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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콘텐츠산업에서 상장사의 기능과 위상KOCCA 통계로 보는 콘텐츠산업

국내 콘텐츠산업에서 상장사의 기능과 위상

1. 들어가며

상장사(상장기업)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주식이 거래되고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상장사가 되

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본금 규모, 매출실적, 수익성, 재무건전성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증권거래소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대표적인 우량기업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현재(2014년 2분기 기준) 국내 콘텐츠산업 분야에서는 총 87개의 상장사가 존재하고 있다. 방송(22

개), 게임(20개) 분야에 많은 상장사가 분포되어 있는 반면, 음악(10개), 출판(9개), 지식정보(8개), 영

화(7개), 광고(6개), 애니메이션/캐릭터(5개) 분야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약 11만개에 달하는 콘텐츠산업 전체 사업체수를 감안할 때 콘텐츠산업의 상장사수는 매우 미약하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콘텐츠산업 분야의 전체사업체 중 약 86%는 종사자수가 1~4인 규모인 소형기

업으로 구성되어, 콘텐츠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중소형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하지만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와 범위의 경제(economy of scope)가 모두 구현되는 콘텐츠

산업 분야에서 산업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상장사들이 중소형기업과의 상

생협력을 통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나가야만 한다. 

따라서 이하의 논의에서는 국내 콘텐츠산업에서 상장사들의 기능과 위상을 검토해보기 위해 (1) 콘

텐츠산업 매출액 대비 상장사 매출액, (2) 콘텐츠산업 수출액 대비 상장사 수출액, (3) 콘텐츠산업 종사

자수 대비 상장사 종사자수 등의 지표들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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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콘텐츠산업 매출액 대비 상장사 매출액

표 -1 2010년~2013년p 콘텐츠산업 전체 매출액 대비 상장사 매출액 비교

산업명

콘텐츠산업전체 매출액(백만 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p
전년대비

증감률(%)

2010~2013p

연평균증감률(%)

출 판 21,243,798 21,024,710 21,097,287 20,017,201 △5.1 △2.0

만 화 741,947 757,087 758,524 767,655 1.2 1.1

음 악 2,959,143 3,869,414 3,994,925 4,441,913 11.2 14.5

게 임 7,431,118 9,202,762 9,752,538 10,367,015 6.3 11.7

영 화* 3,432,871 3,457,246 4,404,818 4,983,815 13.1 13.2

애니메이션 514,399 551,318 521,005 522,104 0.2 0.5

방송(독립제작사) 737,092 800,490 984,070 1,019,497 3.6 11.4

광 고** 5,546,163 7,075,730 7,181,427 7,793,123 8.5 12.0

캐릭터 5,896,897 7,214,873 7,517,640 8,300,740 10.4 12.1

지식정보 6,204,127 8,041,845 9,529,478 10,889,994 14.3 20.6

콘텐츠솔루션 2,196,232 2,828,791 3,029,140 3,467,460 14.5 16.4

합계 56,903,787 64,824,266 68,770,852 72,570,517 5.5 8.4

산업명

콘텐츠산업 상장사 매출액(백만 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p
전년대비

증감률(%)

2010~2013p

연평균증감률(%)

출 판 2,182,740 2,236,460 2,120,070 2,033,290 △4.1 △2.3

만 화 - - - - - -

음 악 604,440 731,240 877,160 1,036,310 18.1 19.7

게 임 3,601,050 4,214,820 2,708,230 2,946,950 8.8 △6.5

영 화 618,150 921,350 1,110,550 1,217,490 9.6 25.3

애니메이션 55,560 44,510 34,160 23,630 △30.8 △24.8

방송(독립제작사) 54,410 71,120 81,340 91,190 12.1 18.8

광 고 1,824,030 2,221,690 2,830,610 3,168,060 11.9 20.2

캐릭터 194,460 249,750 238,380 220,420 △7.5 4.3

지식정보 2,936,930 3,390,890 3,254,780 3,831,390 17.7 9.3

콘텐츠솔루션 - - - - - -

합계 12,071,770 14,081,830 13,255,280 14,568,730 9.9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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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명

콘텐츠산업 전체 대비 상장사 비중(%)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p
전년대비

증감(%p)

2010~2013p

증감(%p)

2010~2013p

평균(%)

