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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문화산업 현황 소개 및 새로운 문화산업 도시 해남(海南) 소개  

  ㅇ 제19회4중전회(十九届四中全会)에서 중국정부는 경제 글로벌화 추진 및 국민

의 삶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문화산업 개방화 및 문화사업 발전을 추

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또한 회의에서는 문화산업이 현재 국민경제 내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하였음. 2018년 중국 문화산업은 2004년 

보다 10.3배 증가하여 3조8,737억 위안을 기록하였으며 2018년 문화산업은 

연평균 18.9%씩 증가해 동기대비 GDP 연평균 6.9% 증가치를 기록하였음. 

문화 GDP 증가에 대한 산업별 기여율의 경우 2004-2012년 동안 3.9%, 

2013-2018년 동안 5.5% 증가하였음.  

  ㅇ 향후 국민들의 소비구조가 빠르게 업그레이드되고 문화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임. 또한 중국 국민 1인당 문화·엔터테인먼트 소비지출 증가 

속도는 6.7%정도임. 2018년 국민의 문화·엔터테인먼트 1인당 소비지출은 

평균 827위안으로 문화엔터테인먼트 분야 소비 지출비중은 전체 소비지출

의 4.2%를 차지하였음. 향후 산업구조, 소비구조의 업그레이드로 문화산업

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문화산업 GDP 성

장에 대한 연평균 기여율은 10%대로 높아질 전망임. GDP 대비 문화산업 

비율은 2012년 2.36%에서 2018년 4.30%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고퀄리

티의 문화 콘텐츠 공급 및 국민의 문화 소비 니즈 방면에서 선진국과는 여

전히 격차가 큰 편임. 

  ㅇ 또한 회의에서는 해남지역이 관광산업, 현대서비스업, 하이테크산업을 주력산

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향후 관광 및 현대서비스업관련 중요 지역

으로 언급하였음. 해남지역의 관광분야 글로벌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

화·스포츠·엔터테인먼트 분야의 발전을 촉진할 예정임. 향후 해남지역을 

문화엔터테인먼트, 관광, 컨벤션 등 분야의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해외 기업

과 투자, 합자, 합작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문화엔터테인먼트 활성화 산업을 

추진하여 해남을 중국 문화산업 개방의 새로운 고지로 구축할 예정임. 



□ 텐센트 게임 슬로건 변경 

  ㅇ 텐센트 게임은 텐센트 게임 브랜드 업그레이드 및 게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 게임의 본질, 게임 산업 발전, 텐센트 게임 사업의 미래 방향 

설정에 대해 논의하였음. 그 후 21일 향후 새롭게 선보일 시스템 및 뉴 브

랜드 슬로건을 발표함. 지난 9년간 사용했던 슬로건인 '마음으로 즐거움을 

창조한다(用心创造快乐)' 에서 “Spark More/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자(去
发现，无限可能)”로 변경함. 

  ㅇ 텐센트는 게임 제품 개발 및 운영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게임의 본질에 대해 논의를 해왔으며 게임은 비디오/모바일게임에 그치지 

않고 게임은 인간, 문화, 예술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밝혔음. 그 후 텐센트

는 유네스코와 연합하여 방글라데시, 몽골, 브라질, 그리스, 모로코 그리고 

케냐 등 세계 각지의 전통 문화를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였음. 

  ㅇ 최근 10년간 모바일인터넷 및 스마트기기가 빠르게 보급되면서 중국 게임 

산업은 연평균 27.7%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또한 2012년 텐센트는 범 엔

터테인먼트 전략 제안 후 게임을 바탕으로 문학, 애니메이션, 영화 등 다

양한 분야와의 협력을 시도해왔음.

  ㅇ 현재 텐센트 게임은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게임 개발 및 배급 플랫

폼으로 자리 잡았음. 중국 및 해외시장을 대상으로 총 480개의 제품을 출

시하여 20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8억 명이 넘는 유저를 유치하였음. 또한 

텐센트 게임은 자체 개발 능력을 향상시켜 Riot Games, Supercell, Epic 

Games, Activision Blizzard, Ubisoft, 닌텐도와 투자 및 합작을 진행해왔음. 

전 세계 최고의 게임 제품 및 기술 개발 팀을 구축하여 게임 산업의 미래 

혁신과 성장을 위해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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