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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새로운 산업 분야의 등장으로 4차 산업혁명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산업 간의 융합으로 

인해 새로운 가치가 창조되고 실현되고 있다. 연구자는 국내외 주요 신기술 융합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주요 질문내용을 작성하였다. 연구자가 계획한 질문내용은 질적 연구방법론의 하나인 심층면담으로 진행 하였

고 단편적 선호 경향만을 파악하기보다 다차원적이며 전략적 판단을 구체화할 수 있는 Kano방식 설문도 실시하였

다. 분석결과 VR/AR 게임 산업의 기술역량 강화와 함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적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산업

체와 교육기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실무중심의 인력양성, 기존 게임 콘텐츠 인력의 재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인력 

공급이 VR/AR 게임 산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마련에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다. 

ABSTRACT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scientific technologies and the appearance of new industrial are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rapidly progressed while new values are created and realized by the conversion between industries. The 
researcher wrote the main questions through the preceding research on domestic and overseas major new technology 
convergence products and services. The researcher planned the in-depth interview, which is one of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ies, and conducted the Kano method questionnaire that can embody multidimensional and strategic judgment 
rather than grasp fragmentary preference trends. According to the results, In addition to strengthening the technical 
capabilities of the VR/AR game industry, policy needs to raise professional manpower have been raised. Practical 
workforce development through close collaboration between industry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continuous supply of 
human resources through retraining of existing game contents personnel. It gave direction to the creation of new jobs in 
the VR/AR game industry.

키워드 : 융합콘텐츠, 게임, 일자리 창출, 가상현실, 증강현실 

Keywords : Convergence Contents, Game, Job Creation, Virtual Reality, Augmented Reality 

Received 2 September Revised 4 September 2019, Accepted 6 September 2019
* Corresponding Author Ji-Soo Kim (E-mail:kudam25@naver.com, Tel:+82-52-230-0697)
Professor, Department of Digital Contents Design, Ulsan University College, Ulsan 44022, Korea 

Open Access  http://doi.org/10.6109/jkiice.2019.23.9.1110 print ISSN: 2234-4772 online ISSN: 2288-4165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 

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융합 콘텐츠 산업의 일자리 창출방안:VR/AR 게임 산업을 중심으로

1111

Ⅰ. 서  론

융합은 서로 다른 기술이나 산업분야 간에 효율과 성

능개선 등을 목적으로 결합됨으로써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능이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현상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기술 및 산업차원에서 발생한다[1]. 융합은 

사물이 결합되어 다른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

는 특징을 가지고 그 자체로서 어떤 영역이라기보다는 

학문, 기기, 서비스, 산업 등에 스며드는 현상으로 이해

하는 것이 타당하다[2].
2016년 다보스 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본

격적으로 제기된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에 의한 혁명으로 이전 혁명과 비교할 수 없는 발전 속

도, 영향 범위, 사회 전체 시스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

오고 있다[3]. 특히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술은 최근 5G, 
인공지능 등으로 결합되어 기술과 성능이 향상되면서 

서비스 범위가 급속하게 확장되었다. 이에 글로벌 IT 기
업들은 스마트폰의 뒤를 이을 새로운 혁신적 기술로 실

감형 미디어와 관련 기기 시장에 주목하며, 글로벌 시장

을 선도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노력 중이다. 최근 몇 년

간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에 대한 관심이 급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이

용자의 몰입감을 제공하는 서비스와 기기 시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초기에는 게임, 영상 등 엔터테인

먼트 산업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왔으나 최근 관

련 기술의 동반 성장 및 산업 간의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의료, 교육, 쇼핑,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으로의 적용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마케팅, 관광, 건축, 자동차 등 이미 

VR/AR을 사용해 성과를 올리고 있는 산업 분야들이 등

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VR/AR 핵심기술에 관해 살펴보고 4

차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으로 인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을 VR/AR 게임 산업을 중심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융합 콘텐츠 산업 동향과 일자리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새로운 산업 분야의 등장

으로 4차 산업혁명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산업 간

의 융합으로 인해 새로운 가치가 창조되고 실현되고 있

다. 콘텐츠 산업의 융합은 고용구조를 변화시키고 소비

자의 문화적 욕구를 보다 다양하게 충족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콘텐츠산업 통계조사’(2018)를 살펴보면 국내 콘텐

