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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문화산업은 정보기술과 결합하여 지식집약형 고

부가가치 산업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한 신성장 

동력산업의 하나로 언 되면서 산업  잠재력을 키

우기 한 문화산업에서의 신과 연구개발(R&D)

에 한 정책  심이 고조되고 있다. 신이 경쟁

력의 원천이라고 할 때, 문화산업의 신원천과 성

격을 이해하는 것은 문화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한 제 조건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2008년 문화기술기본계획(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문화산업에서도 본격 인 연구개발(R&D) 정책이 

추진되었다. 기의 기술 심의 R&D 정책에서 문

화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 술분야 등 다양

한 역으로 R&D 정책의 외연을 확 하기 해 노

력하고 있다. 본 논문의 문제의식은 문화산업에서

의 신 활동에 한 정확한 이해에 기 할 때 올

바른 R&D 정책 상과 방향이 설정될 것이라는 데

에서 출발한다. 

최근까지 Florida[13]의 창조도시나 Throsby[32]

의 문화자본 논의에서 문화산업이 사회  신의 

배경으로는 다루어졌지만 문화산업에서의 신 

상을 에 두고 논의하지는 못하 다. 문화산업

을 지식집약 서비스 산업으로 일컬었지만 서비스 산

업에 용하는 신이론으로 이를 분석한 연구가 

거의 무하 다. 본 논문은 서비스 신 이론을 

문화산업에 구체 으로 용하여 문화산업의 신

을 논하고 있다. 문화산업이 문화상품, 문화서비

스, 미디어를 내포하고 있어서 문화산업에서의 

신은 제조업에서의 신이론과 서비스에서의 신

이론이 모두 용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산업에

서의 신을 분석하기 해서는 상품과 서비스를 

포 할 수 있는 이론이 필요하며 그런 에서 본 

논문은 속성 심 근법을 용하 다. 속성 심 

근법은 제품을 일련의 특성들(characteristics)의 

집합으로 보고 있다. 문화산업 신을 이해하는 

데 속성 심 근법을 채택한 이유는 상품을 상품 

그 자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서비스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상품

과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문화산업을 서비

스속성으로 분석하여 아래와 같은 유의미한 시사

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속성 심 근의 서비스 신 이론을 문화산업에 

용한 결과, 기존의 경제  유의성이나 기능성이 

신의 단 근거 지만 미학  문화  향을 함

께 고려하는 것이 문화산업 신을 이해하는 데 

하 다. 다양한 서비스속성  기술속성의 새

로운 조합으로 창출되는 재조합 신은 문화산업에

서의 콘텐츠 신을 잘 설명해 다. 문화산업에

서의 재조합 신은 소재의 다양성, 콘텐츠의 다양

성, 소비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정책이나 제도가 

신활동을 진할 것이다. 속성 심 근의 서비

스 신 이론에서는 고객 역량 속성을 통해 콘텐츠

는 그것을 소비하는 소비자간의 지속 인 상호작

용의 결과로 진화하고 발 하게 된다. 콘텐츠의 

경험  성격으로 말미암아 취향을 길러내는 것은 

콘텐츠 신의 제도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 2장에서는 

문화산업에서의 신을 기존 신유형으로 검토하

고 제 3장에서는 속성 심 근의 서비스 신이론

을 소개하고, 이를 온라인게임산업에 구체 으로 

용하 다. 제 4장에서는 속성 심 근의 서비

스 신이론을 문화산업 일반에 용할 수 있는 가

능성을 검토하고 시사 을 제시하 다. 제 5장에

서는 결론으로서 연구의 의의와 향후 연구방향을 

기술하 다. 

2. 문화산업에서의 기존 신 
유형에 한 검토

 2.1 문화산업의 범 와 특징

문화산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2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

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구체 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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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를 각 목에서 제시하고 있다.1) 이러한 문화산업

의 정의에 따라, 콘텐츠산업통계[4]에는 출 산업, 

만화산업, 음악산업, 게임산업, 화산업, 애니메이

션산업, 방송산업, 고산업, 캐릭터산업, 에듀테인

먼트산업 등 12개 세부산업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화상품(cultural product)

은 문화 상품, 문화 서비스, 미디어(매체)를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를 

들면, 화는 린터(print)에 장된 상을 사

기라는 매체를 통해 극장에서 상 되는 서비스이

다. 비디오게임의 경우, 콘솔이라는 매체에 문화상

품인 게임타이틀을 이용하여 게임서비스를 소비하

는 것이다. 문화산업의 세부 산업분야별로 문화상

품, 문화서비스, 미디어를 제각각 포 하고 있다. 

국가별 문화산업 통계에서 문화상품과 문화서비스

만을 상을 하느냐 는 미디어까지 포함해서 집

계하는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국제  비교가 

힘들다. 뿐만 아니라 신연구와 련해서도, 세부 

문화산업이 포 하는 상품, 서비스, 미디어 차원의 

고려는 산업 내 신활동에 한 이해를 더욱 어

렵게 하고 있다.

문화산업의 일반 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2) 첫

째로, 문화산업은 험성이 높지만 일단 흥행에 

성공하면 그만큼 수익성이 높은 산업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소수 히트작품이 산업내 수익 의 

부분을 차지하여 부익부 빈익빈 상이 뚜렷하

게 나타나다. 콘텐츠를 만드는 데 매몰비용이 많

1)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참조할 수 있다. 가. 화․

비디오물과 련된 산업 나. 음악․게임과 련된 

산업 다. 출 ․인쇄․정기간행물과 련된 산업 

라. 방송 상물과 련된 산업 마. 문화재와 련

된 산업 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

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

외한다)․ 고․공연․미술품․공 품과 련된 산

업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 

․생산․ 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련된 서비

스를 하는 산업 아. 그 밖에 통의상․식품 등 

통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산업으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2) 문화산업의 특징에 해서는 Caves[11]을 참조하라.

