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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웹툰 시장 발전 현황

1) 기술 응용으로 웹툰 시장의 혁신 발전 추진
젊은 사용자를 중심으로 운영된 웹툰산업으로서 콘텐츠 아이디어와 혁신력의 끊임없는 업그레이드된
융합은 사용자들의 주목을 이끄는 중요한 수단이자 시장 발전의 강력한 원동력임. 현대 과학기술이
깊숙이 적용됨에 따라 AI, 5G, VR/AR 등이 업계에 새로운 비전과 상상의 공간을 마련해 주고 있음.
 AI 기술
‥ 웹툰 작품 창작 기업인 추만(触漫)의 경우 사용자가 직접 콘텐츠 제작, 혹은 AI 자동 덧칠
기능을 보유한 응용 프로젝트로 애니메이션 콘텐츠의 제작 과정을 스마트화 하여 창작의
효율을 높임.
 5G 통신 기술
‥ 아이치이(爱奇艺)는 5G와 AI기술에 힘입어 스마트 합성, 다이내믹 캡처 등 기술 운용을
애니메이션 산업의 여러 분야에 적용하여 애니메이션 생산성과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켰음.
 증강현실
‥ 증강현실 기술과 애니메이션산업은 심도 있는 융합 발전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VR/AR로
선도하는 콘텐츠 생산, 기술 혁신, 업계 애플리케이션 솔루션 및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문화 아이디어 분야의 새로운 경험으로 광범위한 사용자 그룹을 초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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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웹툰 시장의 경제 환경
2019년 이래 <사람이 아니올시다(非人哉)>, <마도조사(魔道祖师)> 등 IP를 중심으로 영상, 소설,
애니메이션 개편 산업이 뚜렷한 활로를 모색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이 완성되고 있음. 한편 중국 내
<나타지마동강세(哪吒之魔童降世)>, <나소흑전기(罗小黑战记)>, <백사·연기(白蛇·缘起)> 등 시장
반응과 평판이 높은 애니메이션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음. 이 가운데 <나타지마동강세>가 2019
년도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함과 동시에 중국 내 대표로 오스카 작품에 후보로 올랐으며,
애니메이션 및 영화들이 선방하면서 시장의 영향력이 크게 높아졌음. 다방면에서 호재로 2019년에
웹툰 및 관련 분야 자본이 환류로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음.
2019년, 중국 애니메이션 관련 분야 투·융자 건수는 약 49건으로 100억 위안에 육박하였음. 이
중 텐센트는 웹툰(애니메이션) 시장의 최대 투자자로 떠올랐음. 2019년에는 레크리에이션 분야
투자 20건 중 애니메이션 관련 투자는 5건에 달했음.
No

날짜

투자 대상

투자 금액

단계

투자 자본

1

2019.01.07

ASK동화(ASK动画)

1,000만 위안

A+라운드

2

2019.03.25

치링스(七灵石)

1,000만 위안

A+라운드

비리비리

3

2019.05.28

만본(漫本)

미발표

A라운드

즈신자본(挚信资本)

4

2019.06.01

쯔레이위(子非鱼)

3000만 위안

A라운드

5

2019.06.20

A4만업(A4漫业)

1000만 위안

A라운드

산챤자본(三千资本),

아이

치이 등

댠훈네 트워크(电魂 网络),
챤하이천팅(前海晨廷)
웨원그룹(阅文)
미하유(米哈游), 심천허우더

6

2019.07.05

아이만애니메이션(艾漫动漫)

수천만

C라운드

챤하이펀드(深圳厚德前海基
金)
퉁촹웨이예(同创伟业),

치

7

2019.07.29

추만(触漫)

6,000만 위안

B라운드

8

2019.08.27

콰칸만화(快看漫画)

1.25 억 달러

전략

9

2019.09.17

스쯔싱(十字星)

수천만

A라운드

10

2019.10.18

둥만사(冬漫社)

미발표

전략

11

2019.10.21

치무문화(琦木文化)

미발표

A라운드

챤하이리창룽(前海立昌融)

