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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은 한, , 일 3국의 애니메이션 산업을 비교분석하여 국 애니메이션산업의 황과 문제 을 
악하고 국 애니메이션산업의 해외 시장 수출 증  방안을 찾는 목 을 둔다. 이런 목 을 실 하기 
해서 애니메이션의 개념과 특징 등 이론  배경을 살펴보고 나서, 문헌연구 방법으로 한, 일, 국 애니메

이션산업의 논문 서 을 통해서 문헌자료의 정리  사례의 분석을 바탕으로 국 애니메이션의 수출 증  
방안을 제시하 다.
수출 증  방안 내용으로는 첫째, 애니메이션 작품의 이익을 최 로 얻을 수 있고 생작품을 다각 으

로 생길 수 있기 해서 산업 사슬을 개선해야 한다. 둘째, 애니메이션 산업의 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셋째, 정부 측면에서는 애니메이션산업에 한 법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먼  애니메이션산업과 제작
자 보호를 해서는 정부가 극 인 자 과 정책으로 지지해야 하고 외국과의 정부의 합작 련 법규를 

완화하고 극 인 개방 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국문화역사에 맞게 국제시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독특한 캐릭터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홈페이지와 모바일 매체 등을 활용한 국 애니메이션의 
극 인 홍보가 필요하다. 여섯째, 국제 교류를 강화하여 국제 공동제작으로 해외시장에 수출될 것이다.

■ 중심어 :∣중국∣애니메이션 산업∣문화산업∣국제공동제작∣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Korean animation industry and 3 of this paper is a matter of 
Korea, China, Chinese animation industry an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 of Chinese 
animation business in overseas markets.Aimed to find ways to expand exports. In order to 
realize this purpose with theoretical backgrounds, such as animation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literature, look at ways a paper from an animation industry, work, China.Chinese 
animation development plan based on the bibliographic data and case study based on books.
First, by government in terms of development measures and supplement the system and a law 

on the animation industry. First of all animation industry and producers To help protect the 
government is to become an active policy must be supported with funds and animation to ease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nd joint venture with foreign countries.Pursuing an active 
policy is needed. Second, an animated feature can get the full benefit of the industrial chain to 
and create derivative works as a multilateral needs to be improved. Third, the animation 
expertise to build human resources need to be nurtured. Fourth, in order to cater to overseas 
markets in China will create various types of Chinese traditional culture based on the animation 
is important. Fifth, and a mobile home page to get in. Sixth, will be easily exported to overseas 
markets to the creation of joint international exchange and international.

■ keyword :∣China∣Animation Industry∣Cultural Industry∣International Joint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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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 세계 으로 문화가치의 요성이 커지면서 

선진국을 심으로 ‘문화의 산업화’를 통해 문화산업으

로 성장시키기 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산업 의 하나인 애니메이션산업(animation 

industry)은 상산업을 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디어나 창의  노력으로도 규모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산업이다. 이는  세계의 심을 끌고 

있으며 미국、일본、한국 등 세계  선진국 애니메이

션산업은 그 나라의 추 산업이 되고 있다[1]. 

이처럼 애니메이션산업은 한 국가의 경제성장과 일

자리 창출기능이 부각 되면서 무한한 발  가능성을 갖

고 있는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2]. 특히 

애니메이션산업의 특징은 소비자층의 범 가 넓고 제

품의 생명주기가 길 뿐만 아니라 의복, 식품, 문구 등 각

양각색 생상품의 생산을 증 시킴으로서 무한  잠

재력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국은 애니메이션 산업

을 21세기 국의 유망산업으로 새로운 경제발  진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각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3].

국 애니메이션산업은 그 시장규모가 2005년 100억 

안에도 못 미치는데 2010년에 470.84억 안, 2014년 

1,000억 안으로 돌 하여 2017년에는 1,400억 안으

로 성장할 것으로 상하고 있다(사슬복, 김종두, 2015).  

<2016-2020년 국 애니메이션산업 투자분석과 경기 

망(2016-2020年中国动漫产业投资分析及前景预测报

告)>에서 국의 애니메이션 련 기업은 약 4600여 개

에 22만 명의 종업원을 지니고 있는 산업이다[3].

세계 으로 애니메이션의 규모는 극장 애니메이션이 

80억 달러, 캐릭터 가 900억 달러, 공  방송용 애니

메이션이 1,500억 달러를 능가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

는 가운데 미국이 극장용 애니메이션을, 일본이 ＴＶ용 

애니메이션으로 석권하고 있다. 즉 세계 애니메이션의 

시장 유율은 미국이 40%, 일본이 10%를 장악하고 있

는 것이다.  세계 애니메이션 시장 유율로 미국(약

40%), 일본(약10%), 국(약5%), 랑스(약3%), 캐나

다(약3%)등을 뒤이어 7 권을 형성되고 있었다. 이처

럼 세계애니메이션 산업의 부분을 미국과 일본이 양

분하고 있는데 2000년  후반과 같은 성장을 하고 있

는 국은 국、 랑스、독일、캐나다를 제치고  

세계 3  규모로 부상되고 있다[4].

이처럼 국 애니메이션산업은 거 한 시장 잠재력

을 가지고 있으나 국 애니메이션의 거 한 시청자  

큰 시장기반으로서 국 애니메이션 시장에서 미국과 

유럽의 만화 애니메이션은 29%,일본 만화 애니메이션

은 60%를 차지하여 반 로 국 원작 만화 애니메이션

은 11%에 불과하다[5]. 이처럼 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낮은 시장 유율은 2004년 이후 국 애니메이션 산업

의 수출에 향을 미쳐 재 국 애니메이션 산업은 

침체 상태에 처해 있다. 2013년 국의 주요 애니메이

션 수출은 10.2억 안에 불과하며, TV 애니메이션 수

출액은 2010년 1억1,133만 안의 최고조에 달하다가 

2012년 3,104.7만 안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3]. 이는 

애니메이션산업의 인재 부족, 국산 애니메이션 작품의 

창작력 부족, 국제 향력의 약화 등의 제약을 받고 있

어 자체의 발 을 해하고 있다.

따라서 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 을 해서는 한

국, 일본 등 애니메이션선진국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국 애니메이션 작품의 해외수출에 한 연구가 실

히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애니메이션산업의 황

과 문제 을 검토하고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각 

나라의 표 인 사례비교분석을 실시함을 통해서 

국 애니메이션산업 해외시장에서 수출증  방안을 제

시하는데서 독창성을 가지고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애니메이션산업의　개념

‘애니메이션’(Animation,漫畵映畵 만화 화, 문화어: 

그림 화）은 여러 장의 화면을 연속 촬 , 조작하여　

움직이도록 보이게 만든 화의 일종으로 만화 화 

는 동화(動畵)라고도 부른다. 통 으로 애니메이션은　

‘ 인 촬 （일반 화처럼 무비 카메라를 자동으로 

１ 당 24 임씩 돌아가게 지 않고, 보통 사진기를 

이용한 촬 처럼 한컷 한컷 는 방시）을 통하여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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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사물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화의 한 

장르’로 알려져 왔다[6]. 그러나 애니메이션은 만화

(cartoon)에서 추상미술까지, 종이나 셀을 이용한 기법

에서 모래나 토를 이용한 기법까지, 인형 화에서 컴

퓨터의 지원으로 만들어지는 특수효과 화까지 거

하게 넓은 역에 걸쳐 다양한 내용이 망라된 범주를 

가지고 있다. 

21세기에 애니메이션 산업은 ‘창의성’을 심으로 하

여 지식경제의 핵심 산업이 되하고, 출 , 상, 캐릭터 

팬시상품, 컴퓨터 게임, 고  테마 크 등과 연계되

는 산업간 연 효과가 월등하게 높고 매체간 변형을 통

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애니메이션산업

은 연  산업에 미치는 효과(Synergy effect)가 큰 

산업으로 다양한 연  산업들의 부메랑 효과

(Boomerang effect)가 기반 되었다. 따라서 각국은 경

제발 의 새로운 분야로서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 에 

극 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2].