이 투자되지만, 일단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난 뒤

에는 한계생산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생산규모가 커질수록 단 당 매몰비용  고정비

용이 감되는 규모의 경제가 작동된다. 둘째, 국

가 간 언어, 습, 선호 장르의 차이 등 문화  장

벽 때문에 다른 문화권에 진입하기 쉽지 않은 ‘문

화  할인율’(cultural discount)이 존재한다. 셋째,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

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편익을 받을 수 있는 비배

제성, 비경합성 등의 특성을 가진 공공재  성격

을 띄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국가들이 문화

산업에 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마

지막으로, 다양한 매체가 등장하고 디지털 컨버

스가 진 됨에 따라 원소스 멀티유즈(OSMU)가 

활발히 일어나는 창구효과(window effect)가 있다. 

2.2 기존 이론에 의한 문화산업에서의 신유

형 분석 

신의 분석단 는 산업, 세부 업종, 특정 상품  

서비스로 각각 나  수 있다. 크게 제조업과 서비

스업으로 산업을 구분할 때, 각 산업은 상이한 

신 기 을 가지고 있다. 제조업에서의 신은 기

능성과 효율성이라는 기 으로 기존 상품과 비교

를 하는 반면, 서비스 산업에서의 신은 소비자의 

만족을 신의 핵심  가치로 본다. 그래서 문화

산업에서의 신을 논하는 데 있어서 문화산업을 

제조업으로 볼 것이냐 서비스 산업으로 간주할 것

인지를 먼  검토하여야 한다. 앞에서 언 한 바

와 같이 문화산업이 문화상품, 문화서비스, 미디어

를 포 하고 있지만3) 기본 으로 서비스 산업으

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를 들어 비디오게임의 

경우, 콘솔이라는 매체에 문화상품인 게임타이틀

을 이용하여 기업은 최종 으로 게임서비스를 제

3) 통계청의 문화산업특수 분류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상품과 서비스의 분류  미디어도 상품에 

해당되지만 문화산업의 생산물의 구성에 한 이

해를 돕기 해 미디어를 별도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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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고 소비자는 이를 소비하는 것이다. 미디어인 

콘솔, 문화상품인 게임타이틀(CD), 게임이라는 콘

텐츠는 모두 소비자에게 게임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 비디오게임으로 결합된 것이며, 비디오게

임산업은 최종 으로는 소비자에게 만족이라는 효

용을 제공하는 서비스산업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문화산업을 서비스산업 신 는 서비스 신으

로 보게 되면, 제조업 신이론에서 심 인 

치를 차지하는 기술 신 외에 비기술 신을 요

하게 악한다. 서비스 신의 비기술  신은 조

직의 문제, 사람의 문제(숙련형성), 산업내의 각 주

체간의 상호 작용성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특징지

을 수 있다. 아래에서는 서비스 신이론  속성

심 근법의 문화산업에의 용에 따른 시사 을 

도출하기 한  단계로서 기존의 서비스 신이

론으로 문화산업에서의 기술 신, 조직 신, 비즈

니스모델 신을 간략히 서술하도록 한다. 

기술 신은 문화상품과 미디어에 요한 역할을 

하지만 콘텐츠를 제작하고 배 하고 소비하는 가

치사슬 반에 향을 미친다. 기술 신은 의 

가치사슬에 효율성을 가져올 뿐 아니라 창작측면

에서 소재의 다양한 실 을 가능하게 한다. 앞으

로도 기술  발 이 실 가능한 창작의 범 를 더

욱 넓힐 것이라는 에서 문화산업분야의 기술

신은 다른 한편으로는 술  신(artistic innova-

tion)을 가능  한다. 애니메이션에서 카툰 드링 

기술은 다양한 감정을 실사 느낌이 나도록 하여 

람자의 몰입도를 높인다. 한 문화산업 가치사

슬  콘텐츠의 유통분야는 기술 신에 의해 소비

자에게 용이한 근이 가능하게 하 다[11]. 

화, 음악  게임 제작은 로젝트별로 (team)

을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얼마나 유능한 

사람들로 을 구성할 수 있는가 그리고 특정 작

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자 을 잘 조직할 수 있느

냐가 사업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음악산

업의 경우, 하나의 곡을 만들기 해서는 가수, 작

곡가, 작사가, 음반제작자 등 다양한 재능의 소유

자들을 조직해야 한다. 이들이 특정 곡을 만들기 

해 일시 으로 을 꾸려 작업하게 되는데 여기

에는 조직 리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

다：(1) 다양한 각기의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어

떤 식으로 조직할 것인가 (2) 하나의 음반을 제작

하는 로젝트 에서의 경험과 신을 다른 음반

을 제작하는 로젝트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3) 완성된 곡으로부터 발생하는 로열티를 

최소의 비용으로 어떤 식으로 모을 것인가. (1)과 

(2)는 상호 히 연결된 문제로서 어떤 부분을 

기업의 핵심역량으로 내부에서 조직할 것이며 어

떤 부분을 기업 바깥에서 조직할 것인지, 그리고 

로젝트별로 단발 (episodic)으로 일어나는 신

을 기업차원에서 어떻게 통합 으로 리할 것인

지가 문제가 된다. 메이  음반사의 경우 별도의 

A&R(Artist and Repertoire)부서를 두어 재능있는 

가수들을 문 으로 발굴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일상 인 업무는 마켓 과 배 부문에 두어 조직

의 효율성을 높인다. 

