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7, No.7, July (2017), pp. 671-678
http://dx.doi.org/10.14257/ajmahs.2017.07.27

광고산업과 영화산업의 산업연관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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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광고산업과 영화산업의 산업연관분석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하였
다. 분석 결과, 1993년부터 2008년까지 생산유발효과가 증가 추세를 보여 광고산업의 증가가 영화산업
의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다시
감소하였으며, 2014년에는 0.028원으로 이전보다 생산유발효과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광고산업의 영
향력이 안정적이진 않았다. 부가가치효과의 경우, 연도별로 등락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산업
의 전방연쇄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감응도 계수를 살펴본 결과,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방연쇄효과를 나타내는 영향력 계수의 경우에는 1998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을 기점
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광고산업이 미디어 산업에 미치는 후방연쇄효과가 크다
는 기존연구[11]의 결과를 재확인하였으며, 광고산업이 영화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광고산업이 영화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광고산업의 산출물의 투입
에 따른 영향력을 검증하였으나, 후속연구로서 영화산업에 대한 광고산업의 영향력과 출판, 방송 등
의 타 산업 간의 비교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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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conducted an industry input-output analysis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advertising
industry on the movie industry. As a result, the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increased from 1993 to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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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t decreased from 2009 to 2012. In 2014, the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increased to 0.028 won.
Value added effect is found that it fluctuated yearly. As a result of the sensitivity coefficient of the
advertising industry, it decreased increasingly. In the case of the influence coefficient for backward linkage
effect, it showed a decreasing tendency after 1998, but it increased from the beginning of 2009.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e of the advertising industry on the input of the output by analyzing the impact of
the advertising industry on the movie industry. As a follow-up study, it is necessary to compare the impact
of the advertising industry on the movie industry and other industries such as publishing and broadcasting.
Keywords : advertising industry, film industry, input-output analysis,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Value
added effect

1. 서론
광고는 기업의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활용되는 핵심적인 마케팅 도구[1]로서 기업의 성장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소비를 증진시켜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다. 광고의 역할이 증대
됨에 따라 광고산업의 다른 산업과의 상호 의존성이 높아졌으며, 다른 산업의 발전과 변화에 영향
을 미치게 되었다[1][2]. 특히, 양면시장의 특성을 갖는 미디어 산업에서 광고는 산업의 비즈니스
모형을 구성하는 중요한 의존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3].
미디어 산업의 영화산업과 광고산업과의 상호연관성이 높다. 영화산업의 경우에는 영화티켓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직접판매 형식이 특징이다. 영화의 관람은 영화 티켓을 구매한 관객에게만
한정되기 때문에 다른 매체에 비해 비배제성이 한정적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광고주에게는 영화관
이라는 장소의 특수성이 만들어낸 한정적인 비배제성 때문에 매력적인 광고 창구이다. 광고 수용
자가 다른 매체를 통해 시청할 때 보다 몰입할 수 있기 떄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또한, 각 영화의 특성마다 관객의 연령대와 특성이 자연스럽게 나뉘어져 광고를 보는
수용자를 타겟팅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화관의 수익구조에서 광고는 영화티켓 판매와
매점매출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7].
광고시장의 경우,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콘텐츠 산업에의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미디
어산업을 광고의 창구로만 활용했던 것에서 직접 투자를 함으로써 수익을 발생시킬 필요가 생긴
것이다[8]. 영화산업이 전통적인 관점에서 광고의 창구인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가졌다면, 광고산업
의 자금이 영화산업에 유입됨에 따라 광고산업이 영화산업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광고산업의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영화콘텐츠가 각광을 받고 있는 환경적 변화로 인해 두 산업
간의 관계가 향후 더 긴밀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영화산업에 대한 광고
산업의 영향력을 탐구하는 것은 산업적·정책적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하여 광고산업과 영화산업과의 개별 산업 간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광고산업의 영향력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여, 광고산업의 영향력을 살
펴본다. 둘째, 광고산업과 영화산업의 범위를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정의
한다. 셋째, 광고산업이 영화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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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논의
1) 광고산업과 영화산업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2016년 조사한 <2016 방송통신광고비조사>에 따르면, 국내 광고산업
의 성장률은 2017년 1.8%로 나타났다(KOBACO, 2016). 광고산업 총 매출액의 35.8%로 가장 큰 비
율을 차지하는 방송분야(지상파 TV, 케이블 TV, 라디오)의 성장률은 2017년 –0.4%로 전년대비

