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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이슈
I.

필리핀 애니메이션 산업 동향
작성순서
1. 필리핀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 현황
2. 필리핀 애니메이션 소비 동향

개요 : 필리핀 애니메이션 산업은 해외로 수출하기 위한 하청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을 장려하는 국가 정책과 지원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그 규모가 성장해가고 있음. 영
어 사용이 원활하고 서구 애니메이션이 가지고 있는 문화 코드에 대한 이해가 높으므로 비교적 일찍
부터 해외 장편 애니메이션에 작화를 납품하기 위한 스튜디오가 설립되었으며 헐리우드 대작, 극장용
애니메이션 제작에 대한 경험이 쌓이면서 사전 작업 분야(Pre-production)부터 포스트 프로덕션까
지 업계 전반적으로 양질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애니메이션 및 게
임 제작 분야의 하청 산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2022년까지 $1억 2,600만 달러 규모로 성
장할 것으로 예상함
경쟁력 있는 국산 IP가 아직은 부족하고, 제작된 애니메이션의 유통 경로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
규모 자본 투입이 필요한 국산 애니메이션 제작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음. 이에 따라 국내 극
장 애니메이션 및 텔레비전 장편 애니메이션 시장은 일본 애니메이션을 비롯한 해외 애니메이션의 점
유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아용을 중심으로 한국 애니메이션이 다수 진출하여 공
중파 및 유료 채널에서 방영하고 있음. 필리핀 국내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TV 애니메이션들도 꾸준
히 출시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따라 게임, 광고, 비디오 콘텐츠, 뮤직 비디오 등의 다양
한 분야에서 애니메이션 수요가 생겨나고 있어 국내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애니메이션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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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리핀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 현황

1. 필리핀 애니메이션 시장 개요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권역내에서 가장 오랜 애니메이션 하청 산업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써 헐리우드와 일본을 비롯한 다양한 극장판 애니메이션 및 장편 텔레비전용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업계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자본 집약적인 자체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보다는 즉각적으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외주 및 하청 산업을 위주로
발전해 왔음
 필리핀 IP&BPO 산업 협회(IT&Business Process Association)에 따르면1) 2016 년
애니메이션 및 게임 제작 분야의 하청 산업 규모는 약 5,600 만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2022 년에는 약 1 억 2,600 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오랜 기간 숙련된
애니메이션 하청 작업 인력과 관련 산업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3D 애니메이션, 증강/가상
현실(AR/VR), 게임화 관련 애니메이션(Gamification) 등 고부가가치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필리핀은 국가적으로 BPO 산업2)을 장려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과 세제 혜택에 힘입어
2022 년까지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필리핀 BPO 산업의 전체 매출은 2,490 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표 1] 필리핀 애니메이션 시장 규모 및 전망 2015-2019
※ 출처 : Accelerate PH Future-Ready Roadmap 2022

 2019 년 기준 전체 인구 1 억 811 만 명 중에서 14 세 이하 인구가 전체의 30.4%인 3,294 만
1) Accelerate PH Future-Ready Roadmap 2022, Philippine IT-BPM Sector
2)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usiness Process Operation), 기업의 비핵심 사업을 제3자 서비스 제공업체에 하청하는 산업.
대표적인 예로 콜센터, 데이터입력서비스, 조달서비스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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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차지하고 있어, 애니메이션 주요 소비 연령대인 아동 인구 비중이 매우 높은 편. 또한
2019 년 경제성장률이 5.9%에 달하고, 2012 년 이후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6.45%에 이르러
중산층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가처분소득이 커지고 있어 국내 애니메이션 수요는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표 2] 2019년 필리핀 인구 피라미드
※ 출처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9 Revision