비즈니스모델 신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신이 아니라 서비스의 핵심 인 특성은 

변화시키지 않고 비즈니스 모델을 창의 으로 재

구성하고 차별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신이

다. 가장 표 인 로서 애 의 아이튠스-아이

팟 비즈니스모델을 들 수 있다. 애 의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기 에 이미 MP3 이어와 온라인

음악사이트가 시장에 존재하 다. 애 은 기존의 

제품과 서비스를 활용하여 콘텐츠의 창작자와 

랫폼의 운 자, 그리고 소비자까지 모두 Win-Win

할 수 있는 아이튠스-이이팟 비즈니스 모델을 만

들어 온라인음악 시장의 강자로 부상하 다. 음원 

한 곡당 가격은 99센트라는 가격으로 격 으로 

낮추어 고객들의 수요를 증 시키고, 이로 인해 

자사의 MP3 이어인 아이팟을 매를 높이는 

동시에 음원 거래를 통해서는 수익을 취하지 않고 

콘텐츠의 창작자들에게 그 수익이 돌아가도록 비

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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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신이론과 온라인 
게임산업에의 용 

3.1 속성 심 근의 서비스 신이론 

속성 심 근법은 상품(product)을 일련의 속성

으로 구성된 집합체로 이해를 한다. 일련의 속성은 

의 연구들에서 제 각각 약간씩 다르지만 Gallouj 

and Weinstein[15]에 따르면, 속성은 네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네 가지 구성요소에는 기

술속성(technical characteristics), 기업역량속성

(providers’ competences characteristics), 고객역

량속성(customers’ competences characteristics), 

서비스 속성(service characteristics)이 포함된다

[그림 1].4)

먼  서비스 속성은 랭카스터 에서 사용자

의 시각으로 여겨지는 속성들이며 사용자에게 제

공되는 서비스 는 효용이다. 를 들면, 자동차

의 서비스 속성은 스피드, 사이즈, 안락감, 안 성 

등이다. 융상품의 경우, 유동성, 분할가능성, 가

역성/ 체성, 수익률, 소득, 측 가능한 최종가치, 

화 용이성, 험부담 등이 서비스속성에 해당

될 수 있다. 기술  속성은 서비스속성을 제공하

는데 사용되는 여러 장치에 체화되어 있는 과학 , 

기술  지식을 말한다. 공 자  제조업자들이 

직  변형할 수 있는 속성이다[25]. 자동차의 기술

 속성은 트랜스미션, 이크  서스펜션 시

스템 등이다. 제조업에서는 부품이나 IT기술과 같

은 물리  실체를 가지거나 유형 이지만 서비스

업에서는 개인이나 에 체화되어 있는 무형  기

술속성이 요하다. 

4) 속성 심 근법은 Lancaster[18], Saviotti and Me-

tcalfe[26], Saviotti[25], Gallouj and Weinstein[15], 

Gallouj[14], De Vries[12] 등에서 구체 으로 다루

고 있다. Saviotti and Metcalfe[26]는 제품의 속성

을 서비스속성, 기술속성, 로세스속성으로 구분

한다. 이와 같이 학자마다 속성의 분류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하에서는 Gallouj[14]의 2

장을 따른다.

[그림 1] 서비스의 제품구조

기업의 역량(competences)은 개인이나 이 가

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능을 의미한다. 기업 역량

은 앞에서 언 한 유형 /무형  기술속성의 근간

이 되지만, 그것과는 차별화되는 요소이다. 분명 

개인 는 그룹에 의해 사용되고, 때문에 개인단

의 역량의 결집에서 출발하지만 개인단 의 역

량과는 독립되어 존재하며, 조직/기업 차원 역량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역량은 교육, 훈련, 경

험  끊임없는 상호작용 등 다양한 원천에서 창

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서비스업에서 이

러한 역량은 암묵 이며, 쉽게 달되기 어렵고, 

특정 개인으로부터 분리되기도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7]. 기업역량은 과학 /기술  역량, 내외부

의 계  역량, 조합  는 창의  역량, 운  

역량으로 나  수 있다[15]. 

Gallouj and Weinstein[15]은 역량을 서비스제공

기업의 역량과 고객(기업)의 역량으로 구분한다. 고

객의 역량은 다시 기술역량과 흡수역량(흡수  동

화능력)으로 나 어진다. 고객의 역량과 서비스제

공자의 역량이 얼마나 효과 으로 결합하는가는 

신의 성공뿐만 아니라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기 

해 요하며, 이와 같은 상은 IT분야에서 일

반 인 상이라고 한다. 결국 신은 의 ‘하나 

이상의 속성 행렬(벡터) 성분에 향을 주는 변화’

로 정의한다. 이때의 변화는 행렬 성분의 진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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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추가, 제거, 연계, 분리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변화의 정도  방식의 특성에 따라 여섯 가지 

신 모델을 제시한다(<표 1> 참조).

<표 1> 속성 심 근법에서의 신유형 구분 

신유형 속성 성분의 변화 내용 

진

신

∘ 의의 정의：새로운 속성{[C′], [C ], 
[T]', [Y]}의 창조

∘ 의의 정의：서비스 속성은 변화가 

없더라도, 일련의 새로운 속성{[C′], 
[C], [T]}을 창조

개선 신 ∘속성의 품질에서의 향상

진  신∘속성의 성분이 추가 는 제거 

고객 응형 

신

∘새로운 역량의 

생성：형식지화(codification)  

공식화(formalization)을 통해 역량을 

기술  속성으로 환

재조합 

신

∘다양한 서비스속성  기술속성의 새로 

운 조합을 통해 신을 창출하는 것

형식지화 

신

∘서비스상품을 구성하는 여러 속성의 

명시성  표 화 정도를 높이는 일련 

의 활동

출처：Gallouj[12]의 p.71에서 재정리 함.

