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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국내 창조산업 콘텐츠 진흥정책의 성과를 측정하기 한 목 을 지니며, 국내 창조산업 종사

기업 402개 업체를 상으로 동기구축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콘텐츠 진흥정책의 수혜자들은 장르

별, 매출별로 평균 3.5 이하의 낮은 정책 만족도를 나타냈고, 특히 매출규모가 낮은 업체의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진흥정책이 창조  자산을 지닌 다양한 집단의 동기를 충족시키지 못하

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책 수혜 집단이 시장 성장에 해 정 으로 인식하고 있는 은 진흥정책

의 정  성과로 악된다. 한 비수혜 집단의 정책 기 치가 높은 은 국내 진흥 정책의 지속  확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반면, 수혜 여부에 계없는 국내 시장에 한 유사한 문제의식, 조한 정책 도움 정도 

평가 등은 행 진흥정책의 재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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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performances of Korean content policies to subsidize creative content 

industry. This study conducts survey on 402 creative industry employees. Research result shows 

that the current policy has some effects of extrinsic rewards on intrinsic motivation in subjects' 

perception of market development. Besides the perception, however, Korean subsidize policy sees 

to have low performances in general. The findings suggests that the industry subjects are not 

satisfied with the current policies.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direction of the contests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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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창조경제 사회가 도래하 다. 이 사회의 핵심 자산은 

창의성이며, 콘텐츠, 혹은 지 재산권이 그 어떤 재화보

다 높은 가치를 지닌다. 창조산업이 만들어낸 생산량과 

이를 통해 조성된 일자리, 수출은 한 사회의 부와 권력

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이러한 창조산업의 부가가치

를 창출하기 해 부분의 국가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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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EU의 창조  유럽 로그램[1], 국의 소

트 워 정책[2], 미국의 창의인재 교육[3]은 창조경제의 

정책  지향 을 엿볼 수 있는 표 인 사례이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국내에서도 ‘창조콘텐츠’, ‘창조

기업’, ‘창조도시’ 등 창조산업의 주요 개념들이

 확산되기 시작하 으며, 창조산업을 효율

으로 구축하기 해 문화 정책의 패러다임이 속히 

변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창작 역량을 강화하기 한 

정책이 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2008년 통령보고서 

<소 트 워가 강한 문화창조국가>에서 콘텐츠정책추

진체계를 정비하며 콘텐츠 창작 역량을 강화할 것을 강

조하면서 지속 으로 새로운 콘텐츠 유형의 창조산업

에 한 지원을 증가하 다[4]. 

문제는 이러한 진흥정책에 한 평가가 미진하다는 

이다. 물론 정책의 성과를 측정하는 일이 수월치 않

다는 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어떤 에서 정책  

성과를 측정하고, 한 어떤 차원의 성과를 측정하는가, 

어디까지를 성과의 범주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따라 평

가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5]. 특히 콘텐츠 

제작 지원의 경우, 최종 결과물 완성 여부 이외에는 객

 평가의 지표를 마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진흥정책은 최근에 막 한 

사회 공공 자본이 투입되고 있는 상이며, 이에 한 

평가를 해서 사회  심과 학문  참여가 필요하다

고 단된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 창조산업 콘텐츠 

진흥정책의 성과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지원의 성과는 

다각 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

는 직 인 지원 상인 사업자를 심으로 지원의 성

과를 측정해 보고자 한다. 특히 동기구축효과이론에 근

거하여 콘텐츠 진흥정책에 한 평가를 국내 창조산업 

종사자들을 심으로 검해 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창조산업과 진흥정책 패러다임
최근 경제와 창조라는 두 개념의 결합은 독특한 가치

를 창출하고 있으며, 부를 창출하는 방식까지도 변화시

키고 있다[6]. 물리  자본보다는 창의  아이디어가 

요한 자산으로 인정되고, 상품의 생산은 창의  아이디

어, 정보, 기술의 목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경제  

가치가 창조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시장성을 지닌 상

품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에 의해 창출되는 것이다[7]. 

이것이 바로 창조경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창조경

제란 창의성과 문화, 경제, 기술을 목하여 지  재산

을 창작  유통하고, 이를 통해 수익, 일자리, 수출을 

조성함과 동시에 사회 통합, 문화 발 , 인간 개발이 이

루어지는 경제로 정의된다[8]. 