12

2019.11.13

란예문화(燃也文化)

1,000만

A라운드

텐센트

밍촹토(启明创投) 등
텐센트 등
콰이서우(快手), 텐센트
랸상문학

데이터 출처 : 온라인 공개 자료, 이관(易观, 데이터 조사 업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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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웹툰산업의 다양화 사업 배치
콘텐츠 혁신 및 지속적인 콘텐츠 생산
 인터넷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는 형식적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젊은 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콘텐츠 체험에 있어서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함. 우수한 원작 콘텐츠,
메이저 IP 개편, UGC 콘텐츠 육성, 또한 음악 및 실시간 댓글, 동영상 등을 삽입한 '만화+
애니메이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생산됨.
사용자의 충성도 향상
 사용자 개개인의 스타일, 사용 습관, 콘텐츠 선호 등에 의해 만들어진 세밀화된 운영 전략을
구축함. 기존시장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사용자와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리텐션을
향상시킴으로써 현 단계 플랫폼의 중요한 발전 목표가 됨.
효율적인 콘텐츠 배포
 웹툰 시장의 콘텐츠 생산성이 향상되고 공급측이 폭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플랫폼은 사용자의
취향에 가장 맞는 콘텐츠에 신속하게 매칭되도록 제공해야 함.
 인터넷 엔터테인먼트 시장은 점차 긴 동영상/쇼트클립 산업과의 융복합 발전으로 가고 있으며,
웹툰 플랫폼은 이 형식에 힘입어 여러 가지 경로의 마케팅 사례를 창출하고 있음.
원활한 비즈니스 모델
 파생상품 개발 : 2차원 파생상품 시장은 큰 비즈니스 공간을 갖고 있지만, 애니메이션 분야 및
웹툰은 이 방면에서 아직 개척이 필요함.
 IP 연동 : 향후 플랫폼은 콘텐츠 IP를 중심으로 영상, 만화, 음악, 게임 등의 개발 차원을 늘려
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함. 실제 이야기를 소재로 한 만화를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한
콘텐츠가 중국에선 아직 걸음마 단계인 만큼 사용자의 수용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시장 리스크가
높은 만큼 현 단계에서는 애니메이션으로 한 개편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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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메이저 웹툰 기업 운영 전략
이관(易观, 중국의 빅데이터 조사기관)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동안 웹툰 분야의 앱 중
콰이칸만화(快看漫画)가 평균 3,504만 5,700명으로 월 사용자가 가장 많았고, 업계 점유율도 25.
9%로 1위를 차지하였음. 텐센트 애니메이션 및 웨이보 애니메이션의 경우 각각 중국 IT의 거장인
시나 웨이보와 텐센트 그룹으로 최근 몇 년간 웨이보 애니메이션이 점차 텐센트 애니메이션을
추격하고 있으며 이 두 그룹이 2위 자리를 다투고 있음. 그 다음으로 샤오밍타이지(小明太极 중국
후베이성의 만화, 웹툰 기업) 산하의 즈인만커(知音漫客), 만커잔(漫客栈), 만화타이(漫画台),
아이사만화(爱飒漫画), 선만화(神漫画), 아이요우만(爱优漫), 쿠만만화(酷漫漫画) 등의 8대 웹툰
플랫폼들이 4.98%를 차지하여 업계의 3위를 달리고 있으며, 각각 특유의 스타일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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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메이저 웹툰 플랫폼 MAU（Monthly Active User）규모

|그림 1| 이미지 출처 : 이관 데이터(www.analysys.cn)

1) 콰이칸만화(快看漫画)
콰이칸만화는 빠르고 안정적인 융자 진행으로 자본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최신 융자에서 텐센트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콰이칸만화는 양호한 발전 전망이 있음.

