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인노트

미래 신기술과 문화·관광

글: 조아라 편집위원장

최근 몇 년 동안 최대의 화제는 단연 4차 산업혁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다보스 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

주제로 다뤄지면서 세계적으로 주요 화제로 등장하게 된 4차 산업혁명은 여러 분야의 경계가 없어지고 융합되어 새로운 기술혁

신이 일어나는 기술혁명을 의미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이 꼽히고 있으

며, 신기술에 따라 인간의 삶에 큰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4차 산업혁명은 문화·관광의 생산과 소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2017년 발행한 보고서에서

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경험의 주체가 인간에서 증강 인간(Post-human)으로 변화될 것이며, 경험의 맥락도 새로운 시공간(혼

합현실)으로 구성되며, 경험의 내용도 상징-물리-소통의 경험이 융복합되는 것으로 바뀔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출처: 김규찬·이성민·김현주·윤주(2017)

4차 산업혁명과 문화·관광산업 정책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4차 산업혁명이 문화관광 부문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는 보고서로 OECD에서 발행한 「Tourism Trends and Policies」를 꼽을 

수 있습니다1). 이 보고서에서는 2040년까지 관광 메가트렌드를 분석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의 주요 트렌드로 ‘기술 진보에 따른 

관광의 재구성’을 꼽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 미래 시나리오가 제시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기술적 유토피아적 

시나리오로, 기술 발전으로 여행 장벽이 사라지고 여행경험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VR이나 AR로 여행경험이 증진되고, AI의 

도움으로 여행 선택이 확대되며, 동시통역기로 언어적 장벽이 극복되고, 암호화폐로 환전비용이 제로가 되는 등 소비자 입장에서

는 환영할만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는 여행 경험이 양극화되는 암울한 시나리오입니다. 글로벌 플랫폼이 관광산업을 독점하게 되면서 여행비용이 비싸지게 

되고, 보안이 강화되면서 이동성이 약화되며, 결국 관광은 소수 부유자의 전유물로 남고 일반인은 VR로 관광경험을 대체하게 됩

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일자리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기술 발전으로 관광산업이 

발달하고, 이에 개인 취향대로 떠나는 여행이 강화되고 공유경제 지속도 번성하지만, 글로벌 플랫폼 독점 및 관광명소의 오버투어

리즘 문제가 지속되는 현재 제기되는 과제가 보다 심화되는 시나리오로 제시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러한 신기술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그 실체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이번 웹진에서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산업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미래 신기술의 구체적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달의 이슈1]  에서는 신기술과 예술이 만나 탄생한 융복합 사례로서 새로운 미술사조인 스팀펑크 아트를 다

룹니다. 다소 생소한 분야인 스팀펑크 아트는 과학적 상상력이 예술과 만나면서 생겨난 장르로, 이 글에서는 쥘 

베른의 공상과학 소설의 일러스터에서 하울의 움직이는 성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표현되고 있는 스팀펑크의 발

자취를 소개합니다.

[이달의 이슈2]  에서는 기술 발달이 게임 생산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상세히 다룹니다. 저자의 지적대로 게

임은 그 자체가 융복합 콘텐츠의 대명사입니다. 첨단 기술의 도입으로 게임 엔진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1인 개

발자가 아이디어와 노력만으로 게임을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게 되면서 나타난 긍정적 변화와 장밋빛 전망 속에 

담긴 불안 요소를 살펴봅니다.



[이달의 이슈3]  에서는 스마트 관광의 구체적인 사업과제와 방향성을 검토합니다. K-모빌리티, 챗봇·AI를 활용

한 디지털 안내체계 구축, VR/AR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 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 등 현재 관광분야에서 

어떤 신기술 도입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집중 분석 1]  에서는 기술간 연계를 위한 법제 제도 개선의 방향성을 논의합니다. 자율주행차량과 관련된 12

개의 법률, AR/VR 등 실감기술에 대한 규제,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 과제 등 다양한 이슈를 제기하며, 융복합

콘텐츠 진흥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법률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합니다.

[집중 분석 2]  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한 공공문화기반시설 이용현황 측정 기술의 현재 상황을 자세히 살펴봅니

다. IR방식, 열 측정방식, 비디오 영상 측정 방식, 무선신호 기반 방식 등 다양한 전자카운터 방식의 장단점을 살

펴보고, 중복측정이나 과소측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정 방법 등을 자세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사례]  에서는 가상현실/증강현실의 최첨단을 달리는 테마파크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

아와 플로리다 디즈니의 스타워즈의 VR 기술 접목 사례, 플로리다 레고랜드의 VR 접목 롤러코스터, 용인 에버랜

드의 VR 어트랙션 등 다양한 사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현장포커스]  에서는 로봇제작교육 업체인 ㈜트레셋을 방문하였습니다. 메이커 교육을 기반으로 ‘테크 에듀 엔

터테인먼트’를 지향하고 있는 벤처기업 사례를 통해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인재 양성의 방향을 가늠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숫자로 읽는 문화관광]  에서는 4차 산업 혁명의 대두와 함께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일자리 문제를 살펴보았습

니다. 특히 관광분야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향후 우리가 대응해야 할 방향 등을 고찰해보

았습니다.

향후 4차 산업혁명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혁신으로 문화·관광 분야의 생산과 소비 양상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

다. 우리의 현실과 예상되는 미래를 짚어보며,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논의가 한층 깊어지길 기대합니다.

1) OECD(2018), 「Tourism Trends and Policies」; 「Analysing Megatrends to Better Shape the Future of Tourism」.



이달의 이슈1

스팀펑크 아트의 문학·예술·산업적 활용

글: 박준형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사무국장

흔히 이야기하는 미술사조는 시대별로 고대·중세·르네상스·바로크 & 로코코·근대·현대 미술로 구분하고 있다. 과거의 미술사조

가 지역적 특성과 시대적 상황이 반영된 흐름이었다면 , 19세기 근대미술 이후로는 장르와 개성의 다양성이 급증한 시기라 볼 수 

있다. 현대에 들어서는 일반인들도 미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추상주의·팝아트·미니멀리즘 등의 개성 넘치는 여러 장르들

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향유하고 소비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거나, 다른 장르와

착각하기도 하는 독특하고 재미있는 미술장르가 있는데 바로 스팀펑크 아트이다.

스팀펑크 아트는 증기기관을 뜻하는 스팀(Steam)과

현대사회에서 주류에 편승하지 않는 아웃사이더를 지칭하는 펑크(Punk)를 조합한 말로,

1980년대 공상과학 소설가인 K·W. 지터가 당시의 과학 소설계 이슈였던

사이버펑크 운동에 빗대어 “컴퓨터 대신 증기기관이 등장하는 우리 소설은 스팀펑크라고 불러야 한다”라고

한 농담에서 시작되었다는 에피소드가 있다.



출처 : 해저2만리(1954년) - www.cine21.com/news/view/?mag_id=88753 출처 : 타임머신(1960년) - www.egloos.zum.com/leosden/v/3111270

하지만 그 이전에도, 스팀펑크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장르의 활동들은 있었다. 프랑스 과학소설 분야를 개척한 쥘 베

른(1828년~1905년)은 지구 속 여행, 해저 2만리, 80일간의 세계 일주와 같은 소설을 통해, 우주, 하늘, 해저를 배경으로 한 우주

선, 비행기, 잠수함을 언급하며 상상력을 자극하였다. 현대 공상과학 창시자로 불리는 영국의 소설가 H.G.웰스(1866년~1946년)

는 타임머신, 우주전쟁, 투명인간 등의 소설 외에도 1900년대 출간한 ‘기계와 과학발달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등 

많은 산문과 논문들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과학소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두 작가들의 소설들은 아트라는 장르와 접목하면서 시각화되기 시작했다. 소설책에 삽화(일러

스트)가 들어가고, 이를 바탕으로 한 영화들이 제작되며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내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들을 바탕으로 스팀펑크라는 단어와 장르가 탄생하였으며, 2006년 현대 예술가·디자이너·오픈 소스 디지털 공학자

들이 실질적인 작품들을 제작해 아트라는 영역과 융합되기 시작하였고, 비로소 스팀펑크 아트라는 이름으로 대중들의 관심을 끌

기 시작했다.

2007년 초에는 컴퓨터·키보드·마우스·휴대전화 등의 실존하는 사물의 내·외부 형태를 바꾸거나, 기계적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를 변형하는 행위로 인터넷에 모습을 드러내며 큰 화제가 되었다. 2009년에는 옥스퍼드 대학교 과학사 박물관에서 개최된 첫 전

시회를 계기로 빠르게 성장했는데, 회화·조각·영화·애니메이션·패션·공예·디지털 아트·음악·디자인·건축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

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출처 : sangbros.tistory.com/347

특히, 2014년 3월. 예술의 전당 한가람 디자인 미술관에서 ‘중기시대 환상여행 스팀펑크 아트전’이 개최되며, 스팀펑크 아트를 공

식행사로는 처음으로 국내에 소개했다. 기획전시회 전문사인 ‘㈜아트센터이다’가 스팀펑크 아트 대표작가 중 한 명인 아트 도노반

을 슈퍼바이저로 선임해 진행하였으며, 총 30명의 참여 작가·기업이 다양하고 많은 작품들을 선보였다. 이들 중 한국의 작가 6명·

기업 2개가 전시에 함께 참여한 것은 매우 신선하게 다가오기도 하였다.



스팀펑크 아트는 문학, 예술뿐만 아니라 문화산업 측면에서도 그 영역을 확실히 넓혀 나가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영역이 애니메

이션·영화 산업 분야이다.

��������

일본에서 2004년 7월 17일. 개봉한 ‘스팀보이’는 AKIRA로 유명한 원작자 오토모 카츠히로가 감독을 맡아 제작된 극장판 애니메

이션이다. 초기엔 준비기간 10년, 제작비 260여억 원,감독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당시 보기 드문 소재인 스팀펑크 아트가 적용된

포스터와 스틸 컷들이 공개되면서 제법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개봉 후, 극장 누적관객 58,693명(2007. 11. 22 영화진흥

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기준)이 관람하며 생각보다 흥행이 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스팀펑크 아트 장르를 잘 표현한 신

선한 작품으로 마니아층들의 아낌없는 호응을 얻었으며 모형가들 사이에서는 작품 창작시 여전히 많은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

다.

