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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로에 선 한국 문화산업

잇따른 악재로 시장 분위기 급랭

□ 2002년 7월 이후 문화산업의 기반을 위협하는 악재들이 발생

- 상반기에는「겨울연가」,「집으로」, 국산 캐릭터 등의 성공으로 분위

기가 좋았고, 여기에 월드컵 특수까지 가세

- 그러나 7월 이후 무료음악 사이트 「소리바다」서비스 중단, 연예계

비리 수사와 같은 대형 악재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음

ㆍ불투명한「PR비」사용, 불공정계약으로 음반, 방송 관계자들이 연루

- 그동안 선전했던 한국영화도 블록버스터형 신작의 참패, 수익성 악화,

투자자금 유입 감소로 어려움에 직면

ㆍ한국영화 국내시장점유율 : 2001년 49.7% → 2002년 8월초 28.0%

문화분야 상장 기업들의 실적 추이

회사명 사업 내용
매출(순이익)
(2001년, 억원)

최고주가
→현재주가(원)

음반

SM엔터테인먼트*
'보아', '신화' 등
전속가수 보유

282(21)
65,600
→ 7,720

대영에이앤브이*
KMTV(음악전문
케이블) 인수

173(10)
38,500
→ 8,050

영화

대원C&A홀딩스
'큐빅스', '센과 치히
로의 행방불명' 배급

204(36)
29,800
→ 9,500

플레너스
시네마서비스와
로커스홀딩스 합병

159(11)
33,750
→ 10,300

게임

엔씨소프트
'리니지' 등
고유 게임 판매

1,247(116)
251,000
→ 131,000

한빛소프트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시판

827(140)
52,600
→ 16,150

주 : 1) *는 이번 사태와 관련된 기업 2) 현재주가는 2002.8.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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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은 발전가능성이 높은 유망 분야

□ 문화산업은 문화콘텐트(내용물)를 기획ㆍ제작하고 유통하는 사업분야

- 협의 : 영화, 방송,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출판만화 등 오락

적 성격이 강한 부문

- 광의 : 출판ㆍ인쇄(신문, 잡지), 광고, 공연, 미술(디자인), 전통문화 등

도 포함

문화산업의 유래와 부상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가 『계몽의 변증법』(1947)

이라는 책에서 한 章을 문화산업(Kultur Industrie)으로 이름 붙인 데서 유래

▷1970년대 UNESCO가 중심이 되어 문화산업의 경제ㆍ사회적 중요성을 부각

- UNESCO는 문화산업에 인쇄자료 및 문헌, 음악, 라디오 및 텔레비전, 문화유산,

공연예술, 시각예술, 사회문화활동, 체육활동, 문화의 일반 운용 등을 포함

□ 문화산업은 21세기 들어 각광받고 있는 유망분야

- 문화산업은 산업화ㆍ정보화 시대에 발달한 「Hard(제조, 기술)」를 보

완하고 가치를 높여주는 「Soft(감성, 예술)」의 영역

주도 기술과 중심 가치의 변화

구분 1970~8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1세기

기술발달방향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킹 콘텐트

중심가치 산업 정보 지식 감성ㆍ문화

대표업체 IBM 마이크로소프트
넷스케이프,

오라클

AOL타임워너, 소니,

비방디유니버설

자료 : 데이비드 모슈라,「패자의 미래」(1997)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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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높아질수록 문화에 대한 요구가 절실해지며, 문화산업과 시장

의 국제화가 관련 기업들에게 기회를 제공

- 하드웨어의 마진율이 급감함에 따라 소프트 및 창조에 바탕을 둔 문화

산업이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부상

ㆍ「스타워즈 에피소드 I」은 약 1억 달러의 제작비를 들여 47억 2,100

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음(1999년 여름 개봉∼2001년말까지)

ㆍ수익내역을 보면 캐릭터 27억 달러(전체의 57%), 비디오 8억6천만

달러(18%), 극장상영 7억3천만 달러(16%)의 순

□ 각국은 문화산업을 전략분야로 설정하고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미국은 자국의 영상산업이 2005년 세계시장의 70%를 점유할 것으로

기대하며, 영상산업을 군수산업과 함께 2대 주력산업으로 간주

- 영국은 콘텐트산업을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으로 명명하고

GDP대비 비중 10% 달성과 100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함

- 한국도 문화산업을 차세대 수종으로 인식하기 시작

ㆍ"서비스 수입국인 한국은 수출에서 차지하는 무형자산의 비중을 높여

야 할 시점" (앨빈 토플러, 「위기를 넘어서: 21세기 한국의 비전」,

2001.6.7)

□ 한국 문화산업의 시장규모는 2001년 13조 8천억원이며 연평균 28%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영역별 시장은 방송(6.4조원), 캐릭터(4.1조), 게임(1.4조)의 순

삼성경제연구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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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문화산업의 시장규모
(억원)

구분 1999 2001 2003
연평균성장률

(1999~2003)

