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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많은 대면 활동들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활동으로 전
환되었다. 이에 따라 화상 회의 플랫폼이 급속도로 발전하며 원활한 재택근무 및 회의, 수업
을 가능하게 했다. 화상 회의의 사용이 익숙해지면서 영상 통화 서비스의 역할은 관계 유지를
위한 친목 활동에까지 확대되었고, 대면이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언택트’ 만남이 뉴 노멀이 되
었다. 화상 회의 플랫폼 ‘줌(Zoom)’을 이용해 함께 공부하는 ‘줌터디(줌+스터디)’, 카메라 앞
에서 함께 맥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줌맥(줌+맥주)’, ‘줌 회식’과 같이 영상통화 서비스
는 현재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시작했던 비디오 소통이 이제는 사람과 사람을 더 잘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모바일에서의 영상 통화 서비스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은 미비한 실정이다. 사용
자들은 모바일에 최적화되지 않은 화상 회의용 서비스나 팬데믹 이전에 존재했던 서비스를 그
대로 이용하며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모바일 영상통화의 사용자 경험을 개선
하기 위한 새로운 기능 및 인터페이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를 통해 모바일 영상통화에서
사용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실제 사용자 실험을 진행하여 해당 부분이 사용자 경
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해 볼 것이다. 더 나아가 특정 기능이 개선된 영상통화 인
터페이스를 제안함으로써 모바일 영상통화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형성, 유지 및 발전
시키는 서비스가 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실험에 앞서 모바일 영상통화와 관련하여 어떤 부분의 사용성 개선이 필요한지 파악하기 위
해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영상 통화를 자주 이용하는 10~20대를 대상으로
하였고, 총 235건의 응답을 받았다. 설문에서는 영상통화를 크게 회의, 수업 등 공식적인 목
적을 위한 영상통화와 친목 활동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영상통화로 나누어 각각
의 빈도와 선호도, 주로 사용하는 서비스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후 모바일 영상통화로 한
정하여 사용 경험과 목적,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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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영상통화의 빈도
영상통화의 선호도
영상통화(공식)를 위해
사용하는 서비스
영상통화(비공식)의 빈도
영상통화(비공식)의
선호도
영상통화(비공식)를 위해
사용하는 서비스
모바일 영상통화에
바라는 기능

자체 설문조사 문항
얼마나 자주 공식적인 영상통화를 하시나요?
공식적인 활동을 할 때 영상통화를 이용하는 것을 얼마나
선호하시나요?
공식적인 영상통화를 할 때 주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시나요?
얼마나 자주 친목을 위한 영상통화를 하시나요?
친목 활동을 할 때 영상통화를 이용하는 것을 얼마나 선호하시나요?
친목을 위한 영상통화를 할 때 주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시나요?
더 나은 모바일 영상통화를 위해 어떤 부분이 개선되면 좋을까요?
표 1. 자체 설문조사 문항 일부 발췌

설문 결과, 화상 회의의 확산으로 친목을 위한 영상통화의 경험 자체는 늘었지만 여전히 다
수의 사람들에게 영상통화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심리적 부담감은 주
로 얼굴을 비추기 부담스럽다는 점(약 40%), 그리고 시간대를 맞춰야 한다는 점(약 27%)에서
비롯되었다. 더 나은 영상통화를 위해 바라는 기능에 대한 응답은 크게 얼굴에 씌우는 필터
기능 개선(약 30%), 모바일 화면 공유 기능 활성화(약 28%), 영상통화 중 채팅 기능 활성화
(약 20%)가 주로 차지했다.
설문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채팅 기능을 중심으로 모바일 영상통화의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로 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채팅 기능을 이용하면 어떤 상황
에서도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 채팅 기능은 발언자를 방해하지 않고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
록 하거나, 일시적으로 카메라 혹은 오디오를 꺼야 할 경우에도 의사소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영상통화를 하는 시점에 소리를 들을 수 없어도 채팅을 통해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
둘째, 실시간 채팅 기능의 개선을 통해 모바일에서도 채팅 기능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 현
재 영상통화를 위해 주로 사용하는 줌, 페이스타임 혹은 페이스북 메신저 영상톡의 경우 모바
일 환경에서 채팅과 영상을 동시에 볼 수 없거나 굉장히 불편하다. 따라서 모바일에서 채팅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모바일 영상통화에서 채팅 기능을 개선한다면 채팅 기능
의 장점을 모바일에도 적용하여 사용자 경험을 큰 폭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 연구와 사용자 실험을 병행하여 진행하였
다. 우선, 문헌 조사를 통해 영상통화의 개념과 타 영상통화 서비스 사례를 분석해 보았다. 이
후 실시간 채팅 기능이 개선된 영상통화 시안을 제작하여 영상통화에 익숙한 사용자 그룹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은 사전 설문조사, 제작된 프로토타입을 통한 다변량 테스
트(MVT, multivariate test), 사후 설문조사 및 표적 집단 면접법(Focus Group Interview)
을 차용한 소규모 논의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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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배경
2.1 영상통화
2.1.1 영상통화 시장 분석
영상통화 서비스 시장의 성장 속도가 코로나 19 상황 이후 가속화되고 있다. 글로벌 영상통
화 시장은 2020년에 약 42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었고, 2021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11.4%
씩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Grand View Research, 2020). Global Market
Insights Inc(2020)는 비디오 회의 시장 규모에 대한 리포트에서 2026년 영상통화 시장의 규
모가 500억 달러를 넘을 것이라 예측하였다(Mandi Sadler, 2021).
Trustradius의 분석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글로벌 비디오 컨퍼런스 시장에서 가장 많
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는 줌(Zoom)으로, 점유율이 약 50%에 달했다. 그 다음으
로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Microsoft Teams), 웹엑스(Webex Meetings) 등이 차지했다
(Mandi Sadler, 2021).

그림 1. 2021년 영상통화 시장 점유율(자료 출처: Mandi Sadler, 2021)

1.2에서 언급한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줌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고(약 48%),
페이스타임(Facetime), 페이스북 메신저 영상통화, 구글 행아웃 순으로 그 뒤를 따랐다.

06

그림 2. 자체 설문조사 결과 영상통화 시 주로 사용하는 서비스

2.1.2 모바일 영상통화 사례 분석(줌)
시장 점유율과 자체 설문조사 모두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줌(Zoom)의 모바
일 영상통화 기능과 UI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여기에서는 영상통화 기능과 채팅 기능을 중심
으로 하였고, 나머지 기능은 생략하였다. 줌의 기본 UI는 아래와 같고,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
면 참여자의 영상을 최대 4명까지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음소거 해제, 비디오 시작,
종료 등의 설정 버튼의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숨기고, 다시 터치했을 때 나타나도록 하였
다. 이는 화면 크기가 제한되어 있는 모바일의 특성 상 영상을 더 큰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이해할 수 있다. 버튼들은 아래 첨부한 그림과 같이 상단과 하단에 위치하고
있고, 더보기 버튼을 눌렀을 때 기록, 채팅, 회의 설정, 이모티콘 표시 등이 가능하다.

그림 3. 줌(Zoom)의 UI(왼쪽부터 기본 화면,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한 화면, 설정 버튼이 사
라진 화면, 더보기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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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버튼 중 채팅을 눌러 채팅 화면으로 들어가면 아래 그림과 같이 채팅을 보낼 수 있
고, 영상을 볼 수 있는 화면에서 채팅 알림은 아래와 같은 토스트 알럿의 형태로 받아볼 수
있다. 여러 개의 채팅이 오는 경우에도 한 개의 채팅만 확인 가능하며, 채팅 알림은 일정 시
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그림 4. 줌(Zoom)의 채팅 기능

2.2 모바일 영상통화 개발 도구
영상통화 실험을 위한 프로토타입 앱을 제작할 수 있는 개발 도구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
다.
먼저 앱 개발을 위한 언어로는 Javascript와 Dart 등이 있다. 이 중 Dart는 Google사에서
개발한 언어로서, 웹 프로그래밍을 위한 구조화되고 유연한 언어를 목표로 한다(Bak, 2011).
Dart용 개발 프레임워크 중 하나로 Flutter가 존재하는데, Google사가 개발한 오픈 소스 모
바일 앱 개발 프레임워크로 디자인 속도가 빠르고 사용이 어렵지 않다는 장점이 있으며,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Dart용 프레임워크 중 하나이다. Javascript 기반 유사한 프레임워크인
React Native와 비교했을 때에는, 앱의 구조적 형태와 디자인 스타일이 하나의 생성자에 포
함되어 있어 구조와 디자인을 한 번에 만들기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다(Wu, 2018).
영상통화를

실제로

구현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기술

중

하나는

WebRTC(Web

Real-Time Communications)이다. 기존의 Client-Server 구조는 중앙의 Server가 여러
Client의 웹 브라우저와 정보를 주고받는 형태로 이루어져 브라우저 간에 직접 상호작용이 일
어나지는 못했다. 반면, WebRTC는 브라우저 간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WebRTC에서 각 브라우저는 서버와의 Signaling을 통해 브라우저 간에 음성, 비디오
등 다양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Johnston, 2014). 이러한 브라우저 간 연결을 Peer 연
결, 또는 P2P(Peer-to-Peer) 통신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휴대폰 간 영상통화를 위한 실시
간 연결 역시 이러한 WebRTC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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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와 같이 여러 명의 참가자가 동시에 영상통화를 진행하는 경우, 통신을 위한 네트워
크 구조로는 메시 네트워크(mesh network)가 사용된다. 메시 네트워크란 네트워크 노드가
위계 없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다대다(many-to-many)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구
조를 말한다(Cilfone, 2019). 완전 메시 네트워크(fully connected mesh network)란 이러한
메시 네트워크 중 네트워크 내의 임의의 노드가 다른 모든 노드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모
든 노드가 연결되어 있어 다른 어떤 노드와도 정보 교환이 편리한 반면, 노드 개수가 늘어남
에 따라 연결 개수도 크게 늘어나 리소스가 낭비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4대라는 적
은 숫자의 기기로 통신을 하는 경우, 완전 메시 네트워크로 각 기기를 나머지 3대의 기기에
모두 연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4대의 기기는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게 된
다.

그림 5 기기 4대 간 메시 네트워크

참가자 간의 채팅은 영상과 달리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실시간으로 정보가 전달되고 사라지는 WebRTC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채팅을 Server에 저장하고 각 Client에서 그것을 불러오는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한
다. 이를 위해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데, 시중에 Amazon사의 데이터베이스, Microsoft사의
Azure 데이터베이스 등 많은 종류가 존재한다. 그 중 MongoDB는 NoSQL 형태로 구현되어
있는데, NoSQL은 일반적인 SQL(구조화 질의어)가 관계형 DB가 엄격한 구조로 만들어진 것
에 비해 비구조적이어서 확장성이 높다. NoSQL은 일반적으로 SQL보다 처리 속도는 다소 느
릴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MongoDB는 새 데이터의 추가 속도에 있어서는 SQL과 크게 다
르지 않은 속도를 보인다(Parker, 2013).
채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Client와 데이터베이스 간에 통신을 가능하게 해 주는 라
이브러리 역시 필요하다. Javascript 언어용으로 만들어진 웹소켓 라이브러리로 Socket IO가
존재하며, 이것이 Dart 언어로 포팅된 socket_io_client 라이브러리(rikulo, 2017) 역시 존재
한다.

2.3 사용자경험
2.3.1 사용자경험의 개념
사용자 경험이란 사용자가 제품 및 서비스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얻는 모든 직/간접적인 경
험을 의미한다(김현경 외, 2009). 이러한 사용자 경험의 정의와 평가 방법에 대해서 1970-80
년대 HCI(Human Computer Interaction)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1003년 도널드
노먼(Donald Norman)에 의해 심리학과 인지공학을 고려한 디자인을 제품에 접목시키며 폭
발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장성복 외, 2018). HCI 분야에서는 그 목표가 최적의 사용자 경
험을 만들어 내는 데에 있기 때문에 사용자 경험을 ‘높은 질의 사용자 경험’으로 해석하지만,
‘사용자 경험’이라는 용어 자체는 가치 중립적 개념이다(문지현 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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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경험은 주로 제품 및 서비스의 수행도(Performance), 사용자의 감성(Affect), 사용
자 가치(Customer Value)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Desmet and Hekkert, 2007; Hassenzahl,
2002; Karapanos et al., 2009; Marcus 2006; Roto, 2006; Yamazaki and Furuta, 2007;
김현경 외, 2009에서 재인용). 김현경 외(2009)에 따르면, 제품 및 서비스의 수행도는 사용자
가 얼마나 제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도로,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
어 사용성 평가 방법론을 이용해 평가할 수 있다. 사용자의 감성은 기능 외적인 측면에 의해
사용자가 느낄 수 있는 주관적인 만족도를, 사용자 가치란 사용자가 제품의 사용 주기에 따라
얻을 수 있는 모든 가치를 의미한다.

2.3.2 사용자경험의 측정 방법
문희경 외(2010)에 따르면 사용자 경험과 세 가지 구성 요소를 평가하는 데에는 총 36개의
방법이 있다. 이 중 질의 기법(Query technique)과 언어적 측정(Verbal assessment)을 통해
세 가지 구성 요소를 모두 측정할 수 있다. 질의 기법은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하는 표적 집단
면접법(Focus group interview)과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포함한다. 언어적 측정
은 평가 항목에 직접 점수를 매기거나 순위를 정하는 방식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각 구성 요
소를 측정하는 데에 특화된 기법은 다음과 같다. 사용성을 평가하는 데에는 검수(Inspectin
technique), 관찰(Observation technique) 등이 특화되어 있다. 감성은 주로 비언어적 측정
(Nonverbal assessment)을 통해, 사용자 가치는 비언어적 측정 방식과 관찰 기법을 통해 측
정할 수 있다.
세 가지 구성 요소 이외에도, 사용자 경험은 사용자의 연령, 성별 등과 같은 인적 정보 또
는 사회, 문화적 배경의 차이에 따라 판이하게 다를 수 있다(Arhippainen and Tähti, 2003;
Marcus, 2006; 김현경 외, 2009에서 재인용). 따라서 사용자 경험을 평가할 때는 위의 세 가
지 요소 외에도 사용자가 특정 제품/서비스에 가지고 있는 이전 경험과 브랜드 이미지, 다른
사용자로부터 얻은 정보 등의 요인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김현경 외, 2009).

3. 실험 방법
실험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영상통화에 대한 이전 경험 측정을 위한 사
전 설문을 진행한다. 이후 미리 제작된 네 종류의 프로토타입을 활용한 다변량 테스트를 진행
한다. 테스트 진행 후, 결과 측정을 위해 사후 설문조사에 응답하고 표적 집단 면접법을 활용
한 집단 토의를 진행한다.

그림 6. 실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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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실험 설계
실시간 채팅 기능이 모바일 영상통화의 사용자 경험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자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은 다변량 테스트의 형태로 진행하였는데, 다변량 테스
트란 각 변수 별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확인하여 최선의 조합을 찾는 방식이다.
해당 방식은 각 변수가 영상통화의 사용자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나누어 볼 수 있고, 변수들
을 가장 바람직하게 조합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Harley, 2018). 다변량 테스
트에서의 변수는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1. 기본 화면에서 채팅을 입력할 수 있는가?
2. 채팅 화면에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가?1)
두 변수를 기준으로, 각 시안들을 아래와 같이 설계하였다.
시안명

기본 화면에서 채팅 입력 여부

채팅 화면에서 영상 확인 여부

시안 1(대조군)

X

X

시안 2

X

O

시안 3

O

X

시안 4

O

O

표 2. 실험을 위한 시안 구성

각각의 시안에 대한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첫 번째로, 채팅 기능이 전반적
인 사용자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두 번째로, 대화의 참여도를 평가한다. 이는 오디
오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는 채팅 기능의 장점이 얼마나 잘 반영
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영상과 채팅 기능의 사용성을 나누어 각각 평가한다.
이는 시안에 따라 영상의 사용성은 떨어지지만 채팅의 사용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가 있기 때문이다.
각 평가 항목에 따른 가설은 다음과 같다.
평가항목 1. 전반적 사용자 경험
가설 1-1) 전반적 사용자 경험은 시안 1에 비하여 시안 2에서 긍정적일 것이다.
가설 1-2) 전반적 사용자 경험은 시안 3에 비하여 시안 4에서 긍정적일 것이다.
가설 1-3) 전반적 사용자 경험은 시안 1에 비하여 시안 3에서 긍정적일 것이다.
가설 1-4) 전반적 사용자 경험은 시안 2에 비하여 시안 4에서 긍정적일 것이다.
가설 1-1과 가설 1-2는 ‘기본 화면에서 채팅 입력 여부’가 고정되었을 때 ‘채팅 화면에서
영상 확인 여부’가 거짓에서 참으로 바뀌면 항목의 점수가 올라갈 것이라는 가설이며, 가설
1-3과 1-4는 ‘채팅 화면에서 영상 확인 여부’가 고정되었을 때 ‘기본 화면에서 채팅 입력 여
부’가 거짓에서 참으로 바뀌면 항목의 점수가 올라갈 것이라는 가설이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
내면 다음과 같다.

1) 편의상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은 ‘기본 화면’으로, 전체 채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은 ‘채
팅 화면’으로 부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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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가설과 시안의 관계

나머지 평가항목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나머지 평가항목에 대한 가
설은 아래와 같다.
평가항목 2. 대화 참여도
가설 2-1) 대화 참여도는 시안 1에 비하여 시안 2에서 높을 것이다.
가설 2-2) 대화 참여도는 시안 3에 비하여 시안 4에서 높을 것이다.
가설 2-3) 대화 참여도는 시안 1에 비하여 시안 3에서 높을 것이다.
가설 2-4) 대화 참여도는 시안 2에 비하여 시안 4에서 높을 것이다.
평가항목 3. 영상의 사용성
가설 3-1) 영상의 사용성은 시안 1에 비하여 시안 2에서 높을 것이다.
가설 3-2) 영상의 사용성은 시안 3에 비하여 시안 4에서 높을 것이다.
가설 3-3) 영상의 사용성은 시안 1에 비하여 시안 3에서 높을 것이다.
가설 3-4) 영상의 사용성은 시안 2에 비하여 시안 4에서 높을 것이다.
평가항목 4. 채팅의 사용성
가설 4-1) 채팅의 사용성은 시안 1에 비하여 시안 2에서 높을 것이다.
가설 4-2) 채팅의 사용성은 시안 3에 비하여 시안 4에서 높을 것이다.
가설 4-3) 채팅의 사용성은 시안 1에 비하여 시안 3에서 높을 것이다.
가설 4-4) 채팅의 사용성은 시안 2에 비하여 시안 4에서 높을 것이다.
가설에 대한 결과 측정은 사후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하였고, 측정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
서 표적 집단 면접법과 실험자 관찰, 그리고 수치들을 함께 활용하였다. 평가 항목 중 사용자
경험과 대화 참여도의 경우, 어느 하나의 요소만으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용자의 의견
과 더불어 실험자가 관찰한 내용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 여기에 객관성을 더하기 위
해 채팅 사용량, 채팅을 전송하는 화면에 체류한 시간 등 정량적 수치들을 함께 고려하였다.
사용성의 경우 사용자 테스트(Usability Test)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Morten
Hertzum, 2016), 본 실험은 세부 인터페이스의 사용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채팅 기능이
사용자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용성 또한 설
문 결과와 보조 자료를 통해 파악하였다.

3.2 화면 시안 설계
표 2에 설계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 시안들의 화면을 구성해 보았다. 대조군의 기본 화면과
채팅 화면은 자체 설문조사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로 응답을 받았던 줌의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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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유사하게 설계하였다. 채팅이 왔을 때 기본 화면에 뜨는 알림 또한 줌과 동일하게 몇 초
뒤 자동으로 사라지는 토스트 알럿으로 제작하였다.

그림 8. 대조군(왼쪽부터 기본 화면, 채팅 알림이 뜬 기본 화면, 채팅 화면)

대조군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진 네 가지 시안의 실제 화면 구성은 아래와 같다. 이 때,
채팅을 입력할 수 있는 기본 화면의 경우 하단에 입력창을 추가했고,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채팅 화면의 경우 채팅을 잘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 위에 투명한 검은 레이어를 씌운 후 그
위에 흰 글씨로 채팅을 표시하였다.

그림 9. 네 가지 시안 화면 구성(왼쪽부터 기본 화면, 채팅 알림이 뜬 기본 화면, 채팅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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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프로토타입 제작
디자인에 따라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였는데, 영상통화 환경 구현을 위한 기본적인 개발 작업
은 서울대학교 웹프로그래밍 동아리 ‘멋쟁이 사자처럼’의 ‘Azit’ 팀과 함께 진행하였다. 영상통
화를 WebRTC로 구현한 예시 코드(Flutter WebRTC, 2018)가 웹상의 Public Repository로
공개되어 있어 이를 바탕으로 제작하였다. 예시 코드에서는 일대일 통신만 가능하도록 작성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4명의 유저가 통신 가능하도록 완전 메시 네트워크 방식으로 연결을 하였
다. socket_io_client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채팅 기능을 제작하였고, 데이터베이스로는

MongoDB와 연결하였다.
기본적인 기능이 완성된 이후에는 본 연구팀 독자적으로 각 시안을 제작하였다. 상단 바
(Header)에서는 제작 과정에서 디자인과 조금 다르게 ‘뒤로가기’와 ‘종료’ 버튼을 없앴는데,
실험 도중 피실험자가 영상통화를 직접 종료하는 시나리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원활한 실험을 위한 ‘메뉴(RoomMenu)’ 햄버거 버튼을 만들었다.
메뉴의 경우 피실험자가 사용하지는 않는 버튼으로, 실험자를 위해 실험을 원활하게 진행하
도록 돕는 기능을 넣었다. 현재의 앱 디자인을 4개의 시안으로 즉각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4
개의 ‘시안 버튼’과 현재까지 입력되어 채팅창에 보이는 채팅을 모두 지우는 ‘채팅 지우기 버
튼’ 등이다.
하단 바(Footer)는 시안과 동일한 형태로, 채팅이 불가능한 경우 ‘음소거(MuteButton)’, ‘카
메라(CamButton)’, ‘채팅(ChatButton)’ 버튼, 채팅이 가능한 경우 ‘채팅입력창(ChatInput)’,
‘마이크’, ‘카메라’, ‘채팅’ 버튼이 보이도록 하였다.
토스트 알럿을 구현하는 데에는 fluttertoast 라이브러리(Ponnam, 2018)를 활용하였고, 자
신의 메시지든 남의 메시지든 새로운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토스트를 띄우도록 하였다.
메시지창에서는

위아래로 스크롤이 가능한 ‘메시지 리스트(MessageList)’를 Flutter의

FadingEdgeScrollView를 사용해 만들었으며, 새로운 메시지가 서버에서 전달될 때마다
Listenable을 사용해 업데이트를 하였다. 영상이 보이는 시안 2와 시안 4의 경우는 채팅창의
배경색을 투명도가 높은 검은색으로 설정하였다.
프로토타입의 실제 화면은 다음과 같다. 피실험자의 얼굴과 채팅 내용은 모자이크하였다.

14

그림 10. 프로토타입 기본 화면(좌: 시안 1, 2 / 우: 시안 3, 4)

그림 11. 프로토타입 채팅 화면

그림 12. 프로토타입 메뉴 화면

(좌: 시안 1, 3 / 우: 시안 2, 4)

3.3 실험 대상
영상통화에 익숙한 20대 대학생 24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참여자는 한 팀에 4
명씩, 총 6팀을 모집하였다. 실험 참여자의 성비는 남자 10명, 여자 14명으로 여성 참여자가
남성 참여자보다 많았고, 평균 연령은 23.83세로 나타났다.

3.4 사전 설문조사
실험 전 사전 설문을 통해 사용자들의 인적 정보와 평소 영상통화에 대해 가지고 있던 태도
를 파악하였다. 해당 설문 내용은 사용자 경험에 대한 실험 결과를 해석할 때 함께 반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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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김현경 외, 2009). 문항 중 영상통화의 선호도에 대한 내용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
도록 하였다(1점: 매우 선호하지 않음, 7점: 매우 선호함).
카테고리

사전 설문조사 문항
귀하의 성별이 무엇인가요?

인적 정보

귀하의 연령이 어떻게 되시나요?
평소 영상통화를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영상통화에 대한 이전
한 번 영상통화를 할 때, 얼마나 오래 하시나요?

경험

어떤 주제로 영상통화를 하시나요?
모바일 영상통화에 대한

모바일 영상통화를 하는 것을 얼마나 선호하시나요?

