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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영화산업의 자본조달과 지식축적에 관한 연구:

한국과 미국 영화산업의 공간적 특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정선화

지식기반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에 따른 지리학적 연구주제로 본 연구에서는 

지식기반산업 중 문화콘텐츠산업, 그 중에서도 영화산업의 공간 분포에 대해 보다 

적실성 있는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영화산업의 공간 분포를 결정짓는 공간 경제 형

성 메커니즘을 재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과 미국 영화산업을 비교하였다. 연구

의 목적은 영화산업의 공간적 특성과 분포를 결정하는 산업 특유의 경제 공간 형성 

메커니즘을 도출하기 위하여, 영화산업의 생산조직으로서 프로젝트 기반 생산조직, 

영화산업의 핵심적인 생산요소로서 자본과 지식을 선정하고 자본조달구조와 지식축

적과정을 유형화하여 한국과 미국 실사영화산업과 애니메이션영화산업 각각을 대입

하여 그 공간적 특성과 분포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 영화산업의 경제 공간 형성 메커니즘을 도출하기 위

해 3가지 연구주제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 한국과 미국 영화산업의 자본

조달구조, ‚ 한국과 미국 영화산업의 생산조직 및 지식축적과정, ƒ 구체적인 영

화 프로젝트를 통한 사례 분석이다. 연구내용 및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화산업 경제 공간 형성 메커니즘의 한 축으로서 자본조달구조를 분석하

였다. 영화산업의 자본조달구조는 매 프로젝트마다 새롭게 자본을 조달하는 프로젝

트 기반 자본조달로 이해할 수 있고, 이에 기초하여 투자단계에서 조달되는 핵심적

인 생산요소인 자본의 원천을 기준으로 외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와 내부금융형 자

본조달구조로 유형을 분류하였다. 이어서 이러한 유형에 한국과 미국 영화산업을 

대입시켰다. 한국 실사영화산업과 애니메이션영화산업, 그리고 미국 실사영화산업 



일부에서 외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가 나타난 반면, 미국 실사영화산업 일부와 미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에서 내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가 나타났다. 이 결과를 각 산업

의 공간 분포와 연계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자본조달 원천이 외부에 있고 다수의 

투자자로 구성되는 외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의 경우에는 투자자 간 공간적 근접성

이 요구된다. 실제 한국 실사영화산업과 애니메이션영화산업, 그리고 미국 실사영

화산업 일부에서 투자자 간 공간적 근접성이 나타나고 있어 자본조달 측면에서 해

당 산업은 집중형 공간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반면 자본조달 원천이 내부에 있는 

내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의 경우에는 투자자 간 공간적 근접성의 필요성이 없다. 

실제 미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에서 투자자 간 공간적 근접성은 나타나지 않아 자본

조달 측면에서 해당 산업은 분산형 공간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둘째, 영화산업 경제 공간 형성 메커니즘의 또 다른 한 축으로서 생산조직 및 

지식축적과정을 분석하였다. 영화산업의 생산조직은 프로젝트 단위로 생성과 해체

가 반복되는 프로젝트 기반 생산조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에 기초하여 제작단계

에서 영화산업의 프로젝트 기반 생산조직이 활용·동원하게 되는 핵심적인 생산요

소인 지식의 원천을 기준으로 외부동원형 생산조직과 내부활용형 생산조직으로 유

형을 분류하였다. 이어서 이러한 유형에 한국과 미국 영화산업을 대입시켰다. 한국 

실사영화산업과 애니메이션영화산업, 그리고 미국 실사영화산업에서 외부동원형 생

산조직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미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에서 내부활용형 생산조직

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각 산업의 공간 분포와 연계시켜 보

면 다음과 같다. 인적자본인 제작 인력을 생산조직인 제작사의 외부에서 동원하고, 

제작사가 기술 개발에 직접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외부동원형 생산조직의 경우에는 

제작사와 제작 인력, 제작 관련 업체 간 공간적 근접성이 높게 요구된다. 실제 한

국 실사영화산업과 애니메이션영화산업, 그리고 미국 실사영화산업에서 제작사와 

제작 인력, 제작 관련 업체 간에 공간적 근접성이 강하게 나타남으로써 지식축적 

측면에서 해당 산업은 집중형 공간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반면 제작 인력을 제작

사 내부에서 활용하고, 제작사가 기술 개발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내부활용

형 생산조직의 경우에는 공간적 고립이라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어 지식축적 측면에

서 해당 산업은 분산형 공간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셋째, 앞서 밝힌 영화산업의 경제 공간 형성 메커니즘을 프로젝트 구체적인 사

례분석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이론틀에 대한 이해를 보완하고 그 설명력을 검토하였

다. 외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와 외부동원형 생산조직이 결합하여 제작되고 흥행에

도 성공한 한국 실사영화산업의 <국제시장>(2014) 프로젝트는 자본조달 측면에서 

투자자들 간의 조직적·공간적 근접성이 높게 나타났고, 지식축적 측면에서 기술 

개발은 거의 일어나지 않은 반면 인적자본 동원 측면에서 제작사-제작 인력-제작 

관련 업체 간 조직적·공간적 근접성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내부금융형 자본

조달구조와 내부활용형 생산조직이 결합하여 제작되고 흥행에도 성공한 미국 애니

메이션영화산업의 <Rio 2>(2014) 프로젝트는 자본조달 측면에서 제작사 내부자금

으로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투자자들 간의 공간적 근접성이라는 개념이 성립하

지 않고, 지식축적 측면에서 제작사 내에서 기술 개발이 대규모로 진행되고 인적자

본은 제작사 내부 인력을 재배치하여 활용함으로써 제작사-제작 인력-제작 관련 

업체 간 공간적 근접성을 검토할 필요가 없게 된다. 게다가 역사적으로 제작사인 

Blue Sky Studio의 경우 영화산업의 집적지이자 모회사인 Fox Studios로의 이전

을 거부하고 교외 지향의 공간 선호를 보임으로써 공간적 고립을 그에 대한 공간적 

전략으로 선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영화산업과 같이 문화콘텐츠산업을 대표하면서 동시에 산업적으로도 

가장 성숙한 산업의 공간 분포의 역사적 과정을 추적하고 영화산업 경제 공간 형성 

메커니즘의 두 축인 자본조달구조와 지식축적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유형화함

으로써 그 공간적 특성을 이끌어 낸 것에 의의가 있다. 그 과정에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조직 연구의 대상을 조직 외부에서 자원을 동원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직 내부에서 자원을 재배치하는 경우를 포함시킴으로써 확

대하였다. 또한 프로젝트의 일시성을 단순한 시간적 개념에서 조직의 시작-진행-

완료를 관찰할 수 있는 사건으로 확장시켜 가치사슬 측면에서 연구의 틀을 설정하

였다. 또한 방법론에 있어서 그동안 비판을 받아온 단일 사례 연구를 지양하고 비

교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러한 비판의 요지를 살펴보면, 산업집적론에서는 산업집적

이 이득을 가져다준다는 사전적 가정을 설정하여 성공적인 집적지만을 단일 사례로 



분석함으로써 산업의 공간적 집중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이론을 심화시켜 왔으며 그 

결과 산업집적을 모든 지역문제의 해결책으로 간주하게 되는 학문적·정책적 편향

을 노정해 왔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비판을 해결하기 위해 성공한 산업집

적지와 산업분산지의 비교를 시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가 산업

집적론 나아가 경제 공간 연구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요어 : 영화산업, 실사영화산업, 애니메이션영화산업, 경제 공간 형성 메커니즘, 

가치사슬, 자본조달구조, 지식축적과정, 공간적 근접성, 공간적 고립

학번 : 2011-3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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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1990년대 이후 세계 각국에서 지식기반경제를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경제 패러

다임으로 삼은 이래 세계 경제 패러다임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매우 빠

른 속도로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하는 동시에 산업구조는 지식기반산업 중심으로 개

편되고 있다. 이러한 지식기반경제의 이론화에 앞장 선 것은 경영학자 Peter F. 

Drucker1)로 알려져 있다. 그는 자신의 저서 《Post-Capitalist Society》(1993)

에서 2010년이나 늦어도 2020년에는 지식이 자본, 노동을 대체하는 지식사회가 

탄생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주요 국제기구에서도 앞다투어 지식 경제 패러다임의 

도래를 선언하였다. OECD는 일련의 보고서(1996, 1999a, 1999b)를 통해 ‘지식

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라는 용어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지식기반경제란 ‘지식과 정보의 창출, 확산, 활용이 모든 경제활동에 핵심이 될 

뿐 아니라 국가의 부가가치 창출과 기업과 개인의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경제’이

며, ‘정보’의 의미에 가까운 ‘know-what’과 ‘know-why’를 넘어서 측

정이 어려운 ‘know-how’와 ‘know-who’라는 요소가 지식기반경제의 핵심

요소라고 하였다. World Bank(1998) 역시 지식혁명(knowledge revolution)을 

통한 ‘지식경제(Knowledge-Led Economy)’ 시대를 선언하였다. 이와 같이 지

식기반경제에서 지식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지식을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구

현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됨으로써 전통적인 3대 생산요소인 토지, 자본, 

노동 외에 핵심적인 생산요소로서 지식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지식기반

경제에서는 생산의 결과물로서 지식의 중요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상품으로서의 지

1) Peter F. Drucker는 이보다 먼저 《The Age of Discontinuity)》(1968)에서 ‘지식사회

(knowledge society)’와 ‘지식노동자(knowledge worker)’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소개했다. 

기본 개념은 기업 활동의 3대 요소였던 토지, 노동, 자본은 그 중요성을 잃게 되고, 무형의 자산

인 지식이 그 성패를 가늠하게 된다는 내용이었다. 

   그보다 먼저 지식을 중요한 경제적 자원으로 인식하였던 학자로는 Marshall(1890), 

Machlup(1962), Galbraith(1969)를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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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정보(contents)가 상품으로서의 특성을 결정하는 정보

재(information goods)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정보재는 그 복제비가 최초 

생산비에 비해 굉장히 낮은 비용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질적인 상품을 생산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품차별화(product differentiation)가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나아가 정보재의 소비와 관련해 잠김효과(lock-in effect)와 네트워크효과

(network effect)가 크기 때문에 어떤 정보재에 대한 수요가 커짐에 따라 그것을 

생산·공급하는 기업의 경쟁력이 더욱 커지는 ‘수요측 규모의 경제(demand side 

economies of scale)’가 나타난다. 따라서 상품으로서의 지식은 높은 부가가치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요약하면 오늘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부각된 지식기반

경제란 지식이 핵심적인 생산요소이자 생산의 결과물이 되는 경제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기반경제의 핵심적인 산업은 지식기반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OECD(1998)에서는 이를 ‘해당 산업발전에 있어 정보와 지식의 창출, 확산, 활용

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OECD/EC에서는 지식

기반산업을 최종 산출물에 따라 유형의 재화를 생산하는 지식기반제조업과 무형의 

서비스를 생산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2)으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21세기에 들어 경

제의 서비스화3)와 맞물려 지식기반산업 중에서도 지식기반서비스업이 산업구조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로 높아지고 있고 제조업 및 기타 서비스업에 비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아래의 <표 1>을 살펴보면, IT산업, 문화콘텐츠산업, 

금융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생산자서비스산업이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에서도 핵심

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중에서도 인간의 창의력과 예술성에 바탕을 둔 문화

콘텐츠산업은 고용창출과 산업연관적인 측면에서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으

로 인해 지식기반경제에서 가장 주목받는 산업이 라고 할 수 있다(서정교, 2003; 

2) EU는 1995년 보고서 《Knowledge-Intensive Business Service: User, Carriers and 

Sources of Innovation》에서 일반적인 노동집약적인 서비스와 구별하여 지식이 그 기반이 되는 

서비스를 다루기 위해 ‘지식집약서비스(Knowledge-Intensive Business Service)’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3) 산업구조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1980년대부터 이미 제조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서비스

산업이 성장하는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되어 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로 변화되어가고 있으며, 우

리나라의 경우도 제조업의 GDP 비중이 주요 선진국 대비 1.2~2.3배로 매우 높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유지해왔으나 2000년대 이후 성장세 둔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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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득, 2012).

한편 지식기반경제 패러다임과 그 핵심 산업으로서 지식기반산업의 등장과 함께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새

로운 상품을 생산해야 하는 기업은 신속하고 유연하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일시

적인 조직을 구축하여 대응하는 전략을 추구하게 되는데 실제로 프로젝트 기반 조

직이 활성화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Gann and Salter, 2000; 

Hobday, 2000; Keegan and Turner, 2002; Starkey et al., 2000; Sydow et 

al., 2004). 이는 프로젝트 기반 조직이 유동적이고 일시적인 특성을 갖는 역동적

지식기반제조업

첨단기술제조업 우주·항공(35.3); 의약(24.4); 컴퓨터 및 사무기기(30); 전자통신(32); 
과학기기(33)

중위첨단기술제조업 가정용 전기기기(31); 자동차(34); 화학제품(의약 제외)(24 excl. 24.4); 
기타 수송장비(35.2+35.4+35.5); 일반 기계 및 장비(29)

중위하급기술제조업 코크스, 석유제품, 핵연료(23); 고무, 플라스틱제품(25); 
비금속광물제품(26); 조선(35.1); 기초금속제품(27); 금속제품(28)

하급기술제조업 기타 제조 및 재생(36+37); 목재, 펄프, 종이 제품, 인쇄, 출판 
(20+21+22); 식품, 음료, 담배(15+16); 섬유, 의류제품(17+18+19)

지식기반서비스업
지식집약 

첨단기술서비스업 통신(64); 컴퓨터 관련 산업(72); 연구개발(73)

지식집약
소비자서비스업
(금융서비스업, 

첨단기술서비스업 제외)

수상운송업(61); 항공운송업(62); 부동산업(70);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71); 기타 영업활동(74)

지식집약
금융서비스업

금융중개기관(보험 및 연금 제외)(65); 보험 및 연금(의무적인 
사회보장연금 제외)(66); 금융중개보조기관(67)

기타 지식집약서비스업 교육(80); 보건·복지(85); 여가·문화·스포츠(92)

저지식집약 
소비자서비스업

판매업; 자동차 정비·수리/연료 소매판매(50); 도매, 중개(자동차 
제외)(51); 소매(자동차 제외)/개인·가정용품 수선(52); 호텔, 
레스토랑(55); 육상운송/파이프라인 운송(60); 기타 운수보조 
활동/여행사(63)

기타 저지식집약
서비스업

행정/사회보장(75); 하수·쓰레기 처리; 위생(90); 단체조직 활동(91); 
기타 서비스 활동(93); 가구내 고용(95); 역외 조직·단체(99) 

주 :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분야의 유럽 표준산업분류(NACE: Nomenclature statistique des Activités économiques dans la Communauté Européenne) 코드인 NACE code를 뜻한다. 
출처 : http://ssmenetuk.org/docs/2008_K_and_Sers_for_Banking_and_Finance_Europe.pdf

<표 1> OECD/EC 지식기반산업분류: 지식기반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

http://ssmenetuk.org/docs/2008_K_and_Sers_for_Banking_and_Finance_Europ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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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생산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 여러 분야와 조직 경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지

식을 흡수․통합하기에 유리하기(Whitley, 2006)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젝트 

기반 생산조직이 채택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로 프로젝트 

기반 조직이 커져가는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용이한 조직 형태라는 점 때문

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의 불확실성이 클 경우 생산자원을 모두 자체적으로 계속 

보유한다는 것은 조직의 생존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 경우 조직

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의 자원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인력의 구성과 운영을 탄력

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로 프로젝트 기반 조직이 기존 조직의 루틴에

서 벗어나 창의성과 혁신을 도모하기에 적합한 조직이 형태라는 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상품이나 혁신을 도모할 경우에는 기존 조직의 계층성이나 루틴에 

얽매이지 않고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작업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

이 커진다. 

본 연구는 지식기반경제 패러다임을 바라보는 지리학의 연구대상으로 지식기반

산업 중 지식기반서비스업의 하나인 문화콘텐츠산업, 그 중에서도 영화산업을 선정

하여 경제 공간 형성의 메커니즘을 밝히고자 한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문화콘텐츠

산업을 분석할 때 가치사슬을 그 분석도구로써 사용(Koivunen and Kotro, 1998; 

구문모, 2001)하는 관례를 따르는 것이다. 영화산업은 현대 자본주의 대중문화산업

의 첨병이자 가장 성숙한 대중문화산업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을 대표할만한 산업이라

고 할 수 있다. 영화산업은 영화의 제작-배급-상영과 관련된 일련의 가치사슬로 

이루어지는데, 투자배급사가 투자를 통해 제작 부문과 연계되고, 배급을 통해 상영 

부문과 연계되는 형태를 보이는 것이 산업화가 진전된 오늘날의 일반적인 영화산업

의 형태이다. 특히 영화산업의 가치사슬 중에서 생산 부문은 프로젝트 기반 생산방

식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개시와 관련된 자본조달구조와, 프로젝트

의 완료와 관련된 생산조직에서의 지식축적과정이 중요하게 된다. 따라서 영화산업

의 핵심적인 생산요소인 자본과 지식을 중심으로 하여 경제 공간 형성 메커니즘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이러한 영화산업의 경제 공간 형성 메커니즘을 살펴

봄으로써 지식기반서비스업 나아가 지식기반산업의 공간 형성 메커니즘을 밝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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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지식기반산업과 관련된 공간정책에 있어 일정한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화산업의 공간적 특성과 분포를 결정하는 산업 특유의 경제 

공간 형성 메커니즘을 도출하기 위하여, 영화산업의 생산조직으로서는 프로젝트 기

반 생산조직, 영화산업의 핵심적인 생산요소로서 자본과 지식을 선정하고 자본조달

구조와 지식축적과정을 유형화하여 한국과 미국 실사영화산업과 애니메이션영화산

업 각각을 그에 대입함으로써 자본조달과 지식축적에 따라 공간적 특성과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고찰하고, 나아가 지역의 산업정책에 있어 어떠한 시사점을 주

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대상과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지식기반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맞아 그러한 패러다임의 전

환을 보여주는 지식기반산업, 그리고 경제의 서비스화와 맞물려 지식기반산업 중에

서도 지식기반제조업이 아닌 지식기반서비스업, 그 중에서도 문화콘텐츠산업, 그 

중에서도 산업화의 정도가 가장 심화된 것으로 평가받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일컬어

지는 영화산업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특히 본 연구에서는 그간 영화산업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영화산업 전체

를 다룰 것이라 전제하면서도 실제로는 실사영화산업에 국한되어 이루어진 점을 경

계하고, 영화에 대한 법적 정의가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공중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되는 영상 저작물’(「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

2조 제1항)이라는 점과 해당 법조문 하단에서 실사영화와 구별하여 애니메이션영화

를‘실물의 세계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현실과 유사한 동적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인력 또는 기술력을 이용하여 표현한 영화’라고 하고 있는 점과, 산업

적으로 실제 애니메이션영화산업의 가치사슬이 실사영화산업의 가치사슬과 유사(금

현수 외, 2013)하다는 점에 근거하여 ‘실사영화’와 ‘애니메이션영화’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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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정의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이는 영화산업 종사자의 영화 및 영화산업의 범

위에 대한 이해와 일치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실사영화든 애니메

이션영화든 산업적 이해와는 거리가 있는 단편영화를 제외함으로써 산업적 이해에

서 출발하는 장편영화 중심의 영화를 대상으로 삼도록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사영화를 제작하는 산업과 애니메이션영화를 제작하는 산업을 영화산업의 하위산

업으로 분명히 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화산업 중에서도 특히 한국과 미국의 영화산업을 그 사례로 한

다. 즉 한국과 미국의 실사영화산업과 애니메이션영화산업이 그 사례가 되는 것이

다. 그리고 영화산업의 생산 부문인 투자 단계와 제작 단계에 초점을 맞춰 투자 단

계의 자본조달구조와 제작 단계의 지식축적과정을 살펴보고 이들이 경제 공간에 투

영되는 경제 공간 형성 메커니즘을 도출하기로 한다. 주요 행위자로는 투자와 관련

하여 프로젝트 기반 자본조달에 참여하는 투자배급사와 제작사, 재무적 투자자와, 

제작과 관련하여 프로젝트 기반 생산조직에 참여하는 제작사와 제작 관련 업체, 제

작 인력 등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영화산업 생산의 한 축인 투자 부문의 영화산업 자본조달구조의 

특성을 밝히고 자본조달구조의 유형을 분류한 다음 한국과 미국 영화산업 각각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그리고 각각의 유형이 갖는 공간적 함의

를 탐색함으로써 영화산업의 경제 공간 형성 메커니즘의 한 축을 밝혀내도록 한다. 

다음으로 영화산업의 또 다른 한 축인 제작 부문의 영화산업 생산조직 및 지식축적

과정의 특성을 밝히고 생산조직의 유형을 분류한 다음 한국과 미국 영화산업 각각

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그리고 각각의 유형이 갖는 공간적 

함의를 탐색함으로써 영화산업의 경제 공간 형성 메커니즘의 또 다른 한 축을 밝혀

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영화 프로젝트의 투자와 제작 과정을 살펴봄으

로써 이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실제 그들의 공간 입지나 전략을 어떻게 선택해 산

업의 공간 분포를 형성하게 되는지 검토한다. 그리하여 영화산업 경제 공간 형성 

메커니즘을 도출하고 그것이 지역 및 공간 경제 정책으로서 갖는 함의를 도출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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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1) 자료구축 방법

본 연구에서는 영화산업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문헌조사, 영화산업 관련 자료

를 이용한 통계조사, 기업의 회계자료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조사를 실시

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구축한 자료로 한국과 미국 실사영화산업과 애니메이

션영화산업의 자본조달구조와 생산조직 및 지식축적과정을 분석하였다. 

문헌 및 통계조사는 우선 전 세계 영화산업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UNESCO, 

OECD 등의 국제기구의 영화산업 관련 통계자료와 회계컨설팅기업인 PwC에서 발

간하는 미디어산업 보고서인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을 

활용하였다. 이어 한국과 미국의 영화산업 관련 기관이나 협회, 조직, 길드에서 발

표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문헌조사와 통계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의 경우 대표적

인 영화 관련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표

된 각종 정책연구와 산업통계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전문 학술지와 학술서적, 

영화전문 잡지에 대한 문헌연구도 이루어졌다. 매년 발간되는 「한국영화연감」, 

「한국영화산업결산」, 「한국 영화산업 실태조사와 한국영화 수익성 분석」, 계간

<그림 1> 연구대상과 연구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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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영화기술」, 월간지인 「한국영화 동향과 전망」, 「한국영화」 및 각종 

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기본으로 하여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의 자료로 한국영화 스태프 DB를 비롯하여 기본 DB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재·발표하는 영화산업 각종 표준계약서4), 이행협약5) 

등도 중요한 산업자료로 수집하였다. 미국의 경우 미국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MPAA)에서 발표되는 대표적인 통계자료인 

「Theatrical Market Statistics」, 「The Economic Contribution of the 

Motion Picture & Television Industry」와 각종 보고서를 활용하였다. 또한 미

국의 영화산업 연구기관과 미디어 리서치 기구인 Rentrak, FilmL.A. 등에서 발간

되는 각종 연간 보고서와 할리우드의 기술직 조합6)과 창작직을 대표하는 가장 영

향력 있는 조합7)에서 발표되는 최소임금(Minimum Salary Schedule) 및 크레디

트 정책, 표준계약서, 조합 회원에 대한 각종 통계자료를 취합하였다. 미국 영화산

업 연구자들도 공신력을 인정하는 Box Office Mojo, IMDb, The Numbers, 

KFTV, screendigest, Hollywood Reporter, Variety, Screen International 등

에서 제공되는 영화별 예산자료와 영화인 자료, 로케이션 현황, 사업체 자료로 기

본 DB를 구축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영화산업에서의 지식축적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문헌조사에 

4) 2015년 12월 현재까지 발표된 표준계약서에는 ‘한국영화 시나리오표준계약서’, ‘표준VFX계

약서’, ‘영화투자표준계약서’, ‘영화산업근로표준계약서’, ‘라인프로듀서표준계약서’가 있

다. 

5)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 (2012년 7월 16일),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 부속합의 (2013년 

4월 11일), 제1차 한국영화산업 노사정 이행협약 (2012년 4월 9일), 제2차 한국영화산업 노사정 

이행협약 (2013년 4월 16일), 제3차 한국영화산업 노사정 이행협약 (2014년 10월 29일)

6) 미국 영화산업의 대표적인 기술직 조합에는 전국방송고용자협회(the 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 Employees and Technicians; NABET), 국제전기노동자친선협회(the International 

Brotherhood of Electrical Workers; IBEW), 국제무대공연종사자연맹(the International 

Alliance of Theatrical and Stage Employees; IATSE), 미국통신노동자조합(the 

Communication Workers of America; CWA), 영화 엑스트라 조합(Screen Extras Guild, 

SEG)이 있다.

7) 미국 영화산업의 창작직을 대표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조합에는 미국감독조합(the Directors' 

Guild of America; DGA), 미국작가조합(the Writers' Guild of America; East and West, 

known as WGAE and WGAW), 영화배우조합-TV라디오예술인연합(Screen Actors 

Guild-American Federation of Television and Radio Artists; SAG-AFTRA), 미국음악인연

합(the American Federation of Musicians; AFM)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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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제 지식의 창출과 이전 양상은 문헌이나 통계

를 통해서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뷰조사가 필요하다. 기업 내부 

정책 때문에 실제 자료를 구득하지 못한 경우 연구자가 파악한 자본조달구조에 대

해 실무자들의 확인을 받는 것으로 인터뷰를 갈음하기도 하였다. 한국 실사영화산

업의 창작직에 해당하는 제작자, 감독, 시나리오작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관계

자, 여러 기술직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한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에 대

해서도 제작자, 감독, 애니메이터 등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미국 실사

영화산업과 애니메이션영화산업의 경우도 한국과 동일한 인터뷰 과정을 거쳤다. 

영화산업의 자본조달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 영화산업의 주요 투자주체인 투

자·배급사, 제작사, 창투사, 영상전문투자조합, 은행, 각종 연기금, 공제회, 문화

산업전문회사 등 이들 간의 관계와 주요 금융조건, 투자방식 등을 분석하였다. 특

히 한국영화산업 중요한 투자주체의 하나인 모태펀드의 자본 조성과 운용도 포함시

켰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감법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 그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참고하였다. 미국의 경우 Box 

Office Mojo, IMDb, The Numbers에서 제공되는 영화별 제작 예산 등도 기초자

료로 구성하였다. 공개기업인 경우 발행·보고하는 기업연차보고서(Annual 

Report)인 「Annual Financial Report and Shareholder Letter」와 이외의 별

도 보고양식인 Form 10-K, Form 10-Q, Form 8-K8)도 참고하였다. 

(2) 비교연구

본 연구는 오늘날 지식기반경제로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지식기반산업 

중 문화콘텐츠산업을 대상으로 경제 공간 형성 메커니즘을 재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대상으로 문화콘텐츠산업 중에서 산업적으로 가장 성숙하고 

대표적인 산업인 영화산업을 삼아, 특히 한국과 미국의 실사영화산업과 애니메이션

영화산업을 그 자본조달구조와 생산조직 및 지식축적과정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비

8) (미국) 공개기업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nited State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에 보고해야 하는 보고서 : 기업연차보고서(Annual Report)외에 Form 10-K, Form 

10-Q, Form 8-K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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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기로 한다. 

McCann and Sheppard(2003)는 그간 산업집적론에서 진행된 대다수의 연구가 

경제적 성과가 높게 나타난 성공적인 산업집적지만을 단일 사례로 하여 산업 집중

의 원인과 그 이점을 밝히고 이를 통해 산업의 공간적 집중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이론을 심화시켜 온 결과, 산업의 집중이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는지 알 수 없게 되

었다고 비판하였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Martin and Sunley(2001, 2003) 역시 

산업집적이 이득을 가져다준다는 사전적(ex ante) 가정으로 인해 집적을 모든 지역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간주하게 되어 이에 기초해 만들어진 지역의 기업 입지 정

책은 매우 취약한 분석틀에 근거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따라서 단일 사례연구가 갖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는 다수 사례를 통해 논의를 진행시키기로 한다. 그리고 이때의 사례들은 기본적으

로 유사성을 가지지만 연구하고자 하는 것에 영향을 주는 요소의 측면에서는 상이

해 보이는 비교대상을 설정하여 비교연구(comparative method)를 실시하고자 한

다(Diamond and Robinson, 2011). 이는 일종의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함으로

써 단일 사례가 반증 사례로 쉽게 번복되는 위험을 방지하고 혼란변수를 통제하는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의 한 형식을 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 영화산업과 미국 영화산업을 다시 세분화하여 한국 영화산업을 

실사영화산업과 애니메이션영화산업으로, 미국 영화산업을 실사영화산업과 애니메

영화산업

실사영화산업 애니메이션영화산업

지
역

한국 한국 실사영화산업 한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

미국 미국 실사영화산업 미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

<표 2> 한국 영화산업과 미국 영화산업 간 비교집단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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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영화산업으로 총 네 집단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네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은 비교틀을 명확하게 설정하기 위함이

다. 우선 한국 영화산업과 미국 영화산업을 사례로 한 것은 한국 영화산업의 산업

화가 진행되면서 미국 영화산업과 유사해지고 있기 때문에(김미현, 2012; 박대희 

외, 2013; 송낙원, 2006), 서로 간에 상당한 유사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연속성 속에서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영화산업을 실사영화

산업과 애니메이션영화산업이라는 하위 산업으로 나눈 것은 실사영화산업과 애니메

이션영화산업이 기본적으로 ‘영화’라는 동일한 상품을 제작하여 동일한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동일한 산업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제작방식의 차이가 컸지만 디지털시대로 들어서면서 매체표현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실사영화와 애니메이션영화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기(신지호, 2007) 때문에 제작

방식의 차이가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 역시 서로 간에 상당한 유

사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연속성 속에서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

다. 결국 이와 같이 한국과 미국의 실사영화산업과 애니메이션영화산업으로 각각 

나눈 것은 혼란변수를 일정 정도 통제하기 위해 통제집단을 설정하는 통제실험과 

유사한 구조를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과 미국의 실사영화산

업과 애니메이션영화산업이 서로의 비교집단으로 구성되어 비교집단 간 통제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측면이 있다. 한 국가 내에서 다른 산업을 설정함으로써 국가라

고 하는 지역적 차이를 통제하면서 산업적 차이를 도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한국

의 영화산업이라는 맥락 하에서 한국의 실사영화산업과 애니메이션영화산업을, 미

국의 영화산업이라는 맥락 하에서 미국의 실사영화산업과 애니메이션영화산업을 설

정함으로써 도출된다. 다음으로 다른 국가 간 동일 산업을 설정함으로써 산업적 차

이를 통제하면서 국가라고 하는 지역적 차이를 도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한국의 

실사영화산업과 미국의 실사영화산업을, 한국의 애니메이션영화산업과 미국의 애니

메이션영화산업을 설정함으로써 도출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분석틀인 투자 

단계의 자본조달구조와 제작 단계의 지식축적과정의 각 유형에 각 산업 집단을 대

입시킴으로써 공간적 차이를 보이는 네 집단을 서로의 대조군으로 설정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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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논문의 세 가지 연구주제 하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공

간 분포의 차이를 확인해 볼 수 있게 됨으로써 단일 사례연구만으로는 밝힐 수 없

는 경제 공간 형성 메커니즘 이론을 공고히 하고 그 설명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

다. 

3. 논문의 구성

2장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연구주제와 연구분석틀을 도출할 것이다. 그간 경

제지리학에서 경제 공간 형성 메커니즘을 다룬 연구들의 계보와 동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그간 제기된 비판들을 정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론의 재구성을 도

모한다. 영화산업에서는 프로젝트 기반 조직을 통해 영화라는 상품을 생산하고 있

는데, 영화산업의 생산 단계에 속하는 투자와 제작 부문에서 핵심적으로 동원되는 

자원이자 영화산업의 경제 공간 분포를 결정짓는 동인으로 작동하는 핵심 요소인 

자본과 지식을 경제 공간 형성 메커니즘에 맞는 방식으로 구성하기 위해 경제성장

과 금융에 관한 논의, 금융과 근접성에 관한 논의와 지식축적과정과 관련하여 경제

성장과 지식, 지식과 근접성에 관한 논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

으로 본 논문의 세 가지 연구주제와 이에 따른 연구분석틀을 도출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한국과 미국 실사영화산업과 애니메이션영화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자 한다. 영화와 영화산업에 대한 일반론을 정리하고, 한국과 미국 영화산업의 현

황과 특성을 설명할 것이다. 특히 영화산업의 가치사슬의 생산 부문인 투자 부문과 

제작 부문에 초점을 맞춰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한국과 미국 영화

산업의 투자 및 제작 부문의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영화산업 공간 형성 메커니즘의 한 축으로 투자 시의 자본조달의 특

성과 공간 분포와 관련된 자본조달구조의 유형을 구분한 다음 한국과 미국 실사영

화산업과 애니메이션영화산업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밝히고 그 공간적 함의를 이

끌어내고자 한다. 이것은 연구주제 1과 관련된다. 

5장에서는 영화산업 공간 형성 메커니즘의 또 다른 한 축으로 제작 시의 생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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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및 지식축적과정의 특성과 공간 분포와 관련된 유형을 구분한 다음 한국과 미국 

실사영화산업과 애니메이션영화산업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밝히고 그 공간적 함

의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이것은 연구주제 2와 관련된다. 

6장에서는 영화산업의 공간 형성 메커니즘이 실제 프로젝트에 어떻게 구현되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4장의 내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 외부금융형 자본

조달구조와 5장의 내부활용형 생산조직, 외부동원형 생산조직이 서로 결합하여 실

제 한국과 미국 실사영화산업과 애니메이션영화산업에서 발현된 유형별로 사례를 

선정한다. 이어서 사례로 선정된 프로젝트의 자본조달구조와 지식축적과정을 자세

히 살펴봄으로써 프로젝트에 참여한 구체적인 행위자들의 공간적 실재를 보다 명확

하게 파악하고자 한다. 이것은 연구주제 3과 관련된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앞의 논의의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한국과 미국 실사영화산업과 애니메이션영화산업의 구체적인 경제 공간 형성 메커

니즘을 투자와 관련된 자본조달구조와 제작과 관련된 지식축적과정이 발현하는 공

간적 특성을 정리하고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흐름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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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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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문헌연구 및 분석틀

1. 경제 공간 형성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동향

1) 산업집적론의 세 가지 흐름

역사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60년대까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린 세계 자

본주의는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오일쇼크 등을 겪게 되면서 1970년대 후반 세계 각

국에서는 대대적인 경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러한 경제 구조조정의 필요와 

전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던 경제의 세계화가 서로 맞물리면서 지역의 경제적 생존

이 위협받게 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공간 경쟁의 격화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혁

신을 창출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룬 지역들이 나타났고, 이에 대한 이론적·정책적 

관심이 환기되었다. 제3이태리(Third Italy)(Sabel, 1982; Becattini, 1990; 

Sforzi, 1990), 독일의 Baden-Wuttemberg, 오스트리아의 Graz, 핀란드의 Oulu

와 노르웨이의 Jaeren 등(Asheim and Cooke, 1999), Route 128과 Silicon 

Valley(Saxenian, 1994), 영국의 Cambridge-Reading-Bristol Corridor 등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산업집적지들의 부상하면서 산업의 공간적 집적 현상

(industrial agglomeration)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산업의 공간적 집적이라고 하는 현상은 경제지리학, 국제무역, 경영학, 

신경제지리학, 도시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 이들의 논의에서 이

론적․정책적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산업의 공간적 집적을 가능

하게 만드는 요소와 메커니즘을 공유하고 있고, 정책적으로는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공간 전략으로써 산업의 공간적 집적을 지

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그 

이론적 연원을 Alfred Marshall의 ‘산업지구(industrial district)’에 두고 있

다. 즉 � 국지적인 숙련노동자의 전문화, ‚ 국지적인 공급 연계, ƒ 국지적인 지

식 이전이라고 하는 ‘삼위일체(Trinity)의 집적경제(agglomeration 

economies)’가 산업 부문 내에서 지역의 경쟁우위를 창출 및 지속시킨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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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Segal, 1976;Glaeser, et al., 1992; Harrison, Kelley and Gant, 1996; 

Quigley, 1998; Rosenthal and Strange, 2003; Potter and Watts, 2011). 산

업집적론의 기본적인 논리는 기업들이 일정 지역에 모여 경제활동을 하면 외부적 

수확체증, 즉 집적경제를 누릴 수 있게 되어 기업의 성과가 높아지고 지역의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편익에 대한 지불이 없으면서 특정 지역 

전체의 생산성 증가를 가져오는 ‘공간적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작동하는 외부성

(spatially bounded externalities)’, 지역 기반의 외부성을 집적경제의 원동력으

로 삼고 있다(Burger et al., 2009; Raspe and Van Oort, 2011; 김용창 외, 

2013). 그리고 이러한 이론 하에 정책적으로 당시의 불가피한 경제 구조조정 속에

서 불황을 돌파할 수 있는 공간 전략으로 산업집적이나 클러스터가 선택되었고, 학

문적으로는 지역의 경제성장에 산업집적이나 클러스터가 훌륭한 도구가 된다는 것

을 설명하고 뒷받침하였다.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진 산업의 공간적 분포에 관한 연구는 위에서 설명

한 바와 같이 공통의 이론적 연원과 정책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지만, 경제 공간 형

성 메커니즘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외부성을 강조하는지에 따라 서로 구분되기

도 한다. 아래에서는 각 연구 분야에서 강조하고 있는 외부성을 기준으로, 기술적 

외부성(technological externalities)을 강조하는 경제지리학, 금전적 외부성

(pecuniary externalities)을 강조하는 신경제지리학, 국지화경제(localization 

economies)에 대비되는 도시화경제(urbanization economies)를 강조하는 도시경

제학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기술적 외부성을 강조하는 경제지리학

기업의 입지이론에서 출발한 ‘산업집적(industrial agglomeration)’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 들어 산업조직론, 사회학, 제도이론, 네트워크 개념 등 여러 학

문 분야의 개념을 받아들여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이를 연대별로 살펴보면 

1980년대 집적이론이 ‘유연적 전문화’의 전성기였다면, 1990년대 신주류는 문

화적 전환(cultural turn)으로 대변되는 사회문화적 관점을 도입한 ‘학습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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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region)’이었으며(Amin and Thrift, 2000),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

터는 진화적 전환(evolutionary turn)을 이룬 진화경제지리학이 부상하였다고 할 

수 있다. 

경제지리학에서 산업의 공간적 집적 현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Piore and Sable(1984)의 신산업지구론으로, 그들은 제3이태리를 사례로 하

여 산업사회가 대량생산체제에서 후기산업사회의 유연적 생산체제로 변화하면서 공

간적으로는 소기업들의 집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밝혔다. 신산업지구론은 이

후 제3이태리를 대상으로 소기업의 집적과 경제적 성공을 다룬 Becattini(1990)와 

Sforzi(1990)의 연구뿐만 아니라 독일의 Baden-Wuttemberg, 오스트리아의 

Graz, 핀란드의 Oulu와 노르웨이의 Jaeren 등(Asheim and Cooke, 1999)은 물

론 신산업지구의 실질적인 대명사인 Silicon Valley(Saxenian, 1994)에 이르기까

지 성공적인 산업집적지를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에 집중되었다. 그리고 이 시기 신

산업지구와 유사한 논의 중 하나로 ‘신산업공간(New Industrial Spaces)’이 있

다. Scott(1988)은 1970~80년대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새롭게 주목을 받은 산업

집적지역을 ‘신산업공간(New Industrial Spaces)’이라고 명명하고, 

Coase(1937)와 Williamson(1975)의 거래비용이론을 원용하여 기업조직과 입지와

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신산업공간론 전개하였다. 그는 네오포디즘 단계의 신산업공

간의 특징으로서 선택적 지역에서의 재집적을 지적하면서 신산업공간 형성의 메커

니즘에 대해서는 유연적 생산체제의 진전과 그에 따른 수직적 분해, 즉 사회적 분

업의 확대 그리고 수직적·수평적 연계(linkage)의 형성·확산과 우회생산, 규모의 

외부경제를 통하여 산업집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신산업지구 외에도 

혁신환경(innovative milieux),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 학습지역(Learning Region)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이들은 일단 형성된 산업

집적지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이유에 천착하였다. 이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산업집적

지가 지식, 학습, 창의성 및 혁신을 강화시키기 때문이라는 것(Camagni, 1991; 

Maskell and Malmberg, 1995; Morgan, 1995; Florida, 1995; 

Malmberg1996)이다. 

한편 경영학자인 Michael Porter는 지역의 경쟁우위를 강조하는 클러스터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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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 Theory)을 제시하였다. 그가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1990)에서 경쟁력을 지닌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성으로 ‘클러스터

(cluster)’ 현상에 주목하고 이것을 분석하는 소위 ‘다이아몬드 모형’-� 생산

조건, ‚ 수요조건, ƒ 연관 및 지원 분야, „ 전략, 구조, 경쟁-을 제시함으로써 

클러스터라는 개념이 일반에 알려지게 되었다. 클러스터는 특정 분야에서 상호연결

된 기업들, 연관된 기관들로 구성된 지리적으로 근접한 집단(a geographically 

proximate group)으로, 클러스터 내에서 정보·기술·지식의 이전, 국지화된 학

습(localized learning)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Porter, 1996). 기본적으로 경제발

전의 핵심요건인 경쟁 환경을 형성하는 데 있어 공간적 근접성(spatial proximity)

과 지역에의 뿌리내림(the anchoring of firms in their home base)이 중요하다

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어서 문화적 전환을 표방하면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서 착근성

(embeddedness)-네트워크-사회적 신뢰-암묵지(tacit knowledge)에 천착하는 연

구들도 진행되었다. Polanyi(1944)의 “경제적 행위는 사회적 관계에 착근되어 있

다”라는 명제에서 출발한 착근성 개념이 Granovetter(1985)에 의해 더욱 발전하

여 경제적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사회적 신뢰의 형성에 사회적 관계가 중요

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Grabher(1993) 역시 경제활동과 그것의 성과

물들은 경제주체들의 상호작용과 전체적인 네트워크 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됨으

로써 경제행위가 사회관계 속에 착근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후 착근성 개념이 여러 분야에서 사용된 결과 개념적으로 불분명해졌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지만(Markusen, 1999; Goodman, 2003; Hess, 2004; Krippner, 

2001), 용어상으로는 확실히 자리를 잡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Martin and 

Sunley, 2001). 그리고 공간적 근접성과 사회적 네트워크로의 착근성과 함께 논의

되는 것이 암묵지이다. 암묵지를 처음으로 강조한 사람은 Michael Polanyi(1958, 

1966)로 개인에게 체화되어 있는 개인적인 지식을 책이나 이론에 담겨 있는 명시

적인 지식에 대비해 ‘암묵적인 지식’이라고 하였다. 그는 과학적 발견, 지식의 

공유 메커니즘을 설명하면서 모든 지식의 공유과정에는 전하는 이와 전달하는 이 

사이의 암묵적 추론이 전제돼 있다고 하였다. 이 개념은 경영학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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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aka(1995)에 의해 지식경영의 핵심 분야로 자리잡게 되었다. 지식은 암묵지와 

명시지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 곧 경험을 공유하여 암묵지를 체득하는 공동화, 

구체화된 암묵지를 명시지로 전환하는 표출화, 표출된 명시지를 체계화하는 연결

화, 표출화와 연결화로 공유된 정신모형이나 기술적 노하우가 개인의 암묵지로 전

환하는 내면화의 네 가지 과정을 순환하면서 창조된다고 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암

묵지의 교환과 공간적 근접성이 집적지를 강화시킨다는 논리를 도출해내었다. 이후 

지식에 관한 이론연구에서는 교환되는 지식의 유형에 초점을 두고 연구(Cohen 

and Sproull, 1996; Szulanski, 1996; Uzzi and Lancaster, 2003; Zander 

and Kogut, 1995)가 진행되었다. 

최근 Nelson and Winter(1982)의 진화경제학을 경제지리학에 접목시켜 ‘진

화경제지리학(Evolutionary Economic Geography)’을 이론화하고 실증적 연구

를 진행시키려는 ‘진화적 전환(evolutionary turn)’의 흐름이 생겨났다. 이들은 

사회문화적 관점을 도입한 경제지리학과 신경제지리학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는

데(Cooke and Morgan, 1998; Boschma and Lambooy, 1999; Martin, 2000, 

2006; Schamp, 2002; Bathelt and Glückler, 2003; Boschma and Frenken, 

2003, 2006; Boschma, 2004), 시공간의 맥락적 관점을 중시하여 경제활동의 공

간적 분포와 집적을 경로의존적인 역사적 과정의 결과로 이해한다. 

(2) 금전적 외부성을 강조하는 신경제지리학

신경제지리학(New Economic Geography) 혹은 지리경제학은 독점적 경쟁9), 

9) 독점적 경쟁(monopolistic competition) : Chamberlin(1933)이 완전경쟁시장에 대항해 차별화

된 제품(differentiated products)과 비가격경쟁(non-price competition)을 특징으로 하는 독점

적 경쟁시장을 제시하면서 등장하였다. 참고로 1930년대는 경제이론의 혁명기로 거시경제학 분야

에서는 너무나도 유명한 Keynesian Revolution, 미시경제학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Imperfect Competition Revolution이 있었다. '불완전경쟁 혁명' 중심에는 Robinson(1933)의 

'imperfect competition'과 Chamberlin(1933)의 'monopolistic competition'이 대립하였다. 

Robinson은 불완전 경쟁의 후생경제학적 효과를 파테토 최적으로부터의 일탈이라고 보고 정부가 

나서서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반면, Chamberlin은 제품 차별화로 후생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

라 오히려 증대된다고 보았다. 상당 기간 Chamberlin의 논의는 학계에서 배척(Baumol, 1982)되

기도 하였으나, 이후 독점적 경쟁을 경쟁적으로 연구한 Dixit, Stiglitz, Krugman, Helpman, 

Grossman, Romer 등은 Chamberlin의 논의를 그 이론적 연원으로 삼았다(Bellante, 201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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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체증, 수학적 정식화를 통해 일반균형 공간경제모형을 개발하여 집적을 유도하

는 동태적 과정과 지속성을 설명하였다. 신경제지리학은 지역경제학자인 

Fujita(1988)가 독점적 경쟁모형을 공간에 적용시켜 경제활동의 공간적 집적을 설

명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그 이론적 진전은 신무역이론을 정립한 

Krugman(1991)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Krugman(1998)은 1990년 이후 

“NEG”라는 새로운 분야가 생겼다고 직접적으로 선언하기도 하였다.

신경제지리학의 ‘신’이 의미하는 바는 수확체증과 규모의 경제가 지배하는 독

점적 경쟁시장 구조 하에서 경제수학 모형에 기대어 과거의 입지론을 재구성하였다

는 데 있다. 즉 베버의 공업입지론, 튀넨의 고립국이론, 크리스탈러의 중심지이론

으로 대표되는 독일의 입지론, 사회물리학(공간상호작용을 기술하기 위한 중력 및 

잠재력 모형), 누적적 인과, 토지이용 및 지대모형 그리고 국지적 외부경제 등 

‘잊혀진 다섯 가지 경제지리학의 전통’을 복원하고자 하였다(Krugman, 1995; 

정준호, 2000). 

