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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제작 프로젝트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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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on Contents-Making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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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very important to educate students who can be working professionals in contents-related field.

This paper discusses three types of contents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projects which are contents

technology, contents software and education, and contents-making projects. Regarding third type, this

paper explains two examples of contents-making projects that Daejeon University's Animation

Department did. First one is Miznco Co.'s <Promotion Video Project> in 2015 and second one is <O!

DAEJEON Exhibition Project> which exhibition is held in old provincial of Chung-nam and Skyroad[1]

at Daejeon in 2016. This exhibition is held for reviving old town area of Daejeon which is called one-do-sim

through great contents. This paper also proposes what contents-related department in each university

has to do to survive in tough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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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과 내용 

대학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뛰어난 인재의 

양성일 것이다. 요즘처럼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저

성장의 늪에 빠진 사회적 상황에서 업계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의 양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

지 않다. 대학들은 지난 몇 년간 LINC사업 (산학협력

지원사업)을 포함한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이나 기업 

연계를 통해 활발히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데, 대

전대학교 영상애니메이션학과 또한 학과의 성격에 

부합하는 콘텐츠 프로젝트를 활발하게 수행해왔다.

2011년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의 '글로벌프로

젝트 기술 지원 사업'인 (주)로커스의 ‘빨간 구두와 

일곱난장이’, 2012년 지식경제부의 ‘대전 한약재 유

통 RIS 사업’, 2015년 ‘(주)미즈앤코[2]의 홍보영상 

프로젝트’, 2016년 (주)로쏘성심당이 후원한 ‘대전 원

도심 활성화 전시 영상 프로젝트’에 참여하였고,

2017년 현재는 (주)모팁이미지너리와 같이 산학협력

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뉴미디어 애니메이션 지

원 사업’인 VR애니메이션 <독도대왕구르미>의 제

작에 참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콘텐츠 산학 협력 사례를 

세 가지 유형 별로 분석한 후, 이와 연계하여 그간 

대전대 영상애니메이션학과가 참여한 프로젝트 중 

2015년과 2016년에 수행한 두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1.2 선행 연구

콘텐츠 관련 산학 협력 사례는 크게 콘텐츠 기술 

개발, 콘텐츠 소프트웨어와 관련 교육, 그리고 콘텐

츠 제작 세 분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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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ase 1 - Contents Technology 

Types Company/Country University Department / Lab

Contents

Technology

Development

Walt Disney Feature

Animation, US
Carnegie Melon

Computer Science Dept.

(Robotics Lab)

ILM, US Stanford
Computer Science Dept.

(Computer Graphics Lab)

CJ, South Korea KAIST
Culture Technology Dept.

(Visual Media Lab)

Table 2. Case 2 - Contents Software and Education

Types Company University Software / Academy

Contents Software /

Education

Autodesk Various Autodesk Software - Worldwide

Fxgear Various Fxgear Software - South Korea

Epic Games Various
Unreal Engine, Unreal Academy

- Worldwide

Pixar, ILM AAU 3D animation Dept. - US

1.2.1 콘텐츠 기술 개발 사례 

콘텐츠 기술 개발 산학 협력 사례로는 주로 최고 

수준의 공대 혹은 융복합 대학원과 콘텐츠 회사와의 

협력 사례가 있다. 디즈니는 카네기멜론 대학 로보틱

스 연구실의 조언을 얻어 극장용 애니메이션 '빅히

어로'(Big Hero 6, 2014)의 로봇 캐릭터인 베이맥스

를 제작하였다. 현재 디즈니의 계열사이며 영화의 특

수 효과 업체 중 세계 최고로 꼽히는 ILM (Industrial

Light and Magic)은 2004년 영화 '포세이돈'의 유체 

시뮬레이션 표현을 위해 스탠포드 대학 컴퓨터공학

과의 론 페드키우(Ron Fedkiw) 교수의 연구실과 협

력하여 진행하였다. 국내 사례로는 CJ CGV의 요청

으로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노준용 교수팀이 멀

티프로젝션 기술인 ScreenX을 개발하여, 현재 여러 

CGV 영화관에서 활발히 사용하고 있다.

