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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 수요의 확대와 콘텐츠 자체의 질적 성장, 유통체계
의 변혁 등으로 콘텐츠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으며, 세계시장 규모도
2006~2010년 동안 연평균 3.1% 증가하여 2009년 현재 1조 3,725억 달러에
달하였다.
이처럼 콘텐츠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콘텐츠산업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한국과 중국도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
고 있다. 그 결과 양국의 콘텐츠산업은 빠르게 성장하였고, 양국 간의 교역도
2009년에는 7억 달러를 넘어섰다. 특히 세계시장에서 양국이 차지하는 비중
은 2006년 5.8%에서 2010년에 8.3%로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양국의 경쟁력은 세계시장에서의 역
할을 확대하고자 하는 한국과 중국이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특히 2015년 세
계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비중이 10% 내외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에서 양국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한국과 중국은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기보다 선진국의 콘텐츠를 소비하는 수요시장으로서의 역할에 머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한국과 중국의 산업협력은 글로벌 환경에서 선진국
과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은 양국이 세계시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
도록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핵심역량의 보완과 시너지 창출을 유도하
는 방향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능별 측면에서는
신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 콘텐츠 제작 협력과 시장의 글로벌화에
대응할 수 있는 마케팅 협력, 그리고 저작권 보호에 대한 양국 간 공조가 요
구된다. 또한 장르별 측면에서도 한국과 중국 양국의 콘텐츠산업 현황과 특
성, 그리고 전략방향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전략과제 도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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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지난 20년간의 고도성장을 통해 일
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
로 발돋움한 중국은 창조산업 육성을
통해 “제조의 중국”
에서 “창조의 중
국”
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
의 콘텐츠산업은 미국, 유럽 등 문화
선진국보다 빠르게 성장하여 세계시
장에서의 비중도 5.5%에 달하였다.
한국 역시 2000년대 들어 콘텐츠산
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
책들을 추진하였고, <대장금>, <겨울
연가> 등의 드라마나 <리니지>, <라그
나로크> 등의 온라인게임을 통해 아
시아지역에서 한류 붐이 형성되었으
며, 최근에는 K-POP을 통해 유럽과
미국에서도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
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 양국의 산업경
쟁력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는 세계
시장에서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하는
한국과 중국이 개선해야 할 과제이
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
양국은 부족한 핵심역량의 보완과 시
너지 창출을 통해 자국의 경쟁력을
확충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이 필요
하다.
본고에서는 한·중 콘텐츠산업의 현
황과 양국의 경쟁력을 파악하고, 이에
기초하여 산업협력의 필요성과 협력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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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러다임 전환과 세계시장
(1) 콘텐츠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에 디지털기
술이 접목되고 인터넷 등 네트워크의
구축과 확산이 이루어지면서 콘텐츠
를 둘러싼 산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
고 있다.
필름이나 도서와 같은 아날로그 형
태의 콘텐츠는 이제 전자책(e-book)
이나 온라인게임 등과 같이 디지털화
되어 인터넷, 스마트폰 등 다양한 디
스플레이에서 구현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양방향화, 입체화 등으로 진화하
고 있다.
즉 <터미네이터>, <트랜스포머> 등
에서는 CG(Computer Graphics)를
활용하여 가상의 객체나 장면이 표현
되었고, <아바타>를 위시한 <Up>,
<토이스토리> 등에서는 3D 기술을 활
용하여 영상을 입체화하였다. 또한 무
비라마(영화+드라마), 뮤비라마(뮤직
비디오+드라마), e-스포츠(게임+스
포츠), 게임 속 광고(Advertising in
game), 에듀테인먼트 등의 형태로 융
합된 콘텐츠가 나타나고 있다.
콘텐츠 수요시장은 세계경제의 전
반적인 성장에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
과 여가에 대한 인식변화에 더하여
콘텐츠를 유통시키는 스마트폰 등의
확산이 이루어지면서 빠르게 확대되
고 있다. 특히 콘텐츠를 직접 소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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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요자의 성향 변화, 즉 디지털기
기에 익숙한 세대의 주요 소비층으로
의 진입과 가치소비 성향을 가진 노
인인구의 증가 등은 콘텐츠의 내용이
나 형태를 다변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의 단순 확산에서 벗
어나 점차 네트워크 간의 결합이나
융합이 진행되면서 콘텐츠의 유통체
계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예를 들
어, 음악은 디지털음원의 형태로 인터
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되고, 영
화나 방송드라마는 스트리밍 방식으
로 인터넷, DMB 등을 통해 시청되
며, 출판물 역시 e-Book을 다운로드
하여 다양한 뷰어를 통해 읽혀지고
있다. 그 결과 기존에 콘텐츠 유통시
장을 주도했던 DVD/CD 매장, 서점,
비디오대여점 등 오프라인 시장이
급격히 무너지면서 네트워크를 활용
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
고 있다.
<표 1>