이전 경험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표 3. 사전 설문조사 문항 일부 발췌

3.5 프로토타입을 활용한 다변량 테스트
사전 설문조사 이후, 제작된 프로토타입을 활용한 다변량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실험 대상
자는 이미 친분관계가 있는 4인을 한 그룹으로 모집하여 원활한 영상통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참여자들은 한 장소에서 등을 돌려 서로를 보지 못한 채로 영상통화에 임하였다. 이 때, 하울
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프로토타입의 오디오 기능을 사용하는 대신 실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채팅 기능을 사용해야 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4인 중 2인은 마이
크가 음소거 된 상태(채팅으로만 대화에 참여)로 영상통화를 진행했다. 각 팀마다 시안 순서는
랜덤으로 진행되었고, 영상통화 내용은 참가자들의 동의 아래 녹화되었다. 더 편안한 환경에
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테스트 영상통화(1분)를 진행했고, 원하는 팀에 한해 대화 주제를
미리 제시해 주었다.
카테고리
1. 안내
2. 사전 설문조사
3. 실험 세팅

4. 실험 진행

5. 마무리

순서

과업

1-1

실험에 대한 설명

1-2

영상통화 화면 녹화 동의

2-1

사전 설문지 작성

3-1

시안 순서 랜덤 배열

3-2

채팅 참여자 2인 배정

4-1

테스트 영상통화 진행(1분)

4-2

첫 번째 시안에 대한 안내

4-3

첫 번째 시안 영상통화 진행(3분)

4-4

첫 번째 시안에 대한 사후 설문 작성 및 집단 토의

...
4-11
4-12
4-13
5-1

...
네 번째 시안에 대한 안내
네 번째 시안 영상통화 진행(3분)
네 번째 시안에 대한 사후 설문 작성 및 집단 토의
사례비 지급을 위한 정보 수집
표 4. 다변량 테스트 과업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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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사후 설문조사
실험 이후 각 시안마다의 사용자 경험을 측정하기 위한 사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사후
설문조사의 카테고리는 응답자 기본 정보와 본 실험에서의 네 가지 평가 항목으로 구성하였
고, 기본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카테고리
기본 정보
전반적 사용자 경험
대화 참여도
영상의 사용성
채팅의 사용성

자체 설문조사 문항
실험 시각과 귀하에게 부여된 알파벳을 남겨주세요.
전반적인 영상통화 사용 경험에 대해 점수를 매겨주세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본인의 대화 참여도에 대해 점수를 매겨주세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영상을 확인하기 얼마나 편리했나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채팅을 사용하기 얼마나 편리했나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표 5. 사후 설문조사 문항 일부 발췌

3.7 표적 집단 면접법(FGI)
사용자 경험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 중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하는 표적 집단 면접법을 통해
사용성과 감성, 사용자 가치를 측정하였다. 토의는 시안 별 사후 설문지 작성이 완료될 때마
다 진행했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참가자들이 각 시안에 대한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했다.
이 때, 설문조사로 파악하기 어려운 감성과 사용자 가치 파악을 위해 실험자가 피험자의 표
정, 자세, 목소리 등을 함께 관찰하였다(문희경 외, 2010).

4. 연구 결과
4.1 사전 설문조사
사전 설문조사 결과, 실험 대상자들 중 평소 영상통화를 한 달에 한 번 미만으로 하는 비율
은 41.7%(10명),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하는 비율은 29.2%(7명)로 나타났다. 영상통화를 지속
하는 시간의 경우 50%(12명)가 30분 이상 진행한다고 응답했고, 다음으로는 5분 이상 ~ 10분
미만이 12.5%(3명)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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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영상통화의 빈도

그림 14. 영상통화의 지속 시간

영상통화의 주제는 대화 나누기가 가장 많았고(83.3%, 20명), 다음으로는 줌 공부(33.3%, 8
명)가 차지했다. 그 외 랜선 술자리나 겟 레디 윗 미(Get Ready With Me, 함께 외출 준비를
하는 것) 등이 있었다.
모바일 영상통화의 선호도의 경우 평균 4.875 점으로, 5점(1점: 매우 선호하지 않음, 7점:
매우 선호함)을 준 응답자가 전체의 29.2%(7명)을 차지했다. 영상통화를 선호하는 이유는 얼
굴을 보며 더 생생하게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66.7%, 16명). 그 외 편
리한 기능들을 사용하기 위해(8.3%, 2명), 더 생산적인 이야기가 가능하기 때문(4.2%, 1명) 등
의 이유가 있었다. 반면, 영상통화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의 경우 시간이 오래걸리는 등 마음
먹고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전체의 25%(6명)를 차지했고, 얼굴을 비추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점이 16.7%(4명)를 차지했다. 영상통화를 선호하거나, 선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서술형 응
답은 아래와 같다.
<영상통화를 선호하는 이유>
“얼굴을 보며 얘기하는 게 훨씬 집중도 잘 되고 소통도 입체적으로 된다.”
“줌(zoom)과 같은 영상통화 플랫폼의 경우 화면공유, 투표기능 등 다양한 의사소통 기
능이 있어서 사용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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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
“텍스트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는 느낌이지만 오래 하게 되어서 마음 먹고 해
야 한다.”
“동시에 연속적으로 표정을 의식해야 하기 때문에 30분을 넘어가면 피곤하다.”
“목소리만 쓸 때보다 내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좀 부담스럽다.”

4.2 다변량 테스트 및 사후 설문조사 요약
4명씩 6개의 팀에 대해 시안 순서를 랜덤으로 배열하고, 참여자 A, B, C, D 중 마이크가
음소거되는 채팅 참여자를 무작위로 선정한 결과, 다음과 같이 다변량 테스트가 이루어졌다.
팀

채팅 참여자

팀 1

시안 순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A, D

시안 1

시안 2

시안 3

시안 4

팀 2

A, B

시안 1

시안 3

시안 2

시안 4

팀 3

C, D

시안 3

시안 1

시안 4

시안 2

팀 4

A, B

시안 3

시안 1

시안 4

시안 2

팀 5

C, D

시안 3

시안 2

시안 4

시안 1

팀 6

A, B

시안 4

시안 1

시안 3

시안 2

표 6. 시안 순서와 채팅 참여자 선정 결과

사후 설문조사의 ① 전반적 사용자 경험, ② 대화 참여도, ③ 영상의 사용성, ④ 채팅의 사
용성 4가지의 리커트 척도 문항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음성’, ‘채팅’의 구분은 각
각 전체 참가자에 대한 결과, 마이크로 음성을 낼 수 있는 참가자에 대한 결과, 마이크가 음
소거되어 채팅만 쓸 수 있는 참가자에 대한 결과를 의미한다.
점수 평균
시안 2
시안 3
6.04
4.17
6.08
3.92
6.00
4.42

문항

구분

①

전체
음성
채팅

시안 1
3.25
2.83
3.67

②

전체
음성
채팅

5.00
5.83
4.17

5.71
6.08
5.33

5.42
6.08
4.75

③

전체
음성
채팅

3.00
3.83
2.17

5.92
6.17
5.67

④

전체
음성
채팅

3.92
3.33
4.50

5.96
5.58
6.33

시안 4
6.00
6.00
6.00

구분

점수 표준편차
시안 2
시안 3
0.69
1.34
0.79
1.31
0.60
1.38

전체
음성
채팅

시안 1
1.39
1.59
1.07

5.75
6.17
5.33

전체
음성
채팅

1.77
1.59
1.59

1.16
1.08
1.15

1.44
0.90
1.60

1.48
1.27
1.61

5.25
5.17
5.33

6.21
6.08
6.33

전체
음성
채팅

1.79
2.08
0.94

1.21
1.11
1.30

1.59
1.53
1.72

0.72
0.67
0.78

3.88
3.17
4.58

6.13
6.17
6.08

전체
음성
채팅

1.64
1.72
1.38

1.27
1.56
0.78

1.42
1.11
1.38

1.03
0.83
1.24

표 7. 사후 설문조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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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안 4
0.88
1.13
0.60

리커트 척도 문항에 더해, 참가자가 각 화면에 얼마나 머물렀는지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
로 알기 위해 참가자에게 각 화면(일반화면과 채팅화면)에 머무른 비율을 설문하였다. 설문 결
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
전체
음성
채팅

구분
전체
음성
채팅

시안 1
0.38
0.63
0.13

일반화면 체류 비율 평균
시안 2
시안 3
시안 4
0.19
0.63
0.23
0.30
0.80
0.28
0.08
0.45
0.18

시안 1
0.38
0.31
0.25

구분
전체
음성
채팅

시안 1
0.62
0.37
0.87

채팅화면 체류 비율 평균
시안 2
시안 3
시안 4
0.81
0.37
0.77
0.70
0.20
0.72
0.92
0.55
0.82

체류 비율 표준편차
시안 2
시안 3
0.34
0.37
0.36
0.20
0.29
0.43

시안 4
0.36
0.34
0.38

표 8. 화면 체류 비율

표에서 채팅화면 체류 비율 평균은 1 - (일반화면 체류 비율 평균)과 같다. 일반화면 체류
비율은 전체 참여자와 음성 참여자의 경우 시안 3이 1순위, 시안 1이 2순위로 나타났고, 채팅
참여자의 경우 시안 3이 1순위, 시안 4가 2순위로 나타났다. 또한 체류 비율이 0부터 1까지
로 한정된 상태에서 표준편차가 0.3~0.4 수준으로 다소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참가자마다 일
반화면에 많이 머무르는 참가자, 채팅화면에 많이 머무르는 참가자가 나뉘었다는 것을 의미한
다.

그림 15. 일반화면 체류 비율 평균

한편, ‘채팅의 사용성’ 등을 묻는 설문의 결과가 신뢰할 만한지 확인해보기 위해 실제 채팅
참여자들의 채팅량을 파악해보았다. 많은 수의 채팅을 확인하는 과정을 자동화하기 위해 데이
터베이스에 저장된 채팅 기록을 JSON 형식으로 저장한 뒤, 채팅의 전송 시간을 각 실험 시작
및 종료 시간과 비교하며 골라내는 방식을 사용했다. 팀별로 채팅 참여자 두 명의 값을 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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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분당 채팅 수와 글자 수를 구한 값은 다음과 같다.

그림 16. 팀별 분당 채팅 수

그림 17. 팀별 분당 글자 수

확인 결과 모든 경우에서 채팅 참여자 두 명의 분당 채팅 수가 최소 5개 이상이며, 분당 글
자 수도 최소 50자 이상이었다. 팀별로 채팅 수와 글자 수는 편차가 커, 가장 많은 팀은 분당
글자 수가 200자에 가까웠다. 이를 통해 실험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실제로 항상 채팅 기능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참가자들이 채팅을 사용하지 않아 ‘채팅의 사용성’ 설문 항
목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다. 서로 다른 시안을 비교했을 때 팀별 채팅
수나 글자 수의 뚜렷한 경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4.3 평가항목별 가설 검정
가설을 통계적으로 검정하기 위해 리커트 척도 문항 설문 결과에서 p-value를 얻어 활용한
다. 동일한 참가자가 시안 1부터 시안 4까지를 모두 진행하므로, 한 참가자가 매긴 시안별 점
수의 차를 확률변수로 한다. 예를 들어 “전반적 사용자 경험은 시안 1에 비하여 시안 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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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일 것이다”는 가설 1-1의 경우, 시안 2에 매긴 전반적 사용자 경험 점수에서 시안 1에
매긴 점수를 뺀 값을 확률변수 T라 한다. 이때 귀무가설은 ‘T의 모평균이 0이다’, 대립가설은
‘T의 모평균이 0보다 크다’이다. 표본의 수가 30명 이하로 적으므로,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
른다는 가정 하에) 모분산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의 모평균에 관한 추론 방법을 사용한다. 유
의수준은 5%로 한다.

4.3.1 전반적 사용자 경험

그림 18. 전반적 사용자 경험 설문 결과

영상통화에 대한 전반적 사용자 경험 항목의 시안별 평균 점수 및 음성으로 대화한 피실험
자들의 평균 점수, 채팅만 사용한 피실험자들의 평균 점수는 위와 같다. 이를 바탕으로 검정
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p-value

가설 1-1
 

가설 1-2

가설 1-3

가설 1-4

 ×  (*)

(*)





전체

 × 

음성

 ×   (*)

(*)

(*)



채팅

 ×   (*)

(*)

(*)



(*)

표 9. 전반적 사용자 경험 가설 검정 결과(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로 표시)

검정 결과, 가설 1-1, 1-2, 1-3은 채택, 가설 1-4는 기각되었다. 여기서 가설 1-4의 기각
은 곧 시안 2와 4의 전반적 사용자 경험이 크게 차이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참여자
들 중 대부분이 채팅 화면에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채팅 화면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기능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시안 2와 4에 대해, 표적 집단
면접법 및 설문조사 서술형 문항을 통해 수집한 참여자들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시안 2와 시안 4의 경우가 다를 게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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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안 2와 시안 4가 비슷하고, 채팅 화면만 확인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편리했다.”
“기본 화면에서도 채팅이 뜨긴 하지만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워서 채팅 화면에만 있었기
때문에 2안과 4안의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

4.3.2 대화 참여도

그림 19. 대화 참여도 설문 결과

대화 참여도 항목의 시안별 평균 점수 및 음성으로 대화한 피실험자들의 평균 점수, 채팅만
사용한 피실험자들의 평균 점수는 위와 같다. 이를 바탕으로 검정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p-value

가설 2-1

가설 2-2

가설 2-3

가설 2-4

전체

(*)







음성









채팅

(*)







표 10. 대화 참여도 가설 검정 결과(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로 표시)

검정 결과, 가설 2-1은 채택, 가설 2-2, 2-3, 2-4는 기각되었다. 가설 2-1의 경우에도 마
이크가 음소거 된 상황에서 채팅만을 통해 대화에 참여한 사람의 경우만 의미가 있었는데, 이
는 음성을 통해 대화하는 사람에게 채팅 기능의 변화가 대화 참여도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채팅만으로 대화에 참여한 사람의 경우, 채팅 화면에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의 얼굴을 보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다른 대화 참
여자들이 채팅 화면에 더 오래 머무르기 때문에 채팅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때문
에 대화에 더 잘 참여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다음은 표적 집단 면접법 및 설문조사 서술형
문항을 통해 파악한, 시안 1과 2에 대한 참여자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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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참여자의 경우>
“시안 2의 경우, 실시간 영상 확인을 통해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고 동시에 대화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흐름을 놓치지 않고 참여가 가능했다.”
“(시안 2) 이전 채팅도 보니까 이전 채팅에 대해서도 반응할 수 있어서 좋았다.”
“(시안 2) 영상도 보이고 채팅도 보여서 캐치업하기 편했다.”
<채팅 참여자의 경우>
“시안 1, 3은 말하는 사람끼리만 말하는 것 같았는데 시안 2는 채팅하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이 같이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시안 2) 말은 하지 못하지만 서로 얼굴을 다 보고 있고 채팅을 한 번에 보고 있으니
반응 속도가 빨라서 참여율이 높아졌다.”

4.3.3 영상의 사용성

그림 20. 영상의 사용성 설문 결과

영상의 사용성 항목의 시안별 평균 점수 및 음성으로 대화한 피실험자들의 평균 점수, 채팅
만 사용한 피실험자들의 평균 점수는 위와 같다. 이를 바탕으로 검정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p-value

가설 3-1


가설 3-2

가설 3-3


가설 3-4

전체

 ×  (*)

(*)

 ×  (*)



음성

(*)



(*)



채팅



 ×  (*)





 ×  (*)



표 11. 영상의 사용성 가설 검정 결과(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로 표시)

검정 결과, 가설 3-1, 3-3은 채택, 가설 3-2는 부분적으로 채택, 가설 3-4는 기각되었다.

24

가설 3-4의 경우, ‘전반적 사용자 경험’ 부분에서와 마찬가지로 참여자들 중 대부분이 채팅
화면에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채팅 화면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시안 2와 4의 차이가
사용자 경험의 차이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시안 2와 4에 대한 실험 참여자들
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시안 4) 2안과 똑같이 채팅창이 투명해서 영상을 보기에 좋았으나 대화 내역이 일부
다른 사람의 화면을 가려서 불편했다.”
“시안 2와 시안 4가 비슷하고, 채팅 화면만 확인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편리했다.”
“기본 화면에서도 채팅이 뜨긴 하지만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워서 채팅 화면에만 있었기
때문에 2안과 4안의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

4.3.4 채팅의 사용성

그림 21. 채팅의 사용성 설문 결과

채팅의 사용성 항목의 시안별 평균 점수 및 음성으로 대화한 피실험자들의 평균 점수, 채팅
만 사용한 피실험자들의 평균 점수는 위와 같다. 이를 바탕으로 검정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p-value

가설 4-1


가설 4-2


가설 4-3

가설 4-4

전체

 ×  (*)

 ×  (*)





음성

(*)

 ×   (*)





채팅

(*)

(*)





표 12. 채팅의 사용성 가설 검정 결과(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로 표시)

검정 결과, 가설 4-1, 4-2는 채택, 가설 4-3, 4-4는 기각되었다. 즉 ‘채팅 화면에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팅의 사용성이 높아졌지만, ‘기본 화면에서 채팅을 입력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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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는 채팅의 사용성이 유의미하게 높아지지 않았다. 이는 기본 화면에서 채팅을 확인
할 때 뜨는 토스트 알럿이 대화의 맥락을 파악하기에 불편하다는 점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보
인다. 가설 4-3에 대한 실험 참여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시안 3) 실시간으로 화면을 보며 채팅을 칠 수 있는 것은 좋았으나 서로 다른 사람이
동시에 메시지를 보낼 때는 메시지가 누락되어 채팅 창을 따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대화
의 흐름을 놓칠 것 같았다.”
“(시안 3) 대화 히스토리를 보고 싶다. 말을 끊어서 짧게 채팅을 보내면 말들이 다 끊겨
서 뭘 말하려 했는지 알 수 없다.”
“(시안 3) 채팅창이 하나씩 떠서 그 전 대화를 못 읽고 지나친 경우가 있다. 그걸 확인
하려면 채팅창에 들어가서 확인해야 했던 점이 불편하게 다가왔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영상통화에서의 사용자 경험 개선을 위해 채팅 기능을 중심으로 실험
을 진행하였다. 이 때, ‘채팅 화면에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기본 화면에서
채팅을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변수로 총 4개의 측정 항목에 대한 다변량 테스트를 진행하였
다. 그 결과, 전반적인 사용자 경험은 2안이 1안보다, 4안이 3안보다, 3안이 1안보다 높게 나
타났다. 대화 참여도의 경우 2안이 1안보다 높았는데, 채팅으로만 대화에 참여한 사용자의 경
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지만 음성으로 대화에 참여한 사용자에게는 대화 참여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영상의 사용성은 2안이 1안보다, 4안이 3안보다, 3안이 1안보다 높게 나타났
고, 채팅의 사용성은 2안이 1안보다, 4안이 3안보다 높게 나타났다.
위 결과를 통해 채팅 화면에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전반적인 사용자 경험과 영상,
채팅의 사용성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화 참여도의 경우에도
표적 집단 면접법 결과와 설문조사 서술형 문항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기본 화면에서 채팅을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은 작은 임팩트를 가진 것으
로 드러났는데, 이는 기본 화면에서 채팅을 띄우는 토스트 알럿 방식이 불편했기 때문으로 보
인다. 따라서 동시에 2개 이상의 채팅을 입력했을 때 두 메시지 모두를 띄워주는 등 토스트
알럿을 개선하거나, 화면 전체를 가리지 않으면서 대화의 맥락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방식을
택한다면 사용자 경험을 더 유의미하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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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발기술의 개요
1. 기획 의도
본 연구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법교육을 제공하는 교육용 모바일 애플리케
이션을 개발하고자 한다. 공동연구자 및 책임연구자 3인은 법무부 주관 제7회 법령경
연 학술대회에 “법교육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여 수상한 바
가 있다. 이를 토대로, 현행 법교육지원법의 한계를 실천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문언 연구에 그쳤던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사회적 취약계층
의 다양한 법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통합적인 교육 플
랫폼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사회 법교육을 활성화하는 데에 기여
하고자 한다.
한국 사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이며, 고령화는 한국사
회가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사회 변화 중 하나이다. 특히 ‘노동’은 현대사회
에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가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고령
인구의 노동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사안이다. 특히 고령 노동자의 재취업, 직장 내 차
별 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외부적 지원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고령 노동자 스스로 대처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자립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령자의 노동문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뿐만 아
니라 ‘근로기준법’, ‘노인복지법’, ‘사회보험법’ 등 다양한 법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현재 고령 노동자 지원 기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워크넷’과 같은 인터넷 사
이트와 고용센터, 고령자 인재 은행,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의 오프라인 기관을 두 축
으로 온, 오프라인상에 혼재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령자의 노동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교육으로는 부족한 분야에
대한 새로운 법교육 내용,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보완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 및
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통합적인 플랫폼을 제공하여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교육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
2. 기술 현황 및 배경
가. 사회법교육의 활성화 필요성
한국 사회에서 법교육은 2008년 제정된 ‘법교육지원법’ 하에서, 크게 학교 법교육과
사회 법교육으로 양분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 법교육에 비해 사회 법교육은 그
대상과 주제가 매우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기에 상대적으로 법교육 실시에 있어서 고
려해야 할 요인이 많다. 현재 「법교육지원법」은 제9조에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
자,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등을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교육적 취약계층’으로 규정하
고 이들에 대한 법교육 관련 활동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조 제3항에서 이들
에 대한 법교육 실시 주체로 법교육 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평생교육기관 등 매우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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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교육 기관 및 단체가 사회 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 혹은 단체 간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법교육을 위한 협의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심지어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이 법교육으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사회 법교육 활성화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법무부 주관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행 ‘법교육지원법’ 하 사회 법교육이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법교
육에 기여했는지에 대하여 ‘보통 이하’의 응답이 77.6%로 압도적인 상황이다. 이로
미루어보았을 때 현재 사회적 취약계층은 법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교육 방안 마련 및 실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국가적 교육 체계는 별도의 법교육
기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기관에 교육이 일임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대부분 오프라인 집단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일회성에 그치는 경
우가 많았으며,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교육의 효율성 및 효과성과 관련
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대면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워지면서, 비대
면 상황에서도 즉각적으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교육 수단 마련이 시급
한 과제가 되었다.
나. 고령화 사회와 고령노동자 문제
한국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바로 고령화이다. 통계청(2019)에 따르
면, 2015~2020년 한국 인구성장률은 0.3%로 세계평균인구성장률의 1/4수준이다. 나
아가 2030~2035년에는 인구성장률 –0.1%로 예측되는 바, 인구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며, 2060~2065년에는 인구성장률이 –1.2%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인구
감소와 더불어 고령화는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9~2067년 동안 유소년 및 생산연
령인구 구성비는 각각 4.3%p, 27.3%p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 구성비는 31.6%p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9년 기준 한국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인
14.9%에서 2067년 46.5%로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이미 한국은 2018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최단기간 안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 그 정도가 다를 뿐,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인력구조의 고령화
가 나타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는 노동력의 규모와 노동력의 노동시
장 참여도 변화 추이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15-64세 인구는 생산가능
노동력인구로, 노동력의 생산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하는 25-54세의 인구는 핵심근로
계층으로, 65세 이상의 인구는 비경제활동 은퇴고령인구로 분류하고 있다(정초시,
2012). 통계청(2019)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2012년 73.4%로 정점에
이른 후 감소하여 2019년 72.7%, 2040년에 56,3%, 2067년에는 45.4% 수준까지 낮
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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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 고령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고령 노동자 관련 사회적 문제들도 대두되
면서 이와 관련된 법적 이슈들도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고령 노동자의
안정적인 정년퇴직 및 재취업이 노동 부문의 주요 사회적 과업 중 하나가 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2018)에 따르면 2015년부터 70세 이후 취업률은 23.2%로 급감했다.
또한 고령 경제활동인구 중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비율은 2000년 53.6%, 2009년
55.3%, 2015년 60.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령 노동자는 동일 사업체에서
종사상의 지위만을 변경하여 퇴직 시기를 늦추거나, 재취업 과정에서 안정된 종사상
의 지위를 포기하게 되는 경향을 보여 일자리의 불안정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고령
노동자들이 연령상 취업 경쟁에 있어서 불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교적 불만족스
러운 노동조건에도 타협적인 태도를 보일 경향성이 크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령 노동
자는 일자리의 불안정성 문제에 더욱 취약하게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최혜지, 2020).
뿐만 아니라 일터에서 일어나는 고령 노동자에 대한 차별 문제도 해결이 시급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노인인권 실태조사(2017)에 따르면, 노동 환경에 대해 우리 사회가
충분히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 53.1%만이 동의했는데, 이는 고용 기회 제공이나, 돌
봄 지원에 비해 낮은 수치였다. 특히 일자리 또는 직장에서 보수, 업무, 직책과 관련
해 차별을 경험한 노인은 44.3%에 달했다. 직무 적합, 근로시간 단축, 휴게시간 보장
등 노령에 적합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없었다는 응답은 48.1%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노인 경비원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폭력사건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은 고령 노동자의 노동권에 대한 사회적 숙고를 요청한다.
따라서 고령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일자리에서 부당한 차별을 겪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고령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다.
다. 한국사회 스마트폰 보유율과 교육용 애플리케이션 시장의 확장
오늘날 스마트폰은 중요한 미디어가 되었다.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95%에 이르며,
고령층 또한 스마트폰 보유율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70대 이상의 경우 2013년에 비
해 2018년 5년 만에 스마트폰 보유율이 1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60대의 경우 19%
에서 80.3%로 가장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노년층은 가장 빠르게 스마트폰이 확산되
고 있는 계층이다(심윤지, 2019).
이러한 스마트폰 대중화로 인해 ‘애플리케이션’이 다양한 방면에 활용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이후 교육계에도 ‘교육’에 ‘기술’을 접목한 ‘에듀테크’ 열풍이 불면서 스마트
폰이 학습 도구로서 그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 ‘에듀테크’ 시장 규
모는 2019년 764억 달러로 평가되었고, 2020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18.1%로 성장해, 2027년에는 2852억 3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박성우,
2020). 스마트폰은 높은 접근성으로 특히 언어 학습에 대한 보조 도구로서 크게 성장
하였고, 잠깐 부침을 겪긴 했지만 2018년 이후 제2의 성장기를 맞고 있다. 특히 코로
나 19로 인하여 대면 교육이 불가능한 현 상황에서 애플리케이션은 편리한 비대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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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매체로 주목받고 있다.
‘교육’ 관련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정보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30대 이하 연령이 전체
55%를 차지하였지만, 최근에는 40대 이상의 중장년층 이용이 크게 성장하며, 30대
이하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학생’, ‘화이트칼라’ 직군의
이용이 전체의 76%를 차지하였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직업군에 의해 활용되고 있다.
노인에게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교육의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존재한
다. (Huh, 2009; Ko, & Park, 2015; Kang, & Park, 2018)
<표 1> ‘교육정보’ 카테고리 추정 순 이용자수 추이

