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95?

1. 서론

최근 케이팝(K-Pop)의 인기가 아시아지역을 넘

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한류에 대한 관심이 더

욱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

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한류확산의 원

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전공에서 학문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정책관련 학문분야

에서의 한류연구는 새로운 문화적 경쟁력으로서

의 한류에 주목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주로 한류

콘텐츠의 특성이나 강점, 성공요인과 같은 한류의 

내재적 특징을 분석하고, 한류에 대한 현지반응과 

성공요인을 밝혀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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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이 연구는 한류확산에 관한 기존의 내용분석적인 접근에 더하여 문화산업적인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를 논의하기 위한 사례로는 일본에서의 한류확산을 분석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한류의 제도화 측면에서 일본이 가

장 두드러진 국가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류가 동아시아의 많은 국가에서 유행하고 있지만, 그것은 주로 특정 사회인구

학적 집단, 대표적으로 젊은 여성 사이에서의 인기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일본은, 모든 연령과 성별에 있어 한

류가 고르게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점에서, 한류가 가장 제도화된 국가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먼저 일본에서 한류가 정

착하고 확산될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요인으로 한국에서의 일본대중문화개방을 비롯한 한일 간의 활발한 문화산업 교

류를 분석하였다. 그런 다음 한국과 일본의 문화산업적 배출요인과 흡입요인을 분석하였는데, 한국의 배출요인으로는 

한국의 음반시장 축소와 방송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과정을 논의하였고, 일본의 흡입요인으로는 상대적으로 견고한 음

반시장과 위성방송출범과 관련된 방송산업의 재편을 분석하였다. 논문에서는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두 국가의 문화산

업과 관련한 거시적 자료들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제시한 자료들이 문화산업적 모델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히 포괄적이

지 못하다는 점은 이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거시적 자료만을 제시하고 있는데, 향후 이러한 거시

적 자료중심의 분석에 더하여 실제 문화산업 종사자들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미시적 분석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한류, 문화산업, 배출요인, 흡입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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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은 창조적 산업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창출

하고자 하는 최근의 정책 경향과 맞물리면서 한류

산업의 유지와 확장을 위한 전략적 방안을 모색하

는데 주력한다. 또 다른 주된 연구는 문화연구의 

시각에서 한류의 확산을 다루고 있는 것들이다. 

이 연구들은 아시아문화의 공통점을 강조하면서 

한류가 아시아인들에게 수용될 수 있는 이유로서 

문화적 근접성(cultural proximity)에 따른 적은 문

화디스카운트(cultural discount)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한류를 주도하는 드라마나 영

화에서 동양적 가치가 아시아인들에게 어떻게 공

유될 수 있었는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특징은 한류의 확산에 관한 분

석에서 한류 상품, 드라마와 케이팝의 내용(con-
tents)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한류의 

성공은 우수한 한국문화가 잘 표현되었기 때문이

거나, 아시아적 공통의 가치가 잘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들은 한류의 성공에 

대하여 사후적인 설명으로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위의 연구들은, 왜 한류가 2000년
대 갑자기 외국으로 진출하고 확산되었는지에 대

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 즉, 한류가 성공하기 위해

서는, 먼저 한류 상품이 그 시장으로 진출을 해야 

하는데, 왜 2000년 전에는 거의 그러한 경향이 없

다가 2000년대 이후에 폭발적으로 진출하게 되었

는지 그 동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이다.

이 연구는 한류성공의 배경을 문화산업적 요인

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2000년 이후의 급격

한 한국상품의 외국진출과 관련하여 한류 상품이 

외국으로 나갈 수 밖에 없었던 한국내의 문화산업

적 배출요인(push factor)과 외국에서 한류상품을 

수입할 수밖에 없었던 외국의 문화산업적 흡입요

인(pull factor)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 과

정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에서의 한류성공을 

설명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현재까지 한류가 

제도적으로 가장 견고하게 정착된 지역이 일본이

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물론, 한류는 중국이나 

동남아에서도 크게 성공하고 있다. 하지만, 그 나

라에서의 한류소비층은 주로 젊은 여성이라는 점

에서 한류가 완전히 제도적으로 정착되었다고 보

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여성과 남성, 그

리고 전 연령층이 한류 소비층이라는 점에서 한류

의 제도적 정착이 상대적으로 견고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산업적 분석은 한류의 성공과 확산

에 대한 기존의 내용 중심의 시각에 거시적이며 

사회경제적인 설명을 더함으로써, 한류 연구에 대

한 보다 종합적인 설명을 제시할 것이다. 