1.2.2 교육 관련 협력 사례

교육 관련 협력은 회사가 소프트웨어 제공을 포함

하는 경우가 많은데, 캐나다의 오토데스크사와 국내 

콘텐츠 제작 기술의 선도 업체인 에프엑스기어

(Fxgear)[3]의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오토데스크사

는 사용자의 확대를 위해서 자사의 세계적인 컴퓨터 

그래픽 소프트웨어인 마야와 3D스튜디오 맥스를 전 

세계 교육 기관에 공짜로 제공한데 이어서, 성균관

대, 중앙대학교, 홍익대, 국민대, 영산대, 대전대, 한

국영상대 등 여러 대학과 산협협력 약정을 맺고 센터

를 설립 혹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의 교육을 위해서 

강사를 파견하였다. 예를 들면, 대전대학교에는 영상 

합성 프로그램 중 가장 막강한 기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플레임(FLAME)을, 영산대학교에는 차세

대 게임엔진 스팅레이(Stingray)를, 한국영상대에는 

스모크(SMOKE)를 제공하였다.

에프엑스기어는 드림웤스의 극장용 애니메이션 

‘슈렉’에도 사용된 옷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콸로

스’ (Qualoth)의 개발로 명성을 얻었으며 현재 국내 

CG 기업 중 최고 수준의 콘텐츠 기술을 가진 회사로 

평가받는다. 에프엑스기어는 콸로스 뿐 아니라 헤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에프엑스헤어 (Fxhair) 등의 

자사 개발 소프트웨어를 세종대, 동서대, 청강문화산

업대, 경기과기대, 동명대, 동의대, 원광대, 대전대 등

과 산학협력 약정을 맺고 소프트웨어 무상 제공 및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세계 최대 게임 엔진 중의 하나인 언리얼 엔진의 

개발사인 에픽 게임스(Epic Games)는 2015년 3월 언

리얼 엔진을 무료화한데 이어서, 게임 전문가 양성과 

엔진 제작, 사용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전 세계

적으로 ‘언리얼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다. 국내에

서는 2017년 1월, 서울에서 <3D 아티스트를 위한 언

리얼 교육>이란 커리큘럼으로 희망하는 대학 교수

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또한 미국 샌프

란시스코에 위치한 AAU (Academy of Art Univer-

sity)는 20년 전부터 픽사 스튜디오와 ILM 출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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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ase 3 - Contents-Making Project 

Types Sponsor Type Project

Contents-

Making

Projects

Company Various Animation Making Projects

Ministry of Education CK, LINC, ACE.

Government-Sponsored (MSIP,

KOFIC, KOCCA, NIPA, SBA..)

-Short Animation Making Project

-Previz or Trailer Making Project

-Animation Making Project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Feature Animation or Game Making Project

-VR Animation Making Project

아티스트들을 본 대학의 강사로 초빙하여 그 수업에

는 포트폴리오를 제출해서 통과한 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게 하였다. 통과한 학생들은 이 수업의 결과물

로 작품을 완성하였고 두 회사의 인턴쉽 혹은 취업 

기회가 열렸을 때 지도한 강사들의 추천을 받아 기회

를 얻게 되었다. 미국에는 높은 명성과 오랜 역사를 

가진 다른 예술 대학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미국 영화사와 게임 회사에서 일한 한국인 아티스트 

중 절반 이상이 AAU 출신이었던 이유는 이 대학의 

커리큘럼과 인맥 관리의 우수함도 있지만, 이 픽사 

수업, ILM 수업을 선발된 인원으로 운영하고 학생들

을 인턴쉽과 취업에 활발히 연계했던 이유가 크다.