출처: 닐슨 코리안링크(2019)

라. 고령 노동자 온라인 법교육 현황
온라인상에서 고령 노동자가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두 곳이다. ‘버비 생활
법률 지식서비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등은 고령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에서 마주치는 문제들에 대한 법적 지식을 제공한다. ‘버비 생활법률지식 서비스’의
경우, 주택, 상가임대차, 임금, 해고, 상속 등의 주제와 관련해 문답 지식 형태, 용어
사전, 카드뉴스, 만화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 과정에서 문답 지식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거나 불명확한 정보가 포함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보다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한다. 주제별, 맞춤형, 인기, 외국어 등 다각화된 접근 형태로 법령 혹은 정책
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 노동자에 대한 정보는 해당 사이트에서
‘주제별 생활법령 > 근로/노동 > 고령자 고용, 일자리’ 카테고리에서 얻을 수 있다.
그 밖에도 카드뉴스, 사례 등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법 지식 관련 포
괄적인 정보 제공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노동법 관련 애플리케이션도 많이 출시되어 있다. 특히 노동법과 관련된 앱으
로는, ‘대한민국 SMART 노동법’, ‘노동판례 300선’ ‘고용노동부 HRD-NET’,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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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리’ 등이 있다. ‘대한민국 SMART 노동법’은, 근로기준법부터 노동조합법, 파견
근로자법 등 노동법의 법조문을 ‘스마트 법전’ 형태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일
반 법조인, 노무사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다양한 법의 원문을 읽을 수 있다
는 장점이 있지만, 교육을 주목적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은 아니다. 한편, ‘고용노동
부 HRD-NET 및 출결관리’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책적 정보에 대해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고령 노동자에게 직
접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외국인 고용관리’ 앱은 외국인 근로자 고
용 관련 구인/취업절차 안내, 다양한 서식 확인 등이 가능하다.

II. 개발 내용
1. 기술 개발 주요메뉴 구조
본 연구의 개발 범위는 웹과 모바일 두 가지로 구분되며, 모바일에서는 안드로이드
(Android)와 아이폰(iOS) 운영체제를 지원한다.

<그림 1. 기술 개발 구축 시스템 구성도>

위 그림은 본 연구가 ‘슬기로운 노동생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 구
축한 시스템 구성도를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관리자가 웹 서버에서 법령정보, 대
분류 정보, 책갈피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해당 정보를 웹에서 ‘스마트메이
커’ 프로그램을 사용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구현하여 전송한다. 사용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대분류와 소분류로 구분된 법령정보를 열람하고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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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흐름도>

위 그림은 본 연구가 사용자 입장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이
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슬기로운 노동생활’은 웹에서 관리자에 의해 ‘스마트메이커’
프로그램이 웹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법령정보, 대분류 정보, 책갈피 정보
를 QPM 파일 형태로 제공받는다. 이때 사용자는 안드로이드 또는 아이폰 운영체제
하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슬기로운 노동생활’을 터치 및 조작하여 텍스트와 음성
파일 형태로 법령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외부 사용자에게 공유할 수 있다.
<그림 3.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구조>

위 그림은 한 번 터치했을 때 화면이 이동하는 것을 기준으로 ‘슬기로운 노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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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구조를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시작 영역에서 메인 화면
은 별도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곧바로 클릭을 통해 메뉴 화면으로 이동한
다. 메인 카테고리 영역에서 메뉴 화면은 법령정보를 대분류와 소분류 카테고리로 구
분해 제시하며 이때 소분류 정보를 선택할 시 메인 영역의 법령정보 상세화면, 우측
상단의 책갈피 아이콘을 선택할 시 메인 영역의 책갈피 목록 조회 화면으로 이동한
다. 메인 하부 영역에서는 법령정보 상세화면을 기준으로 법령정보, 백문백답 서비스,
음성 출력 기능을 제공한다. 이때 음성 출력에 해당하는 스크립트 영역은 음성으로만
제공되며 화면상으로 별도의 영역을 차지하지 않는다. 주요 기능과 관련된 내용은 이
후 기술 개발 내용 항목에서 실제 애플리케이션 화면과 함께 상세히 설명한다.

2. 기술 개발 내용
가. 앱 UI, UX 변경 및 개발
<그림 1. 메인 UX를 고려한 UI 개발 화면>

본 연구의 기술 개발 내용에 대해서는 정량적 목표 항목에 대한 내용을 기준으로 작
성하고, 항목에 대한 세부 개발 범위 및 기능에 대해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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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메인 UI 상세 설명>
항목

설명

실행하면 제일 먼저 표시되는 메인 화면이며, 시작 영역임에도 광고
영역을 두지 않아 사용자들의 기능 사용에 불편함을 주지 않는다. 별
Ⓐ

도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아무 곳이나 터치하면 메뉴 화면으로 전
환된다. 전체 카테고리 접근성과 직관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애플리
케이션 활용의 가독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UX를 고려하여 UI를
설계하였다.
메뉴 화면은 메인 카테고리 영역으로 5개의 대분류 정보에 각각의
소분류 정보를 화면 하단에 노출함으로써 사용자의 콘텐츠 접근에
대한 가독성을 높였다.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접근하는 콘텐츠로서

Ⓑ, Ⓒ

사용자의 연령 특성을 고려하여 화면상으로 큰 영역을 확보하였다.
대분류 정보를 선택하면 해당 대분류 하에 속한 소분류 정보들이 하
단의 리스트로 표시되며, 이 중 원하는 소분류 정보를 선택하면 그에
해당하는 법령정보 상세화면으로 전환된다.
책갈피 기능 영역으로 법령정보 상세화면에서 책갈피로 지정한 내역

Ⓓ

을 조회할 수 있다. 별도로 대분류와 소분류 정보를 통해 법령정보
상세화면에 접근할 필요 없이 바로 원하는 상세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나. 법령 정보 등록 시스템 개발
<그림 2. 법령정보 등록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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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법령정보 등록 시스템 개발 화면>

법령정보 등록 시스템은 관리자가 웹에서 ‘스마트메이커’ 프로그램을 통해 운영하며,
앱 패킹을 통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다.
<표3. 법령정보 등록 시스템 상세 설명>
항목

설명

웹에서 “법령정보” 테이블을 생성하여 관리자가 법령정보를 데이터베
Ⓐ

이스에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되는 항목으로는 등록번호, 대분류, 소분류, 본문, 사례, 스크립트, 등
록일자, 등록시간이 있다.

Ⓑ

등록번호는 관리자가 법령정보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각 정보
에 고윳값을 부여한다.
대분류와 소분류는 각 법령정보 데이터가 메인 카테고리 영역을 표

Ⓒ, Ⓓ

시하는 메뉴 화면에서 관리자가 원하는 카테고리로 분류될 수 있게
끔 한다.

Ⓔ, Ⓕ,

테이블에 본문, 사례, 스크립트 데이터를 각각 구분하여 등록해, 오른

Ⓖ

쪽의 법령정보 등록 모델에서 입력란에 내용을 기입하면 애플리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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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상으로 각각 법령정보 상세화면에서 법령정보, 백문백답 서비스,
음성 출력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끔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한다.
등록일자와 등록시간은 등록번호 외에 해당 데이터에 부여되는 고윳
Ⓗ, Ⓘ

값으로 최초의 등록일시를 기준으로 대분류와 소분류 및 본문, 사례,
스크립트 데이터의 순서를 결정한다.
사용자에게 법령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리자가 사전에 웹에서

Ⓙ

법령정보 등록 모델을 이용하여 내용을 등록해주어야 한다. 대분류를
선택하고, 필요 시 대분류 정보 등록 모델에서 대분류 데이터를 새로
추가한 다음 소분류 및 본문, 사례, 스크립트 데이터를 입력한다.
입력한 법령정보 외에 등록된 법령정보 데이터를 앞장, 뒷장 버튼으

Ⓚ, Ⓛ

로 열람할 수 있다. 해당 순서는 최초 등록일시 순으로 부여되며, 만
일 첫 번째로 등록된 데이터일 시 ‘자료의 처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등록된 데이터일 시 ‘자료의 끝입니다’라는 알림이 나온다.

Ⓜ, Ⓝ

입력한 법령정보를 저장 및 삭제할 수 있다.

다. 대분류 정보 등록 시스템 개발
<그림 4. 대분류 정보 등록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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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대분류 정보 등록 시스템 개발 화면>

대분류 정보 등록 시스템은 관리자가 웹에서 ‘스마트메이커’ 프로그램을 통해 운영하
며, 앱 패킹을 통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다.
<표4. 대분류 정보 등록 시스템 상세 설명>
항목

설명

웹에서 “대분류” 테이블을 생성하여 관리자가 법령정보 상의 대분류
Ⓐ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데이
터베이스에 등록되는 항목으로는 등록번호와 대분류 정보가 있다.

Ⓑ

등록번호는 관리자가 대분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각 정보에
고윳값을 부여한다.
테이블에 대분류 정보를 등록해 오른쪽의 대분류 정보 등록 모델에

Ⓒ

서 입력란에 내용을 기입하면 법령정보 등록 모델에서 대분류를 선
택할 수 있게끔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한다.
관리자가 법령정보 등록 모델에서 대분류 정보를 선택해 법령정보를

Ⓓ

입력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웹에서 대분류 정보 등록 모델을 이용하
여 내용을 등록해주어야 한다.

Ⓔ, Ⓕ

입력한 대분류 정보 외에 등록된 대분류 정보 데이터를 앞장, 뒷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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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으로 열람할 수 있다. 해당 순서는 최초 등록일시 순으로 부여되
며, 만일 첫 번째로 등록된 데이터일 시 ‘자료의 처음입니다’, 마지막
으로 등록된 데이터일 시 ‘자료의 끝입니다’라는 알림이 나온다.
Ⓖ, Ⓗ

입력한 대분류 정보를 저장 및 삭제할 수 있다.

라. 책갈피 정보 등록 시스템 개발
<그림 6. 책갈피 정보 등록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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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책갈피 정보 등록 시스템 개발 화면>

책갈피 정보 등록 시스템은 관리자가 웹에서 ‘스마트메이커’ 프로그램을 통해 운영하
며, 앱 패킹을 통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다.
<그림 8. 책갈피 기능 구현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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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책갈피 정보 등록 시스템 및 기능 구현 상세 설명>
항목

설명

웹에서 “책갈피” 테이블을 생성하여 사용자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상으로 법령정보를 책갈피로 설정할 수 있게 관리자가 데이터베이스
에 책갈피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데이터베이
스에 등록되는 항목으로는 등록번호와 등록일자가 있다.

Ⓑ

등록번호는 관리자가 대분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각 정보에
고윳값을 부여한다.
등록일자는 등록번호 외에 해당 데이터에 부여되는 고윳값으로 최초

Ⓒ

의 등록일자를 기준으로 책갈피 조회 모델에서 표시되는 책갈피 데
이터의 순서를 결정한다.
사용자가 법령정보 상세화면에서 원하는 법령정보를 책갈피를 설정한

Ⓓ

다음 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웹에서 책갈피 조회 화면을 디
자인하여 패킹해야 한다.

Ⓔ, Ⓕ
Ⓖ

대분류와 소분류 정보를 책갈피 조회 화면에 표시하여 사용자가 등
록한 법령정보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등록일자를 책갈피 조회 화면에 표시하여 사용자가 등록한 책갈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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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순으로 정렬한다.
사용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화면상으로 법령정보 상세화면에서 책
Ⓗ, Ⓘ

갈피를 등록할 수 있다. 우측 상단의 책갈피 아이콘을 한 번 터치하
면 책갈피에 등록되고 다시 한 번 터치하면 책갈피에서 등록이 해제
된다.

Ⓙ, Ⓚ

사용자는 법령정보 상세화면에서 우측 상단의 책갈피 아이콘을 한
번 클릭하여 책갈피로 지정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마. 법령정보 제공
<그림 9. 법령정보 등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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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법령정보 제공 기능 구현 화면>

<표 6. 법령정보 등록 및 기능 구현 상세 설명>
항목
Ⓐ, Ⓑ
Ⓒ, Ⓓ

Ⓔ

설명

관리자는 웹의 법령정보 등록 모델에서 내용을 등록한다.
관리자는 대분류 정보 등록 모델에 입력한 대분류 정보를 가져온 다
음, 소분류 정보를 입력한다.
관리자는 첫 번째 칸의 법령정보 데이터 입력란에 해당 대분류 및
소분류 정보 하의 법령정보를 입력한다.
사용자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메뉴 화면에서 대분류 정보를 선택

Ⓕ, Ⓖ

하면 해당 대분류 하에 속한 소분류 정보들이 하단의 리스트로 표시
되며, 이 중 원하는 소분류 정보를 선택하면 그에 해당하는 법령정보
상세화면으로 전환된다.

Ⓗ

이때 법령정보는 ‘본문’ 탭에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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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백문백답 서비스 제공
<그림 11. 백문백답 정보 등록 화면>

<그림 12. 백문백답 기능 구현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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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백문백답 정보 등록 및 기능 구현 상세 설명>
항목
Ⓐ, Ⓑ
Ⓒ, Ⓓ

Ⓔ

설명

관리자는 웹의 법령정보 등록 모델에서 내용을 등록한다.
관리자는 대분류 정보 등록 모델에 입력한 대분류 정보를 가져온 다
음, 소분류 정보를 입력한다.
관리자는 두 번째 칸의 법령정보 데이터 입력란에 해당 대분류 및
소분류 정보 하의 백문백답 정보를 입력한다.
사용자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메뉴 화면에서 대분류 정보를 선택

Ⓕ, Ⓖ

하면 해당 대분류 하에 속한 소분류 정보들이 하단의 리스트로 표시
되며, 이 중 원하는 소분류 정보를 선택하면 그에 해당하는 법령정보
상세화면으로 전환된다.

Ⓗ

이때 백문백답 정보는 ‘사례’ 탭에서 표시된다.

사. 음성 출력 기능 개발
<그림 13. 음성 출력(스크립트) 정보 등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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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음성 출력 기능 구현 화면>

<표 8. 음성 출력 기능 구현 상세 설명>
항목
Ⓐ, Ⓑ
Ⓒ, Ⓓ

설명

관리자는 웹의 법령정보 등록 모델에서 내용을 등록한다.
관리자는 대분류 정보 등록 모델에 입력한 대분류 정보를 가져온 다
음, 소분류 정보를 입력한다.
관리자는 세 번째 칸의 법령정보 데이터 입력란에 해당 대분류 및

Ⓔ

소분류 정보 하의 음성 출력 정보를 입력한다. 이때 음성 출력 정보
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법령정보의 내용을 쉽게 풀어 서
술하는 구어체로 입력한다.
사용자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메뉴 화면에서 대분류 정보를 선택

Ⓕ, Ⓖ

하면 해당 대분류 하에 속한 소분류 정보들이 하단의 리스트로 표시
되며, 이 중 원하는 소분류 정보를 선택하면 그에 해당하는 법령정보
상세화면으로 전환된다.

Ⓗ

이때 법령정보 상세화면의 우측 상단에 있는 확성기 아이콘을 터치
하면 음성이 출력되며, 다시 한 번 터치하면 음성 출력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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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글자 크기 조절 기능 개발
<그림 15. 글자 크기 조절 기능 구현 화면>

<표 9. 글자 크기 조절 기능 구현 상세 설명>
항목

설명

사용자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메뉴 화면에서 대분류 정보를 선택
Ⓐ, Ⓑ

하면 해당 대분류 하에 속한 소분류 정보들이 하단의 리스트로 표시
되며, 이 중 원하는 소분류 정보를 선택하면 그에 해당하는 법령정보
상세화면으로 전환된다.
이때 법령정보 상세화면의 우측 상단에 있는 콤보박스를 터치하면

Ⓒ

본문과 사례의 글자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 사용자의 가독성 및 편
의성을 높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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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공유 기능 개발
<그림 16. 공유 기능 구현 화면>

<표 10. 공유 기능 구현 상세 설명>
항목

설명

사용자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메뉴 화면에서 대분류 정보를 선택
Ⓐ, Ⓑ

하면 해당 대분류 하에 속한 소분류 정보들이 하단의 리스트로 표시
되며, 이 중 원하는 소분류 정보를 선택하면 그에 해당하는 법령정보
상세화면으로 전환된다.
이때 법령정보 상세화면의 우측 하단에 있는 공유 아이콘을 터치하

Ⓒ

면 메시지. 이메일, 네이버 블로그 등의 SNS로 내용을 공유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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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론
1. 성과 요약
가. 고령자 대상 노동 관련 법교육 애플리케이션
기존에 고령 노동자가 법률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
보’, ‘워크넷’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와 고용센터, 고령자 인재 은행,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 등의 오프라인 기관을 두 축으로 온, 오프라인상에 혼재된 상태였다. 본 연구에
서 개발한 “슬기로운 노동생활” 애플리케이션은 스마트폰을 통해 고령 노동자가 정보
를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경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뚜렷
한 이점이 있다.
첫째,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점이다. 기존 모바일 애플
리케이션 설계 및 구현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고령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있더라
도 이들의 스마트폰 보급률 및 이용률이 여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고령자를 대상으로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취약계층 중 고령자가 스마트폰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상황을 문제시하여, 이용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앱을 설계함으로써
고령자의 스마트폰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슬기로운 노동생활’ 애플리케이션
의 경우 본문에서 음성 출력 기능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글씨 크기를 자유자재로 조
절할 수 있어 고령자가 앱 내 정보를 이용하기 편리하다. 또한, 상대적으로 스마트폰
의 사용을 어려워하는 고령자를 위해 유니버셜 디자인을 표방하여 앱 내 UI를 직관적
으로 디자인했고, 분류별 본문 또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간단하게 구성했기 때
문에 별도의 교육 없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둘째, 고령자가 궁금해할 만한 법률 분야 중에서도 세부적으로 ‘노동법’과 관련된 내
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법률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일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은 설령 법률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더라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노동법은 구인구직 및 취업 등
경제활동과 직결된 법률이기에 일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개인
이 직접 정보를 열람하기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슬기로운 노동생활’로 고령
노동자들이 구직활동에 있어 조금 더 쉽게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으며, 자신의 권리를 수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법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점이다. 법률과 관련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있지만, 기존 애플리케이션은 법령을 그대로 인용하여 법전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법률을 조금 더 쉽게 다루는 애플리케이션일지라도
특정 법률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법률을 소관하는 기관에서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으로,
기관의 서비스 중 하나로서 법률을 설명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일반인
들은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적인 법률을 활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순히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내용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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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법교육’의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고령자의 교육 기회에 대
한 접근성을 높이고, 고령자의 노동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나. 사례 중심의 쉬운 법교육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슬기로운 노동생활’은 애플리케이션 내 법
령정보를 사용자의 상황에 맞게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경우’,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
은 경우’, ‘퇴직 이후’ 등의 대분류 및 소분류로 나누어 제공하고 있으며, 각 분류별
제목에서 ‘취업하고 싶은 경우’,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싶은 경우’ 등 해당 법률을 이
용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사례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사용자는 부당한 대우
를 받은 경우, 혹은 취업을 원하는 경우 등 개인적인 상황에 맞추어 자신에게 맞는
법령정보를 열람 및 활용할 수 있다. 나아가 소분류 카테고리에서 법령정보 상세화면
으로 이동할 경우 법령정보 본문과 더불어 실제 사례 및 판례를 담은 여러 문답이 제
공되는데, 자신의 상황과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다. 결국 본 연
구는 법률의 문언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기보다 사례 중심으로 법교육을 제공하고 있
어 고령 노동자들의 앱 이용이 훨씬 용이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 또한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 법교육지원법의 실효적인 수단 마련
기존의 법무부 소관 법령인 『법교육지원법』은 문언 내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다양
한 법교육을 제공할 수단을 실천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것이 현실적인 문제로 지적됐
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의 필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
만, 법교육을 주관하는 기관 및 단체는 분산되어 있어 제대로 된 시행이 어려운 상황
이었다. 나아가 법교육을 받고 싶은 수혜자가 직접 교육 기관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경
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미 존재하는 법교육 수단의 비효율적인 면도 존재했다.
이에 본 연구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법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법교육지원법』의 실효적인 수단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여러 기관에 혼재되어 있는 법교육 중 노동 관련 법교육 분야를 일제히 통
합한 플랫폼을 만들었기 때문에 고령자의 노동 관련 법률에 있어서는 유용한 법교육
수단이 될 것이다. 이러한 발걸음은 앞으로 고령자 노동과 관련된 법뿐만 아니라 다
양한 분야 및 대상으로 점차 확대되어 많은 전문분야를 통합한 하나의 서비스가 탄생
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
라.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된 법교육
기존 법교육은 며칠 간의 오프라인 프로그램 혹은 책자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때 오프라인 프로그램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교육
받는 것이 힘들다는 한계가 있었고, 일대다로 교육을 받는다는 점에서 개인의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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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춘 1:1 상담 및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책자로 배포된 법교육의 경우
는 충분한 설명이 함께 제공되지 않아 법교육을 통해 알게 된 법률을 실제 자신의 사
례에 적용하기 어려웠다.
코로나 19로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이 축소되며 이러한 오프라인 교육에 더욱 차질이
생기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본 연구가 제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새로운 방식
의 도입은 여러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법교육의 새로운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법교육이 시도되는 현상 자체가 법교육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후에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법교육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모색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기대효과
가. 온라인 법교육의 확산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지만, 고령자의 경우 정보 접근성이 낮고 기존에 온라인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비대면 매체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본 연구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고령자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쉽게 법교육
을 받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기존에 고령자에 대한 법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에는 고령자의 신
체적 한계로 인하여 직접 센터를 방문하여 교육받는 것이 불편한 것도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법교육을 적극 활용한다면 이후 교육 참여율이 훨씬 상승할 것으
로 기대된다. 이때 본 연구는 고령자의 정보 접근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애플리
케이션을 알아보기 쉽고 편리하게 구성함으로써 고령자 혼자서도 충분히 원하는 정보
를 열람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더 많은 사례의 확보를 통해 문답 데이터 강화
본 연구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중 백문백답 정보에는 ‘생활지
식 버비’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례들이 주로 게재되어 있
다. 그러나 외부 전문가로부터 검토받은 결과 해당 사례들에서는 오류가 다수 발견되
기도 했다. 이후 본 연구에서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아 게시하였지만, 예시로 든 사례
들의 수는 아직 부족한 측면이 있다. 향후 사용자들이 ‘슬기로운 노동생활’ 애플리케
이션의 내용을 본인의 사례에 적용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본 연구는 당사자 동의하에 사용자의 실제 사례를 수합하여 문답 데이터를 강화하고
자 한다. 조금씩 변형된 사례들을 유사한 경우끼리 묶어 분류한다면 사례 데이터를
훨씬 풍부하게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문답 데이터를 강화한다면 선
순환이 일어나 점차 많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기존 사용자
들 또한 취업 여부에 변화가 생겼을 때 본 연구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더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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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령자 노동환경 개선
고령자들은 구직 중, 근무 중, 퇴직 후 등 다양한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권리의
침해를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다. 혹은 적어도 자신이 지
금 받는 대우가 부당한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더욱 확대된다면 고령자들이 점점 더 부당한 처
우를 받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고령자들의 법의식이 신장되고,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있게 되면 그들의 노동 환경 또한 점차 개선될 것이라 기대해볼 수 있다.

