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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콘텐츠 산업 대표 기업인 CJ E&M를 대상으로 기업 성장성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CJ 

E&M 성장 동력을 분석하고자 마이클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활용하여 핵심요인을 검토하였으며, 이후 4P 모델을 기

준하여 향후 기업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기업 성장요인으로는 생산조건 측면에 다

양한 장르에 기준한 미디어 콘텐츠와 스타급 인재 영입을 제시할 수 있으며, 수요조건 측면에서는 중국시장 수요조건을 

충족 시켜왔다. 또한 관련 산업 측면에 K-Culture를 겨냥한 한류 산업을 뽑을 수 있으며 경영 여건 즉 전략, 구조, 경쟁 

측면에 ‘투 트랙 전략인 글로벌·글로컬 전략, 미디어 커머스 전략이 유효하였다.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해 보면, 계열사 

협업체계에 기초한 다양한 제품, 가격 측면에서 넷플릭스를 벤치마킹한 티빙을 제시하고자 하며, 유통경로 측면에서는 

OTT 플랫폼의 글로벌 확장과 촉진 측면에서는 틱톡 플랫폼을 활용한 챌린지 마케팅을 활성화 시켜나갈 필요성이 있다. 

주제어 : 콘텐츠, 성장성, 다이아몬드 모델, 4P, CJ E&M

Abstract  This study tried to analyze the factors of corporate growth potential of CJ E&M, a representative 

company in the content industry. First, in order to analyze CJ E&M's growth Engine, Michael Porter's diamond 

model was used to review key factors, and then, based on the 4P model, directions for future corporate growth were 

suggested. As a Result, Factors behind corporate growth included "Media content of various genres" and "recruitment 

of star-class human resources", in terms of Production Conditions, and "Gratification Chinese market demand" in 

terms of Demand Conditions. In addition, "Korean wave industry aiming at K-Culture" in terms of Related Industry 

and "Two track strategy: global·glocal strategy" and "Media commerce strategy" in terms of business environment: 

strategy, structure, and competition was able to analyze. For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there are "various products 

through collaboration of affiliated companies" in terms of Product and "TVING Benchmarked Netflix" in terms of 

Price. In addition, "global expansion through OTT platform TVING" in terms of place and "challenge marketing 

utilizing the Tiktok platform" in terms of promotion must be carried out.

Key Words :  Content industry, Growth potential, Diamond model, 4P, CJ 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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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과거 자국을  세계에 리 알리기 한 수단으로, 

기술, 식품, 스포츠 등과 같은 분야에 기 하여 홍보하려

는 경향을 보여 왔다. 반면 최근에 사례를 살펴보면, 디

지털 환경측면에 격한 성장으로 콘텐츠 분야가 부

상하기 시작하 다[1]. 이를 방증하듯, 지식산업 발 과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 한 무역비 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2,3]. 따라서 재 여러 국가들은 콘텐츠 분

야를 극 활용하여 자국을  세계에 알리고자 하고 있

다. 따라서 한국을 기 으로 살펴보더라도 가치와 효익

을 제공하는 핵심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활성화 시키고

자 하고 있으며, 이에 변모하는 산업 환경을 심으로 기

업 수 에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기업 경쟁력 확보 형태를 검토해보면, 통상 으

로 어느 특정 요인에 기 한 신이나 발 략을 수립

해온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성과 결과가 미비하거

나 실패하는 경우가 빈번하 다[4]. 이러한 에 올바

른 신[5,6] 방법이나 발 략[7] 모색은 요할 수밖

에 없으며 시장 환경 변화에 능동 이면서도 포 인 

략 모델 구축이 시 하다[8]. 이러한 논지를 방증하듯, 산

업 반에 걸쳐 Big-data, IoT(Internet of Things), 그리

고 AI(Artificial Intelligence)  가상 실에 기 한 연

결성, 지능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국면

한 상황과 략 간 합성, 즉 상황론  [9,10]에 거

하여 시의 한 발 방향 모색이 쟁 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지에 기 하여 컨텐츠 산업에 종속되어있

는 경쟁력 있는 기업의 경우, 국내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산업에 한 매력도는 확장 메커니즘(Mechanism)  특

성[11]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에 기

한 기업 환경 분석과 발 방향 모색은 요하며 어떻게 

경쟁우 를 확보해 나가야 하는지 종합 인 에 입

각하여 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에 해당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온 기업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하고자 

하는 경량이 최근 두드러지고 있으며, 실패확률을 여

나가고자 하고 있다. 한 확보되어온 각각에 경쟁요소

들을 토 로 향후 기업이 지속발  가능한 경쟁원천을 

찾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콘텐츠 산업 요도가 높아 

짐에 따라, 한국 콘텐츠 산업에 경쟁력 있는 기업인 CJ 

E&M이 성장 가능하 던 각각에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하 다. 이후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한편 제조기업과 같은 분

야에서 기업 사례분석은 충분히 이루어진데 비하여 상

으로 콘텐츠 산업과 련한 사례연구는 미진한 실

정이다. 특히 CJ E&M과 련한 연구들 살펴보면, 성장 

메커니즘  연구사례[12] 분석연구는 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한 연구 타당성을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 다. 