1.2.3 콘텐츠 제작 협력 사례

제작 협력 사례는 총 세 가지 경우인데 대학이 기

업체의 지원을 받는 경우, 교육부 사업의 지원을 받

는 경우, 다른 정부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예술 계열은 기업체의 제작 지원비 금

액이 크지는 않은데, 기업체와의 연계를 하는 경우가 

첫 번째, 두 번째는 CK, LINC, ACE 등의 교욱부의 

지원 사업을 대학이 따서 사업의 일부를 해당 대학의 

관련 학과가 콘텐츠 제작비로 쓰는 경우이다. 세 번

째 경우는 미래창조과학부(MISP), 영화진흥위원회

(KOFIC),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서울애니메

이션센터(SBA), 전파진흥협회(NIPA)와 지방의 각 

진흥원 등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학과가 단독으로 

혹은 회사와 콘소시움으로 연계하여 위 기관들의 지

원 사업인 단편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사업, 프레비

즈(Previz) 혹은 트레일러 제작 지원 사업, 산학 애니

메이션 사업, 극장용 애니메이션 혹은 게임 제작 지

원 사업, 혹은 VR 애니메이션/영상 제작 지원 사업 

등에 참여하는 경우이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세 번째 유형인 콘텐츠 제작 

협력 사례에 관련된 국내 논문 네 편을 참고 자료로 

분석하였다. “디자인 중심의 산학협동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강남구 8개 지역 홍보 영상 제작을 중심

으로”[4] 논문은 본 학과의 프로젝트와 비교하였을 

때 홍보 영상을 제작하였고, 수업을 통해 작업을 진

행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검토하였다. “산업디자

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학 - 기업 산학연계 공동(디

자인)프로젝트 사례연구”[5] 논문은 공모전을 통한 

프로젝트 운영 방식을 택하였다는 점에서 본 학과의 

산학 프로젝트와 공통점이 있어서 그 운영 방식을 

분석하였다.

“옥외광고의 문화적 접근이 방문 만족에 미치는 

영향 : 대전 스카이로드를 중심으로”[6] 논문에서는 

‘대전 스카이로드 상영물의 변수는 생동감, 즐거움,

정보 요인으로 구성된다’고 정의하였고 스카이로드

에 영상을 상영한 본 프로젝트에서 이를 염두에 두고 

작품을 제작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애니메

이션 산학연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모델연구”

[7] 논문은 2009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애니메이

션 산학공동제작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지원 사업은 본 연구자도 심사위원 중 한 

명으로 참여하였다. 전국의 30개 애니메이션학과가 

지원하여 그 중 5개 학과와 그 연합 회사의 산학 프로

젝트가 선정되었던, 회사와 학교가 모두 관심을 가졌

었고 본 연구가 중시하는 세 번째 유형인 콘텐츠 산

학 협력 제작 프로젝트 사업이라 분석하였다.

국내외 콘텐츠 산학 협력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설

명한 바와 같이 세 유형으로 나뉠 수 있는데, 대전대

학교 영상애니메이션학과는 예술 계열이라 실기 고

사로서 신입생을 선발하고 포트폴리오 제작 능력 함

양을 교육에서 가장 중시하기에 첫 번째 유형인 콘텐

츠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는 참여하기가 힘들다. 두 

번째 유형인 교육 관련 협력은 현재 오토데스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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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1. Photos of <O! DAEJEON Exhibition> at Skyroad, Daejeon. 2016.9. (a)(b)Promotion Video Playing[8]  (c)Storytelling 
Video Playing[9].

에프엑스기어와 같이 수행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설

명하고자 하는 것은 세 번째 유형인 콘텐츠 제작 협

력 사례인데, 이 사례 관련 본 학과가 수행한 프로젝

트 중 기업체와 학교 LINC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두 프로젝트에 대해서 본론에서 설명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주)로

쏘성심당이 후원한 ‘대전 원도심 활성화 전시 영상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3장에서는 (주)미즈앤코의 

‘홍보 영상 제작 프로젝트’에 대해서 서술하고, 4장에

서 결론을 맺는다.

