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CCA19-06

2019.05

태국편

1

1. 국가개요

2

3

개요 : 태국 편
04

시장 동향 및 이슈

1. 방송 : 지상파 중심의 태국 방송시장 현황

심층분석

07

모바일 게임시장 중심으로 매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태국 게임시장

60

1. 태국 게임시장 현황

60

2. 온라인 PC게임시장 현황

61

3. 온라인 PC게임 결제 환경

65

4. 태국 모바일 게임시장 현황

67

2. 웹툰 : 감소하는 출판 시장과 웹툰 서비스의
성장

17

6. 순항하고 있는 태국 e스포츠 게임시장 현황 75

3. 음악 : 디지털 음악 서비스 시장의 성장

30

4. 패션 : 자체 브랜드 강화를 꾀하는
태국 패션 산업

4 태국 한류 동향

40
태국 한류 동향

5. 애니메이션 : 하청 작업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애니메이션 산업

49

5
1.
2.
3.
4.

78

주요 기업 동향

게임퍼블리셔 – 트루디지털플러스
방송 – GMM 그래미
패션 – 더 몰 그룹
만화 – 시암 인터코믹스

88
91
94
96

개요
태국 편

1. 국가개요

04

태국 또는 타이왕국은 동남아시아의 말레이 반도와
인도차이나 반도 사이에 걸쳐 있는 나라이다. 인구 6천 9백만
명, 면적은 남한 영토의 5배에 이르며, 77개의 주와 수도
방콕으로 행정구역을 이루고 있다. 국경을 접하는 국가로는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가 있으며, 해당
인접국가에 미치는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이 상당하다.
K-POP을 위시한 태국한류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에서 말레이시아 다음으로 높은 가처분
소분을 가진 잠재유망시장이자 내륙부 동남아시아의 중요
거점 국가인 태국 시장을 특집으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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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ราชอาณาจักรไทย)
수도
방콕

공식명칭
면
적
위
치
수
도
주요도시
정부형태
국가원수

:
:
:
:
:
:
:

타이왕국 (The Kingdom of Thailand)
513,120KM  (세계 49위, 한반도 2.3배)
동남아시아
방콕 (면적 1,568KM  - 서울 면적 605KM  )
치앙마이, 치앙라이, 파타야, 푸켓, 아유타야 등
입헌군주제, 의원내각제
국왕 (라마 10세, 2016년 12월 1일 즉위)
총리 (프라윳 짠오차, 2014년 8월 25일 취임)
출처 : Kotra.or.kr, 국가지역정보, 태국, 2019.

인구 통계

69,182,000명

민족 구성

순수 태국계
중국계

75%
14%

말레이계

11%

(세계 20위, 2018년 기준)
출처 : IMF, 2018 / 세계은행(World Bank, 2018)

언어

종교

공용어

태국어 (Thai, ภาษาไทย)
문자

타이 문자 (อักษรไทย)
출처 : Kotra.or.kr, 국가지역정보, 태국,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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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통화/환율
GDP
4천 550억 달러
(세계 25위)

1인당 GDP
6,593 달러
(세계 82위)

바트(฿. / Baht)

원/바트 = 35.72
THB/USD = 31.79

출처 : 세계은행(Worldbank, 2017) / KEB 하나은행 매매기준율(2019.04.16 기준)

교역

한국과 교역 규모

수출

2,534억 달러

대 태국 수출

67억 달러
(열연강판, 합성수지, 냉연강판 등)

수입

2,505억 달러

대 태국 수입

47억 달러
(반도체, 당류, 보조기억장치 등)
출처 : IMF, 2018 / 한국무역협회, 2017

인적교류

투자교류(신고기준, ~2018년 누계)
한국→태국 방문

1,787,818명
(태국 관광국, 2018)

태국→한국 방문

(3,210건, 한국수출입은행)
대 한국 투자

565,784명

1.8억 달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8)

(440건, 산자부)

재외국민 현황 (2017)

태국 내 한국인

20,500명
(외교부 재외동포과, 2017)

한국 내 태국인

197,764명
(법무부, 2017)

5

대 태국 투자

34억 달러

우리나라와의 관계

수교일자

1958년 10월
(1960.3 주태국 대사관 설치)

양국관계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
(2012.11부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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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
지상파 중심의 태국 방송시장 현황

태국은 지상파 텔레비전 시청 중심으로 방송 시장이 발달해 있음. 2018년
지상파 방송에 대한 광고비 지출은 약 2조 3,700억원 수준이며 이 중 약
60%가 여러 HD 일반 채널에 집중되어 있음
2014년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개시하면서 새로운 방송 사업자가 대거 시
장에 진입하여 총 25개로 지상파 채널이 늘어났으며, 이를 통해 채널별로
치열한 경쟁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새롭게 선보이고 있으나, 전체적
으로는 갑자기 늘어난 지상파 채널에 비하여 콘텐츠 제작 인프라가 뒤따
라가지 못해 한국 등 해외 콘텐츠도 많이 방영되고 있는 편임
최근에는 한국의 인기 프로그램 포맷을 구매하여 현지의 정서에 맞게 리
메이크하여 인기를 끄는 방송물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지 콘
텐츠 제작 능력도 점차 발전하고 있는 추세임

전체적으로 지상파 방송 시청 중심의 텔레비전
l 방콕 및 태국 전역에서 지상파 텔레비전 시청이 압도적인 비율로 높
게 나타나고 있음
- 수도인 방콕 메트로폴리탄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지상파를 통해 TV
를 시청하는 가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2018년에는 전년도보
다 약 2% 수준 증가한 88.44%가 지상파를 통해 TV를 시청하였음
- TV를 시청하는 방식으로는 전체 가구의 55.3%가 아날로그 안테나
및 수신기를 이용하여 시청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위성 TV 수신기
를 통한 시청 53.2%, 케이블 TV를 통한 시청 5.5%, IPTV 시청 0.8%
로 나타나고 있음1)

1) 2018년 1월 ~ 3월 태국 전역 83,880 가정을 대상으로 태국 디지털경제사회부(MDES,
Ministry of Digital Economy and Society) 국립통계청이 실시한 조사 결과(National
Statistical office) 복수 응답 가능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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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출처 : 태국방송통신위원회

- 지상파 디지털 방송 수신이 비교적 더 원활한 방콕 메트로폴리탄
행정 구역 내에서 지상파 시청에 대한 비율이 기타 지역에 비하여
다소 높은 편
- 2014년 디지털 지상파 방송 송출 개시에 따라 기존의 아날로그 지
상파 방송 및 기타 채널들이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방송을 개시하였
음. 디지털 지상파 방송 라이선스는 표준화질 채널(SD Channel), 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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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질 채널(HD Channel), 아동/가족 채널, 뉴스 및 다큐멘터리 채널
등 전체 4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입찰 진행. 이때 기존 6개 지
상파

채널

이외에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Workpoint),

언론사

(Mono29), 미디어 재벌(GMM Grammy), 대형연예기획사(RS Public
Company) 등이 입찰에 참여하여 지상파 방송 라이선스를 취득하였
음

출처 : 태국방송통신위원회

- 태국 방송통신위원회2)는 디지털 지상파 방송의 출범과 함께 디지털
방송 수신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였으며 그
결과 디지털 방송 실시 2년만인 2016년까지 전체 지상파 시청자 중
디지털 지상파를 시청하는 비율이 33%, 2018년 6월까지 57.05%까지
상승
- 아날로그 방송은 채널33)을 제외하고 지난 2018년 6월 17일까지 모
든 채널이 디지털로의 전환을 완료하였음. 디지털 지상파로의 성공
적인 전환은 TV 광고주들에게 효과적인 측정이 가능한 툴을 제공
함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기존보다 4배 넘게 증가
한 채널 선택권으로 인해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장기적으로 태국
TV 콘텐츠의 질적인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

2)

NBTC, Office of the National Broadcasting
Commission
3) 2025년 3월 25일 아날로그 방송 종료로 연기되었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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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방송통신정책 개요
l 태국의 방송통신을 관할하는 주무기관은 디지털경제사회부(MDES)4),
방송통신위원회로 나누어짐
- 2011년 1월 출범한 태국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 관리, 방송 산업
관련 규제, 소비자 보호 및 연구 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동통신
3G 주파수 경매, 디지털 지상파 라이선스 경매 등을 실질적으로 담
당하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태국 방송의 심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
과 같은 별도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같은 기구는 없음. 기존에는
정부광보국(PRD, Public Relations Department)가 있어 사전심의 방
식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검열하였으나, 현재는 방송 자유를 고려하
여 사후 규제 방식으로 변경하였음
l 2014년 군사 쿠데타를 통하여 집권한 군사정부도 ICT2020에 기초한
새로운 ICT 발전을 통해 <경제와 사회를 위한 디지털 발전 계획
(Digital Development plan for economy and society(2016-2020)>을 적
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향후 20년간 디지털의 기초를 형성하고, 모
든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화에 참여하여 디지털 경제와 사회로 나아
가게 하고, 디지털 기술을 통해 모든 분야의 개혁과 경제 발전을
통해 <디지털 타일랜드>를 만들어나가겠다는 전략임
- 동 계획을 바탕으로 디지털 경제 및 인프라 관련 법안들이 이미 입
법되었거나 추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음
l 사회 전반적으로 일본 문화 콘텐츠의 영향이 큰 편이며, 방송 콘텐츠
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받았음. 일본의 여러 기관과 MOU를 체결하
고 협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과도 방송 교류가 잦아지고 있음

4) 기존 정보통신기술부(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가
디지털경제사회부로(MDES, Ministry of Digital Economy and Society) 확대 개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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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 주요 채널
l 전체 지상파 채널 25개 중 상위권 6~7개 채널에 대한 시청률 및 선호
도가 높은 편

출처 : 태국방송통신위원회 <Annual broadcasting market repor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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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센터 자체 조사

- 정부 및 군대만 채널을 소유하고 있던 지상파 방송 시장에 디지털
지상파 출현을 계기로 오랫동안 콘텐츠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경험을 쌓아왔던 태국 민간 회사들이 대거 진입하였음. 치열한 경
쟁을 통하여 기존에 없던 새로운 콘텐츠들이 방송 채널을 통해 소
개되고 있음
- 전체적으로 지상파 TV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소비자에
게 광고 도달률이 높은 지상파 TV에 대한 광고 집행 비율 또한 압
도적으로 높은 편. 월간 약 50억 바트5)가 지상파 광고에 지출되었
으며 2018년 전체 지상파 TV에 대한 광고 집행 내역은 679억 3,600
만 바트인 반면 지상파를 제외한 기타 유료 채널 방송에 대한 광고
5) 2019년 4월 기준 한화 약 1,790원 상당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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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은 56억 5,300만 바트에 그쳐 지상파 대비 약 8.3%선

※ 출처 : 태국방송통신위원회 <Annual broadcasting market report 2018>

- 광고는 HD 버라이어티 라이선스 채널에 집중(60% 이상)되고 있으며
동 채널을 통하여 2018년 총 421억 6,000만 바트가 지출되었음
- 다만 2014년 다양한 지상파 방송 출현 이래 지나치게 많은 채널이
출현하여 경쟁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 OTT 등 새로운 디지털미디
어의 등장에 따라 전체적으로 TV 시청률이 감소하고 있음. 2017년
기준 채널3, 모노29 채널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현재 25개의 지상파 채널 중 일부는 향후 몇 년 내에 정리가 이루
어질 것으로 예상.

인기 방송 프로그램
l 채널 7, 채널 3, Mono 29, Workpoint, 8(Eight), ONE HD채널의 인기
가 가장 많은 편이며, 가장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라컨
(ละครโทรทัศน
, 태국 드라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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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채널 3 홈페이지 (www.ch3thailand.com)

- 라컨은 태국 주요 채널의 프라임 타임(20:30)에 주로 방송되며, 광고
를 포함하여 약 2시간 가량의 방송 분량을 가지고 있음. 각각의 시
리즈물은 약 3달 정도 방영되면서 일주일에 2~3개의 에피소드를 진
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로 월화, 수목, 주말(금토일)6)의 형식을 띄
고 있음. 지상파 방송에서 라컨이 차지하는 위상이 가장 높은 까닭
에 각 방송사는 최고 인기의 탤런트를 캐스팅하여 방송국 별로 경
쟁하는 성향
- 디지털 지상파 방송 송출 이후 수많은 방송국들이 경쟁하면서 시청
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시간이 갈수록 자극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
어 내부적으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음
- 태국 방송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부분은 한국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임. 2015년 <별에서 온 그대>, 2016년 <태양의 후예>와 같
은 드라마는 태국에서도 사회 현상으로까지 번지며 유행하였으며,
특히 2014년에는 디지털 방송 개편으로 지상파 방송 채널이 26개로
늘어나며 콘텐츠에 대한 수요 자체가 매우 커지면서 한국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이 각 채널의 주요 콘텐츠 공급원으로 부상한 바
6) 같은 채널의 경우 월화 드라마로써 라컨 A, 수목 드라마로써 라컨 B, 주말 드라마로써
라컨 C가 방영되는 형식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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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이에 따라 2017년 상반기에는 1위 채널인 채널 7에서만 한국
드라마 <피노키오>, <또 오해영>, <미씽나인>, <모던파머>를 방영하
였고, 2위 채널인 채널 3에서는 <뿌리 깊은 나무>, <육룡이 나르
샤>, <달의 연인: 보보경심 려> 등 총 15편의 한류 드라마가 방영된
바 있음