진  신(radical innovation)은 기존 제품의 

속성과는  계없는 새로운 속성을 가진 상품

으로, 시스템{[C′ ], [C], [T], {Y]} 자체가 완 히 

변환되어 새로운 시스템{[C′], [C], [T], [Y]}이 

창조되는 것이다. 의의 진  신에는 서비스

속성 [Y]은 그 로 둔 채, 서비스상품의 내  구조

인 [{C′, C, T}]가 완 히 새롭게 바  경우도 포

함된다. 개선 신(ameliorative innovation)은 시

스템의 구조에는 변화를 가하지 않고 단순히 속성

의 특정 성분만을 개량하는 것을 의미한다. 속성 

자체에 변화를 주지 않고 상품  로세스의 품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Y]의 가치는 [C]의 개

량 는 [T]등의 개선을 통해서 향상될 수 있다. 

기존 역량의 강화에 주안 을 둔 것이다.

진  신(incremental innovation)은 시스템

{[C′ ], [C], [T], [Y]}의 기본구조는 동일하지만 각 

속성의 구체  성분에 한 추가, 제거 는 체

를 통해 신을 추구한다. 그러나 실 으로 진

 신과 개선 신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고객 응형 신(ad hoc innovation)은 특정 고

객에 의해 제시된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해 노력

한 결과로 창출된 솔루션을 의미한다. 고객 응형 

신의 경우, 서비스속성 [Y]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창출된 조직 , 략 , 법 , 융 , 사

회 , 인  차원의 독창  솔루션이다. 서비스기업

의 에서는 새로운 지식  역량의 창출이 수반

된다는 에서 서비스기업 역량벡터 [C]에서의 변

화, 그리고 서비스상품의 무형  기술속성 [T]에

서의 변화를 생각할 수 있다.

재조합 신(recombinative innovation)은 지식의 

스톡, 특정 기술기반, 는 이미 정의된 기술궤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서비스속성  기술속성의 

새로운 조합을 통해 신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 

때 새로운 조합의 상은 개별 속성일 수도 있고, 

속성의 부분합으로 구성된 모듈일 수도 있다. 기

존 속성의 재구성이라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루틴

화된 시스템으로 볼 수 있으나, 개발과정  재조

합방식에 한 상당한 수 의 ‘창의력’을 필요로 

한다.

형식지화 신(formalisation innovation)은 서비

스 상품을 구성하는 여러 속성의 명시성  표

화 정도를 높이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흔히, 

고객 응형 신의 사후 단계  재조합 신을 

한 사 단계에서 요하다. 고객 응형 솔루션이 

경험  역량으로 축 되어 부분 으로라도 향후

에 재사용되기 해서는 형식지화의 노력이 필요

하다. 한 재조합을 해서도 형식지화를 통한 

상품의 표 화된 속성  모듈의 존재가 필수 이

다5). 의 일반 인 속성 심 근법을 온라인게

임산업에 용하여 구체화를 시도한다. 온라인게

임산업을 선정한 이유는 국내 문화산업에서 온라

인게임산업이 차지하는 경제  비 이 높고 한 

5) De Vries[12]의 경우, 형식지화는 신의 한 로세

스로서는 매우 요하지만 독립 인 신의 한 모

델로 간주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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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 세부업종  가장 서비스  성격을 잘 

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6) 

3.2 온라인게임산업에의 용

온라인게임서비스의 구조를 에서 설명한 4가

지 속성으로 표 한 것이 아래의 그림이다. 온라

인게임 이용자가 게임을 소비하는 주된 이유는 ‘재

미’라는 서비스 속성을 얻기 함이라고 볼 수 있

다. 속성은 한 이를 구성하는 세부 인 요소인 

성분(component)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재미’라

는 속성은 온라인 게임에서는 시각 인 성분과 청

각 인 성분으로 나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개별 

온라인게임 제품은 세부 성분의 구성정도의 차이

에 의해 속성의 강도  수 이 달라진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재미라는 서비스속성 외에도 경험, 스

릴, 기능성(교육)등의 서비스속성을 고려할 수 있

고 게임별로 의 서비스속성은 각기 다르다.

 

[그림 2] 온라인게임 산업의 제품구조

6) 국내 게임 시장 규모(매출액 기 )는 2009년 기  6

조 5,806억 원으로서 12개 세부업종으로 구성된 콘

텐츠 산업에서 9.4%를 차지한다. 한 온라인게임

산업은 국내 게임 시장에서 56.4%를 차지한다[4]. 

와 동일한 논리로 기술속성, 기업역량속성, 고

객역량속성에 용할 수 있다. 기술속성에는 게임

엔진, 보안기술, 그래픽/음향기술, 개발 로세스 

리 SW 등을 들 수 있다. 공 자(기업) 역량속성

으로는 새로운 장르 개발능력, 게임규칙/ 이방

식, 벨시스템, 마 /운 조직, 개발 로세스 

리시스템, 게임경 (GM)시스템/고객 리능력 등

을 들 수 있다. 고객 역량속성은 수동 으로 서비

스를 받는 단계의 역량뿐만 아니라 능동 으로 제

공자(게임 서비스사)에 요구사항을 달하며, 개발

과정에 참여하여 최종 서비스 특성에 향을 주는 

역량을 포함한다[3]. 고객역량속성으로는 게임커

뮤니티의 활성화와 게임 베타(beta)테스트에 참여 

등을 들 수 있다. 게임 이용자들은 커뮤니티와 게

임의 베타테스트에서 극 으로 게임기업(공

자)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게임의 질을 높인다. 