이러한 변화 속에서 부상한 것이 창조산업이다. 창조

산업에 한 개념 정의와 범주에 해서는 여 히 분분

한 논의가 진행 이지만[9-11], 일반 으로 창조산업

은 문화 , 미 , 혹은 오락  가치를 지닌 상품의 생산 

 유통과 련된 집합  행 로 정의된다[12]. 특히 창

조산업은 몇 가지 경제  특성을 공유한다고 설명된다

[13]. 첫째, 창조산업은 소비자의 반응을 악하기 힘들

다는 에서 수요의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한다. 둘째, 

창조산업 종사자들은 문 인 기술을 지니고 있으며, 

낮은 임 에도 불구하고 창조산업을 기꺼이 선택한다

는 특징을 지닌다. 셋째, 제작을 해 복합 인 기술이 

필요하며, 넷째, 다양한 창의  요소의 결합을 통해 하

나의 상품이 만들어진다. 다섯째, 창의  종사자들의 기

술  재능의 편차가 크며, 이에 따라 상품의 가치가 달

라진다. 여섯째, 다양한 기술을 결합함에 있어 생산 속

도 는 시간이 매우 요한 의미를 지니며, 마지막으

로 상품의 내구력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이러한 구

분에 의하면 창조산업은 화, 방송, 음악, 컴퓨터 게임, 

소 트웨어, 공연 술, 출  등의 일반 인 문화 상품과 

더불어 디자인, 패션 등의 장르를 포 하는 것으로 이

해된다. 특히 창조산업의 특징인 생산과 유통은 량 

생산  상품화를 제하는 것으로, 순수 술의 창작 

행 와는 차별되는 것으로 이해된다[12]. 

창조산업 개념이 처음으로 제시된 곳은 국이다. 

국에서 새로 집권한 신노동당은 처 정부와 차별되는 

새로운 국의 미래를 제시할 필요를 느 고, 이를 

해 만들어진 개념이 창조산업이다[14]. 새로운 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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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범 한 산업 역을 포 하는 정책으로의 

환이 필요했고, 이를 해서는 통 으로 고 , 순수

술의 이미지가 강한 문화산업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

었다는 것이다[5]. 

국이 제시한 창조산업 정책은  세계로 빠르게 확

산되었다[14]. 유럽 역에 걸쳐 창조산업 육성책이 채

택되었고[1], 지구 반 편의 국에서도 소 트 워 정

책이 극 도모되고 있다. 특히 국 정부는 열 배에 달

하는 문화상품 자를 해소하고, 한국과 일본의 문화 

수출국 지 를 승계하기 해 극 인 진흥책을 도입

하고 있다.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가 아닌, 

‘크리에이티드 인 차이나(created in China)’를 해 창

의인력이나 기간사업에 한 투자가 특히 높은 비 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된다[2]. 비단 이들 국가뿐만 아니

라 부분의 국가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분

야에 걸친 창조산업 정책이 채택되기 시작하 고, 

GDP, 고용 증가, 수출 등의 구체  경제 수치를 통해 

창조산업의 성과가 측정되기 시작하 다. 이처럼  세

계 으로 동질 인 창조산업 정책이 도입되고 있는 이

유를 린스[14]는 몇 가지로 나 어 설명한다. 무엇보

다 창조와 신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경제 질서가 

 지구 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새로운 국가 미래를 

제시하는 데에 창조산업이 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다. 한 창조산업 문가와 조사 기 에서 생성해 내

는 지식의 네트워킹과 로벌 단 의 정책 공동체 형성

으로 인해 창조산업 정책은  세계 으로 유사한 특징

을 지니게 되었다

이같은 창조산업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 진흥책

의 당 성 인식이라 할 수 있다. 태생부터 국가 미래를 

한 발  동력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창조산업에 

한 정부의 심과 정책 개입은 자연스럽게 수용된 것으

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창조경제 시 에는 정책  지

원이 필수 인 것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호 [3]는 콘텐

츠를 만들기 해서 창의성이 필요하지만, 제작을 한 

훈련과 문성, 나아가 이러한 요인의 상호작용이 존재

해야만 콘텐츠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한다. 과거에는 이

러한 모든 창작의 과정이 천재 인 개인의 독자  노력

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오늘날의 콘텐츠 제작방식은 

과거보다 많은 지식, 기술, 다양한 업 과정이 필수

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잘 결합될수록 결과물은 

효율 이며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따

라서 개인의 창의성을 기술, 지식과 연계하여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것이 

바로 정책  개입이 필요한 부분인 것이다.