출처 : www.cine21.com/news/view/?mag_id=24976

같은 해 2004년 12월 23일. 몇 개월 앞서 개봉한 스팀보이가 흥행에 짭짤한 맛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부연설명이 필요 없는 스튜

디오 지브리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역시 스팀펑크 아트를 적용한 극장판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개봉한다. 극장에

서 애니메이션 보는 것이 매우 인색한 한국에서조차 극장 누적관객 2,614,043명(2015. 09. 27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기준)을 모으며 흥행에서도 매우 성공했으며,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하울의 성은 모두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다. 특히 

감독인 미야자키 하야오는 코난·천공의 성 라퓨타·바람계곡의 나우시카 등의 애니메이션에서 꾸준히 스팀펑크 아트를 표현한 감

독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아브릴과 조작된 세계

출처 : blog.naver.com/ffang_jw/221123818011

9: 나인

출처 : www.cine21.com/news/view/?mag_id=91836

출처 : run2cine.kr/42

이 외에도 제 39회 안시 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대상 수상작인 ‘아브릴과 조작된 세계’, 팀 버튼 감독이 제작에 참여한 애니메이

션 ‘9: 나인’도 스팀펑크 아트를 적용한 독특한 애니메이션으로 손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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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7월 17일 개봉한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는 주인공인 윌 스미스와 케빈 클라인의 호흡도 재미있었지만, 스팀펑크 아트 소

재의 다양한 볼거리들이 시각적인 재미를 더했던 영화이다. 초반부에 윌 스미스가 말을 타고 가는데 케빈 클라인이 자전거를 타고

나타나 말을 걸고는, 제트엔진을 가속시켜 달려 나가는 장면은 지금도 기억이 날 정도로 신선했다. 이 뿐만 아니라 영화를 보는 내

내 독특한 소품과 인테리어들의 미장센과 거대한 증기기관을 등에 지고 있는 타란툴라 로봇, 러브리스 박사의 휠체어와 증기 탱크

, 출연자들의 복식 등은 영화를 보는 매순간 즐거움을 제공했다. 오래 되긴 했지만 사람들에게 스팀펑크라는 단어를 인식시키며, 

흥행에도 성공한 대표적인 영화일 것이다.

출처 : 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eonjuhee&logNo=220266176318

2001년 출간된 SF 소설인 ‘모털엔진(견인도시 연대기 / 필립 리브 저)’은 도시 진화론에 따라 유럽 대륙을 사냥터로 설정하고, 움직

이는 거대 도시들이 작은 도시들을 추격하고 사냥한다는 독특한 설정을 가지고 있다. ‘반지의 제왕’으로 잘 알려진 피터 잭슨 감독

은 이러한 설정과 내용에 매료되어 영화 제작권을 구입하고, 오랜 기간 함께 일했던 크리스찬 리버스 감독과 함께 ‘모털엔진’이라

는 제목으로 영화를 제작하게 된다. 스토리 전개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았지만, 재미있는 설정과 스팀펑크 아트적 그래픽들은 충분

히 훌륭했으며 보는 내내 눈을 즐겁게 해준 영화이다. 다만, 2018년 12월 개봉 이후 국내 누적관객 수는 268,921명(2019. 01. 1

4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기준)으로 흥행에 성공하지는 못했다.



출처 : movie.daum.net/moviedb/main?movieId=110872

대표적인 문화산업에서의 활용사례로 애니메이션과 영화를 이야기 했지만, 스팀펑크 아트는 점점 더 다양한 분야에서 융합되고 

활용되고 있다.

재미있었던 프로젝트를 하나 더 소개하자면, 세계적 명차를 작품성 있게 튜닝하기로 유명한 폴란드 자동차 튜닝업체 '카렉스(CA

RLEX)‘의 ’미니 스팀(MINI Steam / 2015)' 프로젝트이다. 스팀펑크 아트를 접목해 자동차의 외관 뿐 아니라 인테리어까지 완벽하

게 개조하였으며, 차량 모델의 복식마저 디테일하게 설정해 많은 인기를 끌었다.

출처 : blog.naver.com/PostView.nhn

또한, 스팀펑크 아트는 취미·모형가들 사이에서는 매우 광적인 장르로 꾸준히 인기가 상승하고 있기도 하다. 일러스트, 게임, 피규



어, 코스프레 등 많은 장르에서 재미있는 실험과 결과물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출처 : blog.naver.com/PostView.nhn

스팀펑크 아트는 다양한 문화적 장르에서 사람들에게 신선함과 재미를 주고 있다. 아직은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미

술사조로 학계의 인정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점차 그 영역을 확장하며 꾸준히 인기를 이어갈 수 있는 장르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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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발달에 따른 게임 생산의 변화

글: 이상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콘텐츠산업경제연구센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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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 게임은 많은 사람들의 보편적 취미가 되었으며, 일상생활의 많은 시간을 게임을 통해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게임 산

업의 규모는 점차 확장되어, 2019년 기준으로 글로벌 게임 시장은 약 1,521억 달러(약 180조 원)에 이르고, 2022년에는 1,960

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Newzoo.com, 2019).1) 그런데 콘텐츠 분야에서 게임의 중요성은 산업규모나 일

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력 외에도, 기술적 차원에서 되짚어볼 수 있다. 현 시점에서 게임은 ICT 그리고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가장 첨

단의 기술이 실험되고 적용되고 또 콘텐츠화되는 영역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임은 그 자체로 융복합적 콘텐츠의 대명사라 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과 노하우가 결집되어 만들어지고 유통된

다. 예를 들어 게임 기획자는 게임의 세계관, 시나리오, 캐릭터, 게임의 규칙과 구조 등을 설계해야 하므로 게임콘텐츠 자체 외에도

다양한 인문사회학적 소양을 필요로 하고, 프로그래머는 컴퓨터 언어를 비롯한 공학적 지식이 필수다. 또한 게임 아티스트 및 그

래픽 디자이너들은 미술, 디자인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라 할 수 있다. 또한 게임은 하나의 산업으로서 수익모델을 통해 

시장에서 부를 창출해야하기 때문에 경영학·경제학적 소양을 갖춘 관리자와 사업담당자들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이 협업을 통해 만들어내는 만큼, 게임에는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툴, 그리고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통신 기술과 같은 첨단의 기술 환경이 필요하다.

우선 게임 생산의 중심에는 게임엔진(game engine)이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게임을 구동시키는데 필요한 핵심 기능들을 담

은 소프트웨어를 의미하여, 개발에 필요한 여러 구성요소들과 도구들(tools)이 포함되어 있다. 게임 엔진이 보편화, 상용화되기 전

에는 각 개발사들이 게임을 만들 때마다 새롭게 엔진을 만들어야 했으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었다. 그렇지만 2000년대 이

후 강력한 엔진들이 상용화되어 게임 회사에서 라이선스를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중 일부가 오픈 소스로 공개됐다. 

더군다나 2015년부터는 게임 엔진계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유니티(Unity), 언리얼(Unreal)이 부분적으로 무료화가 되면서, 인

디 게임 개발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열어주게 되었다.

규모가 큰 일부 회사들은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1인 개발자나 소규모 개발사의 경우는 엔진에 들어가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가격 정책 변화는 개발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큰 자본 없이도 게임을 제작할 수 있

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게임 개발의 민주화’를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이정엽, 2015). 상용게임엔진은 과거에 프로그래머

를 통해서만 선형적·단계적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게임 생산의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통합적인 생산이 가능하



게 만들었다(그림 2 참고).

[그림 1] 유니티와 언리얼 엔진2)



출처 : 지국환(2014). 23쪽

[그림2] 유니티 엔진을 활용한 통합적인 게임 개발

게임엔진 외에도 게임을 만드는 주요 직군들마다 각자 사용하는 도구들이 있다. 기획 작업에는 엑셀 등을 비롯한 오피스프로그램

이 사용되며, 아트·그래픽의 경우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페인터, 3D 맥스(Max), 마야(Maya), 지브러시(ZBrush) 등을 사용한다

. 프로그래머들은 비주얼 스튜디오(Visual Studio)를 비롯해 프로그래밍을 위한 통합 개발 환경을 제공해주는 소프트웨어들을 주

로 활용한다.

한편, 다양한 직군 및 세부 파트의 작업들을 통합하고 공유하기 위한 기술적 기반이 필요한데, 소스코드관리(source code manag

ement) 시스템이 여기에 활용된다. 대표적으로는 서브버전(SVN), 기트(Git), 퍼포스(Perforce) 등이 있다. 이는 형상관리, 버전관

리 툴 또는 소스 콘트롤 툴(source control tool)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일종의 서버를 활용한 공유 저장 폴더 기능을 한다. 여기

에 각 파트에서 코드 작업한 것들을 저장하면 그것을 다른 동료 개발자들이 확인할 수 있고, 서로의 작업 결과물이 공유된다. 그 밖

에도 동료 작업자들의 결과물을 수시로 통합·배포할 수 있는 도구들을 비롯해, 개릿(Gerrit)이나 기트허브(Github) 같은 도구들을

통해 동료 작업자들에 대한 코드 리뷰를 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자동화된 빌드(build)3) 시스템 및 코드관리 시스템이 활용된

다.

또한,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개발자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및 작업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젝트 관리 및 이

슈 트래킹(issue tracking) 툴들이 있다. 레드마인(Redmine), 지라(Jira), 컨플루언스(Confluence), MS 프로젝트, 트렐로(Trello), 

슬랙(Slack) 등은 팀 내 업무관련 이슈, 마일스톤(milestone), 일정 등을 공유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를 통해 개발자들은 

팀 내 작업 분담 상황, 각자의 역할을 확인하고, 누가 얼마나 일을 진행했는지, 중간에 어떤 작업 관련 이슈가 발생했는지 등을 체

크할 수 있다. 일종의 업무 공유 게시판이자 공동 게시판, 메신저를 비롯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들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



된다.

이와 같이 게임을 만드는 데는 수많은 첨단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다. 다음 그림은 게임 생산이 어떤 소프트웨어와 툴

을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준다.

출처 : 이상규(2018)

[그림3] 게임 개발의 핵심 요소와 도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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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게임엔진의 보급을 비롯한 기술적 환경의 변화가 게임의 생산과 유통구조를 어떻게 바꾸었는가를 자세히 논의해보려 한

다. 상용엔진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게임 개발은 ‘엔진’ 이라는 핵심적인 뼈대를 먼저 개발한 이후, 각종 리소스(resource)를 붙여나

가면서 완성해나가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게임엔진 개념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은 것은 1996년 발매된 FPS게임 <퀘이크(Quak

e)>이후 3D게임이 보편화 되면서부터였다. 이 게임의 프로그래밍과 엔진 제작을 담당했던 개발자 존 카멕(John Carmack)이 게

임엔진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면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임엔진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상용 게임엔진에는 3D 게임의 구

동을 위한 렌더링(rendering) 등의 기능이 구현되어있기 때문에, 게임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개발자가 엔

진을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엔진을 맞춤화(customizing) 하는 데에는 별도의 기술력과 시간, 자본이 투여되어야 한다.

게임엔진에는 3D 그래픽 렌더링(rendering) 엔진, 물체들 간의 충돌과 물리적 환경을 구현하는 물리 엔진, 인공지능 캐릭터의 제



작, 빛과 조명 조절, 맵 에디터(map editor), 카메라 효과 구현, 프로그래밍 언어를 쉽게 편집할 수 있는 스크립트 에디터(script ed

itor) 등이 포함된다. 게임 회사들에서는 게임 엔진 내부에 존재하는 라이브러리와 기능들을 그때그때 개발하는 게임에 맞게 조금

씩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인디 게임 개발자들에게는 인력과 기술부족을 게임엔진 기능을 통해 보완하고, 게임

을 쉽고 빠르게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유티니와 언리얼 엔진은 소위 ‘코드 한 줄 안 건드리고 게임 개발’하는 것을 점차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평가

된다.4) 유니티가 ‘게임 개발의 민주화’를 외치며 보다 쉬운 개발환경을 만든 이후 언리얼과 유니티는 경쟁이라도 하듯이 게임 개발

의 대중화를 이끌어왔다. 특히 스마트폰 도입 이후 유니티는 C#과 자바 등 국내 개발자들에게 친숙한 언어로 제작할 수 있다는 점

과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GUI) 기반의 개발 툴을 마련함으로써 코딩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아티스트나 기획 직군 개발자

들도 게임 개발에 더욱 쉽게 참여하도록 만들었다.