6. 향후 추진 계획
가. 사용자 확보 및 확산
본 연구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한 후에 초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최대한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는 것이다. 사용자를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총 세 가지의 방안이
있다. 첫째, 고령자취업알선센터, 노인취업지원센터 등 고령자 구직과 관련된 기관에
홍보하는 것이다. 해당 센터들은 존재 목적 자체가 고령자의 취업인 만큼 애플리케이
션과 관련된 사용자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게다가 해당 센터
들은 지역별로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의 사용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서도 이점이 있다.
둘째,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시립·구립노인종합복지관과 같은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고령자에게 이용을 권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에서 홍보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이기는 하나, 공공기관의 목적상 본 연구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의 이용을 고령자에
게 직접적으로 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고령자를 확보하여 직접 그들에게 사용을 권해보는 것이 또 다른 방
안이 될 수 있다.
셋째, 경로당, 노인회 등 지역 고령자 단체 혹은 모임을 이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 고령자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지인에게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취업센터나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사용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특정 모임 혹은 단체 내 한 명만 애플
리케이션을 통해 도움을 받아도 집단 내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고자 하는 시도
가 훨씬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비슷한 지역에서 구직 활동을 하거나, 근무
중이거나, 퇴직을 한 경우라면 각자가 처한 상황 또한 유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 카테고리 보완 및 사례 데이터 강화
본 연구는 사용자가 어느 정도 확보된 이후에는 사용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아 기존의 카테고리를 보완하고 사례 데이터를 강화하고자 한다. 현재는 대분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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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내에서 한정된 정보를 다루고 있는데, 사용자의 사례 데이터를 수합하고 사용자
경험에 따른 피드백을 받은 후에는 외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구체적으로 노동
계약서를 작성하는 법 등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보완할 것이다.
특히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부족한 점에 대한 의견을 묻고 대분류 및 소분류 정보를
추가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현재는 워크넷, 생활문답지식 버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례 카테고리를 구성
했으나 오류가 많은 탓에 이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이용자가 동의한다면
실제 사례에 더 가까운 데이터를 확보하고 사례 데이터를 강화할 것이다. 본 연구가
애플리케이션 출시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한다면 좀 더 생생한 사례를
담을 수 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처우의 문제나 해결방식의 변화 등도 꼼
꼼히 다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 사용 피드백 결과 반영
본 연구는 자영업자, 단시간 근로자 무직 등 다양한 직업 상태에 놓여있는 50대 이
상의 사용자 5명에게 ‘슬기로운 노동생활’ 애플리케이션을 일주일 간 제공한 다음 면
담을 통해 사용 후기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조사하였다. 설문참여자 5명 모두 노동 법
령 정보, 취업 및 구인구직 관련 정보, 고령자 차별금지법 관련 정보를 찾아보는 데
에 있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본 경험이 없으며, 직접 고용센터 및 구청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보를 찾아보는 편이라고 답변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다섯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슬기로운 노동생활’ 애플리케이션이 제
공하는 기능에 대한 의견을 수합하였는데, 첫 번째로 ‘원하는 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본 경험이 없어서 정보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혼란스러웠다는 답변 또한 존재하였다.
구체적으로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책갈피 기능의 경우에, 법령정보를 책갈피에
추가했을 때 어느 화면으로 이동하여 책갈피 목록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두 번째로 ‘정보가 일목요연하고 구체적이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사
례별로 나누어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 세 번째로
‘정보가 다양하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현재 제공하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으며,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설문참여자들의 경우 고령자 일자리에 관심
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 중에서도 직업능력 교육 지원과 관련한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며 해당 부분에 대한 정보가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뿐
만 아니라 현재 제공하는 정보 외에도 직장 내 따돌림 문제에 관한 대처나 대응방안
을 소개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지원 내용에 있어서
“서비스 승인일로부터 3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는 3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등의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이 사용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인지 확
인할 수 있게끔 맞춤형으로 정보가 제공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네 번째로 ‘정
보가 정확하고 원하는 정보를 제대로 얻을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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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련 기관들을 소개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설문
참여자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그러나 기관 정보를 눌렀을 때 바로 인터넷 웹사이트
로 연결되는 기능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더불어, 고령자들이 정보를 검색
할 때 대부분 기관에 직접 전화로 문의하기 때문에 관련 기관을 소개할 때 전화번호
도 추가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다섯 번째로 ‘정보 수집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었다’
는 항목에 대해 모든 설문참여자가 긍정적으로 대답하였으며, 설문에 참여하기 이전
까지는 모바일로 이런 형태의 교육을 제공받아본 적이 없지만 매우 편리하다고 느껴
향후에는 주변에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설문참여자들은 본 연구의 ‘슬기로운 노동생활’ 애플리케이션에서 가장 특징적인 기
능으로 법령정보 제공 외에도 백문백답 서비스, 음성 출력 기능, 법령정보 공유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선정하였는데, 어느 하나의 기능으로 답변이 치우치지 않았으며 전
반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의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백문백
답 서비스의 경우 어려운 법령정보를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 좋았다는 의견, 음성 출력 기능의 경우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알고자 하는
내용을 바로 알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 법령정보 공유 기능의 경우 말로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정보 자체를 공유할 수 있어 주변 사람
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슬기로운 노동생활’ 애플리케이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선이 필요
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 애플리케이션의 색상과 이미지 등 화면 구성에 있어서
본문의 끝을 표시해 달라는 의견, 본문에서 메뉴 화면으로 돌아가는 아이콘을 크게
표시해달라는 의견, 본문 외에 메뉴 화면에서도 글씨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거나, 글씨 크기 자체를 고령자가 보기 편하게 키워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법령정보 메뉴 화면에서 대분류와 소분류 간의 관계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다는 의
견이 다수 존재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소분류 내에 번호를 부여하여 해당 정보들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거나, 대분류에 대응하는 소분류에 각각 서로 다른 색깔을 부
여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그 외에 법교육 애플리케이션이지만 법령정보를 제공하
는 데에 그치지 않고 고령자 일자리와 관련해 구인구직 서비스를 알선해주는 등의 서
비스가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또한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 기간 내에 수정이 가능한 부분은 애플리케이션에 반영하였으
며, 시간이 보다 소요되는 작업은 연구 종료 이후에도 장기간에 걸쳐 개선하고자 한
다. 우선 법령정보 상으로 관련 기관에 대한 전화번호까지 안내해주면 좋겠다는 의견
을 반영하여 기관의 연락처 정보를 본문에 추가하였다. 또한 본문에서 메뉴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아이콘을 법령정보 상세화면의 우측 상단에 화살표 형태로 추가하였
으며, 본문 외에도 모든 글자 크기를 일괄적으로 확대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향후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사용법을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는 의견을 반영하여, 기능상으로 시작 화면에서 메뉴 화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새로운
화면을 추가해 애플리케이션 내 기능과 아이콘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자 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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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있어서 ‘직장을 다니지 않는다면, 주목!’ 대분류 하의 ‘취업하고 싶은데 어디에
서 도움받을 수 있나요?’ 소분류 정보에 고령자 구인 구직 관련 정보를 추가할 예정
이며,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주목!’ 대분류에 직장 내 따돌림 관련 정보를 소분류로
새로이 추가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대분류와 소분류 정보를 일괄적으로 안내하는
현재의 UI에서 사용자 개인의 직업 상태를 먼저 물어본 다음 그에 맞는 맞춤형 정보
를 상황에 맞게 안내하는 UI로 개선할 예정이며, 실제 고령자 일자리를 알선하는 서
비스까지 추가하여 고령자 노동 문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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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개발기술의 개요

제 1절 기술개발 기획의도 및 목적
가. 기획의도
1) 수면 부족은 체중 증가, 비만,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기분 장애 등 신체적
정신적 질환의 문제를 야기한다.
2) 현대인의 상당수는 수면에 있어서 양과 질의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3)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이유 중 취침 시간 전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문
제가 있다.
4) 스마트폰 사용 자제를 위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사용자가 직접
수면을 관리하고 의식적으로 수면에 드는 건강한 수면 습관을 기르도록 유도하고자 한
다.
나. 기획목적
하루는 24시간의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신체 내부의 시계는 24시간보다 조금 긴 주기
에 따라 움직인다. 신체의 내부의 주기와 외부의 주기가 달라지며 시간 차이가 축적이
되면 신체 내부의 주기는 외부의 주기를 역전한 상태가 되며 이는 신체가 최적의 기능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리듬이 흔들리고 신체적 이상 증상으로 번질 수 있다.
하루를 24시간의 주기를 맞추기 위하여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규칙적으로 자리에 들고
7시간 이상 수면을 한 뒤에 아침 해가 있는 시간대에 기상하여 해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
는 것이다. 그러나 폭넓은 사용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직접 수면의 목표인
수면 시작 시간을 설정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아침의 기상 시간은 사용자가 의도치 않게
수면에서 깰 경우 또는 아침 일정이 달라질 경우를 고려하여 본 어플리케이션은 취침에
드는 시간만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유도한다.
다. 기대효과
사용자가 설정한 수면 시작 시간의 전후 한 시간에 수면 시작 버튼을 누른다면 사용자
는 주기적으로 수면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 아침 기상 후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질문을
한 뒤 사용자의 수면에 따라 보상과 처벌을 부여한다.
1) 어플리케이션 상 처벌은 주어진 보상을 회수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긍정적 피드백을
강화하여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규칙을 지켜 수면에 들며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는 효과
를 기대할 수 있고 사용자가 숙면을 취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2) 매일의 수면의 시작 시간과, 수면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간의 차를 구한 수면의 양을
그래프로 제공한다. 사용자는 시각적인 정보를 통해 자신의 수면 생활을 돌아보고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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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방향을 의식적으로 고안하도록 할 수 있다.
3) 어플리케이션 내부에서 제공하는 "메일박스"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생각을 정리하고
긴장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로써 보다 편안하게 잠에 드는 효과를 제공한다.

제 2절 기술개발 현황 및 배경
가. 수면 어플리케이션 시장 조사
수면장애는 현대사회의 흔한 질환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도에 불면
증을 진료 받은 환자의 수만 60만 명에 달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는 미국
의 소아 34.1%, 고등학생 74.6%, 성인 32.5%가 충분하고 규칙적인 수면을 취하지 못하
고 있다고 밝혔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환
자는 전세계적으로 급증했다. 이렇듯 수면과 관련한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
면서 수면을 도와주는 제품의 산업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프로프쉐
어(Profshare)에 따르면 2018년 글로벌 수면 보조 제품 시장은 659억 달러로, 2020년
시장 규모는 751억달러(약 92조원)에 달한다. 향후 산업 규모는 2026년까지 1115억달러
(약 137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침구류와 의료 제품 및 서비스 중심의 기존 수면산업 뿐만 아니라, IT기술과
결합한 슬립테크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 업체 글로벌마켓인사이츠는 세계 슬립
테크 시장 규모가 2021년 150억 달러(약 17조원)에서 2026년 321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손목에 차는 스마트워치를 통해 사용자의 수면의
질과 수면 시간을 측정하고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한다. LG유플러스와 파나소닉 등은 손
목이나 이불 및 loT(사물인터넷) 센서로 수면의 질을 측정하고 에어컨, 조명 등을 수면에
최적화되도록 자동으로 제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앱스토어의 스마트폰 수면 어플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1. ASMR 소리 및 편안한 음악을 제공
2. 명상 안내
3. 수면 주기를 확인하고 관리
4.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며 생각 정리를 도움
기존의 수면 어플리케이션을 위의 네 가지 분류에 따라 분류를 시도한다.
Headspace는 1번과 2번을 결합한 형식으로, ASMR 소리와 달리는 기차와 같은 영상
을 보여주며 명상을 이끄는 어플이다. 애니메이션과 오디오 명상 가이드를 통해 수면을
방해하는 잡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Calm은 1번과 2번을 결합하고 이야기를 추가한 어플이다. 유명 연예인의 목소리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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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이야기를 읽어주는 동시에 자연 경관의 이미지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누군가 곁
에서 재워주는 듯한 경험을 제공한다.
Sleep Cycle은 3번 형식으로 기기의 가속도 센서를 활용하고 코골이 소리와 기침 소리
를 추적하여 정확한 수면 패턴을 측정한다.
Sleep Town은 3번 형식에 아이템 보상을 주는 방법을 활용한다. 사용자가 수면 전에
수면 버튼을 누르고, 기상 시간 전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수면 주기를 관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Reflectly는 4번 형식으로 잠들기 전 하루를 되돌아보는 질문을 통해 생각 정리를 도와
준다. 기분을 기록하고 다스릴 수 있는 감정 다이어리 기능이 있어 생각을 정리한 후 가
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의 수면 어플리케이션을 참고하여 편안한 음악을 기반으로 수면의 주기를 관리하
고 일과를 정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도록 한다.
나. 개발 목표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수면 문제를 겪고 있다.
더자람은 이들이 스스로 건강한 일상의 리듬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다.
개발된 어플은 사용자가 현실에서 찾기 힘든 수면 생활 메이트를 가상의 캐릭터로 보여
주고, 적절한 수면을 위한 스스로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아름답고 신비한 생물 아이템
을 선물할 것이다. 또한 단기간의 수면 기록과 피드백을 제공하고 저장되지 않는 편지지
기능을 통해 마음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더자람은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들이
적절한 양의 규칙적인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어플을 개발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다. 마케팅 전략
아래 표의 SWOT 분석에 기반하여, 심리적 치유감과 즐거움을 주는 이미지와 음악, 그리고
사용자와 수면 패턴을 공유하는 캐릭터와의 상호작용을 우리 어플의 차별점으로 내세워 마케
팅하고자 한다. 슬립테크가 성장하며 수면과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어플들이 많이 등
장하고 있지만 최근의 소비자들에게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제품의 기능성보다도 디자인
과 간결하고 핵심적인 기능이다. 복잡하고 너무 많은 기능들은 오히려 사용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특히나 심리적 편안함을 필요로 하는 수면 관련 어플리케이션은 기능을 간소화하는 대
신 사용자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총체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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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분석>

Strength

힐링되는 이미지와 음악,
캐릭터와의 상호작용

Weakness

사용자의 유입, 대체 가능한 기능

Opportunity

수면에 대한 관심 증가와
성장하는 슬립테크

Threat

전문화된 기술을 가진 경쟁자의 증가

사용자가 일정 기간 무료 체험 후 유료로 전환하는 방식, 최초 결제 후 영구적 사용이 가
능하게 하는 방식, 월 단위 구독을 통해 구독료를 지불하는 방식 중 선택하도록 한다. 이러한
일차적인 수익 창출 구조에 더해, 새로운 어플 내 캐릭터와 배경, 음악이나 추가적인 서비스
를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차적 구조를 계획한다.

제 2장 개발목표 및 개발 내용
제 1절 기술개발 목표
가. 최종 목표
본 기술개발 사업은 규칙적인 수면을 통해 건강한 수면패턴을 생성하고 수면을 적극적
으로 준비하고 수면의 방해요소가 될 수 있는 스마트폰을 자발적으로 자제하여 사용함으
로 자연스럽게 수면에 들 수 있도록 유도한다. 자신의 수면을 건강하게 관리함으로써 수
면의 인식 개선 및 실질적인 수면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나. 기술개발 목표 변경사항
수면 시작 버튼 클릭 이후 스마트폰을 자동적으로 감지하는 부분은 사용자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응답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스마트폰을 강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수면을 유도하는 다른 유효한 어플리케이션과 콘텐츠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여 역효과
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아침에 어젯밤 스마트폰 사용을 비롯해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스마트폰 사용 자제를 자발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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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세부 개발 내용 및 방법
가. 기술개발 추진 방법 및 전략
1) 기술개발 추진 방법 및 전략
1단계: 정신의학전문의와 상담가 중심으로 수면 장애 사례 수집
가. 수면의 문제를 겪는 사람을 연구하고 상담하는 전문가에게 자문 구함
나. 수면 장애를 겪지 않는 2030세대에게 대면으로 수면 환경과 수면 패턴을 조사
2단계: 개발 목표 설정 -> 수요조사를 통한 최종 기술 구현 목표 설정
가. 사용자 UI, 기능 표현
3단계: 개발방법 -> 수면 장애 개선을 위해 유효한 기능 선정 후 선 디자인 후 개
발 보수의 방식 추진
나. 세부 개발 사항
1. 튜토리얼
처음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에 열게 되면 다음과 같은 튜토리얼 과정을 거친다. 사
용자는 튜토리얼 과정을 통해 이 어플리케이션의 목적을 파악하고 사용법을 익힌다. 사
용자는 본인이 목표하는 수면 시간을 설정한다.

이렇게 설정한 목표는 어플리케이션 내에 저장되며 이후로 사용자가 수면을 체크할 때는 이
목표에 기반하여 기록된다. 목표 수면/기상 시간은 이후에도 설정 탭에서 바꿀 수 있다. 튜토리
얼을 마치면 사용자는 메인화면으로 이동한다. 가장 처음 사용할 경우 사용자에게 어플리케이션
의 구상과 배경을 설명한다. 사용자가 수면을 기록함으로써 이 섬에 해가 뜨고 달이 지며 또는
낮이 끝나고 밤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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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인화면
메인 화면은 섬과 좌측 상단의 발광체로 이루어진다. 이 발광체는 표면적으로는 낮과
밤의 배경을 전환하고 기능상으로는 사용자의 수면을 기록한다.
메인 화면에서는 사용자를 대변하는 캐릭터가 등장한다. 이 캐릭터는 어플리케이션 메
인 화면에서 항상 존재한다. 화면 좌측 상단에는 해 또는 달이 존재하게 되는데, 사용자
는 잠이 들기 전에 해 아이콘을 클릭해서 수면에 드는 시간을 체크할 수 있고 아침에 일
어난 뒤에는 달 아이콘을 클릭해서 기상 시간을 기록한다. 튜토리얼에서 저장했던 시간
과 대조하여 취침 또는 기상시간이 목표된 시간과 1시간 이상 차이 나지 않으면 이 어플
리케이션은 사용자가 규칙적인 수면을 했다고 판단한다. 규칙적인 시간에 잠에 들고 일
어난 후 기상 버튼을 누른다면 화면의 섬에는 새로운 생물이 찾아와 섬을 장식한다. 그
러나 규칙적인 수면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금까지 찾아온 생물체들이 차례대로 떠나게
되며 캐릭터는 전날 밤의 수면 상태를 일부 반영하는 표정과 모션을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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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캐릭터
캐릭터를 디자인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감정이 잘 드러날 수 있을 것

.

사용자가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외모일 것

.

어플리케이션의 테마인 섬의 주제와 어우러질 것

.

어플리케이션의 기본 색상인 보라와 짙은 파랑색의 계열일 것

이에 따라 총 세 차례 디자인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가장 왼쪽의 단계의 캐릭터에서 가장 우측의 단계인 캐릭터로 수정하였다. 가장 처음
단계의 캐릭터는 섬의 외계인과 같은 형태로 성별과 나이를 알 수 없도록 디자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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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표정과 모션을 보여주기 적합하지 않아 수정하였다. 두 번째 단계의 캐릭터는 섬
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극대화하기 위해 요정과 같은 형태로 디자인하였다. 그러나 피드
백을 받은 결과 무섭게 느껴질 수 있어 사용자가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수정된 캐릭터는 보라색의 바탕으로 초록색 눈을 지닌다. 표정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얼굴의 크기가 신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캐릭터의 모티브는 달토끼와
외계인을 엮었다. 감정을 지니지만 특정 생물로 귀결되지 않도록 디자인하였다. 눈을 통
하여 수면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캐릭터는 총 네 단계로 나눠진다. 가장 최적의 상태로 수면을 이루었을 경우부터 가장
피곤하고 졸린 상태까지 사용자의 전날 기록을 바탕으로 반영이 된다. 가장 최적인 경우
는 연속으로 3일 이상 규칙적으로 수면하는 경우이며, 그 다음은 1-3일 동안 수면을 규
칙적으로 할 경우이다. 섬에 생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전날 수면으로 한 생물이 섬을
떠나면 3번째 단계의 표정이며 모든 생물이 떠나간 상태인 날에는 가장 마지막 단계의
표정을 보이게 된다. 섬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시작된 다음날부터 다시 왼쪽에서 두
번째 상태인 보통의 상태로 돌아가 사용자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어플리케이션 상에는 추가적으로 캐릭터의 불규칙적인 움직임을 추가할 계획이며 사용
자가 캐릭터를 터치할 경우 반응하는 모션을 보충할 것이다.

4. 메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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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의 좌측에 위치하는 보라색 바는 메뉴를 불러오는 바이며 이 바를 오른쪽으로 당
기면 전체 메뉴 항목이 등장한다. 각 메뉴를 통해 세부 화면으로 이동하며 가장 위의
"Main"에서 기본 화면인 섬의 화면으로 돌아온다.
5. 수면 기록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면 그래프를 생성한다. 수면의 그래프는 수면의
양과 수면의 시작 시간을 기록한 것이다. 수면의 시작 시간의 그래프에는 사용자가 지정
한 수면의 목표 시간 주위로 띠가 그려질 것이며 그래프의 세로 축은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에 따라 다르게 조정된다. 수면의 시작과 종료를 기록한 날에는 당일의 수면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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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글로 제시된다. 수면의 기록은 오늘을 포함하여 직전 이틀 동안 기록된다.
6. 생물 보상

수면을 규칙적으로 수행할 경우 섬에는 새로운 생물이 찾아온다. 생물은 식물과 동물
이 섞인 형태이며 총 여섯 가지의 생물이 있다. 생물의 상태(왼쪽) 를 클릭하면 생물의
세부적인 설명과 이미지가 카드의 형태로 등장한다. 생물의 상태는 생물의 이름과 간단
한 설명, 그리고 생물이 섬에 머무른 날짜를 더하여 보여준다. 첫 번째 생물인 구름 나무
를 제외하고 다른 생물은 반드시 직전의 생물이 존재하는 상태에서만 새로 찾아올 수 있
다. 즉 새로운 생물이 도착하기 위해서는 연속적으로 잠을 잘 이루어야 하며 연속적으로
수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장 최근에 찾아온 생물이 떠나게 된다.
생물은 총 여섯 가지이다. 왼쪽 상단부터 순서대로 구름나무, 세잎 꼬리 다람쥐, 장미
버섯, 별돌곰, 물방울풀, O-사슴이며 왼편의 그림과 같다. 섬에 찾아오는 생물들로부터
작은 숲의 생태계를 떠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생물을 구성하였다. 생물이 전부 섬에 도
착한 경우의 그림은 오른 편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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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메일 박스

사용자가 수면을 위해 생각을 정리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편지를 쓰는 기능
이다. 사용자는 편지를 쓰는 주체와 받는 대상, 그리고 내용을 입력한다. 이 메일은 저장
되지 않으며 실제로 발송되지 않지만 사용자가 전송 버튼을 누를 때에는 화면이 지워지
고 전송의 모션이 등장한다. 사용자는 이를 통해 해소되지 않는 갈등을 간접적으로 직면
하고 해소하는 과정을 거치며, 자기 자신에게 쓰는 편지와 같은 형태로 마음을 다스리는
데에 효과를 줄 수 있다.

