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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적극적 공공구매· 상암DMC 거점화 등으로
서울시 스마트미디어산업 지원 확대 필요

서울시, 4대 유망산업 중 하나로 스마트미디어산업 선정해 ‘육성 박차’

서울형 신산업으로 스마트미디어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시는 2018년 1월 

31일에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4대 유망산업의 하나로 스마트미디어산업을 포함

시켰다. 또한 2018년 3월에 서울시와 과학기술정통부는 스마트미디어산업을 육성하기 위하

여 상암 DMC를 ‘미디어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스마트미디어산업은 구 미디어산업(책, 만화, 신문)이나 뉴미디어산업(방송, 상, 게임 등)보

다 스토리·사운드 등의 콘텐츠 전달 측면에서 한층 더 진일보한 산업이며, 그 기반에는 IT 

기술이 존재한다. 스마트미디어산업은 가상현실기술(VR), 증강현실기술(AR), 실감미디어기

술, 인터넷/모바일 플랫폼 등과 같은 IT 인프라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더욱 현실적으로, 시공

간 제약 없이 전달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그림 1] 스마트미디어산업과 다른 산업 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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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콘텐츠분야 기업, 경기는 디바이스분야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아

스마트미디어산업에서는 콘텐츠 기획개발에서 제작, 유통까지 각기 다른 기업이 활동 중이다. 가치

사슬 단계의 관점에서 스마트미디어산업은 C(콘텐츠)와 N(네트워크), P(플랫폼), D(디바이스) 

등의 단계로 이해될 수 있다. 콘텐츠 기업은 콘텐츠의 기획과 제작을 담당하는 기업이고, 네트

워크 기업은 KT 등 통신 인프라 및 통신 서비스 기업이며, 플랫폼 기업은 유튜브나 디아TV처럼 

콘텐츠를 유통시키는 공간을 제공하는 기업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디바이스 기업은 콘텐츠 

제작과 유통에 필요한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제조업체이다.

[그림 2] 스마트미디어산업의 가치사슬 

2016년 잠재 스마트미디어 사업체의 51.1%가 서울에 소재하여 산업의 높은 서울 집중성을 

보여주고 있다. 가치사슬별 지역 차이를 살펴보면, 서울은 콘텐츠 분야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

이 분포해 있는데, 경기도는 콘텐츠 업체도 많지만 디바이스 분야 기업의 비중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 사업체는 콘텐츠 업체 74.9%, 디바이스업체 2.4%이지만, 경기 사업체는 

각각 51.9%, 22.2%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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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2017, 전국사업체조사를 토대로 분석

[그림 3] 잠재 스마트미디어산업의 가치사슬단계별 사업체 비중(2016)

기술연접으로 기존 미디어기업→스마트미디어기업으로 확장·전환 쉬워

스마트미디어기업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기존 뉴미디어 기업과 스마트미디어 기업 간 기술 간격이 

그리 크지 않아, 기존 업체가 스마트미디어 기업으로 업종 변경을 하거나 VR·AR 상품을 추가 제

작하는 것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VR, AR 등의 기술이 기존 프로그래머에게는 쉽게 접

근가능한 기술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구글 등의 글로벌 IT 기업이 콘텐츠 제작이 쉽도록 ‘표준화

된’ 저작도구를 기존 업체에 제공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게임업계에서는 표준화된 게임엔진(유니

티, 언리얼 엔진)을 이용하여 VR과 AR 구분 없이 콘텐츠를 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되어, 2D게임

업체에서 VR·AR 게임개발업체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4] 게임 제작 엔진 활용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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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업생태계 핵심인 콘텐츠산업 확장 위해 집중 지원정책 필요

스마트미디어산업의 생명력은 콘텐츠 제작업체의 개발력에 달려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산업

생태계의 핵심인 콘텐츠산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집중 지원해야 한다. 요컨대 서울시는 콘텐츠

업체의 스타트업을 장려하고 기존 산업이 스마트미디어산업으로 업종변경하거나 확장토록 지

원해야 할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 소재 콘텐츠업체를 위한 개방형 시스템 구축, 적극적 구매정책 추

진, 상암DMC 거점화 등의 3대 정책방향을 제시하 다. 첫째, 소규모 콘텐츠업체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방형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시장인 만큼 시장 수요의 불안

정성을 완충시켜주는 구매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기업을 위한 ‘원스톱 올인원

(one-stop all-in-one)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암DMC 거점화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림 5] 서울시 스마트미디어산업을 위한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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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차원적 네트워킹 활성화로 콘텐츠업체의 개방형 시스템 구축 지원

콘텐츠업체가 산업생태계 내의 다른 기관과 기업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는 C-N-P-D 가치사슬 내 기관과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개방형 시스템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첫째, 서울시는 콘텐츠 개발에 관여하는 전문업체와 개방형 콘텐츠(open contents)에 대한 

정보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정보플랫폼은 중소 콘텐츠업체가 그래픽, 사운드, 스토

리 관련 콘텐츠 등을 보유하는 전문업체와의 협업을 활성화시켜 줄 것이다.

둘째, 서울시는 콘텐츠업체와 플랫폼 기업의 협업이 활성화되도록 네트워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서울시는 플랫폼 기업과의 네트워크 기회로 정규적인 ‘데모데이’를 활성화하여 개발 콘

텐츠의 시연 기회를 늘려야 한다. 그리고, ‘K팝스타’ 경연프로그램처럼 플랫폼 기업의 컨설팅 

과정을 거쳐 투자가치가 있는 콘텐츠로 개발하고 투자연계가 추진되는 ‘콘텐츠 Competition’

을 실시해야 한다.

[그림 6] 아이디어 공모전: 콘텐츠 Competition

셋째, 서울시는 콘텐츠업체가 자신의 독자적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특허와 기술사업화

에 필요한 정보와 인력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술 사이버 마켓’을 구축하고 ‘스마트

콘텐츠 인력양성프로그램’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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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공공구매정책으로 콘텐츠업체의 시장수요 불안정성 문제 완화 

신산업에 속하는 스마트콘텐츠업체는 소비자에게 아직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생산하므로 시장 

수요의 불안정성 문제에 직면한다. 일반적으로 공공구매는 신산업의 유효 수요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진다. 서울시는 적극적인 공공구매정책을 추진하여 단기적으로는 콘텐

츠업체에 안정적인 내수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시민에게 VR 등 새로운 콘텐츠를 접하게 

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게 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나 공공기관이 시민에게 제공하는 콘텐츠를 스마트콘텐츠로 제공하도록 장려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의 주요 역사문화공간에서의 VR 체험 콘텐츠나 서울 관광VR투어 

앱을 제공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공공 홍보를 위한 전광판이나 공공 옥외광고물 등을 

스마트콘텐츠 기술이 재현되는 디지털사이니지(인터랙티브 상 등)로 전환하면 스마트미디어

산업을 위한 대규모 공공구매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라뜰리에의 미디어 아트쇼: ‘모네의 정원’
동대문 미술체험파크

서울스퀘어 빌딩의 아트워크(미디어 파사드)

[그림 7] 사례: VR 체험공간, 디지털사이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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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DMC, 원스톱 서비스 제공하는 스마트미디어 클러스터로 전환해야

상암DMC를 ‘중견기업의 섬’에서 ‘신생/중소’ 콘텐츠업체에게 ‘원스톱 올인원(one-stop 

all-in-one)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미디어 클러스터로 재편하여 거점화해야 한다.

첫째, 상암DMC가 신규 개발된 콘텐츠의 테스트베드이자 성지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

해서는 ‘상암DMC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 강화 및 브랜딩’ 전략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상암DMC 페스티벌의 대중성을 확보하고, 스마트콘텐츠 화제(웹드라마, VR 화, VR

콘텐츠 등) 개최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서울시는 상암DMC 내부나 인근에 도심형 테마파크

를 조성하는 것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서울시는 스마트콘텐츠업체의 창업과 교류를 장려하기 위해 ‘코워킹스페이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공공지원시설(첨단산업센터, 산학협력연구센터 등)에서 규격화된 오피스 건

물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중 일부를 콘텐츠 스타트업이나 개발자가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사

용할 수 있는 코워킹스페이스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코워킹스페이스의 공용 공간 코워킹스페이스의 독립 공간

자료: 위워크 홈페이지(www.wework.com)

현대카드 스튜디오블랙 홈페이지(studioblack.hyundaicard.com)

[그림 8] 코워킹스페이스의 공간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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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ㅣ 연구 개요

1_연구 배경과 목적 

1) 서울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신성장산업의 육성 필요 

서울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수위 경제도시 위상을 지녔지만, 현재 경제 중심성이 약화되고 

있다. 수도권 내 기업의 분산으로 인하여 점차 경기도가 서울을 추월하는 양상이다. 지역

내총생산(GRDP)에서 2016년 경기도가 서울을 역전했다. 2016년 서울의 GRDP는 약 

359.4조 원(전국의 21.9%)이었으며 경기도는 373.3조 원(전국의 22.7%)이었다. 서울의 

GRDP 비중은 2006년 23.9%, 2011년 22.8%, 2016년 21.9%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서울의 경제 중심성 약화는 다른 경제지표에서도 명확하다. 전국 대비 서울의 비중을 살펴

보면, 서울의 사업체 비중이 2006년 22.7%에서 2016년 20.8%로 감소했으며, 종사자 비

중은 25.2%에서 23.9%로 감소했다. 또한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는 서울 창업의 

비중이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다. 2016년 창업의 지역별 비중을 보면, 서울은 전국의 

21.2% 으나 경기도는 25.9%로, 창업이 경기도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지표는 경제활동이 서울에서 경기도로 분산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최근에 경기도에 판교테크노밸리, 광교테크노밸리 등의 산업공간이 계획 조성되면서, 서

울에서 경기도로의 기업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 신성장동력으로서 새

로운 산업 발굴이 서울 경제의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지역소득통계

[그림 1-1] 서울과 경기의 GRDP 비중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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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울 경기 전국

2006 2011 2016 2006 2011 2016 2016

GRDP 23.9% 22.8% 21.9% 20.5% 20.7% 22.7% 1,642조 원

사업체 수 22.7% 21.7% 20.8% 19.2% 20.8% 21.7% 3,950,192개

종사자 수 25.2% 24.9% 23.9% 20.5% 21.7% 22.6% 21,259천 명

신생 사업체 수 24.2%* 22.8% 21.2% 25.5%* 25.1% 25.9% 876,414개

주 1: GRDP는 2010년 기준가격

주 2: 신생 사업체 수 *의 기준연도는 2007년임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지역소득통계, 기업생멸행정통계, 전국사업체조사

[표 1-1] 서울과 경기도의 경제 동향(2011~2016): 전국 대비 비중

2) 중앙정부와 서울시, 스마트미디어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

중앙정부와 서울시 모두 신성장산업으로 스마트미디어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보

이고 있다. 서울시는 민선 6기인 2018년 1월 31일에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4대 유망산업의 하나로 스마트미디어산업을 포함시켰다1). 연이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의 민선 7기 공약2)으로 ‘스마트콘텐츠’3)를 육성하기 위하여 상암DMC를 ‘스

마트콘텐츠 혁신성장거점’으로 키울 것을 내세웠다.

스마트미디어산업 육성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2018년 3월에 서울시와 과학기술정통부는 

스마트미디어산업 육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방송

사 등이 집적해 있는 상암 DMC를 ‘미디어 클러스터’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다섯 

가지의 사업 방향을 제시했다. ① DMC 내 디지털사이니지 특화거리 조성, ② 5G 및 IoT

에 기반한 첨단 디지털미디어 구현, ③ 융합 콘텐츠 기술과 연계된 DMC페스티벌 공동개

1) 2018년 1월 혁신성장 프로젝트의 비전은 ‘모두 함께 잘사는 경제도시, Weconomics’이다. 4대 유망산업 중 하나로 문화콘텐츠산
업이 선정되었으며, 이 문화콘텐츠산업은 전통적인 웹툰, 영화, 애니메이션 산업뿐만 아니라 가상현실기술 등 영상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미디어산업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전통 콘텐츠산업은 남산 애니타운을, 새로운 콘텐츠산업인 스마트미디어산업
은 상암DMC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2) 민선 7기 공약에서는 6대 융합산업으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문화콘텐츠, 핀테크, 스마트인프라산업을 
언급하고 있다.

3) 서울시에서 언급하는 스마트콘텐츠산업은 이 연구에서의 스마트미디어산업과 동일하나, 서울시에서 ‘콘텐츠’ 개발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는 콘텐츠산업을 둘러싼 연관 산업을 포함하므로 혼란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미디어
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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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④ VR·AR 산업지원시설 조성, ⑤ DMC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 및 공동추진 등이 

바로 그것이다(과기정통부 보도자료, 2018.3.8.).

3) 스마트미디어산업에 대한 개념화와 실태조사가 우선 필요

스마트미디어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여러 지원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하지만 스

마트미디어산업은 새롭게 등장한 신산업으로, 산업발전의 초기 단계에 있어 아직까지 그 

산업의 실체와 미래 발전 경로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 연구는 서울 스마트미디어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서울시 

스마트미디어산업의 위상과 산업생태계의 강·약점을 종합하여 서울시의 역할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림 1-2] 연구의 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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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연구 대상과 방법

1) 스마트미디어산업의 개념과 시장 영역

스마트미디어산업에 대한 정의는 아직까지 모호한 측면이 존재한다. 2014년 「스마트미디

어산업 육성계획」에 따르면, 스마트미디어를 ‘미디어가 ICT 인프라와 결합해서 시공간 및 

기기의 제약 없이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융합적･지능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발

전 중인 매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내리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 2014.12.5.)4).

이 연구에서는 스마트미디어산업을 가상증강현실 기술, 실감미디어 기술 등을 이용해 콘

텐츠를 개발하여 신 유통경로(인터넷/모바일 플랫폼 등)로 개인에게 전달하는 산업으로 

정의한다. 스마트미디어산업과 다른 미디어산업의 큰 차이는 콘텐츠 자체의 스토리나 유

형이 아니라 기술적 속성에 있다. 과거 1세대 미디어산업(책, 신문, 전단지 등)의 주요 전

달 기술은 출판인쇄술이었고, 2세대인 뉴미디어산업 시대에는 ‘전용’ 상통신장비(게임

기, 디지털TV, 화상스크린 등)를 통하여 방송, 화, 애니메이션, 게임, 광고 등의 콘텐츠

가 전달되었다.

[그림 1-3] 스마트미디어산업과 다른 산업 간의 차이

4) 미래창조과학부, 2014, 「스마트미디어산업 육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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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술로 인하여 부상하고 있는 대표적인 역은 인터넷 동 상 서비스(Over the 

Top, 이하 OTT), 디지털사이니지(Digital Signage), 실감미디어, 가상증강현실미디어, 소

셜미디어 등의 5대 신산업 역으로 간추려진다(미래창조과학부, 2014).

구분 정의 수익모델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 범용 인터넷망을 통해 비디오, 오디
오 등의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의 콘
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 VOD 서비스, Tving, 에브리온TV, 
Pooq 등

- VOD 이용료
- 광고 매출

소셜미디어

- 웹 기반의 대화형 미디어로, 이용자
들이 정보와 지식, 의견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미디어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블로그, 
위키, 팟캐스팅, 페이스북, 유튜브 등

- 광고 매출
- 콘텐츠 유통에 따른 플랫폼 매출(게

임개발자, 개인이용자, 음악/영상 등 
콘텐츠 이용자, 가상지갑 매출, 프리
미엄서비스에 대한 별도 이용료)

- 사용자(user) 통계 데이터 매출

실감미디어

- 시간·공간적 제약 없이 몰입감과 현
장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오감정보와 
감성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

- 3D 홀로그램, 실감영상, 웨어러블, 증
강현실, 동작인식 기반 미디어 등

- 관련 응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HW+SW) 매출

가상증강현실미디어
- 현실세계의 공간을 실제와 근접하게 

재현하여 이용자에게 실재감과 몰입
감을 제공하는 미디어

- 관련 응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HW+SW) 매출

디지털사이니지

-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관리가 가능한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공공 및 상업공
간에 설치하여 각종 정보·광고를 제
공하는 미디어

- 콘텐츠 서비스
- SW 및 HW 매출
- 설치, 유지/보수 등 운영비용
- 광고 매출

자료: 미래창조과학부(2014), 「스마트미디어산업 육성 계획」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 정리

[표 1-2] 스마트미디어산업의 5대 신시장 영역

OTT 서비스로는 범용 IP망,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서 동 상을 제공하는 것을 지칭한

다(European Parliament, 2015). OTT 기업으로 Tving, 에브리온TV, Pooq, 넷플릭스 

등이 있다. 소셜미디어 업체는 페이스북, 유튜브 등 창작자가 자유롭게 자체 개발한 콘텐

츠를 올릴 수 있는 개방형 공간을 제공한다. 대표적인 OTT 기업인 넷플릭스가 기획선정

한 콘텐츠만 공급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OTT와 소셜미디어가 새롭게 등장한 콘텐츠 유통업체라고 한다면, 실감미디어와 가상증



01 연구개요 / 7

강현실미디어는 새로운 콘텐츠 표현 기술이다. 최근에는 실감미디어 기술이나 가상증강현

실미디어 기술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통일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개념상으로 실감

미디어는 현장 몰입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청각 이외에 촉각, 후각, 미각 등을 자극하는 

ICT 기술이다. 가장 익숙한 실감미디어 사례로 촉각이나 진동이 결합된 4D 화가 있을 

수 있다. 한편, 가상증강현실미디어는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허물거나 결합한다. ‘포켓몬 

고’라는 게임은 게임 플레이어의 현재 위치와 게임 캐릭터를 결합하여 단말기(스마트폰)에 

재현하는 대표적인 증강현실미디어 사례다.

디지털사이니지는 각종 메시지를 제공하는 옥내‧외 디지털 미디어를 의미한다. 디지털사이

니지는 최첨단의 콘텐츠 IT기술의 결정판으로 상업 광고, 공익 광고, 도시 디자인 등에 

사용될 수 있다. 압구정 갤러리아백화점, 서울역 서울스퀘어, 명동 롯데 플라자, 상암

DMC,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세빛둥둥섬 등에서 다양한 미디어 파사드를 볼 수 있다.

압구정 갤러리아백화점 서울역 서울스퀘어

명동 롯데영플라자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자료: 갤러리아백화점 홈페이지(dept.galleria.co.kr), 서울스퀘어 홈페이지(www.seoulsquare.com)

아이안 홈페이지(ianpnk.com), 동대문디자인플라자 홈페이지(www.ddp.or.kr)

[그림 1-4] 국내 미디어 파사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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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콘텐츠 개발~유통까지 C-N-P-D 가치사슬로 분석

스마트미디어산업은 C(콘텐츠)-N(네트워크)-P(플랫폼)-D(디바이스) 가치사슬 단계를 통

해서 콘텐츠가 개발되고 상품화된다. 일반적으로 가치사슬은 제품의 기획, R&D, 생산, 

유통, 마케팅 등 상품화의 전 과정을 의미하는데, 이 가치사슬에 입각한 분석은 개별 단계

에서의 부가가치 창출 원천과 해당 기업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에 유용하다.

제조업 생태계의 가치사슬에서는 C(콘텐츠)와 D(디바이스)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생산

이라는 한 과정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스마트미디어산업 생태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이 두 산업의 작동 기제와 고충사항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C와 D를 분리한다. 스마트미디어산업 가치사슬의 핵심 역인 C(콘텐츠)는 창조적 서비

스산업에 속하고,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장비와 구글카메라와 같은 단말기인 D(디바이

스)는 제조업에 속한다.

