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09:30~10:00 등  록

10:00~10:10
인사말

김용환 한국수출입은행장

홍상표 한국콘텐츠진흥원장

10:10~10:15
축  사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0:15~10:30
기조발표 : 한류의 가치와 창조적 활용

유진룡 가톨릭대학교 한류대학원장

10:30~10:40 기념촬영

10:40~11:25

(SessionⅠ) 한류 현황 및 국가경제 기여효과

1. 한류의 수출현황과 시사점

고정민 한국창조산업연구소장

2. 한류 콘텐츠 수출파급 효과 분석

김윤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

3. K-POP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한 도약

이응주 MBC뮤직 대표

11:25~11:35 휴  식

11:35~12:20

(SessionⅡ) 한류콘텐츠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

1. 수출입은행의 한류콘텐츠 수출기업 지원방안

권우석 한국수출입은행 미래산업금융실장

2. 콘텐츠 산업 성장과 금융시장

빈기범 명지대학교 교수

3. 한류콘텐츠 해외진출 금융지원 사례발표(다이노 타임)

허준범 토이온 대표

12:20~12:50

종합 토론 : 금융지원 확충을 위한 현안 및 실행과제
   사회 : 임학순 가톨릭대학교 한류대학원 교수
   패널 : 고정민 한국창조산업연구소장

김윤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응주 MBC뮤직 대표
권우석 한국수출입은행 미래산업금융실장
빈기범 명지대학교 교수
허준범 토이온 대표

12:50~14:00 행사 종료 및 오찬

※ 세부일정은 행사진행상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조연설
ll

한류의 가치와 창조적 활용

유 진 룡 가톨릭대학교 한류대학원장



2012  한국수출입은행 강의자료

한류의한류의 가치와가치와 창조적창조적 활용활용

2012. 10. 25.

유 진 룡(한류대학원 원장)
yoojr@empal.com

hallyu@catholic.ac.kr

목목 차차

Ⅰ. 한류 트렌드

Ⅱ. 한류의 가치사슬

Ⅲ.  한류의 영향과 파급효과 사례

Ⅳ 한류의 창조적 활용전략Ⅳ.  한류의 창조적 활용전략

Ⅴ.  맺음말

- 3 -



I. I. 한류한류 트렌드트렌드

한류 진출 정도에 따른 국가 구분

1. 1. 한류한류 : : 아시아를아시아를 넘어넘어 전세계로전세계로

4※ 출처 : 국가브랜드위원회∙KOTRA∙산업정책연구원(2011),
문화한류를 통한 전략적 국가브랜드 맵 작성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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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콘텐츠 산업 연도별 매출액 현황

• 최근 6년 간(2005~2010) 연 평균 성장률 4.7%

2. 2. 콘텐츠산업의콘텐츠산업의 성장성장

52 759

62,768
64,414 63,691

66,116

72,120

60,000

70,000

80,000
(단위 : 십억 원)

5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2012), 『2011 콘텐츠 산업통계』

52,759

40,000

50,000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국내 콘텐츠 산업 연도별 매출액 현황 (단위 : 십억 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구성비

2. 2. 콘텐츠산업의콘텐츠산업의 성장성장

영화 3,282 3,622 3,183 2,855 3,306 3,432 4.8%

애니메이션 234 288 311 404 418 514 0.7%

음악 1,789 2,401 2,357 2,602 2,740 2,959 4.1%

게임 8,679 7,448 5,143 5,604 6,580 7,431 10.3%

캐릭터 2,706 4,550 5,115 5,098 5,358 5,897 8.2%

만화 436 730 761 723 739 742 1.0%

출판 19,392 19,879 21,595 21,052 20,609 2,124 29.5%

방송 8 635 9 719 10 534 9 354 9 885 11 176 15 5%

6

방송 8,635 9,719 10,534 9,354 9,885 11,176 15.5%

독립제작사 - - - 727 796 737 1.0%

광고 8,418 9,118 9,434 9,311 9,187 10,323 14.3%

지식정보 3,041 3,468 4,297 4,777 5,255 6,204 8.6%

콘텐츠솔루션 1,275 1,541 1,679 1,866 2,036 2,1,96 3.0%

합 계 52,759 62,768 64,414 63,691 66,116 72,120 100%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2012), 『2011 콘텐츠 산업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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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산업 비중 : 세계시장의 2.21% 

2. 2. 콘텐츠산업의콘텐츠산업의 성장성장

세계 콘텐츠 시장 순위 (2011년 기준)

순 위 국 가 시장규모

1 미국 4,431억 달러

2 일본 1,740억 달러

3 독일 872억 달러

4 중국 855억 달러

5 영국 767억 달러

6 프랑스 666억 달러

세계 콘텐츠 시장 순위 (2011년 기준)

7

* 출처 : 2010 PWC.

7 이탈리아 422억 달러

8 캐나다 381억 달러

9 한국 338억 달러(2.21%)

10 브라질 331억 달러

※ 세계 콘텐츠 산업 시장규모는 1조 4,195억 달러 (2010년 기준) - 향후 연평균 6% 성장 전망 (2011년~2012년) 

국내 콘텐츠 산업 연도별 수출규모

• 최근 6년 간(2005~2010) 연 평균 성장률 19.9%

3. 3. 콘텐츠산업의콘텐츠산업의 수출확대수출확대

• 2010년 우리나라 총 수출액 4,663억달러의 0.7%

1,944,631

2,337,603

2,604,231

3,266,092

2,000,000

3,000,000

4,000,000

(단위 : 천 달러)

8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2012), 『2011 콘텐츠 산업통계』, 한국은행 수출입 통계

1,301,136 1,373,158

0

1,000,000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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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콘텐츠 산업 연도별 수출액 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구성비

(단위 :8 천 달러)

3. 3. 콘텐츠산업의콘텐츠산업의 수출확대수출확대

영화 75,995 24,515 24,396 21,037 14,122 13,583 0.5%

애니메이션 78,429 66,834 72,770 80,583 89,651 96,827 3.0%

음악 22,278 16,666 13,885 16,468 31,269 83,262 2.6%

게임 564,660 671,994 781,004 1,093,865 1,240,856 1,606,102 52.0%

캐릭터 163,666 189,451 202,889 228,250 236,521 276,328 8.2%

만화 3,268 3,917 3,986 4,135 4,209 8,153 0.3%

출판 191,346 184,867 213,100 260,010 250,764 357,881 8.4%

방송 121 763 133 917 150 953 171 348 170 228 228 633 5 5%

9

방송 121,763 133,917 150,953 171,348 170,228 228,633 5.5%

독립제작사 - - - 11,228 14,349 13,691 0.9%

광고 9,359 75,981 93,859 14,212 93,152 75,554 3.0%

지식정보 34,764 5,016 275,111 339,949 345,693 363,282 11.6%

콘텐츠솔루션 35,608 - 112,678 107,746 113,418 116,487 4.0%

합 계 1,301,136 1,373,158 1,944,631 2,337,603 2,604,231 3,266,092 100%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2012), 『2011 콘텐츠 산업통계』

