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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세계 공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세계 시장으로서의 기능도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제발전과 이에 따른
소득 수준 향상으로 인해 소비자 시장이 크게 부상하고 있습니
다. 중국 소비자 시장이 크게 확대된다는 것은 향후 중국 시장
을 둘러싸고 국내외 기업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다는 것을 의
미합니다.
중국은 대부분의 나라와의 교역에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
고 있으며 소수의 국가에 대해서만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수의 국가 가운데에는 우리나라가 포함되
어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교역에서 상대적으로 비
교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향후에도 중국시
장에서 비교우위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
결하고,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 가운데서
도 중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경쟁력 있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마케팅 전략 중에서 최근에는 제품의 특성 및 용도 등을 소
비자들에게 소구하는 직접적인 전략과 함께 제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여타 대상물을 이용하는 간접적인 전략의 중요성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접적인 마케팅 전략은

많은 소비자들이 그 대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거나 우호적인 이
미지를 유지할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월드컵 축구대회나 올림
픽 등의 이벤트에 기업들이 스폰서로 참여하기 위해 치열한 경
쟁을 벌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중국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경쟁우위를 유지해야 하는 우리 입
장에서는 간접마케팅 수단을 발굴·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
를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중국 소비자들이 많은 관심과
함께 우호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대중문화(한류)와 축구입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이
들 분야를 이용하여 중국 시장에 접근하는 기본 방향을 제시하
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중문화와 축구 자체의
중국 시장 접근 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중문화 및 축구 등 해당 업계의 지속적인 발전은 중
국 시장에서 마케팅 수단으로서의 효용가치도 지속케 할 것이
라는 판단에 따라 축구 및 문화계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언급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정부 관계 부처 및 관련
기업들에게 참고서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본 보고서는 본원 김화섭, 이석기 연구위원이 공동으로 작성
한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들에게 노고의 뜻을 전합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들의 의견이며 연구원 공식견
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2 0 0 2년 1 2월
산업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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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Ⅰ. 머리말：연구목적과 방법
○ 한류 및 축구를 이용한 중국 시장 접근 방향 제시
- 중국시장에서 대중 문화 및 축구 등이 중국 소비자들로
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하는 대상이라는 점에 착안하
여 이들을 이용하여 중국 시장에 접근하는 기본 방향을
제시
·특히 한국의 대중 문화(한류) 및 축구는 중국 내에서
높은 관심의 대상
- 이들을 이용한 중국 시장 접근 방향뿐만 아니라 이들
자체의 중국 시장 접근 전략에 대해서도 논의
○ 소비자 집단 구분을 위해서는 주로 2차 자료를 활용하였
으며, 소비자들의 실제 성향 분석을 위해서는 현지 인터
뷰 조사 등 1차자료를 활용하였음.
○ 각 장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Ⅱ장에서는 연구 목적에 맞게 중국 소비자 집단 재구
분 및 목표시장 설정을 시도하고 있으며, 제Ⅲ장에서는
한류를 이용한 중국 신세대(특히 獨生子)시장 접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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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제Ⅳ장에서는 축구를 이용한 무차별 시장 접근
방향을 제시한다. 그리고 제Ⅴ장에서는 전반적인 대응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음.

Ⅱ. 중국 소비자 집단 구분과 시장접근 수단

소비자 집단 구분
- 기존 연구를 활용하여 시장성 및 접근 가능성 등을 기
준으로 재구분
<표 1>

소비자 집단별 시장성 및 접근 가능성
군 집

향후시장

접근가능성(중요도)

안정적 증가

○

급격한 증가

○

증 가

△

‘원바오’족
‘샤오캉’족
지식인족
신세대족
(특히 독생자)
YUPI족
주：○ 상대적 중요, △ 보통.

<표 2>

마케팅 강도에 따른 중국 소비자 재분류
마케팅 강도
적극적 마케팅 대상

군 집
신세대족
(특히 독생자)

지속적 마케팅 대상

원바오, 샤오캉, 지식인

소극적 마케팅 대상

YUPI족

요 약

목표시장 재구성과 시장접근 수단
○ 적극적 마케팅 대상으로는 신세대족(특히 독생자 세대)
을 선정하였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대중 문화(한류)가
마케팅 수단으로 유력
○ 지속적 마케팅 대상으로는 원바오, 샤오캉, 지식인 집단
이 선정되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소비자 집단
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축구가 마케팅 수단으로 유력

Ⅲ. 대중문화와 시장 접근 방향：한류를 중심으로
○ 중국 문화산업은 수요의 확대라는 시장적 요인과 정부의
정치적 규제 및 지원정책, 낙후된 생산 및 유통구조라는
상호 모순된 요인이 교차
- 중국 대중문화 산업은 경제발전에 따른 문화소비 욕구
의 증대에 따라 점차 보편적인 양태로 발전해 나갈 전망

한류에 대한 평가와 전망
○ 한류는 신세대를 중심으로 한 중국인들의 대중문화 욕구
를 중국 문화산업이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으며, 홍콩,
대만이 더 이상 중국에 대한 문화기지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댄스음악을 비롯한 한국의 대중문화
가 신세대들에게 어필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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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새로운 문화적 감수성을 가진 중국 신세대들은 자
신의 문화적 욕구를 표출하는 수단으로 한국의 대중문화
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음.
○ 한류는 그 수용계층이 신세대와 일부 20~30대로 한정
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으나, 경제성장과 함께 폭발적으
로 증대될 문화상품에 대한 욕구를 가장 먼저 표출하고
있는 신세대 층에서 한국의 대중문화가 적극적으로 수용
되고 있다는 점은 큰 의미
- 한류는 아시아인들에 의한 아시아 대중문화의 수용이
라는 보다 큰 틀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이런 맥락
에서 한류는 그 잠재력이 무한한 것으로 평가

대중문화시장 접근방향
○ 기본전략
- 무엇보다도 중국 현지 사정을 감안한 진출전략을 수립
해 나가야 할 것임. 특히 중국 소비자와 정부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 필요성과 이에 따른 정부, 기업, 공공부
문의 역할분담이 요구됨.
- 대중음악과 영상문화를 주력상품으로 진출하면서 동시
에 다양한 대중문화의 진출을 시도해 나가야 함.
- 중국 내수시장 확보를 위해 현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해 나가는 한편, 홍콩·대만을 통한 간접적 접근 전략

요 약

도 모색
○ 한류의 경쟁력 분석(SWOT 분석)
한류의 경쟁력 분석
강 점

약 점

-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한 대중문화 - 수익성과 직결되지 않은 인기
전반의 경쟁력 향상
- 신세대의 문화적 욕구에 부합되는
감각적 표현양식의 발달
- 가창력, 연기 등 연예인들의 자질
과 외모

·불법 복제품의 성행 등 중국 대중
문화 산업의 취약성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신세
대 중심으로 한 수용층
- 댄스음악, 트렌디 드라마 등 특정

- 서구 대중문화와 동양 문화의 결합

장르에 편중

기 회

위 협

- 중국 문화산업의 개방과 대중문화 - 대중문화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한
시장의 확대
- 새로운 문화적 욕구를 가진 신세대
층의 형성
- 아시아 대중문화의 상호 교류와 아
시아 대중문화권의 형성

류에 대한 일부 여론주도층의 부정
적인 시각
- 중국 문화시장 개방시 세계적 대형
엔터테인먼트사들의 중국 진출과
이로 인한 경쟁의 격화

- 정부의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

- 기업은 대중문화를 활용한 문화 마케팅을 보다 적극적
으로 추진. 대중문화 스타를 광고 등에 활용하는 직접
적인 수단뿐만 아니라 대중문화 공연 등을 후원함으로
써 기업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는 것도 유용한 장기적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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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대중문화시장 접근 방향
- 음반산업：경쟁력 있는 음반 아이템의 선정이 선행되
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현지화를 지속적으로 추
진해 나가야 함. 홍콩 위성방송에 대한 꾸준한 수출이
나, 중국내 공연이나 기업의 홍보 이벤트와의 연계 등
을 통하여 음반 수출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중국내 공
연, 한중 교류 이벤트의 확대 등을 통하여 한국 대중음
악의 인지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임.
- 방송산업：현재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드라마를 주
력 상품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해외
수출을 고려한 드라마, 합작 드라마의 제작을 확대함.
- 영화·비디오 산업：DVD 등 새로운 영상매체를 활용
하여 한국 영화를 지속적으로 알려 나가는 것이 선행되
어야 함. 합작 영화의 제작을 확대하고, 중국내 영화산
업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모색해 나가야 함.
- 게임산업：중국 게임시장 특성을 감안, 온라인 게임을
중심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음.

대중문화를 통한 신세대시장 접근방향
○ 기본방향
-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것보다 한국 대중문화에
열광하고 있는 중국인들에게 한국 기업의 강력한 이미

요 약

지를 심어주는 수단으로 활용
- 중국 신세대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한국 대중문화의 이
미지를 기업 이미지 광고에 적극적으로 활용
- 지역별, 계층별로 차별적인 마케팅 전략의 추진
○ 대중문화를 통한 신세대 시장 접근 방향
- 대중문화의 장르, 스타의 이미지 등을 적절하게 감안하
여 기업의 홍보에 활용하되 단기적인 홍보보다는 중장
기적으로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홍보전략을 추진
- 스폰서십, PPL(Product Placement) 마케팅, 자본
투자와 공동제작, 문화 상품을 이용한 SP(판매촉진)
활동, 준스타급 가수를 활용한 마케팅

Ⅳ. 스포츠와 시장 접근 방향：축구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 발전과정, 문제점 및 전망
○ 중국 정부는「2001~2010년 체육개혁 및 발전강요」등
에서 프로 축구를 포함한 프로 스포츠를 산업화가 가능
한 사회공익 사업으로 규정하였음.
-“상업가치가 있는 스포츠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이를
프로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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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서 시장경제의 비중이 점차 높아
짐에 따라 스포츠에서도 부분적으로 시장경제가 도입되
면서 산업화의 기틀이 형성. 특히 축구를 포함한 프로 스
포츠의 경우 기업개혁 방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진행
- 1980년대 후반 및 1990년대 초반 국유기업 개혁이
시작되면서 국유기업 소속 구단 퇴출. 1992년 등소평
의 남순 강화 이후 기업들이 각종 특혜에 힘입어 구단
창단에 관여
○ 그러나 지나치게 높은 선수들의 인건비, 축구팀 운영 기
업에 대한 각종 특혜(부동산에 대한 투자 등) 제한 등으
로 인한 구단 경영 악화, 지방정부의 구단 지분 공동소유
등 불합리한 소유구조, 방송국의 중계기술 미비로 인한
낮은 중계료 등이 중국 축구산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향후 중국 축구산업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전망해 보면
- 공급：재정이 튼튼한 팀을 중심으로 한 가칭 슈퍼리그
의 탄생 가능성, 政企分離 원칙에 따른 지방정부의 팀
지분 소유 배제에 따른 소유구조 개편, 서부지역 연고
팀 창단 등
- 수요：2003년 여자 월드컵 대회 유치, 국내 팀을 대상
으로 한 축구 복표의 발행 등에 따른 팬 시장의 확대,
축구팀에 스폰서로 참여하려는 국내외 기업의 증가, 방

요 약

송시장 확대와 컨텐츠의 부족으로 인한 축구 중계에 대
한 수요 증가 등

축구 시장 접근 방향
○ 중계료 판매：중국 방송국의 낮은 중계 기술 수준 및 방
송국의 컨텐츠 부족에 착안
○ 선수 수출 확대：한국 대표급 선수들의 중국내 높은 인
기 활용
○ 팀 창단·운영 및 갑급 B팀 경영 참여 고려：중국에서의
축구팀 운영에 따른 수익성과 서부지역에서의 팀 운영이
일반 시장 마케팅에서 갖는 이점을 고려
○ 향후 중국 프로 축구는 슈퍼리그가 주도할 가능성이 커짐
에 따라 슈퍼리그 참여 가능성 팀에 대한 자본 참여 모색

축구를 이용한 시장 접근 방향
○ 국내 스타급 선수를 중국에 파견하고 이들에 대한 적극
적인 스폰서 활동을 통하여 중국시장에 접근
○ 중국 스타 선수 수입을 통한 광고：중국 시장내 중국 스
타 선수의 인기 활용한 마케팅
○ 한·중·일 리그 스폰서 참여：2003년부터 실시되는 동
리그에 스폰서(예를 들면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하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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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인지도 제고
○ 각종 경기 주선 및 스폰서 참여
○ 팀 명칭 사용권 혹은 유니폼 스폰서：팀 운영에 직접 참
여하지 않더라도 팀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것과 유사한
마케팅 효과 기대
○ 서부지역에서 팀 운영：서부 지역 시장 선점에 유리한
마케팅 전략
○ 대학리그 및 대학팀에 대한 스폰서：미래 중국 주요 소비
시장 형성을 위해 대학생들에게 인지도 및 친근감 제고

Ⅴ. 대응 방안

대중 문화계
○ 대중문화산업의 경쟁력 확보：다양한 문화 컨텐츠 개발,
대형화 및 전문화를 통한 대중문화 관련 기업의 국제 경
쟁력 확보, 낙후된 유통구조의 개선 등을 통한 대중 문화
산업의 구조개선 필요. 전문 인력의 육성도 긴요한 과제
○ 대중문화 수출을 위한 체계의 정립：대중문화 전반에서
국제경쟁 마인드를 확산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이
러한 기반하에 수출형 대형 프로젝트 등 해외 수출을 겨

요 약

냥한 제작 확대, 문화 상품의 해외 수출을 위한 해외 마
케팅 능력 제고에 주력
○ 아시아 대중문화 시장을 염두에 둔 진출：아시아 대중문
화의 상호교류라는 관점에서 우리 대중문화의 중국 진출
파악 필요. 시장뿐만 아니라 문화 컨텐츠의 공급원으로
서도 중국을 활용
○ 대중국 문화산업 진출을 위한 기반 구축：한·중 쌍방향
적인 문화교류와, 폭넓은 한국 문화의 소개 등을 통하여
한중 문화 상호 교류를 보다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중국
진출을 위한 대중문화 기업간의 전략적 제휴, 대중 연예
인들의 중국어 학습 등 중국진출을 위한 역량 강화 등을
통하여 중국 문화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 조성.
국내 드라마 등에 중국 연예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

축구계
○ 한·중·일 교류 경기 확대 추진：2003년부터 한·중·
일간 프로 축구챔피언 결정전이 시작되지만 3국 프로 축
구 관계자는 이 대회의 발전 추이를 보아가면서 경기 방
식 확대 추진이 바람직(경기 확대 방식은 인터리그, 상위
팀간 리그, 통합리그 등 다양) → 경기 범위가 확대된다
면 축구 발전뿐만 아니라 중국 소비자 시장 접근 또한 더
욱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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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병 규제 완화：한·중·일 리그 출범과 함께 각국 프
로 리그 연맹은 역내(intra - region)선수에 대해 용병
규제를 유럽에서처럼 완화할 필요 → 이는 선수들을 활
용한 마케팅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연고지 중소기업의 스폰서 참여 유도：국내 중소기업들
이 연고지역 팀에 공동으로 스폰서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 기존 구단(대기업 소유구단)이
중국내 투어경기를 가질 때 그 팀이 연고를 둔 지역 중소
기업들의 유니폼 스폰서 등에 대한 참여 유도 등
- 이러한 방안은 중소기업들의 대중국 마케팅 효과를 제
고시킬 뿐만 아니라 팀 입장에서는 연고지 팬 확대 및
충성도 제고에도 기여

일반 업계
○ 한류 열풍의 분석과 활용：한류 열풍의 원인과 한국 대
중문화 수용자의 특성을 분석, 미래의 소비 주도층이 될
신세대에 대한 마케팅 전략의 수립에 활용
○ 문화 마케팅에 대중문화의 적극적인 활용：대중문화를
직접적인 홍보수단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한국 대중문화의 해외진출을 지원하
고, 대중문화와 기업이 동반 진출해 나가는 보다 적극적
인 문화 마케팅 전략을 추진

요 약

○ 대중문화와 기업의 상호 학습：한류를 마케팅 전략 차원
에서 연구·분석할 가치가 있으며, 대중문화계는 일반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노하우를 전수받을 필요성 존재
○ 슈퍼리그 동향 주시：중국 프로 축구에서 슈퍼리그가 탄
생하면 각종 축구 리그 및 대학 축구리그에까지 연쇄적
으로 변화를 초래 → 축구를 이용한 마케팅 방향에도 연
쇄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
○ 프로 농구에도 관심：중국에서 프로 농구는 프로 축구에
뒤지지 않는 인기 구사. 뿐만 아니라 대학농구도 상당한
인기 → 즉 중국 시장에서 농구도 스포츠 마케팅 도구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
○ 신흥 인기 종목인 야구에도 관심：중국에서는 최근 야구
인기가 급상승 → 한국의 야구는 프로 농구와는 달리 중
국에 비해 기술적 및 운영 면에서 비교우위 → 마케팅 도
구로 활용에 이점
○ 여타 스포츠 마케팅에도 관심：중국에서는 2003년 세계
여자축구 선수권대회, 2008년에는 하계 북경 올림픽 개
최 등으로 스포츠의 인기가 급격히 높아질 전망 → 스포
츠 마케팅 대상 종목 다수 출현
○ 중소기업과 지자체의 지역 공동 브랜드 개발：중소기업
의 스폰서 참여 유도는 비용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 존재
→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 → 공동 브랜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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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중소기업들이 소재한 지자체의 도움과 관심이 절대적
으로 필요
○ 바둑 마케팅에도 관심：중국에서는 바둑 또한 높은 인기
구가 → 중국내 한국 바둑 높은 인기 보유 → 중국 시장
접근을 다양화할 수 있는 도구로서 위치

정책 제언
○ 대중문화의 경쟁력과 저변 확대 지원 : 대중문화 인프라
확충, 인력 양성, 제한적인 자금지원 등을 통해 대중문화
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킴으로써 한국 대중문화의 중국
및 아시아 진출을 간접적으로 지원
○ 대중문화 해외 진출지원을 위한 자금지원체계의 구축 :
해외 수출용 문화상품 제작에 대한 자금 지원, 문화상품
의 해외수출 장려 등을 통하여 대중문화의 해외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며, 문화산업의 해외 진출시 투자위험
을 경감시키고, 투자자금을 지원할 수단을 모색
○ 한중 문화교류를 위한 거점의 확대 : 북경, 상해 등 대도
시에‘한중문화교류센터’
(가칭)를 설립하여 한중 젊은이
들이 만나서 대중문화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
○ 한중 문화산업 협력을 위한 공동연구의 추진：양국의 기
존 문화산업 관련 기관에서 공동연구를 조직하고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동연구를 추진. 중장기적으

요 약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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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축구리그와 경제공동체 학습효과
축구 리그

경제공동체

선수 이동 절차 간소화

자유무역

스폰서 영역 확대

자본 이동 원활

FA

노동 이동 자유

통신 커뮤니케이션 발달

통신시장 규격화 촉구

로는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한중 문화산업 연구센터’
(가칭)를 설립하는 것도 추진할 필요
○ 중국내 문화산업 인프라에 대한 투자 지원：중국의 문화
산업 인프라 확충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K O I C A나
EDCF 자금을 통한 지원도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 모기업 손비 처리 규정 개선：중국 시장에서 축구가 유
력한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는 바 관련 부처는 축구 발
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인 자세 필요. 현재 축구단
이 열심히 마케팅 활동을 할수록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팽배 → 관련 세제(모기업 손비 처리 규정) 개선 필요
○ 지방자치단체 경영 마인드 제고：현대 스포츠 산업에서
프로 스포츠 구단은 특정 지역에 연고를 둔 지역 프랜차
이즈로 운영되는 바 지방자치단체의 구단에 대한 협조가
필요. 이러한 협조의 확대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영마인드 제고가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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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일 축구리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및 홍보
- 2003년부터 실시되는 한·중·일 축구리그는 경제분
야에 대해 각종 학습효과 제공
- 관계 당국은 이러한 스포츠 이벤트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홍보 필요
○ 관련 부처간 대화의 장 마련
- 중국 시장과 관련하여 산업관련은 산자부, 통상 및 경
제일반은 재경부 그리고 축구 및 문화는 문화부가 관장
- 이들 부처간 상호 정보·의견 교환 등을 위해 정기적
혹은 부정기적 대화의 장(가칭 중국시장 정보 교환 협
의회) 마련 필요
○ 관련 기관 중국 파견 직원수 및 업무 영역 확대 : 향후
중국 시장 진출 및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중국인의 사회
및 문화·스포츠의 성향 파악도 중요한 요소로 대두 →
이에 따라 기존 파견 직원들의 업무를 경제분야에 국한
하지 않고 다양하게 확대할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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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 ra c t

The growth of the economy of China and the resultant
increase of income bring about the expansion of the consumer
market. This raises for us the necessities of marketing strategy
targeting the consumer market of China. With regard to this,
together with the direct marketing strategy that publicizes the
features and usages of specific items, the importance of
indirect marketing strategy, which uses the objects that do not
have direct connection with the items to sell, is increasingly
coming to the fore. Indirect marketing strategy can be more
useful when many consumers are highly interested in and
have favorite images about the objects. That explains the
reason why many enterprises join the big events like the
Worldcup football matches or the Olympic as the sponsors.
For us, who will have to keep the competitive advantages
continuously in the Chinese market, it takes significant
meaning to explore and use the tools for indirect marketing
strategy. In this regard, the popularity of football and Hanlieu
(Korean stream) amongst consumers in the Chinese market
provides special implications. That is, we may take full
advantage of football and Hanlieu as useful tools for in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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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ing in the Chinese market.
This report is focusing on the strategies to promote our
access to the Chinese market, taking advantage of the indirect
marketing through football and Hanlieu. In addition, this
report also discusses the strategies for the promotion of football
and Hanlieu in the Chinese market, not as the tools for
indirect marketing but as independent industries themselves.
Finally, this report is also trying to present recommendations for the consistent development of football and the
cultural sector,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this will help to
reinforce the utility of football and Hanlieu as the tools of
indirect marketing in the Chines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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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서 론

1. 연구 목적
커다란 우물 속에 자갈 하나를 던지면 자갈의 흔적은 찾아
볼 수 없다. 그 자갈의 모양이 예쁘건 희귀종이건 결과는 마찬
가지이다. 여기서 자갈을 기업이라고 보고 우물을 거대한 시장
이라고 해보자. 그래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기업이 제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졌다 해도 시장이 방대하면 그 기업의 시장
몫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바로 중국의 외국기술 도
입 정책이 이렇다. 이른바「기술우물 정책」이다. 즉, 이러한 정
책이 중국의 세계 시장 기능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가 없다는 것이다.
향후 경제발전과 이에 따른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중국 시장
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즉, 종전의 단수 대규모 인구수에 의한
시장이 구매력과 대규모의 인구수를 갖춘 시장으로 변모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시장에서 기업간 경쟁은 더
욱 치열해지면서 시장에 접근하는 방식 또한 종전에 비해 다양
하게 전개될 것이다.
중국과 인접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교역이 해마다 크게 증가

20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활용한 중국시장 접근방향

하고 있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중국 시장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중국은 홍콩을 포함하면 대
한민국의 무역수지 최대 흑자 대상국이다. 중국입장에서도 한
국은 특이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교역국가 가운데 중
국이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과 독일
뿐이다. 그러나 독일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는 대한민국의 대
중국 무역수지 흑자에 비해 50%에도 미치지 못한다(<표 Ⅱ6> 참조). 중국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무역을 통해 드물게
이익을 챙기는 국가라는 의미이다. 즉, 향후에도 대한민국은
중국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지속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지속하는 데에는 우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마
케팅이다. 특히 중국 시장 가운데 소비자 시장이 점차 부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 시장을 상대로 한 마케팅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마케팅 전략에도 제품의 특성
및 용도 등을 소비자들에게 소구하는 직접적인 전략과, 제품과
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여타 대상물을 이용하는 간접적인 전
략이 있다.
간접적인 마케팅 전략은 많은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지거나
우호적인 이미지를 유지할 때 더욱 효과적이다. 월드컵 축구대
회나 올림픽 등의 이벤트에 스폰서로 참여하는 것은 많은 사람
들이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사용되는 간접적인 마케팅 전략이
다. 정부가 국가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또한 제품을 생
산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우호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간접적인 마케팅 전략이다. 즉, 대한민국 기업이 중국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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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상대로 마케팅할 때 간접전략도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한·중 수교 10여년 동안 중국 소비자들이 기억하는 대한민
국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진행되지 않았다. 그
러나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거나 중국 소비자들
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분야가 있다. 바로 바둑, 축구 그리
고‘한류’로 지칭되는 대중문화이다. 특히 한국 대중문화는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 특정 계층들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모
으고 있다. 중국 소비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러한
분야들은 중국 시장에서 간접마케팅 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분야를 이용하여 중국 시
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그러나 시장에서의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은 기업의
몫이다. 기업의 특성, 경영 목표, 제품의 특성 및 기술 상태 등
에 따라 적용하는 전략은 달라진다. 그리고 그 전략에 따라 성
과를 거두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실패를 거듭하는 기업도 있을
수 있다. 모든 기업들이 바둑, 한류 및 축구를 마케팅에 활용한
다고 해서 효과를 거두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중국시장에서 대중문화, 축구 및 바둑 등이 많은 중
국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대상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이들
분야를 이용하여 중국 시장에 접근하는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22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활용한 중국시장 접근방향

2. 연구 방법
본 보고서는 논의되는 부분에 따라 1차 자료와 2차 자료가
이용된다. 중국 소비자 집단 구분에서는 연구·발표된 기존 2
차 자료를 이용하여 본 보고서의 목적에 맞게 수정한다. 특정
소비자 집단에 대한 시장 접근 방향 제시에서는 1차 자료와 2
차 자료가 동시에 이용된다. 소비자 집단 구분에서 1차 자료를
이용하지 않고 2차 자료를 이용한 것은, 중국 현지 설문조사의
어려움 및 기존 자료의 신뢰성에 기인한다. 현지 설문조사에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며 특히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하더
라도 회수율의 저조 등으로 인해 신빙성에서 문제가 있을 것으
로 판단되었다. 또한 제Ⅱ장에서 자세히 언급되겠지만 중국 소
비자 집단 구분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없지는 않으나 본 보고서 분석 목적에는 충분히 이용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앞에서 중국인들에게 호감을 주거나 관심을 끌고 있는 대상
으로 바둑, 대중문화 및 축구를 지적한 바 있다. 본 보고서에서
는 바둑을 이용한 시장 접근 방향에 대한 논의는 생략한다. 왜
냐하면 중국 시장 조사 과정에서 바둑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신
빙성 있는 정보 구입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부분적으로 구해진
정보도 접근 대상이 되는 소비자 집단이 축구와 상당부분 겹치
기도 했다.
즉, 축구를 이용한 시장접근 기본 방향과 바둑을 이용한 시
장 접근 기본 방향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는 것이다. 특
히 중국내 연구자료에 따르면 중국내에서 바둑이 많은 대중들

제Ⅰ장 서 론

23

로부터 사랑을 받는 여가 수단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1)
한류 및 축구와 관련된 중국의 동향 파악은 인터뷰 조사(1차
자료)에 크게 의존하였다. 한류 및 축구동향과 관련하여 문서화
된 자료는 미미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터뷰 조사를 바탕
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실제 수요자들에게 보다 생생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인터뷰 조사는 1997년부터 2002년 7월에 걸쳐 진행되었으
며 인터뷰 지역은 북경, 상해, 광주, 대련 등 대도시이다. 인터
뷰는 현지 방문 및 현지 주재원(KOTRA)에 의해 이루어졌으
며 인터뷰 대상에는 현지 주민, 현지 관계자, 중국 주재 유학
생, 현지 활동중인 국내 기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축구
관련 동향 파악에는 중국 방송국 관계자, 축구협회 관계자, 대
학교수 등에 대한 인터뷰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1차 자료는 한
류보다는 중국 축구시장 동향에 더 많이 활용되었다.
한편, 본 보고서 제Ⅱ장에서는 중국 소비자 집단 구분과 목
표시장에 대해 주로 2차 자료를 이용해 설명하고 있다. 제Ⅲ장
에서는 한류를 이용한 중국 신세대(특히 獨生子)시장 접근 방
향을, 그리고 제Ⅳ장에서는 축구를 이용한 무차별 시장 접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제Ⅲ장 및 제Ⅳ장에서는 한류 및 축구
그 자체의 시장접근 전략과 이들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동시에 논의되고 있다. 제Ⅴ장에서는 일반 기업 그리고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 그런데 제Ⅲ장 및 제Ⅳ장
이 직접적인 시장 접근 방향을 언급하고 있다고 한다면 제Ⅴ장
1) 중국 대도시 소비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여가시간 이용 상위 40위 내에 바둑이 포
함되지 않았다(「2001IMI消費行爲與生活形態年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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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간접적인 대응방향 및 인프라 구축전략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제Ⅴ장에서는 해당 업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면 중국
시장에서 마케팅 수단으로서의 효용가치도 지속될 것이라는 판
단에 따라 축구 및 문화계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25

제Ⅱ장

중국 소비자 집단 구분과 시장접근 수단

중국 경제가 발전하고 이에 따라 내수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소비 계층들이 점차 다원화되고 있다. 중국 내수시장에서 보다
합리적인 기업활동을 위해서는 이들 계층을 세분화하고 특성
(life style)을 파악하는 작업의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본 장에서는 중국 소비자 세분화와 관련된 기존연구들을 검토
한 다음 이들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의 연구 목적에 맞게 소비
자 시장을 재구성하기로 한다.

1. 기존 연구 검토
(1) 중국내연구
1) 新生代調査公司(1998)의 연구
중국 신생대 조사회사는 中國經濟景氣監測中心의 의뢰를 받
아 1997년 11월～1998년 3월의 기간동안 12대 도시 거주민
5,000여명을 대상으로 소비형태를 조사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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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新生代調査公司의 중국 소비자 집단
특 성

1. 현실적 원바오형

안정, 전통적 중국식 가정생활/중간 가격대 제품 선호

2. 적극적 샤오캉형

열심히 일하고 고품격 소비생활을 추구하는 샤오캉형 가장

3. 부유층

혁신 구매하는 부자들, 인구수는 적지만 구매력은 큼

4. 보수적 老百姓
5. 지식분자
6. 전문직/관리직

‘질보다 양’을 추구하는 일반 가정, 주로 저소득의 도시평
민과 빈민
사고방식이 개방적이고 물질보다 문화적 소비를 중시하는
지식인들
야망이 높고 금전을 중시/바쁜 생활/전문직과 관리직
종사자

7. 신세대

전통관념 희박/주식, 스포츠, 광고 등에 많은 관심

8. 중년 여성

집안 일을 위주로 하는 가정 주부들

자료：新生代調査公司(1998),「中國城市居民消形態調査」.

수입과 지출, 주택과 교통, 가전제품과 내구소비재의 보급, 운
동·여가생활 및 신용카드 사용 상황 등을 바탕으로 <표 Ⅱ-1>
과 같이 소비자들을 구분·분류하였다.
<표 Ⅱ-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실적 溫飽2)(원바오)형과 보
수적 老百姓(라오바이싱：일반 인민)은 안정적이고 전통적인
중국식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집단이다. 또한 이들은 소비성향
에서도 중간 가격대의 제품을 소비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열심히 일하면서 고품격 소비생활을 추구하는
집단을 적극적 小康3)(샤오캉)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인구수는
적지만 막대한 구매력으로 인해 혁신소비자 계층에 속하는 사
2) 기본적으로 먹고 자는 것을 해결한다는 의미이다.
3) 먹고 자는 것을 해결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약간 여유있는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를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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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을 부유층으로, 그리고 사회적 야망이 높고 금전을 중요시
하며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전문직/관리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밖에 전통적인 관념이 희박하며 주식이나 스포츠 광
고 등에 관심이 많은 집단을 신세대 집단으로, 고학력자로서
사고방식이 개방적이고 물질보다는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소비
를 중요시하는 집단을 지식분자로 분류하고 있다.
2) IMI 市場信息硏究所(1996～)의 연구
1996년부터 북경창연연구소(北京創硏硏究所)는 중국 주요

<표 Ⅱ-2>

IMI 市場信息硏究所의 중국 소비자집단
연 령

학 력

①

남

25~34 전문대, 대학

②

남

25~34 대학, 대학원

③

여

35~54

중졸

④ 불분명 25~44

고졸

⑤ 불분명 16~24
⑥
⑦

여
남

35~44
25~44

대학 및
중·고교재학
고졸 이하

직 업

월소득

기술직, 전문직

1,501~

회사원

5,000위안

기술직, 전문직

결혼여부
미혼

5,000위안 이상

미혼

1,000위안 이하

기혼

불분명

501~1,500위안

기혼

대학생 이하

없음

미혼

회사원, 개인사업
노무직, 퇴직자
취업대기

노무직, 취업대기 1,000위안 이하

대학 및

기술직, 전문직

1,001~

전문대

공무원

2,000위안

기혼
기혼

자료：「IMI消費行爲與生活形態年監」, 2001.
주：①：제1소비자 집단, ②：제2소비자 집단, ③：제3소비자 집단, ④：제4소
비자 집단, ⑤：제5소비자 집단, ⑥：제6소비자 집단, ⑦：제7소비자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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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북경, 상해, 광주, 중경, 무한, 서안, 심양)의 조사 연
구기관과 함께 매년 중국 대도시 소비자들의 소비행위에 관한
연감을 발행하고 있는데, 이 연감에서 소비자들을 집단별로 세
분류하고 있다. 이 연감에서는 유행에 대한 반응 정도, 사고의
진취성 정도, 광고에 대한 신뢰도, 전통가정관, 가격 중시 정
도, 건강에 대한 관심도 및 정보취급에 대한 관심 등을 주요 변
수로 삼았다. 이러한 변수에 대한 연구를 거친 다음 소비자 집
단을 <표 Ⅱ-2>처럼 일곱 개 소비자군으로 세분하고 있다.
<표 Ⅱ-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소비자 그룹은 25~34세
에 해당하는 전문대 이상 학력을 가진 남자들로서 기술직, 전
문직 및 회사원들을 포함하고 있다. 제2소비자 그룹은 제1소비
자 그룹에 비해 학력과 소득 수준에서만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집단이다. 즉, 제2소비자 그룹의 학력 수준에는 제1소비자 그
룹과는 달리 대학원 출신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소득 5,000위
안 이상으로서 제1소비자 그룹의 1,501~5,000위안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3소비자 집단은 35~54세로서 노무직에 종사하거나 취업
대기 상태인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월수입 또한 1,000위안
이하로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속한다. 제4소비자 집단은 성
별 구분이 무의미하며 직업 또한 불분명한 소비자들로서 월수
입도 낮은 편이다. 제5소비자 집단은 성별 구분이 무의미하며
월수입 또한 전혀 없는 고등학생 이상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
다. 제6소비자 집단은 제3소비자 집단과 거의 유사하지만 학력
에서는 다소 높게 나타난다. 제7소비자 집단은 월수입이
1,001~2,000위안 정도로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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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2) 국내 연구
1) 금희연(1997)의 연구
이 연구는 중국인의 衣, 食, 住, 樂, 用, 行 등에 대한 조사를
거친 다음 소비자들을 집단별로 재분류하였다. 衣에서는 소비
자들의 개성과 패션이 주요 연구대상이었으며, 食에서는 엥겔
계수의 변화와 외식문화와의 관계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다.
住에서는 주택조달 방법과 중국인들의 주생활에 대한 감각과
개념을 고려하였다. 樂에서는 대중 스포츠(참여 스포츠), 여가
활동, 대중문화 보급 정도 등이 참고되었으며, 用에서는 중국
인들의 씀씀이가 주요 연구 대상이었다. 특히 용에서는 중국인
들의 자가용 구입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가 참조되었다. 行에서
는 관광, 레저들이 주요 조사 대상이었다.
금희연은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국 소
비자 집단을 재분류하였다.(<표 Ⅱ-3> 참조). <표 Ⅱ-3>에서 보
는 바와 같이 대도시·중도시 및 연해지역 대부분의 가정을 小
康(샤오캉)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의 가구당 연평균수입은
1만～3만 위안 정도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중국 전체 가구 가
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약 55%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샤오캉형 다음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집단이 溫飽
(원바오)형이다. 이 집단은 가구당 연평균소득이 5,000～1만
위안 정도이며 전체 가구수의 34%를 차지하는 것으로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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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금희연의 중국 소비자 집단
구 성
경영상태가 불량한 기업의 직공, 생산의 중단, 계속을 반복하는 기업

빈곤형

의 직공으로서 타직장을 찾고 있는 노동자, 부분적으로 휴직이나 퇴직
하고 있는 가정, 취업인구가 적은 소가정으로 부양가족이 많은 가정

원바오형
샤오캉형

내륙지역의 중소도시의 일반주민, 기타 수입이 없는 월급노동자
대도시, 중도시나 연해지역의 대부분의 가정
외자기업이나 합자기업의 중국측 고급 관리원, 경영 책임자 또는 중

부유형

간 간부, 택시기사, 해외관광객의 가이드, 경영규모가 비교적 큰 개
체호의 경영자, 국유기업의 책임자, 변호사, 미용사, 고급 주방장 등
전문인
민영기업가, 합자기업의 사장, 유명 연예인과 운동선수, 유명화가나
부호형

작가, 주식제기업의 책임장, 증권경영 고소득자, 소수의 以權謀私利
(다소 부당한 방법으로 치부한 사람)

자료 : 금희연(1997), pp.160～161.

고 있다. 가구당 연평균소득이 3만～10만 위안 정도인 부유형
은 전체 가구수의 6 %를 차지하며 빈곤형(가구당 연평균
5,000원 이하) 및 부호형(가구당 연평균소득 10만원 이상)이
각각 4%, 1%로 그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 김용준(2000)의 연구
김용준은 중국 소비자를 제대로 이해하고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재분류를 위해서는 각종 환경 변화와 소비자들의 가치관
변화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는 중국의 경제적, 사회적, 인구 통계적 변화와 추세를
분석하고, 중국 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중국 소비자 가치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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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 변화방향을 파악한 다음 중국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
유형과 특성을 분류하였다(<표 Ⅱ-4> 참조).
이 연구에서는 중국 소비자를, 원바오, 샤오캉, 지식인, 신세대
그리고 YUPI(young, urban, professional, independent) 등
5개 집단으로 분류하고 있다. 원바오족은 국영기업 노동자, 정
년퇴직자 및 下崗(샤강)자4)들로 분류하고 있으며, 샤오캉족에
는 행정기관 직원 관리직 및 공무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식
인족에는 대학교수 위주로 연구자, 문화·예술 등 보수가 안정
<표 Ⅱ-4>

김용준의 중국 소비자 집단분류
구 성

원바오족(溫飽族)

샤오캉족(小康族)

지식인족(知識人族)

특 성

국영기업 노동자, 정년퇴직 도시생활 익숙, 유형·추세
자, 샤강(下崗)자 등
행정기관 직원, 관리직,
공무원 등
대학교수 위주로 연구자,
문화·예술 관련자 등

따르지 않음. 가정 중심
열심히 일을 하고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는 평균소비
수준을 대표
문화적 소비와 사회경험 중
시, 보수 안정적 생활 선호
서구문화 추구, 다양한 생

신세대족(新世代族)

삼자기업 종사자, 개인

활추구, 운동과 오락 및 주

사업자

식에 노선, 고품질 소비 추
구, 비전통적

YUPI족

개인사업가, 개별 전문직,
성공한 샤하이(下海)족

낭만적 생활과 고급적인 오
락 추구, 금전 지향적 선도
구매자 계층

자료：김용준(2000), p.64.

4) 국유기업 개혁 등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자들을 지칭하며 우리 말의 정리해고자와 유
사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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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생활을 추구하는 집단을, 신세대족에는 삼자기업 종사자 및
개인사업자를, 그리고 YUPI족에는 고급적 오락을 추구하는
下海(샤하이)족5)을 포함시키고 있다.

(3) 평 가
新生代調査公司(1998)의 연구는 중국에서 연구된 만큼 1차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실증조사를 통해 중국 소비자의 군집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영향
을 미치는 경제·사회적 환경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정
량적 기법에만 중점을 둔 한계를 지니고 있다.
I M I市場信息硏究所( 1 9 9 6 )의 연구 또한 新生代調査公司
(1998)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실증조사를 통해 중국 소비자의
소비군집을 세분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개혁·개방 이후 새롭게 나타난 獨生子 그
룹도 소비자 분류에 포함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 그
룹은 신중국 설립 이전의 사회주의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는
집단이지만 향후 중국 소비자 시장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6 )
그러나 이 연구는 소비자 집단의 구매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

5) 말 그대로 하면 바다에 뛰어든다는 의미로서 개혁·개방으로 발생한 다양한 경제활동
으로 인해 큰 돈을 벌게 된 집단을 의미한다.
6) 이 그룹은 한국의 대중국 소비시장 진출에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른바 한류 애
호 그룹이 여기에 해당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절 및 제Ⅲ장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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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소비자 집단간 구분
에서도 모호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이 연구에서 언급한 제
3소비자 집단과 제6소비자 집단은 35~44세의 여성들로 구성
되어 있는 바 학력 이외에는 두 집단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즉, 집단간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이다.7) 또한 신흥 부
자들 즉 금희연의 연구에서 언급하는 부호형 또는 김용준의 연
구에서 언급되는 YUPI족에 대한 분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이러한 YUPI족에 대한 분류도 마케팅 대상이 되는 상품에
따라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금희연의 연구는 중국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판단
하는 요인들로 衣, 食, 住, 樂, 用, 行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중국경제경기
감측중심의 연구와는 달리 정량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측면도 고려하여 소비자들을 집단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
나 이 연구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중국 경제발전과 이에 따른
소득증대만 중시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연구
가 1990년대 후반에 이루어진 바, 국유기업의 개혁과 구조조
정으로 인한 下崗 및 下海 등의 사회현상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도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김용준의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영향을 미
치는 환경적 요인과 가치관 변화 과정이 고려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최근의 사회

7) IMI市場信息硏究所는 매년 연감을 발행하는 바 연구 방법 또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매
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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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 가운데 하나인 下崗 및 下海 등의 요인도 분석에 포함되
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5C라는 새로운 틀을 제시하고 있다. 즉
그는 china market(중국 내수시장)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
서는 c o n s u m e r (소비자), change(중국사회의 변화 ) ,
competitor(경쟁자), company(기업) 등에 대한 분석 또한
필요하며 이러한 분석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이 연구에서는 사례 분석(이동 통
신)도 곁들이고 있는 바 <표 Ⅱ-3>에서 언급한 소비자 집단도
업종에 따라 더욱 세분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김용준의 연구는 지리적·공간적 한계로 인해 2차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즉, 1차
자료를 이용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정성적인 관점을 첨가시
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 집단별 성장 가능성 및 우리
기업의 상대적 접근 가능성에 대한 분석은 결여되어 있다고 하
겠다. 특히 신흥 유행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독생자 그룹은 별
도로 구분하지 않고 신세대 그룹에 포함하고 있는 한계가 있
다.
지금까지 언급한 기존 연구들은 나름대로 장단점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연구가 일천한
단계에서 향후 연구들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의의
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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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 집단 구분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 소비자 분류와 관련된 기존 연구 가운
데 중국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김용준의
연구를 토대로 하되 이를 본 보고서 분석 목적에 맞게 일정하
게 수정하고자 한다. 그러나 중국 소비자 가운데 독생자 그룹
에 대해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IMI
市場信息硏究所 자료를 이용하기로 한다. 즉, 기존 연구를 토
대로 집단별 시장성과 우리의 접근 가능성을 고려하여 중국 소
비자 집단을 새롭게 분류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1) 집단별시장성
중국 소비자 집단을 새롭게 분류하기 전에 이들 집단의 시장
성이 우선적으로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서 언급하는
집단이란 김용준의 연구에 따른다.
우선 원바오족에 대해 설명해 보자. 이 집단은 <표 Ⅱ-3>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시생활에 익숙하면서도 가정 중심적이다.
이들 집단의 구성을 보면 국영기업 노동자 및 샤강자 등이다.
현재 중국 인구 가운데 2/3는 농촌 인구이다. 중국 경제가 발
전할수록 많은 농촌 인구들이 도시로 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원바오족이라는 집단은 향후에도 안정적
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나름대로 시장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샤오캉족은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는 평균 소비 계층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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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집단이다. 현대 중국 도시민들의 소비성향을 가장 잘 반
영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기관 직원, 공무원 등이 대
표적인 구성원들이다. 일반적으로 경제발전은 도시 발전으로
이어지는 바 샤오캉족 또한 원바오족과 마찬가지로 향후 안정
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인 집단은 물질적 소비보다는 문화적 소비를 중요시하고
또한 사회경험을 중시하며 안정된 생활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다. 중국의 문화상품 시장에서 이 집단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현재 대학교수, 과학연구 등의 직업에 종사하는 집단들
이 지식인 집단의 대표적인 소비자 계층을 형성하고 있다. 향
후 중국의 경제·정치·문화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지식인 집단은 샤오캉족과 함께 이른바 중산층
을 이루는 집단으로서 앞으로도 꾸준한 증가가 예상된다.
신세대족 집단은 서구문화를 선호하고 다양한 생활양식을 추
구하며 구매력은 의외로 강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운동과 오
락 그리고 주식투자에 관심이 많고 고품질 소비를 추구한다.
특히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獨生子들이 이 집단에 포함된
다.
중국의 독생자 세대는 개혁·개방이 시작된 1979년 정치와
계급투쟁에서 경제발전과 건설로의 정책전환과 함께 등장한 인
구억제책의 산물이다. 계속 증가하는 인구를 억제하고 양보다
는 질을 추구하는 것이 독생자녀 정책이며 우수한 자녀를 낳아
우수하게 길러낸다는 취지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초 의
도와는 달리 독생자 정책으로 인해 태어난 세대들은 과보호와
단장 속에서 길러지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들은 小皇帝, 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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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陽 또는 四二一孩子 8)(쓰얼야오하이즈)라고 불리며 구매력
또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에서
독생자녀 정책이 지속되는 한 이러한 현상 또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 소비자 집단 가운데 신세대족은 향후 급격히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여피족에 대해 살펴보자. 이 집단은 낭만적 생활
을 추구하며 고급스런 오락을 즐기는 집단으로서 특히 고급 외
제를 선호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 집단 가운데 가장 금
전 지향적이며 구매에 있어서도 혁신 구매 성향이 높아 사치품,
고가품의 주요 구매자들로 볼 수 있다. 개인사업가, 성공한 下海
족 그리고 프로 스포츠 선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향후 이 집
단에 속하는 소비자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겠지만 증가속도는
샤오캉족 혹은 신세대족에 비해서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중요도및 접근 가능성
중국은 세계의 공장인 동시에 세계의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
다. 명목 1인당 GDP는 8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해 필리핀이나
이집트 등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구매력 기준으로는 약 4,200
달러로 국가 전체 구매력에서는 세계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은행 등이 추산한 구매력(PPP; purchasing power
parity) 기준에서도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평가된 바
있다(<표 Ⅱ-5> 참조).
8)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등 4명과 부모 2명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한 집안의 중심이 되는 어린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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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

1999년 미, 일, 독, 중의 경제규모 비교

명목 GDP

PPP 기준 GDP

명 목

PPP 기준

1인당 GDP

1인당 GDP

미 국 9조 2,340억 달러 9조 2,340억 달러 3만 3,835달러 3만 3,835달러
일 본 4조 3,700억 달러 2조 9,350억 달러 3만 4,519달러 2만 3,465달러
독 일 2조 1,110억 달러 1조 7,480억 달러 2만 5,694달러 2만 1,841달러
중 국

9,970억 달러 5조 2,010억 달러

790달러

4,228달러

자료：DRI/McGraw Hill, World Economic Outlook, 1st Quarter, 2000.

중국의 주요 교역국가와의 무역수지를 보면, 미국, 일본 등
에게는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한국, 독일 및 대만
과의 교역에서는 적자를 보이고 있다(<표 Ⅱ-6> 참조).
한국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석유
화학, 기계, 철강 등 주로 산업재의 수출 증가에 힘입고 있다.
향후 중국 소비재 시장 또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
라 중국 소비자 시장에 대한 새로운 수출 증대 전략이 필요한
<표 Ⅱ-6>

중국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수지
단위：백만 달러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미 국

54,319

26,204

28,115

홍 콩

46,503

9,424

37,079

일 본

45,078

42,810

2,268

대한민국

12,544

23,396

-10,851

독 일

9,759

13,695

-3,985

대 만

5,006

13,695

-22,338

266,661

243,567

23,094

계

자료：KOTIS.
주：중국통계 기준(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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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이다.
즉, 중국의 높은 구매력, 한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수지 적자
기록 그리고 한국의 대중국 교역구조 등을 감안하면 중국의 내
수시장은 향후에도 한국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중국 내수시장에서는 소비자 시장의 비중도 점차 커지고 있
다. 따라서 향후 중국 내수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
국 소비자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소비자
집단의 구성 및 특성에 따라 접근 가능성에서도 차별화가 필요
하며 접근 가능성이 높을수록 중요도 또한 높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분류한 중국 소비자 집단 가운데 원바오족은 개개 구
매력 측면에서는 그다지 높지 않으나 절대수에서는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원바오족은 향후에도 한국이 지속적으
로 관심을 가져야 할 집단(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샤오캉족 그리고 지식인족은 도시 중산층을 형성하는 계층으
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집단들 또한 한국이 관심을 가
지고 마케팅 전략을 펼쳐야 할 대상들이다.
신세대족 역시 향후에도 중국에서 주요 소비시장 계층을 형
성할 것이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는 집단이다. 특히 신세대
족에는 독생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들에게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왜냐 하면 독생자들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
래에도 주요한 시장을 형성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차별
화된 이미지·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하겠다.
여피족은 다른 집단에 비해 다소 차별화된 특성을 가지고 있
다. 우선 수적인 측면에서 그다지 큰 시장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금희연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여피족과 비슷한 집단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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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7>

소비자 집단별 시장성 및 접근 가능성
향후시장

접근가능성(중요도)

안정적 증가

○

급격한 증가

○

증 가

△

원바오족
샤오캉족
지식인족
신세대족
(특히 독생자)
YUPI족
주：○ 상대적 중요, △ 보통

를 전체 가구수의 1% 정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둘째, 이
들의 한국 상품에 대한 관심(소비 성향)이 높지 않을 수도 있
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은 고가품 및 사치품에 대
한 소비성향이 강하다. 따라서 이들은 한국제품보다는 미국 및
일본 등 선진국의 제품을 선호하며 실제로 중국시장내 선진국
제품들은 이들에 의해 주로 소비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이들은 한국 제품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관심을 가지지 않
는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사항을 토대로 중국 소비자 집단을 재분류
하면 <표 Ⅱ-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Ⅱ-7>을 보면 한국 기업 입장에서 마케팅 대상으로 분류
할 수 있는 집단은 원바오족, 샤오캉족, 지식인족 그리고 신세
대족(독생자 포함) 그룹이다. <표 Ⅱ-7>을 마케팅 편의상 재분
류하면 <표 Ⅱ-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Ⅱ-8>에 따르면 신세대족 특히 독생자들은 적극적 마케
팅 대상이며 원바오족, 샤오캉족, 지식인족은 지속적 마케팅
대상 그리고 여피족은 소극적 마케팅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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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강도에 따른 중국 소비자 재분류
마케팅 강도

적극적 마케팅 대상

군 집
신세대족
(특히 독생자)

지속적 마케팅 대상

원바오, 샤오캉, 지식인

소극적 마케팅 대상

YUPI족

런데 여기서 여피족이 소극적 마케팅 대상이라고 해서 소홀히
해도 무방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정 기업이 어떠한 소비자들
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소비자의 중요도는
달라진다. 예를 들어 고가품을 생산하여 중국 여피족을 상대로
판매를 확대하려는 기업이 있다면 이 기업에게는 당연히 여피
족이 적극적 마케팅 대상이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의 목
적에 맞게 여피족이 더욱 세분화되고 정치화되어야 할 것이다.
즉, 중국시장에서 마케팅을 하고자 할 경우에 제품의 특성 및
성격에 따라 특정 소비자 집단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보고서에서 중국 소비자 집단을 <표
Ⅱ-7>처럼 단순화하여 분류하는 것은 보고서의 목적에 보다 충
실하기 위한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 개개 기업의 마케팅 전략
에 필요한 시장 세분화를 할 수는 없다. 본 보고서에서 시도하
는 중국 소비자 집단 세분화는 보편적인 개념에 기초한 것이
다. 이는 본 보고서의 목적이 중국 시장 접근에 대한 기본 방향
을 제시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 관심을
가지는 기업은 본 보고서를 참고로 개별 기업에 적절한 시장
세분화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42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활용한 중국시장 접근방향

3. 시장접근 수단으로서의 엔터테인먼트
(1) 목표시장재구성
제2절에서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소비자 시장은 크게 3집단
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적극적 마케팅 대상이 되는 신세대
족(특히 독생자) 그룹이다. 둘째, 원바오족, 샤오캉족 그리고
지식인족 그룹이다. 즉, 서민층과 중산층에 해당한다. 셋째, 이
들 집단을 모두 포함하는 그룹이다. 즉, 세 번째 그룹은 무차별
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Ⅱ-1>은 3개 그룹으로 분류한
중국 소비자 시장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 내수시장 확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은 목표시장을 어디
에 두느냐에 따라 시장 접근 전략을 달리해야 한다. 그리고 특
정 시장을 목표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시장접근 전략은 달라져야 한다. 즉, 가격전략에 중점
을 두느냐? 프로모션 전략에 중점을 두느냐? 프로모션 전략 가
운데에서도 광고에 중점을 두느냐, 혹은 홍보에 중점을 두느냐
에 따라 시장 접근 전략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어떠한 시장에 또는 어떠한 전략에 초점을 두든지 해당 소비
자들이 호감을 가지거나 깊은 관심을 가지는 도구를 시장접근
전략에 이용하면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를 들면,
많은 기업들이 불우이웃 돕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소
비자들에게 해당 기업의 호감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다. 올림
픽이나 월드컵 축구대회에 다국적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스폰서
로 참여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스포츠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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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그룹 분류한 중국 소비자 시장

중국 소비자 집단 재분류

신세대족

원바오족

(무차별 시장)신세

샤오캉족

대＋원바오족, 샤오

지식인족

캉족, 지식인족

각 목표시장의 적절한
포지셔닝 전략
(기업의 역할 중요)

도구를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제품 또는 상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른 매체
를 시장 접근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영화, 연극, 대중음악,
스포츠, 공연, 바둑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주로 이용되고 있
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시장 접근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는 것은 이들 산업의 속성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생활 만족도에 대한 척도가 물질의 풍요로움에서 마
음의 풍요로움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러한 마음의 풍요로움을
채우는 데에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하는 바 일반 소비자들의 기호로서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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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있다. 그 결과 월스트리트(금융), 실리콘밸리(IT)와 함께
할리우드(미디어, 오락)가 미국 경제의 3대 축으로 불릴 만큼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그런데 엔터테
인먼트 산업이 주목을 받는 것은 이 산업 그 자체의 시장규모
때문만은 아니다. 후기 산업사회에 있어 대중에 의한 소비는
상품의 사용가치뿐만 아니라 그 이미지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대중문화나 스포츠 등은 상품이나 기업, 혹은 국
가에 대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에서 소비행위에 크
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할리우드 영화가 직접 벌어들이는
외화가 엄청나지만 할리우드를 통한 미국 이미지의 전파가 가
져다주는 무형의 가치 또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
야 할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미국 프
로농구를 통한 나이키사의 마케팅 전략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이러한 가치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그 자체로서의 성장·발
전이 향후 크게 주목될 뿐만 아니라 여타 제품 및 상품의 시장
접근 수단으로서도 높은 활용가치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9)
지금까지 언급한 측면에서 볼 때 3그룹으로 분류한 중국 소
비자 시장을 대상으로 한국 혹은 우리 기업이 호감을 주거나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수단을 발굴·이용하
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한국과 중국 양국은 수교를 맺은 지 10년이 지났다. 지난
9) 예를 들어 IEG( International Event Group)에 의하면 스폰서십 등을 통해 엔터테인
먼트 산업이 여타 제품 및 상품 마케팅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빈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
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http://www.iegsponsordirect.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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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동안 중국인들이 본 한국인들의 이미지 또한 크게 변화
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이미지는 반드시 한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전개되지는 않았다. 수교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인에
비친 한국의 모습은 상당히 우호적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제개
발 과정이 중국 경제발전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 경제뿐만 아
니라 많은 분야에서 한국을 배우고자 하는 열풍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의 긍정적인 이미지는 점차 퇴
색되어 갔다. 극히 일부 중국투자 기업인들의 무절제한 행동,
일부 관광객들의 추태 그리고 극소수 유학생들이 보여준 무분
별한 행동은 중국인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했다. 중국인들이
한국인을 생각하면 떠올리는 것은‘아오만’(傲慢：건방지다)
이라고 한다.10) 향후 중국인들이 본 한국인의 아오만 이미지가
확대된다면 양국간 경제교류 확대 또는 한국 기업의 중국 내수
시장 진출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한국의 좋은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유지
시켜 온 엔터테인먼트 분야도 있다. 첫 번째가 한국 축구이다.
두 번째가 이창호로 대변되는 한국 바둑이다. 세 번째는 HOT
및 NRG 등으로 대표되는 대중 문화인들이다. 이들은 그 자체
로서 중국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다. 우리 축구 감독들이 중국
으로 진출한다거나 많은 바둑기사들이 중국리그에 용병으로 진
출한다거나 연예인들이 중국에서 한류열풍을 불러일으키는 것
이 경쟁력을 반영하고 있다. 즉, 중국시장 마케팅에는 중국인

10) 인터뷰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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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한국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엔터테인
먼트 분야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미이다.

