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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한류 문화산업은 드라마로부터 시작하여 K-Pop으로 영역이 넓어지는 장르의 다양화와 함께 동남아에서 남미, 유럽까지 지역적 영

향력도 커져가고 있다. 문화산업 관련 직종 중 기획-경영 분야에는 문화 예술에 대한 지식과 함께 경제학, 경영학, 기술 분야(CT: 

Culture Technology)의 다양하고 고도의 융합지식 필요하다. 한류 문화산업 전문가는 또한 한류 문화상품이 영향력을 미치는 중

국, 일본, 베트남, 서남 아시아권의 지역정보와 해당 국가의 문화, 법, 제도 이해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한류 문화산업의 전문

가를 양성하기 위한 산업계의 수요를 분석하고 이들을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도출하는 프로세스를 제시한다.

I. 배경 및 필요성

  ‘겨울연가(2002)’, ‘대장금(2004)’ 등 드라마 장르로 시

작된 한류 문화산업은 생산유발 효과 5조원, 부가가치 유

발 1조 7천억으로 극동 아시아 넘어 중동, 아프리카까지 

진출하고 있다[1]. 드라마 「겨울연가」의 성공으로 한국

에서 1,300억, 일본에서 2,000억 경제효과를 거두고 한국 

관광수입에 8,400억 효과를 거둔 바 있다. 특히 드라마 한

류는 중국, 베트남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확산되고, 최근 

이집트, 이란 등 중근동 지방 및 카작스탄 등 구소련 지역

까지 진출이 확산하고 있다. 한류문화산업 분야는 드라마

에서 영화, K-POP, 패션, 한식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 

발전하고 있다. 한국의 현재 주류 수출 상품은 반도체, 조

선, 가전이나 향후 문화서비스 산업 분야가 경제 발전의 

중심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에서 보면 방송, 

출판 등 문화 콘텐츠 산업의 시장은 한국의 주(主) 수출품

목인 반도체, 가전, 조선 시장에 비해 큰 것에 비해 한국의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낮다[2]. 따라서 한국에서 문화산업

의 기회와 성장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문화산업에 관련된 직종은 직접 예술작품이나 문화상품

을 제작하는 예술창작 분야와 제작 플로우 측면에서 콘텐

츠 기획-경영 분야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중 기획-경영 분야 전문 인력에게는 문화 콘텐츠 및 예

술에 대한 지식과 함께 경제학, 경영학, 문화 기술 분야

(CT: Contents Technology)의 다양한 융합지식 필요하

다.

  특히 ‘한류 문화산업 전문가’는 문화산업 기획-경영 분

야 지식 및 경험과 더불어 한류문화가 광범위하게 영향력

을 미치는 중국, 일본, 베트남, 서남 아시아권의 지역정보

와 해당 국가의 문화, 법,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그림 1. 세계 주요산업과 문화산업의 비교

  아시아 각국을 시점으로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

는 한류(韓流)는 국가적 이슈이지만 문화상품의 기획과 국

제 교류를 위한 전문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지

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2008년 중국의 북경 올림픽 이후에 중국 미디어 

시장의 약진과 함께 한류의 주요 시장인 아시아 문화시장

은 연 20%대 성장을 하고 있다[3]. 이를 미루어 볼 때 한

국에서 국제화된 체계적 한류 교육 체계가 개설될 경우 특

히 아시아권에서 잠재적 교육 수요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

상된다. 이는 한류교육 프로그램 수출로도 연결 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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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육과정

  현재 국내 문화 콘텐츠 교육은 장르 (영화, 게임, 연극 

등)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즉 분야별 공연자 및 창작 예

술인, 혹은 애니메이션, 게임 등의 기술인력 양성 중심이

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제작 현장에서는 프로젝트를 

전반적으로 기획하고 콘텐츠 소비자에 대한 마케팅을 수

행하는 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0명의 드라마, 게임, 영화 등 실무 종사자들에 대한 설문

조사에 의하면 전체 콘텐츠 제작 플로우에서 인력이 부족

한 부분은 프로젝트 개념 정립과 기획, 마케팅 분야에 

38.6%, 18.2%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 콘텐츠 제작 환경의 핵심인 OSMU 

(One-Source-Multi-Use)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장

르 중심의 인력양성을 넘어서는 제작 워크플로우 

(Work-Flow)중심교육이 요청된다. 

  새로운 교육 과정은 2대 융합(融合)의 개념을 중심으로 

하였다. 즉 국내-해외 학생 간의 융합과 학제간

(interdisciplinary)융합이다. 

  한류 전문가 교육의 대상이 되는 콘텐츠는 한류문화산

업 상품의 성장과정에 맞춰 드라마, 게임, K Pop, 관광, 

한식(韓食), 한글의 순서로 교육과정도 진화 발전하는 것

이 합리적일 것이다.

▶▶ 그림 2. 교육과정 도출 레이어

  또한 수업방법은 니즈 지향적 국제 교육 (Needs 

Oriented International Program)을 추구하여 한류 문화

산업의 니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야 하고, 칸막이 식

(式) 프로그램이 아닌 플랫폼 기반의 가변적 운영구조를 

가져야 한다. 또한 프로젝트 지향적 (Project Oriented)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는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지식

을 실제 콘텐츠 제작에 참여 하여 심화하여야 하며 인적 

네트워크 중심의 프로그램도 병행하여야 한다. 또한 한류 

네트워킹도 교육 과정 중 고려하여야 한다. 즉 국내외 제

작사와 인적-사업적 네트워크를 가진 전문가를 양성하여

야 한다. 

Ⅲ. 결론

  한국에서 문화산업의 기회와 성장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미래 성장 산업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문

화산업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문화산업 기획, 마케팅 

전문가는 제작 워크 플로우 중심의 교육이 진행되어야 하

며 한류 문화상품이 수출되는 국가들의 법, 제도, 관습에 

대한 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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