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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1세기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문화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과거에 각 나라들은 자국 문화외교를 펼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한 문화교

류를 추진하였지만 오늘날에는 시장지향적·산업적 문화 교류가 더욱 직

접적인 효과가 보이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경제의 급속한 발전뿐만 아니라 그 뒤를 이어

문화콘텐츠 산업의 시장규모도 2016년에 세계 2위로 등극하여 문화산업

후발국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정부가 문화의 산업화

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고, 외국 문화상품의 중국 시장

진입에 대해 선택적으로 제한하면서도 일종의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였

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문화산업 정책은 본격적으로 보

호주의적이고 국내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주로 하는 동아시아발전모델적

인 모습으로 전환했다. 이런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시기는 바

로 한류가 중국 시장으로 유입된 이후부터였다. 본 논문은 중국 정부가

한류의 중국 시장 유입과정에 어떠한 대응전략 및 정책을 취하였고, 한

류가 중국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과 문화 정체성의 형성에 어떠한 영향

을 끼쳤는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특히 한류를 겨냥한 규제정책에 대해 주목하였다. 대표적

인 사례를 보면 2000년대 중반 이후 한류 드라마 「대장금」, 「별에서

온 그대」, 「태양의 후예」등이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었을 때마다 중

국 정부가 해외콘텐츠에 대해 규제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부

의 규제정책이 2000년대 이전과 달리 해외콘텐츠의 유입에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한류 드라마가 유입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추진한 규제정책은 자국 문화산업을 보호·육성하고 학습을 통한 산업화

를 이루려는 특징이 보였다. 이와 같은 문화산업 발전 전략은 겉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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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동아시아발전모델과 외양상에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이 추진하려는 중국형 문화산업의 길을 깊숙이 살펴보면 대내적으로

문화안보 및 문화소프트파워의 개념을 통하여 문화 응집력 및 문화자신

감을 강조하고, 대외적으로 국가 이미지를 홍보하고 문화산업을 통해 이

데올로기를 수출하려는 목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경제 및 산

업적 목적성만 강조하는 동아시아 발전모델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 문화산업의 발전과정에 한류의 영향도 분석했다. 한류

는 중국의 문화산업 발전 초기에 중국 시장의 양적인 공백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였다. 그 후 중국이 자국 문화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한류

콘텐츠에 대한 수입, 합작, 포맷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그리고

한류의 유입은 중국으로 하여금 문화산업의 중요한 가치를 인식하게 하

였고, 중국형 문화산업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데 일정한 게시적인 역할을

하였다고도 할 수 있다.

현재 중국 문화콘텐츠는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자국의

수요를 만족하고 있으나 문화소프트파워의 매력요소 및 해외수출에서 넘

어야 할 문턱이 존재한다. 즉, 현재까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문화에

대해 중국이 발전국가적 방식으로 대응하여 문화산업의 외형적 성장을

이룩하는데 일정한 성취를 이루었지만, 안에서 밖으로 문화를 수출하는

데 이와 같은 발전 모텔이 더 이상 유용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라는 과

제를 안고 있다. 특히 문화산업은 제조업과 달리 상대의 마음을 얻고 감

동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중국은 앞으로 문화의 매력을 발산하여

문화 수용국에서 수출국으로 변모하는데 정부의 역할과 시장의 자유 간

에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주요어 : 발전국가론, 문화산업, 중국 문화콘텐츠 산업정책, 한류 드라마,

문화소프트파워

학 번 : 2012-2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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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제기

세계 각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외 주요도시에 문화원 혹은 언

어교육기관1)을 설립하기를 통하여 문화외교를 전개하고 있으나, 오늘날

과 같은 정보화·세계화 시대에는 문화산업을 통한 시장지향적·산업적 문

화 교류가 더욱 직접적인 효과가 보이고 있다.2) 특히 문화산업은 발전이

지속가능하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신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중국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문화대국이지만 문화의 상업성이 뒤떨

어져 문화선진국에 비해 아직 문화강국이 아니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가 급속히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뒤를 이어 문화콘텐츠

산업의 시장규모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해 왔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

다.

중국의 문화콘텐츠 시장규모는 2016년에 이미 일본을 추월하여 미국의

뒤를 이은 세계 2위 시장으로 성장하였다.3) 2018년의 통계에 따르면 지

난 5년 동안 중국 문화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13%를 넘어섰으며 이는

중국 GDP 연평균 성장률의 2배 정도가 된다.4) 거대한 시장을 소유하고

있는 중국은 문화산업 후발국으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학계에서

도 점차 중국 문화산업의 발전 경로와 모델에 대하여 연구하기 시작하였

다.

1) 언어교육기관을 중국의 공자학원, 한국의 세종학당을 예로 볼 수 있다. 
2) 장규수, 『한류와 아시아류』,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xvii. 
3) 세계 콘텐츠 시장에서 1위는 8180억 달러 규모의 미국으로 전체 시장의 37.39%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중국(11.0%), 일본(8.3%), 독일(4.7%), 영국(4.6%), 프랑스(3.2%), 
   한국(2.5%),캐나다(2.3%),브라질(1.9%),이탈리아(1.8%)순이다.  http://www.munhwa.com/
    news/view.html?no=2018110101034812047001 (검색일: 2019년 6월 29일)
4) 한국콘텐츠진흥원, “중국문화산업 자금조달 현황 및 전망”보고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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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슬러 올라가 보면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문화소비가 급격하

게 늘어났으나 시장 수요에 상응한 국내 문화콘텐츠가 부족했기 때문에

해외 문화콘텐츠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날로 낲아졌다. 1979년 중국국가

방송국(CCTV)이 유고슬라비아의 드라마인 「Povratak otpisanih」를

방영한 것을 계기로 미국, 영국, 일본, 홍콩, 대만 등 세계 여러 국가와

지역의 문화콘텐츠가 중국 문화소비 시장의 수입 대상이 되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의 문화산업도 성장기에 들어섰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 하에 한국의 문화콘텐츠가 대량적으로 중국에 유

입되었고, ‘한류’라는 문화적인 붐을 일으키기도 했다. 본 논문은 한류의

중국 시장 유입과정에 중국 정부가 어떠한 대응전략을 취하였고, 한류가

중국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자 한다.

2. 기존연구 검토

본 논문은 한류의 유입에 대한 중국의 대응방식 및 한류가 중국문화산

업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연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위의 문

제의식을 바탕으로 국제정치적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중국의 밖에서 안으

로 들어오는 문화(한류 콘텐츠)에 대한 대응전략과 안에서 밖으로 내보

내는 문화(중국 콘텐츠)의 전략적 의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중국

문화산업에 관한 기존연구와 한류에 관한 기존연구를 검토해 보았다.

1) 중국 문화산업에 관한 기존연구

중국 문화산업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세 가

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문화산업의 문화적인 특성을 강조하는 기존연구이다. 초기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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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개념이 정립되기 이전 1980년대부터 중국 학계에서는 ‘문화산업’

이라는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 연구는 오로지 ‘문화’에 집중된 시각으로

대중문화의 가치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호크하이머와 아도르노 등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대표하는 인물들의 관점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하며

단순히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이론을 적용하였다.5)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이론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버밍엄 학파의 관점을 접하게 되었고, 이전의 맹목적인 대

중문화에 대한 비판에 대해 되돌아보게 되었다.6) 그 후 대중문화에 관한

쟁론은 1990년대 말까지 계속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사람들은 대

부분 대중문화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었다.7) 최근 문화의 교류가 많

아지면서 언론정보학계에서는 주로 ‘문화접변’이론 그리고 ‘문화제국주

의’, ‘문화부호’, ‘문화할인’등 개념 위주로 문화산업에 대한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다양한 분야가 복합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문화산업을 단순히 어제와 같이 문화라는 분야에만 초점을

맞추어 다루는 연구가 현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해석하기에

역부족이다. 왜냐하면 문화가 산업화가 되면서 그의 상업적인 가치가 점

차 부각되고 있다.

둘째, 대중문화라는 개념을 넘어 문화시장으로부터 문화산업의 개념까

5) 马健, “中国文化产业理论研究：回顾与展望’, 改革与战略”, 第33 卷（总第282 期）, 2017 
年 第2 期 99页. 도동풍(陶东风)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대중문화 비판 이론을 비교
적 일찍 본받아 대중문화를 추상적으로 비판했다. 陶东风, “新‘十批判书’之三——欲
望与沉沦”，『文艺争鸣』,1993年 第6期 第10 至 21 页. 그 후 장여륜(张汝伦)은 
“대중문화는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사적 생존 공간을 침입하고 박탈하는 독점적 권
력이다”라고 거세게 비판하였다. 张汝伦, “论大众文化”，『复旦学报』, 1994 年 
第 3 期第 16 至 22 页.

6) 다이진화(戴锦华)의 저작인 '숨겨진 서사-90년대 중국 문화 연구'의 출판을 표적으
로 삼아 서양 대중문화 연구의 틀에서 벗어나 1990년대 중국 대중문화에 대한 탐구
를 시도하였다. 김원포(金元浦)는 “문화공업은 이 시대 일어나야 할 역사적 필연성
과 합리성이 지니고 있다. 역사와 현실이 우리에게 맡겨진 역설이다.”라고 하였다. 
판지상(潘知常)은 “‘문화공업'은 시장경제의 주요 소비형식이라며 당당히 제창·
보급·보호돼야 한다.”고 더욱 명확하게 제기하였다. 이 후 일부 학자들은 서양의 
이론으로 중국 문화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제한성이 있다고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7) 戴锦华, 『隐形书写——90 年代中国文化研究』， 江苏人民出版社 1999 年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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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문화의 시장성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학적인 시각으로 다루는 기존연

구이다.8) 전반적으로 1980년대 중국에서 문화시장 연구열은 강력한 문제

의식과 뚜렷한 실천적 특징을 보여주었다. 앞서 언급했던 첫 번째 ‘대중

문화’ 연구에 대한 쟁론이 강한 데 비해 ‘문화산업’의 실천에서 출발한

‘문화시장’연구는 논란보다 공감이 더 많았다.9) 2002년 11월 8일 장쩌민

(江泽民) 전 주석은 중국 공산당 16대 보고서에서 문화사업과 문화산업

을 구분 하였다. 이는 중국 문화산업발전에 있어서나 문화산업 이론연구

에 있어서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학계는 문화 산업이 ‘새로

운 경제 성장점’이고 ‘지주산업’이 될 것이니 문화산업을 크게 발전시켜

야 한다고 깨닫기 시작하였다. 문화 산업의 연구 문헌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10) 오직 문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서 벗어나 문화

의 산업화에 따라 문화의 경제적인 가치를 강조하여 문화에 관련된 기업

의 시장전략에 대한 분석 연구가 많아지고 있다.

셋째, 중국 문화산업에 관한 정부정책과 국가전략에 대한 정치학적인

시각에서 분석하는 기존연구이다. 주로 국내적인 시각에서 문화산업정책

의 단계 분류11)그리고 문화체제개혁 및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초점으로

문화산업 정책의 효과와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이다.12) 중국 학계에서

는 국제정치적인 시각으로는 일부 문화산업선진국의 정책모델에 대해 소

개13)하고 그에 관련된 시사점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국제정치적인 시각

8) 1988년 초부터 중국문화보(中国文化报)에서는 '문화시장'에 관한 대토론을 조직하여 
천더술(陈德述)의 '사회주의 문화시장과 그 특징(社会主义文化市场及其特点)', 청윈
루(程云瑞)의 ‘문화경영의 체제기반(文化经营的体制基础)’, 텐즈푸(田子馥)의 '문
화체제개혁에 관한 몇가지 고찰(对文化体制改革的几点思考)'등을 발표하였다. 

9) 马健, 2017年 第2期 100页.
10) 문화산업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연구는 陈少峰，『文化产业商业模式』， 北京大学  

社,2008.
11) 문화정첵에 관한 연구는 欧阳坚,『文化产业政策与文化产业发展研究』,中国经济出版  

社,2011;韩永进, 『中国文化体制改革35年历史叙事与理论反思』,人民出版社, 2014.
12) WonBong Lee, Kyoon Seob Lim.2013. China’s Cultural Industry Polity. 

Lecture Notes in Electrical Engieneering; YutingJane Zhuang, Andre M. 
Everett. 2017. Surviving local government policy intervention: the case of 
embedded markets with in a historical cultural cluster. Journal of Public 
Affairs, (1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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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은 후후이린(胡惠林)을 대표로 문화안

보전략과 관련된 연구이다.14) 이는 주로 정부의 정책제정과 역할에만 주

목하였다. 후후이린은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문화산업을 이데올리기

중심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15) 이외에 국가 문화 거버넌스,

문화소프트파워, 문화산업발전 전략 및 중국식 문화발전의 길에 대한 연

구도 하였다.16) 하지만 이런 연구는 평면적인 시각으로 중국문화산업의

정치적인 요소를 보고 있다. 즉, 중국문화산업에 대한 정치적 시각은 국

가 내부적인 공간 및 시각에만 치중한 경향이 있다. 오늘날 문화산업은

과거보다 더욱 쉽게 국가의 장벽을 초월하여 공간을 넘나들어 각 나라의

문화가 상호 유통되고 교류되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중국 문화산업에

대한 연구는 단일하고 정지된 시각에서 중국이라는 국가 내부의 문화산

업의 개념과 현황을 소개하는 연구가 다수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문화산

업에 관련된 기존연구의 한계점이라고 본다.

2) 한류에 관한 기존 연구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중국문화산업에 대한 기존 연구는 그의 발전경

로 및 특징에 대해 내부적인 요소에만 중점을 두고 본 연구가 다수이다.

13) 우석준(吴锡俊)은 문화산업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중국 문화산업 정책 설계와 
정부 기능의 전환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吴锡俊, 文化产业政策设计与政府职能转变,北
京联合出版公司, 2014, 244页

14) 1999년 8월 임홍우(林宏宇)는 문화 안보는 국가 안보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며 국
가 안보의 심층적인 주제라고 먼저 제안했다. 2005년 호혜림(胡惠林)은 '중국국가문
화안보론『中国国家文化安全论』', '문화산업발전과 국가문화안보『文化产业发展与国
家文化安全』', '중국국가문화안보보고서『中国国家文化安全报告』'를 잇달아 발간하
여 문화안전 문제를 국가 '대전략'의 높이에 처음으로 언급하고 이를 차별화하였다. 
임홍우(林宏宇)의 논문 '문화안보: 국가안보의 심층주제(文化安全：国家安全的深层主
题)'가 중국의 문화안보전략 연구의 서막을 열었다면, 호혜림의(胡惠林)이 세 권의 
저서는 학계의 문화안보전략 연구 붐을 일으켰다. 

15) 胡慧琳, “要把文化产业作为意识形态来抓”, 『中国文化报』，2002年3月23日
16) 胡慧琳, 『国家文化治理:中国文化产业发展战略论』 ,上海人民出版社,2011; 『文化产

业发展的中国道路：理论·政策·战略』,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8; 惠鸣, 『文化强
国:理念与实践』,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3; 刘澜, 『中国文化软实力有多大』 ,机械
工业出版社,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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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중국문화산업의 발전과정에서 자체적인 전략과 정책도

중요하지만 외부의 문화와 상호 교류하면서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것은 본 논문에서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중국의 문화산업 발전경로를 보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문화에

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한류 드라마이다.

한류에 관련된 기존 연구를 검토하면 첫째, 한류의 중국내 영향에 관

한 연구이다. 초기에는 한류가 시청자 및 중국 청소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관한 연구가 다수이다. 왜냐하면 같은 동양 국가이지만 한국

드라마의 현대적이면서 서양적인 라이프 스타일 및 사고방식이 중국 시

청자 특히 젊은 층에게 신선한 느낌을 주었고 그에 대해 매력을 느꼈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를 수용한 이후 중국 시청자 및 청소년의 사상적 측

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많아졌다.17) 주로 한류가

중국 시청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와 한류의 수용으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일으켰다는 두 가지 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18) 예

를 들면 한편은 중국 청소년에게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생활을 즐기

게 하여 보다 독립적인 사고방식을 키우는데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물질

적 및 정신적인 면에서 사회의 가치판단에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고 한

다. 특히, 한류 드라마「대장금」흥행한 이후 중국시청자들은 한류를 좋

아하는 것은 중국 전통문화의 교육의 결핍에 문제를 삼아 이를 경종으로

삼기도 하였다.19)

둘째, 초기 「대장금」의 흥행에 대해 중국은 위기감을 느껴 이를 경

계하기 시작한 반면 그 후 자국 문화산업 발전의 출구를 찾기 위하여 한

류의 성공요인에도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한류가 중국에 전파 및 중국이

한류를 수용하는 과정20)에 대한 연구에서 한류가 중국에 흥행할 수 있

17) 马赫·李虹, “浅谈‘韩流’文化产业输出对中国青年层价值观的影响:以此启示我国文  
  化产业发展方向”,『新闻传播』,2018. 

18) 周虹莉,“探析‘韩流’对青少年心理发展的影响”.『科教文汇(中旬刊)』,2017.
19) 대장금 드라마의 흥행은  중국 자국민이 전통문화의 가치 및 교육에 소홀했다는 입  

  장에서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杨明峰,“从‘韩流’看我国当代青少年的传统文化教育”, 
『黑龙江科技信息』,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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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유를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문화산업 육성 정책 및 공공

외교 전략에 의미를 부여였다. 여기에서 중국학계는 한국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21) 그리고 한류의 해외수출방식으로부터 중국의 해외수출 전

략을 모색하는 한류 ‘벤치마킹’22)에 관련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

다.

이상 중국의 문화산업과 한류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한류가 중국에

수용 된지 20년간 중국에 유입된 한류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에 대

한 현상설명 정도의 연구가 있으나 이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이론적인

연구, 특히 발전국가이론을 원용하여 분석한 기존연구를 찾아보기 어렵

다. 马健(마건)은 2017년 ‘중국문화산업이론연구: 회귀와 전망’23)에서 중

국 문화산업 이론연구의 현주소는 연구방법이 비교적 단일하고 연구방법

이 규범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들의 문제점 및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국문화

산업을 단순히 문화적인 현상에 대한 소개 및 상업적인 이익과 정치적인

역할 한가지에만 국한된 시각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기존의 평면적인

정치적 시각에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중국문화산업 발전과정에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문화(한류 콘텐츠)에 어떻게 대응하였고 또 이를 소화

하여 안에서 밖으로 어떻게 문화(중국 콘텐츠)를 발산하려고 하는지를

보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가장 큰 의미를 두고 본 것은 발전국

가이론에 대한 연관성이다.

20) 吴飙·王爽,“从韩剧看‘韩流’面向中国的传播路径及影响”,『新闻研究导刊』, 2016; 张涛甫, “跨  
 文化传播中的‘文化反哺’——兼论‘韩流’现象”, 『当代传播』, 2016. 

21) 邢悦·李智珩,“‘韩流’:韩国政府对华公共外交论析”,『外交评论(外交学院学报)』, 2014, 31页.
22) 한류의 수출모델에 관한 연구로부터 중국에 어떠한 게시적인 역할이 있는지를 분석   하였다.  

 杨希·朱田媛,“韩流传播模式对中国文化海外传播的启示”,『四川省干部函授学院学     
 报』,2014;武瑛杰·臧丽明,“探究韩国文化输出模式对中国的启示——以韩国影视为    
 例”,『才智』, 2015.

23) 马健, 2017年 第2期 106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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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론적 틀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기한 문제의식에서 서술하듯이 한류 콘텐츠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국문화산업의 발전은 동아시아 발전모델과 외양상

에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발전국가론으로

중국이 어떻게 한류를 대응하였고 발전국가론의 특징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보고자 한다.

1) 발전국가론

1980년대 학계에서는 일부 동아시아 국가들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발

전국가’ 또는 ‘동아시아발전모델’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발

전이란 측면에 국한한다면, 동아시아의 발전경험이란 동아시아에 위치하

고 있는 일본과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이 기존의 다른 경제발전

국가와 달리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고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한 경험적

사실을 지칭한다.

이러한 경험적 현상은 일본이 2차 대전 이후 전쟁의 폐해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정치안정 하에 고도성장을 달성하여 서구 이외의 지역에서 유

일한 경제 강국으로 부상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후 동아시아 지역의 한

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이와 유사한 현상이 잇따랐고, 이는

1970년대 말에 동아시아의 기적으로 표현하며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켰

다. 특히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은 아시아의 ‘네 마리 작은 용

(The Four Little Dragons)’이라 불리며 중남미의 멕시코, 브라질, 아르

헨티나와 함께 신흥공업국(NICs: new industrial countries)으로 분류되

었다.24)

1980년대 미국 정치학자 찰머스 존슨(Chamers johnson)은 일본의 경

제성장에서 나타나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찰머스 존슨은 『통산성

24) 전병곤,『중국의 동아시아 발전경험수용에 관한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6,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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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일본의 기적(MITI and Japanese Miracle)』에서 일본의 정부 관료에

대한 제도적인 분석을 통해 ‘자본주의 발전국가라’는 개념과 일본 정치경

제학의 메커니즘을 자세하게 묘사했다.25) 그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과

대만에서도 국가가 시장경제에 개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발전국가의 특

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26) 자유시장의 원칙을 확고하게 지지했

던 세계은행은 1993년 「동아시의 기적(The East Asians Miracle)」이

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국가가 경제성장에 주도적 역

할을 수행했다고 인정했다.27) 그리고 2001년 출판한 논문집에서 동아시

아 발전국가의 기적에서 위기로 또 다시 회복한 과정으로부터 동아시아

발전모델에 대한 재검토를 하였다.28)

물론 동아시아발전모델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데 경제발

전을 목표로 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발전국가’라는 개

념은 찰머스 존슨(Chamers johnson)이 일본의 고도의 경제발전을 분석

하는 연구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후 에번스(Evans) 등 학

자들도 이에 주목하면서 일본보다는 대만, 한국, 싱가포르, 홍콩 등 동아

시아지역 국가들의 고도로 성장된 경제의 발전전략을 분석하는데 주로

사용하였다. 이런 동아시아 발전국가들은 1960-70년대에 자본주의와 권

위주의 정치체제와 결합한 권위주의적 발전국가라는 특징이 있다.29) 한

국의 사례를 연구한 앰스든(Amsden)30) 이나 대만의 경제 발전을 연구

한 웨이드(Wade)31) 역시 두 나라의 경제 발전에서 정부의 역할이 주도

적임을 주장하였다.