 극장 및 텔레비전 유통과 관련 부가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애니메이션 IP 는 일본
및 미국의 애니메이션이며, 주로 극장에서 개봉하거나 TV 에서 상영되는 애니메이션은 해당
국가에서 수입한 작품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편
2. 필리핀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 과정
 필리핀 애니메이션 산업은 1950 년대 광고용 애니메이션의 발전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1960 년대 필리핀 마르코스 정부에서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프로파간다용으로 주로
사용되었던 바 있음. 필리핀 최초의 텔레비전 방영용 국산 애니메이션은 필리핀 애니메이션의
선구자로 불리는 게리 가르시아(Gerry Garcia)에 의해 제작된 <빤다이(Panday)>3)이며 1986 년
11 월부터 TV 방영되었음. 이후 게리 가르시아는 1997 년 필리핀 최초의 극장판 애니메이션
<아다르나(Adarna)>을

제작하였으며

이후

2008 년

두

번째

극장판

애니메이션

<우르두자(Urduja)> 및 2008 년 <대자연으로의 모험(Dayo: Sa Mundo ng Elementalia)>,
2010 년 <RPG 메타노이아(RPG Metaanoia)>, 2011 년 <캡핀 토피(Kapitan Torpe)>,
2014 년 <니코: 마법세계로의 여행(Niko: The journey to Magika)>, 2015 년 <마낭
3) <빤다이>는 대장장이라는 뜻의 타갈로그어이며 국민 만화 및 캐릭터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로컬 히어로물. 1979년 카를로 카파라
스(Carlo Caparas)가 발행한 동명의 만화책을 기본으로 하여 제작되었으며, 각각 1987년(RPN), 2005년(ABS-CBN), 2010년
(GMA Network), 2016년(TV5)에 걸쳐 여러 차례 애니메이션 및 실사 시리즈물로 제작되어 필리핀 공중파 텔레비전에서 상영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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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링(Manang Biring)>, 2016 년 <샐리 구하기(Saving Sally)>, 2018 년 <빠길산(Pagilsan)>
등으로 극장판 영화 제작이 이어지고 있음

[그림 1] 2000년대 이후 출시된 필리핀 국산 극장판 애니메이션 포스터
※ 출처 : imdb(www.imdb.com)

 필리핀은 1980 년대부터 노동집약적인 해외 애니메이션 제작에 하청 작업을 맡아 왔으며, 영어
사용이 원활한 현지 디자이너 인력들과 사회 전반의 높은 서구 문화 수용성으로 인해 서구의
애니메이션 감각이 이질적이지 않았던 특성으로 인해 미국 애니메이션 회사들의 작업에 다수
참여해왔음.
 초기에는 전통방식의 노동집약적 수작업 펜슬링(Penciling), 잉킹(Inking), 페인팅(Paintin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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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한된 초중급 기술에 국한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 머물러 있었으나 1990 년대 필리핀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산업의 황금기를 맞이하면서 현재는 사전 작업 분야(Pre-Production)과
포스트 프로덕션(Post Production)까지 업무 소화 범위가 크게 확장되었음
3. 필리핀 애니메이션 산업의 부흥과 정부 지원
 필리핀 상공부(The philippines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와

필리핀

창조산업위원회(CECP, Creative Economy Council of the Philippines)는 애니메이션
산업을 광고, 영화, 게임개발, 그래픽디자인 분야와 더불어 필리핀 창조 산업의 5 개 주요 산업
분야로 꼽고, 2030 년까지 아세안(ASEAN) 내에서 시장 규모 1 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음.
 이에 따라 관련 산업의 인력 배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고등교육위원회(CHED, 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

교육부(DepEd,

Department

of

education),

필리핀

기능교육발위원회(TESDA, Technical Education and Skills Development Authority)는
<2 년제 애니메이션 교육과정 표준 수업 과정>, <표준 교육 및 평가 과정> 수립 등을 통해 인력
수준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BPO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TESDA 는 애니메이션 및 게임 개발 섹터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규정4)하고 표준 교육 과정을 다수 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D 와 3D 애니메이션을
구분하여 초급부터 고급까지의 과정에 대한 인력 교육을 총 3 단계5)로 나누어 세밀하게
관리하고 있음
 2002 년 필리핀 그래픽엑스포(Philippine Graphic Expo)의 부대 행사로 필리핀 애니메이션
페스티발이