2. 대전 원도심 활성화 전시 영상 프로젝트(2016) 
2.1 전시의 배경과 내용 

<O! DAEJEON> 전시는 대전의 원도심을 콘텐츠

로서 활성화시키겠다는 목표로 (구)충남도청 전시실

과 대전 스카이로드에서 2016년 9월 21일부터 열흘

간 개최한 전시이다. 이 전시는 대전 원도심을 중심

으로 성장한 대전의 대표 기업인 (주)로쏘성심당이 

창립 60주년을 맞아 대전대에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

한 지원금으로 천만원을 후원하면서 시작된 프로젝

트이다. 대전 원도심이란 대전 동구의 대전역을 중심

으로 한 삼성동, 은행동 등의 지역으로, 한때는 대전

의 중심지이고 번화가였으나 지금은 둔산동, 탄방동 

지역 등에 밀려서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상권 쇠락

의 길을 걸어왔다. 대전 원도심의 활성화는 경영, 건

축 등 다각적인 방면에서 연구되고 있는 주제인데,

이번 <O! DAEJEON> 전시는 콘텐츠를 통하여 시

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원도심을 새로운 관점

으로 재해석하여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열린 전시이

다.

이 전시는 대전대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가 기

획 및 진행 총괄을, 영상애니메이션학과가 영상 제작

을 맡아서 진행하였으며 총 6명의 교수진과 두 학과

의 재학생 39명이 참여하였다. 영상은 대전의 모습을 

담은 2분간의 스토리텔링 영상, 포스터의 느낌을 그

대로 구현한 1분짜리 홍보 영상, 대전 원도심에 거주

하는 주민들의 인터뷰를 담은 7분의 인터뷰 영상, 총 

3개의 영상을 제작하여 (구)충남도청 전시실과 대전 

스카이로드에서 상영하였다. 대전 스카이로드는 Fig.

1에서처럼 대전 원도심에 위치한 젊은 층이 많이 다

니는 은행동의 초대형 LED 영상 상영 구조물이다.

여수 엑스포의 돔 스크린과 더불어 국내 최대 영상 

상영장중의 하나로 손꼽히지만 주변의 상권은 기대

만큼 발전하지는 못하였다. 스카이로드는 영상의 유

료 상영이 원칙이나 대전마케팅공사와 스카이로드

를 운영하는 TJB가 원도심을 활성화한다는 본 전시

의 취지에 공감하여, 전시 기간과 그 전 주 홍보 기간

까지 총 3주간 무료 상영을 허가하였으며, 대전도시

재생지원센터가 전시 공간인 (구)충남도청 전시실의 

사용을 허락하여 이 전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다. 대전의 스카이로드는 저녁 7시부터 11시까

지 휴장일인 매주 월요일을 빼고는 매일 영상을 상영

하는데 홍보 영상은 총 3주간, 전시 스토리텔링 영상

은 총 2주간 한 시간당 한 번씩, 하루에 네 번 영상을 

상영함으로써 전시 자체와 대전 원도심에 대한 관심

을 시민들에게 불러일으켰다.

2.2 홍보 영상

이 전시의 홍보 영상은 처음부터 스카이로드 상영

을 목표로 하였기에 가로가 긴 형태의 3776×448로 

영상을 제작하였는데, 이는 길이 214미터의 스카이

로드에서 한 화면이 여러 화면으로 반복해서 나타나

지 않고 Fig. 1의 (a)와 (b)처럼 영상이 한 눈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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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O! DAEJEON> Exhibition's Image Cuts of Promotion Video[10].

올 수 있도록 스카이로드 측에서 권유하여 제작한,

최초로 사례이다. 홍보 영상의 컨셉과 목표는 전시를 

공동 개최한 커뮤티케이션디자인학과의 요청으로 

전시의 포스터와 최대한 맞추어 전시 홍보의 통일성

을 유지하고, 디테일 보다는 즐겁고 발랄한 느낌의 

모션그래픽 영상을 제작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O!

DEAJEON’의 O란 알파벳으로 연상되는 여러 단어

를 보여주는 등 활동적인 느낌의 이 영상을 전시 전

에 대전 스카이로드 뿐 아니라 youtube, vimeo,

facebook 등 SNS에 동시에 공개하여 전시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고취시켰다. 이 영상은 3776x448로 

