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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스타트업 해외진출 현황 조사
● 콘텐츠

스타트업 10개 중 7개는 해외시장 진출 희망
● 콘텐츠

스타트업의 98.5%는 해외진출을 희망하고 있으며 진출 희망 지역은 동남아(29.3%),
미국(22.9%), 중국(20.7%) 순으로 나타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진출을 주저하는 이유로는 성공의 불확실성(35.0%), 자금 투입
여력 부족(30.0%), 해외진출 노하우 부족(25.0%)인 것으로 나타남
● 콘텐츠

스타트업들은 자금조달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원인으로는
콘텐츠라는 무형자산에 대한 담보 인정이 부족(43.9%), R&D투자에 대한 기술평가제도의
부재(25.8%),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대출관행(21.2%) 순
● 콘텐츠

스타트업들이 원하는 지원 방안은 금융/세제지원(26.6%), 전문가의 실무상담 및
자문(17.8%), 바이어 명단 및 정보 제공(16.3%) 순
● 콘텐츠

스타트업들은 VR/AR 등 뉴콘텐츠(25.7%), 게임(24.8%), 캐릭터(17.7%) 등이
향후 유망할 것으로 전망
● 콘텐츠 스타트업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업과 협력을 희망하고 있으며 협력분야는
전략적 파트너쉽(39.2%), 기술협력(24.7%), 판로확보(15.5%), 마케팅 협력(13.4%) 순

01.

설문조사 개요


콘텐츠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방안 도출을 위해 해외진출 의향, 해외진출시 어려움 및 요구하는
지원방안 등에 대해 설문 조사
●한
 국콘텐츠진흥원 지원 사업에 선정된 ‘콘텐츠 스타트업 76개사’
●설
 문조사기간 : 2019년 5월 29일
●법
 인설립 3년 이상 기업이 전체 응답기업의 67.7%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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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설문분석 결과

 체 응답기업의 98.5%가 해외시장에 이미 진출했거나 진출할 의향을 가지고 있으며 진출희망
전
지역은 동남아, 미국, 중국 순으로 나타남
●전
 체 응답기업의 27.3%는 이미 해외시장에 진출했으며 71.2%는 해외시장에 진출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진
 출 대상지역으로는 동남아가 29.3%, 미국 22.9%, 중국 20.7% 순
해외진출 의향

진출 대상국


콘텐츠
스타트업들이 해외진출을 주저하는 이유로는 ①해외시장에서 성공여부가 불확실하고
②해외진출에 따른 자금 투입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응답기업의 35%는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해외시장에서 성공할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30%는 해외시장 진출에 따른 자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시장 진출을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남
해외시장 진출을 주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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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스타트업들은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금조달의 어려움
●전
 체 응답기업의 46.1%가 자본조달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협소한 시장규모(15.7%), 전문인력 부족(14.8%) 순으로 나타남
콘텐츠 스타트업 애로사항

 텐츠 스타트업들이 자금조달과 관련해서 갖는 애로사항은 ①무형자산에 대한 담보 인정 부족
콘
②서비스 R&D에 대한 기술평가제도 부재 순으로 나타남
●전
 체 응답기업의 43.9%가 콘텐츠라는 무형자산에 대한 담보 인정이 부족하고 서비스 R&D에
대한 기술평가제도가 부재(25.8%)하며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대출 관행(21.2%)이 있다고
응답
자금조달 관련 애로사항

콘텐츠 스타트업이 정부 또는 유관기관에서 가장 받고 싶은 지원은 금융/세제지원
●정
 부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받고 싶은 지원은 ‘금융·세제 지원’(26.6%, 36개사), ‘전문가
상담 및 자문’(17.8%, 24개사), ‘바이어 정보’(16.3%, 22개사)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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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유관기관에서 받고 싶은 지원

VR/AR 등 뉴콘텐츠 업종이 향후 가장 유망
●전
 체 응답기업의 25.7%가 향후 VR/AR 등 뉴콘텐츠 업종이 가장 유망할 것이라고 응답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게임(24.8%), 캐릭터(17.7%), 만화/애니(13.3%) 순

향후 가장 유망한 콘텐츠 업종

콘텐츠 스타트업의 85%가 경쟁력강화를 위해 제조업과 협력을 희망
●콘
 테츠 스타트 기업이 제조업과 협력하고자 하는 분야는 전략적 파트너쉽, 기술협력, 판로
확보, 마케팅 협력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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