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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아바타’
는 전 세계인들에게 문화적 충격을 안겨다
주었다. 아바타는 역대 세계최고의 흥행실적을 거두었으며, 영상콘텐츠의 3D
입체화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바타는 지난 10년 동안
이뤄온 한국영화의 박스오피스 기록을 단숨에 갈아치웠다.
정부에서는 본격적인 3D입체 콘텐츠시대에 대비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
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3D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콘텐츠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했고, 지식경제부 주도의 범부처 3D산업 육성정책도 나왔다. 이
들 정책이 발표된 지 만1년이 지났다. 그동안 일부 소수의 제작사들을 중심
으로 3D 영화와 3D 애니메이션이 제작에 들어갔으나 아직도 기술, 자본 등
여러 제약 때문에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기존에 발표된 정책들 중 일부
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있었다.
따라서 국내 콘텐츠산업계의 현실에 적합한 정책을 발굴하고 재검토해 나
가야 할 시점이다. 새로운 정책방향은 우리 콘텐츠업계의 현황에 기초해야
하며, 3D콘텐츠의 무엇을, 어느 부문을 육성할 것인지 포지션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정책은 시장 시그널에 역행하지 말아야 하며, 시장기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수립, 시행되어야 한다.

1. 머리말
2009년 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개봉된 제임스 캐머런 감
독의 신작영화 아바타(Avatar)는 순
식간에 전 세계 사람들을 매료시켰다.
아바타가 세계 최초의 3D 입체영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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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아바타
보다 더 웅대하고 화려하며 아름다운
입체영화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다
는 점이다. 말하자면 그것은 콘텐츠산
업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기념비적
인 영화이다.
아바타는 기술적으로 영화산업을

‘아바타(Avatar)’
와 3D콘텐츠 육성정책

진일보시켰을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입체영화의 시대를 열었다. 아름다운
영상과 흥미로운 스토리가 잘 어우러
져서 화제가 되고, 흥행과 평가에서
모든 새로운 문화의 아이콘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삼성과 LG가 주
도하는 3D 텔레비전 시대의 개막을
앞당기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아바타의 성공은 세계 콘텐
츠업계에도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우
리 영화계에도 충격이었다. 지난 15년
동안 한국영화는 국내시장 점유율
50%를 달성하였고, 관객 수천만 이상
의 영화를 5편이나 내놓았다. 우리 영
화역사에서 더 이상 할리우드 영화가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할 것만 같
았지만, 불행히도 아바타는 누적 관객
수 1,335만 명으로 그동안 국내의 모
든 영화기록들을 단숨에 갈아치웠다.
아바타의 성공이 계속되는 동안 각
종 3D콘텐츠산업 육성대책이 나왔다.
3D콘텐츠와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
는 기업들은 화제의 대상이 되었다.
2D 영화를 3D로 전환하는 한 업체는
정부관계자의 방문이 이어지는 성지가
되기도 하였다. 심지어 콘텐츠 주무부
처인 문화체육관광부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부처에서도 각종 정책들이 나왔
다. 그리고 약 1년의 시간이 흘렀다.
본고에서는 아바타를 비롯한 후발
3D 영화의 흥행기록을 통해서 3D콘
텐츠산업의 장래성을 다시 점검해 보
고, 3D콘텐츠산업 육성과 관련된 주