※ 출처 : 워크포인트(Workpoint) 채널 홈페이지

- 한국 드라마 및 예능 방송의 인기는 태국에서 계속 진화하면서 한
국의 각종 프로그램의 판권을 구매하여 방영하는 경향도 갈수록 많
아지고 있음. 한국의 <복면가왕>, <너의 목소리가 보여>, <슈퍼맨이
돌아왔다>, <별에서 온 그대>, <궁>, <꽃보다 할배>, <쇼미더머니>
등이 태국판으로 리메이크 된 이후 큰 인기를 얻었으며, <복면가
왕>은 2018년 9월 시즌4의 방송을 종료하였고, <너의 목소리가 보
여>는 2019년 4월 현재 시즌3을 방영하고 있음. 2014년에 제작된
<풀 하우스> 태국판은 중국에까지 수출되어 화제가 된 바 있으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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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17년 방영한 태국판 <궁>의 경우 태국판이 인근 동남아시아
로 수출에 성공하면서 태국의 방송사 및 프로덕션 하우스는 한국
드라마 리메이크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 해소에 따라 직접적인 프로그램 수입뿐만 아
니라 프로그램 자체 제작 역량 제고도 절실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한국 관련 업체와의 다양한 제휴 협력 방식이 진행되고 있음
- CJ ENM은 트루비전과 현지 합작 법인을 설립하여 콘텐츠 제작 뿐
아니라 현지 아티스트에 대한 매니지먼트 사업까지 확장하고 있으
며, 한국방송통신위원회와 태국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 2월 <공동
연구반 구성 및 운영>, <방송프로그램 교류 및 공동 프로그램 제작
지원>, <방송콘텐츠 관련 규제/정책 등 관련 정보 및 인력 교류>를
골자로 하는 MOU를 체결한 바 있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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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판/웹툰
감소하는 출판 시장과 웹툰 서비스의 성장
태국의 인쇄출판, 신문, 잡지 시장 규모는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전자책 부문은 소폭 상승하고 있음. 2018년 전체 출판 시장은 25억 달러
수준이며 연평균 1.5%씩 감소하여 2022년에는 24.3억 규모로 축소될 것으
로 예상.
소설 분야와 만화책의 인기가 태국 출판 시장을 견인하는 가운데, 1990
년대 초반부터 일본 만화의 인기가 매우 높아 출판사들은 망가를 중심으
로 현지 만화 시장을 키워 왔으며 대형 출판사로 성장한 현재에는 일본
망가를 전자책 형태로 서비스하며 진화하고 있음.
태국의 국민 메신저 라인의 플랫폼을 잘 활용하며 성공적으로 시장 진입
한 라인 웹툰은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현지 작가를 적극
발굴하면서 웹툰 작품의 공급 범위가 확대 되었음. 현지 전자 콘텐츠 유통
강자인 욱비(Ookbee)는 중국 인터넷 1위 업체 텐센트와 협업하여 웹툰, 전
자책 및 기타 콘텐츠 사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치열한 마케팅 경
쟁이 예상

태국 출판 시장 규모
l 전자책 시장을 비롯한 도서 분야가 태국 출판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존 신문 및 잡지 시장은 매년 감소 추세에 놓
여 있음
- 2018년 출판 시장은 전년도보다 소폭 감소한 전체 25억 1,000만 달
러이며, 이 중 도서 시장 규모는 47%를 차지하는 11억 7,400만 달
러 수준임
- 2012년까지 출판 시장 내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였던 신문 시
장은 현재 전체 출판물 세부 카테고리에서 가장 높은 감소세를 보
이고 있으며, 2022년에는 40% 미만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 전자 신문 시장은 아직 이렇다 할 시장 규모를 확보하지 못
하고 전체 출판물 내에서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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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PwC(2019), Book, Magazine and Newspaper Outlook

- 일반 도서, 교육용 도서, 전문 서적을 포함한 도서 시장은 2018년
전년 대비 0.5% 성장한 11억 6,700만 달러 규모로 집계되고 있음.
2018년 현재 도서 시장 내에서 인쇄 출판물은 전체의 91%를 차지
하고 있지만, 인쇄물은 지속 감소하는 한편 전자 도서는 연평균
18%에 달하는 빠른 성장률을 보이면서 2022년까지 전체 도서 시장
에서의 비중이 15%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출처 : PwC(2019), Book, Magazine and Newpaper Outlook

출판물 유통 및 주요 출판물
l 출판 시장 유통망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
지 전통적인 오프라인 서점을 통한 판매로, 전체 유통의 절반에 육박
하는 약 47%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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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인쇄 출판물 시장은 대형 서점과 출판 유통업체가 도서 판매
를 주로 담당 하고 있음. 태국 대형 서점들은 모기업이 인쇄, 출판,
잡지 발행, 유통 채널을 모두 소유하면서 현지 출판물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

※ 출처 :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센터 자체 조사

- 인쇄 출판물 시장에서 유통망 별 매출 비중은 각각 서점(47%), 출판
물 전시회(35%), 온라인 채널(15%), 전자책 판매(3%)7)로 나타나고
있어 여전히 오프라인을 통한 매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대
형 서점 체인을 통한 판매가 중요함. 이에 따라 중소 만화 출판업자
의 경우 유통망을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의미 있는 시
장점유율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 최근들어 전자상거래의 발달과
인식 개선으로 중소 출판업체들이 오프라인 유통망을 가지지 않고
도 웹사이트를 통해 정식 저작권 계약한 일본 만화를 판매하고 있
으나 주요 IP 만화가 아니라 매니아층에 기반한 만화책인 관계로
7) PUBAT(The Publisher and Booksellers Association of Thailand), 태국도서출판협
회 서베이 결과 (Proportion of each channels of distribution – Average, 서점,
출판 관계자 163명 대상)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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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매출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태국 도서 출판물 시장에서 가장 높은 매출은 소설(일반 소설, 라이
트 노블, 판타지 소설)과 만화책 분야가 견인하고 있으며 만화책 중
에서는 일본 만화책의 인기가 압도적인 편. 텔레비전 방송에서의
일본 만화 인기와 더불어 1990년대 초 해외 저작권자와 처음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정식 유통을 시작한 것이 일본 만화였으며
선풍적인 인기를 바탕으로 유명 일본 만화를 태국 국내에 유통하였음

※ 출처 : 태국도서출판협의회 (2017년 10월 서베이, N = 1,154)

- 초기에 일본 만화 수입을 담당하였던 메이저 업체는 총 4개로 각
각

나인(Nine,

Nation

Edutainment),

시암

코믹스(Siam

Inter

Comics), 봉코드(Bongkoch), 위분키드(Vibulkij) 업체이며 태국 시장
내 배급을 담당하며 성장시킨 IP들을 바탕으로 대형화 하면서 관련
산업으로 진출하는 등 크게 발전하였음. 이후 2000년도에 부라팟
(Burapat Comics), 투머로우 코믹스(Tomorrow Comix) 업체가 인쇄
만화 시장에 뛰어들었음. 부라팟(Burapat)은 세밀한 필치를 특징으
로 하는 홍콩 만화를 태국에 크게 유행시켰으며, 이후에는 한국 만
화를 수입하면서 다양화하였음
- 일본 관련 업체들은 저작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국 만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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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일찍부터 IP 관리 및 유통 회사
를

태국에

(Animation

설립하여

운영하고

International),

재팬

있음.
망가

애니메이션

인터내셔널

얼라이언스(Japan

Manga

Alliance) 등이 설립되어 자국 만화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자사의 IP
를 활용한 머천다이즈 판매, TV방영물 판매 등을 담당하고 있음

※ 출처 :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센터 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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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센터 자체 조사

태국 웹툰 플랫폼의 발전
l 태국의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과 더불어 디지털 만화의 유입이 증가하
고 있음. 2014년 11월 네이버 라인 웹툰이 태국 시장에 진출한 이래
성장성과 수익성을 확인
- 일본 인쇄 만화 출판물 중심의 태국 웹툰 시장에서 라인 웹툰의 성
장성을 확인한 여러 웹툰 사업자가 태국에 진출하여 다양한 경쟁을
통해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 현재 라인웹툰, 코미코(NHN 엔터테인먼트), 욱비(Ookbee), 토리코믹
스(Torycomics)가 태국어로 된 웹툰을 출시하였으며, 이 밖에 글로
벌에서 영어로 서비스하는 웹툰 서비스들도 태국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음
- 태국 국내 사업자인 욱비(Ookbee)는 2017년 1월 중국의 인터넷 기
업 텐센트(Tencent)와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웹툰, 웹소설, 웹소설
커뮤니티 등 디지털 콘텐츠를 아우르는 각종 포털 서비스를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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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시장에서 활발하게 마케팅과 홍보를 진행하고 있음

※ 출처 :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센터 자체 조사

- 현재 라인 웹툰이 태국 내 최고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라인
메신저와의 연계로 1위 사업자로 가장 많은 독자를 보유하고 있으
며, 구글 안드로이드 시장에서 만화 어플리케이션 부문 매출 1위,
전체 어플리케이션 부문 매출 10위 권8)을 형성하고 있음
- 초창기부터 태국 국내 시장에서 일본 출판 만화를 유통해온 기존

8) 2019년 5월 기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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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셔들도 디지털화된 전자책 형태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출
시하면서 진화하고 있으나 대부분 출판물 형태를 모바일 디바이스
에서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이식한 형태임

※ 출처 :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센터 자체 조사

- 욱비는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웹툰 플랫폼, 웹툰 제작
사9)들과 파트너쉽을 맺고 작품을 연재 중에 있으며 국가 별로 조금
씩 다른 그림체 및 스토리 라인에서 이용자들의 반응이 좋은 편
- 태국에서 인기 있는 일본 원작 만화들의 정식 판권을 가지고 있는
주요 업체들(Siam Inter Comics, Bongkoch, Vibulkij, Burapat 등)이
서비스 하는 방식은 웹툰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형태임. 하지만 모
바일폰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휴대하면서 인기 있는 만화들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 업체들이 서비스하고 있음. 아울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임에도 애플페이 및 구글페이 결제 이외에 3자 결제
수단과 연동을 통해 여러 가지 페이먼트 옵션을 제공하고 있는 점
9) 옥비는 각각 한국(투유드림, 다음웹툰, 재담미디어, 스토리숲, 토리컴즈), 중국(Haotoon,
Tencent animation & Comics), 인도네시아(Ciayo comics)에서 웹툰을 공급받아 태
국에서 연재하고 있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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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비자들에게 어필

태국 웹툰 소비 현황
l 전체적으로 여성 유저가 많은 까닭에 판타지, 드라마, 로맨스 장르에
대한 선호도가 크며, 한국 웹툰 작품이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가
운데 중국 웹툰도 선전하고 있음

※ 출처 : 라인웹툰 태국 웹사이트(www.webtoons.com/th) /
옥비 웹사이트 (www.ookbeecomics.com)

- 태국 라인웹툰에서의 순위에 따르면 로맨스와 드라마 장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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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태국 코미코 웹툰에서는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드라마 및 로맨스 장르로 나타나고 있음
- 코미코웹툰의 경우 10위 권 내에 중국 작가 작품도 다수 순위에 올
라 있으며 옥비 플랫폼 또한 한국 웹툰 이외에 중국 웹툰이 선전하
고 있음
- 태국 웹툰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는 작품 중에는 현
지에서 야오이(Yaoi) 장르10)로 불리는 남성 사이의 동성 연애물에
대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음. 기타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동
성애물이 엄격하게 금지되는 것과 반대로 태국에서는 인식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에 있으며 이는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매우
관대한 것에서 비롯

웹툰 플랫폼 별 마케팅 현황
l 웹툰 콘텐츠가 태국에서 큰 인기를 얻으면서 사업자별로 활발하게 마
케팅 전개하고 있음

※ 출처 : 라인웹툰 태국 공식 유튜브 채널

10) 현지에서는 ยาโอย(Yaoi) 또는 BL(Boy love)장르로 주로 구분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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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플랫폼 별로 유저들과의 활발한 쌍방향 교류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라인 웹툰 태국 서비스의
경우 유튜브 계정을 개설하고 태국어로 만들어진 다양한 콘텐츠를
방송하고 있음
- 생활 웹툰 등 태국의 정서를 잘 그려낼 수 있는 현지 작가 발굴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라인 웹툰의 경우 상위 10위 권 내에
4~5개의 작품이 현지 작가의 타이틀일 정도로 현지화가 잘 진행되
고 있음. 피라팟 라카쿨(Phiraphat Lekhakul) 작가의 <Khun Mae wai
sai(10대 엄마)>라는 10대 들의 성경험과 예기치 못한 출산을 겪으
며 발생하는 일들을 다루며 2015년부터 연재되어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해당 작품은 태국 이외의 국가에도 진출하여 순위권에 오
르는 등 동남아시아에서 웹툰 작가 생태계를 구축해가고 있음
- 코미코는 유저들의 결제 범위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현지의 다양한
지불

수단과

협업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

트루머니

(TrueMoney), 원투콜(One 2 call), 레이저핀(Razer Pin) 선불카드로
결제가 가능함

※ 출처 : 코미코 타이 홈페이지

- 코미코는 오프라인 업체와도 활발한 협업 마케팅 활동을 벌이면서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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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미코토리 코믹스는
웹툰 자체뿐만 아니라, ABC Cooking Studio, Emack & Bolios 아이
스크림, Kasikorn은행, 삼성전자 갤럭시, 싱하생수, 터치 PC 온라인
게임 등 협업 마케팅 범위를 다양하게 늘여가고 있음

