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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중문화 개방과 한·일 문화교류일본 대중문화 개방과 한·일 문화교류

前: 
·

前: 
·

後: 後: 

일본 대중문화개방을 기점으로 우리
문화상품의 일본진출이 급증
일본일본 대중문화개방을대중문화개방을 기점으로기점으로 우리우리
문화상품의문화상품의 일본진출이일본진출이 급증급증

•• 문화개방문화개방 전까지전까지 3030여년간여년간 일본문화일본문화 유입제한유입제한

•• 일본문화의일본문화의 합법합법··불법불법··편법편법 유입유입

-- 만화만화: : 불법복제불법복제, , 잡지연재잡지연재 후후 단행본단행본 출간출간 등등

-- 방송방송··음악음악 등등: : 표절표절, , 전파월경전파월경 등등

•• 對日수출은對日수출은 저조저조

• 1998(1차) -> 2004(4차) 일본대중문화 개방

• 일본에 의한 국내시장 잠식은 미미

• 오히려 한국 문화상품의 일본진출이 가속

-- 영화영화((쉬리쉬리 등등), ), 드라마드라마((겨울연가겨울연가 등등), ), 

대중음악대중음악((보아보아 등등), ), 온라인온라인··모바일게임모바일게임 등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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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분야 한·일 교역현황주요분야 한·일 교역현황

수출액 증가수출액수출액 증가증가
수출편수 증가, 
편당수출가격 상승
수출편수수출편수 증가증가, , 
편당수출가격편당수출가격 상승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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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음반 등) 관세

- 일본: 대체로 무관세

- 한국: 대체로 8%

양국간 교역량이 많지 않아

크게 쟁점화되지는 않을 전망

일본

- 방송분야만 외국인 소유/임원자격 제한

한국

- 방송, 정간물 분야의 외국인 투자,

대표자국적, 허가요건 제한

투자관련 이슈는 한·일 BIT에서

유보된 분야로 재검토될 가능성

낮음

일본: 규제없음

한국

- 한국방송광고공사:  방송광고 독점

- 한국언론재단: 정부광고대행 독점

- 스크린쿼터, 방송쿼터 시행

독점 및 쿼터(특히 방송애니메이션)

에 대한 이슈제기 가능성

·

FTA 예상이슈 및 전망 (1)FTA 예상이슈 및 전망 (1)

6

FTA 예상이슈 및 전망 (2)FTA 예상이슈 및 전망 (2)

일본: 법규 및 제도지원 대폭 강화
- “知的財産立國” 표방

한국: 저작권법 개정

- 불법복제 심각성 인식

불법복제 대응방안 등 저작권관련

폭넓은 협의가 예상

한일 양국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예상·

• 문화산업분야는 일반적으로 비관세장벽 해소가 중요

-- 상품보다상품보다 서비스서비스 및및 라이센스라이센스 형태로형태로 교역교역

• 그러나 한·일 FTA에서는 크게 쟁점화되지 않을 전망

-- 교역규모교역규모, , 일본대중문화개방일본대중문화개방, , 한한··일일 투자협정투자협정 등등 고려고려

•• 저작권문제저작권문제,, 교류·협력이슈가 보다 비중있게 다루어질 전망

-- 한한··일일 양국의양국의 주주 관심사관심사: : 저작권저작권((일본일본), ), 교류교류··협력협력((한국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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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 및 시사점해외사례 및 시사점

•• 8080년대년대 말부터말부터 시청각시장시청각시장 통합통합 시도시도(TWF (TWF 등등))

•• 그러나그러나 문화적문화적 장벽장벽((언어언어, , 관습관습, , 선호선호 등등), ), 소비시장소비시장 세분화세분화, , 

국별규제국별규제 존속존속 등으로등으로 단일시장단일시장 정책의정책의 효과는효과는 미미미미

• 캐나다: 문화산업 제외
-- 문화적문화적 장벽이장벽이 낮고낮고 경쟁력의경쟁력의 격차가격차가 커커 문화종속문화종속 우려우려

• 멕시코: 문화산업 포함 (일부 예외인정)
-- 높은높은 문화장벽문화장벽((방송방송), ), 민간대기업민간대기업 존재존재, , 개방적개방적 정책정책 등등

