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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김영재1)

초 록

조합원의 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조합원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협동조

합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전 산업에 걸쳐 다

양한 종류의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해외시장 매출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한국 애니메이션의 해외배급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이 조합

원으로 참여하는 해외 마케팅협동조합의 도입 타당성과 기대효과를 논의하였다. 

애니메이션 제작사들과의 인터뷰 결과, 한국 애니메이션 해외 배급의 문제는, 1)취

약한 마케팅 조직과 전문성, 2)TV 방영권 위주의 판매로 인한 부가판권 매출 미흡, 

3)지역별로 특화된 마케팅 역량의 부족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수익성과 자금력이 

취약한 애니메이션 제작사들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해외 마케팅협동조

합이 설립된다면, 애니메이션 제작사들로서는 불가능했던 심층적인 시장조사 등을 

통해 해외시장 적응력이 강화되고. 조합원들이 제작한 여러 작품을 함께 판매함에 

따라, 장르· 물량· 타겟 등과 관련한 해외 거래선의 다양한 수요에 대한 대응력 및 

협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조합원들의 자본과 인력을 함께 투입함으로

써,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통해 작품의 브랜드 가치 제고가 가능하고, TV 방영, 

캐릭터 머천다이징, 디지털 미디어 유통 등 가치사슬의 전 과정에 걸친 매출 극대

화와 지역별로 특화된 마케팅 조직의 구축이 가능해진다. 무엇보다도, 협동조합을 

통해서 조합원들이 모든 주요 의사결정에 평등하게 참여함으로써 각각의 작품을 

위한 최적의 마케팅 활동이 수행되도록 관리·통제할 수 있고, 판매 이익은 조합원

인 제작사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배급사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개별 작품에 최적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마케팅 협동조합은 효과적인 해외배급 활성화 방안이 될 

수 있다. 

주제어 : 마케팅 협동조합, 애니메이션, 해외 배급, 판매 대리인, 협동조합기본법 

1) 이 논문은 2014년 한양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HY-2014-G)

1)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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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해외시장 매출수익의 증대는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다. 방송, 극장의 유통 장벽으로 인한 소비자 접점 

확보의 어려움, 낮은 시청률에 따른 캐릭터 사업기회  상실, 지

상파 TV 방영료 인하에 따른 국내시장 수익구조의 붕괴와 재원조

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은 생존을 위해서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노력의 결과,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국내에서 기획된 작품들의 해외 수출과 해외 공

동제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1) 

그러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

작 한국 창작 애니메이션이 해외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수익은 기

대에 미치지 못한다. 해외 판권수익은 해당 국가의 지상파 TV 방

영권료에 근거한 미니멈 개런티(Minimum Guarantee)수준에 머물

러 있고, IPTV, VOD, 스마트 미디어 등 뉴미디어 플랫폼 유통이

나 캐릭터 머천다이징을 통한 수익은 제대로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하나의 방송 콘텐츠로만 판매될 뿐, 뉴미디어 플랫폼 적합

성이 뛰어나고, OSMU를 통한 부가가치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하는 

애니메이션의 잠재수익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해외 미디어를 통한 작품 방영을 

추구하는 한국 애니메이션의‘해외시장 진출 파라다임’에서 벗

어나, 해외 시장으로부터의 유의미한 수익 실현을 중시하는‘해

외 비즈니스 파라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

력을 얻고 있다.2) 

한국 창작 애니메이션의 해외 수익증대를 위한 전략 모색의 일

환으로, 본 연구는 마케팅 협동조합의 도입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협동조합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구에 대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 모델로 주목받고 있고, UN은 2012년을‘세계 협동조

1)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애니메이션 산업백서』, 2013. p.199.

2) 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2014-2018 애니메이션산업 중

장기발전 정책방안 수립연구』, 2014. p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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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해’로 지정하는 등, 세계적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12월 1일‘협동조합 기본

법’이 제정됨에 따라, 특정 산업 분야에서만 개별법에 의거하여  

설립이 허용되었던 협동조합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유롭게 결성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3,336개의 새로운 협동조합이 설립을 마쳐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

이 고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3) 문화예술 분야의 협동조합

은 문화예술 종사자를 중심으로 하는 창작자 협동조합이 주를 이

루고 있지만, 2014년 7월 음원시장에서 멜론 등 유통 플랫폼의 

독점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음악 창작자들이 직접 음원 유통에 

나서겠다는 목적으로 결성한‘바른음원 협동조합’과 같이, 플랫

폼 기업의 지배에서 벗어나 콘텐츠 생산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콘

텐츠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협동조합의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4)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본고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관심

이 높아지고 있는 협동조합에 관한 문헌 연구를 통해 협동조합의 

개념 및 특성을 확인하고, 그중에서 특히 판매 및 마케팅을 목적

으로 하는‘마케팅 협동조합(marketing cooperative)’의 기능에 

관해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제작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애니메이션의 해외 배급 현황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창작 애니메이션의 해외수익 증대를 위한 협동조합 도입의 타당

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해외 마케팅 전문 협동조합을 통해 한국 

창작 애니메이션의 해외 매출 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수익 

확보가 절실한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조합원

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협동조합의 특성 상, 애니메이션 창

작자인 제작사들의 권익 보호와 수익 증대에 기여함으로써, 콘텐

츠 유통기업의 부가가치 독점 문제 해결과 산업 선순환 구조 구

3) 기획재정부(http://www.cooperatives.go.kr/)

4) 김동환,“모두가 조합원 되면 멜론 독점 깰 수 있어”,『오마이뉴스』,2014년 

7월 16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1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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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 제시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Ⅱ. 협동조합에 관한 문헌 검토  

1. 협동조합의 개념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이란‘재화 또는 용역의 구

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

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

다.5) 국제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ICA)은 협동조합을‘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기

업을 통해 공동의 경제적·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인 단체’6)로, 미국 

농무부는 ‘이용자가 소유하고 통제하며 이용 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7)’로 정의하고 있다. 