2. 연구모델

그림 1은 일본한류 확산을 위한 문화산업적 모

델을 보여주고 있다. 이 모델은 일본에서의 한류

확산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사회경제적 요인을 포

함하였다기보다는 문화산업적 측면에서 분석할 

때 고려해야 하는 변수들만을 제시하고 있다. 

모델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에서의 한류확산

은 먼저, 문화산업의 글로벌화와 YouTube나 SNS
의 확산이라는 일반적 문화산업 배경요인에 더하

여, 한국에서의 일본문화개방과 이를 통한 양국문

그림 1. 일본한류확산의 문화산업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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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교류의 확대라는 한일 간의 문화산업 배경요인

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00년
대 들어서 음반시장 수입감소와 방송시장의 경쟁

심화라는 한국문화산업의 배출요인과 일본의 견

고한 음반시장과 방송시스템의 변화라는 일본문

화산업의 흡입요인이 상호작용하여 지금의 한류

확산을 낳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위의 모델을 바탕으로 한일문화교류

의 확대와 양국의 배출요인과 흡입요인에 대한 자

료들을 분석함으로써 문화산업적 모델의 설명력

을 제시할 것이다1).

3. 한국과 일본의 문화교류 확대

1) 한국에서의 일본대중문화 개방

한류의 확산을 위한 배경요인으로는 한국과 일

본의 문화교류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이것을 가능

그림 2. 일본대중문화 개방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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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한 것이 바로 1998년부터 진행된 일본의 대

중문화 개방이다. 

해방 후 일본대중문화를 개방하려는 다양한 시

도가 있었지만2), 본격적인 일본대중문화 개방은 

그림 2에서 보여지듯이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1998년부터 2004년까지 4차에 걸

쳐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1998년의 1차 개방에서는 비디오산업과 출판산

업이 부분적으로 개방되었고, 1999년의 2차 개방

에서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던 영화 및 비디오 부

문의 개방 폭을 확대하고 일본 대중가요의 공연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 2000년의 3차 개방은 포

괄적인 개방으로, 영화와 비디오 부문은 거의 완

전 개방에 가까운 수준으로 ‘18세 이상 관람가’ 영

화를 제외한 모든 영화의 상영과 비디오 출시가 

허용되었으며 대중가요 공연은 제한 없이 전면 개

방되었다. 이와 함께 미개방 분야였던 극장용 애

니메이션, 음반과 게임, 방송 등으로 확대되었다. 

방송 부문에서도 매체의 구분 없이 스포츠, 다큐

멘터리, 보도 프로그램의 방송이 허용되었다. 케

이블 TV 및 위성방송의 경우 공인된 국제 영화제 

수상작과 전체 관람가 영화로서 국내 개봉작 방영

을 허용했다. 2003년 6월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대중문화 개방 확대’를 표명한 후 공포된 2004년
의 4차 개방에서는 지상파 방송과 뉴미디어 방송

의 일부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전면 개

방이 이루어지게 된다. 

2) 한일 간 대중문화 교류 확대

일본대중문화의 개방은 한국대중문화가 일본

대중문화를 흡수하고 하이브리드 문화상품을 만

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 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

도 한국대중문화와의 교류와 한국대중문화를 이

해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확산시키게 된다. 즉, 일

본대중문화의 개방은 한국대중문화와 일본대중문

화의 교류확대와 공동작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양국의 대중문화 공동작업의 예로는 일본 내에서 

히트한 한국대중음악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림 3
은 2006년 이후 일본의 오리콘 차트 10위권 내에 