2. 선행연구 

재 있는 해외 애니메이션 산업에 련 연구문헌 

에 부분은 미국, 일본, 한국의 애니메이션 산업발 모

델과 특징이 연구되었다. 국 애니메이션 산업은 체제

를 화기에 있기 따라 이에 해 새로운 인식을 가지

고 있지만 아직 애니메이션 산업과 시장에 한 연구와 

자료는 많지 않다.

이러한 국 애니메이션에 해 선행 연구로서 2002

년 정백령는 <당 재정과 경제>에서는 국 애니메이

션 산업의 요성을 천명하 으며, 장송림(张松林)은 

<2004년 국 애니메이션 연회 주체 보고>에서 국 

애니메이션 면 인 상황에 해 소개하 다[3]. 특히 

정백령(郑百灵)은 <당 재정과경제>에서 애니메이션 

산업의 요성을 서술하여, 넷이즈(Netease)가 발표한 

< 국 애니메이션산업 유산무직>에서는 “ 국 애니메

이션은 유산무직뿐만 아니라 완 한 산업 사슬도 없다”

라고 심도있게 분석하여 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

순서를 다시 생각할 필요를 제시하면서 애니메이션이 

가 산업 사슬을 포기해야 되고, FLASH 애니메이션

과 온라인게임의 형식으로 보 되는 생각을 제시하

다[5].

해외 애니메이션 성공사례분석을 미국, 국을 심

으로 살펴보고 이의 성공요인들을 심으로 분석한 후, 

한국의 애니메이션 산업 발 을 한 안 제시하 다

[7]. 한.  양국의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 과 황을 비

교분석하여 한국의 애니메이션 산업기술을 국에 

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국의 애니메이션 산업 

발 을 한 경쟁력방안을 도출하 다[7].

III. 한·중·일 애니메이션산업의 현황 

1. 한국   

재 한국 애니메이션 시장은 약 3000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2015년 애니메이션 산업의 사업체 수는 

376개, 종사자 수는 4728명을 치지하 고, 매출액은 

6102억 원, 부가가치 액은 2182억, 부가가치율은 35.8%

로 조사되었다. 수출액은 1억 2657만 달러, 수입액은 

701만 달러를 얻었다[8]. 애니메이션산업의 업체당 평

균매출액은 12억 2,500만 원, 1인당 평균매출액은 9700

만원으로 나타났다[3].

[표 1]에서 본 바와 같이 2015년 한국애니메이션 산

업의 수출액은 1억 2657만 달러로 2014년 1억 1565만에 

비해 9.4%를 증가하 다. 한편 수입액은 701만 달러로 

년 비 2.7%로 성장되었고, 연평균 3.3%로 증가되

었다. 는 수출입 차액은 1억 1956만 달러의 차이를 보

여서 한국 애니메이션 콘텐츠 수출은 수입보다 더 많게 

나온다.

표 1. 애니메이션산업 수출 및 수입액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년
비증감
률(%)

연평균
증감률
(%)

수출액 109,845 115,652 126,570 9.4 7.3

수입액 6,571 6,825 7,011 2.7 3.3

수출입 
차액

103,274 108,827 119,559 9.9 7.6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2017, 2016 애니메이션 산업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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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년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해외 수출방법은 직 수출방법 에서 해외 시

회  행사 참여가 31.7억만 달러로 제일 많고 년 비 

0.1%를 증가하 다. 간 수출방법 에서 해외 에이 트 

활용이 35.8만 달러로 년 비 0.4%를 감소하 지만 

아직까지 요한 간 추출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 애니메이션산업 해외 수출 방법

해외 수출방법 2013년 2014년 2015년
년 비증
감(%)

직접 
수출

해외전시회 
및 행사 참여

31.4 31.6 31.7 0.1

해외 유통사 
접촉 

16.8 17.2 17.3 0.1

온라인 해외 
판매

- - - -

해외 법인 
활용

8.7 8.6 8.7 0.1

간접 
수출

국내 
에이전트 
활용

6.5 6.4 6.5 0.1

해외 
에이전트 
활용

36.6 36.2 35.8 -0.4

기타 - - - -

합계 100.0 100.0 100.0 -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2017, 2016 애니메이션 산업백서

2. 일본  

2014년 일본 콘텐츠 시장은 1,680억 8,100만 달러로 

년 비 3.9% 성장한 수치를 기록하 다[9]. 게임, 애

니메이션, 방송 등 일부 분야에서만 상승세를 보이고 

나머지 분야는 감소하고 있고 국 등 신흥국가들의 빠

른 추격으로 세계 2  콘텐츠 강국으로서 상이 다소 

주춤하는 것으로 되었다[4].

 [표 3]에서 본 바와 같이 일본 애니메이션 시장은 세

계1  시장답게 2019년에 연평균 11.3%의 성장세로 상

승될 것으로 49억 8800만 달러로 치지할 것이다. 는 

애니메이션 방송은 12.1%의 연평균으로 성장한 268억 

8800만 달러가 되기로 상되었다.  

표 3. 일본 애니메이션 시장규모 및 전망, 2010-2019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14-19CAGR(%)

영화 413 424 435 446 457 469 2.6%

극장광고 0 0 0 0 0 0 0.0%

디지털
배급

554 701 854 998 1165 1332 19.2%

방송 1688 1949 2210 2471 2732 2993 12.1%

홈비디오 260 245 232 219 206 194 -5.7%

합계 2915 3319 3731 4134 4560 4988 11.3%

자료:MDRI(2014), 일본동화협회(2014), PwC(2015)

일본 애니메이션의 해외권한의 수량을 보면 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애니메이션 시장이 되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 애니메이션의 방

권의 가격을 지속 으로 상승에 따르면 갈수록 많은 

애니메이션 기업이 해외진출로 시작하 다. 특히 아시

아 시장을 시하 다. 이를 통해 국과 경제 교류를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림 1. 일본 애니메이션의 해외수출 추이

자료: 일본애니메이션협회, AJA(2016), 2016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보고

3. 중국  

국 애니메이션은 일  시작하 지만 발 이 더디

게 되었다. < 국 애니메이션산업발 보고(中国动漫产

业发展报告),2014>의 통계에 보면 국 애니메이션 산

업의 총생산액은 2011년 622억 안으로 2014년 1000억

을 넘고 되기로 년 복합성장률이 17.17%를 증가하 다. 

비록 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총생산액은 차 성장하

긴 하지만 지 까지 걸음마 수 에 불과하고 있다. 통

계에 따르면  세계 애니메이션 생산액이 5000억 달러

를 기록하 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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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에서 본 바와 같이 2019년 국 애니메이션 시

장은 연평균 13.6%의 성장세를 상하고, 14억 1800만 

달러 규모를 증 하고 있다.

표 4. 중국 애니메이션 시장규모 및 전망,2010-2019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14-19
CAGR

영화 217 208 328 370 459 532 614 711 820 946 15.6%

극장
광고

8 8 11 17 16 19 21 23 26 29 13.2%

디지
털배
급

0 6 13 24 25 32 38 44 51 57 17.7%

방송 99 117 138 166 200 236 264 292 319 347 11.7%

홈비
디오

54 41 50 62 48 48 46 43 41 39 -4.2%

합계 378 380 540 639 748 867 983 1,113
1,25
7

1,418 13.6%

자료: PwC(2015) 

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황을 구체 으로 분류하

면 다음과 같다. 