(2) 세계 콘텐츠시장의 변화 추이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 수요의 확대
와 콘텐츠 자체의 질적 성장, 유통체
계의 변혁 등으로 콘텐츠산업의 패러
다임이 전환되는 가운데, 영국, 캐나
다, 일본 등 문화 선진국들은 2000년
대 들어 상상력이나 창의성을 바탕으
로 한 콘텐츠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
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확대
되면서 콘텐츠산업의 세계시장 규모
는 2006년 1조 2,742억 달러에서
2010년 현재 1조 4,376억 달러로 연
평균 3.1%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0~2015년 기간 동안에는 연평균
5.9% 증가로, 증가세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장르별로 보면, 출판은 아마존 킨
들, 아이패드 등의 단말기 등장으로
전자책 시장에서 활기를 보이지만 전

세계 콘텐츠산업의 시장규모 변화 추이 및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
2009

출판

533,151

488,746

488,247

551,363

-2.2

2.5

음악

33,492

25,393

23,440

22,127

-8.5

-1.1

영화

81,104

83,415

86,222

114,759

1.5

5.9

게임

34,108

52,635

55,530

82,436

13.0

8.2

미디어

368,324

481,639

517,810

746,216

8.9

7.6

광고
전체 산업

2010(p)

2015(p)

연평균 증가율

2006

2006~10 2010~15

223,993

240,659

266,378

396,753

4.4

8.3

1,274,172

1,372,487

1,437,627

1,913,654

3.1

5.9

자료 : PWC(2011),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0~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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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음반 등 오프라인 시장이 위축된 음
악의 경우도 디지털음원(스트리밍, 다
운로드 등) 시장에서 확산되는 모습
을 보이고 있다. 게임에서는 온라인게
임, 콘솔게임이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
데, 스마트폰의 보급 확산으로 월트디
즈니 등 글로벌 미디어기업들이 모바
일게임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게임은 2006~2010년 기간
동안 연평균 13.0%의 증가율을 기록,
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주도한 반면,
음악과 출판의 경우 매출규모가 지속
적으로 줄어들었다. 그 결과 시장에서
의 매출구성은 미디어가 전체 시장의
36.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음악의
비중은 1.6%에 불과한 수준이다.
한편, 지역별로 보면, 그동안 세계
시장을 선도해온 미국, 일본과 독일,
프랑스 등 유럽지역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6년 이후 중국과
브라질이 연평균 1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세계시장의 성장
을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의 시장규모
도 2006~2010년 기간 동안 연평균
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 한·중 양국의 산업 성장
(1) 한국 콘텐츠산업의 성장
콘텐츠의 수요시장이 확대될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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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콘텐츠산
업이 인식되면서 한국도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
였다. 1999년“문화산업발전 5개년 계
획”
을 수립한 이후, “콘텐츠 코리아
비 전 21(2001년 )”, “ 문 화 강 국 (CKorea) 2010(2005년)”
,“차세대 융합
형 콘텐츠 육성전략(2008년)”등 다
양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발표되었다.
특히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2009년
“신성장동력 육성방안”
에서는 콘텐츠
산업을 육성분야로 선정하였으며,
2010년 “콘텐츠-미디어-3D 발전전
략”을 통해서는 차세대 콘텐츠시장
활성화, 산업인프라 확충, 저작보호
강화 및 이용활성화 등이 추진되었다.
그리고 2011년 5월에는 스마트콘텐츠
코리아 구현을 육성 비전으로 하는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
이 발표
되었다.
이러한 정부정책을 통해 국내 기업
들이 전환되는 산업의 패러다임에 효
과적으로 대응하면서, 한국 콘텐츠산
업의 매출액은 2005~2009년 기간에
연평균 4.8% 증가하여 2009년 현재
69조 원에 달하였다. 장르별로는 출
판, 방송, 게임의 구성비가 높으며, 애
니메이션, 방송, 음악의 증가율이 높
았다. 게임의 경우 바다이야기 사태로
아케이드게임 관련 분야가 급격히 위
축된 2007년 이후에는 연평균 13.1%
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콘텐츠산업의 수출은 국내 총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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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한국 콘텐츠산업의 매출액 추이
단위 : 십억 원, %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
증가율