출 판 10.3% 10.6% 10.0% 10.2% 0.2 △0.1 10.3

만 화 - - - - - - -

음 악 20.4% 18.9% 22.0% 23.3% 1.3 2.9 21.2

게 임 48.5% 45.8% 27.8% 28.4% 0.6 △20.1 37.6

영 화 18.0% 26.6% 25.2% 24.4% △0.8 6.4 23.6

애니메이션 10.8% 8.1% 6.6% 4.5% △2.1 △6.3 7.5

방송(독립제작사) 7.4% 8.9% 8.3% 8.9% 0.6 1.5 8.4

광 고 32.9% 31.4% 39.4% 40.7% 1.3 7.8 36.1

캐릭터 3.3% 3.5% 3.2% 2.7% △0.5 △0.6 3.2

지식정보 47.3% 42.2% 34.2% 35.2% 1.0 △12.1 39.7

콘텐츠솔루션 - - - - - - -

합계 21.2% 21.7% 19.3% 20.1% 0.8 △1.1 20.6

* 영화산업 중 극장애니메이션 매출액 제외

** 광고산업 중 포함되지 않은 부분 : 광고제작업, 서비스업, 인쇄업, 온라인업, 기타업

※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2011~2014)』 재구성.

그림 -1 산업별 상장사 매출액 비중(’10~’13p 평균) 및 전산업 상장사 매출액 비중 변화(‘10~’1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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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2011~2014)』 재구성.

방송, 광고산업 일부를 제외한 2013년p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72조 5,705억원이며 이중 상장사 매출

액은 14조 5,687억원으로 20.1%의 비중을 차지했다. 콘텐츠산업 총 매출액 중 상장사 매출액 비중은 

2010년 21.2%, 2011년 21.7%, 2012년 19.3%, 2013년p 20.1%로 등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4개년 평

균은 20.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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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로 4개년 평균 상장사 매출액 비중을 살펴보면, 지식정보(39.7%), 게임(37.6%), 광고(36.1%), 

영화(23.6%), 음악(21.2%) 등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고, 출판(10.3%), 방송영상독립제작사(8.4%), 

애니메이션(7.5%), 캐릭터(3.2%) 등은 크지 않은 비중을 나타냈다. 

각 산업 내에서 상장사들이 가지는 영향력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2010년~2013년p 산업별 매출액 

연평균 증감률, 상장사 매출액 연평균 증감률, 전체 대비 상장사 매출 비중 증감(%p) 등의 지표를 검

토해 보았다. 그 결과 영화산업(13.2%, 25.3%, 6.4%p), 광고산업(12.0%, 20.2%, 7.8%p), 음악산업

(14.5%, 19.7%, 2.9%p), 방송영상독립제작사(11.4%, 18.8%, 1.5%p) 부문에서는 상장사들의 점유율

이 상당히 증가한 반면, 게임산업(11.7%, -6.5%, -20.1%p), 지식정보산업(20.6%, 9.3%, -12.1%p), 

애니메이션산업(0.5%, -24.8%, -6.3%p), 캐릭터산업(12.1%, 4.3%, -0.6%p) 등에서는 상장사들의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이 전체 사업체들의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출판산업

(-2.0%, -2.3%, -0.1%p)의 경우 2010년~2013년p 기간 동안 상장사들이 가지는 매출액 점유율에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콘텐츠산업 수출액 대비 상장사 수출액

표 -2 2010년~2013년p 콘텐츠산업 전체 수출액 대비 상장사 수출액 비교

산업명

콘텐츠산업전체 수출액(백만 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p
전년대비

증감률(%)

2010~2013p

연평균증감률(%)

출 판 413,803 357,296 276,259 306,208 10.8 △9.6

만 화 9,427 18,118 19,275 19,318 0.2 27.0

음 악 96,273 204,017 264,927 271,803 2.6 41.3

게 임 1,857,072 2,554,756 2,973,742 3,207,941 7.9 20.0

영 화 15,705 32,207 22,735 23,623 3.9 14.6

애니메이션 111,957 150,484 126,821 136,077 7.3 6.7

방송(독립제작사) 15,830 20,368 18,971 20,824 9.8 9.6

광 고* - - - - - -

캐릭터 319,507 424,598 469,294 531,980 13.4 18.5

지식정보 420,048 466,503 501,277 504,696 0.7 6.3

콘텐츠솔루션 134,689 164,216 168,933 179,260 6.1 10.0

합계 3,394,311 4,392,563 4,842,234 5,201,730 7.4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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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명