3.1 정책 환경

국은 2006년 이후 애니메이션 산업 발 을 해 정

부에서 극 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12년 문

화부는 제 12차 5개년 계획에 맞춰 <국가 애니메이션 

산업 발  계획>을 발표하 으며, 창작 작품에 한 다

양한 지원정책을 내놓았다. 한 모바일 기술의 발  

한 애니메이션 산업 발 에 큰 역할을 하 는데, 

국 정부의 인 인터넷개발 정책인 ‘인터넷+’을 통

해 모바일 인터넷 보 률이 격하게 증가하 다[2].

최근 국에서는 애니메이션이  연령화 산업으로 

발 되면서, 어린이를 한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청

소년과 성인들을 한 애니메이션도 활발하게 창작/방

되고 있다[10].

국 애니메이션의 시장 황을 [그림 2]에서 살펴보

면, 일본 애니메이션 작품이 시장의 60%를 유하고 

있으며, 청소년과 성인이 주 이용자층이다. 반면에 서양

(미국 심)은 29%를 하고 있다. 반면에 국 애니메

이션은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분 어린이층을 

상으로 한 작품이다.

 그림 2. 중국 애니메이션 콘텐츠 시장의 나라별 점유율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2016), 중국 콘텐츠산업동향, 19호, p.4

3.2 수출현황

2008년에부터 국 애니메이션 콘텐츠의 수출액은 

차 증가하고 있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

년 국의 TV 애니메이션 수출액은 3105만 안과 수

입액은 1489만 안, 2013년 4894만 안, 수입액은 

4432만 안, 2014년 수출된 TV 애니메이션은 2628시

간으로 3190만 안을 얻었다. 평균 수출가가 1.21만 

안/시간이다. 반면 4560기간을 수입 고, 수입액은 

11028만 안으로 기록하 다[5]. 평균 수입가가 2.42만

원/시간이다. 무역 자가 7838만 안으로 평균 수입가

는 평균 수출가보다 2배로 높았다. 그 결과 국 애니메

이션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2011년부터 국의 TV 애니메이션의 수출량(시간)

이 차 증가하고 있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 국의 TV 애니메이션 수출량(시간)은 426시

간, 2012년 1,678시간, 2013년 2,507시간, 2014년 2,628시

간, 2015년 3,091시간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3. 2007-2014년 중국 TV 애니메이션 수입출액

자료: 중국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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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011-2015년 중국 TV 애니메이션 수출량(시간) 

3.3 중국애니메이션의 장단점 

단 장  

좋은 시나리오를 없음
문화역사가 길고 애니메이
션을 창작하기 위해 풍부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음

포지셔닝을 불명확하고 성인으로서 
볼 줄 아는 스토리는 아이에게도 보
여준다.

애니메이션의 소비시장의 
범위가 넓다.

학교를 다니는 어린아이에 맞는 소토
리 애니메이션이 없다.

메체기술의 발전이 애니메
이션의 발전을 위해 기회를 
제공하다.

촬영방법이 풍부하지 않고 기술과 화
질이 떨어진다.

교육의미가 강하고 애니메
이션을 보면서 지식을 배울 
수 있다.

4. 한, 중, 일 애니메이션산업의 사례연구 및 수출 

증대 성공요인

4.1 한국 뽀롱뽀롱 뽀로로(Pororo)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는 주 시청 상인 유

아와 학부모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인기를 얻으

면서 국민 캐릭터로 자리매김하 다.

뽀로로는 처음 방 되었던 부터 상, 출 , 완구 등 

다양한 분야로 콘텐츠를 성공 으로 확장했으며, 재

까지 뮤지컬, 게임, 통장, 우표 등 콘텐츠는 역을 확장

하며 례 없는 성공사례는 기록하고 있다. 뽀로로는 

캐릭터 라이선스를 다양하게 용해 식음료, 팬시와 패

션, 교재와 문구, 학습용 게임 등으로 총 100개의 작품

개발사에서 400여개 작품을 개발해 매하고 있다. 해

외수출도 성공 으로  세계 82개국으로 애니메이션, 

완구 등이 수출되고 있다[5].

<뽀롱뽀롱 뽀로로>는 해외에서 콘텐츠 완성도와 캐

릭터에 한 호평을 받았고 해외시장 82개국에 캐릭터 

수출되고 17개국에서 애니메이션이 방송되었다. 해외 

애니메이션 련 잡지를 통한 고 활동도 작품의 인지

도를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매체 고를 통해 작

품홍보효과도 치질 수 있다. [표 5]는 뽀로로의 수출

황이다.

표 5. 뽀로로의 수출 현황

구분 수출액(만불) 수출국가 수
2004년 40 6

2005년 110 22

2006년 80 20

2007년 50 31

2008년 40 8

2009년 50 21(4)

2010년 60 24(18)

합계 430 132(2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뽀로로의 구제 인 성공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틈

새시장공략.뽀로로는 기획 단계부터 아직 발달 정도가 

미미한 틈새시장인 '유아용 애니메이션 시장' 진입을 

목표로 했습니다. 경쟁국인 일본과 비교하여 성공 가능

성이 높은 시장을 정한 것입니다[3]. 실제 (주)아이코닉

스의 표 최종일 사장은 "어린이 애니메이션 시장은 

포켓몬, 유희왕 등 일본이 통 인 강자이지만 유아시

장은 상 으로 비어 있어 승산이 있다고 단했다."

라고 말했습니다[11]. 둘째, 탄탄한 그래픽 수 . 탄탄한 

기술력이 뒷받침 되어 깔끔한 곡선처리, 이질감 없는 

입체 처리 그리고 자유로운 동선의 표 이 가능했습니

다. 뽀로로는 평면 이고 정감 있는 셀 그림이 주를 이

루는 일본 애니메이션과 완벽한 입체감을 구 하는 미

국 3D 캐릭터의 간정도, 즉 한국 특유의 3D 애니메이

션의 강 을 잘 살렸기 때문에 치열한 세계 애니메이션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1].

셋째, 언어의 통일. 실제 로벌 콘텐츠 계획의 일환

으로 '뽀롱뽀롱 뽀로로'의 애니메이션에서 사용되는 

자는 모두 어를 사용했습니다. 사용되는 언어를 통일

해 해외시장 진출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인 비용

을 감소시킨 것이지요. 그 외에도 뽀로로 애니메이션의 

큰 특징은 거의 말을 하지 않는다는 에 있습니다. 이 

은 비교  단기간에 해외시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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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틀을 제공했습니다[12].

4.2 한국 애니메이션 수출 증대 성공요인 분석 

4.2.1 새로운 산업사슬의 이용

한국의 애니메이션은 시작부터 문화와 분업화 과

정을 통해 제작되었다. 한국 애니메이션의 성공요인 

의 하나는 애니메이션의 캐릭터가 주로 2~5세 아이들

에게 그려냈기 때문으로 분석하 다. 따라서 애니메이

션의 성공은 단순히 캐릭터를 잘 팔릴만하게 만드는 작

품자체를 시하는 략  차원뿐만 아니라 캐릭터의 

부가가치를 잘 이용하여 캐릭터와 련된 생상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공 하 다[7]. 즉, 한국의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화, 만화, 게임, 출 , 3D 콘텐츠 등 타 장르

와 융합하여 생 콘텐츠를 만들어서 새로운 산업사슬

을 이용하여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뽀로로 등의 애

니메이션은 방송/ 화, 게임/음반, 인터넷, 완구, 출 /

만화, 고/ 로모션 등 부문에서 선도 기업과 력을 

통해 콘텐츠의 부가가치를 극 화하 다. 따라서 애니

메이션의 캐릭터는 완구부터 기념우표, 는 테마 크

와 호텔 내 객실에 이르기까지 크게 확 되고 있다[6].