츠산업 매출액은 전년 대비 6.7% 증가한 113조 2165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콘텐츠 매출액은 출판, 애니메이션 

산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서 증가했으며 특히, 게임 부문

에서 매출 규모가 크고 높은 증가율(20.6%)을 보여 국

내 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액 

규모는 게임 산업이 59억 2300만 달러(해외매출액 포

함)로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캐릭터(6억 6385만 달

러)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은 콘텐츠 종사자 현황을 보

여준다. 2017년도 국내 콘텐츠산업 종사자 수는 전년 대

비 약 2.1% 증가한 64만 4,847명으로 전년 대비 약 1만 

3300명이 증가해 최근 5년간 약 2만 5000여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게임 부문에서 높

은 증가율(10.7%)을 보였다[4]. 

Fig. 1 Current State of Employees in Contents Industry[5]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 진보가 단기적으로는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

면 기술 진보는 공정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신제

품 개발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인

력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기술과 산업의 융합이 촉진

되면 새로운 기술과 제품, 산업의 등장이 활발해지고,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며 직업구조도 변화하

게 된다.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온라인 근무가 가능해

졌고 근무시간이 아닌 성과물로 평가받고 보상을 받는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의 발전

으로 거래비용이 낮아지고 근로자의 실제 이동 없이 가

상의 공간에서 협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생산 체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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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벌화가 가능하다. 기업은 생산시설과 인력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 아웃소싱 및 프로젝트 조직도 가능하다.
정부는 VR/AR 산업 육성 정책을 시행하고 법·제도 

개선, VR 전문펀드 조성, R&D 기술 세제 혜택 등을 통

해 VR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워크넷에서는 청년 정책

을 표 1과 같이 5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6]. 청년 일자리 

문제는 정부 단독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관련된 모든 이

해관계자들이 함께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Division Detailed Contents

Employment
info

- Operation of Work-Net
- Job career counseling

Employment/
career support

- Youth employment academy
- Government-supported job project

Job experience
- Development of professional job abilities
- Expansion of educational program
- Support of business start-up activity 

Overseas 
employment

- Customized-overseas employment training
- Global youth employment
- Employment placement for private companies 

overseas
- Support of overseas employment grant

Ability-centered 
employment 

culture

- Reinforcement of core job competencies
- Mentor school beyond qualifications

Table. 1 Policy for the Young Generation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6]

2.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VR/ AR 기술

이용자들에게 몰입경험을 제공해주는 가상현실은 컴

퓨터가 만든 가상환경 내에서 사용자의 감각 정보를 확

장하고 공유함으로써 현실 세계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상황을 실감 나게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증강

현실은 현실 세계 및 실제 사물에 가상의 콘텐츠를 합성

해 이용자에게 소통환경 및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7]. 가상현실이 몰입형 장치를 통해 현실 세계와 단절

된 콘텐츠를 체험하게 해준다면, 증강현실은 실제 세계

와 융합된 콘텐츠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VR/ 
AR기술은 서로 연관된 기술이지만 각 기술이 구현하는 

특성에 따라 중점적으로 활용되는 산업 분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가상현실 기술은 1980년대에 일반인들

을 위한 게임기를 개발하면서 대중화를 시도하였으나 

당시에는 낮은 기술수준으로 인해 대중화에 실패하였

다. 2014년 게임기반의 제품들이 등장하고 2016년 모바

일 제품이 출시되면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 하

였다. 증강현실은 2016년 ‘포켓몬고’ 성공으로 대중의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수준 높은 기술을 적용한 게

임은 아니지만 컴퓨터와 미디어 안에서만이 아닌 현실

공간을 돌아다니며 하도록 하여 새로운 게임 환경의 변

화를 가져왔다. 기존 게임들은 현실과 가상현실을 구분

하여 가상공간에서의 특이한 체험만 하였지만 ‘포켓몬

고’는 가상공간이 실제 현실 안으로 들어와 개인의 감각

을 활성화시키고 게임을 통해 놀이의 체험을 극대화 하

면서 게임의 행위를 개인의 활동 역량과 연결하기 시작

하였다.