(2) 시장접근수단으로서의대중문화·스포츠
앞에서 지금까지 중국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져다준 문화
분야가 이른바 한류 현상으로 표현되는 대중문화, 축구 그리고
바둑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야들을 중국 소비자 시장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하
에서는 중국내에서 대중문화 및 축구 등의 상황을 알아본 다음
이들 분야가 중국의 어느 소비자 집단에 소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해 보기로 한다.11) 결론적으로 언급해 보면 한류 현상
은 중국의 신세대족 특히 독생자들에게, 그리고 축구는 대부분
소비자 집단을 포함하는 즉 무차별 소비자에게 유력한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다.
1) 한류 현상과 신세대12) 시장
① 신세대의 대중문화 소비성향
중국 신세대들은 개혁·개방과 시장체제의 성립이라는 환경
11) 본 보고서에서는 한류와 축구에 대해서 주로 언급하고 바둑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기
로 한다. 바둑에 대한 논의를 생략하는 것은 축구가 소구될 수 있는 집단과 대부분 겹
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즉, 축구를 이용한 중국시장 접근전략의 기본 방향은
바둑을 이용한 중국시장 접근 전략과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본 보고서 제Ⅴ장
제3절에서 바둑에 대해서 별도로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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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로서 이전 세대와 달리 개성과 자주
성이 강하다. 이들은 또한 특정의 이념에 몰입하기보다는 가치
관이 다원적이다. 그러나 이렇게 새로운 환경하에서 자라고 자
주성과 다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신세대들이지만
기존의 가치개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 이들은
자아와 사회, 전통 이데올로기와 서양 이데올로기의 갈등 속에
서 가치관의 충돌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
중적인 가치관은 대중문화 소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10대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층이 사회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대중문화의 흐름을 선도해 나가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가고 있으며, 중국 신세대
들도 이런 세계적 조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 신세대들의 여가활동 내용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북경의 16~24세의 신세대들 여가활동 비중

<표 Ⅱ-9>

북경 신세대의 대중문화 국별 선호도
단위：%

드라마
중국
전체 소비자

홍콩
·
대만

영 화
기타
해외

중국

홍콩
·
대만

대중음악
기타
해외

중국

홍콩
·
대만

기타
해외

48.3 39.0 12.6 17.8 59.4 63.4

16~24세 소비자 32.3 65.8 12.9 34.9 31.8 62.3 41.1 68.5 42.5
자료：「2001 IMI消費行爲與生活形態年監」.
주：16~24세 소비자는 동 조사의 제5소비자를 의미한다. 이 조사의 소비자 분
류에 대해서는 본장 제1장 기존연구 참조.

12) 이하 대중문화 소비나 한류 수용태도에 관한 분석에서 신세대는 김용준(2000)이 분
류한‘신세대족’전체라기보다는 그 하위그룹인 독생자 집단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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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면 독서(86.4%, 이하 복수응답), 음악감상 (71.0%),
PC게임(53.8%)의 비중이 크며, 이어 배드민턴(49.1%), 영
화감상(47.3%), 수영(42.6%), 농구(41.4%), 비디오게임
(41.2%), 조깅(40.2%)의 순이다. 신세대들은 대중문화의 소
비에 있어 전체 연령과 큰 차이를 보이는데, 여가시간에 음악
감상을 하는 비율은 전체 샘플에서는 5 4 . 1 %인데 반해
16~24세의 경우 71.0%를 점하고 있으며, 영화감상의 경우
에도 전체 샘플에서는 그 비율이 32.0%인데 반해 16~24세
의 경우에는 47.3%이다.13)
같은 조사에서 중국 신세대들이 선호하는 TV 프로그램은 스
포츠, 음악, 영화, 드라마 등 대중문화 프로그램인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그들은 또한 영화, 드라마 등 대중문화의 소비에 있
어 기성세대와 다른 선호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대중문화의
소비에 있어 국적을 따지지 않고 자신의 기호에 맞는 문화를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그러나 중국 신세대들의 문화소비
의 탈국적화는 아직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중
국 드라마나 영화, 대중음악에 대한 선호가 여타 세대들보다
크게 낮은 동시에 홍콩·대만 대중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서구적 문화를 추구하는 청소년의
취향과 아직까지 중국문화에 바탕을 두고 있는 청소년의 문화
특성이 교차되고 있기 때문인데, 홍콩(대만)문화에 대한 선호
가 두드러지는 것은 홍콩(대만)이 두 문화의 중개지로서의 역
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3)「2001 IMI消費行爲與生活行態年鑑」, 북경 소비자 기준.

제Ⅱ장 중국 소비자 집단 구분과 시장접근 수단

49

② 신세대의 한류 수용태도
중국 청소년들이 한국 대중음악을 수용하게 된 시기는 평균
2.11년이며, 신문/잡지, 방송이나 인터넷 등 음악을 선전하고
홍보하는 매체뿐만 아니라 음반(CD, 테이프) 등을 통해 한국
대중음악을 직접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는 10대는 직접 CD 등을 구매하여 한국 대중문화를
소비하지만 20대는 주로 동생 또래를 통하여 한국 대중문화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 대중문화의 수용에 있어 10대와 20대의 차이는 곳곳에
서 나타나고 있다. 10대가 한국 대중문화를 기성세대와는 다른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표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 자신
들의 문화화한 데 반해 20대는 한국 대중문화를 외국 대중문화
의 하나로 상대화하여 수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장르별로는 대중음악은 10대에서 매우 강하게 선호되는 반
면 20대나 여타 연령층에서는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질 뿐
만 아니라 부정적 반응도 상당하게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반면 드라마의 경우에는 10대뿐만 아니라 여성층을
중심으로 폭넓게 수용되고 있으며, 부모세대들의 거부감도 대
중음악에 비해 작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알려지기 시
작한 영화도 폭넓은 계층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국 신세대들이 한국 대중문화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인
가? 한국 대중음악의 빠른 템포, 드라마의 자연스러운 전개 등
내용적인 측면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도 동시에 형식적
이고, 외형적인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대부분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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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지적하고 있다. 특히 연예인의 외모나 드라마의 화려한
화면 등 비주얼적인 측면이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고 있는데, 이러한 외적인 면의 강조는 한국 대중문화의 깊
이를 전달하지 못한다는 측면과 현대 대중문화의 한 흐름을 한
국 대중문화가 잘 포착한 결과라는 측면을 동시에 가진다.
중국 신세대, 특히 10대들에 있어서 한류는 외래문화라기보
다는 기성세대와는 다른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또래들의
의사소통 매개로 활용되고 있다. 즉, 이들에게 한류는 자신들
의 문화인 것이다. 템포 빠르고, 활력 있고, 폭발적인 한국의
댄스음악이 기성세대들이 즐기고 있는 중화권 대중음악의 주류
를 형성하고 있는 차분하고 서정적인 홍콩, 대만의 발라드와
대비되어 신세대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해 주는 탈출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김설화, 2002).
한류는 중국 신세대들에게 한국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있으며, 특히 10대들에게는 한국에 대한 맹목적인 선호를 부여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들은 한국에 가고 싶고, 한국
어를 배우고, 한국 상품을 소유하고 싶어한다. 이들에게 한류
는 한국문화, 상품 브랜드, 국가 이미지의 선호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대에게 한류는 아직 한국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드라마 등을 통해서 한국에 대
한 이해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③소 결
개혁·개방과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자란 신세대들은 기성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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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와 달리 문화적 감수성이 예민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대중문
화를 소비한다. 이들은 중국 대중문화산업이 공급하는 문화상
품에 만족하지 못하며 문화상품의 국적에 관계없이 대중문화를
소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서구 대중문화를 직접 소비하기
보다는 홍콩·대만을 통해 동양화된 서구 대중문화를 주로 소
비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중국의 신
세대들이 한국의 대중문화에서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표출
할 수 있는 수단을 발견하고 열광하는 것이 한류라는 현상이다.
한류는 한국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이해도를 높
이고, 한국, 한국 기업, 한국 상품에 대한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일단 중국에서 기반을 확보한 대중
문화를 통하여 중국의 신세대, 나아가서 중국인들에게 접근하
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축구와 무차별 시장
① 중국내 축구 열기 및 무차별성
중국의 스포츠는 전형적인 사회주의식 체육에서 출발하였으
나 시장경제로의 추진과 함께 점진적으로 프로화 단계로 이행
되고 있다. 구 소련이 붕괴되고 동독이 서독에게 흡수통일되면
서 사회주의식 체육은 그 맥을 잃게 되었으나, 중국의 스포츠
는 성공적인 개방정책과 함께 서방과 유사한 체제로 전환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개방의 물결을 타고 세계 각국과의 스포츠 교류를 더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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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0>

중국 주요 도시별 스포츠 시청률
단위：%

북 경

상 해

중 경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축 구

76.8

55.7

80.4

47.2

75.6

44.0

탁 구

54.1

49.0

48.6

36.0

41.6

43.4

농 구

51.2

29.8

58.6

23.6

43.3

24.1

복 싱

41.4

19.8

45.8

15.7

30.1

10.1

배드민턴

38.5

33.7

32.8

20.7

24.6

26.6

배 구

37.5

35.2

39.2

30.7

31.6

28.9

당 구

35.9

19.8

25.2

10.6

21.9

11.1

자동차레이스

29.9

14.1

20.7

6.5

20.2

6.9

테니스

26.0

19.0

27.7

12.4

18.5

14.5

자료：「2001 IMI消費行爲與生活形態年監」.
주：복수 응답.

함에 따라 인민들의 스포츠에 대한 인식이 서방세계에 못지 않
은 수준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개방의 물결을 탄 이상 인
민들의 스포츠에 대한 욕구를 억제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이
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중국 스포츠는 1990년대 중반 프로리그
를 도입하는 상황으로 발전하였다. 프로 스포츠 리그 가운데에
는 축구가 단연 앞서고 있다.
<표 Ⅱ-10>은 중국 2대 도시인 북경, 상해와 내륙 최대도시
인 중경의 주요 스포츠 시청률을 나타내고 있다. 시청률의 순
위가 종목마다 그리고 지역·성마다 일정하지 않다. 그러나 축
구만은 지역 및 성별을 불문하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중국에서 각종 스포츠 가운데 축구가 최고 인기 스포츠 종목임
을 반영하고 있다 하겠다.14) 이러한 현상은 북경, 상해 및 중경
14) 중국 축구 상황에 대해서는 제Ⅳ장에서 자세히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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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의 나이별·성별 스포츠 시청 선호도
단위：%

전 체
축 구
탁 구
농 구
복 싱
배드민턴

①

②

③

④

⑤

76.8

68.1

75.8

85.8

75.3

80.6

(55.7)

(52.3)

(58.7)

(53.9)

(59.1)

(52.8)

54.1

52.6

50.8

52.8

58.0

66.7

(49.0)

(47.7)

(47.8)

(48.0)

(55.9)

(44.4)

51.2

65.5

44.5

49.6

44.4

50.0

(29.8)

(42.1)

(29.0)

(21.1)

(30.1)

(33.3)

41.4

44.8

34.4

42.5

44.4

44.4

(19.8)

(15.0)

(21.0)

(23.0)

(21.5)

(11.1)

38.5

44.0

29.7

40.2

39.5

44.4

(33.7)

(33.6)

(38.4)

(31.6)

(33.3)

(25.0)

자료：<표 Ⅱ-10>과 같음.
주：① 16～24세, ② 25～34세, ③ 35～44세, ④ 45～54세, ⑤ 55～60세.
(
) 안은 여성비율.

뿐만 아니라 광주, 무한, 서안 및 심양 등 주요도시의 공통된
사항이다(<부표> 참조).
<표 Ⅱ-11>은 북경 소비자들의 나이별·성별 스포츠 종목별
TV 시청률을 나타내고 있다. <표 Ⅱ-11>은 축구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최고 인기 스포츠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Ⅱ-12>는 북경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소비자 집단별
스포츠 시청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 Ⅱ-12>에서는 모든
소비자 집단이 축구를 가장 선호하는 스포츠 종목으로 응답15)하
고 있다. 즉, <표 Ⅱ-10>～<표 Ⅱ-12>에서 언급한 사항을 정리
하면, 중국에서 축구는 소비자 집단의 성격 및 특성과는 무관하
15) 이러한 현상 역시 성별·연령별 스포츠 시청 선호도와 마찬가지로 북경뿐만 아니라
상해, 광주, 중경, 무한, 서안 및 심양 등 주요도시의 공통된 사항이다(<부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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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마케팅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중국내 인터뷰 조사에 따르면, 우수 프로 축구선수들
은 외국기관 근로자, 부동산 개발업자, 변호사, 영화배우 등과
함께 자가용 붐을 일으키는 고소득 계층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프로축구 선수를 희망하는 유소년이 급격
히 증가하고 있는 바 향후 중국 축구는 여타 종목에 비해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② 중국내 한국 축구의 위상
공한증 → 경외심 단계：중국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주요
대회 때마다 한국에게 패했으며, 이에 대해 심한 콤플렉스(恐
韓症)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공한증은 1990년대 중반까지

<표 Ⅱ-12>

북경의 소비자 집단별 스포츠 시청 선호도
단위：%

전 체

축 구

탁 구

농 구

복 싱

배드민턴

66.2

52.8

40.9

30.9

37.1

제1소비자

67.2

54.9

40.2

32.0

39.3

제2소비자

57.1

64.3

57.1

42.9

35.7

제3소비자

63.4

53.1

31.7

31.7

36.6

제4소비자

67.6

47.1

43.1

25.5

33.3

제5소비자

61.1

48.5

53.3

29.3

40.1

제6소비자

71.7

50.0

31.1

34.0

34.9

제7소비자

69.4

60.0

40.6

31.3

36.9

자료：<표 Ⅱ-11>과 동일.
주：제1소비자~제7소비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본장 제1장 기존연구 검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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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었으며 1997년 한국 축구가 4회 연속 월드컵 축구 본선
대회 진출에 성공했을 때에는 공한증 단계를 지나 경외심마저
느끼곤 했다.
중국 축구 팬들은 한국의 국제경기 성적에도 깊은 관심을 보
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1996년 아시아 선수권 대회이다. 당
시 한국이 이란에 6：2로 참패했을 때 중국 축구 팬들은 한국
이 월드컵 예선을 위해 아시아 선수권대회에서는 성의를 다하
지 않아 패했다고 보고 이는 진정한 한국의 실력이 아니라는
맹목적인 신뢰를 드러내기도 했다. 1998년 월드컵 축구대회
본선에서 한국이 벨기에 전에서 후반 막판 동점을 만들어내자
중국 팬들은 한국의 투지를 높이 사기도 했다.
이 시기에 중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한국 축구의 위상은 C라
는 우수 지도자에 의해서 더욱 제고되기도 했다. 그는 1997년
당시 중국 프로축구 갑급 A리그에서 밑바닥을 헤매던 연변 아
오동 팀을 무보수로 맡고 난 후 1년 만에 일약 3위까지 끌어올
린 적이 있다. 신화사 및 CCTV 등은 앞을 다투어 그를 인터뷰
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인민일보는 사설을 통해 그를 영웅시하
기도 했다. 이후 한국 감독들의 중국진출이 줄을 잇게 되었으
며 중국인들의 한국 축구에 대한 경외심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16)
극복 판단 단계：최고의 축구 수준을 보여주는 리그는 단연
유럽 축구이다. 유럽 리그 가운데에서도 이탈리아 세리에 A리
그, 스페인의 프리메라 리그 그리고 잉글랜드의 프리미어 리그
16) C감독이 2000년 9월 중국어 축구 전문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자 1일 평균 조회수
가 수십여 건에 이르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다(「연변일보」, 200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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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다. 중국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이들 유럽 리그를 중
계했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는 유럽 빅 리그가 중국 축구 팬
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한편, 한국 축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크게 쇠퇴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1997년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브라
질에 10：3 대패,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네덜
란드에 5：0 패배, 2000년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졸전을 거
듭하며 4강 진출에 턱걸이, 2001년 컨페더레이션스컵 대회에
서 프랑스에 5：0 참패 등이 이어지면서 중국인들의 한국 축구
에 대한 관심은 점점 멀어져 갔다. 반면 이 기간 동안 일본 축
구는 괄목할 만한 업적을 보여주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강호 아르헨티나 및 크로아티아와 대등한 경기,
1999년 나이지리아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결승진
출, 2000년 아시아 선수권 대회 우승, 2001년 컨페더레이션
스컵 대회에서 결승진출 등등.
이 기간 동안 유럽 축구가 중국 팬들의 관심을 크게 끄는 동
시에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종전 한국을 대신하여 경외의 대상
이 되었다. 급기야 2001년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 아시
아 지역예선에서 중국팀이 한국을 누르자“더 이상의 공한증은
없다”,“이제는 일본을 넘어서자”등등의 주장과 함께 상당수
중국인들은 한국 축구를 극복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중국내에서 한국 축구의 이미지가 개선되
는 움직임 또한 있었다. L감독의 사례이다. 1998년부터 중경
팀을 맡은 L감독은 2000년 팀을 갑급 리그 상위(4위)로 끌어
올렸으며, 같은 해 중국 FA컵에서 우승을 차지해 2000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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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감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L감독은 중경지역 축구인 가
운데 가장 많은 팬클럽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의 인기는 중경
및 인근의 사천지역뿐만 아니라 광동, 복건 등의 지역에까지
미치고 있다. 중경 팀이 경기를 가지는 날에는 L감독을 보기
위해 타 지역에서 원정다니는 팬들이 생겨날 정도였다.
이 시기는 중국 팬들에게 한국 축구는 공한증과 극복 대상
등이 혼재된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관심 증폭 단계：중국인들의 관심에서 다소 멀어지던 한국
축구는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를 계기로 다시 중국인
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 대회에서 한국은 4강에 진입했다. 4강
에 진입하기 전 16강전 및 8강전에서 각각 이탈리아와 스페인
을 격파하자 중국의 많은 축구 팬들은 한국에 대해 비난을 퍼
부었다. 한국이 심판을 매수(黑哨)하여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꺾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난에는 일부 언론까지 가세했다.
중국의 일부 팬들이 이처럼 비난한 것을 두고 갖가지 해석이
쏟아져나왔다. 예를 들면 중국과 터키 전에서 한국 팬들의 일
방적 터키 응원, 자기들이 우상화하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몰
락에 대한 반발, 한국의 뜻밖의 승리로 인해 축구도박에서 입
은 적지 않은 금전적 손실, 자국 팀의 예선탈락에 대한 한풀이
등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련자 분석에서 빠지지 않는 것은 2000년
대에 접어들면서 중국 축구가 한국 축구와 유사한 단계에 진입
했다고 판단했으나 결과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에 따
른 자괴감에 대한 지적이다. 2002년 본선대회가 끝나고 수개
월 이후부터 중국에서는 한국 축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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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 시작했다. 대체로 중국 축구가 한국 축구보다 한 수 아래
라는 것을 재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비록 2001년 세계 청
소년 축구 아시아 지역 예선대회에서 중국이 한국에 이기기는
했으나 한 번 정도의 승리로는 한국을 극복했다고 볼 수 없다
는 분위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축구도 빠른 시일 내에 한국 축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중국 축구 전
문지「足球世界」등에 따르면, 한국에서조차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학원스포츠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학원 시스템에 의한 선수 양성은 대기
만성형 선수를 발굴할 수 있어 유리하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언급하면 중국 축구 팬 또는 중국인들에 대한 한
국 축구의 인상이 1990년대 중반처럼 경외심 단계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틀림없다. 물
론 이러한 관심에는 공한증, 경외심, 그리고 극복 대상 등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본
선기간 동안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이 한국 축구를 비난한 것도
결국은 한국 축구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
③소 결
지금까지 중국내 축구 열기와 중국 축구 팬들의 한국 축구에
대한 높은 관심에 대해 언급했다. 중국에서 축구는 나이, 지역,
성별을 초월하여 거의 모두에게 최고 인기 스포츠라는 것도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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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했다. 그리고 한국 축구는 중국내에서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도 언급했다. 한편, 향후 중국 축구가 한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올라서서 상호 대등한 수준으로 올라선다 하더라도 한국 축구
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축구라는 스포츠는 중국 시장에서 유력한 마케팅 수단으
로 활용될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축구는 마
케팅 대상이 되는 중국 소비자들의 구성 및 특성과는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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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Ⅲ장

대중문화와 시장 접근 방향：한류를 중심으로

1. 기존 연구의 검토
(1) 문화산업전반에대한 연구
한류현상은 기본적으로 대중문화 현상이며, 대중문화는 문화
산업의 주된 영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류에 대한 연구는 기
본적으로 문화산업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해야 깊이 있는 연
구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선 문화산업에 대한 기
존의 연구를 간단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화를 산
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것은 아
니다. 물론 1940년대에 이미 문화산업이라는 개념이 쓰이기는
하였지만, 보편적으로 그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0
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늦게
이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대략 1990년대 후반부터라
고 할 수 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사에서‘창조적 국가’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이후 국민의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경제발전과 관련
한 문화의 발전을 강조함으로써 문화산업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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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를 비롯한 문화에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국민의
정부가 일본문화에 대한 개방 일정을 밝히고 단계적으로 개방
을 추진해 나가자 일본 대중문화의 유입이 미칠 영향과 대응이
라는 관점에서 문화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나갔다.
따라서 대략 1990년대 후반부터 문화산업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들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김
휴종의 연구들은 문화산업에 대한 초기의 주요한 연구결과들이
라고 할 수 있다. 「경제환경 변화와 한국 문화산업」(김휴종,
1998)은 개별 문화영역이 아니라 문화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접
근한 초기의 주요한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연구는 한
국과 일본의 과거 경제환경 변화와 문화상품에 대한 수요변화
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IMF 충격 이후
의 한국 문화산업의 방향을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이 연구는 경
제환경, 구체적으로 경제성장률과 국민소득 등의 변화에 따른
문화상품 수요의 변화라는 측면에 집중하고 있어 문화산업에
대한 구조적인 시각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수요의 변화라는
측면을 제외한 발전 전망이라든가,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제시
하고 있지는 못하다. 「한국 대중문화 발전전략」(김휴종,
1999)은 한국 문화산업의 세계 시장에서의 위상을 점검하고
거시적인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세계문화산
업의 환경을 하나의 지수로 도출하고, 이러한 환경하에서의 한
국 문화산업 분야별 경쟁력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발전전
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문화산업에 대한 이전의 연구
들이 서술적이고, 미시적인 발전전략을 주로 제시하던 것과는
달리 이론적 틀에 기초하여 대중문화산업의 환경과 한국 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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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이 연구는 이론적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구체적
인 발전전략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라고 하
겠다. 「문화산업 발전방안」(구문모 외, 2000), 「문화산업의
한중일 협력방안」(김휴종, 2001),「한국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긴급제언」(심상민, 2002) 등도 문화산업과 관련한 주요한 연
구결과들이다. 특히「문화산업의 발전방안」은 김휴종 등의 연
구에서 부족한 문화산업의 부문별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연구들과 동일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 연구
는 한국 문화산업의 경쟁력과 주요국의 문화산업 진흥정책 등
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부문별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산업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연구는 문화관광부에서 추진
하였다. 문화관광부는 국민의 정부의 문화산업 육성 정책의 주
무부서로서 구체적인 진흥 정책의 추진17)과 함께 문화산업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현황을 파악하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성과도 제출하고 있다.「한국문화산업의 해외진출전략」(문
화관광부, 2000년)은 문화산업을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의 대
표적인 산업으로 파악하고, 한국 문화산업의 해외진출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는 개별 국가에 대한 문화산업 진
출전략을 모색하기 이전에 문화산업을 정의하고, 그 특성을 추
출하고 있다. 전세계 문화산업의 교역과 문화산업에 대한 각국
의 지원정책, 그리고 문화산업을 둘러싼 무역분쟁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어 12개 주요국의 문화산업 현황, 정부의 지원 및
17) 국민의 정부 최초의 문화산업발전정책은 1 9 9 9년 발표된 문화산업5개년계획
(1999~200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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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책과 한국 문화산업의 진출전략을 제시하고 있다.「한국
문화산업의 해외진출전략」은 무엇보다도 문화산업에 대한 거시
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별로 차별화된 진
출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다만, 이 연구는 국별 진출전략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 문
화상품의 세계적 조류나 특징에 대한 분석이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상품의 세계적 조류는 아니지만
국내 문화상품의 현황에 대해서는「2001년 문화산업진흥연차
보고서」(문화관광부, 2001)에서 잘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문화산업의 특징으로서 소비의 비경합성
과 비배제성 등의 공공재적 성격과 영상, 음반상품의 무형화와
디지털화 등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대략 2001년을 기점으로 문화산업 정책이나 관련 연
구의 초점은 문화 컨텐츠 쪽으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다. 이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정책과도 관련이 있는데, 정부는 문
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문화컨텐츠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보고
문화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하는 등 문화컨텐츠의 육성정책을 추
진하고 있으며, 이에 자극받아 문화컨텐츠와 관련한 연구결과
들이 다수 제시되었다.
「인터넷 이용확산이 문화컨텐츠 제작·유통구조에 미치는 영
향 분석을 통한 문화컨텐츠산업 진흥방안」(한국문화정책개발
연구원·정보통신개발연구원, 2000)은 인터넷 이용의 확산이
라는 환경하에서의 문화컨텐츠산업의 환경변화와 이에 따른 문
화컨텐츠 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제2장에서
는 인터넷이라는 환경적 요소가 문화산업 시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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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본적인 경제학적 분석도구, 즉 수요와 공급곡선을 통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제3장에서는 디지털기술의 확산에 따른 문화
콘텐츠의 제작환경의 변화를 각 문화컨텐츠별로 구체적으로 분
석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을 토대로 문화
콘텐츠 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컨텐츠비즈
니스의 새 흐름과 대응전략”(심상민, 2002)은 컨텐츠 산업의
5대 트랜드를 도출하고, 이에 기초한 4대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심상민은 문화 컨텐츠 산업의 각 영역에서의 성공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문화 컨텐츠 발전을 위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18)

(2) 한류와관련한기존의연구
한류에 관한 연구는 한국 대중문화의 중국 진출이 언론으로
부터 주목을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10대
를 중심으로 한 중국 청소년들의 갑작스러운 열광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이며, 이를 문화산업의 해외진출 및 제조업 제품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을까 하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
다. 한류에 대해서 회의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가 제기된 것도
한류에 대한 연구를 촉진시킨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한류에 대한 연구의 계기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제기되었고,
이 현상을 이해하고, 이를 지속시키면서 활용해 나갈 필요성으
로부터 한류에 대한 연구가 촉발되었으므로 한류에 대한 연구
18) 예컨대 가정용 콘텐츠의 개발이라는 전략을 제시하는 부분에서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성공작‘원령공주’
와‘이웃의 토토로’의 성공비결을 같이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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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로 정부기관에서 이루어지거나 정부기관과 관련하여 이루
어졌다. 그 결과 한류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실질적인 측면,
즉,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엄밀한 학문적인 접근
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현실이다.
한류에 대한 연구는 2000년경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
데, 이 시기는 문화산업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시기이기도 하다. 문화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던 시기에 한
류라는 대중문화 상품의 중국 진출이 촉발되었으므로 당연히
관심을 끌었던 것이다. 다만, 문화산업에 대한 연구 저변이 상
대적으로 얕은 상황에서 한류라는 대중문화의 해외진출 현상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었기 때문에 정부부문에서 연구가 주로 이
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중국 문화산업에 대한 평가와 한국 문화산업의 진출에 관한
최초의 체계를 갖춘 연구는 문화관광부의「한국 문화산업의 진
출방안」(문화관광부, 2000)이 될 것이다. 이 보고서는 문화산
업에 대한 개념적 접근과 함께 전세계 주요국의 문화산업 현황
과 정책 등을 분석하고, 국별로 진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국별 문화산업 현황에서 중국 문화산업의 장르별 시장규
모, 외국기업의 진출장벽, 중국 국내의 규제정책, 그리고 중국
정부의 지원정책 등 중국 문화산업 전반을 개괄하고 있다. 이
후 한류와 관련한 연구에 있어 중국 문화산업에 대한 분석은
이 분석을 기초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한국
대중문화의 중국 진출 유망분야로서는 영화·드라마와 음반·
공연을 들고 있는데 이 역시 이후의 연구결과에 적지 않게 영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보고서는 한류현상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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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초기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한류현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분석하고 있지는 않으며, 따라서 한류의 발생 원인이라든가
지속을 위한 정책과 같은 문제의식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중국 시장은 여타 시장과 차별화되지 않으며 진출
이 현재 다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정도로 인식되
고 있다.
한류가 부분적인 부침을 겪으면서도 확산·지속되어 나가자
한류를 지속시키고 이를 중국 시장 진출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는 정책적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으며, 그 결과 정부
나 관련기관에서 한류와 관련한 연구가 2001~2002년간에 집
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연구결과는「한류를 활용한 관광마케팅 전략 보고
서」(한국관광공사, 2001.9), 「한류문화정책기획단 보고서」
(새천년민주당, 2001.12),「북경올림픽의 한국 문화산업에 대
한 효과 분석」(김휴종, 2001),「중국 문화 컨텐츠 시장의 발전
과 우리 기업의 진출전략」(외교통상부, 2002.3),「21세기 중
국시장 부상과 새로운 수출확대 방안 연구」(산업연구원,
2001.3) 등이다. 문화관광부의「2001년 문화산업 백서」등도
한류에 대한 분석이나 정책방향의 제시 등에 있어서 주요한 성
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류문화정책기획단 보고서」는 대중문화 관련 전문가와 현
장 관계자들을 결합시켜 한류에 대한 매우 폭넓은 분석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류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을
통한 분석이 제시되고 있으며, 한류 지속 및 확산을 위한 정책
대안도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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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보고서는「한류정책기획단」
에서 발표한 자료를 하나
로 묶어서 발간한 것이기 때문에 보고서 전체가 일관된 흐름에
의해서 작성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한류에 대한 평가에 있
어 보고서 내에서 서로 상반된 견해가 제시되고 있으며, 이러
한 견해들이 하나의 틀에 의해서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 정책
부분 역시 전체적인 전략하에 개별적인 정책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각 정책을 나열해 놓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중국 문화 컨텐츠 시장의 발전과 우리 기업의 진출전략」은
새로운 내용은 그리 많지 않으나 중국 문화산업 제장르에 대해
서 시장상황, 정부정책 및 규제, 진출전략 등을 포괄적으로 제
시하고 있다. 다만, 시장상황과 정부정책 등을 분석함에 있어
자료 사용의 엄밀성 등이 결여되어 있어 이 보고서를 토대로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한국문화산업진출전략」,「문화산업백서」,「한류문화정책기
획단보고서」등이 한류의 발생 원인을 설명하고, 한국 문화산
업의 대중국 진출방안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그 구체
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면에서「한류를
활용한 관광마케팅 전략보고서」는 의미 있는 연구결과라고 하
겠다. 이 보고서는 한류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류현상을
중국 및 동남아시아에 대한 관광 진흥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전
략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시장 특성에 맞는 관광 마케팅 전략
을 미시적·거시적 측면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 점은 한류
관련 여타 보고서와의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다.
「북경올림픽의 한국 문화산업에 대한 효과분석」은 국내 한류
관련 연구들에서 부족한 중국 문화산업의 규모를 추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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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실 중국 문화산업에 대한 통계는
그 양과 질에서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재의 중국 문화산업의 규모를 비롯하여 향후 중국 문화산업의
규모를 추정하고 있는 이 연구는 중국 대중문화 시장에 대한
정부 및 기업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기초자료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류를 지속시키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도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들 연구는 한국 대중문화
를 소비하는 중국 소비자에 대한 분석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
어 정책을 제시함에 있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소비자 시장 세분화에 기초한 대중 문화 진출방
안을 모색한「21세기 중국시장 부상과 새로운 수출확대 방안
연구」는 의미 있는 시도인 것으로 판단된다. 새롭게 부상하는
중국시장에 대한 수출진흥방안을 다루는 이 보고서의 제3장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 발굴”에서는 중국 소비자 시장을 신세
대족, 원바오/샤오캉/지식인, YUPI족의 세 집단으로 분류하
고, 각 집단의 특성에 맞는 분야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
고 있다. 한류와 관련하여서는 신세대족이 음반을 비롯한 한국
대중문화에 열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 신세대족을 음반
마케팅의 주된 타깃으로 설정하고, 음반에 대한 마케팅, 음반
을 통한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신세
대를 음반을 비롯한 대중문화의 주된 마케팅 대상으로 선정하
고 있지만 중국 신세대의 문화소비 특성이나, 한국 대중문화
수용태도 등에 대한 분석은 결여되어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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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가 중국 소비자를 구분하고 그 특성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중문화의 주된 소비자이며
한류에 가장 적극적인 청소년층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은 시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비록 경제학적 접근은 아니지만
중국 수요자 특히 청소년층의 한국 대중문화 수용에 대한“중
국의 한류현상과 그 수용에 관한 연구”(김설화, 서울대학교 언
론정보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중국 청소년의 한
국 대중음악 수용에 관한 연구”(신혜선, 고려대학교 언론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2001),“중국에서의 한류 열풍 고찰”(이은
숙, 제1회 세계 한국학대회 발표자료, 2002.7)은 의미 깊은
연구결과라고 하겠다. 이들 연구들은 한국 대중문화 소비자들
에 대한 면접조사를 토대로 이들이 한국 대중문화를 어떻게 생
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특히“중국
의 한류현상과 그 수용에 관한 연구”는 대중문화 수용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출발점으로 하여 한류 현상에서 보여준 중국 청
소년의 특성을 10대와 20대에 대한 면접을 통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설화는 중국 신세대 중에서도 10대와 20대간에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다름을 보이고 있는데, 10대가
한국 대중문화를 자신의 문화로 인식하고 있는 데 반해 20대는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은숙(2002)도 비슷한 방식으로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는
데, 그는 특히 한국 대중문화 중에서도 음악과 드라마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수용 태도를 비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음악이
10대에 의해 주로 수용되면서 부모층에서는 반감을 불러일으
키고 있는 반면, 드라마는 보다 넓은 계층에서 수용되면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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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도 상대적으로 적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이은숙은 한
국 대중문화의 중국 진출이 드라마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연구는 한국 대중문화의 수용에 초점이 맞추
어져 있어, 중국 청소년층의 문화상품 소비 자체에 대해서는
분석이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의 한국 대중문화 소비현상
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인 전략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중국 소
비자의 문화상품 소비형태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이 전제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2. 중국 대중문화산업 현황과 특징19)
(1) 중국 대중문화산업 규모
1) 개 황
대량생산, 대량전달, 대량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산업으로서
의 대중문화 산업이 중국에서 발달하기 시작한 것은 개혁·개
방 이후 특히 시장경제가 이데올로기적 합법성을 확립한 1990
년대 이후부터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초기의 대
중문화는 홍콩, 대만 등 해외 화교문화권으로부터 유입되었으
며, 이를 기반으로 미국, 일본 등의 대중문화가 중국에 진출한
19) 문화산업의 개념, 포괄범위, 특징, 최근의 추세 등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2001),
pp. 3~17 참조.

제Ⅲ장

대중문화와 시장 접근 방향：한류를 중심으로

71

것이다. 개방 이전 중국의 문화관련 사업은 정부 및 정부산하
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정치·이데올로기적 의미가
강한 문화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여전히 매우 강력한 실정
이다.
중국의 문화산업에 대한 통계는 불충분하며, 단편적이어서
전반적인 발전상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문화산업을 담당
하는 정부 및 관련기관의 발전상황을 통해서 중국 문화산업의
발전상황을 간접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0~98년
간 정부기구가 주도했던 문화산업 규모는 1,800억 위안에서 1
조 2,450억 위안으로 6배가 증가했으며, 종사인원도 49만
5,000명에서 72만 1,000명으로 46% 증가하였다. 2000년
현재 정부와 민간을 포함하여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22
만 4,790개이며 종사인원은 96만명, 고정자산도 6조 6,300
억 위안에 달한다.20)
1990년대 이후 경제발전과 이로 인한 소득증대로 문화상품
에 대한 소비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수요의 증대가 투명한
유통구조와 제작 시스템을 갖춘 산업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어
<표 Ⅲ-1>

중국 문화산업 시장규모(1999년)
단위：백만 달러

영 화

애니메이션

음 반

게 임

방 송

정기간행물

공 연

157.2

-

2,400

300

83,712

-

590

자료：문화관광부(2000).
주：1) 애니메이션의 경우, 영화와 방송 통계에 포함됨.
2) 영화와 방송은 1998년 기준임.
3) 방송은 중국내 라디오 및 TV방송국 일일 방송시간 합계로 단위는 시간임.
20) 권기영(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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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는 중국의 문화산업을 산업으로 보기는 어려운 실정
이다.
따라서 중국 문화산업의 전체 규모나 장르별 규모는 공식적
인 통계보다 추정에 의존해야 할 경우가 훨씬 많다. 중국 정부
에 의하면 1998년 기준 문화산업 규모는 국내 총생산액 대비
0.75%이며, 도시주민 문화소비 지출액은 전체 소비지출액의
2.27%에 달한다고 한다(王秋安, 2001, p.139). 그러나 중국
정부의 통계에 나타난 문화소비는 교육 등을 포함한 것으로 본
래적인 의미의 문화소비보다 그 포괄범위가 훨씬 크다.
중국 문화산업의 규모에 대한 몇몇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김휴종(2001)은 1999년 중국 국민 1인당 문화산
업 관련 소비지출액을 경상가격 기준으로 6.4달러로 추정하고,
전체 문화산업 관련 지출액을 80억 달러 정도로 추정하고 있
다. 한편, 문화관광부(2000)는「중국통계연감」
과「인민일보」,
전문가 추정치를 종합하여, 1999년의 장르별 문화시장 규모를
추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중국 영화시장 규모는 연간 1억
5,720만 달러, 음반은 24억 달러, 게임은 3억 달러, 공연은 5
억 9,000만 달러에 달한다.
2) 장르별 시장규모21)
①영 화
중국 영화의 제작편수는 통계연감에 의하면 1992년 170편
21) 이 부분은 문화관광부(2000), 김휴종(2001), 외교통상부(2002)와 2001년「중국
통계연감」등을 참조하여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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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2000년에는
91편이 제작되었다. 2000년 현재 영화 제작 스튜디오는 31개
이나 대부분의 영화는 北京電影製片廠, 上海電影製片廠, 長春
電影製片廠을 비롯한 16개의 영화 제작소에서 제작하고 있다.
문화관광부(2000)는 베이징이 전국 영화시장의 약 10%를
차지한다는 인민일보의 추정을 근거로 1998년 기준 중국 영화
시장 규모를 1억 5,720만 달러로 추정한 바 있다. 한편, 김휴
종(2001)은 박스오피스 기준으로 1998년 중국 영화산업 규모
가 15억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1998년
환율 기준으로 약 1억 8,000만 달러 수준이다. 외교통상부
(2002)는 같은 해 중국 극장 입장권 판매수입이 14억 4,000
만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1998년 기준
으로 중국 영화산업은 대략 1억 5,000만 달러 내외라고 추정
할 수 있을 것이다. 1998년 이후 중국 영화관의 입장권 수입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외교통상부
(2002)는 중국의 입장권 수입이 1999년에는 전년보다 50%
감소한 8억 1,000만 위안, 2000년에는 9억 위안에 달하는 것
으로 추정하고 있다.
상업적 의미에서의 영화시장은 수입시장이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대작 10편 수입영화 입장권 수입은
중국 전체 영화 입장권 수입의 2/3를 차지한다. 중국은 유고
중국 대사관 폭격에 대한 항의로 2000년 5~11월간 수입영화
방영을 중단시켰는데 그 결과 영화시장이 급속 냉각돼 입장권
22) 중국 영화의 수입구조 역시 공식적인 통계는 없는데, 문화관광부(2000)가 HS 코드
로 수입규모를 추정한 바에 의하면 홍콩과 미국 영화가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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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액은 전년대비 50%나 대폭 감소되었다.22) 매년 제작되는
중국 영화의 90% 이상은 적자를 보이는 구조로 추정되고 있어
홍콩과 미국 영화가 중국 시장에서 점하는 비중은 수입비중 이
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등록된 극장수는 약 9,5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되고 있으며, 비허가 극장 및 소형 VCD 극장을 다 포함하면
대략 15만여 개의 극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② 음반·비디오
중국 文化部 文化市場司에 의하면 2000년 중국의 영상물 및
음반관련 경영업체는 총 14만 5,617개에 달한다. 이 중 출
판·발행업체는 거의 300여개에 달하며, 도매, 판매 및 임대
전문업체는 각각 1,550개, 6만 1,709개, 5만 3,985개에 달
한다. 출판·발행업체의 총 생산액은 12억 위안에 달했으며 총
시장규모는 38억 위안으로 추정된다.
ⅰ) 비디오

중국의 비디오 산업은 비디오 테이프보다 VCD, 그리고
DVD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다. 중국의 공식적인 통계에 의
<표 Ⅲ-2>

중국 비디오 생산현황(2000년)
비디오테이프

VCD

DVD 타이틀

종류(건)

1,271

7,101

294

수량(개)

711,351

78,803,183

1,309,881

자료：「2001 중국통계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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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2000년 현재 비디오 테이프는 총 1,271종, 711만개,
VCD는 7,101종 7,880만개, 그리고 DVD 타이틀은 294종,
131만개가 생산되었다. 1999년도에는 DVD 타이틀의 생산
실적은 나타나지 않으며 비디오 테이프와 VCD는 각각 91만개
와 6,342만개가 생산되었다.
그러나 이들 정품 영상물의 생산규모는 중국에 만연한 불법
복제품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VCD 및 DVD를 통하여 영화
의 불법 복제물이 주로 복제되고 있으며, 뮤직비디오도 이들
매체를 통하여 불법 복제되는 주요한 영상물인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불법 복제물을 고려할 경우 중국의 VCD물 매출량은
1998년 기준으로 2억개가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 VCD 플레이어의 개수는 2000년 현재 약 6,000만대,
비디오 4,500만대, 멀티미디어 컴퓨터 2,500만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에는 DVD 플레이어가 VCD 플레이어를
대체하고 있는데, 이미 1,000만대 가량 보급된 것으로 추정되
고 있다. 출하되는 타이틀 수로는 중국 타이틀이 85% 정도이
고 외화는 15% 정도이나 매출량 기준으로는 외화가 85%를
점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ⅱ) 음 반

중국 음반 시장은 비디오 시장과 마찬가지로 불법 복제물이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공식적인 통계는 큰 의미를 지니지 못
하는데 이마저 생산량 통계만이 공식적으로 집계되고 있다. 통
계연감에 의하면 2000년 기준으로 테이프는 6,175종 1억
1,128만개가 생산되었으며, CD는 2,799종 1,032만개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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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적인 통계는
중국 음반시장의 규모나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중국 음반시장 규모는 추정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데 문화관광부(2000)에 의하면 1999년 중국내 연간 음반 판
매액은 200억 위안(24억 달러)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 중 정
상적인 경로를 통한 것은 약 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국제음반산업연맹(IFPI)에 의하면 중국
음반산업은 1 9 9 9년 현재 시장규모가 7억 7 , 8 0 0만 위안
(9,400만 달러)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과소 추
정된 것으로 보인다. IFPI 자료에 의하면 중국 음반시장은
1992년 21억 6,000만 위안(9,400만 달러)으로 집계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인
음반시장의 감소에 따른 결과라기보다는 불법복제 음반의 성행
에 따른 정품 시장의 위축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직수입 음반은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색스폰 등으로 연주한
고전음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수입국은 주로 미국과 유럽
이다. 그러나 직수입 음반은 비중을 수치로 표현할 수 없을 만
큼 극소수를 차지하며 외국음악의 경우 대부분은 판권을 사서
중국에서 생산 판매되고 있다.
정품을 기준으로 생산지 분포에 있어서는 1999년을 기준으
로 중국 음반이 45%를 차지하고 해외음반이 55%를 차지하고
있다. 불법 복제품을 포함할 경우 홍콩, 대만음반이 주류를 점
하여 70%, 미국과 유럽이 15%, 중국 10%, 한국과 일본이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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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방송산업
2000년 중국의 TV 보유량은 3억 8,000만대에 달하며 시청
자수는 11억명으로 세계 1위 수준이다. CATV 시청자수도 세
계 최대인 8,000만명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 소비자의
경우 여가활동으로 TV 시청을 선호하는 수치가 가장 많다.
TV 방송국은 354개이며 채널은 1,206개에 달하고, 전체
가구 중 약 93.7%가 TV를 시청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에서 하나의 방송국은 적어도 1개의 채널을 가지며
최대 11개 채널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 도심에 살고 있는 사람
들은 적어도 10개에서 40개의 채널을 케이블 네트워크를 통하
여 시청할 수 있다. 반면에 중소 군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10개 미만의 채널을 시청할 수밖에 없다.
라디오 방송국은 304개, 채널은 1,934개이며, 라디오 가청
비율은 92.5%에 달한다. 모든 방송국은 최소 1개에서 최대 7
개의 채널을 보유하고 있다. 도시지역에서는 FM 라디오가 많
지만 시골은 AM이 더 많다. 현재 중국의 라디오 방송국은 채
널을 전문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지방정부 소유 라디오인
베이징 라디오 방송의 경우 7개의 채널에 각각 뉴스, 경제, 음
악, 예술과 교통방송, 생활교육의 컨텐츠를 송출하고 있다. 베
이징과 상하이 등의 거대 도시에서 행한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내의 미디어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라디오는 청취자가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내 라디오 방송국의 일일 방송시간은 2000년 기준으로
2만 317시간이며, 주간 TV 방송시간은 8만 3,373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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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중국 방송산업 구조(2000년)
방송국(개)

채널(개)

가청비율(%)

라디오

304

1,934

92.5

TV

354

1,206

93.7

방송시간
(일/주간 시간)
20,317

자료：「2001 중국통계연감」.

현재 중국 TV 연속극 중 60%가 적자상태에 놓여 있으며,
20%가 간신히 균형수지를 유지하고 있고, 단지 20%만이 흑
자경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로 인해 외국 드라마 수입이
늘고 있으며, 그중 두드러진 현상은 한국 드라마의 수입이 늘
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④ 무대공연
2000년 중국 무대공연 시장규모는 정부 보조금을 제외한 매
표 수입을 기준으로 48억 9,000만 위안(5억 9,000만 달러)
으로 이 중 무용 및 대중음악 공연이 7억 8,200만 위안(9,526
만 달러)을 차지하고 있다.
2000년 무대공연 횟수는 총 46만 1,000회로 관람객은 6억
4,100만명에 달했다. 이 중 중국내 대표적인 공연장소인 베이
징 콘서트홀의 경우 연간 공연수입이 750만 위안에 달한다.
⑤ 게임산업
중국의 게임산업은 PC의 보급, 인터넷 인구의 증가,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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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급 증가로 인하여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의 규제로
산업으로의 발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게임산업은
불법복제품의 범람으로 산업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 이런 점에
서 최근 중국에서 온라인 게임이 주목받고 있으며, 시장이 빠
르게 성장하고 있다.
2001년 3월 현재 중국내 온라인 유료 게임 이용자는 대략
200만명으로 평균 매달 5만명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
산되고 있다. 2001년 중국 온라인 게임시장의 판매액은 대략
4억 위안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시장규모는 매우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확대되는 온라인 게임시장을 두
고 프랑스, 일본, 대만, 한국 등의 게임업체들과 중국 로컬 게
임업체들이 시장선점 각축을 벌이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한국 온라인게임의 중국내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으나 전체 게
임시장에서 점하는 비중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중국 게임산업의 무역규모는 연간 3억 4,000만 달러 정도이
며 이 중 수출이 3억 달러, 수입이 4,000만 달러 규모이다. 중
국 게임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입규모가 작은 것은 중국
게임시장이 복제품 시장이라는 특성에 기인한다. 따라서 중국
게임산업 교역의 대부분은 게임기이며 게임 소프트웨어의 교역
은 그 비중이 매우 작다. 예를 들어 대만 컴퓨터 게임의 매출가
격은 70위안 정도이며 미국과 일본의 게임은 160위안 정도인
데 반해 불법 복제품의 경우 15위안에 불과하여 대부분 복제품
이 유통 사용되고 있다. 중국 정부에서는 중국 컴퓨터게임 시
장의 80% 정도를 복제품으로 추산하고 있다.
중국 해관통계에 의하면 2000년 게임 수입은 4,200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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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이며 이 중 가정용 비디오 게임기가 3,000만 달러로 전체
의 71%를 점하고 있고, 게임 소프트웨어의 수입은 80만 달러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23) 게임 소프트웨어 수입
의 국별 구조를 보면 미국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점하고 있
으며, 이어 홍콩, 일본 순이다.24)
3) 중국 문화산업 규모 전망
중국 문화산업이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현재의 시장
규모 때문이 아니다. 미국 신문사의 한 CEO가 중국의 영화·
TV 산업 시장에 대해서“금광보다 훨씬 값진 미개발된 다이아
몬드 광산”이라고 표현한 바 있듯이 중국 문화산업이 세계적으
로 주목받는 것은 경제발전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 도달하였을
때 폭발적으로 확대될 미래의 시장규모 때문이다.
중국 문화산업의 향후 규모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김휴종
(2001)의 연구가 현재로서는 거의 유일하다. 김휴종(2001)은
경제성장이라는 일반적인 경향과 올림픽 및 WTO라는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중국 대중문화 산업의 규모를 추정하고 있다.
그는 올림픽 및 WTO 가입효과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중국 대
중문화 산업의 규모는 2005년에는 178억 달러, 2010년에는
331억 달러, 2015년에는 534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올림픽 및 WTO 가입효과를 포함할 경우에 문화산업
23) 이 수치는 중국 정부의 게임시장 단속에 따라 전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1999
년 게임 소프트웨어 수입은 약 200만 달러 수준이다.
24) 게임기까지 포함할 경우 중국 게임산업 수입에 있어 일본의 비중은 압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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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는 각각 189억 달러, 394억 달러, 669억 달러가 될 것으
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국민 1인당 문화소비 지출
은(올림픽 및 WTO 가입효과 포함) 2005년 14.4달러, 2010
년 29.0달러, 2015년 47.9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는 나아가서 중국 문화산업 소비지출 규모는 2020~2025년
정도에 도약기를 거쳐 2050년에는 7,690억 달러에 달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1999년 현재 한국의 문화산업 소비지출이
중국 소비지출보다 많으나 김휴종이 추정한 바대로 중국 문화
산업 소비지출이 증가한다면 2005년경이면 중국의 문화산업
소비지출이 한국을 능가하며 2015년경에는 약 3배, 그리고
2050년경에는 10배에 달하게 된다.
중국 문화산업의 향후 발전 전망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
결과가 축적되어야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경제발전이 일정 수
<표 Ⅲ-4>

올림픽 및 WTO 가입효과에 의한 중국 문화산업 관련
소비지출 변화 추정

국민 1인당
소비지출액(달러)

2005

2008

2010

2015

효과이전(A)

13.5

19.2

24.4

38.2

효과이후(B)

14.4

21.8

29.0

47.9

효과(A-B)

0.9

2.6

4.6

9.7

132

134

136

140

효과이전(A)

178

257

331

534

효과이후(B)

189

293

394

669

효과(B-A)

11

36

63

135

인구(천만명)

국민 전체
소비지출액
(억 달러)

(증가율)
누적효과
(2001～)

자료：김휴종(2001).

