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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스마트미디어 광고 콘텐츠 제작산업 육성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광고업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GI)을 실시했다. 연구결과, 스마트미디어 광고제작
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스마트미디어 광고제작 인력양성 방안을 도출했으며,
스마트미디어 관련 정책연구 및 광고제작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또
안종배 | 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한, 스마트미디어 광고 콘텐츠 제작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시사점을 논의했다.

주제어: 스마트미디어 광고제작센터, 광고 콘텐츠 제작산업, 초점집단면접(FGI)

김지혜 | 서원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강사****

*

이 논문은 저자들의 스마트미디어 광고제작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제작지원, 인력양성, 거래관행 연구보고서(한국방
송광고공사, 2012)를 바탕으로 대폭 수정 보완한 것이다.

**

김병희는 현재 서원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이다.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후, 뒤늦게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광고
학박사를 취득했으며, 2011 한국갤럽학술상 대상을 수상했다. 그동안 창의성을 키우는 통섭 광고학 시리즈 5권 외 여러 저․역
서를 출판했으며, 광고와 PR 현상을 규명한 50여 편의 논문을 국내외 주요 학술지에 발표했다(e-mail: kimthomas@hanmail.net).

***

안종배는 현재 한세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이다. 서울대(학사),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과 미시건 주립대학원(석사), 경기대
(박사)를 거쳤다. 호서대 벤처대학원 교수와 글로벌디지털마케팅소장을 역임했고, (사)유비쿼터스미디어콘텐츠연합 공동대
표를 맡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디지털을 활용한 광고홍보와 콘텐츠 마케팅 영역이다(e-mail: daniel@cleancontents.org).

**** 김지혜는 현재 중앙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의 시간강사이다. 중앙대학교 대학원 광고홍보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광고PR실학연구의 편집간사를 역임했다. 시간강사로서 뉴미디어, 미디어와 사회, PR론, 광고론 등 다양한 과목을 강의
하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정부PR, 뉴미디어, 대중매체 영역이다(e-mail: pttle@hanmail.net).

초점집단면접(FGI)으로 알아본 스마트미디어 광고 콘텐츠 제작산업 육성방안

문제의 제기

61

거나 직접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텔레
비전을 통해 상품의 견본이나 할인권 같은 프로모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지상파 텔레비전을

션 활동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포함해 신문과 라디오, 잡지와 같은 기존 4대 매체

수용자의 미디어 이용 행태가 이처럼 변화함에

의 총 광고비가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텔

따라 스마트미디어 네트워크의 영향력은 감소되고

레비전 광고시장은 2010∼2015년까지 5년 동안

플랫폼의 역할이 네트워크에 종속되었지만, 플랫

연평균 6.1%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폼은 독자적으로 콘텐츠와 소비자 간의 접점을 관

같은 기간 동안 신문 광고시장은 -0.8%, 잡지 광

리할 수 있게 되었다. 연결성과 이동성 및 통합성

고시장은 -2.2%의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할 것

을 구현하는 서비스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은 수많

으로 추정된다. 또한, 라디오 광고시장은 3.7%,

은 단말기와 콘텐츠를 사용하며 전환비용을 절감

옥외 광고시장은 5.8%, 극장 광고시장은 7.6%,

하면서 새로운 미디어를 경험한다. 따라서 스마트

인터넷 광고시장은 18.9%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

미디어 시대의 광고는 IPTV, 인터넷, DMB 같은

었다(ZenithOptimedia, 2010).

뉴미디어를 통해 상호작용성(양방향성)과 개인맞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기존 4대 매체의

춤형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비중이 줄어든 반면, 온라인 광고(인터넷 광고)와

이처럼 미디어 환경은 스마트미디어를 지향하

모바일 광고를 비롯한 스마트미디어의 광고 비중

지만, 정작 그 미디어의 내용이나 콘텐츠를 만들어

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광고산업의 변화

내는 제작 산업은 아직도 아날로그적 환경에서 벗

는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과 함께 미디어 이용자들

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광고산업계의 빈익

이 기존의 미디어에서 새로운 미디어로 이탈함으

빈 부익부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로써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

광고제작 업종의 불균형적 구조 문제는 특히 심각

미디어는 콘텐츠 산업의 가치사슬을 수직구조에서

하다. 막대한 자본력을 지닌 대형 광고회사들은 광

수평구조로 전환시키면서 플랫폼의 독자적 위상을

고제작의 환경 변화에도 여유 있게 대응하지만 중

강화시켰다.

소 광고회사들은 제작비의 증가, 인력 확보의 어려

또한, 스마트미디어의 위상 강화는 수용자들의

움, 장비와 시설 및 기자재 미비 같은 열악한 제작

미디어 이용 행태를 변화시키고 있다. 스마트미디

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

어 시대의 수용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EPG

로, 침체된 경기 여파로 광고시장 내에서 중소 광

(Electronic Program Guide) 또는 광고를 시청

고회사들의 입지는 좁아지고 경제적 부담감과 광

하면서 텔레비전 리모컨을 통해 본인이 관심 있는

고 영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중소 광고회사

광고물을 선택하여 그 제품의 추가 정보를 요청하

들은 대형 광고회사들과의 경쟁과 대형 광고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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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아래에서 중소 광고회사들끼리의 치열한 경쟁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전략 방안을

으로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도출하는 것이다.

인력양성 측면에 있어서도 대형 광고회사들은
신입 광고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소형 광고회사에
서 육성한 신입 인재들을 경력 사원으로 채용하기

이론적 배경

때문에 광고 인재들이 대형 광고회사에 편중되어
있다. 광고 영업이나 광고 매출 또한 대형 광고회

국내외 스마트미디어 광고산업 현황

사에 편중되어 있어 작은 규모의 중소 광고회사들
은 빈곤의 악순환을 겪고 있다. 또한, 기성 광고인

스마트TV 광고산업

들은 급변하는 스마트미디어 환경을 충분히 이해

스마트TV 광고는 소비자의 콘텐츠 생산과 형태가

하고 제작에 임하기보다 미디어의 변화를 따라가

다른 광고형식의 결합을 통해 광고에 대한 참여와

며 아이디어를 접목하는 형국이다.

공유가 가능한 쌍방향적, 관계적 광고로서 아날로

이 같은 미디어 빅뱅 시대에 안정적이고 튼튼한

그 시대의 일방향 광고와 달리 ‘참여와 공유’라는

광고산업의 구조를 정착시키려면 광고회사들이 스

행동 반응이 직접적으로 일어난다. 보다 구체적인

마트미디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광고 콘텐츠를

특성은 다음과 같다(김병희·안종배, 2012).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스마

첫째, 제품광고와 구매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T-

트미디어 시대에는 광고 콘텐츠 제작산업을 새로

커머스 형태의 광고로 시청에서 구매에 이르기까

운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광고제

지 한 번에 이루어진다. 둘째, 이용자의 의사 개입

작 시장에서 기존의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개선할

없이 능동적 광고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셋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째, 디지털 매체의 특성으로 실시간으로 광고 노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스

정도, 소비자의 행동, 구매 연관성 정도를 빠르게

마트미디어 광고 콘텐츠 제작산업의 중추라고 할

데이터화 할 수 있으므로 집행한 광고에 대한 정확

수 있는 광고업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

한 효과 측정이 가능하다. 넷째, 소비자가 직접 선

접(FGI)을 실시하여, 스마트미디어 광고 콘텐츠

택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때문에 특정 소비자의 취

제작산업 육성에 필요한 제작 지원 방안, 인력양성,

향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인터넷과 많은

관련 정책은 물론 광고제작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접점이 없는 정보의 소외계층까지도 접근성이 쉬

방안에 대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워 이를 바탕으로 타깃팅 광고와 맞춤형 광고를 보

목적은 스마트미디어 광고 콘텐츠 제작산업 육성

여줄 수 있다. 다섯째, 인터넷과 텔레비전의 결합

(제작 지원, 인력 양성, 관련 정책, 광고제작위원회

으로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볼 수 있던 배너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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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가 가능해 시공간적 제약이 없는 형태의 광고

형, 일대일 광고라는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구

를 만들 수 있다. 여섯째, 기존의 텔레비전 프로그

글 같은 스마트TV 사업자들의 수익모델은 광고에

램이 특정 연령층과 시간대에 맞춰 광고시간을 구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구글의 경우 구글, 구글

매하던 것과는 달리 프로그램의 우수도와 광고의

TV, 안드로이드 플랫폼과 상호 연동하는 3-스크린

집중도에 따라 소비자의 주목을 끌 수 있다.

