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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전 세계적으로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류콘텐츠 확산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 드라마나 영화가 한류에 대한 인기를 주도하던 시기를
지나 이제 웹툰과 애니메이션 등 여타 장르의 한류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소비
가 증대하고 있다. 아울러 한류콘텐츠에 대한 관심은 과거 중국, 일본, 대만 등
동북아 중심에서 북미, 남미, 유럽, 중동에 이어 아프리카로까지 확대되고 있
다. 특히 최근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세안 지역 또한 한류의 전진기
지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더해 한류 확산은 완성된 문화상품을 수출하던 기존
의 방식에 더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전 세계 동시 전파 방식으로까지 진화하
고 있다. 드라마나 영화의 편당 수출 가격을 따지던 고전적인 방식 외에 새로운
진출 패턴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를테면 한국 드라마 전체가 넷플릭스에 판매
되기도 하고, 넷플릭스가 한국 드라마 전편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편한
시간에 편한 분량만큼을 시청하게 하는 이른바 ‘몰아보기(binge-watching)’
방식이 시도되기도 했다. COVID-19 시대 각국에서 새로운 문화콘텐츠의 제
작과 보급에 애를 먹고 있는 동안, 한류콘텐츠는 재빠르게 디지털 플랫폼 시대
에 맞는 해외 진출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상당한 반사효과를 보고 있다. 이처럼
한류는 다방면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급변하는 디지털 플랫폼 시대를 맞이하여 아세안 지역을 중심
으로 한류콘텐츠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아세안 시장은 경제·정치적으로 한국에 중요한 외교 대상권역인 동시에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대규모 콘텐츠 시장이다. 이 지역에서 한류콘텐츠 소비가 지속
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현지 콘텐츠 소비 현황과 제도 여건 등에 대한 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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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한류콘텐츠의 경쟁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아세
안 문화콘텐츠 시장의 잠재성이 있는 시대적 요청에 조응하여 한류콘텐츠 산업
에 대한 새로운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한류 3.0 부상과 함께 문화산
업의 안정화와 콘텐츠 분야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적으로는 아세안 회원국 가운데 베
트남,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의 6개국을 분석 대상국
으로 선정했다. 브루나이,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는 한류소비조사의 제한성
문제와 함께 선정된 국가들에 비해 한류 교류 규모나 자국의 문화산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문화콘텐츠 장르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K-Pop, 방송(드라마와 예능), 영화, 애니메이션, 웹툰, 게임의 6개 분
야에 초점을 두었다. 셋째, 각국의 콘텐츠 장르별 분석에 있어서 기획, 라이선
스, 유통의 세 가지 측면에 주목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한류콘텐츠 동남아 시장 진출과 관련해 현지시장 현황조사
에 집중한 경향을 보인 기존 연구와 달리, 뉴미디어 환경에 비추어 수용자 측면
을 분석하고 동남아 시장에 진출한 경험이 있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접근을 시도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사례를 분석하는 데 디지털 민속지학(digital ethnography) 기법을 적용하였
다. 연구진은 이러한 연구방법(론)을 바탕으로 한류콘텐츠에 대한 지속적인 소
비와 함께 호혜적 교류를 이어갈 수 있는 정책 방향과 지원 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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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아세안 지역 6개국의 지역적 특성과 한류콘텐츠 소비 현황을 고
찰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베트남의 문화콘텐츠 산업은 젊은층
비중이 큰 인구구조와 개방적인 대외정책, 전자상거래와 5G 상용화를 비롯한
ICT 정책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사이버 보안법」과 같은 온
라인 공간에서의 콘텐츠 규제와 같은 통제요소, 외국인 투자에서 ‘조건부 투자
분야’와 같은 규제가 존재하지만, ‘2020~2030 베트남 문화산업진흥 전략’과
같은 문화산업 정책, 디지털 전환으로의 방송정책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문화산
업의 잠재성이 존재한다. 방송예능 영역에서 공동제작과 IP 수출이 지속되고,
영화에서는 리메이크 공동제작과 극장 진출, 음악에서는 오디션 현지 프로그램
및 현지 아티스트 발굴과 같은 현지화가 추진되는 등 활발한 한류 소비지로 볼
수 있다.
필리핀은 전체 인구에서 인터넷 이용에 적극적인 젊은층과 아동의 비중이
높고, 정부가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 소
비 잠재력도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법」과 자국 산업 보호정책이 시행되
고 있기는 하지만 방송부문에서 디지털 전환정책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리
메이크를 통한 현지화가 시도되거나 한국 소재를 활용한 필리핀 방송 프로그램
이 제작되기도 할 만큼 방송 영역에서 한류콘텐츠가 인정받고 있으며, 음악은
대표적인 한류콘텐츠 영역으로 필리핀 멤버가 합류된 아이돌 그룹을 육성 중이
다. 영화 영역에서는 합작 영화제작이 시도되는 국가이다.
태국은 한류 문화콘텐츠 소비와 인지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한국이 태국의
주요 경제협력 국가로 부상하고 태국에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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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적인 여건 속에서 한류가 형성되었다. 태국적 맥락을 토대로 한 한류콘텐
츠의 재생산 수요가 높으며, 드라마·영화·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류가 소
비되고 있다. 특히 태국은 동남아 국가 중 대표적 한류 소비국가라는 점에서 태
국의 특수성을 적극 반영한 현지화 전략이 요구된다.
말레이시아는 여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서 소득수준이 높고 소비 트
렌드가 다변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한류 문화콘텐츠의 성장 가능성이 높
다. 다만 이슬람 문화와 상이한 문화생활 양식 및 규제 등은 면밀히 살펴볼 필
요가 있다. 드라마, 영화, 음악, 웹툰, 게임 분야 모두 한류에 관심을 두고 있으
며, K-Pop의 경우 자신들만의 문화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며 적극적인 한류 소
비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양국 정부 간 협력관계를 높여서 사업협력 모델을
넓혀나가는 방안이 요구된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들어 동남아시아 시장 중 가장 주목되는 국가로 꼽히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대국이자 대부분의 문화콘텐츠가 현지어로 제작되는
특수성을 지니지만, 한국기업의 투자가 활발하고 콘텐츠 시장으로서의 잠재성
도 높이 평가받는다. 다만 민주주의 체제임에도 온라인 명예훼손, 신성모독 등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존재하고, 세계 무슬림 인구 1위 국가인 만큼 사회
의 보수화로 한류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다. 특히 한국 드라마는 전 계층에 인기
가 있으며, 한국식 웹드라마 현지 제작이 이뤄지고 있다. 현지 기업 마케팅에
K-Pop 스타를 적극적으로 기용할 만큼 음악 분야에서도 한류 인기가 높다. 영
화의 경우 CGV가 극장산업으로 진출해 있으며, 웹툰 분야에서도 국내 웹툰의
인기를 넘어서서 라인웹툰에서 현지 작가를 발굴하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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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적인 것은 ‘인플루언서들’의 활약으로, 최근 민간외교의 주역으로 떠오르
고 있다.
싱가포르는 다언어, 다종교, 다민족 인구 구성을 배경으로 한 다문화 사회로
모바일과 인터넷 인프라가 발달했다. 문화소비 활성화로 한류콘텐츠를 비롯한
해외 문화 콘텐츠에 높은 문해력과 구매력을 보유한 나라이다. 자체 콘텐츠 제
작역량과 인프라를 키우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진행되고 있
으나, 미디어 내용 규제와 검열이 존재하는 양면성을 지녔다. 특히 OTT 플랫
폼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한류콘텐츠에 대한 반응이 빠른 국가 중 하나이다. 이
에 따라 한류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테스트 베드’로서의 역할도 병행
하고 있다. 영어 기반의 글로벌 팬문화를 지니고 있으며, 아세안 내 공연문화
거점 역할을 하고 있어서 K-Pop 음악 청취 동향을 주목할 필요도 있다.
동남아시아 한류콘텐츠 시장 현황과 주요 국가들의 문화산업 정책 및 사회
문화를 분석해본 결과, 한국 콘텐츠기업의 플랫폼이나 영화관 같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만 외국인 투자에 있어 제한적인 측면과 연결되어, 공동투자나
협업보다는 최근 들어 포맷 수출과 같은 IP 중심의 교류가 주로 형성되었다. 또
한 한류의 인기가 높지만 아티스트나 한류 스타를 중심으로 주목받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모습은 동남아시아 한류콘텐츠 시장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인터뷰 분석에서도 확인되었다. 종합적으로 보면, 아세
안 지역의 시장 잠재성은 매우 높지만 현지 제작 여건상 공동제작 방식보다는
IP 수출이나 간접적인 형태의 진출이 시도되고 있으며, 보다 최근에는 OTT 시
장의 확대가 주요 이슈로 확인되었다. 또한 민간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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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방송, 음악 장르에 비해 웹툰 장르와 같이 플랫폼을 활용한 간접 진출에
있어 정부의 지원정책이 효과적이고, 한류콘텐츠 생태계 구조상 중소기업의 직
접 진출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술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과 활성
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유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은 ‘호혜성’의 원칙을 정립
하고 ‘시장’과 ‘교류’의 언뜻 상충하는 듯 보이는 두 경향 사이의 긴장을 조율하
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아세안 진출 한류콘텐츠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무엇
보다 전략적인 한류콘텐츠 지원 로드맵을 가지고 양질의 IP를 확보하기 위한
장르별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아세안 회원국
에 대한 한국 대중의 인식 제고 및 관심 증진’, ‘양국 정부 및 부처 간 교류 확
대’, ‘선순환적 한류콘텐츠 생태계 환경 조성’, ‘장르별 민간, 정부의 상호 협력’
등을 제안한다. 아울러 이번 연구에서는 여러 제약으로 인해 현지 인터뷰를 진
행하지 못했는데, 향후 현지 조사와 민속지학 연구를 전면화한 후속 과제가 이
어져 좀 더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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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한류 지형이 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 범위가
넓어지면서 K-Pop, K-Drama 중심의 한류가 애니메이션, 디지털 게임 등 한
국 문화상품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 한류 문화콘텐츠 산업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성화되면서 한국 대중문화와 디지털 기술의 인기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우리나라 문화산업은 여러 면에서 잠재적 가치가 크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2013년 이후 한국 콘텐츠 산업 전체 수출액은 5조 원 이상 기록하였고
2018년도에는 75억 달러로 전년대비 8.8% 증가했으며 2014년 이후 5년간
연평균 9.2% 성장하였다. 콘텐츠 산업의 수출 금액은 제조업과 달리 원가가 들
지 않은 경우가 많아 통상 부가가치의 규모가 제조업의 8~10배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1) 특히 문화콘텐츠 산업은 경험재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한류
콘텐츠 소비는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적 친밀감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다른 상품
에 대한 선호까지 증가시키는 효과를 발생한다. 한류의 활성화가 전반적인 수
출지표의 상승에 기여한다는 평가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2)
이와 더불어 한류의 전 세계적 확산은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은 물
론 국가 간 상호 이해 증진 등 공공외교적 외부효과도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효과를 감안했을 때 한류 활성화에 대해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정
책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3)
최근 BTS, 영화 <기생충>, 드라마 <킹덤>, 동요 <아기상어>와 같이 세계적으
로 주목받는 한류콘텐츠가 등장하고 한국의 문화콘텐츠 시장도 아시아를 넘어

1) 한국콘텐츠진흥원(2019a), p. 952.
2) 고정민, 안성아(2014); 이찬도(2015); KOTRA(2019a).
3) 기연정 외(2018); 김유경, 이효복(2018); 김윤지(2019); Nye(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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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유럽으로 확대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전 세계 콘텐츠 세계시장에서 한국
문화산업의 점유율은 2.5%로 여전히 제한적이다.4)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최
근 한류 소비와 파급효과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한류의 지속기간은 비교적 짧은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5)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은 한류콘텐츠가 더
욱 치열한 경쟁의 장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유튜브(YouTube)로 대표
되는 소셜미디어(SNS)와 넷플릭스(Netflix)와 같은 OTT(Over-the-Top) 서
비스로 대표되는 뉴미디어의 빠른 확산은 한류콘텐츠 확산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글로벌 콘텐츠 및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과 직접 경쟁해
야 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이제 한류콘텐츠도 온라인 플랫
폼 유통망이 확보될 때 비로소 안정적인 제작 환경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현재
국내 OTT보다는 글로벌 OTT의 시장지배력이 훨씬 큰 상태임을 감안한다면
글로벌 OTT와의 제휴를 확보하지 못한 콘텐츠는 자칫 제작 위축의 위협을 벗
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6) 이러한 점에서 디지털 플랫폼 시대를 맞이해 급변하
는 기술환경과 시장환경 속에서 한류콘텐츠가 지속가능성을 갖기 위해서는 문
화콘텐츠와 뉴미디어 간의 컨버전스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필요성은 특히 아세안 지역에서 두드러진다. 아세안 지역에서 한류
콘텐츠는 시장점유율은 높은 편이지만 소비층이 제한적이고 아직 주류문화로
는 진화하지 못한 과도기적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전반적
으로 아세안 지역에서의 한류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매우 호의적이고 호감도가
높게 유지되고 있는 추세여서 향후 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아울러 아세안 지역에서는 문화콘텐츠 시장이 전반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미디어 환경 또한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다. 따라서 아세안 지역에서
한류콘텐츠가 계속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요와 새로운 디지털 환
4) 한국콘텐츠진흥원(2019a).
5) 한국국제문화교류재단(2020c).
6) 강준석(2019); 고정민, 안성아(2014); 박창묵 외(2014); 장원호, 송정은(2017);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a); 한국콘텐츠진흥원(2019c); Stangarone(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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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아가 아세안 지역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교역 대상이거니와 글로벌
사회에서 ‘뜻을 같이하는 동반자’이자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의 협력 파트너라
는 의미도 갖는다. 이러한 전방위적 협력 및 상생의 구도 속에서 한국과 아세안
의 문화교류는 경제적 차원의 의미를 넘어 전반적인 관계 증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교류의 지속적인 활성화가 필요하다. 아세안과의
문화교류 확대를 위해서는 아세안 지역의 문화콘텐츠 소비 지형의 변화와 미디
어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발빠른 적응, 그리고 이에 기반한 맞춤형
한류콘텐츠 전략이 필요하다 하겠다.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7)
은 아시아 국제질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으로 인구 6억
5,000명으로 세계 3위, 경제규모가 3조 3,500억 달러로 세계 5위, 경제성장률
2019년 4.8%(전 세계 평균 3.0% 기준), 2020년 4.9%(전 세계 평균 3.4% 기
준)로 프랑스와 비슷한 경제규모를 갖춘 단일시장이다(IMF 경제전망 리포트,
2019년 4월 기준). 문재인 정부에서도 한국의 중요한 동반자로서 2017년 출범
이후 줄곧 아세안(ASEAN)과의 협력관계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2018년 기준으로 총 교역의 14.0%를 차지하여 중국 다음으로 교역규모가 크
고, 한국의 아세안 투자는 미국, EU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12.3%를 차지한
다.8) 경제협력 이외에도 정치·사회·문화에서의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데, 한류를 바탕으로 문화적 호감도가 상승하여 아세안 지역에서의 사회문화적
교류를 위한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고 유리하게 작동하는 점을 기대하고 있다.
아세안 주요 국가들의 문화산업은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한류 소비 확대는 도시화의 진전과 디지털 미디어를 즐기는 젊은 소비층의
7) 총 10개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1967년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5개국이 창설
하여 1980년대 브루나이, 1990년대 후반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가 가입하였다. 외교
부(2017).
8) KOTRA(2019b), p.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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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력 증가와 밀접한 연관을 보인다. 아세안은 전체 인구 중 도시 인구의 비율
이 2020년에 이미 50%에 이르렀으며 2030년에는 56%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
고 있어 향후 구매력을 갖춘 도시 지역 젊은 소비자가 주요 소비층을 구성하는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9) 아세안 주요 6개국(태국, 인도네시아, 말레
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콘텐츠 시장규모는 2020년 기준 660억 달
러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보여준다.10)

표 1-1. 한국방송산업 수출액 현황: 아세안 8개국 vs. 일본, 미국, 영국
(단위: 천만 달러)

지역

국가

2015

2016

2017

2018

비중(%)

싱가포르

2,348

5,467

15,353

7,676

2.8

전년대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50

18.5

베트남

9,125

9,485

7,362

2,721

1

-63

-46.4

아세안

태국

9,636

7,399

6,000

3,521

1.3

-41.3

-31

6개국

필리핀

4,374

3,410

5,750

4,240

1.5

-26.3

11.5

말레이시아

2,098

2,588

4,015

2,178

0.8

-45.8

-8.3

인도네시아

1,385

1,127

1,206

2,255

0.8

87

41.5

아시아

일본

70,976

79,902

81,952

95,783

34.6

16.9

9.5

미주

미국

14,610

14,519

16,906

56,653

20.4

235.1

97.5

유럽

영국

304

630

534

1,054

0.4

97.4

29.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통계청 자료 재구성.

문제는 최근 아세안 주요 국가에서 나타나는 한류콘텐츠 소비 성장세가 다
소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간 음악(K-Pop)과 방송 콘텐
츠가 대표 소비재였는데, 방송산업은 2018년 들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외국 문화콘텐츠 중 한국방송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이 가장 인기 있다고 응
답한 곳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3개국에 불과하고, 그 외의 국가에서
는 ‘미국 드라마와 예능’을 꼽았다. 그 이유로는 한류콘텐츠가 ‘지나치게 상업

9) KOTRA(2019b).
10) KOTRA(2019b); 한국콘텐츠진흥원(201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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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27.4%), ‘획일적이고 식상함’(21.8%), ‘자극적이고 선정적’(14.4%), ‘자국
콘텐츠 산업 보호의 필요성’(9.4%) 때문이라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11) 따라
서 한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류콘텐츠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를
높이고 관련 상품의 유통이 보편화되거나 다른 외부효과로 연결되는 형태 혹은
한류콘텐츠로 인해 자국의 산업에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유인하거나 사회문
화적으로 상호이해를 높이는 외부효과를 유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동시에 한
류콘텐츠의 현지화 및 내실화를 통해 해당 대중들에게 한류가 즐거움과 향유의
대상으로서 인식될 필요가 있다.
또한 아세안 주요 국가들은 인터넷과 디지털 환경 역량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은 인터넷 인프
라 환경이 아직은 취약한 편이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아세안 ICT 마스터플
랜 2020’ 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12) 아세안 주요 국가들의 한류콘텐츠 접촉경
로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7년만 해도 TV가 주된 매체였으나 2018년에 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0%가 유튜브, 넷플릭스, 중국 OTT 서비스인 아이
치이(iQyi)와 유쿠(Youku)를 통해 접촉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온라인과 모
바일 이용이 급증하는 추세다. 오프라인 경로를 통한 접촉은 2017년 22.6%
에서 2018년에는 18.3%로 –4.3%로 하락하여 온라인 콘텐츠 유통으로 급속
히 전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13) 아울러 아세안 국가들이 문화·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자국 콘텐츠 산업 보호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
다. 현지 콘텐츠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지 콘텐
츠 소비 현황에 대한 정확하고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정리하면 아세안 주요국가와의 한류콘텐츠의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
과 같은 지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성공적인 한류 진입과 확대를 위
11)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19a).
12) 문진영 외(2019).
13)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1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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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해당 국가의 문화소비 지형과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
야 한다. 따라서 해당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지 관점에서 한류 소비
현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2019년 「한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신한류 확산
전략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시장에서의 한류콘텐츠의 위상은 미국 다음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한류콘텐츠는 ‘지역 국가에 상관없이’ 무차별적
인 콘텐츠로 구성돼 있어 생명력을 가지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한다.14) 아세안 주
요 국가만 하더라도 다수 응답자가 한류콘텐츠 대신 취향과 기호를 충족시켜주
는 다른 해외 콘텐츠가 나올 경우 한류의 대체재로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
하고 있다. 현지의 콘텐츠 소비 현황 분석을 통해 플랫폼 시대를 대비한 한국 콘
텐츠의 경쟁력 증진을 위한 전략의 수립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해당
국가에 대한 심층적 이해는 민감한 문화적 변수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필요할 뿐 아니라 나아가 해당 국가와 협업하거나 상호호혜적인 문화
를 형성하는 데 있어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요컨대 해당국 문화에 대한 폭넓고
심층적인 이해야말로 한류 소비의 안정적 확대를 위한 필요조건인 것이다.
둘째, 한류콘텐츠 확산을 위한 뉴미디어의 역할을 분명히 이해하고, 아세안
주요 국가에서 어떻게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뉴
미디어는 대중들의 소통과 참여를 증가시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각국에서
는 어떠한 뉴미디어 매체를 선호하고 있으며 또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가 한류콘텐츠의 성패의 관건이 될 수 있다. 해외 소비자들과의 원활한 소통은
심리적 유대감의 형성에 기여하므로 적절한 뉴미디어 매체를 발굴하고 대응함
으로써 수용자 맞춤형 콘텐츠 개발과 팬덤 지원방안을 찾을 수도 있다. 일례로
네이버에서 개설한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인 브이라이브 앱이 케이팝
(K-Pop) 아티스트의 일상을 팬들에게 보여주며 소통창구를 마련했고, 여러 미
디어가 영화, 방송, 만화, 애니메이션, 웹툰, 게임 등 독자적인 매체 경계를 넘
어 융합되거나 현지화 전략을 사용하며 콘텐츠 소비자를 공략하기도 한다. 특
14) 한국콘텐츠진흥원(201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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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에 따라 OTT 플랫폼 등 뉴미디어의 영향력이 확대됨
에 따라 한류콘텐츠와 디지털 플랫폼의 연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
한 관점에서 아세안 주요 국가들의 뉴미디어의 발전과 한류콘텐츠 소비 환경의
연관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나.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급변하는 글로벌 디지털 환경 속에서 한류문화의 지속적인 확산
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일부 아시아 시장에서 혐한과 같은 부정
적 현상이 나타나면서 한류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각국에서 주류 콘텐츠로
자리매김하는 것 또한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특히 아세안 지역을
중심으로 한류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찾는 데 초점을 둔다. 아세
안 시장은 경제·정치적으로 한국에 중요한 외교 대상권역인 동시에 빠른 성장
세를 보이는 대규모 콘텐츠 시장으로 한류콘텐츠 소비의 지속 및 확대를 위해
서는 현지 콘텐츠 소비 현황의 이해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세안 주요 국가의 한류콘텐츠 소비 현황을 영역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뉴미디어 시장 환경에서 한류콘텐츠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뉴미디어 확대에 따른 아세안 주요 국가들의 콘텐츠 시장 변화를 이해
하고 이에 따른 문화산업 환경의 변화를 이해한다. 각국의 지정학적인 특징과
사회문화적인 맥락에 맞추어 한류가 수용되고 확산되기 때문에 일본 및 중국과
는 차별화된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한류콘텐츠가 거부
감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가 지니는 문화적 민감성을 고려하여 시장
에 진입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한류콘텐츠 확산을 지향하는 태도는 현지 문화
와 문화산업을 침해한다는 인식을 유발하여 관련 규제정책 강화로 이어지고 이
에 따라 한류콘텐츠의 입지를 좁히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15) 따라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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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국가의 문화, 문화산업 환경, 한류 수용 제한 정책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
역적 특징에 근거한 시장 진출 및 진입장벽 극복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아세안 주요 국가에 대한 한류콘텐츠 소비를 장르별로 나누어 ‘제작’,
‘라이선싱’, ‘유통’의 측면에서 분석한다. 한류콘텐츠 사업의 다각화 전략과 안
정적인 유통구조 확보에 대한 중요성은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한류소비가
음악과 방송 영역에서 시작하여 최근 저변을 확대하고 있으나 여전히 제한된
장르, 아이돌 중심으로 이뤄져 한류소비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16)
다양한 장르에서 양질의 콘텐츠가 수반되기 위해서는 유통환경에서 핵심자원
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우선적 투자와 경로를 다각화해야 하며 제작 단계에서
부터 기획되어야 한다. 각국에 따라 한국 콘텐츠의 경쟁상대가 상이하게 나타
날 수 있으므로 현지 콘텐츠 소비 현황 분석에 따른 면밀한 분석으로 효율적인
한류 확산을 유인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아세안 주요 6개국(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
가포르, 베트남)에 대한 지속가능하고 진화한 한류콘텐츠 전략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아세안 주요 국가들 사이에서 최근 혐한과 같은 부정적 현상이 나타
나면서 시장 확대 전략에서 탈피하는 한류의 방향성의 전환이 요구되며, 자국
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글로벌 공감문화의 필요성이 강조된다.17) 정부정책
의 측면에서는 상호호혜적인 교류를 이끌어내는 정책 구축, 기업적 측면에서는
선순환구조를 구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종합해볼 때, 아세안 주요 6개국의 상이한 유통환경과 디지털 인프라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한류콘텐츠산업을 확대하는 동력으로서 기획·제작 단계,
양질의 콘텐츠 특성, 유통 단계를 중심축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류의 소비
형태가 진화하고 지속가능한 한류콘텐츠 확대로 이어지는 전략 수립을 위한 시
15) 송정은, 남기범, 장원호(2014); 김두진(2018); 문효진(2018); 전종근, 김승년(2018); 정수영, 신혜선
(2018); 장원호, 송정은(2017);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20a).
16) 장원호, 송정은(2018); 정수영, 신혜선(2018); 한국콘텐츠진흥원(2019a); 한국콘텐츠진흥원(2019c).
17) 장원호, 송정은(2017); 정수영, 신혜선(2018); 한국콘텐츠진흥원(2019a).

제1장 서론

•

27

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뉴미디어 확대에 따라 아세안 주요 국
가들의 콘텐츠 시장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지역별 한류콘텐츠
의 확산방안을 분석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제문화교류재단,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일부 기관에서 유사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한류콘텐츠산업과 관련한 각국의
거시적 환경이나 한류 소비 현황 분석이 주로 행해졌다. 아세안 주요 국가를 권
역별로 특정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며 기존 연구들은 콘텐츠 장르별 개괄에
그쳤던 것이 다수이다. 방송과 통신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환경하에서 디지털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문화영역의 융합을 고려하면서, 영상과 음악 콘텐츠를
특정하여 기획–콘텐츠 라이선싱 구성·확대–유통의 세 축으로 나누어 분석한
사례는 부재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본 연구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한류 영상·음악·게임 콘텐츠를 대상으로
아세안 국가에서 한류콘텐츠 시장의 확장 가능성을 제작, 라이선스, 유통에 초
점을 맞춰 분석하고 전략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아세안 주요국
들의 콘텐츠 시장 환경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현장전문가(콘텐츠
생산자)의 실질적 수요 요구와 행태를 인지하고 뉴미디어 확대에 따른 아세안
시장의 한류콘텐츠 활성화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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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적 범위
아세안 10개국에서 베트남,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
르 6개국으로 제한한다. 브루나이,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는 한류소비조사
의 제한성 문제와 선정된 국가들에 비해 한류 교류 규모나 자국의 문화산업 규
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에서 제외하였다.

❍ 대상적 범위
문화콘텐츠 산업 6개 장르인 음악(K-Pop), 방송(드라마, 예능), 영화, 애니
메이션, 웹툰, 게임 산업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각각의 영역에서 기획, 라이선
스, 유통의 세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① 제작
- 현지 특성과 호혜적인 측면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획 단계에서부터
참여
- 영화 공동제작, TV 포맷 혹은 현지 배급망 사용, 원작과 자본을 활용하는
제작 방식 등
② 콘텐츠 라이선싱
- 글로벌 구매력이 있는 고품질 콘텐츠의 확보를 전제하면서 오리지널 콘텐
츠의 다양한 서사를 구사할 수 있는 형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사례 등
③ 유통
- 로컬 유통 플랫폼과의 협력 경로, OTT 전략, 극장 체인, 웹툰 플랫폼 등 해
당 지역의 유통사업자와 디바이스 공급자가 구축되는 투자 사례, 인플루언
서 활용 등

❍ 내용적 범위
먼저 한류콘텐츠가 아세안 시장에 진입하는 데 의미와 필요성을 분석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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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본 연구의 지향과 연구의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며, 아세안이 갖는 정치경
제적 의미와 뉴미디어 시대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살피고자 한다. 이 과정에
서 현재 한류가 아세안 시장 진출에서 어떠한 성과와 함께 한계를 노정하고 있
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한류의 아세안 시장 진출 현황과 특징 분석을
시도한다. 아세안 주요 국가의 지역학적 특징을 분명히 이해하고 문화산업 정
책 환경과 뉴미디어 시장변화를 파악한 후, 쟁점이 되는 제작, 라이선스, 유통
을 중심으로 해당 국가에 진출한 한류콘텐츠를 분야별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
한다. 이를 통해 뉴미디어 시대 아세안 주요 국가 문화산업 시장의 특징을 포착
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이에 따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대안을 설계
하고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이로써 아세안 주요 국
가들의 문화콘텐츠 시장에서 한류를 확장하는 동시에 상호호혜적인 협력을
촉진하는 데 용이한 전략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현장의 수요와 필요에
근거한 것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한류콘텐츠가 아세안 주요 국가의 문
화산업 협력을 위한 정책적 협력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무엇보다 뉴미디어 시
대에 한류콘텐츠를 확대하면서도 동시에 현지의 관점에서 소통을 높이는 구체
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최종 단계라 하겠다.

그림 1-1. 연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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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아세안 주요 국가에서 한류콘텐츠가 지속적이고 안정
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획, 생산, 유통의 총체적(holistic) 관점에서 영역별
로 세분화된 분석을 시도한다. 이는 한류콘텐츠가 아시아에서 특성화될 수 있는
요소들을 생산, 소비, 유통의 현지화 전략에 활용하는 것으로, 특히 온라인 플
랫폼을 기반으로 한 유통망을 강화하여 한류콘텐츠의 확산과 더불어 지속가능
한 소비구조를 창출하는 전략 방향을 제시한다. 기존 한류 연구흐름에서는 각
개별국가, 시장별 연구들은 있으나 아세안 국가들의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아
우르면서 한류시장의 구조를 단계별로 분석하는 내용은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단순한 경제적 관점의 제작 및 소비환경 창출효과에 초점을 중심으로 통계자료
분석과 행태 분석, 개별시장조사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다. 주로 거시적인 지
역 환경 분석으로 수출 전략 제시를 위한 정성적·정량적 분석이었기 때문에 뉴
미디어에 따른 각 콘텐츠별 세부전략을 도출하기 어려웠다. 본 연구는 단순히
경제적 효과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아세안 국가들의 정치·사회·문화적 특성
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뉴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문화
의 융합을 강조하는 한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동시에 아세안 국가들에서
한류콘텐츠의 기획, 공동제작 환경, 현지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둘러싼 사회문
화적 반향 분석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아울러 보다 전문적인 시각에서 아세안
국가 시민들의 한류에 관한 문화적 향유와 사회심리 등을 인문사회학적 관점에
서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접근하였다. 이를 통해 한류가 아세안 국가 시민들의
라이프 스타일로 진화할 수 있는 한류공생문화를 창출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나. 연구 방법
본 연구 방법론으로 기본적으로 문헌연구를 통한 기초자료 및 정책자료 분
석을 시행하고, 한류 전문가와 문화콘텐츠 현장 전문가에 대한 FGI를 통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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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을 확보하여, 디지털 민속지학을 통해 현지조사를 대변하는 형태의 연구를
병행하고자 했다.

① 문헌조사 및 분석: 일차적으로 한류콘텐츠와 아세안 문화산업 교류 및 진
출정책, 글로벌 뉴미디어 환경 변화와 관련하여 학술논문을 비롯한 정부
및 공공기관 정책 연구보고서, 통계자료 등 기초자료와 정책자료, 선행연
구 등을 다양하게 고찰했다. 구체적으로 사전준비과정에서 내부회의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사업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거치며 아세안
각국의 기초 자료와 기존 문헌 검토를 통해 연구의 기본 틀을 확립했다.
특히 조사 대상 아세안 국가 6개국의 콘텐츠 시장 환경과 문화콘텐츠 산
업 관련 선행연구 및 관련 조사 분석, 글로벌 뉴미디어 환경 변화 관련 선
행연구 및 조사, 공동제작,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포맷, OTT 플랫폼
관련 사례연구 및 주요사업 분석, 한류실태조사, 국제문화교류실태조사,
한류 인식도 및 영향력 관련 조사 등이 해당된다.

② 한류 전문가 및 문화콘텐츠 현장전문가 FGI(Focus Group Interview):
문헌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한류콘텐츠 전문가 및 현장 전
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다. 한류콘텐츠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이슈 등에 대해 분석하고 전략안에 대한 의견을 종합한다.
심층면접은 질적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되며, 경우에 따라 1:1 면접 및 그
룹 면접으로 수행된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우선순위를 도출하
여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아세안 주요국의 한류 현황을 다
각도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연구자, 정책관계자, 업계 종사자를 구분하여
인터뷰 대상을 선정한다. 정책관계자는 한류콘텐츠 정책 전반과 아세안
주요 국가들의 교류를 담당하는 정부 소속 관계자 혹은 이에 식견이 있는
학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섭외한다. 업계 종사자는 한류콘텐츠산업에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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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는 전문가로 홍보나 기획을 담당하거나 매개자 역할을 하는 관계자
가 이에 해당된다. 이들에게 개별 국가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아세안 뉴미디어 시장에서 한류콘텐츠의 확장 가능성과 협력 활성화 방
안에 대한 의견을 도출하고자 한다.

③ 디지털 민속지학(digital ethnography): 아세안 국가의 한류 소비자들
이 주로 사용하는 소셜미디어의 팬 문화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국가 소비
자들의 한류인식도를 조사한다. 디지털 민속지학 방법론을 사용하여, 현
지인들의 한류소비 행태 및 한류소비 선호도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아
세안 현지에 적절한 한류콘텐츠 접근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한류는
한국에서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적 문화현상’이라는
관점에서 소비자들의 향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한류현상을 통해 한국
문화와 소비국의 문화가 상호작용한다는 시각에서 연구 방법을 설계하였
다. 즉 디지털 민속지학(digital ethnography) 방법론을 통해 아세안 국
가 한류 팬들의 소비성향을 조사하여, 이를 한류생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한류콘텐츠 이용자가 선호하는 온라
인 기반 플랫폼을 분석 기반으로 각국의 한류콘텐츠만의 특징을 도출하
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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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아세안 문화교류의 정치경제
가. 문화교류의 정치경제: 발신자 중심적 관점에서 수신자
중심적 관점으로
문화는 다양한 얼굴을 갖고 있다. 향유의 대상이자 매력의 원천으로서 상품
의 재료가 될 때도 있지만, 혐오와 배척의 대상으로 정치적 갈등의 원인이 되기
도 한다. 문화는 서로 섞여 새로운 혼종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섞이지 않
은 채 대립하며 충돌하기도 한다.
각국은 자국의 문화를 해외에 확산함으로써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가이
익을 실현하기 위한 외교적 도구로 활용하기도 하고, 문화자산을 상품화해 상
업적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삼기도 한다. 그러나 문화교류를 도구적 관점에서
만 바라보는 데는 문제가 있다. 정치적이든 상업적이든 이익 추구를 위한 문화
의 도구화는 상대방으로부터 문화적 거부반응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수반하
기 때문이다. 세계화 시대 인적 이동의 급속한 증가와 정보화의 빠른 진전으로
문화 간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문화가 정치적·경제적 갈등의 원인이 되는 예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경계를 넘나드는 문화콘텐츠의 흐름이 폭발적으로 증가하
면서 각국은 자국의 문화산업 생태계를 보호 및 발전시키고 사회적 결속을 위
한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문화교류의 흐름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
는 경우도 있다.
문화산업의 발전 수준과 경쟁력은 나라에 따라 격차가 크다. 문화상품시장
의 비대칭적 경쟁구도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문화선진
국과의 자유로운 문화교류는 곧 자국 문화산업의 고사(枯死), 그리고 경제성장
동력의 감소 및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그 경우
보호주의적인 문화산업정책으로의 선회는 상시적인 유혹이다. 한편 문화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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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구성원을 응집시키는 접착제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이질적 문화의 유입은 공
동체의 분열적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인식도 존재한다.18) 만일 문화교류의 활성
화가 사회 구성원들의 정체성 혼란을 야기하고 그 결과 사회적 유대감과 결속
력의 약화가 초래된다면 문화교류는 사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안보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문화산업의 비교우위를 갖는 문화콘텐츠 발신국
과 수용국 간에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마찰이 중요한 외교적
쟁점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문화교류의 활성화는 각국에 대외경제정책을 재구
성하고 심지어 안보정책을 재고하도록 하는 압력을 생성하면서 자칫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문화교류는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가 외교적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도구로만 취급돼서도 안 되며, 상업적 이윤 획득의 수단으로만 활용
돼서도 곤란하다. 문화교류의 목적은 도구적 관점에서의 일방적 이익 실현보다
는 문화 충돌의 가능성을 줄이고 문화의 교류와 섞임을 통해 상생 발전의 길을
찾는 데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중요하다. 문
화다양성은 곧 인류의 공유자산이라는 관점에서 인류가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문
화공공재로 활용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타문화에 대한 적극적 이해와 수용의
자세가 필요하다. 문화의 발신뿐만 아니라 수신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때
문화다양성이 수반하는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문화교류에 대한 발신자 중심적 관점에서 수신자 중심적 관점으로의 이동
은, ‘문화는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재구성돼 가는 것’으로 인식하는 ‘문화교
류의 구성주의적 전환’을 의미한다. 문화교류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가 심화
되고 문화혼종 현상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학습효과가 축적되면 문화교류는 더
활성화될 것이며 원활한 문화교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구축,
그리고 ‘호혜적 문화교류의 문화’의 형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문화교류의 제
도화와 호혜적 문화교류의 문화는 더욱 안정되고 활발한 문화교류로 이어질 것
18) Feigenbaum(2001),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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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문화적 요인으로 인한 갈등의 가능성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동시에 문화의
섞임을 촉진함으로써 문화의 세련화가 심화되는 선순환 과정을 촉발하게 될 것
이다. 문화가 안보화되고 있는 오늘날 지금까지 수사의 수준에 머물러 있던 ‘상
호문화적 이해의 증진’을 보다 진지하게 추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문화교류의 주안점은 두 가지에 맞춰져야 한다. 우리 문화를 알려 우
리나라의 매력을 확산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상대국 문화에 대해 진지한 관심
을 가지고 적극 수용하려는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후자, 즉 상
대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수용이 중요한데, 이는 두 차원으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상대국의 문화소비의 지형을 파악하는 일이다. 문화콘텐츠
에 대한 취향의 분포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맞춤형 문화상품을 공급할 수 있
을 것이고, 특정 문화콘텐츠에 대한 민감성을 폭넓게 이해함으로써 불필요한
문화갈등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가운데 문화교류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할 수 있
을 것이다. 둘째는 상대국의 문화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잠재적 역량을 발현시
키는 데 협력하는 일이다. 이를 통해 상대국 문화의 장점과 우수성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큰 호감을 살 수 있고, 다른 한편 다양한 외래문화
를 우리나라에 들여옴으로써 문화 섞임 현상의 동력을 활용해 우리 문화의 발
전을 도모할 수 있다. 나아가 문화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상호 간 이해가 심화되
고 이를 통해 서로의 관계 속에서 공통의 정체성이 형성돼 우호적 태도와 연대
의 정서가 형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와 아세안과의 문화교류가 그런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한류가 한류의 틀을 넘어 아시아류의 형
성과 발전의 밑거름이 돼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아세안의 부상(浮上)과 한국
동남아시아는 지리적으로 인도차이나 반도와 말레이 제도로 구성되며 중국
과 인도, 태평양과 인도양을 모두 접하고 있는 지정학적·지경학적 요충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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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는 총 11개 나라, 즉 동티모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으로 구성된다. 이
중 동티모르를 제외한 10개국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즉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회원국이다. 2018년 기준으로
동남아 전체 인구는 약 6억 4,000만 명이다. 인도네시아가 약 2억 6,000만 명
으로 가장 큰 나라이고 인구 44만 명의 브루나이가 가장 작은 나라이다. 아세
안은 1967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5개국을 창설
멤버로 동남아 국가 간 상호협력 증진을 목표로 설립됐고, 1984년 브루나이,
1995년 베트남, 1997년 라오스, 미얀마, 1999년 캄보디아가 가입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동티모르 또한 현재 아세안 가입을 추진 중이다.19)
국제정치경제적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아세안
지역은 경제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다. 인구규모도
매우 클 뿐 아니라 평균연령도 낮아 성장잠재력이 큰 인구구조이며 2030년에
는 세계 제4위의 경제권으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된다.20) 국제무대에서의 위상
또한 날로 높아지고 있다. 풍부한 자연자원, 젊고 활기찬 인구, 태평양과 인도
양, 그리고 중국과 인도에 접하고 있는 지리적 요충지로서 아세안 지역은 전 세
계 주요 강국들이 모두 구애를 하고 있는 지역이다. 무엇보다 유럽, 아프리카,
서아시아와 동아시아를 잇는 해상통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전 세계 교역량
의 3분의 1이 통과하는 남중국해가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아세안 지역은 전 세
계 주요 국가들의 경제와 안보 이익이 교차하는 지점으로서 그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다.
아세안은 우리에게도 중요성이 매우 크다. 아세안은 우리나라와 2009년
FTA를 출범시켜 이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두 번째로 큰 교역 상대로 부상하게
19) 엄밀하게 말해 동남아는 동티모르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아세안과는 구별되지만 동티모르가 인구규
모나 경제규모 측면에서 비중이 매우 작다는 점, 그리고 아세안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 글에서는 동남아와 아세안을 거의 동의어로 사용할 것임을 밝힌다.
20) 최원기 외(2019),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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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다. 인적교류 규모로는 제1의 파트너21)로서 2013년 이래 동남아는 우리나
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해외 지역이다. 특히 중국과의 사드 갈등, 일본과
의 역사 갈등 이래 아세안 방문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8년 아
세안 지역을 방문한 우리 국민은 767만 명으로 단연 1위이며 한국을 찾는 아세
안 방문객도 계속 증가세를 보여 2018년 상호 방문객은 1,000만 명에 달했
다.22) 코로나 사태로 양측 간 인적교류의 규모는 크게 줄었지만 상황이 좋아지
면 다시 활발한 왕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아세안은 이른바 중견국의 정체성을 공유하면서 개방적 지역협력을
함께 지향하는 가운데23) 다양한 층위의 제도화된 협력구도 속에서 촘촘하게
우호관계를 형성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아세안 회원국 각국과 긴밀한
양자관계를 수립하고 있고, 아세안 자체와도 1989년 ‘부분 대화관계(Sectoral
Dialogue Partnership)’로 불리는 별도의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그 이후 꾸
준히 양자관계가 심화돼 1991년에는 ‘완전 대화관계’가 수립됐고 2004년에는
포괄적협력동반자관계, 2010년에는 전략적동반자관계가 선포되기에 이른
다.24) 2019년에는 한-아세안 외교수립 30주년을 맞이해 그해 11월 부산에서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ASEAN-ROK Commemorative Summit)와 제1차
한-메콩정상회의가 개최되기도 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아세안 중심(ASEAN
Centrality)의 지역협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가 참여하는 아
세안 중심의 지역협력구도로는 아세안+3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n Summit),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Asia-Europe Meeting) 등이 있다.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과의 우호협력관계는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사드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사태 이후 더욱 가속적으
21) 최원기(2019), p. 8.
22) 김현철(2019), p. 203.
23) 최원기(2019), p. 12.
24) 신윤환(2019), pp. 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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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전하게 된다. 사드 갈등으로 한중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우리나라 기업
들의 수출과 투자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생산기지와 수입선의 다변화의 필요
성이 대두됐고 바로 아세안 국가들이 최적의 대안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아세안은 이미 우리에게 지극히 중요한 파트너다. 경제적 교류가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무대에서도 우리와 이해 충돌 없이 글
로벌 어젠다에 있어 뜻을 같이하고 있는 우방이다. 우리 문화에 대한 호감도가
매우 높으며, 인적교류 또한 매우 활발하다. 요컨대 아세안은 우리와 다툰 일이
없는 가까우면서도 중요한 친구다.
아세안 지역의 이러한 중요성, 그리고 빠르게 달라지고 있는 인도의 국
제정치적 위상과 경제력 규모에 주목하면서 우리 정부는 2017년 11월 동남
아 및 서남아 지역을 아우르는 신남방정책을 발표했다. 신남방정책의 비전은
3P(peace, prosperity, people)로 요약되는 세 축으로 이루어진다. 평화롭
고 안전한 역내 안보환경 구축을 지향하는 평화공동체, 호혜적·미래지향적 상
생의 경제협력 기반 구축을 모색하는 상생번영공동체, 그리고 교류 증진을 통
한 상호이해의 증진을 꾀하기 위한 사람공동체가 그것이다. 이 중 세 번째 사람
공동체가 바로 한-아세안 공동체의 문화적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람공동체를 “단지 인적교류에 국한시키는 것은 매우 협소한 해석”25)이 아닐
수 없다. 물리적인 인적 이동의 증가가 곧 공동체로 이어질 수는 없기 때문이
다. 사람공동체는 오히려 사람들 간의 연대의 구축과 유대감의 형성이 이루어
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문화공동체를 일컫는다.
한-아세안 사람공동체는 바로 쌍방향적 문화적 교감을 통한 정체성의 공유를
지향하는 구체적 어젠다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겠다.
신남방정책은 주변 4강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외교의 지평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26) 우리의 국력 신장과 더불어 우리나라 국익

25) 김형종(2019), p. 505.
26) 우리나라는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마다 주변 4강에 특사를 파견해오던 것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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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위가 더 이상 동북아 지역 차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으로 확
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동북아 강대국 중심의 외교에 더해 신흥국은 물
론이요 지역기구, 국제기구, 타지역 중견국 등 다양한 글로벌 행위자를 겨냥한
외교전략이 필수적인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아세안 지역은 우리에
게 매우 중요한 외교 파트너가 아닐 수 없다.
사실 외교 다변화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돼왔고 그 첫 번째 대
상이 아세안이라는 인식은 일관되게 존재했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 때 시작
한 한-아세안센터 설립 노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결실을 맺었고,27) 박근혜 정
부가 시작한 부산 소재 아세안문화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마침내 출범하게 됐
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신남방정책위원회를 설치했고 외교부
내에는 아세안국을 별도로 뒀으며, 우리나라의 주 아세안대표부의 위상을 UN
대표부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우리 국가 원수
로는 처음으로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는 기록을 세웠다.28) 아세안 중시
외교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결정적 장면들이 아닐 수 없다.
신남방정책이 공표된 후 문화관광체육부는 2019년 한-아세안 특별문화장
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아세안과 인도를 포괄하는 남아시아와의 문화교류 확대
를 모색하게 된다. 특히 아세안 지역은 한류 문화콘텐츠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아세안 국가들의 문화콘텐츠 시장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매력적인 문화상품 수출 대상 지역이 아닐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이어가고 있는 한류는 정치와 경제 두 차원에서 동시
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한류는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는 공공외교
의 강력한 도구로서 국가이익의 증진에 기여한다. 나아가 경제적으로는 이윤을

는 특사 파견 대상에 아세안과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을 포함시킴으로써 외교 다변화의 방
향성을 천명한 바 있다.
27) 부산에 설립된 아세안문화원은 동남아 지역이 아닌 국가에 있는 아세안문화원으로 유일한 사례라는
점에서 아세안 측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진영(2020), p. 297.
28) 최원기(2019),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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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하는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여기에 더해 한류가 가지고 있는 잠재
적 가치는 문화적 역동성을 촉발하고 문화적 연대성을 창출할 수 있다는 가능
성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한류의 이러한 잠재적 가치는 아세안과의 적극적인 호
혜적 문화교류의 관계 속에서 발현될 수 있을 것이다.

다. 공동체의 꿈: 아세안의 다양성과 한류
지금 한류는 아세안 지역 어디에서나 대체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세안 지
역은 타이완, 몽골, 중국과 함께 ‘한류의 발상지’ 중 하나다.29) 베트남에서 처
음 한국의 TV 드라마와 영화가 큰 인기를 끌면서 시작된 한류 붐은 지리적으로
는 아세안 전역으로 확산됐고 영역별로는 팝뮤직(K-Pop), 패션, 음식, 소비제
품 등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한국어 열풍까지 불기에 이르렀다. 시간이 지나면
서 중국과 일본 일각에서 ‘혐한류’가 조성돼 한류의 확산을 가로막고 있지만 아
세안 지역에서는 그런 분위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처럼 한류는 아세안 지역에서 국가와 민족, 종교와 언어를 막론하고 여러
문화 영역에 걸쳐 광범위한 인기를 누리고 있어 과거 문화적 다양성으로 인해
상호 소통이 어려웠던 아세안 지역 내 국가, 지역, 집단 간 새로운 문화적 동질
성의 연결고리가 돼 주고 있다. 한류의 생명력이 지속될 경우 이는 아세안 지역
주민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문화정체성의 중요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한
류가 아세안 정체성의 형성, 그리고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구축에 기여할 가
능성이 있는 것이다.
아세안의 애초 설립 목적은 냉전 시대 전쟁의 위협 극복과 지역 안정 달성에
있었다.30) 정치공동체의 결성이 주된 동기였던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동남아
는 아세안의 틀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각 영역에서 제도화된 협력기제를
29) 신윤환(2019), p. 40.
30) 최원기(2019),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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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어나가며 복합공동체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경주하고 있다. 아세안
이 지향하는 공동체는 세 축으로 구성된다. 정치공동체, 경제공동체, 사회문화
공동체가 그것이다.
아세안은 그중 사회문화공동체의 일환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발전을 통한 삶
의 질 개선이라는 가치를 지향한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아세안은 크게 세 차원
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 회원국들의 자체적인 문화유산 보호 및 문화
역량 강화, 둘째, 회원국들 간 문화적 교류를 통한 상호이해 증진, 셋째, 역외국
가들과의 문화교류를 통한 문화 향유 기회 증대 및 문화산업 경쟁력 제고가 그
것이다. 그렇지만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의 추진은 정치공동체 및 경제공동체
영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잘 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국가안
보나 경제에 비해 사회적 진보와 문화적 정체성의 강화는 직접적 실익이 적은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31)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유다. 또 하나의 이유는 동남아
의 다양성이다.
아세안 지역 국가들은 정치이념과 체제, 경제발전 수준, 종교, 언어, 민족 구
성, 역사적 기억, 문화적 전통 등 여러 면에서 다양성이 매우 크다. 아세안의 문
화적 다양성은 문화산업 발전에는 기회, 문화공동체 구축에는 도전이 된다. 아
세안의 다양성은 한편으로는 문화의 보고(寶庫)가 돼32)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
한 무궁무진한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성
이 이질성으로 고착될 경우 연대감의 구축에 넘을 수 없는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 아세안 지역은 국가 간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 내부적 차원에서도 종족과
종교가 서로 다른 복합적 구성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동남아 국가들은 상호
간은 물론이요 내부적으로도 문화적 공통분모를 갖지 못해 사회문화적 공동체
의 수립을 위한 구심점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31) 김형종(2019), p. 505.
32) 한동만(2019), 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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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는 동남아 전역에서 공유되고 있는 문화콘텐츠라는 점에서 그간 아세안
에 존재하지 않던 문화적 공감대 형성의 촉매가 돼 이 지역 문화공동체 구축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동남아 한류의 확산은 우리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우리와 동남아 국가들 간, 동남아 국가들
상호 간, 그리고 동남아 각국 내부 구성원 간 문화적 연대의 연결고리가 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둘 때 우리의 동남아 한류 정책은 상업적 이익의 추구
와 문화적 공동체 구축이라는 두 가지 목표 간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한류를 통한 상업적 이익의 추구가 사적 행위자들의 영역이라면
문화적 공동체 구축은 국가적 차원의 외교 영역이다. 장기적으로는 두 목표 사
이의 적절한 균형이야말로 두 목표의 성취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될 것
이다. 따라서 근시안적이고 이기적인 영리 추구의 유혹을 물리치고 장기적이고
호혜적인 관계 발전을 위한 ‘착한’ 문화산업정책이 필요하다. 동남아 지역을
‘경제적 이윤창출의 매개 또는 수단’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상생의 파트너’로서
문화적 역량 증진과 문화적 연대성의 구축을 지향하는 관계의 한 축으로 바라
보는 시선의 변화가 요구된다는 것이다.33) 이는 결국 우리가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문화상품의 판매 촉진과 시장지배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산업
경쟁력을 동남아에 이전하고 함께 선순환적인 문화산업 역량의 성장을 도모함
으로써 문화산업적 ‘윈윈’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동남아 한류의 지속가능성
을 증대시키는 최선의 방편일 것이다.
한편 아세안 국가들은 자국의 문화에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서 자국의 문화
산업 발전에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이들은 또한 외국의 문화산업에 의해
자국 문화시장이 지나치게 잠식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으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어느 정도 문화보호주의적 경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아세안 지역에서 한류가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일방향적인 ‘문화제국주의’
33) 류정아(2020), p.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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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습을 띠어서는 곤란하다. 아세안 국가들의 문화적 자부심과 문화산업 발
전에 대한 의욕이 충분히 고려되고 반영되는 방향으로 한류가 진화할 때 지속
가능성이 생길 것이며 한류 발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아세안 한류의 지속적 확산을 위해서는 한류 문화상품의 기획과 제작, 유통
과 소비 모든 단계에서 아세안 국가들의 문화산업 역량 증진을 위한 협력을 추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할 때 우리와 아세안은 문화적 상생을 통한 풍요
로운 문화적 향유가 가능해질 것이고 나아가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 구성원들
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한류콘텐츠 제작에 있
어 K-Pop 이나 K-Movie 등 한국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보다는 동남아 각
국의 문화콘텐츠를 적극 수용하여 한류에 포함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한류가
A-Culture (Asian Culture)의 통합적 발전을 모색함에 있어 마중물이 되는
역할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혐한 현상이나 문화제국주의에 반발 현상을 불러일
으키지 않고 지속가능한 문화적 상생 구도를 만들어가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우리가 아세안이 갖고 있는 기존의 문화자산을 이용하고 새로운 미디어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아세안과 함께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한다면, 그리고 이를
전파하는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아세안의 문화산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노력
을 경주한다면, 아세안 문화상품 시장이 확대되면서 우리 문화산업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우리에게 새로운 문화적 자극을 제공해
궁극적으로 우리의 문화산업 역량 또한 국제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확
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처럼 한류가 한국으로부터 아세안 지역으로 일방향적 흐름을 추구하는 것
이 아니라 한국과 아세안 간의 적극적이고도 활발한 쌍방향적 문화교류를 모색
한다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보다 세련되고 풍성한 문화콘텐츠를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는 한-아세안 간 공동의 문화정체성 구축에 도움이 돼 궁
극적으로는 한류가 아시아류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아세안 지역 한류콘텐츠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아세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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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주의적 관점에서 우리 콘텐츠의 일방적 수출 대상으로만 간주해서는 안 된
다. 아세안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잠재력에 주목해 아세안 각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확산시키는 데 함께 협력함으로써 우리 문화콘텐츠의 다
양성을 기하는 한편 동남아 국가들의 문화산업 역량 자체를 증진시키는 데 기
여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와 같이 선순환적 문화교류 협력관계를 발전
시켜나갈 때 우리와 아세안 간에는 문화공동체의 가능성이 열릴 것이며, 공고
한 문화적 연대감은 상호 간 이해의 폭과 깊이를 더해줌으로써 협력관계의 지
속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결과로 이어져 양측의 정치경제적 이익에도 부합되는
결과를 수반하게 될 것이다.

2. 한·아세안 문화산업 환경의 변화
아세안 국가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문화산업 역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인다.
실제로 아세안 주요 6개국(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콘텐츠 시장규모는 2020년 기준 660억 달러로 빠른 성장세를 실현
하고 있다.34) 특히 문화산업은 도시화와 디지털 미디어를 즐기는 젊은 소비층
의 수요와 밀접한 연관을 보이는데, 아세안은 전체 인구 중에서도 도시에 사는
인구의 비율이 2020년 50%, 2030년에는 56%로 성장세가 빠르며 구매력을
갖춘 젊은 소비자가 주요 소비층으로 내수소비시장이 촉진되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35) 아세안 국가에서의 한류콘텐츠 소비는 한류의 초창기인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한류콘텐츠 소비 비용
역시 커지고 있다.
한류 초기인 2001년에 동북아시아가 한류 소비의 56%를 차지할 때 아세안
34) KOTRA(2019b); 한국콘텐츠진흥원(2019c).
35) KOTRA(201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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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은 영화의 경우 18%, 방송의 경우 싱가포르와 베트남을 중심으로 10%
를 차지한 바 있다.36) 이러한 현상은 21세기 초반에도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
다. 2018년 한류콘텐츠의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의 13.4%
로 중화권(중국, 대만, 홍콩 36.8%)과 일본(19.7%)에는 미치지 못하나, 의미
있는 두 자릿자를 유지한 바 있다.37)

그림 2-1. 한류의 지역별 수출 현황
(단위: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0a), p. 66.

전종근, 김승년(2018)은 이와 관련, 아세안 국가에서 한류콘텐츠 소비가 사
회 전반의 대중화를 이끄는 안정적인 정착단계에 있다고 보기는 아직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에서 한류 소비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국가들은 특히,
나라별로 한류콘텐츠의 내용이나 집중소비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한류가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아세
안 각 나라별로 한류콘텐츠 중 선호하는 장르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36) 문화부(2002).
37) 문화체육관광부(20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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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들 들어, 2012년 하반기에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적인
K-Pop 열풍의 시발점이 되었을 때 유튜브를 통해 해당 동영상을 가장 많이 시
청한 나라가 미국이었으며, 두 번째로 많이 본 나라가 태국이었다. 세 번째로
해당 동영상을 많이 시청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점에서 태국이 K-Pop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태국은 한국의 게임을 즐기는 나라이기
도 하지만 K-Pop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특히 한국 아이돌 그룹 중에서
태국출신 멤버를 두고 있는 그룹이 늘어나면서 K-Pop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
나고 있다. 2020년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 아이돌 그룹인
Blackpink 멤버 중 메인 댄서이자 서브 보컬인 리사가 태국 출신이며, 남성 아
이돌 그룹 2PM의 멤버인 닉쿤이 태국계 미국인이다. 또 GOT 7의 래퍼 뱀뱀
이 태국 출신이다. 따라서 태국의 청소년들은 자국 출신 K-Pop 가수가 속한
그룹뿐만 아니라 K-Pop 전체를 좋아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은 특히 한국영화의 전진기지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14
년 개봉한 영화 <명량>이 미국은 물론, 인도네시아, 베트남, 그리고 태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으며, 한국-베트남 합작영화가 베트남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
다. 예를 들어, 2014년에 제작한 영화 <수상한 그녀>가 국내 인기에 힘입어 전
세계 8개국에서 리메이크나 합작영화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베트남, 인도네시
아, 인도 등에서도 해당 영화를 리메이크나 합작영화 형태로 제작한 바 있다(그
림 2-2 참고). 베트남에서 한국영화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영화 상영
산업에도 한국이 진출해 운영 중이다. 한국 CJ ENM의 영화관이 2014년 12월
현재 70개의 상영관을 베트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베트남에서 가장 큰 영화
체인점으로 성장했다.38)

38) Lee(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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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수상한 그녀>의 각국 포스터

주: 왼쪽: 베트남, 가운데: 한국, 오른쪽: 인도네시아.

한편 최근 들어 웹툰 성장과 함께, 아세안 국가들이 새로운 시장으로 급부상
하고 있다. 웹툰이 속해 있는 만화산업은 실제로 2018년 총 4,050만 달러어치
의 만화를 수출한바, 이 중 동남아 비중이 20.4%로 영화나 방송 등 여타 문화
산업의 동남아 진출 비중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해당 지역의 연평균 수출이
13%씩 증가하고 있는데, 만화 중 웹툰 비중이 커지고 있어서 아세안 지역은 향
후 웹툰산업에 주요 수출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39) 따라서 네이버 웹툰 그리
고 카카오 페이지 등 국내 웹툰 플랫폼들은 아세안 지역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
고 있다. 이 중 카카오 페이지는 2017년 12월에 인도네시아의 콘텐츠 플랫폼
회사인 NeoBazar를 인수합병했으며,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물론, 아세안
국가로의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40)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아세안 시장은 인구와 언어, 그리고 경제발전 정도가
상이해 단일문화 시장권을 형성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각 나라별로 K-Pop부
39) 문화체육관광부(2020b).
40) Kim(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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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웹툰까지 한류콘텐츠의 선호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해당 국
가들의 정치경제적 요건은 물론, 문화적 요건을 감안, 국가별로, 그리고 문화
영역별로 접근하려는 자세가 어느 지역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북미와 남
미, 그리고 중화권처럼 언어와 문화적으로 공통점을 보이는 곳은 한류의 접근
역시 매우 용이하다. 하지만 아세안 국가들은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만
큼, 이에 대한 접근 역시 보다 세부적이고 각국별 친화적인 접근이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아세안 각 국가별로 선호도가 높은 한류콘텐츠를 집중 지원하
여 수출하는 전략을 수립해야만 해당 지역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아세안 국가들을 향후 한류콘텐츠 수출 전진기지로 주목해야 하는 이
유는 최근 중국이 사드(THAAD) 문제로 한국과 갈등을 겪고 있으며 한류콘텐
츠를 고의로 기피하거나 제한하고 있고, 일본으로의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가
운데 아세안 국가들이 한류콘텐츠의 소비를 서서히 확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아세안 국가들은 인구도 많은 데다가 경제적으로도 성장세를 단행하고 있고,
문화콘텐츠에 대한 소비 역시 증가일로에 놓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연히
한류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이들 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정
보를 바탕으로 일방적이 아닌 상호교류적인 전략을 세우는 등 장기적인 대응책
을 마련해야 한다.

3. 한국의 아세안 시장 진출에 있어 이슈별 쟁점
앞에서 설명한 대로, 아세안 주요 국가에서는 상이한 유통환경과 디지털 인
프라 환경 때문에 이에 필요한 전략적 선택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 한류콘텐츠를 확대하는 동력으로서 기획·제작, 콘텐츠 라이선싱
구성·확대, 유통의 세 가지 측면을 중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류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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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국가들에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유용한 틀을 제공하
고자 한다.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기획·제작 단계에서는 호혜성에 기반을 둔 콘텐츠 경
쟁력 제고와 양질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현지와 협업하는 공
동제작과 포맷(format) 형식을 강조한다. 두 번째는 넷플릭스 등 최근 들어 급
성장하고 있는 OTT(over-the-top) 플랫폼의 확대와 맞물려, 라이선스 기반
IP(Intellectual Property) 수출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콘텐츠 생산 과정에서
는 획일화된 한류콘텐츠 생산을 방지하고 다양한 형태의 연계된 스토리와 미디
어로 풀어내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콘텐츠 활용을 분석·제시하고자 한
다. 마지막으로 유통 단계에서는 아세안 방송·통신 시장의 면밀한 조사를 바탕
으로 안정적인 유통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종합적으로, 디지털 미디어와 엔
터테인먼트 콘텐츠(영상, K-Pop, 웹툰, 게임 등) 문화의 융합이 한류의 미래로
여겨지는바, 온라인 기반의 한류 영상·음악·게임 콘텐츠를 대상으로 단계별로
‘공동제작,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플랫폼 구축’에 초점을 맞춰 아세안 주요
6개국의 한류콘텐츠 시장 확장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가. 쟁점 1-제작
기획·제작 단계에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호혜성에 기반을 둔 콘텐츠 경
쟁력 제고와 양질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지와 협업하
는 공동제작(co-production)과 포맷(format) 형식을 강조한다. 한류콘텐츠
수출은 한류 1기로 분류되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7년까지는 주로 완성된
형태의 방송 프로그램과 영화를 수출하는 형식을 강조해왔다. 그러다 신한류시
기, 또는 한류 2기로 분류되는 2007년 이후부터는 완성된 문화상품의 수출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문화산업계와 공동으로 영화를 제작하거나 포맷 형식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현지에서 제작하는 방식을 확대해왔다.41) 국내에서 제작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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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적 인기를 끈 문화콘텐츠를 현지의 문화적 특징을 감안, 직접 수출하기보
다는 현지 상황에 맞게 제작함으로써, 각국 문화소비자들이 자기들의 문화적
감각으로 해당 작품을 즐길 수 있게 한 것이다. 공동제작과 포맷은 한류의 일방
적인 수출이 아니라 현지 제작 등을 통해서, 상호 협조·교류한다는 의식을 심
어준다는 점에서도 유리한 형식의 문화흐름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텔레비전 포맷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 전 세계 방송계에서 확장되기 시작
했다.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가이드
라인으로서, 프로그램이 일단 한 국가에서 만들어진 후에 각 나라에서 이를 자
국의 방송문화 형태에 맞추어, 즉 해당 국가의 대중 선호도에 맞추어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방송 프로그램의 기본 틀과 정신은 유지하되 구체적인 스토리텔
링과 등장인물의 역할은 다소 변할 수 있다.42) 텔레비전 포맷의 초기 단계에서
는 미국과 영국 등 방송 선진국들의 프로그램이 전 세계 국가들로 퍼져 나갔으
며, 주로 드라마와 퀴즈쇼가 인기를 끌었었다.43)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한류
인기에 힘입어 한류 초기에 드라마 등 완성된 프로그램의 수출에서 최근 들어,
포맷 형태의 수출을 늘리고 있다. 예들 들어 한국에서 최근 많은 시청자를 확
보하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인 <복면가왕>(MBC 방영)이 미국 Fox TV에서
<The Masked Singer>라는 제목으로 방영되고 있다. 이런 경우 Fox TV에서
MBC에 라이선스 계약 등을 통해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형태로 수출이 이루어
진다고 보면 된다.
실제로 최근 들어 텔레비전 포맷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데, 지난 2000년대 후
반부터, 드라마, 퀴즈쇼, 그리고 예능 프로그램의 여러 아세안 국가에서 포맷 형
태로 수출되어 인기를 끌고 있다. 드라마의 경우 <마이 걸>(2007), <풀 하우
스>(2008), 그리고 <커피 프린스>(2008) 등이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에
포맷으로 수출된 바 있다. 또 <무한도전>이 인도네시아에, <도전 골든벨>이 베트
41) Jin(2016).
42) Moran(2008); Chalaby(2012).
43) Jin(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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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 각각 포맷으로 수출되어 해당 국가에서 한류 인기몰이를 한 바 있다(표
2-1). 이외에도 해당 국가들은 국내 방송 프로그램 중 인기를 끌었던 K-Pop 관
련 예능 프로그램 들을 포맷 형태로 제작해서 각 국가별로 방영하고 있기도 하다.

표 2-1. 2000년대 후반 아세안 지역으로의 텔레비전 포맷 수출
범주

드라마

수출연도

프로그램 제목

수출국

2007

마이 걸

인도네시아

2008

풀 하우스

베트남, 필리핀

2008

커피 프린스

필리핀

2008

천국의 계단

필리핀

2008

내 이름은 김삼순

필리핀

2008

이브의 모든 것

베트남

2009

쾌걸춘향

베트남

2010

가을동화

필리핀

엔터테인먼트

2007

무한도전

인도네시아

퀴즈쇼

2006

도전 골든벨

베트남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2011a).

한편 영화부문에서의 공동제작 및 리메이크(remake) 역시 새로운 형태의
문화수출로 자리 잡고 있다. 완성된 영화의 수출이 더빙 등의 방법으로 현지어
를 첨가해 아세안 국가의 영화 관람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으나, 번역의 오류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동제작이나 리메이크
를 통해 완성된 영화작품의 수출에서 발생하는 여러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한
편, 현지인들에게 더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공동제작(co-production)은 주로 경제적인 요인과 문화적인 요인 때문에
단행되며, 각 국가별로 상이한 문화정책 때문에 단행되기도 한다. 공동제작은
한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두 나라 이상의 영화제작팀이 협력하는 것으로, 두
나라에서 영화제작비를 공동으로 지출하는 형태에서부터 해당 국가의 영화배
우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까지 다양하다.44) 아시아 각국 역시 영화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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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에 많은 관심이 있는데, 공동제작이 제작비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뿐더러 두 나라 이상의 배우와 감독 등이 참여하고, 따라서
해당 국가들의 문화를 공동으로 담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동제작은 2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모두 자국 영화로 간주되기 때문에 영
화 쿼터제 등 외국영화수입 제한에 묶이지 않는 정책적 효과도 누릴 수 있다.
한류콘텐츠 중 영화는 한류 초기부터 전 세계적으로, 특히 아시아에서 한류
열풍을 이끌어내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 특히 2010년대 들어서는 완성된 한국
영화가 외국에 수출되는 형태와 함께, 한국에서 인기를 끈 영화를 다른 나라에
서 공동제작이나 리메이크 형태로 제작·상영되는 형태로 수출되는 사례가 늘
어나고 있다. 이미 성공한 국내 영화를 외국에서 리메이크하는 형태와 달리, 공
동제작은 기획 단계부터 두 나라가 공동으로 영화제작에 관여하는 경우다. 많
은 영화가 공동제작 등의 새로운 방식으로 아세안 국가들에 다가가고 있지만
특히 <수상한 그녀>(2014)처럼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공동제작되는 경우도 있다. 베트남에서는 2015년에 <수상한
그녀>의 베트남판 <내가 니 할매다(Em La Ba Noi Cua Anh)>가 현지에서 개
봉했다.45)

나. 쟁점 2-콘텐츠 라이선싱
두 번째는 최근 들어 넷플릭스 등 급성장하고 있는 OTT(over-the-top) 플
랫폼의 확대와 맞물려, 라이선스 기반 IP(Intellectual Property) 수출의 중요
성이다. 콘텐츠 생산 과정에서는 획일화된 한류콘텐츠 생산을 방지하고 다양한
형태의 연계된 스토리와 미디어로 풀어내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콘텐
츠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한 영역에서 인기
44) Jin and Su(2019); Selznick(2008).
45) 장순환(2015.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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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끈 작품이 다른 영역의 문화콘텐츠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방송 드라
마가 영화가 되거나,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가 디지털 게임으로 전환되는 등 미
디어 간 영역을 넘어서 같은 주제이지만 다른 콘텐츠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다
시 말해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다양한 미디어 형태를 통해 하나의 작품이
다양한 텍스트 형태로 변화되는 것으로,46) 영화가 드라마로, 드라마가 게임으
로, 만화가 오페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 원작의 인기를 바탕으로, 다른 미디
어 형태로 만들어서 대중에게 다시 한번 접근하는 것으로, 원작에서 확보된 대
중 외에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를 즐기려는 사람들에게까지 층을 넓힐 수 있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특히 이러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한 나라의 문화시
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문화시장에서 최근 들어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
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흐름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웹툰이다. 웹툰은 한국 고유의 문화콘
텐츠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국내는 물론, 미국·일본·유럽·중국 그리고 아
세안 여러 국가들에까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웹툰은 단지 해당
콘텐츠의 수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화, 텔레비전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으
로 전환되어, 새로운 형태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문화콘텐츠로 태어나
며, 이들 새로운 문화콘텐츠 역시 큰 인기를 끌고 있다.47) 예를 들어 <미생>
(2014), <은밀하게 위대하게>(2013), <내부자들>(2015), <신과 함께>(2017,
2018), <치즈 인 더 트랩>(2018) 등이 모두 웹툰 원작에 근거한 드라마나 영화
들이다.
최근 들어 국내외에서, 특히 넷플릭스를 통해 방영되어 전 세계적으로 큰 인
기를 끈 <킹덤>(2019)과 <이태원 클라쓰>(2020) 등이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
링을 통해 수출된 문화콘텐츠들이다. 해당 작품들은 완성된 형식이 아닌 제작
초기부터 국제 OTT 기업들과 라이선싱 계약을 맺고 제작된 경우로 최근 들어

46) Evans(2011).
47) Jin(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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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문화생산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형태의 문화콘텐츠 제작·수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킹덤>의 경우, 한국 웹툰을 원작으로 해 넷플릭스에서 제작비를
지원받아 제작되었는데, 시즌 1 때부터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넷플릭스에서
큰 인기를 구가했다. <킹덤> 시즌 2 역시 태국과 대만에서 각각 넷플릭스 1위
를 차지하기도 하는 등 아세안 국가 전반에서 폭넓은 시청자를 확보했다.48) 트
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기법은 물론 아세안에 특별히 국한되지는 않으나, 해당
영상물들이 이들 국가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어떤 형태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 해당
국가들에서 가장 선호되는지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수출·지원 정책을 전개하
고, 문화산업계는 이에 따른 문화콘텐츠를 생산·유통할 수 있는 노력을 강구해
야 한다.

