘텐츠 산업은 창조경제의 견

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수출규모는 2009년 26억불

에서 2013년 51억불 정도로 성장하여 고부가가치

국가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2-2016

CAGR

미국 479,710 472,278 440,895 450.095 463,868 489,878 508,416 586,667 562,199 597,279 5.2

영국 82,675 84,019 80,709 82,278 83,367 85,225 87,472 90,139 93,563 97,332 3.1

일본 195,808 200,147 193,627 195,667 192,796 198,938 204,913 210,424 215,876 221,680 2.8

프랑스 68,431 71,013 70,926 73,392 77,093 79,495 82,191 84,831 87,737 91,063 3.4

독일 95,835 96,842 94,975 97,183 99,342 101,857 104,789 107,441 110,242 118,433 2.7

호주 29,954 32,903 32,803 34,264 35,021 37,008 39,162 40,925 48,078 45,029 5.2

한국 31,050 33,088 34,265 36,289 38,562 40,191 41,926 43,644 45,497 47,455 4.2

<표 1> 세계 콘텐츠시장 국가의 시장규모

＊출처 : 2012년 2분기 및 상반기 콘첸츠 산업 동향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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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특히 문화콘텐츠에

의해 한류확산은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오며 국가

브랜드 순위를 2009년 19위에서 2012년 13위로 올

려놓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상상력과 아이디어 만

으로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고용 친화적인 산업

으로 이미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가들은 정부

가 콘텐츠와 문화예술에 집중 투자하여 육성 강화

에 힘을 쏟고 있다.

정부는 2013년에 한국문화기술연구소를 설치하

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문화

기술 연구개발 투자확대 및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영화, 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공연, 전시 등 문화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활용성 높

은 다수의 기술개발을 통해 사업화 하여 높은 성과

를 이루었는데, 1억원당 2011년 문체부 사업화는

1.1건으로 지경부 0.5건과 국토부 0.1건, 환경부

0.4건에 비해 높은 수치이다.

5. 문화기술 활용 사례

문화기술 주요 활용 사례로는 영화분야에서 국내

최초 풀3D 입체영화이며, 500만불 중국 투자유치

를 기록한 ‘미스터고’와 3D 입체 변환기술을 적용

한 애니메이션 ‘공룡점박이’ 등이 있다. 공연 분야

는 와이어 플라잉 기술의 국산화를 만든 여수엑스

포 주제관에서 열린 ‘상생의 샘’과 길이 40m, 높이

25m, 폭 3m의 ‘인공 무지개’ 등이 주요 사례로 개

발되었다. 

특히 2014년 1,750만 관객을 돌파하며 국내 영화

흥행기록을 갈아치운 영화 ‘명량’에서 관객들에게

인상으로 남겼던 해상전투 장면 중 올돌목의 회오

리 물결과 조선군의 포탄에 맞아 파편을 튀기며 파

<그림 2> 매크로그래프의 CG기술이 돋보인 영화 ‘명량’

*출처: ‘기술력’ 바탕으로 창업 포문 열다, 테크M 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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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되는 왜선 장면 등은 자체 제작된 특수효과 제작

기술(VFX)인 유체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파랑’의

매크로그래프를 통해 제작되었는데, 문화체육부 산

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의 CT연구개발 자금을 지원받

아 지난 2009년에 개발한 제품이다. 

그 외에 ‘한교아이씨’는 국내 유일의 광학 홀로그

램 기술을 기반으로 ‘상감청자’ 등 전통문화재를 사

실적으로 표현한 홀로그램 영상을 선보였고, ‘지스

마트글로벌’은 첨단유리 전광판으로 영상콘텐츠 시

청을 가능하게 한 기술, ‘투썬스토리’는 19개 언어

로 온라인 채널서비스를 할 수 있는 뉴스 배포형 홈

페이지 ‘홈퍼’ 등을 선보였다.

Ⅲ. 정책적 이슈

1.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CT 역할 분담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CT R&D의 일부 기능은

과학기술정책의 총괄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로 이

동하게 되고 예산 역시 분할된다. 2013년 두 부처의

CT 역할에 조정이 이루어지는데, 당시의 협의는 원

천 기술은 미래부로 장르별 사업화 기술은 문체부

로 분리하기로 정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질적

인 축의 분류는 서로의 영역이 중첩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다시 말해 기술과 장르는 서로 독

립적인 축이며, 원천기술 유무가 장르 기술 적부로

연결되지 않는다. 