C(콘텐츠)는 콘텐츠의 기획, 개발, 사운드/그래픽 결합 등 최종 상물을 창조하는 단

계로, 상제작업체(CJ E&M에서 분리된 스튜디오드래곤), 광고업체(제일기획), 1인 창

조기획자 등이 활동한다. N(네트워크)은 통신/온라인 네트워크 제공업체로 KT, SKT 등

의 업체가 있다. 플랫폼은 콘텐츠를 유통시키는 단계로, OTT 업체와 소셜미디어 업체

가 주요 행위자로 활동한다. 마지막으로, D(디바이스)는 소비자에게 콘텐츠를 전달하

는 최종단계로, 소비자가 이용하는 단말기를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활동한다. 디바이스 

분야는 개인 소비자가 쓸 VR 기어부터 VR 체험방의 단말기, 키오스크 등까지 다양한 

규모의 장비를 생산하게 된다.

스마트미디어산업에서는 다른 미디어산업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플랫폼 기업이 콘텐츠 

출시를 판단하는 최종 결정자로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한다. 그렇지만 콘텐츠 생산이 사

실상 부가가치의 기반을 형성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콘텐츠 업체가 제품개발을 

위해 다른 N, P, D 업체와 맺는 관계성을 파악하고 콘텐츠 업체의 고충사항을 중점적

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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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스마트미디어산업의 가치사슬 

3) 시장 동향 분석과 기업 인터뷰를 통하여 현장 목소리를 파악

스마트미디어산업은 신생 산업으로 아직까지 통계나 실태조사 결과가 없다. 현재 ‘스마트

미디어산업 실태조사’가 진행되어 2019년에는 통계청 승인 통계로 공개될 예정이나 현재

는 이용할 수 있는 통계가 없다.

산업에 대한 객관적 자료의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전문가를 활용하여 

스마트미디어산업의 국내외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와 서울시 산업생태계의 잠재요소

를 파악하 다. 또한, 전반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에서 

스마트미디어 업체가 속해 있을 수 있는 스마트미디어 ‘잠재’ 산업 코드를 선정하여 통계

청의 ‘전국사업체조사’ 통계를 분석하 다. 해당 통계와 한국가상증강현실협회의 회원사 

통계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 ‘잠재’ 산업 코드가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스마트미디어산업 생태계의 강·약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문가, 협회 관계자, 기업체를 대

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했다. 특히, 기업체를 대상으로 제품의 주력 분야, 창업한 이유, 인

력 관련 고충사항, 기술적 고충사항, 정책 수요 등을 질의하 으며, 상암DMC와 같이 대

표적인 클러스터에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로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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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ㅣ 스마트미디어산업의 성장과 특징

1_시장 규모와 동향

1) 개요

스마트미디어산업을 구성하는 5대 역의 국내외 시장 규모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TT, SNS 등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와 서비스가 등장하고 가상증강현

실미디어(VR·AR), UHD TV 등 관련 기술과 장비가 개발되면서 이를 이용하는 콘텐츠도 

늘어나는 양상이다. 

스마트미디어산업 5대 역의 경계가 모호하고, 현재 스마트미디어산업을 규정하는 표준 

통계가 없기 때문에 스마트미디어산업 전체 규모를 추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장에서

는 국내외 정책, 연구보고서 등의 자료를 취합하여 스마트미디어산업의 역별 성장 규모

를 파악하 다. 

2) 국내·외 스마트미디어산업의 성장

(1) 해외

해외 스마트미디어산업 시장은 5대 역 모두 큰 폭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OTT와 소셜미디어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Grand View Research(2017)의 보고서에 따

르면 전 세계 OTT 시장 규모는 2016년 352억 달러에서 2020년 742억 달러로 연평균 

2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tatista(2018)는 전 세계 소셜미디어 시장 규모가 

2016년 315억 달러에서 2019년 456억 달러로 연평균 13.1%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디지털사이니지(미래창조과학부, 2015)와 VR·AR 시장(한국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6)

은 각각 12.9%와 9.7%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으며(’16~’20), 실감미디어의 주요 분야 

중 하나인 UHD TV 시장(IHS, 2016) 역시 연평균(’16~’20) 9.5% 성장하는 것으로 예측했

다([그림 2-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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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1억 달러) 

OTT 소셜미디어 디지털사이니지 UHD TV VR·AR

자료: OTT – Grand View Research(2017)         소셜미디어 – Statista(2018)  

디지털사이니지 – 미래창조과학부(2015)       UHD TV – IHS(2016)

VR·AR – 한국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6)

[그림 2-1] 세계 스마트미디어산업 전망

(2) 국내

우리나라의 스마트미디어산업 역시 전 역이 크게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OTT 시장과 소셜미디어 시장의 성장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2016년 70억 달러 규모

던 국내 OTT 시장은 2020년 203억 달러로 연평균 성장률(’16~’20)이 30.5%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되며 소셜미디어 시장은 2016년 8천억 원에서 2020년 1조 4천억 원으로 연평균

(’16~’20) 15.6% 성장하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디지털사이니지(’16~’20)와 VR·AR(’17~’20) 

시장은 연평균 11%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었다([그림 2-2] 참고).

OTT 소셜미디어 디지털사이니지 UHD TV VR·AR
(단위: 1억 달러) (단위: 1억 원) (단위: 1조 원) (단위: 1억 원) (단위: 1억 달러)

자료: OTT – Grand View Research(2017)

SNS – ResearchAd(2017) 홈페이지

디지털사이니지 – 미래창조과학부(2015)

UHD TV – IHS(2016)

VR·AR – 한국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6)

[그림 2-2] 국내 스마트미디어산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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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5대 영역별 동향

1) OTT 

OTT(Over the Top)에 대해 합의된 구체적 정의는 없으나, 관습적으로 범용 IP망을 이용

해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동 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통신망과 동 상 전송 기술 발달, 개인용 스마트 기기 보급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실시간

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개인들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선택적으로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와 맞물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에서 OTT 시장이 큰 폭으

로 성장하고 있다.  

(1) 해외

Grand View Research(2017)에 따르면 2020년 세계 OTT 시장 규모는 약 742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통신망의 발달과 개인용 디바이스의 보급으로 본격적인 온라인 스트리

밍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세계 OTT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료: Grand View Research(2017)

[그림 2-3] 세계 지역별 OTT 디바이스 및 서비스 시장 비율(2017)

글로벌 OTT 시장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곳은 북미이다. 2017년 북미의 OTT 시장 

규모는 약 241억 달러로 글로벌 시장의 48.8%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미 시장의 

성장은 기술 혁신에 따른 통신망과 디바이스 보급으로 안정적인 온라인 동 상 스트리밍 



02 스마트미디어산업의 성장과 특징 / 15

서비스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 서비스는 개인 맞춤형 경험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하며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북미 기반의 회원

제 온라인 동 상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Netflix)를 들 수 있다. 넷플릭스 가

입자 수는 기존 케이블 방송업체인 HBO의 가입자 수를 뛰어넘었으며, 시가총액은 최대 

미디어 그룹인 디즈니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왔다. 이렇듯 OTT 시장은 전통적인 콘텐츠 

유통 산업을 위협하며 미디어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그림 2-3] 참고). 

<참고> 넷플릭스(Netflix)
■ 개요
∙ 1997년 설립한 미국의 OTT 기업으로 회원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가 주력 상품
∙ 기존 케이블 시청자가 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의 이른바 ‘코드 커팅(Cord-Cutting)’ 현상

을 주도하며 미국 내 엔터테인먼트 산업 판도를 바꿔나가고 있음
 - 시가총액: 1,620억 달러(디즈니 1,520억 달러)
 - 가입자 수: 190여 개국, 1억 3,000만 명(2017년 1분기 기준)
∙ 외부 콘텐츠 제공에 더해 독점 판권을 가진 콘텐츠와 자체 제작 콘텐츠가 잇달아 흥행

하면서 회원 수 급증

자료: 미주중앙일보(2018.05.25.), “넷플릭스 시가총액…디즈니도 앞질렀다”

(2) 국내

우리나라 OTT 시장 역시 해마다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Grand View 

Research(2017)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OTT 시장은 2020년 203억 달러에 이를 

것이며 연평균 성장률(’16~’20)은 30.5%로 세계 시장의 성장률(20.5%)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OTT 시장은 수익 구조에 따라 광고 기반인 AVOD(Advertising VOD)와 스트리밍 기반

인 SVOD(Subscription VOD), 시청 건당 요금이 부과되는 TVOD(Transactional VOD)

로 세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OTT 시장은 AVOD 점유율이 41.3%로 가장 높았으며, 

SVOD가 29.3%로 그 뒤를 이었다. 국내 OTT 시장이 광고와 스트리밍 서비스 기반으로 

수익구조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4] 참고).  



16 / 서울시 스마트미디어산업의 특성과 활성화방향

자료: Grand View Research(2017)

[그림 2-4] 국내 OTT 시장 수익 구조(2017)

국내 OTT 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기존의 플랫폼/콘텐츠 사업자가 자사의 기반을 바탕으

로 OTT 시장에 진출해왔으며, 최근에는 MCN(Multi Channel Network) 등 OTT 플랫

폼에 특화된 콘텐츠와 서비스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현재 국내 주요 OTT 서비스로

는 통신 3사가 제공하는 OTT 서비스(옥수수, 올레tv모바일 등)와, 콘텐츠 연합플랫폼인 

푹(Pooq), CJ E&M의 티빙(Tving), 포털사업자인 네이버, 카카오 등이 있다. 여기에 콘

텐츠 제공자로서 방송사· 화사 등 기존 콘텐츠 사업자와 MCN 콘텐츠 사업자, IT 소프

트웨어 사업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있다([그림 2-5] 참고).

 
2006
SBS라디오
서비스 고릴라 오픈

2010
CJ 헬로비전(현 E&M)
Tving 론칭

2015
LG LTE 비디오 포털 서비스 출시

2009
지상파 인터넷 다시보기 

서비스 론칭으로 통합

2012
지상파 OTT서비스

Pooq으로 통합

2014
미래창조과학부
스마트미디어산업 육성계획 발표

2016
Netflix 국내 출시
SKB 옥수수 출시

[그림 2-5] 국내 주요 OTT 서비스 연혁

우리나라 OTT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스마트기기의 보급이 확산되

고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안정적인 통신망을 통해 양질의 콘텐츠를 즐기는 것이 가능해

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환경에 라이프스타일이 맞춰진 20~40대를 중심으로 OTT 서비스 사용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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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8)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OTT 서비스 이

용자의 97.9%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스마트패드)를 통해 OTT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PC와 노트북 이용(각각 10.0%, 5.3%)보다 월등히 높다. 연령

대별 OTT 서비스 이용자 비율은 20대가 25.4%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30대

(23.8%)와 40대(20.7%)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20~40대에 집중되어있음을 알 수 있

다([그림 2-6] 참고).

주: OTT 이용자는 OTT 유료 이용자를 포함함.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8)

[그림 2-6] 국내 OTT 이용자의 연령대 비율(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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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셜미디어

소셜미디어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 경험, 관점 등을 서로 공유하고 참여하기 위

해 사용하는 개방화된 온라인 툴과 미디어 플랫폼을 말한다. 양방향성 접근을 통해 사용

자가 상호 작용을 하면서 콘텐츠가 생성되기 때문에 콘텐츠 확장성이 높은 미디어라고 

볼 수 있다. 

소셜미디어의 대표적인 형태로는 블로그(Blogs),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Social 

Networking Service), 위키스(Wikis), 손수제작물(UCC) 등이 있으며, 개인주의가 대두

하고 사회·기술적 변화가 지속되면서 소셜미디어의 정의와 범주, 성격과 유형도 지속적으

로 진화하는 중이다. 최근에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동 상 공유 기능을 

탑재한 SNS가 소셜미디어의 주류로 자리잡으면서 OTT와 차별화된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으로 각광받고 있다. 

(1) 해외

Statista(2018) 보고서는 세계 소셜미디어시장이 연평균 13.1% 성장해(’16~’19) 2019년

에 약 45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Wearesocial(2018)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 

전 세계 소셜미디어 이용자는 약 32억 명으로 이는 세계 인구의 약 42%에 해당되며 1년 

전보다 13% 증가한 수치이다. 소셜미디어 이용자 성장률(’17~’18)이 가장 높은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32%)이며 인도, 인도네시아, 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베트남 순으로 뒤

를 이었다. 신흥국가를 중심으로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7] 참고).   

2018년 플랫폼별 이용자 수는 페이스북이 21.7억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튜브가 15.0억 

명으로 뒤를 이었다. 사진 및 동 상 공유가 주 서비스인 인스타그램과 텀블러도 각각 

8.0억 명, 7.9억 명으로 상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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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earesocial(2018)

[그림 2-7] 국가별 소셜미디어 이용자 변화율(’17~’18)

(단위: 백만 명) 

자료: Wearesocial(2018)

[그림 2-8] 세계 소셜미디어 플랫폼별 이용자 수(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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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ResearchAD(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셜미디어 시장은 연평균(’16~’20) 15.6% 성장

해 2020년에는 1조 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성장 폭과 규모 면에서 우리나라 

소셜미디어 시장의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에서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소셜미디어 서비스로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

램,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밴드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유튜브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적인 4G데이터 망과 와이파이 사용 등으로 안정적으로 고품질의 상 스트리밍이 가

능해지면서 유튜브처럼 동 상 시청에 특화된 플랫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동

상 관련 기능을 강화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도 최근 이용 정체에서 벗어나 활발히 사용

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유튜브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기술

적으로 안정적인 동 상 콘텐츠 제공이 가능해지면서 유튜브는 기존에 보조 검색 수단으

로 사용되던 수준을 넘어 주요 정보 검색 포털로 사용되고 있다. 전 세계와 연결된 방대한 

콘텐츠도 유튜브 사용자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국내 이용자가 손쉽게 해외 콘텐츠를 접

할 수 있으며, 해외 이용자도 K-Pop 등 우리나라 콘텐츠를 유튜브를 통해 즐기기도 한

다. 최근에는 채널 기능을 통해 요리, 여행, 교육, 게임 등 전문성 있는 콘텐츠 유통이 

늘고 있으며 1인 미디어의 개인 방송용으로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밴쯔, 꿀키, 대도서

관TV 등 구독자가 수백만에 이르는 개인 채널이 대표적이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성장

한 기업이 기존 산업으로 역진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구독자 수가 180만 명이 넘는 

유아 채널 캐리TV는 유튜브를 통해서 성장해서 OTT 시장으로 역을 확대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외에도 기업이 브랜드나 상품의 홍보 채널을 운 하고 인기 콘텐츠에 광고 

수익이 접목되기도 한다. 이렇듯 미디어산업에서 유튜브의 향력이 점차 확대되면서 일방

향의 독점적 콘텐츠를 제공해온 전통적인 방송-광고 미디어 산업 구조를 위협하고 있다

([그림 2-1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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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에서 시작해서 IPTV로 진출한 ‘캐리TV’ 유명 먹방 채널 미디어 ‘밴쯔’

자료: 캐리소프트 홈페이지(www.carriesoft.com), 유튜브(www.youtube.com)

[그림 2-9] 국내 유튜브 채널 사례

하지만 플랫폼을 통해서 잘못된 정보, 불법성이 있거나 불순한 콘텐츠가 쉽게 유통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소셜미디어의 한계가 드러난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소위 ‘가짜뉴스’가 성

행하기도 하며, 해외 기반 플랫폼에서 국내 규제 당국의 테두리를 벗어나 음란물이 여과 

없이 유통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외 사업자와 

함께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을 운 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

고 있다. 또한 저작권을 위반하는 음원, 상 등을 사용한 콘텐츠나 광고 수익을 노린 

자극적 콘텐츠를 만들어 유통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

이다.

(단위: 억 분) (단위: 억 원)

플랫폼별 앱 사용 시간 플랫폼별 동영상 광고비(2018)

자료: 경향신문(2018.03.08.), “영상이 더 편해…포털, 유튜브 시대 생존 비상”.

[그림 2-10] 플랫폼별 사용 시간 및 광고비(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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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사이니지

디지털사이니지는 공공장소나 상업공간에서 문자, 상 등 다양한 정보를 디스플레이 화

면에 보여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스마트미디어산업의 대표 분야로 네트워크로 연결된 디

스플레이를 통해 정보, 오락, 광고 등의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콘텐츠(C), 네트

워크(N), 플랫폼(P), 디바이스(D)가 결합한 융·복합 정보매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사이니지는 동 상이나 이미지 등의 콘텐츠를 네트워크를 통해 셋톱박스로 전송해 

다양한 형태의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해 구현한다. 디스플레이는 스마트TV, 스마트폰, 태

블릿PC, IPTV 등 IP 기반에서 키오스크, 옥외 광고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최근에는 

IT 기술과 콘텐츠 관련 기술이 융합해 발전하면서 VR, AR, 인공지능, 머신러닝 등 첨단 

기술과 디지털사이니지의 결합을 통해 스마트 사이니지로 응용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또

한 디지털사이니지는 장소를 기반으로 하여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다른 

미디어와의 연결성을 갖추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디지털사이니지는 방향성과 연결망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방향성 측면

에서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면 단방향, 상호작용이 발생하면 양방향으로 구분한다. 

연결망 측면에서 복수의 디스플레이가 네트워크로 연결된 중앙의 통제를 받으면 네트워크 

노출형이며, 이에 더해 네트워크에 연결된 전자센서와 다양한 부가기능을 통해 지속적으

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으면 네트워크 참여형으로 구분한다([표 2-1], [표 2-2] 

참고).  

방향성
연결망

단방향 양방향

단일 단일 노출형 단일 참여형

네트워크 네트워크 노출형 네트워크 참여형

자료: 천용석(2016)

[표 2-1] 방향성과 연결망에 따른 디지털사이니지 형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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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사례

단일 노출형
단일의 디지털 디스플레이에서 기존의 저장된 정보나 광고
를 사용자에게 일방향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

매장내 POP,
헤어숍 매거진TV

단일 참여형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터치패
드 또는 센서 등의 복합적 기능을 탑재한 유형

극장로비, 기차역사 등의 
이벤트 프로모션

네트워크
노출형

복수의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광범위
한 지역에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중앙의 통제를 받아 동시
다발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형태

편의점 창문 이용광고,
엘리베이터 디스플레이,
버스 내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참여형

광범위한 공간에서 네트워크로 연결된 디지털 디스플레이
에 전자센서 및 다양한 부가기능을 탑재하여 지속적인 정
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강남역 미디어폴,
이마트 쿠키

자료: 천용석(2016)

[표 2-2] 유형별 디지털사이니지 분류 및 사례 

(1) 해외

미래창조과학부(2015) 보고서는 세계 디지털사이니지 시장이 연평균(’16~’20) 12.9% 성

장해 2020년에는 약 31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디지털사이니지는 사업 역에 

따라 디스플레이, 하드웨어(디스플레이 제외), 소프트웨어, 광고/콘텐츠로 구분할 수 있

다. 4개 역 중 디스플레이의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 광고/콘텐츠의 역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디지털사이니지 시장 내 점유율이 37.8% 던 디스플

레이 역은 2020년 33.8%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 반면, 2016년 시장 내 점유율이 

36.8%를 차지한 광고/콘텐츠 역은 2020년 42.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이 디바이스 중심에서 콘텐츠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11] 참고). 

2016년 2020년

자료: 미래창조과학부(2015), ETRI 추정, 이아름(2017), p5 재구성

[그림 2-11] 세계 디지털사이니지 시장 영역별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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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우리나라 디지털사이니지 시장은 연평균(’16~’20) 11.7% 성장해 2020년에는 약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세부 역별로는 디스플레이 분야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2016년 

국내 디지털사이니지 시장의 역별 점유율은 디스플레이가 66.7%로 압도적이며, 2020년

에도 디스플레이 점유율이 61.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고/콘텐츠 분야는 2016

년 17.6%에서 2020년 21.9%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 디지털사이니지 산업

에서도 콘텐츠 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12] 참고).

한편, 우리나라의 디스플레이 분야는 제조 관련해서 중국과 경쟁이 심하며, 핵심 기술과 

관련해서는 미국, 일본 기업에 열위에 있는 만큼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요

구된다.