96개국 267개의 협동조합연합회로 구성된 국제협동조합연맹

(ICA)이 1995년 맨체스터 총회에서 제정한‘협동조합의 7대 원

칙8)’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1)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개방적인 결사체로, 2)조합원이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1인 1표의 동등한 투표권을 가지며, 3)자본조달에 있

어서 조합원이 공평한 부담을 맡고, 4)조합원들에 의해 관리되는 

독립적인 자율 조직으로, 5)조합원에게 충분한 교육과 훈련, 정

보를 제공하고, 6)협동조합 간에 적극적으로 협력 사업을 진행하

며, 7)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5)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1항, 법률 제11211호, 2012.1.26 제정

6) 국제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의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문(1995년)> 

‘A co-operative is an autonomous association of persons united voluntarily 

to meet their comm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needs and aspirations 

through a jointly-owned and democratically controlled enterprise.’ 

7) 미국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의 정의(1987) 

8) 1995년 맨체스터 총회에서 제정된 이 원칙은, 협동조합이 그 가치를 실천하는

데 기준이 되는 지침이다.

 (http://ica.coop/en/whats-co-op/co-operative-identity-values-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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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체이다.9) 

협동조합에 대한 정의와 연구자들의 논의를 살펴보면, 몇 가지 

협동조합의 개념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협동조합은 조

합원들의 자유의사에 의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인적 결합체이다. 

자본을 중심으로 한 물적 결합체인 주식회사와 달리,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인적 결합으로 이루어진다.10) 둘째, 조합원의 공통된 

필요와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체이다. 협동조합은 주

식회사 등 영리법인과 같이 법인 이익의 극대화가 아니라 조합원

들의 편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한다.11) 셋째, 협동조

합은 조합원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된다. 지분에 따라 투표권

이 주어지기 때문에 대주주에게 의사결정 권한이 집중되는 주식

회사와 달리, 인적 결사체인 협동조합은 1인 1표의 투표권을 가

진 평등한 조합원들에 의해 운영되는 조직이다.12) 종합하면, 협

동조합이란‘조합원들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조합

원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인적 결사체이자  

사업체’라고 이해할 수 있다. 

2.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의의 

협동조합이 사회ㆍ경제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보완적 사업

모델로 부각됨에 따라 다양한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

되었다. 그에 따라, 과거에는 개별적으로 제정된 법률에 의거, 

제한된 영역에서만 설립ㆍ운영되던13) 협동조합이 금융, 보험업을 

9) 허은영,『문화예술 분야 협동조합 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문화관광연

구원, 2011, p.10. 

10) 허은영, 앞의 글,p.20. 

11)허은영,앞의 글,p.21; 박환두·노영숙,「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른 협동조

합 유형변화 연구」,『경영컨설팅연구』,제13권 제3호(2013), p.335.; 

Hardesty, S.D.,“Cooperatives as Marketers of Branded Products”,Journal 

of Food Distribution Research, Vol.36,No.1(2005), p.238.

12) 안인재,“문화예술분야 협동조합이 문화예술 생산에 미치는 영향연구”,한양

대학교 문화콘텐츠학 석사학위논문(2012.2.),pp.15-18.; 허은영,앞의 

글,pp.93-99.; 박환두·노영숙, 앞의 논문, p.335.   

13) 개별법 체계에 따라 운영되고 있던 8개 협동조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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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가능해졌다. 또한 출자금 규모에 상관없이 

5명의 조합원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하고, 지역주민의 권익·복리 

증진이나 취약 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공익 목적의‘사회적 협동조합’14)을 제외한 일반 협동조합은 관

할 시·도지사에 신고만으로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15)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구성원의 복리 및 조합

원들의 경제·사회·문화적 수요에 부응하는 목적을 지닌다.16) 

주요 사안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하며,17)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

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하고, 

조합원 탈퇴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다.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출자액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며, 조합

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조합원은 이익잉여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데,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을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 출자금에 따른 배당은 10% 

이하로 규정하여, 협동조합이 본래 목적하는 바대로 고액 출자자

가 아닌 이용자 조합원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였다.18)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은 다음과 같은 사회경제적 의미를 지닌

다. 첫째, 대주주의 지배에서 벗어나 구성원들의 민주적 의사 결

정에 따르는 새로운 형태의 법인 설립과 운영이 다양한 분야에서 

가능해졌다.19) 둘째, 법인 이익의 극대화가 아니라 조합원의 편

   농업협동조합(농협협동조합법, 1957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

법, 1961년), 수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법, 1962년), 엽연초생산협동조

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1963년), 신용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법, 1972년), 

산림조합(산림조합법, 1980년),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법, 1982년), 소비자생

활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1999년)

14)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정의)의 3항에서 규정

15)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설립신고 등)

16) 협동조합기본법 5조(설립목적)

17) 정관의 변경,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조합원의 제명.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