현 정부 출범 후 경제 활성화에 모든 정책의 목표

가 통일될 때에 미래부 입장에서는 사업화를 중시

할 수밖에 없게 되고 문체부가 담당하던 영역에 점

차 근접하게 된다. 겉으로 발표된 사업은 원천 기술

을 내세우지만 평가 기준은 특허와 논문과 같은 전

통적인 정량적 연구성과에서 상품화와 사업화를 중

시하는 질적, 정성적 평가로 변화한다. 미래부가 주

관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진행한 제 3차 국

가연구개발성과평가 기본계획1)에 의하면 질 중심

평가 강화로 우수성과 창출을 목표로 성과목표·지

표 사전 점검을 통한 질적 지표 설정 지속 유도, 논

문의 단순 양적 건수 중심 평가 지양을 명시하고 있

다. 또한 중장기 파급효과 중심의 사업평가 강화로

사업화 관련 성과지표 설정 및 이에 기반한 평가,

중장기파급효과를 목표로 하여 일자리 창출, 창업,

벤처·중소기업 지원 등 연구기관의 사회·경제적

역할 강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부의 CT인 디지털 콘텐츠 분야는 문

체부의 콘텐츠와 상당부분 영역 중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문체부가 말하는 장르 중심의 R&D는 직관적으

로 사업의 방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전문

R&D 기획과 관리의 측면에서 보자면 모호한 점이

존재한다. 장르 분류란 산업 분류라 볼 수 있는데

문체부에서는 영화, 애니메이션, 공연, 음악, 전시,

게임, 연극, 패션, 문화재, 그리고 분류할 수 없는

융합 장르로 나뉘어진다. 이들의 분류는 시장의 크

기로 보나 각 산업계의 구성 인력으로 보나 동등한

비교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기획 시에 어려운

점은 기술 개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각 장르 고유

의 기술 카테고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활용기반기술로 컴퓨터 그래픽, 가상현실

등은 전 장르에 모두 적용 가능하다. 매년 기술분류

1) 2015년 http://www.msip.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311&artId=1258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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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격론이 문체부 R&D 담당 부서에서 진행되

지만, 결코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 이유이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미래부와 문체부 서로 충분

히 서로의 입장을 알고 있는 바이다. 따라서 현 정

권은 과거의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였는데, 두 부처는 중첩 영역의 자연적 해결

을 위해 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노

력하고 있다.

2. 문화체육관광부 CT 범위의 논건

2002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미래 먹거리산업

으로 선정한 첨단기술산업 6T는 정보통신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 생명공학기술(BT,

Biology Technology), 나노기술(NT, Nano

Technology, 초정밀기술), 환경공학기술(ET,

Environment Technology), 우주항공기술(ST,

Space Technology), 문화콘텐츠기술(CT, Culture

Technology)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CT는 그 역할

적용이 다른 6T기술과 다르게 보아야 한다. 다른

5개의 기술들에 비해 CT는 정의 자체가 매우 어려

운 기술분야이다. 오히려 기술 분류라기보다는 시

장의 분류로 보는 것이 어울리고, 문화의 광범위한

적용분야 때문에 적용분야나 핵심 기술군을 특정하

여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다. 통상적인 문화기술은

디지털 문화 콘텐츠를 창조, 개발, 제작, 가공, 유통

하는 지적 노하우 및 물리적 기술을 지칭한다. 즉,

디지털 미디어를 기반으로 영화, 방송, 게임, 음악,

애니메이션 등의 문화예술산업을 첨단산업으로 발

전시키기 위한 기술 및 노하우를 대상으로 한다. 인

<그림 3>  2016년 사업추진방향 문체부

캐릭터 뮤지컬 미디어아트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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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이 활성화되고 정보기술(IT：Information

Technology)이 발전하여 디지털 콘텐츠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문화기술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음악, 뮤지

컬,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의 제작에 활용되는

기술을 통칭하는 문화기술은 복합적인 학문으로서

이미 미국과 일본 등의 기술 선진국도 자기 나라의

문화산업을 육성·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이나 저작권 보호 솔루션 등의 기술 개발을 지

원한다. 특히 최근 한류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대

한민국 문화의 세계화는 문화기술 전반으로 확장되

어 그 속도를 더해가고 있다. 분명 시장이 존재하

고, 용도도 확실하나 이에 적용되는 기술은 공통 분

모가 존재하지 않는 듯하다. 따라서 일반 사업 정책

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연구 개발 로드맵을 그리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2008년 이후 정통부 해체 시 한국콘텐츠진흥원

은 디지털 콘텐츠에 관한 정통부의 R&D를 흡수하

게 된다. (2009년 5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확

대되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출범) 이 시점에 문

화부 기존의 R&D와 합해져 연간 1000억이 넘는 연

구개발사업에 관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었다. 이를 기준으로 타 부처의 예에 따라 문