영화 6,614 10,350 11,425 18%

방송 30,750 64,000 76,000 37%

음악 3,800 4,925 6,650 19%

게임 9,014 14,454 28,253 53%

애니메이션 2,700 3,294 4,050 12%

캐릭터 32,200 41,000 53,520 17%

합계 85,078 138,023 179,898 28%

주 : 2001년의 영화, 음반, 애니메이션은 추정치

자료 :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문화산업통계」, 「문화산업비전 21」

한국 문화산업 도약을 위한 8대 과제

□ 향후 몇 년이 한국 문화산업의 着根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

- 영화, 음반, 게임, 캐릭터 등에서 수출이 늘어나는 등 막 도약하려고

하는 단계

- 그러나 업계 리더들이 상당수 비리에 연루되어 자칫 문화산업의 가치

사슬(value chain)이 끊어질 우려

ㆍ기획, 제작 중단과 자금경색에 따른 후유증이 심각

- 문화산업이 지금의 고비를 잘 넘겨야만 주력산업의 하나로 자리잡을

수 있음

□ 문화산업 영역별로 발전단계 및 강약점이 다르므로 이를 감안해서 도

약을 위한 방안을 마련

삼성경제연구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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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가능성이 높고 IT 접목이 용이한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중

점 육성

ㆍ영화, 방송, 음반은 대규모 자본이 요구되고 해외시장의 벽이 높음

- 세계적 수준의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망, 탄탄한 신세대 수요, 숙련된

제작인력 등의 강점을 활용

- 대형화된 전문기업 부족, 불투명한 업계관행, 교육시스템 낙후 등 약

점을 조속히 보완

한국 문화산업의 분야별 강약점

분야 강 점

약 점
영화

-개방 이후 경쟁력 제고

-극장, 펀드 등 인프라 개선

-원작 시나리오 부족

방송
-유능한 제작인력 보유

-높은 시청자 충성도 -불공정 계약관행

-자본력 열세로 대형화 곤란
음악

-국내가요의 탄탄한 내수 기반

-열성적인 10대 팬

-「PR비」중심의 마케팅

-저작권을 둘러싼 갈등

게임
-세계 최고의 초고속망 보유

-역동적 게임문화(PC방 등)

-폭력, 선정, 중독성 시비

-해외 빅 브랜드가 판매 주도

애니메이션
-풍부한 제작경험과 기술력

-동영상 문화와 관련 인프라

-독창적 기획자, 원작자 부족

-장기간의 투자회수기간

캐릭터
-「아바타」등 성공 경험

-모바일 콘텐트 수익모델 정착

-불법 복제ㆍ유통 방지책 미비

-세계화 아이템 부족

□ 문화산업을 21세기 주력분야로 육성하기 위해서 다음 8대 과제를 실천

- 업계 : ▷문화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이들을 둘러싼 ▷제도ㆍ관행의 투

명성을 제고

삼성경제연구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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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 ▷선진화된 유통질서를 정착시키고, ▷시장을 능동적으로 국제

화하면서, ▷방송산업을 고도화하는 것이 필요

- 인프라 : ▷앞선 IT기반을 활용하고, ▷정책지원을 효율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문화ㆍ예술 토양을 확충

한국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8대 과제

�문화전문기업 육성

‚업계 신뢰와 투명성 제고

ƒ유통질서 정착

„능동적 시장국제화

…방송산업 고도화

†IT 기반 활용 ‡정책지원의 효율화 ˆ문화ㆍ예술 기반 확충

업계 시장

인프라

�문화전문기업 육성

‚업계 신뢰와 투명성 제고

ƒ유통질서 정착

„능동적 시장국제화

…방송산업 고도화

†IT 기반 활용 ‡정책지원의 효율화 ˆ문화ㆍ예술 기반 확충

업계 시장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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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8대 과제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8대 과제