콘텐츠는 웹툰 플랫폼 경쟁의 바탕으로서 마찬가지로 콰이칸만화 비즈니스 사업 구성의 중점임. 20
19년에는 콰이칸만화 앱에 콘텐츠 및 사용자 서비스를 중심으로 대화소설 코너 신설, 젊은 이용자의
'가볍게 읽기' 선호도 상승 추세에 맞춰 이미지에 댓글 삽입, 동영상에 댓글 삽입 등의 몇 가지
기능을 업그레이드하여 다양한 기능을 통해 재미를 더함.
만화 외에 이미지, 음성, 동영상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형태를 꾸준히 도입하여 차별화된
우수한 콘텐츠 커뮤니티를 조성하였음.
<여자 거인도 연애가 하고 싶어(女巨人也要恋爱)>, <달콤하게 물린 자국(甜美的咬痕)> 등에 이어
콰이칸만화는 스케쳐스(SKECHERS)와 지속적인 제휴로 콘텐츠 범위를 넓힘과 동시에, 스케쳐스
유행공원의 힘을 빌려 인터넷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의 출시로 양방향으로 인터렉티브 융합을 모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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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오빠 좀 데려가(快把我哥带走)>가 영화화에 성공함에 따라, 콰이칸만화는 상위 브랜드 IP
축적 및 우수한 콘텐츠 수출 등 양방향의 발전 능력을 조성하고 산업화의 길을 열어, 일련의
비즈니스 현금화를 시도하며, 후속으로 IP개발, 광고, 콘텐츠 유료화, 게임, 전자상거래 등의 분야로
넓히고 있음.
2) 웨이보 애니메이션(新浪动漫)
웨이보 애니메이션은 시나 웨이보 산하 애니메이션 수직 영역의 운영 주체로서, 소셜 영역에서의
데이터 자원을 바탕으로 애니메이션을 핵심으로 하는 범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하는
동시에 콘텐츠 업계 간의 제휴를 통해 다각화된 IP 육성 체인을 시도하여 사업을 추진함.
'연예인+애니메이션' 새로운 인터액티브 모델 탐색
 8월에 웨이보 애니메이션이 '차세대 문화(次世文化)'와 EXO의 전멤버인 타오의 2차원 IP
‘타오스만(韬斯曼)’ 개발 관련 합작 사업을 진행하였음. '스타 IP+애니메이션 콘텐츠'의 연동
마케팅을 펼치며 시리즈 만화 <타오스만자부자(韬斯曼炸不炸)>의 독립 콘텐츠 플랫폼으로
작품을 배포함. 웨이보 애니메이션은 웨이보의 소셜 분야의 자원을 활용하여 연예인과
애니메이션 팬들의 시장 영향력을 통해 전략적인 마케팅을 펼침.
우수한 웹툰 저작권 센터
 웨이보 애니메이션은 2019년 초 <하오구스지화(好故事计划)>를 내걸고 첫 빅데이터 콘텐츠
창작 시스템인 '링윈(凌云) 시스템'을 발표해 현재까지 5,000여 작품을 출시함. 2019년, 웨이보
애니메이션은

현실주의

소재를

지향하며

<나의

신화는

이렇게

싹트지

않는다

(我的神话不可能这么萌)>, <조커 집행자(王牌执行人)> 등의 작품이 잇따라 출시되었음.
 웨이보 애니메이션은 웹툰 업계 가운데 최초로 '공업화' 콘텐츠 창작을 제안한 애니메이션
플랫폼으로, 웨이보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기존에 콘텐츠 창작 체계를 타파하고 콘텐츠 상품을
수출하여 현재 중국 내 최고의 만화 저작권 허브로 자리매김하였음.
업계 영향력 강화
 7월에 '아시아 애니메이션 차트(亚洲动漫榜)'를 재개하고 <2차원 이미지 백서(二次元形象白皮
书)>를 발표하여 업계 내 메인 플랫폼이라는 이미지의 영향력을 강화함. 8월에 '2019 인기 슈퍼
스타 페스티벌-애니메이션 페어(2019超级红人节动漫分论坛)'를 개최하고 <웨이보 애니메이션
분야 백서(微博动漫领域白皮书)>를 발표함.
 상위 브랜드 플랫폼인 웨이보 애니메이션은 적극적으로 업계협회와 연합하여 업계의 데이터,
순위를 발표하고 만화 업계의 빠른 발전 및 전반적인 분야의 영향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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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텐센트 애니메이션(腾讯动漫)
날짜

내용

2018.11

보동싱치우(波动星球) 1.0 정식 출시

-

텐센트는 애니메이션 분야 3대 제품을 구성하여 중국산 동만(国漫)
IP의 플래그십 플랫폼인 '텐센트 애니메이션', 중국산 동만 1위
동영상 플랫폼인 '텐센트 동영상 애니메이션 채널', 중국 내 최대 A
CG 콘텐츠 커뮤니티인 'boodo' 구축에 주력함.