2. 콘텐츠 산업 황  기업 성장사

2.1 콘텐츠 산업 현황

정보통신기술(ICT)에 격한 발 과 4차 산업 명 

시  도래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환경 등, 사회 

반 인 분야에 걸쳐 인터넷과 SNS 활용은 일반화 되

어지는 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유·무형 콘텐츠

들이  세계로 거래하는 디지털 문화 교의 시 가 열리

고 있다[13]. 한 최근 코로나 19사태 향으로 오 라

인 기반 콘텐츠 이용이 감하는 신 온라인 기반 콘텐

츠가 활성화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가장 

큰 변화 상으로 OTT 서비스를 를 들을 수 있다. 

최근에 황을 살펴보면, 2020년  반 이후 국내 

OTT 가입자 규모는 유료 유선방송 서비스 가입자를 

월하기 시작하 으며, 이러한 에 콘텐츠 이용률 증

가율을 살펴보면 2017년 36.1%에서 2019년 52.0%로 매

년 꾸 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4]. 이에 따라 

화산업은 극장 신 OTT로 발길을 돌리는 사례도 늘

어나고 있다. 한편, OTT 서비스 산업의 꾸 한 성장으

로 사회 인 심이 집 되면서부터 국내에서도 독자

인 OTT 랫폼 설립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곽승 ·

최은철, 2020). 그 결과, 사회  심이 집 되고 있으며 

OTT 랫폼 설립에 이어 투자활동 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15]. 

따라서 시간 , 공간  제약이 없는 편리성에 기 한 

유튜  사용량 증가, SNS 활성화 그리고 련 OTT 서

비스 산업이 번성하기 시작하 다. 사례를 살펴보더라

도 음악, 웹툰, 게임, 캐릭터 굿즈, 그리고 한국어 교재까

지 다양한 콘텐츠로 발 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가치 창의 핵심으로 자리 잡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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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16]. 한 단순히 소비자들을 상으로 매목

으로 활성화 시켜나가기 보단 쾌락  가치와 오락성 

등 요인이 포함된 발 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17]. 한

편 콘텐츠 산업에 무한한 발  가능성은 국가 인 측면

에서도 최근 그 요성을 인지하고 진 시키고자 하는 

방안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2 CJ E&M 성장사

CJ E&M(Entertainment & Media)은 2011년 3월 1일, 

국내 최 로 여러 콘텐츠를 포함한 통합 법인으로 출범

하 다. 련 내용을 살펴보면 방송 부문에 CJ 미디어·

온미디어·오미디어홀딩스, 화 부문 CJ 엔터테인먼트

와 더불어 음악 부문 엠넷미디어, 게임 부문 CJ 인터넷

을 통합하고 종합콘텐츠 기업으로서 기반을 다져왔다

[18]. 각 미디어 산업군을 합친 사유로 콘텐츠를 하나의 

풀(Pool)을 형성시켜 상호 시 지 효과를 극 화하는 데 

있으며, 자체 콘텐츠를 기반으로 수익성 증 와 더불어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로개

척을 가속화 하기 함이었다[19]. 특히 자체 콘텐츠 

OSMU 기반, 즉 하나의 콘텐트를 다른 미디어에 활용하

는 방식으로 다양한 분야와 산업으로 확장되어 은 비

용으로도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산업[20]으로 발

시켜 나가고자 하고 있다. 

한편 CJ E&M은 출범 이후 매년 부문별 발 을 지속

해오고자 노력해 왔다. 련 사례를 살펴보면, 방송 부문

의 경우 2013년부터 국내 고객을 만족시킨 능 로그

램을 제작하고자 해왔으며, 2018년 <윤식당 2>가 tvN 

능 역에서 역  최고 시청률인 16%를 달성했다. 이

후 2014년부터 국내에서 많은 인기를 달성한 <미생>, 

<시그 > 등 드라마들을 제작하여 흥행을 이끌어 왔다. 

한 2016년 드라마 제작이 가능한 ‘스튜디오 드래곤’을 

설립한 이래에 보다 더 다양한 장르 드라마를 생성해 왔

다. 화 부문 한 2012년부터 국내 역  기록을 기록한 

<국제시장>, <베테랑> 등 화를 제작해왔다. 