개최된

이후,

현재

필리핀애니메이션협회(Animation

Council

of

the

Philippines)6) 주관으로 매년 아니마헤나스욘(Animahenasyon)7) 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2007 년 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아니마헤나스욘에서는 업계 워크샵, 세마나, 전시회를
진행하며, 가장 주된 행사로 국내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시상식에 국내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국내 대학교의 애니메이션 학과들이 작품을 출품하고 있음. 필리핀애니메이션협회는 회원사와
함께 애니메이션 교육과정을 겸한 정기 워크샵을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아이콘 마닐라(Icon
Manila)8), 매드콘(MADCon), 어도비디자인어워드(Adobe design awards) 등의 애니메이션
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4) 필리핀 IT-BPM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국내 인력 교육 방안 리포트(Sustai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Philippine
IT-BPM Industry in the changing workd of work, Labor market intelligence reprot, 2019)
5) Animation NC III, 2D Animation NC III, 3D Animation NC III
6) 필리핀 2D 및 3D 애니메이션 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기구, 필리핀 ITBPO산업협회(ITBAP, Information
Technology and Business Process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산하 단체임
7) 애니메이션과 상상력(Imagination)을 합성한 타갈로그어
8) 드라살 대학교와 공동으로 매년 개최하는 엔터테인먼트 디자인(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일러스트레이션, 3D 특수효과)과 관련한
업계 전문가, 관련 학과 학생,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양일간에 걸쳐 세미나 및 강연 등을 진행하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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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00년대 이후 출시된 필리핀 국산 극장판 애니메이션 포스터
※ 출처 : imdb(www.imdb.com)

 필리핀 애니메이션 산업의 강점은 오래된 하청 산업 기반에서 비롯한 높은 기술 수준의 인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것에 있음. 관련 산업은 국내에서 이미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어
지원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며, 해외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의 임금에도 서구의 애니메이션
감각을 이해하고, 영어 구사가 가능한 인력이 풍부한 편
 오랫동안 미국에 장편 애니메이션을 납품해오면서 업계 전반에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과의 교류가 활발하며, 앞선 기술과 새로운 테크닉에 대한 이전이 잘 진행되고
있음. 근래에는 필리핀 국내 스튜디오 및 해외 유수의 스튜디오에서 근무하면서 국제 애니메이션
전시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필리핀 애니메이터들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필리핀
애니메이션 산업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을 이루어내고 있음
 이러한 애니메이션 제작 능력에 힘입어 넷플릭스는 자사의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시리즈
<공룡소녀 가우코(Dino Girl Gauko)>를 필리핀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시너지 88(Synergy88)과
제작하였음. 지난 2019 년 11 월부터 넷플릭스에서 개봉하여 현재까지 총 2 시즌 39 개
에피소드를 넷플릭스 플랫폼을 통해 방영 중에 있음. 일본 원작의 만화에 대하여 넷플릭스,
필리핀의 시너지 88 스튜디오, 싱가포르의 미디어 제작사 오거스트 미디어 홀딩스가 공동으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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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필리핀 애니네이션 제작사가 제작 참여한 <공룡소녀 가우코> 포스터
※ 출처 : 넷플릭스(www.netflix.com)

 필리핀이 국가적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거듭하면서 비단 장편 애니메이션에서뿐만 아니라,
광고, 미디어, 의료, 3D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건축 및 엔지니어링 디자인 등 기타 산업에서의
애니메이션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도 체계적인 발전이 예상됨
 다만, 아직 대다수의 스튜디오가 규모면에서 중소형 업체가 많은 편으로 업체 별로 숙련도에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애니메이션 산업이 주로 3D 를 중심으로 제작되고 있지만
이를 원활하게 제작하기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부문에 대한 투자에 제약이 있음.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 대한 벤처캐피탈이나 사모편드의 투자금 유입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대형업체로 성장을 꾀하기 어려운 부분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국내 애니메이션에 대한 유통 채널이 공중파 텔레비전 방영 이외에는 아직 찾아보기 어려운
편이며, 대규모 자본 투입이 필요한 국내 신규 IP 를 활용한 작품 제작에 대한 동기 부여가
어려운 반면 공중파의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내부 프로덕션에서는 애니메이션 제작을 기피하고
방송사에서도 해외 수입 애니메이션을 위주로 방영하고 있음. 필리핀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국내 BPO 산업 내에서는 콜센터, 의료기록서비스(Medical transcription service) 등과 비교했을 때 우선순위가 다소 떨어지는 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다소
위협요인이 될 수 있음