2010년 기준 국내 음악 산업 지역별 수출 현황

3. 3. 콘텐츠산업의콘텐츠산업의 수출확대수출확대

40,000

60,000

80,000
67,267
(80.8%)

(단위 : 천 달러)

10

0

20,000

일본 중국 동남아 북미 유럽 기타

3,627
(4.4%)

1,132
(1.36%)

432
(0.52%)

396
(0.48%)

219
(0.03%)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2012), 『2011 콘텐츠 산업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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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기준 국내 방송 산업 지역별 수출 현황

3. 3. 콘텐츠산업의콘텐츠산업의 수출확대수출확대

30,000

40,000

50,000

60,000
49,713
(39.1%)

20,955
(16.5%)

49,555
(38.9%)

(단위 : 천 달러)

11

0

10,000

20,000

일본 중국 동남아 북미 유럽 기타

( )

2,815
(2.2%)

2,318
(1.8%)

1,702
(1.3%)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2012), 『2011 콘텐츠 산업통계』

2010년 기준 국내 게임 산업 지역별 수출 현황
(단위 : 천 달러)

3. 3. 콘텐츠산업의콘텐츠산업의 수출확대수출확대

300,000

400,000

500,000

600,000
435,254
(27.1%)

595,864
(37.1%)

242,521
(15.1%)

147,761
(9 2%)

138,125
(8 6%)

12

0

100,000

200,000

일본 중국 동남아 북미 유럽 기타

(9.2%) (8.6%)
46,577
(2.9%)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2012), 『2011 콘텐츠 산업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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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장르별 수출액 규모(2005~2010)
(단위 : 천 달러)

3. 3. 콘텐츠산업의콘텐츠산업의 수출확대수출확대

13
※출처 : 2011 콘텐츠산업통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 지역별 수출액 규모(2010년 기준)
(단위 : 천 달러)

3. 3. 콘텐츠산업의콘텐츠산업의 수출확대수출확대

14
※출처 : 2011 콘텐츠산업통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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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지역별 연도별 수출액 현황

(단위 : 천 달러)

3. 3. 콘텐츠산업의콘텐츠산업의 수출확대수출확대

(단위 : 천 달러)

15※출처 : 2011 콘텐츠산업통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 해외진출경로

(단위 : 천 달러)

3. 3. 콘텐츠산업의콘텐츠산업의 수출확대수출확대

16
※출처 : 2011 콘텐츠산업통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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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한류의한류의 확산확산

지역 장르 대표콘텐츠지역 장르 대표콘텐츠

중국∙일본

↓

중국∙일본∙동남아시아

↓

드라마, K-pop, 게임

↓

드라마, K-pop, 게

‘사랑이 뭐길래’, HOT

↓

‘겨울연가’, ‘대장
금’, ‘보아’

17

중국∙일본∙동남아

시아∙유럽∙남미∙

북미

임, 다큐멘터리, 영

화, 만화, 애니메이

션, 캐릭터

↓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

싸이의 강남스타일

드라마 「대장금」 확산 지도

4. 4. 한류의한류의 확산확산

18
※ 출처 : Korean Culture and Information Service(2012), 

K-Drama : A New TV Genre with Global Appeal (Korean Culture No.3),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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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한류의 발전 (2008년 이후)

44. . 한류의한류의 확산확산

• 디지털 한류의 발전 (2008년 이후)

-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 북 등 소셜미디어 활동

- SNS 기반의 자발적 한류팬 커뮤니티 활성화

- 한류기업과 소비자, 소비자와 소비자간의 소통 확대

19

※ 2012년 7월 세계 73개국에서 843개의 한류 동호회 활동, 동호인 670만명 추정.

4. 4. 한류의한류의 확산확산

• 유튜브 조회수 520 079 298건 (2012 10 21 기준)

강남스타일 효과

• 유튜브 조회수 520,079,298건 (2012.10.21 기준)

• 미국 CNN, LA 타임즈, ABC, Time의 강남스타일 소개

• 빌보드 메인 차트 ‘HOT 100’ 4주간 2위

• 아이튠즈 37개국에서 1위

• 영국 Official 싱글 음악 차트 1위 (2012.09.30)

• ‘강남스타일’ 여행 및 상품 개발붐

- ebay에서 ‘Gangnam style’ 키워드 검색시 1273종 상품 출시

- 강남지역에 대한 다양한 관련 여행 상품 개발중

20

강남지역에 대한 다양한 관련 여행 상품 개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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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한류의한류의 확산확산 요인요인

ArtistsArtists

한국콘텐츠

산업의

발전

뉴미디어의

발전

뉴미디어의

발전
(K-pop, 

영화감독)

(K-pop, 

영화감독)

한류기업의한류기업의
한류 소비자한류 소비자

21

한류기업의

경영전략

한류기업의

경영전략
커뮤니티

활성화

커뮤니티

활성화

한국의 호감도

한국의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

ⅡⅡ. . 한류의한류의 가치사슬가치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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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
수요창출

국가 브랜드
제고

1. 1. 한류의한류의 가치사슬가치사슬 확장확장

한류

콘텐츠

상징적

의미/감성

재 미
문화

정체성

한국어
활용

패션산업

관광 산업

의료 산업

23

지적

재산

문화

마케팅

패션산업

식음료
사업

상품 한류

의료 산업

뷰티 산업

체험경제(experience economy)

2. 2. 한류활용한류활용 비즈니스비즈니스 시장시장 확대확대

기업의기업의
한류문화활용한류문화활용

접근접근

문화적 감성을 파는 문화생산시대

소셜미디어 커뮤니티: 문화공유-협력-창조

정체성 / 차별성 → 브랜딩

24

정체성 / 차별성  브랜딩

가치소비시대(필립 코틀러의 마켓 3.0)

이미지 감성기반의 꿈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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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 0 시장 2 0 시장 3 0 시장

필립 코틀러의 ‘마켓 3.0’  :  문화의 중요성

2. 2. 한류활용한류활용 비즈니스비즈니스 시장시장 확대확대

구 분 1.0 시장 2.0 시장 3.0 시장

목표 제품 판매 고객 만족 및 보유 더 나은 세상 만들기

동인 산업혁명 정보화 기술 뉴 웨이브 기술

기업이 시장을

보는 방식

물리적 필요를 지닌

대중 구매자들

이성과 감성을 지닌

영리한 소비자

이성과 감성, 영혼을

지닌 완전한 인간

핵심 컨셉 제품 개발 차별화 가치

기업의 지침 제품 명세 기업 및 제품의 포지셔닝
기업의 미션과 비전, 

25

기업의 지침 제품 명세 기업 및 제품의 포지셔닝
가치

가치 명제 기능 기능과 감성 기능과 감성과 영성

소비자와의

상호작용
일대다 거래 일대일 관계 다대다 협력

※  출처 : 필립 코틀러 (2010), 마켓 3.0 :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새로운 시장의 도래,

Market 3.0 : From Products to Customers to the Human  Spirit (안진환 역), 타임비즈.