특히 CJ E&M은 국내 시장에 한정하기 보단 해외시

장으로 확장을 하고자 하는 경 활동을 보여왔으며 이

에 2012년 ‘Asia NO.1 tvN’을 발표함으로써 아시아 시장

에서 1 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국과 동남아 시장을 

공략해왔다. 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지화 

략에 기 한 지 문화산업 투자  공동 제작을 토

로 문화  력 계를 형성하고자 해왔다[21,22]. 이러

한 까닭으로는 해당 국가와 지역 문화에 최 화된 콘텐

트를 제작함으로써 지역 로컬수요에 한 응을 하

기 함이다[23]. 이러한 경 방식은 국내 지상  방송

사 해외 진출 활동과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해외 

채 에 인기 있는 콘텐츠를 그 로 수출 가능하다[24].

한 2019년부터는 OTT 분야에 보다 극 인 심

을 보여 왔다. 를 들어 JTBC와 OTT 합작법인 출범을 

해 MOU 체결과 OTT 최 로 스마트 TV에 ‘UHD 4K’ 

VOD 서비스를 론칭하 다. 뿐만 아니라 OTT 강자인 

넷 릭스와 략  트 십도 체결 함으로써,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응하여 경쟁력을 확보해 오고 있다.

3. 다이아몬드 모델을 활용한 CJ E&M 

성장성 요인

다이아몬드 모델은 Porter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다

[25]. Porter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노동·자

본 등과 같은 자원이 아닌 지속 인 신에 기 한 략

 선택이라 주장해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이아몬드 

모델로 발 시켜 왔다. 이러한 에서 모델 구성요소

를 살펴보면, 생산조건, 수요조건, 련 산업, 그리고 경

 여건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최  국가경

쟁력 분석을 수행하고자 개발되어진 모형이었으나, 뛰

어난 실효성으로 인하여 산업과 기업 그리고 개인 등과 

같은 분야에서도 두루 사용되어지고 있다[26,27].

따라서 본 연구는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에 기 하

여 CJ E&M 성장성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Table 1> Element of CJ E&M's growth 

다이아몬드 

모델
요인

생산조건
다양한 장르의 미디어 콘텐츠

스타  인재 입

수요조건 국시장 수요 충족

련 산업 K-Culture를 겨냥한 한류 산업

경  여건 : 

략, 구조, 

경쟁

투 트랙(Two track) 략 : 로벌· 로컬 략

미디어 커머스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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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생산조건

3.1.1 다양한 장르의 미디어 콘텐츠

CJ E&M은 방송, 음악, 화, 공연, 애니메이션 등, 여

러 장르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이다. 한 다양

한 타켓층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17개 방송 채 을 보유하고 있다. 실 내용을 살펴보면 

2019년 제작한 방송 에피소드 2,038편, 배 한 화 작품 

수 598편, 자체 제작한 애니메이션 작품 수 1,200편 등으

로 국내에서 압도 인 치를 차지해 오고 있다. 

각 장르에 표  채 을 통해 소비자를 만족시킨 미

디어 콘텐츠들을 살펴보면, 방송의 경우 tvN이 있다. 

tvN에서는 지상  방송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참신한 

소재 드라마, 능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향으로 드라

마 <사랑의 불시착> 21.68%, <도깨비> 20.51%, <응답

하라 1988> 18.8% 등 높은 시청률을 달성하는 기염을 선

보여왔으며, 한 능 <윤식당2> 16%, <삼시세끼 어

편 5> 12.2%, <꽃보다 할배 리턴즈> 9.6%로 높은 시청

률을 나타내고 음악에는 Mnet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Mnet은 아티스트 음악 방송뿐만 아니라 유튜  채  

<M2>를 통해 ‘M2 직캠’, ‘릴 이 스’, ‘스튜디오 춤’ 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토 로 국내외 팬들을 만족시켜

오고 있다. 한 <슈퍼스타K>, <쇼미더머니>, <스트릿

우먼 이터> 등 경쟁 로그램을 제작하여 은 타켓층

을 공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DIA TV를 제작해 1인 

미디어가 유행하는 시 를 반 한 크리에이터 문 채

을 만들었다. 이러한 에 CJ E&M은  연령층을 

겨냥한 tvN, 아티스트를 선호하는 은 연령층을 겨냥한 

Mnet 등과 같은 채 에서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연

령층이 즐길 수 있도록 제작해 오고 있다.