2

필리핀 애니메이션 소비 현황

1. 필리핀 인기 극장 애니메이션
 필리핀 극장가에서 주로 상영되는 애니메이션은 대부분 미국 헐리우드에서 제작된 블록버스터
애니메이션으로 2019 년 흥행작은 <겨울왕국 2(Frozen 2)>, <라이온 킹(The Lion King)>,
<토이 스토리 4(Toy Story 4)>, <마이펫의 이중생활 2(The secret life of pet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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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그리버드 2:독수리 왕국의 침공(The angry birds Movie 2)>, <아담스패밀리(The Addams
Family), <스노우몬스터(Abominable)>, <스파이더맨:뉴 유니버스(Spider-Man: Into the
Spider-Verse), <플레이모빌(Playmobil: The Movie)>로 집계됨
 2019 년 필리핀 국내 박스오피스에서도 티켓 판매량 10 위 안에 드는 작품 중 8 편9)이 헐리우드
영화일 정도로 해외 영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어 만든 헐리우드
애니메이션에 현지 관객들이 몰리는 편
애니메이션
매출 순위

전체 영화
매출 순위

제목

제작/배급

개봉일

수익

1

2

겨울왕국 2

디즈니

2019.11.20

$16,417,761

2

6

라이온킹

디즈니

2019.07.17

$10,271,829

3

8

토이스토리 4

디즈니

2019.06.20

$4,368,779

4

20

마이펫의
이중생활 2

유니버셜

2019.06.05

$734,352

5

29

앵그리버드 2

소니

2019.08.21

$483,831

6

30

아담스패밀리

소니

2019.10.30

$469,540

7

33

스노우몬스터

유니버셜

2019.10.02

$428,705

8

47

플레이모빌

파이어니어

2019.09.04

$38,050

[표 3] 2019년 필리핀 극장 애니메이션 흥행 순위
※ 출처 : Box office Mojo

9) 2019년 필리핀 국산 영화 박스오피스에서는 <헬로 러브 굿바이(Hello, Love, Goodby)가 역대 필리핀 국산 영화 매출 기록 1
위($1,763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체 2위, <미라클 인 셀 No.7(Miracel in Cell No.7)이 $1,088만 달러 수익으로 7위를 기록
하였음. <미라클 인 셀 No.7>은 한국의 <7번방의 선물>의 필리핀 리메이크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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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

2

제목
이스코: 애니매이션 나라의
어드벤처
(Isko: Adventures in
Animasia)
아다르나: 신화의 새
(Adarna: The Mythical
Bird)

제작년도

제작 스튜디오

제작 방식

쟝르

1995 년

Octoarts Film

실사
2D

코미디/
어드벤처

1997 년

FLT Film
Guiding Light

2D

어드벤처

3

우르두자
(Urduja)

2008 년

APT SevenToon
Road N Trip

2D

액션/코미디/
뮤지컬

4

다요;대자연으로의 모험
(Dayo: Sa Mundo ng
Elementalia)

2008 년

Cutting Edge

2D

어드벤처

5

RPG 마타노이아
(RPG Matanoia)

2010 년

Star Cinema
Thaumatrope

3D

드라마

6

캡틴 톨피
(Kapitan Torpe)

2011 년

Bata Animation

2D

액션/코미디

7

니코: 마법세계로의 여행
(Niko: The Journey to
Magika)

2014 년

GlassHouse

2D

어드벤처/
판타지

8

마낭 비링
(Manang Biring)

2015 년

Cinema One

2D

드라마

9

샐리 구하기
(Saving Sally)