<표 1>의 속성 심 근법에서의 신유형과 

에서 제시한 속성들을 이용하여 온라인게임 산업

에서의 신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온라인게임

의 태동기에 출시된 ‘리니지’나 ‘바람의 나라’는 서

비스속성, 기술속성, 기업과 고객의 역량으로 구성

된 온라인 서비스상품의 구조는 기존 비디오게임

이나 아 이드게임에서의 속성들의 구조와는  

다르다는 에서 의의 진  신에 해당된다. 

의의 진  신은 온라인게임의 서비스 속성은 

유지하면서도 기술속성, 기업역량과 고객역량속성

은 새롭게 바  게임의 등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의의 진  신 사례의 가장 표 인 

것이 새로운 장르의 게임등장을 들 수 있다. 새로

운 장르의 게임은 온라인게임의 서비스속성은 그

로 유지한 채, 기술속성과 역량속성들의 변화를 

통해 게임 방식의 변화를 유발시키거나 새로운 게

임이용자층을 개척한다. 

드래곤 라이의 ‘카르마온라인’을 시 로 FPS 

장르가 등장하여 ‘스페셜 포스’, ‘워록’ 등이 서비스

되었으며, 이후 FPS 장르에 선  효과를 기반으로 

하는 ‘서든어택’, ‘아바’, ‘울 ’, ‘테이크다운’, ‘컴

뱃암즈’ 등 수많은 FPS 게임이 출 되었으며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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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유 의 유물이었으나 재는 여성 유 의 

참여로 게임 이용층의 외연이 상당히 확장되었다. 

 다른 의의 진 인 신으로 웹젠의 ‘뮤’를 

시로 들 수 있다. ‘리니지’와 ‘뮤’는 동일한 RPG 

게임이지만, 당시 지배  온게임상품인 ‘리니지’가 

2D를 사용한 데 반해 ‘뮤’는 3D를 용 발 시켰

으며, 한 그래픽 느낌도 제한된 컬러에서 강렬

하고, 인지도가 높은 원색 개념의 그래픽 컬러로 

통일을 시켰다.

이러한 진  신이 이루어지면 개선 신  

진  신이 군집 으로 일어난다. 진  신

에 의해 시장에서 지배  게임이 등장하게 되면, 

뒤이어 많은 아류작과 지배  게임의 유형을 모방

하는 게임이 출시된다. 는 새로운 장르에서 히

트작이 나오면 그런 유사한 종류의 게임이 계속 

나온다. 개선 신과 진  신은 속성들의 기

본 인 시스템은 동일하지만 각 속성의 구체  성

분을 추가하거나 제거하여 서비스속성의 질을 높

인다. 그래서 의 의와 의의 진  신에

서 언 한 ‘리니지’, ‘아바’, ‘카트라이더’를 모방하

는 리니지류 게임, 아바류 게임, 카트라이더류 게

임들로 지칭할 수 있는 게임들은 모두 진  

신이거나 개선 신에 해당된다.

고객 응형 신(ad hoc innovation)은 특정 고

객에 의해 제시된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해 노

력한 결과로 창출된 솔루션을 의미한다고 앞 에

서 언 하 다. 온라인게임은 상용화가 되면 지속

으로 업데이트(패치)하고 리하면서 지속 으

로 소비자의 불만이나 문제 등을 해결한다. 온라

인게임마다 이러한 고객상담  사이트 리 등 

게임 리(GM) 분야를 두고 있으며 게임기업의 역

량속성과 기술속성의 차이에 의해 고객 응형 

신에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 

고객 응형 신의 가장 표 인 사례로 넥슨 

게임존 내 게임을 로 들 수 있다. 이는 넥슨 존 

게임들이 개의 경우 미성년자가 주된 고객층을 

구성되어 있기에, 타 게임사와 다르게 유료 결재 

부분에서 보호자 동의 로세스를 다양하게 구축

한 것을 로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자체 콜센터 

구축  운  , 유료 결재 수단의 다양화 등의 고

객의 요구에 응한 신을 수행하 다. 한 리

니지 게임은 아이템 자체의 찰거래로 인하여 계

정 도용에 한 이용자의 우려가 많아 이를 방지

하기 한 로세스를 수립한 것은 고객 응형 

신의 한 라 할 수 있다. 

재조합 신(recombinative innovation)은 온라

인게임을 비롯한 문화산업에 자주 빈번하게 확인

할 수 있는 신유형이다. 기존의 스토리나 캐릭

터를 서로 조합하여 새로운 스토리와 캐릭터를 창

출하는 것을 말한다. PC용 게임을 온라인게임으로 

재활용하는 것과 같은 랫폼을 바꿔 기존 게임을 

재조직화하는 것도 재조합 신에 해당된다. 동일

한 게임이 랫폼을 달리해서 활용되는 것외에도 

캐릭터를 활용한 사례도 들 수 있다. 카트라이더

의 경우 넥슨은 자사의 ‘크 이즈 아 이드비엔비’

의 캐릭터를 바탕으로 하여 이싱 게임으로 ‘카

트라이더’로 재구성하 다. 재에도 ‘크 이지아

이드비앤비’의 캐릭터를 이용하여 ‘버블 이터’ 

‘에어라이더’등으로 OSMU(One source Multi Use)

의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재조합 신은 기존 

것을 활용하지만 재조합과정에는 상당한 창의력이 

요구된다.7) 

의 다른 신들은 속성상의 양 , 질  변화

와 련된 신이라면, 형식지화 신은 여러 속

성들을 표 화하고 가시화(visibility)함으로써 작

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신이다. 형식지화 신은 

Sundbo[29]가 ‘모듈화’(modularization)로 명명한 

것처럼 반복 인 일을 모듈로 표 화시킴으로서 

이후 유사한 작업에서 해당되는 모듈들만 가져오

거나 수정함으로써 작업 로세스의 효율성을 높

일 수 있다. 온라인게임에서는 형식지화 신으로 

가장 표 인 것이 클라이언트 로그램 이다. 