요 이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아바타의 흥행실적과 평가
먼저 아바타의 흥행실적을 보면 가
히 경이적이다. 1980년 이후 역대 세
계영화 박스오피스에서 단연 1위에
랭크되어 있다. 20세기폭스사는 1980년
이후 박스오피스 톱10에 한편의 영화
도 올리지 못하다가 아바타로 단숨에
흥행 1위 작품의 제작사로 등장했다.
제임스 캐머런 감독은 자신의 전작인
타이타닉을 세계흥행 2위로 밀어내며
아바타를 최고의 자리에 올렸다.
물론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영화라
는 상품의 가치는 달라져 왔다. 텔레
비전 방송이 없을 때에는 영화가 대
량 소비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중
적인 공연상품이었다. 물가상승률 등
을 감안한 미국 내 역대 흥행 실질순
위로 보면,‘바람과 함께 사라지다(현
재가치 16억 1,836만 달러, 명목 1억
9,867만 달러)’
에 이어‘스타워즈’
,‘사
운드 오브 뮤직’등이 최고 흥행작품
이었다.
아바타는 미국 내 실질가격 기준으
로 역대 흥행순위 14위이지만, 세계시
장에서는 단연 1위이다. 지금은 과거
와는 달리 전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동시 개봉하고, 와이드 릴리즈방식에
의해 개봉기간도 상대적으로 짧다. 아
바타의 효과는 미국시장보다 오히려
201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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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역대 세계 영화 박스오피스 톱10

순위

제목

비중(%)

제작사

실적
(백만 달러)

미국

해외

제작
연도

1

아바타

Fox

2,782.3

27.3

72.7

2009

2

타이타닉

Par.

1,843.2

32.6

67.4

1997

3

반지의 제왕 III

NL

1,119.1

33.7

66.3

2003

4

캐리비안의 해적: 망자의 함

BV

1,066.2

39.7

60.3

2006

5

토이스토리3

BV

1,063.2

39.0

61.0

2010

6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2010)

BV

1,024.3

32.6

67.4

2010

7

다크나이트

WB

1,001.9

53.2

46.8

2008

8

해리포터와 마법의 돌

WB

974.7

32.6

67.4

2001

9

캐리비안의 해적: 세상의 끝에서

BV

961.0

32.2

67.8

2007

10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1

WB

952.2

31.0

69.0

2010

자료: http://boxofficemojo.com/alltime/world/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더 크게 미쳤
다. 흥행 10위권 작품 중에서 아바타
의 수입은 해외시장에서 72.7%로 유
일하게 70%를 상회하고 있다. 평균적

<표 2>

으로 해외시장 의존도가 65% 수준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다. 주요국별로
보면 영국, 호주, 러시아, 일본, 한국,
독일, 프랑스 등 미국 외 8개국에서 1

미국 내 3D 영화 역대 톱10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제목

제작사

미국 내
수입

극장 수

전 세계

개봉
연도

1

아바타

Fox

760.5

3,461

2,782.3

2009

2

토이스토리 3

BV

415.0

4,028

1,063.2

2010

3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2010)

BV

334.2

3,739

1,024.3

2010

4

업

BV

293.0

3,886

731.3

2009

5

슈퍼배드

Uni.

251.5

3,602

544.5

2010

6

슈렉포에버

P/DW

238.7

4,386

750.1

2010

7

드래곤 길들이기

P/DW

217.6

4,060

494.9

2010

8

라푼젤

BV

198.7

3,603

568.1

2010

9

몬스터 vs 에이리언

P/DW

198.4

4,136

381.5

2009

10

아이스에이지 : 공룡시대

Fox

196.6

4,102

886.7

2009

자료 : http://boxofficemojo.com/alltime/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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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한국 역대 박스오피스 톱10

순위

제목

서울관객 수(명)

전국관객 수(명)

개봉일

1

아바타

4,019,695

13,573,913

2009.12.17

2

왕의 남자

3,660,842

12,302,831

2005.12.29

3

괴물

3,571,254

13,019,740

2006.07.27

4

태극기 휘날리며

3,509,563

11,746,135

2004.02.05

5

실미도

3,264,000

11,081,000

2003.12.24

6

해운대

2,791,038

11,453,338

2009.07.22

7

친구

2,678,846

-

2001.03.31

8

공동경비구역 JSA

2,513,540

-

2000.09.09

9

쉬리

2,448,399

5,820,000

1999.02.13

10

웰컴 투 동막골

2,435,088

8,008,622

2005.08.04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
주 :‘친구’
,‘공동경비구역 JSA’등은 전국통합전산망 이전의 통계이므로 서울관객 수를 기준으로 집계.