※ 출처 : 라인웹툰 태국 및 라인 웹툰 인도네시아

태국 웹툰 시장 향 후 전망
l 태국 출반인쇄물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화 시장은 일본 만
화 중심의 시장이었으나 한국산 웹툰 서비스의 출시와 함께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시장이 생겨나고 있음. 아울러 현지 유명 만화 작가
가 탄생하는 등 현지 만화 산업의 회복을 동시에 진행시키고 있어 앞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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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도 긍정적
- 인터넷과 모바일디바이스를 매개로 한 웹툰 서비스가 태국에 소개
되기 전에는 현지 작가군을 비롯한 국산 만화 생태계가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발간되는 매체 형태가 높은 생산 비용을 수반하
는 인쇄출판 밖에 없는 까닭에 일정량 이상의 판매가 보장되지 않
는 현지 작가의 경우 출판소를 통한 만화 발간의 장벽이 매우 높았
음. 이에 따라 웹툰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산 만화를 그리고자 하는
작가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음

※ 출처 : 저작권 위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Manga Seed)

- 다만 복제가 쉬운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상 벌써부터 해적판 어플리
케이션 및 웹서비스가 출현하고 있으며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일본
과 같이 IP 관리 회사 출범을 고려해 볼 수 있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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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악
디지털 음악 서비스 시장의 성장

2018년 태국 음악 시장은 총 2억 3,100만 달러 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디지털 스트리밍 서비스의 성장>과 <동남아시아 허브 지역으로의 공연
음악 시장 성장>이 전체 음악 시장을 견인하면서 2022년에는 50% 가까이
성장한 2억 9,9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스트리밍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일찍부터 여러 업체들이 태국
시장에 진출하여 치열한 경쟁을 거치면서 이미 도태되는 서비스도 나타나
기 시작하였음. 텐센트의 죽스 스트리밍 서비스는 태국의 1등 포털 서비스
사눅(Sanook) 인수 이후 회원수에서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두었으며 이후 여
러 가지 공격적인 마케팅을 앞세워 눈에 띄는 스트리밍 서비스 선두 그룹
을 형성하고 있음

태국 음악 시장 현황
l 2019년 태국 음악 시장은 약 2억 3,100만 달러 규모로 2018년 약 2억
1,600만 달러 시장 규모 대비하여 약 7% 증가하였음. 2022년까지 매
년 8.1%의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2022년에는 약 3억 달러 시장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전체적으로 디지털 스트리밍 시장의 성장이 폭발적이며 2022년까지
매년 평균 28% 수준의 성장을 지속하면서 2022년까지 디지털 스트
리밍 시장만 전체의 ⅓에 해당하는 $9,2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다만 2013년까지 전체 음악 시장의 ¼ 이상을 차지했던 링백
톤(Ring Back tone) 서비스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라이브 공연 음악 또한 디지털 음원의 성장률에 육박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연평균 7.5%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전체 음악 산업의
75%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 이는 태국의 1인당 GDP가 6,593
달러11)에 달할 정도로 동남아시아에서는 경제선도국의 위치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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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해외 가수들의 태국 공연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필수 공
연으로 인식되고 있어 앞으로도 견고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됨. 아울러 지리적으로 동남아시아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문화적
허브역할을 하고 있기에 이웃국가의 고소득층은 해외 탑가수들의
방콕 공연에 참석하는 상품을 다수 이용하고 있음
- 실물 음반 시장은 2013년만 하더라도 연간 3,000만 달러의 시장 규
모를 형성하였으나 2018년에는 70% 이상 하락한 800만 달러의 매
출을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하면서 2022년에
는 연간 200만 달러 이하의 시장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출처 : PwC(20109), Global Entertainment & Media Outlook

l 디지털 음원 시장은 음원 다운로드보다 실시간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중심으로 발달하고 있으며, 해외 유명 사업자들 대부분이 태국 시장
에 진출하여 활발한 마케팅 활동 전개하고 있음
- 2013년까지 매출이 연간 1,600만 달러에 불과했던 디지털 스트리밍
시장은 2018년 3,8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짧은 시간 동안 두 배가
넘는 시장 규모로 성장함. 이러한 현상은 갈수록 가속화하면서
2022년에는 전체 음악 시장의 3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11) 2018년 Innternational Monetary Fund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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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초기 디지털 음원은 전화착신음/링백톤12) 시장이 디지털 음원
시장의 60% 이상을13) 차지하였으나 스마트폰의 급격한 보급으로
2018년에는 연간 1,100만 달러 규모로 급속히 축소되었음
- 초반에는 스포티파이(Spotify), 디저(Deezer), 알디오(Rdio), 애플뮤직
(Apple Music) 등 서구에서 들어온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가 강세
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각 사업자들간 점유율 경쟁이 심화되면서
도태되는 사업자도 출현하고 있음

※ 출처 : PwC(20109), Global Entertainment & Media Outlook

l 태국 정부는 2015년 8월 저작권 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하여, 저
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나 사회 전반적으로 미비한
저작권 인식으로 인하여 불법복제 음원이 여전히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음
-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금지, 징벌
적 손해배상 조항 신설, 최초판매원칙에 따른 저작권 제한, 침해자
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저작권 보호법이
개정되었음

12) Ring Back Tone : 전화를 걸어 통화 연결 시 상대방이 수화기에서 듣게 되는 일반
통화 연결음 대신 음악, 목소리, 효과음 등 수신자가 ㅅㄴ택한 임의의 통화 연결음으
로 변경할 수 있는 휴대폰 부가 서비스
13) 2013년 연간 $6,700만 달러 매출을 일으키며 같은 기간 전체 디지털 음원 시장(9,800
만 달러) 시장의 68%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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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에 대한 즉각적인 중지 및 처리가 필요할 경우 형사 소송을 진
행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에 비하여 신속히 처리됨. 다만 태국의 경
우 저작권침해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직접적인 고소가 있어야 하고, 외국 저작물의
경우 이로 인하여 태국의 수임인이 필요함. 현행 태국 저작권법에서
는 외국 저작권자들의 소송제기 및 입증 책임 부담 문제가 발생하
고 있음
- NBTC14)에 따르면 2019년 3월 기준 태국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1억
2,000만개(디바이스 기준), 2017년 기준 인터넷 이용자 수는 4,500만
명에 이르러 전체 인구 대비 65.1%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함. 이러
한 인터넷 인구 확장에 따라 기존 불법 MP3 파일을 소비하는 행태
가 매우 불편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스트리밍 음원 서비스는 지속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됨

태국 음악 소비 트렌드
l 최신 태국 음악 트렌드
- 태국의 주별 음원 및 앨범 매출 순위를 발표하는 iTunes 매출 순위
를 살펴보면, 영미권 팝, K-팝 및 태국의 자국 팝이 주류를 차지하
고 있음
- K-pop의 인기를 반영하듯 매출 순위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으
며, 특히 블랙핑크의 경우 자국 출신 멤버 리사(Lisa)의 높은 인지도
와 더불어 최근에는 iTunes 상위 50위권 음원 매출 가운데 10여개
가 블랙핑크 음원일 정도로 큰 인기
- 일상생활에서의 주요 음악 소비 트렌드를 보면 타이 팝, 서구 팝,
K-Pop, J-Pop의 순서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최근 타이 팝
내에서는 워크포인트 채널15)의 더 래퍼(The Rapper)16)라는 프로그
램의 흥행과 맞물려 타이랩이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힙합, R&B
14) The National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태국 방송통
신위원회
15) Workpoint Entertainment의 공중파 채널로 전체 시청률 3~4위권
16)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방영하고 있는 랩, 힙합 음악을 주제로 하는 경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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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도 최근에 많은 관심
- 태국은 서구에 개방적인 문화 환경을 가진 까닭에 타이팝은 웨스턴
팝과 유사하며 String Music(เพลงสตรง)으로도
ิ
불리움. 웨스턴 팝과 궤
를 같이 하는 까닭에 타이팝이 포함하는 범주는 타이 락, 댄스 음
악, 랩 등 서구의 영향을 받은 대중음악으 포괄하고 있음
- 2018년 가장 큰 인기를 끌었던 가수는 딴와 분 숭넌(예명 The Toy)
이며 R&B 싱어송라이터임. 2017년 데뷔 앨범부터 큰 인기를 얻었
으며 2018 MAMA17)에는 태국을 대표하여 참가. 대표곡에는 <Before
the rainy season>, <Last winter>, <04:00> 등이 있음

태국 주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
l 현지의 주요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는 서구권에서 유입한 스포티파
이(Spotify), 디저(Deezer), 티달(Tidal), 애플뮤직(Apple Music)이 있으
며, 동남아시아에서 강세를 보이는 중국 텐센트의 죽스(Joox), 현지
스트리밍 업체 풍자이(Fungjai)가 경쟁하고 있으나 텐센트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죽스 플랫폼이 스트리밍 1위 서비스임
- 경쟁이 심화하면서 2013년에 태국 진출하여 태국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 점유율 3위까지 차지했던 대만의 KKBox는 2016년 말 현지 사
무실을 폐쇄하였으며, 알디오(Rdio)도 본사의 피인수와 함께 태국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음
- 라인뮤직(Line Music)은 2016년 10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종료
하고, 라인 TV(Line TV)로 서비스를 통합하였음
- 텐센트가 만든 죽스가 가장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하면서, 빠르게
가입자 수를 늘리고 있음. 지난 2016년 12월 텐센트는 태국 최대의
포털 웹사이트인 사눅(Sanook)18)의 인수를 마무리19)하였으며, 사눅
17) Mnet Asian Music Awards, CJ E&M이 매년 주최하는 음악시상식
18) 2000년 태국에서 설립된 웹포털 서비스로, 웹포털(sanook.com), 뉴스포털(NoozUp),
음악(Sanook Music), e-commerce(Sabuy) 등 커뮤니티 및 포털 서비스 전체를 아
우르는 서비스로 성장하였음
19) 2010년 사눅의 지분 49.2%를 1,052만 달러에 인수하였으며, 2016년 12월 잔여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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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이 가지고 있는 회원 3,000만명과 그때까지 죽스가 가지고 있
던 회원 2,200만명을 활용하여 선두 업체20)로 올라섰음

※ 출처 : 인도네시아 비즈니스센터 자체 조사

- 태국 현지 스트리밍 회사인 풍자이(Fungjai)는 태국 현지팝과 인디
음원 등을 광범위하게 제공하면서 인기를 얻고 있으며 풍자이 또한
태국 전자책 1위 업체인 욱비(Ookbee)와 텐센트의 합자 회사인 욱
전체를 인수
20) 2019년 기준 죽스는 태국에서 서비스하는 음원 플랫폼 서비스의 재생 힛수 가운데 약
89%를 차지하고 있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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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U(Ookbee U)의 제품임

※ 출처 : 인도네시아 비즈니스센터 자체 조사

라디오 및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음원 제공
l 태국 현지의 라디오 방송국 중에서 온라인으로만 방송을 송출하거나,
혹은 기존 라디오 방송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출시를 통하여 청취
계층을 넓히려는 시도가 많이 있으며 일부 라디오 채널들은 많은 인
기를 얻고 있음

36

글로벌 마켓 브리핑 / 2019.05

2
시장 동향 및
이슈

-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라디오 채널은 쿨 페런하이트 93(Cool
Fahrenheit 93)이며 약 130만명의 라디오 채널 청취자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300만 다운로드를 포함하여 400만
명에 이르는 온라인 청취자 풀을 가지고 있음
- 이 밖에 벡테로 라디오(BEC-Tero Radio)21)는 총 4개의 라디오 채널
을 운영하면서 채널별 어플리케이션 및 콘서트, 음악 커뮤니티, 음
악 관련 뉴스 등을 제공하고 있음. 2014년 4월 출범한 캣 라디오
(Cat Radio)는 온라인으로만 방송을 송출하고 있으며 젊은 층의 트
렌드에 부합하는 캣 엑스포(Cat Expo) 등의 오프라인 뮤직 페스티
벌을 같이 진행하면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음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음악을 청취하는 유저들이 늘어나면
서 태국 이동통신사22)들도 해당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전용 모바일
인터넷 패키지를 출시하면서 이용 편의성의 늘어나고 있음

스트리밍 서비스의 현지 마케팅
l 텐센트의 죽스는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태국에서도 공
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하였음23)
- 타사의 음원 스트리밍 어플리케이션이 음원 재생, 음원 추천 등 음
원 재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죽스 어플리케이션은 커뮤니티
및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잘 녹여내어 이용자간 인터액션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음. 선물 주고 받기, 코멘트 달기, 노래
방 기능, 친구 팔로우 등 음악을 매개로 한 SNS를 대거 활용함으로
써 이용 시간을 극대화 하고 있음

21) 엔터테인먼트 관련 산업 대기업인 BEC World의 자회사로 콘서트 개최, 텔레비전 쇼
제작, 음반 발매, 텔레비전 채널 및 라디오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음
22) 2019년 4월 현재 태국 이동통신사 Dtac에서는 499 바트 이상의 인터넷 패키지 사용
유저, 주간 단위 59바트 이상 인터넷 패키지 사용 유저를 대상으로 쿨 페런하이트93,
벡테로 라디오, 캣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의 무제한 인터넷 사용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음
23) Mckinsey 보고서 ‘The rise of music streaming i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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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센터 자체 조사