그러나 창조산업에 한 정책은 직 으로 콘텐츠

를 지원하던 과거의 패러다임과는 달라야한다고 지

된다. 미국, 호주, 국, 유럽, 뉴질랜드, 싱가포르의 창

조산업을 체 경제와의 역동  상호 계 속에서 분석

한 팟츠와 커닝햄[10]은 창조산업의 발 을 해서는 

콘텐츠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

면, 창조산업은 투자모형이나 개입모형에 속하는 것으

로 분석된다. 투자모형은 창조산업이 공 과 수요 측면

에서 체 산업에 향을 미치는 모형이며, 개입모형은 

창조산업이 체 산업의 구조  변화를 일으키고 경제 

질서를 변화시키는 힘으로 보는 모형으로, 두 모형 모

두 정책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빌톤[16] 역시 창조산업에서는 창작물이 생존할 수 

있는 하부구조와 시스템, 특히 지 재산권, 유통지원, 

인력교육에 정책  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에는 창의성을 개인의 특질로 이해하기 보다는, 

이나 네트워크 등 복합 인 작업의 산물로 보는 경향이 

강하며, 따라서 각 가치 사슬을 연결하여 창의  콘텐

츠가 시장에 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보다 

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다양한 규모의 창작자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

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에 해서는 여 히 공감되는 

듯하다. 더욱이 콘텐츠 제작은 규모 자본의 투입과 

상 으로 긴 투자 회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력이 부족한 제작자에 한 지원은 바람직한 것으로 이

해되고 있다[16].  

2. 창조산업 진흥정책의 평가
 세계 인 창조산업 진흥정책의 도입에도 불구하

고, 이에 한 평가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존재한다. 먼

, 평가를 해 제되어야할 산업의 범  규정이 모

호하다는 이 장애로 작용한다. 창조산업이 기존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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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산업과 건축, 디자인, 술 분야를 두루 포 한다는 

에 해서는 합의가 형성되어 있는 듯하지만, 라이선

스가 발생되지 않는 제작까지도 포 해야하는가에 

해서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한다[9]. 하청제작이나 단순

한 콘텐츠 재생산을 창조산업 범주로 수용하는 것은 합

당하지 않다는 지 이다. 둘째, 창조산업 진흥정책은 궁

극 으로 창의성을 고무함으로써 창의경제를 발 시키

기 한 목 을 지니므로 창의성 향상을 측정하는 일이 

무엇보다 요하지만, 창의성을 정확히 측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는 문제 이 존재한다. 한 창조산업이 기존 

산업과 달리 이질 인 기업  상품으로 이루어져 있

고, 각 산업의 가치 사슬도 매우 다르다는 도 평가의 

어려움을 가 시킨다[18]. 창조산업의 유망 사업군을 

도출하기 한 방법론이나 이질 인 산업의 평가에 공

통 으로 용할 수 있는 분석 틀을 찾는 일이 쉽지 않

다는 것이다[19]. 

이러한 정책평가의 어려움은 정책의 양 인 성과만 

부각시키는 문제로 연결된다. 특히 정책의 질 인 성과

에 심을 기울이기보다는 GDP, 고용, 국제 교역 등 양

인 성과 측정에 집착하게 만드는 문제를 낳는다[20]. 

한 정책 평가가 정치  심이나 기 에 부응하기 

한 성과 수치들을 나열하는데 그칠 뿐, 평가를 한 이

론  토 가 부족하다는 도 문제로 지 된다[11].

이처럼 질 인 성과의 측정이 쉽지 않은 창조산업 진

흥정책 분야에서 한 틀로 제안되는 것이 동기구축

이론이다[20]. 창조산업 진흥정책의 경우 궁극 으로 

개인의 내  창의성을 도모하기 한 목 을 지니므로, 

개인의 내  만족도나 동기구축을 살펴보는 동기구축

이론은 합한 이론  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창조산업 정책은 공  탄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

책 수혜자들의 내  만족도를 높이는 일은 요하다

[20]. 창조산업 종사자들은 일반 으로 고학력 소지자

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임 과 불안정 고용의 창의 

산업에 종사하는 특징을 보이는데[13][21]. 이는 내  

만족도가 결정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동기구축이론은 경제학  과 심리학  을 

결합한 이론으로, 외  투입과 내  동기의 계를 체

계 으로 구축하고 있다. 동기구축이론에 의하면 외부

에서 주어지는 규제나 진흥책, 인센티  등의 개입이나 

보상은 개인  차원에서 두 가지 효과를 낳는 것으로 

설명된다[22]. 외부에서 주어진 보상이나 개입이 력

으로 받아들여지면 개인이 느끼는 만족감이나 내  

동기는 상승하지만, 반 로 외부의 개입이 통제로 받아

들여지면 개인  만족이나 내  동기는 감소한다[23]. 

이는 역구축효과로 설명되는데, 외부의 개입으로 스스

로의 동기가 인정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스스로 동기를 

제공하는데 극성을 잃게 되고, 의존 으로 변하게 되

기 때문이다. 