억 달러 이상의 흥행수입을 올렸다.
아바타 개봉 전후의 미국 내 3D영
화 톱10 흥행실적을 보면, 10편 중 6
편이 아바타 이후 2010년에 개봉된
작품이다. 이는 이미 영화의 큰 흐름
중 하나가 3D 입체영화로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010년 흥행
상위 10편을 보면, 1위의 토이스토리3
을 비롯해 7편이 3D 영화였다. 물론
아바타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3D 영
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전 세계시장의 흥행 상
위 영화들의 70%가 3D 영화라는 점
은 일시적인 유행으로 보기에는 너무
강력한 시그널이다.
국내시장에서 아바타의 흥행실적을
보자. 국내 총관객 수 1,357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이전 최고 기록은 전국

관객 수 1,300만 명을 기록한 봉준호
감독의‘괴물’이었으나 이를 가볍게
뛰어넘었다. 이는 관객 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실제 흥행수입은 괴물의
흥행수입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
정된다. 아바타의 관객은 대부분이
3D 영화에 편중되어 있고, 3D 영화의
입장료가 일반영화에 비하여 거의 두
배에 가깝기 때문에 흥행수입은 훨씬
클 것이다.
이처럼 아바타의 성공은 일시적인
유행이나 신드롬이 아니라 영상콘텐
츠산업의 일대 혁신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
게는 온라인 게임을 제외하면 세계시
장에 내놓을 만한 이렇다 할 콘텐츠
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
201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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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산업과 콘텐츠산업의 이러한 패러
다임 변화는 국내시장에 대한 위협이
자 새로운 세계콘텐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즉, 아바타
와 같은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가
결합한 세계적인 콘텐츠가 영세한 국
내 콘텐츠산업의 성장기반을 뿌리째
흔들어 놓을 수도 있지만, 인터넷, 모
바일 등 IT 인프라와 IT 하드웨어 생
산 능력, 우리 문화산업의 저력을 조
화시켜 혁신적인 콘텐츠산업을 조성
할 수 있다면 이러한 변화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이다.

3. 3D콘텐츠 시장 현황 및 전망
지금 세계 콘텐츠산업은 3D화(아
바타)·개방화(스마트폰)·융복합화(방
통 융합콘텐츠 등)라는 새로운 패러
다임을 형성해 가고 있다. 고화질 디
지털방송, 방송통신서비스의 통합 등
을 배경으로 한 콘텐츠산업의 새로운
생태계가 조성되면서 차세대 콘텐츠
산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점진
적으로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
2010년 이전이‘네트워크- 디바이스소프트웨어’
로 어우러진 IT산업의 전
성시대였다면 이제는 이러한 혁신적
인 IT를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의 고
급화와 대량소비시대로 전환하고 있
다. 세계 IT업계의 혁신 아이콘인 애
플은 아이폰, 아이패드 등 혁신적인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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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과 서비스를 결합하여 후발주자
의 추격을 멀찌감치 따돌리고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아바타 이후 3D 영
상산업이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현
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콘텐츠 없는 하드웨어와 SW 그리
고 네트워크 서비스는 시장 포화에
의해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기 때문
에 이제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하는
개방형 서비스 생태계 모델과 최신
기술을 접목한 3D 입체영화 등 차세
대 콘텐츠산업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
다. 아바타는 잠재한 3D 콘텐츠시장
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아바타를 기점으로 그
동안 시장진출의 기회를 찾고 있던
3DTV의 출시 등 다양한 시장이 창
출되고 있다. 특히 3D 콘텐츠기술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제고되었으며
입체영상기술은 극장용 3D 영화산업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의료기기, 직업훈
련 및 미래형 무기체제 등 매우 다양
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기술로 평가
되고 있다.
2008년 디지털콘텐츠시장조사보고
서에 의하면 전 세계 3D 콘텐츠시장
은 2009년 3억 달러에서 2015년 약
390억 달러로 연평균 122% 성장이
예상된다. 3D기술 산업 전체 시장규
모는 2015년 약 1,877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극장용 콘텐츠의 경
우, 3D 영화의 성공 및 높은 수익성
으로 할리우드의 주요 영화사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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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3D기술 활용 제품별 세계시장 규모 전망
단위 : 억 달러
2009년