- 서구권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주로 신용카드에 기반을 둔 구글 결제
및 애플 결제만을 지원하는 반면 태국 현지의 오프라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을 연동함으로써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결제율을 높임. 아울러, 외부로의 결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
는 자사 선불 카드 또한 세븐일레븐을 중심으로 편의점에 유통 중24)
- 죽스는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에서 태국어로 계정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바이럴과 태국 유저들과의 활발한 인터액션을 이끌어내고
있음. 경쟁 스트리밍 업체들은 서구권 언어로만 계정을 운영하거나
아시아 공통 계정으로 영어 계정만을 운영하고 있어 태국 현지 유
저들과의 활발한 인터액션을 기대하기가 어려움
- 죽스가 2017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개최하는 죽스 태국 뮤직 어워드
(JTMA, Joox Thailand Music Awards)는 시상 규모와 후원 기업 수에
있어 현지의 가장 큰 뮤직 어워드로 발돋움 하였음

24) 태국 내 편의점 운영 현황 : 세븐일레븐(10,247개), 테스코 익스프레스(1,580개), 패밀
리마트 (114개), Mini Bic C(641개), Jiffy(151개), Select(76ro), Tops Daily(65개),
At Mart(23개), 108 Shop(338개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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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죽스 홈페이지 (joox.com/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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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패션
자체 브랜드 강화를 꾀하는 태국 패션 산업

태국의 섬유 및 의류 산업은 원사 제조부터 봉제 의류 완성품 생산까지
가능한 섬유 패션 산업 클러스터를 보유하고 있음. 아울러 저렴한 인건비
를 바탕으로 전세계 유명 의류 브랜드를 하청 생산하는 기지였으나 최근
에는 인건비 상승과 경쟁 국가(미얀마, 베트남 등)의 출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하지만 자국의 집적된 의류 산업 서플라이 체인은 국산 패션
브랜드의 발달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최근에는 태국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에서도 인지도를 갖춘 의류 브랜드를 다수 배출하였으며 최근 태국의 혁
신, 창조 경제 진흥 정책과 맞물려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음
태국은 동남아시아의 중간에 위치 해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지로써의 중
요도 때문에 인근 국가로의 파급력이 큰 지역 허브 국가이며, 이로 인해
한국 패션 브랜드 중심지로써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태국 패션 산업 개요
l 태국 섬유 및 의류 산업은 태국 GDP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18년 패션 산업 전체(섬유, 의류, 가죽, 신발) 수출입 규모는 총 163
억 1,240만 달러에 이르고 있음
- 태국 정부는 1980년대까지 농업중심의 산업구조였으나 이후 공업화
가 급속히 진전되었음. 그 중 섬유/의류 산업은 대표적인 노동집약
사업으로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
에 1960년 태국 정부가 투자 장려 업종으로 지정한 이후 주요 산업
으로 발전
- 태국은 의류 및 섬유 산업에 있어 전세계 몇 안되는 전체 섬유 산
업 체인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업스트림에서 미들스트림, 다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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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25)의 모든 서플라이 체인이 국내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섬유, 방사 방적, 편물, 직조, 표백, 염색, 알염, 마무리, 패브릭, 의
류에 걸친 완전한 생산 싸이클을 보유하고 있음
- 태국 정부는 방콕을 동남아시아의 패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하여 강
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며, 섬유 산업에 있어서도 주로 OEM 방
식으로 수출하던 것을 ODM26) 및 OBM27) 방식으로 바꾸기 위하여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음
- 2018년 섬유 및 의류의 수출은 71억 6,000만 달러, 신발 및 가죽의
해외 수출은 17억 8,800만 달러에 달해 전체 수출액의 3.59%를 차
지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 대상국은 미국, 일본, EU임

※ 출처 : 태국섬유협회 ‘Thai textile/garment industry situation 2018 Report’

- 2020년까지 전 세계 게임 시장의 성장률이 연간 4.7%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인도네시아 시장은 견고한 성장세를 지속하
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
- 의류 완제품의 경우 미국, 일본, EU 등의 선진국으로의 수출이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원단의 경우 인근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25) 업스트림(원료, 섬유사), 미들스트림(직물, 염색 가공), 다운스트림(의류, 기타 섬유제품
직접 제조)
26) ODM, Original Design Manufacturing
27) OBM, Own Brand 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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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이 국가들은 대부분 노동집약적인 봉제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로 태국으로부터 원단을 수입하여 가공 수출을 하고
있음

※ 출처 : 태국섬유협회 <Thai textile/garment industry situation 2018 Report>

- 현재의 섬유 및 패션 산업이 저렴한 인건비에 기초하여 발전하여
왔다면 앞으로는 다양한 혁신과 기술 도입, 디자인 및 마케팅 능력
향상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발전코자 하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태국 정부는 수출과 관련한 대부지원, 섬유산업 전반
에 대한 서플라이 체인 강화, 원사 생산에 있어 현지 원자재 사용
지원, 숙련 인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교육 지원 등을 시행하여 경쟁
력 강화를 꾀하고 있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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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패션 산업
l 동남아시아 국가 진출을 위한 주요 거점국으로서 태국과 지역 거점
허브 공항으로 일찍이 발달한 방콕
- 단일 도시 중 가장 많은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수를 여러 번 차지할
정도로 전 세계적인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동남아시아를
방문하기 위한 지역 허브 공항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에 국제적인
수준의 쇼핑몰이 일찍부터 발달
- 아울러 자국의 집적된 섬유 의류 산업 서플라이 체인을 바탕으로
의류에 대한 기획, 생산, 유통이 모두 가능한 까닭에 한국의 동대문
의류 시장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짜뚜짝 시장(Chatuchak market),
쁘라뚜남 시장(Pratunam market), 플라티넘몰(Platinum mall)이 있
음. 상기 시장에서 유통되는 의류는 태국 전역 및 인근 동남아국가
로 도매 판매. 2000년에 플라티넘몰이 세워지면서 의류 리테일 기
능이 강화됨
- 태국은 의류 서플라이체인의 발달로 인해 전국적으로 2,000개가 넘
는 봉제 공장이 있으며 대형화된 업체는 전국 각지 및 해외에까지
의류 봉제 공장을 설립하여 해외 수출. 나이키, 아디다스, 갭 등 전
세계의 다양한 유명 브랜드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러한 봉제 의류
생산 경험은 자체 패션 브랜드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음. 주
요 업체로는 ICC인터내셔널(ICC International PLC.), 하이테크 어패
럴(High Tech Apparel Co.,), 홍셍 니트(Hong Seng Knitting Co.
Ltd), 난양 텍스타일(Nan Yang Textile), 사하팟(Sahapat Co., Ltd) 등
이 있음
- 오랜 OEM 의류 생산 경험과 이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민관의 노력
이 결합하여 최근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브랜드들이 많이 출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드라이클린온리(Dry Clean Only), 바타니카
(Vatanika)와 같이 헐리우드에서 큰 인기를 누린 바 있는 브랜드도
출현. 드라이클린온리 브랜드도 태국의 짜뚜짝 시장에서 유래하였
으며, 바타니카는 유명 헐리우드 배우들이 바타니카의 옷을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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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레드카펫에 등장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명성을 얻은 하이
엔드 패션 브랜드로 자리메김하고 있음

※ 출처 : 바타니카 홈페이지 (Vatanika-design.com)

- 해외에서 인기를 얻는 플라이나우(Flynow), 나라다(NaRaDa), 자스팔
(Jaspal)과

자국

패션

브랜드도

늘어나고

있으며

짐

톰슨(Jim

Thompson) 실크 브랜드는 전세계 30여개국에 독립 매장을 둘 정도
로 많이 알려져 있음
- 자스팔은 십여개의 독립 브랜드를 가지고 남성, 여성, 아동 등 패션
카테고리를 세분화하여 현지 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홈리빙 인테
리어 제품까지 확장. 1975년 봉제 회사로 창립한 MC그룹(MC
Group)은 진 의류에 중점을 두고 발전하여 현재 태국 증시에 상장
되어 있으며, MC 계열의 브랜드들은 이웃 동남아 국가인 미얀마 및
라오스에 진출하여 판매 중. 태국의 많은 현지 패션 브랜드들은 자
국의 의류 생산 기지를 활용하여 봉제 의류 생산 경험에 기반하여
성장해 왔으며, 현재의 타일랜드 4.0(Thailand 4.0)28) 경제 정책과 더
28) Thailand 4.0 Economy. 기존 Thailand 1.0(농업 중심), Thailand 2.0(경공업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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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마케팅 능력 함양을 통해 국내외에서 해외 브랜드들과 경쟁하
고 있음

※ 출처 :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센터 자체 조사

- 아울러 태국 정부는 방콕을 글로벌 패션 수도로 선택하고 패션 의
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제적인 패션 행사29)를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음. 현지의 섬유산업 클러스터를 십분 활용하기 위하여
이러한 패션 행사를 무역 트레이드 전시회와 연계하여 BIFF &
BIL(Bangkok International Fashion Fair & Bangkok International
Leather Fair)을 매년 3월 방콕에서 개최

한국 패션 산업의 태국 진출
l 패션 시장으로서의 태국은 성장 잠재력이 높기 때문에 최근 한국 기
업들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음
- 태국은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진출하기 위한 주요 허브 국가로
서 아시아 이외 관광객들 방문도 많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위해 인
지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 지역임
Thailand 3.0(중공업 중심)에 이어 2018년 10월 공식적으로 출범한 혁신 및 가치 창조
에 기반을 둔 경제 중심 국가 성장 정책으로서 관련 산업에 대하여 세재혜택, 정책 자
금 등의 지원이 있음
29) Bangkok International Fashion week, Elle Bangkok Fashion week, Bangkok
International Fashion 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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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중진국으로 분류될 수 있을 만큼 내수 소비층의 구매력이
상승하고 있고, 동남아시아 내에서 한국 브랜드 및 국가에 대한 인
식이 좋은 대표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였을 경우 파급 효
과가 매우 큰 국가임

※ 출처 : EmQuartier몰 홈페이지

- 현재까지 성주그룹의 MCM30), LF의 해지스, 로사케이, 스타일난다,
보이런던 등의 브랜드가 현지의 파트너와 함께 진출한 바 있으며,
방콕의 한국 관련 제품 편집숍에 진출한 사례로는 O!Oi, 프라이노크
(Freiknock), 참스(Charm’s), 사쿤(Sakun) 등31)이 있음. 현지 대기업
인 사하그룹과 합작하여 2013년 진출하였던 해지스는 2017년 태국
시장에서 철수한 바 있음
- 전체적으로 태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패션 의류는 스트리트
패션 위주의 한류 패션으로 현재 태국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브랜드인 스타일난다 및 한국 패션편집샵의 인기에서 반증

30) 태국 현지 파트너 PP그룹 (www.ppgroupthailand.com)
31) 방콕 시암스퀘어 쇼핑몰 내 케이랜드 편집숍(K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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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몰 그룹(The Mall Group)와 합작하여 진출한 스타일난다 브랜드
는 현재 태국에서 총 7개32)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7년 11월
에는 4층 규모의 스타일 난다 핑크호텔(Style Nanda Pink Hotel)이라
는 이름의 플래그쉽 스토어를 개장하여 의류, 화장품, 카페 등을 총
괄운영하며 전체적인 컨셉을 소개하고 있음

※ 출처 :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센터 직접 촬영

-

방콕에는

이외에도

디자인

코리아(Design

Korea),

매치박스

(Matchbox), 케이랜드(Kland), 서울스튜디오(Seoul studio) 등 한국의
스트리트패션을 주요 테마로 한 수많은 편집샵들이 있음. 태국 소
비자들은 대형 한국 패션 브랜드보다는 한국 스트리트 패션이 주는
이미지, 한류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세련된 디자인에 반응하여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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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구매하는 경향
- 브랜드 샵 이외에 일반 의류 편집 매장의 경우에는 최신 한류 유행
패션 스타일의 의류를 태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거나 중국에
서 수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한류의 가장 직접적인 소비계층이
라고 볼 수 있는 10~20대 여성들의 가처분 소득을 고려하였을 때
가장 구매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카테고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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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애니메이션
하청 작업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애니메이션 산업

2018년 태국 애니메이션 시장 규모는 약 38억 7,700만 바트 수준이며 이
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약 22억 1,800만 바트 규모에 이
르는 외부 하청 제작임. 정부는 애니메이션 산업을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시대에 맞는 주요 육성 산업으로 정하고 해외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인센
티브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9년에는 약 24억 바트까지 증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애니메이션 관객층이 엷어 국산 애니메이션 뿐 만 아니라 헐리우드 블록
버스터 애니메이션도 매출은 크지 않은 편이나, 외부 하청 작업을 거치며
성장해온 국내 스튜디오들은 꾸준히 애니메이션을 출시하면서 관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전국 25개에 달하는 고등교육기관에서 약 2,000명
의 애니메이션 관련 인력을 매년 배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탤런트 풀은 향
후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에 좋은 인프라가 될 것으로 전망

태국 애니메이션 산업 개요
l 태국 정부는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고자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제
조업 중심에서 탈피하여 하이테크 산업에 기반을 둔 경제 성장 정책
을 추진하고 있음
- 2016년 6월 태국 정부는 디지털경제사회부(MDES, Ministry of
Digital Economy and Society)를 만들고, 산하의 디지털경제사회위
원회(National Digital Economy Committee)에서 디지털 창조 경제
증진을 위한 주요 산업 영역 및 중점 사안들을 발표
- 이들은 i) 각각 디지털 콘텐츠, ii) 전국 브로드밴드 확충, iii) 데이터
센터 개발, iv) 평생교육 기반 마련, v) 디지털 경제와 관련한 후속
입법임. 이때 디지털 콘텐츠 영역 내에서 창조 경제 진흥을 위해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의 발전을 위하여 유통 채널 개발, 저작권