2016년 2020년

자료: 미래창조과학부(2015), ETRI 추정, 이아름(2017), p5 재구성

[그림 2-12] 국내 디지털사이니지 시장 영역별 점유율

① 기술 경쟁력

디지털사이니지의 핵심기술로는 크게 디스플레이, 미디어플레이, 센서 및 데이터 수집·분석, 

원격제어 및 보안기술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디스플레이에서 LCD, OLED 기술 및 제조분

야의 경쟁력이 있으나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경쟁력이 낮은 편이다.

우선 디스플레이는 LCD, OLED, LED, 프로젝터 등의 분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는 LCD, OLED 기술 및 제조 분야에서 글로벌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LED 핵심 기술

은 미국과 일본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프로젝터는 일본 기업이 글로벌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막강한 제조업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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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플레이는 셋톱박스와 컴퓨터를 일컫는다. 디스플레이에서 콘텐츠를 구동하기 위해

서 미디어플레이가 필요하며, 이 성능은 OS와 미디어 사용 환경이 좌우한다. 과거 OS를 

설치하고 응용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던 방식에서 최근에는 콘텐츠 특성에 따라 미디어 사

용 환경에 최적화한 전용 미디어플레이가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디어플레이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은 취약한 편이다. 업계에서 기술개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국내 시장 수요가 크지 않아 개발이 더디다. 현재 미국 기업이 OS 기술을 바탕으로 미디

어플레이 분야에서 글로벌 선두에 있으며, 중국과 대만 기업이 셋톱박스 분야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술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센서 및 데이터 수집·분석 분야는 첨단 기술과 융합되는 분야로 디스플레이의 앞에서 이

루어지는 상황인지와 상호작용, 효과측정 등의 기술이 필요하다. 현재 미국과 일본, 유럽

의 소프트웨어 기업이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

도 관련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시장성의 한계로 추가 개발을 지속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격제어 및 보안기술은 디지털사이니지 운 ·관리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원격 제어

와 관련이 있다. 공공장소에서 디지털사이니지는 재난 및 긴급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또한 키오스크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 현재 관련 분야 최고 기술은 미국 인텔(Intel)사가 보유하고 있으

며, 국내 기업은 원격 전원 제어 관리 수준의 기술력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② 국내 설치 사례

디지털사이니지는 콘텐츠와 하드웨어, 공간이 결합된 디자인 중심으로 변화를 꾀하기도 

한다. 기존 평면에서 곡면, 비정형 디스플레이로 연출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남산 

N타워 내 OLED 터널과 인천공항의 올레드 모먼트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거울과 디스플

레이어가 결합해 광고가 보이는 미러 디스플레이도 상용화되어 미용실과 쇼핑몰 화장실

을 중심으로 설치되고 있다. 거울에 사람이 접근했을 때 거울 면 안쪽에 장착된 디스플레

에서 광고가 재생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단순 옥외광고를 넘어 건물 외벽에 디스플레이적 요소를 설치해 상을 표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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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가 확대되고 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역 서울스

퀘어(구 대우빌딩), 상암 MBC 등 건물의 외관에 설치되어 있다. 또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근에는 일정 구역에 걸쳐 디지털사이니지 설치가 가능한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이 최초

로 지정되었다. 초대형 LED 전광판을 비롯해 각종 미디어 디스플레이가 단계별로 설치되

고 있다([그림 2-13] 참고). 

서울스퀘어 빌딩의 아트워크(미디어 파사드) 인천공항 올레드 모먼트(광고)

사이버미러가 적용된 화장대

자료: 서울스퀘어 홈페이지(www.seoulsquare.com)

LG디스플레이 홈페이지(www.lgdisplay.com)

사이버텍쳐미러 홈페이지(www.cybertecturemirror.com)

[그림 2-13] 디지털사이니지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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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감미디어

실감미디어는 사용자의 몰임감과 현장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생성, 처리, 저장, 

전송, 재현하는 일련의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방송통신, 디스플레이 장비 및 콘

텐츠 제작 등을 포함하는 융·복합 분야이다. 

실감미디어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극복하는 다양한 형태의 요소 정보로 시각, 청각, 후

각, 미각, 촉각 등 인간의 오감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미디어로 표현된다. 대표적인 실감

미디어로 시각을 극대화한 3D 화가 있으며, 입체 상에 진동, 바람, 수증기, 향기, 조

명효과를 추가한 4D 화도 있다. 최근에는 기존에 통용되는 고화질 상 규격인 HD보

다 4배 이상 선명한 UHD(Ultra-High Definition) 콘텐츠가 실감미디어의 주요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5)

기존 미디어는 기술적인 제약 때문에 단순히 소리와 상의 표현에 중점을 두었지만, 실감

미디어는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여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할 수 있다. 센서, CG, 데이터분

석, 인공지능 5G네트워크 등 ICT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실감미디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콘텐츠 공급도 늘어나면서 실감콘텐츠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1) 해외

초고화질 화면으로 오감을 자극하는 UHD TV는 대표적인 실감미디어라고 볼 수 있다. 

시장조사업체 IHS(2016)는 전 세계 UHD TV 시장이 연평균(’16~’20) 9.5% 성장해 2020

년에는 약 62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UHD TV 판매가 늘면서 TV 시장 

내 UHD TV 출하량 점유율이 2020년에 절반에 육박할(47.6%) 것으로 내다보았다. 

IHS는 실감미디어의 핵심 기술 역이라고 볼 수 있는 오감인식과 감성인지웨어 시장에 

대한 전망도 내놓았다. 세계 오감인식 시장은 2017년 366억 달러에서 2022년 583억 달러

로 연평균 9.8%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감성인지웨어 시장은 2017년 226억 달러에서 

2022년 349억 달러로 연평균 9.1%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처럼 실감미디어와 관련한 

5) HD는 약 100만 화소에 1,366×768 해상도 화질로 일반 TV로 분류한다. UHD는 약 800만 화소에 3,800×2,160 해상도인 
4K UHD와 약 3,300만 화소에 7,680×4,320 해상도인 8K UHD가 있으며 실감 TV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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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 성장률이 높아 전 세계 실감미디어 산업의 미래가 밝을 것으로 예상된다.

(2) 국내

IHS(2016)는 우리나라 UHD TV 시장이 연평균(’16~’20) 4.5% 성장해 2020년에는 약 1

조 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TV 시장 내 UHD TV 출하량 점유율은 2020년에 

86.5%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 는데, 이는 전 세계 TV 시장 내 UHD TV 출하량 점유율

예상치인 47.6%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TV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는 국내 제조사가 

UHD TV 생산에 집중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TV 생산업체

는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있으며, 2016년 기준으로 전 세계 UHD TV 매출의 약 41.6%

를 이들 업체가 차지하며 업계를 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국의 추격이 예상

되는 만큼 국내 업체가 UHD TV 시장에서 주도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책적, 산업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실감미디어 시장의 흐름은 초기 3D TV 중심에서 UHD 방송 중심으로 옮겨가

고 있다. 2010년 KT Skylife 위성방송에서 3D TV 방송을 세계 최초로 시작하 고 이후 

지상파와 케이블, 위성 등 매체를 통해 HD 확장을 시도했으나 크게 주목받지 못하 다. 

한편, UHD 방송 서비스는 주요 스포츠 이벤트 중계와 맞물려 점차 확대되어왔다. 2014

년 케이블 방송에서 최초로 4K UHD 방송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브라질 월드컵 당시 지상

파 방송에서 월드컵 경기를 UHD 방송으로 실험 중계하기도 했다. 2017년부터는 수도권

에서 지상파 방송의 UHD 방송 서비스가 시작되었으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

로 전국적인 4K UHD 방송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제공되기 시작했다.

5G로 1GB 영상을 다운 받는다면?

자료: KT 회사소개 홈페이지(crop.kt.com)

[그림 2-14] 4G 이동통신과 5G 이동통신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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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미디어로서 실감미디어를 적절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성능 향상이 중요하

다. UHD, VR 등 실감형 콘텐츠는 기존 콘텐츠에 비해서 용량이 크기 때문에 현재 사용되

고 있는 4G 이동통신으로 데이터 전송이 어려워 실시간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

다. 따라서 기존 4G 이동통신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5G 이동

통신 기술의 상용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여건이 평창올림픽을 계기

로 일부 조성되어 실감형 콘텐츠 시연이 가능해졌다. 평창올림픽 공식 후원사로 참여한 

KT가 5G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 하면서 선보인 싱크 뷰(Sync View), 인터랙티브 타임 

슬라이스(Interactive Time Slice), 360도 VR 라이브, 옴니 포인트 뷰(Omni Point 

View) 등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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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평창올림픽에 적용된 실감미디어 서비스 

∙ 싱크 뷰(Sync View) 서비스
 - 빠르게 움직이는 봅슬레이에 이동통신 모듈을 탑재한 초소형 카메라와 센서를 장착해  

선수 시점의 생생한 상을 제공
∙ 인터랙티브 타임슬라이스(Interactive Time Slice)
 - 경기장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한 100개의 카메라로 피겨 스케이팅이나 스노보드 선수

의 점프 장면을 캡쳐해 360도로 돌려볼 수 있음 
∙ 360도 VR 라이브(360° VR Live)
 - 선수 대기실과 키스앤크라이존, 링크 주변에 360도 카메라를 설치해 선수 주변 모습을 

관중석에 있는 VR 체험존에서 관찰할 수 있음
∙ 옴니 포인트 뷰(Omni Point View)
 - 크로스컨트리 경기에서 사용자는 모바일 기기로 원하는 선수나 지점을 선택해 실시간

으로 상을 시청할 수 있음

싱크 뷰 서비스 인터렉티브 타임슬라이스

360도 VR 라이브 옴니 포인트 뷰

자료: KT 회사소개 홈페이지(crop.k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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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상증강현실미디어

가상증강현실미디어(VR·AR)는 현실세계의 공간을 실제와 근접하게 재현하거나 현실세계

에 가상 물체를 겹치게 보여주는 미디어로 이용자에게 실재감과 몰입감을 제공한다. 가상

증강현실미디어는 화,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와 컴퓨터 그래픽, 디스플레이 및 응용 산업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며 차세대 미디어로 각광받고 있다.

가상증강현실미디어는 주로 ‘VR(Virtual Reality)’과 ‘AR(Augmented Reality)’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VR은 가상(Virtual)과 현실(Reality)이라는 상호 모순적인 두 개의 단어

가 하나의 용어를 형성하고 있다. 오늘날 컴퓨터 시뮬레이션 환경의 VR은 1968년 이반 

서더랜드(Ivan Sutherlan)가 개발한 HMD(Head Mount Display)를 이용한 몰입형 가상

현실 기술이 효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AR은 가상으로 생성된 시각, 청각, 촉각 정보 등을 실제 환경에 실시간으로 증강하

여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의 사용성과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차세

대 정보처리기술을 말한다. VR과 AR 모두 가상성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VR은 컴퓨터가 

구축한 가상공간 속에 사용자를 몰입하게 하는 기술인 반면, AR은 TV 상과 같은 현실

의 중간에 위치하는 기술로 사용자의 실제 환경에 가상의 정보를 더해줌으로써 실제감을 

향상시킨다.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자료: 삼성전자 홈페이지(www.samsung.com), Meillermobile 홈페이지(actu.meilleurmobile.com)

[그림 2-15] VR과 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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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7)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 가상증강현실미디어 시장은 연평균

(’17~’20) 9.7% 성장해 2020년에는 약 2,32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조사

업체 IDC(2016)는 세계 VR·AR 디바이스 출하량이 2016년 약 1,000만 대 규모에서 2020

년에는 1억 1천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Statista(2016)는 세계 가상증강현실미

디어 시장이 초기에는 HMD 디바이스와 게임 소프트웨어 시장이 주류를 이루다가 2017

년 이후 다양한 콘텐츠와 소프트웨어가 확대되면서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시장이 가상증

강현실미디어 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하 다.  

가상증강현실미디어 시장을 콘텐츠 개발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와 이를 체험하는 디바이

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소프트웨어는 현재 미국 회사가 개발한 유니티, 언리엘 엔진 등

이 범용성을 앞세워 널리 사용되고 있다.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디바이스 역시 대부분 

미국 업체의 주도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폰용 HMD 분야에서는 우리나

라 제품이 선전하고 있다([표 2-3] 참고). 

구분· 회사(국적) 용도

소프트웨어

 언리얼 엔진
(Unreal Engine)

에픽게임즈(미국) PC VR·AR 게임 개발

유니티
(Unity)

Unity 
Technologies(미국)

스마트기기용 VR·AR 콘텐츠 개발

디바이스

VR

오큘러스 리프트
오큘러스(미국)

윈도우 PC용 VR HMD
오큘러스 고 보급형-독립형 HMD
HTC Vive HTC(대만) 윈도우 PC용 VR HMD
기어 VR 삼성(한국) 스마트폰용 HMD
카드보드 구글(미국) 스마트폰용 종이 DIY HMD

플레이스테이션
소니 인터렉티브 

엔터테인먼트(미국)
게임 콘솔용 VR HMD

AR
구글 글래스 구글(미국) 스마트 안경
MS 홀로렌즈 마이크로소프트(미국) AR 홀로렌즈 HMD

매직리프 매직리프(미국) AR HMD

[표 2-3] VR·AR 제작 소프트웨어 및 디바이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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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우리나라 가상증강현실미디어 시장 역시 세계적인 VR·AR 시장의 성장 추세와 함께 빠르

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7)은 2017년 70억 달러 규모

던 국내 가상증강현실미디어 시장이 연평균 11.5% 성장해 2020년에는 97억 달러에 이

를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가상증강현실미디어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의 점유율은 2017

년 4.0%에서 2020년 4.2%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콘텐츠 개발사는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분야에서 미국 등 해외 업체에 의존하고 있으

나, HMD 제조 분야에서는 국내 업체가 스마트폰 연동성과 디스플레이 경쟁력을 앞세워 

판매량을 늘려가고 있다.

기술 발전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가상증강현실미디어 산업은 점차 대중화되어가고 있는 추

세이다. 미국 나이아틱랩스(Niantic Labs)가 개발한 포켓몬 고(Pokemon Go)가 2017년 

1월 국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이용자들이 AR을 쉽게 체험하게 되

었다. 국내 사용자에게 친숙한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의 캐릭터가 등장한 것이 

흥행에 도움이 되었다. 또한 비교적 간편하게 VR·AR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유니티, 

언리얼 엔진 등 플랫폼 사용이 늘면서 VR·AR 관련 콘텐츠를 쉽게 공급하고 소비하는 환

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VR 체험방이 서울 곳곳에 늘어나 VR 대중화를 이끌고 

있다. VR 체험방은 VR 기기를 착용하고 게임과 스포츠, 가상 놀이기구 등 콘텐츠를 소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일부 VR 체험방에서는 드라마, 화, 공연 등 기존 콘텐츠와 결합

한 VR 게임, 놀이기구 등을 운 하기도 한다. 세계 콘텐츠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한류 

콘텐츠와 가상증강현실미디어 산업의 접목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그림 2-1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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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 테마를 적용한

VR 게임 체험

K-Pop 콘텐츠 VR 체험

자료: K-STAR VR 페이스북(www.facebook.com/KSTARVR)

[그림 2-16] 기존 콘텐츠를 활용한 VR 체험 시설 

3_우리나라의 스마트미디어산업 경쟁력

앞서 1, 2절에서는 스마트미디어산업의 5대 역으로 구분하여 국내외 스마트미디어산업 

시장 동향을 살펴보았다. 3절에서는 이를 ICT 산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콘텐츠(C)-네트워

크(N)-플랫폼(P)-디바이스(D)의 가치사슬 기준에 맞춰 우리나라 스마트미디어산업의 경

쟁력을 분석하 다. 

1) 산업 분야별 경쟁력

미래창조과학부(2014)는 우리나라 스마트미디어산업의 분야별 경쟁력은 네트워크(N), 디

바이스(D), 콘텐츠(C), 플랫폼(P) 순으로 높다고 보았다. 0~5점 사이에 매겨진 경쟁력 수

치에서 디바이스 네트워크와 디바이스의 경쟁력은 각각 4.52점, 4.30점으로 높게 평가했

으며, 콘텐츠 경쟁력은 3.18점이었다. 플랫폼 경쟁력은 2.09점으로 가장 낮았다. 우리나

라의 네트워크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전국 어디에서든 빠르고 안정적으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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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이 가능하다. 또한 지속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 이동통신의 표준을 선점하고 

있다는 강점이 있다. 실감미디어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는 5G 이동통신의 상용화도 곧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디지털사이니지, VR 디바이스 등 스마트기기와 관련 부품들을 

생산하는 유수의 국내 기업들이 있어 우리나라의 디바이스 분야 경쟁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콘텐츠 분야에서는 한류 등과 관련해 콘텐츠 자체의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과 규제 등으로 경쟁력이 다소 저평가된 모습이다. OTT, 소셜미디어 등 플

랫폼 분야는 좁은 내수 시장과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림 2-17] 참고).  

자료: 미래창조과학부(2014)

[그림 2-17] 우리나라 스마트미디어산업의 CNPD 분야별 경쟁력

2) 콘텐츠 영역에서 새로운 경제 기회 존재

최근 미디어 산업에서 국경은 점차 희미해지는 추세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스마

트미디어산업은 K-Pop, 드라마, 화 등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한류 콘텐츠에 새

로운 경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유통과 관련

한 플랫폼 분야의 역량 강화도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플랫폼사의 경쟁력은 

넷플릭스나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OTT, 소셜미디어 플랫폼 기업에 비해서 낮은 편이다. 

자칫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유통 생태계에 종속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국내 플랫폼 생태계를 다지고 콘텐츠 경쟁력을 끌어올려 균형 잡힌 스마트미디어

산업 성장을 도모할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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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ㅣ 서울시 스마트미디어산업의 현황과 특징

1_분석 개요

이 장에서는 전국사업체조사와 스마트미디어 관련 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의 잠재적

인 스마트미디어산업의 분포 현황과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잠재 스마트미디어산업 분류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스마트미디어산업은 개념이 모호하고 산업 구분이 불분명하다. 현

재 스마트미디어산업을 규정하는 통계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 통계 분류에서 스마트미디어산업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항목을 바탕으로 잠재

적인 스마트미디어산업을 설정하 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의한 스마트미디어산업의 5대 역은 기존 통계 분류에 적용하기가 

어렵다. 역 간 경계가 중복되어있거나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들로 구성되어있기 때

문이다. 예를 들어 같은 VR 장비라도 관점에 따라서 가상증강현실미디어와 실감미디어에 

모두 포함된다. 또한 소셜미디어나 OTT를 특정하는 통계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

서 이 연구는 ICT 분야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콘텐츠(C)-네트워크(N)-플랫폼(P)-디바

이스(D) 체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적용하여 전국사업체조사 상의 ‘잠재 스마트미디어

산업’의 규모와 분포를 파악하 다.6)  

잠재 스마트미디어산업은 출판, 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과 주로 연관이 있다. 해

당 산업 내 출판업, 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은 콘텐츠(C) 역에 속하

며, 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은 네트워크(N)에 속한다. 정보서

비스업은 플랫폼(P) 역에 속한다. 이 외에도 콘텐츠(C)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의 소분류 역인 광고업을 포함한다. 디바이스(D)는 제조업의 소분류인 통신 및 방송 

6)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2008~2017)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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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제조업, 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으로 구성된다([표 3-1] 참고). 