전략을 통해 제3의 광고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스

이러한 스마트TV 방송광고는 <표 1>에 제시한

마트TV가 광고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바와 같이 VOD 광고, 트리거 광고, 메뉴입점형 광

서 기존의 텔레비전 사업자와 공생관계를 형성할

고, 배너형 광고, 광고주 전용 페이지, 데이터방송

것인지 아니면 경쟁관계를 형성할 것인지 관심이

자막광고, 실시간 프로그램 연동형 광고, 광고연동

커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경쟁관계로 전환할 가
능성이 크다.

표 1 스마트TV 디지털 방송광고의 유형

스마트 모바일 광고산업

광고유형

내용

스마트폰 광고 즉, 모바일 광고는 휴대용 단말기

VOD 광고

VOD 시청 전후에 나타나는 영상광고, 로딩광고

상에서 나타나는 광고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트리거 광고

프로그램이나 광고의 화면상 이미지, 텍스트, 동
영상의 게이트웨이를 노출시키는 광고

IPTV 기본 메뉴의 하나로 광고주 채널을 유치하
고, 이 채널을 클릭하면 해당 광고주의 마이크로
메뉴입점형 광고
사이트, 브랜드 채널, 브랜드 페이지로 이동하게
하는 광고

배너형 광고

인터넷의 팝업광고나 마이크로사이트와 같은 형
태로 광고 메시지를 노출시키는 광고로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광고로 구성되며, 타깃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배너형 광고와 단순 노출이나 그
페이지 안에서 모든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는 광
고로 대별

않고 타깃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광고가
가능하다. 또한, 4대 매체를 이용한 광고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며 최근에는 스마트 디바이스의 확
산으로 인해 모바일 광고가 매력적인 광고 매체로
각광 받고 있다. 과거 모바일 광고형태는 단순한
문자의 형태가 거의 대부분이었지만, 현재는 스마
트폰을 이용하는 검색 및 디스플레이 광고가 등장
했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광고들과 3D

광고주 전용
페이지

광고주 전용 TV 채널, 24시간 운영 가능, 광고
내용과 구성을 광고주의 요구대로 만들 수 있는
광고

를 포함한 동영상 광고로 형태가 바뀌었다.

데이터방송
자막광고

데이터방송 채널을 안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최초화면의 자막광고(양방향 기능 없음)

회상률을 나타내고 있다. 모바일 광고는 전체 화면

실시간 프로그램 실시간 채널 프로그램에 양방향 광고 데이터를
연동형광고
삽입하여 광고에 양방향 기능을 부가한 광고
광고연동형

실시간 방송 광고에 양방향 광고 데이터를 삽입
하여 광고에 양방향 기능을 부가한 광고

일대일광고

세분화된 타깃에만 제공되는 광고

스마트폰 광고는 기존 모바일 광고에 비해 높은

의 약 10%에 해당하는 면적을 점유해 단독으로 광
고가 노출되기 때문에 주목도가 높으며, 스마트폰
의 주 이용자인 구매력 높은 20∼30대 고객의 표
적화에 용이하며 사업자 별로 다양한 타깃팅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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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 또한, 브랜드 앱과 SNS 같은 스마트폰 기

히, 다양한 형태의 광고가 등장함에 따라 이용자들

반의 다른 마케팅 툴과의 연동을 통하여 보다 높은

의 광고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 다른 매체에 비해 상

광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성공적인 모바일 광고

대적으로 높은 회신율을 나타냈다.

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광고주와 캠페인에 적절한
네트워크를 선택하여 광고를 집행해야 한다. 보다

소셜미디어 광고산업

구체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소셜미디어의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많은 기업

첫째, 대량 표적(mass and targeting)으로, 소

들은 소셜미디어 사이트에 광고를 노출시키거나,

비자의 현재 위치나 취향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기

페이스북의 팬 페이지처럼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반으로 대량의 타깃 마케팅이 가능하다. 둘째, 언

광고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소셜미디어 광고가 다

제 어디서나(any time and anywhere)로, 스마트

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시

폰을 휴대하므로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는

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둘째, 정확한 타깃

다. 셋째, 다중 상호작용(multi-interactive)으로,

층을 분석할 수 있으며 빠른 피드백으로 소비자들

광고에 대해 질문하거나 직접 구매 같은 소비자 행

의 신뢰와 충성도를 얻고, 판매촉진 효과까지 기대

동을 유도할 수 있다. 넷째, 비용 대비 효과로, 모

할 수 있다. 셋째, 상호작용성으로 소비자의 참여

든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브로드 캐스팅에 의한 비

와 공유 및 대화를 유도할 수 있다. 넷째, 소비자들

싼 광고가 아니라 소비자의 위치와 연령 및 직업별

이 이미 가지고 있는 소셜미디어 네트워클 통해 마

로 구분된 롱테일 성격의 협송(narrowcasting)에

케팅 경험 및 콘텐츠가 구전되는 바이럴(viral) 효

의한 타깃 마케팅이 이루어져 비용 대비 광고 효율

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다섯째, 관계지향적 마케

성이 높다. 특히 소비자의 이동성이 증가함에 따

팅 활동으로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 반응과 브랜드

라, 스마트폰 이용자의 실시간 위치 기반으로 콘텐

로열티를 확보하는 데 보다 용이하다. 여섯째, 소

츠나 광고를 전달하면 부가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비자와 업체 간의 일대일(1:1) 대화가 가능하기 때

안드로이드폰 용 모바일 앱의 광고 노출은 전년

문에 서로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신뢰관계를

대비 420% 성장했고, 애플 모바일 앱도 폭발적으

구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로 성장했다. 다양한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빠르게

개인뿐 아니라 기업의 SNS 마케팅 활동도 증가하

대중화되면서 이용자들이 인터넷(모바일 웹과 앱)

고 있다.

에 접속하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광고에 접촉할

국내외 주요 기업들도 모빌리티 기반의 소셜 허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되었다. 또한, 모바일 광고 솔

브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커뮤니케

루션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빠른 효과측정이 가능

이션즈를 비롯하여 MS와 야후 같은 기업에서도 포

해짐에 따라 광고주들의 선호도 역시 증가했다. 특

스트 인터넷 포털 시대를 선점하고자 온라인 상에

초점집단면접(FGI)으로 알아본 스마트미디어 광고 콘텐츠 제작산업 육성방안

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쌓기 위해 여러 소셜네트워
크서비스(SNS)를 한 곳에 모아놓은 통합 플랫폼인
소셜 허브(social hub)를 구축하는 중이다.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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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전 세계 SNS 광고단가 (타 미디어 대비)

사이트 종류

광고노출
횟수

점유율 (%)

추정규모

노출 당
단가

소셜 네트워크

98,176

27.7

54,684

0.56

지금 이런 시대를 가리켜 TGIF(Twitter Google

포털

69,664

19.6

181,266

2.60

I-phone Facebook) 시대라고 부른다. 그만큼 많

엔터테인먼트

38,104

10.7

181,147

4.75

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TGIF에 의지하고 있

이메일

34,327

9.7

32,370

0.94

다. 더불어 이를 이용한 SNS 광고시장 부문은 6억

커뮤니티

15,884

4.5

33,435

2.10

3,000만 달러로 89.9% 성장했다. 앞으로도 SNS

뉴스

12,542

3.5

77,055

6.14

스포츠

10,850

3.1

68,214

6.29

신문

8,506

2.4

59,441

6.99

광고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시에 여러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성장도 계속될

온라인게임

7,929

2.2

21,234

2.68

것이다. SNS가 주목받는 가장 주된 이유는 ‘소셜

사진

7,391

2.1

7,953

1.08

검색’ 때문이다. 소셜 검색은 기존의 정보 검색에

합계

354,636

100.0

893,681

2.52

비해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고 지인이 제공한다

자료원: koreanclick (2010)

는 점에서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활
성화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예컨대, 구글은 트위터와 계약을 맺고 트위터의
내용을 검색결과 창에 띄워준다. 많은 SNS 중에서

고를 이용할 때가 다른 미디어를 이용할 때에 비해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다고 하겠다.