제 3장 성과요약 및 기대효과
제 1절 핵심 개발성과 독창적 핵심 기술
본 어플리케이션은 캐릭터와 사용자 간의 관계성, 수면 기록과 생물 상태, 메일박스 등
수면을 유도하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의 종합적인 관계가 다른 수면 어플리케이
션 간의 차이를 만든다. 사용자에게 강력한 보상으로 동기부여를 하기보다 긍정적인 피
드백을 통해 자발적으로 수면을 준비하게 하며 낮과 밤 사이의 유기적인 연결을 간접적
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제 2절 사용 방법
사용자는 왼쪽에 위치한 보라색 메뉴 바를 오른쪽으로 당긴 후 원하는 메뉴로 들어간
다. "Sleep Log"에서 수면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Life Status"에는 현재 섬에 도착한
생물들과 생물이 지속된 날짜를 확인한다. "Mail Box"에서 자유롭게 편지를 쓰고 생각을
정리한다. "Settings"은 음악 조정, 언어설정, 수면에 드는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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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us" 에서는 이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목적과 개발자인 연구지원사업 수행자에 대
해 설명한다.

제 3절 기대효과
사용자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잠이 차지하는 밤의 시간은 낮과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일부가 되며 양질의 수면이 다음 날의 양질의 활동을 위한 조건임을 인식하게 된
다. 의식적으로 수면생활을 규칙적으로 수행하면서 사용자는 건강한 수면패턴을 얻으며
하루의 주기에 따라 자연스럽게 수면에 들고 기상한다. 양질의 수면으로 신체와 정신의
건강이 회복되어 사용자가 최적의 상태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제 4절

향후 추진 계획

1) 언어 설정 추가 개발중국어, 프랑스 개발 계획
2) 수면 유도 음악 추가배경음악을 넘어서 수면을 유도하는 수면유도음악과 ASMR 추가
3) 사용자 데이터 저장 방식 보충서버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의 기기에 저장
4) 수면 리포트에 보충할 제안사항 추가 심리자문과 정신의학과 자문, 수면유전검사리포
트의 내용을 기반으로 수면을 향상시키는 정보 제공

※ 본 어플리케이션의 기획은 학부생연구지원사업 참여 인원인 윤자현, 박시영, 박윤수와 서
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김은혜 학우님이 공동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본 보고서의 의학 기반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이헌정 교수님의 자문을 받아 이루어졌으
며 심리학 기반은 마음엘 심리상담센터 황정은 소장님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외에 개인적
인 수면 경험을 공유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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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무 보호 관련 인식 강화 방안 및
안무 저작권 관련 계약법 검토

2020

년 1월 - 2021년 10월에 발매된 한국 대중가요를 중심으로

이 작품은 2021년도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부생 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결과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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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배경

한국의 대중음악 (이하 ‘케이팝’) 산업에서 아이돌 그룹의 무대를 보다
화려하게 선보이기 위해 퍼포먼스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퍼포먼스 중 아이돌이 노래하며 추는 안무 특히 주목을 받이 받으며,
동영상 플랫폼의 활성화로 대중들이 안무를 따라 추는 ‘커버 댄스’나
핵심 안무의 ‘챌린지 영상’이 음원 바이럴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중들은 특정 케이팝 노래의 안무가, 그리고 안무의 저작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안무가의 경우, 작사가나 작곡가, 프로듀서와
달리 노래가 발매되는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따로 이름 표시가
되지 않고, 노래 발매 이후 노래의 안무에 대한 저작권료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는다. 연구 범위인 2020년부터 2021년도를 고려하면 안무가들은 주로
창작에 참여한 안무를 개인 SNS에 업로드하며 기록한다.
이름표시뿐만 아니라, 저작권 인정 여부조차 불확실하다. 현재 국내
저작권법에 따르면 안무 저작권이 적용될 수 있는 무용저작물’은
연극저작물의 일부로 포함이 되어 있다. 연극저작물로 인정되는 연극이나
무용은 실연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저작권과 차이가 있는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에 속하며, 많은 이유로 실질적으로 저작권을 인정받고, 나아가
저작권료를 지급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심지어 무용 저작물 관련
판례가 많지 않아, 선례를 통한 안무 보호 범위나 한계에 대한 고찰이 어렵다.
안무가들의 안무 보호를 위해 각종 인터넷 매체로 정보 전달, 안무 협회 설립
등을 통해 이슈를 완화하고자 한 행동들이 지속적으로 있었다. 그러나, 업계
내에서 어느 정도 고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던 절차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기는
어려웠다. 이에 따라 안무가 개인이 본인 안무에 대한 정당한 법적 보호를
위해 진입 장벽이 높을 수 있는 법률, 특히 계약 관련 인식 변화부터 시작하여
권리 인정을 위한 노력들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75

0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필요성

최근까지의 선행연구는 저작권법을 중심적으로 관찰하면서 관련 판례나
사례로 근거하며 무용저작물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그러나,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안무 저작권 문제로 소송까지 이어진 문제는 극소수에 그치기에
선행 연구의 주제나 논점이 다소 반복적인 면이 있으며, 특히 대중음악
산업의 경우 안무가들이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안무 작업을 하는 데에 있어
법적인 문제 외에도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자세하게 파악한 바가 없다.
따라서, 안무 저작권에 대한 보다 핵심적인 논의를 위해 안무가의 경험 중
저작권 관련 문제뿐만 아닌, 연결이 되는 사회적, 조직적 측면을 관찰할
필요성이 있다.
다시 말해,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으로, 조직적으로
지속된 문화에서 저작권, 권리 인정과 관련된 다른 연결점을 발견할 수 있을지
탐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론적으로 제안된 다양한 개선 방법 중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려운 부분을 짚고, 댄서나 안무가들이 느끼는 법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 선행연구 중에서 법률 개정 이전에 인식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강한 점을 참고하여, 이러한 인식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
안무가의 목소리를 키울 수 있도록 당연히 보호가 되는 권리를 되짚으며
이룰 수 있는 변화를 안무가의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저작권법 검토를 시작으로 선행연구 검토, 인터뷰 및 설문조사 진행,
문헌과 매체를 참고하며 안무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의 근원을 탐구하며 업계
종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파악하고, 안무 보호 인식 강화 방안을
구상하고자 한다. 또한, 안무가들이 작업 의뢰를 받고, 승인 후 진행하는
절차의 공식적 시작점인 계약서 작성 및 체결 단계에서 발생하는 현황을
살피며, 법뿐만 아니라 문제로 작용되는 사회적 요소에 대해 관찰한 이후,
도출한 문제점의 방향성을 설명하며 안무가의 권리를 명확히 나열하고,
저작권 인정을 위한 행동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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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론적 배경 안무와 저작물의 정의
국내 저작권법 제4조 제3호는 무용을 연극저작물로 분류하며,
“춤”, “무용”, “안무” 세 핵심 용어의 관계는 좌측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조영인: 2018). 춤은 ‘움직임’과 공통적으로 사용되며,
무용은 인간의 감정과 사상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안무는 창작자가 실연자의 실연을 위해 무용을 창작하고
구성하는 일, 또는 그것을 가르치는 일로 의미가 좁혀진다.

안무저작물은 신체로 인간의
감정과 사상을 독창성을 가지
고 표현하는 형태로 인간의 본
질인 감정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조영인: 2018)

저작물의 성립요건

국내 저작권법에서 명시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그렇다면,
'창작물'을 '창작성을 지닌 결과물'로 정의를 하면 창작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법원에서 "창작성(creativity)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이 아닌,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이 점에서 안무와 무용은 창작성을 지닌다. 안무가는 이미 오랫동안 사용된 동작, 또는 안무를
창작하는 시점에서 유행하는 동작을 유지하거나 조금 변형하여 안무를 창작하기 때문에 춤
동작은 완전히 독창적일 수 없다. 최우령의 연구에 의하면 "각 장르에서의 기본적인 스텝이나
전형적인 춤 동작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창조적 변형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창조적 개성이
발현된 안무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창작 안무에서 안무가만의 표현이
동작의 연결, 그리고 실연자 배열 등으로 드러나는 점에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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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배경 안무저작물

안무저작물 성립요건

무용과 연극이 명백히 다른 특징을 가진 이유로 무용을 연극저작물에서
분리하여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의 선행 연구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용은 아직 연극저작물로 포함이 되며, 안무저작물만의 성립요건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을 제공하기
위해 학술적으로 아래와 같은 제안을 참고할 수 있다.
저작물 자체는 단순한 사실이나 정보의 나열이 아닌 창작자의
1
감정이나 사상을 담아 표현하는 것이다.
춤을 구성하는 동작, 스텝의 변형 등 안무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스토리가 표현된다면 창작하는 안무가만의 독창성
2
있는 작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3

미국에서 무용 저작물은
저작권청이 정의하는 안무
작품에 해당되는, 독창성을
지닌, 무보나 영상물에
고정된 형태여야 한다
(이호신: 2019). 이러한 성립
요건은 무용저작권이
개별적 동작에 부여되는
것이 아닌, 연결되어 있는
일련의 무용 동작과 유형을
보호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 즉,
연속되는 무용 동작이
작품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고정화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권리의 객체가 된다.

안무저작물 관련 사건 및 판례
2011

2012
2013

2014
2021

가수 시크릿 '샤이보이' 안무 저작권 인정: 한 방송댄스 학원에서
해당 안무를 가르치고, 영상을 찍어 영리 목적으로 업로드한 저작권
침해 사례로 안무가가 저작권침해 금지 청구소송 승소.
방송출연료 인상, 저작권료 징수 등 목적의 '방송댄스협회' 설립.
가수 싸이가 브라운아이드걸스의 '시건방춤'을 '젠틀맨' 후렴에
사용하고자 해당 곡의 안무가 야마앤핫칙스 측에 저작권료 지불.
'한국안무협회' 설립.
'사단법인 안무창작가협회' 설립을 위한 온라인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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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론적 배경 문제 제기

심정민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무용계에서
무용저작권, 무용저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와
논의는 아래 네 가지 논점 때문에 미흡하다.
무용 업계의 크지 않은 경제적 규모
무용저작물에 대한 규정의 부재
업계 종사자들의 인식 부족
무용예술 자체의 추상성과 한계성에
의한 규정의 어려움

무용저작물 경제적 규모
특성
권리 보호
관련 논의가
미흡한 까닭
인식 부족
규정의 부재

특히 업계 종사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계약서 작성 과정 중, 혹은 저작물 소유 이후
안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최우령의 연구에서는
앞으로의 문화 시장의 규모를 생각한다면
장기적으로 안무가의 권리 보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규정이 생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행연구의 개선방안 제시 선례

신성아의 연구에서는 2015년 당시 안무가가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가 없는 점, 방송출연 횟수나 안무
저작물을 관리하는 신탁업체가 없는 점, 그리고 유튜브 등 동영상 재생 저작권료 책정이 되지 않는 점을
문제점으로 정리했다. 이 연구에서 제기한 문제점의 개선 방안으로 협회 활성화, 라바노테이션
(Labanotation) 등을 통한 안무 기록 활성화, 안무저작권 교육기관 활성화 및 안무가 의식 고취 등 안무를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러한 활동이 늘어난다면, 표준계약서 마련, 안무저작물 관리 신탁
업체, 그리고 무용저작물 유형 고정화 등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기대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라바노테이션
활용을 한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없었으며, 동영상으로 창작물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안무가들에게는
번거로운 추가 작업이 될 수 있어 해당 작업에 대한 피로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미 습관이 된 기록
방법을 활용한 개선방안이 보다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
다음, 용어 정의 문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영인의 연구와 공연예술경영: 개정판에서는
연극저작물의 명칭을 ‘공연예술저작물’, 그리고 연극저작물과 안무저작물을 하위 분야로 동등하게
분류하는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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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연구의 방법

업계 종사자 설문조사
안무가 인터뷰

저작권법, 계약법 검토

개선 방안 제안

연구의 범위

케이팝 장르의 ‘댄스 곡’은 발매
순간부터 고정된 안무가 있는
노래를 뜻한다. 이런 댄스 곡은
유튜브 등 플랫폼에서 뮤직
비디오, 컴백 쇼케이스 등의
형태로 안무와 함께 공개 되며,
활동 기간 중 실연을 하는 모든
무대에서 해당 안무를 똑같이
실연한다. 많은 경우 기획사에서
카메라를 고정시킨 채 아이돌이
안무를 추는 영상을 별도로
공개하기도 하며, 이런 영상은
커버 댄스를 촬영하는 자들에게
따라해야 할 안무 기준을 제공한
다.
따라서 이런 댄스 음악의 경우
노래와 똑같이 고정적인 형태로,
전곡 동안 확정된 하나의 안무와
동선이 존재하는 특징을 가진다.
한류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2000년대부터 2020년
현재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오직 퍼포먼스를 펼치는 아티스트에게 초점을
맞추는 데 중점"을 둔 STUDIO CHOOM
"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
연구 범위를 대중적으로 안무가
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커진
시기라고 판단한 2020년부터
2021년 10월까지연구 범위로
좁혔다. 이 중 대표적인 사례는
CJ ENM의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춤'에서 찾을 수 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CJ ENM은
국내외 K팝 팬들의 니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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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세분화되는 상황을
고려, 화려한 칼군무로
대변되는 K팝 퍼포먼스에
열광하는 이들을 위한 '맞춤
채널'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스튜디오 춤'을 새롭게 론칭"
했으며, "오직 퍼포먼스를
펼치는 아티스트에게 초점을
맞추는 데 중점"을 두었다.

03.

연구의 방법

아이돌 그룹의 활동 곡 안무부터
춤]의 [Artist of the Month] 'Got It' covered
기타 퍼포먼스 안무 콘텐츠에서 by[스튜디오
(G)I-DLE SOOJIN(수진) | December 2020 (4K)
찾아보기 어렵던 안무가의
유튜브 영상 일부. 우측 하단에 안무가 성함 (김세환,
김현진
)이 표시되어 있다.
이름을 대중적 콘텐츠 운영
채널에서 표시하기 시작하며,
안무가에게 새로운 조명이
비춰졌다.

안무 업계 종사자들에게
새로운 의의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의 목표 및 방법

스튜디오 춤 의 [BE ORIGINAL] CHUNGHA(청하)
유튜브 영상 일부. 최초로 아이돌 가수의
활동 곡에 퍼포먼스 디렉터, 안무가 등 퍼포먼스 참여
인원에 대한 흔적을 남기고, 해당 양식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
]
'Bicycle' (4K)

이 노력들은 2021년 2월, [BE 추가적으로 2021년 하반기에는
ORIGINAL] 콘텐츠 중 가수 청하의 Mnet의 '스트릿 우먼 파이터'
방영으로 안무 업계에 대한
'Bicycle' 퍼포먼스 영상부터
본격적으로 실행되었다. 해당 관심이 폭풍 상승했다. 방송
영상을 시작으로 아이돌의 활동 초기에 출연 인원이 창작한
곡 중 안무가뿐만 아니라, 가끔은 안무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며,
퍼포먼스를 함께 한 댄서까지 이로써 본격적으로 안무가나
언급하며, 대중도 가수와 더불어 댄서 중심의 문화가 형성되기
안무가, 댄서에 대한 관심을 갖게 시작했다. 2021년 현재 안무가
생태계 전반에 대한 연구로
된 시점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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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표는 크게 안무
저작권에 관한 업계 종사자의
인식 조사, 그리고 안무 저작권
실태의 개선 방안 마련이다.
인식 조사는 학생과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안무가 인터뷰, 온라인 매체를
통해 배포된 각종 기사 등을
참고하며 진행되었다. 또, 안무
저작권 실태의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사전적으로 저작권법 및
선행연구에 대한 공부부터,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며
계약법을 검토한 후, 안무가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정리하였다.

04.

분석의 결과 업계 종사자 인식 조사
연구 범위 내에서 아이돌 활동 곡 안무 작업에 참여한 안무가 네 명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그들이 실감하는 문제를 확인하고, 2021년 7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약
한 달간 안무 전공생 또는 춤 관련 진로를 확정한 비전공생, 프리랜서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저작권 관련 교육, 인식, 관심도을 파악했다.

안무 저작권 관련 인식 조사

설문조사에서는 성별, 연령대, 직업 정보 및 최종 학력을 확인하여, 학생의 경우 학업을 통한 저작권
교육 여부부터 관련 인식을 아래 볼드체 문항을 통해 확인하고, 기타 참여자들 포함 모든 관련 인식 조사
를
그 외 문항으로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안무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과 추가 의견 기입 문항으로
설문조사를 마무리했다. 설문조사 참여인원 중 6%는 춤을 전공하고 있는 고등학생, 44%는 춤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2%는 춤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 8%는 춤 진로를 정한 비전공생, 38%는
프리랜서, 2%는 연기자 지망생이었다. 아래는 설문조사의 주요 문항이다.
전혀 대체로
매우
그렇지 그렇지 보통이다 그렇다 그렇다
않다 않다

문항 (학생 대상 내용 및 문항은 볼드체)

다음 문항을 읽고, 자신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정도를 판단하여 선택해주세요.
1
2
3
4
5
6
7
8
9
10

나는 안무 작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시안, 교내외 수업을 위한 창작 등)
나는 전문 댄서 또는 안무가가 되고 싶다.
나는 학교에서 안무 저작권에 대한 수업을 들어봤다.
나는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안무 저작권에 대한 대화를 한다.
나는 지인들과 안무 저작권에 대한 대화를 한다.
나는 스스로 안무 저작권에 대해 검색해 보고, 알아본다.

나는 안무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안무 저작권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필요하고, 어떻게 사용
을 하는지 알고 있다.
나는 현재 안무 저작권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안무 저작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더 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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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분석의 결과 업계 종사자 인식 조사 결과
56%

설문조사 진행 결과, 참여 인원은 전반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인식, 그리고 본인 저작물의 보호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나는 안무가 저작권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 중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답변

48%

56%

나는 안무 저작권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필요하고,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알고 있다.

학생 중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답변

52%

프리랜서, 비전공생 중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답변

56%

나는 스스로 안무 저작권에 대해 검색해 보고, 알아본다.

학생 중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답
변

52%

프리랜서, 비전공생 중 '전혀 그렇
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답
변

프리랜서, 비전공생 중 '그렇
다', '매우 그렇다'의 답변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저작권이 언제 필요한 지 적극적으로 찾아 본 참여
인원은 많지 않았다.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관련
지식을 배운 경험도 많지 않았다. '나는 학교에서
안무 저작권에 대한 수업을 들어봤다'는 문항에서
72%가 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했다. 전반적으로 설문조사 참여
인원은 본인의 창작물에 대한 보호 방법을 잘 몰랐다.
스스로 저작권 관련 정보를 찾을 의지 또한 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주제에 대해 문제 의식이며, 관련
지식을 배울 의지가 드러났다. '나는 현재 안무
저작권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에 참여인원 전원 중 84%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는 답변을 했고, 프리랜서나 비전공생의 경우
지인과 관련 대화를 나누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모든 참여인원의 추가 정보를 얻고자
하는 니즈 또한 드러났다.
56%

프리랜서, 비전공 학생 중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답변]
나는 지인들과 안무 저작권에 대한 대화를 한다.

[

전체 설문조사 참여인원 중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답변]
나는 안무 저작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더 얻고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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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04.

분석의 결과 안무가 인터뷰
연구 범위 내에서 아이돌 활동 곡 안무 작업에 참여한 안무가 네 명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그들이 실감하는 문제를 확인하고, 2021년 7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약 한
달간 안무 전공생 또는 춤 관련 진로를 확정한 비전공생, 프리랜서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저작권 관련 교육, 인식, 관심도을 파악했다.

안무가 인터뷰

전문적으로 연예 기획사와 안무 작업을 이유로 협업을 한 경험이 있는 안무가를 대상으로 안무 의뢰
과정, 안무 작업 과정에 대한 경험과 니즈부터 저작권 인정이나 업계 전반적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방향성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이로 인해 계약 작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저작권이나 법과
관련된 안무가들의 오해 등 이슈를 파악하여 본 보고서의 핵심인 계약법, 저작권법 검토 중 특히
분석할 부분을 아래와 같이 추렸다.
안무가을 '업(業)'으로 삼으며
1. 내가 가진 권리는 누가 주장할 수 있는가?
2.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플랫폼으로 작업물을 기록하는데, 특히 주의할 것이 있으려나?
3. 안무 의뢰를 받은 나, 권리 보호를 위해 사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 계약 체결 과정
4. 계약서를 안 받아서 나도 따로 얘기를 안했다. 괜찮으려나?
5. 계약서 내용, 간단하게 훑고 서명해도 되겠지?
6. 계약서를 읽어 보니 변경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물어보기가 조금 애매하다. 어떡하지?
7. 계약... 법... 다 너무 어렵다.
▪ 저작권 인정
8. 저작권 소유, 나한테 꼭 필요한가?
9. 안무는 음악 위에 입히는 것인데, 2차 저작물이라 저작권 인정이 어렵지 않나?
10. 저작권 인정을 위해 현재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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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결과 안무가의 권리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토대로 안무가들에게 해당되는 계약법에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내용은 안무 보호를 위해 안무가 차원
에서 할 수 있는 노력, 그리고 법적으로 이미 보장되는 범위에 대한 것이다.
내가 가진 권리는 누가 주장할 수 있는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이 있다. 안무가 및
댄서 모두 본인의 안무 보호를 주장할
권리가 있고, 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보호받기 어렵다. 예링의
법언처럼 나의 권리는 내 스스로가
챙겨야 하는 것이며,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이 챙길 의무가 없다.
그것이 법의 원칙이다.
"

Those who sleep on their rights
are not protected.
-

루돌프 폰 예링 (Rudolf von Jhering)

결국 본인의 권리는 본인이 챙겨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안무 업계에서 모든 안무가들이
걱정 없이 권리를 주장하고, 이를 위해 힘을 쓰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연예기획사와 안무가가 협업을 할 시 안무가가 '을'로 취급되고, 그런 측면에서 권리 보호나 계약 조항에
대한 이의 제기 등을 섣불리 했다가 개인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수 있고, 안무 업계에서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계약 관련 이의 제기를 할 경우에도 기획사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는 등 변화는 없지만 불편함이 발생한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물러서는 자유도 개인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안무가들이 한 번, 두 번 더 목소리를 내며 이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조금씩 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그렇지만 그 안무가들의 목소리로 모든 안무가 개개인의
권리가 보장받기 위해서는 안무가 모두가 권리 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야 기획사도 일관적인 태도로 안무가를 존중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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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토대로 안무가들에게 해당되는 계약법에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내용은 안무 보호를 위해 안무가 차원
에서 할 수 있는 노력, 그리고 법적으로 이미 보장되는 범위에 대한 것이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플랫폼으로 작업물을 기록하는데, 특히 주의할 것이 있으려나?
안무가에게 기본적으로 셀프 마케팅(self-marketing)이 중요하다. 안무 작업을 하면 안무가의 이름은
눈에 띄는 곳에 표기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안무가 본인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스타일의
춤을 추는지, 어떤 아티스트와 작업을 해왔는지 등 본인의 커리어를 온라인 SNS 플랫폼을 통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중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플랫폼은 인스타그램이며, 유튜브나 틱톡까지
운영하는 안무가들이 있다. 그만큼 업에 있어 인스타그램 등 플랫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사용하는 플랫폼에서 음악 사용, 춤 추는 행위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약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작권 등 이유로 게시물이 업로드되지 않거나, 업로드 이후에도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올린 콘텐츠가 피드에 계속 노출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약관에서 플랫폼
가입자들의 권리가 어떻게 제한, 활용되거나 배포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예시로 인스타그램, 유튜브와
틱톡의 약관 중 저작권에 해당되는 부분을 일부 발췌했다.
귀하는 다른 사람의 사생활 정보 또는 기밀 정보를 허가 없이 게시할 수 없으며 지적
재산권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예: 저작권 침해, 상표권 침해,
모조품, 해적판)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귀하는 관련법의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예외 또는 제한 사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공유하기 위한 모든 권리를
소유하고 있거나 얻었음을 진술합니다. [...]"
"

"Use of music for commercial or non-personal purposes in particular is prohibited unless
you have obtained appropriate licenses."
,
.
"If you post content that contains music owned by someone else, your content may be
blocked, or may be reviewed by the applicable rights owner and removed if your use of
that music is not properly authorized."
,
.