특히 CJ E&M의 경우 한 소비자행동론을 실천해 

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소비자행동론은 개인·집단 욕구

를 충족시키고자 제품, 서비스, 경험을 선택하는 과정과 

련된 연구 분야와 소비자 행동에는 문화  요인, 사회

 요인, 개인  요인, 심리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 오고 있으며, 특히 개인  요인에는 나이, 성별, 

라이 스타일 등을 고려해 오고 있다[28]. 즉 CJ E&M은 

각 연령에게 친숙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행동

측면에 개인  요인을 효과 으로 겨냥한 미디어 콘텐츠

를 제작해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1.2 스타급 인재 영입

지상  방송에서는 시청하지 못하 던 재미있고 참신

한 소재 콘텐츠가 만들어지기 해서는 콘텐츠를 기획 

하고 제작하는 PD가 필수 요소로 존재해야 한다. CJ 

E&M은 기존 채 과 다른 tvN만에 매력을 만들기 해 

2011년부터 스타 PD들을 입해왔다. 사례를 살펴보면  

2011년 KBS 신원호 PD, 김원석 PD 입을 로 들을 

수 있다. 이후 다음 해인 2012년 KBS 나 석 PD를 입

했다. 특히 CJ E&M은 입 이후 PD들에게 콘텐츠를 자

유롭게 제작할 수 있는 분 기를 마련해주었다. 이러한 

근방식은 상 으로 규제가 많은 지상  방송사에 단

으로 작용해 왔던 부분을 역으로 이용하고자 하 다는 

이다. 그 결과, 입되어진 PD들은 공격 으로 콘텐츠

를 제작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기 시작하 다. 를 들어 

능 부문 나 석 PD는 <꽃보다> 시리즈, <삼시세끼> 

시리즈, <신서유기> 시리즈를 제작하 고, 드라마 부문

의 신원호 PD는 <응답하라> 시리즈, <슬기로운> 시리

즈를 제작하 다. 한 드라마 부문에서 김원석 PD는 

<미생>, <시그 >, <아스달 연 기> 등을 제작하 다. 

그 결과 이들이 제작한 콘텐츠들은 소비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으며 tvN을 표하는 콘텐츠들이 되었다.

한 자유로운 분 기 속에 PD들의 새로운 시도들이 

이어졌다. 표 으로 나 석 PD는 유튜 처럼 모바일

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신서유기> 외

으로 <아이슬란드 간 세끼>라는 ‘5분 능’을 시행하

다. 신원호 PD는 지상  방송에 표 인 클리세인 악

역을 없앤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제작하 다. 이 듯 

기존 방식을 벗어나려 한 CJ E&M 도 으로 인하여 

재 tvN은 독보 인 방송 채 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으

며 재도 평소 하지 못했던 콘텐츠들을 거 제작해

내는 기염을 토해내고 있다. 

3.2 수요조건

3.2.1 중국시장 수요 충족

CJ E&M은 해외시장 진출을 꾀할 때 국시장에 먼

 을 맞추어왔다. 이러한 까닭으로는 여러 요인들

이 있으며 먼 , 국과 한국은 지리 으로 인 한 치

에 있기 때문이다. 즉 두 국가 모두 유교 문화라는 유사

한 문화  배경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동질감 있는 문화

 배경 때문에 삶에 모습도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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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함에 같은 콘텐츠를 제작한다 할지라도 유럽 시

장보다는 국시장 소비자들에게 공감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국이 확보한 큰 내수 시장이다. 국은 

국토면  하며 인구가 많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

듯 풍부한 인구는 곧 기업 측면에 고객으로 잠재성을 

나타내고 있어 기업 투자활동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

다. 이에 따라 국 경제성장 측면도 요인으로 작용되는

데 경제성장을 통해 국인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문화생활과 같은 삶의 질을 상승시켜 소비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29]. 

국시장 수요를 표 으로 충족시킨 사례로, 2013

년 개 한 한·  합작 화 <이별계약>이 있다. 이는 CJ 

E&M과 국 최  규모 투자 배 사인 차이나 필름그룹

이 공동제작한 화로[30], 국 고객들에 특성을 제 로 

반 한 결과,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한 국인들

이 선호할 만한 스토리 후반부 내용을 변경할 뿐만 아니

라 지국에 인기 있고 깔끔하며 세련된 이미지를 배우

에게 스타일링을 함으로 길을 끌었다. 이러한 지화 

략으로 인하여 <이별계약>은 개 과 동시에 박스오

피스 1 를 차지해오고 있으며, 경제  성과 한 제작비

보다 6배 넘는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었다[31].

특히 tvN의 능 로그램 <꽃보다 할배>의 포맷을 

국에 지화로 수출하여 2014년 <화양 (花樣爺

爺)>라는 국 능 로그램으로 제작되었다. 포맷은 

작권을 가진 로그램을 각 지역 버 으로 제작, 방

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의미한다[32]. <화양 (花樣爺

爺)>는 로그램 방  시, CG를 이용해 이동 경로를 정

리해주었다. 이는 직 인 것을 선호하는 국인 특성

을 반 해  사례다. 한 <꽃보다 할배>는 국에 수

출되기 이 부터 국에서 인기 있는 능 로그램이었

다. 이러한 특성을 반 한 덕분에 CJ E&M은 국 동방

성TV에 성공 으로 수출하는 결과를 보 다. 이후 

<꽃보다 나>, <꽃보다 청춘> 등, 후속 로그램 제작

으로도 이어지게 되었다. 이는 미국 지상  NBC에 수출

되어 제작된 첫 능 포맷이라는 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처럼 CJ E&M은 국에서 인기 있는 한국 능 로

그램을 국 지화 수출을 함으로써 국시장을 만족시

켜왔다[33].