동기구축이론은 기업의 인센티 제도, 벌 제도, 은

행 이자율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 용되어 왔지만, 외

 개입이 내  만족도나 동기에 어떠한 효과를 낳는가

에 해서는 일반화가 어렵다. 개입의 종류에 따라, 분

야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단, 동기

구축이론을 용한 연구의 메타분석 결과에 의하면, 외

부의 직 인 보상은 내  동기 부여에 부정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다[24]. 외부의 개입이 개인 스스로

의 동기를 인정받지 못하게 만들어 내  동기를 감소시

키기 때문이다. 나아가 스스로의 결정권을 감소시켜 내

 동기를 외부의 통제로 체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한

다[22]. 창의산업 분야의 정책이 개인의 동기구축에 어

떠한 효과를 낳고 있는지에 한 연구는 찾기 어렵지

만, 개인  만족을 높이기 한 정책이 되기 해서는 

한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된다[20]. 

연구자 연도 주요 내용

호프 2010 제작 가치사슬을 연결하는 협업 지원 필요하므로 
산업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팟츠, 
커닝햄 2008 창조산업은 개입모형과 투자모형에 속하므로, 적극

적 정책 필요. 정책 평가의 이론적 토대 부족함

빌톤 2010 창작물이 생존할 수 있는 하부구조에 정책적 초점 
맞춰야함

토즈 2010 창조산업 정책은 개인의 만족감 높이는 것이 중요
하며, 동기구축 이론 도입한 평가가 바람직함

프레이 2000 외부의 개입은 개인의 내적 동기구축 또는 역구축 
효과 지님

데시, 
코스트너, 
라이언

1999 동기구축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외부 보상은 역구
축효과 지님

표 1. 창조산업 정책 및 평가에 관한 기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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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일차  목 은 창조산업에 한 진흥정책

이 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측정하는데 있으

며, 이를 하여 국내 창조산업 종사자의 정책 수혜 만

족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진흥정책 수혜자와 비수혜자간의 시장에 

한 인식 차이는 어떠한가? 

1-1. 진흥정책 수혜자와 비수혜자간의 시장 문제 에 

한 인식 차이는 어떠한가? 

1-2. 진흥정책 수혜자와 비수혜자간의 지원정책 도움

정도에 한 인식 차이는 어떠한가? 

1-3. 진흥정책 수혜자와 비수혜자간의 향후 시장성장 

평가에 한 인식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진흥정책 수혜자의 진흥정책 만족도는 

어떠한가? 

2-1. 진흥정책 수혜자의 장르별 진흥정책에 한 만

족도 차이는 어떠한가? 

2-2. 진흥정책 수혜자의 매출별 진흥정책에 한 만

족도 차이는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 상은 국내 창조산업 기업이다. 신

규시장의 모집단을 악하기 해 한상공회의소의 

업종별 기업정보, 소기업청의 기업 황정보시스템

(SMinfo), <디지털 콘텐츠 시장 실태조사>, 한국콘텐

츠진흥원의 <융합형 콘텐츠 지원사업> 신청기업을 참

조, 총 2,950개의 업체 리스트를 확보하 다. 이후 이들 

업체와의 사  화조사를 통하여 업종변경, 폐업, 연락

처 불명, 연 성 낮은 업체, 면  거부 등을 제외하고 총 

402개의 업체를 상으로 선정하 다.

본 조사는 2010년 12월 1일부터 3주 동안 이루어졌으

며, 유효표본 총 308개를 확보하 다. 308개 업체  국

내 진흥정책 수혜 업체는 123개사, 비수혜 업체는 185

개사 다. 

2.2 주요 변인의 정의 
① 창조산업

창조산업의 범 는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상당

히 방 하지만, 모든 역을 창조산업으로 통합하는 것

은 학문 으로 장 이 거의 없으며[8], 일반 으로 용

할 수 있는 분석 틀을 찾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연구의 

목 에 따라 특정한 하  부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된다[11]. 따라서 본 연구는 방송 상콘텐츠, 게임

콘텐츠, 기타 디지털 콘텐츠로 창조산업의 범 를 한정

하 다. 방송 상 콘텐츠에는 통 인 방송콘텐츠는 

물론이고 상, 음악 등의 콘텐츠를 주력으로 하는 업

체가 포함되었으며, 게임 콘텐츠는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을 활용하여 디지털 게임에 주력하는 업체가 

포함되었다. 기타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이러닝, 이커머

스, 치 기반 정보 서비스 등 정보 서비스를 심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체들을 포함하 다. 지 않은 업

체가 복수의 장르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각 업체가 

주력하는 장르를 질문하여 구분하 다. 총 123개 업체 

 방송 상 콘텐츠 주력 업체는 37개, 게임 콘텐츠 주

력 업체는 44개, 기타 디지털 콘텐츠 주력 업체는 42개

로 나타났다.