제작한 첫 사례 영상이고 스카이로드의 소유주인 대

전 마케팅공사 측에서도 이를 적극 권했으나, 제작 

상의 문제점은 작업 PC가 최소한 64G RAM을 필요

로 한다는 것이다. 32G RAM인 PC에서 렌더링을 걸

거나 영상을 돌릴 경우 버벅거리는 속도의 지연 때문

에 저 정도의 RAM을 갖추지 못한 학생의 개인 PC에

서는 영상을 돌리는 데 문제가 있고, 또한 214미터 

길이에서 영상을 상영을 하니 한 쪽 끝에서는 다른 

쪽 끝이 보이지 않으며 영상이 한 눈에 들어오기에는 

너무 길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추후의 

스카이로드 영상 제작 때는 스카이로드의 기본 사이

즈인 1920×1080으로 하되 특정 장면에서만 영상들이 

합쳐지면서 3776×448로 렌더링한 것처럼 보이는 효

과를 내도록 분산 작업, 렌더링하기로 결정하였다.

2.3 대전 스토리텔링 영상

대전 스토리텔링 영상에는 실제 대전 시민들이 출

연하며, 장소 협조를 받아 원도심의 구석 구석을 촬

영함으로써 전시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을 조성하

였다. 역동적이면서도 알려지지 않은 대전 원도심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담아내기 위하여, 여러 차례 스

토리보드를 수정하고 원하는 분위기가 나올 때까지 

재촬영을 감행하여 원하는 영상을 연출하였다. 도시 

이 곳 저 곳을 찍은 다른 영상에서도 볼 수 있는 흔한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이 나지 않도록, 편집의 효과로

서 최대한 발랄하면서도 시각적으로 어필하는 화면

을 연출하고자 노력하였다.

2.4 인터뷰 영상

7분간의 대전 원도심 주민들의 인터뷰 영상은 커

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원도심을 지역별로 

또 테마 별로 조사하면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희망 사항, 불만까지 과감하게 담아 촬영한 영상을 

영상애니메이션학과 학생들이 편집한 작품이다. 도

시 재생에 관한 전시는 이전에도 사례가 있었지만,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인터뷰 영상의 전시 사례는 

드물고 또 의미가 있다는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의 의견에 따라 지루하지 않게 설득력 있는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하였다.

예술 계열에서 기업이나 관련 기관을 통한 전시 

후원이 드문 것은 아니다. 이 전시를 개최한 두 학과

는 감각적이면서도 새로운 관점으로 원도심을 표현

하고 해석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대전, 충청 지역의 

유수 언론들을 여러 차례 접촉하고 설명회에 초대하

여, 본 전시의 취지와 콘텐츠를 통한 원도심 발전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알렸다. 지역의 대표 기업인 (주)

로쏘성심당과, 정부 기관인 대전마케팅공사, 대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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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O! DAEJEON> Exhibition's Storytelling Video[11]-Three Image Cuts and Video Playing at Old Provincial of 
Chungnam.

Fig. 4. <O! DAEJEON> Exhibition - Interview Video's Question & Answer.

Table 4. <O! DAEJEON> Exhibition Videos      

Video Purpose Running Time Exhibition Place

1 Marketing 1 minute Skyroad, SNS

2 City-Storytelling 2 minutes Skyroad, Exhibition Hall, SNS

3 Citizen Interview 7 minutes Exhibition Hall

시재생지원센터, TJB 대전 방송 등 대전의 관련 기

관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전시를 후원, 개최하고 지

역 주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공감대를 형성하였

다는 데에 이 프로젝트의 의미가 있다.

이번 전시를 기반으로 두 학과는 이 전시를 브랜

드화하고, 건축학과, 방송공연예술학과 등 학교의 다

른 학과와도 연합하여 단과대학 차원에서 매년 대전 

원도심에서 이 전시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콘텐

츠를 통하여 지역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공감대를 형

성하고, 지역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지역 산업과 

상권의 활성화까지 목표로 삼고, 이 프로젝트를 다 

같이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학교에서는 대전 원도

심에 공간을 임대하여 학생들의 전시 공간으로 활용

할 뿐만 아니라 원도심 주민들과의 교류의 장소, 지역

과 연계하고 그 문제점을 함께 해결하고 발전시켜 나

가는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공간 지원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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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5.  (a)Little Chef Chefi and His Friends  (b) Image Cut From Promotion Video.