(6.2%) (14.0%) (19.0%) (25.3%)
28

108

218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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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이상이 되면 문화상품에 대한 소비규모가 비약적으로 늘어
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향후 중국시장이 세계 최대의 문화상
품 시장인 미국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성장할 것임은 분명해 보
인다.

(2) 중국 문화산업의특징과문제점
중국의 문화산업은 개혁·개방과 경제발전에 대한 문화상품
수요의 확대라는 시장적 요인과 정부의 정치적 규제 및 지원정
책, 낙후된 생산 및 유통구조라는 상호 모순된 요인이 서로 얽
혀 있다. 중국 대중문화 각 장르의 현황, 규제 및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2000)에 상세하게 분석되어 있으므로 여
기서는 문화산업 개별 장르의 현황을 파악하기보다는 중국 문
화산업 전반의 특징을 검토하기로 하겠다.
1) 문화산업 정책
중국 정부는 문화산업이 가지는 정치·사회·이데올로기적
성격으로 해서 개혁·개방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타 산업분야
에 비해서 강력한 통제정책을 펴고 있다. 물론 WTO 가입에
따른 개방의 확대에 따라 문화산업을 산업으로서 육성할 필요
성을 느끼고 있고 따라서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정치적 고려가 정책 수립 및 집행
에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문화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정책방향은 10차 5개년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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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10·5계획 제안 전문의 제15항은 문
화산업과 관련한 중국 정부의 정책방향을 잘 나타내고 있다.
제안문은‘사회주의 정신문명을 건설해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
주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중요한
내용이며 보증’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발양시키고, 외국문화의 유익한 성과를 흡수하며, 불량
문화에 대항하여 전 사회의 문화생활의 질을 향상시켜’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어 사회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통일
하는 원칙하에 문화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과학적이며 합리적이
고, 효율이 높은 관리체제와 문화제품 생산경영 메커니즘을 확
립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산업 정책을 개선하여
문화시장의 건설과 관리를 강화하며 관련 문화산업의 발전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상술한 기본방향과 목표에 따라 제정한 중국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1990년대 이후 중국 문화산업 정책의 주요한 전략의 하
나인‘정품전략(불법복제 반대)’을 계속 실시한다.
② 중국의 국유 대형 문화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과제의 하나인 자금정책에 대한 조정과 다양한 융자제도
를 마련한다.
③ 국가급 문화산업 기지를 건설한다.
④ 문화예술품의 생산과 운영의 집단화를 추진한다.
⑤ 인재관리제도를 개혁하고 적합한 수입과 분배제도를 마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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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문화산업의 발전을 독려하고 국
제문화교류를 확대한다.
⑦ 세계문화시장에서 중국 문화상품의 영역을 제고한다.
⑧ 문화상품의 자생력을 강화시켜 외국문화를 흡수하면서 역
으로 외국문화에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한다.
이상의 문화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과 정책 등을 통하여
현 시기 중국정부의 문화산업 정책 기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즉, 중국정부는 문화산업 발전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문화를 건설하는 것을 문화산업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때 중국 문화의 선진성, 독특성, 응집력과 감화력을
대내외에 알리는 것에 큰 정책적 의미를 두고 있다. 이러한 기
본적인 방향하에 다음과 같은 점들이 문화산업 정책 수립시 주
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문화산업 정책
의 제정에 있어 중국 문화의 선진성을 보여준다는 정치적 요구
가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둘째,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이
익이 충돌 혹은 부조화 현상을 나타낼 때 정부의 정책은 사회
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이것은 사회안정과 국민의 안
정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셋째, 안정된 정책과 원활
한 정책실현을 결합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향후의 중국문화시장의 발전은 정치적 요구와 시장의 요구, 사
회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 안정된 정책과 원활한 정책의 시행
이 서로 결합된 상태에서 종합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알 수 있
다(김설화, 2002).
문화산업에 대한 이러한 정책적 요구는 구체적으로는 정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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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의한 문화산업 정돈사업과 문화산업의 대형화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 정부의 2000년 문화산업 정돈작업을 통하여 전국
의 전자오락실이 66.6%로 감소하였고, 2001년에는 1만여 개
의 전자오락실이 정리되었다. 2001년 4월에는 2만여 개의 PC
방 영업취소, 277개 음상도매시장 폐쇄, 8,600여개 음상 판매
장소에 대한 허가증 취소와 영업정지가 단행되었다. 현재 전국
의 문화시장 관리기구만 3,372개에 이른다.25) 중국 정부는 문
화시장 정돈작업과 함께 정부주도로 문화기구의 대규모 기업
화, 그룹화, 집약화를 추진하고 있다. 2000년에 진행된 전국신
문출판국장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신문출판총서서장 석종
원은 중국출판그룹, 신문그룹과 발행그룹은 합병경영의 모델로
나가는 방향을 시험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국정부의 정책기조의 한 단면을 보여주
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문화산업 정돈사업과 문화산업의
대형화는 WTO 가입에 따른 지적소유권 보호의 강화와 시장
개방에 따른 자국 문화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필요성 등과 결
<표 Ⅲ-5>

2000~2005년 중국 문화산업의 성장목표
수 치(%)

문화산업 창조의 증가치
2005년 문화산업규모
(국내생산총액 대비)
도시주민 문화소비지출액
(총소비지출액 대비)
자료：王秋安(2001).

25) 권기영(2002).

10~20
1.8~2.0(1998년 0.75)
4.8~5.0(1998년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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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기조는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 정부는 WTO 가입에 대비하여 중국 문화산업의
목표를 제정하고 문화산업이 신속히 성장할 수 있는 일련의 내
용과 지표를 정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은 <표 Ⅲ-5>와 같다.
2) 강력한 규제와 지원정책의 공존
문화산업에 대한 정치적 통제의 필요성과 산업으로의 발전
필요성은 중국 정부로 하여금 문화산업에 대한 강력한 통제와
육성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① 규제정책
문화산업에서 가장 규제가 심한 장르는 방송과 영화, 그리고
게임산업이며, 음반과 비디오 산업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편이다.
ⅰ) 영 화

영화의 경우 시나리오 단계에서부터 제작의 전 과정에 대해
서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영화를 제작하기 전에 시나
리오를 廣播電影電視局 藝術處에 제출해야 하고, 제작예산, 제
작계획, 주요인력, 내용, 영화주제, 상영시간, 자금원, 제작업
체 등을 電影事業管理局에 등록해야만 한다. 외국 영화의 수입
과 상영, 합작 영화의 제작 등에 있어서도 엄격한 규제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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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고 있다. 영화 수입시 반드시 中國電影集團公司를 거쳐야
하며, 수입은 쿼터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스크린 쿼터제에
의해 영화관에서 외화를 상영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는데 수
입영화 상영시간은 영화관 상영시간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
록 하고 있다. 그리고 영화관 건설과 경영에 있어서 외국인 투
자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영화산업에 대한 외국
인 투자의 제한은 2000년 7월 國家廣播電影電視總局과 文化
部가 공동 공표한“영화산업개혁 심화를 위한 의견(關于進一步
深化電影業改革的若干意見)”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완화되었
다. 중국 정부는 매표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입영
화 방영을 독점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외자영화관의 신설을 제
한하여 왔는데, 이 의견 이후 비록 중국측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영화관에 대한 외국 자본의
참여를 허용하였다. 이는 결국 중국 정부가 중외합자, 합작형
태로 영화관을 건설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외자를 이용하여
영화기초설비와 기술설비를 개조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26)
그리고 합작영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중국측이 주도한다
는 전제하에서 허용하고 있다.27)
26) 이후 Studio City(홍콩), Golden Gate(홍콩), Smilee(말레이시아), Yuntong(홍
콩) 등이 상해, 북경, 중경, 무한 등을 중심으로 영화관과 멀티플렉스 건설에 투자하
고 있다. 특히 Studio City의 무한 멀티플렉스는 이 도시 박스오피스의 약 20%를 점
유하고 있다. 김유종(2001), p.28.
27) 합작영화를 제작할 경우 감독·편집·촬영은 중국인이 주요 구성원이 되어야 하며,
주요 출연자 중 중국배우가 최소 50%를 차지해야 하고, 만약 외국인 배우가 50% 이
상일 경우 전영사업관리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승인없이 50% 이상의 외국인
배우들이 출연할 경우 영화심사시 동 영화의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광파전영전시총
국이 1996년 11월 발표한‘국산 및 합작영화의 제작인원 구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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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방 송

동일한 행정국역 내에 케이블라디오, TV망은 하나밖에 설립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외국 프로그램의 방영이나 외
국 자본의 방송산업에의 진입에 대해서 규제가 엄격하다. 위성
송수신 설비의 수입에 관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라디
오방송, TV방송에 사용하는 외국영화, 드라마는 반드시 廣播
電影電視局 행정부문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라디오,
TV 총 방송시간 중 외국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시간에 제한이
있으며 이는 廣播電影電視局이 규정한다. TV방송의 경우 채널
별로 외국드라마 방영시간은 드라마 총 방영시간의 25%를 초
과하지 못하고, 골든아워(18～22시)에 방영하는 드라마 중 외
국드라마는 15%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이 중국의 라디오, TV 방송에 투자하는 것을 금
지하고 있다.28)
ⅲ) 게 임

현재 중국내에 게임에 대한 명확한 규제법률은 없으며, 소프
트웨어 및 전자출판물 관련 법률규정에 의해 게임산업을 규제
하고 있다. 법 규정보다 게임에 대한 중국정부의 인식이 중국
게임산업에 대한 가장 강력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즉, 중국
정부는 게임을‘정신적 아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오락
실 등 게임관련 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중
국 문화부 손가정 부장은 10·5계획 기간내에‘4대(전자오락,
28) 광파전시관리조례 제10조에‘중국 정부는 외자경영, 중외합자경영 및 중외합작 경영
방식의 라디오 및 TV 방송국 설립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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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인터넷, 문물시장)문화시장’을 정돈하여 문화 유통시장
을 확립, 글로벌한 국제시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중국 정부의 2000년의 정돈작업을 통하여 전국의 전
자 오락실이 66.6%로 감소하였고, 2001년에는 1만여개의 전
자오락실이 정리되었다. 2001년 4월에는 2만여개의 PC방 영
업을 취소하였다.
외국기업의 진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게임관련 100%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는 등 엄격히 제
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도
내수비율을 20%로 제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입에 대해서
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바, 중국내로 수입하는 게임에 대해
서는 사전에 국가신문출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수입 대리
상도 제한하고 있다. 전자게임의 가공무역에 대해서는 제한 종
류 가공무역상품으로 분류하여 가공무역보증금제도를 실시하
고 있으며, 기한내에 수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몰수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ⅳ) 무대공연

무대공연에 대해서는 자국 공연과 외국 공연에 대해 구분되
는 규제정책은 없다. 무대공연에 대한 규제는 공연대행기구 자
격 심사와 공연심의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홍콩, 마카오, 대만
및 외국 공연의 경우 중국 합작 공연대행업체가 반드시 1류(一
類)29)로 분류되어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대행기구의 자격을 규
정하고 있다. 공연심의는‘영업성 연출(공연) 관리조례(營業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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演出管理條例)’및 그에 따른‘실시세칙’등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데, 특히 실시세칙 22조에서 규정한‘공연 중 포함하지 말
아야 할 내용’이 포함되었는가를 심의하게 된다.‘공연에 포함
되지 말아야 할 내용’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및 마오쩌뚱 사상,
중국 공산당에 반대하는 내용 등 정치·이데올로기적인 것에서
부터 공포, 폭력, 마약에 관한 내용, 심지어는 내용 및 형식이
저속, 졸렬한 경우 등 매우 포괄적이며,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것들이다.
ⅴ) 음반·비디오

중국의 비디오 및 음반산업에 대한 정부 규제는 영화나 방송
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중국 음반시장의 주관 부서
는 신문출판서로서 음반 시장의 감독·관리를 맡고 있다. 신문
출판서는 외국으로부터의 음반 수입을 감독하는 기능도 맡고
있는데, 외국 음반 수입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으나 그렇게 엄
격하지는 않다.
② 육성정책
대중문화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주로 자국 대중문화 제작의
지원과 외국 대중문화의 수입제한 및 문화산업에 대한 외국 자
본의 진출제한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대중문화에 대한 정
29) 1류 공연대행사는 문화부가 인정하는 대외문화교류업무를 하는 국유기업으로 100만
위안 이상의 등록자금과 외환재무관리제도 및 그에 상응하는 재무인력을 보유하고 있
으며, 2년 이상 경영경험이 있는 2류 공연대행사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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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지원 역시 영화, 방송산업에 주로 집중되고 있다. 게임,
음반, 비디오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육성정책이 없다. 다만, 게
임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게임에 대
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ⅰ) 영 화

중국의 영화산업 지원정책은 자국 영화의 제작 지원과 외국
영화의 수입 및 상영제한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영화제작
지원을 위해서 매표수입의 5%를 國家廣播電影電視局 電影事
業管理局에 납부, 영화기금(國家電影專項資金)을 조성하여 중
국 자국영화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30)
중국 문화부는 2001년 7월 국가광전총국과 WTO 가입을
대비해 영화산업에 대한 국내외 자본의 진출 장벽을 완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영화산업의 개혁을 심층 강화하기
위한 약간의 견해’를 공동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영화제작 스튜디오가 주식제로 전환될 때 대주주는 반
드시 방송·영화자본의 국유자본으로 구성하되 기타 분야의 국
유자본도 일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 둘째, 영화촬영·제작
에 대한 비국유자본 또는 외국자본의 지분소유도 가능하나, 외
국자본비율은 49%를 초과할 수 없다. 동 비율은 WTO 가입
후 3년 내에 50%로 확대된다. 셋째, 영화발행회사가 주식제로
전환시에는 국유자본이 대주주를 형성하되 국내 비국유자본의

30) 영화기금의 구체적인 용도는 문화관광부(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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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도 가능하다. 넷째, 영화관이 주식제로 전환시 비국유자본
및 외국자본의 지분소유는 가능하나 국내자본이 반드시 대주주
가 되어야 하며, 또 규정에 따라 유관부문의 심사·승인을 받
아야 한다. 이는 결국 중국측이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전
제하에서 외국 자본의 중국 영화산업, 특히 영화관에 대한 투
자를 허용함으로써 외화를 이용한 영화기초설비 및 기술설비
개조를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00년 이후 외국 자
본에 의한 중국내 영화관 및 멀티플렉스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
다.
10·5계획에도 중국 영화시장 육성을 위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영화산업의 규모경영 및 규범관리의 실현, 통일개방·상
호경쟁의 영화시장 환경조성, 국산영화 시장 점유율의 확대 및
제작·발행·방영의 양성 메커니즘 구축이 그것이다. 문화기술
(Culture Technology, CT)의 발전을 위한 정책도 광의의 의
미에서 영화산업 발전 정책으로 볼 수 있는데, 10·5계획에는
이 부문의 정책방향도 제시되어 있다. 즉, 영화 제작기술의 발
전, 극장 시설의 현대화, 영화제작 소프트웨어 환경의 개선 등
을 주요 발전 방향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하여 최첨단 영화 설
비도입, 세계 수준의 최첨단 영화 디지털 워크스테이션 도입,
선진관리 수준의 대형 현상·인화기지 건설, 영화 프로그램의
데이터 플랫폼 구축, 고화질 TV 방송의 영화 프로그램 D/B
구축, 디지털 스테레오 극장설립31)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
획이다. 또한 극장내‘컴퓨터 자동매표 시스템’구축을 진행하
31) 중국내 디지털 스테레오 극장수는 180여개에 달하는데 중국 정부는 10·5계획 기간
내에 이를 700여개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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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이미 전국적으로 30% 이상 극장이‘컴퓨터 자동매
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표를 판매하고 있다. 북경시는 40여개
극장이 이를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다.32)
ⅱ) 방 송

중국 정부는‘優秀劇(節)目創作演出專項資金(우수프로그램
창작연출기금)’을 설립하여 자국 드라마, 라디오 프로그램제작
을 지원하고 있다. 방송산업 지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7년 1월부터 전국에서 문화사업건설비를 징수하고 있다.
노래방, 골프장, 당구, 볼링업체는 매출액의 3%를, 라디오,
TV, 신문, 간행물 등 광고매체는 경영소득의 3%를 문화사업
건설비로 납부하여 문화부가 일괄적으로 관리, 자국 문화사업
을 지원한다.
중국 정부는 WTO 가입에 대비하여 TV 방송 국영기업의 개
혁에 박차를 가하면서 방송의 국영기업 체제를 개편하기 시작
하였다. 즉, 기존의 국가 TV방송국 체제의 국영기업 형태를 지
역별·항목별‘항공모함’기업형태로 전환하고 있다. 이미 湖
南과 山東에 TV 방송그룹을 건설했고, 北京, 上海, 廣東, 江
蘇, 浙江 등 지역에도 TV 방송그룹이 탄생될 것으로 보인다.
3) 문화 컨텐츠의 부족과 낙후된 유통 시스템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함께 중국 문화산업의 또 다른 문제점

32) 외교통상부(2002),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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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중국 대중문화 산업에서 공급하는 문화 컨텐츠가 증대되는
문화소비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생산되거
나 수입되는 문화상품의 유통구조가 전근대적이어서 확대 재생
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대중문화에 대하여 중국 청소년들이 열광하는 가장 근
본적인 원인이 자국 대중문화가 자신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분
히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 대중문화 산업이 공급하는 문화상품은 그 질과 양에 있어
서 만족스럽지 못하다. 중국 대중문화 컨텐츠의 부족은 이데올
로기가 여전히 중국의 문화 컨텐츠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
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기도 한다. 중국 정부의 문화산업 정책
이나 개별 장르의 규제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국 정부는
이데올로기의 기준으로 컨텐츠 산업을 규율하고 있으며, 대부
분의 콘텐츠가 정치 지향적, 이데올로기 지향적이기를 바란다.
그 결과 문화 소비에서 중국 도시층 시민들은 건전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오락시설이 너무 적고 현재의 컨텐츠가 그들
의 소비 수요에 맞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다.
중국 정부나 문화인들은 문화 컨텐츠의 개발과 공급의 중요
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중국의 문화산업은 아직 산업으로서의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중국 문화산업 생산자나
공급자들은 시장조사나 전략계획을 다루는 연구개발 부서를 갖
추고 있지 못하는 등 체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문화 컨텐츠는 TV 방송사 등 미
디어가 담당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프로덕션에 의한 제작은 아
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 특히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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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들의 투자는 모호하고 불명확한 규제정책 때문에 투자의
위험이 여전히 매우 큰 실정이다(김설화, 2002).
그러나 산업으로서의 중국 문화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
엇보다도 유통구조의 낙후성, 특히 불법 복제품의 만연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불법 복제는 음반·비디오·영화를 가리지 않
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의 영상 및 음반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불법 복제품이 시장을 완전히 점령하고 있다
는 점이다. 중국에서 해적판 음반의 시장 점유율은 70%에 이
르며, 하얼빈을 비롯한 동북지역의 경우 해적판 점유율이 거의
90%에 달한다고 한다. 특히 히트음반의 경우 20～30배에 가
까운 불법 복제판이 난무하여 정판의 판매량이 5만장만 넘어도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며, 외국음반의 경우 10만장 이상 팔리
면 히트작으로 간주된다고 한다. 이러한 불법복제의 성행에 의
하여 정품 음반시장 규모는 매년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음반
반환율도 30~50%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복제품으로 인해
탈세·누세 등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
태이며, 심지어 탈세·누세를 위해 음반회사가 직접 해적판을
판매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음반협회는 중국을 세계에서 불법 음반 문제
가 가장 심각한 국가로 평가하고 있다. 국제음반협회에 따르면
중국의 음반 불법 복제비율은 90%에 달하며 1999년에 유통
된 불법 음반의 규모는 6억 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게임산업 역시 불법복제가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중
국 해관통계에 의하면 2 0 0 0년 중국의 게임 관련 수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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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만 달러 규모이며, 이 중 가정용 비디오 게임기가 3,000
만 달러로 전체의 71%를 점하고 있고, 게임 소프트웨어의 수
입은 80만 달러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33) 중국
게임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게임 소프트웨
어의 수입이 이토록 적은 것은 중국 게임시장이 복제품 시장임
을 의미한다. 중국 정부에서는 중국 컴퓨터게임 시장의 80%
정도를 복제품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중국 당국은 불법 복제품이 끼치는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단, 2000년부터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문화시장 정돈
사업의 일환으로 불법 복제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펴고 있
다. 중국 정부는 2001년 4월 277개 音像도매시장을 폐쇄하고
8,600여개 音像판매장소에 대한 허가증 취소와 영업정지를 단
행하였다. 그 결과 2000년부터 중국 음반시장은 상승세를 타
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를 들어 中國廠片總公司
상해 자회사의 카세트테이프 및 CD 판매액은 전년대비 50%
및 120% 성장하였다고 한다.
불법 복제품에 대한 단속과 함께 음반제품의 규범화 및 효율
적 관리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상해시는 음반판매업체
의 등록자금을 30만 위안 이상, 영업면적을 50㎡ 이상으로 규
정하여 체계적인 감독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상해시는
음반 체인경영과 규모발전을 장려하고 있다.

33) 이 수치는 중국 정부의 게임시장 단속에 따라 전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1999
년 게임 소프트웨어 수입은 약 200만 달러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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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 대중문화 산업의 변화 전망
앞에서 보았듯이 중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는 중국의 대중문
화가 산업으로서 발전해 나가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 특히
규제가 심한 영화와 방송, 그리고 게임산업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정부의 규제가 적은 음반, 비디
오 산업에서는 불법 복제품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등 후진적
인 유통구조가 산업적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그림 Ⅲ-1>은
정부의 규제와 전근대적 산업형태라는 두 측면을 통해서 중국
대중문화의 행태를 분류한 것이다(김휴종, 2001, p.42).
그러나 중국 대중문화 산업은 이러한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머지않아 본격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그 발전을 추동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경제발전에 따른 문화소비 욕구의 증대
이다. 더구나 중국의 경제발전이 대외개방과 시장체제의 구축
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 대중문화에 대한 소비욕구는 점차 보
편적인 양태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보다 경쟁력 있는 대중문
화 상품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강해짐에 따라 중국 대중문화
산업도 보다 근대적인 형태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불법 복제
품의 문제는 국제적인 압력이 가중되고 중국 정부로서도 자국
대중산업의 경쟁력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점차 사라져갈 것이다. 그리고 문화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역시 정치체제에 근본적인 위험을 가하지 않는 한 점차 국제적
기준에 맞게 완화되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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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중국 문화산업의 행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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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김휴종(2001).

3. 한류의 현황과 전망
(1) 한류의발생과확산과정
1) 한류의 정의
‘한류’란 중국 및 동남아 지역에서 유행하는 한국 대중문화
열풍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1999년 중반부터 중국 언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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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다른 문화가 매섭게 파고든다는
의미의 寒流와 동음이어인 한류가 통용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
되기 시작하였다.34)
한국 대중문화 열풍에 대해서는 한류 이외에도 몇 가지 용어
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용어들은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중국인들의 의식을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합한족(哈韓族)이라는 말이 종종 사용된다. 한국 문화
를 열광적으로 동경하는 팬집단이라는 의미인데, 이들은 한국
의 음악을 따라 부르고 춤을 즐기며 한국 풍을 따라 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특징을 가진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한
팬이라는 의미보다는 중독되었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한다.
합한족은 대만에서 발생한 일본 숭배족을 부르는 합일족(哈日
族)에서 파생된 단어이다. 지난 십수년 전부터 대만에서는 일
본풍이 휩쓸면서 일본문화를 숭상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겨
났는데 이를 합일족이라고 부른다. 합일이란 단어는 대만 방언
인 민남어의 음역인데 강력한 태양 볕에 의해 일사병에 걸린다
는 뜻도 가지고 있다. 다른 말로 합착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데 이는 태양독을 의미한다. 따라서 합한족은 한국의 문화를
맹목적으로 숭상하여 독에 걸린다는 다소 부정적인 의미를 내
포하고 있다.
34) 이은숙(2002)에 의하면‘한류’는 중국의 北京靑年報에서 1999년 11월 19일에 가
장 먼저 사용하였다고 한다. 드라마 방영으로 조성된 한국에 대한 관심이 H.O.T의 음
반 발매와 더불어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열기로 발전하기 시작할 무렵 클론의 공연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그런 용어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한다. 거기다 이듬해 H.O.T의 공
연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자‘한류’
는 널리 사용되는 용어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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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迷라는 용어도 등장하였는데, 중국에서 迷는 마니아를 의
미한다. 따라서 한미는 한국 마니아라는 중립적인 의미로 한국
의 문화에 깊이 빠져 있는 팬을 의미한다.
그리고 신한류라는 용어도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에서
현지의 한류 열풍을 적극 수용하고 활용할 뿐만 아니라 차원
높게 재가공하여 관광, 쇼핑, 패션 등 연관산업 분야에서 실질
적 성과를 창출하는 새로운 조류, 풍조를 말한다. 한류가 중국,
동남아 국가 현지에서 일고 있는 한국 대중문화 열풍인 데 반
해 국내에서 새로이 불고 있는 현상을 신한류라 하며 한국의
가수와 공연을 보기 위해 또는 드라마 촬영지를 답사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 열풍을 말한다.
중국(혹은 대만)에 부는‘한국 대중문화 열풍’혹은‘한국
대중문화 바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던 한류는 공간적으로,
그리고 내용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즉, 공간적으로는 중국을
넘어 베트남, 몽골, 싱가포르, 일본 등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산
되고 있다. 분명 일시적인 대중문화 유행이라고 보기에는 그
범위가 매우 넓어 일본 대중문화가 동남아시아에 열광적으로
파급되어 나갔던‘일류’와 버금가는 현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
이다. 이러한 현상은 뒤에서 다시 간단하게 언급하겠지만‘아
시아인들에 의한 아시아 대중문화의 발견’의 한 측면이며, 한
류는 일본 대중문화와 함께 한국 대중문화가 아시아 대중문화
의 선두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현
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한류는 공간적으로 확산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대중문화의 범주에서 벗어나 보
다 넓은 의미를 내포하기 시작하였다. 대중문화에서 촉발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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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 대한 관심이 여타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2
년 사이에 한류라는 상표가 붙은 한국 문화가 도도한 강물처럼
흘러와 복장, 디자인, 헤어스타일, 영화, 드라마, 바둑, 축구
등 그야말로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이다. 중국의 포털
사이트(sina.com)에서 한류라는 검색어를 쳐 넣으면‘핸드폰
한류’,‘바둑한류’,‘자동차 한류’,‘자본한류’,‘한류경제’,
‘IT 한류’등의 말들도 나타난다. 말하자면 한류는 문화의 영
역을 넘어서서 한국 바람, 한국 물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의
미가 확산되고 있다(이은실, 2002, p.3).
2) 한류의 발생과 확산 과정
한류는 1997년 드라마‘사랑이 뭐길래’를 필두로 드라마로
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어 클론, H.O.T 등 가수들이
본격적인 한국 대중문화 열풍을 정착시켰고, 이후 드라마, 대
중음악을 기반으로 영화, 게임, 패션 등 대중문화 전반으로 확
산되고 있다. 한류의 발생과 확산과정을 시기별로 살펴본다.35)
① 태동기(1998년 이전)
1990년대 후반 이후 중국에서는 문학소설이 외면을 당하고
드라마가 각광을 받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는데, 드라마‘사랑
이 뭐길래’는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에 방영되어 크게 반향을

35) 이 부분은 관광공사(2001)와 이은실(2002), 김설화(200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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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켰다. 1997년 6월 CCTV에서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10
분에 방영한‘사랑이 뭐길래’는 최고 시청률이 15%에 달하였
고, 종영되자 재방송을 요청하는 전화와 편지가 쇄도하여
1998년 7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화-토요일 저녁 9
시부터 10시까지 골든타임에 방송되어 4.2%의 시청률을 기록
하였다. 중국 최고 시청률 4.5%에 근접한 이 드라마는 CCTV
수입외화 방영 역사상 2위를 기록하였으며 한국 드라마가 중국
국민들에게 호평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외국 드라
마 시청률이 2% 내외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 드라마가 얼마나
인기가 높았는지 알 수 있다.
1997년 5월 한국의 (주)미디어 플러스와 중국 국제라디오
방송국간의 협의에 의해 한국 유행음악을 소개하는‘서울음악
실’이라는 정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이 방송되면서 라디오 방
송을 통해 한국의 대중음악이 중국인에게 어필하기 시작하였
다. 그러나 이 단계는 아직 한국 대중문화가 본격적으로 중국
에 진출한 시기라고 하기는 어렵다.
② 발전기
1998년부터 1999년 상반기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 드
라마가 한국 대중문화를 중국에 본격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하
였다. 1998년 드라마‘별은 내 가슴에’가 방영되어 인기를 끌
었으며, 이어‘해바라기’,‘안녕 내사랑’이 연속 방영되면서 드
라마 주인공인 안재욱의 인기가 급상승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안재욱이 직접 부른‘별은 내 가슴에’의 주제곡‘forever’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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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젊은이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한국 대중음악
의 중국 진출 가능성을 처음 확인한 계기가 되었다. 안재욱 등
에 의해 촉발된 한국 대중음악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음악
전문채널인 채널 V(STAR-TV)에서 한국음악 순위 프로그램
이 시작되었으며, 이는 한국 관련 전문 프로그램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어 STAR-TV가 한국 드라마 방영을 시작하
면서 한국 드라마는 기존의 일본, 홍콩 드라마를 위협하는 다
크호스로 등장하였다.
드라마가 촉발시킨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대중음악으
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 이 시기이다. 즉, 미디어를 통한 소개
가 아니라 한국 대중음악이 직접 중국에 진출하기 시작한 것이
다. 이 시기 중국의 음반시장은 침체 상태에 빠져 있었으며, 일
본 대중음악의 중국 시장 진출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던
시기였다. 이렇게 중국 대중음악 시장에 뚜렷한 선두주자가 없
는 상황에서 우전 소프트를 비롯한 음반회사들이 저가로 한국
의 유명 가수들의 음반을 판매하고 홍보함으로써 중국 시장을
두드리기 시작하였다. 한국에서‘댄스마술사’
라고 불리는 김창
완이 우전 소프트와 합작하여 중국에서 음악을 제작하기 시작
하였다. 그의 작품 다섯 개가 중국어로 번역되어‘청춘미소녀
그룹’이 낸‘快樂베이비’의 타이틀곡으로 선정되었다. 이어 중
국의 유명한 가수 쑨루이가 그의 노래를 불러‘快樂指南’이라
는 타이틀의 음반을 냈다. 또 우전 소프트는 상해음반회사와
합작하여 1998년 5월 행복이라는 H.O.T의 음반을 내놨는데
이것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정식으로 발행되고 제작된 한국 음
반이다. 이어 북경 음반회사와 합작하여 클론의‘쿵따리 샤바

104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활용한 중국시장 접근방향

라’, 유승준의‘NANANA’, 안재욱의‘영원’, NRG의‘사자’
등 한국 인기가수들의 전집이 발매되었다. 이 시기 중국 북방
에서는 음악, 패션, 음식, 헤어스타일을 비롯한‘한국문화의
붐’이 일어났다. 이는 한류가 중국에서 더 심층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좋은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
③ 확장기
1999년 초부터 2000년 2월까지의 기간이다. 이 시기는 한
류의 열풍이 신속히 확장되었던 시기이다. 특히 중국에서 한국
대중음악의 열풍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시기였다. 분산되어
활동하던 연예인, 음악, 음반이 단일항목의 진출로부터 점차
집단적인 형태로 중국 문화시장에 진출하였다.
코요테, NRG 등이 중국 음악팬들과 처음으로 직접 만났으
며, 이들은 대량으로 음반을 출판하는 한편,‘快樂大本營’등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는 오락 프로그램에 등장하기 시작하였
다. 1999년 11월 중국 공인 체육장에서 진행된 클론의 콘서트
는 한국 가수들이 중국내 콘서트를 하는 첫 막을 올렸다. 12월
CCTV에서 진행된‘韓中歌會’에서 베이비복스, 핑클 등이 중
국 음악팬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2000년 2월 1일 중
국의 최대명절인 음력설 연휴기간에 클론이 콘서트를 가졌던
베이징 노동자체육관에서 진행된 H.O.T의 공연이 엄청난 한
류의 열풍을 몰고 왔다. 중국 언론은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공
연소식을 보도하였으며,‘한류’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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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심화 발전기
2000년 봄부터 현재까지이다. 2000년 2월 H.O.T의 콘서
트가 대성공을 거둔 이후 중국내 발행부수 100만부를 자랑하
는 음악잡지‘當代歌壇’이 발표하는 인기순위에서 H.O.T가 5
개월 연속 1위를 기록하면서 음악은 물론 춤, 헤어스타일, 패
션에 이르기까지 H.O.T를 모방하려는 풍조가 현지 젊은이들
사이에 조성되었다.
열기가 더해 가면서 북경 라디오 방송국은 한국가요 프로그
램을 신설하고 주 2회씩 한국가요를 방송하기 시작하였다.
탤런트 안재욱은 7월과 8월 잇따라 중국공연을 펼쳐 관람객
이 1만 6,000명을 넘어서는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면서 중국
내 한류열풍의 선두주자로 부상하였다. 특히 안재욱의 콘서트
에는 권병헌 주중대사가 직접 참석한 것은 물론 장쩌민 국가주
석의 판공실 관계자 등 중국 국가 고위관리들이 나와 한류의
열기를 직접 체험하였다.
드라마, 음악뿐만 아니라 영화, 게임 등도 한류 붐에 동승하
기 시작하였다. 영화‘무사’
가 한·중 합작으로 제작되어 북경
영화관에서 상영되었을 뿐 일반인이 영화관에서 한국 영화를
접할 기회는 거의 없었는데, 2000년 5월 15일부터 21일까지
북경영화학원에서‘한국영화제’와 학술회의가 개최되어 여러
편의 한국영화가 상영되었다.‘인정사정 볼 것 없다’,‘접속’,
‘주유소 습격사건’,‘8월의 크리스마스’등이 소개되었으며,
2001년 10월에는 중국 영화관 자료관 주관으로 북경, 성도,
상해에서‘한국영화 회고전’이 열려 성황을 이루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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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공식적인 행사는 일반인과의 만남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
었다. 한국 영화가 중국인들에게 본격적으로 소개되는 것은 불
법 복제품을 통해서이다. VCD, DVD 타이틀 등을 통하여 한
국의 히트 영화뿐만 아니라 최신 영화까지 중국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중국내에서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은 점
차 고조되고 있다.
한편, 월드컵 기간 및 그 이후의 한국 축구에 대한 중국인들
의 부정적인 시각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한류가 급속하게 위축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이는 지나친 우려라
는 것이 곧 밝혀졌다. 한국의 댄스음악 등에 대한 열광도는 어
느 정도 약화되었으나 한국 대중문화 전반에 대한 중국인들의
수용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3) 중국내 한국 대중문화 진출 현황
중국내 한국 대중문화의 진출을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 대중문화가 중국인들에게 소비되
는 주요 루트의 하나가 불법 복제품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통계
에는 한국 대중문화의 중국 진출의 실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
기 때문이다.
대중음악의 경우 1998년 H.O.T의‘행복’이 출시되어 크게
히트한 이후 현재까지 안재욱, 클론, 유승준, NRG, 베이비복
스, SES 등 우리 대중가수의 음반이 약 50여종 이상 출시되었
다. 음반판매량은 1998년부터 2001년 4월까지 약 220만장이
며 인세수입은 51만 달러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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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들의 한국 음악 앨범도 발행되고 있다. 靑春美少女隊는 한
국 곡을 번안한 해피 데이를 데뷔 앨범으로 발매하였는데도 불
구하고 전 중국 인기가요 순위에서 2주 연속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후 쑨위에, D.D Rhythm 등이 한국 음악 앨범을 발
매하였다.
음반 판매와 함께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공연활동도 성황리
에 이루어지고 있다. 공연의 경우 2000년, 2001년 2년간 14
회에 걸쳐 약 12만명의 관객을 동원하였으나 유료 입장 관객수
는 전체의 20%에 불과하다.
중국 라디오를 통하여 한국의 대중음악들이 중국인들에게 소
개되고 있으며, 2001년 9월부터는 국영 라디오방송국을 통하
여 한국의 최신 대중음악이 중국 전역에 방송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KBS와 중국의 CCTV가 공동 주최하는 한·중가요제
가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3회에 걸쳐 열렸다. 특이한 것은 중
국 정부가 한국 음악에 대한 팬클럽인‘도레미 팬클럽’을 허가

<표 Ⅲ-6>

한국 대중음악의 중국 판매현황
단위：달러, 장

음반판매량

인세수입

CF 기타

수입합계

H.O.T

640,000

158,000

100,000

258,000

베이비복스

200,000

47,000

80,000

127,000

안재욱

200,000

44,000

1,200,000

263,000

20,000

283,000

계

512,000

200,000

712,000

기타 가수
총

44,000

자료：이형오(2002), p.34.
주：1998년 이후 2001년 4월까지 기준으로 집계시점 이후 약 20만장 정도의 앨
범이 추가로 판매되었을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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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

2000
2001

한국 대중음악의 중국내 공연
현 황

동원관객수(명)

H.O.T, NRG, 안재욱 등 총 4회 공연

약 3만 5,000

안재욱, NRG, 베이비복스, 기타 옴니버스
공연 등 총 10여회

약 9만

자료：이형오(2002), p. 35.

하였는데, 회원수 1만명인 이 팬클럽은 중국 정부가 허가한 최
초의 한국 대중음악 팬클럽이다.
방송 드라마의 경우 2000년 대중국 방송 프로그램 수출은
98만 달러로 전체 프로그램 수출액 1,311만 달러의 7.4%를
차지하였으나 2001년도의 경우 248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하였다. 드라마의 직접 수출뿐만
아니라 연예인들의 중국 드라마 진출이나 CF 출연 등이 잇따
르고 있다. TV 드라마‘토마토’
와‘미스터Q’가 중국에서 방영
되어 인기가 급상승한 김희선은 고액의 개런티를 받고 중국 유
명 이동통신업체인 TCL과 CF 모델 계약을 맺었으며(2001년
7월), 탤런트 안재욱, 하지원, 베이비복스의 김이지 등이 중국
드라마에 출연하거나 출연계약을 맺었다.
영화의 경우 중국 영화시장이 개방되어 있지 않고, 영화수입
은 주로 할리우드의 대작영화에만 집중되어 있어 본격적인 수
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비상업적인 행사나 이벤트를 통
하여 중국인들에게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영화는 불
법 복제된 VCD, DVD를 통하여 중국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
며36), 평가도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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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류의원인
한국 대중문화가 중국에서 열풍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은 신
세대를 중심으로 한 중국인들의 대중문화 욕구를 중국 문화산
업이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으며, 홍콩, 대만이 더 이상 중국
에 대한 문화기지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댄스음
악을 비롯한 한국의 대중문화가 신세대들에게 어필하고 있기
때문이다.
1) 대중문화 소비 욕구의 확대와 중국내 문화 컨텐츠 공급의
부족
개혁·개방과 그에 따른 경제발전이 문화상품에 대한 소비
욕구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더구나 개
혁·개방 이후 탄생하여 성장한 신세대들은 다양한 문화에 대
한 욕구가 이전 세대들보다 훨씬 강하다.
그러나 중국 신세대의 문화적 욕구를 중국의 문화산업이 제
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37) 중국 정부는 이데올로기나 정

36)“DVD 타이틀로 눈을 돌리면 적지 않은 한국 영화들이 보인다.‘투캅스2’,‘조용한
가족’,‘8월의 크리스마스’,‘쉬리’,‘반칙왕’,‘비천무’,‘공동경비구역 JSA’,‘파
이란’,‘친구’,‘엽기적인 그녀’,‘킬러들의 수다’,‘화산고’,‘공공의 적’,‘2009
로스트 메모리즈’등 지난 4~5년 동안 한국에서 흥행에 성공하였거나 주목을 끈 화
제작들이 모두 집합해 있다. 한국에서 8월에 선보인 영화‘친구’의 DVD 타이틀은 9
월 초에, 제작 연월일이 2002. 9. 13으로 표시된‘2009 로스트 메모리즈’는 보름
만에, D-8위안과 D-23위안의 두 가지 가격으로 한국과의 교류가 거의 없는 중국 내
륙지방의 소비자와 만났다(모종혁, 2002).”
37) 중국 신세대의 문화소비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상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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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 관점에 입각하여 문화산업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세대의 문화적 감수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상품이 절대
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중국은 아직 문화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신선하고 동서양 문화의 조화를 이룬 상품을 내놓을 수
있는 준비시간과 투자경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폭발적
으로 증가하는 미디어에 반해 고갈되어 있는 컨텐츠의 공백과
신속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 소비자의 수요를 채울 수 있는 문
화코드가 필요하다. 바로 이런 시대적 문화공백기에 한류가 흘
러 들어가 발전한 것이다.
문화 컨텐츠의 부족은 신세대들에게서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
고 있다. 이들은 자신에게 어필하는 문화적 코드를 중국 문화
산업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상해과학원이 1,827
명의 청소년들을 상대로 1999~2000년에 한 조사에 따르면
62.8%가 기존의 문화오락시설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중국 청소년들의 문화적 욕구는 전세계의 청소년
들과 비슷하게 발전하고 있으나 이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시설
이나 소비할 수 있는 값싼 문화상품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염가의 불법 복제품을 통하여 자신들의 문
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 것이다. 같은 조사에서 학생들
중 70.8%가 외국음악, VCD, DVD, 비디오테이프를 가지고
있으며, 64.5%가 외국 간행물을 사보며, 32.7%가 외국 전자
게임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董小萍, 2001, p.15와 김
설화, 2002, p.32에서 재인용).
한편, 문화소비 욕구가 강한 신세대들은 하나의 독자적인 소
비층을 형성하고 있다. 10대 연령층은 신세대의 가장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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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며 20대와 함께 대중문화의 가장 중요한 소비자이면서
소비문화의 가장 중요한 주체이기도 하다. 중국의 신세대들이
비록 스스로의 수입원이 없거나 약하다고 하지만 독신자녀로서
그 구매력은 상당한 수준이며, 더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
다.
오랜 사회주의 제도라는 딜레마에서 문화산업인들은 중국의
10대 청소년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였다. 자국의 문화상
품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10대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신세대들에 대해서 홍콩, 대만, 일본 문화인들도 주목하지 못
하였다. 그들이 여전히 20대를 중심으로 한 문화상품의 공급에
주력하고 있을 때 10대들은 자기들의 정서에 맞는 문화부재의
갈증을 느끼고 갈망하고 있었다. 어느새 중국 10대는 가장 유
행에 민감한 소비자로 성장되어 있었고 독신자녀로 성장한 청
소년들은 그러한 경제력이 있었다. 놀라운 것은 대도시에서 그
러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이
다. 하지만 당시에 이러한 경제력은 중국내 대중음악으로는 물
꼬를 트지 못하였다. 한류는 중국의 상업구조에서 젊은이들을
상대로 하는 상품이 증가했으며, 그 밖에도 많은 업체들이 청
소년이라는 소비층의 구매력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시장구조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김설화, 2002, pp.31~32).
2) 홍콩, 대만의 역할 축소와 한국 대중문화의 신선함
현재 중국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해외 대중문화는 단연 미
국과 함께 홍콩·대만 문화이다. 그런데 1980년대부터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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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한 홍콩, 대만, 일본의 대중문화에
대해서 중국 신세대들은 식상해하고 있으며38), 이들과는 다른
한국 대중문화의 신선함이 중국 신세대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것이다.
대중문화는 끊임없이 낯설고 새로운 것을 공급해야 한다. 중
국에 문화적 중계역할을 하던 홍콩·대만이 더 이상 새로운 대
중문화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자 중국의 신세대들은 이들의 문
화에 싫증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홍콩이 중국에 대
한 문화 베이스로서의 역할을 상실해 가게 되고, 그 공백을 한
국 대중문화가 파고든 결과가 한류인 것이다.
3) 중국 신세대 의식의 이중구조와 한·중 문화의 근접성
한류의 성공요인에 대한 중국인들의 분석에서 가장 자주 등
장하는 것의 하나가 한국과 중국 문화의 근접성이다. 靑華大學
의 尹鴻 교수의“한중 양국은 문화적으로 비슷한 특성을 가지
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은 역사적으로 중화문화의 배경하에 생
활방식, 가치관념이 서로 통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한국문
화는 일본문화에 비해 온화한 면이 많고 한민족의 강인한 기개
에 비해 표현해 내는 방식은 중국인의 전통적 가치관에 매우

38) 김설화(2002)는 홍콩, 대만 대중문화에 대한 신세대의 식상함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한때 중국에서 인기를 모았던 홍콩이나 대만 가수들은 중국 가수와 마
찬가지로 거의 다 20대 후반의 스타들이다. 요즘 들어 아이돌 스타의 특징 중의 하나
는 더 이상 오빠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제 10대들의 우상은 더 이상 홍
콩이나 대만의 유덕화, 여명 등 나이 지긋한 오빠이기보다는 그들과 상대적으로 나이
가 비슷한 스타들인 것이다. H.O.T가 그러한 존재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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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깝고 문화의 차이로 중국은 서구로부터 문화유행을 직접 받
아들일 방법이 없으나 한국의 문화는 서구문화의 융합을 거쳐
개조한 것으로 중국에 들어올 때 비교적 쉽게 받아들여진다”는
분석은 중국인들의 생각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中國靑年報」, 2001. 8. 3).
같은 동양권 문화라도 한국 대중문화와 일본 대중문화를 받
아들이는 중국인들의 태도는 상이하다. 즉,“일본문화는 상업
화적인 색조가 너무 강하고 너무 완벽하나 한국의 경우 다이내
믹한 점이 매력적이다. 한국의 드라마는 일본 대중문화에 비해
감정적인 충돌이 강렬하며, 흥망성쇠가 심한 이야기 전개 및
가족적 가치관이 중국인에게 감동을 준다(대만, 「大成影劇
報」)”는 것이다.
말하자면 한·중 문화의 근접성과 서구문화와 동양문화를 융
합한 한국 대중문화의 성격이 서구문화를 직접 받아들이기 어
려운 중국인들에게 보다 쉽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중국의
신세대들은 새로운 문화를 갈망하고 있으면서도 중국의 전통문
화와 가치관에 익숙해져 있다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신세대답게 문화의 국적을 따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그것이 일
본문화라서 배척하거나 홍콩이나 대만문화라서 받아들이는 것
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서구문화를 자기 문화로 받
아들이는 데는 익숙하지 않으며, 그들의 문화적 감수성은 어쩔
수 없이 동양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다. 동양문화를 서
구 문화로 포장하고 있는 한국 문화가 이들에게 쉽게 받아들여
지고 있으며, 이러한 한국 대중문화를 그들은 외국 문화가 아
니라 자신들의 문화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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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대중문화의 경쟁력
한류의 발생요인을 분석함에 있어 간과하기 쉬운 점 중의 하
나가 한국 대중문화의 경쟁력이다. 한국의 문화산업은 1990년
대 이후 급속히 확대되어 1 9 9 9년에는 그 시장규모가 5조
2,800억원, 2000년에는 6조 4,400억원으로 증가하였다. 39)
1980년대까지 한국의 대중가요 시장은 외국, 특히 팝 음악이
지배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한국 가수들이 시장을 완전히 지
배하게 되었다. 비록 한국 가수들에 의한 대중 음악시장의 점
령이 댄스음악 중심으로 이루어져 대중음악의 다양성이 줄어들
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한국 대중음악의 경쟁력
을 부정하는 점이 될 수는 없다. 분명 댄스음악은 실제 음반을
가장 많이 사는 10대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은 장르
이며, 이런 점에서 댄스음악이 한국에서 발달한 것 자체를 부
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이다. 문제는 여타 음악의 발전이
지체되었냐 하는 점인데, 1990년대 이후 대중음악 생산의 측
면에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수요가 발생하면 충
분히 여타 장르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대중음악이 공급될 수 있
을 것이다. 최근 TV 방송에서 라이브연주가 강조되면서 발라
드 계통의 가수들이 강세를 띠며 많은 팬 층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현상이라든가, 월드컵을 계기로 락 밴드인 윤도현 밴드가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한국 대중음악이 장르 구분 없
이 실력을 축적해 왔음을 보여준다.
39)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비디오, 게임, 음반 등 주요 6대 문화산업의 시장규모. 문화
관광부(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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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도‘쉬리’,‘공동경비구역 JSA’,‘친구’등 잇단 대히
트작이 등장하면서 한국영화의 시장 점유율이 40%를 상회하
고 있다.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자국 영화의 시장 점유율이 이
렇게 높은 나라는 강력한 자국 영화 진흥정책을 펴고 있는 프
랑스를 빼놓고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TV 드라마 역시 제작 기술적 측면 등에 있어 상당한 성장을 거
둔 것을 부정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한국의 대중문화는 폭발적으로 증대된 문화상품에 대
한 수요를 바탕으로 인재와 자본의 집중을 통하여 경쟁력이 알
게 모르게 강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
하여 한국 대중문화는 세련되고 화려한 서구 대중문화를 수용
하여 나름대로 실정에 맞게 가공, 독자적 특성을 갖추어 새로
창조함으로써 서구문화, 일본 및 홍콩문화와는 다른 대중문화
를 만들어낸 것이다. 특히 보기 드물 정도로 세련되고 화려한
용모의 연예인들이 연기력, 가창력 등 다채로운 재능까지 고루
갖추어 중국 신세대들의 추종 대상이 된 것이다. 질적 경쟁력
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도 한국 대중문화의 확산에 기여한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1990년대초 봉황위성방송이 대대적으로
일본 드라마를 수입하여 높은 시청률을 점유하자 일본은 수출
가격을 올려버렸으며, 봉황방송은 다른 출구를 찾다가 상대적
으로 가격이 싼 한국 드라마를 찾게 되었다는 것이다(이은실,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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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양한 문화 장르의 상호작용
드라마에서 시작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대중음악을 통하여
폭발하고, 이어 영화 등을 통하여 확산되어 나가는 등 한류가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이 한류가 단기간에 폭넓게 퍼지고 지속
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음악 등으로 촉발된 한국 문
화에 대한 관심은 상업적으로 거의 상영된 바 없는 한국 영화
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VCD, DVD를 통하여 한국 영화를
접하는 인구를 확대시키고 있다. 다시 영화 등을 통해 주제가
등 한국 음악이 확산되고,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 패션
이 유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시 한국 연예인을 중국 드라
마나 CF에 출연시키게 만들었으며, 중국 미디어를 통한 노출
이 확대되면서 다시 한국 연예인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 장르의 중국내 진출은 한국 대중문화에
열광하는 신세대들에게 어필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성세대에게
한국 문화의 다양성을 알림으로써 한류 현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완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예
를 들어 중국 신세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중
음악에 대하여 기성세대들이 적잖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데 반해 드라마, 영화 등에 대하여서는 보다 폭넓은 계층
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이은실,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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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불법 복제품
중국에서 만연하고 있는 음반, 영상물의 불법 복제품이 아이
러니컬하게도 한류의 확산에 한몫을 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구
매력이 떨어지는 신세대들에게 한국 대중문화가 짧은 시간 내
에 급속도로 확산된 것은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불
법 복제품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대중음악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불법 복제품을 통하여 한국
영화 및 드라마를 접하는 중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10위안
정도로 구입할 수 있는 VCD 및 DVD 타이틀40)을 통하여 중국
인들은 큰 시차 없이 한국 영화를 접할 수 있으며, 댄스 음악과
드라마만으로 한국 대중문화를 평가하던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
영화를 접하면서 한국 대중문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빈도가 높아졌다고 한다.
“작년 말부터 중국 대륙에 선보이기 시작한‘엽기적인 그녀’
는 중국내 한국영화 붐을 선도하고 있다. 영상소프트 판매점
의 입구에 내걸린 포스터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엽기
적인 그녀’와 한국영화 포스터일 정도로 영화는 노래, 드라

40) 중국의 영상기기 보급속도는 현기증이 날 정도이다. 중국은 1994년 VCD기기가 출시
된 이래‘VCD’왕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급속도로 보급되어 기존 VCR 시장이 성숙되
기 전에 바로 VCD가 시장을 장악한 경험이 있다. 현재 VCD는 약 8,000만대가 보급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에는 DVD가 이러한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DVD 플레
이어는 2001년에 약 400만대가 판매되었으며, 2002년에는 800만대 정도가 판매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영상기기의 보급과 맞물려 불법 복제 타이틀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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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에 이어 한류를 주도하는 상품으로 등장했다. 물론 이것은
영화 매체가 DVD라는 이상적인 하드웨어와 결합하면서 낳
은 결과이다”, 그런데“‘엽기적인 그녀’가 형성시킨 DVD
타이틀 상품은 극소수 정식 출시된 작품을 제외하고는 대부
분 가짜다(모종혁, 2002).”
불법 복제품은 영화뿐만 아니라 한국 드라마의 확산에도 크
게 기여하고 있다.“현재 중국 도시지역에서의 보급률이 50%
에 달하는 VCD 기기를 위한 드라마 부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타이틀은 단연 한국 드라마‘가을동화’와‘겨울연가’로서 각
각 90위안과 120위안의 가격으로 끊임없이 상품을 찾는 중국
청소년과 젊은층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최근 VCD 드
라마 부문은 한국 드라마가 대부분을, DVD 타이틀은 한국 영
화가 할리우드 영화 다음으로 종류가 다양하다(모종혁,
2002).”
불법 복제품은 한국 대중음악을 보다 다양하게 알리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즉, 뮤직 비디오를 통하여 중국인들은 댄스 음
악뿐만 아니라 발라드 등 보다 폭넓은 한국 대중음악을 접하게
되었는데, 스토리가 있는 뮤직 비디오를 통하여 중국인들은 한
국의 발라드 음악에 대한 이해도를 넓혀가고 있다고 한다.
7)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
중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초고속 인터넷 역시 한국 대
중문화를 보다 쉽게 중국인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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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학 기숙사 등에 초고속 인터넷이 급속하게 보급됨으로
써 10대를 한국 대중문화와 함께 보냈던 20대 대학생들이 지
속적으로 한국 대중문화를 접할 수 있게 하는 작용을 하고 있
다. 초고속 인터넷망이 깔린 대학기숙사에서 생활하는 20대 초
반의 학생들은 한국과 동일한 시간대에 한국 대중문화를 접하
고 있으며, 인터넷의 특성상 매우 빠르게 해당 컨텐츠를 공유
함으로써 한국 문화를 통하여 문화적 동질성을 획득해 가고 있
다. 인터넷을 통하여 대중문화를 수용하게 됨에 따라 이들은
중국 대중문화 산업이 선별해서 제공하는 한국 대중문화를 수
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한국 대중문화를
수용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 결과 이들은 댄스 음악 등 특정 장
르에 치우치지 않고 폭넓게 한국 대중문화를 수용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발라드 음악이 중국 대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
어가고 있는 것도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과 무관하지 않다.