무역이론 및 경제지리학 분야의 학제 간 연구로 200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Krugman은 신경제지리학의 이론적 토대를 자신의 신무역이론(New Trade 

Theory)(Krugman, 1991)에 두었으므로 신경제지리학을 살펴보기에 앞서 신무역

이론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Krugman의 무역이론은 기본적으로 수확

체증과 일반균형이 공존할 수 있음을 보인 독점적 경쟁 무역 모형에서 출발한다

(Krugman, 1979). 우선 한 국가가 즉각적인 대체 상품이 등장할 수 없는 독점적 

상품의 대량생산에서 유리한 출발을 했다면 그 상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

다. 특화를 통해 생산단가 인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경쟁

자들은 감히 시장에 진출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시장균형점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는 복수균형이 가능해진다. 특정 국가의 특화 현상에 대해 기존에는 

지역 이질성이나 비교우위원칙만으로 설명하였는데, 때로는 어떤 국가가 어떻게 유

와 별도로 Schumpeter의 경우 신기술이 출현하면서 혁신기업이 누릴 수 있는 독점적 경쟁을 옹

호하기도 했다. 197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제품 다변화(product proliferation)에서 기인하는 

최적 다양화(optimal diversit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독점적 경쟁에 관한 모형이 개발되고

(Dixit and Stiglitz, 1977) 무역이론에 도입되면서(Krugman, 1975, 1990; Krugman and 

Helpman, 1985; Grossman and Helpman, 1989, 1990) 경제학에서 독점적 경쟁도 정상적인 

게임의 룰로 수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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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한 출발을 했느냐에 따라 특화 현상이 유발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결국 여러 다

른 산업 분야에서 수확체증이 작용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후 그는 무역에 적용할 

수 있는 독점적 경쟁이론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였다(Krugman and Helpman, 

1985). 그리고 세계무역 현황을 분석하면서 단일 품목의 거래 상황으로 보는 대신, 

두 가지의 흐름이 공존하는 체제로 보기 시작하였다. 즉 한편으로 완전경쟁과 비교

우위 논리에 의해 범용재 및 서비스 무역이 이루어지고, 다른 한편으로 독점적 경

쟁에 의해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독점적 경쟁시장의 경우 다국적

기업에게 우호적인 자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대기업이 다른 국가의 시장을 

주기적으로 공략함으로써 시장을 키우게 되고 그 과정에서 특화의 정도가 심화되는 

경로를 보이게 된다. 왜냐하면 특화는 시장 규모에 의해 결정되고, 시장이 커질수

록 특화의 정도가 심화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유형은 모두 무역 상호간에 이익

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범용재의 경쟁우위는 천연자원의 분배로 인해 발생한다

고 하면, 상층부의 독점적 경쟁에 의한 무역은 역사적 결과에 의한 것으로 누구든 

가장 먼저 시장에 뛰어든 측이 승리를 거두게 된다. 이러한 그의 무역이론은 이제 

산업내 무역(intraindustry trade)이 증가하고 있고 자본과 기술수준이 수렴하고 

있는 현재의 무역패턴을 설명하고자 하는 신무역이론으로 나아가는데(Krugman, 

1990), Ricardo의 비교우위에 근거한 무역이론10)을 일반원리로 인정하는 가운데, 

산업내 무역을 설명하는 것이다. 산업내 무역은 한 국가의 생산요소의 내재적 차이

보다는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에 기반한 산업 특화에 기대어 논의를 전재한다. 즉 

독점적 경쟁과 수확체증이 현재 무역 패턴을 설명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이

다. 특화는 역사적 우연의 결과이며 누적적 인과에 따라 그 패턴이 정해진다

(locked-in). 따라서 국가 간 무역의 특화와 무역 패턴의 경로의존성

(path-dependence)이 나타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나타는 경제활동의 공간적 집

적은 균형경제학의 부적실성을 예증하고 복수의 균형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하게 된다. 

Krugman(1991a)은 지리적인 산업 특화의 패턴을 설명하기 위해 입지론의 아

10) 비교우위론의 가정 : 완전경쟁, 수확불변, 산요소의 상대적인 비이동성, 생산비의 차이로 인한 

비교우위



- 22 -

이디어를 받아들였다. 즉 독점적 경쟁 및 수확체증의 모형을 입지론에서의 운송비

용과 결합시켜 규모의 외부경제와 운송비용과의 상호작용으로 특정 지역으로의 산

업집중과 중심-주변부의 형성을 설명하였다. 그 역시 산업의 지리적 집적의 원천

을 Marshall의 세 가지 외부성에서 찾았는데, 우선 기술적 외부성의 경우 일종의 

블랙박스, 즉 복잡한 비시장제도의 집약된 형태로 이해하면서 그것의 본질과 역할

을 규명하는 것을 주로 경제지리학자나 사회학자의 몫이라고 보았다(Krugman, 

1995). 다음으로 노동시장 풀의 형성(pooling), 전문적인 공급자 네트워크라는 두 

가지 외부성의 경우 시장규모효과의 예라고 보았다. 대신 그는 규모의 외부경제 및 

내부경제에서 발생하는 금전적인 외부효과11)를 강조하였다. 불완전경쟁과 수확체증

의 조건 하에서 다양한 시장 규모와 연관된 진정한 외부경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Krugman, 1993b). 그는 독점적 경쟁 하에서 완전경쟁시장을 상정한 Marshall의 

외부성을 해석하려고 한 결과, 금전적 외부성에 주목하게 되었다. 완전경쟁 하에서 

금전적 외부효과는 상대가격의 변동으로 상쇄되지만 독점적 경쟁 하에서는 금전적 

외부효과가 상쇄되지 않는다. 불완전경쟁시장에서 한 경제주체가 내린 결정이 가격

과 타인의 후생에 영향을 미칠 때 금전적 외부효과가 유의미해진다. 

요약하자면 Krugman의 신경제지리학은 완전경쟁 하의 ‘공간문제’를 독점적 

경쟁 하에서 금전적 외부성을 통해 재해석하려고 했다고 볼 수 있다. 

(3) 도시화경제를 강조하는 도시경제학

도시경제학은 대도시의 경제적 역할을 연구하는 분야로, 초기에는 대도시지역 

내 가계와 기업의 입지 패턴을 주로 연구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1920~30년

대, 트럭 수송 혁명으로 인한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대해 체계적이고 경제적인 분석

을 실시(Haig, 1926)한 것을 필두로, 1960~1970년대, Thünen의 고립국이론과 

그동안 발전한 입지론을 결합하여 도시 주택시장의 공간적 분화(Alonso, 1964; 

11) Viner(1931)와 Scitovsky(1954)는 외부효과를 기술적 외부효과와 금전적 외부효과로 구분하였

다. 기술적 외부효과(spillovers)는 비시장적 상호작용을 통해 구체화되고, 기업의 생산과 개인의 

효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시장적 상호작용과 무관하게 공간적 근접성으로부터 발생한다. 

반면에 금전적 외부효과는 가격 메커니즘에 의한 시장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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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n, 1962)를 연구하였다. 이와 별도로 대도시지역의 총체적인 성장 패턴에 주목

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1950년대 후반 미국 지역계획학회(Regional Plan 

Association)와 하버드대의 일부 경제학자들이 뉴욕 대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경제

활동의 입지와 산업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요인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이들은 도시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누리게 되는 비용 상의 이점을 의미하는 ‘외

부적 규모의 경제(external economies of scale)’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Vernon(1962)은 기업 입지와 중심도시의 안녕에 미치는 이러한 외부효과에 대해 

천착하였고, Hall(1959), Chinitz(1961)은 도시의 이질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두 도시를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를 통해 차별화되고 이

질적인 제품은 도시 중심부에서 생산되는 반면, 표준화된 제품은 도시 외곽에서 생

산된다고 하였다. 

이후 1980년대 들어서면서 도시의 횡단면자료와 시계열자료를 활용하여 경제성

장의 본질에 대해 분석․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때부터 도시경제학 내에서 산업집적과 

관련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도시의 크기와 경제활

동의 다양성이 집적에 대해 갖는 함의에 주목하였다. Quigley(1998)는 대도시의 

다양성을 경제성장의 요인으로 인식하였으며, Glaeser et al.(1992)는 도시의 성장

과 관련된 외부성을 동적인 외부성(dynamic externalities - knowledge 

spillover)과 정적인 외부성(static external economies - localization, 

urbanization)으로 구분지어 이해하였다. Fujita and Thisse(1996)나 Parr(2002)

도 도시경제학은 도시화경제 개념을 통해 산업입지를 분석하고 도시체계 및 공간경

제 구조를 이해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Glaeser(2008)는 도시의 경제성

장과 관련된 도시경제학 이론을 집대성하면서 경제성장에 더 크게 기여하는 것은 

Henderson이 강조한 특화보다 산업적 다양성(industrial diversity)이라고 주장하

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도시의 경제적 번영에 인적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그는 인적자본-지식이전-경제성장의 관계를 설명하는 틀로 MAR모형, 

Porter모형, Jacobs모형을 통해 기존의 논의를 정리하였다. Renski(2010) 역시 

Glaeser(2008)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산업과 공간적 근접성을 전제로 하는 국지화

경제(localization economies)를 MAR모형(MAR-type knowledge spillover)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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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산업의 다양성과 지역의 규모(도시화의 정도)를 전제로 하는 도시화경제

(urbanization economies)를 Jacobs모형(Jacobs-type knowledge spillover)으

로 이해하고 있다. MAR(Marshall-Arrow-Romer)모형이란 Marshall(1890), 

Arrow(1962), Romer(1986)의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지식의 비분할성

(indivisibilites)’을 외부성으로 간주하여 동종 산업 내 기업들 간 지식 이전을 강

조하는 것이다. 이른바 국지화 경제, 즉 한 도시 내 한 산업의 집중

(concentration)이 기업들 간의 지식 이전을 낳게 되어 해당 도시와 산업의 성장

을 이끌게 된다는 것으로 도시의 경제성장을 설명하게 된다. 다음으로 Porter모형

(1990)에서는 MAR모형과 마찬가지로, 공간적으로 집중되고 특화된 산업에서 벌어

지는 지식 이전이 성장을 촉진시킨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독점시장(local 

monopoly)이 아닌 경쟁시장(local competition)이 혁신가의 아이디어를 모방하고 

개선하는 등 혁신을 추구하게 할 것이라고 본다. 즉 일정 공간에 집적한 수많은 기

업들 간에 혁신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Porter의 외부성은 공간적

으로 특화된, 경쟁적인 산업을 가진 도시에서 극대화될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마

지막으로 Jacobs모형(1969)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식 이전은 핵심 산업의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일어난다고 본다. 그 결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다양한 산업들로 인해 

혁신과 성장이 촉진되며, 경쟁시장이 기술을 채택하는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본

다. 이어서 이러한 Jacobs모형을 뒷받침하는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Rosenberg(1963)는 일찍이 여러 산업에 걸친 기계의 확산과 한 산업에서 다른 산

업으로 아이디어가 전파되는 것을 관찰하였고, Scherer(1982)는 한 산업에서 나타

난 발명 중 약 70%가 다른 산업에서 사용된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Bairoch(1988) 역시 한 분야에서 채택된 기술이 다른 분야로 적용되는 것이 도시 

활동의 다양성으로 인해 진작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도시경제학에서는 대도시지역을 곧 집적지역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국지화경제를 대신해 도시화경제라는 개념을 상정하고 이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화경제라는 개념 역시 기본적으로 공간 형성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으로 외부성

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경제학에서도 Marshall의 외부성 개념이 공간 형성 

메커니즘으로서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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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집적론에 대한 비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집적이나 클러스터, 도시화경제 등 산업의 공간적 

집중을 설명한 이론들은 Marshall의 산업지구론과 외부성이라고 하는 경제 공간 

형성 메커니즘을 공통의 이론적 연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집적론은 그 

자체로 논리적 결함이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 아래에서는 산업집적론에 제기된 비

판을 용어 및 방법론 측면과 경제 공간 형성 메커니즘의 미시적 기초 측면으로 나

누어 다각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1) 용어 및 방법론 측면에서의 문제

일정한 지역에서 동질적 혹은 이질적 산업이 모여 있는 현상에 대해 경제학, 지

리학, 사회학, 도시계획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거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학자들

이 용어를 선점하기 위해 개념의 엄밀성을 놓친 채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여전히 용어에 대한 학계의 합의나 정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Markusen(1999)은 

일찍이 그동안 진행된 지역연구들이 개념적 엄밀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서 대표적으로 유연적 전문화와 집적(flexible specialization and its 

re-agglomeration hypothesis), 세계도시(world cities), 실리콘 밸리와 같은 산

업지구에서의 ‘네트워킹(networking)’과 ‘협력적 경쟁(cooperative 

competition)’ 개념을 그 예로 들어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McCann and Sheppard(2003)는 산업집적론 연구에서 ‘산업 클러스터

(industrial clustering)’이나 ‘집적(agglomeration)’과 같은 용어가 그 기원

이나 의미, 차이점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무분별하게 호환되어 쓰이고 있으

며, ‘신산업지역(new industrial areas)’, ‘혁신환경(innovative milieus)’, 

‘경쟁적 클러스터(competitive clusters)’와 같은 개념들이 그 주장을 입증할만

한 방법론에 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그간 산업집적론에서 진행된 대다수의 연구는 경제적 성과가 높게 나타난 

성공적인 산업집적지만을 단일 사례로 하여 산업 집중의 원인과 그 이점을 밝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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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산업의 공간적 집중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이론을 심화시켜 왔다. 이는 

대부분의 연구가 산업 집중의 이점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이고, 산업의 탈집중화

를 촉진시키는 힘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있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성으로 말미암아 산업이 집적되어도 경제적 성과가 낮은 경우나 산업이 집적되

지 않아도 경제적 성과가 높은 경우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 일종의 학문적 

편의(academic bias)를 낳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McCann and 

Sheppard(2003)은 이러한 학문적 편의로 인하여 산업의 집중이 과연 어떤 조건에

서 일어나는지 알 수 없게 되었다고 평하였다. Martin and Sunley(2001, 2003) 

역시 클러스터나 공동입지가 이득을 가져다준다는 사전적(ex ante) 가정으로 인해 

집적을 모든 지역문제에 대한 공간적 해결책으로 간주하게 되어, 이에 기초해 만들

어진 지역의 기업 입지 정책이 매우 취약한 분석틀에 근거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2) 미시적 기초 측면에서의 문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통적인 경제지리학이나 신경제지리학, 도시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산업집적론은 모두 집적경제(agglomeration 

economies)라고 하는 Marshall의 외부성 또는 파급효과 개념에 기초하여 경제 공

간 형성 메커니즘을 설명해 왔다. 그리고 이에 기초한 수많은 사례연구에서는 외부

성이라고 하는 산업집적의 메커니즘에 대해 별다른 의심 없이 주어진 것으로 간주

하였다. 그 결과 경제 공간 형성 메커니즘의 미시적 기초를 규명하는 데 상대적으

로 소홀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경제 공간 형성 메커니즘의 미시적 기초인 외부성 개념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부

성이 경제 공간 형성 메커니즘으로서 불완전하다는 비판이다. Dasgupta and 

Stiglitz(1988)는 Marshall의 외부성으로는 학습과정을 모형화할 수 없음을 증명한 

바 있는데, 이를 통해 산업집적론이 지식의 이전에만 주목하고 이에 선행하는 지식

의 창출에 대해서는 간과함으로써 이론 내에 공간 형성 메커니즘의 중요한 논리적 

연결고리가 누락되어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즉 외부성 개념 하에서는 지식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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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앞서 지식의 창출이 설명되지 않으므로 지식의 이전이라는 후속 과정은 그 자

체로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고도 볼 수 있다. 게다가 일정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지식의 이전이 산업집적을 강화시킨다는 논리는 근본적으로 ‘보상받지 못한 긍정

적 외부경제 접근법의 부작용 문제(side effects approach of uncompensated 

external economies)’에 직면하게 된다(Romer, 1990). 즉 긍정적 외부성을 가

진 재화는 사회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파급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

가가 정당하게 지불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적정수준보다 적게 생산되는 과소생산 

경향을 보이는데, 지식이라는 긍정적 외부성을 가진 재화 역시 그러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식을 창출하기 위해 일정한 비용이 드는 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보

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식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없게 되는 것이 논리

적 귀결이 된다. 미시적 기초가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은 채 여전히 블랙박스로 남

아있다(Duranton and Puga, 2004; Ottaviano, 2011; Boschma and 

Frenken, 2011; 김용창 외, 2013)는 그간의 학계의 비판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산업집적론은 일정 지역에 산업이 집적됨으로써 지역의 경제발전 또는 경

제성장이 가능해진다는 정책적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저에 존

재하는 경제 공간 형성 메커니즘 역시 경제발전 또는 경제성장을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Marshall의 산업지구 논의는 수확체감법칙이 적용되는 완전경쟁시장을 전

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론과 양립할 수 없다. 왜냐하면 경제성장이란 개념

상 수확체증법칙 하에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Marshall에 따르면 수확체증으로

서의 내부경제와 외부경제 모두 장기적인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현상으로 간주하였

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쟁자가 출현하면서 경쟁시장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단기

의 수확체증이 장기에는 결국 해소되어 수확체감이 나타나게 된다고 보았다. 이는 

Marshall의 논의가 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되는 완전경쟁시장을 기본 가정으로 삼

고 있기 때문에 뒤따르는 필연적인 논리적 귀결이다. 이에 따라 Marshall의 이론

으로는 수확체증을 당연히 요구하는 경제발전이나 경제성장을 설명할 수 없게 된

다.  

셋째, Marshall은 외부성이 비공간적인(aspatial) 개념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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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는 수확체증이 발생하는 산업지구의 존재를 인정하였지만, 파급효과

(spillover) 혹은 인근효과(neighboring effect)라고 명명한 외부성이라는 것은 기

업 자체보다 산업 전반적인 발전 규모에 더 영향을 받으며 공간적 근접성보다 산업

의 규모와 더 관계가 있다(These “neighboring effects”had to do less with 

spatial propinquity than with scale)고 하였고, 나아가 산업지구가 지리적 개념

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산업지구를 공간적 근접성의 의미로 치환하는 것

은 본래의 의미를 상당 부분 해치게 되는 문제를 내포하게 된다. 물론 이것은 공간

을 고려하지 않는 경제학적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는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적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간 별다른 수정 없이 받아들

여졌던 Marshall의 논의를 극복하고 기존 논리에 대한 재구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외부성으로는 지식의 이전에 앞서 필수불가결한 과정인 

지식의 창출로서의 학습과정이 모형화될 수 없고, 특히 긍정적 외부성은 과소생산

의 문제를 낳기 때문에 경제 공간 형성 메커니즘으로서의 외부성 개념은 일정 부분 

극복되어야 한다. 이때 지식의 창출과 이전, 즉 지식의 축적은 이론 내부로 포함되

<그림 3> 산업집적론의 경제 공간 형성 메커니즘: Marshall의 외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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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그리고 완전경쟁시장 가정으로 인해 수확체감이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 

되기 때문에 불완전경쟁시장 가정으로 시장 가정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은 수확체증을 전제로 하여 경제성장의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 

및 모형이 될 것이다. 

2. 영화산업 경제 공간 형성 메커니즘에 관한 대안적 이론 구성 

아래에서는 그간 산업집적론에 제기된 이론적 비판을 극복하고 산업집적론에 대

한 이론적 재구성을 꾀함과 동시에, 무엇보다 지식기반 패러다임 하에서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하나인 영화산업의 실제 공간 분포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경제 공간 형

성 메커니즘에 관한 대안적 이론을 구성해보기로 한다. 

1) 영화산업의 공간 분포에 관한 논의

그간 영화산업의 공간 분포에 관한 연구는 해당 산업의 물리적․공간적 집적을 전

제로 하여 진행되었다(Storper and Christopherson, 1987; Christopherson 

and Storper, 1989; Coe, 2001; Scott, 1996, 1999, 2002, 2008; 주성재, 

2006; 송낙원, 2008). 산업의 범위를 넓혀 문화콘텐츠산업으로 확장시켜보더라도 

문화콘텐츠산업의 공간 분포에 관한 연구 역시 거의 진전된 것이 없다(이병민, 

2013). 문화콘텐츠산업에 속한 산업들이 상이한 업종별 특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많은 연구에서 문화콘텐츠산업의 공간적 특성에 관하여 특정 지역에 

집적하되 그 특정 지역이 대도시 지향이라는 점을 밝혀 왔다(Pratt, 2000; 

Power, 2002; 구문모, 2001; 권오혁, 2002; 권오혁·이수장, 2001; 주성재, 

2006; 윤영득, 2012; 이수장, 2001). 즉 문화콘텐츠산업이 입지적으로 도심을 향

하여 발전하는 경향을 보이며(Power, 2002), 이러한 경향은 대도시에서 더욱 두드

러진다는 것이다(Scott, 2001). 그리고 그 주요한 근거로 다른 산업의 클러스터 형

성 요인과 비교할 때 문화콘텐츠산업에서 인력 조달 및 네트워킹이 특히 중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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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Scott, 1996, 1997, 2000, 2001). 이는 문화콘

텐츠산업이 프로젝트에 기반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

른 제조업 등에서 나타나는 제도적․공식적 요인보다 비공식적 요인의 중요성이 높

은 집적 요인이 필요하고 여타 제조업보다 훨씬 더 조밀한 도시의 다양한 지원기

능, 업무기능, 서비스기능, 문화기반시설과의 관계에 의해 복합적으로 형성되기 때

문이라는 것이다(주성재, 2006). 

하지만 문화콘텐츠산업에 속한 산업들이 각기 상이한 업종별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적 특성이 과연 일률적으로 대도시 지향일 것인지 혹은 산업집

적지를 반드시 형성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그간 축적된 산업집

적론을 중심으로 한 경제 공간 형성 메커니즘의 일반이론이 문화콘텐츠산업, 그 중

에서도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인 영화산업의 공간 분포의 실재를 이해하는 데 어느 

정도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기존의 경제 공간 형성 메커니즘을 

재고하고 필요하다면 이론의 재구성을 통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설명력을 높이고

자 하는 것이다. 

2) 영화산업 경제 공간 형성 메커니즘의 설정

(1) 구체적인 생산조직의 설정

자원을 동원하고 활용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단위로서 생산조직은 기업의 입지와 

산업의 공간 분포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동원되는 자원의 양뿐만 아니라 

그 자원이 조직되는 방식에 의해서도 기업과 산업의 생산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산업집적론에서는 이러한 논리에 따라 생산조직이 집적의 가치를 결정하게 된다고 

보고, 그간의 경험적 연구들(Carlton, 1983; Ciccone and Hall, 1996; 

Garcia-Mila and McGuire, 1993; Glaeser et al., 1992; Henderson, 1986; 

Henderson et al., 1995; Moomaw, 1981; Nakamura, 1985; Saxenian, 

1994)이 생산조직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 것도 생산요소가 조직되는 방식이 집적이

익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이유에서라고 하였다(Quigley, 1998; 



- 31 -

Rosenthal and Strange, 2003). 따라서 연구대상이 되는 기업이나 산업의 생산

조직을 분명히 하는 것이 그 공간 분포를 밝히는 첫걸음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간 경제지리학에서 진행된 영화산업 연구에서는 영화산업의 생산조직을 유연

적 전문화(flexible specialization)로 간주해왔다(Storper and Christopherson, 

1987; Christopherson and Storper, 1989; Coe, 2001; Scott, 1996, 1999, 

2002, 2008; 김주성, 2006). 하지만 이에 대해 미디어 경제학 등에서 상당한 비

판이 제기된 바 있다(Aksoy and Robins, 1992). 즉 유연적 전문화란 원래 제조

업을 대상으로 하여 자본축적체제가 자본주의 대량생산체제(Fordism)로부터 후기

자본주의 다품종소량생산체계(Post-Fordism)로 이행하였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동원된 개념이기 때문에 영화와 같은 무형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서비스업은 그 대

상에 포섭될 수 없다는 것이다. 비록 1940년대까지 미국 영화산업이 위계적이고 

수직적으로 통합된 ‘스튜디오체제’가 주된 조직 형태을 차지하였다가(Schary, 

1950; Staiger, 1985; Balio, 199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붕괴하기 시작하면서 

오늘날과 같이 수평적이고 지식집약적인 네트워크 조직으로 변화되었다고는 하지만

(Basinger, 1994; Caves, 2000; Gomery, 1986; Mast, 1992; Robins, 1993; 

Storper, 1989), 영화라는 재화의 특성상 대량생산을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

기 때문에 후기자본주의 자본축적체제로의 전환의 예로 맞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

서 그 대안으로 영화산업의 생산조직이란 후기자본주의로의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조직으로서 프로젝트 기반 생산조직이라고 

본 관점(DeFillippi and Arthur, 1998; Lampel, 2000; Whitley, 2006)을 받아

들이기로 한다. 즉, 영화 제작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저마다의 전문성을 바탕에 두

고 계약을 통해 영화 제작의 시작 단계에서 조직을 결성하고 제작이 끝나면 자동적

으로 조직을 해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Miller and Shamsie, 1996)는 점에서 

영화산업의 생산조직은 프로젝트 기반의 임시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

이다. 

무엇보다 영화산업 연구를 위해 프로젝트 기반 생산조직을 채택할 경우 몇 가지 

이점 있다. 첫째, 해당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모이고 프로젝트가 끝

나면 해체되는 임시적 조직이자 자원을 결합하기 네트워크 조직이라는 특징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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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질적인 제품이 아닌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독점적 경쟁시

장 가정과 양립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계속성(going-concern)을 상정하고 있는 

기존의 생산조직과 달리 프로젝트 조직은 그 일시성 때문에 프로젝트의 개시에서부

터 완성을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게 되어 단계별 핵심 자원의 동원과 활용을 확인

해볼 수 있게 된다.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인력의 구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프로젝트 기반 

조직이 지식기반산업, 특히 문화콘텐츠산업의 실제 산업현장에서 생산조직의 주류

를 이루고 있지만(Christopherson, 2002a; 이병민, 2004), 이와 관련된 실증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편이다. 프로젝트 기반 조직의 관점을 채택하여 수행

된 연구는 영화산업에 관한 연구(DeFillipi and Arthur, 1998; Lampel and 

Shamsie, 2003), 방송산업에 관한 연구(Starkey et al., 2000), 잡지출판에 관한 

연구(Ekinsmyth, 2002), 광고와 뉴미디어에 관한 연구(Grabher, 2002a, 2002b)

를 들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영화산업에 관한 연구(임성준․서석배, 

2003; 임성준․추승엽, 2004), 뮤지컬산업에 관한 연구(최성웅, 2011), 드라마산업

에 관한 연구(황은정․이희연, 2008; 노동렬, 2008, 2009, 2015; 추승엽․임성준, 

2015), 게임산업에 관한 연구(배진희, 2005)가 있는 정도이다. 게다가 프로젝트 

기반 조직과 산업의 공간 분포를 연결 지어 이루어진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데, 실증연구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당 산업의 물리적․공
간적 집적을 전제로 하거나, 그 연장선상에서 학습 과정을 통한 학습지역(learning 

region)의 형성(Asheim, 1996; 이진, 2001)을 살펴보거나, 산업집적지 형성의 필

요조건으로서 프로젝트 기반 조직에서 사회적 네트워크의 착근성

(embeddedness)(Asheim, 1996; Ekinsmyth, 2002) 혹은 지식공동체

(Communities of Practice, CoP)(Ekinsmyth, 2002)를 다루는 식으로 연구가 진

행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의 프로젝트 기반 조직의 공간 분포에 관한 연구는 이론

적으로 산업집적론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Whitley(2006)가 ‘업무분장의 정도(separation and stability of work roles)’

와 ‘과업의 특이성(singularity of goals and outputs)’을 기준으로 분류한 네 

가지 유형의 프로젝트 기반 기업(Project-Based Firms, PBFs)을 받아들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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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기반 생산조직의 공간 분포가 집적을 전제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그에 따르면, 실제 프로젝트 기반 생산조직은 기업 수준에서 다양한 

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는 것과 함께, 실제 프로젝트 기반 생산조직은 자신이 필요

한 자원을 프로젝트 별로 조직 외부로부터 동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직 내부에 

할당하여 임시조직을 구성할 수도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출처 : Whitley(2006), p.84 정리

(2) 생산조직이 동원하는 핵심 자원

� 투자 부문: 자본

생산조직은 생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본 공급자로부터 자본을 끌어들이게 된

다. 일반적으로 생산조직의 영업활동, 재무활동, 투자활동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는 것과 달리, 프로젝트 기반 조직에서는 투자 결정과 생산 결정이 동시에 일어

나기 때문에 생산조직의 핵심 자원으로서 자본과 그 조달 문제가 생산조직의 존립 

여부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된다. 아래에서는 본 논문의 목표인 경제 공간 형성 

메커니즘 이론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 기반 조직의 핵심 자원으로서 자

본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경제 공간과의 관계를 설정하기로 한다. 

자본조달이란 자본이 풍부한 곳으로부터 부족한 곳으로 자본을 융통시키는 금융 

과업의 특이성

낮음 높음

업
무
분
장
의
 
정
도

낮음

Organizational PBFs
- 전략 컨설팅 업체 
- 기업용 소프트웨어 제공업체 
-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업체

Precarious PBFs
- 생명공학기업
- 실리콘밸리의 소프트웨어 업체

높음

Craft PBFs
- 영국 광고기업
- 덴마크 가구업체, 기계업체
- IT 컨설팅 업체

Hollow PBFs
- 건설 프로젝트
- 영화제작업체

<표 3> 프로젝트 기반 생산조직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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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으로 치환될 수 있다. 따라서 그간 금융을 둘러싼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자본 

나아가 자본조달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경제 공

간 형성 메커니즘에 관한 이론에서 지역의 경제성장은 이론의 정책적 지향점이기 

때문에 경제성장이 내생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경제성장과 금융 간의 

관계를 둘러싼 논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금융시스템이 경제성장을 이끈다고 본 초기의 논의로 Bagehot(1873)의 연구가 

있는데, 그는 경제사 관점에서 영국의 산업화 과정을 설명하면서 금융시스템의 용

이한 자본 동원으로 산업화가 촉발되었다고 보았다. 이후 Schumpeter(1911)는 자

본주의의 생명력은 창조적 파괴를 추구하는 기업가(entrepreneur)에게 있고, 그러

한 혁신적 기업가를 발굴하고 지원하여 키우는 것은 은행가(banker)의 역할이라고 

하면서, 금융시스템이 경제발전을 촉진시킨다고 하여 금융시스템에 주목한 바 있

다. 그는 경제성장을 기술적 진화 과정으로 설명하는데 이때의 경제성장이란 구기

술과 신기술의 충돌과 경쟁에 의해 유발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신기술이 기존의 경

제균형을 파괴하면서 시작되어 적응기간을 거쳐 새로운 경제균형점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특히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라고 하였다. 기업이 일시적인 

독점이윤을 누리기 위해 혁신을 시도하여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며, 이때의 금융기

관은 그러한 기업을 평가하고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실행에 필요한 자본을 

공급-자본 동원, 투자계획 평가, 위험 평가, 경영인 감독, 거래 촉진 등의 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 끊임없이 진행되도록 한다. 그는 기술 변

화와 기업가의 역할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였지만, 그런 활동을 지원하는 금

융의 역할도 인정한 것이다. Knight(1951) 역시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의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학계의 소수의견에 불과하였고, 금융시스템의 발전이 경

제발전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시각이 사실상 오랫동안 경제학계를 지배하였다. 

특히 발전주의 경제학에서는 금융과 성장 간의 관계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

세하였다. 이는 특히‘금융을 산업의 시녀(finance is essentially the 

handmaiden to industry)’로 본 Robinson(1952)의 영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는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특정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나타나고 금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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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이 그에 응하게 된다고 하여 금융을 수동적인 요소로 간주하였다. 즉 금융이 

발달해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성장하면 금융이 따라서 발달하게 된

다는 것이다. 당시 신고전학파의 성장이론을 기계적으로 따르는 입장에서 이러한 

주장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고 볼 수 있다. 외생적 성장이론을 주장한 

Solow(1956. 1957)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투자는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12)이다. Meier and Seers(1984)와 Chandavarkar(1992)에 따르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저명한 발전주의 경제학자들인 Bauer, Colin Clark, 

Hirschman, Lewis, Myrdal, Prebisch,  Rosenstein-Rodan, Rostow, Singer, 

Tinbergen조차도 금융 부문을 무시하였고, 분석적 측면에서도 경제발전의 요소로

서 금융시스템, 예를 들면 정부부채의 화폐화(monetization)나 금융중개(financial 

intermediation)를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Klein, 1962; Goldsmith, 1969; 

Simon, 1990). Lucas(1988)나 Stern(1989)도 경제학자들이 경제성장에 있어 금

융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고 하여 이들과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 

한편 이들과 달리 금융기관을 경제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체로 보는 시

각이 소수이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Goldsmith(1969), McKinnon(1973), 

Shaw(1973)는 금융기관을 경제활동의 핵심 주체로 처음으로 상정하였다. 이들은 

경제성장과 금융발전 지표 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에 주목하여, 금융기관이 제

공하는 서비스의 양과 질의 차이로 각국의 성장률 차이를 설명하려고 하였다. 하지

만 이들의 논의는 외생적 성장이론을 기초로 하였고 금융을 금융의 성장률이 아니

라 노동자 1인당 자본재의 양 혹은 생산량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분석적 토대가 

취약한 문제점을 보였다.

12) Solow(1957)는 1909~1949년 사이에 자본과 기술의 변화가 각각 경제성장에 얼마나 기여하였

는지 파악하기 위해 자신의 모형을 적용하였다. 참고로 이를 성장회계분석(Growth Accounting 

Analysis)이라고 한다. 분석의 결과 자본과 노동이 각자 자신의 한계생산물만큼 지급받았다고 가

정할 경우, 자본 증가분과 노동 증가분은 전체 생산 증가분의 절반도 차지하지 않았다. 인구 증가

분을 감안해 다시 계산한 결과, 자본 증가분은 경제성장의 겨우 1/8 정도만 기여한 것으로 드러

났다. 다시 말해 성장의 85%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으로 남게 된 것이다. 이 모형이 설명하지 못

한 성장의 나머지 부분은 바로 잔여분이었다. Solow는 이 연구결과를 통해 기술 변화율이 전반적

으로 생산성을 강화해주면서 나머지 성장 부분의 원인이 된다는 가정을 도출할 수 있었다. 경제성

장은 노동이나 자본 축적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잔여분에 의해 측정된 기술 발전, 즉 지식 성장이 

새로운 부를 창조하는 원인인 것이다. 그러나 기술 발전, 지식 성장이 모형 외부에서 주어지기 때

문에 이러한 신고전학파 외생적 성장이론은 모형으로서 분명한 결함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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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말 국제금융기구를 중심으로 금융시스템이 금융자원을 효율적으로 동

원하여 최선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돕는다는 차원에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World Bank, 1989). 더불어 성장이론에 새로운 흐름이 

등장하면서 금융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일군의 

학자들이 등장하였다. 금융서비스와 균제상태를 연결시킨 이론적 논의가 집중적으

로 진행됨(Greenwood and Jovanovic, 1990; Bencivenga and Smith, 1991; 

Roubini and Sala-i-Martin, 1991, 1992; Levine, 1991, 1992a; King and 

Levine, 1993b; Saint-Paul, 1992)과 동시에 이를 토대로 한 실증연구가 진행되

었다(Gelb, 1989; Roubini and Sala-i-Martin, 1991; Gertler and Rose, 

1992; King and Levine, 1992a, 1993a; DeGregorio and Guidotti, 1992; 

Levine, 1997). 이들은 자신들의 논의가 Schumpeter(1911)와 Knight(1951)로부

터 영감을 받았고, Romer(1990), Grossman and Helpman(1991), Aghion and 

Howitt(1992)가 전개한 내생적 성장이론을 토대로 혁신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금융서비스가 혁신 활동의 효율성을 진작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고 보았다. 이들은 금융 발전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 

금융을 자본축적으로 보는 대신 금융 부문의 발전을 나타내는 금융지표를 개발하거

나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금융기관의 기능 및 역할에 관한 이론 틀을 제시하였다. 

대표적으로 Levine(1997, 2005)이 제시한 기능적 접근법(Functional Approach)

이 있다. 이는 King and Levine(1993b)13)에서 제시된 금융기관의 기능을 더욱 

확대하여 투자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를 자세히 살

펴보면, 우선 경쟁시장의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수학적으로 증명한 Arrow(1964), 

13) King and Levine(1993b)이 금융시장과 성장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제시란 모형에서는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금융서비스를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 유망한 프로젝트를 찾아내기 위해 

기업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금융시스템은 유망한 기업가를 평가하고 가장 유망한 프

로젝트를 선택한다. (evaluation, evaluating entrepreneurs)  ‚ 투자 프로젝트 규모는 여러 자

금 공여자로부터의 자금동원이 필요할 정도로 커야 한다. 금융시스템은 프로젝트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동원하여 유망한 프로젝트에 제공한다. (mobilization, pooling resources) ƒ 혁신의 결

과는 불확실하고, 금융시스템은 이러한 위험을 다각화시킬 수단을 제공한다. (risk 

diversification, diversifying risk) „ 생산성 향상은 혁신 추구를 위해 필요하다. 금융시스템은 

혁신에 대한 잠재적인 보상의 크기를 측정하여 제시한다. (valuing the expected profits from 

innovative activities)  



- 37 -

Debreau(1959)의 일반균형이론의 핵심인 ‘모든 가능한 미래 상태에 관한 조건부 

청구권 모형(state-contingent claim framework)’이 정보비용(information 

cost)과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없는 것으로 가정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을 사

상시켰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현실의 금융시장에 정보 마찰이나 거래 마찰이 존재

한다는 것을 모형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그러고 나서 금융의 다섯 가지 기능-재화

와 서비스의 교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ease trading of goods, services, 

contracts)을 넘어, 저축동원(savings mobilization), 자원배분(resource 

allocation), 위험관리(risk management), 기업통제(corporate control)-을 제시

하고, 이러한 기능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자본축적과 기술혁신이 가능해져 경

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이론 틀을 만들어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 및 금융 활동은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실

행에 대해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면서, 낡은 아이디어와 조직은 도전을 통해 새롭고 

더 나은 아이디어로 대체되도록 ‘창조적 파괴’의 과정을 끊임없이 진행시킨다고 

할 수 있다. 즉 창조적 파괴를 이끄는 아이디어를 가진 측에 자본을 제공하는 통로

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낙후된 금융시스템에서는 자본에 대한 접근 

기회가 제한되지만, 좋은 금융시스템에서는 자본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

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시스템이 좋아지고 금융 접근 기회의 확장을 가능케 하는 다양한 하

부구조14)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쉽게 극복하기 힘든 금융의 내재적인 문제점이 있

다(Rajan and Zingales, 2003). 첫 번째 문제점은 불확실성(uncertainty)과 위험 

프리미엄(risk premium)으로, 아무리 정직한 차입자라도 투자에 내재하는 불확실

성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chance)이 있고 그

에 따라 금융가는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비대칭 상황을 전제로 두 

번째 문제점은 사전적인(ex ante) 감추어진 특성(hidden characteristic)이 문제가 

14) 금융 하부구조에는 � 계약에 수반되는 비용을 절감시켜 줄 수 있는 법체계(legal system)로서 

소유권 보호, 계약법(Law of Contract), ‚ 계약 당사자 사이의 상호 신뢰(mutual trust)를 형

성하는 데 기여하고 각자의 몫이 쉽게 환금될 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회계 및 공시시스템

(accounting and disclosure system), ƒ 신뢰성 있는 정보의 등기 시스템(public record 

keeping system), „ 증권시장, … 효과적인 규제 및 감독기관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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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상황에서 정보를 가지지 못한 측의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과 

거래를 하게 되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으로, 정보가 부족(ignorance)한 금융

가가 지급 불능 위험이 높은 차입자에게 자금을 공급하게 된다는 것이다. 역시 정

보비대칭 상황을 전제로 세 번째 문제점은 사후적인(ex post) 감추어진 행동

(hidden action)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정보를 가진 측이 정보를 가지지 못한 

측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취하게 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로, 본성이 정

직한 차입자라도 금융가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knavery)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가 혹은 금융기관이 취하는 일반적인 해결책으로 알려진 것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담보(collateral)를 요구한다. 둘째, 역

선택을 극복하기 위해서 연성정보(soft information)(Berger and Udell, 1995; 

Petersen and Rajan, 1994; Stein, 2002; Uzzi, 2000)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거래 상대방을 선별(screening)(Stiglitz, 1975)하거나 신용할당(credit 

rationing)(Stiglitz and Weiss, 1981)을 시도한다. 셋째, 도덕적 해이를 극복하기 

위해 감시기능(monitoring)을 활용하기도 한다(Aghion and Bolton, 1991; 

Tsiddon, 1992).

이때 공간적 근접성이 금융의 내재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된다

는 실증연구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대출 측면에서는 금융의 내재적 문제점

을 줄이기 위해 공간적으로 대출기관과 차입자가 서로 가까운 곳에 입지하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Moore and Hill(1982), Harrigan and 

McGregor(1987)는 대출기관과 차입자 간 정보 부족으로 서로 멀리 떨어지면 위험

도 커지게 될 것이라고 하였고, Porteous(1995)도 대출기관과 차입자의 근접성이 

클수록 정보비대칭에 따르는 문제가 작아지는 점에 주목하였다. 즉 근접성이 클수

록 금융거래에 따르는 정보비용, 의사소통비용, 감시비용이 적게 들므로 금융거래

가 쉽게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Petersen and Rajan(2002) 역시 이러한 문제

점 때문에 실제로 대출기관이 차입자 가까이에 있는 경향(local presence)을 보인

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비대칭적 정보의 문제가 커질수록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기관-차입자 간 근접성이 높아지고, 대출기관-차입자 간 근접성이 높아질수록 

비대칭적 정보의 문제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투자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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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사전적인 선별과 사후적인 감시․감독의 업무 특성상 투자자와 투자 대상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야하기 때문에 공간적 근접성이 투자의 필요조건이 된다. 이는 투자 

대상 선별 시 투자대상에 대한 정보가 확산되는 데 있어 거리가 제약요소가 되기 

때문에 거리가 멀수록 탐색비용이 증가하게 되고(Green, 1991; Zook, 2002), 투

자 대상에 대한 감시․감독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면대면 접촉이 필요하므로 거

리가 멀수록 거래비용이 증가하게 되기(Gompers, 1995; Lerner, 1995; 

Sapienza and Gupta, 1994; Petersen and Rajan, 2002) 때문이다. 실제로 투

자자 중에서도 일반 투자자가 아닌 핵심 투자자가 투자 대상에 대한 사전적인 선별

을 통해 투자의사결정을 할 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 지속적인 감시․감독의 기능을 

맡게 되기 때문에(Gupta and Sapienza, 1992; Wright and Lockett, 2003) 결

국 핵심 투자자의 활동범위가 제한되는 결과가 나타난다(Florida and Kenney, 

1988; Sapienza et al., 1996; Zook, 2002). 이러한 기존 연구 결과로부터 도출

될 수 있는 명제는 일반 투자자는 핵심 투자자를 통해 거리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Sorensen and Stuart, 2001; Fritsch and Schilder, 2008) 일반 

투자자가 서로 근접하여 있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반면, 핵심 투자자는 투

자 대상과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Sorensen and 

Stuart, 2001). 

� 생산 부문: 지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식기반경제에서 지식이란 토지, 노동, 자본과 같은 전

통적인 생산요소와 달리 수확체증을 가능하게 하여 경제성장을 설명할 수 있는 핵

심적인 생산요소이자,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의 결과물이라는 것이 광범위

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래에서는 본 논문의 목표인 경제 공간 형성 메커니즘 

이론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 기반 조직의 핵심 자원으로서 지식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경제 공간과의 관계를 설정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수확체증 및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생산요소로서의 지식을 다룬 논의들을 살펴보고, 그 논의 가

운데 지식의 구체적인 축적과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앞서 밝힌 바와 같

이 경제 공간 형성 메커니즘을 재구성하기 위한 대안에는 지식확산 이전에 지식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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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찍이 Marshall(1890)이 지식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Schumpeter(1931, 

1942)가 구기술과 신기술의 충돌과 경쟁이라는 기술적 진화 과정으로 경제성장을 

설명한 바 있지만 당시 학계에서는 기술을 핵심적인 생산요소로 받아들이지 않았

다. 이후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틀 안에서 외생적 성장이론을 구축한 Solow(1956)

는 총생산함수에서 노동과 자본 외에 잔여분을 설정하고 이러한 잔여분에 의해 측

정된 기술 발전, 즉 지식 성장이 새로운 부를 창조하는 원인이 된다고 본 바 있다. 

하지만 끊임없이 계속되는 지식 성장을 경제계 외부에서 주어진 요소로 보아 지식

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다. 그는 외생적 성격을 띠면서 계속 증가하는 지

식을 일종의 공공재로 간주하여, 어느 누구도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연구개발

에 투자하지 않는 대신 정부가 모든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이로부터 모두가 스필오

버 효과를 누리는 식으로 자신의 경제성장 모형을 구축하였다. 한편 

Arrow(1962a, 1962b)는 ‘경험에 의한 학습(learning by doing)’으로 수확체

증을 설명하였다. 하지만 Arrow가 제시한 학습 논의는 한동안 경제학 논의에서 도

외시되었는데, 이는 3대 생산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에 작동하는 수확체감법칙과 

달리 지식의 수확체증효과가 주류 경제학의 완전경쟁 가정과 상충되었기 때문에 모

형 안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웠던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 이후 

1970~80년대 들어서면서 독점적 경쟁에 관해 연구(Dixit and Stiglitz, 1977; 

Krugman, 1979; Krugman and Helpman, 1985; Katz and Shapiro, 1985; 

Farrel and Saloner, 1985)가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기업의 행태와 시장의 구조

를 다루는 산업조직론 연구가 심화되면서 독점적 경쟁도 완전경쟁과 마찬가지로 정

상적인 시장의 하나로 주류 학계에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는 수확체증 현상을 설

명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이런 가운데 Romer(1990)에 의해 내생적 성장이론

이 제시되었다. 그는 독점적 경쟁 가정 하에서 지식으로 수확체증을 설명하였으며, 

지식이 자본이나 노동과 다른 특성에 의해 수확체증을 유발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끈

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즉 경제성장의 핵심이 되는 지식이 경제계 외부에서 주

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주체의 이윤동기에 의해 경제 내부에서 만들어져 생산활동

에 투입되면서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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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지식 그 자체가 아니라 생산요소로서 지식이 생산조직에 

동원되고 그 과정에서 경제 공간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가를 밝히는 것이 연구목

적이므로 지식의 창출과 이전, 즉 지식이 어떻게 축적되는가 하는 지식축적과정과 

그와 관련된 생산조직의 공간 전략이 중요하다. Arrow(1962a, 1962b)는 생산요소

로서의 지식이 축적되는 방식을 처음으로 논의하였다. 그는 경험에 의해 지식이 축

적되는 모델을 구상하였는데, 지식축적방식을 경험(experience), 실무훈련

(training), 연구개발(R&D)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 세 가지 지식축적방식은 

저마다 특징이 있는데, 연구개발의 경우 많은 자본이 필요하고, 실무훈련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경험이란 생산자가 업무경험을 쌓으면 당연히 지식을 확보

하게 된다는 점에서 경험이 지식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이는‘사람들은 다른 사

람들에게 알려지면 모두에게 알려진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는 가정, 즉 합리

적 기대(rational expectations)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후 전개

된 수많은 지식 연구에서는 경험에 의한 학습과 연구개발을 주요한 지식축적방식으

로 인정하고 있다. Romer(1988, 1990)에 따르면, 경험에 의한 학습에 의해 축적

되는 지식이란 인적자본15)으로 구체화되며 이를 체화지식(embodied knowledge)

이라고 하여 어떤 지식을 개발한 인간과 함께 탄생했다가 인간과 함께 사라지는 지

식이라 하였다. 사실 여기서 인적자본이란 Lucas(1988)의 인적자본 개념을 차용한 

것이다. Lucas는 단순히 인적자본이 아니라 인적자본의 외부성을 강조하였는데, 

즉 인적자본의 스필오버만으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보면서 지식은 기본적으로 

무료로 배울 수 있으며 이러한 배움은 상호성을 띠고 특히 교육 받은 사람을 중심

으로 집중적으로 축적된다고 하여 학습에 의한 지식축적 메커니즘을 받아들이고 외

부성을 인정한 바 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에 의해 축적되는 지식이란 지식재산권

으로 담보될 수 있는 기술로 구체화되며 비체화지식(disembodied knowledge)이라

고 하여 어떤 지식을 개발한 인간보다 더 오랫동안 살아남는 지식이라 하였다. 

15) 인적자본 개념은 노동경제학자인 Becker(1964)가 처음 도입하였는데, “교육이나 훈련에 대한 

개인의 투자는 기계나 공장 등에 대한 기업의 투자와 동일하다”고 하여 인간의 노동이 단지 사

람 수나 시간이라는 척도와 같은 인력(manpower)의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교육이

나 훈련을 받았는가에 따라 파악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인적자본이란 인간을 투자에 의해 생산

력의 크기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자본으로 간주하는 개념으로 제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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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er(1990)는 바로 이렇게 연구개발에 의한 기술 발전이 경제성장을 추동하게 

되는 지식이라고 보았다. 