2012년

2015년

CAGR(%)

콘텐츠

3

126

389

125.0

3D TV

43

300

550

52.9

3D 모니터

27

196

345

54.0

3D 휴대폰

5

130

220

87.9

3D DID

3

46

158

93.6

3D 의료장비

22

60

150

37.7
10.9

3D S/W

35

44

65

합계

138

902

1,877

-

자료: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

로 3D 영화 제작이 급증하고 있다.
북미극장주연합회에 의하면 3D 상영
관의 평균수익이 2D 상영관의 세 배
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할리우드의
2D → 3D전환 콘텐츠는 연간 40여 편
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관련 시장
규모도 연 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
정된다.
전 세계 3D 상영관은 2009년 7,000
개에서 2013년 1만 5,000개로 두 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며 특히, 북미지역
의 3D 스크린은 현재 4,000여 개에서
2010년 말 7,000여 개로 증가할 전망
이다. 소니는 PlayStation3에서 3D
게임을 지원할 예정이며, NVIDIA
(美)의 PC용 입체전용 그래픽카드의
출시에 따라 다양한 게임이 출시될
예정이다. 현재, 영화 아바타를 게임
화한‘아바타 더 게임’
, ‘배트맨 아캄
어사일럼’및‘니드 포 스피드 시프트’
등 3D 효과가 극대화된 게임이 출시

되었거나 준비 중에 있다.
국내 3D 관련 시장도 빠르게 성장
할 전망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은 국내 3D 실감미디어 서비
스 시장은 2009년 90억 원에서 2012
년까지 8,300억 원의 시장을 형성하
고, 연평균 24% 성장하여 2027년까
지 14조 7,000억 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콘텐츠 업계
에서 영화사 및 애니메이션 업체의
관심은 고조되고 있는 반면, 제작 인
프라·인력·기술력은 초보 단계 수준
이다. 특히, 국내 콘텐츠 기업의 영세
성으로 본격적인 시장진출에는 한계
가 있으며, 국내 디지털 콘텐츠기업
1,600여 개 중 69%인 1,100여 개 업
체가 매출 10억 미만인 영세업체이다.
2D → 3D 변환,1) 3D 촬영시스템 등
기술력 중심의 업체가 등장하고 있으
나, 아직 경쟁력은 선진국과 비교해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다.
201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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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상영관은 2010년 초 127개에
불과하였으나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상영관 사업자들의 입장에서 보
면 3D 상영 수입이 기존 2D 영화 상
영의 두 배에 이르고 또한 할리우드
에서 앞으로 3D 애니메이션은 물론이
고 실사영화까지 공급이 확대되는 움
직임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뽀로로’를 비롯하여
몇몇 애니메이션 업체들이 3D 애니메
이션 제작을 추진하고 있으며, 김지훈
감독, 윤제균 제작의‘제7광구’등이
현재 제작 중이다.
방송용 콘텐츠는 지상파 실험방송,
3DTV의 보급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
되며, 방송사에서 시험콘텐츠 확보 및
제작을 추진할 예정이다. SkyLife는
3D 전용채널 Sky3D를 통해 시험방
송 중이며, TU미디어는 위성DMB 기
반 모바일 3D 방송, CJ헬로비전은
3D 영상 VOD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3D 게임 사용자의 증가와
모바일용 콘텐츠, 공연 콘텐츠 등 새
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이 예상된
다. 그 외 지자체, 전시관 등에서 홍
보용 3D콘텐츠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되며, 공연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3D 영상물 제작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3D콘텐츠 육성정책 평가
아바타의 흥행돌풍은 한국 콘텐츠
업계와 정부 관련부처에도 3D콘텐츠
산업 육성에 대한 관심을 크게 환기
시켰다. 콘텐츠 주관부서인 문화체육
관광부는 콘텐츠산업 발전전략을 발
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산
업 육성방안은 기존의 콘텐츠산업 육
성정책에 3D콘텐츠와 관련된 분야의
내용을 다소 보강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에서 문
화콘텐츠산업에 할당될 수 있는 예산
규모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3D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규모의 신규 투자는
사실상 어렵다.
비슷한 시기에 지식경제부, 방송통
신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3D산업 발전전략을 발
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국가고용전략
회의 자료 형태로 작성되었으며 여기
에는 3D산업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투자계획이 망라되어 있다. 이 보고서
는 단기, 소규모 투자로는 콘텐츠 패
러다임의 전환 환경에 적응하기는 매
우 어려우며, 미래 콘텐츠산업의 경쟁
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적 대규모
투자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정책
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정책으로