4.2.2 정부의 지원정책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한국은 애니메이션을 제작하

는 좋은 환경을 갖추었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장기간 

부축에 따라 애니메이션의 성정은 잘 되고 있다. 한국

부는 국산 애니메이션의 한국 국내 유율이 60%

로 치지하기 해서 2003년-2007년에 애니메이션 산업

의 규모가 5억 원으로부터 10억 원으로 성장되었다. 

그림 5. 뽀로로의 캐릭터이미지

자료: NAVER이미지

2003년 상 된 뽀로로 등의 애니메이션은 정부 지원

정책이 없으며 재의 성공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

래서 뽀로로 뿐만 아니라 다른 애니메이션도는 정부 지

원을 통한 얻은 성과이라고 할 수 있다[13].

4.3 일본 <아톰(Astroboy)> 

<아톰>의 만화원제는 <철완아톰>이여 1952년 만화

잡지<쇼넨( 年)>에 연재를 시작하 다. 아톰은 아톰

으로서 첫 출연작품인 『아톰 사 アトム大使, 1951～

1952년 3월까지 연재』에서 인기를 단발 인 얻기 시

작하 다. 1961년 데즈카 오사무가 자기의 제작회사를 

설립한 후 1963년에 <아톰>이 만화 화로 제작하 다. 

상 되자마자 아시아  지역으로 인기를 끌고 있었고, 

4년 안 지속 으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 다[4].

TV  <아톰>은 13년으로 계속 방 하고 있고 최고 

시청률이 40.77%를 치지하 고 국 평균 시청률이 

30%를 치지하 다. 최소한 300만 명이상의 가족이 <아

톰>을 시청되었다. TV 애니메이션의 성공에 따라 새

로운 시장을 개척되었다. 작업실, 방송국, 고주 주

로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을 형성되었다. 일본에서 ‘철완

아톰 회’는 여러 가지의 산업회사를 포함하고 있다. 작

품계획도 완구, 문구, 생활용품, 복식, 식품 등 생작품

에 걸치고 있었다. 해외시장에서 2009년 미국, 국, 일

본이 공동 제작한 화<아스트로 보이:아톰의 귀한

(AstroBoy)>은 데이빗 보워스가 감독하여 일본의 애니

메이션인 우주소년 아톰을 리메이크 로 고 의 3D 기

술을 이용하여 포장되고 30년 후에 다시 회귀하 다. 

      

그림 6. 아톰의 캐릭터이미지

자료: https://baike.baid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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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에 걸친 노력으로 6 만 달러로 투자하여 제작되었

다. 2009년 10월 23일에 미국 3014개 화 에서 상

하 다. 그러나 4000만 달러의 총 매표 수입을 얻었고, 

해외 시장도 2000만 달러로 매표 수입을 거두었다. 

아톰의 구체 인 성공요인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정부의 극 인 지원이다. 1960년  일본정부는 국내

의 애니메이션을 발 하기 해 본격 으로 지원하기 

시작하 고 특히 만화로서 인기를 이미 많이 얻고 있는 

<아톰>에 더욱 많은 혜택과 지원을 하 다. 둘째, 독특

한 캐릭터이다. 롯 아이가 하늘에 날아가면서 착한 사

람을 구하는 것을 사람들이 아주 신선하고 재미있다고 

여겨보았기 때문에 상공할 수 있는 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4.4 일본 애니메이션 수출 증대 성공요인 분석

4.4.1 참신한 주제

일본의 애니메이션 성공요인의 첫 번째는 참신한 주

제이라고 할 수 있다. 참신한 주제의 표 인 캐릭터

는 바로 아톰이라고 할 수 있다. 테즈카의 표작인 아

톰은 테즈카의 독특 이고 아동이 호감을 느끼는 둥근 

느낌으로 디자인이 되었다. 아톰이 처음 나타날 때 일

본에서 아주 큰 인기를 얻었고 이런 톡톡하고 총명하고 

용감한 롯  아이가 나쁜 사람을 교훈하고 착한 사람을 

구하는 캐릭터가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신선하고 원래 

봤던 애니메이션과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느끼게 되고 

사람들에게 큰 선호도를 주었다[14]. 아톰의 기의 스

타일은 일본이라기보다는, 미국 만화의 한 장면과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 다. 이런 디자인은 연재가 계속되면

서 아톰의 스타일이 조 씩 변화함과 동시에 테즈카의 

독자 인 스타일로 변형되었다. 당시 발  과학 기술

을 통해 로 을 만들 수 없는 배경을 바탕으로 단히 

과학 환상을 하 다. 이로 인하여 큰 성공을 얻을 수 있

다[15]. 한 <도라에몽>이라는 애니메이션도 참신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별에서 온 로  고양이가 주

머니 속에 끊임없이 좋은 물건을 나온 것을 시청자들에

게 많은 신선감을 주었다[14]. 

4.4.2 독특한 캐릭터 

일본의 애니메이션에는 여성캐릭터가 극 으로 등

장하는데 주 상이 청소년층이고 이들 다수가 남성

이기 때문에 여성캐릭터를 극 으로 활용한다. 등장

시키는 여성캐릭터는 소비자의 이상형에 맞게 디자인

되는데 남성 소비자에게 충분히 성 인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 다[4]. 원래는 투 인 < 쁜 소녀 사>

를 큰 인가를 얻었지만 지 은 사람의 취향에 맞게 아

주 귀엽고 깜직한 이미지를 가진 애니메이션을 반 하

여 독특한 이미지로 큰 인기를 얻었다[5]. 그리고 90년

 순에서 청소년 증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열렬 농

구 만화 <슬랜덩크>에서 강백호 라는 주인공이 빨간 

머리, 뛰어난 운동력, 웃기는 표정과 동작 등 이미지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졌고 동시에 그 당시 매

량이 1 를 차지하 다[14]. 는 애니메이션에서 나온 

캐릭터의 헤어스타일을 보면 실 속의 최신 유행에 따

르거나 소비자층의 선호도를 일으켰다. 그리고 사람마

다 좋아하는 캐릭터이미지가 다르기 때문에 일본의 애

니메이션은 이를 극복하기 해 메인 캐릭터를 몇 개 

설정해놓고 제한된 캐릭터로 소비자에게 최 한 호감

을 주기 해 캐릭터의 의상을 지속 으로 바꾼다[14].

앞에 서술한 거와 같이 한국과 일본의 애니메이션 산

업의 수출 증  성공요인이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

났다. 첫째, 독특한 캐릭터이다.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작품의 성패를 결정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통

인 캐릭터에서 벗어나 뽀로로나 아톰 등과 같이 시청자

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캐릭터를 제시하 다. 이는 사람

들의 심리상태와 부합되며 부모님이나 아이나 다 공감

을 생길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새로운 수익 모델 즉 새

로운 산업사슬의 개선이다. 통 애니메이션 회사가 작

품자체를 시하여 주변 시장을 소홀하는 상을 발생

하 다. 부분의 애니메이션은 TV에서 방 을 통해서 

수익을 받았지만 한국과 일본은 TV방 뿐만 아니라 

캐릭터의 부가가치를 잘 이용하여 생작품을 생산해

서 한국과 일본의 국내 시장이나 해외 시장에 공 하여 

큰 이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과 캐릭터의 

지명도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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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중국 <시양양과 후이타이랑(喜洋洋与灰太狼)>의 

사례분석

<시양양과 후이타이랑>은 2005년 국 동원창동

력문화 보유한공사(廣東原創動力文化传播有限公司)

에서 5~13세 아이들을 상으로 제작한 애니메이션이

다. 2005년에 처음 방송이 된 후부터 국 내 50개 까지

이 되는 텔 비 방송국에 매하고 상 되었다. 시청

자는 수백만을 치지하여 최고 시청률 17.3%를 기록하

면서 수년간 시들지 않는 인기를 자랑하고 있다. 이와 

동 시간의 해외 시장에서 수입 애니메이션을 크게 앞지

르기도 하 다[3]. ‘시양양’캐릭터는 상당한 부가가치가 

가지고 있다. 방송으로 거둔 <시양양과 후이타이랑>의 

인기와 성공에 힘입어서 도서출  작권이 4000만 

안에 달하고, 음반 상 작권도 수백만 안에 매되

었으며, ‘시양양’캐릭터를 사용한 아이스 이크 문매

장 매출액이 500만 안을 얻고, 캐릭터 완구, 의류상품, 

문구 등 2009년 년에 ‘시양양’캐릭터와 련한 상품의 

수익이 수억 안에 달하고 있다. 업계에서 시양양의 

국내에서의 가치가 무려 10억 안을 넘는 것으로 

상하고 있다. 2009년 첫 번째 극장용이 크게 성공하면

서 캐릭터사업 등의 부가사업도 본격 으로 확 되기 

시작하 다[5].