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범위

콘텐츠
(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문서비스업 광고업

네트워크
(N)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플랫폼
(P)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디바이스
(D)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자료: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표 3-1] 잠재 스마트미디어산업 범위

2_서울 스마트미디어산업의 성장 추이

1) 잠재 스마트미디어산업 사업체의 51.1%가 서울 소재

잠재 스마트미디어산업은 사업체와 종사자의 과반이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에 약 70%의 사업체와 종사자가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전국

의 잠재 스마트미디어산업 사업체는 57,747개이며, 이 중 51.1%에 해당하는 29,520개 

기업이 서울에 분포하고 있다. 종사자는 전국에 721,619명이 있으며, 이 중 54.1%인 

390,531명이 서울에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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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종사자

자료: 통계청, 2017, 전국사업체조사를 토대로 분석

[그림 3-1] 지역별 잠재 스마트미디어산업 사업체, 종사자 분포(2016)

2) 서울 – 콘텐츠(C), 플랫폼(P) 강세 / 경기 – 디바이스(D) 강세

잠재 스마트미디어산업의 지역별 세부 구성을 살펴보면 서울은 콘텐츠(C)와 플랫폼(P) 

역의 비중이 크고 경기는 디바이스(D) 비중이 큰 편이다. 2016년 전국의 잠재 스마트미디

어산업의 사업체는 콘텐츠(C) 역이 64.3%로 가장 많으며 네트워크(22.1%), 디바이스

(8.1%), 플랫폼(5.5%)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은 콘텐츠(C) 사업체 비율이 74.9%로 

전국보다 10% 이상 높았으며 플랫폼(P) 사업체 비율은 6.4%로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경기는 디바이스(D) 사업체의 비율이 22.2%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서울은 

디바이스(D) 사업체 비율이 2.4%에 그쳤다([그림 3-2] 참고).

자료: 통계청, 2017, 전국사업체조사를 토대로 분석

[그림 3-2] 잠재 스마트미디어산업의 세부 사업체 구성 비율(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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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콘텐츠(C), 플랫폼(P) 역 집중과 경기의 디바이스(D) 역 집중은 세부 역별 

지역 분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전국 콘텐츠(C) 사업체의 59.5%와 종사자의 

66.7%가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플랫폼(P) 사업체의 59.5%와 종사자의 63.3%가 서

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디바이스(D) 사업체의 48.4%와 종사자의 

47.6%가 제조업이 강세인 경기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2], [표 3-3] 참고). 

분류

콘텐츠(C) 네트워크(N) 플랫폼(P) 디바이스(D) 전체

사업체 
수(개)

비중
(%)

사업체 
수(개)

비중
(%)

사업체 
수(개)

비중
(%)

사업체 
수(개)

비중
(%)

사업체 
수(개)

비중
(%)

서울 22,109 59.5 4,816 37.7 1,890 59.5 705 15.1 29,520 51.1

경기 5,253 14.1 2,174 17.0 444 14.0 2,251 48.4 10,122 17.5

서울·경기 외 9,791 26.4 5,775 45.2 840 26.5 1,699 36.5 18,105 31.4

전국 37,153 100.0 12,765 100.0 3,174 100.0 4,655 100.0 57,747 100.0

주: ( )는 각 영역별 전국 사업체 수에 대한 지역별 사업체 수 비율임. 

자료: 통계청, 2017, 전국사업체조사를 토대로 분석

[표 3-2] 잠재 스마트미디어산업의 영역별 사업체 지역 분포 현황(2016)

분류

콘텐츠(C) 네트워크(N) 플랫폼(P) 디바이스(D) 전체

종사자 
수(명)

비중
(%)

종사자 
수(명)

비중
(%)

종사자 
수(명)

비중
(%)

종사자 
수(명)

비중
(%)

종사자 
수(명)

비중
(%)

서울 250,674 66.7 105,207 51.5 26,996 63.3 7,654 7.7 390,531 54.1

경기 60,468 16.1 35,769 17.5 10,010 23.5 47,137 47.6 153,384 21.3

서울·경기 외 64,600 17.2 63,147 30.9 5,640 13.2 44,317 44.7 177,704 24.6

전국 375,742 100.0 204,123 100.0 42,646 100.0 99,108 100.0 721,619 100.0

주: ( )는 각 영역별 전국 종사자 수에 대한 지역별 종사자 수 비율임. 

자료: 통계청, 2017, 전국사업체조사를 토대로 분석

[표 3-3] 잠재 스마트미디어산업의 영역별 종사자 지역 분포 현황(2016)

3) 잠재 스마트미디어산업 성장과 고용 연계 미흡 

잠재 스마트미디어산업이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의 잠재 스마트미디어산업 성장은 경기보다 다소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업체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수 증가는 더뎌, 잠재 스마트미디어산업의 성장이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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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로 이어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에서 2016년 연평균 잠재 스마트미디어산업 사업체 수는 전국적으로 7.0% 증가했

다. 이는 같은 기간 전 산업 성장률(2.6%)보다 높다. 같은 기간 서울의 잠재 스마트미디

어산업 사업체 수 변화율도 역시 7.4%로 서울의 전 산업 사업체 수 성장률(1.7%)을 크게 

웃돌았지만 경기(9.4%)보다는 낮았다. 경기는 사업체 수 증가율이 4개 세부 역 모두에

서도 서울을 앞섰다. 

한편 서울의 잠재 스마트미디어산업 종사자는 연평균 2.7% 증가해 전 산업 종사자 증가

율(2.5%)을 소폭 앞섰으나, 경기와 전국에서는 잠재 스마트미디어산업 종사자 증가율(각

각 3.1%, 2.3%)이 전 산업(4.1%, 3.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4] 참고).  

분류
사업체 종사자

서울 경기 전국 서울 경기 전국

잠재 
스마트미디어

산업

콘텐츠(C) 7.5 12.1 7.9 2.9 -5.7 4.5

네트워크(N) 7.5 8.6 5.3 3.7 15.0 2.1

플랫폼(P) 8.4 13.1 8.9 0.4 1.8 3.3

디바이스(D) 2.2 4.6 3.9 -3.2 12.4 -4.0

전체 7.4 9.4 7.0 2.7 3.1 2.3

전 산업 1.7 3.5 2.6 2.5 4.1 3.3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전국사업체조사를 토대로 분석

[표 3-4] 잠재 스마트미디어산업의 사업체 및 종사자 연평균 증가율(’11~’16)
(단위: %) 

3_서울 스마트미디어산업의 지역 분포

서울 스마트미디어산업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자치구별 잠재 스마트미디어산업 사업체 

분포와 성장률, 산업 특화 정도를 조사하 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 내에서 스마트미디어

산업이 집적되어 있는 곳과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을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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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별 스마트미디어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1) 서울 스마트미디어산업은 강남권, 마포-영등포-G밸리에 집중 분포

서울의 스마트미디어산업은 강남, 서초 등 강남권과 마포- 등포-G밸리에 집중적으로 분

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 2016년 잠재 스마트미디어산업 사업체의 21.3%가 강남

구에 있으며, 마포구(10.3%), 서초구(9.9%), 금천구(9.5%), 구로구(7.8%), 등포

(7.4%) 순으로 뒤를 이었다. 종사자 역시 강남구가 18.9%로 가장 많았으며, 마포구

(10.7%), 금천구(9.7%), 서초구(9.2%), 등포구(8.7%)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이들 지역은 스마트미디어산업에 특화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Q는 종사자 기준

으로 산업 특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LQ가 1이 넘으면 특화된 산업이라고 볼 수 있

다.8) 2016년 잠재 스마트미디어산업에 대한 LQ가 1을 넘은 지역으로 금천구(2.2), 마포

구(2.2), 구로구(2.0), 강남구(1.4), 등포구(1.2), 서초구(1.1)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강남권과 마포- 등포-G밸리 일대가 스마트미디어산업에 집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표 3-5] 참고). 

순위
사업체 종사자 LQ

자치구 수(개) 비율(%) 자치구 수(명) 비율(%) 자치구 LQ
1 강남구 6,274 21.3 강남구 73,742 18.9 금천구 2.2
2 마포구 3,039 10.3 마포구 41,646 10.7 마포구 2.2
3 서초구 2,937 9.9 금천구 37,987 9.7 구로구 2.0
4 금천구 2,803 9.5 서초구 35,916 9.2 강남구 1.4
5 구로구 2,312 7.8 영등포구 33,775 8.7 영등포구 1.2
6 영등포구 2,181 7.4 중구 33,031 8.5 서초구 1.1
7 중구 1,932 6.5 구로구 32,328 8.3 중구 1.1
8 종로구 1,067 3.6 송파구 21,773 5.6 용산구 0.9
9 성동구 911 3.1 종로구 18,091 4.6 송파구 0.9
10 송파구 868 2.9 성동구 9,782 2.5 종로구 0.9

자료: 통계청, 2017, 전국사업체조사를 토대로 분석

[표 3-5] 스마트미디어 관련 산업 사업체 상위 10개 자치구(2016) 

7) G밸리는 서울산업단지가 있는 구로구·금천구(가리봉동, 구로동, 가산동) 일대를 뜻한다. 

8) 자치구별 LQ는 다음 식으로 구하였다.

  LQ = (해당 자치구의 잠재 스마트미디어산업 종사자 수/해당 자치구의 총 종사자 수)/(서울의 잠재 스마트미디어산업 종사자 
수/서울의 총 종사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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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과 마포- 등포-G밸리의 스마트미디어산업 집중은 스마트미디어산업과 직접적으

로 관련 있는 사업체의 분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VR·AR 산업 관련 협회인 한국가

상증강현실산업협회의 서울 소재 회원사 116곳의 분포를 확인한 결과 가장 많은 회원사

가 있는 지역은 강남구(29개)이며, 마포구(19개), 등포구(11개), 서초구(11개), 금천구

(10개), 구로구(9개) 순으로 뒤를 이었다. 단일 동으로는 DMC가 있는 마포구 상암동(13

개)이 가장 많았다([그림 3-3] 참고).

서울 소재 회원사 수: 116개

순위 1 2 3 4 5 6 7 8 9 10

자치구 강남구 마포구 영등포구 서초구 금천구 구로구 중구 송파구 용산구 성동구

회원사 수(개) 29 19 11 11 10 9 8 5 4 3

동
상암동
(마포구)

역삼1동
(강남구)

가산동
(금천구)

구로3동
(구로구)

명동
(중구)

서초1동
(서초구)

대치2동
(강남구)

여의동
(영등포구)

서초3동
(서초구)

삼성2동
(강남구)

회원사 수(개) 13 11 10 9 6 4 4 3 3 3

주: 각 원의 크기는 해당 동에 소재하는 회원사 수에 비례함.

자료: 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 회원사 자료 활용

[그림 3-3] 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 회원사 분포

동 단위에서 회원사의 군집도를 파악하기 위해 LISA 분석을 실시하 다. LISA는 안셀린

(Anselin)이 개발한 지표로 국지적 차원에서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

(이희연·노승철, 2013). LISA 분석으로 특정 지역을 공간 군집도에 따라 4가지 유형(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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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HL, LH)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HH(high-high, 높은 값 주변에 높은 값), 

LL(low-low, 낮은 값 주변에 낮은 값 존재)은 군집지역이며, HL(high-low, 높은 값 주변

에 낮은 값), LH(low-high, 낮은 값 주변에 높은 값)는 이례지역이다.9)

분석 결과 강남권에 HH 유형이 강한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의 역삼1동과 서초구의 서초1동을 비롯한 6개 동이 HH 유형에 속한다. 한편 회원사가 

다수 존재하지만 인근에 회원사가 없는 특성이 강한 HL 지역은 마포구의 상암동, G밸리

의 가산동, 구로3동 등 13개 동이 있다. 상암동은 주변 지역으로부터 고립된 형태인 DMC 

중심의 스마트미디어산업 집적지라는 특성이 반 되었다고 볼 수 있다([그림 3-4] 참고).

 High-High(6)
 High-Low(13)
 Low-High(21)
 Low-Low(0)

HH 서초1동, 논현2동, 삼성2동, 대치4동, 역삼1동, 역삼2동

HL
상암동, 가산동, 구로3동, 광희동
한강로동, 마장동, 성수1가2동, 성수2가1동, 월계1동, 연남동, 신길7동, 상도1동, 잠원동

LH
을지로동, 증산동, 수색동, 북가좌1동, 망원2동, 성산2동, 염창동, 가양2동, 가양3동, 구로1동, 
가리봉동, 독산1동, 독산3동, 조원동, 서초2동, 서초4동, 반포1동, 논현1동, 도곡1동
신수동, 당산1동

LL  없음

자료: 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 회원사 자료 활용

[그림 3-4] 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 회원사 분포의 LISA 분석

9) 이 연구에서는 Geoda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LISA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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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동구의 잠재 스마트미디어산업 성장률 높아

잠재 스마트미디어산업의 사업체와 종사자는 강남권, 마포- 등포-G밸리 등 집적지를 중

심으로 늘어난 가운데, 성동구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2011년에서 2016년 자치구별 잠재 

스마트미디어산업 사업체 수 증가율은 성동구가 연평균 13.9%로 가장 높았다. 성동구의 

사업체 수 절대 증가량은 436개로, 주요 집적지를 제외하고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동구의 잠재 스마트미디어산업 종사자 수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종사자

수가 연평균 11.7% 증가해 전체 2위를 기록했으며, 절대 증가량에서도 마포구, 송파구, 

등포구의 뒤를 이어 4위(4,157명)를 기록했다. 주요 집적지와 더불어 성동구가 신생 스

마트미디어산업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표 3-6] 참고).  

순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자치구
연평균
변화율

(’11~’16, %)
자치구

증감
(’11~’16, 개)

자치구
연평균
변화율

(’11~’16, %)
자치구

증감
(’11~’16, 명)

1 성동구 13.9 강남구 2,360 송파구 16.1 마포구 14,756
2 서대문구 11.9 마포구 980 성동구 11.7 송파구 11,449
3 강서구 11.9 서초구 944 은평구 10.0 영등포구 4,374
4 은평구 11.3 금천구 909 마포구 9.1 성동구 4,157
5 강동구 11.1 구로구 595 강서구 8.8 종로구 4,034
6 노원구 10.4 영등포구 522 도봉구 8.6 서초구 3,768
7 강남구 9.9 성동구 436 종로구 5.2 금천구 3,392
8 성북구 8.6 강서구 307 강동구 3.5 강남구 3,243
9 금천구 8.2 중구 268 중랑구 3.3 강서구 3,036
10 마포구 8.1 용산구 198 동대문구 3.0 양천구 639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전국사업체조사를 토대로 분석

[표 3-6] 잠재 스마트미디어산업 사업체 상위 10개 자치구(2016) 

2) 세부 영역별 지역 분포 

(1) 강남권 – 콘텐츠(C), 네트워크(N), 플랫폼(P) 영역 강세

잠재 스마트미디어산업의 세부 역별 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강남권은 디바이스(D)를 제

외한 전 분야에서 사업체와 종사자가 집중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자치구별 사업체 수 분포에서 강남구는 콘텐츠(C), 네트워크(N), 플랫폼(P)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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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1위를 차지했다. 종사자 수에서는 콘텐츠(C)와 플랫폼(P) 역에서 1위, 네트워크

(N) 역에서 2위를 차지했다. 사업체의 연평균 증가율(’11~’16)에서는 콘텐츠(C)와 플랫

폼(P) 역이 각각 10.3%, 11.2%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LQ에서 강남구는 콘텐츠 역

이 1.9인 것을 비롯해 전체 잠재 스마트미디어산업이 1.4로 집계되었다. 이밖에도 서초구

는 잠재 스마트미디어 사업체 수가 3위이며, 플랫폼(P) 분야는 2위로 나타났다. 또한 콘

텐츠(C)와 네트워크(N) 역의 LQ가 각각 1.3, 1.2로 해당 분야에 특화된 것으로 조사되

었다. 강남구와 서초구 등 강남권이 스마트미디어산업의 집적지이자 특화지역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마포 – 콘텐츠(C) 강세

마포구는 콘텐츠(C) 역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2016년 서울의 콘텐츠(C) 역 사업체의 

11.3%, 종사자의 12.8%가 마포구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강남구에 이어 

2위에 해당한다. 콘텐츠(C) 역 종사자 수 연평균 증가율(’11~’16) 역시 9.5%로 높은 

편이다. 또한 콘텐츠(C) 역 LQ가 3.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 콘텐츠 미디

어의 육성을 목적으로 조성한 상암동 DMC의 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3) G밸리 – 디바이스(D) 강세

G밸리는 디바이스(D) 역의 산업 집적과 특화가 이루어진 지역이다. 2016년 서울에서 

디바이스(D) 역 사업체의 46.4%와 종사자의 51.4%가 G밸리가 있는 금천구와 구로구

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증가율은 높지 않은 편이

다. 디바이스(D) 역 LQ는 금천구와 구로구가 각각 8.3과 3.5로 매우 높았다. 전통적인 

첨단 IT 산업 특화 지역인 G밸리에서 기존 사업체를 중심으로 스마트미디어산업과 연계한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부록 표 1, 2, 3, 4, 5], [그림 3-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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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59-355
 355-837
 837-1,743
 1,743-2,505
 2,505-5,048

 27-80
 80-142
 142-208
 208-511
 511-762

콘텐츠(C) 네트워크(N)
 5-23
 23-46
 46-117
 117-200
 200-437

 3-7
 7-16
 16-27
 27-101
 101-226

플랫폼(P) 디바이스(D)

자료: 통계청, 2017, 전국사업체조사를 토대로 분석

[그림 3-5] 지역별 잠재 스마트미디어산업 사업체, 종사자 분포(2016)

4) 대표집적지역과 신생성장지역 선정

앞선 분석을 바탕으로 서울 내 스마트미디어산업의 대표집적지역과 신생성장지역을 선정

하 다. 대표집적지역은 잠재 스마트미디어산업의 사업체와 종사자가 집적되어있고 산업 

특화도가 높은 지역으로 강남권과 마포- 등포-G밸리 축이 이에 해당한다. 신생성장지역

은 잠재 스마트미디어산업 사업체와 종사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새롭게 스마트미디어산

업의 중심지로 떠오르는 지역으로 성동구가 이에 해당한다. 

(1) 대표집적지역: 강남권 / 마포-영등포-G밸리 축

서울 내 스마트미디어산업의 대표집적지역은 강남권과 마포- 등포-G밸리 축으로 양분되

어있다. 강남권에 해당하는 강남구와 서초구는 디바이스(D)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사업



03 서울시 스마트미디어산업의 현황과 특징 / 49

체와 종사자 수가 많고 성장률도 높은 편이다. LQ 역시 강남구가 1.4, 서초구가 1.1로 

특화 여부의 기준인 1보다 높았다. 특히 강남구는 콘텐츠(C) 역에서, 서초구는 콘텐츠

(C)와 네트워크(N) 역에서 각각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권이 서울의 스마

트미디어산업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 서부권에서는 마포- 등포-G밸리로 이어지는 세로축 형태의 집적지가 눈에 띈다. 이

들 지역의 특징으로는 지역별로 강점이 있는 분야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마포

구와 등포구, 금천구, 구로구는 잠재 스마트미디어산업의 사업체와 종사자 수가 많은 

상위 자치구이며, LQ가 1 이상으로 스마트미디어산업에 전반적으로 특화되어 있는 지역

이다. 세부적으로 마포구는 콘텐츠(C) 역에서, 등포구는 콘텐츠(C)와 네트워크(N) 

역에서, 금천구와 구로구는 디바이스(D) 역에서 사업체와 종사자가 많으며 산업이 특화

된 지역이다. 