다. 쟁점 3-유통
한류콘텐츠의 유통 방식은 진화하고 있다. 초창기 전 세계에서 한류콘텐츠
를 즐기기 위해서는 CD, DVD, 카세트테이프 등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특히
해외 유학생이나 해외 이민자들이 이들을 자기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로
들여오거나, 해당 지역의 한인 마켓을 통해 구입하거나 빌려보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한류콘텐츠의 유통은 2010년대 들어서부터 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와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의 급성장과 함께 변화하고 있다. 실제로,
전 세계 한류 팬들이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류콘텐츠를 즐기기 시작
한 것이 2000년 후반부터이며, 최근에는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한국영화·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다. K-Pop의 경우는 무엇보다 현
지 콘서트 등 대규모 행사를 통해 현지 팬들에게 다가가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48) 필더무비(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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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다. 즉 한류콘텐츠의 유통은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 기술의 발전에 따라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아세안 국가들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한류의 전파·유통 방식은 해당 국가들의 방송·통신 정책과 기술 정도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특히 넷플릭스 등 미국에서 발전된
OTT 서비스 플랫폼이 어느 정도로 해당 국가들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지 등
에 따라 한류콘텐츠 유통 방식을 각 국가별 상황에 맞게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세안 국가들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이 급증하면서
넷플릭스가 모바일 전용 구독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디즈니 플러스
(Disney +) 역시 2020년 하반기부터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등 OTT 업계 간
경쟁이 치열해질 조짐을 보이자 넷플릭스가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시장을 선점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8월 인도를 시작으로, 넷플릭스는 말레이시
아, 태국, 필리핀,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이르기까지 월 5달러면 넷플릭스를 시
청할 수 있는 모바일 전용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다.49)
또 아세안 국가들은 자신들의 국가에서 서비스 중인 국내 OTT 서비스를 확
대하는 중이어서 해당 국가들에 어떤 OTT 서비스가 있으며, 이들이 해외
OTT 서비스와 국내 마켓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벌이는 경쟁 역시 주목해서
보아야 한다. 즉 글로벌 OTT 서비스인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HBO
가 해당 국가들에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Viu(홍콩), HOOQ(싱가
포르), 그리고 iflix(말레이시아) 등 국내 OTT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 국
내 OTT 서비스들은 로컬 마켓에 대한 지식과 접근이 쉽다는 장점에 힘입어 서
비스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당 국가들의 많은 대중은 스마트폰 등 모바
일 기술을 통해 버스나 승용차 등에서 출퇴근 시와 트래픽 때문에 자동차나 버
스가 서행 시에 한국 드라마나 할리우드 영화를 즐기고 있다.50) 한류콘텐츠가

49) Potkin(2020).
50) Barker(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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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등 서구에서 발전하는 OTT는 물론 아세안 지역에서 발전된 지역 중
심의 OTT 서비스에서도 주요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당 국가들의
문화서비스와 통신시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이유다.
예를 들어 Viu는 현재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
국, 그리고 미얀마 등 아세안 국가들에서 시장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는데,
2020년 7월에 한국의 방송국들은 물론 한국의 OTT 서비스 업체들과 제휴 협
력을 맺고, 한국 방송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다. 즉 한국의 대표적 OTT 서비
스인 Wavve를 통해 SBS와 KBS 제작 콘텐츠를 Viu를 통해 해당 국가들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 Viu는 이미 MBC와도 제휴를 맺고 있고, Viu를 통해 한국
주요 방송국들의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를 제
공하기 시작했다. Viu를 통해 볼 수 있는 최근 한국 방송 프로그램은 <그놈이
그놈이다>(KBS), <모범형사>(JTBC), 그리고 <악의 꽃>(CJ ENM) 등 최신 방
영 드라마를 포함하고 있다. Viu는 이들 드라마 이외에 Wavve와의 협력체제
를 확고히 해 Wavve가 지원·제작 중인 프로그램들 역시 직수입해 시청자들에
게 서비스할 계획을 하고 있다.51) Viu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문화산
업계가 아세안 국가들에 한류콘텐츠를 수출하는 방식은 이제 크게 변모할 수밖
에 없다. 해당 지역의 지상파나 케이블 방송사를 대상으로 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해당 지역에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OTT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시
기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방송사와 영화 제작·유통업계는 물론 국내
OTT 서비스 업체들은 해당 지역의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파악, 이에 걸맞
은 새로운 한류콘텐츠 수출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51) Ho and Ang(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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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아세안 지역 주요 국가의
문화산업정책 및
한류콘텐츠 교류사례 분석

1. 베트남
2. 필리핀
3. 태국
4. 말레이시아
5. 인도네시아(디지털 민속지학)
6. 싱가포르(디지털 민속지학)

1. 베트남
가. 지역정보
동남아 지역에서 거대 콘텐츠 소비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은 공산당
일당제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 국가로 하노이가 수도이고 호치민 시가 경제 중
심지다. 민족 구성을 보면 베트남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공식 언어가 베트남어
다. 물론 베트남은 53개의 소수 민족들이 공존하고 있는 다민족 국가이고, 일
부 소수 민족들은 고유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민족 구성비를 보면
비엣족이 85.3%를 차지하고 있어 소수 민족의 규모는 제한적인 편이다.52)
한편 2019년 베트남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베트남의 인구는 약
9,600만 명이다. 이는 지난 10년 사이에 무려 1,000만 명 이상 증가한 규모이
며, 2025년 전후로 1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구성을 보면 2020년
기준으로 중위 연령이 32.5세(2020년 기준 한국 중위 연령 43.7세)이며, 19세
이하 인구와 20~39세 인구가 각각 약 29.9%와 32.5%를 차지한다. 이러한 수
치들은 베트남 인구에서 젊은층의 비중이 큰 편임을 말해준다. 아울러 도시 거
주민의 비율도 상당히 높다. 호치민, 하노이, 하이퐁, 다낭, 껀터를 비롯해 주요
도시에 집중 거주하고 있는데 호치민 시에 약 900만(9.3%), 하노이에 약 800
만(8.4%)의 주민이 있다.53)
상술한 인구학적 특징은 베트남이 거대 문화콘텐츠 소비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요 배경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유일한 요인인 것은
아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된 개방적 대외정책도 한몫했다. 베트남은
1986년 ‘도이모이(Doi Moi)’를 기점으로 공산당 일당제를 고수하면서도 서구
52) 「베트남의 방송산업 현황」(2010. 5. 1), http://www.kocca.kr/cop/bbs/view/B0000153/
1246925.do?menuNo=200911#(검색일: 2020. 11. 15);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베트남 개관’,
http://overseas.mofa.go.kr/vn-ko/wpge/m_22685/contents.do(검색일: 2021. 2. 8).
53) 윤보나(2020. 4. 16); 한국콘텐츠진흥원(201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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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교류하며 경제를 개방해왔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인근 아시아 국가들
과의 국교 정상화에 나섰고, 1995년에는 아세안(ASEAN)에 가입했다. 이어서
1998년에는 APEC에, 이후 2006년에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다. 한국
과는 1992년 정식 수교를 맺었고, 이후 2009년에는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승격되었으며, 2015년 말에는 한-베 FTA 협정이 발효되었다.54) 이처럼
외교와 경제의 측면에서 양국의 관계는 긴밀해져왔고, 그 과정에서 한국은 2014
년에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 투자 부문에서 일본을 제치고 1위국이 되었다.55)
특히 2016년 사드 사태와 트럼프 정부 시기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베트남이
아시아 내 신흥시장으로 더욱 주목받게 된 가운데 한-베 FTA 효과가 부각되었다.
한-베 교역규모를 보면 FTA 발효 전해인 2014년 약 303억 달러에서 2018년
11월 말 약 627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56) 이에 더해 교역 상대국으로
서 베트남의 성장 가능성은 지리적 요인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즉 베트남은
아세안 내 도서 국가들과는 달리 해안에 접해 있으면서도 육지를 기반한 국토
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밀집성’과 ‘물류 접근성’ 모두 높은 편이다.57)
상술한 것처럼 베트남은 인구구조, 대외정책, 지리적 요인 등이 결합되면서
동남아 지역에서 거대한 문화콘텐츠 소비시장으로 성장해오고 있다. 특히 경제
성장으로 베트남 현지 소비 잠재력이 높아지면서 유통 부문에 대한 투자가 지
속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저렴한 인건비에 기반한 노동
시장의 강점이 부각되었던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이다. 다만 지나친 낙관론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은 인구규모와 경제력 제고에 힘입어 소
비 잠재성이 큰 편이긴 하지만 연평균 소득은 3,000달러 정도이며 지역별로 소
비력에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58) 베트남의 소비규모가 충분히 성장하려면 지
54) 한국콘텐츠진흥원(2017a), p. 70.
55) 이계선(2018), p. 83.
56) 김태언(2019. 1. 5).
57) 윤보나(2020. 4. 16).
58) 2019년 기준 베트남의 1인당 월평균 소득은 560만 동(약 240달러)이고, 대학교육을 받은 노동자의
경우 930만 동(약 400달러)으로 추산되었다. 다만 호치민 시와 하노이를 비롯한 5대 도시의 소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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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인 투자 유입과 시간적 인내가 요구된다.59)

나. 문화콘텐츠 시장 개요 및 특징
1) 전반적인 특징

현재 베트남은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자 신남방정책의
핵심 대상국 가운데 하나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여온 베트남은 산업분야 전
반에 걸쳐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왔다. IT 산업 분야는 10년간 연평균 20%
이상 급성장해왔다. 이를 토대로 베트남 콘텐츠 시장 또한 매년 10% 이상 가파
르게 성장해왔다.60) 물론 베트남 콘텐츠 산업규모는 GDP 대비 1.9% 수준(42
억 달러)으로 다른 신흥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그렇지만 인구
수가 많고 젊은층 비중이 큰 만큼 소비 잠재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61)
베트남 문화콘텐츠 소비시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먼저 두 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90%가 넘는 TV(특히 디지털 TV) 보급률을 바
탕으로 한 ‘방송콘텐츠 분야’이고, 다른 하나는 주로 젊은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모바일·스마트 기기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온라인 콘텐츠 분
야’다. 이 중 특히 ‘스마트·온라인 콘텐츠 분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
에서는 인터넷 이용자의 90% 이상이 ‘페이스북’, ‘유튜브’, 베트남 토종 메신저
플랫폼 ‘잘로(Zalo)’62)와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
러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소비가 가능한 온라인 콘텐츠 시장이 확대
되고 있다.63) 다만, 베트남에서는 무허가 OTT 앱 사용자가 월 5만여 명에 달
은 베트남 평균에 비해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윤보나(2020. 4. 16)).
59) 윤보나(2020. 4. 16).
60) 길성원(2019), p. 8.
61) 한국콘텐츠진흥원(2017a), p. 49, p. 921.
62) ‘잘로’는 베트남인이 페이스북 다음으로 가장 높은 비율(94%)로 사용하는 모바일 앱이자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이어 베트남인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모바일 앱이다(백은석(202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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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정식 라이선스 없이 운영되는 불법 OTT 서비스 문제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64)
이어서 베트남의 콘텐츠 유통 디지털 플랫폼을 기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데
스크톱이 64%, 모바일 매체가 3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몇 해
전의 조사 결과이므로 현재 모바일 매체 비율이 더 높아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베트남에서는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절반가량이 모바일 매체를 통해 접속
하였으며 ‘페이스북’과 ‘유튜브’가 소셜미디어 시장의 대부분(85%)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베트남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소셜미디어는 ‘페
이스북’(약 5,00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메신저 서비스로는 ‘페이스
북 메신저’와 베트남 인터넷 기업 VNG가 개발한 ‘잘로’의 이용률이 높다.65)
보다 구체적으로 베트남에서는 현재 유튜브, 페이스북, 넷플릭스와 같은 인
터넷 기반 콘텐츠 사업자들과 기존 베트남 TV 방송 사업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
하다.66) 먼저 인터넷 기반 콘텐츠 사업자들을 보면, ‘넷플릭스’의 경우 2016년
1월 베트남에서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고, 동남아시아의 넷플릭스로 불리는 ‘아
이플릭스(iflix)’는 2017년 2월에 출시되었다. 다음으로 베트남 현지 방송 사
업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 사례로는 ‘Film+’와 ‘K+’가 있다. 이 가운데 ‘K+’는
베트남 위성 디지털 방송 VSTV와 프랑스 Canal+의 합작회사 형태로 2010년
부터 해외 콘텐츠를 방영해 왔다.67)

2) 분야별 현황

베트남 문화콘텐츠 시장은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방송’ 분야
를 보자. 방송은 베트남 콘텐츠 산업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26%)을 보인 분야
63) 길성원(2019), p. 9.
64) 한국콘텐츠진흥원(2017a), p. 249.
65) 위의 자료, pp. 504~505.
66) 위의 자료, p. 249.
67) 위의 자료, p.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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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조사된 바 있다.68) 또한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디지털 전환 정책에 힘입
어 디지털 TV 보급률이 가파르게 상승해왔다. 연도별 베트남 TV 보유가구의
플랫폼별 현황은 [표 3-1]과 같다.

표 3-1. 베트남 TV 보유가구 플랫폼별 현황(2012~17년)
(단위: 1,000가구)

구분
TV 보유 가구수
아날로그
지상파
아날로그

아날로그
위성
아날로그
케이블
디지털
케이블
IPTV
유료 디지털

디지털

위성
무료 디지털
위성
디지털
지상파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5,978

16,218

16,461

16,626

16,792

16,960

6,679

5,389

4,367

3,703

3,060

2,670

51

10

0

0

0

0

2,859

3,068

3,239

3,197

3,175

2,975

1,540

1,962

2,444

2,835

3,175

3,636

668

884

752

630

638

657

630

972

1,338

1,565

1,772

1,808

399

487

576

665

732

805

3,152

3,446

3,745

4,032

4,240

4,410

자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2020. 7).

‘영화’ 분야의 경우, 베트남에서는 영화시장을 공공기업이 독점 운영해왔고,
그런 탓인지 한동안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연평균
20~25%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 한국 영화산업의 현
지 진출(대표적으로 CJ-CGV와 롯데시네마)과도 관련된다. 극장 시장을 살펴
보면, 아직까지는 대다수 영화관이 하노이나 호치민을 비롯해 대도시에 위치해

68) 한국콘텐츠진흥원(2017a), p.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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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직접 관람할 수 있는 영화관이 없는 지역이 그만큼 많다고 볼 수 있다. 아
울러 영화관람료는 현지 소득수준(2019년 기준 1인당 월평균 소득 약 240달
러)에 비춰볼 때 높은 편이어서 직접 소비를 통한 매출 증대의 걸림돌로 작용하
고 있다.69)70) 그렇지만 소비 역량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고 극장 관람뿐 아
니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영화 소비 시장 규모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음악’ 분야 또한 온라인 서비스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견된다. 베트남에
서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음원 구입, 벨소리, 통화 연결음 등을 중심으로 온
라인 음원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3월에는 세계 최대 온라인 음
원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Sppotify)’가 베트남에 진출했다(Vietnam
Investment Review 2018).71) 그런 가운데 현지에서의 K-Pop의 인기도가
높은 편이어서 기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 그렇지만 주의할 점이 있다. 베트남
음악시장에서는 불법 소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고, 불법 복제 CD 판매라든
지 불법 다운로드 등의 비공식적인 소비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2) 한편 음악 공연을 보면, 2017년 베트남 공연 시장 규모는 표 판매와
후원을 합쳐 총 3,800만 달러였다. 불법 음원 유통 등 정상적인 시장 환경이 제
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에 공연 분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베트남 음악 산업 내 공연 점유율은 2012년 78%에서 2017년
86%로 증가했다.73)
‘애니메이션’은 아직까지는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높
은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베트남 애니메이션은 스토리텔링과 시각적 표현
력에서 부족함이 지적된다. 그렇지만 자체 인력 양성을 위해 디자인협회 산하
에 만화·애니메이션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69) 윤보나(2020. 4. 16).
70) 한국콘텐츠진흥원(2017a), p. 50.
71) 스포티파이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광고가 들어간 무료 서비스 제공 방식
이고, 다른 하나는 광고 없이 청취할 수 있는 구독형(미화로 약 2.6달러) 프리미엄 서비스이다.
72) 한국콘텐츠진흥원(2017a), p. 49.
73) 신항우 외(2018), p.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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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에 있는 ‘카툰 스튜디오(Hanoi Cartoon Studio)’는 외국 애니메이션
아웃소싱에 머무르지 않고 3D 애니메이션 자체 기술 확보를 위해 미국, 프랑
스, 호주로 직접 인력을 파견하기도 했다.74)
다음으로 ‘게임’ 분야를 보면 모바일 게임, PC 게임, 온라인 게임을 중심으
로 시장이 확대되어왔다.75) 4G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모바일 게임시장(특히 앱
기반 소셜·캐주얼 부문)이 급성장해왔으며, 젊은층 비중이 높은 인구 구성을
토대로 2022년이 되면 게임시장 규모가 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견된다.76)
장르별로 살펴보면 베트남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 ‘RPG’, ‘전략’, ‘카드 배틀’
장르의 인기가 높은 편이다. 아울러 중국 게임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데, 이는
문화적 요소와 시각 그래픽에 있어서 베트남 유저들에게 익숙한 게임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중국 업체는 게임 대회와 행사를 개최하고 현
지의 다양한 결제 수단을 연동한 게임을 운영했다.77) 중국 업체의 베트남 게임
시장 진출전략은 베트남 시장 진출과 확대를 바라는 한국 게임 업체들에는 유
용한 준거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
베트남 ‘웹툰’ 시장 역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관련 분야로 ‘출판’ 분야를
먼저 살펴보면 베트남에서는 디지털 발전에 힘입어 이 분야의 빠른 성장이 기
대된다. 디지털 잡지 및 도서의 경우 이미 30%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
다. 이에 더해 디지털 콘텐츠와 결합한 신문 시장 역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
왔다.78) 한편 출판 분야 내에서 ‘만화’ 시장의 경우 아직까지는 해외 만화에 비
해 자국 만화의 경쟁력이 낮은 편이다. 베트남 만화시장은 해외 인기 만화를 베
트남어로 번역 출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웹툰’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견된다. 실제로 현지에서는 베트남 출신
작가들이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웹툰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캐릭터 상품
74) 한국콘텐츠진흥원(2017a), p. 51; 한국콘텐츠진흥원(2015), p. 583.
75) 한국콘텐츠진흥원(2017a), p. 262.
76) 한국콘텐츠진흥원(2019b).
77) 한국콘텐츠진흥원(2017a), p. 510; 한국콘텐츠진흥원(2019b), p. 9.
78) 한국콘텐츠진흥원(2017a),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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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판매하는 등의 변화가 일고 있다. 베트남 최대 만화기업으로 알려진 ‘코미콜
라(Comicola)’가 이러한 흐름을 선도하고 있다.79)
마지막으로 베트남에서는 지금까지 설명한 문화콘텐츠 장르별 추세 및 현황
과 관련해 ‘캐릭터·라이선스’ 사업 영역도 주목할 만하다. 실제 베트남의 ‘캐릭
터·라이선스’ 산업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왔다.80) 현지 라이선스 분야에서
는 ‘캐릭터·엔터테인먼트’가 8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으며, 베트남
라이선스 시장규모는 2021년에 8억 7,6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 바
있기도 하다.81) 특히 베트남이 영유아 비중이 높은 사회라는 사실은(0~9세 인
구가 689만 명, 전체 인구 대비 7.3%) 향후 현지 캐릭터·라이선스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다.82)

다. 주요 부처 및 정책
1) 주요 부처

콘텐츠 산업 정책과 관련된 행정부처들을 살펴보면,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MCST: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와 ‘정보통신부(MIC: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가 주무 부처들이다. 문화
체육관광부는 영화, 예술, 저작권, 공연 등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된
산업전략을 총괄한다. 아울러 공연 및 공연물 영상 자료(DVD, VCD, CD) 등
에 관한 승인 기능을 담당한다. 산하 조직을 보면, 영화 분야에 관해서는 ‘영화
국’이 총괄하고 있으며 저작권 문제는 ‘저작권국’이 담당하고 있다. 다음으로
2007년 8월 출범한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 방송, 언론, 출판, 우정 산업에 대
79) 한국콘텐츠진흥원(2017a), pp. 48~49.
80) 위의 자료, p. 246.
81) 위의 자료, p. 268.
82) 위의 자료, p.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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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규 제정, 정책 수립, 산업전략 업무를 수행한다.83)
이외에 유관 행정부처들로는 ‘기획투자부(MPI: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와 ‘공안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가 있다. 기획투자부
는 국가발전계획과 국내외 투자정책을 관할하는 부처로서 베트남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84) 공안부는 국가안보, 사회
질서 및 안전에 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보다 최근에는
2019년 1월에 발효된 「사이버보안법」에 따라 온라인 안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
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유통이 지속적으로 확대
되고 있기에 공안부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주의가 필요하다.85)

2) 정책 및 규제

가) 문화산업정책: ‘2020-2030 베트남 문화산업진흥전략’
베트남은 지난 2016년 ‘2020-2030 베트남 문화산업진흥전략(Strategy
on cultural industry development of Vietnam to 2020, vision to
2030)’을 발표한 바 있다.86) 이 구상에서 베트남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점을 분
명히 했다. 첫째, 문화산업은 국민경제의 중요한 요소다. 둘째, 문화적 가치의
경제적 연계를 극대화한다. 셋째, 로드맵하에 여러 단계들(생산, 유통, 보급, 소
비)을 일관성을 기하며 조정해나간다. 넷째, 문화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베트남
의 문화정체성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본 전략 구상에는 광고, 건축, 소프트웨어, 게임, 수
공예품, 디자인, 영화, 출판, 패션, 공연, 미술, 사진과 전시, 방송과 라디오, 문
화관광 등의 발전 촉진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문화산업진흥전략에 제시된,
83) 한국콘텐츠진흥원(2017a), p. 52.
84) 베트남 기획투자부 홈페이지, http://www.mpi.gov.vn/en/Pages/cnnv.aspx(검색일: 2021. 2. 8).
85) 베트남 공안부 홈페이지, http://en.bocongan.gov.vn/(검색일: 2021. 2. 8).
86) Strategy on Cultural Industry Development of Vietnam to 2020, Vision to 2030, http://a
semconnectvietnam.gov.vn/default.aspx?ZID1=3&ID1=2&ID8=56799(검색일: 202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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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이 부문별 구체적인 수치로 제
시되었다. 문화산업 전체 매출은 GDP의 7%를 달성해야 한다. 부분별로는 영
화 산업은 약 2억 5,000만 달러(베트남 영화는 이 중 절반인 1억 2,500만 달
러), 공연예술 산업은 약 3,100만 달러, 예술 산업·사진·전시회 부문은 약 1억
2,500만 달러, 광고 부문(TV,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 옥외 광고)은 약
3,200만 달러를 달성해야 한다.

나) ICT 정책: 전자상거래 확대 및 5G 상용화 추진
베트남 정부는 ‘2016-2020 전자상거래 발전계획’에 따라 주요 대도시에서
현금 외 결제 비율을 50%까지 끌어올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자
국 내 전자상거래 규모를 2020까지 100억 달러까지 늘리고 내수 유통시장에
서 전자상거래 비율을 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2016년 금융결제
중개망 ‘나파스(NAPAS: National Payment Corporation of Vietnam)’를
개시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다.87) 또한 전자정부, 전자상거래, 전자결제 등
을 아우르는 ‘e-Vietnam’ 구축 사업을 추진했다.88) 이는 일정한 성과로 이어
졌다. 예컨대 2019년 상반기 동남아인이 가장 많이 방문한 웹사이트 10곳에 베
트남 전자상거래 플랫폼 5곳이 포함되었다. 아울러 구글(Google)은 베트남 전
자상거래 산업이 2025까지 43%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89)
한편 베트남 정부는 정보통신 인프라 확대와 초고속 인터넷 전국 보급을 목
표로 2020년까지 4G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해왔다. 특히 4G 도입은
베트남 모바일 환경 개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90) 아울러 최근 베트남은 아
세안 국가들 중 최초로 5G 서비스 상용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91) 2019년 응
웬 푸 쫑(Nguyễn Phú Trọng)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은 5G 육성발전 등에 초
87) 한국콘텐츠진흥원(2017a), p. 79.
88) 위의 자료, p. 536.
89) 임광훈(2019. 9. 19).
90) 한국콘텐츠진흥원(2017a), p. 536.
91) 길성원(2019),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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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둔 가이드라인 및 정책에 관한 결의안에 서명했다. 이 결의안은 2030년까
지 전국에 5G 통신망을 보급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92) 이러한 정부정책은
향후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문화콘텐츠 유통과 소비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다) 외국인 투자: ‘조건부 투자 분야’, 그리고 ‘경영협력계약’ 및 ‘합작회사’ 방식
문화콘텐츠 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에 관한 베트남의 정책을 살펴보자. 베
트남 정부는 「투자법 시행령」(2006년 9월)을 통해 ‘투자 장려 분야’, ‘조건부
투자 분야’, ‘투자 금지 분야’의 세 분야를 구분했다. 문화콘텐츠 관련 외국인
투자는 [표 3-2]에서 보듯이 대부분 ‘조건부 투자 분야’ 목록에 포함된다. 이 경
우 외국인 투자는 자본 규모와 무관하게 베트남 총리의 직접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93) 베트남은 해외기업이라고 해서 차별을 두지는 않지만, 문화콘텐츠 산
업(특히 엔터테인먼트 관련)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통
해 자국 문화정체성 또는 체제 유지를 위한 보호주의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94)

표 3-2. 베트남 문화콘텐츠 외국인 투자정책 현황

투자 제한 분야
(조건부 사업 허용)

① 라디오
② TV 방송
③ 문화상품의 생산, 출판 배급
① 라디오와 TV 방송

총리 허가가 필요한 분야

② 텔레커뮤니케이션/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공급
③ 전파 전송 네트워크 구축
④ 신문과 인쇄매체의 인쇄 및 배급 출판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2017a), p. 540을 참고로 저자 정리.

92) 인사이드비나, http://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94(검색일:
2020. 10. 27).
93) 한국콘텐츠진흥원(2017a), p. 540.
94) 위의 자료,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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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베트남에 진출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는 현지에서 베트남 정부의 허가를
받은 파트너와의 ‘경영협력계약(BCC: 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혹은 ‘합작회사(JV: Joint Venture)’ 형태에 한해서만 진출이 가능하다. 이를
테면 한국영화 제작사 내지 배급사는 현지 파트너와의 ‘경영협력계약’ 혹은 ‘합
작회사’ 형태로만 베트남 투자자로 현지 진출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이때
현지 파트너는 베트남 정부로부터 관련 사업 허가를 받은 곳이어야 한다.95) 아
울러 합작회사인 경우 외국인 자본 출자는 법정자본금의 51%를96)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합작회사와 달리 경영협력계약 방식인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의 현지법인을 설립하지 않고서도 베트남에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프로
젝트 계약 방식)할 수 있다.97)

라) 방송 정책 · 규제: ‘디지털 전환’ 및 ‘통제요소’
베트남 정부는 2009년에 ‘라디오, TV 전송, 방송에 관한 종합계획’을 발표
했다(베트남 총리 결정문 No. 22/2009/QD-TTg). 이를 통해서 국영 TV와
라디오를 중심으로 베트남 뉴스를 2020년까지 전 세계에 방송하겠다는 목표
를 밝혔다. 이어서 2012년에는 ‘디지털 방송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188억 달
러를 투자해 2020년까지 아날로그 방송을 100% 디지털로 전환하겠다는 계획
이다. 참고로 당시 베트남은 한국 디지털 전환 추진 모델을 도입해 방송 플랫폼
전환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98) 베트남 정부의 계획은 상당 부분 현실화
되었다. 4개 대도시에서는 2016년 8월 아날로그 TV 송출이 중단되었고, 그해
말까지 8개 지역의 아날로그 TV 송출도 중단되었다.99)

95) 한국콘텐츠진흥원(2017a), p. 542.
96) 외국자본은 합작회사 법정자본금의 49% 이내로 제한되는데, WTO 가입 3년 이후부터 외국자본 출자
제한 비율 51%가 적용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2017a), p. 542.
97) 한국콘텐츠진흥원(2017a), p. 66.
98) 길성원(2019), pp. 9~10; 『연합뉴스』, https://m.yna.co.kr/view/AKR20120305145500084?
(검색일: 2020. 10. 27).
99) 한국콘텐츠진흥원(2017a), p.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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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베트남 정부는 2015년 1월에, 앞서 설명한 ‘종합계획’을 승인한 법령
을 수정한 결정문100)을 발표했다. 이로써 베트남 방송시장에 외국인 투자기업
을 포함해 전 산업 분야 기업들의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101) 하지만 베트남
방송시장은 여전히 아시아에서 가장 제한적인 방송시장으로 유명한 것이 사실
이다. 한마디로 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 정부가 인
정하는 전파 수신만 가능하고, 정부와 공산당은 「언론법」을 근거로 방송 프로
그램을 직접 검열할 수 있다.102)

마) 온라인 공간에서의 콘텐츠 규제: 「사이버보안법」(2019)
온라인 공간에서의 문화콘텐츠 규제와 관련하여 살펴봐야 할 또 다른 법규
는 2019년 1월에 시행된 베트남의 「사이버보안법(Law On Cybersecurity)」
이다. 이 법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국가보안 보호, 사회질서 및 안전의 보장, 관
련 개인기관단체의 책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 서비스
를 제공하는 민간기업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보안기술을 적용하며 관련 내용을 정부 부처에 보고하는 등의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이 확산되고 있는 문화콘텐츠 산업과 관련해서 볼 때 디
지털 온라인 콘텐츠의 제작, 유통, 판매 과정에서 「사이버보안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를테면 「사이버보안법」 제8조에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에 대한 반대, 역사 왜곡, 종교 모욕, 성차별, 인종차별, 인신매매, 음란,

100) 총리 결정문 No. 01/2015/QD-TTg.
101)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18/07/452224/(검색일: 2020. 10. 27).
102) 한국콘텐츠진흥원(2017a), 538; 베트남 정책의 통제요소는 방송시장 외에도 ‘광고’, ‘게임’ 등 여타
콘텐츠산업 분야에서도 확인된다. ‘광고’시장의 경우, 광고 시간 및 광고 분량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가
해지고 있다. 특히 한류콘텐츠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진 화장품과 음식을 광고하기 위해서는 화장
품은 신고 절차를, 음식은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2017a), p. 539. 또한 베트남
정부는 ‘게임’ 분야에 대해서는 게임 콘텐츠가 사회 전반과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의하고
있으며, 그런 만큼 규제도 강력한 편이다. 실제로 2010년 8월부터 3년간 온라인 게임에 대한 신규 라
이선스 발급이 중단된 적이 있기도 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2017a), p.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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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금지행위 사항들이 담겨 있다. 특정 콘텐츠가 8조
에 명기된 유해 콘텐츠로 간주되어 정부 감독기관의 수사 요청이 있을 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현지에 진출한 혹은 진출하려는 기업이나 투자자
는 이같은 현지 법령의 규제를 잘 이해해야 하고, 민감한 콘텐츠의 경우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온라인 게시 과정에서 특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라. 한류콘텐츠와 플랫폼의 베트남 진출 현황 및 사례
1) 한류콘텐츠에 대한 현지 인지도의 ‘명’과 ‘암’

베트남 문화콘텐츠 시장에서 한류콘텐츠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편이다.
2020년 기준으로 베트남에서 한국 연상 이미지는 ‘K-Pop’(15.0%), ‘한
식’(12.4%), ‘드라마’(9.8%), ‘뷰티 제품’(8.6%), ‘한류 스타’(7.8%), ‘뷰티 서
비스’(7.0%), ‘IT 산업’(7.2%), ‘영화’와 ‘패션’(각각 5.4%) 순으로 나타났
다.103)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면서도 K-Pop, 한식, 드라마가 한국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베
트남에서 10가지 분야별(예능, 영화, 드라마, 음식, 뷰티, 패션, 게임, 애니메이
션, 출판물, 음악)로 한국 문화콘텐츠 호감도를 살펴본 결과 73.2~84.4%로 전
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 가운데 방송 프로그램(예능과 드라마)과 영
화, 그리고 뷰티와 패션이 상대적으로 높은 호감도를 보인 반면에 애니메이션
의 경우 73.2%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04)
그렇지만 높은 호감도에 대한 과대평가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한국 문화콘
텐츠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이용할 만한’, ‘이용하고 싶은’이라고 응답한 비
율은 호감도 비율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예능’의 경우
103)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21a), p. 18.
104) 위의 자료, p. 30.

제3장 아세안 지역 주요 국가의 문화산업정책 및 한류콘텐츠 교류사례 분석

•

75

이 비율은 68.8%로 호감도(84.4%)와 비교할 때 상당한 격차를 보였으며, ‘음
악’의 경우에도 71.2%로 호감도(78.9%)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105) 이와 관련
하여 베트남인들 사이에서 한국을 경제 선진국으로 보는 긍정 인식은 91%로
매우 높은 편이지만, 정작 ‘문화 강국이다’에 대한 긍정 인식은 49%로 낮은 수
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기도 하다.106) 이는 향후 베트남 콘텐츠
시장 진출에 있어서 한국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과 가치, 현지의 문화와 취향에
대한 고려, 그리고 문화 다양성에 대한 보다 진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콘텐츠 접촉과 관련해서 보면, 베트남에서 접할 기회가 가장 충분한 한류콘텐
츠는 ‘드라마’(67.1%), ‘뷰티’(67.0%), ‘음악’(63.1%), ‘패션’(62.3%) 순으로 나
타났다.107) 아울러 한류콘텐츠의 주된 접촉 경로는 TV와 소셜미디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드라마’, ‘예능’, ‘영화’, ‘애니메이션’ 등 동영상 콘텐츠는 주로 TV를
통해서, ‘패션’과 ‘뷰티’는 주로 SNS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108) 한류 문화콘텐츠 소비 비중을 보면, ‘뷰티’(40.0%), ‘드라마’
(39.7%), ‘음악’(34.9%), ‘영화’(34.2%)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109)
한편 상술한 한류 문화콘텐츠에 대한 높은 호감도에 더해 한국정부가 ‘신남
방정책’ 및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한-아세안 협력 및 교류 활동을 범정
부 차원에서 지속 추진하고 있는바, 베트남은 국내 콘텐츠 기업들 사이에서 계
속해서 주요 해외진출 희망국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렇지만 성공적인 베트남
시장진출과 호혜적 한-베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현지의 인식에 대한 보다
섬세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한류 문화콘텐츠에 대한 현지의 부정적 인식과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본 결과, 부정적 인식에 대한 공감 비율은 35.4%였는데, 그 이유는 ‘지나
치게 상업적’(34.5%), ‘자국 콘텐츠 산업 보호 필요’(25.4%), ‘획일적이고 식상
105)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21a), p. 59.
106)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0a), p. 282.
107) 위의 자료, p. 286.
108) 위의 자료, p. 286.
109)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21a),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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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2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110) 이 가운데 ‘자국 콘텐츠 산업 보호 필요’
응답률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베트남 문화
콘텐츠 산업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부의 견제 조치에 더해 베트남 사회 내
‘문화보호주의’에 대한 인식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2) 한류콘텐츠의 베트남 시장 진출 현황 및 사례

가) 방송: ‘포맷 수출’ 활성화 & ‘공동제작’ 시도
한류 문화콘텐츠가 베트남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것은 한국 드라마가
방영권 판매 방식을 통해 베트남 주요 TV를 통해 방영되면서부터였다. 초기에
는 국영 호치민 TV(HTV)가 지대한 역할을 수행했다. 1997년 <느낌> 방영을 신
호탄으로 이듬해 <내 사랑 유미>, <아들과 딸>, <의가형제>가 방영되었다. 특히
<의가형제>는 하노이 TV, 다낭 TV, VTV3에서 재방송되었을 만큼 높은 인기를
얻었다. 1998년 베트남 TV에서 방영된 해외 프로그램 가운데 56%가 한국 드라
마였고 2000년 이후 한국 드라마 인기는 더욱 상승했다. 이러한 추세의 이면에
는 보다 높은 ‘광고 수입’을 위해서 한국 드라마 방영 수를 더 늘려 나갔던 베트남
방송사들의 노력도 깔려 있었다. 아울러 드라마 중간에 수차례 광고를 넣을 수
있게 한 현지 방송정책이 현지 방송사들의 노력을 추동시켰다고 볼 수 있다.111)
보다 최근에는 배우 배수지와 남주혁이 주연을 맡은 <스타트업(Start-Up)>이
베트남 내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112) 향후에
는 베트남 디지털 기반이 확충되면서 방송 매체뿐만 아니라 OTT 유통 플랫폼을
통해서도 한국 드라마 콘텐츠 소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류 방송 콘텐츠의 현지 시장 진출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주된 현지 진출
방식은 단연코 ‘포맷 수출’이었으며 ‘공동제작’의 사례들도 확인된다. 먼저 베
110)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21a), p. 73.
111) 이계선(2018), p. 78.
112) https://flixpatrol.com/title/start-up-2020(검색일: 2020.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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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남 방송사에서 한국 방송 프로그램을 포맷 구입해 제작한 사례들을 보자. 베
트남 국영 방송 VTV2가 제작한 <체인지라이프>는 한국 프로그램 <렛미인(Let
美人)>의 베트남판으로 2015년 시즌1로 방영되기 시작한 이후 시즌마다 수천
명이 신청하는 등 현지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예능 프로그램 <아빠, 어디가?>
도 같은 방식으로 2014년 11월부터 베트남 VTV3 채널에서 시즌제로 방영되
었다. M-net 음악 예능 프로그램 <너의 목소리가 보여> 역시 베트남으로 포맷
수출되어 2016년 11월 HTV7에서 첫 방송을 시작했고 이후 시즌제로 방영되
었다. MBC <복면가왕>도 HTV를 통해 2017년 1월부터 방영이 시작되었고 이
후 시즌제로 이어졌다. 특히 <복면가왕>은 베트남을 포함해 수십 개국으로 포맷
수출되어 국내 TV 프로그램 포맷 수출 사상 최고의 기록을 세운 바 있다.113)
대중문화평론가 하재근은 <복면가왕>의 해외 진출 성공 원인에 대해서, 드
라마틱한 전개와 음악이라는 흥미요소와 더불어 시나리오와는 달리 프로그램
뼈대만을 제공하는 포맷 수출의 특성이 ‘현지화’에 보다 유리하다는 점을 꼽았
다.114) 이 점은 연구진의 전문가 인터뷰에서도 확인되었다. 예능 프로그램은
언어와 문화 등의 차이로 자막이나 더빙에 어려움이 있고 ‘문화적 할인
(cultural discount)’이 발생할 수 있기에 현지의 문화요소를 녹여내 가공하는
포맷 방식이 유리하다는 것이다.115)
이처럼 베트남에 포맷 방식으로 수출된 한국 방송 프로그램들은 대체로 예
능 프로그램이다. 이는 2006년을 기점으로 베트남 방송시장에 해외 인기 예능
프로그램들이 대거 유입되어온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실제로
국영방송 VTV와 호치민 시 인민위원회 소유의 HTV는 한국, 미국, 태국, 일본,
영국, 스페인 등 다양한 국가들로부터 예능 프로그램 판권을 수입해왔다.116)
한국 방송사는 현지의 이런 흐름을 타고 예능 프로그램 포맷 수출에 기반한 새
113) 방연주(2020. 1. 6).
114) 이유진(2019. 1. 7).
115) 전문가 인터뷰 I.
116) 이유진(201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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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수익 창출 모델을 시도해왔다.
포맷 수출이 주된 진출 패턴이었지만 ‘공동제작’에 기반한 현지 진출 사례들
도 확인된다. 이에 관해서는 단연코 CJ ENM의 진출이 눈에 띈다. 초창기부터
베트남 방송 채널에 인기 있는 콘텐츠를 수출하는 패턴을 보였던 한국 지상파
방송국들과는 달리 CJ ENM은 기업이 운영하는 방송채널 사업자로서 tvN
Asia 채널을 개통해 한국 방송 콘텐츠를 유통해왔다. 그러면서 한류 방송콘텐
츠를 집중 육성하고 관리할 뿐만 아니라 차츰 현지 방송 사업자와의 공동제작
방식을 활용하기 시작했다.117)
몇 가지 사례를 보면, 2006년 VTV와 100부작 드라마 <무사의 향기>를 공
동제작했다. 이 드라마는 베트남에서 40%의 높은 시청률을 보였고 동남아 내
다른 지역으로도 수출되었다.118) 또한 2014년에는 VTV와 드라마 <오늘도 청
춘>을 공동제작했다. 베트남 유학생의 한국 생활과 사랑을 주제로 한 드라마로
큰 호응을 얻었고 2016년 말 시즌2를 제작한 바 있다.119) 특히 이 드라마는 한
국과 베트남에서 모두 촬영되었고, 대본구성도 양국이 동등하게 참여했으며,
제작비용도 절반씩 부담하는 등 순수한 형태의 공동제작에 근접한 사례였
다.120) 공동제작 방식은 CJ ENM으로서는 베트남 문화콘텐츠 산업과의 협력
및 방송시장 진출의 기회가 되었고, 현지 방송사인 VTV에는 한국의 기술과 제
작 방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121) 아울러 양국의 문화적 유사성과
가치관을 교류함으로써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긴밀한 의사소통과 조율을
거쳐 작품의 완성도뿐 아니라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사업자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일 수 있었다.122)
이런 가능성을 바탕으로 한국의 주요 방송사업자들도 적극성을 보여왔다.
117) 송정은 외(2014), pp. 347~349.
118) 위의 자료, p. 349.
119) 이계선(2018), p. 86.
120) 송정은 외(2014), pp. 349~350.
121) 위의 자료, p. 349.
122) 위의 자료, p.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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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SBS가 적극적이었다. SBS는 현지의 전문제작사인 라임 엔터테인먼트
(Lime Entertainment)와 함께 육아 예능 프로그램 <오 마이 베이비>의 베트
남판인 <너는 어느 별에서 왔니?>를 공동제작했다. 이는 HTV2와 VTVCab1
에 방영되었다. 이후 SBS와 KBS는 현지 제작사인 ‘라임 엔터테인먼트-매디
슨 그룹(Lime Entertainment-Madison Group)’과 500만 달러를 투자해
2018년 4월부터 4개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로 합의했다. 그렇게 해서 제작된 대
표적인 프로그램은 SBS <런닝맨>의 베트남판인 <Chạy đi chờ chi>로, 2019
년 4월 6일부터 방영되기 시작했다. 소셜미디어 기반 시장조사업체 YouNet
Media는 2019년 1~5월 베트남에서 화제가 된 1위 예능 방송으로 <Chạy đi
chờ chi>를 꼽았다. 이미 <런닝맨>이 현지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인지도와 팬
층을 확보하고 있었고 이런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던 것이다. 베트남에서 한국
예능 프로그램(원작과 리메이크 버전)에 대한 관심은 팬층을 넘어서 베트남 대
중으로 확산되어왔다.
이같은 추세 속에서 KOTRA 호치민 무역관은 <Chạy đi chờ chi> 방영을
PPL로 연계하여 한국산 소비재가 방송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해외 진출·수출상
담회를 기획하기도 했다.123) 아울러 한류콘텐츠의 베트남 방송시장 진출을 위
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이어졌다. 한국방송통신위원회는 2019년 3월 베트
남 정보통신부와 ‘한-베 TV 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했다. 이로써 한베 공동제작 방송 프로그램은 현지 외국 프로그램 편성규제를 받지 않아 안정
적으로 편성될 수 있게 되었다.124)
보다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장기 지속으로 인해 공동제작에 있어 어려움과
위험도가 커진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베 방송 프로그램 공동제
작의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맛잇는 드라마 여행>의 사례를 보면, 한국의 ‘푸
르모디티’와 베트남의 ‘르 다오 미디어(Le Dao Media)’가 공동제작하는 프로

123) 이유진(2019. 12. 30).
124) 박지성(2019.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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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으로, 2020년 11월 3일 호치민 시에서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드라마 속에
서 한식 조리법을 전문요리사의 지도 아래 베트남 연예인과 한국 아이돌이 함
께 배워보고, 베트남으로 돌아가 베트남 연예인들과 경험을 공유하며 한식을
만드는 구성이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베트남어로 ‘먹고 말해봐’라는 뜻을 지
닌 ‘Ăn Đi Rồi Kể’라는 제목으로 매주 일요일 오후 8시 HTV2와 공식 유튜브
채널(ĂN ĐI RỒI KỂ OFFICIAL/Food Show)에서 방송되고 있다.
다만 한-베 방송 프로그램 공동제작과 관련해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우선 아직까지도 불법적인 경로를 통한 콘텐츠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상적인 유통 방식을 통한 수익 창출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유통 외에 ‘제작’
방식에 대한 투자를 늘려갈 수도 있겠으나, 이 경우도 협업이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해 연구진은 한 전문가로부터 유럽의 사업자들은 현지 파트너와의 신뢰 문
제로 철수하고 판권만 팔고 있으며, 한국의 한 업체의 경우 신뢰와 경상비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다가 현지사무소를 접었다고 들었다.125) 이런 점에 비춰볼
때 현지 파트너와의 신뢰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현지 예비 사업 파트너의 ‘레
퍼런스 체크’를 할 수 있는 정보제공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
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2019년 9월 베트남에서 업무를 개시한 한국콘텐츠진
흥원의 베트남 비즈니스센터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고민해볼 수 있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방송콘텐츠 유통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도 눈
길을 끈다. 미디어 플랫폼 및 콘텐츠 전문기업 ‘더이앤엠(THE E&M)’은 베트
남 MCN 기업 YEAH1과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더이앤엠은 현
지에 라이브 방송 플랫폼을 오픈하고 YEAH1126)이 보유한 크리에이터들이 제

125) 이를테면 공동제작 시 한국 연출자가 1명만 참여하더라도 인건비 부담이 커져 경상비가 맞지 않게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공동제작의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같은 공공기관 등의 지원이 없으면 진행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 인터뷰 H.
126) Yeah1은 2006년 설립된 베트남의 미디어 그룹으로 수천 명의 크리에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3
위, 아시아 1위의 다채널 네트워크(MCN: Multi-Channel Network)이다. Yeah1이 운영 중인 유
튜브 채널 구독자를 보면 2020년 11월 28일 기준으로 Yeah1 TV는 383만 명, Yeah1 Music은
297만 명, Yeah1 Movie는 227만 명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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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한 라이브 콘텐츠를 서비스할 계획을 세웠다. 더이앤엠은 자사 라이브 방송
플랫폼 구축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재 고성장 중인 동남아 라이
브 방송 플랫폼 시장을 적극 공략하려는 목표를 세웠다.127)
마지막으로 방송 콘텐츠 이용자 관점에서 어떤 점에 주목하거나 주의해야 하
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인기요
인과 호감저해요인에 관한 현지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았다.128) 먼저 드라마
인기요인은 ‘배우의 매력적인 외모’(50.5%)와 ‘뛰어난 배우의 연기력’(2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연진 비중이 큰 만큼 팬 문화와 출연진 캐스팅이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드라마 호감저해요인은 ‘진부하고 획일적
소재/스토리/장르’(35.7%), ‘같은 배우들의 반복 출연’(22.2%), ‘번역 자막/더
빙 시청 불편’(16.9%) 순이었다. 이는 현지 콘텐츠 이용자의 다양한 문화적 욕
구와 기대에 비춰볼 때 방송콘텐츠의 장르 다양성과 현지화에 대한 고려가 충분
지 않음을 말해준다.
한편 예능 프로그램의 인기요인은 ‘재미있는 게임/소재’(32.8%), ‘프로그램
콘셉트/포맷 선호’(26.1%), ‘개성 있는 출연진의 캐릭터와 역할’(2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드라마의 주된 인기요인과 비교할 때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
용이 주요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호감저해요인에 대해서는 ‘게스트 토
크에 의존하는 포맷’(18.5%), ‘어렵고 생소한 한국어’(17.8%), ‘한국식 웃음 코
드에 맞지 않음’(16.6%)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포맷 수출이 활성화된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동시에 여전히 ‘문화적 할인’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한다.

나) 영화: 리메이크 공동제작, 현지화 전략, 극장 시장 진출
베트남 영화 시장에서도 한국영화의 리메이크 및 한-베 공동제작이 활발하게

127) 김현우(2020. 1. 17).
128)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21a), pp. 31~32, pp. 41~42.

82

•

아세안 지역 한류콘텐츠 활성화 방안

이루어져왔다. 본격적인 신호탄을 쏘아올린 작품은 최초 한-베 합작 영화로 당
시 베트남 역대 박스오피스 1위 기록을 남긴 코미디물 <마이가 결정할게2(De
Mai Tihn2)>이다. 2011년 영화 <퀵>으로 베트남 직배 사업에 진출한 뒤 현지
영화계와 네트워크를 확장시켜온 CJ ENM이 주요 투자사 및 배급사로 참여해
‘제작’, ‘프로덕션 관리’, ‘마케팅’을 베트남 현지 파트너와 공동으로 진행했다.
당시 CJ ENM이 적극성을 보인 것은 베트남의 젊은층 비중이 높고 시장 성장 가
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129)130) CJ ENM은 이후 현지 제작사 HK
Film과 공동기획·제작 방식으로 <수상한 그녀>의 베트남판 <내가 니 할매다>
를 제작했다. 이 영화는 기존 베트남 영화와는 차별화된 높은 완성도 및 성공적
현지화 전략을 바탕으로 2015년 12월 개봉되어 50억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두었
으며 현지 정서에 맞는 영화음악과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가 화제가 되었다.
특히 CJ ENM의 <수상한 그녀>는 베트남, 중국,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등
진출국가별로 최적화된 현지화 과정을 거쳐 개봉되어 ‘원소스멀티테리토리
(OSMT: One Source Multi Territory)’ 전략이 성공한 사례로 평가받는
다.131)132) 현지화 전략에 관한 CJ ENM 담당자의 설명에 따르면,

“베트남은 코미디 장르 영화가 강세인 국가입니다. 때문에 <내가 니 할매
다>는 코미디라는 장르적 강점을 살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현지화된 유머코
드를 다양하게 추가하고 조연진 또한 실제 코미디언으로 캐스팅하여 이들
이 선보이는 슬랩스틱, 말장난, 코믹연기를 감칠맛 나게 배치했습니다. CJ
ENM은 베트남 현지 인력과 함께 시나리오를 개발해 현지 문화와 관객의
정서에 적합한 이야기 구조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가족애를 중시하는 성향
에 주목, 극중 할머니와 손자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 가족애를 깊이 있게 다

129) 한국콘텐츠진흥원(2017a), p. 516.
130) 김태은(2014. 12. 16).
131) 한국콘텐츠진흥원(2017a), p. 516; 이계선(2018), p. 86.
132) 김경미(2016.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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뤘습니다. 기존 베트남 영화와 차별화된 높은 완성도로 초반 흥행에 성공한
<내가 니 할매다>는 관객의 입소문을 타며 더욱 인기를 끌었습니다. 전례가
없었던 일주일 빠른 언론배급시사회, 레드카펫 행사, 시네투어 및 버스 광
고, 버스킹, 온라인 프로모션 등을 마케팅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133)

영화 <수상한 그녀>의 리메이크 버전이 성공한 뒤 베트남에서는 한국영화
포맷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2017년 8월 현지에서 개봉된 <오싹한 연
애>의 리메이크판 <키스 앤드 스펠(KISS & SPELL)>은 CJ ENM의 또 다른 합
작영화로서 원작에 기반한 창의적 작품 해석 및 제작으로 베트남 관객들로부터
원작보다 훌륭하다는 평가를 얻었다. 또한 <써니>의 리메이크판인 <고고 시스
터즈>는 CJ ENM과 HK Film이 공동제작한 영화로 2018년 3월 초 개봉되어
360만 달러의 흥행 수익을 올렸다. 같은 달 개봉된 <스캔들 메이커>는 <과속
스캔들>의 베트남판으로 현지 제작사 ‘르 다우 메디아’와 한국 제작사 ‘푸르모
디티’가 공동제작했으며 극본과 각색의 현지화로 관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
었다.134) 그런 가운데 시간이 흐르면서 베트남 영화 산업은 영화 매출의 25%
를 자국 작품이 차지할 정도로 베트남의 제작 역량이 향상되었고, 이러한 추세
는 향후 한-베 공동제작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135)
베트남 영화 시장 진출과 관련해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측면은 영화관 브랜
드 사업이다. 단연코 롯데시네마와 CGV가 이 분야에서 두각을 보였다. 두 기
업이 확보한 영화관만 하더라도 베트남 전국 영화관의 2/3를 차지했다. 롯데시
네마는 현지 한국기업 DMC를 인수한 뒤 전국 40개 영화관, 122개 스크린을
운영했다. CGV의 경우 2011년 베트남 최대 멀티플렉스(Mega Star)를 인수한
뒤 현지 1위 멀티플렉스 사업자가 되었고 전국 65개 영화관, 전국 40% 이상 스
133) 채널CJ 블로그, https://blog.cj.net/1912(검색일: 2020. 12. 6). 현지화 전략과 관련해 덧붙여 말
하면 코미디 장르인 만큼 베트남 당국의 검열과 규제의 대상될 우려가 줄어들었다고도 볼 수 있다.
134) 이계선(2018), p. 86~87.
135) 한국콘텐츠진흥원(2017a), p.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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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린을 확보했다.136) 아울러 CGV는 이처럼 적극적인 시장 진출전략과 더불어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진행해오고 있다. 지방 소도시를 대상으로 한 행사로 ‘한
국영화의 달’(2013)을 기획했고, 청소년에게 영화인에 대한 꿈과 열정을 심어
줄 수 있는 영화제작 프로젝트 ‘토토의 작업실’(2014)을 진행했다. 이 밖에도
‘찾아가는 영화관’(2014)을 통해서 극장이 없는 소외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화를 상영했다.137) 이러한 모든 시도가 중요한 까닭은, 베트남에서 한국영화
관의 브랜드 성공이 곧 한국영화 콘텐츠의 베트남 진출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
확충으로 연계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롯데시네마와 CGV는 그룹 계열사들
간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양사는 영화의 배급
및 유통 외에도 제작과 투자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다.138)
한편 ‘2021 해외한류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베트남 영화 시장에서 한류
영화 콘텐츠에 대한 인기요인과 호감저해요인은 다음과 같다.139) 먼저 주된 인
기요인은 ‘배우의 매력적인 외모’(43.8%), ‘배우의 뛰어난 연기력’(31.3%), ‘스
토리가 짜임새 있고 탄탄함’(23.0%)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출연
진 선정(캐스팅)’과 ‘작품성(각본과 연출)’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호감저해요인으로는 ‘소재/스토리/장르 진부’(25.0%), ‘한국어가
어렵고 생소’(21.7%), ‘번역 자막/더빙 불편’(17.8%) 순으로 꼽혔다. 이로부터
대사 전달 방식의 개선과 참신한 스토리 전개의 중요성을 추론할 수 있다. 아울
러 한국영화 콘텐츠에 대한 현지 인식과 관련해서는 베트남 현대사와 관련한
현지 영화 시장의 독특한 구조와 특징도 잘 살펴야 한다. 이에 관련한 기사내용
의 일부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140)

136) 이계선(2018), pp. 88~89.
137) 이계선(2018), p. 89.
138) 한국콘텐츠진흥원(2017a), p. 514.
139)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21a), p. 33, p. 43.
140) 이종길(2019.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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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역사는 (베트남이) 통일된 지 44년이 지난 지금도 영화산업에 영향
을 미친다. 연간 평균 관람 횟수는 0.47편. 하노이 등 북부 지역에서 로컬
영화를 거의 보지 않는다. 자국 영화의 대부분이 호치민 등 남부 지역에서
제작된다는 이유에서다. 두 지역은 종교, 소비 등 다양한 문화에서 큰 차이
를 보인다. 언어의 억양이 달라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도 흔하다. 현지
영화 관계자는 ‘호치민에서 활동하는 영화인들은 베트남 영화국이 하노이
에 있는 것부터 못마땅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지역 간 갈등이 여전해 영
화산업이 지지부진을 면하지 못한 면이 있다’고 했다.”

다) 음악: 현지법인 및 업무제휴, 오디션(캐스팅) 프로그램, 현지 아티스트 발굴
베트남은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K-Pop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높은 국가이다. 언론매체나 SNS 등을 통해 현지에서의 K-Pop에 대한 열기를
확인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베트남에서 K-Pop은 한식과 드라마
에 앞서 한국 연상 이미지 순위에서 1위(15.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
다.141) 또한 음악시장계의 넷플릭스로 불리는 세계 최대 온라인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Spotify)’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남 유저들이 가장 많이 청
취한 뮤직 아티스트 1위와 2위는 BTS와 블랙핑크였다.142)
K-Pop에 대한 베트남 현지의 높은 관심과 인기 속에서 한국 연예기획사
RBW 엔터테인먼트는 2013년부터 비교적 일찍 동남아 시장 진출을 추진했
다. RBW는 롯데의 후원하에 현지 제작사와 함께 총 20부작의 <VK-Pop
Superstar>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공동제작했다. 이는 40% 시청률에 이를
정도로 성황리에 방영되었다.143) 이후 2015년에는 베트남에 현지법인을 설립
하고, 2016년부터 네이버 영상 콘텐츠 서비스 ‘네이버 V 라이브’의 베트남 현
지 제1협력사로 선정되어 영상 콘텐츠를 공급했다. 또한 RBW는 베트남의 ‘스
141)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21a), p. 18.
142) Long(2020).
143)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entwQnmh63c(검색일: 2020.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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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어워즈(Viet Nam Star Awards)’와 공동으로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인
V-Live 독점권을 소유했다. 이외에도 2017년에는 현지 오디션 <RBW Korea
Viet Nam Audition>을 개최했다.144) 특히 RBW는 아티스트 육성 시스템을
통해 자사 소속 연예인을 육성하거나 홍보하는 데 그치는 않고 자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지 스타를 육성하는 기획을 시도했다. 또한 이러한 현지
화 시도의 연장선상에서 베트남 신예 작곡가인 저우 당 콰와의 공식 계약을 체
결하기도 했다.145)146)
다른 기획사들의 현지 진출 노력도 눈에 띈다. 먼저 SM엔터테인먼트가 베트남
진출에 적극성을 보여왔다. SM 관계자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젊은층을 중심으
로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SM 콘텐츠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2020년에는 베트남에 현지사무소를 열었다. 현재 SM은
현지 아티스트들을 SM의 기술력으로 보완해 상품성을 갖춘 가수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전속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분야의 한 관계자는 연구진과
의 심층인터뷰에서 베트남 정부의 미디어 통제가 심해 미디어 사업을 진행하기
가 어려웠다면서 아래와 같이 건의사항을 제시해주었다.

“어느 회사든지 가장 첫 번째로 …… 현지에서 가장 파워풀한 회사를 찾는
다. 베트남 지역에서 좋은 파트너를 물색할 때도 레퍼런스 체크할 때 루트
별로 체크할 때마다 회사가 다르다. 루트 체크할 때마다 다른 회사가 나오니
어느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정보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체결을 진행할 때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 사기 문제도 많다. 이렇게 정보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정보의 불투명성이 많은 시장이다. 이 회사가 확실한 회사인지 정
보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런 정보가 제공되면 좋겠다.”(전문가 인터뷰 E)
144) FNC Entertainment와 Cube Entertainment도 베트남에서 현지 오디션을 개최한 바 있다. 이계선
(2018), p. 79.
145) 이계선(2018), p. 84.
146) 이지은(2019.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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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NV엔터테인먼트는 2019년 11월, 현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웹
사이트 ‘냑꾸어뚜이(nhaccuatui)’의 소유기업인 ‘NCT Corporation’과 업
무제휴협약을 체결했다.147) NCT Corporation은 베트남 스트리밍 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사는 각자의 역량과 노하우를 활용
해 글로벌 아티스트 발굴, 다양한 콘텐츠 제작 및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
다. NV엔터테인먼트는 호치민과 하노이에서 NCT Corporation과 캐스팅 프
로그램 ‘STARBOX 111’을 진행하기도 했다.148)
한편 현지 음악시장 진출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불법 음반 유통 규모가 커서
건전한 음악 소비시장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149) 실물 음반 시장규모의 경우
2,000만 달러에 불과한 수준이다. 다만 정상적인 음악 유통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다보니 공연 분야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150)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K-Pop의 인기에 비해 구매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151)
실제로 베트남에서 K-Pop 가수들의 유료 공연이 개최된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
다.152) 이런 점들은 베트남 음악시장 진출과 관련해서 수익구조를 다변화할 필
요성을 일깨워준다. 이를테면 음원·음반 판매 및 공연수익과 더불어 아티스트 IP
활용, K-Pop 등 한국 음악 관련 이벤트 기획, 프로그램 (공동)제작 및 포맷 수출
(라이선스 연계) 등 다방면에서의 진출전략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음악시장에서 한류콘텐츠 인기요인과 호감저해요인을
살펴보자. 베트남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2021 해외한류실태조사’ 결과에 따
르면 인기요인은 ‘매력적인 가수/그룹 외모/스타일’(38.9%), ‘중독성 강한 후

147) NV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공동대표의 이력을 살펴보면, 한지석 대표는 SM의 중화권 총괄 및 카카
오M의 글로벌 디렉터를 역임한 바 있고, 김규상 대표는 카카오M의 크레이티브 디렉터 파트를 역임
했다. 대형 기획사와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아울러 한류콘텐츠 해외 진출의 인적 인프라가 확대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148) 김동호(2019).
149) 신항우 외(2018), p. 256.
150) 위의 자료, p. 259.
151) 위의 자료, p. 923.
152) 위의 자료, p. 509, p.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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렴구/리듬’(29.5%), ‘뛰어난 가수/그룹 퍼포먼스’(25.8%) 순으로 나타났
다.153) 다음으로 호감저해요인은 ‘음악의 장르 획일적’(30.2%), ‘한국어가 어
렵고 생소’(22.1%), ‘가수/음악 관계자 부적절한 언행’(13.1%) 등의 순이었
다.154) 이에 획일적인 음악 장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 아이돌
외에도 실험적이고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하는 아티스트를 발굴해 현지에 소개
하는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혹은 아이돌의 아티스트로서의 면모
와 잠재성을 발굴하고 키우려는 시도도 중요하다.

라) 웹툰: 모바일 앱 기반 콘텐츠 제공 & OSMU 전략
베트남인들이 이용하는 한국 출판물 가운데 가장 큰 비중(33.5%)을 차지하
는 형태는 ‘웹툰’이다.155) 한국 웹툰 플랫폼 기업들 가운데 ‘레진코믹스’, ‘코미
코’, ‘타파스’, ‘투믹스’ 등이 베트남 만화시장에 진출해 상위의 수익 순위를 유
지했다. 한편 베트남 최초의 웹툰 서비스 기업으로 알려진 ‘모비코’는 2018년
4월 베트남에 웹툰 서비스인 <비나툰>을 출시했다. ‘모비코’는 이 서비스를 통
해 국내 웹툰 작품을 현지화하여 모바일에 최적화된 웹툰 콘텐츠를 개발해 제
공했다.156) 아울러 ‘모비코’는 베트남 최대 만화기업 ‘코미콜라’와 작품 공급
및 향후 사업 전반에 관한 전략적 제휴계약을 체결했다.157)
이 밖에도 콘텐츠 전문기업 ‘피플앤스토리’는 2020년 7월 베트남 미디어 그
룹 Yeah1과 함께 K웹툰 서비스 ‘코믹툰’을 오픈했다. Yeah1은 유튜브 다채
널 네트워크(MCN) 아시아 1위 사업자이자 베트남 최대 미디어 그룹이다. 코
믹툰은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마켓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앱 서비스로서 피플
앤스토리가 직접 개발하고 콘텐츠를 공급한다. 아울러 피플앤스토리는 한국 웹
153)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21a), p. 34.
154) 위의 자료, p. 44.
155)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20a), p. 287.
156) 한국콘텐츠진흥원(2017a), p. 924.
157)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932726619401784&media
CodeNo=257&OutLnkChk=Y(검색일: 2020. 10. 27).

제3장 아세안 지역 주요 국가의 문화산업정책 및 한류콘텐츠 교류사례 분석

•

89

소설 서비스 출시도 계획하고 있으며 실력 있는 베트남 작가의 우수 작품을 코
믹툰에 연재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원소스멀티유즈(OSMU: One Source
Multi Use)’ 전략을 바탕으로 모바일 게임, 웹드라마, 드라마, 영화, 굿즈 등으
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158)
한편 웹툰의 현지 진출에 있어서 콘텐츠 글로벌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실질
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가 인터뷰에서 한 웹툰 기업 관계자
는 ‘K-콘텐츠 엑스포 베트남’과 같은 각종 콘텐츠 글로벌화 지원사업으로 개최
된 행사 현장에서 웹툰을 소개할 수 있는 세일즈 기회가 많았다면서 다음과 같
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예전에는 페이지 만화였다가 웹툰을 모르는 분들도 행사에 와서 관심을
가지시기도 하고 …… 그런 행사들은 콘텐츠 소개 자료 등을 만들어서 현
지에서 IP에 대한 피칭도 하고 …… 코트라, 만화영상진흥원, SBS,
KOCCA 등 다양한 기관에서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하셔서 ……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다.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셔서 현지 만화가협회와도 이야기하
고, 현지 만화계 흐름이나 작가 소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시장공부
도 하고 …….”(전문가 인터뷰 C)

이어서 베트남 웹툰 시장에서 한류콘텐츠 인기요인과 호감저해요인을 살펴
보자. ‘2020 해외한류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된 인기요인은 ‘스토리 및
작화 선호’(25.4%), ‘다양한 소재, 장르를 다룸’(16.2%), ‘캐릭터의 성격, 역할
선호’(14.0%)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호감저해요인에 대해서는 ‘자국어
번역 미흡’(27.6%), ‘다른 언어, 문화로 내용 이해가 어려움’(16.2%), ‘소재,
장르 등이 진부, 획일적’(12.5%) 순으로 응답했다.159)

158) 민유정(2020. 7. 27).
159)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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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게임: 현지 PC 사양에 최적화된 온라인 게임 제공 및 e-스포츠 연계
한국기업의 베트남 ‘게임’시장 진출 현황을 보면, 2008년에 현지 서비스를
시작해 베트남 1위 온라인 FPS 게임으로 자리매김한 ‘스마일게이트’의 게임
<크로스파이어>가 눈에 띈다. <크로스파이어>는 ‘스마일게이트’가 개발하고
베트남 국영방송국인 VTC의 자회사인 VTC인터컴이 서비스하는 형태로 운영
된다. 베트남에서 한국산 게임에 대한 인지도를 보면 가장 많은 응답자가 <크
로스파이어>(44.2%)를 한국산 게임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현지에서는 크
로스파이어 프로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고, 총 2,000만 명 가입자에 동시접
속자 10만 명을 유지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유지했다. 특히 2016년부터 시작
된 <크로스파이어 엘리트리그>는 베트남의 대표적인 e-스포츠 대회로 자리를
잡았다. 진출전략과 관련해서 보면 <크로스파이어>는 낮은 사양에도 게임을
구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PC 사양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인 베트남 시
장에 최적화된 방식이었다. 또한 잔인한 표현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규제에 대
해서는 규제기준에 맞는 수정 버전을 조기에 도입하여 위기를 넘겼다. 이처럼
현지화 전략과 위기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이 유효했다.160)
한편 ‘2021 해외한류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게임 분야에서 한류콘텐츠
의 인기요인과 호감저해요인은 다음과 같다. 인기요인은 ‘그래픽/그림 선호’
(38.9%), ‘게임 플레이 방식/게임 구성’(24.8%), ‘선호 프로게이머가 한국 게
임 많이 함’(1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호감저해요인은 ‘높은 디바이스 사
양 필요’(23.9%), ‘게임 서비스 운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21.7%), ‘스토리/
소재/장르 진부하고 획일적’(18.6%) 등의 순이었다.161)

바)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이모티콘 등 캐릭터 연계 & 라이선스 사업 활성화
베트남에서 선호하는 한국 애니메이션 캐릭터로는 ‘라바’(29.1%), ‘핑크

160)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20a), p. 301; 이원희(2018. 4. 30).
161)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21a), p. 37,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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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29.1%), ‘뿌까’(23.6) 등을 꼽을 수 있다.162) 이 가운데 라바 제작업체 투
바엔은 국내 애니메이션 업체 최초로 미국 최대 VOD 업체인 넷플릭스와 방영
계약을 체결한 바 있기도 하다. ‘라바’ 사례를 좀 더 들여다보면, 우선 제작업체
인 투바앤은 거대자본의 부담을 극복하기 위해 인터넷과 모바일을 적극 활용하
고자 했다. 이에 에피소드 포맷 자체를 1분이 조금 넘거나 2분 안팎으로 짧게
만들었다. 이후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실시간으로 제작 콘텐츠를 알릴
기회가 늘어났다. 아울러 ‘탈TV 전략’을 통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
또한 찰리 채플린의 캐릭터를 라바에 녹여내고 희소한 캐릭터를 구현함으로써
모든 연령대에서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를 살려냈다. 이외에도 스토리
텔링에 심혈을 기울였다. 기업 내 시사회와 전사적인 검증작업 등을 통해 스토
리를 계속해서 보강해나갔다. 특히 주도적 아이디어가 채택된 직원의 이름을
자막으로 넣어주는 등 동기부여 요소를 마련했다.163)
한편 애니메이션 시장은 캐릭터 사업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이에 대표
캐릭터 사업인 이모티콘 분야를 살펴보면, ‘플랫팜’이 2018년에 베트남 모바일
메신저 ‘잘로’를 운영하는 VNG와 이모티콘 콘텐츠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양사는 향후 브랜드 이모티콘 마케팅과 자동 이모티콘 추천 솔루션 모히톡
(Mojitok)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웹젠’은 베트남 ‘뮤’와 쫄깃쫄깃
햄스 콜라보 캐릭터 이모티콘을 출시했으며, ‘톤톤프렌즈’는 ‘잘로’에 캐릭터 스
티커를 공급했다.164) 이같은 국내 모바일 캐릭터 기업들의 현지 진출 시도는 베
트남 시장에서의 한류 캐릭터 라이선스 사업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애니메이션 시장에서 한류콘텐츠 인기요인과 호감저해
요인을 살펴보자. ‘2021 해외한류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기요인은 ‘영

162) 위의 자료, p. 55.
163)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김재범(2015)은 라바의 성공요인을 네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새로운 플랫폼
에 최적화한 콘텐츠, 둘째, 반전을 활용한 캐릭터 장착, 셋째, 문화적 장벽의 최소화, 넷째, 소통을 강
조하는 기업문화이다.
164) 한국콘텐츠진흥원(2017a), p.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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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미 선호’(37.7%), ‘캐릭터 생김새/디자인 선호’(28.6%), ‘다양한 소재/장
르’(2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호감저해요인은 ‘소재/스토리/장
르 진부하고 획일적’(20.5%), ‘한국어가 어렵고 생소’(20.0%), ‘번역 자막/더
빙 불편’과 ‘지나치게 상업적’(모두 19.1%) 등의 순이었다.165) 이러한 결과는
스토리텔링 요소와 현지화 전략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마. 소결론
베트남 문화콘텐츠 시장은 젊은층의 비중이 큰 인구구조와 개방적 대외정
책, 전자상거래와 5G 상용화를 비롯한 ICT 정책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할 것으
로 보인다. 이는 한류콘텐츠의 현지 유통과 소비의 우호적 여건을 형성하고 있
다. 이에 더해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현지인력 기반이 갖춰져 있다는 점도 이점
으로 작용한다.166)
그렇지만 이러한 몇 가지 여건이 갖춰졌다고 해서 한류콘텐츠 진출의 성공
을 단언할 수는 없다. 우선 베트남 소비규모가 충분히 성장하기까지는 지속적
인 투자 유입과 일정한 시간 인내가 요구된다. 문화콘텐츠 관련 외국인 투자가
대부분 ‘조건부 투자 분야’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외국
인 투자자는 베트남 정부 허가를 받은 현지 파트너와의 경영협력계약 내지는
합작회사 형태로만 진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베트남 정부는 자국의 문화정체성
유지를 위해 문화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
다. 이는 베트남 진출을 바라는 한국기업과 투자자가 양국의 고유한 문화적 전
통과 가치, 그리고 문화다양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을 강하게 시

165)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21a), p. 35, p. 45.
166) 베트남 대학입시에서 외국어 계열 중 가장 인기 있는 학과는 ‘한국어학과’이다. 전국 25개 대학과
100여 개의 한국어 언어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수는 무려 1만 5,000여 명에 달한다. 아울러
한국에 다녀온 노동자와 유학생 규모 증대도 인적 인프라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계선
(2018), p. 77, pp. 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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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는 대목이다. 아울러 한류콘텐츠의 성공적인 현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문화콘텐츠 전문번역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베트남의 주요 문화콘텐츠 시장별 한류 진출의 방
향과 전망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방송 분야와 관련해서는 두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기획·제작과 라이선스와 관련되며, 다른 하나는 플랫
폼 및 유통과 관련된다. 먼저 전자와 관련해서 보면 한국 방송 프로그램(주로
드라마와 예능)의 ‘포맷 수출’ 및 한-베 ‘공동제작’이 활성화되어 있다. 우선
‘포맷 수출’의 경우 방송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틀만을 제공하고 현지 제작 과정
에서 베트남의 문화요소를 얹힘으로써 문화적 할인을 최소화하면서 ‘현지화’
에 유리한 접근이다. 아울러 베트남에서의 포맷 수출이 성공을 거두게 되면 이
는 다른 아세안 국가들로 동일 포맷을 수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다음으로 ‘공동제작’ 방식은 한국기업에는 베트남 방송시장에서 현지 파트
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베트남 방송사 입장에서는 한국의 방송 프
로그램 제작기술을 배우는 기회가 된다. 아울러 공동제작 방식은 현지화와 완
성도 제고를 통해 콘텐츠에 대한 현지 인지도와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이
다. 다만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현지 제작비용을 고려할 때 공동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이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로
맨스나 코믹 등 일정 장르에 치우치기보다는 한-베 다큐를 공동제작해 ‘글로
벌’ 시장에 판매·유통하는 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양국의
고유한 문화적 요소나 전통문화 관련 소재를 중심으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한국정부는 ‘한
-베 TV 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하는 등 한국 방송콘텐츠의 현지 진출
에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앞으로는 공동제작 과정에 ‘문화 이해’ 요소를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이때 ‘문화 이해’는 일차적으로
콘텐츠에 관한 문화적 관심과 이해를 뜻하지만 여기에 머물지 않고 공동제작의
문화를 형성해나가려는 노력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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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유통 및 플랫폼 측면에서 방송시장 진출을 전망하면 다음과 같다. 베
트남은 정부의 ICT 정책을 바탕으로 현재 빠른 속도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
져왔다. 그리고 이런 추세를 바탕으로 OTT 사업자들을 비롯한 디지털 플랫폼
시장 영역이 지속 성장해왔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나타난 언택트 상
황에서 더욱 그러했다. 이러한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OTT 사업자와의 업무 제
휴 등을 통해 한류콘텐츠가 제공되는 유통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필요
가 있다. 다만 이때 한국 방송콘텐츠를 끼워 팔기하거나 헐값에 유통시키는 일
이 없도록, 그리고 특정 OTT 사업자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
록 관리해나가야 한다.
영화 분야를 살펴보면 한국영화의 현지 리메이크 제작(자체, 공동)이 두드러
진다. <수상한 그녀>의 리메이크(공동제작)를 신호탄으로 이후 여러 편의 한국
영화가 리메이크되어 흥행을 거두었으며, 현지 언어와 문화 코드를 반영한 극
본·각색 및 현지 정서에 맞는 영화 OST 제작 등 현지화 시도가 유효했다. 특히
베트남이 코미디 장르가 강세를 보이고 가족애를 중시하는 사회라는 점이 적극
반영되었다. 아울러 다른 동남과 국가들과 비교할 때 베트남에서는 한국영화관
브랜드 사업이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특히 이 같은 영화관 브
랜드 진출은 한국영화 콘텐츠의 베트남 진출의 중요한 플랫폼을 제공해준 것으
로 평가된다. 한편 베트남 영화 시장 진출을 베트남으로의 진출만을 뜻하지 않
는다. ‘아세안 내의 베트남’이라는 관점에서 베트남은 동남아 영화 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접근은 그간 CJ ENM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추진
되어온 OSMT 전략으로 이어졌다. 즉 OSMT 전략을 바탕으로 베트남을 필두
로 오리지널 영화 콘텐츠를 아세안 국가들에서 리메이크(자체 제작 혹은 공동
제작)하여 진출하려는 구상이다.
상술한 내용을 고려하여 한국영화 산업은 향후 베트남 영화 시장에 진출함
에 있어서 현지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 및 정책 규제 등을 고려한 현지화 전략을
이어가고, 영화관 브랜드 사업 및 OSMT 전략을 지속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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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몇 가지 점에서 주의가 요망된다. 우선 영화 산업에서 동반 성장해 간다는
관점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일방향적인 수출 모델이 아니라 비교우위
의 지점을 발굴해 문화 이해를 바탕으로 시너지를 키워가는 방식(특히 공동제
작)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현지 영화 시장을 잠식한다는 인상이나 위기
감을 형성하지 않도록 관리해나가야 한다. 다음으로 리메이크는 단순 재-제작
이 아닌 문화적 각색을 바탕으로 한 현지화 과정인 만큼 한국과 베트남의 파트
너들 사이에 정보 제공 및 컨설팅을 해줄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필요해 보인
다.167) 이는 베트남 정부의 보호주의 정책에 대한 사전대응 및 위기관리를 위
해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168)
음악 분야를 보면 현지법인 설립 및 현지 파트너와의 업무제휴를 통한 시장
진출이 두드러져 보인다. 음악 관련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서는 오디션(캐스팅)
을 통한 아티스트 발굴 방송 프로그램을 공동제작한 사례들이 눈에 띈다. 아울
러 작곡가를 비롯한 현지 뮤지션과의 공식계약을 통한 협업이 시도되었고, 일
부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는 다국적 아이돌 그룹에 베트남 출신 멤버 영입을 시
도하기도 했다. 이러한 다방면에서의 진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지의 불법적인
음원 유통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공연 관람에 대한 현지 구매력 수준도 아직
까지는 제한적인 편이다.
이에 현재의 노력을 이어가되 향후 수익구조를 보다 다변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를테면 음원과 음반 판매 및 공연 기획과 더불어 아티스트 IP 활용,
음악 관련 프로그램의 (공동)제작 및 포맷 수출(라이선스 연계) 등의 방식을 추
진할 수 있다. 아울러 획일적인 음악 장르에 대한 현지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
기 위한 차원에서 실험적이고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하는 아티스트들을 발굴하
여 현지에 소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K-Pop이 폭넓은 스펙트럼과 다양
167) 이를테면 하노이를 위시한 북부 지역에서는 자국 영화의 대부분이 호치민 등 남부 지역에서 제작되기
에 자국 로컬영화를 거의 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지 조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지만
만일 사실이라면 이러한 정보는 현지 진출을 바라는 사업자에게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168)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1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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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갖춘 음악으로서 양국 간 문화교류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말이다.
한편 인구 절반이 30대 미만인 베트남에서 아이들과 젊은이들의 취향과 문
화적 욕구에 맞춰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콘텐츠를 다양하게 선보여야 한다. 이
런 점에서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들로는 웹툰과 게임을 꼽을 수 있다.
먼저 웹툰 분야에서는 현지 파트너와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협업이 시도되
어왔다. 베트남 만화기업과 작품 공급 및 사업 전반에 관한 전략적 제휴를 맺는
다든지 베트남 미디어 그룹과 함께 앱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사례들이 있었
다. 또한 실력을 갖춘 현지 작가의 작품을 연재하게 하는 등 현지 창작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도 했다. 베트남의 ICT 기반이 확충되고 있고 모바일을 통한
콘텐츠 소비 규모가 증대함에 따라 앱 기반 웹툰 콘텐츠 제공 및 OSMU 전략을
보다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웹툰 사업을 캐릭터·라이선스 사업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
할 수 있다. 실제로 베트남 캐릭터 시장을 들여다보면 다수의 국내 모바일 캐릭
터 기업들이 베트남 시장 진출을 시도해왔고, 앞으로 한류 캐릭터 라이선스 사
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멘텀을 살려 웹툰 캐릭터와 연계
하기 위해서는 현지 주요 플랫폼에 최적화된 방식의 캐릭터 개발 및 베트남의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섬세한 스토리텔링이 필요할 것이다.
이어서 게임 분야를 보면, 그간 현지의 낮은 PC 사양에 최적화된 온라인 게임
을 제공하고 e-스포츠 형태의 프로대회를 개최해왔다. 이를 통해 크로스파이어
를 위시한 한국 게임이 인기를 얻었다. 아울러 베트남은 영유아와 젊은층 인구
비중이 높고 게임을 접할 수 있는 디지털 매체와 통신기술이 발전하고 있기에 향
후 참여와 소비규모가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베트남 정부가 게
임 콘텐츠 내용에 대해 규제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지 파트너와의 긴밀한 소
통과 조율, 그리고 위기 상황 대처 역량 확보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문화콘텐츠 시장 진출에 있어서 여러 분야에 걸쳐 공통
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우선 베트남은 한류콘텐츠에 대한 인지도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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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높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소득수준과 콘텐츠의 불법 유통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더해 베트남 현지 플랫폼 이용률도 비
교적 높은 편이다. 이 밖에도 베트남 참전으로 인한 역사 갈등, 결혼이주여성
권리문제, 자국 문화 보호 등 현지 정서를 자극하거나 반감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요소들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필리핀
가. 지역정보
필리핀 인구는 약 1억 1,000만 명으로 전 세계 인구 순위에서 13위를 차지
한다. 특히 14세 이하 인구가 30.4%를 차지할 만큼 아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2012년 이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6.45%에 달할 만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중산층 비율이 늘어가는 추세를 보인다.169) 아울러 필리핀 사회는 다
양한 민족 구성을 보이면서도 국민 대다수(83%)가 가톨릭을 종교로 가지고 있
으며 공용어는 타갈로그어와 영어다.170)
다음으로 필리핀 경제를 살펴보면, 먼저 교역과 관련해서는 미국, 일본, 중
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171) 또한 필리핀에서는 그간 내수경제가
꾸준히 활성화되어 왔고 국내외 투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코로나19가
변수로 부상했으나 오히려 이를 계기로 전자상거래 이용자 규모가 크게 늘어나
기도 했다.172) 아울러 필리핀인들 사이에서 e-커머스 경험이 대폭 증가하면서
169) 신진세, 이수연(2020d), pp. 1~2; 한국콘텐츠진흥원(2020a), p. 4.
170) 김영수, 배수경(2015), p. 122.
171) 한국콘텐츠진흥원(2016a), p. 944.
172) 물론 코로나 이전에도 필리핀에서 전자상거래에서 매우 높은 성장률(연평균 26.4%)을 보여왔다. 이
는 정부정책의 효과이기도 했다. 필리핀 정부는 ‘전자상거래 로드맵 2020’ 정책을 발표해 관련 사업
자들을 지원해오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2020a),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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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기업들에 보다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173)
한편 필리핀 사회는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 매우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2018년 기준 필리핀인은 하루 평균 10시간 2분을 인터넷에 접속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세계 평균(6시간 42분)과 비교해서 월등히 많은 시간이
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4시간 12분(세계 평균 2시간 16분)을 SNS 플랫폼을
이용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74) 아울러 인터넷 이용자 규모를 보면
최소 7,300만여 명(전체 인구의 66%)으로 추산된다.175) 특히 이들은 거의 모
두 페이스북 계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일정 부분 현지 주요 통신사의 서비스
제공 방식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 즉 필리핀 주요 통신사인 ‘글로브’와 ‘스마
트’가 페이스북 무료 접속을 자신들의 판촉전략으로 활용했고, 이용자들은 이를
통해 비용에 대한 심리적 부담 없이 SN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176)
다만 이처럼 높은 인터넷 이용도에 비해서 필리핀의 인터넷 환경 발달 수준은
낮은 편이다. 예컨대 필리핀 이동통신망 평균 속도는 3~7mbps로 이는 역내 타
국들(최대 55mbps)에 비해 상당히 느린 편이다.177) 이에 필리핀 정부는 인터
넷 회선을 확충하는 등 디지털 기반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어서 한국과 필리핀의 관계를 살펴보면, 양국은 1949년에 외교관계를 수
립한 이래로 오랜 우호관계를 유지해왔다. 오늘날 한국은 필리핀의 5위권 교역
대상국이고, 필리핀은 한국의 10위권 교역 대상국이다. 2019년 기준 양국 간
교역규모는 총 119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현재 FTA 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178) 교역뿐 아니라 인적 왕래와 교류도 활발한 편이다. 실제로 한국은
필리핀을 방문한 여행객들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이다. 필리
핀 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2019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필리핀 방문 한국인
173) 한국콘텐츠진흥원(2020a), p. 8; 신진세, 이수연(2020b), p. 14.
174) 강지숙(2020).
175) Lopez(2020).
176)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21b).
177) 주필리핀대사관(2020).
178) 신진세, 이수연(2020a),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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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 200만 명, 한국 방문 필리핀인이 약 31만 명이었다.179) 또한 필리핀 거
주 한국인은 약 8만 5,000만 명, 한국 체류 필리핀인은 약 6만 명이다.180) 이
밖에도 필리핀에서는 2017년부터 한국어가 공립중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채택되었다. 이로써 필리핀인이 자국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확대
되었다.181)