관련 라이센스를 보유하지 않는 이상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목적으로 음악을 활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다른 사람이 소유한 음악이 적용된 콘텐츠를 업로드하면 해당 콘텐츠는 차단되거나
음악 사용 허가가 되지 않았을 경우 삭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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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토대로 안무가들에게 해당되는 계약법에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내용은 안무 보호를 위해 안무가 차원
에서 할 수 있는 노력, 그리고 법적으로 이미 보장되는 범위에 대한 것이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플랫폼으로 작업물을 기록하는데, 특히 주의할 것이 있으려나?
공정 사용이란 무엇인가요?
공정 사용이란 특정 상황에서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저작권 보호 자료를 재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법적 원칙입니다.
미국에서는 법원만이 공정 사용의 적합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원칙에 따라 사례별로 공정 사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 사용 목적 및 특성
• 저작권 보호 자료의 성격
• 사용된 저작권 보호 자료의 양 및 중요도
• 저작권 보호 자료의 잠재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다른 사용자의 콘텐츠를 내 동영상에 사용할 권한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작권 보호 자료를 동영상에 포함하려는 경우 일반적으로 먼저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YouTube는 이러한 권한을 부여할 수 없으며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당사자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직접 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조사하고 이 절차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소유자를 밝히면 보호받을 수 있나요?
공정 사용을 판단할 때 보통 변형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작권 보호를 받는
동영상의 소유자를 밝히더라도 원본 자료를 변형하지 않은 복사본에는 공정 사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권리는 작성자에게 있음"이나 "다른 사용자의 자료"와 같은
문구를 사용해도 이것이 자료를 공정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를 받았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오락' 또는 '비영리' 용도로 콘텐츠를 사용하면 보호받을 수 있나요?
법정에서 공정 여부를 파악할 때 사용 목적을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 '오락용'이라고 명시하는 것만으로는 공정 사용 여부 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비영리' 사용의 경우에도 공정 사용을 판단할 때 유리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보호 받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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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토대로 안무가들에게 해당되는 계약법에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내용은 안무 보호를 위해 안무가 차원
에서 할 수 있는 노력, 그리고 법적으로 이미 보장되는 범위에 대한 것이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플랫폼으로 작업물을 기록하는데, 특히 주의할 것이 있으려나?
귀하는 본 약관과 관련 법령 및 규제를 준수하여 본 서비스에 접속하고 이를
이용합니다. 귀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 타인의 저작권, 상표권, 또는 기타 지식재산권이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콘텐츠 [...]
당사는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며, 귀하도 마찬가지로 이를 존중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귀하는 본 서비스에 접속하고 이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어떠한
지식재산권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본 서비스에 접속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당사는 사전공지를 하거나 하지 않고, 언제나, 당사의 합리적 재량으로,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는 계정에 대한 접근을
막는 조치 및/또는 삭제 조치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
TikTok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료에 대하여 인지하는 경우, 이를 본 서비스에서 신속히
제거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타인의 저작권이나 지식재산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본 서비스 이용자들의 계정을 적절한 상황에서 그 재량으로
비활성화하거나 해지하는 것은 TikTok의 정책입니다. [...]
당사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콘텐츠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승인이나
법적으로 유효한 사유 없이 타인의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사용하면 틱톡 정책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승인되지 않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의 사용이 모두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예외 사항은 특정 상황에서 승인
받지 않은 저작물 사용을 허용합니다. 미국의 공정 사용 원칙과 유럽 연합의 공정
거래 하에 허용된 행위 (및 기타 국가의 해당 현지 법에 따라 상응하는 예외)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용자 콘텐츠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TikTok 사이트
또는 앱 사용과 관련된 다수의 저작권 위반 또는 기타 서비스 약관 및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 시, 계정이 일시 정지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계정을 부적절한 활동에
사용한 계정 소유자가 TikTok의 사이트나 앱 또는 TikTok이 호스팅하는 곳에서 새 계정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할 권리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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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토대로 안무가들에게 해당되는 계약법에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내용은 안무 보호를 위해 안무가 차원
에서 할 수 있는 노력, 그리고 법적으로 이미 보장되는 범위에 대한 것이다.
안무 의뢰를 받은 나, 권리 보호를 위해 사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안무가로 직업을 정하고, 커리어를 쌓을 결심을 했다면 작업 관련 계약 체결을 할 때 본인을
어떻게 기록할지 스스로 정해야 한다. 기획사와 협업을 하는 안무가는 크게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안무가, 그리고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자의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작업하는 결과물은 업무상저작물로 인정을 받아 회사에게 저작권이 귀속된다.
저작권법 제9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별히 계약 중 근로/근무 규칙 사항과 비슷한 조항에서 "작업한 안무를 포트폴리오로
이용하겠다"고 명시하는 조건이 없으면, 회사에게 모든 저작권이 귀속될 것이다. 이와 달리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안무가의 경우 예술인으로서 보호를
받고 싶으면,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 등록을 할 수 있다. 공연예술경영 저작권(개정판)에
따르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되어 2016년 5월 4일
실행되어, 서면 계약 체결이 의무화되었다" (118). 이런 계약 체결의 의무를 알고 계약서를 받지
않으면 먼저 문의를 해도 된다.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3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제2항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1. 계약 금액
2. 계약 기간ㆍ갱신ㆍ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업무ㆍ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6.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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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토대로 안무가들에게 해당되는 계약법에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내용은 안무 보호를 위해 안무가 차원
에서 할 수 있는 노력, 그리고 법적으로 이미 보장되는 범위에 대한 것이다.
안무 의뢰를 받은 나, 권리 보호를 위해 사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따라서 예술인 등록을 하고, 예술활동증명을 통해 조금 더 안전한 창작활동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조금 더 유리하게 진행을 하려면 개인 창작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서 계약을
하는 것이 맞다. 안무가로서 법인이나 사업체를 설립하여 스스로의 법적 지위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법인과 법인의 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다. 최근에는 법인을 세우기 위해 큰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사안이다.
위와 같이 안무가로서 계약의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면밀하게 파악하고 공부하는 과정이 있으면
바람직하다. 계약을 할 때 본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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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할 수 있는 노력, 그리고 법적으로 이미 보장되는 범위에 대한 것이다.
계약서를 안 받아서 나도 따로 얘기를 안했다. 괜찮으려나?
구두로 안무 의뢰를 받고, 계약서 없이 안무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과정에서
안무비나 시안비가 합당하지 않다고 느낄 시에도, 돈보다는 경험에 의미를 두며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다수다. 그러나 이것은 소위 말하는 '열정페이'에 해당되며, 오히려 계약서
없이 작업한 이후 함께 협업한 아티스트에 대한 언급을 하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많은 안무가들은 기획사보다 먼저 계약서 관련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망설여 한다. 이유가
어떻든, 계약서 작성 과정은 의무다. 계약을 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결국 안무가가 지게 될
수 있기에, 계약서 관련 논의가 없으면 먼저 계약서를 준비하고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 안무계에서 진행해왔던 절차가 있어도, 계약서 생략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부터 변화
도입이 필요한 시기다. 따라서 기획사나 상사가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먼저 계약서를
제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계약서 내용, 간단하게 훑고 서명해도 되겠지?
계약서 서명이 일반적인 절차로만 여겨지거나, 계약서 작성 경험이 많을 경우 내용을 전부
알고 있다고 느껴 습관적으로 계약서를 간단하게 훑고 서명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계약서를
읽고 서명하는 과정 중 계약서를 자세하게 읽거나, 간단하게 훑고 넘기는 것은 개인의 자유다.
그러나, 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않고 서명하는 것에 대한 위험 부담 또한 오로지
서명한 당사자에게 있다.
계약에 기록되어 있는 조항을 잘 파악한 이후 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문의를 하지 않는 등 충분히 이해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과실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조항에 대한 협상 과정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점은 상황에 따라 범죄사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행하는 미필적 고의로 여겨질 수 있으며,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본인 자유지만, 그것에 따른 불이익은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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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토대로 안무가들에게 해당되는 계약법에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내용은 안무 보호를 위해 안무가 차원
에서 할 수 있는 노력, 그리고 법적으로 이미 보장되는 범위에 대한 것이다.
계약서를 읽어 보니 변경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물어보기가 조금 애매하다. 어떡하지?
계약 내용은 협상, 변경이 가능하고, 상황이 바뀔 때를 대변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경우
'부속합의서'를 쓰는 경우도 있다. 계약 체결 과정은 회사마다 상이하고, 안무 작업물마다 달라
모든 상황에서 계약서를 중요시 여겨야 하고, 안무 작업 과정 별로 계약서 조항부터 비용 등
논의가 가능한 부분이 많다.
그러나, 현재 안무계에서 특히 비용 관련 조항에 대한 변동, 조정 제기를 하면, 기획사 측에서
안무가를 상업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안무 작업 기회가 간절한
안무가의 공급은 많기에 기획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기존 의뢰인을 대체할 인원이 많다. 이에
대해 관련 협상은 실력이나 명성 등에 있어 대체 불가능한 안무가가 되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느끼는 안무가도 있다. 안무계 전반은 인맥으로 이루어진 사회고, 안무가의 경력을 통한 가치가
특히 존중받으면서 발생하는 인식으로 해석이 된다. '대체 불가능한 안무가'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도 권리 주장을 위한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환경을
위해서는 계약 과정에서 문의사항이 발생할 때 일단 물어보는 것을 시작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장기적으로는 계약서 조항에 관해 스스로를 교육시키는 노력도 있을 수 있다. 연구 과정에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실용무용 전공과정을 제공하는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저작권 관련
수업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화예술경영대학원 등 대학원에서 관련 수업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학부생은 수강하기 어렵고, 댄서나 안무가의 경우 전공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 학외
기회들을 더 적극적으로 찾을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 예술경영센터를 통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수업을 들을 수 있고, 강의를 진행하는 변호사들에게 배우고 싶다고 연락을 하는 방법도 있다.
보통 변호사들은 부르는 사람들을 찾아가기 때문에 먼저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요청을 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을 받는 방법 이외에는 직접 변호사에게 계약서 검토 등 자문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
자문을 요청하고, 변호사와 함께 계약 체결 과정을 거치며 조항에 대한 문의를 본인이 아닌
변호사에게 맡기는 방법이 있다. 원칙적으로 계약서는 협상이 가능하고, 많은 논의가 오가며
진행되어야 하기에 시간을 들이고 내용을 확인하며 진행하는 것이 좋다.
92

04.

분석의 결과 안무가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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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내용은 안무 보호를 위해 안무가 차원
에서 할 수 있는 노력, 그리고 법적으로 이미 보장되는 범위에 대한 것이다.
계약... 법... 다 너무 어렵다.
계약서 작성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을 수 있다. 쉽게 설명하면, 계약은 서로 간의 조건을
맞춰가는 것이다. 서류가 포함되어 있고, 법적으로 접근하기에 어렵다는 인식이 있으나,
계약서 관련 논의를 하고, 합의를 하는 당사자들이 서로 어떤 것을 제공할 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지를 확정짓는 것이 계약이다.
이런 관계에 있어서 호의관계와 법률관계의 부분이 중요하다. 호의관계란, 법의 개입 없이
성립이 된 관계다. 편하게 수다를 떨거나, 조건 없이 친절을 베풀 수 있고 양보도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법률관계는 법에 의해 규정이 되는, 계약 체결 등으로 생성된 관계다. 이 법률관계
하에 계약은 당사자 간 대등하게 조율 과정을 거쳐서 청약, 승낙, 합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을 하자는 청약을 승낙할 때, 주요 내용을 맞춰보고 난 다음, 그 내용이 의사표시되는 것이
합치가 된 것이라고 얘기한다.
안무 업계에서 기획사와 안무가 간의 계약으로 논의를 좁히면, 계약은 기획사와 안무가 간의
대등한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보통 계약서에는 기획사를 갑, 안무가를 을로
명시한다. 이렇게 계약 당사자 간의 구조가 비대칭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 공정의 원칙이 개입을 해서 보충을 해준다'고 변호사들이 얘기를 한다. 또,
2017년부터 서울시는 계약서에 갑과 을 명칭을 가급적 쓰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이를
"계약·협약 당사자 간의 대등한 지위를 인정하려고 한다"는 취지를 설명했으며, 이런 점 또한
대등한 위치에서 계약 체결을 위해 기획사와 논의가 가능하다.
우리나라 법은 문헌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식을 가지고, 계약서 작성을 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 계약서가 쓰여지면 법조인들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해석을 한다. 따라서
계약 과정이 초반에 어렵고 까다로울 수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
용역계약서 양식에 근거하여 적용을 하거나, 용기 내어 기획사와 대화를 하며 조율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보고서에도 문화체육관광부 등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표준계약서의
양식이 첨부되어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93

04.

분석의 결과 안무가의 권리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토대로 안무가들에게 해당되는 계약법에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내용은 안무 보호를 위해 안무가 차원
에서 할 수 있는 노력, 그리고 법적으로 이미 보장되는 범위에 대한 것이다.
계약... 법... 다 너무 어렵다.
계약 단계에서부터 법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특히 법은 판례를 통해 이해도를
높이는 부분도 있는데, 현재 안무 업계에서는 판례가 매우 적은 편이기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공부해야 할 영역이다. 시작점으로 아래와 같이
안무가들이 계약 체결을 할 때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계약서의 형태와, 확인해야 하는 영역에
대해 요약을 했다.
안무가와 연예기획사의 협업은 주로 안무 관련 용역을 부탁하기 위한 것이며, 용역계약서를
작성한다. 이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시안비, 혹은 착수비가 지급되고, 안무가 최종적으로 채택이
되어 추가적인 작업 등이 요구될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안무비가 지급된다. 노래 한 곡의 안무에
대한 의뢰를 한 명의 안무가에게 하는 경우, 그리고 여러 안무가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있으며,
후자의 경우 받은 시안 작업물 중 부분적으로 안무를 채택해 최종 안무를 완성하는 경우도 있다
(에스파의 'Next Level'이 잘 알려진 예시다). 최종 채택 이후 안무 비용을 지급받기 위해 회사마다
운영하는 지침이 다르고, 수정 요청에 따른 비용이 지급될 수 있다. 물론, 무상으로 수정을 두어
번 진행하는 안무가도 있다.
안무의 경우 음원과 달리 안무 자체로 수익 창출이 되는 구조가 아니기에, 저작권료가 발생하지
않아 주로 매절 계약의 개념이 활용된다. 예를 들면 출판 산업에서 출판사가 저작자에게 한 번
일정 금액만 지급하고, 향후 저작물 이용을 통해 얻는 수익이나 겪게 되는 손실에 대해 모두
독점을 하는 형태다. 이와 비슷하게 연예기획사에서도 안무가와 계약 체결을 할 시 대체적으로
매절 계약 채택을 한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저작권 양도 관련 내용 또한 중요하다. 안무 창작으로
발생하는 저작권은 누가 소유하게 되는지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전반적으로 저작권은
기획사에게 귀속이 되지만, 곡에 따라, 그리고 기획사에 따라 저작권이 부분적으로 인정되는 등
다양한 조건이 있다.
앞서 언급했듯, 안무가들은 기획사와 법률 관계를 맺어 계약 관련 협상을 해야 하며,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 기관이나 복지재단 절차, 협회, 또는 변호사 자문 의뢰나 대리 협상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기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과정들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으며, 그보다도
안무가들이 법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다는 인식을 차차 바꿔야 한다.
94

04.

분석의 결과 안무가의 권리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토대로 안무가들에게 해당되는 계약법에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내용은 안무 보호를 위해 안무가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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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소유, 나에게 꼭 필요한가?
안무가들 중 저작권 인정을 바라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안무가들이 있을 수 있는 반면,
저작권료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저작권 인정이 필요 없기에 이 부분에 대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시 말해 안무저작물로서 안무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 받아도, 경제적인
이익이 눈에 띄게 발생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등 수익원을 늘릴 방법으로 저작권 인정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경우다. 안무 저작권을 인정하며 작업을 하면 오히려 안무 창작 과정에서
불편함을 안길 수 있는 요소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저작권을 인정 받을 필요성이 없다는 것은 온전히, 당연히 '나'의 것인 무언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 실제로 음원이 발매되면 음원 플랫폼에서 작곡가, 작사가 등
프로듀서들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음원 안무가 존재할 경우 여전히 노래의 안무를 만든 안무가의
이름을 찾기 어렵다. 스튜디오 춤 등 안무가 이름 표시를 하는 노력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으나,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이런 점에서부터 특정 안무를 본인이 창작했다는 흔적을 남기는 점에서부터
저작권의 중요성이 드러난다. 또, 이런 저작권을 가짐을 인정하고 이를 위해 행동을 해야 저작권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 업계에서 언급되는 방향성 중 하나는 안무를 하나의 저작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안무에 포함된 동작을 하나 하나 별개로 등록하는 절차가 있어야 해서, 같은 동작을 하면
'저작권 침해'로 오해받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이런 절차보다는 계약
단계에서 실연을 하는 모든 경우를 고려해서 저작권료의 일부를 안무가에게 나누어 정산하는 방식에
대해 아이디어를 낸다. 이런 논의들이 더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업계에서는 라이센스
비용 (license fee)가 발생하기 위해 저작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작권 계약을 해야 한다.
여기서 저작권 자체에 대한 인정이나 취급을 하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다.
이런 과정을 이미 거쳐서 이름 표시부터 저작권 인정이 잘 되어 있는 산업이 음반 산업, 영화/드라마
산업, 출판 산업이다. 앞서 언급했듯 음원 작업을 한 사람의 이름 표시는 명백하게 잘 되어 있고,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마지막에 모든 참여인원의 이름이 저작물의 일부로 표기된다. 이런 현상의
경우 관련 업계의 협회, 창작자, 변호사 등이 힘을 모아 열심히 싸워 이뤄낸 결과다. 안무나 춤, 무용
업계에서도 이룰 수 있는 결과다. 안무가는 이미 본인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인접권, 저작인격권이
있다. 이미 보장되고 있는 권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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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할 수 있는 노력, 그리고 법적으로 이미 보장되는 범위에 대한 것이다.
안무는 음악 위에 입히는 것인데, 2차 저작물이라 저작권 인정이 어렵지 않나?
저작권법 제5조 (2차적저작물)
(1) 원저작물을 번역ᆞ편곡ᆞ변형ᆞ각색ᆞ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사실 안무가 2차적저작물이라는 생각은 오해다. 안무는 독립된 저작물이다. 안무가들이
음악을 사용하고, 음악 위에 안무를 입힌다는 점에서 사용 음악 저작권자들에게 라이센스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안무 자체가 "2차"로 밀려나는 것은
아니다.
다른 관점에서는 안무는 이미 존재하는 많은 동작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 안무의 개별 동작이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안무가들은 자주 의도적으로 유행하는 동작을 안무에
포함시킨다. 따라서 안무가 저작물로 창작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관련 영역은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다.
그러나 이런 점들이 언급되기 위해서 안무가와 댄서들은 안무를 저작물로 등록해야 한다.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한다. 이전에 한국안무협회
홈페이지에서 안무가들이 저작물 등록을 신청하고, 신청한 이후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2019년 1월 정도 이후 저작물 등록이 이뤄지지 않았고, 저작물 사용 신청은
네 건만 기록되어 있는 만큼 활용도가 낮았다. 많은 안무가들이 이미 하는 것처럼 작업물을 유튜브
등에 업로드하는 것도 좋으나, 공식적으로 기타 협회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 등록을
시도하며 문제 제기를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무가 담긴 저작물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매체에 고정이 되면 유통이 쉬워지고, 그런 고정된
형태의 안무가 있으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입증도 쉬워진다. 안무가 일상적인 움직임인지, 아니면
춤으로 보호가 될 수 있는 독특한 움직임인지 판별하는 가이드라인이 이미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동영상을 찍어 안무를 기록하는 것이 좋다.
96

04.

분석의 결과 안무가의 권리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토대로 안무가들에게 해당되는 계약법에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내용은 안무 보호를 위해 안무가 차원
에서 할 수 있는 노력, 그리고 법적으로 이미 보장되는 범위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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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55조 (등록의 절차 등)
(1)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등록은 위원회가 저작권등록부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등록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함으로써 한다.
저작권법 제13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ᆞ
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ᆞ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 보호원 또는 저작권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30조에 의해 저작물 등록 업무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총 네 단계로 진행이 된다. 실질적인 절차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홈페이지
(www.cro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단계] 신청 전 단계: 저작자의 저작물 대상 등록대상 해당 여부 및 등록 종류 확인
• [2단계] 신청 접수 단계: 무보나 동영상 등 저작물에 대한 기록과 함께 신청서 제출
• [3단계] 신청 심사 단계: 서류 요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 서류 보완 단계 거치거나 신청 반려
• [4단계] 신청 완료 단계: 등록기관 결과 통보 후 저작물 등록 완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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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인정을 위해 현재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더 안전하고, 나은 안무 창작 환경을 위해 인터뷰 대상자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방향성에
대해 문의를 했을 당시, 음반 산업의 작곡가, 작사가와 비슷하게 음반 발매 시점에서 온라인
음원 플랫폼에서 이름이 표시되고 노래 재생 수에 따른 수익 분배 구조에 안무가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부터, 에이전시나 회사, 협회 설립, 기술 활용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다.
믿기 힘든 저작권 이야기에 따르면, "[온라인 시장에서] 음악 가격은 기본적으로 곡당 정해지는데
먼저 원가를 정한 다음 소비자 가격을 정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 온라인 음악 업체들은 정액제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곡당 사용료를 90%까지 할인해 주기 때문에 월 9000원짜리 정액제(150곡)에
가입하면 곡당 사용료가 60원에 불과하다. 1곡에 60원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에게 돌아갈 돈은
60원의 9%인 약 5.4원이 된다. 5.4원에서 음악저작권단체 수수료를 제외한 돈이 저작권자가 실제
쥐게 되는 돈이다" (27-28). 따라서, 이 구조에 안무가까지 포함이 되는 방향은 이루어져도,
경제적으로는 큰 영향력이 있을 기대는 하지 못한다.
협회의 경우 안무가들의 노력이
꾸준히 보인다. 2021년에는 좌측과
같이 안무가들이 더 안정적으로 창작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힘을
쓰겠다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협회가
잘 마련이 된다면 안무가들과 신탁
계약을 맺어 기존에 안무가가 혼자
경험했던 절차를 협회 측에서 처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미 이런 과정들을
거쳐온 음반 산업이나 영화 산업에서
바른라이프의 "(사)안무창작가협회 설립을 위한 온
라인
진행한 절차를 꾸준히 스터디하면서
설명회" 유튜브 영상 썸네일.
나아갈 방안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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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토대로 안무가들에게 해당되는 계약법에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내용은 안무 보호를 위해 안무가 차원
에서 할 수 있는 노력, 그리고 법적으로 이미 보장되는 범위에 대한 것이다.
저작권 인정을 위해 현재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기술 활용은 새로운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다. 안무창작가협회 설립을 위한
온라인 설명회는안무를 무보 등으로 기록하기 어려운 점을 언급하며 "3D 모션 캡쳐 기술을
이용한 안무 데이터화"를 제안했다. 실제로 일본 마이크로 엔터테인먼트는 2020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AI)으로 데이터화 된 춤과 안무를 저작권으로 취급할 수 있는 시장을
구축하는 서비스 제슬렉(GESREC)을 선보인다는 보도가 있었다. 제슬렉은 등록된 안무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 사용하고 싶다는 고객과의 가교역할을 하는 것 같은 시장을 만들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시장이 구축되면 기술적으로 새로운 안무 기록 방법들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무 기록뿐만 아니라, 저작권 침해, 안무 표절 관련해서도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을 기대가 있다.
유튜브에 techie_ray (Ray Sun)라는 크리에이터는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한국 아이돌
그룹 내 멤버 서로 얼마나 춤을 일치하게 추는지 알고리즘을 생성하여 분석했다. 이런 기술이
발달하면 서로 다른 안무의 저작권 침해 여부 또한 분석을 할 가능성을 보인다.
이런 변화들은 안무가나 댄서 등 업계 종사자가 아닌 기타 분야의 전문가의 노력이 필요하며,
업계 종사자의 경우 현재 할 수 있는 행동은 저작권 인정에 힘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더 많은 변화를 위해서 사회적, 법적 변화가 있어야 하나, 법적 변화가 발생하기 이전 인식 변화가
우선이다. 법은 지금 이자리에 있고, 있는 법을 제대로 활용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런 노력으로 법적 체계가 무조건 변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화할 수 있는
체계를 인식하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다음 조금 더 큰 규모로 협회 설립 등 업계
종사자들이 다른 업계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이룰 수 있는 변화에 대해 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저작권에 대한 지식을 키우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계약서를 읽고,
관계자에게 질문을 많이 하는 등 본인의 안무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는 노력으로
시작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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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종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양식 중 안무가가 창작 과정에서 접할 수 있는 계약서는
크게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중 공연예술창작계약서
• 저작권 표준계약서 중:
•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 저작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 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계약법 검토