콘텐츠산업 상장사 수출액(백만 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p
전년대비

증감률(%)

2010~2013p

연평균증감률(%)

출 판 4,540 12,410 17,230 18,880 9.6 60.8

만 화 - - - - - -

음 악 45,270 87,430 181,790 181,470 △0.2 58.9

게 임 561,150 798,030 949,580 981,550 3.4 20.5

영 화 11,580 20,000 - - - -

애니메이션 640 3,000 1,740 2,110 21.3 48.8

방송(독립제작사) 5,730 7,330 6,750 7,570 12.1 9.7

광 고 - - - - - -

캐릭터 70,130 76,720 72,440 81,670 12.7 5.2

지식정보 - - - - - -

콘텐츠솔루션 - - - - - -

합계 699,040 1,004,920 1,229,530 1,273,250 3.6 22.1

산업명

콘텐츠산업 전체 대비 상장사 비중(%)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p
전년대비

증감(%p)

2010~2013p

증감(%p)

2010~2013p

평균(%)

출 판 1.1% 3.5% 6.2% 6.2% 0.0 5.1 4.3

만 화 - - - - - - -

음 악 47.0% 42.9% 68.6% 66.8% △1.8 19.8 56.3

게 임 30.2% 31.2% 31.9% 30.6% △1.3 0.4 31.0

영 화 73.7% 62.1% - - - - 67.9

애니메이션 0.6% 2.0% 1.4% 1.6% 0.2 1.0 1.4

방송(독립제작사) 36.2% 36.0% 35.6% 36.4% 0.8 0.2 36.1

광 고 - - - - - - -

캐릭터 21.9% 18.1% 15.4% 15.4% 0.0 △6.5 17.7

지식정보 - - - - - - -

콘텐츠솔루션 - - - - - - -

합계 20.6% 22.9% 25.4% 24.5% △0.9 3.9 23.4

* 광고산업 중 포함되지 않은 부분 : 광고제작업, 서비스업, 인쇄업, 온라인업, 기타업

※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2011~2014)』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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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산업별 상장사 수출액 비중(’10~’13p 평균) 및 전산업 상장사 수출비중 변화(‘10~’1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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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2011~2014)』 재구성.

2013년p 콘텐츠산업 수출액(방송, 광고산업 일부 제외)은 5조 2,017억원이며 이중 상장사 수출액은 

1조 2,732억원으로 24.5%의 비중을 보였다. 콘텐츠산업 총 수출액 중 상장사 수출액 비중은 대체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2010년 20.6%, 2011년 22.9%, 2012년 25.4%, 2013년p 24.5%), 4개년 평균 

수출액 비중은 23.4%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4개년 평균 상장사 수출액 비중을 검토해보면, 영화산업(67.9%), 음악산업(56.3%) 등은 

수출액의 과반이상을 상장사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방송영상독립제작사(36.1%), 게임산업

(31.0%)의 경우도 높은 상장사 의존도를 보였다. 캐릭터산업(17.7%), 출판산업(4.3%), 애니메이션산

업(1.4%)은 상장사 수출액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2010년~2013년p 산업별 수출액 연평균 증감률, 상장사 수출액 연평균 증감률, 전체 대비 상장사 수

출 비중 증감(%p) 등의 지표 검토를 통해 상장사들의 수출 영향력 변화를 살펴보았다. 상장사들의 비

중이 높아진 산업분야는 출판산업(-9.6%, 60.8%, 5.1%p), 음악산업(41.3%, 58.9%, 19.8%p), 애니

메이션산업(6.7%, 48.8%, 1.0%p) 등이 있었으며, 캐릭터산업(18.5%, 5.2%, -6.5%p)의 경우에는 상

장사들이 차지하는 수출액 비중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게임산업(20.0%, 20.5%, 

0.4%p), 방송영상독립제작사(9.6%, 9.7%, 0.2%p) 분야에서는 상장사 비중에 거의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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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콘텐츠산업 종사자수 대비 상장사 종사자수

표 -3 2010년~2013년p 콘텐츠산업 전체 종사자수 대비 상장사 종사자수 비교

산업명

콘텐츠산업전체 종사자(명)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p
전년대비

증감률(%)

2010~2013p

연평균증감률(%)