2019.08.27
2019.09.17
2019.11.13

텐센트는 광웬자본(光源资本)과 연합하여 콰이칸만화에 총 1억 2,5
00만 위안을 투자함.
텐센트는 콰이셔우(快手)와 공동으로 만화 제작사인 스즈싱(十字星)
에 수천 만위안 A+라운드를 투자함.
텐센트는 1천만 위안의 거래 금액으로 만화 콘텐츠 사업자인 '
란예원화(燃也文化)'를 투자하였음.

텐센트는 2019년 7월까지 BiliBili, 위엔리동만(原力动画), 톈원쟈오촨(天闻角川), 후이멍동만(绘梦动
画), 쉬엔지 테크놀리지(玄机科技), 쥔하오홍펑(骏豪宏风) 등 20여 개의 만화콘텐츠 제작사를
투자하였음.
4) BiliBili만화(哔哩哔哩漫画）
메인 사이트에 만화 채널을 출시하고, 독립적인 만화 플랫폼 개발, 왕이(网易) 만화 인수 및 텐센트
애니메이션과의 전략적 제휴, 전면적인 자원 통합으로 BiliBili는 2차원 분야의 비즈니스 구성이 한층
더 강화됨.
2차원 사용자의 주요 집결지 중 하나로서 BiliBili는 선천적인 만화 생태계 요소를 갖추고 있음. 산업
배치는 비교적 늦었지만 내외부 콘텐츠 및 사용자의 자원을 전면 통합한 뒤 핵심 사용자층을 활용해
향후에도 큰 상상의 공간을 갖게 될 것으로 판단됨.

2019년 8월, BiliBili의 메인 사이트가 만화채널을
출시한 후, 본격적으로 BiliBili 만화와의 합작을 시작함.
BiliBili는 왕이만화 누적 20,000편이 넘는 만화작품 및
독자적으로 600여 명의 국내외 만화가와 계약하였고
모바일 단말에서 4,000만 명에 육박하는 가입자를
확보했음. 이 밖에도 마블 시리즈, 슈에이샤(集英社),
쟝단샤(讲谈社) 등 1,000권이 넘는 해외 만화 작품과
관련된 권익도 확보하였음.
2018년 11월, BiliBili 만화가 일본 만화와 국내 만화
업로드 된 해외정식버전을 정식으로 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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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웹툰 시장 발전 트렌드
기술 혁신, 웹툰 시장 발전 추진
 5G 시대가 도래하고, 4K, AR, VR 등의 기술은 게임, 라이브 방송, 레크리에이션 분야에 이미
큰 발전 계기가 되었고, 본격적으로 만화산업에도 콘텐츠 생산 및 형식 등 다방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구둬(骨朵)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에만 68편의 새로운 플래시 만화가 출품되었고
출품된 작품 수는 4,616에 달하여 2018년 상반기보다 수치적으로 증가폭이 컸음. 새로운
콘텐츠 형태의 빠른 유통은 다양한 혁신 기술에 힘입어 젊은 사용자들의 엔터테인먼트 체험에
대한 차별화된 수요에 부응하고 있음.
2018~2019 플래시 만화 출품 현황

|그림 2| 데이터 출처 : 구둬 데이터

 플래시 만화, 플래시나 이와 비슷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만든 만화임.