7% 상승했으나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4]. 따라서 전통적인 수익모델에서 벗어나 매출 증
대를 위한 새로운 수입원의 모색이 요구된다. 실제 광고 분야의 사업 다각화가 시도되고 있으며,
콘텐츠 분야에서는 영화 제작에 투자하고 있다. 예를 들면, 광고회사 이노션은 영화 <해무>, <허삼
관> 등에 투자하였으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는 2016년 <검사외전>, <밀정> 등 영화작
품에 직접 투자하여 콘텐츠 산업과 관련한 새로운 수익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5]. 광고 분야의 사
업 다각화로 인해 광고 기업들이 영화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광고산업과 영
화산업 간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나 실무적인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영화산업에서 광고는 영화관의 수익구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영화관
의 전체 매출에서 광고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CGV는 10.7%를, 롯데 시네마는 30%, 메
가박스는 17%를 차지했다[6]. CGV의 경우, 2016년 1분기를 기준으로 관람료 매출이 69%, 매점매
출이 18%, 광고 매출이 10%를 차지하여 매점매출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7]. 영화산업의 구조를 살펴보면, 영화관은 과점시장으로서 관람료 수익이 안정적이다. 여러 영
화를 동시에 상영하여 위험요소가 상쇄되기 때문에 영화콘텐츠의 흥행기록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
이다. 광고 매출은 타겟층과 영화 관객층 간의 적합성과 영화의 잠재 관객규모에 영향을 받기 때
문에 광고 집행률이 상이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 하기 어렵다. 그러나 광고주들이 극장광고를
하나의 새로운 광고 미디어로 인식하고 있으며,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영화관의 기회요
인으로 작용한다[9].

2) 광고산업의 파급효과 선행연구
산업연관분석(input-output analysis)은 산업 간의 거래관계 속에서 각 부문별로 발생하는 생산요
소의 투입과 서비스와 재화의 흐름 등을 나타내는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산업 간의 상호연관성을
분석하는 것을 일컫는다[10]. 주요 분석지표로는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가
있다. 생산유발계수는 최종수요의 변화에 따른 생산파급효과를 나타내며, 최종수요와 부가가치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있다. 산업연관분석은 각 산업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연도별로 살펴보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산업의 성장 및 변화에 따른 영향력 추이를 비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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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광고산업에 대한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한 연구들은 주로 광고산업이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았다. [11]은 2003년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국내 전체 산업에 대한 광고산업의 생산,
투자가 다른 산업의 생산, 부가가치 ,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광고산업은 높
은 생산유발효과, 높은 공급지장효과, 낮은 물가파급효과, 낮은 전방연쇄효과, 높은 후방연쇄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은 1985-1990-1995년도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광고산업의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광고산업
의 수입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가격파급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부가가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12]의 광고산업에 대한 다른 산업연관분석 연구에서는 구조분해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광고산업의 성장요인에 영향을 미친 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의 성장요인이

1985년도부터 1995년 사이의 광고산업의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의
연구에서는 높은 중간 수요율에 근거하여 광고산업이 다른 산업과의 높은 상호 연관성을 가진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11]의 연구에서는 1990년부터 2007년까지의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광고산업의 파급 효과의 변
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수요유도모형과 함께 공급유도모형, 레온티에프 가격모형을 적용하여, 광고
산업의 외생변화가 다른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생산유발효과의 경우, 1990
년부터 2007년까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부가가치 효과는 1995년 감소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급지장효과는 점차 감소하였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1993년, 1995년, 1998년, 2000년과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산업연관표를 활용하
였다. 산업연관표의 통합대분류 방식은 2003년, 2008년, 2012년을 거쳐 통합 및 세분화하였기 때문
에 이전의 산업연관표는 2012년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였다. 광고산업의 범위는 산업연관분석표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이‘광고업’으로 정의하며, 영화산업의 범위는 산업연관분석표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이‘영상, 오디오물 제작 및 배급업’과‘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을 포함한 것으로 정의한다[14].
본 연구에서는 광고산업이 영화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로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효과, 전방연쇄
효과, 후방연쇄효과를 분석한다. 생산유발효과는 투입된 산업의 산출이 1원 증가할 때 타 산업의
생산이 얼마나 유발되는가를 살펴보는 지표이며, 부가가치효과는 산업의 산출이 1원 증가할 때, 타
산업에 유발하는 부가가치의 유발액에 대한 지표이다. 마지막으로 전방연쇄효과와 후방연쇄효과는
각각 감응도계수와 영향력계수로 살펴본다. 전방연쇄효과는 다른 산업생산의 투입되는 자원으로서
광고산업을 파악하는 것이며, 후방연쇄효과는 최종재로서의 광고산업을 두고, 광고를 생산하기 위
한 투입자원으로 다른 산업을 파악하는 것이다[15]. 일반적으로 감응도계수와 영향력계수가 1보다
크면 평균보다 큰 것으로, 1보다 작으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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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표 1]은 광고산업이 영화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생산
유발효과의 경우, 1993년부터 2008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다시 0.01
원대로 감소하였다. 2013년에는 0.033원, 2014년에는 0.028원으로 이전보다 생산유발효과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효과의 경우, 1998년, 2008년, 2009년, 2013년, 2014년에 각각 0.004원,