과제 현상 진단 Action Item

1. 문화전문기업

육성

-악조건하에서 성공사례 연출

-지금은 총체적 위기 상황

-특화전략으로 세계시장 공략

-문화 CEO 영입 및 양성

2. 업계 신뢰와

투명성 제고

-「안면」이「계약」을 압도

- 관행과 제도의 괴리

-포용, 선별, 자율로 관행 개선

-전문성, 도덕성 등 기본 강조

3. 유통질서

정착

-불법복제 요주의국으로 지목

-인터넷 콘텐트 공짜의식 만연

-콘텐트 유료화

-체인점 등 유통망 선진화

4. 능동적

시장국제화

-완전개방ㆍ경쟁의 새 국면

-특색있는 콘텐트 수출 호조

-적극적 문화개방과 교류

-세계적 스타 콘텐트 육성

5. 방송산업

고도화

-시장개방에의 대응 미흡

-광고시장과 시청률 과다의존

-합병, 외자유치로 대형화 유도

-「미디어=기관」에서 탈피

6. IT기반

활용

-하드에 강하나 소프트 취약

-역동적인 디지털 문화 만개

-CT(문화기술) 집중 개발

-디지털 콘텐트 시장 선점

7. 정책지원의

효율화

-지원기구와 정책자원 분산

-「문화=산업」인식 약함

-정책조정과 기구 통합

-우수문화 우대, 문화외교 강화

8. 문화ㆍ예술

기반 확충

-문화ㆍ예술 경시 풍조

-제도교육의 문화 경시 심각

-기업 메세나 활동 확대

-문화체험 중심의 사회교육

1. 문화 전문기업의 육성

성공사례를 다수 창출했으나 최근 총체적 위기 직면

□ 협소한 내수, 수출경험 일천, 불공정한 업계관행 등 열악한 환경하에서

국내 문화기업들은 많은 성공사례들을 만들어냈음

- 온라인 게임은 미국과 더불어 세계 최고 수준

ㆍ엔씨소프트는 「리니지」한개로 2001년 1,247억원의 매출을 기록

ㆍGV사의 게임 「포트리스」는 매달 평균 30억원을 벌어들이고 있음

삼성경제연구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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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메이션의 경우 3차원 컴퓨터그래픽 기술력, 창작 애니메이션에 대

한 장기 투자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

ㆍ「탑블레이드(한일합작)」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팽이를 국내에서

150만개, 일본에서는 1,700만개 이상 판매

ㆍ총 제작비 60억원을 투입한 「큐빅스」는 2002년말까지 순수익만

200억원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

- 한국영화의 신기원을 이룩했던 「쉬리」는 1999년 개봉 이후 현재까

지 1,107억원의 매출을 올렸음(부가가치는 337억원)

□ 그러나 최근 잇단 흥행실패, 시장환경 악화, 자금난 등으로 국내 문화

기업들은 경영이 크게 악화되었고 상당수가 퇴출될 가능성

- 코스닥시장 침체, 연예계 비리 조사의 여파로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하였고 자금조달이 극도로 어려워짐

- 대기업들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이유로 문화산업에서 빠져나갔

고, 대형 투자사들은 상반기의 손실 때문에 신규 프로젝트를 중단

대형화된 전문기업과 「문화 CEO」가 필요

□ 안정적으로 투자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화된 대기업(메이저사)의

출현이 필요함

- 전문화된 대기업은 탄탄한 재정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개척, 대외개방

대응,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장기투자 등을 실행할 수 있음

- MTV, CBS, Nikelodeon(만화영화 전문방송) 등을 보유한 바이어컴

CBS의 연간 매출은 232억달러 규모(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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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화한 소규모 전문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협업시스템을 구축

-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분야에서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형성

ㆍ국경에 따른 문화적 장벽이 크지 않고 한국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온라인 게임, 모바일게임, 애니메이션, 출판만화 등에 특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스튜디오 지브리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제작업체 스튜디오 지브리는 그림 애니메이션에서 축적한

色지정의 기법을 1999년 이후 디지털화하는데 성공하여 2차원에 3차원이 가미된

「퓨전 애니메이션」을 고안, 독보적 위상을 확보했음. 특히 일본 고대 신화, 토

테미즘, 귀신ㆍ둔갑이야기 등 희소하고 신비롭고, 친근한 소재를 발굴하는데 주력

하였고 장인정신이 충만한 전문 애니메이터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일본내 2,4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탄생시켰음

□ 문화산업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문화 CEO」를 발굴 및 육성

- 인간의 감성을 겨냥하는 문화산업의 특성상 CEO 스스로 창조적이고

유연하며 감성적이어야 함

2. 업계 신뢰와 투명성 제고

불투명한 관행과 제도간의 괴리

□ 불투명한 거래와 불평등 계약의 관행이 일반화

- 문화산업은 기본적으로 고위험(high risk) 비즈니스로서, 시장진입 위

험을 관리하는 방편으로 소위 「마케팅비」가 사용됨

ㆍ음반사, 연예기획사 등이 자사 상품이나 연기자를 부각시키기 위해 부

적절한 경비를 때때로 집행

ㆍ「마케팅비」와 「대가성 뇌물」의 경계가 모호한 것이 문화산업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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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률 5%”

국내에 신규로 출시되는 음반은 연간 700장 정도이며, 이 중 5%만이 손익분기점

(10만장) 이상 판매됨. 음반 1장당 소요되는 비용이 曲費, 녹음비 및 홍보마케팅

비 등을 포함하여 평균 7억원 정도로 높은 반면, 성공률은 극히 낮아 신인가수들

은 연예기획사와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02.7.29>

□ 공정한 계약이나 실력보다는 「안면」과 「인맥」을 우선

- 문화산업 핵심인력은 창작자 또는 예술인들로 계약보다는 동료의식에

기반하여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가 많음

□ 제도적 조치로 수십년간 통용되어 온 업계 관행을 단시일내에 고치기

는 어려울 것임

- 프로젝트 위주로 진행되는 업계 특성상 작가, 연기자나 제작자에게

「선수금」, 「사전 할인」 등 변칙적인 지급 방식에 의존

ㆍ 이는 할리우드 등 외국 연예산업에서도 통용

「마에킨」, 「마에가리」

국내 영화, 애니메이션 업계에서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시초부터 역량있는 작