|그림 3| 이미지 출처 : 이관 데이터(www.analysys.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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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화 콘텐츠 소재
 2차원 문화가 지속적으로 수출되면서 이전의 애니메이션 시장의 아동 연령층에 대한 기존
이미지를 바꾸었고 성숙한 소재 및 콘텐츠가 쏟아지기 시작함.
 고연령층 콘텐츠 사용자 규모가 크고 유료 서비스 수요도 높으며 고연령층의 취향에 맞춘
콘텐츠는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음.
 인기 있는 여성향, 판타지 등의 소재 외에 최근 몇년 웹툰 작가들이 도시적인 소재, 미스터리
등 새로운 장르에 집중하여 작품을 창작함.
 콘텐츠 규모에 대한 시장의 수요 증가함으로 웹툰 시장은 점점 더 공업화되고 있음. 일례로
웨이보 애니메이션의 자가 연구 '링윈 시스템(凌云系统)'과 같이, 웨이보 +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스토리 자원과 사용자의 취향 및 콘텐츠를 맞춤화시킴.
 몰입식 체험을 특색으로 한 VR만화는 저자에게 창조적인 권한을 이양하여 더 이상 신(scene)과
도구에 구애받지 않고 콘텐츠에 대한 생각을 풍부하게 함.
 클라이언트에서는 독자에게 더욱 참여감 및 관람 체험을 부여하며, 강력한 대입감은 독자와
콘텐츠의 상호작용과 유대감을 더욱 심화시킴.
웹툰 플랫폼 간의 경쟁 심화
 사용자의 유료화 습관 양성 및 상위 브랜드 콘텐츠의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상위 브랜드 플랫폼은
다원적인 현금화 채널과 성숙한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하고 있음. 이용자의 구독 외, IP를
중심으로 출판물, 영상, 음악, 게임, 파생상품, 오프라인 엔터테인먼트 등을 포함하여 산업체인의
개발 능력은 미래 플랫폼이 시장에 발을 디딜 수 있는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임.
 심층적인 산업체인 배치를 통해 단일적인 만화 작품 생산에서 범엔터테인먼트 시장의 자원으로
업그레이드에 온 힘을 다하고 기업이 자생력을 강화하며 사용자와 시장을 다툴 수 있는 운영
이슈이기도 함.
<우리 오빠 좀 데려가> 콘텐츠 IP 개발 분야

웹툰

애니메이션

영화

웹드라마

파생상품

중국산 웹툰 작품 인기 상승
 대량의 콘텐츠와 채널의 퀄리티 증가로 중국이 육성하고 있는 IP 생태계가 양적으로 도약하면서
영상, 문학, 게임, 애니메이션 분야의 IP가 국제화에 나섬. <호요소홍랑(狐妖小红娘)> <일인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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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人之下)> 등은 해외에서 방영되자마자 많은 토론과 높은 평점을 받았음. 5월 29일 발표된 <2
018-2019년도 문화IP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TOP20 중국 IP 중 중국 전통문화 요소를 띤 IP
비율이 75%에 이르렀음. 중국 무협문화나 전통의 역사 문화를 담은 제품은 여전히 해외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중국 문화상품 유형임. 향후에도 마블과 같은 강력한 IP가 육성되고 미국,
일본, 한국처럼 만화산업을 하나의 문화수출로 삼을 것임. 사용자의 취향에 맞추는 것과 자신의
문화적 매력을 발휘하는 것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룰지가 중국 문화 콘텐츠 생산과 해외
진출의 중요한 키워드임.

|그림 4| 이미지 출처 : 이관 데이터(www.analysys.cn)

 웨이보 애니메이션은 NCSOFT(엔씨소프트), MUNPIA(문피아) 등 세계적으로 저명한 업체와
해외 제휴를 맺고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중국산 만화의 수요와 유료화 이익의 기반을 다짐. 해외
지역에서 중국산 만화에 대한 높은 인정과 해외 업무에 따른 수익도 웨이보 애니메이션이 서유
럽, 북미, 남미 등으로 비즈니스 라인을 넓히는 데 일조하였음.
 <크립톤 게임(氪命游戏)>, <나의 약혼자 후보(我的未婚夫候选人)> 등은 여러 차례 해외 만화 CO
MICO 인기 순위 1위에 올랐음. 웨이보 애니메이션 해외판권사업은 향후의 해외 상업화를 위해
기초를 다지고 있으며, 웨이보 애니메이션은 정기적으로 해외 시장에서 검증된 우수한 작품을
맞춤형으로 선별하여, 플래시 만화, 라디오 방송극, 쇼트클립 드라마 시리즈, 리딩 제품, 게임
연계 및 영화화 개발을 지원하여 우수한 작품을 다각화하고 최적화함.