공연예술창작계약서
제7조 (저작권)
(1) 창작물의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귀속한다.
본 계약서에 의하면, 저작권은 공연제작자(기획사)가 아닌 창작자, 즉 안무가에게 귀속된다.
이는 기존 기획사와 안무 작업 계약 체결을 할 때 존재하는 인식과 다르다. 안무에 대한 저작권은
기획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안무가 본인에게 있다.
제8조 (공연제작자의 권리와 의무)
(1) 공연제작자는 창작자의 예술가로서의 견해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2) 공연제작자는 프로그램, 홍보물, 화면 등에 적절한 방식으로 창작자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1항 중 "에술가로서의 견해"를 정의하기는 어렵다. 안무 작업에 있어 특정 동작이나 동선에
대한 의견 등 안무와 관련된 견해나 의사를 말하는 것일 수 있고, 포괄적으로는 창작자는 결국
예술가와 동일하니, 창작자 개인의 견해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말일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계약 과정에서 문의 및 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
제2항에 관해서는, 저작권법 제12조(성명표시권)를 통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최종 결과물
어딘가에는 본인의 이름이 표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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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계약상 지위 이전 금지)
양 당사자는 사전 서명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대신하게 할 수 없다.
의뢰받은 안무 작업에 관한 계약을 타인이 하고 안무가에게 주요 사항만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를 최대한 방지하는 조항이다.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안무 작업을 해야 한다.
제15조 (계약의 변경)
(1) 양 당사자는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사항은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 번 체결한 계약을 바꾸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계약서에 서명을 하기 이전 모든 조항을
확인하여 숙지할 것을 강조하는 조항이다. 계약은 작성하면 거의 바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계약서 확인을 해야 한다.
제16조 (분쟁해결)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양 당사자는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아래의 해결 방식 중 ( )에 표시한 방식에
의하여 해결한다.
1.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한 조정 ( )
2. 중재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 )
3.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 이 경우 제1심 관할법원은 ___지방법원
(_ 지원)으로 한다. ( )
앞서 언급한, 계약 위반 시 바로 소송을 뜻하는 것이 아닌, 여러 단계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분쟁이 발생했을 시 구두로 진행한 대화보다 문서화된 기록이 훨씬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서나 저작물에 대한 기록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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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저작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
한 양도계약서의 경우
저작재산권 일부에 대
한 양도계약서의 경우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으로 한다.
제목(제호):
저작자:
종별: (생략)
권리: 저작재산권 전부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권리: (다음 중 (복수)선택)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방송권/전송권/디지털음성송신권)
◦ 2차적저작물 작성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저작권 양도에 있어서도 전부를 양도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등 선택이 가능하다. 저작재산권의
양도 계약을 한 이후, 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또는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를 통해 양도한 저작권 권리의 이용범위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다.
제5조 (양도인의 의무)
(2)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__년 _월 _일까지 저작재산권 이전절차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만일,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요청하면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안무 업계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 등록을 아직 많이 하고 있지 않기에 이 조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저작권 양도에 있어서도 보다 확실한 절차 이행을 위해 저작물
등록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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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안무가와
댄서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의식을 해결하기 위한
긴 여정의 시작점을 어디로 잡을지 고민하며 진행되었다.
기존에 더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위해 교육, 기술 등
외부적인 요소로 접근을 하였으나,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하기 이전에 인식 변화가 필요하고, 그 인식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 이미 존재하고 있는 법, 제공되고 있는
표준계약서 양식 등 방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알려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조금이나마 돋우어 주어야겠다는 결론에
달해 본 결과물을 작성했다.
연구를 통해 업계 종사자들의 인식 변화를 위해 더 많은
탐구와 교육,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수다.
저작물 등록, 계약서 준비 및 체결 과정상 협상 시도 등
안무가 개인이 활동하는 선에서 행동이 필요하다.
기회가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면, 그 문을 먼저 만들라는
명언이 있듯, 업계 종사자들이 용기를 내어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보고서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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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주제 및 계획
우리나라 문화격차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목적이다. 특히 충청남도 서북부 지역 중 서산시를 눈여겨보기로 한다. 우선 문
화격차의 실재를 알기 위하여 정량적인 방법과 정성적인 방법을 동원한다. 정량적인
방법은 문화량을 수치화하는 작업이다. 문화공간, 공연 및 전시의 양과 질 등 요소를
고려하여 문화량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이 지역 간의 차이를 문화격차로 간주
한다. 정성적인 방법은 서산시 답사, 심층면접 등을 통해 현지 주민들의 문화격차에
대한 인식과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문화격차의
원인을 본격적으로 파헤쳐본다. 정량화한 문화격차를 줄이기 위해 문화격차에 영향을
주는 예상 요인(성비, 경제력, 문화시설의 개수와 위치, 공연전시 횟수, 평균연령, 서울
과의 접근성)을 가설에 반영한다.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찾고 악조건을 개선할 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정성적인 방법을 통해 서산시에 더욱 집중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조
사한 바로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현실적인 개선안을 제시한다.

2. 연구 동기 및 필요성
임영웅의 트로트 콘서트,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뮤지컬 캣츠, 베토벤 교향곡, 피카

소 회화, 추사 김정희의 서화 등은 서울에서와 달리 서산에서는 큰 노력을 투자해야만
접할 수 있다. 수도권에는 예술의전당, 국립중앙박물관, 리움미술관 등에서 유명하고
인기 있는 작품을 감상하고 공연을 관람할 기회가 많다. 그에 반해 비수도권 지역은
기껏해야 시군 단위에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한 문화회관 하나 정도만이 문화생활의 중
심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예술을 접하기가 매우 곤란한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문화예술공간 자체가 부족하다는 사실뿐만이 아니다. 거금을 들여 만든 기존의 공간마
저 전시나 공연을 유치하기 힘들고 지역 주민들이 쉬이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문화격차의 문제는 현재 전국적으로도 심각한 실정이다. 그런데 문화격차가 심화할
수록 문화는 발전된 곳에 더욱 재생산되고, 이는 문화격차를 다시 심화하는 악순환이
다. 문화의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는 현상은 이미 심각한 우리나라 지역 격차 문제를
더욱 심화한다.
우리의 연구는 지역 간 불균형한 문화생활 향유 기회에 대한 경험과 비판의식에서
출발한다. 대한민국헌법의 전문에서는 국가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
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11조에서는 "누구든지 성별ㆍ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
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 명문화했다.
문화생활은 보편적으로 누구나 누려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 증거로는 대한민국헌
법 제10조를 들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
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
장할 의무를 지는 것은 문화생활 향유의 측면도 포함한다. 하위징아에 의하면 인간은
호모 루덴스, 유희할 수 있는 동물인데, 이는 당장의 생존뿐만 아니라 재미를 추구하
고 보다 사람다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이 본능이라는 것을 주장한다. 문화를 통해
행복을 경험하고 높은 삶의 질을 즐기고 기본적인 삶과 사회활동을 위해 축적한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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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간 삶의 질을 높이며, 이는 우리나라 헌법에 반영되었다.
고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의 법에서는 문화생활에 대한 권리를 명문화하였
다. 매체를 통해 다양한 문화 경험을 할 수 있음에도 직접 경험한 문화예술의 ‘아우
라’는 충분한 문화의 장이 마련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기에 문화격차의 해소를 국가
의 책임으로 두고 있다.
이에 우리는 문화예술공간의 확충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조사하는 것을 비롯하여
문화 취약 지역을 방문하여 현황을 충분히 알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산출해내고자 한
다. 이는 문화생활을 그동안 충분히 누리지 못했던 서산 시민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
본권 충족의 발판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가 되리라 확신한다.

3. 용어 정의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다양한 의미로 혼용되어 사용되므
로 각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문화는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먼저 넓은 의미의 문화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자 사회 구성원
에 의해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 또는 생활 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
해 낸 물질적, 정신적 소산을 의미한다.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도덕, 종교, 학
문, 예술 및 각종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그에 비해 좁은 의미의 문화는
높은 교양과 깊은 지식 또는 세련된 아름다움이나 우아함, 예술의 요소 따위와 관계된
일체의 생활 양식을 가리킨다. 인간의 모든 생활 양식이 아닌 일련의 특별한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문화를 좁은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유사한 개념으로
‘문화예술’ 역시 본고에 자주 등장할 텐데,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의 범주를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
(語文), 출판 및 만화’로 한정하고자 한다.
다음은 문화행사이다. 국어사전 우리말샘에서는 문화행사를 ‘문화 예술을 보고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로 정의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실시한 공연예술실태조
사에서 공연 예술을 연극, 뮤지컬, 무용, 발레, 양악, 오페라, 국악, 복합, 대중음악, 기
타로 나누어 통계를 작성하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별로 작성하는 통계연보나 기초통
계에서 문화공간을 공공공연장, 민간공연장, 영화관, 영화관 스크린 수, 미술관, 화랑,
문예회관, 종합복지회관, 청소년회관, 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으로 구분하였다. 문화
공간, 또는 문화예술공간은 박물관이나 공연장과 같이 해당 공간에서 열리는 모든 활
동을 문화예술의 범주로 넣을 수 있는 ‘상시적 문화예술 공간’과 특정 경우에만 문화
예술의 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적 문화예술 공간’으로 나눈다. 우리는 엄밀한
통계분석을 위해 상술하였듯이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문화공간, 상시적 문화
예술 공간을 위주로 다룰 것이며,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문화행사를 취급하기로 한다.
문화격차는 두 지방, 이를테면 대한민국 수도권과 충청남도 서북부 사이에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경험 혹은 기회 등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문화격차를 정의한 바는 연구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문화활동
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각 문화 주체마다 다르게 작용하는 문화접근도에 있어서 불평
등 현상’1)이라는 정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이 정의에서 연구자마다 강조
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다. 일반적으로 문화격차는 ‘경제적, 지역적, 사회적,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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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에서의 문화활동에 대한 문화접근
도와 문화이용도의 차이’2)라고 종합해 볼 수 있으며 우리도 그 정의를 따르고자 한다.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문화격차를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모두 평가하는 것이다. 따
라서 문화격차를 바라보는 질적인 관점과 더불어 문화공간의 수, 공연의 빈도 등 양적
인 관점까지 분석하고자 한다. 문화격차에 있어서는 선행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정
의를 갖고서 연구를 진행하겠으나, 문화량 정의 및 활용 과정에서 우리만의 새로운 분
석법이 도출된다.

Ⅱ. 본론
1. 연구 방법
문화량의 정량화를 통해 실제로 서산과 서울의 문화격차가 심각함을 확인한다. 문화
행사마다 가중치를 부여해 지역별 단위 시간, 단위 인구당 문화량을 계산하고, 해당
값이 가능한 여러 요인 중 무엇의 영향을 받는지 그래프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서산 견학과 설문조사, 심층면접을 통해 실제 서산의 문화 향유 실태를 알아본다.
먼저 서산 견학을 통해 서산에 있는 문화시설들과 행사들에 대해 알아본다. 가장 대표
적인 서산시문화회관과 서산문화원, 그리고 야외 공연이 주로 열리는 호수 공원을 답
사한다.
설문조사는 서산시민들의 문화행사에 대한 인식(적극성, 인식, 정보력, 만족도)을 확
인하기 위한 것이다. 설문조사는 구글폼을 통해 답변을 얻는데, 서산시 소재 학교, 서
산시민들을 위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설문을 게시하여 응답자들을 구한다.
문화량 정량화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했던 문화격차 요인(성비, 총예산, 문화관광
예산, 평균 연령, GRDP, 세대수, 세대당 인구수)이 실제로 문화격차에 영향을 끼치는
지 알아본다. 각각의 요인에 대한 데이터를 서울과 서산에 대해 찾고, 이 요인에 따른
문화량의 개형을 확인한다. 여기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다면, 해당 요인
이 문화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보편적인 차원에서의 일반적 요인들을 찾아낸 후에는 서산시민
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진행하여 서산 내 특수한 문화격차 요인을 세밀하게 분
석해본다.
그래프 분석과 심층면접 분석을 통해 알아낸 문화격차 요인을 바탕으로 각종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자료를 조사하면서 서산시 문화환경을 개선할 해결방안을 도출한다.

2. 서산-서울 문화격차 실태
1) 선행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본다면, 서울에 대부분의 예술활동이 집중된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의 예술활동지수가 600인 데에 비해 충청남도는 23.1
밖에 되지 않는다. 26배가 넘는 불균등성을 보이는 것이다.
1) 신현택 (2002). 지역간 문화격차에 관한 연구 :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p.32.
2) 장세길, 이중섭 (2003). 문화격차 해소정책 수립을 위한 지역유형분류의 다층적 접근방법 모색. 지역
사회연구, 21(3), pp.13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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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뿐만 아니라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등의 지역들과 비교해보았을 때에
도 충남은 예술활동지수가 낮은 편에 속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구 100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의 경우, 예상과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충남이 74.09, 서울이 37.22로 충남이 서울보다 높은 수치를 보인다. 그러나 이 수
치는 지역별 문화기반시설의 규모나 실질 이용객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유의미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문화시설은 포화하는 일
이 별로 없으며, 사람이 많은 것이 긍정적인 기능을 하기도 하므로 단순 인구당 문
화기반시설 수의 비교만으로 충남 지역이 서울보다 문화적 인프라가 부족하지 않
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류이다.3)
하지만 위에서 말한 오류들을 전부 고려한 수치를 찾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구체
적으로 서산을 겨냥한 선행연구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그나마 상대적 문화지수
측정을 통한 지역 문화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에서는 전국 시군구의 문화기반시설
수를 전부 보여준다. 종로를 1로 설정하여 그와 비교한 다른 지역들의 문화기반시
설 수를 확인하였는데, 전국 평균이 약 0.3720인 데에 비해 서산은 0.2076밖에 나
오지 않았다. 전국 지역들의 평균적 문화시설 개수보다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부족한 문화시설의 개수는 당연히 시민들의 문화행사에 참여하고
그것을 즐기는 데에 역시 불편함이 될 수밖에 없다.
문화행사 횟수4)의 차원에서도 서산은 다른 지역들에 비해 그 정도가 낮게 나왔
다.
지역

충청남도

인구

문화시설

문화행사

1인당

횟수

문화행사

176,491

서산시문화회관

78

4.42e-4

9,542,256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2,400

2.51e-4

서산
서울시

금호아트홀 연세, 영산아트홀,
경인미술
강원도

213,151

강릉아트센터, 강릉시립미술관

139

6.53e-4

166,714

당진문예의전당

123

7.37e-4

157,401

안동문화예술의전당

233

14.7e-4

강릉
충청남도
당진
경상북도
안동
서산과 인구수가 비슷한 지역의 1인당 문화행사를 보면 전부 서산보다 높게 나
타난다. 즉, 비슷한 인구 환경을 가진 다른 지역들과 비교하더라도 서산은 문화를
접할 기회가 부족함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이상원 (2018, 1. 9.). 강원도 문화시설이 서울보다 3배 윤택해?. 시사in.
https://www.sisain.co.kr/.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9). 17개 시도별 공연과 전시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문화시설. 문화예술활동
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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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선행연구의 결과 역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 서울에서
1인당 문화행사가 오히려 적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지역들의 문화시설은 비슷한
수준인 데에 비해 서울의 문화시설 기반이 양호하다는 점, 하나의 문화행사에 대한
수용인원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이 통계자료는 서울의 문화 향유 정도가 다른 지
역보다 낮다는 것의 뒷받침이 될 수는 없다.
2) 문화량의 정량화
문화격차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문화량’이라는 개념을 정량적으로 정의
하고, 계산하는 과정을 거쳤다. 각 지역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겪는 문화격차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단위 시간, 단위 인구당 제공되는 총 문화량을 비교해야 한다.
문화행사 1회당 일정량의 문화량을 제공한다고 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단위 시
간에 열리는 모든 문화행사를 조사하여 더하면 총 문화량을 구할 수 있다. 이 계산
법에서 주의할 점은 문화행사에 따라 제공하는 문화량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를테
면, 해외 유명 아티스트의 공연과 지역의 무료 전시회는 서로 다른 문화량을 사람
들에게 제공할 것이라는 가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고, 정확하게 수치 분석을 진
행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최대한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설문조사를
하여 사람들이 문화생활에 투자하는 비용에 따른 문화량의 차이(문화행사의 질적
차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아보고5), 그 수치를 통해 문화량에 대한 수학적 모델
링을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의 경우, 성별, 연령대, 경제적 수준 등의 정보와 함께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공연이 무료공연의 몇 배 가치를 가지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성
별, 연령대, 경제적 수준 등의 정보는 설문조사 대상자가 편향되었는지에 대해 검
증하기 위해서 수집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일부 극단적인 값을 가지는 답변을 제외한 나머지 수치들의
평균값을 계산했을 때 대략 17.4의 값이 나왔다.
가격에 따른 문화량의 함수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고 예측할
수 있다:
첫째, 가격이 0일 때 함수값은 1이다. 이는 무료공연이 제공하는 문화량을 1로
두기 위함이다.
둘째, 가격이 무한히 커질 때 함수값은 특정 값(k)에 수렴한다. 하나의 문화행사
가 제공할 수 있는 문화량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통해 이러한 제한
조건을 둘 수 있다.
셋째, 표들의 평균 가격 근처에서 가장 가격에 따른 질이 크게 변한다. 이는 일
정 가격을 넘으면, 아무리 가격이 높아져도 제공되는 문화량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넷째, 가격이 0 부근에서 함수값은 1 근처로 거의 일정하다. 세 번째 조건과 마
찬가지로, 일정 가격에 이르기 전까지는 가격이 변해도 제공되는 문화량에 큰 차
이가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5)

‘무료 공연의 가치(질)를 '1'로 두었을 때, 지금까지 본 공연 중 최고 가격의 공연이 가지는 가치(질)
을 숫자로 표현하시오’가 설문조사의 문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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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함수로 정규분포 누적 함수를 모델링하였
다. 설문조사 결과와 위의 네 가지 조건을 이용해 정규분포 누적 함수의 구체적인
상수들을 결정하고, 해당 함수를 기반으로 지자체별 문화량을 계산해 보았다. 정규


의 꼴을 갖는다. 여기에서 는 조사한 문
분포 누적 함수는        



화행사 가격 분포의 평균값을, 는 설문조사를 통해 구한 17.44를, 는     이
라는 조건에 따라 계산한 값을 대입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된 가격에 따른 문화량
  
함수         이다. 여기에서 는 문화 행사의 가격을 나타낸

다. 이 함수는 가격이 무한히 커짐에 따라 함숫값이 17.44로 수렴한다.
지자체별 문화량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화와 기타 문화행사의 경우,
서로 겨냥하는 주 수요층과 운영 방식 모두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서로 분리해
서 고려하기로 하였다. 단위 인구는 10만 명으로 두었다.

지역

총 문화량

총 문화량
(영화 제외)

인구대비
문화량

인구대비 문화량
(영화 제외)

서울시
종로구

911.6

171.5

618.9

116.5

서울시
노원구

1025

4.832

197.7

0.9323

서울시
강남구

1842

76.40

344.5

14.29

서울시
영등포구

1010

19.83

267.4

5.252

서울시
서대문구

677.3

10.63

219.6

3.445

서산시

448.6

2.272

249.8

1.265

당진시

515.6

11.14

300.7

6.498

태안군

20.72

5.893

32.83

9.337

예산군

28.99

0.1610

36.43

0.2023

홍성군

352.6

1.251

345.6

1.226

이 분석에서 전반적으로 서울시 내 지역과 비교하면 충남 서북부 지역의 문화량
이 부족하고, 특히 영화를 제외한 수치에서는 서산시가 충남의 다른 지방에 비해서
도 부족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견학
7월 30일에 있었던 서산 견학에는 서산시문화회관, 서산문화원, 그리고 호수공원
견학 일정이 있었다. 먼저, 서산문화원에서 사무국장 김영철님과 인터뷰를 진행했
다. 골자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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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원과 문화회관은 다른 역할을 한다. 문화원은 문화재 연구, 향토사 연구, 평
생 교육 등을 다루는 데에 비해, 문화회관은 전시, 공연 등을 다룬다. 그래서 문화
원은 소프트웨어를, 문화회관은 하드웨어를 다루는 공간이라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운영과 예산 지원의 차원에서 보았을 때, 문화원은 민간 운영이지만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받는 구조인 것에 반해 문화회관은 전적으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간이라
는 차이도 있다. 따라서 문화원 운영의 가장 큰 문제는 예산 부족이다.
문화원의 평생 교육은 풍수지리, 민화, 서예, 아코디언, 댄스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이러한 문화학교 수업은 80~90% 정도의 참여율을 보인다.
최근 들어 문화원의 역할은 상당히 축소되었다.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로 대표되
는 서산시의 문화제는 과거 문화원에서 담당했으나 최근 지자체의 소관으로 바뀌
었다. 문화원에서 각종 유물을 보관 및 전시하기도 하였는데, 문화원 시설 공사를
하면서 해당 전시 공간이 사라졌다. 이 유물의 보관 전시를 위한 박물관에 대한 유
치 논의가 진행 중이다.
공연과 전시를 주로 문화회관에서 하지만 문화원에도 공연장이 있는데, 이 공연
장은 주로 지역 주민들이 대관하여 사용한다. 세미나, 기업, 유치원, 학교에서 행사
시에 사용된다.
문화원 2층의 미디어 센터에 대해서는 미디어 전공자인 박병철 직원께서 안내해
주시면서 설명해주셨다. 미디어 센터에서는 미디어 관련된 다양한 교육과 체험의
기회들을 제공한다. 가령, 팟캐스트, 1인 방송 만드는 법에 대한 교육, 미디어 교사
양성 교육, 프라이머 프로그램 교육 등이 이루어진다. 서산 지역의 사람들은 미디
어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필요성이 크다. 미디어 관
련 장비들을 갖추고 있다 보니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다. 찾아가는 영화
관, 어르신들 생애사 녹취 등의 사업들을 현재 기획하고 있다.
문화원 바로 옆에 있는 문화회관은 견학하러 갔지만 하는 전시나 공연이 없는
상황이라 별다른 소득 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관계자분께서는 한여름이라 공
연이나 전시의 수가 적은 상황이고, 코로나로 인해 많은 행사가 취소된 상황이라고
설명해주셨다.
문화원과 문화회관은 모두 규모가 매우 작았다. 하지만 관계분들 말씀에 의하면
다른 문화원, 문화회관과 비교하면 상당히 인프라를 갖춘 것이라 한다. 하지만 서
산문화원과 서산시문화회관은 지리적인 접근성이 떨어졌는데,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지 못하다. 특히 경사진 곳에 있기에 고령층이 다니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우리는 서산시문화회관과 서산문화원을 견학하며 전시장 환경과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당일 실제로 열리는 전시회는 없어서 공간 상태만 보았다.
견학이 끝난 후 우리는 서산의 전시장에 대한 더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기 위해
서울 전시장과 비교하기로 계획하였다. 9월 10일에 우리는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
는 ‘카게에 거장 후지시로 세이지 빛과 그림자의 판타지 전’을 직접 관람하였다. 서
산과 서울 전시장에 대해 파악한 점은 다음과 같다.
서산시문화회관의 전시실은 크게 두 개로 쪼개져 있어 각각의 공간은 한눈에 들
어올 정도로 협소하다. 성인 키를 조금 넘는 일반적인 생활 공간과 비슷한 높이로
인해 대형 작품의 전시가 불가능하며, 이러한 작품은 대개 전시실 밖에 따로 두어

113

기획전의 취지나 작가의 의도 전달에 방해가 될 것만 같았다. 그에 비해 서울 예술
의 전당의 한가람 미술관 전시실은 여러 공간으로 나뉘어 있어 하나의 전시 속 다
양한 테마를 보이는 것이 가능했다. 공간의 크기는 압도적으로 서산문화회관의 전
시장에 비해 컸으며 천장도 높아 대형 작품 전시를 위한 공간 역시 충분하였다.
4)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서산시민들의 문화행사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다. 설문
조사는 구글폼을 통해 답변을 얻는데, 서령고등학교, 서산 엄마들의 모임, 서산시
공무원 밴드 등에 설문을 게시하여 응답자들을 구했다. 설문조사 질문은 다음과 같
이 구성했고, 응답자들이 1(불만족)~10(만족) 사이 숫자를 고르도록 하였다.
1. 나는 문화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2. 나는 문화행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3. 나는 우리 서산시의 여러 문화행사에 대해 알고 있다.
4. 나는 우리 서산시의 문화행사에 만족한다.
설문조사의 전체적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문화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싶고 그 인식도 긍정적인데, 문화행사에 대한 인지도나 만족도는 극과 극을
달리고 오히려 부정 쪽에 가까웠다.
설문조사 1번과 2번의 경우 문화와 문화행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보편적인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응답자들이 실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만족’ 방향으로 답변
을 한 것일 수 있다고 추측한다. 즉 결과가 실제 응답자들의 주관이나 문화 인식을
나타내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유의미하게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은 3,
4번에 대한 응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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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아 시각화한 자료이다. 왼쪽부터 1(불만족)이고 가장 오른쪽은 10(만족)
이다. 회색의 색깔이 진할수록 많은 사람이 그 숫자에 답했다는 의미이며, 파란 선은 평균값이다.