(3) 한류에대한 중국 신세대의수용태도
한류는 일차적으로 중국의 신세대들 사이에서 일어난 문화적
유행현상으로, 문화 소비계층으로서의 신세대의 형성과 한류현
상은 결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현상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대
중문화에 대한 새로운 수용계층으로서의 중국 신세대들의 대중
문화 소비 형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이 한국의 대중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 신
세대의 한국 대중문화의 수용태도에 대한 분석은 한류의 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전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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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기초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서 이들 신세
대에 대한 대중문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 중국 신세대의 특징
① 신세대의 등장 배경
현재 중국의 청소년층은 1978년 개혁·개방과 함께 計劃生
育政策(1자녀 정책)의 결과 형성된 특수한 사회집단이다. 이들
은 부모 세대와는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특
성을 가지고 있는 바, 새로운 세대라는 의미에서 신세대로 불
릴 수 있는 집단이다. 이들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의 결과
형성된 시장경제 환경하에서 성장하였으며, 그 결과 사회주의
이념의 틀 속에서 성장하여 경직되고 비탄력적인 가치관을 소
유한 기성세대와는 다른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었다. 즉, 이들
은 자유로운 소비생활과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전혀 새로운 세
대인 것이다.
② 신세대의 가치관41)
신세대의 첫 번째 특징은 자율성이다. 개혁·개방과 시장체
제의 성립이라는 환경하에서 태어나고 자란 신세대들은 이전

41) 이 부분은 김설화(2002), pp. 35~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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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와는 달리 자기의 개성과 자주성이 강하다. 1990년 華南
沿海 지방에서 실시된 신세대들에 대한 조사에서 청소년들은
맹목적으로 교사와 가장에 의존하는 과거와는 다르며 자기의
독특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上海團
市委(상해지 청년단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신세대들
은 독립적인 생활모델을 원하며 소비도 자신의 취미와 기호에
맞는 오락생활에 투자한다고 한다(楊雄, 1999와 김설화,
2002에서 재인용).
중국의 신세대들의 또 다른 특징은 다원성이다. 1970년대
젊은이들이 정치열정에 사로잡혔었고 1980년대 젊은이들이 초
현실적인 가치관을 추구한 데 반해 지금의 신세대들은 다원화
된 가치관을 지닌다. 이러한 다원화된 가치관은 실용성을 추구
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북경시 청년층을 중심으로 진행된 조사
에 의하면 91.2%의 신세대들은 취직 후에도 계속 배우고 있으
며, 1999년 전국 대학원 응시자가 30만을 초과하였다고 한다
(楊雄, 1999와 김설화, 2002에서 재인용). 또한 최근에 북경,
상해, 광주의 청소년 연구기관에서 진행된 조사에서 17개 직업
의 선호순위를 보면 중국 젊은이들이 엘리트 직장을 원하는 강
한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중국 신세대들은 기존 가치개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
롭지는 못한 특성도 나타내고 있다. 즉, 중국 신세대들은 자아
와 사회, 전통 이데올로기와 서양 이데올로기의 갈등 속에서
가치관의 충돌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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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신세대의 문화소비의 특징
1990년대 이후 10대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층이 사회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대중문화의 흐름을 선도해 나가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가고 있으며, 중국 신세대
들도 이런 세계적 조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
다.
중국 청소년층의 문화상품 소비에 대한 직접적인 통계는 많
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층의 소비나 여가활동에 대한 조사결과
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문화상품 소비행태를 추정해 볼 수밖
에 없다.
董小萍(2001)에 의하면 현재 중국 청소년층의 여가활동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점하는 것은 TV 시청, 유행음악 청취이며
이어 독서, 친구와의 대화, 여행, 영화감상의 순이다.
「2001 IMI消費行爲與生活行態年鑑」(Marketing Service

<표 Ⅲ-8>

중국 도시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선택 순위
여가활동 종류

비중(%,복수응답)

TV 시청

68.4

유행음악 청취

53.9

독 서

53.6

친구와의 대화

30.5

여 행

25.0

영화관람

24.3

자료：董小萍, 2001, p.11에서 재인용.
“外來文化對中國靑少年的影響及對應策略”.
주：1997~98년, 북경 등 9개 도시 6,534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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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d., 2001)42)에서도 중국 신세대의 여가생활 패턴은 비슷하
게 나타나고 있다. 즉, 북경의 16~24세의 신세대들이 여가활
동 중 독서(86.4%,이하 복수응답), 음악감상(71.0%), PC게
임(53.8%)의 비중이 크며, 이어 배드민턴(49.1%), 영화감상
(47.3%), 수영(42.6%), 농구(41.4%), 비디오게임
(41.2%), 조깅(40.2%)의 순이다.
이를 남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16~24세 남자의 경우 독
서(83.2%), 음악감상(73.1%), PC게임(66.4%), 농구
(59.7%), 비디오게임(57.1%), 영화감상(49.6%) 순이며,
같은 연령의 여성의 경우 독서(86.1%), 쇼핑(79.6%), 음악
감상(73.1%), 영화관람(57.4%), 배드민턴(56.5%)의 순이
다. 이 조사는 앞의 조사와 달리 TV 시청이 빠져 있으며 연령
층도 다소 높은 16~24세라는 차이가 있지만 독서, 음악, 게
임, 영화감상 등으로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들의 여가활동이 몇 개 항목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앞의 조
사결과와 비슷하다.
또한 전 연령에 비해서 신세대들이 대중문화를 보다 더 적극
적으로 소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여가시간에 음악
감상을 하는 비율은 전체 샘플에서는 5 4 . 1 %인 데 반해
16~24세의 경우 71.0%를 점하고 있다. 영화감상의 경우에
도 전체 샘플에서는 그 비율이 32.0%인 데 반해 16~24세의
경우에는 47.3%이다. 그리고 16~24세의 남성의 경우 PC게
42) 북경, 상해, 광주, 중경, 무한, 서안, 심양 등 7개 도시 7,093명에 대한 소비행태 조
사결과. 여기서 신세대에 해당되는 소비자군은 제5군으로 명명된 16~23세의 남녀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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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과 비디오게임을 즐기는 비율이 전체 샘플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으며, 여성의 경우 쇼핑을 즐기는 비율은 연령에 따른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중국 청소년층의 문화소비를 TV 시청 행태를 통해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胡烋容(2001)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TV 프로그램은 오락, 드라마에 집중되어 있다. 오락, 드라마에
대한 선호는 중고생과 여성층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 이는 청소년층이 트렌디하고 오락적인 가벼운 문화활동을
즐기는 취미성향이 있으며, 이는 중국 청소년들의 대중문화 소
비형태가 여타 국가의 대중문화 소비형태와 유사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2001 IMI消費行爲與生活行態年鑑」에서도 신세대들은 스
포츠, 음악, 영화, 드라마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표 Ⅲ-9>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TV 프로그램(%)
중학교

고중

전문대

엘리트

일반

이하

수준

이하

직장

직장

11.1

11.1

17.3

26.7

20.1

21.2

20.7

8.

0.1

5.0

8.6

8.0

5.1

6.3

0.6

0.9

11.1

0.4

0.0

0.0

1.4

0.8

6.3

31.6

29.6

29.1

16.0

26.1

21.5

23.4

스포츠

24.4

0.9

0.0

8.3

9.7

9.0

8.2

8.5

드라마

22.5

31.6

48.0

39.0

35.4

35.7

40.3

38.4

과학기술

3.8

0.3

0.1

0.8

3.4

1.0

2.4

1.8

남

여

뉴 스

40.6

토크쇼

1.9

교 육
오 락

자료：胡烋容, 2001, p.8 재인용.
“大衆媒體與成市靑年的文化生活”.
주：조사대상자, 592명, 호북성 4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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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북경의 16~24세 젊은이들의 TV 프로그램 선호도를 살
펴보면, 이들은 MTV/음악(45.8%)을 가장 선호하며 이어
홍콩·대만 영화(41.8%), 홍콩·대만 드라마(36.6%), 국제
뉴스(33.3%), 국내뉴스(32.0%), 스포츠 뉴스(31.4%), 종
합예술(28.8%), 해외영화(26.8%) 순이다. 전 연령의 경우
국내뉴스(61.4%), 국제뉴스(51.4%)의 비중이 가장 높고,
1 6 ~ 2 4세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M T V /음악(17.9%), 홍
콩·대만 영화(25.4%)나 드라마(17.0%)의 비중은 상대적
으로 낮다.
다시 이를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성의 경우 스포츠 뉴스를 가장 선호하며(53.3%), 이어 국제
뉴스(39.0%), 국내뉴스(36.2%), MTV/음악(31.4%), 게임
리포트(29.5%), 해외영화(28.6%), 홍콩·대만 드라마
(26.7%), 스포츠물(23.8%), 홍콩·대만 영화(22.9%)의 순
이다. 이를 전체 남성의 경우 국내뉴스(63.1%), 국제뉴스
(57.1%), 스포츠 뉴스(44.6%), 외국영화(22.9%), 게임리
포트(21.0%), 일기예보(20.4%) 순과 비교해 보면 음악, 드
라마, 영화에 대한 선호가 전체 연령에 비해 크게 높음을 알 수
<표 Ⅲ-10>

중국 신세대들의 TV 프로그램 선호도
단위：%, 복수응답

MTV/ 홍콩대 홍콩대만 국제
16~24세
소비자

국내

스포츠

종합

해외

음악 만영화 드라마

뉴스

뉴스

뉴스

예술

영화

45.8

33.3

32.0

31.4

28.8

26.8

41.8

36.6

자료：「2001IMI消費行爲與生活行態年鑑」.
주：북경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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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여성의 경우 홍콩·대만 영화를 가장 자주 보며(63.
4%), 이어 M T V /음악(53.5%), 홍콩·대만 드라마( 4 0 .
6%), 국내뉴스(38.6%), 국제뉴스(34.7%), 토크쇼(25.7%)
순이다.
한편, 중국 신세대들은 영화, 드라마 등 대중문화의 국적에
대해서는 이전 세대와는 판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중국
신세대들, 특히 10대들은 문화의 국적을 따지지 않고 자신들의
기호에 맞는 문화를 선택하는 성향이 있다. 이는 중국 신세대
들이 문화상품의 소비에 있어 세계의 여타 청소년들과 같은 성
향을 가지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국 신세대 문화소
비의 세계화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진행중에 있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 董小萍(2001)(<표 Ⅲ-11>)에 의하면 1990년
대 후반에 절반 이상의 청소년들이 홍콩 ( 7 1 . 7 % )과 미국
(62.4%) 영화나 드라마를 선호하고, 중국 드라마나 영화를 선
호하는 수치는 절반에도 못 미치지만(41.4%) 여전히 강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1 IMI消費行爲與生活行態年鑑」에서도 국별 선호를 부
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북경의 16~24세의 신세대들의 드
라마에 대한 선호도를 중국 드라마, 홍콩·대만 드라마, 해외
드라마로 나누어 살펴보면43) 다음과 같다. 홍콩·대만 드라마
<표 Ⅲ-11>

선호도

중국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나라의 영화, 드라마(%)
홍 콩

미 국

중 국

대 만

일 본

71.7

62.4

41.1

16.9

19.7

자료：董小萍, 2001에서 재인용.
주：1997~98년 북경 등 9개 도시 6,535명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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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6 5 . 8 %이며, 중국 드라마는
21.2%, 해외 드라마는 12.9%이다. 전 연령에 있어서의 국별
선호도는 중국 드라마 48.3%, 홍콩·대만 드라마 39.0%,
12.6%의 순으로 신세대의 선호와 크게 다름을 알 수 있다.
이를 남녀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6~24세 남
성의 드라마에 대한 선호도는 홍콩·대만 드라마에 대한 선호
도가 가장 높은 69.7%이며 국내 드라마는 22.5%, 해외 드라
마는 7.6%이다. 44) 전체 남성의 경우 중국 드라마가 전체의
50.0%를 점하는 반면 홍콩·대만 드라마 35.8%, 해외 드라
마 14.6%를 점하고 있어 신세대와 반대방향의 선호를 보여주
고 있다. 16~24세 여성의 드라마에 대한 선호는 홍콩·대만
드라마 62.1%, 중국 드라마 21.3%, 해외 드라마 16.7%의
순이다. 전체 여성의 경우 중국 드라마가 49.8%, 홍콩·대만
드라마가 38.2%, 해외 드라마가 12.0%이다. 전체 연령에 비
해 홍콩·대만 드라마의 비중이 크게 높고, 국내 드라마의 비
중이 낮은 점은 남성의 경우와 동일하지만 반면 해외 드라마에
대한 선호는 남성과 달리 전체 연령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여성들이 해외 드라마에 대하여 보다 개방적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중국의 드라마가 중국의 신세대들의 문화적
기호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으며 홍콩·대만 드라마가 이
를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해외 드라마는
43) 전체 드라마에 대한 선호를 100으로 두고 국별 드라마에 대한 비율을 계산한 것이다.
44) 전체 남성의 경우 중국 드라마 50.0%, 홍콩·대만 드라마 35.8%, 해외 드라마
14.6%의 순으로 정확하게 신세대와 반대방향의 선호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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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2>

중국 신세대의 드라마 국별 선호도
단위：%, 복수응답

중국 드라마

홍콩·대만 드라마

해외 드라마

전 체

48.3

39.0

12.6

16~24세

21.2

65.8

12.9

자료：「2001 IMI消費行爲與生活行態年鑑」.
주：북경 소비자.

중국 드라마보다 선호도가 낮은데 이는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
해서 해외 드라마가 아직 중국 신세대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
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TV에서 방영하는 영화의 선호가 영화에 대한 국별 선호를
제대로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국별 영화에 대한 선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6~24세들이 즐겨보는 TV 영화로는
홍콩·대만 영화가 53.7%를 점하고 있으며, 이어 해외영화
34.4%, 중국영화 11.8%의 순이다. 전 연령의 경우 홍콩·대
만 영화가 45.3%, 해외영화가 37.4%, 중국영화가 16.6%를
점하고 있다. 영화에 대한 선호에 있어서는 연령별로 큰 차이
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 신세대의 문화적 선호가 영화
<표 Ⅲ-13>

성별 드라마 선호도
단위：%, 복수응답

중국 드라마

홍콩·대만 드라마

해외 드라마

전체 남성

50.0

35.8

14.6

16~24세 남성

22.5

69.9

7.6

전체 여성

49.8

38.2

12.0

16~24세 여성

21.3

62.1

16.7

자료：「2001 IMI消費行爲與生活行態年鑑」.
주：북경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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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음악, 드라마를 중심으로 더 잘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
하기도 한다.
그런데 영화에 대한 선호를 남녀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이
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16~24세 남성의 경우 국별 영화
선호도는 해외영화 46.1%, 홍콩·대만 영화 36.9%, 중국영
화 16.9%의 순이다. 해외 영화의 선호가 절반에 육박하고 있
다는 것은 해외 드라마가 홍콩·대만 드라마는 물론 중국 드라
마보다 덜 선호되고 있다는 것과 대조를 보인다. 이는 할리우
드 영화의 중국 영화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영화에 대한 선호는 연령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홍콩·대만 영화에
대한 선호가 압도적으로 높은 74.4%, 해외영화가 20.9%, 중
국영화가 4.7%를 점하고 있다. 같은 연령의 남성에 비해 홍
콩·대만 영화의 비율이 크게 높고, 해외영화의 비율이 낮으
며, 중국영화의 비율은 더욱 낮아진다.
영화에 대한 선호도를 직접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TV 영화
에 비해 해외영화(이 경우 미국영화)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높
게 나온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북경에 거주하는 101명의 16~24세 젊은이를 샘플로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국영화의 선호도가 63.4%, 홍콩·대만 영화
는 59.4%로 이 두 지역의 영화에 대한 선호가 압도적이다. 반
면 중국영화에 대한 선호도는 17.8%에 불과하며 기타 외국영
화에 대한 선호도도 매우 낮다. 전 연령의 국별 영화 선호도를
보면 미국영화에 대한 선호도는 62.3%로 16~24세의 선호도
와 큰 차이가 없으나 중국영화에 대한 선호도는 34.9%이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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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4>

중국 신세대의 영화 국별 선호도
단위：%, 복수응답

중국영화

홍콩·대만
영 화

미국영화

기 타
해외영화

전 체

17.8

59.4

63.4

7.9

16-24세

34.9

31.8

62.3

14.5

자료：2001 IMI消費行爲與生活行態年鑑.
주：북경 소비자.

콩·대만 영화에 대한 선호도는 31.8%이다. 이는 중국에서 미
국영화의 영향력은 연령에 상관없이 압도적이며, 신세대와 기
성세대의 선호 차이는 미국영화에 대한 선호 차이보다 중국영
화에 대한 선호 차이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영화에 대한 선호를 성별로 구분해 보면 남성들은 미국
영화를, 여성들은 홍콩·대만 영화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디오 시청에 있어서는 중국의 젊은이들은 음악 프로그램을

<표 Ⅲ-15>

성별 영화 선호도
단위：%, 복수응답

중국영화

홍콩·대만
영 화

미국영화

기 타
해외영화

전체 남성

31.7

33.9

72.0

10.6

16~24세 남성

20.0

56.7

70.0

11.7

전체 여성

32.6

40.7

54.8

16.3

16~24세 여성

21.3

67.5

50.0

7.5

자료：「2001 IMI消費行爲與生活行態年鑑」.
주：북경 소비자.

제Ⅲ장

대중문화와 시장 접근 방향：한류를 중심으로

131

가장 즐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001 IMI消費行
爲與生活行態年鑑」의 북경의 16~24세 소비자의 라디오 프로
그램 선호도를 보면, 홍콩·대만 대중음악(68.5%), 서구 대중
음악(42.5%), 중국 대중음악(41.1%)이 가장 많이 선호되며
국내뉴스(27.4%), 민속음악(26.0%)의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서구 대중음악의 비중이 홍
콩·대만 대중음악과 같은 4 6 . 7 %이고, 중국 대중음악은
35.6%를 점하고 있는 데 반해, 여성의 경우 홍콩·대중음악의
비중이 73.5%로 매우 높으며, 서구 음악은 42.9%, 중국음악
은 40.8%를 점하고 있다. 남성 신세대에 비해 여성 신세대들
이 홍콩·대만 문화를 보다 선호하고 있으며, 남성은 상대적으
로 서구 음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董小萍(2001)의 조사와「2001 IMI消費行爲與生活行態年
鑑」은 중국 영화·드라마의 선호 비율과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즉, 董小萍(2001)에서는 중국 영화·
드라마의 비중이 여전히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2001 IMI消費行爲與生活行態年鑑」에서는 중국 드라마·영
화의 선호 비율은 이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조사 대상의 연령층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1 IMI消費行爲與生活行態年鑑」에서도 중국 드라마가
16~24세 연령층에서 남녀 공히 해외 드라마에 비해 선호비율
이 높고, 홍콩·대만의 영화·드라마의 선호가 높게 나타나 전
체적인 선호체계는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
난 것은 서구적 문화를 추구하는 청소년의 취향과 아직까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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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화에 바탕을 두고 있는 청소년의 문화특성이 교차되고 있
기 때문인데, 홍콩(대만)문화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지는 것은
홍콩(대만)이 두 문화의 중개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세대 내에서도 남성은 서구의 영화
와 대중음악을 상대적으로 더 좋아하며, 여성들은 홍콩·대만
의 영화와 대중음악, 그리고 서구의 드라마를 상대적으로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중국 신세대들의 소비
중국 신세대들은 소비 형태에 있어서도 서구화되어 가고 있
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단일화된 소비패턴에서 다양화
된 소비패턴, 저가상품의 소비로부터 고가상품으로의 소비로
이전하고 있다. 또한 가족소비 구조에서 사회 소비자로 등장하
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좌우할 수 있는 여가시간이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문화소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 등이
현재 중국 신세대 소비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신세대들은 독생 자녀로서 각 가정의 관심을 독차지
하면서 자랐으며, 전반적으로 소비 수준이 이전 세대의 청소년
층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소황제라고 불리는 이들
독생 자녀들의 소비수준은 부모의 경제 수준에 비례하지 않으
며,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이들의 소비수준이 가정의 소비수준을 좌우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중국 신세대의 구매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지만 12세 아동의 소비수준에 대한 조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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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는 신세대의 소비수준을 판단하는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통계국 메란더 정보회사가 베이징, 상하이, 청두, 시안
시의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12
세 이하 어린이의 매달 소비총액은 35억 위안에 달했다. 그중
베이징과 상하이시가 각각 1,2위를 차지, 베이징시 어린이들은
월 14억 위안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관부문에서 베이징시 4개의 중·소학교 학생들을 대상으
로 명브랜드 복장 소유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바에 의하
면, 1개 이상의 브랜드 복장이 있는 학생이 50% 이상을 차지
하였다. 그중 30%는 2~3개, 10%의 어린이는 4개 이상의 브
랜드 복장을 가지고 있었다.
또 베이징시 어린이들은 수입제품을 선호했다. 수입복장과
수입 식품 소비액은 베이징시 어린이들이 전국 1위로 매달 5억
위안을 소비했다. 그중 겨울옷은 적어도 300위안, 여름옷은
100위안 이상에 달했다.
조사에 따르면 세 식구 가정에서 어린이 소비는 한 가정의
소비를 좌우했다. 80%의 노임계층가구에서 어린이 소비는 어
른을 초과하였다. 또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돈, 휴가일 관광, 의
식주까지 합치면 한 어린이의 소비는 가정수입의 50% 이상을
점한다.
4) 한류에 대한 중국 신세대의 수용태도
중국의 신세대 젊은이들이 한국의 대중문화를 어떻게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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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연구는 정부를 중심으로 한 정
책연구에서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연
구는 경제학적 접근보다 문화 커뮤니케이션론이라든가 대중문
화 수용이론 등을 통한 분석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 따라서 여기서는 누가, 어떻게, 왜 한국 대중문화를 받아들
이고 있으며, 이들에게 한국의 대중문화는 어떤 의미를 가지
고, 한국 대중문화를 받아들인 결과 이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점들은 중국 신세대들의 한국 대중문화
수용태도를 면접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한 신혜선
(2001)45), 이은숙(2002)46), 김설화(2002)47)를 통하여 알아
보고자 한다. 이들 연구만큼 체계적이지는 못하지만 필자의 중
국 청소년들과의 인터뷰 내용도 여기서 검토하도록 하겠다.
① 누가, 어떻게, 왜 한국 대중문화를 받아들이는가
중국 청소년들이 한국 대중음악을 수용하게 된 시기는 평균
2.11년이며48), 49) , 신문·잡지, 방송이나 인터넷 등 음악을 선
전하고 홍보하는 매체뿐만 아니라 음반(CD, 테이프) 등을 통
45) 2000년 10월 북경의 13~23세 청소년 203명에 대한 설문조사.
46) 2002년 1월 북경시의 초등학생 28명, 중학생 42명, 고등학생 48명, 대학생 45명에
대한 설문조사.
47) 2001년 11월 북경시의 14~15세의 중학생 8명, 초등학생 2명, 22~25세의 대학생
10명에 대해서 심층면접을 통해 분석. 남녀 10명씩, 10대는 13~16세의 초등학교
6년생과 중학교 1, 2년생을, 20대는 대학교 4년생과 대학원생을 선별.
48) 이는 중국 대륙에서 클론이 처음 콘서트를 열었던 1999년 11월과 거의 일치하는 시
기이다. 3년 전부터 알기 시작했다는 응답은 1998년 클론의‘쿵따리샤바라’가 중국
인 가수 쑨예에 의해 번안돼 인기를 얻었으며, 첫 한국 음반인 HOT의‘행운’이 나온
1998년 5월과 연결된다고 신혜선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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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중음악을 알게 된 시기
시 기

빈 도(%)

1년전

37(18.1)

2년전

114(55.9)

3년전

46(22.5)

4년전

7(3.4)
총계 204명

자료：신혜선(2001), p. 34.

<표 Ⅲ-17>

한국 대중음악을 알게 된 계기
매 체

빈 도(%)

신문, 잡지

101(49.3)

텔레비전, 위성

86(42.0)

라디오

71(34.6)

주위 사람

98(47.8)

인터넷 통신

66(32.2)

콘서트

69(33.7)

음반(CD, 테이프)

133(64.9)

자료：신혜선(2001), p.35.
주：복수응답.

해 한국 대중음악을 직접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반면 가수들이 직접 중국에서 공연한 콘서트나 이벤
트의 경우 다른 매체에 비해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
49) 한류의 한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족 내에서의 한국 대중문화 열풍은 이보다 훨씬
이전에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북경대에 다니는 21세의 한 조선족 여대생은 자신이
중학생이던 1990년대 초·중반에 이미 동북 3성 등 조선족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댄
스음악 등 한국 대중음악이 크게 유행하였으며, 자신도 그때부터 한국 대중문화의 수
용자가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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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고 있다(신혜선, 2001).
그런데 김설화(2002)는 신세대 내에서도 한국 대중음악이
수용되는 경로가 연령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주
장하고 있다. 즉, 10대는 CD를 직접 구입하여 한국 대중문화
를 소비할 뿐만 아니라 잡지, TV, 친구들을 통하여 한류를 접
하고 있다.
“저랑 친구들은 주로 잡지나 CD를 통하여 한국 연예인들의
소식을 알아요. 잡지는 5~10위안 정도니 비싸지 않아요. 거
기에 한국 연예인들의 신상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가 그냥 실
리거든요. 음악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을 보여준 CD도 다 팔
아요.”(10대 응답자)
뿐만 아니라 10대들은 또래들간의 일상생활의 교류를 통하
여 한류의 내용을 접하고 있다.
“친구들에게서 많이 듣고 돌려보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소식을 빨리 알거든요. 많은 애들이 그들에 관한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또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그들의 음악과 최근
의 소식, 신상에 관한 많은 정보들이 나와 있거든요. 북경에
서 서단에 있는 상업구에 가면 한국에 관한 모든 것을 다 팔
아요.”(10대 응답자)
그러나 20대는 10대와 동생 또래를 통하여 한류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함으로써 한류 수용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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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이다.
“저는 한류라는 현상이 일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몰랐어요. 친척동생들이 많거
든요. 그애들이 다 한류를 좋아하고 따라 하고 있어요. 그애
들에게서 한국 스타, 패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같이 한국성이라는 백화점에 쇼핑하러 갔는데 그렇게 많은
마니아들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인지, 북경인
지 구분이 안 갔어요.”(20대 응답자, 이상 김설화, 2002)
이렇게 10대들은 일상에서도 그들이 여가문화와 교류, 화제
중의 한 부분으로 한류가 자리잡고 있지만 20대에 있어서는 한
류는 보편적으로 통하는 문화로 유통,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설화(2002)는 10대와 20대에 있어서 대중문화 수
용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10대는 13~16세의 중학생을, 20
대는 22~25세의 대학교 4학년과 대학원생을 그 대상으로 하
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10대와 20대간의 차이가
더욱 두드러져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필자가 2002년 11월에 북경의 1~2학년생들을 인터
뷰한 결과는 김설화의 결과와 적지 않게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10대와 같이 댄스음악에 열광하지는 않지만 한국
대중문화를 매우 폭넓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댄스음악뿐만 아니라 발라드 음악, 영화,
드라마 등 한국 대중문화 전반에 대하여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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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한국 대중스타의 액세서리 등을 모방하는 분위기도 상당
히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
“한국 발라드 음악을 좋아하는 중국 신세대들이 점점 늘어가
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동안 북경대학에서 키스(kiss)의
‘여자이니까’라는 발라드가 많은 인기를 끌었던 것도 불과
반년 전의 일이라구 할까요? 사실 한국 발라드에 대한 중국
인의 흥취는 그 가사 내용보다도 은은한 멜로디, 아름다운
화면(MTV)과 이야기 얽음새에 있어요.”
“엽기토끼와 같은 한국 캐릭터 상품을 가지고 있거나, 한국
스타의 복장 등을 모방하는 중국인들이 여기 북경대학교 기
숙사 내에도 많아요.”(이상 북경대학교 2학년생, 2002년
11월 인터뷰 내용)
20대 초반과 이보다는 다소 연령이 높은 20대간에 한국 대
중문화의 수용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한국 대중
문화의 중국 진출시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20대
초반은 10대 시절에 이미 한국 대중문화에 접촉했던 세대이며,
20대 중반은 10대에 한국 대중문화를 접하지 못한 세대이다.
따라서 20대 초반 중국 신세대들이 한국 대중문화를 폭넓게 수
용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 대중문화의 수용이 일시적인 유행에
그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10대와 20대의 한국 대중문화 수용경로의 이러한 차이는 대
중음악에서 두드러지며,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그 차이가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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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완화된다. 이러한 점은 대중음악에 대한 중국 청소년의 수
용태도를 분석한 신혜선이나 김설화의 연구와 달리 대중음악과
드라마에 대한 수용태도를 비교 분석한 이은숙의 연구에서 보
다 잘 확인할 수 있다. 특이한 것은 이은숙은 중국 청소년들의
한국 대중문화 수용태도를 분석함에 있어 그들의 부모들의 한
국 대중문화에 대한 평가도 같이 분석하고 있다.
이은숙에 의하면 중국 청소년들이 한류 현상에 대해서 본격
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는 시기는 중학교 이상부터이다. 초등
학생도 이미 유명한 연예인이나 유명 드라마는 알고 있지만 한
국 대중문화에 대한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한류의 중심세
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학교 이상부터 한국
드라마를 접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선호현상이 생긴다고 보고
있다. 고등학생은 중학생과 비슷하나 가수나 가요에의 경사가
심해지며, 이에 따라 부모들의 부정적인 입장도 강화된다고 분
석하고 있다. 대학생이 되면 중고생들보다 더 많은 한국 연예
인과 드라마를 알게 되며, 영화에까지 관심이 확대된다고 보고
하고 있다. 그런데 북경어문대학교에 다니는 일본어학과 학생
에 비해 한국어과 학생들이 가요나 드라마에 대한 이해도가 넓
고 평가도 긍정적으로 나타나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긍정적 견해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대중음악과 드라마에 대하여 세대간 수용태도의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부모세대의 입장차이가 두드러지
는데, 부모들은 대중가요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
고 있었는 데 반해 드라마에 대해서는 자녀들과 별 차이 없이
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학생 자신들도 대중가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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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연령별로 태도의 차이가 있는 데 반해 드라마에 대해
서는 고르게 선호하고 있으며, 대만, 일본, 중국 드라마보다 대
부분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연령별 장르에 대한 선호도를 좀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고생들은 스스로 한국의 대중음악을 선호하는 동시에, 한국
의 대중음악을 선호하는 계층이 10대(52, 빈도수, 복수응답),
20대(52), 성별은 여성(14), 남성(14), 모두(58)라고 응답
하고 있다. 반면 대학생은 한국 대중음악을 선호하는 집단을
10대(33), 20대(21), 성별로는 여성(17), 남성(3), 남녀 모
두(21)라고 대답하고 있다. 즉, 중고생들은 한국 대중음악을
연령, 성별 구분없이 선호하고 있어 한국 대중음악이 보편적으
로 수용되고 있는 반면, 대학생들은 대학생이 되면 한국 가요
에 대한 선호도가 약해진다고 보고 10대와 여성에게 더 적합한
가요라고 보고 있어 한국 대중음악의 제한성을 강하게 인식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드라마에 대해서 중고생은 선호하는 집단을 10대(39), 20
대(53), 30대(7), 여성(21), 남성(8), 남녀 모두(54)라고 보
고 있어 10대보다 20대가 더 선호하고, 성별로는 여성이 더 많
이 보지만 일반적으로 남녀 구분없이 선호한다고 보고 있다.
대학생들은 선호집단을 10대(23), 20대(29), 여성(26), 남
성(3), 남녀 모두(12)로 보고 있어, 10대보다 20대가 더 선호
하며, 대다수 여성이 선호한다고 답하고 있다. 이는 대학생들
이 한국 대중음악에 비해 한국 드라마가 보다 보편적으로 선호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10대보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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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더 많이 선호한다는 것은 대중가요에 비해 드라마의 선호
도가 훨씬 안정적임을 의미한다고 이은실은 판단하고 있다.
또 부모들도 같이 드라마를 보며 드라마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 견해가 별로 없고, 학생들 자신도 모두가 드라마에 대해서
는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대만, 일
본, 중국 드라마보다 낫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한류의 지속을
꾀하는 데는 대중음악보다 드라마를 중심축으로 해서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영화에 대해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이 접하고 있
으며,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
국 영화를 접한 고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대부분 영화에 대해
서 긍정적 견해를 보여주었고, 홍콩 영화보다 더 낫다는 평을
했다고 한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고 한국 영
화를 접한 한국어과 학생들 전원이 한국영화에 대해 홍콩영화
에 비해 내용과 배경이 좋고, 현실감이 있다고 답하는 등 긍정
적 답변을 한 것은 영화의 진출에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김설화(2002) 역시 10대는 대중음악, 20대에서는 드라마가
상대적으로 더 선호되는 것을 인정하지만 가장 큰 영향력을 발
휘하고 있는 것은 한국 대중음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50)

50)“저희 친구들은 거의 다 한국 가수들의 CD를 가지고 있어요. 음악을 거의 매일 듣거
든요. 그 절주가 너무 좋아요. 홍콩이나 대만가수들의 발라드는 재미없어요. 한국 음
악을 대체할 수 있는 음악이 아직 국내엔 없어요. 한류하면 떠오르는 것이 HOT예요.
그리고 그들의 음악이요.”(10대 응답자)
“중학생이나 고중생들 가운데 앞서 가고 저항적인 애들이 있잖아요. 그애들이 한류의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한국음악은 저항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북경라디오 방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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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한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10대들은 거의 HOT와 패션이라고 대답하였으며, 20대들
은 패션, 드라마, 음악, 염색머리 등 다양한 대답을 하였다고
소개하면서 드라마를 통하여 시작된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를
음악이 확고하게 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25개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한국하면 가장 먼저 떠오
르는 것이 한국가요라고 응답했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
하고 있다.
그리고 이은실이 대중음악에 대한 저항감이 적지 않은 데 반
해 드라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더 많음을 들어 음악보
다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국 문화산업이 진출해야 된다고 평가
하고 있는 데 반해 김설화는 모든 대중문화에 있어 가장 기본
적인 음악이 먼저 진출하여 기반을 닦은 것이 바람직하다는 임
진모(2001)의 견해에 동의하고 있다.
중국 청소년들이 한국의 대중문화에 열광하는 이유에 대해서
는 한국 대중음악의 빠른 템포, 드라마의 자연스러운 전개 등
내용적인 측면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동시에 형식적
이고, 외형적인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대부분의 분석
들이 지적하고 있다.
신혜선(2001)은 한국 가수의 외적인 측면과 노래가사 등이
한국 대중음악을 수용하게 된 동기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은실
(2002)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 중국 청
서나 중앙 라디오 방송에서 한국 음악이 많이 나오거든요.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지만
폭발적인 현상을 일으킨 것은 한국 음악인 것 같아요. 그들의 콘서트를 보면서 언론도
같이 호응한 거예요. 20대는 음악보다 드라마를 더 많이 선호해요. 맹목적으로 가수
를 따라다니는 단계는 지났잖아요.”(20대 응답자, 이상 김설화, 2002, p.46)

제Ⅲ장

대중문화와 시장 접근 방향：한류를 중심으로

143

소년들은‘연예인들이 멋있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줄거리
의 전개나 대사가 자연스럽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로 제기되
었으며, 다음으로‘배경이 멋있고, 배우들이 연기를 잘하며, 극
중 인물이 부모에게 효경스럽다’고 답하고 있다.
한편, 김설화는‘내용 밖의 형태에 대한 선호’라는 표현을
통하여 중국 청소년들이 한국 대중문화의 내용보다는 형태가
가지는 특징과 기표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평가하고 있
다. 즉, 음악의 경우‘무슨 노래를 불렀는가’보다는‘어느 가수
가 불렀는가’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며 드라마도‘누가 출연하
였는가’,‘어떤 패션을 하고 나오는가’가 더 중요하게 여겨진
다고 보고 있다. 특히 10대 응답자들의 경우 대부분은 한국 음
악을 선호하는 이유가‘템포가 빠르고 폭발적이다’는 이유 외
에‘너무 춤을 잘 춘다, 멋있다, 잘생겼다, 스타일이 세련되었
다’는 이유 등을 들고 있다고 한다.51) 그리고 그는 한류라고 하
면 HOT, 힙합바지, 염색머리, 안재욱이 떠오른다고 하는 중국
청소년들의 반응을 소개하면서 한류가 깊이 있는 내용보다는
그 형식적인 특성이 더 큰 의미를 가지는 특성이 있음을 지적
하고 있다(김설화, 2002).

51) “대부분의 저희 친구들은 그들이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좋아해요. 전체 스타일이 너
무 멋있잖아요. 중국이나 홍콩가수들은 혼자인 것에 비해 그들은 거의 그룹으로 형성
되었어요. 그룹으로 형성된 그들은 대부분 춤을 너무 잘 추어요. 그들의 댄스를 배우
고 싶어요. 스타일도 따라 하고 싶고요.”(10대 응답자)
“한국 드라마를 볼 때는 그 줄거리보다 배우들의 스타일에 더 관심이 가요. 메이크업
도 중국 연예인보다 훨씬 세련되었어요. 배우들의 액세서리나 헤어스타일, 패션은 중
국 배우들에 비해 청순해 보이고요. 남자들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어느 드라마나
거의 다 멋진 남녀 배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2 0대 응답자, 김설화, 2002,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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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류의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대부분의 분석들이 부
정적인 견해만을 제시하는 데 반해 김설화는 다소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이를 보다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현대 대
중문화의 한 특성을 중국 신세대들이 한국 대중문화를 통하여
접하게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며, 따라서 한류현상은 중국 신세
대들이 문화의 다양성을 즐기는 단계에 진입하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② 중국의 신세대들에게 한류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한류는 중국 신세대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대중음악
과 드라마에 대해 10대와 20대가 상당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보였지만52), 한류 자체에 대해서도 10대와 20대는 다
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설화는 20대는 한류가
자신들의 문화가 아니라 청소년들의 일시적인 유행이라고 평가
하고 있는 데53), 54) 반해 10대 청소년들에 있어서 한류는 외래

52) 한국 발라드 음악에 대한 중국 신세대들의 수용이 확대되면서 한국 대중음악에 대한
10대와 20대 초반간의 차이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3)“대학생들은 한류에 열광하는 현상이 거의 없어요. 그건 10대 중학생이나 고중생들이
좋아하는 현상에 불과해요. 어느 음악이나 프로그램이 좋으면 보는 것이지 맹목적으
로 어느 나라 문화를 선호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래도 중국 프로
그램을 보는 사람이 더 많을걸요. 중국의 거대한 문화 중에서 한류가 주류를 형성하기
는 불가능해요. 앞으로도 그렇겠죠.”(20대 응답자, 김설화, 2002)
54) 그러나 10대 시절에 한류를 접하였던 20대 초반의 한류에 대한 평가는 김설화가 묘
사하고 있는 것과는 다소 다른 것으로 보인다. 즉, 이들은 10대와 같이 열광적이지는
않지만 한국 대중문화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대중
문화가 자신들의 문화적 욕구를 보다 잘 충족시키고 있다는 점이 이들이 한국 대중문
화를 수용하는 이유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10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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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라기보다는 자기들의 문화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즉, 기성세대와는 다른 가치관과 감수성을 가진 중국의 10대
청소년들이 한국의 대중문화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현
하고 있으며, 한국 대중문화를 또래들의 의사소통 매개로 활용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템포 빠르고, 활력 있고, 폭발적인
한국의 댄스음악이 기성세대들이 즐기고 있는 중화권 대중음악
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차분하고 서정적인 홍콩, 대만의 발
라드와 대비되어 신세대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해 주는 탈
출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류에 연관되는 모든 것들이 너무 우리들의 정서에 맞아
요. 현재까지 중국문화나 다른 외래문화 중에 우리들에게 어
울리는 문화가 없었어요. 학교에서나 부모님들이 잘 이해해
주진 못하지만 우리끼리는 다 잘 알아요, 왜 좋아하는지. 이
쁘고 멋있고 다이내믹하고 여러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어울린다는 거예요. 쉽게 공감이 가고 흡수
가 되거든요.”(10대 응답자, 김설화, 2002)
이렇게 한류현상은 독자적인 문화적 욕구와 자기표현 욕구를
가진 중국 청소년층의 형성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현상이다.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아시아적인 것에 매력을 느낀 중
국의 청소년들이 부쩍 앞서 가는 일본보다 한발 앞서 가는 한
국에 친밀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김설화,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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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한류의 영향
한류에 대해서 정부나 기업들이 주목을 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이것이 중국과의 경제교류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 과연 한류를 통
해서 한국 대중문화에 노출된 중국 신세대들의 한국에 대한 인
식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을까?
ⅰ) 한류와 한국 이미지

신혜선은 중국 청소년들이 한국 대중음악 수용을 통해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변화하였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관심도의 변화
정도를 paired sample T-test를 통해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국 청소년들은 한국 대중음악을 알기 이전에 관심도가 평균
2.89였지만 알고 난 이후에는 관심도가 평균 4.59로 매우 높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하고 있다(신혜선, 2001,
p.37). 그리고 이런 관심의 변화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가수의 음
반이나 캐릭터 상품을 산다든가 또는 스타의 외모를 모방하려는
등 동질화하려는 경향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연령별로 한국에 대한 관심도의 변화에 큰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10대들은 템포 빠른 음악이나
폭발적인 댄스, 자신들의 정서에 맞는 문화적 신선함에 반해
한국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인상을 가지게 되었고, 그 결과 한
국에 가고 싶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으며, 한국 상품을 소유하
고 싶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한류의 10대 수용자들에게 한류
는 한국문화, 상품 브랜드, 국가 이미지의 선호에 영향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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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55) 반면 20대들은 전에는 한국을 잘
몰랐는데 주로 드라마를 통하여 한국을 알게 되었으나 한국에
대한 이미지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
다.56) 그러나 20대들에게도 패션을 선호하거나 한국 문화에 대
해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는 간접적인 영향은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설화, 2002, pp.53~54).
한류에 의한 한국에 대한 관심도의 변화에서 김설화의 연구
는 그 수용계층이 상대적으로 좁은 대중음악을 주로 하고 있다
는 점에서 상황을 다소 치우치게 판단할 여지가 있다. 한류가
10대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중음악에 비해 폭넓은 수용층을 가진 드라마의 지속적인 방
영과 영화의 소개, 이러한 대중문화를 통하여 소개된 한국 연
예인들에 대한 관심,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월드컵 등 여러 경
로를 통하여 형성된 한국의 이미지 등이 결합되어 한국에 대하
여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한국을 모방하려는 계층은 여성을 중
심으로 20대를 넘어 30대까지 확산되고 있다.
ⅱ) 한류의 경제적 효과

한류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평가하기 이른 단계라
55)“열심히 공부하여 돈을 많이 벌어 앞으로 한국에 가서 거주하고 싶어요. 한국이란 나
라에 정말 호감이 가기에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한국어를 어느 정도 배우고 가고 싶
어요. 가서 HOT 콘서트도 보고 싶고 소지품도 사고 싶어요. HOT 외에 한국의 다른
가수들도 보고 싶어요.”(10대 응답자, 김설화, 2002)
56)“예전에는 한국의 지명을 잘 몰랐어요. 드라마에서 많은 도시를 알았거든요. 주로 큰
도시가 많이 나오고 현대적인 분위기가 많이 나와요. 예의 바른 민족이고 현대적인 생
활수준을 갖추었고 많이 세련되어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특별히 국가에 대해 더 호감
이 간다든가 하는 감정은 별로 없어요. 관광이나 유학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유학
은 미국에 가고 싶어요.”(20대 응답자, 김설화,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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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중국 문화산업의 특성상 한국 대
중문화가 중국에서 열풍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
로 문화상품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바로 한국 제품의 매출액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한류에 열광하는 중국
10대를 겨냥한 한류 백화점57)이 생기는 등 경제적 효과가 없다
고는 할 수 없지만 이것은 아직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
렵다.
한류는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매출과 연결되기보다는 스타 마
케팅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0년 후반
까지 한국 기업들은 홍콩의 스타들을 통하여 중국시장에 접근
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홍콩 스타를 활용한 스타 마케팅이
부분적으로 성공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한계가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한류 열풍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한국의 스타들을 통하
여 스타 마케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른바‘한류 마케팅’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중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탤런트, 가수, 영화배우들을 모델로 한 광고가 중국 전역
에서 중국 소비자들에게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류
마케팅이 과연 실제로 얼마나 우리 기업의 인지도나 매출에 영
향을 미친 것인지는 아직 구체적인 분석 결과가 없어 단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한류’라는 마케팅 수단이 확보
되었다는 것은 분명 한류가 가져다준 경제적 효과라고 해야 할
것이며, 이 수단을 어떻게 활용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획득할
57) 베이징의 중심도로인 장안대가 서단이라는 쇼핑가에 있는 시단 백화점 5층 전체에 자
리한 한국성이라는 쇼핑점에 한류에 심취한 중국 청소년들이 연일 북적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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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과제인 것이다.
한국 대중스타들이 중국의 대중문화나 CF 등에 등장하는 빈
도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는 그 개런티를 통한 수입의 확대
라는 측면과 함께 한류 마케팅의 잠재적 효과를 높여 준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4) 한류의평가와전망
1) 한류에 대한 평가
한류에 대해서는 매우 상반된 평가들이 제기되고 있다.‘21
세기 문화 컨텐츠 수출의 모델’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로부터
‘대도시 청소년의 오빠부대 현상에 불과하다’는 부정적인 평가
에 이르기까지 극을 달린다. 중국 내부에서도 한류는 문화의
뿌리가 없는 구미문화의 복제품에 불과하며 따라서 지속될 수
없다(「新週刊」, 2001. 9. 27)는 평가에서부터 한국문화의 자
랑스러운 성공이며, 중국 당대의 문화예술에 대한 의문을 제기
하게 한다(「人民日報」, 2001. 11. 5)까지 다양하다.
그러면 한류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고, 심지어 극단적으로
상반되는 견해가 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이유
는 한류의 중심이 대중문화이며, 그 수용자가 10대를 중심으로
한 신세대라는 점일 것이다. 중국의 10대들이 가장 열광하는
한국의 대중음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중국의 기성세대들에
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한국의 부모들 역시 10대들이 댄스
그룹에 열광하며 그들을 모방하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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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한류에 대한 부정적 견해의 많
은 부분은 그것이 한국 대중문화이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그
문화의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10대의 대중문화에 대
한 기성세대의 거의 본능적인 반감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 등에 대한 기성세대들의 반감이 상대적
으로 적다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류의 한계를 지적하는 많은 논의들이 한류가 중국 대도시
청소년층에 국한된 현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류는 그
내용이나 수용자층을 확대해 가고 있지만 분명 청소년, 특히
10대에서 주로 발견되는 현상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을 바
로 한류의 한계로 인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대중문화를 가
장 적극적으로 소비할 뿐만 아니라 그 흐름을 주도해 나가는
계층은 바로 10대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층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10대에 기반을 둔 한류는 분명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또한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문화산업의 중국 진출이라는 측면에
서 큰 잠재력이 있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앞에서 분석한 바 있지만 한류는 새로운 가치관과 문화
적 감수성을 가진 중국 신세대층의 형성과 분리될 수 없는 현
상이다. 이들 대도시 신세대는 비록 현재 스스로 수입이 없거
나 작지만 구매력은 결코 작지 않으며, 부모의 소득과 무관하
게 높은 소비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들 신세대들은 제
품의 사용가치보다는 이미지를 소비하는 경향이 있는 세대들로
서 대중문화를 통한 마케팅의 대상으로서 기성세대보다 큰 의
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현재 중국내 정·
재계 실력자의 자녀들인 경우가 많아 장래의 중국 사회를 이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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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나갈 세대들인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신세대들이 한국 대
중문화를 자신들의 세대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이들이 중국인들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13억
중국인들 중의 한 계층이 한국문화에 심취하고 있다는 것은 쉽
게 놓쳐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물론 현재의 한류현상을 통하여 중국 문화시장에 진출한다거
나 한국 대중문화를 한국 제품 마케팅에 활용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한계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중국 문화산업의 낙후성이 산업으로서의 대중문
화가 중국에 뿌리내리기 힘들게 하고 있다. 만연한 불법복제품
이나 투명하지 못한 유통구조 등으로 해서 당분간 한국의 문화
상품이 중국에서 수익을 거두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화산
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통제도 한국 대중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WTO 가입으로 문
화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다소 완화될 것이기는 하지만 문
화산업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주도권은 유지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한국 대중문화에
대해서 언제든지 중국 정부는 선을 그어버릴 수 있는 것이다.
한류가 10대를 중심으로 수용되고 있다는 점도 한류의 경제
적 효과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소년의 구매력
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고, 가정내 소비에 있어 이들의 결정권
이 높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고가 소비품의 구매는 기
성세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대중문화의 폭이 아직 좁다는 점도 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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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층의 협소함과 함께 한류의 주요한 한계로 지적될 수 있
다. 댄스 중심의 대중음악, 트렌디 드라마 중심의 드라마가 현
재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한국 대중문화의 주류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장르에 있어서 한국 대중문화의 경쟁력이 결코
낮은 것은 아니지만 WTO 가입, 북경 올림픽 등을 계기로 서
구 대중문화의 중국 진출이 점차 확대될 것임을 감안한다면 보
다 폭넓은 장르의 대중문화가 중국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고 하
겠다.
2) 전 망
한류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듯이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
도 엇갈리는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다. 향후 전망도 다양한데,
향후 2 ~ 3년 내에 소멸될 것이라는 평가에서부터 ( K I E P,
2001) 쉽게 소멸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평가(관광공사, 2001)
까지 다양하다.
한류가 중국 일부 청소년층에 국한되어 있으며 그 컨텐츠도
제한적이어서 깊이 있고 다양한 문화로 채우지 못하면 곧 소멸
될 것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전망의 논거이며, 한류 현상의 배
후에 한국 대중문화의 경쟁력이 자리잡고 있으며, 이미 음악,
드라마, 영화, 패션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가 진출하여 상호작
용하고 있어 쉽게 소멸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전망
의 주요 논거로 제시되고 있다.58)
그러나 외형적으로 상반된 전망을 제시하고 있지만 다양하고
깊이 있는 문화를 통하여 진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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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이 향후 한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
다고 하겠다. 결국 강조점의 차이인 것이다.
현재 중국에서 대중문화와 관련하여 나라의 이름이 붙은 유
행현상은 한류가 유일하다. 한때 일류가 유행하기는 하였지만
지금은 이 용어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다. 미국의 대중문
화가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미류, 혹은
미국풍이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특정 집단에서 짧은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생기는 착시현상이 한류에
대한 과대평가를 가져오고, 이러한 과대평가가 다시 한류의 급
속한 소멸을 우려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형태로 한류가 지속될 것인가 하는 논의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청소년의 새로운 문화적 욕구,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중국의 문화산업, 홍콩·대만의 문화기지로서의 역할 축소, 전
통적 가치와 새로운 가치관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중국 청소
년의 이중적 가치관과 그에 따른 아시아 문화에 대한 상대적인
쏠림 현상, 한국 대중문화의 경쟁력 등이 결합되어서 발생한
것이 한류이다. 이런 조건 중 일부는 일시적인 것이며, 또 어떤
것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보다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것
이다. 말하자면 한류는 그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제 겨우 가능성이 열려 있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58) 관광공사(2001)는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대만의 일본풍을 소개하면서 일본풍이
특정한 장르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조류로 자리잡음으로써 그 수명이 지속되고 있
음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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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시각을 좀 바꾸어 볼 필요가 있다. 중국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욕구를 중국의 문화상품에서 찾지 못하고 한
국 대중문화에서 찾게 된 것이 한류의 주된 요인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그러면 왜 하필 한국 대중문화인가? 왜 미국 대중문
화가 아니고 한국 대중문화인가? 왜 홍콩이나 일본 대중문화가
아니고 한국 대중문화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한류의 전
망과 향후 정책방향의 제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앞서 중국 신세대들이 이중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분
석한 바 있는데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는 중국인 전체
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전통과 새로운 가치관의 공존은 중국인
들이 서구의 대중문화를 직접 받아들이기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과거 홍콩이나 일본 문화가 그 가교역할을 하였고, 지
금은 한국 대중문화가 그 역할을 부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것
이다. 그러나 한류 현상이 중국에 국한되지 않고 동남아시아
전역에 확산되고 있어 중국인의 이중적 가치관에만 그 이유를
찾기는 힘들게 하고 있다. 사실 지금 한국 대중문화에 쏟아지
는 많은 찬사들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일본 대중문화에 대하
여 쏟아지던 것들이다.
아시아의 일본 대중문화 열풍을 묘사한 한 대목을 살펴보자.
“일본의 듀엣 퍼피가 디스코 음악을 부르자 팬들은 발을 구
르며 손뼉을 친다. ⋯⋯토요일 밤의 도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그러나 이곳은 홍콩이다.‘퍼피는 귀엽고 멋져요. 스
타일이 세련되었어요’라고 탄성을 올리는 열성팬 쎄쓰자는 일
본의 최신 패션을 하고 있다 ⋯⋯ 그렇다고 일본 문화에 열광하
는 사람들이 문화의 변방에 내몰린 반문화 집단은 아니다.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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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시아 전역의 쇼핑가·공연장·가정을 휩쓸고 있는 일본열
풍의 한가운데 서 있다. 일본 대중문화가 아시아의 음악과 패션
산업을 강타하고 있다. ⋯⋯아시아인들 사이에는 이제 서구 스
타일이 한물가고 귀여운 일본풍이 인기이다. ⋯⋯일본풍 열기
는 새롭게 부각되는 아시아인들의 정체성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선 일본 TV 스타를 모방하는 것은 서양의 스타들보다
훨씬 쉽다⋯⋯ 아시아인들은 일본의 가치관과 생활방식에도 친
밀감을 느낀다.”(「뉴스위크 한국판」, 1999. 11. 10)
일본 대중문화 열풍에 대한 뉴스위크 한국판의 이상의 묘사
는 지금 한류현상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
해해야 할 것인가? 한류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아시아 대중문화
산업을 바라보면 또 다른 모습이 보인다. 한국 가수가 일본 시
장에서 성공하고 홍콩과 대만 인기가수가 일본 TV 드라마에
출연하는 등. 아시아 대중문화간 교류는 다양한 방식으로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아시아 지역 대중문화를 특징짓는
가장 대표적인 경향은 바로 이러한 아시아 국가들간에 대중문
화가 서로 교류되고 영향을 주고받는 현상인 것이다. 말하자면
아시아에서는 아시아 문화라는 큰 흐름이 존재하는 것이며, 아
시아인들은 더 이상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대중문화만을 통
해서 자신들의 문화적 욕구를 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발
견하게 된 것이다. 전세계 문화에는‘할리우드 영화’로 대변되
는 미국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
지역에는 미국화와 대조되는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것이 바로 아시아 국가간 문화교류인 것이다.
경제에서 세계화 현상이 지역화를 수반하면서 이루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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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대중문화 영역에서도 세계화와 함께
지역화가 진행되는 소위 glocalization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다. 그리고 지금 한국 대중문화는 일본 대중문화와 함께 이
glocalization의 선두에 서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한국 대
중문화가 중국을 넘어서서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한
류 현상의 근원인 것이다.
따라서 한국 대중문화의 중국, 나아가서 동아시아 지역으로
의 확산은 매우 큰 사회적 흐름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지금과
같은 열풍이 지속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한국 대중문화
는 아시아인들의 대중문화 교류의 중심에 자리를 잡은 것이
다. 이것이 지속될 것인가 아닌가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어떻
게 확산시키고, 그 내용을 풍부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이 보다 생산적일 것이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무협영화인‘와
호장룡’이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거둔 데서 확인할 수 있
듯이 아시아 문화는 얼마든지 세계의 주류 문화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아시아 대중문화의 중심에 서서 이를 선도해 나갈 비전
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의미 있는 일일 것
이다.