3.3 관련 산업

3.3.1 K-Culture를 겨냥한 한류 산업

CJ E&M이 주 하는 <KCON>은 2012년부터 시작된 

세계 최  규모 K-Culture 페스티벌이다. 일본, 뉴욕, 멕

시코 등, 다양한 나라 객을 모으고 있으며, K-Brand 부

스를 통해 K-Pop뿐만 아니라 K-Food, K-Beauty 등 다

양한 K 콘텐츠를 한류 아티스트 팬들에게 공유하고 있다. 

2019년 11월 CJ E&M 자회사 스튜디오드래곤은 

OTT 시장 강자 넷 릭스와 략  트 십을 체결했

다. 넷 릭스의  세계 유료 가입자 수는 약 3억 명으로, 

코로나 19 여 로 많은 수혜를 받았던 기업  하나이다. 

계약은 2020년부터 3년간 최소 21편을 제공하는데 재 

한국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던 <미스터 션샤인>, <호텔 

델루나>, <슬기로운 의사생활>뿐만 아니라 CJ E&M이 

투자 배 한 <기생충>도 넷 릭스에서 시청가능하다. 특

히 아카데미 4 왕을 수상한 <기생충> 스토리, 음식 등이 

 세계 으로 많은 찬사를 받게 되면서 CJ E&M이 한류

를 한 단계 더 알리게 되는 기회요건을 확보하게 되었다.

[Fig. 1]  KCON의 K-Brand 부스에 참여하는 해외 팬들

2014년 ‘ 국 내 한류 경제  효과 분석’ 연구에 의하

면, 한류 콘텐츠 소비자는 일반 한국 제품 구매에도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한 한류 콘텐츠를 통해 한국 제품 

구매 선호도가 높아진 소비자는 한국 제품에 한 특정 

취향을 형성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를 토 로 한류 콘텐츠는 경제  효과를 달성할 수 있으

며, 한류 콘텐츠 확산은 문화 ·사회  향력과 함께 일

반 한국 제품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측할 수 있다[34].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CJ E&M이 

지속 으로 한류 콘텐츠를 제작한다면 해외 소비자들이 

자사 내 다른 콘텐츠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양상이 증가될 시 결국 CJ E&M 경제  효과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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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의미해석으로 풀이된다.  

3.4 경영 여건 : 전략, 구조, 경쟁

3.4.1 투 트랙(Two track) 전략 

소비자들이 시청하거나 참여하는 등과 같은 경험  

측면에 민감한 콘텐츠 기업은 해외시장의 소비자를 만

족시키기 해 소비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 나가야 한다. 국내 최  규모 콘텐츠 

기업인 CJ E&M도 이와 동일 형태 략을 토 로 해외

시장 수요를 성공 으로 충족시켜왔다. 특히 여러 국가

에서 하나의 략을 시행하는 것이 아닌 두 가지의 략

을 통해 각기 다른 해외시장을 만족시켜왔다. 

먼 , ‘ 로벌 략’을 성공시킨 사례로 2013년 CJ 

E&M과 CJ CGV가 제작, 배 한 화 <설국열차>가 있

다. 이는 CJ E&M이 반부터 범 로벌 인 목 으로 

기획한 화로서, 부분에 사를 어로 진행하고 주

연 배우 한 유명 할리우드 배우인 크리스 에반스와 틸

다 스 튼으로 섭외하여 기획해왔다. 결국 이러한 략

이 소비자들을 성공 으로 충족되면서 <설국열차>는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미국, 유럽 등,  세계 167개

국에 매되었고, 제작비 반인 200억 이상 해외 수출

로 벌어들일 수 있었다[35].

특히 이러한 활동방식은 국내 지상  방송사의 해외 진

출 활동과 차이가 있었다. 를 들어 해외 방송사업자와 콘

텐츠를 공동으로 제작하기보단 해외 채 에 인기 있는 콘

텐츠를 그 로 와 수출을 하는 형태를 나타내왔다[36].

3.4.2 미디어 커머스 전략

  과거와 달리 재 온라인의 발 으로 수많은 콘텐

츠가 매일 생성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소비자들은 하나

의 콘텐츠에 머무르는 시간이 격하게 어들게 되었

다. 이로 인해 수많은 기업들이 마  략 수립 시 소

비자들 흥미 유발과 자사 콘텐츠에 머무르는 시간을 증

시키는 것에 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러한 에 

CJ E&M이 실시한 마  략은 ‘미디어 커머스 략’

이다. ‘미디어 커머스’란 미디어(Media)와 커머스

(Commerce)에 합성어로,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마

 효과를 높이려는 자상거래 형태이다[37].