•• 문화산업문화산업 시장통합을시장통합을 위한위한 별도의별도의 조치는조치는 없었지만없었지만,,

문화적문화적 동질성으로동질성으로 자연스럽게자연스럽게 교역이교역이 활성화활성화
-- 경쟁력경쟁력 차이에차이에 따라따라 ““브라질브라질, , 아르헨티나아르헨티나 --> > 우루과이우루과이, , 파라과이파라과이””의의

수출입수출입 플로우가플로우가 형성형성

시장통합 및 역내국간 교역에 있어
‘문화적 장벽’과 ‘산업경쟁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시장통합시장통합 및및 역내국간역내국간 교역에교역에 있어있어
‘‘문화적문화적 장벽장벽’’과과 ‘‘산업경쟁력산업경쟁력’’이이 중요한중요한

요인으로요인으로 작용작용

8

시장확대의 효과는 일본대비 5배시장확대의시장확대의 효과는효과는 일본대비일본대비 55배배

··

5.021,032,158205,614
3.119,0006,080
4.5239,20052,772
4.3147,23234,026

13.253,0804,035
5.3503,69095,233
7.049,6307,140
3.220,3266,328

/

··

(단위:억원)
(단위:억원)

한국의 기회 (1)한국의 기회 (1)

주: 영화-2003년 극장매출 기준, 캐릭터-일본은 2001년 기준
모바일콘텐츠-한국은 2003년 전망치 기준

자료: 2003 문화산업백서, 2003 한국영화연감, 일본 정보미디어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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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연가겨울연가 이후이후 일본에일본에 ““韓流熱風韓流熱風”” 형성형성
-- ‘‘욘사마욘사마’’:  :  아사히신문아사히신문 선정선정 올해올해 최고유행어최고유행어
-- 한류관광한류관광, , 한국어학습한국어학습 열풍열풍 등등
-- 한국한국 문화콘텐츠에문화콘텐츠에 대한대한 관심증가관심증가

‘한류’와 ‘문화적 할인’도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

‘‘한류한류’’와와 ‘‘문화적문화적 할인할인’’도도 한국에한국에

유리하게유리하게 작용작용..

韓流

•• 儒敎儒敎··佛敎佛敎··漢字漢字 등등 동질동질 문화권이지만문화권이지만 언어언어, , 정서정서, , 선호선호 등에등에

있어있어 문화적문화적 장벽이장벽이 존재존재

•• 對日對日 문화장벽문화장벽 > > 對韓對韓 문화장벽문화장벽
-- 문화적할인이문화적할인이 높은높은 영화영화, , 드라마의드라마의 경우경우 대일수출이대일수출이 수입을수입을 압도압도
-- 문화적할인이문화적할인이 낮은낮은 게임게임, , 애니메이션애니메이션 등은등은 경쟁력차이에경쟁력차이에 따라따라 교역교역

플로우가플로우가 형성형성
-- 일본은일본은 지속적지속적 개방정책개방정책 및및 글로벌시장글로벌시장 진출진출 등으로등으로 異文化수용도가異文化수용도가

높은높은 반면반면, , 한국은한국은 과거사과거사 및및 해방이후해방이후 일본문화차단일본문화차단 등으로등으로 일본문화일본문화
에에 대해대해 높은높은 장벽을장벽을 형성형성

··

한국의 기회 (2)한국의 기회 (2)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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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事業 新文化新事業 新文化

한국의 잠재력 (1)한국의 잠재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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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위:명)

한국의 잠재력 (2)한국의 잠재력 (2)

1.221.74/

15,22210,8934,32971,55949,51122,048
18,55214,4714,081124,57679,99144,585

•• 한국한국: 30, 40: 30, 40대대 젊은젊은 인력이인력이 왕성하게왕성하게 활동활동

-- 박찬욱박찬욱 감독감독(63(63년생년생), ), 김범수김범수 NHNNHN대표대표(66(66년생년생) ) 등등

•• 일본일본: : 인력노화에인력노화에 따른따른 역동성역동성 부족부족

•• 학과학과 인기도는인기도는 그그 산업의산업의 선행지수적선행지수적 특성특성

•• 최근최근 문화예술문화예술 부문에부문에 대한대한 선호증가선호증가

자료: 국가교육통계정보센터(http://std.kedi.re.kr), 일본 문부과학성 통계정보(www.mext.go.jp)