4.5.1 캐릭터 워

<시양양과 후이타이랑>을 보면 국의 통문화와 

역사인식이 드러나는데, 양은 국 통  의미에서 선

함, 지혜, 평화를 상징하고 있고, ‘양 미(羊大为美)’

애서 보듯이 양하고 가 결합하고 미를 의미하다. 한

편 <시양양과 후이타이랑>은 장편 Flash 애니메이션

이다. 국 내 애니메이션 시장의 투자 리스크를 이

기 하여 제작비 감방식을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있

다[16]. 즉 비교  간단한 Flash 기술을 사용하 으며 

복잡한 동작을 생략하 다. 이에 의해서 캐릭터이미지

와 캐릭터 동작의 설계가 통 애니메이션을 보다 더 

간명하다. 간단한 캐릭터 이미지와 배경을 통한 시청자

의 마음속에 경 이 될 수 있다. 시양양과 후이타이랑

의 캐릭터는 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큰 

워를 갖고 있다. 신발, 양말 등 시양양의 캐릭터를 새

긴 상품이라면 아이 부모님을 뿐만 아니라 성인남녀도 

부조건 구매를 하겠다[5]. 한 국의 통 명 “춘 ”

일 때 양해의 표 인 새해 캐릭터는 바로 시양양일 

만큼 강한 캐릭터 워를 갖고 있다는 것은 명하 다

[17]. 일본의 경  애니메이션<도라에몽>의 풍격이 이

와 엇비슷하다.

  

표 6. 시양양과 후이타이랑의 캐릭터이미지와 성격

캐릭터
성격  극  
역할

이미지 캐릭터
성격  극  
역할

이미지

시양양

-주인공 역할
-희생적,모범
적인 캐릭
터

만양양

-마을의 촌장 
역할을 하는 
나이든 양

-총명하고 지혜
로운 캐릭터

메이양양

-예쁜 여성 
캐릭터의 양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캐
릭터

후이타
이랑

-회색의 늑대로 
양을 위협하는 
캐릭터

-침략자

란양양

-매우 게으른 
양 이지만, 
위기 상황 
때 현명한 
대처를 하는 
캐릭터

홍타이
랑

-후이타이랑의 
아내로써 사치
스러운 캐릭터

자료: http://image.baidu,com.

4.5.2 이야기의 흡인력

<시양양과 후이타이랑>은 복잡한 거리와 인물

계를 버리며 600편의 단편 애니메이션 에 “이리가 양

을 잡면서 양이 도망치다” 같은 통 인 주제를 통

하고 있다[17]. 따라서 일 한 주제는 애니메이션 장구

한 생명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수 있다. 부담 없고 

즐거운 거리와 유머가 풍부한 화에 따라 아이뿐만 

아니라 성인도 <시양양>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17].

4.5.3 시장 략

<시양양과 후이타이랑>이 2005년에 첫 방송이후 

국의 50개 텔 비 방송국에게 매되었다. 베이징, 상

하이, 항조우, 난징, 우, 푸 우 등 도시에서<시양

양>이 17.3%로 고 시청률을 기록하 다. 그밖에 홍콩, 

만, 동남아 등지에서도 인기를 끌었다. 2009년 장편 

화<시양양과 후이타이랑>을 개 이 되면서 첫 주말 

3일만에 4350만명 박스오피스 기록되었고, 드디어 9000

만 안의 흥행 수입을 얻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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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용창(卢永强) 표는 “3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유명

한 기업들과 략  트  계를 맺었고, 음향, 도서, 

인형, 장난감, 문구, 의류, 식품, 일회용품 심지어는 QQ

와 MSN의 표정, 휴 화 액정과 화면보호기, 신용 카

드, 멀티미디어 등의 생상품을 개발하 다[17]. 

<시양양>의 성공요인이 구체 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양과 늑 의 스토리는 많은 어린아이의 가치

에 부합하여 풍부한 냉용과 재미있는 스토리가 어린아

이 뿐만 아니라 많은 성인남녀까지를 끌어드린다. 둘째, 

캐릭터이미지를 정성스럽게 설계하고 재미 있고 유머

스러운 스토리. 통 인 늑 가 양을 잡아먹는 스토리

이지만 마지막으로 향상 늑 의 실패로 사람들에게 재

미있는 스토리를 주었다[17].  

물론 <시양양과 후이타이랑>은 국내와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었지만 종합 으로 말하면 국의 애니메이

션은 해외 수출이 부족하다는 상을 보이고 있다. 앞

의 [그림 3]에서 제시한 것 럼 국 애니메이션의 수

출액보다는 수입액이 훨씬 많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5. 중국 애니메이션 수출의 문제점  

5.1 산업적 경영체계의 부재

국의 애니메이션 기업들은 규모가 작고 분산되어 있

으며 산업 구조상 불합리한 환경에 놓여있다. 특히 국

의 애니메이션은  앞의 이익에만 한 나머지 맹목

으로 모방하는 상이 있으며, 시장 경쟁력과 사회  

수익 역시 불완 하여 애니메이션 제작 수 이 낮다[7].

애니메이션의 산업  경 체계는 “창의성”핵심으로 

동화와 만화의 표 형식, 화 TV로 를 통한 시리

즈 작품“개발-생산-출 -공연-방송- 매”의 마 을 

이끌어 가다. 

국 애니메이션 련 수익모델이 부족할 뿐만 아니

라 산업  경 체계도 부재가 되고 있다. 련 통계에 

따르면, 국 문구의 연간 매액은 600억 안, 아동식

품은 350억 안, 완구 200억 안, 아동복장 900억 

안 이상, 아동 비디오와 도서는 100억 안에 달한다고 

한다. 사실 국의 애니메이션 소비자의 수는 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련 상품은 액세서리, 티셔츠, 노트

북, 컵, 화카드, 제인형 등 다양한 형태로 매되고 

있다. 국의 거 한 시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애니메

이션 산업의 상업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5.2 독창성 부족 및 재제단일

련 조사 “최고 인기애니메이션 캐릭터”에 따르면, 

국산 애니메이션은 '손오공'만 올렸다. 사실 국이 소

재가 부족하지 않는다. 통문화에 따르며 국 애니메

이션 산업의 요구를 만족될 수 있다.

국 애니메이션 시장의 포지셔닝은 령화되었다. '

애니메이션은 아동에게 보여 주는 것'이 라는 념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보수 단

일로 창작되고 있다. 따라서 국 애니메이션의 인지도

와 선호도가 계속 부진되었다. 한 교육 목 으로 애

니메이션 소재가 제작하며 유아에게 지식을 주입되기 

때문에 오락성과 상상력이 부족하 다. 결과는 부분

의 애니메이션 작품은 14세 이하 시청자들만 보기에 

당하 다.

한 국 애니메이션 제작 기술이 낙후되고 있다. 