가, 제작자(감독, 애니메이터 등)를 확보하기 위해 마에킨(일본말: 선수금)을 주

는 것이 통례. 또 당초 예정한 분량보다 적은 양의 필름으로 제작이 완료되었을

때 그 차이를 깎지 않고 보상해 주는 마에가리(사전 할인)도 빈발

포용적, 선별적으로 조치하고 업계 자정 노력을 유도

□ 일부 그릇된 행위가 전체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도록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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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 수사에 대해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으므로, 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치들은 조기 마무리

- 극단적 비리와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리하되, 업계

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은 점진적으로 시정

□ 업계 스스로 정화 노력을 하고 실력 본위의 경쟁분위기를 정착

-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종사자들의 높은 도덕성이며 이는 업계 내부의

자정 노력에 의해서만 해결이 됨

- 동시에 프로그램 관계자들이 변칙이나 위법을 하지 않고 작품 제작에

몰두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

ㆍ일본 NHK는 프로젝트 운용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제작진의 재충전을

보장해 줌으로써 무리한 일정 및 자금 관리를 미연에 방지

일본 NHK의 우수 프로그램 제작시스템

우수인력 추천제로
공정한 기용

1인 1프로그램
전념

재충전 보장

실력 있고 깨끗한
프로젝트 매니저

공정하고 투명한
프로젝트 운용,관리

작품활동 전념 여건 조성

조급함, 시청률 지상주의
지양

외부 기획사와 유착 방지

우수인력 추천제로
공정한 기용

1인 1프로그램
전념

재충전 보장

실력 있고 깨끗한
프로젝트 매니저

공정하고 투명한
프로젝트 운용,관리

작품활동 전념 여건 조성

조급함, 시청률 지상주의
지양

외부 기획사와 유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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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행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제도를 도입

-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마케팅비로 인정(접대비, 판공비 등을 현실화)

- 업계 실정을 감안하여 회계처리를 단순화하고 과표, 세율을 조정

3. 유통질서 정착

불법 복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저작권 관련 논쟁이 계속

□ 불법복제가 근절되지 않아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개발의욕을 저하시킴

- 오프라인에서의 불법복제는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으나, 초고속망 보

급 이후 온라인 복제가 급증

ㆍ스팸메일을 통해 해적 CD 판매를 권유할 정도

- 미국의 게임소프트단체인 「인터랙티브 디지털 소프트웨어 협회」는

온라인게임 보급률이 높은 한국을 불법복제 요주의국으로 지목

□ 법원은 저작권 침해 판결에 따라 인터넷 음악교환 사이트인 「소리바

다」의 서비스가 중단됨(2002년 7월 31일)

-「소리바다」 폐쇄를 둘러싸고 음반업계와 네티즌간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음

ㆍCopyright(배타적 저작권 사용)와 Copyleft(저작권 공유)의 입장 차이

- 미국에서도 같은 이유로 2001년 7월「냅스터(Napster)」가 폐쇄됐음

삼성경제연구소 12



CEO Information 361

호

미국 냅스터(Napster) 사례

- 숀 패닝이 개발한 냅스터는 1998년 10월 A&M Records사를 비롯한 18개

음반사에 의해 소송을 당했음

- 독일「베르텔스만」이 냅스터의 발전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2000년에 인수

- 그러나 냅스터는 소송에 시달리다가 결국 2001년 7월 폐쇄되었고, 2002년

3월 22일 항소심에서 법원은 사이트 폐쇄 명령을 재확인

□ 음반업계는 유통망 독과점, 불투명한 거래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

- 소규모 독립 음반사가 제작한 실험적 음악은 판매망 확보가 어려워서

다양한 음악이 발전하기가 어려움

- 반면 인기가수 음반의 경우, 공급지연이나 반품불가 등의 불공정행위

가 행해짐

부분 유료화와 유통망 대형화가 필요

□ 온라인 음악 다운로드에 대해 음악계와 인터넷 업계가 한발씩 양보하

여 공존을 모색

- 정보공유와 저작권 침해를 구분하기 곤란하며, 당사자들이 소모적 다

툼을 계속하게 되면 음악산업 전체가 공멸

- 최신 음악은 유료화하고 시간이 지난 음악은 무료 다운로드를 인정하

는 식으로 타협하는 것도 한 방법

「아우라(Aura: 魂, 基)」로 불법복제에 대응

제도적으로 단속하기 어려운 불법복제에 대한 해법으로 「Aura」를 진품에 불어넣

어 가짜와 다르게 보이게 하자는 방안이 제기. 복제품이 보여줄 수 없는 진품만의

독특한 분위기와 높은 질적 완성도가 진품을 보호하는 방법이라는 주장임

<자료: 마야시타 마코도, 『캐릭터 비즈니스, 감성체험을 팔아라』, 넥서스 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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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와 정부가 불법복제 감시를 강화

- 소비자부터 무단복제가 불법이며 콘텐트는 돈을 내고 사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함