12

··

(단위:백만달러, 명)

한국의 약점한국의 약점

:
·

:
·

•• 기업규모상기업규모상 국내기업의국내기업의 경쟁력은경쟁력은 매우매우 취약취약

-- 소니소니 매출액은매출액은 CJCJ의의 9595배배 ((문화산업문화산업 부문부문))

•• 자본을자본을 앞세운앞세운 일본기업에일본기업에 의해의해 국내국내 유통부문유통부문

잠식우려잠식우려

-- 영화영화, , 공연공연, , 콘서트콘서트 등등 극장형콘텐츠극장형콘텐츠 분야가분야가 특히특히 취약취약

-- 예예. . 일본일본 최대의최대의 극단극단 ‘‘四季四季’’ 한국진출한국진출

15-10929503537
536-73,972120,63055,451112,00091,250
34-2511,4163,9701,4652,639

20919,95120,32926,58530,83327,06139,565

CJ

자료: 문화관광부·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 문화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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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방안대응방안

·

·

· FTA

14

FTA 현안에의 대응FTA 현안에의 대응

•• 일본시장에일본시장에 대한대한 깊이깊이 있는있는 조사조사 및및 연구연구

-- 비관세장벽비관세장벽 발굴발굴 및및 개선개선 가능한가능한 사안의사안의 이슈화이슈화

•• 국내국내 문화산업문화산업 기업들의기업들의 의견청취의견청취

•• 사안별사안별 영향영향 분석분석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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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쟁력 제고기업경쟁력 제고

· : 

( ) 

· : 

( ) 

•• 글로벌글로벌 경쟁이경쟁이 심화심화: : 適者生存適者生存, , 貧益貧貧益貧 富益富富益富

•• 전문화전문화 및및 대형화대형화 촉진촉진: : 겸영금지겸영금지, , 출총제출총제 등등 재검토재검토

-- 기업간기업간 M&A M&A 활성화활성화

-- 대기업대기업 진입진입 유도유도

•• 투자환경투자환경 개선개선

16

일본시장 진출확대일본시장 진출확대

•• 현지의현지의 트렌드와트렌드와 니즈를니즈를 작품에작품에 반영반영

-- 일본시장일본시장 조사조사 및및 연구연구 강화강화 --> > 감성과감성과 기호를기호를 반영반영

•• 기획단계부터기획단계부터 일본수출을일본수출을 고려고려

-- 현지어현지어 더빙을더빙을 고려고려, , 음향음향··효과효과(M&E) (M&E) 분리제작분리제작

-- 한류배우한류배우 기용기용 ((스캔들스캔들))

•• 기업의기업의 전략과전략과 역량에역량에 맞는맞는 진출전략진출전략 수립수립

-- 라이센싱라이센싱, , 합작법인합작법인, , 독자진출독자진출 등등

•• 정부지원정부지원 강화강화

-- 정보제공정보제공((세제세제, , 법규법규, , 통계통계 등등), ), 교육교육 및및 컨설팅컨설팅

-- 공동오피스공동오피스 운영운영, , 공동마케팅공동마케팅 등등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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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협력강화한·일 협력강화

::

•• 역외시장을역외시장을 목표로목표로 동반자적동반자적 관계에서관계에서 양국강점을양국강점을

활용한활용한 상호보완적상호보완적 협력협력 확대확대

-- 한국한국: : 역동적이고역동적이고 창의적인창의적인 인력인력 및및 시장시장, , 뛰어난뛰어난 IT IT 인프라인프라

-- 일본일본: : 풍부한풍부한 자본자본, , 기술력기술력, , 시스템경쟁력시스템경쟁력

•• 일본의일본의 우수한우수한 원작원작, , 인프라인프라, , 인력인력 등을등을 활용활용

-- ‘‘청연청연((靑燕靑燕))’’: : 일본일본 미술감독미술감독 ‘‘다케우치다케우치 코이치코이치’’ 참여참여

-- 올드보이올드보이: : 일본일본 원작원작 활용활용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