25) Chamers johnson,『MITI and Japanese Miracle』,1982.
26) 김윤태 외,『발전국가: 과거, 현재, 미래』, 한울, 2017, 25쪽.
27) World Bank, ‘The East Asians Miracle: Economic Growth and Pubilc Policy’. 1993.
28) Joseph E. Stiglitz and Shahid Yusuf, Rethinking the East Asian miracle.     

  World Bank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29) 김윤태 외, 한울, 2017, 271쪽.
30) Alice H. Amsden, Asia’s Next Giant :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Oxford  

  University Press, 1989).
31) Robert Wade, Governing the Market : Economic Theory and the Role of Government  

  in East Asian Industrializ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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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연구에서 국가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신중상주의적 혹은 국

가 중심적인 관점이 동아시아 국가를 ‘발전국가’모델로 정립시켜 나갔다

고 한다. 동아시아의 국가는 산업성장을 촉진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통제라는 강력한 무기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국가가

경제발전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게 작용했으며, 이를 자본주의 경제와 권

위주의 정치의 조화로운 결합이라고 언급하였다.32)

하지만 전변곤의 저서에서 서술하듯이 이와 반면 발전국가모델의 과도

한 국가중심주의적 입장에 대해서 희석시키는 입장도 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에번스는 발전국가의 경직적 자율성에 대해 배태된 자율성이

론으로 대안적 설명을 시도했다. 하지만 발전국가의 원형모델은 국가가

시장거래 부문과 사기업의 정책 결정과정에 대해 전략적이고 선택적으로

간섭함으로써 국가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여 국가가 시장을 지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였다. 발전국가는 사회적 영향력으로부터 국가정책결

정과정을 격리시켜 국가가 탁월한 시장 간섭능력을 보유한다는 특성에

대해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33)

정동현은 후발국들이 일반적인 특징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시장기제가 잘 마련되어 있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나라

에서는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와 성장의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인위

적으로 적절한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한다. 물론 각 나라 및 지역마다

발전과정에서 특수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상술한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는 집중적으로 산업 및 기업육성정책을 실시하였다. 홍콩은 비교적 자유

주의의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예외로 하면 일본, 한국, 대만 등은

모두 새로운 산업들을 대해 중립적인 정책보다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육

성정책을 펼쳤다. 발전국가에 대한 연구에서 초기에 가장 많이 내린 정

의는 동아시아 경제성장은 바로 이러한 ‘선택과 집중’이라는 적극적인 국

가의 산업육성정책의 결과라고도 한다.34) 즉, 권위적 정부와 정치적 구조

32) 전병곤, 한국학술정보, 2006, 29쪽.
33) 김윤태 외, 한울, 2017, 2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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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가주도형 혹은 정부주도형의 발전전략으로 나타난 것으로 동아시아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국가개입을 통한 경제의 고속성장은 다른 한편에서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낳는 원인으로도 보고 있다. 정동현의 연구에서도 지적하듯

이, 과도한 국가개입은 민간 부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억제하고 관료조

직의 비능률과 비대화 및 부정부패의 문제 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그 후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본다. 이러한 현상은 1980년대 이후 경제정책의 방향과 주도권에 대한

정부와 민간자본 사이의 갈등이 더욱 증폭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

다. 이와 같은 변화들의 결과 동아시아에서도 국가와 시장의 역할 관계

에 대해서 새로운 설정이 요구되었다. 국가의 선택적 개입의 형태는 변

화하였다.35) 특히 1970년대 이후 일본에서 먼저 국가개입의 전반적인 축

소가 나타났고 1980년대부터 한국 등 동아시아의 권위주의 국가들 사이

에서도 국가와 시장의 관계 변화가 서서히 나타났다.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보다 시장의 자유가 더욱 중요해졌다.36)

이러한 변화를 이끈 주된 요인은 대내적으로 산업의 고도성장과 그에

따른 민간의 생산 및 축적능력이 증가하여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점차 축

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에 기초

한 개방화·자율화의 국제적 환경의 변화에서 온 압력이라고 할 수 있

다.37)동아시아 경제가 어느덧 새로운 환경에 처하게 되었고 국가의 역할

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이는 동아시아발전국가 권위주의정부

의 특성이 초기에는 경제발전의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하였으나 그 후 대

내외적인 환경 변화 속에서 국가주도적인 개입방식이 오히려 걸림돌로

되었다.

34) 정동현·조준현, 『동아시아 경제발전론』, 세종문화사, 1999, 7쪽-8쪽.
35) 정동현·조준현, 세종문화사, 1999, 276쪽-277쪽.
36) See ziya Onis. “The Logic of the Developmental State”,P.121.; Eun Mee             

  Kim.“Contradictions and Limits of a Developmental State With Illustrations     
  from the South Korean Case”. pp.228-249.

37) 국민호,『동아시아의 국가주도 산업화와 유교』,전남대학교 출판부, 1999, 3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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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과 조준현은 개발도상국이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룩하는데 권위

주의적인 정부가 그렇지 않은 정부 형태보다 유리 한가 아닌가 하는 것

에 대해서 대답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권위주의가

경제개발의 충분조건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동아시아 국

가들뿐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비롯한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권

위주의적이지만 그들 모두가 동일한 경제적 성취를 이룩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군부 쿠테타에 의해 권위주의 국가가 새

롭게 등장하거나 강화된 나라들에서 경제적 정체(停滯)는 더욱 가속화

되었다.38)

중국도 권위주의 정부이고 그의 경제 발전도 국가 주도적인 특징을 봤

을 때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경로와 비슷한 면이 있다. 초기 중국이 새로

운 발전모델을 모색하는 기간에 발전국가론과 비교하는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은 경제발전 초기단계에 다양한 경험적 모델을 연구하고

수용해 왔다. 전병곤은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경험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중국의 경제발전에 대해 설명하였다. 중국은 일본을 비롯하여 60, 70년대

정치적으로는 상당정도 권위주의체제를 바탕으로 하면서 경제적으로는

개입주의·보호주의 정책을 실행하였던 대만, 한국,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국가의 발전경험을 접목시켜 왔다고 한다.39)

서성민은 산업정책을 동아시아 발전국가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이라고 보는 전제하에 중국의 산업정책의 목표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

았다. 1980년대 초 중국의 사회과학원 등 연구 기관에서 이미 동아시아

발전국가에 대해 연구 및 학습 하였다. 1980년대 중반에 그 형태가 조금

들어나기 시작하면서 2004년 후진타오시기부터 산업정책을 통해 시장개

입을 추진함으로써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길로 가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중국의 국가체제에 관한 논쟁에서 중국의 경제발전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시행했던 산업정책의 수단을 사용하였지만 이들 국가와는 다른

38) 정동현·조준현, 세종문화사, 1999, 309쪽.
39) 전병곤, 한국학술정보, 2006,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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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체제에 기초해 있다는 점을 보면 ‘중국식’발전국가의 특징이라고

차이를 두었다고 한다.40)

중국학계에서도 발전국가에 대한 정의를 다양하게 두고 있지만 그 특

성에는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었다고 본다. 종합해보면 발전국가모델의

제도적인 측면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아래와 같은 경제발전을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우선,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 국가 경제의 고속 발전

단계에서 권위주의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작용을 하였다고 한다. 이런 관점에서 경제의 초기발전단계에는 국

가가 주도로 성공적인 산업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41) 두 번

째는 경제조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경제발전 초기에는 집권(集權)적인

특징이 있다. 찰머스 존슨은 이들 관료집단을 지휘기구라고 명명하였다.

예를 들면 일본은 통산성(MITI)에서 전담하고 한국은 경제기획원에서

전담하였다. 세 번째는 경제발전단계 측면에서 봤을 때 초기단계에는 ‘아

시아의 기적’이라는 성공적인 성과를 얻었으나 1990년대 말부터는 경제

위기를 직면하게 되었다. 네 번째는 동아시아 발전국가들이 경제성장 과

정에서 시행하였던 중요한 전략 중의 하나는 바로 수출주도 산업화전략

이라는 견해이다. 경제 후발국이 국내시장의 구매력이 부족하여서 수출

을 확대하는 것을 통해 산업화를 달성하는 국가 경제발전 전략이다. 다

섯 번째는 정치적인 변화를 봤을 때 경제의 고속발전 이후 성공적으로

경제 자유화와 민주화를 이루었다. 특히 한국이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

다.42)

이와 같이 발전국가론의 특성을 바탕으로 중국이 해외문화콘텐츠를 유

입하는 과정에서 문화산업의 발전경로를 분석하고자 한다.

40) 서상민, “발전국가 성립과정에서 중국의 산업정책결정과정 분석: 정책수단과 행위  
 자 동학을 중심으로”,한국동북아논총 제80호,2016.23쪽.

41) 이민자,“중국발전모델의 특징: 동아시아발전모델과의 유사성과 차이점 분석”, 신  
 아시아연구소, 2008.

42) 王永钦， “发展的政治经继续：一个东亚模式的理论框架”，『学术月刊』, 第47卷
04期   58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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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글의 구성

제1장 1절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절에서는 중국문화산업에

관련된 기존 연구와 한류에 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본다. 그리고 3절에서

는 본고에서 원용하고자 발전국가이론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한

다. 구체적으로 제2장 1절에서는 문화산업에 대한 정의, 문화의 산업화

과정에서 주요문화산업 선진국의 발전 특징을 살펴본다. 2절에서는 중국

사회체제와 문화에 대한 관념 변화를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문화콘텐츠산업의 개방적인 육성정책으로부터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보호 및 육성 복합정책으로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

보자 한다. 구체적으로 1절에서는 정부 문화부서 설립과 시장화기제 도

입 및 해외문화콘텐츠에 대한 적극적인 수입으로부터 정부의 개방적인

육성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 2절에서는 문화산업 개념의 확립과 상업화

전략의 추진 및 해외문화콘텐츠에 대한 빈번한 규제정책을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제3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정책의 구성 과정에서 발

전국가이론을 원용하여 중국은 한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분

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1절에서는 한류 드라마의 유입과정과 「대장

금」, 「별에서 온 그대」, 「태양의 후예」를 통해 정부와 시장의 관계

를 분석하고자 한다. 2절에서는 발전국가이론을 원용하여 문화산업분야

에서의 후발국인 중국의 한류에 대한 대응전략에 대해서 정부주도적인

시장개입, 규제정책으로 국내산업 보호, 학습을 통한 문화의 산업화 측면

에 대해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중국형 문화산업과 문화국가의 길에 대해서 1절은 국가

전략차원에서 문화정체성 보호, 2절에서는 문화산업을 활용한 국제 경쟁

력 강화라는 대내적 및 대외ㅓ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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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계문화산업의 발전과 문화에 대한 중국의 인식 변화

1. 세계화와 문화의 산업화

1) 문화의 산업화 과정

2차 세계대전 이후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간 교류가 증대하여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고 상호교류와 의존성이 높

아지는 이른바 세계화의 확산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국가 간 다양한 문

화가 상호 접촉·충돌·교류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미디어 테크놀로

지의 발전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여 전 세계에 문화를 전파할

수 있게 되면서 문화가 점차 세계화·동질화되고 있다.43)

산업혁명이후 문화와 경제 그리고 기술이 서로 융합하면서 출현한 새

로운 시대적 산물이다. 특히, 산업화과정에서 경제와 과학기술의 융합으

로 일어난 문화의 산업화는 또는 산업의 문화화과정은 경제, 과학, 문화

가 서로 융합되어 일어나는 현상이라 한다. 기존의 제조업 상품과 달리

문화상품은 한 나라의 사상, 가치관등이 종합적으로 함축되어 있기에 한

국가의 문화 정체성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44)

문화산업이라는 개념을 쉽게 표현하면 ‘문화(culture)’와 ‘산업(industry)’

을 결합한 것이다. 문화산업이란 표현이 처음 출현한 것은 독일의 비판이

론가들인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아도르노(Adorno, Theodor Wiesengrund)

와 호르크하이머(Horkheimer, Max)가 대중문화 (mass culture)를 분석하

기 위해 『계몽의 변증법(Dialectic of Enlightenment)』45) 이라는 책의 한

43) 홍용락, 『한국 TV 드라마의 중국 내 유통현실과 전망』, 한국학술정보, 2008, 73쪽.
44) 오혜정, “개혁개방이후 중국문화산업의 정책적 발전과 주요 특징에 관한 연구”, 

    CHINA연구, 2012 56-57쪽.
45) Adorno, Theodor Wiesengrund, Horkheimer, Max,Dialectic of Enlightenment,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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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 ‘문화산업’ 대중 기만으로서의 계몽”이라고 이름 붙이면서 학술적

인 연구 용어로 등장하게 되었다. 독일 비판이론가들에게 문화산업이란

서구의 문화가 대량생산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대중에게 강제적으로 이데

올로기를 주입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입장에 기반을 둔 개념이다. 이들

은 제1,2차 세계대전 이후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한 서구 자본주의 경

제 시스템을 점검하면서 1930년대 중반부터 1950년대 무렵까지 서구사회

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한 소비사회의 출현과 더불어 대중매체들과 대중문

화의 확산에 주목하는 시대적 특징으로 문화산업이라는 개념을 이용해

문화의 대중화 현상과 세속화 현상을 비판했다.46) 대중문화라는 용어와

문화산업이라는 용어를 구분하는 것은 대중문화가 자발적으로 생겨난 문

화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화의 상업적인 이윤창출의 의미를 강조

하고자 아도르노는 문화와 산업을 결합하여 문화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게 되었다.

또한, 문화 산업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이유는 문화를 탑재하는 미

디어의 발전이다. 문화 상품은 멀티미디어라는 기능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시작하였다. 김평수는 멀티미디어의 기술적 특성을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다양성과 동시성을 가지고 있어서 문자·그래픽·영상을

모두 표현할 수 있는 정보 기능이 있다. 둘째, 상호 작용성(interactivity)

을 가지고 있어서 사용자와 기기 지간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

다. 셋째, 다양한 정보를 가공·처리·편집하고 동시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화해야 하는데, 이러한 디지털화된 문화 산업을 뉴미디어 산업, 멀

티미디어 산업, 디지털 콘텐츠 산업 등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47)

구성희가 언급하듯이 문화산업이 대중들의 주목을 끌기 시작한 것은

오락성을 강조하는 미국의 대중문화의 전파부터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

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영화가 저렴한 가격으로 전 세계 시장에

대량으로 배급되어 국제적으로 영화에 대한 수요가 엄청난 규모로 증가

46) 구성희,『중국의 전통문화와 대중문화』, 한국학술정보, 2014, 203쪽.
47) 김평수,『문화산업의 기초이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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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고 미국 TV영화 시리즈가 지구촌의 안방에서 절대적인 문화적

힘을 행사하게 되는 1970년대를 경과하면서였다. 그 후 문화산업에 대한

관심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다국적 문화 관련 기업의 등장으로 인해 국

가 간의 문화에 대한 지배와 종속 및 문화정체성을 둘러싼 문제, 그리고

문화산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육성정책에 대한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

작하였다. 1980년대에 이르면 문화산업은 도덕적 비판의 대상에서 벗어

나 서구사회의 중심문화로 떠오르게 되어 새로운 문화적 위상을 정립하

게 된다.48) 이에 사회과학자들은 문화산업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의 다

양한 장의 복합적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2) 주요 문화선진국이 본국 문화산업에 대한 정의

최근 많은 국가들은 산업생산에서 문화생산으로 바뀌고 있다. 왜냐하

면 문화산업을 통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는 문화산업을 통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

산업에 대해 세계 각 국가가 다양하게 문화산업을 정의하고 사용하고 있

다. 예를 들어, 미국은 문화의 오락성·상업성을 중요시하는 ‘엔터테인먼

트산업’이라고 하고 영국은 문화의 창조성을 중요시하는 ‘창조산업’, 일본

은 콘텐츠분야를 집중적으로 발전시켜 ‘콘텐츠산업’으로 각각 다르게 정

의 되고 있다.49) 그리고 이런 국가들이 문화산업에 대한 개념의 정의가

다를 뿐만 아니라 정부의 역할도 다르다.

미국정부는 역사적으로 분리된 대중문화와 고급예술을 통합하려 노력

하기보다 근본적으로 다른 목표를 부여하고 발전하여왔다. 영리목적에

기초를 둔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영역과 문화예술에 기초를 둔 문예 진흥

산업을 별도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독립적인 방식 및 목표를 설정하였다.

따라서 미국 미디어·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는 문화의 예술성도 중요시

48) 구성희, 한국학술정보, 2014, 204쪽.
49) 오혜정, CHINA연구, 2012, 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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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체적인 산업의 시장이 먼저 커져야 예술성 있는 작품을 지원

할 수 있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 예로, 예술영화의 의미

와 가치를 부정하지 않지만 이런 영화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업성

을 강조한 영화를 통해 대중들에게 접근하여 상업적인 이윤을 창출하며,

거대자본이 투입되고 많은 스크린 수를 점유하는 영화들이 생산해 낸 이

후 이윤이 분배됨으로써 예술영화 제작을 위한 자본금이 생겨날 수 있다

는 사고가 지배적이다. 즉 미국의 ‘문화’는 전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

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교육의 대상으로서의 (고급)문화예술 분야가 한

편에 존재하고, 다른 쪽에는 ‘산업’, 즉 철저히 비즈니스 수익성을 기초로

하여 예술성과 도덕적 기준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영역인 미디어·엔터테

인먼트산업이 존재한다.50)

미국의 미디어·엔터테인먼트산업이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정부의 직접적인 간섭보다 간접적인 지원을 통하여 산

업을 육성시키는데 있다.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 하는 것을 통하여 시장

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즉, 민간에 시장을 맡기고 정부가 필요한 세제개

혁과 보조금을 지원하고 산업을 육성하는데 원활한 제작 환경을 조성하

여 산업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51)

따라서 문화산업을 위한 정부 부처가 존재하는 중국과 달리 미국은 연

방정부 산하에 문화산업을 관할하는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미디

어·엔터테인먼트산업에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보다 시장원리를 존중하고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문화기업의 사업적인 이익창출의 극대화를 추구하

기 때문이다.52)

영국은 ‘창조산업’이라고 부른다. 문화의 상업성을 강조하는 미국과 다

르게 영국은 주로 문화의 ‘창조’성에 의미를 두고 있다. 영국은 창조산업

을 ‘개인의 창조성 및 기술을 기반으로 지적재산을 개발하여 이윤과 고

5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요 국가 문화산업 정책 연구』, 휴먼컬처아리랑, 2016, 28쪽.
5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58쪽.
5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59쪽.



- 19 -

용을 창조하는 산업’으로 정의되고 있다. 특히 문화에 대해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제조업과 건축업 등 다양한 분야와 전통적인 문

화산업을 융합시키고 있다. 그리고 영국의 창조산업은 지적재산권 및 창

의성을 강조하고 있다.