나. 문화콘텐츠 시장 개요 및 특징
1) 방송 분야

2020년 5월 기준으로 필리핀에서는 2,080만 가구(총가구의 87%)가 TV를
시청하는 가운데 공중파 방송 시청이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의 경우 무료 채널을 이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유료 방송 가입률이 낮은 것이
다. 이는 필리핀의 소득수준이 낮은 편(2019년 1인당 GDP 3,848달러)이어서
구독료를 지불해야 하는 위성방송과 케이블 채널을 잘 이용하지 않기 때문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전통적으로 인기가 있는 플랫폼인 케이블과 더불
어 위성방송 및 IPTV 시장은 성장세를 보여왔다. 유료 채널 시청자 수는 전체
TV 시청자의 약 34%로 추산되며 군도국가의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위성 채널
비중이 17%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케이블과 인터넷 기반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 따라서 TV이용
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공중파 방송 중심의 이용 패턴이 지속될 것으
로 보인다.182)

179) 한국콘텐츠진흥원(2020a), p. 6.
180) 신진세, 이수연(2020a), p. 2.
181) 위의 자료, p. 8.
182) 신진세, 이수연(2020d), p. 2, p. 6, p. 12; 한국콘텐츠진흥원(2016a), p. 962; 한국콘텐츠진흥원
(2017a), p.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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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필리핀 방송시장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상업방송’이 주축
을 이루고 있다. 상업방송 대표 3사(ABS-CBN, GMA, TV5)가 전체 시청률의
80%를 차지했는데, 특히 ABS-CBN과 GMA의 영향력이 매우 컸다.183) 다만
이 가운데 ABS-CBN은 2020년 5월 방송 허가 라이선스를 갱신하지 못했다.
아울러 문화적으로 개방적인 편인 필리핀 방송시장은 해외 프로그램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다만 자체 제작 프로그램이 증가하면서 해외 프로
그램 편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184)
다음으로 OTT 서비스를 통한 방송 프로그램의 유통 및 소비가 활성화되어왔
다. 그간 필리핀 내 인터넷 보급 확대에 따라 디지털 홈비디오 산업의 성장세가
예견되면서 많은 사업자들은 OTT 서비스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왔다.185)
그러면서 필리핀 OTT 시장에서는 기존 방송사, 해외 사업자, 온라인 서비스
업체 등 다양한 사업자 간의 협력과 경쟁이 이어져 왔다.186) 이 가운데 필리핀
의 대표 상업방송사인 ABS-CBN은 지난해 방송 허가 라이선스를 갱신하지 못
하면서187) OTT 사업을 더욱 강화해오고 있다. ABS-CBN는 이미 2015년에
로컬 콘텐츠 중심의 자체 OTT 서비스인 iWant를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온
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후 기존 방송 프로그램의 스트리
밍 외에도 iWant 전용 쇼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제작하였으며 2020년 9월에
는 서비스명을 iWantTFC로 변경하고 구독료를 파격적으로 낮추면서 OTT 시
장 내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188)
유료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필리핀 내 주요 OTT 사업자들을 살펴보면 넷플
릭스, iWantTFC, 비유(Viu), 아이플릭스(iflix) 순이다. 이 가운데 넷플릭스는
자체 제작한 프리미엄 콘텐츠와 프리미엄 이용자를 겨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183) 신진세, 이수연(2020d), p. 3.
184) 한국콘텐츠진흥원(2017a), p. 140.
185) 한국콘텐츠진흥원(2016a), p. 962.
186) 한국콘텐츠진흥원(2020a), p. 17.
187) 필리핀에서 TV 네트워크는 25년마다 방송사 운영 허가를 갱신해야 한다.
188) 한국콘텐츠진흥원(2020a), pp. 17~18; Lopez(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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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취했다. 이는 대체로 일반 시청자를 대상으로 여타 OTT 사업자들과는
차별화된 모습이었다.189) 한편 이용 방식과 관련해서 보면 ‘다운로드’를 통한
판매는 제한적인 편이고 ‘구독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99%)을 차지
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춰볼 때 필리핀 OTT 시장 서비스 표준은 ‘콘텐츠 구독
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190)
한편 방송 콘텐츠를 합법적으로 시청할 수 있는 OTT 서비스와 이를 유통하
는 현지 통신사 간의 파트너십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8년에는 필리핀
2위 통신사인 Globe와 한류콘텐츠를 적극 내세우는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비
유(Viu)가 파트너십을 추진한 바 있다.191) OTT 사업자와 이동통신사의 이같
은 파트너십은 한류 방송콘텐츠의 정식 유통 채널 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필리핀 OTT 시장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장 확대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도 있다. 필리핀의 전반적인 소득수준과 느린 인터넷 환경
에 비춰볼 때 OTT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로 얼마나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한다.192) 물론 이러한 우려가 필리핀 OTT 시장
의 성장세 자체에 대한 회의론은 아니다. 그렇지만 OTT 사업자들은 필리핀 진
출에 있어서 현지 인터넷 환경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 실제로 필리핀에서
는 넷플릭스 이용과 관련해 인터넷 병목 현상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당시 필리
핀 정부는 필수 분야(의료계, 산업계, 정부 공무원 등)의 재택 인터넷 활용 근무
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넷플릭스에 기본 제공 화질을 낮춰줄 것을 요청한 바 있
고, 이에 넷플릭스는 화질 저하 없이 트래픽의 25%를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여
적용했다.193)
TV 방송과 OTT 시장 외에 한 가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이다. 특히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은 방송콘텐츠와 관련한
189) 한국콘텐츠진흥원(2020a), p. 18.
190) 위의 자료, p. 16.
191)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18).
192) 한국콘텐츠진흥원(2020a), p. 18.
193) 신진세, 이수연(2020b),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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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의 주요 활동무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송시장과 밀
접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다양한 사업자들이 필리핀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에 진출하면서 경쟁하고 있다. 필리핀에서 가장 많은 수의 소
셜미디어 이용자를 확보한 페이스북은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출시하였고
이후 이용자가 크게 늘었다. 이 밖에도 ‘비고 라이브’, ‘틱톡’, ‘니모 TV’ 등 해
외에서 유입된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도 인기를 얻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필리
핀 현지 제작 앱인 ‘꾸무(Kumu)’ 서비스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미국에 거주
하는 필리핀인 교포가 출시한 서비스로 타갈로그어를 구사하는 필리핀인들을
중심으로 세계 전역에서 운영하는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다.194)
‘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의 역할과 관련하여 ‘브이로그’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
가 있다. 주로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브이로그는 한류콘텐츠의 홍보
및 확산의 창구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브이로그는 현지 진출을 바라는 기
업과 광고주 입장에서도 활용 가치가 높다. 이를테면 기업은 제품 후원 등의 방
식으로 브이로그를 운영하는 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을 통해 자사 제품을 홍보할
수 있다. 실제로 필리핀에서는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브이로거의 제품
리뷰를 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95)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상황하에서의 필리핀 방송시장 동향을 보면 다음과 같
다. 예능 프로그램을 무관중으로 촬영하거나 기존 방송 프로그램을 재방영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아울러 봉쇄기간 중 국가통신위원회가 ASB-CBN의 지
상파 TV 방송 허가권 갱신을 해주지 않으면서 봉쇄기간 중에 집에 머무르는 시
간이 크게 늘어난 필리핀인들에게 뉴스 접근은 제한되고 여가 활동으로서의
TV 시청 패턴이 더욱 확산되었다. 아울러 그에 따라 방송 광고가 더욱 증가하
는 추세가 나타났다.196)

194) 한국콘텐츠진흥원(2020a), p. 21.
195) 강지숙(2020).
196) 신진세, 이수연(2020b), p. 5,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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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화 및 음악 분야

필리핀은 자국 영화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필리핀영화
개발위원회(FDCP: Film Development Council of the Philippines)는 자
국 영화를 해외에 홍보하고 영화제를 개최하는 등 다방면에서 지원사업을 추
진해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마닐라 수도권 개발청(MMDA: Metropolitan
Manila Development Authority)’은 ‘메트로 마닐라 영화 페스티벌(MMFF:
Metro Manila Film Festival)’을 조직하여 크리스마스 시즌에 자국 영화만
상영되도록 했다.197) 보다 최근에는 프랑스와 한국을 비롯해 영화산업이 번창
하고 있는 나라들의 정부 지원정책을 벤치마킹해 필리핀에서 제작되는 22편의
영화에 대해 1,210만 페소가량(한화로 약 2억 8,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기도 하다.198)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최근 몇 년간 필리핀 상업영화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김영우(2019. 11. 12)에 따르면 최근 필리핀 영화시장에서는 ‘메인스트
림’과 ‘인디펜던트’를 결합한 이른바 ‘메인디(Maindie)’ 영화가 관객들의 사
랑을 받고 있다. ‘대중성’과 ‘작품성’의 두 요소를 겸비한 ‘웰메이드 상업영화’
를 지향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앙투아네트
자다온(Antoinette Jadaone)의 2019년 작인 청춘 로맨스 영화 <홀로/함께
(Alone/Together)>가 있다. 아울러 이같은 추세는 필리핀 내에서 비교적 두
터운 독립영화 관객층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99)
음악시장을 살펴보면, 디지털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자 수가 빠른 속도

197) 한국콘텐츠진흥원(2017a), p. 139; 이는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다. 아울러 이 기간에는 저렴한 가격
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데 이는 자국 영화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도 있겠으나, 대부분 쇼핑몰
을 가지고 있는 영화관 소유 기업들이 쇼핑객을 유치하려는 의도가 함께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윤 하(2014), p. 11.
198) Chua(2021).
199) 실제로 필리핀 멀티플렉스의 경우 1개 스크린을 독립영화에 할애하고 개봉 후 1주일 이상 상영한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윤 하(2014),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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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음반시장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200)
특히 최근 필리핀 음악시장에서는 ‘구독형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을 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의 비중이 커져왔다. ‘스포티파이(Spotify)’나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스트리밍 방식의 음원 유통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아티스트와 청취자 모두에게 커다란 변화를 낳았다. 청취자
입장에서는 계정을 만들어 구독을 하면 수많은, 그러면서도 다양한 장르의 음
원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굳이 큰 자본을 들이지 않더라
도 자신이 만든 음악을 보다 많은 청중을 대상으로 홍보할 창구를 확보할 수 있
게 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변화는 ‘OPM(Original Pinoy Music)’으로 불리는
전통 필리핀 음악의 부흥을 위한 우호적인 여건을 제공해주기도 했다.
‘필리핀 대중음악 축제’의 주관기관인 ‘필리팝 재단(PhilPop Foundation)’
의 집행이사 디나 레몰라시오(Dinah Remolacio)는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
은 음악 소비의 민주화를 낳았고, 현지 아티스트들에게 자신의 음악을 알리면
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었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
했다.201) 한편 이러한 추세 속에서 필리핀 정부는 불법 복제물 유통 차단을 위
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으며, 법안 발의 등의 제도 지원을 통해 공연시장
을 활성화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202)

3) 애니메이션·웹툰·게임 분야

필리핀 인구에서 젊은층과 아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편이다. 이에 더해
모바일 인터넷 기반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다. 그런 만큼 애니메이션, 게임,
웹툰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해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 분야에서 한국
콘텐츠의 진출 및 교류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이에 각 분야별 현지시장
200) 한국콘텐츠진흥원(2016a), pp. 951~953.
201) Beltran(2018).
202) 한국콘텐츠진흥원(2016a), p.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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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애니메이션 분야의 경우, 앞서 설명했듯이 필리핀 사회는 젊은층과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빠른 경제성장세에 힘입어 중산층 비중도
꾸준히 확대되어왔다. 이러한 인구 추이에 따라 애니메이션에 대한 수요는 지
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203) 필리핀 애니메이션 시장의 특징을 살펴보
면, 우선 해외 애니메이션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편이며, 극장 애니메이션의 경
우 할리우드 애니메이션이 좋은 흥행성적을 기록했다.204)
필리핀은 이처럼 해외 애니메이션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동시
에 애니메이션 산업을 자국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에도 힘을 쏟
고 있다. 필리핀 상공부와 창조산업위원회는 애니메이션을 광고, 영화, 게임 개
발, 그래픽 디자인과 함께 필리핀 창조산업의 5개 주요 산업 분야로 정하고,
2030년까지 ASEAN 내 시장규모 1위 달성을 목표로 세우기도 했다. 또한 기능
교육발전위원회는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산업의 국제경쟁력
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하여 애니메이션 분야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규정하고 관
련 표준교육과정 도입에 나섰다.205) 즉 필리핀 정부는 일단 자본집약적인 성격
이 짙어 비용 부담이 되는 ‘자체 애니메이션 제작’ 방식보다는 보다 빠른 비용 회
수에 유리한 외주(내지 하청) 산업 위주의 발전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206)
웹툰 시장 역시 특이하다. 필리핀 만화시장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발견
된다. 먼저 애니메이션 분야와 마찬가지로 필리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BPO 산업(특히 해외 유명 만화 아웃소싱)이 빠르게 성장해왔다.207) 그렇지만
성장의 그늘도 있었다. 아웃소싱 중심의 BPO 산업이 워낙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
정작 자체 콘텐츠 제작에 대한 동기 부여가 떨어지게 된 것이다.208) 이에 더해
203) 신진세, 이수연(2020c), p. 2.
204) 한국콘텐츠진흥원(2016a), p. 958; 한국콘텐츠진흥원(2017a), p. 140.
205) 신진세, 이수연(2020c), p. 5.
206) 위의 자료, p. 1.
207) 한국콘텐츠진흥원(2017a), p. 138.
208) 김태훈(2019a),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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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BPO 사업 가운데 콜센터가 큰 타격을 입었다.209)
만화시장 내에서 웹툰 분야로 좁혀서 보면 아직까지는 대다수 현지 만화 작
가들이 온라인 웹툰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추세가
중요하다. 스마트폰과 무선 인터넷 보급률이 증가하면서 디지털 만화시장의 성
장이 기대되고 있다.210) 실제로 필리핀 현지에서 웹툰은 높은 다운로드 수를
기록하고 있다.211) 다만 이러한 시장 잠재력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현지 법제
와 규제에 대한 주의도 요청된다. 현재 필리핀 법제상 외국 투자자가 온라인 및
모바일 콘텐츠 사업을 하려면 ‘지분 60% 필리핀인 소유’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해외 투자자의 필리핀 웹툰 시장 진출의 제도적 제약으로 작용한다.212)
필리핀 콘텐츠 시장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분야들 가운데 하나는
단연코 게임 분야다. 필리핀 게임 산업은 연평균 9% 이상의 성장을 거듭해왔으
며, 2019년 기준으로 온라인 게임 이용자 규모는 약 4,300만 명이고 매출액
규모는 5.72억 달러였다.213) 또한 필리핀의 게임 매출 규모는 세계 25위로 베
트남, 인도네시아, 태국과 함께 동남아의 주요 시장을 이루고 있다.214)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디지털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는 방식의 ‘콘솔 게임’
과 온라인 기반에 부분 유료 방식(게임 안에서 특정한 아이템이나 재화를 구매)
을 적용한 ‘PC 게임’ 부문에서 게임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해왔다.215) 그렇지
만 필리핀 전체 게임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것은 최근 급성장세를 보인 ‘모바일
게임’이다. 필리핀 모바일 게임시장 규모는 2억 6,000만 달러(2020년 기준)인
데, 이는 온라인 PC 게임시장 규모의 무려 4배 이상이다.216)
209) 신진세, 이수연(2020b), p. 9.
210) 김태훈(2019a), p. 16; 한국콘텐츠진흥원(2017a), p. 138.
211) 참고로 2015년 기준 가장 빠른 시장점유율 확대를 기록한 앱 만화는 한국의 ‘레진코믹스(Lezhin
Comics)’, 일본 데나(DeNA)의 ‘망가박스(Manga Box)’로 나타났다. 한국콘텐츠진흥원(2016a),
p. 950.
212) 김태훈(2019a), p. 14.
213) 김태형(2020. 9. 22).
214) 한국콘텐츠진흥원(2020a), p. 24.
215) 한국콘텐츠진흥원(2017a), p. 139.
216) 신진세, 이수연(2020e), p. 2.

제3장 아세안 지역 주요 국가의 문화산업정책 및 한류콘텐츠 교류사례 분석

•

107

세 가지 유형별 특징을 보다 상세히 들여다보면, 먼저 ‘콘솔 게임’의 경우 오
프라인 매장 판매가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디지털 판매가 시장 규모 확대를 견
인하고 있다.217) 또한 장르로 보면 콘솔 게임 분야에서는 ‘베틀 로얄’ 장르가
가장 선호되고 있다.218) 이어서 ‘PC 게임’을 보면,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매장
판매가 하락세를 보인 반면 온라인 기반의 부분 유료 게임이 큰 폭으로 성장했
다.219) 또한 PC 게임의 경우 ‘전략’ 장르가 가장 선호되고 있다.220) ‘모바일 게
임’ 분야에서는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시장규모도 동반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221) 특히 필리핀에서는 ‘1가구 1PC’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스마트폰
중심의 ‘모바일 퍼스트’로 전환되고 있어 모바일 게임 매출이 더욱 커지고 있
다.222) 게임 장르로 보면 모바일 게임의 경우 비교적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는
전략과 퍼즐 게임의 인기가 높다.223)
필리핀 게임시장(PC 게임과 모바일 게임)의 대표적인 사업모델을 보면 다음
과 같다. 필리핀 현지의 게임 퍼블리셔들이 해외에서 제작된 게임을 자국 퍼블리
싱 계약방식을 통해 필리핀 유저들에게 소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일
반적이다.224) 아울러 여러 해외 제작 게임들 가운데 특히 중국 모바일 게임의 진
출 확대가 두드러진다.225) 한편 게임시장은 광고시장과도 긴밀하게 연계된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무료 모바일 앱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 수가 늘
었고, 그에 따라서 이들이 게임 광고에 노출되는 비율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226)
이는 모바일을 통한 게임 홍보 전략의 중요성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한편 게임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게임 경기와 게임 관련 콘텐츠를 시
217) 한국콘텐츠진흥원(2016a), p. 956.
218) 한국콘텐츠진흥원(2020a), p. 25.
219) 한국콘텐츠진흥원(2016a), p. 956.
220) 한국콘텐츠진흥원(2020a), p. 25.
221) 한국콘텐츠진흥원(2016a), p. 956.
222) 한국콘텐츠진흥원(2020a), p. 34.
223) 김태형(2020).
224) 한국콘텐츠진흥원(2020a), p. 24.
225) 위의 자료, p. 34.
226) 한국콘텐츠진흥원(2016a), p.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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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하는 이용자들도 크게 늘어났다.227) 또한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쿠무’를
통해 게임과 관련하여 여러 ‘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이 적극 활동하고 있다.228)
특히 필리핀 게임 인구와 매출이 지속 증대하면서 e-스포츠 시장이 함께 성장
하고 있다. 2019년에는 필리핀에서 ‘동남아시아 게임(SEA Game)’이 개최되
어 필리핀 선수단이 금메달 3개, 은메달과 동메달 각각 1개씩을 획득하며 전국
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사례도 있다. 이에 더해 2020년 2월에는 필리핀 최초
로 e-스포츠 선수 양성을 위한 4년제 대학과정이 개설되기도 했다. 이제 e-스
포츠 참가와 시청은 ‘밀레니얼 세대’(주로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
생)의 주요 레저 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229)
상술한 내용은 대체로 낙관적 전망을 제시한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면서 온라인 게임 이용자 규모가 증대하였으며, 향후 스마트
폰과 인터넷 보급률 증가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230) 이에 더
해 한국은 2020년 11월에 아세안 10개국,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가입했다. 본 협정을 통해 필리핀은 자국 온라인 게임 분야에서
최소납입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분에 대한 제한 없이 합작법인 설립을 허용
하기로 했다.231) 필리핀 정부의 이 같은 자국 온라인 게임시장 개방은 한국 게임
업체의 현지 진출에 보다 우호적인 여건을 마련해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지나친 낙관론은 금물이다. 현지 게임시장의 환경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주의도 요청된다. 실제로 필리핀에서는 주기적인 PC 교체가 이루어지
지 않는 가운데 낮은 사양에서도 구동할 수 있는 PC 게임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
성되어 있다.232) PC 사양 개선이 더디기에 PC 게임 매출 상위권 순위에도 변
227) 신진세, 이수연(2020e), p. 2.
228) 한국콘텐츠진흥원(2020a), p. 28.
229) 신진세, 이수연(2020e), pp. 4~5.
230) 김태형(2020).
231) 박성우(2020. 11. 15).
232) 한국콘텐츠진흥원(2020a),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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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없는 편이다.233) 아울러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은 가정용 인터넷 속도가 느
리다보니 ‘인터넷 카페’로 불리는 PC방 이용을 선호한다. 이때 PC방은 가정집
을 개조한 소규모 PC방과 대규모 프랜차이즈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234)

다. 주요 부처 및 정책
1) 주요 부처

필리핀 문화콘텐츠 산업 관련 주요 부처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영화·텔레비
전심의위원회(MTRCB: Movie and Television Review and Classification
Board)’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영화 및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등급 분류 및
심의·규제 기능을 수행한다. 아울러 심의위원회는 영화 및 방송 산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도 병행하고 있다.235) ‘필리핀영화발전위원회(FDCP:
Film Development Council of the Philippines)’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경제, 문화, 교육의 측면에서 필리핀 영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영화정
책 및 프로그램을 담당한다.
또 다른 주요 행정부처는 필리핀 ‘과학기술부(DOST: 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이다. 과학기술부는 정보통신(ICT)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다음으로 필리핀
‘통신위원회(NTC: National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는 정보통
신과 방송서비스 전반에 관한 관리·감독·통제의 역할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는 통신·방송케이블·라디오서비스에 대한 인허가와 규제 업무, 무선 주파수 할
당과 운영, 통신서비스 요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236)
233) 위의 자료, p. 34.
234) 김태형(2020).
235) 한국콘텐츠진흥원(2017a), p. 142.
236) 위의 자료, p.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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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지식재산청(IPOPHL: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the
Philippines)’은 지적 재산(IP)에 대한 정책을 관리하고 시행하는 부처로, 지
적 재산 및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지난 2014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필리핀지식재산청 사이에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야 교
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된 사례가 있다.237)
마지막으로 콘텐츠의 불법 제작 및 유통과 관련한 규제 기능을 담당하는 조
직도 있다. 대표적으로 ‘영상불법복제단속위원회(MPAPC)’와 ‘광학미디어위
원회(OMB: Optical Media Board)’가 있다. 영상불법복제단속위원회는 영
상물 불법 복제에 관한 규제 업무를 담당하고, 광학미디어위원회는 영상물의
불법 유통과 관련해 수출입, 판권 취득, 판매, 유통, 제조, 허가 등에 대한 규제
업무를 담당한다.238)

2) 정책 및 규제

필리핀은 「헌법」 16조 11항을 근거로239)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 Act, Republic
Act No. 8179)」과 그 부속서인 ‘네거티브 목록(Foreign Investment Negative
237) 김영수, 배수경(2015), p. 59.
238) 한국콘텐츠진흥원(2017a), pp. 142~143.
239) 필리핀 「헌법」 제16조 11항(SECTION 11)의 내용을 옮기면 아래와 같다.
(1)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mass media shall be limited to citizens of the
Philippines, or to corporations, cooperatives or associations, wholly-owned and
managed by such citizens. The Congress shall regulate or prohibit monopolies in
commercial mass media when the public interest so requires. No combinations in
restraint of trade or unfair competition therein shall be allowed.
(2) The advertising industry is impressed with public interest, and shall be regulated by
law for the protection of consumers and the promotion of the general welfare. Only
Filipino citizens or corporations or associations at least seventy per centum of the
capital of which is owned by such citizens shall be allowed to engage in the advertising
industry. The participation of foreign investors in the governing body of entities in such
industry shall be limited to their proportionate share in the capital thereof, and all the
executive and managing officers of such entities must be citizens of the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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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Executive Order No. 65)’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법정
최대 지분율은 광고의 경우 30%, 민간 무선통신 네트워크의 경우 40%이며, 매
스미디어(레코딩 제외)의 경우 외국 지분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온라
인 및 모바일 콘텐츠는 최소 60%를 필리핀인이 소유하게 되어 있다.240)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서 필리핀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가입국으
로서 ‘저작권 협약’ 및 ‘공연·음반 협약’에도 가입되어 있다. 그렇지만 정작 국
내 법제가 미비한 편이어서 지적 재산권 보호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241) 한편 필리핀은 보다 최근 ‘디지털 재화’ 거래에 대한 부가세를 부여
하기로 했다. 필리핀 정부는 팬데믹 기간 동안 디지털 서비스 사용시간 및 매출
이 급증하면서 디지털 재화에 대한 세수 확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필리
핀 의회는 2020년 7월 ‘디지털 재화’ 거래(이를테면 온라인 광고, 온라인 교육,
구독 서비스, 결제 서비스, 마켓플레이스 전자 상거래 등)에 12% 부가세를 부
과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는 넷플릭스를 비롯한 해외 소재 OTT 사업자들에
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242)
방송 관련 정책과 규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방송 환경과 관련해서
필리핀 정부는 2023년까지 디지털 전환을 완료할 방침을 세우고 있으며 이후
아날로그 방송은 모두 중지할 예정이다.243) 다음으로 사업권과 관련해 보면 필
리핀에서 방송사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필리핀 의회로부터 사업운영권
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콘텐츠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 소유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렇지만 CATV 및 직접위
성방송 운영업자와 콘텐트 제공업자 간의 독점계약은 금지된다.244)
240) 한국콘텐츠진흥원(2017a), p. 144; 참고로 이같은 외국인 지분 규제와 관련하여 지난해 필리핀 법무
부 차관은 필리핀 방송사인 ABS-CBN이 외국인 투자를 받은 것에 대해서 언론사의 외국인 소유를 금
지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한 것이라면서 방송 사업권 취소청원서를 제출한 사례가 있기도 하다. 신진
세, 이수연(2020d), p. 5.
241) 김영수, 배수경(2015), p. 124.
242) 신진세, 이수연(2020b), p. 19.
243) 신진세, 이수연(2020d), pp. 2~3.
244) 한국콘텐츠진흥원(2017a), p.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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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필리핀에서는 해외에서 수입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수입 쿼터
를 두고 있지 않다. 이는 해외 방송콘텐츠가 필리핀 방송시장에 자유롭게 진출
할 수 있는 우호적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방영 전 영화․텔레비전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말이다. 심의위원회는 필리핀의 문화적 가치나
콘텐츠의 위험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해당 영상물의 수입, 수출, 제작, 복제, 유
통, 판매, 대여, 전시, 또는 TV 방송을 승인하거나 일부 삭제할 수 있다.245)
한편 OTT는 필리핀 정부의 감독 대상인 것은 맞지만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
이나 사업허가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OTT에서 상영되는 콘텐츠는 영
화․텔레비전심의위원회 규정에 맞추되 사업자가 자체 심의하여 방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매스미디어 산업’에 외국인 투자(지분 참
여)가 허용되지 않지만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외국 자본이 40%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향후 OTT 사업이 어떤 유형의 사업으로 유권해
석되는지가 관건이다. 그에 따라서 사업 가능 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OTT 사업의 불확실성 요인이 된다.246)
영화 분야와 관련된 정책과 규제를 살펴보면, 영화의 배급 및 유통에 있어서
외국기업에 특별히 불리한 진입장벽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현지 투자의
경우 필리핀 「헌법」과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지분 비율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247) 아울러 필리핀 정부는 자국 영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정책과 자국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동시에 펼치고 있다.248) 영화·텔레비
전심의위원회가 마련한 시행규칙을 위반한 외국인은 즉시 추방될 뿐 아니라 해
당 외국인이 가진 영화관, 극장, TV 방송국 운영 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249)
마지막으로 e-커머스 등 전자거래와 관련한 정책을 살펴보면, 먼저 필리핀
중앙은행은 2023년까지 전체 거래의 50%가 전자화폐를 통해 결제되는 것을
245) 한국콘텐츠진흥원(2017a), pp. 145~146.
246) 신진세, 이수연(2020d), p. 9.
247) 한국콘텐츠진흥원(2017a), p. 147.
248) 위의 자료, p. 147.
249) 위의 자료, p.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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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로 세웠다. 관련 통계를 보면, 2018년까지 10%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었
으나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크게 개선되고 있다. 정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전자결제시스템 EGov Pay를 2019년 11월 출범시켰고 2019년 3월 말
까지 56개 정부기관이 이를 통해 각종 비용을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
했다. 이에 더해 민관이 공동 사용할 수 있는 QR코드 표준을 배포해 현금 없는
결재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250)

라. 한류콘텐츠와 플랫폼의 필리핀 진출 현황 및 사례
1) 방송 분야

필리핀에서 한류콘텐츠가 본격적으로 인기를 얻게 된 것은 드라마 방영권
판매를 통해서였다. 필리핀의 미디어 시청 환경을 보면 지상파 TV 시청이 가장
일반적이다. 따라서 방송 콘텐츠의 인기는 대부분 지상파 채널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251) 한국 드라마가 본격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한 계기는 1997년 드
라마 <별은 내 가슴에>의 현지 방영이었다. 이후 2003년 <가을동화>가 큰 인
기를 얻으면서부터 필리핀 방송사들(특히 ABS-CBN과 GAM) 간의 한국 드라
마 독점 방영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었다. 이후 <대장금>, <풀하우스>, <시크릿
가든> 등 한국 드라마가 연이어 방영되어 인기를 얻었다.252) 2003년 이후
2020년까지 현지 지상파 TV에 방영된 한국 드라마는 약 360편이고, 보다 최
근에는 한국 드라마를 구입하여 현지에서 리메이크한 작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253)
보다 최근에는 팬데믹 영향으로 밝고 긍정적인 내용이 두드러진 한류 방송
250) 신진세, 이수연(2020b), p. 20.
251) 신진세, 이수연(2020a), p. 2.
252) 김영수, 배수경(2015), p. 57.
253) 신진세, 이수연(2020a),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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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가 큰 인기를 얻었다. 이러한 추세를 읽은 OTT 사업자들은 자사 플랫폼
이 보유한 다양한 한류콘텐츠를 ‘킬러 콘텐츠’로 내세워 홍보했다.254) 특히 넷
플릭스를 통해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현지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이
드라마는 첫 방영부터 정규방송 종료 후 곧바로 넷플릭스를 통해 서비스되었
다. 이처럼 필리핀에서는 K-드라마가 다시 한번 한류 문화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한국 드라마 편성 비중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255) 한국 드라마의
인기요인에 대해서 현지 한류 커뮤니티 PKCI(The Philippine K-Pop
Convention Inc.)의 대표 제시카 후안(Jessica Juan)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256)

“한국 드라마나 소설은 필리핀 문화와 비슷한 이야기적 요소를 담고 있어
이 또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 사랑을 쟁취
하기 위해 대결구도를 가지는 제3자의 등장, 이야기의 반전 등이 시청자들
의 마음을 졸이게 만들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한국 드라
마에 공감하는 것 같다. 한국 드라마는 필리핀 사람들이 좋아하는 로맨틱
한 상황을 배경으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감정을 다룬다. 주인공들의 감정을
대리만족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아주 많은 작품들이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257)

이어서 필리핀 방송시장에 한류콘텐츠가 진출한 패턴과 특징을 보다 분석적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리메이크 방식이 활성화되어 있다. 한국 드라
마의 판권을 사서 ‘현지화’하여 제작하는 방식이 두드러진다. 대표적으로 드라
마 <마이걸>(SBS)이 필리핀에서 총 75개 에피소드로 리메이크되어 2008년
254) 한국콘텐츠진흥원(2020a), p. 20.
255) 신진세, 이수연(2020b), p. 15.
256) PKCI는 필리핀 내 소규모 K-Pop 커뮤니티들을 통합한 비영리 한류 커뮤니티로, 연중 다양한 이벤
트(팬클럽 모임, 공개 공연, 중고품 판매 행사 등)를 개최하며 이벤트 수익금을 지원이 필요한 학계,
동물 보호, 사회 발전 등에 기부한다.
257) 권민주(2016),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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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월에 방영된 바 있다. 이어서 <내 이름은 김삼순>(MBC)이 2008년 6~10
월까지 방영되었는데 마지막 회의 시청률(38.2%)은 당시 필리핀 TV 프로그램
시청률 1위였다. 이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17개의 한국 드라마가 필리핀에서
리메이크되어 방영되었다.258)
그런 가운데 한국 드라마 리메이크는 필리핀 주요 지상파 채널(ABS-CBN,
GMA Network, TV5 Network)이 모두 참여할 정도로 현지 방송 콘텐츠 제
작의 주요 추세가 되었다.259) 필리핀 방송사들은 이미 흥행 검증을 받은 원작
드라마 가운데 필리핀에서 제작 가능한 작품을 선별하여 리메이크를 시도했다.
특히 정서나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리핀 현지 문화에 맞게 내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현지화’하여 드라마를 제작해왔다.260) 다만 필리핀에서
방영되거나 리메이크된 한국 드라마 가운데 대부분은 현지에서 큰 문화적 차이
없이 소통 가능한 로맨스물이나 복수극이다. 반면에 판타지 장르처럼 상대적으
로 제작비가 많이 소요되는 드라마가 리메이크된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261) 다
시 말해 현지에서 리메이크되어 인기를 끈 한국 드라마의 장르 다양성은 제한
적인 편이다.
한편 한류콘텐츠의 필리핀 방송시장 진출과 관련해 나타나는 또 다른 추세
는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OTT 플랫폼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지
난해 팬데믹에 따른 봉쇄 조치로 인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262) 현재 필리
핀에 진출한 OTT 사업자들은 한국 드라마의 방영 선택 폭을 넓히고 있다. 이
들 OTT 사업자들은 한국 드라마를 자사 ‘킬러 콘텐츠’로 홍보하고 있다.263)
대표적으로 다양한 한국 방송 콘텐츠 방영을 기본 전략으로 삼고 있는 비유
(Viu)가 필리핀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264) OTT 플랫폼에서 가장 큰 인기
258) 신진세, 이수연(2020a), p. 3.
259) 위의 자료, p. 3.
260)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19c).
261) 위의 자료.
262) 신진세, 이수연(2020a), p. 3.
263) 위의 자료,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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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얻은 한국 드라마는 ‘CLOY(Crash Landing On You)’라는 별칭으로 불린
<사랑의 불시착>(tvN)이다. 현지 연예인과 유명인이 이례적으로 팬임을 SNS
에 언급하며 더욱 화제가 되었다.265) 넷플릭스의 경우 필리핀에서 저가의 모바
일 디바이스용 전용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CLOY all you can’이라는 이름으
로 홍보한 바 있기도 하다.266)
마지막으로 필리핀 인기 TV 방송 프로그램에서 한국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
제작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ABS-CBN 인기 시트콤 <홈스위티
홈>과 예능 프로그램인 <바나나 선데이>에서는 필리핀인 출연진이 한국의 주
요 관광지를 방문해 촬영한 한국 특집편을 편성했다.267)

2) 음악 분야

한국 드라마 방영으로 시작된 필리핀 내 한류콘텐츠에 대한 인기는 곧
K-Pop으로 확대되었다. 이때 현지에서 방영되거나 OTT 시장을 통해 유통된
한국 드라마 OST와 OST를 부른 가수도 큰 인기를 얻었다. 대표적으로 <시크
릿가든> OST와 가수 백지영이 필리핀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268) 아울러 필리
핀 야후(yahoo)는 한국 콘텐츠만 다루는 카테고리로 ‘Korea Wave’를 신설하
기도 했는데, 이러한 모습은 당시 한국 드라마와 K-Pop이 필리핀에서 얼마나
큰 인기를 얻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269)
트위터에 따르면, 필리핀은 2020년 K-Pop과 관련된 트윗이 가장 많이 발
생한 국가 4위, K-Pop 팬이 가장 많은 국가 5위를 차지했다.270) 또한 2020년
11월 기준 필리핀 아이튠즈 매출 순위를 보면 20위권 내에 무려 12개의
264) 신진세, 이수연(2020d), p. 13.
265) 신진세, 이수연(2020a), p. 4.
266) 한국콘텐츠진흥원(2020a), p. 42.
267) 신진세, 이수연(2020a), p. 4.
268) 김영수, 배수경(2015), p. 59.
269) 위의 자료, p. 57.
270) Hica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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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음원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K-Pop이 현지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
다.271) 이 밖에도 세계 1위의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의 조사 결
과에 따르면, 필리핀은 ‘스포티파이’를 통해 K-Pop을 이용하는 79개국 가운
데 미국과 인도네시아에 이어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272)
K-Pop의 높은 인기도의 근저에는 현지 팬클럽의 활동과 팬덤 문화가 한몫
했다고 볼 수 있다. 즉 K-Pop 콘텐츠를 소비의 대상을 넘어 자신들의 ‘놀이 문
화’로 발전시키면서 팬덤을 형성해온 것이다.273) PKCI 대표 제시카 후안은
K-Pop의 인기와 효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K-Pop 아티스트들은 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명확한 콘셉트와 이를 드러
내는 시청각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단순히 음악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필리핀 내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다. 다양한 콘셉트를 보여주는
K-Pop은 사람들의 변화하는 취향을 아우를 수 있어서 방대한 스펙트럼 안에서
기존 팬뿐 아니라 신규 팬들까지 모두 하나가 되어 즐길 수 있다. …… K-Pop
과 한국 드라마는 필리핀의 남녀노소, 각계각층의 팬들이 한류에 대한 공통적인
관심을 통해 우정을 쌓고 공감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274)

위 내용으로부터 K-Pop이 현지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와 취향을 아우를 수
있을 만큼 넓은 스펙트럼 안에서 세대나 계층 간의 교류와 소통의 중요한 매개
체로 작동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아울러 현지 팬 커뮤니티가 K-Pop에
대한 관심을 단지 소비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연
계하고 있다.
한편 필리핀에서 K-Pop에 대한 높은 인기는 공연기획으로도 이어졌으며

271) 신진세, 이수연(2020a), p. 5.
272) 김준영(2021. 1. 12).
273) 장원호, 송정은(2015).
274) 권민주(2016), pp. 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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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는 한류 가수들의 주요 해외 콘서트 장소로 자리매김했다. 일례로 2015
년 4월 아레나 공연장에서는 레드벨벳, 비투비, 소녀시대, 슈퍼주니어가 ‘Best
of Best in the Philippines’라는 주제로 공연을 갖기도 했다.275) 코로나 사
태로 주요 공연이 취소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닐라에서는 한류 톱스타들의
대형 콘서트가 개최되었다.276) 이런 메가 이벤트 외에도 K-Pop이 높은 인기
를 얻는 데에는 현지 친밀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한몫했다. 실제로 한국의
아이돌이나 아티스트들은 자신의 SNS 계정이나 라이브 스트리밍 등 다양한 매
체를 활용하여 팬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예컨대 걸그
룹인 ‘모모랜드’는 2018년 필리핀을 방문해 페이스북과 비유(Viu)를 통해 팬
미팅을 생중계로 진행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콘텐츠 기획, 제작 단계에서 현지
의 문화적 요소를 반영함으로써 친밀도를 높일 수 있다. 이를테면 모모랜드의
BAAM 뮤직 비디오에서는 멤버 낸시가 필리핀 깃발을 들고 필리핀 대중교통을
타는 장면이 포함되었다.
일방향적 한류 진출을 탈피하려는 전략도 눈에 띈다. SB19가 대표적인 사례
다. 2018년 10월 한국 연예기획사 쇼비티필리핀(Show BT Philippines)은
필리핀인들로만 구성된 보이그룹 SB19를 육성해 현지에 데뷔시켰다. 필리핀
인 연습생이 한국식 아이돌 트레이닝을 받고 현지에서 데뷔한 첫 번째 사례이
다. 이는 K-Pop은 현지 음악 트렌드에도 영향을 미친 사례이기도 하다. 이 외
에도 2019년 3월에는 KP엔터테인먼트가 역시 필리핀인들로 구성된 여성 아
이돌 그룹 ‘클로버(Clover)’를 데뷔시켰다.277) 이처럼 한류 음원이나 가수의
일방향적인 필리핀 진출이 아니라 현지의 트렌드와 음악산업에 영향을 미치면
서 상호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278)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는 한국과 필리핀의 파트너십에 기반한 뮤직 아티스트 육성 기획을 개별 국가
275) 김영수, 배수경(2015), p. 57.
276) 신진세, 이수연(2020a), p. 4.
277) 위의 자료, pp. 6~7.
278) 위의 자료,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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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 단위를 넘어 ‘글로벌 시장’ 진출로 이어가려는 시도가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필리핀 음악시장 진출과 관련해서는 불법 복제와 불법 다운로드
를 통한 소비 패턴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한다. 물론 최근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
스 이용이 확산됨에 따라 불법 복제와 유통의 유인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으
로 기대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정상 구매가 아닌 불법 유통을 통한 소비가 정
품 판매 및 부가가치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이다.279) 이런
점에서 상대적으로 정품 이용 가능성이 높은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고가 마
케팅 전략을 구사하면서도 현지의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 패턴과 추이에
대해 계속해서 주목해나갈 필요가 있다.

3) 영화 분야

필리핀에서는 그간 수많은 한국영화가 상영되어왔다. 그 가운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큰 흥행을 거둔 영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산행>이다. <Train
to Busan>이라는 제목으로 현지에서 2016년 9월에 개봉된 <부산행>은 필리
핀에서 극장 수입 면에서 비영어권 영화 가운데 역대 1위를 차지했고, 영화 출
연 인물들을 흉내낸 코스프레 사진이 유행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특히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끈 한국영화가 대체로 로맨틱이나 코믹물이라는 점에
서 호러물인 좀비 영화가 거둔 흥행이라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이는 일정 부분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와 더불어 호러가 필리핀 영화시장의 주요 장르라는 점
에서 현지 수요와 잘 맞아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280) 현지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또 다른 영화는 <군함도>이다. 현지 인지도가 높은 배우 송중기가 출연한
영화로 반응이 좋아 2017년 8월 말~9월 20일에 걸쳐 한 달간 상영되었다.281)
상술한 두 편의 영화는 현지 영화시장 진출에 있어서 장르적 특성과 출연진 인
279) 김영수, 배수경(2015), p. 58.
280) 이순지(2016. 10. 6); 윤 하(2014), p. 12.
281)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2017), p.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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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에 대한 고려가 주요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과 필리핀의 합작영화도 눈길을 끈다. 대표적인 사례는 양국 배우가 공
동 주연을 맡은 영화 <내 곁에 그대(You With Me)>이다. 한국 배우 현우와 진
주형이 필리핀 여배우 데본 세론(Devon Seron)과 호흡을 맞춘 영화로 개봉
전부터 현지 언론의 큰 관심을 받았다.282) 이 밖에도 한국영화제 개최 방식을
통해 현지인들의 관심을 이끌기도 했다. 예컨대 2017년 9월 7일~10월 15일
까지 필리핀 주요 6개 도시에서 주필리핀 한국문화원 주최로 한국영화제가 무
료 상영 방식으로 개최된 바 있다.283)
한편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한동안 영화관 운영이 금지
되었다가 2020년 8월 주요 영화관을 중심으로 영업이 재개되었는데 팬데믹의
여파로 자동차 극장 형태의 영화관 운영이 시도되기도 했다. 현지 멀티플렉스
극장사업자 SM Cinema284)에 첫 자동차 극장이 만들어졌는데 첫 상영작은
<부산행>의 속편으로 홍보된 영화 <반도(Train 2 Busan: Peninsula)>였다.
이 영화는 개봉 전 현지 SNS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SM Cinema도 대대
적인 홍보에 나섰다. 그렇지만 기대한 만큼의 흥행을 거두지는 못했다. 코로나
19 감염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영화 자체에 대한 실망감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부산행>의 속편으로 홍보되었음에 불구하고 <반도>는 <부산행>과 내용
관련성이 거의 없고 좀비물이라기보다는 액션물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았다.285)
필리핀에서 기대만큼 흥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한국영화는 <국
제수사(The Golden Holiday)>이다. 이 영화는 한국 배우들이 주연을 맡되 현
지 로케이션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이에 영화를 상영했던 SM
Cimema 측에서는 필리핀에서 직접 촬영한 한국영화임을 적극 홍보했다. 그

282)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2017), p. 80.
283)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2017), p. 80.
284) 참고로 SM그룹은 필리핀 최대 재벌회사로 지상파 방송, 영화 투자·제작·배급, 극장 상영 등에 관여
해 오고 있다. 윤 하(2014), p. 11.
285) 앤 킴(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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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성공적이지 않았던 까닭은 다음과 같다.286) 첫째, 마닐
라 외곽의 일부 영화관에서 잠시 상영되는 등 충분한 상영관 확보에 실패한 것
으로 보인다. 둘째, 한국인이 필리핀에 여행을 와서 범죄를 당하는 내용 구성이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는 데 걸림돌이 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필리핀인이 선호
하는 배우가 출연하지 않았다는 점이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되었다.287) 특히
두 번째, 세 번째 추정요인들은 현지의 정서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현지화 전략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4) 게임 분야

필리핀 온라인 게임시장은 한국 PC 게임이 현지에 진출하면서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288) 온라인 PC 게임의 경우 한국 라이브플렉스의 ‘게임클
럽(GameClub)’과 ‘벨로프(Valofe)’가 필리핀 지사를 운영하면서 현지 시장
퍼블리싱 및 영어권 게임시장을 운영하고 있다.289) 이 가운데 2009년에 설립
된 게임클럽은 게임 포털 서비스를 통해 <드라고나 온라인>, <십이지천2>, <징
기스칸> 등을 현지에서 퍼블리싱해왔으나, 현재는 <크로스파이어>만 현지 게
임 유저를 상대로 운영되고 있다.290)
한편 시간이 경과하면서 필리핀 온라인 게임시장은 PC 게임 이외에 모바일
게임시장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어갔다. 그러면서 한류 게임 콘텐츠는 지속적으
로 인기를 끌고 있다. <라그나로크M>, <MU Origin2>, <검은 사막>, <PUBG
모바일>, <서머너즈 워>, <A3> 등이 게임 매출 경쟁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
다.291) 아울러 최근 해외 게임 업체들 사이에서는 필리핀 시장을 대상으로 본

286) 위의 자료.
287) 위의 자료.
288) 신진세, 이수연(2020a), p. 7.
289) 위의 자료, p. 7.
290) 한국콘텐츠진흥원(2020a), p. 28.
291) 신진세, 이수연(2020a),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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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서 직접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이 대세가 되면서 현지 퍼블리셔
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292)
다음으로 필리핀 게임시장 진출과 관련해 주의할 점들을 살펴보면, 먼저 필리
핀에서는 게임에 특화된 채널과 플랫폼이 부족한 편이다. 이로 인해 게임 마케팅
에 대해서는 유튜브 등 미디어 인플루언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293) 이
처럼 플랫폼이나 마케팅 수단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게임을 성공적으로 출시했
다고 하더라도 이용자 풀을 단기간에 확장하기가 여의치 않다. 이런 점에서 ‘게
임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페이스북 커뮤니티를
잘 활용하여 유저들을 확보하거나 이들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다. 이에 게임 개
발사나 퍼블리셔가 직접 유저들과 소통하면서 커뮤니티 지향의 대화, 쌍방 간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이벤트(e-스포츠 등)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294)
아울러 한국 게임 산업이 필리핀에 진출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필리핀
정부가 BPO 산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필리핀 직원들의
영사 구사 능력을 활용해 북미권 대상 영어 게임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도 있다.295) 이 밖에도 영어권 국가로 게임을 유통하려는 게임 업체
는 필리핀 시장에도 보다 용이하게 진출할 수 있다. 이는 필리핀인이 영어가 능
통하기에 영어로 제작된 게임을 보다 손쉽게 유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296)

5) 애니메이션 분야

국내시장에서 인기가 검증된 한국산 애니메이션들이 연이어 필리핀 공중파
와 유료 채널에서 방영되었다. ABC-5에서는 <레스톨 특수구조대>가, Hero
TV에서는 <무한전기 포트리스>, <바스토프레몬>, <마스크맨>이, GMA 네트
292) 신진세, 이수연(2020e), p. 13.
293) 한국콘텐츠진흥원(2020a), p. 36.
294) 위의 자료, p. 36.
295) 신진세, 이수연(2020e), p. 15.
296) 김태형(2020).

제3장 아세안 지역 주요 국가의 문화산업정책 및 한류콘텐츠 교류사례 분석

•

123

워크에서는 <스캔2고>, <변신자동차 또봇>, <뽀로로와 친구들>이, Yey! TV에
서는 <꼬마버스 타요>, <로보카 폴리>, <출동! 슈퍼윙스>가 방영되었다.297) 이
처럼 국산 애니메이션과 캐릭터가 필리핀 방송 콘텐츠 시장에 진출하게 된 것
은 국내 업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해외시장 진출의 필요성이 커진 탓
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현지에서 인기를 얻은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완구나 기념품 제작·판매
및 리조트 사업 등 각종 부가가치 창출로 연계될 수 있다. 예컨대 세부에 소재한
‘제이파크 아일랜드 리조트 & 워터파크(Jpark Island Resort & Waterpark)
는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공간’의 콘셉트하에 ‘뽀로로 파크’와 ‘뽀로로
캐릭터 객실’을 오픈한 바 있다.298) 한편 보다 최근에는 지난 2020년 2월 한·
아세안센터 주최로 ‘필리핀 콘텐츠 산업 협력’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 행사에는
필리핀 애니메이션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필리핀 비즈니스 포럼,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현지의 주요 기업/협회 방문 등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한국애니
메이션제작자협회’와 ‘필리핀애니메이션협회’ 간에 MOU 체결이 추진되었다.
이로써 향후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양국의 협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299)
마지막으로 애니메이션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업이 ‘동반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필리핀과 일본의 <바랑아이 143(Barangay 143)>
공동제작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필리핀 ASI 스튜디오와 일본 TV
아사히는 총 26개 에피소드 장편 애니메이션 <바랑아이 143>을 공동제작했다.
이는 2018년 10월~2019년 6월에 걸쳐 GMA에서 방영되었고, 이어서 2019년
10월 1일부터 OTT 서비스 넷플리스 아시아를 통해서도 유통되었다. 특히 두
가지 점이 특징적이었다. 첫째, 현지화 전략이다. 필리핀의 유머 코드, 필리핀
현지 풍경, 로컬 푸드 등을 반영함으로써 ‘로컬 색채를 담은 애니메이션
(animation with local flavor)’ 제작을 염두에 두었다.300) 둘째, 초기부터
297) 신진세, 이수연(2020c), p. 12.
298) 정기환(2019).
299) 박세연(2020.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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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MU 전략을 바탕으로 기획되었다. 이를테면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들고 같은
이름의 모바일 게임을 출시했을 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의 소재인 농구대회를
개최하고 보이스 참여 연예인을 섭외해 콘서트를 진행했다.301)

6) 웹툰 분야

필리핀에서는 스마트폰과 무선 인터넷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 웹툰이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예컨대 필리핀인은 ‘라인웹툰’과 ‘투믹
스’가 영어권 국가를 겨냥해 제공하는 글로벌 웹툰 서비스를 통해 한국 웹툰을
접한다. 그렇지만 이 경우 현지에 특화된 서비스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직까지
는 대중적 인지도가 높지 않다.302)
향후 드라마나 영화를 ‘웹툰화’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는 일본 드라마를 웹툰화한 레진코믹스의 시도를 참고할 만하다. ‘레진재팬’에
연재된 웹툰 <메꽃>은 일본 후지 TV의 인기 드라마인 <메꽃-평일 오후 3시의
연인들>을 한국 웹툰으로 미디어 트랜스한 것이다.303) 반대로 트랜스미디어
전략을 통해 웹툰을 영화 등 다른 매체의 콘텐츠 제작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고
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웹툰 기획, 제작 단계에서부터 서사 구조가 탄탄
하여 영상화가 가능하도록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304)
한편 현지 진출을 바라는 업체는 웹툰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비해 직접 진출
의 제도적 제약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를테면
구글 플레이나 애플 스토어와 같은 글로벌 서비스를 통해 모바일 앱으로 웹툰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타갈로그어 번역을 추가하거나 현지 작가 작품을 연재하
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305)
300) Santos(2020).
301) 신진세, 이수연(2020c), p. 10.
302) 김태훈(2019a), p. 14, p. 20.
303)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7), p. 34.
304) 위의 자료,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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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결론
필리핀의 문화콘텐츠 산업 전망은 대체로 밝은 편이다. 무엇보다 전체 인구
에서 인터넷 이용에 적극적인 편인 젊은층과 아동의 비중이 크고, 정부가 디지
털 전환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으며, 코로나로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경제성장
이 지속되어오면서 소비 잠재력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역내 다른 국가들과 달
리 ‘밀레니얼 세대’로 불리는 젊은층의 영어 사용이 원활한 편이기에 온라인 미
디어 산업의 지속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306) 물론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 「외국인투자법」과 네거티브 목록 등 자국 문화산업 보호를 위
한 각종 법제와 규제가 작동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내법제가 미비한 편이다. 이런 점에서 필리핀 문화콘텐츠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국내 업체나 투자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은 ‘신중한 낙관론’일 것이다.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분야별 진출 현황과 전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방송 분야이다. 필리핀 방송시장에서는 상업방송과 공중파 방송을 중심으
로 한 TV 이용 패턴이 두드러진다. 다만 그런 가운데 OTT 서비스 시장 부문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사업자 간의 경쟁과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방송콘
텐츠와 관련하여 ‘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이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통해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현지 방송시장에서 한국 방송 콘텐츠는 드라마를 중심
으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주로 지상파 채널에서 시작되어 OTT 플랫폼으로
유통되는 패턴을 보였으며, 한국 드라마의 리메이크 제작이 활성화되어왔다.
이는 현지화를 통해 문화적 할인을 낮추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
도 현지 방송 프로그램 기획, 제작 과정에서 한국 관련 소재들(한국 로케이션,
한국 음식 등)이 활용되는 추세도 나타나고 있다.
향후에도 현지 공중파 방송사들과의 우호적 관계 속에서 한류 방송콘텐츠에
305) 김태훈(2019a), p. 21.
306) 한국콘텐츠진흥원(2020a),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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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방영권 판매 내지 포맷 수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OTT 사업자
및 현지 이동통신사와의 협의나 파트너십을 통한 안정적인 판로 확대와 미디어
인플루언서와 현지 온라인 커뮤니티와의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추진해나갈 필
요가 있다. 이는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이 현지 팬들이 한류 방송콘텐츠 관련 소
식을 접하는 주된 경로가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방영권 판매나 포맷 수출의 일
방향적 진출 방식에만 전념하기보다는 (비록 단기적으로 제작비 회수가 어렵다
고 하더라도 멀리 내다보고) ‘공동제작’ 방식의 방송사업 교류를 이어가려는 노
력도 필요하다. 이는 현지 파트너의 자존감을 키워주면서도 방송시장 진입장벽
을 낮춰줄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있다.307)
다음으로 영화 및 음악 분야를 보면, 필리핀 정부는 자국 영화만 상영하는 영
화제 개최라든가 제작지원금 지급 등 자국 영화산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
해오고 있다. 아울러 영화시장 동향을 보면 웰메이드 상업영화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음악시장의 경우 최근 구독형 모델에 기반한 온라인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한국의 영화와 음악은 현지에서
꾸준히 사랑을 받아왔다. 영화시장에서는 동남아에서 각광을 받아온 일반 로맨
틱물이 아닌 호러 장르의 <부산행>이 현지의 놀이 문화로 연결되면서 흥행몰이
를 했다. 이외에도 합작영화 제작과 한국 영화제 무료 상영 등 현지 제작 인력
과의 교류 및 관람객 확보를 위한 노력들이 이어져왔다. 그렇지만 영화 <반도>
와 <국제수사>의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현지 정서와 문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현지 진출전략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도 잊어선 안 된다. 아
울러 대중성과 더불어 작품성을 갖춘 작품에 대한 현지의 선호를 고려하여 기
획, 제작, 홍보, 유통의 각 단계에서 좋은 시나리오와 영상미를 갖춘 작품을 확
보하려는 노력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현지 음악시장 진출과 관련해서 보면, K-Pop의 높은 인기는 기획사의 전략
과 아티스트의 역량 외에도 현지 ‘팬 커뮤니티’의 역할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307) 김영수, 배수경(2015), p.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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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보인다. K-Pop을 단지 소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문화
적 욕구와 열망의 표출, 그리고 세대와 계층을 넘나들며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
로 적극적으로 전유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현지 메가 공연 이벤트를 개최한
다든지 한류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SNS 플랫폼을 활용해 소통하며 친밀감을 형
성하는 노력도 주요했다. 더 나아가 한국의 트레이닝 방식을 활용해 필리핀인
아이돌 그룹을 육성해 데뷔시키는 등 ‘현지화’ 기획도 눈에 띈다. 이런 점들에
비춰볼 때 앞으로도 현지 팬들과의 소통의 채널을 다변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구독형 온라인 음원 스트리밍 시장이 확대되어가는 추세를 고려하여 현
지의 음악 기호라든가 소비 패턴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통신원 활용 포함)해나
가면서 다양한 음악적 실험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음원 스트리밍
시장의 확대는 대형 기획사를 통하지 않은 개별 뮤지션의 현지 진출에도 도움
이 될 것이다.
이어서 애니메이션·웹툰·게임 분야를 살펴보면, 필리핀 정부는 애니메이션
산업을 필리핀의 강점이기도 한 BPO 방식에 기반한 자국의 전략산업으로 육
성하고자 한다. 웹툰 시장의 경우 디지털 플랫폼 확대에 따른 모바일 기반 서비
스 부문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고, 게임 산업 또한 모바일 중심의 게임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e-스포츠 시장이 성장세를 보여왔다. 한편 세
분야에서 한류콘텐츠 진출을 들여다보면, 애니메이션 분야에서는 국내에서 인
기가 검증된 애니메이션이 현지 공중파와 유료 채널을 통해 방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완구나 리조트 사업 등 부가가치 창출로도 이어졌다. 보다 최근에는 양
국의 애니메이션 협회 간의 MOU가 체결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현지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이어서 웹툰 분야에서는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웹툰 서비스 제
공이 이루어져왔으나 아직까지 대중적 인지도가 높지는 않다. 게임 분야에서는
웹툰에 비해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현지 게임 커뮤니티를 활
용한 소통 및 유저 확보의 필요성이 여전히 크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현지
BPO 산업을 활용하여 북미권 등 여타 지역을 주 대상으로 한 영어 게임의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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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를 운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도 있다.
위에서 다룬 세 가지 분야를 종합적으로 본다면, 먼저 아동과 젊은층을 주 대
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필리핀 정부의 자국 문화보호주의가 작동할 개연성이 상
대적으로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에 세 가지 분야에서 진출을 원하는 업
체나 투자자는 콘텐츠와 관련해 현지의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코드를 잘 살펴
야 한다. 아울러 세 분야의 콘텐츠는 캐릭터 사업과의 관련성도 높다. 그런 점
에서 향후 OSMU의 가능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타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필리핀 문화콘텐츠 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피할 수 없는 하나의
딜레마를 이야기하며 본 장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물론 이 딜레마는 필리핀 진
출에만 해당되지 않고 다른 국가들에도 적용된다. 대상국 콘텐츠 시장 진출에
있어서 서로 손쉽게 조화되지 않는 두 가지 지향이 있다. 하나는 ‘시장 진출’이
고, 다른 하나는 ‘문화교류’이다. 최근 부상한 한류 3.0 담론은 전자에 함몰된
접근을 지양하면서 후자의 요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을 기저에 깔고 있다. 그렇지만 두 요소 내지는 지향의 조화로운 결합 지점을
찾는 것은 무척 도전적인 과제다. 본 장의 내용만 보더라도 어떤 부분에서는 시
장 지향성이 다분하고, 다른 내용에서는 문화이해나 문화교류의 측면이 읽히기
도 한다. 이는 이 글의 한계일 수도 있겠으나, 달리 보면 이러한 긴장과 모순은
불가피해 보인다. 시장적 요소를 소홀히 하면서 문화교류의 논리만을 강조하면
설득력이 떨어지고, 반대로 수익의 논리에 함몰된 방식은 지속가능한 한류 내
지는 동반성장의 가능성을 심대하게 훼손하게 된다. 그렇기에 국가 간 문화콘
텐츠 시장 진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긴장과 모순은 궁극적인 ‘해소’
가 아닌 지속되는 ‘조율’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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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태국
가. 지역정보
인도네시아에 이어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약 120달러 규모의 콘텐츠
시장을 가지고 있는 태국은 입헌군주제 국가로 행정부 형태는 내각책임제를 채
택하고 있으며, 수도는 방콕이다. 민족 구성을 보면 타이족이 85%를 차지하고
화교와 말레이족이 각각 12%와 2%로 그 뒤를 잇는다. 종교는 불교가 95%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며, 이슬람교와 기독교는 각각 4%와 1%에 불과하다. 언어
는 타이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다.308)
2019년 기준으로 태국 인구는 전년대비 0.23% 증가한 6,656만 명이며, 지
난 10년 사이에 300만 명 이상 증가했다.309) 인구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평균 연령은 39세로 추산되며, 25~54세 인구가 45.69%를 차지
했고, 14세 이하 인구가 16.45%로 그 뒤를 이었으며, 15~25세와 55~64세 인
구가 각각 13%를 차지했다. 또한 65세 인구가 11.82%를 차지하여 이미 고령
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이에 노동력 감소에 따른 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가 대
두되고 있다.310) 도시별 거주민의 비율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으로 태국 인
구의 약 85%에 해당하는 5,676만 명이 방콕에 거주하고 있으며, 인구 10만이
넘는 도시가 12개에 불과하여 방콕과 그 외의 중소도시 간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311)
태국이 문화콘텐츠 소비시장으로 성장하는 데에는 태국사회 저변에 깔린 해
외 문화 수용에 대한 관용과 태국정부의 외교정책 기조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
로 보인다. 주지하듯 태국에서는 해외 문화의 과도한 유입에 특별한 규제정책
308) 외교부(2019a), pp. 10~11.
309) https://www.ceicdata.com/ko/indicator/thailand/population(검색일: 2021. 2. 15).
310) KOTRA(2021).
311) https://thailove.net/bbs/board.php?bo_table=basic&wr_id=22311(검색일: 2021.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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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개된 적이 없으며, 주변국과의 우호협력 및 평화공존 관계를 강화하려는
외교정책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태국정부는 1967년 아세안 결성에 적극 참여
한 이후 아세안의 결속 및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2015년
말 아세안 공동체 출범과 관련하여 ‘아세안 중심성’에 관한 개념서를 제안하는
등 적극적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와 ‘유엔 지속가
능발전목표(SDGs) 2030’ 간 상호 보완 및 연계를 위한 노력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더해 평화, 민주주의, 인권, 환경 보호 등 인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
벌 이슈에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태국은 인도차이나 공산화 이전 동남아시아 조약 기구(SEATO) 가입,
미국 군사원조 접수, 미군기지 제공 등 동남아에서 미국 반공군사체제의 주요
역할을 수행했으며, 특히 한국과 태국 간의 교류관계가 시작된 것도 태국의 대
미 관계와 무관치 않다.312) 물론 그간 한국에 있어서 태국은 경제적으로 밀접
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는 1980년대 후반에 한국의 국내 생산비용
이 상승하여 많은 기업이 동남아시아 진출을 모색할 당시, 이미 태국은 일본기
업 등 해외기업들이 점유하고 있어, 한국은 이들과의 경쟁을 피해 일본기업의
진출규모가 작고 인건비가 저렴한 인도네시아를 우선적으로 선택했다. 또한
1990년대 중반 베트남과 국교가 체결되면서 한국기업의 진출은 베트남을 중
심으로 이루어졌다.313)
다만 2000년대 이후 태국은 한국을 주요 경제협력국가로 인식하게 되었고,
양국 간 교역량은 2011년 139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 또한 태국은 아세안 회원국 차원에서 한국과의 FTA
를 체결했고, 2010년에는 태국의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가 제2외국어로 채택

312) 외교부(2019a), pp. 42~48; 한국과 태국은 1958년에 국교를 체결했지만, 양국 간의 교류관계가 시
작된 것은 그보다 8년 전인 한국전쟁이 발발했던 1950년이었다. 당시 태국은 UN군의 일원으로서 약
4만 톤의 쌀을 한국에 지원했으며 많은 지상군을 파병하여 적지 않은 희생자를 냈다. 이미지(2020),
p. 59.
313) 이미지(2020),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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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으며, 2018년에는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대학입시에서 한국어 과목이 시
행됐다. 이와 같은 한국어 열풍에 힘입어 한국을 방문하는 태국인 관광객이 급
증하여 현재 태국은 동남아시아 최대의 방한 국가가 됐으며, 한국인들 역시 태
국을 많이 방문하고 있다.314)
최근 양국 간 인적교류의 확대와 태국의 한국어 열풍의 배경에는 한류로 대
표되는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후술하겠지만 태국은
동남아시아 한류의 거점으로서 한국 드라마, 영화, 음반 및 게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며, 민간 차원에서 동 분야 시장 진출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 또한 한류로 대표되는 양국 간 문화교류는 문화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언
론 분야와 관광 분야의 교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315)
상술한 것처럼 태국은 해외문화에 대한 수용도가 높고 개방지향적인 외교정
책 기조에 힘입어 떠오르는 문화콘텐츠 소비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 과정
에서 해외문화에 대한 높은 수용도는 태국 내 한류콘텐츠 확산에 주된 요인으
로 기능했다. 이는 태국 내 한류의 확산은 우리의 의도적 진출이 아닌 태국 현
지의 주체적 선택에 의한 수용의 결과였기 때문이다.316) 다만 한류콘텐츠에 대
한 불법 복제와 저작권 침해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고, 태국정부와 한국
저작권보호센터에서 태국 내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
만, 태국 대중의 인식이 변화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음지에서 유통되고 있는 한류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양성화하여 지속가능
한 콘텐츠로 생산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전략이 필요하다.

314) 이미지(2020), p. 60.
315) 외교부(2019a), pp. 105~107.
316) 이미지(2020), p.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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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화콘텐츠 시장 개요 및 특징
1) 전반적인 특징

주지하듯 태국은 아세안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고, 역내 최
고 수준의 산업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아세안 교역에서 태국이 차지하
는 비중은 수출 8%, 수입 10%에 불과하다. 그러나 태국은 아세안 제2의 경제
대국이자, ‘Thailand 4.0 정책’과 ‘동부경제회랑(EEC: Eastern Economic
Corridor) 개발정책’과 같은 미래신산업 육성에 주목하고 있다.
여기서 태국의 경제개발정책의 핵심인 ‘Thailand 4.0 정책’에 대해서 간략
하게 알아보자. ‘Thailand 4.0 정책’은 태국의 경제사회 전반에 ICT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 산업(Smart Industry)’, ‘스마트 시티(Smart City)’, ‘스마트
피플(Smart People)’을 구현함으로써 태국이 직면한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나아가 ‘동부경제회랑’은 동부
임해지역(Eastern Seaboard) 소재 차청싸오(Chachoengsao), 촌부리
(Chonburi), 라영(Rayong) 등 태국을 대표하는 산업지대로 ‘Thailand 4.0
정책’의 핵심 사업들이 진행되는 공간적인 무대를 의미한다. 태국정부는 이 동
부임해지역을 동부경제회랑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4대 분
야(인프라, 비즈니스·산업, 관광, 신도시)를 중심으로 15개 인프라, 첨단산업
프로젝트 및 5개 우선추진 프로젝트(U-tapao 공항, Sattaip 항만, 고속철도,
차세대 자동차, 신도시)를 채택했다.317) 이처럼 국가 차원에서 미래신산업 육
성을 추진하고 있는 태국을 문재인 정부는 신남정책의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로
상정하고 있고, 태국 역시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자신들의 미래신산업육성정책
간의 접점을 모색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318)
317) 이재호(2018), pp. 14~17.
318) 양지윤(2019.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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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큰 규모의 경제력에 힘입어 태국의 콘텐츠 시장규모는 아세안에서
두 번째로 크며, 그 규모는 2015년 기준 90억 4,400만 달러였으며, 2020년까
지 연평균 4.3%의 성장률을 기록해 2020년까지 151억 1,90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으로 인해 태국의 2020~23
년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이 –1.8%를 기록할 전망이며, 이에 당초 성장될 것
으로 예상된 규모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태국은 아세안 국가 중
비교적 빠른 속도로 방송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오고 있고, 통신 영역에
서 4G 모바일 보급률이 인접 국가 대비 월등히 높아 OTT 시장 활성화가 빠른
속도로 전개되는 등 문화콘텐츠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다.319)
태국 문화콘텐츠 소비시장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콘
텐츠 소비 형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하나는 높은 TV 보
급률을 중심으로 방송·광고에 대한 비중이 전체 콘텐츠 시장 중 60% 이상을 차
지하며, 다른 하나는 높은 인터넷과 디바이스 보급률을 들 수 있다. 2020년 기
준으로 태국 인터넷 이용자는 전체 인구의 약 75.6%에 해당하는 5,280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며, 16~64세 인터넷 이용자의 디지털 디바이스별 보유
율을 보면, 스마트폰(94%)이 가장 높고, 노트북/데스크톱(50%), 태블릿(33%)
이 그 뒤를 이었다.320)
이렇듯 높은 인터넷과 디바이스 보급률에 힘입어 태국 OTT 시장은 가파르
게 성장하고 있다. 태국 OTT 시장은 2017년부터 연평균 성장률 13.2%를 기
록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4억 7,880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
다. 현재 태국에서 활동하는 주요 OTT 사업자로는 YouTube, Facebook,
Netflix, Doonee, Hollywood, iflix, Primetime Entertainment, Viu,
Line 등이 있다. 이 중 Doonee, Hollywood, Primetime Entertainment는
태국 현지 SVOD 사업자이며, 그 외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 방송사에서 제공하

319) 한국콘텐츠진흥원(2020a).
320) 길성원(2019); 한국콘텐츠진흥원(2020a), pp.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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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OTT 서비스들도 존재한다.321)
태국의 안정된 인터넷 인프라 확산과 함께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OTT 시
장에 관한 논의를 좀 더 이어가면, 태국에서는 현재 해외의 OTT 서비스 업체,
국내의 테크(Tech) 기반 스타트업, 태국 국내 대기업 계열사들 간의 경쟁이 치
열하다. 먼저 Netflix는 2016년 1월 태국에 진출했으며, 2016년 말에는 아마
존의 Prime Video와 iflix, 2017년 5월에는 홍콩의 Viu가 각각 태국에 진출
했다. 다음으로 Doonee, Monomaxxx, TOT iptv 등 태국 국내 기반의 OTT
서비스들은 해외 OTT 플랫폼보다 자국 콘텐츠에 강점을 보이면서 서비스 내
용에 있어서 차별화를 모색하고 있다. 나아가 인터넷을 지속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OTT 서비스의 기본 특성상 이동통신사의 무선 인터넷 요금제 및 인터넷
브로드밴드 회사와의 제휴도 증가하고 있고, 이에 태국 1위 이동통신사 AIS는
Hooq 및 Netflix와 제휴를 통하여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인터넷 패킷을 사용
가능하게 됐다.322)

2) 분야별 현황

본 절에서는 분야별 태국 문화콘텐츠 시장의 현황을 살펴본다. 먼저 ‘방송’
분야를 보면, 태국은 2018년 기준 인구 1,000명 대비 377대의 TV 보급률을 보
이고 있으며, 이를 가구로 환산할 경우 거의 100%에 달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높은 TV 보급률을 접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총 25개의 지상파 채널이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송출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디지털 지상파 채널로의 수신 전환에 대비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2019년 8월 기준 디지털 지상파 채널 시청비율이 59%까지 상승했다.323)
방송사별 연도별 태국 TV 보유가구의 플랫폼별 현황은 [표 3-3]과 같다.
321) 한국콘텐츠진흥원(2020a), p. 27.
322) 한국콘텐츠진흥원(2019d), pp. 10~12.
323) 위의 자료, p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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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태국 TV 보유가구 플랫폼별 현황(2012~17년)
(단위: 천 가구)

구분
TV 보유 가구 수
아날로그
아날로그

지상파
아날로그
케이블
디지털
케이블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9,066

19,187

19,267

19,328

19,374

19,401

6,585

4,705

3,699

2,520

2,372

0

1,393

1,715

1,900

2,061

1,397

1,478

183

192

201

211

222

233

2

98

33

105

386

507

1,132

1,246

1,384

1,802

1,818

2,008

9,771

11,320

10,790

11,114

11,002

10,837

0

0

1,260

1,515

2,177

4,338

IPTV
유료 디지털
디지털

위성
무료 디지털
위성
디지털
지상파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2020b), p. 18.