도 트위터의 검색 점유율이 급신장함으로써 가장
주목할 만한 검색엔진이 되었다. 이미 트위터 사용

광고 콘텐츠 제작산업의 성격

량이 이메일 이용량을 능가하고 있다. 또한, 기업
들의 소비자 유입, 더 나은 서비스 제공, 광고, 이벤
트, 웹서비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같은 플랫폼들
이 결합되고 있다. 그리고 이용자 친화적 서비스,
실시간 서비스, 기존의 온라인 마케팅이나 광고에
비해 높은 정보의 파급력 때문에 앞으로도 SNS의
성장은 가속화할 것이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증가
함에 따라 SNS 광고시장의 규모도 확장되고 있다.

2011년의 SNS 광고시장의 규모는 81억 달러 수준
으로 나타났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SNS 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광고업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 대분류 M에 속하고, 광고 콘텐
츠 제작산업은 ‘광고물작성업’이라는 세분류에 해
당된다. 그러나 여러 연구에서 이러한 분류 방식이
광고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생산위주의
산업체계에서 이루어진 분류체계를 광고업에 그대
로 적용하는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오세성,

2008, 2010; 이수범·변상규·박남기, 2009). 특
히, 오세성(2010)은 광고산업의 분류체계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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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장하며, 광고산업 통계조사에서 사용한 사

다. 그렇게 되면 결국 제작비용을 경쟁적으로 낮춰

업체 분류기준에서 광고산업을 전문 업종별로 분

야 하고, 그로 인해 충분하지 못한 제작비용과 장

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광고산업의 통계 조

비, 시설, 장소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광고제작을

사를 위해 광고산업 분류를 가치사슬에 따른 네 가

할 수밖에 없다. 대형 광고회사와 광고제작사 또는

지 그룹으로 분류해야 타당하다는 것이다.

대기업에 속해 있는 즉, 인 하우스(in-house) 광고

같은 맥락에서 2008 광고산업통계에서는(문

회사나 광고제작사들은 충분한 제작비로 수월하게

화체육관광부·한국방송광고공사, 2009), 광고업

광고를 제작할 수 있으나 중소 광고회사나 광고제

을 분류할 때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표준산업 분류

작사는 불충분한 제작비로 인해 제작 여건의 어려

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지만 광고업은 그

움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성상 서비스 형태별 분류와 가치사슬 측면에 따

또한, 대부분의 광고제작은 대형 광고회사와 광

른 분류로 나누어 통계를 산출하는 것이 더 의미가

고제작사에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대형 광고회사

있다고 지적했다(이수범·변상규·박남기, 2009).

와 광고제작사는 좋은 환경에서 많은 제작 기회를

또한, 현재 우리나라 광고 콘텐츠 제작산업의

가질 수 있어 좋은 작품이 나오지만, 중소 광고회

구조를 보면 대형 광고회사들이 유리한 위치에 서

사나 광고제작사는 상대적으로 선택의 폭이 좁아

서 광고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규모가 큰 대형 광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줄어든다. 최근에 보고된 선

고회사 또는 광고제작사들은 탄탄한 자본력을 바

행연구에서도 우리나라 광고 콘텐츠 제작산업의

탕으로 다량의 광고를 수주하여 제작하고 판매할

문제점을 다음과 같은 5가지로 적시하고 있다. 즉,

수 있지만, 중소 규모의 광고회사나 광고제작사들

대형 업체의 편중 구조로 인한 중소업체들의 과열

은 대형 광고회사들과의 경쟁이 불가능하므로 광

경쟁 문제, 아이디어의 빈곤 문제, 광고주의 인식

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중소 광고회사들

부족의 문제, 전문 인력의 부족 문제 그리고 관련

과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책 및 제도의 미비라는 문제가 그것이다(이수

대형 광고회사나 광고제작사들은 광고주들을 상대

범·변상규·박남기, 2009).

하는 것이 수월하지만, 열악한 중소 광고회사나 광
고제작사들은 광고주들의 요구 사항을 액면 그대

광고 콘텐츠 제작산업의 특성

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일부 광고주들은 이를 이용해 중소 광고회사나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스마트미디어 환경에

광고제작사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요구하고 이를

서 앞으로의 광고 커뮤니케이션은 다음과 같은 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중소 광고회사나 광고제작

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미디어

사들은 불공정한 거래로 인한 피해를 감수해야 한

환경변화에 따른 과제로 스마트미디어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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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질이 그대로 유지되는 특성이 있다.

및 소셜미디어의 확대 그리고 크로스 미디어의 소

스마트미디어 영상광고제작은 보통 다음과 같

비 문제를 규명하는 것이다. 둘째, 전략적 과제로

은 3단계를 거친다. 첫째, 촬영, 둘째, 후반작업

소비자에 맞춘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 이용자의

(Post), 셋째, 광고물 소재 완성이 그것이다. 대개

브랜드 경험을 높이는 미디어 운용 그리고 광고비

의 영상광고제작은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를 거

의 효율적 운용과 수익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것

쳐 완성되고 있다(A: Analog, D: Digital). 첫째,

이다. 셋째, 크리에이티브 과제로 소셜미디어를 중

필름 촬영 → 현상 → 필름 편집 → 아날로그 녹음

심으로 하는 디지털 미디어들을 연계하여 커뮤니

→ 필름소재 완성으로 이어지는 A-A-A 과정이다.

케이션의 시너지를 유발하는 아이디어, 소비자의

둘째, 필름 촬영 → 현상 → 텔레시네 → 디지털 편

공감과 참여, 소비자 통찰력에 근거한 크리에이티

집 → 디지털 합성 → 디지털 녹음 → 디지털 테이

브의 개발, 경험을 높일 수 있는 콘텐츠 개발, 인터

프 완성으로 이어지는 A-D-D 과정이다. 셋째, 디

렉티브 스토리텔링 기법을 개발하는 것이다(김운

지털카메라 촬영 → 디지털 색 보정 → 디지털 합

한·한상필·이현우, 2011).

성 → 디지털 녹음 → 디지털 데이터 소재의 완성

앞으로의 광고 매체는 디지털 TV, 디지털 위성

으로 이어지는 D-D-D 과정이다.

방송, DMB, 3D-TV처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지

이런 상황에서 광고산업의 구조를 변화시켜 중

않고는 성립될 수 없다. 디지털 신호를 이용하여

소 광고회사들에게 광고제작에 있어서 폭넓은 기

정보처리, 전송, 저장 측면에서 혁신적으로 발전한

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제작 환경을 마련해줄 필요

디지털 광고 콘텐츠 제작산업의 시대가 열리고 있

가 있다. 이를 통해 제작 역량을 증진시키고, 대형

는 것이다. 아날로그 작업환경에서는 각 제작과정

광고회사 중심 독과점 형태의 광고환경에서 탈피

이 단일작업에 의해 전달되고 소비되었다면, 디지

하여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

털미디어에서는 단일 디지털제작시스템 내에서 각

다. 또한, 스마트 광고 콘텐츠 제작산업이 활성화

종 상이한 제작유형이 수렴되고 통합된다. 디지털

되면 광고제작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우

광고제작은 네트워크를 통해 작업공정 시스템 간

리나라 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

의 정보교환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상호연결적

이다.