7) PC용 게임을 온라인게임으로 랫폼을 바꾼 표

인 게임으로는 WOW을 들 수 있다. ‘메이  스토

리’는 최근 닌텐도 DS 버 (비디오게임)으로 출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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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래 은 각 구성이 모듈화할 수 있을 뿐 아

니라 게임마다 유사한 로그램은 재조합하는 것

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형식지화 신은 재조합

신이 용이하게 하는 신이기도 한 것이다. 

게임 포탈은 형식지화 신의 표 인 사례로 

볼 수 있다. 포탈은 각각의 개발사 는 내부에서 

제작된 게임을 포탈의 공통된 로세스에 맞추어

서 빌링, 보안, 게임 설치 로세스, 회원 DB, 웹

사이트의 구성 등을 공통으로 사용함으로서 개별 

게임 마다 구축함으로 발생이 되는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일 수가 있었으며, 고객 서비스 부분도 

콜센터, 문 QA 테스트 조직의 도입 등을 통하여 

발 시킬 수 있었다.

4. 서비스 신이론 용의 시사

앞 에서는 속성 심 근의 서비스 신이론을 

소개하고 그것을 온라인게임산업에 용하 다. 

본 에서는 속성 심 근의 서비스 신이론이 온

라인 게임산업 뿐만 아니라 여타 문화산업에 용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서비스 신이론을 

문화산업 신에 용한 결과, 문화산업 신에 

한 시사 을 논하도록 한다. 

먼  온라인 게임산업에 용한 속성 심 근의 

서비스 신이론은 문화산업 일반으로 확 하여 

용할 수 있다. 세부 업종을 포 하는 문화산업을 

상으로 속성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일반화할 

수 있다. 서비스속성으로는 콘텐츠를 소비함으로

써 느끼는 재미, 감동, 경험, 즐거움, 교육(정보)을 

들 수 있다. 기술속성은 미디어와 콘텐츠 제작과 

련된 것으로 송속도, 해상도, 압축  장기

술, 탑재기술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기업역

량속성은 스토리의 콘셉트를 잡는 기획역량과 마

역량이 가장 표 이다. 고객역량은 콘텐츠

를 소비하는 감식력과 련된 것으로 소비문화자

본과 깊은 련이 있다. 이들 각 속성벡터는 상호 

향을 미치면서 문화산업의 생태계는 진화하게 

된다. 비디오게임에서 ROM 카터리지는 CD-ROM

기술에 비해 장용량이 다. CD-ROM 기술이 비

디오게임에 용되면서 장용량이 은 ROM 카

트리지에서는 불가능했던 그래픽과 스토리 심의 

게임 개를 가능하게 하 다[35]. 기술속성 벡터 

상에서 장용량이 높은 CD-ROM 기술이 등장함

으로서 기업역량속성벡터에서의 새로운 콘셉트를 

실 할 수 있게끔 향을 미친 것이다. 어느 한 속

성의 변화는 다른 속성의 변화를 유발하기도 하고 

견인하면서 산업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신이 이

루어진다. 

속성 심 근의 신이론은 상품과 서비스의 

속성을 상으로 신을 분석하기 때문에 문화상

품, 문화서비스, 미디어를 포 하는 문화산업의 

신을 설명하는 데 용이하다. 앞의 비디오게임의 

에서 알 수 있듯이 속성들 간의 상호 작용성은 기

술이나 수요의 단일 변수에 의존한 신 설명보다 

문화산업에서의 다양한 신을 기술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문화산업에서의 기존 신유형으로 2

에서 약술한 기술 신, 조직 신, 비즈니스모델

신은 기술, 조직, 비즈니스모델로 신 상을 한

정 짓고 있는 반면에, 속성 심 근의 신이론

은 재미나 흥미라는 서비스 속성의 강도나 새로운 

서비스속성의 추가로 콘텐츠의 신과 흥행을 설

명함으로서 콘텐츠의 속성과 최종 소비자의 만족

(효용)간의 계로서 신을 들여다 본다. 기술, 

조직, 그리고 비즈니스모델이 서비스속성, 공 자 

역량 속성, 기술 속성, 고객 역량 속성 측면에서 

어떤 변화를 유발하고 그것이 최종 으로 콘텐츠 

이용자가 느끼는 서비스 속성의 성분에 향에 미

치는 정도에 따라 문화산업에서의 신을 단을 

할 수 있게 된다. 

문화산업의 신활동을 속성 심 근법으로 분

석함에 따른 이   하나는 창작단계에서의 신

을 용이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이다. 이를 보다 

구체화시키기 해서 가치사슬별 주요 신유형과 

비교해서 설명하도록 한다(<표 2> 참조). 가치사

슬상의 제작단계에서는 숙련  기술 신이 주된 

신 유형이다.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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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과정과 병행되는 경우에는 제작단계에서 콘텐

츠 신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제작단계에서는 공

학  요소가 신에 요한 원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유통단계에서는 사용자의 의견이 피드백 

되면서 콘텐츠의 질을 높이는 이용자 주도형 신

이 주된 형태를 띠게 된다. 한 사용자의 니즈가 

무엇인지를 마켓  기법이나 소비자조사를 통해 

악하는 것이므로 신의 원천은 사회과학  성

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속성 심 근법에서

는 신을 하나 이상의 속성 행렬 성분에 향을 

주는 변화로 정의하고 있다.