진입한 한국 노래의 작곡가와 가수를 분석한 것이

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히트한 음악의 대부분

은 한국가수와 일본작곡가의 합작이었고 그러한 

경향은 2010년 한국 아이돌그룹의 대거 일본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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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한국과 일본음악가의 공동작업 현황

출처: 오리콘 주간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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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음악산업 지역별 수입액 현황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산업 지역별 수출입액 현황(2006~2009)

그림 5. 음악산업 지역별 수출액 현황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산업 지역별 수출입액 현황(2006~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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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2011년부터는 한

국과 일본 작곡가의 공동작곡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대중문화 교류확대는 2006년부

터 2009년까지의 음악산업의 지역별 수출입 현황

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림 4와 그림 5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음악산업의 지역별 수출입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2010년 케이팝의 인기가 일본에서 시작되기 전부

터 일본은 이미 전세계 다른 모든 지역을 합한 것

보다도 더 많이 한국음악상품을 수입했다. 또한 

한국도 2009년에는 미국보다도 일본으로부터 더 

많이 음악상품을 수입하였다. 이러한 양국의 문

화산업 교류의 증가는 한류의 일본 확산의 중요한 

배경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3).

4. 한국에서의 문화산업적 배출요인

1) 음악산업의 변화

그림 6은 2000년 이후 한국음악산업의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음

악산업의 매출액은 2000년엔 4,104억원이었으

나 2009년에는 802억원으로 5분의 1 수준으로 급

감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디지털 음악시장은 

2001년 911억원에서 2009년 5,696억원으로 6배 

이상의 급증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음반시장의 

급격한 쇠퇴는 한국의 음악산업 종사자로 하여금 

자국의 시장 이외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고 하

는 배출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디지털 음악시장의 성공에서도 배출요인이 작

용하고 있는데, 디지털 음원시장은 크게 증가하였

지만 이에 대한 수익분배가 제작사화 유통사 위주

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디지털 음원 판매액

의 분배는 음원 제작자 모임인 한국음원제작자협

그림 6. 음반산업과 디지탈음악산업의 매출액 변화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음악산업백서(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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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작사·작곡가 모임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가

수·연주자 모임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각 음

원 유통업체로부터 수익을 나눠 받고 남은 금액은 

유통업체가 갖는 구조이다. 이 경우 배분 비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라 정해지게 되는데,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제

작자(작사, 작곡가), 제작사, 가수보다는 유통사

에게 많은 이익이 배분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수, 

연주자의 배분비율은 유통사의 10분의 1수준이라

는 점은 한국의 음악제작사가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게 하는 배출요인이 되고 있다. 

2) 방송시장의 경쟁 심화

2000년에 제정된 방송법 제72조제1항에 따르

면, 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의 전체 방송 프로그

램 중 국내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4)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그림 7에서 보여지듯이 전체 외

주제작사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고 드라마 

외주제작사는 그 비율이 더 증가하였다. 이런 상

황에서 각 방송국의 시청률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

고, 이에 따라 외주제작사 간의 경쟁은 더욱 심화

그림 7. 외주제작사 현황 및 드라마제작업체 비율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2010년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현황

표 1. 음원시장 배분비율

분배비율 제작사 작사·작곡가 가수·연주자 유통사

인터넷음원사이트 다운로드 40% 9% 5% 46%

정액제 이용시 40% 8.2% 4.5% 47.3%

벨소리 연결음 등 모바일매출 25% 9% 4.5% 61.5%

출처: 전병헌 의원실(http://blog.daum.net/bhjun/5508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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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방송국과 

외주제작사는 드라마의 수입처로, 또한 새로운 드

라마제작의 투자처로 일본시장으로 지속적으로 

진출하였다.

5. 일본에서의 문화 산업적 흡입요인

1) 일본 음반시장의 유인성

일본에서의 문화산업적 흡입요인은 먼저 견고

한 일본음반산업의 유인성을 들 수 있다. 그림 8
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은 음반산업만을 비교했을 

때는 미국시장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

장이다.