유니티 엔진의 가장 큰 장점은 하나의 개발환경에서 멀티 플랫폼을 지원함으로써 PC 플랫폼뿐만 아니라 iOS, Android 같은 모바

일 플랫폼, PlayStation, XBox, Wii와 같은 콘솔 게임 플랫폼도 지원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가격도 저렴하고 다른 엔진에 비해 

이용방식도 쉽기 때문에, 특히 소규모 모바일 게임 개발에 많이 이용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규모 게임들에도 많이 활용되는 추

세다. 유니티 엔진으로 만들어진 게임에는 <하스스톤>, <포켓몬GO>, <야생의 땅: 듀랑고> 등이 있다. 2017년 12월 기준으로 유

니티 엔진은 전 세계 650만 명의 개발자가 사용하고 있으며, 2019년 1분기 기준 전 세계 모바일 게임의 톱 1,000개 중 45% 이상

이 유니티 엔진을 통해 개발되었고, 최근 2년 간 유니티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 개발자들의 총수익은 13조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

졌다.5)

한편, 에픽 게임즈의 언리얼 엔진은 주로 대규모 프로젝트에 사용되면서 유명해졌다. 국내에서는 2003년 <리니지 2>가 당시 언

리얼 엔진 2를 사용하면서 널리 알려졌고, 이후 <블레이드 앤 소울>, <테라>, <리니지 2 레볼루션> 등 대형 MMORPG 게임 개발

에 주로 이용되었다. 근래 언리얼은 특히 파격적인 무료화 선언6) 등을 비롯해 그간 대형 게임사나 트리플A 급의 게임 개발에만 이

용된다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블루프린트(blue print)’라는 비주얼 툴을 내놓았다. 이것은 상호작용적 콘텐츠의 프로토타입 제작

과 출시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디자이너 친화적인 툴로서, UI 수정을 비롯해 복잡한 애니메이션과 AI 등 엔진에서 구동되는 무

엇이든지 제어가 가능하므로 프로그래머가 아닌 개발자들도 게임 전반의 스크립팅(scripting, 엔진이나 툴 차원에서 지원하는 간

소화된 프로그래밍)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조광민, 2017. 8. 30).

2018년 3월 기준 언리얼 엔진 4 사용자 수는 약 500만 명을 돌파했고, 최근 게임엔진은 진화를 거듭해 그 활용범위가 크게 확장

되었다. 게임뿐만 아니라 의료, 전시, 건설 등에서 사용되는 시뮬레이션에 활용되기도 하고, 최근에는 영화, 애니메이션, AI 이미지

제작에도 활용되고 있다. 이는 게임엔진의 편의성과 범용성이 높아지면서 비게임 분야에서의 활용도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출처 : 신동윤(2018.5.11.), 이제 제품 디자인도 게임엔진으로 한다. 테크월드7)

[그림4] 언리얼 엔진 기반으로 건축, 제품디자인 등에 활용되는 ‘언리얼 스튜디오’

출처 : 정혁진(2018.4.18.) 500만이 사용하는 언리얼 엔진, 게임 넘어 비게임 분야도 1위 노린다. 디스이즈게임8)

[그림 5] 언리얼 엔진의 실시간 렌더링 기술을 통해 실제 배우의 연기를 캐릭터로 바로 표현하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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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엔진을 비롯한 기술발달을 통해 오늘날 게임의 생산과 유통 방식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스타트업이나 인디게임

을 만드는 1인 개발자들의 경우 거의 돈을 들이지 않고 아이디어와 노력만으로 게임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인터넷 게임 개발자 게시판이나 유튜브 등을 찾아보면, 값싼 도구를 활용하여 손쉽게 게임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안내

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북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게임샐러드(GameSalad) 사이트의 경우, 프로그래밍 언어를 모

르는 사람도 쉽게 게임을 만들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도구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출처 : 게임샐러드 웹사이트. https://edshelf.com/tool/gamesalad/

[그림 6] 편리한 게임 제작환경을 제공하는 게임샐러드

게임 제작과정에서 필요한 재료들, 예컨대 캐릭터나 배경과 같은 그래픽 리소스들 또는 일종의 부품처럼 필요한 곳에 가져다 붙일

수 있는, 부분적으로 완성된 게임 제작에 쓰이는 자료들을 에셋(asset)이라 부른다. 유니티의 경우 에셋 스토어(Asset Store)를 통

해 개발자 간에 기술과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래픽이나 사운드, 이펙트처럼 게임 개발에 필요한 리소스들을 

개발자들이 사고 팔 수 있는 상점이다. 에셋 스토어를 통해 소규모 개발팀이나 개인 개발자들도 캐릭터 모델, 소품, 아이템 자료, 

질감, 풍경화 도구, 게임 제작 툴, 오디오 효과 등 게임 개발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유료 또는 무료로 구할 수 있다.9) 유니티 에셋스

토어 외에도 인디 개발자들을 위한 게임데브마켓10)이나, 이치아이오 게임에셋스토어 11) 등이 있다.

PC 게임의 경우 게임을 발매와 유통을 전담하는 게임 퍼블리셔(publisher)를 통하지 않고도 생산자가 직접 스팀(Steam)이나 이

치아이오(itch.io) 등의 플랫폼을 통해서 유통시킬 수 있게 된 지 오래다. 더군다나 모바일 게임 시대가 본격화 되면서 모바일 게임

생산자들은 본인이 만든 게임을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와 같은 모바일 오픈마켓을 통해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유통시킬 수 있게 되었다. 게임을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관리 및 네트워킹 기능을 수행하는 서버(server)가 중요한데, 자체 

서버를 구축할 경우 많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아마존 웹 서비스(AWS) 등의 저렴한 서버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유통 및 서비스 과정에서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요컨대, 오늘날 게임 생산은 값싸고 편리한 방식으로 바뀐 것이 확실하다. 또한 생산자-소비자의 직거래 창구가 확장됨으로써 과

거에 비해 게임을 만들어 유통시킬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졌다. 그렇지만 몇 가지 과제와 쟁점들 또한 생겨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

이 진입장벽 완화에 따른 시장경쟁의 격화, 그리고 원천기술력에 대한 문제다. 누구나 게임을 만들어 출시할 수 있게 된다면, 그만

큼 각자가 만든 게임이 유저들에게 노출되고 인정받기는 어려워지게 된다. 하루에도 수백 수천 종의 게임이 쏟아져 나오는 오늘날



, 출시한 게임의 성공확률은 그만큼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불확실하고 불안정했던 게임 산업은 그런 점에서 특유

의 리스크가 더 심화되고 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게임엔진 자체를 비롯해 게임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데 활용되는 기반시스템을 구축하고 다룰 수 

있는 원천기술이 과연 국내 게임 개발자들에게 얼마나 확보되어있는가의 문제다.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단순한 캐주얼 게임은 관

계없지만, 콘솔이나 고사양 PC에서만 플레이할 수 있는 고화질 그래픽과 고성능의 게임 시스템이 탑재되어야 하는 대형 게임들의

경우, 기반 기술력 없이는 계속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 이와 더불어 원천 기술을 가진 인력들이 계속 그 역량을 축적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게임 분야에서는 늘 기술 발전에 따른 장밋빛 전망들이 존재해왔고, 우리는 실제로 놀라운 성취 수준을 목격하고 있다. 그

렇지만 그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불안 요소들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관련한 정책적 방안이 무엇일지 모색해볼 필요성 또한 제기

되고 있다.

1) 「Newzoo Global Games Market Report 2019」, p.14.

2) 출처는 유튜브(Youtube)의 유니티 5 공식 트레일러 영상 및 언리얼 엔진 Physics Asset Editor 기능을 설명하는 화면.

https://www.youtube.com/watch?v=dk8gpz0o5TU

https://www.youtube.com/watch?v=1avvVfvK-nc

3) 소스코드 파일을 컴퓨터에서 실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변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실제 게임 구동이 가능한 상태로 테스트하기 위

해 빌드 작업을 하게 되는데, 몇 주 혹은 몇 달 단위로 주기적으로 이루어진다. 개발자들은 보통 “빌드를 뽑는다”고 표현한다.

4) 조광민(2017. 8. 30). 코드 한 줄 안 건드리고 게임 개발, 닮아가는 언리얼과 유니티. 동아닷컴

http://news.donga.com/3/all/20170830/86082477/1

5) 이용익(2019. 5. 23). “누구나 게임 개발, 유니티가 이룬다”.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9/05/344195/

6) 2015년부터 언리얼 엔진 4는 전면 무료로 제공되고, 게임의 분기별 매출액이 3,000달러를 넘는 경우에만 로열티 5%를 지불하도록

하는 무료화 정책을 시행중이다.

7) http://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952

8) 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81941

9) 한국콘텐츠진흥원(2017). 2017 대한민국 게임백서, 1073~1074쪽.

10) https://www.gamedevmarket.net/

11) https://itch.io/game-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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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이슈3

미래 신기술과 관광

글: 김형준 한국관광공사 안내교통팀 팀장 (관광학박사 / Ph.D.)

지난 4월 국가관광 전략회의 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변화하는 관광흐름에 맞춰 모바일, ICT기술을 접목해 관광서비스의 수준을 

높여나가야 하고, 아울러 스마트폰 하나면 교통, 언어, 예약, 결제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관광인프라 구축을 서두를 것이라는 발

표가 있었다. 이와 연계되어 국정전략(과학기술 발전선도 4차 산업혁명) 및 국정과제에도 스마트 기술이 관광산업에 접목되어 추

진 중에 있다(관광분야 도입 : 간편결제, VR/AR체험, 인공지능 및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관광지 추천 등).

최근 4차 산업혁명 트렌드 및 국정과제 추진에 맞추어 관광산업도 이에 따른 변화 및 대응은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략적 

측면에서 중요한 ‘관광·ICT 융합 사업’ 등을 알아보고 아울러 미래 신기술과 결합된 관광 측면에서 향후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 과제

들의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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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으로 통칭되는 기술의 혁신은 전통적인 산업의 프로세스를 새롭게 정의하며 기존 산업의 경계가 파괴되고 새로운 

산업 영역이 등장하는 등 우리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관광산업 역시 이러한 변화와 함께하고 있으며 타 산업의 영역 침

범과 더불어 관광산업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의미를 살펴보면 제 4차 산업혁명은 IT기술 등에 따른 디지털 혁명(제 3차 산업혁명)에 기반 하여 물리적 공간, 

디지털적 공간 및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희석되는 기술융합의 시대를 의미(WEF, 2016) 하는 것으로 관광 산업에도 산업 중심 

구조의 전환, 생산·소비구조 변화, 기술과의 결합, 노동시장 변화, 관광 향유 여건 변화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관광산업에 접목시킨 트래블테크(Travel-Tech)라는 신조어가 탄생하였고, 국내외 관광 기업

들은 데이터 분석, IoT(사물인터넷), VR(가상현실) 및 AR(증강현실),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등을 중심으로 관광산업에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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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신기술과 접목·융합된 관광산업의 새로운 트렌드와 더불어 고객들도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 니즈가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기반 OTA(Online Travel Agency, 온라인여행사) 성장 및 플랫폼 시스템 구축, 빅데이터 분석 및 SNS 기반 디지털 관광마

케팅 추진, 관광서비스와 5G 중심 ICT 융합 등이 최근 관광산업의 뉴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기반으로 지역관

광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관광 환경조성 및 스마트관광 추진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스마트관광 추진을 위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은 지역의 관광자원 확충과 관광인프라 개선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관광지를 방문

하는 관광객들에게 편리하고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스마트관광도시의 스마트관광 인프라는 

K-모빌리티, 챗봇·AI 등을 활용한 디지털 안내체계 구축, VR/AR 활용한 관광콘텐츠개발, 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 등이 핵심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스마트관광자원 확충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이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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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 ICT분야와 관광과의 융합은 기존의 관광 활동에 대한 편의증진과 만족도 제고, 아울러 신규 관광수요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에 실질적인 관광·ICT 융합사업 추진 과제 발굴 및 이에 대한 실행이 중요하다.