이어서 ‘영화’ 분야를 살펴보자. 태국 영화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2억
8,900만 달러로, 박스오피스와 극장 광고수익 모두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중
국과 서구 국가를 중심으로 극장 시설의 증설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스크
린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영화 스크린 설치가 급격하고 증가하
고 있어, 태국 영화시장 규모는 2020년까지 연평균 4.3% 성장률을 보이며 3억
5,7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흥미로운 점은 현재 태국 영화업계가
시장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데 있다. 태국 최대 영화관 업체 ‘메이저 시
네플렉스’는 태국 영화를 전 세계로 수출해 태국판 할리우드인 ‘탈리우드’를 적
극 육성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자국 및 해외영화 업체들
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메이저 시네플렉스는 미국과 유럽보다
중국 영화시장에 집중하고 있고, 태국 수도인 방콕을 비롯한 60개 지역에서 영
화관 810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캄보디아·라오스·인도에서도 영화관을 늘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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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갖고 있다.324)
‘음악’ 분야는 실물 음반시장은 큰 폭으로 축소되고 있지만, 공연 음악시장
및 디지털 음악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2019년 기준 태국 음악시장 규모는 2억
3,100만 달러이며, 그중에서 라이브 공연 티켓 판매와 스폰서십을 포함한 공
연음악 분야가 약 1억 6,500만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디지털
음원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것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로 글로벌 서비스인
Spotify, Apple Music, Joox, Deezer 등이 인터넷 인프라가 비교적 뛰어난
태국을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의 Test-bed로 초창기부터 진입했으며, 이에 사
업자 간 다양한 마케팅 경쟁을 통해 시장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음원 스트리
밍 서비스는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넓고, 태국의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과 안정적인 인터넷 인프라에 힘입어 향후 기존 실물 음반 구
매 또는 MP3 파일을 통한 음악감상을 대체하면서 주요 음악감상 수단으로 확
고하게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325)
다음으로 ‘애니메이션’ 분야를 보면, 2018년 기준 태국 애니메이션 시장규
모는 한화로 약 1,409억 원 상당이며, 그중에서 애니메이션 하청 산업 분야가
한화로 약 849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태국은 경쟁국가들과
비교하여 비교적 일찍부터 해외 애니메이션 산업의 하청작업에 뛰어들어 난이
도가 높은 고부가가치의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현재 애니메이션 유통 및 부가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IP는 일본
및 미국의 애니메이션이며, 주로 극장에서 개봉하거나 TV에서 상영하는 애니
메이션은 해당 국가의 작품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현재 태국은 제
조업 하청 중심의 생산기지에서 경제 파급효과가 큰 디지털 산업경제로 조금씩
이전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고부가가치의 디지털 경제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산업에 투자를 원하는 해외기업에 대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324) 김태훈(2019b); 한국콘텐츠진흥원(2017a), p. 76.
325) 한국콘텐츠진흥원(2019e), p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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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고 있다.326)
태국의 ‘게임’시장을 보면 모바일 게임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전체 온라인 게
임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PC 온라인 게임시장도 태국의 경제성장률
에 발맞추어 하드웨어의 업그레이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견고하게 성
장하고 있다. 2022년 기준 태국 게임시장 규모는 약 19억 7,400만 달러에 이
를 것으로 예상됐으며, 이는 동남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에 이어 2위의 시장
크기에 해당한다. 다만 태국 국내 개발사들의 게임은 아직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외 게임을 수입하여 태국 퍼블리셔가 서비스하거나,
해외 개발사 및 퍼블리셔가 태국에 직접 진출하여 서비스하는 경우가 절대 다
수를 차지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성숙 단계에 있는 게임 마켓이 e-스포츠 시장
을 견인하고 있고, 태국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관중, 대형 스폰서십, e-스포츠
인프라, 프로게임단, 중계 플랫폼 등이 동시에 발전하고 있다. e-스포츠 시장
의 성장은 e-스포츠의 시청에 적합한 스트리밍 플랫폼의 발전으로 이어졌으
며, 스트리밍 플랫폼 방송에 걸맞은 1인 크리에이터도 게임 산업의 생태계에서
지속 발전하고 있다.327)
다음으로 태국 ‘출판’ 및 ‘웹툰’ 시장의 현황을 살펴보자. 2019년 기준 태국
출판 시장규모는 약 19억 4,900만 달러이며, 이 중 인쇄 도서시장이 전체
51.9%에 이르는 10억 1,300만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여느 국가와 마찬가지
로 인쇄출판 시장규모는 매년 역성장하고 있지만, 전자도서 부문은 연평균
13.6%에 달하는 빠른 성장을 하고 있다. 물론 여전히 태국출판 시장은 오프라
인 서점을 통한 판매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한편 출판 분야 내에서 ‘만화’ 시장
의 경우 일본 콘텐츠가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태국의 웹툰 시
장은 2014년 네이버 웹툰이 태국에 진출하면서 최초로 소개됐으며, 이후 네이
버 라인 메신저가 현지에서 가지고 있는 시장지배력을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시

326) 한국콘텐츠진흥원(2019f), pp. 3~5.
327) 한국콘텐츠진흥원(2019g), pp.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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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안착했으며, 현재 태국 안드로이드 OS 애플리케이션 매출 순위에서 10위
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현재 현지 작가의 웹툰이 태국 내에서 큰 방향을 얻으
면서 실사 드라마로 출시됐으며,328) 기존에 일본 만화책을 정식 라이선스하여
태국에서 출판하던 사업자들도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여
인터넷으로 작품을 다운로드받아 읽을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329)
마지막으로 태국정부에서 혁신 및 창조 산업 중심의 경제성장정책인
‘Thailand 4.0’을 추진함에 따라 캐릭터 산업이 주요 산업으로서 지원을 받고
있으며, 그 결과 단기간 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18년 기준 태국 캐
릭터 시장규모는 한화로 약 830억 원 상당이며, 이 중 해외에서 수입한 라이선
스 캐릭터 수입, 유통, 판매 부문이 전체의 89%에 달한다. 일본 캐릭터를 비롯
한 해외의 캐릭터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태국 국산 IP의 캐릭터 산업 성장은
정체를 보이고 있지만, 태국의 소득수준 증가로 인해 유명 캐릭터 상품에 대한
소비가 확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해외 캐릭터 상품이 태국시장으로 유입되고 있
다. 또한 여전히 캐릭터 라이선스 상품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낮아 재래시장
및 도매상품 유통점에서 해외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한 캐릭터 상품을 쉽게
접할 수 있지만, 국산 캐릭터들을 온라인 메신저 스티커 플랫폼으로 제작하여
글로벌 진출을 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스튜디오도 나오고 있다. 이런
추세를 보면, 향후 태국의 캐릭터·라이선스 산업 전망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330)

328) 라인 태국, GM MTV와 유니세프 태국이 협업하여 만든 ‘틴맘’이 라인 TV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2017년 8월부터 10월까지 방영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2019f), p. 7.
329) 한국콘텐츠진흥원(2019f), pp. 3~8.
330) 한국콘텐츠진흥원(2019h), p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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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부처 및 정책
1) 주요 부처

태국의 콘텐츠 산업정책의 주무부처로는 ‘문화부(Ministry of Culture)’
와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통신정책 및 시장진흥을 담당하는
‘정보통신기술부(MICT: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와 정보통신 및 방송을 규제하는 ‘방송통신위원회(NBTC:
National Broadcasting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s)’, 그리고
‘공보국(PRD: Public Relations Department)’이 있다. 먼저 태국 ‘문화부’
는 6개 실무국과 3개 직속기관으로 이루어졌으며, 문화예술과 관련해서는 기
초예술국, 문화진흥국, 현대예술문화국이 담당한다. ‘상무부’는 태국의 엔터테
인먼트 시장 육성 및 해외진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담당기관이며, ‘정보통
신기술부’는 통신정책 및 시장 진흥 담당 기관으로 ICT 관련 기술개발의 기획
과 진흥 및 조정 부처로 정보통신 분야의 장기적인 전략과 세부저인 운영 계획
을 수립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ICT·방송산업 전반의 규제를 담당한다.331)

2) 정책 및 규제

가) ICT 정책: ‘디지털 경제’ 정책과 ‘디지털 태국’ 정책
태국정부는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 정책과 이를 20년 장기계획
으로 확대한 ‘디지털 태국(Digital Thailand)’ 정책을 통해 ICT 육성을 추진하
고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디지털 경제’ 정책은 태국정부
가 신성장동력 창출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한 중진국 함정 탈출을 위해 발표한
정책으로 2014년 11월에 발표되어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태
331) 한국콘텐츠진흥원(2017a), pp. 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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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가디지털경제위원회’가 디지털 경제 정책과
세부과제를 총괄하며, ‘하드 인프라’, ‘소프트 인프라’, ‘서비스 인프라’, ‘디지
털 경제 촉진’, ‘디지털 사회’를 디지털 경제 5대 개선 분야로 제시했다.332) 태
국 디지털 경제 정책의 도입 배경과 도입 시기, 그리고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표 3-4]와 같다.

표 3-4. 태국 ‘디지털 경제’

태국 ‘디지털 경제’ 정책 개요
배경

▪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신성장동력 창출
▪ 디지털 경제 전환을 통해 1인당 국민소득 2배 증가(2036년까지 1만 3,000달러 목표)

도입시기 ▪ 2014년 11월 정책 발표, 2015년부터 본격 추진
▪ 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국가디지털경제위원회(National Digital Economy Committee)’
설치
▪ 정보통신부(MICT)를 디지털경제사회부로(MDES)로 개편(2016년 10월)
주요내용 ▪ 정보통신 분야 육성을 위한 주요법안 개정 추진
▪ 「디지털경제진흥법」, 「디지털경제기금법」, 「디지털기술개발법」, 「전자거래법」, 「사이버
보안법」, 「개인정보보호법」, 「컴퓨터범죄법」, 「태국방송통신위원회(NBTC)법」, 「주파수
할당법」 등
자료: KOTRA(2017), p. 1.

다음으로 ‘디지털 태국’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태국정부는 사회·경제 등 전
분야에서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Thailand 4.0 정책’의 일환으로 ‘태국디지털
경제사회발전계획(Thailand Digital Economy and Society Development
Plan)’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정책은 태국을 10년 내에 ‘디지털 태국’
으로 전환하고, 20년 이내에 태국의 글로벌 디지털 리더십 확보를 목표로 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태국디지털경제사회발전계획’은 6대 전략을 통해 2016년
부터 20년간 4단계 발전단계333)로 나누어 추진되며, 6대 전략은 인프라·경
332) KOTRA(2017), pp. 1~3.
333) 디지털 태국 4대 발전단계는 1단계 ‘디지털 기반 구축(Digital Foundation)’, 2단계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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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회·정부 등 4개 분야에서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인적자원·보완 분야가
추가되었다.334)
정리하자면, 태국정부는 ‘Thailand 4.0 정책’과 ‘디지털 태국(Digital
Thailand)’ 정책 달성을 위해 ICT 전략 분야를 중점 육성하고 있으며, 국가 각
부문에서 스마트화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나)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
문화콘텐츠 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에 관한 태국정부의 정책을 살펴보자.
태국정부는 방송에 대해 엄격한 통제와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서 「외국인사업법」과 「방송사업법」에 근거하여 지
상파는 외국인 투자 금지이며, 유료(케이블, 위성)방송은 25%까지 외국인 지
분을 허용하고 있다. 인쇄매체 중 신문의 경우는 외국인 투자 및 소유와 관련하
여 「외국인사업법」과 「인쇄물기록법」의 규제를 받으며, 신문 이외의 기타 인쇄
매체에 대해서는 외국인 소유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온라인 콘텐츠의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투자촉진법」과 「외
국인사업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게 된다.335)

다) 방송 관련 규제
태국의 방송규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법규가 있지만, 그중에서 「방송사업법」
은 국가가 방송 관련 미디어를 규제할 수 있는 보편적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태국의 방송을 규제하고 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 방송사에 허가권
을 부여하고, 허가권은 크게 공공서비스와 지역사회봉사, 비즈니스 기반 운영
의 분야로 나뉘어지며, 각각의 분야에 따라 의무가 다르다.

Thailand I – 디지털 도입기(Digital Inclusive)’, 3단계 ‘Digital Thailand II – 완전전환기’, 4단
계 ‘글로벌 디지털 리더십(Global Digital Leadership)’으로 이루어져 있다.
334) KOTRA(2017), pp. 3~6.
335) 한국콘텐츠진흥원(2017a), pp.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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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은 「방송사업법」에서 자국산 프로그램 편성 규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
나, 태국정부가 모든 방송 편성에 대해 직접적인 규제를 하고 외국산 방송 프로
그램 편성 비율을 낮게 유지시키고 있다. 또한 방송 사업자가 해외에서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을 수입하거나 자신이 제작한 프로그램을 해외에 수출할 때는 주
관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흡연이나 음주, 나체, 사람을 겨냥한 무기 사용
을 포함해 태국 왕에 대한 비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케이블 및 OTT 서비스 등
은 「NBTC법」의 적용을 받으며, 지상파와 동일한 의무 및 조건을 적용받게 된
다. 아울러 태국정부는 ‘방송 및 온라인 가이드라인’과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
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라디오 및 텔레비전, 위성 및 기타 미디어,
그리고 인터넷 콘텐츠와 웹페이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336)

라) 출판 및 영화 관련 규제
태국의 출판 관련 규제는 총리가 직접 관할한다. 먼저 「인쇄물기록법」에 따
라 신문 산업이 규제를 받으며, 콘텐츠에 부과된 특정 요구사항이나 제한사항은
없지만, 신문사는 콘텐츠에 적용되는 일반 법률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기타
인쇄물도 「인쇄물기록법」에 따라 총리가 직접 관할하며 왕실 태국 경찰은 금지
된 내용을 규제할 권한이 있다. 주목할 점은 「인쇄물기록법」에 명시된 최소 정
보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국왕, 왕족, 태국의 내부 보안, 태국 국민의 공공
평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모욕 또는 위협하는 인쇄물은 수입이 금지될
수 있다. 다음으로 영화와 관련해서는 엄격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태국정부
는 「영화법」에 따라 태국 내에서의 외국영화의 제작 승인과 영화의 내용을 검열
하며, 영화 및 비디오의 전시·임대·교환 또는 유통 승인 등을 하고 있다.337)

336) 한국콘텐츠진흥원(2017a), pp. 82~85.
337) 위의 자료, pp. 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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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류콘텐츠와 플랫폼의 태국 진출 현황 및 사례
1) 한류콘텐츠에 대한 현지 인지도의 ‘명’과 ‘암’

태국은 동남아시아 지역 내에서 비교적 일찍부터 한류열풍이 거세게 불었
다. 이에 태국 문화콘텐츠 시장에서 한류콘텐츠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 연상 이미지는 ‘K-Pop’(24%), ‘한식’(10.8%), ‘드라마’
(10.6%), ‘한류 스타’(8.6%), ‘뷰티 서비스’(8.0%) 순으로 나타났다.338) 다음
으로 ‘한류’라고 생각되는 문화콘텐츠는 ‘K-Pop’(57.8%), ‘패션’(49.8%), ‘드
라마’(48.2%), ‘한식’(46.0%), ‘영화’(44.2%), ‘예능’(37.2%), ‘뷰티 제품’(36.6%),
‘뷰티 서비스’(31.0%), ‘한글’(27.4%), ‘게임’(22.8)의 순이었다.339) 이러한 조
사 결과로부터 ‘K-Pop’, ‘패션’, ‘드라마’, ‘한식’, ‘영화’, ‘예능’, ‘뷰티 제품’ 등
한류콘텐츠 전반이 태국 현지에서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 대한 태국인들의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태국인들 사이에서 한
국을 경제선진국으로 보는 긍정 인식은 77.2%로 높은 편이며, ‘문화 강국이다’
에 대한 긍정 인식도 64.6%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우리에게 우호
적인 국가이다’와 ‘호감이 가는 국가이다’에 대한 긍정 인식도 또한 각각
72.2%와 74.4%로 높은 편이다.340)
다음으로 콘텐츠 접촉과 관련해서 보면, 태국에서 접할 기회가 가장 충분한
한류콘텐츠는 ‘뷰티’(68.7%), ‘음악’(64.9%), ‘드라마’(62.0%), ‘한식’(61.5%)
의 순으로 나타났다.341) 반면에 ‘출판물’(48.7%)과 ‘애니메이션’(47.5%)은 접
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한류콘텐츠의
338)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20a), p. 163.
339) 위의 자료, p. 163.
340) 위의 자료, p. 162.
341) 위의 자료, p.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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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접촉 경로는 TV와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인 것으로 나타났다. ‘드라마’와
‘예능’은 주로 TV를 통해서,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은 주로 온라인·모바
일 플랫폼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류콘텐츠 소비 비중을 보
면, ‘영화’(67.5%)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342)
이상에서 살펴본 한류콘텐츠에 대한 태국의 높은 인지도는 태국의 불교문화
가 한국의 유교문화권과 크게 이질적이지 않아 현지인들이 한국문화, 한국 관
련 콘텐츠를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이에 더해 한
국정부는 2019년 4월 12일부터 19일까지의 기간을 ‘2019 태국 환대 주간’으
로 지정하는 등 태국인들의 마음을 끌어들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343) 그렇지만 한류콘텐츠의 성공적인 태국 시장 진출과 호혜
적인 한-태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현지의 인식이 마냥 긍정적인 것은 아니
라는 점을 보다 깊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류콘텐츠에 대한 현지의 부정적 인식과 원인에 대한 한국국제문화교
류진흥원의 2020년 조사 결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한류의 인기 예상 지속 기간
을 살펴보면, 한류의 인기가 ‘약 1~2년’ 정도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이 27.6%
로 가장 높았으며, ‘약 3~4년’(24.0%), ‘약 5~9년’(19.2%) 순으로 높게 나타
났다. 반면에 ‘이미 끝났다’(7.4%)와 ‘10년 이상’(21.8%)으로 나타나, 한류의
인기 예상 지속 기간에 대한 응답이 그리 긍정적인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
다.344) 또한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한 공감 비율은 37.4%였
는데, 그 이유로는 ‘획일적이고 식상함’(31.6%), ‘지나치게 상업적임’(30.5%),
‘지나치게 자극적·선정적’(13.4%)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전히 ‘자국 콘텐츠
산업 보호 필요’(7.0%)와 ‘한국의 국민성이 좋지 않음’(3.2%)이 한국 문화콘텐
츠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한 공감 비율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345)
342)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20a), pp. 166~167.
343) 한국콘텐츠진흥원(2019i), pp. 7~8.
344)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20a), p. 165.
345) 위의 자료, p.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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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은 태국 문화콘텐츠 산업에서 한류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견고하
며, 그에 따라 태국에 미치는 한류의 영향력이 태국 내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동남아시아 주변국으로의 파급력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346)

2) 한류콘텐츠의 태국시장 진출 현황 및 사례

가) 방송
여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태국의 한류도 한국 드라마에서 시작
됐다. 태국 민영방송 iTV에서는 2002년 이후 약 6년 동안 ‘아시안 시리즈
(Asian Series)’ 프로그램으로 40편에 이르는 한국 드라마를 방영했고, 특히
2003년 방영된 <가을동화>는 이후 세 번 재방영되며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
때부터 태국 한류열풍이 본격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후 지상파 CH7에서
2005년에 <풀하우스>가 방영됐고, CH3에서는 같은 해에 <대장금>이 방영
됐는데, 이들 작품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태국 내 한류열풍을 견인했다.347)
최근에는 배우 지창욱과 김유정이 주연을 맡은 <편의점 샛별이>가 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편의점 샛별이를 전 세계 동시 방영 중인 ‘아이치이
(iQiyi)’에 따르면 <편의점 샛별이>는 매화 공개마다 태국에서 드라마 순위 1
위를 차지했다.348) 또한 배우 조병규와 K-Pop 스타 김세정이 주연을 맡은
<경이로운 소문>은 국내에서 OCN의 역대시청률을 갈아치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2021년 1월 태국 내 Netflix 인기 드라마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349)
여기서 한류 방송콘텐츠의 태국시장 진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한
류 방송 콘텐츠 태국시장 진출의 주된 방식은 ‘포맷 수출’과 ‘태국 드라마의 한
국 로케이션 촬영’을 들 수 있다. 이미지의 표현을 빌리면, “태국에서의 한국 드

346) 한국콘텐츠진흥원(2019i), p. 3.
347) 이미지(2020), pp. 69~70.
348) 유연욱(2020. 7. 29).
349) 이혜운(2021.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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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의 수용은 원작을 그대로 수입하여 소비하는 형태와 한국 드라마의 리메이
크 제작, 그리고 자국 드라마에 일부 한국적 요소를 삽입하는 형태”로 진행됐
다. 한국 드라마를 원작으로 한 대표적인 태국 드라마로는 <풀하우스>를 꼽을
수 있다. 태국 최대 케이블 방송국 ‘True Visions’는 2014년에 태국에서 큰 인
기를 얻었던 한국 드라마 <풀하우스>를 재제작했으며, 그 과정에서 전체 20회
중 약 8회 분량을 한국에서의 로케 촬영을 했다. 이후 이 드라마를 중국을 비롯
해 세계 10개국에 수출하기도 했다.350)

표 3-5. 한국 드라마를 원작으로 리메이크된 태국 드라마
원작명

총부작수/

방영채널

방영기간/방영요일

TrueVisions

2012. 6. 22 ~ 8. 31/목금

21부작/50분

TrueVisions

2013. 5. 22 ~ 7. 5/수목

18부작/45분

True4U

2014. 1. 11 ~ 3. 16/토일

20부작/50분

True4U

2017. 4. 25 ~ 7. 3/월화

20부작/45분

GMM One

2017. 9. 4 ~ 11. 27/월화

17부작/60분

마이걸(2005)

True4U

2018. 7. 16 ~ 9. 18/월화

20부작/50분

오 나의 귀신님(2015)

True4U

2018. 9. 24 ~ 11. 12/월화

16부작/65분

시크릿가든(2010)

True4U

2019. 4. 22 ~ 6. 25/월화

20부작/60분

별에서 온 그대(2014)

CH3

2019. 9. 17 ~ 11. 11/월화

16부작/135분

(한국 방영연도)
커피프린스
1호점(2007)
가을동화
(2000)
풀하우스
(2004)
궁(2006)
운명처럼 널
사랑해(2014)

회당 러닝타임

자료: 이미지(2020), p. 74에서 재인용.

[표 3-5]는 한국의 작품을 원작으로 태국에서 리메이크된 드라마를 정리한
것이다. 이 중에서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이 한국 드라마 <운명처럼 널 사랑
350) 이미지(2020), pp. 73~74.

제3장 아세안 지역 주요 국가의 문화산업정책 및 한류콘텐츠 교류사례 분석

•

147

해>(2017)인데, 이 드라마는 원래 대만 작품을 한국이 먼저 리메이크했고, 그
렇게 탄생한 한국판을 태국이 리메이크한 것이다. 예능 프로그램 <꽃보다 할
배>, <쇼미더머니>, <너의 목소리가 보여>, <골든 탬버린>, <크레이지 마켓> 등
의 한국 예능 프로그램도 태국에서 리메이크됐다.351)
이렇듯 한국 드라마만큼이나 한국 예능 프로그램의 리메이크도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한류 방송콘텐츠의 리메이크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
나? 이에 대해 태국 한류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본 이미지는 먼저
제작국인 한국에서 검증된 드라마, 즉 큰 성공을 거둔 드라마이어야 한다고 주
장한다. 이는 태국에서 리메이크된 대부분의 드라마는 한국에서 흥행에 성공한
작품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한국 예능 프로그램의 리메이크도 마찬가지이
다.352) CJ ENM에서 한국 프로그램의 포맷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민다현 차장
역시 한국에서 성공한 예능 프로그램들이 리메이크되어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
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너의 목소리가 보여>라고 말했다.353)
포맷 수출과 더불어 한류를 태국 국내 제작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태국 드라마의 한국 로케이션 촬영이다. 2017년에 CH3를 통해 방영된 태국
드라마 <미야루엉>은 부산과 경남을 배경으로 촬영됐으며, 같은 해 CH8에서
방영된 <응아오싸네하>와 2020년에 CH7에서 방영된 <프롬피싸왓>은 서울과
강원도를 배경으로 촬영된 내용이 삽입됐다. 또한 한국 드라마를 원작으로 리메이
크된 태국 드라마의 상당 부분이 한국에서의 로케이션 촬영을 포함하고 있다.354)
이렇듯 태국 내 한류 방송콘텐츠의 확산은 한국기업의 포맷 수출에 따른 의
도적인 진출에 더해 태국 현지의 주체적인 선택, 즉 포맷 구입을 통한 리메이크
제작의 결과였다. 물론 한류 방송콘텐츠의 태국 진출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태국 방송시장에서 한국 드라마
351) 위의 자료, p. 74.
352) 위의 자료, p. 74.
353) 한국콘텐츠진흥원(2016b).
354) 이미지(2020), pp. 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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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호감저해요인을 살펴보자. 먼저 한국 드라마의 호감을
저해하는 요인은 ‘비용이 많이 듦’(15.0%), ‘한국어가 어렵고 생소함’(13.4%),
‘한국적인 색채가 강해서’(12.6%), ‘한 회당 방영시간이 길어서’(11.3%), ‘자
막·더빙을 통한 시청 불편’(10.2%) 순이었다. 예능 프로그램의 호감저해요인
으로는 ‘한국식 유머 코드가 맞지 않음’(17.9%), ‘한국어가 어렵고 생소
함’(15.7%), ‘자막·더빙을 통한 시청 불편’(10.6%), ‘한국적인 색채가 강해
서’(10.6%), ‘게스트 토크 의존 포맷이 많음’(8.2%) 순이었다.355) 이러한 조사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아직 태국 내 한류 방송콘텐츠 진출방식이 공동제작이
아닌, 리메이크에 집중될 수밖에 없음을 뜻한다. 이에 향후 성공적인 한태 공동
제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언어와 한국적 색채의 문제가 핵심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나) 영화
그간 태국 영화시장에서는 한국영화의 리메이크와 한태 합작영화가 활발하
게 이루어져왔다. 물론 리메이크와 합작영화에 앞서 <엽기적인 그녀>의 흥행
성공이 태국에서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을 높였으며, 이후 태국 영화시장에서
한국 영화 개봉이 러시를 이루게 됐다.356) 본격적인 한국영화의 리메이크 공동
제작은 2014년 국내 관객 815만여 명을 동원한 코미디 영화 <수상한 그녀>였
다. 2016년 <수상한 그녀> 제작사인 CJ ENM은 태국 최대 극장 체인인
‘Major Cineplex’사와 한태 합작회사인 ‘CJ Major’를 설립하고 현지 리메이
크 버전인 <다시 20살>을 제작·개봉했다. 그러나 <수상한 그녀>의 중국판 <20
세여 다시 한번>과 베트남판 <내가 니 할매다>가 현지에서 박스오피스 신기록
을 세우는 등 흥행에 성공한 데 반해, <다시 20살>의 박스오피스 성적은 좋지
않았다. <다시 20살>이 성공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는 당시 국왕 라마 9세의

355)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20a), p. 175.
356) 『한국경제』(2002.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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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로 인한 전국적인 추모 분위기에 더해 <다시 20살>의 중요한 배경이 되는
1950~60년대의 한국, 베트남, 중국 등과 달리 태국은 내전이나 주변 전쟁에
큰 개입 없이 비교적 순탄한 현대사를 보냈다는 점에서 관객의 공감과 호응을
크게 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20살>이 큰 호응을 얻지 못한 그 시기인 2017년 2월, 한태 합작 태국
영화 <마인드 메모리(Mind Memory) 1.44>가 태국 방콕의 최중심부인 시암
패러건에서 프리미어를 갖고 태국 100개 극장에서 개봉했다. <마인드 메모리
1.44>는 태국의 톱스타 제임스 마마와 한국 K-Pop 걸그룹 티아라 함은정을
남녀 주인공으로 내세웠으며, 태국 영화제작사 페후와 함께 한국의 한태교류재
단 KTCC가 공동제작 형태로 합류했다. 태국 톱스타 제임스 마마와 K-Pop 걸
그룹 티아라 함은정의 인기를 반영하듯 <마인드 메모리 1.44>는 전체 영화 중
예매율 1위를 기록하며 초반 주목을 끌었으며, 당시 확보한 극장 수도 적지 않
았다.357)
한편 <다시 20살> 흥행 실패 이후 약 2년간 절치부심하던 ‘CJ Major’는
2019년 6월 20일 한국 작가가 집필한 극본을 바탕으로 한 로맨틱 코메디 영화
<Rak 2 Pee Yindee Khuen Ngern>을 개봉했고, 2020년 2월 6일 한국 로맨
스 영화 <클래식>을 리메이크한 <클래식 어게인(Classic Again)>을 개봉했다.
<클래식 어게인>은 배우와 국적, 촬영지만 다를 뿐 이외 스토리의 구성이나 내
용, 장면은 모두 같다. 또한 <클래식> 하면 빠뜨릴 수 없는 요소 중 하나인 매인
OST인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역시 태국어로 번역됐다. ‘CJ Major’는 <클래
식 어게인> 개봉에서 멈추지 않고, 한국 영화를 태국 감독과 배우들, 현지 제작
시스템을 통해 ‘태국 영화’로 재창조하는 작업을 지속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
다.358) 이 점에서 앞으로도 한국 영화의 리메이크와 한태 합작영화가 태국 영

357) https://www.happythai.co.kr/page/board_guide.php?boardid=JS_board04&mode=view
&no=1211&start=0&search_str=&val=&sort=3&zone=(검색일: 2021. 2. 17).
358) https://blog.naver.com/akcsns/222094449313(검색일: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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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시장에서 제작·개봉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태국 영화시장에서 한류콘텐츠 인기요인과 호감저해요인을 살
펴보자. 먼저 주된 인기요인은 ‘배우의 매력적인 외모’(27.7%), ‘스토리가 짜임
새 있고 탄탄함’(18.1%), ‘뛰어난 배우의 연기력’(11.8%), ‘다양한 소재·장르
를 다룸’(9.2%), ‘자국 영화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함’(9.2%) 순이었다. 다음으로
호감저해요인으로는 ‘한국어가 어렵고 생소함’(19.1%), ‘자막·더빙을 통한
시청 불편’, ‘비용이 많이 듦’(12.9%), ‘다른 언어·문화로 내용 이해가 어려
움’(12.5%), ‘스토리의 짜임새가 떨어짐’(11.8%) 순이었다.359) 이렇듯 태국 시
민들을 대상으로 조사 결과와 <마인드 메모리 1.44>의 성공이 보여주듯이, 향
후 태국 영화시장에서 한국 영화의 리메이크와 한태 합작영화가 성공하기 위해
서는 ‘배우 캐스팅’과 ‘짜임새 있고 보편적인 스토리’를 갖추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다) 음악
태국인들의 머릿속에서 한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순위에서
K-Pop(24.0%)이 1위를 차지했고, 한류라고 생각되는 문화콘텐츠로 K-Pop
(57.8%)을 가장 많이 꼽았다.360) 2000년 초반부터 재능 있는 K-Pop 스타들
은 태국에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고, 태국 전역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K-Pop이 태국 음악산업의 중요 구심점으로 자리잡기 전인 2003년 태국의
대표적인 음반회사 그래미(GMM Grammy)가 2003년 한국 음반을 도입했으
며, 2007년 원더걸스, 슈퍼주니어, 빅뱅, 소녀시대 등의 앨범을 태국 내에 정식
으로 발매했다. 이후 2010년 한 해에만 29개의 한국 앨범을 현지에 발매하는
등 K-Pop 가수들이 일찍부터 태국 시장에서 상업적인 결실을 거두었다. 특히
비는 K-Pop이 태국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데 주된 역할을 했으며,

359)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20a), p. 171, p. 176.
360) 위의 자료, pp. 16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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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수 중 최초로 태국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면서 한국 가수들의 태국 현지
공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비가 태국에서 한국 가수 최초로 단독 콘서트를
연 이후, 소녀시대, JYJ, 갓세븐, 세븐틴, 혁오, 씨앤블루, 방탄소년탄, 블랙핑
크, 트와이스 등이 태국에서 콘서트를 진행했다. 또한 현재 태국은 싱가포르
와 더불어 주요 가수들의 투어 장소로 손꼽히고 있으며, 2017년에는 거의 매
달 한류 스타들의 콘서트, 사인회, 팬미팅 등이 개최된 바 있다.361)
태국 시장에서 비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JYP 엔터테인먼트는 2007년 6
월 방콕 중심가 Central에서 오디션을 개최했는데, 당시 오디션의 슬로건이
‘제2의 비를 찾아라’였다. 한국 JYP와 태국 내 한류기업인 KTCC가 현지 진행
을 맡아 진행된 행사에서, JYP는 태국인 가수, 모델, 연기자, VJ 등 다양한 분
야의 인재를 발굴하고자 했으며, 특히 이 오디션에는 2006년도 JYP의 미국 오
디션에서 유일하게 선발된 닉쿤이 참여하여 행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362) 이
후 닉쿤은 2008년 JYP에서 야심차게 기획한 보이그룹 2PM으로 데뷔했으며,
2PM이 동남아시아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 JYP는 닉
쿤 이외에도 2014년에 데뷔한 그룹 갓세븐 내에 태국 멤버인 잭슨과 뱀뱀을 포
함시켰다. 2016년 갓세븐은 JTBC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에 출현하여 태
국으로 여행을 갔는데, 당시 뱀뱀, 잭슨과 함께 여행 간 멤버들은 태국에서 극
진한 대접을 받았다고 한다.363)
다른 기획사들의 태국인 멤버 영입도 눈에 띈다. 현재 세계적인 걸그룹으로 성
장한 블랙핑크 멤버 중 리사가 태국인이다.364) 또한 다수 멤버가 그룹 콘셉트와
이름에 따라 조합·구성되어 활동하는 로테이션 시스템을 표방한 SM 엔터테인먼
트 NCT에도 1명의 태국인이 있으며, 큐브 엔터테인먼트의 씨엘씨에도 태국인
361) 한국콘텐츠진흥원(2019i), p. 7.
362)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07. 7. 25).
363) 강서정(2016. 3. 5).
364) K-Pop 가수들의 유튜브 조회 수를 국가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현재 K-Pop 가수 중에서 BTS가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선 블랙핑크의 영상 조회 수가 BTS의 2배 이상이
었다(김수경(2019.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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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 손(SORN)이 있다.365) 이렇듯 K-Pop 그룹의 태국인 멤버 영입은 K-Pop의
태국 음악시장 지출에 있어서 지대한 역할을 했으며, 여느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태국 음악산업에서 K-Pop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물론 태국 음악시장에서 한류콘텐츠가 지속적인 인기를 끄는 데 있어서 제
약요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태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국제문화교
류진흥원의 2020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음악의 가장 큰 호감저해요인
은 ‘한국어 가사가 어렵고 생소함’(24.4%), 다음은 ‘주위 반응이 좋지 않아
서’(18.1%), ‘획일적인 음악 장르’(15.4%), ‘한국 가수·관계자의 부적절한 언
행’(11.4%), ‘이질적인 가수의 외모(10.7%) 순이었다.366) 이러한 한국 음악의
호감저해요인을 줄여나가려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태국 음악시장에서 한
류콘텐츠가 지속적·안정적으로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이다.

라) 웹툰
NHN엔터테인먼트의 분석에 따르면 태국 만화시장에서 웹툰이 차지하는 비
중은 2009년 0%에서 2018년 최대 9.4%로 성장했으며, 이러한 성장을 견인한
것은 2015년을 전후로 서비스를 개시한 3대 웹툰 플랫폼인 ‘라인 웹툰(Line
Webtoon)’, ‘욱비(Ookbee)’, ‘코미코 타일랜드(Comico Thailand)의 영향이
크다. 이 3대 웹툰 플랫폼 중 2곳이 한국기업(라인 웹툰, 코미코 타일랜드)의
소유이며, 3대 플랫폼 모두 다수의 국산 웹툰을 소개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367)
태국 웹툰 시장의 성장과정에서 눈에 띄는 점은 2014년 네이버 웹툰이 태국
에 진출하면서 최초로 웹툰이 소개됐다는 점이다. 특히 라인 웹툰은 2019년 기
준 전체 약 100여 개의 웹툰을 연재하고 있고, 총 116개의 완결된 작품을 연결
할 수 있으며, 인기 있는 주요 웹툰의 구독자 수가 230만 명에 이르고 있다. 현
재 한국기업인 라인 웹툰과 코미코 타일랜드는 현지에서 온라인·오프라인 마
365) http://www.kocca.kr/industry/16_industry_m_1_2.pdf(검색일: 2021. 2. 17).
366)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20a), p. 176.
367) 방지현(2017.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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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코미코 타일랜드는 태국 현지 유저들의 결
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현지의 다양한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들과 협업을 하
고 있다. 또한 코미코 타일랜드는 웹툰 이외에 웹소설을 적극적으로 연재하고
있으며, 한국의 웹소설 사업자인 문피아와 조아라가 태국의 주요 사업자들과
계약을 맺고 작품을 공급하고 있다.368)
한국기업의 태국 웹툰 시장 진출전략과 관련해서 주목해서 봐야 하는 점은
사업자들의 현지화 전략이다. 사실 라인 웹툰이 동남아시아에서 웹툰 시장을
형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처음에는 한국의 만화로 시작했으나, 점차 본국 작가
들을 발굴하여 현지화에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며, 이 점에서 태국도 예외는
아니다. 이렇듯 코미코 타일랜드의 현지화 주안점은 재능 있는 현지 작가 및 작
품의 발굴에 있으며, 태국인들의 문화와 정서를 잘 이해하면서 코미코 타일랜
드의 방향에 부응할 수 있는 현지 작가를 발굴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고용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369) 한편 라인 웹툰과 코미코 타일랜드가 플랫폼 사업
을 통해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한 것과는 달리, ‘다음웹툰’은 국내 웹툰 IP를
기반으로 태국 최대 웹툰 플랫폼 욱비코믹스와 판권계약을 맺고 다음웹툰 작품
을 태국에 서비스했다.370)
이렇듯 철저한 현지화 전략에 힘입어 한국기업들은 태국 웹툰 시장에 성공
적으로 진출했지만, 여전히 태국 웹툰 시장에서 한류콘텐츠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태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의 2020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웹툰을 포함한 한국 출판물의 호감저해요인에
대해서는 ‘자국어 번역 미흡’(23.8%), ‘비용이 많이 듦’(16.0%), ‘다른 언어·문
화로 내용 이해가 어려움’(14.5%) 순으로 응답했다.371) 이 중에서 ‘자국어 번
역 미흡’과 ‘다른 언어·문화로 내용 이해가 어려움’의 문제는 현지 작가의 발굴
368) 한국콘텐츠진흥원(2019j), pp. 7~9.
369) 김 숙, 최 숙(2016), pp. 14~15.
370) 이다비(2016. 9. 27).
371)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20a), p.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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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듦’과 관련된 문제는 콘텐츠 유료화에
거부감이 있는 태국 소비자들, 무단배포 문제 및 작가들의 수입 보장의 어려움
등과 같은 태국 웹툰 시장의 성장이 뒷받침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372)

마) 게임
태국 ‘게임’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한국기업의 대표적인 게임은 <라
그나로크(Ragnarok M)>를 꼽을 수 있다. 이 중 ‘그라비티’에서 개발한 <라그
나로크>는 2001년 11월 국내에서 오픈 베타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 다음 해인
2002년 8월 국내 상용서비스를 실시했다. 이후 <라그나로크>는 태국에서
2003년 3월 상용화 이후 현재까지 태국 현지에서 인기 온라인 게임으로서의 위
치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라그나로크>는 태국의 한국산 게임 인지율 Top5에
서 6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한국산 게임으로
<라그나로크>(30.5%)를 응답했다.373) 또한 2020년 5월 28일부터 ‘그라비티
태국지사 그라비티게임테크(GGT)’가 태국 지역에 <라그나로크>의 직접 서비
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같은 해 11월 <라그나로크>는 태국 ‘ZOCIAL AIS 게이
밍 어워드 2020’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 부문을 수상했다
(이수호 2020. 11. 30). 태국 게임시장에서 <라그나로크>가 성공한 이유를 살
펴보면, 태국 시장에 최적화된 현지화한 전략을 꼽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현철 그라비티 대표는 2016년 5월 같은 해 7월 <라그나로크>를 신규 오픈하
기 위해서 태국의 게임 서비스 업체 ‘일렉트로닉 익스트림’과 파트너십을 체결
했으며, 당시 “태국에서 라그나로크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일렉트로
닉 익스트림에 아낌 없는 지원”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었다. 이후 ‘그바비티’
는 길드 대전 경기 등 다양한 오프라인 프로모션을 진행해 현지 이용자와 소통
을 해오고 있다.374)
372) 이다비(2016. 9. 27).
373)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20a), pp. 181~182.
374) 박철현(2016.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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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기업의 태국 ‘게임’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코
로나19로 인해 태국 게임시장이 더욱 커졌다는 데 있다. 2020년 3월 17일 태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학교 및 식당과 쇼핑몰 등을 폐쇄하면서 게임
이 엔터테인먼트의 한 부문으로 크게 부상하는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375)
여기에 게임시장에 대한 태국정부의 진흥정책과 스마트폰의 보급률 확대 등이
함께 맞물려 태국 게임시장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376)
물론 한국기업의 태국 ‘게임’시장 진출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측면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태국 현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게임 분야에서 한류콘텐
츠의 저해요인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듦’(23,7%), ‘높은 디바이스 사양 필
요’(10.4%), ‘게임이 선정적·폭력적임’(10.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 상황
에서 태국 ‘게임’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열악한 태국 현
지의 인터넷 환경을 감안해 와이파이가 원활하지 않은 환경에서도 큰 제약 없
이 즐길 수 있는 오프라인 게임과 저사양 스마트폰에서도 즐길 수 있는 라이트
버전의 게임을 공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라그나로크>의 성공에서
볼 수 있듯이 철저한 현지화 전략이 필요하다.377)

바)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태국에서 가장 선호하는 한국 애니메이션 캐릭터로는 <라바>(22.4%), <뽀로
로>(19.1%), <뿌까>(15.5%) 등을 꼽을 수 있다.378) 이 가운데 애벌레 캐릭터
를 주인공으로 하는 애니메이션 <라바>는 2011년 첫 출시된 이후 태국, 인도
네시아, 일본, 네덜란드 등 16개국에 수출돼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2014년
12월 Netflix와 방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순수 국내 애니메이션으로는 최초로
북미 지역 가정용 시장에 진출하기도 했다.379)
375) Kotra(2020a).
376) 전현수(2021. 2. 15).
377) 위의 자료.
378)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20a), p. 183.
379) 박샛별(2016.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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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라바>가 성공한 비결을 알아보자. <라바>가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
시아 시장에서 큰 인기를 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매회 2분 안팎의 슬랩스틱 코
미다 콘셉트, 단출한 캐릭터, 새로운 플랫폼에 최적화한 콘텐츠, ‘탈TV 전략’
에 있었다. 또한 제작업체인 ‘투바앤’은 초기에 무상으로 영상을 트는 방식의
홍보를 통해서 인기를 얻은 이후, <라바> 이미지를 활용해 유아용 자동차, 물
통, 모자, 펀치 에어백, 대형 인형, 모래놀이, 클레이, 비눗방울, 칫솔, 필통, 우
산 등의 라이선싱 및 상품화 사업에 집중했다. 이때 ‘투바앤’은 라바 캐릭터 상
품 소비층을 영유아에만 한정하지 않고, 20~30대를 겨냥한 상품을 출시했다.
이외에도 ‘투바앤’은 <라바>와 관련한 다양한 부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라바링크>와 <라바 히어로즈> 등의 스마트폰 게임과 카카오톡 및 네이버 밴드
등 인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에 라바 이모티콘을 만들었다. 아울러 <라바>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공연 및 체험전도 열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라바>가
태국 시장에서 성공한 가장 큰 이유는 시청자의 시청환경을 반영해 언어를 최
소화하여 문화적 장벽을 최소했다는 데 있다.380)
<라바>가 성공한 이후, ‘K-애니’는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에서 주목할 만
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특히 요즘 태국 어린이들에게 가장 ‘핫’한 콘텐츠는 CJ
ENM 애니메이션 <신비아파트>다. 2019년 11월 시즌1이 태국에서 방영된 이후
입소문이 나면서 2020년 시즌2가 전파를 탔고, 태국 지상파 채널 GMN25에서
방영하는 애니메이션 중 시청률 1위에 오르기도 했다. 무엇보다 CJ ENM은 <신
비아파트>가 태국을 시작으로 해외 반응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만큼 주변 동남
아시아 국가로의 진출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381)
마지막으로 태국 애니메이션 시장에서 한류콘텐츠 인기요인과 호감저해요
인을 살펴보자. 베트남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2020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된 인기요인은 ‘그림체, 색채, 그래픽 등 영상미

380) 정지영(2015).
381) 강영운(2020.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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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24.2%), ‘스토리가 짜임새 있고 탄탄함’(17.3%), ‘캐릭터 생김새·디자인
선호’(1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호감저해요인에 대해서는 ‘한국어가 어
렵고 생소함’(21.8%), ‘자막, 더빙을 통한 시청 불편’(13.7%), ‘한국적인 색채
가 강해서’(10.7%), ‘지나치게 상업적임’(10.7%), ‘자국에 비해 특별하지 않
음’(10.4%) 순으로 응답했다.382) 이런 상황에서 <라바>와 <신비아파트>는 태
국 애니메이션 시장에서 ‘K-애니’가 인기를 끌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대표적
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마. 소결론
이상 태국의 지역정보, 태국 문화콘텐츠 시장의 특징, 주무부처 및 정책·규제,
분야별 한류콘텐츠의 태국 시장 진출 현황 및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한류콘텐츠 분야별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한류콘텐츠를 대
하는 태국의 우호적인 분위기와 가시적인 반한 감정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특히 한국의 문화를 크게 이질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수용하려는
태국 현지의 분위기가 한류콘텐츠의 성공적인 진출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하는 점은 한류콘텐츠의 포맷을 단
순히 수입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태국 제작업체들이 리메이크해서 다시
수출하고,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한국 로케 촬영 등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태국의 주요 문화콘텐츠 시장별 한류 진출의 반향과
전망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방송 분야와 관련해서는 포맷 수출과 태국
드라마의 한국 로케이션 촬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태국 내 한류
방송콘텐츠 진출방식이 리메이크에 집중되다보니, 자막 및 더빙문제, 한국어
의 생소함, 한국적인 색채가 강해서 비롯되는 호감의 저해요인이 존재하는 것

382)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20a), p. 172, p.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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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실이다. 이에 한-태 공동제작방식의 확대와 안정된 유통 기반의 확보 등
진출방식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영화 분야를 살펴보면 리메이크 제작과 한-태 합작영화가 태국 영화시장에
서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 다만 여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흥행에 성공했던
<수상한 그녀>의 태국 리메이크 버전인 <다시 20살>이 태국 관객의 공감과 호
응을 얻지 못한 주된 요인으로 서로 다른 현대사에 대한 경험에서 비롯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마인드 메모리 1.44>의 성공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한-태 합작영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짜임새 있는 각본과 배우 캐스팅
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음악 분야를 보면 ‘K-Pop’ 그룹에 태국인 멤버 영입이 눈에 띈다. 무엇보다
‘K-Pop’ 그룹의 태국인 멤버 영입은 ‘K-Pop’이 태국 음악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는 데 우호적인 여건을 마련해준다. 또한 ‘한국어 가사가 어렵고 생소함’
이 태국 음악시장에서 ‘K-Pop’의 호감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점에
서, ‘K-Pop’ 그룹의 태국인 멤버 영입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웹툰 분야를 보면, 태국 3대 웹툰 플랫폼 중 2곳이 한국기업의 소유이며, 특
히 태국 웹툰 시장의 성장을 네이버 웹툰이 견인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기업이 태국 웹툰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현지화 전
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콘텐츠 유료화에 대한 현지의 반감과
무단배포 문제 및 현지 작가들의 수입 보장의 어려움 등 태국 웹툰 시장 자체의
성장이 뒷받침되어야만, 장기적으로 한국 웹툰의 성공적인 진출 및 확대가 이루
어질 수 있다. 한편 게임 분야와 애니메이션 분야의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철저한 현지화 전략과 문화적 장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태국 문화콘텐츠 시장 진출에 있어서 여러 분야에 걸쳐 공통적으
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한류콘텐츠의 태국 시장의 원활한 진출이 한국
과 태국 간의 활발한 교류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즉
2000년대 이후 태국이 한국을 주요 경제협력국가로 인식하게 되고, 양국 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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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교류의 규모 확장, 태국에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등의 우호적인
여건이 마련되는 가운데, 한류콘텐츠의 성공적인 태국 시장 진출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에 향후 한류콘텐츠에 국한된 접근이 아닌, 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다방면에서 우호적인 한-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의 신남방정
책과 태국의 미래신산업 육성정책 간의 접점을 확장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부 대기업과 사업자 중심의 접근법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이는 많
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문화 한류는 여전해도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
력이 예전만 못하다. 대표적으로 방콕 시내 한복판에 있는 한류 복합쇼핑몰 내
쇼핑객들이 크게 줄었고, 한국 드라마나 K-Pop 스타들의 공항패션이 인기를
얻으면, 이를 패션 매장에 전시하고 있지만, 실제 태국 현지의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항 면세점 사업 등에 대거 진출했다가
실패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383) 이에 단기적인 이익에 급급한 접근법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과 창의적인 접근법에 기초한 접근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
으며, 태국 문화콘텐츠 시장의 특성에 맞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특히 한
류콘텐츠의 주된 호감저해요인인 ‘비용이 많이 든다’는 현지인들의 의견을 적
극 고려하여, 단기적인 수입창출형 모델에서 태국 문화콘텐츠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상생의 모델로의 접근법을 수정 및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태국 문화콘텐츠 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현지화 전략이 요구된다. 현재
까지 성공한 대다수 한류콘텐츠 상품들이 철저한 현지화 전략에 기초했으며, 무엇
보다 태국기업들은 한류콘텐츠의 포맷을 단순히 수입하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있다. 말하자면 태국 문화콘텐츠 시장에서는 태국적 맥락을 토대로 한 한류콘텐츠
의 재생산 수요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한국 문화콘텐츠 기업의 일방적인 진출
보다는 태국기업들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요구되며, 이때 기존의 태국기업들과의
협업에서 집중했던 모델에 더해, 태국 일반인들의 시각, 이를테면 인플루언서와
신예 웹툰 작가들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진출방식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83) 김현우(2018.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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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말레이시아
가. 지역정보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한류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높은 국가로 알려져 있는
말레이시아는 동남아 적도 북단부에 위치에 있는 국가로 쿠알라룸푸르가 수도이
지만, 연방정부는 푸트라자야에 있다. 민족 구성을 보면 말레이계(62%)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중국계(22%), 인도계(7%), 기타(1%), 외국인(8%)이 그다
음 순서를 구성한다. 말레이시아는 다민족, 다문화 국가인 만큼 언어도 지역에 따
라 차이가 있지만, 말레이어의 일종인 말레이시아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인구는 약 3,200만 명(2019년 기준)에 달하며, 국토의 면적은 33만 252㎢
(한국의 3.3배, 한반도의 1.51배)이다. 말레이시아 인구의 연령 구조는 2010년
기준 유소년층(0~14세)이 27.4%, 중장년층(15~64세)이 67.6%, 고령층(65세
이상)이 5%를 차지하고 있지만, 2040년이면 각각 18.6%, 66.9%, 14.5%로 변
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고령층 인구 증가에 따라 중위 연령이 2010년
26.3%에서 2040년이면 38.3%가 될 것으로 예측되며, 고령층 인구 비율이
7.2%에 도달한 202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384)
한류콘텐츠 시장의 교두보로서 말레이시아를 주목하는 이유는 젊은층을 중
심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소비 트렌드에서 비롯된다. 2014~15년 경기침
체로 소비자 지출 증가율이 2%로 둔화되어 말레이시아 소비자들은 현재 가계
지출에 신중함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젊은층의 소비자들은 지속적
으로 지출을 늘리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 소비자들은 고가의 외국 자동차나
식료품을 구매하는 것보다는 휴대전화, 기타 전자기기, 온라인 쇼핑 등에 보다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말레이시아 통신 및 멀티미디어위원회

384) 오유진(2019.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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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MC: Malaysian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Commission)’
가 실시한 ‘인터넷 사용자 조사’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온라인 쇼핑객은
20~39세의 학교교육을 받은 젊은층이 대다수이며, 그중에서도 대학을 졸업한
‘도시에 거주하는 싱글 여성들’의 구매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85)
소비재 시장 동향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10개국 중
싱가포르, 브루나이를 제외하고 소득수준이 가장 높고, 소비재 유통·판매 채널
도 오프라인 매장, 온라인 플랫폼, 직접 판매, 렌털 등 다양하며, 무엇보다 인터
넷, 모바일앱 등을 활용한 첨단 소비가 동남아시아 타국가들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다. 다만 말레이시아 소비시장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인종별로 문화나 생활
양식이 상이하여, 그에 따른 소비문화나 패턴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이슬람교가 국교이고 전체 인구의 69%를 말레이계가 차지하여 할
랄 시장이 발달되어 있는데, 할랄은 식품에서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의료장비,
화장품, 관광, 숙박, 물류, 포장 등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386)
말레이시아 시장은 한국에 있어서 기회의 땅이자, 제약의 땅이 될 수도 있다.
말레이시아 수입시장은 중국, 싱가포르, 미국, 일본의 점유율이 전통적으로 높으
며, 특히 근래 중국 점유율의 상승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소
비재 분야 등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규모나 성장률 면에
서 주요국들에 비해서는 열세에 놓여 있다. 다만 한류 문화콘텐츠 확대와 한식이
인기를 끌고 있고, 현지 홈쇼핑 채널 운영과 VR(가상현실) 등 첨단 분야 현지 진
출 등 한류콘텐츠 산업화의 성공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이 시기적으로 맞아 국가 간 협력도 활성화 추세에 있다.387)
상술한 것처럼 말레이시아는 높은 소득수준, 첨단 소비의 활성화, 고등교육
이상을 받은 20~30대 젊은층이 주도하는 소비 트렌드 등에 힘입어 동남아시
아 내에서 거대한 문화콘텐츠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다만 말레이시아는 젊
385) 한국무역협회(2020); 오유진(2019. 9. 10).
386) KOTRA(2019c), pp. 25~26.
387) 위의 자료, pp. 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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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층을 중심으로 온라인 구매 등이 증가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e-Wallet 시스
템에 의구심이 많다는 점, 인종별 소비문화와 패턴이 상이한 점,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와 예의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문화교류를 위한 행정적인 절차가 다
소 번거로운 측면이 있다. 이에 말레이시아 문화콘텐츠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투자 유입과 문화교류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나. 문화콘텐츠 시장 개요 및 특징
1) 전반적인 특징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1960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제조업, 건설업, 에너
지 등 다방면에서 협력관계를 지속해오고 있지만, 최근 한국의 對말레이시아
교역 및 투자는 다소 정체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높은
소득수준, 우수한 인프라, 글로벌 할랄산업 허브 등 중동시장 진출 교두보 측면
에서 말레이시아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신남방정책의 핵심
대상국으로 말레이시아를 상정하고 있다.388)
근래 말레이시아 경제는 미·중 무역전쟁과 코로나19의 여파에 따른 수출 및
투자 부진으로 기존 대비 소폭 하향했다. 또한 말레이시아 콘텐츠 시장규모는
2020년까지 연평균 4.2%라는 동남아시아 국가 평균보다 다소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말레이시아 콘텐츠 시장규모는 90억 달러(2020년
기준)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인도네시아, 태국 다음으로 그 규모가 크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소득수준이 높고(1인당 GDP 약 1만 달러), 고급 라이프 스타일
을 추구하는 중산층 이상의 인구 비중이 높은 만큼 소비 잠재성과 잠재 성장률
이 높다.389)
388) 신민금 외(2019), p. 4.
389) KOTRA(2020b), p. 10; 신윤성(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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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콘텐츠 시장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2015년 기준으
로 방송이지만, 통신망이 보급되고 인터넷 활용률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2020년
에는 지식정보시장이 말레이시아 콘텐츠 시장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통신망이 점진적으로 보급·진행되고 있는 말레이시아 지식정보시장은
2020년까지 7.4%라는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으며, 이를 바
탕으로 게임시장 또한 연평균 6.1%의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390)
아울러 동남아시아 국가 중 인터넷 보급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인터넷 접근 환경은 ‘말레이시아 통신 및 멀티미디어위원회(MCMC)’에 의해 주
도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모바일 인터넷의 경우 LTE망이 전체 인구의
약 50%를 커버하고 있으며, 유선 인터넷은 100메가급 기준으로 도심 50%, 비도
심 20%를 커버하고 있다.391) 또한 SNS를 사용하는 사람은 2020년 1월 기준으
로 전체 인구 약 3,200만 명 중 2,600만 명으로(81%), SNS는 말레이시아 사람
들의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 되었다. 이에 더해 SNS 사용자들 중 99%가 스마트
폰을 통해 소셜미디어 채널을 활용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SNS 플랫폼별 사
용량 순위를 살펴보면, 유튜브(93%), 왓츠앱(91%), 페이스북(89%), 인스타그램
(72%) 순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사용이 전체 인터넷 사
용자 수의 97%(2,590만 명)로, SNS를 통한 마케팅 주력, 모바일 앱을 통한 플랫
폼 확장이 지속될 전망이다.392)

2) 분야별 현황

말레이시아 콘텐츠 시장을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음악, 캐릭터, 게임별로
간략하게 살펴보자. 먼저 방송 분야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말레이시아의 방
송시장 매출액 규모는 약 17억 5,300만 달러(2017년 기준)로 전년대비 약
390) 한국콘텐츠진흥원(2017b), p. 722.
391) 위의 자료, p. 750.
392) 농식품수출정보(2020.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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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만 달러 증가했으며,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연평균 2%씩 성장
할 것으로 예측된다. 방송가입자 현황을 살펴보면, 말레이사아의 2017년 전체
TV 보유 가구 수는 약 712만 가구이며, TV 시청은 디지털 지상파 방송 단독
수신(49%), IPTV(16%),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12%), 무료 디지털 위성방송
(11%)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전체 TV 플랫폼 중 유료방송(디지
털 케이블, IPTV, 유료 디지털 위성)이 약 64.9%를 차지하며, 2020년까지 전
체 TV 보유 가구의 75%가 유료 방송을 시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여느 국
가와 마찬가지로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 중단으로 인해 IPTV 방송의 점유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6. 말레이시아 TV 보유가구 플랫폼별 현황(2012~17년)
(단위: 천 가구)

구분

2012

TV 보유 가구 수
아날로그

아날로그
지상파
디지털
케이블
IPTV
유료

디지털

디지털 위성
무료
디지털 위성
디지털
지상파

2013

2014

2015

2016

2017

6,406

6,621

6,736

6,862

7,005

7,123

2,284

1,961

1,714

1,651

1,297

895

10

20

30

35

0

0

597

763

901

894

1,041

1,158

3,276

3,442

3,510

3,490

3,467

3,464

240

435

580

660

725

780

0

0

0

73

375

825

자료: 고상원 외(2018), p. 27.

다음으로 영화 분야를 보면, 최근 말레이시아 영화시장은 관객 수와 흥행수
입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2019년 말레이시아 영화시장 매
출액은 전년대비 3.8% 성장한 10억 8,000만 링깃(약 3,046억 7,900만 원) 규
모로 집계됐다. 특히 2018년은 말레이시아가 독립한 이후 역대 최다 관객 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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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행수입을 기록한 해이자, 다양한 주제의 영화가 개봉된 의미 있는 해였다. 말
레이시아 최대 영화관은 골든 스크린 시네마(Golden Screen Cinema)로 상
영관 점유율은 약 30.7%이며, 이어 TGV 시네마(TGV Cinemas), MBO 시네
마(MBO Cinemas), mm시네마플렉스(mmCinemaplexes), 로터스 파이브
스타(Lotus Five Star) 등이 뒤를 잇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 영화산업의 온라
인 시장은 빠른 속도록 성장하고 있다. 2010년 말레이시아 미디어 프리마 그룹
이 OTT를 처음 선보였고, 넷플릭스(Netflix),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Amazon
Prime Video), 비유(Viu) 등 글로벌 업체가 말레이시아에 진출하면서 시장 경
쟁이 가열됐다. 이에 2018년 미디어 프리마 그룹이 말레이시아에서 비유와 협
업해 TV와 OTT를 연계하는 시도를 선보였으며, 넷플릭스는 말레이시아의 성
장 잠재력에 주목해 2019년 최저가 요금제를 전 세계에서 말레이시아에서 가
장 먼저 출시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는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 등 많은 민
족으로 구성된 국가로 민감한 주제의 영화는 상영이 불가능하며, 이에 그간 말
레이시아 영화는 자국 내에서만 흥행하는 한계를 가졌다.393)
애니메이션 분야는 최근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관련 직업의 수요가 대
단히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의 애니메이션 산업 지원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
널, DVD 등 다양한 수익실현의 방법 등이 등장하고 있다. 애니메이션 중에서
도 할리우드와 일본 애니메이션에 대한 인기가 높은 편이며, 가장 많은 흥행 성
적을 기록한 애니메이션은 1위에 미니언즈(Minions), 2위에 몬스터호텔
2(Hotel Transylvania 2), 3위에 다이너소어(The Good Dinosaur)가 차지
했다. 또한 말레이시아 애니메이션 시장규모는 2020년까지 연평균 5.5%를 기
록하여 2,2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394)
음악 분야는 여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시장의 감소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디지털 스트리밍 기업들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

393) 홍성아(2020a).
394) 한국콘텐츠진흥원(2017b), pp. 736~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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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음악시장은 해외 아티스트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많은 공연과
높은 기술력으로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해외 아티스트들에게 말레이시아는 반
드시 거쳐야 할 장소로 인식되고 있다.395) 음악시장을 음반시장, 디지털 음원
시장, 음악 공연시장별로 살펴보면, 음반시장은 디지털 스트리밍 음악의 보편
화와 스마트 기기의 보급률 증가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디지털 음원시장은
스포티파이(Spotify), 애플뮤직(Apple Music), 디저(Deezer), 타이달(Tidal)
등 다양한 글로벌 스트리밍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스마트
폰 보급률로 인해 시장에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음악 공연시장은 꾸
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4.9%를 기록하여 3,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396)
캐릭터·라이선스 부문은 말레이시아 콘텐츠 시장에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
는 분야로, 2022년까지 연평균 7.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8억 8,200만
달러 규모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캐릭터·엔터테인먼트 부문의 시
장규모가 3억 6,000만 달러로 전체 시장의 5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장률
도 높아, 전체 캐릭터·라이선스 분야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397)
게임 분야는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콘텐츠 분야이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보급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모바일 앱 기반의 게임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디지털 콘솔과 PC 게임의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PC 게임시장의 성장은 말레이시아 e-스포츠의 개발과 저변 확대를 위해
‘e-스포츠 말레이시아’가 출범하면서 PC 게임의 인기가 극대화되고 있다. 향
후 말레이시아 게임시장은 연평균 13.2%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22년 7억
4,700만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398)
출판 분야를 보면 말레이시아 출판산업은 신문시장이 전체의 약 90%를 점
395) 한국콘텐츠진흥원(2017a), p. 96.
396) 한국콘텐츠진흥원(2017b), pp. 731~732.
397) 한국콘텐츠진흥원(2019c), pp. 713~714.
398) 한국콘텐츠진흥원(2019c), pp. 343~344; 한국콘텐츠진흥원(2017b), p.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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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며 기형적인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고, 아직까지 95%가 넘는 시장을 인
쇄출판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시장을 중심으로 디지털 출판 부문이 꾸
준히 성장하고 있고, 이러한 성장을 높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보급률이 이끌고
있다. 다만 향후 말레이시아 출판산업은 디지털 신문시장이 점차 성장하고 있
지만, 인쇄 신문 시장의 수익 감소를 상쇄하지 못해 당분간은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399) 물론 장기적으로는 인쇄 신문시장을 디지털 출판 부문이
대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 주요 부처 및 정책
1) 주요 부처
말레이시아 문화콘텐츠 산업의 주무 부처는 통신멀티미디어부(KKMM)와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CMC)이다. KKMM은 정보, 통신, 문화
분야를 총괄하는 부처인데, 이 부처는 기존의 정보부와 예술문화유산부, 에너
지수자원통신부로부터 정보, 통신, 문화 부문의 관련 정책 업무를 모아 2009
년 설립된 정보통신문화부(MICC)가 전신으로, MICC에서 ICT 분야의 전문성
을 강화하기 위해 명칭을 통신멀티미디어부로 변경했다.
MCMC는 1998년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법」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으로,
방송과 통신, 전자 콘텐츠, 우편 서비스 등에 대한 관리·감독·규제 기관으로 라
이선스 발급과 주파수 관리 등 통신 및 멀티미디어 시장의 사업자를 관리·감독
하는 것을 주관하고 있다. MCMC는 KKMM이 정보통신이나 방송 분야 관련
정책이나 법률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협력하고, KKMM이 마련한 정책 및 전
략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외에도 영화의 경우는 말레이시아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산업 전반에 막
399) 한국콘텐츠진흥원(2019c), pp. 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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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조사 연구 및 자문 등을 포함
해 말레이시아 영화산업의 발전과 검열 등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며, 현재 말레
이시아에서 상영되는 영화의 사전검열을 담당한다.400)

2) 정책 및 규제
가) MyPAA의 예술지원정책
말레이시아 정부는 말레이시아의 음악 등 공연행사를 국가적인 수입원인 관
광상품으로서 가치를 높이고자 ‘마이 퍼포밍 아트 에이전시(MyPAA: My
Performing Arts Agency) 협회를 운영하고 있다. MyPAA는 전통문화뿐만
아니라 현대음악, 무용 등 말레이시아 내 각종 음악과 행사를 주관하고 지원하
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크라우드 펀
딩과 해외 투자자 유치 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401)

나) 인터넷과 언론 통제
말레이시아 정부는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특별한 규제를 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입장으로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입장과는 다르게 말레이시아 정
부는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력과 인터넷에 대한 통제 수준이 강한데, 대표적으
로 2014년 1월 28일에 정치색이 드러난 웹사이트들이 일괄적으로 말레이시아
정부에 의해 접속이 불가능해졌다. 또한 2016년 블로그 플랫폼 미디엄
(Medium)이 접속 금지 처분을 받았고, 2016년 2월에는 말레이시아 유명 뉴
스 사이트인 ‘더 말레이시안 인사이더(The Malaysian Insider)’가 정부에 의
해 차단되고 보도활동 역시 중단되기도 했다.402)

400) 한국콘텐츠진흥원(2017a), pp. 99~100.
401) 한국콘텐츠진흥원(2017b), p. 751.
402) 위의 자료, p.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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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
현재 말레이시아는 건강, 교육, 환경 등의 업종에 대한 외국인 소유를 100%
허용하고 있지만, 제조업과는 달리 서비스 업종은 지분 제한 규정이 있다. 외국
인의 방송산업 진입과 관련해서는 「통신멀티미디어법(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Act 1998, Act.588)」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외국인 투
자회사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1965년 「기업법」, Companies Act 1965,
Act.125)에 따라 외국인의 투자한도가 유지되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 기업
과 콘텐츠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외국 법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산업연계법」(the Industrial Coordination Act 1975, Act.156)에 의해서
외국인 투자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콘텐츠는 해당 지역의 법률, 규정 및 업계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403)

라) 방송·출판·온라인 콘텐츠·영화 관련 규제
먼저 방송 관련 규제를 살펴보자. 방송 관련 규제는 방송시장 관련 규제와 방
송편성 관련 규제가 대표적이다. 말레이시아 방송 관련 규제는 「통신멀티미디
어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데, 「통신멀티미디어법」은 방송 서비스, 통신 서
비스, 컴퓨터 네트워크, 콘텐츠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안이다. 「통신멀
티미디어법」은 ICT와 방송시장의 경쟁촉진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 조항에 의
거하여 모든 라이선스 소유자에게 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동을 금
지하고 있다. 또한 「통신멀티미디어법」에 의거하여 한 산업군의 연합이 일정
조건을 갖추게 되면 MCMC가 이를 산업 포럼으로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산업
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방송편성 관련 규제
역시 「통신멀티미디어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데, 「통신멀티미디어법」에
의거하여 말레이시아는 자국 프로그램을 지상파의 경우 전체 방송시간의 60%
이상 편성해야 하며, 케이블이나 위성방송의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방
403) 한국콘텐츠진흥원(2017a), pp. 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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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편성과 관련해서는 내용 측면에서 까다로운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가
와 사회적인 목표를 훼손하거나 종교와 민족의 감정을 훼손하는 프로그램, 선
정적 프로그램, 과도한 폭력성 프로그램이 금지되고 있다. 특히 이슬람에 관한
모든 종교 프로그램은 방송 전 관련 이슬람교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슬
람교 외의 어떠한 종교의 전파도 허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온라인 콘텐츠 관련
규제 또한 「통신멀티미디어법」에 의해 관리된다.404)
출판 관련 규제는 「인쇄출판법」에 의거하여 내무부의 관할을 받고 있다. 내
무부 장관은 「인쇄출판법」에 따라 수입, 생산, 출판, 유통에 대한 조건을 금지
하거나 배치할 수 있는 절대적인 재량권을 갖고 있으며, 방송편성 규제에 해당
하는 사안들이 출판 관련 규제에도 적용된다.405)
말레이시아 영화 관련 규제 중에서 영화의 제작, 배포 및 개봉에 대한 규제와
통제는 영화진흥공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영화진흥공사는 관련 면허를 부여
한다. 말레이시아는 외국 영화의 수입에 대해서 자국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있
지만 외국 영화를 말레이시아에서 상영하기 위해서는 외국 영화의 공공상영을
허가하는 말레이시아 영화검열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말레이어로 자막
처리를 해야 한다. 영화의 개봉, 상영, 유통, 판매 등과 관련해서는 「영화검열
법」보다 KKMM의 판단이 중요하며, 외국 영화를 말레이시아에서 제작하기 위
해서는 KKMM의 승인이 필요하다.406)

404) 한국콘텐츠진흥원(2017a), pp. 101~104.
405) 위의 자료, pp. 103~104.
406) 위의 자료, pp. 1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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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류콘텐츠와 플랫폼의 말레이시아 진출 현황 및 사례
1) 한류콘텐츠의 말레이시아 현지 인지도와 수용도
말레이시아 사람 10명 중 약 7명은 한국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으
며, 한류에 대한 호감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에서
한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대다수 한류콘텐츠와 연관되어 있다.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한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K-Pop(31.4%), 한식(14.8%), 드라마(10.2%), 한류스타(7.6%), IT 제품/브랜드
(7.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류라고 생각하는 문화콘텐츠로 K-Pop(77.0%)
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 드라마(68.2%), 영화(57.2%), 한식(54.0%), 예능
(53.6%), 패션(51.2%), 뷰티 제품(47.4%), 한국어(37.6%), 뷰티 서비스(26.8%),
전통문화(24.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류 문화콘텐츠를 접한 이후 한국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응답이 69.0%로 나타났고, 한류라는 용
어에 대한 호감도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407) 408)
다만 한국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인식과 관련하여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 점이
있다. 말레이시아 사람 10명 중 7명이 한국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소폭 하락하고 있다. 이렇듯 한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면서도, 한국을 문화강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점은
말레이시아가 자국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또한 말레이시아가 국가 차원에서 할랄 관련 사업을 정책적으로 지원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말레이시아 문화콘텐츠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409)

407) 한류라는 용어에 대한 호감 비율은 51.2%, 보통이 46.4%, 비호감이 2.4%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말
레이시아에서는 한류콘텐츠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호감도가 매우 높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0a), p. 194.
408) 위의 자료, pp. 193~195.
409) 위의 자료, p.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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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수준과 관련해서, 한류 문화콘텐츠를 접할 기회가 가장 충분한 한류 문
화콘텐츠는 뷰티(69.1%), 음악(66.4%), 한식(64.8%), 드라마(64.3%) 순으로 나
타났다. 반면에 출판물(25.8%), 애니메이션(18.1%), 게임(15.2%)을 접할 기회
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한류 문화콘텐츠 접촉 경로는 드라마, 예
능, 영화는 TV를 통해서, 음악과 애니메이션은 주로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을 통
해서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패션과 뷰티는 자국 사이트와 앱을 통
해서 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 비중에서 가장 높은 것은 영화(43.6%)
이며, 이어 드라마(35.1%), 음악(29.0%), 예능(28.4%) 순으로 나타났다.410)
다만 말레이시아에서 한류에 대한 호감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우려
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말레이시아에서 향후 한국 제품 및 서비스
이용 의향이 2018년 대비 2019년에 14.6%나 줄어들었다. 이러한 경향이 나
타난 것은 말레이시아에서 한류 문화콘텐츠를 향한 부정적 인식에 공감하는 이
유로 ‘지나치게 상업적임’(31.7%)과 ‘획일적이고 식상함’(27.6%)에 대한 응답
률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411) 다만 한류 문화콘텐츠를
향한 부정적 인식으로 ‘지나치게 상업적임’과 ‘획일적이고 식상함’을 꼽는 것은
말레이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에 향후 동남아시아 시장에 한류 문화콘텐츠
가 순조롭게 진출하기 위해서는 한류 문화콘텐츠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그 원
인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2) 한류콘텐츠의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 현황 및 사례
가) 방송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 국가 가운데 비교적 한류열풍이 늦게 일어난 지역
으로 알려져 있다. 2001년부터 한국 드라마가 말레이시아에 유입되기 시작했

410)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20a), pp. 196~197.
411) 위의 자료, pp. 21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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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002년 한국 드라마 <겨울연가>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 드라마가 본격적으
로 말레이시아 시장에 상륙했다. 뒤이어 한국 드라마 <가을동화>, <꽃보다 남
자>, <대장금> 등이 지상파 방송을 타면서 드라마를 통한 한류열풍이 본격화됐
다.412) 특히 2000년대 초중반 말레시아에 수입된 한국 방송 프로그램은 대부
분 사랑을 주제로 하는 드라마들이 많아서 말레이시아 정서상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으며, 이에 초기부터 프라임 타임인 오후 5~11시 사이 유력 지상파 방
송들이 경쟁적으로 한국의 인기 드라마 시리즈를 방영했다.413) 또한 드라마
<대장금>이 방영되면서 말레이시아 사람들의 한식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게 되
었고, 이는 한국을 방문하는 말레이시아 관광객의 증가로 이어졌다.414)
여기서 한류 방송콘텐츠의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
보자. 먼저 대대적인 ‘포맷 수출’과 ‘공동제작’은 없지만,415) 외국 문화로서는
말레이시아에서 전례가 없다고 할 정도로 한국 드라마가 현지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현지 공중파 방송을 통해 대부분의 한국 드라마와 예능이 실시간으로 방
영되고 있고, ASTRO TV에 한국 관련 10개 채널이 운영되고 있으며, 총 100
개 이상의 프로그램(드라마, 예능, 영화 등)이 방송되고 있다.416) 또한 드라마
와 예능의 더빙 혹은 자막 처리가 주로 영어와 말레이어로 처리되지만, 비중은
영어가 높은 편이다. 다만 한국에서 흥행에 성공한 예능 프로그램의 경우에 한
해 포맷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흥행에 성공한 <꽃보다
할배>, <런닝맨>, <너의 목소리가 보여>, <판타스틱 듀오> 포맷이 말레이시아
에 수출됐다.417)