이러한 략 형태를 활용한 성공  성과 사례로, 2018

년 CJ E&M tvN 능 콘텐츠 <코미디빅리그>와 CJ 오

쇼핑이 업한 <코빅마켓>이 있다. <코빅마켓>은 개그

맨들이 2시간 15분 동안 TV 홈쇼핑 채 에서 번외 경기

를 하며 4개 상품을 매하는 콘텐츠이다. 일반 인 홈쇼

핑에 코미디 요소를 더하여 소비자들에게 재미를 제공한 

<코빅마켓>은, 10억 원 이상 매출을 벌여 들 으며, 특

히 은 세  주문 비  증가와 소비자들이 콘텐츠에 머

무르는 시간을 늘렸다는 성과를 달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특징 살펴보면 소비가치이론을 이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38,39]. 여기서 소비가치는 기능  가

치, 사회  가치, 감정  가치, 상황  가치, 인식  가치 

5개로 구분된다. 이  감정  가치는 기쁨, 흥분 등, 감

정  상태에서 소비자가 제품에 해 보여주는 반응이

며 소비 경험 시 느껴지는 감정  느낌을 포함하는 가치

를 의미한다. 특히 상황  가치는 소비자 구매 환경에 

따라 제품이 상이하게 인식되어진 가치를 의미하는데

[40], <코빅마켓>은 평소 단조롭게 느껴졌던 홈쇼핑에 

개그를 목 시킴으로서 소비자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

고 감정  가치를 느끼게 해주었다. 

한 기존 홈쇼핑 채 이 아닌 개그 채 처럼 구성하

여 구매 환경을 변화시켰고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 상황

 가치를 이끌어 내었다. 이처럼 CJ E&M과 CJ 오쇼핑

의 업으로 소비자의 소비가치 일부에 변화를 주었고, 

정 인 경제  효과도 달성할 수 있었다. 한편, 능뿐

만 아니라 드라마에서도 미디어 커머스 략이 존재한

다. tvN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은 사극 드라마로 방  

당시 드라마에서 사용했던 그릇의 경우 CJ 오쇼핑 자체 

랜드 ‘오덴세’의 제품이었다. CJ 오쇼핑은 이후 기업 제

품을 CJ E&M과 CJ 오쇼핑 업으로 매하며 수익을 달

성할 수 있었다. 이 듯 CJ E&M은 환경 변화에 따라 마

 략도 변경시켜옴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 

[Fig. 2]  PHILIPS 면도기를 판매하고 있는 코빅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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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P를 활용한 CJ E&M 진 략

앞서 다이아몬드 모델이 기업 성장성 요인을 분석하

기 한 도구 다면, 4P는 ‘어떻게’ 재의 성장성을 

진 시키는지에 한 략을 제시할 수 있는 마  믹스 

략이라 볼 수 있다. 마 믹스(Marketing Mix)란, 기

업이 표 시장에서 마  목표 달성을 해 사용하는 

마  도구의 집합이라 할 수 있다[41]. 한 4P는 제품

(Product), 가격(Price), 유통경로(Place)에 기 하여 세분

화된 목표시장을 설정하고 소비시장에서 소비자들이 구

매를 효과 으로 진(Promotion) 시킬 것인가에 한 기

업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특히 사용하기 용이하고 간단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어 다양한 산업에서 이용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랜드 이미지 형성, 지, 시회 등, 소비

자 만족도 등과 같은 분야에도 리 활용되고 있다.  

<Table 2> CJ E&M's Promotion Strategy

4.1 제품(Product)

제품(Product)은 기업이 고객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를 의미한다[42]. 기업별로 각기 

다른 제품·서비스가 존재하고 고객들에게 매할 때 

요한 측면을 놓고본다면 자사 내부강 을 활용하는 것이

다. 따라서 CJ E&M이 활용할 수 있는 강 인 여러 계열

사들과 업 제품을 제작해 고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에 CJ E&M은 이 에 다른 기업과 업

을 맺은 경험이 있다. 2021년 1월 GS25와 CJ E&M 다이

아 티비 소속 푸드 크리에이터 ‘밥굽남’이 업을 맺었

다. 이공동개발한 쉬푸드 도시락과 햄버거 2종을 출

시했고, 이후 다른 업 제품도 출시할 정이다. 한편 

타 기업과 업을 추진하는 도 좋지만, CJ 계열사와 

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각 계열사가 공동이익을 얻을 

수 있어 효과측면에 배가된 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를 

들어, CJ 식품·서비스 계열사인 ‘CJ 제일제당’과 업을 

진행해야 한다. CJ 제일제당 ‘AMINATURE’는 식품용 

아미노산 랜드로 식품용 아미노산은 스포츠, 식품 가

공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련 제품을 활용하여 

CJ E&M 다이아 티비 소속 크리에이터들이 요리 로

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으며 ‘콘텐츠-식품’ 업 뿐만 아

니라 ‘바이오-콘텐츠’ 업도 가능하다.