4. 대중문화시장 접근 방향
(1) 한류의경쟁력분석
중국 대중문화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중국 대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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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장에서의 한국 대중문화의 경쟁력을 SWOT 분석을 통해
서 살펴본다.
1) 강점(strength)
한류의 강점으로서는 우선 한국내 한국 대중문화의 기반과
경쟁력을 들 수 있다. 한국 대중문화는 국내 문화상품에 대한
수요의 상당부분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중문화 전
반에 있어서 자본과 인력이 확충되고 있으며 기술력을 비롯한
제반 경쟁력이 더불어 향상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
다.
영화의 경우 국산영화의 시장 점유율이 40%를 넘는데 이는
할리우드 영화가 전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현재의 영화산업에
있어 매우 독특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음악의 경우에도 비
록 10대 위주의 댄스음악이 음반 시장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를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 외국 음반에 비해 국
산 음반이 압도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다. 드라마 등 방송 프로
그램 역시 국내 제작된 프로그램이 대부분을 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드라마의 경우 외화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임과 애니메이션 등은 아직 국내 제품이 큰 비중을 점하고
있지 못한 가운데, 온라인 게임에서는 국내 업체가 시장을 장
악하고 있다.
한국 대중문화가 확대되고 있는 대중문화 시장의 일정 부분
을 확보함에 따라 자본과 인력이 대중문화 시장으로 흘러들고
있으며, 이것이 다시 기술력 등 대중문화의 제반 경쟁력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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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있다. 특히 10대를 중심으로 한 신세대의 대중문화 상품
에 대한 적극적인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내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표현양식의 측면에서도 상당한 발전이 있었는데, 이러
한 측면이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한국 대중문화 유행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전역에서 불고 있는 한
류열풍은 우연이 아니며, 그 배경에는 한국 대중문화의 질적
향상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질적 향상이 중
국 및 동아시아에서 불고 있는 아시아 대중문화의 상호 교류의
중심에 어떻게 한국 대중문화가 당당하게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한국 대중문화가 내세우고 있는 것이‘서구 음악의 모
방에 불과한 댄스 위주의 대중음악’,‘화려하기만 하고 내용이
없는 드라마’에 불과하다는 비판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 소
수의 장르에 한류가 집중되어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
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댄스음악은 분명 아시아에서는 경
쟁력을 가지고 있다. 중국 신세대들은 한국 가수들의 무대를
휘저으며 반경이 넓고 절도가 있는 댄스를 보면 어디에서도 맛
보지 못한 엄청난 에너지를 느낀다는 것이다. 또한 가끔 입에
서 속사포처럼 쏘아대는 랩은 중국인들에게는 하나의 경이이
다. 이렇게 우리 대중음악의 댄스와 랩은 적어도 동아시아에서
는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되고 있다(임진모, 2001). 여기에 가
수들의 외모도 분명 한몫하고 있다. 지나치게 비주얼한 측면에
경사되는 점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의 동아시
아에서는 이러한 비주얼한 면이 크게 어필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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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디 드라마의 화려함도 한국 방송기술의 향상을 말하지 않
고는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 대중음악 가수들이
외모와 댄스에서 능할 뿐만 아니라 랩이나 가창력 등에서도 아
시아에서 최고수준을 자랑하고 있듯이 한국의 배우나 탤런트들
은 외모뿐만 아니라 연기력에서도 중국의 연기자들에 비해서
뛰어나다고 평가되고 있다.
서구 대중문화를 동양의 정서와 결합시킴으로써 중국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도 중국에서 한국 대중문화가 적극적
으로 수용되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이다.
2) 약점(weak)
한류의 가장 큰 약점은 중국인들에 의한 한국 대중문화의 수
용이 수익성과 직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다시 크
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 기인한다. 첫째, 중국 대중문화
시장의 취약성을 들 수 있다. 음반(영상물 포함)의 불법 복제
율은 세계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 청소년들이 저마다
한국 가수의 CD나 한국 영화 VCD를 소장하고 있다고 하더라
도 이것이 한국 대중문화 업계의 수익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아직 공연을 통한 수익의 확보 역시 중국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드라마의 수출이 늘고 있고, 연예인들의 CF 출
연 등 중국 문화산업의 왜곡된 구조와 관계없이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채널이 확대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부차적인 역할밖
에 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한류의 수용자층이 제한되어 있다
는 점이다. 현재 한류는 중국의 청소년 특히 10대와 20대 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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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이 문화상품의 소비에 적극
적인 계층이며, 그 구매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들에게만 의존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류의 또 다른 약점은 특정 장르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
다. 댄스음악 중심의 대중음악과 트렌디 드라마 중심의 드라마
가 한류의 대표주자가 되어 있다. 이들 장르가 한국이 특히 경
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임에는 분명하고, 따라서 이들 장르의
진출이 먼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사고할 필요는
없지만 이들 장르에만 국한되어서는 한류의 수용자층을 확대시
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한국
의 영화가 불법복제 VCD와 DVD 타이틀을 통하여 중국인들
에게 소개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폭넓은 계층으로부터 한
국 영화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은 한류의 내용과 대
상이 확대되고 있는 징후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겠다. 댄스음
악 일변도에서 벗어나 발라드 등 보다 폭넓은 한국 대중음악이
20대 초반을 중심으로 한 중국 신세대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
다는 점도 긍정적인 변화라고 해야 할 것이다.
3) 기회(opportunity)
대중문화 상품에 대한 새로운 욕구를 가지고 있는 중국 신세
대층의 형성이 한국 대중문화 중국 진출의 일차적인 기회로 작
용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한류의 기본적인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대중문화의 보다 큰 기회는 중국의 대중문
화 시장이 이제 확대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전히 강

제Ⅲ장

대중문화와 시장 접근 방향：한류를 중심으로

161

력한 정부규제, 불합리한 시장구조 등으로 해서 중국 대중문화
산업이 아직 산업으로서의 면모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는 못하
지만 소득 증대에 따른 문화소비에 대한 욕구 증대, WTO 가
입에 따른 문화산업의 대외개방 확대, 북경 올림픽의 효과 등
으로 해서 향후 중국은 대중문화산업의 거대한 시장이 될 것이
며, 지금 한류라는 형태로 신세대를 중심으로 교두보를 확보한
한국 대중문화로서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시각을 좀 더 넓히면 아시아 대중문화권이라는 시장이 시야
에 들어온다. 1990년대 후반 아시아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대중문화의 위력 속에서도 일본, 홍콩, 한국 등 역내
국가의 대중문화들이 약진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목격되고 있
다. 이들 국가들이 대중문화가 국제 경쟁력을 일정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신세대를 중심으로 한 아
시아인들이 역내의 대중문화를 통해서도 충분히 자신들의 문화
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음을 발견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
렇게 거대한 아시아 시장에서 아시아 대중문화가 환영받기 시
작하고 있다는 것은 아시아에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 대중문화로서는 엄청난 잠재적 시장이 열리고 있음
을 의미한다. 나아가서 대중문화의 상호 교류와 아시아적 문화
컨텐츠의 개발을 통하여 아시아 대중문화는 아시아 지역을 벗
어나 세계 대중문화 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한국 대중문화는 이러한 세계진출에 상당한 역할
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정부가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지원정
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한국 대중문화의 중국진출,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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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해외진출에 큰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4) 위 협
중국 대중문화 산업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중국
정부는 문화산업에 대해서 여전히 이데올로기적, 정치·사회적
고려를 우선시하고 있다. 아직 한류에 대한 중국 정부의 부정
적인 시각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언제 한국 대중문화
의 진출을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러한 우려를 하는 것은 한류의 주된 수용층이 청소년층이며,
한류를 소비하는 이들 청소년층을 바라보는 여론 지도층의 시
각이 반드시 곱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 2000년 단
한 번의 공연취소로 3개월 동안 중국에서의 공연이 불허된 경
험을 가지고 있다.
한편, 장차 확대될 중국 대중문화 시장을 노리고 서구의 대
형 엔터테인먼트사들이 중국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서구뿐만 아니라 일본 등 아시아 대중문화도 중
국 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
서 한국 대중문화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점을 강화시키고,
약점을 보완해 나가지 않는다면 순식간에 중국 시장에서 밀려
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하나의 문화풍조가 일단 자리잡으면
그리 쉽게 소멸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중국 신세대에 자리잡
은 한류는 아직은 대만의 일본풍과 같이 그 뿌리가 튼튼한 것
은 아니기 때문에 깊이와 폭을 보다 넓힐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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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의 SWOT 분석
강 점

-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한 대중문화전
반의 경쟁력 향상
- 신세대의 문화적 욕구에 부합되는 감
각적 표현양식의 발달
- 가창력, 연기 등 연예인들의 자질과
외모

약 점
- 수익성과 직결되지 않은 인기
·불법 복제품의 성행 등 중국 대중문
화 산업의 취약성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신세대
중심으로 한 수용층
- 댄스음악, 트렌디 드라마 등 특정 장

- 서구 대중문화와 동양 문화의 결합

르에 편중

기 회

위 협

- 중국 문화 산업의 개방과 대중문화시

- 대중문화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한류

장의 확대
- 새로운 문화적 욕구를 가진 신세대층
의 형성
- 아시아 대중문화의 상호 교류와 아시
아 대중문화권의 형성

에 대한 일부 여론주도층의 부정적인
시각
- 중국 문화시장 개방시 세계적 대형
엔터테인먼트사들의 중국 진출과 이
로 인한 경쟁의 격화

- 정부의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

(2) 대중문화시장 접근을위한 기본전략
1) 중국 현지사정을 감안한 진출전략의 수립
① 소비자와 정부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 필요
중국 문화산업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는 문화산업의 소비자
와 규제자의 성격이 매우 상이하다는 점이다. 최종 소비자, 특
히 신세대들은 여느 시장경제의 소비자와 크게 다르지 않게 행
동하고 있는 데 반해 문화산업 관련 제도나 정책은 매우 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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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으며, 정부의 강력한 통제하에 있다. 따라서 중국 대중
문화 시장에의 접근은 이러한 소비자와 정부 및 여론지도층의
상반된 성격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 신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중국 신세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접근전략을 취해야 한다. 댄스음악이나 힙합문화가
현재 이들의 기호에 맞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한국 대중음악
에 대한 기성세대의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나치게 고려하여 우리가 가진 대중음악에 있어서의 장점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반면 문화산업에 대한 막대한 권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정
부 및 여론 형성층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들에게 있어서 자유로움과 즉흥성을 그 문화적 코드로 하는
힙합 등 신세대 문화는 다소 생경할 수밖에 없으며 심지어 위
험해 보이기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보다 폭넓
은 각도에서 접근해 나가야 한다. 즉, 한국 대중문화의 장점을
인식시켜 나가는 동시에 한국의 전반적인 문화를 소개시킴으로
써 한국이 독자적인 문화 역량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인식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중 문화교류를 확대하고, 한·
중 문화산업이 공동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더불어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일차적으로는 한국 대중문
화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경계심을 가지지 않게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으며, 보다 장기적으로는 한·중 문화교류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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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 기업, 공공부문의 역할분담
중국 대중문화 산업의 이중적인 성격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역시 대중문화 산업과 관련한 각 경제주체가 적절
하게 역할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 문화산업과 관련한 경제주체
는 크게 정부와 기업(대중문화상품을 생산하는 연예인 및 기
업), 그리고 넓은 의미의 공공부문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공공부문이라고 함은 문화콘텐츠진흥원, 관광공사와 같
은 정부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대중문화 관련 각종 협회 및 단
체, 방송사와 같은 공공성을 띠는 기업, 그리고 연구기관 등 정
부기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기업처럼 직접적으로 수익을 위해
활동하지는 않는 부분을 총괄하는 의미이다.
ⅰ) 정부：대중문화의 경쟁력 제고와 중국 진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문화산업의 중국 진출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결코
백안시해서는 안 된다. 중국 대중문화 시장은 당장 문화상품
판매자에게는 큰 수익을 주지는 못하지만 한국의 인지도 및 이
미지 제고, 문화 마케팅 수단으로의 활용 가능성 등 한국 경제
전체로는 보다 큰 편익을 제공한다. 말하자면 외부경제효과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수익성에 기초하여 기업에게
만 중국 문화산업에 대한 진출을 맡겨버린다면 경제 전체로서
는 과소생산의 위험이 있는 것이다. 반면 중국 대중문화 산업
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기업이 그 수익성에 대한 잘못
된 판단으로 과다하게 진출해 나갈 위험도 존재한다. 중국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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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화 산업에 대한 진출의 이러한 특수한 성격으로 해서 유치
산업의 육성과 같은 관점에서 정부의 역할은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문제는 중국이라는 특수한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정
부의 역할은 매우 조심스럽고, 눈에 띄지 않게 추진되어야 한
다는 점이다. 확인되지 않았지만 한국 대중문화의 중국내 열풍
이 홍콩·대만 대중문화에 대한 지나친 쏠림을 견제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대중
문화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역할은 막대하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중국 정부의 위기감을 불러일으킨다든가
해서 반작용을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일차적으로 한국 대중문화의 기초체력을 증강
시켜 중국을 비롯한 외국 대중문화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현재 한류의 문제점으로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대중문화가 댄스음악이나 트렌디 드라마에
편중되어 있어 그 수용층을 확대시키기 힘들다는 데에 있는 만
큼 정부의 역할은 중국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진출할 수 있는
대중문화의 영역을 확대시키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보다 다양한 문화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정비하고 인력을 육성하며, 컨텐츠 개발을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국 문화산업의 복잡한 법적, 제도적 상황을 정밀하
게 분석하여 중국에 진출하려는 문화상품 생산자나 이를 문화
마케팅에 활용하려는 기업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며, 중국과
의 문화교류를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적인 인프라를 구
축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중문화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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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한중 문화교류 사업을 뒤에서 지원하는 것도 정부
의 주요한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ⅱ) 대중문화기업：정확한 정보와 수익성에 따른 진출

대중문화계는 중국의 대중문화 산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바탕으로 중국 대중문화 시장에 진출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분명 기회의 땅이기는 하지만 외부 자본이 사업하기에 그리 쉬
운 땅은 아니기도 하다. 더욱이 정부 규제가 심하고 유통구조
등이 정비되지 않은 중국 문화산업이고 보면 겉만 화려하고 실
속은 없는 중국 진출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대중문
화계는 중국 문화산업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익성
에 기초하여 진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대중문화에 대한
중국의 정부, 여론 지도층들의 태도가 그리 관대하지만은 않다
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중국에서 연예활동을 할 때 불필요
하게 반감을 사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중문화계 자
체에서 이런 문제를 수시로 논의하고 교육하여 중국을 비롯하
여 해외에 진출해 나갈 때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는 것
을 방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ⅲ) 공공부문：한·중 문화교류의 확대를 통한 대중문화 진출의
여건조성

대중문화의 진출과 관련하여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
는 주체는 공공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문화산업의 특성
상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중국의 특수성이 아니라도 창조력을 생명으로 하는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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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가능한 한 줄이는 것
이 바람직하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영세하고 정보가 부족한 대
중문화업계 역시 한국 대중문화 진출과 관련한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중문화의 중국시
장 접근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데 비정부 공공부문이
상당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우선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과 이를 통한 바람직한 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 문화상품 생산자 및 그들의 단체, 지원기관,
학계 및 연구기관 등이 결합하여 각 분야의 진출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방송사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문화산업 관련 주체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하여 방송 프로그
램의 수출확대를 위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수립된 전략 자체도 큰 의미를 가지겠지만, 관
련 주체들이 전략 수립을 위하여 상호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도
매우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한국 대중문화가 중국에 보다 효과적으로 진출해 나가기 위
해서는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중간 문화교류가 필요하
다. 다양한 분야의 문화교류를 통하여 문화 민족으로서의 한국
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자연스럽게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일부 여론 주도층의 부정적인 시각을 불
식시켜 나가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중간 문화교류
사업은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조직과 지
원이 요구된다. 그런데 한·중 문화교류는 한국 대중문화의 중
국진출을 위한 기반조성이라는 좁은 시각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보다는 한·중 문화산업이 상호 협력을 통하여 시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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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과정으로 한·중 문화교류를 바라보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 기초한 한·중 문화
교류를 통하여 작게는 중국 문화시장에 대한 한국 대중문화의
진출을 보다 원활하게 만들며, 크게는 한국 대중문화가 중국
대중문화와의 협력을 통하여 아시아 및 세계 시장에 진출해 나
가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보다 폭넓은 대중문화가 중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
양한 문화 컨텐츠를 개발하는 역할도 결국 공공부문이 담당해
야 할 일이다. 정부가 문화 컨텐츠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지만
최종적인 문화 컨텐츠의 개발은 넓은 의미의 대중문화계가 담
당할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공공부문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③ 단계적 접근 전략의 필요
중국 문화산업 환경은 상당히 빠르게 변해 가고 있고, 경제
성장에 따른 문화상품 수요의 증대, WTO 가입 및 북경올림픽
개최 등으로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
러한 시장 기반의 변화에 따라 중국이 우리의 대중문화를 수용
하는 기반도 크게 변화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중국 대
중문화 시장의 변화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에 기초하여 우리 대
중문화의 중국진출을 위한 단계적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중국의 대중문화 산업이 매우 낙후되어 있고, 특히
신세대의 새로운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문화 컨텐츠가 부족
한 현재의 중국 시장에 기초한 진출 전략에만 안주할 경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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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개방과 이에 따른 외국의 거대 엔터테인먼트사들이 중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때 경쟁력을 급속하게 상실할 가능성이 있
다. 따라서 현재 댄스음악이나 트렌디 드라마 등에서 우리 대
중문화가 중국 문화시장에서 확보하고 있는 비교우위를 적극적
으로 활용해 나가는 동시에, 중국 문화상품 시장이 확대되고,
문화산업이 산업으로 자리잡아 가게 되는 단계에서도 우리 대
중문화의 우위를 지킬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이들 분야가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육성하
며, 투자해 나가는 단계적이며, 장기적인 접근 전략이 요청된
다고 하겠다.
2) 집중과 확산
① 대중음악과 영상문화를 중심으로 진출
한류는 드라마에 의해서 시작되고, 대중음악을 통하여 본격
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드라마, 대중음악, 영화 등이 상호
작용하면서 확산되어 나가기 시작하였다.
현 시기 중국 대중문화 시장에 진출함에 있어 어떤 장르를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이은실(2002)은 대중음악에
대한 기성세대의 반감이 적지 않은 데 반해 드라마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들어 드라마가 대중 문
화산업 진출의 선봉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드라마가
보다 많은 중국인들에게 친화성이 높다는 것은 사실이며, 최근
한류의 확산에 드라마가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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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인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영화도 폭넓은 계층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 한류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가능성이 보인다. 따라서 드라마와 영화 등 영상상품이 한류의
중요한 아이템이 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중음악에 대한 기성세대의 부정적인 시각을 지나치
게 의식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신세대들이 열광하는 힙합
이나 댄스음악에 대한 기성세대의 부정적인 시각은 한국에서도
쉽게 목격할 수 있는 현상이며, 힙합, 댄스음악 분야에서 한국
대중음악이 가지는 경쟁력이 상당한 만큼 이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나아가서 모든 대중문화 분야에서 기본이
되는 음악이 먼저 진지를 구축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경
청할 필요가 있다. 음악은 문화적 정서를 형성하는 데 가장 강
력한 영향을 미치는 장르이다. 미국을 20세기 문화의 최대 강
국으로 비상시킨 것은 할리우드 영화가 아니라 팝송이었으며,
비틀즈의 음악은 영국을 다시 세계에 각인시켜 주는 역할을 하
였다(임진모, 2001). 음악은 또한 앨범판매와 함께 공연이라
는 판매수단을 가지고 있어 그 폭발력은 배가된다고 하겠다.
사실 대중음악이 아니었다면 지금과 같은 폭발적인 형태의 한
류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대중음악과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 영상문화를 중심으
로 중국 대중문화 시장에 진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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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양한 대중문화의 진출
대중문화는 유행문화로서 그 주기가 매우 짧다. 끊임없이 새
로운 상품을 제공하지 못하면 외면을 받기 쉽다.‘한류’라는
대중문화가 중국인들에게 계속 어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새
로운 상품을 공급해 나가야 한다. 특정 장르만이 한류에 포함
되어서는 새로운 대중문화 상품을 공급하는 것이 쉽지 않다.
실제로 드라마와 대중음악, 그리고 영화가 번갈아 가면서 중국
인들에게 어필하고, 스타를 배출해 나감으로써 한국 대중문화
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지금 당장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장르의 대중문화를 중국인들에게 소개시켜야
한다. 댄스음악뿐만 아니라 한국적 발라드도 꾸준히 소개시켜
나가야 하며 트렌디 드라마뿐만 아니라 선이 굵은 남성적 드라
마, 나아가서 비드라마 부문도 중국 방송국에서 방영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3) 현지화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문화산업도 현지화를 통하여 기반을 튼
튼히 해 나갈 때만이 그 수명이 오래갈 수 있다. 문화 컨텐츠의
제작과정에 있어 중국측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낼 필
요가 있다. 핵심적인 컨텐츠나 스타만을 한국에서 담당하고 여
타 제작이나 홍보와 같은 부분은 중국측이 담당하는 방식이나
중국 문화에 기반한 컨텐츠의 공동 개발과 같은 방식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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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4) 홍콩·대만의 적극 활용
앞서 중국 신세대들의 문화소비 행태에서 확인한 바 있듯이
중국 청소년들에게 있어 홍콩·대만의 대중문화는 매우 큰 영
향력을 가진다. 이들은 홍콩·대만의 문화상품을 통하여 서구
의 대중문화를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상품뿐만 아니라
STAR-TV 등 홍콩의 대중매체도 이들의 문화상품 소비에 있
어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중국 현지의 미디어에 비하여 그
규제가 적으면서도 중국 신세대들에 대한 영향력이 강한 홍
콩·대만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중국 신세대들에게 접근해 나가
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 그 역할이 상
대적으로 축소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
는 홍콩·대만의 미디어들에게 대중음악, 드라마, 영화 등을
꾸준히 공급함으로써 한국 대중문화를 중국인들에게 노출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5) 대중문화계와 기업간의 긴밀한 협조
1990년대 이후 우리 기업도 문화 마케팅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까지 문화 마케팅은 순수 예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강하다. 한국 대중문화가 기왕에 중국의 신세
대를 중심으로 호평을 받고 있으므로 대중문화를 활용한 문화
마케팅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중문화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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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광고 등에 활용하는 직접적인 수단뿐만 아니라 대중문화 공
연 등을 후원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는 장기적
인 전략도 활용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특히 신세대들이 선호
하는 상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대중문화를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기업의 문화 마케팅은 대중문화기업의 수익성을 일정하게 보장
함으로써 대중문화의 중국 진출을 가속화시키는 선순환이 가능
하게 될 것이다.

(3) 중국 대중문화시장접근 방향
1) 음반산업
① 경쟁력 있는 음반 아이템의 선정
중국의 신세대들에게 가장 어필할 수 있는 장르의 선정이 필
요하다. 1980년대 조용필의 등장으로 국내 성인취향의 음반산
업이 청소년 위주로 재편되어 가기 시작하였다.‘서태지와 아
이들’의 등장 이후 음반 산업에 있어 청소년 취향 장르의 비중
은 더욱 커져 나갔다. 특히 이들이 좋아하는 청소년 가수들이
대거 등장하였으며, 장르 또한 댄스음악이 크게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국내 시장상황을 배경으로 성장한 한국의 댄스음악은
아시아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며 중국 신세대에서도 폭발적
인 인기를 얻고 있다.
따라서 중국 음반시장에 대한 수출 아이템으로는 장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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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발라드, 락 등 다양한 장르를 개발해야 할 것이지만 단기적
으로는 댄스음악이 가장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③ 현지화의 추진
ⅰ) 중국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뮤직비디오 제작

한국 대중음악의 중국 진출은 한국내에서 발매되어 인기를
얻는 음반이 중국에 진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은 비록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 친화성이 적지 않다
고 하더라도 중국인들의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
제점이 있다.
물론 불법 복제품의 만연으로 현재 중국 시장의 음반 매출액
이 크지 않기 때문에 중국시장을 고려해서 음반을 제작하는 것
은 무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대중음악이 가지는 또 하
나의 장점인 뮤직비디오의 경우 제작비의 큰 부담 없이도 중국
측 수요자를 겨냥한 뮤직비디오를 따로 제작할 수 있을 것이
다. 음악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강조하는 한국의 뮤직비디오
는 가사의 이해도가 떨어지는 중국 수요자에게 한국 대중음악
을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뮤직비디오는 댄스음
악뿐만 아니라 발라드 등의 장르도 중국인들에게 전파하는 역
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뮤직비디오
제작시 중국판을 따로 제작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막대한 제작비가 드는 뮤직비디오를 완전히 따로 제작할
필요는 없고 중국측 수요자를 배려해서 국내용과 약간의 차이
만을 두어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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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용 뮤직 비디오의 제작에 따른 비용이 부담이 된다면 국
내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비용충당도 가능할 것이다. 인기 가
수의 뮤직비디오가 중국에서 광범위하게 복제되어 유통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뮤직비디오에 간접 광고를 삽입하는 형태로 음
반 제작자와 기업이 뮤직비디오의 제작비용을 분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음반업계로서는 중국 진출의 수
익원을 발굴하는 의미를, 그리고 기업으로서는 효과적인 마케
팅 수단을 확보한다는 의미를 가질 것이다.
ⅱ) 한·중 혼성그룹의 결성과 중국 객원가수의 활용

중·장기적으로는 음반의 제작 초기부터 중국시장을 고려하
여 일부 가사를 중국어로 부른다거나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한·중 혼성 그룹을 결성하여 한국과
중국에서 번갈아 가면서 활동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해 볼 가치
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 대중가수의 중국 공연시 중국 가
수를 객원가수로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현지화의 노력을 통하여 중국 신세대들과의 친화력을
높이는 동시에 중국 기성세대의 부정적인 시각도 완화시켜 나
갈 수 있을 것이다.
ⅲ) 중국내 유능한 인력과 컨텐츠 확보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음반 관련
인력을 발굴, 육성하여 이들과 컨텐츠를 협력 생산하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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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음반수출의 적극적인 확대
ⅰ) 홍콩 위성방송에 대한 꾸준한 수출

TV, 라디오 등 중국내 대중매체를 통한 한국 대중음악의 노
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홍콩이나 대만을 통한 우회
수출 전략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홍콩 위성
방송(스타 TV)은 중국 신세대들에게 인기가 높으며, 신세대들
이 세계의 음악을 접하는 주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 현재 한국
의 많은 대중음악들이 스타 TV로 수출되고 있으며, 특히 아시
아 지역내에서 최대 경쟁력을 가진 댄스음악의 수출이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 홍콩 TV의 중국내 시청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에도 홍콩 TV에 대한 음악수출을 지속적으로 전
개하여 중국에 대한 수출을 늘리는 우회전략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ⅱ) 중국내 공연과 연계

중국내 불법 복제가 90%를 넘어서고 있지만 최근 한국의 대
중음악이 중국내에서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청소년들간에 한국
의 진품음반을 소장하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를 활용하여 음반수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인기가수들의 중국 공연시 음반 판매도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는 공연 전
에 중국 관련자와 공연과 관련된 조건을 협상할 때 사전에 합
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러한 방안은 장기적으로 중국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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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품 음반 판매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ⅲ) 기업의 홍보 이벤트와 연계

수익성 확보 방안으로 기업의 홍보 이벤트와 공연 및 음반판
매를 연계시키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홍보 행사
에 한국 가수들이 출연하여 공연하고 정품 음반을 배포하고,
기업으로부터 음반판매 대금을 받는 행태가 가능할 것이다. 또
한 신세대들이 좋아하는 상품에 대한 사은품으로 음반을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④ 중국내 공연의 확대
중국내 성공적인 공연을 자주 가짐으로써 한국 대중음악에
대한 선호를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내 공
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각종 장비·기기의 수송과 관련한 과다한 수송
비용’,‘중국 당국으로부터 공연 허가획득 어려움’,‘중국 언
론의 과장보도’등이 중국내 공연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인들
이다.
ⅰ) 각종 장비·기기의 운반과 관련한 과다한 수송비용 문제 고려

음악공연에는 음향기기 등 관련 장비·기기의 성능이 성공
여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중국의 공연 관련 장비·
기기는 아직 성능 및 기술수준이 크게 낙후되어 있어 국내 장
비 및 기기의 대중국 수송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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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과다하여 중국 공연 이후 채산성 측면에서 당초 기대했던
수준에 크게 미달하며, 오히려 적자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기획사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중국측의 기술수준이 상승할 때
까지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각종 장기적
인 효과를 고려하여 중국내 공연 그 자체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업과의 연계 등을 통하여 수익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ⅱ) 중국내 공연 자격 심사 완화시켜야

중국내 외국인의 공연은 자국인의 공연과 차별을 두는 특별
한 규제는 없으나 공연대행기구 자격심사 및 공연내용과 관련
하여 까다로운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공연내용 심사와
관련해서는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59)이 도처에 존재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양국간 문화
교류협력 차원에서 공연 내용 심사기준 완화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정부 당국의 이러한 노력은 중국 당국의 외국인 공연 심
사와 관련된 자의적 해석을 크게 줄이는 데에 기여할 뿐만 아
니라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공연금지60)와 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59)‘내용 및 형식이 저속하거나 졸렬한 경우’등
60) 2000년 10월 당시 한국 모 기획사에 의해 한국가수 중국내 공연이 개최될 예정이었
으나 기획사에서 공연참가 가수들에게 개런티를 지급하지 않아 공연이 취소된 바 있
다. 이에 중국당국은 향후 5년간 한국 가수들의 중국내 공연을 금지시킨 바 있다. 이
공연금지는 3개월 이후 해제되었지만 언제 같은 일이 반복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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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국내 파트너와의 합작을 통한 공연 추진

중국은 제도나 법규정 그 자체보다 이를 적용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시되는 사회이다. 따라서 중국내 합작 파트
너를 선정하고 공동으로 공연을 추진하여 현지의 장애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수익성 있는 공연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
다.
ⅳ) 중국 언론의 과장보도 시정 노력

한국 가수들의 중국내 공연과 관련하여 중국 언론인들의 과
장·왜곡보도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중국내 공연 개런티
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수차례의 중국 공연에서 실제 받은 개런
티 이상 받은 것으로 중국 언론에서 소개하는 경우가 허다하
다. 단순 과장보도뿐만 아니라‘한국측의 지나친 개런티 요구’
등 악의적인 기사도 자주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기사는 중국
내 한국 가수들의 이미지를 훼손하며 나아가서는 중국내 공연
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업계에서
는“현 단계에서의 중국내 공연은 금전적인 측면(단기적인 측
면)보다는 장기적인 측면(거대 음반시장 및 공연시장)에 중점
을 두고 있는 바 개런티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내 공연을 계획하고 있는 가수 및 기획사들
은 개런티가 결정되는 대로 공개하거나 중국내 각종 다양한 홍
보 및 PR 활동을 통하여 친근한 이미지 구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개런티 일부를 사회단체 또는 장
학기금에 기탁하거나 시골 벽지에 TV를 선물하는 등의 활동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홍보 및 PR 활동은 중국 언론의 왜

제Ⅲ장

대중문화와 시장 접근 방향：한류를 중심으로

181

곡보도를 시정하고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⑤ 한·중 교류 이벤트의 확대
중국 대중음악과 한국 대중음악이 한자리에서 교류할 수 있
는 장을 보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호교류는 한
국 대중문화의 일방적인 중국 진출에 대하여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중국 기성세대와 언론의 시각을 교정하는 동시에 한국
대중음악의 중국내 노출을 확대시킴으로써 한국 대중음악의 인
지도를 제고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2) 방송산업
① 드라마를 주력 상품으로
2001년 7월 중국 정부는 한국 TV 영상물에 대한 수입규제
완화 의사 표시를 한 바 있다. 이를 기회로 삼아 중국 방송시장
에 대한 진출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TV는 중국인
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로 드라마의 시장
성은 매우 넓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구축된 한국 드라마
에 대한 긍정적 평판을 발판으로 중국에 대한 드라마 수출을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 TV 프로그램의 수출은 국내에서 인기를 얻은 드
라마를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 중국 및 동아시아에서 방영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청소년이 즐겨 보는 트렌디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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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로 수출되고 있다. 화려하고 빠른 화면전개, 선이 굵은 스
토리, 아시아적 가치의 보존, 탤런트들의 뛰어난 외모와 연기
력, 적절하게 삽입된 음악 등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반면
‘화려하기만 하고 내용이 없다’거나‘지나치게 자극적이고 물
질주의적이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 드라마의 강점은 부각시키고 약점은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드라마를 선정하여 수출해 나가는 전략을 지속할 필
요가 있다. 한국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문화 소비의 주
요 계층으로 떠오르고 있는 신세대의 기호에 맞는 트렌디 드라
마 위주로 진출해 나가되 한국적 정서를 담은 보다 다양한 드
라마의 진출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당분간은 한
국 드라마를 중국인들에게 보다 많이 소개시키는 것이 바람직
한 바 프로그램의 수출단가에 대해서는 다소 유연한 태도를 견
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② 해외 수출을 고려한 드라마의 제작
한국의 드라마가 중국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 경쟁력을 확보
해 가고 있는 상황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작단
계에서부터 해외 수출 가능성을 고려하는 제작 태도가 필요하
다. 즉, 잠재적으로 모든 드라마가 수출 가능한 상품이라는 시
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제작단계에서 M&E 분리방
식으로 제작하고, 방송사 로고나 자막 삽입이 없는 C l e a n
Video를 보유하는 등61) 프로그램을 항상 해외로 수출할 수 있
61) 문화관광부(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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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처음부터 해외 수출을 염두에 두고 드라마를 제작하는
프로젝트도 선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
으로 보인다. 이때 한국 드라마의 강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영
상미 및 음악적 요소를 강조하되 드라마 내용 및 포맷은 중국
및 아시아인들의 문화적 성향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문화 기반은 같으나 세부적으로는 중국과 구분할
수 있는 한국의 특색이 있는 소재를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해외 수출형 드라마의 제작은 방송사 단독으로 추진하
기에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기업, 투자기금, 정부 등이 일체가
되어 조직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③ 합작 드라마의 제작 확대
합작 드라마의 제작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당분간 중국내에
서 합작 드라마를 본격적으로 제작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므
로 한국 탤런트의 중국 드라마 출연을 촉진시켜 나가며, 동시
에 한국 드라마에 중국 연기자들의 출연을 확대시켜 나가야 한
다. 특히 트렌디 드라마에 중국의 젊은 연기자들을 출연시킴으
로써 한국 드라마에 대한 신세대들의 관심도를 더욱 높여 나가
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본격적인 한·중 합작 드라마
의 제작을 통하여 중국 시장은 물론 세계시장에 진출해 나갈
필요가 있다.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은 투자유치를 통해 재
정적 위험을 분산시키고, 고품질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국에의 진입을 쉽게 하는 등‘일석삼조’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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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낼 수 있다.62)
한·중 합작 드라마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간의 국제 공
동제작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야 하며,“Made in
Korea”에 집착하지 않는 현지화 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한
다.63)
④ 드라마를 통한 타이인(Tie-in) 전략의 확대
한국 드라마, 특히 영상 등 이미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트
렌디 드라마에서 한국의 가수, 영화배우, 문화상품, 기타 산업
제품을 포괄적으로 마케팅하는‘타이인(Tie-in)’전략을 통해
대중문화 산업과 기타 산업과의 연동으로 중국진출 시너지 효
과를 발생시켜야 한다.64)
⑤ 홍콩시장의 활용
중국에서 홍콩 위성 TV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률이 상당히
높은 바 홍콩 TV 방송에 먼저 진출하여 한국 드라마를 중국인
들에게 알림으로써 중국내 진출을 촉진하는 우회전략도 적극적
으로 추구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중국 연해 지역 山東, 遼寧, 吉林, 天津, 上海 등 한
국 진출업체가 많은 지역을 중점 공략하는 것도 효과적인 진출
62) 문화관광부(2001).
63) 새천년민주당(2001).
64) 김휴종(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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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의 하나가 될 것이다.65)
3) 영화·비디오 산업
① 한국 영화의 지속적인 소개
최근 불법 복제 DVD 등을 통하여 한국 영화를 접하는 중국
인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영화는 다른 대중문화에 비해 중
국인들에게 덜 소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가장 우선적으
로 해야 할 것은 중국내 한국 영화의 상영 기회를 확대시키는
것이다. 한국 영화의 인지도가 기성세대 등에서는 아직 낮고,
외화 수입의 독점구조, 할리우드 영화의 소화에 급급한 스크린
쿼터제 등으로 해서 한국 영화가 상업적 베이스에서 본격적으
로 상영되기에는 좀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업적 베이스가 아니라 한·중 문화교류라는 형태로 보다 다
양한 한국 영화를 보다 많은 중국인들이 볼 수 있는 장을 마련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② DVD 등 영상매체의 활용
중국 대도시 가구의 절반 이상이 VCD 플레이어를 보유하고
있으며, 새로운 영상 매체인 DVD 플레이어의 보급이 급속하
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DVD는 우수한 화질과 영화관에 버금

65) 문화관광부(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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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사운드의 구현이 가능하여 영화와 매우 잘 결합되는 영상
매체이다. 따라서 한국 영화의 보급을 위해 확대되고 있는
DVD 타이틀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
다. 실제로 한국 영화가 중국인들에게 어필하기 시작한 결정적
인 계기가‘엽기적인 그녀’의 DVD 타이틀을 통해서였다.‘엽
기적인 그녀’는 중국에서 300만장 이상 판매된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물론 DVD 타이틀 시장의 대부분을 불법 복제품이 장악하고
있어 이 시장을 통한 수익의 확보는 쉽지 않지만 한국 영화의
보급이라는 측면에서 이 시장을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한다. 특
히 불법 복제품에 대한 중국 정부의 단속도 점차 강화되고 있
어 정품 DVD 타이틀의 시장 형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바, 중국 현지의 대형 유통업자 등과 업무제휴 등을 통하여 불
법 복제품과 차별화되는 정품 DVD 타이틀을 저가에 공급할
수 있는 통로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중국 시장에 영상관련 전자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여 하드웨어와 정품 영상물을 번들로 제공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들 기업의 하드웨어를 구매하는 고객에
게 멤버십을 부여하고 이들에게는 정품 영상물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 혹은 대여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66)
③ 합작 영화의 제작 확대
중국 영화시장에 진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는 합
66) 김휴종(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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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영화 제작이다. 합작 영화를 통하여 한국 배우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내 배급에도 효과적인 파트너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외화의 수입에 제
한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합작 영화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중국측이 주도권을 가지고 제작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합작
영화를 제작함에 있어 우리의 제작기술이나 마케팅 기술을 지
원하되 중국인들이 주도해서 영화를 제작한다는 인식을 심어주
어야 한다. 합작 영화의 제작은 중국내 한국 영화의 입지를 확
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제작기술과 중
국의 인력 및 문화소스를 결합시켜 아시아 및 세계시장에 진출
하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67) 반드시 합작 영화
가 아니더라도 중국내 제작을 확대하고, 이 과정에서 중국측
인력이나 컨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
여 한국 영화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또한
중국내 영화관계자와 네트워크를 형성해 갈 수 있을 것이다.
④ 중국내 영화산업 인프라에 대한 투자
중국 정부가 그 동안 금지하여 오던 외국인의 영화산업에 대

67) 중국에서 촬영되고 중국의 배우들을 대거 출연시킨 영화‘무사’
는 중국 시장 및 해외
시장을 겨냥하여 한·중 합작으로 제작한 대표적인 영화이다.‘와호장룡’으로 세계적
스타로 떠오른 중국 여배우를 주연으로 기용하고, 중국을 배경으로 촬영하였다. 비록
만족할 만한 흥행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중국의 문화소스, 인력을 활용하여 세계
시장에 진출한다는 전략이 최초로 실행된 프로젝트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영화는 중국
에서 호평을 받았으며, 프랑스에서는 중국 영화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사
막의 공주’라는 제목으로 개봉되어 흥행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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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투자를 2000년부터 부분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중국 영화산
업 인프라에 투자함으로써 한국 영화의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내 멀티플렉스 등 영화산업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중국 영화산업 인프라의 발전을 촉진시키
고 이를 한국 영화 혹은 한·중 합작영화의 배급기지로 활용하
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68)
⑤ 지역과 계층에 따른 진출전략 필요
영상산업 중 비디오 시장의 경우 중국 정부의 통제가 방송이
나 영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상황이다. 정부 규제가 상
대적으로 적은 비디오 시장에서의 매출 확대를 위해서는 시장
의 특수성을 감안한 타깃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즉, 중국
시장은 다수의 소수민족과 다양한 문화, 빈부격차가 격심한 시
장으로 결코 13억의 단일시장이 아니다. 따라서 지역별, 계층
별로 차별화된 전략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상해, 북경, 광주
등은 소비수준이 이미 중진국 수준을 넘어선 곳으로 r i c h
marketing이 필요한 곳이다.
⑥ 영향력 있는 기관을 통한 마케팅 전략
외화 수입에 규제가 매우 심한 것을 감안하여 중국내 영향력
있는 기관과의 관계를 강화하여 한국 영화의 중국 진출을 촉진

68) 김휴종(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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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中國電影集團, 廣播電影電視局과의 관
계를 강화하고 中國電影集團 進出口公司의 외화 선별시 우위
확보를 위해 신청시점에서 중문자막을 제작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이 요구된다.
4) 게임산업69)
① 중국 게임시장 특성에 따른 진출전략 수립
중국 정부는 게임산업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우려
하고 있어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가 어떠한 대중문화에 비해서
도 심한 편이다. 그런데 중국 정부의 게임에 대한 규제는 명확
한 법률적 근거에 기초한다기보다는 그때 그때의 정책적 판단
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우 불안정하고 빠르게 바뀐
다. 따라서 중국의 게임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게임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현재 정책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판단에 기초하여 진출전략을 수립해야 한다.70)
시장규모에 대한 명확한 통계가 부족하다는 점, 불법 복제품
이 만연하고 있다는 점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경쟁업체와의 차
별성을 확보하면서 진출해 나가야 할 것이다.

69) 이 부분은 게임종합지원센터(2001)를 주로 참조.
70) 예를 들어 중국의 정책과 제도는 항상 시험적인 기간을 거치고 정립이 되는데 게임시
장에서도 주요 육성지역(상해, 심천 등)을 선정, 향후 결과를 통한 우대 및 지원부분
을 결정하게 될 것인데, 우리 업체들은 이러한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진출전략을 마
련해야 할 것이다(게임종합지원센터, 2001, p.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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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국시장 특성을 감안한 제품의 개발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중국 시장에 판매한다는 전략은 복제품
시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중국 게임산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당
분간은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전략이다. 그에 반해 중국의
온라인 게임 시장은 인터넷의 보급 등으로 확대일로에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내 게임업체들도 앞다투어 온라인 게임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온라인 게임의 중국인을
위한 버전이나 새롭게 제작된 온라인 게임을 통하여 중국에 진
출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진출전략
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돈과 도박을 좋아하는 중국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돈의
개념을 도입한 게임을 중국에 출시할 경우 성공 가능성이 높다
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71)
③ 단계적 전략에 따른 진출
현시점에서 중국 시장은 수익성에 기초하여 진출하기에는 너
무나 많은 장애와 위험이 존재한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 게임
시장은 향후 그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잠재적 시장이기도
하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는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OEM
방식 등을 활용하여 진출함으로써 중국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71) 이러한 경향은 중국의 대만계 게임업체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상해의 ISP 업체인 상
해 온라인과 합작하여 진출한 대만의 홍지그룹의 경우 마작, 오락, 장기 등 중국 전통
게임을 중국 시장에 출시하고 있으며, 보화개와 합작 진출한 웹상에서 바둑과 카드류
의 게임을 제공하고 있다(게임산업종합지원센터, 2001, p.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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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고, 사업기반을 확보한 후에 자본 진출을 추구하는 단계적
전략이 요구된다.
지역적으로도 단계적 확산전략이 요구된다. 현재 중국내 네
티즌이 주로 북경, 상해, 광주 등 연해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게임시장도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연
해 지역의 대도시를 타겟 마켓으로 하고, 점차 비교적 인터넷
환경이 양호한 중경, 서안 등의 중서부 내륙도시로 확대해 나
가는 단계적 전략이 필요하다.
④ 대만과 홍콩의 활용
초기 진입시에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어
와 문화적으로 중국 대륙과 근접한 대만 또는 홍콩계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내에서 전문 인
력을 고용하기 어려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언어 및 문화적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대만계 게임 개발업체 및 대리상과의 전
략적인 제휴를 통한 중국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⑤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의 추진
ⅰ) 실수요자층을 통한 타겟 마케팅

중국 게임시장이 복제품 시장이라는 점과 주요 수요층이 경
제력이 약한 학생 등 청소년층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박리다매
의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국의 중산층과 소황
제를 우선적인 마케팅 대상으로 해야 한다. 중국 신흥 중산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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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부분 가정용 PC와 인터넷, 그리고 이동통신을 이용하고
있는 계층이다. 게임시장에 있어서도 이들이 주요 수요자가 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ⅱ) 발행 및 판매 대리업체를 통한 진출

중국에는 민영기업과 국영기업이 발행 및 판매 대리업체로
활동하고 있다. 민영기업으로서 대표적인 업체는 金智塔이고
국영기업은 中國圖書進出口總公司를 들 수 있다. 최초 중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업체는 정책과 제도권내에 있는 국영기업
을 통해 게임소프트웨어의 진입을 시도해 볼 만하다.