가장 유의미하게 도출할 수 있었던 결과는 연령대에 따른 서산시 문화행사에 대
한 지식 정도와 만족도다. 10~30대의 낮은 연령층은 앎의 정도가 낮고 불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40~70대의 높은 연령층은 앎의 정도가 높고 불만족도가 상대적
으로 낮았다. 낮은 연령대에서 왜 더 두드러지게 서산시 문화행사에 대해 아는 정
도가 떨어지고 불만족도 역시 큰지 이후 심층면접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였다.

 10~30대 응답 (차례대로 3번, 4번에 대하여)

 40~70대 응답 (차례대로 3번, 4번에 대하여)

3. 서산-서울 문화격차의 요인
1) 정량화 시도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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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량의 정량화 작업 후에는 문화량과 다양한 요소들을 비교 분석하여 어떤 요
인들이 문화량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고려 대상이 된
요인들은 성비, 총예산, 문화관광 예산, 평균연령, GRDP, 세대수, 세대당 인구수가
있다. 다음은 이러한 요인들과 계산한 문화량을 좌표평면에 그리고, 추세선을 그은
그래프이다. 문화량은 영화를 제외한 1인당 수치를 사용하였다

충남의 문화량(영화 제외) 대비 성비

서울의 문화량(영화 제외) 대비 성비

전체 문화량(영화 제외) 대비 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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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문화량(영화 제외) 대비 GRDP

서울 문화량(영화 제외) 대비 GRDP

전체 문화량(영화 제외) 대비 GR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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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문화량(영화 제외) 대비 총예산

서울 문화량(영화 제외) 대비 총예산

전체 문화량(영화 제외) 대비 총예산

충남 문화량(영화 제외) 대비 세대당 인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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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문화량(영화 제외) 대비 세대당 인구수

전체 문화량(영화 제외) 대비 세대당 인구수

충남 문화량(영화 제외) 대비 가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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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문화량(영화 제외) 대비 가구수

전체 문화량(영화 제외) 대비 가구수

충남 문화량(영화 제외) 대비 평균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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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문화량(영화 제외) 대비 평균 연령

전체 문화량(영화 제외) 대비 평균 연령

충남 문화량(영화 제외) 대비 문화관광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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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문화량(영화 제외) 대비 문화관광 예산

전체 문화량(영화 제외) 대비 문화관광 예산

정량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도출된 그래프를 보았을 때, 설정한 요인들과 계산된
문화량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우
리는 이 요인들에 대한 해결책 도출 과정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다.
2) 심층면접
정량화 자료를 통한 문화격차 요인 분석의 실패 이후 우리는 서산에 집중하여
원인에 관한 질적 연구를 더 심도 있게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에
응한 이들 중 일부를 선정하여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은 설문조사 내용을 대
변할 수 있는 의견을 보여준 10대 2인, 20대 2인, 30대 2인, 40대 2인, 50대 이상
2인, 주부 2인,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인, 문화예술계 종사자 3인을 대상으로 하
였다. 면접에서는 서산시의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시민들이 실감하는 문화격
차의 원인,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폭넓게 질문하였다.
면접 문항은 다음과 같다.
§

서산의 문화행사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울과 비교했을 때, 서산의 문화행사들이 충분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문화행사의 부족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불편하
신가요? 서산의 문화행사 부족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서산의 문화행사에 대해 어떻게 잘 알고/모르고, 어떤
점에서 만족스러우신가요/불만족스러우신가요?

§

서산의 문화격차를 해소할 방안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서산에 어떤 문화
행사가 추가로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점이 해결된다면 문화행사
에 더 적극적일 수 있으실 것 같나요?)
면접 대상자들이 제시한 의견은 대부분 일맥상통하였다. 실감하는 문제점들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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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았다.
① 홍보 부족
서산에서 기획하거나 초청한 공연이나 전시는 애초에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기껏해야 ‘벼룩시장’이나 ‘교차로’ 등 지역 신문의 한구석에 흑
백으로 작게 인쇄한 것이 오프라인 홍보의 전부이다. 최근에는 데스크톱보다 스
마트폰이 인터넷 접근의 매개체로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에도 사람들이 접속하
기 번거로운 시청 홈페이지 또는 시청 공식 블로그의 공지 하나 외에는 별다른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나마 있는 서산시 인스타그램 계정 역시 SNS 홍
보의 주 표적인 젊은 층의 흥미를 전혀 끌지 못하는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길거리에 붙은 플래카드나 현수막은 이미 지나거나 시간 촉박하여 참여하기 어
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노년층이나 읍면 지역 거주민과 같이 문화 소외
계층, 젊은층 모두에게 제대로 홍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② 인프라 부족
서산시 전역에는 전문적인 전용 공연장이나 대형전시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나마 있는 서산시문화회관의 대공연장의 수용인원은 601인이 최대이며, 무대
는 330㎡로 굉장히 협소하다. 수용인원이 2000명이 넘는 서울 예술의 전당과
비교해본다면 이는 턱없이 작은 공연장이다. 애초에 건립된 목적이 다목적공연
장이었기에 무대에 올릴 수 있는 작품의 장르와 규모에 한계가 있다. 전시장도
마찬가지이다. 문화회관 측에서는 100여 점 작품 전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물리적으로 들여오기 힘든 작품이 있을 정도로 공간 자체가 좁고 보안 시스템
도 취약하다.
③ 젊은 층을 위한 문화행사 부족
특히 젊은 층 인구 중 최대 영향력을 행사하는 청소년층을 위한 바가 부족한
데, 서산시문화회관 2021 하반기 기획공연 계획을 보면 ‘운빨 로맨스’, ‘굿세워
라 금순아’, ‘그대와 영원히’, ‘경로당 폰팅사건’, ‘한 뼘 사이’, ‘2021 드라마틱
클래식’, ‘오백에 삼십’, ‘2021 송년콘서트’가 있다. 이 중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것은 ‘운빨 로맨스’, ‘그대와 영원히’, ‘한 뼘 사이’, ‘오백에 삼십’인데, 사실
이러한 연극이나 뮤지컬 장르에 대한 젊은 층의 선호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
로 확인된다. 2017 20대 전시회/페스티벌 문화 향유 실패 및 트렌드 조사
Report에 따르면6), 20대가 가장 친숙하게 느끼는 문화생활에 대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가 전시회라고 답하였다. 연극이나 뮤지컬은 중위권을 차지하였다. 즉,
젊은 층이 나름대로 볼만 하다는 문화행사도 사실은 젊은 층의 선호를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더 나아가 이러한 공연마저도 시간대나 금액적 부담
때문에 청년층이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젊은 층의 불만이
앞에서 시행했던 설문조사에도 고스란히 드러났던 것이다.

6)

이재흔, 정은미 (2017), 20대가 전시회와
https://www.20slab.org/archives/23627.

페스티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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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기는

방법.

대학내일20대연구소.

④ 교통 문제
서산시는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하다. 긴 배차시간과 읍면 간 이동이 어려운
점으로 인해 대중교통의 보행 수단분담률이 2016년 기준 14.2%에 불과하다.
전국 평균이 26.3%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7) 그렇다고 택시를
타려 해도 택시비가 적지 않으며 자가용을 타도 교통체증이 자주 일어나는 시
내 도로의 특성과 부족한 주차 시설 여건으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다른 지역으로 찾아가자니 고속버스표나 시외버스표 가격도 저렴하지 않
으며, 들여야 하는 시간적 비용도 상당하다.
이 외에도 대도시에 문화생활을 의존하던 관습과 시 당국의 인식 때문에 애초에
부족한 관심 역시 문제로 제기되었다.

4. 문화격차에 대한 해결책
1) 홍보 부족에 대한 해결책
심층면접에서도 나왔으며 자명하게 드러나는 문제점 중 하나는 바로 홍보의 부
족 문제였다. 특히 SNS를 통한 홍보가 매우 아쉬운 점 중 하나였다.
SNS 홍보와 관련된 선행연구8)에 따르면, SNS를 이용하는 정도, 자기표현성, 사
회집단을 형성하고자 하는 성향이 SNS 이용에 대한 만족감에 영향을 끼쳤고, SNS
이용자의 소비자 혁신성은 이용자가 브랜드에 대한 집단을 형성하고자 하는 성향
(브랜드집단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매개변인인 SNS 만족감과 브랜
드집단형성은 종속변인인 기업 태도나 브랜드 태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행사를 주관하는 문화시설 역시 일종의 ‘브랜드’로 인
식한다면, SNS 홍보가 분명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SNS 홍보는 젊은 층에 대한 유효한 타게팅 전략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젊
은 층은 대부분 정보 및 광고를 SNS를 통해 접한다. 2017 20대 전시회/페스티벌
문화 향유 실패 및 트렌드 조사 Report에 따르면9), 설문조사 진행을 한 20대 응답
자들 중 58%는 '문화생활 정보를 얻기 위해 팔로우하는 SNS 계정/사이트가 있다'
라고 답했다. 문화생활 관련 정보를 주로 접하는 경로로는 SNS 정보 제공 페이지
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60.2%였다. 따라서 이러한 SNS 홍보를 더욱 효과적으로 하
기 위해서는 서산 SNS 서포터즈를 활성화하고, 서산시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계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하는데, SNS 활용 마케팅 전략을 더욱 전문적인
차원에서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유튜브 브이로그에 서산 명소가 드러
날 수 있도록 유료광고를 진행할 수 있고, 인스타 스타를 활용한 버즈 마케팅 역시
가능하다. 카카오톡 채널을 만들어서 서산시 또는 근방의 문화행사를 알리는 알리
미 기능을 제작하는 것 역시 서산시민들, 특히나 젊은 층에 어떤 행사가 언제 있는
지 알리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심층면접에서 역시 이와 관련한 다양한 해결책들이 나왔다. 재난지원문자처럼 시
7) 2010 국가교통조사(국토해양부, 국가교통DB센터), 2016 국가교통조사(국토교통부, 국가교통DB센터).
8) 전종우, 천용석, 고헌 (2014). SNS를 활용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효과요인. 옥외광고학연구, 11(1).
pp. 5-30.
9) 이재흔,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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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의 동의로 문화 관련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홍보성 문자, 눈에 띄는 홍보물 배
포, 얼리버드 예약 시스템이 필요하며, 주최 측과 더불어 시 당국도 홍보에 적극적
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울러 3만 명의 학령인구에 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홍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2) 인프라 부족에 대한 해결책
서산에 규모가 큰 문화행사가 들어가기에는 공간 부족 문제가 존재한다. 서울에
는 LG아트센터, 리움미술관, 호암미술관 등 기업이 직접 설립, 운영하는 문화시설
이 많다. 이러한 기업 지원 역시 서산의 문화 향유 문제점을 고치기 위한 좋은 방
안이 될 수 있다. 서산에는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 중 하나가 위치하며 현대, 대산,
대죽 등의 기업들이 자리 잡았다. 2021년에는 SK건설이 충남 서산에 친환경 산업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서산시와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10) 이와 같은 기업과
시의 협동이 문화시설 건립에 있어서도 필요하다. 공연, 전시 등이 가능한 복합문
화공간은 ‘사회공헌 이미지와 선도기업 이미지를 통해 기업에 대한 태도를 높여주
는 것’으로 나타난다.11) 사회적 책임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브랜드 마케팅 효과를
위해 서산시 내 문화시설을 설립하거나 지원하도록 기업들에게 설득하는 것도 하
나의 방안이 된다.
심층면접에서 제안된 바는 다음과 같다. 오페라, 뮤지컬 등 전문 공연장 및 대형
전시관을 포함한 문화복합커뮤니티가 있어 많은 작품과 인원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시설과 상권을 연결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3) 젊은 층을 위한 문화행사 부족에 대한 해결책
서산의 문화행사 중 젊은 층을 위한 문화행사는 부족하고, 그나마 그들을 위하여
마련한 행사들마저도 젊은 세대의 선호가 제대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음을 앞서 확
인하였다. 심층면접에서 역시 여러 세대와 직업군에서 젊은 층을 위한 행사가 열악
하다는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었다. 결국, 해결책은 젊은 층을 위한 문화행사를
양적으로 증가시키고 질적으로 향상하는 것이다.
20대가 선호하는 문화생활을 알아보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 앞서 살펴본
2017 20대 전시회/페스티벌 문화 향유 실패 및 트렌드 조사 Report

12)등과

같이

젊은 층의 문화행사 선호도를 조사한 다양한 자료들이 있다. 20대는 시각적인 관람
을 직접적인 참여보다 선호하였으며, 전시장 내 촬영이 가능한 전시회(85.7%)를 촬
영이 불가능한 전시회(14.3%)보다 압도적으로 선호하였다. 전시품 외 주변 공간도
컨셉에 맞춰 꾸며져 있는 전시회를 그렇지 않은 전시회와 대조해 선호한 비중은
94.4%였다. 이와 같은 연구에서 착안하여 서산 지역에 한정하여 서산의 젊은이들
은 어떤 소재의 전시회를 즐기고, 어떻게 전시장이 꾸며졌으면 좋겠으며, 공연일
경우에는 어떤 장르의 공연이 좋을지 등을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등을 통해 알아
가 이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10) 연찬모 (2021, 4. 29.). SK건설 충남서산에 ‘친환경산단’ 조성...ESG 경영 강화. 뉴데일리.
http://biz.newdaily.co.kr/.
11) 서구원, 민형철 (2008). 기업 복합문화공간의 공간선호도와 기업이미지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9(4). pp. 71-85.
12) 이재흔,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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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접에서 제안된 바는 다음과 같다. 젊은 층을 공략하여 비교적 늦은 시간이
나 주말에, 학교나 젊은 층이 많은 기업 주변에, 트렌드에 맞출 수 있는 기획공연
및 기획전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비슷한 제안으로 서울에 가야만 접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서산에서 유치하는 것과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참여형 행사를 기
획하는 것이 제안된 바 있다.
4) 교통편 부족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은 ‘ 버스정류장으로 승객이 이동하는 방식이 아닌, 승객의
요구 및 수요에 따라 운행되며 고정된 노선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교통체계’를 의
미한다. 주로 이러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은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우, 요금대비 수익성이 낮아 택시 또는 소형버스로 서비스 공급이 필요한
경우,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서비스 공급이 필요한 경우, 특정 시장 수요자 그룹
에게 이용자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보급된다.13) 서산의 문화회관이나 문화
원의 경우 대중교통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편이었음을 실제 견학 갔을 때
경험했으며, 전시나 공연 등의 문화행사가 있을 때 주로 교통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요가 어느 정도 탄력적이다. 따라서 수요응답형 버스가 보급된다면 문화시설들에
대한 접근도가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수요응답형 버스가 아니더
라도 문화행사가 있는 특정 날짜들에는 셔틀이 운행되어 문화시설 앞까지 오도록
할 수 있다.
당장 교통 여건 개선은 불가능하더라도, ‘찾아가는 문화행사’ 기획, 혹은 서울, 대
전 등 거점 도시를 오가는 교통편의 증설 및 표값 인하 등이 심층면접에서 제안되
었다.
5) 지역 예술인에 대한 후원/양성
심층면접 답변 중 지역 예술인에 대한 후원 및 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그 해
결책으로 중고제, 박첨지놀이 등 콘텐츠를 발굴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박상언 문화예술행정가에 의하면 지역 예술가들이 건재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
예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파악이 필요하며, 둘째, 지속적인 지자체 사업 개발
이 필요하며, 셋째, 『예술인 복지법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14) 2017년
에 이 조례가 제정된 서울특별시와 달리 충청남도에서는 2020년이 되어서야 처음
제정되었으며, ‘충남 예술인 복지증진계획’과 같이 해당 조례에서 밝혀진 계획들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격적인 시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령 서울시는 예술인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창작 안전망을 구축하여 예
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활성화하고 공정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서울 예술인 플랜'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2개의 사업에 2,510억 원의 지원금을
마련하였다.15) 서울시의 이러한 프로그램들과 같이 서산시 역시 구체적으로 지역
13) 김재세, 김명수, 안민수 (2020).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에 따른 효과분석 연구 -아산시를 중심으
로-.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83. pp. 260-261.
1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9, 11.). 지역예술인, 지역 예술활동의 현실을 말하다. 예술인.
http://news.kawf.kr/.
15) 서울로컬뉴스 (2017, 9. 1.). 서울시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앞장서다. 서울로컬뉴스.
http://www.s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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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들을 위한 후원 사업을 계획해 나가야 한다.
특히 서산시의 어떤 문화를 더욱 활성화할 것인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충
분한 논의를 거쳐 지원 방향을 특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제한된 지원금을 효율적
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서산이 어떤 특정 문화 사업에 중심을 둘 것인지 파악하고,
그 분야에 더욱 총력을 가해야 한다. 가령 ‘서산시 차별화된 지역문화예술 기반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산시민들은 해미읍성, 마애삼존불상,
호수공원 순으로 서산의 대표 이미지를 뽑았다. 이러한 소재들을 중점적으로 한 지
역 예술을 구축해나가기 위한 후원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문화도시 서산이
나아갈 방향으로 서산시민들은 ‘서산 고유의 역사전통 중심’이라 답했으며, 문화예
술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분야는 ‘문화예술 전용 공간 확대’라 응답하였다. 가장
참여하고 싶은 문화예술활동은 음악, 영화, 연극 순이었다. 이러한 서산시민들의 입
장이 반영된 문화예술 비용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16)
6) 시민 참여 문화행사 기획
심층면접 중 서산시에는 애향심 강한 시민이 많다는 점을 강점으로 삼아 정책
제안이나 공모전과 같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상업성 축제를 축소하고 문화예술계 전문가를 섭외하며 시 문화정책의 정체성을
살릴 필요성이 있다는 답변도 나왔다.
실제 이러한 시민 참여로 이루어진 문화사업은 최근 점점 늘어나는 중이다.
2021년 9월 안산시에서는 문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출범하였는데, 여기서 구성된 시
민협의체는 문화의제 공유와 상호토론을 거쳐 '문화도시 실천 과제'를 설정한다. 또
라운드테이블, 사업발굴리빙랩, 파일럿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17) 원주 댄싱카니
발의 경우 축제 초창기부터 시민들이 직접 기획, 운영에 참여하여 축제를 주도적으
로 이끌며 성공적인 시민 참여형 축제 모델을 구축하였다.18)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종류의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기획 자체를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문화행사의 참여도와 관심을 높일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7) 기타
이 외에도 심층면접에서 눈에 띄었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잠재적 문화공간의 이
점에 관한 내용도 타당한데, 호수공원이나 전통적인 상권과 연계하여 버스킹, 길거
리 전시를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점이 제안되었다. 서산시민의 높은 구매력을 고
려하면 세이의 법칙처럼 공급이 있을 때 수요도 생길 것이기 때문에 유명한 인물
이나 전시, 공연을 다양하게 섭외하여 지속해서 시민들에게 문화행사를 접하게 하
자는 의견도 있었다.

16) 박두웅 (2019, 1. 9.). 서산시 차별화된 지역문화예술 기반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설문조사. 서산
시대. http://www.sstimes.kr/.
17) 류제현 (2021, 9. 14.). 안성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공식 출범.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
18) 지역문화진흥원 (2018, 11.).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축제 ‘댄싱카니발’. 지역문화진흥원.
http://www.rc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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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1. 연구의 의의
먼저, ‘문화량’이라는 개념에 대한 수치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우
리는 ‘문화’라는 개념을 추상적이고 질적인 개념으로 자주 생각하고, 실제로 이런 측면
을 이번 연구에서 역시 확인하였다. 하지만 문화량을 정량화하다면 더 객관적이고 분
명한 문화격차의 실재와 실태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비록 이번 연구에
서는 실패했지만 추후에 더 면밀한 개념 확정, 많은 양의 데이터, 수학적 모델에 대한
논의 등이 있다면 가치 있는 문화량 수치가 나오리라 기대한다.
비록 한계는 있었으나 문화량의 수치화를 통해 문화량 자체에 있어서 경향성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즉, 문화격차의 실재를 정량화된 데이터로 보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그저 주관적 정서나 감정의 차원으로 논의되었던 문화격차를 조금 더 실체화할 수 있
었으며, 특히 복합적인 요인에 대한 통합 분석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었다.
질적 연구를 진행한 데에 있어서도 연구 의의가 있다. 설문조사, 심층면접의 진행을
통해 우리는 서산 사람들의 실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생각보다 많은 선행연구들
은 전국 단위의, 또는 유명한 몇 지역들의 문화 실태만을 조사하였다. 하지만 충남 서
북부 서산에 특별히 집중하여 그곳의 문화격차 실태와 요인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없
었다. 이러한 방식의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 나간다면 실제 서산의 공공기관이나 문화
시설과 협력하여 더 지역민들의 필요에 맞는 문화행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한계 및 발전 방향성
먼저 정량화에 실패했다는 데에 한계점이 있다. 비록 서울과 서산의 문화격차를 가
시화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으나, 문화격차 발생 요인에 대한 거시적 차원의 분석까지
가는 데에는 실패했다.
정량화 시도 한계에 대한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량의 계산이 정확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에서 문화량을 수치화할 때, 문화행사 간의 문화
량 격차를 일괄적으로 가격에 따른 함수로 가정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해당 함수를 결
정지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같은 가격을 지닌 행사도 서로 다른 문화량을 제공할 수
있고, 설문조사의 내용이나 응답층의 치우침 등으로 인해 잘못된 모델링이 되었을 가
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오차로 인해서 문화량이 실제와는 잘못된 수치로
나와 상관관계를 찾지 못하게 되었을 수 있다.
둘째, 데이터 수가 부족하다. 지역별로 5개 기초자치단체, 총 10개 기초자치단체만
을 조사해서 추세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
특히, 문화량은 각각의 요인들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각각의
요인과 문화량을 일대일 비교하는 것으로는 정확히 어떤 요인이 얼마나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어렵다. 더 많은 데이터, 이를테면 전국의 모든 기초자치단
체에 대한 데이터가 있다면 이러한 오차를 배제할 수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수준의 적은 양으로는 이러한 오차를 보정하기 힘들다.
셋째, 문화량의 수치화 자체의 한계점이 있다. 문화량이라는 개념은 주관적이고 상
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다르고, 어디서부터 어
디까지를 ‘문화행사’로 칭할 것인지 역시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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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한 보정을 했다고는 하나 수치화한 문화량이 현실을 정확하게 대변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시도해 본 문화량의 수치화 결과가 크게 설득력이 없게 나타난 시점에
서 이 문제점이 더욱 확연하게 나타난다.
서산에 한정된 질적 연구라는 데서 오는 문제점도 있다.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등을
통해 서산의 문화격차 현황과 요인들에 대해 분석할 수 있었지만, 이것이 서산 내 특
수한 문제인지, 또는 서산뿐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든 서울 외 지역들에 적용되는 문제
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보편적이고 특수한 요인들 간의 구
분이 이루어진다면 지역 차원뿐만 아니라 전국 차원에서도 이 정보가 더욱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선행연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는 점도 이 연구의 큰 한계이다. 아무래도 학부생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연구 수준에 제한이 있다 보니 더욱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
기 위해 기존 연구를 사용한 지점들이 많았다.
이러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발전할 수 있는 여지는 많다. 문화량
과 격차에 대한 정량적 분석도 데이터의 양이 많아진다면 충분히 시도해볼 수 있는
연구이다. 이번 연구는 비록 학부생 차원에서 머물렀지만, 관련 행정 단위에서 이러한
연구 진행을 한다면 더 실제적인 결과와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서
산에 관한 연구 진행에 있어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표본을 더 늘리고, 심층면접 역시
문화예술 전문가들과 함께 제작하여 진행한다면 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것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문화행사들을 기획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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