특성이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영상광고제작
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다. 아날로그 영상광고는 한번 복사할 때마다 신호
의 특성이 열화(劣化)1)되어 화질이 나빠지는 반
면, 디지털은 복사를 거듭해도 원래의 고화질과 고

1) 열화란 재료나 물질에서 어떤 특성이 점차적으로 변해가
는 현상이다. 변화하는 특성이 좋든 나쁘든 열화는 노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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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콘텐츠 제작산업 동향

수범·변상규·박남기, 2009), 광고산업을 분류
하기 위해 광고산업에 속한 사업체를 생산(제작),

스마트폰, 스마트TV, 클라우딩 컴퓨팅, N스크린

유통, 서비스, 인프라라는 4단계로 구분했다. 그

의 등장으로 미디어 산업은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

중에서 광고제작에 해당되는 생산 단계를 바탕으

다. 디지털기술의 발전이 미디어 산업의 융합화를

로 본 연구에서의 스마트미디어 광고 콘텐츠 제작

촉진했고, 그 결과로 미디어의 스마트화 현상이 나

산업의 범위를 설정했다. 이상에서 제시한 선행연

타나고 있다. 미디어의 스마트화는 몇몇 선구적인

구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

미디어 사업자의 혁신에서 촉발되어 모든 미디어

제(연구내용)가 도출되었다. 각각의 연구문제 혹

사업자로 확산되고 있다. 미디어 사업자가 스마트

은 연구내용을 세부 영역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제

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변화와 혁신이

시하면 다음과 같다.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철저하게 이용자들
이 정보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
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미디어의 스마트화는 미디어 산업에 새로운 변
화를 야기하고 있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디지털 기
술로 인한 미디어 산업발전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혁신을 야기하고 있다. 디지털기술의 특성과 장점
을 이용자의 요구에 맞춰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를 보여주고 있다. 미디어 산업은 크게 세 가지 차

• 연구문제 1: 스마트미디어 광고 콘텐츠 제작산업을
위한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2: 스마트미디어 광고제작 인력양성 활성
화 방안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3: 스마트미디어 관련 정책연구 및 동향조
사 현황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4: 스마트미디어 광고제작위원회의 효율
적인 운영 방안은 무엇인가?

원에서 변화와 혁신을 경험하고 있다. 첫째는 새로
운 미디어 생태계의 구축과 협력이 일어나고 있으
며, 둘째는 미디어 콘텐츠와 서비스분야에 변화가

연구방법

나타나고 있고(새로운 콘텐츠 생산, 유통, 소비 체
제), 셋째는 새로운 서비스 전략이 제시되고 있다

초점집단면접

(서비스와 플랫폼, 그리고 디바이스의 결합).
이상에서 스마트미디어 광고 콘텐츠 제작산업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미디어 광고 콘텐츠 제작

육성에 필요한 여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본

산업 육성방안에 대해 광고주와 광고대행사가 어떻

연구에서는 광고산업의 전문 업종별 분류를 도입한

게 인식하고 있으며, 광고 콘텐츠 제작산업의 활성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오세성, 2008, 2010; 이

화 방안을 살펴보는 데에 있다. 이러한 다양한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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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규명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했다. 질적

문지를 사전에 이메일로 전달하여 인터뷰 대상자

접근은 대상자의 기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간이

들에게 인터뷰 질문을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

경험하는 현상의 의미를 밝히는 귀납적이고 기술적

록 했다. 인터뷰는 2011년 9월과 10월 두 차례에

인 연구방법이며(신경림·공병혜 역, 2001), 인간

걸쳐 이루어졌으며, 인터뷰 진행 시간은 대략 2시

이 느끼는 생생한 체험(lived experience)의 의미

간 30분 정도였다.

를 서술하고 조사함으로써 체험을 통하여 형성되는
지식 현상을 분석하는 도구로 유용하다. 그동안 양

제보자 특성

적 연구자들은 어떤 현상의 연구에 있어서 주관성
이 전혀 없어야 한다고 보며 나아가 객관성이 진실

스마트미디어 광고 콘텐츠 제작산업 육성방안을

을 인도하는 데 기본이 된다고 주장했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스마트미디어의 주요

반면에 질적 연구자들은 주관성 없이는 어떠한

관련 전문가라 할 수 있는 광고주, 광고대행사의

인간 행동도 수행될 수 없다고 본다. 예컨대, 테일

중요 인물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했

러(Taylor, 1983)는 객관적 방법에 의한 발견이

다.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아무리 객관적일지라도 통계 자료의 해석은 과학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participant)을 선정하되

자들의 편견이나 주관성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보다 포괄적인 경험을 추출하기 위하여 동질적 집

보았다. 또한, 질적 연구자들은 지식탐구의 주관적

단과 이질적 집단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성요소에 가치를 두고 주관적 경험에 의해 구성

(Kirk & Miller, 1986). 모집단의 특성과 분포를

된 실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인간의 삶 전체가 객관

확인하기 어려운 제보자 선정에 있어서, 궤츠와 르

적이라고만 볼 수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의미와

꼼트(Goetz & LeCompte, 1984)가 제안한 준거

진실 탐구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가능하다고

적 선택(criterion-based selection)이 보다 적절

보았다(유창조, 1997; Kirk & Miller, 1986).

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연구에서는 제보자 선정의

본 연구의 성격상 양적 연구방법에 비해 질적 연

10가지 방법의 하나인 할당 선택(quota selection)

구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풍부한 전략들을 도

방법에 따라 제보자를 선정했다. 초점집단면접에

출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

서의 포커스 그룹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로 구성되

법 중 전략 대안의 모색에 자주 활용되는 초점집단

어야” 제보자들 간의 토의에서 다량의 정보가 도출

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하여

될 가능성이 크므로(김성재·김후자·이경자·

스마트미디어 광고제작에 관련된 다양한 전략 방

이선옥, 1999), 본 연구에서도 가급적 서로가 잘

안들을 규명했다. 인터뷰의 원활한 진행 및 정보의

모르는 이질적인 제보자로 포커스 그룹을 구성했

질적 향상을 위해 중요 질문들로 구성된 인터뷰 질

다. 즉, 스마트미디어 광고제작에 직접 관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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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초점집단면접 제보자 현황

집단1

집단2

영역별

성별

소속

직위

영역별

성별

소속

직위

온라인광고

남

에어코드

상무

광고회관운영

남

KOBACO

국장

온라인광고

남

알티캐스트

국장

종합광고회사

남

베검

대표

온라인광고

남

나스미디어

국장

앱(App) 제작

여

글루소프트

대표

광고제작

남

레드카펫

대표

온라인광고

남

Proven

대표

온라인광고

남

인크로스

이사

온라인광고

남

HSAD

부장

광고주

여

KT

광고팀장

영상광고제작

남

아이스께끼필름

감독

모바일 및 인터넷 광고제작사의 관계자들과 광고

자연스러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여러 유형의 제

주가 포함된 6명을 한 집단으로, 그리고 광고회사

보자들을 한 집단에 같이 구성하고 2∼3회에 걸쳐

의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광고문화회관 운영자와

인터뷰함으로써 다양한 측면에서 자료들을 수집했

앱(App) 제작자 및 광고 감독이 포함된 6명을 다

다. 또한, 연구자들이 직접 인터뷰에 참여함으로써

른 한 집단으로 구분했다. 보다 상세한 제보자 프

연구자 자신이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질적 연구의

로필은 <표 3>에 제시했다.

조건을 충족시켰다. 인터뷰 이후에 자료 분석을 하
기 위해 모든 내용은 제보자들의 허락을 받아 녹음

자료수집

했으며, 인터뷰를 하는 동안 질적 연구자들이 권고
한 관찰노트(ON), 방법노트(MN), 이론노트(TN)

질적 연구에 있어서는 현상이나 사실을 연구하기

같은 현장 노트를 활용하여 즉석에서 메모했으며

위한 기법과 도구의 적용과 선택이 중요하다. 패튼

나중에 결과 분석에 활용했다(Patton, 2003). 제3

(Patton, 2003)은 전체적인 시각, 귀납적 접근, 그

의 관찰자가 내용에 대한 해석의 타당성 여부를 검

리고 자연적인 탐구를 질적 연구에 필요한 주요 전

증할 수 있도록 녹취 내용을 컴퓨터의 워드 문서로

략이라고 강조했다. 본 연구에서도 스마트미디어

전사하여(transcribe) 녹취록을 만들었다.

광고제작에 대한 제보자들의 전반적인 태도를 알
아보았다. 이상에서 제시한 12명의 제보자들을 6
명씩 한 팀, 또는 4명씩 한 팀을 이뤄 2∼3회에 걸
쳐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했다.

