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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정책제안
▢ 경기도 문화산업은 성남시(게임, 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파주시(출판), 고양시
(영화/방송/광고), 안양시(게임), 부천시(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 등에 집적
○

경기도의 문화산업 사업체는 2019년 기준 21,336개로 전국의 20.5%를, 매출액은
27.8조 원으로 전국의 21.9%를 차지하고 있음

○

매출액 기준 경기도의 비중이 높은 산업은 게임산업 6.1조 원(23.0%), 지식정보/콘텐
츠솔루션 5.9조 원(22.3%), 출판 5.7조 원(21.6%)의 순으로 나타남

▢ 코로나 19의 발발과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언택트 소비가
증가하였고, 비즈니스 활동의 언택트화가 진행되어 문화산업이 새로운 모델로 이행
○

한국도 2020년에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영화, 애니메이션 등의 매출은 크게 하락
했지만, 게임, 만화 등 디지털 소비가 중심인 부문은 매출이 증대됨

○

2021년에 들어와서는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방식으로 비대면의
B2B/B2C 비즈니스를 강화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비즈니스 모델로 이행중

▢ 문화산업의 한중협력을 위해서는 한한령이나 게임산업 규제 등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으며, e스포츠 교류전, 인력교류프로그램 등 네트워킹 강화가 필요함
○

(협력방안 1) 경기도와 허베이성이 주관하고 시군 및 각 기업이 참여하여 경(京)-허(湖)
e스포츠 교류전을 추진함
- 국제대회 최초로 e스포츠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2022 항조우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경기도와 허베이성의 청년에게 공통으로 익숙한 종목을 선정하여 한중 교류전을 추진
- 정기 교류전과 함께 문화교류, 산업기술연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협력프로그램과 결합

○

(협력방안 2) 경기도와 허베이성의 교류 프로그램에 콘텐츠산업 진흥기관과 기업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설하여 현장의 교류로 연결하고 실질적 지원방안 발굴
- 경기도는 경기도 문화산업 지원기관인 경기콘텐츠진흥원(GCA)이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2016~2020) 942개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제작, 인력, 공간 지원을 실행함
- 경기도-허베이성 교류에서 문화산업 전문 지원기관과 기업이 참여하여 상호 이해를 넓
히고, 인력양성 협력, 시장개척 협력 등을 통해 문화산업의 한중협력 활성화에 기여

○

(협력방안 3) 양국의 문화산업 협력에 장애가 되는 규제, 제도를 정비하고 IP 보호 등을
강화하여 산업 육성의 토대 마련을 위해 협력함
- 최근 한국의 엔씨소프트 등 게임 기업, 중국의 바이두, 알리바바 등 인터넷 기업들은 IP
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IP의 확보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대부분의 규제, IP 보호 등 제도적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으므로 경기도-허베이성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문을 도출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해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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