화부에도 상임 PD 제도가 운영되었다. 다만, 한국

콘텐츠진흥원은 제작 지원 사업에 특화되어 있던

조직이므로 CT 에 관한 지원 조직을 내부에 신규

설치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인 R&D 관리기관 설립

방법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R&D 기획 기관의 역할

을 하는 조직은 타 일반사업 기관과 분리되어 있는

독립적 평가조직이다. 그러나 타 부처에 비하면 작

은 R&D 예산 규모로 인해 독립적 기관의 설치가

불가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 내에 기획과 관리 평가

의 기능을 부여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태생과

조직인원의 구성상 콘텐츠에 관한 지원에 강점을

가지는 기관이다. 문화기술의 상당부분은 콘텐츠에

연관되어 있으므로 자연스러운 선택이라 볼 수 있

지만, 여전히 문화기술의 방대한 범위를 다루는 것

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세계적인 브로드웨이 뮤지컬이나 헐리우드의 영

화에서 나온 마술과도 같은 최신 기술을 이용한 공

연, 영상들은 CT를 언급할 때 가장 쉽게 이해가 되

는 분야이다. 그러나 이 CT를 문화체육관광부의 다

양한 관리 영역에 비추어보면 문화재, 한글, 공공미

술, 저작권, 체육, 관광 사업, 지자체 축제, 캠핑과

같은 서로 연계하기 힘든 분야가 존재한다. 이 분야

역시 문화 기술 개발을 요구할 수 있고, 실제 매년

각 분야에 관한 요청을 받아 과제 기획을 진행하곤

한다. 즉, 일반적인 콘텐츠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기

술로 정의하기에는 예외가 너무 많으며, 이렇게 방

대한 분야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몇 사람의 PD가

관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일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전공분야의 불일치가 당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 명의 PD는 콘텐츠, 예술, 서비

스 분야의 각기 다른 범위의 연구를 담당하도록 하

고, CT 분야가 주가 아닌 스포츠 분야와 관광 분야

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상임 외부 기획 인력을 도

입하고 있다2).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문화체육관광부의 R&D 사

업의 가장 어려운 점은 방대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

다는 점이다. 그 중 CT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는데, 문화와 관련된 기획, 운영, 제작, 유통, 저

작권 등 비지니스 전반 영역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2) 스포츠의 경우 2013년부터 전문 PD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 이전에는 스포츠개발원의 연구원이 대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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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비록 6T 중 하나이지만 CT에 배당된 국가

R&D 예산은 6분의 1 규모와 비교하면 턱 없이 모

자란 국가 전체 R&D 예산의 1%정도에 불과하다.

이 작은 예산으로 많은 분야의 기술개발에 관여한

다는 것은 결국 기술 개발의 이슈보다는 성과 중심

의 배분에 가까운 기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즉, 원천기술보다는 즉시 사업화가 가능한 응용 기

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와 동시

에 문체부에서만 담당할 수 있는 사업화가 어려운

공공재적 산업 역시 반드시 신경 써야 할 부분으로

국악, 전통 공예, 한글 등이 그 예이다.

그 영역이 얼마나 방대한지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전통적인 디지털 콘텐츠 분야를 제외하고도 ‘문화

콘텐츠 경쟁력 지수의 개발과 기술평가 체계 분석

(2012)’는 경영, ‘전통문양 불꽃기술, 컴퓨터 발사기

술 및 불꽃쇼 연출 시뮬레이터 기술 개발(2012)’은

화학과 그래픽스, ‘전통옻칠의 규격화, 다양화 및

대량 생산공정 개발(2012)’는 화학, ‘ 전통한지 제조

기법을 활용한 공예용 한지소재 개발 및 규격화

(2012)’는 공예와 산업표준, ‘국악기 음원 디지털 소

스화 및 APP 개발(2012)’는 전통음악, ‘사이즈별,

색상별 인공무지개 구현 기술(2012)’은 공공미술과

컴퓨터 그래픽스, ‘전통소목장의 결구법을 활용한

전통가구설계 아카이브 기술 개발(2012)’은 공예,

‘모자이크 컬쳐를 위한 초경량 트레이 및 스마트 저

작도구 개발(2013)’은 농업과 콘텐츠와 같이 서로의

공통점을 발견하기 힘들 정도이다. 당연히 그 적용

범위가 하나의 부처가 담당하기에 부담될 수 밖에

없다.

3. 문체부 내부 R&D 이해의 충돌

2014년 한글박물관 출범 이후 문체부 R&D 과제

중 하나인 ‘한글특성을 살린 폰트에디터 개발 및 글

꼴 공인등록시스템, 서비스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2014)’에 관한 관리 문제가 벌어졌다. 한글에 관한

총괄을 원하는 한글박물관의 입장에서는 폰트의 활

성화에 관한 결과물을 R&D 수행업체가 독점, 자의

적 가격설정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따라

서 정부 기관이 연구결과물을 소유하고 이를 무상 배

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한글 박물관의 의견은

일견 타당성이 있으나, 국가 R&D 규정에 따라 움직

이는 PD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낼 수 밖에 없다. 