이와 같이 학습에 의해 축적되는 인적자본과 연구개발에 의해 축적되는 기술은 

그 속성에 따라 서로 구분된다. Romer(1990)16)가 제시한 경합성/비경합성 기준으

로 보면, 인적자본과 기술은 완전히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인적자본의 경우 인

간의 물리적 신체와 결부되기(embodied) 때문에 경합적인 생산요소가 된다. 즉 그

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한 기업이 해

당 인적자본을 고용하면 다른 기업에서는 고용할 수 없게 되는 경합적인 속성을 갖

는다. 그리고 경합적인 생산요소이기 때문에 배제 가능성도 당연히 높다. 이와 더

불어 인적자본의 비용구조는 추가생산(ability to add)에 드는 비용이 처음과 거의 

같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요약하면 인적자본이란 경합적이고 배제 가능하며 추

가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그만큼의 비용이  소요된다. 이와 달리 기술의 경우 인간

의 물리적 신체와 별개(disembodied)이기 때문에 비경합적인 생산요소가 된다. 경

합재의 경우 배제 가능성이 당연히 높은 것과 달리 비경합재의 경우는 기술적․제도

적․공간적 조건에 따라 배제 가능성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즉 기술은 불완전

한 배제 가능성(incomplete excludability)을 보이게 됨으로써 기술을 개발한 측이 

그에 대한 전유성17)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불완전한 전유성(incomplete 

appropriability)을 가지게 된다. 무엇보다 기술의 경우에는 처음 생산하는 비용은 

높지만 추가적인 생산비용이나 복제비용은 이보다 훨씬 낮은 비용구조를 가지고 있

다. 일단 고정비용 투자를 통해 새로운 지식이 창출되고 나면, 새로운 지식은 추가 

비용 없이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다. 요약하면 기술은 경합적인 다른 생산요소와 

16) Romer(1990)는 자신의 내생적 성장이론을 전개하기에 앞서 세 가지 전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기술발전을 경제성장의 핵심으로 전제한다. 이는 Schumpeter(1931)나 Solow(1956)의 기술적 진

화 과정으로서의 경제성장론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기술발전은 시장 인센티

브에 반응하는 의도적인 행위 때문에 발생한다. 즉 기술발전이란 사람들의 선의(goodwill)에 의해

서가 아니라 기업의 경제활동, 투자행위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셋째, 기술발전 즉 새로운 지식은 여타 경제재와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지식은 다

른 경제재와 달리 “비경합적이며 부분적으로 배제 가능한 재화(a non-rival, yet partially 

excludable good)”이다.

17) 여기서 전유성이란 기술 개발의 결과를 독차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영업비밀, 

지식재산권, 특허, 저작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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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비경합적이고 부분적으로 배제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만들어지고 나면 고갈되

지 않고 이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배제 가능성의 정도(degree of 

excludability)에 따라 지식의 이전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경합적이고 배제 가능하다는 속성 때문에 경제 공간 형성 메커니즘이라는 측면

에서 인적자본은 생산조직의 인적자본 동원방식에 따라 경제 공간상에서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속적 생산조직의 경우에는 한 생산조직에서 

인적자본을 추가적으로 고용하기 위해서는 타 생산조직으로부터 빼내야 한다. 이러

한 상황은 지역 수준에서 보면 영합게임(zero-sum game)이 된다고 할 수 있으

며, 계속적 생산조직의 입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인적자본의 풀이라는 것이 존재하

지 않는 상황이므로 산업집적론 관점에서 말하는 외부성이라는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없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일시적 생산조직의 경우에는 인적자본이 일정 

지역에 존재하는 것이 생산조직의 인적자본 동원에 편리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지역 수준에서 보면 비영합게임(non zero-sum game)이 된다고 할 수 있

다. 일시적 생산조직의 입장에서 누릴 수 있는 인적자본의 풀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산업집적론 관점에서 말하는 외부성이라는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생산조직의 인적자본 동원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 생산조직의 성격에 따라 인적자본의 공간적 근접성이 갖는 이점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계속적 조직이라면 인적자본의 공간적 근접성이 생산조직에 아무런 이

점으로 작용할 수 없는 반면, 일시적 조직이라면 인적자본의 공간적 근접성이 생산

조직의 인적자본 동원에 이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편 비경합적이고 부분적으로 배제 가능하다는 속성 때문에 경제 공간 형성 메

커니즘이라는 측면에서 기술은 기술을 개발한 측이 개발에 들어간 투자비를 회수하

기 전에 무임승차자에게 이전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

라 경제 공간상에서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생산조직에서의 기술 개발은 

단순한 기술 개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토대로 한 용역 제공을 목적으로 하

기 때문에, 기술 개발을 꾀하는 생산조직의 경우 기술의 비경합성으로부터 배태되

는 무임승차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소요된 투자비의 크기와 용역 제

공의 편의성을 모두 고려하여 적절한 배제 수단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생산조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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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투자비가 누적적으로 증가

하기 때문에 무임승차자를 배제하는 문제가 조직 생존의 우선적 고려사항이 될 것

이고 이 경우 다른 조건이 문제되지 않는 한 제도적 수단을 넘어 물리적으로도 무

임승차자들로부터 멀리 떨어지려는 공간적 고립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용역 제공의 편의성에 대한 고려가 크다면 그와 같은 공간적 고립 전략을 

선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대신 공간적 근접성을 유지하되 제도적 수단에 기대

는 제도적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요약하면 생산조직에서 이루어지는 기

술 개발은 선의가 아니라 시장 인센티브에 반응하는 의도적인 경제행위의 결과로

(Romer, 1990), 이에 기반한 용역 제공을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기술을 개발하는 

측은 소요된 투자비의 크기와 용역 제공의 편의성을 비교하여 무임승차자로의 기술 

이전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게 된다. 기술을 개발하는 측은 기술 개발

을 위한 투자비의 크기가 클수록 제도적 전략 외에도 공간적 고립이라는 전략을 적

극적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커지는 반면, 용역 제공의 편의성이 클수록 공간적 고립 

대신 공간적 근접성을 유지하면서 제도적 전략을 채택하는 데 그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 영화산업 경제 공간 형성 메커니즘에 관한 대안적 이론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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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주제와 분석틀

1) 연구주제

이상의 문헌연구에서 경제 공간 형성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전통적인 경제지리학 외에도 신경제지리학, 도시경제학 등 여러 분야에서 이에 대

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모두 Marshall의 외부성에 공통적인 이론적 연원을 두

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외부성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간 경제 공간 형성 메커니즘으로서의 외부성에 대해 상당

한 이론적 비판도 함께 존재해왔기 때문에 경제적 실재에 맞게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에 적절한 이론 틀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연구대

상이 되는 산업의 생산조직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영화산업의 

생산조직이 프로젝트 기반 생산조직이라는 것에서 출발한다. 기존 경제지리학 연구

에서는 영화산업이 유연적 전문화를 기초로 한 유연적 생산체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보았으나, 이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합리적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유연적 생산체제 대신 프로젝트 기반 생산조직을 채택하기

로 한다. 이어서 프로젝트 기반 생산조직이 동원하게 되는 핵심 자원을 가치사슬 

상 투자 부문과 생산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러한 틀은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기반 생산조직에서 투자 결정과 생산 결정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과 더불어 각 자

원이 생산조직의 존립 여부와 관련해 핵심적이기 때문이다. 영화 제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제작자금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으로, 원활한 자금조달이 전

제되지 않고서는 영화 시나리오는 결코 현실화될 수 없는 것이다(최승수, 2012). 

자본조달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제작 인력과 기술이라는 지식으로 구성된 생산조직

이 갖추어질 수 있다. 

우선 프로젝트의 개시 여부와 관련하여 공간 형성 메커니즘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자본조달에 대해 살펴보았다. 자본조달이란 금융 활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경제성장과 금융 간의 관계에 주목한 연구를 살펴보고, 경제성장에 있어 금융 발전

의 중요성을 도출한 다음, 금융 발전을 저해하는 금융의 내재적 문제를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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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금융과 공간적 근접성의 관계를 다룬 연구를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의 진행 및 완료 여부와 관련하여 공간 형성 메커니즘의 또 다른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지식축적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단 지식의 수확체증 효과와 경제성장에 주

목한 연구를 살펴보고 경제성장과 관련한 생산요소로서 지식의 중요성을 도출하였

다. 이어서 Romer의 내생적 경제성장론을 토대로 지식축적방식에 따른 지식의 종

류, 그리고 그 속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각각에 대한 공간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의 산업집적론 연구를 발전적으로 극복하고, 자본조달과 지

식축적에 초점을 두는 새로운 관점을 더해 경제 공간 형성 메커니즘의 이론적 재구

성을 꾀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 영화산업을 비교분석하고 구체

적인 사례연구로 보완하고자 한다. 이는 그간 귀무가설이 없는 연구라는 비판

(McCann and Sheppard, 2003)을 받은 단일 사례연구의 일화성을 극복하기 위

함이기도 하다. 

본 논문의 연구주제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주제 1: 영화산업의 자본조달구조

연구주제 1에서는 영화산업 경제 공간 형성 메커니즘의 한 축으로서 자본조달구

조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영화산업의 자본조달구조를 프로젝트 기반 자본조달

로 이해하는 가운데, 그 자본조달에 제작사를 위시하여 투자배급사, 재무적 투자자 

등 다양한 투자자들이 참여하고 있고, 특히 금융자본 외에 투자배급사 중심의 산업

자본이 발달되어 있는 영화산업의 특성을 밝힌다. 이를 토대로 그들 간의 관계가 

일원화 혹은 다원화되어 있는지, 자본조달의 원천이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

를 기준으로 영화산업의 자본조달구조를 내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와 외부금융형 자

본조달구조로 유형화한다. 그런 다음 한국 실사영화산업과 애니메이션영화산업 그

리고 미국 실사영화산업과 애니메이션영화산업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본조달의 실재를 살펴본다. 이때 자본조달 과정에서 불확실성, 역

선택, 무임승차자라는 금융의 내재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자본조달 참여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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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 해결책으로 공간적 근접성을 취하기 때문에 산업의 공간분포에 일정한 영향

을 미치게 된다. 자본조달 과정과 더불어 자본조달 참여자의 공간 분포와 그들 사

이의 공간적 근접성을 연결시켜 이해함으로써 각 자본조달구조 유형별 공간적 함의

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주제 2: 영화산업의 지식축적과정

연구주제 2에서는 영화산업 경제 공간 형성 메커니즘의 또 다른 한 축으로서 생

산조직 및 지식축적과정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영화산업의 생산조직을 프로젝

트 기반 생산조직으로 이해하는 가운데, 영화산업의 핵심 생산요소인 지식을 인적

자본과 기술로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는 영화산업의 특성을 밝힌다. 이어서 지식이 

동원되는 원천에 따라 외부에서 동원하는 외부동원형 생산조직과 내부에서 활용하

는 내부활용형 생산조직으로 유형을 분류한 후, 한국 실사영화산업과 애니메이션영

화산업 그리고 미국 실사영화산업과 애니메이션영화산업이 어느 유형에 속하게 되

는지 검토한다. 나아가 이러한 생산조직의 각 유형별로 각각의 지식축적과정, 즉 

인적자본의 경우 생산조직과 결부된 인적자본의 동원방식, 기술의 경우 무임승차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조직이 택하게 되는 전략에 초점을 맞춰 각 생산조직 유

형별 지식축적과정의 공간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주제 3: 구체적인 영화 프로젝트 사례 분석

연구주제 3에서는 앞서 밝힌 영화산업의 자본조달구조와 지식축적과정의 유형을 

실제 영화 프로젝트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한국 실사영화산업과 애니

메이션영화산업 그리고 미국 실사영화산업과 애니메이션영화산업의 실제 프로젝트 

중 최근작으로 흥행에 성공한 작품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자본조달구조와 지식축적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투자 단계의 주요 투자자들과 제작 단계의 제작 인력과 기술

의 공간적 실재를 드러낼 수 있게 된다. 비록 영화 프로젝트마다 개별성이 강하고 

영화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이 인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한계가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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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만한 특정 사례를 통해 산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 분석을 보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특히 영화산업에서 이러한 사례 분석은 그 가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분석틀

연구주제 1은 영화산업의 경제 공간 형성 메커니즘의 한 축인 영화산업의 자본

조달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다. 자본조달은 프로젝트의 개시 여부와 관련되어 있고, 

따라서 생산조직의 존립 여부 또한 결정하게 된다. 영화산업 자본조달구조를 유형

화하고, 실제 한국과 미국 영화산업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밝히고 그 공간적 함

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연구주제 2는 영화산업의 경제 공간 형성 메커니즘의 또 

다른 한 축인 지식축적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지식축적과정은 프로젝트의 진행․완
료와 관련되어 있고, 이 역시 생산조직의 존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영화산업 생

산조직 및 지식축적과정을 유형화하고, 실제 한국과 미국 영화산업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밝히고 그 공간적 함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연구주제 3은 연구주제 1

과 연구주제 2를 통해 구축된 영화산업의 경제 공간 형성 메커니즘이 실제 프로젝

트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 분석을 통해 각 프로젝

트에 참여한 행위자들의 공간적 실재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러한 연

구주제와 주요 내용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분석틀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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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연구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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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한국과 미국 영화산업 현황

1. 영화와 영화산업 일반

1) 상품으로서의 영화

영화는 1895년 12월 28일 뤼미에르 형제가 프랑스 파리의 한 지하 살롱에서 

10편의 활동사진(motion picture)을 유료로 상영하면서 탄생하였다. 19세기 말에 

탄생하여 20세기를 풍미하고 21세기에도 여전히 대표적인 대중문화로 소비되고 있

는 영화는 그 탄생 시점부터 상품으로서 세상에 등장한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산
업적 의미가 있는 상품으로서의 영화란 영화관에서 유료 상영할 목적으로 제작․개
봉되는 영상물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영화산업을 다루는 본 연구에서의 상품으로서 

영화는 예술적인 영상물이 아니라 수익을 목적으로 제작되고 개봉을 통해 관객에게 

소비됨으로써 제작에서 상영까지 영화산업의 상품사슬을 모두 거치는 ‘상업영화’

가 중심이 된다고 하겠다. 

상품으로서 영화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독특성(uniqueness)과 신기성

(novelty)을 갖는 ‘차별화된 제품(differentiated product)’이라는 점이다. 영화

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화 제작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면서 만들어지는 분업과 협

업의 산물로, 일단 제작되고 나면 무한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일한 영화가 제작

될 수도 없고 제작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영화 시장은 차별화된 제품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독점경쟁(monopolistic competition)’(Dixit and Stiglitz, 1977) 상

황에 놓이게 된다. 더군다나 오늘날 영화 시장에 단일 입장료18)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경쟁하는 영화들은 동질적인 제품 간의 가격경쟁이 아닌 차별화된 

18) 영화가 세상에 등장한 초기부터 단일 입장료가 적용된 것은 아니었다. 초기 수십 년 간 영화별로 

다른 입장료가 설정된 시기가 있었다. 이는 특히 미국에서 그러하였는데, 1960년대까지 영화별로 

입장료가 달랐고, 이러한 점은 한국에서도 1992년까지는 마찬가지였다. 오늘날에 볼 수 있는 단

일 입장료는 미국의 경우 1970년대 초반, 한국의 경우에는 1993년부터 나타났다. 실제 자료를 관

찰해 보면 고예산을 투입하여 제작한 영화 편수가 많아진 시점 이후에 입장료를 단일화시킨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광역개봉을 통해 단기간에 투자비를 회수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파악되며 이 

과정에서 입장료를 단일화한 것으로 이해된다._서영덕(2007), 왕규호․이승호․정헌일(2007)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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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간의 비가격경쟁(non-price competition)을 벌임으로써 영화 시장의 독점경

쟁 상황은 더욱 강화된다.

다음으로 상품으로서 영화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그 안에 담겨 있는 정보가 

상품으로서의 특성을 결정하는 핵심적 의미를 갖는 정보재(information goods)의 

일종이라는 것이다. 정보재는 생산하는 데 많은 고정비용이 들지만 한계비용이 매

우 낮은 비용구조를 갖고 있다. 이때의 고정비용은 거의 전적으로 매몰비용(sunk 

cost)의 성격을 갖고 있어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으며, 정보재를 복제하는 

데 드는 한계비용은 그 절대적 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계속 일정한 수준에 머문다

는 특징이 있다. 그 결과 영화 제작에 투입된 비용이 추후 영화의 판권 가격에 영

향을 줄지는 모르지만, 최종 소비자인 관람객이 지불해야 하는 관람료를 결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즉 일단 제작된 영화의 단위당 생산비는 

매우 낮고 우하향하는 형태를 띠게 됨으로써 일반 제조업과 달리 영화산업은 수확

체증의 법칙을 따르게 된다. 더군다나 정보재인 영화는 그 소비에 있어 네트워크효

과19)20)나 잠김효과21)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재를 시장에 내놓은 기업

의 입장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수요자의 기반을 확충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

제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영화를 제작하는 기업들은 경쟁작의 대체성

19) 정보재 소비의 네트워크효과(network effect) : 같은 상품을 쓰는 소비자들의 네트워크가 더욱 

커질수록 소비자들이 느끼는 편리함이 더욱 커지는 것을 가리켜 네트워크효과라고 부른다. 정보재

처럼 네트워크 효과가 강한 상품의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가 그 상품의 구입 여부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러한 네트워크효과의 구체적 사례

로 악대차효과(bandwagon effect)와 속물효과(snob effect)가 있다._Leibernstein, H., 1950, 

Bandwagon, snob, and Veblen effects in the theory of consumer’s demand,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64(2), pp.183-207. 

20) 네트워크효과 때문에 가장 훌륭한 제품과 그 다음 제품의 질적 차이가 미미하더라도 최고가 더 

대접을 받는 것이다. 이렇다 할 품질의 차이가 없는 제품들도, 이런 사회적 힘으로 인하여 시장에

서 아주 다른 대접을 받는다._Salganik, M. J., Dodds, P. S. and Watts, D. J., 2006, 

Experimental study of inequality and unpredictability in an artificial cultural market, 

Science, 311(5762), pp.854-856. Salganik, M. J. and Watts, D. J., 2008, Leading the 

herd astray: An experimental study of self-fulfilling prophecies in an artificial 

cultural market, Social Psychology Quarterly, 71(4), pp.338-355.

21) 소비재의 잠김효과(lock-in effect) : 하나의 정보재에 잠겨 있는 상태에 있는 소비자가 다른 것

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을 치러야 한다. 이는 새로운 정보재에 익숙해지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전환비용(switching cost)이라 한다. 따라서 잠김효

과가 강할수록 전환비용도 그만큼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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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titutability)을 감소시키고 산업 내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제품차별화(product differentiation)를 꾀하게 된다. 한편 예술로서의 영화 작품

은 반영구적으로 존속하지만 정보재인 영화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품의 가치

가 상실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상품으로서의 영화는 짧은 수명주기를 가지게 된다. 

요약하면 상품으로서의 영화는 정보재의 원본으로서 차별화된 제품이자 시장에

서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 제품차별화가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 영화산업 일반

흔히 영화를 제7의 예술이라고 하지만 영화는 예술로서보다 산업으로서 먼저 시

작되었다. ‘영화예술’의 개념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영화산업’이 태동하였으며 

이는 예술적 표현을 위한 수단으로 영화(film)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영화(motion 

picture)의 발명과 이것이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영화라는 상품을 통해 예술적 가치

의 구현이 가능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좌승희․이태규, 2006). 그리고 이러한 산업

화가 가능하게 된 것은 사물의 연속적인 움직임을 포착하고 재현해낼 수 있는 영사 

시스템의 발명이라는 기술적 진전과 더불어 대중을 상대로 한 집단적 유료 관람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이다. 

(1) 영화산업의 정의와 범위

영화산업이란 영화 기획 및 제작, 활용, 유통, 보급 및 수출입과 관련된 제반 

활동으로, 영화를 기획해서 투자하고 제작, 배급, 상영으로 수익을 얻는 영화와 관

련된 모든 사업을 의미하며, 기술과 상영 환경의 변화로 상영 부문이 영화관을 넘

어 비디오, DVD, 공중파TV, 케이블TV, 위성TV, 인터넷 VOD, IPTV 등 다양한 

윈도우로 분화되고, 영화의 국내 개봉 외에 해외 직접 배급, 판권 판매, 캐릭터사

업, 음반사업, 출판사업, 라이선스 판매 등 다양한 연관 사업이 파생되기도 한다. 

간단하게는 영화산업을 영화의 제작-배급-상영-부가시장에 이르는 가치사슬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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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할 수 있다. 

그리고 전체 산업 체계에서 영화산업은 이를 포함하는 다양한 상위 산업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위 산업으로 실사영화산업과 애니메이션영화산업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오늘날 정책입안가나 연구자가 설정한 포괄적인 산업 분야 중 그 하위 

분야로 영화산업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미디어산업22), 엔터테인먼트산업23), 미

디어와 엔터테인먼트산업, 문화산업24), (문화)콘텐츠산업25), 저작권산업26), 창조산

업27) 등이 있다. 미국에서는 엔터테인먼트산업이, 한국에서는 문화산업이나 콘텐츠

22) 미디어산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광고가 매개되는 이중상품시장(dual product market)을 강조하

는데, 미디어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시장과 광고시장으로서 미디어산업이 광고주에게 이

용자(혹은 이용자 접근권)를 판매하는 시장이 그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한 가지 상품을 생산하면

서 별도의 서비스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디어산업의 통계 범위를 한국표준산업

분류 관점에서 살펴보면, 출판업, 영상 및 오디오 기록물 제작배급업, 방송업, 통신업, 광고업 등

이 해당된다. 

23) 엔터테인먼트산업은 미디어산업과 관련성이 매우 높은 분야로 주로 미국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엔터테인먼트산업은 순수예술을 포함해 상업화한 놀이 또는 유흥과 관련된 산업을 말하는데, 출

판, 영화, 음악, 방송 등 미디어 의존형과 카지노, 스포츠, 공연예술, 유원지, 테마파크 등 체험형

으로 대별된다. 

24) 문화산업은 문화의 산업 활동을 중시하는 개념으로 UNESCO에 의해 그 개념이 개발되고 널리 

보급되면서 정책적 주목을 받게 되었다. UNESCO에서 정의하는 문화산업이란 “문화적 산물들과 

서비스들이 산업적 또는 상업적으로, 즉 대규모로, 경제적 고려에 바탕을 둔 전략에 따라 창작, 

제작, 마케팅과 관련된 부문으로 일반적으로 저작권으로 보호되며, 무형의 문화콘텐츠라는 특성을 

보유한 산업”을 의미한다. 

25) (문화)콘텐츠산업은 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콘텐츠산업진흥법」에서는 콘텐츠산

업을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

다)의 제작․유통․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콘텐츠산업은 출판산업, 만화산업, 

음악산업, 게임산업, 영화산업, 애니메이션산업, 광고산업, 방송산업, 캐릭터산업, 지식정보산업, 

콘텐츠솔루션산업, 공연산업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26) 저작권산업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활동을 중시하는 개념으로 UN 전문기구의 하나인 세계지적재

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서 다루고 있는 저작권산업이란 “창작, 

생산, 제조, 공연, 방송, 통신, 전시, 판매 등에 관한 모든 산업 활동”을 의미한다. 저작권산업의 

범주는 국가마다 정한 산업분류 안에서 문화산업과 연관된 영역을 중심으로 정하고 있다.

27) 창조산업은 문화에서 과학에 이르는 모든 창조활동을 대상으로 하며, 문화산업과 저작권산업에 

비해 더 포괄적이다. 창조산업의 경우 ‘창조성’을 새로운 부가가치를 위한 자본, 노동, 토지와 

같은 투입요소로 보고 있다는 점도 구별되는 특징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94년 호주에서 

‘Creative Nation’ 보고서를 통해 창조적 국가를 선언하면서 시작된 창조산업이라는 용어는 

1997년 영국의 정책 입안자들에 의하여 문화미디어체육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내에 정부의 각 부처를 포함하는 특별기구로서 ‘창조산업 태스크포스(Creative 

Industries Task Force)’가 만들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쓰이게 되었다. 창조산업이

란 용어는 학자마다, 국가마다, 국제기구마다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개인의 

창조성, 기술과 재능 등으로 지적재산권을 설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소득의 증대와 고용을 창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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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이 주로 상위 산업 분야로 채택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통계자료 상의 산업분류에서 영화산업에 속하는 산업 활동 

분야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UN의 국제표준산업분류 제4차 개정(ISIC Revision 

4)(2006년 말 개편)28)에서 영화산업은 ‘J 정보와 커뮤니케이션(Information and 

Communication)’이라는 대항목 아래 ‘J59 영상물, 비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 녹음, 출판업’에 속해 있다. 미국의 경우 엔터테인먼트산업은 북미산업분류

체계(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NAICS)29)의 대분류 항

목 중 ‘51 정보산업(Information)’, ‘71 예술, 엔터테인먼트, 레크리에이션산

업(Arts, Entertainment, and Recreation)’에 관련 영역이 포함되어 있고, 정

보산업에는 출판, 영화, 비디오, 음향, 방송, 정보서비스 등이 포함되며, 예술, 엔

터테인먼트, 레크리에이션산업에는 공연, 전시, 예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영화산업

은 대부분 이 항목들에 속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 4>와 같다.

수 있는 산업”(UK DCMS, 2001: 4)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8) UN의 국제표준산업분류는 2006년 말 제4차 개정(ISIC Revision 4)를 단행했는데, 미디어 관련 

산업의 분류체계가 대폭 바뀐 것이 특징이다.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던 정보와 미디어, 통신이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대항목으로 통합되었다. 

29) 미국은 1997년 미국 표준산업분류(U.S.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SIC)를 대체하여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이 공동 개발한 산업분석을 위한 새로운 분류 시스템인 북미산업분류체

계(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NAICS)를 도입하였다. 미국 표준산업분

류(SIC)는 1930년대 만들어진 제조업 중심 분류로 정보산업 등 새롭게 발생된 산업영역을 포괄하

지 못해 산업 환경변화가 반영된 새로운 분류체계 도입이 필요하였다.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의 체결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 간 통계비교의 필요성이 증대하였다.

코드 번호 소분류 분류체계 정의

512110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비디오, TV프로그램 및 광고 제작(배급)업체

512120 영화 및 비디오 배급업
영화나 비디오에 대한 배급권을 확보하여 극장이나 
TV네트워크, 방송국 등 상영업자에게 배급하는 업체

512131 극장상영업 극장업체 및 영화제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업체

512132 자동차극장업 자동차극장업체

512191 포스트프로덕션 서비스업 
편집, 자막, 크레디트, 애니메이션, 특수효과 등 후반작업 
업체

512199 기타 영화 및 비디오 산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 배급, 상영, 후반작업 업체를 제외한 
업체

<표 4〉미국 북미산업분류체계(NAICS) 중 영화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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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Korea Standard Industry Code, KSIC) 9차 

개정으로 미디어 관련 산업이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라는 

명칭으로 통합되었고, 그 중 영화산업은 ‘J59 영상 및 오디오 기록물 제작․배급

업’에 속해 있다. KSIC는 국내 산업 간의 비교는 물론 국제 산업과의 비교․파악

을 목적으로 UN의 ISIC를 기초로 일관된 기준과 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

정 산업과 관련된 연관 산업을 함께 분석하기 위해 별도의 재집계 과정을 거쳐 재

구성한 ‘산업특수분류’30)가 있다.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7, 「2016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30) 한국 통계청은 정보통신기술산업, 관광산업, 환경산업, 콘텐츠산업, 물류산업, 스포츠산업, 자동

차 관련 전용부품 제조업, 에너지산업, 로봇산업, 저작권산업에 대해 산업특수분류체계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711510
독립 

아티스트·작가·연기자

프리랜서로 영화 제작에 참여하는 아티스트 혹은 기술적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엔지니어들, 또는 광고 모델로 제품 
홍보에 나서는 운동선수나 기타 유명인들도 포함됨. 

출처 : NAICS(2017년 3월 31일 현재)  https://www.naics.com/2017-naics-changes-preview/

<그림 6>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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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콘텐츠산업 통계조사(2015년 기준)」(한국콘텐츠진흥원, 2017)에 따르

면 위의 <그림 6>과 같이 한국의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분류체계에서는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의 11

개 산업이 콘텐츠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영화산업이 속해 있는 산업특수

분류는 ‘콘텐츠산업특수분류’로 분류체계는 아래의 <표 5>와 같다. 

이와 같이 콘텐츠산업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통계가 잡히고 있으며, 통상․무
역31)에서도 서비스 분야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영화산업은 서비스업에 해당

31) WTO DDA 다자간무역협상은 물론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여러 FTA협상에서 서비스 

협상이 포함되고, 그 일부로서 문화서비스 분야의 시장개방 논의가 함께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통상정책에서도 대외거래가 이슈가 되고 있다. 다자/지역 통상협상에서는 W/120 분류를 사용하고 

있다. UR 협상 당시에 이미 회원국별 상이한 분류 체계로 인해 동일한 명칭의 서비스에 대해서조

차 해석이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1991년 GATT 사무국은 UN의 잠정 분류 기

준(United Nations Provisional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 Provisional CPC, CPCprov)

을 토대로 ‘서비스 분야별 분류표(Services Sectoral Classification List)’를 작성하여 양허표 

내의 서비스 분야 기재에 활용하도록 권고하였다. 서비스를 대분류 12개 분야, 소분류(단, 소분류

가 없는 분야는 중분류 기준) 155개 분야로 구성하고 각 분야를 UN CPC 코드와 연계한 

MTN.GNS/W/120(= W/120)을 업종분류 기준으로 채택하엿다. 이를 기준으로 콘텐츠산업의 범

위를 살펴보면, 1. 사업서비스의 F. 기타사업서비스 하위의 r. 인쇄 및 출판, 2. 커뮤니케이션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체계 정의

영화산업

영화 제작, 
지원

및 유통업

영화 기획 및 제작
일반 영화를 기획 및 제작하는 사업체(일반 
영화/제작)

영화 수입 해외 영화를 수입하는 사업체

영화제작 지원
일반 영화제작에 관련된 필름 가공, 필름의 편집, 
더빙, 필름검사 등 제작 후 서비스를 하는 사업체

영화 배급
일반 영화 배급권을 획득하고, 영화관, 방송사 및 
기타 상영자에게 배급하는 사업체

극장 상영
실내 또는 야외에 영사시설을 갖추고 영화를 
상영하는 사업체

영화 홍보 및 마케팅 일반 영화를 홍보 및 마케팅하는 사업체

디지털온라인
유통업

DVD/블루레이 
제작 및 유통

영화를 DVD/블루레이  형태로 제작·유통 하는 
사업체

온라인 상영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영화를 서비스하는 사업체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14 콘텐츠산업통계」
주 : 2014 콘텐츠산업통계는 11개 대분류, 43개 중분류, 98개 소분류로 구성된 분류체계를 적용함.

<표 5〉한국 콘텐츠산업특수분류 중 영화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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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청각이나 인쇄출판 등과 같은 콘텐츠산업의 특징 중 

하나가 제조업 분야와 서비스 분야를 명확히 분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

화산업이 통계자료 상 서비스로 분류되고 있지만 특히 영화 제작의 경우 실제로 제

조업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하겠다. 

(2) 영화산업의 특성: 생산 부문을 중심으로

영화산업은 상품 특성에서 보았듯이 생산과정과 최종생산물이 일반 상품과는 다

른 정보재의 원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흔히 ‘프로젝트 비즈니스’(김병도 외, 

2008)로 불리는 프로젝트 기반 산업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그리고 프로젝트 기반 

산업은 프로젝트 생산에 대한 투자결정과 함께 생산조직이 구체화되는 특징을 가진

다. 즉 투자결정과 생산결정이 서로 분리되어 이루어지는 계속적 조직과 달리 프로

젝트 기반 조직의 투자결정과 생산결정은 서로 유리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진

다. 따라서 프로젝트 기반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생산은 투자와 결부된다고 하겠다. 

투자 측면에서 영화산업은 프로젝트 단위로 장래의 현금흐름과 수익성을 보고 

투자하는 사업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프로젝

트 기반 자본조달’의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Aksoy and Robins(1992)에 의하

면 영화산업은 ‘창의성에 대한 투자(betting on creative talent)’라는 점에서 

타 산업과 구분되고, 창의성에 대한 투자는 기본적으로 높은 수준의 위험을 내포하

며, 동시에 영화 제작은 높은 수준의 자본 투자를 요구한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영화산업은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고위험-고수익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영화 

한 편의 제작을 위하여 막대한 자금과 인력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는 매우 

불확실한 것이 영화산업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또한 이와 같은 특성은 영화산업의 

구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된다. 한 영화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할리우드의 유명 시나리오 작가 William Goldman(1983)이 ‘아무도 모른다

(With all due respect, nobody knows anything)’라고 표현할 정도로 영화 제

비스의 D. 시청각서비스 하위의 6개 중분류 업종 전체, 10. 레크리에이션, 문화, 스포츠 서비스 

하위의 A. 엔터테인먼트서비스이다. 



- 58 -

작은 매우 위험한 사업이다(좌승희․이태규, 2006). 이렇듯 영화의 흥행 확률은 매

우 낮지만 대신 흥행에 성공하였을 경우 그 수익의 규모는 여러 번의 실패를 모두 

보상받을 수 있을 만큼 매우 크다. 달리 표현하면 영화의 흥행은 ‘승자가 모든 것

을 가지는(Winner-take-all)’ 형태를 취한다(Frank and Cook, 1995). 따라서 

영화의 흥행수익의 평균은 소수의 그리고 드물게 나타나는 성공적인 영화에 큰 영

향을 받는다. 영화의 흥행수익을 하나의 확률변수로 볼 때 이 변수의 평균값은 소

수의 흥행 영화에 의해 좌우되고 분포의 분산이 매우 큰 통계적 특성

(highly-skewed, strong positive skewness)이 나타나는데(Ferrari and Rudd, 

2008), 이와 같은 통계적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확률분포는 안정분포(Stable 

Distribution)32)라고 알려져 있다(De Vany and Walls, 1999; De Vany, 2004; 

Walls 2005). 요약하면 투자결정 측면에서 영화산업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고위

험-고수익 산업으로 프로젝트 기반 자본조달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는 특성이 있다

는 점에서 타 산업과 구별된다.

다음으로 제작 측면에서 영화산업은 대량생산체제를 통한 표준화된 동질적인 제

품의 생산이 아니라 프로젝트 기반 업무체제를 통한 차별화된 제품의 생산을 그 목

적으로 한다. 이때 영화산업의 생산조직은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단위로 일시적으로 

결합하는 ‘프로젝트 기반 생산조직’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개별적이고 

32) De Vany and Walls(1999)는 1984~1996년 기간 동안 북미에서 상영된 2,015편의 영화들의 

수익을 추정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총 대상 영화의 78%는 손해를 보았으며 단지 22%만의 영

화만이 이익을 내었다. 한편 이익분포는 균일하지 못하며 이익을 낸 영화의 35%가 전체 이익의 

80%를 차지하였으며, 이에 비해 손실분포는 상대적으로 균일하여 손해를 본 영화의 50%가 전체 

손해액의 80%를 차지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총 대상 영화의 6.3%가 전체 이익의 80%를 벌어들

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De Vany and Walls(1999, 2003)와 De Vany(2004)는 영화의 입장수입

(box office revenue)이나 영화의 이익(profit)으로 대표되는 영화수요의 확률분포는 정규분포보

다 가운데 부분이 덜 뾰족하고 양쪽 꼬리가 더 두터운 안정분포를 가진다는 것을 밝혔다. 이들의 

추정에 의하면 안정분포를 따르는 영화수요의 확률분포의 분산은 무한대이다. 이 경우 특정 영화

의 입장수익이나 이익을 예측할 수는 있지만 그 신뢰구간은 무한대가 된다. 달리 표현하면 영화수

요 예측의 정확도가 거의 영(0)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가지 지적되어야 할 점은 영화의 

제작 단계에서의 예측과 제작이 끝난 후의 수요예측은 그 정확도가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다. 영화가 만들어진 후에는 해당 영화의 질을 과거의 경험, 경쟁영화와의 비교 등을 통해 평가하

여 그 수요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다. 하지만 제작 단계에서는 해당 영화의 줄거리, 주연배

우, 감독 등의 요소만으로는 그 수요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통계적인 예측의 정확도가 거의 

영에 가깝다는 의미는 제작 단계에서의 예측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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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생산조직을 통해 영화산업은 산업 전체적으로‘끊임없는 제품 혁신

(constant product innovation)’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Aksoy and Robins, 

1992). 

한편 영화산업에서는 수직적 결합(vertical integration)과 수평적 통합

(horizontal integration)이 광범위하게 발견된다. 영화산업의 제작-배급-상영의 

가치사슬에서 전후방연계가 강하게 나타나는 수직적 결합이 자주 관찰된다. 즉 한 

업체가 제작 및 배급 또는 배급 및 상영을 동시에 수행하거나 아니면 제작, 배급, 

상영에 이르는 영화 공급의 전 부문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 정부의 

반독점 규제가 없을 경우 수직적 결합이 더욱 심화되는 특징을 보인다. 미국 영화

사들의 수직적 결합은 19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1929

년에 이르러 이와 같은 미국 영화산업구조가 분명해졌다. 현재에도 이러한 경향은 

공고히 이루어져 미국 영화산업에서 수직적 통합을 주도하는 할리우드의 메이저 영

화사들은 모기업인 글로벌 거대 미디어 그룹의 수평적 통합 전략에 따라 인수·합

병을 거듭하고 있다(전범수, 2003, 2011; 전범수·최준호, 2006; 송낙원, 2007; 

Ferrai and Rudd, 2008). 한국에서도 영화산업의 수직적 결합은 1980년대 후반

부터 시작된 대기업 자본의 영화산업 진출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수평적 

통합은 1990년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그에 따른 미디어 융합으로 개별 미디어

산업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영화산업 시장구조에서 발견되는 

수직적 결합, 수평적 통합이라는 거시적 움직임 속에서, 미시적으로는 영화 제작을 

둘러싸고 대규모 회사와 소규모 회사들 간의 전략적인 제휴와 협력이 나타나기도 

한다. 상당한 자본 투자가 필요한 영화 제작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투자배급사와 재

무적 투자자들이 소규모의 전문적인 제작사 및 제작 관련 업체와 결합함으로써 산

업 전체적으로 이들 간의 일시적인 상호 연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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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영화산업 현황

1) 한국 실사영화산업의 전개

한국에서 실사영화의 제작은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되었지만 6·25 전쟁이후 

1950년대 중반부터 영화산업이 비로소 형성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50

년대 중반까지 한국영화 제작편수는 미미했고 관객들은 외화에 더 가까이 있었지만

(김미현, 2002), 미국의 경제원조를 통해 원조물품의 하나로 영화기자재가 들어오

고, 특히 1958년을 기점으로 대형 촬영소33)34)가 건립되고, 현상소가 등장함으로써 

한국영화 제작편수가 급증하였다(1953년 6편에서 1959년 111편으로 증가). 

1960년대 「영화법」의 제정(1962)과 함께 정부는 그간 난립했던 제작사를 정

리35)하고 등록한 제작업자만 영화를 제작할 수 있게 통제함으로써 제작사 중심의 

영화산업 정책을 폈다. 

이런 가운데서 한국영화는 1960년대 큰 호황을 누렸지만 이후 1970~1980년대

에는 극심한 불황을 겪었다. <표 6>, <표 7>, <표 8>을 살펴보면, 1984년 독립영

화제작제도가 실시될 때까지 등록(허가) 제작사수가 대략 20개사를 넘지 않았으며, 

소수 제작사의 독점체제36)가 유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971년 민간기

구 형태로 설립된 한국영화진흥조합의 업무를 1973년 탄생한 영화진흥공사에 이관

33) 본격적인 첫 스튜디오는 일제 강점기 조선영화사의 의정부촬영소였다. 1950년대 말 대한영화사, 

정능스튜디오, 안양촬영소, 삼성스튜디오, 원효스튜디오, 마포촬영소, 신설동촬영소, 남대문촬영소

에서 영화 촬영이 이루어졌다. 

34) 1950년대 말, 영화산업의 활력을 보여주는 것은 안양촬영소 건립이었다. 1958년 수도영화사는 

동양 최대 규모인 안양촬영소를 세웠다. 2만 5천 평의 녹음실과 3,300KW 변전실 등을 갖춘 3백 

80평과 5백 평의 제1, 제2 스튜디오가 세워졌다. 미첼NC 카메라 3대, 빠르보 카메라 1대, 자동 

현상기 2대, 자동편집기, 농도계량기, 화면 조정기, 프린트기 2대, 시네스코 콜럼비아 레코드 제

작기, 최신 웨스트랙스 녹음시스템 일체 등의 기자재가 들어왔다. 안양촬영소는 수도영화사가 경

영난으로 위기에 처한 이후 1960년대 초에 홍성기에게 인수되었다가, 1966년 신필름이 인수한 

후 1970년대까지 신필름 작품 제작에 주로 사용되었다.

35) 정부는 등록제(허가제), 전속제, 시설기준, 예치금 납부 등으로 독립 영화제작사가 나타나지 못하

도록 하였다.

36) 영화 제작 권리를 소수의 등록 영화사에 배타적으로 제공하고, 미등록 영화사가 등록 영화사의 

제작 권리를 매매해 대명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하지만 실제로는 독립 영화제작사의 대명 

제작이 성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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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국가 주도의 산업 정책을 더욱 강화하였다. 더불어 <영화시책>을 발표하

여 매년 영화 제작편수과 수입편수를 각 분기별로 일일이 배정하기도 하였다. 하지

만 제작시설이나 기자재 임대업은 영세한 수준을 넘지 못하여 실사영화산업이 제대

로 발달할 수 없었다. 

1980년대까지 한국 실사영화산업에서는 투자, 제작, 배급, 상영 각 영역이 뚜렷

이 구분되어 있지도 않았고 제작사와 극장을 중개하는 배급사 없이 제작자가 흥행

사까지 겸하거나 극장이 직접 영화 판권을 사거나 영화를 직접 제작하였다. 즉 

1988년 외화 직배37)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외화 수입쿼터 독점권을 가진 수입업자

연도 1981년 1982년 1983년 1984년 1985년 1986년 1987년 1988년 1989년

제작사수 24 20 20 20 29 61 83 105 99

제작편수 87 97 91 81 80 73 89 87 110

한국영화 
시장점유율

48.2% 51.3% 39.9% 38.5% 34.2% 33.0% 27.0% 23.3% 20.2%

출처: 좌승희․이태규(2006), p.215~216.

<표 8> 1980년대 한국 실사영화산업의 제작사수, 제작편수, 한국영화 시장점유율

연도 1961년 1962년 1963년 1964년 1965년 1966년 1967년 1968년 1969년

제작사수 71→16 16 21→6 10 19 26 25→12 17 19

제작편수 86 113 144 147 189 136 172 212 229

한국영화 
시장점유율

N/A N/A N/A N/A 45.5% 41.3% 48.6% 48.9% 43.0%

주: 1963년 허가를 받은 영화사는 6개사로 다음과 같다; 극동, 범아, 한양, 동성, 한국영화, ㈜신필림.
출처: 좌승희․이태규(2006), p.215~216.

<표 6> 1960년대 한국 실사영화산업의 제작사수, 제작편수, 한국영화 시장점유율

연도 1971년 1972년 1973년 1974년 1975년 1976년 1977년 1978년 1979년

제작사수 23 20 12 14 15 14 20 20 20

제작편수 202 122 125 141 83 134 101 117 96

한국영화 
시장점유율

34.3% 27.2% 19.3% 35.0% 16.7% 28.1% 31.6% 41.4% 35.7%

출처: 좌승희․이태규(2006), p.215~216.

<표 7> 1970년대 한국 실사영화산업의 제작사수, 제작편수, 한국영화 시장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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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지방 흥행업자38)가 한국 실사영화산업의 주요 투자자였고, 서울 변두리, 경기·

강원,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호남, 대전·충청의 여섯 지역으로 나누어진 

지방 흥행 시장에 자리 잡은 지방 흥행자본들의 입도선매에 의해 실사영화 제작이 

이루어졌다. 당시 제작사들은 부족한 제작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직접 배급하는 서

울 중심의 개봉관을 제외하고는 제작 영화들을 입도선매식의 단매를 통해 지방 흥

행업자들에게 팔았는데, 이 자금이 제작자본의 주요 원천이 된 것이다. 이러한 

‘단매(입도선매식 단매 혹은 지방단매)’라고 하는 간접배급구조로 인해 중앙에서 

흥행 결과를 일괄 집계할 필요가 없었고 이 때문에 영화산업의 전체 규모를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1985년 이후 한국 제작사들과 수입사가 분리되고, 

1988년 외화 직배로 한국영화 제작사들이 외화의 흥행권 통제를 상실하게 됨과 더

불어 1990년대 이후 한국 실사영화산업에 진출한 대기업들이 전국 직배를 실시하

게 되면서 지방 흥행자본은 퇴조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이러한 과정은 1980년대 

한국영화 시장점유율의 지속적 하락 속에서 일어났으며 1990년대 초까지 이러한 

흐름은 지속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전통적인 충무로 인력과 다른 젊은 기획자들이 등장하기 

시작39)하고 대기업40)과 금융자본이 투자한 자본의 투명한 회수를 위해 배급업에 

37) 1986년 「영화법」 제6차 개정으로 예탁금 규정의 대폭 하향조정으로 신규등록업자들이 늘어났

고, 외국의 영화배급사들도 국내지사 설립 및 활동이 가능해졌다. 이어 1988년 재무부의 영화배

급 및 제작에 관한 외국인투자제한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외국 영화사들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과 

직접 수입 배급이 가능해졌다. 이후 직배사와 비디오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외국영화 수입은 폭

발적으로 증가하였다(황동미 외, 2001). 

38) 지방 흥행업자들이 제작자본을 투자하였던 것은 당해 제작영화의 흥행수익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수입업을 겸하는 제작사와의 연계를 통해 '외화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고, 한국영화에 대한 투자는 

이후의 '외화배급을 위한 투자'의 성격 또한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1985년 이후 제작사와 수입

사가 분리되고, 급기야 직배 실시를 통해 한국영화 제작사들이 외화의 흥행권 통제를 상실하는 지

경에 이르게 된 상황에서 지방 흥행업자들로서는 한국영화에 투자할 큰 유인을 느끼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UIP를 위시한 직배사들과 1990년대 이후 한국영화산업에 진출한 대기업들이 전국 

직배를 실시하게 되면서 지방 독점 배급업자들의 수익이 줄어들어 한국영화 제작에 투자할 여력을 

잃게 된 것도 흥행자본의 퇴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993년 전격적으로 실시된 금융실명

제로 인해 중간흥행업자들의 역할이 위축되어 영화제작사들은 지방 극장들과 일일이 직거래하든지 

아니면 다른 자금원을 마련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39) 영화산업의 자유화 조치’라고 불리는 1984년 「영화법」 제5차 개정으로 독립영화제작제도를 

신설해 영화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영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하였다.

40) 당시 대기업 자본의 진출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비디오 유통업에서의 직

배의 영향 때문이다. 삼성, 대우, LG 등 가전 3사는 한국에서 VCR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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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하면서 한국 영화산업은 산업화의 초기단계에 접어들었다. 기획자들이 자금 조

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전통적인 충무로 자본 대신 대기업 자본을 끌어들인 것이

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실사영화산업에 진출한 대기업들은 IMF 경제위기 속에

서 구조조정과정을 거치면서 모두 철수41)하였고, 대신 창업투자회사 등 금융자본이 

새로운 자본으로 등장했다. 

그리고 2001년 이후에는 영상전문투자조합에 의한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조진희 외, 2006). 이와 더불어 1998년부터 멀티플렉스라는 복합상영관사

업에 이전과 다른 대기업들이 진출하면서 배급과 상영을 수직적으로 통합하고 메인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한국 실사영화산업의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한국 실사영화산업의 산업화는 2000년대 이후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전과 달리 영화 제작에 투여된 자본이 실제 영화의 유통과정을 통해서 회수되어 

한 1980년대 중반부터 비디오 프로그램 확보라는 측면에서 영화산업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었

는데 1991년을 기점으로 비디오 시장에까지 할리우드 영화사들의 직접배급이 시작되자 대기업들

의 프로그램 획득은 총체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대기업들이 영화제

작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둘째, 수익 창구(window)를 늘리기 위해서이다. 1993년 시작

된 케이블TV 사업에 대기업들이 진출하였고, 특히 대우와 삼성은 영화전문 채널을 가지게 되어 

프로그램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조만간 이루어지리라 기대되었던 위성방송사업에 

대한 기대효과 또한 컸다. 셋째, 전통적인 충무로 구조가 약화되고 있던 상황이었고 새로운 자본

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1984년 「영화법」 제5차 개정을 통한 제작 자유화 조치의 틈새를 뚫고 

기존의 충무로 인력과는 다른 젊고 합리적인 기획자들이 등장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기획자들은 자

금 조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전통적인 충무로 자본 대신 대기업 자본을 끌어들였다. 

41) 삼성 그룹(삼성영상사업단, 삼성물산, 삼성전자, 제일기획 등)은 1988년에 진입하여 1999년에 

철수하였다. 대우 그룹(대우영상사업단, 대우전자) 역시 1988년에 진입하여 1999년에 철수하였다. 

현대 그룹(금강기획, 현대전자)은 1996년 진입하여 1998년 철수하였다. 선경 그룹(SKC)은 1984

년에 진입하여 1998년에 철수하였다. 새한 그룹(새한디지털미디어)은 1996년 진입한 후 분사를 

통해 철수하였다. 

연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제작사수 113 114 79 143 130 117 118 116 367

제작편수 121 96 63 65 64 65 59 43 49

한국영화 
시장점유율

21.2% 18.5% 15.9% 20.5% 20.9% 23.1% 25.5% 25.1% 39.7%

출처: 좌승희․이태규(2006), p.104, 216.