412) KOTRA(2018a), p. 27.
413) https://www.itfind.or.kr/admin/getFile.htm?identifier=02-004-110323-000062(검색일:
2021. 2. 20).
414) https://blog.naver.com/eugo94/221271141221(검색일: 2021. 2. 20).
415) 다만 2011년 EBS 다큐프라임에서 한-말레이시아 공동제작 다큐멘터리 <아시아의 허브 말레이시
아>가 방영됐다. 동 프로그램은 총 4부작 시리즈로, 말레이시아의 문화·자연·역사를 소개하고 있으
며, 말레이시아에서는 2013년 2월 7일에서 2월 28일까지 방영됐다. 고상원 외(2018), p. 85.
416) 외교부(2019b), pp. 93~94.
417) 전지현(2017.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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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한국 드라마의 아름다운 촬영현장이 말레이시아 관광객의 방한 열
풍을 이끄는 주된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드라마 <겨울연가>와
<별에서 온 그대> 등의 아름다운 촬영지에 대규모 말레이시아 관광객이 방문을
했으며, 특히 2016년에만 31만 명의 말레이시아 관광객이 방한했다.418)
한편 1인 창작자 교류를 중심으로 말레이시아 현지 한국 한류콘텐츠 전용
TV 채널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CJ ENM은 동남아시아 9개국에 ‘tvN Asia’
를 통해 방송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고, 2015년 1인 방송 플랫폼 ‘다이아
TV(DIA TV)’를 중심으로 말레이시아 MCN 사업자 ‘웹티비아시아’와 MOU를
체결하여, 1인 창작자 교류 및 MCN 사업의 아시아 확장 등을 협의했다.419)
이렇듯 가시적인 포맷 수출과 공동제작은 없지만,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한
류 방송콘텐츠는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물론 한류 방송콘텐츠의 말레이시아 진
출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말레
이시아 방송시장에서 한국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호감저해요인을 살
펴보자. 먼저 한국 드라마의 호감을 저해하는 요인은 ‘자막·더빙을 통한 시청
불편’(16.0%), ‘한 회당 방영시간이 길어서’(15.1%), ‘한국어가 어렵고 생소
함’(14.4%), ‘소재·스토리·장르 등이 진부·획일적’(11.4%), ‘어색한 배우들의
연기’(8.1%) 순이었다. 예능 프로그램의 호감저해요인으로는 ‘자막·더빙을 통
한 시청 불편’(14.1%), ‘한국식 유머 코드가 맞지 않음’(14.1%), ‘한국어가 어
렵고 생소함’(11.8%),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콘텐츠가 적음’(10.0%), ‘방송용
자막이 너무 많아서’(8.1%) 순이었다.420) 이러한 조사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한류 방송콘텐츠의 말레이시아 진출 방식이 ‘포맷 수출’과 ‘공동제작’으로 이어
지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측면이 크며, 이에 진출 방식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418) KOTRA(2018a), p. 27.
419)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2017), p. 9.
420)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20a), p.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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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화
말레이시아 문화콘텐츠 시장에서 한국영화는 한국 드라마와 K-Pop에 비해
호응은 덜하지만, 유명 배우들의 인기를 기반으로 대중 영화가 꾸준히 개방되고
있다. <엽기적인 그녀>, <태극기 휘날리며>,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부산
행>, <조작된 도시> 등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기생충>과 <부산행2: 반도>에 이
르기까지 한국에서 흥행한 대표적인 영화들이 말레이시아 시내 상영관에서 개봉
했다.421) 또한 2020년 말에는 일본 영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을 리
메이크한 김종관 감독의 <조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선판매되기도 했다.422)
한편 유명한 한국영화배우들이 출연한 영화들이 말레이시아 시내 영화관에서
개봉은 되고 있지만, 대다수 말레이시아인들은 주로 인터넷을 통해 한국영화를
접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2017년 CJ ENM은 말레이시아의 유료 방
송 사업자 HyppTV423)를 통해 24시간 한국영화 전문 채널 ‘tvN무비스’를 개국
했다. 또한 CJ ENM은 다인종·다민족으로 구성된 말레이시아 상황에 맞게 영상
자막도 영어·중국어·말레이어로 제공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으로도 한국영화를
접할 수 있도록 HyppTV의 앱에도 동영상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다.
주지하듯 말레이시아 문화콘텐츠 시장에서 한류 영화 콘텐츠가 차지하고 있
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말레이시아
영화시장에서 한국영화를 선호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스토리가 짜임새가 있
고 탄탄함’(21.1%), ‘뛰어난 배우의 연기력’(16.5%), ‘배우의 매력적인 외
모’(15.9%)에 대한 응답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424) 이렇듯 한국영화의 탄
탄한 스토리와 배우에 대한 호감도가 높다는 것만 봐도, 향후 한류 영화콘텐츠
를 말레이시아인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이에 충분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21) 한국국제교류재단(2020), p. 78.
422) 이희승(2020. 12. 2).
423) 2017년 4월 기준 HyppTV는 말레이시아에서 가입자가 140만 명이 넘은 최대 인터넷 TV(IPTV) 업체다.
424)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20a), p.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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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악
말레이시아인들의 머릿속에서 한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순위
에서 ‘K-Pop(31.4%)’이 1위를 차지했고, 한류라고 생각되는 문화콘텐츠로
‘K-Pop’(77.%)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25) ‘K-Pop’
팬 층은 드라마에 비해 어린 학생들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2006년 동방신
기가 한국 가수 최초로 말레이시아에서 공연한 이후, 빅뱅, EXO, 비, 슈퍼주니
어, 소녀시대, 블랙핑크, BTS 등 다수의 ‘K-Pop’ 가수들이 단독 콘서트나 팬
미팅을 개최해오고 있다.426)
여기서 말레이시아에서 ‘K-Pop’ 열풍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알아보자. 이와
관련하여 말레이시아 말라야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하상우는 2002년에
방영된 한국 드라마 <겨울연가>를 시작으로 말레이시아 청소년들이 한국 드라
마 주제곡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이것이 ‘K-Pop’에 대한 관심으로 이
어졌다고 설명한다. 또한 하상우는 2010년 이전의 말레이시아 청소년들은 일
본 ‘J-pop’을 주로 들었지만, ‘K-Pop’이 등장하면서 말레이시아 청소년 대중
음악이 시대적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고 했다.427)
또한 근래 말레이시아인들의 ‘K-Pop’을 향유하는 방식에서 의미 있는 변화
가 나타나고 있다. 말레이시아인들은 기존의 한국 대형 기획사가 개최한
‘K-Pop’ 가수들의 콘서트나 팬 미팅에 수동적으로 참석한 것에서 벗어나, 소
셜미디어를 통해 소통한 팬들이 스스로 아이돌 굿즈를 만들고 모임을 직접 개
최하고 있다. 이러한 모임이 초기에는 주로 개인 카페를 중심으로 열렸지만, 최
근에는 배스킨라빈스와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와 쇼핑몰에서도 팬들과 협업을
맺어 모임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K-Pop’ 팬들의 모임은 단순히 교류를
위한 장소 이외에도 ‘K-Pop’ 가수들의 뜻을 지지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대
표적으로 BTS 팬이 주관하는 ‘SOPE WORLD’에서는 모임 수익금을 유기동
425)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20a), pp. 193~195.
426) 한국국제교류재단(2020), p. 77.
427) 하상우(2019.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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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위해 기부하는 등 BTS의 뜻에 따라 선행에 동참하고 있다. 홍성아의 표현
을 빌리면, 말레이시아에서 지금의 ‘K-Pop’은 “단순히 음악이 아니라 문화공
동체를 만드는 매개체로 활용”되고 있다.428)
한편 최근에 말레이시아에서는 ‘K-Pop’이 말레이식으로 재생산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종교적 반발과 짝퉁 가수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일례로 국교가 이
슬람인 말레이시아에서 일부 이슬람 신자들은 ‘K-Pop’이 어린 이슬람 신자들에
게 악영향을 끼친다고 비난했으며, 말레이시아 그룹 라비타는 BTS, 블랙핑크, 제
니 등의 노래를 이슬람 버전으로 바꿔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다. 또한 말레이시아
걸그룹 돌라가 블랙핑크를 따라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429)
이렇듯 대형 ‘K-Pop’ 기획사가 직접 말레이시아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
지는 않지만,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K-Pop’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특
히나 ‘K-Pop’에 대한 말레이시아 국왕을 비롯한 정재계 인사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430) 물론 말레이시아 음악시장에서 ‘K-Pop’의 인기를
저해하는 요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2015년 1월 10일 그룹
B1A4의 말레이시아 현지 팬미팅에서 멤버들과 포옹한 무슬림 소녀들이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위반한 혐의로 처벌을 받을 뻔한 일이 있었다. 당시 현지 매체는
B1A4 멤버들이 히잡을 쓴 소녀 팬들과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추는 등의 퍼포먼스
영상을 게재하며 멤버들이 어린 소녀들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한 이슬람 단체는 ‘K-Pop’이 어린 무슬림에게 스며들어 영향을 끼치려는 기독
교 의식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에 당시 B1A4의 팬미팅을 주최한 현지 업체
TGM 이벤트는 “언론 보도로 인해 발생한 이 같은 문제와 관련 가수와 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앞으로 가수와 팬들 사이의 문화와 종교적 영향을 신중
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431) 이런 맥락에서 한국 콘텐츠기업이 말레이시아를
428) 홍성아(2019a).
429) 홍성아(2020b).
430) 홍성아(2019b).
431) 이해진(2015.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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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 진출 시 현지 문화를 충분히 이해해야 하며, 특히 종교,
정치, 국토분쟁 등 민감한 이슈를 다루는 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432)
말레이시아 현지 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더불어 한국 음악의 저해요인도
충분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말레이시아인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국제문화교류
진흥원의 2020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음악의 가장 큰 저해요인은 ‘한국어
가사가 어렵고 생소함’(26.6%), ‘획일적인 음악 장르’(16.1%), ‘주위 반응이 좋지
않아서’(13.3%), ‘한국 가수·관계자의 부적절한 언행’(11.4%), ‘이질적인 가수의
외모’(9.3%) 순이었다.433) 이러한 요인을 줄여나가려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말레이시아에서 ‘K-Pop’이 지속적·안정적으로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 웹툰
여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 시장에 한국 ‘웹툰’이 진
출하는 방식은 콘텐츠 판매와 플랫폼 진출이 대표적이다. 이 중에서 웹툰 전문
플랫폼의 진출에 대해서 알아보자.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한국의 대표적인 웹툰
플랫폼은 ‘코미카’인데, ‘코미카’는 2016년 11월 ‘sea.comica.com’이라는
해외 플랫폼을 오픈하며 인도네시아어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플랫폼의 대상
국가 중에 하나가 말레이시아다.434) 또한 ‘라인 웹툰’ 역시 말레이시아 디지털
코믹스 1위 플랫폼의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435)
한편 ‘라인 웹툰’과 ‘코미카’를 대표로 하는 웹툰 플랫폼이 말레이시아 웹툰
시장에서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있지만, 여전히 말레이시아에서는 한국 웹툰의
불법복제 및 유통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에서는 한국
웹툰의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과 소송을 통한 법적 안정장치가 미흡한 상황이
다. 또한 말레이시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2020

432) KOTRA(2016).
433)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20a), p. 206.
434) 강태진 외(2017), p. 37.
435) KOTRA(2018b),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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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웹툰을 포함한 한국 출판물의 가장 큰 호감저해요인이
‘자국어 번역 미흡’(19.4%), ‘다른 언어·문화로 내용 이해가 어려움’(17.2%),
‘선정적·폭력적 내용’(12.9%), ‘비용이 많이 듦’(12.4%), ‘한국적인 색채가 강
해서’(10.2%) 순으로 나타났다. 물론 동 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큰 인기요인이
‘스토리 및 작화 선호’(26.3%), ‘다양한 소재·장르를 다룸’(17.7%), ‘캐릭터의
성격·역할 선호’(13.4%), ‘한국어 관심·학습 수요 증가’(14.0%), ‘한국 문화만
의 독특함’(10.2%)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보면, 많은 제약요인
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한국 웹툰 콘텐츠의 우수성과 한국 문화의 독특함이 인
정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436)

마) 게임
말레이시아 ‘게임’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한국기업의 게임은 <라그
나로크(Ragnarok M>, <메이플스토리>, <배틀그라운드> 등이다.437) 이 중에
서 ‘그라비티’에서 개발한 <라그나로크>는 2004년 4월 말레이시아에서 상용
화된 이후 현재까지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라그나로크>는
말레이시아에서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누적 회원 100만 명 이상 돌파,
TV를 통한 CF와 PC방 마케팅 등으로 꾸준히 인기몰이를 얻은 바 있다. 이렇
게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게임 시장에서 <라그나로크>가 인기를 끌
자, 2017년 그라비티는 ‘일렉트로닉스 익스트림’과 <라그나로크>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지역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438)
또한 그라비티는 2020년 10월 그라비티의 인도네시아 지사 ‘그라비티 게임
링크(GGL: Gravity Game Link)’가 운영 위탁을 맡은 신작 <더 라비린스 오브
라그나로크>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지역에 전격 출시했다.439) 특히

436)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20a), p. 202, p. 207.
437)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20a), p. 211.
438) 김태만(2017. 1. 13).
439) http://www.gravity.co.kr/kr/about/summary/history.asp(검색일: 2021.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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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라비린스 오브 라그나로크>는 2020년 10월 출시에 앞서 같은 해 9월 22일
시작한 사전예약에 대거 인원이 몰리며 출시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440)
한편 최근 한국 게임사들은 중국·일본 등 대형 게임시장 진출이 가로막히자
동남아시아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액토즈소프트’의 관계사 ‘아이
덴티티게임즈’는 ‘넥슨 타일랜드’를 통해 <월드 오브 드래곤네스트>를 동남아
지역에 출시했는데, 서비스 지역에 말레이시아가 포함되어 있으며, <월드 오브
드래곤네스트>는 말레이시아어·영어·태국어 등 3개 언어로 지원된다. 또한
‘한빛소프트’가 2017년 출시한 모바일 리듬댄스 게임 <클럽오디션>도 말레이
시아로 서비스가 확대됐다. 특히 최근 한국 게임시장의 성장 폭이 감소된 상황
에서도 한국 게임사들의 對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게임 수출은
10%대 성장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441)
마지막으로 말레이시아 게임시장에서 한류콘텐츠의 인기요인과 호감저해요
인을 살펴보자. 말레이시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2020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게임이 인기 있는 요인은 ‘그래픽·그림 선
호’(20.1%), ‘게임 플레이 방식·구성 선호’(11.3%), ‘캐릭터의 개성 있는 성격·
역할’(9.3%), ‘게이머들과 네트워크 형성’(8.8%), ‘다양한 소재·장르를 다
룸’(8.8%) 순으로 나타났다. 호감저해요인에 대해서는 ‘비용이 많이 듦’
(15.7%), ‘높은 디바이스 사양 필요’(14.2%), ‘그래픽의 독창성 부족’(11.3%),
‘한국적인 색채가 강해서’(10.8%), ‘게임 서비스 운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서’(10.3%) 순으로 나타났다.442) 이 조사결과가 보여주듯이, 말레이시아의 경
우 여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하여 우수한 인터넷 서비스, 스마트폰과 태
블릿 보급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사양의 온라인 게임의 보급과 서
비스 운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40) 김주현(2020. 10. 16).
441) 송가영(2020. 1. 13).
442)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20a), p. 203, p.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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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선호하는 한국 ‘애니메이션’ 캐릭터로는 <뽀로로>
(24.2%), <라바>(21.1%), <핑크퐁>(15.1%), <뿌까>(9.8%), <로보카폴리>(8,7%)
등을 꼽을 수 있다.443) 이 가운데 토종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뽀로로> 제작사 ‘아이
코닉스’는 말레이시아 애니메이션 시장에 <뽀로로>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콘텐
츠 판매에 그치지 않고, ‘뽀통령’ <뽀로로>의 이야기를 담은 테마파크 ‘뽀로로 파
크’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최대 규모 쇼핑몰인 ‘엠파이어 시티’에 개장하
는 등 진출방식의 다변화를 통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444)
<핑크퐁>의 경우는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로 말레이시아 애니메이션
시장에 진출했다. <핑크퐁> 제작사인 ‘스마트스터디’는 2017년 12월 말레이
시아 최대 미디어 기업인 ‘아스트로’ 그룹과 콘텐츠 제휴계약을 체결했으며, 같
은 달 6일부터 10일까지 아스트로가 주최한 말레이시아 콘텐츠 축제(Fun
Escapade Event)에 참여해 <핑크퐁>의 콘텐츠를 알렸다.445) 특히 <핑크퐁>
은 말레이시아 시장에 진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
인들이 선호하는 한국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자리 잡았다.
한편 말레이시아는 정부 차원에서 애니메이션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연장선에서 양국 정부 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
으로 2016년 11월 ‘(사)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와 말레이시아 정부기관인 ‘엠
덱’은 글로벌 마켓 진출을 위한 양국 간 사업협력 모델 개발을 위해 ‘애니메이션
교류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식 체결 당일 한국정부를 대표하
여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와 말레이시아 ‘엠덱’에서 모든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최고 업무경영자인 다토 응 왕 펑(DATO’ NG WAN PENG)이 참석했다.446)
마지막으로 말레이시아 애니메이션 시장에서 한류콘텐츠의 인기요인과 호감저
443)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20a), p. 213.
444) 이원랑(2017. 6. 20).
445) 김시소(2017. 12. 11).
446) 정창교(2016.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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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요인을 살펴보자. 말레이시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의 2020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된 인기요인은 ‘그림체, 색채, 그래픽 등 영상미
선호’(21.1%), ‘캐릭터의 성격·역할 선호’(18.9%), ‘스토리가 짜임새 있고 탄탄
함’(14.3%), ‘캐릭터 생김새·디자인 선호’(14.0%), ‘다양한 소재·장르를 다
룸’(12.5%) 순으로 나타났다. 호감저해요인에 대해서는 ‘한국어가 어렵고 생소
함’(16.2%), ‘지나치게 상업적임’(13.2%), ‘자막, 더빙을 통한 시청 불편’(11.3%),
‘캐릭터가 마음에 들지 않음’(11.3%), ‘자국 문화 정서와 맞지 않음’(10.2%) 순으
로 나타났다.447) 이러한 조사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말레이시아에서 한국 애니메
이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언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 소결론
이상 말레이시아의 지역정보, 말레이시아 문화콘텐츠 시장의 특징, 주무부
처 및 정책·규제, 분야별 한류콘텐츠의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 현황 및 주요 사
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한류콘텐츠 분야별 차이는 있지
만, 대체로 말레이시아에서는 한류콘텐츠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여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할 때, 소득수준이 높고
고등교육 이상을 받은 20~3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소비 트렌드가 다변화되고
있는 말레이시아에서 한류 문화콘텐츠의 성장 잠재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다만 말레이시아 시장에 한류콘텐츠가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여
러 측면의 제약조건, 인종별로 상이한 문화생활 양식과 소비패턴, 그리고 이슬
람 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말레이시아 주요 문화콘텐츠 시장별 한류 진출의 방
향과 전망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방송 분야와 관련해서는 진출 방식의

447)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20a), p. 202, p.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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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한국 드라마와 예능은 큰 인기
를 얻고 있다. 다만 한국 드라마와 예능 자막·더빙, 한국어의 생소함 등이 호감
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포맷 수출과 공동제작, 나아가
말레이시아 문화콘텐츠 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현지화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기존의 접근법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진출 방식의 다변화가 요구된다.
관객 수와 흥행수입 면에서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는 말레이시아 영화
시장에서 한류 영화콘텐츠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다. 다만 한
국영화의 탄탄한 스토리와 배우에 대한 높은 호감도 등을 고려하면, 한국영화
는 충분한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다만 한류 영화콘텐츠가 말레이시아 시
장에 보다 효과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 한국영화를 접하
고 있는 말레이시아인들의 특성을 반영한 진출 방식이 필요하다. 이에 CJ
ENM이 말레이시아 방송 사업자 Hypp TV를 통해 24시간 한국영화 전문 채널
‘tvN무비스’를 개국하고, 스마트폰으로도 한국영화를 접할 수 있는 Hypp TV
의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방식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음악 분야를 보면, ‘K-Pop’을 향유하는 방식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에 최
적화된 진출 방식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말레이
시아 한류 팬들은 대형 기획사가 개최한 ‘K-Pop’ 가수들의 콘서트 및 팬 미팅
을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신들만의 문화공동체를 만드는 매
개체로 한류를 활용하고 있다. 이에 기존의 대형 기획사와 말레이시아 현지 문
화콘텐츠 사업자 간의 계약체결 방식에 집중했던 것과 더불어 소규모 사업자와
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는 1인 창작자 교류를 중
심으로 말레이시아 한류콘텐츠 채널이나 플랫폼 등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웹툰 분야를 보면, 현재 견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웹툰 플랫폼이
순조롭게 기능할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
재 ‘라인 웹툰’과 ‘코미카’를 대표로 하는 한국 웹툰 플랫폼이 말레이시아 시장
에서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 웹툰의 불법복제 및 유통이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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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한 법적 안정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애니메이션 분야의 경우에는 언어문제에 대한 해결이 매우 중요하다.
이어서 게임 분야를 보면,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우수
한 인터넷망과 스마트폰 및 태블릿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고사양의 인터넷 게
임의 보급과 서비스 운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현 상황에서 말레이
시아 게임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열악한 말레이시아 현
지의 인터넷 환경을 감안해 와이파이가 원활하지 않는 환경에서도 큰 제약 없
이 즐길 수 있는 오프라인 게임과 저사양 스마트폰에서도 즐길 수 있는 라이트
버전의 게임을 공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말레이시아 문화콘텐츠 시장 진출과 정부 차원의 우호적인 협조
관계가 요구된다. 여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할 때, 비교적 한류열풍이 늦
게 시작됐기 때문에 한류콘텐츠가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 간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나 문화콘텐츠 시장을 국가 차원에서 활성화하려는 말레
이시아의 행보를 고려하여 문화콘텐츠 분야별 양국 간 사업협력 모델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이 바람직하다.

5. 인도네시아(디지털 민속지학)
가. 지역정보
인도네시아는 중국과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 인구 4위 국가이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인도네시아는 네덜
란드 식민지에서 독립한 직후 짧은 의회민주주의 시기를 거쳐 오랜 권위주의를
겪었지만, 1998년 수하르토 대통령이 하야한 이후 선거민주주의를 정착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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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으며 오늘날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다. 인도네시아
에서는 선거가 비교적 자유롭게 치러지는 데 비해 표현의 자유는 신성모독죄
또는 종교모독죄의 존재,448) 온라인 명예훼손의 광범위한 적용 등으로 인해 어
느 정도 제한을 받는다.
지리적으로 인도네시아는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에 좌우로 길게 뻗은 군도
영토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서단에서 최동단까지의 거리는 영국 런던에서 이라
크 바그다드까지의 거리보다 멀다. 인도네시아는 3개의 표준시 구역으로 나뉘
어 있으며, 주요 섬 대부분은 서부 표준시(WIB: Waktu Indonesia Barat) 구
역에 속해 있다. 인도네시아의 4대 주요 섬은 자바·수마트라·칼리만탄(인도네
시아령 보르네오)·술라웨시이며, 영토 내에 위치한 1만 7,000여 개 섬 중
6,000개의 섬이 유인도이다. 인도네시아의 수도는 자카르타이며,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보고르·데폭·탕거랑·버카시 등의 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약
3,0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월드오미터(Worldometer) 자료에 따르
면, 수도권 바깥에도 1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도시가 7개이며, 17개 도
시에 50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한다.449)
인도네시아의 국어인 인도네시아어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접경지역인
리아우에서 사용하는 말레이어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말레이어는
오랫동안 네덜란드령 인도(인도네시아의 전신)에서 행정과 상업에서 공용어로
사용되었으며, 1928년 인도네시아 각지에서 모인 청년 민족주의자들의 회의에
서 ‘하나의 조국, 하나의 민족, 통합의 언어’라는 내용의 ‘청년선언’에 합의한 이
후 독립 인도네시아의 공식 언어로 채택되었다.450) 인도네시아어는 관청과 학
교, 언론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확고한 위치를 굳혔으며, 인도네시아 인구의 대부
분이 인도네시아어를 할 줄 안다. 힌디어와 타밀어, 말라얄람어 등의 언어 사용
자들을 위한 영화시장이 각각 따로 존재하는 인도와 달리 인도네시아에서는 절
448) 김형준(2018).
449) https://www.worldometers.info/demographics/indonesia-demographics/.
450) Anderson(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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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다수의 영화와 방송 프로그램이 인도네시아어로 제작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가 다양한 종족언어집단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인도네시아 인구의 다수가 인도네시아어가 아닌 언어를 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의 주요 15개 종족언어집단을
2010년 기준의 인구 순서로 나열하면 자바인(9,484만 명), 순다인(3,670만
명), 말레이인(875만 명), 바탁인(846만 명), 마두라인(718만 명), 버타위인
(680만 명), 미낭카바우인(646만 명), 부기스인(642만 명), 반텐인(464만 명),
반자르인(413만 명), 발리인(392만 명), 아체인(340만 명), 다약인(321만 명),
사삭인(318만 명), 중국인(283만 명)이다.451) 자바어와 순다어 등의 종족언어
는 말레이어 기반의 인도네시아어와는 다른 언어로서 향후 뉴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문화산업의 틈새시장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다.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브루나이와는 달리 이슬람교를 국교로 채택하고
있지 않지만, 인도네시아 인구의 87%가 무슬림이다. 인도네시아는 모든 국민
이 종교를 가져야 하며, 종교가 주민등록증에 표기된다. 수하르토 시대에는 종
교적 선택지가 이슬람·기독교·힌두교·불교에 제한되었으나 민주화 이후 유교
가 추가되었고, 최근에는 세계종교가 아닌 전통신앙 역시 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변화가 이루어졌다. 인도네시아의 이슬람은 관용적 이슬람으로 알려져 있으
며, 무슬림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도 자바의 전통신앙에 더 기울어진 인구 또
한 적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보수적 이슬람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종교
에 어긋나는 것으로 여겨지는 언행에 대한 관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중위연령은 28세에서 30세 사이로 추정된다. 세계은행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인도네시아의 14세 이하 인구는 26%로 필리
핀의 30%보다는 낮지만, 말레이시아(24%), 베트남(23%), 태국(17%), 한국
(13%)보다는 높다. 인구 구성으로 따지면 인도네시아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충
분하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으로 인도네시아는 2019년의 1인당 GDP가 미화
451) Ananta et al.(2015), 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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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달러로 성장하면서 중상위소득국(upper-middle-income country)으
로 진입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1%가 전체 부의 49%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부의 불평등이 심각한 나라이지만,452) 중산층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세계은
행에 의하면 5,200만 명, 즉 인도네시아 인구의 20% 이상이 하루에 7.75달러
이상을 소비하는 중산층으로 이들은 경제성장의 활력소로 작용하고 있다.453)
25세에서 34세 사이의 인도네시아 여성 중 18%는 고등교육 학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같은 연령대 남성의 고등교육 학위 보유자 비율(14%)보다 높은
수치다.454)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협력 관계는 1960년대부터 꾸준히 발전해왔다.
한국 자본은 1960년대부터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기 시작했으며 미원이 1970
년대 초반에 인도네시아 공장을 설립했다. 노동집약적 산업 위주로 이루어지던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대기업의 대규모 설비
투자로 추세가 변화되었다.455) 2010년대에는 롯데쇼핑과 뚜레쥬르, CGV를
비롯한 유통과 소비재 산업의 진출이 두드러졌으며 문화산업에의 투자도 활발
하다. 최근에는 자원과 노동집약적 산업에의 투자에서 소비재 투자, 대형 설비
투자로의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투자국이며
FDI 투자는 집계에 따라 5위에서 7위 정도이다. 2020년에는 인도네시아로 유
입된 전체 FDI가 2% 이상 감소한 가운데 한국의 인도네시아 FDI 투자는 18억
달러로 전년대비 64% 증가했다.456)

452) Oxfam(2017).
453) World Bank(2019).
454) OECD(2019).
455) 전제성, 유완또(2013).
456) Jibiki(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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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화콘텐츠 시장 개요 및 특징
1) 인도네시아 콘텐츠 시장 일반 개요

권위주의 시대 인도네시아의 방송산업은 정부와 수하르토 대통령의 가족 및
측근 사업가들이 독점하고 있었다. TVRI가 오랫동안 유일한 공영방송 TV 채
널이었으며, RCTI가 1989년 개국하면서 최초의 상업방송이 등장했다. RCTI
는 수하르토의 아들 밤방이 사업가 페터 손닥(Peter Sondakh)과의 파트너십
하에 소유했으며, 1990년에 개국한 SCTV는 수하르토의 이복동생이 소유했
다. 그 이후 등장한 TPI(이후 MNCTV로 변경)와 ANTV, Indosiar 역시 수하
르토 가족과 측근 사업가들의 통제하에 있었다. 권위주의 시대의 집권당이었던
골카르당의 정치인들이 ANTV를 설립했으며 Indosiar 채널은 수하르토 가문
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며 성장해온 중국계 재벌 살림그룹이 설립했다.457)
1998년의 민주화 이후 미디어 분야의 자유화가 시작되었으며 현재 인도네
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업예능 채널인 Trans TV(2001년 설립), 이슬람 채
널로 설립되었으나 종합편성 채널이 된 Global TV(현재 GTV) 등 다수의 방송
국이 설립되었다. 오늘날 인도네시아의 모든 표준시 구역에서 운영되는 주요
네트워크 채널은 공영방송인 TVRI와 16개의 사영 상업방송 등 17개로 이루어
져 있다. 이 중 4개의 채널을 소유한 MNC Media, ANTV와 tvOne을 소유한
바크리(Bakrie) 그룹, 뉴스채널 Metro TV를 소유한 Media Group, Jawa
Pos TV를 소유한 Jawa Pos Group 등을 통제하는 언론 사업가들은 정치에
진출하여 정당을 설립하거나 정부와 정당의 요직을 맡았다. 조코위 대통령은
2019년 재선 이후 Trans TV를 소유한 차이룰 탄중의 20대 딸을 ‘밀레니얼 특별
보좌관’으로 임명하여458) 정계와 언론계의 관계가 밀접함을 다시금 입증했다.
457) Tapsell(2017).
458) 서지원(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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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디지털화는 지역에 따라 격차가 있지만 인구의 55%가 스마트
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터넷 접속자의 90% 이상이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한다. 일단 디지털 미디어 이용에 익숙해지면 대부분 방송과 같은 전통적
인 매체에는 의존하지 않게 된다.459) 인도네시아인들은 페이스북과 같은 SNS
의 사용에 적극적이며 인터넷 쇼핑 인구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인들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SNS
플랫폼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메신저로는 Whatsapp이 가장 일반적이다.

2) 인도네시아 콘텐츠 시장의 분야별 현황

본 절에서는 방송·영화·음악 등 인도네시아의 콘텐츠산업 또는 문화산업에
대해 한국 콘텐츠의 수용과 관련 있는 지점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본다.

가) 방송극
1990년대에 상업방송이 등장한 이후 방송 분야에서 가장 먼저 수입한 방송
극(드라마, 인도네시아에서는 시네트론이라고 불린다)은 인도 작품이었다. 인
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는 전통적으로 인도문화의 영향을 받아왔으며,
자바의 전통예술로 유명한 인형극 와양(Wayang)은 인도의 대서사시인 <마하
바라타>와 <라마야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1990년대에 인도네시아
에서 처음으로 수입한 인도 시네트론은 TPI에서 수입한 <마하바라타>와 <라마
야나>였다.460) 2000년대 중반까지 인도네시아 TV에서 방영하는 방송극은 인
도에서 수입하거나 인도와 공동제작한 작품이 많았으며, 이외에 터키와 일본
등의 국가에서 방송극을 수입했다.461)
일본 드라마는 1986년 국영방송사 TVRI에서 방영한 <오싱>이 최초의 수입
459) Ambardi et al.(2014).
460) Arbi(2017).
461) 박지현(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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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으로 추정된다. 일본을 제외한 동아시아 드라마는 일본만화 <꽃보다 남자>를
원작으로 한 대만 방송극 <유성화원>이 2001년에 크게 성공하면서 수입이 시작
되었으며, 한국 드라마도 2002년부터 Indosiar 등의 채널에 편성되기 시작했다.
국내 제작 시네트론은 방송국에서 직접 제작하기보다는 외주회사를 통해 제
작된다. 활발한 시네트론 제작이 시작된 1990년대 초부터 제작사는 인도 펀자
브 지역 출신인 신디(Sindhi) 사업가들의 자본이 장악하고 있었다. 이들은 방
송 전문인력을 인도에서 데려왔으며, 자신들의 보유한 사업 네트워크를 통해
제작후원을 유치했다. 2000년대 들어 중국계 자본도 시네트론 제작 시장에 들
어왔지만 여전히 주요 제작사들은 신디 계열이다.462)
방송극은 인도네시아의 다른 방송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방송위원회(KPI:
Komisi Penyiaran Indonesia)의 규제를 받는다. 인도네시아는 전통적으로
‘반치(banci)’, ‘와리아(waria)’ 등으로 불리는 트랜스젠더 여성의 사회적 가
시성이 매우 높은 사회였으나,463) 보수적 이슬람화와 더불어 최근 LGBT 반대
운동이 거세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KPI)는 2016년 2월에 TV와 라
디오에서 모든 LGBT 관련 내용을 전면 금지하는 지침을 내놓았다.

나) 영화
디지털 미디어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 발생 이전까지 영화산업은
인도네시아의 유망 산업이었다. 인도네시아의 영화 관람객은 2014년의 1,600
만 명에서 2019년에는 5,200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스크린 수는 같은 기간 동안
900개에서 2,000개로 2배 이상 증가했다(Simanjuntak 2021). 상영관의 70%
가 자바섬에 편중되어 있으며, 인구 10만 명당 상영관이 말레이시아의 6분의 1
인 0.4개밖에 되지 않아 성장 가능성 또한 충분한 상황이었다.464)
462) Myutel(2019).
463) ‘와리아’는 ‘반치’라는 명칭이 비하적이라며 1970년대 인도네시아 정부의 공무원이 제안해서 사회
적으로 받아들여진 단어이지만, 최근에는 ‘와리아’가 아닌 ‘트랜스푸안’(transpua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올바르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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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는 1970년대에 이미 중국어 영화 수입 쿼터를 설정하는 등 자국
영화 보호 정책을 취해왔고,465) 2009년 법령에 따라 1년에 60% 이상은 자국
영화를 상영해야 하는 스크린쿼터제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CINEMA 21의 상
영 통계를 보면 자국 영화의 상영 비율은 20~30% 정도로 쿼터제가 엄격하게
지켜지지는 않는 것이 현실이다.466) 외국인 투자에도 제한이 있었으나 조코위
정부가 창조경제를 장려하기 위해 규제를 철폐하면서 영화산업에 외국인 투자
를 100%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467)
인도네시아 영화는 로맨스, 코미디, 드라마, 호러, 액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작되고 있다. 상영작 중 국내 영화의 숫자는 2018년까지 꾸준하게 증가했으
나 2019년에는 소폭 감소했다. 인도네시아 영화는 소설을 원작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시나리오의 자체적 발굴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468) 최근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화, 한국영화를 번안한 영화 등이 제작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수상한 그녀>(2017년 <Sweet 20>로 리메이크),
<여고괴담>(2019년 5월 <Sunyi>로 리메이크), <써니> (2019년 <Bebas>로
리메이크)가 인도네시아에서 리메이크 제작 후 개봉되었다. <7번방의 기적>은
제작이 완료되었으나 아직 개봉하지 않았다.
영화는 영상물등급위원회(LSF: Lembaga Sensor Film)의 심의를 거친 후
개봉하게 된다. 1965~66년의 공산당 숙청을 다룬 <액트 오브 킬링>과 <침묵
의 시선>은 검열을 통과하지 못해 개봉관에서 상영되지 않았다. LGBT 관련 영
화의 경우 게이 캐릭터가 조연으로 등장하여 말레이시아에서의 상영이 무산된
2017년판 <미녀와 야수>는 인도네시아에서 큰 문제 없이 개봉되었지만, 인도
네시아 영화계의 거장 가린 누그로호 감독의 <내 몸의 기억들(Kucumbu
Tunuh Indahku)>은 공식 심의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적 이슬람 진영
464) 김태우(2018).
465) Kusno(2016).
466) 김희철(2019. 6. 19).
467) Bekraf(2018).
468) 김희철(2019.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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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항의 때문에 국내 상영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다) OTT·VOD 서비스
인도네시아의 OTT 서비스 시장은 주요 글로벌 OTT와 리저널 OTT, 국내
전용 서비스 등 다양한 플랫폼의 각축장이다. 스포츠 프로그램, 국내 영화, 키
즈물, 라이프스타일 전용 프로그램 등 각각의 OTT가 주력으로 내세우는 분야
는 다르다. 많은 OTT 서비스가 기간별로 구독료를 내는 SVOD 기반으로 운영
되고 있으나, 영화 관련 스트리밍 서비스는 편당 결제하는 TVOD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인도네시아 넷플릭스에는 5만 4,000루피아(한화 약 4,000원)에 1개의 모바
일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가 있으며, 그 외의 가격제도는 12만 루피아
에서 시작하여 다른 나라와 유사하다. 넷플릭스 서비스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
고 느끼는 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서비스를 이용한다. 한국과 일본 드라마 등 아시
아 콘텐츠에 특화된 Viu는 1만 루피아의 주간요금제를 실시하고 있고, 월 구독
료도 3만 루피아로 넷플릭스보다 저렴하다. 인도 1위 OTT인 핫스타와 디즈니플
러스가 손잡고 운영하는 디즈니플러스핫스타는 인도네시아 최대 통신사 텔콤셀
(Telkomsel)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월 2만 루피아의 요금제를 판매하며 인도네
시아 시장 공략에 나섰다. 중국 텐센트가 운영하는 WeTV는 말레이시아 OTT 서
비스인 iflix를 인수한 후 인도네시아에서 월 1만 5,000루피아라는 저렴한 가격
에 중국, 한국, 인도네시아 드라마를 제공하며 구독자를 늘리고 있다.469)
2021년 1월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의 구독자 1위 OTT는 디즈니
플러스핫스타(구독자 250만 명)이며, 2위가 Viu(150만 명), 3위는 Vidio(110만
명)인 반면 넷플릭스는 4위(85만 명)에 그쳐 구독료의 장벽이 구독자 확보에 결
정적임을 알 수 있다.470) Indosiar, SCTV 등의 전국 TV채널을 소유한 PT

469) 이 소절의 내용 상당 부분은 주간지 Tempo 기사(Anam and Saidra 2021)를 참고했다.
470) Brzeski(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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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tek의 자회사 Surya Citra Media가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OTT Video는 인도
네시아에서 인기가 높은 유럽 축구 경기를 주로 서비스하던 OTT였으나 코로나 사
태로 축구경기가 열리지 않아 잠시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는 재개된 축구 리그 경
기와 NBA 경기, 그리고 한국 드라마, 인도네시아 현지 영화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이외에 인도네시아 최초의 상업 OTT로 2013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시나
르마스(Sinar Mas)사가 보유하고 있는 겐플릭스(Genflix), 오토바이 호출 서
비스로 시작하여 지금은 다양한 사업 분야에 진출한 인도네시아 최초의 유니콘
기업 고젝(Gojek)이 운영하는 고플레이(GoPlay), 잉글랜드 프리미어 경기를
제공하다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키즈와 라이프스타일 동영상을 함께 제공하는
OTT로 거듭나고 있는 Mola TV, ‘OTT의 OTT’를 표방하며 텔콤셀 통신망 이
용자들에게 다른 OTT 서비스의 동영상을 설정된 데이터 한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내놓은 Maxstream 등의 서비스가 있다.
OTT 서비스의 발달은 현지 콘텐츠산업에 대한 투자를 어느 정도 활성화하
는 결과를 낳았다. WeTV는 인도네시아 현지 드라마 제작에 많은 제작비를 투
여했으며, 완성도가 높은 자국 드라마에 대한 인도네시아 내 반응도 좋은 편이
다. 넷플릭스는 2020년 8월 인도네시아 영화 2편에 대한 투자계약을 완료했다
고 발표했다.471) 국내 OTT 서비스들은 저렴하고 확보가 쉬운 국내 제작 콘텐
츠를 사들이고 있으며, 특화를 위한 전략도 세우고 있다. 예를 들면 GoPlay는
GoIndie라는 코너를 통해 단편영화를 비롯한 인도네시아 국내 인디영화 200
여 편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그간 주먹구구식으로 집계되어온 영화수익에 대해
제작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다.472) 기존 영화산업이 극장 상
영을 중심으로 기획되어온 만큼 코로나 사태로 인한 타격이 크지만, OTT의 경
쟁으로 해외에서 제작비가 투입되면서 숨통을 틔우는 역할을 하고 있고, 다양
한 VOD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수익창출 경로가 실험되고 있다.

471) Simanjuntak(2021).
472) The Jakarta Post(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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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서비스의 성장은 한국 드라마와 한국영화의 판매에도 도움이 되고 있
다. 인도네시아에서 계층과 세대, 지역을 막론하고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높다
보니 미국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1위 주자 디즈니플러스핫스타
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주요 OTT 서비스는 한국 드라마 콘텐츠를 확충하여
구독자를 늘리려고 한다. 넷플릭스에서는 <스타트업>, <청춘기록> 등의 한국
드라마들이 2020년 인기 시리즈의 대열에 올랐다. Viu, WeTV, Genflix 등도
한국 드라마를 확보하여 자사의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GoPlay는 CJ와 협
력하여 한국영화를 서비스하고 있다.

라) 출판만화·웹툰
인도네시아인이 그린 인도네시아 최초의 만화는 1930년대에 자카르타(당시
바타비아)에서 간행되던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의 말레이어(인도네시아어) 신
문인 『신보(新報)』에 실린 카툰 <Ko Put On>이었다. 그 이후 독립을 거치며
인도네시아 만화는 일본과 홍콩 등 동아시아의 영향을 받은 카툰뿐만 아니라
미국계 슈퍼히어로물을 현지화한 코믹스 계열 등 다양한 장르에서 발전하게 된
다.473)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인도네시아 현지 만화 창작은 침체하였으며 시
사만화 등 일부 장르를 제외한 출판만화 시장은 주로 외국 만화, 그중에서도 일
본 만화를 번역하여 출판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현재 출판만화 시장은 Kompas Gramedia Group 출판사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출판시장에서 일본 만화의 점유율은 매우 높은 편이며 이는 세계 만화시장에
서 일본 만화의 지위를 반영하는 것이다. 한국 만화의 경우 <아르미안의 네 딸들>,
<비천무> 등의 순정만화가 번역·소개된 적이 있으며, 한유랑·황미리 등의 이름으로
한국에서 출간된 순정만화 다수가 서점에서 유통되고 있으나 그 비중이 작을 뿐이다.
만화출판시장을 수입 만화가 차지하고 있다 보니 인도네시아 현지 만화가들
은 마블코믹스와 같이 어느 정도 대우받을 수 있는 외국 업체와 계약할 수 있는
473) Kusno(2016); 최 숙, 심두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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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설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2017년에는 DC코믹
스, 마블코믹스 등의 코믹스 아티스트로 활동해온 인도네시아인 아르디안 샤프
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엑스멘 골드> 1권에서 은밀하게 표현했다는 이유로
마블코믹스에서 해고된 사건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는 만화시장의 저변이 넓고, 코믹콘을 비롯한 망가, 아니메 컨벤
션이 여러 도시에서 개최될 만큼 팬층이 두텁다. 만화 소비자가 확실히 존재하
는 인도네시아에서 창작자가 설 자리가 없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
을 한국 업체를 중심으로 확장 중인 웹툰 플랫폼이 부분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 음악
인도네시아 음악은 록, 발라드, 펑크, 당둣(dangdut) 등 다양한 장르에서 발
전해왔으며 공연문화도 발달해 있는 편이다. 서민들에게 사랑받아온 당둣은 말
레이시아를 통해 전파된 인도 영화음악, 아랍 음악 등을 토대로 하여 건국 직후
부터 발달했으며,474) 외설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
다. 펑크 음악 역시 하위문화의 일종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1998년의 민
주화 직후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끌어 주요 도시에 펑크 라이프스타일을 실천하
는 언더그라운드 펑크 커뮤니티가 형성되었다.475)476)
인도네시아는 식민지 시기부터 서양 음악을 폭넓게 받아들였다. 록 음악은
1960년대부터 유행했으며, 밴드마다 스타일의 차이는 있지만 슬로록(slow
rock)과 하드록, 록발라드의 사이에 있는 슬랭크(Slank, 1983년 데뷔), 데와
19(Dewa 19, 1986년 데뷔), Sheila on 7(1996년 데뷔), 노아(Noah, 피터팬
에서 개칭, 2000년 데뷔) 등의 밴드가 수십 년째 인기를 끌고 있는 주류 뮤지션들
474) Weintraub(2010).
475)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이슬람 형법을 실행하고 있는 아체주의 주도 반다아체에서는 시장이 펑크
를 청소년에게 해로운 음악으로 단정하고 경찰을 동원하여 단속을 벌이기도 했다. 서지원(2015).
476) Wallach(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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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YB(윤도현 밴드)와 <Shout Asia>라는 곡을 함께 작업한 적이 있는 슬랭크
는 2014년 대통령 선거 당시 조코위 후보 지지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평소 록 음악의 열성팬으로 알려진 조코위 후보는 선거 당
일 대통령 당선 확정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슬랭크를 찾아가는 등 록밴드의 사회
적 영향력은 상당한 편이다. 이외에도 얼터너티브록, 팝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가
발달했으며, 많은 뮤지션들이 소니뮤직, 유니버설뮤직 등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글로벌 레이블과 계약하여 활동하고 있다. 2000년대에 한국에서 활동했던 팝밴
드 모카(Mocca)처럼 실력 있는 인도네시아 뮤지션들 다수는 영어 가사 노래를
작곡하여 외국 진출을 활발하게 모색하며, 최근에는 재즈피아니스트 조이 알렉
산더, 힙합뮤지션 리치 브라이언 등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주로 활동하는 재능
있는 젊은 뮤지션들이 배출되고 있다. 2010년대에는 K-Pop 그룹을 모델로 한
‘아이팝’ 보이그룹 S4, 걸그룹 체리벨(CherryBelle) 등이 등장했으며,477) 2019
년에는 한국 기업인 SM 엔터테인먼트가 Trans TV를 소유한 CT 그룹과 손을 잡
고 인도네시아 뮤지션을 영입하며 현지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뛰어들기도 했다.
2017년까지는 음악을 중심으로 한 미국 대중문화 잡지인 『롤링스톤』 인도
네시아판이 발간되었을 정도로 음악소비층이 두터웠으나, 디지털 미디어로의
전환 이후 돈을 내고 음반과 음원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대폭 줄어들면서 음악
산업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9명의 인도네시아 음악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8년 설문조사에서는 68.4%가 유튜브를
통해, 26.3%가 스포티파이를 통해 한국 음악을 접한다고 응답했고 애플뮤직으
로 한국 음악을 듣는다는 소비자는 전무했다. 스트리밍 서비스인 스포티파이는
2016년에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면서 4만 9,990루피아(4달러 이하)에 다운로
드까지 가능한 가격제를 내놓았으나, 애플뮤직은 인도네시아를 위한 별도의 가
격제도를 내놓고 있지 않다. 애플뮤직의 ‘2020 TOP 100 인도네시아’ 리스트
에 포함된 한국 음악은 11곡이며 이 중 3곡(레드벨벳, ITZY, ZICO)을 제외하
477) 송정은, 장원호(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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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모두 블랙핑크(컬래버 곡 2곡 포함)와 BTS의 곡이다.

다. 주요 부처 및 정책
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인도네시아의 부처 및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관광·창조경제부/위원회(Kementerian Pariwisata dan Ekonomi
Kreatif/Badan Pariwisata dan Ekonomi Kreatif Republik Indonesia)

유도요노 2기 행정부(2009~14) 당시 인도네시아 문화관광부의 문화 업무
가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문화관광부는 관광·창조경제부로 개편되었으며, 조
코위 1기 행정부(2014~19)에서 창조경제위원회(Badan Ekonomi Kreatif
Indonesia)가 신설되면서 관광만 전담하는 부서로 개편되었다가 2019년에
다시 창조경제위원회와 통합하여 관광·창조경제부/위원회가 되었다. 관광 및
창조경제의 진흥이 이 부의 주요 업무이다. 창조경제는 게임·건축·인테리어디
자인·음악·미술·제품디자인·패션·요리·영화/애니메이션/동영상·사진·그래
픽디자인·방송(TV, 라디오)·미용·광고·공연예술·출판·앱 등 17개 세부분야
로 정의된다.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에도 창조경제 담당관이 파견되어 있을 정
도로 창조경제는 조코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이다. 현재 장관은 지난
2019년 대선에서 조코위 상대 진영의 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사업가 산디아
가 우노(Sandiaga Uno)로서 2020년 12월에 임명되었다.

2) 교육문화부(Kementerian Pendidikan dan Kebudayaan)

교육문화부 산하에는 교원·초등교육·직업교육·고등교육과 나란히 문화를
담당하는 국(Direktorat Jenderal)인 문화국이 있다. 문화국은 예술과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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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문화유산 등과 관련된 정책을 집행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며, 보호와 육성
측면에서 문화에 접근한다는 점에서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관광·창조경
제부와는 차이가 있지만 두 부서의 업무 중 겹치는 영역도 존재한다. 문화국 산
하에는 문화의 보호, 문화의 진흥과 활용, 영화·음악·뉴미디어, 신앙과 전통관
습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 현재 교육문화부 장관은 고젝을 설립한 사업가 나
딤 마카림(Nadiem Makarim)이다.

3) 방송위원회(Komisi Penyiaran Indonesia)

방송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가진 독립기구이며, 「방송법(UU No.
32/ 2002)」과 관련 법규에 따라 활동한다.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는 내용에 대
해 제재를 내리는데, 2021년 2월에는 사치품과 명품에 대해 ‘저렴하다’고 표현
하며 사치를 일삼는 내용의 프로그램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악화된 경제 상황
속에서 공감을 살 수 없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1월에는 여성과 남성이 마주 보
며 넘어진 장면에서 ‘첫날밤’을 언급한 독백이 나오는 것이 지나치게 로맨틱해
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478) 2016년부터 방송위원회
는 여성의 옷차림을 한 남성을 방송에 내보내는 등 LGBT를 장려하는 방송내용
을 금지하고 있다. 2018년에는 온라인 쇼핑몰 ‘쇼피(Shopee)’ 광고에 등장한
블랙핑크의 ‘하의실종’ 패션이 어린이 시간대에 방영되기에는 지나치게 자극
적이라는 청원 끝에 방영중단 판정을 받기도 했다.479) 2021년 1월, 헌법재판
소는 OTT가 제공하는 스트리밍은 방송이 아니며, 따라서 OTT는 「방송법」이
아니라 「전자정보·거래법」의 규제를 받는다는 판결을 내렸다.480)

478) 이 사례는 방송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참고했다. 인도네시아 대부분의 정부 부처와 위원회는 공식 웹
사이트와 각종 SNS를 통해 정책과 결정을 홍보한다.
479) 서지원, 김형준(2019).
480) Zidni(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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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상물등급위원회(Lembaga Sensor Film)

각종 영상을 심의하여 등급을 매기는 역할을 맡은 독립기구이다. 영상물 등
급위원회는 2009년 「영상법(UU No. 33/2009)」과 2014년 「영상물 등급위원
회에 관한 정부령(PP No. 18/2014)」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고 있다. 2009년
「영상법」은 영화제작의 기반과 목적, 기능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에 따르
면 영상제작의 기반은 신앙과 인간성, 인도네시아 건국이념의 핵심인 ‘다양성
속의 통일’ 등이 되어야 한다. 폭력과 마약 등의 중독성 약물 사용, 포르노그래
피, 집단 간 반목을 부추기는 내용, 종교모독, 불법을 부추기는 내용, 인간성을
저하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의 제작은 금지되며, 검열을 통과한 영상은 전체 관
람가, 13세 관람가, 17세 관람가, 21세 관람가의 4등급으로 분류된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극장 상영 영화뿐만 아니라 방송 관련법에 따라 TV 방
영 영상의 등급을 정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2020년 1년 동안 위원회는 3
만 9,863건의 영상을 심의했으며, 그중 TV 방영물이 3만 7,954건, 국내 제작
극장 영화가 68건, 수입한 극장 영화가 128건, DVD가 328건, OTT와 유튜브
를 포함한 VOD 서비스 동영상이 599건 등이었다. 심의 결과 아예 방영이 금
지된 영상은 2019년에 39건, 2020년에는 16건이었다.481)

라. 한류콘텐츠와 플랫폼의 인도네시아 진출 현황 및 사례
1)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한류콘텐츠의 인도네시아 진출

한류콘텐츠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논하기 위해서는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한
국 콘텐츠와 한국 콘텐츠 아닌 것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있다는 점, 플랫폼 수출
과 콘텐츠 수출이 반드시 묶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점, 공동제작을 통
481) Detikcom(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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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지화가 반드시 양국의 방송계를 통해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는 점 등을 이
해할 필요가 있다. 한국 콘텐츠는 인도네시아에 활발히 진출해왔지만, 높아진
인지도와 넓어진 수용자층에 비해 방송콘텐츠의 수출에 의한 수익과 매출이 그
만큼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왔다.482) 그러나 한국 문화
에 대한 관심은 기존의 수출 방식이 아닌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과 현지에서의
광고수익 등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로 이어지고 있으며, 한류콘텐츠 산업 역
시 제작과 유통에 있어 ‘우리나라의 문화’인지 아닌지를 따지기 어려운 국제적
인 지적재산권 사업으로 거듭난 지 오래이다. 이러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이
절에서는 ‘한류콘텐츠’라는 단어가 아닌 한국 콘텐츠와 한국 관련 콘텐츠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인도네시아에 한국 콘텐츠가 처음으로 진출한 것은 2000년대 초 중화권 네
트워크를 통해 중국계 인도네시아 여성들에게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기 시작
하면서였다.483) 처음으로 TV 방영이 이루어진 드라마는 2002년의 <이브의
모든 것>이었으며 이후 Indosiar를 비롯한 여러 채널에서 한국 드라마를 방영
해왔다. 그러나 한국 드라마는 과거에는 불법복제 DVD를 통해, 오늘날에는 불
법 드라마 유통 사이트를 통해 소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도네시아어 자막
을 입힌 한국 드라마를 서비스하는 스트리밍 업체 drakor.id의 1개월 이용료
는 고작 400원 정도에서 시작한다.
인도네시아로의 한국 방송 프로그램(완성품) 정식 수출은 편수나 편당 단가
모두 하락하는 추세이다. 『2019년 방송산업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한국 방송 프로그램은 지상파와 케이블을 합쳐 인도네시아에 2,920
편 가까이 수출되었지만, 수출단가는 매우 낮아 총 수출액은 필리핀·태국·베트
남보다 낮으며 인구가 인도네시아의 20%도 되지 않는 저개발국인 미얀마와 유
사하다. 포맷 수출도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태국·베트남에 비해 수출액 규모가

482) 써니김(2019).
483) 김영수, 박성현(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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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으며 프로그램 수출액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아 비중도 적은 편이다.484)
방송계와 영화계를 뒤흔들고 있는 OTT 서비스의 등장으로 인해 한국 방송
콘텐츠의 수출 구도 역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아직 그 방향은 확실하지 않
다. 확실한 것이 있다면 유료 OTT보다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의 이용자가 훨씬 많다는 것이다. 한국 드라마를 서비스하는 인
도네시아 2위 OTT인 Viu의 구독자 수가 150만 명인 데 비해 한국 관련 동영상
을 제작하는 인기 유튜브 인플루언서의 구독자 수가 400만 명이 넘는 것을 생각
하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VOD 서비스의 영향력이 가진 크기를 가늠할 수 있다.
댄스음악 위주의 K-Pop이 인도네시아에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약 10여 년
전의 일이며 슈퍼주니어와 2PM을 비롯한 여러 그룹이 인기를 끌었다. 2011년
경부터는 K-Pop 댄스경연대회가 하나의 하위문화로 등장했으며 방송국과 쇼
핑몰, 팬커뮤니티 등이 주최하는 커버댄스 경연대회가 주요 도시에서 빈번히
열리고 있다.485) 이러한 경연대회에 참가하려면 참가비를 내야 하지만 이것은
현지 주최기업 또는 단체의 매출일 뿐 K-Pop의 매출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인도네시아에서 K-Pop을 통해 매출을 올릴 방법이 음원과 음반 판매보다
는 콘서트, 팬미팅이기에 자카르타를 찾는 K-Pop 그룹도 늘어나고 있다.
2018년에는 갓세븐·워너원·트와이스·세븐틴·위너·BTOB가 자카르타에서
단독콘서트를 개최했으며, 2019년에는 인도네시아 엔터기업인 PT Cana
Global Korea가 주최한 K-Pop 합동콘서트 ‘슈퍼 K-Pop 페스티벌 인도네
시아’가 열리기도 했으나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콘서트 수익을 당장 기대
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눈에 띄는 것은 유튜브의 성장으로 인한 한국 관련 인플
루언서의 등장, 모바일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소규모 공
동제작 활성화, 그리고 웹툰을 비롯한 플랫폼 수출과 이를 통한 지적재산권 사

484) 신지형 외(2019).
485) 박지현(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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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현지화이다. ‘한국 콘텐츠’라기보다는 ‘한국 관련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
뉴미디어 콘텐츠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마케팅에도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2) 인도네시아 전용 한국 관련 콘텐츠: 뉴미디어와 인플루언서의 등장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뉴미디어가 발달하면서 한국 관련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 역시 커지고 있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콘텐츠는 인도네시아어 사용자들
에게 특화되어 있고 한국 자본이 투입되었다고 보기도 힘들기에 일반적인 한국
콘텐츠로 분류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들의 콘텐츠를 소비하는 집단과 한국
콘텐츠에 호감을 가진 집단이 겹치며, 실제로 한국 관련 콘텐츠를 만드는 한국
인 및 인도네시아인 인플루언서들이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관련 마케팅에 활용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영향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연예인(‘셀럽’) 1세대로는 이정훈(Lee
Jeong Hoon, 1986년생)이 있다. 이정훈은 2011년에 인도네시아인 2명과 함
께 Hitz라는 인도네시아 보이그룹으로 데뷔했다. 그룹 자체는 2년 정도 유지되
다가 해체되었지만, 이정훈은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어로 연예 활동을 계
속했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연예 채널인 Trans TV에 자주 출연하고
코너를 맡아 진행했으며, 인도네시아 드라마 2편에도 출연했다. 소녀시대의 효
연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을 때 인터뷰를 맡고, 방송에서 한국에 대해 자주 언
급하는 등 그의 연예 활동에서 그가 한국인이라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인도네
시아 여성 연예인과 결혼하여 두 아이를 둔 이정훈은 ‘오빠’이자 ‘아빠’로 어필
하며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아가방, 삼양라면 등을 홍보하고 있다.
방송을 거치지 않고 뉴미디어를 통해 인기를 끌고 있는 대표적 유튜버로는
장한솔(남성, 1994년생)을 들 수 있다. 대구 출신으로 어린 시절 인도네시아로
건너간 장한솔은 한국 교민들이 일반적으로 국제학교나 한인학교에서 교육받
는 것과는 달리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정을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 말랑시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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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학교에서 이수했다. 그의 강점은 능통한 현지어 실력과 현지 문화 이해도이
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오래 생활한 한국 교민이나 인도네시아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한국인은 대개 인도네시아어밖에 구사하지 못하는 데 비해 그는 인도
네시아의 가장 큰 인구집단인 자바인(자와인)들이 모어로 사용하는 자바어(자
와어)를 할 줄 안다. 2021년 4월 현재 454만 명이 구독하고 있는 그의 유튜브
구사계정 Korea Reomit에서는 한국 소식과 한국 음식 등을 소개하고 있다.
가장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한 영상은 중국 어선에서 인도네시아인 선원들이 당
한 고초에 대해 다룬 한국어 뉴스를 해설한 클립(847만 뷰)이며, 그 외에 떡볶
이 먹방(769만 뷰), 조코위 대통령이 방한하여 한국의 인도네시아 교민들을 만
날 때 참석하여 자바어로 대화하는 모습(722만 뷰) 등이 인기를 끌었다. 조코
위 대통령의 방한 행사 참여는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것
이다. 장한솔은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등의 활동 등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지상파 방송에 방영 예정인 SBS 제작 프로그램 <좋은 친
구들>에 출연하고 K-Pop 스타가 출연하는 토코페디아 쇼 진행을 맡는 등 활
발한 한국 관련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야나 지혜 문(여성, 1995년생)은 이슬람으로 개종한 한국 여성으로 인도
네시아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다. 아야나 문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
아의 방송에 출연했으며, 영어와 인도네시아어로 동영상을 제작한다. 그의 유
튜브 채널은 588만 명이 구독하고 있으며, 이러한 높은 인기에는 한국이나 한
국 콘텐츠에 특별히 관심이 없더라도 이슬람에 귀의한 한국인 무슬림의 일상에
호기심을 갖는 새로운 관심층이 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아야나 문’ 채널의
인기 1위 동영상은 무슬림으로 개종하지 않은 어머니와 함께 서울의 이슬람 성
원을 방문하는 모습, 인기 2위 동영상은 얼마 전 이슬람으로 개종한 남동생과
의 첫 번째 라마단(금식월)을 소개하는 클립이며, 종교생활을 다룬 클립 이외에
메이크업 튜토리얼, 히잡 브랜드와의 협업 등의 내용을 담은 클립 등이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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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인플루언서 이외에 한국에서 생활하며 한
국을 소개하는 인도네시아인 인플루언서들도 존재한다. 한국을 여행하며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은 이미 TransTV를 비롯한 여러 지상파 방송에서
소개하고 있으며 이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한다. 가장 인기가 높
은 인도네시아인 인플루언서로는 김밥패밀리(유튜브 채널 Kimbab Family,
구독자 168만 명), Zhiee Leely(구독자 59만 7,000명) 등을 들 수 있다.
Zhiee Leely는 한국에서 일하다 귀국한 인도네시아 노동자이며 먹방과 여행,
쇼핑 등 일반적인 형식의 클립 이외에도 한국에서 받는 월급, 한국의 원룸, 한
국 공장에서 여성 노동자로 일하기 등 노동자로서 특화된 내용의 클립을 제작
했다. 김밥패밀리는 한국 남성과 결혼해 아이 셋을 낳고 한국에서 사는 인도네
시아인 여성 기나 셀비나(Gina Selvina)가 운영하는 채널이다. 이 채널은 이슬
람으로 개종한 남편과 함께 한국에서 종교생활을 하는 내용, 캠핑과 요리 등 일
상의 생활을 담은 브이로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흥미로운 점은 채널에서 최
다 조회 수를 기록한 동영상이 반둥 출신인 기나가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순다어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1,007만 뷰), 한국인 시부모님에게 순다 음식
대접하기(339만 뷰) 등 순다인 정체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써니다혜, 한유라, 하리지선 등 인도네시아 특화 콘텐츠를 제작하
는 여러 인플루언서가 뉴미디어와 방송에 출연하며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한유라와 장한솔이 SBS가 제작한 <좋은 친구들> 인도네시아 버전에 출연하
고, 써니다혜가 한국-인도네시아 공동제작 웹드라마 <Love Distance>에 출
연하는 등 뉴미디어와 지상파 방송, 유튜브 동영상과 드라마의 경계가 흐릿해
지는 상황에서 향후 한국 콘텐츠 및 한국 관련 콘텐츠, 한국 상품 마케팅 등에
서 이들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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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관련 콘텐츠의 공동제작

가) 웹드라마: Love Distance, Office Watch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방송 프로그램 공동제작은 그간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일찍이 2012년에 가수 팀이 주연을 맡아 자카르타와 발리, 서울에서 촬영한 <사
랑해, I Love You>라는 드라마가 Indosiar 채널에서 방영된 후 말레이시아에도
수출된 적이 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이 드라마는 인도네시아 내에서 한국인
이 경영하는 드라마 제작사와 인도네시아 드라마 제작사가 공동제작한 작품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합작드라마가 아니라 인도네시아 제작 드라마라고 볼 수 있다.
웹드라마는 웹툰과 같이 한국에서 개발하여 한국 중심으로 유통되는 뉴미디
어 콘텐츠이며, 방송용으로 제작하는 드라마에 비해 제작비가 적게 소요된다는
점,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을 통한 웹툰과의 상호 콘텐츠 라이선싱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뉴미디어를 통한 한국 콘텐츠의 인도네시아 진출에 도움이 될
만한 장르이다. 한국 웹드라마에 인도네시아 자막을 입혀 서비스하는 유튜브
채널 PLAYLIST Indonesia는 5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웹드라마 공동제작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18년 4월에는
유튜브 채널 Box B를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공동제작 웹드라마 <Love
Distance>가 공개되었다. 12분가량의 에피소드 7편으로 이루어진, 영화 한 편
길이의 이 드라마는 편당 46만 뷰(6화)에서 328만 뷰(1화)의 조회 수를 기록했으
며 이듬해 시즌2가 제작되었다. 이 드라마는 한국 회사인 블렌드컴퍼니와 다음
카카오가 인수한 인도네시아 SNS 플랫폼인 Path사가 공동제작했다. Box B 채
널을 운영하는 블렌드컴퍼니는 인도네시아에서 초중고를 다닌 교민 청년들이
서울에 차린 회사로, 주로 인도네시아어로 인도네시아인을 대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486) <Love Distance>의 내용은 인도네시아에서 일하는 한국인
과 인도네시아인의 로맨스에 관한 것이며, 웹드라마 속에서 한국인들과 인도네시
486) 김민주(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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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들은 서로 우정과 사랑을 나누며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 웹드라마 제작사인 와이낫미디어는 2017년부터 시즌제로 만들어온 한
국 웹드라마 <오피스워치>의 인도네시아 리메이크 버전을 제작해 유튜브 채널
에 공개했다. <오피스워치>는 마케팅 기업의 어느 팀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대에 따라 근무하며 일어나는 로맨스를 그린 드라마이다. 마케팅 기업이라
는 설정상 제품 협찬을 받기가 쉬우며, 인도네시아판에서는 식품기업 윙스푸드
의 협찬을 받았다. 또한 <오피스워치> 인도네시아판은 인도네시아 OTT인 겐
플릭스에 판매하여 선공개되었다. 인도네시아판 <오피스워치>는 인물의 설정
과 세트, 전개 등을 한국판과 대단히 유사하게 제작한 포맷 수출 형식으로 제작
되었으며, 제작 동기는 유튜브에 공개된 <오피스워치> 한국판의 유입 경로 분
석 결과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인기를 누린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오피
스워치> 인도네시아판의 제작비는 겐플릭스와 윙스그룹 협찬을 통해 회수했다
고 하나,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유튜브에 업로드된 동영상 중 풀버전의 조
회 수가 50만 회, 에피소드별 조회 수는 수만 회의 수준에 머물러 선풍적인 인
기를 끌었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며, 시즌2의 제작계획은 현재 없다.487)
국내 웹드라마 제작사의 입장에서는 굳이 공동제작을 하지 않아도 한국에서
의 드라마 제작을 통해 충분한 투자를 받을 수 있고, 한국에서 제작한 드라마를
외국 또는 현지에서 운영하는 OTT에 패키지 판매함으로써 인도네시아 수용자
에게 작품을 선보일 수 있으므로 위험을 감수한 공동제작에 뛰어들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서 웹드라마의 인기는 확고하며, 유튜브에서의
구독자 수와 조회 수를 보면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계를 특화해 제작한 동영상
의 가능성은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웹드라마 공동제작은 인도네시아 현지 네
트워크를 보유하고 뉴미디어의 틈새시장을 공략하려는 소규모 제작사가 도전
할 만한 분야라고 생각된다.

487) 전문가 A 인터뷰(2021.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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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마케팅 동영상: 토코페디아 WIB Show 사례
K-Pop 스타들의 세계적 인기가 높아지면서 K-Pop 스타를 광고 모델로 기
용한 기업들이 늘고 있다.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을 인수한 국민은행이 자사
모델인 BTS를 인도네시아 광고에도 활용하는가 하면, 한국과 관련이 없는 기
업들도 BTS와 블랙핑크 등 K-Pop 스타를 기용하여 인지도를 높이려는 전략
을 취한다.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에 진출한 쇼피
(Shopee)는 2018년에 블랙핑크를 모델로 기용하면서 인도네시아에서 쇼피의
프로모션을 위한 콘서트를 열고, TV 광고를 찍는 등 여러 미디어에 드러냈다.
앞서 언급했듯이 쇼피의 TV 광고에 출연한 블랙핑크의 의상이 문제시되어 해
당 시간대 광고 방영이 금지되는 사건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블랙핑크를 비
롯한 K-Pop 스타들은 인도네시아 내 마케팅에 자주 등장했다.
특정 브랜드의 프로모션을 위해 K-Pop 스타를 기용하는 경향은 2020년의
토코페디아(Tokopedia) WIB Show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토코페디아는 인
도네시아의 주요 전자상거래 기업으로서 2019년 말에 BTS를 광고모델로 기
용한 적이 있다. 토코페디아는 2020년 7월부터 매달 K-Pop 스타의 공연 영상
과 인터뷰를 담은 쇼핑 예능 프로그램 WIB Show를 제휴를 맺은 현지 TV 채널
과 자사 앱, 그리고 유튜브에서 매달 한 차례씩 방영하며, 방송 이후에도 일부
동영상은 유튜브로 시청할 수 있다.488) 모든 영상이 다 유튜브에 공개되지는
않으며, 토코페디아 앱을 설치해야 독점 영상을 볼 수 있다. 7월에는 BTS와 인
도네시아 뮤지션인 Lathi의 공연 영상이 공개되었고,489) 8월에는 인도네시아
멤버를 포함한 다국적 걸그룹 시크릿넘버가, 9월에는 ITZY와 Treasure가,
10월에는 NCT와 Twice가, 12월에는 오마이걸이 출연했으며 2021년 1월에
는 블랙핑크와 BTS가 쇼에 출연했다.
488) WIB는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 3개의 시간대 중 수마트라섬과 자바섬 등 인구밀집지역에서 쓰이는
Waktu Indonesia Barat, 즉 서부표준시를 뜻하지만 토코페디아에서는 Waktu Indonesia
Belanja, 즉 ‘인도네시아 쇼핑시간대’의 줄임말로 사용하고 있다.
489) 이 중 BTS의 동영상은 유튜브에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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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B Show는 인도네시아 현지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넓은 무대에서의 쇼와
K-Pop 스타가 출연하는 무관객 소규모 스튜디오 동영상이 번갈아 편집된다.
K-Pop 스타의 공연과 인터뷰는 WIB Show의 모든 것은 아니지만 핵심적인 부
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관련 인플루언서인 장한솔이 스튜디오 인터뷰에 고
정 출연하며, 박경림, MC 딩동 등의 유명 한국 연예인이 장한솔과 함께 진행을
맡는다. 장한솔 이외의 출연자들은 한국어만을 사용하지만, 인터뷰 내용은 인도
네시아 시청자 맞춤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도네시아어 자막이 제공된다.
코로나19 상황과 K-Pop 스타들의 바쁜 일정을 고려하면 토코페디아 WIB
Show는 모두 한국의 스튜디오에서 촬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K-Pop 그룹이
토코페디아의 초록색 로고가 은은하게 번쩍이는 전용 스튜디오에서 인도네시아
온라인 쇼핑몰인 토코페디아와 한국 스튜디오의 협업으로 제작된 마케팅 동영
상에 출연하는 것은 뉴미디어 시대에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공동제작 산물이다.

4) 한국 플랫폼 진출과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라인웹툰 사례

문화콘텐츠 제작 투자와 플랫폼 투자는 서로 겹칠 수도 있고 겹치지 않을 수도
있다. 한국의 문화산업 투자는 완전히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면서 새로운 플랫폼
을 제공하는 방식,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입지를 다진 업체를 인수하여 일부 새로
운 콘텐츠를 비롯한 발전된 플랫폼으로 재단장하는 방식 등이 이용되고 있다.
전자의 대표적인 사례로 라인웹툰을 들 수 있다. 국내 웹툰 1위 기업인 네이
버웹툰은 라인웹툰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어 이외에도 중국어,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태국어 등의 언어로 웹툰을 서비스하고 있다.
2020년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에서 각각 독자법인을 통해 펼치던 웹툰 사업을
미국 법인(웹툰엔터테인먼트)이 총괄하고 한국과 일본의 웹툰 기업을 미국 법
인의 자회사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구조 개편했다. 네이버웹툰은 미국에서 소비
자의 75%가 24세 이하일 만큼 청년층에게 특히 인기를 끌고 있다. 네이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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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웹툰의 콘텐츠를 넷플릭스, 아마존, 디즈니 등의 글로벌 OTT 기업의 독
자 콘텐츠 개발을 위해 판매하는 글로벌 지적재산권사업으로 발전시킨다는 계
획을 갖고 있다.490)
라인웹툰은 2015년에 인도네시아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모바일과 웹에서 주
로 소비되고 있다. 웹툰이라는 장르 자체가 한국이 개발한 장르라는 점에서 해
외로 진출한 라인웹툰은 대개 해당 국가에서 웹툰 분야 1위 플랫폼으로 자리매
김하고 있다. 라인웹툰은 2020년 초 당시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2위 사업자와
16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었으며, 이는 미국의 12배보다 높은 것이다.491)
라인웹툰은 전 세계적으로 아마추어 작가를 유입시키는 도전 만화와 같은
제도를 실행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도 도전만화(KANVAS) 코너를 통해
현지화 전략을 심화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라인웹툰은 한국 콘텐츠인 한국 웹
툰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경로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현지에 호소
력 짙은 현지인 작가들을 발굴하여 히트작을 만들어내는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전략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초기 1, 2위 작품은 인도네
시아 작가들의 작품이었으며 지금도 Annisa Nisfihani, Cindy Chwa 등의
인도네시아 작가 작품이 인기 작품 상위권에 올라 있다.492)493) 인도네시아 내
에서 인기를 끌었던 인도네시아 작가들은 라인웹툰과의 계약을 통해 외국에 진
출할 수도 있다. 그간 인도네시아 내에서 만화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인도네시아 만화가들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이 마땅치 않
았던 점을 고려하면 라인웹툰의 인도네시아 진출은 플랫폼 제공을 통해 현지
아티스트들의 잠재력을 발굴하여 현지 및 세계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라인웹툰은 이미 타 장르로의 지적재산권 판매를 성사시켰다.
490) 하선영(2020. 5. 28).
491) 김형원(2020. 1. 22).
492) 이경석(2016. 12. 13); 신진세(2020. 2. 11).
493) 반면 카카오웹툰 인도네시아 서비스는 주로 한국 작가 작품의 번역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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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2018년까지 스토리작가 Mas Okis와 S.M.S.의 작화로 연재된
<Terlalu Tampan>, 2017년부터 지금까지 Archie the Redcat 작가가 시즌
제로 연재하고 있는 <Eggnoid> 등 인도네시아 내에서 영화화된 작품은 3편이
다.494) 한국 업체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여 인도네시아
콘텐츠끼리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지고 있다.

5) 문화콘텐츠 유통과 한국자본: CJ CGV 사례

한국기업 CJ CGV는 미국과 중국, 베트남에 이어 인도네시아에 진출했다.
CGV의 인도네시아 진출은 이미 6개 도시에 11개 영화관을 보유하고 있던 인
도네시아 체인 블리츠 메가플렉스(Blitz Megaplex)의 위탁경영으로 시작
(2013년)하여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CGV는 대
형 상영관의 진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서부 자바의 푸르와카르타, 동부 자바
의 프로볼링고와 블리타르 등 10만 명에서 20만 명 사이의 도시 인구를 보유하
고 있으며 주변 농촌 인구까지 합하면 수십만 명 이상의 잠재 관객층이 있는 도
시에 새로운 상영관을 건립했다. 또한 뷰티클래스와 레스토랑, 스포츠홀, 단편
영화와 밴드 공연을 접목한 씨네뮤직, 키즈필드트립 등 영화관람과 더불어 다
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했다.495)496)
CJ CGV는 인도네시아 영화와 한국영화를 다수 상영하고 있으며 인도네시
아에서 리메이크된 한국영화 3편 역시 모두 상영했다.497) <수상한 그녀>의 리
메이크작 <Sweet 20>(2017년)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CJ ENM이 제작
한 작품으로, CGV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다른 체인 영화관에서도 상영되
었다. CGV는 인도네시아 영화에 외국투자가 허용된 직후 영화 <차도 차도>를
494) 신진세(2020. 2. 11).
495) 채널CJ(2019. 11. 26).
496) CJ 이외에 롯데시네마도 인도네시아 영화관 사업에 진출했으나 코로나 사태 이후 2년 만에 철수를
결정했다.
497) 채널CJ(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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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제작한 바 있으며, <Sweet 20>은 2호 작품이다.498) <써니>의 리메이크작
인 <Bebas> 역시 CJ ENM이 현지 제작했다. 반면 <여고괴담>의 리메이크작인
<Sunyi>는 CJ 계열사가 아닌 국내 제작사 스튜디오인빅투스와 현지 영화사인
MD픽쳐스의 합작으로 제작되었다. 한국 회사에 의한 콘텐츠 유통이 한국 관
련 콘텐츠 제작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는 하지만, 두 가지가 반드시 겹치지
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마. 디지털 민속지학
이 절에서는 한류콘텐츠의 인도네시아 진출과 관련된 이슈를 인터넷에 표출
된 의견들을 통해 이해한다.

1) K-Pop은 외설인가? 걸그룹 의상 논란

민주화 직후 인도네시아에서는 자유로운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형태
의 대중예술이 발전했으며, 이에 따라 여성 가수에 대한 외설 논란이 뒤따랐다.
가장 대표적으로 논란이 된 인물은 당둣 가수인 이눌 다라티스타(Inul
Daratista)였다. 이눌은 하체를 강조하는 큰 몸짓으로 남녀 팬들에게 큰 인기
를 끌었으나 이러한 몸짓이 지나치게 외설적이라는 보수적 이슬람 진영의 반발
이 거세게 일어났다. 이슬람지도자협의회(Majelis Ulama Indonesia)는
2001년에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파트와(지침)를 발표하여 여성이 얼굴과 손바
닥, 발등을 제외한 몸의 부분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행위, 여성 신체의 곡선을
드러내는 꽉 끼는 옷을 착용하는 행위, 화장품 사용, 남성의 성욕을 돋울 수 있
는 소리나 말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금했는데, 이는 이눌의 노래와 춤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499)
498) 신진세(2016.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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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는 「포르노그래피법(UU No.44/2008)」이 통과되었는데, 이 법은
포르노그래피에 대해 사회상규를 벗어난 외설 또는 성적 착취를 담은 내용으로
폭넓게 규제했다. 포르노그래피를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이
법은 당시 다양성을 존중하는 전통에 대한 이슬람주의의 승리이자 인도네시아
사회의 보수화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풀이되었다. 2012년에는 이슬람 단체의
반발로 미국 팝스타 레이디 가가의 공연이 무산되기도 했다.
2018년에는 앞서 언급했던 블랙핑크의 쇼피 광고 ‘하의실종’ 논란이 있었
다. 반둥 파자자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인 마이몬 헤라와티가 체인지닷 오
아르지(change.org)에 올린 청원은 블랙핑크의 부적절한 옷차림이 노출된 광
고가 아동 시간대에 방영되는 것에 대한 반대 내용을 담고 있었고, 이 청원이
이슈화되자 방송위원회가 광고를 금지했다. 그동안 K-Pop 그룹이 인도네시
아 방송에서 직접 공연하는 일이 거의 없었지만, 방송광고는 규제 대상이기에
논란이 될 수 있었다. 다만 청원자는 K-Pop이라는 장르 전반이나 한국문화 전
반을 비난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의상과 <꼬마버스 타요>를 방영하는 어린이 시
간대임을 문제 삼았고, 이슬람이 아닌 인도네시아 건국이념 판차실라
(Pancasila)의 가치에 위배되는 광고라고 주장하는 전략을 택했다.500) 12만
7,370명의 지지를 받은 이 청원에 달린 ‘베스트 댓글’ 역시 아동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내용이었다.

499) Weintraub(2010), p. 186.
500) https://www.change.org/p/komisi-penyiaran-indonesia-hentikan-iklan-blackpink-sh
op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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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2018년 쇼피 광고 청원 베스트 댓글
작성자 이니셜

동의 수

코멘트 원문

내용

I.F

193

Save anak-anak

아이들을 구하자

S.H

164

I.K

66

I don't want its contamined all the
pure children

아이들의 오염을 문제 삼음

Blackpink menggunakan pakaian

블랙핑크 노출 복장은

yg mengumbar aurat, terlalu seksi.

지나치게 섹시

Jangan lah racuni anak2 kita dg
M.A.P

60

hal2 ky gni..kesian mereka..masa
depan masih panjang..kl bukan

아이들의 오염을 문제 삼음

kita yg peduli..siapa lagi..huhu

K-Pop 걸그룹 의상 문제가 여전히 인도네시아 사회에서의 K-Pop 수용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토코페디아 WIB Show에 출연한
K-Pop 걸그룹의 의상에 대한 코멘트를 점검해 보았다. 이 중에서도 트와이스
의 <Cheer Up> 공연 동영상을 택했는데, 그 이유는 트와이스가 2016년 곡 발
표 당시 공식 뮤직비디오를 비롯해 대부분의 공연 영상에서 허벅지를 많이 드
러내는 의상을 착용하고 <Cheer Up>을 부른 데 반해 토코페디아 WIB Show
에서는 긴 바지와 민소매, 반소매, 긴 소매가 섞인 의상을 착용했기에 이에 대
한 K-Pop 팬들의 반응이 궁금했기 때문이다. 유튜브의 Top Comments 기
능을 이용하여 위에서부터 검색하면서 의상에 대한 코멘트를 찾은 결과 몇 개
의 타래를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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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토코페디아 WIB Show 트와이스 의상 관련 댓글: 타래 1
작성자 이니셜

동의 수

sh

1.8k

코멘트
Okay CAN WE PLEASE GET OUTFITS LIKE THIS MORE???
THEY LOOK SO BEAUTIFUL AND COMFORTABLE IN THOSE
CLOTHES
It's possible, but TWICE's stylist did it because it was too

M.A.