Table 5. Members and Titles of Four Awarded Teams 

Team Students Year Title Genre

1 Lee** 2 Thank You, Chefi! Promotion Video

2 Kim**, Song**, Youn**, Kim** 1,1,1,4 Chefi's World Promotion Video

3 Hwang**, Bae** 1,3 Festival Promotion Video

4 Lee**, Kwak** 1,2 Game Storyboard Game

3. (주)미즈앤코 홍보 영상 프로젝트 (2015) 
영유아 식품 전문 기업인 (주)미즈앤코는 ‘꼬마요

리사 쉐피와 그 친구들’ (Fig. 5)이란 자체 캐릭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캐릭터들은 메인 캐릭터 쉐피와 

4명의 친구들 - 토토, 제리, 삐요, 세미로 구성되어 

있다.

(주)미즈앤코와 대전대학교 영상애니메이션학과

는 2015년 8월, 위의 캐릭터들을 사용한 홍보 영상 

제작을 논의하였고, 대전대 영상애니메이션학과가 

기획, 2D애니메이션 업체인 (주)젤리피쉬월드[12]가 

그 기획에 따른 홍보 영상을 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프로젝트 진행 방식은 영상애니메이션학과 학생들

이 두 차례에 걸쳐서 공모전 방식으로 기획안을 작

성, 제출하면 회사가 기업 이미지와 홍보 전략에 맞

는다고 판단한 팀들을 심사하여 미즈앤코의 지원금 

총 300만원 중 150만원을 수상 팀들의 장학금에, 나

머지 150만원을 (주)젤리피쉬월드에 제작비로 지원

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대전대 LINC 사업단이 기

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작비 천만원을 지원하

기로 결정하였다. 정부의 지원 사업에 비해서 회사와

의 협업은 이윤을 추구해야하는 회사의 특성상 예산

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 이 프로젝트

는 회사의 지원 뿐 아니라 본교 LINC 사업단의 도움

을 받아 회사와 윈윈(win-win)하는 프로젝트를 성

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이 홍보 영상 프로젝트의 의미는 영상 제작에 있

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콘텐츠 기획을 학과가 담당

하기로 한 것인데, 회사는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

어를 얻고 싶어서 다른 기업에 외주를 주는 대신 본 

학과와의 산학 협력 방식을 택하였다. 학과의 입장에

서는 기업의 홍보 영상 기획을 담당함으로서 학생들

의 프로젝트 참여 경험을 쌓고 클라이언트인 회사의 

기호에 맞는 기획안을 작성, 수정하는 능력을 키워주

고자 하였다. 학과 대부분의 재학생들이 참여한 이 

공모전에서 미즈앤코가 선발한 총 네 팀 중 세 팀은 

홍보 영상, 한 팀은 모바일 게임 기획안을 제시하였

는데, 게임은 원래 예상했던 수상 장르에는 없었지만 

미래에 이 캐릭터들을 사용하여 모바일 게임으로 출

시하였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회사

가 우수작 중 하나로 수상하기로 결정하였다.

다음은 이 네 팀의 아이디어 중 3팀의 스토리보드

로 젤리피쉬월드가 제작한 2분간의 2D 영상의 스틸 

컷 모음인데 왼쪽은 학과가 회사에 넘긴 스토리보드,

오른쪽이 그에 따라 제작된 영상의 이미지 스틸 컷이

다. 회사의 고객 대상이 어린이들이기에 홍보 영상은 

쉐피와 그 캐릭터들이 요리를 하고 춤을 추는 내용을 

발랄한 동요에 맞추어 구성하는 것으로 협의, 결정하

였다.

다음은 완성된 2분의 홍보 영상의 스틸 이미지 컷 

모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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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6. (a) Storyboard and moving images based on its storyboard (b) Storyboard and moving images based on 
its storyboard.

Fig. 7. Image Cuts from 2 Minutes' Promotion Video.

한편 ‘쉐피의 나라로’란 주제로 수상한 2팀은 아티

스트 칼 워너(Carl Warner)의 작품과 같은 분위기의 

영상을 제안하였다. 미즈앤코 측에서도 본 회사의 분

위기와 이 아티스트의 작품 이미지가 잘 맞는다 하

여, 이를 추후 영상 제작 시에 참고하기로 하였다.