코로나19, 중국 웹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업계의 특성상,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의 영향에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임. 여름 및
겨울방학은 만화업계 신작들의 집중적으로 출시되는 기간이므로 상당수 신제품 제작은 이미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 진행되어 전반적인 생산 계획에 거의 차질을 빚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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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적으로 볼 때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많은 업계의 발전에 먹구름이 끼고, 경제적
스트레스를 받으며 많은 업계의 현금 흐름에 차질이 생겨 만화 업계의 롱테일 플랫폼은 1분기에
현금 유동 위기에 직면해 업계는 상위 브랜드 플랫폼을 제외하고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도 있음.
 창작자의 권익 및 고퀄리티 작품 창작, 업계의 생산능력을 보장함으로써 업계의 현금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만화회사들이 2월에 재택 업무 형태로

복귀하면서 업계 특성상 타격이 크지 않고 만화 창작자가 평소처럼 집에서 창작을 하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의 격리가 창작에 영향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업데이트 빈도가 늘어남.
 코로나19로 인해 단기간에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뒤집고, 사용자의 자기격리 기간 중 콘텐츠
소비 시간을 자극하였음. 하지만 동영상, 쇼트클립 및 인터넷 문학 등이 많은 사용자를 점유한
데다 만화 시장 규모가 작고 특히 유료 가입자 층과 유료 지표의 성장엔 한계가 있음.
 만화업계 최고의 IP, 우수한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다는 것은 만화업계의 정예시대
특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향후에 업계는 우수한 인터넷 문학 IP 또는 오리지널 IP 등의
개발과 같은 양질의 인터넷 콘텐츠 IP 개발에 주력할 것임.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좌절됨. 만화업계로서는 웹툰 작품 전시 행사,
스토어 판매 등 비중이 작은 오프라인 파생 분야에 큰 충격을 주고 있음.
 향후 VR, AR 등 풍부한 콘텐츠 신(scene) 요소로 각 협력 업계는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과
부가가치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에 적극 모색할 것임.
*본 보고서는 이관(易观)의 '2020中国互联网漫画市场年度分析' 보고서를 참고해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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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안내
I.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천비즈니스센터 소개
순서
1.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천 비즈니스센터 안내
2. 2019년 심천비즈니스센터 문화산업 연구보고서
3. 심천비즈니스센터 투자자 연합체 운영 안내