1) 2D →3D 변환 : 2D 영상을 3D 영상으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수작업 위주의 노동집약적 방식으
로 실사촬영과 같은 고품질에는 못 미치지만 기존의 영상을 재활용하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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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3D산업 발전전략(관계부처 합동 보고)

대분류 중분류
초기
시장
창출

기업
현안
해소

신성장동력 3D펀드
투자/금융

기업
육성

해외
진출
기반
강화

3D전문펀드

3D 핵심기술(카메라 및 제작시스템, 무안경TV,
3D홀로그램 등) 기업 R&D세제지원
3D기술 로드맵 수립
3D 카메라
방송장비
기술개발 무안경 TV
홀로그램
3D 핵심장애요인 R&D
3D 기기 콘텐츠 인증기준, 시청자보호규정, 콘텐츠
제작시청 안전 가이드라인
국내표준(산학연포럼 2012년까지), 국제 표준화 추진
표준선도
한중일 3D포럼(2009년)
특허출원등록비용 지원확대
특허대응
KOTRA 지원창구 개설(지경부)
금융지원 수출영화 보험가액 상향(20%→50%)
시스템 문화상품투자보증제도(3D 영화, 게임, 드라마에
개선
대해 투자금 중 50%까지 보상 추진)
테마파크 3D영상시설, 콘텐츠 분리발주 활성화
3D영화, 방송, 게임 등을 대상으로 시장창출형 3D
3D선도 콘텐츠를 선정하여 기획에서 글로벌 유통까지 전
콘텐츠 주기에 걸쳐 지원
개발지원
글로벌 시장용 해외 공동제작 3D지원 추진
3D허브 등 3D 엑스포의 글로벌 3D 전문전시회로 육성
랜드마크
아시아 3D 허브 조성
조성
G20 정상
3D 시험방송(2010년 11월)
회의 시 3D
국가홍보물제작 상영
홍보 추진
해외 진출 3D 수출패키지 모델 개발 및 컨소시엄 구성 추진
지원
3D 수출시장 개척단, 로드쇼
세제지원

기술
역량
강화

소분류

3D지상파 지상파 실험방송(2010.10월까지)
실험방송 방송사 3D콘텐츠 제작지원
3차원 공간정보 구축
3D
문화재 홀로그램형 기록 및 복원
공공사업
부산광역시 미래시정 첨단체험관
응용분야(의료, 조선, 광고) 신수요 창출
3D인력 6,000명 양성
인력
대학 내 3D 계약학과 및 전문 과정 신설
(현장인력) (광운대, 연세대, 충남대)
중장기 인력 수급조사
장비 및 교육훈련, 작업 장비 영상전문단지 내 건물 확충
시설
고가 3D 장비 지원인프라

담당부처(예산규모)
방통위
국토부, 문화재청, 부산시
(2천억 원, 2013년까지)
지식경제부, 문화부(200억 원, 2011년)

지경부(200억 원)
지경부(100억 원, 2010년) 문화부(2010~13년)
지경부(1,000억 원, 이 중 민간 900억 원)
문화부(1,000억 원, 이 중 모태펀드자금
250억 원, 민간 750억 원)
R&D비용의 20%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
민관(200억 원)
민관(1,075억 원)
민관(1,000억 원)
민관(2,000억 원)
지경부, 방통위, 문화부
기표원, 지경부, 방통위, 문화부