국의 애니메이션은 제작 편수는 속히 증가하 으

나, 창의력이 부족하며, 성이 많이 떨어지며, 작

권 보호의 미비로 표   모방 작품으로 인해 국 국

내 애니메이션의 발 에 악 향을 미치고 있다[18]. 많

은 애니메이션 항목은 3D 제작수단으로 제작하려고 한

데 국내 3D기술과 자 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작된 애

니메이션 캐릭터들이 표정이 굳어지고, 동작이 민첩하

지 않고, 화면도 쁘지 않는다. 이런 애니메이션 시장

의 거 한 수요가 있는데 국 애니메이션 잘못된 시장

포지션 때문에 재 국 애니메이션은 세계 애니메이

션 시장 속에서 낙후되고 있다.

5.3 정부 지원정책 미미

재 국 정부는 국의 생산량을 기 으로 창의  

애니메이션에 한 지원 여부를 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제작자들로 하여  량생산을 추구하게 되고 이

는 품질 하로 귀결되고 있다. 애니메이션 화 '도끼 

웅 이야기(  戚繼光英雄傳）'은 1,200만 안을 투자했

지만 부자연스러운 이미지와 동작으로 실질 인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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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창출하지 못했다. 한 TV애니메이션 '고속철도 

객(高鐵俠）'일본의 애니메이션을 표 하 다. 이처럼 

국가의 보조를 받기 해 애니메이션 제작기업들이 터

무니없는 내용의 작품을 표 , 모방하는 행 는 자국 

애니메이션의 발 에 악 향을 미칠 뿐이다.

국 애니메이션 산업이 해외에 수출하기 해서는 

정부가 극 으로 지원하며 산업발 의 방향과 방법

을 모색해야만 한다. 2004년 국가 총국(國家廣電總

局)은 <국내 상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 에 한 약간

의 의견(关于发展我国影视动画产业的若干意见)>등의 

'문건'으로 국 애니메이션 발 을 한 제작을 장려

했으며, 이는 국 애니메이션에게 가장 요한 정책이

다. 2006년 <2006년 방송 로그램, 화와 텔 비  

업무요 (2006年廣播電視工作要點)>을 발표하 다. 

는 7월에 국무원 행정부에서는 < 국 애니메이션 산업 

발 을 추진하는 몇 가지 의견 (關於推動我國動漫產業

發展的若干意見)>을 발표하 다. 이 에서는 애니메

이션 산업의투자와 융자를 확 하여 애니메이션 기업 

간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표시하 다. 이런 지원정

책의 시행에 의하여 애니메이션의 발 과 수출에게 큰 

공헌이 되 지만 앞으로도 보완해 갈 도 많이 있다. 

  

5.4 전문 인력 부족

재 국은 세계 으로 최 의 애니메이션 캐릭터 

가공 기지이다. 하지만 국 정부는 애니메이션 인재 양

성에 해 가르거나 길들이는 것이 시하지 않다. 이에 

따라서 애니메이션 인재가 장기간 부족하고 있다. 특히

는 고  인력이 부족하다. 2002년에 국은 애니메이션

에 해 지원정책을 발표한 후에 2006년까지 국은 

447개 학이 애니메이션 공을 개설하여, 1230개 학

이 애니메이션 공  련된 공을 개설하 다. 국 

부분 학의 애니메이션 공의 개선한 역사는 무 

짧고, 교사  교재가 부족하고, 교육 체계가 미비하게 

되었다. 첫째, 교사 부족  교재 낙후하고 있다. 애니메

이션 공의 학생은 속히 증가되고 있지만 이와 련

된 교사  교재가 변화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애니메이

션 공의 학생이 졸업한 후에 바로 애니메이션 작업

에 투입한 실기 능력이 없다. 결국엔 졸업생이 과도되고 

있는데 기업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둘째, 애니메

이션 기술인원의 창의성이 부족하다. 이러한 창의인력

의 부족으로 1990년  국 애니메이션의 이미지는 미

국과 일본의 스타일을 모방하는 국면에 이르 다[2].

애니메이션 작자의 처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인력

의 유출이 심각한 수 이다. 최근 몇 년에 애니메이션 

잡지의 발 은 지속 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애니

메이션 작자들의 수입이 속히 감소되고 있다. 부분

의 애니메이션 창작자들이 어쩔 수 없이 업되었다. 

국 술인 회의 통계에 따르며 국 애니메이션 산

업이 문 인재에 해 수요양이 15만명에 달한다. 하

지만 실제 애니메이션 산업에 종사한 인원은 1만명 뿐

이다[5]. 이는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에 종사하는 인원수

의 반도 안 되는 수 이었다.

5.5 수출산업 사슬의 부족 

애니메이션 산업은 성장하고 해외로 수출하기 해 

국가정책, 인재, 자 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요한 것은 

애니메이션 산업 사슬의 구축을 필요하다. 지 까지 

국애니메이션의 해외 수출은 아직 효과 인 모델이 형

성하지 못한다. 무역정책은 연속성과 체계성이 부족하

여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 은 어려운 길은 걷고 있다. 

완 한 애니메이션 산업은 기획하고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매체를 통해서 달하고 마지막으로 완구,문

구, 의류등 생상품의 개발, 경 , 매, 리 등 상업

화 등의 차를 필요하다. 애니메이션은 해외로 수출하

려면 무역인원의 사 비, 추출 의의 체결, 기 부문

의 검사, 통  등 일련의 차를 거쳐야 해외로 추출할 

수 있다. 

재, 국의 애니메이션 산업은 기획부터 마지막 상

업화까지 많은 문제들을 존재하고 있다. 기획에서 명확

하고 올바른 기획이 없고, 제작기술을 떨어지고, 의류, 

완구, 식품 등 가타 산업과의 력을 부족하다. 그리고 

많은 소기업이 해외로 수출할 경험이 결여하다[19].

이는 한국과 일본의 애니메이션 수출 증  성공요인

과 국 애니메이션 수출 부족한 원인을 바탕으로 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수출증  방안이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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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중국 애니메이션산업의 추출증대 방안  

1. 산업 사슬 개선  

국 애니메이션 산업은 지속 으로 발 하기 해

서 시장마 은 갈수록 다변화로 가야 되면서 시장 메

커니즘(mechanism)이 산업자원배치에서 기  작용을 

잘 이용하고, 시장수단을 통한 자원배치를 최 화하여 

구조조정, 이익분배를 조정하고 통일, 개방, 경쟁, 질서 

있는 애니메이션 시장을 세워야 되었다[3]. 애니메이션 

산업사슬을 정비하여 애니메이션산업과 의류, 완구, 식

품, 문구  기타 산업의 력을 강화하며, 무선 인터넷 

등 뉴미디어 채   휴 폰, 태블릿 PC 등 스마트 말

단제품의 애니메이션 창작과 이론 연구를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휴 폰 애니메이션의 산업 기  제정을 연

구하고, 상응한 제작 도구의 개발을 추진할 것이다. 

국국정에 합한 애니메이션 산업 수익모델을 만들어

야 한다[20]. 이를 통해 산업 사슬을 확장될 수 있다. 우

수한 애니메이션 창의와 자본, 인재, 리, 기술 등 애니

메이션 요소를 결합하며 애니메이션 작품의 방송기구

를 강화되고, 동시에 다양한 생작품기구 간의 교류와 

합작을 강화해야 하 다. 차 완벽한 이익증가시스템

을 이루어질 것이다. 애니메이션 제작기구와 생산업

이 호혜의 원칙에 따라 방의 합작을 강화해야 한다. 