2016 년

Solar Pictures

실사
2D

드라마/
판타지

10

빠길산
(Pagilsan)

2018 년

Cinema one
ABS CBN Film

2D

드라마

[표 4] 극장 개봉 필리핀 국산 애니메이션 리스트
※ 출처 : 인도네시아 비즈니스센터 자체 조사

 필리핀 국산 애니메이션이 극장에서 상영된 것은 2018 년 <빠길산>이 마지막이며, 2010 년 이후
총 6 편의 국산 장편 애니메이션만 제작되고 있어 공급자체가 제한적임. 애니메이션 하청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필리핀 스튜디오들의 개별 역량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으나 자체 IP 를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 있는 규모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극장 영화를 제작하는
국내 프로덕션에서도 애니메이션 제작은 꺼리는 편. 필리핀 미디어 재벌 ABS-CBN 산하의
시네마원(Cinema One)10)에서는 2015 년과 2018 년에 각각 장편 애니메이션 <마낭비링>,
<빠길산>을 제작하여 시네마원오리지날(Cinema One Original)11)에 출품하였음
2. 필리핀 TV 애니메이션
 아직 국산 애니메이션은 공급이 미진한 편으로 2000 년대부터 출시되기 시작하였으나 전체

10) ABS-CBN이 1994년 개국한 유료채널
11) 시네마원이 매년 11월 개최하는 필리핀 국내 인디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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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제작 횟수는 10 회 미만에 그치고 있음. 가장 최근에 필리핀 국내에서 만들어진 장편
애니메이션은 <바랑아이 143(Barangay 143)>로 필리핀 ASI 스튜디오(ASI Studio)12)와 일본
TV 아사히(TV Asahi)가 공동제작하여 공중파 방송 GMA 네트워크를 통해 2018 년 10 월부터
2019 년 6 월에 걸쳐 방영되었음. <바랑아이 143>은 총 26 개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어 있고
영어 더빙을 통해 해외로의 수출도 타진하고 있으며 초기부터 원소스멀티유즈(OSMU, One
Source Multi Use)를 구현하기 위해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동명의 모바일 모바일 게임
출시, 애니메이션 기본 소재인 농구 대회 개최, 보이스 참여 연예인 콘서트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며 기존 국산 애니메이션과는 다른 마케팅 활동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4] <바랑아이143> 애니메이션 표스터(좌) / <바랑아이143> 모바일 게임 플레이 화면(우)
※ 출처 : 바랑아이143 홈페이지(www.Barangay143.com)

12) 필리핀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시너지88(Synergy 88)과 싱가포르 미디어회사 오거스트미디어 홀딩스 간에 공동으로 설립된 합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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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제목

제작년도

제작
스튜디오

기타

Seven Little Monster

2000 년~
2003 년

1

Philippine
Animation
Studio

- 총 3 개 시즌, 40
개 에피소드로 구성
(편당 26 분)
- 총 3 개 시즌 중 3
번째 시즌을 필리
핀에서 제작하였음

Philippine
Animation
Studio

- 총 3 개 시즌, 104
개 에피소드로 구성
(편당 11 분)
- 캐나다와 공동 제작하였
으며,
필리핀에는
GMA 에서 방영

ABS-CBN

- 총 1 개 시즌, 14
개 에피소드로 구성
(편당 30 분)
- ABS-CBN 방송국이
최초로 만든 국산 애니
메이션

GMA Network

- 총 2 개 시즌, 12
개 에피소드로 구성
(편당 30~45 분)
- 공중파 GMA 에서 방영

ASI Studio

- 1 개 시즌, 26 개 에피
소드로 구성
(편당
- 공중파 GM 에서 방영
- 2019 년 아시아 크리에
이티브 시상식에서 베스
트 애니메이션상 수상