<표 2> 문화산업 가치사슬별 주된 신 유형과 성격

가치사슬

단계
창작 단계 제작 단계 유통 단계

신의 

핵심 요소
창의력

다양성, 

기술(숙련)

취향,

 소비자본

주된 신 

유형
콘텐츠 신

기술 신, 
조직 신, 

재조합 신

이용자 주도형 
신, 비즈니스 

모델 신

신의 

내용  
성격

기획/이미지/
소재 발굴, 

인문학  

요소가 강함

숙련  기술,

공학  측면이 
강함

마 ,

사회과학  
성격이 강함 

창작 단계에서의 신활동은 상상력과 같은 주

로 인문학  요소가 신에 많은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게임회사인 닌텐도(Nintendo)

가 비디오게임에 인간과 동물 캐릭터를 도입하고 

스토리 심으로 게임을 만든 것은 게임의 콘셉트

를 바꾼 신에 해당된다. 닌텐도가 게임시장에 진

출하기 에는 부분의 게임들은 속도감만을 높

이는 경쟁을 하 다. 다른 게임보다 속도감이 높

은 게임이 더 좋은 게임으로 인식하 다. 게임에

서도 만화나 애니메이션과 같은 스토리를 가진 작

품을 만든 것 자체가 하나의 신으로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창작단계의 신을 지원하기 한 정

책  개념으로서 창작 R&D라는 용어를 사용하

지만 콘텐츠 자체의 신, 창작에서의 신 활동

은 분석 상으로 삼지 않았다. 반면 아래에서 설

명하겠지만, 외국문헌에서는 문화산업에서의 신

을 나름 설명하기 해 다양한 개념과 용어를 고

안해 내었지만 신이론, 보다 구체 으로는 서비

스 신이론의 틀 밖에서 문화산업 신의 특수성

을 강조하 다고 평가할 수 있다. 

콘텐츠는 창작 단계, 제작 단계, 유통 단계로 시간

과 공간 으로 구분되어 만들어지지 않고 이미 창

작과 기획 단계에서 제작과 유통을 모두 고려하여 

진행되고 있다. 콘텐츠의 창작자가 새로운 소재의 

사용, 새로운 콘셉트(concept)의 도입, 색다른 이야

기 구성 등 좁은 의미에서의 신뿐만 아니라 속성 

행렬의 성분, 를 들어 서비스속성에서의 재미나 

감동, 고객역량 속성의 사용자 커뮤니티의 편의성 

측면에서 각각 이들 성분의 진화, 변이, 추가, 제거 

등을 통해 소비자의 효용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콘텐츠 신을 이해할 수 있다. 속성 심 근법

에서의 각 속성은 콘텐츠가 기획되어 소비되는  

단계를 포 하고 있으며, 한 기술, 조직, 비즈니

스모델 등 특정 신유형으로 콘텐츠를 보는 것이 

아니라 총체 으로 근할 수 있는 이 이 있다. 

본 논문에서 논의하고 있는 콘텐츠 신은 여러 문

헌에서 다양한 개념으로 이미 언 하고 있다. Voss 

and Zomerdijk[33]은 문화산업은 ‘경험  신’ 

(experiential innovations)이 요하다고 본다. 기

술보다는 시장의 고객으로부터, 즉 고객들의 식견

의 집합이 콘텐츠 디자인 과정에 요한 부분을 만

든다고 보았다. 그들은 소비자에게 콘텐츠는 다름 

아닌 경험이며, 새로운 경험을 고객에게 다면 

신으로 간주하 다. Stoneman[28]은 콘텐츠산

업은 본질 으로 심미 인 것을 내포하고 있어서 

형 으로 ‘연성 신’(soft innovation)8)에 해당

된다고 보았다. 그의 연성 신은 기본 으로 지각

 인식이나 미학  매력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연성 신과 련하여 Handke[17]

8) 통  의미의 기술속성을 심으로 한 신이 아

닌, ‘아이디어와 략’을 심으로 한 비기술 이

고 역량 심 인 신을 의미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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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콘텐츠 창조성’(content creativity) 개념이 유

사하다고 할 수 있다. Caves[11]는 음악에서

의 신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한 마음을 바

꾸는 것으로 보았으며 문화산업에서의 신을 스

타일 신(stylistic innovation)으로 명명하 다. 그

는 새로운 생산공정에서의 신, 새로운 CDs의 출

시뿐만 아니라 새로운 커버(cover)를 가지고 앨범

을 다시 내는 것은 미학  의미에서는 새로운 것

(novelty)이지만 기존의 신이론으로는 악되지 

않는다고 지 한다. 

<표 2>는 문화산업에서의 신을 설명하기 

해 편의상 창작 단계, 제작 단계, 유통 단계로 구

분하여 각 단계별 표 인 신유형을 제시한 것

에 불과하다. 속성 심 근의 서비스 신이론을 

문화산업에 용하면 콘텐츠 자체의 신은 창작

단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객역량, 공

자역량, 기술 속성 행렬의 변화와도 련되며 이

는 제작과 유통 단계에서의 신이 콘텐츠 자체의 

신이 된다. 아래에서는 속성 심 근의 서비스

신이론을 문화산업에 용한 결과에 따른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을 새로운 속성의 창조 는 서비스 

속성에는 변화가 없더라도 일련의 새로운 속성의 

창조로 신을 보기 때문에 신의 단기 에도 

새로운 논거를 제시한다. 콘텐츠는 기본 으로 경

제  향뿐만 아니라 미학 /문화  향을 미치

므로 신의 단기 으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

다. OECD의 Oslo 매뉴얼이 신의 유의성으로 기

능성(function)을 제시하고 있으며 Nelson and Ro-

senberg[23]는 ‘세계 으로 는 국가 내에 있어서 

새로운 것은 아닐 지라도, 기업에 있어서 새로운 

디자인, 생산공정을 도입하 을 때’를 신으로 보

았다. Lundvall[21]은 슘페터의 정의에 보다 충실

하여 기술 신 뿐만 아니라 조직의 신도 신의 

개념에 포함시켰다. 속성 심 근의 서비스 신

이론은 기업과 시장에 기반한 경제  유의성( 는 

시장에서의 향)과 함께 문화  는 미학  

향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

가할 수 있다. 