Table. 2 VR/AR Core Technology [8]

Technical name Main Content

VR

Immersive 
Visualization

Technology that provides an 
immersive environment for users

Sensory 
interaction

Technology corresponding to the input 
and output of the participant and the 
system based on the five senses of 
the user

VR Environment 
Creation and 
Simulation

Technology to create virtual reality 
environment based on 360 degree 
panoramic image or restoration

AR

Sensing and 
Tracking

Technology to precisely position virtual 
objects in real space for augmentation

Image synthesis
Technology that expresses virtual 
objects consistent with images of real 
space

Real time AR 
interaction

Technology that allows augmented 
reality participants to experience 
augmented reality space through 
real-time interaction on virtual objects 
synthesized in real space

위의 표 2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구현하는 핵심

기술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가상현실의 경우 몰입가시

화 기술, 실감 상호작용 기술, 가상현실 환경생성 및 시

뮬레이션 기술을 꼽을 수 있으며, 증강현실의 경우 실제

와 가상의 이미지가 서로 합성되어 3차원 실제 공간에 

정합되고 실시간 인터랙션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센싱 

및 트래킹 기술, 영상합성 기술, 실시간 증강현실 상호

작용 기술을 핵심기술로 꼽을 수 있다. 
VR/ AR 핵심기술은 다양한 산업 응용 프로그램과 결

합하여 융합산업을 촉진하고 있다. 현재 게임뿐만 아니

라 마케팅, 교육, 의료 서비스, 자동차, 건설, 기타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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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등 산업융합 범위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다양한 사례

들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AR은 산업용 증강현실

(Industrial AR)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기업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이용자가 제공받은 

데이터를 사용하여 조립, 수리, 검증, 모니터링, 품질관

리, 교육 분야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8].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진보는 청년 일

자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

었다. 디지털콘텐츠학과 대학생들이 가지는 진로 및 일

자리 고민들을 전문가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해결방

안을 찾고자 하였다. 

3.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실무 경

력자 2명, 현재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전문

가 3명, 대학생 10명, 취업준비자 3명, 창업 준비자 2명
으로 구성 되어졌다. 유관업계 경력자와 석사 이상의 교

육전문가에게는 Kano 설문을 실시하였고 심층면담은 

1~2시간 정도 열린 질문 위주의 반구조화인터뷰로 진행

하였다. 심층면담과 Kano 설문을 실시한 참여자는 표3
과 같다.

Age Sex Job Group

A 38 Male Programmer

B 40 Female Modeler

C 48 Male Professor

D 50 Male Teacher

E 55 Male Professor

Table. 3 Characteristics of Interviewees

VR. AR 게임 산업의 일자리 문제를 위한 질문내용 

구성은 디지털콘텐츠 전공 학생들과 융합 콘텐츠 산업

을 육성하기 위한 “2019 VR/ AR 제작 전문가 양성 교

육” 과정의 취·창업준비자에게 예비면담을 통해 진행하

였다. 그림 2는 교육에 참여한 취·창업자들이 VR 콘텐

츠 교육을 받는 모습이다.

Fig. 2 Education for Training Experts in Production of 
VR & AR

여자의 나이는 만 20세에서 55세까지 였으며 관련 산

업에 관심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15명을 대상으로 진행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기간은 2019년 5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66일 동안 진행하였다.

3.2. 연구 분석

Table. 4 Analysis on the Problems with VR/ AR Game 
Industry

Category Concept

Problem with 
policy & 
system

- The policies customized for each region are 
inadequate 

- It is hard for the internship businesses to 
employ full-time employees

Problem with 
education & 

culture

- Shortage of vocational education based on 
the connection of industry and academia

- Educational system that cannot reflect needs 
from the industry

Difficulty to 
start up new 

business

- Difficult to commercialize the production of 
contents & developed ideas

- Burden of funds for starting-up new businesses

Problem with 
seeking for 

jobs

- The good jobs desired by young people have 
the limited scale of employment

- Absence of local VR/ AR game companies 
and poor working environment

Problem with 
seeking for 

workers

- Hard to find the desired talent
- The companies that have not secured the high- 

quality manpower face a vicious circle of 
experiencing the decrease of corporate 
competitiveness

위의 표 4는 대학생, 취. 창업 준비자들과 예비 면담

한 내용이다. VR/ AR 게임 산업의 일자리 문제를 다양

한 범주로 분석 하여 보았다. 문제점들은 VR/ AR 신기

술 이해를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이 시작 단계이고 산업

체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의 부재, 근로환경의 열악

함 등이 있었다. 이렇게 제시된 다양한 문제점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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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실무자 및 전문가와 심층면담 한 내용은 표 5와 같

다. 심층 면담한 내용은 국내외 주요 신기술 융합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선행연구 및 자료조사를 통해 주요 참

조사례를 도출하였다.