이 홍보 영상 프로젝트의 가장 큰 의미는 학생들

의 참신한 기획안을 받아 기업체와 학과가 같이 의

논,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며 클라이언트인 회사가 원

하는 방향을 잘 파악하여 학생들이 영상 스토리보드

를 제작하였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중국 시장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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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Images from Carl Warner's Foodscapes Homepage[13],

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미즈앤코에서는 추후 자사의 

식품 제품에 3D 프린팅으로 출력한 소품들을 넣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에, 회사가 요청하는 소품을 

3D 모델로 제작, 이를 3D 프린팅으로 출력하는 부분

은 학과와 회사의 추후의 산학 프로젝트로 다시 논의

하기로 하였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콘텐츠 산학 협력 프로젝트의 세 

가지 유형인 콘텐츠 기술 개발, 콘텐츠 소프트웨어와 

교육, 그리고 콘텐츠 제작 협력 사례를 분석하였다.

대전대 영상애니메이션학과는 예술 계열이라 첫 유

형인 콘텐츠 기술 개발을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두 번째 유형인 콘텐츠 소프트웨어와 교육은 타 대학

처럼 회사들과 협업하여 수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학

과가 수행한 프로젝트들은 세 번째 유형인 콘텐츠 

제작 협력인데 이 유형에 관련하여 수행한 두 개의 

콘텐츠 프로젝트를 차례로 분석하였다. 첫 번째는 대

전 원도심 지역의 활성화와 가치의 재발견을 위해서 

지역 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에 대한 관심

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수행한 전시, 영상 프로젝트로 

(주)로쏘성심당과의 산학 프로젝트로 수행하였다.

두 번째는 본 학과가 학생들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

해 활발히 기업의 홍보 영상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영상 스토리보드를 제작한 프로젝트로 (주)미즈앤코

와 수행하였다.

실무를 중시하는 콘텐츠 계열에서 대학이 회사의 

산학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하지만, 열악한 콘텐츠 업계의 특성상 지원 예산의 

제약이 크다. 특히 올해는 사상 최악의 불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전직 장관, 차관,

전 콘텐츠진흥원장 등까지 비리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고 삼천 억이 넘게 책정되었던 2017년 

문체부 예산은 절반 이하로 감축되었다. 이 여파로 

콘텐츠 관련 정부 기관, 지원 사업들과 업계 자체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 탓에 그렇지 않아도 열악했던 

콘텐츠 업계는 더욱 힘든 상황이다.

대학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계속되는 대학구조개

혁평가와 그에 따른 정원 축소 압박, 정부의 등록금 

규제, 구조조정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학 간의 혹은 

학과 간의 경쟁, 정부지원사업과 각종 사업을 수주해

야한다는 압박 등으로 상위권이건 중, 하위권 대학이

건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있으며, 대학의 역할이 또 

대학 교수의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가 매우 혼란스

러운 상황이다. 특히나 예술 계열은 어느 학과나 작

가로 활동하려는 학생들이 있기에 취업률 면에서 다

른 계열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2016년 프라임

(PRIME) 사업의 여파로 예술 계열은 2017년 신입생 

모집 인원 중 700명 이상이 타과로 통폐합되거나 공

대 등의 타 계열로 이동해야만 했다.

이런 숨 막힐 정도의 대학 안팎의 상황에서 응용 

예술인 영상애니메이션 분야는 어떻게 생존하며 어

떻게 학생들을 교육하여 학생들의 취업, 창업, 혹은 

작가로서의 진로에 맞출 것이며 대학의 생존에 기여

할 수 있는가가 큰 화두이다. ‘3D 캐릭터 애니메이션 

실무 교육을 위한 국내외 관련 교육자료 비교분석 

및 요약 - 한국, 미국 서적 및 온라인 강좌 중심으

로’[15] 논문처럼 요즘은 대학 졸업 후 실무에 뛰어들

었을 때 문제가 없도록 교육 과정의 개선과 발전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학 

커리큘럼의 개선과 학과 내의 노력만으로는 실무 산

학 프로젝트만큼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현재의 대학은 그것이 CK, LINC, ACE등의 사업