초점집단면접(FGI)으로 알아본 스마트미디어 광고 콘텐츠 제작산업 육성방안

연구결과

71

“사실은 어떤 시스템 측면에서는 뭐 그렇게 떨어
졌다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센터가 만들어

광고 콘텐츠 제작산업 지원

졌을 때 실질적인 기능은 무엇으로 가져갈 것이
냐. 이게 처음에는 막연하게 너무 막연하게……”

스마트미디어 광고 콘텐츠 제작산업 지원에 대한
관련자들의 의견을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광고
주와 광고대행사 전문가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
이고 있었으나, 공통적으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으로 인하여 스마트미디어 광고 콘텐츠 제작산업

(Proven 대표)

“제작센터가 생긴다는 것에서는 긍정적인 것 같
아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나면
좋은데, 생겨나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활용하는
지에 대해서……”(아이스께끼필름 감독)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스마트미디어 광고 콘텐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

츠 제작산업 지원 방안의 모호하고 막연한 기능에

워서 이거는 장기적인 과제로 꼭 센터로 가져가야

대해서 스마트미디어 광고제작센터가 풀어야 할

되기는 해야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

장기적인 문제점으로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나스미디어 국장)

“그때 주로 얘기를 했던 게 제작환경이 그때도 열

“그건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악했지만 지금도 아직까지도 크게 별로 변하지가

그렇고.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센터를 만들게 되

않았거든요. 인터랙티브 서비스라고 부르는 부분

면 어떤 같은 비용으로 많은 양이 생산할 수 있는

은 여전이 정체되어있는 상황이에요.”(KT 광고

그런 것을 만들게 되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말

팀장)

씀이죠.”(HSAD 부장)

“한 20년 사이에 너무 많이 변했어요. 20년 전에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제보자들은 스마트미디어

사용하던 모든 광고를 만드는 도구들이 지금은 박

광고 콘텐츠 제작산업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고

물관에 가야지.”(레드카펫 대표)

현실화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통
적인 인식을 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스마트미디어

“항상 한정된 제작비가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미

의 플랫폼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플랫폼에 알

디어 환경이 다접점화되다 보니까 같은 걸 여러

맞게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개 만들어 되요. 같은 금액으로 여러 개를 만들어
야 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거든요.”(HSAD
부장)

플랫폼을 모두 수용하려면 스마트미디어 광고제작
센터의 기능을 너무 세분화할 필요가 없으며,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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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면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 즉흥적이고 지금 많이 그런 것 같아요.”(글루

또한, 제작물의 품질을 높이고 제작비를 낮출 수 있

소프트 대표)

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그런 부분에 퀄리티 업(quality up)과 코스트 다
운(cost down)에 대한 후원이나 확고한 방안이

“어떤 표준화 문제라던가 플랫폼을 구축하는 그런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먼저 얘기

있으면 추진이 가능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이상적
인 생각에 불과하지 않을까?”(베컴 대표)

를 해봐야 할 게, 광고제작센터를 설립했을 때 대
체로 그 안에 어떠어떠한 메뉴나 구색들이 들어가

“광고 제작에 스마트가 붙게 되면 콘텐츠를 어떻

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KT 광고팀장)

게 가공을 해서 기술적으로 꾸밀 것이냐, 이런 문
제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기술은 어떻게 확보하

“디지털 방송, 스마트미디어 방송, 광고주 입장에
서는 양방향, 인터랙티브 광고를 생각하게 될 것

고 어떻게 배양할 것이냐. 사실은 그게 굉장히 큰
문제점 중에 하나거든요.”(글루소프트 대표)

이고, 개발 환경이나 개발 방법 그런 걸 하다 보면
문제 되는 게 각 사업자마다 플랫폼이 다 다르다
는 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에어코드 상무)

제보자들은 스마트미디어 광고 콘텐츠 제작산
업 지원 방안 중 기술력 향상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또한, 제보자들은 도시를 건설할 때 가

“스마트미디어 광고나 센터 역할이 어떻게 분산

장 중요한 상하수도 시설을 먼저 설계하고 시공하

되어서 더 다양한 플랫폼, 미디어라는 단어가 들

듯이, 광고 콘텐츠 제작산업에 있어서도 인큐베이

어간 솔루션들을 엮어서 결국엔 인력 창출하고”

팅의 개념으로 기술적인 문제를 기초부터 시작해

(알티캐스트 국장)

서 단계적으로 계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와 같
이 기초적인 기술을 배양하고 발전시킨 이후에 스

“대부분 아마 필요성은 굉장히 높은데 현실성은
없는 것들이거든요. 실제로 현실화되기에는 굉장
히 어렵다고요. 인터넷 광고 쪽도 보면 표준화, 표
준화하지만…… ”(나스미디어 국장)

“광고처럼 아날로그더라고요, 저는 디지털인데.
예, 모든 게, 저희가,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어
떤 표준화 개념, 이런 건 전혀 무시되고, 감성적이

마트미디어 광고 콘텐츠 제작산업은 효율적인 결
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스마트미디어 산업을 전략
적인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초…그러니까 상하수
도에 전기 까는 것처럼, 도시 만들면 건물에다 모
든 환경을 디지털식에 맞춰서 작업할 수 있는 환
경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업체든 쉽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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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기 컴퓨터하고 자기 작업할 수 있는 것만 갖

있는 지원, 이런 쪽에 지원해 주는 것이 사실적으

다 놓고 사업을 펼치고, 관련된 사람들이 같이 모

로 더 가능하지 않는지…”(Proven 대표)

여서 시너지가 날 수 있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역
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레드카펫 대표)

“공간 자체가 주어진다는 것부터가 어떻게 보면
혜택이거든요. 할 수 있는 활력소가 되기 때문에

“아까 그 상하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포맷이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뭐냐에 따라서 상하수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요. 자기생각을 펼칠 수 있는 장이 없기 때문에 우

사실 영상이냐, 양방향이냐, 3D냐, 실감형이냐에

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고사되는 게 많거든요.”(글

따라서 들어가야 되는 기본 시설이 있으면 다 달

루소프트 대표)

라진다고 생각을 해요.”(KT 광고팀장)

스마트미디어 광고 콘텐츠 제작산업 지원에 대
“스마트미디어 현상에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커뮤

한 <그림 1>을 보면, 광고 관련자들은 스마트미디

니케이션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어 광고 콘텐츠 제작산업 지원에 대해 매우 다양하

특히 다양한 단말의 통신 서비스하고 아까 말한

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스마트미

대로 총체적인, 통합적인 전략을 갖고 움직이려
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테스팅할 수 있는
공간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에어코드 상무)

“뉴 디지털 미디어에 장비만 세팅해 가지고 운영
하면, 많은 고정비가 들어간 것이 빠지면, 코스트

디어 광고 콘텐츠 제작산업 지원에 가장 큰 영향력
을 미치는 요소로는 ‘기술배양’을 들 수 있다. ‘기술
배양’에는 상하수도 시설의 구축과 마찬가지로 기
초 부분부터 실무에서 적용 가능한 지식까지 전달
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의 모습을 원했다. 더불어

가 다운될 수 있다는 거죠. 에이전시나 클라이언

‘효용성’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

트가 가장 원하는 게 한 쪽 측면이 코스트 다운이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라면 그 쪽에 활성화 될 수 있는데 과연 그 정도까

그러나 부정적인 요소인 ‘모호성’ 역시 스마트미

지의 역할의 룰을 줄 수가 있는지… 그런 사람들

디어 광고 콘텐츠 제작산업 지원에 영향력이 크다

한테 적극적인 어떤 인큐베이팅 역할을 해주면 가

고 전망했다. 이런 전망은 현실화에 어려움이 있고

능하지 않을까.”(베컴 대표)

기존에 없던 것이라 결과에 대한 확신이 미약하다
는 ‘불확실성’에도 연관되어 있다. 이밖에도 ‘표준

“스마트미디어 광고가 실제적으로 소비자 접점관
리나 여러 측면에서 효과가 높다지만 이런 걸 연
구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니까 그런 광고 효
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연구를 할 수

화’에 대한 의미는 부정적·긍정적 의미가 동시에
나타났다. 모든 스마트미디어에 대한 지원을 현실
적으로 느낄 수 있으며, 표준화된 제도 및 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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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원의 크기는 강도를 의미하며 선의 굵기는 연관성을 의미함

그림 1 스마트미디어 광고 콘텐츠 제작산업 지원방안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요소와 다양한 스마트미디어

의 교육과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기고 있

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미디어의 특성에 알맞

었다. 더불어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 대행사에서

게 적용해야 하지만, 모든 스마트미디어에 적용되

실시할 수 없는 직원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매우 많

는 지원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부정적인 성

은 수요를 예측했다.

향을 띨 수도 있겠다.
“광고를 이야기할 때는 정말 답답한 점이 많아요.