둘째, 다양한 서비스속성  기술속성의 새로운 

조합으로 창출되는 재조합 신은 문화산업에서의 

콘텐츠 신을 잘 설명해 다. 흥행에 성공한 콘

텐츠는 기술이나, 조직, 비즈니스모델에서는 별 차

이가 없지만 주로 서비스 속성측면에서 다른 콘텐

츠와 차별성을 갖는다. 그러한 차별성은 기존의 

이야기 소재나 구성을 히 재조합한 경우가 많

다. 재조합 신이 문화산업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으므로 문화  다양성을 유지하는 정책 방향이 

요하다. Weizman[34]은 경제성장 과정을 이 에 

조합되지 않았던 요소들간의 성공 인 결합에 의

해서 새로운 것이 창출되는 과정으로 이해하면서 

이를 ‘이화수정 과정’(hybridizing growth process)

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 Weizman는 무수한 새로

운 조합(combination)을 다름 아닌 신으로 이해

하 다. 이러한 조합이 시장에서 이루어지기 해

서는 다양성이 제되어야 한다. 다양성은 창작소

재의 다양성, 콘텐츠의 다양성, 소비 근의 다양

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써 신이 일어날 수 있는 

력과 경쟁의 환경을 만드는 제조건이다. 앞에

서 언 한 소재의 다양성, 콘텐츠의 다양성, 소비

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정책이나 제도가 신활동

을 진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셋째, 신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며, 잠재  

수요는 새로운 신의 동인이 된다는 에서 수요

부문의 요성을 지 하고 있다[21]. 이러한 은 

속성 심 근의 서비스 신이론에서는 고객 역량 

속성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소비(수요)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콘텐츠는 기존 콘텐츠와 그것을 소

비하는 소비자간의 지속 인 상호작용의 결과로 

진화하고 발 하게 된다. 콘텐츠의 경험재  성격

으로 말미암아 콘텐츠를 소비하는 에 술에 특

화된 소비자본(consumption capital’)이 만들어 지

고 이는 더욱 더 문화소비를 진하게 된다. 그래

서 문화소비에서의 한계효용은 소비자본의 축 에 

비례하고 문화상품을 감상하는 능력에 비례한다

[27]. Becker[9]는 소비자본을 개인의 과거 소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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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형성된 개인  자본과 개인의 효용에 미치는 

다른 사람의 향을 말하는 사회  자본으로 구분

한다. 콘텐츠에 한 소비로 형성되는 의 개인

 는 사회  소비자본은 개인과 사회의 취향

(taste)를 바꾼다. 따라서 술에 특화된 소비자본

을 늘리는 것, 취향을 길러내는 것은 콘텐츠 신

의 제도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5. 결  론

속성 심 근의 서비스 신이론으로 문화산업

의 신활동을 살펴 으로서 콘텐츠의 흥행에서 비

롯되는 신성을 이해할 수 있다. 를 들어 첨단 

컴퓨터 그래픽(CG)을 가미한 콘텐츠일 지라도 

 흥행을 못하는 경우를 자주 확인할 수 있다. 기

술 신이 문화산업에서 요한 신 유형의 하나

이지만 콘텐츠가 갖는 서비스로서의 속성을 감안

했을 때 기술 신이 문화산업의 신을 표하거

나 일 일로 연결 짓는 것은 문화산업 신에 

한 이해의 부족으로 볼 수 있다. 최종 소비자가 느끼

는 재미와 감동과 같은 효용의 변화는 서비스 속

성, 공 자 역량 속성, 기술 속성, 고객 역량 속성

의 변화를 통해 가능하다. 결국 속성 심 근법

으로 문화산업 신을 들여다 으로써 제조업에서

의 주된 신유형인 기술 신 외의 다양한 신을 

살펴볼 수 있는 이 이 있다. 속성 심 근법에

서는 신을 새로운 속성의 창출이나 속성의 추가

와 제거, 기존 속성의 강도에 따라 상이한 신으

로 구분하고 있다. 

속성 심 근의 서비스 신이론이 문화산업에

서의 신을 잘 설명해 주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  한 지 할 수 있으며 이에 한 후속 연

구가 기 된다.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는 문

화산업은 세부 업종이 다양한 만큼 이들 세부 업

종에서도 의 서비스 신이론의 개념  틀로 통

일 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에 한 구체 인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 신의 분석 상을 문화산업에

서 세부 업종이나 상품으로 구체화하여 연구함으

로써 서비스 신이론의 문화산업 용에 한 타

당성과 이론  토 를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산업에서의 신은 창의성(creati-

vity)과 히 련되어 있어서 기존 신연구에 

창의성과 신의 계에 한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한다. 문화산업에서의 신 는 창의성이 다

른 여타 산업에서의 신이나 창의성과 다른 것인

지에 한 연구도 의미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는 경제학 뿐만 아니라 심리학, 사회학, 공학, 인문

학 등 학제간 근이 필요하다. 한 문화산업에

서의 신 조사와 이론  연구간의 상호작용으로 

연구의 구체성을 가져가는 근이 필요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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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문화 연구원 문화산업연구실에 재직 이며, 경북 학교 경제학과

를 졸업하고 클 이몬트 학교에서 경제학박사를 취득하 다. 서로는 문

화경제의 창의성과 신(커뮤니 이션북스, 번역), 술의 이해(집문당, 

공 )가 있다. 주요 심분야로는 서비스산업  콘텐츠산업에서의 신활

동, 작권과 경쟁정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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