□ 다양한 채널의 소매유통점을 운용하여 소비자 편의성을 제고

- 문화상품 유통점을 대형화하고 전국적 체인망을 구축

ㆍ접근성과 판매서비스가 좋아지면 문화산업의 시장이 확대됨

4. 능동적 시장국제화

시장개방으로 완전경쟁에 돌입

□ 개방이 가속되어 국내시장 수성이 현안으로 대두

- 2002년 하반기 일본대중문화 추가 개방이 예정되어 있으며, 일본방송

의 저급 드라마나 오락프로그램이 우리 안방에 침투할 것으로 예상

ㆍ애니메이션의 경우 성인용과 코믹무협물의 수입금지 조치가 해제됨

- 지난 6월말에는 WTO 회원국들이 한국에 대해 스크린쿼터 폐지 등을

요구했고, 문화 창작물에 대한 정부 보조금 및 지원을 문제삼았음

- 세계 콘텐트업계를 주도하고 있는 AOL타임워너, 월트디즈니, 소니 등

이른바 「빅7」기업들의 한국시장 공략도 구체화

□ 한편 국내시장 한계에 따른 판로 개척, 국내 콘텐트의 경쟁력 강화 등

에 힘입어 문화산업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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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친구」는 210만달러에 일본으로(2001년), 「집으로」는 23만

달러에 미국 파라마운트사에 수출(2002년 5월)

- 일본에 진출한 가수 '보아'는「listen to my heart」로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2002년 3월 오리콘 차트(앨범판매 기준)에서 1위를 차지

가수 '보아'의 일본진출 성공요인

- SM엔터테인먼트는 동남아 시장을 겨냥한 문화상품으로서 보아를 발굴했고,

철저한 기획과 현지화 전략 구사를 통해 일본진출에 성공

·일본어로 노래할 수 있도록 6개월간 일본어 교육을 시킴

·일본 음반시장의 주류인 「로틴(Low-Teen)」을 공략

·현지법인을 세워서 일본 공략의 전초기지로 활용

- 중국 등 동남아에서의 한류 열풍은 한국문화가 변방에서 탈피하여 세

계문화의 본류에 합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음

문화개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

□ 외래문화 침투와 시장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

- 문화개방에 대한 피해의식을 떨쳐버리고 외국문화와의 만남, 세계기업

과의 경쟁을 체력 강화의 계기로 적극 수용

ㆍ스위스 IMD는 한국의 문화개방 정도를 평가대상국 49개국 중에서

48위로 평가(2001년)

- 개방의 일정 및 범위를 미리 고지하여 업계의 사전 대응을 지원

ㆍ지나친 저급문화 유입에 대해서는 시민단체가 나서서 견제

- 문화개방을 전향적으로 활용하여 일본, 중국, 동남아를 포괄하는 동아

시아 문화네트워크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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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인 소재 개발, 자금력 있는 대기업의 문화상품 수출을 촉구

- 처음부터 수출을 겨냥한 콘텐트를 기획ㆍ제작하고 필요시 해외 유통

기업과 협력

5. 방송산업의 고도화

문화산업을 견인하는 방송의 역할이 미흡

□ 방송산업의 경쟁력이 약하여 문화산업의 발전을 이끄는데 미흡함

- 방송 등 매스미디어는 오랫동안 독과점 구조와 내수위주로 안주하여

세계 흐름에 뒤쳐지고 체질이 약화됨

ㆍ정부 정책도 「미디어=공공기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간여와

규제를 지속

- 국내 방송사들은 통신업체보다 규모나 경영력에 있어서 크게 열세

ㆍ방송과 통신은 융합 추세에 따라 경쟁관계로 바뀌는 중

국내 방송사와 통신회사의 비교

구분 KBS SBS KT SKT

매출액 1조936억 4,872억 11조5,182억 6조2천271억

당기순이익 228억 517억 1조872억 1조1,403억

시장가치 비상장 1조586억 14조6,733억 19조2,124억

주 : 매출과 순이익은 2001년, 시장가치는 2002.8.9. 기준

□ 미디어의 시장개방에 대한 관련 업체들의 대응이 미흡

- 글로벌 미디어 복합그룹의 한국시장 진출이 강화되고 있는데도 불구

하고, 국내업체들은 내수시장에서의 독과점적 지위에 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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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공중파 방송사가 외주 프로덕션의 부분적 저작권을 적극 보장하지 않

는 등 경쟁력 강화에 소홀

□ 광고매출에 대한 과다한 의존이 단기적 「시청률 지상주의」를 초래

- 소비자보다 광고주를 우선하여 시청률을 높여주는 자극적이고 가벼운

콘텐트에 치중

대형화, 전문화, 고급화가 필수적

□ 미디어간 합병이나 외자유치를 통해 규모를 키워야 함

- 선진국의 메이저 미디어들은 신문, 방송, 잡지, 라디오 등 4대 매체는

물론 뉴미디어 부문까지 복합화

일본 요미우리 그룹의 기업구조

< 종합신문: 모기업 >

요미우리 신문사
(1,017만부 발행)