광고제작 인력양성

왜냐면 광고만이 추구해야 되는 어떤 그런 어떤
크리에이티브? 하물며 인지작업 하나를 해도 광

스마트미디어 광고제작 인력양성을 위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제보자들이 필요성
을 인정했다. 특히 현재 스마트미디어 광고를 제작
할 인력이 많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들을 서로
빼가는 어려운 상황을 스마트미디어 광고제작센터

고로서의 인지작업을 하는 것과 그냥 서비스로서
작업을 하는 거 다르거든요. 그런 인력이 없어
요.”(KT 광고팀장)

“근데 이제 바꿔서 다시 얘기하면 이러한 교육 관
련된 커리큘럼들이 유료로 되게 많잖아요.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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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사람들이 정말 벌떼처럼 돈을 내고라도 그런

정이어야 하며, 강사진은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전

교육을 들으러 다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런 체

문가로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계적이 교육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요.”(KT 광고팀장)

“그거는 재교육 차원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할 거
같아요.”(KOBACO 국장)

“졸업을 하는 순간부터 대부분의 회사들은 교육
이 없습니다. 특히 중소회사들은 교육이라는 것
자체, 집어넣는 거 자체가 없이 끊임없이 빼먹다
가 빨리 고갈당하면 고갈당할 수록 퇴출당하는 거
죠. 그니깐 안하려고 뭐 어떤 형식으로든 그 사람
들은 개인적으로 야간 대학원을 다니든 세미나를
참석하든 어떤 식으로든 집어넣으려고 항상 끊임
없이 하고 있는데…”(레드카펫 대표)

“예를 들면 거기서 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교육
과정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건 좀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적인 교
육이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토양 배양에 대한
개념에서 아예 처음부터 잘 못하는 친구들을 할
수 있는 정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활용할지
어떻게 움직일지 뭐 이런 정도의 교육…”(아이스
께끼필름 감독)

스마트미디어 인력양성의 방향성은 현업 광고
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으로 의견이 지배적이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마 그 정도로 조금

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론적인 교육도 필요하지

더 테크니컬하게 들어가 있고 스페셜리스트로 가

만 실무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원하고 있

야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쪽

었으며 다양한 스마트미디어를 다룰 수 있는 다채

에서 양성되어야 그쪽의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로운 능력을 보유한 인재 양성을 원했다. 이러한

물론 이건 이상적인 생각이지만…”(HSAD 부장)

스마트한 인재 육성은 결과적으로 산업이 전반적
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러한 효율적인 인력양성을 위해서 몇
가지 갖춰야 할 요소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우선,
초기 인력양성 과정에 강력한 주체가 존재해야 한
다는 것이다. 안정적이고 초반 인력양성 과정에 지
원을 꾸준히 해줄 수 있는 관리자의 역할을 원했다.
다음으로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마련해야 한다는

“돈 낼 사람들이 이런 광고하면 효과적이겠다. 몸
소 느껴야 되는데 그런 사람 그런 쪽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커리큘럼 한다고 그러면 현업에 있는 제작
자들하고 같이하면서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레드카펫 대표)

“사실 이게 초기에 정착할 수 있을지는요? 완벽한
드라이브를 거는 주체가 있어야 되니까…직접적

것이다. 인큐베이팅 같은 과정으로 인력을 양성하

으로 느꼈던 것은 강력한 주체가 있어야 되겠다,

는 것처럼 기본부터 실무까지 전달해줄 수 있는 과

열려 있는데 누군가가 의탁을 받아서 정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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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스마트미디어 광고제작 인력양성 방안

어떤 기관의 돈을 받아서 계약을 하는 거죠.”(인
크로스 이사)

스마트미디어 광고제작 인력양성에 대한 <그림

2>를 살펴보면, 광고 관련자들은 스마트미디어 광
고제작 인력양성에 주요 3가지 요소를 강조하고

“센터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결국엔 그 안에서 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인력양성이 필요하게

육을 사업을 하든 인큐베이팅을 하고 이런 산업을

된 ‘문제상황’을 들 수 있다. ‘문제상황’ 요소는 전문

발전할 수 있는 기전을 만드는 곳이 결국은 스마
트미디어광고 제작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방법
이라고 생각이 들구요.”(Proven 대표)

“교육측면에 들어가서는 제가 보기에는 완전한
프로를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차라

적인 인력이 없고, 쓸 만한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문제상황’ 요소와 밀접하게 ‘필요
요소’를 찾을 수 있었는데, 인력양성에는 ‘강력한

리 … 조금 중간정도 되는 사람…. 조금 욕심을

주체’와 ‘다양성’, 기본적인 부분부터 시작하여 실

낮추는 게 맞는 거 같아요. 현실적으로…”

무적인 부분까지 아우르는 ‘체계적’ 과정이 절대적

(HSAD 부장)

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
마트미디어 광고제작 인력양성이 추구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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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로 ‘효율적’, ‘재교육’, ‘스마트한 인재’의 요소

영세한 업체들이 가장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문제상황’, ‘필요요소’, ‘방

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인데

향성’은 스마트미디어 광고제작 인력양성에 가장

나머지는 단가에 대한 건데…”(나스미디어 국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소이며, 순차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는 요소들로 나타났다.

“거래 관계가 기존의 아날로그 프로덕션계 방식
이라면 바로 프로덕션한테 돈이 지급되기 때문에

정책연구 및 동향조사

1차원적인 거래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워낙 그런
업체들 자체가 힘이 들고, 그런 전문화돼 있는 어
떤 포트폴리오가 없기 때문에 하청의 하청으로 이

스마트미디어 광고제작 관련 정책연구 및 동향조

루어지거든요. 스마트미디어로만 지금 국한시켜

사 현황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스마트미디어 광고

서 이야기 하다보면 이 하청의 하청은 심지어는

제작 관련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

세 번, 네 번까지 흘러 내려가는 경우도 있으니

했으나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은 부정적ㆍ긍정적

까.”(베컴 대표)

의견으로 나눌 수 있었다. 부정적인 의견을 살펴보
면, 현재 비교적 작은 규모의 시장으로 인한 광고

“현실적으로 이게 1억짜리라고 하는데 이게 1억

제작 실무상의 어려움을 인식했다. 특히, 스마트미

짜리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크리에이티

디어 광고 관련 거래관행 및 정책적인 지원 사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으며, 공통적으로
광고제작비가 늦게 지급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스마트미디어 광고제작 관련 정
책들이 자유로운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족쇄의 역

브와 프로그래밍과 디자인이 결부되어 있는 거라
서 그 단가가 객관적으로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
죠.”(나스미디어 국장)

“단가표를 만들었더니 그 다음 해가 바뀌면 단가
표를 바뀌어야 되는데 한 번 만든 거 가지고 바꾸

할을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렇지만 향후

려고 모이지를 않아요. 광고주가 인정을 못해주

스마트미디어 광고시장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니까. 그러니까 그거 만든 게 족쇄가 돼 가지고 몇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었으며, 발전된 산업으로

년 전 그 옛날 기준 그걸 회사 바뀌고 나서 회사가

인해 제작환경 또한 개설될 것으로 기대했다.

계속 데미지를 누적해 가지고 폭발한 적도 있
고.”(레드카펫 대표)

“제일 필요한 거는 돈을 먼저 주는 거죠. 이쪽에
거래를 하면서 필요한 거는 대부분 돈을 나중에

“지난 5년간 모바일 프로필을 개발하는 데에서 연

주거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제작 매체비는

봉이 아마 100 이상 올랐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단

나중에 주더라도 제작비는 좀 일찍 주려고 하는데

가로 보면 거의 제자리걸음이거든요. … 연봉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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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스마트미디어 관련 정책연구 및 동향조사

려야 하는데 근데 보니까 또 정부 고시 단가는 계

자는 거고요.”(에어코드 상무)

속 제자리걸음하고요.”(알티캐스트 국장)

스마트미디어 관련 정책연구 및 동향조사 현황
“인위적으로 봉급을 늘린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에 대한 부정적·긍정적 관점에 대한 <그림 3>을

단가만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 부정적·긍정적 관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

그게 시장을 다운시킬 가능성이 더 있기 때문에

나는 ‘필요’는 긍정적인 관점과 부정적인 관점 모두

시장의 볼륨하고 적정하게 해야 하는데, 현실적
으로는 시장 볼륨 쪽이 먼저가 아닐까 생각을 하
구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신규로 들어오는 친구

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보다 구
체적으로, ‘필요’는 광고제작 활동에 제한을 두는

들도 있겠지만 인접분야에서 전업하는 사람들도

‘족쇄’의 의미와 큰 관련을 만들고 있다. ‘낮은 현실

나올 수 있거든요.”(인크로스 이사)

성’과 ‘자금’의 의미 역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
고 있다. 이 중 ‘자금’에는 ‘측정할 수 없는’, ‘객관성

“단말을 만들거나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자 입

결여’, ‘늦어짐’과 같은 세부적인 부정적인 의미가

장에서 보면 광고는 그렇게 중요한 수입원이 아니

포함되어 있다.