49

글로벌 마켓 브리핑 / 2019.05

2
시장 동향 및
이슈

보호 방안, 관련 인적 자원 개발을 천명
- 기존에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을 위하여 설립되었던 정부 기구인 소
프트웨어산업진흥기구(SIPA, Software Industry Promotion Agency)는
디지털경제진흥기구(DEPA, Digital Economy Promotion Agency)로
확대 통합되었으며, 애니메이션을 비롯한 게임, 캐릭터 산업을 지원
하고 있음
- DEPA는 2018년 태국 애니메이션 시장 규모를 약 38억 7,700만 바
트33)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2017년보다 약 2% 성장한 수준임.
현재까지는 전체 시장 규모 가운데 애니메이션 하청 작업의 규모가
55% 수준으로 2018년 22억 1,800만 바트를 기록할 것 전망
- 태국도 일본 및 미국의 애니메이션 산업에 지배적이어서, 자체 IP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시장은 2018년 8,600만 바트 규모로 예상되며
이는 전체 애니메이션 산업의 약 2.2% 수준임

※ 출처 : 태국디지털경제진흥기구 홈페이지 (www.depa.or.th)

l 당분간 태국 애니메이션 산업은 해외 애니메이션 하청 작업을 중심으
로 성장할 전망
33) 2019년 4월 기준 한화 약 1,404억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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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IP 애니메이션 성장은 단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
어렵기 때문에 태국 애니메이션 산업은 외부 애니메이션 하청 작업
을 중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그 중에서도 비교적 높은 난이도
로 꼽히는 고부가가치의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의 성장이 두드
러질 것으로 예상됨. 전체 애니메이션 시장 규모 가운데 컴퓨터 그
래픽 애니메이션 하청 분야가 100% 이상 성장을 보이며 2017년 4
억 7,800만 바트를 기록

※ 출처 : 태국디지털경제진흥기구 홈페이지 (www.depa.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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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산업 관련 정부 지원 및 내부 인프라
l 정부에서는 해외투자자들이 태국 내에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설립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34)를 부여하고 있음
- 애니메이션 관련 산업은 창조 및 디지털 산업군으로 분류하여 국가
에서 추진하는 투자촉진 산업 분야35)에 속해 있으며 이에 따라 5년
간 법인세 면제를 비롯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출처 : 태국투자진흥청 홈페이지(www.boi.go.th)

- 태국디지털진흥기구에서는 산업 기반 확충과 민간 시장과의 원활한
연계를

위하여

매년

방콕국제디지털

콘텐츠

페스티발(BIDC,

Bangkok International Digital Content Festival)을 개최하고 있음
- 현재 BIDC는 태국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규모의 애니메이션, 비주
얼 특수효과 산업, 캐릭터, 게임 전시 행사이며, 기존 TAM(Thailand
Animation and Multimedia) 행사를 확대 개편하였음

34) 태국투자진흥청(Thailand Board of Investment)에서 주관
35) 태국투자진흥청 해외투자자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산업군을 i) 바이오 기반 및
의료 산업, ii) 선진 제조 산업, iii) 기본 지원 산업, iv) 고부가가치 서비스, v) 창조 및
디지털 산업 등 5개군으로 구분하여 투자 장려 정책 시행 중이며 이 때 애니메이션 스
튜디오는 A3 영역으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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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DC에서는 애니메이션 산업 관련 세미나, 워크샵도 같이 개최되며
산업화 연계를 위하여 업체간 비즈니스 매칭도 같이 지원하고 있
음. 가장 최근에 개최되었던 BIDC 2018 행사는 2018년 6월 11일부
터 12일까지 양일에 걸쳐 방콕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렸으며,
한국을 포함하여 전세계 35개국 60여개 업체가 참가하였음

태국 극장 애니메이션
l 국산 애니메이션의 공급이 매우 부족한 까닭에 극장 애니메이션은 주
로 미국 헐리우드 제작한 애니메이션이나 일본 극장판 애니메이션에
많이 의존하고 있음

※ 출처 : Mojo Boxoffice

- 국산 CG 기술을 이용한 첫 번째 극장용 애니메이션(Khan Kluay,า
ก
นกล
วย)이 2006년도에 처음으로 상영되었으며, 총 투자액이 15억 바
트에 이르는 대작이었음. 박스오피스 2,269,061 달러에 이르는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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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두며 2006년 박스 오피스 8위를 기록 하였으며 이후 미국, 인
도, 말레이시아까지 진출하여 호평을 받았음. 2009년에는 속편
<Khan Kluay 2>가 제작되어 극장 개봉하여 2,215,815 달러의 성적
을 거두었으나 전체 박스 오피스 순위에서는 16위를 기록하였음
- 국산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헐리우드 대작 애니메이션의 박스 오
피스 실적도 그리 크지 않고 태국 전체 인구 대비하였을 때 극장
영화 인구 규모 자체가 적다는 것이 국산 극장용 애니매이션이 발
전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2019년

3월에

개봉한

헐리우드

<드래곤

길들이기3>는

누적

3,135,335 달러 성적을 기록하는 등 최근에 개봉한 애니메이션의 경
우에는 흥행에 따른 매출 규모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음

※ 출처 : iMDB

- 2018년 1월에는 국내 스튜디오 엑스포맷 필름(Exformat Film)과 이
글루 스튜디오(Igloo Studio)를 필두로 총 8개 스튜디오가 협력을 통
하여 만든 <레전드 오브 무에타이>가 개봉하였음. 4년의 제작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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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쳐 만들어진 이 애니메이션은 개봉 이후 최종 5,260만 바트의
입장권 판매 수익을 거두면서 2018년 태국 박스 오피스 15위 권의
성적을 거두었음. <레전드 오브 무에타이>는 각각 중국, 뉴질랜드,
호주, 인도네시아, 러시아로도 수출되어 2018년 하반기에 각각 개봉
관에서 상영된 바 있음
- 비용이 많이 드는 극장용 국산 애니메이션에 비하여 태국 영화 시
장의 규모가 아직은 적은 편이기에 공급이 많지 않지만 한국의 CJ
E&M과 같은 멀티플렉스의 태국 시장 진출, 꾸준한 국산 영화 흥행
작 배출 등을 통해 영화 산업 자체가 발전하고 있음

태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강점과 약점
l 풍부한 관련 인력 수급과 협소한 자체 애니메이션 IP 시장에서 큰 간
극이 존재함
- 태국에서는 전국적으로 약 25개 대학교에서 약 2,000명의 애니메이
션 산업 인력을 배출하고 있으며, 기존 SIPA와 현재 DEPA의 투자
에 따라 이 숫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정부의 지원에 따라 풍부한 관련 인력이 교육 기관을 통해 배출되
고 있어 민간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점은
강점이나, 태국 내부에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IP 관련 시장이 협소한
부분은 약점으로 지적됨. 극장용 영화 시장에서는 일반 영화와 비
교하였을 때 애니메이션 영화 시장 자체가 작은 편
- 동남아시아 지역 내에서 컴퓨터 그래픽을 포함하여 가장 높은 수준
의 애니메이션 작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국내의 각 스튜디오별로
선택과 집중이 많이 이루어진 상태임. 강점을 보이는 각사별 전문
분야에 따라 국내 스튜디오들 간에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제작한 레
전드 오브 무에타이(The Legend of Muay Thai: 9 Satra)는 태국 애
니메이션 인더스트리 전체가 가지고 있는 실질 능력을 여실히 보여
주었음. 앞으로도 여러 스튜디오간 협업을 통해 공동의 로컬 IP를
브랜딩할 수 있는 부분은 태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큰 기회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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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센터 직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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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기존 스튜디오들은 자체 IP를 가진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태
국 시장 내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단일 문화권인 고유한 태국 현지
문화에 치우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애니메
이션은 해외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기가 어려웠음. 아울러 태국어36)
는 태국 및 태국 인근의 동남아시아 국가의 소수민족만이 사용하고
있기에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번역이 필요하다는 점
에서 약점으로 꼽을 수 있음
- 태국 극장은 메이저 시네플렉스(Major cineplex)사가 전체 스크린의
60% 상당을 차지하는 독과점 구조로 관객층이 비교적 엷은 국산
애니메이션이 유통망을 확보하기에 까다로운 구조임. 따라서 국내
시장 유통을 위한 적절한 플랫폼을 찾는 어려움 또한 약점으로 지
적됨

※ 출처 : iMDB

36) 모국어로써의 태국어 구사자는 약 2,600만명이며, 제2모국어로써 태국어 구사자는 약
6,00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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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자본에 의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는 외국인 투자법 개정 이
전에는 외국인에 대한 지분 보유 제한이 있었으나 관련 규정의 개
정으로 해외 투자 촉진 산업으로 바뀌어 기존의 진입 장벽이 상당
부분 제거되어 앞으로의 결과가 주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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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시장을 중심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는
태국 게임시장
1. 태국 게임시장 현황
2. 온라인 PC 게임시장 현황
3. 온라인 PC 게임 결제 환경
4. 모바일 게임시장 현황
- 가레나 퍼블리셔의 높아진 영향력
- 배틀로얄 장르 게임의 인기
5. 순항하고 있는 태국 e스포츠 게임시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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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시장 중심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는 태국
게임시장
태국 게임 시장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 중
하나로, 2019년에는 약 10억 8,300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2015년 이미 PC 게임의 매출을 뛰어넘은 모바일 게임 매출은 앞으로도 연
평균 23%에 이르는 고성장을 지속하면서 2022년에는 14억 5,000만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는 싱가포르 퍼블리셔 가레나의 선전이 돋보이며,
특히 재작년부터 아레나 오브 발로르에 이어 프리파이어 게임이 매출 1위
를 기록함으로써 모바일 게임 시장 성장에 따른 가장 큰 수혜를 입었음.
AOS 기준 매출 상위 10개 게임 가운데 8개 게임이 중국 개발사의 게임일
정도로 중국 게임의 태국 시장 진출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아울러
PC/모바일을 가리지 않고 e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스폰서와 관객
이 같이 늘어나는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음

태국 게임시장 현황
l 2018년 태국의 온라인/모바일/콘솔 게임 시장의 크기는 약 10억 7,600
만 달러37)로 동남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게임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음
- 2017년 전체 매출은 약 9억 500만 달러로 전년도 대비 약 19% 성장
하였으며, 모바일게임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전체 성장을 견인하
고 있는 상황
- 태국의 경우 전체 인구 6,900만명 대비 인터넷 이용자 수가 아직
3,800만명(55%)에 그치고 있어, 앞으로의 게임 시장 성장 가능성은
더 큰 편임.
37) 출처 : PWC 리포트 <PWC Video games and e-sport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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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WC 리포트 <PWC Video games and e-sports 2019>

- 태국의 경우 전체 인구 6,900만명 대비 인터넷 이용자 수가 아직
3,800만명(55%)에 그치고 있어, 앞으로의 게임 시장 성장 가능성은
더 큰 편임.

온라인 PC 게임시장 현황
l 모바일 게임 시장보다는 성장 속도가 완만하지만 태국의 PC 온라인
게임 시장도 견고하게 성장하고 있음
- 인디게임을 제외하고 태국 국내 개발사들의 게임은 시장에서 찾기
가 어려우며, 해외 개발사들의 게임에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큰 편
- 2000년대 초기부터 태국에 진출하였던 한국 게임들의 인기가 매우
높은 편.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지난 2017년 11월에는 넥슨이 현지
게임 퍼블리셔 iDCC38)의 잔여 지분을 모두 인수39)하고, 넥슨 타일
랜드를 출범하여 직접 게임 퍼블리슁 하는 등 현재에도 한국 게임
들의 PC 게임 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음
- 태국 게임 유저들의 경우 일찍부터 접했던 해외의 수준 높은 온라
인 게임에 눈높이가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현지 개발사가 개발한
38) I Digital Connect Co(iDDC)
39) 2016년 11월 넥슨은 iDDC의 지분 49%를 인수하였으며, 태국 정부의 승인을 거쳐
2017년 11월 최종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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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은 전체 태국 게임 시장에서 영향력이 적은 수준
- 태국에서는 과거 PC방을 중심으로 온라인 게임들이 많이 성장하였
으나 현재는 초고속 인터넷 가입 비용이 저렴해지고 홈PC 시장이
커지면서 PC방 숫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게임센터를 겸하
는 일반 PC방의 경우 시간 당 사용 요금은 15~20바트 내외임40)

※ 출처 :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센터 직접 촬영

l 태국 온라인 PC 게임 주요 퍼블리셔
- 태국 게임 시장의 성장에 따라 해외 개발사 및 퍼블리셔들이 현지
시장에 직접 진출하여 게임 서비스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주
요 온라인 PC게임 퍼블리셔는 가레나(Garena, 싱가포르), 아시아소
프트(Asiasoft, 태국), 넥슨 태국, 트루디지털(Trudigital, 태국), 이니
3(Ini3, 태국), 갓라이크(Godlike, 태국). 플레이위드 태국(Playwith
40) 2019년 5월 기준, 한화 약 550원 ~ 730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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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iland, 한국) 등이 있으며 주요 회사들이 모두 한국 온라인 게임
을 현지에서 퍼블리슁하고 있음
- 2018년 태국 게임쇼에서 베스트 MMORPG 게임상을 받은 바 있는
한국 펄어비스의 검은사막의 경우, 펄어비스가 직접 서비스 운영하
는 가운데, 현지 파트너인 레벨업 게임즈(Levelup games)와 함께 마
케팅 및 게임 운영을 함께 진행 중