생작품은 이익을 챙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취직에도 

도움이 되면서 련 산업의 발 도 도움이 될 것이다

[2]. 다음 시리즈의 개발 계획에 생작품을 이용하며 

회수한 자 을 쓸 수 있다. 따라서 선순환 산업 사슬을 

형성될 정이었다. 애니메이션 산업 사슬은 애니메이

션제작  설계, 과학 연구  교육, 인재배양, 생작품

의 개발  교역, 그리고 투자무역 의, 정책정보발표 

등을 포함되고 있다[21]. 그리하여 애니메이션 산업 사

슬이 개선되어야 국 애니메이션 산업이 곤경에서 빠

져 나오고 크게 발 하고 해외로 수출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5]. 

구체 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 창조, 기 

제작, 후기 업 등의 일련 산업사슬을 형성하고 다른 

산업의 자원과 결합하여 이 받아들 수 있는 애니메

이션 캐릭터를 만들어야 한다[22]. 둘째, 학교와 연구기

의 지원을 받아서 생상품의 개발에 심을 두고 어

린 아이와 청소년을 뿐만 아니라 각 연령층에 합한 

애니메이션 상품을 제작하여 복장, 문구, 게임, 완구 등

을 포함한 생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아웃 소싱 

략 등 다양한 방식의 실행을 통해서 애니메이션 산업 

후기인 주변 생상품을 생산하는 능력을 높여야 하고 

상품, 자 , 기술, 인력과 정보 등 사슬의 결합을 형성해

야 한다[23]. 

2. 인력양성

애니메이션 산업은 문화와 경제를 결합되는 복합

인 산업이다. 따라서 복합한 인재는 애니메이션 산업 

인재는 우수한 작품의 원천이다. 인재에 한 시와 

배양이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 것이다. 애니메이션 산업

은 치 한 기획안, 탄탄한 시나리오 작가층과 풍부한 

마  경험을 토 로 구축되어야 한다[3]. 국은 이 

세 가지 분야의 인재가 특히 부족한 편이다. 국의 애

니메이션 산업을 진흥시키는 과정에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해당 분야의 인  인 라를 구축하는 것은 반

드시 선결되어야할 과제이다. 애니메이션의 제작은 애

니메이터, 보조원, 원화가, 애니메이션기획, 감독 등 가

인재가 필요하다[15]. 

국 애니메이션 인재의 황은 첫째, 인재가 부족하

다. 국은 최소 15만 애니메이션 문 인재를 필요한

데 실제 애니메이션 산업 종사하는 사람은 1만으로 만 

되었다. 이것은 한국의 반도 안 되는 수 이다. 이처

럼 인재가 부족한 상은 국 애니메이션 산업발 이 

정체되고 있는 원인 의 하나이다. 둘째, 인재수 이 들

쭉날쭉하다[19]. 인력의 수 차이가 크게 나오며 작품

의 질량에게 향을 미친다. 특히 내용은 문화산업의 

혼이라 애니메이션 산업도 마찬가지이다. 성숙한 애

니메이션기획, 스토리 창작하고 마 략 세 가지 기

를 두고 애니메이션이 성공될 수 있을 것이다. CG 

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국 애니메이션이 다각도

로 발 하여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해서는 CG 애니메

이션 화 혹은 CG애니메이션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

는 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따라서 애니메이션기업

은 스스로 인재를 지속 으로 양성하여 CG 제작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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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할 필요가 있다[19]. 

한 구체 으로는 첫째, 학교마다 인력양성의 강도

를 강화하고 인력 리 시스템을 보환하며 애니메이션 

창조산업 문 인력의 데이터웨어하우스를 구축해야 

한다[17]. 둘째, 우수한 혜택으로 문화, 경 , 창조 등을 

잘 아는 고 인력을 흡수하고, 해외와의 인재교류, 력

을 강화하며, “세계수 , 본토문화”를 갖춘 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셋째, “문화 창조, 창의공사”를 진행하

고 , 학교에서 각종 애니메이션과 련된 창의설계

활동을 진행하고 창의설계활동을 통해서 우수하고 능

력 있는 인재를 발견하고 양성해야 한다[16]. 

3. 정부 지원 정책 

첫째, 극 으로 국산애니메이션 방 시스템을 세

웠다. 국은 정책에서 상  방송국이 애니메이션채

의 개척에 해 지지하고 있다. 동시 일정한 조건을 충

족하면 화  문 극장에서 장기간으로 국산 애니메

이션 화를 방 하기 허락되었다. 둘째, 극 인 애니

메이션 거래시장을 기르다. 셋째, 여러 종류의 경제 구

조가 국가 애니메이션 산업의 개발과 경 을 참여하도

록 독려하 다. 넷째, 국산 애니메이션 세 한 공사를 

실행하 다. 국가 총국(国家广电总局)은 일련의 정

책으로 애니메이션 기업의  정제품의식을 강화하고 있

다[24]. 술성, 사상성 등 가지고 있는 애니메이션 정

제품을 만들기 격려하 다. 마지막으로 2004년에부터 

국가 총국(国家广电总局)은 두 번에 15개 국가 애니

메이션 산업기지와 4개 국가 애니메이션 교육연구기지

를 비 하 다. 는 항 우(杭州)에 제1회 국국제 

동만페스티벌(中国国际动漫节)을 열었다. 하지만 주변 

경쟁 국가들의 활성화 략을 한 산 지원정책은 부

재한 상태이다. 재 국제 공동제작은  세계 애니메

이션 산업의 주요 애니메이션제작, 운 모델이다. 정책

으로 산을 풍부하게 지원하여 산업이 활성화되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실질 인 지원 정책이 반 되어

야 한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공동제작의 가능성이 있

는 다양한 국가와 공동제작을 한 정을 체결하고 국

가 인 보호의 틀 안에서 공동제작계약이 활발히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정책 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16]. 

더 구체 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에서 

애니메이션 산업이 발 할 수 있는 좋은 분 기와 환경

을 만들어야 하고 특히 작권의 보호를 강화해야 한

다. 둘째, 높은 수 의 애니메이션 기술 품의 구축

을 통해서 제작비를 낮추고 애니메이션의 경쟁력을 높

여야 한다[19]. 셋째, 국에서 애니메이션 생산단지를 

구축해야 한다. 애니메이션 경연 회를 범 하게 진

행을 통해서 산업의 발 을 진시키고 우수한 인력들

을 양성해야 한다[17]. 

4. 중국 문화역사에 맞는 독특한 캐릭터 개발   

최 에 국 애니메이션은 특색문화를 방향으로 발

하기에 따라서 수묵애니메이션, 지애니메이션, 피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특색 문화를 표 한 애니메이

션을 제작되었다[21].  

국 애니메이션은 국제 례와 맞출 때 민족문화와 

애니메이션을 결합하는 것이 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순조롭게 발 에 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애니메이

션의 창의성과 민족문화와의 결합의 부족으로 인하여 

재 국 애니메이션 작품을 해외시장에 진출했을 때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하 다[2]. 그러나 세계에 많은 국

가는 국문화와 역사를 배경으로 창작된 애니메이션 

작품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다. 지나친 문화  

가치의 요성을 부각시켜 사람들에게 반감을 주거나 

혹은 무 오락 인 부분만 강조하여 애니메이션 자체

의 의미를 상실할 수 있다. 그래서 자국의 민족문화에 

맞게 국제시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독특한 캐릭터

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민족자신감을 세울 

수 있도록 부단히 도와야 한다[20]

구체 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캐릭터를 설계할 

때 “민족화”에 맞게 설계하고 외국 애니메이션의 요소, 

스타일,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캐릭터가 국민족

인 특색을 드러나야 한다. 둘째, 국제 인 시야와 안목

으로 선진한 기술과 방법을 흡수하여 캐릭터의 개성화 

 감을 갖춘 스타일을 탐색하고 개발해야 한다. 