“기술의 ‘독점’의 상대어를 ‘무상공개’라 주장할

수 없다. 국가 R&D사업은 기술 개발이 목적이며,

이를 통한 해당 산업의 발전을 목표로 한다. 즉, 국

가의 자금이 개발비용에 포함되는 이유는 기술 독

점과 기술 비공개를 견제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과

제 종료 시 본 과제의 기술개발결과물은 공개되며

정당한 기술 이전료를 지불할 경우 경쟁업체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한글 박물관의 의견처럼 전

체 업계가 이 연구의 결과물을 반드시 쓰도록 강제

하는 종류의 R&D는 매우 예외적이며 정부의 과도

한 시장개입이므로 R&D 결과물의 활용, 무관심,

반대는 경쟁업체와 함께 구성되는 시장의 자연스러

운 선택에 맡겨야 한다. 본 과제는 폰트등록시스템

의 구축에 관한 기술개발 과제이지 폰트 정책 운영

을 위탁받은 과제가 아니다. 따라서 연구개발주관

기관이 등록시스템을 유일하게 구축할 필요가 없으

며, 이는 기술이전 부재를 전재로 하므로 바람직하

지도 않으며, 궁극적으로 기술 수요자에 의해 다양

한 종류의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이다.” 

논리의 영역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문화이

다. 만약 제약업체가 특정 희귀 질병 백신을 개발했

을 때에 이를 정부에서 무상 배포하라고 강제할 수

없다. 아무리 인간의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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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그리고 국가 R&D 자금으로 개발되었다 할지

라도, 현행 R&D의 규정상 업체의 대응자금이 들어

있는 이상 해당 업체의 무조건적인 손해를 강요하

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 역시 정당한 대가를 지불

하고 구입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문화영

역에는 빈번히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시장의 논리에

의해 움직인 적이 없는, 말하자면 장인의 자세로 평

생을 바쳐온 사람들이 존재하는 분야를 과학적인

R&D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에 충돌은 불을 보듯 확

연하다. 이러한 예는 전통 공예분야, 문화재 분야,

국악 분야, 한글 분야 등 문체부 관리 영역에서 빈

번하게 일어난다. 

4. 문화체육관광부의 향후 R&D 사업 방향

앞서 언급한 사업화 성과 최우선의 정책은 문체

부 역시 동일한 입장에 놓여 있다. R&D 분야의 정

책 변화 역시 눈에 띄게 일어나는데, 가장 먼저 보

이는 것은 장기적인 정책보다는 현장 중심의 단기

과제 도출에 힘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문

체부의 지정공모의 변화를 보면 그 결과물을 알 수

있다. 2013년 1차 13개, 2차 6개, 3차 3개, 4차 2개

총 26 과제가 공모된 것이 2014년에는 20개, 2015

년에는 12개, 2016년에는 7개로 줄어든다. 정책지

정은 공고에 드러나지 않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확연한 변화가 감지된다. 그렇게 지정공모에서 사

라진 예산은 2015년부터 진행한 자유공모인 ‘단비’

자유공모를 통해 배출된다. 자유공모는 1년 정도의

단기 성과를 노리는 과제로 기술적인 신규성보다는

제작 지원의 모습을 일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장기적인 R&D를 기획해야 하는 CT의 미래 관

점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현상은 문체부만

의 문제가 아니므로 선택의 여지는 좁은 편이다.

Ⅳ. 맺음말

미국의 미래학자인 다니엘 핑크(Daniel Pink)는

21세기를 융합과 콘셉트의 시대로 규정 지으며 기

술과 비즈니스 모델, 프로세스 등 두가지 이상을 융

합해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산업발전의 원동력

이 될 것이라 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융합

과 창의적 마인드로 무장한 창의적 인재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에 가장 어울리는 기술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

펴본 문화기술일 것이다. 애초에 경계선이 모호한

것은 분명 R&D 장기계획에 있어 단점이지만 현재

와 같은 사용자 가치와 경험이 경쟁력을 결정짓는

상황에서는 나름의 장점이 드러난다. 어떤 서비스

를 만들어야 인간과 사회에 가치가 있을지, 소프트

웨어가 하드웨어를 통해 인간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를 이해하는 노력은 장르중심의 R&D라는 목적성

에 부합된다. 과학의 발전이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

을 미치고 변화를 가져오는지 함께 고민하고 문제

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간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미래

시장을 예측하고 기술의 로드맵을 구성하는 장기적

R&D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각 부

처는 중장기 로드맵을 3-4년 주기로 작성하고 있

으나 현대의 시장과 기술 변화 속도를 감안하면, 매

년 수정을 가해야 한다. 

고정관념을 깨는 발상으로 기존 한계를 뛰어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시

장을 개척하는 창의 패러다임과 이질적인 시장이나

기술, 학문을 한데 엮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새로

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융합은 피할 수 없

는 현재의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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