ⅢⅢ. . 한류의한류의 영향과영향과 파급효과파급효과 사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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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사는 외국인의 한국하면 떠오르는 최초 이미지

1. 1. 한류와한류와 국가브랜드국가브랜드

드라마 K-pop
전자

제품

27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2012),

해외한류조사결과 : 아시아, 미주, 유럽 지역 대상.

한국(문화)에 대한 유럽미디어의 관심 확대(2011년부터)

1. 1. 한류와한류와 국가브랜드국가브랜드

• K-POP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지역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점

• K-POP의 특성, K-POP 아티스트, K-POP 기업의 특성

• 유튜브,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의 영향 및 팬클럽 활동 소개

• K-POP 문화를 수출하는 한국국가 이미지 개선 효과

• 한국 문화 소개

28

출처
• Financial Times (11.12.14) – Talent agencies ride a wave of K-POP
• The Independent (12.06.30) Observations – More treats in store for the UK’s Korea-minded pop fans
• The Independent (11.08.07) – Korean Wave starts lapping on Europe’s shores
• The Guardian(11.12.15) – Bored by Cowell Pop? Try K-POP
• The Guardian(11.04.20) – Behind the Music : What is K-Pop and why are the swedish getting involved?
• Le Monde(12.06.18) – K-pop 성공요인 분석
• The Economist(12.08.18) – 한국대중음악 시장의 양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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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류문화체험 → 한류호감도, 국가이미지제고 → 국가 브랜드 제고

1. 1. 한류와한류와 국가브랜드국가브랜드

• 2011년 한국의 국가브랜드 지수

– 2009년 19위 → 2010년 18위 → 2011년 15위

※ 자료 : 2012 삼성경제연구소, 2011 국가브랜드지수, SERE 이슈페이퍼

• 한국문화를 경험한 외국인 비율 55.3%

– 영화 경험률 (39.7%)

29

– 드라마 경험률 (37.2%)

– K-pop (30.3%)

※ 자료 : 국가브랜드위원회∙KOTRA∙산업정책연구원(2011), 
문화한류를 통한 전략적 국가브랜드 맵 작성연구. 

방한 외래관광객 천만명 시대

22. . 한류와한류와 관광상품관광상품

(단위 : 천 명)

7,817

8,797

9,794

8,000

9,000

10,000
(단위 천 명)

30
※ 출처 : 한국관광공사(2012), 한국관광통계 자료 재구성.

6,022
6,155

6,448
6,890

6,000

7,000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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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관광객의 한국 인식과 영향조사

22. . 한류와한류와 관광상품관광상품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 드라마와 영화로 한류 시작

• 아이돌 가수의 노래 및 댄스의

인기가 패션으로 이어지고 있음

• 한류를 통해 한국을 방문하고

자 하는 여행객이 증가함

• 한류는드라마와가수로시작

• 패션,음식,화장품등한국문화의

전반적인부분을알림

• 태국 관광소비자의 한국행을

계획하는데 주요인이 되고 있음

• 한국 드라마로 한류 시작

• 패션, 음식, 화장품 등을 통해

한국 문화를 알리며, 한국 제품

=고품질이라는 이미지를 가짐

• 한국어와 스키에 대한 인기가

상승하고 있음

31

• 특히 한국 스타와 가수의 영향

으로한국방문이증가함

상승하고 있음

• 드라마 및 연예인을 통한 광고, 

광고의 색감이 좋고 경치가 아

름다움

• 한류 스타와 유명 배우로 홍보, 

광고는 현대적이며,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장소를 보여줌

• 한류 스타를 모델로 한

광고, 싱가포르 국제

관광 박람회 이용

※ 출처 : 한국관광공사(2011), 동남아 관광소비자 마케팅 조사 자료 재구성.

한국대중문화에 대한 세계의 관심 확대

3. 3. 한류와한류와 한국문화수요한국문화수요

32
<2012년 북미 아이튠즈 메인의 K-pop 코너><2011년 빌보드닷컴 K-Pop Hot 100>

- 18 -



• 미국 한류소비자의 41% 한국어 학습

3. 3. 한류와한류와 한국문화수요한국문화수요

• 미국 한류소비자의 41% 한국어 학습

<출처: 숨피닷컴(www.soompi.com) 2012년>

• 세종학당 수강생 수 : 2009년 4,300명

→ 2011년 9,348명

• 한식과 한국패션에 대한 관심 확대

33

• 한류와 전통문화를 결합한 문화교류
프로그램 확대 (해외 한국문화원)

※ 필리핀 한국문화원의 한류 활용.

패션상품 판매 확대

3. 3. 한류와한류와 한국문화수요한국문화수요

G 마켓은 영문샵 운영을 통해 B2C와 C2C 해외 판매 서비스를 제공• G 마켓은 영문샵 운영을 통해 B2C와 C2C 해외 판매 서비스를 제공

• 한류드라마, K-POP 영향으로 해외 매출 증가 추세

34
<G 마켓 영문 페이지> <G 마켓 해외판매 구매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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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의 경제효과와 우리기업의 활용실태

4. 4. 기업의기업의 한류활용한류활용 : : 상품상품 한류한류

구 분 매출증대
효과있다

전체 51.9

업

종

문화

관광

유통

식품

86.7

85.7

75.0

45.2

• 응답기업의 82.8% : ‘한류확산’으로 ‘한국과

한국제품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가 높아졌다’

• 응답기업의 51.9% : ‘한류 덕에 매출이 늘었다’

35

종

별

식품

전자

화장품

자동차

의류

45.2

43.3

35.5

28.1

23.3

• 응답기업의 43.5%: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때

한류효과를경험했다’

※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2012), 한류의 경제효과와 우리기업의 활용실태.

4. 4. 기업의기업의 한류활용한류활용 : : 상품상품 한류한류

36
※ 출처 :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2011), 한류를 알면 수출이 보인다, 『Trade Fou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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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기업의기업의 한류활용한류활용 : : 상품상품 한류한류

37
※ 출처 :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2011), 한류를 알면 수출이 보인다, 『Trade Foucs 』.