<표 9> 1990년대 한국 실사영화산업의 제작사수, 제작편수, 한국영화 시장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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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다른 영화에 투자되는 식으로 자본의 순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편 2000년 이후 한국 실사영화산업의 시장 규모가 커지고 CJ, 오리온, 롯데 

등 대기업의 계열사들이 영화산업에 진입하면서 이에 맞서 중견 제작사들이 인수·

합병이나 기존 상장사 혹은 등록사의 사업다각화를 이용하여 증권거래소에 상장하

거나 코스닥 우회등록이 본격화되었다. 2004년 한국 영화산업에서 벌어진 기업 간 

인수·합병과 우회상장이라는 활발한 움직임 아래 외부 자본들이 유입됐고, 이러한 

흐름은 2006년까지 지속되었다. 

유입된 외부 자본으로 제작비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제작비 상승 압박과 흥행 

부진으로 인한 국내 영화시장의 한계를 동시에 맞닥뜨려 2008년 –43.5%까지 투자

수익률이 떨어져 최악의 불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렇게 크게 떨어진 투자수익률

은 2012년이 되어서야 회복되고 있다. 게다가 실사영화산업 수익구조가 극장에 치

연도
한국영화
제작편수

한국영화
개봉편수

한국영화
관람객수
(만 명)

한국영화
시장점유율

외국영화
수입편수

외국영화
개봉편수

외국영화
관람객수
(만 명)

2000년 59 62 2,271 35.1% 427 277 4,191 

2001년 65  52 4,481  50.1% 355 228 4,455 

2002년 78  82 5,082  48.3% 266 192 5,431 

2003년 80  65 6,391  53.5% 271 175 5,556 

2004년 82  74 8,019  59.3% 285 194 5,498 

2005년 87  83 8,544 58.7% 253 215 6,008 

2006년 110  108 9,791 63.8% 289 237 5,550 

2007년 124  112 7,939 50.0% 404 281 7,939 

2008년 113  108 6,355 42.1% 360 272 8,728 

2009년 138  118 7,641 48.7% 311 243 8,055 

2010년 152  140 6,940 46.5% 383 286 7,978 

2011년 216  150 8,287 51.9% 551 289 7,685 

2012년 229  174 11,461 58.8% 773 456 8,028 

2013년 217  182 12,729 59.7% 780 722 8,606 

2014년 248  217 10,770 50.1% 1,036 878 10,736 

2015년 269  232 11,293 52.0% 1,252 944 10,436 

2016년 373  302 11,655 53.7% 1,526 1,218 10,047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산업결산」, 각년도

<표 10> 2000년대 한국 영화산업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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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되는 동안 홈비디오 부문의 급속한 몰락과 함께 부가시장이 빠르게 위축되었으

며, 빠르게 확산되던 한류의 붕괴로 한국영화가 안정적인 시장을 형성하지 못하고 

해외 시장 확대에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그림 7>의 한국영화 매출 구조에

서 극장매출이 80% 정도를 차지하는 극장 일변도의 수익구조는 산업 전체적으로 

투자수익률의 상승을 견인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각년도, 「한국 영화산업 실태조사와 한국영화 투자수익성 분석」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각년도, 「한국 영화산업 실태조사와 한국영화 투자수익성 분석」

<그림 7> 2000년대 한국영화 총매출과 투자수익률 추이(2001~2016년)

<그림 8> 2000년대 한국영화 매출 구조(2004~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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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 실사영화산업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

고 있다. 이는 1984년 「영화법」 제5차 개정 이후 영화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고, 1999년 전문 개정된 「영화진흥법」에 따라 영화업이 다시 

‘등록제’에서 ‘신고제’42)로 바뀌면서 영화사 설립이 급증한 때문이다. 하지만 

신고만 하고 실제 영화를 제작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실제 폐업이나 휴업 상태의 

업체도 포함되어 있으며, 제작 외에 배급이나 수입을 겸하는 업체의 경우 중복 계

상되는 자료의 구조 때문에 영화산업 제작 부문에 속한 업체의 수가 과다하게 기록

되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각년도,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42) 2009년「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영화업신고업무 자체가 영화진흥위원

회에서 시․군․구로 이관되어 처리되고 있다.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제작업 918 1,081  1,218  1,375  1,965  2,154  1,967  2,747  2,365  

수입업 390 428 469 509 785 820 629 984 741 

배급업 268 290 302 315 405 435 425 607 559 

상영업 511 557 611 654 893 983 773 983 715 

합계 2,087  2,356  2,600  2,853  4,048  4,392  3,794  5,321  4,380  

주 : 1999년부터 제작업, 수입업, 배급업, 상영업으로 영화업체 등록을 하고 있다.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2010, 「2009년 한국영화산업 결산」

<표 11> 2000년대 영화업 신고 현황 

<그림 9> 2000년대 한국 영화산업 제작, 지원 및 유통업 사업체수(2006~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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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각년도,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2) 한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의 전개

한국 애니메이션산업은 1960년대 ‘하청’과 ‘창작’이라는 두 방향으로 시작

되었다. 하청 제작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의 체결에 따라 한국과 일본 정부가 함

께 추진한 애니메이션 합작사업43)인 <황금박쥐>의 제작공정 일부를 담당하면서 시

작되었고, 창작은 세기상사에서 한국 최초의 극장용 애니메이션 <홍길동>(1967)을 

제작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홍길동> 제작에는 <황금박쥐> 제작에 참여했던 

인력이 대거 참여했다. 애니메이션 창작은 곧이어 이루어진 TV의 보급과 1972년

‘불량만화 일제 소탕령’ 등 여러 사회적 분위기에 밀려 갑작스런 쇠퇴기를 겪게 

되었다가 1976년 〈로보트 태권V〉 개봉을 기점으로 다시 활성화되었다. 이때 한

국 애니메이션영화 제작은 실사영화를 만들던 일반 영화사가 아닌 소규모 문화영화

사44)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당시 애니메이션영화의 흥행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43) 일본 TV시리즈물인 <황금박쥐>, <요괴인간>이 한국 하청 제작의 첫 작품인데, 이 작품들은 형식

적으로는 한일 ‘합작’이라고 하나 실제로는 일본 감독이 한국에 파견되어 애니메이션 제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스토리, 기획, 캐릭터 디자인, 움직임 연출 등을 담당했고, 한국인들은 동

화나 클린업, 채색 등의 반복적인 작업만을 맡았다. 한국은 촬영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머지 

작업은 일본으로 가져가 완성하는 공정으로 애니메이션 하청 제작을 시작하게 되었다. 당시 동양

방송(TBC)이 ‘보세가공’이라는 명칭으로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였다. 

44) 당시 실사영화는 ‘극영화’로, 애니메이션영화는 ‘문화영화’로 분류되었다. 흥행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애니메이션 장르에 일반 영화사가 뛰어들 수 없었던 것은 제작 과정의 노하우나 인력 확

보 등의 어려움과 극영화가 아닌 문화영화로 분류되는 애니메이션의 특성 때문에 연간 국산영화 

제작 쿼터 의무를 지켜야 했던 영화사측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애니메이션영

<그림 10> 2000년대 한국 영화산업 제작, 지원 및 유통업 종사자수(2006~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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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검열로부터 자유로우며, 제작비가 낮은 점45)을 활용하여 애니메이션영

화의 제작이 늘어났던 것이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 완성도가 떨어지는 작품

이 쏟아져 나오면서 흥행에 실패하고 이로 말미암아 투자자들이 투자를 회피하게 

되면서 한국 애니메이션영화업계는 침체를 겪게 되었다. 1980년대 완구업계가 캐

릭터사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애니메이션영화산업에 ‘완구 스폰서 시스

템’46)이 도입되어 일시적으로 자금이 들어오기도 하였으나 표절행위 등으로 관객

의 외면을 받았다. 이후 1990년대 내내 한국 애니메이션영화는 고전을 면치 못했

다. 이러한 상황은 아래 <그림 11>의 개봉편수 연도별 추이로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출처 : 연구자 DB

화 제작에 참여했던 제작사는 유프로덕션, 동아광고, 서울동화, 삼도필름, 세종문화공사가 있다.

45) 통상적으로 애니메이션의 제작비용이 실사영화에 비해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이나 인건비나 

제작공정 여건상 당시 기형적인 제작형태와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일례로 당시 애니메이션 

감독들조차 대부분 월급제로 고용되어 수익배분에 참여할 수 없었고, 애니메이터들은 방학기간 개

봉에 맞춰 밤샘작업을 하거나 식사시간과 화장실 외에는 자리를 뜰 수 없을 정도의 근로환경에 처

해 있었다.

46) 당시 완구업체인 뽀빠이과학의 신현환 사장이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사업을 몸소 체험하면서 일

본 모델을 차용하였다. 일본 애니메이션계는 완구사가 스폰서가 되어 애니메이션의 캐릭터 디자인

에 직접 관여하고 더 나아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완구사는 막대한 제작

비를 지원하는 대신 애니메이션 제작 전반에 관여하게 된다. 하지만 한국의 완구사 현실에서는 프

라모델을 기획·제작할 금형제조기술이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일본처럼 정교한 프라모델을 생산

할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은 일본에서 가져온 완구를 분해해 이를 토대로 몰

드를 제작하는 것이었다. 별다른 원천기술 없이 수익만을 목표로 생겨난 이들 업체는 외국 장난감

들의 무작위적인 도용이라는 부작용을 낳았고 이는 고스란히 한국 애니메이션의 질적 하락을 불러

왔다. 

<그림 11> 연도별 한국 애니메이션영화 개봉편수(1967~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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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하청 제작은 1970~1980년대 양적 성장을 거듭하고 일본 내 애니메이션 

제작 활황에 힘입어 199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본격적으로 외국 애니메이션 하청 

제작이 시작되고 애니메이션에 대한 수요가 수입 TV애니메이션으로 대체되면서 애

니메이션영화 제작은 더욱 어려워졌다. 무엇보다 극장에서 상영되는 애니메이션영

화는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중 일부가 여름철 ‘하청 성수기’를 지나 반복되는 

‘하청 비수기’를 이용하여 유휴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해 제작하였기 때문에 

양질의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그 결과 한국 애니메이션산업은 

1970~1980년대 미국이나 유럽, 일본의 애니메이션산업의 하청업체로서 양적인 하

청 제작을 위주로 성장하게 되었고, 메인 프로덕션 단계 중 동화 작업에만 특화한 

공정의 부분 집중이라는 산업적 특성을 가지게 되어(권재웅, 2013) 제작의 전 과정

을 아우르는 완결된 생산조직을 구성할 수 없었다. 이는 기술적으로도 하청업체가 

기획 단계와 완전히 분리되어 과정을 진행해도 하청을 맡기는 미국이나 일본 거대 

기업 애니메이션 제작자 입장에서 볼 때 전혀 무리 없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강윤주, 2014). 하지만 한국 애니메이션산업은 1990년대 들어 하청을 주

던 미국과 일본, 유럽의 하청 라인이 중국과 필리핀 등으로 변화되어 하청 물량이 

줄어들면서 기획·창작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하청 작업의 특성 상 애니메이션 제작 전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오직 메

인 프로덕션 단계에서 동화 작업에만 집중해온 탓에 획일화된 제작구조를 갖게 되

고 사전 기획이나 제작비 예산 책정 등에 경험이 없어 애니메이션영화의 질적 완성

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배수한, 2000). 게다가 1990년대 후반 IMF 경제위

기를 겪으면서 당시 준비 중이던 거의 모든 애니메이션영화의 기획안들이 무산되거

나 무기한 연기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도 제작 기간 및 제작비 대비 투자 위험이 큰 애니메이션영화

에 대한 일종의 투자 기피 현상이 지속되면서 제작에 많은 난항을 겪게 되었다. 특

히 TV애니메이션들이 성공을 거두며 애니메이션영화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현상

이 가속화되었다. 애니메이션영화는 개봉편수만으로 살펴볼 때 2001년 이후 수치

상으로는 끊임없이 제작되어온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2009년 이전에 개봉된 극

장용 애니메이션들 중 일부는 창작 단편 애니메이션들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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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작품이거나 한국영화아카데미 장편제작 연구과정생들의 집단 창작 작품을 개봉

한 것이다. 극장 흥행을 위한 상업용 애니메이션이라기보다는 작가주의적 성향의 

실험성 강한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다. 단적으로 2013년 한국에서 개봉된 애니메

이션영화 총 56편 중 한국 애니메이션영화는 단편을 포함해 4편이고 이 중 상업영

화는 〈뽀로로〉 1편뿐이다. 최근 한국 애니메이션영화는 목표 시장과 제작 규모

에 따라 크게 셋으로 구분된다. 첫째, 이대희 감독의 <파닥파닥>(2012), 연상호 감

독의 <돼지의 왕>(2011)과 <사이비>(2013), 장형윤 감독의 <우리별 일호와 얼룩

소>(2014) 등 제작비 10억 원 미만의 저예산 독립 애니메이션, 둘째 이성강 감독

의 <마리이야기>(2002), <천년여우 여우비>(2007), 성백엽 감독의 <오세

암>(2003), 오성윤 감독의 <마당을 나온 암탉>(2011) 등 제작비 30억 원 안팎의 

한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한국형 애니메이션, 셋째, CGI기법을 활용한 제작비 

100억 원 이상의 <다이노타임>(2012), <넛잡>(2014), <올 모스트 히어로>(2015) 

등 세계 시장을 겨냥한 글로벌 애니메이션이 그것이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4).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각년도,「콘텐츠산업통계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 각년도, 「애니메이션산업백서」

한국 애니메이션영화 시장은 대부분 외국, 그 중에서도 미국의 메이저 스튜디오

가 제작한 애니메이션이 장악하고 있으며 이는 매출 면에서 더욱 압도적이다. 무엇

<그림 12> 연도별 한국 애니메이션영화 개봉편수(2000~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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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흥행에 성공한 한국 애니메이션영화가 거의 없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작품 

중에서는 <마당을 나온 암탉>(2011)과 <넛잡: 땅콩 도둑들>(2014)을 제외하고 흥

행에 성공한 예가 없다. 그나마도 <넛잡>의 경우 캐나다 제작사 툰박스엔터테인먼

트에서 제작하고 있던 프로젝트를 한국의 레드로버가 인수하면서 공동제작 크레디

트를 받은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한국 개봉 전 북미 개봉을 통해 이미 손익분

기점을 넘었기 때문에 한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의 흥행작으로 간주하기엔 무리가 

있다.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각년도,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한편 한국 애니메이션영화를 제작하는 제작사는 점차 소형화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이후 1~4인의 소규모 애니메이션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일차

적으로 기존 제작사들이 제작 라인을 정리하고 소규모 기획사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애니메이션영화의 제작과정도 소규모 인력으로 기획을 

진행하고 투자 이후 확장 혹은 외주나 아웃소싱 형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례

들이 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꾸준한 창업기업 및 신규 창작 프로젝트의 지원으로 

인해 신규 기업들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그림 13> 연도별 한국 애니메이션산업 사업체수와 종사자수(2005~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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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영화산업 현황

1) 미국 실사영화산업의 전개

19세기 말 영사기의 발명과 유료 영화의 등장 이후 영화 제작은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쟁의 중심지

인 유럽에서는 영화 제작이 어려워진 반면, 미국에서는 유럽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영화 제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세계 영화의 중심이 미국으로 자연스럽게 옮겨

지게 되었다. 한편 미국 영화산업 내에서는 1908년 당시 미국 영화산업의 중심지

였던 뉴욕에서 에디슨이 조직한 영화특허회사(Motion Picture Patents 

Company,‘Edison Trust’)47)가 영화 기자재에 대한 특허권을 근거로 제작자나 

극장주들로부터 로열티를 강제 징수하면서 이에 반발한 독립 제작자들이 할리우드

로 대거 옮겨감으로써 미국 영화산업의 중심지가 L.A.로 바뀌게 되었다. 

미국 영화산업의 산업화가 시작된 1920년대의 초기 제작방식은 당시 이상적인 

자본주의 생산방식으로 여겨졌던 공장제의 조립공정체계(assembly line system)에

서 영감을 받아 무성영화 제작자인 인스(Thomas H. Ince)가 도입한 ‘스튜디오 

시스템(Studio System)’이었다. 그는 1912년 인스빌(Inceville) 스튜디오라는 영

화촬영소를 세우고 배우와 감독, 프로듀서와 작가, 필요한 제작 인원 모두를 스튜

디오에 전속으로 고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촬영용 대본을 개발해 영화 제작의 전 과

정을 통제하면서 1년에 수백 편의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공정을 완성하였다. 이를 

통해 제작과정의 표준화와 분업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공정은 프로듀서 

시스템과 스타 시스템, 장르영화48)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이런 가운데 1920년대 

47) 영화 기자재 생산을 주도했던 10개 기업의 트러스트로, � 당시 미국 메이저 영화사 : Edison, 

Biograph, Vitagraph, Essanay, Selig, Lubin, Kalem, Star Film Company, American 

Pathé, ‚ 배급업자 : George Kleine, ƒ 필름 제조업체 : Eastman Kodak 이 속해 있었다. 

이들은 16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영화, 카메라, 영사기, 그리고 특허권 사용료에 대해 공동 권리를 

가졌다. 하지만 1915년 U.S. v. Motion Picture Patents Co., 225 F. 800 (D.C. Pa. 1915) 

판결을 통해 그들의 행위는 Sherman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트러스트는 해체되었다. 

48) 장르영화(genre films, formula films)란 약간의 변형을 가한 채 동일한 방식으로 이야기가 반

복되는 영화로, 표준화된 상품처럼 기획과 제작이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제작 인력의 분업과 

전문화가 이루어졌다. 이는 메이저 스튜디오의 엄격한 제작방식과 투자방식에 의해 초래된 측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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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반 이미지와 사운드가 결합된 유성영화의 도입으로 영화 제작비가 획기적으로 줄

고, 수익이 확대되어49) 할리우드는 세계 영화의 중심으로 확고히 떠오르게 된다. 

이때부터 메이저 스튜디오들은 경쟁사를 매입하는 수평적 통합과 제작-배급-상영 

간의 수직적 결합을 도모하는 다수의 인수·합병을 통해 스튜디오 시스템을 본격적

으로 구축하기 시작50)하였다. 이 과정에서 은행 자본의 참여와 간섭이 이루어졌다. 

당시 음향시설을 갖추는데 드는 막대한 자본은 뉴욕을 주축으로 한 동부 지역의 은

행들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었는데, 은행 측은 사운드 개발에 투자한 막대한 자

금을 회수하기 위해 스튜디오 측에 영화산업의 다각화를 요구하였으며, 보다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미국영화의 해외진출을 도모51)하였다. 즉 은행들은 스튜디오에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구조적인 조정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당시 은행의 스튜디오

에 대한 영향력은 1929년 벌어진 대공황을 겪으면서 더욱 강력해질 수밖에 없었

다. 그 결과 궁극적으로 영화산업 내 최적의 수직적 결합, 즉 제작-배급-상영을 

통제하는 구조를 갖춘 회사들만이 온전하게 살아남았다. 따라서 1940년대 말까지 

미국의 메이저 스튜디오들은 은행 자본의 참여와 간섭을 통해 수직적 결합과 인

수·합병을 진행시키는 가운데 스튜디오 시스템을 통해 영화를 제작하였다. 당시 

미국 영화산업의 영화사들은  수직계열화의 정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제작-

배급-상영을 수직통합한 방식을 공고히 구축한 Paramount, MGM, 20th 

Century Fox, Warner Bros., RKO의 ‘Big Five’와 제작-배급에 집중한 

Universal과 Columbia, 독립제작사를 위한 배급망을 운영한 UA의 ‘Little 

Three’가 그것이다. 하지만 1944년 ‘드 하빌랜드 법’(De Havilland v. 

기도 하다. 

49) 사운드의 도입은 촬영 장면과 배우의 수를 줄이고 대사의 길이를 늘이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영

화 촬영의 일수는 줄이고 인건비를 감소시킴으로써 제작비 절감을 가져왔다. 이에 더해 유성영화

에 대한 대중의 호응으로 수익이 증대되었다. 

50) 미국 영화사에서 1928~50년대 초까지를 ‘스튜디오 시대(Studio Era)’라고 부른다. 

Gomery(1986)는 1929년에 이르러 미국 영화 산업의 수직계열화가 분명해졌다고 평가하였다. 

Big Five-Little Three : 제각기 캘리포니아에 견실한 제작 시설 확보, 세계적인 배급망과 상당

량의 극장 체인을 소유한‘Big Five’에는 Paramount, Lowes(Metro-Goldwyn-Mayer), Fox, 

Warner Bros., RKO(Radio-Keith-Orpheum)이 포함되고, 제작과 배급체계만을 갖추고 있던

‘Little Three’에는 Universal, Columbia, United Artists가 속한다. 

51) 은행이 스튜디오의 해외진출에 기여한 부분은 합작영화에 대한 국제적 대부와 영화사의 해외수입

을 원활하게 한 송금서비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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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er Bros. Pictures, 67 Cal. App. 2d 225, 153 P.2d 983 (1944))52)으로 

배우들의 전속계약기간에 일정한 제약이 가해지고, 여타 제작 인력들도 노동조합의 

보호 아래 스튜디오와 협상력을 가지게 되면서 자유노동자(free-lancer)가 되는 등 

제작 인력의 스튜디오에의 전속성은 약화되었다. 이에 더해 1948년‘파라마운트판

결’(United States v. Paramount Pictures, Inc., 334 US 131 (1948))53)로 

메이저 스튜디오 소유 극장들54)의 반독점 관행에 제동이 걸리면서 스튜디오의 극

장체인 분리가 일어나면서 스튜디오 시스템은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  

1950년대 TV의 등장으로 미국 영화산업이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서 1960년대 

초부터 달라진 경영 환경에 의해 영화산업 내․외부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영화산업 

내부에서는 독립제작자들이 대거 등장하는 한편, 메이저 스튜디오는 내부 제작 과

정을 과감히 줄여 극장 개봉용 영화 제작에 특화하였고, 영화산업 외부로부터는 거

대기업에 의한 스튜디오 매수55)가 시작되었다. 당시 스튜디오 인수·합병은 전통

52) 당시 캘리포니아 법률은 영화사가 일방적으로 소속배우에게 역할을 배정하고 배우가 이를 거부할 

경우 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영화사에 부여하고 있었다. 따라서 활동정지 기간만큼 계약

기간이 늘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스타시스템이라고 하는 전속계약은 실질적으로 무기한 계약과 같

아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워너브라더스로부터 6개월 간 활동정지 처분을 받은 미국 여배우 

Olivia de Havilland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였다. 그 판결을 오늘날 De Havilland Law라고 하

고, 모든 배우의 계약기간은 활동정지 기간까지 포함하여 7년으로 제한하는 California Labor 

Code Section 2855 법률의 개정도 이끌어냈다.

53) 1930~40년대를 통틀어 메이저 스튜디오 투자액의 94%는 상영 부문에, 5%는 제작 부문에, 1%

는 배급 부문에 투자되었다(Gomery, 1986). 1945년 기준, 위 5대 메이저 스튜디오는 미국 전체 

극장의 17%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들이 소유한 극장은 가장 큰 도시들의 주요한 개봉관

(first-run) 극장들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메이저 스튜디오들이 전체 박스오피스 수익의 70% 가

량을 좌지우지했고 전체 배급사 수익의 95%를 차지했을 정도였다. 파라마운트판결은 메이저 스튜

디오 소유 극장들의 반독점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로, 미 법무부는  5개의 메이저 스튜디오들이 

제작과 배급, 상영부문을 독점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셔먼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

면서 1938년 7월 20일 처음으로 이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1940년 11월 20일 최초 심결

(consent decree)을 통해 스튜디오들은 특정 문제되는 관행(입장료 담합, 표준상영 및 Clearance 

관행, 체인계약(formula deals, 극장별 계약이 아니라 전 극장체인을 묶어 영화를 공급하기로 하

는 계약), 블록부킹 등)을 수정하거나  축소하고 대신 스튜디오와 극장을 분리하지 않기로 정부와 

합의를 봤다. 그러나 불법적 관행들이 계속되자 정부는 1944년 다시 소송을 제기하고 극장업을 

분리할 것을 요구하였다. 법원에서는 5개 스튜디오들이 수직계열화를 통해 불법적 관행들을 지속

하고 극장산업을 지배했기 때문에 극장업을 분리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파라마운트판결에서는 

메이저 스튜디오들이 극장을 분리하도록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스튜디오가 극장을 소유하

는 것 자체가 반독점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지는 않았다. 

54) 5대 메이저 스튜디오가 직접 소유한 극장의 수는 2,600개였는데, 이는 미국 전체 극장의 16%였

지만, 주요 도시의 개봉관으로서 여기에서 영화를 독점 상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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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스튜디오 시스템의 붕괴와, 새로운 스튜디오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스튜디오

를 사들여 새롭게 영화산업에 진출하고자 했던 다국적 거대기업들의 사업다각화 전

략에 의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합병된 스튜디오 쪽에서나 합병한 거대기업 쪽

에서나 인수·합병으로 인한 시너지효과는 없었고 따라서 영화의 제작-배급-상영

에 이르는 시스템의 변화는 그리 크지 않았다. 

1970년대의 미국 실사영화산업의 침체기 이후에 영화산업 특유의 산업구조가 

나타나게 되었다. 메이저 스튜디오들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블록버스터 영화를 

제작하기 시작하였고, 동시에 TV용 작품 제작도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들어서부

터 스튜디오들은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인건비와 고정자산 부담을 줄이기 시작

하였으며, 그에 따라 독립제작사와의 하청 관계가 구성되기 시작하였다. 즉 영화가 

더 이상 스튜디오 내부에서 제작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 기업들과의 계약을 통해 제

작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1980년대 들어 메이저 스튜디오들이 또 한 번 거대 미디어 기업들의 인

수·합병의 대상이 되면서56)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메이저 스튜디오가 배급과 

상영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전 시기와 달리 단순히 영화산업을 거대 기업군의 일부

로 두는 전략이 아니라, 영화를 콘텐츠로 보고 이를 확보하여 여러 윈도우를 통해 

상영하는 수직결합 전략 하에서 인수·합병이 일어났다. 거대 미디어 그룹의 주도 

하에 스튜디오를 합병함으로써, 신문, 잡지, 공중파방송, 영화의 제작과 배급, 그리

고 스튜디오에 속해 있던 CATV방송, 멀티플렉스 극장 체인, 인터넷사업, 음반사까

지를 포함한 모든 상영 경로를 확보하였다. 여기에는 1980년대 레이건 정부와 

1990년대 클린턴 정부에 의한 통신과 방송 분야의 규제 완화 정책57)이 뒷받침되

55) 1962년 MCA에 의한 Univeral 매수, 1966년 석유회사 Gulf and Western에 의한 Paramount 

매수, 음료회사 7UP의 Warner Bros. 매수, 1982년 음료회사 Coca Cola의 Columbia 매수. 카

지노 재벌이자 기업 투자자인 Kirk Kerkorian이 1970년 MGM과 UA를 인수했고, 1983년 

MGM?UA를 설립했다가 Ted Turner의 TBS에 매각하면서 오랜 전통의 영화 스튜디오가 기업 인

수·합병의 거래물이 되었다. 

56) 1985년 Rupert Murdoch의 호주 미디어 기업인 News Corporation의 20th Century Fox 매

수, 1987년 거대 언론기업 Time의 Warner 합병, 같은 해 Sony의 Columbia 매수, 1990년 마

쓰시타전기의 MCA 매수, 1993년 Viacom의 Paramount 매수, 1995년 마쓰시타전기가 주류회사

인 Seagram에 MCA에 매각, 같은 해 Disney의 ABC 매수, 2000년 인터넷업체 AOL의 Time 

Warner 합병으로 AOL-Time Warner 라는 거대 미디어 기업이 탄생되었다.

57) 1995년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는 ABC, NBC, CBS의 3대 공중파 네트워크의 프로그램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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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와 같이 198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미국 실사영화산업의 가장 큰 움직

임은 기업 간 인수·합병을 통한 거대 미디어산업으로의 ‘새로운 수직통합(New 

Vertical Integration)’이었다(송낙원, 2007,2016). 

2000년대 들어서도 전 세계 영화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미국 실사영화산업은 

2000년대 중반까지 평균 5% 이상의 고속성장을 지속해오다가 2005년 이후 2%대

의 소폭 성장세를 이루었으며, 2009년에는 금융위기의 여파로 소폭 감소했다가 

2010년부터는 다시 성장세로 돌아섰다(PwC, 2015). 미국 실사영화산업시장은 세

제작을 계약해 왔던 규제를 폐지하였다. 이로써 미디어 기업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할리우드 

스튜디오와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송출하는 네트워크를 동시에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1996년에는 방송과 통신의 장벽을 제거한 통신개혁법을 만들어 미디어산업의 재편이 이루어질 법

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로써 1995년 Disney가 ABC를 매수하고, Westinghouse Electric 

Company가 CBS를, Time Warner가 TBS를 매수하게 되고, 1999년 Universal을 소유한 

Viacom이 CBS를 매수했으며, 2000년 AOL이 Time Warner를 합병하였다. 

합계 MPAA 회원사
소계 MPAA 회원사 MPAA 회원사의 

자회사 기타

2000년 479 191 103 88 288 

2001년 454  184  108 76 270 

2002년 475  205  123 82 270 

2003년 455  180  102 78 275 

2004년 489  179  100 79 310 

2005년 507  194  113 81 313 

2006년 594  204  124 80 390 

2007년 611  189  107 82 422 

2008년 638  168  108 60 470 

2009년 557  158  111 47 399 

2010년 563  141  104 37 422 

2011년 609  141  104 37 468 

2012년 678  128  94 34 550 

2013년 661  114  84 30 547 

2014년 709  136  100 36 573 

2015년 708  147  100 47 561 

2016년 718  139 97 42 579 

주 : MPAA 회원사는 디즈니, 워너, 파라마운트, 유니버설, 소니, 폭스의 6대 메이저 스튜디오를 의미함.
출처 : MPAA, comScore –Box Office Essentials

<표 12> 2000년대 연도별 미국 실사영화 개봉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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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영화 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면서 여전히 최대 시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실사영화산업에서는 거대 미디어 그룹 간의 수직결합을 통해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

보하는 흐름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영화산업의 온라인 부가시장

에 속한 온라인 영상 플랫폼 사업자들 간의 전략적 제휴와 인수·합병을 중심으로 

수평적 통합과 수직적 결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 실사영화산업에서 이루어진 자본조달 변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

보자. 전통적인 스튜디오 시스템에서는 자본조달이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았고 제작

의 큰 변수가 되지도 않았으나 1980년대 이후 현대 미국 실사영화산업에서 자본조

달은 그 이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다양한 방식들을 도입하면서 제작 부문에 큰 영향

을 미치게 되었다. 1980년대 미국 영화산업에서는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나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를 활용하는 지분투자(equity 

financing)가 이루어졌다. 전자는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책

임회사로 설립되는 미국의 영화 제작사들이 회사의 보통주를 낮은 가격에 공개하여 

자금을 공모하는 것이었다. 후자는 합자회사를 활용하여 투자 담당자(General 

Partner, 무한책임사원)가 개인 투자자(Limited Partner, 유한책임사원)로부터 자

금을 조달하는 것이었다. 이때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에 대한 반대급부로 세금 감면

을 받았다. 이는 1986년 조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영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조세피난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자본조달방법이었다. 하지만 1986년 미국 

조세개혁법(The Tax Reform Act of 1986)이 시행됨에 따라 영화산업을 위시한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기업들에게 많은 이득을 주던 투자세액 공제는 대부분 폐지되

었고 그 이후로 이러한 자금 모집은 거의 사라졌다. 한편 주류영화에서의 자본조달

과 달리 인디영화의 자본조달은 각종 지역단체의 기금, 정부의 보조금, 방송사의 

지원금, 대출, 개인 투자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1990년대에는 높은 제작비에 대한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 메이저 스튜디오들 간

에 공동 자금조달방식(co-financing)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메이저 스튜디오가 인디영화 제작에 왕성하게 관여하기 시작하여 인디영화의 자본

조달방식에 변화가 생겼다. 독립제작사들은 메이저 스튜디오와의 네거티브 픽업을 

통한 제작계약(Negative Pickup deal)을 맺거나 유료케이블, 홈비디오, 해외 배급



- 78 -

업자에 대한 선판매(presales)를 통해 직접적으로 자본을 조달하는 방식을 취하거

나, 혹은 네거티브 픽업 계약과 선판매 계약을 담보로 은행에서 제작비용을 대출하

기도 하였다. 전 세계 시장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국 영화산업이기 때문에 선판

매도 중요한 자금조달시장의 하나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이때 반드시 요구되는 것

이 완성보증(completion bond)이었다. 이 보험은 1990년대부터 완성보증회사가 

보험보증부 파이낸싱(insurance-backed financing)의 일환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영화 제작 과정에서 영화 제작 인력이나 배우, 시설물에 대한 일반 제작보험은 물

론, 영화가 정해진 예산 내에서 일정대로 촬영되는 것을 보증하고 영화에 문제가 

생겨 제작이 완료되지 못하거나 영화가 배급사에 전달되지 못할 경우 은행에 융자

금을 돌려주는 것을 보증한다. 영화의 완성이 자본조달의 전제조건이 되므로 완성

보증을 통해 금융권 대출이나 투자가 용이하게 이루어졌다. 그 결과 미국 영화산업 

내에서는 금융권을 통한 대출이 자본조달의 주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2000년대에는 이전과 다른 자본조달방식이 도입되었다. 독일 조세제도를 활용하

는 독일의 세금 펀드(German Tax)나 사모펀드나 헤지펀드의 슬레이트 파이낸싱

(Slate Financing), 중국 자본(China Money) 등 재무적 투자자의 직‧간접 투자가 

본격화된 것이다. 독일의 세금 펀드는 2000년을 시작으로 3~4년간 미국 영화산업

의 전체 영화 제작비의 약 40%를 충당하는 데 활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Bloomberg, 2004). 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메이저 스튜디오(리스 이

용자)는 제작하고자 하는 영화의 저작권을 독일의 세금 펀드가 투자한 독일인 소유

의 영화사(리스 제공자)에 매각한 후 그 저작권을 다시 대여하는 세일 앤드 라이선

스 백(sale and license-back) 방식의 계약을 맺게 된다. 그 과정에서 메이저 스

튜디오는 매각대금과 리스료의 차액을 신규 투자금으로 확보할 수 있었고, 독일의 

세금 펀드에 투자한 독일 투자자들은 독일 정부로부터 세금공제58)를 즉각적으로 

58) 당시 독일 조세법에 따르면 독일인이 소유하고 있는 영화 벤처사에 투자하는 투자가들에게 영화 

제작이 시작되기 전에 영화 투자액에 대해 세금공제가 즉각적으로 제공되었다.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제공하는 세금 공제는 영화 제작과정에서 현지인을 고용하거나 현지에서 촬영해야 한다

는 조건이 붙는데, 독일의 경우 단지 제작하는 영화에 일정 지분과 그 영화에 대한 저작권을 독일 

제작사가 확보하는 조건만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세금 납부를 이연시키고자 한다면 영화 제작에 

투자하면 되는 것이었다. 이로써 당시 독일 조세제도는 독일 국내 투자가에게 조세 피난처 역할을 

하였다.



- 79 -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05년 5월 이 법이 개정되면서 미국 영화산업에서 널리 

활용되었던 독일 세금 펀드는 그 기능을 잃게 되었다. 

한편 2000년대 이후 급속히 성장한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새로운 투자처를 모색

하는 과정에서 미국 영화산업을 그 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투자은행들은 2004년 

무렵부터 메이저 스튜디오와 계약을 맺고 해당 스튜디오에 투자하는 펀드를 결성하

기 시작하였다(<표 13> 참조). 

결성연월 펀드명 결성액 주요 투자사 투자대상

2004.08. Melrose Investers 1 $300mil Merrill Lynch/Melrose Partners
파라마운트 

26편

2005.07. Legendary Pictures $1.6bil
Perseus Capital/JPMorgan, 
ETC/Legendary Pictures

워너브러더스 
45편 이상

2005.08. Kingdom Films $500mil CSFB
디즈니 

30편 이상

2005.09. Marvel Funding $450mil Merrill Lynch
마블/파라마운트 

10편

2005.10. The Weinstein Co. $1bil Goldman Sachs 와인스타인 컴퍼니

2005.11. Intrepid Pictures $120mil JPMorgan
로그픽쳐스/유니버설 

8~20편

2005.12. Virtual Studios $528mil Stark Investments
워너브러더스 

6편

2006.01. Gun Hill Road 1 $600mil
Relativity Media, LLC/Deutsche 

Bank
유니버설 7편($200mil)/

소니 11편($400mil)

2006.01. Dune Fox 1 $325mil Dune Capital/Dresdner
20세기폭스 

25편

2006.03. Dreamworks $900mil
Soros Fund/Dune 
Capital/Dresdner

드림웍스 라이브러리 
59편 매입

2006.06. Gun Hill Road 2 $700mil
Relativity Media LLC/Deutsche 

Bank
유니버설 9편/

소니 11편

2006.09. Dark Castle $250mil CIT/JPMorgan
워너브러더스 

15편

2006.09. Melrose 2 $300mil Dresdner
파라마운트 

25편

2006.09.
Cole Spring 

Pictures
$250mil Merrill Lynch

Montecito/드림웍스 
20편

2006.10. Radar $300mil JPMorgan/DE Shaw
다양한 스튜디오 

25편

2006.10. Dune Fox 2 $400mil Dune Capital/Dresdner
20세기폭스 

40편

<표 13> 미국 영화산업의 슬레이트 파이낸싱 펀드 결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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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슬레이트 파이낸싱이 활용되었는데, 스튜디오가 제작 예정에 있는 영화 여

러 편59)을 묶어서 제작비를 일괄 투자하는 방식(multi-film co-financing and 

co-production)이다. 따라서 결성 규모가 최소 1억 달러에서 많게는 20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들 펀드의 주요 특징은 결성 당시에 특정 투자대상을 미리 확정하되, 

펀드 운용사가 투자대상인 영화를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스튜디오의 차기작들을 패

키지로 묶어서 결정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스튜디오에 투자 결정을 위임하는 방식

이다. 이는 일정 프로젝트 범위 내에서 제작사와 투자자가 일시적으로 동업하게 되

는 형식을 띠게 된다. 하지만 2007년부터 슬레이트 파이낸싱의 투자 결과가 공개

되면서 펀드의 신규 결성은 사실상 중단되고 기존 펀드의 조기 해산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슬레이트 파이낸싱에 의한 자본조달은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자금부족과 구조조정에 직면하게 된 금융기관과 사모펀드들은 더 

이상 위험이 높고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슬레이트 파이낸싱을 일으킬 여력이 없

어지게 된 것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의 5대 투자은행이 모두 엄청난 타

격60)을 입으면서 미국 영화산업에 자금 경색이 급속도로 일어났다. 게다가 2008년 

59) 슬레이트 파이낸싱은 보통 10편에서 20편 정도의 영화에 대해 일괄 투자하는 방식으로 투자구조

가 짜인다. 

60) 당시 미국 5개 투자은행은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Merrill Lynch, Lehman 

Brothers, Bear Sterns로 Bear Sterns는 JP Morgan Chase에(2008년 3월), Merrill Lynch는 

Bank of America에(2008년 9월 15일) 인수되었고, Lehman Brothers는 파산했다(2008년 9월 

15일). 투자은행 업계 1, 2위를 다퉜던 Goldman Sachs와 Morgan Stanley는 독립적인 투자은

행에서 은행지주회사로 회사 구조를 완전히 바꿨다(2008년 9월 21일).

2006.10. Cruise/Wagner $500mil Merrill Lynch 유나이티즈아티스츠 15~18편

2007.01. Focus Features $200mil Dresdner
유니버설
15~20편

2007.01. Lionsgate $210mil Goldman Sachs 라이온스게이트 23편

2007.01. Beverly $550mil Citibank
소니 

40~50편

2007.01. New Line Cinema $350mil Royal Bank of Scotland
뉴라인시네마

20편

2007.01. Marathon Funding $150mil Morgan Stanley 파라마운트 밴티지 15편

2007.08. Dune Fox 3 $500mil Societe General/Dresdner
20세기폭스 

60편

출처 : The Hollywood Reporter(200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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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미국 연방정부에서 은행들에게 담보와 자산을 충분히 보유하도록 하

자, 대출을 제공하던 갭 파이낸싱 업계에서도 많은 은행들이 빠져나갔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갭 파이낸싱을 제공하는 은행이 40개 정도 있었죠.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엄청나게 줄었어요. 2010년엔 아마 10개 정도

만 남았을 거에요. 75%가 사라진거죠. 특히 2007년부터 해외세일즈 판매액이 급

감하면서 갭 파이낸싱을 하던 JP Morgan 같은 큰 회사들도 펀드를 접었어요.(엔

터테인먼트산업 컨설턴트, K)”

한편 2008년부터 중국 자본은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미국 영화산업에 투자

하기 시작61)하였고, 당시 금융위기와 내수시장 정체로 자본조달의 어려움에 처한 

미국 영화산업은 적극적으로 중국 자본의 유치를 도모하였다. 초기 중국 자본의 투

자는 로케이션 장소 협조 등을 통한 현물 투자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61) 미국 영화산업에 대대적으로 진출한 예는 중국 이전에 일본, 프랑스, 인도가 있다. 일본은 1989

년 소니를 필두로 하여 진출하였다. 당시 소니는 비디오테이프 표준 경쟁에서 베타맥스로 마쓰시

타(파나소닉)의 VHS에 패배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미국 컬럼비아픽처스와 자매 회사인 

트리스타픽처스를 34억 달러에 인수해 소니픽처스엔터테인먼트를 만들었다. 소니는 영화 

<Batman>(1990)과 <Rain Man>(1989)의 흥행에도 불구하고 컬럼비아를 인수한 지 5년 만에 30

억 달러가 넘는 손실을 봤다. 마쓰시타는 1990년 MCA유니버설(유니버설스튜디오)을 인수하였으

나 인수 5년 만에 유니버설을 매각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비방디그룹이 마쓰시타로부터 유니버설

을 인수한 시그램을 2000년 합병하여 비방디유니버설을 세웠으나 얼마못가 2003년 GE에 매각하

였다. 이어 인도 릴라이언스그룹의 계열사인 릴라이언스빅엔터테인먼트가 2008년 드림웍스에 3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영화명 개봉연도 투자 공동제작

The Forbidden Kingdom 2008년 차이나필름그룹/화이브라더스 렐러티비티미디어

The Mummy: Tomb of 
the Dragon Emperor 2008년 차이나필름그룹/상하이필름그룹 유니버설/렐러티비티미디어/소머스

컴퍼니

The Karate Kid 2010년 차이나필름그룹 컬럼비아

Snow Flower and the 
Secret Fan 2011년 화이브라더스/상하이필름그룹 폭스서치라이트

The Expendables 2 2012년 러스잉예 밀레니엄필름

Looper 2012년 DMG엔터테인먼트 엔드게임엔터테인먼트/필름 
디스트릭트

Cloud Atlas 2012년 신위안예/Dreams of Dragon 엑스필름 크리에이티브/어 컴퍼니

<표 14> 미국 영화 프로젝트에 투자한 중국 자본(2008~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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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12년 중국의 국영 자본이 미국 영화에 대한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서

면서62) 로케이션 현물 중심의 단발성 투자에서 벗어나 미국 배급사나 스타트업 제

작사에 대한 투자와 인수를 통해 장기적 투자로 변모하였다. 그 결과 미국 메이저 

스튜디오 대부분이 중국 내 투자유치와 조인트벤처, 파트너십, 공동투자계약을 보

유하고 있다. 디즈니와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폭스, 라이온스게이트, 유니버설 그리

고 워너, HBO에 이르기까지, 미국 영화산업의 대표적인 업체들 모두가 이미 중국

과 투자와 제작, 배급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2000년대 미국 영화산업의 슬레이트 파이낸싱과 중국 자본의 등장을 상

징적으로 보여주는 영화사로 Legendary Pictures를 들 수 있다. <표 13>에서 보

듯이 2005년 워너는 슬레이트 파이낸싱 계약을 발표하는데, 이 계약의 상대방인 

레전더리 픽쳐스는 BOA와 AIG 등으로 구성된 기업투자 사모펀드로부터 지원을 

받아 2004년 설립된 제작사였다(Owczarski, 2012). 이 계약을 통해 레전더리는 

워너와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었고 영화 외에 TV사업도 워너와 긴밀한 협력 관

계를 구축하였다. 이와 같은 레전더리와 워너의 성공적인 파트너십은 8년간 지속되

었다. 이후 2013년 워너와의 계약만료로 2014년부터 일부 영화를 제외한 나머지 

62) 로케이션 ‘현물’ 투자에서 벗어나 ‘자금’ 투자의 개념으로 변모한 것은 〈Looper〉(2012)

가 그 시작이다. 중국은 WTO에 가입(2002)한 후부터 자국 영화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분장제

(이익분배방식)’쿼터를 두고 있는데, 2012년 중․미영화협정이 체결되면서 분장제 쿼터가 기존 20

편에서 34편으로 늘어나고, 외국 배급사의 부율도 25%까지 상향조정되었다. 이때부터 중국 자본

의 미국 영화산업에의 투자와 중국 개봉 양상은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고, 중국의 국영 자본이 미

국 영화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Picture

Iron Man 3 2013년 DMG엔터테인먼트 월트디즈니

Man of Tai Chi 2013년 차이나필름그룹/다롄완다그룹 유니버설

Transformers: Age of 
Extinction 2014년 차이나무비채널/자푸 JIAFLIX 파라마운트/하스브로

Seventh Son 2015년 차이나필름그룹 레전더리픽쳐스

Fast & Furious 7 2015년 차이나필름그룹 오리지널필름/원레이스필름/미디어
라잇츠캐피털

Southpaw 2015년 완다그룹(*전액투자) 웨인스타인컴퍼니

Mission: Impossible - 
Rogue Nation 2015년 알리바바픽쳐스/차이나무비채널 파라마운트

출처 : Box Office Mo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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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대상으로 레전더리는 유니버설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한편 

2016년 1월 중국 완다그룹이 레전더리의 지분을 모두 인수함으로써(<표 15> 참조) 

현재 레전더리에는 중국 자본이 들어와 있다. 이러한 레전더리의 사업 변화는 

2000년대 미국 영화산업의 주요 재원으로 슬레이트 파이낸싱과 중국 자본의 움직

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 미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의 전개

미국의 애니메이션영화는 1900년대의 무성영화 시절부터 시작되었다. 1906년 

무성 애니메이션영화가 최초로 제작되었는데, Vitagraph에서 James Stewart 

미국 측 중국 측 연도 투자 내용

DreamWorks Animation
China Media Capital(CMC),

Shanghai Media Group(SMG),
Shanghai Alliance Investment 

2012년 합작 투자(3억 3천만 달러)로 
Oriental DreamWorks 설립

Legendary Pictures China Film Group 2013년 공동제작 MOU 체결

HBO Tencent 2014년 콘텐츠 제휴

Lionsgate Alibaba 2014년 라이선싱, 투자 계약

Warner Bros. WPP CMC 2014년 Global Content Investment Fund 
조성

Studio8
Fosun Group 2014년 2억 달러 투자

Huayi Brothers 2014년 1억 5천만 달러 투자

Dick Cook Studios CITIC Guoan Group 2015년 1억 5천만 달러의 투자금을 받음

TSG Entertainment Finance 
LLC Bona Film 2015년

2억 3,500 달러의 투자
(보나필름펀드의 투자, 

EastWest Bank의 신용대출)

Disney Alibaba 2015년 Disney Life(OTT 서비스) 중국 출시

STX Entertainment Huayi Brothers 2015년 투자 계약

Lionsgate Hunan TV Group 2015년 3억 7,500만 달러 상당의 투자 
계약

Warner Bros. CMC 2015년 합작법인 설립

Legendary Pictures Wanda Group 2016년 레전더리 픽쳐스 지분 100% 인수

IM Global Tang Media Partners, 
Tencent, CMC Huayi Brothers 2016년 IM Global 인수

출처 : WSJ, FT, Variety, The Hollywood Reporter 기사 참조

<표 15> 미국 영화산업에 투자한 중국 자본(2012~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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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ton이 프레임 바이 프레임 기법의 <Humorous Phases of Funny Faces>를 

제작함으로써 애니메이션이라는 영화의 한 장르가 시작된 것이다. 이후 애니메이션 

제작 기법이 개선되는 가운데 Walt Disney는 1923년 Disney Brothers Cartoon 

Studio63)를 설립하여 1928년 유성 단편 애니메이션 <Steamboat Willie>를 발표

하고 이어 최초의 컬러 애니메이션인 <Flowers and Trees>(1932)를 제작함으로

써 미국 애니메이션산업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미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은 디즈니

가 1937년 세계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인 <Snow White and the Seven 

Dwarfs>를 개봉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기점으로 애니메이션이 장

편 영화로 제작되었고 디즈니 외의 다른 제작사들도 속속 생겨났다. 1938년 

Warner Bros., 1939년 Fleischer Studios, 1940년 MGM 등의 스튜디오들이 설

립된 것이다. 1930~1940년대의 미국 애니메이션산업은 이들에 의해 좌우되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미국 영화산업이 혼란을 겪는 와중에, 디즈니 

스튜디오는 1941년 스튜디오 내에서 벌어진 노동쟁의에 대해 제작 인력을 대량 해

고함으로써 이후 오랫동안 침체기에 빠지게 된다. 실제로 1980년대 중반까지 제작

된 장편 애니메이션 작품들은 흥행에 계속 실패하면서 애니메이션영화의 제작은 활

발하지 못했다. 대신 1940년대 말 TV의 등장과 함께 TV애니메이션이 제작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당시 TV애니메이션의 제작 물량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의 

제작 인력은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 그 결과 수십 년간 애니메이션산업은 답보 

상태에 머물렀는데 1976년 미국 3대 방송국인 ABC, CBS, NBC에서 아동 오락 

프로그램을 위해 애니메이션을 대량 발주하면서 애니메이션산업은 활기를 찾게 되

었다. 그러나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입장에서는 방송국에서 제시한 제작예산을 맞추

기 위해 해외 하청을 줄 수밖에 없었다. 이는 수십 년간 애니메이션 제작이 활발하

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작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것도 그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미국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원청에서는 2D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에

서 기획개발과 원화까지 담당하고 단순작업에 해당하는 동화와 채색은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였다. 