150

risky to wear shorts at the Indonesian national event,
moreover they also dance. They did the right thing to avoid
the controversy that had happened before.

R.F.

0

why it’s risky to wear shorts?
in Indonesia, it is not allowed to wear clothes that are too
short in the national program. we have something called
“aurat” or a part of the body that cannot be seen by others.
it is a little confusing for ordinary people because it relates to

M.A.

0

Indonesian culture and (religion) maybe?. This also happened
to Blackpink on 2018. Indonesian mothers made a petition to
boycott Shopee's shows because they wore clothes that were
too short (watch the show "Tokopedia X Blackpink 2020/2021
Jennie wore all closed clothes for fear of something similar)

[표 3-8]에서는 국적을 특정할 수 없는 이용자(sh)에 의한, 트와이스의 의상
이 매우 편안해 보이고 아름다우니 이런 의상을 더 자주 입는 것이 좋겠다는 코
멘트가 탑 코멘트로 떠오르고, 인도네시아인으로 추정되는 M.A.라는 사용자
가 트와이스가 긴 바지를 입은 배경을 설명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M.A.는 트와
이스의 무대 의상이 ITZY의 무대 의상을 재활용한 것이라는 트와이스 팬들의
반발에 대해 비용 절감이라는 측면보다 인도네시아에서의 논란을 피하기 위한
측면이 더 컸다며 2018년 블랙핑크 광고 논란에 대해 조리 있게 설명하여 많은
‘라이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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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토코페디아 WIB Show 트와이스 의상 관련 댓글: 타래 2
작성자 이니셜

동의 수

Y.B.

869

코멘트
Twice is so humble look they're wearing comfortable suits and
don't wear sexy outfit bcs Indonesia has a lot of muslim ,
Twice really respect Indonesia
I think they wouldn't mind it? I mean, nothing can go wrong

T.N.

17

with long pants and shirt,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wardrobe

malfunction

or

uncomfortably

tight

costume,

therefore can perform easier.
K

5

E.G.

8

Of course!! Idols have to wear suitable outfits for the country
that they will perform at
they also performed in a muslim country but i forgot what
country is that where they also wear long pants with long
sleeves

R.A.

8

well it's still considering as "polite" in our country / Indonesia
aren't as strict as what many people think
Haha actually indonesia is not tbat strict, you can wear "no

N.N.

5

sleeve" and short pants or skirt on television, but i think
because twice had to dance, so they wore long pants and
tried to cover their belly

K.T.

6

T.S.

1

H.S.

2

N

2

lol i don't think there is twice's outfit that considered as an
overly sexy in indonesian views though
Kao diIndonesia ga perlu pake baju tertutup juga kali, biasa aja
apa ga inget kejadian yg toko oren? Ampe dicekal ibu2 better
safe than sorry :))
Buat yg komen sleeveless/perut keliatan itu masi "terbuka"
pls, masa mereka harus pake tutup2an sampe skalian pake
hijab jg sampe biar kalian approve WKWKW

타래 2는 국적을 특정할 수 없는 Y.B.라는 이용자가 트와이스의 의상에 대
해 다수의 무슬림이 살아가는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를 존중한 것이라고 추어올
리는 코멘트를 달면서 시작한다. 영어와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된 타래 2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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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긴 옷이 편안한 의상이라거나, 아이돌이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의상을 입
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Y.B.에게 공감하는 내용(T.N., K., E.G.), 그리고 타래
1의 M.A.와 마찬가지로 가치판단을 유보한 채 블랙핑크 쇼피 광고를 언급하며
(toko oren은 쇼피를 뜻함) 조심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하는 내용(H.S.) 등이
달려 있다.
그러나 그만큼 인도네시아 문화는 그다지 엄격하지 않으며(R.A.), 민소매와
반바지를 입어도 괜찮다는 설명(N.N.), 트와이스의 원래 의상 중 인도네시아
기준으로 섹시한 의상은 없다는 주장(K.T.), 인도네시아에서 몸을 가리는 옷을
입을 필요는 없다는 설명(T.S.), 민소매 옷이 노출 의상이면 히잡이라도 써야
하겠느냐는 내용(N) 등 인도네시아가 그다지 보수적이지 않은 나라라고 외국
인들에게 설명하면서 보수화된 기준에 불만을 표하는 댓글도 많이 달려 있다.
코멘트를 통해 K-Pop의 주요 수용층인 팬들의 경우 걸그룹의 의상에 대해
애초에 문제라고 여기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보수파에 의해 노출 의상이
문제시될 가능성에 대해 유의하자는 선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 「포르노그래피법」과 「영상법」, 「방송법」, 「전자정보·거래법」에
의한 여러 규제가 존재하며 보수적 이슬람화를 추진하는 사회세력 역시 왕성하
게 활동하고 있기에 지나친 노출은 논란을 낳을 수도 있겠지만, 쇼피 광고 논란
이후에도 블랙핑크가 여전히 인도네시아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보면
인도네시아 문화와 K-Pop 등 한류콘텐츠 사이에 해결할 수 없는 본질적 갈등
이 존재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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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ove Distance>와 한국-인도네시아 관계: 공동제작 웹드라마에
대한 반응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제작한 웹드라마 <Love Distance>의 1화는 2021
년 2월 현재 330만 뷰를 기록했으며, 3,937개의 코멘트가 달려 있다. 인도네시
아인들을 대상으로 제작한 것이지만 다른 나라의 K-Pop 팬들 역시 시청하는
토코페디아 WIB Show와는 달리 <Love Distance>는 인도네시아어와 한국어
로만 자막이 달려 있으며, 한국어로 된 코멘트는 거의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동제작 콘텐츠에 대한 인도네시아 팬들의 생각을 읽기에 적합한 미디어이다.
상위에 있는 코멘트 중 다수는 드라마에 대한 칭찬과 남자 주인공으로 등장
하는 인도네시아 배우 브랜돈 살림(Brandon Salim)의 짙은 메이크업에 대한
지적이다. K-Pop 걸그룹의 의상에 대해 팬들이 옹호 코멘트를 다수 작성한 것
에 비해 브랜돈의 메이크업에 대해서는 부정적 코멘트만이 발견되었다.

표 3-10. <Love Distance> 1화 코멘트: 남자 주인공 메이크업
작성자 이니셜

동의 수

G.S.

947

코멘트
Brandon di make up kayak mau kondangan. Mending gk usah
di make up, gk di make up juga tetep ganteng kok. Daripada
dimake up, malahan kayak ibu" syantiq mau ke pasar.

P.D.

188

H.N.

539

Make up nya si brandon maksa bangett sumpah, natural
ajaaaaa kaliii
Bagus. Tapi plis yang makeupin brandon itu dia kayak mau
nikahan

wkwkw.

Pliss

pliss

banget

jangan

merusak

kegantengan dia jadi medok begituuu
ini kan banyak yg protes makeup brandon, keknya yg salah
pemilihan filter video nya yg terlalu pink. jadi keliatan
V.

65

makeupnya

jadi

abu

bgt.

padahal

kalau

pada

nyadar

sebenarnya aktor korea makeupnya juga tebel tapi filternya
selalu tepat jadi ga keliatan numpuk makeupn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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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계속
작성자 이니셜

동의 수

I.A.C.G.

98

G.P.

421

코멘트
Brandon gausa makeup please:'(
Brandon gak usah di kasih cushion juga udh ganteng btw.
Make up nya jan ketebelan buat brandon. Tone kulit indo kan
beda kayak korea
Mungkin itu makeuonya cowo korea disana, terus di adaptasi

A.C.

754

ke dia, dan akhirnya kek orang kondangan But bagus aja
wkwk

[표 3-10]의 코멘트는 유튜브가 제공하는 Top Comment 중 메이크업에
대한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501) 이 표의 코멘트는 하나의 코멘
트에 달린 타래가 아니라 각각 독립적으로 작성된 코멘트이다. 코멘트 작성자
들은 결혼식 피로연 메이크업 같다(G.S., H.N.)는 표현으로 메이크업이 과하
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메이크업 없이도 잘생겼다(G.S.), 자연스러워야 한다
(P.D.), 잘생긴 외모를 망치지 말라(H.N.), 브랜돈은 메이크업이 필요없다
(I.A.C.G.) 등 메이크업이 브랜돈의 외모를 망치고 있다는 데에 불쾌감을 드러
내고 있다. 인도네시아인의 피부색이 한국인과 다른데 메이크업이 지나치게 짙
다(G.P.), 한국식 메이크업 같은데 인도네시아인에게 하니 피로연 메이크업이
되었다(A.C.), 한국인 배우도 메이크업을 짙게 했는데 필터 색깔과 잘 맞아서
자연스럽게 보이지만 브랜돈은 메이크업과 필터가 맞지 않아 잿빛으로 보이는
것이다(V.) 등 한국인에게 하던 방식의 메이크업을 인도네시아인에게 했기 때
문에 실패한 것이라는 코멘트도 자주 눈에 띄었다.
부정적인 내용 일색이지만 ‘남자가 메이크업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의 단정
적인 코멘트는 없으며502) 메이크업이 지나치게 과하다, 이 배우에게 어울리지
501) <Love Distance> 1화가 3년 전에 업로드되었기에 [표 3-10]과 [표 3-11]에 소개한 코멘트 타래도
그즈음에 작성된 것이 대부분이다.
502)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남성의 메이크업은 LGBT 행위의 일부로 인식되어, 짙은 화장을 하는 K-Pop
보이그룹의 이미지에 미묘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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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인도네시아인의 피부색을 고려하지 못했기에 실패한 메이크업이다 등
조건부 반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1]의 코멘트는 <Love Distance>의 1회에 달린 타래이다. M.S.라는
작성자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인도네시아어를 배워서 유튜브 구독자를 손쉽게
확보하고,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통번역을 하거나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
업에 취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한국인 여럿이 인도네시아로 이
사를 오더라도 놀라지 말자’는 내용의 코멘트를 달았다. 이 코멘트에 대한 댓글
중 지금은 발견되지 않지만 W라는 이니셜의 사용자가 작성한 한국에 대한 부
정적인 댓글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여러 명의 사용자가 이에 대해 반응하
는 댓글을 남겼다.

표 3-11. <Love Distance> 1화 코멘트: 한국-인도네시아 관계 타래
작성자 이니셜

동의 수

코멘트
Owh jadi tujuan banyak anak muda Korea yg ambil jurusan
bahasa Indonesia adalah 1. Untuk masa kuliah mereka bisa jadi
YouTuber,hanya dengan naruh nama Indonesia mereka udh bisa
dpt viewers beribu2 dan itu terlalu mudah jika dibandingkan
untuk mendapatkan viewer org Korea sendiri.... 2.mereka

M.S.

872

mungkin berminat jadi penerjemah bahasa Indonesia-malaysia,...
3. yaa jelas yg paling menjadi motivasi mereka adalah bisa
dapat kerja di perusahaan Korea yg ada di Indonesia karna
perusahaan disini lebih mengutamakan org Korea yg bisa
berbahasa Indonesia......JADI jangan kaget yaa kalo tahun2
kedepan semakin byk orang Korea yg pindah ke Indonesia
Gkpapa , bisa kerjasama Indonesia Korea dlm berbagai hal, dan
imbang

I.T.

64

saling

menguntungkan,

dan

gak

ada

niat

ingin

menguasai Indonesia dalam hal menjajah ala modern seperti ya
sudahlah. Mungkin kedepannya bakalan banyak cowok Indonesia
yg menikahi cewek Korea..dan sebaliknya..wkwkwkwkk

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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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계속
작성자 이니셜

동의 수

A.M.

51

코멘트
Jangan mau ketinggalan. Gass. Kita juga harus bisa. Belajar
banyak2 bahasa. Kalo gk kita tersingkir.
Emang knpa klw orang korea kerja di Indonesia ? Saya skrang

K.C.

69

kerja di korea . Dan ga masalah, dunia sudah berubah bro,,
siapapun yg malas2an akan tenggelam.

C.J.

6

desi masih aja penjajahan. Udah jaman apa ini kaya begini masih
di bilang penjajahan. Perbanyak belajar bahasa asing lainnya
desi gaji di indonesia itu kecil woi.dibanding dikorea.tki yg ada
dikorea sebulan bisa terima gaji lebih dari 25juta.kalian mikir g

M.M.

24

sih siapa yg diuntungkan klo korea selatan bekerja sama dgn
indonesia...tki kita yang untung.gaji berkali kali lipat pdhal
mereka hanya buruh pabrik disana..perbanyak baca berita lah
biar g pada ketinggalan info
Gaji TKI yg kerja di korea sesuai lah sama biaya kebutuhan di
korea yg mahal jangan di samain lah sama gaji indonesia. Gaji

L.M.

12

25juta kalau di indonesia bisa hidup makmur beda kalau uang
segitu di korea kecil. Mereka mau kerja di indonesia karena
biaya hidup murah dan kerja di samsung gajinya gede

I.T.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여러 분야에서 서로 이익이 되는 협력을 하는 것
이지,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지배(menguasai)하거나 근대적 식민지(menjajah
ala modern)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인도네시아와 한국
남녀의 결혼도 늘지 않겠느냐는 진지하면서도 위트 있는 댓글을 남겨 64명의
지지를 받았으며, W.A.는 세계화의 시대이니 당연하게 느껴진다는 댓글로 20
명의 지지를 받았다. C.J.는 지금 어느 시대인데 식민지 얘기인가, 다른 외국어
를 배우는 사람도 많다는 댓글을, A.M.은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여러 언어를 당
연히 배워야 한다는 댓글을 남겼다.
K.C.는 (<Love Distance>의 내용이 인도네시아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을 주
인공으로 한 것과는) 반대로 자신은 지금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인
이며 아무 문제도 없다, 세상은 이미 바뀌었고 게으른 자는 침몰할 것이라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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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진화론적인 내용의 댓글을 남겼다. M.M.이 인도네시아의 봉급은 적으며 한
국에서 공장노동자로 일하면 2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을 수 있어서 이득이
라는 댓글을 작성하자 이에 대해 L.M.은 그 정도의 월급은 한국에서 많은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등 한국에서의 이주노동에 대한 토론도 벌어졌다.
<Love Distance> 1화는 인도네시아의 한국 회사에 다니는 여성이 거래처
남성에게 반하는 내용인데, 거래처의 직원을 대하는 한국 여성의 태도가 지나
치게 고압적이고 거칠게 그려진다.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 스테레오타입 이미지
를 재생산하고 있는 내용이며 인도네시아의 민족주의적 자존심을 고려할 때 자
칫 위험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탑 코멘트 중 이에 대한 지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표 3-11]에서 정리한 타래의 댓글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교류에 대
해 경제적 이익을 위주로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내용이 많았으며 이러한 의견에
밀려 한국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식민지배에 비유한 W.의 댓글은 삭제되었다.
하나의 사례이지만 아직 한국과 한국 콘텐츠의 진출에 대한 인도네시아인들의
의견이 부정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바. 소결론
이 절에서는 인도네시아의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 한국 제작 콘텐츠와 한국
관련 콘텐츠를 포함한 한류콘텐츠의 진출 현황, 그리고 공동제작 및 플랫폼 제
공 등을 통한 한국-인도네시아 문화산업 교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현황을
살펴본 결과 방송극 완제품 수출, K-Pop 음원과 공연 수익 등 기존의 방식에
서 발생하는 수익은 예상에 미치지 못하거나,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수익이 감소했지만, 여러 형태의 VOD 서비스를 통한 뉴미디어에
서 한국 콘텐츠와 새로운 형태의 한국 관련 콘텐츠가 높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콘텐츠의 판매처가 OTT 등으로 다각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
기업은 콘텐츠 수출과 공동제작뿐만 아니라 문화콘텐츠의 유통에서도 큰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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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한국 문화산업 플랫폼의 인도네시아 진출은 현지의 예
술가들에게 알맞은 수익모델을 제공함으로써 현지 문화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
어넣고, 나아가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에의 활용을 통해 한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지식재산권 산업의 파이를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디
지털 민족지조사를 통해 K-Pop 걸그룹의 TV 광고 의상이 문제가 되는 등 문
화적 갈등의 소지가 있었지만, 이것이 타협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갈등이
나 한국과 한국 문화콘텐츠 전반에 대한 반발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K-Pop
수용자들은 유연한 시각을 가지고 한국 문화콘텐츠의 인도네시아 진출과 한국인도네시아 관계를 해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내용에서 끌어낸 몇 가지 시사점 내지는 정책제안을 나열해보고자
한다. 첫째, 한국 자본으로 한국에서 한국인들에 의해 제작된 기존의 한류콘텐
츠, 즉 한국 콘텐츠 이외에 주로 숏폼(short-form) 형태로 제작되는 한국 관련
콘텐츠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지원하거나 적어도 모니터링을 통해 현황을 계
속 추적할 것을 제안한다. 한국에 사는 인도네시아인,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사
는 한국인들이 주로 제작하는 한국 관련 콘텐츠는 이미 레거시 미디어(Legacy
media)에 비길 만한 영향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국의 상호 이해를 도모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디어이다. 양국의 대사관과 방송제작자, 마케
팅 전문가들은 한국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인플루언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계속 한류콘텐츠 지원을 산업정책으로 유지할 것
이라면 한국 관련 콘텐츠에도 위상에 걸맞은 대우를 해줄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아리랑 TV, KBS World 등 이미 현지에 진출해 있는 레거시
미디어에 숏폼 소개 등 뉴미디어 관련 프로그램 편성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오랜 기간 한류콘텐츠에 관심을 가져온 충성도가 높은 중년 한류 팬은
이미 아리랑 TV 등에 익숙하기에 이들을 중심으로 한 홍보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 관련 숏폼 동영상을 제작하는 인플루언서들에게 공모전 시상, 우
수 뉴미디어 예술가(또는 기업) 시상 등을 통해 비금전적 포상을 하고 민간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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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위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둘째, 한국 콘텐츠뿐만 아니라 한국 플랫폼의 세계화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
가 있다. 특히 웹툰과 웹드라마는 한국에서 개발되어 세계 각국에서 점차 인기
를 끌고 있는 대중예술 장르로서 한국 플랫폼이 다른 나라의 플랫폼에 비해 우
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웹툰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지식재산권 산업의 쌍방향
적 발전방안으로 한국의 웹툰협회, 웹툰작가협회 등의 조직을 세계적으로 개편
하여 아세안을 비롯한 세계의 신예 웹툰 작가들을 포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거
듭나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 웹툰과 웹드라마에 대해서도 한국
관련 숏폼 동영상과 마찬가지로 공모전이나 시상 등을 통해 우수 콘텐츠의 제
작을 장려할 수 있을 것이다.503)
셋째, 한국 문화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같은 나라에서 마
케팅에 한국 드라마나 K-Pop 스타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을 제작사와 매칭
해 주는 엑스포 등을 통해 한국 문화콘텐츠와 외국기업의 협업을 지원하는 방
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미 블랙핑크와 BTS 등의 한국 스타들은 이미 해외로
진출한 한국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의 광고모델로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 드
라마가 중국의 PPL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드라마는 합법적·비합법적 경로를 통해 유통되면서 전
계층과 세대에서 사랑받고 있다. 토코페디아 WIB Show에 달린 코멘트 중
‘K-Pop 스타를 전용 쇼에 출연시킬 수 있는 인도네시아가 부럽다’, ‘인도네시
아 기업의 쇼에 K-Pop 스타가 출연한 것이 인도네시아인으로서 자랑스럽다’
라는 내용을 종종 발견할 수 있었다. 한국 문화콘텐츠와 스타는 이미 역내 마케
팅에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문화콘텐츠 산업과 미디어 기업에 수익창

503) 일본 영화 제작자들은 일찍이 1950년대 초에 동남아영화제작자협회(Southeast Asian Motion
Picture Producers’ Association)의 설립과 동남아영화제(Southeast Asian Film Festival)의 개
최를 지원한 바 있다. Hau and Shiraishi(2013). 그리고 일본은 2007년부터 “해외에서의 만화문화
보급과 만화를 통한 국제문화교류를 목적으로” ‘국제만화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대한민국 일
본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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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의 기회가 될 수 있기에 더욱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만한 방향이라
고 생각된다.504)

6. 싱가포르(디지털 민속지학)
가. 지역정보
1) 싱가포르 일반 현황

싱가포르의 인구는 2020년 중반 기준 568만 5,800명으로 400만 명 규모의
싱가포르 거주 국민과 영주권 취득자, 대략 164만 명의 비거주 국민이 포함되
었으며 2010년 이후 계속 감소세에 있다.505) 최근 가구 조사인 2015년 자료
에 따르면, 중국계 약 93만 7,000가구, 말레이계 약 13만 4,000가구, 인도계
약 11만 3,000가구, 기타 약 4만 가구의 순으로 조사되었다.506) 싱가포르인
(15세 이상)은 2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73.2%로, 1개 언어만을 사
용하는 비율(26.8%)에 비해 현저히 높다. 주로 사용하는 언어로는 영어
(36.9%)와 만다린어(34.9%)가 제1, 2언어로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중국 지방
어(12.2%), 말레이어(10.7%), 타밀어(3.3%)도 비중 있게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507) 종교의 경우 불교 및 도교(43.2%), 기독교(18.8%), 이슬람교
(14.0%), 힌두교(5.0%), 기타 종교(0.6%), 무교(18.5%)로 구성되어 있으며, 젊
은층으로 갈수록 무교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508) 1인당 GDP는 2019
504) 토코페디아 WIB Show의 K-Pop 스타 출연 부분을 촬영, 제작한 것은 한국의 소규모 미디어 기업이다.
505) 싱가포르 통계국, https://www.singstat.gov.sg/find-data/search-by-theme/population/
population-and-population-structure/latest-data, https://www.singstat.gov.sg/publica
tions/population/population-trends.
506) 싱가포르 통계국, https://www.singstat.gov.sg/publications/ghs/ghs2015.
507) Statstics Singapore(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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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8만 8,991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7,364만 원)로,509) OECD 평균의 2배 이
상을 웃도는 것은 물론,510) 아세안 국가 중에서도 큰 폭의 차이를 두고 가장 높
다.511) 모바일 가입자는 한 가입자가 복수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그 수로는 약 907만 명, 보급률은 2019년 159.1%로 인구수 100%를 한참 선
회하는 높은 보급률을 갖고 있다. 인터넷 가입자와 유료 TV 서비스 가입자는
2014년 이후 급격한 감소세에 있다.512)
싱가포르는 17%의 낮은 법인세, 영어 공용화, 투명하고 빠른 행정, 공정한
사법제도, 선진화된 인프라를 배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평가되어왔
다.513) 또한 일찍이 채택한 자유무역정책에 따른 해외 브랜드의 자연스러운 시
장 진입은 싱가포르 국민에게 외국 브랜드에 대해 낮은 거부감을 갖게 한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동남아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주변국에서 유입되는 외
국인 관광객들 또한 늘고 있다.514) 이와 같은 경제규모, 지리와 교통, 통신 환
경, 소비자 성향 등의 배경은 싱가포르가 한국의 주요 콘텐츠 시장이자 시험대
가 되는 데 중요한 인프라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2) 한-싱가포르 교류 현황

싱가포르는 동남아, 서남아, 중동을 잇는 지리적 요충지로서 한국에는 긴밀
한 경제협력의 상대국이 되어왔다.515) 양국은 1975년 8월 수교 이래 긴밀한
508) 싱가포르 통계국, https://www.singstat.gov.sg/publications/ghs/ghs2015.
509) 싱가포르 통계국, https://www.singstat.gov.sg/find-data/search-by-theme/economy/
national-accounts/latest-data.
510) OECD 통계자료, https://data.oecd.org/gdp/gross-domestic-product-gdp.htm.
511) ASEAN 통계자료, https://data.aseanstats.org/. 이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순이다.
512) 싱가포르 통계국, https://www.singstat.gov.sg/find-data/search-by-theme/industry/info
comm-and-media/latest-data; https://www.tablebuilder.singstat.gov.sg/.
513) KOTRA(2020c), pp. 13~18.
514) KOTRA(2020d).
515) Ibid. 최근 5년간 수출 상위 5개국은 순위 변동 없이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국 순이
며, 한국은 7~9위(2019년 기준 152억 달러)를 오가고 있다. 유사하게 수입 상위 5개국은 중국, 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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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해왔으며 2006년 3월 한-싱가포르 FTA 발효 이후 교역
및 투자도 확대되었다.516) 양국 간 인적 교류와 방문도 꾸준히 활발하며 방한
싱가포르 관광객의 추이는 특히 2009년 이후 빠르게 증가해왔다.517) 싱가포
르는 인민행동당과 리콴유로 상징되는 강력한 국가주의가 60년 넘게 지속되었
으며 이러한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토대로 한 온정적 간섭주의와 엘리트주의적
관료제도하에 일견 사회가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왔으나 동시에 정부 의존도는
심화되고 시민사회의 자율성이 제한되어온 것으로 평가받는다.518) 그러나 한싱가포르 간 정치적 현안과 관련해서는 한국과 싱가포르가 정치경제적으로 경
쟁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상호 간 큰 갈등이나 이슈가 없다고 여겨져왔다. 양국
은 18개월마다 정부인사 및 민간이 참여하는 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2018년
6월 북미정상회담 개최 및 7월 문재인 대통령 순방 등을 통해 신남방정책의 핵
심 파트너임이 다시 한번 확인된 바 있다.519)
KOTRA의 ‘2018 ASEAN 지역 마케팅 지표 조사 결과 보고서’에 포함된 신
남방정책에 대한 기대감 항목은 양국 간 산업교류에 있어서 일방향적인 진출
방식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를 보여준다. 설문 결과는 싱가포르의 기업인과 일
반인들이 신남방정책을 “자국에 도움”이 될 것이라 여기기보다 “한국에 도움”

이시아, 미국, 기타 아시아, 일본 등이며, 한국은 6~7위 규모(2019년 기준 156억 달러)이다.
516) KOTRA(2020d). 1970년 11월 통상대표부 설치, 1975년 8월 8일 한국과 국교가 수립되었으며 항
공협정(1972)을 시작으로 이중과세방지협정(1981), 해운협정(1981), 사증면제협정(1982), 예술·
문화·체육 협력협정(1995), 과학·기술협정(1997), 중소기업협력약정 및 표준협력약정(2000),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2006), 한-ASEAN 자유무역협정(2007), 경찰교류협력약정(2007)
등이 순차적으로 체결되었다.
517) 한국관광공사 통계자료, https://kto.visitkorea.or.kr/kor/ktom/stat/stat.kto. 한국에 입국하
는 외래방문객은 2019년 기준 중국, 일본, 대만, 미국, 홍콩,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러시
아, 인도네시아, 중동, 싱가포르, 호주 순으로 확인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2020c), p. 26. 싱가포르
의 인구규모, 그리고 결혼 또는 노동이주 관련 인적교류가 다른 동남아시아 지역과는 달리 높지 않다
는 특징을 감안할 때 싱가포르의 방한 입국객 비율은 매우 높은 편으로 추정된다.
518) 고길곤(2017), pp. 69~77, p. 90. 이후 취임한 고촉통과 리셴룽 체제는 금융위기와 경제침체로 인한
위기관리능력을 증명하며 일당집권체제와 국가 중심 관리주의를 지속하는 데 기여하는 한편, 시민사회
참여형 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국민의 정치 요구를 반영하며 싱가포르의 정치 발전에 이바지했다
는 평가도 받고 있다. 그러나 기존 체제에 대한 비판이나 대안의 모색은 여전히 많은 제약하에 있다.
519) KOTRA(202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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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것이라 여기는 경향을 보여주는데, 한국의 정책이 상생협력과 교류 확대
를 실질적으로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싱가포르 측의 우려를 드러낸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 상품에 대한 선호도와 구매의향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반면
한국기업, 국가, 한국 사람, 한국 문화에 대한 선호도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
국, 베트남 등 다른 인접 지역의 응답결과에 비해 낮다.520) 한국의 대중문화나
경제 영역에 대한 이미지는 7~90%의 긍정적 응답 결과를 보인 반면 한국인 자
체에 대한 호감도는 68.0%로 수치상 상당한 차이를 드러낸 국가이미지조사521)
의 결과와도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 즉 인적교류와 기업활동에 있어서 신뢰관계
를 증진할 여지가 남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다.

나. 문화콘텐츠 시장 개요 및 특징
1) 콘텐츠 정책 및 문화산업 현황

싱가포르에서 산업과 정책상 문화산업 영역은 문화예술과 정보통신 미디어로
크게 구분되어 각 담당 부처의 주도하에 별도의 영역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 연구
에서 주목하는 한류콘텐츠 등 대중문화 및 엔터테인먼트의 영역은 미디어 산업의
영역으로 분류된다. 문화예술정책은 박물관이나 순수예술정책을 다루고 있다.
최근 제작 인프라 및 시장규모 등의 이유로 미진했던 자체 콘텐츠 제작 역량
및 인프라를 키우기 위한 싱가포르 정부 차원의 투자와 지원이 늘고 있다. 싱
가포르 정부는 콘텐츠 생산자로서 자국의 소프트파워 역량을 키우는 일에 지
속해서 투자하고 있다. 정보통신 미디어 관련 부처인 미디어개발청(IMDA:
Infocomm Media Development Authority)은 싱가포르의 미디어 기업이
국내 시장의 수요를 창출하는 데에 마주하는 과제를 디지털 콘텐츠 프로젝트/
520) KOTRA(2018c), pp. 19~20.
521) 해외문화홍보원(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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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서비스를 창작/공급할 경제적 재원의 부족(47.2%), 디지털 콘텐츠 프로
젝트/상품을 지원하고 전달할 인적 역량의 부족(44.8%), 유사한 제품/서비스
를 둘러싼 심한 시장경쟁, 기회/시장규모/잠재적 소비자에 대한 정보 부족, 제
품/서비스의 가격경쟁력 등 크게 다섯 가지로 분석하였다. 동시에 자국의 미디
어 상품 국제화에 있어 마주하는 도전을 국제적 비즈니스 전개와 마케팅 노력
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적 자원의 부족(59.1%),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인
적 자원의 부족(57.2%), 해외 실적과 브랜드 이름의 부족, 기회/시장규모/잠재
적 소비자에 대한 정보 부족, 잠재적 파트너 및 아웃소싱 공급자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의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다.522) 이 결과는 싱가포르 정부 및 업계가 경
제적 지원과 인적 역량 개발을 주요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것이 이에 대한
정책적 투자와 지원 확대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인 지원정책의 예로 2019년 IMDA는 TV, 영화, 애니메이션 산업 진
흥을 위해 동남아 최초 미디어 펀드 자금 조달 파트너십 프로그램(2,000만 싱
가포르 달러, 약 173억 원)을 발표하며 싱가포르 내 설립, 투자를 조건으로 내
세운 바 있다. 이 펀드는 일자리 창출, 싱가포르 제작 콘텐츠 증가, 전문 미디어
서비스 회사 성장 등을 잠재적 목표로 하여 지역 내 미디어 생태계 성장을 촉진
할 금융 생태계 개발을 도모하고 있다.523) 또한 최근 IMDA는 인재 역량 강화
를 위해 대형 미디어 파트너(워너미디어, 비아콤 등)와 현지 미디어사를 연계한
CPP(Capabilities Partnership Programme)를 운영하여 ‘메이드 인 싱가포
르’ 콘텐츠를 개발하기로 한 바 있다.524)
싱가포르의 미디어 산업은 수익규모상 성장세에 있으며 이는 게임산업의 성
장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 국내 미디어 산업 내 콘텐츠별 수입규
모는 게임(35.5%), 방송(26.5%), 영화&비디오(20.8%), 출판(17.3%) 순으로
나타난다.525) 특히 게임의 경우 세계 게임시장 내에서도 인기 게임 상위권에
522) IMDA(2020), pp. 18-19.
523) 한국콘텐츠진흥원(2020e), p. 3.
524) 한국콘텐츠진흥원(2020g),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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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B2C 게임 콘텐츠 수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방송, 영화&비디오, 출판
산업의 경우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지역 순으로 규모가 크게 나타나지만, 게임
의 경우 동아시아(30.3%), 미국(25.3%) 순으로 나타나 게임산업 외 콘텐츠 산
업의 동남아 시장 의존도를 확인할 수 있다.526)
싱가포르의 영화시장은 1,850만 관객 규모를 갖고 있으며, Golden Village,
Shaw Organisation, Cathay Organisation, Filmgarde Cineplexes and WE
Cinemas 등 싱가포르 로컬 멀티플렉스 사업자들이 보유한 297개 스크린을 통
해 관객을 만나고 있다. 이는 세계에서도 인구당 높은 관객 수에 해당한다.527)
싱가포르는 콘텐츠 산업 영역에서도 주요 국제행사를 개최하면서 국제 비즈
니스의 교두보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2001년부터 매해 12월경 아시아권역의
대표적 방송영상 콘텐츠 마켓인 ATF(Asia TV Forum & Market)를 개최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싱가포르 IMDA와 전시 컨벤션 담당국의 주관하에
진행되며, 한국관의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최로 국내 대표 방송업체들이 참
여하고 있다.528) 싱가포르 정부는 이 행사를 2018년부터 ‘싱가포르 미디어 페
스티벌(Singapore Media Festivel)’, 영화견본시장인 ‘스크린 싱가포르
(Screen Singapore)’, ‘싱가포르 국제영화제(Singapor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아시안 아카데미 크리에이티브 어워드(Asian Academy Creative
Awards)’ 등의 행사와 통합하여 운영하며 보다 적극적인 미디어산업 진흥책을
펼치고 있다.529)

525) IMDA(2020), p. 7.
526) IMDA(2020), p. 14.
527) 미디어개발청 통계자료, https://www.imda.gov.sg/infocomm-media-landscape/researchand-statistics/data-on-singapore-cinema.
528) KOTRA(2018d).
529) 심두보(2019),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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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중문화 및 미디어 산업 관련 코로나19 대응

싱가포르 통상사업부(MTI)는 지난 5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7~-4%
로 하향 조정하였는데, 이는 1965년 독립 이후 역대 최저치 경제성장률이자 싱
가포르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2001년 닷컴 버블로 인한 마이
너스 1% 성장률 이후 19년 만이다. 이를 두고 통상사업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미국 및 유로존의 경제활동 감소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글로벌
공급망 단절 및 미-중 무역갈등, 이동 제한 및 대내외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한 불
확실성과 경기침체 지속이 전망되고 있다.530)
싱가포르 정부는 2020년 4월 6일부터 6월 1일까지 필수 산업을 제외한 모
든 사업장 폐쇄를 포함한 국가방역조치인 ‘서킷 브레이커’를 실시하였으며 3단
계 완화방침 가운데 6월 19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2단계(Safe Transition) 대
책을 따르고 있다.531) 10월 중순 3단계를 향한 로드맵을 발표하며 향후 1년 이
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뉴노멀 상태인 3단계 진입 준비를 위한 테스팅 및
준비 단계를 거치는 중이다.532)
코로나19는 싱가포르의 미디어 산업에도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치며 소비 지
형 및 여가생활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오프라인 콘텐츠 제작에 타격이 된 것
은 물론, 음악·게임·e-스포츠 등 오프라인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해외 순회공연이 예정되어 있던 한국 아티스트들에게도 예
외가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온라인 쇼핑, OTT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
용한 미디어 콘텐츠 소비, 비대면 콘텐츠 제작과 공유 등이 늘고 있다.
이에 관련하여 정부기관인 IMDA는 위기업계 지원대책은 물론 디지털 전환
을 위한 여러 개발 지원정책을 실시 중이다. 영화전문가협회에 코로나19 구호
530) 한국콘텐츠진흥원(2020g), p. 6.
531) 위의 자료, p. 4.
532) 자세한 사항은 싱가포르 보건부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www.moh.gov.sg/news-highlights
/details/roadmap-to-phase-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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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을 지원하고 산업 일자리 보호를 위한 공공서비스 콘텐츠 펀드를 구성하여
제작제안서를 모집하였으며 미디어 분야 종사자 지원을 위한 기술훈련 지원금
을 제공하고, 업계 운영비용 절감을 돕기 위해 일부 수수료를 면제 조치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디지털화 프로그램, 온라인 생산성 솔루션 프로그램을 통해 보
조금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는 등 뉴노멀에
적응해나가기 위한 사회 인프라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533)

다. 주요 부처 및 정책
싱가포르에서의 콘텐츠 관련 규제는 크게 저작권 보호와 내용 검열규제 관
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무기관은 미디어개발청(IMDA)과 법무부 산하 지식
재산권청(IPOS)이다. 싱가포르의 「저작권법」은 호주 「저작권법」을 기초로 하
여 1987년 제정되었으며 1998년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국제조약 중
하나인 베른협약, 2005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WCT)에 가입되어
있고 이 기구의 싱가포르 지부는 아시아 최초로 개설된 바 있다. 싱가포르 시민
및 국가 간 협약을 맺고 있는 싱가포르 거주 외국인의 경우 모든 저작물을 별도
의 등록절차 없이 창작 혹은 공표와 더불어 저작권을 인정받는다. 민사 피해보
상과 형사처벌의 세부 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534) 음반은 처음 공표
된 해로부터 70년, 방송 및 케이블 프로그램은 방영된 해로부터 50년 동안 「저
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다.535)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에서도 음원이나
디지털 방송콘텐츠에 대한 불법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이용이 여전히 존재하며
아시아비디오산업협회(AVIA)의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민의
15%가 불법 스트리밍 장치(ISD)를 이용하고 있었고 이 불법 스트리밍 장치를
533) 한국콘텐츠진흥원(2020g), pp. 9~12.
534)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저작권정보-싱가포르’, https://www.copyright.or.kr/kcc/koreacop
yright/guide/singapore/singapore.do.
535) 싱가포르 지식재산권청(IPOS), https://www.ipos.gov.sg/about-ip/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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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절하려는 조치들이 2018년 이후로 이어지고 있다.536)
미디어개발청(IMDA)이 미디어 내용 규제를 겸하고 있으며 TV 스트리밍과
VOD 서비스, 영화 콘텐츠는 6개 등급에 따라 시청자 연령 제한 및 등급 표시,
폭력, 노출, 마약류, 공포 관련 내용을 명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537) 비디오
게임의 경우 16세 이상 가능(ADV16), 18세 미만 금지(M18)의 2개 등급으로
분류된다.538) 등급심의 결과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검색 페이지를 통해 공개
제공하고 있다.539) 콘텐츠 등급 기준과 공영방송(PSB) 콘텐츠에 대해 IMDA
에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한 공적 기구로 프로그램자문위원회(PACs: The
Programme Advisory Committes)를 운영 중이며 영어 프로그램(PACE),
중국어 프로그램(ACCESS), 말레이어 프로그램(MPAC), 인도어 프로그램(IPAC)
등 4개 세부 위원회로 구성되어 2014년 이후부터 통합된 형태로 보고서를 발
표하고 있다.540) 이 기구는 프로그램 평가만이 아니라 언어권별로 추천 프로그
램들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싱가포르 사회가 지양하는 다양성이나 로컬
의 창의성 개발 등 싱가포르 미디어 산업이 지향하는 가치들을 홍보하는 역할
도 겸하고 있다.
미디어개발청은 콘텐츠 내용 관련 기준을 문화예술, 영화, 인터넷, 출판 및
오디오, 텔레비전과 라디오, 비디오게임 등 6개 영역으로 나누어 상세히 제시
하고 있다.541) 비디오게임의 경우 사회적 규범과 가치, 젊은이(the Young)의
보호, 인종·종교적 조화, 공공질서 및 국가이익, 게임의 영향평가 등의 원칙과

536) 한국콘텐츠진흥원(2020c), p. 3; 한국콘텐츠진흥원(2020d), p. 4.
537) 한국콘텐츠진흥원(2020d), p. 4.
538) Infocomm Media Development Authority 통계자료, https://www.imda.gov.sg/regulations
-and-licensing-listing/content-standards-and-classification/standards-and-classification
/video-games.
539) Infocomm Media Development Authority 통계자료, https://imdaonline.imda.gov.sg/Classi
fication/.
540) Infocomm Media Development Authority 통계자료, https://www.imda.gov.sg/regulations
-and-licensing-listing/content-standards-and-classification/committee-reports.
541) Infocomm Media Development Authority 통계자료, https://www.imda.gov.sg/regulations
-and-licensing-listing/content-standards-and-classification/standards-and-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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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항이 분류평가의 기준으로 제시되었다.542)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경우
아주 자세히 세부항목을 분류했는데 크게, 국가와 공공이익, 인종과 종교적 조
화, 사회규범과 가치를 포함하는 일반 원칙들, 도박, 범죄, 반사회적 행동, 초자
연적 믿음이나 미신 등의 내용에 대한 금지 및 주의, 언어에 대한 규정, 어린이
장르와 뉴스 프로그램에 대한 규정, 프라이버시 보호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
다.543) 이러한 콘텐츠 내용 규제는 최근에도 시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2007년부터 2020년 2월까지 각국의 정부정책 및 검열로 방영이 금지된 넷플
릭스의 9개 TV 프로그램과 영화 목록 가운데 싱가포르에서만 5개 방영금지작
이 포함된 사례.544) 그리고 2017년 싱가포르의 그래픽노블 <찰리 챈 호크 체
의 기술(The Art of Charlie Chan Hock Chye)>이 싱가포르국립예술원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으나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당성 침해를 이유로 보조금이 취
소되었던 사례545)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내용의 검열은 음악 영역에서도 여
전히 이루어지고 있어 동성애 주제나 모욕적이고 불쾌감을 유발하는 가사에 대
한 금지 사례가 있었고 이에 대한 거센 여론의 반발도 있었다고 한다.546) 싱가
포르의 정치적 문제를 함의하는 콘텐츠나 사회적 가치에 반하는 내용에 대한
규제와 검열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현재 싱가포르 정부가 자국민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강화한 바 있는 외
국인 고용제한정책 및 인턴, 워킹비자 발급상 어려움은 넓은 의미에서 콘텐츠
산업 관련 인적교류에 작용할 수 있는 제도적 진입장벽의 하나로 고려해볼 수
있다.547)

542) Infocomm Media Development Authority 통계자료, “INFOCOMM MEDIA DEVELOPMENT
AUTHORITY VIDEO GAME CLASSIFICATION GUIDELINES.”
543) Infocomm Media Development Authority 통계자료, “CONTENT CODE FOR
NATIONWIDE MANAGED TRANSMISSION LINEAR TELEVISION SERVICES.”
544) 한국콘텐츠진흥원(2020d), p. 4.
545) 한국콘텐츠진흥원(2020e), p. 14.
546) 한국콘텐츠진흥원(2020c), 4.
547) KOTRA(2020c), pp.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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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류콘텐츠와 플랫폼의 싱가포르 진출 현황 및 사례
1) 한국 및 한류에 대한 인식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단순화되어 있어, 한국 건설
기업의 싱가포르 진출, 파업과 시위, 북핵 문제 등 국제 뉴스 등 단편적 이미지
에 기초한 무관심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548) 이와 같은 무관심에 가까웠던 인
식은 점차 긍정적인 평가로 변화하였다. KOTRA의 2018년 조사 결과에 따르
면, 아세안 국가 내 한류의 긍정적 영향력과 부정적 영향력 평가에 있어 싱가포
르의 경우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낮은 부정적 평가 및 상대적으로 높은 긍정 평
가를 보여주고 있다.549)
2020년 구글트렌드 분석에 따르면, 화제가 된 텔레비전 프로그램 상위 10
위 중 1, 2위를 <사랑의 불시착>과 <이태원 클라쓰>가 차지하는 등 상위 10권
내 5개 한국 드라마가 포함되어 있다. <기생충>과 <반도>가 연간 화제 영화 1
위와 4위에 랭크되었을 뿐 아니라, 화제의 해외 인물 5위에 현빈이 포함되고
화제의 레시피와 노하우로 달고나 커피와 달고나 커피 만드는 법이 상위에 포
함되는 등 한국의 미디어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이 확인된다.550)
최근 해외문화원이 발표한 2019년 국가이미지조사는 신남방정책과 더불어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과 더불어 싱가포르도 조사대상에 추가한 바 있
다.551) 한류나 한국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한국에 대한 관심도(관심 있음
86.4%), 한국 이미지에 대한 긍정적 연상(81.6%), 전반적으로 긍정적 이미지
(86.8%) 등 다른 동남아시아 지역과 마찬가지로 긍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548) 심두보(2019), p. 31.
549) KOTRA(2018c), p. 26.
550) 구글트렌드 2020, https://trends.google.co.kr/trends/yis/2020/SG/.
551) 해외문화홍보원(2020). 한국의 공공기관들이 수행한 국가 이미지나 한류인식조사에서 싱가포르는
태국, 인도네시아 등 여타 동남아시아 지역과는 달리 조사대상으로 포함된 경우가 매우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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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중문화(80.1%)와 경제(85.3%) 분야에 있어 높은 호감도를 갖고 있으
며, K-Pop/가수(24.3%), 한식/식품(21.1%), 드라마/영화(8.1%) 등 긍정적
연상과 더불어 떠올리는 하위 영역도 대중문화와 라이프스타일 관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적 이미지 연상은 4.8%로 높은 편은 아니나 그때에 연상되
는 항목들에 북한/남북관계(20.8%), K-Pop/가수(16.7%), 외모지상주의
(16.7%) 등 정치/안보 영역 외에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부정적 평가 요소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전년대비 전반적 이미지 변화에 대한 응
답에 있어 부정적 변화의 이유로 “연예산업의 부정적 이면”(16.7%)이 높게 차
지한 결과와도 맞물려 한류의 상업성과 외모지상주의가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부정적 평가요인을 형성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2) 싱가포르 한류의 동향 및 특성

전체적으로 영국·미국 등 외국 콘텐츠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가운데 한류콘텐
츠도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싱가포르 한류의 변화를 대략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한류 1기(1990년대 후반~ ): 1990년대 후반 중화권을 중심으로 발전한
한류는 화교인구 비율이 높은 싱가포르 내 한류 안착에 영향을 미쳤다. 당
시 주요 콘텐츠는 중국어 자막이 입혀진 한국 드라마로 싱가포르의 한국
드라마 수용은 동남아 타 언어권에 한류 확산에 기여했다. <대장금>(2003~
04)의 인기는 한국에 대한 기존의 단편적인 이미지나 무관심을 한국 음식
및 문화 전반에 대한 호기심으로 전환한 싱가포르 내 한류콘텐츠 초기 수
용의 대표적 사례이다.552) 이 시기의 한류는 먼저 체험한 이들을 통한 검
증된 콘텐츠들이 매개된 방식의 한류라고 특징지을 수 있겠다.
- 한류 2기(2010년대 초중반): 싱가포르 대중의 늘어난 관심도에 기반해
K-Pop 아티스트들 및 인기 방송 프로그램들이 직접 싱가포르 시장에 진
552) 심두보(2019), pp. 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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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며 한류의 인기를 확장한 시기이다. 일례로 빅뱅은 싱가포르 주요 국
가행사에 초청될 정도로553) 싱가포르 내 입지가 커지기도 했다. 또한 드라
마와 음악 외에 <런닝맨>,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 예능 프로그램으로 한
류의 영역이 확장된 것도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중반에 걸친 싱가
포르 내 한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554)
- 한류 3기(2010년대 후반~현재): 구매력 있는 동남아 한류 팬들이 적극적
으로 공연문화에 참여하면서 교통 요지인 싱가포르는 더 적극적으로 한국
아티스트의 동남아 활동의 교두보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안정적인
구매력을 바탕으로 한류 배우 및 아티스트들의 필수 ‘순방’ 공연지로 자리
잡은 것은 물론, 나아가 몇몇 인기 아티스트만이 아닌 여러 아티스트를 초
대하여 지역에서 기획·진행하는 대규모 한류 페스티벌의 개최지로 발전하
였다. 대표적인 예는 2018년부터 개최된 동남아 최대 규모의 K-Pop 페
스티벌인 ‘한류팝페스트(HallyepopFest)’이다.555) 또한 방송 프로그램
을 넘어 뷰티, 푸드, 관광 등 여러 영역으로 관심이 확산되어 안정적 한류
콘텐츠 관련 마켓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싱가포르 기반의 대표적 한류 매체로 Hallyu SG.net과 (x)clusive를 들 수
있다. HallyuSG.net은 2011년 이후 시작된 싱가포르 지역의 한류 미디어 플
랫폼(트위터 9만 8,000명, 페이스북 3만 3,000명 구독)이며, (x)clusive는
2009년 만들어진 최초의 싱가포르의 한국 엔터테인먼트 및 문화 관련 웹사이
트(트위터 7만 8,000명, 페이스북 8,000명 구독)이다. 이들 매체는 자체 작성
한 한류 관련 기사나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며, 한국 공공기관과 협력하에
지역의 홍보매체로서도 기능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지리적 특성은 물론 아세안 지역 내 대표적 이주 수용국이라고
553) 심두보(2019), p. 32.
554) KOTRA(2020d).
555) 심두보(2019),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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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회문화적 특징은 지역 내 한류문화의 전파와 수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는 싱가포르-말레이시아 간 상호 미디어 청취, 싱
가포르 내 아세안 지역으로부터의 이주노동자를 통한 대중문화 매개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지리적·인종적·언어적 특성이 싱가포르를 ‘동남아 한류
전파의 중심지’로 위치짓는 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다.556)
심두보(2013)는 문화적 지리적 인접성 너머 ‘외국문화 인접성의 연속체’라
는 성격이 동남아시아 지역 내 문화 수입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한다. 달리 말
해 외국문화에 노출되고 이를 수용해온 지역의 역사성이 또 다른 외국문화, 예
컨대 한류의 수용도에도 영향을 미치며 싱가포르도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싱가포르의 외래문화 수용 경험과 한류 전파의 특성은 싱가포르의
문화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외래문화로서 한류콘텐츠에 대한 문해력을 학습시
켜왔다고 할 수 있다.

3) 콘텐츠 장르별 사례 및 현황

가) 방송 프로그램
한국의 콘텐츠 사업자들(주요 방송국 및 채널)은 케이블 채널 등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을 유통해왔는데, 특히 채널 형태로 진출한 것은 CJ ENM의 tvN Asia
가 대표적이다. CJ ENM 산하 채널의 인기 프로그램들을 편성하여 송출하는
유료 TV 채널 tvN Asia의 경우 싱가포르에서는 통신사업자인 Singtel TV,
StarHub의 모바일, 브로드밴드, TV 망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557) 통신사업자
의 경우 KT 콘텐츠 자회사 KTH, 싱가포르 통신사업자 SingTel TV를 통해
2017년 웹드라마를 배급·개시한 바 있다.558)
넷플릭스 싱가포르를 통해서도 한국의 영화, 방송영상, 넷플릭스 오리지널
556) 심두보(2019), p. 29.
557) TVN Asia 홈페이지, https://tvnasia.net/about/.
558) KOTRA(201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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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가 제공되고 있으며, 특히 방송 드라마와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는
싱가포르에서도 인기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 누적 순위 10위권 이내
순서대로 <사이코지만 괜찮아>(tvN 2020), <더킹: 영원의 군주>(SBS 2020),
<청춘기록>(tvN 2020), <우리, 사랑했을까>(JTBC 2020), <쌍갑포차>(JTBC
2020), <부부의 세계>(JTBC 2020), <스타트업>(tvN 2020), <비밀의 숲>(tvN
2017) 등으로 미국의 2개 콘텐츠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의 TV 드라마가 차
지하고 있다.559)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과거의 인기 한국 TV 드라마가 기존
에 제작된 인기 콘텐츠를 수년 후에 수출하는 형태였다면, 넷플릭스의 인기 드
라마 순위는 2020년에 방영된 콘텐츠를 싱가포르 이용자들이 시차 없이 실시
간으로 접하고 소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참고로 11월의 인기 콘텐츠도 TV의
경우 한국 드라마가 5개 포함되어 있으며, 다른 국가의 콘텐츠가 2016~20년
제작물로 비교적 분산되어 있는 반면, 한국의 드라마는 한 개를 제외하고는 전
부 현재 방영 중인 작품이다. 또한 드라마의 장르적 영향보다도 최신 화제작 위
주로 소비되고 있어, 장르의 구애 없이 동시적으로 한국의 드라마 콘텐츠를 챙
겨 보는 싱가포르 K-드라마 고정팬층의 존재를 짐작하게 한다.
제작능력이 향상되어가는 동남아 콘텐츠 산업의 변화에 발맞춰, 한국콘텐츠
진흥원은 국내 주요 방송국 및 콘텐츠 사업자들과 함께 포맷 수출 기회를 도모하
고 있다. 그중에서도 최근에는 웹, OTT 등 유통 플랫폼 변화를 반영해 숏폼 형
태의 프로그램 포맷 수출을 추진하며 협력모델을 만들고자 시도하고 있다.560)
<런닝맨>은 아시아 내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으며 고정 팬덤을 형성하고 있
는 프로그램이다. KOTRA의 ‘2018 ASEAN 지역 마케팅 지표조사 결과 보고
서’가 조사한 한국 유명인에 대한 응답에서도 아이유, 유재석, 송지효 등이 포
함되어 해당 프로그램의 지역 내 반향을 확인할 수 있다.

559) https://flixpatrol.com/top10/netflix/singapore, https://flixpatrol.com/top10/netflix/s
ingapore/2020.
560) 한국콘텐츠진흥원(201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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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화
싱가포르 영화시장 내 한국영화가 조금씩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것은 2000년 초
부터이며, <쉬리>(2001), <엽기적인 그녀>(2001), <여고괴담3-여우계단>(2003)
등의 영화를 중심으로 한국영화에 관한 관심이 조금씩 생겨났다. 그러나 스크
린 수 7~10개 수준의 크지 않은 규모였으며 당시 평균 한국영화 개봉 스크린
규모는 2~3개 수준으로 적었다.561) 즉 개봉영화는 물론 TV 방영에서도 한류
라고 하기에는 매우 이른 여러 다양한 아시아 영화 중의 하나 정도에 지나지 않
았던 것으로 보인다.
CJ ENM은 TV 프로그램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2017년 한국영화 전문 채널인
tvN Movies를 싱가포르에 최초로 개국하여, 싱가포르 3대 통신사업자인
StarHub의 TV 네트워크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채널 서비스를 제공
하였다.562)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현재 브루나이,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
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의 아시아 국가에서 현재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563)
OTT나 VOD 형태로 시청하는 영화관람 행태는 코로나19 속 영화관 관람
위축과 더불어 더욱 확대되고 있다. 넷플릭스 싱가포르의 2020년 인기 영화로
는 <#살아 있다>(2020), <도둑들>(2012)이 10위권 내에 포함되었다. 최근 2
개월(2020년 10, 11월)의 동향을 보아도 인기 영화 콘텐츠는 여전히 할리우드
영화에 편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564)
동시에 초기 한국영화 진출 상황과는 달리 <기생충>, <부산행> 등의 흥행과
화제는 한국의 장르 영화에 대한 관객층이 생겨나고 있음을 예증한다. 이는 ‘한
국’ 영화에 대한 고정 관객층의 형성이라기보다 한국의 특정 장르에 대한 재미
와 완성도가 싱가포르 극장 관객들에게 어느 정도 검증되었음을 뜻하는 것으로

561) 영화진흥위원회(2003), pp. 202~207.
562) 한국콘텐츠진흥원(2017c).
563) TVN Movies, https://tvnmovies.net/about/.
564) https://flixpatrol.com/top10/netflix/singapore, https://flixpatrol.com/top10/netflix/
singapore/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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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3월 27일부터 모든 영화관이 영업 중단되었다
가 7월 13일부터 재개하였는데, 상영 재개를 앞두고 7월 15일 <반도>가 한국
과 싱가포르에서 동시 개봉하였다. <반도>는 총 97개 스크린에서 상영되어 2
주 이상 박스오피스 1위를 유지하였다.565) 이 영화가 역대 한국영화 중 가장
많은 싱가포르 관객을 모은 <부산행>의 속편이라는 점에서 싱가포르 관객의 한
국영화 장르 수요와 이에 대한 한국영화계의 싱가포르 진출전략을 동시에 확인
할 수 있다.

다) 음악(K-Pop)
아시아 팬들의 K-Pop 수용은 크게 TV의 한류 음악 채널, 유튜브, 네이버
Vlive 등의 영상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영상 및 음악 콘텐츠 소비, 트위터, 인스
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등 SNS 서비스를 통한 정보와 팬 문화 공유 및 소통,
지역의 한류 관련 공연 및 이벤트 참가, 한국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소비로의
확장 등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공연은 현지 팬들이 지역 내에서 K-Pop을 직접적으로 소비하고 한류 아티
스트들의 수익을 창출하는 대표적 활로로서 홍콩·대만·싱가포르·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마카오·일본·태국 등 아시아의 주요 도시들은 K-Pop 아티스트들
의 해외투어 공연의 거점이 되어왔다. 특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
푸르, 태국의 방콕은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여유가 되는 각국 팬들이 인접 국
가의 행사에도 참여하는 등 언어적 장벽을 넘어 상호 간 공연문화를 공유하고
있다. 예컨대 최근 상대적으로 티켓 구매력이 낮으나 열정이 높은 미얀마 한류
팬들이 인근 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으로 공연 원정을 가는 일도 드물지
않다.566)
싱가포르의 음원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는 애플뮤직, Deezer,

565) 한국콘텐츠진흥원(2020g), p. 20.
566) KOTRA(201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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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 Box, Spotify로, 싱가포르 음악산업을 대표하는 싱가포르 레코딩산업협
회(RIAS)가 제공하는 음원 차트에 따르면 11월 3주 차(11월 13~19일) 음원차
트 30위권 내 한국 아티스트의 음악은 블랙핑크, BTS, 트와이스, 여자친구 등
7개 곡이 포함되었으며, 중국과 대만 등 중화권의 음악 2곡, 나머지는 빌보드
글로벌차트와 유사한 가운데 코란도 포함되어 있다.567) 여자친구를 제외한
K-Pop 아티스트들의 차트 진입곡은 빌보드글로벌차트와 매우 유사하여 싱가
포르의 K-Pop 문화가 글로벌 K-Pop 문화의 영향권 아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특징적인 것은 중국과 대만을 아우르는 중화권 음악과 이슬람 종교
음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데, 다문화·다언어·다민족 국가라는 싱가포르의
인구구성상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애플뮤직의 iTunes 스토어 싱가포르에서 제공하는 음원, 음반차트 정보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음악은 K-Pop과 Korean으로 장르가 나뉘어 있어568) 한
국 대중음악이 좀 더 다양한 형태로 수용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라) 애니메이션·캐릭터
싱가포르 애니메이션 시장은 2019년 2,000만 달러(약 217억 원) 규모로 박
스오피스(개봉 상영)의 비율이 90%로 매우 높으며 월트 디즈니, UPI, 소니 픽
처스 등 미국 애니메이션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아동을 주 시청자층으
로 하는 까닭에 시장규모상 한계가 있다. 싱가포르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역시
어린이용 3D 애니메이션 제작에 특화되어 있다. 극장 애니메이션 외로는 일본
애니메이션 서브컬처가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569)
싱가포르의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은 해외업체와 협업을 통해 ‘디즈니주니
어’, ‘ABC 오스트레일리아’ 등 방송 채널에 판매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애니메
이션 산업은 해외 채널은 물론 동남아시아 지역 내 스튜디오들과도 제작 외부
567) 싱가포르레코딩산업협회(RIAS), https://www.rias.org.sg.
568) iTunes Store Singapore, https://itopchart.com/sg/en/top-songs/korean/.
569) 한국콘텐츠진흥원(2020e), p. 2, p. 7, pp.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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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형태로 연결되어 있어 자체 제작 및 공동제작의 경험을 축적해왔다. 다
만 높은 인건비로 인한 높은 제작비용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인근 지역 내
자체 제작역량이 높아지면 싱가포르 업계에는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570) 관련 글로벌 기업 업계 전문가의 인터뷰에 의하면 높은 인건비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현지 회사와의 협업에는 여전히 이점이 많은데 현지 문화의
높은 이해도, 싱가포르 자체 제작 콘텐츠의 우수한 퀄리티와 콘셉트, 글로벌 스
탠더드에 익숙한 싱가포르 인재의 특징 및 의사소통의 편리함, 미디어개발처
(IMDA)의 지원과 혜택 등이 이에 해당한다.571)
정책적 지원 측면에서 살펴보면 2000년대 중반 정부의 지원 및 산업육성전
략 추진과 더불어 30개 이상의 스튜디오가 설립되며 업계가 전성기를 맞이하
였다. 싱가포르 자체 제작 애니메이션에 대한 정부 지원은 IMDA의 담당 아래
싱가포르 기반 스튜디오들에 대한 지원금 형태로 제공되었으며 2019년에는
앞서 언급한 미디어 펀드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외국
인 인재채용에 불리한 정책, 국내외 인재 확보 경쟁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
기에 국내외 인재 확보와 지역 내 경쟁은 해당 산업의 주요 이슈라고 할 수 있
다.572) 또한 과거 해외 스튜디오의 싱가포르 설립 장려 정책을 시행했을 때 오
히려 자국 내 스튜디오와 경쟁이 심화되거나 또는 글로벌 업체 철수 시 해고 문
제를 발생시키는 등 역효과를 낳은 경험이 있어 싱가포르 정부는 자국 업체와
자국 제작자 육성에 더 방점을 두게 되었다.573)
한국의 웹툰 같은 형태의 플랫폼은 부재하며 한국 애니메이션은 <타요>, <뽀
로로>, <또봇> 등이 미취학 아동들에게 유명하다.574)

570) 한국콘텐츠진흥원(2020e), pp. 3~5.
571) 위의 자료, p. 14.
572) 위의 자료, p. 3, p. 5, p. 7.
573) 위의 자료, p. 7.
574) 위의 자료,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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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게임
싱가포르의 게임시장 규모나 수익규모는 동남아시아 주요 6개국 가운데 높지
않은 편이며 여기에는 인구규모가 반영되어 있다. 2020년 기준 전체 게이머 인
구는 150만 명으로 인구 대비 18.9%인데, 모바일 게이머의 비중이 높고 사용자
1인당 평균수익(ARPU) 역시 국가 순위로 상위 10위에 해당할 정도로 구매력이
높은 편이다. 가장 선호되는 게임기기 역시 모바일폰 > 컴퓨터 > 태블릿> 콘솔 순
으로 모바일이 선호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게임시장과 관련해 특징적인 것은 게
임산업 관련 교육의 기회가 높다는 것인데 글로벌 게임 회사-유비소프트
(Ubisoft), 블리자드(Blizzard), 아타리 게임즈(Atari Games), 반다이남코
(Bandai Namco)-의 지역 본사 및 글로벌 모바일 게임 퍼블리셔 본사-가레나
(Garena), IGG-가 있기 때문이다.575) 컴퓨터 그래픽, 디지털 아트, 영상 디자
인, 게임 아트, 3D 디자인, 애니메이션, VPX, 모션 그래픽 등 멀티미디어 교육기
관의 운영은576) 게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뉴미디어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자 양성의 환경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이 교육기관은 교육내용
상 싱가포르의 애니메이션 산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근 발행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현지 게임업계 전문가 인터뷰에 따르면 싱
가포르는 게임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편이었으나 게임을 “엔터테인먼트 산
업의 중심축으로 성장”시키려는 싱가포르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최근 몇 년 사
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한다. 현재 한국 게임사들은 싱가포르 시장에 진출이 많
지 않은 편이며, 영어 지원 등의 문제가 남아 있다. 최근 2019년 SingTel과 한
국의 넥슨이 협업하는 등 한국의 게임업계와 싱가포르의 통신사 등 이종 업계
간 마케팅 협업 기회 증가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577) 그러나 기획제작
단계에서의 협업보다는 아직 마케팅 협업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575) 한국콘텐츠진흥원(2020f).
576) 한국콘텐츠진흥원(2020e), p. 3.
577) 한국콘텐츠진흥원(202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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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타: 라이프스타일 관련 한류콘텐츠
최근에는 뷰티, 푸드(음식점, 마켓), 패션 등 K-라이프스타일의 반향이 매우
두드러져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영역은 한류가 가져온 미디어 문화의 파
급효과로서의 라이프스타일을 넘어 그 자체로 경쟁력을 갖는 수출산업 분야의
하나로 성장하고 있다.578)

4) 콘텐츠 플랫폼 환경 변화와 쟁점

가) 범지역적 OTT 서비스
싱가포르에서도 OTT를 중심으로 콘텐츠 유통 플랫폼이 통합·이동하고 있
다. 특히 아시아권 콘텐츠 유통 플랫폼인 Viu(2015~ )와 Kocowa(2016~ )가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한류 관련 플랫폼이다. 주로 활용되는 이들 유통 플랫폼의
특징을 통해서도 해외 콘텐츠를 소비하는 데 있어 높은 언어적·문화적 수용성
이라고 하는 싱가포르의 해외 콘텐츠 소비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Viu는 홍콩의 미디어&IT 기업인 PCCW가 운영하는 홍콩 기반의 범지
역적 OTT 서비스(스트리밍과 다운로드)로 아시아(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
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와 중동 및 아프리카(바레인, 이집트, 요
르단,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UAE) 16
개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류콘텐츠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의 콘텐츠를
유통하고 있으며 오리지널 콘텐츠도 제작 중이다. SBS, KBS, MBC, CJ ENM
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콘텐츠를 유통하고 있다.579) Viu 서비스는 텔레커뮤
니케이션 기업인 Singtel과 파트너십하에 2015년 10월 홍콩에 이어 2016년
1월 싱가포르에서 두 번째로 서비스를 시작했다.580) 다양한 언어(영어, 중국
578) 2019년 11월 싱가포르 최대 헬스뷰티 체인 가디언(Guardian)과 한국 CJ의 올리브영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팝업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다. Chai(2020).
579) Viu 홈페이지, https://www.hq.viu.com/; PCCW 그룹 홈페이지, http://www.pccw.com/.
580) PCCW 그룹 웹사이트, http://www.pccw.com/media-centre/news/detail.page?pressId=2
0160111-0000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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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아랍어, 말레이어, 인도네시아어, 미얀마어, 태국어, 타밀어, 힌디어, 텔루
구어)의 자막을 8시간 이내에 제공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한편 Kocowa(Korean Content Wave)는 국내 3개 지상파 방송사(KBS,
MBC, SBS)의 조인트벤처 형태로 2016년 1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설립
된 KCP(Korea Content Platform)가 운영하는 콘텐츠 스트리밍 플랫폼이
다. 2017년 7월 이후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영어·스페인어·포르투
갈어의 자막 서비스를 6시간 이내에 제공하고 있다.581) Kocowa는 유튜브 채
널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582) 유튜브와 기존 콘텐츠 사업자의 새로운 협업 형
태로 콘텐츠 공급자인 방송사와 유통 플랫폼인 유튜브가 협력하는 콘텐츠 유통
방식이 최근 등장하여 멤버십 가입을 통해 라이브 방송 등 콘텐츠 스트리밍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ocowa는 그 중간 형태로서, 플랫폼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콘텐츠 공급자가 유통채널을 확장한 최근의 사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아시아 기반의 Viu와 영어권 기반의 Kocowa라는 서로 다른 성
격과 거점을 특징으로 하는 플랫폼의 동시적 활용이라는 특징은 아시아에 있는
영어권 다문화 국가라는 싱가포르 사회의 특징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 자체 스트리밍 플랫폼이었던 HOOQ의 2020년 4월 서비
스 종료는 싱가포르 콘텐츠 시장은 물론 아시아 콘텐츠 시장의 성격과 로컬 콘
텐츠 사업자의 경쟁력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 HOOQ는 싱가포르의 최대 통신
사업자인 SingTel과 미국 할리우드의 콘텐츠 사업자인 소니 픽처스, 워너브러
더스가 2015년 공동 설립한 조인트벤처로, 필리핀·태국·인도·인도네시아·싱
가포르 등에서 할리우드 영화, 미국 TV 시리즈, 로컬 방송 프로그램의 스트리
밍 서비스를 제공하였다.583) 그러나 넷플릭스의 아시아 시장 확장과 더불어 경
쟁력을 잃고 2020년 4월 사업을 철수하였다.584)
581) Kocowa 공식웹사이트, https://help.kocowa.com/hc/en-us, http://kcpglob.com/.
582) https://www.youtube.com/channel/UCAqlxq4Bs9PjI86M9lM18TA.
583) Lee(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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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Q의 사례를 볼 때, OTT 서비스 간 콘텐츠 확보와 유통 경쟁이 치열한
상황 속에서 Viu와 Kocowa의 선전은 한국의 방송영상 콘텐츠를 독과점적으
로 선점·보유·유통하는 차별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로컬 기업의 지역
내 영향력보다 플랫폼 사업자의 콘텐츠 편성과 선점을 포괄한 콘텐츠 포트폴리
오의 구성이 시장의 주요 변수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넷플릭스 싱가포르는 일본(2015), 인도(2014)를 제외한 모든 아시아 지역
과 동시에 2016년 1월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인구 대비 넷플릭스 가입자 비율
은 2%(2019년 12월 기준), 가입자 수는 10만 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체
82개국 가운데 가입자 수 기준 54위, 인구 대비 41위에 위치한다. 아세안 국가
내에서 가입자 수로는 베트남·필리핀·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에 이어 마
지막을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 대비 비율은 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아시아 내에서는 한국·홍콩·일본·이스라엘·사이프러스·카타르에 이어 7
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세안 국가 내에서도 특히 문화콘텐츠 소비가 활성화되
어 있는 싱가포르 시장의 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585)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OTT 및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의 증가가 이후
싱가포르 내 OTT 업계 지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하게 된다. [그림
3-1]에서 볼 수 있듯, 코로나19 국면을 거치며 넷플릭스의 영향력이 치고 올라
오는 것을 볼 수 있다.

584) Lee(2015).
585) https://flixpatrol.com/subscribers/netfl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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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싱가포르 내 스트리밍 플랫폼 검색량

자료: https://www.finder.com/sg/tv-streaming-statistics.

OTT 서비스들이 제공하는 빠른 자막 번역 서비스는 한류콘텐츠에 대한 해
외 시청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실시간에 가깝게 한류콘텐츠와 접촉하는 계기
가 되고 있다. OTT 서비스의 빠른 자막 제공은 외화 자막을 스스로 생산하고
공유하던 자막 생산자로서 참여적 팬의 위치를 다시 시청자-소비자의 위치로
돌려놓은 측면이 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팬들은 이중언어 구사를
통한 다른 언어의 매개 능력, 영어의 자유로운 활용 능력으로 영어 자막 서비스
는 물론 영어권 해외 콘텐츠에 접근성이 높아 해외 콘텐츠 소비와 동시적 향유
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아티스트 자체 콘텐츠 유통채널
OTT와 별개로 K-Pop 아이돌, 배우의 자체 제작 콘텐츠 유통 채널인 네이버
Vlive가 2~3년 전 인기를 끈 적이 있다. 최근에는 영상의 공유와 확산, 짧은 영
상의 생산과 팬 참여, 실시간 소통 등이 편리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Tiktok
등으로 한류 관련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채널이 보다 다양화되었다. 이들 플랫폼
은 콘텐츠를 숏폼 형태로 편집하여 공유 가능한 개인 SNS 플랫폼이 참여적 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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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과 결합해 새로운 콘텐츠 유통과 확산의 채널로 활용되는 방식을 보여준다.
최근에는 아티스트 IP에 기반한 기획사 자체 플랫폼 개발 및 진출이 확대되
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시도는 아티스트와 팬 활동 및 관계 형성에 변화를
가져오며 향후 동향을 두고 시장의 시선을 끌고 있다. 이 새로운 아티스트 플랫
폼 사업은 네이버, NC 등 기존 ICT 플랫폼 또는 콘텐츠 사업자와 협력하에 진
행되기도 한다.

마. 디지털 민속지학
§

연구 목적: 한류와 관련된 온라인 공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싱가포르의 한
류 팬들의 주요 특징이나 동향을 관찰 조사를 통해 포착.

§

관찰을 위한 질문들
- 팬들은 어디에 모여서 이야기하는가?
- 팬들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는가?
- 팬들은 어떤 채널을 통해 한류를 접하고 수용하는가. 특히 최근 플랫폼
(OTT) 및 제작방식 변화에 따른 변화 및 영향이 있는가?
- 콘텐츠 장르별 차이가 있는가. 최근 인기 있는 콘텐츠와 그 이유는?
- 싱가포르 한류 팬들의 특징 및 특색은 무엇인가?
- 혹시 싱가포르 내에 한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관찰되는지?