비율

출판

19,392

19,879

21,596

21,053

20,609

1.5

29.9

만화

436

730

762

723

739

14.1

1.1

음악

1,790

2,401

2,358

2,602

2,741

11.2

4.0

게임

8,680

7,449

5,144

5,605

6,581

-6.7

9.5

영화

3,282

3,623

3,183

2,886

3,307

0.2

4.8

애니메이션
방송

234

289

311

405

419

15.7

0.6

8,635

9,720

10,534

11,686

12,769

10.3

18.5

독립제작사

-

-

-

727

796

-

1.2

기타

14,810

18,678

20,527

20,326

21,041

9.2

30.5

콘텐츠산업 전체

57,259

62,769

64,415

66,013

69,000

4.8

10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1),「2010 콘텐츠산업통계」
.

의 0.7%(2009년)에 불과하지만 2006
년 14억 달러에서 2009년 26억 달러
로 연평균 23.8%의 매우 높은 증가율
을 기록하였다. 대표적인 수출사례로
드라마 분야에서 <대장금>, <겨울연가>
등을, 온라인게임 분야에서 <리니지>,
<크로스파이어> 등을, 그리고 애니메
이션 분야에서 <뽀로로>를 들 수 있
으며, 최근 K-Pop의 프랑스 공연에
서와 같이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
이 늘어나고 있다.

(2) 중국 콘텐츠산업의 성장
중국도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인식
하고, 2002년부터 정책적 지원을 본격
화하였다. 2004년에는“문화생산력(문
화제품 생산 및 문화서비스 제공 능
력)”
의 개념이 등장하였고, 2006년에

는 국가“11·5”기간 문화발전계획요
강(文化發展規劃綱要)에서 창조산업
육성정책이 제시되었다. 특히 콘텐츠
산업이 국가경쟁력의 주요 원천으로
고려되면서, 2009년에는 문화산업의
빠른 발전, 문화산업의 구조조정, 내
수확대,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문화
산업진흥규획(文化産業振興規劃)”이
중국 국무원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되었
다. 이 규획의 기본원칙은 문화산업의
체제개혁과 과학기술진보를 동력으로
하여 문화산업 발전에 활력을 강화하
고, 문화혁신능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또한 중국 특색의 문화산업 발전과
함께 국내외 문화시장 개척, 중화문화
의 국제적 영향력 향상 등도 포함하
고 있다.
콘텐츠에 대한 중요성 확산에 더하
여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중국
2011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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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중국 문화창조산업의 매출액 추이

자료 : CCID컨설팅(2010. 2).

<그림 2>

중국 문화창조산업의 장르별 매출 비중

자료 : CCID컨설팅(2010. 2).

의 콘텐츠산업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
다. 문화창조 시장규모가 2006~2009
년 기간 동안 연평균 17.8%의 매우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여 2009년 현재
2006년보다 1.6배 정도 늘어난 2조
6,000억 위안에 달하였다. 이는 동 기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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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GDP 성장률을 약 10%포인트 상
회하는 것으로, 전통산업의 성장률보
다 높을 뿐만 아니라 유망산업인 전
자정보산업 등의 발전 속도도 넘어서
는 것이다.
장르별로는 방송영화와 신문출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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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이 각각 37.1%, 22.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화는
홈비디오 시장이 위축되어 시장규모
가 작지만, 2010년 <孔子>, < 問2>,
<大兵小將> 등 로컬영화가 시장을 주
도하고 있으며, 애니메이션의 경우 성
장가능성을 고려한 정책적 지원이 이
루어지면서 시장규모가 빠르게 확대
되고 있다.
또한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 및 유엔개발계획(UNDP) 남
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의
“2008 창조경제 보고서(Creative
Economy Report 2008)”
에 따르면,
중국의 창조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은
2000~2005년 기간 동안 연평균 17.6%
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2005년에
는 중국의 창조상품 수출액이 613억
6,000만 달러로, 세계시장의 18.3%를