< TV >

니혼테레비
네트워크 28국

< 출판 >

쥬오고론신사

< 스포츠 >

도쿄 요미우리 교진군/
니혼 테레비 풋볼 클럽

(도쿄 베르디)

< 레코드 >

밥프

< 라디오 >

아르 에프
라디오 니혼

< 스포츠 신문 >

호치 신문사

< BS(방송위성) >

BS 니혼

< CS(통신위성 >

플랫트 원

< 종합신문: 모기업 >

요미우리 신문사
(1,017만부 발행)

< TV >

니혼테레비
네트워크 28국

< 출판 >

쥬오고론신사

< 스포츠 >

도쿄 요미우리 교진군/
니혼 테레비 풋볼 클럽

(도쿄 베르디)

< 레코드 >

밥프

< 라디오 >

아르 에프
라디오 니혼

< 스포츠 신문 >

호치 신문사

< BS(방송위성) >

BS 니혼

< CS(통신위성 >

플랫트 원

주 : 화살표는 경영 지배관계를 표시

□「미디어=(공공)기관」에서 「미디어=산업」으로 인식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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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사 등 미디어들이 경영혁신, 민영화, 외자유치 등을 통해 급변하

는 세계 미디어업계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유도 지원

□ 매스미디어가 솔선하여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와 R&D를 확대

-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사용

ㆍ외주 프로덕션을 적극 키우고 쌍방향 데이터방송 등 기술개발을 강화

6. IT기반 활용

세계 최고수준의 IT기반을 보유

□ 디지털 관련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역동성과 고성장세를 과시

- IT, 초고속망의 기반에 힘입어 게임, 캐릭터, 모바일콘텐트 등이 발달

ㆍ모바일캐릭터 시장은 2001년 100억원, 2002년 500억원 규모로 추산

- 한국 문화산업 전체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1.4%이지만, PC게임은 5.8%,

온라인게임은 4.5%를 차지

□ 국산 디지털캐릭터들이 히트를 치고 있고 일부는 해외시장에 진출

- 2000년에는 일본 포켓몬스터, 키티 등 외국 캐릭터들이 국내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했으나, 2001년에는 마시마로, 졸라맨 등이 선전하

여 국산이 절반을 점유

□ 그러나 문화산업과 연관된 핵심 소프트웨어는 여전히 외국에 의존

- 3차원 컴퓨터그래픽 및 영상효과의 경우 미국 Pixar('토이스토리' 제

작사)의 「RenderMan」(소프트웨어명)이 세계시장을 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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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영상효과 소프트웨어는 '쥬라기 공원'이나 '스타워즈 에피소드 I'과 같

은 할리우드 대작의 제작 과정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

IT기반을 적극 활용하는 문화산업 전개

□ IT기반을 활용하여 세계적인 콘텐트를 개발하고, 비즈니스모델을 개척

- 우수한 IT기반을 활용하여 3D 애니메이션, 디지털 방송프로그램, 온

라인 게임 등의 디지털 콘텐트를 개발

ㆍ국내에 축적된 디지털기술을 이용, 아날로그 콘텐트를 디지털화

- 모바일게임, 모바일결제, 모바일쇼핑 등 다양한 모바일콘텐트를 개발ㆍ

보급하고 모바일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주도

ㆍ보급률이 한계에 이른 모바일 시장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

-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이용, 온라인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의 새로

운 온라인 유통을 정착시키고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

□ 미디어 창작기술, 3D기술, 가상스튜디오기술 등 국내의 뛰어난 CT(문

화기술, Culture Technology)를 무기로 하여 니치마켓을 공략

- 3차원 게임 및 애니메이션, 가상현실 방송프로그램 등의 시장을 개척

□ IT기기에 우수한 콘텐트 및 문화를 내재화하여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

이고 선진업체 제품과 차별화

- 우리 고유의 문화를 이용하여 IT기기를 디자인하고 우수한 국산 콘텐

트를 하드웨어와 연계 판매

ㆍ상품광고/홍보시장에서의 게임 도입, 캐릭터화된 제품개발 등 문화콘

텐트를 이용한 하드웨어 판매를 확대하는 전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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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의 문화산업 응용분야

기술분야 기술 내용 문화산업 응용

미디어창작
자연어처리, 인공지능, 디지털콘텐트

검색, 3차원영상, 하이퍼텍스트
콘텐트 설계와 제작

시각미디어
디지털 배우, CG+실사 합성기술

영화제작 특수효과, 디지털영상 등

영상물, 방송,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등 시각영역

청각미디어
컴퓨터악기 개발, 음향 디자인/편집

3차원 입체 음향기술
음악,영화, 게임 등 청각영역

미디어시스템

가상스튜디오, 게임엔진 제작

디지털콘텐트 저작도구, 저작권보호

및 관리기술, 표준화기술 등

콘텐트 설계, 제작 및 전송

7. 정책지원의 효율화

낮은 정책 우선순위, 정부간여, 보수적 관점 등이 걸림돌

□ 정부내 문화정책의 우선순위가 낮고 전문 노하우가 부족

- 2001년 문화 예산은 1조 45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를 조금 상회

ㆍ1991년 문화부 발족 당시 문화예산은 1,218억원으로 0.38%를 차지

- 캐릭터 등 디지털콘텐트나 도자기 등 전통 공예품에 관한 통계가 거

의 없고, 전문적인 정책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함

□ 문화산업과 관련된 정책기관이 분산되어 있으며 예산 등 자원투입의

집중도와 효율성이 떨어짐

-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들간 협력이 미흡

ㆍ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예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소프트웨어진흥