출처 : Thailand Game Show 2018

- 태국 퍼블리셔들 가운데에는 일찍부터 가까운 이웃 동남아시아 국
가에 진출하여 해당 국가에서 온라인 게임을 서비스하는 경우가 많
이 있으며 아시아소프트의 경우 국내(태국)과 해외(싱가포르, 말레
시이사,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매출 비중이 각각 42:58 정도로 역
전. 이 밖에 일렉트로닉 익스트림(Electronics Extreme)도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서 온라인 게임을 서비스 중
- 모바일 게임의 경우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려져서 해외에서 수입
한 게임에 대하여 동남아시아 전역을 대상으로 판권을 확보하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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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하고 있으며, 이는 라이센스 아웃 계약 주체인 게임 개발사들
이 동남아시아 각국에 개별 판권 계약을 하기보다는 한 개의 업체
에 퍼블리싱 판권 계약하기를 선호하는 반증임

※ 출처 :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센터 자체 조사

- 태국 국내 퍼블리셔들 중에는 온라인 게임 시장의 경쟁 심화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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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대형 퍼블리셔의 BPO41) 서비스를 대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
음. 현지 게임 퍼블리슁을 통해 강점을 보일 수 있는 PC 온라인 게
임의 성장은 둔화되고 해외의 대형 개발사 및 퍼블리셔들이 대거
태국으로 진출하여 직접 서비스를 운영함에 따라 기존의 서비스 게
임 운영 조직을 타 게임을 위한 BPO 및 마케팅 대행으로 전환하여
운영. 대표적인 예로 트루디지털플러스(e스포츠 운영 대행), 이니3
(마케팅 집행 및 커뮤니티 서비스 대행) 업체 등이 있음

※ 출처 :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센터 자체 조사

온라인 PC 게임 결제 환경
l 태국 온라인 게임 결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체적
으로 게임 퍼블리셔 각자가 발행하는 자체 선불카드, 트루머니, 모바
일폰 선불카드가 대세를 이루고 있음
41)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CS, 마케팅 집행, 게임 커뮤니티 매니지먼트와 같
은 게임 운영 일부를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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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선불카드 이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결제 수단은 트루머니임,
트루머니는 서버에 저장된 전자지갑 트루머니의 차감을 통해서 타
콘텐츠의 결제도 가능하며 혹은 구매한 선불 트루머니 핀을 직접
다른 온라인 컨텐츠 구매에 입력하여 결제하는 방식도 가능
- 핸드폰 선불카드 중에서는 AIS 통신사의 12Call 카드가 가장 광범위
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주요 편의점, 선불카드 Kiosk, 서점 프랜차이
즈에서 판매하고 있음
- 트루머니와 기타 통신사 선불카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접근성에 있
으며 트루머니는 태국 내 편의점 가운데 가장 압도적인 커버리지와
매장수를 자랑하는 세븐일레븐42)에 입점해 있어 타 선불카드와 차
별성이 있음

※ 출처 :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센터 자체 조사

- 다양한 선불카드를 취급하는 가레나의 에어페이도 온라인 게임이
주로 플레이되는 PC방에서 자주 취급되고 있음. 에어페이는 PC방
에 보급된 PC방 관리 프로그램에 삽입된 기능으로 에어페이에 가
42) 세븐일레븐 운영사인 CP All Publick Compamy limited 및 트루머니를 발행하는 모
회사 Ascend Group는 모두 태국 최대의 재벌 기업 짜런 폭판 그룹(Charoen
Pokphand Group) 소속. 세븐일레븐은 태국 전역에 10,247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
어 나머지 전체 편의점 브랜드의 전체 매장 수(3,672개 보다 더 많은 매장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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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한 PC방 점주는 일정 금액을 사전에 충전한 이후, PC방을 찾은
소매 고객들이 특정 선불카드를 찾을 때 마다, 해당 선불카드를 판
매하면서 기존에 충전해 둔 금액을 차감해가는 판매 방식임. 소매
고객들의 경우 에어페이 로고가 붙어 있는 PC방 혹은 키오스크, 매
대 등을 찾아 현금을 지불하고 선불카드를 구매함. 최근에는 일반
인 고객을 대상으로 에어페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하여 다
양한 선불카드를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유저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태국 모바일 게임시장 현황
l 태국 모바일 게임 시장은 2015년 총 $2억 7,800만 달러 규모로 늘어
나면서 같은 해 $2억 4,800만 달러에 그친 PC 게임 시장 규모를 넘어
섰음. 2018년에는 전체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를 $6억 5,400만 달러
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같은 기간 동안 PC 게임이 거둔 $3억 2,200
만 달러 규모의 2배에 해당
- 2022년까지 모바일 게임 시장은 연평균 23.4%의 성장을 거둘 것으
로 전망되며 같은 기간 PC게임 시장은 6.9% 성장 할 것으로 예상
되어 그 격차는 갈수록 커질 예정
- 태국 PC온라인 게임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싱가포르
퍼블리셔 가레나는 모바일 시장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2017년부터 1위 게임으로 굳혀져 왔던 아레나 오브 발로르(Arena
of Valor)의 뒤를 이어 배틀로얄 장르 게임 프리파이어(Free Fire)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면서 태국 모바일 게임 시장을 성공적으로 수
성하고 있음
- 전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배틀로얄 장르의 게임의 인기는
태국에서도 큰 반향을 얻고 있음. 텐센트와 한국의 크래프톤이 같
이 서비스하는 오리지널 배틀로얄 장르 게임인 배틀그라운드 모바
일(Battleground mobile)가 2018년 상반기 출시하면서 프리파이어,
룰스 오브 서바이벌 등 유사 장르의 게임들이 격렬한 마케팅 경쟁
을 하였으나 현재로써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과 프리파이어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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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상황
-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4월 현재까지 프리파이어, 아레나 오브
발로르,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태국 모바일 게임 시장의 1~3위권
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외에는 중국 모바일 게임들이 순위권에 들어
왔다가 빠지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음
- 중국 모바일 게임이 태국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현지 지
사를 설립하지 않고 중국에서 원격으로 게임을 출시하면서 좋은 매
출 성적을 거두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l 중국 게임의 태국 시장 진출 강화
- 안드로이드 매출 순위 10위권 이내에 총 8개, 20위권 이내에 13개,
50위권 이내에 27개의 게임이 중국 게임43)이며 특정 게임 및 개발
사의 인기에 따라 몇 개의 게임이 순위에 올라있는 것이 아니라 낮
은 순위부터 높은 순위까지 태국 모바일 게임 시장 저변에 중국 개
발사 및 퍼블리셔가 포진하고 있으며 자체 경쟁을 지속하며 점유율
을 확대하고 있음
- 태국 게임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그간 출시한 중국 게임들이 좋
은 성적을 거둠에 따라 중국 개발사 및 퍼블리셔 중 태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현지 마케팅을 강화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43) 텐센트에서 대규모 투자를 받은 가레나는 중국 회사로 임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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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센터 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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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가레나 퍼블리셔의 높아진 영향력
- 가레나는 1~2위권 게임 이외에도 넓은 유저풀을 활용하여 출시하는
게임 대다수를 매출 상위권에 올려놓고 있으며, 2018년에 신규 출
시한 스피드 드리프터(Speed Drifters)가 7위, 콘트라 리턴(Contra
Returns)이 14위의 매출 순위에 오름에 따라 매출 10위권 이내에 자
사 게임 3개를 올리는 경쟁력 우위를 보여주고 있음

※ 출처 : Niko partners 리포트

- 태국 내 타 퍼블리셔들이 이렇다 할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 못한 데
반해, 가레나 PC(Garena PC, 게임 메신저, 게임 런처, 커뮤니티 지
원), 가레나 모바일(Garena Mobile, 채팅, 모바일 게임 커뮤니티 지
원), 에어페이(Airpay, 가레나 게임 결제), 가레나 라이브(Garena
Live, 가레나 게임 e스포츠 채널 지원) 등 게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플랫폼을 수직적으로 제공 중
- 아울러 동류집단압력44)이 매우 강한 게임 커뮤니티에서 이른바 대
세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1등 게임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기의 플랫폼을 통하여 또래집단과의 활발한 인터액션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애착관계가 확대 및 재생산되고 있으며, 이
를 통해 게임, 플랫폼과의 록인45)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음
44) 동류집단압력(Peer group pressure), 게임을 플레이함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친구, 또
래들이 즐기는 게임을 선택하는 경향
45) 기존 서비스보다 더 좋은 서비스가 출시되어도 이미 투자된 비용, 시간, 혹은 귀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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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가레나 라이브 (2019년 5월 1일 프리파이어 월드컵 in 방콕)

- 라이브스트리밍 및 동영상 시청 플랫폼인 가레나 라이브의 경우 대
만, 태국, 베트남 3국에서 서비스하고 있음. 이 세 개 국가는 아레
나 오브 발로르의 인기가 매우 높은 지역인 공통점이 있어 국가 대
항전이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으며, 각국의 프로리그 중계 및 동남
아시아 국가 초청전 전경기 등을 송출하고 있음. 아울러 가레나가
각 국에서 진행하는 크고 작은 규모의 e스포츠 행사, 게임 관련
UGC46), 오프라인 이벤트 등을 모두 중계하고 있어 가레나 게임 관
련 방송 채널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음
- 가레나는 대규모 e스포츠 행사 개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브랜딩을
강화하고 있음. 2019년 4월 6일부터 4월 7일까지 방콕에서 가레나
월드 2019(Garena World 2019) 행사47)를 개최. 리그 오브 레전드,
아레나 오브 발로르, 링 오브 엘리시움, 피파 온라인4, 포인트 블랭

등으로 인하여 타 상품으로 전환에 대한 고비용이 발생하여 옮겨가지 못하게 되는 효
과
46) User-generated content, 사용자 생성 콘텐츠로 동 플랫폼에서는 게임 유저가 게임
플레이 장면, 게임 관련 내용, 패러디 등의 내용을 스스로 촬영 및 편집하여 만들어낸
동영상 콘텐츠를 업로드 함
47) 가레나 월드 2018 또한 태국 방콕에서 2018년 3월 31일 ~ 4월 2일 사이에 열렸으며
리그 오브 레전드, 혼, 피파 온라인, 포인트 블랭크, 프리파이어, 블레이드 앤 소울, 링
오브 엘리시움을 대상으로 전체 상금 규모 1,660만 바트로 대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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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게임에 대해 총 1,700만 바트의 상금 규모로 대회 개최. 최종적
으로 30만 명의 관중이 행사에 참여하는 성공을 거두었음. 가레나
월드 2019 행사는 태국관광청, 트루 온라인, AIS 브로드밴드의 스폰
서쉽도 같이 유치. 가레나월드 행사 이외에도 상시적으로 진행하는
아레나 오브 발로르 프로리그에서도 이동통신사 트루모바일의 스폰
서쉽을 받아 안정적으로 리그를 운영하고 있음

※ 출처 : Niko partners 리포트

- 가레나는 태국 정서가 반영된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지속전개하고
있으며 현지에서 큰 반향을 불어온 마케팅 사례들이 다수 있음. 피
파온라인을 오랫동안 퍼빌리싱 해온 가레나는 25명에 달하는 태국
축구 선수들을 직접 온라인 게임 내에 이식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태국 고유의 운송 수단인 툭툭(Tuk Tuk)48)을 배틀로얄
장르 게임인 프리파이어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 하는 등 다
양한 현지화 전개. 모바일 게임의 경우 가레나 이외에는 현지 거점
48) 태국에서 택시 역할을 하는 삼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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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고 사업하는 경쟁사가 드물기 때문에 태국어 SNS 운영 및 CS
응대, 연중 오프라인 행사 개최 등 경쟁 우위에 있는 마케팅을 지
속하고 있음
l 배틀로얄 장르 게임의 인기
- 전세계를 강타한 배틀로얄 장르의 인기는 태국에서도 매우 높은 편
임. 온라인 버전의 경우 도입 초기 수많은 업체들이 여러 가지 게
임을 가지고 경쟁하였으나 현재에는 배틀그라운드49), 배틀그라운드
라이트50), 링 오브 엘리시움(태국 가레나 퍼블리싱), 룰스 오브 서바
이벌51)로 사업자 범위가 압축되었음
- 모바일의 경우 배틀그라운드 모바일(크래프트온, 텐센트), 프리파이
어(가레나 개발 및 퍼블리싱)로 개편되었으며 양사 모두 치열한 마
케팅 홍보 경쟁을 하고 있음
-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의 경우 다소 높은 핸드폰 사양에 배틀로얄 게
임 오리지날 이미지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게임성, 수준 높은 그래
픽을 강점으로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으며, 프리파이어의 경우
낮은 사양의 핸드폰에서도 원활하게 구동되는 특징을 잘 살려 스마
트폰 엔트리 모델을 주로 보유하고 있는 초‧중‧고등학생을 비롯한
저연령층까지 아우르고 있는 모습을 보임
- 라이브 스트리밍에 최적화된 게임성에 따라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
밍에 양 사 모두 많은 리소스를 투입하고 있으며 유튜브 인플루언
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게임 마케팅 진행 중

49) 크래프트온 개발, 글로벌 유통 플랫폼 스팀에서 다운로드
50) PUBG Lite, 오리지날 PUBG가 컴퓨터 고사양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컴퓨터 사
양이 낮은 동남아시아 및 기타 지역 시장 공략을 위하여 저사양으로 개발한 라이트 버
전, 태국 퍼블리셔는 가레나임
51) 중국 넷이즈사에서 개발한 배틀로얄 장르 게임, 베트남의 VNG사가 동남아시아 전역
(태국 포함)에서 퍼블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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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센터 자체 조사

- 프리파이어와 배틀그라운드는 e스포츠 대회의 개최도 잦은 편이며,
초청전, 클럽 오픈 등 활발하게 국내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어
서 국가 대항전을 진행하고 있음
- 배틀로얄 장르 게임은 기본적으로 FPS 게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
컴퓨터로 컨트롤 할 경우 좀 더 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음. 따라서
배틀로얄 장르의 인기는 홈PC 및 PC방 시장에 앱플레이어52)의 보
급에도

크게

기여함.