63)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제작부서의 명칭은 다음과 같이 변화하였다. Disney Brothers Cartoon 

Studio(1923~29) → Walt Disney Productions(1929~86) → Walt Disney Feature 

Animation(1986~2006) → Walt Disney Animation Studios(2006~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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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에 들어서 애니메이션영화가 다시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Walt 

Disney는 193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제작되었던 장편 애니메이션영화를 리메이크

하는 한편, 해마다 장편애니메이션 영화 한 편씩을 제작하였다. The Little 

Mermaid>(1989)를 시작으로 <The Lion King>(1994)까지 흥행에 성공하면서 애

니메이션이라는 영화 장르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고 미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도 1986년에 그의 첫 애니메이션영

화인 〈An American Tail>을 제작·개봉했으며 디즈니영화사와 합작으로 실사와 

애니메이션을 합성한 <Who Framed Roger Rabbit>(1988)를 제작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1990년대 이후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갖춘 새로운 제작사인 픽사

를 중심으로 3D 디지털 애니메이션 제작방식이 도입되었다. 1995년 픽사의 <Toy 

Story>의 흥행 성공으로 특히 미국 애니메이션영화는 3D 애니메이션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고, 2009년 디즈니가 2D 애니메이션 제작 포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함으로

써 오늘날 2D 애니메이션은 더 이상 제작되지 않고 있다. 애니메이션영화의 제작

방식이 2D에서 3D로 전환됨에 따라 미국 애니메이션산업에 기존의 2D 애니메니션 

제작 인력과 구별되는 3D 애니메이션 제작기술을 익힌 인력들이 유입되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 애니메이션영화 제작사들은 한국의 경우와 달리 극장용 

애니메이션만 제작하고 있어서 애니메이션영화산업이 미국 애니메이션산업 내에서 

TV용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측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미국 애니

메이션영화산업은 실사영화산업과 마찬가지로 수직계열화되어 있다. 제작부터 배

급, 라이선스 상품 판매에 이르기까지 해당 산업의 주요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부

문들이 거대 미디어 그룹 산하의 메이저 스튜디오에 수직적으로 통합되어있다. 또

한 애니메이션영화가 노동집약적인 2D 애니메이션에서 벗어나 자본집약적인 3D 

애니메이션 중심으로 제작되면서 제작비용가 더욱 상승하면서 진입장벽이 높아져 

산업 내에 픽사, 드림웍스, 블루스카이, 디즈니 등 극소수의 제작사만이 존재하고 

있다. 

제작사별로 그간 제작한 작품과 그 제작예산, 박스오피스 성적을 아래의 <표 

16>, <표 17>, <표 18>, <표 19>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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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영화명 개봉일 제작예산 박스오피스

1 Toy Story 1995-11-22 $30,000,000 $364,530,148

2 A Bug's Life 1998-11-20 $45,000,000 $363,095,319

3 Toy Story 2 1999-11-19 $90,000,000 $511,358,276

4 Monsters, Inc. 2001-11-02 $115,000,000 $559,757,719

5 Finding Nemo 2003-05-30 $94,000,000 $906,465,562

6 The Incredibles 2004-11-05 $92,000,000 $614,726,752

7 Cars 2006-06-09 $70,000,000 $461,651,246

8 Ratatouille 2007-06-29 $150,000,000 $626,549,695

9 WALL-E 2008-06-27 $180,000,000 $532,590,994

10 Up 2009-05-29 $175,000,000 $731,542,621

11 Toy Story 3 2010-06-18 $200,000,000 $1,069,818,229

12 Tangled 2010-11-24 $260,000,000 $586,581,936

13 Cars 2 2011-06-24 $200,000,000 $560,155,388

14 Brave 2012-06-22 $185,000,000 $554,606,532

15 Monsters University 2013-06-21 $200,000,000 $200,000,000

16 Disney Planes 2013-08-09 $50,000,000 $219,782,580

17 Inside Out 2015-06-19 $175,000,000 $853,793,265

18 The Good Dinosaur 2015-11-25  $200,000,000 $332,207,671   

19 Finding Dory 2016-06-17  $200,000,000 $1,028,570,889

출처 : The-Numbers (2017년 7월 현재)

<표 16> Pixar 개봉작 제작예산 및 박스오피스 

순번　 　영화명 개봉일 제작예산 박스오피스

1 Antz 1998-10-02 $60,000,000 $152,457,863

2 Shrek 2001-05-18 $50,000,000 $491,812,794

3 Shrek 2 2004-05-19 $70,000,000 $937,008,132

4 Shark Tale 2004-10-01 $75,000,000 $371,917,043

5 Madagascar 2005-05-27 $75,000,000 $556,559,566

6 Chicken Little 2005-11-04 $60,000,000 $310,043,830

7 Over the Hedge 2006-05-19 $80,000,000 $336,002,985

8 Flushed Away 2006-11-03 $149,000,000 $179,357,126

9 Shrek the Third 2007-05-17 $160,000,000 $807,330,936

10 Bee Movie 2007-11-02 $150,000,000 $287,594,580

11 Kung Fu Panda 2008-06-06 $130,000,000 $631,910,532

<표 17> DreamWorks 개봉작 제작예산 및 박스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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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영화명 개봉일 제작예산 박스오피스

1 Ice Age 2002-03-15 $65,000,000 $386,116,346

2 Robots 2005-03-11 $80,000,000 $260,700,016

3 Ice Age: The Meltdown 2006-03-31 $75,000,000 $651,899,285

4 Horton Hears a Who 2008-03-14 $85,000,000 $299,477,887

5 Ice Age: Dawn of the 
Dinosaurs 2009-07-01 $90,000,000 $859,701,864

6 Rio 2011-04-15 $90,000,000 $487,519,809

7 Ice Age: Continental Drift 2012-07-13 $95,000,000 $879,765,137

8 Epic 2013-05-24 $100,000,000 $100,000,000

9 Rio 2 2014-04-11 $130,000,000 $493,738,435

10 The Peanuts Movie 2015-11-06 $99,000,000 $246,233,113   

11 Ice Age: Collision Course 2016-01-22  $105,000,000 $408,579,038   

출처 : The-Numbers (2017년 7월 현재)

<표 18> Blue Sky Studios 개봉작 제작예산 및 박스오피스 

12 Madagascar: Escape 2 Africa 2008-11-07 $150,000,000 $599,516,844

13 Monsters vs. Aliens 2009-03-27 $175,000,000 $381,687,380

14 How to Train Your Dragon 2010-03-26 $165,000,000 $494,870,992

15 Shrek Forever After 2010-05-21 $165,000,000 $756,244,673

16 Megamind 2010-11-05 $130,000,000 $321,887,211

17 Kung Fu Panda 2 2011-05-26 $150,000,000 $664,837,547

18 Puss in Boots 2011-10-28 $130,000,000 $554,987,485

19 Madagascar 3: Europe's Most 
Wanted 2012-06-08 $145,000,000 $746,921,277

20 Rise of the Guardians 2012-11-21 $145,000,000 $306,900,904

21 The Croods 2013-03-22 $135,000,000 $135,000,000

22 Turbo 2013-07-17 $135,000,000 $286,896,578

23 Mr. Peabody & Sherman 2014-03-07 $145,000,000 $269,806,432

24 How to Train Your Dragon 2 2014-06-13 $145,000,000 $616,102,928

25 Penguins of Madagascar 2014-11-26 $132,000,000 $367,650,912

26 Home 2015-03-27 $130,000,000 $348,297,510

27 Kung Fu Panda 3 2016-01-29  $145,000,000 $521,170,825

28 Trolls 2016-11-04 $125,000,000 $344,576,445   

29 The Boss Baby 2017-03-31 $125,000,000 $496,815,196

출처 : The-Numbers (2017년 7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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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그림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 애니메이션영화 제작사는 실사영화산

업의 경우와 달리 미국 영화산업의 집적지라고 할 수 있는 L.A. County에 집중되

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멀리 떨어져 분산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순번　 　영화명 개봉일 제작예산 박스오피스

1 Dinosaur 2000-07-15 $127,500,000 $493,896,128 

2 Chicken Little 2005-11-04 $60,000,000 $310,043,830 

3 The Wild 2006-04-14 $80,000,000 $99,384,048 

4 Meet the Robinsons 2007-03-30   $150,000,000 $170,552,719 

5 Bolt 2008-11-21   $150,000,000 $328,015,210 

6 Disney's A Christmas Carol 2009-11-06 $190,000,000 $315,709,697 

7 Mars Needs Moms 2011-03-11 $150,000,000 $39,549,758 

8 Wreck-It Ralph 2012-11-02 $165,000,000 $473,412,677 

9 Frozen 2013-12-10 $150,000,000 $1,274,234,987 

10 Planes: Fire and Rescue 2014-01-15 $50,000,000 $96,657,732 

11 Big Hero 6 2014-12-07 $165,000,000 $652,105,440 

12 Zootopia 2016-03-04  $150,000,000 $1,023,784,195   

13 Moana 2016-11-23 $150,000,000 $642,784,770   

출처 : The-Numbers (2017년 7월 현재)

<표 19> Walt Disney 개봉작 제작예산 및 박스오피스 

<그림 14> 미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 연도별 3D 애니메이션영화 개봉편수(1995~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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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미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의 제작사와 그 모기업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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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영화산업 자본조달구조와 공간적 특성

본 장에서는 우선 영화산업의 가치사슬 중 생산 부문의 투자 단계에 해당하는 

자본조달구조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것이 산업의 공간 분포와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화산업 자본조달구조의 특성을 살펴보고 유형을 분

류한 다음 한국과 미국 영화산업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그것이 각 영화

산업의 공간 분포에 미치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1. 영화산업 자본조달의 특성

1) 프로젝트 기반 자본조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화산업과 같은 프로젝트 기반 산업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결정과 함께 생산조직이 구체화되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투자결정과 생산결

정이 결부되어 유기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프로젝트 기반 조직의 생산 부문은 

투자와 분리시켜 논의할 수 없다. 

이러한 조건에서 영화산업의 실제 자본조달은 기업을 단위로 하여 기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유치하는 일반적인 기업금융(corporate finance)과 달리 프로젝트

를 단위로 이루어진다. 이는 영화 제작이 프로젝트 기반 생산방식에 기초하여 이루

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자본도 매 프로젝트마다 새롭게 조달되는 방식

(freshly financed on a project basis)을 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화산업에서 

이루어지는 자본조달은 프로젝트 자체의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고 프로젝트 

자산을 담보로 하되 사업주에 대한 소구권은 제한되면서 특수목적회사에게 제공되

는 일군의 금융기법으로 이해하는 협의의 프로젝트 금융(project finance)에 국한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협의의 프로젝트 금융을 포괄하여 프로젝트 단위

로 필요한 자금이 융통되는 광의의 프로젝트 금융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화산업에서 이루어지는 광의의 프로젝트 금융을 협의의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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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64)과 구분하여 ‘프로젝트 기반 자본조달(Project-Based Finance, PBF)’이

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는 영화산업 자본조달을 이해하는 데 주요한 토대가 된다.

2) 다양한 투자자들의 참여와 그들 간의 관계

이러한 프로젝트 기반 자본조달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수의 투자자가 다양한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참여하게 되고 영화 자체가 벌어들인 현금을 통해서만 투자자들에

게 수익이 분배된다. 이때 영화 수익에 대해 분배의 권리를 가지는 주요 투자자는 

투자배급사, 제작사, 재무적 투자자이다. 물론 이러한 영화산업의 전형적인 투자자 

외에 때론 예술 후원이나 절세의 목적을 부유한 개인이 영화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도 하고, 불특정 다수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크라우드펀딩의 형태로 투자하기도 

하며, 보조금이나 세금 혜택, 로케이션 인센티브 등이 형태로 공적 지원65)이 이루

64) 광의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개념과 달리 협의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개념은 학자들마다 강조점을 

달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Khan and Parra(2003)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거래를 “신설 프로젝트

회사(project company, 사업시행법인)를 통하여 거대한 자본집약적 시설의 설치 후 분리된 영업

활동을 목적으로 타인자본, 자기자본 및 조건부 자본(contingent equity)이 조달되고 헤지

(hedge)와 다양한 형태의 제한적 보증(limited guarantee)이 동원되며, 해당 프로젝트 자산을 담

보로 하고 예상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고려하는 자금조달 및 지원”으로 보면서, 프로젝트 파

이낸스라는 용어는 이러한 특성의 자금지원을 특정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자(banker)에 의해 개발

된 용어라고 설명하였다. Etsy and Megginson(2003)은 “산업자산(industrial asset) 투자 목적

으로 비소구 조건의 타인자본조달을 통해 법적으로 독립된 사업시행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Finnerty(2007)는 “경제적으로 독립된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주요 상환재원으로 

고려하는 비소구(non-recourse) 또는 제한소구(limited recourse) 조건의 자금조달 및 지원”으

로 프로젝트 파이낸스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 Supervision, BIS)(2002)에서 제

시한 프로젝트 파이낸스 개념이 있다. 즉“실물자산의 운영 및 자금조달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

적실체(SPE)를 차주로 하고, 차주는 해당 사업(project) 외의 실물자산이나 영업활동이 없어 이와 

독립된 상환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대주에게 해당 자산과 이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통제권이 부여된 해당 프로젝트로부터 창출되는 수입이 주요 상환재원인 대출을 특수대출

(specializing lending)”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러한 정의 대부분이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필수적인 성립요소와 사

후적인 특성을 혼동하여 기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김동옥, 2014). 우선 높은 타인자본

비율은 프로젝트 파이낸스 성립의 필수요소가 아니라 사후적인 현상임에도 이를 혼동함으로써 과

도한 타인자본비율에 대한 주의를 반감시킬 수 있다. 또 하나 현금흐름에 집중한 자금지원 결정만

을 강조하다 보면 프로젝트 자산에 대한 담보권 확보를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65) 공적 지원의 구체적인 양태에는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는 영화 및 영화산업이 내포

하고 있는 경제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에 대한 각국의 시각차를 반영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영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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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고 있다. 이들도 영화 제작비 자본조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은 영화 수익에 대한 분배의 권리가 없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투자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프로젝트 기반 자본조달에서는 프로젝트 자체에 내재된 위험이 크므로 투자자들

은 손실을 회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본

적으로 투자배급사, 제작사, 재무적 투자자로 자본조달 참여자가 다수인 것은 투자 

대상의 투자위험을 서로 나누어 가짐으로써 참여자 각자가 부담해야 할 투자위험을 

낮추는 위험 분담(risk allocation)을 꾀하기 때문이다. 영화산업의 자본조달과 같

이 단일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 기반 자본조달의 경우 완성위험과 흥

행위험 등 여러 투자위험 경감을 위해 다수의 투자자가 참여하는 자본조달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본조달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다수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지고 있는 투자 목적이 다양하다. 영화 제작의 주체로서 자기자본 

자본주의적 생산물인 상품으로 보고 영화산업이 시장 논리에 따라 운용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

에서 운용 과정에 대한 정책적 개입은 시행하지 않되, 영화가 상품으로서 전 세계 시장에서 우위

를 점할 수 있도록 미국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를 통한 통상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영화산업을 전담 지원하는 별도의 정부조직은 없으나, 

대통령 직속 예술 및 인문 위원회(President's Committee on the Arts and the Humanities, 

PCAH), 국가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NEA), 국가인문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 NEH) 등이 연방기구로서 문화 및 예술, 인문 분야 전반에 

지원과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미국 직업 창출법률의 법률안 181조(Section 

181)를 통해 일종의 소득 공제(tax deduction)를 통해 영화 촬영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연방정

부 내에서 경쟁하는 각 주정부들은 캘리포니아에 집중되어 있는 영화산업을 자기 주로 유치하기 

위해 해당 주에서 지출한 제작비에 대해 세액 공제(tax credit)와 같은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

다. 이러한 주정부 차원의 세제 혜택은 1992년 루이지애나 주에서 처음 실시된 이래 2016년 현

재 미국 내에서 거의 40여개에 이르는 주가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The Forum for America's Ideas,「State Film Production Incentives 

& Programs」, April 12, 2016). 반면 유럽에서는 영화를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문

화적 가치를 가진 ‘문화적 예외(cultural exception)’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 여러 나라

에서는 각종 지원금 제도를 활용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영화산업을 부양하고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

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EU 차원의 미디어 플러스와 유리마주, 프랑스의 아르떼시

네마펀드(Arte Cinema Fund), 자동 지원 제도, 독일의 독일연방영화펀드(DFFF), 지방정부의 각

종 기금, 바벨스베르크 스튜디오의 로케이션 인센티브, 영국의 기획개발펀드, 뉴시네마펀드, 프리

미어펀드가 대표적이다. 한국의 경우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해 예술영화 제작 지원이나 독립영화 제

작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7년 1월부터  「조세제한특례법」 일부개

정법률안에 따라 영화 제작 활성화를 위한 영화제작비 세액 공제가 시행되기 시작하였다(문화체육

관광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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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되는 제작사 외에, 투자자들은 그 투자 목적에 따라 전략적 투자자

(strategic investors)와 재무적 투자자(financial investors)로 구분된다. 영화산

업의 전략적 투자자는 자신의 사업별로 특정한 목적을 둔 투자자들로, 자신이 확보

하고 있는 유통망에 영화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배급하고자 하는 배급사, 부가시장 

사업자, 해외 세일즈사가 이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해당 작품의 출판 사업권을 확

보하기 위해 투자하는 출판사, 게임 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하는 게임사, 캐

릭터 라이선싱 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하는 캐릭터 사업자도 있다. 이와 달리 

재무적 투자자는 순수하게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 포트폴

리오의 안정성과 수익성 및 위험 분산(risk diversification)을 도모하기 위해 투자

하는 행위자를 말한다. 자본시장에서 활동하는 벤처캐피탈이나 헤지펀드 등 투자회

사와 투자기금이 이에 속한다. 

한편 이들 주요 투자자들의 관계가 동등하거나 병렬적인 것은 아니다. 투자 목

적이 다른 만큼 각자의 투자 시기와 규모가 다르고 그 결과 자본조달구조에 있어 

역할도 다르게 된다고 할 수 있다. 

3) 금융자본 외에 투자배급사 중심의 산업자본 발달

영화산업에 독특한 자본조달의 특징 중 하나는 소위 ‘산업자본’이 발달해 있

다는 것이다. 한 산업에 필요한 자금 공급자는 일반적으로 금융자본을 의미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영화산업에서는 특별히 투자배급사 중심의 산업자본이 투자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투자의 시기 측면에서 산업자본이 금융자본보다 앞서 투자를 

진행함으로써 더 큰 위험을 부담하고, 투자의 규모 측면에서 산업자본이 금융자본

보다 더 많은 자본을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의 시기와 규모 측면에서 금융자

본을 선도하기 때문에 산업자본인 투자배급사가 해당 프로젝트의 자본조달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투자자로 간주되고 있다.

영화산업은 유통망 사업자의 전략적 투자에 따라 해당 상영창구가 성장하는 방

식으로 산업구조가 형성되면서(김미현, 2012), 그 자본조달구조가 제작 중심이 아

니라 유통 중심의 전략적 맥락에서 형성되었다. 영화의 최종적 소비자는 영화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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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이지만 영화라는 상품을 일차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유통을 담당하는 배급

사이기 때문에, 배급사는 자신의 배급권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화 프로젝트에 투자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극장 배급을 담당하는 

배급사는 예상 수익 규모가 가장 크기66) 때문에 투자 규모도 그에 비례하여 커지

게 된다. 실제로 배급사는 영화의 전체 투자, 국내외 배급, 수익 정산 등을 책임지

는 역할을 하고 주로 기획개발 단계에서 투자를 결정함으로써 다른 투자자들의 투

자 유인을 재고시키게 된다. 배급사 외의 다른 투자자들은 제작비의 일부를 투자하

게 되는데 자신의 위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배급사의 투자 결정 이후에 투자를 진

행하게 된다. 따라서 투자 수익률과 위험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 시점과 투

자 규모에 따라 이들을 구분하여 메인 투자자(main investors)와 부분 투자자

(partial investors)로 나눌 수 있게 되며, 이러한 기준 하에 투자배급사는 메인 

투자자가 되고 재무적 투자자들은 부분 투자자가 된다. 

이렇듯 영화산업에서는 산업 내부에 속해 있는 배급사가 메인 투자자의 역할을 

겸하고 있어서 산업자본이 발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산업에서 금

융기관이나 산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외부투자자가 그 산업에서 요구되는 투자

의 상당 부분을 담당함으로써 산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본이 중심이 되어 자

본조달이 이루어지는 것과 구별되는 지점이 된다. 

2. 영화산업 자본조달구조의 유형

프로젝트 기반 자본조달은 자본조달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

지는데, 이를 반영하는 자본조달구조가 거래의 핵심을 구성하게 된다(BCBS, 

2002). 그러므로 자본조달구조를 유형화하는 것이 분석의 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유형화의 기준은 프로젝트 기반 자본조달에서 참여자 간의 

66) 다양한 창구가 존재하는 상영시장에서 극장이 1차 윈도우인 이유는 극장이 역사상 가장 먼저 생

긴 상영창구이기도 하지만 단위시간당 최대의 한계수익을 낼 수 있는 창구이기 때문이다. 극장 상

영 이후 영화는 일정한 유예기간(hold-back)을 두고 다음 상영창구로 차례차례 라이선스가 넘어

가는데, 이 역시 단위시간당 한계수익이 점점 줄어드는 시장으로 순서대로 이동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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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자본조달의 원천을 결정하게 된다는 전제 하에 다음의 두 가지로 설정하기

로 한다. 첫째, 프로젝트에 대한 주요 자본조달 참여자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 자본조달에의 직접적인 참여자의 수를 그 출발점으로 삼아, 자

본조달 참여자가 단수인 경우와 복수인 경우 둘로 나누기로 한다. 자본조달에 직접

적으로 참여하는 투자자가 단수인 경우 나머지 투자자들은 직접적인 투자자에게 자

금을 공여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자본조달구

조 속에서 투자자들 간의 관계는 일원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본조달에 직접

적으로 참여하는 투자자가 복수인 경우는 그들 간에 자금 공여가 나타날 수는 있어

도 모두가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자본조달구조 속에서 투

자자들의 관계는 다원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자본조달구조와 산업의 공

간적 분포의 관련성을 탐색하기 위해 자본조달의 원천에 따라 구분한다. 일반적으

로 기업금융 하에서 자본조달은 그 원천에 따라 내부금융과 외부금융으로 구분하고 

있다. 내부금융(internal financing)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배당과 세금의 형태로 타 경제주체에게 이전하고 남은 이익을 기업에 재투자하는 

것을 말하고, 외부금융(external financing)이란 기업 외부에서 필요한 자금을 끌

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이를 차용하여 프로젝트 기반 자본조달에서 프로젝트의 생

산 주체가 이익잉여금과 같은 자신의 내부자금을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경우와 프로

젝트의 생산 주체 외의 다른 투자자가 투자에 참여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러한 두 기준을 합쳐 프로젝트 기반 자본조달구조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

로 한다.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적인 자본조달 참여자가 프로젝트의 생산 주체로 일

원화되어 그의 내부자금에 의해 투자가 진행되는 경우에 ‘내부금융형 자본조달구

조’라고 하고,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적인 자본조달 참여자가 프로젝트 생산 주체 

외에 복수의 투자자로 다원화되어 투자가 진행되는 경우에 ‘외부금융형 자본조달

구조’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러한 프로젝트 기반 자본조달구조의 유형 구분에 따라 영화산업 자본조달구조

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영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주요 자본조달 

참여자로는 프로젝트의 제작 주체로서 자기자본 투자자인 제작사, 산업자본 투자자

인 투자배급사, 금융자본 투자자인 재무적 투자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작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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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 제작사가 자신이 제작하는 프로젝트에 전적으로 자금을 대는 경우 내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를 따른다고 할 수 있고, 제작사 외에 투자배급사와 재무적 투자자가 

자본조달에 함께 참여하는 경우 외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를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영화산업의 자본조달구조는 국가별로, 하위산업별로 내부금융형과 외부금

융형이 전부 다 나타나기도 하고, 때론 외부금융형만 혹은 내부금융형만 나타나기

도 한다. 우선 국가 수준에서 한국과 미국 영화산업을 보면, 한국 영화산업에서는 

외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만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 영화산업에서는 외부금융형 외

에 내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가 나타난다. 하위산업 수준으로 내려가면 한국 실사영

화산업과 한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은 외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

면, 미국 실사영화산업은 내부금융형과 외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를 모두 가지고 있

고, 미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은 내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래에서

는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외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

외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는 제작의 주체인 제작사 외에 투자배급사와 재무적 투

자자가 참여하는 경우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다원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과 미국 영화산업에서 외부금융형

은 한국 실사영화산업과 한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을 포괄하는 한국 영화산업 전체

<그림 16> 영화산업 자본조달구조의 유형: 외부금융형과 내부금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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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미국 실사영화산업의 일부에서 발견된다. 아래에서는 각국 영화산업의 외부금

융형 자본조달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 한국 실사영화산업의 외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

2000년 이후 한국 영화산업이 산업화되면서 미국 영화산업과의 유사성이 높아

졌다. 자본조달 측면에서도 그러한데, 특히 한국 영화산업의 자본조달방식은 미국 

중소 영화의 자본조달방식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김미현, 2012). 한국 영화산업

은 미국 영화산업과 달리 투자배급사가 제작사를 겸하는 경우67)가 거의 없기 때문

에 산업 내에서 내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를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한국 실사영

화산업과 애니메이션영화산업의 기본적인 자본조달구조는 외부금융형으로, 제작사 

외에 투자배급사와 재무적 투자자가 주요 투자자로서 참여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

다. 아래에서는 한국 실사영화산업의 자본조달구조를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 실사영화산업의 자본조달구조는 자기자본 투자자인 제작사, 전략적 투자자

인 투자배급사, 재무적 투자자인 영상전문투자조합으로 구성된 단순한 형태를 보이

고 있다. 하나의 영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제작사를 중심으로 하여 투자배급사가 

메인 투자를, 재무적 투자자들이 부분 투자를 맡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 

67) 한국영화에서 투자배급사의 인하우스 제작은 과거 시네마서비스에서 진행되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시네마서비스는 제작사로 시작해 투자배급사로 성장했던 만큼 회사의 기반이 제작업에 

있었다.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시네마서비스 라인업의 상당수는 내부인력에 의해 

기획·제작되었거나 방계회사들이 제작한 ‘실질적인’ 인하우스 작품들로 채워졌다. 하지만 대주

주인 플래너스가 CJ엔터테인먼트에 인수되고, 시네마서비스가 CJ의 계열사로 편입되면서 사실상 

지속되지 못하였다. 이외에 과거 싸이더스로 대표되는 스튜디오형 대형 제작사도 투자배급 모델을 

지향하였으나 안정적인 유지에 부침을 겪었다. 현재 국내의 투자배급사들 중 인하우스 제작을 기

획하고 있는 곳은 CJ E&M과 쇼박스 정도를 꼽을 수 있다. CJ E&M과 쇼박스 등 투자배급사의 

인하우스 제작은 사업계획과 라인업 형태로만 존재하는 상황이고, 과거 시네마서비스에 견줄 만한 

의미 있는 사례는 현재로선 존재하지 않는다. CJ E&M은 2003년 〈위대한 유산〉부터 2008년 

〈달콤한 거짓말〉까지 인하우스 작품을 제작했으나, 제작팀이 해체되면서 수년간 휴지기를 가졌

다. 쇼박스도 현재까지 인하우스 제작 사례는 없다. 콘텐츠 기획팀에서 인하우스 개발을 하거나, 

한국영화팀이 외부 작품에 시나리오 단계부터 조기 결합해 각색과 패키징을 진행하고 있을 뿐이

다. 하지만 2016년 11월 CJ E&M이 그간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한 

JK필름의 인수합병을 발표하면서 투자배급사가 자체 제작을 하는 ‘스튜디오’가 등장할 가능성

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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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의 경우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투자 규모가 작다. 따라서 투자배급사와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투자배급사는 영화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투자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영상전문투자조합에도 출자자로 참여함으로

써 간접적으로 투자하기도 한다. 따라서 투자배급사가 집행하게 되는 전체 자금의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투자배급사는 제작사에 기획개발비와 같은 선행 

투자금을 집행하기도 하는 등 프로젝트 초기에 투자 결정을 내림으로써 후속 투자

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역할도 한다. 이와 같이 투자 규모와 투자 시기 면에서 

투자배급사는 가장 큰 위험을 부담함으로써 영화 프로젝트 자본조달구조 상에서 메

인 투자자가 된다. 재무적 투자자는 영상전문투자조합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으

로 영화 프로젝트에 투자하게 되는데, 투자조합의 결성금액의 평균이 210억 원

(2015년 KVCA, 2015년 내부자료)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

할 수밖에 없는 재무적 투자자의 입장에서 소수의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 

<그림 17> 한국 실사영화산업의 외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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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다수의 프로젝트에 분산 투자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도 영상전

문투자조합의 투자 약관에 따라 프로젝트 당 투자 규모가 정해져 있어 태생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고, 영화산업의 전체 수익률이 악화되

어 수익률 변동성이 커질 때는 투자를 줄이는 등 소극적 투자행태를 보이기도 한

다. 투자 시기 측면에서도 투자배급사의 메인 투자 결정 이후에야 투자 여부를 결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결정이 종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재무적 투자자들은 부분 투자자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 투자배급사와 같은 메인 투

자자로서의 역할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투자조합의 방어적 투자전략이란 무엇인가? 투자 시점을 최대한 늦춰 투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검증된 메인 투자사의 포트폴리오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다. 물론 

좀 더 공격적인 투자전략을 유지하고 있는 투자조합도 있다.(창업투자회사 T, 심

사역 P)”

이외에도 한국 영화산업에서 공공 부문의 지원은 프로젝트에 대한 현물지원이나 

제작사에 대한 지원, 모태펀드에 대한 출자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한국 영화산업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에서 정책적 목적으로 일부 이루어지고 있을 뿐, 일반 은행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대출에 필요한 담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기업 대출의 경우 대출 심사의 기본자료로 활용되는 기업가치평가처럼 영

화 프로젝트 대출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매출 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가치평가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거의 구축되지 못했다68). 게

68) 한국영화산업 자본조달구조의 경직성을 완화할 목적으로 공적 부문과 은행권이 결합한 형태의 다

양한 대출지급보증 프로그램들이 2010년을 전후하여 도입되었다. 현재까지 세 가지 대출지급보증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다. 첫째, 한국콘텐츠진흥원, 수출입은행, 기술보증기금이 협력하여 진행

하는 ‘완성보증보험’이 2009년에 도입되었다. 이는 1970~80년대 한국 건설산업이 건설 관련 

보증(입찰, 착수금, 이행, 하자보증 등)제도에 의해 크게 발전하였듯이, 문화산업도 성장‧발전을 위

해서는 문화산업보증제도와 같은 인프라의 뒷받침이 불가피하다(이병욱, 2009)는 문제의식에 기초

하고 있다. 완성보증제도는 배급사와 계약이 체결된 영화에 한해서 제작사가 순제작비의 일부를 

조달할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행해주고, 영화 개봉 시 극장 수익으로 우선 상환

하는 제도이다. 둘째, 2007년 도입된 수출보험공사(現,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문화수출보험’은 

수출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외화획득이 예상되는 문화상품의 제작사가 총제작비에 소요되는 자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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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한국 영화산업에서는 미국과 달리 투자배급사의 배급 약속이 담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부가시장의 붕괴로 부가시장 선판매(ancillary presales)와 한류의 약

화로 해외 선판매(international territory presales)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프로

젝트의 담보가치가 약하다. 또한 프로젝트의 완성위험을 보완하는 완성보증도 전무

한 형편이다. 따라서 타인자본조달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자금조달이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해지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크라

우드펀딩이 영화 투자에 본격화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개정 법률에서

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투자자 유형별 투자 한도 및 전매 제한 등을 

마련해두고 있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본조달이 영화산업에

서 중요한 투자방식으로 자리 잡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일부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시, 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제도이다. WTO 출범 이

후 수출지원금, 보조금, 특혜금융 등 직접적인 정부재정지원이 공공경쟁에 위배되는 금지보조금으

로 규정되어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수출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책의 일환으

로 수출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무엇보다 수출보험제도는 수출지원을 위한 금융지원(무역금융, 

수출신용보증, 수출보험) 중 가장 다양하게 많은 기업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식

이라는 점에서 도입되었다. 셋째 2011년 도입된 영화진흥위원회의 ‘대출지급보증계정 출자사

업’은 문화수출보험과 연계되어 운영된다. 특히 영화 제작비 조달 경로를 다각화하여 위험을 분

산시킴으로써 중소 규모 제작사의 자본조달에 도움으로 주고, 한국영화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완성보증제도의 경우 제도 도입 초기에 영화 6건(40억 원)에 대한 지

원이 이루어진 후 현재까지 더 이상의 지원 실적이 없다. 수출보험제도의 경우 2011년 9월 심형

래 감독의 <라스트 갓파더>에 보증을 섰다가 30억 원의 손해를 본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원을 중

단했다가 2012년 5월 사업을 재개한 바 있다. 하지만 2015년 <반창꼬>를 제작했던 폐업 직전의 

영화사 ‘오름’의 대표가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을 통해 사기대출을 받았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투자자 유형  동일 기업당 투자 한도  연간 총투자 한도  투자자 조건

 일반투자자 2백만원 5백만원  - 

 소득요건 구비 투자자 1천만원 2천만원  근로소득금액과 사업 소득금액 총액이 
1억원 이상인 자

 전문투자자 없음 없음  창투조합, 개인투자조합,  전문엔젤, 
벤처캐피털 등

출처 : 크라우드넷

<표 20>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투자자 유형별 투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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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표 21>을 통해 한국 실사영화의 자본조달구조에 참여한 투자자들을 살펴

보면, 우선 자기자본 투자자인 제작사가 있다. 크레디트에‘배급사’가 ‘제공’으

로 함께 이름을 올림으로써 각각 NEW, 쇼박스, CJ E&M이 투자배급사로서 메인 

투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동제공’에 이름을 올림으로써 부

분 투자를 담당한 재무적 투자자는 직접 투자에 참여한 투자조합인데, <표 21>에

는 그 투자조합을 구성하는 운용사와 일반 출자자, 모태펀드까지 크레디트로 올라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연평해전>은 공적 지원도 받았음을 알 수 있는데, 문화체

육관광부, 중소기업청, 한국벤처투자가 크레디트로 함께 올라갔다는 것은 모태펀드 

문화계정의 자금이 투자조합을 거쳐 투자되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리고 <연평해

전>은 크라우드펀딩을 받기도 하였으나 이는 후원형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투

자라고 볼 수는 없다. 운용사의 경우 대부분 창업투자회사인데, <연평해전>의 대교

인베스트먼트, 유니온투자파트너스, <암살>의 대성창업투자, 미시간벤처캐피탈, 유

니온투자파트너스, 일산창업투자, 에스엠콘텐츠인베스트먼트, 이수창업투자, 지온인

영화명 제작사 배급사
투자사

제공 공동제공

1 연평해전 로제타시네마 NEW NEW

로제타시네마/IBK기업은행/IBK캐피
탈/대교인베스트먼트/유니온투자파
트너스 ※크라우드펀딩(후원형)으로 
20여 억 원 모금.

(투자지원) 
문화체육관광부/중소기업청/한국벤
처투자

2 암살 케이퍼필름 쇼박스 쇼박스

대성창업투자/미시간벤처캐피탈/빅
솔론/.유니온투자파트너스/일신창업
투자/에스엠콘텐츠인베스트먼트/이
수창업투자/인터파크INT/지온인베
스트먼트/컴퍼니케이파트너스/타임
와이즈인베스트먼트/피데스투자파
트너스/한국증권금융/IBK기업은행/
KTB네트워크/ocn/TGCK-HnA 
PARTNERS  

3 베테랑 외유내강 CJ E&M CJ E&M

우정사업본부/The-K한국교직원공
제회/아이디어브릿지자산운용/KDB
산업은행/메리츠화재/SGI서울보증/
신한생명보험/동부화재/현대해상화
재보험/동문파트너즈/유니온투자파
트너스/컴퍼니케이파트너스콘텐츠
전문투자조합/IBK기업은행/IBK캐피
탈/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자료 : 2015년 한국영화산업결산,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KMDb)

<표 21> 2015년 주요 투자배급사의 개봉작 중 흥행에 성공한 영화의 자본조달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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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먼트, 컴퍼니케이파트너스,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KTB네트워크, 

TGCK-HnA PARTNERS, <베테랑>의 동문파트너즈, 유니온투자파트너스, 타임와

이즈인베스트먼트가 그에 해당한다. <베테랑>의 아이디어브릿지자산운용과 같이 투

자조합 운용사로서 자산운용사도 있다. 최근 자산운용사가 한국 실사영화산업 재무

적 투자자로 진입하게 된 것은 ‘모태펀드 출자 영화투자 자펀드 사후관리 가이드

라인’을 통해 모태펀드의 투자 기준이 마련되면서 특히 대기업 관련 영화 투자가 

제약69)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모태펀드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투자조합의 투

자 시기나 투자대상에 크게 제한이 없었는데, 대기업 배급사에 편중된 투자가 이루

어지고 있다는 논란이 커지면서 모태펀드 투자관리전문기관인 한국벤처투자가 중소

제작사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2014년부터 대기업이 배급하는 

영화에 대해 모태펀드가 포함된 투자조합의 투자가 금지되었고, 2015년부터는 상

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대기업 계열사의 영화 제작뿐 아니라 배급도 모태펀드

가 포함된 투자조합의 투자 제한대상에 해당되었다. 결국 대형 배급사들은 금융권

과 일부기업들을 유한책임 출자자로 한 사모투자펀드를 만들기 시작했고, 2015년

부터 자산운용사와 캐피탈 등 제2금융권과 국책은행이 출자자인 민간 영화펀드가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표 21>과 같이 메이저 투자배급사가 배급한 영화에는 모

태펀드 출자를 받은 투자조합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것이다. 

(2) 한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의 외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

다음으로 한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의 자본조달구조를 살펴보면 외부금융형 자본

조달구조의 형태를 보임으로써 실사영화산업의 경우와 유사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

이 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한국 애니메이션영화의 자본조달에서는 투자배급사가 

메인 투자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투자배급사가 투자에 참여하더라도 

투자 규모나 투자 시기가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에 비해 오히려 뒤처지는 경우가 많

다. 게다가 애니메이션영화산업의 투자수익률이 실사영화산업에 비해 턱없이 낮기 

69) 모태펀드 문화계정과 영화계정은 문화산업과 영화산업에 투자를 해야 하는 목적으로 지닌 동시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근거한 창업투자조합의 형태로 결성되어 중소기업 지원 역시 그 목적으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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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 참여도 높을 순 없었다. 

이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애니메

이션의 투자/금융 지원사업’으로 2011년에는 글로벌콘텐츠펀드1호70), 2015년에

는 ‘글로벌콘텐츠펀드2호’71)를 결성하도록 하여 애니메니션영화 자본조달 재원

70) 글로벌콘텐츠펀드1호 : 결성금액 1,236억 원(운용사 소빅창업투자, 모태펀드 문화계정 400억 

원, 민간 및 해외 투자자 836억 원). 캐피탈콜(capital call, 투자건이 발생할 때마다 출자비율 대

로 자금 납입) 방식을 채택하여 2014년까지 총 989억원이 납입됐다. 모태펀드 320억 원, 미국 

Route One Films가 179억 원, 롯데엔터테인먼트와 CJ E&M이 각각 160억 원씩을 투자했다. 

이밖에 채널A(80억원) CJ파워캐스트(40억원) 등도 참여했다. 운용사인 유니온투자(구, 소빅창업투

자)는 약 50억 원을 출자했다. 글로벌콘텐츠펀드1호는 이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오히려 

투자한 영화들이 연이어 흥행에 실패하면서 손실이 불어나기 시작했다. 23억원을 투자한 영화 '무

명인'은 작년 기준 2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미스터고'는 12억 원을 투자해 11억 원의 손실이 

났다. 영화 '자칼이 온다'와 드라마 '불후의 명작'의 손실액은 각각 5억 원, 13억 원이다. 게다가 

글로벌콘텐츠펀드1호는 설국열차의 총제작비 430억원 중 30%에 해당하는 130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83억 원을 회수하는데 그쳤다. 

71) 글로벌콘텐츠펀드2호 : 결성금액 1,000억 원(운용사 한국투자파트너스, 모태펀드 문화계정 400

<그림 18> 한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의 외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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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 2013년에 결성된 센트럴애니드림투자조합과 

2014년에 결성된 대교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투자조합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한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의 자본조달은 자기자본 투자자인 제작사의 현물투자72) 외에 

공공 지원과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초기 제작사의 자기

자본 조달과 공공 부문의 지원이 어느 정도 선행된 후에 재무적 투자자와 투자배급

사가 참여하는 순으로 자본조달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대 이후 흥행에 성공한 <마당을 나온 암탉>(2011)의 자본조달구조를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초기의 공공 지원73)과 제작사 오돌또기와 실사영화 제작사인 

명필름, 투자배급사인 롯데엔터테인먼트, 전략적 투자자 소빅창업투자의 투자로 이

루어졌다. 이때 공동제작사인 명필름이 자신의 영화 제작 노하우와 사업 네트워크

를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메이저 투자배급사인 롯데엔터테인먼트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김윤아․목혜정, 2012). 

억 원, 민간 및 해외 투자자 600억 원). 2차 글로벌콘텐츠펀드는 여러 번 결성에 실패했다. 최초 

GP였던 우리인베스트먼트(옛 리딩인베스트먼트)가 펀드 결성에 실패한 후 바톤을 이어받은 대성

창업투자-컴퍼니케이파트너스 컨소시엄과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옛 CJ창업투자)도 끝내 펀드 

결성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72)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현물투자는 일종의 지급유예(deferrals) 개념이다. 참고로 애니메이션산업에

서는 관행적으로 제작사의 현물투자를 투자로 잡는다. TV용 애니메이션의 경우 특히 그러하다

73) <마당을 나온 암탉>은 2004년 영화진흥위원회 기획개발지원금을 받았고,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

서 2008년 7월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의 ‘신화창조프로젝트’에 선정되어 투자지원 성격의 5억 

6천만 원 투자를 받았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09 글로벌 애니메이션 장편 부문’ 지원작으

로도 선정되어 7억 원을 받았다. 

투자자 성격 투자자

공공 부문

(2004년) 영화진흥위원회 ‘기획개발지원’ 선정

(2008년)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신화창조프로젝트’ 선정

(2009년) 한국콘텐츠진흥원 ‘글로벌 애니메이션 장편 부문 지원작’ 선정

제작사 오돌또기, MK픽쳐스(명필름)

투자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

재무적 투자자 (개봉 직전) 소빅콘텐츠전문투자조합

자료 : 연구자 DB

<표 22> <마당을 나온 암탉> 자본조달구조



- 105 -

그러나 <마당을 나온 암탉>처럼 배급사가 투자에 참여하는 것은 한국 애니메이

션산업에서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이러한 자본조달구조를 전형적인 형태로 상정하

기는 어렵다. 

오히려 제작비 163억 원이 소요된 <다이노 타임>(2015)의 자본조달구조가 더 

전형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다이노 타임>의 자본조달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제작비의 30% 정도에 해당하는 49억 원을 리딩인베스트먼트로부터 투자를 

받고, 나머지 100억 원이 넘는 제작비를 거의 대부분 국내 재무적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하였다. 제작비의 90%가 넘는 금액을 재무적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공공 

부문의 지원이 그 다음이며, 이에 비해 투자배급사인 CJ E&M의 투자 규모는 미

미한 수준이다. 

이와 같이 한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에서는 제작사, 공공 부문, 재무적 투자자가 

주된 투자자로 나타나 한국 실사영화산업에 비해 더 단순한 자본조달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3) 미국 실사영화산업의 외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

한국과 달리 미국 영화산업의 자본조달구조는 내부금융형과 외부금융형이 모두 

나타나는데, 외부금융형 자본조달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메이저 스튜디오가 아닌 독

립제작사(Independent Company)들이 영화를 제작할 때 나타난다.

투자배급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은 독립제작사가 영화를 제작하는 경우 <그림 

19>와 같은 형태의 외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를 따르게 된다. 이때 투자배급사와 

투자자 성격 투자자

공공 부문 한국콘텐츠진흥원, 경기콘텐츠진흥원

재무적 투자자 리딩인베스트먼트(현, 우리인베스트먼트) 외

투자배급사 CJ E&M

제작사 토이온

자료 : 연구자 DB

<표 23> <다이노 타임>의 자본조달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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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제작사의 전략적 제휴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최우선교섭권계약

(First-Look Deal), 기획개발계약(Development Deal), PFD계약

(Production-Financing-Distribution), 네거티브픽업계약(Negative Pickup 

Deal), 포괄계약(Overall Deal) 등이 그것이다. 이때 메이저 스튜디오의 배급약속

(Distribution Deal)과 해외 세일즈사의 선판매 계약에 따른 최소보증금(Minimum 

Guarantee) 그리고 완성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완성보증보험이 일종의 담보로 작용

하여 대출이 가능해지고, 재무적 투자자의 펀드를 통한 직접적인 투자도 가능해지

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메이저 스튜디오와 전혀 상관없이 제작되는 영화의 경우 <그림 20>과 

같은 형태의 외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가 나타난다. 이는 할리우드 스타 패키징을 

통한 해외 시장 선판매로 자본을 확보하면서 로케이션 인센티브 등의 세액 공제를 

<그림 19> 미국 실사영화산업의 외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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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는 것이다. 이때 선순위담보대출과 브릿지론을 제공하는 은행 및 2차 금융기

관이 특히 필수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외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가 외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와 다른 점은 영화의 낮은 흥행 가능성 때문에 메이저 투자배급사의 

배급약속을 받을 수 없고 재무적 투자자의 관심을 크게 끌 수 없다는 것으로, 제작

사의 자체 투자 일부에 더해 주로 세액 공제라는 공공 부문의 지원과 선판매 계약

과 완성보증보험에 의한 담보에 근거한 대출로 제작비를 조달하는 구조를 갖게 된

다는 것이다.

2) 내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

내부금융형 자본조달에서 프로젝트의 직접적인 투자자는 제작사로 일원화된다. 

이는 일반 상업영화에서 투자배급사가 직접 제작하거나 투자배급사의 제작 자회사

<그림 20> 미국 실사영화산업의 외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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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영화를 제작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내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는 한국 영화

산업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미국 영화산업에서는 미국 실사영화산업의 일

부 그리고 미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 전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한국과 달리 

미국 영화산업에서 투자배급사가 제작사를 겸하거나 제작 자회사를 계열사로 둔 경

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미국 영화산업의 메이저 스튜디오들

은 모두 사업부나 자회사의 형태로 제작사를 두고 있다. 