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충돌이 생기는 것인데, 그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관점과 함께 발전 초기

러한 부분들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근데

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미디어 산업에서 지원적인

저는 답을 잘 모르겠고, 그런 법규를 찾아서 해 보

정책 및 스마트미디어 산업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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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발전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불

게 아닌가 싶고. 다양한 형식을 시도할 수 있는 그

가피함’의 긍정적인 관점이 함께 존재했다. ‘확대’,

런 마당을 넓게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가능성’ 역시 긍정적인 요소로 ‘가능성’에는 수용

생각합니다.”(에어코드 상무)

자들의 적극적인 이용 행태 및 급변하는 미디어 환
경 속에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미디어의 발전 가
능성이 긍정적인 관점의 주요 요소로 나타났다.

광고제작위원회 운영
스마트미디어 광고제작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방

“바깥에서 보기는 굉장히 화려한데 안에서 보면
정말로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은 이렇게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게 아
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글루소프트 대표)

“규정이 안 따라줘서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그 아이디어 사용하면 너무 좋겠

안을 알아본 결과, 제보자들은 모든 스마트미디어

다는 생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를 물리적으로 모두 심의하기에는 불가능하며, 초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래서 다양한 광

기 스마트미디어 시장에서 제약을 가하는 방안에

고를 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면 어떤 문제들이…

는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또한 미디어

많이 풀어지게 되지 않을까…”(레드카펫 대표)

의 발전에 따라가지 못하는 광고제작위원회의 심
의방안과 광고 제작에 있어서 크리에이티브 및 아
이디어를 제약하는 요소로 인식했다.

“디지털 광고는 이게 수십만 개가 동시에 돌아
갈 건데 이걸 사전심의 하겠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물리적으로 할 수도 없고 하기

“스마트미디어라는 게 단순히 뉴 미디어뿐만 아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심의는 사실 심의를 하고

니라 기존의 어떤 미디어 하고 뉴미디어하고 결합

안하고를 떠나서 법을 어기면 법에 의해서 가결이

된 형태로 제공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될 문제거든요.”(Proven 대표)

이게 PB상에서 올라가면서 전통적인 영상 심의
를 피해갈 순 없겠죠. 사후심의는 다른 그걸로 해
야 되겠지만 사전심의의 대부분은 바람직하지 않
다고 생각을 하고요.”(에어코드 상무)

“정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심의가 없으면 좋겠
죠.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심의 안을 만들면,
받아들이는 사람도 납득할 수 있게 되고 제일 좋
겠죠.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법적으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마당을 좀 넓게 만들어

로 불가능해요. 이런 저런 문제점을 알면서도 심

놨으면 좋겠어요. 마당이라도 만들어 놓고는 여

의를 하고 있는 현실이니까요.”(레드카펫 대표)

기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막아 버린다면은 오히려 그게 발전을 막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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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미디어 광고제작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포기하고, 그런 광고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매체

는 제약을 가하는 역할보다 자유를 보장하면서, 매

는 사실 매체로서 의미 없는 매체거든요, 시청률

체별로 자체적인 심의 규정을 만들고 심의할 수 있
도록 기반을 다지는 부분만을 원했다. 더불어 이러
한 매체의 자체적인 심의규정에도 강력한 기준을

도 이미 안 나오거든요. 굳이 그걸 잣대로 들이대
서 특히 이런 뉴미디어에…”(KT 광고팀장)

“심의부분은 이미 다 있어요, 지금. 온라인광고협

적용하고 있으며, 윤리성 및 도덕성을 포함했다.

회가 매체사라든가 마케팅사라든가 다 모여서 하

결과적으로 강제적이고 제약적인 심의 규정보다

고 있기 때문에 거기 아까 말씀하신 윤리강령 같

자체적인 심의가 스마트미디어 시장을 좀 더 발전

은 것들 벌써 10년 전에 만들었고요. 존재하고 있

시킬 수 있으며, 그 안에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수

고, 자체 자율심의규정 다 만들어서 가고 있고.”

준 높은 광고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저희는 매체심의 규정이 있어요. 저희가 자체 심
의를 해가지고, 지상파 수준의 심의를 다 해요. 일
반 분양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심의기준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매체의 이미지를 어느 정도

* 원의 크기는 강도를 의미하며 선의 굵기는 연관성을 의미함

그림 4 스마트미디어 광고제작위원회 운영방안

(나스미디어 국장)
“심의에 굉장히 많은 제재를 받고 여러 가지 조건
이 너무 많더라고요. 물론 심의 위원들이 해서 제
재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걸 좀 자유롭게
풀어줘야 크리에이티브가 발전할 수 있을 거 같아
요.”(아이스께끼필름 감독)

초점집단면접(FGI)으로 알아본 스마트미디어 광고 콘텐츠 제작산업 육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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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해결하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날로 심화되

방안에 대한 <그림 4>를 살펴보면, 부정적인 요소

고 있는 광고 콘텐츠 제작산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

가 많이 나타난다. 먼저 광고제작위원회에 대해 급

로 전망했다. 또한, 스마트미디어 광고제작센터 설

변하는 스마트미디어보다 뒤처지는 대처 방안으로

립에 필요한 현실적인 방안에 관해서는 크게 센터

인하여 발전하는 미디어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조

의 구체적인 역할, 플랫폼의 표준화 및 통일화, 섹

율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불가능’의 의미

션 구성에 관한 내용이 공통적으로 거론되었으며,

는 ‘열악함’ 요소와 함께 ‘제약’으로 인식되고 있음

센터가 광고 콘텐츠 제작산업을 지원하는 인큐베

을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여러 제보자들은 윤리

이터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더욱

성, 도덕성, 자율성을 고려한 자체적인 심의규정을

이 스마트미디어 광고제작 지원시설 운영 방안에

강조하면서 ‘자체적’인 의미가 스마트미디어의 발

대해서는 제보자들이 공통적으로 임대 기능의 필

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요성을 제기했다.
둘째, 제보자들은 스마트미디어 광고제작 인력
양성 활성화 방안을 다양하게 개진했다. 제보자들

결론 및 논의

은 스마트미디어 시장의 성장에 따라 인력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N스크린 시대에 맞

연구결과의 요약

는 광고 창작자를 육성하는 동시에 스마트형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인력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미디어 광고 콘텐츠 제작산

양성 대상에 대한 수요는 저절로 형성될 것이라는

업 육성방안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광고 전

긍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스마트미디어 광

문가 12명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초점집단면접

고제작 교육환경 구축 방안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FGI)을 수행했다. 인터뷰 결과, 스마트미디어 광

스페셜리스트 교육을 목표로 스마트미디어 광고제

고 콘텐츠 제작산업, 광고제작 인력양성 방안, 정

작센터를 운영해야 하며, 향후 창업자를 후원하는

책적 현안 그리고 광고제작위원회에 대한 전문적

데까지 연계해야 한다는 실질적인 방향이 필요하

의견이 수집되었다. 연구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고 했다. 어떤 제보자는 기존 광고인과 광고주에

다음과 같다(김병희·안종배, 2012).