§

디지털 민속지학 분석 대상 및 공간586)

586) 싱가포르 한류 팬 커뮤니티의 의견을 읽으려면 방송영상이나 영화콘텐츠의 경우 soompi나 dramabeans
의 ‘포럼(Forum)’란, 연예 및 셀러브리티 관련 반응을 참고하기 위해서는 soompi, allkpop 등을 참
고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사이트가 영어 기반의 광범위한 정보사이트이기 때문에 ‘싱가포르
팬’임이 드러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안으로 싱가포르 현지의 한류 관련 매체들인 HallyuSG,
(x)clusive, gokpop 등에서 화제가 되는 기사나 이슈들이 무엇인지 기사와 제공되는 정보 자체를 검
토하는 방법이 있다. 이 정보성 매체들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의 계정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해당 게
시글에 대한 반응을 통해 제한적으로나마 현지 수용자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K-Pop의 경우 글로벌 팬덤의 활동 기반인 트위터에서 싱가포르 위치 표기, 국기나 국가 표시의 방법
으로 싱가포르 팬 정체성을 드러낸 게시글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반응을 조사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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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방법: 한류 팬 커뮤니티 혹은 팬덤 활동을 주제로 디지털 민속지학을 수
행하였기에 미디어 문화연구의 맥락에서 민속지학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팬
덤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분석한 선행연구들587)을 참고하였다. 선행연구
들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참여관찰 혹은 단순관찰의 형태를 띤 연구분석 방
법을 ‘가상 민속지학’,588) ‘인터넷 에스노그라피’,589) ‘인터넷 민속지학’590)
등의 개념을 사용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 연구는 모바일과 디지털 기술을 아
우르며 다각도로 펼쳐진 현재의 미디어 이용환경과 이를 활용한 한류콘텐츠
의 수용방식을 고려할 때, 인터넷·가상공간보다 넓은 범주의 디지털 미디어
환경을 함의하는 ‘디지털 민속지학’이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으로 여겨 이 공
간과 활동에 대한 연구방법을 디지털 민속지학으로 정의·분석한다.
- 선정 근거: 디지털 민속지학의 관찰공간은 싱가포르 현지 팬 두 명과 간단
한 인터뷰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국제문화교류
진흥원의 싱가포르 통신원의 인용기사 등을 참고한 후 10월과 11월에 걸
친 파일럿 조사를 통해 정하였다.
- 방송영상 콘텐츠 분석 대상과 범주: TV 예능 프로그램의 경우 SBS <런닝
맨>과 같이 팬덤이 형성되어 있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하여 트위터(Twitter)
의 팬 활동을 관찰하였다. TV 드라마와 영화의 경우 한류 관련 온라인 매
체인 soompi(https://www.soompi.com)의 팬 포럼과 한국 드라마 팬
커뮤니티인 dramabeans(https://www.dramabeans.com/)의 팬 포럼
지역 팬의 가시적 활동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티스트별 싱가포르 현지 팬들의 허브 계정을 참고할
수 있다. 한류나 한류 팬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나마 그와
같은 인식이 포함될 수 있는 표현을 선택해 키워드 검색의 방식으로 조사하는 방법이 있다. 온라인 공
간 및 SNS 미디어의 특성상 실시간으로 흘러가는 정보의 양이 매우 많기에 키워드나 관찰 기간을 설
정하는 조사방법이 보다 적절하다. 다만 키워드나 관찰 기간 설정에 있어서 핀포인트가 될 만한 주요
이슈, 통용되는 표현, 구체적인 사건이나 인물 등에 대한 맥락의 확인이 사전조사를 통해 선행되어야
한다. 최근 부상하고 있는 놀이형 숏폼 영상 SNS 플랫폼으로 틱톡(TikTok)이 있는데 사용자가 프로
필에 국기 이미지나 지리적 위치를 드러내지 않는 이상 지역이나 국가정보의 확인은 불가능하다.
587) 김수아(2014); 홍석경(2012); 조영한(2012).
588) 김수아(2014).
589) 조영한(2012).
590) 홍석경(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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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파일럿 조사하였으나, 이들 ‘포럼’이라는 이름의 정보형 웹사이트 내 커
뮤니티는 영어 사용이 자유로운 글로벌 팬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 싱가포르 팬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싱가포르 팬을
속별해내기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이들 사이트의 특성을 간단히 분석
하여 해당 사이트를 주로 이용하는 싱가포르 팬의 특징을 유추하고, 싱가
포르에서 최근 화제가 된 작품들을 위주로 해당 작품의 팬덤 형성 여부를
조사하기로 하였다.
- K-Pop 관련 분석 대상과 범위: 참여형 팬 문화의 허브인 트위터의 경우
인기 K-Pop 아티스트나 인기 예능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팬클럽명
inSG” 또는 “프로그램명/아티스트명+지역(국가명 또는 국기)”과 같은 방
식으로 해당 지역의 팬 활동이나 이벤트 정보를 공유하는 계정이 생성되어
있다(그림 3-2). 싱가포르 팬의 경우 한류 웹사이트나 SNS 공간에서 사용
언어만으로 국적과 지역 정체성을 확인하기 매우 어렵다(이후 싱가포르
팬 문화의 주요 특징과도 연결된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싱가포르에
서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명이나 몇몇 아티스트에 SG 또는 국기를 결합한
현지 허브 팬 계정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해당 계정을 중심으로 관찰하였
다. 조사 결과 BTS, 블랙핑크, EXO, BTOB, TXT, GOT7 등의 아티스트
팬덤이 현지 허브 계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들 팬덤계정을 구독
하여 최근 활동을 관찰하였다.
- 또한 K-Pop이나 한류에 대한 인식이나 부정적인 이슈에 관해 파악하기
위해 “kpop”, “hallyu”, “kpop stan”, “hate” 등의 키워드를 “sg”, “국기
이미지”의 키워드와 함께 검색어로 설정한 다음, 그 내용을 최신순으로 정
렬하여 싱가포르에서 발화된 한류콘텐츠 관련 내용일 경우 관찰 범주에 포
함했다.
- 조사 기간: 디지털 민속지학의 집중수행 기간은 12월~1월이며, 현지 팬
허브 계정, 정보형 웹사이트 내의 커뮤니티 포럼, 검색어 조사를 통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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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행 방법을 각기 달리해 조사를 수행했다. 디지털 민속지학은 온라인
상에 올라오는 게시물이나 댓글의 양이 매우 많고 업데이트 속도가 빠르다
는 특성상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관찰한다거나 특정 이슈 혹은 이벤트를 중
심으로 하여 관찰상 의미 있는 기간으로 제한을 두고 해당 기간을 중심으
로 조사하는 경우가 많다. 트위터의 경우 실시간 증가하는 정보량이 매우
많아서 국가명 및 국기 검색을 통한 조사는 12월과 1월 동안 주 1회의 빈
도로 평균 24시간 이내에 올라온 게시물을 살펴보며 연말과 연초에 걸쳐
현지 팬 문화 및 팬 활동상의 주요 이슈나 특징을 취합하였다. 현지 팬 허
브 계정 추적조사의 경우, 싱가포르 팬의 온라인상 팬 활동을 살펴볼 수 있
는 게시글의 업데이트 속도나 양을 볼 때 단기간을 설정해 관찰하기보다는
올해의 전반적인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여겨 관찰 대
상 기간을 늘렸다. 여기에는 코로나19와도 맞물려 한류콘텐츠 관련 현지
이벤트나 콘서트가 현저히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2. 싱가포르 한류 팬들의 SNS 활용 방식

자료: 트위터, www.twit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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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싱가포르 시청자의 방송영상 콘텐츠 수용

방송·영화 등 영상 콘텐츠와 관련해 싱가포르 팬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은
한국의 방송, 영화, 셀러브리티 등에 대한 뉴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매체 사이트
의 ‘포럼’이라는 이름의 게시판이다. 그런데 이 ‘포럼’은 각 이용자들이 게시글
을 순서대로 올리는 게시글 모음의 게시판 형태가 아닌 개별 이용자의 블로그
포스트가 순차적으로 공개되고 실시간 댓글이 업데이트되는 블로그 내지 댓글
창 형식에 가깝다.
dramabeans의 경우 블로그 기반의 커뮤니티로 beanies라고 불리는 사용
자들의 활동은 크게 팬 포스트와 코멘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 팬 포스트는
블로그 포스팅과 유사한 방식이며,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 관련 기사, 회차별 에
피소드, 블로그 리뷰 등에 대해 댓글로 감상과 의견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가입자는 개인 계정과 페이지를 제공받고 개인이 작성한 댓글과 게시글
은 계정 페이지 내에 축적되고 공개된다.
Soompi는 한류 관련 전반적인 소식을 제공하는 온라인 미디어로서,591) 미
국에 거점을 두고 있다. 드라마나 이슈를 중심으로 게시판이 개설되고 그 안에서
댓글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대화를 나누는 형태이다. 2020년 11월 기준으로 인스
타그램(약 27만 명 구독), 페이스북(약 867만 명 구독), 트위터(약 290만 명 구
독), 유튜브(17만 3천 명 구독), 텀블러 계정을 통해 최신 기사정보는 물론 한
류 아티스트의 인터뷰나 숏폼 콘텐츠도 제공하고 있다. 반면 dramabeans는
2007년에 한국 드라마 팬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져 드라마를 중심으로 줄거리
요약과 리뷰를 공유하는 공간의 성격을 띠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영어를 사
용하는 한류콘텐츠 팬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이들 웹사이트의 특성상 여기서
싱가포르 (팬)의 특징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이는 동시에 싱가
포르 한류 팬들의 영어를 경유한 한류 문화 향유 특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591) soompi는 1998년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H.O.T의 팬 홈페이지에서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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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영상 콘텐츠를 넘어 특정 작품을 통해 팬덤을 형성한 아티스트의 팬덤
이 트위터 등 다른 채널로 확장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예로 최근 떠오른 아
티스트는 2020년 말 종영한 tvN <스타트업>의 배우 김선호를 들 수 있다.
2020년 2월 만들어진 김선호 싱가포르 팬 페이지(@kimseonho_Sg)는 2020
년 11~12월 시점 “sg+싱가포르 국기”를 검색할 때 가장 활발하게 활동 중인
계정 중 하나로 이 계정을 구독(팔로우)하고 있는 다른 계정들을 살펴보면 한국
의 정보 계정들만이 아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터내셔널, 필리핀, 브라
질, 아랍권 등 다른 지역의 팬 계정들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2) 싱가포르 K-Pop 팬 문화

가) 특징 1: 인구 대비 활발한 팬 활동
트위터 활동의 국가 간 비교를 통해서도 싱가포르 K-Pop 팬의 특징을 유추
해볼 수 있다. 글로벌 K-Pop 팬의 대표적 활동 기반인 트위터는 최근 10년의
K-Pop의 전 세계적 확장과 공생해온 트위터 10년 활동을 기념하며 전 세계
20개국의 K-Pop 관련 글로벌 데이터를 발표하고 라이브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자료(2019년 7월~2020년 6월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 내 ‘K-Pop
팬이 가장 많은 국가’ 20개국의 순서는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베트남 순인데, ‘K-Pop 대화량이 가장 많은 아시아 국가’의
결과와 비교할 경우 싱가포르 K-Pop 팬의 특징이 일면 드러난다. 대화량(해당
주제에 대한 트윗 메시지의 수)만으로 볼 때 태국,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일본,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대만 순으로 싱가포르는 13위를 차
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관련 대화량을 통해 보는 싱가포르 팬들의 활동량이
전체 팬 인구수 대비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가장 많이 언급
된 아티스트는 BTS, EXO, TWICE, GOT7, Seventeen 순으로 나타남).592)
592) 트위터 결산으로 자세한 사항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blog.twitter.com/ko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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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팬들의 트위터 이용 방식은 크게 아티스트 최신 소식 공유, 한국어
정보 번역, 현지 이벤트 정보 공유, 물물교환이나 아티스트 관련 물품 나눔, 생
일 및 기념일 축하, 한국에서 발매되는 앨범 및 굿즈 공동구매, 아티스트 관련
글로벌 팬 투표 참여 독려, 아티스트 응원과 지지 표명, 기획사에 대한 팬 입장
표명 등으로 이루어진다. 연말 시상식 시즌을 겸해 수상 축하의 게시글이나 시
상식용 투표 독려글이 많았던 것도 특징적이다(그림 3-3). 그런데 이와 같은 팬
활동과 참여문화는 사실상 싱가포르 팬만의 특징은 아닌 트위터에서 이루어지
는 글로벌 K-Pop 팬 활동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참여적 팬 활동 방식이기
도 하다. 즉 이러한 활동은 특수한 지역적 맥락에서 생성되었다기보다는 매체
특수적 환경 속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트위터의 연결확장성과 개방
성이 아티스트 및 팬 상호 간 글로벌-로컬-한국의 연결망 구축과 교류를 만들
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3. 싱가포르 한류 팬들의 활동 사례 1593)

자료: 트위터, www.twitter.com.
kr/topics/events/2020/celebrating-10-years-of-kpoptwitter-ko.html.
593) 좌측 왼쪽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각각 음악방송 1위 축하 해시태그 올리기, 연말시상식 수상 축하와
한글 트윗, 새로운 방송콘텐츠 홍보 및 번역, 싱가포르 국가 트렌딩(키워드 화제성) 올리기 독려, 타
지역 팬들의 생일축하 이벤트 공유 지지, 한국 기사 번역 팬 계정 홍보, 싱가포르 내 카페 컵홀더 이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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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징 2: 글로벌 팬 정체성
싱가포르 한류 팬들은 국기와 국가명으로 현지 팬 허브 정체성을 표시하면
서 해시태그 형식으로 응원이나 여러 이벤트에 참여하여 정보를 공유·확산한
다. 이런 활동은 지역 내 팬들 간 정보교환의 목적을 갖는 한편, ‘우리’(싱가포
르 팬)도 글로벌 팬 활동에 동참하고 있음을 싱가포르 팬덤, 글로벌 팬덤, 한국
팬덤과 아티스트에게 표현하는 목적을 갖는다. 특히 ‘해시태그’와 ‘리트윗’의
방식으로 수행되는 이러한 팬 활동은 현지 팬들이 주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
체로 글로벌 팬들이 다같이 참여하여 화제성을 일시에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
다. 싱가포르 허브 계정은 타 국가의 허브 계정들과 서로를 구독(팔로우)하고
활동을 지지(리트윗)하는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때로 한글로 아티스트
에 대한 응원글을 작성하기도 하는 등 한국의 아티스트(공식 계정)와 한국 팬들
에게도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전한다(그림 3-3). 이러한 해시태그, 리트윗, 게
시글 작성 및 공유 방식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문법이 있고, 이 문법은 어느 지
역이든 한류 팬문화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다만 국기와 국가를 표시
함으로서 싱가포르 팬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싱가포르 팬, 글로벌 팬덤,
한국의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가시화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와 비교할 수 있는 또 다른 팬 커뮤니티 공간으로는 Soompi와 유사한 구
조와 배경을 가진 K-Pop 관련 온라인 뉴스매체 allkpop 웹사이트를 들 수 있
다. 이 포럼 역시 감상 공유의 소비 공간이라는 특성이 있다. 음악, 영화 및 TV,
셀러브리티 관련 포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일본·중국 등 3개국의 포럼
이 비슷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allkpop은 2007년 10월 서비스를 시작해
월 700만 명의 전 세계 독자가 구독하는 영어 기반 K-Pop 뉴스 사이트로 최신
K-Pop 가십과 뉴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약 51만 명 구독), 페이스북
트 정보 공유, 물물교환 게시글, 한류 팬 친구 만들기 위한 자기소개 등 트위터 팬 활동의 예시들이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싱가포르 K-Pop 팬들은 싱가포르 지역 내, K-Pop 팬들끼리, 타 지역 같은
팬덤, 전 세계 팬덤, 아티스트, 다른 트위터 이용자들에게 아티스트의 소식과 자신들의 지지 활동을
알리고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며 참여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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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00만 명 구독), 트위터(약 559만 명 구독), 유튜브(11만 3,000명 구독) 계
정도 운영하고 있어 규모가 큰 K-Pop 관련 온라인 매체라고 할 수 있다. 트위
터와 페이스북의 경우 최신 뉴스 정보 제공, 유튜브는 K-Pop 아티스트 인터뷰
등 5분 이내의 영상 클립 제공, 인스타그램은 이벤트 정보 등 SNS별로 제공하
는 콘텐츠상 차이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채널 활용 방식의 구분은 각 SNS 매
체가 어떠한 방식으로 팬들 사이에서 활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한국과 일
본의 대중문화 관련 뉴스를 전달하는 온라인 매체로 미국에 있는 6Theory
Media가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 분포는 여성(70%), 남성(30%), 18~24세
(52%)의 특징을 보인다.594) 이들 영어 기반 한류 관련 미디어 이용과 포럼 커
뮤니티 활용 역시 싱가포르 팬들이 글로벌 K-Pop 팬문화에 녹아들어 있음을
보여준다.

다) 특징 3: 아티스트 IP를 둘러싼 플랫폼 통합 경향
세 번째 특징 역시 싱가포르 팬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온라인 팬 활
동 공간 분석을 통해 파악된 주목할 만한 최근 동향으로 국내 한류 산업이 시도
하는 변화와 맞물려 현지의 팬문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화두이
다. K-Pop의 경우 최근 한국의 엔터테인먼트사들은 기존 온라인 플랫폼 사업
자와 협력하여 팬 활동과 자체 제작 콘텐츠 유통의 기반이 될 플랫폼을 직접 개
발하는 방식을 통해 플랫폼 사업에 새롭게 진출하여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
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하이브)가 중심이 되는 위버스, CJ ENM과 엔씨소프
트 등이 주도하는 유니버스, SM엔터테인먼트가 중심이 되는 버블, 리슨, 비욘
드라이브, CJ ENM의 프라이빗 메신저 등 새로운 플랫폼은 팬-아티스트 간 소
통, 온라인 공연, 팬클럽 멤버십, 굿즈 판매, 자체 제작 콘텐츠 유통 등 기존의
여러 플랫폼 사업자에게 분산되어 있던 콘텐츠 유통 및 소비 창구를 아티스트
중심으로 통합하려는 시도이다.
594) 6Theory Media 홈페이지, https://www.6the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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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연예기획사들은 멤버십 기반의 팬클럽 활동과 팬-아티스트 간 소
통은 다음(daum)카페, 자체 제작 콘텐츠 제공은 유튜브 및 네이버 Vlive 채널,
실시간 정보 제공과 공유는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의 기존 플랫폼을 활용해왔
다. 트위터의 경우 정보에 접근·공유·확산이 쉬운 오픈 플랫폼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기획사들이 제공하는 자체 콘텐츠나 방송영상 콘텐츠 관련 실시간 정보
공유는 물론, 팬들이 생산한 2차 콘텐츠 및 이벤트 정보의 공유 및 교환 등 다
양한 팬 활동이 이루어지는 허브이자 국경을 넘어선 연결망으로 기능해왔다.
K-Pop 아티스트들의 실시간 소통 창구이자 기획사 제작 자체 콘텐츠를 유통
해온 네이버 Vlive도 트위터와 마찬가지로 오픈 플랫폼이자 다양한 언어 자막을
제공하며 여러 나라의 팬과 아티스트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통로가 되어왔다.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새로운 방식의 아티스트 콘텐츠와 플랫폼의 결합은
팬 문화는 물론 IP와 관련해서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적 팬 문
화의 기반이 되어왔던 기존의 오픈 플랫폼과는 달리 유료 멤버십에 기반한 폐
쇄적 통합 플랫폼의 개발과 업계 내 확산이 기존의 열린 채널을 매개로 전 세계
에 확산되어온 K-Pop 팬 문화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라) 특징 4: 부정적 인식 이면의 대중문화 위계와 세대 갈등
앞서 언급했듯이 싱가포르에서 한류나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인식은 매우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편이다. 다만 혹시 부정적 인식이나 지표가 있는지를 살
펴보기 위해 한류나 K-Pop 열성팬에 대한 키워드 검색 결과를 관찰한 결과,
한국이나 한류, 한류 아티스트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보다는 한류 열성팬
(‘K-pop stan’)이나 K-Pop 음악에 대한 폄하와 이에 대한 반박이 드물게 발
견되었다. 이는 K-Pop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 또는 한국음악의 시장 확대에
따른 위기의식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대중문화와 대중음악 취향 내에 위계
를 설정하고 고급문화와 하위문화를 구별지어온 오랜 관습, 그 안에서 다시 영
미권 중심의 팝음악과 K-Pop을 구별짓는 관습, 하위문화 내 우위를 지키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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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경쟁(예: 일본 애니메이션 팬과 K-Pop 팬), K-Pop의 주요 팬층인 10대,
20대를 바라보는 세대비판적 시선 등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한
류‘팬’이나 한류라는 하위문화적 장르에 대한 평가는 종종 아이돌 팬문화를 경
시하고 비하하는 방식으로 표현된다. 동시에 이러한 반응들은 취향의 구별짓기
경향이나 아이돌 팬을 비하하는 언행을 비판하는 K-Pop 팬들의 적극적 반발
과 갈등을 빚는다.

마) 특징 5: 싱가포르 정치문화로의 번안
싱가포르 K-Pop 팬들의 온라인 활동을 관찰하던 중에 발견된 흥미로운 사
례로서 지난 4월 국가방역조치로 발효된 ‘서킷 브레이커’ 대책을 전후하여
K-Pop의 팬문화를 스스로 패러디한 싱가포르 K-Pop 팬들의 게시글을 주목
할 만하다. 이 일련의 게시글은 코로나19 상황을 풍자하고 싱가포르 정치인에
대한 응원을 보내는 한편 싱가포르의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해시태그 형태로
공유하고 싱가포르인들에게 방역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그림 3-4]의 사례
들은 각각 (좌측부터) K-Pop 앨범 구성, 응원용 팬 메이드 굿즈(Cheering
kit), 해외투어 공지 등 K-Pop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응용하여 싱가포르의
코로나19 시국과 방역대책에 적용한 것이다. K-Pop의 팬들에게는 매우 익숙
한 이 문화적 코드들을 전유하여 인민행동당의 방역대책을 응원하고 해시태그
를 이용해 코로나19 관련 메시지를 재치(PAP)있게 또 직설적으로 홍보했다. 이
때 정치인 리셴룽은 그의 패션 아이템 ‘분홍 셔츠’와 애용하는 ‘찻잔’으로 형상
화되었으며 아이돌 사진을 꾸미듯이 리셴룽 총리의 사진을 꾸며 마치 K-Pop
아이돌과 같이 팬들의 지지와 애정의 대상이 되었다. ‘잡아가지 말라’는 댓글이
정치풍자의 성격을 드러내는 동시에 코로나19 상황에서 답답한 마음을 유머와
풍자로 승화해 놀이로서 재창조하려는 창작자들의 의도를 읽을 수 있었다. 문
화적 코드를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어내는 이 유희적 팬문화는
K-Pop 팬문화의 다양한 요소와 그 안의 문법과 양식이 그만큼 익숙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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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팬들의 일상에 녹아들어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K-Pop 팬문화의 양
식은 싱가포르의 정치문화로 번안된다.

그림 3-4. 싱가포르 한류 팬들의 활동 사례 2

자료: 트위터, www.twitter.com.

3) 싱가포르 한류 수용의 주요 특성

가) 글로벌 한류 팬문화와 아세안 지역 팬활동의 교집합
글로벌 싱가포르 한류 팬덤의 대표적 특징은 영어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글로벌 팬문화에 속해 있으면서 해당 공간 내에서 국적과 언어로 싱가포르 팬
의 특색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들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앞서 소개한
영어 기반 한류 관련 뉴스 채널인 Soompi, dramabeans, allkpop, 유튜브,
트위터의 활용이다. 닉네임이나 게시글과 함께 국기 이미지를 게시하거나 지리
상의 위치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본인의 국적과 장소를 표시하는 것은 한류
팬 사이 공유되는 규칙 중 하나이다. 그러나 스스로 그와 같은 정체성을 노출하
지 않는 한 싱가포르 팬의 경우 특히 더 국적에 기반한 정체성을 구별해내기 어
렵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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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싱가포르 한류 팬들이 주로 활용하는 매체나 온라인 공간이 오롯이
싱가포르 팬만의 공간이 아니라는 점, 따라서 싱가포르 팬을 디지털 민속지학
을 통해 뚜렷하게 구별해내기 어렵다는 점, 그 배경이 되는 싱가포르의 언어 문
화적 특징은 그 자체로 글로벌 한류 팬 문화와 아세안의 한 지역 팬 문화 간 교
집합에 놓여 있는 싱가포르 팬 문화만의 고유한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영어의
활용도는 글로벌 한류 팬 문화 내에 퍼져 있는 기본 소양처럼 되었기에 싱가포
르만의 특징은 될 수 없으나 싱가포르는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가장 영어 기반
팬 문화에 융합되어 있다. 다언어의 역사적 맥락이 축적해온 타 문화 수용의 오
랜 사회화는 싱가포르만의 특징이다.
또한 한류콘텐츠의 해외시장 진출 시 싱가포르는 아시아 내에서는 말레이시
아, 태국 등과 자주 묶이곤 하며 현지 공연기획사 등 인프라를 공유하는 측면이
있다. 즉 실제 오프라인상의 한류 소비와 공연 문화는 한국 및 아세안 지역 내
산업 인프라와 지리적 속성에 귀속되어 영향을 받지만 온라인 내의 소비 및 참
여 활동에서는 범지역적 글로벌 팬 문화에 가장 녹아들어 있다는 특징을 갖는
다고 할 수 있다.

나) 콘텐츠 소비 중심의 참여문화와 능숙한 K-Pop 팬들
‘포럼’이라는 팬 커뮤니티 형태는 팬덤의 여러 문화수용 방식 가운데에서도
콘텐츠 ‘소비’와 감상에 집중되어 있는 팬 활동을 보여준다. ‘포럼’은 가십, 뉴
스, 정보, 감상이 결합된 형태로서 2차 콘텐츠를 (재)생산하는 참여적 팬덤문화
라기보다도 주어진 콘텐츠를 감상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소통지향적
소비와 참여 방식에 가깝다. 응집력이 강한 로컬 팬덤을 중심으로 한 2차 콘텐
츠 생산과 공유보다는 열린 채널을 통한 감상 교환 방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음
을 볼 때, 싱가포르 한류 팬 문화가 상대적으로 개별적 콘텐츠 소비활동 위주로
형성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어떤 플랫폼과 SNS 공간을 팬 활동의 기
반으로 활용하는지 그 형식 자체가 특정 지역 내 팬 문화의 구조적 특성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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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트위터라는 개인화된 동시에 개방적이고 연결지향적인 플랫폼에서 이
루어지는 K-Pop 팬들의 몇몇 수행 사례는 싱가포르의 K-Pop 팬들이 자신들
에 대한 외부의 시선과 K-Pop의 대중문화 내 위상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또한 패러디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K-Pop 하위문화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재미 요소와 구조를 갖고 있는지 잘 알고 있고 이 하위문화
를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향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양상들은
K-Pop 팬들이 K-Pop과 K-Pop 팬문화를 어떻게 즐겨야 하는지 잘 알고 있
는, 경험치가 축적된 학습된 수용자가 이미 되어 있음을 알려준다.

4) 코로나19 속 변화

최근 한국 대사관은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한국문화를 홍보하고 재택활
동이 늘어난 싱가포르 사람들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드라마, 푸드, 음악의 3개
영역을 주제로 해시태그 참여형 이벤트인 K-Pop Online Fest(4. 30~5. 22),
K-Food Online Festival(5. 27~6. 14), Kdrama SG online fest(7. 16~8.
9)를 연이어 개최한 바 있다.595)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이벤트의 기획 자체가 유
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이라는 SNS 플랫폼에 한류 팬들이 자체 제작
콘텐츠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콘텐츠 소비, 공유, 생산이
결합된 참여문화로서 팬 활동이 기존의 폐쇄된 온라인 커뮤니티보다도 공유와
참여의 오픈 플랫폼인 SNS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최근의 변화를 반영하
고 있으며, 10분 이내의 ‘숏폼(short-form)’ 형태의 콘텐츠 트렌드를 활용하고
있다. 이는 또한 한류 팬 문화가 특정 국가나 언어에 기반하지 않고 오픈 플랫폼
을 통한 공유와 확산을 배경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595) Hallyusg(2020).

262

•

아세안 지역 한류콘텐츠 활성화 방안

해외 팬덤이 큰 K-Pop 아티스트들의 현지 팬 허브 계정을 살펴보면, 2019
년 중반 이후 활동이 저조함을 확인할 수 있다. 현지 이벤트 계정에 생일 이벤
트 카페 등 정보가 가끔씩 올라오고 연말을 맞이해 시상식 관련 글로벌 팬 투표
독려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지 단독 공연 및 K-Pop 관련 합동 공
연이 없어진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 소통만으로 지역 내 팬 활동의 구심점
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상태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아티스트와의 대면 소통
이나 공연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작용하는 드라마 등 방송영상 콘텐츠의
경우 OTT 스트리밍 서비스 확대와 더불어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른 부정적 영
향보다는 오히려 콘텐츠 접근성과 이용자 확대의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류는 콘텐츠와 관광이 긴밀하게 연동하는 형태로 국가 전략의 차원
은 물론 팬 문화에 있어서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오프라
인 방문이 중단된 현 상황에서 현지에서는 음악·방송·영화 외에 뷰티·음식 등
현지에서도 소비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영역의 한류가 인기를 끌고 있다. 한편
한국 방문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류콘텐츠와 관광의 선순환 고리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K-Pop 콘텐츠 속에 더욱 적극적인 형태로 관광명소를
드러내고 한류 아티스트들을 관광 홍보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원거리
투어리즘을 한류콘텐츠 속에 녹여내려는 시도와 정책이 다방면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바. 소결론
싱가포르는 구매력을 갖춘 고정적 한류콘텐츠 소비층이 형성되어 있고 양국
간 민감한 정치·경제적 이슈가 없는 편이어서 위험부담이나 진입장벽이 상대
적으로 낮은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남아시아 진출 시는 물론 일본·홍
콩과 함께 아시아 지역 진출 시에도 우선적으로 포함되는 국가 중 하나로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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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았다. 이와 같은 비교적 안정적인 한류콘텐츠 테스트베드로서의 성격은 지역
내 다언어 또는 다문화 국가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경우와는 다
소 결이 다르다. 그 특성은 싱가포르의 안정적 구매력과 제1언어인 영어문해력
및 다언어 접근성에 기인한다. 이때 싱가포르의 특성과 위치는 아세안의 테스
트베드를 넘어 아시아 내 다양성의 축소판이자 동시에 글로벌 시청자에 소구하
는 콘텐츠 경쟁력을 시험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로서 의미를 갖는다.
한편 중화권·영미권 문화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나며 다양한 문화의 교집합/
교차로에 위치하는 싱가포르의 특성은 오히려 홍콩과 유사점이 많아 보인다.
중국정부의 강한 정치적·문화적 영향(통제) 아래에 불안한 지위에 놓여 있는
현재 홍콩의 상황을 감안할 때 싱가포르가 아세안 지역의 교두보만이 아닌 아
시아 지역의 대표적 코스모폴리스이자 지리적·문화적 교차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싱가포르는 어느 정도 안정, 성숙, 포화 상태라는 점에서 한류콘텐츠
‘시장’으로서는 다른 아세안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연구분석 및 주목도가
낮은 편이었지만 아세안 너머 아시아 지역 내 거점으로서의 가능성(‘글로벌 싱
가포르’)을 재조명하여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단지 한류콘텐츠
소비층으로서 싱가포르 한류 팬 및 문화소비자를 타깃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 지리적, 종교문화적으로 다른 지역과 접점이 많은 싱가포르의 사회적
특징 및 이를 통한 지역적, 문화적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근 싱가포르
내부의 콘텐츠 지원 육성정책과 연계해 콘텐츠의 기획·제작 단계에서부터 상
호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싱가포르의 경우, 기존 콘텐츠의 라이선스 포맷 판매나 리메이크는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싱가포르 국내 콘텐츠 산업 규모와 인프라, 미디
어 문화 수용의 경험과 역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인터뷰에서도 싱
가포르의 내수시장 규모가 동남아시아 타 지역에 비해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의견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부산영화제와 함께 개최된 제2회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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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어워즈에서 베스트 아시안 드라마 부문을 수상한 싱가포르 <Last
Madame> 팀은 작은 인구와 예산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 크리에
이터 및 플랫폼과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며 적극적으로 한국의
콘텐츠 제작사인 스튜디오 드래곤에 러브콜을 보낸 바 있다.596) 싱가포르 업계
의 열의와 싱가포르 정부 지원 방향을 짐작하게 하는 의미 있는 에피소드이다.
창의산업 제작역량을 키우고자 시도하는 싱가포르 정책 상황과 창작자들의 수
요 속에서 공동제작과 교류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지 새로이 주목하게
끔 한다. 싱가포르의 제작역량 강화에 대한 지원정책 등과 결합해 향후 기획 제
작 단계에서부터 인적교류를 늘려나가는 방향이 가능할 것이다.
유통 플랫폼의 경우 싱가포르 시장은 tvN Movies와 Viu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국의 콘텐츠 기업들은 물론 아시아 내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에게
도 동남아시아 지역 진출 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축적되어
있는 외국 대중문화에 대한 높은 수용성과 시장규모 대비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여가 관련 소비수준이 그 배경에 있다. 동시에 한정된 시장규모 및 높은
대중문화 콘텐츠 문해력은 싱가포르를 치열한 콘텐츠 경쟁시장으로 만들고 있
으며, 현지 한류콘텐츠 소비자들을 까다로운 수용자로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싱가포르를 안정적 교두보가 아닌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탐색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로서 재조명하고 싱가포르 한류 소비자의 동향을 보다 예의주
시할 필요가 있다.

596) https://www.youtube.com/watch?v=FQ9fi1VVC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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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세안 지역 주요 국가의 종합 분석
아세안 지역의 주요 국가들의 콘텐츠 시장은 매년 성장하고 있다. 아세안 국
가 콘텐츠 시장은 연간 8%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베트남·필리
핀·태국·인도네시아·싱가포르의 시장규모는 2021년까지 약 10%의 성장을 전
망한다.597) 무엇보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전체 인구 중 유소년과 청소년의 비
율이 높은 국가로 분류되기 때문에 잠재성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1. 아세안 국가 콘텐츠 시장 동향(2014~19년)

자료: 한-아세안센터(2020).

주목할 점은 아세안 지역의 디지털화 정책이다. 아세안은 ‘아세안 ICT 마스
터 플랜 2020’을 통해 이전 산업경제를 목표로 했던 AIM 2015에서 완전한 디
지털화로의 전환을 목표로, 미디어 및 콘텐츠, 정보보안 및 시장성을 전략으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자 한다.598)

597) 길성원(2019).
598) 정유미(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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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각국은 디지털 온라인 정책을 실현시켜 가시화하고 있다. 이에
인도네시아는 청년층의 미디어 콘텐츠 소비가 높고 정부가 주도하여 디지털 콘
텐츠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있어 특히 디지털 융합(VR·AR) 콘텐츠 분야의 성장
전망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태국도 스마트폰 보급률과 통신가입률이 높아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베트남도 TV 보급률
및 5G 서비스 상용화 정책과 함께 소셜미디어 이용률을 바탕으로 방송·모바일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동남아시아의 유료
동영상 OTT 사업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599)

그림 4-2. 휴대전화, 인터넷, 소셜미디어 이용률

자료: 한-아세안센터(2020)에서 재인용.

599) 한국콘텐츠진흥원(201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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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 속에서 최근 한류콘텐츠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광범위하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국경 구분이 없는 새로운
한류콘텐츠의 소비 형태를 촉진하고 있다. 급변하는 아세안 지역의 뉴미디어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온라인이나 모바일 등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과 적용, 2차, 3차 연계 산업으로의 확장 가능성 등 기존의 인프라 지원이
중요했던 분야나 장르와는 다른 시장 창출의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
서 한류콘텐츠 시장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앞장에서 분석한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콘텐츠
시장과 한류콘텐츠 현황의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베트남은 발전
가능성을 내포하면서도 기술적인 측면이 기대되는 시장이다. 뉴미디어 측면에
서 볼 때, 베트남에서는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OTT 사업자들
을 비롯한 디지털 플랫폼 시장 영역이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이런 점에서 베
트남 진출 사업자들은 OTT 사업자들과의 업무제휴 등을 통해 한류콘텐츠가
제공되는 유통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ICT 기반이
확충되면서 모바일을 통한 콘텐츠 소비규모가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바
일 앱 기반의 웹툰 콘텐츠 제공 및 OSMU 전략을 보다 강화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웹툰 콘텐츠는 캐릭터․라이선스 사업과의 연계성이 높다. 이러한
연계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현지 주요 플랫폼에 최적화된 방식의 캐릭터를 발굴
하고 현지의 문화를 고려한 스토리텔링을 시도해야 한다. 영화시장 진출과 관
련해서는 베트남의 문화와 역사 및 정책 규제를 고려한 현지화 전략을 이어나
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리메이크’는 단순한 재제작이 아닌 문화적 각색을 바
탕으로 한 현지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이에 한국과 베트남의 파트너 사업자
들 간에 정보 및 컨설팅을 제공해줄 수 있는 (인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해 보인
다. ‘공동제작’의 경우 일부 장르(코믹, 로맨스)에 치우치기보다는 다큐와 같은
여타 장르의 프로그램을 공동제작해 ‘글로벌’ 시장에 판매하고 유통하는 방안
을 추구해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 어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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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문화적 요소를 담은 콘텐츠를 공동제작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있어야 한다. 단 현지 정서를 자극하거나 반감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요소들
(이를테면 베트남 참전 관련 역사 이슈, 국제결혼 이슈 등)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음악시장에서는 K-Pop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내적 다양성을
심화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기획사와 아티스트들을 포함한
민간 부문에서의 합작 프로젝트와 현지화 기획을 포함한 새로운 시도들이 지속
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문화 현상으로서의 K-Pop에 대한 지나친 ‘문화
상업주의’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 아울러 온라인 음원 스트리
밍 서비스 사업자들(특히 2018년에 베트남에 진출한 ‘스포티파이’)과의 보다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협업 가능성을 모색해나갈 필요가 있다.
필리핀은 젊은층과 아동의 비중이 높은 인구구성, 지속적으로 이어져온 경
제성장, 디지털 전환 정책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확충 등 필리핀 문화콘텐츠 산
업 전망은 대체로 밝은 편이다. 그렇지만 「외국인투자법」 및 네거티브 목록 등
자국 문화산업 보호를 위한 각종 법제와 규제가 작동하고 있고 지적 재산권 관
련 국내법제는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방송 분야에서는 한류콘텐츠에 대한 방
영권 판매와 포맷 수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는 이에 더해 현지
OTT 사업자 및 이동통신사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판로를 확대해나가야 한
다. 아울러 현지 팬들이 한류콘텐츠 소식을 접하는 주된 경로인 온라인 커뮤니
티와의 소통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이와 더불어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는
다 하더라도 ‘공동제작’의 사례를 축적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는 현지 파트너의
자존감을 키워주면서도 방송시장 진입장벽을 낮춰줄 수 있는 방식이 된다. 필
리핀은 자국 영화산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으며, 영화시장에서는
웰메이드 상업영화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향후 영화산업 진출과 관련해서
는 대중성과 더불어 작품성을 갖춘 작품에 대한 현지의 선호를 고려하여 기획·
제작·홍보·유통의 각 단계에서 좋은 시나리오와 영상미를 갖춘 작품을 확보하
려는 노력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지 정서와 문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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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에 진출해야 한다. 음악시장의 경우 최근 구독형 모델에 기반한 온라인 음
원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추세를 고려하여 현지의 음
악 기호라든가 소비 패턴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해나가면서 다양한 음악적 실험
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아티스트 IP, 라이브 스트리밍, 팬 커뮤니티 등 현
지 팬들과의 소통 채널을 다변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애니메이션·웹툰·게임 분
야의 경우 대체로 아동과 젊은층을 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필리핀 정부의
자국 문화보호주의가 작동할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에 이 세 분야에서 현지 진출을 원하는 업체나 투자자는 관련 콘텐츠와 관련
해 현지의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코드를 잘 이해해야 한다. 아울러 세 분야의
콘텐츠는 캐릭터/라이선스 사업과의 관련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에 OSMU
의 가능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한국 드라마와 예능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다만 한국 드
라마와 예능 자막·더빙, 한국어의 생소함 등이 호감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포맷 수출과 공동제작, 나아가 말레이시아 문화콘텐츠 시장
의 특수성을 반영한 현지화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기존의 접근법에서 과감하
게 벗어나 진출 방식의 다변화가 요구된다. 관객 수와 흥행수입 면에서 대대적
인 성공을 거두고 있는 말레이시아 영화시장에서 한류 영화콘텐츠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다. 다만 한국영화의 탄탄한 스토리와 배우에 대한
높은 호감도 등을 고려하면, 한국영화는 충분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 다만
한류 영화콘텐츠가 말레이시아 시장에 보다 효과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주
로 인터넷을 통해 한국영화를 접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인들의 특성을 반영한 진
출 방식이 필요하다. 이에 CJ ENM이 말레이시아 방송 사업자 Hypp TV를 통
해 24시간 한국영화 전문 채널 ‘tvN무비스’를 개국하고, 스마트폰으로도 한국
영화를 접할 수 있는 Hypp TV의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방식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음악 분야를 보면 ‘K-Pop’을 향유하는 방식에 있어서 나
타나고 있는 변화에 최적화된 진출 방식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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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현재 말레이시아 한류 팬들은 대형 기획사가 개최한 ‘K-Pop’ 가수들
의 콘서트 및 팬 미팅을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신들만의 문
화 공동체를 만드는 매개체로 한류를 활용하고 있다. 이에 기존의 대형 기획사
와 말레이시아 현지 문화콘텐츠 사업자 간의 계약 체결방식에 집중했던 것과
더불어 소규모 사업자와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는 1인 창작자 교류를 중심으로 말레이시아 한류콘텐츠 채널이나 플랫폼 등
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웹툰 분야를 보면 현재 견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
는 한국의 웹툰 플랫폼이 순조롭게 기능할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여건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 ‘라인웹툰’과 ‘코미카’를 대표로 하는 한국 웹툰 플
랫폼이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 웹툰
의 불법복제 및 유통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한 법적 안정장치가 미
흡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애니메이션 분야의 경우에는 언어문제에 대한 해결이
매우 중요하다.
태국은 방송 분야와 관련해서는 포맷 수출과 태국 드라마의 한국 로케이션
촬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태국 내 한류 방송콘텐츠 진출방식이
리메이크에 집중되다보니, 자막 및 더빙문제, 한국어의 생소함, 한국적인 색채
가 강해서 비롯되는 호감저해요인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한-태 공동
제작 방식의 확대와 안정된 유통 기반의 확보 등 진출방식의 다변화가 필요하
다. 영화 분야를 살펴보면 리메이크 제작과 한-태 합작영화가 태국 영화시장에
서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 다만 여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흥행에 성공했던
<수상한 그녀>의 태국 리메이크 버전인 <다시 20살>이 태국 관객의 공감과 호
응을 얻지 못한 주된 요인으로 서로 다른 현대사에 대한 경험에서 비롯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마인드 메모리 1.44>의 성공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한-태 합작영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짜임새 있는 각본과 배우 캐스팅
이 중요하다. 태국인 멤버 영입은 K-Pop이 태국 음악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
하는 데 우호적인 여건을 마련해준다. 웹툰 분야를 보면, 태국 3대 웹툰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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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2곳이 한국기업의 소유이며, 특히 태국 웹툰 시장의 성장을 네이버 웹툰이
견인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기업이 태국 웹툰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
출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현지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콘
텐츠 유료화에 대한 현지의 반감과 무단배포 문제 및 현지 작가들의 수입 보장
의 어려움 등 태국 웹툰 시장 자체의 성장이 뒷받침되어야만, 장기적으로 한국
웹툰의 성공적인 진출 및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게임 분야와 애니메이
션 분야의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철저한 현지화 전략과 문화적 장벽을 최
소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인도네시아는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한류콘텐츠 소비가 활발히 형성되고 있
다. 다양한 VOD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콘텐츠가 OTT 영역으로 확
장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아리랑 TV, KBS World 등 이미 아세
안에 진출해 있는 레거시 미디어에 숏폼을 소개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미디어에
활용하여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아리랑 TV에서는 주로 K-Pop 스타 혹
은 한류스타에 대한 내용을 내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새로 부상하는 장르와 스타
에 대한 취재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 10대와 20대는 아리랑 TV를 볼 확률이 낮
지만 한류에 충성도가 높은 중년 팬들은 이미 아리랑 TV에 익숙하므로 이들을
중심으로 홍보한다면 팬층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웹툰
장르도 주목할 만한다. 웹툰협회, 웹툰작가협회 등의 조직을 세계적으로 개편
하여 아세안의 신예 웹툰 작가들을 포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
는데, 예를 들어 아시아웹툰작가협회, 동아시아웹툰산업협회 등의 형식이 가
능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 한국의 모델을 전파할 수 있는 창구를 늘릴 수도 있고
아시아의 IP 산업이 쌍방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기에 정부에
서 업계와 의견을 교류하여 권유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이전 일본영화
제작자들이 Southeast Asian Motion Picture Producers’ Association,
Southeast Asian Film Festival을 1950년대 초에 만들었던 점600)에서 벤치
600) Hau and Shiraishi(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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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킹할 수 있다. 그리고 웹드라마와 숏폼 동영상이 활발히 소비되고 있는 추세
이므로 아세안을 포함한 아시아 권역 또는 글로벌 권역으로 확대하여 공모전을
실시하거나 활동 중인 작품과 예술가에 대해 시상 형태로 관심을 모으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특징은 인플루언서의 활약이
다. 이들은 유튜브 등에서 한국과 동남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들
에게 우수 뉴미디어 예술가(또는 기업) 시상과 같은 비금전적 보상을 하고 민간
외교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위를 부여해줄 수 있다. 무엇보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에서 한국 드라마가 편당 판매 단가는 낮아
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전 계층, 전 연령대에서 한류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기에 충분히 역내 마케팅 통로가 될 만하다고 생각한다.
싱가포르의 경우 적은 인구와 시장규모로 시장 자체로서는 최근 부상한 태
국·인도네시아 등의 지역에 비해 매력도가 낮은 것으로 생각되어 전략적 중요
도에서 밀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한류콘텐츠 이용자들이 다언
어, 다종교, 다인종적 특징이라는 내적 다양성을 가진 집단이라는 인구적 특징
외에도 일상과 여가 속에 익숙하게 문화콘텐츠 소비를 수행해온 까다로운 소비
자이기 때문에 싱가포르 한류콘텐츠의 동향은 아시아의 한류콘텐츠 동향을 읽
어내는 지표의 하나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한국기업의 활동 기반 확대, 그리
고 대기업만의 리그가 아닌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 상생방안을 고려할 때 싱가
포르는 콘텐츠 기획 제작 교류에 있어 가장 적합하고 신뢰할 만한 파트너 국가
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차원에서는 싱가포르 정부와 업계
의 수요를 직접적으로 검토한 후에 분야별 지원정책을 정리된 형태로 한국 콘
텐츠 사업자들에게 전달하는 작업과,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는 물론 방송영
화 분야에 있어서도 해외 진출과 네트워크 구축에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는지 국
내 업계의 전반적인 수요를 조사하는 작업을 일차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 더욱
이 비대면 비즈니스 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는 한국과 싱가포르에 있어서 현 상
황은 민간 인적교류나 콘텐츠 기획 협업이 가능하다. 예컨대 다른 지역과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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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오프라인 활동이 반드시 필요한 방송영상 콘텐츠의 직접적 공동제작이나 포
맷 수출, 촬영 협조 등의 협업이 부재한 싱가포르의 경우 애니메이션, 게임, 캐
릭터 등 데이터 기반의 콘텐츠 IP를 활용하는 영역과 공동 기획 및 협업을 늘려
가는 방향을 모색해볼 수 있다. 특히 이 분야에 있어서는 산학협동 등의 형태로
인재 양성과 교육에 양국 모두 관심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계인들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 인터뷰 및 보고서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종합해볼 때, 아세안 시장에 한류콘텐츠가 진입하기 위해서 민간기업과 정
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고 시행해야 한다. 첫째, 문화콘텐츠 소비규
모가 충분히 성장하기까지 지속적인 투자 유입과 일정한 시간 인내가 요구된다
는 점에서 장기 안목을 가져야 한다. 둘째, 충분한 지역 정보에 근거하여 전략
을 세워야 한다. 예를 들어 급변하는 뉴미디어 환경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디지털 정책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베트남·말레이시
아 등지에서 외국인 투자가 엄격한 이면에는 현지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 가치,
정서 혹은 종교·문화적 관점에서 투자를 제한하거나 규제를 실시한다. 또한 동
남아시아에서는 내부 네트워크가 사업 진행에 있어 중요시되므로 신뢰할 수 있
는 현지 파트너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 등 동남아시아 시장 전반적인 사항에 대
해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상대주의적 입장과 상호호혜적인
태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드라마나 K-Pop이 상대적으
로 과도하게 상업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는데, 한국 콘텐츠가 아세안
에 진출하면서 화장품, 라면, 김과 같은 연계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것도 좋지만
경제적인 측면에 치중하여 K-패키지를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
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보다는 한국 영상콘텐츠 제작기업이 중국기업이나
아세안 기업의 PPL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는 박람회를 기획하는 발상의 전
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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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가 FGI를 통한 아세안 시장의 한류 진단
가. 전문가 인터뷰 개요
앞서 살펴본 동남아시아 국가별 해외시장의 특징과 한류콘텐츠 진출 현황과
구조를 바탕으로 현재 동남아시아 국가에 진출한 경험이 있는 기업 전문가들과
동남아시아 시장과 관계된 공공기관 전문가 및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동남
아시아 한류 시장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했다. 이들과
의 1:1 인터뷰를 통해 분야별 동남아시아 시장진출 과정의 실재와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강점과 약점, 현재 동남아시아 한류 시장에서 정부 지원 방식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한류콘텐츠가 동남아국가 콘텐츠 시장에서 경쟁력
을 갖추어야 할 부분은 어디인지, 아세안 시장에서 한류콘텐츠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될 방향은 무엇인지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전문가 인터뷰 중 민간기업 관계자는 한류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장르별로
나누어 웹툰, TV 방송 예능, TV 방송 드라마, 숏폼(웹드라마), 영화, 음악 등으
로 세부 분야를 구분하였고, 연계 사업으로서 플랫폼 영역과 마케팅 커머스 영
역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인터뷰의 자문내용들은 각 사례 국가와 본문내용에
반영되어 있으며 아래 분석에서는 기업 인터뷰를 중심으로 제시했다.

표 4-1. 전문가 심층 인터뷰 명단
구분

합계

관계자 소속

국제기구 및 공공기관

4인

한-아세안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기업 및 현장 관계자

9인

연구자

5인

CJ ENM, 재담미디어, 와이낫미디어, SM 엔터테인먼트, SBS,
Take2, CnM 미디어
아세안 연구자 및 한류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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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전문가 심층 인터뷰 진행 일정
전문가
(interviewee)

방식

인터뷰 진행 날짜

소속 분류(분야)

전문가 A

대면

2021. 1. 7.

기업 현장 전문가(웹드라마)

전문가 B

대면

2021. 1. 11.

국제기구 공공기관

전문가 C

대면

2021. 1. 12.

기업 현장 전문가(웹툰)

전문가 D

온라인(zoom)

2021. 1. 13.

기업 현장 전문가(방송)

전문가 E

온라인(zoom)

2021. 1. 13.

기업 현장 전문가(K-Pop)

전문가 F

대면

2021. 1. 14.

기업 현장 전문가(숏폼)

전문가 G

온라인(zoom)

2021. 1. 15.

국제기구 공공기관

전문가 H

온라인(zoom)

2021. 1. 19.

기업 현장 전문가(방송/드라마)

전문가 I

온라인(zoom)

2021. 1. 21.

국제기구 공공기관

전문가 J

대면

2021. 1. 22.

국제기구 공공기관

전문가 K

서면

2021. 1. 23.

기업 현장 전문가(영화)

전문가 L

온라인(zoom)

2021. 1. 23.

에이전시

전문가 M

서면

2021. 1. 23.

연구자

전문가 N

서면

2021. 1. 23.

연구자

전문가 O

온라인(zoom)

2021. 2. 6.

연구자

전문가 P

온라인(zoom)

2021. 2. 6.

연구자

전문가 Q

온라인(zoom)

2021. 2. 6.

연구자

나. 지역별·장르별 분석 결과
1) 아세안 지역의 잠재성과 한계

아세안 시장에 진출하는 한류콘텐츠 기업들이 아세안 지역의 한류콘텐츠 시
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대부분 긍정적이다. 한류콘텐츠에 대한 선호와 충성도가
매우 높고 2차 연계산업으로서의 시장도 잠재성이 있다고 보았다. 동남아 시장
에 진출해 있는 한류콘텐츠 대기업의 인터뷰나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대부분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동남아시아 소비자를 대상으로 드라마나 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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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획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동남아 시장은 잠재성을 높게 평가받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소비자 반응도 평가하는 시스템이 있다.
주요 소비층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를 살펴보면, 시기별로 다른 한국 콘텐츠
가 유행할 수는 있지만 다양한 한국 콘텐츠와 소비재가 현지에서 유통되고 있
으며, 대중의 인지도와 호감도가 높다고 평가된다. 일본에서 나타났던 혐한과
같은 분위기는 동남아시아에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거의 전무하다고 할 만큼
한류의 인기가 높게 인식됐다. 다만 종교나 관습의 차이, 문화적 할인에 따른
오해를 살 만한 요소들은 콘텐츠에서 배제될 필요가 있다.

표 4-3. 아세안 지역의 잠재성과 한계 관련 전문가 인터뷰 내용
구분

전문가 인터뷰 내용
동남아 시장에서는 한류콘텐츠의 수준이 높다고 판단하여 유튜브를 통해
한류콘텐츠를 많이 접하는 것 같다. 특히 Z세대는 직관적이라 의미 부여

전문가 A

동남아 시장 도 덜하고 문화도 보편화되어서 쉽게 우리 문화와 작품을 받아들인다. 몇
작품은 방영하기 전에 이미 동남아 7개국과 일본, 북남미에 팔렸다. 유튜
브 외국인 댓글은 30% 이상이 외국인이다.
동남아시아가 주요 시장은 아니지만 관심이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태

전문가 C

동남아 시장

국, 베트남이 현재 고려 중이나 아직 시장규모 자체가 크지 않다. 말레이
시아도 괜찮을 거 같은데 아직 많이 진출을 안 한 상황이라 생각 중이다.
다만 잠재력은 크지만 콘텐츠 단가가 아직 높지 않다.
태국, 인도네시아 팬들이 한국 아티스트에 관심이 아주 높다. 인구도 많
고, 평균 연령도 낮기에 시장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했다. 베트남도 평균

전문가 E

동남아 시장 연령이 낮아서 거점을 잡은 것도 있다. 유튜브에서도 SM 콘텐츠에 관심
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 국가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이며, 태국과 인
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의 테스트베드 국가 역할을 한다.
동남아 시장성에 대해서는 좋게 보고 있다. 우선 경제가 성장하는 점이
다. 광고시장이 커지고 있고 지역 OTT하는 곳이 투자를 많이 받는 편이

전문가 H

동남아 시장

다. 동남아 시장은 아직 회당 1만 달러가 안 되는 나라가 많지만 좋아지
고 있다고 평가하며, 한류가 금방 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에 장
기적인 관점에서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태국회사가 OTT를 하
면서 볼륨이 커지는 것이 좋은 사인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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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계속
구분

전문가 인터뷰 내용
동남아가 좋은 건 한국 드라마가 그 나라 드라마보다 인기가 많아서다.
그래서 꾸준히 다 팔리고 있다. 미니 시리즈는 안 팔리는 나라가 없다.

전문가 H

동남아 시장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 드라마가 일본을 제외하고 여전히 다 팔린다. 심지
어 동남아에서는 자국 콘텐츠보다 한국 콘텐츠가 인기가 많을 정도이며,
그 나라 지상파 프라임 타임에 한국 드라마를 방영한다. 그 정도로 한류
가 인기가 많은 안정적인 시장이다.

전문가 K

혐한

혐함은 없다고 판단한다. 오히려 비슷한 역사를 공유하는 국가의 관객은
한국인이 느끼는 정서에 공감하는 편이다.

그러나 아세안 지역에서의 한류콘텐츠 기업이 활동하는 데 있어 유럽과 북
미, 일본 등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역 상대 파트너로서의 불확실성이 높고
지적재산권이 보호되지 않는 점은 교류의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2) 웹툰

웹툰 분야는 2003년과 2004년에 다음과 네이버가 각각 웹툰을 자사 인터넷
포털에 게재하기 시작하면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국제적으로도 프랑스 앙굴
렘 국제만화페스티벌에 한국이 주빈국으로 초청되면서 해외 진출이 본격화되
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 만
화가 인기를 끌고 있어서 해당 지역에 웹툰이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웹툰 시장은 2010년 이후, 새로운 웹툰 플랫폼과 에이전시들이 등
장하면서 확대되었다. 현재 누룩미디어, 와이랩, 재담미디어, 케이코믹스 등 다
양한 에이전시가 활동하고 있으며, 코미카엔터테인먼트, 네이버, 다음을 선두
로 레진코믹스와 같은 전문 웹툰 업체들이 해외에 진출하였다. 최근 전문 에이
전시 혹은 웹툰 플랫폼을 중심으로 판권 판매와 로열티 지불 형식의 해외진출
이 활발히 형성되고 있으며, OSMU 방식이 증가하면서 전문 에이전시가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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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발굴하여 웹툰을 유통하는 단순한 매개역할에 그치지 않고 활동 영역이 세
분화·전문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캐릭터 사업으로의 확장, 드라마·영화 제작
사와 스토리텔링의 확대 등 다방면으로 성장하는 추세이다.
웹툰의 경우, 정부지원 해외진출의 효과가 잘 드러나는 영역이다. 아세안 시
장에 진출하는 웹툰은 주로 에이전시, 직영 플랫폼,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만화
협회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정부지원의 경우,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SICAF), 부천국제만화축제(BICOF),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가 주관하는 카툰커넥션이나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이 주관하는 한국만
화홍보관과 같은 ‘전문 마켓’지원으로 형성되고 이는 아세아 국가를 비롯한 해
외에 진출하는 좋은 통로로 작동한다. 이외에도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국내 웹
툰 플랫폼이 해외 현지시장에 진출하게 되는데, 국내 대형 포털의 주요 사업자가
해외시장에 직접 진출하기 때문에 웹툰 창작자의 해외진출이 보다 용이하다.
또한 글로벌하게 한국만화의 위상을 높이는 효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
럼 웹툰의 경우 간접 진출 방식으로 플랫폼을 통해 동남아 국가들에 진입하므
로 해외 현지 마켓/컨슈머 조사를 할 필요성이 낮은 편이다. 해외 현지 플랫폼
에서 자막과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에 저해되는 부분이 문제
로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현지 에이전시에서 고려하여 진행한다.

표 4-4. 웹툰 전문가 인터뷰 내용
구분

주제

전문가 인터뷰 내용
현지 플랫폼에서 연락이 왔다. 계기가 되는 것은 콘텐츠 글로벌화를 위
한 지원사업이 많다. (케이콘텐츠엑스포, 케이스토리인도네시아, 케이스
토리태국, 케이콘텐츠엑스포베트남-하노이 등) 이런 행사 현장에서 ‘우

동남아
전문가 C

리 웹툰이 이런 거다.’ 소개할 수 있는 세일즈가 많다. 콘텐츠 소개 자

진출

료 등을 만들어서 현지에서 IP에 대한 피칭도 하고 네트워킹할 수 있

접근방식

다. 코트라, 만화영상진흥원, SBS,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해서 한다. 네트워킹이 되거나 계약 이후에는 주요 작품들을 50~100
작품 선정한 리스트를 카탈로그(작품소개서)로 만들어서 해마다 배포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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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계속
구분

주제

전문가 인터뷰 내용
동남아만을 위한 마케팅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2015~16년

전문가 C

동남아 시장
전략1

부터 수출이 활성화되면서 행사들이 활발해졌고 콘텐츠 글로벌 정책에서
웹툰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조상 혜택을 많이 보았다.
제작도 수월하며, 현지화도 언어만 바꾸면 현지화 버전으로 작업이 쉬워
서 수출이 용이한 부분이 있다.
현지에 좋은 작품을 거는 것, 행사를 통해 알리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
다. 직접적인 마케팅은 플랫폼에서 많이 하고 본 제작사는 제안을 하는
정도이다. 직접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기보다는 국내의 플랫폼을 통해서

전문가 C

동남아 시장

나가는 게 손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웹툰은 어쨌거나 플

전략2

랫폼, 창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직접 플랫폼을 운영하지 않는 한 현
지 플랫폼과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글로벌팀이 현지 플랫폼과 계속
교류하면서 계약을 해나가고 그다음에는 플랫폼 마케팅에 제안을 하는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전문가 C

동남아

현지 플랫폼을 통해서 동남아시아 시민들은 한국의 웹툰을 접하게 된다.

한국 웹툰

네이버는 직접 나가 있고, 인도네시아 플랫폼은 카카오가 인수하였다.

동향

태국의 경우 코미코라는 플랫폼이 있다.
현재 해외 작가 발굴은 하고 있지 않으며, 한국에서도 인기 있는 작품

전문가 C

현지화

이 현지에서도 인기 있는 경우가 대다수(90% 넘음)이다. 따라서 기존작
가의 인지도보다도 신인작가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지역마다 큰 장르별 선호도는 느끼지 못하고 있다. 웹툰 수용자들이 동
남아 특성이라기보다 플랫폼 유저 특성에 따라 다르다고 본다. 동남아시
아 웹툰 타깃도 국내와 비슷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로판(로맨

전문가 C

동남아

틱 판타지)이 인기 있으면 해외에서도 인기가 있다. 해외라고 해서 다른

지역에서의

선호 장르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 대다수 국내 선호가 해외와 같이 움

웹툰 선호도

직이는 듯하다. 독자성향이 어느 정도 비슷하고 현지 독특한 규제가 있
어서 지역에 따라 수출 가능한 나라가 있고 아닌 나라가 있기도 하다.
굳이 구분하자면 제일 편한 건 로맨스 판타지 장르이며, 정치 성향이
강하거나 세계관이 어려운 건 해외에서 별로 수요가 없다.

전문가 C
전문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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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분석
번역

동남아 팬들은 웹툰 플랫폼의 댓글을 통해 확인한다. 별도의 수요조사를
직접 하지는 않지만 플랫폼에서 랭킹조사나 장르 인기도 등을 참고하고
있다.
번역은 현지 플랫폼에 맡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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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계속
구분

주제

전문가 인터뷰 내용
웹툰이 통상 100화를 넘어가므로 우선 제작사에서 필터링을 하여 해당
국가의 가이드라인을 보고 콘텐츠를 선별한다. 이후에는 현지 업체에서
필터링을 담당한다. 초기에는 현지 업체에서 먼저 필터링하여 현지화해
서 바꾸거나 삭제하는 사례들이 있었으나 지금은 경험치를 통해 많이

전문가 C

문화적 차이로 안정화되어서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다. 웹툰이 동남아에서 아직까지 상
인한 쟁점

대적으로 파급력이 강하지 않고, 인도네시아에서는 플랫폼 자체가 약간
선정적이라 하여 플랫폼 자체가 내려가서 작품까지도 보이지 않게 되는
사례들이 있다. 다른 업체에서 견제해서 일부러 신고해서 이슈를 만드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그러나 작품이 문제를 일으켜 큰 문제가 되는 경
우는 없었다.

3) 숏폼(short-form): 웹드라마

웹드라마는 일상화된 모바일 환경 및 플랫폼 다양화와 더불어 이동 중이거나
시간이 날 때 틈틈이 부담없이 시청할 수 있는 1~10분 미만의 짧은 영상 콘텐츠
를 의미한다.601) 영상 기반 스토리텔링 콘텐츠라는 드라마 형식을 지니지만 기
존 TV 드라마가 갖는 생산-유통-소비체제와는 구분된다. TV 드라마가 채널사
업자 위주로 제작되는 것과 달리 웹드라마는 여러 목적에 따라 기업과 정부기
관, 개인, 플랫폼 사업자 등으로 제작 주체가 다원화되어 있다. 드라마의 소재와
장르 측면에서도 TV 드라마가 흥행성이 높은 로맨스와 가족 드라마 제작에 주
력하는 반면, 웹드라마는 로맨스, SF, 판타지, 미스터리 등 비교적 다양하다.
한국의 웹드라마는 기존 TV 드라마에 종속된 형태가 아닌 독립적인 콘텐츠
로서 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피드백을 통해 웹드라마 텍스트의 범위를 확
장시켜왔다. 웹툰에서처럼 에피소드 동영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콘텐츠를 다양
하게 확장시키는 게 특징이다. 또한 모바일 디바이스와 이동성에 최적화된 콘
텐츠로 틱톡(TikTok), 퀴비(Quibi)와 같은 숏폼 콘텐츠 플랫폼의 인기를 가져
601) 한국콘텐츠진흥원(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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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을 뿐만 아니라 기존 플랫폼 및 SNS 사업자인 유튜브, 트위터는 물론, 기존
콘텐츠 사업자인 방송국 및 영상제작업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흐름이다. 이
러한 점에서 동남아 시장은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숏폼에
최적화된 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 동남아에 진출한 ‘와이낫미디어’에서도 유튜
브를 통한 조회 수가 높아서 동남아 시장에서 먼저 수입을 제안했다. 이후 동남
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초기에는 수익성을 포기하고 접근하기도 했지만 불확
실성으로 말미암아 적극적인 진출은 어려웠다. 웹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미디어기업과 협업을 이루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 카카오 TV, 네이버 등 기존 모바일 및 인터넷 사업자도 높은 모바일 접근
성과 더불어 숏폼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콘텐츠 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의 경계, 콘텐츠 생산자와 콘텐츠 소비자의 경계를 한층 모호하
게 만드는 데에 그 중심에 놓여 있는 콘텐츠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표 4-5. 웹드라마 전문가 인터뷰 내용
구분

주제

전문가 인터뷰 내용
한류콘텐츠의 수준이 높다고 판단하여 동남아시아에서 유튜브를 통해
많이들 보는 것 같다. 동남아시아에서 특히 Z세대는 문화에 대한 장

전문가 A

동남아

벽이 없어졌고 실시간으로 문화를 수용해서 스타를 기용하지 않았음

시장에서의

에도 우리 웹드라마 작품들이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됐다. 모든 채널

한류콘텐츠

에 콘텐츠를 편성해서 업로드하는 형태로 홍보와 광고를 진행한다.
스타 작가나 PD가 아니지만 규모가 작은 제작물을 많이 업로드해서
팬덤을 쌓아간다. 집단 창작을 통해 동 세대들에게 작품을 어필한다.
동남아시아 진출은 사후 유통을 통해 형성된다. 방영하고 성적이 괜
찮으면 해외에서 선택을 받아 사가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초기 해외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무료로 몇 작품을 배포했

전문가 A

동남아

었다. 유튜브에서 우리 것을 많이 보다가 태국의 true vision이라는

진출

케이블 회사에 우리 콘텐츠를 납품했다. 그전에 인도네시아에서 통신

-

사가 OTT 플랫폼을 냈었고, 거기다 몇 작품을 제공했다. 그때 조회

접근방식1

수가 잘 나와서 동남아권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다가 태국에 패키지
로 판매했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에도 판매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남아권은 텐센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도 IFlix에 포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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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계속
구분

주제

전문가 인터뷰 내용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협업은 주로 판권 사업을 위주로 진행된다. 동
남아시아와의 사업구조가 스타를 기용하는 경우에만 선투자, 선판매
되는 경우가 많고 이외에는 수요에 대한 증명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
문에 유튜브 조회 수와 같이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

동남아
전문가 A

진출
접근방식2

된다. 또한 이러한 경우 동남아시아 대기업과 계약관계를 맺는 형태
가 다수이고 계약구조상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지 않다. 우리가
윙스 그룹하고 협업했고, 제안하고 공동제작하는 모델도 계속 연구하
고 있고 협의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세안 국가들에서 관심을 받는
경우, 대다수 대기업에 속한다. true vision, Genflix(인도네시아 시
나르마스는 대표적 재벌 기업) 등 재벌 기업이라서 계약구조에서 우
리가 선택할 수는 없다. 완전 을이다. 그리고 공동제작을 원작으로 하
기에는 문화적 차이가 크다고 생각한다. Gojek Goplay라는 플랫폼과
도 논의는 하지만 공동제작 차원에서 형성이 되지는 않는다.
최근에는 일본, 중국 비중이 높아져서 인도네시아의 비중이 높지 않

전문가 A

동남아
시장성

다. 시장도 유사하다. (지금은 일본, 중국 쪽에 대한 기대가 높다.) 왜
냐하면 동남아시아는 조회 수나 view 수의 이득이 있고 인구도 많고
우리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 크고 팬덤이 형성되어 있지만, 자산화시
킬 수 있는 비지니스는 약하다.

4) 방송: 드라마·예능

드라마와 예능은 한류를 이끄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드라마가 한류 초
기를 대표하는 방송 프로그램이었던 반면, 예능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본
격적으로 방송 한류의 한 축으로 등장하여 한국 예능만이 갖는 독특한 색깔로
호응을 얻고 있으며 포맷 수출을 통한 현지화 형태로 동남아시아 시장을 공략
하고 있다. 또한 아세안 시장에서 드라마 장르는 게임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수
익을 창출하고 있는 장르이다. 최근 글로벌 OTT 시장을 맞이하여 넥플릭스와
같은 기업 주체들은 양질의 한류콘텐츠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아시아 시장을 공
략하는 추세를 보였고, 이러한 글로벌 OTT 기업들의 공격적인 자본투자로 인
하여 한류콘텐츠의 대규모 제작 환경은 동남아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양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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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을 지니고 있다. 화려한 제작과 흥미로운 소재, 글로벌 스타를 기용하여 동
남아시아 주요 시장에서 절대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제작비
용의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공동제작이나
협업을 계약하기에는 수익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쪽의 일방적 콘텐
츠 소비가 아닌 동남아시아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미래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유
지하기 위한 협업에 대한 모색이 시장적 측면에서 형성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표 4-6. 드라마·예능 전문가 인터뷰 내용
구분
전문가 D

주제

전문가 인터뷰 내용

동남아

<런닝맨>은 태국 편부터 동남아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 구성이 큰

진출

게임이나 스토리-플롯 위주가 반응이 좋았다. 현재까지 동남아시아에

현황1

서의 반응은 여전히 좋은 편이다.
CJ ENM은 글로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은 내수시장이 작기
때문에 해외로 진출하려고 한다. (그런 면에서 동남아 시장은 의미가

전문가 H

동남아

있다.) 태국은 우리에게 제안을 해줘서 4년 전에 드라마 위주의 JB를

진출

설립했고, 싱가포르는 tvN 무비스(영화), tvN 아시아(예능)라는 아시

현황2

아 지역 채널 두 개를 운영한다. 베트남은 제일제당에서 먼저 개척하
면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들어갔지만, 베트남 사무소는 손해를 보
고 접었다.
첫째는 참여하는 인물들의 캐릭터가 명확하다. (유재석-유르스윌리스,

동남아
전문가 D

시장에서
한류콘텐츠의
차별성1

김종국-능력자, 이광수-배신, 지석진-꼼수 등) 캐릭터 놀이가 재미있
고 스토리 만들기 좋다. 둘째는 예능 진행 형식(포맷)이다. 야외 버라
이어티라는 포맷은 동남아에서는 없었던 예능 방식으로 야외에 나가
서 게임을 하고 뒹굴고 하는 것이 드물다. 셋째는 색다른 예능 연출
방식이다. 베트남 런닝맨에서는 한국에서 식상했던 게임도 현지에서는
인기가 있으며 편집 스타일도 새롭게 받아들인다.
현지 문화에서 연예인은 ‘신적인 존재’로 받아들인다고 한다. 연예인

동남아
전문가 D

시장에서
한류콘텐츠의
차별성2

은 우아하고 멋있는 부분을 보여줘야 하는 사람인데, 런닝맨은 연예
인이 망가지고 깨지는 인간적인 모습이 있다. 문화적 격차가 생겨서
색다른 모습을 만드는 것. 이게 새로운 화면을 보니까 현지에서 열광
하는 부분이다. 기술적인 부분도 이점이 있었는데 안전하게 촬영할
수 있는 기술, 편집 기술 같은 부분이 현지보다는 강점이 있다. 캐릭
터 구축을 위해서 편집 기술을 활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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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계속
구분

주제

전문가 인터뷰 내용
태국 채널에서 협력회사를 만들어서 3~4개 작품 만드는 중이다. 현재
3년 정도 작업을 같이 했다. 드라마 위주로 했는데 넷플릭스 판매 권

전문가 H

동남아 협업

리는 CJ가 가져와서 이익을 보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금융까지 공동제
작했다. 예를 들어 드라마 <Forever young>을 찍어서 공동제작하는
중이다. 싱가포르는 정부에서 펀딩(IMDA)이 있다. 세금 혜택이나 펀딩
을 많이 준다. 펀딩으로 미디어 회사에 혜택을 많이 주는 편이다.
한국 드라마 제작규모가 커져서 제작비용도 매우 높아졌다. 때문에
공동제작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상호 간에 관심은 있지만, 동남아 국
가들은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고 한국도 정부지원이 없으면 실질적인

전문가 H

동남아 시장
수익성1

이윤을 남기기 어려우므로 참여하기 어렵다. 현지 제작사를 인수해서
현지 제작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형태이고 이전 유럽 기업들이
그렇게 했지만, 현재 유럽 기업도 판권만 팔고 더 이상 그렇게 진행
을 안 한다. 해당 기업들에 대한 신뢰가 낮고, 동남아 국가들은 투자
마인드가 높지 않고 저작권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유통으로 이윤을
남기기 어렵다.
드라마가 메인 스트림 시장으로 한류 드라마가 가장 수익을 많이 낸

전문가 H

동남아 시장

다. 포맷 형태도 2차 저작권이지만 저작권 자체가 돈을 버는 수준은

수익성2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드라마·예능과 연계하여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
는데, 큰 수익을 낳지는 못한다.

전문가 H

수용자 분석

드라마를 글로벌 OTT로 갈지, 지역으로 나눠서 팔지, 가장 많이 돈
을 주는 지역으로 판매하는 구조를 갖으며 수용자 분석은 한다.

5) 영화

동남아 시장의 영화영역 진출은 초기부터 활발히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전
문가 인터뷰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부터 친숙해진 한류 배우들이 출연하여
선택 범위를 넓혔고, 유수 해외영화제 초대 및 수상 등이 동남아 시장에서 ‘K무
비’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큰 요인들로 작용했다고 평가한다. 국가별로 보면, 6
개국 모두 기본적으로 스케일이 크고 한류 스타가 주연하는 영화를 우선적으로
선호하는 편이지만 베트남·태국·싱가포르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본 공식을
벗어나서 강한 스토리텔링과 연출력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영화’에 전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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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 영화제작을 알리는 보도기사가 나올 경우,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바이어들이 먼저 해당 영화의 촬영, 개봉, 판매 시작 시점
을 문의한다. 이는 그만큼 몇 개월 혹은 몇 년 전부터 동남아 시장 내에서 해당
영화의 개봉을 준비하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콘텐츠로서의 영화
작품 진출에 그치지 않고 CGV, 롯데시네마 영화관과 같은 인프라가 동남아시
아 주요 국가들에 입점해 있다. 이러한 환경은 자연히 한국영화가 이전보다 더
많이 유통될 수 있는 구조로 이어지고 곧 해당 지역의 한류 영화콘텐츠 소비 증
가와 이어진다. 예를 들어 베트남의 경우 한국기업이 진출하면서 영화소비인구
가 성장하는 추세를 보였고 2015년에 비해 2019년 영화 극장 수도 2배 이상
증가했다.602) 영화의 경우도 방송과 유사하게 한국의 투자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공동제작보다는 리메이크 형태가 많은 편이다. 그러나 동남아시아
상대국에 대한 직간접적인 투자도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최근 롯데시네마
가 베트남에서 로컬 영화를 제작하고 투자하면서 아세안 지역에서 한국 영화산
업에 대한 저변 확대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간영역
에서의 협업이 다른 영역보다 두드러지며 정부 간 협력도 최근 이뤄지고 있다.
다만 영화 영역은 최근 드라마에서처럼 글로벌 OTT 변화와 코로나19와 맞
물려 국내외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제작 측면에서도 국내를 비롯하여 전 세
계적으로 영화제작이 중단되거나 지연되었고 유통에서도 OTT나 온라인 플랫
폼에서 영화를 개봉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극장 매출액이 급감하고 영화산업
의 투자 약화로 이어지는 현상이다. 한국영화진흥원(2021a)에 따르면 2020년
11월까지 영화 수출 총액은 약 292억 원으로 기술서비스 수출 약 27억 원, 장
비 약 5억 원, 로케이션 유치 70억 원 정도를 추정하여 대략 394억 원으로, 이
는 2019년 해외 매출의 50% 이하 수준에 그쳤다고 한다. 동남아시아 시장도
예외없이 유사하다.603) 코로나로 인해 동남아시아 6개국 모두 일정 기간 이동

602) 김시균(2019. 4. 19).
603) 한국영화진흥원(202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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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령 혹은 극장 운영 제한 기간이 시행되었고 극장 운영, 영화 배급, 영화 소
비 형식의 변화로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영화 수출도 단순히 극장 개봉
으로 시작되는 전통적인 윈도우를 무조건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영화의 특성 및
각 국가별 상황에 맞게 배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비대면 관람이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구작 판매 활성화 혹은 해당 지역의 케이블이나 공중파
에서 한국영화에 대한 수요를 높이는 형태가 될 수 있다.

표 4-7. 영화 전문가 인터뷰 내용
구분

주제

전문가 인터뷰 내용
오랜 기간 동안 한류콘텐츠 및 K뷰티, K푸드 등을 접해온 국가로 한
국문화에 익숙한 인구가 많다. K문화에 익숙한 팬층이 SNS 및 다양

전문가 K

동남아 시장

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소비를 확대했기 때문에 요즘은 영화 제
작을 알리는 보도기사가 나오면 바이어들이 먼저 해당 영화의 촬영,
개봉, 판매 시작 시점을 문의하는 등 소비가 규정되어 있는 편이다.
CJ CGV는 2011년 7월 현지 1위 멀티플렉스인 ‘메가스타’를 인수하

전문가 K

동남아 진출

며 베트남 극장시장에 진출했고, 베트남 전국 180여 개 극장 중 CJ

-

CGV가 약 80개를 차지하고 있다. 기존 할리우드 영화가 85~90%

접근방식

점유율을 차지했지만, 영화 <퀵>을 시작으로 당사 라인업을 직접 배급
하며 한국영화에 대한 편성을 크게 높였다.

전문가 K

동남아

국가별로 보면, 6개국 모두 기본적으로 스케일이 크고 한류 스타가

지역에서의

주연하는 영화를 우선적으로 선호하는 편이지만 베트남·태국·싱가포르

한국영화

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본 공식을 벗어나서 강한 스토리텔링과 연

선호도1

출력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영화’에 전반적으로 큰 관심을 갖는다.
동남아 타깃층이 예전에 비해 다양해졌다. 예전에는 배우 자체에 포

전문가 K

동남아

커스를 맞춰서 판매를 진행했다면 지금은 영화의 장르 세련된 연출

지역에서의

방식, 재밌는 소재 등을 셀링 포인트로 한다. <군함도>, <백두산> 등

한국영화

과 같은 영화도 현지에서 주연배우(송중기, 하정우, 이병헌 등) 팬덤

선호도2

만을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액션,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2040 남
성들까지도 넓게 공략하고 있다. 이는 현지 박스오피스에도 반영된다.
동남아 관객들은 한국의 유행과 소식에 민감한 편이고 SNS를 통한

전문가 K

동남아 시장

전달(word of mouth)도 빠른 편이다. 그만큼 불법 복제물이 나오기

전략

시작하면 합법적 소비가 줄어든다. 그래서 한국에서 반응이 올 때 합
법적으로 볼 수 있도록 출시 일정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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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계속
구분

주제

전문가 인터뷰 내용
한국문화에 상당히 익숙하기 때문에 배우나 소재에 대해 배경설명이
없어도 이해력이 빠른 편이다. 일본과 비교했을 때에는 연령층이 젊
기 때문에 신규 콘텐츠나 신예 스타에 대한 정보력도 빠르다. 개별

전문가 K

동남아 지역별
수용자 선호도

국가로 보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경우 최대한 오락적
인 장르(공포, 액션, 재난)를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 관객에게 생각을
필요로 하는 영화보다는 최대한 즐길 수 있는 영화를 좋아하는 편,
싱가포르나 태국은 오락영화도 좋지만 전반적인 프로덕션 퀄리티가
높은 영화에도 반응, 베트남은 텐트폴 영화는 물론 웰메이드 로맨스
나 스토리텔링이 강한 가족영화에 대한 수요가 크다.
영화 내용 중 종교, 오컬트 등의 소재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

전문가 K

문화적 갈등

트남 같은 국가에서는 보수적으로 보거나 검열 대상이 될 수 있어서
해당 국가에서 판매를 어렵게 할 수 있지만 갈등으로 이어지거나 하
지는 않았다.

6) K-Pop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결과에서 한국과 연상되는 이미지 1위로
‘K-Pop’을 꼽을 만큼 K-Pop은 한류콘텐츠의 대표적인 영역이다.604) 한국방
문과 제품구매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고 있으며 유튜브 영상 조회 수 증가
를 비롯한 해외 음원 매출에서도 K-Pop의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최근
BTS의 팬덤이 주목을 받으면서 팬덤에 대한 위상과 역할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음악산업의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경로는 주로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통해서 진행되어왔다. K-Pop은 타 분야에 비해 비교적 민간기업의 노력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분야로, 기획사들은 소속 아티스트의 해외 진출을 위해
각 회사에 맞는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최근에는 현지지사를 설립하여 보
다 적합한 전략을 모색하는 추세이다.