(2) 신생성장지역: 성동구

한편, 성동구가 스마트미디어산업의 중심지로 새롭게 성장하고 있다. 잠재 스마트미디어

산업 사업체와 종사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과 절대 증가량(’11~’16) 등 시계열 지표에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성동구는 소셜 벤처 활동의 증가와 강남권과 지리적 인접 

등의 강점이 있는 만큼 스마트미디어산업의 신생 집적지역으로서 성장이 기대되는 지역이

다([그림 3-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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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집적지역
 신생성장지역

대표집적지역 신생성장지역

 마포-영등포-G밸리 축 강남권
구분 성동구

구분 마포구 영등포구 강남구

사업체 
수

 · 전체 2위
 · 콘텐츠 2위
 · 플랫폼 3위

 · 전체 6위
 · 네트워크 5위
 · 플랫폼 6위

 · 전체 1위
 · 콘텐츠 1위
 · 네트워크 1위
 · 플랫폼 1위

사업체 
증가율

 · 전체 1위
 · 네트워크 1위
 · 콘텐츠 2위
 · 디바이스 5위

LQ
 · 전체 2.2
 · 콘텐츠 3.1

 · 전체 1.2
 · 콘텐츠 1.5
 · 네트워크 1.1

 · 전체 1.4
 · 콘텐츠 1.9

구분 구로구 금천구 서초구

사업체 
수

 · 전체 5위
 · 디바이스 2위

 · 전체 4위
 · 디바이스 1위

 · 전체 3위
 · 플랫폼 2위

LQ
 · 전체 2.0
 · 디바이스 3.5
 · 콘텐츠 2.8

 · 전체 2.2
 · 디바이스 8.3
 · 네트워크 2.3

 · 전체 1.1
 · 콘텐츠 1.3
 · 네트워크 1.2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전국사업체조사를 토대로 분석

[그림 3-6] 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 회원사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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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_요약

잠재 스마트미디어산업을 통해 분석한 서울 스마트미디어산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스

마트미디어산업 사업체와 종사자는 전국적으로 콘텐츠(C) 역의 비중이 높으며, 특히 서

울의 콘텐츠(C) 역 비율이 타 지역보다 높은 편이다. 반면 경기는 디바이스(D) 역 사

업체와 종사자가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다.

한편, 서울의 잠재 스마트미디어산업 사업체와 종사자 수 성장률은 서울이 전국보다는 

높았지만 경기보다는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체 수 증가율이 종사자 수 증가율

보다 낮아 스마트미디어산업의 성장이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내 지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강남권과 마포- 등포-G밸리 등에 잠재 스마트미디어산

업이 집중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등포구, 금천구, 구로구

가 사업체와 종사자 수 분포에서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LQ 역시 1을 넘어 스마트미디어

산업 집적지이자 특화지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역별 분포 특성을 

살펴보면 강남권은 디바이스(D)를 제외한 전 역에서, 마포구는 콘텐츠(C) 역에서, G

밸리는 디바이스(D) 역에서 강세를 보 다. 해당 지역들은 강세를 보이는 역의 사업

체와 종사자 수가 많고 LQ 역시 1을 넘는다. 한편, 성동구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동구는 강남권과 마포- 등포-G밸리를 제외한 지역 중에서 잠재 스마트미디

어산업 사업체와 종사자 증가율이 높았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 내에서 스마트미디어산업 대표집적지역과 신생성장지역을 나누어볼 

수 있다. 대표집적지역으로는 강남권과 마포- 등포-G밸리 축이 있으며, 신생성장지역으

로는 성동구가 있다. 강남권은 콘텐츠(C), 네트워크(N), 플랫폼(P) 역에서 고르게 집적

되어있는 반면, 마포- 등포-G밸리 축은 마포구가 콘텐츠(C), 등포구가 플랫폼(P), G

밸 리가 디바이스(D) 역을 담당하는 것이 특징이다. 신생성장지역으로는 성동구를 꼽을 

수 있다. 성동구의 스마트미디어산업 사업체와 종사자의 증가는 최근 강남 인접성과 소셜 

벤처 활동 증가와 연관지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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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ㅣ 서울시 스마트미디어산업의 생태계 분석과 발전 가능성

1_조사 개요

앞선 내용에서는 잠재 스마트미디어산업이라는 기준을 설정해 통계상에서 서울 스마트미

디어산업의 분포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 다. 이 장에서는 서울 스마트미디어산업의 생태

계 특성 분석과 발전 가능성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VR 관련 사례 기업 

인터뷰를 통해 스마트미디어산업 기업의 제작 특성과 인력 수급, 네트워킹 및 마케팅 특

성, 입지 특성을 알아보았다. 

사례 기업 인터뷰에 앞서 스마트미디어산업과 관련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 다. 관련 연

구를 수행해온 공공연구기관(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협회(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가

상증강현실산업협회 등), 담당 공공기관(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한국옥외

광고센터 등)으로부터 스마트미디어산업의 특성과 서울 내 산업 생태계에 대한 의견을 들

었다. 또한 스마트미디어산업 관련 지원 시설(콘텐츠 인재 캠퍼스)을 방문하여 공간 및 

시설 지원의 운  및 활용 방식에 대해 조사하 다. 이를 바탕으로 사례기업 인터뷰에 담

을 주요 사항을 선정하 다.

인터뷰를 실시한 기업은 총 13개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스마트미디어X캠

프 행사 기간 중 참여 개발사 8곳에 대한 간이 인터뷰를 실시하 다. 이후에 VR 직업체험 

콘텐츠 개발 기업, VR 테마파크 개발 기업 등 5개 업체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 다([표 

4-1] 참고).

인터뷰의 주요 내용은 대표자의 경력 등 기업 일반 사항과 창업 및 전환 계기, 인력 운용 방식, 

경쟁력 및 기술개발 관련 사항, 사업장 입지 선정, 네트워킹, 행정 규제 개선 사항 및 정책 

제언 등이다. 이를 제작 특성, 인력 수급, 네트워킹 및 마케팅 특성, 입지 특성 등으로 종합하

여 서울 스마트미디어산업의 생태계 특성과 발전 가능성을 파악하 다([표 4-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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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방법 조사 대상자 및 기간

전문가 자문

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협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

공공기관
 · 서울산업진흥원
 ·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 한국옥외광고센터

현장조사
 · 콘텐츠 인재캠퍼스(2018.04.19.)
 · K사 VR 체험관(2018.07.13.)

사례기업 
인터뷰

간이 인터뷰  · 스마트미디어X캠프 참여 8개사(2018.04.24.~25.) 

심층 인터뷰

 · A사 – 촬영장비 제조(2018.06.12.)
 · B사 – VR 직업체험콘텐츠(2018.06.12.)
 · C사 – 챗봇(2018.06.14.)
 · D사 – VR 테마파크(2018.06.15.)
 · E사 – VR 교육(2018.06.21.)

[표 4-1] 스마트미디어 생태계 조사 방법

주요 사항 세부 사항

일반 현황
 · 기업에 대한 일반 정보
 · 설립 당시와 현재의 소재지
 · 사업 분야

대표자 경력  · 현 회사 창업 이전 대표자의 경력

창업 및 전환
 · 창업 계기 및 과정
 · 주력 사업 모델 전환 이유
 · 향후 주력 사업 모델 전환 계획

인력 운용
 · 주력 분야와 다른 분야 업무 수행 시 인력 운용 방식
 · 인력 채용의 애로사항

경쟁력 및 기술개발
 · 특화 제품, 서비스, 기술력 등
 · 기술개발의 어려움

사업장 입지 선정  · 현 입지 선택 이유와 장단점

네트워킹  · 협회, 포럼 등 스마트미디어산업 관련 네트워킹의 영향

행정규제 개선  · 규제·행정시스템 관련 문제점, 개선 방향

정책 제언  · 투자유치, 마케팅, 기술개발, 인력 운용 등과 관련해 공공에 바라는 점

[표 4-2] 사례기업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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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서울 스마트미디어산업의 제작 특성

1) 기술 연접도 높아 전환 용이 

스마트미디어산업 관련 기술은 연접도가 높아 사업 모델 확장 및 전환이 용이한 것이 특

징이다. 대표적인 예로 VR과 AR을 들 수 있다. VR과 AR은 콘텐츠 현실 개입 정도의 차이

가 있을 뿐 실제로 동일한 원리와 프로그램으로 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업계에서 주로 

유니티(Unity)10)와 언리얼 엔진(Unreal Engine)11)이라는 동일한 개발도구를 사용해 VR

과 AR 구분 없이 콘텐츠를 제작한다. 이렇듯 기술적 측면에서 기업을 VR과 AR로 기준삼

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각 기업들은 VR과 AR 중 집중하는 분야가 다를 뿐 두 

역의 기술 연접을 활용해 쉽게 역을 넘나들며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그림 4-1] 게임 제작 엔진 활용의 확장

스마트미디어산업은 기존 컴퓨터·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진화해온 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존 게임·콘텐츠 업체의 스마트미디어산업 분야로의 전환도 용이한 편이다. 현재 

VR·AR 관련 기업 중 다수가 기존 모바일·PC 게임 업체에서 사업 모델을 전환하거나 재창

업해 온 기업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통 게임 산업과 스마트미디어산업의 게임 산업에서 

사용하는 기본 프로그래밍 언어, 소프트웨어 등이 동일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

다. 앞서 언급한 VR·AR 제작 엔진인 유니티와 언리얼 엔진은 원래 PC 게임과 모바일 게

10) 미국 유니티 테크놀로지스에서 개발한 게임 엔진으로 주로 저사양, 모바일 게임 제작에 쓰인다.

11) 미국 에픽게임즈에서 개발한 3D 게임 엔진으로 주로 고사양, PC용 게임 제작에 쓰인다. 



04 서울시 스마트미디어산업의 생태계 분석과 발전 가능성 / 57

임을 제작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이기도 하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기업마다 대표 사업 모

델이 존재하지만 사업 역을 한정하지는 않는 편이며, 트렌드와 사업성에 따라 사업 모

델 전환과 확장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R·AR 경계 모호”

VR과 AR은 같은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VR과 AR의 경계가 모호하다.

기업들을 세부적으로 구별하기보다는 큰 틀로 봐야 한다.

(A사 최○○ 대표, 2018.6.12.)

“모바일 게임에서 VR 콘텐츠로 전환”

모바일 게임 개발에서 VR 콘텐츠 개발로 주력 모델을 바꿨다. 

(D사 최○○ 대표, 2018.6.15.)

2) 개발 용이성, 사용자 접근성이 시장 확대해 

신생 분야인 VR·AR 산업의 성장은 개발 용이성과 사용자 접근성이 뒤따라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VR·AR 개발도구의 사용비가 낮아지고 오픈 소스 활용이 많아지면서 

관련 VR·AR 콘텐츠 제작의 장벽도 낮아지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보급형 기술로 제작된 

콘텐츠의 제작도 늘어나고 있다. 이전에는 VR·AR 시장에서 게임처럼 화려한 그래픽 화면

을 구사하기 위해 고성능의 컴퓨터가 주로 필요했지만, 지금은 VR·AR 활용분야가 보급형 

기술로도 충분히 구현 가능한 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교육 분야가 대표적으로 문제풀이

와 같이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진 교육 프로그램 등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제작이 쉽고 비

슷한 콘텐츠를 재생산하는 것도 용이하다. VR·AR 콘텐츠를 체험하는 소비자들도 단발성

으로 VR·AR 기기를 체험하는 수준을 넘어 콘텐츠를 소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VR·AR을 

찾게 된다. 이렇듯 VR·AR 분야에서 기술 부담이 낮아지면서 기술 자체보다는 콘텐츠 경

쟁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사용자 접근성도 시장 확대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VR은 상 표시 장치를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추가 기기 구입에 대한 부담과 착용에 대한 불편함이 따른다. 따라

서 이와 같은 부담을 줄여 VR 기기를 쉽게 사용할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교육용 VR 콘텐츠를 제작하는 E사와의 심층 인터뷰에 따르면 예전에는 VR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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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콘텐츠가 고가이고 다루기 어려워서 학원에서 이를 운용하는 교사들이 애를 먹었지만, 

최근에는 조작하기 간단한 장비와 콘텐츠로 공급되면서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 모두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사용자 접근성과 편리성 개선이 시장을 확대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저가 HMD 보급과 VR 체험시설의 증가도 사용자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스마트폰 화면이 곧 디스플레이가 되는 보급형 HMD의 공급이 그 예이다. 국내 기업의 

기어 VR과 구글의 DIY 카드보드 VR이 대표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의 스마트폰에 기기를 

결합해 간편하게 VR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강남, 홍대 등을 중심으로 VR 체험방이 늘어나면서 대중들이 VR을 즐길 수 있는 

기회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오락실과 PC방처럼 비디오게임과 PC게임 대중화를 이끌었던 

것처럼 VR 산업은 VR 체험방을 통해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고 있다. 다만 적절한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재 VR 체험방은 PC방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PC방 설치 

기준을 따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VR 체험에 알맞은 공간을 구성하는 데 제약이 따

른다. 

“콘텐츠 자체, 맨파워 등 중요성 대두”

기획, 디자인, 사운드 등을 만드는 보급형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면서 콘텐츠 제작이 

쉬워졌다. 그래서 지금은 기술력보다는 콘텐츠 자체와 맨파워 등이 중요해지고 있

다. 

(C협회 차○○ 전략기획실 팀장, 2018.5.28.)

“화려한 그래픽, 기술보다는 쉽고 친숙한 콘텐츠 공급이 시장 확대시켜”

예전에는 VR 장비가 다루기 어렵고 고가여서 학원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것을 꺼렸

는데, E사 콘텐츠는 간단하고 저렴한 VR장비로 작동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교사나 

학생 모두 쉽게 사용할 수 있다.

(E사 임○○ 대표, 201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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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방은 PC방 설치 기준 따라야”

현재 VR방은 PC방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PC방 설치 기준을 따라

야한다. 사업주는 PC방 규제로 VR 체험에 맞는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 

소비자도 콘텐츠를 온전히 즐길 수 없다.

(B협회 장○○ 연구원, 2018.4.27.)

자료: 구글 VR 홈페이지(vr.google.com)

[그림 4-2] 구글 DIY 카드보드 VR

3) 고도의 장비 및 시설 지원 수요 낮아 

스마트미디어산업에서 콘텐츠의 중요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지원은 고도의 장

비와 시설 지원에 편중되어 있는 편이다. 기업들은 이들 시설의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지적 

했다.

DMC를 비롯해 수도권 전역에 제작 지원 기능이 있는 공공 공간이 조성되어 운  중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운 하는 상암 DMS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운 하는 누리꿈스퀘

어가 대표적이다. 각 시설별로 차세대 기술이 적용된 고가의 장비와 촬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만, 이러한 고사양 지원 시설은 기업들이 일반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사용하는 

장비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또한 공공 지원 시설을 이용한다고 해도 구비된 기기를 운용

할 인력이 없으면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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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콘텐츠 제작은 서비스 테스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수시로 장비를 사용

해야 한다. 최근 기술 개선으로 제작 부담이 줄어들면서 장비 구입 비용이 낮아져 대부분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제작 장비를 보유하는 편이다. 따라서 여러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공용장비 활용도는 점점 낮아지는 추세이다.

기업들은 간혹 고사양 장비와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강남 등에 있는 사설 스튜디오를 이

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다. 이는 공공 지원 시설 이용의 저렴한 사용료에도 불구하고 

막상 시설을 이용할 때 장비를 운용할 전문 인력에 대한 지원이 없어 사용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대부분 공공 지원 시설이 DMC 등에 위치해 다른 산업 

집적지인 강남 등과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효율성 

측면에서 품이 많이 들어가는 공공 지원 시설을 이용하기보다는 사설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DMC의 공공 장비 및 시설 활용도 떨어져”

DMC의 누리꿈스퀘어나 상암DMS에 장비와 스튜디오가 있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사용한 적은 없다. 좋은 장비와 시설을 쓰라고 해도 이를 운용하는 인력을 구하는 

데 비용이 드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지리적 접근성, 비용부담 등을 고려할 때 

DMC 시설을 이용하는 것보다 강남의 사설 스튜디오를 이용하거나 외주를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다.

(E사 임○○ 대표, 2018.6.21.)

3_서울 스마트미디어산업의 인력 수급, 네트워킹 및 마케팅 특성

1) 학교와 연계한 인력 교류 및 자원 활용 용이

스마트미디어산업의 성장에 따라 대학들도 관련 학과를 개설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스마트미디어산업과 연관이 있는 기존 컴퓨터공학과·소프트웨어학과와 더불어 최근

에는 스마트미디어산업에 특화된 학과들도 생겨나고 있다. 남서울대학교 가상증강현실전

공, 광운대학교의 스마트융합대학원의 스마트시스템학과 등 수도권 소재 20여 개 대학이 

스마트미디어산업 관련 학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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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미디어산업이 신생 분야이기 때문에 학교 자체적으로 커리큘럼을 운 하기보다는 

업계 관계자가 학교 교육에 투입되는 방식의 산학 협력 사례가 많은 편이다. 실제로 심층 

인터뷰한 2개 업체에서는 대표 혹은 매니저가 대학의 관련 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이들 기업은 출강을 통해서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업계 관계자 등과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가 업계 네트워킹의 가교역할을 한다

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기업들은 일·학습 병행제로 학교와 교류하기도 한다. 일·학습 병행제는 특정 

분야 전공 학생이 학교에서 이론 교육을 받음과 동시에 관련 기업에서 근로하며 현장 경

험을 쌓는 제도로 소규모 스마트미디어산업 기업에 맞춤형 인력을 양성해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학습 병행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곳은 DMC이다. DMC는 지역산업특

화형 도제특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서울산업진흥원과 DMC 코넷을 중심으로 남서울대학

교 등 서울 소재 7개 협력 대학과 연계한 일·학습 병행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일·

학습 병행제를 실시하고 있는 DMC 소재 B사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일·학습 병행제로 우

수한 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하는 데 장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자원을 이용한 창업과 상품 개발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심층 인터뷰를 

한 E사는 기술경 전문대학원의 창업 프로그램의 연장선상에서 창업이 이루어진 사례이

다. 대학들은 주로 기술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관이 

있는 스마트미디어산업 분야 창업 시 대학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쉽다. 또한 학교 수업 

결과물이 사업 모델로 연결되기도 한다. E사의 대표는 학교 수업 과제로 방탈출게임 콘텐

츠를 제작하기도 하 다. 이들 콘텐츠는 VR 체험방에서 직접 시연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상품 수준이라고 한다. 대학 수업의 결과물인 만큼 해당 콘텐츠를 제작할 때 학교로부터 

장비와 시설뿐만 아니라 콘텐츠 소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기업들은 학생 신분으로 대

학이 제공하는 시설과 콘텐츠를 이용해 장비 구입 비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콘텐츠 소스 

라이선스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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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연계 창업” 

K대학 경 대학원에 재학하면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회사를 

만들었다.

“수강·출강하며 학교와 교류, 학교 시설 및 콘텐츠 소스 활용”

개발자 한 명은 G대학에서 강사로서 VR 실무를 교육하고 있다. 본인은 H대학 

HCI학과 박사 과정생이며, 수업과 연계해 상품을 개발하기도 한다. 방탈출게임 콘

텐츠를 개발할 때 학교가 제공하는 콘텐츠 소스를 사용했다.

(E사 임○○ 대표, 2018.6.21.)

“일·학습 병행제 연계로 인력 채용”

N대학 가상현실학과와 일·학습 병행제 프로그램을 진행해 인력을 양성해왔다. 기

업에게는 현장 경험을 미리 쌓은 익숙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채용 전환 

시 추가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B사 최○○ 대표, 2018.6.12.)