<표 3>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한·중 양국의 교역구조
한국과 중국 양국의 산업성장을 주
도하는 콘텐츠산업에서도 양국 간의
교역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양국
간 교역규모는 2006~2009년 기간 동
안 연평균 24.9%의 높은 증가율을 기
록하여 2009년 현재 2006년보다 1.9
배 정도 늘어난 7억 1,190만 달러에
달하였다(게임의 경우 중국으로부터
의 수입규모 미포함).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경우 게임의
비중이 높고, 애니메이션과 음악의 증
가율이 높은 반면, 대중국 수입의 경
우 출판과 캐릭터 등 기타의 비중이
높고 출판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동 기간 연평

한국과 중국의 교역현황
단위 : 천 달러, %
수출

수입

2006

2009

연평균
증가율

2006

2009

연평균
증가율

콘텐츠산업 전체

233,239

579,685

35.5

132,248

132,211

-0.0

출판

15,500

37,356

34.1

38,342

46,001

6.3

98

-9.9

음악

850

2,369

40.7

게임

158,591

433,059

39.8

-

-

영화

1,144

1,578

11.3

3,672

3,534

-1.3

애니메이션

134

-

164

1,356

102.2

40

10

-37.0

방송

7,979

6,339

-7.4

2,537

1,051

-25.5

기타

48,624

97,196

26.0

87,364

81,420

-2.3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1),「2010 콘텐츠산업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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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35.5%의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
하여, 2009년 현재 수출특화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장르별로 보면, 출판의 경우 한국은
생활/실용류 도서와 아동도서를, 중국
은 전통문화와 중국 실정을 소개하는
도서를 중심으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는 2005년부터
<좋은 시작 수학>, <파블로 곤충기>
등 한국의 아동도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영화에서는 <D-war>, <괴물>, <과
속스캔들> 등의 한국영화가 중국에서
상영되었으며, 2001년 <臥虎藏龍>이
세계시장에서 흥행을 거둔 이후 중국
영화에 대한 인지도가 제고되면서
<英雄>, <功夫無敵>, <赤壁> 등이 한
국에서 상영되었다.
방송에서는 양국 간 교역규모가 지
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지만, <대장금>,
<어여쁜 당신>, <회전목마> 등 한국의
멜로드라마에 대한 중국의 수요가 지
속되고 있으며, <大秦帝國>, <射雕英
雄傳>, <안개비연가(情深深雨蒙蒙)>
등 중국 드라마도 한국시장에 방영되
었다.
게임의 경우 과거 중국시장을 주도했
던 한국은 <Crazy Racing>, <Audition>
등을 중심으로 여전히 30% 정도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자
체 제작능력을 확보하면서 <航海世紀>,
<完美世界> 등을 통해 한국시장에 진
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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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협력의 필요성
그동안 한국과 중국은 콘텐츠산업
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다
양한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양국의 콘텐츠산업은 빠르게 성장하
였으며, 세계시장에서 양국이 차지하
는 비중도 2006년 5.8%에서 2010년
에는 8.3%로 높아진 것으로 추정되
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의 콘텐츠산업
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
국은 인터넷, 모바일 등 구축된 인프
라를 기반으로 CT에서의 응용기술력
이나 능력 있는 프로듀서 등의 확보
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였지만, 세계
시장에 어필할 창의력 부족, 자금조달
의 어려움, 협소한 내수시장 등은 해
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중
국의 경우도 최대의 수요시장과 저렴
한 노동력, 풍부한 문화원형 등을 가
지고 있지만, 제작체계의 미비, 낮은
수준의 부가가치, 마케팅전략의 부재
등에서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물론
양국 모두 해외유통체계의 부재, 문화
적 차이 등의 단점과 글로벌시장에서
취약한 국제경쟁력으로 선진국과 경
쟁해야 하는 위협적 요인에 직면해
있다.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양국의 산업
경쟁력은 세계시장에서의 역할을 확
대하고자 하는 한국과 중국이 개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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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한국 콘텐츠산업에 대한 SWOT 분석
기회(Opportunity)
- 국내시장의 점증적 확대
- 콘텐츠에 대한 인식 확산
- 장르의 다양성 증가 추세
- 스마트폰 등 새로운 수요기반
등장
- 지재권에 대한 인식 및 보호 강화