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나머지는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동법 제29조. 총회의 의결사항등) 

18) 협동조합기본법 제20조(조합원의 자격), 제21조(가입), 제24조(탈퇴), 제22

조(출자 및 책임), 제51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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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 극대화가 목적인 협동조합이 출현함에 따라, 법인으로부터 사

회 구성원에 대한 부가가치 재분배가 활성화되어 사회 복지에의 

기여 가능성이 증가하였다.20) 셋째, 중간상의 마진을 배제하고 

생산농가들에 의해 직접 운영되는 한우협동조합의 경우와 같이 

영리기업의 시장 지배를 견제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21) 넷째, 3차 산업에서의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게 

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소규모 신규 창업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22) 

3. 마케팅 협동조합에 관한 논의  

협동조합은 구성원의 유형, 업종, 결성목적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 분류할 수 있다. 크게는 구성 주체에 따라서 소비자와 생산

자 협동조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소비자협동조합은 조합원

들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공동구매 또는 공동서비스 기능

을 수행하며, 생산 부문의 협동조합은 노동 소외와 불안정한 고

용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과 같은 개인 중심의 협동조합과 공동의 이익을 추

구하는 사업자 중심의 협동조합으로 구분된다.23)

마케팅협동조합은 생산자협동조합 유형의 하나로 조합원들의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공동 마케팅 및 판매 대행 기능을 수행한

다. 캘리포니아, 아리조나주의 6,000여 감귤 재배농가들의 협동

조합인 Sunkist, 크랜베리와 그레이프 프루트 농가들로 구성된 

Ocean Spray, 캘리포니아 건포도 농가들로 구성된 Sun-Maid와 같

은 농산물 마케팅협동조합(agricultural marketing cooperative)

이 대표적이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마케팅협동조합이란 생산

19) 허은영, 앞의 글, p.13. 

20) 안인재, 앞의 논문,pp.15-18.

21) <MBC 다큐스페셜 : 함께 쓰는 성공신화, 협동조합>,(633회, 2014년 7월 14일 

방영),  http://www.imbc.com/broad/tv/culture/mbcspecial/vod/index.html.

22) 기획재정부,『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2013, pp.64-67.

23) 원종욱 외,『협동조합기본법 도입이 시장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

건사회연구원, 2012, pp.54-55.; 허은영, 앞의 글,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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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공동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조직으로, 유통채널에서 

중간상을 배제하고 직접 소비자에게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더 큰 

조합원의 수익을 확보하며, 시장에서 생산자의 지위를 강화시키

는 역할을 수행한다.24) 

마케팅협동조합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2012년 12월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이전 개별법으로 설립이 허용되었던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을 위한 마케팅 전략 연구 또는 조합원 공동 

브랜드에 관한 연구25) 등이 일부 이루어졌을 뿐, 국내에서는 거

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반면, 농산물 마케팅협동조합이 

일반화된 해외에서는 마케팅협동조합의 기능 및 경쟁력에 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Warman & Kennedy는 마케팅협동조합이 1)구매가격 급락 등 시

장 환경의 변화에 따른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시정, 2)조

합원 개별적으로서는 수행할 수 없는 서비스의 제공, 3)유통 대

기업에 대응하는 협상력 강화, 4)위험과 비용의 분산, 5)취급 물

량증대에 따른 비용 절감과 수요 대응력의 강화 기능을 수행한다

고 하였으며,26) Bruynis et al.은 마케팅협동조합의 핵심 성공요

인으로, 충분한 설립자본, 적절한 거래물량 확보, 투명하고 정확

한 재무자료, 지속적인 인력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27) 또

한, Rafat et al.은 일반기업과는 다른 협동조합만의 차별적 의

사결정 과정을 고려하여 마케팅협동조합의 성과지표가 설정되어

야 한다고 주장하였고28), Baourakis et al.은 재무자료 분석을 

24)Warman,M.·Kennedy, T., Understanding Cooperatives: Agricultural 

Marketing Cooperativ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1998. p.1.  

25)한기인,「농협연합마케팅의 경쟁우위전략」.『농협조사월보』, Vol.578 

(2005), pp.1-26.; 정은수,「한우브랜드 마케팅 환경과 개선과제」,『농협조

사월보』,Vol.533(2002), pp.1-19. ; 조용준·명수아,「브랜드가치지수 모형

개발 및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전략방향: 수협을 중심으로」,『한국데이터

정보과학학회지』,Vol.24,No.6(2013), pp.1231-1239. 

26) Warman, M.·Kennedy, T., 앞의 책, p.1.  

27) Bruynis, C.·P.D. Goldsmith·D.E. Hahn and W.J. Taylor."Key Success 

Factors for Emerging  Agricultural Marketing Cooperatives", Journal of 
Cooperation, Vol.16(2001), pp.14-24.