기업의 한류 활용사례

4. 4. 기업의기업의 한류활용한류활용 : : 상품상품 한류한류

제품 기업 한류활용 효과

마시는 홍초 ㈜대상 카라
일본 매출증대

(2010년 14억 -> 2011년 500억)

산토리 서울막걸리 서울탁주/롯데주류 장근석
주간지 '닛케이트렌디' 의 '2011년 히트

상품 베스트 30'에서 7위로 선정

기스면 오뚜기 박유천 시장확대(일본, 중국, 뉴질랜드, 러시아)

38

한류스타의 콘서트, 및

팬미팅 연계 관광상품
체스투어즈

장근석, 윤계상, 제국의 아

이들 등

2011년 대비 관광객 32% 증가

(16만 1000명)

라네즈/마몽드 아모레퍼시픽
송혜교(라네즈)/

소녀시대 유리(마몽드)
중국내 브랜드 인지도 상승(매출 1위)

오휘/후 LG 생활건강 손예진(오휘),/ 이영애(후) 베트남 시장 점유율 1위(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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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한류 활용사례 – 더 페이스샵

4. 4. 기업의기업의 한류활용한류활용 : : 상품상품 한류한류

• 자연주의 화장품 Concept 차용

• 권상우, 배용준, 김현중, 전지현, 소녀시대 등

한류스타 광고모델 기용

활 함

39

• 한류스타를 활용함으로써 아시아권 매장

확장 및 브랜드 인지도 상승

• 현재 세계 22개국 약 1000개 매장 확보

ⅣⅣ. . 한류의한류의 창조적창조적 활용전략활용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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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활용은 한류가치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한다

1. 1. 한류한류, , 상품수출의상품수출의 문화자원으로문화자원으로 활용활용

ValuationValuation
한류가치창출한류가치창출

ValuationValuation
한류가치창출한류가치창출

• 국가 브랜딩
• 한국문화 수요
• 국제 문화교류 수요

문화적 측면

• 관광산업
• 의료산업
• 패션산업

경제적 측면

• 소통
• 참여
• 협력

사회적 측면

41
ValueValue

한류가치인식한류가치인식

국제 문화교류 수요
• 한국어 학습
• 도시문화 마케팅

패션산업
• 뷰티산업
•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협력
• 공동사업
• 네트워킹

2. 2. 한류한류 생태계생태계 구축구축

글로벌투자 및

1) 한류 생태계 자원 구조

한류

콘텐츠

글로벌

네트워킹

투자

금융지원

환경
재정

인력기술

42

정책

지원

R & D

지원

지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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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한류한류 생태계생태계 구축구축

2) R&D 혁신 환경 구축

한류의 창의적 활동 방법론 개발

뉴미디어 한류 비즈니스 모델 개발

43

콘텐츠 기획∙창작 역량 강화

한류 소비자 마케팅 전략 개발 : 한류 소비자와 기업 제품의
적합성 확보

2. 2. 한류한류 생태계생태계 구축구축

3) 투자환경 조성

정부의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민간부분의 콘텐츠 프로젝트 투자 활성화

44

금융기관의 콘텐츠 투자 지원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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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한류한류 생태계생태계 구축구축

4) 지식정보시스템 구축

한류지식정보 아카이빙

한류지식활동을 통한 비즈니스 한류 프로젝트 개발

45

한류 지식 기반 전문가 및 유관기관 네트워킹

가톨릭대학교 한류대학원 설립 운영(2012. 08.)

2. 2. 한류한류 생태계생태계 구축구축

5) 인적 자원의 양성

가 릭대학 류대학 영( )

http:// hallyu.catholic.ac.kr
hallyu@catholic.ac.kr

http://www.ccbi.co.kr/
ccbi@catholic.ac.kr

http:// hallyu.catholic.ac.kr
한류MBA과정

한류대학원한류대학원

교육과정교육과정 한류지식센터한류지식센터

문화비즈니스연구소문화비즈니스연구소

46

p y
hkc@catholic.ac.kr• 한류MBA 과정

(국제문화비즈니스 석사)
• 연구과정
(글로벌 한류비즈니스 전문가 과정, 6개월)

• 외국인 과정
(2013년 개설 예정)

• 조사연구, 출판, 학술세미나
• 교육과 연구의 연계체계 구축
• 한류지식정보 아카이빙 자료실 운영
• 국내외 한류지식 네트워크 구축

※ 협력기관 : KOTRA,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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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 . 맺음말맺음말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협력은

맺음말맺음말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협력은

콘텐츠 산업의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한류의 지속 ∙ 확산과 함께 한류의 창조적 활용을
통한 새로운 가치창출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48

Think Local,   Act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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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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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I
ll

한류 현황 및 국가경제 기여효과

1. 한류의 수출현황과 시사점

고 정 민 한국창조산업연구소장

2. 한류 콘텐츠 수출파급 효과 분석

김 윤 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

3. K-POP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한 도약

이 응 주 MBC뮤직 대표



NBC Today Show)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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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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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07 2008 2009 2010 2011
( ) (2011)

24 21 14 14 29 4.5 0.7

73 81 90 97 136 16.9 3.2

14 16 31 83 184 90.8 4.3

781 1094 1241 1606 2306 31.1 53.6

202 228 237 276 383 17.2 8.9

4 4 4 8 16 42.3 0.4

213 260 251 358 322 10.9 7.5

151 171 185 229 246 13.0 5.7

- 11 14 14 18 - 0.4

94 14 93 76 109 3.7 2.5

275 340 346 363 421 11.2 9.8

113 108 113 116 148 7.1 3.4

1945 2338 2604 3226 4300 21.9 100

: , %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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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FAO (Party Rock Anthem)'

B

(kitch)

B , (kitch)

1950

B , (kitch)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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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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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B

, SNS

(4 ) SNS (2 )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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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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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
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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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1

-

, , 

- 1,100

CF, 

- , CF

5. 

22

, 
- K-pop

-

- Back to the Basic

-

-

- K-p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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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UCC

Second mover First mover

SNS

3 SNS

6. SNS 

,

7. 

24

- , LCD, 2

-

-

-

-

- J-pop K-p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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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5

NHK

AD

5

9. 

,

, 

, EU , , 

K-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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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7

-

K-pop , SNS
- K-po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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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콘텐츠 수출파급 효과 분석한류 콘텐츠 수출파급 효과 분석

한국수출입은행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산업투자조사실

김 윤 지

목 차

1 연구 배경

2 이론적 배경

3 방법론 및 데이터

4 분석 결과

5 결론 및 시사점및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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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문화 콘텐츠 수출액

- 문화콘텐츠 수출은 2011년 28.9%, 2006~2011년 평균 24.8% 증가할 정도로 고성장 수출산업으로 변모
- 그러나 수출액 기준으로 주요 수출 품목과 비교할 때에는 여전히 매우 작은 비중 차지

2011년 주요 품목 수출액

13.7 
19.5 

23.4 
26.0 

32.3 

41.6 

20.0 

30.0 

40.0 

50.0 

3

단위: 억 달러

-

10.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단위: 억 달러

연구 배경

“ 한류의 확산이 기업 매출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까?” 
: 그렇다 (51.9%)

4

- 문화상품 수출은 해당 분야 수익도 중요하지만, 국가브랜드로연결돼 관련 분야 수익으로 확대된다는 점에서 중요

-대한상공회의소(2012), 서비스, 제조분야 기업 300개 대상 설문조사

문화상품 수출이 관련 소비재 수출을 견인하는 수출 파급효과를 계량분석해
한류 수출의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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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배경

- 문화적 근접성 (Cultural Proximity)이 국가간 무역을 촉진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옴. 