04 서울시 스마트미디어산업의 생태계 분석과 발전 가능성 / 63

학교 전공

DMC 
Conet 

협력대학 

서강대 학부  · 커뮤니케이션학부(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단국대
학부  · 소프트웨어학과, 응용컴퓨터공학과, 모바일시스템공학과

대학원  · 영상콘텐츠전문대학원(융합콘텐츠전공)

숭실대
학부

 · IT대학-컴퓨터학부, 전자정보공학부, 소프트웨어학부, 스마트
시스템소프트웨어학과

대학원  · 정보과학대학원(스마트미디어학과)
상명대 학부  · 휴먼지능정보공학과, 컴퓨터과학과, 게임학과

성공회대 학부
 · 미디어컨텐츠융합 자율학부(디지털컨텐츠전공, 혁신융합전공)
 · IT융합 자율학부(컴퓨터공학전공, 소프트웨어공학전공, 정보통

신공학전공, 글로벌IT전공)

남서울대 학부

 ·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멀티미디
어학과

 · 연계전공-가상증강현실전공(멀티미디어학과/시각정보디자인
학과/영상예술디자인학과)

광운대
학부

 · 소프트웨어학부, 컴퓨터정보공학부, 정보융합학부
 · 미디어영상학부-디지털미디어전공

대학원  · 스마트융합대학원-스마트시스템학과

기타

서울대 대학원  ·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디지털정보융합전공
중앙대 대학원  · 첨단영상대학원-영상공학전공

경희사이버대 2년제
 · 관광레저항공경영학과
 - 관광 AR·VR연구실(DMC산학협력연구센터 내) 연계

명지전문대 2년제  · 소프트웨어콘텐츠과
홍익대 대학원  · 영상대학원-VR·AR 콘텐츠 전공

순천향대 학부  ·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한양대(ERICA) 학부  · ICT융합학부-컬처테크놀로지전공

경기대 학부  · 미디어영상학과
한성대 학부  · 모바일소프트웨어트랙
인덕대 2년제  · VR콘텐츠디자인학과
유한대 2년제  · 스마트콘텐츠학과 VR게임콘텐츠전공

수원여대 2년제  · 모바일미디어과

주: DMC Conet 협력대학은 DMC Conet 홈페이지를 참고하였으며, 기타 대학은 대입정보포털에서 스마트콘텐츠, 스마트
미디어, VR, 모바일 등을 검색한 결과와 기사 검색을 바탕으로 구성함.

[표 4-3] 수도권 소재 대학의 스마트미디어산업 관련 학과 현황

2) 인력 수급 양극화, 전문 인력 양성 지원 절실

한편, 스마트미디어산업 인력 수급에서 단순 개발 인력은 구하기 쉽지만, 고급 전문 인력

을 구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스타트업이나 보급형 콘텐츠를 제작하는 소규모 업체는 창업자가 기획, 마케팅, 상품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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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등을 병행하며, 단순한 업무에 한해서 단발성으로 인력을 충원하는 편이다. 주로 관련 

학과나 지인 등 기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력을 충원하게 된다. 해당 역에서 실무 경험

을 쌓고 싶어 하는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의 공급이 많아 인력을 구하기가 쉬운 편이다.  

하지만 전문성을 갖춘 고급 인력을 충원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대학을 제외하고는 

스마트미디어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할 교육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심층 인터뷰를 진

행한 VR 테마파크 관련 기업 D사는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어 인력 충원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VR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고용 시

장에 전문 인력이 부족해 공채로 인력을 충원하기 힘들어 결국 산학 네트워킹이나 협력사 

등을 통해서 인력을 소개받는 쪽으로 인력 충원 방식을 선회하는 편이다. 기업들은 초년 

취업자를 고용하면 현업에서 긴 수습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년 취업자를 선발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 이와 관련해 기업들은 현장에 투입 가능한 전문 인력 양성과 매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를 비롯한 공공 부문에서 스마트미디어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

성 프로그램을 운 하거나 기업체와 전문 인력을 매칭하는 통로를 만들어 주기를 당부했다.

“중요 업무는 창업자가 담당, 단순 보조 업무 인력 구하기 쉬워” 

창업자들이 기획, 마케팅, 업, 개발 등 중요 업무를 담당한다. 새로 충원한 직원

들은 단순한 업무를 보조한다. 이들은 주로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은 사람들 중에

서 뽑았다. 주변에 VR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이나 경력을 쌓고 싶어 하는 지원자

가 많아서 인력을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E사 임○○ 대표, 2018.6.21.)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부족해”

공채로 수준 있는 인력을 찾기 어렵다.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도 부족하다. 

게임 관련 학과 졸업생들도 현업에 오면 처음부터 하나하나 가르쳐야 한다.

“전문 인력 양성 지원 필요”

정부의 고용창출 노력을 체감할 수 없는 이유는 전문성 있는 인력을 양성하지 않

기 때문이다. VR 산업은 특수한 기술을 요구하는데, 이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전문 인력을 개별 기업이 직접 찾기가 힘들다. 정부나 시울시에서 전문 인력 양성

을 지원하거나 매칭하는 채널을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D사 최○○ 대표, 2018.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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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트워킹으로 협업 기회 늘고 시장 파이 커져

스마트미디어산업에서 네트워킹은 기업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직접적으로는 사업 기회 확대가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것을 

들 수 있다.

기업들은 네트워킹으로 서로 다른 역의 인력 및 업체와 협업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스타트업과 같이 소규모 기업은 일손이 부족하지만 고용 부담 등으로 쉽게 인력을 충원하

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 기업은 네트워크를 통해 프로젝트 특성에 맞는 인력을 찾게 된다. 

예를 들어 프로그래밍을 전문으로 하는 스타트업에서 디자인적 요소가 필요한 단발성 콘

텐츠를 제작할 때 디자인 전문 직원을 채용하기보다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에게 의뢰하는 

편을 선호한다. 이럴 때는 네트워킹으로 연결된 기업들로부터 어느 정도 검증된 프리랜서

를 소개받을 수 있다. 또한 개발사-플랫폼사와 같이 유통과 연계한 공동 작업이나 컨소시

엄 구성과 같은 협력 사업에서는 네트워킹을 통해 파악된 기업 상호 간 파트너십을 구축

하는 것이 수월하다. 실제로 디바이스 제조를 담당하는 A사 심층 인터뷰에서 해당 업체가 

입주한 DMC 첨단산업센터 내 입주사 정기모임을 통해서 콘텐츠 업체와 연결되어 협업을 

제안하거나 인력을 소개받는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들은 네트워킹으로 스마트미디어산업의 시장 파이를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보았다. 스마트미디어산업은 신생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네트워킹을 통해 정보

를 나누고 교류하며 관계망을 견고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산업 중요도를 

알리고 성장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의 목소리를 형성할 수 있다. 심층 인터

뷰한 B사는 DMC 입주기업 협력 네트워크인 ‘DMC 코넷’과 서울산업진흥원과 협력한 산

학협력 네트워킹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네트워킹 참여가 스마트미

디어산업의 시장 파이를 키워 기업 활동에 간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첨단산업센터 입주사 정기모임/SBA 자체 네트워킹 행사”

디바이스 제조사로서 콘텐츠 업체, 인력과 협업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럴 때는 회

사가 입주한 DMC 첨단산업센터 내 네트워킹을 활용한다. 입주사 정기 모임과 

SBA 자체 네트워킹 행사가 대표적이다.

(A사 최○○ 대표,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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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킹이 시장 파이 키워 간접적으로 도움 될 것”

스마트미디어산업과 관련한 공공 주관 행사에도 참여한다. 회사에 직접적으로 도

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 파이를 키워서 기업 활동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B사 최○○ 대표, 2018.6.12.)

4) 서울시, 정부의 공신력으로 해외 시장 판로 진출 기회 늘려야

스마트미디어산업에 종사하는 소규모 기업에게 공공 주관 네트워킹이 투자 유치와 판로 

개척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스타트업은 상품 

개발과 투자 유치, 판로 개척 등을 한 번에 소화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기업들에게 

공공이 주관하는 비즈매칭 이벤트는 홍보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 

여러 공공기관에서 스마트미디어산업과 관련해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을 위한 이벤트를 개

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주관하는 월드IT쇼와 차세대융합콘텐

츠산업협회의 스마트콘텐츠IR피칭데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스마트미디어X캠프를 

들 수 있다. 월드IT쇼에서는 ICT 분야 컨퍼런스를 진행하며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데모데이, 수출 상담회 등을 연다. 스마트콘텐츠IR피칭 데이는 우수 스마트콘텐츠 기업에 

투자 발표회와 1:1 대면 상담 기회를 제공한다. 스마트미디어X캠프는 우수 아이디어를 

가진 개발사와 서비스 확대가 필요한 플랫폼사가 참여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피칭 행

사를 진행한다. 우수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업체에는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정부자금을 

지원하기도 한다. 

또한 해외에서 열리는 권위 있는 행사의 참여를 지원하기도 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는 미국, 상하이, 바르셀로나 등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의 ICT 분야 기

업들의 행사 참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유로 어트렉션 쇼(EAS)에서 한

국관을 운 해 국내 우수 기업의 콘텐츠를 전시하며 비즈매칭 상담회를 열기도 한다. 이

러한 행사 참여 지원은 우수한 콘텐츠 경쟁력이 있음에도 이를 선보일 기회가 없는 국내 

세 업체에게는 해외 투자 유치와 판로 개척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실제로 VR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E사는 심층 인터뷰에서 정부 비즈매칭 사업 지원으로 해외 박람회에 

참여한 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해외 투자자들과의 매칭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표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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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우리나라는 IT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아 한국 정부가 공인하는 행사에 

참여한 기업들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와 정부

를 비롯한 공공 역에서 지원 정책의 성과를 높이면서 기업의 국내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이벤트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관 내용

한국정보통신
진흥협회
(KAIT)

· 해외진출 지원 및 협력 네트워크
 - KAIT 해외협력단(해외마케팅) 사업
 - 24개국 41개 기관과 협력
· MWC 미국/상하이/바르셀로나 참가 지원(2018)
 - 디지털콘텐츠, IoT, VR, 모바일 등 ICT 전 분야
 - 한국관 부스 임차 및 행사 참여 행정 지원
· 글로벌 강소기업 미국/독일 투자유치 설명회(IR) 개최(2018)
 - ICT 관련 국내 강소기업 피칭, 1대1 비즈니스 미팅 등 지원
· 월드IT쇼 개최(2018)
 - ICT 분야 컨퍼런스, 데모데이, 수출 상담회 등 개최

한국전파진흥협회
(RAPA)

· Euro Attractions Show(EAS) 2018 한국관 운영
 -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실감형 콘텐츠 개발 및 제작/운영사 대상
 - VR/AR/MR, 홀로그램, 프로젝션 매핑, 무빙 스컬쳐 등
 - 우수콘텐츠 전시, 판매·유통 등 비즈매칭 상담회

차세대
융합콘텐츠산업협회

(NCIA)

· 스마트콘텐츠 IR피칭데이(2018)
 - 우수 스마트콘텐츠 기업 투자 발표회 및 1:1 대면 상담 기회 제공
· 스마트콘텐츠 해외 크라우드펀딩 지원 사업(2018)
 - 미국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런칭 지원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KCA)

· 스마트미디어X캠프(2018)
 - 우수 아이디어를 가진 개발사와 서비스 확대가 필요한 플랫폼사가 참여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피칭 행사
 - 우수 컨소시엄에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정부자금 지원

자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홈페이지(www.kait.or.kr)

한국전파진흥협회 홈페이지(www.rapa.or.kr)

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 홈페이지(www.ncia.kr)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홈페이지(www.kca.kr)

[표 4-4] 공공기관 주관 스마트미디어산업 비즈매칭 관련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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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관 비즈매칭이 해외 판로 개척에 도움”

정부 비즈매칭 사업의 지원을 받아 해외 박람회에 참여했다. 작은 스타트업이 스

스로 해외 업망을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정부에서 박람회에 참가할 기회를 

주어서 해외 투자자와 연결될 수 있었다. 공공의 비즈매칭은 스타트업의 판로를 

개척하고 정부의 사업 성과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자리가 많아졌으면 한다. 

(E사 임○○ 대표, 2018.6.21.)

4_서울 스마트미디어산업의 입지 특성

1) 공공 입주시설은 임대료 부담 적고 지원 시설과의 연계가 장점

스마트미디어산업 기업들은 임대료 부담이 적고 지원 시설 이용이 편리한 공공 입주공간

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 전역에는 공공기관이 운 하는 입주시설들이 

있다. 1인 창작자, 스타트업 등을 위한 소규모 공간에서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오피스 공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특히 DMC에는 서울산업진흥원이 운

하는 DMC 첨단산업센터, 산학협력센터, S-plex센터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운 하는 

누리꿈스퀘어에 공간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미디어 관련 기업들이 입주해 있

다. 이들 중에는 강남 등 기존 비즈니스 지역에서 사업장을 옮겨온 기업들도 많은 편이다. 

기업들이 옮겨온 주 이유는 저비용으로 업무 공간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첨단산업센터의 입주기업으로 선정되면 시설에 따라서 최장 8년 동안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심층 인터뷰한 A사와 B사는 첨단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이다. 이들 기업 역시 

저렴한 부동산 비용을 DMC에 자리 잡은 주 이유로 답하 다([표 4-5], [표 4-6] 참고).

또한 기업들은 입주공간을 운 하는 기관의 시설과 정책을 이용하기 쉽다. DMC 첨단산

업센터와 산학협력센터 입주기업들은 공간 운  주체인 서울산업진흥원의 지원 제도 등을 

접하기 쉽다. 또한 각 시설이 보유한 회의실 등 편의시설을 활용하기도 용이하다. 다만 

앞서 2절 1)에서 지적한 것처럼 고가의 장비 및 시설 사용은 입주기업 입장에서 편리하지 

만 타 지역 기업들의 활용도는 떨어지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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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사업장은 임대료가 저렴한 것이 장점”

현재 입주하고 있는 DMC 첨단산업센터 임대료는 창업 당시 역삼동 사무실 임대

료의 60% 수준이다. 공공이 운 하는 공간이다 보니 임대료가 저렴하고 임대 기

간도 보장되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A사 최○○ 대표, 2018.6.12.)

DMC 첨단산업센터 DMC 산학협력연구센터 S-plex센터

주 목적
IT기반 융합 디지털 콘텐츠 및 
미디어 기술 관련 제조업 업무 
공간

DMC 산학협력네트워크 구축
사업, 산학공동연구 지원

서울시 IT, 미디어, 콘텐츠 집
중 육성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거점 조성

개관시기 2008년 2006년 2016년

규모
· 지하 2층, 지상 8층
· 연면적 77,190㎡

· 지하 4층, 지상 15층
· 연면적 29,760㎡

· 지하 7층, 지상 17층(S1), 21
층(S2)

· 연면적 81,969㎡

주 형태 도시형 공장 업무시설 공공청사, 공공용시설

입주 관련

· 125개 입주 공간
· 모젼스랩 등 입주

· 44개 입주 공간
· 경희사이버대 관광 VR·AR

연구실 등 입주

· 서울게임콘텐츠센터 내 게임
스타트업, 개발자 공간 제공

· 디캐릭 등 입주

· 임대료 5,540원/㎡ + 관리비 2,670원/㎡
· 입주기간 2년 후 평가, 3년×2회 연장 가능(최장 8년)

지원시설 
및

프로그램

· 지원시설
 - 회의실, 세미나실, 전산실
· 산학협력
 - DMC 코넷

· 지원시설
 - 회의실

· 대관시설
 - e스포츠 경기장, 3D 영화

관, 영상편집센터 등

자료: 디지털미디어시티 홈페이지(dmc.seoul.kr), S-plex센터 홈페이지(www.splexcenter.com)

[표 4-5] DMC 내 서울산업진흥원(SBA) 지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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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주 목적 대규모 미래형 기술집약 특화 단지, 비즈니스 허브 조성
개관시기 2007년

규모
· 지하 4층, 지상 22층
· 연면적 152,567㎡
 - 비즈니스타워, 연구개발타워, 디지털파빌리온, 공동제작센터로 구성

주 형태 업무시설

입주 관련

일반오피스
(비즈니스타워, 연구개발타워
내 업무시설)

혁신벤처센터
(연구개발타워 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센터
(연구개발타워 내)

· 임대료 13,000원/㎡ + 관리
비 8,190원/㎡

· 예비창업자: 무상(최대 1년)
· 초기창업기업: 관리비
 8,190원/㎡(최대 2년)

· 중소IT기업 및 인증 보유기
업 대상

· 임대료(상이)+
관리비 8,190원/㎡

지원시설 및
프로그램

· 대관시설
 - 회의실 및 촬영장소 제공
 - 공동제작센터: 디지털 콘텐츠 촬영 공간 및 장비 지원
· 한국 VR·AR 콤플렉스(디지털파빌리온 내)
 - VR Developing bed: VR개발 전문 연구 인력 및 기술 지원
 - VR 캠퍼스: VR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연구실, 스튜디오

자료: 누리꿈스퀘어 홈페이지(nuri.nipa.kr),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표 4-6] DMC 누리꿈스퀘어

2) 자유롭고 효율적인 업무 환경 중시

스마트미디어산업 기업들은 정형화된 업무 공간보다는 자유롭고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중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기술 장벽이 낮아지면서 작은 규모의 기업들은 간소한 장비로 상품

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노트북과 HMD 장비만으로도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넓은 

상주 공간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업체들도 다수 존재한다.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코워킹스페이스가 이러한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업무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다. 코워킹스페이스는 기업들이 적정 규모의 독립 공간을 사용하면

서 식음 시설과 회의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공간 사용 비용을 

아끼면서 트렌디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심층 인터뷰

한 E사는 창업 당시에는 대학 내 창업 지원공간에 입주했다가 최근 강남의 한 코워킹스페

이스로 사업장을 옮겼다. 이 업체는 인테리어, 집기 구입 등을 신경 쓰지 않고도 쾌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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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서 업무를 볼 수 있어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밝혔다. 

“코워킹스페이스로 공간 효율적 이용”

현재 입주하고 있는 코워킹스페이스는 단독 오피스 공간이 있고 공용회의실도 사

용할 수 있어서 미팅이 잦은 우리 팀이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 식음시설과 

휴게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강남에서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단독 사무실을 

구비하는 것보다 나은 조건이다.

(E사 임○○ 대표, 2018.6.21.)

3) 비즈니스 환경이 우수하고 트렌디한 업무 지역을 선호

스마트미디어산업 기업들은 비즈니스 환경이 우수한 업무 지역을 선호하는 편이다. 여타 

기업과 마찬가지지만, 스마트미디어산업과 같이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에 있어 협력과 투

자 유치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비즈니스 환경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강남이 임대료가 

비싸지만 기업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VR 관련 퍼블리싱과 투자 

매칭 사업을 하는 Y업체는 최근 강남역 일대에서 VR 카페를 운 하기 시작했다. 젊은 

층과 기업들에게 VR 체험을 노출하면서 일종의 VR 쇼케이스 역할을 수행해 더 많은 비즈

니스 기회를 얻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한 스타트업처럼 젊은 종사자가 많은 기업들은 교통이 편리하고 트렌디한 환경을 갖춘 

지역을 더욱 선호하는 편이다. 심층 인터뷰한 E사는 강남으로 사업장을 옮긴 이유로 편리

한 교통을 꼽았으며, 강남에서 사업하면서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가 크게 증가했다고 답

했다. 출퇴근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인근 맛집에서 식사하는 것을 즐기면서 직원

들의 업무 집중도가 높아지고 애사심도 형성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역은 강남 외에도 

홍대, 합정, 성동 등이 있으며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스마트미디어산업 기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젊은 직원들은 트렌디한 업무 환경 선호”

급여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강남이라는 업무 지역에서 일한다는 점에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다. 교통이 편리하고 맛집도 많다. 트렌디한 환경을 즐기면서 업무 시

간에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

(E사 임○○ 대표, 201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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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ㅣ 스마트미디어산업 지원전략

1_서울시, 콘텐츠산업 중심으로 육성

서울 스마트미디어산업 정책 방향은 산업생태계의 핵심 기업인 ‘콘텐츠 제작업체의 개발

역량을 지원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스마트미디어산업의 C-N-P-D 가치사슬에서, 플랫폼 기업은 시장 지배력을 기반으로 독

점적인 위상을 지닌다. 즉, 넷플릭스, 유튜브, 지상파 VOD, 광고기획사 등과 같은 국내외 

대규모 업체가 플랫폼 기업으로서 어떤 콘텐츠를 시장에서 유통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므로 

시장 지배력을 가진다.