② 콘텐츠 진흥정책

콘텐츠 진흥정책은 국내 정부기 에서 지원하고 있

는 창조산업 련 진흥정책들을 의미하며, 진흥정책에 

한 자료조사와 정책 문가들  지원 수혜자들과의 

사  인터뷰를 토 로 국내 콘텐츠 산업 련 진흥정책 

분야를 기술, 인력, 유통, 재정 분야로 구분하 다. 기술

분야에는 기술개발 지원, 기술이 , 기술 거래 지원, 장

비･기기 지원 등이 포함되며, 인력분야에는 문인력 

양성지원, 인건비 지원, 인력 고용･수  등 인력/고용 

지원, 유통분야에는 시장 조사, 마 , 유통, 박람회, 

시회 지원  등이 포함되었다. 재정분야는 직･간  자

지원, 투자유치 지원, 인 라 지원 등이 포함된다.

③ 창조산업 시장 문제  인식

국내 창조산업 련 진흥정책의 문제  역시 사  인

터뷰를 통하여 4개 분야로 구분하 다. 기술분야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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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력이나 기획력 미비, 경쟁력 있는 콘텐츠 개발 미비, 

새로운 매체에 합한 랫폼이나 단말기 등의 기술  

문제, 인력분야는 문가 부족, 인재양성 교육 로그램 

부족, R&D 인력 부족, 유통분야는 불법복제, 불법유통, 

합리  유통 환경의 부재 등의 문제 을 설문하 으며, 

재정분야는 비합리 인 요 체계  비즈니스 모델 부

재, 콘텐츠 작권, 기술 개발 지원 부족이 포함되었다. 

측정은 5  척도를 활용하 다. 

④ 진흥정책 도움정도 인식

국내 창조산업의 기술지원, 인력지원, 유통지원, 재정

지원에 해 도움 정도를  도움이 되지 않았다(1

)～매우 도움이 되었다(5 )의 5  척도로 측정하 다. 

⑤ 창조산업 시장 성장 평가 

국내 창조산업 시장의 년 비 성장 평가를 년 

비 10% 이상 성장, 년과 유사, 년 비 10% 이상 

감소로 구분하여 평가하 다.  

⑥ 진흥정책 만족도 

진흥정책 만족도는 기술, 인력, 유통, 재원분야에 

해 각 5  척도로 측정하 다. 기술분야 만족도는 ‘기술

개발 지원’, ‘기술이 과 기술 거래 지원’, ‘장비와 기기 

지원’이 포함되었고, 인력분야 만족도는 ‘ 문인력 양성 

지원’, ‘인력 수  지원’이 포함되었다. 유통분야 만족도

는 ‘국내외 시장 마  지원’, ‘국내외 시장 마  지

원’, ‘시장 조사나 마  지원, 박람회, 시회 등 국내

외 홍보 지원’, ‘유통 련 법과 제도 지원’으로 측정하

다. 재정분야 만족도는 ‘기술개발 자  지원’, ‘투자유

치 지원’, ‘공공시설 등 인 라 투자 지원’으로 측정하 다.  

Ⅳ. 연구결과

1. 진흥정책 수혜자와 비수혜자간 국내 창조산업 
시장에 대한 인식

1.1 국내 창조산업 시장 문제점 인식 차이
국내 진흥정책의 수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집단과 수

혜 경험이 없는 비수혜 집단간의 시장 문제  인식 차

이를 비교한 결과, 수혜자와 비수혜자간 창조산업 시장

에 한 문제  인식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평균 3.64, 3.66). 구체 으로 국내 창조산업의 기

술  분야에서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 개발을 한 기술

력이나 기획력의 문제나 새로운 매체 랫폼에 탑재하

기 한 단말기 호환 등 기술  문제 등을 공통의 문제

로 인식하고 있었고(평균 3.60, 3.66), 창조산업 분야의 

문인력 수 이나 인재 양성을 한 교육, R&D 부족

에 해서도 유사한 문제의식을 나타냈다(평균 3.69, 

3.70). 불법복제나 불법유통 등의 유통분야의 문제(평균 

3.62, 3.67)나 창조산업 시장 활성화를 한 지원비용과 

비즈니스 모델 부재와 같은 재정분야 문제(평균 3.65, 

3.60) 역시 유사한 수 으로 문제 이 인식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시장이 지닌 문제 을 악하는

데 도움을 다. 즉, 창조산업이 성장하기 해 산업에

서 요구되는 것은 콘텐츠 개발을 한 기술력 보강, 해

당 문인력의 양성, 불법 유통의 근 , 합리 인 비즈

니스 모델 구축 등에 한 실한 필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지만 지원 수혜 경험과 계없이 유사한 수

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은 재 정부에서 지

원하고 있는 지원 정책의 동기 부여 효과가 미미한 수

에 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진흥정책을 시장의 

문제  악에 향을 미치는 유일한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다 다각  검증이 필요하다고 단된다. 