영국은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조성’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주

목하여 전통적인 문화예술과는 구별되게 창조산업을 추진하였다. 미국은

주로 엔터테인먼트산업의 기술적인 인프라, 강한 수출드라이브, 지적재산

권의 보호를 강조하는 것과 달리 영국은 창조도시 그리고 창조적인 인력

정책을 펼쳤다. 영국은 시장 중심적 모델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과 국가

주도 모델을 추진하는 유럽의 중간 위치에 취하고 있다.53)

일본은 한국과 비슷한 면이 있지만 다른 점은 ‘문화’라는 글자가 없는

‘콘텐츠’ 또는 ‘콘텐츠산업’이라고 한다. 즉, 콘텐츠를 산업적 차원에서 접

근하며 ‘문화’나 ‘다양성’의 가치에 대해 상대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일

본은 1990년대 이후 정부가 디지털 영상산업 및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지

원을 시작하였다고, 따라서 콘텐츠의 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유통에 관한

정책을 발표한 이후 일본 정부는 콘텐츠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

작하였다.54) 한국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중국은 문화부에서 문화콘텐츠산

업에 대해 지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일본은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등을

경제 산업성이 중심이 되어 있는 산업의 한 부분으로 지원 정책을 추진

한다.55)

주요 국가별 엔터테인먼트산업, 창조산업, 콘텐츠산업 등 명칭 및 정의

에 대한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문화산업을 통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

하고 국가 경제 활성화를 지향하는 것은 비슷하다. 미국, 영국, 일본과

같은 국가들은 규모가 크고 안정적이며 문화산업을 국가의 지주 산업으

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원 정책은 주로 경

5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휴먼컬처아리랑, 2016, 8쪽.
5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휴먼컬처아리랑, 2016, 87쪽.
55) 張萱, “政府助力實現文化強國的發展目標——日本文化產業發展模式對我們的啟示”, 

『電影評介』, 2012, 105至107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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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가치의 창출과 산업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국가가 경

제적인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56)

또한 21세기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문화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흥 산업으로 부상하여 기존의 제조 산업과 달리 보다 적은 자

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으로 보고 있다.57) 이런 문

화산업 선진국의 발전 배경 하에 문화산업 후발국인 중국도 개혁개방이

후 점차 개방적인 시장화체제하에 문화의 상업성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문화를 통한 경제가치 창출의 수단으로서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2. 문화에 대한 중국의 인식 변화

1) 경제체제 변화에 따른 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된 이후 중국은 문화를 인민을 위한

문화라는 국가전략 속에서 정서 및 가치관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영역으로

추진해왔다. 이런 배경 하에 문화의 상업성을 중시하는 시장중심의 ‘문화

산업(文化产业)’이 아닌 사회주의를 선전하기 위한 ‘문화사업(文化事业)’

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중국공산당이 건립된 이후부터 문화생산을 독점적으로 관리하였다. 전

통적인 마르크스주의 입장에서 문화도 계급성을 가지며 공산당의 이념적

원칙을 지키는 명분으로 문화생산에 대해 철저한 계획과 감독을 하였다.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중국은 문화를 상품으로 보지 않았다. 개혁개방정

책 이전의 문화예술은 ‘공익사업(公益事业)’으로 인식하고 정부가 자금을

투입하여 중국 인민들에게 무료로 대중문화를 제공하였다.58) 더 나아가

5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160쪽.
57) 오혜정, 2012, 55쪽.
58) 오혜정, 2012, 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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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는 중국의 일반 대중에게 사회주의 및 민족주의 사상을 전파함

으로써 중요한 선전도구로 작용하였다.

1980년대부터 초기의 중국 문화 산업 연구는 오로지 ‘문화’에 집중된

시각으로 대중문화의 가치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특히, 1990년대 말

부터 대중문화 연구는 전례 없는 절정을 이루었다. 20세기 서방 마르크

스주의의 주요 유파 중 하나로 자본주의에 대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

판 전통을 계승했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대중문화 비판 이론은

오랫동안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아 온 중국인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져

순리적으로 이것을 대중문화를 비판하는 이론적 무기로 사용되었다.

전반적으로 이 같은 연구는 대부분 호크하이머와 아도르노 등 프랑크

푸르트 학파를 대표하는 인물들의 관점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하며 단순히

프랑크푸르트 학파 대중문화 비판 이론을 적용하였다. 문화계는 ‘상하이

문론(上海文论)’ 1991년 1기에 실린 ‘대중문예’ 시리즈를 표적으로 대중문

화의 기본적 특성과 운영 메커니즘, 대중문화의 생산유통소비 등 중요한

이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1997년 ‘독서(读书)’ 2기에서 ‘대중·문화·대중문화’ 필담을 바탕으로 대

중문화에 대한 문화계의 대토론이 절정에 달하며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

과 지지 두 가지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59) 도동풍(陶东风)은 프랑크푸

르트 학파의 대중문화 비판 이론을 비교적 일찍 본받아 대중문화를 추상

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대중문화가 제공하는 것은 거짓 만족이다. 이러

한 거짓 만족은 현실감과 비판성을 상실시켜 전체적 통치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 대중문화의 텍스트는 빈곤하고 독창성이 결여되어 있다.”라

고 하였다.60) 그 후 장여륜(张汝伦)을 비롯한 학자들은 “대중문화의 강력

한 침투성으로 인해 대중은 자신의 두뇌와 판단력을 잃고 순수하게 수동

적인 문화소비자가 됐다. 대중문화는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사적 생존

공간을 침입하고 박탈하는 독점적 권력이다.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은 어

59) 马健, “中国文化产业理论研究：回顾与展望”, 『改革与战略』, 第33 卷（总第282 期）,2017 年 第2 期 99页.
60) 陶东风“新‘十批判书’之三——欲望与沉沦”，『文艺争鸣』,1993年 第6期 第10 至 21 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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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지만 필요한 임무다.”61) 라고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이론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버밍엄 학파의 관점을 접하게 되었고, 이전의 맹목적인 비

판에 대해 되돌아보게 되었다. 김원포(金元浦)는 “문화공업은 이 시대 일

어나야 할 역사적 필연성과 합리성이 지니고 있다. 역사와 현실이 우리

에게 맡겨진 역설이다.”라고 하였다. 판지상(潘知常)은 “‘문화공업'은 시

장경제의 주요 소비형식이며 당당히 제창·보급·보호돼야 한다.”고 더욱

명확하게 제기하였다. 이 후 일부 학자들은 서양의 이론으로 중국 문화

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제한성이 있다고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다이진화

(戴锦华)의 저작인 '숨겨진 서사-90년대 중국 문화 연구'의 출판을 표적

으로 삼아 서양 대중문화 연구의 틀에서 벗어나 1990년대 중국 대중문화

에 대한 탐구를 시도하였다.62) 대중문화에 관한 토론은 1990년대 말까지

계속되었고, 결국 사람들은 대부분 대중문화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

었다.

앞에서 언급하듯이, 초기 “문화산업”이라는 개념은 부정적인 의미로

제시되었다. 반면 현재의 중국정부는 문화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미

로 쓰고 있다. 중국 정부는 문화의 이데올로기적인 영역과 산업적인 영

역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중국 학계에서도 인정하듯이 과거 문화대혁명

이후 혁명적인 이데올로기 전파방식이 소멸되어 개혁개방 이후 중국 공

산당은 경제에서 얻은 발전성과를 통하여 정당성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

한 맥락에서 중국 공산당의 입장 변화는 문화를 산업으로 육성하고 경제

발전의 일부분으로 고려하기 시작한 데서 비롯한 것이다. 즉, 중국은 문

화적인 면을 고려한 것보다 사실 먼저 경제발전문제의 일부로 제안한 것

이라고 본다.

2) 문화체제 개혁을 통한 문화가치의 재발견

61) 张汝伦, “论大众文化”，『复旦学报』, 1994 年 第3期 第16 至 22页
62) 戴锦华, 『隐形书写——90 年代中国文化研究』， 江苏人民出版社 1999 年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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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제개혁은 중국의 경제체제개혁, 정치체제개혁 및 사회체제개혁

과 동일하다. 이는 문화 영역의 개혁·개방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체제개

혁은 중국의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 필

요이다. 또한 이것은 인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중국 부흥의 길을

위한 필연적 선택이기도 하다.63)

샹용의 분석에 의하면 문화체제개혁은 ‘문화창의’의 국가적 전략을 실

현하기 위한 중요 조치이다. 중국의 문화체제개혁은 3단계를 걸쳤다. 1단

계는 1978~1997년으로, 문화체제개혁을 위한 준비시기이다. 개혁·개방의

발전 흐름에 따라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였다. 대중

들의 문화수요가 높아지면서 중국의 문화시장이 나날이 성장하였다.

2단계는 1998~2002년으로, 문화체제개혁의 모색시기이다. 1998년 중국

문화부 소속 ‘문화산업사’가 설립됐다. 문화산업이 사회주의문화의 발전

을 촉진시키는 수단으로 정부의정에 거론되기 시작했다. 국영기업의 개

혁과 증권시장의 발전을 계기로 삼아 이 시기에 특정 문화영역에서 체제

개혁을 대거 실행했다. 출판그룹, 라디오·TV방송그룹과 전파매체의 편

제, 일부 라디오·TV방송그루의 변혁 및 상장을 추진했다. 이 단계는 시

장주체를 육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는데, 이것은 바로 문화영역에서 체

현된 경제체제개혁이다. 2002년 중국공산당 16기 회의에서는 사회주의

문화건설을 공익성 문화사업과 영리성 문화산업으로 나뉘었다. 이는 문

화체제개혁의 전면 가동을 위한 사유전환과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3단계는 2003년부터는 문화체제개혁의 전면적 추진단계이다. 2003년

문화체제개혁 관련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 전국 35개 시범기관이 지역

발전, 시장육성과 내용생산 등 여러 영역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2006년

부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이아‘당중앙’)는 시범사업의 경험과 교훈을

총결하기 위해 해마다 문화체제개혁 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2007년부

터는 문화체제개혁이 전면적으로 전개되었다.

63) 샹용(向勇), 『문화입국』,이영구·언규 옮김,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2015, 
19-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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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정책 변화

중국의 문화산업정책은 16대 당대회를 분기점으로 초기 단순 지원

(1978~1999))에서 전략적 육성 (2000~현재)으로 단계적인 변화를 걸쳤

다.64) 중국은 1978년 개혁과 개방정책을 추진한 이래, 문화콘텐츠 분야

에 대해서도 정부가 주도로 지속적인 투자 및 개방정책이 이루어져 왔

다. 개혁개방 이후 이데올로기 사상 선전의 도구로만 사용해왔던 방송은

점차 시장화기제를 도입하여 문화사업 외의 다양한 형태의 문화방식이

출현하였다. 과거 중국에서 방송국을 운영하는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기

보다는 광고수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졌다.65) 더욱이 1990년대 들어

서서 문화시장이 형성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시작하였지만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여 해외콘텐츠를 수입하기 시작하였다. 2001년 중

국은 WTO에 정식으로 가입함에 따라 국가 간의 문화경쟁도 치열해지

면서 문화산업의 전략적 지위가 확고하게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부터 중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집중적

으로 발표하였다.66) 그리고 문화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을 구분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와 동시

에 자국 문화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외문화콘텐츠에 대해서 규제정

책을 펼치면서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에도 해외콘텐츠에 대한 규

제정책이 있었으나 관리하는 측면이 컸고 자국 문화산업에 대한 위기감

은 크지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이런

위기감이 지속되면서 보호 및 육성의 정책적 특징이 오늘날 중국문화산

업의 발전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64) 선정규, “중국 문화산업 정책의 특징과 전략적 목표”, 한국학연구, 2011, 33쪽.
65) 홍용락, 한국학술정보, 2008, 127쪽.
66) 선정규, 한국학연구, 2011, 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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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혁개방 이후 문화시장의 육성 정책

1) 정부 문화부서의 설립 및 문화시장의 형성

개혁개방 이후 ‘문화는 무산계급을 위하여, 정치를 위하여 봉사해야 한

다.’는 구호가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1979년 <중국문학예술종사자 제4차

대표대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언급하였다.

“문예는 정치에 종속되어 있다는 구호를 더 이상 외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장기적인 실천경험으로 봤을 때 문화예술 발전에 이익보다 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67)

이는 ‘문화는 인민을 위하여, 사회주의를 위하여 봉사해야 하다.’라는

새로운 방침으로 대체되었다.68) 이는 문화예술정책의 ‘탈정치화’가 제기

되면서 중국미디어 정책의 방향도 변화된 것을 볼 수 있다. 즉 문화가

‘정치를 위해 복무하는 것’에서 ‘사회주의를 위한 것’으로 구호를 바꾸었

다. 하지만 이는 구호의 외형적인 강한 정치적 색깔을 조금 탈색한 느낌

이지 정책의 기조는 여전히 관제 위주였다.

초기 문화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없었고, 문화산업도 출현하지 않

았다. 대중문화, 오락 등과 같은 의식형태와 밀접하지 않는 개별적인 업

종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

은 국가재정이 문화사업 발전을 만족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체제내의 문화

사업단위의 “이문보문(以文補文)”69)활동이다.

67) 中共中央文献研究室,『三中全会以来重要文献选编（上）』，(北京)人民出版社, 1982年  244页.
68) 中共中央关于当前报看新闻广播宣传方针的决定,『三中全会以来重要文献选编（下）』,  

  人民出版社, 1998年 1176页.
69) 孙建平, 邹晓岩 “总结‘以文补文’经验 促进文化事业发展——全国文化事业单位“以  

 文补文”经验交流会综述”, 『中国财政』, 1988年 第9期 1176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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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중국의 일반 대중들이 문화의 오락성과 다양성을 요구하여 문화

산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하에 소비성향도 달라지고 있다. 따라서 문화의

상업성이 점차 강화되었다. 계획경제를 시장경제로 바꾼 후 중국의 국유

부문에도 다양한 수익원을 창출 시작하였고 이에 관련된 “쌍궤제(双轨

制)”가 도입되었다. 1988년에 발표된 <문화시장 강화에 관한 관리공작

통지 (关于加强文化市场管理工作的通知)>70)에서는 ‘문화시장’이라는 개념

이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정부가 문화의 시장성에 대해 인정하기 시작하

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후 1989년 중국 정부는 ‘문화시장관리국’을 신

설하여 전국 각 지역의 문화시장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

기 시작하였고 이익을 창출하는 문화관련 기업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

하기 시작하였다.71) 1991년에 국무원은 「문화사업의 약간의 경제정책

의견에 관련 된 문화부의 보고 (文化部关于文化事业若干经济政策意见的

报告)」72)를 지시하여 ‘문화경제’ 그리고 ‘문화산업 경제정책’에 관한 개

념을 공식적으로 제기하였다.

1998년 중국정부의 행정기구개혁과 함께 문화산업체제, 특히 신문출판

부문의 개혁도 강도 높게 진화되었다. 90년대 이후 서구 및 아시아 일부

선진 국가에서 문화상품이 유입되고 시장에 유통되면서 문화에 대한 대

중의 욕구가 더욱 거세졌다. 특히 문화산업을 일제히 21세기 산업구조

조정의 전략으로 삼고,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 촉진의 새로운 동력으

로 삼았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문화를 산업으로 수용하려는 관념의 변

화가 시작되었다. 1998년 문화부 산하에 문화산업사(文化产业司)라는 행

정기관이 신설되었다. 중국 정부가 ‘문화산업’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의미는 문화를 산업으로 인식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발전을 추진

하겠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1999년 베이징대학 산

하 ‘문화산업연구소’73)를 설립되어 문화산업에 대한 중국 학계에서의 연

70) 关于加强文化市场管理工作的通知, 1988.
71) 欧阳坚 2012,17-18
72) 国务院,文化部关于文化事业若干经济政策意见的报告,1991.
73) 북경대학문화산업연구원(北京大学文化产业研究院)은 2002년부터 문화부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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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중국정부는 정부의 행정부문이 직접 신문과 정기간행물을 발행

하지 못하게 하고, 해당부서에서 출판경영의 영역을 퇴출시킴으로써 출

판신문단위와 상급정부행정기구와의 전통적인 의존관계를 해체시켰다.

정부의 관여를 통해 2000여 신문과 8000여 정기간행물이 시장화·산업화

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또한 1999년에는 매스미디어문화산업집단(多媒

體文化產業集團)의 건립이 시작되었고, 2000년에는 “미디어개념”이 주식

시장에 나타나기 시작한 바, 미디어집단과 자본시장과의 결합이 시험되

기 시작하였다. 중국문화산업의 체제개혁이 업종별 국부적인 개혁으로부

터 총체적인 개혁의 단계로 진입한 것이다.74)

2) 해외 문화콘텐츠에 대한 수용

1979년 11월, 북경방송국(현 중앙방송국, CCTV)에서 수입한 첫 해외

드라마는 바로 유코슬라비아의 “Povratak otpisanih”이다. 이는 중국의

해외문화콘텐츠 수입의 첫 서막을 열었다. 그 후 점차 다양한 나라의 콘

텐츠를 수입하고 방영하기 시작하였다.75)

중국에서 문화의 시장화 기제를 도입하면서 방송 산업은 정부주도하에

방송 관련 시설을 확충하여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방송매체 및 채널수

가 급격히 증가해 왔다. 그러나 중국 방송 산업의 문제점은 매체와 채널

은 증가하였으나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능력을 확충하는데 소홀했다

는 것이다.76) 그리하여 중국은 1980년대 중국 국영방송인 중앙방송국

(CCTV)에서 해외문화콘텐츠를 수입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주로 사회

주의국가의 드라마가 전체 수입 드라마에서 26%차지하였다. 중국공산당

만들어가는 국가문화산업창신과 발전의 연구기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http://www.ici.pku.edu.cn/홈페이지 참조 (검색일:2019년 5월 20일)
74) 장수현,『중국은 왜 한류를 수용하나』,학고방,2004,178쪽.
75) 腾继果，“国外电视剧引进概况及分析”新闻观察传媒透视，2014年9月.
76) 홍용락, 한국학술정보, 2008,1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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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4차 전국대표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개혁 목표를

확립한 후에야 오락성이 내용이 있는 프로그램을 수입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는 133편으로 수입하여 대폭 증가하여 이는 80년대의 2.4배이

다.77)

1989년 이전, 중앙방송국 CCTV-1채널의 ‘드라마역제편’이라는 코너에

서만 방영이 가능하였다. 1989년 이후, CCTV-2채널에서도 수입드라마를

방영하기 시작하였으며 1993년 ‘드라마 역제편’을 ‘국제영원’이라는 이름

을 변경한 후에 해외드라마의 방영시간도 늘렸고 미국, 일본 외 프랑스,

러시아, 영국, 한국 등 다양한 콘텐츠를 방영하기 시작하였다.78)

해외 드라마가 중국으로 가장 많이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이

다. 왜냐하면 문화적인 동질성 때문에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의 드라마

들이 중국 콘텐츠 시장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였다.79) 이 시기 중국 방송

국들은 대부분 수입드라마의 상업성을 보고 그 방영권을 확보하였다. 다

양한 장르의 콘텐츠가 등장하여 방송의 시청률을 올려주었다. 그 후부터

외국 드라마들의 갖고 들어온 시장성이 수입 및 방영의 기준이 되고, 중

국 방송국들이 외국드라마의 방영권을 점점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게 되

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내 위성방송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국내

제작능력이 현저히 뒤떨어진 상황에서 이를 채울 콘텐츠가 부족했다. 특

히 1997년 홍콩반환을 계기로 하여 많은 홍콩영화사가 미국으로 이전하

여 더욱 심각한 공백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런 중국의 내부적 및 외

부적 환경의 변화에 의해 1997년부터 한국의 대중문화콘텐츠를 수입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중국정부가 자국 문화산업의 전면적인 육성에 나서

기 시작하였다.

77) 吴美娜, “00年代：引进剧全球化”, 『环球杂志』, 第24期.
78) 潘洪莲，“引进剧助推国产剧市场”， 『电视剧天地』，2015年 第7期 40页.
79) 장수현, 학고방, 2006, 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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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0년대 중반 이후의 문화산업 보호 및 육성 정책

1) 문화산업의 개념 확립 및 WTO 이후의 상업화 전략

중국 정부가 문화산업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사용한 것은

2000년대부터이다. 중국은 10·5계획(2001-2004년)시기에 문화산업 발전을

본격 추진하였다. 2000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5대 5차 회의에서 「10·5

계획 건의(中共中央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个五年计划的建议)」

가 통과되었는데, 중국 정부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문화산업(文化产业)’

이라는 개념을 제출했는데, 이는 바로 기존의 ‘문화사업(文化事业)’체제로

서는 지금과 같은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없으며 ‘문화산업’의 진흥을

통해 대중 문화상품의 수요와 공급의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80) 2001년 10월 문화부의 「문화산업발전

10.5계획 강요(文化产业发展第十个五年计划纲要)」에서 문화산업의 기본

방침, 주요 목표 그리고 기본임무와 조치에 대해서 제기하였다.

WTO의 가입한 이후 중국의 문화산업 분야의 문호가 열려 문화가 세

계시장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중국은 시장경제 체제 하에 중국의 문화

산업 관련 기업들이 외국의 문화산업 기업들과 경쟁을 하려면 중국 문화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경제수준의 향상에 따른 자국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만족하기 위

해서는 문화산업의 신속한 발전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는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을 함께 발전시켜야 하다고 강조하였다. 때문에 중

국정부는 2000년 이후부터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문화산업 체제와

80) 10.5계획 강요에 따르면「제 15항: 사회주의정신문명건설 항목에 문화산업정책을 
완수하고, 문화시장건설과 관리를 강화, 문화산업 부문을 발전시켜 나가자(十五、加
强社会主义精神文明建设: 完善文化产业政策，加强文化市场建设和管理，推动有关文化
产业发展)」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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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 정책도 잇따라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중국 정부는 국제 경쟁력

이 있는 문화산업 관련 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여 문화시장을 더욱 확

대시킴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81) 이는 중국 문화산업정책

의 전면적인 확장단계이고 국가가 의도적으로 ‘산업정책’이라는 수단을

통해 문화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시작하였다. 2002년 공산당 16대 보고

(十六大报告)에서는 ‘문화체제개혁과 문화산업발전’을 논의했다. 이는 중

국이 새로운 시대, 즉 지식기반 경제 중심의 문화소비시대를 맞이하고

있음을 암시했다.82)

2004년 이후 문화산업이 국가발전전략으로 수용되었고 2004년과 2005

년 국가 통계국은 연이어 「문화산업 분류(文化及相关产业分类」, 「문

화산업 통계 지표(文化及相关产业分类统计指标体系)」등을 발표하였다.