특허청, 중기청

지경부, 문화부
정책협의회(지자체, 공공기관 참여 촉진)
문화부(장르별 3개 내외, 과제당 15억
원 매칭 지원, 2011년)
문화부(연간 3개 과제 이내, 30억 원)

지경부, 문화부, 방통위
지경부, 문화부, 방통위

자료 :「3D산업 발전전략」
, 2010.4(제4차 국가고용전략회의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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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대분류

콘텐츠산업 발전전략의 주요 내용(문화부)
중분류

소분류

예산규모

콘텐츠 생태계 우량 콘텐츠컨소시엄 제작비 지원(3년간 5,000억 원 규 제작비의 20%
모의 콘텐츠 개발사업 추진)
프로젝트
(시장창출) 차세대 콘텐츠 집중개발(3D, 모바일, 3D게임 등)

CG
생산기지화
차세대
콘텐츠시장
활성화

첨단 CG R&D자금 지원확대(정보통신진흥기금)

2010년 203억 원→
2014년 400억 원

해외 영화 CG 수주기업 제작비지원

2010년 50억 원

고가장비 공동 이용 인프라제공(DMC, 종합촬영소)
CG 제작업체 해외 영화시장 상담회 참여시 정부 지원

가상현실
콘텐츠시장
확대

스포츠, 가상의료훈련→교육, 관광, 공연, 전시로 확대
가상현실콘텐츠공모(제작비 50%지원)

35억 원

프로젝트당
콘진원 내 지원센터 설치, 아이디어, 콘텐츠개발, 컨설
4,000만원 한도 내
콘텐츠 분야 팅, 마케팅, 원스톱지원
지원
1인
창조기업육성 문화산업 전문회사 설립 요건 완화(자본금 1억→1천만
원으로 하향)
스토리텔링산
신화창조 스토리공모전 당선자 지원 등
업 활성화
콘텐츠산업
인프라
확충

콘텐츠 연구개발 세제지원
콘텐츠 핵심 (중소기업 25% → 30%/대기업 3~6%→20%)
기술 개발 R&D세제지원대상 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 인증확대
(현재 3개→2010년 말 100개 이상)
글로벌 콘텐츠
2,000억 규모의 글로벌 펀드를 2013년까지 조성
펀드 조성

범정부
콘텐츠산업
진흥체계 마련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
보호 강화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범정부)(중장기 발전계획수립
및 콘텐츠산업 진흥정책 총괄조정)
콘텐츠 범위확대
불법복제유통 근절 강화
저작권경찰 확대(4개→7개)
디지털 수사시스템 구축
불법복제물 자동추적시스템(ICOP) 확대
불법저작물 이용자 제재
불법복제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ICOP 해외 버전 개발
해외 문화원 내 저작권센터 확충
디지털저작권 아시아 네트워크 구축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

저작물 이용 활성화
디지털저작권 거래소
저작권거래를 저작물 공유은행 사이트 구축
통한
법정허락기간의 단축(50일→7일)
창작지원
저작권 인턴강사 양성(2010년 30명 → 2014년 150명)
저작권 온라인 원격교육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산업 발전전략」
, 20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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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타(Avatar)’
와 3D콘텐츠 육성정책

서의 실효성이 상당히 의문시되는 부
분도 있다. 예를 들어 카메라나 방송
장비를 개발하여 2013년까지 국산화
점유율을 카메라 24%, 방송장비 63%
로 한다는 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하
고 있다. 방송카메라 개발이 200억 원
이면 가능한지 또는 정부가 왜 방송
카메라 개발에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
한 어떠한 논의도 포함하지 않고 있
다. 3D 인력양성계획에 의하면, 콘텐
츠 분야에 연간 4,000명, 방송과 산업
응용에 각 1,000명씩을 제시하고 있으
나 관련 예산확보의 가능성과 실효성
은 높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정책 안건들이 이미 정형화된 정책의
틀에서 생산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다. 즉, 인력, 자본, 기술 등 생산요소
와 국내외 시장 진출 등 판로 확보와
관련된 정형화된 정책수단들이 거론
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정산업을 육성
하기 위한 정책이라면 정확한 현실인
식을 바탕으로 미래의 목표를 설정하
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부가 응당
해야 할 일들이어야 한다. 국내 콘텐
츠업계의 3D입체 콘텐츠 제작능력,
제작경험, 시장개척 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검토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3D콘텐츠 정책
들은 어느 산업에나 적용 가능한 인
력, 기술, 시장, 교육 등 주요 산업 기
능별로 할 수 있는 일들로 구색을 맞
추고 있다.