향후 추진과제는 기반조성, 산업육성, 관광복지 등 인프라 측면 및 마케팅 측면 등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① 디지털 안내 센터 구축, ② 관광·ICT 융합 실감미디어 관광콘텐츠, ③ 관광객을 위한 원스톱 예약 결제, ④ 관광빅데이터 활용

맞춤형 여행예보 서비스, ⑤ 스마트 관광거리 시범 조성, ⑥ 스마트관광 활용 DMZ 평화관광 홍보, ⑦ MICE 테크놀로지 등이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국관광공사에서는 2020 기금사업의 반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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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관광의 성공 및 정착을 위해서는 관광·ICT 융합 실질적인 사업 추진 및 사업 성공 그리고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사업 추

진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금예산 반영을 추진하고 있는 7개 과제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예산반영 및 사업 성공을 위한 노력이 필요

하다. 또한 사업의 점검을 위해서는 스마트관광 쪽에도 경쟁력을 진단 할 수 있는 ‘스마트 관광경쟁력 지수’ 등을 개발하여 체계적

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향후 스마트관광의 확대를 위해서는 기 도출된 과제뿐만 아니라 신규 과제의 지속적인 발굴, 그리고 이들에 대한 지속적이

고 적극적인 사업화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스마트관광은 향후 미래 관광산업을 선도할 유망한 분야이기에 관광산업의 전체적인 관심과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

요하고, 아울러 스마트관광 발전을 통하여 관광산업의 외연확대, 일자리 창출 등 관광산업을 통한 국가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집중분석1

융복합 콘텐츠를 위한 법제 개선의 방향성

글: 박찬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콘텐츠산업경제연구센터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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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초연결을 통한 융복합 현상이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기술은 분야마다 다양하고 개발 속도 역시 다르지만 

서로 간에 영향을 주며 발전하기에 일정 시기가 되면 초연결에 의해 급속도로 성장하는 시기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초연결을 배제한 개별 기술 분야로 접근하면 기술 발전의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로 언급되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t) 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1956년 다트머스 회의에서 존 매카시(John Mccarthy), 마빈 민스키(

Marvin Minsky), 하버트 사이먼(Herbert Simon) 등 유명 석학들이 향후 20년 내에 로봇은 인간이 하는 일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

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이러한 예상은 크게 빗나갔고, 그 이후로도 몇 번의 붐과 냉각기를 거쳐 한참이 지난 최근에서야 다시 각

광을 받고 있다.



1차와 2차 붐 시기의 규칙기반 인공지능과 달리 최근 3차 인공지능 붐은 학습 기반의 인공지능, 즉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덕분이고, 딥러닝 알고리즘이 가능한 배경에는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의 급격한 발전이 있다. 과거에는 기

계에게 소리와 이미지를 인식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불가능하였지만 지금은 심화학습 기법이 음성인식, 영상인식, 번역 등 다

양한 분야에 적용되면서 실제적인 성과물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자율주행과 같은 기능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그림 1] 인공지능의 발전 과정

자료: 한국인공지능법학회(2019), 인공지능과 법, 박영사

또한 5G 기술의 발전은 실감기술의 발전을 이끌어내고 있다. 가상현실, 홀로그램 등에 이용되는 실감기술들은 신기술이라기보다

는 이미 개발되었지만 활발하게 활용되지는 않았던 기술들이다. 우리나라에서 2016년 즈음 개발 붐이 일어났지만 높은 장비 비

용과 콘텐츠 부족 등의 문제로 소비시장이 형성되지 못하였고, 이후 불황에 비견될 정도의 공백기가 발생하였다. 인간의 근육은 1

초, 청각은 1/10초, 눈은 1/100초, 촉각은 1/1000초 내에 반응하는데(Fettweis, 2014), 기존의 4G 통신망은 이 속도를 맞추지 

못하였지만, 5G 기술은 지연 감소 기술을 통하여 속도를 맞추는 것이 가능하다. 때문에 5G 기술이 적용되면 상용화되지 못했던 

실감기술을 적용한 실시간 FPS 게임이나 상호작용이 가능한 홀로그램 콘서트 등도 가능하게 된다. 5G 기술이 표방하는 초고속 e

MBB(enhanced mobile broadband), 초저지연 URLLC(ultra-reliable and low latency), 초연결 mMTC(massive machine type 

communication)를 구현하기 때문에 향후 몰입형(immesiveness), 지능형(intelligence), 편재형(omnipresence), 자율형(auton

omy), 공공형(publiciness) 콘텐츠의 개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된다(ETRI 5G사업전략실, 2018).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기술의 등장은 방송, 컴퓨터, 인터넷, 통신 등 각 영역이 멀티미디어, 슈퍼컴퓨팅, 네트워크, 모바일 환경으

로 진화하여 클라우드 컴퓨팅과 연결되면서 가능해졌다(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4). 또한 블록체인 기술이 유

명해 지는 데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의 역할이 컸으나, 블록체인 기술에는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빅데이터 기술

들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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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의 발전 속도는 느린 편이다. 예

를 들면, 인공지능 기술은 응용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법적 이슈도 안건별로 다양할 수 있다. 최근 관심이 높고 실

현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자율주행차의 경우 레벨3은 부분 자율기능, 레벨4부터는 고도 자율주행, 레벨5가 완전 자율주

행 단계에 해당된다.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단계 레벨0 레벨1 레벨2 레벨3 레벨4 레벨5

개념

지원

기능

없음

특정지원기능 복합지원기능 부분자율기능 고도자율주행 완전자율주행

자동차기술협회

(SAE)

Drivers 

Assistance
Partial Automation

Conditional 

Automation

High 

Automation

Full 

Automation

도로교통연구소

(BASt)
Assited Partially Automated highly Automated Fully Automated

일상 주행 운전자 운전자 시스템 시스템 시스템 시스템

주행 중 상황인식 운전자 운전자 운전자 시스템 시스템 시스템

비상 제어 운전자 운전자 운전자 운전자 시스템 시스템

[표 1] 자율주행 단계별 구분

자료 : 한국인공지능법학회(2019), 인공지능과 법, 박영사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부처별 법령 현황만 해도 문제가 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기에,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운행되기 위해서는 관

계 법령의 광범위한 계정이 필요하다.

소관부처 법령명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

- 자율주행자동차의 인증

- 기타 자율주행자동차의 관리

도로법 -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중심의 도로 개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시의 책임

경찰청 도로교통법
-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전자 면허, 운전자 의무

-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규칙(교통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

전파법 - 자율주행자동차의 전파 이용

전기통신사업법 - 전기통신사업 수행

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자율주행자동차의 위치정보의 활용

행전안전부 개인정보보호법 - 자율주행자동차의 전파 이용

법무부

민법 - 사고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

형법 - 사고시 형사처벌 문제

상법 - 자율주행자동차의 배상책임보험

[표 2] 자율주행차 관련 부처별 법령 현황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2017),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정립방향 포럼 자료집: 진흥분과

실감기술의 경우는 어떠한가? 실감기술을 구현하는 데에는 다양한 기술과 장비들이 복합적으로 필요하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 데이터, 콘텐츠 등과 같은 세부 개념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이를 가상현실로 구현하기 위해 ICT기술과 제조기술의 

융합이 필수적이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그림 2] 가상훈련 관련 기술



자료: 이건(2010), “Introduction to xR”,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자료를 한국정보화진흥원(2016), 가상현실 현황과 법적 쟁점에서 재인용

러니어(2017)에 따르면 인간의 시각과 관련하여 가능한 VR 디스플레이 종류는 9가지이고 VR의 시각적 측면을 구현하는 방법은 

17가지이다. 이러한 구분은 인간의 뇌를 중심으로 분류한 것으로, 지각은 거리와 위치에 기반을 둔 구역으로 구분되며 각 구역에

서는 저마다 다른 방식의 주의 및 지각이 필요하다. 만약 VR이 인간 뇌에 대한 자극 형태로 구현된다면 의학 분야와 연관되고, 스

크린이 시각에서 멀어질수록 사생활이나 타인과 공유되는 사회적 시각의 영역에 해당되게 되면서 시설물 관련 규정이나 각종 규

제 등과 관련성을 갖게 된다.

[그림 3] VR 디스플레이 스펙트럼

자료: 재런 러니어(2017), 가상현실의 탄생, 열린책들

이와 같이 AR/VR 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가 있으니 기업이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종전 V

R게임의 경우 일반적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를 받지만, 이것이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기구에 탑재된다면 「

관광진흥법」의 ‘유기시설 혹은 유기기구’에 해당되어 규제를 받았다. 이에 관련 내용이 법률 개정에 반영되어 2018년 12월 13일

부로 시행 중이다. 개선 내용에 따르면 VR테마파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적용을 받는다. 그 밖에도 여전히 업계 

현실에 맞지 않는 다양한 규제가 존재한다.



이 외에도 빅데이터의 경우에는 기술 관점 이슈, 전략 및 조직 관점 이슈, 사회 및 정책 관점 이슈 등 다양한 이슈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민감한 문제는 데이터의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개인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이다. 콘텐츠 분야에서도 빅

데이터가 보다 활발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기업의 빅데이터에 대한 사고방식 변화와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사용자들로부터 얻어지는 빅데이터에는 개인정보들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머신러닝을 위한 학습데이터가 필요한데, 빅데이터

에 대한 규제는 관련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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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은 지속적으로 기술에 영향을 받고 문화나 소비 트렌드 등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 융복합산업이다. 시간이 갈수록 융합 

콘텐츠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고 앞으로는 웹툰과 같은 신규 산업군도 다양하게 생겨날 수 있다. 때문에 태생적으로 융복합적인

특성을 지닌 콘텐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확립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융복합 콘텐츠에 대한 법적 기반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못한 편이다. 현행 법령 중 융복합 콘텐츠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령인「산업융합촉진법」, 최근(2019년 1월 17일부)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이다. 「산업융합촉진법」의 대상은 콘텐츠산업을 포괄한 전체 산업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분야이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2조 7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5에 따른 디지털콘텐츠 

분야까지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내용상 콘텐츠산업 전체를 아우르지는 못하는 한계1)를 보인다. 그에 비해 문화체육관광부 소

관 법령인 「콘텐츠산업진흥법」 내에도 ‘융합콘텐츠의 활성화’(12조)를 다루고는 있으나 타 부처 법령에 비해 명확한 지원의 범위, 

주체, 내용 면에서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한 편이다.