0.004원, 0.005원, 0.006원, 0.005원으로 반등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도별로 등락이 빈번한 것으로 나
타났다.
[표 1] 영화산업에 대한 광고산업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효과, 전방연쇄효과, 후방연쇄효과 추이
[Table 1] Production inducement, value added, forward linkage, and backward linkage effect of
advertisement industry in movie industry

연도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2014

0.028

0.005

2013

0.033

0.006

2012

0.014

0.002

2011

0.016

0.002

2010

0.016

0.002

2009

0.019

0.005

2008

0.024

0.004

2007

0.025

0.001

2006

0.026

0.001

2000

0.013

0.002

1998

0.008

0.004

1995

0.019

0.001

1993

0.011

0.001

전방연쇄효과를 알기 위해 감응도 계수를 살펴본 결과,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방연쇄효과를 나타내는 영향력 계수의 경우, 1998년(1.351) 이후, 2000년에는 1.191로 감소 추세
를 보이다가 2009년(1.100)을 기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특히, 전방연쇄효과가

2009년 이후로 평균값 이하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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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영화산업에 대한 광고산업의 전방연쇄효과, 후방연쇄효과 추이
[Table 2] Forward linkage effect and backward linkage effect of advertisement industry in movie industry

연도

전방연쇄효과
(감응도계수)

후방연쇄효과
(영향력계수)

2014

0.952

1.287

2013

0.979

1.290

2012

0.900

1.310

2011

0.920

1.303

2010

0.917

1.293

2009

0.985

1.100

2008

1.013

1.129

2007

1.010

1.179

2006

1.016

1.164

2000

1.147

1.191

1998

1.071

1.351

1995

1.317

1.068

1993

1.238

1.137

5. 논의 및 결론
광고산업의 성장 둔화는 새로운 가치 창출에 대한 필요성을 증가시켰으며, 문화산업에 대한 투
자는 이를 위한 수익창구로 시도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도 광고산업의 성장은 국내 전체적인 산
업의 성장의 영향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내부적인 성장동력을 개발하고, 다각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11]. 반면, 영화산업은 영화가 복합문화산업으로서의 가치가 상승하고, 고도화
된 기술의 도입 및 제작 규모의 증대로 인해 제작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투자배급사
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여러 방식의 자금조달이 개발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고산업과 영화산업의 내부적 변화를 바탕으로 두 산업 간의 향후 상호호혜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는 광고산업과 영화산업 간의 산업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1993년, 1995년, 1998년, 2000
년,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광고산업이 영화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
석하였다.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계수의 경우, 연도별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동일하게 2013년 증가했던 영향력이 2014년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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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연쇄효과와 후방연쇄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감응도계수와 영향력계수를 측정하였다. 전방연쇄
효과의 경우, 2009년 이후로 평균 이하로 나타나 광고산업이 투입자원으로서의 역할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방연쇄효과는 변화율이 미미하게 나타난 반면, 후방연쇄효과는 2013년과

2014년에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방연쇄효과에 비해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는 광고산업이 미디어 산업에 미치는 후방연쇄효과가 크다는 기존연구[11]의 결과를
재확인하였으며, 광고산업이 영화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광고산업이 개별 영화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영화산업에 대한 광고산업
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특히, 영향력 계수의 증가 추세는 광고산업의 산출물의 투입에 따른 영향
력을 검증함과 동시에 영화산업에의 투자의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광고산업의 규모에 따
라서 광고산업이 영화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광고산업이 보유한
기획 및 제작 능력, 마케팅 분야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광고산업의 자원은 직접
투자 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광고산업의 파급효과를 타 산업의 파급효과와 비교하지 않아 상대적인 영
향력을 살펴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영화산업에 대한 광고산업의 영향력과 출판, 방송 등의 타 산
업 간의 비교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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