대한 스마트미디어 교육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째, 제보자들은 스마트미디어 광고 콘텐츠 제

셋째, 제보자들은 스마트미디어 관련 정책연구

작산업을 위한 지원 방안의 하나로 스마트미디어

및 동향조사 현황에 대하여, 현재의 광고제작 실무

광고제작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마

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향후 스마트미디어 광

트미디어 광고제작센터를 설립하여 현실적인 문제

고시장의 제작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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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관행의 개선과 정책적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뒤

논의

늦게 지급되는 광고제작비와 관련한 문제점이 공
통적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제작비는 바로 소요되

현재 스마트미디어 광고 콘텐츠 제작환경은 매우

기 때문에 선 지급된 제작비를 활용하여 제작하는

열악하며, 디지털 광고 내에서도 상호작용 서비스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부분은 일반 방송에 비해 여전히 정체되어 있는 상

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반면에 스마트미

황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디어 광고제작 관련 정책들이 자유로운 산업 발전을

주제별 논의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가로막는 족쇄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지

첫째, 스마트미디어 광고제작센터의 설립에 관

만, 제보자들은 향후 스마트미디어 광고시장이 발

한 문제이다. 문헌 고찰에서 검토했듯이 현재 국내

전함으로써 제작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스마트미디어 광고제작 시장 환경을 보면 중소 광

넷째, 제보자들은 스마트미디어 광고제작위원

고회사들의 한정된 규모와 예산 및 인력으로 인해

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스마트미디어

대형 광고회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상

광고제작위원회가 제약을 가하는 역할보다 자유를

황이다. 따라서 충분한 경쟁력과 기술적 비전을 갖

보장하면서 운용되기를 기대했다. 제보자들은 스

추고 있음에도 그러한 문제들로 광고제작에 어려

마트미디어를 모두 심의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

움을 겪고 있는 중소 광고회사에 불필요한 시간과

능하며, 초기 스마트미디어 광고시장에서 제약을

비용을 절약하고 양질의 광고를 제작 할 수 있는 최

가하는 방안에는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

적의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스마트미디어

냈다. 광고제작위원회의 스마트미디어 심의방안

광고제작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정보의 자

에 대해서는 매체별 자율심의 방안과 사후심의 방

발적인 공유를 통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안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

수 있는 스마트미디어 광고제작센터 설립이 시급

다. 제보자들은 강제적이고 제약하는 심의 규정보

하다고 하겠다.

다 각각의 콘텐츠 특성에 알맞게 구분하여 심의하

스마트미디어 광고제작센터에서는 향후 3DTV

는 방안이 스마트미디어 광고시장을 발전시킬 수

광고, 스마트TV 광고, 모바일 앱(웹) 광고, 게임 광

있으며, 이때 창의적인 광고물 창작이 가능하다고

고를 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해야 한다. 그

인식했다.

리고 광고인들과 광고전공 학생들에게 스마트미디
어 광고제작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과 프로
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스마트미디어 광고 콘텐츠
제작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인큐베이션 역할을 수
행하게 될 스마트미디어 광고제작센터는 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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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광고기획부터 제작과 평가는 물론 교육까

갖춘 스마트한 인력양성이 필요하다. 이 또한 스마

지 할 수 있는 일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트미디어 광고제작센터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작업을 수행하고 업체

셋째, 스마트미디어 관련 정책연구 및 동향조사

간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함으로써 입주

에 관한 문제이다. 광고 콘텐츠 제작산업에 대한

업체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공유하는 동시에 윈-윈

통계량 조사와 관련하여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방송광고공사(2011)의 통계량 집계 발표나

둘째, 스마트미디어 광고제작 인력양성에 관한

오세성(2010)의 통계 보고서가 거의 유일한 자료

문제이다. 현재 스마트미디어 광고제작 시장은 대

이다. 물론 이 자료는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체로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유능한 인력이 더 좋

광고산업 전체의 구조와 성격을 알아보는 데 더 치

은 여건으로 이동하는 인력이동이 심한 상황이다.

중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자료만으로는 보다

또한, 브레인 웨어(brain ware)가 핵심인 광고시

구체적이고 세세한 광고 콘텐츠 제작산업의 구조

장에서 신입사원 채용을 꺼리고 중소 광고회사에

와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따라서 앞으

서 충분한 실무를 익힌 경력 사원 위주의 채용을 선

로는 별도로 (스마트미디어) 광고 콘텐츠 제작산

호하는 대형 광고회사의 채용방식은 이러한 인력

업의 특성과 구조를 세세히 알아볼 수 있는 연례 통

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스마트

계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 시대에 부응하는 복합적인 능력을 갖춘 인

또한, 스마트미디어 광고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스마트미디어 광고제작 인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현재 스마트

력양성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미디어

미디어 광고제작 거래관행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

광고제작 교육담당 강사요원 양성, 스마트미디어

점으로는 제작 계약서의 사용문제, 짧은 제작기간,

광고제작 교육의 특성을 알리는 홍보활동 전개, 대

부족한 제작비를 꼽을 수 있다. 특히 제작비가 늦

학생과 광고인을 대상으로 스마트미디어 광고 교

게 지급되는 거래관행으로 인한 제작비 부족 문제

육을 실시하는 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나타났다.

는 비용이 바로 소모되는 제작과정에 부정적인 영

따라서 스마트 시대에 맞는 복합적 능력을 갖춘 인

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즉, 갑자기 제작 물량이 늘

재육성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

어나도 막상 제작할 자금이 없어 회사 운영에 따르

요하다. 즉, 한쪽 분야에만 능통한 광고인이 아니

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급

라 광고와 미디어를 모두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

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작비의 선 지급 시스

는 기획자, 시나리오를 써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

템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대안의 모

는 카피라이터와 디자이너 그리고 멀티미디어 광고

색은 스마트미디어 광고 제작물의 품질을 높이는

를 구현할 수 있는 아트디렉터 같은 복합적 능력을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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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스마트미디어 광고제작위원회 운영에 관

인 심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 이해관계를 해

한 문제이다. 스마트미디어 광고제작센터가 출범

치지 않고 중재할 수 있는 심의기준을 마련하는 문

하면 곧바로 스마트미디어 광고제작센터를 지원할

제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광고제작위원회를 구성해, 스마트미디어 광고제작

학술적인 맥락에서 본 연구결과는 스마트미디

에 관련된 공청회나 간담회를 시급히 개최해야 할

어 광고제작에 관한 후속 연구들을 촉발할 것이며,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그 이후에 스마트미디

스마트미디어 광고제작의 개념 정립과 광고 콘텐

어 광고제작에 필요한 심의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

츠 제작산업의 범위에 관한 후속 연구를 하는 데 유

에 스마트미디어 광고제작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

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 연구결

도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스마트미

과는 앞으로 스마트미디어 광고 콘텐츠 제작산업

디어 광고심의에 필요한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

의 특성과 구조를 파악하는 통계량을 조사하는데

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유용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이다.

스마트미디어 광고제작에 관련된 광고업계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는 12명의 제보

실무자들 역시 심의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자들을 인터뷰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것이기

아이디어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심의에 대해서는

때문에, 광고학계와 광고업계 전체의 의견을 대변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스마트미디

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는 질적 연구의

어 광고 제작물에서 물리적으로 많은 광고를 규제

일반적 속성이기도 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스마트

하기 어려운 사전심의보다 자율심의나 사후심의가

미디어 광고 분야에 종사하는 다양한 전문가들을

적절한 대안으로 거론되었다. 또한, 미디어 자체의

대상으로 양적·질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우리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미디어 광고업계에

나라 스마트미디어 광고 콘텐츠 제작산업을 육성

서 자율적인 심의 규정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

할 수 있는 보다 풍부하고 의미 있는 아이디어가 도

는 제보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이

출되기를 기대한다.

러한 의견을 종합하여 현재 적용되고 있는 자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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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motion Strategy for Production Industry of
Advertising Contents in Smart Media
by Focus Group Interview

Byoung Hee Kim
Ph.D., Professor, Dept. of Advertising and PR, Seowon University
Jong-Bae Ahn
Ph.D., Professor, Dept. of Media Communication, Hansei University
Ji-Hye Kim
Doctoral Candidate, lecturer, Dept. of Advertising and PR,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is executed for inducing concrete and realistic strategy to promote advertising
contents production industry in smart media. Focus group interview (FGI) for 12 advertising
professionals is used as research method. The results of research are followings. First, the
establishment of advertising production center for smart media is needed to support
production of smart media advertising. Second, activation of training to raise up professionals
of advertising contents production in smart media is suggested. Third, the policy and trend for
advertising in smart media should be activated. Forth, the effective operational methods for
advertising production committee in smart media are suggested. This study tries to find out
appropriate strategy and method for promoting advertising production industry in smart
media by results of research.
key words: Advertising production center in smart media, Advertising contents production
industry, Focus group interview(F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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