텐센트에서는

텐센트

게이밍

버디(TGB,

52) Application player, 핸드폰에서 구동하게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을 컴퓨터에서도 사
용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모바일 에뮬레이터(Mobile Emulator)
로도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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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cent Gaming Buddy)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같이 마케팅하면
서 제품 홍보 중. 텐센트 게이밍 버디 이외에 녹스(Nox), 코플레이
어(Koplayer), 미뮤(Memu)53)가 인기를 얻고 있음

순항하고 있는 태국 e스포츠 게임시장 현황
l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게임 산업 규모를 가지고 있는 태국에서는
e스포츠 대회도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음. e스포츠 대회 개최와 중계
를 위한 전용 시설도 여러 곳에 마련되어 있음

※ 출처 : 언론사 Nation Multi media 기사

- e스포츠 운영 대행 및 VR 콘텐츠 제작사 인포페드(Infofed)는 방콕
에 1,000㎥ 단위의 상설 e스포츠 경기장 <Thailand E-Sports Arena>
을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음
- 기존에는 현지의 온라인 게임 퍼블리셔들이 자사 게임의 인지도 제
고를 위한 흥행 차원에서 경기 대회를 많이 치러왔으나 현재는 사
람을 모을 수 있는 확실한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타 산업군에서 스
폰서쉽이 활발해지고 있음. 타 산업군은 스폰서쉽, 게임 관련 행사
및 대회 개최, 프로 게임단 운영 등을 통하여 e스포츠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e스포츠는 더욱 발전해가고 있는 중
- 이동통신사 트루무브H(Truemove H) 및 AIS, 중국 핸드폰 제조사 오
포(Oppo), 야마하, 에이서, MSI 등 수많은 회사들이 게임 대회를 직
53) 모두 중국 개발사이며 녹스(th.bignox.com), 코플레이어(koplayer.com/th/), 미뮤
(microvi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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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으로 후원하고 있어 태국 e스포츠 시장은 시간이 갈수록 커
질 것으로 전망
- 국제대회에서도 조금씩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태국 프로게이머 선
수단은 전국에 약 100여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각 팀들
이 평균적으로 10명 내외의 선수를 보유하고 있어 태국 전체에 약
1,000명의 게임 선수들이 활동하고 있음
- 태국 내 e스포츠 관련 단체들은 시장을 확장하기 위하여 협회 구
성, 관련 업체들과의 MOU 협약54)을 통한 협력 방안 마련을 지속해
가고 있음. 또한 주요 공중파 채널인 워크포인트는 e스포츠 관련
프로그램인 <킹 오브 게이머(King of Gamer)>를 제작하여 현재 시
즌2를 방영하고 있음

54) 태국 e스포츠협회(AESF, Thailand E-sports Federation)은 일본에서 일본 e스포츠
협회(Japan eSports Union)와 마케팅 협약을 맺고 있는 일본 광고대행사 덴츠
(Dentsu)와 협력을 위한 MOU 체결하였으며, 게임 퍼블리셔 가레나는 방콕 대학교,
스리파뚬 대학교, 푼딧 대학교와 관련학과에 e스포츠 관련 커리큘럼을 공동 개발하는
MOU를 체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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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한류 동향
태국 한류 콘텐츠 소비 동향
l 2018 태국 K-콘텐츠 엑스포 행사 참관객 중 설문 응답자(692명, 여성
93.1%, 남성 6.8%)를 대상으로 한류콘텐츠에 대한 인도네시아 소비자
들의 콘텐츠 인식 수준 및 소비 실태 조사를 진행
- 6개 분야 콘텐츠 이용경험은 ‘음악(M/V)’> ‘드라마’> ‘버라이
어티’> ‘게임’ >‘애니메이션’順이었고 ‘캐릭터’ 이용경험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음
- 6개 분야 모두에서 ‘있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없다’보다 높아
설문에 참여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6대 분야 한류 콘텐츠를 경험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6대 콘텐츠 분야 이용경험 조사

※ 출처 : 콘텐츠 진흥원

- 특히, 한국의 연상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한류 콘텐츠(K-pop, 드라
마, 영화)에 대한 응답이 62.1%를 차지하여, 한류 문화 콘텐츠에 대
한 이미지가 강한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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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한국의 이미지

※ 출처 : 콘텐츠 진흥원

- 다만 ‘한류(韓流, Hallyu, K-Wave)’ 용어에 대한 청취 경험 유무
에 대한 응답으로는 ‘없다＇가 전체의 75.7%를 차지하여 한류 용
어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조사됨
표

‘한류’용어 청취 경험

구분

응답자수(명)

비중(%)

없다

524

76%

있다

151

22%

무응답

17

2%

합계

692

100.0%
※ 출처 : 콘텐츠 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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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호 한류 콘텐츠의 경우 응답결과, 1순위 응답수가 가장 많은 콘텐
츠 분야는 ‘음악(M/V)’으로 총 425명이 응답했으며 이어 ‘드라
마’ > ‘버라이어티’ > ‘캐릭터’ > ‘게임’

> ‘애니메이

션’ 등의 順으로 나타남(복수응답)
- 이는‘한국의 연상 이미지’를 조사에서 K-POP, 드라마가 상위 1,
2위를 차지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
표

선호 한류 콘텐츠 순위
응답자수(명)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평균값

음악(M/V)

458

59

23

1

0

1

94.8

드라마

110

310

101

15

5

6

91.2

애니메이션

1

5

10

86

142

109

58.8

버라이어티

11

117

307

37

8

4

80.7

캐릭터

5

14

43

177

84

54

62.8

게임

5

10

14

62

109

159

59.8

합계

617

515

498

378

348

333

74.7

※ 출처 : 콘텐츠 진흥원

- 가장 선호하는 한류스타를 조사한 결과, ‘보이프렌드’가 13.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엑소(EXO)’, ‘GOT7’, ‘워
너원’, ‘소유’, ‘방탄소년단(BTS)’, ‘슈퍼주니어’, ‘이종
석’등의 순으로 나타남(복수응답)
- 남성 그룹 아이돌(보이프렌드, 방탄소년단, 엑소, GOT7, 워너원,
NCT 등)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올
해를 기점으로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높아지며 글로벌 트렌드를 좇
아가는 경향을 보임

80

글로벌 마켓 브리핑 / 2019.05

4
태국 한류
동향

- 하지만 슈퍼주니어, 빅뱅, 소녀시대 등 기존에 인기 있던 한류 스타
에 대한 선호도 또한 꾸준히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표

꼭 만나고 싶은 한류 스타

구분

응답자수(명)

비중(%)

보이프렌드

98

13.4

엑소

44

6.0

GOT7

35

4.8

워너원

34

4.6

소유

26

3.5

방탄소년단(BTS)

24

3.3

슈퍼주니어

18

2.5

이종석

18

2.5

NCT

14

1.9

유승우

12

1.6

빅뱅

12

1.6

소녀시대

11

1.5

기타 및 무응답

387

52.8

합계

1,205

100.0%
※ 출처 : 콘텐츠 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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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한류 문화행사 동향
l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이

주관하는

‘태국 K-콘텐츠 엑스포(K-Content Expo Thailand)’는 태국 최대 규
모의 한류 콘텐츠 축제로 2018년에는 한-태 수교 60주년을 맞아 더욱
뜻깊은 행사였음
- 행사 마지막 날인 2018년 6월 30일에 열린 <K-드라마 OST 콘서트>
에는 한국 가수 ‘소유’, ‘보이프렌드’의 무대 및 ‘유승우’와
현지 싱어송라이터 ‘뚝따 자마폰(Tookta Jamaporn)’의 듀엣 무대
로 꾸며져 한-태 양국간의 문화교류 분위기를 자아냈다. 해당 콘서
트 티켓은 예매일 당일 서버가 폭주하는 등의 높은 관심 속에서
1,850석 전석이 매진되었다. 또한, 해당 콘서트에는 태국의 비영리
단체 ‘차일드라인(Childline Foundation Thailand)’과의 연계를 통
해 복지단체 아이들 20명에게 전시장 관람 및 콘서트 좌석을 제공
하며 지속적인 나눔과 교류를 약속하였음
- 엑스포장에는 한류팬 6천여 명이 찾았으며, ‘K-드라마 스튜디오’
의 경우에는 <해를 품은 달> 등의 실제 의상을 전시하고 관람객이
착용해 볼 수 있는 체험 이벤트를 통해 문전성시를 이루었으며, 관
람객의 교류와 체험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한류 메이크업 뷰티
쇼’, ‘K-pop 랜덤 댄스 대결’, ‘한국 매운 음식 먹방 대결’
등의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짐
그림

2018 K-콘텐츠 엑스포 <K-드라마 OST 콘서트> 현장

※ 출처 : 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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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최근 들어 태국 현지에서의 K-pop의 인기와 함께 한국 가수들의 태
국 공연 일정이 잦아지고 있음.
표

2019 한국 가수 태국 콘서트 일정
블랙핑크

김재중

방탄소년단

아스트로

행사일

1월 11~12일

2월 23일

4월 6~7일

4월 27일

장소

임팩트 아레나

방콕 썬더 돔

3만 명

3천 명

동원
관객

라자망갈라
국립경기장
8만 4천여 명

BCC Hall

N/A

THB7,500
THB6,500
티켓
가격
(등급
별)

THB6,000
THB5,500
THB5,000
THB4,000
THB3,500
THB2,500

THB6,800
THB5,500
THB4,500
THB4,000
THB2,800

THB6,400
THB5,800

THB5,900

THB4,800

THB4,900

THB3,800

THB2,900

THB2,800
THB2,000

THB1,900
※ 출처 : 콘텐츠 진흥원 자체 조사

- 2019년 올해의 시작은 1월 12일, 13일 양일간 방콕 임팩트 아레나에
서 진행된 블랙핑크(Blackpink)의 콘서트로 불과 1시간여 만에 전석
이 매진된 바 있으며, 티켓이 매진된 이후 추가 공연 요청이 이어져
11일에 1회 공연을 추가하였으며 이 또한 판매가 시작됨과 동시에
매진됨. 총동원 관객 수 또한 3만 명으로, 기존 보이밴드(boyband)
가 한류 아이돌의 성공공식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여성 아이돌의
성공가능성을 입증하였음. 이러한 현상에는 블랙핑크 내에 태국인
멤버인 리사의 영향도 크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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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한국어 열풍 동향
l 한류의 열풍이 태국 내에서도 거세지면서,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
을 시작으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에 있음
- 이러한 한국어 학습의 기저에는 케이팝으로 대표되는 한국 대중문
화의 인기와 더불어 ‘온라인 팬클럽’에서 좋아하는 스타와 원활
한 소통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과 한국어를 통해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싶은 기대심리가 반영됨
- 방콕을 중심으로 한국어 학원이나 한국어 강사에 대한 수요가 꾸준
히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인이 운영하는 한국어 학원과 태국인이 운
영하는 한국어 학원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중에 있음
- 평균적으로 12시간 기준으로 강습비가 2,500 바트(약 9만 원) 수준
으로, 대졸 초임이 1만 5천 바트(약 55만 원) 정도의 수준인 것에
비추어 상당히 비싼 수준이지만, 한국어의 인기는 꾸준한 편
그림

방콕 소재 한국어 학원, K-TOP 한국어 학원

※ 출처 : K-TOP 한국어학원 페이스북

- 공교육에서도 세계에서 5번째로 한국어를 대학 입학시험 과목(제2
외국어 선택)으로 선정한 바 있음. 특히, 한국어 교육을 처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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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06년에는 시행학교가 1곳에 불가했으나 2010년에는 10개 학
교, 2018년에는 115개 학교로 확대됨
- 한국어 전공개설을 하지 않은 태국 대학교에서도 선택 과목으로써
한국어 수업이 개설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현재 한국어 전공
을 개설한 대학교는 총 9개 대학교55), 부전공 개설 대학교는 2개
대학교가 있지만 타 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교양 과목을 개설한 학
교는 총 23개 대학교가 있어 한국어 학습 열풍을 짐작할 수 있게 함
그림

방콕 탐마삿 대학교의 한국어 학습 교재 (교양과목 Korean Study)

한국 콘텐츠의 인기와 리메이크
l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태국에서 입증되면서 한국 방송 콘텐츠 포맷을
그대로 들여와 리메이크하는 프로그램이 점차적으로 확대 중
- 지난 2014년 드라마 <풀하우스>가 태국판으로 리메이크되어 중국으
로 수출되는 등 큰 성공을 거두면서, 한국 드라마가 태국에서 리메

55) 시나카린 위롯 대학교, 실라빠껀 대학교, 치앙마이 라차팟 대학교, 나래수안 대학교,
마하사라캄 대학교, 부라파 대학교, 송클라 대학교(빠다니 캠퍼스), 송클라 대학교(푸켓
캠퍼스), 쭐라룽콘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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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크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음
표

태국 내 한국 드라마 리메이크 작품

리메이크

시크릿

작품

가든

마이걸

오 나의

별에서 온

귀신님

그대

‘Oun-lawong-rak

‘18

‘OMG Pee

‘Li-khit-rak-

-salab-ra

Mong-kud-s

Bpuan

kham-duang

ng(혼란스

ud-thi-rak(1

Chuan Maa

-daw’ (별을

러운

8개의 사랑의

Rak(OMG

건너서 온

사랑의

왕관)’