셋째, 캐릭터가 본토화를 시켜서 본토화 략과 국제화 

략을 결합하여 국제화 수 을 바탕으로 국특색을 

짚어넣어서 자기만의 캐릭터를 만들어야 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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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바일 인터넷 

애니메이션 산업의 선두는 애니메이션 작품으로 이

는 매체를 통한 나타내야 한다. 외국에 비해 상

으로 뒤떨어진 국의 기술은 방송 미디어의 제한과 

애니메이션 높은 제작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 애

니메이션을 홍보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한다. 

모바일이란 말 뜻 그 로 ‘이동성을 가진 것’라고 말한

다. 애니메이션은 모바일을 바탕으로 휴 품잡지, 모바

일 게임 등 형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2014년 국 인터

넷 사용자가 8억 명을 넘었다. 국은  세계 으로 사

용자 규모가 가장 큰 모바일 시장이 될 것이다. 이런 배

경에서는 모바일 인터넷은 국 애니메이션 산업발

과 해외 수출의 돌 구를 될 것으로 보인다. 운  방식

을 바꾸여 모바일 시 에 응해야 한다[19].

국은 무선 인터넷의 빠른 성장과 스마트 단말의 이

용률 증가로 국의 문화산업  역에서 뉴미디어화

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모바일 애니메이션’시장은 이

용자가 이미 9,000만 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2013년 모

바일 애니메이션 련기업도 600곳 이상 생겨났고, 이

들의 체수입액은 이미 10억 안을 넘어섰다. 이러한 

기업들은 단순한 감상용 콘텐츠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

라, 캐릭터를 이용한 테마와 이모티콘, 래시 등 놀이

용 상품으로 개발해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25].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

나텔 콤과 같은 이동통신사를 비롯해, 텅쉰동만, 신랑

동만 등의 인터넷 랫폼기업, 요우야오치, 어모다오 등 

만화, 애니메이션 사이트 등이 모바일 사업 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특히, 차이나모바일은 모바일을 기반으

로 웹툰, 만화, 애니메이션콘텐츠를 제공하는 ‘차이나모

바일 휴 폰 동만기지’를 운 하고 있다[23].

구체 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애니메이션 모바

일 자원 래품을 구축하고, 이 래품을 통해서 인터

넷에서의 우수한 자원을 흡수하여 창의 인 작품을 지

지하고 격려하여  세계의 애니메이션 람자의 진정

한 수요에 맞춰서 국 애니메이션 작품의 자체 향력

을 높여야 한다[3]. 둘째, 통 인 애니메이션의 운

방식과 모바일 인터넷 방식을 결합해야 한다. 즉, 통

인 운 방식을 운 하면서 어린 아이들  노년층 고

객들을 확보하는 것을 뿐만 아니라 모바일 인터넷을 통

해서 많은 청소년층 고객  년층 고객들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국 국산 애니메이션을 홍보하고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셋째, 모

바일 인터넷 애니메이션 감독 시스템을 보완하고 건강

하고 질서 있고 합리 인 운 환경을 구축하여 람자

들로 하여  애니메이션 내용에 해 자기의 아이디어

와 의견을 제공하게 하고 더 품질 좋은 애니메이션을 

만들도록 노력한다. 이로 인하여 국 애니메이션 랜

드 이미지를 높일 수 있고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

고할 수 있다[20]. 

6. 국제 공동제작 지원  

경제의 발 과 더불어, 국제간의 경쟁이  치열하

게 되었다. 국과 세계경제는 서로 향을 미치고 있

는 황에 따라 국 애니메이션 작품은 반드시 세계 

시장에 진출할 것이다. 국 애니메이션의 발 에 력

을 하는 동시에 랑스, 독일, 미국, 일본, 캐나다, 오스

트 일리아 등의 여러 국가와 공동 촬 한 작품으로

<여우 나>, <노아의 방주>, <불사지사>, <80일간의 

세계일주>, <토마토 첩>, <오리탐정>, <천재발명

가>등이 있으며, 해외 애니메이션 시장에서 상 으

로 인기를 날리고 있다. 해외 애니메이션 선진국의 제

작기술이 도입하면서, 국 우수한 문화자원을 충분히 

이용하고 국 국내 애니메이션 업체들이 해외 우수업

체와 공동제작으로 국내외 두 애니메이션 시장을 개척

될 것으로 상되었다. 7년 동안 4000만 안을 투자하

여 완 히 국제 애니메이션 운 모델로 완성되면서, 이

제는  세계 34개 국가와 지역에서 매되었다. 이처

럼 국제 제작을 통해 방이 력에서 모두 이익을 볼 

것이고 애니메이션 발 의 새로운 방법을 열어 다. 해

외시장을 공유함으로써 해외 마 과 다양한 공 망

과 배 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제 공동제작

은 효율 인 해외진출 방법 에 하나이다[2]. 이를 

해서는 우선 정부차원에서 공동제작의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국가와 공동제작을 한 정을 체결하고 국가

인 보호의 틀 안에서 공동제작계약이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책 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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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으로는 첫째, 국제 인 애니메이션 트 드를 

따라서 다른 나라와 공통 으로 트 드에 맞는 애니메

이션 작품을 개발해야 한다[21].

V. 요약 및 결론 

본문은 애니메이션 산업의 주요한 경쟁국 한국과 일

본의 애니메이션 산업의 형성역사와 황에 해 연구

를 바탕으로 양국 표 인 애니메이션 성공 사례를 분

석하면서 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 황과 비하

여 동시 이와 련된 각종 문헌 등을 참고하여 분석하

여 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수출이 침체된 문제 을 제

시하 다. 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황과 문제 을 겨

고 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수출증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 사슬을 보완해야 한다. 오락미디어 랜드

는 유명 랜드 효과에 따라 련한 다양한 생작품을 

쉽게 개척할 수 있다. 이를 통한 랜드의 규모효과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거 한 이익을 창출하고 극 화

한 가치를 차지하 다. 둘째, 국 애니메이션 산업은 

인재 수량이 부족한 황에 의해 해외에서 고  기술인

재를 도입하고 학에 문 애니메이션 공을 개설하

여 애니메이션 문 인재를 배양하다. 이를 통한 애니

메이션의 품질을 향성하고 해외수출을 한 발 을 마

련해야 한다. 셋째, 애니메이션 산업의 수출은 국가 정

부의 정책지지가 필요하다. 먼  애니메이션산업과 제

작자들 보호를 해서는 정부가 극 인 자 과 정책

으로 지지해야 하고 외국과의 애니메이션 합작 련 법

규를 완화하고 극 인 개방 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국산 애니메이션이 자기 문화특색을 가지고 있는 동시

에 국제시장의 특징과 수요를 고려하여 국제시장에서 

선호하는 작품을 제작해야 한다. 다섯째, 부단히 신하

면서 특색 있는 애니메이션을 창작하여 홈페이지와 모

바일을 활용해서 애니메이션에 해 홍보를 해야 한다. 

여섯째, 다른 국가와의 교류를 강화하여 다른 나라의 

선진한 애니메이션 제작기술을 배워서 국제 공동제작

으로 해외시장에 수출하게 될 것이다. 일곱째, 애니메이

션 산업의 수출하기 해서 랫폼을 세워야 한다. 애

니메이션 산업기지와 지역 인 특색을 갖춘 산업단지

에 한 지도와 리를 강화하고 메커니즘을 엄격히 마

련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막고 과열 는 범람을 방지

해야 한다.

본 논문은 문헌연구 방법을 심으로 기  국 애니

메이션 수출증 의 문제와 련된 . 일. 미 인터넷, 논

문, 서  등 문헌자료를 심으로 국 애니메이션 산

업의 수출 증  방안을 모색하 다. 그러나 한계 은 

본 논문은 통계의 미비와 자료의 부족으로 정성 인 분

석을 실시하여 통계 인 분석방법을 실시하지 못한 한

계 이 있다. 는 사례는 각 나라의 표 인 애니메

이션 하나를 선택하여 분석을 하 는데 앞으로 더 많은 

사례를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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