스마트미디어산업의 본질적인 기반은 콘텐츠 개발업체에 있다. 흥미로운 콘텐츠가 없으면 

시장은 존재할 수 없다. 비록 시장지배력은 플랫폼 기업이 갖고 있지만, 산업생태계를 활성

화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내용적 토대를 제공하는 콘텐츠 개발업체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서울 콘텐츠업체가 전체 스마트미디어 업체의 74.9%를 차지하고 있으며12), 서울의 다양

한 소비자 그룹과 문화 자원에 접근하기 쉬워 신규 콘텐츠를 론칭하는 데에 유리한 강점

을 갖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미디어산업은 표준화된 기술로 인하여 산업 진입장벽이 낮

은 편이어서,13) 소규모 콘텐츠업체가 쉽게 신설되기도 하지만 과다 경쟁으로 생존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울시는 콘텐츠업체의 집중 육성을 위하여, 첫째, 스타트업의 부흥과 사업 안정화, 

둘째, 기존 미디어산업의 전환 또는 확장 등의 두 가지 정책 목표를 상정할 필요가 있다.

12) 통계청 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2016년 잠재적 전국 스마트미디어 업체의 51.1%가 서울에 소재해 있다.

13) 콘텐츠 분야는 소규모 자본만으로도 창업이 가능하며, 기술적으로도 전통 미디어에서 스마트 미디어로 업종을 변경하기 
쉽다. 그런데 영상기술의 수준이 아주 기초적인 기술 수준에서 복잡한 기술 수준까지 광범위한 편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미디어산업에서 특허가 필요한 제작기술도 있지만, 구글의 가상현실 제작도구처럼 오픈소스로 개방되어 
누구나 쉽게 VR콘텐츠를 제작, 업로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제작도구도 존재한다. 그 결과, 스마트미디어 산업생태계에는 
일반 미디어 업체였다가 VR 업체로 전환된 기업이 존재하는가 하면, IT 기술을 기반으로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한 업체가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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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 소재 콘텐츠업체를 위한 개방형 시스템 구축, 적극적 구매정책 

추진, 상암DMC 거점화 등의 3대 정책방향을 제시하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규모 콘텐츠업체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방형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지원

할 필요가 있다. 콘텐츠 제작업체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개발업체이므로, 서울의 우수한 

자원과 관련 전문업체에 쉽게 접근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신시장인 만큼 시장 수요

의 불안정성을 완충시켜주는 구매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기업을 위한 ‘원스톱 올

인원(one-stop all-in-one)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암DMC 거점화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상암DMC가 ‘스마트콘텐츠의 성지’로 인식되어 개발자, 기업, 시민을 끌어들이고 이들이 

상호 교류하여 신규 콘텐츠를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공간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그림 5-1] 서울시 스마트미디어산업을 위한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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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개방형 시스템 구축: 다차원적 네트워킹과 기술력 강화

1) 오픈 콘텐츠와 전문외주업체에 대한 접근성 강화

스마트미디어산업은 VR 등의 기술산업이자 스토리가 있는 콘텐츠가 필요한 산업이다. 앞

서 살펴본 것처럼, VR 등의 기술이 표준화가 다소 진행되어 산업 내외 기술연접도가 높아

서, 경쟁이 치열하기 쉽다. 결국 콘텐츠의 내용이 기업의 경쟁력과 생존을 결정하게 된다. 

한 기업 인터뷰에서도 VR 상 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결국에 다른 기업과의 경쟁 지점

은 스토리라고 언급하고 있다.

“양질의 콘텐츠를 통해 독보적인 역을 확보... 중요”

이지훈 대표: 최근 교육, 아동용 체험 VR 상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양질의 콘

텐츠를 통해 독보적인 역을 확보하면 밥은 굶지 않을 거란 확신도 있어요. 특히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료: 동아일보, (2018.5.10.), “[스타트업-ing] "VR의 미래, 스토리텔링에 달렸다" 다이브코어 이지훈 대표”

콘텐츠 개발은 어떤 아이템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을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기

획과정과 구체적인 상품의 스토리 내용을 채우는 개발과정으로 구분된다. 특히, 개발과정

에는 스토리라인, 사운드, 그래픽이 필요하다. 중견기업은 스토리작가, 사운드 아티스트, 

그래픽 디자이너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이 모든 분야의 

인력을 직접 고용하기 힘들다. 특히 인터뷰에 따르면, 사운드는 전문적이고 주제에 따라 

다양한 아이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스마트콘텐츠업체는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외주업체나 프리랜서를 이용하고 있었다.

개발 프로젝트의 성공은 필요한 그래픽, 사운드, 콘텐츠 소스에 대한 접근능력에 달려 

있으므로, 콘텐츠 중소기업이 쉽게 외부 전문업체나 콘텐츠 보유기관을 파악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최소한의 전문업체 간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

해서 어떤 전문업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분야별 기업 

리스트를 제공하는 정보망을 구축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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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콘텐츠 개발과정에서의 외주협업 

<VR개발사 투토키: 게임개발 인력의 VR전문벤처 설립사례>

엔씨소프트 출신 김동규 대표가 2017년 12월 설립

게임개발사 출신 인력이 설립

국내 VR 회사 중 최초로 100억 이상의 M&A를 기록

2018년 4월 VR 상화질기술로 일본 ‘오오키무선전기’로부터 투자 유치

2018년 6월 110분 장편 인터랙티브 VR 드라마 ‘하나비’ 발표

2018년 8월 ㈜서울비젼의 자회사로 편입 → 광고기획사

자료: 전자신문, (2018.8.16.), “투토키 설립 1년도 안 돼 100억원대 M&A, VR기업 몸값 높아졌다”. 
더벨, (2018.8.14.), “오케스트라PE, VR 개발사 투토키 인수”

2) 플랫폼사와의 협업 촉진: 투자/시장 친화성 확보

콘텐츠의 상품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 콘텐츠 제작기업과 플랫폼사의 협업은 매우 중

요하다. 플랫폼사는 시장의 동향을 가장 최전선에서 파악하고 있으며, 향후 콘텐츠 유통

업체로서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소기업이 소비자의 취향과 트렌드 변화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플랫폼사가 기업과 소비자 간 중개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제

작기업과 플랫폼사의 협업을 촉진함으로써, 콘텐츠 개발에 대한 투자처 확보와 시장 친화

성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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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사와의 협업은 크게 2가지 방식으로 달성될 수 있다. ‘데모데이’의 활성화와 ‘아이

디어 공모전’이다. 데모데이는 현재 콘텐츠 개발 중간 과정에서 투자자를 확보하고 다른 

개발자에게 피드백을 받기 위한 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데모데이의 경우 현재도 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의 스마트콘텐츠 IR 피칭 데이, 한국방

송통신전파진흥원의 스마트미디어X캠프, 그리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주관하는 월드

IT쇼 등이 존재한다. 스마트콘텐츠 피칭 데이나 스마트미디어X캠프는 기획 아이디어만 들

고서도 투자자 대상으로 1:1 대면 상담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월드IT쇼는 스타트업이

나 소기업에게는 자체 컨퍼런스 참여가 쉽지 않으며, 위의 개별 데모데이가 1년에 1번 정

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개발자와 기업이 플랫폼사를 만나는 기회가 제한적이다.

플랫폼사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데모데이의 개최 횟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콘텐츠

기업의 개발 프로젝트가 단기적이고 1년 계획에 맞추어 움직이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여, 

서울시 주관으로 또는 기존 협회와 서울시가 협업하여 데모데이의 개최횟수를 늘릴 필요

가 있다.

플랫폼사와의 두 번째 협업 방식인 ‘콘텐츠 Competition’은 콘텐츠 아이디어만을 공모하

는 것이 아니라, 공모전에서 선정된 기업이 플랫폼사와 연계될 수 있도록 진행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서울시는 1차 콘텐츠를 선발토록 하고 플랫폼사‧투자펀드와의 연계를 지

원한다. 플랫폼 기업은 박진 , 유희열 등 기획사 대표가 결합하여 초기부터 기획사의 관

리를 받는 뮤직 경쟁프로그램인 ‘K팝스타’처럼, 아이디이어 공모전도 플랫폼사의 단순 투

자가 아니라 플랫폼사의 컨설팅 과정을 거쳐 투자가치가 있는 콘텐츠로 추천하고 이것이 

벤처펀드나 콘텐츠 펀드를 받는 형태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림 5-3] 아이디어 공모전: 콘텐츠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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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의 신기술 수용력 레벨업

스마트콘텐츠 제작업체의 기술력 향상은 여전히 필요한 과제이다. 상제작기술이 표준

화되어 제공되더라도 기술발전의 속도가 빠르므로, 그 속도에 맞추어 적응할 수 있는 기

술 ‘수용력’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신기술 수용력 레벨업을 위해서는 2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상제작 특허기술의 개발과 

이전을 지원하는 것이다. 콘텐츠 제작업체 중에서 기술적 우위에 기반하여 상품 경쟁력을 

찾는 기업의 경우, 콘텐츠 개발과정에서 자신만의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과

거에 게임업체가 외국 기업의 게임엔진을 이용하여 게임프로그래밍 작업을 하다가, 점차 

자체 게임엔진을 개발한 경우와 유사하다. 스마트 콘텐츠 관련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 등

록에 성공한 경우, 해당 기업이 그 기술로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다른 기업이 그 기술

을 구매하여 콘텐츠를 개선할 수 있도록 특허 사업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지훈 대표: VR 동물체험은 ...(중략) 사진에서도 입체감과 역동성을 느낄 수 있

는 저희만의 기술을 적용했지요. ‘VR에서의 깊이 계층 이미지 표시장치 및 방법’이

라는 이름으로 특허까지 냈습니다. 덕분에 모바일에서도 고사양 PC 수준의 VR 체

험이 가능합니다.

자료: 동아일보, (2018.5.10.), “[스타트업-ing] "VR의 미래, 스토리텔링에 달렸다" 다이브코어 이지훈 대표”

둘째, 기업과 콘텐츠 전문대학원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스마트콘텐츠 인력양성프로그램

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인터뷰와 여러 기획기사를 살펴볼 때, 현재 우리나라 

IT 분야는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 인터뷰에 따르면, 초기 스타트업일지라도 대학을 갓 졸

업한 신규 인력은 쉽게 구할 수 있었다. 신규 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전반적으로 

높은 청년 실업률에 기인한 것도 있지만,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이 중견기업에 지원하기 

전에 개발경력을 쌓는 ‘경력 쌓기’ 통로로 스타트업을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하여, 경력이 있거나 다소 전문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인력은 쉽게 구할 수 

없다. 

산업의 역사가 짧아서 대학에서도 최근에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융합콘텐츠 대학원을 

설립했거나 현재 기존 미디어 대학을 전환시키고 있다. 현재 설립된 콘텐츠 전문대학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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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활용하여 콘텐츠 인력양성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한다(수도권 소재 대학의 스마트미

디어산업 관련 학과는 [표 4-3] 참고). 특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인력양성프로그램에 

VR 등 고가장비 지원을 결합해서 병행 추진한다. 다소 대규모의 VR 장비는 고가여서 전문 

대학원에서도 기자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생기는 실습 부족 문제를 해결해준다.

“중국에 인력 유출, 기술 역전 우려”

중국이 연봉 3배를 줄 테니 오라는데, 떠나지 않을 개발자가 얼마나 될까요?...(중

략) 5세대 통신 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VR, AR 등 ‘실감미디어’ 시장이 더욱 주목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인재 유출로 중국의 기술 역전이 현실화 할 수 있다는 우려감

이 커지고 있다….

“기자재 확보 어려움, 전문 교육 부족＂

VR 장비가 고가여서 충분한 기자재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전문 교육 강사가 부족

해 제대로된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자료: 헤럴드경제, (2018.4.16.), “VR-AR 인력 중국으로 다 빠져나간다”

3_적극적 공공구매: 정보의 스마트콘텐츠화와 디지털사이니지

산업 성장과 스타트업의 생존기간 연장에 있어서 공공구매 정책은 가장 효과적이면서 필

수적인 전략이다. 공공구매 정책은 신생기업에 안정적인 수요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기 때

문에,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안정시키면서 동시에 콘텐츠 개발 경험이나 관련 업체와의 교

류 기회를 얻게 하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다이브코어는 공공기관인 KT나 부산국제

화제 등에 VR 콘텐츠를 제공하는 하청 작업을 진행하여 개발비를 확보함으로써 오리지널 

콘텐츠를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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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하청 작업 다수 수주”

이지훈: 작년 KVRF(코리아 VR 페스티벌) 행사에서 KT관의 콘텐츠를 제작했고, 부

산국제 화제에서 바른손과 함께 VR시네마 운 에 참여하기도 했죠. 그 외에도 

코카콜라의 올림픽용 VR 콘텐츠,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및 윤봉길 의사 기념관용 

VR 콘텐츠를 개발했어요.

자료: 동아일보, (2018.5.10.), “[스타트업-ing] "VR의 미래, 스토리텔링에 달렸다" 다이브코어 이지훈 대표”

공공구매정책은 공공 정보의 스마트콘텐츠화, 도시의 주요 지점에 공공홍보를 위한 디지

털사이니지 설치 등 2가지 차원에서 진행한다.

첫째, 공공 정보의 스마트콘텐츠화는 공공정보를 직접 조달하거나, 도시 내 대표적인 공

간을 VR·AR 콘텐츠를 시연하는 장소로 활용하는 것이다. 스마트콘텐츠 분야의 유망한 

공공정보로는 소방안전교육, 직업체험, 역사체험, 관광체험 등이 있다. 예컨대 서대문형무

소역사관 VR 체험, 서울 관광VR투어, 북촌 사물인터넷 시범지구 내 VR 체험 등이 대표적

으로 사적지, 공공건축물 등 서울 명소에도 유사한 방식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

다. 또한,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등 대표 공공시설에 VR·AR 콘텐츠를 시현하여 서울시민

과 개발희망자에게 새로운 콘텐츠 경향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면 더욱 많은 콘텐츠 개발 

기회가 생겨날 것이다. 이러한 공공 프로젝트는 산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공공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서울에 있는 문화시설을 활용한 VR·AR 콘텐츠 개발하면 좋을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이다. 공간 자체는 좋은데, 이를 채울 콘텐츠가 부족한 

곳이다. 시설 곳곳에 AR콘텐츠를 입히기에 적합하다.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광

고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서대문형무소에서 VR·AR을 이용

해 역사체험을 하는 사례도 생겼다고 들었다. 서울 곳곳에 이러한 콘텐츠를 적용

할 수 있는 곳이 많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E사 임○○ 대표, 201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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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미술체험파크 ‘라뜰리에’>

○ 동대문 현대시티아울렛 11층(약 430평, 

24,000원)

○ 미디어 아트쇼: 관객의 동작에 맞추어 

상과 조명이 변하는 인터랙티브 쇼

○ 에밀 졸라의 홀로그램쇼: 에밀 졸라와 홀

로그램 캐릭터가 소통

○ 조셉 룰렝의 증강현실: 손 편지
라뜰리에의 미디어 아트쇼: ‘모네의 정원’

자료: 라뜰리에 홈페이지(www.light-atelier.com)

두 번째, 대표적인 공공구매정책으로는 공공 홍보를 위한 디지털사이니지 프로젝트를 진

행시키는 것이다. 대규모 디지털사이니지 전광판은 ‘빛공해’ 등을 이유로 주민 반대가 많

아 프로젝트가 쉽게 진행될 수는 없다.

디지털사이니지의 빛공해 안전과 필요 통행량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공간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근

거하여 자율표시구역이 지정되어 공공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산업 육성 의지가 필요하다. 

자율표시구역의 경우 향권 내에 있는 시민이 간판 설치에 대해 합의하고 옥외광고물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되는 지역이다. 실제로 디지털사이니지의 ‘빛공해’ 위험을 무

시할 수는 없으므로 기업체가 집중해 있는 업무 지역이나 상업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8년 6월 한 달 통행량을 살펴볼 때 아무래도 2호선 라인인 강남권/서남권/신촌홍대권

역 등이 통행량에서 우위에 있었으므로, 이들 지역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그림 5-4] 

참고). 한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이 25위, 동대문역이 30위이며, 현재 중국 관광객과 젊

은 층 유치를 통하여 동대문 상권을 부활시키려는 노력이 있다. 그에 따라 동대문 인근 

공실 공간에 소형 VR테마파크나 스마트미디어 기술이 결합한 갤러리 등이 입점하여 새로

운 도시 복합공간으로 도약 중이다. 이러한 도약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동대문 DDP를 중

심으로 디지털사이니지 설치를 고려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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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지하철역

순위 지점 교통량(대) 역 승하차인원(명)

1 동작대로(총신대입구역) 3,526,722 잠실(송파구청) 5,969,952

2 남부순환로(신월IC) 3,044,462 강남 5,963,204

3 반포대로(서초역) 3,023,276 고속터미널 5,785,038

4 남부순환로(수서IC) 2,874,646 홍대입구 5,616,644

5 남부순환로(낙성대역) 2,868,387 서울역 5,285,808

6 서빙고로(한남역) 2,789,428 사당 4,377,974

7 강남대로(신사역) 2,771,120 신림 4,157,170

8 사평대로(고속터미널역) 2,707,557 신도림 3,824,976

9 시흥대로(석수역) 2,537,640 건대입구 3,802,409

10 화랑로(화랑대역) 2,487,942 선릉 3,738,078

11 시흥대로(시흥IC) 2,445,072 구로디지털단지 3,697,112

12 성산로(연희IC) 2,338,454 종로3가 3,550,239

13 동일로(군자교) 2,330,316 삼성(무역센터) 3,447,884

14 시흥대로(구로디지털단지역) 2,309,370 가산디지털단지 3,245,082

15 강남대로(강남역-신분당) 2,235,175 서울대입구(관악구청) 3,135,154

16 양녕로(상도터널) 2,232,948 교대(법원,검찰청) 3,023,104

17 증산로(디지털미디어시티역) 2,203,971 영등포 2,986,007

18 사직로(사직터널) 2,201,684 합정 2,945,090

19 송파대로(롯데월드~석촌호수) 2,161,238 신촌 2,922,042

20 뚝섬로(용비교) 2,120,398 을지로입구 2,896,798

주: 고속화도로 및 한강교량 제외

자료: TOPIS, 2018,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을 토대로 분석

[그림 5-4] 서울시에서 교통량이 많은 도로와 승하차인원이 많은 지하철역 상위 20개(2018년 6월)



84 / 서울시 스마트미디어산업의 특성과 활성화방향

서울스퀘어 빌딩의 아트워크(미디어 파사드) 코엑스 전광판(삼성동 자유표시구역)

자료: 서울스퀘어 홈페이지(www.seoulsquare.com)

삼성전자 홈페이지(www.samsung.com/sec)

[그림 5-5] 디지털사이니지 적용 사례

4_공간전략: 상암DMC단지를 스마트미디어 클러스터로 전환

1) 현재 상암DMC단지는 중견기업 위주의 산업단지

현재 상암DMC는 미디어 분야 대기업과,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미디어 분야 지원기관이 

소재해 있어, 우리나라에서 명실상부한 미디어 집적단지의 위상을 갖고 있다. MBC, SBS, 

교통방송 등의 공중파 방송사와 TvN, Olive 등 다중 케이블채널을 소유한 CJ E&M 등

의 미디어 분야 대기업이 입주해 있다. 또한, NIPA의 누리꿈 스퀘어, KCA의 스마트미디어

센터 등이 위치해 있으며, 서울산업진흥원과 서울시 소유지만 서울산업진흥원이 위탁 운  

중인 첨단산업센터, 산학협력연구센터, S-plex 등이 소재해 있다.

그런데 상암DMC는 다른 지역이나 기업과 연결되지 않은 중견기업의 섬이라는 비판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첫째, 상암DMC의 다수 입주자들이 기존 미디어 기술 시장의 

중견기업인데, 상암 단지 내에서 기업 간 교류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편이다. 