28) Rafat, A.M.·E. Soboh·Alfons Oude Lansik·Gerard Giesen & Gert van 

Dijk,“Performance Measurement of the Agricultural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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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그리스(Greece) 주스 산업 마케팅협동조합의 강점과 약점을 

확인하고, 재무 경쟁력을 실증적으로 평가하였다.29) 

마케팅협동조합의 문제와 해결 방안에 관해 논의한 Hardesty의 

연구30)는 마케팅협동조합을 농산물 이외의 다른 분야로 확대 적

용하는데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Hardesty는 마케팅협동조

합이 농산물과 같은 원자재 상품(commodity)에 집중되어 브랜드 

상품 시장에서는 존재감이 미약하다고 지적하고, 이는 협동조합 

고유의 운영원칙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첫째, 이용

조합원의 편익을 추구하는 협동조합의 운영 원칙상 (user- 

benefit principle) 단기 이용실적에 따른 조합원 배당을 최우선

으로 하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의  전략 집행이 어렵다. 둘째, 시

장에서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지속

적인 상품 유통을 위해 많은 투자가 필요한데, 자본조달을 조합

원의 출자에 의존하는 협동조합으로서는 (user-financed 

principle) 충분한 자금 확보가 어렵다. 셋째, 협동조합은 동질

적인 조합원들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user- 

control principle), 일반 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

요한 고도의 마케팅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렵다. Hardesty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협동조합의 미래 수익이 상승하면 함께 가격

이 상승함으로써 미래 기대수익을 증대시키는 출하권(delivery 

right)31)을 통한 장기적 관점의 도입, 일반기업과 합작을 통한 

자본의 확충, 미국포도협동조합엽합회 (National Grape 

Cooperatives: The Gap between Theory and Practice”, Review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31,No.3(2009), pp.446-469.

29) Baourakis et al.,“Multicriteria Analysis and Assessment of Financial 

Viability of Agribusinesses: The Case of Marketing Co-operatives and 

Juice-Producing Companies”, Agribusiness, Vol.18,No.4(2002), pp.543–

558. 

30) Hardesty,S.D.,앞의 논문, pp.237-241. 

31) 조합원은 일정 물량의 생산품을 협동조합에 공급하고, 협동조합은 이를 구매

하여야 하는 의무와    권리를 규정한 쌍방 계약. 조합원은 반드시 출하권을 

구입해야하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자본조달    에 기여하며, 협동조합 경영이

익에 대한 청구권을 포함하고 있어 협동조합의 미래 수익성이 상승    하면 

출하권의 거래가격도 상승한다.(황의식,「신세대협동조합 운영원칙의 이론적 

배경 고찰」,『한국협동조합연구』, 제20집 제2호(2002), pp.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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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대상자 일시
인터뷰 

방법
해외 판매 작품

동우 A&E 담당 2014.7.7. 
대면 

인터뷰

유니미니펫, 

바스토프레몬

DPS 대표 2014.7.7.
대면 

인터뷰
두리둥실 뭉게공항

지앤지엔터테

인먼트
대표 2014.7.10.

대면 

인터뷰

꼬마신선타오, 

와글와글 꼬꼬맘

빅스크리에이

티브
대표 2014.7.14.

이메일 

인터뷰
뛰뛰빵빵 구조대

Cooperative Association)의 자회사인 웰치스(Welch’s)와 같이 

독자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자회사 설립을 통한 마케팅 전문성의 

제고 등을 제시하였다.

Ⅲ. 애니메이션 해외 배급의 현황과 한계  

1. 애니메이션 제작사 인터뷰  

한국 애니메이션의 해외 마케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자사가 

제작한 애니메이션의 해외 판매를 수행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제

작사32)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애니메이션의 해외배급 현황, 

조직 및 전략을 확인하였다. 인터뷰는 제작사 대표 또는 해외 판

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4년 7월 7일부터 24일 사이에 이루어

졌으며, 준비된 질문지에 근거하여 대면 또는 이메일로 진행하

고,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보

완하였다. 7개의 인터뷰 대상 기업은 <표 1>과 같다. 

32) 2014년 MIPTV 부스에 참여한 한국 애니메이션 제작사는 12개였다. (Reed 

MIDEM, The MIPTV 2014 Guide, 2014, pp.206-214.) 그중에서, 현재 해외 판매

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주요 작품의 제작사 중, 아이코닉스엔터테인먼

트, 시너지미디어, 대원미디어 등 상대적으로 마케팅 기능이 강화되어 있는 

기업을 제외하고, 내부에 제작 조직을 보유하고 마케팅보다는 애니메이션     

제작 위주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제작사를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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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C 미디어 대표 2014.7.16. 
이메일 

인터뷰
어리이야기

골디락스 

스튜디오
대표 2014.7.16.

이메일 

인터뷰
키오카

알지애니메이

션
대표 2014.7.24.

대면 

인터뷰
빼꼼

표 1. 한국 애니메이션 제작사 인터뷰 리스트 

 

본 연구가 파악하고자 하는 한국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의 해외 

배급과 관련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작사가 직접 

해외 배급 업무를 수행하는지, 아니면 전문 배급사나 판매 에이

전트(sales agent)를 활용하고 있는지와 관련한 판매 담당 주체

의 확인이다. 직접 해외 판매를 할 경우 해외 판매를 담당하는 

내부 인력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에이전트를 활용할 경우에는 

인력 및 배급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는 대신, 매출액의 20~30%에 

해당하는 판매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둘째, 해외 거래선에 작

품을 제시하고 판매를 협의하는 해외시장 접근 방법이다. 

MIPCOM, MIPTV 등 해외 방송 프로그램 마켓에서 구매자와  직접 

만나서 작품을 설명하고 판매협상을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만, 판매하는 작품의 수가 1~2개에 불과한 한국의 애니메이션 제

작사로서는 해외 마켓 참가비, 여행 경비 등의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셋째, 해외 판매의 성과와 제작사가 느끼는 문제점이다. 