문제  인식
지원유무

체
기술
분야

인력
분야

유통
분야

재정
분야

수혜
빈도(N)
평균(M)
표준편차

123
3.64
.88

123
3.60
.93

123
3.69
1.29

123
3.62
1.21

123
3.65
1.11

비수혜
빈도(N)
평균(M)
표준편차

185
3.66
.76

185
3.66
.84

185
3.70
.1.07

185
3.67
1.06

185
3.60
1.03

자유도 (df) 306 306 306 306 306

유의확률 -.209 .574 .900 .706 .718

t 값 .835 -.562 -.126 -.377 .362

표 2. 지원 수혜자와 비수혜자간 창조산업 시장 문제점 인
식 차이 (N=308)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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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내 콘텐츠 진흥정책 도움 정도 인식 차이
진흥정책 수혜 집단과 비수혜자 집단의 진흥정책 도

움 정도를 살펴본 결과, 기술 분야에서 두 집단의 인식

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특히 

비수혜자 집단이 수혜자 집단보다 정부 정책의 도움 정

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소 

흥미로운 결과로, 기술분야는 규모 자본 투입과 상

으로 긴 투자 회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 수

혜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 높은 기 치를 지니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 정책  지원을 경험한 집단의 

기 치가 상 으로 낮은 것은 조한 정책 성과를 함

축하는 것이라 해석된다. 다시말해 성과  측면에서 볼 

때 재 수행되고 있는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결과라고 보인다. 물론 기술 분야에 

한 지원은 보다 장기  투자가 필요하며 평가를 해서

도 장기  찰이 필요하지만, 수혜자 집단의 인식이 

비수혜 집단보다 낮다는 사실은 이 분야의 정책에 한 

재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도움 정도
인식

구분 
체

기술
분야

인력
분야

유통
분야

재정
분야

수혜
빈도(N)
평균(M)
표준편차

123
3.97
.85

123
3.76
1.10

123
4.00
1.04

123
3.76
1.11

123
4.34
.97

비수혜
빈도(N)
평균(M)
표준편차

185
4.06
.91

185
4.06
1.16

185
4.00
.1.11

185
3.81
1.11

185
4.38
.99

자유도 (df) 306 306 306 306 306

유의확률 -.844 .044 .983 .720 .730

t 값 .339 -2.018* .022 -.359 -.345

표 3. 지원 수혜자와 비수혜자간 진흥정책 도움 정도 인식 
      차이 (N=308)

 *p<.05

한 반 으로 볼 때, 두 집단 모두 재정분야의 지

원에 한 높은 기 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

면, 유통 분야의 기 치는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 

실제 신규 콘텐츠  랫폼은 매우 빠르게 개발되어 

시장에 제시되고 있으나 이를 유통하는 과정에서는 기

존 콘텐츠 련 법  제도가 용되는 일이 비일비재하

여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을 곳곳에서 목

격할 수 있다. 신규 콘텐츠 유통의 과정에서 새로운 기

술과 제도의 부조화는 창조산업의 발 에 걸림돌로 작

용하기 때문에 유통분야에 한 정책  지원의 기 치

가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향후 

정책  지원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것이라 보인다. 

1.3 국내 창조산업 시장 성장 평가 인식 차이
수혜 집단과 비수혜 집단의 국내시장 성장에 한 인

식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분석 결과, 

수혜 집단  반 이상(55.3%)이 국내 창조산업 시장의 

성장을 망한 반면, 비수혜 집단의 경우 유지(58.9%)

할 것이라는 의견이 반 이상을 차지하 다. 

수혜 집단의 정  인식에는 다양한 요인이 향을 

미쳤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들은 정책  지원

을 모색하고,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 지원 사업을 수

주할 정도로 극 인 성향을 지닌 집단일 수 있으며, 

시장을 낙 으로 평가하 기 때문에 지원을 희망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른 해석 가능성은 정책  지원

이 이들의 낙  망에 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것

이다. 