출 판 203,226 200,588 198,262 196,892 △0.7 △1.0

만 화 10,779 10,340 10,161 9,887 △2.7 △2.8

음 악 76,654 78,581 78,402 78,209 △0.2 0.7

게 임 94,973 97,387 95,051 93,025 △2.1 △0.7

영 화 30,561 30,763 30,857 32,416 5.1 2.0

애니메이션 4,349 4,672 4,503 4,514 0.2 1.2

방송(독립제작사) 4,706 4,713 6,886 6,922 0.5 13.7

광 고* 4,987 5,328 8,962 9,018 0.6 21.8

캐릭터 25,102 26,598 26,897 27,601 2.6 3.2

지식정보 48,226 51,507 69,961 71,262 1.9 13.9

콘텐츠솔루션 18,384 19,538 20,145 21,338 5.9 5.1

합계 521,947 530,015 550,085 551,084 0.2 1.8

산업명

콘텐츠산업 상장사 종사자(명)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p
전년대비

증감률(%)

2010~2013p

연평균증감률(%)

출 판 6,679 6,886 6,314 5,932 △6.1 △3.9

만 화 - - - - - -

음 악 1,149 1,358 1,532 1,654 8.0 12.9

게 임 10,517 11,163 8,150 8,656 6.2 △6.3

영 화 1,130 1,396 1,438 1,795 24.8 16.7

애니메이션 110 205 149 118 △20.8 2.4

방송(독립제작사) 67 74 77 79 2.6 5.6

광 고 1,267 1,402 1,670 1,636 △2.0 8.9

캐릭터 485 455 390 393 0.8 △6.8

지식정보 7,092 7,622 7,474 5,947 △20.4 △5.7

콘텐츠솔루션 - - - - - -

합계 28,496 30,561 27,194 26,210 △3.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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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명

콘텐츠산업 전체 대비 상장사 비중(%)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p
전년대비

증감(%p)

2010~2013p

증감(%p)

2010~2013p

평균(%)

출 판 3.3% 3.4% 3.2% 3.0% △0.2 △0.3 3.2

만 화 - - - - - - -

음 악 1.5% 1.7% 2.0% 2.1% 0.1 0.6 1.8

게 임 11.1% 11.5% 8.6% 9.3% 0.7 △1.8 10.1

영 화 3.7% 4.5% 4.7% 5.5% 0.8 1.8 4.6

애니메이션 2.5% 4.4% 3.3% 2.6% △0.7 0.1 3.2

방송(독립제작사) 1.4% 1.6% 1.1% 1.1% 0.0 △0.3 1.3

광 고 25.4% 26.3% 18.6% 18.1% △0.5 △7.3 22.1

캐릭터 1.9% 1.7% 1.4% 1.4% 0.0 △0.5 1.6

지식정보 14.7% 14.8% 10.7% 8.3% △2.4 △6.4 12.1

콘텐츠솔루션 - - - - - - -

합계 5.5% 5.8% 4.9% 4.8% △0.1 △0.7 5.3

* 광고산업 중 포함되지 않은 부분 : 광고제작업, 서비스업, 인쇄업, 온라인업, 기타업

※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2011~2014)』 재구성.

그림 -3 산업별 상장사 종자사수 비중(’10~’13p 평균) 및 전산업 상장사 종사자수 비중 변화(‘10~’13p)

3.2%
0.0%

22.1%

12.1%

1.8%
5.3%

5.5%
4.8%4.9%

5.8%

0.0%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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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2011~2014)』 재구성.

2013년p 기준 콘텐츠산업 종사자수(방송, 광고산업 일부 제외)는 55만 1,084명이며, 이중 상장사 종

사자수는 4.8%에 해당하는 2만 6,210명으로 나타났다. 콘텐츠산업 총 종사자 중 상장사 종사자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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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10년 5.5%, 2011년 5.8%, 2012년 4.9%, 2013년p 4.8%로 약간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4

개년 평균은 5.3%이다. 