Melitz(2002) : 국제 무역에서 공통 언어가 거래비용을 감소

Head and Ries(1998): 이민자가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기호를 연계해 무역량을 증가

Rauch(1999): 소비자들의 선호가 중요한 차별화된 재화(Differentiated Products)의 무역에서Rauch(1999): 소비자들의 선호가 중요한 차별화된 재화(Differentiated Products)의 무역에서
문화적 친밀도가 거래 가격 및 탐색 비용보다 중요

문화적 근접성을 언어, 종교, 신뢰, 비즈니스 및 사회적 네트워크, 식민지 경험 등 민족적 네트워크 등으로 측정

- 최근 연구에서는 문화 상품 교역과 같은 후천적 요인을 통해 문화적 근접도 측정

Disdier et. al (2007): 문화적 근접성이 높을수록 문화상품의 교역량이 높아지고, 문화 상품의 교역량이
높아지면 다른 상품의 교역량도 증가함을 보임. 

최종일․박순찬(2008) : 1996년 1분기부터 2006년 1분기까지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액을 통해 문화상품
출이 화상 이외의 출을 견인함을 석

5

수출이 문화상품 이외의 수출을 견인함을 분석

동일한 문화상품의 소비가 문화적 근접도를 높이고, 이것이 다시 문화적 근접도가 높은
문화권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를 증가시켜 무역을 촉진

방법론 및 데이터 방법론

- 문화상품 수출액이 소비재 수출을 견인하는 효과를 중력모형을 기반으로 패널고정효과 모형으로 추정

- 문화상품 수출 : 영화, 방송, 음악, 출판 수출액 (통관기준)
- 소비재 수출 : IT제품, 의류, 화장품, 가공식품 수출액 (통관기준)

- 중력모형 : 국가간 무역의 흐름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할 때 많이 활용되는 모형으로, 
양국의 무역은 양국의 시장규모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기본 가정에서 출발
양국의 특수한 관계를 반영하는 변수로 본 연구에서는 문화상품 수출액을 추가

lnXijt : t년도 우리나라에서 j국으로의 소비재 수출액 (log값) 

lnGDPit : t년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log값)

1 2 3ln ln ln lnijt ij it jt ijX GDP GDP Distα α α α= + + +

4 ln lnijt ijt t ijtExchr Cult Yearα β γ ε+ + + +

6

lnGDPit : t년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log값)

lnGDPjt : t년도 j국의 국내총생산 (log값)

lnDistij : 우리나라에서 j국까지의 거리 (log값)

lnExchrijt : t년도 원화대비 j국의 환율 (log값)

lnCultijt : t년도 우리나라에서 j국으로의 문화상품 수출액 (log값) 

Yeart : 연도 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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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 및 데이터 데이터

- 2001~2011년까지 우리나라에서 92개국에 수출한 문화상품 수출액 및 소비재 수출액 데이터로 분석
: 연간 수출액 1천만 달러가 넘는 92개 국가의 11년간 ‘불균등 패널(Unbalanced Panel)’ 데이터 798개로 추정

문화상품, 소비재 분류 통관기준 문화상품 수출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품 목

문
화
상
품

음악 음악 CD, 테이프 등

영화 현상된 영화필름

방송 녹화 비디오 테이프, 디스크 등

출판 서적, 잡지, 신문, 사진, 엽서, 우표

가공식품
기호식품, 농산가공품,
축산가공품, 수산가공품 등

의류 의류부속품 모피 제품

7

소
비
재

의류
의류, 의류부속품, 모피 제품,
인조모피 제품 등

화장품 화장품, 향수, 두발제품, 치약, 비누

IT제품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영상기기,
텔레비전, 카메라, 냉장고 등

분석 결과

: 소비재 수출액의 문화상품 수출 탄력도는 0.03으로, 문화상품 수출이 1% 증가할 때 소비재 수출을
0.03%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과거 11년간의 평균 수출액으로 추정하면 문화상품 100달러 수출 증가시 소비재 수출이 평균 412달러

1 문화상품 100달러 수출 증가시 소비재 수출 412달러 증가를 견인

과거 년간의 평균 수출액 추정하면 문화상품 달러 수출 증가시 비재 수출이 평균 달러
증가된다는 결과

:  문화상품 수출이 1% 증가하면 가공식품, 의류, IT제품 수출액이 0.07%, 0.051%, 0.032% 증가

: 과거 11년간 평균 수출액으로 추정하면 문화상품 100달러 수출 증가시 가공식품, 의류, IT제품 수출액
이 각각 평균 31달러, 35달러, 395달러 증가된다는 결과

2
화장품을 제외한 IT제품, 의류, 가공식품에 대해 수출견인효과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탄력도는 가공식품 > 의류 > IT제품 순

3 품목별로는 방송 수출의 가공식품 수출 견인 효과와 영화 수출의 의류 수출 견인 효과가 유의

8

3 품목별로는 방송 수출의 가공식품 수출 견인 효과와 영화 수출의 의류 수출 견인 효과가 유의

4
지역별로는 아시아 지역에서 음악 수출이 화장품 수출을 견인하는 효과와 방송 수출이 IT 수출을
견인하는 효과가, 중남미 지역에서 음악 수출이 IT제품 수출을 견인하는 효과가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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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문화
상품

소비재
계수

(탄력도)
평균변화율 의 미

소비재
전체

0.030** 4.12 
- 문화상품수출 1% 증가시 소비재수출 0.03% 증가

- 문화상품 100달러 수출 증가시 소비재 수출 평균 412달러 증가

제
- 문화상품수출 1% 증가시 소비재수출 0.032% 증가

문화
상품
전체

IT 제품 0.032** 3.95 
문화상품수출 증가시 비재수출 증가

- 문화상품 100달러 수출 증가시 IT 수출 평균 395달러 증가

화장품 - - -

의류 0.051** 0.35 
- 문화상품수출 1% 증가시 소비재수출 0.051% 증가

- 문화상품 100달러 수출 증가시 의류 수출 평균 35달러 증가

가공식품 0.070** 0.31 
- 문화상품수출 1% 증가시 소비재수출 0.07% 증가

- 문화상품 100달러 수출 증가시 가공식품 수출 평균 31달러증가

9

주1: 계수값은 고정효과모델의 결과이며, ***, **, *는 각각 유의수준 1%, 5%, 10%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주2: 평균 변화율은 2001~2011년까지 평균 수출액으로 추정

방송 가공식품 0.032** 0.64
- 방송 수출 1% 증가시 가공식품 수출 0.032% 증가

- 방송 100달러 수출 증가시 가공식품 수출 평균 64달러 증가

영화 의류 0.026** 0.87 
- 영화 수출 1% 증가시 가공식품 수출 0.026% 증가

- 영화 100달러 수출 증가시 의류 수출 평균 87달러 증가

결론 및 시사점

- 동일한 문화상품의 소비가 문화적 근접도를 높이고, 이것이 다시 문화적 근접도가 높은 문화권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를 증가시켜 무역을 촉진한다는 사실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

우리나라의 실제 수출 데이터를 통해 그 효과를 계량적으로 추정했다는 의의
개별 문화상품 이미지 제고 축적이 국가 이미지 제고로 이어져 소비재 수출이 견인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음.