이는 문화산업을 업종별로 분류하여 구체적인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2006년 9월, 국무원은 「국가 제11차 5개년 문화발전 계획 요강(國家

“十一五”文化發展規劃綱要)」에서 국가전략으로서의 문화산업발전을 여

러 번 강조하였다. 2007년 11월, 공산당 17대 보고(十七大报告)에서 문화

산업발전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었다. 문화산업은 중국 소강사회(小康

社會)의 목표인 “정치건설·경제건설·사회건설과 문화건설”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문화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대규모 문화산업 시범 프로젝트를 통한 문화산업 기지와 지역특화 문화

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하며, 문화산업 핵심 기업과 전략투자자 양성, 문화

시장 확대, 문화상품의 국제경쟁력 상승을 꾀한다.” 더불어 이 보고에서

는 문화 소프트파워를 향상시키겠다는 중요한 결론도 함께 내려졌다.

2009년 9월 국무원에서는「문화산업진흥계획(文化產業振興規劃)」83)을

81) 선정규, 한국학연구,2011,44쪽.
82) 보고서에 따르면「제 6항 : 문화건설과 문화체제개혁 항목에서 전면적으로 소강사

회를 건설하는데 사회주의문화발전에 힘써야 하고...(중략)문화와 경제 및 정치의 융
합으로 종합국력의 지위와 작용이 점차 중요해지게 된다.全面建设小康社会，必须大力
发展社会主义文化，建设社会主义精神文明。当今世界，文化与经济和政治相互交融，在
综合国力竞争中的地位和作用越来越突出」라고 하였다. 

83) 国务院, 文化產業振興規劃,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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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하여 문화산업이 국가 전략적 산업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여 문화산

업을 발전시키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도 함께 제시하였다.84) 이것은 중국

의 문화산업 발전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문화산업진흥계획에서

문화산업을 처음으로 국가적인 산업으로 그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여

중요한 의미를 보여 준다.

2010년에는 후진타오(胡錦濤)주석이 중앙정치국 제22차 단체 워크샵

(집체학습)에서 문화산업발전에 관한 중대담화를 발표했다. 9개 중앙부

처 및 기관에서 「문화산업의 진흥·발전·번영에 관련 된 금융지원의 지

도의견(關於金融支持文化產業振興和發展繁榮的指導意見)」85)을 발표하였

다. 2011년 3월, 당중앙과 국무원에서는 문화산업을 국민경제를 이끌어가

는 주도적 산업으로 발전시킬 것이라 발표하였다.86) 위와 같은 일련의

국가조치는 문화영역의 국가전략이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

한다.87) 그러나 문화산업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육성정책을 추진하

고 있으나 그의 유통과 전파의 과정에 검열이라는 문턱을 넘겨야 가능하

다.

2012년「국가 제12차 5개년 문화개혁발전 계획 요강(国家“十二五”时期

文化改革发展规划纲要)」는 국민경제에서 문화산업 부가가치의 비중을

높이고 문화산업의 역할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지주 산업이 되어야 한

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문화산업은 기존 제조 산업과 달리 정신문화를 주요 바탕으로

국민의 이데올로기 형성과 자국 문화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경제를 발전하는 것과 비교하면 문화영역

의 대외 개방에 대해서 매우 신중한 태도로 일관하여 왔다. 지금까지 중

국의 문화산업 발전과정을 보면 문화영역의 개방과 기타 산업영역의 개

방과 비교하면 그 속도나 정도에 있어 크게 차이를 볼 수 있다.88)

84) 国务院, 文化產業振興規劃, 2009.
85) 胡錦濤,關於金融支持文化產業振興和發展繁榮的指導意見, 2010.
86) 国务院,文化产业国民经济支柱, 2011.
87) 샹용(向勇), 2015, 2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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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바와 같이, 2000년대 이후 문화산업의 개념이 공식화 되면서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중국 학계에서는 국가차원에서 발표

한 문화산업정책을 기능 및 시기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89)

그중 가장 대표적이고 명확한 분류를 제시한 학자는 왕창숭(王长松)이다.

그는 아래 <표 Ⅲ-1> 와 같이 문화산업정책을 목적성 전략정책, 규범성

관리정책, 지원성 발전정책으로 나누었다.

<표 Ⅲ-1> 중국의 문화산업정책에 대한 분류

88) 선정규, 한국학연구,2011,40-41쪽.
89) 王维平·赵斌 ,“政策分类的新思路与西部开发的政策供给”，『中国社会科学院研究

生院学报』,2003 年第 5 期; 毛少莹 , “从公共文化政策看文化管理类学科的构成”，
『上海文化』,2014 年第 12 期; 陈加友 , “论我国文化产业政策的调整与优化”，
『云南民族大学学报 哲学社会科学版』,  2015 第 2 期; 王晓静,“国家区域发展规划
中的文化政策问题研究”，『上海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13 年 第 6 期.

구분 작용 주요내용 설명

목적성 전략정책
발전규획, 발전목표, 발

전방향 확립

·문화산업의 발전에 대

하여 총체적인 목표와

요구를 제기하고 사상건

설을 견고히 하고 전체

적인 틀을 구성하는데

중요시 한다.

·문화 분야에 대한 문제

를 제기하고 발전목표와

지도사상 그리고 구체적

인 발전방향과 수단을

제기한다.

규범성 관리정책
규범적인 관리의 경로

와 방식을 제정한다.

·법률, 조례, 규정, 의견,

방법, 통지 등 문화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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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王长松 外， “中国文化产业政策演进研究（2002-2016）”，『南京社会科学』，2018年

第7期 136页.

당의 16대 이래, 국가는 문화 산업의 발전을 매우 중요시하여 2002년

부터 2016년까지 일련의 문화 산업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그 발전을 추

진하였다. 이 시기의 문화산업 정책을 살펴보면 전체에서 국소로, 추상에

서 구체적으로, 적은 것에서 많은 것으로 정리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

다. 그 동안 중국 문화산업 정책은 비교적 잘 정비된 정책체계, 문화산업

발전 방향 및 가치 지향, 문화체제 개혁 촉진, 문화산업시장규범, 다원적

산업 지원의 성숙화 및 네트워크화 발전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표 Ⅲ-2> 2002-2016년 중국 문화산업정책 유형 및 단계별 수량

출처: 王长松外， “中国文化产业政策演进研究（2002-2016）”，『南京社会科学』，2018年第7期 136页.

구분 2002-2005년 2006-2010년 2011-2016년 총계

목적성 전략정책 21 15 24 60

규범성 관리정책 17 27 42 86

지원성 발전정책 8 11 11 30

총계 46 53 77 176

의 발전과정에 대해서

규범적 관리를 진행하고

양호한 질서와 분위기를

유지한다.

지원성 발전정책
특정된 문화산업의 발

전을 추진한다.

문화산업과 관련된 정책

을 제정하고 지원하며

문화산업의 발전을 가속

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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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와 같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문화산업은 주로 국가 전

략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인 발전을 추진하였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규범성 관리정책이 증가하였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문화산업은 규범

성 관리정책이 문화산업 정책에서 주요한 구성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중국 정부는 초기 문화산업 발전단계에 집중적으로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반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2000년 중반이후 문화산업

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이에 따른 감독 관리도 소홀히 하

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보호 및 육성이라는 복합적인 정

책으로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해외 문화콘텐츠에 대한 수용 및 규제

해외콘텐츠의 수입 수량이 늘어남에 따라 해외 콘텐츠 수입 및 배급에

대한 규제정책은 중국 정부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등장하였다.

일찍 해외콘텐츠를 활발히 수입하기 시작한 1994년 2월에 선포된 「외

국 TV프로그램의 수입과 방송에 관한 관리규정」에 따르면 각 방송국

은 매일 방영하는 프로그램에서 외국드라마가 방송하고 있는 드라마 총

방영시간의 25%를 넘어서는 안 된다. 황금시간대인 저녁 6시에서 밤 10

시까지는 1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1997년 8월

에 국무원은 「라디오·TV 관리조례」를 반포하여 방송사업 전반에 대한

규범을 제정하였다. 관련 조례의 내용에 따르면 방송과 라디오는 인민과

사회주의를 위해 봉사하는 것을 견지하고 올바른 여론으로 인도하는 역

할을 지도하고 담당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해외 프로그램을

수입할 경우, 국무원의 관련 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하였

다.

2000년 1월에 선포된 「성급 방송국 프로그램 채널 관리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에서는 저녁 6시에서 밤 10시의 시간에 방영하는 외국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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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는 반드시 15% 이내로 규정하였다. 2000년 6월에 선포한 「TV

드라마 관리규정」에서는 방송국은 “매일 방영하는 각 프로그램에서 수

입드라마가 드라마 총 방영시간의 2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

이 2000년에 수입 드라마에 대한 수량과 방송 시간대 등에 대한 규정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국영방송 CCTV 채널에서 지속적으로 드라마가 방

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0년 당시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 2편

이 모두 수입한 해외콘텐츠이다. 이는 정부의 드라마에 관한 규제는 관

리적인 측면이 강하고 해외콘텐츠의 수입을 막으려는 의도가 없다는 것

을 입증하였다.

<표 Ⅲ-3> 중국의 해외 콘텐츠에 대한 규제 유형

구분 규제의 형태 내용

내용에 대한

규제
사전 심의제

·주로 국가체제, 이념, 종교 그리고

폭력성에 대한 내용이 담은 콘텐츠가

국가의 정서 및 관련 법규에 어긋나

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 관련 부서

에서 사전 심사를 걸쳐 허용할 경우

에만 방영이 되는 시스템이다.

편성에 대한

규제

방송량 규제

·전체 방송하는 드라마의 비중에서

해외콘텐츠가 방영할 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 있다.

방송시간

규제

·프라임타임 시간대에 편성을 금지하

고 정해진 시간에만 허용을 한다.

제작에 대한

규제

드라마 제작

허가제

·모든 드라마는 제작하기 전에 반드

시 관련 부서의 사전 심의를 걸쳐 허

가를 받아야 한다.

·외자독자, 중외합자, 중외합작은 엄

격히 제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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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홍용락, 2008,『한국 TV 드라마의 중국 내 유통현실과 전망』, 한국학술정보.

도표를 참고하여 필자 재정리.

<표 Ⅲ-3>와 같이 지금까지 중국 정부가 해외콘텐츠에 대한 규제유

형을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첫째, 내용에 대한 심의이다. 이 부분은

해외콘텐츠가 중국에 진출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왜냐하면 정책담

당자의 인식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그 기준이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

는 부분이 있다. 둘째, 편성에 대한 시간 및 수량에 대한 규제이다. 중국

정부는 해외콘텐츠가 편성을 하는데 일정한 비율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

다. 셋째, 제작에 관련 된 규제이다. 사전 허가제를 실시하여 드라마를

제작하기 전부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넷째, 수신기에 대한 규제

이다. 개인이 수신기를 소유하면 압수당하고 벌금도 하는 경우가 있

다.90)

지금까지 중국은 자국 문화산업에 대한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전략으로 추진하였다. 중국은 초기 해외콘텐

츠에 대한 수용이 적극적이었으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해외콘텐

츠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면 자국 문화산업을 발전하는데 부정적일 수 있

다고 판단될 때 규제정책을 통해 유입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관리하였다.

91) 하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 정부의 이런 규제는 있으나 해외콘텐츠의

수입하는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2000

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해외콘텐츠의 시청률이 가장 높았고 정부의 ‘규제

정책’에 대해 일반적인 시청자도 정부의 이런 규제정책에 대해서 크게

감지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문화콘

90) 홍용락, 2008, 115쪽.
9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휴먼컬처아리랑, 2016, 146쪽.

수용자에 대한

규제

위성수신기

소유규제

·위성수신기의 사적인 소유를 금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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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츠에 대한 규제정책은 중국 정부의 관심과 대중들의 토론 대상이 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바로 한류 콘텐츠에 대한 수용과 규제로부터 나타난

현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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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류 드라마의 유입과 발전국가적 대응

2005년 중국 지역방송 후난 위성TV에서 방영된 「대장금」은 전국

동시간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중국이 한국문화의 신드롬에 빠져들

었다. 하지만 단기간에 한국 드라마의 수입급증과 이로 인해 산업에 대

한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낀 중국 정부는 2006년부터「대

장금」을 정점으로 한국 드라마 등 해외문화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강화

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중국 수용자들 사이에서도 한류가 본국 문화를

침해한다는 인식이 형성됨에 따라 ‘항한류’ 현상이 나타났다. 그 후 한류

는 침체의 늪에 빠졌다가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해 TV중심적인 시장이

점차 인터넷 플랫폼으로 이동하게 되어 2013년 다시 「별에서 온 그대」

로 새로운 한류 열풍을 일으켰다. 그러나 2014년부터 중국 정부는 인터

넷 동영상에 대한 내용심사 규제를 시작하였다. 이런 규제에 대한 시장

의 빠른 대책으로 중국에서 드라마의 사전허가를 받고 중국 인터넷과 한

국 현지의 동시방영이라는 우회전략을 실시하여 「태양의 후예」로 또

한번의 희트작을 만들었다.

과거 국가의 강한 규제와 간섭이 동아시아 발전국가가 경제성장을 가

능하게 한 특징으로 보았다. 한류의 사례로부터 중국문화콘텐츠 산업발

전과정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서 해외콘텐츠에 대한 수용 및 규제

그리고 자국 문화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정책 등은 동아시아 발전국

가의 경제발전 전략과 외양상에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본 장에서

는 한류를 유입과정에서 중국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응방식을 취하였고

중국의 문화산업발전과정에서 한류의 역할에 대해서 보고자 한다.

1. 한류 드라마의 유입 및 정부와 시장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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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장금」 : 문화보호주의 공론화

1990년대 말 중국의 문화시장은 콘텐츠의 부족 현상에 직면해 있었다.

중국의 경제가 급속하게 성정할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TV와 라디오

가 전면적으로 보급되어 각 지역의 방송국이 급격이 증가하고 위성TV

와 케이블TV가 도입됨에 따라 다양한 채널이 등장하면서 그에 담을 콘

텐츠의 수요가 늘어났다. 하지만 중국 방송산업은 초기 발전시기에는 하

드웨어의 보급에 따라 자체 콘텐츠 제작 수량이 늘어나긴 했지만 이처럼

급증한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개혁개방이후 시장화

흐름에 따라 공공서비스 성격의 문화산업이 시장경제 원리를 따르는 문

화산업으로 전환되었지만, 산업적 역량의 미성숙으로 인해 대중의 요구

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국가

의 강력한 통제 하의 사회주의 작품은 대중의 다양한 문화적 취향과 욕

구를 만족하기 점점 힘들게 되었다.

이러한 대중의 날로 증가한 물질문화의 수요뿐만 아니라 또 하나 주목

해야 할 사실은 당시 중국에서 강도 높은 기업 개혁이 추진되고 있었다

는 점이다. 오랜 기간 국가의 보호 하에서 심각한 자원 분산과 경제적

비효율성의 문제를 안고 있던 미디어산업 역시 개혁의 칼날을 피해갈 수

없었다. 정부 주도하에 기업 통폐합과 구조 조정을 포함하여 미디어산업

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시도가 펼쳐졌다. 그 와중에서 재정

독립성을 강화해야 했던 미디어 기업들은 수익을 늘려줄 수 있는 인기

있는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이 절박한 과제가 되었다. 바로 이런 배경에

서 해외문화콘텐츠가 경쟁적으로 수입되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한류현상

이 나타났다.92)

중국에서 가장 먼저 수입된 한국 드라마는 「질투」로서 1993년에 중

92) 이상훈 외, 『한류 그 이후: 한류의 저력과 향후 과제』,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5, 1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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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지역방송을 통해 방송되면서 한국 TV드라마의 중국진출이 시작되었

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한류에 대한 관심을 일게 한 것은 1997년 중국국

영방송 CCTV 채널1에서 방영한 「사랑이 뭐길래」이다. 이 드라마는

황금시간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가장 높을 때에는 무려 4.2%

에 도달하여 평균 1억명이 지켜보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인기를

끌었다. 또한 종영되자 시청자들의 열화와 같은 요청으로 1998년 CCTV

채널2를 통해 황금시간대에 다시 방영되면서 한국 드라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증폭되었다. 이때부터 중국 텔레비전 방송국들은 상대적으로 인

기가 있고 수입 가격이 낮은 한국 드라마를 경쟁적으로 수입했다.

특히 「대장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중국 후난TV와 CCTV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있었다. 후난TV에서 800만위안의 가격 우세로 중국 대륙

지역의 판권을 구매하였다. 그 당시 CCTV에서 수입한 「보고 또 보

고」, 「인어공주」등 드라마의 판권가격은 회당 4000달러를 넘지 않았

지만 후난 TV에서 수입한 「대장금」은 회당 거의 10000달러로 그 시

기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 있었다. 하지만 후난TV의 담당자는 대장금

을 수입하는 과정에 대해서 서술하는 인터뷰에서 수입하기 전 대장금을

받아 본 후 이 작품 자체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다고 한다.93) 즉, 한국 드

라마의 작품성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였다. 이와 동시에 대중들의 수요에

맞추어 다양한 콘텐츠를 모색하는 시장의 빠른 움직임을 확인할 수도 있

다. 이는 자유주의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업들의 경쟁이기도 하다.

다음은 「대장금」을 수용하는 일반 시청자의 태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장금」이 방영된 후, 중국 사회에서는 일반 대중에서부터 국가

주석에 이르기까지 ‘장금’을 언급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2005

년 9월 23일 후진타오 국가주석은「대장금」을 언급하면서 바빠서 드라

마를 자주 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할 정도였다. 한국의 전통적

93)人民网,800万投《大长今》湖南卫视捞3500万
    http://media.people.com.cn/GB/40606/3701356.html (검색일: 2018년 3월 18일)
   时代商报,湖南卫视透露《大长今》成功引进背后的故事
    http://ent.enorth.com.cn/system/2005/12/12/001185651.shtml(검색일: 2019년 4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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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가족 윤리와 도덕규범, 유교적인 문화전통을 중심으로 한 가치관이

중국인들에게 충격과 열풍을 가져다주었던 것이다.94)

기존의 한류가 한국적이지만 중국인들이 동경했던 경제적으로 풍요한

서구화된 현대적 대중문화의 확신을 가져왔다면 대장금은 한국 고유문화

의 확산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이었다. 한국의 역사, 한국의 의상, 한국의

음식 등 한국 고유의 문화가 선풍적인 인기를 구가하면서 중국시청자들

에게 낯익은 한의학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한국 음식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되는 등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

만 중국시청자들의 반응을 종합해보면 가장 관심을 갖고 보고 토론한 것

은 여주인공 장금의 ‘장금정신’이다. 이 시기 중국 경제가 고속발전하면

시장경제체제하에 누구나 시장에 뛰어들어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기

회가 주어진다는 꿈이 갖기 시작한 시기이다. 마침 드라마「대장금」의

내용을 보면 장금이의 출신이 안 좋더라도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 어려움

을 극복해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자강불식(自強不息)의 마인드로 성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중국 시청자들이 공감 가는 내용이다.95)

그리고 이 드라마 방송하기 전 후난TV의 또 다른 중국 오디션 프로

그램인「슈퍼 걸(超级女声)」의 성공신화도 중국에서 문화적인 사건이지

만 프로그램의 진행방식을 보면 정치적인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다.96)

중국에서 처음으로 일반인들이 TV를 통해 공개적인 오디션을 참가하여

심사위원과 시청자들이 핸드폰으로 문자를 전송하는 투표방식으로 최종

우승자를 뽑아 슈퍼스타로 등극하는 프로그램으로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94) 박영환, 『문화 한류로 본 중국과 일본』, 동국대학교출판부, 2008, 168쪽.
95) 이욱연, 『포스트 사회주의 시대의 중국문화』,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9, 201쪽.
96) 이 시기 일반 문자 1개당 10전이지만 슈퍼걸스 문자 투표는 이 보다 10배가 높은 

가격인 1위안이며 핸드폰 번호당 15표까지 투표 가능하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런 투
표방식을 민주주의의 투표와 연결시켜 다양한 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열광적인 투
표 참여도로부터 이것은 민주에 대한 대중의 강한 의식의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들이 있는 반면 이것은 일종의 상업적인 수단뿐이고 민주라기보다 포플리즘에 해당한
다는 의견도 있다. 