Captain Flamingo

2006 년~
2008 년

2

Super Inggo at ang super
tropa

2009 년~
2010 년

3

Alamat

2015 년~
2016 년

4

Barangay143

5

2018 년~
2019 년

[표 4] 텔레비전 방영 필리핀 국산 애니메이션 리스트
※ 출처 : 인도네시아 비즈니스센터 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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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공중파에서 주로 상영되는 애니메이션은 일본 만화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
만화 전문 케이블 방송인 애니맥스(Animax)13) 채널도 필리핀에서의 큰 인기를 반영하여 기타
동남아시아 권역과 구분하여 사무실을 개설 및 운영하고 있으며 영어 화자가 많은 필리핀
현지에서 영어로 더빙한 일본 애니메이션이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보다 더 쉽게
시청자들에게 도달이 가능함
 최근 들어 한국산 애니메이션들이 필리핀 공중파 및 유료채널에서 방영되고 있으며, <레스톨
특수구조대(Resto)> ABC-5, <무한전기 포트리스(Tank Knights Fortress)> Hero TV14),
<스캔 2 고(Scan2Go)> 카툰네트워크 및 GMA 네트워크, <마스크맨(Maskman)> Hero TV,
<바스토프레몬(Bastof Lemon)> Hero TV, <뽀로로와 친구들(Pororo the little penguin)>
GMA 네트워크, <변신자동차 또봇(Tobot)> GMA 네트워크, <꼬마버스 타요(Tayo the Little
Bus)> Yey!15) TV, <로보카 폴리(Robocar Poli)>, Yey! TV, <출동! 슈퍼윙스(Super Wings)>
Yey!

TV

등이

방영된

바

애니플러스아시아(AniplusAsia)를

있음.

한국의

통하여

애니플러스(Aniplus)도

필리핀의

유료

채널16)을

싱가포르
통해

주로

자회사
일본

애니메이션을 방영하고 있음

3

필리핀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현황
 필리핀 BPO 산업 및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성장과 함께 미국의 디즈니, 마블, 워너브로스,
유니버셜스튜디오, 해나-바베라(Hanna-Barbera), 카툰네트워크(Cartoon Netwo 가) 등 주요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은 모두 필리핀 스튜디오에 외주 계약을 맺고 있음. 시간이 지날수록 인력
배출이 늘어나고 애니메이션 산업 클러스터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하청을 위주로 한 필리핀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는 그 숫자나 개별 스튜디오의 크기에 있어 지속 커질 것으로 예상. 해외의
하청 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필리핀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설립 및 발전 과정에서
외국 자본의 투입이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1983 년 필리핀에 지사로 설립된 호주 애니메이션 회사 버뱅크 애니메이션(Burbank
Animation), 현지 자본으로 설립된 옵티픽스 인터내셔널(Optifex International)이 초기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로 꼽히고 있음. 이후 일본 토에이17)와 합자회사로 설립된 토에이

13) 소니 엔터테인먼트 일본, 미쓰이, 토에이애니메이션, TMS 엔터테인먼트가 합작으로 설립한 일본 애니메이션을 전문으로 24시간 방영하
는 케티블 채널. 1998년 설립되었으며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에는 2004년 진출. 필리핀 현지에서는 소니 엔터테인
먼트 재팬(Sony Pictures Entertainment Japan)과 필리핀 케이블 채널 사업자 아시아케이블커뮤니케이션(ACCION, Asian
Cable Communications Inc.)의 합자회사가 필리핀 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14) 2005년 ABC-CBN이 만든 필리핀 최초의 애니메이션 상영 전문 유료 채널로 <모든 애니메이션을 타갈로그어로 더빙한 채널>
을 표방하고 있음.
15) 2011년 ABC-CBN이 만든 애니메이션 상영 전문 유료 채널. 70% 이상 일본 애니메이션을 주로 상영
16) Gsat(위성방송), 스카이케이블(Sky Cable, 유료케이블 채널)을 통하여 필리핀 방영 중
17) 토에이 애니메이션(東映アニメーション), 일본 최대의 애니메이션 제작사로 일본 현지의 유명 만화 원작들의 판권을 구매하여 애
니메이션 작품을 주로 제작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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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Toei

Animation)은

<지아이

조(G.I.