4.2 가격(Price)

가격(Price)은 소비자가 제품·서비스 구매 후 지불하

는 화폐 가치를 의미한다. 단순히 유형의 제품뿐 아니라 

부가 인 여러 제품·서비스를 구매함으로서 얻을 수 있

는 효용 가치를 포함시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43].

CJ E&M 주요 수익은 ‘ 찬을 통한 부가수익’이라 할 

수 있다. 수익내역을 면 히 살펴보면, 수많은 콘텐츠 제

작으로 그 상을 인정받아 오고는 있지만, 수익 인 측

면은 그 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주 수익처

를 모색해야 하는데 그에 한 것이 티빙이다. 이러한 

까닭으로는 OTT(온라인동 상서비스) 랫폼 티빙은 

로벌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경쟁 원천이기 때문

이다. 즉, 유로 가입자들이 폭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다. 따라서 OTT 강자인 넷 릭스를 벤치마킹한 가격

략을 실시함으로 주 수익처를 찾을 수 있으며 이를 더욱 

활성화 시켜 나가야 한다. 

한 재보다 낮은 가격을 고객에게 제공해왔으며 

이후 기업 수익성 확보차원에서 가격 인상하는 략을 

펼쳤다. 따라서 티빙도 이와 동일한 략을 실천하면서 

부터 로벌 고객들 유입이 용이하 다. 이러한 에 

고객은 제품 가치를 생각할 때 비교가 되는 거 제품을 

정하고, 그에 비해 얼마나 더 많은 편익을 가지고 평가

하고자 하는 측면을 지속 으로 충족시켜야만 한다.

4.3 유통경로(Place)

유통경로(Place)란 경 학  측면에서 생산자, 서비

스 제공자, 최종 소비자 등 다양한 조직들 계들을 연

결시켜주는 활동을 의미한다[44]. 이러한 에 CJ 

E&M은 tvN, OCN 등을 기 하여 국내 고객들은 만족

시켜왔지만 로벌 고객들을 한 유통경로는 상 으

로 었다. 따라서 이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재 요하

기 때문에 해결방안으로 티빙 활용을 극 으로 활

4P 략

제품(Product) 계열사들의 업을 통한 다양한 제품

가격(Price) 넷 릭스를 벤치마킹한 티빙(TVING)

유통경로(Place)
OTT 랫폼 티빙(TVING)을 통한 

로벌 확장

진(Promotion) 틱톡 랫폼을 활용한 챌린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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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필요성이 있다. 

티빙은 CJ E&M OTT(온라인동 상서비스) 랫폼

으로 코로나19 이후 부상한 분야다. 이에 표 으로 

넷 릭스가 있다. 재 환경에서 OTT를 활용하는 은 

정 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티빙은 

OTT 강자인 넷 릭스와 다른 차별 을 두어야만 경쟁

력을 가질 수 있다. 즉, 넷 릭스와 다른 오리지  콘텐

츠를 제작해야 한다. 표 사례를 를 들면, 외국과 차

별성이 있는 팬덤 문화를 활용한다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에 CJ E&M은 네이버와 2020년 상호

지분투자를 실시하 으며, 이 부터 아이돌들은 네이버 

라이  랫폼인 V앱을 통해 팬들과 소통을 진행하고 

자체콘텐츠도 제작해왔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를 티빙에 옮겨온다면 다양한 아

이돌 로벌 팬들이 티빙에 유입될 수 있는 효과를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국내 고객들을 만족시킨 tvN, 

OCN 등의 콘텐츠를 티빙에서 제공함으로 은 로벌 

고객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 한 만족시킬 수 있고 

단된다. 특히 스포츠,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한국 

만에 공유 정서가 담긴 오리지  콘텐츠를 제작하여 차

별화된 ‘티빙 팬덤’을 형성시켜 나갈 필요성도 존재한다.  

4.4 촉진(Promotion)

진(Promotion)은 기업이 표 시장 소비자들에게 

제품 정보  서비스를 달하는 기능이다. 로모션 역

할은 제품·서비스를 수락하도록 소비자에게 알리고 설

득시키는 의사소통 수단이라 할 수 있다[45]. 게 고

(Advertising), 인 매(Personal Selling), PR(Public 

Relation) 등과 같은 유형이 포함되어 있다[46]. 따라서 

기업들은 잠재고객들을 발생시키기 해서라도 재 마

 흐름을 악한 마  수단을 실천해야만 한다. 이

에 CJ E&M이 실천해야 하는 략은 ‘틱톡 랫폼을 활

용한 챌린지 마 ’이라 할 수 있다. 