  南方都市报,“戳穿超女民主”的神话 
http://news.sohu.com/20050831/n226835346.shtml참고(검색일 : 2019년 5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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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었다. 「대장금」과 내용적으로 보면 모두 시청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내용을 전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것은 중국의 시장경제체제

이후 빠른 경제의 성장으로 「슈퍼 걸」 그리고 「대장금」과 같은 콘텐

츠로부터 대중들의 물질적 및 정신적인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중국도 2005년을 기점으로 부쩍 한류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

졌다. 단기간에 걸친 한국 드라마의 수입급증과 그에 따른 사회, 문화적

파급효과에 대해 처음으로 위기의식을 느낀 중국 정부는 한국 드라마 등

해외문화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중국 수용자

들 사이에서도 한류가 본국 문화를 침해한다는 인식이 형성됨에 따라

‘항한류’가 나타났다. 2006년 초부터 중국 정부가 콘텐츠 시장에 개입하

면서 한국 드라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그림 Ⅳ-1>표와 같이 당

시 한국 드라마가 중국으로 수출하는데 처음으로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

했다. 비록 정부에서는 한류를 겨냥한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부

인했지만 2006년 1월 중국 국가광전총국이 발표한 「2006 광전총국 공작

요점(广电总局下发《2006年广播影视工作要点》)」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외국드라마의 수입량을 전반적으로 축소하고, 질적 우수성을 면밀히 검

토해서 국산 영화와 드라마의 번영과 발전에 유익한 작품을 수입한다고

천명하였다.97) <그림 Ⅳ-1>을 보면 2005년 대장금 방영이후 2006년부터

한국 대 중국의 콘텐츠 수출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이 시기 중국내

의 언론보도를 보면 중국정부가 규제정책을 발표한 ‘의도’를 한류에 의한

것으로 많이 보도 되었다. 예를 들면 대중왕(大众网)98)보도에 따르면,

“내년 광전총국은 한국 드라마의 방영 수를 줄여 중국 TV화면상에 불고

97) 광전총국의 문서에 따르면「广电总局下发《2006年广播影视工作要点》围绕纪念建党
85周年,红军长征胜利70周年，抓好重大革命历史题材影视的创作，推出一批群众喜爱的
主旋律作品,加强和改进审批播映工作,对海外剧的引进要在总量控制的前提下注重质量，
使之有利于国产电影电视剧和动画的繁荣发展.해외극의 도입은 총량 통제 하에 품질을 
중시하여 국산 영화 드라마와 애니메이션의 번영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고 하
였다.http://www.gov.cn/gzdt/2006-01/27/content_173965.htm(검색일:2019년 5
월 23일)

98) 大众网, https://www.dzwww.com/(검색일: 2019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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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한류’의 열풍을 잠재울 것”이라고 전했다.

<그림 Ⅳ-1> 2005년-2009년 한국 대(對) 중국 방송 수출액99)

(단위: 천 달러)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행한「2010 콘텐츠산업 통계」

보고서의 수치를 참고로 필자 작성

이러한 ‘항한류’ 현상이 출현되는 것은 자국 문화산업에 대한 보호가

주선으로 본다. 중국 국내 시장이 위협이 될까봐 위기감을 느낀 중국 내

방송 관련 업계 종사자들 중심으로 ‘한류’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낀 ‘항한

류’발언들이 번지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중국의 국민 배우 장국려(张国

立)는 문화는 예로부터 중국인들의 자랑이고 한류는 문화침입라고 걱정

을 하며 “방송국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수입하려고 온갖 힘을 쓰는 것 보

다 한국인들도 우리의 드라마를 보게끔 하는 것이 옳다.” 라고 언론보도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개인 인터뷰에서도 한류에 대한 비

판 발언을 하였다.

99) 중국 국가통계국 및 광전총국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의 통계만 공개 하였기에 중국
공식적인 기관에서 관련 수치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콘텐츠진흥원에서 공개한 <콘
텐츠산업 중국 지역 수출 액 현황>수치를 참조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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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사람들이 대장금을 보고 감동을 하였다고 하는데 나는 전혀 감동을 느끼지 못했

고 오히려 분노합니다. 드라마 장면에서 침을 놓는 것을 어떻게 한국에서 발명한 것이라

고 할 수 있습니까? 중국 언론에서는 이런 것을 보고 어떻게 찬양할 생각을 합니까? 제

가 보기에는 자국 작품에 대해 지나친 요구를 하고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

하는 것 같습니다.”100)

방송 관련 종사자들은 자신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 드라마보다

본국의 영화 및 드라마를 시청하는 것을 호소하며 한국드라마의 방영을

줄여야 한다고 중국 정부에게 압력 발언도 하였다. 이들의 본국산업에

대한 보호 및 애국주의적인 목적을 담은 발언에 대해 중국 내 언론들과

사회·언론 학자들도 앞 다투어 이를 쟁점화 시키고 있고 네티즌들의 저

항도 거세졌다. 한류에 대한 위기감을 느껴 비판을 통해 이를 견제 하고

자 하였다. 문제는 이들의 주장에 중국 정부가 한류에 대한 규제를 통해

호응한다는 것이다.101) 중국 정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호응한 것은 산업

에 대한 보호와 중국 정부의 정치적 목적과 맞물린 점이라고 보기도 한

다.

중국정부가 문화산업의 정책의 제정과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드라마의 중국 내 유입은 여전히 정부의 인식에 따라 결정이 된다.

「대장금」을 사례를 보면 한편으로는 시장이나 산업보호라는 경제적 이

해관계와 관련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문화 수호라는 문제와도 관련

이 있다. 중국이 처음으로 드러낸 ‘항한류’ 감정은 드라마 「대장금」의

흥행 성공을 보고 중국 정부 및 관련 연예계 종사자들의 위기의식이 그

만큼 높아졌기 때문이다.102)

한류 드라마가 중국에 일방적인 확산에 대하여 중국 정부 및 대중들이

우려한 시선이 점점 많아졌다. 왜냐하면 문화는 자유로운 쌍방교류를 통

100) 信息时报, 张国立劲踩《大长今》：看了没觉感动只觉愤怒
      http://ent.163.com/05/0930/13/1UTBJHKJ00031H2F.html(검색일:2019년3월     

   15일)
101) 윤경우, “중국의 ‘한류’ 수용과 저항; 중국 문화정체성의 국제문화관계학적 함  

   의”, 한국과 국제정치, 2006, 58쪽.
102) 윤경우, 2006, 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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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장금의

선풍적인 인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방식으로부터 정부와 대중들이 한류에

대해 경계심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중국이 예로부터

문화적 대국으로 자부심을 가졌는데, 오늘날「대장금」을 통해서 당시

주변 문화였던 한국 문화가 중국에 역수입되어서 유행하다 보니, 문화대

국을 자부하던 중국이 심기 불편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항한류 현상에 대해서 중국은 분국보다 문화적 변방으로 여겨

왔던 한국이 경제발전을 통해 서구화되고 현대화 된 오락문화가 중국으

로 유입되는 것에 중국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이러한 인식 속에

본국 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였다.103) 초기

에 수입한 한국 드라마는 주로 현대가족 장르이고 가족 내에 권위주의적

이고 가부장적인 요소가 들어있어 중국 시청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특히 중국 정부의 정치적 입장과 배반되지 않아 규제의 요인이 되

지 않았다. 하지만 대장금은 사극 장르이고 중국 시청자들이 공감하는

동시에 그동안 사극 및 자국 전통문화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중국이

처음으로 문화적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다.

위에 서술한 바와 같이 한류에 대한 중국 정부와 시장의 위기감이 나

타나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문화산업분야에 처음으로 정부의 힘과 시장

의 힘이 함께 작용하였다. 특히 초기 대장금 수입하는 시기 시장의 역할

이 강하게 작동하였다. 후난TV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을 분석해 보면 초

기 대장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규제에 크게 영향을 받지 못하고

시장의 치열한 경쟁 분위기에만 염려고 있었다. 즉 대장금 방영 이전 중

국 문화콘텐츠는 상대적으로 정부의 규제는 시장의 발전에 크게 저애되

지 않았다. 하지만 대장금 방영이후 드라마의 흥행은 중국 정부가 해외

콘텐츠에 대해 경계를 하고 이에 대한 더욱 강력한 규제 조치를 시행하

기 시작하였다.

103) 구성희, 한국학술정보, 2014, 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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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에서 온 그대」 : 인터넷 장(場)에 대한 정부의 규제

2006년 「대장금」 흥행이후 ‘항한류’ 감정으로 인해 한동안 침체의

늪에 빠졌다. 하지만 2013년 또 하나의 히트작이 탄생하면서 ‘한류’열풍

이 다시 불기 시작하였다. 이는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흥행했던 한

류와 다른 형식으로 등장 하게 되었다.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과

거 텔레비전에서만 방영되고 시청하는 영상 콘텐츠의 생태에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콘텐츠에 대한 제작부터 유통까지 모두

이전과는 다른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변화는 콘텐츠를 방영하고 시청하는 플랫폼이 다원화되었다.

과거, 우리가 시청하는 드라마가 텔레비전에서만 방영되어 이것을 ‘텔레

비전 드라마’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이 발달과 함께

문화와 기술이 융합되면서 네트워킹을 통해 새로운 형식의 미디어들이

탄생하여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드라마를 한 가지 경로를

통해서 방영 및 시청되었던 것이 현재 인터넷이라는 기술이 발달되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방영 및 시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초기에는 인

터넷 환경이 규범적이지 못하여 다수는 불법으로 시청할 수 있지만 중국

온라인 사이트의 성장에 따라 중국의 온라인 동영상 사업자들이 한국 드

라마의 상업적 가치를 인지하고 온라인 전송권을 구매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인터넷플랫폼이 합법적인 배급구조가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중국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는 유큐투도우(优酷土豆), 아

이치이(爱奇艺), 텅쉰(腾讯)이다. 한국 드라마 「상속자들」, 「별에서 온

그대」등 인터넷에서 대박을 터뜨린 후 2016년 한중 양국에서 또「태양

의 후예」를 방영되어 인터넷 스트리밍 업체의 발전에 대해 주목하기 시

작하였다.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이 초기 발전단계에서 텔레비전보다 상

대적으로 자유로운 환경에서 발전되었다. 이에 거대한 텔레비전 시청자

가 인터넷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또한 과거 「대장금」시기의 방송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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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간의 방영권 경쟁에서 인터넷과 지상파 텔레비전이 경쟁하는 구도로

변화하게 되었다. 과거 지상파에서 방영한 드라마를 다시보기 기능 때문

에 인터넷에서 보지만 현재 인터넷 플랫폼에서 성공한 드라마를 다시 지

상파에 팔기도 한다. 즉, 텔레비전과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 사이의 판도

가 뒤바뀌어지고 있다. 이것은 텔레비전의 위상과 역할이 약화되는 현실

과 그에 따라 인터넷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상품의 가

치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하게 되었다.

중국내 1위 동영상 사이트 아이치이(爱奇艺)는 「별에서 온 그대」의

판권을 소유하면서 2014년 중국 유료 다시보기 드라마사상 최고치인 25

억 뷰를 달성했다.104) 한국 드라마는 당일 날 방송 후 다음날 아침에 중

국의 온라인 동영상플랫폼에서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시청자의 뜨거운

반응에 의해 거의 아이치이(爱奇艺)는 마지막 2회를 중국온라인 동영상

에서 실시간 번역을 통해 처음으로 온라인에서 ‘실시간 방송’을 이루어졌

다. 과거 텔레비전의 콘텐츠 부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류

드라마를 수용하였지만 「별에서 온 그대」 통해 한국의 콘텐츠 제작 능

력이 입증되었고 중국 기업들은 한류 콘텐츠가 바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여 한국 드라마 제작사에 직접투자 혹은 대량

의 판권을 구매하기 시작하였다.105) 이런 계기로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

중국에서 2차 한국 드라마의 붐이 일으켰고, 이에 따라 2014년 한국 방

송콘텐츠의 대 중국 수출액은 전년 대비 117.8%가 상승되었다.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청자의 주체적인 지위의 변화도 볼 수 있다. 중국 시청자들은

정치선전의 대상으로부터 텔레비전이 보급되면서 정해진 시간에 맞춰 드

라마를 시청해야 한다는 피동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오늘날 인터넷이 발

104) 《来自星星的你》在爱奇艺的点击量破25亿次,
      http://digi.163.com/14/0514/21/9S84H99H00162OUT.html (검색일: 2019년 5  

   월 1일)
105) 김주영, 이민화, 2016,“중국자본의 유입이 한국영상콘텐츠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드라마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2402-2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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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되면서 스마트 폰, 컴퓨터 등 개방적인 플랫폼을 통해 과거의 사상적

인 억압에서 조금 벗어나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환경에서 더 이상 정해진

편성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구애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동영상을 시청하는데 공간과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탄막(弹幕)106)등 기능을 통해 시청자들 지간에 교류를 할

수 있고 시청하는 문화상품에 대해서 댓글을 달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과거에 비해 시청자들이 일정한 공간 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 변

화를 볼 수 있다.

2014년 시진핑 국가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방중기간 ‘별에서 온 그대’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문화재청과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은 펑리위안 여

사에게 부용지 모습을 담은 패와 조각보 스카프, 한글 ‘별’과 ‘꽃’모양의

병따개를 기념 선물했다. 펑리위안 여사는 이후 “딸과 함께 시진핑 주석

의 젊은 사진을 보며 ‘별에서 온 그대’주인공 도민준과 똑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시진핑 주석은 “별에서 온 그대‘는 중국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는데 특히 젊은이 들에게 인기가 많았다”라고 설명

했다.107) 하지만 이렇게 국가주석도 언급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드라마

가 중국에서 방영하는데 그렇게 순탄치가 않았다.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 인터넷에서 인기 폭발 후 2시간정도의 영

화판으로 편집 방영할 계획이었으나, 심의에 걸려서 무산되었다. 그 이유

는「별에서 온 그대」의 영화판은 외계인이 지구에서 400년 살았다는 스

토리 때문에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108) 드라마 방영 2년 후 중국 지방

방송 안휘TV에서 방영을 하게 되었다. 방영할 수 있는 이유는 원작 드

라마의 결말을 수정하여 심의에 어렵게 통과하였다. 도민준(김수현 역)은

106) 탄막(弹幕)의 기능은 채팅창에 입력한 댓글이 영상 위에 흘러가는 자막 형식으로 
노출되는 것이다. 

107) 시진핑 서울대 강연 내용 “별그대 폭발적 인기, 자주적 평화통일 희망”
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407060100065610003810&servi

cedate=20140705 (검색일:2017.09.23.)
108)凤凰娱乐“电影版《来自星星的你》未通过审查” 

http://ent.ifeng.com/a/20140728/40204744_0.shtml(검색일: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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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계인이 아닌 소설가이며 천송이(전지현 역)와의 로맨스 모두 도민준이

쓴 소설 내용으로 결말이 지어져서 방영하였다. 원작은 21부작이지만 중

국에서 방영할 때는 매회 방영 시간을 줄이고 30부작으로 방영하였다.

한국 제작사 관계자는 “「별에서 온 그대」의 중국 판권은 이미 넘긴 상

태로 중국 측의 편집 수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라고 하였

다. 이는 중국 정부의 내용심사에 걸리는 부분이다.

그 뿐만 아니라 2014년 「별에서 온 그대」 열풍 이후, 2015년부터 시

행한 중국 정부는 해외 저작물 수입 규제 정책을 강화 하였고, 동영상

사이트에서 방영되는 영상물의 규제 사항을 명시하고 가장 핵심적인 해

외저작물은 사전 심의와 검열을 통해 허가증 발급받은 후 방송 가능이라

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한류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중국 온

라인 수입영상 중에 한류 콘텐츠의 가격 및 시청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봤을 때 이는 한국 콘텐츠에 대한 위기감을 부정할 수 없다.109) 이와 같

이 중국 정부와 언론은 문화제국주의 관점에서 문화의 보호 측면에서 한

류열풍이 커지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반응은 2006년 「대장금」의 열풍이 전국에 불어왔을 때와 유사한 반응

을 보였다. 2015년부터 1월1일부터 시행한「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관련

109) 인민망의 기사에서 <2014년 텅쉰오락백서>에 의하면 「중국이 미국드라마 수입
가격은 큰 기복 없이 회당 3만달러를 유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 드라마는 기하급수적
으로 올라가고 있다. 2013년 이전 한국 드라마는 회당 4000위안을 넘지 않았지만 
2013년 말 <상속자>가 회당 9만위안, 2014년 <별에서 온 그대는 18.5만위안으로 
올랐다. '별에서 온 그대'가 "눈 오는 날엔 치맥"이라는 대사와 함께 중국인들을 사로
잡은 뒤 한류 드라마의 수출가격은 가파르게 치솟았다. <피노키오>는 173만위안으로 
드라마계는 ‘중국 특수’에 환호했다.」 ‘선심사 후방영’이라는 규제가 국내 방영
에 시차적인 면이 부정적으로 보지만 업계인사에 따르면 해외콘텐츠의 수입액이 이번 
계기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였다.  雖然“先審后播”的規定讓境外劇在國
內播出有了“時差”，但業內人士認為，境外購劇成本有望因此得到改變。《2014騰訊
娛樂白皮書》顯示，2014年，我國購買美劇價格相對穩定，獨播劇3萬美元一集，非獨播
劇則在2000美元至4000美元一集。而韓劇的網絡版權售賣價格呈翻倍上漲曲線，2013
年以前，韓劇的單集價格不到4000元人民幣，到2013年底，《繼承者們》賣到了9萬元
人民幣一集，2014年《來自星星的你》升至18.5萬元人民幣一集，而最近熱播的《匹諾
曹》單集價格高達173萬元人民幣.

  人民网,http://culture.people.com.cn/BIG5/n/2015/0810/c172318-27436152.html( 
검색일: 201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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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콘텐츠에 관한 규제」(關於進一步落實網上境外影視劇管理有關規定

的通知)의 문건의 내용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해외 콘텐츠는 인터넷에서 방영을 할 수 없다. 둘째, 해외드라마의

방영을 30%로 제한한다. 셋째, 이후 중국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서

방영할 외국 드라마도 모든 편수가 심의를 거쳐야 하고 허가를 통해야만

방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림 Ⅳ-2> 2010년-2017년 중국 대(對) 한국 방송 수입액

(단위: 만 위안)

출처: 중국 국가 통계국(国家统计局)의 수치를 참조하여 필자정리

그림<Ⅳ-2>과 같이 2014년 <별에서 온 그대>의 인기로 인해 중국 대

한국 드라마 수입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였던 것이 2015년 규제정책

이 내세운 후 대폭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잇따라 2016년 태양의

후예의 인기로 다시 소폭 상승하였으나 20017년 ‘사드’사건으로 인해 드

라마 수입이 전면 중단이 된 것을 함께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중국 정

부가 문화산업에 대한 강한 힘을 작동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음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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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의 관계는 정부가 그거 놓은 선 안에서 정부와 시장의 힘이 함께

작동하고 있다.