문화상품이 소비재 상품의 선호도를 높이는 과정

개별 상품 · 
산업으로서

이미지
제고

10

국가로서의
이미지 제고

제품, 산업 수준 이미지 축적 국가로 파급범위 확대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平成22年度クール・ジャパン戦略推進事業”(2011, 5)에서 인용,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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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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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MUSIC 

KK--PPOOP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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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GGlloobbaall    KK--PPOOPP
-

-

33..    
- K-POP

-

-

11..  KK--PPOOPP
- K-POP

-

- K-POP

44..    KK--PPOOPP  
- K-POP

-

KOREA Ho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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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1.

01 / K-POP 

11))  KK--PPOO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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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II
ll

한류콘텐츠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

1. 수출입은행의 한류콘텐츠 수출기업 지원방안

권 우 석 한국수출입은행 미래산업금융실장

2. 콘텐츠 산업 성장과 금융시장 

빈 기 범 명지대학교 교수

3. 한류콘텐츠 해외진출 금융지원 사례발표(다이노 타임)

허 준 범 토이온 대표



2012 한류콘텐츠 컨퍼런스

수은의 한류콘텐츠 수출기업
지원방안

2012. 10. 25

목 차

1 한류콘텐츠 지원 현황

2 수은 금융지원 방향

3 기대효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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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한류콘텐츠 지원 현황

2 수은 금융지원 방향

3 기대효과

3

1 한류콘텐츠 지원 현황

국내 금융권 최초 지식·문화콘텐츠 전담팀 신설

■ ’10년 지식·문화콘텐츠 전담팀 신설

년 미래산업 실 확대 개편’11년 미래산업금융실로 확대·개편

■문화콘텐츠 제작기업 대상 신용평가 모델 개발

■ 수출지원범위 확대 등을 통한 금융지원 강화

■ 타 산업대비 우대금리 적용(50bp=0.5%)

■ 해외 영화관 인수 등 M&A, 인프라 구축사업 지원

4

■문화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및 기술보증기금과의

완성보증제도를 통한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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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류콘텐츠 지원 현황 - 완성보증제도

자금조달 여력이 부족한 문화콘텐츠 제작기업에 대해 미확정 매출을 담보로 대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추진 배경문화체육관광부와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한국수출입은행한국수출입은행

기술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콘텐츠기업콘텐츠기업

출
연

보증서 대출
수출입은행수출입은행

추진 배경

고용창출효과가 큰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
문화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기술보증기금이 업무협약 체결 (‘09. 9)

문화체육관광부와

수출입은행이 각각

100억원을 출연

제도 확대

5

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콘텐츠진흥원

완성보증 신청제작 회계관리

제도 확대

기업은행 및 3개 시중은행( 국민, 
우리, 하나) 은행으로 협약 확대

시행(‘11. 3) 

문화콘텐츠 지원저변 확대

‘완성보증추천위원회 ‘
심사

(수은, 기보, 콘텐츠진흥원)

주요 지원 요건 및 절차 주요 지원 사례

‘12. 1. 26일 개봉한 100% 국내 기술 3D대상 : 국산 콘텐츠 (영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게임)

1 한류콘텐츠 지원 현황

12. 1. 26일 개봉한 100% 국내 기술 3D 

애니메이션 ‘점박이: 한반도의 공룡’ 

제작자금 15억원 지원

(순제작비 68억원의
22%)

제작자금 장기 지원으로

33개국 선판매계약 및

대상 : 국산 콘텐츠 (영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게임)

요건(선판매 수출계약 체결)

가. 제작비의 40% 이상 자금 조달 확정
→ 선판매 금액 범위내(최대 50억원) 대출 가능

나. 신청금액이 선판매 금액 초과시 제작비의 60%    
이상 자금 조달 확정

→ 신청금액 범위내 (최대 50억원) 대출 가능

신청 : 한국콘텐츠진흥원

절차

1

6

33개국 선판매계약 및

작품완성에 크게 기여

개봉 17일만에 80만 관객 동원
역대 흥행 2위 기록

신청 : 한국콘텐츠진흥원

추천위원회 : 보증요건, 콘텐츠 우수성 및 흥행
가능성, 자금조달 계획 등 평가

보증 및 대출심사 : 보증 및 대출 지원 적격
여부 심사

관리 위원회 : 제작공정ㆍ자금 관리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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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은 금융지원 방향

2 수은 금융지원 방향

3 기대효과

7

2 수은 금융지원 방향

차세대 동력산업으로 한류콘텐츠 수출산업화를 선도

추진 방향

한류콘텐츠분야별

맞춤형금융제공

한류선도기업

지원시스템구축

실행 계획

8

“한류콘텐츠 수출금융지원 선도기관” 위상 확보

• 지원목표 : 향후 5년간 문화콘텐츠 분야 총 1조원 금융지원

* 665억원(’10년) → 1,400억원(’11년) → 2,400억원(’16년)
• ’16년까지 한류선도기업 10개사 육성

* 문화산업분야별한류히든챔피언급기업2~3개사육성

달성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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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은 금융지원 방향

한류콘텐츠 분야별 맞춤형 금융 제공

영화·애니메이션

■ P&A비용 지원, 흥행수수료부 금융, M&A금융·SF금융제도 도입을 통한 해외 진출 지원

■ 국내 퍼블리싱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원, 해외 게임쇼 참가 등 해외시장 개척자금 지원

게임

9

■ 해외 순회 공연 금융지원, 글로벌 문화기업과의 공동제휴·공동제작사업 앞 금융지원

K-POP

2 수은 금융지원 방향

한류콘텐츠 분야별 맞춤형 금융 제공

캐릭터, 브랜드

■ 캐릭터, 브랜드의 OSMU를 위한 연계사업 지원, 지적재산권·브랜드 상표권 확보 지원

■ 교육, 출판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 EDCF 자금과 복합금융 지원

이러닝·출판

■ 한류콘텐츠 확산을 위한 해외 공연장, 영화관 건립 지원

인프라

10

■ 한류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 선정을 통해 금융·국제계약·환위험관리·해외진출 컨설팅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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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은 금융지원 방향

2 세부실행 방향

3 기대효과

11

3 기대효과

■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선도기업을 분야별로 1~3개 선정하여 육성 (“낙수효과”)

