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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산업간의 경계약화, 신기술 확산, 수요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콘텐츠 산업의 융복합화 현상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또한 기술혁신

으로 네트워크 기반의 융복합, 혼합, 통합, 결합이 총체적으로 반영된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들이 새롭게 등장할 전망이다. 본 연구

는 새롭게 등장되고 있는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의 유형별 채택요인을 실증 분석함으로써 관련 실무자들에게 융합형 콘텐츠 산업 확

산을 위한 유용한 시사점들을 제시하였다.

I. 서론
 
  콘텐츠 산업의 융복합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됨에 따라 
첨단 IT 기반의 차세대 융복합 콘텐츠들이 새롭게 등장할 
전망이다.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란 기존 콘텐츠가 문화기
술을 활용하여 고도화되거나 ICT 등 신기술과 접목된 콘
텐츠가 제조, 서비스업 등 타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형태로 상품화(제품/서비스)된 것으로 정의
할 수 있다[1]. 본 연구의 목적은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의 
유형별 채택요인을 실증 분석함으로써 관련 실무자들에게 
융합형 콘텐츠 산업 확산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
한 유용한 시사점들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유형

   콘텐츠의 분류는 기술 적용방식, 콘텐츠 구현 매체, 유
통경로, 콘텐츠 내용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임명환 등[1]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콘텐츠 분류가 영화, 
음악, 게임 등 장르 중심적 분류에 머물러 있거나 엔터테
인먼트 및 대중 미디어 위주로 제조, 서비스를 포함한 전 
산업 영역에서의 지식, 교육 등 지식형 콘텐츠 영역을 포
괄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 디지털 방식의 뉴미디어 관련 
콘텐츠의 범위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는 기존 콘텐츠 분류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새로운 분류체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연구의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의 8가지 
분류를 활용하여 실증 분석해 보고자 한다. 즉, 신기술 문
화콘텐츠, 사이버라이프 콘텐츠, 디지털 교육콘텐츠, 실감
응용 콘텐츠, 상호작용 콘텐츠, 기업활용 콘텐츠 공공 콘
텐츠, 산업특화콘텐츠의 8가지 유형이다.

2.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채택요인

  본 연구에서는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채택에 기술구현
성, 시장성, 글로벌성, 재미, 유용성, 용이성 차원이 영향
을 미치는지를 실증 분석해 보고자 한다.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채택에 기술적 측면의 기술구현성은 중요한 요인
이 될 수 있으며, 시장측면의 시장성과 글로벌성 또한 콘
텐츠 채택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 측
면에서의 재미, 유용성, 용이성 차원들은 기존의 많은 선
행연구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 콘텐츠 채택에 중요
한 영향요인임이 밝혀지고 있다[2]-[5].

Ⅲ. 실증분석

1. 표본 수집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채택요인을 실증 
분석하기 위해 콘텐츠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웹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2,333부를 본 연구의 
실증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본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산업계 40%, 연구계 23%, 정부 및 공공기관 21%, 학계 
16%로 나타났으며, 근무경력은 8년 이상이 72%, 5~8년 
미만이 23%, 1~5년 미만이 5%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 콘
텐츠 관련 근무경력이 많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RFID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SPSS 
12.0K을 사용한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2. 분석결과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의 8가지 분류 유형에 따른 회귀분
석 결과, 표 1과 같이 신기술 문화 콘텐츠의 경우에는 시
장성, 글로벌성, 유용성, 용이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채택의 주요 요인으로 나
타났다. 사이버 라이프 콘텐츠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는 표 2와 같이 시장성과 재미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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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베타 t값 P값
기술구현성 -0.26 -0.658 0.511