Table. 5 In-depth Interview

I
n
t
e
r
v
I
e
w

- Check the game content industry structure

- Check VR/ AR innovation technology

- Identify technical issues related to the new technology 
converged contents industry

- Identify the technology development status and level 
of major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 Expert-recommended VR/ AR convergence content 
business model

- Expert opinion for activating VR/ AR convergence 
content industry

- Methods and efforts to create an VR/ AR game job

Kano 분석 방법론은 각 분석대상 요소에 대한 이해관

계자의 인식을 관찰하여, 단순한 선호경향 판단에 추가

적으로 전략적 우선순위 판단의 근거를 계량적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방법론이다. 단편적 선

호 경향만을 파악하기보다 선호경향의 판단과 함께 어떻

게, 얼마나 라는 다차원적인 전략적 판단을 구체화할 수 

있는 Kano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판

단하였다. 아래 표 6은 Kano 설문 예시 문항들이다.

Table. 6 Sample Kano Questionnaire

3.3. 연구 결과

심층면담 결과, VR/ AR 관련 신기술은 융합 콘텐츠 

산업의 시장 확대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요소 들 중 하나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호경향에 대한 단편적인 일반 설문

이 아닌 분석대상에 대한 필요성과 필수성 양면을 동시

에 이해할 수 있는 Kano방식 설문기법을 적용하여 경험

을 통해 직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차등적 의미를 확인

함으로써 결과를 도출하였다.
게임 생산자들이 느끼는 생산 환경의 변화는 기존 게

임과 다른 직업 역량이 요구되면서 업무강도가 상승하

 Kano Survey (1): Satisfaction if  Provided
1. AI game scenario automatic generation technology 

How would you feel if there was a system in which AI 
would automatically determine the game participants' 
situation and automatically generate game scenarios?

   ○ I like it
   ○ I think it is natural.
   ○ I don't feel it
   ○ I do not want to.
   ○ I want to avoid it as much as possible.
2. Artificial intelligence game background automatic generation 

system 
How would you feel if there were a system in which AI 
automatically generated the game background?

   ○ I like it
   ○ I think it is natural.
   ○ I don't feel it
   ○ I do not want to.
   ○ I want to avoid it as much as possible.
3. Application of systematic user-friendly verification process 

in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such as VR 
New Technology Convergence How do you feel about 
applying a structured user-friendliness verification process 
in the development of products, products and services?

   ○ I like it
   ○ I think it is natural.
   ○ I don't feel it
   ○ I do not want to.
   ○ I want to avoid it as much as possible.

Kano Survey  (2): 
Dissatisfaction with Not Provided

1. AI game scenario automatic generation technology
How would you feel if there was no system for AI to 
automatically generate game scenarios?

   ○ I like it
   ○ I think it is natural.
   ○ I don't feel it
   ○ I do not want to.
   ○ I want to avoid it as much as possible.
2. Artificial intelligence game background automatic generation 

system
How would you feel if AI didn't have a system that 
automatically generated game backgrounds?

   ○ I like it
   ○ I think it is natural.
   ○ I don't feel it
   ○ I do not want to.
   ○ I want to avoid it as much as possible.
3. Application of systematic user-friendly verification process 

in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such as VR
New Technology Convergence How do you feel if you do 
not have a structured user-friendly verification process in 
the development of products, products and services?

   ○ I like it
   ○ I think it is natural.
   ○ I don't feel it
   ○ I do not want to.
   ○ I want to avoid it as much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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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 VR/AR 게임은 프로그래밍, 기획 등 다양한 

부서들과 협력하여 참여하는 구조로 제작이 이루어진

다. 기존에 요구되지 않았던 새로운 능력들이 추가로 요

구되며 신기술을 빨리 습득하고 제작에 바로 활용되어

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아직까지 표준화된 제작 

파이프라인이 없어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해결해야 하

는 과정이 많아 제작 시간이 길게 요구된다고 하였다. 
단순히 VR. AR 게임 기술개발을 통한 제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이와 재미, 체험과 같은 문화적 요소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적 뒷받침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도출 되었다. 
VR/AR 게임 콘텐츠 기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