산업별로 4개년 평균 상장사들의 종사자 비중을 살펴보면, 광고산업(22.1%), 지식정보산업(12.1%), 

게임산업(10.1%) 등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고, 영화산업(4.6%), 애니메이션산업(3.2%), 출판산업

(3.2%), 음악산업(1.8%), 캐릭터산업(1.6%), 방송영상독립제작사(1.3%) 등의 분야는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2013년p 산업별 종사자수 연평균 증감률, 상장사 종사자수 연평균 증감률, 전체 대비 상

장사 종사자수 비중 증감(%p) 등의 지표를 검토해 본 결과, 영화산업(2.0%, 16.7%, 1.8%p), 음악산

업(0.7%, 12.9%, 0.6%p), 애니메이션산업(1.2%, 2.4%, 0.1%p) 등에서는 전체 종사자 대비 상장사 

종사자 비중이 더욱 확대된 반면, 광고산업(21.8%, 8.9%, -7.3%p), 지식정보산업(13.9%, -5.7%, 

-6.4%p), 게임산업(-0.7%, -6.3%, -1.8%p), 캐릭터산업(3.2%, -6.8%, -0.5%p), 출판산업(-1.0%, 

-3.9%, -0.3%p), 방송영상독립제작사(13.7%, 5.6%, -0.3%p) 등의 분야에서는 상장사 종사자 비중

이 오히려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5. 나가며

지금까지 국내 콘텐츠산업에서 상장사들의 기능과 위상을 검토해보기 위해 콘텐츠산업 전체 대비 

상장사 매출액, 수출액, 종사자수 등을 검토해보았다. 우선 매출액 측면에서 상장사들은 4개년 평균

(’10~’13p) 총 매출액 대비 약 20%정도의 비중을 점유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 지식정보산업(39.7%), 

게임산업(37.6%), 광고산업(36.1%)의 상장사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4개년 간 상장사 매출액 비중이 

많이 증가한 분야로는 영화산업, 광고산업, 음악산업 등이 있었다. 

다음으로 수출액 측면에서 4개년 평균 총 수출액 대비 상장사 수출액은 약 23%였다. 특히 영화산업

(67.9%), 음악산업(56.3%)의 경우 수출액의 과반이상을 상장사가 점유하고 있었고, 방송영상독립제작

사(36.1%), 게임산업(31.0%)의 상장사 의존도도 높은 편이었다. 4개년 간 상장사 수출액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출판산업, 음악산업, 애니메이션 산업 등에서 상장사 점유율이 증대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종사자수의 경우 4개년 평균 총 종사자수 대비 상장사 종사자수 비중은 약 5%로 나타났으며, 광고산

업(22.1%), 지식정보산업(12.1%), 게임산업(10.1%) 등의 상장사 비중이 큰 편이었다. 영화산업, 음악



11

국내 콘텐츠산업에서 상장사의 기능과 위상KOCCA 통계로 보는 콘텐츠산업

산업, 애니메이션산업 부문에서는 지난 4년간(‘10~’13p) 전체 종사자 대비 상상사 종사자 비중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첫째, 국내 콘텐츠산업에서는 

상장사 위주의 시장집중도가 높지 않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특정 시장구조가 경쟁적인지 독과점적

인지를 식별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시장집중도(CR: Concentration Ratio)를 활용하는데, CR1이 

50% 이상이거나 CR3가 75% 이상일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국내 콘텐츠시장

의 경우 87개 상장사의 4년 평균 매출액, 수출액 점유율이 각 20%, 23% 수준으로 나타나 특정 사업자

의 시장지배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콘텐츠산업 상장사들은 매출, 수출에 많은 기여를 하는 반면, 고용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기여

를 하고 있다. 상장사들의 4개년 평균 매출, 수출 점유율이 약 20%가량인 것에 반해 종사자수는 약 5%

에 그치고 있으며, 상장사 종사자수의 4년간 연평균 증감률은 –2.7%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

지만 콘텐츠산업 전체 종사자수는 4년간 연평균 1.8% 증가하고 있어 고용규모의 확대는 콘텐츠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형기업체들이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국내 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상장사들과 중소형기업들 간의 공정

하고 자유로운 경쟁체제를 근간으로, 상장사들의 선도에 기인한 산업성장효과가 중소형기업들까지 파

급되는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 구현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콘텐츠산

업은 규모와 범위의 경제가 동시에 구현되는 산업이므로 자본력과 기술력을 가진 대형 기업들의 선도

가 산업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아직 국내 콘텐츠산업의 시장집중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상

장사들의 기업규모 확장과 산업선도 현상을 경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상장사들의 주도

로 인한 산업성장의 과실이 중소형기업으로 전이되어 지속적인 고용창출효과를 낳는 선순환구조를 정

립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상장사들과 중소형기업들 간의 유기적인 상생협력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