정확한 매출액 자료를 공개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인 바, 작품의 

총 매출에서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하였고, 제작사가 

스스로 느끼는 해외배급의 성과 만족도 및 애로점을 확인하였다. 

넷째, 머천다이징과 디지털 미디어 등 부가판권 매출의 비중 및 

판매 방식이다. TV 방영권과 DVD 판권 수익 이외에 캐릭터 머천

다이징 수익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 판권 매출이 얼

마나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향후 애니메이션의 

해외수익 증대를 위한 방안 모색에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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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제에 따른 인터뷰 기본 질문은 <표 2>와 같다. 

연구문제 질문

해외 판매 담당주체

귀사의 애니메이션 수출은 누가 

담당하는지? 

별도의 해외 판매부서 및 인력을 두고 

있는지?  

시장접근 방법  활용하고 있는 해외 판매방식은?

해외 판매 성과 및 

문제점

해외 매출의 비중은? 성과에 만족하는지? 

애로점은? 

머천다이징, 뉴미디어 

판권 판매

MD 및 New Media 판매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표 2. 인터뷰 기본질문

2. 해외배급 현황 및 한계   

1) 담당주체 및 시장접근 방법 

한국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은 판매 에이전트와 내부 인력에 의

한 직접 판매를 비슷한 비중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3개 제작사는 내부 인력에 의한 직접 판매를, 3개 제작사는 

에이전트를 통한 간접 판매 방식을 활용하고 있었으며, 1개 제작

사는 시장 접근 비용이 높은 유럽은 에이전트를 활용하고, 아시

아는 직접 판매를 수행하고 있었다. 인터뷰 기업 중 해외 판매 

작품이 1개뿐인 제작사들은 모두 판매 에이전트를 활용하고 있었

는데, 이는 판매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 내부에 전담 조직을 운

영하는 것보다 비용 상 효율적이고, 소규모 제작사로서는 역량과 

경험을 갖춘 인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해외 거래선 네트워크

와 전문성을 갖춘 에이전트의 활용이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지상파 TV 방송사의 해외 판매부서가 애니메이션의 

해외 배급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애니메이션에 대한 방송

사의 투자가 축소되고, 방송사의 입장에서 드라마 등 다른 프로

그램에 비해 애니메이션의 수출 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판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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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현재는 방송사를 통한 배급은 별

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해외 배급을 직접 수행하는 제작사

들은 모두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인력들은 애니메이

션  수출 뿐 아니라, 해외 공동제작의 추진 및 진행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제작사 중에서도 해외 전

담인력을 두고 있는 제작사가 있는데, 이들은 해외 에이전트 관

리 및 해외 공동제작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해외시장 접근은 모든 제작사가 해외마켓 참가를 활용하고 있

다. 직접 판매를 수행하는 제작사들은 해외 마켓 참가를 통해 해

외 거래선들에게 작품을 소개하고 거래 조건을 협의하며, 판매 

에이전트 역시 해외 마켓 참가를 통해 거래선들과 접촉하고 있

다. 해외 마켓 참가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지원기관의 공동 부

스를 활용하며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있지만, 매출액에 비해 비용

이 많이 소요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니메이션의 해외 

배급은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거래선과의 신뢰를 구축하면서 이

루어지기 때문에 성과 대비 비용 부담이 크지만, 다른 방법이 없

는 현 상황에서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한

다는 응답이었다. 

2) 해외 배급의 문제점 

인터뷰 대상 제작사들의 총 매출에서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

중은 15%~ 3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은 

창작 애니메이션의 전체 매출액이 워낙 적기 때문에 해외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뿐이며, 현 상황에서는 해외 

매출 비중이  최소한 전체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

다. 제작사들은 해외 매출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와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인식하고 있었다. 

첫째, 충분한 해외배급 조직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 

투자가 어렵다. 애니메이션 제작이 주된 사업이고, 차기 작품을 

위한 제작비 조달도 어려운 제작사로서는 해외 배급 역량 구축을 

위해 장기적이고 충분한 마케팅 투자를 지속한다는 것은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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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다. 사업 유지를 위해 애니메이션을 계속 제작해야만 하는 

제작사가 자금난에 당면할 경우, 제작 조직보다는 마케팅 조직을 

축소할 수밖에 없으며, 마케팅에 대한 투자 축소는 해외 배급력

의 약화와 매출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또한, 판매하는 

작품이 1~2개 시리즈에 불과한 제작사로서는 해외 마케팅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더라도, 매출을 발생시키는 작품의 수가  적기 때

문에 해외 배급을 위한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해외 판매에 투자를 하면 더 수익을 낼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비용 부담이 크며 조직 운영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A 제작

사) 

해외 구매선들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킹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한다. 