3) 「태양의 후예」: 정부 규제에 대한 시장의 우회전략

앞 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2015년에 한국의 사전 제작 바람은 아이

러니하게도 중국의 한국 드라마 규제에서 비롯됐다. 중국 방송 담당 정

책부서인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광전총국)이 2015년 1월부터 TV에만 적

용하던 사전심의제를 인터넷까지 확대 적용하기 시작했다. 중국에선 방

영 6개월 전에 프로그램 방영 계획을 보고하고, 3개월 전에 완성된 드라

마의 심의를 받는다. 그동안 한국 드라마는 주로 ‘아이치이’, ‘유쿠투더우’

등의 중국 동영상 사이트에 수출해왔는데, 인터넷에서도 사전심의제가

시행되면서 수출의 길에 타격을 받게 되었다. 한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

는 “한국에서 먼저 방영하고 6개월 뒤에야 중국에 노출될 경우,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로 영상이 유출될 수 있어 수출 협상에서 판권료 등 제 가

격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은 2014년 「별에서 온 그

대」 등 한국 드라마가 자국 인터넷을 휩쓸자 규제의 칼을 빼들었다. 이

에 따라 방송사들은 중국 규정에 맞춰 적어도 방영 6개월 전에 방영 계

획 보고를 하기 위해 사전 제작에 나서고 있다. 결국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방송하지 않으면 중국 시장에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 상황

이 사전 제작 바람을 불러온 셈이라고 밝혔다.110)

한국 드라마는 주로 ‘아이치이’, ‘요우쿠투더우’ 등 중국 동영상 사이

트에 콘텐츠를 수출해왔지만 이제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사전심의제가

시행되면서 수출 길에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태양의

후예」의 사전제작은 선택이 아니라 한국의 수출하는 업체와 중국의 수

용하는 업체의 필수적인 대응책이다. KBS 「태양의 후예」 관계자는

110)“중국 시장 때문에 ” ‘웃픈 드라마 사전제작 열풍 
http://www.hani.co.kr/arti/culture/entertainment/719975.html#csidx4f77c2e1aa
f9877aca56c0c25fdde66 (검색일 2019년 4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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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제작을 하면 촬영일수가 늘어나 필연적으로 제작비가 상승할 수밖

에 없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완전 사전제작으로 가야 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사전제작은 한국에서 시도하기엔

힘든 일이었다. 그때 모든 걸 바꿔놓은 건 중국의 강화된 규제 정책이었

다는 것을 드러냈다. 111)

중국은 해외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2014년 9월에 발표하고 2015년 4월

부터 집중적으로 시행하였다. 해외콘텐츠의 모든 내용에 대한 사전심의

가 없이는 방영할 수 없다는 지침이었다. 이전까지는 중국에서도 드라마

를 찍은 분량까지 실시간으로 방영하는 게 가능했지만 이제는 드라마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방영할 수 없게 되었다. 언론 및 드라마 관계자

에 의하면 「태양의 후예」는 2011년부터 기획되었다. 2014년 KBS가 합

류하기 전에 이미 중국 동영상 플랫폼 ‘아이치이(爱奇艺)’와 계약이 되었

다. 그런데 중국 정부의 갑작스러운 해외콘텐츠에 대한 정책 변경으로

이에 대한 사전심의를 받지 못하면 중국에 수출할 판권 가격이 1/4 이상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고 하였다. 한국에서 드라마가 완전히 끝난 이후

중국에서 심의절차를 밟으면 최소 두 달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였

다. 하지만 경험적으로 봤을 때 심의의 절차를 걸치는 동안 불법사이트

에 노출될 수 있다. 중국 시청자들이 불법사이트에서 드라마를 시청할

경우 중국 동영상 플랫폼 입장에서는 이를 수입하는 판권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결국 사전제작은 드라마를 살릴 수

있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길이 되었다.112)

KBS 「태양의 후예」관계자는 “중국과의 계약에서 나오는 매출이 제

작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포기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며 “또

이렇게 새로운 중국 정책이 나올 때마다 정면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앞으

111) ‘태양의 후예’로 본 드라마 산업의 미래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58202 (검색일: 2019  

    년 6월 5일)
112)‘태양의 후예’로 본 드라마산업의 미래’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58202 (검색일: 2019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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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힘들겠다는 생각이 있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한국 시청자보다 규모가 큰 중국 시

청자의 입맛에 맞춘 콘텐츠가 제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배우 캐

스팅에서부터 시작해서 극의 줄거리, 지향하는 가치관 등이 한국 시청자

의 정서보다 중국 정서에 맞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 드라마가 한

국가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문화 콘텐츠라는 점에서 한국의 색을 잃어버

리는 것에 대한 걱정이 높아지고 있다.113)

<그림 Ⅳ-3> 2014년-2016년 중국동영상 유료 이용자의 규모114)

단위: (억 위안)

출처: 중국산업정보(中国产业信息)홈페이지 수치 참조 정리.

http://www.chyxx.com/industry/wenhuachanye/ (검색일: 2019년 2월 3일)

태양의 후예로부터 중국은 동영상 사이트 유로 회원권 구입하는 붐이

일어났다. 그 전에는 중국 시청자들은 무료에 더 즐겼다. 하지만 태양의

113)‘태양의 후예’로 본 드라마산업의 미래’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58202 (검색일: 2019년 
4월 2일)

114)중국산업정보(中国产业信息)홈페이지 수치 참조 정리.  
http://www.chyxx.com/industry/wenhuachanye/ (검색일: 2019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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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예를 보기 위해 지갑을 열었다.115) 이에 한류 콘텐츠로 인해 중국의

문화산업 시장이 더욱 활성하게 되었다. <그림 Ⅳ-3> 와 같이 2015년

에 비해 2016년 「태양의 후예」 방영기간에 동영상 유로 이용자 규모가

대폭 상승하였다. 한류는 중국 동영상 시장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드라마에 대한 내용규제를 보면 한국 버전은 북한군이 군사분

계선 초소를 무장난입한 사건을 진압하는 알파팀 대원들의 활약상으로

시작되지만, 중국 버전은 이 부분 뒤에 나오는 주인공이 휴가를 즐기는

장면으로 시작됐다. 이 때문에 중국 버전 1회는 한국방송분보다 10분가

량 짧았다. 한국 버전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초소를 무장난입한 사건을

진압하는 알파팀 대원들의 활약상으로 시작되지만, 중국 버전은 이 부분

뒤에 나오는 주인공이 휴가를 즐기는 장면으로 시작됐다. 이 때문에 중

국 버전 1회는 한국방송분보다 10분가량 짧았다.116) 이런 시장의 우회전

략은 중국정부의 국가 안전 유지의 목적에 달성할 뿐만 아니라 시장의

성공도 함께 거두었다. 이것이 중국문화산업 발전에서 가장 특이한 점이

라고 본다. 기존 한국 학자 강내영의 연구에서도 중국 문화산업은 정부

는 문화산업의 공공성과 대중성을 중요시하며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정책

을 확대해 나가면서도 검열제도와 관료적인 행정관리를 병행하는 이중적

태도를 밝혔고 이를 정부주도적인 발전모델로 보았다.117)

이런 견해를 동의하나 앞서 제시한 드라마의 사례에서 분석하듯이 중

국 문화산업에서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보면 출돌 속에서 우회전략을 통

해서 정부와 시장이 암묵적인 협의을 통한 협력을 이루어 지속적으로 발

전해 왔다는 것이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이유는 한류를 수용하고 규제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중국의 문화산업의 발전을 보면 시장의 실패를

낳은 것이 아니라 세계 시장규모가 2위까지 등극할 수 있는 지속적인 발

115)新华网, 爱奇艺靠《太阳的后裔》增付费会员500万进账1.9亿
http://www.xinhuanet.com//world/2016-03/27/c_128837215.htm( 검색일: 2019년 4월 2일)

116)‘태양의후예’ 중국버전, 北관련 내용 통째로 뺐다.          
   https://www.yna.co.kr/view/AKR20160407135200083 (검색일: 2019년 1월 15일)

117) 강내영, 중국문학연구제48집, 2012. 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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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문화산업 후발국인 중국의 발전국가적 대응전략

1) 정부주도적인 시장 개입

중국 문화산업의 발전과정을 보면 기존에 정부가 문화의 생산과 유통

을 맡았고 재정을 지원하는 ‘문화사업’이라는 단일 체제가 현재 ‘문화사

업’과 ‘문화산업’ 두 개의 분야로 나뉘었다는 점에서 중국 문화산업 발전

의 특징이다. 정부가 문화를 절대적으로 장악하는 체제에서 국가와 시장

이 함께 문화의 생산과 유통의 두 개 축으로 등장하여 문화영역의 변화

라고 할 수 있다.118) 물론 정부와 시장의 역할이 모두 중요하나 여전히

정부의 절대적인 통제 속에서 시장의 발전을 이루고 있다. 앞서 한류의

사례를 보다시피 국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행사하는 전제하에 시장은 정

해진 틀 안에서 경쟁하고 소비하는 현상을 보고 있다. 특히 초기 국내

콘텐츠시장의 공백을 해외콘텐츠에 대한 수입으로 채워주고 그 후 선진

기술의 학습을 통해 자국의 문화산업을 보호 육성하는 특징은 동아시아

발전국가들과 유사한 형태를 볼 수 있다. 특히 권위주의 성격이 강한 한

국과 대만 등 국가의 특징은 국가의 강한 규제 속에서 기업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있다.

사실 정부개입이라는 것만 보면 사실상 이런 현상이 동아시아에만 고

유한 것이 아니며, 더 나아가서 정부개입 그 자체가 결과의 성공을 의미

한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한 예로 브라질이나 멕시코와 같

은 남미의 개발도상국들을 비교해 보면 정부는 똑같이 경제발전을 의도

했으며, 그러한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그들은 모

두 특정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내시장의 보호, 진입과 퇴출의 금지,

보고금과 세제감면, 재정 및 금융상의 지원 등과 같은 일련의 보호조치

118) 이욱연,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9, 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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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실시했다. 남미의 ‘보호국가’들이 단지 국내시장을 해외시장으로부

터 단절시키고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산업을 보호하고자 한 것과는 달리,

동아시아의 ‘진흥국가’들은 국내시장의 보호나 진입의 규제와 동시에 또

는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광범한 영역에서 경쟁을 활성화

시켰다. 동아시아에서의 정부개입은 시장을 ‘관리’하고 ‘지도’함으로써 결

과적으로 시장을 강화하고 활성화시켰으며,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던 시장

기제가 보다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반면에 동아시아

국가들이 경제적 성공을 거둘 동안 그렇지 못했던 다른 많은 개발도상국

들, 가령 남미 국가들에서는 정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부의 개입이 시장을 더욱 왜곡 시키고 침체시킴으로써

시장기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했던 것이다.119) 하지만 지금까지 중국

의 초기 문화산업 발전은 정부의 강한 개입 속에서 자국 산업을 집중적

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모델이 중국 문화산업의 발전에 시장의 실패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남미모델과 달리 중국은 시장을 수요에

따라 규제하였으나 시장과 완전히 격리시키지 않았다. 즉, 중국의 권위주

의 정치체제라는 특징과 함께 중국문화산업은 초기 발전단계에 있어 정

부 개입의 방식은 시장의 안정화된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특히 정부 주도적인 육성 방식은 미성숙한 시장이

초기 발전단계에서 신속히 발전할 수 있는데 공을 세웠다. 이는 동아시

아발전의 초기 발전모습과 성과와 유사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오늘날 중국 대중문화 지형도의 밑그림은 이처럼 시장과 국가의 힘이

서로 충돌과 타협이라는 모순적인 관계 속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이 계속 시장에 대해 촉매제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

는지 아니면 시장기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요소로 변화될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한국 드라마에 대한 수용 및 규제의 과정 속에서 중국 정부와 시장의

작동방식을 보면 기업과 문화종사자들은 문화산업 발전에서 주체가 아니

119) 조준현, 부산대학교출판부, 2014,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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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항상 정부의 정책에 따라 움직여야 함으로 문화의 대중 수요를 만족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식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경우 문화산업 자체의 발전에 저애요소가 될 수도 있다. 현재는 문화관

련 기업과 문화종사자들은 정부와 서로 수요를 맞추는데 노력을 하여 서

로 협조적인 공존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발전방식은 흔히

양적인 단계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양에서 질적인 단계로 가게

되면 이런 고효율적인 정부 주도방식이 오히려 저애요소로 될 수 있다.

즉 앞으로도 문화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문화 종사자 및 시청자가 더욱

자유로운 시장이 원할 때 과연 정부가 계속 주도해 나갈 수 있을지 에

대해서 의문이 간다. 즉 초기발전에 동아시아발전모델과 유사성으로부터

시장이 성공적으로 발전하였으나 향후 일정한 발전에 이르고 더욱 자유

롭고 개방적인 시장 환경이 요구 될 것이다. 향후 이런 정부개입의 방식

이 계속 유지될 경우 국가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시장의 성공을 촉진할지

아니면 결국은 정부의 지속적인 개입이 실패를 낳을 지에 대해서 여전히

우려하는 부분이 남아 있다.

2) 규제정책을 통한 국내산업의 보호

톰슨(Tompson)120)은 “국가권력은 통치 규제의 수단인 정책을 통해서

특정한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그것을 전체 사회에 지배적인 문화로 위치

시키고, 다양한 제도와 담론의 뒷받침을 끌어내어 지배적인 문화를 재생

산한다.”라는 관점에서 문화와 문화정책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121)

오늘 날 문화는 국가의 종합적 국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

고 있다. 때문에 현재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국가의 경제적 및 정치적인

120) 박종국, “문화정책의 기조와 과제”, 『문화정책논총』,제1집,1988,33쪽.Keneth 
Tompson, Media and Cultural Refulation, Sage Publications and Open 
University,1997,pp.1-2.

121) 백원담 외, 『동아시아 문화의 생산과 조절』, 문화화학사, 2011, 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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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그 접근 방식이나 지원 형식이 다르지만, 자신들의 문화적

소프트파워를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불변의 사

실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종합 국력은 지속 상승되었고, 국제적 지

위도 그에 따라서 현저하게 제고되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중국 문화

의 영향력 및 경쟁력은 중국이 현재 지니고 있는 국제적 지위와 맞물리

지 않으며, 고유한 역사와 문명을 자랑하는 중국은 세계 어떤 나라보다

풍부한 문화적 유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런 자부심에 비해 현실이 너무

빈약한 것이 중국 정부의 판단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문화자원 대국에

서 문화발전 강국으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중국문화의 대외 영향력을 강

화하여 문화대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2009년의 「문화

산업 진흥계획」제정의 핵심적 배경이다.122)「문화산업 진흥계획」을 국

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발판으로 삼고 있다.

동아시아발전국가의 특징 중에 정책실천의 일관성과 국가가 얼마나 많

은 정책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고 지속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일본,

한국 그리고 대만의 산업정책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구분되게 하

는 것은, 정부가 ‘당근’만이 아니라 ‘채찍’을 사용하는데 있다. 즉 발전국

가는 효율적으로 시장을 관리하는 능력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그의

특징이다. 이런 특징을 중국의 문화산업발전의 과정과 함께 살펴보면 현

재까지의 발전단계까지 오는데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텔레비전드라마는 1990년대 진입 이후, 중국특색적인 시장화와

국유성이라는 이중적인 경제메카니즘의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 이

는 중국의 텔레비전드라마가 한편으로는 국가정권의 통제 간섭 지시를

받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경제와 소비문화의 압력을 동시에 받고 있음

을 의미한다. 중국 정부는 행정지침을 수단으로 중앙 및 성급 텔레비전

방송국이 황금시간에는 국가의 의식형태를 강조하는 중국산 텔레비전드

라마의 방송을 강요하고 해외문화콘텐츠의 방송을 금지하고 있다. 텔레

비전드라마의 시장화와 정부의 의식형태 사이에 모순이 존재하고 있음을

122) 선정규, 한국학연구, 2011, 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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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텔레비전드라마의 성격, 특히 의식형태를 둘러싼 전통적인 입장

과 시장경제의 대립은 중국 텔레비전드라마의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여전

히 현존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모순현실을 반영하는 양자간의 절충점이

현재 중국 텔레비전드라마의 주제이자 내용이며 형식이다. 중국의 방송

국은 정부의 정책의지와 지향성을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시장성이 있는

드라마를 제작 방영하고자 한다.123) 이런 해외콘텐츠에 대한 규제정책을

통해서 중국의 문호산업 지금까지의 단계의 성과가 매우 크다고 본다.

특히 한류에 대한 중국의 대응책은 수입과 규제를 함께 작용하여 동아시

아발전국가들의 경제적 추격 전략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가장 중

요한 특징은 무작정 규제를 통해서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문틈’을 열어

수용에 따라 수입과 규제를 하여 목적은 자국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었

다. 이런 한류 콘텐츠에 대한 대응하는 정책의 실행이 지금까지 필요한

성과를 얻었다고 본다. 앞서 언급하듯이 이런 정부주도적인 시장개입 규

제정책은 앞으로 계속 시장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3) 학습을 통한 문화의 산업화

과거의 경험에서 찾을 수 있듯이 후발산업화 국가들은 선진 산업화국

가들의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상황과 문제점을 사전

에 살펴보면서 자국에 유리한 발전방향을 정하면서 진행시키게 된다. 선

진국이 산업화를 통한 국가발전 전략을 추진하면서 발생되었던 각종의

문제적 현상을 대비하여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Amsden의 주장에 의

하면, 20세기 동아시아 산업화후발국은 선진국으로부터 학습을 통하여

산업화를 달성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한다.124) 즉 ‘학습을 통한 산

업화’도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특징 중의 하나라고 본다. 물론 이에 관련

된 의견은 분분하다. 하지만 중국문화콘텐츠 산업은 외적으로 어떤 수단

123) 장수현외, 学古房, 2004, 184쪽.
124)Amsden, Alice.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1989: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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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술을 습득하는지에 떠나서 내적으로 봤을 때 해외콘텐츠의 수입

과 교류를 통해서 자국 문화콘텐츠의 질이 확실히 제고 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특히 한류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학습을 통한 성과를 볼

수 있다.

중국은 1980년대 이후 시장경제 체제로 바꾸면서 경제자유화를 추진해

왔다. 2001년 중국은 WTO가입에 가입되면서 이를 변화가 더욱 분명하

게 드러나게 되었다. WTO가입 이후 중국정부는 시장개입을 축소하여야

했고 대외적으로 시장경쟁을 더욱 촉진해야 하는 환경에 처해 있었다.

그리고 중국인의 한국 문화상품 소비증가는 중국경제 성장에 따른 소비

형태 변화와 연관이 있다. 단기간 물질적인 상품에 대한 소비가 증폭되

었을 뿐만 아니라 문화상품에 대한 중국인들의 소비욕구도 상승시켰다.

그런데 중국은 갑자기 높아진 문화상품의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

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125)

중국은 문화산업발전과정에서 중국은 한류의 기여가 크다는 것을 인정

하지만, 한국문화에 의해 자국문화가 침입당하고 지배당하는 것을 묵과

하지 않는다. 즉 거센 ‘한류’의 열품에 자극을 받은 중국은 자국 문화를

스스로 개발하여 다시 문화대국이라는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

내고 있다. 특히 해외콘텐츠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최근 국내의 자체 프

로그램 제작 수준이 어느 정도 제고되어 국내의 사장 규모가 커지고 있

고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산업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규모

는 크나 콘텐츠의 질이 아직도 뒤떨어진 상황이다.

그동안 중국정부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데 텔레비전이 중

요한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점점 자본의 논리에 휘말려 정치적

영향력이 감소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우려 속에

서 중국 문화콘텐츠 산업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정책을 마련하여 문

화산업 시장의 양적 및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고자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다양한 중국의 대기업들이 신흥 산업인 문화콘텐츠산업에 진입하여 매년

125) 홍용락, 한국학술정보, 2008, 18쪽-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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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외에 애니메이션, 영화 등에서 흥행하는 작품이 새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정부는 제조업 중심 중국 경제의 발전 한계를 극복하는데 돌

파구를 문화산업 및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기존의 ‘생산대국(Made in

China)’에서 점차 ‘창조대국(Created in China)’으로 전환하는 길로 들어

서면서 이를 통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때문에 중구정부는

정치체제의 개혁이 이루지 않은 이상 지금과 같이 강력한 자국 산업 및

문화 정체성에 대한 보호정책을 추진함과 동시 최대한 상업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파악된다.

정동현· 조준현은 1980년대 이후 한국의 산업정책은 새로운 전화를 갖

게 되었다고 한다. 바로 개방을 통한 경제의 국제화를 지향하면서 민간

주도적인 산업운용체제로의 전환이라는 형태로 바꾸게 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방식이 과거 특정한 산업에 대한 집중적

인 육성을 목표로 하는 직접적인 개입 방식에서 전 산업을 대상으로 하

는 간접적인 지원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다.126) 한국의 예로부터 보면

과거 시대를 지배했던 국가주도 산업화 과정은 초기 현대화 단계에서 외

형적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데 일정한 유용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지만

산업의 일정한 시점까지 이르면 그 발전모형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상

황에 도달했다. 김윤태은 지적하듯이 “사실 지금의 한류란 것도 알고 보

면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 예술의 자유가 보장되는 한

국의 시대적 배경 위에서 꽃 피우기 시작 한 것이다.”127)라고 하였다.

126) 정동현·조준현, 세종문화사, 1999, 103쪽.
127) 김윤태 외, 한울, 2017, 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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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중국형 문화산업과 문화국가의 길

1970년대 후반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이후 해외콘

텐츠가 점차 중국으로 유입되었다. 하지만 해외문화콘텐츠가 중국에서

인기가 많아지면서 중국은 자국 산업 및 정체성에 대한 위기의식으로부

터 문화제국주의 그리고 문화적 친입 이라는 시각에서 해외문화콘텐츠를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중국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왜래 문화로부터 느

끼는 위기감을 문화안보 및 문화 소프트파워로 인식하고 문화정체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왜냐하면 해외콘텐츠의 자유로

운 중국내 유통은 자칫 잘못하면 자국 국가체제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중국 정부는 해외

콘텐츠가 중국으로 유통하는 것을 상황에 따라 억제하는 가운데 자국 방

송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 충족시키고 나아가 중국 문화콘텐츠

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있다. 128)

제4장에서 다루었던 한류에 대한 위기감 및 대응방식으로부터 보다시

피 중국은 그 동안 국가 차원에서 문화적 정체성의 보호에 대해 고민해

왔다. 중국은 이미 미국과 함께 G2로 부상하여 강대국이라는 자리에 오

르게 되었다. 오늘날 중국은 과거 군사력이나 경제력 등 하드파워를 통

해 국제사회에 영향을 행사하기 보다는 외래문화와의 상호 작용 하에 현

재는 문화, 가치 등 소프트파워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여가야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대내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중국 문화의

매력을 전파하여 사회주의 문화강국의 건설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중국형

문화산업 및 문화국가의 길을 가는데 대내적 및 대외적 두 가지 방향으

로 힘을 쓰고 있다. 즉, 대내적으로 자국민을 대상으로 문화 응집력 및

문화자신감을 강조하여 중국특색 사회주의 유지 및 발전시키기 위하여

128) 홍용락, 한국학술정보, 2008, 1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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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정체성 보호에 나서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문화산업을 활용한 국가

이미지 홍보 및 문화산업 해외수출 등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데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본 장에는 이 두 가지 차원의 내용을 자세히

보고자 한다.