5. 대중문화를 통한 중국시장 접근 방향
(1) 기본 방향
1) 장기적인 안목에서 활용
대중문화에 대한 기호는 문화 상품 자체에 대한 기호에 그치
지 않고 국가나 기업에 대한 기호로 연결된다. 상품의 사용가
치가 아니라 이미지를 소비하는 현대의 소비자에게 있어서 상
품의 문화적 이미지는 제품의 선택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문화 마케팅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추세이
다. 그런데 문화를 매개로 한 기업 홍보는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다. 장기간에 걸친 이미지 구축작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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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었을 때 비로소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한류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것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한국 대중문화에 열
광하고 있는 중국인들에게 한국 기업의 강력한 이미지를 심어
주는 수단으로 활용해 나가야 한다. 중국의 신세대들은 현재는
그 구매력이 높지 않지만 미래의 주요 소비 계층으로 성장할
세대들이므로 이들에게 한국 기업 및 제품의 이미지를 심는 작
업은 미래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로서 큰 의미를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2) 고급 문화예술을 통한 문화 마케팅과 병행
1990년대 이후 우리 기업들도 문화 마케팅의 중요성을 인식
하고 활발하게 문화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
지 기업의 문화 마케팅은 주로 국내에 한정되어 있고, 그 수단
도 고급문화예술에 집중되어 있는 측면이 강하다.
우리 기업이 중국에 진출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국 시장의 내
수화와 현지화가 무엇보다 절실한데 문화 마케팅은 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중국내 문화
마케팅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벌일 필요가 있으며, 이때 기
왕에 신세대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는 대중문화도 그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대중문화에
만 국한할 경우 이미지가 한정될 위험이 있으므로 고급 문화예
술을 통한 문화 마케팅과 병행해 나가되 지역, 계층에 따라 그
비중을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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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대중문화의 성공요인 적극 활용
한국 대중문화가 왜 중국 신세대들에게 어필하고 있으며, 그
들은 한국 대중문화의 무엇을 보고 열광하는지를 분석하여 이
를 제품 마케팅에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한다. 중국 신세대들은
한국 대중음악의 빠른 박자와 힘찬 춤, 가수들의 수려한 용모
에 열광하고 있으며, 드라마의 화려한 화면과 선이 굵은 이야
기 구조, 상대적으로 동양적인 정서 등을 좋아하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 대중문화의 이미지는 중국 신
세대들에게 한국 및 한국 기업의 이미지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
다. 따라서 기업들은 이러한 요소들을 기업 이미지 광고에 적
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전체적으로 새롭고 빠르고 박력 있다는 이미지는 핸
드폰이나 전자 제품과 같은 첨단 기술제품의 홍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화려하면서도 동양적인 이미지는 패션이나 기호
식품의 홍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지역별, 계층별로 차별적인 마케팅 전략의 추진
중국은 지역, 계층에 따라서 구매력, 상품의 구매 형태 등이
매우 다양한 나라이다. 이런 의미에서‘13억이라는 인구를 가
진 중국’이란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문화를 마케팅의 수단으로 활용할 때에도 지역, 계층별
로 차별적인 마케팅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 대중문
화의 경우 중국내 적극적인 수용층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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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중에서도 차별화된 전략의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댄스음악 중심의 대중음악은 10대 남녀에 대한 문화 마케
팅의 주된 수단으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여성층에
의 호응이 높은 드라마의 경우 구매력이 높은 여성층을 상대로
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별로도 상해, 북경, 심천 등 대도시 젊은 층들이 한
류의 주된 수용층이므로 이들 지역에 집중적으로 대중문화를
통한 마케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대중문화를통한 신세대시장 접근 방향
대중문화를 통한 마케팅의 구체적인 방식은 기업의 몫이다.
여기서 그 구체적인 방식들을 자세하게 검토하는 것은 큰 의미
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간단하게 몇 가지 대표적인 방식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1) 대중문화 스타를 통한 기업 이미지 광고
중국인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대중스타를 기업 광고에 활
용함으로써 기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
을 것이다. 한때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홍콩 스타들을
CF 등 마케팅에 활용하여 성과를 거둔 바 있는데 한류 덕택에
한국의 스타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대중문화
의 장르, 스타의 이미지 등을 적절하게 감안하여 기업의 홍보
에 활용하되 단기적인 홍보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이미지를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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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 있는 홍보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스폰서
한국 대중가수들의 중국 공연이나 중국에 방영되는 드라마의
제작을 지원하는 것을 통하여 기업을 알리는 마케팅 기법이다.
특히 대중 가수의 공연에 자주 사용되는데, 한국 기업들이 중
국 공연에 스폰서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는‘타이틀 스폰
서’,‘협찬 스폰서’,‘ 경품 스폰서’등이 대표적인 형태이다.
① 타이틀 스폰서
한국 가수들이 중국에서 공연할 때 말 그대로 타이틀을 스폰
서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가수 ㅇㅇㅇ이 중국에서 공연을
할 경우 ★★★기업이 경비를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한다면 공
연 제목에「★★★기업 주최 ㅇㅇㅇ 초청 공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비교적 많은 경비가 소요되나
중국 소비자(특히 신세대)에게 ★★★기업을 소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② 협찬 스폰서
타이틀에 기업명을 삽입하지는 않으나 공연제목 하단 또는
옆면에 협찬 기업 이름을 삽입하는 방법이다.「000 초청 공연
회 - ★★★기업 협찬-」과 같은 형태이다. 이러한 방법은 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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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 스폰서에 비해 금액부담이 훨씬 적은 반면 광고 및 홍보 효
과는 타이틀 스폰서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
다.
협찬 스폰서는 대중음악 가수들의 공연뿐만 아니라 드라마
제작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이다. 통상 기업들이 드라마의
제작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드라마의 자막이나 엔딩 타이
틀로 협찬을 밝히는 방법이 활용된다. 이 방식은 드라마의 내
용이나 분위기와 기업의 제품이나 이미지가 비슷할 경우 더 효
과가 있을 것이다.
③ 경품 스폰서
관중 또는 일반인을 상대로 경품을 지급하고자 할 때 일반
기업이 경품을 스폰서하는 방법도 활용될 수 있다. 이때 경품
을 스폰서하는 기업은 경품 수상자들의 성향을 미리 파악하여
품목 선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3) PPL(Product Placement) 마케팅
PPL 마케팅은 대중 문화의 내용에 기업의 제품을 노출시킴
으로써 기업 및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는 마케팅 전략이다. 이
전략은 대중문화의 장르에 구분 없이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
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유명한 한국 가수들이 중국에서 공연
할 때 필요한 복장 및 신발 등을 스폰서함으로써 해당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시키는 마케팅 방법이다. 대중가수의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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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이러한 마케팅 기법은 광범
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스타를 모방하고자 하는
주요 소비자층을 자극하여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효과를 수반한
다. 실제 중국내 많은 청소년들간에는 H.O.T나 NRG와 같은
한국 가수들의 헤어스타일, 복장, 신발을 모방하려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안은
반드시 중국내 공연의 경우에만 한해서 스폰서할 필요는 없으
며, 국내 공연 또는 국내에서 TV에 출연할 때에도 시도할 수
있는 수단이다. 왜냐하면 국내 공연 및 TV 출연 장면들이 바로
사진이나 VCD 등을 통하여 중국 팬들에게 전달되고 있기 때
문이다.
4) 자본투자와 공동제작
대중 문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업이 문화
상품 제작자와 공동 투자하거나 자본을 투자하는 방법도 활용
될 수 있다.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둔 영화나 드라마 등을 제작할
때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으로 PPL 마케팅과 연결시킴으로써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지나치게 단기적인 효
과를 노려 제품 광고를 노골적으로 할 경우 거부감을 불러일으
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노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단기적인 효과를 겨냥해서 문화상품의 제작에 참여하
는 동시에 문화 마케팅의 일환으로 중국에 진출한 자사 이미지
와 결합되는 드라마나 영화의 제작을 지원하여 장기적으로 기
업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전략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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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화 상품을 이용한 SP(판매촉진) 활동
인기가수들의 음반이나 선호되는 영화나 드라마의 VCD나
DVD를 구입한 후 회사 상품 판매 촉진에 이용하는 방법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중국 청소년들 사이에는 한국 인기가
수의 진품 음반을 소장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활용하여 상품판매 촉진 활동을 할 때 인기가수의 진
품 음반을 구입하여 사은품 등의 형태로 나누어주는 마케팅 활
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법은 내수지향형 중국 진출 기업에게
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6) 준스타급 가수를 활용한 마케팅
한국내에서는 정상급 인기가수는 아니나 중국 청소년들이 좋
아하는 댄스음악의 준스타급 가수를 중국 시장에서 스타로 육
성하여 이를 스타 마케팅에 활용하는 방법이다. 대중국 수출기
업 또는 중국 현지에 진출한 내수지향형 기업 가운데 상당수는
한국 인기가수들을 초청하여 중국내 공연을 가지고 싶으나 가
수측(기획사)의 과다한 개런티 요구로 실제 성사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런티가 상대적으로
낮은 준스타급 가수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
다. 실제 국내 정상급 가수들은 개런티가 높을 뿐 아니라 개런
티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스케줄상 시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다. 한국내에서 정상급 스타가 아니더라도 중
국내에서는 한국의 댄스음악에 깊은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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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안하여 준스타급 가수에 대한 스폰서를 통해 이들을 중국
내 스타로 육성한다면 상당한 마케팅 효과를 거두어들일 것으
로 기대된다. 이러한 방법은 중국내 현지법인을 가진 기업일수
록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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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연구 검토
(1) 李榮日(2001)의 연구
1) 주요 내용
이영일(2001)은 중국의 서비스 산업 시장에서 축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여타 업종이 축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규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영향을 바탕으로 축구산업이 구축해야 할
마케팅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 천진에 소재한
天津立飛팀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는 천진입비
팀 경기를 찾는 관중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다음 참여(do
sports) 스포츠, 취미 활동, 문화 행사 관람, 사교 활동, 관광
및 오락 등이 축구 관람과 상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밝
히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상관 관계가 축구 경기 관람 횟수, 관
람 계획 그리고 다음 해의 축구 관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도 성별, 연령별 및 직업별로 관찰하고 있다.
연구 결과 앞에서 언급한 대부분의 경쟁업종이 축구 관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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負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참여 스포츠
가, 연령 및 직업별로는 참여 스포츠와 함께 관광산업이 축구
관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케팅 방안에서는
축구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 업종에 대한 대응전략 그리고 연령
별, 직업별 및 성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2) 평 가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첫째, 중국 프로 축구의 구체적인 특성을 파악한 최초의 연구
라는 점이다. 국내에서 중국 팀을 상대로 조사·연구하는 데에
는 시간적·공간적 한계로 인해 제약이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이 연구는 이러한 한계들을 상당히 극복하고 있다. 향후
유사 연구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이 연구는 특정 팀을 상대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
연구가 비록 중국 프로 축구의 다수 팀이 아닌 특정 팀을 상대
로 이루어진 연구인 바 중국 축구 시장의 전반적인 성격을 반
영하고 있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활용 목적에 따라서는 유용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즉, 중국 (축구) 시장70)은 지리적으로 방
대한 바 일반 기업들이 중국 인민들의 생활형태 및 소비성향을
파악하여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자 할 때 중국의 전반적인 특
징보다는 특정지역의 정보가 더욱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한계점 또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분

72) 여기서 시장이라 함은 축구 시장뿐만 아니라 일반 시장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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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대상이 된 팀이 중국 프로 축구 1부(甲級A) 리그가 아닌 2
부(甲級B) 리그 팀이라는 점이다. 1부 리그 팀을 상대로 조
사·연구가 이루어졌더라면 경쟁 업종과 보다 정확한 상관관계
그리고 보다 정확한 소비자들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
다.
둘째, 중국내 마케팅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
이 결여되었다. 중국 축구계는 제도적 또는 관행적 요인으로
인해 팀이 의도하는 대로 마케팅 방안이 실시되기 어렵다. 예
를 들면 대부분의 중국 축구팀은 운영 시스템이 전근대적으로
형성된 바 고도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 근본적으로 어려
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즉, 이 연구에서는 축구 시장을 둘러싼
제도적인 문제를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하겠다.
어쨌든 이 연구의 분석 목적은 본 보고서의 목적인 축구시장
분석과 이를 활용한 마케팅 방안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그러
나 이 연구의 부분적인 분석 결과는 본 보고서 진행에 적지 않
은 기여를 하고 있다.

(2) 임태성외(2001)의 연구
1) 주요 내용
임태성 외(2001)는 중국내에서 한국 축구가 높은 인기를 구
가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중국내에서 한국 축구 마케팅 전
략(Marketing of Sports)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는 선수 수출, TV중계료 수출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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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연구에서는 축구 그 자체의 마케팅뿐만 아니라 여
타 업종에서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하는 방안 ( M a r k e t i n g
through Sports)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여타 업종에는 제
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
국 스타 선수 영입 활용, 국내 선수 파견, 중소기업의 스폰서
참여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 평 가
임태성 외(2001)의 연구에서도 몇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발
견된다. 첫째, 한국 스포츠도 국제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메이저 스포츠(MLB, NBA,
NFL)나 유럽의 축구 등만이 국제화가 가능한 스포츠로 인식
되어 왔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틈새 시장을 이용한 전략으
로 한국의 스포츠도 국제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
명하고 있다.
둘째, 스포츠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특히 중국시장에
서 유력한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 시
장은 세계의 시장으로 일컬어지는 바 국내외 기업간 마케팅 경
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대하는
기업들은 저마다의 경쟁력 있는 마케팅 방안 연구에 골몰하고
있다. 마케팅 성과에는 국가 및 기업 이미지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국내에서는 한국 및 한국 기업의 이미지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혼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축구는 중국
내에서 비교적 양호한 이미지를 구축해 왔다. 이러한 한국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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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에게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이 연구는 중국 스포츠를 스포츠 분야뿐만 아니라 여
타 분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할 대상으로 부각시켰
다. 중국 인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여가, 오락 및
스포츠에 대한 관심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많은 인민들이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마케팅 수단으로서의 이용가치가 높다는
의미이다. 중국에서는 축구뿐만 아니라 농구, 탁구 그리고 우
슈 등도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특히 2003년에는 중국에
서 세계여자 축구선수권대회가 개최되며 2008년에는 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인 바 중국내에서 스포츠 분야의 입지는 더욱 공고
해질 것이다. 따라서 중국 시장 진출에 관심이 많은 관련 분야
에서는 중국 스포츠 시장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
다. 이러한 측면에서 임태성 외(2001)의 연구는 중국 스포츠
시장 분석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
다.
그러나 임태성 외(2001)의 연구에서도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현상 분석에만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중국 프
로 축구의 탄생 배경, 관련 정책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한 분석
이 없이 단순히 한국 축구가 중국에서 많은 인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단기적인 측면에만 중점을 둔 나머지 중·장기적인 측
면을 소홀히 하고 있다. 한국 축구가 중국시장에 진출하거나
여타 분야에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또한 이러한 활용이
효과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중국 축구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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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과 향후 전망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연구
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셋째, 한국 축구가 중국내에서 여전히 높은 관심도를 유지하
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한국 축구 자체의 발전방안이
다. 그러나 임태성 외(2001)의 연구에서는 한국 축구 산업 발
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프로 축구 관련 정책
(1) 스포츠산업의위치
1) 국가발전, 경제건설 및 사회발전 견인
중국의 국가 최고 의결기관인 전국인민대표회의는“스포츠는
경제건설, 국방 그리고 사회발전을 위해 반드시 발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스포츠를 통한 인민들의 건강증진
은 사회 생산력 증대에 크게 기여한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체
육의 발전과 이에 따른 스포츠 산업의 발전을 사회주의 물질문
명과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규정하고 있
다.
스포츠 및 스포츠 산업에 대한 이러한 중요성은 1995년 발
표된「전국 인민 건강증진 계획 강요(全民健身計劃綱要)」,「중
화인민공화국 체육법(中華人民共和國體育法)」그리고 2000년
발표된「2001~2010년 체육개혁 및 발전강요(200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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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體育改革與發展綱要)」등 스포츠 및 스포츠 산업과 관련된
주요 규정에서도 명기하고 있다.
2) 중요한 제3차 산업
세계 경제의 발전과 이에 따른 산업구조 고도화로 인해 제3
차 산업의 비중이 점차 증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세계 경
제와의 상호 관계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중국에서도 이러한 현
상은 일반화될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은 관광산업과 함께 스
포츠 산업이 새로운 서비스 산업으로 대두될 것으로 인식하고,
스포츠 산업을 21세기 신흥산업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2) 주요 스포츠산업 정책
1)「전국 인민 건강증진 계획 강요(全民健身計劃綱要)」
1995년 6월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것으로서 국가발전과 경
제발전을 위해서는 전국 인민들의 건강 증진이 반드시 필요하
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동 정책에서는 구체적인 발전 계획
을 시기별로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전체 기간은
1995년부터 2010년까지이며 두 번의 期로 나누고 있다. 제1
기는「1995~2000년」이며 제2기는「2001~2010년」이다.
제1기에서는 다시 세부적으로 3단계로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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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화인민공화국 체육법(中華人民共和國體育法)」
1995년 8월 중화인민공화국 제8기 전국인민대표회의 제15
차 상무회의에서 동법을 의결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1일 시행
에 들어갔다. 동법 제3조에서는“국가는 스포츠가 경제건설,
국방건설과 사회발전을 이끌어가도록 발전시킨다. 국가는 기
업, 사회단체 및 개인이 스포츠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지지한
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이 국민경제에서 독립적인 법
적 지위를 획득하는 계기가 되었다.
3)「2001~2010년 체육개혁 및 발전강요(2001~2010年
體育改革與發展綱要)」

2000년 12월 국가체육총국은 1995년에 발표된「전국 인민
건강증진 계획 강요」및「중화인민공화국 체육법」을 토대로 동
규정을 제정·발표하였다. 이 규정은 전체 45조로 구성되어 있
으며 주요 내용은, 체육개혁의 당면 과제, 체육 발전의 기본 방
침, 국민 건강 증진 및 체력 단련 계획, 국제(경기력) 강화 방
안, 스포츠 산업의 신속 발전 및 인재 육성 등이다. 특히 동 규
정은 현재 중국의 스포츠 산업 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
한 판단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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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의배경 및 기본 방향73)
1) 제정 배경
① 인민의 소득 증대와 스포츠 소비 확대
선진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에서도 인민들의 소득이 증
대됨에 따라 스포츠를 포함한 여가상품에 대한 소비가 증대되
고 있다. 중국은 향후 10년 이내 스포츠에 대한 소비가 현재의
신흥공업국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스포츠 소비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중국은 2008년 북경 올림픽을 전후하
여 스포츠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2008년 북경 올림픽을 외국 스포츠 산업의 선진 경험
을 습득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보고 있다.
② 제3차 산업에서 스포츠의 비중 증대
중국은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2010년경에 이르면 전 산업
에서 제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5% 이상에 이를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스포츠 산업은 제3차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
를 차지하고 있는 바 향후 서비스 산업에서 스포츠 산업의 비
중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스포츠 산업 발

73) 이 부분에서는「2001~2010년 체육개혁 및 발전강요」를 중심으로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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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관련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즉, 2010년경 스포츠 산업
은 중국 국민경제의 새로운 성장수단으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③ 지식 경제화 및 과학기술의 발달
산업 전 분야에서 지식경제가 출현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스포츠 산업에 대해서도 이들 기술 적용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중국내에서는 스포츠 산업의 지식화, 과학기술
화는 업계의 당면 과제로 보고 이러한 업계의 요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④ WTO 가입
중국내 스포츠 산업의 시장이 확대되면 외국 스포츠 기업의
중국 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중국의 WTO 가입으
로 중국내 스포츠 시장에 대한 외국 기업의 진입이 종전보다
쉬워 국내(중국)기업과 외국기업간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
중국은 중국 기업의 외국 기업에 대한 스포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관련 지침 및 정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2) 기본 방향
① 시장경제 중시
개혁·개방 이후 스포츠에서도 산업적 특성이 발견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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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계획경제(즉, 복지사업의 일환) 중심의 운영에서 시장
경제 중심으로 운영 체계를 점진적으로 전환한다.
② 직접적·미시적 통제에서 간접적·거시적 지원으로
종래 정부부문이 스포츠 부문의 재정·경영 등 모든 것을 직
접 운영·관리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은 재정낭비, 비효
율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스포츠 산업 정책의 기본 방향은 간
접, 거시적 지원 정책으로 전환한다. 이러한 기본 방침은 여타
산업에 대한 정책과도 유사하다. 이러한 방향은 스포츠 사업단
위에 대폭적인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분배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할 수 있다.

(4) 프로 축구 관련 정책
1) 산업 성격을 가진 사회 공익사업으로 출발
1995년「중화인민공화국 체육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94
년「체육산업발전강요」를 통해 프로 스포츠에 대한 기본 성격
이 규정되었다. 동 강요에서는 스포츠 산업을“산업성격이 있
는 사회공익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해 프로 축구 갑급A 리그가 창설되면서 진정한 프로 스
포츠의 첫걸음을 내디디게 되었다. 1995년 프로농구(CBA)가
탄생하였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프로 스포츠가 늘어나게 되었
다. 현재 프로화가 이루어진 종목은 축구 및 농구를 비롯하여

212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활용한 중국시장 접근방향

배구,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우슈 등이다.
2) 상업가치 스포츠 적극 발굴
「2001~2010년 체육개혁 및 발전강요」제20조에서는“상
업가치가 있는 스포츠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이를 프로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프로화의 길
은 세밀한 준비를 통해 국제 규범에 따르도록 진행시킨다”라고
명기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 당국도 이제는 프로 스포
츠가 국제화되고 있음을 실감한 결과로 보여진다.
3) 무형자산 개발 강조
체육 당국은 체육관 개방과 무형자산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체육관 개방이 참여 스포츠와 관련된 정책이라면 무형자산 개
발은 프로 스포츠와 관련이 있는 정책이다. 물론 참여 스포츠
에서도 무형자산의 개발은 가능하지만 TV중계권, 선수 및 팀
의 초상권 등에 초점을 두고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4) 소유제 개편
현재 중국 프로 스포츠의 소유제도는 연합·합작형(지방 교
육 행정부문 혹은 각 스포츠 협회가 기업과 공동으로 팀을 창
단·소유하는 형태)과 연합주식형(연합·합작형에 다수의 기
업이 투자 지분에 따라 주식을 분할 소유하는 형태)이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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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제도는 모두 지방 정부가 개입 즉 완전 민간 단위의 팀이
아니라는 특징이 있다.
「2001~2010년 체육개혁 및 발전강요」
에서는 다양한 형태
의 소유제로의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즉, 정부 부문이 반드시
포함되지 않더라도 팀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 기업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인 기업도 팀 운영
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할 수 있다.

(5) 평가 및 전망
1) 향후 구체적인 정책 지속 등장
중국내 스포츠 시장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각종
정책들이 속속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적어도 2010년 이
전에는 스포츠 산업과 관련된 세제, 금융정책이 각급 정부의
주요 산업정책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은 참여 스포츠 및 프로 스포츠 등 스포츠 산업
모든 분야에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은 보다 합
리적이고 정치화된 정책 마련을 위해 현재 스포츠 산업 통계
및 통계지표를 작성중에 있다.
2) 참여 스포츠 확대와 체육 시설 공공재로서 공급
이미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의 학교 체육, 농촌 체
육, 도시 체육 등 집단 및 지역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이 성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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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두게 되면, 이는 스포츠 시장 확대 요인으로 작용한다. 왜냐
하면 이러한 스포츠에 대한 참여는 중국 인민들의 스포츠에 대
한 인식수준을 높일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2008년 북경 올림
픽 때에는 정책적 지원에 의해 경기력 측면에서 세계 강국의
수준을 유지할 것인 바 이 대회를 전후하여 스포츠 용품 시장
도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중국 일반인들의 체력 단
련 정책, 국제대회에서의 높은 성적 유지 정책은 궁극적으로
참여 스포츠 시장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중국 당국은 스포츠 산업의 육성을 기본적으로 시장에 의존
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 오랜 동안 스포츠
에 대한 참여는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바 일반 인
민들은 시장에 의한 스포츠 이용에 익숙하지 않다. 또한 체육
시설을 민간(기업 포함)이 건립·운영하게 되면 인민들의 이용
료는 비싸지게 된다. 중국 당국이“인민들이 이용 가능한 입장
료⋯”를 강조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민간이 체육시설을 공급하
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참여 스포츠와 관
련된 각종 시설은 향후에도 공공재로서 공급되는 비중이 높을
것이다.
3) 프로 스포츠는 종목별 정책 등장 전망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에서의 프로 스포츠 종목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프로 스포츠와
관련된 정책들 또한 종목별로 차별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정부 부문의 간섭 및 통제가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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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즉, 프로 스포츠에 대한 정부 부
문의 정책은 자율성 보장 그리고 이로 인한 수익 확대 등에 초
점이 두어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소유 구조에서 지방 정부
의 지분이 감소 또는 축소될 것이며, TV중계권 협상에서도 민
간부문(예를 들면 프로 축구 구단)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는 방
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프로 스포츠 각 구단의 설립 자격 및 요건 등은 종전
에 비해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지금까지 프로 축구
를 비롯한 중국내 각 프로 스포츠 구단은 설립과정에서부터 정
부 당국(중앙 혹은 지방)으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아왔다. 이는
프로 구단 창립당시만 하더라도 이들 구단이 수익성을 추구하
는 기업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인민들의 정신 건강을 강조하는
복지 수단으로서의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향후에는 프로 구
단이 수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라는 인식이 더욱 강해질 것이며
이에 따라 관련된 각종 법규는 일반 기업 개혁의 범위내에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74)

3. 중국 축구75)시장 발전 과정 및 현황
(1) 발전 과정
중국에서의 프로 축구 발전은 1970년대 후반 시작된 중국의
74) 축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소절에서 언급한다.
75) 여기서 중국 축구란 프로 축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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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정책 발전과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개혁·개방
이전에는 스포츠 또한 여타 부문과 마찬가지로 중앙집권적인
계획과 관리에 의해 통제되어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취급되어져
왔다. 이에 따라 스포츠의 발전은 국가의 재정적 지원에 주로
의존했으며 선수의 양성 및 팀의 설립과 발전은 정부에 의해
주도되었다. 즉, 스포츠 분야의 경제적 역할은 찾아볼 수 없었
다는 것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서 시장경제의 비중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스포츠에서도 부분적으로 시장경제가 도입되면서 산업화
의 기틀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스포츠 분야 가운데에서도 빠른
산업화 과정을 시현하는 종목이 바로 축구이다. 2002년 현재
중국에는 농구, 배구, 탁구 등 7개 종목에서 프로리그가 진행
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축구가 가장 먼저(1994년) 프로화되었
으며, 운영면에서도 가장 선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 프로 축구는 4단계의 발전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1) 1단계(1984~87)
이 시기에 축구팀은 기업들의 광고 및 홍보에 주로 이용되었
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축구팀을 운영하기보다는 대회 타이틀
스폰서 참여에 열을 올리기도 했다. 즉, 기업들이 팀 운영에 따
른 영리를 추구하는 직접투자가 아니라 마케팅 효과에 주로 관
심을 가지는 간접투자 형식이 주를 이루었다.
당시 축구팀 운영이 비록 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지는 않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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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축구계 및 여타 부문에 많은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다주
기도 했다. 첫째, 각종 대회에 스폰서(타이틀 스폰서)로 참여
한 기업들은 지명도가 크게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축
구가 종전에 비해 크게 활성화된 점을 들 수 있다. 기업들이 각
종 협찬 형태로 대회 개최를 지원하게 되자 대회 또한 점차 늘
어나 축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를
들어 1985년 한 해만 하더라도 기업으로부터 스폰서를 받아
진행한 대회가 30개를 넘어서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
장 긍정적인 파급효과는 축구라는 (관람)스포츠가 인민들의 생
활 속에 깊숙이 뿌리를 내렸다는 점이다.
기업들의 협찬과 각종 경기가 많아지자 여기에 따른 문제점
도 발생했다. 우선 기업들의 부담이 점차 증가한 점이다. 각종
축구 대회가 많아지면서 대회에 스폰서로 참여하는 기업들의
부담 또한 늘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 기업이 부담하는 스
폰서 비용이 어떠한 지출 속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도 불분명
했다. 어떤 지방에서는 법인세를 계산할 때 스폰서 비용을 수
익에 포함하여 계산하는가 하면 어떤 지방에서는 수익에서 제
외된 다음 세금이 계산되기도 했다. 특히 상당수 기업들은 어
느 정도 광고 효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되자 스폰서에서 발을 빼
는 경우가 나타났으며 이는 활성화되기 시작한 축구(산업) 발
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2) 2단계(1988~92)
기업들의 찬조가 불안정해지자 축구 관련자들은 기업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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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안정적인 자금투입 방식을 강구하게 되었다. 이들은
1988년과 1989년 2년간에 걸쳐 외국 사례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 축구 프로화 및 축구팀 발전과 관련된 조례를 발표했다.
이러한 조례는 수많은 기업들로부터 깊은 관심을 불러일으켰
다. 기업들도 미국이나 유럽의 프로 스포츠 팀이 많은 수익을
거두어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 동안 특별한 실체를 갖추지 않은 채 흩
어져 있던 축구팀들을 독립적인 경제 및 경영 주체로 탈바꿈시
키는 계기가 되었다. 1988년에는 遼寧東北製藥廠이 50만 위
안을, 그리고 요령 운동기술 학원이 20만 위안을 출자하여 중
국 최초의 세미 프로축구팀을 창단하였다. 이 팀이 오늘날 중
국 프로축구팀의 효시로 인정되고 있다. 동북제약창은 사업실
적도 그런대로 양호했으며 축구팀을 모 기업 경영에 적절히 이
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축구팀에 대한 자금지원도 안정적으
로 이루어졌다. 이후 이 팀과 유사한 세미 프로팀이 속속 창단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 중국 국유기업의 부
실이 경제계에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면서 중국 축구계 또
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개혁·개방이 진행되면서 경
영효율이 낙후되고 필요 이상의 종업원을 보유하고 있던 국유
기업들이 심각한 경영위기로 인해 퇴출되는 사태가 발생하였
다. 당시 축구팀을 보유하고 있던 동북제약집단을 비롯하여 白
云山製藥集團, 万寶集團 등이 퇴출됨에 따라 중국 축구는 심각
한 위기를 맞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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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단계(1993~95)
1992년은 중국 경제계의 새로운 해로 기억되고 있다. 1989
년 중국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급격히
위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경기 또한 어려움에 직면하기
도 했다. 1992년 당시 중국 최고 실력자 등소평은 새로운 대책
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이른바 남순강화(南巡講話)이다. 또
한 같은 해 공산당 제14차 전당대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노
선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전반에 큰 변화가 초래
되었으며 부동산에 대한 투자 및 주식제 등 종전에 볼 수 없었
던 새로운 모습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정책에 영향을 받아 이듬해인 1993년 중국 축구계에
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나타났다. 축구에 대한 투자에 관심
을 보이는 기업들도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1992년 축구협
회 홍산구(紅山口)회의에서 축구의 프로화를 추진하기로 했으
며 1994년에 첫 시즌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프로 팀을 운영하
는 주체는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1993년부터 누적
적자를 내는 일부 국유기업들의 파산이 이어지게 되자 각 지방
의 체육위원회 및 축구협회들은 프로축구팀 창단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압력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이러한 압력
들은 급기야 지방정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즉, 지방정부 입
장에서 보면 축구라는 것은 사회주의 정신문화 건설에 유용한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지방 체육위원회 등과 함께 직접 축구
팀 창단에 간여할 기업들을 찾아 나서게 되었으며 축구팀 창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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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간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다.
축구팀 창단에 간여하는 기업들은 축구팀에 투자할 뿐만 아니
라 여타 부문에서도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이로써 프로
축구는 적어도 외면상 크게 번창하게 되었다.
4) 4단계(1996~현재)
축구 팬들의 폭발적인 열기와 맞물려 축구팀을 운영하는 기
업들의 축구팀에 대한 투자는 날이 갈수록 확대되었다. 각 팀
들은 우수선수와 우수감독들을 유치하는 데 큰돈을 아끼지 않
았으며 선수들의 연봉 또한 큰 폭으로 인상되었다. 중국 대표
팀의 스트라이커 하오하이동은 1997년에 연봉이 이미 200만
위안을 넘어섰다. 1998년에는 연봉 부담액이 1,500만 위안에
이르는 팀도 나타났다. 물론 이처럼 팀 운영에 간여하는 기업
이 엄청난 자금을 쏟아붓는 것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
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2) 프로 축구 현황
1) 공급 현황
①운 영
국가 체육위원회 산하의 축구 관리센터와 중국 축구협회를
중심으로 프로 축구가 운영되고 있다. 1994년부터 시작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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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리그는 1부 리그(甲級A), 2부 리그(甲級B) 및 3부 리그
(乙級)로 운영되고 있다. 1994~97년 기간 동안 1부 리그 12
팀, 2부 리그 10팀으로 시작하였으며 1998년에 1부, 2부 리
그에 각각 2팀이 추가되었다. 2002년에는 1부 리그 팀이 15
개 팀으로 늘어났다. 3부 리그에 참여하는 팀 수는 일정하지
않으며 매년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통상 3부 리그에 참여하는
팀의 수는 15~30여개에 이른다.
한편, 1부 리그에 속한 팀은 성적이 부진하더라도 2부 리그
로 추락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2부 리그에서 성적이 좋다 하
더라도 1부 리그로 승격할 수 없다.
2001년 1부 리그 총 경기 수는 182경기, 2부 리그 총 경기
수는 132경기이다. 1부 리그는 매주 일요일 오후에 진행되며
11월에 시즌이 끝난다. 2부 리그는 매주 토요일 오후에 진행되
며 10월에 시즌이 종료된다. 리그전 이외에 1부 리그 팀, 2부
리그 팀 모두가 참가하는 토너먼트 방식의 FA컵 경기가 별도
로 존재한다.
한편, 2002년 현재 1부 리그에 속한 선수는 약 520여명 정
도에 이르고 있다.
② 연고지 분포
중국에서도 프로 축구는 지역 연고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연
고지 분포는 특정 지역에 편중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
지만 프로 스포츠가 경제발전 단계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 서비
스 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 편중 현상은 쉽게 이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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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1년 현재 갑급 리그 26개 팀 가운데 70% 정도인 18
개 팀이 동남부 연안지역에 집중76)되어 있다. 즉, 중국 프로 축
구는 경제발전 단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서 집중적인 투
자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③ 팀 소유 구조
중국 프로 축구 발전과정에서 이미 언급한 적이 있지만 프로
축구팀 창단에는 지방정부 혹은 지방의 기구가 깊숙이 간여했
다. 중국 최초의 근대 프로 축구팀은 1993년 四川省 成都市 全
興酒類工廠과 사천성 운동기술학원(운동기술대학교)의 합작에
의해 창단되었다.
현재 중국 프로 축구팀의 소유구조는 연합·합작형과 연합
주식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기업과 지방정부가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형태로서 대부분의 팀이 완전 기업단위의 팀이
아니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수요 부분
① 스포츠 시장 수요 구조
프로 스포츠 시장77)은 일반 스포츠 시장78)과는 달리 수요자
76) 프로 농구의 경우 80% 정도의 팀이 동남부 연안지역에 분포해 있다.
77) 이러한 시장에 대해 관람 스포츠 시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78) 일반적인 스포츠 시장이라 함은 참여 스포츠 시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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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우선 프로 스포츠 시장
수요 구조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스포츠 시장에는 팬이라는 수요자를 비롯하여 기업, TV방송
국 등 다양한 수요자가 존재한다. 팬은 스포츠 상품을 직접 구
입 소비하기도 하고 TV방송국을 통해 가공된 상품을 구입·소
비하기도 한다. 경기장에 가서 경기를 관전하는 경우가 직접
구입·소비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입장료라는 상품 구입비가
필요하다. 한편, 시간적·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집에서 TV를
통해 경기를 관람하는 경우는 가공된 상품의 구입·소비에 해
당하며 TV 시청료에 구입비가 포함되어 있다.
기업도 팬과 마찬가지로 스포츠 상품을 직접 또는 가공된 형
태로 구입·소비한다. 그러나 상품 구입에 따른 비용 지불형태
는 팬이 지불하는 형태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업의 직접
구입비는 스폰서료 등의 형태를 나타내며, 가공 상품의 구입비
는 광고료 등의 형태로 지불된다.
TV방송국은 팬으로부터 시청료라는 형태로 그리고 기업으로
부터는 광고료 형태로 스포츠 상품에 대한 판매비용을 받게 된
다. 그러나 팬이나 기업에게 스포츠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스
포츠 단체(생산자)에게 TV 중계료를 지불하고 스포츠 상품을
구입한다. 결국 스포츠 산업에서는 팬뿐만 아니라 기업 및 TV
방송국도 주요한 고객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79) 지금까
79) 따라서 이들을 스포츠 산업의 3대 고객이라고 일컫는다. 한편, 이들 고객 가운데에는
팬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이 스포츠 상품을 구입하는 이유는 팬
(일반 소비자)을 상대로 자기 회사 제품을 마케팅하기 위함이며 TV방송국이 스포츠
경기를 중계 방송하는 이유도 팬(일반 시청자)을 상대로 시청률을 높이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스포츠 경기에‘재미’가 없으면 팬이 스포츠 경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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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스포츠 산업에서의 수요자 구조

팬

입장료
스포츠 이용
광고·홍보

시청료
스포츠경기
(상품)
경기단체
(생산자)

스폰서료 등

중계료

광고료
기 업

TV방송국
(미디어)

자료 : 김화섭(2001).
주：실선은 스포츠 상품의 흐름을, 점선은 상품 구입에 대한 대가를 의미.

지의 설명을 다시 <그림 Ⅳ-1>, <표 Ⅳ-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② 팬 시장 동향
2000년 기준 중국 프로 축구 갑급 A리그 총 관중 수는 약
며 팬이 스포츠 경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기업도 그리고 TV방송국도 스포츠 상품
을 구입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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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스포츠 수요자가 구입하는 주요 상품

수요자
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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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상품
경기(관람권)
경기명칭 사용권(스폰서십)1)

기 업

선수 초상권(엔도스먼트)2)
로고 및 캐릭터 사용권(라이선싱)3) 등

TV 방송국
주：1)
2)
3)
4)

TV 중계권
선수초상권4)

예：삼성 파브 2002 K-리그 등.
예：박찬호가 기업 광고 모델로 나서는 경우.
FIFA로고가 일반제품에 부착되는 경우.
TV 토크쇼 등에 출연하는 경우.

362만여 명으로 게임당 평균 1만 9,900여명에 이른다. 입장
료 가격은 지역·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沈陽 金德
팀의 입장권 가격은 좌석에 따라 1~30위안인 데 반해 上海 中
遠팀의 경우 10위안에서 최고 150위안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팀에 따라 입장권의 가격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중국 프로축구 관련 규정에 입장료는 각 지역 팀이 자주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장료가 지나치게 높
아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그 지역 물가관련 부처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매 경기 무료표 발급 비율은 5%를 초과하지 못
하며, 입장 수입 가운데 중국 축구협회와 중국 프로리그위원회
에 각각 5%씩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실제 전용 구장을 소유하고 있는 팀은 靑島

中海牛와

雲南紅塔 등 두 팀에 불과하며 나머지 팀들은 지방정부 소유
구장을 임대·사용하고 있다. 경기장의 크기는 遼寧波導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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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구장으로 사용하는 1만 8,800석 규모에서부터 상해 中遠팀
이 홈 구장으로 사용하는 8만명 규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③ 기업시장 동향
여기서 기업시장이라 함은 리그 및 팀을 광고에 이용하기 위
한 스폰서 등을 의미한다. 중국 프로 축구 타이틀스폰서와 21
개의 A-보드에 대한 마케팅권리는 IMG가 구매하여 대행하고
있으며, A-보드의 경우 각 팀별로 28개의 스팟(spot)을 가지
고 있는데(上海 中遠팀은 40개), 이 중 IMG가 관리하는 21개
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판매권은 각 구단이 소유하고 있다.
IMG가 관리하는 광고 관련 수입은 일단 중국 축구협회 수익으
로 귀속되며, 나머지 구단이 관리하는 광고 관련 수입은 구단
으로 귀속된다.
한편, 2002년 리그 타이틀 스폰서 기업은 펩시콜라이다. 이
밖에 공식 스폰서로 참여한 기업은 후지필름, 미놀타, 버드와
이저, LG전자, 통일기업, 明基電通, 美心集團, 耶莉

, 紅牛,

金桑子喉寶, 大維服飾, 上廳電SVA 등으로 미국, 일본, 한국,
대만 등 외국계 기업과 자국기업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특이한 것은 인터넷상에서의 타이틀 스폰서 기업을 별도로 두
고 있다는 점이다. 2002 시즌 인터넷에서의 타이틀 스폰서 기
업은 Acer이다.
한편, 머천다이징은 중국 체육국산업부 산하에 있는 중국체
육산업회사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규모는 스폰서에 훨씬 못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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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④ TV방송국 시장 동향
방송중계권은 기본적으로 스폰서 권한과 함께 중국 축구협회
가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국을 커버하는 공중파 방송과
일부 국지성(境外) 방송의 중계권은 중국 축구협회가 가지며,
지방 방송국의 중계권은 그 지방을 홈으로 사용하는 팀이 축구
협회로부터 위임을 받아 관리한다.
국영방송인 CCTV는 각 지방의 국영방송을 통해 1994년부
터 1998년까지는 거의 무료로 경기를 중계했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 동안은 1,100만 위안(138만 달러)의 중계료
를 지불하고 매 라운드(7경기)당 한 경기, 1년에 총 26경기를
중계했다. 또한 매년 182회의 갑급 A리그 하이라이트 중계와
보도권도 가졌다. 나머지 경기의 중계권은 중국 축구협회가 각
지방방송국 혹은 위성방송국에 권리를 판매하는 분산판매방식
이 이용되고 있다.
중국축구협회는 2002년 갑급 A리그 경기에 대해 CCTV와
390만 위안(47만 달러)에 각 라운드 경기당 한 경기를 우선
선택하여 중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ESPN-STAR TV와는
나머지 6경기에 대해 경기당 40만 위안의 중계료 계약을 체결
하였다. 방송중계권 판매로 생긴 수익은 팀별로 공동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중계된 횟수에 비례하여 분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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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점및 전망
1) 문제점
① 지나치게 높은 인건비
1996년 이후 중국의 프로축구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선수
및 감독들의 공급부족을 겪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선수 및 감독
스카우트를 둘러싼 구단들의 경쟁이 심화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선수 및 감독의 연봉은 크게 상승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유
럽 프로 축구 선수들의 평균 연봉은 일반인들 연봉의 약 6~7
배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중국 프로 축구 선수들의
연봉은 중국 인민들 평균 소득의 수십 배에 이르고 있다.
물론 선수들이 높은 연봉을 받고 그만한 수익을 창출한다면
높은 연봉 지급은 효율성 제고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에서 선수들의 높은 연봉 수령은 선수들의 나태로 연결되어 오
히려 생산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구단이 지나치게 높은 인건비로 인해 구단 경영에 어려움을 겪
고 있다.
② 우대조치 폐지 가능성
선수 및 감독들에게 많은 연봉을 지불하고도 팀이 유지되는
것은 팀에 관련된 기업들이 지방정부로부터 각종 우대조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방 정부로부터의 각종 혜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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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팀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분야 즉 부동산, 주류
업 등에서 우대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중국내에서 기
업개혁이 더욱 심화되면 이러한 우대조치는 축소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되면 축구팀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은 불
가피하다.
③ 소유구조 불합리
구단의 적자가 심화되고 지방정부로부터의 각종 우대조치가
축소되면 지방정부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구단 운영에 지방정부 혹은 지방단체의 입김이 강화되어 구단
과 지방정부와의 유착관계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80)
이러한 구조는 구단이 자생력을 갖추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는 현재 중국에서 추진중인 기업개혁 가운데
중요한 부분인‘政企分離’및‘현대 기업형태 추구’와도 거리
가 멀다. 즉, 정부 당국은 지속적으로 정기분리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축구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게 될 것
이다.
④ 재산권 모호
프로 축구리그 창설 초기만 하더라도 구단 및 리그는 기업
및 산업으로서의 경제적 위치보다는 인민들의 정신 건강에 도
80) 앞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대부분의 구단은 지방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형태
를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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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되는 비경제적인 실체로서의 인식이 강했다. 이에 따라
구단 창설 및 등록에 이르기까지 기업과 관련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 즉, 구단이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기업 규범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축구팀 운영에서 대규모의
자금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구단 소유를 둘러
싸고 관련 기업, 지방정부 체육위원회 및 지방축구협회간의 갈
등이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구단
책임 경영을 어렵게 하며 나아가서는 중국 축구 산업발전에도
저해요인으로도 작용한다.
⑤ 경영형태 불투명성
선수 및 감독들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인건비, 축구와 직접적
으로 관련이 없는 분야에 대한 우대조치, 소유구조 불합리 등으
로 인해 대부분의 구단은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구단들은 경영 내역을 발표하지 않
아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대부분 구단의 의사결정 과
정이 특정 개인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이는 구단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⑥ 부도덕한 행위 빈발
프로 축구는 중국 인민들의 생활형태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말에 축구 및 농구 등 수준 높은
경기를 관전하는 것은 또 다른 명절을 즐기는 듯한 분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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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바꿈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더욱 수준 높은 경기력과 페
어 플레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프로 축구계에서는
담합, 게임 조작, 심판 매수 등 비도덕적 행위가 빈발하고 있
다. 이는 결국 프로 스포츠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수요자 역할
을 하는 팬들이 등을 돌리게 하는 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⑦ 낮은 TV중계료 수입
스포츠 산업에서 경기단체 혹은 팀의 수입 가운데에는 TV중
계료 수입이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 스포츠 산
업에서 중계료를 지불하고 중계권이라는 스포츠 상품을 구입하
는 TV 방송국은 스포츠 근대산업화의 주역으로 인정되고 있
다.81) 올림픽이나 월드컵 축구대회와 같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
의 TV중계료가 대회를 거듭할수록 크게 증가하는 것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에는 TV중계료가 10
억 달러를 넘어서는 13억 2,000만 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시드니 올림픽에서의 이러한 중계료는 전체 수입의 51%를 차
지하는 것으로서 기업으로부터의 수입 21%, 입장료 수입
14%를 크게 초과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스포츠 산업의 근대
화 정도는 TV중계 수입의 비율로 판정하기도 한다.
유럽 축구의 경우 TV중계 수입이 전체 수입의 40%를 넘어
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미국 메이저 스포츠의 TV중계
수입의 비중 또한 40%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 프로
81) 스포츠의 미디어에 의한 근대산업화에 대해서는 김화섭(2001), pp. 12～17을 참조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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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미국, 한국 및 중국의 주요 프로 스포츠 수입구조 비교
단위：%

중국 프로축구

한국 프로축구

미국 MLB

TV 중계수입

5

6.1

43.0

기업 스폰서 등

39

54.1

22.7

입장수입 및 기타

56

39.8

34.3

자료：USA Today, 각호, 김화섭(2001), Wang jun seung(2002).
주：MLB는 1994년, 한국 프로축구는 1999년, 중국 프로축구는 2001년 기준.
한국 프로축구 전체수입에는 모기업으로부터의 지원금 제외.

축구의 중계료 수입은 5%에 불과하다(<표 Ⅳ-2> 참조).
이처럼 중국 프로축구에서 TV중계료 수입이 극히 미미한 것
은 중계권 협상에서 방송국측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
이다. 방송국측은 축구 방송기술 미비, 중계방송 제작권 및 판
권 귀속의 불분명 등으로 인해 제작 원가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점을 내세워 많은 중계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2) 전 망
① 축구팀 기업개혁 범위내 포함
현재의 중국 프로 축구팀은 창단 과정에서 많은 혜택을 안고
출발했다. 예를 들면 프로 축구팀이 하나의 독립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1994년부터 실시한「公司法」과는 무관하게
설립되었으며, 기업(구단)을 등기82)하는 과정에서도 관련 규정

82) 등기 부분은 1998년 축구협회가 각 팀에 요구하여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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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키지 않았다. 이러한 특혜는 적어도 외연적으로는 프로축
구의 발전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많
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 향후 새로운 팀이
창단되거나 또는 리그와 관련된 새로운 변화가 발생하면 축구
팀 또한 공사법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공사법에 따라 축구
팀(기업)이 창단되면 각종 혜택이 축소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② 진입장벽 높아질 가능성
현재 중국 축구팀 창단과 관련된 진입장벽은 그다지 높지 않
다. 21세 이하, 19세 이하, 17세 이하의 팀을 운영해야 하며
최소한의 자본금 1,000만 위안을 갖추면 된다. 또한 아마추어
축구팀을 창단한 다음 성적이 좋으면 프로 리그(갑급B)로 진
출할 수도 있다.83) 즉, 한국에서처럼 새롭게 축구 리그에 가입
하려면 지불해야 하는‘신생팀 가입비’및‘축구 발전 기금’
등에 의한 진입장벽은 없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축구계로의 진입장벽이 낮은 것이 프로 축구팀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즉, 충분히
축구팀을 운영할 능력을 갖추지 않은 채 최소한의 요건만으로
축구팀을 창단하여 리그에 가입하게 되면 팀간 전력 편차가 심
화되어 리그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재
정이 열악한 팀과 양호한 팀이 함께 리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83)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앞두고 중국 프로축구는 성적 상위팀 상위 리그 진출 및
성적 하위팀 하위 리그로의 퇴출을 방지한 바 있다. 조만간 이러한 조치는 해제될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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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내부환경에 의해 구단 운영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재
정이 어려운 팀은 곧바로 리그에서 퇴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
는 축구 발전에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인식
이 팽배하다. 따라서 향후 중국 프로 축구계는 진입장벽이 크
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자본금 관련 조항이 상대적으
로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③ 팀 운영에서 지방정부 배제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개혁 가운데 政企分離가 중
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정기분리란 1998년 15全 大會를 계
기로 일반화된 기업 개혁 조치이다.‘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비롯하여‘다양한 소유제의 인정’,‘정부기능과 기업기능의 분
리와 독립된 법인지위의 부여’,‘기업의 자기손익 책임’,‘기
업재산권의 명확화’,‘적자기업의 파산인정’등의 조치를 통해
국유기업의 생산 및 경영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즉, 국유기업에서도 정기분리 등의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하겠
다는 의지이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러한 조치는 예상대로 진행
되고 있다.
그런데 프로 축구팀 운영 및 소유에 지방정부가 깊이 관여하
는 것은 이러한 정기분리에 어긋나는 조치로 볼 수 있다. 특히
프로 축구팀은 국유기업이라기보다는 민간기업으로서의 성격
이 더 강하다. 따라서 향후 중국 프로 축구팀 운영은 지방정부
의 개입을 점차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 정부가 직접 개입은 하지 않더라도 간접 개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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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면 연고지 팀 홍보, 입장권 구입 등)을 통한 서포터즈 역
할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④ 소유구조 전면 개편
지방 정부의 팀 운영에 대한 배제는 결국 팀에 대한 소유 구
조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2001~2010년 체육개혁 및 발전
강요」에서도 프로 팀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소유제로의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향후 축구 팀 운영 주체가 기업뿐만 아니라 개
인 또는 외국 기업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축구가 중국
에서 일반기업의 마케팅 수단으로서 유용한 가치를 가지는 것
으로 판단되면 외국 다국적기업들이 중국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구 대회 스폰서로서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팀 운영에도 깊
은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⑤ 서부지역 연고팀 창단
현재 중국 프로 축구팀(갑급A 및 갑급B 포함)의 대부분은
동남부 연안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축구팀이 동남부에 집중된
것은 지역 주민들의 소득 수준과 깊은 관계가 있다. 스포츠라
는 서비스산업은 수요자들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발전하는 특
성을 지니고 있다. 즉, 동남부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이 서부내
륙 지역에 비해 훨씬 높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중서부 내륙지역 주민들에게 축구 인기가 미
약한 것은 아니다. 이들 중서부 지역의 각종 여건만 허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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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서부지역에도 프로 축구팀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현상은 1~2년 이내인 단기간에는 어려울 것이나 중장기적으
로는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⑥ 연고지 이전 가능성
현재 중국 프로 축구팀은 동남부에 집중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省·市에도 집중되어 있다. 동남부 연안 지역 18개 팀 가
운데 광동성에 5개 팀, 요녕성 3개 팀, 상해 2개 팀, 산동성 2
개 팀, 천진시 2개 팀이 분포되어 있다. 서부 내륙지역에 4개
팀이 존재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3개 팀이 사천성에 본거지를
두고 있으며 1개 팀이 중경시에 소재하고 있다. 그러나 사천성
과 중경시가 지리적으로 큰 구분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부
내륙의 4팀은 모두 같은 지역에 본거지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정 지역에 다수 팀이 포진하고 있는 것은 동일한 팬이라는
시장을 두고 경쟁을 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다. 물론 특정 지
역에서 동일한 팬을 두고 경쟁을 벌이는 것은 보다 세련화된
마케팅 기법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결국은 특
정 구단의 팬 시장이 협소해지는 문제점을 초래하게 된다. 따
라서 기존 특정 지역에 복수로 소재하고 있는 팀들은 중국 중
서부 지역의 각종 경제적 여건이 변화되면 이들 지역으로 연고
지를 옮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Ⅳ장 스포츠와 시장 접근 방향：축구를 중심으로

237

⑦ 새로운 리그 탄생 가능성
중국 프로 축구는 외형적으로 크게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이나 재정, 경기 운영, 연고지, 소유구조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중국 축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일반 기업 개혁 차원에서 부실한 팀을 정리할 수도 있으며, 소
유 구조 개편을 통한 경영합리화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기와 관련된 각종 부정행위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주요 경
기에 외국인 심판 도입제도를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
나 이러한 부분적인 노력으로는 중국 축구가 안고 있는 근본적
인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 따라서 중국 축구계는 현행 중국 축
구가 안고 있는 각종 문제를 일거에 해소하고 미국 및 유럽에
서 볼 수 있는 선진 프로 스포츠 리그를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리그를 창설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슈퍼 리그(中超聯賽) 구성에 관한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체적인 실시 시기, 규정 및
자격 요건 등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기존 리그에서의 성적
을 비롯하여 전용 구장 구비 등 각종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
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 리그에서의 성적보다는 팀의
소유구조, 재정상태, 경영 구조의 투명성 등 경제적인 사항에
보다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슈퍼리그가 탄
생하면 기존 프로 축구 위원회(中國足球協會職業聯賽委員會)
와는 다른 별도의 기구(예를 들면 슈퍼 리그 위원회)가 경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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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⑧ 축구 복표 확대
중국에서의 축구 복표 사업은 중국이 월드컵 축구대회 아시
아지역 최종예선 통과가 확정된 2001년 10월부터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복표 사업은 중국 국가체육총국 체육복표관리중심
이 관장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축구 복표
사업의 대상이 되는 경기는 중국 국내 리그가 아닌 유럽 리그
이다. 즉, 이탈리아 세리에A 리그,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그리고 스페인의 프리메라 리그가 그 대상이다. 이러한 유럽
축구를 대상으로 13경기의 경기결과를 맞추는 것으로 진행되
고 있다. 이처럼 국내 리그가 아닌 유럽 리그가 복표 대상으로
되는 바 수입 또한 중국 축구협회가 아닌 중국올림픽위원회로
귀속되고 있다.
중국 리그가 복표 대상이 되지는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음성적
으로는 크게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당국
이 중국 국내 축구를 복표 대상으로 불허한 것은 중국 사회 및
축구계가 안고 있는 각종 문제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국내 축구 리그가 복표 사업의 대상이 되면 사회적으로는
사행심이 크게 조장될 것이며, 축구계에서는 승부 조작 가능성
이 더욱 높아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 축구가 특정한 요인에 의해 침체의 조짐을 보이
거나 여타 사업에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84) 그
리고 사회적 도덕 인프라가 정비되어 국내 축구리그에 대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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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사업을 허가하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되면 국내 리그에도 복표 발행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국내 축구리그가 복표 사업의 대상이 된다면 중국 축구
는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국내 축구
에 관심을 가지는 팬들의 수가 더욱 많아지게 되며 이에 따라
입장수입, 스폰서 수입 그리고 중계료 수입 등도 확대될 것이
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국내 축구리그가 복표 사업의 대상이
되면 중국 축구협회는 복표 사업으로 인한 수익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중국이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 그리고 축구계의 각종 문제점을 감안하면 복표
사업이 국내 축구리그로 확대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기간이 소
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축구 시장 접근 방향
제2절에서는 중국내에서 축구와 관련된 정책 및 현황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절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바
탕으로 중국 시장 접근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축구와 관련하여 중국시장에 접근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중국 축구시장에 접근하는 방안(Marketing of Sports)이며, 둘째, 축구를 이용하여 중국시장에
84) 예를 들면 2008년 북경 올림픽과 관련된 각종 인프라 정비에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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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하는 방안(Marketing through Sports)이다. 본절에서
는 중국 축구시장에 접근하는 방안에 대해 언급하며 축구를 이
용하여 중국시장에 접근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4절에서 논의
하기로 한다.
한국 축구에 대한 중국의 높은 관심85)은 스포츠 상품(축구
상품) 수출 확대를 가져다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축구시장 규
모는 연봉, 기술수준 및 팬들의 호응도 등에 따라 나누어진다.
이에 따라 현재 축구의 대시장은 유럽이며 일본은 중간시장,
중국은 미래 유망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차기 월드컵 아시아 지역예선 때에는 현행 아시아 모든 국가
들을 통합한 선발전을 치르는 방식에서 동아시아 및 서아시아
지역으로 나누어 치르는 방식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현행
방법보다 분리 예선 방법이 중국이 예선을 통과하는 데 유리하
기 때문이다. 즉, 수억의 축구 팬을 보유한 중국이 지역 예선을
통과할 경우 FIFA로서도 그만한 반대급부를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축구시장이 미래 대시장이라면 한국은 중국 축구 틈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구체적인 접근 전략 마련이 시급한 실정
이다.