그러나, 프로젝트가 계속 추가되지 않는다면 비용 대비 수익성 문

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B 제작사)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수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

다.(C 제작사)

둘째, 다양한 부가판권을 통한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는

다. 작품의 모든 판권(all rights package)에 대한 미니멈 개런

티를 기준으로 국가별 판매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TV 방영권으로부터 최소 매출만 발생할 뿐, 해외 바이어

들이 부가판권 수익에 관심이 없고, 추가적인 수익 실현을 위한 

노력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TV 방영권에 한정된 매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다양한 부가판권 사업자들

과 직접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판권을 분리해서 판매해야 하

는데, 한국의 애니메이션 제작사로서는 각 지역별로 다양한 사업

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비용 부담이 크며, 부가판권 사

업자에 대한 정보가 없고, 해외 마켓에서는 이들 사업자들과의 

접촉 자체가 어렵다. 특히, 지상파 TV 및 DVD 시장 규모가 축소

되고, OTT, 스마트 미디어 등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 시장이 급격

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33) 현재와 같은 TV 방영권 위주의 판매

는 향후 한국 애니메이션의 해외 매출 감소를 불러올 우려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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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바이어들이 1개 시즌 작품으로는 머천다이징 판권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머천다이징보다는 뉴미디어 대응이 더 필요하다. 뉴미디어 

분야 매출이 커지는 것은 분명하다.(B 제작사)

MD 판권 판매는 전무하다. 해외 거래선도 큰 관심이 없다.(D 제작

사) 

방송 판권 수출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라이센싱 분야

가 문제이다. 공격적이고 빠른 마케팅이 필요한데 역부족이다.(E 

제작사) 

셋째, 지역별로 특화된 효과적인 마케팅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

는다. 판매 에이전트를 활용할 경우에는 에이전트의 국적에 따라 

특정 권역에만 판매가 집중되며, 내부 인력이 직접 판매를 수행

할 경우에도 기존의 인적 네트워크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

문에 새로운 지역의 판로 개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

한, 권역별, 국가별로 서로 다른 소비자 니즈(needs), 유통 환

경, 규제 심의에 대한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며, 지역별

로 특화된 마케팅 전문성이 부족하다.

유럽 지역은 에이전트를 활용하는데, 비용 문제로 불가피한 선택이

다.(D 제작사)

배급 파트너가 아시아 지역을 주로 담당하고 있어, 타 지역 배급경

험이 부족하다.(E 제작사)

독일 에이전트를 활용한 적이 있었는데, 대행하는 작품이 많다보니 

집중도가 떨어져 성과가 나지않아 국내 에이전트로 바꿨다.(F 제작

사) 

Ⅳ. 마케팅 협동조합 도입의 타당성

33) OTT, 스마트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배급 애니메이션 시장은, 홈비디

오 시장을 대체하면서 2012년 8%에서  2017년에는 전체 애니메이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애니메이션 산업백서』, 2013. p.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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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과제   

한국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이 겪고 있는 해외배급의 문제는, 빈

약한 마케팅 조직과 취약한 전문성, TV 방영권에만 의존하는 판

매로 인한 부가판권 수익창출의 어려움, 지역별로 특화된 마케팅 

역량의 부족으로 요약된다. 이는 판매하는 작품 수가 적고, 자금

력이 부족한 한국 애니메이션 제작사로서는 스스로 해결하기 어

려운 문제이다. 제작사들은 장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해외 마케팅에 투자하고 있지만, 낮은 애니메이션 수익

성을 고려할 때, 투자가 결실을 맺을 시점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세계 160개 국가를 대상으로 3,000 시간 분량의 애니메이션을 

판매하였던 애니메이션 전문 배급사 문스쿱(MoonScoop)의 마케팅 

전략은 한국 애니메이션의 해외 마케팅 개선방안  모색에 의미있

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문스쿱은 권역별로 6개국 현지에 근무하

는 370명의 인력을 갖추고, TV 방영, 머천다이징, 뉴미디어 유통

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역 담당자가  책임지고 하나의 브랜드로

서 통합적인 작품 마케팅을 수행하였다. 이는 해당 지역 TV 방영 

시점에 맞춘 최적화된 부가 사업 전개를 통해 DVD, 머천다이징, 

디지털 미디어 등 다양한 수익 원천으로부터 매출을 극대화하는

데 효과적이며, 미디어 환경과 소비자 취향이 서로  다른 지역별

로 해당 지역에 특화된 정교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이

다. 지역 담당자들은 TV 방송국 뿐 아니라, 홍보대행사. 웹에이

전시 등과 협력하여 작품의 홍보에도 관여하며, 새롭게 등장하는 

스마트 미디어 사업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뉴미디어 플

랫폼 배급도 강화하였다. 지상파 TV 광고 및 DVD 시장 축소에 대

응하여 방송국의 머천다이징 사업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마케팅 

활동 강화 및 수익 극대화를 도모하며,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대응해서 미국에 아동용 온라인 플랫폼 채널 카빌리언

(Kabillion)을 런칭하고, 뉴미디어에 적합한 단편 애니메이션을 

적극적으로 배급하는 등 판매 장르를 다양화하였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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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전문성과 자금력이 취약한 한국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직접 마케팅을 수행하는 대신, 전문성과 조직력을 갖춘 해외 전

문 배급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그러나 수많은 작품을 배급

하고 있는 대형 배급사로서는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한국 

애니메이션의 판매에 역량을 충분히 투입할 이유는 없다. 반면, 

배급하는 작품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소형 배급사나 

에이전트는 다양한 지역의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수익을 창

출할 수 있는 전문성 및 조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한국 애니메이션의 해외 시장 수익증대를 위해서는 지속적 투

자를 통한 마케팅 역량 강화, 전문 인력의 양성, 해외 마케팅 전

문 배급사와의 협력 강화, 해외 마케팅 비용 지원 등과 같은 기

존의 개선 방안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워 보인다. 지

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그 방안은 1)

취급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여 협상력을 강화하고, 2)충분한 마케

팅 자본 투자를 통해, 3)전문성과 지역별로 특화된 마케팅 역량

을 갖춘 조직을 구축하되, 4)작품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작품 하

나하나에 최적의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5)TV 방영권 이외에 

머천다이징 및 뉴미디어 등 부가판권 수익 극대화 및 이를 위한 

홍보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조건을 만족시켜야 한

다. 