선도기업 육성

■ 고유한 한국문화를 바탕으로 글로벌 공감대를 보유한 영화·K-POP ·브랜드 등 문화콘텐츠 육성

지원 분야 다변화

■ 아시아 위주의 문화콘텐츠 수출 탈피, 유럽·북미 등 문화주류시장을 이끄는 문화콘텐츠 육성

진출 지역 확대

12

■ 한류콘텐츠기업의 양극화 탈피, 한류 대기업·중소기업, 금융기관 동반성장 Best-Practice 발굴

사업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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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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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콘텐츠 해외진출 금융지원 컨퍼런스

콘텐츠 산업 성장과 금융시장

빈기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bink1@mju.ac.kr

한국 경제의 성장과 위상

2
2011년 기준,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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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의 요소

대표적인 생산 요소
• “자본(capital)”, “노동(labor)”

• 토지(land), 원자재(natural resources)

한국의 실정은? – 예나 지금이나 큰 변화는 없음
• 자본축적 충분하지 않음: 60-70년대에 비해 비약적 자본축적

• 인구 정체 및 감소 예상

• 비좁은 토지

• 빈약한 자원

한국 경제의 현재를 가능하게 한 원동력은?

3

무형자산과 인적자본의 중요성

한국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이끌어온 주요인은 인적자본
(human capital)에 기반한 무형자산(intangibles)
• 기술, 지식, 경험, 숙련도, 성실성 등

무형자산의 가치: 삼성전자 vs. Apple

4

자산총계 비유동자산 시장가치

삼성전자 166,300,009,000,000 원 92,839,761,000,000 원 193,698,600,000,000 원

Apple Inc. 162,896,000,000 달러 110,953,000,000 달러 571,670,000,000 달러

(한화) 179,185,600,000,000 원 122,048,300,000,000 원 628,837,000,0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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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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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미래 원동력

경제성장으로 인해 상당한 유형고정자산의 축적이 가능
• 현재 약 10위 정도

• 20년전만 해도 순채무국으로 외자 없이 자본 형성 불가

유형자산의 순위가 10위임에도 GDP가 15위인 것은
무형자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미

미래 차세대 성장 동력

6

인적 자본과 고부가가치 기술과 지식의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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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산업의 특성

무형 재화 및 무형 자산을 창출
• 콘텐츠 산업에서 형성되는 무형의 재화는 고부가가치, 경제학적

으로 한계비용(marginal cost)가 0에 가까움으로 한계비용(marginal cost)가 0에 가까움
− cf. 물론 그런 만큼 복제 가능성도 높음

고부가가치 인적 자본의 형성을 가능
• 고부가가치 콘텐츠 분야 기술의 숙련 및 체화

콘텐츠 산업은 자본과 노동 중 자본에 대한 소요가 비교적콘텐츠 산업은 자본과 노동 중 자본에 대한 소요가 비교적
적고, 노동에서는 양보다는 노동의 질, 즉 노동효율성이
중요
• 자본집약적, 절대적 의미의 노동집약적 산업이 아님

• 기술과 지식 기반의 기술집약적 산업

7

대규모 자본투자가 아니어도, 성장과 발전 및 부가가
치를 창출하여 경제 성장과 자본축적에 기여하는 파급
효과가 큰 분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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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와 콘텐츠 산업

한국 경제에 대한 도전과 위협
• 기존 비교우위 분야에서의 우위와 경쟁력이 차츰 감소

중국 인도 등 저임금의 대량 노동력 활용이 가능한 국가가 맹추격− 중국, 인도 등 저임금의 대량 노동력 활용이 가능한 국가가 맹추격

− 브라질, 러시아 등 자원 부국의 부각

• 복제가 쉬운 기술이나 기술 원천에 의한 산업의 한계

한국 경제의 지향점
• 인적 자본의 우수성 최대한 활용

• 노동집약 자본집약 자원집약적 산업을 지양노동집약, 자본집약, 자원집약적 산업을 지양

• “기술과 지식 기반 산업(technology and knowledge based 
industry)”를 지향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시급
− 고급 기술(복제 불가능), 고부가가치의 창출

− 주로 무형자산에 의한 무형 재화의 생산

• 전향적 인식 변화와 기술혁신이 필요한 시점

9

콘텐츠 산업의 중요성

대표적인 기술 및 지식 기반 산업
• 기술, 지식, 혁신의 분야

부가가치• 고부가가치

유휴 고급 인력 자원의 흡수
• 실업 문제 및 노령화 문제의 장기적 해결

유연한 기술혁신과 융복합이 가능한 분야유연한 기술혁신과 융복합이 가능한 분야
• IT콘텐츠, 문화콘텐츠, 역사콘텐츠, 건설 ⋅토목콘텐츠, 

디지털콘텐츠, 방송콘텐츠 등

• 사회 전반적 콘텐츠 인프라의 필요성
(IT 인프라만큼이나 중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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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의 기회 제공

국가적으로 콘텐츠 수출은 국가 브랜드 및 국가 이미지
개선
• 한국의 역사, 문화, 예술을 세계 각국에 알리는 역할 가능

11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 환경

인력+자본+기술+지식 생산 혁신과 기술 및 지식
축적 생산 효율성 및 인적 자본 증대 생산축적 생산 효율성 및 인적 자본 증대 생산

• 새로운 기술 발굴 및 발전에 따른 선순환

창의⋅창조 인재의 육성

• 교육 철학, 교육 정책, 교육 제도의 혁신적 변화가 필요

창의 인재의 조기 발굴 및 집중적 체계적인 교육• 창의 인재의 조기 발굴 및 집중적, 체계적인 교육

모험자본 결집을 위한 금융시장 형성
• VC를 포함하여 모험자본의 결집 필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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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및 콘텐츠 금융투자의 특성

통상적인 신생⋅벤처 프로젝트 및 이에 대한 금융투자와
유사한 위험 특성
• High risk & high expected return

실패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대규모 자본
소요가 발생하지 않아, 실패시 사회적 영향력 미미
• 반면, 성공시 대단히 투자원금의 수십배에 달하는 극단적으로

높은 수익률 실현

• One shot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 현금흐름 창출

• 생산에 있어 한계 비용이 0에 가까움 수요만 있다면, 무한
공급 및 무한 부가가치 창출 가능

13

콘텐츠 금융시장의 현실

시장의 현실
• 모험자본 결집이 어려움 사회적으로 최적 수준에 못 미치는

투자가 이루어짐 (market failure)투자가 이루어짐 (market failure)

• 투자자의 안전 장치 요구 계약:
− 지분투자보다는 대출 계약, 대출에서도 보증, 담보 요구

− 지분투자에서도 풋백옵션과 같은 원본 보전 요구

• 자본결집도 적지만, 콘텐츠 개발자의 과감하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
유인을 훼손

시장자발적 유인 및 계약에 따 자본 과 사용이 한시장자발적 유인 및 계약에 따른 자본공급과 사용이 중요한
것인 원칙이지만, 어느 국가도 벤처 프로젝트를 전적으로
시장이 맡기지 않음
• 미국의 SBIC 프로그램이 대표적 사례: SBIC는 미국 벤처 산업 및