(1) 미국 실사영화산업의 내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

미국 영화산업의 메이저 스튜디오는 영화산업의 전 역사에 걸쳐 제작 역량을 축

적해 왔다. 스튜디오는 대개 제작사로 출발하였고, 미국 영화산업의 산업화가 시작

된 1920년대 초기 도입된 ‘스튜디오 시스템(Studio System)’이라는 영화 제작

방식이 1920년대 말에는 산업 전체에 확산되면서 제작사로 출발한 스튜디오들이 

배급을 통해 극장을 통제하거나 인수합병을 통해 산업 내 수직적 통합을 공고화74)

하였다. 하지만 1948년 파라마운트 판결(United States v. Paramount Pictures, 

Inc., 334 U.S. 131 (1948))로 메이저 스튜디오 소유 극장들의 반독점 관행에 제

동이 걸리면서 스튜디오들은 자사 소유 극장을 매각하게 되었고, 이러한 ‘스튜디

오의 극장 체인 분리’는 미국 영화산업 구조에 일정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미

국 영화산업의 제작방식이 스튜디오 시스템에서 스튜디오와 독립제작자들과의 계약

을 통해 영화를 제작하는 독립제작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대신 스튜디오는 배급을 

74) 1920년대 중반 이미지와 사운드가 결합된 유성영화의 도입으로 영화 제작비가 획기적으로 줄고 

수익이 확대되면서 스튜디오들이 수직적 통합과 인수합병을 통해 스튜디오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은행 자본의 참여와 간섭이 이루어졌다. 당시 음향시설을 갖추

는데 드는 막대한 자본은 뉴욕을 주축으로 한 동부 지역의 은행들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었는

데, 은행 측은 사운드 개발에 투자한 막대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스튜디오 측에 영화산업의 다

각화를 요구하였으며, 보다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미국영화의 해외진출을 도모하였다. 즉 은행

들은 스튜디오에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구조적인 조정을 행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최적의 수직적 

통합, 즉 제작-배급-상영을 통제하는 구조를 갖춘 회사들만이 온전하게 살아남았다. 이러한 당시 

은행의 스튜디오에 대한 영향력은 1929년 벌어진 대공황을 겪으면서 더욱 강력해질 수밖에 없었

다. 따라서 1940년대 말까지 미국의 메이저 스튜디오들은 은행 자본의 참여와 간섭을 통해 수직

적 통합과 인수합병을 진행시키는 가운데 스튜디오 시스템을 통해 영화를 제작하였다(이용관․김지

석,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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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면서 영화 제작에 대한 투자를 통해 독립제작자들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게 

되었다. 스튜디오의 역할이 투자와 배급 중심으로 변화하였지만, 스튜디오의 자체 

제작이나 제작 자회사를 통한 제작 전통 역시 계속 이루어져왔다. 스튜디오의 이러

한 제작 전통으로 인하여 미국 실사영화산업 내에는 외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와 내

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가 양립하고 있는 것이다. 

스튜디오의 제작 승인을 얻은 자체 제작부서 혹은 제작 자회사에서 영화를 제작

하는 경우 내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를 따르게 되는데, 이때 제작사는 영화 프로젝

트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자가 된다. 제작사는 모회사인 스튜디오의 제작 승인과 함

께 확보되어 있는 이익잉여금 혹은 모회사-자회사간 내부거래로 받은 자금을 제작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외부의 재무적 투자자는 영화 프로젝트에 직

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회사인 스튜디오에 투자를 함으로써 간접

적인 형태로 투자를 할 수 있다. 재무적 투자자들은 단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인 

<그림 21> 미국 실사영화산업의 내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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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물론이고,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슬레이트 딜과 같

이 스튜디오의 제작 예정인 다수 영화에 대한 일괄 투자(multi-film 

co-financing and co-production)인 경우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가 아

니라 스튜디오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에 참여할 수는 있다. 그 결과 내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는 제작사 직접 투자의 일원화된 구조가 만들어진다. 

2012년 미국의 6대 메이저 스튜디오인 소니, 디즈니, 유니버설, 폭스, 워너, 파

라마운트가 배급한 실사영화들의 제작 및 자본조달에 대해 정리한 아래의 <표 24> 

를 살펴보면, 자체 제작한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메이저
스튜디오 작품명 기획/제작/자본조달

Disney

John Carter 자체 기획, 자체 파이낸싱, 자체 제작

The Avengers 자체 기획, 자체 파이낸싱, Marvel Studios 제작

People Like Us Touchstone Pictures 제작

The Odd Life of Timothy Green 자체 기획, 자체 파이낸싱

Lincoln Touchstone Pictures 제작

Fox

Red  Tails Lucasfilm 제작

Chronicle 자체 제작, 듄과 공동 파이낸싱

This Means War 자체 제작, 듄과 공동 파이낸싱

The Three Stooges 자체 제작, 듄과 공동 파이낸싱

Prometheus 자체 제작, 듄과 공동 파이낸싱

Abraham Lincoln: Vampire Hunter 자체 제작, 듄과 공동 파이낸싱

The Watch 자체 제작, 듄/Ingenious와 공동 파이낸싱

Diary of a Wimpy Kid: Dog Days 자체 제작, 듄과 공동 파이낸싱

 Won’t Back Down Walden 제작

Taken 2 자체 제작, 듄과 공동 파이낸싱

Chasing Mavericks Walden 제작

Life of Pi 자체 제작, 듄/Ingenious와 공동 파이낸싱

Parental Guidance 자체 제작, 듄과 공동 파이낸싱

Paramount

The Devil Inside 독립적으로 투자된 작품을 사들임

A Thousand Words 자체 기획, 자체 투자

Jeff, Who Lives at Home Indian Paintbrush 기획, 공동 투자

The Dictator 자체 기획, 자체 투자

Paranormal Activity 4 자체 기획, 자체 투자

Fun Size 자체 기획, 자체 투자

<표 24> 미국 메이저 스튜디오의 2012년 개봉작 기획․제작․자본조달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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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ght 자체 기획, 자체 투자

The Guilt Trip 자체 제작, Skydance와 공동 파이낸싱

Jack Reacher 자체 제작, Skydance 공동 파이낸싱

Not Fade Away 자체 제작, Indian Paintbrush와 공동 파이낸싱

Sony

Underworld Awakening 자체 기획, 자체 파이낸싱

The Vow 자체 기획, Spyglass와 공동 파이낸싱

Ghost  Rider: Spirit of Vengeance 자체 기획, Hyde Park와 공동 파이낸싱

21 Jump Street 자체 기획, MGM과 공동 파이낸싱

Think  Like a Man 자체 기획, 자체 파이낸싱

Men in Black 3 자체 기획, Hemisphere와 공동 파이낸싱

The Amazing Spider-Man 자체 기획, 자체 파이낸싱

Total Recall 자체 기획, 자체 파이낸싱

Hope Springs MGM과 공동 소유

Sparkle 자체 기획, 자체 파이낸싱

Premium Rush 자체 기획, 자체 파이낸싱

Resident Evil: Retribution 자체 기획, 자체 파이낸싱

Looper FilmDistrict 제작

Here  Comes the Boom 자체 기획, 자체 파이낸싱

007 Skyfall EON 기획,  MGC와 공동 파이낸싱

Zero Dark Thrity Annapurna Pictures 제작

Universal

Contraband 자체 기획, 엘리엇과 공동 파이낸싱

Big Miracle 자체 기획, 엘리엇과 공동 파이낸싱

Safe House 자체 기획, 엘리엇과 공동 파이낸싱

Wanderlust 자체 기획, 엘리엇과 공동 파이낸싱

American Reunion 자체 기획, 엘리엇과 공동 파이낸싱

The Five Year Engagement 자체 기획, 엘리엇과 공동 파이낸싱

Battleship 자체 기획, 자체 파이낸싱

Snow White And The Huntsman 자체 기획, 자체 파이낸싱

Ted MRC 기획, 엘리엇과 공동 파이낸싱

Savages 자체 기획, 엘리엇과 공동 파이낸싱

The Bourne Legacy 자체 기획, 엘리엇과 공동 파이낸싱

Pitch Perfect 자체 기획, Gold Circle과 공동 파이낸싱

The Man With the Iron Fists 차이나 프로덕션, 유니버설 파이낸싱

This is 40 자체 기획, 자체 파이낸싱

Les Miserables 자체 기획, 엘리엇과 공동 파이낸싱

Warner 
Bros.

Joyful Noise Alcon 제작

Journey 2: The Mysterious Island 자체 제작, 자체 파이낸싱

Project  X 자체 제작, 자체 파이낸싱

Wrath Of The Titans Legendary 개발과 공동 파이낸싱

The Lucky One Village Roadshow 개발과 공동 파이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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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의 내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

미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의 경우 산업 전체적으로 내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를 

취하고 있다. 차기 프로젝트의 제작 여부가 메이저 스튜디오의 제작 승인으로 결정

되며 자본조달은 기존 프로젝트의 흥행 성공으로 내부에 형성된 이익잉여금을 토대

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현재 미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의 

제작사들이 메이저 스튜디오의 사업부의 하나이거나, 메이저 스튜디오와의 인수합

병으로 자회사로 편재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형태이다. 하지만 애니메이션 제작

사의 이익잉여금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모회사-자회사 관계를 넘어 영화

산업 내에서 투자배급사가 프로젝트에 대한 수익 정산 및 배분권을 가지고 있기 때

문이다. 

“자회사로 되어 있으니까 차기 프로젝트 제작 여부와 관련 예산 승인이 모기업인 

스튜디오에서 결정이 됩니다. 실제로 이전 프로젝트로 발생한 수익을 다음 프로젝

트의 제작비로 쓰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영화업계 특성 상 제작사에 수익이 

크게 가게끔 회계처리를 안 합니다. 이전 프로젝트 정산하고 다음 프로젝트 제작

비 정도만 남겨둬요. 정산 과정에서 그렇게 처리하면 잉여금이 자연스럽게 다음 

프로젝트 제작비만큼 있어요.(F사, 재무 담당 D)”

“회계 상으로는 우리 돈으로 우리 제작비를 쓰는 거구요. 실제 제작비로 얼마만

Dark Shadows Village Roadshow 개발과 공동 파이낸싱

Chernobyl Diaries FilmNation 제작

Rock of Ages 자체 제작, 자체 파이낸싱

Magic Mike FilmNation 제작

The Dark Knight Rises Legendary 개발, 공동 파이낸싱

The Campaign 자체 제작, 자체 파이낸싱

The Apparition Dark Castle 개발, 공동 파이낸싱

Trouble With the C 자체 제작, 자체 파이낸싱

Argo 자체 제작, 자체 파이낸싱

Cloud Atlas Focus  Features International 배급

The Hobbit: An Unexpected Journey MGM 기획, 공동 파이낸싱

자료 : 연구자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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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쓸 수 있느냐는 본사에서 결정되는 거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건 본사 

외엔 없어요. 경우에 따라선 본사에서 따로 투자자가 붙어서 그 루트로 자금이 들

어올 순 있겠지만요.(B사, 회계 담당)”

대규모의 제작비와 장기간의 시간 투자, 그리고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가 요구되

는 애니메이션 분야에 대규모 자본과 기술을 보유한 소수의 메이저 제작사가 집중

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김정환 외, 2001). 

출처 : SEG, EDGAR, fy2016, ‘Disney’10-K Form, Ex-21. 일부 발췌
<그림 22> Walt Disney Company의 영화 부문 계열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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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EG, EDGAR, fy2016, ‘Fox’10-K Form, Ex-21. 일부 발췌

출처 : SEG-EDGAR, fy2016, ‘Comcast’10-K Form, Ex-21.1. 일부 발췌

<그림 23> 21st Century Fox의 영화 부문 계열사 관계

<그림 24> Comcast Corporation 영화 부문 계열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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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 스튜디오의 자회사이거나 사업부 형태가 아닌 독립기업의 사업부 형태로 

최근에 애니메이션영화산업에 진입한 신생 제작사 Reel F/X는 광고나 영화 시각효

과, TV용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던 회사로 신사업부문인 애니메이션영화 제작업에 

진출하면서 이에 필요한 자금을 사내에서 융통하였다. 이와 같이 애니메이션영화 

제작사로 업계에 신규 진출하는 경우 제작사의 제작 능력이 아직 입증되지 않았고 

흥행 성적에 대한 자료가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무적 투자자나 투자배급사가 

투자에 나서기에도 위험이 크게 따르기 때문에 외부에서 투자를 유치할 수 없는 것

이다.

“그간 광고나 영화 시각효과, 특별판으로 TV용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면서 3D 영

상물을 제작하는 데에 상당한 노하우가 쌓였고, 우리가 보유한 제작 인력을 활용

하면서 애니메이션영화에 도전하기로 한 거죠... 제작 자금은 우리가 스스로 조달

했어요. 그간 누적된 이익이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신규로 이 산업에 진입하는 거

라 투자자가 따로 붙기도 힘들죠. 일단 흥행에 성공해야죠.(R사 회계 담당자, 

C)”

요약하면 미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은 산업 전체적으로 내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

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에 속한 제작사가 메이저 스튜디오의 자회사로 편입된 

결과이다. 한편 신규 진입한 경우 역설적으로 제작 능력이나 흥행 여부에 대해 객

관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기 때문에 외부 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하기 힘들고 따라서 

내부금융의 형태로 자본조달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 애니메이션산업

은 전체적으로 내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3. 영화산업 자본조달구조의 공간적 함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화산업의 프로젝트 기반 자본조달은 자본조달 원천에 

따라 내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와 외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로 나눌 수 있다. 이중 

내부금융형은 자본조달은 투자배급사의 자체 제작 혹은 제작 자회사가 프로젝트를 



- 116 -

제작할 때 나타나는 형태이다. 프로젝트에 대한 자본조달을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

에 다른 투자자의 직접적인 투자 참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본조달 측

면에서 투자자 간 공간적 근접성 여부에 대한 논의는 큰 의미가 없게 된다. 투자자 

간 공간적 근접성 여부는 자본조달 과정에 다양한 투자자들이 참여하게 되는 외부

금융형의 경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영화산업의 프로젝트 기반 자본조달 과정, 특히 외부금융형 자본조달 과정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작사, 투자배급사, 재무적 투자자 등 다양한 투자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동등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투자배급사는 영화 프로젝트의 전체 투자, 배급, 수익 정산을 책임지

는 역할을 하는 반면, 반면 재무적 투자자는 제작비 일부를 투자하고 투자금이 집

행된 후 사후 관리 활동을 한다. 제작사는 제작의 주체로서 투자배급사와 재무적 

투자자로부터의 투자를 유치함과 동시에 자신이 제작하는 영화 프로젝트에 자기자

본 투자자로서 참여하기도 한다. 즉 제작사는 프로젝트 기반 자본조달 과정에서 자

금의 수요자인 동시에 공급자가 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연구에 

따르면, 투자자와 투자 대상 간의 공간적 근접성이 투자의 필요조건이 되기 때문에 

영화 프로젝트를 둘러싼 제작사, 투자배급사, 재무적 투자자 등 투자자들은 서로 

근접하게 된다. 다만 재무적 투자자가 펀드와 같은 집합투자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

우 다수의 출자자가 펀드를 구성하게 되고 그들 간에 투자 집행과정에서 맡는 구체

적인 역할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여 그들 간에도 공간적 근접성에 차

이를 보일 수 있다. 펀드 운용사는 일반 출자자들로부터 투자 대상에 대한 지속적

인 감시․감독의 업무를 위임받기 때문에 핵심 투자자가 되고 반대로 일반 출자자들

은 일반 투자자가 된다. 이때 일반 투자자는 핵심 투자자를 통해 거리의 문제를 극

복할 수 있기 때문에(Sorensen and Stuart, 2001; Fritsch and Schilder, 

2008), 재무적 투자자 중 펀드의 운용사만이 제작사나 투자배급사와 공간적으로 

근접해야 할 필요성을 갖게 된다. 이를 토대로 아래에서는 외부금융형 자본조달구

조와 내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의 주요 투자자들 간의 공간 분포를 비교하여 공간 

형성 메커니즘으로서 자본조달구조가 갖는 공간적 함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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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의 공간적 함의

(1) 한국 실사영화산업의 외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와 주요 투자자의 공간 분

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실사영화산업의 자본조달은 외부금융형 자본조달구

조로 획일화되어 있다. 산업구조적으로 제작을 겸하는 투자배급사가 없기 때문에 

외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만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실사영화산업에서 이루

어지는 영화 프로젝트 자본조달은 제작사의 자기자본투자와 메인 투자자인 투자배

급사, 재무적 투자자인 영상전문투자조합이 함께 참여하게 된다. 

“우리나라 영화산업은 아주 단순한 구조로 자본조달이 이루어지죠. 예를 들면 CJ

냐, 롯데냐, 쇼박스냐, NEW냐 하는 차이가 있는 거지, 투자배급사가 메인 투자를 

하고, 유니온이냐, 타임와이즈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영화전문투자조합이 부

분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작사가 얼마간 투자를 하는 거구요. 영화전문투자

조합에 모태펀드가 들어가면 정부 돈이 들어간 거고.(창업투자회사 T, 심사역 

P)”

따라서 투자배급사와 제작사, 영화전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역할을 하는 

창업투자회사가 서로 가까이 위치할 유인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이들 간의 공간

적 근접성에 대한 유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투자배급사와 제작사의 경우, 

한국 실사영화산업에서는 미국과 달리 투자배급사와 제작사 간에 장기에 걸친 전략

적 제휴관계가 거의 없기 때문에 특정 투자배급사와 특정 제작사가 서로 가까이 위

치할 유인은 미국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투자배

급사와 영상전문투자조합의 경우, 한국 실사영화산업에서는 투자배급사가 영화전문

투자조합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일견 특정 투자배급사와 

특정 창업투자회사가 서로 가까이 위치할 유인이 크다. 하지만 현재 영화전문투자

조합을 결성하고 있는 창업투자회사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영화산업으로만 구성된 

경우는 없기 때문에, 창업투자회사들이 특정 투자배급사와의 관계만을 고려하여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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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제작사와 영화전문투자조합의 경우, 투자배급

사처럼 제작사가 영화전문투자조합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출자 관계로 인해 특정 제작사가 특정 창업투자회사와 서로 가까이 위치할 유인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투자배급사와 제작사, 창업투자회사가 전체적으로 서로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1990년대 창투사들이 강남에 많이 들어서니까 따라서 제작사며 기획사며 강남

에 진입하기 시작한 거고 이후에는 일종의 관성이, 그런 경향이 굳어진 거라고 봐

요. 임대료는 비싸지만 필요한 사무실 면적이 그리 큰 게 아니라서 강남에 있는 

게 아주 부담스럽지는 않아요.(제작사 C, 제작실장 L)”

“다음 프로젝트를 누구와 할지 정해진 게 아니니까 크게 멀지만 않으면 괜찮죠. 

영화 관련 창투사는 죄다 강남․서초에 있고, 배급사도 대부분 강남에 있으니까 제

작사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강남․서초를 염두에 두게 되죠(제작사 S, 제작실장 

O).”

이와 같이 한국 실사영화산업의 일원화된 외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 하에서 주요 

투자자들이 <그림 25>와 같이 강남구와 마포구를 중심으로 공간적으로 근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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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한국 실사영화산업의 제작사, 배급사, 창투사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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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의 외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와 주요 투자자의 공간 분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 역시 외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

로 획일화되어 있다. 한 가지 특기할만한 점은 한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에서는 실

사영화산업과 달리 메인 투자자 역할을 하는 투자배급사가 전무하기 때문에 제작사

와 재무적 투자자 간의 공간적 근접성만을 살펴보면 된다. 하지만 애니메이션영화

를 투자 포트폴리오로 삼은 투자조합의 수도 극소수일뿐더러, 한국 실사영화산업과 

마찬가지로 제작사가 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도 전무하기 때문에 공간적 근접성에 

대한 유인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의도적으로 재무적 투자자와 가까이에 입지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

에서 그리 멀지도 않은 건 사실이죠. 1시간 내에 오갈 수 있는 거리면 크게 지장

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잠재적인 투자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는 건 편리합

니다. 외주업체처럼 자주 만날 필요는 없어도 투자자에게 작업물을 보여주거나 진

행상황을 알려주는 등의 일은 꼭 필요하니까요.(애니메이션 제작사 D, 제작자)”

사실 한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에서 제작사와 재무적 투자자 간의 공간적 근접성

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TV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기존 제작사가 

애니메이션영화를 함께 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TV애니메이

션을 주로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조달의 비중이 TV애니메이션 중심으로 진행

된다. 따라서 영화산업의 재무적 투자자가 자본조달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을 

수밖에 없고 공간적 근접성 면에서도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되는 것은 당연하

다고 하겠다. 

“TV판은 제작사가 제작비의 10~50%까지 보통 현물투자 형태로 자본조달에 참

여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투자자가 방송국입니다. EBS는 현물투자 형태로 성우, 

사운드, 녹음 등 후반작업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지상파 중에서는 EBS가 거의 유

일하게 신규 애니메이션에 투자합니다. 방송국은 현물투자인 셈이죠. KBS, MBC, 

SBS가 투자할 때는 현금출자를 합니다. 제작비의 20% 정도를 방송국에서 담당한

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방송국만큼이나 중요한 투자자가 통신사입니다. S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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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CJ가 해당됩니다. <뽀로로>에서 보듯이 EBS와 SK브로드밴드가 국내 애니메

이션 투자의 두 축입니다. 나머지 창투사 및 투자조합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애니메이션 제작사 D, 제작자)”

“기존에 TV판을 만들었으니까 회사 입지도 거기에 맞춰서 이미 되어있는 거죠. 

같은 제작사에서 만드는 거니까요. 물론 실제 제작은 TV판이든 극장판이든 작업

의 거의 대부분을 외주로 하고 있지만요. 이렇게 서울․경기권에 있으면 움직이고 

투자자 만나는 데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도 그냥 여기서 하는 거죠.

(애니메이션 제작사 O, 실장)” 

이와 같이 한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의 일원화된 외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 하에

서 주요 투자자들이 <그림 26>과 같이 분포하고 있으며 한국 실사영화산업의 주요 

투자자들의 분포와 비교하면 공간적 근접성의 정도가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6> 한국 애니메이션산업의 제작사 및 협력업체, 창투사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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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실사영화산업의 외부금융형 자본조달과 주요 투자자의 공간 분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실사영화산업에서는 내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와 외

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가 모두 발견된다. 외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를 채택한 경우 

투자배급사와 제작사, 펀드의 업무집행 조합원이 서로 가까이 위치할 유인이 커진

다고 할 수 있다. 이들 간의 공간적 근접성에 대한 유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투자배급사와 제작사의 경우, 특히 메이저 스튜디오와 제작사 간에 최우선교

섭권 계약을 맺는 등 장기간의 전략적 제휴관계가 있는 경우, 메이저 스튜디오는 

계약 상대방인 제작사에게 자신의 스튜디오 부지를 제공함으로써 투자배급사와 제

작사가 동일한 곳에 입지하고 있다. 이는 투자배급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공간적 근

접성을 추구한 결과라고 하겠다. 참고로 2016년 현재 이러한 최우선교섭권 계약이 

151건인데, 2000년대 들어 최다 계약이 이루어진 2000년에는 292건에 달한 바 

있어 현재는 그 절반 정도로 최우선교섭권 계약 체결 수가 줄어들었다(Variety, 

2016).

“우리와 계약(first-look deal)을 맺은 제작사에 대해서는 되도록 스튜디오 안에 

들어오도록 유도합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스튜디오 부지도 넓고 오피스 공간

도 충분하니까요. 직원도 대주고 차도 대주고 온갖 편의를 봐줍니다. 대신 우리가 

기획개발비를 투자했으니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곁에 두고 봐야죠.(F사, 제작 어

시스턴트 S)”

STUDIO PRODUCTION COMPANY

MAJOR

DISNEY
Boxing Cat Films, Buenos Aires Prods., Infinitum Nihil, Junction Ent., Lucamar Prods., 
Mandeville Films, Mayhem Pictures, Secret Machine, Taylor Made Film Prods., 
Whitaker Ent.  (10)

FOX

Bad Hat Harry Prods., Boom! Studios, Chernin Ent., Davis Ent., DreamWorks 
Animation, Epic Magazine, Feigco, Film Rites, Flitcraft, Genre Films, Noah 
Hawley/John Cameron*, Lightstorm, New Regency, Oddball Ent.*, Hutch Parker Ent., 
Scott Free, 6th & Idaho*, Temple Hill Ent., 21 Laps, Walden Media  (20)

FOX 
SEARCHLIGHT

Court 13, Decibel Films  (2)

FOX 2000
Color Force, Holden Glass*, The Jackal Group, State Street Pictures, Sunswept Ent.  
(5)

<표 25> 미국 영화산업의 스튜디오-제작사 간 장기 계약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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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OUNT

Bad Robot, Broadway Video, Jerry Bruckheimer Films, Ian Bryce Prods., Di 
Bonaventura Pictures, Dichotomy Creative Group*, Disruption Ent., Robert Evans Co., 
Hasbro*, Hello Junior, Platinum Dunes, Saw Mill Prods.*, Sikelia Prods., Skydance  
(14)

SONY

Arad Prods., Elizabeth Cantillon, Escape Artists, DeVon Franklin, Free Association, 
Ghost Corps*, Happy Madison, Immersive Pictures, T.D. Jakes, Kevin James, 
Laurence Mark Prods., Mosaic, Olive Bridge Ent., Original Film, Overbrook Ent., Amy 
Pascal, Scott Rudin Prods., Joe and Anthony Russo, Safehouse, Smoke House, 
Studio 8, Matt Tolmach  (22)

SONY 
PICTURES 
ANIMATION

Frederator, Michelle Raimo Kouyate*, Genndy Tartakovsky  (3)

UNIVERSAL

Aggregate Films, Apatow Prods., Bluegrass Films, Blumhouse Prods., Brownstone 
Prods., Captivate Ent., Michael De Luca Prods.*, Fake Empire*, Gold Circle Films, 
Illumination Ent., ImageMovers, Imagine Ent., Legendary, Little Stranger Inc.*, Chris 
Morgan Prods., One Race Films, Will Packer Prods., Penguin Random House, Marc 
Platt Prods., Scholastic*, Secret Hideout, Silvertongue Films*, Skybound Ent.*, 
Working Title Films  (24)

WARNER 
BROS.

Alcon Ent., Appian Way, Berlanti Prods., Block Ent.*, Cruel and Unusual, De Line 
Pictures, Di Novi Pictures, Executive Options, Gerber Pictures, Getaway Pictures, 
Gulfstream, Heyday, Langley Park, Life’s Too Short, Lin Pictures, Mad Chance, 
Malpaso, Chris McKay, Pearl Street, Phantom Four Films, Todd Phillips-Bradley 
Cooper, Polymorphic, Rat-Pac Ent., Guy Ritchie/Lionel Wigram, Roserock Films, 
Team Downey, Vertigo, Village Roadshow, Weed Road, Wychwood  (30)

NEW LINE
Atomic Monster, Benderspink, Flynn Picture Co., Spring Hill Prods.*, Wrigley Pictures  
(5)

NON-
MAJOR

ALCON Kira Davis, Denis Villeneuve  (2)

AMBLIN 
PARTNERS

Kennedy/Marshall  (1)

BOLD FILMS Nine Stories*, Red Hour Films*  (2)

BROAD 
GREEN

Matt Alvarez*, Storyscape*  (2)

LIONSGATE Allison Shearmur Prods.  (1)

MGM Caryn Mandabach*, Whalerock  (2)

NEW 
REGENCY

Blind Wink Prods., David Fincher, Plan B Ent., Protozoa Pictures  (4)

SKYDANCE Laeta Kalogridis/Patrick Lussier, Marti Noxon*  (2)

주 1: *은 2016년에 이루어진 신규 계약을 의미함.
주 2: 대부분 최우선교섭권 계약(First-Look Deals)임. 
주 3: 일부 배급권만 계약(distribution only)하거나 공동투자 계약(co-financing)을 한 경우도 일부 있음 .
자료 : Variety 「Facts on Pacts」2016. 3. 21 발표 (매년 Variety를 통해 스튜디오와 제작사 간 장기계약이 발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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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표 25>와 같이 투자배급사가 제작사와 맺는 이러한 계약은 편당 계약

이 아니라 보통 5년 이상의 장기 계약이어서 공간적 근접성이 지속적으로 관찰된

다. 때로는 계약이 갱신됨으로써 전략적 제휴관계가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되는 경

우도 있다. <표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표적으로 워너와 Village Roadshow가 

그러하다. 이 제휴관계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어 워너가 타사와 함께 한 최장기 

파트너십이며, 실제로 빌리지 로드쇼의 사무실도 워너 안에 있다. 그리고 제작사가 

투자배급사를 달리 하면서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Plan B 

Entertainment는 2005~2013년까지 파라마운트와, 2014년 이후 현재까지 New 

Regency와 최우선교섭권 계약을 맺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이 전략적 제휴관계를 실

제 맺은 독립제작사 외에 그렇지 못한 독립제작사의 경우에도 투자배급사와 가까운 

곳에 입지할 유인이 충분하다. 영화 프로젝트의 자본조달을 위해 투자배급사와 배

급계약을 맺는 것이 자본조달 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이다. 

제작사 계약 기간 제작사 계약 기간

Alcon Entertainment 1999~ 현재 Legendary Pictures 2005~2014

Amblin Entertainment 1984~? Life’s Too Short 2011~현재

Appian Way Production 2002~현재 Lin Pictures 2011~현재

Atlas Entertainment 1995~? Malpaso Productions 2000~현재

Berlanti Productions 2010~현재 Morgan Creek Productions 1998–2005

Carousel Productions 2013~2015 Pandora Films/Gaylord Films 2002~2005

Cruel and Unusual Films 2007~현재 Pearl  Street Films 2011~2015

Dark Castle Entertainment  1999~2013 RatPac-Dune Entertainment 2014~현재

Franchise Pictures 2000~2005 Regency Enterprises 1982~1999

Geffen Pictures 1982~1998 Silver Pictures 1987~2012

Green Hat Films 2005~2014 Syncopy Inc. 2002~2005

Heyday Films 2001~현재 22nd & Indiana Pictures 2012~2014

Joint Effort Productions 2014~2016 Team Downey 2010~현재

J.W. Productions 2001~2016
Vertigo Entertainment 
(formerly RL2 Films) 

2006~현재

Kennedy Miller Mitchell 1982~? Village Roadshow Pictures 1992~현재

The Ladd Company 1980~1985 Virtual Studios 2005~2008

Langley Park Productions 2011~현재 The Zanuck Company 1989~2012

출처: Variety, 「Facts on Pacts」 다년간 자료 정리

<표 26> 워너 브러더스의 스튜디오-제작사 간 장기 계약 기간 (201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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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와 계약을 맺게 되면 후속 자본조달과정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사실 배

급계약이 없으면 아무도 투자하지 않아요. 개봉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영화에 투

자할 순 없으니까요. 스튜디오가 작품에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지난한 피칭 과

정을 거칩니다. 개발계약으로 개발 지원을 받아도 시나리오가 나와 통과한 뒤에 

다시 제작계약을 해야 하죠. 트리트먼트를 잡아나가는 단계에서도 적어도 일주일

에 두세 번 회의를 합니다. 멀리 있어서는 일이 안 됩니다. 패키지가 갖춰져야 투

자 결정이 나니까요. 스튜디오 관계자만 만나는 게 아니라 배우 캐스팅도 해야 하

니 에이전시도 함께 움직여야 하고. 기획개발이 한편으론 제작의 한 과정이지만 

투자, 자본조달의 한 과정이기도 한 거죠.(인디영화 라인 프로듀서, K)”

다음으로 투자배급사와 펀드의 업무집행 조합원의 경우, 재무적 투자자인 펀드

의 업무집행 조합원이 투자집행 후 감시․감독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배급사

와 제작사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스튜디오가 제작하는 영화에 대해서는 일단 스튜디오가 있으니까 일차적으로 스

튜디오에서 제작 진행에 대해 관리를 하죠. 그렇다고 다 믿을 순 없어요. 우린 또 

우리대로 우리 클라이언트에게 리포트도 해야 하니까요. 예산이 많이 드는 장면을 

촬영할 땐 현장에 가서 봅니다. 투자자 초대를 받는 거죠. 그리고 독립영화사에서 

제작하는 경우에는 사실 완성보증사가 예산 집행에 대해 제작 스케줄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감독을 하죠. 예산이 넘거나 일정을 넘기면 그 부담을 다 지니

까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 체크해야 합니다.(인디영화 컨설턴트, M)”

마지막으로 미국 영화산업의 외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에서 한국의 경우와 달리 

대출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데 이때 특기할 만한 주체로 완성보증회사가 있다. 메

이저 스튜디오가 직접 투자하고 제작하는 영화는 완성보증이 필요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제작사는 은행이나 금융권의 대출이나 투자를 받기 위해 완성보증이 필

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완성보증은 제작사-은행-보증회사 사이의 3자

간 거래의 성격을 띤다. 완성보증의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영화의 완성이 

자본조달의 전제조건이 되므로 제작사들은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완성보증회사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완성보증을 맺게 되면 완성보증계약의 다른 주체들, 즉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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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나 배급사 등은 영화의 예산이 초과되거나 제작이 지연되더라도 그로 인한 

초과비용에 책임이 없어진다. 대신 완성보증회사가 그 책임을 지게 되는데, 영화가 

정해진 기일까지 예산에 맞춰 제작이 완료되어야 보증의무를 다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보증회사는 제작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검토하고 감시․감독할 권한을 갖

게 된다(Squire, 2004). 구체적으로 이들은 모든 제작 관련 비용을 공동으로 검토

하고 촬영을 감독하고 러시필름을 검토하고 제작미팅에 참석하고 촬영, 음향 관련 

및 제작부장, 스크립터의 모든 보고를 받아보는 등 거의 프로덕션 매니저의 기능을 

겸하게 된다. 만일 제작에 문제가 생기면 보증회사는 제작과 관련한 통제권을 쥐게 

되지만 이는 극히 드문 경우이고, 대부분의 경우 보증회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언과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2000년대 초엔 전체 제작비의 5~6%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영화가 스케줄과 

예산대로 문제없이 완성되면 무사고 환불(no-claim bonus) 명목으로 수수료의 

50%를 환불해주는 형태로 완성보증계약을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즈음에는 보증

회사 간 경쟁이 심해져 수수료가 2.5~3%로 내려갔고, 2천만 달러가 넘는 예산의 

영화는 그 수수료가 2%대까지 떨어졌으며 이에 따라 보너스 형태의 수수료 환불 

관행도 거의 사라졌다.(인디영화 컨설턴트, M)”

이와 같이 완성보증회사는 영화산업에 특수한(industry-specific) 금융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과 역할 때문에 제작사와 투자자들과 인접하여 

L.A. County 내에 입지하고 있다. 

2) 내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의 공간적 함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에서 투자자는 제작사 자신이므

로 투자자 간 공간적 근접성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래에서는 내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를 보이고 있는 미국 실사영화산업 일부와 미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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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실사영화산업의 내부금융형 자본조달과 공간 분포

내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와 외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가 모두 발견되는 미국 실

사영화산업에서 내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는 스튜디오의 자체 제작이나 제작 자회사

에서 직접 제작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그리고 2012년 Disney에 인수된 Lucasfilm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메이저 스튜디오의 사업부나 계열사는 대부분 스튜디오 부지 

내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제작사와 투자배급사는 조직적 근접성을 기반으로 하여 

공간적으로 매우 근접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자본조달 측면에서 투자자 

간 공간적 근접성 여부에 대한 논의는 큰 의미가 없게 된다고 할 수 있다. 

(2) 미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의 내부금융형 자본조달과 공간 분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의 자본조달구조는 내부금융형

으로 통일되어 있다. 실제로도 미국 애니메이션영화 제작사들은 자본조달 측면에서 

프로젝트의 간접적인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모기업과 투자자 간 공간적 근

접성을 추구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우리 쪽에서 투자자를 구하러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

어도 프로젝트 피칭할 때 본사에 몇 번만 가면 됩니다. 감독이나 슈퍼바이저 몇 

사람만 갔다 오면 되는 일이죠. 그리고 그 정도의 수고는 기꺼이 감수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본사 쪽에서도 작업 진행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이 곳으로 오기도 합

니다. 기술적으로 인터넷으로 보낼 수 있지만 용량이 워낙 크고 비밀유지를 위해

서 함부로 업로드하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작업 진행 상황은 본사에 리포트하고

요.(애니메이션 제작사 B, 슈퍼바이저)”

따라서 미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의 자기자본 투자자인 제작사들은 자본조달 측

면에서 자신 이외의 투자자를 고려하여 입지를 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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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본 장에서는 영화산업 자본조달구조를 살펴보고 그것이 영화산업의 공간 분포에 

미치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우선 영화산업의 자본조달구조의 특성을 세 가지로 요

약하였다. 첫째, 영화산업의 자본조달구조는 자본조달 논의에서 일반적으로 상정하

는 기업금융이 아니라 매 프로젝트마다 새롭게 자본을 조달하는 ‘프로젝트 기반 

자본조달’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프로젝트 기반 자본조달에는 일반적으

로 다수의 투자자가 다양한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참여하게 된다. 투자 목적이 다

른 만큼 투자 시기와 규모가 다르고 자본조달구조에 있어 역할이 다르다. 셋째, 일

반적으로 한 산업의 자본조달은 그 산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금융자본에 의해 

이루어지는 데 반해, 영화산업에서는 투자배급사가 자본조달이 규모 면에서나 시기 

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어 ‘산업자본’이 발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자기자본  투자자인 제작사 외에 주요 투자자로 메인 투자를 담당하는 투

자배급사와 부분 투자를 담당하는 재무적 투자자로 대별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이러한 영화산업의 자본조달구조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자본조달 원

천에 따라 ‘외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와 ‘내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로 분류하

였다.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적인 자본조달 참여자가 프로젝트 생산 주체로 일원화

되어 그의 내부자금에 의해 투자가 진행되는 경우에 내부금융형 프로젝트 기반 자

본조달에 해당하고,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적인 자본조달 참여자가 프로젝트 생산 

주체 외에 복수의 투자자로 다원화되어 투자가 진행되는 경우에 외부금융형 프로젝

트 기반 자본조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국과 미국 영화산업의 

자본조달구조를 비교하였는데, 외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는 한국 영화산업의 경우 

실사영화산업과 애니메이션영화산업 전체에서, 미국 영화산업의 경우 실사영화산업

의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다. 내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는 한국 영화산업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반면, 미국 영화산업에서는 실사영화산업 일부와 애니메이션영화산

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산업별 자본조달구조는 그 산업별 공간 분포와 연계된다고 할 수 있다. 

외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를 택함으로써 자본조달의 원천이 외부에 있고 다수의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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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가 요구되는 한국 실사영화산업과 애니메이션영화산업, 미국 실사영화산업의 

일부에서 투자자들 간에 공간적 근접성이 높은 집중형 공간 분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제작사, 투자배급사, 재무적 투자자 서로 간의 공간적 근접성의 유인은 각 

산업이 처한 구체적 상황에 따라 높고 낮음이 있지만 산업 전체적으로 서로 간에 

공간적 근접성을 추구하고 있다. 다음으로 내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를 택함으로써 

자본조달의 원천이 내부에 있는 것은 미국 영화산업에서 메이저 스튜디오와 그 계

열사인 제작사들의 경우로 실사영화산업의 일부와 애니메이션영화산업 전체가 그러

한 형태를 띠고 있다. 내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는 일원화된 자본조달구조이기 때문

에 애초에 투자자 간 공간적 근접성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 특히 미국 애니메이

션영화산업의 경우 다른 산업에서와 같이 투자자들 간 공간적 근접성을 다툴 지점

이 없게 된다. 자본조달 측면에서 미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이 산업집적지의 형성이

나 대도시 지향과 다른 공간 분포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아래의 <표 27>과 같이 영화산업 투자 단계에서 자본조달의 원천에 

따라 투자자들 간의 공간적 근접성이 요구되는 외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와 그렇지 

않은 내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에 한국과 미국 영화산업을 적합시켜 봄으로써 영화

산업 경제 공간 형성 메커니즘의 한 축으로서 자본조달구조를 상정하는 것이 설득

력이 있다고 하겠다.

프로젝트
기반 

자본조달구조

내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
미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

미국 실사영화산업

외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
미국 실사영화산업
한국 실사영화산업

한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

<표 27> 자본조달구조 유형에 따른 한국과 미국 영화산업의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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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영화산업 생산조직 및 지식축적과정의 공간적 특성

본 장에서는 우선 영화산업 가치사슬 중 생산 부문의 제작 단계에 해당하는 생

산조직 및 지식축적과정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것이 산업의 공간 분포와 어떻게 관

련이 되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화산업 생산조직 및 지식축적과정의 특

성을 살펴보고 유형을 분류한 다음 한국과 미국 영화산업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지 나아가 그것이 각 영화산업의 공간 분포에 미치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1. 영화산업 생산조직 및 지식축적과정의 특성

1) 프로젝트 기반 생산조직

프로젝트 기반 조직은 기본적으로 특정 프로젝트를 단위로 다양하고 전문적인 

인적자본이 일시적으로 결합한 조직으로 정의되고 있는데(DeFillippi, 2001; 

Sydow et al., 2004), 이러한 정의로부터 프로젝트 기반 조직은 ‘과업 특수적

(task-specific)’ 조직(Keller, 2001)임과 동시에 ‘일시적(temporal)’ 조직

(Lampel, 2000)이라는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과업 특수적’이라

는 것은 프로젝트라는 일회적 결과물을 생산한다고 하는 조직의 목적을 의미하

며,‘일시적’이라는 것은 ‘조직의 존속기간이 짧다’는 시간적 의미와 함께 후

속 프로젝트의 착수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프로젝트 참여자가 어떤 프로젝트에 

배정될지 예상할 수 없다는 점에서 ‘조직의 계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중

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일시적 조직이라는 특성 때문에 계층적 

구조를 전제로 하는 계속적 조직과 달리 직무를 중심으로 하여 구조가 통합되는 성

격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젝트 기반 생산조직의 특성으로 인해 산업 전체적으로 프로

젝트 단위로 생산조직이 생성과 해체75)가 빈번하게 반복되는 특징을 갖게 된다. 

75) DeFillipi and Arthur(1998)는 프로젝트 기반 생산조직의 특징을 시간순서에 따라 제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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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일시적인 조직 형태에도 불구하고 산업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역설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DeFillipi and Arthur, 1998). 이러한 역설적 현상은 프로젝

트 기반 생산조직이 유동적이고 일시적인 특성을 갖는 역동적인 생산구조임에도 불

구하고 조직 내 여러 분야와 조직 경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지식을 흡수‧통합하기에 

유리하여 여러 네트워크나 전략적 제휴 혹은 파트너십을 구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필요한 지식을 동원하기 위해 프로젝트 기반 생산조직이 다양한 

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앞서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Whitley(2006)가 구분한 프로젝트 기반 기업(Project-Based Firms, PBFs)의 유

형에 따르면, 기업이 생산기능을 담당하는 인력과 기술을 프로젝트 별로 기업 외부

에서 동원할 수도 있고 기업 내부의 인력과 기술을 프로젝트 별로 할당하여 임시조

직을 구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의 입지 결정이나 공간 분포에도 적지 않

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오늘날 프로젝트 기반 생산조직을 채택하고 있는 영화산업도 제작에 필요한 다

양한 지식을 흡수․통합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조직을 구성해왔다. 미국 영

화산업 초창기인 1920년대 초기 도입된 제작방식인 스튜디오 시스템은 1940년대 

배우들의 전속계약기간에 일정한 제약이 가해지고 여타 제작 인력들도 노동조합의 

보호 아래 스튜디오와 협상력을 가지게 되어 자유노동자가 되면서 산업 내부로부터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명 프로듀서나 배우들이 설립한 독립제작사들

이 등장하여 이들이 스튜디오를 대신해 제작을 담당하게 되었고, 영화 프로젝트마

다 새롭게 제작조직을 꾸리는 방식의 프로젝트 기반 생산조직이 산업 내에 점차 확

산되었다. 한국 영화산업의 경우 1960년대 제정된「영화법」을 통해 촬영기자재, 

시설기준, 전속 감독․배우․기술자를 보유한 제작사(영화사 등록제․허가제)만 영화 제

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당시 정부는 영화산업에 미국의 스튜디오 시스템을 도입하

려고 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독립제작사가 등록 제작사의 이름을 빌려 제작하

는 대명 제작이 성행하여(황동미 외, 2001), 실제 한국 영화산업의 제작방식은 미

국 영화산업의 스튜디오 시스템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1984년 「영화법」 제

다. 우선 조직이 만들어지기 전에 프로젝트 과업이 설정되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 조직의 구조나 

고용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며, 해당 프로젝트만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자본투자가 이루어지게 된

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의 완성과 함께 조직은 해체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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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개정으로 독립영화제작제도가 신설되고,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영화산업이 

본격적으로 산업화되면서 전문 제작사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들이 구축한 제작방

식 역시 영화 프로젝트마다 새롭게 제작조직을 꾸리는 방식의 프로젝트 기반 생산

조직이다. 한편 오늘날 미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의 경우 인하우스 제작방식으로 애

니메이션영화를 제작하고 있는 반면, 한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의 경우 프로젝트별 

하청 제작방식으로 제작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실무적으로 영화산업에서 생산조직을 구성하는 주체인 제작사는 

생산에 필요한 지식, 즉 제작 인력과 기술을 제작사 내부와 외부에서 동원․활용하

게 되는데, 그 정도는 프로젝트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시대와 지역, 산업에 따라서

도 상당한 차이를 보여 왔다는 것이다. 

2) 프로젝트 기반 생산조직 하에서 제작 단계별 제작 인력의 결합 

<그림 27> 실사영화 제작 단계별 제작 인력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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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기반 생산조직을 채택하고 있는 영화산업의 실제 영화 제작 과정에는 

예술가 혹은 전문가들로서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분야의 인력이 혼성적인 팀

(motley crew)을 구성하여 참여하게 된다(Caves, 2000). 그리고 이들 제작 인력

은 제작 스케줄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참여하게 된다. 즉 기획개발-

프리 프로덕션–프로덕션–포스트 프로덕션 각 단계별로 업무 내용이 구분되고 이에 

따라 결합되는 제작 인력의 결합 시점이 결정된다. 이들 참여하는 제작 인력에 대

해 일반적으로 창작직과 기술직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실제 영화 제작에 참여하는 

기술직은 창작직과 유리되어 제작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관여한 창작물

의 질에 깊은 관심(art for art’s sake)을 기울이는 경향을 보인다(구문모, 

2008). 

(1) 실사영화의 제작 과정

<그림 28>을 통해 실사영화의 제작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획개발 단계

는 작가, 프로듀서, 감독 등이 아이디어 및 콘셉트를 기획하고 영화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완성시키는 단계로서, 영화 내적인 요소인 이야기를 개발하고 

이를 산업 내에서 실현 가능하게 만드는 일련의 패키징(packaging)76)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제작사의 총괄 아래 이 단계에서 결합하는 인력은 프로듀서와 감

독, 주연배우, 시나리오 작가가 된다. 실제 업무 진행과정에서는 이들 외에 감독과 

배우를 도와 그들의 일정을 관리하고 계약에 관계하는 것을 기본으로 시나리오를 

선정하고, 필요한 영화 기획에 관여하는 에이전시가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시나리

오 작가의 경우에도 작가 에이전시가 기획개발 단계에 참여하기도 한다. 기획개발 

단계가 완료되면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프리 프로덕션 단계는 영

화 제작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과정으로 촬영일정 수립, 인력 구성 및 자금 조달, 

캐스팅 작업 등이 이루어진다. 본격적인 촬영준비과정인 이 단계부터 프로듀서의 

전문적인 역할이 수행되며 이 시점에 제작실장(line producer)과 조감독(assistant 

76) 패키징이란 프로듀서, 감독, 주연배우, 시나리오 등 영화 제작에 핵심적인 자원을 결합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영화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요소이자 투자자들의 투자결정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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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이 결합하게 된다. 이는 제작실장과 조감독이 영화 촬영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진행하는 책임을 맡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는 기획

개발 단계에서 결합된 제작자, 감독, 주연배우를 제외한 나머지 제작 인력들과의 

계약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제작에 필요한 모든 인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

다. 영화 촬영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면 본격적인 촬영이 이루어지는 프로덕션 단계

에 들어가게 된다. 촬영, 조명, 그립, 동시녹음, 미술, 세트, 의상, 분장, 소품, 특

수효과, 배우 등이 결합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는 촬영이 완

료된 후 믹싱 작업을 거쳐 영화를 완성해나가는 단계로 편집, 사운드, 디지털 후반

작업(Digital Intermediate), 시각효과(VFX) 등에 관련된 제작 인력들이 결합하게 

된다. 