시장성 0.469 8.784 0.000***

글로벌성 0.114 2.082 0.038**

재미 0.060 1.165 0.245

유용성 0.255 4.775 0.000***

용이성 0.085 2.042 0.042**

변수 베타 t값 P값
기술구현성 0.004 0.034 0.973

시장성 0.388 2.482 0.016**

글로벌성 0.033 0.249 0.804

재미 0.333 2.327 0.024**

유용성 0.091 0.544 0.588

용이성 0.011 0.105 0.917

변수 베타 t값 P값
기술구현성 0.001 0.010 0.992

시장성 0.471 4.307 0.000***

글로벌성 0.267 2.827 0.007**

재미 0.014 0.147 0.884

유용성 0.185 1.531 0.132

용이성 0.076 0.856 0.396

변수 베타 t값 P값
기술구현성 0.220 2.265 0.028**

시장성 0.626 5.232 0.000***

글로벌성 -0.002 -0.014 0.989

재미 -0.210 -1.722 0.091

유용성 0.221 1.757 0.085

용이성 0.093 0.932 0.355

변수 베타 t값 P값
기술구현성 -0.038 -0.471 0.639

시장성 0.523 5.627 0.000***

글로벌성 0.189 2.098 0.039**

재미 -0.062 -0.770 0.443

유용성 -0.009 -0.102 0.919

용이성 0.324 4.034 0.000***

변수 베타 t값 P값
기술구현성 0.017 0.201 0.842

시장성 0.279 2.625 0.11**

글로벌성 0.137 1.324 0.190

재미 -0.073 -0.715 0.477

유용성 0.376 3.530 0.001**

용이성 0.260 2.954 0.004**

변수 베타 t값 P값
기술구현성 0.078 1.108 0.271

시장성 0.531 5.073 0.000***

글로벌성 0.021 0.226 0.822

재미 0.083 0.994 0.323

유용성 0.266 2.767 0.007**

용이성 0.025 0.308 0.759

표 1. 신기술 문화 콘텐츠 채택의 영향요인 분석결과

 ** : < 0.5, *** : < 0.01

표 2. 사이버 라이프 콘텐츠 채택의 영향요인 분석결과

 ** : < 0.5, *** : < 0.01
  디지털 교육 콘텐츠는 표 3과 같이 시장성과 글로벌성이 
채택의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어 이 두 요인에 관리가 요구
된다. 실감 응용 콘텐츠는 기술구현성과 시장성이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표 4와 같이 분석되었으며, 상호작
용 콘텐츠 채택의 영향요인으로는 표 5와 같이 시장성, 재
미, 용이성으로 분석되었다. 

표 3. 디지털 교육 콘텐츠 채택의 영향요인 분석결과

 ** : < 0.5, *** : < 0.01

표 4. 실감 응용 콘텐츠 채택의 영향요인 분석결과

 ** : < 0.5, *** : < 0.01

 표 5. 상호작용 콘텐츠 채택의 영향요인 분석결과

변수 베타 t값 P값
기술구현성 0.072 0.821 0.414

시장성 0.298 3.217 0.002**

글로벌성 -0.012 -0.141 0.888

재미 0.319 2.898 0.005**

유용성 -0.043 -0.477 0.635

용이성 0.256 2.375 0.020**

 ** : < 0.5

  기업활용 콘텐츠의 경우, 시장성, 글로벌성, 용이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표 6과 같이 분석되었으며, 공공 콘
텐츠는 표 7과 같이 시장성, 유용성, 용이성이 채택의 영
향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산업특화 콘텐츠는 시장성과 유
용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표 8과 같이 분석되었다.

표 6. 기업활용 콘텐츠 채택의 영향요인 분석결과

 ** : < 0.5, *** : < 0.01

표 7. 공공 콘텐츠 채택의 영향요인 분석결과

 ** : < 0.5

표 8. 산업 특화 콘텐츠 채택의 영향요인 분석결과

 ** : < 0.5, *** : < 0.01

Ⅳ.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 제시된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유형별 채택 
요인의 실증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관련 실무자들은 콘텐
츠 유형별로 산업확산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모든 콘텐츠 유형별로 시장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시장성을 고려한 콘텐츠 기
술개발 및 전략 수립이매우 중요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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