2. 협동조합의 도입 타당성 및 기대효과  

현재 한국 애니메이션 해외 배급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극복

하고, 시장 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함에 있어서,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해

외 마케팅협동조합은 한국 애니메이션의 해외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필요조건을 충족시키는 효과적인 대안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마케팅협동조합은 조합원 개별적으로는 

34)Cartoon,“Industry Report: Distributing Animated Series on the 

International Market”, 2010. 7. 10., 

   http://cineuropa.org/dd.aspx?t=dossier&l=en&tid=1369&did=148598#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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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할 수 없었던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급 물량을 증대함으로써 

위험과 비용을 분산시키며, 수요에 대응하는 협상력을 강화시킨

다. 해외 마케팅협동조합이 설립된다면 개별적인 애니메이션 제

작사들로서는 불가능했던 심층적인 해외 시장조사, 마케팅 인력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획 및 마케팅에 있어서 조

합원들의 해외시장 적응력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조합원들이 

제작한 여러 작품을 함께 판매함에 따라 취급하는 작품의 수가 

증가하고 종류도 많아짐으로써, 장르·물량·타겟 등과 관련한 

해외 거래선의 다양한 수요에 대한 대응력이 강화된다. 이는 해

외시장에서 한국 애니메이션의 존재감과 협상력을 증대시키고,35) 

비용 및 시장 위험을 분산시킴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마케팅 활동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애니메이션 시장 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특화된 마케팅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를 통해 지역 내 

작품의 홍보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작품의 브랜드 가치

를 제고하고, TV 방영, 캐릭터 머천다이징, 디지털 미디어 유통 

등 가치사슬의 전 과정을 총괄하고 부가판권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충분한 조직적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

성을 보유한 충분한 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이 필요하지만, 현재 

한국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의 인력과 자본력으로서는 그러한 조직 

구축이 불가능하다. 또한, 판매하는 작품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

에 그만한 비용과 인력 투자가 정당화되지도 않는다. 시장 변화

와 경쟁에 대처하기 위해 이러한 조직적 역량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조합원들의 자본과 인력을 함께 투입하고, 조합원들의 

작품을 공동으로 판매하는 마케팅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합리

적인 대안일 것이다. 

해외 마케팅협동조합 도입의 기대효과 중에서 주목할 것은‘주

인-대리인 문제(agent- principal)36)’가 최소화된다는 것이다. 

35) 해외 거래선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작품을 원한다. 항상 똑같은  1∼2개의 타

이틀만 판매하는 애니메이션 제작사로서는, 새로운 타이틀을 원하는 해외 주

요 바이어와 해외 마켓에서의 미팅 자체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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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제작사(주인,principal)로서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배급사(대리인,agent)에게 작품의 마케팅을 대행시킴으로써 필요

한 마케팅 경쟁력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 배급사에게 

판매 대행을 의뢰할 경우, 제작사 인터뷰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배급사의 집중력의 저하로 개별 작품을 위한 최적의 마케팅이 이

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배급사로서는 대행하는 개별 작품의 매

출보다 배급사 이익의 극대화가 우선하기 때문에, 배급사의 수익

에 기여도가 높은 작품을 위해 다른 작품을 희생하는‘주인-대리

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가 발생한다. 특히, 거래선 

접촉과 시장 정보 취득에 있어 배급사 의존도가 큰 해외 마케팅

에 있어서는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한‘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더욱 크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통해 운

영되며 이용자 조합원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업체이다. 조

합원들은 협동조합의 마케팅 활동에 관한 모든 주요 의사결정에 

평등하게 참여함으로써, 자기 작품을 위한 최적의 마케팅 활동이 

수행되도록 관리·통제할 수 있고, 작품 판매를 통해 발생한 이

익은 이용자 조합원인 애니메이션 제작사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대리인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상 논의한 바와 같이, 애니메이션 해외마케팅 협동조합은 마

케팅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기능, 현재 한국 애니메이션의 해외 배

급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 그리고 협동조합 본래의 특성을 고려

할 때, 해외 마케팅 활성화를 통해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효과

적이고 타당한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 해외 마케팅협

동조합 도입의 타당성 및 기대효과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36) 정보의 비대칭성과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을 위

해 최선을 다하지 않는 문제로,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 대신 대리인의 이익을 

위해 일할 경우에 발생한다.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의 이익이 아니라 경영진

의 이익을 위해 경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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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타당성 및 기대효과