(1) 중계료판매 전략
중국 축구 시장 접근을 통한 수익 창출에는 중계료 수입 확

85)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제Ⅱ장에서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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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가장 우선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중계료
판매 전략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축구시장에서는 어떠한 수입
원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야기하기로 한다.
<표 Ⅳ-3>은 축구(상품) 생산과 관련이 있는 경기단체, 팀
및 선수들이 거두어들일 수 있는 수입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
나 이들은 국내시장을 겨냥한 수입원을 주로 나타내고 있는 바
중국(해외)시장을 상대로 할 때에는 가능성을 재검토해야 한
다. 예를 들어 팀이 주로 거두어들이는 수입은 중국시장을 상
대로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는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중국의
기업들이 국내 팀에 스폰서로 참여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선수들이 거두어들이는 수입부분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국내
리그에 세계적인 선수를 보유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중국 축구
팬들을 상대로 캐릭터 판매, 중국 기업을 상대로 엔도스먼트
유치 등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수익은 실현성이 낮을 뿐
만 아니라 실현된다 하더라도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축구(상품)의 대중국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
법은 중계료 판매와 관련된 방법이 유력하다. 이 밖에 선수 수
출을 통한 중국시장 선점 전략도 실현가능성이 높은 전략이다.
선수 수출을 통한 전략은 다음 소절에서 언급하고 여기서는 중
계료 판매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중국 각 방송국에서는 축구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축구리그를 생방송 또는 녹화방송하고 있다. 전국 방송국인
CCTV는 토요일 밤 독일 분데스리가를, 일요일 밤에는 이탈리
아 세리에A 리그를 위성 생중계한다. 광동위성 TV, 북경유선
TV 등은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를, 운남위성 TV는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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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메라 리그를 생중계한다. CCTV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부터 무려 4시간 동안 중국 축구 하이라이트뿐만 아니라 세계
축구 소식을 전하는 足球之夜를 방영하며 높은 시청률을 유지
하고 있다.
중국 축구 팬들이 유럽 축구 시청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
<표 Ⅳ-3>

축구(상품) 판매를 통한 주요 수입원
구성 요소
·TV중계료(공중파, 케이블)
·라디오 중계료

경기단체

·인터넷 중계료
·경기단체 로고 사용권(라이센싱)
·경기명칭 사용권(타이틀 스폰서) 등
·입장 수입
·지역민방 중계료
·구단 스폰서
·유니폼 광고 수입
·구장 광고 수입
·인쇄물 광고 수입

팀

·기념품 판매 수입
·팀로고 사용권(라이센싱)
·주차 수입
·식·음료 판매 수입(외주 경우：임대료)
·팬클럽 운영 수입(인터넷 회원 수입 포함)
·어린이 축구교실 수입
·모기업 명칭 사용권(적자 보전금)
·엔도스먼트 수입

선 수

·광고모델료
·캐릭터 판매 수입(경우에 따라서는 팀 수입으로 귀속)

자료：김화섭(2001), p.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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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해서 한국 축구 시청에도 높은 관심을 가진다는 보장이
없다. 오히려 유럽의 높은 축구 수준 시청에 익숙한 중국 팬들
이 한국 축구 시청에는 무관심할 수도 있다. 즉, 한국 축구가
중국에서 높은 시청률을 보이려면 현재와는 다른 새로운 전략
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언급하면 중국의 스타급 선수를 국내 리그로 스
카우트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스타급 선수를 스카우트하여
마케팅 여하에 따라서는 중국내 한국 축구의 시청률을 크게 올
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미국 MLB에서 활약하는 박찬호의
예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997년 시작된 국내 MLB 중계
는 30만 달러 정도였으나 1998년 100만 달러로 껑충 뛰었으
며 2001년에는 750만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박찬호라는 스타 선수가 MLB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즉, MLB측은 박찬호라는 스타 선수를 활용하여 한
국으로부터 엄청난 중계료 수입을 거두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중국 선수들 가운데에는 유럽 축구를 경험한 선수들이 많다.
마밍위(이탈리아 세리에A 리그 페루자), 장언화(잉글랜드 프
리미어 리그 그림즈비) 그리고 양천(독일 분데스리가 프랑크푸
르트) 등이 대표적이다. 치보 또한 2002년 한·일 월드컵 축
구대회 이후 유럽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즉, 중국의 뛰어난 선
수들 대부분은 유럽리그 진출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으
로서는 중국 스타급 선수들을 스카우트하기 힘들다는 반문도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논리는 중국시장을 상대로 한 중계권
확대 전략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중국 선수들의 의사뿐만 아니라 연봉, 축구 인프라 등의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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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도 한국 축구는 유럽 축구와 경쟁이 되지 않는다. 어차
피 유럽 축구와 경쟁이 되지 않는다면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
다. 중국 슈퍼스타급 선수가 아닌 이보다 인기가 조금 낮거나
유망한 어린 선수를 스카우트하는 것이다. 즉, 한국은 중국 축
구시장에서 틈새시장을 노리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스타급 선수가 아닌 준스타급 또는 어린 유망선수를 스카우
트하면 중계료 확대에 과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 전에 중국 TV 사정에 대해 우선 언급해
야 할 것이다. 중국에는 국토가 넓은 만큼 수많은 방송국이 필
요하며, 2000년 현재 전국 24개 직할시·성·자치구에 약
360여개의 방송국이 있다. 여기에는 전국 市급에 존재하는 방
송국까지만 포함하고 있으며 縣 이하급에 소재하는 방송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만약 현 이하급에 소재하는 방송국까지
포함한다면 방송국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방송국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은 방송 컨텐츠의 수요 확대(공급부족)로 이어지
며, 방송의 디지털화는 컨텐츠에 대한 수요를 더욱 부채질하게
된다. 방송 컨텐츠의 부족을 메우는 데에는 스포츠가 가장 적
절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미국, 일본 및 한국 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중국도 예외없이 이러한 현상을 겪게 될
것인 바 중국 방송국의 한국 축구(방송 컨텐츠)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의 준스타급 선수(또는
유망선수)를 스카우트하더라도 중국 방송 틈새시장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보자. 국내 연예계에서 활동하는 탤런트들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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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는 중국 방송 드라마에 출연하는 조건으로 상당한 금액
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 탤런트들의 출연을
요구하는 방송국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은 지역에 소재한
경우도 있다. 이는 한국인 탤런트가 출연하는 드라마를 제작하
여 여타 지방에 판매하겠다는 의도도 깔려있다. 즉, 중국 방송
시장 또한 상당히 크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예는 한국 축구가
중국 축구의 틈새시장을 상대로 중계료 확대 전략이 가능하다
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중국 방송국 입장에서는 중계 기술 수준이 낮아 경기
중계에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86) 그러므
로 한국 경기 중계를 수입·방영하여 일정한 정도의 시청률을
유지한다면 직접 중계보다는 경비가 훨씬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2) 선수 수출 확대 전략
국내 준대표급 선수들이 중국으로 이적할 경우 중국의 축구
열기, 용병에 대한 대우 등을 감안하면 국내에서보다 높은 연
봉을 받을 수 있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인 지도자의 연봉
이 국내 연봉보다 높은 것은 선수들도 고액의 연봉을 받을 가
능성이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중진급 선
수들이 한국에서보다 높은 수준의 연봉으로 이적한 바 있다.
결국 중국은 국내 축구 선수들에게 유럽, 일본 및 한국에 이어
86) 중국 축구협회가 TV방송국과의 중계료 협상에서 기대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중국 방송국의 중계방송 제작 단가가 높은 데에도 기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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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국으로의 선수 수출은 외
화 획득뿐만 아니라 국내 축구산업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
이다.
국내 선수의 중국시장 수출뿐만 아니라 동구, 아프리카 및
남미의 유망 선수를 수입·육성한 다음 중국으로 재트레이드
하는 것도 중국 축구시장의 일부를 점유할 수 있는 유용한 방
법이 될 수 있다. 한국 축구팀은 대부분 대기업에 의해 운영되
기 때문에 중국에 비해 해외 유망선수 발굴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에 따라 수입 선수 재트레이드 방법은 적극적으로 추
진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프로 축구에서 외국 용병을 수입·
육성한 다음 일본으로의 임대 또는 재수출을 통해 수입을 거두
는 구단도 있다. 유럽에서는 네덜란드, 벨기에 등의 리그가 이
러한 전략 구사에 능하다. 예를 들면 남미의 어린 유망선수를
스카우트하여 육성한 다음 유럽 빅 리그(이탈리아, 스페인, 잉
글랜드)로 이적시키는 방법이다. 브라질의 축구 스타 호마리
오, 호나우두 등도 이러한 케이스에 해당한다.
동구, 아프리카 및 남미 선수들뿐만 아니라 중국의 유망선수
를 스카우트, 육성한 다음 중국으로 재트레이드하는 방법도 고
려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선수 수출(재수출)로 인한 수입
확대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중계권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전략이다.

(3) 팀 창단·운영에도관심
중국은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 본선대회에서 참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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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 팀 가운데 최하위나 다름없는 31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여파로 인해 2002년 하반기 축구장을 찾는 팬들의 발걸음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인 현상에 그치며 중·장
기적으로는 과거처럼 많은 팬들이 축구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아직도 중국에서는 축구가 발전할 외부 환경
적인 요인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첫째, 축구는 경쟁이 될 만한 여타 오락산업에 비해 대중 동
원에서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는 측면이 있다. 중국에서는 정치
및 기타 요인으로 인해 대중들이 다수 모이는 집회를 크게 제
한하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 경기장 및 대중연예 공연장은 이
러한 제한조치로부터 비교적 자유스러운 상황이다. 즉, 축구산
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팬 수요 측면에서는 여전히 유리한 조
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슈퍼리그가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미 앞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중국 축구계는 2004년부터
현행 갑급A 리그 팀 가운데 정예를 선발하여 슈퍼리그 운영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예정대로 슈퍼리그가 출
범하면 중국 축구 팬들의 축구에 대한 열기가 더욱 증폭될 것
이다. 슈퍼리그에 대한 높은 관심이 축구 전반에 대한 열기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높다 하겠다.
셋째, 2003년 세계여자 축구선수권대회가 중국에서 열린다
는 점을 들 수 있다. 남자 축구가 아닌 여자 축구라 할지라도
중국 여자 축구는 미국과 세계 정상을 다투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축구계 내에서는 여자 축구선수권대회가 2002년
FIFA월드컵에서 구겨진 중국 축구 자존심을 새롭게 세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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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나아가 중
국내 축구 열기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넷째, 축구 복표 대상이 국내 리그로 확대될 가능성을 들 수
있다. 현재 중국에서 실시되는 축구 복표는 공식적으로 유럽
리그 일부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축구 복표가 중
국 국내 리그로까지 확대되면 중국 축구는 새로운 황금기를 맞
이할 수 있다. 만약 중국 프로 축구가 관중 동원 등에서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 복표 사업의 중국 리그로의 확대는 예상보다 빨
라질 가능성도 있다.
결국 중국에서 축구라는 사업은 충분한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다. 중국에서는 정책을 통해 축구
팀 소유제도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 즉, 외국인투자 도입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중국내 스포츠
마케팅에 자신감을 가지는 국내 중견기업(투자자) 또는 현지
법인 등은 중국내에서의 축구팀 운영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
다. 이때 투자를 고려하는 기업이 중국 내수시장 확대를 도모
하는 기업이라면 더욱 효과적이다.
한편, 중국은 수시로 외자유치 산업별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가이드라인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외국인 투자 사업지도 목록」이다. 이 목록에서 스포츠와 관련
된 산업 가운데 경마장 등 복표 사업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제
한하고 있으며, 골프장 경영도 제한하고 있다. 즉, 축구 관련산
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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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슈퍼리그참여 가능성팀에 대한 자본 참여
만약 중국 축구계의 바람대로 2004년부터 슈퍼리그가 탄생
한다면, 중국내 각종 축구리그 가운데 슈퍼리그가 팬들로부터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내 기업들이
슈퍼리그에 참여할 수 있는 팀을 창단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슈퍼리그 참여 대상은 현행 갑급A 리그 팀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슈퍼리그에 참여하려는 팀들에게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대두
되는 것은 팀의 경제적인 능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
행 갑급A 팀 가운데에는 슈퍼리그를 추진하고 있는 집단 중 내
부적으로 정한 자격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팀들이 많지 않
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현행 갑급A 리그 팀 가운데 외
부로부터 자본 참여를 기대하는 팀이 있을 수 있다. 중국내 축
구팀 운영에 관심을 가지는 기업은 슈퍼리그의 태동 가능성,
자격 기준, 참여 가능한 팀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한 다
음 이들 팀에 대한 자본 참여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슈퍼리그 참여 가능성 팀에 대한 자본 참여에서도 해당 기업
제품의 마케팅 효과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현재 기준으로 슈퍼리그에 참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팀으로는 上海申花를 비롯하여 大連實德, 魯能泰山 등이 꼽히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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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갑급B 팀경영 참여 고려
향후 중국 축구는 현대 기업제도에 적합한 축구팀 운영, 투
명한 경영 요구 등으로 인해 조만간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높다. 즉, 1992년 세미 프로축구팀이 대거 퇴출될 때
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축구
와 관련이 없는 분야에서 특혜를 받아온 투자자들이 운영하는
축구팀은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갑급A 리그, 갑급B 리그 그리고 을급 리그에
속한 팀에서 무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중국 축구팀 매각
시장에서 공급과잉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중국내에
서 축구팀 운영에 관심을 가지는 기업(투자자)은 중국 축구시
장의 변화를 유심히 관찰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도 팀
운영에 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에도 투자기업의 마케팅
효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함은 당연하다. 이러한 마케팅 효과를
고려한다면, 그리고 그 마케팅 효과가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
이라면 갑급A 팀보다는 갑급B 팀 혹은 을급 팀을 선택하는 것
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

5. 축구를 이용한 시장 접근 전략
앞 소절에서는 중국 축구 시장에 접근하는 방향(Marketing
of Sports)에 대해 논의했다. 본 소절에서는 축구를 이용하여
중국 내수 시장에 접근하는 방향(Marketing through

제Ⅳ장 스포츠와 시장 접근 방향：축구를 중심으로

251

Sports)에 대해 논의한다.

(1) 국내 스타급선수 파견을통한 홍보
국내 스타급 선수를 중국으로의 트레이드를 통해 관련 기업
을 홍보하는 방법이 있다. 국내 스타 선수를 트레이드하는 방
법이 국내 축구 붐 조성에 역효과가 발생한다면 일정기간 한시
적으로 파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중국의 축구 팬들
은 한국의 축구 스타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으며, 이들에 대
해서도 관심이 높다. 이러한 분위기를 감안하면 스타선수를 활
용한 중국내 마케팅 전략은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이러한 방법은 앞에서 언급한‘준대표급 선수 수출
전략’보다 중국내에서 더욱 어필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국내 스타급 선수를 중국에 임대할 때에는 중국시장에서 소
속팀의 이미지 제고 또는 관련 상품 마케팅 효과를 거둘 수 있
는 계약 조건과 전략 수립이 수반되어야 한다.

(2) 중국 스타 선수 수입을통한 광고
중국의 스타급 선수를 고액의 연봉으로 국내에 수입 또는 임
대 도입하는 것도 유력한 중국시장 마케팅 방법이 될 수 있다.
국내 기업들은 중국시장에서 현지 법인 설립, 광고 및 홍보 등
을 통해 자사제품의 중국 시장 점유율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중국 우수 선수를 수입하여 국내 리그에서 스타
화한 다음 광고 모델로 활용하는 마케팅 전략은 위에서 언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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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보다 적은 비용으로 더욱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
한 방법은 앞에서 언급한 중계료 수입 확대효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3) 한·중·일리그 스폰서참여
한국, 중국 및 일본 프로 축구 관계자들은 2001년 1월부터
모임을 가지면서 3국 프로 축구 공동경기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 세 번째 모임인 2001년 12월 제주도 모임에서 2003년
부터 정규리그 우승팀이 맞붙는 챔피언 결정전을 가지기로 합
의했으며, 2002년 8월 중국 대련 제5차 모임에서 첫 대회 장
소로서 일본을 정했다. 이 대회는 매년 해당 국가 리그 1위 팀
혹은 리그와 FA컵 우승팀 1팀(모두 3팀) 그리고 개최국의 추
가적인 1팀 등 모두 4개 팀이 풀 리그를 펼치는 것으로서 2회
대회는 중국에서 3회 대회는 한국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다.
2002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6차 모임에서는 마케팅 대
행사를 선정하여 대회 개최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인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다. 한·중·일 프로 축구 관계자는 이러
한 챔피언 결정전을 점차 확대해 가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유소년 리그 교류전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중국 및 일본의 축구 경기력 수준, 축구에 대한 열기
등을 감안하면 각국 축구 팬들의 상당한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 팬들이 가장 뜨거운 호응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즉, 한·중·일 축구 리그는 중국에서 커다란 효과
를 가져다주는 마케팅 수단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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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2002년 6월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가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 청와대에서 개최된 대기업 CEO 간담회에서 모 그룹회장
은 한·중·일 축구리그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대회가 성사
되면 스폰서로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물
론 이 기업은 중국 진출에 관심이 많은 기업이다.
한·중·일 축구 리그의 향후 전개 과정, 중국 인민들의 관
심도 등을 고려하여 이 대회에 스폰서로 참여하는 것도 효과적
인 중국시장 마케팅 전략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회 타이
틀 스폰서, 일반 스폰서 등의 다양한 참여 방법이 있다.

(4) 각종 경기 주선 및 스폰서참여
중국 프로 축구 정규리그, 축구협회 배 토너먼트에 스폰서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2002년 정규리그에는 국내
L기업이 스폰서 기업 가운데 하나로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러한 경기에 스폰서로 참여하는 데에는 국내외 기업간 경쟁이
불가피하다. 이 두 대회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하는 기업이 펩
시콜라(정규 리그)와 후지필름(협회 배) 등 외국 세계적 다국
적기업이라는 점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중국 축구경기에 스폰서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여타 경기에 스폰서로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유럽 축구 비시즌 기간 동안 명문팀 초청 경기, 한국
대표팀 혹은 한국 프로팀 초청 경기 등에 스폰서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기들이 결정된 다음 스폰서로 참여하는 것보
다는 대회를 직접 주선한 다음 스폰서로 참여하는 것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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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프로축구팀 대부분은 대기업과 관련이 있으며 이들 대
기업은 중국 내수시장 점유율 확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
다. 국내 기업들은 유럽 명문 팀과 중국과의 경기 주선 및 국내
프로팀 중국 방문 경기 주선 등에서 중국에 비해 유리한 위치
에 있다는 의미이다. 국내 대기업들이 직접 나서서 유럽 명문
팀과 중국 팀과의 경기를 주선하지 않더라도 게임 성사를 전담
하는 에이전트들의 능력에서도 국내 인력 자원이 중국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다. 중국에서는 비중있는 경기를 주선할 수 있는
에이전트들의 능력이 아직은 미미한 편이다. 즉, 국내 에이전
트를 충분히 활용하면 중국내 각종 축구경기 스폰서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5) 팀 명칭 사용권혹은 유니폼스폰서
앞절에서 중국 축구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중국 프로축구팀
운영을 고려해 보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는 슈퍼리그 참여 가능성이 있는 팀에 대한 자본 참여, 갑급B
팀 경영 참여 고려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을 실
행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축구팀 운
영에 따른 수익 추구보다는 중국 시장내 마케팅 효과 획득이
목적이라면 굳이 이러한 방법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팀 명칭 사용권을 구입하거나 유니폼 스폰서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팀 명칭 사용권이란 말 그대로 팀 이름에 기업 이름을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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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스폰서(마케팅) 수단이다. 예를 들면 수년 전 특정 중국
프로축구팀이 팀 명칭을 국내 모 기업으로 사용한 적이 있다.
이러한 방법은 중국내 갑급A 혹은 갑급B 팀을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적은 경비로도 팀을 운영하는 것과 같은 마케팅 효과
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정 팀의 유니폼에 기업 이름 혹은 로고를 사용하는 마케팅
방안도 있다. 물론 이러한 경우 팀의 명칭은 유니폼에 새겨진
기업과는 다르다. 국내 프로 축구에서 이러한 마케팅이 모습을
드러낸 적이 있었다. 2001년 프로축구 K-리그에서 포항 스틸
러스 팀은 유니폼에 특정 기업의 이름을 새기고 경기를 했다.
이 방법은 팀 명칭을 사용하는 방안보다 마케팅 효과는 적지만
비용은 팀 명칭을 사용하는 방안에 비해 훨씬 적게 드는 장점
이 있다. 또한 이 방법은 팀 성적에 따라 마케팅비용을 차등적
으로 지급할 수 있어 사실상 마케팅 효과에 따라 비용을 지불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스폰서십 방안이다.
그런데 이러한 방안 가운데 팀 명칭 사용권은 갑급B 혹은 그
이하의 리그에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중국 축구
협회는 2002년 9월, 2004년 리그부터 갑급A 리그에 한해서
팀 명칭에 기업명을 명기하지 못하도록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
는 유럽 및 일본 축구 팀 방식을 따르는 것으로서 축구팀 운영
에서도 선진국을 모방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6) 서부 지역에서팀 운영
슈퍼리그 참여 가능성이 있는 팀(갑급A 팀)에 대한 자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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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갑급B 팀 경영 참여 고려 등에 대한 대안으로서 서부 지역
에서 팀을 창단·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 물론 이
때 팀은 을급 리그에 참여 가능한 팀이 될 것이다. 을급 리그에
서 성적이 좋으면 갑급 리그로의 승급87)도 기대할 수 있다. 서
부 지방에는 비록 갑급 리그 팀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민들의 축구에 대한 열기는 대단히 뜨겁기 때문에 팀 운영
여하에 따라서는 시장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중국 서부 내륙지역에서 팀을 운영하는 것은 중국 축
구시장보다는 일반 시장 진출 및 마케팅에서 유리한 효과를 기
대할 수 있다. 중국 서부지역은 동부 및 중부 지역에 비해 경제
수준이 크게 낙후되어 있다. 지리적 면적은 국가 전체의 57%,
인구는 동 22.3%를 차지하고 있으나 GDP는 전국의 14.8%
에 불과하다. 1인당 GDP도 전국 평균의 66.3%로 현저히 낮
은 경제력을 보이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이러한 서부지역의 경제적 낙후성을 해소하기
위해 1999년부터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1996년
6월 江澤民 당시 총서기가 서안에서 개최된「서북5성·자치구
국유기업 개혁·발전 좌담회」에서“서부 지구의 개발을 가속화
하는 것은, 전국의 개혁과 건설을 추진하고 당과 국가의 장기
적 안정을 유지하는 전국적 발전 전략이다. 이는 중요한 경제
적 의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치 사회적 의의도 지니
는 것이다”88)라고 언급한 것을 시발점으로 각종 정책적인 조치
87) 2002년 현재 이러한 승급은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88)「人民日報」, 1999.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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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행되었다.
이러한 조치들 가운데 상당수는 동부나 중부지역에 비해 조
건들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서부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여타 지역에 대한 투자기업과는 달리 세수우
대 기간을 연장89)하고 있다. 또한 중앙부처에 서부개발 전담부
서(西部大開發領導小組)를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당국의 서부지역에 대한 이러한 정책은 많은 외국기업
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비록 여타지역에 비해 소득수
준이 낮다 하더라도 서부지역은 3억의 인구라는 시장을 형성하
고 있는 바 미래 또 다른 대시장으로 부각할 가능성이 높다. 따
라서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중국 서부지역에서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서부지역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가는 점을 감안하면 이
지역에서 갑급은 아니더라도 을급 정도의 축구팀 운영은 기업
마케팅에도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이 지역에 대한
중국 정부 당국의 각종 혜택부여는 축구 팀 운영에서도 우대조
치를 기대할 수 있다.

(7) 대학리그및 대학팀에대한 스폰서
축구에 대한 열기가 확산되자 중국에서는 2000년부터 새로
운 축구 경기인 대학 리그가 탄생했다. 전국 31개 성·시·자
89) 1999년 말 중국 국무원은 중·서부지역의「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의 장려류, 제한을
류 외국인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현행 세수우대정책이 만료되는 기업에 대해 3년 이내
의 기간 사업 소득세를 15%로 감면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상품 수출형 기업(당
해년도 수출 비율이 70% 이상)에 대해서는 10%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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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구, 홍콩 및 마카오 등의 지역에서 200여 학교가 참가했으며
지역 예선을 거쳐 2001년 결선리그를 가졌다. 또한 해를 거듭
할수록 대학 리그에 참여하는 학교가 많아지고 있다. 중국 축
구계는 이러한 대학 리그가 수년 이내 프로 축구리그와 맞먹는
수준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 축구계는 대학 리그가 발전하여 프로 축구리그에 우수
선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프
로 리그 선수 공급은 각 프로 팀 산하(예를 들면 19세 이하
팀, 17세 이하 팀, 15세 이하 팀)에서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최소 10년 정도의 긴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비용
또한 많이 들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우수 선수를 공급해 주면
그 만큼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대학 축구리그는 점차 발전되는 양상으로 전
개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입장에서 보면 중국 대학 축구리그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대학 축구리그를 이용한 마
케팅은 프로 축구리그를 이용한 마케팅에 비해 효과는 낮지만
비용 측면에서 크게 유리하다. 특히 대학생들은 미래 소비시장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대학 축구리그 마
케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회 타이틀 스폰서, 일반 스폰서 및 팀 스폰
서 등에 참여하는 방안이 있다. 팀 스폰서에 참여할 경우 상징
성, 시장성 등을 감안하면 지방에 소재한 대학을 대상으로 삼
는 것도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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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Ⅲ장에서는 한류를 이용한 중국 신세대(특히 독생자) 시장
접근 방향에 대해 그리고 제Ⅳ장에서는 축구를 이용한 중국 무
차별 시장 접근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한류 및 축구를 이
용한 시장 접근 전략뿐만 아니라 한류 및 축구 그 자체의 중국
시장 접근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본장에서는 한류 및 축구의 그 자체 또는 이들을 이용한 중
국 시장 접근과 한류 및 축구 그 자체의 중국 시장 접근이 용이
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대응 방안 및 각종 시사점에 대해 논의
하기로 한다.
본장은 크게 4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제1절에서는 한류의 주
역인 대중문화계의 대응 방안이, 그리고 제2절에서는 축구계의
대응 방안이 논의된다. 제3절에서는 대중문화 및 축구계가 아
닌 일반 업계의 대응 방안이, 제4절에서는 정부 관련 부처의
대응 방향(정책 제언)이 논의된다. 특히 대중문화 및 축구 발
전은 그 자체로서의 중국 시장 접근 그리고 이들을 이용한 중
국 시장 접근에 유리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들 업종의 발전
방안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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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중 문화계
(1) 대중문화산업의경쟁력확보
한류를 지속하고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은 한국 대중문화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 컨텐츠를 개발하고, 대중
문화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며, 문화산업의 구조를 선
진화해 나가야 한다.
1) 다양한 문화 컨텐츠의 개발
한국 대중문화는 댄스음악, 트렌디 드라마 등 감성적이고 비
주얼한 측면이 강조되는 분야에서 상대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그 경쟁력이 일부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창의적 소재의 발굴이라든가 서구에서
도입된 장르를 한국적 성격을 가미하여 소화해 내는 측면에서
는 약점을 안고 있다. 유행문화로서의 대중문화는 끊임없이 새
로운 문화상품을 공급해야 수용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 이
를 위해서는 폭넓은 분야의 대중문화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대중문화가 성장할 때에만
시장의 수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새로운 문화상품을 공급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때 동아시아 영화시장에서 할리우드 영화와 어깨를 나란히
하였던 홍콩 영화가 몰락한 것은 홍콩의 중국 반환과 유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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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의 할리우드 진출이라는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지만 홍콩
대중문화의 해외진출이 영화, 그것도 무협과 홍콩 느와르라는
한정된 장르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매우 한정된 장르에만 의존하였기 때문에 이들 장르의
경쟁력이 약해지자 홍콩 붐은 급격하게 소멸된 것이다. 반면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패션 등 다양한 분야의 대중문화가 결
합되어 동남아시아나 대만 등에서 붐을 일으키고 있는 일본 대
중문화는 이 지역에서의 한류돌풍에 다소 세가 주춤하고 있기
는 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대중문화의 균형 있는 발전은 해외 진출을 위해서뿐만 아니
라 국내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이다. 대중문화
산업의 국가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
면 국내시장도 외국의 거대 엔터테인먼트사들에게 내어줄 수밖
에 없기 때문이다.
① 대중음악：방송중심에서 공연중심으로
현재 국내에는 댄스음악 이외의 다양한 장르에도 뛰어난 재
능을 가진 인재들이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방송사 중심, 특히
순위 프로그램이 주도하는 음악시장 구조로 인해서 이들 다양
한 장르의 인재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즉, 현재 국내 공연은 TV공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서 다
양하고 개성 있는 음악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마음껏 시도될 수
가 없다. 따라서 10대가 선호하는 댄스음악 위주의 왜곡된 음
반시장을 부추기는 방송사 중심의 음악시장을 공연중심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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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해 나가야 한다.
공연문화 중심으로의 전환은 특정 주체의 힘만으로는 이루어
지기 힘들며 문화단체, 시민단체, 음악 소비자들이 결합하여
방송사,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전방위적인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방송사측에는 가요 순위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보다 다양
한 시청자들이 보다 다양한 음악을 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편하도록 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는 전문적인 대중음
악 공연장을 확보하도록 정책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한
다.
특히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상시로 공연될 수 있는 공연장의
확보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중음악 공연을
위한 대형 전문 공연장의 확보를 추진하는 한편 이러한 공연장
이 단기에 마련되기 힘든 것을 감안하여 지방문화예술회관의
이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문화예술회관은 구민대회용으로 주로 기능하고 있는데 이
러한 장소에서 공연을 개최한다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회
관의 활용도를 제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문화산업계에서는 재
정부담이 크게 완화된다는 장점도 있다. 이러한 방안이 실현되
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식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바
대중문화계는 지방자치단체를 설득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
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대중음악의 중심을 방송중심에서 공연
중심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보다 다양한 대중음악이 발전해 나갈
것이며, 이는 곧 한국 대중음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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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다.
② 영화：다양한 영화의 제작 여건 조성
드라마 및 영화산업도 특정 장르에 대한 편중이 심한데 이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예컨대 영
화의 경우 최근 몇몇 장르90)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SF,
판타지 등 소재의 다양화를 위한 시도들이 간헐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나 흥행에 성공하는 경우는 드물다. 과거에는 한국
영화의 제작여건이 열악하여 다양한 소재의 영화제작이 불가능
하였으나 현재 외적인 여건은 상당히 좋아진 상황이다. SF 영
화를 찍을 수 있는 자본 동원력이 생겼으며, CG 등 기술력도
어떠한 장르든 찍어낼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자본과 기술을 상품성 있는 상품으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노하우가 아직 축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프트한 측면, 즉 시나리오나 연출 기법 등의 측면에서 보다
많은 인력을 육성하고 노하우를 쌓아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SF나 판타지 등 새로운 장르의 유능한 시나리오 작가의 육성
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91) 이 분야에서 우수한 시나리오
확보를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
다.
90) 조직 폭력배와 웃음을 결합한 소위‘조폭물’이 최근 한국 영화에서 가장 많이 제작되
고 있는 장르라고 할 수 있다.
91) 상당한 제작비가 투입된 무협영화‘무사’
와‘화산고’
나 SF 영화‘성냥팔이 소녀의 재
림’등이 흥행에 성공하지 못한 가장 주요한 원인이 시나리오의 부실과 이들 장르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연출력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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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방송：전문 프로덕션에 의한 제작의 확대
최근 전문 프로덕션에 의한 독립제작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
기는 하지만 여전히 TV 방송 프로그램에 있어 방송사 제작 프
로그램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방송국이 많은 인력과 자본을
확보하고 있다고는 하나 모든 장르에 걸쳐 자체적으로 프로그
램을 제작하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지고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을 기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독립 프로덕션에 의한
제작비중을 높여 나감으로써 프로그램 제작의 전문성을 높이
고, 프로그램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외
부 프로덕션에 대한 외주의 증대는 또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시장 경쟁을 강화시킴으로써 참신한 소재의 발굴에도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대중문화 기업의 경쟁력 확보
① 대형화된 전문 문화기업의 육성
문화 컨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문화산업을 담당하는 기
업들의 경쟁력도 강화되어야 한다. 한국의 대중문화 업계는 최
근 발전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그 규모가 영세하고 전문인력
이 부족하여 장기적인 안목에 따라 문화 컨텐츠를 개발하고 마
케팅할 능력이 부족하다. 그에 따라 당장 수익성이 있어 보이
는 분야에만 집중적으로 진출하다 보니 대중문화의 다양성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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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상당한 투자와 위험을 수반하는 해외 진출에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시장의 경우 막대한 잠재적 시장을 노리고
유수한 거대 엔터테인먼트사들이 치밀한 전략에 따라 진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우리 대중문화 기업들은 단기적인 공연이나
컨텐츠의 판매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간 인수합병이나 외부 투자유치 등을 통하여 대
중문화 기업의 규모 대형화를 추진하여 국제 경쟁기반을 확보
해야 한다. 안정적으로 투자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화된
대형기업(메이저사)은 탄탄한 재정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개척,
대외개방 대응,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장기투자 등을 실행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대중문화 상품을 기획, 제
작, 유통해 나갈 수 있는 전문 인력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이
를 위해서는 대중문화 기업뿐만 아니라 투자펀드나 일반 기업
체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야 한다.
물론 이러한 과정이 대중문화에 대한 자본의 전면적인 지배
로 이어질 때에는 문화의 생명력인 자발성과 창의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규모의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문화 제작자에
대한 육성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② 소규모 전문 기업간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경쟁력 확보
대중문화의 상호 융합경향이 강화되고 새로운 형태의 문화
컨텐츠가 속속 개발되고 있어 장르간 경계가 급속하게 허물어
지고 있다. 이러한 장르간 경계의 소멸에 대해서 선진국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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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 그룹들은 수직 및 수평통합의 확대를 통하여 대응하고 있
지만 규모가 상대적으로 영세한 한국 대중문화계로서는 이러한
방식을 추구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여러 장르의 특화된 소
규모 전문 기업들이 상호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컨텐츠 공급의
다양성과 수익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
한 전략적 제휴에 문화 컨텐츠 제작업체뿐만 아니라 관련 하드
웨어 제조업체, 문화상품 유통업체 등이 같이 참여할 경우 경
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3) 대중문화 산업의 구조개선：유통구조의 개선
한국 대중문화의 주요한 약점 중의 하나는 불투명하고 전근
대적인 유통구조이다. 이는 대중문화 기업의 수익성을 왜곡시
켜 합리적인 계획과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국내 음반유통업계는 전근대적이며 비효율적인 다단계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바 음반가격 가운데 물류비용이 지나치
게 높다. 현재 음반시장은 도·소매상이 난립하여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불법 복제음반의 유통이나 저가 수입 CD 판
매를 통한 단기차액을 노리는 불법 수입상 또한 급증하고 있
다. 유통업자의 정보화 마인드 부족도 유통구조 개선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OS(Electronic Ordering
System), CAO(Computer Aided Ordering) 등을 이용한
판매는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며 거의 대부분 매장에서 전화나
팩스를 통해서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낙후된 유통구조는 음

제Ⅴ장 대응 방안

267

반가격에 전가되어 가격을 높게 형성시키고 있으며 음반 판매
를 줄여 음반산업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효
율적인 유통구조는 영화나 게임산업에서도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음반의 물류, 유통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유통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하고 유통비용을 축소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영화관의 관객 집계의 전국적 전산화를 조속히 실현함으로써
영화의 투자수익이 각 경제주체들에게 적절하게 배분되어 재생
산에 투입되도록 해야 한다. 게임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를 보
다 강력하게 근절해 나가면서 음반과 마찬가지로 유통구조의
축소와 투명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4) 전문 인력의 육성
대중문화의 여러 분야에 걸쳐 전문인력들이 육성되고 있지만
여전히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가수 등 엔터테
이너나 음반제작이나 연출 등 제작분야에 인력들이 집중되어
있으며 대중문화산업이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획, 마케팅, 홍보, 금융 등의 분야의 전문인력은 아
직 충분하지 못하다. 각 대중문화 업체들이 이들 분야의 인재
발굴과 육성에 힘쓰는 한편, 대중문화 관련 대학 학과에 이들
분야의 커리큘럼을 개설하도록 힘써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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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중문화해외 진출을위한 기반확보
1) 대중문화 수출을 위한 체계의 정립
① 대중문화 전반에서 국제경쟁 마인드의 확산
경제의 세계화 진전과 더불어 대중문화에서도 국가간 경계가
급속하게 허물어지고 있다. 대중문화 영역에서도 보호주의는
점차 설 땅을 잃어가고 있으며 자유로운 무역과 투자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의 확산 등으로 문화 컨텐
츠의 이동에 대한 통제자체가 점차 불가능해지고 있다. 따라서
대중문화산업에 있어서의 국제적 경쟁 압력은 지속적으로 강화
될 것이 분명하며, 우리 대중문화계 역시 국내 시장에서의 경
쟁이 아니라 국제적 경쟁이라는 마인드를 갖출 필요가 있다.
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국내 시장에서도 도태될
수밖에 없듯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대중문화가 국내시
장을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직접적으로 해외수출을 고려하여 제작하는 문화상품이 아니
더라도 해외시장이 잠재적 시장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컨텐츠
를 개발하고, 상품을 제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마인드
가 대중문화계 전반에 확산되어 나갈 때 눈앞의 수익이나 시청
률 등에 연연하여 장기적인 대중문화의 발전을 가로막는 행태
가 줄어들 수 있으며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개발되어 나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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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외 수출을 겨냥한 제작
대중문화의 생산, 판매, 홍보 등 제반 영역에서 해외수출을
고려한 전략적 행위가 필요하다. 특히 제작의 기획단계에서부
터 해외수출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드라마의 경우 현재 국내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를 중
국 및 동아시아에 수출하는 단순한 형태의 해외진출이 이루어
지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한국 드라마가 크게 인기를
얻는 동시에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드
라마를 아시아 지역에 대한 방송 상품의 주력 수출상품으로 선
정하고 해외 수출형 드라마 포맷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 드라마의 강점으로 꼽히는 영상미 및 음악적 요소가
강하면서도 비윤리성 등 부정적 요소를 완화시킨 드라마를 제
작할 필요가 있다.
대중음악의 경우 한국 대중음악의 수용에 있어 가장 큰 장애
가 언어문제임을 감안하여 중국 및 아시아 지역에 대한 수출을
고려한 제작태도가 요구된다. 즉, 수출용 음반에서는 일부 가
사를 해당국의 언어로 부른다거나 뮤직비디오의 자막 삽입 등
해외수출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③ 수출형 대형 프로젝트의 추진
해외 수출을 겨냥한 대형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
도 한국 대중문화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전략의 하나가 될 것이
다. 이는 단일 방송사가 추진하기에는 위험이 크므로 투자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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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나 기업(파이낸싱, 현기거점)과 방송관련사(제작 노하우)
가 참여하는‘방송 프로그램 제작전문펀드’를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④ 해외 마케팅 능력의 제고
현재 대중문화의 해외수출을 위한 전문적인 인력이나 기관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그 결과 우리 대중문화의 해외진출은
조직적이고 전문적이지 못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경쟁력
의 주요 요인의 하나가 마케팅 능력임을 감안할 때 해외 마케
팅 능력의 향상이 시급한 실정이다. 방송사나 대형 기획사 등
의 내부 조직체계를 개편하여 국제 마케팅 관련 조직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대중문화 상품의 국제 배급을 전담하는 업체의
육성을 서둘러야 한다. 종합적인 배급업체뿐만 아니라 TV 프
로그램이나 대중음악 등 장르별 전문 배급업체의 육성도 필요
하다. 아울러 국제 마케팅 관련 전문인력도 육성해 나가야 한
다. 이를 위해 대학내 관련학과의 문화 컨텐츠 유통 관련 커리
큘럼 신설 및 전문연구기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2) 아시아 대중문화 시장을 염두에 둔 진출
① 아시아 대중문화의 상호교류라는 관점의 유지
한국 대중문화의 중국 진출은 아시아인들간의 대중문화의 상
호교류와 이를 통한 아시아 대중문화권의 형성이라는 보다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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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일본 및
홍콩 대중문화는 경쟁의 상대이면서 동시에 협력의 대상이 되
는 것이다. 아시아 대중문화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높이
고, 이를 바탕으로 대중문화 상품의 해외진출에 노력하는 한
편, 아시아 대중문화권의 형성과 이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일
본, 중국, 홍콩 등과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시아 문화를
바탕으로 한 문화 컨텐츠의 개발과 이의 상품화는 우리 대중문
화가 아시아권뿐만 아니라 세계로 진출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
요한 일인 것이다.
② 중국을 문화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아시아 대중문화권의 형성은 아시아인들이 자체의 대중문화
를 통하여 스스로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의미와 함께,
아시아적 컨텐츠로 아시아인에 의해서 생산된 대중문화 상품이
충분히 서구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아시
아 문화에 있어 그 비중이 매우 큰 중국 문화시장에 진출하고,
현지화해 나가는 것을 통하여 중국의 풍부한 문화 컨텐츠를 활
용함으로써 한국 대중문화는 보편성을 보다 획득해 나갈 수 있
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아시아는 물론 서구로 대중문화가 진
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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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중국 문화산업 진출을 위한 기반 구축
① 한·중 문화 상호 교류의 확대
ⅰ) 쌍방향적인 문화교류

현재 한류는 한국 대중문화의 중국 진출이라는 일방적인 형
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일방적인 문화의 흐름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중국 정부나 여론 주도층의 견제심
리를 자극한다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문화의 상호 교류가 없는
일방적인 흐름은 그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
서 한국 대중문화의 중국 진출을 지속해 나가면서 양국의 대중
문화, 나아가서 문화 전반이 서로 교류해 나가는 통로를 보다
많이 개설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중간의 문화교류는 이 과
정을 통하여 한국 문화에 대한 중국의 이해를 넓힘으로써 한류
의 수용층을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대중문
화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합작영화나 중국 연예인들의 한국내 활동 등을 장려할 필
요가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한·중 문화교류는 대중문화의 중국 진
출을 위한 수단이라는 좁은 시각이 아니라 한국과 중국의 대중
문화의 장점을 결합시켜 상호간의 발전을 추구한다는 보다 넓
은 시각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문화 교류
행사를 추진할 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 양국의 대중문화가 상
호 협력하면서 공동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
정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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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폭넓은 한국 문화의 소개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이 문화 생활에 있어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는 연극, 공연 등 다양한 문화상품을 중국에 소
개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문화상품이 당장 수익을 거두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한국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나감으로 해서 한류에 대한 중국인들의 거부감을 희석시키고
종합적인 문화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가꾸어 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올해 북경에서 공연된 뮤지컬‘지하철 1호선’은 현지 여
론 지도층에게서 매우 호평을 받았다고 한다. 한국 문화라고
하면 신세대 중심의 대중문화밖에 접하지 못한 중국인들에게
이는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으며 한국 문화에 대한 평가
를 달리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특히 서구 대중문화를 재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중국인들의 시각을 교정하기 위하여
한국의 사회현실에 대한 고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문화상품
의 중국 진출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겠다.‘난타’와 같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문화상품뿐만 아니라 상품성은 떨어질
수 있으나 한국 사회의 고민을 담은 연극이나 영화 등의 중국
내 공연이 다양하게 펼쳐질 필요가 있다. 사실 한국 문화 경쟁
력의 한 배경이 이러한 사회적 고민의 문화로의 승화라고 할
때 이러한 문화의 중국내 공연은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수용
층을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ⅲ) 대중문화 관련 인적교류의 확대

중국 대중문화는 아직 산업으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 힘
들다. 이는 대중문화가 시장의 익명적 관계에 의해서 규율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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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이나 각 분야 지도자들의 판단, 입장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의 대
중문화 관련 분야별 지도자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프
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기존 프로그램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
가 있다. 정부차원이 아니라 민간차원에서 한·중 양국의 대중
문화 관련 인적 교류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일방적인 진출이 아
니라 상생할 수 있는 대중문화 협력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적 교류의 확대는 또한 그 자체로 중국 시장
에 대한 한국 대중문화 진출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② 중국진출을 위한 기반조성
ⅰ) 중국 진출을 위한 전략적 제휴

중국 대중문화 시장은 당장 큰 수익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그
잠재적인 시장규모를 고려할 때 지속적인 진출이 필요하다. 그
러나 대중음악 가수의 중국 공연 등 중국 시장에의 진출은 상
당한 위험이 따른다. 규모가 영세한 한국의 개별 기획사나 가
수들이 이러한 중국시장의 위험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이
다. 당장 이러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거대 엔터테인먼트사
의 창출이 어려운 실정이고 보면 대중문화업체들이 전략적 제
휴를 통하여 중국에 진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각 기획사(혹은 제작사)들은 국내에서는 독자적인 사업
을 추진하는 한편 중국 진출시에는 합작 형태의 사업단을 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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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때 같은 장
르의 대중문화기업뿐만 아니라 이종 장르의 기업체들이 제휴함
으로써 문화 컨텐츠의 융합에 의한 보다 효과적인 진출이 가능
할 것이다. 한류를 문화마케팅에 활용하려는 기업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대중음악 기획사, 영화 제작사, 방송
사, 기업들이 참여하여 하나의 사업단을 구성하고, 이를 통하
여 한·중 합작 드라마 및 영화 제작, 순회 콘서트 개최, 음반,
VCD, DVD 제작 및 유통, 스타 마케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중국어 학습 등 중국진출을 위한 역량 강화

대중문화의 중국 진출을 위해서는 중국인들과의 교감이 중요
하다. 특히 중국의 청중들과 직접 대면하여 공연을 하는 대중
음악 가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국 가수들이 비록 일부라
하더라도 중국어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한국 대중음악에 대
한 중국인들의 호감은 훨씬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 상당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어나 발음구조가
비슷하여 쉽게 노래할 수 있는 일본어에 비해 중국어는 상당한
노력이 없이는 일부 가사라도 제대로 노래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가수 등 연예인들에 대해 중국어로 노래할 수 있는 역
량을 습득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중국 문화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중국 현지에서의 연예활동시 불필요한 마찰과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계 관련 종사자들 중에 중국 문화산업
에 대한 식견과 현지 네트워크를 갖춘 전문 인력이 보다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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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되어야 한다.
ⅲ) 중국 연예인들의 적극적인 활용

국내 대중문화에 중국 연예인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하여 한류에 대한 중국인들의 경계심을
완화시키고 한국과 중국의 대중문화 교류가 일방적인 것이 아
니라 쌍방향적인 것이라는 점을 중국인들이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 연예인의 기용은 해당 문화상품의 중
국 진출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과 중국을 소재로 하는 드라마나 영화에 중국인 배우를
출연시킴으로써 한·중 문화교류를 촉진하고 해당 컨텐츠의 중
국 진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가수를 한국 가수의 공
연에 객원 가수 등으로 초빙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
가 있다. 특히 중국 현지의 공연에 중국의 유명 가수를 객원 가
수로 활용한다면 청중동원과 우호적인 현지여론 조성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중국내 광고 등에서도 한국 연예인과 중국 연예인들을 같이
출연시킴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3) 대중문화산업발전을위한 방안도출과대정부건의
현재 정부는 문화산업의 발전을 주요한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예술이라는 측면과 산업
이라는 측면이 결합된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노하
우를 정부는 많이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대중문화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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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전을 가로막는 애로사항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
책수단 등을 도출해 내고 이를 정부에 건의하는 과정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해 각자가 처한 입장이나 장르에 구애받지 않는 전
면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대정부
건의사항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중문화
계 자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한 공감대도 형
성할 수 있을 것이다.

2. 축구계
(1) 한·중·일교류 경기 확대 추진
2003년부터 한·중·일간 프로 축구챔피언 결정전이 시작된
다. 3국 프로 축구 관계자는 이 대회의 발전 추이를 보아가면서
유소년 리그로까지 확대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기도 했다. 만
약 3국간 챔피언 결정전이 안정적으로 발전된다면 경기방식을
다양하게 확대해 가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3~4개 팀이 아닌 다수의 팀이 모여서 경기하
는 방식에서부터 3국 팀이 단일리그로 경기를 벌이는 방식 등
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1) 상위팀간 토너먼트 혹은 리그전
이 방식은 각 국가내 소수의 팀을 선발하여 일정한 기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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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장소에 집결하여 챔피언을 가리거나 일정 기간 동안 리
그전을 벌이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수원 삼성, 부천
SK, 중국의 상해 선화, 북경 國安, 일본의 세레소 오사카, 비
셀 고베 등의 각국의 일부 팀이 경기를 가지는 방식이다. 경기
기간은 시즌 전, 시즌 후 또는 시즌 도중에라도 가능하다. 이러
한 방식이 각국의 리그와는 별도의 시간을 가져야 하지만 각국
의 이해 관계가 조정되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기방식이 각국 시즌 이후 이루어지면 관중 동원이
그다지 쉽지 않을 것이다. 각 국가내 리그가 끝나면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한계에 도달하고 부상 선수가 많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좋은 경기를 생산할 가능성이 낮으며, 이는 팬들
의 낮은 호응도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시기적으로 겨울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관전에 어려움이 따른다. 기후 문제는 관중
동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이다.
한편, 이러한 이벤트가 각 국가의 정규시즌 전 혹은 정규시
즌 도중에 개최될 경우에도 관중 동원에는 그다지 유리하지 않
다. 시즌 전에 개최될 경우에는 경기내용이 정규시즌을 대비하
여 조직력을 점검하는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 시즌 도
중에 개최되면 국내 시즌과 겹쳐 관중들의 호응이 낮을 수 있
다. 실제 시즌 도중에 개최되는 아시아 클럽 대항 선수권 대회
는 중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에서는 그다지 큰 호응을 얻지 못
하고 있다. 그러나 스폰서를 원하는 기업이 막대한 우승상금을
내건다면 사정은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방식은 2003년
부터 실시되는 챔피언 결정전보다는 팬 호응도 측면에서는 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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씬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인터리그 및 통합리그
인터리그는 각 국가내 정규리그 도중 일정 기간 동안은 상대
방 국가의 팀들과 경기를 가지는 방안이다. 박찬호가 활약하고
있는 미국 프로야구에서 패넌트 레이스 기간 동안 아메리칸 리
그내 팀과 내셔널 리그 팀간 경기를 가지는 것과 같은 맥락이
다.
인터리그 운영에서 중요한 것은 한·중·일 3국은 독자적으
로 국내리그를 치르면서 다른 국가 팀과의 경기 성적이 국내
정규리그 성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인터리그 승
점이 자국 정규리그내 포함되지 않는다면 경기는 친선경기 수
준을 넘지 못하며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요구하는 팬들의 수요
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이 경기 방식은 다음에 언급하는 통합리그 방식과 함께 각
국가의 국내 축구계 사정이 보다 심도 있게 반영되어야 하는
바 단기간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겠다.
통합리그는 한국, 중국 및 일본의 모든 팀이 단일 국가내 리
그형식으로 치러지게 된다. 한국 팀 10개, 중국 팀 15개, 일본
팀 16개를 합하면 모두 41개 팀이 된다. 3개국의 41개 팀을
모두 단일리그로 경기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41개팀을 하나의 리그로 운영하는 것이 복잡하다면
양대 리그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다. 나누는 방법은 각국의 팀
을 반반씩 나누어 1개 리그당 20개(혹은 21개) 팀이 경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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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양대 리그는 수준에 따라 나누는 방법
즉 1부, 2부 리그로 나누는 방법과 미국 프로야구나 일본 프로
야구처럼 수준이 대등한 2개의 리그로 나누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통합리그가 범국가적 리그인 점을 감안하면 1, 2
부 형식의 리그보다는 대등한 리그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는 앞에서 언급한 어떠한
방식보다 낮다고 하겠다.
인터리그 및 통합리그는 다른 국가 팀과의 경기 결과가 승점
에 반영되기 때문에 챔피언 결정전이나 상위팀간 리그전보다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이벤
트는 여타 어느 경기방식보다 스폰서 유치면에서는 훨씬 유리
하다.
3) 소 결
지금까지 언급한 바에 의하면,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는 일부
상위팀간 토너먼트 혹은 리그전이 인터리그나 통합리그에 비해
유리하며 팬들의 관심도 증대에 의한 스폰서 유치에는 인터리
그나 통합리그가 토너먼트를 통한 챔피언 결정전에 비해 유리
하다. 프로 스포츠가 팬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면 한·중·
일 축구리그는 궁극적으로 팬들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중·일 축구리
그는 인터리그나 통합리그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의 실현에는 3국간 리그사정, 선수 수급
상황 등 사전에 조정해야 할 요인들이 많은 바 단기적으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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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인터리그나 통합리그
로 나아가기 전에 과도기적 형태로 일부 팀간 토너먼트 혹은
리그전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한·중·일 프로축구 교류 경기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나아가 그 범위가 확대된다면 우선 3국의 축구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3국의 축구발전은 보다 많은 팬들을 모을 수 있다. 이
는 결국 한·중·일 경기에 스폰서로 참여하려는 기업 증대로
연결된다. 즉, 한·중·일 3국간 리그를 계기로 축구 발전뿐만
아니라 중국 소비자 시장 접근 또한 더욱 용이해진다는 의미이
다.

(2) 용병 규제 완화
한·중·일 리그 출범과 함께 각국 프로 리그 연맹은 역내
(intra-region) 선수에 대해 용병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중·일 각국 축구리그에서는 외국 용병 선수에 대해
수적인 제한을 가하고 있다. 용병선수 정원에는 한·중·일 3
국 선수들도 당연히 포함된다. 축구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역내 선수들에 한해서는 용병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 역
내 선수들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면 축구의 상호 협력이 더
욱 강화될 뿐만 아니라 선수들을 이용한 마케팅 또한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축구 시장에 스폰서로 참여하
려는 기업들이 더욱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유럽 축구리그에
서 유럽 선수들에 대해서는 용병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유럽 역내 선수들에 대한 이러한 규정은 유럽 리그에서 선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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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용한 마케팅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
고 있다.
한편, 한·중·일 프로 축구 연맹은 한·중·일 축구를 더욱
발전시키고 나아가 축구시장의 안정적인 확대를 위해 상호 신
속한 정보교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서 상호
교환 근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스포츠 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끊임없이 변할 것이다. 선수와 관련된 고용, 복
지, 보험 등의 문제는 선수측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
며, 새로운 미디어가 출현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당사자들간의
갈등 또한 새롭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는 특정
국가에서 발생하면 여타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바 공동으로
대처하거나 상호 정보를 교환해야 할 필요성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한·중·일 3국의 축구연맹간 상호 긴밀한 협력은 축
구 교류 방안의 다양화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하
겠다.