1.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문화정체성에 대한 보호

1) 문화의 안보전략

세계화와 중국의 WTO의 가입은 중국의 세계 각국과의 경제적 협력

이 증진되면서 서비스무역 규모가 확대됐을 뿐 아니라 문화교류도 많아

졌다. 하지만 이런 활발한 교류에서 경제적인 발전으로부터 얻은 성과

반면 자국 문화의 안전에 대해서 우려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중국은 ‘신

안보관’이라는 개념을 제기하여 문화를 국가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

하게 되었다. 신안보관은 90년대 후반 들어 중국은 과거처럼 외국의 침

략을 당하는 요소가 줄어들어 반면 앞으로 전통적 군사위협 보다 비전통

적 안보위협이 더욱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될 것이라고 인식하게 되어

중국 정부는 직접 신안보관에 관련된 정책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군사

안보인 전통적인 안보의 개념을 확장하여 “경제안보, 정치안보, 생태안

보, 문화안보 등과 같은 비군사적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종합안보

관을 채택하게 되었다.129)

중국에서 날로 문화대국 및 문화입국이라는 전략이 중요한 국가정책으

로 인식하는 것은 신안보관이라는 개념을 발표하면서 문화안보의 중요성

이 부각되고 국가안보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 문화에 대해 정부에서 새로

운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중국에서 처음으로 종합국력과 종합안보 등

신안보관이라는 개념을 언급한 것은 1999년 전국 대외 선전사업회의에서

129) 閻學通, “對中國安全環境的分析與思考”, 世界經濟與政治』2000年 第2期 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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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한 내용이다. 이 회의에서 장쩌민(江泽民) 당시 중국공산당 서기 겸

국가 주석은 비전통적, 비군사적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나라의 정

치안보, 경제안보, 문화안보를 지켜야 한다고 하였다.130) 그 후, 중국 지

도자들의 국가 주요 회의와 연설에서도 ‘문화안보’라는 개념이 많이 언급

되면서 이로부터 중국 정부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화안보에 대한 중요

성을 인식하였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예컨대 전 국가주석 후진타오

(胡锦涛)는 2003년 중공중앙 정치국 집단학습 연설에서 “국가의 문화안

보와 사회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004년 중공당 16기 4차 중앙위원회에서는 “전통적 안보 위협과 비전통적 안보 위협

이 상호 교차되는 새로운 상황에서 국가안보 의식을 높이고 국가 안보 전략을 완비해야

한다. (중략)각종 적대적 세력의 침투와 전복, 분열 활동에 타격을 가하고, 그것을 예방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치안보, 경제안보, 문화안보, 정보안보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강

조하였다.131)

중국 정부가 문화를 국가안보의 수단으로서 그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

하고 문화안보를 강조하는 것은 중국문화가 심각한 안보 위기에 처해 있

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이 된다. 문화안보론을 제기하는

중국 학계 및 중국 정부가 문화안보가 위협당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이

러한 위기의식 하에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국문화의 발전 전략을 구상하

는 계기가 되었다.132)

이런 문화안보의 가장 큰 위기감은 외래문화로부터 느끼게 된 것이다.

중국정부는 해외문화에 대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여 해외문화콘텐츠의

규제를 하고 그 후 자국의 문화산업을 육성시켜 타국의 콘텐츠를 방어하

여 문화강국으로 부상하려고 하는 자태를 보이고 있다. 중국학자들은 문

130) 林利民, “對21世紀初中國國家安全戰略的己点思考”,『江南社會學院學報』2002年   
    第4卷  第2期.

131) 中国共产党新闻网(중국공산당신문망)http://cpc.people.com.cn/GB/index.html (검  
  색일: 2019년 5월 17일)

132) 이욱연, 동북아 역사재단, 2008,12-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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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안보의 개념에 대하여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보편적으로 외국문화에 위협을 느끼는 것은 거의 동일하다.

후후이린(胡慧琳)은 문화산업과 문화안보를 국가이익과 접목하였다. 중

국 문화산업 발전과정에서 국가이익을 최고 이익으로 보는 의식이 부족

하여 서방이익집단과 문화적 힘에 이용당하여 중국문화산업의 생존과 민

족문화산업 발전에 심각한 문화안전문제를 초래하였다고 한다. 또한 과

거 아편전쟁 겪었던 것을 교훈으로 삼았다. 이에 문화패권주의에 대항하

기 위하여 네 가지 문화안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 이익을 최고 이익으로 간주하고 문화산업전략을 견지하여야 한다.

둘째, 적극적으로 문화안전방어시스템을 구축하여 문화시장과 문화산업

의 적당한 허가를 원칙으로 한다. 셋째, 중국문화산업의 민영화전략을 추

진하여 주동적으로 국제문화시장에 진출하여야 한다. 넷째, 국가지적재산

권보호를 보완하고 국가 문화 창신 능력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133)

중국학자 왕홍(王虹)은 경제의 세계화와 중국 WTO 가입, 그리고 중

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수립과 계속적인 보완에 따라, 원래의 각 산

업에 대한 국가의 보호조치는 점차 없어질 것이며, 문화산업도 예외가

아니며, 넓은 의미의 문화산업은 우승열태(優勝劣汰)의 경쟁에 따라 세계

화 경쟁에 진입할 것이고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선진국의 문화산업은 여

러 면에서 우위를 차지고 있어 중국은 외래문화 산업으로부터 강력한 충

격을 받기 쉬우며, 나아가 자신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화안보체제 및 문화상품의 수출입관

리제도 및 문화시장 감독기제를 만들어야 되고 해외문화자본이 중국시장

과 문화산업에 대한 위협을 안전선 안에서 감독관리 하여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134)

133) 胡慧琳, “论20世纪中国国家文化安全问题的形成与演变”,『社会科学』, 2006年 第11期.
134) 王虹,“论经济全球化对中国文化产业发展的影响及对策”, 『理论与改革』, 2007年 第6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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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소프트파워의 매력 요소

조지프 나이(Joseph S. Nye, Jr.) 는 기존의 권력 개념만으로는 21세기

권력 변환의 과정을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을 인식하여 소프트파워(soft

power)라는 개념은 새로운 국제환경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나이에 의하면 세계정치의 권력은 경제력과 정치력과 같은

하드파워로부터 이념·문화·외교 등을 바탕으로 설득하고 동의하는 과정

을 걸쳐서 작동하는 소프트파워로 이동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135)

중국에서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과 이에 대한 논의의 기준을 나이의

소프트 파워 이론을 의거하고 있다. 단, 소프트파워 개념의 ‘출신’에 대해

서는 조심스럽게 받아들이는 면이 있다. 팡중잉(庞中英)은 나이의 소프트

파워 이론은 많은 나라들이 소프트파워를 중시하고 발전시키는 게시 적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중국의 소프트파워를

개념을 적용하는 목적은 미국학자 나이가 소프트파워 개념을 만들었을

때 미국의 소프트파워가 강하고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즉, 미국은 ‘소프트파워’개념을 내놓은 것은 자국의 강함 및 매

력으로 내세우지만, 중국은 ‘소프트파워’의 개념을 원용하여 자국의 부족

함을 인식하고 이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필요성과 절박함을 강조하여 차

이점을 제시하였다. 즉 이는 미국의 기준으로 출발한 이론이어서 냉정히

사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136) 하지만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에 대

해서는 부정하지 않았다. 이에 현재 중국정부와 학계에서는 이것을 자신

의 수요에 맞게 개념을 원용 발전시키고 있다.

소프트파워는 어떤 ‘자원’으로 이루어지는지에 관하여 사실 나이는

1990년에 저술한 「Bound to Lead:The Changing Nature of American

135) 김상배, 『소프트 파워와 21세기 권력 :네트워크 권력론의 모색』, 서울:한울,     
    2009. 

136) 中国社会科学报, 庞中英:美国“软实力”怎么就成了全球标准？——写在“软实力”概
念提  出25周年之际

      http://www.globalview.cn/html/culture/info_3692.html(검색일: 2019년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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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에서 나이의 소프트파워에 관한 생각은 성숙하지 않다. 그는 모

호하게 다국적기업과 전파 등을 소프트파워의 자원에 대해서 서술하였

다. 하지만 2004년의 Soft Power와 2011년의 The Futrue of Power 두

저서에 과거 추상적인 개념과 달리 문화소프트파워를 세 가지 형태의

‘자원’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는 (호감을 사고 있는 지역에서의 ) 그 나

라의 문화, 두 번째는 (국내 내지 국외에서 그대로 따르고 지키는) 그 나

라의 정신적 가치, 세 번째는 (정당하고 도덕적 권위를 지니는 것으로

인식되는) 그 나라의 대외정책이라고 분류 하였다.137) 이런 소프트파워

의 세 가지 요소 중 하나로 문화를 중요히 언급하듯이 소프트파워론이

중국의 국가전략으로 등장하자 문화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발견되었

다.138) 문화소프트파워의 개념은 중국공산당의 17차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보고서에서 문화건설의 중요성을 언급할 때 처음으로 문화를 국가적 차

원에서 ‘문화소프트파워’로 사용하였다. 이후 정부 문서 및 학술 연구에

서 ‘문화소프트파워’라는 개념을 활발하게 사용하게 되었다.

중국 학자 류란(刘澜)은 문화의 전파의 시각으로 <그림 Ⅴ-1>와 같이

문화소프트파워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즉 문화 수용국으

로부터 문화발신국의 자원력, 전파력, 매력 세가지 차원을 검토하여 문화

소프트파워를 평가하는 모델을 제기하였다.139)

이 모델를 원용하여 한류를 발신국의 한국과 수신국인 중국을 설정하

여 ‘문화소프트파워 3가지’요소를 원용하여 분석을 시도해보았다. 중국은

한류 콘텐츠 자원(드라마, 케이팝, 예능프로그램, 게임 등)의 풍부성을 감

지하였고 (텔레비전, 인터넷, DVD등) 전파경로를 통하여 한국에 대한

137) Nye J S.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2004: 11; Nye J S. The Future of Power. New 

York: Public        Affairs, 2011;84.   ‘소프트파워’개념 위키백과 참조 
재정리: https://namu.wiki        (검색일: 2019년 7월 1일) 

138) 門洪華는 소프트파워론에서 문화, 관념, 발전모델에 대해 언급하면서 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소프트파워의 전파능력 및 흡인력은 주로 문화를 통해서 발휘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門洪華, ｢中國軟實力評估報告(上)｣,『國際觀察』2000
年 第2    期, 19면.

139) 刘澜，『中国文化软实力有多大』，机械工业出版社，2015年, 68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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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접촉하였으며 ‘한류’라는 붐이 생김으로 발신국의 매력을 느끼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한류의 매력발산은 성공적이라고 본다. 문화소프

트파워의 세 가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매력’요소이다. 매력 요

소를 수용국과 발신국으로부터 모두 문화의 매력을 측정할 수 있으나 가

장 정확한 것은 수용국의 평가이다. 이에 문화소프트파워 중에 가장 어

려운 것도 매력 요소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류’의 매력을 느끼는 동시에 국

가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 이에 대해서 위기감도 느끼고 이를 대응하는데

자국의 ‘매력’요소를 찾아야 된다는 의식도 강해지게 하였다. 문화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는 것이 중국 문화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주요한 힘의 근원

이라고 본다.

<그림 Ⅴ-1> 문화의 전파 시각으로 분석하는 문화소프트파워

발신국 문화의

매력을 느낌

전파를 통한

발신국과의

접촉, 및 믿음

형성

발신국 자원의

풍부성 감지

풍부한

자원

전파경로와

전문인력의

수량 및

전문성

문화에

내제된

매력 요소

문화 자원력

문화 전파력

문화 매력

문화소프트파워 3가지 요소

출처 :刘澜，『中国文化软实力有多大』，机械工业出版社，2 0 1 5年 , 6 8页 . 의그림

을 참조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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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주석이 강조하기를, 중국은 “국가 문화소프트파워를 제고하기 위해, 중화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5천여 년 문명의 발전 과정 속에서 중화민

족은 방대하고 심오하며 찬란한 문화를 창조하였으므로, 중 화민족의 가장 기본적인 문

화 DNA와 당대 문화와 상호 조응시키기 위해, ……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시대

정신을 선양하여, 세계의 당대 중국문화의 창조적 성과를 본국에 기반을 두어 세계에 전

파해야 한다.”140)

그런데 이러한 세계 문화교류의 정신적 핵심은 핵심가치관의 전파이

고, 중국이 말하는 핵심가치관이란 한 국가의 응집된 공통된 인식, 합력

의 형성이다.141) 중국 내에서는 정부 및 학계에서 문화소프트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중국 문화소프트 파워를 발산

하는데 수용국에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학자는

중국의 문화소프트 파워 전략이 지나치게 급진적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동남아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에서 효과가 보이지만 기타 지역에서는 인정

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142)

2. 문화산업을 활용한 국제 경쟁력 강화전략

1) ‘중국식 스토리텔링(讲好中国故事)’을 통한 대외홍보

2018년 당의 19대 보고서는 “국제 전파력을 추진하고, 중국 이야기를

잘하여 진실하고 입체적이며 전면적인 중국을 보여주며, 국가 문화 소프

140) 習近平, “建設社會主義文化強國著力提高國家文化軟實力”, 『人民日報』.
141) 中國共產黨網:http://zgm.12371.cn/2013/11/11/ ARTI1384153555746648.shtml)
142) B. Gill, Y. Huang, 2006, Sources and Limit of chinese “Soft Power ,  

Taylor & Francis. T. G. Lum, W. M. Morrison, & B. Vaugh, 2008, china’s “Soft 
Power” in Southeast Asia,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Fareed Zakaria, 2009, The 
Post American World,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p. 119; Trefor Moss, 
4 June 2013, “Soft Power? china Has Plenty,” The Diplomat; R. E. Ellis, 2011, 
“chinese Soft Power in Latin America: A case Study,” DTIc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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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파워를 높이겠다” 고 제시했다. 중국 이야기를 어떻게 잘하고, 중국의

소리를 잘 퍼뜨리고, 중화문화의 '나가기'에 기여하느냐가 양회 기간 위

원들의 관심사 중 하나였다. 이후 중국에서 문화산업 관련한 기사, 학자

및 정부의 공식문서를 보면 항상 ‘중국의 스토리 텔링’(讲好中国故事)이

라는 말과 함께 문화자신감을 향상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중국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이라는 방식을 통해 잘 풀어 세계인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말이다.143)

중국 학자 정융년(郑永年)은 서방에 중국을 홍보하는데 효과가 없는

이유는 자신만의 ‘언어’(话语)144)가 없다고 언급하였다. 대외적 홍보를 진

행하는데 지적(知的)인 발언이 결핍하다고 지적하였다. 즉 남의 언어(서

방의 이론)를 빌려서 자국의 이야기를 설명하는데 정확히 전달이 안 된

다고 지적하였다. 즉, ‘중국 가치’를 대외 홍보할 수 있는 지적도구가 필

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는 정부가 대외 홍보를 하는데 중국 이데

올로기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즉 중국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도구

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최근 ‘중국식 스토리텔링’이

라는 개념이 이런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Ⅴ-2> 왕옌(王艳)의 연구에 의하면 ‘국제사회에 중국 이야기

를 가장 잘 하고, 전파효과가 가장 높은 조직’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

과 반 이상의 응답자(54.45%)가 미디어의 효과가 가장 크다고 하였고 다

음은 사회조직(15%), 학교연구기관(10.9%) 순으로 되어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압도적인 발언권이 있는 이유가 영향력

있는 미디어에 있다고 하였다.145) 이를 참고하여 중국에서 국제 홍보매

체를 만드는 것은 중국이야기를 잘 전달하고 국제여론을 선도하는데 긍

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한다.146)

143)  国产电影：现实主义创作影响力与日俱增
     http://culture.people.com.cn/n1/2018/0816/c1013-30231906.html
144) 王眉,“郑永年谈中国的对外传播：把中国模式解释好”,「对外传播」,2011年 第1期.
145) 同上, 2011, 第208页
146) 王艳, “中国国际传播能力建设现状调查分析报告——基于‘推动国际传播能力建设，  

   讲好中国故事’调查问卷”, 『对外传播』, 2019年 第4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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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 국가의 대외홍보에서 효과가 가장 높은 조직

(단위: %)

출처: 胡正荣·关娟娟,『世界主要媒体的国际传播战略』，中国传媒大学出版社, 2011年版，

第208页를 재인용.

2018년 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에서 기존 국가신문출판광전총

국에서 담당하던 뉴스, 출판 관련 업무는 중앙선전부가 직접 담당하고

국가광파전시총국은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담당하는 것으로 업무를 분할

하였다. 또 한 국가광파전시총국은 정부급(正部級)으로 문화부와 같은 등

급으로 위상이 높아졌다. 국무위원 왕융(王勇)은 국가광파전시총국의 출

범은 “중대한 선전 내용을 보도하는 기능을 강화하여 미디어를 통한 사

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고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

한 것이다”147)라고 강조하였다.

2013년~2016년 상반기 인터넷과 텔레비전의 일평균 사용 시간 변화의

통계 수치에서 과거 주로 텔레비전을 통해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을

147)網易娛樂,｢國務院機構改革方案：組建國家廣播電視總局｣, 
     http://ent.163.com/18/0 313/12/DCPEMPPK00038FO9_mobile.html(검색일: 2018년 10월  1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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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하던 시청자들은 현재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으로 이동하면서 텔레비

전 시청자가 줄어들고 있다. 중국시청자의 인터넷을 이용하여 시청하는

하루 평균 시청시간은 2013년 상반기의 194분에서 2016년 상반기의 203

분으로 증가하였다.148) 하지만 이와 반면 텔레비전을 이용하여 시청하는

평균 시간은 164분에서 145분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텐진(

田進) 중국 광전총국 부국장은 인터넷 관련 종사자들 대상으로 “인터넷

콘텐츠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시행 하고 있는 법률과 법규성문건

을 잘 지켜야 한다.”강조하였다. 그리고 관련 기관은 사회적 책임감이 있

어야 하며 시진핑 주석이 제기한 “인터넷콘텐츠건설에 관한 강화”의 주

요 정신을 학습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149)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과 함께 과거 전통적인 중국 및 향토적인 중국이

미지가 점차 현대적인 중국의 이미지로 탈바꿈에 따라 중국의 문화의식

도 바꾸면서 과거 전통적인 문화콘텐츠에 비해 세련된 현대적인 이미지

로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전량1」(2015년), 「메콩캉행동」

(2016년), 「전량2」(2017년), 「홍해행동」(2018년) 등 특전사를 메인으

로 등장한 인물로 과거 중국 군장비가 낙후하고 군인이 외소한 모습과

다르게 선진적인 군사 장비부터 군사작전 및 강한 이미지의 배우를 선정

하여 현대적인 군인의 이미지로 연출하여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를 고취시

키는 영화이다.150) 국가적인 영웅을 소개시켜 애국주의를 드러내는 영화

종류를 ‘주선율(主旋律)’영화라고 하는데 이는 중국의 독특한 영화 장르

로 볼 수 있다. 과거의 주선율보다 더욱 세련된 스토리구성과 연출 및

148) 崔保國, 『傳媒藍皮書: 中國傳媒產業發展報告(2017)』,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7. 김민우, 중국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발전과 규제 정책 연구, 중국학연구 제85
집, 2018, 354쪽. 

149)人民網,中國新聞出版廣電報,｢全國政協委員田進建議:不斷提升網絡視聽內容品質｣ , 
http://media.people.com.cn/n1/2018/0312/c40606-29862756.html

   (검색일: 2019년 7월 15일): 김민우, 중국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발전과 규제 정책 
연구, 중국학연구 제85집. 참조.

150) 北京大学新闻网, 张慧瑜: 讲好中国故事 反映时代精神   
http://pkunews.pku.edu.cn/mtbdnew/49ed40b4fb3a452381342d954e5684fd.htm
(검색일: 2019년 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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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법을 상용하였지만 문화산업분야에서 중국식 스토리텔링 하는 방식

으로 정부의 기조를 따르는 모습은 변함이 없다.

중국문화산업의 시장규모가 커지고 국내의 문화산업도 폭발적으로 성

장하는 시기 중국 대중들은 예전과 비교해 보면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

다. 하지만 중국 국내에서 스스로가 좋다고 생각하는 이른바 가장 우수

한 영화, 드라마, 도서 등을 해외로 수출하면 후진국은 수용의 징조를 보

이나 서방 국가 중심인 선진국에서는 끊임없이 시장의 냉대를 받는다.

생산량 차원에서 봤을 때 중국은 세계의 문화대국이라고 할 수 있다.

「뮬란」과 「쿵푸팬더」는 중국문화를 소재로 커다란 상업적 가치를 창

출했는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미국영화이고 수익자 또한 미국기업이다.