운 기술을 도입한 콘텐츠의 개발을 위한 R&D 체계 구

축은 물론 연관 콘텐츠 기술과 함께 융합된 신기술 기반

의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

었다.
기술역량 강화와 함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적 

필요성이 제기 되었는데, 신기술의 이해와 활용이 가능

한 인재 육성이 필요 하다고 강조 하였다. VR/AR 게임 

콘텐츠 산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

가 구성, 산업체와 교육기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실무

중심의 인력양성, 기존 게임 콘텐츠 인력의 재교육을 통

한 지속적인 인력 공급이 융합 콘텐츠산업 정책의 중요

한 평가요인으로 도출 되었다.

Ⅳ. 결 론

VR/AR 게임 산업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신기술의 도

입으로 콘텐츠의 기획, 제작, 유통 방식의 변화가 기본

적으로 발생하였다. VR/AR 게임 산업의 경쟁력은 새로

운 콘텐츠 환경의 변화를 인식하고 기술 개발 및 적용이 

이루어 질 때 높아진다.
본 연구는 융합 콘텐츠 산업의 동향을 알아보고, 

VR/AR 게임관련 전문가들과 심층면담한 내용을 바탕

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VR. 
AR 게임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신기술 기반 콘텐츠 개발을 강화하는 

등의 단기적인 방안보다는 VR/AR 게임 콘텐츠를 연구 

개발하는 체계를 구축, 강화하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VR/AR 전문가들과 새로운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상상하는 창의적인 교육 과정

이 필요하다. VR/AR 게임을 비롯한 융합 콘텐츠의 경

우 인간의 창의성이 강조되는 영역으로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감동과 재미, 새로운 체험 등 인간적인 요소가 

절대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것을 어떻게 콘텐츠에 적용하

여 새로운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까 라는 아이디어 훈련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
셋째,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규제 완화

로 게임 산업의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 확장이 필요하다. 
2011년 시행된 셧다운제와 2013년 게임 중독법 발의, 
2019년 게임 중독 질병코드 등록논란 등은 콘텐츠산업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게임 콘텐츠에 대한 사회적 인

식을 부정적인 프레임에 가둔다. 명확한 정책방향과 목

표의식을 가지고 게임콘텐츠와 게임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VR/AR 게임은 메시지, 스토리텔링, 체험 요소

를 포함한 문화적 측면이 중요하고 그 잠재력이 관련기

술의 활용을 기반으로 증폭되는 특징을 갖는다. 다양한 

신기술 활용은 콘텐츠의 창출 가치를 달라지게 할 수 있

으므로 상상을 자유롭게 구현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다섯째, 기업에서는 전일제 근로자가 원하면 시간선

택제로 변경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는 근로조건 개선이 

필요하다. VR/AR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기업이 학생이

나 구직자를 채용한 후 기업의 직무 수행에 적합한 현장

훈련과 이론교육을 제공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로 길러내는 능력중심 인재양성 제도인 일학습병행제

도를 활용할 수 있다.
여섯째, 교육기관에서는 목적에 맞는 교과과정을 수

립하고 학습자에게 도움이 되는 실용학문으로서의 방

향성을 찾아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이자 이

슈인 사물인터넷, 플랫폼, 빅데이터 분석, 3D프린팅 등

을 교육매개체의 내용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제한된 인터뷰 대상의 수와 특정 

개인의 사례를 기반으로 연구하여 국내 게임 산업을 다 

설명할 수 없다는 큰 한계가 있지만 향후 소수의 인원 

외의 다양한 층위의 이야기들을 포괄적으로 논할 수 있

다면 더욱 가치가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은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의 글로벌 

기업 성장만을 지지한다. 이제는 인디 게임회사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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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기업들을 중견기업으로 만들고 나아가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는 중소기업지원 확대도 요구된다. 청년

들도 처음부터 완벽한 일자리를 찾기보다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기술을 익히고 제작과정을 배우며 창업을 하

거나 재취업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글로벌 기업의 CEO들은 생계가 아닌 삶을 위해 일하

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이를 통해 자아실현을 

이루려한다. 미래 사회의 가장 최종적인 일자리는 자신

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통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본인이 

보상을 받는 자아실현을 위한 기업가적 창업이 더욱 증

가하길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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