또한, 그림 9에서 보여지듯이, 음반시장의 감소

폭도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2000년 대비 5분의 1
로 감소한 한국시장에 비해 일본은 2006년 대비 3

분의 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심지어 DVD의 경

우 2006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전송으로 표시된 디지털음악시장은 한국만큼의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 한국의 디지털음

악시장은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거의 2배 성

장한 것에 비해 일본의 디지털음악시장은 2009년
을 정점으로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

은 향후에도 일본의 음반시장이 어느 정도 견고하

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게 한다. 이

러한 일본 음반시장의 견고성은 한국의 대중음악

산업이 일본으로 진출할 수 밖에 없는 일본으로부

터의 흡입요인으로 작용한다.

2) 일본의 방송시스템변화

또 다른 흡입요인은 위성방송(BS)의 확산으로 

대변되는 일본 방송시스템의 변화이다. 일본에서 

한류현상을 논할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컨텐츠가 

바로 겨울연가이다. 겨울연가는 NHK BS(위성방

그림 8. 주요국가 음반산업(CD+DVD) 매출액 비교

출처: 국제음반산업협회(IFPI,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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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에서 2003년 6월에 처음 방영되어 0.6%의 시청

률을 기록하였고 그 후 지상파방송에서 2004년 4
월과 6월에 방영되어 각각 5.1%, 7.4%의 시청률을 

기록하였다(三矢 2004). 이 드라마의 인기로 2004
년 4월에 겨울연가의 주인공인 배용준이 일본을 

처음 방문할 당시 5000여명의 팬들이 배용준을 보

기 위해 하네다공항에 몰리면서 일본 내에서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사회현상으로 받아들여지기 시

작하였다. 그 결과 단순한 드라마 인기의 차원을 

넘어 한국 자체에 대한 관심과 의식변화가 나타나

기 시작하였다(毛利2004; 李 2004; 林 2005; 石田

・木村・山中編2007). 
겨울연가의 성공을 일본의 방송산업적 측면에

서 살펴보면, 드라마의 성공이 일본의 방송시스템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BS방송의 보급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송으로의 이행을 한류 붐의 한가지 요인으로 분

석하고 있는 権容奭(2010)의 논의에 따르면, 일본

은 본래 TV천국이라고 할만큼 독자적인 컨텐츠가 

풍부하기에 지상파 방송채널에서 위험을 감수하

면서까지 한국과 같은 아시아권의 드라마를 방송

할 가능성은 적었다고 한다. 그러나 2000년 12월 

그림 9. 일본 음반시장 규모 추이 2006~2010

출처: 一般社団法人日本レコード協会(RIAJ, 2011)

표 2. 일본 위성방송의 역사

1998년 10월 BS디지털 방송위탁방송사업자인정 (NHK, 민간방송5국, WOWOW, 스타채널)

1999년 12월 BS디지털 데이터 방송위탁방송사업자 8사결정, 채널결정

2000년

2월 B-CAS (BS Conditional Access Systems Co.,Ltd) 설립

3월 BS디지털의 수신기기 테스트용 실험 전파의 송출개시

9월 BS디지털 시험방송 개시

12월 BS디지털 본방송 개시(NHK BS1,BS 니혼테레비, BS ASAHI, BS-TBS, BS JAPAN, BS FUJI)
2003년 12월 지상 디지털방송이 동경, 나고야, 오사카 일부에서 방송개시

2007년
9월 NHK-BS 아날로그 하이비전 방송종료

12월 BS디지털방송 신규 2국 (TwellV, BS 11개국) 방송개시

2011년 7월 BS아날로그방송 종료

출처: 일반사단법인 위성방송협회 홈페이지 자료를 근거로 작성 http://www.eiseihoso.org/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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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 디지털 위성방송이 시작되면서 전개된 방송시

스템의 변화는 일본 내에서 한국드라마를 수입하

게 되는 중요한 흡입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일

본에서 BS방송이 본격화 된 것은 NHK와 민간 5
개 방송국이 본격적으로 BS방송을 개시한 2000년 

12월부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초에 BS방송

을 보기 위해서는 BS전용설비가 필요했기에 BS방
송이 크게 보급되지는 못했다. 그런데, 2003년부

터 지상파 디지털 방송이 개시되면서,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NHK의 지상파 시청료에 945엔만 추가

하면 NHK BS방송 뿐 아니라 민간 BS방송을 무료

로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BS방송 시청

자가 빠르게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각 BS방송

국은 새롭게 컨텐츠 문제를 고민하게 되었고, 컨

텐츠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드라마가 실

험적으로 방영되었다. 2003년 겨울연가의 히트는 

이러한 일본 내 방송산업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

으며 겨울연가의 성공은 민간 BS방송국이 한국드

라마들 급속도로 수입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

었던 것이다. 