별도 법 규정의 부족은 문체부의 사업 영역을 제한하고,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융복합 콘텐츠에는

당연히 여러 분야가 연관되기에 결국 특정 영역에 속한 주체가 어떠한 관점에서 제도를 끌고 나가는지에 따라 양상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타 부처가 주도하는 융합산업 지원은 대개 문화를 포함한 콘텐츠분야를 주요하게 다루기보다는 일부로 치부하는 경

우가 대부분이기에 콘텐츠산업이 소외된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융합산업은 대개 신산업으로 인식되기에 많은 부처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문체부의 경우도 융복합 콘텐츠 영역을 ‘뉴콘텐츠’라고 명명하고 관련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명칭과 대상산업의 범위도 애매하고 별도 법 규정이 부족하다 보니 지원에도 한계가 있다. 융복합 콘텐츠는 특성상 기존의

콘텐츠 장르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전통 장르를 벗어나는 대상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제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이서 새로운 콘텐츠 혹은 서비스가 나타나면 관련 법령들을 일일이 수정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현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은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다. 주요 골자는 기존

의 입법 기술방식을 유연하게 전환하는 것과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기존규제를 유예ㆍ면제함으로써 신산업ㆍ신기술이 신속하

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의 두 가지 방향이다. 입법방식 유연화는 법률 상 허용되었던 범위 및 대상을 건별로 더 넓게 

포함시켜주는 형식으로 추진되는 중이고, 규제 샌드박스 역시 심사를 통해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허용을 한

상태이다.



[표 3]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자료: 국무총리실 보도자료(2018), 포괄적 네터티브 규제 전환 성과 및 향후계획

현행 법체계 내에서 법제도 개선 이슈는 문체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반면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다 부처 이

슈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문체부 자체가 고유의 영역에서 법을 제·개정하여 융복합 콘텐츠를 키우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한편, 타 부처의 법제 정비와 발맞추어 제반 준비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크게 두 가지 방식(2-track)으로의 접근이 필요하

다.

첫 번째는 법률 제·개정을 통하여 융복합 콘텐츠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융복합 콘텐츠에 대한 정의와 사업 등

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 방법은 현행 법률에 해당 내용을 보다 확장하여 기재하는 방법과 신설하는 것이 

있다.

두 번째는 범정부 차원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에 발맞추어 콘텐츠에 관련된 법제 재개정 요구를 하는 것이다. 신기술과 연

관된 융복합 콘텐츠관련 법제 개선 이슈는 단순히 현재 시점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계의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것만으로 해

결되기는 어렵다.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시장의 상황 역시 지속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법제 개선이 단기적인 시각에

서 애로사항을 풀어주는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면 향후에도 관련 애로사항은 존재하게 되며 산업이 성장할수록 더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법의 속성상 특정되고 구체화될수록 이것이 오히려 향후 규제로 작용될 여지 역시 존재하기 때문에 정책적 목

적에 따라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다수의 콘텐츠 기업들이 수혜를 입기 어려운 구조다. 따라서 현행 법률 개선과 더불어 이

와 관련된 법률 개선의 여지가 있다.

1) 해당 법령은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은 포괄적 네거티브 제도의 대표 정책인 ‘규제 샌드박스’에서 콘텐츠분야를 다루게 하는 근거 법령

이다. 융복합 콘텐츠와 관련성이 적다고 여길 수 있으나 사실상 융복합 콘텐츠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시도하게 해 주는 법적 근거임에도 

디지털콘텐츠 영역만으로 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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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2

공공문화기반시설 이용 현황 측정 방안

글: 박근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계·평가센터 통계관리팀 수석전문위원

광주에 살고 있는 김교수는 방학을 맞이하여 7살 된 아들과 즐겁게 하루를 보내기 위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어린이문화원을 

같이 가기로 하였다. 지하철을 타고 문화전당역에서 하차하여 어린이문화원에 가서, 아들이 좋아하는 어린이놀이터와 어린이 체



지하철 게이트1) 얼굴인식 카메라2)

험관 등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오후에는 잠시 본인을 위하여 문화정보원을 들러서 본인에게 필요한 책을 찾아 읽었다.

이렇게 김교수가 지하철을 타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다녀왔는데, 지하철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김교수가 다녀 간 것을 

측정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있다. 물론 김교수의 개인정보 등의 신상에 관한 정보는 기록하지 않지만, 다녀간 결과는

기록하고 이용자 통계를 작성하는데 이용하게 된다. 어떻게 이용현황을 측정하여 기록하는 것일까?

먼저 지하철을 탈 경우, 지하철 게이트에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터치하고 들어가고 나가게 되는데, 이때 어디서 타고, 어디서 내렸

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자동으로 지하철공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경우는 피플카운터 기기인 얼굴인

식 카메라를 이용하여 어린이 문화원이나 문화정보원을 출입하였을 때, 들어오는 사람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 전

송한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람이 들어왔다는 것을 계수하고 통계에 반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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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해 국립박물관을 2008년 5월1일부터 시범적으로 무료관람을 실시한 이후, 현재 일부 국립미술관을

제외한 국립박물관, 도서관 등의 공공문화기반시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국립미술관도 만24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인 사람, 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등 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공공문화기반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공공문화기방시설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

아져왔다.

우리나라의 공공문화기반시설은 내부 전시시설 등의 본연의 역할을 위한 내부공간만이 아닌 외부공간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 많

이 있는데, 내부공간은 물론 외부공간에도 편의시설이나 관람시설 또는 휴게시설 등을 제공하고 있어, 여가공간으로도 역할을 수

행하고 있다.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공공문화기반시설은 관람, 교육 등의 고유의 역할과 함께 여가의 제공

이라는 역할도 점차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더욱 다양하게 제공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와서 무엇을 하는지, 어떠한 사람들이 오는지, 와서 무엇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지, 얼마나 자주 오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특별히 비용을 받아야 하는 특별전시 등

의 경우만 표를 발권을 통해 입장시키고, 무료로 입장하는 이용자들에게는 편의를 위해 자유로이 입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를 계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설에 찾아오는 이용자들의 현황

을 측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많은 나라에서도 박물관 등의 문화시설을 찾는 이용자들 현황을 측정하고 있다. 특히 박물관(미술관 포함)의 경우‘THE ART NEW

SPAPER : VISITOR FIGURES’에서 관람객이 많은 100개의 박물관(미술과 포함)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제시하고 있는 모든 박

물관들은 관람객이 얼마나 찾아오는지를 측정하고 있는 것이다. 2018년 현재 가장 많은 관람객이 찾아오는 곳은 루브르 박물관

인데, 루브르 박물관의 경우, 관람객 수를 측정하는 것은 물론 관람객들이 어떻게 이동하고 체류하는지를 측정하는 방안도 오래전

부터 연구해 왔으며, 이를 이용하여 관람객이 가장 붐비는 장소와 어떻게 이동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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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공문화기반시설은 대부분이 외부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외부공간에 편의시설은 물론, 축제나 행사를 정기적으로 열

어,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객들을 많이 찾아오게 하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처럼 단지 관람객 수를 측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관람객은 박물관 등이 가지고 있는 전시물을 보기 위해 전시물 근처에 와서 보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의 공공

문화기반시설은 외부공간은 물론 내부공간에서도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때문에, 단순히 관람객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이용객을 방문객과 입장객, 관람객으로 구분하고 이들을 측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각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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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공간의 경계가 명확하다면 공간 안에 들어온 모든 대상을 방문객으로 하며, 명확하지 않다면, 10분 이상 

머무른 대상을 방문객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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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시설 안에 들어온 모든 대상을 입장객으로 정의한다. 단,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입장한 단순 이용객과 

교육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입장객을 구분하여 측정하는 방안 마련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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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시설 안에 들어와 전시물에 접근한 사람으로, 전시실에 들어왔다면 관람객으로 정의한다.

제시한 정의를 내릴 때 고려사항은 단순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방문하였더라도, 시설을 알고 찾아왔다면, 향후 관람객이 될 

잠재적인 고객으로 이용객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내린 것으로, 많은 공공문화기반시설의 담당자들이 제시한 내용이

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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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찾아온 사람들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티켓을 발권하여 측정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전자카운터 기기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식이다. 티켓을 발권하는 경우는 입장을 위해 티켓을 발권하기 때문에, 티켓을 가

지고 입장한 사람들만을 측정하면 계수가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측정이 된다3). 티켓을 인식하는 방법은 사람이 하는 방법과 자동

으로 인식하는 방법, 그리고 사람이 기기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람이 직접 티켓 검수

(파리 오르세 미술관)

사람이 검수기를 이용

(네덜란드 고흐박물관)

기계에 코드를 인식

(파리의 PSG 구장)

전자카운터 방식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적용한 방법으로 현재까지 4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빠르게 진화되고 있다. 각 단계를

살펴보면, 1단계는 IR(Infrared Ray)방식이고, 2단계는 열(Thermal)을 인식하는 방식이고, 3단계는 비디오 영상을 통하여 측정하

는 방식이고, 4단계는 무선신호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각각의 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표에 제시하였다.

구분 IR 방식 열 측정방식 비디오 무선신호기반

측정방법 적외선을 이용한 측정 인체의 열 감지 알고리즘을 이용
스마트기기의

무선신호 감지



측정가능항목 출입계수 출입계수

출입계수

이동동선

체류시간

출입계수

이동동선

체류시간

출입여부구분 구분못함 구분 구분 구분

커비리지 3~5m 선 3~5m 면 5~15m면+높이 20~80m

중복여부 허용 허용 허용 제거

4개의 방법 중에서 IR 방식은 적외선을 이용하여 적외선이 끊기면 계수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구분하지 못하지만 나

머지 세 개는 방향성을 구분하기 때문에 출입하는 사람만을 선별하여 측정이 가능하다. 4가지 방식 중에서 최근에 이용자 측정을 

위해 많이 이용하는 측정방법은 비디오 방식과 무선신호기반 방식이다. 비디오 방식은 비디오 영상을 복잡한 알고리즘을 이용하

여 분석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근거리에서만 얼굴인식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동일한 사람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이 두 번 출입할 경우, 중복 측정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알고리즘으로 정보를 도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인공지

능의 발달과 함께 발전 가능성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이다.

영국박물관 카메라

무선신호기반 방법은 스마트기기에서 나오는 신호에서 발견되는 고유값인 mac address를 이용하여 동일한 사람을 인식하는 방

법으로, 동일한 신호를 파악하기 때문에 중복 입장하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으며, 동일한 기기를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동경

로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재방문한 대상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등 매우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그러나 무선신호기반 방법은 스마트기기가 없는 이용자를 측정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IOS를 이용하는 스마트기기나 

최신 스마트기기의 경우 mac address를 랜덤(random)하게 발생시켜 개인정보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방

안 마련이 필요하다.



무선신호 측정기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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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티켓을 발권하는 방법이 아닌 전자카운터 방식은 이용자들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중복

측정으로 인해 과다 측정하거나, 스마트기기가 없는 사람을 측정하지 못하여 과소 측정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측정된 값들을 

정확한 값으로 보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자카운터 방식은 성별, 연령대, 국적, 시설을 찾은 이유 등을 파악할 

수 없다. 이러한 인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사(survey)가 필요하다.