이건 다른 정부지원 사업이건 사업의 수주에서 자유

로운 대학은 없을 것이다. 본 학과는 소속된 예술 계

열 단과 대학인 디자인·아트 대학의 차원에서 2019

년 CK사업에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대전 원도심 

전시, 영상 프로젝트(2016)는 지역 사회와 연계하고 

지역 기반인 (주)로쏘성심당의 지원으로 수행하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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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학의 특성화, 지역과의 연계, 발전을 강조한 CK

사업과 그 목표가 일치한다. CK사업을 목표로 시작

한 프로젝트는 아니었으나, 이 프로젝트를 매년 수행

하기 위해서는 제작비, 전시 비용이 필요하고 학과의 

발전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수주, 진행해야 한다는 학

과 내의 목표와 대학 본부의 CK사업단을 하나라도 

더 유치하고자 하는 목표가 맞아 떨어져서, 다음 사

업단의 선정년도인 2019년을 목표로 매년 영상 제작

과 대전 스카이로드, 원도심 지역에서의 전시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LINC 사업과 ACE 사업을 수주하는 

대학의 경우라면 해당 사업단이 관련 학과의 필요와 

기여도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기에 예술 계열인 학과

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 사업의 목표와 어떻

게 일치하는 학과인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하며,

사업단이 필요로 하는 콘텐츠 산학과 교육 관련 사업

들을 학과 차원에서 활발히 수행해야 한다.

현 상황이 암울한 것은 맞지만 전 세계를 강타한 

'포켓몬고'(Pokemon Go) 열풍에서 보듯이 경쟁력 

있는, 대중에게 어필하는 콘텐츠의 파급 효과는 상상

을 초월한다. 예술 계열은 콘텐츠 자체로서뿐 아니라 

IT 분야와도 접목하여 활발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으며, ‘디지털 패션쇼를 통한 3D 가상 의상 표현 

연구’[17] 논문처럼 CG뿐 아니라 VR (Virtual Real-

ity), AR (Augmented Reality), MR (Mixed Reality)

산업으로도 그 영역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대내외

적으로 콘텐츠 계열은 매우 어려운 상황임은 분명하

지만 관련 회사와의 지속적인 연계, 신규 회사의 발

굴, 각종 지원 사업 등을 통한 제작비 마련과 프로젝

트 수행, 그리고 상대적으로 현재의 콘텐츠 업계보다

는 나은 IT 분야와의 접목 등으로 콘텐츠 관련 학과

들은 그 활로를 뚫어야만 한다.

‘Take your broken heart, make it into art’ (상처

받은 마음을 예술로 승화하라)는 2017년 1월, 아카데

미상과 더불어 양대 시상식으로 평가받는 골든글로

브상 시상식에서 공로상을 수상한 연기파 배우 ‘메릴 

스트립’의 수상 소감이다. 이민자와 외국인을 차별하

고 미국인을 우선, 보호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

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수상 소감이었지만, 이 문구는 

현재의 대학 특히 예술 계열의 학과에 가슴이 시리도

록 와 닿는 문구이다. 예술 계열 학과는 예술을 추구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과이다. 그리고 그 예술의 

추구를 위해서 해야 하는 일 중 하나가 콘텐츠 산학 

협력 제작임은 분명하며, 이 논문에서는 그를 수행하

기 위해서 어떤 산학 유형이 있는지 분석하고 본 학

과가 어떤 프로젝트를 왜 수행했는지에 대해 설명하

고, 현 상황에서 앞으로의 예술 계열 학과들의 전략

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안하였다. 응용 예술 

계열에서는 클라이언트인 회사나 지원 기관의 필요

에 맞게 작품을 기획, 제작할 뿐 아니라 지역과 사회

의 필요에 부응하는 학생들을 양성하고, 대학, 학과

간의 경쟁에서 함께 공생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는 것을 인지하며, 앞으로도 콘텐츠 산학 제작 프로젝

트는 각 대학이 더욱 활발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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