표 4. 2012년 10월 일본 방영 한국드라마 개요

지상 디지털방송 BS디지털방송

방송사 드라마 방영시간 방송사 드라마 방영시간

NHK 이산 일 23:00~

BS 니혼

테레비

구미호 월~금 10:00~

TBS 총각네 야채가게 월~금 10:05~ 반짝반짝 빛나는 월~금 12:05~

TV 동경 대장금 월~금 8:25~ 인연만들기 월~금 13:30~

동경

MXTV
공주가 돌아왔다 월 11:00~ 광개토대왕 월~금 16:00~

우리 결혼했어요 목 11:55~ 매니 일 22:00~

TV 사이타마
녹색마차 화 10:30~

BS ASAHI

우리집 여자들 월~목 17:00~

태조왕건 월~금 9:00~천추태후 수 10:30~

치바 TV

열아홉 순정 월~금 9:30~ 첫사랑 월~금 12:00~

하얀거짓말 월~목 22:00~ 불굴의 며느리 월~금 14:55~

장녹수 화 20:00~ 욕망의 불꽃 월~금 26:00~

며느리 전성시대 수 20:00~
BS~TBS

거상 김만덕 수 19:00~

TVK
제중원 수 15:00~ 천일의 약속 월~금 17:00~

싸인 수 20:00~

WOWOW

오작교형제들 월~금 05:00~

즐거운 우리집 목 15:00~ 천상의 화원 곰배령 월~금 08:30~

웃어라 동해야 월~금 06:10~

지고는 못살아 수 20:30~

출처: 와우코리아 홈페이지 자료를 근거로 작성 http://www.wowkorea.jp/guide/drama_info.asp

표 3. BS디지털방송채널 일람

유료방송

NHK BS1 지상파계약+월945엔

NHK BS프레미엄 지상파계약+월945엔

WOWOW 월2415엔

스타채널 2100엔

무료방송 BS 니혼테레비, BS ASAHI, BS-TBS, BS JAPAN, BS FUJI, BS 11, TwellV, Weather news

출처: 일반사단법인 위성방송협회 홈페이지 자료를 근거로 작성 http://www.eiseihoso.org/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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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본의 드라마가10회에서 12회정도의 분

량을 주 1회 방영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드라마의 

경우 대부분 20회가 넘고 심지어 50회가 넘는 것

도 많이 있기에, 한국드라마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낮시간대의 방송시간을 채우는데 적절한 대

안으로 작용하였다.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2012
년 10월 현재 일본에서 상영되고 있는 한국드라마

는 지방방송을 제외한 지상파에선 단 3편인 반면

(NHK, TBS, TV동경), BS에서는 15편에 이르는 

사실이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드라마에 대한 높은 수용도는 일본

내 BS방송의 확대와 안정이라는 일본 내의 방송산

업 시스템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6. 결론

 이 연구는 기존의 한류확산에 대한 여러 설명에 

더하여 문화산업적인 요인, 특히 한국에서의 배출

요인과 일본의 흡입요인의 상호작용에 입각하여 

일본에서의 한류확산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한류

의 확산과 관련하여, 한류 상품의 내용 분석에 입

각한 설명, 동아시아의 공통의 문화정체성과 관련

된 설명, 문화정책적 설명 등 다양한 학문분과에

서의 설명도 각각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 제시한대로 일본에서 한

류가 정착하고 확산될 수 있었던 보다 중요한 이

유는 한일간의 문화산업적 요인의 상호작용했기 

때문이다. 즉, 일본 내 한류의 제도화는, 한국에서

의 일본문화개방을 비롯한 한일 간의 활발한 문화

산업 교류가 배경요인으로 작용하고, 한국의 음반

시장 축소와 방송시장 경쟁의 심화라는 한국의 배

출요인과 일본의 상대적으로 견고한 음반시장과 

위성방송출범과 관련된 방송산업의 재편이라는 

일본에서의 흡입요인이 상호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문화산업적 분석은 향후 한