따라서 설문조사를 하여 인구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조사를 할 때 전자카운터 방식으로 측정된 값을 보정할 수 있는 방안

도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조사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인구특성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실험설계

(experimental design)를 이용하여 조사설계를 하도록 하며, 이때 외부요인을 고려하여 설계를 하도록 한다. 외부요인은 계절효

과, 요일(공휴일 등)효과, 오전/오후 효과 등을 모두 고려한 설계를 하여 각 요인별 효과를 고려한 결과를 도출하고, 전자카운터 기

기의 값을 보정하며, 보정된 값을 이용하여 성별과 연령대 등의 정보를 도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이용자 계수는 사람이 직접 

정확하게 측정하도록 하며, 외부요인(상시근무자 등)을 엄격하게 통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특정 시설에서 연구를 위한 설계를 하여 보정방안을 마련하였다. 무선신호기반으로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 명)



월별 이용자수 내부A 내부B 내부C 내부D

3월

합계 1,046 2,354 6,987 2,572

일 평균 39 87 259 95

4월

합계 4,602 3,428 5,447 4,533

일 평균 192 143 227 189

전체

합계 5,648 5,783 12,434 7,105

일 평균 111 113 244 139

[표 1] 무선신호기반 측정 현황

조사를 위한 실험설계 방안은 다음과 같으며, 이 시간대별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설계는 20분 단위로 한명씩 조사하였다5)

.

내부공간 외부공간

내부C 내부D
내부A,

내부B
외부A 외부B

지하

(출입구)

5월 2일(목) 오전 0 0 1,2

5월 2일(목) 오후 0 0

5월 3일(금) 오전 0 0 3,4

5월 3일(금) 오후 0 0 3,4

5월 4일(토) 오전 0 0

5월 4일(토) 오후 0 0 5,6

5월 5일(일) 오전 0 0

5월 5일(일) 오후 0 0

5월 6일(월) 오전 0 0



5월 6일(월) 오후 0 0 1,2

5월 8일(수) 오전 0 0 5,6

5월 8일(수) 오후 0 0

5월 9일(목) 오전 0 0

5월 9일(목) 오후 0 0 3,4

5월 10일(금) 오전 0 0

5월 10일(금) 오후 0 0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보정하는 모형을 구축하여 제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6).

(단위 : 명, %)

월별 이용자수 내부A 내부B 내부C 내부D

3월

합계 2,927 6,587 40,986 22,160

일 평균 108 244 1,518 821

4월

합계 12,658 9,380 31,077 35,840

일 평균 536 400 1,332 1,550

전체

합계 15,802 16,179 72,959 59,365

일 평균 310 317 1,431 1,164

[표 2] 추정식에 의한 이용객 현황

이외에도 체류시간, 이동경로, 재방문율 등의 다양한 정보를 도출하였으며, 성별, 연령대, 국가별 이용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전자카운터 방식으로 데이터를 축적한 후 이를 정확하게 보정하는 방법으로 일부 도입한다면 측정된 정보를 보다 

활용성 있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무수히 많은 정보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많은 정보들이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하고

이를 이용하여 편리하고 정확한 값들을 파악할 수 있지만, 공공문화기반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에 대흔 정확한 측정은 현재까지는 



불가능하다. 즉, 전자카운터 방식만으로는 정확한 이용자 현황을 측정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전자카운터 방식

은 시설 이용자들의 행태를 분석하는데 편리하며, 빠르게 정보를 제공해준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결

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설문조사가 필요하며, 실험설계방법으로 이용자를 계

수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즉, 전자카운터 방법과 실험설계 방법을 적용한 일정기간의 조사결과를 이용한다면 정확하면서도 활용

성 높은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4차산업의 핵심기술 중의 하나인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보다 정확한 시설 이용자를 측정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다. 스마트기

기 방식과 비디오 방식의 장점을 결합하여 보다 활용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측정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첨단기술과 함께 아날로그 방식의 설문조사도 필요하다. 따라서 기술이 

더욱 발전하는 미래에도 시설을 찾는 이용자를 측정하고, 이용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자카운터 방식과 실험설계를 이

용한 조사방식을 모두 고려할 때 정확하면서 활용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 출처 : doopedia(http://www.doopedia.co.kr/photobox/comm/community.do?_method=view&GAL_IDX=170925001076858#

hedaer)

https://www.youtube.com/watch?v=1avvVfvK-nc

2) 출처 : AVING GLOBAL NETWORK(http://kr.aving.net/news/view.php?articleId=27943)

3) 티켓발권의 경우 무료입장객도 티켓을 제공하며, 티켓을 가지고도 입장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티켓을 가지고 입장을 하는

경우에만 관람객으로 측정하도록 한다.

4) ZOY Corporation 제공

5) 20분이 지나도 안 올 경우 20분 지나고 처음 나오는 대상을 조사하는 것으로 함

6) 조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구보고서에 제시하였으며, 지면의 관계로 여기서는 결과만을 제시하였음

※ 위 글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수시과제인 ‘공공문화기반시설 이용 현황 측정 방안’ 연구에서 내용을 일부 발췌해서 요약 작성

하였음.



국내외사례

기술을 통한 테마파크의 변화

글: 송수엽 고양시정연구원 경제사회연구부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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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중심기술로 대표되는 VR, AR, MR, IoT 기술들은 IT산업은 물론 여타 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5G 시대에 들어서며 가상현실기술은 우리 삶에 깊숙이 관여해서 모

르면 안 될 것만 같은, 너무나도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전에는 영화 ‘가상현실’에서부터 ‘아바타’, ‘레디플레이어원’ 까지 가상현실에 대한 영화들을 통

해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프로세스를 익혔다면, 현재는 VR기술의 상용화로 PC, 콘솔게임기 등

을 통해 간편하게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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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en.wikipedia.org/wiki/Head-mounted_display 출처 : https://www.cnbc.com/2016/01/21/

augmented-reality-glasses-for-the-masses-for-2750.html

4차산업혁명 기술 중 보다 가깝게 느껴지는 주요 기술은 VR과 AR이다. VR은 가상으로 만들어진 세계를 제공하여 현실이 아닌 공

간의 몰입을 경험하게 한다. VR은 오래전부터 게임과 영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요즘의 게임들은 실제와 거의 흡사한 그래픽으로 

출시되고 있고, 영화에서도 CG의 결합 또는 3D그래픽으로 제작되는 등 활발하게 기술의 활용과 확장이 일어나고 있다.

AR은 가상의 객체를 통해 ‘보조’적인 경험을 제공하는데서 차이를 보인다. ‘포켓몬고’라는 게임은 모바일과 AR의 결합으로 한때 2,

850만 명이 이용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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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체험하기 위해 가장 먼저 자극을 받는 쪽은 시각이다. 세계 VR시장은 HMD(Head Mounted Device, 눈 전체를 감싸기 위

에 머리에 착용하는 디스플레이 장치)를 주축으로 성장했다.

AR글래스는 안경을 통해 보는 실제 위에 각각의 정보를 나타내는 가상의 구현이 결합된 시각을 확보해 준다. 그러나 프라이버시, 

개발비용의 문제로 구글과 애플에서 개발과 중단을 반복 하고 있다.

이런 가상현실을 체험하기 위해 개인이 장비를 구매하기에는 아직은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고가의 개인장비를 가지

고 있지 않더라도 VR을 손쉽게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테마파크다.

현재 VR기술은 작은 공간에서 넓은 공간적 경험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VR기술을 가동하는 기계와, 가상환경을 구현하

는 (주로 눈을 통해) 장비를 통해 구현되고 있다. 장비만 있으면 하늘 위나 바다 속으로 자유롭게 떠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소규모의 VR전용 테마파크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내 최대 도심형 가상현실(VR) 테마파크, 'VR 스퀘어'를 방문하다! (문화체육관광부, 2018)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aA6wDdSk5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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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의 전통적인 테마파크들은 신기술의 유입으로 변화되는 놀이문화에 대응하기 위해 최신기술을 결합한 어트랙션들을 제공

하고 있다.

놀이기구 산업의 동향을 분석하고 산업체 간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Blooloop에서 발표한 ‘2019 놀이기구 기술 트렌드(6 attractio

n technology trends for 2019)’에 따르면 VR은 첫 번째 트렌드로 손꼽혔다. 장소에 기반한 VR 기술로 인해 몰입감 넘치는 경험

을 선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VR의 적용은 장기화될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미 2018년 쥬라기 월드에 VR 놀이기구를 발 빠르게 도

입하거나 디즈니와 유니버셜 스튜디오 등에서는 새로운 VR 기술을 적용한 특허를 개발했다. 이처럼 주요 테마파크에서는 VR의 

잠재력을 파악하고 놀이기구에 접목시켜 위험부담이 없지만 아찔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테마파크에서의 VR 기술 적용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캘리포니아 & 플로리다 디즈니, Star Wars : Secrets of the Empire



방문객들은 컴퓨터가 부착된 백팩과 헤드셋으로 무장하고 임무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듣게 된다. 스톰트로퍼처럼 변장한 채 다른 

방문객들과 대화하며 실제로 우주에서 싸움하는 것과 같은 화면을 보게 된다. 이 놀이기구를 개발한 VOID사의 회장 클리프 플러

머는 방문객들이 착용하게 되는 장비의 규모를 줄이고 새로운 감각적 효과와 방문객들의 아바타 제어 권한을 극대화할 수 있는 V

R기술 접목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출처 : https://www.travelchannel.com/interests/amusement-parks/photos/new-virtual-reality-theme-park-experiences

2) 플로리다 레고랜드, The Great LEGO Race

이 놀이기구는 롤러코스터의 스릴감과 VR 기술을 결합하여 해적, 마법사, 서퍼, 파라오 등 다양한 유형의 작은 레고 피규어들과 

싸우는 동시에 롤러코스터도 탑승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한 카트에 4명이 탑승하여 다양한 레고랜드의 풍경을 지나게 되고 벽을 

뚫거나 예상치 못한 우회 등도 경험하게 된다. VR 기기를 통해 보이는 가상현실은 360도로 표현되어 피규어들과 싸우면서 전방

을 모두 주시할 수 있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볼 수 있다.



출처 : https://www.legoland.com/florida/about-us/press/information/the-great-lego-race-now-open/

3) 윌리엄스버그 부시가든: Battle for Eire

이 놀이기구는 판타지가 가미된 가상현실 속에서 애디라는 전사를 도와 에이레(구, 아일랜드)를 구하는 스토리를 갖추고 있다. 아

일랜드 풍의 성으로 들어서면 각 방문객들은 VR렌즈가 부착된 헤드기어를 착용하고 스토리와 함께 설명을 듣고 본격적으로 극장

식 놀이기구에 탑승한다. 그리고 하늘을 나는 화면을 통해 용을 타고 하늘을 날거나 바람에 머리가 날리는 등의 경험을 하게 된다. 

스릴감을 주는 VR 놀이기구들과 달리 이는 화면 속에서 다양한 모션과 시각효과 등을 제공하며 캐릭터와 스토리의 완성에 초점

을 맞췄다.



출처 : https://www.travelchannel.com/interests/amusement-parks/photos/new-virtual-reality-theme-park-experiences

4) 용인 에버랜드

에버랜드는 국내 IT기업인 ‘엔토소프트’(위치추적기술), ‘상화’(소프트웨어 개발)와 협업해 만든 ‘슈팅고스트’ 어트랙션을 지난해부

터 서비스 하고 있다. 슈팅고스트는 실내에서 승용물을 타고 이동하면서 전후좌우에 나타나는 가상의 유령들을 진동 총으로 쏴 맞

추는 슈팅형 IT 어트랙션이다. 이 외에도 국내 유일의 첨단 IT 판다월드를 비롯해 로봇VR, 자이로VR을 운영 중이다.