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게임아카데미, 방송아카데미, 영화아카데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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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위원회의가 방송산업을 담당하고 있어,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진행

되고 있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 추세를 따라가지 못함

ㆍ인터넷방송(웹캐스팅), VOD(Video On Demand: 주문형 동영상 서비

스) 등 새로운 통신형 방송서비스들이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게 됨

□ 문화예술에 대한 보수적 시각 때문에 정책이 현장과 괴리됨

- 문화재 중심의 정책 유산이 강하게 남아 있어 박물관, 미술관 등

「전시하는 문화」에 치중

- 생활속에서 체험할 수 있고, 직업과 사업에 유용한 「산업으로서의 문

화」를 바라는 국민과 기업의 기대에 미치지 못함

□ 문화산업을 집약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관련 정책개발이 부진

- 정책적으로 문화 클러스터(산업집적지)를 조성하고 세제, 금융 등 각

종 지원을 늘려나가지 않으면 문화 이탈 현상이 나타나게 됨

미국 정부의 방심과 문화 이탈

1990년대 후반 미국의 영상물 생산이 해외로 이탈하는 현상(Runaway Film

Production)이 포착됨. 주중 TV드라마의 미국내 생산이 지난 6년간(1995~2001)

33% 이상 감소한 반면 해외 로케이션에서의 생산은 55%나 증가. 할리우드의 임

금 상승, 정부의 세금 및 재원 인센티브 제공 미흡 등이 원인

<미국 상무성,「미국 해외의 영상물 생산 문제에 관한 교역 데이터」, 2001>

정책의 큰 그림과 강력한 추진의지가 필요

□ 시대 추세에 맞추어 통신과 방송미디어를 포용하는 정책 틀을 구축

- 미국 :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가 통신과 방송을

함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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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 문화부와 통상산업부가 합의하여 「OFCOM(Office of Commu

-nications)」이라는 통합기구를 발족키로 결정

ㆍ「OFCOM」은 앞으로 방송표준위원회, 독립방송위원회, 전파청, 라디

오위원회, 통신위원회 등을 통합하게 됨

주요 선진국의 문화산업 지원체제

정책 기구 담당 분야

미국 :

연방예술기금

예술교육, 무용, 디자인, 전통예술, 문학, 미디어예술, 음악, 오페

라, 뮤지컬, 연극, 시각예술, 청소년예술, 지역문화, 예술확산, 국제

문화교류, 박물관

영국 :

문화매체체육부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관광, 자원봉사 및 지역문화, 방송, 미디어,

예술, 정부예술컬렉션, 시설ㆍ기념물ㆍ사적, 도서관 및 정보, 영국

국립도서관 프로젝트, 박물관 및 갤러리, 문화재, 국민복권, 인사관

리, 왕궁 및 왕립공원 등

프랑스 :

문화통신부

정부대변, 문서보관, 도서 및 독서, 문화재 인력개발 및 양성, 연극

및 공연, 음악 및 무용, 조형예술, 영화 및 영상, 정보 및 커뮤니케

이션, 언어, 시설 및 건축, 지역문화

□ 문화산업을 차세대 전략분야로 설정하고 국가차원에서 육성

- 문화산업 기반(창작, 기술, 법제도)에서부터 최종적인 마케팅에 이르기

까지 총체적으로 지원

- 문화산업의 특성상 문화관광, 교육, 정보통신, 외교 등 부처간 공조를

통한 「All In One Support」방식의 정책 프로그램이 요구됨

프랑스의 자국 콘텐트 우대 정책

프랑스 정부는 자국 방송사들에게 제작쿼터제(방송물) 를 적용. 이는 방송사들의 제

작에 관한 의무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방송사들은 '프랑스적인' 방송물을 구매해야