벤처캐피탈 시장의 발전의 핵심 요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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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시스템 및 금융시장

기관 금융(간접금융, 은행) vs. 시장 금융(직접 금융, 
증권시장)

2011년 G 대비 k i li i f li d• 2011년 GDP 대비 Market capitalization of listed 
companies = 89%

• 2011년 GDP 대비 Domestic credit provided by banking 
sector = 102%

Public market vs. Private market
• Public market >> Private market

• Public market: 증권시장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채권
시장), 펀드시장, 연금 및 보험시장

• Private market: PE, VC, KONEX, … 

15

Domestic capital vs. Foreign capital
• 두 가지 역할이 엇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통화 시장 자유화가

안된 상태에서 전자의 규모와 역할이 더욱 큼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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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환경과 콘텐츠 분야

콘텐츠 분야는 기관 금융보다는 시장 금융, 공적 시장
보다는 사적 시장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한 분야
• 따라서, 현재 한국 금융시장 체계는 콘텐츠 분야에 좋은 환

경이 아님

이는 비단 콘텐츠 분야뿐만 아니라 기타 기술 및 지식
기반 산업의 성장과 발전에도 좋은 환경이 되지 못함

한국 경제 스스로 미래 차세대 성장 동력이 무엇인지를
인지하여, 금융시장의 체질 자체를 변화시켜야 할 필요
가 있음 – 정부 각 부처의 조화로운 노력이 필요

17

콘텐츠 분야 금융

콘텐츠 분야는 이러한 금융시장의 악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 필요

• 기관 중심의 금융보다는 시장 중심의 금융에 주목

• 공적 금융시장보다는 향후 설립될 KONEX를 포함한 사적
금융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에 노력

• 필요에 따라, 외국 자본도 개방적으로 받아들일 필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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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성장 단계와 금융

기 업 가 치

금 융 수 단

A nge l In vestm en t

정 책 금 융 (대 출 , 보 증 )

Ven tu re  C ap ita l

민 간 부 문 대 출 및 보 증

IPO
(KO SD A Q )

IPO
(유 가 증 권 시 장 )

19

창 업 단 계 성 장 단 계 성 숙 단 계

구 조 조 정 단 계

안 정 성 장 단 계

회 사 채 또 는 기 업 어 음

메 짜 닌 파 이 낸 싱

M & A

PEF

콘텐츠 분야로의 자본 공급이 가능한 시장

KONEX
• 중소기업 주식 전용 거래 시장으로 위험도로 인해 개인 투자자

배제

• 기관 및 연기금만 참여

KOSDAQ
• 초기에는 신생, 벤처 기업의 자금조달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목적

• 현재 상당히 성공 궤도에 오른 기업이 상장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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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기본법
• 투자회사, 투자조합 제도

• 문화산업전문회사 제도

기타 다양한 사모펀드 제도
• 이후 참조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사모집합투자기구 / 적격투자자 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사모투자전문회사 /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사모집합투자기구 / 적격투자자 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사모투자전문회사 /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

자본시장법과 다양한 사모펀드 제도

사회기반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해외자원개발사업법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산업발전법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자본시장법 펀드 시스템 준용

사회기반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해외자원개발사업법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산업발전법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자본시장법 펀드 시스템 준용

22

선박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
부동산투자회사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문화산업전문회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특별법
한국벤처조합
개인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부품소재기업육성특별법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자본시장법과 비교적 무관한 펀드 제도들

선박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
부동산투자회사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문화산업전문회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특별법
한국벤처조합
개인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부품소재기업육성특별법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자본시장법과 비교적 무관한 펀드 제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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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집합투자업자
(舊 자산운용사)

자본시장법

집합투자업자
(舊 자산운용사)

자본시장법 내의 사모펀드 제도

집합투자기구

사모집합투자기구

(舊 자산운용사)

용운

사모투자전문회사

운용자 제한

사모펀드

집합투자기구

사모집합투자기구

(舊 자산운용사)

용운

사모투자전문회사

운용자 제한

사모펀드

23

사 집합투자기구 운용자 제한
없음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

운용자 제한
없음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사 집합투자기구 운용자 제한
없음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

운용자 제한
없음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여신전문
금융업법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운용사)

신기술사업
금융회사
(운용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여신전문
금융업법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운용사)

신기술사업
금융회사
(운용사)

한국의 벤처캐피탈 법제와 사모펀드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부품소재전문기
업등의육성에관
한특별조치법

모태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부품소재전문기
업등의육성에관
한특별조치법

모태

24

개인
투자조합

한국벤처
투자조합

부품소재
전문투자조합

펀드

개인
투자조합

한국벤처
투자조합

부품소재
전문투자조합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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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시장에 대한 정책적 제언

콘텐츠 산업에서 각종 제도를 인지하고 충분히 활용하는
노력 필요노력 필요
• 우선적으로 문산법 제도가 가장 적합

• 규모가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타 제도를 고려하여, 자본
결집 시도 가능

정부는 비효율적으로 분산, 중복된 사모펀드 및 사적
금융시장을 통합, 정비하여 효율적 작동과 효율적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으로의 전환을 위한 법제의
개선이 필요

25

The End.

Thank You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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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DINO TIME (다이노 타임)( )

장 르 3D 입체 애니메이션 (가족/모험/판타지)

북미개봉 2012년 12월 7일 확정

국내개봉 2013년 1월 3일 예정
북미배급 클라리우스 엔터테인먼트

국내배급 CJ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 파이낸싱 전문가인 윌리엄 새들러와 전소니 및마블 스튜디오의
월드와이드 배급마케팅 President 로서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등의 배급을
진두지휘한 CEO 제프리 애이머가 설립한 북미배급사.
현재현재,, 새로운새로운 CEOCEO로로 TomTom SherakSherak 취임하여취임하여 다이노타임다이노타임 배급배급작업에작업에 매진매진 중중..

엔터테인먼트 파이낸싱 전문가인 윌리엄 새들러와 전소니 및마블 스튜디오의
월드와이드 배급마케팅 President 로서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등의 배급을
진두지휘한 CEO 제프리 애이머가 설립한 북미배급사.
현재현재,, 새로운새로운 CEOCEO로로 TomTom SherakSherak 취임하여취임하여 다이노타임다이노타임 배급배급작업에작업에 매진매진 중중..

엔터테인먼트 파이낸싱 전문가인 윌리엄 새들러와 전소니 및마블 스튜디오의
월드와이드 배급마케팅 President 로서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등의 배급을
진두지휘한 CEO 제프리 애이머가 설립한 북미배급사.
현재현재,, 새로운새로운 CEOCEO로로 TomTom SherakSherak 취임하여취임하여 다이노타임다이노타임 배급배급작업에작업에 매진매진 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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