반면, 정책  지원을 경험하지 못한 비수혜자 집단의 

경우 시장 성장에 한 기 치가 낮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정부의 지원정책을 수혜 받은 기업들은 정책 수주

를 해 거쳐야 하는 까다로운 서류심사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 어느정도의 자본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

이 다수를 차지한다. 때문에 지원 정책이 실히 필

요한 소규모 기업은 정책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

다는 것이 업의 목소리이다. 때문에 많은 비수혜 기

업들은 창조산업의 시장 성장에 부정  인식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인다. 

  물론 이 같은 정책의 향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기 

해서는 두 집단의 성향이나 행  변인에 한 통제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동기구축 효과의 가능성 역시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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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성장 
평가

지원유무
성장 유지 감소 체

유의
확률

X
2

수혜 68
55.3%

38
30.9%

17
13.8%

123
100%

.000 26.202*비수혜 52
28.1%

109
58.9%

24
13.0%

185
100%

전체 120
39.0%

147
47.7%

41
13.3%

308
100%

표 4. 지원 수혜자와 비수혜자간 창조산업 시장 성장 평가 
      인식 차이 (N=308)

 *p<.05

2. 콘텐츠 진흥정책 수혜자의 진흥정책에 대한 만
족도

2.1 장르별 진흥정책 만족도
연구문제 2는 진흥정책 수혜 유경험 집단 123개 업체

를 상으로 하 으며, 이들 업체를 ‘방송 상 콘텐츠’, 

‘게임 콘텐츠’, ‘기타 디지털 콘텐츠’ 세 집단으로 구분하

여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수혜 집단의 장르별 정책 만족도에는 유의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지만, 체 으로 두드러지는 은 방송 상 

콘텐츠 장르의 경우 인력분야에 한 만족도가 가장 높

았고(평균 3.43), 게임 콘텐츠 장르의 경우 기술분야에 

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는 이다(평균 2.95 ). 

만족도
장르별

체
기술
분야

인력
분야

유통
분야

재정
분야

방송영상
콘텐츠

빈도(N)
평균(M)
표준편차

37
3.17
.72

37
3.14
.88

37
3.43
.77

37
3.00
.82

37
3.22
.80

게임
콘텐츠

빈도(N)
평균(M)
표준편차

44
3.11
.76

44
2.95
.97

44
3.06
.91

44
3.11
.80

44
3.11
.90

기타 디지털
콘텐츠

빈도(N)
평균(M)
표준편차

42
3.23
.71

42
3.14
.81

42
3.27
.79

42
3.17
.72

42
3.26
.75

자유도 (df) 2 2 2 2 2
유의확률 .757 .533 .145 .641 .666
F 값 .279 .633 1.959 .447 .408

표 5. 장르별 지원 수혜자의 진흥정책 만족도 인식 차이 
(N=123)

 *p<.05

방송 상 콘텐츠는 최근 시장 확 와 인력 지원책이 

보강되어 왔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게임 콘텐츠 장르는 가

상 실, 가상세계 등의 신규 기술 목이 실히 요구

되고, 빠른 발  속도로 인해 기술분야에 한 지원 요

구가 높을 수밖에 없으며, 이에 한 만족도가 상

으로 조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2.2 매출별 진흥정책 만족도
국내 진흥정책 수혜 업체들을 상으로 매출규모에 

따라 진흥정책 만족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

보기 해 2009년 체 매출액을 기 으로 매출규모 

상, , 하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1 

분석 결과, 국내 진흥정책에 한 만족도는 수혜 기

업의 매출액에 따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p<.05). 특히 매출액이 높은 집단의 정책 만족도가 

낮은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상  업체

들은 각 항목 체 평균 3.37의 만족도를 보인 반면, 

간 집단은 평균 3.09, 하  집단은 평균 3.17을 나타냈다. 

각 역별로 통계  차이가 나타난 분야는 기술과 재

정 분야로 나타났다. 기술분야의 경우 매출액 상 집단

은 평균 3.36, 간 집단은 평균 2.92, 하  집단은 평균 

2.84로, 매출이 낮을수록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p<.05). 재정분야 역시 매출액 상 집단은 평균 3.50, 

간 집단은 평균 3.09, 하  집단은 평균 2.93으로 매출

이 낮을수록 만족도가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진흥정책에 총체 인 검토가 필

요함을 시사한다. 일반 으로 매출이 높은 기업보다는 

, 하  업체를 한 정책  도움이 높을 수 있으며, 이

들 집단을 한 지원이 보다 시 하다고 할 수 있다. 물

론 상  매출액 집단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일도 요하지만, , 하  매출 기업을 한 지