(3) 연고지중소기업의스폰서참여 유도
지금까지 언급한 중국 축구시장 진출 방안 또는 중국 축구를
이용한 마케팅 방안은 주로 대기업의 중국시장 접근 방향에 초
점이 두어졌다. 그러나 향후 중국 시장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중소기업에게도 축
구를 이용하여 중국 시장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략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축구 관계자들에게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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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구체적인 조치로서 국내 중소기업들이 연고지역 팀에 공
동으로 스폰서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하겠다.
구체적으로 언급해 보자. 국내 프로축구팀 가운데 일부는 비
시즌 기간 또는 휴식기간 동안 중국내 투어 경기를 가진다. 중
국에서 투어 경기를 가지는 것은 팀간 우의증진, 팀 조직력 정
비보다는 모기업의 중국내 홍보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이다.
축구단을 소유한 구단의 모기업은 대부분 대기업인 바 이들 대
기업의 축구단을 이용한 중국내 홍보 전략은 상당한 효과를 거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에 대한 수출확대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 마케팅 능력 및 홍보 수단이 크게 미흡하기 때문에
많은 애로점을 느끼고 있다. 국내 각 프로축구단은 중소기업의
중국 수출 마케팅에도 참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중국내
투어 경기를 가질 때 그 팀이 연고를 둔 지역 중소기업들의 유
니폼 스폰서 등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여 이들 중소기업들로 하
여금 중국내 마케팅 효과를 거두게 하는 것이다. 중소기업들의
자금 사정 등을 감안하여 무료 또는 저가로 스폰서에 참여시키
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은 중소기
업들의 대중국 마케팅 효과 제고뿐만 아니라 팀 입장에서는 연
고지 팬 확대 및 충성도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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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 업계
(1) 한류 열풍의분석과활용
한국 대중문화가 비록 신세대라는 특정 계층에 집중되어 있
지만 중국에서 크게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 및 기업
에 대해서 중국이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매우 좋은 기회
인 것은 분명하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중국 시장을
확보해 나가야 하는 기업으로서는 외부로부터 주어진 기회를
몇 번의 이벤트성 홍보에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는 한류 열풍의
원인과 한국 대중문화 수용자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한국
대중문화를 열광적으로 수용하는 중국 신세대의 소비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미래의 소비 주도층이 될 이들에 대한 마케팅 전
략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 대중문화의 어
떤 면이 이들에게 어필하게 되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어떤 상
품을 어떻게 마케팅할 것인가 하는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한류의 지속과 확산을 위해 기업이 대
중문화계에 어떤 지원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시
사점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2) 문화 마케팅에대중문화의적극적인활용
기업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문화예술을 통하여 기업의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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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제고시키고 이를 통하여 매출을 확대시키는 문화 마케팅
을 실시하여 왔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문화 마케팅은 고급문화를 주로 그 대상으로 활용하였으며, 대
중문화는 CF나 홍보 이벤트 등 단기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활
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의 팝 음악이나 영국의 비틀즈가 이들 나라 및
기업의 이미지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면 대중문화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기업들은 고급문
화뿐만 아니라 대중문화도 국내외에서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시
킬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 됨을 인식하고 한국 대중문화가 국
제 경쟁력을 확보하여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 보다 활발
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중문화를 직접적인 홍보수단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대중
문화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한국 대중문화의 해외진출을 지원
하고, 대중문화와 기업이 동반 진출해 나가는 보다 적극적인
문화 마케팅 전략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수출용 대중문화 상품의 제작에 투자하기
위한 전문적인 펀드의 조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대중문화와기업의상호 학습
대중문화의 중국 및 아시아 시장 진출의 성공요인을 분석하
여 기업의 해외진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류는 예기치
못한 성공이었으며 마케팅 전략의 차원에서 충분히 연구·분석
할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대중문화계로서는 기업이 가진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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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개척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
고 필요할 경우 기업의 해외 네트워크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
여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슈퍼리그동향 주시
중국에서 축구를 마케팅에 이용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
단되면, 중국 축구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특히 2004년부터 출범할 것으로 알려진 슈퍼리그에 대
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슈퍼리그가 알려
진 대로 출범할 것인지? 출범한다면 어떤 팀들이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될 것인지? 슈퍼리그가 탄생한다면 팀 운영에서 지방정
부와 분리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지방에 연고를 둔 팀이 슈퍼
리그 가입에 유리한지 등등.
중국 프로 축구에서 슈퍼리그가 탄생하면 이는 중국 프로 축
구 최고의 리그로 자리잡을 것이며 나아가서는 갑급A, 갑급B,
을급 심지어 대학 축구리그에까지 연쇄적으로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즉, 중국에서 프로 축구 슈퍼 리그의 탄생은 축
구를 이용한 마케팅 방향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5) 프로 농구에도관심
중국에서는 축구가 최고 인기 스포츠 종목으로 자리를 잡고
있지만 축구 못지 않게 관심을 끄는 종목들이 많다.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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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이 농구이다. 농구는 축구보다 늦은 1996년 프로화가 시
작되었다. 중국 프로 농구(CBA)는 매년 크게 발전하였으며 유
명 팀간92)의 경기에는 암표가 성행하고 있을 정도이다. 극성 농
구 팬들은 한겨울 실외 온도가 영하 20도 정도까지 내려가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입장권을 구입하기 위해 진을 치는 경우
도 있다.
중국내 프로 농구의 열기에 힘입어 선수들 가운데 프로 농구
의 본거지인 미국 NBA로 진출하는 선수도 나타나게 되었다.
2001~2002 시즌에는 왕즈즈, 멍크 바트 등 2명의 선수가 그
리고 2002~2003 시즌에는 야오밍이 NBA로 진출했다. 특히
야오밍은 신인 드래프트에서 미국 선수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
했다. NBA 신인 드래프트에서 미국 본토 출신이 아닌 선수가
1위를 차지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중국에서는 프로 농구 못지 않게 대학 농구 리그(CUBA) 또
한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대학 농구리그는 대학 축구리
그보다 빠른 1998년에 출범했다. 대학 농구 관계자 및 프로 농
구 관계자들은 중국 대학 농구가 미국 대학 농구처럼 사실상
프로 농구의 2부 리그 격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농구에 대한 높은 인기, NBA 진출 선수 탄생, 대학
리그의 활성화는 중국 농구 시장을 더욱 확대·발전시킬 것으
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 출신 선수들로 인해 상당한 성
과를 거둔 미국 NBA로 하여금 중국 농구 발전에 투자·기여
할 구실을 제공할 수도 있다. 물론 이때에는 NBA만이 중국으

92) 예를 들면 북경 奧神 및 상해 東方 팀간의 경기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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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진출93)할 것이 아니라 스포츠 마케팅에 관심을 가지는 다국
적기업이 동시에 중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게 된다. 즉, 향후 중
국 프로 농구는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결국 중국 내수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 기업입장에
서 축구뿐만 아니라 농구도 스포츠 마케팅 도구의 대상이 된다
는 것이다. 물론 프로 농구뿐만 아니라 대학 농구 또한 스포츠
마케팅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프로 농구가 중국 프로
농구에 비해 크게 열세에 있기 때문에 축구에서처럼 우월성을
이용한 마케팅 효과를 농구에서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6) 신흥 인기 종목에도관심：야구
중국에서는 프로 축구 및 프로 농구 이외에 최근 인기가 급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 바로 야구이다. 중국에서는 야구
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뒤부
터 부쩍 열기가 뜨거워졌고 베이징이 2008년 올림픽을 유치하
면서 더욱 고조되고 있다.
2002년 4월에는 세미 프로야구 리그전이 개최된 바 있다.
중국 세미 프로야구는 북경 타이거스, 천진 라이온스, 상해 이
글스, 광주 라이트닝 등 4개 팀이 4개 도시에서 리그전을 펼친
뒤 상위 2개 팀에 북경에서 단판승부로 챔피언을 가리는 방식
을 채택하고 있다. 중국야구협회는 적당한 시기를 봐서 프로야
93) 구체적인 예로는 북경 또는 상해에서 NBA 시범경기를 가지거나 정식 경기를 가지는
형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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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확대할 방침이며 이에 따라 이번 리그전에 외국인 및 대
만 선수들의 출전을 허용했다.
중국야구 수준은 한·일·대만 등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
다. 그러나 최근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 야구에 대한 열의와 수
많은 선수 자원으로 인해 잠재력이 무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 특히 2001년에는 미국 MLB의 시애틀 매리너스가 베이징
출신 투수와 입단 계약94)을 체결하기도 했다.
미국 MLB가 중국 선수를 스카우트한 것은 우수 선수를 확
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향후 중국의 야구 시장이 커질 것에 대
비해 중국 야구 시장 접근 혹은 야구를 이용한 중국 내수시장
접근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미국 MLB가 본격
적으로 중국 시장을 겨냥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도 이미 중국에서 야구 마케팅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 프로 야구는 중국내에서 비교적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프로 야구는 대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대기업 대부분은 중국시장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들 기업은 중국시장 야구 마케팅에도 관심을 가질 필
요가 있다. 물론 야구 마케팅은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단기적
인 전략보다는 중·장기적인 전략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
하다. 야구시장 접근 및 야구를 이용한 중국시장 접근의 구체
적인 방안은 지도자 파견, 중국 유망선수 스카우트95), 비시즌
94) 당시 북경팀과 MLB 시애틀 매리너스간 선수 연고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기도 했다.
95) 물론 중국 유망 선수를 스카우트하기 위해서는 용병 규정 개선 등 제도적 정비가 선행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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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경기, 중국을 전지훈련 장소로 활용 등 다양하게 존재한
다.96)
대한민국의 프로 야구는 프로 농구와는 달리 중국에 비해 기
술적 및 운영면에서 비교우위에 있기 때문에 강점을 이용한 마
케팅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7) 여타 스포츠마케팅에도관심
중국에서의 스포츠에 대한 열기는 향후 여러 요인에 의해 더
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초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들 수
있다. 중국에서는 2003년 세계 여자축구 선수권대회가, 그리
고 2008년에는 하계 북경 올림픽이 개최된다. 과거 대한민국
에서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국
민들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었던 것처럼 중국에
서도 인민들의 스포츠에 대한 열기가 증폭되고 있다. 또한 중
국 당국은 경기력 향상에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은 2008년 올림픽에서 미국을 앞지르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있다. 즉, 거의 모든 종목이 중국 인민들의 관심
을 집중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 이미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스포츠 경기장에 많
은 인민들이 모이는 것은 당국으로부터 큰 제한을 받지 않는
다. 이것 또한 중국 인민들이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더욱 고조
96) 국내 프로야구 S팀은 이미 중국 팀과 야구 교류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팀은
연고지역인 I시와 함께 중국 천진시와 체육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했다. S기업이 야
구를 중국시장 마케팅에 이용하는 것은 S기업의 주력제품인 통신 관련 제품 수출 확
대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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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중국 인민들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 스포츠가 유력한 마케팅 수단으로 대두된다. 스포츠
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 인기 종목, 비인기 종목을 불문하고
거의 모든 종목이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2003년 세계 여자 축구선수권대회나
2008년 올림픽에 스폰서로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
면 2003년 세계 여자 축구선수권대회 스폰서97)들은 이미 결정
되었으며 2008년 올림픽 스폰서에는 세계적 다국적기업들이
높은 관심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굳이 인기종목이 아니더라도 적은 비용
으로 효과가 큰 종목을 찾아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8) 중소기업：지자체와지역 공동 브랜드개발
축구계 대응전략에서‘중소기업 스폰서 참여 유도’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중소기업이 연고 지역 프로 축구팀에게 각
종 스폰서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개개 중소기업이 스폰서로 참여하는 것은 비용 측면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동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동 브랜드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 브랜드 전략은 중소기업들이 소
재한 지자체의 도움과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97) 2002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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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역내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자기 지역 이익 극대
화가 지자체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지역 경쟁력 강화
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가운데에는 자기 지역만의 독특한 브랜
드 개발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자
기만의 독특한 브랜드를 개발하고 그것을 지역경제에 접목시키
면 지역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일본 오사카의‘짠 오사카(Zzan Osaka)’, 미국
뉴욕의‘빅 애플 스테이트(Big Apple State)’전략이 대표적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 브랜드 개발은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산업의 활성화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나아가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그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중소기업들이 그 지역 지자체와 함께 공동 브랜드를 개발한
다음 브랜드를 그 지역에 연고를 둔 축구팀의 유니폼 등에 부
착하면(스폰서) 중소기업을 포함한 그 지역의 홍보·마케팅 효
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 그 지역 축구팀이 한·중·일 리
그 등에 참가하여 중국소비자들에게 노출되는 기회가 발생하면
결국 그 지역 상품이 중국시장에서 마케팅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축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현대 스포츠 프로 리그는
지역 프랜차이즈에 근거를 두고 있는 바 지역 경제 및 지역 주
민과 강한 연계를 가지고 있다. 프로 리그 운영도 지역 경제활
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프로
스포츠팀의 재정적 발전을 위해서도, 그리고 연고 지역의 마케
팅·홍보 효과를 위해서도 공동 브랜드 개발 전략은 중요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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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가진다.

(9) 바둑 마케팅에도관심
본 보고서에서는 바둑과 축구가 중국 소비자 시장에서 소구
하는 계층이 상당부분 겹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이용한 구체적
인 시장 접근 전략은 생략했다. 그러나 바둑 또한 중국 소비자
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중국에서 바둑은 스포츠98)로 인식되어 육성되어졌으며 향후
중국 바둑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인해 계속 발전할 것
으로 보인다. 첫째, 13억을 능가하는 인적자원이 바둑 발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13억이라는 인구는 여타 산업
혹은 여타 스포츠 발전의 근간을 이루는 것과 같다.
둘째,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바둑에 대한 인기이다.
1999년 이후 사립 바둑학교가 대도시 곳곳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으며 정규 수업과 바둑 수업을 병행하는 초등학교가
설립 99)되기도 했다. 이러한 학교를 거쳐 배출되는 영재들은
「국가 소년대」라는 시스템에 의해 집중 육성된다. 최근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중국 신예 기사들은 모두 이러한 과정에 의해
탄생되었다. 바둑의 인기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중국에서는 바
둑을 선호하는 유소년들이 크게 증가해 왔다. 북경, 상해 등 대
도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한 결과 장래 희망에서
축구 선수 다음으로 프로 바둑기사가 높은 순위를 차지하기도
98) 중국은 1960년대부터 바둑을 스포츠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99) 상해 應昌期 바둑학교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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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

북경시 남성 연령별 바둑 선호 순위 비교
연 령

순 위

16~24

2

25~34

4

35~44

3

45~54

1

55~60

5

자료：「2001IMI消費行爲與生活形態年監」.
주：TV시청에 의한 통계.

했다. 실제 중국에서 발표되는 통계에 의하면 바둑은 청소년층
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표 Ⅴ-1> 참조).100)
1999년 중국 바둑은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했다. 지역 프랜
차이즈에 바탕을 둔 홈 앤드 어웨이로 경기가 진행된다. 중국
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바둑 지역 프랜차이즈 방식은 세계 바둑
계에서 두 번째의 혁명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첫 번째 혁명은 1940년대 일본에서 나타난 것으로서 종래
수백년간 권위의 화신이었던‘본인방(本因坊)’이란 가문의 이
름이 타이틀전의 명칭으로 탈바꿈했던 일이다. 일본 최초의 프
로기전인 본인방전이 권위의 시대를 접고 경쟁시대를 연 것이
다. 중국에서의 지역 프랜차이즈 제도는 선수들의 몸값이 여타
프로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실력뿐만 아니라 인기도에 의해서도
좌우되는 시대를 연 것이다.
어쨌든 중국에서 바둑이 점차 높은 인기를 모아가고 있다는
것은 마케팅 수단으로서의 활용가치 또한 높다는 것을 의미한
100) 이러한 통계는 여타 오락과의 비교가 아니라 바둑에 국한된 연령별 비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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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중국내에서 대한민국 바둑은 강하다는 인상과 함께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중국내 바둑 리그 운영 규정
에는 각 팀에 1명의 용병을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용병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을 정도로 바둑에서 강세를 보이는 국가는
대한민국과 일본에 불과하다. 그런데 일본의 경제수준 그리고
중국 위안화와 일본 엔화간의 환율 등을 감안하면 중국 바둑팀
이 일본 선수(기사)를 스카우트하기는 힘들다. 중국 바둑 리그
규정에 용병제도가 포함된 것은 대한민국 기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2002년 현재 중국 바둑리그에
용병으로 참가하고 있는 대한민국 기사들은 많다.
중국내에서 바둑 마케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한류 및 축
구 마케팅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각종 스폰서를 통한 방안
이 있다. 그러나 바둑이 보는 스포츠(바둑)로서뿐만 아니라 하
는 스포츠(바둑)로서의 성격이 더욱 강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바둑을 선호하는 중국 소비자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은
더욱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4. 정책 제언
(1) 대중문화분야
1) 대중문화의 경쟁력과 저변 확대 지원
정부의 역할은 일차적으로 대중문화의 경쟁력과 저변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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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데 두어져야 할 것이다. 대중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력을 양성하며, 필요하다면 조세 등 자금지원을 통해 대중문
화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킴으로써 한국 대중문화의 중국 및
아시아 진출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
할 것이다.
① 대중음악에 대한 지원확대
현재 정부의 문화산업 지원은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영
상문화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대중음악에 대해서는 그 지
원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 사실이다.101)
영상문화가 연관효과가 크고 해외 진출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영상문화 위주
의 지원정책은 대중문화의 균형 있는 발전의 관점에서는 바람
직하지 않다.
음악은 사람의 감성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강력한 장르로서
모든 대중문화의 기초가 되는 장르이다. 또한 음악은 TV, 라디
오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끊임없이 문화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뿐만 아니라 공연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대규모 청중과 직접 소
통할 수 있는 등 해외에 진출할 때 그 파괴력이 매우 크다. 따
라서 대중음악을 발전시키기 위한 보다 심도있는 정책이 요구
된다. 대중음악 관련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수단을 강
구하는 한편, 공연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규모 상설 공연장
101) 영상문화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각종 아카데미 등을 통하여 우
수인력을 육성하는 과정에 대하여 간접적인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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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건설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② 유통체계의 개편
낙후되고 불투명한 문화상품 유통체계가 산업으로서의 대중
문화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문화상품의 유통
체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여 나가
야 할 것이다. 대중문화 업계는 오래 전부터 문화상품 유통공
사의 설립을 요구해 오고 있는 바 반드시 이러한 형태는 아니
더라도 문화상품의 물류 및 유통체계를 개선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102)
③ 문화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문화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역시 긍정적인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음반, 게임 소프트웨어 등에 부가되는 부
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낮추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현재
음반, 게임 소프트웨어 등의 주 소비계층은 청소년층인 바 이
들의 희망 구매량과 실질 구매량간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
다. 현재의 음반 및 게임가격은 청소년들이 다소 부담을 느끼
는 가격이며 이로 인해 값싼 불법 복제품이 범람하고 있는 실
정이다. 음반 및 게임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구
체적인 대책으로 부가세 면제 혹은 세율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102) 유통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구문모 외(2000), pp.145~14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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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들에 대한 부가세 면제나 세율인하는 음반 및 게임소
프트웨어에 대한 수요의 증대와 불법 복제품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대중문화계는 부가세 면제 혹은 세율인하를 요구할 근
거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음반에 대한 부가세가 면
제되기 위해서는 음반 제작이 예술 창작품으로 해석되어야 한
다. 따라서 음반 업계 및 관계당국은 음반제작이 예술품에 해
당된다는 논리의 개발이 필요하다.
2) 대중문화 해외 진출지원을 위한 자금지원체계의 구축
① 해외 수출용 문화상품 제작지원
먼저 해외 수출 전략상품의 제작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해외 수출용 영화, 애니메이션이나 방
송 프로그램의 시나리오를 공모하고 선정된 우수 작품에 대하
여 제작비를 선지원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대략 50%의 제작비를 선지원할 수 있을 것이며, 수출 성사시
우선적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② 문화상품의 해외수출 장려
문화상품의 해외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문화상품 수출 유공
자에 대한 포상을 강화하여 문화상품의 수출에 대한 관심을 제
고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무역의 날’의 포상부문
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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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문화산업의 해외진출시 자금 지원 모색
문화산업의 해외진출, 특히 중국에 대한 진출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제조업의 경우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그에 따르는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지원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해외투자
기금 등 해외투자 기업에 부여되는 금융혜택, 수출입시 부여되
는 무역금융 및 수출입 보험 등의 혜택이 제조업 기업에 대해
서는 부여되고 있는데 대중문화의 해외 진출시에는 이러한 혜
택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 기존의 지원체계 중에서 문화산업의
해외 진출에 따르는 위험을 경감시키고 투자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수단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④ 다양한 자금조달 방법의 개발
최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수익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유망 엔터테인먼트사가 코스닥에 등록되고, 영화 제작을
위한 자금을 공모를 통하여 조달하는 등 대중문화 기업의 자금
조달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 일본
등 대중문화가 발달한 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영화산업에서 활용되는 자금조달 방법은
제작전단계에서부터 상영에 이르기까지 43여 가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자금조달 시스템이 대
중문화 기업의 자생력을 뒷받침하는 주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하
고 있는 것이다.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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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여건상 민간기업이 새로운 금융기법을 주도적으로 개
발해 나가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가 외국
의 선진적인 금융조달 방법을 연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 실
정에 맞는 자금조달기법을 도출하여 이를 민간기업에 제시하거
나, 이를 위한 연구를 주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한·중 문화교류를 위한 거점의 확대
한국 대중문화를 소개하고 한·중 대중문화 교류를 활성화시
키기 위한 거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류체험센터들은
그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다. 한국 대중문화의 일방적인 중국
진출이 아니라 한·중 양국 대중문화의 상호 교류라는 인식이
보다 바람직하다. 북경, 상해 등 대도시에‘한중문화교류센터
(가칭)’를 설립하여 한·중 젊은이들이 만나서 대중문화를 통
해서 서로 이해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4) 한·중 문화교류 확대에 대한 장애요인의 제거
현재 한·중 문화교류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연예인의 중국 공연뿐만 아니라 각종 이벤트, 행사,
홍보관 운영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국측의 까다로운 규제
조치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한
국 연예인의 중국 공연에 대한 매우 까다로운 심의절차 등이

103) 구문모 외(2000), 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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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문화교류 확대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는 문화상품에 대
한 한·중 양국의 서로 다른 관점이나 정책 기조에 기인한 것
이다. 따라서 한·중 양국의 문화교류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문화상품에 대한 관점을 서로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한·중 양국이
문화산업간 상호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심도 있게 논의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한·중 문화산업 협력을 위한 공동연구의 추진
한국 대중문화의 효율적인 중국 진출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
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과 중국의 문화산업이 협력을
통하여 공동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
지금은 한국 대중문화가 중국에 일방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으며, 이 때문에 중국내에서 일부지만 부정적
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실상 중국 문화는 이미
오래 전부터 한국에 다양하게 진출해 있으며, 한국 문화컨텐츠
의 주요한 원천이 되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한·중 문화산
업은 동양적 문화라는 동일한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다른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의 문
화산업이 협력함으로써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은 매
우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공동발전을 위한 어떠한 전략도 마련되
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공동발전 전략은 고사하고 상호 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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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에 대한 이해조차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이 서로의 대중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발전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작업이 필요한 시
점이라고 하겠다.
이를 위해 한국과 중국의 대중문화 관련 기관이나 연구자,
대중문화 종사자들이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는 이러한 공동연구를 위한 지원책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은 양국의 기존 문화산업 관련 기관에
서 공동연구를 조직하여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
동연구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한·중 문화산업 연구센터(가칭)’를 설립하는 것도 추진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5) 중국내 문화산업 인프라에 대한 투자 지원
중국 정부는 그 동안 영화 등 문화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
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다가 2000년 7월 이후 부분적으로 이
를 완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도 한국 영화 상영공
간 확보 등의 차원에서 중국의 멀티플렉스나 영화관 등의 건설
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영세한 한국의 대중문화 기업
이 단독으로 이러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기에는 중국 시장은
위험이 너무 크므로 정부의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해외투자 기금 등 해외투자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체계를 통하
여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국의 문
화산업 인프라 확충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KOICA나 ED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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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을 통한 지원도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축구 분야
1) 프로 축구 모기업 손비 처리 규정 개선
제Ⅳ장에서 축구가 중국에서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에서는 축구가 여타 상품의 유력한 마케팅 수단
이 될 수 있다는 데 대해 이야기했다. 또한 중국 축구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으며 중국 인민들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
국 축구 또한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축
구를 이용한 중국 시장 접근 전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결국
대한민국 축구의 지속적인 발전은 중국 시장에서 축구 마케팅
에서도 유리하다는 의미이다.
관련 부처는 대한민국 축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예를 들면 국
내 신규 팀의 창단을 유도하거나 팀이 보다 적극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는 다음 소절에서 언급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영 마인드
제고104)와 함께 프로 구단 모기업 손비 처리 규정 개선이 대표
적인 것으로 꼽히고 있다.
국내 프로 스포츠 시장에서는 구단이 마케팅 활동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마케팅 활동

104) 이러한 사항은 프로 축구뿐만 아니라 프로 농구 및 프로 야구에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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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구단이나 모기업이 모두 세금을 내야
하는 이중적 구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라는 모기업과 a라는 스포츠 구단이 있다고 가
정하자. a 스포츠 구단의 연간 각종 경비의 합계(선수 연봉, 교
통비, 구단 운영비 등)가 100억원이며 이 가운데 구단이 자체
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은 50억원이라고 한다면 a구단은
모기업인 A로부터 5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물론 이때 A라는
모기업이 a 스포츠 구단에 건네는 지원금은 내용상 적자 보전
금이 될 것이지만 형식은 광고비(예를 들면 구단 명칭 사용권
등)의 형태를 띠게 된다. a 스포츠 구단은 50억원의 자체 조달
금과 50억원의 모기업 적자 보전금으로 인해 수지 균형을 맞추
게 된다.
이제 스포츠 구단이 마케팅 활동을 열심히 하여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60억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이
구단은 모기업으로부터 50억원의 광고 수입(지원금)을 받아
전체적으로 10억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스포츠
구단은 10억원의 이익금에 해당하는 세금(법인세)을 제하고
남는 금액으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불하기도 하고 내부 유
보 이윤으로 남겨 다음 연도에 대비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윤
이 누적되면 구단의 재정은 건실해지고 언젠가는 자체적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때 모기업인 A 기업의 입장에서 살펴보자. A는 a라는 스
포츠 구단에 50억원을 지불하고 광고권(구단 명칭 사용권 등)
을 사들인다. 이때 A는 현행 조세 규정상 10억원에 대해 세금
을 납부해야 한다. 국내 조세 예규(1982. 2. 26)에 따르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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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스포츠 구단에게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 광고선전비로
인정하여 손비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손비 처리
가 가능한 금액을 스포츠 구단의 결손금 이내로 한정하고 있
다. 따라서 모기업이 50억원을 지원하게 되면 40억원은 정당
한 광고금액으로 인정되지만 10억원에 대해서는 정당한 비용
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10억원에 대해서는 손비불
산입(損費不算入) 금액이 되는 것이다. A라는 모기업 입장에
서도 10억원이라는 금액은 비용이 아닌 수익으로 인정되어 세
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A라는 모기업과 a라는 스
포츠 구단은 같은 금액에 대해 두 번의 세금을 내는 형태가 된
다. 따라서 A라는 모기업은 50억원이 아닌 40억원을 a구단에
게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다시 a라는 스포츠 구단 입장
으로 돌아가 보자. a구단이 마케팅 활동을 열심히 하여 자체적
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90억원이면 모기업으로부터의 지
원금은 10억원이 되며, 역으로 구단이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10억원이면 구단으로부터의 지원금은 90억원이
된다. 어떻게 하든 구단은 수지 균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마
케팅 활동을 열심히 할 유인이 없다.
스포츠 구단이 마케팅비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조세 규정이 개선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모기업이 스포츠
구단에 대한 지원금에서 광고선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
을 스포츠 구단 결손금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지원금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지원금 전체에 대한 광고 선전비 처리’가 어
렵다면 이러한 지원금을 지정기부금 105)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105) 지정기부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화섭, 임동순(2001), pp. 89～9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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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지방자치단체 관련 규정 개선
근대 스포츠 산업에서 프로 구단은 지역 프랜차이즈로 운영되
는 바 상호 상생 전략이 불가결하다. 즉, 프로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불가결하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시행규칙, 관례 등에는
스포츠 구단의 마케팅 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
예를 들면, 지방세의 과다 징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 대
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중 1인당 25% 정도106)를 경기장
사용료 형식으로 지방세를 거두어들이고 있다. 이러한 25%는
구단입장에서 보면 경영활동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 이 밖에 시설 사용료, 상업 사용료, 경기장내 매점 운영권
등에서도 구단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저해하는 요인107)들이
다수 존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구단의 감독 행정기관이라는 인식에
서 벗어나 스포츠 구단과 공동 마케팅을 전개하는 협력자이어
야 하며 때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 구단의 후원자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은 비즈니스 단체가 되어야 한
다. 여기서 의미하는 비즈니스 단체란 스포츠 구단으로부터 보
다 많은 세수를 거두어들이는 데 초점을 두는 기관이 아니라
106)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107)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화섭, 임동순(2001), pp. 92～112를 참조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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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구단이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보다 많은 수익을
거두어들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한·중·일 축구리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및 홍보
최근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과의 경제협력이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관련 국가들의 정부고위 관계자 또는
민간들간의 협의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앞에서
도 언급한 바와 같이 2003년부터 중국을 포함한 한·일 3국간
프로 축구 교류전이 시작된다. 그리고 이러한 교류전은 향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러한 3국간 프로 축구 교류전은 경제적인 분야 특
히 동북아시아 경제 공동체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정부 관련 부서는 한·중·일 프로 축구 교류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관련 집단들
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중·일 프로 축구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다.
① 동북아 경제 공동체 전 단계 역할
국가간 경제공동체가 형성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공동체 구성을 위해서는 각 국가의 가격제도,
금융제도, 재정제도, 사회보장제도 그리고 국내노동자의 반응
등을 고려하여 수많은 사항들이 협상을 통하여 조정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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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경제공동체 형성에 따른 각 국가내 산업별 파급효과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에도 적지 않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
다. 이런 이유 등으로 해서 한·중·일간 경제공동체 구성은
각국 정부가 종전에 비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하더라
도 단기간내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전 산업간 협력보다는 개별 산업간 혹은
부문별 협력(SEA：sectoral economic agreement)관계를
우선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예를 들면 한·중·일 3국의 조선산업 생산량은 전세계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바 이 분야에서의 3국간 협력은 상
대적으로 쉽게 성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유럽공동체
( E U )는 1 9 5 2년 개별 산업 협력체인 석탄·철강 공동체
(ECSC)에서부터 출발하였으며, 북미경제공동체(NAFTA)도
개별산업 협력체인‘미국-캐나다 자동차 시장 자유무역 협정’
에서 출발했다. 즉, 한·중·일 경제공동체 형성과정이 개별
산업인 3국간 축구시장(산업) 협력에서 출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한·중·일 축구는 상호 협력에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점이 있
다. 첫째, 국가간 기술격차(경기력)가 적다는 점이다. 일반적
으로 산업발전단계가 유사한 국가간 협력에서 파생되는 경제
적 효과는 그렇지 않은 국가간 협력에서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
에 비해 크게 나타난다. 산업발전 단계가 유사하면 상호 경쟁
을 통한 발전 효과(동태적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최근
수년간 일본 축구가 한국 축구를 앞서는 것으로 평가(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제외)되고 있으나 그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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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일본 축구는 중국 축구에 쉽게 이기지 못하는 모습
을 보여주고 있으며 중국 축구는 한국에 비해 근소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즉, 한·중·일 축구에서는 기술격차가 적은 바
이에 따른 경쟁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
러한 기술 격차가 적을수록 유리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축구는
농구 및 야구 등 여타 스포츠 종목에 비해서도 비교우위가 있
다 하겠다.
둘째, 축구는 일반 산업에 비해 상호 의견 조정이 상대적으
로 쉽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비록 축구가 다양한 파급효과를 수
반하기는 하지만 일반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이 작다.
시장이 작다는 것은 상호 협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
제점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언급하면, 한·중·일 3국간 축구(산업)협력은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에 시금석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② 다국적 기업 역내 진출 경쟁 유도
미국의 대표적인 스포츠는 미식축구(NFL), 프로농구
(NBA), 프로야구(MLB) 및 아이스하키(NHL) 등이다. 미국
은 이들 스포츠를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프로야구의 경우는 중남미를 비롯하여 한국이나 일본에서 상
당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또한 MLB는 1999년 개막전을
멕시코에서 치렀으며 2000년에는 일본에서 개막경기를 가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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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엄밀히 말하면 한국의 박찬호나 일본의 이치로 등의 활약
도 MLB 국제화 전략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MLB
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구의 인기는 유럽 및 아프리카
지역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NBA는 전세계적으로 고른 인기도를 유지하고 있
다. NBA 국제화 전략의 첫걸음은 1992년 스페인 올림픽에
NBA 선발팀을 파견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NBA 대표팀에
는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을 비롯 스타급 선수들이 대거 참여
하여 우승함으로써 전세계 농구 팬들의 관심을 더욱 높였다.
이후 NBA팀은 유럽 6개국 농구대회에 참가하며, 1993~94
시즌에는 일본 동경에서 NBA 정규경기를 가지기도 했다. 또
한 N B A에는 전세계에서 유망선수들이 몰려들고 있으며,
NBA 경기는 수십개 국가에 생방송으로 중계되고 있다.
미국이 스포츠 국제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첫째, 자체의 수
입 증대를 위해서다. 스포츠의 국제화는 TV중계권, 경기단체
및 선수의 캐릭터, 로고, 마크 등의 상품화권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둘째, 이들 스포츠를 이용하
여 마케팅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과 상호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나이키는 NBA를 이용하여 더욱 성장한
대표적인 기업이다.
한·중·일에서는 프로 농구도 비교적 높은 인기를 유지하
고 있다. 또한 시장규모도 결코 적지 않다. 즉, 한·중·일 스
포츠 시장은 미국 NBA의 공략대상이라는 것이다. 한·중·일
가운데에서도 중국 시장은 확대 일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
년 내 NBA 개막전이 중국에서 개최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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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진출 경쟁 유도 효과

NBA

스포츠 국제화
제3국 시장

MLB

공략
스폰서

다국적 기업

(한·중·일 시장)

유럽축구

스폰서
다국적 기업

겠다.108)
NBA가 미국을 대표하는 스포츠라면 유럽을 대표하는 스포
츠는 축구이다. 그런데 한국, 중국 및 일본의 축구시장은 농구
시장을 능가하고 있다. 일본은 유럽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시
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 세계적 스타급 선수들이 일본으로
많이 몰려들고 있다. 중국의 축구시장은 21세기에 유럽 및 일
본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동아시아 축구시장은 유럽
(축구)이 관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
중·일 축구 리그가 원활히 이루어져 시장이 더욱 확대된다면
이들 3개국 축구시장은 유럽축구에게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중·일 축구 통합리그가 탄생한다면 아시아
108) 2001년 10월 중국 북경에서 NBA 시범경기 개최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미국 뉴욕
테러사건으로 인해 취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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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시장을 둘러싸고 미국 NBA와 유럽 축구계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며, 스포츠를 통한 마케팅을 원하는 다국적
기업들의 이들 시장에 대한 진출 경쟁 또한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③ 경제공동체에 학습효과 제공
한·중·일 축구 리그 활성화에 의한 축구 시장확대는 경제
공동체 형성의 주요 목적인 일반 상품 시장확대에 시사점을 제
공할 수 있다. 경제공동체에는 자유무역 협정, 관세동맹, 공동
시장 등 여러 형태가 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자유무역을 기본
협력수단으로 사용한다는 데에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자유무
역은 상품의 자유로운 교역뿐만 아니라 수송, 세관통관 등에서
도 각종 제한조치 철폐를 동반한다. 나아가서는 기업 활동(자
본) 및 일반인들의 노동 이동 자유로까지 발전할 수도 있다.109)
한·중·일 축구 통합 리그가 창설되면 비록 제품이 아니고
사람이긴 하지만 선수들이 이동할 때 출입국을 비롯한 각종 관
련 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다. 이는 자유무역에 따른 상품이동의
자유화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또 기업들은 팀에 대한 스폰서(광고)를 매개로 종전에 비해
사업활동 영역을 자연스럽게 넓혀갈 수 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선수(예를 들어 FA자격을 갖춘 선수)들은 자기가 원하는
팀을 선택할 수 있다. 즉, 종전에 비해 기업활동이 자유스러워

109) 엄밀한 의미에서 이는‘공동시장’
에 해당한다.

제Ⅴ장 대응 방안

313

지는 것은‘자본이동의 자유’라는 개념과 대응되며 선수들의
자유스러운 팀 선택은‘노동이동의 자유 및 직업선택 폭의 확
대’라는 개념과 대응된다.
한·중·일 3개국 축구리그가 통합되면 선수들의 이동에 어
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반론을 내세울 수 있다. 그러나 한·
중·일 통합리그 형성에 따른 선수들의 이동범위 및 이동거리
는 미국 MLB보다 오히려 적다. MLB의 경우 지방마다 시차
도 크게 나타난다. 한국과 일본은 같은 시간대이며 중국과는
시차가 1시간에 불과하다. 그리고 중국 대부분의 팀이 동·중
부지방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시차로 인한 컨디션 조절에 실
패할 가능성은 미국 MLB보다 오히려 적다고 하겠다. 뿐만 아
니라 한·중·일 축구 통합 리그는 통신 및 커뮤니케이션의 발
달을 촉진한다. 이는 향후 경제공동체가 형성되었을 경우 동북
아 역내 통신 수단 및 통신시장의 통일화·규격화에도 기여하
게 될 것이다. 선수들의 이동에 팬들의 이동이 동반된다면 숙
박 및 관광산업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
즉, 한·중·일 축구 통합 리그 창설은 동북아 경제공동체에
<표 Ⅴ-2>와 같은 학습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것이다.

<표 Ⅴ-2>

한·중·일 축구리그와 경제공동체 학습효과
축구 리그

경제공동체

선수 이동 절차 간소화

자유무역

스폰서 영역 확대

자본 이동 원활

FA

노동 이동 자유

통신 커뮤니케이션 발달

통신시장 규격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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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경제공동체 장애요인 제거
국가간 경제공동체 형성에는 경제적 요인보다는 비경제적 요
인이 더욱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중·일 축구
통합리그는 이러한 비경제적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유력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유럽에는 연중 축구열기가 가득하다. 자국 리그뿐만 아니라
UEFA 컵, 챔피언즈 컵 그리고 위너스 컵 등 국가간 리그가 개
최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축구는 유럽에서 생활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문화이다. 1950년대 폐허화된 유럽대륙의 화해와
통합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유럽 석탄 공동체와 철강 공동체였
다면 축구는 이를 유럽 공동체로 승화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로 이어지는 북미에서는 NAFTA라는
경제공동체가 탄생한 이후 미국 NBA는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캐나다 토론토를 근거지로 하는 팀이 창단되었
으며 멕시코에서는 NBA 마이너급의 농구 리그가 탄생했다.
이러한 EU와 축구, NAFTA와 농구의 관계는 한·중·일과
축구의 관계에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고 하겠다.
반목과 불신의 긴 역사가 청산되지 않고 있는 동북아시아 냉
전적 현실에서 축구를 통한「스포츠 공동체」는 동북아시아가
21세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열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축구는 한국, 중국 및 일본 국민들간 반목과 불신을 완화·제
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일간 축구리그가 통합
되어 이들간 경기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면 한·중·일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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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새로운 공통문화로 승화될 수 있을 것이다. 올스타전이 개
최될 경우 양 팀에는 한·중·일 선수들이 골고루 포진한 다국
적 군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의 김남일과 중국의 리티에
(李鐵)가 같은 팀이 되어 한국의 김병지와 일본의 나나미(名
波)가 속해 있는 팀과 경기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올스
타전은 특정 국가의 팬들만이 즐기는 경기가 아니라 한·중·
일 팬들이 모두 즐기는 범국가적 축제가 될 것이다. 즉, 한·
중·일 축구 통합리그는 동북아시아 지역이 새로운 공통 문화
를 창조하여 경제공동체 형성의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유
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3) 공통 과제
1) 관련 부처간 대화의 장 마련
현재 중국과의 경제협력과 관련되는 부처의 업무는 산자부,
재정경제부 등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 부서는 대중 경제협력
초창기부터 기업들에게 중국관련 각종 정보 제공 및 진출 가이
드를 제시해 양국간 경제교류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최
근 한·중 양국간 교류가 문화, 스포츠 등에서도 활발하게 전
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스포츠의 상품 교류 또는 문
화·스포츠의 마케팅 수단 유용성이 제고되고 있다. 그리고 이
러한 유용성이 제고됨에 따라 문화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
고 있다.
산자부 및 재정경제부는 중국 통상 및 중국 산업 등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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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비교우위를, 문화부는 중국인의 문화성향 파악 및 스
포츠 산업 동태 파악 등에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부
및 문화부 관련기관의 스포츠 관련 대중 시장 진출을 위한 정
보 파악을 위해서는 산자부(재정경제부 포함) 및 산자부와 관
련된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며, 역으로 스포츠 및 문화를 대중
국 수출 및 내수시장 진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
보 파악을 위해서 산자부(관련기관)는 문화부(관련기관)의 협
조를 필요로 한다.
관련 부처는 상호 정보·의견 교환 등을 통해 대중국 시장진
출 확대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특
히 산자부(관련기관)는 음반산업 및 공연의 대중국 성공적 진
출이 여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및 유용한 마케팅 수단
으로서의 이용 가능성에 대해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산
자부(재정경제부 포함)와 문화부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서는 정
기적 혹은 부정기적 대화의 장(가칭 중국시장 정보 교환 협의
회)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다.
2) 관련기관 중국 파견 직원수 및 업무 영역 확대
현재 중국 주재 관련기관 직원은 대사관의 상무관을 비롯하
여 KOTRA, 무역협회, 중소기업 진흥공단 중국 주재 파견 직
원 등이 있으며 이들의 업무는 산업 동향 및 시장 조사, 투자환
경 조사 등 경제 분야에 편중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 사회가 점
차 다원화되고 사회 구성원간 혹은 지역간 소득 격차가 발생함
에 따라 대중국 시장 진출 및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종전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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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중국인의 사회 및 문화·스포츠의 성향 파악도 중요한 요
소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파견 직원들의 업무를 경제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하게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파견 직원수의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
은 경제적 한계로 인해 중국 시장조사에서 열위에 있는 중소기
업들에 유리한 것이라 하겠다.
3) 간접 지원에 초점
대중문화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원칙적으로 대중문화의 경쟁
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인프라의 구축이나 인력 양성, 불합리하
거나 낙후된 관련 제도의 정비 등 간접적인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중문화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자금지원은 재정적 문
제뿐만 아니라 WTO 체제하에서 국가간 통상문제로 이어질 가
능성이 있으므로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에
의한 자금지원은 다각적인 조세제도의 활용을 통한 간접적인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대중문화의 중국 진출에서
정부가 전면에 나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연예인이나
대중문화 관련 기업이 할 수 없는 일이라도 정부가 직접 나서
는 것보다는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이름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다.
축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03년부터 한·중·일 축구리
그가 시작된다. 단기적으로는 챔피언 결정전으로 시작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상위팀간 리그 혹은 인터리그 등의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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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리그가 확대 발전되고 선수들의
이동이 보다 자유스러워지면 축구계의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도
많아질 것이다. 예를 들면 선수 고용과 관련된 각종 제도, 선수
출입국 절차, 조세관련 문제 등에서 애로사항들이 발생할 가능
성이 높다. 정부는 축구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응답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3국간 축구교류를 주도하거나 깊숙
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프로축구 리그는 이윤을 추
구하는 민간기업이며 민간기업 활동에 정부가 개입하면 결국은
새로운 규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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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시 나이별·성별 스포츠 시청 선호도
단위：%

전 체
축 구
탁 구
농 구
복 싱
배드민턴

①

②

③

④

⑤

80.4

77.6

82.7

81.6

84.6

66.7

(47.2)

(55.4)

(45.5)

(37.1)

(52.7)

(48.6)

48.6

58.2

45.7

44.7

52.7

35.9

(36.0)

(37.6)

(29.0)

(33.6)

(48.4)

(35.1)

58.6

81.6

59.1

50.9

54.9

30.8

(23.6)

(35.6)

(18.6)

(17.2)

(24.7)

(27.0)

45.8

53.1

44.9

45.6

45.1

33.3

(15.7)

(17.8)

(11.7)

(13.8)

(19.4)

(21.6)

32.8

41.8

32.3

28.9

30.8

28.2

(20.7)

(29.7)

(16.6)

(16.4)

(22.6)

(21.6)

자료：<표 2-10>과 같음.
주：① 16～24세, ② 25～34세, ③ 35～44세, ④ 45～54세, ⑤ 55～60세.
(
)는 여성비율.

<부표-2>

광주시 나이별·성별 스포츠 시청 선호도
단위：%

축 구
탁 구
농 구
복 싱
배드민턴

전 체

①

②

③

④

⑤

77.4

77.3

81.0

76.8

84.4

57.1

(39.5)

(40.0)

(45.4)

(39.9)

(37.5)

(16.2)

51.4

53.8

47.8

55.2

53.2

42.9

(44.3)

(55.0)

(46.7)

(39.9)

(42.5)

(27.0)

58.1

74.8

55.8

56.9

50.6

35.7

(27.3)

(39.0)

(32.9)

(21.0)

(21.3)

(10.8)

26.2

22.7

28.3

29.3

26.0

21.4

(10.2)

(9.0)

(11.2)

(11.9)

(8.8)

(5.4)

36.6

43.7

35.5

37.1

29.9

31.0

(34.2)

(47.0)

(40.1)

(27.3)

(23.8)

(24.3)

자료：<표 2-10>과 같음.
주：① 16～24세, ② 25～34세, ③ 35～44세, ④ 45～54세, ⑤ 55～60세.
(
)는 여성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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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3>

중경시 나이별·성별 스포츠 시청 선호도
단위：%

전 체
축 구
탁 구
농 구
복 싱
배드민턴

①

②

③

④

⑤

75.6

76.4

81.7

73.3

67.5

78.4

(44.0)

(39.6)

(45.0)

(45.5)

(48.9)

(35.1)

41.6

31.5

42.7

39.7

48.2

54.1

(43.4)

(47.9)

(41.1)

(39.8)

(42.4)

(54.1)

43.3

51.7

41.2

38.9

43.4

45.9

(24.1)

(28.1)

(21.7)

(23.6)

(25.0)

(21.6)

30.1

24.7

32.8

32.1

31.3

24.3

(10.1)

(6.3)

(10.9)

(9.8)

(13.0)

(10.8)

24.6

19.1

26.0

22.9

30.1

27.0

(26.6)

(30.2)

(23.3)

(28.5)

(22.8)

(32.4)

자료：<표 2-10>과 같음.
주：① 16～24세, ② 25～34세, ③ 35～44세, ④ 45～54세, ⑤ 55～60세.
(
)는 여성비율.

<부표-4>

무한시 나이별·성별 스포츠 시청 선호도
단위：%

축 구
탁 구
농 구
복 싱
배드민턴

전 체

①

②

③

④

⑤

78.7

76.3

84.0

78.9

75.3

74.4

(48.3)

(52.2)

(44.4)

(52.0)

(52.4)

(30.0)

59.3

49.5

62.2

57.8

64.9

69.2

(47.9)

(46.0)

(48.1)

(49.6)

(51.2)

(40.0)

53.9

62.9

48.7

49.2

57.1

56.4

(31.2)

(37.2)

(21.1)

(35.0)

(34.5)

(30.0)

37.2

43.3

36.1

35.2

39.0

28.2

(15.6)

(8.0)

(17.3)

(17.9)

(22.6)

(10.0)

39.8

34.0

38.7

44.5

44.2

33.3

(35.3)

(38.1)

(36.1)

(34.1)

(34.5)

(30.0)

자료：<표 2-10>과 같음.
주：① 16～24세, ② 25～34세, ③ 35～44세, ④ 45～54세, ⑤ 55～60세.
(
)는 여성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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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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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안시 나이별·성별 스포츠 시청 선호도
단위：%

전 체
축 구
탁 구
농 구
복 싱
배드민턴

①

②

③

④

⑤

78.1

76.4

83.1

79.7

72.9

70.0

(51.0)

(48.3)

(49.7)

(60.6)

(40.0)

(48.8)

47.9

55.1

56.2

40.6

35.7

50.0

(45.0)

(40.2)

(53.5)

(43.9)

(36.5)

(43.9)

51.4

65.2

46.9

48.4

42.9

60.0

(32.2)

(34.5)

(35.7)

(27.1)

(30.6)

(36.6)

40.9

46.1

41.5

43.0

34.3

32.5

(21.5)

(16.1)

(22.9)

(24.5)

(21.2)

(17.1)

33.7

38.2

38.5

30.5

21.4

40.0

(34.9)

(31.0)

(43.3)

(31.6)

(31.8)

(29.3)

자료：<표 2-10>과 같음.
주：① 16～24세, ② 25～34세, ③ 35～44세, ④ 45～54세, ⑤ 55～60세.
(
)는 여성비율.

<부표-6>

심양시 나이별·성별 스포츠 시청 선호도
단위：%

축 구
탁 구
농 구
복 싱
배드민턴

전 체

①

②

③

④

⑤

80.7

81.8

80.3

81.1

86.1

69.0

(47.7)

(49.5)

(38.3)

(51.7)

(56.0)

(46.2)

54.2

48.2

58.5

47.2

62.5

61.9

(42.9)

(43.1)

(42.1)

(41.7)

(52.0)

(30.8)

60.2

72.7

55.6

53.5

63.9

57.1

(34.5)

(42.2)

(22.6)

(22.6)

(42.7)

(38.5)

50.7

52.7

54.9

48.0

50.0

40.5

(19.7)

(24.8)

(14.3)

(21.7)

(24.0)

(10.3)

35.5

35.5

34.5

32.3

36.1

47.6

(29.8)

(33.0)

(28.6)

(26.7)

(40.0)

(15.4)

자료：<표 2-10>과 같음.
주：① 16～24세, ② 25～34세, ③ 35～44세, ④ 45～54세, ⑤ 55～60세.
(
)는 여성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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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7>

상해시 소비자 집단별 스포츠시청 선호도
단위：%

축 구

탁 구

농 구

복 싱

배드민턴

전 체

64.1

42.6

41.0

30.3

26.7

제1소비자

70.2

51.1

48.9

41.5

28.7

제2소비자

91.7

58.3

75.0

41.7

41.7

제3소비자

64.0

40.6

32.0

29.4

21.8

제4소비자

54.0

30.0

34.7

20.7

22.0

제5소비자

70.2

45.3

56.4

32.0

34.3

제6소비자

53.9

36.0

23.6

21.3

16.9

제7소비자

69.4

58.8

44.7

41.2

36.5

자료：<표 2-11>과 동일.
주：제1소비자～제7소비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본장 제1장 기존연구 검토
참조.

<부표-8>

광주시 소비자 집단별 스포츠시청 선호도
단위：%

축 구

탁 구

농 구

복 싱

배드민턴

전 체

59.1

48.6

42.0

18.0

35.9

제1소비자

66.4

57.0

56.4

20.1

45.0

제2소비자

80.0

50.0

40.0

30.0

40.0

제3소비자

54.5

46.3

26.9

14.9

28.4

제4소비자

54.9

38.9

34.6

16.7

25.9

제5소비자

61.3

53.6

56.9

18.2

42.5

제6소비자

57.3

46.6

35.0

23.3

35.0

제7소비자

55.6

47.6

28.6

11.1

38.1

자료：<표 2-11>과 동일.
주：제1소비자～제7소비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본장 제1장 기존연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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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경시 소비자 집단별 스포츠시청 선호도
단위：%

축 구

탁 구

농 구

복 싱

배드민턴

전 체

59.9

43.4

33.3

19.2

25.8

제1소비자

70.6

29.4

41.2

35.3

23.5

제2소비자

0

0

0

0

0

제3소비자

55.3

50.2

34.2

18.3

28.3

제4소비자

58.5

37.3

28.2

13.4

23.2

제5소비자

64.2

42.1

40.9

20.1

26.4

제6소비자

62.3

38.4

31.1

21.2

23.2

제7소비자

60.0

50.0

27.8

22.2

27.8

자료：<표 2-11>과 동일.
주：제1소비자～제7소비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본장 제1장 기존연구 검토
참조.

<부표-10>

무한시 소비자 집단별 스포츠시청 선호도
단위：%

축 구

탁 구

농 구

복 싱

배드민턴

전 체

62.7

53.4

40.6

25.8

37.3

제1소비자

90.0

70.0

60.0

50.0

40.0

제2소비자

0

0

0

0

0

제3소비자

56.4

52.5

37.6

23.8

35.6

제4소비자

59.2

49.3

38.0

26.8

43.7

제5소비자

62.1

49.5

46.7

24.7

34.6

제6소비자

67.2

52.9

35.4

24.9

37.0

제7소비자

67.6

64.7

45.1

30.4

41.2

자료：<표 2-11>과 동일.
주：제1소비자～제7소비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본장 제1장 기존연구 검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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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11>

서안시 소비자 집단별 스포츠시청 선호도
단위：%

축 구

탁 구

농 구

복 싱

배드민턴

전 체

65.1

47.6

40.3

31.3

35.6

제1소비자

73.3

73.3

33.3

26.7

46.7

제2소비자

0.0

0.0

0.0

0.0

0.0

제3소비자

68.1

47.3

44.7

35.6

38.3

제4소비자

59.5

33.3

28.8

22.5

23.4

제5소비자

66.5

51.4

46.8

33.5

41.0

제6소비자

57.5

44.1

33.9

28.3

26.0

제7소비자

70.2

55.3

42.6

33.3

42.6

자료：<표 2-11>과 동일.
주：제1소비자～제7소비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본장 제1장 기존연구 검토
참조.

<부표-12>

심양시 소비자 집단별 스포츠시청 선호도
단위：%

축 구

탁 구

농 구

복 싱

배드민턴

전 체

64.6

48.2

47.1

35.9

32.5

제1소비자

78.6

57.1

50.0

57.1

57.1

제2소비자

50.0

100.0

50.0

50.0

50.0

제3소비자

65.2

46.2

44.1

30.8

27.9

제4소비자

67.3

50.0

39.8

37.8

31.6

제5소비자

66.0

48.4

54.9

39.5

33.5

제6소비자

58.0

44.3

44.8

35.6

30.5

제7소비자

66.7

54.5

48.0

35.8

40.7

자료：<표 2-11>과 동일.
주：제1소비자～제7소비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본장 제1장 기존연구 검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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