그리고 「전량2」과 같은 자국민이 열광한 영화에 대해서 그리고 영웅적

인 이미지에 대해서 외국시장은 이를 매력을 느끼지 못하였다. 따라서

중국에서 ‘중국문화의 수출’ 혹은 ‘중국 문화콘텐츠산업의 세계 프로모션’

이나 ‘중국 미디어의 글로벌 영향력 구축’을 제시할 때, 세계문화의 기준

으로 민족문화를 재인식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151)

중국 언론도 이러한 문제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예를

들면, 『칭녠스바오』(青年時報)152)는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첫째로 드라

마 제작자들 자체의 경제적, 기술적인 한계를 지적하고 있고, 두 번째로

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주된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중국

국내 드라마들은 시장의 흐름에 부합해야 하는 동시에 정부 당국의 각종

통제를 거쳐야 하는데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

쳐 생산된 드라마들은 대부분이 잘 정렬된 과자처럼 모두 천편일률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아무리 뛰어난 작품이라도 원

천적으로 방영될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151) 샹용(向勇),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2015, 68-69쪽
152) 青年時報,http://www.qnsb.com/( 검색일: 2018년 5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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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수출에서의 ‘나가기(走出去)’ 전략

중국 문화의 ‘해외진출’전략은 초기에는 대략 ‘문화외교 측면’과 ‘산업

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중국 문화의 해외진출전략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가 주도하는 문화교류 행사이다. 이는 정부가 주체로 하는

국가 간의 문화 교류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성이 더 강하다. 예를 들

면, “중국 문화의 해”, “사해동춘 문화중국” 등 행사를 주제로 각국에서

매년 문화교를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대외적으로 현지의 사람들한테 중

국 문화를 홍보 할 뿐만 아니라 외국에 오래 거주하고 있는 ‘화교’의 응

집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국가 대외전략으로 해외진출에서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 공자학원 및 중국문화원

을 설립하는 것도 세계무대에 진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산업적인 측면에서 문화의 이익을 창출하는 문화상품의 해외수

출이다. 오늘날 문화상품의 수출규모 및 경쟁력은 한 국가의 문화산업

발전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그리고 한 국가의 문화적 굴

기를 상징하기도 한다. 따라서 대외적인 문화수출은 중국 문화 해외진출

전략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초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국제시장의 개척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합작과 경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특히 대형

문화공연행사를 추진하는 등 정책적인 내용을 발표하였다. 2004년 중국

문화부는 ‘중국대외문화그룹(中国对外文化集团公司)’을 설립하여 중국이

세계 문화산업 시장에서의 문화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하고 문화관련 기

업의 규모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그룹화를 추진했다.153)

<그림 Ⅴ-3>은 2018년 문화산업에 대한 분류이다. 이는 2012년 발표

한 문화산업 분류의 새로운 수정본이다. 기존의 분류와 차이점을 보면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문화투자운영’이라는 큰 영역을 신설하였고 산하

에 ‘투자와 자산관리’ ‘운영관리’라는 두 개 중 영역을 신설하였다. 이는

153) 서창배·오혜정, 문화와 정치, 2014.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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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의 상업적인 측면에서 보다 중요시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세계화로 인해 국가 간의 경제적인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한 국가

의 대외적인 문화교류와 문화에 관련된 무역활동은 세계 무역시장에서

새로운 이윤을 창출하는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국제

적 영향력과 종합국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154)

<그림 Ⅴ-3> 중국의 문화산업에 대한 분류

문화산업 관련층

문화산업 핵심층

6대 영역: 뉴스정보서비스, 콘텐츠창작생

산, 창의디자인서비스, 문화전파경로, 문

화투자운영, 문화오락레저서비스 등

3대 영역: 문화보조생산과 중개서비스,

문화장비생산, 문화소비상품생산

출처: 文化产业最新划分，如何区分“文化核心领域”和“文化相关领域”？

http://www.sohu.com/a/237852579_100010737(검색일:2019년 5월5일),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文化及相关产业分类（2018）》를 참조하여 필자 작성

장쩌민 전 국가 주석은 1997년에 ‘전국외자공작회의(全国外资工作会

议)’에서 중국의 우수한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에 대해 장려하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외진출전략’을 제기하였다. 2000년 제9기 전국인민

대표대회에 제3차 회의에서 ‘해외진출전략’을 국가 전략으로 승격되면서

154) 서창배·오혜정, 2014,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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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중국 경제발전의 주요 전략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2002년 당의 16대 보고서에서 장쩌민은 ‘들어오기(引进来)’와 ‘나가기(走

出去)’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전면적으로 대외개방의 수준을 높이겠다고

하였다. 이후 2003년 후진타오(胡锦涛)는 문화산업 발전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국제 문화산업의 경쟁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고, 리창춘(李长春)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상무위원은 “중국 문화상품의 해외수출을 지원하

여 중국 문화브랜드를 형성하고 중국 문화상품의 세계문화시장에서의 점

유율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였다.”155)

문화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본격적으로 실시한 것은 2009년 공포한

‘문화사업진흥규획(文化产业振兴规划)’이다. 주요내용은 문화산업 관련 투

자 기금을 설립하고 금융지원을 확대하며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재정지원책을 발표하였다.

국가 문화수출 중점기업 및 사업목록 업무 추진 관련 지도의견 발표였

다. 상무부 등 10개 부처 합동으로 2010년 ‘국가 문화수출 중점기업 및

사업 목록 업무 추진 관련 지도의견(关于进一步推进国家文化出口重点企

业和项目目录相关工作的指导意见)’을 발표하고, ‘문화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지도목록’에 입각해 격년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지원 대상

으로 선정된 기업과 프로젝트에게는 자금지원, 세수우대, 금융지원, 수출

편의 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56) 이를 실행하는 의의과 목표는

아래와 같다.

“경제 세계화가 진전되고 국제 문화시장이 각국의 문화 경쟁과 교류의 중요한 통로가

되면서 소프트파워를 높이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종합 국력이

날로 강해지고 문화산업이 발전하면서 최근 몇 년간 문화수출이 급속히 진전되고 점점

더 많은 문화기업이 국제 문화시장에 진출하면서 문화제품과 서비스의 무역 적자가 초

보적으로 역전되는 등 중화 문화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우리 문화산업은 이제

초기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자본, 기술, 시장 등에서 서구 국가들과는 아직 격차가 있다.

155) 서창배·오혜정, 문화와 정치, 2014, 17쪽.
156) 최연구, 『문화콘텐츠란 무엇인가』, 살림, 2006,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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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수출 중점기업과 사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중국 문화수출 브랜드기업과

브랜드 프로젝트를 선도적으로 육성하고, 문화수출업체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우리 문화

무역의 도약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제 문화 시장의 경쟁 주체를 양성하

여 각종 문화 기업의 국제 시장 개척을 장려한다. 강대한 외향적 대형 국유문화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켜 문화수출의 주도적 역량을 발휘한다. 공정한 시장 환경과 좋은 정책,

법제적 환경을 창출하고, 여건에 맞는 비공유제 문화기업을 법에 따라 수출경영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보장하며, 국가법규에 따라 경영이 허용되는 문화상품과 서비스 수출업무를

확대하여 국유문화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누리게 한다.”157)

중국 문화의 ‘해외진출’전략은 우선 경제발전 전략의 추진이 시작한 후

에 중국 문화의 ‘해외진출’전략이 자연스럽게 추진되었다. 중국 문화산

업의 흥미로운 점은 중국 글로벌 경쟁력이 상당히 미흡했지만 내수시장

이 급격히 확대 및 발전 되었다.158) 이는 과거 동아시아발전국의 수출지

향적인 목표와 차이를 볼 수 있다. 2014년 3월, 국무원이 발표한 ‘대외

문화무역발전의 가속화에 관한 의견(国务院关于加快发展对外文化贸易的

意见’은 아래와 같다.

“2020년 우리나라 대외문화발전의 목표는 국제 경쟁을 구비한 외향성 문화기업을 만들

어 중국 특색이 있는 우수한 문화상품을 세계에 전파하고, 국제 영향력이 있는 문화 브

랜드를 만들어내야 한다. 중국 문화산업의 해외진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국내 및 국외

의 기업들의 참여를 촉진하면서, 우리나라 핵심 문화상품과 서비스무역의 무역 차액에서

역전을 하여야 하며 대외 문화 무역액이 전체 대외무역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

더욱이 문화상품과 서비스가 국제시장에서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게끔 확대하여야 한다.

문화 전체적인 경쟁력과 실력을 다져야 한다.(중략) 그리고 문화상품 수출에 대해 다양

한 재정적 지원정책을 시행한다.”159)

중국은 전통문화를 다시 되찾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전파하는데 그 목

157)商务部服务贸易司,http://www.mofcom.gov.cn/article/b/xxfb/201002/20100206786845.s
html (검색일: 2019년 4월 10일)

158) 서창배·오혜정, 문화와 정치, 2014, 22쪽.
159)商务部,《国务院关于加快发展对外文化贸易的意见》
    http://www.mofcom.gov.cn/article/ae/ai/201403/20140300521380.shtml(검색   

 일: 2019년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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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에 대해 더욱 깊이 지켜보아야 한다. 중국이 전통문화를 세계에 수출

하는데 중국의 전통적 사유방식(혹은 지혜)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

다고 하였다. 그중에 오랜 중국의 전통적 문화와 선인의 지혜가 오늘날

서구문명의 폐단적인 부분을 보완하여 극복해 줄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

각하고 있다는 시선이 있는 반면160) 현재 중국은 당-국가 체제하에 국가

의 권력유지가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전통문화의 재발

견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권력 유지의 수단 일뿐이라는 부정적인 생각도

동반한다. 여기서 중국은 전통문화를 최종적으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전파하는 것이냐에 따라 수용국도 이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 가장

큰 우려는 문화를 통한 정치적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의 소프트타워와 문화산업 ‘나가기’ 해외진출 전략을 연결시

키면 가장 주목한 것은 중국 정부가 수출하고자 하는 문화상품의 종류와

내용이다. 2007년 외교부의 상무부 산하에 6개 부처가 함께 발표한 ‘문화

상품 수출지도 목록(文化产品输出指导目录)’으로부터 중국 정부가 문화화

산업의 ‘해외진출’전략에 대한 의도를 보여주었다.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

통문화의 발전에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하였고 문화를 통해 중국과 세계

각국의 국민과의 교류에도 유리한 작용을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민족

특색이 강한 항목을 국가 문화수출에서 주요 항목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 문화의 ‘해외진출’전략은 초기단계 에 주로

추진해온 경제적 목적 이외에도 중국문화가 전 세계에 확산할 수 있는

문화적 및 정치적인 능력을 키우는 것을 강조하였다. 즉 중국 문화 소프

트파워를 강화시켜 나아가 중화 문화의 세계화를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

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구호 중에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 ‘화해문화건설’, ‘중국 특색 있는 사회주의 문

화건설’ 등은 문화영역에서의 국가적 대응전략을 확인할 수 있다.161)

160) 이욱연,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9, 137-138쪽.
161) 서창배·오혜정, 문화와 정치, 2014,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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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4> 2016년 중국의 해외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수입 총액

(단위: 만 위안)

출처: 国家统计局《中国统计年鉴2017》을 참조하여 필자 작성

<그림 Ⅴ-5> 2016년 중국의 해외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수출 총액

(단위: 만 위안)

출처: 国家统计局《中国统计年鉴2017》을 참조하여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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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4>와 <그림 Ⅴ-5> 같이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공개한 수치

에 따르면 중국의 문화방송프로그램의 수출입은 주로 아시아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통계국 자세한 내용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의 문화상품 무역

거래 과정에서 동남아에 대한 콘텐츠 수출은 다른 국가를 추월하였다.

그리고 표에서 보다시피 아프리카에 대한 수출은 수입보다 많다. 중국의

주요 수출 국가는 동남아 및 아프리카지역이다. 이는 중국의 대외홍보에

효과를 보고 있다. 중국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유튜브 사이트 이

용을 막았지만 현재 유튜브에 중국의 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은 열심히

올리고 있다. 중국 방송국 공식적으로 자체의 계정으로 업데이트하고 있

다. 이는 중국 문화콘텐츠가 대외적으로 홍보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

근 베트남은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수용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한류가 인

기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드라마도 인기가 상승하고 있다. 중국 드라마

가 방영 1시간 후 바로 자막과 함께 인터넷에서 시청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은 과거에 중국이 한류를 수용하는 모습과도 유사하다. 이로 인해

중국의 문화콘텐츠가 한류와 같이 매력을 발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추

측해 볼 수 있지만 아직은 이것은 특정 지역의 작은 범위에만 일어난 현

상이다.

중국문화콘텐츠의 세계적인 경쟁력 여부에 중요한 것은 김상배는 ‘선

도부문과 신흥권력 경쟁의 분석틀’이라는 개념에서 지적하듯이 “중국은

‘권력’에서 ‘규범’으로 가는 매력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

할 필요가 있다.162) “매력의 문턱은 단순히 구조와 제도를 장악하는 차

원을 넘어서 설득과 동의를 바탕으로 한 규범을 설정하는 문제를 의미한

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또 “하드웨어 중심의 제조업과는 달리 정

보·문화산업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감동을 만들어 낼 수 있

느냐가 관건이다.”라고 강조하였다163).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중국도

문화산업 후발국으로써 선진국을 추월하는데 이러한 매력의 문턱을 넘어

162) 김상배, “정보·문화 산업과 미중 신흥권력 경쟁: 할리우드의 변환과 중국영화의
도전”, 한국정치학회보, 51집 1호 2017 봄, 104쪽.

163) 김상배, 한국정치학회보, 51집 1호 2017 봄, 104쪽.



- 81 -

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문화의 매력을 발산하여 상대국으로부터 마

음의 감동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의 초기 문화산업의 발전은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문화에 치

중하였다. 오늘날 중국은 이런 문화를 수용하고 변용하는 과정을 걸쳐

내부에서 외부로 문화를 발산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현재 중국정부

는 본 장에서 언급한 문화소프트파워와 문화안보의 개념을 부각시켜 자

국 문화 정체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과 동시에 대외적으로 국가 경쟁력

및 대외 홍보적 의미로 내세운 문화의 발전 전략적 특징을 보고 있다.

기존의 역사적 경험과 이론으로 봤을 때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정부가 언

론, 미디어, 문화의 생산과 유통을 절대적으로 독점하는 것이다.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가 시장경제라는 기제를 도입하고 문화산업을 산업성도 함

께 중요시 하는 것이 특징이자 기본적인 경우와 비교할 때 국가와 시장

의 관계가 상당히 모순적인 존재이다. 하지만 중국은 권위주의 정권의

유지를 위하여 문화산업을 양날의 칼로 쓰고 있다. 앞장에서 분석하였던

초기 동아시아 발전모델과 유사성 경로가 보이지만 전례 없는 중국식 정

치경제체제 및 정보화·세계화라는 시대적 배경 하에 발전하고 있다. 본

장에서 서술하듯이 중국형 문화산업의 길을 걷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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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정보화·세계화의 시대에 세계 각국 간 정치와 경제 교류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문화 교류도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보급과 확산으로

인해 이런 문화 교류가 더욱 용이해지고 빈번해지고 있다. 과거에 많은

국가들이 정부 주도형의 문화외교를 추진하였지만, 오늘날에는 시장지향

적·산업적 문화 교류가 더욱 직접적인 효과가 보이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

화산업의 시장규모도 빠르게 성장하여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기

존의 중국 문화산업에 관한 연구는 문화적, 산업적, 정치적 등 요인들 중

의 하나에만 집중하여 전개되었지만, 본 논문은 단일한 시각에서 벗어나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문화교류와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문화교류를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시각에서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문화산업을 이해하

였다. 지금까지 진행해 온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한류 콘텐츠가 중국 시장에 유입되는 과정에 중국 정부가 일종

의 위기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이런 위기감을 극복하기 위하여 발전국가

적인 문화산업 대응방식을 취하였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1990년대 중반에도 해외콘텐츠에 대한 규제정책을 발표한

적이 있으나 실제에 엄격히 적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해외콘텐츠에 대

한 수입을 감소시키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중국의 각 방송국이

시장지향적인 경쟁 구도에서 해외콘텐츠에 대한 수입 쟁탈전을 벌였던

것이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문화산업 정책은 본격적으로 보호

주의적이고 국내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주로 하는 동아시아발전모델적인

모습으로 전환했다. 이런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시기는 바로

한류가 중국 시장으로 유입된 이후부터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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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대장금」, 「별에서 온 그대」, 「태양의 후예」등이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었을 때마다 중국 정부가 해외콘텐츠에 대한 규제적인 정책

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규제정책이 2000년대 이전과 달리 해외콘

텐츠의 유입에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한류 콘텐츠에 대한 수출입 통계수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언론의 보도내용과 대중의 시선을 통해서도 짐

작할 수 있다. 한류 드라마가 중국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추진한 규제정책은 자국 문화산업을 보호·

육성하고 학습을 통한 산업화를 이루려는 특징이 보였다.

둘째, 한류가 중국의 문화산업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중국의 문화시장이 개방된 초기에는 내부적으로 문화 콘텐츠의 자급자족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류 콘텐츠가 유입되면서 중국 시장공백의 상당부

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였다. 중국 대중의 큰 인기를 얻은 한류 콘텐츠

에 대하여 중국 정부가 위기감 및 경계심으로 말미암아 규제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한류 콘텐츠가 인터넷 장

으로 신속히 이동하면서 「별에서 온 그대」와 「태양의 후예」등 드라

마가 중국 시청자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아 새로운 한류의 붐을 일으키기

도 했다.

논문의 제4장에서 분석했듯이 중국은 한류 콘테츠에 대한 수용 과정에

서 정부가 일정한 시장 자유를 허용하면서도 개입과 규제정책을 통하여

중국의 문화산업 육성을 이룩하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드라마

뿐만 아니라 예능프로그램,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의 한류 콘텐츠를

수입, 복제, 모방하였기 때문에 한류가 중국 문화산업 발전의 질적인 향

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류의 유입은 중

국으로 하여금 문화산업의 중요한 가치를 인식하게 하였고, 중국형 문화

산업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데 일정한 계시적인 역할을 하였다고도 할 수

있다.

셋째, 중국의 문화산업 발전전략은 겉으로 보면 동아시아발전모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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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양상에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이 추진하고 있

는 중국형 문화산업의 길을 깊숙이 살펴보면 대내적으로 문화소프트파워

및 문화안보의 개념을 통하여 문화 응집력 및 문화자신감을 강조하고,

대외적으로 국가 이미지를 홍보하고 문화산업을 통해 이데올로기를 수출

하려는 목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경제 및 산업적 목적성만 강

조하는 동아시아 발전모델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중국 문화콘텐츠는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자국의 수요를 만족하고 있으나 문화소프트파워의 매력요소 및 해

외수출에서 넘어야 할 문턱이 존재한다. 즉, 현재까지 밖에서 안으로 들

어오는 문화에 대해 중국이 발전국가적 방식으로 대응하여 문화산업의

외형적 성장을 이룩하는데 일정한 성취를 이루었지만, 안에서 밖으로 문

화를 수출하는데 이와 같은 발전 모텔이 더 이상 유용성을 발휘할 수 있

을지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문화산업은 제조업과 달리 상대방 마

음을 얻고 감동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중국은 앞으로 문화의 매력

을 발산하여 문화 수용국에서 수출국으로 변모하는데 정부의 역할과 시

장의 자유 간에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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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hange of Chinese

Cultural Contents Industry Policy from

Developmental State Theory:

Focusing on China's Response Strategy to

the Inflow of Korean Wave Dramas

Liu Shu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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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age of information and globalization of the 21st century, the

importance of culture is gradually emerging. Although in the past,

government-led cultural exchanges were used for cultural diplomacy,

today, market-oriented and industrial cultural exchanges are found to

have more direct effects.

Since the economic reform, China not only had rapid economic

development, but also expanded its market size in the cultural content

industry to second-largest in the world in 2016, receiving attention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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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atecomer in the cultural industry. The Chinese government started

to actively support industrialization of culture after the economic

reform, and while selectively limiting some, showed a kind of friendly

behavior towards the inflow of foreign cultural goods in the Chinese

market. However, from the mid-2000s, China’s cultural industry

policies have strongly shifted to the protectionist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centered on fostering domestic cultural industries.

This phenomenon was the most noticeable after the Korean wave

flowed into the Chinese mark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esponsive strategies and policies by the Chinese

government on the inflow of the Korean wave, and the effects of the

Korean wave on the development of the Chinese cultural content

industry and the Chinese cultural identity.

This study particularly focused on the regulation policies concerning

the Korean wave. For example, since the mid-2000s, the Chinese

government promoted regulation policies on foreign contents every

time Korean wave dramas such as ‘Dae Jang Geum’, ‘My Love from

the Star’, and ‘Descendants of the Sun’ gained great popularity in

China. Unlike the case before the 2000s, these regulation policies have

started to effectively and directly affect the inflow of foreign

contents.

The regulation policies which the government promoted by actively

intervening in the market during the inflow of Korean wave dramas

were found to be protecting and nurturing China’s own cultural

industries and achieving industrialization through learning. Such

strategies for cultural industry development show similarities to the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However, looking more deeply into

the Chinese model of cultural industry, the purpose is to natio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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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hasize cultural cohesion and cultural confidence through the idea

of cultural security and cultural soft power, and internationally

promote the country’s image and export its ideology through the

cultural industry. Therefore there is a clear contrast to the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which only emphasizes the economic and

industrial purposes.

This study also analyzed the effects of the Korean wave on the

development of the Chinese cultural industry. In the early stages of

development, the Korean wave originally played a role of filling in

the quantitative vacuum in the Chinese market. Afterwards, China

actively pushed for imports, joint productions and formatting of

contents from the Korean wave. It can also be said that China has

started to be concerned with the influence of the cultural industry in

accepting and responding to the inflow of the Korean wave.

Although Chinese cultural contents satisfies the domestic demand to

some extent in terms of quality and quantity, there are still

thresholds to overcome in the attractiveness factor of cultural soft

power and overseas exports. In other words, even though China has

achieved a certain level of outcome in tangible growth of the cultural

industry through its developmental state models to the inflow of

foreign culture, the challenge is whether such development models

can be used in the outflow of Chinese culture.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in the cultural industry to gain and touch the heart of the

public unlike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 the future, the key will

be whether or not there can be a balance between the role of the

government and the free market during China’s transformation from a

culture-importing country to a culture-exporting country by

emanating the country’s cultural attra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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