604) 유성만(20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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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진출을 시기별로 점검해보면 다음과 같다. NRG, HOT 등 90년대 한
류 1세대 때에도 태국에서 한류가 진행되었지만 동남아 시장에서 K-Pop 소비
가 확대된 시기는 2000년대 중반이다. 동방신기, 슈퍼주니어가 중심이 되어 현
지기업과 협업하거나 오프라인 공연, 사인회 등의 프로모션 형태로 진출이 이
뤄졌다. 동남아 시장성을 확인하면서 해외 멤버를 영입하는 현지화 전략이 전
개되었고, 유통에서 유튜브를 사용하면서 2000년대 후반에는 비스트, 소녀시
대, 원더걸스, 비, 세븐 등이 동남아 시장에서 크게 인기를 얻었다. 모바일이 활
성화되고 소셜미디어가 중심이 되면서 K-Pop 기획사는 소비자, 수용자들을
인식하고 유튜브 공식채널을 개설하게 된다. 2010년대 이후에는 해외시장에
서 동시발매 전략을 활용하고 소셜 플랫폼을 관리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처럼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국가 소속의 아티스트를 영입하거나
현지사무소 법인을 세우거나 현지 파트너를 체결하는 형태는 현재 일반적이다.
SM의 경우 태국, 베트남에 사업 거점을 두고 있으며 2020년 인도네시아, 베트
남 현지 사무소를 진행 중이고 싱가포르와도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K-Pop은 해외진출 성공사례로 꼽히는 대표적인 분야로서 주로 온라인 음
원시장과 유튜브를 통하여 콘텐츠 해외 유통이 이뤄지고 있으며, 아세안 시장
도 다르지 않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기업들은 동남아 시장에 대한 잠재성을 높
이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현지 멤버를 영입하는 기획이 형성되었고
이후에는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현지기업과 협업하는 형태로 진화하게 된다. 현
지 법인을 통해 해외진출 사업을 조율하는 등 직접투자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
이다. 2010년대 이후에는 현지합작전략과 기술전략이 합세되어 나타나는 추
세를 보이고 있다.

[K-Pop 유통경로: ① 해외 현지 법인 ② 해외 유통회사 ③ 아이튠즈와 유튜
브 같은 해외 플랫폼 ④ V앱과 같은 국내 플랫폼 ⑤ 국내 에이전시를 통한 콘서
트, 해외진출 ⑥ 해외유통회사 직접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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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K-Pop 팬들은 기획사가 진행하는 프로모션이나 사업에 참여하
거나 국내 포털사이트인 온라인 플랫폼과 커뮤니티에 참여하거나 방송사 음
악·예능 프로그램을 온라인 사이트나 유튜브를 통해 이용한다. BTS의 팬커뮤
니티가 주목받고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최근에는 팬 커뮤니티 플랫폼과 비
대면 공연이 특히 주목받고 있다.605)

표 4-8. K-Pop 전문가 인터뷰 내용
구분

주제

전문가 인터뷰 내용
태국, 인도네시아 팬들이 한국 아티스트에 관심이 아주 높다. 인구수도
많고, 평균 연령도 낮기에 시장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했다. 베트남도
평균 연령이 낮아서 거점을 잡은 것도 있다. 유튜브에서도 SM 콘텐

전문가 E

동남아 시장

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표 국가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이다.
동남아 시장에서 가치평가를 할 때 가장 우선으로 평가하는 것이 국
가 규모가 문화콘텐츠를 얼마나 소비할 수 있는지 접근했다. SM 엔
터테인먼트가 동남아에 집중해서 콘텐츠를 만들면 충분히 수익을 거
둘 수 있는 시장을 보는 중이다. 지역학적 접근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 E

동남아 진출
현황

태국은 2012년부터 같이 하고 있다. 2020년에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에 현지사무소를 열어서 진행 중이다. 싱가포르와도 추가적으로 협업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에서 협력회사를 준비하고 만들고 있다. 단
순히 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 아티스트, IP 사업만으로 성공할 가능성

전문가 E

동남아 시장
수익성1

은 거의 적다. 브랜드 마케팅, 카페 등 여러 사업을 같이 가지고 와
서 하고 싶어 한다. 초기에는 아티스트 사업만 제안했지만 음반, 유통
사업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동남아 시장에서는 5~6년 하면 아티
스트 데리고 콘서트 정도만 하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
는다. 때문에 수익에 한계가 있다.

전문가 E

동남아 시장
수익성2

동남아도 생각보다 구매력은 있다. 콘서트를 보러 온다.

605)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BTS 기획사로 유명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세계 3대 음반사 중 하나인
‘유니버설 뮤직(Universal Music)’과 미국 현지 오디션을 K-Pop 시스템과 결합해 진행할 계획과
글로벌 팬 커뮤니티 플랫폼인 ‘위버스(Weverse)’에도 합류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코로나로 맞물
려 비대면 공연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기술이 집약된 온라인 공연 실황이 확대되고 있다. ‘SM
타운 라이브’는 매년 소속 아티스트들을 모아 콘서트를 여는데 2008년부터 시작하여 북미, 유럽, 아
시아 세계 주요도시에서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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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계속
구분

주제

전문가 인터뷰 내용
합작회사를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 외국 자본을 투입해서 만들기가

전문가 E

동남아
협업

어렵기에 같이 합작회사를 만들어 진행한다. 인도네시아 경우, 플래그
십 스토어가 있다. 사업협력에서 각기 잘하는 영역을 맡아서 담당한
다. 인도네시아 내에서 SM과 사업협력을 하면 본인이 잘할 영역이
있고, SM이 잘할 영역이 있다는 걸 현지도 알고 있다.
NCT 그룹을 만들어 현지 아티스트도 참여 계획에 있다. 예를 들어

전문가 E

현지화

인도네시아는 현지 아티스트를 SM의 기술력으로 보완해서 인도네시
아 내에서는 상품성 있는 가수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전속계약을 추진
한다. 베트남도 유사하다.
나라별로 있는 건 아니고 지역별로 있는데 동남아 사업본부가 따로
있다. 동남아 사업본부를 별도로 둬서 시장을 분석하고 지사 운영에

전문가 E

동남아 시장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세워진 지는 1년 좀 넘었다. 그 전에는 엔터

수용자 분석

테인먼트 사업 전반의 사업전략부서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조사, 분석
을 했었다면 인도네시아, 베트남 법인 설립 후에는 본격적으로 운영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서 조직을 새로 만들었다.

7) 현지 에이전시 및 마케팅 커머스

가) 현지 에이전시
해외시장 진출에서 에이전시는 다양한 업무 영역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지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가 풍부해야 하며 정보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종교와 지역문화처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하고 예민한 부
분에 대해서도 예측하고 대응해야 하므로 현지 관계자와 해당 참여자인 양측을
조율할 수 있는 소통능력과 현지 활동을 지지할 수 있는 안정된 네트워킹이 요
구된다. 때문에 동남아 시장에서 현지 에이전시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계
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들의 역할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의 한류 활동의 진행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대다수 현지 에이전시들은 매개자로서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관련 분야에
개입함으로써 산업영역이 확장을 가져오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한류스타의 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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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혹은 해당 작품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부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상품을 판
매하거나 관련 관광상품을 연계하는 형태를 보인다.
정부가 직접 지원을 시행하거나 혹은 현지 사무소가 있는 대기업을 제외하
고 동남아 시장에 진출하는 대다수의 기업은 동남아시아 진출에 있어서 에이전
시를 통해 많은 일들을 진행하게 된다. 때문에 이들의 역할이 필수적이고 중요
하지만 대다수 현지 에이전시는 산업규모가 작고 역할 역시 상대적으로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비전문성을 지닌 매개인력이 구조상 다수 자리하게 된다. 실제
로 해외시장에서 매개자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동시에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입하는 초기 사업자들은 현지 에이전시에 대한 불확실성과 신뢰도에
대한 문제를 어려운 점으로 꼽고 있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따라서 동남아 시장
진출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개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현지 및 국내 모든 에이전시를 관리할 수는 없겠지만, 이들이 담당해온 역할에
대한 인식변화와 지위를 정책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에이전
시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표 4-9. 현지 에이전시 인터뷰 내용
구분
전문가 D

전문가 L

주제
해외 촬영
에이전시
에이전시
범위 및 역할

전문가 인터뷰 내용
해외에서 촬영이 있게 되면 에이전시를 통해서 확인하는 부분이 많다.
한국 에이전시와 연결해서 같이 일을 하고 현지인과 연결은 그쪽에서
담당하여 진행한다.
현지 장소와 사람들을 직접 섭외, 허가를 받고 콘서트나 행사 진행을
담당한다. 때로는 제작도 같이 하고 있으며, 유통 및 2차 수입 부분
도 포괄적으로 진행한다.
에이전시는 수익구조가 크지 않다. 해당 작품의 IP가 걸려 있기 때문

전문가 L

에이전시
수익구조

에 ‘광고를 통한 기업 협찬’ 혹은 ‘MD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더라
도 수익 배분을 나눠야 한다. 중소기업은 오히려 틱톡, 유튜브를 전문
제작하는 숏폼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지만 큰 프로그램
협업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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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계속
구분

주제

전문가 인터뷰 내용
에이전시는 현지의 인맥이 중요하다. 상황에 따라서는 짧은 기간, 2~3일

전문가 L

동남아
지역적 특색

전에도 인맥을 활용해서 일을 진행해야 할 경우도 있다. 한류 스타가 나오는
경우 이를 활용해서 대응할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한류 스타와
같은 보증이 없으면 처리가 늦기 쉽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키맨에 대한
정보가 없기에 쉽지 않다.

전문가 L

현지 네트워크

현지 관광청에서는 괜찮은 사업체의 리스트업을 가지고 있다. 양호한
업체를 확인하고 진행할 수 있다.

나) 마케팅 커머스(marketing commerce)
최근 한류콘텐츠 소비 동향을 보면 한국기업의 현지화 활동, 연계상품의 유통
촉진 등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가 크다.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신한류 진흥
정책 추진계획’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류로 연관 산업을 견인하고 연계를 강화
하여 화장품, 농·식품, 패션 등 소비재 산업 마케팅에 한류를 적극 활용하고 이를
통한 한국 제품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606) 최근 한류콘텐츠 중 드
라마, 영화, K-Pop은 관련한 제품에서 얻을 수 있는 이윤이 크기 때문에 연계상
품이라고 할 수 있는 2차 커머스 상품이 제작 초기에서부터 기획된다. 예를 들어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에서는 주인공이 운영하는 ‘단밤포차’의 ‘문어해물순두
부’를 기획해서 판매를 시도했었다. 이는 국내외 시장에서의 직접 매출로 이어지
는데 당시 태국에서 한인식당가의 순두부 판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더 킹: 영원의 군주>에서의 치킨, <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의 짬뽕 등의
제품들은 동남아 현지에서 유행하기도 했다. 일례로 예능 <전지적 참견시점>의
‘소떡소떡’ 등의 유명세는 태국 국민편의점인 세븐일레븐에서 해당 제품이 판매
되기도 했다.607) 그러나 연계상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해당 드라마·예능 작품
에 대한 인기 선호도 및 수요 예측이 어렵고 연계상품을 출시하더라도 통상 6개
월 단위의 단기계약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상품을 제작할 때 상당한
606) 문화체육관광부(2020d).
607) 방지현(2020.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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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을 안고 기획해야 한다. 더욱이 연계상품 제작은 대부분 소규모 영세기
업과 진행하게 되는데 재고에 대한 부담을 영세기업이 모두 감당해야 하는 구조
이기 때문에 인형, 액세서리 등과 같이 한정된 범위의 단발성 제품에 치우칠 수
밖에 없다. 드라마·예능과 함께 연계상품 혹은 2차 상품을 증가시키려면 제작 초
기부터 기획하고 보다 균형적인 계약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전에는 국내에
서 인기가 증명되고 난 후, 해외에 출시되어 연계상품을 준비하고 계약할 수 있
었다면 최근에는 방영 이전에 OTT를 통해서 해외보급이 확정되거나 해외에 선
판매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연계상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608)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마케팅 커머스 및 라이선싱과 관련한 개념을 다음
과 같이 정의한다. 캐릭터 라이선싱과 같이 계약된 지역에서 일정 계약 기간 동안
일정한 지급 조건으로 사용이 허락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해 생산·판매·유통·
광고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행위를 뜻한다. 한류콘텐츠와 관련된 마케팅
커머스 진행 방식이 주로 부여된 라이선싱은 원저작권자가 특정 사업자를 선정하
여 캐릭터 활용 사업에 대해 업무 대행을 의뢰하는 형태를 지니고 있어서 이들을
라이선싱 에이전트라고 칭하며,609) 앞서 언급했듯이 에이전시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표 4-10. 마케팅 커머스 인터뷰 내용
구분

주제

전문가 인터뷰 내용
드라마와 연계하여 여러 제품을 제작해 보았지만 사이즈, 재고 등을 고려해서
인형이나 액세서리 종류를 팔게 된다. 다른 시도는 <이태원클라쓰>와 작업할
때 해봤다. 당시 ‘쇼박스’에서 진행했는데 영화사라 드라마 제작을 이전에

전문가 F

연계상품

안 해서 드라마 제작구조가 아니라 spc 문화사업전문회사 유한회사를 만들었

사례

고, 그곳을 통해 계약하면 소통창구가 단일화되어 (작업이) 용이했다. 당시
주인공이 경연에서 펼치게 될 음식 품목이 본래는 카레였는데, 상품으로
만들기에는 당시 주인공 박서준이 CJ 제품을 홍보하고 있던 터라 상품으로
출시할 수 없었다.

608) 정종은, 김현경(2017).
609) 한국콘텐츠진흥원(2011b); 정종은, 김현경(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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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계속
구분

주제

전문가 인터뷰 내용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 당시 제작진과 작가 선생님에게 순두부로 변경
을 요청했고 수락되어, 해물 전문 밀키트 회사를 찾아내서 문어해물
순두부를 제품으로 팔 수 있었다. 짧은 시간 동안 업체를 선정했고
소규모 업체가 담당했었다. 드라마의 인기가 고조되고 하루에 5,000
개씩 팔렸고, 당시 원작이 ‘카카오웹툰’이었기에 카카오쇼핑에서도 제
품을 팔 수 있는 판로를 만들었으나 제품을 만드는 곳이 너무 영세하
여 밀려드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중간에 철회한 적이 있다. 제품
노출은 8~16회가 되어 하루에 5,000개씩 팔리고 재고가 부족하고
배송이 밀리기 시작하는 상황이 벌어져 포기했고 <이태원 클라쓰>가
해외로 수출되면서 다시 시도했지만 여러 여건의 제약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통상 계약 자체를 방송 후 6개월까지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짧게 계약한다. 만약 해외 수출을 염두에 두고 기획하면 좋을 것 같다.

전문가 F

연계상품
전략

시즌제로 하면서 해외형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런 차원에서 중소기업이나 마케팅에 지원사업이 들어간다면 효과적
이 될 수 있다.
마케팅에 해당되는 영역은 음악(ost)을 제외한 PPL, 가상광고, 커머
스(부가상품 판매 제작) 모두가 해당된다. 동시에 다 할 수 있는 회사

전문가 F

마케팅 영역

가 별로 없어서 다행히 그 기능을 다 갖춘 기업이 큰 작품들을 하게
되었다. 드라마는 기획부터 각 모든 단계에 참여한다. 여기에서 입지
를 다져 점차 제작사로서 접목한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꼰대인턴>을 제작했다. 방영되면서 베트남에서 연락이 오면서 수요가

전문가 F

동남아 진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드라마가 베트남에 팔리면서 상품화가 되
는 것은 여전히 가능성이 있고 파급력이 있겠구나 생각했다.
간혹 해외에서 PPL 상품의 과도한 홍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전문가 F

매개 전문성

커머셜 상품의 조율과 내용적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따라서 전문성을
가지고 노련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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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추진전략 설정
가. 지역정치역학 속에서 전략방안
1) 일방적 한류콘텐츠 소비의 우려 및 영향

한류콘텐츠 시장으로 아세안 지역은 매우 잠재성이 높고 기대가 높다고 평
가받는다. 자료를 구하는 제약성 때문에 아세안 지역에서 분석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도 한류콘텐츠 소비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한
류에 대한 소비가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구분되어 상충한다면 한류 소비 확대
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최근 2021년 2월 10일 ASEAN Studies Centre에서
ISEAS-Yusof Ishak Institute와 함께 진행한 『The State of Southeast
Asia: 2021 Survey Report』 조사에 따르면 아세안 국민들이 한류에 대해 높
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에 반해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한국
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의존도가 낮고 국제적 리더로의 활약에 대한 기대도 크
지 않아 장기적 관점에서 한류콘텐츠가 지속적인 소비를 유인하는 데 장애로
나타날 수도 있다.

표 4-11. 한국과 아세안의 영향력 조사
▶ 경제적 측면에서 ASEAN에 가장 영향력을 미칠 것 같은 국가
중국(76.3%) > 미국(7.4%) > 일본(4.4%) > EU(1.3%) > 한국(0.6%) > 인도(0.1%)
▶ 국제자유무역 어젠다와 관련 가장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는 파트너
미국(22.5%) > EU(22.2%) > 일본(15.4%) > 중국(11.4%) > 뉴질랜드(2.8%) > 호주(2.1%) >
영국(1.3%) > 한국(0.9%) > 인도(0.8%)
▶ 정치적 측면에서 ASEAN에 가장 영향력을 미칠 것 같은 국가
중국(49.1%) > 미국(20.4%) > 일본(3.2%) > EU(1.7%) > 한국(0.3%) > 인도(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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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계속
▶ 규정에 의거 리더십을 발휘하고 국제법을 지킬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은 국가
EU(32.4%) > 미국(28.6%) > 일본(10.5%) > 중국(3.6%) > 뉴질랜드(2.7%) > 호주(2.3%) > 영국
(2.1%) > 인도(0.6%) > 한국(0.4%)
▶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관계 속에서 ASEAN이 의지할 수 있는 파트너
EU(40.8%) > 일본(39.3%) > 영국(7.5%) > 인도(6.5%) > 한국(3.2%)
▶ 미국에 대한 ASEAN의 의존도가 줄어들 때 가장 의존할 수 있는 파트너
일본(36.9%) > EU(19.3%) > 중국(18.9%) > 호주(9.8%) > 인도(7.8%) > 한국(3.7%)

2) 다양한 영역에서의 상호호혜적인 협력 구축
아세안 지역은 한류콘텐츠의 주요한 시장이다.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한류콘
텐츠의 소비가 활발히 형성되는 것처럼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균형 잡힌 시선
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현실을 반영한 실용적인 지식과 그들의 문화에 관심을
갖는 태도도 필요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 대중들이 아세안 지역에 대
한 관심을 유도하고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더불
어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활발한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을 관리하
여 한류콘텐츠가 현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게끔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동시에 상호호혜적인 교류이자 실질적인 협업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영화 영역에서는 ‘한-아세안 영화기구(ARFP: ASEAN-ROK Film Partnership)’를
위해 2019년 7월 방콕, 8월 세부, 9월 부산, 12월 캄보디아에서 정부 영화 담
당기관과 전문가 등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2019년 11월 부산에서 ‘한·아세
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문’을 통해 영화제작 및 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
기로 합의하였다. 2021년 영화인 발굴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장편영화(제작비
10억 원 미만, 최소 1개국 이상 아세안 국적의 제작사와 공동제작 체결) 공동
제작에 1억 원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610) 이러한 협력방안
610) https://www.kofic.or.kr/kofic/business/prom/promotionBoardDetail.do?curPage=1&
seqNo=11172&mode=I&searchTitle=&searchContents=&searchCategoryId=&search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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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장르별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CJ 그룹을 중심으로 동남아 지역에서
문화산업과 관련한 사회적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정부가 기업의 사회적 활동
에 지원을 하고, 기업은 동남아 지역의 시민들과의 접촉을 통해 기업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강화하고, 동남아 지역의 산업 혹은 시민들은 실질적인 문화산업
교육을 통해 문화산업 역량을 강화하는 상생의 효과를 유인할 수 있다.

나. 한류콘텐츠 시장 확대를 위한 방안
동남아시아에서 한류콘텐츠 저변 확대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지적한다면,
‘창의적인 양질의 콘텐츠’와 ‘글로벌 아티스트/스타’가 참여한 작품으로 축약
된다. 무엇보다 동남아 시장에서의 관건은 작품의 구성요소에서 ‘한류 스타/아
티스트’ 배우나 가수의 매력도가 동남아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
며 이들을 중심으로 수출, 시장진입이 형성된다. 그러나 지속적인 한류 소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아닌 ‘한류콘텐츠’ 브랜드 가치가 형성되어야 한다.
소위 말해서 ‘미드’가 특정 개인이 출현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작품성을 담보하
는 신뢰도가 담겨 있고, 특정 유형만이 아닌 다양한 형태로 소비되듯이, 한국의
콘텐츠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
한 영화는 콘텐츠의 글로벌한 위상 증가, 작품의 흥행과 더불어 영화관이라는
인프라 구축으로 이전보다 다양한 소비형태가 이뤄지고 있다. 한류 드라마도
OTT를 통해 다양한 소재와 형태로 보급되면서 장르물이나 스타 출연에서 좀
더 자유로운 소비로 확장되는 추세를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주목받은 한류 예능의 경우, 동남아 시장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창의적인 내
용으로 인기를 끌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볼 때,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는 여
전히 ‘글로벌 아티스트/스타’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한
류콘텐츠라는 브랜드 가치 자체를 높여야 함을 알 수 있다.
lectBox=title&search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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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 한류콘텐츠의 생태계가 창의적인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한류콘텐츠의 내실화, 양질의 콘텐
츠를 위해서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생산하는 기획사를 키우고 그들의 생산물로
브랜드를 부각시키는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이러한 가치들이 상승
효과를 내서 선순환구조 구축을 가능하게 한다. <런닝맨>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존과 다른 창의적인 작품이 완성도 있게 선보일 때, 예상하지 못한
인기도 부가할 수 있다.

1) IP 확보를 위한 한류 선순환구조 확립

한류의 글로벌한 인기와는 달리 국내 문화산업의 대다수가 영세한 기업으로
존재한다. 현재의 국내 문화산업 시장은 시장규모가 작고 창작자와 제작자가
영세한 구조적인 취약점을 지니고 있어서 실제 정부정책과는 달리 분야별·영
역별 특색에 따라 해외진출에 제한점을 지닌다. 예를 들어 웹툰의 경우, 시장진
입구조가 해외시장에 마켓 플랫폼을 통해 직접 진출이 용이한 구조이므로 정부
가 지원하는 해외 마켓에 진출하여 해외 마케터들의 선택과 투자 및 교역이 가
능하다. 반면 그 외 엔터테인먼트 방송(예능), 드라마, 영화, K-Pop, 게임 등은
참여 구조상 대기업이 대규모 자본으로 작품을 기획하는 시스템을 지니고 있어
서 소규모 기업들이 해외에 직접 진출을 모색하거나 판로를 여는 경우는 구조
상 불가능하다. 더욱이 콘텐츠를 생성하는 개인 혹은 소규모 기업일지라도 IP
를 대기업에 판권을 넘기는 형태의 계약이 초기에 형성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볼 때, 창의성에 기반을 둔 소규모 콘텐츠 기업이 성장하는 선순환구조를 형성
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상품과 연계하는 커머스 홍보기업 등은 매개 진출만
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
다. 따라서 한류 문화산업 전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체
질 개선이 조금씩 시도되어야 한다. 실제로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입하는 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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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기업은 대다수 일정한 규모를 갖춘 중소기업 혹은 대기업이 대부분이며
소규모·중소 한류 기업은 IP 판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에 소속
된 하청업체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규모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체계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원체계 이전에 대규모 자본에 의해 잠식당하
지 않도록 한류 생태계에 대한 적절한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 규제로서 막기보
다는 상생의 문화가 작동하도록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한류의
지속적인 성장은 궁극적으로 다양한 양질의 콘텐츠에 있으며, 이러한 콘텐츠가
제작되는 환경은 소수의 생산자가 그들의 작업을 지속할 수 있을 때 보존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도 이들의 지원 분야가 구분되고 있겠지만 이들의 영역과
지원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아세안 시장에서 진입한 한류콘텐츠 기업들의 대다수는 새롭게 신진
기업이 아세안 시장에 진출하여 모색하려는 경우보다 아세안 국가들의 요청에
의해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더 많다. 대기업인 경우는 해외 사무소나 전략팀
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구조상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이 어
렵다. 즉 아세안 국가에 대한 지역별 마케팅 전략 연구 및 조사는 매우 제한적
인 기업에 의해 행해진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동남아 현지 관객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통한 지속가능한 시장 진출이 적절한 단면이라고 볼 수 없다. 해외 현지
관객 및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기보다는 아세안 지역 투자를 위한 해외 현
지 관객 개발의 필요성이 약한 구조라고 볼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 자본과 이
윤을 고려하여 공동의 협업보다는 IP 판권의 판매가 유리한 구조이며, 중소기
업 혹은 해외진출 신생기업의 경우 단발적 진출 혹은 대기업에 연계되어 진출
하기 때문에 직접적 소비자/수용자 평가와 경향을 예측할 필요성과 구속력이
약하다. 전체 생태계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선순환구조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한류콘텐츠 기업들이 아세안 시
장에 대해 전략적 접근을 할 필요성이 우선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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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IP 관련 인터뷰 내용
구분

주제

전문가 인터뷰 내용
IP 비지니스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지점에서 새로운 유입요소

전문가 A

OSMU
IP

가 생기면 팬덤이 점점 커지는 형태가 될 수 있다. 웹툰, 웹게임, 소
설 소재로도 하고 우리 작품을 웹툰화로 장르를 확장시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세계관과 캐릭터만 가져와서 웹툰화시켜서 카카오 페이지
에 업로드했는데 요일 웹툰에서 높은 순위였다.
카카오 M을 통해 웹드라마를 제작하지만 계약 시 통째로 사간다. 그

전문가 A

OTT

대신 우리는 사업권을 인계한다. 카카오 M이 전체를 계약하는 형태

IP

이므로 직접적인 수입은 적지만, 우리는 IP를 계속 생산하면서 선제
적으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
드라마 시장구조는 크게 기획-제작-마케팅 세 부분으로 나뉜다.
17~18년 전에는 기획-제작-마케팅을 각각의 프로듀서가 진행했으나

전문가 F

한류생태계

최근에는 필수인력(총괄 피디 1인, 기획피디 1인, 나머지는 계약직

환경1

스탭화)만 남겨놓고 외주화시켰다. 마케팅의 경우, 대다수 외주로 진
행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마케팅 프로듀스 영역만 전문으로 하는 테
이크투 같은 기업들이 생기게 되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연계상품을 꾸준히 하는 이유는 10개 드라마 전부
다 넣어도 (드라마 제작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없기 때문이다. 리스

전문가 F

한류생태계

크는 제조업자가 지게 된다. 따라서 성공할 드라마는 직접 투자하고

환경2

아닌 것은 업자한테 맡긴다. 그러다보면 대기업이 윈윈할 수밖에 없
는 구조가 된다. 이런 상품들이 개발되어도 해외에 업체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 F

한류생태계
환경3

한류의 연계사업 환경은 쿠팡이 제작사 4개 인수, 미디어 신세계에서
3개 인수했는데 드라마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드라마 타이즈를 통
한 사업을 하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한류콘텐츠에서 자본의 힘은 강력하다. 드래곤(CJ 자회사)이나 스튜디

전문가 F

한류생태계

오 제이(JTBC 자회사) 같은 제작사에서 스타 작가를 대규모 자본으

IP1

로 계약한다. 김은숙·김은희 등 스타 작가들 모두 스튜디오 드래곤
소속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점과 접근의 차이가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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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계속
구분

주제

전문가 인터뷰 내용
카카오 TV에 <며느라기> 웹드라마를 제작해 방영하고 있다. 카카오
TV 개국 당시 커머스 관련 사업권을 독점하지 못하고, 공동으로 진행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카카오에서 새로운 플랫폼을 시작하는

전문가 F

한류생태계
IP2

데 참여하는 의미도 있었고, 이전에 진행했던 <연애혁명>, <아만자>과
는 다른 좋은 조건도 있었기 때문에 참여하기로 했다. <며느라기>의
IP는 가져가되 사업은 공동으로 가자고 협의했다. 아직 카카오 M과
카카오쇼핑이 연동이 잘 안 되어 있어서 카카오에 노하우를 뺏기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시장 전체 파이가 커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참여했다.
유통 측면에서 목적은 제작을 늘리는 것이다. 콘텐츠를 팔아서 벌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특히 드라마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진
다. 예능은 시즌제로 팔아서 수익이 많이 남는다. 즉 시즌이 늘어갈수

전문가 H

IP

록 돈을 많이 버는 구조이다. 예를 들어서 예능 <너의 목소리가 보
여>가 동남아 7개국으로 팔리면서 태국에서는 아직도 방영 중이고,
말레이시아에서도 시즌을 나눠서 진행 중이다. 포맷과 리메이크 판매
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2) 디지털 플랫폼·뉴미디어 환경에 신속한 대응

동남아시아에서의 한류콘텐츠의 확대는 모바일 영상 소비의 확대로 연결되는
유튜브 시대의 한류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전 전통적 공급 채널(traditional
supply chain)인 기존 전통 미디어를 통해 작품을 일방적으로 배분(distribution
channel)하는 방식에서 한류콘텐츠 생산자들은 유튜브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라인 관리가 가능해졌다.611)이는 온라인에서도 수익구조가 형성되면서 소
규모의 콘텐츠 생산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갖게 된 것을
의미하며, 온라인 콘텐츠가 강화되고 보다 전략적으로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계
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웹드라마의 탄생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내 대표적 웹드라마 기업인 ‘와이낫 미디어’에
611) 서황욱(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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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앱을 홍보하기 위해 유튜브·온라인 채널을 개설했는데, 대중들이 올린 콘텐
츠에 대한 반응을 보고 주요 유통채널을 유튜브로 옮겨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방송예능과 드라마에서도 유튜브를 확실한 홍보채널로 여기고 대응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수용되는 대표적 예능인 <런닝맨>에서도 최근 유튜브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캐릭터 위주로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관련 스토리를 엮어
냄으로써 수용자들과 2차 생성물로 확장하고 있다. 영화에서도 실제 관객 수보다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을 많이 접한다. 때문에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동영상
을 통해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 음악산업에서도 2000년대 초기만 해도 공연이
주 수익원이었다면 최근에는 디지털 영역의 수익 점유율이 높아져 한류콘텐츠
온라인 공연실황과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은 기술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612)
무엇보다 K-Pop 영역에서 보았듯이 BTS가 바꾸어놓은 소통 중심의 문화로 수
용자 플랫폼이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표 4-13. 세계 음악산업 부문별 점유율 비교
(단위: %)

연도

Concert

Digital

실물 음반

기타

2013

53.4

17.9

23.7

5.0

2017

51.7

26.8

15.7

5.8

2020(추정)

48.3

38.7

7.5

5.4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2020k), 『2019 음악 산업백서』; KOFICE 2018 White Paper.

이처럼 동남아시아를 비롯하여 국내외 대중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한류콘텐
츠에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영향력이 시장에서 확장되고 있다. 특히
유튜브는 CMS(Contents Managemnet System)를 통해 이용자에 관한 자세
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조회 수, 이용자의 국적, 시청시간, 어느 시점에 시
청 이탈자가 많은지, 어느 도시에서 어떤 콘텐츠를 좋아하는지 데이터를 기반
612)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2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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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용자들의 취향, 지역 등 특성을 이해하고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할 수 있
다.613)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입한 대다수의 기업들도 유튜브를 해외 한류 팬덤
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매체로 인식하고 있었고, 개별 기획사와 방송사들도 유
튜브 채널을 관리하면서 한류 수용자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획
과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614) 이처럼 유튜브는 유통과 제작에서 생태계를 변화
시키는 직접적인 요소로 유통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대
형 유통망이 취하는 적은 비율로 수익을 배분하는 불합리한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유통구조가 단순해지면서 수익도 창출하게 한다.615) 그러나 최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디지털과 연계한 문화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한류
콘텐츠 시청이 가능했던 OTT들이 유료화를 추구하고 있어 새로운 전략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최근 넷플릭스와 같은 유통 방식의 확장은 문화산
업 전반의 생태계를 변화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상시장에서 넷플릭스
의 공세적인 한류콘텐츠 지원과 투자는 한국 콘텐츠 시장의 질적인 측면이 인
정받았다는 반증인 동시에 새로운 기술 리터러시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필요한
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넷플릭스의 투자로 한류콘텐츠의 활성화를 유인
하고 글로벌 유통채널을 확보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하나 동시에 넷플릭
스의 대규모 투자는 국내 제작환경에 영향을 미치며 넷플릭스에 종속되는 환경
을 조성할 수 있다. 넷플릭스는 직접 투자, 간접 투자, 유통 등의 형태로 나타나
는데, 넷플릭스와 계약이 되는 경우, 글로벌 유통채널을 확보하게 되므로 현재
는 많은 제작사들이 넷플릭스와의 계약에 중점을 두고 있다. 더욱이 넷플릭스
가 직접 제작하는 경우 막대한 제작비 투여로 IP 전체를 가져가는 형태를 지니
고 있기 때문에 한류콘텐츠 생태계를 변질시키고 지속적으로 한국에서 양질의
콘텐츠는 만들어내지만 수익은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OEM 형태의 환경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국내 사업자 간 협력, 넷플릭스 이외의 글로벌 플랫
613)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18).
614) 위의 자료.
615)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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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 사업자들과의 협업 등을 고려해야 한다. 동남아 시장에서도 현지 OTT가 활
성화되는 추세이므로 Viki, Viu 등의 아시아 시장에서의 연대를 고려해볼 수
있다. 국내 OTT의 가능성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한 전문가 중에는 IP의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예를 들어 네이버나 카카오 페이지는 OSMU
를 통한 다양한 IP 확보와 연계사업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웹툰, 웹소설, 웹드
라마, 유통뿐 아니라 확보한 IP를 바탕으로 게임이나 캐릭터 사업에 진출하고
연계사업 등으로 확장할 수 있으며, 소규모 한류콘텐츠 기업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표 4-14. 뉴미디어 환경 관련 인터뷰 내용
구분

주제

전문가 A

플랫폼:

디지털
유튜브1

전문가 인터뷰 내용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홍보나 유통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유튜브 광고를
통한 수익(유튜브에서 직접 CPM으로 우리에게 제공하는 가격)은 적다.
해외에서 선투자를 하기도 하지만 신용이 있어야 팔 수 있다. 때문에 실제로
등장하는 작품 주인공들이 알려진 배우들이 아닌 경우는 폭이 높지 않다.

전문가 A

디지털

보통 해외 단가 측정은 알려진 배우일 때만 작품이 팔리고 그렇지 않으면

플랫폼:

팔리기 어렵다. 우리 회사의 경우는 조회 수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 점을

유튜브2

기반으로 팔린다. 유튜브 전체 조회 수의 30%가 외국인이라면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유튜브를 많이 사용해서인지 인도네시아
가 비중이 높았다.
과거에는 플랫폼들이 자기 기술로 소비자 반응을 데이터로 모을 수 있
는 도구(tool)들이 있어야 했지만 현재는 페이스북하고 유튜브가
CMS(Content Management System)를 통해 API 우리가 데이터를

전문가 A

디지털

가지고 써먹을 수 있게끔 한 획기적인 플랫폼이다. 여기 들어가 있는

플랫폼:

CP provider가 직접 데이터를 조율해낼 수 있는 tool을 제공해준다.

유튜브3

그게 도움이 되었다. 페이스북은 API를 가져와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채널의 조회 수나 댓글 이벤트
등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어떤 코드를 좋아하는지를 추출해서 기획에
반영한다. 수요분석팀이 따로 있으며 채널 편성팀이 있다.

전문가 A

디지털

10대는 유튜브가 보편화되기 전부터 활용했던 세대이고, 이들은 국경의

플랫폼:

장벽이 별로 없다. 과거에는 권역별로 local하게 문화가 형성됐으나 유튜브의

유튜브4

등장으로 굉장히 보편화되어서 쉽게 우리 작품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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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계속
구분

주제

전문가 인터뷰 내용
유튜브 시대는 TV 시대와 완전히 다르다. TV는 localization할 수밖
에 없다. discovery 같은 경우에는 discovery korea에서 20%, 홍

디지털
전문가 A

플랫폼:
유튜브5

콩에서 30%, 인도에서 50% 등 각각의 나라에서 팔 수 있는 무언가
를 만들어 시리즈를 제작하고 그 생산비를 나누는 형태이다. 유튜브
는 모두가 볼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의 제작방식으
로 간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속편을 계획하고 작품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1편에서 터지면 2편의 단가가 올라가서 선공개권을 달라
는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된다.
넷플릭스가 한국에 집중 투자하는 이유는 한국 콘텐츠를 가지고 동남
아에 있는 자기네 플랫폼에 가입자 평균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만

전문가 A

디지털

약 한국 콘텐츠가 다른 나라에서 순위권에 들지 못하면 바로 투자 철

플랫폼:

회한다고 본다.

유튜브/

넷플릭스나 유튜브가 없었으면 한국 문화산업이 발전하지 못했을 것

넷플릭스

이다. 한국은 소비시장으로 가치가 작았다. 한국의 콘텐츠를 수급해서
전 세계로 확장시켜주는 플랫폼이 진출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본
다. 더불어 한국의 플랫폼들도 해외에 진출하기를 기대한다.
글로벌 시장에 대한 공략법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었다. 그전에는
인기 있는 아티스트들이 현지에서 공연하고, 프로모션, 음반 발매, 광
고, 방송 출연으로 연결이 됐었는데 이제는 점점 현지에서 활동할 무

전문가 E

디지털

대가 줄어든다. 팬은 기하급수적으로 많고, 넓어지고 있다. 전 세계적

플랫폼1

으로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전 세계 팬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한 지역
에서만 활동할 수는 없다. 그래서 비용은 많이 들어도 공연을 하는
걸 보여주는 방식으로 서비스 모델을 만들려고 준비하여 온라인 콘서
트를 진행했다.
팬들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티 모델을 빨리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다.
팬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만들어야 소속 아티스트가 빨리 성장할 수

전문가 E

디지털
플랫폼2

있기 때문이다. BTS가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한 이유는 개방형으로
확보된 팬들이 소비패턴으로까지 연결됐기 때문이다. 폐쇄형 서비스만
으로는 성공하긴 어렵다. 초반에는 개방형으로 가는 게 맞다. 다만 개
방형으로만 갔을 때 유료화 콘텐츠, 독특한 콘텐츠를 소비하는 패턴
과 관련한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만들지는 미지수다.

디지털
전문가 D

플랫폼:
유튜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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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계속
구분

주제
디지털

전문가 D

플랫폼:
유튜브2
디지털

전문가 H

플랫폼:
넷플릭스1

전문가 인터뷰 내용
<런닝맨> 유튜브팀을 따로 신설해서 유튜브 동영상만 따로 관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회차별로 짧은 동영상을 만들어 이를 각 플랫폼으로
분산하여 연결하는 구조이다. 저작권 문제도 회사에서 관리한다. 실제
로 이후에 반응이 크게 온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예전에는 넷플릭스 같은 OTT에서 미국 콘텐츠를 많이 가져가려고 했
지만 요즘은 한국 드라마 수급을 먼저 하려고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동남아는 좋은 시장이다. 하지만 동남아 OTT 시장만 놓고 보면 ‘잘
되는 OTT’만 될 것으로 본다.
OTT는 양날의 검이다. 제작사 입장에서는 납품할 수 있는 곳이 많
고, 돈이 많아지니까 좋다. 대본이 제일 좋은 곳은 넷플릭스와 계약이

전문가 H

디지털

된다. 유럽처럼 점유율을 80%를 먹는 순간 넷플릭스가 가격 가지고

플랫폼:

장난칠 수 있는 환경도 있다. 한국도 그럴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넷플릭스2

한국 콘텐츠에 좋을지는 잘 모르겠다. 넷플릭스가 이미 CJ랑 JTBC
드라마를 확보해서 수급도 안정적인 상황이라 넷플릭스 점유율이 이
미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넷플릭스 독점 형태로 바뀌면서 그 사이에 거대공룡들이 IP를 가져가

디지털
전문가 F

플랫폼:
넷플릭스

게 되었다. 제작사가 제작이 아니라 제작 대행만을 하는 기능이다. 예
를 들어 회당 제작비가 5억 원이 든다고 치면 2억 5,000만 원만 주
고 나머지 판권을 주면서 PPL, OST, 판권 판매하면서 수익 받는 구
조라고 볼 수 있다. 그보다 더 작은 회사는 확정수익이 권리가 없다
보니까 이익배분은 더 적어지게 된다.

다. 한류콘텐츠 확대를 위한 정부정책 방안
1) 지역 전문가와 매개 전문가에 근거한 지역·장르별 지원 확대

아세안 지역으로 진입하는 한류콘텐츠 기업들은 동남아시아 시장이 매력적
이지만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북미나 중국에 비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이
들에 대한 적극적인 소비 경향을 분석하지는 않은 편이었다. 그러나 동남아시
아 시장이 갖는 잠재성은 모두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진입이 중국과 일본과는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분명한 인식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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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동남아 지역 전문가와 전문 매개인력이 함께 고민
해서 동남아 지역에 접근하는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각국 및 각
장르의 개별적 사례를 공유해서 이를 근거로 전략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시아 진입에서 베트남은 사회주의 성격이 강한 나라이고 정부의 제재
나 규제가 높은 편이고, 인도네시아는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듯이 각국의 특성에
따라서 접근방식이 다를 수 있다. 이를테면 한류콘텐츠 진입에서 미디어와의 관
계는 매우 밀접한데, 베트남에서의 미디어 사업은 진행하기 까다롭지만 상대적
으로 인도네시아는 대규모 기업도 존재하고 용이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공통
적인 답변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동남아시아의 한류콘텐츠에 대한 절대적 충성
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보고서에는 각국을 명확하게 비교·평가하여 우
위 영역을 제시하기보다는 다양한 한류콘텐츠가 진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방식에 있어 장르별 특성은 존재했다. 웹툰은 플랫
폼 형태의 간접적(우회적인) 수출방식을 적용하고 있어서 공공기관이나 정부
가 제시하는 ‘해외마켓’이나 엑스포 형태의 박람회에 효과적으로 해외진출방
식이 적용되었으나, 웹드라마나 마케팅 커머스 영역은 이에 해당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앞서 분석한 바처럼 후자 모두 동남아 국가들이 선호하는 스타 중심의
제작방식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유통에서 조회 수를 통한 인지도를 확보한 후
에 동남아 유통기업의 선택을 받은 형태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
지 OTT 유통 채널과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이나 공동제작을 위한 지원책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듯, 해외수출 방식은 장르별 특성에 맞게 제시되어야 하며 연계
산업 지원방안 마련과 전문 매개인력 지원과 육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사례: 필리핀>
필리핀 문화콘텐츠 시장에서 애니메이션․웹툰․게임 분야의 경우 성장 가
능성이 큰 영역들이다.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모바일 콘텐츠 이용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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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아동과 젊은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트
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을 통해 세 영역 간의 상호연계성과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구상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세 영역 사업자들 간의
협업모델 구상의 필요성을 함축한다. 아동과 젊은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만
큼 필리핀 정부의 자국 문화보호주의가 작동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콘텐츠와 관련해 현지의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코드를 잘 이해하여 전개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필리핀에서는 방송, 영화, 음악 콘텐츠 시장에서도 필리핀의 현지 정서
와 문화, 그리고 현지 이용자 및 팬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방송 분야에서
는 한류콘텐츠에 대한 방영권 판매와 포맷 수출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도 현지 OTT 사업자 및 이동통신사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판로를 확대
해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기
적 안목에서 현지 파트너의 자존감을 키워주면서도 현지 방송시장 진입의
장벽을 낮춰줄 수 있는 방식인 ‘공동제작’의 사례를 축적해나갈 필요가 있
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제작 지원 프로그램 확충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화시장과 관련해서는 대중성의 논리에 함몰되지 않아야
한다. 대중성과 더불어 예술성을 갖춘 작품에 대한 현지의 선호를 고려하여
기획, 제작, 홍보, 유통의 각 단계에서 좋은 시나리오와 영상미를 갖춘 작품
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실제로 필리핀 영화시장에서 웰메
이드 상업영화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마지막으로 음악시장에서는 구독
형 모델에 기반한 온라인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
세를 고려하여 현지의 음악기호라든가 소비 패턴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해
나가면서 다양한 음악적 실험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아티스트 IP,
라이브 스트리밍, 팬 커뮤니티 등 현지 팬들과의 소통 채널을 다변화해나가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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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베트남>
베트남은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모바일 온라인 콘
텐츠 이용에 보다 익숙한 젊은층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지
OTT, SNS 및 온라인 (팬)커뮤니티, 라이브 방송 스트리밍, 2018년에 베트
남에 진출한 스포티파이(Spotify)를 비롯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등 디지
털 기반 콘텐츠 유통 플랫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협력사업을 추진
해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지 이동통신사, OTT 사업자, 미디어 인플루
언서, 한국 업체의 사각 협업 모델도 구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 투자자
나 진출기업이 콘텐츠 유통 플랫폼을 제공하고 현지에서 제작된 양질의 문
화콘텐츠를 연계하는 방안도 현지화 전략의 관점에서 유의미한 접근이 될
것이다. 이 모든 과정에서 ‘수출’의 패러다임을 넘어 이용자 및 팬들과의 소
통, 그리고 스토리텔링 요소를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는 한류콘텐츠에
대한 호감도와 친밀도를 높일 뿐 아니라 ‘문화상업주의’의 우려를 완화하거
나 불식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사례: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경우 콘텐츠 제작 인프라 구축에 대한 싱가포르 정부와 업계
의 높은 수요와 잘 구축된 양국의 비대면 비즈니스 환경, 지식재산권 보호제
도 등을 고려할 때 싱가포르는 콘텐츠 기획 제작 협업과 민간 인적교류에 있
어 가장 적합하고 신뢰할 만한 파트너 국가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기획제작
측면에서는 포맷 판매나 파견 견학 등의 방법을 경유한 방식 외에 콘텐츠 IP
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기업 간 협력의 방향도 모색해볼 수 있다. 이는 동
종 업계 간 협업만이 아닌 미디어 콘텐츠 산업 내 이종 업계 간 협업을 포함
한다. 구체적인 인적 자원 인프라 양성방안으로는 크게 기획제작과 관련한
교육,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의 콘텐츠 산업과 지역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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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및 정보 제공, 콘텐츠 매개 관련 전문인력 교육 지원 등의 세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한-싱가포르 관련 업계의 협업 수요 조사 및 검토, 한-싱가포르 정
부 및 기업과의 해당 정보 공유, 싱가포르를 한류콘텐츠의 경쟁력과 동향을
읽는 지표 국가로 활용하는 것, 아세안 지역 콘텐츠의 국내 플랫폼을 통한
유통 등의 방안을 제안한다. 수요 조사의 경우 크게 두 가지 차원, 싱가포르
를 포함한 아세안 지역 콘텐츠 업계의 협업 수요 파악, 한국 콘텐츠 및 플랫
폼 기업들의 아세안 시장과 협업 및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수요 조사를 각각
진행해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겠다. 그와 같은 수요를 연결해줄 수 있
는 정보 매개의 역할을 한국 관련 정부기관에서 담당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자 하며 기존의 컨벤션 및 새로운 비대면 방식을 통해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
볼 수 있겠다.

2) 해외 진출을 위한 정보 접근성 확보: 투자환경 조성과 창구 단일화
를 통한 효율성 강화

가) RCEP 체결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원안과 창구 단일화
새로운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규제 완화와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앞서 OTT 환경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화산업계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정부규제로 산업 확장이 저해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기본적으로 양국 혹
은 지역 간의 문화산업 교류가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콘텐츠 교류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국가 간 협의를 통한 규제 완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한 다수의 전문가들이 교역저해 요인으
로 저작권 문제를 지적했듯이, 정부 간 협약을 통해 문화산업 환경 개선에 나서
는 것도 필요하다.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국,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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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서비스,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등 무역규범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체결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경
제블록으로 한국은 총 교역의 47.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콘텐츠 분야 수출액
의 약 70%를 차지한다.616) 이는 이전 한·아세안 FTA에 반영되지 않았던 콘텐
츠 분야가 추가 반영된 것으로 양국 간의 규제가 완화되고 저작권 분야에서 포
괄적인 보호규범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류콘텐츠 수출기업에 대
한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어 의미가 있으며 향후 콘텐츠 분야의 유통이 활성
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동남아 시장을 경험한 현장전문가들이 대다수 지
적했던 저작권 문제에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법무적 지원의 필요성도 많은 기업들이 요청하고 있었다. 현재 한국
콘텐츠진흥원에서 일부 법무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RCEP 체결과 더불어 법
무적 지원 시스템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제도적인 부분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
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제도 내용을 잘 전달하는 점도 필요하
다. 이를 위해서 협약과 지원책이 통합된 형태로 창구를 단일화하고 지원체계
를 적용하여 민간기업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지원책을
발표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종종 분산된 형태로 제시되어
민간 기업에서는 이를 모두 체화하지 못하거나 혹은 일종의 서류작업이 쌓이는
형태로 변질될 수 있다. 영세한 기업일수록 지원책에 대한 파악이 어려우므로
접근도 쉽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일례로 아세안과의 FTA 협정과 관련해
서도 민간기업들은 이것에 대한 혜택과 지원을 정확히 알지 못했으며, 최근 들
어 정부에서 쏟아낸 OTT 지원정책에서도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보고 있
었다.

616) 한국무역협회 201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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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규제완화 및 저작권 등 정부지원 관련 인터뷰 내용
구분

주제

전문가 인터뷰 내용
규제가 너무 많다. 구글, 넷플릭스보다 국내 사업자에게 규제가 심한

전문가 H

규제 완화

상황이다. 국내 사업자가 불평등해지는 상황을 빨리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장은 빨리 변화하고 있다.
(RCEP가 체결되었는데, 반응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체감할 수 있
는 효과는 미미하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 영화를 찍으면 세수 혜택이

전문가 H

RCEP
(체감 못함)

있다는 것 정도이다. (이 점은 외국에서도 알고 있다.) RCEP도 그렇
다. 아세안과 FTA가 체결되었다고 해서 현재 기업 실무단에서 체감
할 수 있는 건 없다.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 펀딩
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할 때는 체감하지만 다른 정부부처나 기
관(정보통신위원회)에서 준비하는 건 인지하거나 느끼기 어렵다.

전문가 C

저작권

전문가 H

저작권

동남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저작권 문제이다.
저작권 문제를 기업이 몇 번 해결한 적은 있지만 쉽지 않았다. 미국
에서는 공적으로 많이 해결하는 편이지만 동남아시아는 현지에서 잡
는 게 한계가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연락했으나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동남아 시장에서 큰 문제로 생각되는 부분이 콘텐츠 불법복제이다.
특히 코로나 시대 이후 더 많은 영화들이 OTT 공개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동남아 국가 영화 소비자들은 정식 스트리밍 서비

전문가 K

저작권

스에 가입해서 영화 소비를 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불법 다운
로드도 많다. 당사에서도 불법 근절을 위해 별도 모니터링 서비스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동남아 시장 내 한국영화에 대한 불법 모니터링
수준을 높이고, 저작권 보호 및 불법복제 근절을 강화할 수 있는 지
원이나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정책은 금전적인 지원은 지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어느 순간 규

전문가 E

법무지원
저작권

모 있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체는 지원금도 받을 수 없다. 금전적인 지
원보다 현지 비즈니스 업체에 대한 정보나 현지 파트너에 대한 레퍼
런스 체크, 법률적인 지원 서비스가 훨씬 현실적이다. 저작권, 상표권
과 관련해서만 지원해줘도 충분히 좋다.

전문가 A

법무지원

사업 진행에서 신용을 도울 수 있는 법무적인 내용의 지원이 제시되
었으면 한다.
정부부처에서 하는 일이 현장에서 잘 안 와닿는 경우가 많다. 콘텐츠

전문가 H

비효율적

관련 부서가 너무 많아서 공지사항 확인하기가 어렵다. 한국콘텐츠진

정책 전달

흥원은 공지사항 확인 안 해도 지원사업 메일이 오는데 다른 정부부
처는 우리까지 전달이 잘 안 된다.
해외시장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코

전문가 E

비효율적
정책 전달

트라나 문광원이 됐거나 현지 업무를 보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조
직이 통합된 아카이브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기도 하다. 그러나 동
시에 현지에 정말 좋은 파트너사들이 플랫폼을 통해서 연결될 수 있
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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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계속
구분

주제

전문가 인터뷰 내용
콘텐츠 지원이 너무 중구난방이다. 효율적인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전문가 H

비효율적

시장 상황을 잘 모르면서 실효성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정책 전달

IMDA를 모델 삼아서 큰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고, 여러 사업을 모으
면 충분히 가능할 것도 같은데 지원기관도 너무 제각각이다.

나) 기업규모에 따른 정보 유형화 및 확실한 전문 매개인력 제공
한류콘텐츠 관련 기업들이 현지 시장을 대상으로 진출을 한다고 고려했을
때, 동남아 시장에 진출하는 한류콘텐츠 기업의 규모에 따라 정보와 현지 인력
에 대한 접근성의 요구가 다를 것이다(대기업에서 해외 현지사무소 혹은 전문
인력을 두는 점과 달리 영세한 기업은 정보와 인력을 얻는 데 부족한 경우가 다
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현지 네트워크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제약을 동남아 시장의 단점으로 꼽았다. 물론 한국콘텐츠진흥원, 코트라
등의 기관에서 ‘신뢰도’와 ‘투명성’이 확보된 네트워크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해
외시장의 주요 네트워크와 신뢰할 만한 파트너 상대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보았다. 동남아 각국의 신뢰를 담보하는 네트워크에 한국 기업들이 접근 가능
하다면 아마 양 지역 간의 교역은 훨씬 활발해지리라고 본다. 무엇보다 네크워
크를 검증하고 불확실성에 대한 회의로 인한 소모성을 줄일 수 있다. 현지 한국
콘텐츠진흥원 및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사무소, 코트라와 같은 정부 산하기관
에서 현지 네트워크 리스트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인터뷰에 응한 모든 기업인
은 보다 접근성이 용이하고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기대했다. 따라서 인적 네
트워크와 현지 정보 구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며, 한-아세안 센터와
같은 기관을 매개로 활동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한-아세안센터는 국제기구로
아세안 주요 국가의 관료들이 상주하기도 하며 신뢰할 수 있는 현지 네트워크
확보에 유리할 수 있다. 동시에 국내 기업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아세아 국가
에서 교역을 담당하는 기관과 공유하거나 교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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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네트워킹과 에이전시 관련 인터뷰 내용
구분

주제

전문가 인터뷰 내용
동남아시아에서 한류콘텐츠가 잘 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자들이 고민

전문가 A

신뢰성 있는

하는 지점은 동남아에서 사업을 할 때 경험하게 되는 상대방의 신뢰

정보/네트워킹1 하기 힘든 언행들, 약속 불이행 등이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서 중개자들한테 의존하게 되지만 그들 또한 신뢰하기가 어렵다.
현지 네트워크에 대한 보강이 되면 좋겠다.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 국가의 국민성이나 정서가 아니라 비지니스 구조나 신
뢰도가 너무 낮다. 더욱이 현지 네트워크의 경우 설사 인맥을 구축된

전문가 A

신뢰성 있는

선행 사업자가 있다고 했을 때, 즉 남들보다 빠른 정보로 사업을 성

정보/네트워킹2 공한 경우, 진입장벽을 쳐버리는 경우도 있다. 상대방 국가와 협의해
서 신용이 보장된 네트워크를 데이터베이스화하거나 보험처럼 리스크
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과 같은 부분들이 제도화됐으면 좋겠다. 사업
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보장책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전문가 A

신뢰성 있는
정보/네트워킹3

위험을 낮추고, 신용이 보증된 방법을 연구하고 제시했으면 한다.
베트남 지역에서 좋은 파트너를 물색할 때마다, 레퍼런스를 체크할
때마다, 루트별로 체크할 때마다 회사가 다르다. 루트별로 체크할 때

전문가 E

신뢰성 있는

마다 다른 회사가 나오니 어느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정보를 알 수가

정보/네트워킹

없다. 그래서 체결을 진행할 때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 사기 문제도
많다. 정보의 불투명성이 많은 시장이다. 이 회사가 확실한 회사인지
정보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런 정보가 제공되면 좋겠다.
사업은 정보가 제일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꼰대인턴>에서도

전문가 F

신뢰성 있는
정보/네트워킹

마찬가지고 정보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려면 제작하는 사람
이 더 뛰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직원들하고 태국, 베트남에 두 번씩
출장도 다녀오고 했음에도 현지 법인조차 신뢰할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되어서 시장성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중요하긴 하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에이전시가 엔터테인먼트에서

전문가 E

에이전시

는 보장된 측면은 아니다. 초기 중국 사업으로 갈 때 에이전시와 비
즈니스 파트너십을 찾았으나 사기 사건들이 많았다.

전문가 F

에이전시

저희 같은 한류 중소업체는 (동남아 진출 시) 에이전시를 두어야 되는
데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종합해볼 때, 콘텐츠 분야 아세안 시장 진출과 관련한 정책 방향과 세부 과제
도출을 위해 개념 고찰, 구조 및 현황 분석, 전문가 심층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
여 다음과 같은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한류콘텐츠가 활성화되기 위한 정책방향
과 전략방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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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아세안 지역 한류콘텐츠 활성화 정책방향·목표·전략방안
구분

정책방향

목표
아세안 국가에 대한
한국 대중의

지역

정부 및 부처 간 교류

§
§
§
§

저작권 강화
정책 규제 완화
상호 간 매칭 지원 확대
신뢰성 있는 파트너 구축을 위한 정부 간 합
의 및 인적교류 플랫폼 구상

§

다양한 IP 확보를 위한 창의적 콘텐츠 생성
에 유리한 작업환경 조성(IP 독점 방지)
대기업과 소·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업 문화
조성(정부 조율)
기업규모 간 지원체계 확립(예: 대기업 vs.
중소기업)
전문매개인력(에이전시, 마케팅 커머스 등)
및 연계 사업자 역할 정립 및 인식 개선

상호호혜 관점

콘텐츠 확보

국내 인플루언서와 대중에게 현지 인식 제고
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
현지 인플루언서 프로그램 지원
교류 프로그램 확대

§
§

확대

시장

§

인식 제고와 관심 증진
상대주의적 태도

창의적인 양질의

전략방안 및 세부과제

선순환적 한류콘텐츠
생태계 환경 조성
(선순환구조로의 전환)

§
§
§

(1) 장르별·지역별 체계적 지원전략 수립
§ 장르별 지원 확대(예: 웹툰 vs. 영상)
§ 지역별 거점 조성
§ 연계산업 지원방안 마련
§ 매개인력 지원 및 육성
§ 새로운 환경에 대비하는 제도 마련(예: 뉴
미디어(OTT, 모바일 등)와 신기술(AI, VR),
OSMU 방식과 숏폼 등에 대비한 규제 완
화와 지원책 마련)
정부

중장기적 지원

전략적인 한류콘텐츠
지원 로드맵 실행

(2) 인적 네트워크 및 정보 접근성 강화(부처 간
협력, 지역전문가 합류)
§ 해외 현지 인플루언서 및 셀럽 관리(정기
초대행사, 공모전 시상 등)
§ 성공사례 정보 공유 플랫폼 지원
§ 전문 정보 플랫폼에 대한 접근성 강화
(3) 전문적·효율적 지원체계 마련(부처 간 협업
혹은 총괄 컨트롤 타워 마련)
§ 지원창구 단일화
§ 법률, 세무 등 연계 시스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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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한류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한류 확산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
콘텐츠 측면에서 방송드라마나 영화가 인기를 끌던 시대를 지나 웹툰과 애니메
이션 등 새로운 형태의 문화장르가 급성장하고 있다. 한류의 진출 지역 역시 과
거 중국, 일본, 대만 등 동북아 중심에서 북미, 남미, 유럽, 중동 그리고 아프리
카까지 확대되고 있다. 최근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 중심의 아
세안 지역 역시 한류의 전진기지로 각광받고 있다. 한류는 또한 완성된 문화상
품을 수출하던 방식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에 동시에 전파되는 새
로운 형식으로 바뀌고 있다. 드라마 편당이나 영화 편당 수출가격을 따지던 고
전적인 방식에서 드라마 전체가 넷플릭스에 판매되는가 하면 넷플릭스가 해당
드라마를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편당 방영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올려
놓고 글로벌 시청자들이 편한 시간에 편한 분량만큼을 보게 하는 몰아보기
(binge-watching) 방식으로 전파하고 있다. COVID-19시대 각국마다 새로
운 문화콘텐츠의 제작과 보급에 애를 먹고 있는 동안, 한류콘텐츠는 재빠르게
디지털 플랫폼 시기에 맞는 해외진출전략을 구사, 상당한 반사효과를 보고 있
다. 한류는 다시 말해 진출대상 지역, 콘텐츠 유형, 그리고 해외진출 형태에 이
르기까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디지털 플랫폼 시대를 맞이하여 한류콘텐츠의 지속적인
확대와 아세안 시장의 잠재성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 요청에 조응하여 한류 문
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새로운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 한류 3.0 부상과 함
께 문화산업의 안정화와 콘텐츠 분야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
원방안의 마련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디지털 플랫폼이 주도하는 뉴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
츠 시장 변화와 관련된 개념, 아세안 지역의 국제정세를 비롯하여 아세안 지역
주요 국가들의 문화콘텐츠 산업 동향을 분석하고 문화산업 정책, 지역별 특성
을 고려한 사회문화 특색 등을 살펴보았다. 이어 한류콘텐츠의 장르별 진출과
현장의 수요에 기반한 팬 커뮤니티의 분석도 이루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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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지역 주요 국가들에 진출 경험이 있는 한류콘텐츠 관계자들을 심층 인터뷰
하여 지속적인 소비와 더불어 상호호혜적 교류를 이룰 수 있는 정책방향과 지
원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방법론적으로 본 연구는 한류콘텐츠 동남아 시장 진출에 대한 기존의 연구
들이 시장현황 조사를 중심으로 접근되었던 것과는 달리, 뉴미디어 환경에 비
추어 수용자 분석, 동남아 시장에 진출한 경험이 있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전
문가 인터뷰 시행 등의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아세안의 주요 국가만을 대
상으로 하고 한류콘텐츠 중 엔터테인먼트에 국한했기에 전문가 구성에도 제한
성이 있었지만, 현지 소비자를 한류의 직접적인 구성원으로 보고 동남아 시장
에서 한류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소비되고, 나아가 한류 3.0 시대를 맞아 상호호
혜적인 측면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파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아세안 지역 주요 국가들의 지역적 특성과 한류콘텐츠 소비 현
황을 고찰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베트남의 문화콘텐츠 산업은 젊은층 비중이 큰 인구구조와 개방적인
대외정책, 전자상거래와 5G 상용화를 비롯한 ICT 정책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사이버 보안법」과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콘텐츠 규제와
같은 통제요소, 외국인 투자에서 조건부 투자 분야와 같은 제한점이 존재하지
만‘2020-2030 베트남 문화산업진흥전략’과 같은 문화산업 정책, 디지털 전환
으로의 방송정책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문화산업의 잠재성이 존재한다. 방송예
능 영역에서 공동제작과 IP 수출이 지속되고, 영화에서는 리메이크 공동제작
과 극장 진출, 음악에서는 오디션 현지 프로그램과 현지 아티스트 발굴과 같은
현지화가 추진되는 등 활발한 한류 소비지라고 볼 수 있다.
필리핀은 전체 인구에서 인터넷 이용에 적극적인 젊은층과 아동의 비중이
크고 정부가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 소비
잠재력도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법」과 자국 산업 보호정책이 이뤄지기는
하지만 방송부문에서 디지털 전환정책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리메이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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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지화가 시도되거나 한국 소재를 활용한 필리핀 방송 프로그램이 제작될
만큼 방송영역에서 한류콘텐츠가 인정받고 있으며, 음악은 대표적인 한류콘텐
츠 영역으로 필리핀 멤버가 합류된 아이돌 그룹을 육성 중이다. 영화영역에서
는 합작영화 제작이 시도되는 국가이다.
태국에서는 한류콘텐츠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으며 다수의 한류콘텐츠 기
업들도 태국을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거점지역으로 삼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국
가로 여겨진다. 태국인 멤버가 합류된 아이돌 그룹이 중심이 되어 K-Pop 시장
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고 장르를 불문하고 한류콘텐츠에 대해 전반적으로
호감이 높다. 이러한 우호적인 분위기는 예능, 웹툰, 영화 등 한류콘텐츠들이
현지에서 리메이크되거나 태국 제작팀이 방송영상물을 위해 한국 로케이션 촬
영으로 이어지고 있다. 향후 RCEP 체결을 통해 상호 안정적으로 제작과 유통
환경이 기대되는 곳이다.
말레이시아는 소득수준이 높고 젊은층을 중심으로 다양한 소비 트렌드를 보
이고 있다. 인종별로 상이한 문화 패턴,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전제될 필
요가 있다. 한류콘텐츠 중에는 예능이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K-Pop을 중심으
로 팬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영화 소비가 활발한 편이어서 CJ
ENM이 24시간 영화전문채널 ‘tvN Movies’를 개국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말
레이시아는 상이한 문화생활 양식과 소비패턴, 이슬람 문화가 갖는 제약조건을
충분한 고려해서 진출해야 한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대국이자 대부분의 문화콘텐츠가 인도네시아어로 제작
되는 특수성을 지니지만 한국기업의 투자가 활발하고 콘텐츠 시장으로서의 잠
재성도 높이 평가받는다. 다만 민주국가임에도 온라인 명예훼손, 신성모독 등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존재하고 세계 무슬림 인구 1위 국가인 만큼 사회
의 보수화로 한류와 관계된 여러 논란이 있었다. 특히 한국 드라마는 전 계층에
인기가 있으며 한국식 웹드라마 현지 제작이 이뤄지고 있다. 현지 기업 마케팅
에 K-Pop 스타를 적극적으로 기용할 만큼 음악 분야도 인기가 있다. 영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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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CGV가 극장산업으로 진출해 있으며, 웹툰도 국내 웹툰의 인기를 넘어 라
인웹툰에서는 현지 작가를 발굴하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인플루언서의 활약이 두드러지는데, 최근 민간외교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
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들어 동남아시아 시장 중에 가장 주목하는 국가로 꼽히
고 있다.
싱가포르는 다언어, 다종교, 다민족 인구구성을 배경으로 한 다문화 사회로
모바일과 인터넷 인프라가 발달했다. 문화소비 활성화로 한류콘텐츠를 비롯한
해외 문화콘텐츠에 높은 문해력과 구매력을 지닌 나라이다. 자체 콘텐츠 제작
역량과 인프라를 키우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진행되고 있으
나 미디어 내용 규제와 검열이 존재하는 양면성을 지녔다. 특히 OTT 플랫폼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류콘텐츠에 대한 반응이 빠른 국가 중 하나이다. 따라서
한류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테스트 베드로서의 역할도 병행한다. 영어
기반의 글로벌 팬문화를 지니고 있고 아세안 내 공연문화 거점 역할을 하고 있
어서 K-Pop 청취 동향을 주목할 필요도 있다.
동남아시아 한류콘텐츠 시장 현황과 주요 국가들의 문화산업 정책 및 사회
문화를 분석해본 결과, 한국 콘텐츠 기업의 플랫폼이나 영화관 같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만 외국인 투자에 있어 제한적인 측면과 연결되어 공동투자나 협
업보다는 최근 들어 포맷 수출과 같은 IP 중심의 교류가 주로 형성되었다. 또한
한류의 인기가 매우 높지만 아티스트나 한류 스타를 중심으로 작품이 주목받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동남아시아 한류콘텐츠 시장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의
심층 인터뷰 분석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되었는데, 분야별로 특성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종합해볼 때, 아세안 지역의 시장 잠재성은 매우 높지만 한
류콘텐츠 제작 시장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공동의 협업보다는 IP 수출이나
간접적인 형태로 진행되며 최근 OTT 시장의 확대가 주요한 이슈로 확인되었
다. 또한 민간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영화나 방송, 음악 장르에 비해 웹
툰 장르와 같이 플랫폼을 활용한 간접 진출은 정부의 지원정책이 효과적이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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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한류콘텐츠 생태계 구조상 중소기업의 직접 진출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상과 같은 조사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
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아세안 지역에서 문화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아세안에 진출하는 한류콘텐츠 사업을 지원하되
상호호혜적인 태도가 유지되거나 개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전략적인 한류콘
텐츠 지원 로드맵을 가지고 양질의 IP를 확보하기 위한 장르별 지원책이 마련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아세안 국가에 대한 한국 대중의 인식
제고와 관심 증진’, ‘정부 및 부처 간 교류 확대’, ‘선순환적 한류콘텐츠 생태계
환경 조성’, ‘장르별 정책 확대’정책을 두고 민간과 정부가 상호 협력하에 진행
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여러 제약으로 인해 현지 인터뷰를 직접 단행하지 못했다는 점에
서 향후 해당 지역에 대한 현지 방문 민속지학적 연구가 후속적으로 이어져서
좀 더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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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Revitalization of Hallyu Content:
ASEAN Region’s Perspective
Jinwoo Choi, Saemee Kim, Jiyoon Kim, Chunheung Mo,
Jiwon Suh, Dal Yong Jin, and Junsung Han

As people’s interest in Korean popular culture is expanding
around the world, the trend of spreading Korean Wave contents is
changing. After the period when dramas and movies led the
popularity of the Korean Wave, interest and consumption in other
genres of Hallyu content such as webtoons and animations are also
increasing. In addition, Korean popular culture from Northeast Asia
such as China, Japan, and Taiwan in the past to North America,
South America, Europe, the Middle East, and Africa. In particular,
ASEAN regions, including Vietnam, Indonesia, and the Philippines
are also gaining spotlight as a forward base for the Korean Wave. In
addition to this, the spread of the Korean Wave is evolving from the
conventional method of exporting completed cultural products to a
method of simultaneously disseminating the world through digital
platforms. In addition to the classic method of determining the
export price per episode of a drama or movie, a new entry pattern is
emerging. For example, the majority of Korean drama is sol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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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flix, and Netflix has tried the so-called “binge-watching”
method, which allows consumers to watch a comfortable amount at
a convenient time by providing many Korean dramas. In the era of
COVID-19, while each country is struggling to produce and
distribute new cultural contents, Korean Wave content is seeing a
significant reflection effect by quickly making full use of overseas
expansion strategies suitable for the era of digital platforms. As
such, the Korean Wave is facing a new phase in many ways.
Therefore, in the face of the rapidly changing digital platform era,
this study aims to raise the awareness on the necessity of preparing
a policy for the continuous expansion of Korean Wave contents
centered on the ASEAN region. The ASEAN market is a large-scale
content market showing rapid growth as well as an economically
and politically important diplomatic target area for Korea. In order
to continue and expand the consumption of Hallyu content in this
reg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Wave
content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local contents consumption
status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Accordingly, this study raises the
necessity of preparing new policies for the Korean cultural industry
in response to the demands of the times in line with the potential of
the ASEAN cultural content market. In addition, with the rise of
Korean Wave 3.0, this study aims to prepare policy support
measures for stabilizing the cultural industry and increasing the
expansion of the content field into overseas marke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patially, among
ASEAN member countries, six countries, Vietnam, Philippines,

350

•

아세안 지역 한류콘텐츠 활성화 방안

Thailand, Malaysia, Indonesia, and Singapore, were selected as
target countries for analysis. Brunei, Cambodia, Myanmar, and Laos
were excluded because of the limitations of the Korean Wave
consumption survey and the fact that the size of Korean Wave
exchanges and their own cultural industries were relatively small
compared to the selected countries. Second, with regard to the
genre of cultural content, the focus was on six areas: K-Pop,
broadcasting (drama and entertainment), film, animation, webtoon,
and gaming. Third, in the analysis of each country's content genre,
we paid attention to three major aspects, such as planning,
licensing, and distribution.
Meanwhile, the study utilizes various approaches such as
analyzing the audience aspect in the light of the new media
environment and conducting expert interviews with those who have
experience in the Southeast Asian market,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showed a tendency to focus on local market status surveys
related to the advancement of Korean Wave content to the
Southeast Asian market. In particular, the digital ethnography
technique was applied to analyze the cases of Indonesia and
Singapore. Based on this research approach, researchers tried to
derive policy directions and support tasks that can continue
reciprocal exchange along with continuous consumption of Hallyu
content.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six
countries in the ASEAN region and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Wave content consumption are as follows. First, Vietnam's cultural

Executive Summary

•

351

content industry is expected to continue to grow based on its
demographic structure with a large proportion of young people,
open foreign policies, and ICT policies including e-commerce and
5G commercialization. Control factors such as content regulation in
online spaces such as the Cyber Security Act, regulations such as
“conditional investment field” in foreign investment exist, but the
potential of the cultural industry also exists as can be seen in
cultural industry policies such as “2020-2030 Vietnam Cultural
Industry Promotion Strategy” and broadcasting policies related to
digital transformation, among others. It can be seen as an active
Korean Wave consumer destination, with co-productions and IP
exports continuing in the field of broadcasting and entertainment,
co-production of remakes and theater advances in movies, and
localization such as local audition programs and discovering local
artists in music.
In the Philippines, the proportion of young people and children
who are active in Internet use in the total population is large, and
the government is actively pursuing digital transformation, and
consumption potential is increasing as the economy continues to
grow. Although the Foreign Investment Act and the domestic
industrial protection policy are being implemented, the digital
transformation policy is rapidly being implemented in the
broadcasting sector. Hallyu content is are recognized in the
broadcasting area, leading to attempts of localization through
remakes or production of Filipino broadcasting programs using
Korean materials, and music being a representative part of Korean

352

•

아세안 지역 한류콘텐츠 활성화 방안

Wave contents, idol groups with Filipino members are being
nurtured. In the film field, it is a country where joint film production
is attempted.
Thailand has a high level of awareness and consumption of Hallyu
cultural content. The Korean Wave was formed amid favorable
conditions, including Korea emerging as Thailand's major economic
cooperation country and growing interest in the Korean language in
Thailand. The demand for reproduction of Korean Wave content
based on the Thai context is high, and the Korean Wave is
consumed in various fields such as dramas, movies, and music. In
particular, as Thailand is a representative Korean Wave consumer
among Southeast Asian countries, a localization strategy that
actively reflects Thailand's peculiarities is required.
Compared to other Southeast Asian countries, Malaysia has a
higher income level and diversification of consumption trends,
which has a high potential for the growth of Korean Wave cultural
contents. However, it is necessary to closely examine its Islamic
culture and different cultural lifestyles and regulations. Dramas,
movies, music, webtoons, and games all show interest in the Korean
Wave, and in the case of K-pop, they are actively consuming Korean
Wave

content

by

creating

their

own

cultural

community.

Accordingly, there is a need for a plan to increase the business
cooperation model by enhancing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governments.
Indonesia has recently been regarded as the country with the most
attention among the Southeast Asian markets. Indonesia is a 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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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lation country and has the peculiarity that most of its cultural
contents are produced in local languages, but the investment of
Korean companies is active and its potential as a content market is
highly appreciated. However, despite the democratic system, there
were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such as online
defamation and blasphemy, and as the world's No. 1 Muslim
population, conservative society caused controversy over the
Korean Wave. In particular, Korean dramas are popular with all
classes, and Korean-style web dramas are being produced locally.
The music sector is also very popular with the Korean Wave, as it
actively appoints K-pop stars for local corporate marketing. In the
case of movies, CGV is advancing into the theater industry, and
webtoons have gone beyond the popularity of domestic webtoons,
and LINE webtoons are applying a system to discover local authors.
What is distinctive is that “influencers” are remarkable, and they are
emerging as the leading roles in civilian diplomacy in recent years.
Singapore is a multicultural society with a multilingual,
multi-religious, and multi-ethnic population in the background, and
has developed mobile and internet infrastructure. It is a country
with high literacy and purchasing power for overseas cultural
contents including Korean Wave content by revitalizing cultural
consumption. The government's active support policy is in progress
to increase its own content production capability and infrastructure,
but there is also the ambiguity of media content regulation and
censorship. In particular, it is one of the countries that respond
quickly to Korean Wave content as competition intensifies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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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over-the-top) platform. Therefore, it also plays a role as a “test
bed” for global competitiveness of Korean Wave contents. As it has
an English-based global fan culture and serves as a base for
performing arts in ASEAN, it is also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consumption trend of K-pop music.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Korean Wave
contents market in Southeast Asia and the cultural industry policies
and social cultures of major countries, the infrastructure such as
platforms and movie theaters of Korean contents companies have
been established, but it is linked to the limited aspects of foreign
investment. Therefore, rather than co-investment or collaboration,
IP-oriented exchanges including format exports have been mainly
formed in recent years. Also, although the popularity of the Korean
Wave is high, it has tended to attract attention mainly to artists and
Hallyu stars. This was confirmed in in-depth interview analysis with
experts with experience in the Korean Wave content market in
Southeast Asia. Overall, the market potential of the ASEAN region is
very high, but due to local production conditions, IP exports or
indirect advances are being attempted rather than co-production
methods, and more recently, the expansion of the OTT market has
been identified as a major issue. In addition, compared to the
movie, broadcasting, and music genres centered by large private
companies, the government's support policy is effective for indirect
entry using platforms such as the webtoon genre, and direct entry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ppears to be very limited due
to the structure of the Korean Wave contents eco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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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e above analysis, this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policy directions and activation plans. First, the relevant government
ministries and public institutions should establish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and adjust the tension between the two seemingly
conflicting trends of “market” and “exchange,” while supporting the
Korean Wave content projects in the ASEAN market from a mid- to
long-term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prepare support measures
for each genre to secure high-quality IP with a strategic roadmap
for supporting Korean Wave contents. Strategies for this can be
“raising public awareness and interest in ASEAN member countries,”
“expanding exchange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and ministries,”
“creating a virtuous cycle of Korean Wave content ecosystem,” and
“a mutual cooperation between the private sector and the
government by genre.” In addition, due to various constraints in this
study, on-site interviews could not be conducted. Accordingly, this
study suggests that a more comprehensive and specific research be
carried out in the future as a follow-up project of full-scale field
research, as well as the continuation of ethnographic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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