함. 지상파 방송사는 전년도 매출액중 최소 15%를 구매에 할애해야 하며 프라임

시간대(20시∼21시 사이 방영 시작)에 프랑스적인 작품이나 유럽 작품을 연간 최소

한 120시간 동안 방영할 의무를 부여받고 있음

삼성경제연구소 22



CEO Information 361

호

8. 문화ㆍ예술의 기반 확충

문화ㆍ예술을 경시하고 있고 금기가 다수 잔존

□ 문화ㆍ예술을 경시하는 풍조가 남아 있음

- 한국 청소년들은 개그맨, 만화가, 프로게이머와 같은 예능계 직업을

선호하고 있으나, 부모들은 교사, 의사, 법조인 등 인기직을 고집

청소년의 직업선호도

순위 남학생 여학생

1 컴퓨터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2 사업가 초ㆍ중등 교사

3 초ㆍ중등 교사 유치원 교사

4위 이후 운동선수, 과학자, 연예인* 등 연예인*, 의사, 메이크업아티스트* 순

주 : *는 문화산업 관련 직업

자료 : 노동부 산하 중앙고용정보관리소, http://www.work.go.kr/ (2000년 조사)

□ 외국문화, 성인문화 등에 대한 금기 의식이 여전

- 외국문화나 성인정보에 대해 겉으로는 배격하고 실제로는 은밀하게

즐기는 등 이중적 잣대가 상존

ㆍ청소년, 여성, 노인 등의 性 문제에 대한 사회의 편견이 강함

□ 입시위주의 제도교육이 청소년의 문화체험을 가로막고 전문인력 양성

을 어렵게 함

- 학생들이 문화ㆍ예술을 제대로 체험하고 학습하지 못하는 것이, 이후

문화적 삶을 즐기거나 문화 관련 직업을 택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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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ㆍ예술 토양을 장기적으로 배양

□ 연예인 등 문화산업 종사자들을 존중하고 정당하게 대우

- "내 자식만은 딴따라가 되게 할 수 없다"는 식의 편협한 생각부터 바

꾸어야 함

「딴따라」의 어원

영어의 'tantara'(나팔, 뿔나팔 등의 소리, 트럼펫의 취주)의 음에서 유래된 말. 옛

날 곡마단이 공연 전에 북치고 나팔부는 사람들을 앞세워 선전을 했는데 이 광경

을 보고 사람들이 연예인을 '딴따라'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으로 추측

□ 기업들은 사회공헌의 중요한 축으로서 문화산업을 지원

- 외환위기 이후 위축된 기업메세나(순수예술 등에 대한 기업 협찬) 활

동을 복원 및 강화

ㆍ문화ㆍ예술 지원은 조직내 창의성과 감성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음

□ 일본문화 개방, 음악파일 무료교환, 동영상 내용심의 등과 같은 굵직한

쟁점들에 대해 담론화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

- 노인, 청소년, 여성의 참여를 권장하게 되면 세대간, 계층간 갈등을 줄

여주고 「문화적 소외감」도 완화할 수 있음

□ 학교와 가정에서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

- 프랑스 고등학교 과목에는 「영화」가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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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

- 국내 문화산업 인력 수요는 2002년 16만명에서 2005년 22만명으로

증가(이 기간 동안 공급은 4만명 부족)

- 해외 전문인력을 유치하고 대학, 아카데미 등 교육기관들의 교육내용

과 인프라를 개선

심상민(ssmin@seri.org)

고정민(jio23@s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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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로 보는 경제 Trend ◆

< 금융동향 >

8.6 8.7 8.8 8.9 8.12

환율
원/달러(종가기준)

엔/달러

1,209.2

120.88

1,203.2

120.30

1,206.8

121.00

1,203.9

120.12

1,201.0

119.05

금리
회사채(3년 AA-, %)

국고채(3년, %)

6.18

5.32

6.16

5.30

6.15

5.28

6.14

5.27

6.13

5.26

주가지수(KOSPI) 673.78 679.37 684.49 692.45 695.39

< 실물동향 >
(전년동기(월)비, %)

2000년 2001년 2002.3월 4월 5월 6월 7월

GDP성장률

민간소비

설비투자

9.3

7.9

35.3

3.0

4.2

-9.8

5.7

8.4

3.2

.. .. .. ..

산업생산

평균가동률

16.8

78.5

1.8

73.2

4.4

77.5

7.4

77.7

7.7

76.4

6.4

73.4
..

실업률

실업자(만명)

전국 어음부도율

4.1

(88.9)

0.26

3.7

(81.2)

0.23

3.4

(76.9)

0.11

3.1

(70.7)

0.08

2.9

(66.1)

0.04

2.7

(61.6)

0.04

..

소비자물가상승률 2.3 4.3 2.3 2.5 3.0 2.6 2.5

수출(억달러)

(증감률)

수입(억달러)

(증감률)

1,722.7

(19.9)

1,604.8

(34.0)

1,504.4

(-12.7)

1,410.0

(-12.1)

132.7

(-6.1)

119.1

(-8.1)

131.9

(8.9)

125.4

(11.8)

142.2

(6.9)

126.9

(9.8)

130.1

(0.5)

120.0

(2.2)

136.5

(19.9)

130.6

(17.6)

경상수지(억달러) 122.4 86.2 10.4 -0.1 10.5 8.2 ..

외환보유액(억달러) 962.0 1,028.2 1,060.9 1,076.5 1,096.3 1,124.4 1,155.0

총대외지불부담

(억달러)
1,363 1,199 1,195 1,221 1,236 1,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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