틱톡은 15  정도 짧은 상을 제작, 편집하여 공유하

는 비디오 랫폼이다. 기에는 하나에 SNS 서비스

지만, 재 이를 뛰어넘은 마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

다. 틱톡은 여러 특징들이 존재한다. 먼  주요 소비층은 

Z 세 로, 각자의 개성을 표 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

끼며 향후 비즈니스상 주요 소비층으로 성장하게 될 가

능성이 크다. 한 짧은 분량으로 소비자들이 손쉽게 

상을 제작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 실질  참여가 

가능하며, 자발  마 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 가장 큰 

특징은 해시태그 효과로 챌린지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

이다. 해시태그 효과를 이용하면 이와 유사한 콘텐츠들

을 모아 볼 수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체류 시간을 늘리

고, 련 챌린지를 더 많이 노출 시킬 수 있게 된다는 장

을 지니고 있다. 재도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아티스

트, 랜드들이 마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CJ E&M에서는 방 하고 있는 드라마 OST, 련 필터 

등을 제작하여 해시태그 챌린지를 진행하는 략을 취

해야 한다. 드라마뿐만 아니라 <쇼미더머니> 등 음악 

콘텐츠들과 련된 챌린지를 실시하여 소비자 심을 

가질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소비자 심은 자

사 내 다른 콘텐츠를 찾아보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결국 CJ E&M은 더 많은 소비자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어 진다.

이러한 측면에 ‘CJ E&M 틱톡 랫폼을 활용한 챌린

지 마 ’을 살펴보면, 소비자들이 직  참여할 수 있어 

청각, 시각, 각을 활용할 수 있으며, 체험을 통해 재미

를 얻을 수 있다. 한 챌린지 련 상을 시청하는 소

비자들에게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시청한 다른 소

비자들도 챌린지에 참여할 수 있게된다. 따라서 챌린지

에 참여하는 사람이 증가하게 되면, 랜드에 친숙함을 

느끼고 이들만에 소속감을 가지게 된다. 이는 련 다른 

챌린지에 참여하는 정 인 방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즉, CJ E&M 마 은 체험마 의 5가지 요소

를 히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활성화하는 방안

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5. 연구결과의 분석  해석

5.1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콘텐츠의 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에서 국내 표 콘텐츠 기업인 CJ E&M의 성장성 요인

을 분석하고자 하 다. 따라서 기업 경쟁력을 악하고

자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토 로 분석을 진행하

다. 이후 향후 기업이 지속가능한 발  략제시를 하고

자 4P 략을 활용하여 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 다. 

먼  성장요인을 살펴보면, 생산조건의 경우 여러  장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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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디어 콘텐츠를 기반으로 스타  인재 입이 주요

하 으며 수요조건으로는 거  국시장 수요를 올바르

게 충족시켜왔다. 한 련 산업의 경우 K-Culture를 

겨냥한 한류 산업 확장 활동이 두드러졌으며 경  여건 

 략, 구조 그리고 경쟁의 경우 로벌· 로컬 략, 

미디어 커머스 략 에 투 트랙 략이 유효하 다. 

한편 향후 지속가능한 경쟁우 를 확보하기 하여 

4P 모델을 토 로 발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품 측면의 경우 계열사들의 업을 통한 다양한 

상품들이 뒷받침해줘야 한다. 둘째 가격 인 측면은 벤

치마킹을 활용한 티빙을 활성화 시켜 가격 인 측면에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이다. 셋째, 유통경로 

측면에서는 OTT 랫폼 티빙을 활용하여 로벌 으

로 확장을 꾀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진시키는 방향으

로 틱톡 랫폼을 활용한 챌린지 마 을 극 으로 

펼쳐 나가야 한다. 

한편, 기업의 략유효성은 어느하나 편 되지 아니

해야하며 각각의 요인들을 토 로 조합 는 융합하여 

최 의 발  방향 모색이 요하다 할 수 있다. 

5.2 한계점 

본 연구는 기업사례 연구로서 데이터 수집에 기 한 

실증연구와 비교하여 기업 반  분석에 기 한 질

연구를 수행하 다는 에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그

래서 연구 방법론  특성상 연구자 주  의견이 상

으로 편향되어있다는 을 배제할 수 없는 한계를 내

포하고 있다. 그러함에 본 연구결과에 기 하여 체를 

일반화 시켜나가기에는 한계성이 존재 한다. 

한 콘텐츠 산업이 여러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을 고려할 시 본 연구 내용은 화, 음악, 방송 산업에 

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콘텐츠 산업에 

한 편 인 에서 연구 근이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배제할 수 없다. 즉, 연구 근범 에 따라 해석방법도 

달리 나타날 수 있는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

러한 연구 한계를 보완한 추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

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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