<그림 28> 실사영화 제작 과정 



- 135 -

(2) 애니메이션영화의 제작 과정

다음으로 애니메이션영화의 제작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살펴보기

에 앞서, 애니메이션영화는 그 제작방식이 크게 2D 애니메이션 제작방식와 3D 애

니메이션 제작방식으로 나누어진다. 미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의 경우 1990년대 초

반까지 노동집약적인 2D 애니메이션이 주도하였지만 1990년대 중후반부터 본격화

된 컴퓨터 그래픽 기술과 더불어 대규모 자본이 요구되는 3D 애니메이션으로 전환

되어(박승현․송현주, 2015) 현재 미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에서는 2D 애니메이션영

화가 더 이상 제작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2D 애니메이션 제작방식은 한국 영화산

업의 2D 애니메이션 제작에 기초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한국 애니메이션영화에서 기획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점을 반영하

여 <그림 29>에서는 기획개발단계가 프리 프로덕션 단계와 합쳐져 기획이 시작되

고 있다. 시나리오 작가는 시나리오를 통해 줄거리, 캐릭터, 배경을 기술하고, 스

토리보드 아티스트에는 시나리오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스토리보드를 작성하게 된

다. 이를 통해 연결되는 그림 사이의 연관성이나 효과, 캐릭터의 연기 및 대사, 삽

입될 음악 및 카메라 워크, 조명, 액션 등을 기록하는 콘티가 만들어진다. 이로써 

프리 프로덕션 단계가 완성되고 이어서 프로덕션 단계에서는 레이아웃작가가 스토

리보드에 나타난 연출 의도에 따라 화면의 구도, 캐릭터, 배경, 색채, 카메라의 움

직임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레이아웃을 짠다. 다음으로 본격적인 애니메이션은 애

니메이터의 원화 작업과 동화 작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수작업을 통해 완성된 작품 

전체에 대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한 다음 그림용지를 스캐너를 통해 디지털화하게 

된다. 배경은 레이아웃을 참고로 컴퓨터 그래픽 도구를 사용하여 작업하게 되고 색

지정을 통해 지정된 색으로 디지털화된 자료를 채색한다. 다음으로 채색된 배경과 

동화를 합성하는 촬영 과정을 거쳐 완성된 프레임을 연결하여 장면을 만들고 이를 

이어서 전체 영상을 만드는 편집 과정을 거치게 된다.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에서는 

완성된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성우들이 대사를 녹음하는 더빙작업과 배경음악과 효

과음을 덧입히는 음악작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음된 대사와 배경음악, 효과음을 

영상에 삽입하게 된다. 이와 같이 2D 애니메이션의 제작시스템은 순차적이고 수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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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흐름으로 유지되는 선형(linear) 구조(안세웅, 2006)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3D 애니메이션의 제작방식은 미국 영화산업의 3D 애니메이션 제작에 

기초하여 살펴보기로 한다(<그림 30> 참조). 기획개발단계에서 시나리오 작가는 시

놉시스와 트리트먼트를 거쳐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스토리보드 아티스트

가 스토리보드 더 나아가 스토리 릴까지 작성하는 것은 2D 애니메이션 제작방식과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대신 캐릭터 디자인을 한 후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토대로 

3D로 캐릭터를 만드는 모델링 작업과 그렇게 만들어진 캐릭터의 뼈대와 관절을 구

축하여 움직임 효과를 주는 리깅 작업, 물리력을 적용하여 움직임을 계산하는 시뮬

레이션 작업이 포함된다. 이어서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는 캐릭터의 움직임에 대

한 타이밍(character staging), 신 블로킹(scene blocking), 카메라 워크(camera 

work)를 잡아나가는 레이아웃을 하게 된다. 프로덕션은 애니메이터가 캐릭터에 연

<그림 29> 2D 애니메이션영화 제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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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입히는 애니메이션 과정이다. 애니메이션이 완료되면 포스트 프로덕션으로 들

어가기 전에 조명작업으로 형태감을 부여한다.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에서는 애니메

이션 작업의 결과물을 종합하는 렌더링과 음향과 음악을 입히고 마지막으로 편집을 

하게 된다. 3D 애니메이션 제작은 프리 프로덕션 단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작업이 

디지털로 이루어지므로 작업의 분산과 통합이 용이하며 병렬적 흐름으로 진행되는 

비선형(non-linear) 구조를 지닌다(김필종, 2005; 안세웅, 2006). 무엇보다 컴퓨

터 기술에 기반을 두고 제작되기 때문에 기존의 2D 애니메이션에서 아티스트 중심

이던 구조가 엔지니어와 함께 하는 구조로 전환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림 30> 3D 애니메이션영화 제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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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화산업의 핵심 생산요소로서 지식: 인적자본과 기술

지식의 결합체라고 할 수 있는 영화를 생산하는 영화산업에서는 지식 자체가 핵

심적인 생산요소가 된다. 실제로 영화산업의 핵심 생산요소로서 동원되는 지식에는 

제작 인력과 같은 인적자본 외에 제작과 관련된 첨단 영상 관련 기술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영화라는 것이 보편적인 기술을 활용하여 표준화된 상품을 제작한

다기보다는, 영화 자체의 예술적인 측면으로 인해 그를 구현하기 위한 사용자 중심

의 신기술 개발이 필수적인 산업이기(영화진흥위원회, 2010) 때문이며, 특히 프로

젝트 기반의 제작 가정은 영화산업 전반에 걸쳐 표준화된 기술이나 제작기법이 존

재한다기보다는 개별 작품별로 기술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함으로 의미한다. 따라

서 영화산업의 연구개발이라는 것은 기술 자체에만 초점을 둔 개발방식이 아닌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영화 작품의 제작에 대한 투자” 형식으로 연구개발 활동

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지일용 외, 2011). 최첨단 영상산업으로서 영화산업에서는 

영화 프로젝트를 테스트베드로 하는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영상 관련 기술을 개

발하고 이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영화산업의 핵심적인 생산요소로서의 

지식에는 인적자본과 기술 모두를 상정해야 한다. 

이는 이론적으로 내생적 경제성장론을 주장한 Romer(1990, 1994)의 지식 구분

을 따르는 것이다. 그는 지식축적 메커니즘의 차이에 따라 생산요소로서의 지식을 

인적자본과 기술로 구분하였다. 즉 인적자본의 경우 제작 참여(experience)를 통해 

당연히 지식을 확보하게 되는 학습(learning-by-doing)에 의해 지식의 축적이 이

루어지는 데 반해, 기술의 경우에는 고정비용 투자를 통한 연구개발(R&D)에 의해 

지식의 축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Arrow, 1962a, 1962b; Romer, 1990). 무엇

보다 인적자본과 기술이 이러한 근원적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그 속성 때문인데, 

인적자본은 체화된 지식(embodied knowledge)으로서 기본적으로 ‘경합적이고 

배제 가능한(rival and excludable)’ 속성을 지닌 반면, 기술은 비체화된 지식

(disembodied knowledge)으로서 ‘비경합적이며 부분적으로 배제 가능한

(nonrival yet partially excludable)’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Romer(1990)는 지식의 비경합성이 수확체증의 원천으로서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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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할 수 있으며, 부분적 배제 가능성에 의지해 기술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부분적 배제 가능성은 다양한 방식에 담보될 수 있는데, 발

명 인센티브, 특허법 등으로 인정받는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권리, 거래비밀 및 전

반적인 노하우와 관련된 권리 등을 그 예로 직접적으로 들었지만 그 외의 방식도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바 있다.    

2. 영화산업 생산조직 및 지식축적과정의 유형

프로젝트 기반 생산조직을 취하는 영화산업에서는 필요한 제작 인력과 기술을 

제작의 주체인 제작사의 내부와 외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동원하는가에 따

라 다양한 생산조직이 나타난다. 제작 인력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작 단

계별로 필요한 기간만큼 참여하게 되는데, 제작사는 이러한 인적자본을 제작사 내

부에서 활용할 것인지 외부에서 동원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기술의 경우도 마

찬가지여서 제작사는 필요한 R&D를 제작사 내부에서 진행할 것인지 외부에서 진

행할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 이를 기준으로 영화산업 생산조직 및 지식축적과정의 

유형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인적자본인 제작 인력을 제작사의 외부에서 동원하고, 제작사의 외부에서 R&D

가 진행됨과 동시에 그 결과물인 기술을 기술직의 용역과 함께 간접적으로 동원하

며,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해산되는 조직의 경우 ‘외부동원형 생산조직’에 해당

한다고 하겠다. 이와 달리 제작사 내부의 제작 인력을 프로젝트별로 배정하여 활용

하고, 제작사의 내부에서 R&D가 진행되어 그 기술을 직접적으로 동원하며, 프로젝

트가 완료된 후 해산되는 조직의 경우 ‘내부활용형 생산조직’에 해당한다고 하

겠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제작 인력을 제작사 외부에서 동원하지만 

제작사 내부에서 R&D를 진행하거나 제작 인력을 제작사 내부에서 활용하지만 제

작사 외부에서 R&D를 진행하는 혼성적인 생산조직도 개념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실제 영화산업의 생산조직 및 지식축적과정에서 발견되는 조직은 아니어서 제외하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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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부동원형 생산조직 및 지식축적과정

외부동원형 생산조직은 인적자본과 기술을 조직의 외부에서 단기 계약으로 대부

분 동원하는 생산조직이다. 영화산업에서는 인적자본의 경우 창작직과 기술직 인력

을 외부에서 동원하고, 기술의 경우 해당 기술의 R&D가 외부에서 이루어짐과 동

시에 그 기술을 기술직 인력이 용역을 제공할 때 함께 동원되는 경우가 그에 해당

한다.     

한국 영화산업과 미국 영화산업에서 외부동원형 생산조직은 한국 실사영화산업

과 한국 애니메이션산업을 포괄하는 한국 영화산업 전체와, 미국 실사영화산업에서 

발견된다. 아래에서는 각국 영화산업의 외부동원형 생산조직과 그에 결부된 지식축

적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1) 한국 실사영화산업의 외부동원형 생산조직 및 지식축적과정

한국 실사영화산업에서는 미국 실사영화산업에서처럼 제작사가 대규모 제작시설

을 갖춘 민간 스튜디오의 전통이 없어서 제작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제작 인력

을 고용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다. 오늘날 한국 실사영화의 제작방식은 프로젝

<그림 31> 영화산업 생산조직 및 지식축적과정의 유형: 외부동원형과 내부활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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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별로 제작 인력의 대부분을 제작사 외부에서 동원하는 전형적인 외부동원형 생산

조직을 취하고 있다. 최근 투자배급사와 제작사 간의 관계 변화를 반영하여 투자배

급사의 자체 기획과 제작 참여가 간간히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제작 인

력을 투자배급사의 내부에서 충원하고 있지는 않다. 산업 전체적으로 여전히 제작

사가 제작을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더군다나 제작사가 

영세해지면서 제작 인력의 외부 동원의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다. 

“요즘 경리직원 말고 데리고 있는 직원이 거의 없어요. 예전엔 연출부나 제작부

에 몇 명씩 두고 일했거든요. 요즘은 제작실장도 작품에 들어갈 때 계약을 합니

다. 조감독도 마찬가지구요. 5~6년 전만 해도 연출부, 제작부는 후반작업에 당연

히 참여했는데 요새 표준계약서 적용되고 나서 예산상 문제로 후반을 연출부 제작

부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제작사 C, 라인 프로듀서 P)”

한국 실사영화산업에서 제작에 필요한 인력은 매 프로젝트마다 제작 단계별로 

필요한 기간 동안 단기 계약으로 고용하고 있다. 제작사는 이들을 개별 계약 혹은 

업체 계약으로 고용하고 있는데, 특히 2013년 한국영화산업 노사정이행협약 이후 

근로표준계약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그간의 계약 관행인 팀별‘통계약’은 점

점 줄어들고 개별 계약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예전엔 도제식 촬영부 생활을 했다. 촬영팀 다 통으로 계약했는데, 그때는 그게 

당연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이상한 것처럼 되어 있다. 지금은 조수 막내까지도 다 

개별 계약을 하고 있다. 그 때문인지 현장에서도 예전엔 도제식으로 가르쳤는데, 

지금은 좀 달라지긴 했다.(촬영감독, L) ”

인적자본이란 기본적으로 경험에 의한 학습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인

적자본인 제작 인력들은 실제 영화 제작에 참여함으로써 숙련 형성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산업 내에서도 제작 참여 회차나 참여 작품 수를 직무전문성과 결부시켜 인

정함으로써 제작 참여를 숙련 형성의 통로로 인정하고 있다(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2013). 경험 외에도 별도의 시간을 들여 이루어지는 직무훈련은 인적자본의 숙련

을 형성하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된다. 직무훈련은 제작 현장과 별개로 산업 내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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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노동조

합, 직능단체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한국 영화산업에서는 영화사가 영세

하고 노조가 조직되지 못한데다가 그간의 ‘충무로식 도제시스템’으로 말미암아 

제작 참여와 직무훈련이 분화되지 않은 채 도제식 교육이 숙련 형성의 통로가 되었

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영화산업 노동조합의 역사가 짧고 개별 직능단체들도 사단

법인의 형태의 친목단체 성격을 띠고 있어 직무 관련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

지 못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더군다나 직무가 제작 과정에 새롭게 

편입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직무훈련이 별도로 제공되기 힘든 측면이 있다. 

“아직도 DI에 입문하는 건 도제식 시스템이 대부분인 것 같다. 교육기관에서 가

르치기엔 애매한 부분이 있다. 간혹 특강 형식은 있어도 정규과정은 개설하기 어

렵다. 가르치는 게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후에 업계에서 일을 시작하기가 쉽지 않

아서다. 사실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 회사에서도 교육기관을 만

들어보자는 이야기도 있었다. 하지만 가뜩이나 경쟁이 치열해진 지금 업계에서 할 

줄 아는 것과 믿고 맡길 수 있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다.(DI업체 A, 테크니컬 슈

퍼바이저)” 

대신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직무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영화진흥위원회 소속의 한국영화아카데미77)도 이러한 직무훈련 기

관의 하나라고 볼 수 있고,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과 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공동으

로 설립한 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의 실무교육센터와 그 훈련사업78)도 이에 해당

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학습과 직무훈련을 통해 영화산업의 인적자본이 형

성되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숙련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숙련 

형성과 숙련 평가의 상호작용을 통해 영화산업 생산조직의 구성요소인 인적자본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화산업에서는 대표적으로 크레디트와 경력인증제도, 

영화 시상식에서의 수상, 숙련도에 따른 표준시급, 참여한 영화 프로젝트의 흥행 

성적이 그 기준이 될 수 있다. 한국 실사영화산업에서는 경력 확인의 기초자료로 

77) 1984년 3월 영화진흥공사 산하에 설립되어 영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종합교육기관으로 

현재  영화 연출, 촬영, 애니메이션 연출의 전공이 있다. 

78) 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는 2008년부터 훈련 사업을 진행. 연출, 제작, 미술, 촬영, 조명 등 부서

에 따라 40~60명 정도를 모집하여 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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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되는 크레디트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통일적인 기준79)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개별 프로젝트에 따라 자의적으로 부여되고 있다. 그리고 경력인증제 역시 아직까

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인 DB’에서 제작 인력의 

경력을 검색해 볼 수 있고,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과 숙련

도에 따른 시간당 임금을 규정함으로써 숙련도에 따른 표준시급 결정의 기반을 마

련하였으며,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에서 참여 회차에 따른 직급 구분을 권고하고 있

기 때문에 산업 내에 통용되는 직무전문성을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술은 연구개발을 통해 축적되는 데, 이는 고정비용 투

자를 통해 이루어진다. 영화산업에서 기술 개발의 목표는 영화 텍스트를 적절하게 

표현하기 위함이지 기술을 위한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이 아니다. 특정 기술

개발이 목적이 되는 경우, 기술개발 사업은 단발성 프로젝트에 그칠 수도 있으며 

특정 기술개발이라는 목표가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선진국 기술의 모방형 전략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업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지일용 외, 2011). 따라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는 직군의 기술직과 구분되어 제작 업체 내에서 연구개발에 전념하는 인력

이 따로 없거나 연구개발팀의 직제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다. 여기서 한 가

지 짚고 넘어갈 점은 외부동원형 생산조직에서 연구개발을 통해 축적되는 기술은 

그것을 수행한 제작 관련 업체에 귀속되는 것이지 제작사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제작사는 계약을 통해 제작 관련 업체의 해당 직무의 완성을 도모하는 

데 그칠 뿐 그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소유하지는 못한다. 

한국 실사영화산업에서 연구개발 활동은 기술직 내 일부 직군, 즉 특수효과, 특

수분장, 시각효과, 후반 사운드의 일부 업체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직

군들은 현장 노하우를 가진 인력 활용만큼이나 기술 개발이 중요한 분야이다. 특수

효과 업체들의 경우 영화 촬영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하기보다 외부 협력업체의 도

움을 받아 직접 제작하고 있다. 이들은 자체 기술력과 노하우를 집적시킨 다양한 

장비와 기술을 개발하고 또한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기도 한다.

79) 현재 한국영화 개봉 영화 크레디트 명기의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략의 

작품 참여 내용은 파악할 수 있으나, 엔딩 크레디트를 통하여 개별 스태프가 해당 영화 제작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어느 기간만큼 결합했는가에 대한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

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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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12~13년차 경력의 팀장급은 무조건 2급이나 3급 화약 기사 자격증을 

따게 하고 있다. 화약 특성을 잘 아는 화공과 출신 채용 특혜가 납득이 갈 만큼 

화염, 폭발 분야의 실험과 개발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시시각각 왕성하게 이루어지

고 있다. 특수효과 팀들 간에 특수장비 특허 출원 경쟁도 한층 치열해졌다.(특수효

과 업체 D, 대표) ”

시각효과의 경우 그동안 인하우스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같은 R&D 없이 상용 

소프트웨어에 의존해 작업을 해왔으나 최근 자체 R&D센터를 갖추고 연구개발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노동량은 늘어나는데 CG 단가는 여전히 불합리하다. 작업 난이도나 쇼트 수에 

따라 단가가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별로 작품당 통계약이 이루어지고 또 

제작과정에서 CG 분량이 돌발적으로 늘어나도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CG는 인력뿐 아니라 자체 장비와 시설 설비도 갖추어야 하니 원천기술을 개발하

는 등 장기적인 계획은 세울 수 없는 형편이다.(시각효과 업체 I, 슈퍼바이저)”

“VFX 스튜디오 중 유일하게 R&D센터를 갖고 있다. 우리 이전에는 한국의 VFX 

스튜디오가 자체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을 영상을 만드는 데 써본 적이 없다. 이건 

개발자를 대충 불러서 시킬 일이 아니다. 고급인력이 필요하다. 게다가 한두 명으

로 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난 10~15년 간 개발한 적이 없는 거다. 그냥 미

국에서 만든 기존 프로그램 갖다 쓰는 거지. 돈을 주고 솔루션을 확보해서 쓰면 

되는 거였다... 그런데 왜 개발을 하기 시작했냐면,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에 버그

가 생겼을 때 개발자에게 요청을 해도 답이 안 오잖나. 무수히 많은 변수와 함수

가 있어서 에러가 날 확률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완성을 못할 수도 있게 된다.(시

각효과 업체 D, 프로그래머)” 

한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고정비용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

술은 그 속성상 비경합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복제가 용이하고 고갈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연구개발을 행한 업체들은 자신이 개발한 기술 유출을 막고 고정비용 회수

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하게 된다. 영화산업에서도 개발된 기술을 특허의 형

태로 등록하여 지식재산권제도 테두리 내에서 보호를 받기도 하고, 그러한 제도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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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을 기울이기도 한다. 무엇보다 이들 업체들 간에 경쟁이 

치열한 만큼 기술 자체를 공개하거나 공유하는 일은 거의 없다.

“특수효과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R&D이다. 전체 매출의 50% 이상이 들어간

다. R&D비용은 억대 이상이다. 구상한대로 한 번에 딱 맞아 들어가는 장비는 없

기 때문에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야만 한다. 그래서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드는 것

이다...요즘에는 핸드폰이 좋아서 현장에서 내 장비 사진을 막 찍는다. 그래서 숨

기기 위해서 쓸데없는 걸 달아놓는다. 나중에 중국에 가서 보니까 그 쓸데없는 것

까지 똑같이 만들어 놓았더라.(특수효과 업체 D, 실장)”

“경쟁이 치열한 만큼 기술 자체를 공개하거나 공유하는 일은 거의 없다. 업체 간

의 인력 교류는 없지만, 장비 대여는 서로 하고 있다. 특수효과 분야의 특성상 장

비나 노하우가 가장 큰 무기가 된다. 그런 점에서 후발주자들은 메인스트림으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특수효과 업체 A, 대표)”

“작품이 정해지면 분석을 하고 어떤 장비들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제작을 하면서 

테스트를 해본다... 현장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현장에 맞춰 제작이 되는 것도 있

고 그전에 했던 걸 재활용하는 것도 있다.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새롭게 만든다고 

보면 된다.(특수효과 업체 E, 팀장)”

2000년대 이후 한국 실사영화산업에서는 정부 주도로 공공기관의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김미현, 2002; 지일용 외, 2011), 이는 민간 기업에서 연구개

발을 수행할 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주도 하에 한국전자통신

연구원(ETRI)의 콘텐츠연구본부나 대학의 CT연구소,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와 같은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공기관의 

연구개발은 일반 산업기술 개발과 같은 접근방법으로 개발됨으로써 영화산업의 수

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연구개발이 일회성으로 끝남으로써 그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하여 지식축적도 일어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지일용 외, 2011; Lee and 

Lim,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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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의 외부동원형 생산조직 및 지식축적과정

실사영화산업과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영화산업의 인적자본도 경험에 의한 학

습, 즉 실제 영화 제작에 참여함으로써 형성된다. 하지만 애니메이션영화의 경우 

실사영화에 비해서도 개봉편수가 매우 적고 제작방식 또한 2D와 3D로 구분되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제작 인력이 제작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다. 따라서 한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에서 인적자본이 누릴 숙련 형성의 기

회 자체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그리고 인적자본의 숙련을 형성하는 또 하나의 

통로인 직무훈련 역시 이를 실시해 줄 기업이나 노동조합이 애니메이션영화산업에

는 전무한 형편이며, 따로 교육 수요도 크지 않다. 

“업체 계약을 통해 일거리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외주도 상당히 많다. 투잡

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노조를 만든다거나 할 생각도 여력도 없는 게 아닌가 싶

다. 2D는 많이 그려보고 센스가 있으면 잘 하게 된다는 생각이고, 3D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대학만 나오면, 관심만 있으면 얼추 익힐 수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쓰니까 크게 시간을 내서 교육을 받거나 할 필요가 없다. 미국에서는 극장판 애니

를 만드는 업체가 제작비도 크고 인 하우스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쓰느라 TV판 

애니 만드는 업체와 기술 격차가 굉장히 크지만 우리는 안 그렇다.(애니메이션 제

작사 O, 실장)”

게다가 한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의 경우 인적자본의 한 축인 숙련 평가 측면에

서 경력관리가 전무하며, 신규 인력의 진입이 급감하고 기존 인력의 이탈이 심화되

어 제작 인력의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별다른 경력인증제는 없다. 애니 업계 전체가 그렇다. 기존 업체가 없어지면서 

일하던 사람들이 나와서 외주업체를 차리고 일종의 라인들이 형성된다. ‘누구누

구랑 일해 봤다’, ‘같은 학교 선후배다’ 업계가 좁으니까 실력에 대한 소문도, 

평판도,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안다. 그런 정도에서 입소문에 의해, 소개로, 일이 

되고 하는 거지. 별도의 무슨 기관이 있어서 경력관리를 하고 인증을 해주고 그런 

거는 없다.(애니메이션 제작사 O,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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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올해로 마흔이 됐는데, 2D 애니메이터 중에서 가장 젊은 축이다. 더 어린 

친구들이 없다. 마치 이것은 산업이 끝나가는 신호로 느껴지기도 한다.(2D 애니메

이션 제작사 D, 애니메이터)”

“애니 관련 대학 전공자 중에서 애니 업계로 진출하려는 학생은 1% 정도에 불과

하다. 70~80%는 게임 업계, 나머지는 다른 분야로 진출한다고 들었다. 최근 3D 

신규인력이 없다. 막내가 30대, 40대가 주축인 셈이다. 3D에서는 50대가 1세대이

다. 2D는 더 없다. 40대가 막내고, 50대가 주축이다. 이들이 은퇴하면 산업 자체

가 붕괴할 지도 모른다.(애니메이션 제작사 O, 실장)”

기술 개발과 관련해서 2D 제작방식은 기본적으로 노동집약적인 제작방식이어서 

수행될 만한 연구개발은 거의 없다. 3D 제작방식은 2D에 비해 자본집약적이라고 

하지만 한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에서는 낮은 제작비와 업체의 영세성으로 말미암아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 

“흥행이 안 되고 업계가 영세하다보니 대부분의 업체에서 R&D는 꿈도 못 꿉니

다. 그냥 상용 프로그램으로 가능한 수준에서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거죠. 소프트

웨어 툴에서 제공되는 한에서 제작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극장판 제작비

가 TV판 보다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기술 차이가 거의 없어요.(애니메이션 제작

사 L, 슈퍼바이저)”

그리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이라는 측면에서도, 한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에서 연

구개발은 극소수의 경우에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경우에도 일회성으로 

그치고 있다. 

“쓰는 소프트웨어는 라이선스를 내고 쓰는 상용 제품이다. 그간 파이프라인 툴 

개발이 좀 이루어졌는데 기실 투자를 받기 위해 일부러 만든 것으로 대단치 않다. 

그러다보니 일회용에 그치고 유지보수는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안다. 소프트

웨어라는 게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어떨 때는 플러그인

(plug-in) 정도 만든 것을 대단한 것인 냥 홍보하기도 하는 데 별 의미는 없다.

(애니메이션 제작사 O,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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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실사영화산업의 외부동원형 생산조직 및 지식축적과정

미국 실사영화산업에서는 스튜디오 전통 하에서 메이저 스튜디오들이 보유하고 

있는 제작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일부 제작 인력을 고용하고 있기도 하지

만, 기본적으로 노조인 IATSE80), AFM81), SAG-AFTRA82), WGA83), DGA84)와 

사측인 AMPTP85) 간에 정기적으로 수정‧갱신되는 기본협약(Basic Agreement)을 

토대로 하여 제작사와 제작 인력 간에 개별 계약을 맺음으로써 외부에서 필요한 인

력을 고용하는 외부동원형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80) 무대기술자조합(International Alliance of Theatrical Stage Employees, IATSE)

81) 미국음악가협회(American Federation of Musicians, AFM)

82) 영화배우TV라디오예술인연합(Screen Actors Guild-American Federation of Television and 

Radio Artists, SAG-AFTRA)

83) 미국작가조합(Writers Guild of America, WGA) 

84) 감독조합(Directors Guild of America, DGA)

85) 미국영화텔레비전제작자협회(Association of Motion Picture and Television Producers, 

AMPTP)

<그림 32> 미국 실사영화산업의 기본협약: 노조와 사용자단체 및 연방기구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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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실사영화산업에서도 제작 참여라는 경험에 의해 숙련 형성이 시작된다. 직

무훈련은 제작 현장과 별개로 산업 내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간에 이루어지

며, 일반적으로 노조에서 세미나나 워크샵 형태로 직무전문성 강화를 도모한다. 미

국 영화산업에서는 제작 인력의 분업화가 잘 이루어져 있고 직군에 따라 노조인 길

드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기술직 조합인 IATSE는 상위의 13개의 

관할구역(Districts)과 336개의 지역별 노조(IATSE Local Unions)로 구성되어 있

으며, 지역별 노조에서 정기적인 세미나와 워크샵 등 노조원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

시하고 있다. SAG-AFTRA도 25개 지역별 노조(SAG-AFTRA Locals)를 통해 

IATSE Local Unions과 유사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노조를 넘

어 매년 열리는 전국대회를 통해서도 직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미국 실사영화산업에서는 이러한 숙련 형성과 더불어 숙련 평가도 상당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숙련도에 따른 표준시급, 크레디트와 경력인증제도, 

영화 시상식에서의 수상, 참여한 영화 프로젝트의 흥행 성적이 숙련 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 영화산업의 노조는 일반적으로 3년 마다 

사용자 교섭단체와 기본협약을 갱신하여 영화 제작예산 규모와 직급별, 경력별 최

저임금을 정함으로써 산업 내 통용되는 하한선으로서의 표준시급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영화산업에서는 크레디트가 개인적 자부심이나 평판의 수준을 넘어 참

여한 작품의 재방영 수익배분권(Residual)이나 이후 참여하게 될 작품에서 맡게 될 

직무의 직급 및 임금과 직결되기 때문에 크레디트 분쟁을 대비하여 사전에 규정을 

마련하거나 사후에 중재를 통한 조정이 적극적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각 노조는 보

유하고 있는 조합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조합원의 경력을 관리하고 있다. 나아가 

영화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영화 시상식 외에도 노조별 시상식을 매년 

개최하여 내부적으로 전문성을 강화시킬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참여한 작

품의 흥행 성적도 제작인력의 직무전문성을 입증할 자료로 인정받고 있다. 

“크레디트에 관한 계약이 지켜지지 않고 크레디트가 계약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

우, 아티스트가 먼저 청구하는 것은 손해배상이다. 한편 영화가 흥행에 실패한 경

우에는 스크린 크레디트가 계약대로 표시되지 않아도 배상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 

성공에 대해서는 엄격한 반면 실패에 대해서는 관대하다고 할 수 있다.(IAT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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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800, 직원)” 

“영화의 흥행 실패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피한다. 산업 전체적으로 실패를 극

도로 싫어하기 때문이다. 반면 성공에 대해서는 계속 떠벌린다. 마치 실패가 실패

를 부르고 성공이 성공을 부를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다들 실패한 작품의 일원으

로 기록되길 원하질 않는다. 굳이 언급을 안 하는 것이다.(인디영화 제작사, 라인

프로듀서 K)”

                                                     

한편 미국 실사영화산업에서 연구개발은 한국의 경우와 달리 민간 업체를 중심

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시각효과 분야에서는 R&D 연구원과 R&D 팀을 

갖추고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포스트 프로덕션 직군의 하나인 시

각효과에서 이루어지는 프로덕션의 R&D는 시각효과 작업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하

여 이를 프로덕션에 적용하는 것이다. 기술개발의 결과물은 가시적인 관점에서 이

펙트 툴(Effect tool)로서 독자적인 인하우스 툴(In-house tool)이나 플러그 인

(plug-in) 등을 들 수 있고, 프로젝트에 따른 용이한 파이프라인(pipeline tool) 

구성과 인력 배치 등도 포함된다. 실제 상용 소프트웨어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다수 큰 스튜디오들은 자체 R&D 팀을 운영하면서 인하우스 툴을 개발하여 갖추

고 있다. 그리고 인하우스 툴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툴 사용을 위한 교

육시간이 필요하며 개발자인 엔지니어와 이를 사용하는 아티스트는 서로 밀접한 관

계를 가지고 피드백을 주고받게 된다. 무엇보다 관련 기술은 영업상의 주요 경쟁요

소가 될 수 있으므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존 툴이 이미 있지만 새로운 작품이 들어올 때마다 아티스트들이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받아들일지 말지 검토해보고 좋은 아이디어라면 업

그레이드 한다.(시각효과 업체 S, 테크니컬 디렉터 B)”

“개발한 툴을 상용화하지 않고 오히려 보안에 부치고 있다. 툴을 제공할 경우 일

정 라이선스 비용을 받고 있다. 버그 수정이나 업그레이드 요청도 비용을 받고 해

준다.(시각효과 업체 S, 엔지니어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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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활용형 생산조직 및 지식축적과정

내부활용형 생산조직은 조직의 내부에서 인적자본을 축적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생산조직이다. 프로젝트 기반 생산조직 중 내부활용형 생산조직에서는 프로젝트 별

로 내부 인력을 분배하고 자체 R&D 연구원이나 R&D팀을 구성하여 연구개발 활동

을 수행하게 된다. 

한국 영화산업과 미국 영화산업 중에서 내부활용형 생산조직은 오직 미국 애니

메이션영화산업에서만 발견된다. 아래에서는 미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의 내부활용

형 생산조직과 그에 결부된 지식축적과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1) 미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의 내부활용형 생산조직 및 지식축적과정

현재 미국 애니메이션 제작사에서는 3D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3D 디지

털 애니메이션 제작방식으로 애니메이션영화를 제작하고 있다. 미국 애니메이션영

화산업도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별로 조직이 꾸려진다는 점에서 프로젝트 기반 생산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실사영화 제작은 제작사가 감독, 작

가, 영화배우, 다양한 제작 인력들과 개별적으로 단기 계약을 맺고 임시적인 조직

을 만들어 프로젝트 팀 구조로 이루어지는 데 반해, 미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에서

는 새 프로젝트에 들어갈 때마다 제작 인력 전부를 새롭게 외부에서 충원하거나 외

주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인력을 재편성하여 임시조직을 만드는 인하우스 제

작방식으로 프로젝트 기반 생산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TV 애니메이션과 제작방식이 다르죠. 그건 방송국이 정한 예산에 맞춰 제작을 

해야 하니까 제작비가 저렴한 곳에 하청을 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일정 수준의 

작업을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함은 물론이구요. 하지만 애니메이션영화는 다르죠. 

최고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 흥행이 가능한 겁니다. 극장에서 다른 블록버스터

영화와 경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 전략에서 움직이니까 TV에 비해 엄청난 제작비

를 들이는 거구요.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최고의 작품이 나올까요?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예를 들면 음악이나 더빙 말고는 자체 직원으로 제작의 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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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커버하고 있어요.(애니메이션 제작사 D, 슈퍼바이저)”

“하청을 줄 수 있냐고 한다면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줄 일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애니메이터를 예로 들어볼까요? 애니메이터들끼리도 기획 때부터 의견교

환이 엄청 이루어져요. 프리 때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야 프로덕션 기간을 단축

시킬 수 있으니까. 이건 예산 문제하고도 직결됩니다. 이게 컴퓨터로 하니까 수정

이 쉬울 거 같죠? 아니에요. 용량이 엄청 크니까 수정하는 것이 힘도 들고 수고롭

지만 뭣보다 다 돈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프리 단계를 충분히 거치도록 합니

다. 신 연결을 위해 액팅도 맞춰봐야 하고. 캐릭터 일관성도 유지해야 하죠. 그리

고 애니메이터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모델링 파트와도 계속 피드백이 이

루어져야 하구요. 디자인 파트와도 마찬가지입니다.(애니메이션 제작사 B, 테크니

컬 디렉터)”

미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의 경우에도 제작에 참여함으로써 숙련을 형성하는 것

은 다른 분야와 동일하다. 하지만 인하우스 제작방식으로 인해 숙련 형성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애니메이터 직무에 해

당하는 인력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애니메이터의 경우 임의고용계약을 맺고 

있지만 실제 사측에서해고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숙련 형성이 가능해진

다. 

제작 인력의 제작 참여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직무훈련 

직급 계약 방식 인력 비율 계약의 내용

Intern,
Junior

단기고용계약
(end-dated employment contract) 10%

단일 프로젝트에 대해 3, 6, 9개월 
단위로 계약하고 프로젝트 완료 후 
계약이 종료되므로 떠나는 것이 
원칙임.

Regular 임의고용계약
(at-will employment contract) 80%

계약 당사자 쌍방이 모두 언제든, 
어떤 이유로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지만 사측에서 해고는 잘 하지 
않음.

Lead,
Senior

전속계약
(exclusive contract) 10% 2~3년, 2~3편 기준으로 계약하고 

사측에서만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음.

출처 : 인터뷰 재구성

<표 28> 미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의 애니메이터 계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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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사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픽사의 경우 픽사대학(Pixar 

University)이라고 하는 사내 교육기관을 통해 기술교육과 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

으며, 교육 참여를 업무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다. 

“초창기에 컴퓨터 애니메이션을 개척하고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게 되자, 새

롭게 채용된 직원들은 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직원들은 대

부분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은 엔지니어들이었기 때문이죠... 10주 교육 프로그램 

수료 후 직원들은 이수 인증서를 받게 되었고, 그렇다고 픽사 대학이 정식 학위 

대학은 아니고 졸업인증서 역시 정식인증서는 아닙니다만, 이 후 이러한 프로그램

이 발전을 거듭해 현재 픽사대학으로 성장한 겁니다. 픽사에 소속된 모든 직원들 

모두 수업을 받을 수 있어요.(애니메이션 제작사 P, 리드 애니메이터)” 

픽사대학과 같은 사내 교육기관이 아니더라도 미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의 제작 

인력들은 차기 프로젝트 제작에 들어가기에 앞서 필요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습득

하거나 표현방식을 연구하기 위한 세미나 혹은 워크샵을 진행한다.  

“새로운 작품을 어떻게 표현할지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제작할 수 

있을지를 놓고 기획개발 단계,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 준비를 엄청나게 한다. 프

로덕션에 들어가기 전 단계를 철저히 하는 것이다. R&D, 모델링, 디자인, 애니메

이터 서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공부도 한다. 상당히 공을 많

이 들인다.(애니메이션 제작사 B, 애니메이터)”

“프로덕션을 시작할 때 애니메이터들과 함께 동물원에 가서 스케치도 하고 동물

학자들로부터 그 동물의 습성이나 움직임에 대해 배우기도 합니다. 실제 동물의 

뼈대, 관절, 근육에 대해 잘 알아야 캐릭터가 작품 내에서 사실성을 갖춘 액팅이 

만들어질 수 있죠.(애니메이션 제작사 D, 애니메이터 M)”

이와 같이 프로젝트 제작에의 참여와 교육을 통해 미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 인

적자본의 숙련이 형성된다. 그리고 사내에서 숙련이 형성되기 때문에 숙련에 대한 

평가는 재계약시 임금 인상, 부가혜택(fringe benefits), 승진 등 사내 업무평가로 

대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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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평가를 통해 재계약할 때 임금 인상이나 승진이 이루어지죠. 의료보험 보장 

범위도 커지고 액수도 커지구요, 휴가일수도 늘어나고 등등. 일반 회사와 다를 바 

없어요.(애니메이션 제작사 B, 애니메이터 C)”

노조가 유니언숍 전통에 서있는 미국 실사영화산업과 달리 현재 미국 애니메이

션영화산업의 제작사들은 3D 애니메이션 제작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IT 기반의 회

사로 노조 전통이 없다. 물론 2D 애니메이션도 제작했던 디즈니나 드림웍스의 경

우에는 제작 인력 중 일부가 노조(IATSE LOCAL 839)에 가입하기도 하지만 그렇

지 않은 회사의 경우 회사에서 직원들을 일종의 친목단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애니

메이션협회(Association Internationale du Film d’Animation; International 

Animated Film Society, ASIFA)에 가입시켜 주고 있다. 따라서 현재 미국 애니

메이션영화산업에서 제작 인력으로서의 경력인증은 노조가 아닌 ASIFA에서 이루

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곳에서 개최하는 Annie Award에서의 수상 여부가 업계 숙

련 평가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여기는 실리콘밸리의 IT회사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실사영화산업의 길드와 같

은 노조의 전통이 없어요. 노조는 CBA(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s)를 

통해 최소임금, 근무시간, 근무조건, 복무혜택에 대해 기준을 제시해주죠. 개인적

으로 원한다면 IATSE LOCAL 839에 노조원 가입을 해도 되긴 하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회비도 내야하고 금전적 부담도 더 늘어나는데 개인적으론 크게 

얻을 건 없어요. 게다가 거긴 2D 기반이니까 우리를 위해 해줄 건 더 없어요. 대

신 회사 차원에서 ASIFA에는 가입시켜 줍니다. 친목단체라고 보면 됩니다. 경력

인증도 간단히 해주고, 매년 시상식을 열죠. 사실 영화 크레디트로도 충분히 경력

인증이 됩니다만.(애니메이션 제작사 B, 애니메이터)”

한편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기술은 대규모 고정비용 투자를 통한 연구개발로 

축적되는데, 미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 애니메이션영

화산업의 인하우스 제작방식은 특히 제작기술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 노동집약적인 

2D 애니메이션과 달리 3D 애니메이션은 첨단 컴퓨터 그래픽 기술과 대규모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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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구된다. 3D 애니메이션은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위해 연구개발에 막대한 자

본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과정에서 예술적 역량을 가진 아티스트와 기술

적 역량을 가진 엔지니어 사이에 끊임없는 아이디어 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

서 조직 전략의 일환으로 프로젝트 완료 후 제작 인력을 해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내에서 프로젝트 별로 배분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계속적으로 

진화되는 컴퓨터 기술에 기반을 두고 제작되기 때문에 기존의 아날로그 애니메이션

에서 아티스트 중심이던 구조가 엔지니어와 함께 하는 구조로 전환된 것이다. 이로 

인해 3D 디지털 애니메이션 제작은 제작 단계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구조와 예술

과 기술의 결합 노하우가 가장 뛰어난 시스템에서 가장 높은 효율성을 발휘하게 된

다. 

“Ed Catmull이 늘 강조하는 거죠. 집단적 창의성(collective creativity). 픽사에

서는 특히 팀스피릿을 중요시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팀 작업을 해할만한 

인성을 가진 사람은 뽑질 않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오랜 기간 작업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제작 과정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해결하려면 동료와 끊임없

이 의견교환(peer-driven process)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기술을 위한 기

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영화적 표현을 해야 하는 기술이니까.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가 연구개발의 방향인 거에요. 새로운 3D 애니메이션 제작기술이란 그

렇게 탄생하는 거죠. 혼자 작업하는 천재는 필요 없습니다.(애니메이션 제작사 P, 

리드 애니메이터)”

“<Big Hero 6> 제작을 위해 고안된 신규 기술은 (디즈니 사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Hyperion Rendering System템을 비롯해 약 50~60개에 달한다. 이는 

<Zootopia>에서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다.(애니메이션 제작사 D, 엔지니어)”

그리고 사내에서 이루어진 기술개발의 결과물은 당연히 제작사에 귀속되게 된

다. 무엇보다 이러한 기술 개발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제작사별 기술의 축적성과 

전속성을 높이게 되어, 일종의 진입장벽으로서 작동하기도 한다.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야, 이 정도 스튜디오 규모를 

구성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 이 산업에 진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애니메이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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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어시스턴트 프로듀서)”

또한 산업 내에 편입된 제작 인력 외에 진입을 준비하는 예비 인력들을 위한 온

라인스쿨(online animation school)의 존재도 산업 내 제작사 간에 존재하는 기술 

차이를 방증한다고 하겠다. 각각의 온라인스쿨들은 특정 제작사 출신들을 주축으로 

설립되었고 제공하는 교육 내용도 각 제작사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작사마다

의 기술 축적성과 전속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각 스튜디오 출신들로 구성된 온라인스쿨이 유명하다. 일반 미술대학이나 아트

스쿨보다 더 인기가 있고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아무래도 정규 

학과과정에서 현재 실무에서 사용되는 기술 수준을 따라오기 힘들고, CGI 기술이 

인터넷이라는 플랫폼과 친숙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이나 게임, 시각효과 분야에서 

일하던 사람이 애니메이션산업에 진입하기 위해 수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

생은 말할 것도 없고 유사한 분야에서 이미 일하던 사람이라도 기술적으로 실무에 

바로 들어오기에는 많이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스쿨을 통해 기술적 간극

을 메꾸려고 한다고 볼 수 있다.(온라인스쿨 A, 대표 B)”

미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의 제작사들은 자체 R&D팀을 구성하고 기술개발에 많

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는 인적 구성과 예산에서 연구개발이 차지하는 비중에 의

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제작사 전체 인력 구성 중 1/3이 R&D

팀에 속해 있고, R&D를 위한 인건비, 시설비 등 직접적인 비용 외에도 사내 변호

사 비용 등 법률비용과 같은 간접적인 비용까지 R&D비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

적으로 제작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 제작사 간 평균 제작예산의 

온라인스쿨 설립자 설립연도 (초기) 강사진 구성

Animation Mentor
Bobby Beck, 
Shawn Kelly, 
Carlos Baena

2005년 Pixar, ILM 출신들이 주축

iAnimate Jason Ryan 2006년 Dreamworks 출신들이 주축

ANIM SCHOOL David Gallagher 2010년 Blue Sky Studios 출신들이 주축

출처 : 인터뷰 재구성

<표 29> 미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의 온라인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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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프로젝트 간 제작예산의 차이는 추가적인 R&D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메이저 제작사 간에도 R&D에 투자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인하우스 제작을 하려면 애니메이터만 최소한 40명 있어야 합니다. 업계 표준으

로 얘기를 하자면, 90분짜리 장편을 제작할 때 애니메이터가 80명 정도 필요합니

다. 스튜디오 내부 인원은 대략 1/3은 아티스트, 1/3은 R&D팀, 1/3은 매니지먼

트로 구성됩니다. 어디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애니메이션 제작사 B, 어

시스턴트 프로듀서)”

“픽사 같은 경우 연구개발 비용이 다른 제작사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많다. 제작

비 예산만 봐도 픽사가 가장 많은데 타 제작사와의 예산 차이는 대부분 연구개발

에 들어가는 비용의 차이라고 보면 된다. 다른 스튜디오들도 물론 연구개발을 많

이 하고 있지만 픽사는 더 많이 개발을 한다, 업계 전체적으로 기술 개발에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다. 그리고 사내 변호사를 두는 법률비용도 그 안에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애니메이션 제작사 B, 엔지니어)”

그런데 애니메이션영화 제작사에 따라 자신이 개발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해 특

허를 내기도 하지만 비밀유지를 위해 일부러 특허를 내지 않기도 한다. 이 때문에 

특허 유무로 산업 내에서 일어나는 기술 개발 정도를 파악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

실은 지식창출활동의 지표로서 특허자료를 이용해 지식 흐름과 지식 확산의 공간적 

근접성이 대도시에 국한되어 나타난다는 기존 연구(Jaffe, 1989; Anselin et al., 

1997; 이희연, 2010)에 대해 일종의 반례가 될 수 있는 지점이라고 하겠다. 

“회사마다 특허 내는 건 다르다. 회사 정책의 문제인데, 특허를 내면 어차피 공

개가 되기 때문에 아예 특허를 안 내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기도 한다. 그리고 개

발한 기술에 이름을 붙이거나 하는 것도 회사마다 다르다. 일일이 기술에 이름을 

붙이는 스튜디오도 있고 그런 문제엔 전혀 관심도 없는 곳도 있다.(애니메이션 제

작사 B, 테크니컬 디렉터 T)”

특허 출원 여부와 관계없이 기술 개발을 통해 사내에 구축되는 인하우스 이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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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과 파이프라인에 대한 비밀유지는 제작사마다 중대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계약 시 직원들로부터 비밀 서약(confidential agreements)을 받고 있

다. 

“들어올 때 비밀 서약에 서명을 했다. 그리고 그건 어디나 마찬가지다.(애니메이

션 제작사 B, 조명 H)” 

“개발자가 다른 회사로 이직한다고 해서 코드가 완전히 유출되기는 쉽지 않다. 

코드 빼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신 내가 머리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다른 곳에서 적용해볼 수는 있겠다.(애니메이션 제작사 D, 엔지니어 L)”

“아티스트들은 환경만 잘 구축이 되어 있으면 앉자마자 일을 할 수 있지만 파이

프라인 쪽은 이직했을 대 이쪽 회사에 맞춰서 개발해야 되는 방향이 바뀌니까 적

응하는 데 오래 걸리는 만큼 한 회사에서 꾸준히 일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광고만 하는 회사와 영화 비주얼 작업만 하는 회사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둘의 파

이프라인은 정말 다르다. 그런데 광고만 만들던 업체가 비주얼 작업을 한다고 하

면 파이프라인이 맞지 않아 엄청 고생한다. 이 말은 파이프라인은 작업 방향에 따

라 다르며 구축하는 데는 반드시 시간이 걸린다는 거다. 왜냐하면 파이프라인 자

체가 노하우의 결정체이다. 전에 일했던 케이스를 반영해서 좀 더 편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집적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이다.(애니메이션 제작사 D, 

테크니컬 디렉터 B)”

요약하면 미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은 제작에 필요한 제작 인력을 제작사 내부에

서 활용하는 인하우스 제작방식으로 프로젝트 기반 생산조직을 구축하고 있으므로 

내부활용형 생산조직을 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조직 내부에서 제작 

인력의 지속적인 숙련 형성과 숙련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술 개발 역시 조직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미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의 기술 축적성과 전

속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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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화산업 생산조직 및 지식축적과정의 공간적 함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화산업의 생산조직에는 영화 제작에 필요한 제작 인

력이라고 하는 인적자본과 기술 등 다양한 형태의 지식이 조직의 외부와 내부에서 

동원되어 활용되고 있다. 영화산업의 외부동원형 생산조직은 일시적 조직으로서 인

적자본과 기술을 제작사 외부에서 동원한다. 외부동원형 생산조직은 기술 개발에 

직접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며, 기술에 대한 R&D는 기술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에서 

실시하게 된다. 따라서 기술 개발 문제는 제작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게 된다. 