원 정책이 보다 촘촘하게 재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 

1 매출규모는 업체가 밝히는 2009년 체 매출액을 기 으로 123개 업

체  체 상  40%에 해당하면 ‘상’,  20%에 해당하면 ‘ ’, 하

 40%에 해당하면 ‘하’로 구분하 다. 조사 상  상  업체 50개

사는 매출 60억 이상, 간 규모 업체 27개사는 28억 이상～60억 미

만, 하  업체 46개사는 2천만～28억 미만에 해당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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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매출별

체
기술
분야

인력
분야

유통
분야

재정
분야

상
빈도(N)
평균(M)
표준편차

50
3.37
.70

50
3.36
.84

50
3.43
.84

50
3.26
.74

50
3.50
.76

중
빈도(N)
평균(M)
표준편차

27
3.09
.61

27
2.92
.74

27
3.00
.72

27
3.11
.71

27
3.09
.81

하
빈도(N)
평균(M)
표준편차

46
3.17
.71

46
2.84
.93

46
3.19
.86

46
2.92
.83

46
2.93
.79

자유도 (df) 2 2 2 2 2
유의확률 .021 .009 .085 .109 .002
F 값 3.979* 4.851* 2.512 2.257 6.464*

표 6. 매출별 지원 수혜자의 진흥정책 만족도 인식 차이 
(N=123)

창조산업은 다양한 규모의 창작자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의 창의, 기술, 재능으로부터 부와 일자

리가 창출될 수 있는 분야이다. 매출액이 낮은 집단의 

창작자들이 정책  지원을 통해 정  동기를 구축하

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 한 것으로 

단된다.

 *p<.05

Ⅴ. 결론 및 논의

창의  아이디어가 요한 자산으로 인정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창조경제 사회가 시

인 흐름이 되었다. 창조산업의 요성을 인지한 각 

국가마다 극 으로 창조산업 진흥정책을 도입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외는 아니다. 이러한 창조산업 

진흥을 해 거 한 공  자 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정책  성과에 한 평가는 미흡하다. 특히 정

책 수혜자들을 상으로 하는 평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학문  공백을 메우기 한 목 을 

지니며, 특히 정책 수혜자를 상으로 정책  성과를 

평가하 다는 에서 의미를 지닌다. 

국내 402개 업체를 상으로 정책  성과를 분석한 

결과, 국내 콘텐츠 진흥정책은 종사자들의 동기를 구축

하는데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악되었다. 외부로부

터의 보상이 창조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에게 동기를 부

여한다는 동기구축이론에 따르면, 창조산업 진흥정책

은 제작자들에게 정 인 동기로 작용해야 그 효율성

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내 콘텐츠 진흥정

책의 실제 수혜자들은 평균 3.5 이하의 정책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어 정부 진흥정책에 해 그리 정 인 평

가를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매출별 진흥정책 

만족도를 살펴볼 때, 매출 규모가 , 하  기업들의 정

책 만족도가 매출 규모 상  기업에 비해 낮게 나타났

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이는 시장 진출이 상

으로 어려운 소규모의 기업들에게 정책  동기

부여가 조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 가능하기 때문이

다. 창조경제 시 에는 무엇보다 개인 창작자의 창의력 

개발이 요하며, 따라서 소 규모의 창작자들에게 보

다 극 으로 정책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정 인 

동기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수혜 집단이 창조산업 시장 성장에 해 보다 정

으로 평가하고 있는 은 정  정책 동기구축 성과로 

해석된다. 한 비수혜 집단의 정책 수요도가 높게 나

타나고 있는 은 지속 인 정책 확장이 필요함을 시사

한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 수혜 유무에 

계없이 국내 창조시장에 한 유사한 수 의 문제의

식을 지닌다는 , 정책 수혜자들의 정책 도움 인식이 

조한데 그치는 은 정책  재고가 필요함을 함축한

다. 시장 참여자들이 체감하는 문제 을 보다 구체 으

로 악하여 정책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

러한 정책의 효능감을 높이기 한 정책 제련이 필요하

다고 단된다. 

본 연구는 국내 진흥정책의 동기구축 효과를 살펴보

고자 하 지만 다양한 변인의 역동  계를 악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외  투입에 의한 내  동기 구축

을 살펴보는 동기구축 효과를 보다 구체 으로 검증하

기 해서는 정책 수혜자의 성향이나 행  등에 한 

정교한 통제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국내 진흥정책에 

해 실질  평가가 미진하고 개인의 동기구축에 진흥

정책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구체 인 논의가 이루

어지지 않은  시 에서 본 연구가 국내 콘텐츠 진흥

정책의 재고와 방향성에 해 논의했다는 은 함의를 

지닌다.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다각 인 동기구축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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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논의하고 진흥정책 개선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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