강점(Strength)
- CT분야의 축적된 응용 기술력
- 구축된 인프라(인터넷, 모바일
등)
- 풍부한 문화원형
- 능력 있는 프로듀서의 등장
- 정부의 육성의지

錦上添花

沙上樓閣

축적된 제작기술과 유통구조를
격화되는 글로벌 경쟁시장에서
바탕으로 확산되는 콘텐츠 수요에 차별화된 전략 마련을 통해 제작
적극 대응
기술과 유통구조의 활용 강화

약점(Weakness)
- 초기단계의 기획력 부재
- 세계시장에 어필할 창의력 부족
- 협소한 내수시장
- 국내사업자들의 영세성
- 해외배급망 확보 애로
- 문화적 차이, 언어장벽

위협(Threat)
- 선진기업의 세계시장 선점
- 콘텐츠 불법복제로 인한 시장
위축
- 가속화되는 글로벌 경쟁환경
-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제경쟁력

鷄

雪上加霜

협소한 내수시장을 벗어나, 세계
시장의 수요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 해외유통체계 구축
등의 전략적 접근 필요

야 할 과제이다. 특히 2015년 세계시
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비중이 10%
내외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에서 양국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다면, 한국과 중국은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기보다는 선진국의 콘텐츠를
소비하는 수요시장으로서의 역할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한국과 중국의 산업협력은 글
로벌 환경에서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필요
하다고 하겠다. 또한 콘텐츠의 제작과
정 및 유통체계 변화에 적합한 생산
요소의 확보나 동질화, 또는 다양화되
는 수요 변화에의 창의적 대응이라는
관점에서도 양국 간 산업협력의 필요

변화환경에서 요구되는 성장역량의
조기 확보 필요
- 경쟁력 결정요소 강화
- 선진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추진

성을 언급할 수 있다.

6. 산업협력의 방향과 과제
한국과 중국의 산업협력을 위한 전
략방향은 양국이 세계시장에서 실질
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핵심역량을 보완
하고, 시너지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기능별 측면에서는 신규수요를 창
출할 수 있는 창의적 콘텐츠 제작 협
력 강화와 시장의 글로벌화에 대응할
수 있는 마케팅 협력 강화, 그리고 지
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양국 간 공조
강화를 주요 전략과제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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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창의적 콘텐츠 제작 협력을
위해서는 공동의 소재 개발 및 기획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거
나 한국의 강점인 디지털기술, 제작역
량과 중국의 풍부한 문화원형을 결합
하는 과제를 모색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중국에서 인기 있는 드라마인 <亮
劍>과 같이 중국적인 소재에 한국의
제작기술을 결합한다면, 양국은 제작
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감할 뿐만 아니
라 드라마 배급에서의 위험도 분산시
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마케팅 협력을 위해서는 양국
의 장점을 활용한 해외배급망 확보 및
새로운 시장 개척을 추진하거나 상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없이는 수익 창출을
통한 양질의 콘텐츠 제작이라는 선순
환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
하고 불법복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
는 등 양국 간의 적극적인 공조가 이
루어져야 한다.
장르별 측면에서도 한국과 중국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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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콘텐츠산업 현황과 특성, 그리고
전략방향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전략
과제 도출이 필요하다. 영화분야에서
는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과
의 공동제작이나 합작투자를 통해 위
협적 요소를 최소화하거나 기회로 전
환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금의 조달이
나 소비자 수요 반영은 양국 간의 문
화적인 이질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문화적 할인현상이 상대
적으로 적은 애니메이션에서는 공동제
작 추진을 통해 시너지 창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창작제작으로 전환
한 한국의 제작능력과 중국의 문화원
형, 또는 저렴한 노동력 연계를 모색
하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
다. 방송드라마의 경우는 아시아지역
에서 경쟁력을 가진 한국과 해외진출
을 적극 모색하는 중국, 양국의 이해
와 협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드라
마의 상호교류에 대한 양국 간의 개방
적 접근이나 양국 간 제작 자원의 공
유를 통해 시장창출을 위한 공동기획
을 고려해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