빵야빵야 유령과의 슈팅건 한 판 대결 에버랜드 슈팅 고스트 오픈!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0PmYku1DvJk&feature=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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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테마파크에는 VR을 이용한 어트랙션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용자의 편의성,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IoT 기술

과 위치기반 기술, 단거리통신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디즈니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신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테마파크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 적용의 시도가 그렇다. 테마

파크뿐만 아니라 리조트도 같이 운영 중인 디즈니는 RFID기술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 했다. 또한 위치추적과 실시

간 유동인구 데이터를 활용해 모바일 앱으로 이용자로 하여금 어트랙션 혼잡을 피하고 손쉽게 콘텐츠들을 즐길 수 있게 하거나, 

기념품 샵의 이용을 모바일로 옮겨 구매력을 높이고 있다.

구분 주요 내용

매직밴드
IoT기술을 적용해서 디즈니랜드와 호텔에서 일종의 여권처럼 사용 어트랙션 체크인, 숙박시

설 체크인, 결제, 패스트패스 플러스(빠른시설이용) 등에 사용

마이 디즈니 



익스피리언스 

모바일 앱

디즈니랜드에서 식사 예약 또는 패스트패스 플러스 선택 가능 어트랙션의 대기시간, 디즈니 

캐릭터를 만날 수 있는 장소, 쇼 시작 시간 등 확인

샵 디즈니 파크 

모바일 앱
테마파크 내의 상점에서 발견한 물품을 스캔해 숙박중인 리조트 또는 집으로 바로 배송

한국콘텐츠진흥원(2017). [문화:기술-문화와 기술의 만남] Cover story_엔터테인먼트 테크 저자 재구성

우리나라의 에버랜드는 17년 ‘커넥트 태그’(KT) 서비스를 시작으로 ‘헌티드 하우스’(SK텔레콤), ‘갤럭시 프렌즈’(삼성전자) 서비스

를 제공하며 IoT 기술과 단거리 통신기술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통신사와 결합해 가족단위 이용자의 위치 파악으로 개

인물품의 분실을 최소화하고, 간단한 태깅동작만으로 테마파크 내 시설물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실행중이다.

서비스명 주요 내용

커넥트 서비스
KT의 협대역 IoT(NB-IoT) 전용망 기반으로 위성항법시스템(GPS)과 와이파이 기반 위치 측위(

WPS)를 연동해 자녀와 개인 사물, 여행 휴대품 등의 위치 파악 가능

모바일 이용권 앱
이용권 구입, 게이트 입장, 놀이시설 탑승 예약 활용 공영일정, 대기시간을 포함한 에버랜드 정

보 확인

갤럭시 프렌즈
에버랜드 전역에 설치된 약 100개의 삼성 갤럭시 프렌즈 체험 키트에 스마트폰을 태깅하면 

해당 지역의 주요 콘텐츠와 특화된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만나 볼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출처 :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8/11/689795/

http://www.dailian.co.kr/news/view/749413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52445

https://www.witheverland.com/2487?category=408661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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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테마파크에서의 신기술의 활용, 특히 VR기술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롤러코스터 전문 테마파크인

식스플래그는 VR의 많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체험자들의 HMD 착용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많은 직

원의 투입으로 VR적용 어트랙션을 점차 줄여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랜도의 SeaWorld는 HMD의 착용, 조정 및 청소

에 소용되는 시간이 운영시간을 2배로 늘어나 효율성을 이유로 작년 9월 VR 체험을 단종시키기도 했다. 관리 운영에 있어 기술 

활용 투입비용이 효율적이지 못한 사례가 나타난 것이다.

디즈니 역시 올해 5월에 개최된 ‘Moffett Nathanson Media & Communications Summit’에서 테마파크에서의 기술 투자를 줄



일 것 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레고랜드 역시 테마파크에서의 가상현실 구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있다. 가

상현실이 실제를 대체할 수 없다는 이유다.

일회성의 체험으로는 현재의 VR어트랙션이 흥미를 이끌어 낼 수는 있지만, 사용자의 관심이 줄어들어 재구매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 VR보다는 가상의 이미지와 실제가 혼합된 증강현실의 급증을 예상하고 있다.

최근 HMD, AR글래스를 활용한 빅데이터와 지능정보 처리 기반의 혼합현실 기술이 도입되면서 ‘현시세계인지 및 모델링’, ‘실감

형 콘텐츠 및 정보 증강’, ‘실감인터랙션’, ‘혼합현실 체험’등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19).

기술명 기술수준

현실세계 인지 및 모델링

· (현재) 별도 기기의 의도적 공간 센싱을 통한 부분적 현실세계 인지 및 모델링

· (15~20년 이후) 인체에 부착/이식 또는 착용 가능한 경박단소의 형태로 센싱 정보를 공유하

며 실시간 현실세계 인지 및 모델링

실감형 콘텐츠 및 정보증강

· (현재) 청각/시각 속성 구현의 개선 및 일부 후각/촉각 속성 구현의 개발 단계

· (15~20년 이후) 오감을 통합적으로 모방하여 현실 수준의 사실성이 높은 복제 및 모델링이 

가능해지고, 고도의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반응에 적응적으로 대응하거나 감성적인 

반응이 가능하도록 상호작용을 저작

실감인터랙션

· (현재) 사용자의 명시적 요구에 반응

· (15~20년 이후) 사용자의 묵시적 의도와 환경의 상황을 파악하고 다감각을 통합적으로 활

용하여 직관성이 높은 실감 상호작용을 지원

혼합현실 체험

· (현재) HMD (Head Mounted Display)와 같은 안경형 개인장비를 이용한 개인 체험 위주

· (15~20년 이후) 디지털 홀로그램 기술 등을 이용한 단체 체험 및 통신네트워크 기술에 의한 

원격 체험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7). 2016 기술영향평가 보고서

향후 관련기술의 발전을 통해 이용 디바이스의 착용과 관리의 간편화가 이루어지고, 콘텐츠의 다양화를 통해 이용자 경험이 확장

되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건 현재의 기술들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과정에 있으며, 앞으로의 활용이 무궁무진하

다는 점이다.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한 체험과 경험의 확장에 있어서 어떻게 변화될지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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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기술로 소통하고 문화로 공감하는 가치 창출의 허브가 되다



한국에서 멸종된 ‘한국 호랑이’가 우리 앞에 다시 돌아왔다. 4

차 산업혁명 기술에 힘입어 로봇으로 복원된 ‘한국 호랑이’는 

호랑이의 모양을 본떠 ‘테오 얀센 메커니즘’으로 제작된 것인데

움직이는 조각예술(키네틱 아트_kinetic art)이라 일컫기도 한

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변화를 즐겁게 체감하기 위한 작업은

또 있다. 바로 근력 증강형 착용로봇인 ‘엑소 스켈레톤’과 두 바

퀴로 중심을 잡는 ‘밸런스 로봇’ 등이다. 이 다양한 로봇들은 메

이커 교육을 매개로 4차 산업혁명을 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한국 호랑이’ 로봇과 같은 멸종 위기 동물 콘

텐츠는 환경의 중요성을 함께 다룸으로써 교육적인 맥락도 담

아내고 있다.

이는 미래인재양성의 세계적 ‘테크 에듀 엔터테인먼트’가 되기 

위해 매진하고 있는 ㈜트레셋에 관한 이야기다. 트레셋은 핵심

역량인 로봇제작 분야에 매진하여 4차 산업혁명의 대표기술

인 AI를 꾸준히 선보이며 공신력을 쌓아가고 있다. 때문에 ㈜

트레셋의 송용남 감독의 ‘미래 기술교육의 대중화’를 내세운 트

레셋의 이야기는 시의적절하면서 흥미로울 수밖에 없다.

현장인터뷰:  송용남 ㈜트레셋 감독

‘메이커 교육’(maker education) 은 학생이 직접 물건을 만들거나 컴퓨터로 전자기기를 다루는 등의 작업을 하면서 창의력을 발휘

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거나 발견을 촉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체의 문제를 직접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겠다

는 정신적 바탕 위에 컴퓨터와 전자기기, 교육용 3D 프린터 등 관련 교구가 저렴하게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운동의 확산 속도가 빨

라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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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셋은 2017년 설립된 기업으로 비교적 업력은 짧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따른 교육시스템을 만들고 발전시키는 

주도적인 역할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특이하게도 기술과 문화의 조합이 두드러져 보이는 트레셋은 로보틱스 엔지니어, 교육 기획자

, 문화기획자가 한데 뭉쳐 에듀테인먼트(교육과 오락의 합성어) 영역 안에 창업을 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세계적인 교육 혁

명이라 할 수 있는 ‘에듀테크(교육과 기술의 합성어)’를 시스템 안에서 실현하고자 5명이 함께 의기투합한 것이다.



트레셋은 로봇 엔지니어와 아티스트가 협업하는 구조이다. 컬쳐테크

놀로지 로봇 콘텐츠를 개발하고, 개발한 로봇을 통해 시민과 지속적

으로 만나는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다. 또한 사회에 만연한 IT교육의 

격차를 줄이고, 환경 교육 콘텐츠로 환경 문제에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은 트레셋의 소셜 미션이기도 하다. 이에 대표적인 교육 콘텐츠로 ‘

메이커 교육’을 거론했는데 사교육 시장에서 메이커 교육의 비용 격

차로 인한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교육과 상호보완적

인 프로그램으로 메이커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트레셋은 5명의 구성원 중 정혜림 대표를 포함한 3명이 코파운더(공동창업자)입니다.

저는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에듀테크 회사에 ‘감독’ 직함을 궁금해 하시죠.

제 직함은 ‘Technical art Director’로 표기 되구요.

지금 제가 회사에서 맡은 업무는 교육 및 문화기술 콘텐츠 기획과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기획, 소통, 협업의 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늘 사고가 깨어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서로간의 벨런스를 잘 맞추기 위해 늘 숨고르기가 필요한 위치이죠.

특성이 다른 기술과 문화(아트)를 얼마만큼 조화롭게 엮어낼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개인 진로에 적용될 수 있는 매개로서의 로봇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창의적인 메이커 교육을 제공

하고 있다. 청소년과 청년에게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창의적인 메이커 교육도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령층에 필요한 맞춤

교육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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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셋은 LG소셜캠퍼스에 소속된 소셜 벤처기업이다. LG소셜캠퍼스는 LG전자와 LG화학이 사회적 경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조성한 금융지원, 공간지원, 성장지원, 인재육성의 통합지원 플랫폼이다. 우리 세대의 혁신을 넘어 다음 세대로 더 나

은 삶을 잇기 위한 혁신을 지향하고자 만든 공간이다. 송 감독은, “트레셋은 2018년 소셜캠퍼스의 공간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입

주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회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과 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회사 홍보 활동을 원

활히 할 수 있었죠”라며 이를 기반으로 펼쳐온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다.



트레셋의 주요 사업은 소프트웨어 교육과 문화기술 분야로 나뉩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프로그램 기획, 교재 및 교구 개발, 최종 운영까지 원스톱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죠.

현재는 B2B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어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프로그램 개발 의뢰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서울 경기권의 중학교에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화기술 사업 분야는 개발 단계에 있어요.

올해 서울시 한강 몽땅 축제에서는 저희가 개발한 로봇이 퍼포먼스로 등장할 예정입니다.