Joe)>,

<트랜스포머(Transformers)>,

<드래곤볼(Dragon Ball)>, <세일러문(Sailor Moon)> 등의 장편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였으며,
국내 자본으로 설립된 탑펙애니메이션(Top Peg Animation)사는 디즈니 텔레비전과 손을 잡고,
TV 용 애니메이션 시리즈물인 <101 마리 달마시안(101 Dalmatians: The series)), <타잔(The
Legend of Tarzan)>, <탐정소녀 킴 파서블(Kim Possible)을 제작하였음. 2016 년 기준으로
필리핀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전체 매출은 약 $2,640 만 달러 수준으로, 아직 2D
애니메이션이 전체 매출의 55%선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대형 5 개 업체18)가 전체 인력의
77%를 고용하고 있음

순번

1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명

개요

- 디즈니 텔레비전 애니메이션의 스튜디오로 출발하여 현재
디즈니, 유니버셜스튜디오, 워너브로스, 문스콥(Moonscoop)
과 전속 스튜디오 형태로 애니메이션 납품
Toon City Animation
- <큐리어스조지(Curious Geroge)> 등의 작품으로 다수
(MORPH Animation, INC)
수상하였으며, 사전작업, 스토리보드작업, Digital 2D, 일반
2D, 플리시 작업, 특수 효과 등 제작 전체에 대한 작업이
가능함

2

Toei Animation
(Philippines)

- 일본 토에이애니메이션의 자회사로써 1986 년에 필리핀에
설립. 2000 년에는 현지 최초로 작업 프로세스를 디지털화
완료
- 주로 토에이애니메이션의 아웃소싱 작업을 수행

3

Philippine Animation
Studio
(PASI)

- 1991 년 설립하였으며, 캐나다 넬바나(Nelvana), 일본 KK
C&D, 워너브로스 등의 수주를 받아 애니메이션 제작

4

5

- 필리핀 애니메이션 회사 시너지 88 과 싱가포르 미디어 회사간
합작회사
- <조지오브정글(George of the Jungle)>을 외주제작하였으며
국산 애니메이션 <바랑아이 143> 제작사

ASI Studios

Top Draw Animation

- 1999 년 설립되었으며, 사전 작업에서 포스트프로덕션까지
전체 과정 외주 가능
- DHX 미디어, SLR 프로덕션, 디즈니, 카툰네트워크에
납품하고 있음

[표 5] 주요 필리핀 국내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 출처 : 인도네시아 비즈니스센터 자체 조사

 현재 필리핀 국내에는 약 100 여 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 11,000 명 수준의 애니메이션 관련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4 년제 대학 과정을 포함한 정규 교육 과정과 비학위 과정의 사설
학교에서 인력이 배출되고 있음. 대학 과정에서의 애니메이션 학과는 전국에 약 35 개 학교에서
애니메이션 전공자를 배출하고 있으며 이 밖에 주요 스튜디오에서는 자체적으로 애니메이션 기술
관련 비학위 교육 과정을 설치하여 인력을 교육하고 있음. 주요 교육과정으로 아시아
퍼시픽칼리지(Asia Pacific College), 아테네오대학교(Atedeo de Naga University), 필리핀
18) Toon City Animation(www.tooncityanimation.com), Toei Animation Philippines, Philippine Animation Studio, ASI
Studios, Top Draw Animation(www.topdrawanim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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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Diliman 캠퍼스), 툰시티아카데미(TCA, Toon City
Academy), 마카티대학교(University of Makati), 드 라살대학교(De La Salle University),
정보통신아카데미(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cademy),

STI 칼리지(STI College) 등이 있음
 최근에는 애니메이션 교육 및 진흥과 관련하여 한국과 많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지난 2 월에는
한·아세안센터가 주최한 필리핀콘텐츠산업협력 행사19)를 개최하면서 현지 애니메이션 회사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 필리핀 비즈니스 포럼, 1:1 비즈니스 미팅, 필리핀 내 주요 기업 및 협회
방문을 통해 양국간의 협력 기회를 모색하였음

19) 동 행사에서는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KAPA, Korea Animation Producers Association)와 필리핀애니메이션협회간에 업
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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