둘째, 초기 개발자 그룹이나 스타트업이 상암DMC에 입주하기에는 민간 임대료가 너무 

비싸거나, 공공 입주시설에 진입하기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첨단산업센

터, 누리꿈 스퀘어 등의 공공지원시설 기업은 어느 정도 매출액 기준이나 R&D 비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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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충족키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교통 접근성이 좋지 않고 체험공간이 없어, 미

디어에 관심 있는 개발자나 시민이 방문하기 어려워 새롭게 개발된 콘텐츠나 최신 콘텐츠

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상암DMC는 중견

기업, 교류가 없는 조용한 단지, 저녁이나 주말에는 휑한 업무시설 지역 등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2) 전환 방향: 원스톱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미디어 클러스터

상암DMC가 미디어클러스터로서 제2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콘텐츠 제작업체가 

필요로 하는 요소를 ‘원스톱 올인원 서비스’로 제공하는 스마트미디어 클러스터로 발돋움

할 필요가 있다. 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 인력 지원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에게 콘텐츠 

노출을 시도하여 VR 기술이나 신제품에 대한 테스트베드를 수행할 공간이나 기회도 제공

할 필요가 있다.

VR 관련 기업들이 대부분 세해서 사업장 확보, 투자 유치, 콘텐츠 시연, 인력 

교육 등을 모두 해결하기가 벅차다. VR 원스톱 공간이 생기길 바란다. 

(B사 최○○ 대표, 2018.6.12.)

3) 과제 1: 상암DMC의 소비자 접근성 강화 및 브랜딩

상암DMC가 활기찬 스마트콘텐츠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접근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소비자 접근성 강화는 상암DMC에 소비자의 방문횟수를 늘려서 스

마트미디어에 익숙하게 하여 장기적인 시장 수요를 창출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콘텐츠의 시연이나 테스트를 가능케 하는 기반이 된다.

먼저, 연례적으로 시행되는 상암DMC 페스티벌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현재 페스

티벌은 MBC 방송국 앞의 광장에서 단일 방송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단일 방송사 

중심의 페스티벌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여러 콘텐츠 개발업체와 방송사들이 참여하여 

기존 미디어 상과 스마트미디어 상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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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벌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다수의 소비자를 유인하고 상암DMC에 대한 이

미지를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상암DMC 내에서 스마트미디어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VR콘텐츠 페스티벌을 별

도로 진행하거나 기존 상암 페스티벌과 통합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기존 방송, 화, 애니메이션 등에 대해서는 각각 화제가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화제에 대하여 서울시나 중앙정부의 지원이 존재한다. 그러나 VR웹드라마, VR 화, 

VR콘텐츠 등이 기존 화제에 지원할 경우, 해당 콘텐츠가 화냐 아니냐 등과 같은 역 

논란이 있어 사실상 지원을 받기 힘든 형편이다. 현재도 서울시에서 서울국제뉴미디어페

스티벌, 서울웹페스트, 서울국제실험 화페스티벌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소규모로 진행

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8 서울웹페스트 서울국제뉴미디어페스티벌

자료: 서울웹페스트 홈페이지(www.seoulwebfest.com)

서울국제뉴미디어페스티벌 홈페이지(www.nemaf.net)

[그림 5-6] 새로운 콘텐츠 페스티벌 사례

셋째, 상암DMC에 소비자가 쉽게 방문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별 자체 콘텐츠 체험

관이나 전시관을 운 하도록 장려할 뿐만 아니라, 도심형 테마파크가 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 상암 단지 내에 소재한 S-plex 건물은 11층~17층까지는 e-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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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다. e-스포츠 경기가 열리지 않을 때에는 VR게임이나 역동적인 콘텐츠가 시연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변형할 수 있을 것이다.

<S-plex 센터>
· 연면적 81,969㎡
· 층별 이용: 주로 게임콘텐츠용으로 이용
   2층~4층: 교통방송
   5층~7층: 미디어콘텐츠센터(미디어 상, 녹음시설)
   8층~10층: 게임콘텐츠센터, 게임 스타트업 및 인디게임 개발자 지원 공간
   11층~17층: e-스포츠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 한국 e스포츠협회 등 게임스포츠 등

자료: S-plex센터 홈페이지(www.splexcenter.com)

4) 추진과제 2: 개발자 간의 교류와 작업을 지원하는 코워킹스페이스 제공

상암DMC에는 콘텐츠 제작업체가 필요로 하는 여러 장비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방송국이나 상제작위원회 박물관은 여러 상콘텐츠를 보관하고 있는 방송국이

나 상제작위원회 박물관이 있어, 콘텐츠 개발업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각종 

장비가 무료 또는 저렴하게 임대되고 있다.

이러한 자원에 비추어 개발자 그룹, 창업 의지가 있는 개인, 스타트업 등이 상암DMC에서 

상주해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한 편이다. 이들 개발자들이 필요로 하는 면적이 

사실상 크지 않으며, 일반적인 오피스 건물과는 달리 개방형 공간에 대한 선호가 뚜렷하

므로, 이를 고려한 코워킹스페이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그림 5-7] 참고).

현재 첨단산업센터, 산학협력연구센터 등 공공지원시설의 1개 층 정도는 개방적인 코워킹

스페이스로 전환해 스마트미디어 콘텐츠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이나 개발자를 입주시킬 필

요가 있다. 현재 일반 오피스 건물처럼 1개 층에 복도와 오피스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을 

전체 개방적 시야를 확보하는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이후에 

상호 교류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용 공간, 1개 기업이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독립 

공간 등이 배치되도록 코워킹스페이스를 설계하도록 한다.



88 / 서울시 스마트미디어산업의 특성과 활성화방향

조이폴리스 게임웍스

개요
· 면적 96,876㎡, 9층, 5~7층 쇼핑센터
· 1998년에 개관한 도심 속 미디어·게임 체험
형 테마파크

· 드림웍스, 스티븐 스필버그, 유니버셜스튜디오
가 공동 설립

· 1997년에 개관한 게임, 영화, 미디어 중심의 복
합문화단지

주요
용도

· 호텔, 쇼핑·복합문화, 판매시설, 미디어체
험시설

· 쇼핑·복합문화, 판매시설, 게임시설, 미디어체험
시설

특징

· 600여 개의 게임과 UFO, 정글, 야생 강 
등을 체험할 수 있는 6개의 대형시뮬레이터 
등 미디오·게임의 다양한 체험시설 가동

· 가상현실 기술, 3D 그래픽 등을 놀이와 게
임으로 체험

· SEGA 등의 게임회사가 새로운 게임의 쇼케
이스 현장으로 활용

· 쇼핑, 호텔과 결합하여 자국 및 해외 관광객
들이 다수 방문

· 시설 내 게임뿐 아니라 음식점, 바 등이 함께 
설치되어 eat, drink, party, play의 4요소를 동
시에 충족시키는 환경 조성

· 첨단게임, 미디어(VR, 방송, 영상)의 쇼케이스와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도시의 문
화산업 선도

· 낮과 밤에 다른 프로그램을 설정하여 24시간 동
안 시설을 활용

· 주변 관광코스 등과 연계한 관광패스 등으로 이
용 가능

시사점

· 도심 내에서 적절한 규모의 부지를 활용하
여 미디어·게임 테스트베드 역할 수행

· 호텔, 쇼핑센터, 판매시설(레스토랑 등)을 
복합 유치하여 입장권과 더불어 수익 창출

· 게임, 미디어(영화, 드라마 등)의 런칭쇼·쇼
케이스를 수행, 엔터테인먼트 거점 조성

· 먹고, 마시고, 노는 모든 요소를 시설 내에 집약
하여 24시간 논스톱 운영

· 미디어(VR, 방송, 영상 등)의 쇼케이스와 테스트
베드 장소로 활용하여 문화거점 조성

· 주변지역(관광코스 등)과 연계 프로그램(패스)
을 활용, 지역 전체의 활성화 도모

사진

자료: 서울시(2017), 「선도산업거점으로서 DMC 2단계 활성화방안 연구」, p218

[표 5-1] 스마트미디어 분야 실내 복합문화시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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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공간 독립 공간

자료: 위워크 홈페이지(www.wework.com)

현대카드 스튜디오블랙 홈페이지(studioblack.hyundaicard.com)

[그림 5-7] 코워킹스페이스의 공간 배치

5) 과제 3: 통합적인 지원 플랫폼의 공급

상암DMC에서 콘텐츠 제작업체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프로그램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

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상암단지 내에 난립해 있는 여러 중앙정부 지원기관과 서울

시, 그리고 마포구 등이 모두 참석하는 연찬회와 1년 단위의 사업계획을 협의하여 순차적

인 시행과 모바일 공지가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서울산업진흥원 내에서 부서 간 협업시스템의 구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현재 서울산업진흥원 내에서는 3개 본부에 4개 팀으로 분리 운 되고 있다. 

소프트 프로그램 지원, 입주기업 선정, 입주기업에 한정된 사업 지원, 건물관리 등 각 역할

이 너무 상세히 분할되면서 단지 내에서 전개되는 사업도 단지 내 기업이나 서울 전 지역

의 개발자나 기업에게 공유가 안 되는 경향이 존재한다. 

서울산업진흥원은 내부 조직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암단지 내 여타 기관 사이에서 

코디네이너 역할을 수행하면서 기업과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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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ba.seoul.kr)

[그림 5-8] 서울산업진흥원 내 스마트미디어산업 관련 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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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자치구별 잠재 스마트미디어 사업체 수, 종사자 수, LQ 현황

순
위

C
(콘텐츠)

N
(네트워크)

P
(플랫폼)

D
(디바이스)

전체

자치구
수
(개)

비율
(%)

자치구
수
(개)

비율
(%)

자치구
수
(개)

비율
(%)

자치구
수
(개)

비율
(%)

자치구
수
(개)

비율
(%)

1 강남구 5,048 22.8 강남구 762 15.8 강남구 437 23.1 금천구 226 32.1 강남구 6,274 21.3

2 마포구 2,505 11.3 금천구 668 13.9 서초구 200 10.6 구로구 101 14.3 마포구 3,039 10.3

3 서초구 2,200 10.0 서초구 511 10.6 마포구 173 9.2 영등포구 48 6.8 서초구 2,937 9.9

4 금천구 1,743 7.9 구로구 429 8.9 금천구 166 8.8 강서구 48 6.8 금천구 2,803 9.5

5 구로구 1,617 7.3 영등포구 363 7.5 구로구 165 8.7 성동구 44 6.2 구로구 2,312 7.8

6 영등포구 1,614 7.3 마포구 349 7.2 영등포구 156 8.3 강남구 27 3.8 영등포구 2,181 7.4

7 중구 1,597 7.2 송파구 208 4.3 중구 117 6.2 서초구 26 3.7 중구 1,932 6.5

8 종로구 837 3.8 중구 206 4.3 종로구 76 4.0 송파구 20 2.8 종로구 1,067 3.6

9 성동구 628 2.8 성동구 193 4.0 성동구 46 2.4 노원구 19 2.7 성동구 911 3.1

10 송파구 594 2.7 종로구 142 2.9 송파구 46 2.4 광진구 16 2.3 송파구 868 2.9

자료: 통계청, 2017, 전국사업체조사를 토대로 분석

[부록 표 1] 잠재 스마트미디어산업 사업체 수 상위 10개 자치구(2016) 

순
위

C
(콘텐츠)

N
(네트워크)

P
(플랫폼)

D
(디바이스)

전체

자치구
수
(명)

비율
(%)

자치구
수
(명)

비율
(%)

자치구
수
(명)

비율
(%)

자치구
수(
명)

비율
(%)

자치구
수
(명)

비율
(%)

1 강남구 55,888 22.3 송파구 13,689 13.0 강남구 5,432 20.1 금천구 2,784 36.8 강남구 73,742 18.9

2 마포구 32,091 12.8 강남구 11,976 11.4 금천구 2,698 10.0 구로구 1,106 14.6 마포구 41,646 10.7

3 구로구 24,217 9.7 중구 11,117 10.6 중구 2,258 8.4 강서구 917 12.1 금천구 37,987 9.7

4 영등포구 23,198 9.3 금천구 10,574 10.1 구로구 2,200 8.2 성동구 459 6.1 서초구 35,916 9.2

5 서초구 23,161 9.3 서초구 10,492 10.0 마포구 2,070 7.7 강남구 446 5.9 영등포구 33,775 8.7

6 금천구 21,931 8.8 종로구 8,556 8.1 영등포구 2,038 7.6 송파구 355 4.7 중구 33,031 8.5

7 중구 19,624 7.8 영등포구 8,243 7.8 서초구 2,026 7.5 영등포구 296 3.9 구로구 32,328 8.3

8 종로구 7,529 3.0 마포구 7,415 7.0 종로구 1,921 7.1 서초구 237 3.1 송파구 21,773 5.6

9 송파구 6,765 2.7 구로구 4,805 4.6 동작구 1,836 6.8 노원구 212 2.8 종로구 18,091 4.6

10 성동구 6,448 2.6 성동구 2,397 2.3 송파구 964 3.6 광진구 198 2.6 성동구 9,782 2.5

자료: 통계청, 2017, 전국사업체조사를 토대로 분석

[부록 표 2] 잠재 스마트미디어산업 종사자 수 상위 10개 자치구(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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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C
(콘텐츠)

N
(네트워크)

P
(플랫폼)

D
(디바이스)

전체

자치구
증가율
(%)

자치구
증가율
(%)

자치구
증가율
(%)

자치구
증가율
(%)

자치구
증가율
(%)

1 노원구 13.2 성동구 17.8 노원구 30.3 강동구 16.7 성동구 13.9

2 성동구 13.0 강서구 15.2 도봉구 23.2 은평구 14.9 서대문구 11.9

3 서대문구 12.8 구로구 10.7 은평구 18.5 마포구 14.9 강서구 11.9

4 강서구 12.8 영등포구 10.1 성북구 18.0 중구 11.4 은평구 11.3

5 은평구 12.1 금천구 9.4 성동구 17.0 성동구 9.5 강동구 11.1

6 강동구 11.7 서초구 9.3 서대문구 14.9 용산구 9.5 노원구 10.4

7 강남구 10.3 성북구 9.0 동대문구 12.9 노원구 7.9 강남구 9.9

8 중랑구 9.8 강동구 8.6 강남구 11.2 도봉구 7.0 성북구 8.6

9 동대문구 9.3 서대문구 8.2 강동구 11.2 영등포구 5.3 금천구 8.2

10 성북구 9.0 강남구 6.9 동작구 10.4 관악구 4.6 마포구 8.1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전국사업체조사를 토대로 분석

[부록 표 3] 잠재 스마트미디어산업 사업체 증가율 상위 10개 자치구(’11~’16) 

순위

C
(콘텐츠)

N
(네트워크)

P
(플랫폼)

D
(디바이스)

전체

자치구
증가율
(%)

자치구
증가율
(%)

자치구
증가율
(%)

자치구
증가율
(%)

자치구
증가율
(%)

1 성동구 12.9 송파구 31.6 은평구 47.8 마포구 23.9 송파구 16.1

2 노원구 12.7 영등포구 16.9 관악구 31.2 종로구 12.6 성동구 11.7

3 강동구 9.7 강서구 15.9 강동구 27.7 중구 11.0 은평구 10.0

4 마포구 9.5 도봉구 12.5 도봉구 21.5 성동구 7.9 마포구 9.1

5 강북구 8.7 종로구 12.3 동작구 21.3 송파구 5.6 강서구 8.8

6 중랑구 8.6 마포구 9.9 성동구 14.8 은평구 3.7 도봉구 8.6

7 강서구 8.4 성동구 8.9 성북구 11.7 강동구 3.5 종로구 5.2

8 서대문구 6.7 양천구 8.5 종로구 11.6 강남구 2.5 강동구 3.5

9 용산구 5.3 광진구 8.2 송파구 10.2 강서구 1.1 중랑구 3.3

10 은평구 5.1 은평구 7.6 동대문구 8.2 용산구 -0.5 동대문구 3.0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전국사업체조사를 토대로 분석

[부록 표 4] 잠재 스마트미디어산업 종사자 증가율 상위 10개 자치구(’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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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C

(콘텐츠)
N

(네트워크)
P

(플랫폼)
D

(디바이스)
전체

자치구 LQ 자치구 LQ 자치구 LQ 자치구 LQ 자치구 LQ
1 마포구 3.1 금천구 2.3 동작구 1.3 금천구 8.3 금천구 2.2

2 구로구 2.8 송파구 2.1 금천구 0.9 구로구 3.5 마포구 2.2

3 금천구 2.3 종로구 1.5 구로구 0.8 강서구 3.0 구로구 2.0

4 강남구 1.9 마포구 1.4 마포구 0.6 성동구 1.9 강남구 1.4

5 영등포구 1.5 중구 1.3 강남구 0.6 노원구 1.2 영등포구 1.2

6 서초구 1.3 서초구 1.2 종로구 0.6 광진구 1.0 서초구 1.1

7 용산구 1.2 구로구 1.1 중구 0.4 송파구 0.8 중구 1.1

8 중구 1.2 영등포구 1.1 영등포구 0.4 영등포구 0.5 용산구 0.9

9 성동구 0.9 용산구 0.9 양천구 0.4 양천구 0.5 송파구 0.9

10 양천구 0.7 강남구 0.8 서초구 0.4 강남구 0.4 종로구 0.9

자료: 통계청, 2017, 전국사업체조사를 토대로 분석

[부록 표 5] 잠재 스마트미디어산업 LQ 상위 10개 자치구(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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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racteristics of and Strategies for Seoul Smart Media Industry

Eunjoo OhㆍSeunghoon OhㆍWoosoo Jeong

Smart media industry has been paid considerable attention to by policy 

makers and scholars, particularly who are concerned about 

innovation and growth. 

In March 2018,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nounced massive 

public investments on the industry along with the other three 

promising strategic industry. The development plan of Seoul seemed 

to be in harmony with the plan of central government, in sense that 

the two plans are focusing the Sangam DMC districts.

This study makes the definition of Smart Media Industry and identifies 

the technological and market changes in the industry. In doing so, the 

study uses the modified value-chain framework, which is C-N-P-D 

network (Contents firm – Network firm – Platform firm – Device firm).  

According to statstical analysis and interviews, Seoul smart media 

industry can be characterized by higher concentration of contents 

development firms and less device manufacturing firms, in 

comparison with Gyeonggi-do Province. In addition, due to lower level 

of technological gap between prior media technology and smart 

media technology, which is partly attributed to technology 

standardization efforts of global developers such as Google, old and 

new media industry can be found to be easily converted into smart 

media industry.

Taken together, this study proposed the customized policy for Seoul 

smart media industry, suggesting open innovation system/ 

procurement strategies and spatial strategies for Sangam district.



98 / 서울시 스마트미디어산업의 특성과 활성화방향

Contents

01 Introduction

1_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Study

2_Main Contents and Research Methods

02 Growth and Characteristics of the Smart Media Industry

1_Market Size and Evolution

2_Trends of the Five Subsectors of the Smart Media Industry

3_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Smart Media Industry

03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Seoul Smart Media Industry

1_Data Structure

2_Growth Patterns of the Seoul Smart Media Industry

3_Regional Distribution of the Seoul Smart Media Industry

4_Summary

04 Analysis on Industry Ecology of the Industry and its Developmental 
Potentials

1_Analysis Framework

2_Features of Production System

3_Its Human Resources, Network and Marketing Strategies

4_Locational Characteristics



Contents / 99

05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1_Seoul, Strategically Focusing on Contents Industry

2_Open Innovation System: Multiple Network and Technology Upgrade

3_Active Procurement: Public Information Digitization and Digital Signage

4_Spatial Strategy: Transformation of Sangam DMC districts to Smartmedia 

Cluster



서울연 2018-PR-23

    서울시 

스마트미디어산업의

특성과 활성화방향

발행인 _ 서왕진

발행일 _ 2018년 10월 31일

발행처 _ 서울연구원

ISBN 979-11-5700-345-7 93300   8,000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


	요약
	목차
	01 연구 개요
	02 스마트미디어산업의 성장과 특징
	03 서울시 스마트 미디어산업의 현황과 특징
	04 서울시 스마트미디어산업의 생태계 분석과 발전가능성
	05 스마트미디어산업 지원전략
	참고문헌
	부록
	영문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