로봇과 새로운 기술로 사람들에게 감동과 웃음을 주는 것은 트레셋의 보람이고 추진동력이 되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트레셋의 세심함은 빛을 발한다. 송 감독은 사업에 있어 일 순위는 ‘회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내부 학습 과정’이라고 말했다. 개발자와 비 개발자간 상대 영역에 대한 이해를 돕는 ‘소통’을 우선 시한다. ‘기술’과 ‘기획의 방향’에 

대한 서로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은 결과물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교육 사업 분야에서는 학습 대상자를 고려하기 위한 트레이닝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더라도 학습 대상자

가 원하지 않거나 맞지 않는다면 프로그램으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트레셋 교육의 특징은 ‘문화기술, 문화예술교육, 청년벤처’가 어우러진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기술 습득이다. 문화와 연계한 트레셋

교육의 특징은 그 방침에서도 두드러진다. 송 감독은 “소프트웨어 메이커 교육에는 참여자가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한 문제나 주

위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찾는 문제 인식단계와 문제를 해결하는 개발단계,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공유단계 등 3가

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술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인문학적 사고와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들기 과

정에서는 한정된 자원과 기술 안에서 창의적인 만들기가 이루어지죠. 마지막 공유 과정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과 소통

하고 공유하면서 지속적인 문화를 만드는 과정입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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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셋의 교육 대상은 아동에서 청소년, 성인까지 전 연령대를 포괄하고 있다. 전 생애주기적인 교육방침이라고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이는 초기 에듀테크 교육 시장에 진출할 때 기업, 공공기관, 학교 등 다양한 기관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 전 연령대 교육

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기존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일상이다 보니 많은 경험이 축적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올해에는 초등 고학년부터 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보완·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문가의 자문을 지

속적으로 프로그램에 반영하면서 역량을 키우기 위한 내부 스터디로 프로그램을 견고히 다지겠다는 각오이다.



트레셋의 추진 동력은 내적인 소통과 노력, 전문가와의 연계뿐 아니라 현장의 반응과 열기에서 얻는다. 송 감독은 “2017년부터 

성북구의 청소년 공동체의 교육복지 대상 아이들과 매주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익숙지 않아 코

딩, 로봇, 사물인터넷, 3D프린터를 브랜드명처럼 알고 말하던 것들을 이제는 개념을 이해하고 능숙하게 다루는 단계까지 발전했

습니다”라며 에피소드를 이어갔다.

“작년에는 청소년들이 중국의 심천 메이커페어에 참여했었죠. 비용은 아르바이트와 자신들의 심천 프로젝트 펀딩을 만들어 모금

을 했고 심천에 출품할 IoT 제품을 만들어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에게 선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

었으며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라며 “올해는 이 동아리의 모임 소속인 고등학생 친구가 과

학발명경진대회에 나가서 서울시 교육감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IT분야에 전문지식이 없던 친구들이 2년 연속 세계 페어(201

8년 1회 출품)에 출품하고 경진대회(제41회 서울시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했다는 것은 저희나 다른 학생들에게

도 큰 자극제가 되었죠”라면서 상기된 표정을 금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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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감독은 이미 세간에서 메이커교육 분야의 사회적 기업가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메이커교육을 주도하고 발전시켜 나갈 송 감독

의 향후 계획은 일관되게 ‘기본’을 저버리지 않는 것으로 요약된다.



한국에서 메이커 교육,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 등은 이제 시작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술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예전부터 해왔겠으나

공교육 의무화를 통해 누구나 배우게 된 것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필요한 상태이구요.

이럴 때 일수록 전문가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공유도 더 활발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춤형 기술교육을 통해 교육을 접한 개개인이스스로의 능력을

깨우치고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진정한 교육’이 되지 않을까요?

송 감독은 대학의 젊고 유능한 엔지니어 전공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전공자들에

게는 각자의 전공에 맞는 일거리를 통해 경제 활동에 도움을 주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와 협업을 통해 트레셋의 콘텐츠를 소개하고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이들이 창의적인 놀이와 교육을 동시 경험할 수 있는 

오프라인 교육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빠뜨릴 수 없다고 말하는 송 감독의 표정에서 ㈜트레셋의 미래가 느껴졌다. ‘누구에게

는 신선함이고 누구에게는 두려움일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면서 적어도 두려움보다는 기회로 받아들이는 통로가 되는 

교육이야말로 힘 있는 교육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인터뷰 말미에 들었다.

숫자로 읽는 문화관광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관광일자리 분석

글: 송철재 국문화관광연구원 통계평가센터 통계관리팀 차석전문원

4차 산업혁명은 관광산업 구조 변화와 일자리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이와 관련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 관광기업들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혁신을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관

광산업의 변화와 새로운 관광일자리 모색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적 접근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1)

이에, 본 자료에서는 사회적, 일자리 측면의 4차 산업혁명의 영향도, 관광일자리의 변화 및 기술 영향도, 주요 핵심 기술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을 이해하기 위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지난 2018년 11월14일부터 11월23일까지 10일간 실시한 설문조

사 결과(한국문화관광연구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 관광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2))를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표 1>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관광일자리 전문가 의견 조사 개요

구분 세부 내용

조사 대상 정부 부처 및 지자체 담당자, 학계, 업계 담당자

조사 표본 39명(관광학계: 10명, 연구기관: 16명, 산업계: 13명)

조사 방법 자기기입시 온라인 설문

조사 기간 2018년 11월 14일 ~ 11월 23일

조사 내용
사회적, 일자리 측면의 4차 산업혁명의 영향도 및 정책 이행도, 관광일자리 변화 및 기술 영향

도, 주요 핵심 기술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적, 일자리 측면의 영향도 및 정책 이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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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측면의 각 항목별 영향도와 정책 이행도를 살펴보면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및 실업률 증가(평균 = 4.13)’, ‘디지털 

기반의 관광 비즈니스 전환(평균 = 4.18)’에 대한 영향도가 가장 높게 평가 되었으며, 정책 이행도는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



타남

■ 일자리 측면의 각 항목별 영향도 및 정책 이행도를 살펴보면 ‘업무효율성 및 생산성 증가(평균 4.26)’, ‘통찰력·융합적 역량 강화

(평균 4.08)’, ‘인간과 기계의 협업 확대(평균 4.05)’, ‘기술진보에 따른 고용형태의 다양화(평균 4.03)’ 등과 같은 이슈에 대한 영향

력이 높게 평가되었고, 정책 이행도의 경우 보통 수준으로 나타남

<표 2>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적, 일자리 측면의 영향도 및 정책 이행도의 평균

구분

전체(n=39) 산업계(n=13)

영향도
정책

이행도

영향도-

정책 이행도
영향도

정책

이행도

영향도-

정책이행도

사회적

측면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및 실업률 증가 4.13 3.05 1.08 3.69 2.92 0.77

업무 복잡성 증 2.74 2.77 -0.03 2.85 2.85 0.00

디지털 교육 및 훈련비용 증가 3.77 3.36 0.41 4.00 3.38 0.62

디지털 기반의 관광 비즈니스 전환 4.18 3.31 0.87 4.31 3.38 0.93

전통적 관광산업의 위협 증대 3.64 2.92 0.72 3.54 2.92 0.62

일자리

측면

기술 진보에 따른 신규 관광 일자리 창출 3.44 3.03 0.41 3.54 2.92 0.62

기술 진보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 3.87 3.21 0.66 3.54 2.85 0.69

인간과 기계의 협업 확대 4.05 3.21 0.84 3.77 2.92 0.85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 증가 4.26 3.33 0.93 3.92 3.00 0.92

통찰력·융합적 역량 강화 4.08 3.33 0.75 3.85 2.92 0.93

기술진보에 따른 고용형태의 다양화 4.03 3.21 0.82 3.85 3.08 0.77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관광일자리 변화 및 기술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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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과 같이 전체적으로 ‘여행상품개발 일자리’ ‘여행상품 상담 일자리’, ‘여행안내 일자리’, ‘숙박기획·개발 일자리’, ‘객실관리



일자리’, ‘부대시설관리 일자리’, ‘카지노 운영관리 일자리’, ‘크루즈운영관리 일자리’, ‘유원시설운영관리 일자리’ 는 일자리가 5년 내

감소하면서도 기술 영향도를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산업계에서는 ‘여행 상품상담 일자리’, ‘여행안내 일자리’가 5년 내 감소하면서도 기술 영향도를 크게 영향 받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여행상품개발 일자리’와 ‘회의/전시/이벤트기획 일자리’는 고용이 증가하면서 기술에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핵심 기술 우선순위

구분

전체 산업계

증감
기술

영향도

증감-

기술영향도
증감

기술

영향도

증감-

기술영향도

여행서비스

여행상품개발 일자리 2.92 3.56 -0.64 3.15 3.62 -0.47

여행상품상담 일자리 2.18 3.77 -1.59 2.23 3.62 -1.39

여행안내 일자리 2.38 3.87 -1.49 2.38 3.77 -1.39

캐빈서비스 일자리 2.87 3.10 -0.23 2.69 3.00 -0.31

숙박서비스

숙박기획·개발 일자리 2.95 3.38 -0.43 3.00 3.54 -0.54

객실관리 일자리 2.54 3.36 -0.82 2.23 3.23 -1.00

부대시설관리 일자리 2.67 3.36 -0.69 2.69 3.23 -0.54

연회관리 일자리 2.74 3.03 -0.29 2.69 2.92 -0.23

집객서비스 일자리 2.62 3.21 -0.59 2.54 3.15 -0.61

컨벤션 회의/전시/이벤트기획 일자리 3.31 3.26 0.05 3.62 3.31 0.31

관광레저서비스

카지노기획개발 일자리 3.05 2.97 0.08 3.23 3.00 0.23

카지노운영관리 일자리 2.67 3.49 -0.82 2.85 2.92 -0.07

크루즈운영관리 일자리 2.97 3.33 -0.36 3.00 2.92 0.08

유원시설운영관리 일자리 2.72 3.33 -0.61 2.85 3.15 -0.30

관광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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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1순위는 빅데이터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순위 가상현실(VR) 및 증

강현실(AR), 3순위 사물인터넷, 4순위 인공지능(AI), 5순위 와이파이 연결, 6순위 블록체인, 7순위 음성인식 기술, 8위 웨어러블 

기기, 9위 자율주행자동차 순으로 평가됨

<표 4>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관광일자리 전문가 의견 조사 개요

우선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핵심기술 빅데이터
가상현실

증강현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와이파이

연결
블록체인

음성인식

기술

웨어러블

기기

자율주행

자동차

기타 의견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 관광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타 의견으로는 교육 및 훈련 측면과 정부 차원, 관광산업 부문의 기술 

영향력 파악, 인간과 기술의 조화, 신규 일자리 창출 등과 의견이 제시됨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가장 영향력 받게 되는 관광산업 영역이 무엇이고,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4차 산업혁명 기술 중

관광산업에 영향력이 큰 기술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가 주로 제시됨

■ 관광산업의 특성상 아직까지는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통해 관광산업 일자리를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인적 서비스

를 기술로 대체하기 보다는 업무 및 서비스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술을 활용하는 등 인간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

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됨

1) 전효재·한희정(2018),「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 관광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 연구방법의 일환으로 관광산업의 4차 산업혁명 영향 등과 관련된 전문가를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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