류연구의 종합적인 분석을 위해서 그 중요성이 크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또한 정책적 자료

로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문화상품을 아시아가 아닌 문화적으로 생소한 국

가에 진출시키고자 할 경우, 한류의 내용을 중시

하는 설명으로서는 그 성공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문화산업적 분석을 통하여 그 국가

의 흡입요인을 분석한다면, 정책적인 함의를 제시

할 수 있는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제시했던 자료들이 필자의 문화산

업적 모델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히 포괄적이지 못

하다는 점을 이 연구의 한계로 지적하고 싶다. 또

한 연구에서는 거시적 자료만을 제시하고 있는데, 

향후 이러한 거시적 자료중심의 분석에 더하여 실

제 문화산업 종사자들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미시

적 분석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 

주

1) 일반적 배경요인은 이미 많이 논의된 것으로 이 논문에서

는 설명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한 종합적인 자료는 조부근

(2009), 김은미 외(2011), 박여명(2012) 등을 참조하기 바

란다.

2) 영화산업을 통해 점진적으로 한일문화교류를 시작하려는 

움직임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7.23 공약을 통해 영화기술 및 배우교류, 합작영화, 

영화수입이라는 3단계 방침을 세우고 한일문화교류 협정

체결을 시도하였으나 여론의 반대로 모두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일본정부가 1970년대에 들어서 일본영화 수출에 

관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나, 한국정부는 

영화수입에 대한 반대입장을 고수하였다. 1980년대에 들

어서야 문화교류에 대한 양국 주요인사간의 공식적인 논

의가 시작되었고, 한국사회에서 일본대중문화개방문제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3) 음악산업 외에도 한일 간의 대중문화교류는 지속적으로 

확산되었다. 방송산업의 경우 컨텐츠진흥원의 자료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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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한일간 방송산업수출입은 지

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2009년 방송산업 분야에서 

일본은 한국방송산업의 최대 수입국이면서 동시에 한국으

로의 수출액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4) 이 비율은 2000년 제정이후 계속 변해왔는데, 최초에는 

100분의 40이상이었다가 2008년 5월의 방송통신위원회

의 고시에서는 KBS 제1델레비전은 100분의 24 이상, 제2

텔레비전은 100분의 40 이상, MBC와 SBS는 100분의 35 

이상으로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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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s of Cultural Industries in the Spread of Korean Wave:  
The Case of Korean Wave in Japan

Wonho Jang* · Ik Ki Kim**· Jiyoung Kim***

Abstract : This study focuses on the importance of macro socio-economic factors to explain the successes 
of Hallyu(Korean Wave). Studies of Hallyu have mainly discussed the contents of Hallyu products, em-
phasizing the excellence of Korean culture or cultural similarities in the East Asia. Analyzing cultural 
industrial factors, the study purports to contribute to more comprehensive explanations of Hallyu. To 
do so, the study analyzes the Japanese case, because Japan is considered as society where Hallyu is most 
institutionalized. The study suggests the importance of cultural exchanges between Korea and Japan 
as the background factors for Hallyu’s success in Japan. In addition, the study shows the interactions of 
‘push factors’ in Korea and ‘pull factors’ from Japan. As for push factors in Korea, this paper suggests the 
decline of music records(CD and DVD) industry and growing competition in broadcasting industry in 
Korea. Regarding the pull factors from Japan, robust music industry and changing broadcasting system 
are discussed. Although this paper try to suggest as many evidences as possible, the macro data suggested 
are not fully comprehensive enough to explain the importance of cultural industrial factors. In addition, 
micro-level analyses on the interactions among people who are working in the cultural industries are also 
necessary, and thus remained for the futu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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