아바타 흥행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3D에 대한 열풍은 이제 진
정된 국면에 접어들었다. 아바타의 충
격은 완화되어 가고 있지만 제2, 제3
의 아바타가 준비되고 있다. 즉 3D가
충격에서 현실로 정착되는 단계로 3D
콘텐츠의 잠재력과 중요성이 더욱 강
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전시
성, 일과성으로 쏟아내는 정책이 아니
라 실제 추진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정책을 발굴해내야 할 시점이다. 기존
에 발표된 정책일지라도 실효성을 구
체적으로 검증하면서 실행계획을 구
체화하고 관련예산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
내 콘텐츠산업 현실에 적합한 육성정
책이 발굴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는 콘텐츠산업 현장에 대한 정보와
사업 프로세스 자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5. 맺음말 : 새로운 정책방향의 모색
아바타의 흥행이 일시적인 돌풍이
아닐 것이라는 점은 이미 후속 3D콘
텐츠의 흥행실적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앞으로 다
가올 3D콘텐츠 시대에 대응해야 한다
는 점도 명백하며, 공공부문의 신속한
정책적 대응도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기존에 급조
된 3D콘텐츠 정책을 재검토하고 우리
201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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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합한 방향으로 새롭게 수립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새로운 정
책수단들을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앞으
로 3D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서 정부
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개발해야 하
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 관련업계에 대한 현황
파악이 최우선의 과제이다. 제대로 된
3D콘텐츠를 제작해 본 경험이 없는
국내 업계가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
는지 또는 향후 3D콘텐츠 제작 시 어
떤 문제에 봉착하게 될지를 파악해야
한다. 어떤 정책을 도입할 것인가는
그 다음 단계의 과제이다. 현상이 어
떠한지 그리고 어떤 문제를 갖고 있
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는
초기 단계에 검증 없이 공표된 정책
이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하여 다시
설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무엇을 육성할 것인지 분명해
야 한다. 즉, 3D콘텐츠 제작업을 육성
할 것인지 관련 하드웨어 기술을 개
발할 것인지 포지션을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3D콘텐츠 제작업을 발전
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기술개발 또
는 인력양성 시 제작에 적합한 인력,
적합한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애초에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제작 툴
을 개발하는 데 자원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정부가 지원해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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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창의적이고
야심 있는 사업가가 도전할 영역이다.
제작 툴의 개발과 애드온(add-on)
프로그램의 개발은 전혀 별개의 과제
이며, 정부는 제작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기술의 개발 또는 실무인력의
양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시장기능을 준수해야 한다.
정책수단부터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 시행하기 쉽더라
도 선택하지 말아야 하는 정책도 있
을 수 있으며, 시행이 어렵고 많은 비
용이 소요되더라도 반드시 채택해야
하는 정책이 있을 수도 있다. 특히,
정책자원을 관련 산업체 또는 프로젝
트에 지원하는 데 혈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정책이 시장 플레이어
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분
명히 이해한 다음 추진되어야 한다.
일부 정책은 과거 IT산업 육성정책
에서처럼 비효율적인 업체들의 시장
퇴출을 가로막는 역할을 할 수도 있
다. 산업이 취약하다고 해서 기업들이
늘 정부로부터 보호받고 지원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어떤 이유로
효율적인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분
야가 있다면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
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향
후 정부의 3D입체 콘텐츠산업 육성정
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