마케팅

협동조합의 

기능

개별 조합원으로서는 

수행할 수 없는 서비스 

제공

지역별, 부가판권 사업별 

해외시장 심층조사, 교육 

프로그램 등 가능 

취급물량 증대에 따른 

비용 및  위험 분산, 수요 

대응력 강화 

- 판매 작품 수의 증대로 

충분한  마케팅 투자를 

정당화 

- 취급 작품 다양화로 

장르, 타이틀  수, 타겟 등 

해외 거래선의 다양한  

수요 대응력 및 시장 

협상력의 강화

한국 

애니메이션 

해외배급의 

현안 문제

- 취약한 마케팅 

조직/전문성

- TV 방영권 의존 판매로 

인한 부가판권 매출 수익 

부족

- 지역별 특화된 마케팅 

활동 부족

- 투자비용 분산 및 

기대수익 증가로 투자 증대 

가능 

- 마케팅 전문성 및 조직 

강화  

지역별로 특화된 마케팅 및 

  부가판권 사업 및 홍보 

강화

협동조합 

고유의 

특성

- 조합원의 이익 극대화 

추구

- 조합원의 민주적 

사결정을

  통해 관리, 운영

‘주인-대리인 

문제’최소화

이용자 조합원인 제작사의 

이익 극대화 

 표 3. 애니메이션 해외 마케팅협동조합 도입의 타당성 및 기대효과

Ⅴ. 나가며

본 연구는 한국 창작 애니메이션 산업의 핵심 과제인 해외시장 

매출증대 방안 모색을 위해 애니메이션 제작사를 조합원으로 하

는 마케팅협동조합 도입의 타당성을 논의하였다. 전문성과 경험, 

조직력, 자본력이 취약한 한국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이 직접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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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문 배급사에 판매를 의존하

는데서 발생하는‘주인-대리인 문제’로 인해, 스스로 해외 네트

워크를 구축할 수밖에 없는 제작사들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하

지만, 낮은 수익성 및 재원조달 문제에 당면하고 있는 한국 애니

메이션 제작사가 충분한 마케팅 비용을 투자하면서 필요한 마케

팅 전문성과 조직력을 갖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

다. 또한, 마케팅 비용과 인력에 투자하는 대신 에이전트를 활용

하여 수출하고 있는 작품들 역시, 에이전트의 역량 부족 및 전문 

배급사가 한국 애니메이션 작품 하나하나를 위해 최적의 마케팅

을 제공하지 않는‘대리인 문제’로 인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

두지 못하고 있다.

해외 마케팅협동조합이 설립된다면, 현재 제작사들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 마케팅 비용과 노력을 협동조합에 함께 투입함으로써 

효과적인 마케팅 수행에 필요한 조직 구축과 전문성 확보가 가능

해진다. 이는 Hardesty 가 지적한 바, 충분한 마케팅 자본 투입

과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는 협동조합의 문제는 한국 애니메이션 

마케팅 협동조합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오히려 협동조합의 설립

이 마케팅 문제의 극복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또한, 거래방식에 있어서는 마케팅협동조합의 특화된 형태인 

협상협동조합(bargaining cooperatives)의 도입이 바람직할 것이

다. 협상협동조합은 상품을 직접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상

품의 가격, 물량 등 제반 판매조건에 대해서 생산자를 대신하여 

구매자와 협상하며, 합의된 협상조건에 따라 조합원들이 직접 상

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도록 한다.37)  이 경우, 협동조합은 직접 

판권을 구매하지 않으면서 마케팅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

에, 자본조달의 부담이 줄어들며, 해외 거래선과 제작사 간에 직

접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제작사 입장에서도 해외 거래선과의 네

트워크를 유지·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7) Warman, M.·Kennedy, T.,앞의 책,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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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애니메이션 해외배급의 문제 개선을 위한 대안

으로 해외 마케팅 협동조합의 도입 타당성을 큰 틀에서 논의하였

다. 그러다 보니, 실제 협동조합의 구체적인 운영방안 및 문제의 

해결방안, 예를 들어 개별 작품의 매출 극대화 추구에 따른 취약

한 협동조합 수익구조 개선 방안, 협동조합의 마케팅 역량 강화

를 위한 합리적 이익유보 방안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논의는 이

루어지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들 세부적인 운영 방안에 

관한 논의 역시, 본 연구가 제시하는 해외 마케팅 협동조합의 도

입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필수적인 논거가 될 것인 바, 협동조합 

운영과 관련한 사례 분석 및 그를 통한 효과적인 운영방안  모색

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기점

으로,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해외시장 수익 증대를 위한 다양

한 논의와 마케팅 협동조합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실행방안 모색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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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alidity and Expected Effect of 

International Marketing Cooperative for Korean Animation

KIM, Young Jae

Operating under the principle of user-benefit maximization and 

democratic user-control, cooperatives are being spot-lighted as a 

business model satisfying the various social, financial needs. In 

Korea, the Law of Cooperative was enacted as of December 2012, which 

has enabled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s in variety of industry 

fields.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expected effect and validity of 

marketing cooperative as a solution for insufficient sales revenue 

in international distribution of Korean animation. The interviews 

with Korean animation studios found out the key problems of overseas 

distribution, which are; 1) lack of marketing expertise and weak 

organization, 2) lack of ancillary rights exploitation due to the 

deals based upon all rights package with the broadcasters who are 

not interested in ancillary business, 3) lack of localized marketing 

support in each territory. The solution for these problems takes 

large and long-term marketing investment and it is far beyond the 

capabilities of small Korean animation studios. Marketing 

cooperative can provide services not available otherwise such as 

in-depth market research which will help the improvement of 

international marketing expertise. Also. as the cooperative carries 

enough volume of animation catalogue, it can increase negotiation 

power satisfying the various needs of buyers. Also, it can provide 

the precise marketing support for each territory by integrating 

every process of value chain, from TV broadcasting, merchandising, 

and digital media platform. Above all, a clear benefit of marketing 

cooperative is that, because of its user-benefit and user-control 

principle, the principal-agent problem can be minimized while it 

maximizes the profit for member studios.

Key words : Marketing Cooperative, Korean Animation, 

International distribution, Principal-agent problem, International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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