1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천 비즈니스센터 안내

운영 목적
 한국 콘텐츠기업의 남부 진출에 필요한 맞춤형 현지종합서비스 제공
공간 구성
 심천소프트웨어 산업단지 1동 7층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천비즈니스센터)
사무공간, 스마트 오피스, 콘텐츠 쇼룸, 비즈니스 회의실 등. (약 230㎡)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천비즈니스센터 사무공간
이용 안내
 대상 : 중국 남부 진출을 원하는 모든 한국콘텐츠기업
문의 사항 (※ 세부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영준 센터장 (전화 : +86-755-2692-7797, 이메일 : pinoky14@kocca.kr)
 왕자오디 주임 (전화: +86-755-8657-3307, 이메일: wangzhaodi@kocc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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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년 심천비즈니스센터 문화산업 연구보고서
목적
 2019년 글로벌 마켓리포트
- 중국 내 콘텐츠 관련 주요 마켓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심층적인 정보 제공
- 심층보고서를 통해 중국 시장 진출 전략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2019년 중국 문화산업 기업 디렉토리북
- 중국 문화콘텐츠 산업 이해도 제고 및 중국 시장 진출 확대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최신
정보 제공
- 핵심 기업, 인물, 이슈 조사를 통해 중국 현 인프라를 확대하여 한국 콘텐츠 기업 대상 실질적인
정보 제공과 비즈매칭 기회 창출
주요 콘텐츠
 2019년 글로벌 마켓리포트 - 상해라이선싱엑스포
- 상해라이선싱엑스포 마켓 관련 기본 정보 조사
- 중국 캐릭터·라이선스 산업 현황 및 트렌드 분석
 2019년 글로벌 마켓리포트 - 심천하이테크페어
- 심천하이테크페어 마켓 관련 기본 정보 조사
- 중국 VR/AR 산업 현황 및 트렌드
 2019년 중국 문화산업 기업 디렉토리북(북경/심천 센터 공동 조사)
- 분야별 중점기업의 사업체 현황 조사 (총 340개)
게임(80개), 만화(60개), 방송(40개), 애니메이션(55개), 음악(50개), 문화산업플랫폼(25개), 투자(30개)
- 분야별 주요기업 리스트업 (총 1,750개)
게임(400개), 만화(300개), 방송(300개), 애니메이션(300개), 음악(450개)
※ KOCCA 홈페이지 www.kocca.kr - 콘텐츠지식 – 보고서에서 무료다운로드 가능
문의 사항
 남궁영준 센터장 (전화 : +86-755-2692-7797, 이메일 : pinoky14@kocca.kr)
 왕자오디 주임 (전화: +86-755-8657-3307,

3

이메일: wangzhaodi@kocca.kr)

심천비즈니스센터 투자자 연합체 운영 안내

연합체 개요
 명칭 :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천비즈니스센터 투자자 연합체
 임기 : 2020년 1월 ~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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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 심천현지 투자 전문가 10명
지역

성 명

소속 / 직위

소개 및 약력
·IDH 공동창업주

유양

IDH투자/투자총감

·30여개 항목 투자, 일부 항목 B,A,T 투자 및 금융
투자
·중국방송프로그램 <역전> <엄마 어디 가> <루퍼트

중 국
왕자은

중미롱이창업투자/대표

캐리>, <푸르투어> 다수 투자
·과학 기술 농업 프로젝트 투자

방위권
지역

성 명

심천시신안신청사투자/대표
소속 / 직위

·혁신 단지, 주식 투자, 종합 금융 서비스 투자
소개 및 약력
·금융투자 및 플랫폼 운영자

왕즈안

조이테크/대표

·심천시보안구 과학 기술국 봉황 테크놀로지 프로젝트
총 책임자

심천창의투자그룹 /
왕샤오란

투자책임자

·심천시 보안구 문화 체육 산업 협회 비서장

심천시보안구문화산업협회

·F518창의특구에 참여한 기업들 위주 투자 진행

/비서장
심천창의투자그룹/이사
종재헌

심천시보안구문화산업협회
/부비서장

중국

후택남
장양양

오건

·총자산 25억위안 달성
·주요투자영역 ： 문화교육, 문화단지, 여행관광산업

심천완테크그룹/

·중싱 통신 상업 투자 진행

투자책임자

·주로 해외 진출 중심 업무에 중점 투자

산호군코랄그룹/
투자책임자
Techcode투자/
투자책임자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투자
·Evering 텐센트 투자
·태광 산업 서비스, 매니지먼트 투자, 사이프리히,
순화 에너지 등 5개 기업 (4년간 투자 경험)
·심천시남산 투자클럽 집행 이사장

리자

심천시위인창투자관리유한

·심천시 운립 투자 관리 공사 창업자

공사/이사장

·스타트업 중점 투자 구도
·군민 융합 산업, 인공 지능, 디지털 문화, 콘텐츠 위주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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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 비즈니스센터 담당자 연락처
남궁영준 센터장

+86-755-2692-7797

pinoky14@kocca.kr

정의봉 주임

+86-755-2692-0717

jeb666@kocca.kr

왕자오디 주임

+86-755-8657-3307

wangzhaodi@kocca.kr

발행인

김영준

발행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35(빛가람동 351)
전화 1566-1114
www.kocc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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