귀신)

사랑)

2010년

2005년

2015년

2014년

태국

2019년

2018년 7월 ~

2018년 9월 ~

2019년 12월

방영일

4월 ~

9월

11월

예정

Halo

Halo

Production

Production

True4U

True4U

태국명

뒤바뀜)’
한국
방영일

Halo
제작사

Productio
n

방송국

True4U

Broadcast
Thai
Television

Channel 3

※ 출처 : 콘텐츠 진흥원 자체 조사

- 드라마 이외에도 한류 방송 콘텐츠는 예능 포맷의 수출로도 입증된
바 있으며, 2016년을 기점으로 <복면가왕>, <너의 목소리가 보여>,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은 태국판으로 제작되어 인기를 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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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디지털플러스
GMM 그래미
더 몰 그룹
시암 인터 코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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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퍼블리셔│
트루디지털플러스 (JOOX Indonesia)

표

태국 게임 퍼블리셔 트루디지털플러스 개요
기업명
대표자

본사주소

Trued digital plus
마나 프라파카몰/

설립연도

Mana Prapakamol
46/8

Rungrojthanakul

(B

Building,

9th

FL.),Ratchadapisek Road, Huaikwang, Bangkok

대표전화

+66 2 033 2222

홈페이지

www.truedigitalplus.co.th

고용인원

200 (2019)

업종

Building

2003년

이메일

상장여부

pimolwan_sam@
truedigitalplus.com

비상장

게임퍼블리싱 / e스포츠 운영 / PC방 관리프로그램

주요연혁

ㆍ
ㆍ
ㆍ
ㆍ
ㆍ

2003년
2007년
2011년
2016년
2017년

설립
Compgamer Awards 2007 수상
FIFA online 2 올해의 게임상 수상
MyArena eSports 플랫폼 출시
eSports 5,000 게임 달성

기업소개

ㆍ 트루디지털플러스는 태국 최대 대기업 집단인
폭판 그룹(Pokphand Group)의 계열사로 이동통신사
TrueMove H, 페이먼트 TrueMoney, E-commerce
Ascend Group과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음
ㆍ 방콕, 자카르타, 호치민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초창기부터 태국 게임 산업을 주도해왔음
ㆍ 게임 퍼블리셔로 출발하였으나 현재는 e스포츠 운영,
온라인 게임 포털, PC방 관리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유통하고 있음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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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디지털 산업 계열사와 시너지 효과 극대화
l 트루디지털

플러스는

태국

최대의

재벌기업인

CP그룹(Charoen

Pokphand Group) 산하의 손자 회사로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주변 계
열사와 함께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음
- 트루디지털 플러스 < 트루코퍼레이션 < CP 그룹의 지분관계로 이어
지며 트루코퍼레이션 산하에는 디지털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수많은
계열사들이 있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음
- 트루코퍼레이션의 주요 자회사 중에는 True Online(인터넷 ISP),
TrueMobille(이동통신사),

True

Vision(케이블

TV),

CJ

True

creation(한국 CJ E&M과의 합작회사), SM True(한국 SM엔터테인먼
트와의 합작회사), True Money56)(선불카드 및 PG) 등이 있으며 전
체 30여개에 달함
그림

트루코퍼레이션 주요 자회사

※ 출처 : 트루코퍼레이션 홈페이지 (www.truecorp.co.th)
56) True Money 또한 트루코퍼레이션 산하 자회사였으나 2015년 분사하여 현재는
Ascend Group 소속임. 현재는 True Money < Ascend Group < CP 그룹의 지분
관계를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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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및 e스포츠 비즈니스의 선두주자
l 트루디지털 플러스는 2003년부터 태국에서 게임 퍼블리슁을 하면서
수많은 한국 게임 개발사들과 파트너쉽을 맺고 현지에서 게임을 서비
스 하였음
- 가장 최근에는 한국 게임 개발사 제페토의 <포인트블랭크 모바일>
을 동남아시아에서 퍼블리싱 하면서 인도네시아 등 주요 국가에서
인기 1위를 한 바 있음
- 스페셜 포스, 스페셜 포스2, FIFA online 2, 얼티밋레이스 등 수많은
게임을 B2C로 서비스 해왔으며 태국의 PC방을 대상으로 PC방 관리
프로그램(iFamily plus)을 배포하여 프리미엄 PC방 및 각종 선불카드
를 유통
그림

트루코퍼레이션 e스포츠 사업팀 <My Arena>

l 2016년부터 트루디지털플러스는 e스포츠 전담팀인 MyArena 사업부를
구성하여 e스포츠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MyArena e스포츠 플랫폼을 통해 토너먼트 경기 진행, 브로드캐스
팅, 대회 운영, 라이브 스트리밍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사가
직접 서비스 하지 않는 게임의 경우에도 e스포츠 파트너로 참여하
고 있으며, 2017년에만 총 5,000 게임 개최를 통해 안정적인 e스포
츠 운영 경험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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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GMM 그래미(GMM Grammy)

표

GMM 그래미 개요

기업명
대표자

본사주소

부사바 다오룽/
Boosaba Daorueng

설립연도

1983년

50 GMM Grammy PLACE, Sukhumvit 21 Rd. (Asoke),
Khlongtoeinuea,Wattana, Bangkok 10110, Thailand

대표전화

+66 2 669 9000

홈페이지

www.gmmgrammy.com

고용인원

2,632 (2018)

업종

91

GMM Grammy Public Company (GMM Grammy)

이메일

상장여부

cs@
gmmgrammy.com

상장

TV/라디오 방송국, 음반/영화/프로그램 제작,
위성방송, 이벤트 매니지먼트, 홈쇼핑

주요연혁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1983년
1989년
1991년
1994년
1991년
2001년
2005년
2014년

설립
라디오 방송국 A Time Media 설립
TV방송 프로그램 제작사 Exact 설립
Grammy Entertainment사 상장
TV방송 프로그램 제작사 Exact 설립
GMM Grammy로 사명 변경
이벤트 공연 회사 Index Even Agency 설립
HD 채널 디지털 지상파 허가 취득

기업소개

ㆍ 태국 최대의 엔터테인먼트 대기업
ㆍ 지상파 채널 ONE, GMM 25를 운영하고 있으며,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사 A Time Media, GMMTV 보유
ㆍ 주요 일간지 및 잡지 발행
ㆍ 태국 최대 서점 체인 SE-Education 보유
ㆍ 태국 최대의 엔터테인먼트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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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최대의 종합 엔터테인먼트 대기업
l GMM 그래미 관계자는 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할 정도로 관련 산업 곳곳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
- 음반 사업의 경우 총 15개의 레이블을 두고 태국 주요 가수들의 앨
범 발매를 도맡아하고 있으며, 자사의 연예기획사를 통해 70여 명에
달하는 주요 뮤지션을 매니지먼트 하고 있음
- 라디오 채널 4개, 공중파 채널 2개, 위성 방송 1개를 가지고 있으며
총 6개에 달하는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프로덕션을 통해 자사의
텔레비전 채널에 콘텐츠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음
- 인쇄미디어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하며 6개 잡지, 3개 일간지
를

발행하고

있으며

태국에서

가장

큰

북스토어

체인인

Se-Education PLC를 소유하고 있음
-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이렇듯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2017년에는 태국 최초로 GMM Grammy 공식 유튜브 채널이
1,000만명 구독자57)를 달성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하였음
l GMM 그래미의 방송 콘텐츠 제작 역량은 해외에서도 잘 알려져 있으
며, 넷플릭스의 첫 번째 오리지날 태국 시리즈 프로그램 역시 GMM
그래미를 통하여 제작하기로 결정
- 지난 2018년 4월 넷플릭스와 GMM 그래미가 제작한 태국 드라마 및
영화 콘텐츠를 넷플릭스 통하여 글로벌에 방송하기로 협의 하였으
며 호르몬즈(Hormones)58), 배드지니어스(Bad Genious)59) 등이 포함
되었음

57) 2019년 5월 현재 1,550만명 구독자
58) 2013년부터 방영 시작하여 2015년 세 번째 시리즈까지 방영되면서 엄청난 인기를 모
았던 태국 드라마, 질풍노도의 십대들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인기를 모음
59) 학교를 배경으로 천재 소녀의 시험 커닝을 소재로 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극장 개봉
하여 참신한 소재로 입소문을 탄 바 있음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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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M 그래미와 넷플릭스 양사간의 협력은 더욱 강화되어 2019년 1
월에는 넷플릭스의 태국 시리즈물 첫 번째 제작을 GMM 그래미에
서 맡기로 하고 태국 배우들에 대한 캐스팅을 발표하기도 하였음
그림

93

넷플릭스를 통해 방영되는 태국 드라마 호르몬즈/배드 지니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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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더 몰 그룹(The Mall Group)

표

더 몰 그룹 개요

기업명
대표자

본사주소

수파럭 엄파지/
Supaluck Umpujh

홈페이지

www.themallgroup.com

고용인원

2,632 (2018)

기업소개

1981년

10240
+66 2 310 1000

주요연혁

설립연도

144 Ramkhamhang Rd, Hua Mak, Bangkapi, Bangkok

대표전화

업종

94

The Mall Group

이메일

상장여부

benjaporn.cha@
themall.co.th

비상장

리테일, 대형 쇼핑몰 운영
ㆍ
ㆍ
ㆍ
ㆍ
ㆍ
ㆍ
ㆍ

1981년
1991년
1997년
1994년
2005년
2015년
2015년

설립, 첫 번째 쇼핑몰 Ratchadamri 몰 설립
Ngamwongwan 몰 오픈
Emporium 몰 오픈
Grammy Entertainment사 상장
시암 파라곤몰 오픈
EmQuartier 몰 오픈
한국 패션 브랜드 스타일난다 사업권 계약 및
스타일난다 1~2호점 오픈
ㆍ 2017년 스타일난다 핑크호텔 오픈
ㆍ 태국 2위의 백화점 및 몰 리테일링 대기업
ㆍ 엠쿼티어, 씨암 파라곤 등 주요 랜드마크 몰 운영
ㆍ 스타일난다 및 스타일난다 핑크호텔을 통해 더몰그룹의
소비자층을 청소년으로까지 확대 계획

글로벌 마켓 브리핑 / 2019.05

5
주요 기업 동향

센트럴 그룹과 함께 태국 백화점 그룹 1~2위를 다투고 있는 리테
일 그룹. 전통적인 몰 사업자에서 벗어나 소비자층을 확대 구상
하고 있음
l 타겟 소비자를 확장하고자 더 몰 그룹은 리테일/쇼핑몰 개발 운영 이
외의 영역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한국 스타일
난다 브랜드를 태국 내 유통
- 한류매니아인 더 몰 그룹의 파이린 암풋(Pailin Umpujh)60) 시니어
매니저가 한국에서 직접 브랜드를 소싱하여 자사의 엠쿼티어 몰과
씨암 파라곤 몰내에 입점. 현재까지 태국에 총 7개 매장을 운영하
고 있으며 방콕 시암에는 플래그쉽 스토어까지 개설
그림

엠쿼티어 몰에 입점한 스타일난다 숍

- 2018년 9월에는 AEG61) 그룹과 동남아시아 음악 공연 시장 개척을
위해 전력적 파트너쉽을 체결하였음. 양 사는 전체 100억 바트를
투자하여 <EM Live>와 <Bangkok Arena>라는 이름의 대형 이벤트
공간을 건설할 예정이며, 각각 총 6,000명의 관객과 16,000명의 관
객 수용 가능한 공간으로 건설 예정. <EM Live>는 더 몰 그룹의
The Emsphere몰에 들어서며, <Bangkok Arena>는 Bangkok 몰에 입
주 예정.

60) 더 몰 그룹 회장 수파락 암풋(Supaluck Umpujh)의 조카
61) Anschutz Entertainment Group, 미국의 음악/스포츠 이벤트 회사로 세계 최대의
스포츠/음악 행사 보유 회사임. 미국 프로스포츠단들을 복수로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
Major league soccer 단체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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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시암 인터 코믹스(Siam Inter Comics)

표

시암 인터 코믹스 개요

기업명
대표자

본사주소

비툰 니란다이/
Vitoon Nirandai

홈페이지

www.themallgroup.com

고용인원

2,632 (2018)

기업소개

1990년

Khwang District, Bangkok 10310
+66 90 667 2782

주요연혁

설립연도

No. 459 Soi Lat Phrao 48, Samsen Nok Subdistrict, Huai

대표전화

업종

96

Siam Inter Comics

이메일

상장여부

benjaporn.cha@
themall.co.th

비상장

단행본/잡지 출판 유통, 라디오/텔레비전 방송국

ㆍ
ㆍ
ㆍ
ㆍ

1990년
1993년
2002년
2010년

시암 코믹스 설립
시암 인터코믹스로 사명 변경
24시간 스포츠 라디오 방송 <Sports Radio> 설립
위성 텔레비전 SMM TV 개국
24시간 스포츠 프로그램 방송 송출
ㆍ 2011년 멀티미디어 뉴스 센터 개소
ㆍ 2015년 아시아 배구 협회와 생방송 중계권 협의 완료

ㆍ 일본 만화 퍼블리셔로 시작하여 라디오, TV 방송국 등
다방면의 콘텐츠 프로바이더로 발전
ㆍ e커머스, 전자책 발간 등 여러 가지 즐거움을 주는
콘텐츠를 가지고 소비자에게 다가서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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