반면, 영화산업의 내부활용형 생산조직은 외부동원형 생산조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계속적 조직으로서 프로젝트 별로 내부 인력을 분배하여 활용하고 자체 R&D 연구

원이나 R&D팀을 구성하여 기술 개발에 직접적으로 투자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수

행함으로써 조직의 내부에 인적자본이 축적되고 기술이 개발된다. 따라서 내부활용

형 생산조직은 기술 개발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생산조직이 동원하고 활용하는 핵심적인 두 가지 지식, 인적자본과 기술의 속성

과 축적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생산조직이 자원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경제 공간

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달라진다. 체화된 지식으로서의 인적자본의 경우 경합적이

고 배제 가능하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동원하는 생산조직의 동원방

<그림 33> 영화산업 생산조직 및 지식축적방식에 따른 전략: 공간적 근접성과 공간적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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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따라 경제 공간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통의 기업과 

같은 계속적 생산조직의 경우 추가적인 인적자본이 필요할 경우 새롭게 인력을 고

용해야 하는데, 이때 기업은 양질의 인적자본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기업의 인적자

본을 스카우트할 가능성이 크다. 산업에 신규로 진입한 인력보다는 경력직이, 그리

고 경력직 중에서도 실업 상태가 아닌 고용 상태에 있는 인력이 더욱 양질의 인적

자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가적인 인적자본이 필요한 기업은 다른 기업에 고용

되어 있는 인적자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그 결과 일정 지역에 있는 기업

들은 양질의 인적자본을 두고 경합 관계를 맺게 되므로, 이러한 상황을 지역 수준

에서 보면 영합게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일시적 생산조직의 경

우에는 인적자본이 일정 지역에 존재하는 것이 생산조직의 자원 동원에 편리하게 

된다. 게다가 고용기간이 짧다면 각 프로젝트마다 양질의 인적자본을 동원할 수 있

는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는 부가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지역 수준에서 보면 비영합게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비체화된 지식으로서의 기술은 비경합적이고 부분적으로 배제 가능하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을 개발하는 측은 비경합성으로부터 배태되는 무임

승차자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배제 수단을 동원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 하에 생산조직의 자원 동원방식에 따라 경제 공간의 의미가 달라진다

고 할 수 있다. 생산조직이 기술 개발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기술 개발에 소

요된 투자금이 누적적으로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무임승차자 문제가 조직 생존의 

우선적 고려대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조직은 기술 이전을 차단하기 위한 

배제 수단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될 것이고, 다른 조건이 문제되지 않는 한 제도

적 수단을 넘어 공간적으로도 무임승차자들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할 가능성이 높

아져 결과적으로 지역 수준에서 생산조직들 간에 분산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생산조직이 기술 개발에 직접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경우 기술 개발 문제와 

기술 이전을 차단하는 문제는 조직의 직접적인 고려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기술을 직접적으로 개발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 측이 무임승차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며, 이들이 용역 제공의 편의성과 기술 이

전을 차단하는 문제를 함께 고려하여 적절한 배제 수단을 모색하는 가운데 입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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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될 것이다. 용역 제공의 편의성에 대한 고려가 클수록 물리적․공간적 수단보다

는 제도적 수단에 기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생산조직이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공간적 전략이 일환으

로 공간적 근접성을 추구할지 아니면 공간적 고립을 추구할지 결정된다고 할 수 있

는데, 이를 토대로 아래에서는 한국과 미국 영화산업의 외부동원형 생산조직과 내

부활용형 생산조직의 인적자본과 기술의 공간 분포를 비교하여, 공간 형성 메커니

즘으로서 생산조직 및 지식축적과정이 갖는 공간적 함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1) 외부동원형 생산조직 및 지식축적과정의 공간적 함의

(1) 한국 실사영화산업의 외부동원형 생산조직 및 지식축적과정의 공간 분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실사영화산업은 영화 제작에 필요한 인적자본과 기

술을 조직의 외부에서 동원함으로써 외부동원형 생산조직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영화산업과 달리 한국 영화산업에서는 대규모 제작시설을 갖춘 민간 스튜디오

의 전통이 없어 대부분의 제작 인력이나 제작 관련 업체가 촬영기반시설과 별개로 

입지하고 있다. 

인적자본은 필요한 기간 동안 고용 계약이나 업체 계약을 맺어 일시적으로 프로

젝트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일어나고 이후 노조나 공공에서 제공하는 직무훈

련에 참여함으로써 형성되고 이 과정이 누적적으로 일어나면서 인적자본의 전문성

은 높아진다. 한국 실사영화산업에서도 기본적인 과정은 동일하게 일어난다. 

“노하우의 정체를 굳이 찾는다면 경험치와 성실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 

직종은 숙련직이다. 기술이 몸에 배고 습관이 되어야 한다,(촬영감독, L)”

한편 인적자본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낮기 때문에 

계약의 상대방인 제작사와 일회적 혹은 느슨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 작품 할 때 다른 작품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작업 기간이 어느 정도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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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기 때문에 다음에 들어갈 작품에 대해 미리 협의하거나 준비는 할 수 있다. 

어디 감독하고, 어디 촬영감독하고, 어디 미술감독하고, 어디 제작사하고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인다고 해도 끊임없이 작품이 있는 건 아니잖나. 비어있는 시간엔 다

른 이와 작품을 해도 되는 거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특수효과 업체 D, 실

장)” 

“○○○ 촬영감독님이 한동안 활동을 안 하실 때, △△△ 촬영감독님의 작품에 

B카메라로 4번 정도 참여한 적이 있다. 그때 △△△ 촬영감독님한테도 많이 배웠

다.(촬영감독, H)”

“△△△감독님이 워낙 일이 많다보니 나도 다른 촬영감독님과 함께 일한 경우가 

많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런데 ×××에 있을 때부터 다양한 촬영감독님을 접했

던 경험이 있으니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다.(그립 업체 T, 실장)”

제작사 역시 그들이 차후 다른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 제약을 두고 있

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가한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있

다. 

“정확하게는 계약기간 동안만 그들이 우리 작품에 전념해주면 됩니다... 호흡이 

잘 맞아서 평생 같이할 수도 있고 아님 한 번 보고 다신 안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건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이런 관계구나 하고 파악할 수 있는 거지 미리 어

떤 관계가 될지 약속하거나 그래서 의무적이거나 그런 건 아니죠.(제작사 M, 제작

실장)”

“기본적으로 경험이 풍부한 쪽을 선호하죠. 매번 다른 현장이고, 현장에선 무슨 

일이든 다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해 본 사람을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경험

과 순발력에서 응용력이 나온다고 봐야죠.(제작사 J, 제작부)”

이런 가운데 공간적으로 인적자본과 제작사가 서로 가까운 곳에 입지하는 것이 

인적자본 제공의 편의성과 인적자본 동원의 편리성을 높이게 된다. 그리고 영화산

업 전체의 인적자본 풀을 공유할 수 있으므로 이는 제작의 주체인 제작사들 간에 

서로 이득이 되는 비영합게임이 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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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제작사하고만 일하는 것은 아니라서 아무래도 제작사가 많이 있는 곳을 고

려하게 됩니다. ‘신사동 언덕’에 시각효과 업체가 몰려 있었던 것은 제작사가 

몰려 있는 강남에서 그나마 임대료가 저렴했기 때문입니다.(시각효과 업체 D, 슈

퍼바이저)”

다음으로 기술에 대해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한국 실사영화산업에서 R&D의 주

체라고 할 수 있는 기술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는 그 영세성으로 말미암아 R&D를 

활발하게 진행하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R&D를 진행하는 경우 업체는 잠재적인 

무임승차자인 경쟁업체를 배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들은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허 출원을 통해 특허법 내지는 지식재산권 제도에 기대기도 

하고, 인력 교류나 기술 공개․공유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무

임승차자를 배제하기 위해 이들이 스스로 공간적 고립을 택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고 있다. 이들은 물리적․공간적 수단보다는 제도적 수단에 기대는 방식으로 기술 

이전을 차단하면서 용역 제공의 편의성을 누리고자 하기 때문이다. 

“사진을 못 찍게 하고, 장비를 덮어 놓고, 쓸데없는 걸 달아놓기도 하고 하지

만... 일감을 수주하려면 가급적 가까이 있는 게 여러모로 편리하다. 제작사와 회

의도 해야 하고 감독과 상의도 해야 한다. 강남에서 1시간 30분 이내의 거리 정

도에는 있어야 한다는 게 심리적 마지노선 같다.(특수효과 업체 A, 실장)”

요약하면 한국 실사영화산업의 외부동원형 생산조직을 구성하는 인적자본과 기

술은 제작사와 근접한 곳에 입지할 유인이 크다. 프로젝트 기반 생산조직 하에서 

공간적으로 인적자본과 제작사가 서로 가까운 곳에 입지하는 것이 인적자본 제공의 

편의성과 인적자본 동원의 편리성을 높이게 된다. R&D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투자비가 낮아 개발된 기술에 대한 잠재적 무임승차자 문제

가 크지 않으므로 용역 제공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기술을 개발하는 측과 제작사는 

공간적 근접성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도 2016년 기준 97.5%의 대중문화예술기

획업 등록 업체, 97%의 제작 관련 업체가 수도권에 몰려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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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사가 집중되어 있는 강남 지역과 마포구를 중심으로 하여 모여 있다.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DB, 영화사 정보‘제작사’ 정리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DB, 영화사 정보‘제작 관련 업체’ 정리 

<그림 34> 한국 실사영화산업의 제작사 분포(수도권) 

<그림 35> 한국 실사영화산업의 제작 관련 업체 분포(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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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의 외부동원형 생산조직 및 지식축적과정의 공간 분포

한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 역시 실사영화산업과 마찬가지로 외부동원형 생산조직

을 취하고 있다. 특기할 만한 것은 한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에는 현재 애니메이션

영화만 제작하는 업체는 거의 없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영화에 특화된 인력은 거의 

없고 애니메이션산업 전체와 인적자본을 공유하고 있어서 그 인적자본의 공간 분포

는 애니메이션산업과 중첩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사영화산업과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영화산업의 인적자본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낮기 때문에 계약의 상대방인 제작사와 일회적 

혹은 느슨한 관계를 맺고 있다. 게다가 속편이 계속 제작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에 참여하는 제작 인력이나 협력업체의 동일성은 유지되지 않고 있다. 

“아무래도 가까이에 있고 스케줄 잡기 편한 업체가 고려대상이 된다. 친한 업체

여도 일이 밀려 있으면 함께 할 수 없지 않나. 꼭 어디와 같이 해야 한다는 건 없

다... 가산디지털단지에서 양재까지 예전부터 애니메이션업체들이 있었고 임대료가 

싼 곳을 찾다보니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거다.(3D 애니메이션 제작사 S, 

슈퍼바이저)”

“어떤 협력 업체와 무조건 같이 간다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리고 디지털 작업이

니까, 그리고 PMS로 관리하니까 외주업체와의 거리를 크게 염두에 두진 않는 것 

같아요. 협력업체는 강남, 마포, 구로, 부천, 일산 여기저기 있어요. 강원도에도 

있구요. TV판하고도 업체가 다르고 이후 작품에서도 업체가 다릅니다. 같이 할 시

간이 되고, 조건이 맞아야죠.(3D 애니메이션 제작사 O, 실장 L)”

한편 한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에서는 R&D에 대한 투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를 둘러싼 무임승차자 문제는 나타나지 않게 된다. 

요약하면 한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에서는 인적자본의 동원만이 가장 큰 고려사

항이 된다. 따라서 공간적으로 인적자본과 제작사가 서로 가까운 곳에 입지하는 것

이 인적자본 제공의 편의성과 인적자본 동원의 편리성을 높이게 된다. 그리고 애니

메이션산업 전체의 인적자본 풀을 공유할 수 있으므로 이는 제작의 주체인 제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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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간에 서로 이득이 되는 비영합게임이 된다고 하겠다. 실제로 한국 애니메이션영

화산업의 제작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제작사와 그 협력업체는 2016년 

현재 서울에 233개사, 97%가 집중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구로구에서 서초구를 

잇는 지역에 대부분 분포하고 있다. 특히 가산디지털단지를 중심으로 절반에 달하

는 협력업체가 모여 있다. 그 다음으로 마포구 합정동과 홍대 일대, 송파구와 성남

시 분당구에도 몇몇 업체가 입지해 있다. 

(3) 미국 실사영화산업의 외부동원형 생산조직과 지식축적과정의 공간 분포

미국 실사영화산업 역시 한국 실사영화산업과 마찬가지로 외부동원형 생산조직

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제작에 있어 스튜디오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어 대

규모 제작시설을 보유한 L.A. County 중심으로 많은 영화가 제작되고 있다. 다른 

주나 해외에서 제공되고 있는 세금 공제 등을 이유로 일부 촬영이 역외에서 진행되

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그리고 제작 단계의 대부분이 미국 실사

영화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L.A. County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37>에서 보

<그림 36> 한국 애니메이션산업의 제작사 및 협력업체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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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와 같이 메이저 스튜디오에서 제작하는 경우 캘리포니아주에서 다수의 영화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림 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작비에 민

감한 인디영화 제작의 경우에도 1/3 이상(총 487편 중 177편)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주나 다른 나라에서 제공되는 세금 혜택이 분명히 도움은 됩니다만, 여기

서만 누릴 수 있는 제작 인프라가 있죠. 스튜디오가 충분히 있으니까 촬영에 편리

하고, 당국이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촬영에 우호적이고, 제작 인력의 전문성도 

그 어디보다 뛰어나죠.(인디영화 라인프로듀서, K)”

더군다나 역외촬영(runaway production)이라는 현상은 프로덕션 단계일 뿐 그 

전 단계인 프리 프로덕션이나 그 이후 단계인 포스트 프로덕션이 역외에서 이루어

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제작 인력의 길드인 IATSE Local Unions의 분포와 관할 

범위를 보면, 영화 후반작업을 대표하는 길드들은 대개 L.A. County에 소재하고 

있고 관할 범위는 미국 전역이다. 예를 들면 MPEG(Motion Picture Editors 

Guild)(Local 700)는 할리우드에 소재하고 있으며 미국 전역을 그 관할 범위로 두

고 있다. 

“무조건 제작비가 싸다고 아무 업체에게나 해당 작업을 맡기진 않죠. 업무를 해

내는 능력에 대한 신뢰가 쌓여야 하고, 또 보안 문제도 아주 중대하게 다룹니다.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이 새나가선 안 되죠. 정보가 새나가서 

사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별도로 하고 유출 그 자체로 제작사는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으니까요.(시각효과 업체 I, 엔지니어 P)”

이처럼 미국 실사영화산업의 인적자본은 잘 갖춰진 제작기반시설과 함께 L.A. 

County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다. 무엇보다 미국 실사영화산업에서는 제작 인력

의 임금이 제작예산과 연동되기 때문에 동일한 제작 인력이라도 프로젝트의 예산에 

최저임금수준이 달라진다. 따라서 고예산 프로젝트가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양질의 

인적자본이 모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사영화산업에서 전반적으로 취하고 있는 

외부동원형 생산조직으로 인해 이 지역에 소재한 제작사들은 매 프로젝트마다 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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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적자본을 비교적 쉽게 동원할 수 있게 된다. 

주 : 여기서 메이저 스튜디오는 20th Century Fox, Disney, Paramount, Warner Bros., NBCUniversal, Sony, 

Relativity, Lionsgate, Summit Entertainment, Weinstein Comapny, DreamWorks를 포함함.

출처 : FilmL.A., 「2014 Feature Film Study」를 토대로 재작성

<그림 37> 미국 메이저영화 주요 촬영 장소(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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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IFTA, http://www.ifta-online.org/independent-film-production-around-world 를 토대로 재작성
<그림 38> 미국 인디영화 주요 제작 장소(2012~2013년) 

http://www.ifta-online.org/independent-film-production-around-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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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IATSE Local Unions에 대한 연구자 DB 분석
<그림 39> IATSE Local Union의 유형별 주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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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 실사영화산업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제작사가 기술 개발에 직접 투

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 관련 업체가 용역 제공을 위해 R&D를 직접 수행하며 따

라서 그 기술은 제작 관련 업체에 축적된다. 그 결과 개발 기술에 대한 잠재적인 

무임승차자인 경쟁업체, 가깝게는 그 기술을 개발한 개발자에 대한 기술 이전을 차

단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제작 관련 업체의 몫이 된다.  

“핵심 소프트웨어인 이펙트툴은 상용화는 안 하고 오히려 보안에 부치고 있다. 

보안을 굉장히 중요시 한다. 작업장의 인터넷은 다 막혀 있고, USB도 다 막혀 있

고, 인터넷이 가능한 PC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시각효과 업체 I, 엔지니어)”

업체 내부에서 자체적인 보안을 강화하거나, 특허 출원을 통해 지식재산권 제도

에 기대기도 하는 등 기술 공개․공유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역시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임승차자를 배제하기 위해 이들이 스스로 

공간적 고립을 택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고 있다. 용역 제공의 편의성을 고려하

여 기술을 개발하는 측과 제작사는 공간적 근접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2) 내부활용형 생산조직 및 지식축적과정의 공간적 함의

(1) 미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의 내부활용형 생산조직과 지식축적과정의 공간 분포

미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은 산업 전체적으로 내부활용형 생산조직을 택하고 있

으므로 상당히 계속적인 조직을 유지하고 있다. 조직 내 각각의 인력이 맡고 있는 

업무 구분이 철저히 이루어져 분업화․전문화가 뚜렷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프로젝트 

제작이라는 것이 협업의 연속이기 때문에 아티스트 간, 아티스트와 엔지니어 간에 

끊임없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일 처음에 스토리부서에서 글로 된 시나리오를 시각화 해서 ‘스토리 릴’을 

만든다. 간단한 스케치를 플래시 만화 영상처럼 만드는 거다. 수정하기도 쉽고 이

렇게 만드는 게 제작비도 덜 들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는 ‘레이아웃 릴’을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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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카메라 연출이라고 보면 된다. 캐릭터의 움직임 없이 캐릭터가 어떤 타이밍에, 

어디에 있고, 대략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이때 카메라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지를 구성하는 거다. 레이아웃 부서의 테크니컬 디렉터가 맡는다. 세 번째가 애니

메이터 차례다. 같은 주인공을 많은 애니메이터들이 분할해서 캐스팅한다. 이 과

정에서 ‘샷 브리핑’을 한다. 애니메이터가 감독과 함께 캐릭터를 어떤 식으로 

연기시켜야 할지 정보를 주고받으며 의사소통을 한다. 때때로 캐스팅 받은 샷에서 

인물들을 연기하며 즉흥적인 애드리브같은 아이디어를 추가해 넣기도 한다. 완성 

단계보다는 디테일이 떨어지지만 아이디어는 모두 들어가는 단계다. 감독과 상의

해 잘못된 것은 수정하고 재미있는 아이디어는 발전시키기도 한다. 그 다음이 바

로 완성 단계다. 몇 십 명의 애니메이터와 함께 의견을 교류하며 영화를 수정한

다. 이 과정이 끝나면 칼라, 조명, 머리카락의 움직임 등을 삽입해 최종본을 만든

다.(애니메이션 제작사 P, 애니메이터 K)”

“표현의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 애니메이터들은 레퍼런스 영상을 많이 찍는다. 직

접 연기를 하고 동영상으로 찍는다. 캐릭터마다 그 캐릭터 연기가 뛰어난 애니메

이터를 리드 애니메이터로 해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동료들끼리 의견을 교환하거

나 가족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연기를 시켜보고 그런 장면

을 촬영해서 표현하는 거다.(애니메이션 제작사 P, 애니메이터 M)”

만약 이러한 내부활용형 생산조직들이 일정 지역에 집중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인적자본이 필요한 경우 다른 기업의 인적자본을 우선적으로 빼낼 수밖에 없게 된

다. 이는 인적자본의 속성 상 경합성이 높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지역적으로는 경

합적인 상황, 즉 영합게임이 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애니메이션영화산업에 속한 

제작사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영합게임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다. 

한편 미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에서는 제작사들이 R&D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

다. 기본적으로 비밀유지를 위해 비밀 서약을 받고 있으며, 기술 이전을 막기 위해 

특허를 내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철저한 비밀유지를 위해 특허조차 내지 않기

도 한다. 

“특허를 내고 있지 않아요. 개발한 기술에 별다른 이름을 붙이지도 않죠.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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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매년 열리는 SIGRAPH에 가서 우리 회사 기술에 대해 

컨셉 설명은 하죠. 그 정도의 산업 내 교류는 하고 있어요. 딱 거기까지만.(애니메

이션 제작사 B, 테크니컬 디렉터 T)”

그리고 실제로 미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에서는 의도적으로 공간적 고립 전략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면, 픽사의 경우 초창기부터 벌어진 기술 유출을 둘러싼 일련

의 사건들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이 있었고, 디즈니와의 합병 과정에서 입지 

문제를 합병 조건에 명시함으로써 자신의 기술과 인력 구성 나아가 입지까지 온전

하게 확보함으로써 디즈니와 별개의 실체로 남을 수 있게 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자신들의 기술과 인력 구성의 자율성, 입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업계에선 ‘<Toy Story 3> 사건’이라고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픽사 최초의 

작품이자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영화인 <Toy Story> 시리즈를 당시 픽사의 배급사

인 디즈니에서 제작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배급 계약 당시 우리가 영화 배급 쪽에 

경험이 없다보니 디즈니와 맺은 배급계약이 디즈니 쪽에 너무 유리하게 되어 있었

어요. 우리 쪽에선 이 문제에 대해 가뜩이나 벼르고 있었는데, 디즈니가 3D 애니

메이션 제작에 뛰어들기 위해 당시 우리가 기획개발 중이던 <Toy Story 3>를 

‘탈취’하려고 했었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막아내긴 했습니다만.(애니메이션 제작

사 P, 어시스턴트 프로듀서 B)”

“앞서 말한 대로, 당시 두 회사 사이에 있었던 냉랭한 분위기가 때문에, 그리고 

디즈니에서 더 원하는 합병이었기 때문에, 합병 당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에게 유리하다고 할 만한 합병 조건을 달았습니다. 첫째 픽사의 기존 인적자원 관

리 정책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 둘째 픽사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쓰고, 

합병 후 영화 크레디트로 올릴 이름은 ‘Disney․Pixar’로 한다는 것, 그래서 

<Cars>(2006) 부터 그렇게 했죠, 셋째 픽사 간판을 달고 에머리빌에 그대로 있겠

다는 것, 넷째 픽사의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유출시킬 수 없다는 것이 그것입니

다.(애니메이션 제작사 P, 어시스턴트 프로듀서 B)”

블루스카이도 1997년 폭스의 자회사로 편입될 당시 폭스 본사로부터 Fox 

Studio가 있는 캘리포니아주로 회사를 옮길 것을 제안 받았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 174 -

이는 모기업인 투자배급사의 입지 결정 의사에 자회사인 제작사가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제작사가 영화산업 집적지로의 이전을 거부하고 자신의 입

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함으로써 입지 결정을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1999년 폭스에 인수되고 난 직후 본사에서 회사를 서부로 옮기자는 제안을 한 

적이 있었어요. 바로 거절했죠.(애니메이션 제작사 B, 라인 프로듀서 L)” 

이후 블루스카이는 계속해서 늘어난 제작 인원과 새로운 제작 장비를 수용할 수 

있는 넓은 스튜디오가 필요하게 되어, 2009년 초 기존의 뉴욕주 화이트 플레인즈

에서 코네티컷주 그리니치로 스튜디오를 이전하게 되었다. 

“직원도 장비도 점점 늘어나니까 화이트 플레인즈 사무실이 너무 비좁아졌어요. 

6명으로 시작했는데 350명이 되었다니까요. 렌더링 팜도 늘려야했죠. 뉴욕주와 코

네티컷주 여러 지역을 대안으로 삼고 열심히 살펴봤어요...마침 코네티컷 주지사가 

30% 세액공제(tax credit)를 제시했어요. 상대적으로 뉴욕주에서는 우리 회사를 

붙들어 두려는 데 크게 신경을 안 쓰더라구요. 사실 뉴욕주 입장에선 우리 회사에

만 세액공제를 줄 순 없었겠죠. 반대로 산업이 별로 없는 코네티컷은 산업 유치를 

위해 주지사가 직접 움직였구요. 그만큼 우리를 절실히 필요로 했죠. 그래서 우리

의 선택지는 스탬포드와 그리니치 두 곳으로 압축이 되었죠. 결과적으로는 숲으로 

둘러싸인 널찍한 건물도 쓸 수 있다는 점에 끌려 그리니치로 이전하게 되었습니

다. 뉴욕시와 멀리 떨어진다는 점은 아쉽지만 새로운 스튜디오 부지가 그 점을 상

쇄하고도 남아요.(애니메이션 제작사 B, COO, K)”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진 블루스카이의 입지 결정 과정에서 영화산업이 집중된 

L.A. County 혹은 대도시인 뉴욕시로의 이전이 고려되지 않았거나 대안에서 탈락

한 사례는 문화콘텐츠산업의 대도시 집중 혹은 집적지로의 지향이라는 기존 연구 

결과에 대한 반례라고 할 것이다.

요약하면 미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은 내부활용형 생산조직을 통해 제작 인력과 

기술이라는 지식을 조직 내부에 축적하고 있으므로, 우선 인적자본 측면에서 매 프

로젝트마다 제작 인력을 외부에서 새로이 동원할 필요가 없어 산업집적지에서 누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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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이 없고 따라서 외부성 메커니즘이 작동할 여지가 거의 없다. 다음으로 기술 

측면에서는 필요한 제작 인력 모두가 내부에 있기 때문에 용역 제공의 편의성이 고

려대상이 되지 않으며 누적적 기술 개발 상황에서 기술 이전에 대한 무임승차자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간적 고립이라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고 하겠다. 

4. 소결

본 장에서는 한국과 미국 영화산업의 생산조직 및 지식축적과정을 살펴보고 그

것이 영화산업의 공간 분포에 미치는 함의를 살펴보았다. 우선 영화산업의 생산조

직의 특성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영화산업의 생산조직은 프로젝트 

기반 생산조직으로 특정 프로젝트를 단위로 다양하고 전문적인 인적자본이 일시적

으로 결합한, 과업 특수적이며 일시적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 기

반 생산조직의 특성으로 인해 산업 전체적으로 프로젝트 단위로 생산조직이 생성과 

해체가 빈번하게 반복된다. 하지만 실제 영화산업의 생산조직은 제작에 필요한 다

양한 지식을 흡수․통합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조직을 구성해왔다. 둘째, 제

작 단계별로 창작직과 기술직의 제작 인력이 참여함으로써 제작 과정에서 창작직과 

기술직의 혼성적인 팀이 구성된다. 셋째, 영화산업의 생산조직은 영화 제작에 필요

한 핵심적인 자원인 지식을 동원하게 되는데 체화된 지식으로서 인적자본과 비체화

된 지식으로서 기술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영화산업의 생산조직 및 지식축적과정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영화 제작에 핵심적인 자원인 지식, 즉 인적자본과 기술의 원천에 따라 ‘외부동원

형 생산조직’과 ‘내부활용형 생산조직’으로 분류하였다. 인적자본인 제작 인력

을 제작사의 외부에서 동원하고, 제작사의 외부에서 R&D가 진행됨과 동시에 그 

결과물인 기술을 기술직의 용역과 함께 간접적으로 동원하며,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해산되는 조직의 경우 외부동원형 생산조직에 해당하고, 제작사 내부의 제작 인

력을 프로젝트별로 배정하여 활용하고, 제작사의 내부에서 R&D가 진행되어 그 기

술을 직접적으로 동원하며,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해산되는 조직의 경우 내부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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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생산조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국과 미국 영화산업의 생산

조직 및 지식축적과정을 비교하였는데, 외부동원형 생산조직은 한국 영화산업의 경

우 실사영화산업과 애니메이션영화산업 전체에서, 미국 영화산업의 경우 실사영화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다. 내부활용형 생산조직은 미국 영화산업에서도 특히 미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산업별 생산조직 및 지식축적과정은 그 산업별 공간 분포와 연계된다고 

할 수 있다. 매 프로젝트마다 필요한 인적자본을 외부에서 단기적으로 동원하고 기

술 개발에 직접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외부동원형 생산조직은 일정 지역에 모여 있

음으로써 비영합게임의 이점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한국 실사영화산업과 애

니메이션영화산업, 미국 실사영화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집중형 공간 분포는 그들

이 그러한 지역 수준의 비영합게임의 이점을 누리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매 프로젝트마다 필요한 인적자본을 조직 내에서 재배치하고 기술 

개발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내부활용형 생산조직은 기술 이전을 막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게 되는데 제작에 필요한 핵심 자원을 외부와 격리시키는 공간적 고

립 전략이 그러한 수단의 하나로 채택되기도 한다. 미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분산형 공간 분포는 그러한 공간적 전략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아래의 <표 30>과 같이 영화산업 제작 단계에서 제작에 필요한 지

식의 원천에 따라 제작사 외부에서 제작 인력과 기술이 동원되는 외부동원형과 그

렇지 않은 내부활용형에 한국과 미국 영화산업을 적합시켜 봄으로써 영화산업 경제 

공간 형성 메커니즘의 또 다른 한 축으로서 생산조직 및 지식축적과정 상정하는 것

이 설득력이 있다고 하겠다.

프로젝트
기반

생산조직

내부활용형 생산조직 미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

외부동원형 생산조직
미국 실사영화산업
한국 실사영화산업

한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

<표 30> 생산조직 유형에 따른 한국과 미국 영화산업의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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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자본조달과 지식축적의 공간적 차이

제4장에서는 영화산업 공간 형성 메커니즘을 살펴보기 위하여 가치사슬 관점에

서 프로젝트 개시 여부와 관련된 자본조달구조를 제5장에서는 프로젝트의 진행․완
성과 관련된 지식축적과정을 살펴보았다. 우선 제4장에서는 자본조달구조의 특성에

서 출발하여 그 유형을 자본조달의 원천에 따라 외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와 내부금

융형 자본조달구조로 구분하고 한국과 미국 실사영화산업과 애니메이션영화산업이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았다. 이어서 그러한 자본조달구조가 산업의 공간 

분포에 미치는 함의를 검토하였다. 이어서 제5장에서는 생산조직 및 지식축적과정

의 특성에서 출발하여 그 유형을 지식이 동원되는 원천에 따라 외부조달형 생산조

직과 내부활용형 생산조직으로 구분하고 한국과 미국 실사영화산업과 애니메이션영

화산업이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았다. 이어서 그러한 생산조직 및 지식축

적과정이 산업의 공간 분포에 미치는 함의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아래의 <표 31>

과 같이 한국 실사영화산업과 애니메이션영화산업, 미국 실사영화산업과 애니메이

션영화산업을 자본조달구조와 생산조직 및 지식축적과정 유형에 적합시킬 수 있게 

되었다. 

본 장에서는 한국과 미국 영화산업의 자본조달구조와 지식축적과정을 실제 프로

젝트 제작 과정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앞서 밝힌 이론적 틀을 검증하기로 한다. 영

생산조직 및 지식축적과정

내부활용형 생산조직 외부동원형 생산조직

자
본
조
달
구
조

내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 미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 미국 실사영화산업

외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
미국 실사영화산업
한국 실사영화산업

한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

<표 31> 자본조달구조와 생산조직 유형에 따른 한국과 미국 영화산업의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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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업 내에서의 추세 변화는 변동 주기가 매우 짧고 그 양상 또한 급진적이기 때

문에 특정 시기에 산업의 뚜렷한 추세를 파악하여 일반화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추세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영화산업에서 이루

어지는 모든 결정이 인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영화산업의 본질적 속성

에 있다(Ravid, 2004). 영화산업 자체가 다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비해 창작 

동기가 강한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에게 부여되는 크레디트를 통해 프로

젝트에 대한 기여도와 숙련을 평가하는 산업 내의 관행을 통해 이러한 특성이 강화

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산업에 대한 연구는 일반 산업 연구와 마찬가지로 

산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 분석을 통해 일반화를 도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주

목할 만한 특정 사례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 참고로 이들과 유사한 형태의 사례들

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 아닌 만큼, 각 사례가 각 유형의 대표성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 각 사례의 특징을 강조하기 위한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그리고 사

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례의 선정기준은 각 절 모두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기

로 한다. 

1. 외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와 외부동원형 생산조직의 결합: <국제시장>

2014년 12월 17일에 개봉한 <국제시장>은 총제작비 180억 원이 소요된 대작으

로, 손익분기점 600만 명을 넘겨 1,400만 명 이상의 관객이 관람함으로써 현재까

지 한국영화 역대 흥행순위 2위에 기록되어 있다(영화진흥위원회, 「역대 박스오피

스 (통합전산망 집계 기준)」, 2017년 5월 20일 현재, 관객수 14,262,198명, 매

출액 110,933,981,730원). 

아래에서는 고예산이 소요된 <국제시장> 프로젝트가 흥행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

험을 극복하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공간적 함의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한국 실사영화산업의 공간 분포를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

서 제시하는 경제 공간 형성 메커니즘이라는 틀에 따라 투자와 제작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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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배급사 CJ E&M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국제시장>의 자본조달

영화산업 자본조달구조의 특징 중 하나가 투자배급사라고 하는 산업자본이 발달

해 있다는 것이다. 한국 실사영화산업에서도 프로젝트 기반 자본조달 중 외부금융

형 자본조달구조로 일원화되어 있는 가운데 투자배급사가 자본조달 과정에서 중추

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시장> 역시 그러한 특징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국제시장>의 제작을 위해 순제작비 140억 원, 마케팅비 

40억 원 등 총제작비 180억 원이 소요되었다. 이는 그간 제작된 한국영화의 제작

비 순위 20위 내에 들 정도로 고예산 프로젝트이다. 

영화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완성위험과 흥행위험을 가고 있는데 제작예산이 커

질수록 그러한 위험은 더욱 커지게 된다. 더군다나 영화와 같은 무형의 문화콘텐츠 

흥행에 실패할 경우 투자자로서는 투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전무하기 때문에 유형자

산에 대한 투자보다 위험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참여하는 투자자

들로서는 투자위험을 서로 나누어 가짐으로써 참여자 각각이 부담해야 할 투자위험

을 낮추는 위험분담을 꾀할 유인이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프로젝

트의 자본조달에 다수의 투자자가 참여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국제시장>

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공식 크레디트 상의 ‘투자자’ 및 ‘투자사’에 <표 

32>와 같이 다수의 참여자가 올라가 있다. 

배급사 - CJ E&M

제작사 - JK필름, CJ E&M

투자사

- CJ E&M 
- 아이디어브릿지, KDB산업은행, 메리츠화재, SGI서울보증, KDB캐피탈, 한국증권금융, 

신한생명, 동부화재
- 유니온투자파트너스, SK브로드밴드, 산수벤처스,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이수창업투자, 

대성상생투자조합,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 IBK기업은행

<표 32> <국제시장> 크레디트 상의 투자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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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국제시장>의 자본조달구조를 정리하면 아래의 <그림 40>과 같다.

출처 : 기사 및 인터뷰 정리

첫째, 전략적 투자자인 투자배급사를 살펴보자. CJ E&M은 ‘배급사’와 ‘투

자사’ 크레디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국제시장>의 전략적 투자자일 뿐

만 아니라, 투자금액의 크기로 순서가 정해지는 투자사 크레디트에서 가장 앞에 위

치하고 있으므로 메인 투자자로서 자본조달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투자자

- 투자자-제작투자 : 정태성
- 투자자-공동투자 : 장석환, 홍기택, 남재호, 김병기, 김영기, 박재식, 김정남, 이재우, 

안승윤, 김현우, 신강영, 채윤, 김영훈, 서학수, 유석하, 남기문  
- 투자자-투자총괄 : 권미경

출처 : kmdb

<그림 40> <국제시장> 자본조달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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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기자본 투자자인 제작사를 살펴보자. 제작사인 JK필름의 경우 투자사 

크레디트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국제시장>에서는 제작사의 자기자본 투자는 없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윤제균 감독의 JK필름은 CJ E&M과 오랫동안 전략

적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와 같이 투자배급사와 제작사 간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는 사례는 오늘날 한국 영화산업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예외적인 사례이다. 

2005년 이후 JK필름은 CJ E&M으로부터 기획개발비를 선급금으로 받아 작품이 

완성되면 편당 개발비 외에 일정 금액을 별도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협력 관계를 유

지해 왔다(김미현 외, 2011). CJ E&M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획개발비 지급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작사 크레디트에 JK필름과 이름을 나란히 올림으로써 그간 한

국 영화산업의 관행인 배급사와 제작사의 수익 배분 비율(6:4)을 조정함으로써 위

험분담을 일부 꾀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간 투자사에서 엄청난 기획개발비를 제작사에 쏟아 부었다. 그런데 기획개발

비를 써 봐야 영화화될 확률이 10% 남짓이고, 회수가 불가능하다. CJ나 롯데, 쇼

박스 등 배급사에서 기획개발비로 나간 금액이 수백억씩 물려 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지 않겠나.(투자배급사 C, 차장 N)”

셋째, 재무적 투자자들을 살펴보자. 한국 영화산업에서 재무적 투자자들은 직접

투자방식이 아니라 간접투자방식의 투자조합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86) 이들의 관

계는 크레디트만으로는 알 수 없다. 게다가 실제 크레디트에는 투자조합의 운용사

와 출자사가 함께 기재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리 밝혀 둘 사항은 한국 영화산업에서 활동하는 투자조합의 운용사들

은 대개 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같은 벤처캐피탈로, 최근 전문사모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산운용사도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그러한 투자조합

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핵심 기관투자자들에는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나 

정책금융기관, 각종 연금과 공제회 등이 있다. <국제시장> ‘투자사’ 크레디트에 

86) 영화산업 투자를 위한 투자조합은 1999년 제정된「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해 ‘문화산업전문

투자조합’으로 규정되면서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총출자금액의 일정비율 이상이 문화산업

에 투자되도록 하였다(조진희 외, 2006; 좌승희․이태규, 2006; 최영준 외, 2008; 김미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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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는 순서대로 재무적 투자자를 살펴보자. 그 중에서‘아이디어브릿지, KDB산업

은행, 메리츠화재, SGI서울보증, KDB캐피탈, 한국증권금융, 신한생명, 동부화재’

는 CJ E&M에서 진행하는 영화 등 문화콘텐츠 관련 지식재산권에 투자하는 목적

으로 결성된‘CJ E&M 문화콘텐츠펀드’의 투자조합 구성원을 의미한다. 이 중 

아이디어브릿지자산운용은 국내 자산운용사 중 유일하게 문화콘텐츠 수익권과 기업

의 지식재산권에 투자하는 회사로 해당 투자조합의 운용사이다.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서울보증보험 등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기관들과 메리츠화재, 신한생

명, 동부화재 등 민간 보험회사는 해당 투자조합의 출자자로 참여하고 있다. 다음

으로 벤처캐피탈의 하나인 창업투자회사가 자사가 운용하는 투자조합을 통해 투자

하였다. 그 중 ‘유니온투자파트너스, 산수벤처스,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이수창

업투자,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는 각 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다수의 영상전문

투자조합을 통해 투자금을 조성하였다. 반면 대성창업투자는 ‘대성상생투자조합’

에서만 투자금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IBK기업은행’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인 IBK캐피탈과 함께 결성한 ‘IBK금융그룹 문화콘텐츠 상생협력투자조합’을 통

해 투자금을 마련하였다. 

투자조합명 등록일 만기일 결성금액 운용사(GP) 주요 출자자(LP)

CJ E&M 문화콘텐츠펀드 2012년 3월 2018년 3월 600억 아이디어브릿지
자산운용

KDB산업은행(300억),
IBK기업은행,

SGI서울보증보험,
메리츠화재, 
신한생명,
동부화재

유니온콘텐츠전문투자조합 2008-07-03 2015-07-02 200억

유니온
투자파트너스

모태펀드(80억), 
CJ E&M(30억), 
영화진흥위원회

유니온글로벌CG투자조합 2010-06-08 2017-06-07 150억
모태펀드(75억),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인터파크

유니온영상전문투자조합 2011-01-07 2018-01-06 150억 모태펀드(50억), 
CJ E&M(50억)

유니온글로벌콘텐츠투자조합 2011-11-28 2018-11-27 1236억 모태펀드(400억), 
CJ E&M(30억)

유니온콘텐츠벨류업투자조합 2014-05-09 2019-05-08 110억 CJ E&M(20억), 
인터파크(10억), 

SSV디지털문화콘텐츠투자조합 2010-11-22 2015-07-02 251억 산수벤처스 모태펀드(75억), 
SK브로드밴드(50억)

<표 33> <국제시장> 자본조달에 참여한 투자조합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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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특기할만한 점은 상기의 투자조합들이 직․간접적으로 투자배급사인 CJ 

E&M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재혁(2011)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영화산업 가

치사슬에서 안정적인 콘텐츠 공급 및 판권 확보를 목적으로 투자조합에 출자한 영

화산업 관련 유한책임 조합원은 보통 30~40%를 출자하고 있으며, 이에는 멀티플

렉스 산업 진출 대기업들, 비디오 및 TV 등 부가시장 유통업체, IPTV 등 유무선 

통신사업자 등이 포함된다고 한다. 특히 배급사의 경우 투자조합에 출자하고 출자

한 각 투자조합으로부터 메인 투자 영화의 제작비를 간접적으로 조달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제작-배급-상영 부문의 수직통합을 이루었다고 

한다. <국제시장>의 자본조달구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배급사 CJ E&M의 메인 투

자와 CJ E&M이 출자한 투자조합의 부분 투자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전

형적인 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표 33>을 보면 대부부의 투자조합에 주요 

출자자로 CJ E&M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투자조합 운용사 자체가 CJ 

E&M과 특수관계인 경우도 있다.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는 2014년 초 CJ창업투

자가 사명을 변경한 곳으로, CJ E&M의 지주회사인 CJ 그룹의 회장과 특수관계인

TW12호글로벌콘텐츠투자조합 2009-11-30 2016-11-29 419억
타임와이즈

인베스트먼트

모태펀드(132억), 
CJ E&M(20억), 
산업은행(30억)

TW14호문화콘텐츠투자조합 2011-11-14 2018-11-13 200억
모태펀드(80억), 
CJ E&M(50억), 

롯데엔터테인먼트

ISU-문화콘텐츠투자조합 2007-05-18 2015년 12월 
청산 250억

이수창업투자

모태펀드(75억), 
CJ E&M(40억), 

하나로텔레콤(25억), 
SK브로드밴드(25억), 

ISU-글로벌콘텐츠투자조합 2009-05-11 2016-05-10 212억

영진위(70억), 
한세예스24홀딩스(20
억), 모태펀드(20억), 

CJ E&M(10억)

스마일게이트문화산업투자조합 2008-06-13 2015-06-12 240억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

모태펀드(72억),
CJ E&M(60억)

대성상생투자조합 2011-12-08 2018-12-07 420억 대성창업투자 CJ E&M(60억)

IBK금융그룹 문화콘텐츠 
상생협력투자조합 2012년 4월 150억 IBK캐피탈

IBK기업은행과 
IBK캐피탈(100억),

CJ E&M(5억)

출처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전자공시(DIVA), 각 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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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이 소유한 회사이다. 산수벤처스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CJ 그룹의 회장과 

특수관계인(친족)이 소유한 회사이다. 이로써 CJ E&M이 <국제시장>에 투자배급사

로서 직접투자도 하였지만 다수의 투자조합을 통해 간접투자도 하였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투자배급사인 CJ E&M의 입장에서는 위험분산을 위한 투자 다각화의 일

환이라고 할 수 있고, 재무적 투자자 입장에서는 영화의 완성위험과 흥행위험 등 

투자위험 줄이기 위해 산업 내 연성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배급사와 결합함으로써 

위험 분담을 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조합원 관련 프로젝트 투자는 

주요출자자 거래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의 ‘특수 관계인 거래 행위 제

한’(투자조합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출자지분을 소유한 출자자나 그 특

수관계인과 거래하는 행위를 제한)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도 하다. 

마지막으로 <국제시장> 자본조달 과정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한국 실

사영화산업의 자본조달구조 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투자조합이 출자자를 보호하

기 위해 분산투자를 투자 정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아래 <표 34>와 같이 투자조

합 당 투자액이 5~7억 원 정도이고 이것은 어느 투자조합이나 대동소이하다. 따라

서 투자조합 운용사가 투자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운용하고 있는 여러 투자

조합을 묶어 투자에 참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국제시장> 재무적 투자자 중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한 유니온투자파트너스의 경우 20억 원을 투자하기 위해 자

신이 운용하는 투자조합을 5개를 동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제시장>의 외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가 갖는 공간적 함의는 

무엇인가? 이를 위해 우선 자본조달에 참여하는 투자자들 간의 관계, 특히 투자배

투자사 투자액 (참여 조합 수) 투자사 투자액 (참여 조합 수)

CJ E&M 50억 원  이상 이수창업투자 15억 원 (2)

유니온투자파트너스 20억 원 (5) 대성창업투자 6.5억 원 (1)

산수벤처스 17.5억 원 (1) IBK캐피탈 6.5억 원 (1)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15억 원 (2)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5억 원 (1)

자료 : 기사 및 인터뷰 정리

<표 34> 투자사별 <국제시장> 투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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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사-제작사-재무적 투자자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보기로 한다. 영화산업

에서 투자배급사는 영화에 대한 메인 투자자일 뿐만 아니라 제작된 영화를 극장에 

배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따라서 영화 프로젝트 제작보다 앞서 투자 결정을 내

리고 프로젝트 완료 후 배급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중심에 투자배급사가 자리하

게 된다. 프로젝트 제작의 주체인 제작사로서는 투자배급사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

행해야만 하므로 공간적으로도 투자배급사에 근접할 필요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재무적 투자자로서도 영화 프로젝트 투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투자 정보를 획득하

고 투자 위험을 낮춰야만 하는데,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산업에 정통한 투자배급사

나 제작사 가까이에 있어야 할 필요성이 높다. 왜냐하면 정보가 부족한 투자자가 

산업이나 기업의 연성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그들과 장기간 관계를 맺어야 하고, 특

히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직접적인 접촉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자조합을 

중심으로 한 신디케이트 형태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투자조합의 구성원 모두가 

그러한 공간적 분포를 보일 필요는 없다. 일반 출자자들의 주된 역할이 투자 대상

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면, 투자조합 운용사의 역할은 출자자의 하나

로서 투자 결정에 참여하고, 투자가 집행된 이후에는 예산집행관리, 추가적인 제작

비 조달 지원, 홍보 지원 등을 통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활동을 하는 것이다. 즉 사전의 투자의사결정과 사후의 감시․감독 업무를 직접

적으로 수행하는 투자조합 운용사가 투자배급사 및 제작사와 공간적으로 가까운 곳

에 입지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를 종합하면 자본조달에 참여하는 투자자들 간의 

관계에서 공간적 근접성에 대한 요구가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영화산업에서는 프로젝트 기반 자본조달이 이루어지므로 자본조달 참여자들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단일 프로젝트와 투자배급사, 제

작사, 재무적 투자자 등 자본조달 참여자들의 공간 분포를 바로 연결 짓기는 힘들

다. 한 프로젝트에만 국한하여 입지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산업 내 잠재

적인 투자자군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제작사와 달리 투자배

급사나 재무적 투자자의 경우 한 번에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에 산업 전체적인 관점에서 입지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국제시장>의 자본조

달에 참여한 메인 투자자인 CJ E&M을 중심으로, 제작사인 JK필름은 CJ E&M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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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에 걸친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 기획개발비를 지원받아 프로젝트를 진행하

는 관계이므로, CJ E&M-JK필름 간 조직적 근접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재

무적 투자자인 투자조합들 역시 투자배급사인 CJ E&M이 출자하거나 그 운용사가 

CJ E&M과 특수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CJ E&M-투자조합들 간 조직적 근접성

도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공간적으로도 투자배급사와 제작사, 관련 창업투자회사

의 입지를 보면, <국제시장>의 투자배급사인 CJ E&M은 2010년 완공된 마포구 

상암동의 CJ E&M센터로 이주하기 전까지 강남에 있었고, <국제시장>에 참여한 

투자조합 중 그 결성연도가 2010년 이전인 경우도 절반 가까이 되는데 관련 창업

투자회사들은 당시 CJ E&M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CJ E&M과 오랜 기

간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제작사 JK필름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를 통해 

<국제시장> 자본조달에 참여한 투자사들의 공간적 근접성의 정도를 가늠해볼 수 

있다. 

2) 지식축적을 위한 다각적 노력 속에서 제작된 <국제시장>

<국제시장>은 고예산이 소요된 대작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오픈 세트를 별

도로 짓고, 국․내외 로케이션도 진행하였다. 

“제작비의 대부분이 CG와 로케이션, 세트 제작비에 들어갔다고 할 만큼 볼거리

에 신경을 많이 썼다.(제작사 J, 제작PD L)”

그 과정에서 다수의 제작 인력과 제작 관련 업체들이 제작사인 JK필름과의 계

약을 통해 동원되었다. 각 직군별로 개인 자격으로 개별 계약을 하거나 회사 자격

으로 업체 계약을 하였다. <국제시장>　제작을 위해 동원된 제작 인력의 대강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35>와 같다. 참고로 <국제시장>은 각각 서독 광산 시퀀스를 

위해 체코 오스트라바, 베트남 전쟁 시퀀스를 위해 태국에서 해외 로케이션을 진행

하면서 현지에서 제작 인력을 동원하였으나 본 분석에서는 이들을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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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제작사인 JK필름은 그간 한국 영화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제작 인력

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인적자본에 대한 처우 개선은 영화산

업의 핵심 생산요소의 하나인 제작 인력을 지식으로 바라보는 본 연구의 시각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것이다. <국제시장>을 제작하면서 제작사는 한국영화 최초로 제

작 인력 전체와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을 제공함으로써 인적자본의 처우 

개선에 나섰고, 인적자본의 수익 배분 참여도 허용하였다. 제작 인력과의 계약 시 

표준근로계약서에 1일 12시간 이상 촬영 제한, 초과근로 수당 지급, 1주일 1회 휴

무 등 계약 기간을 구체적인 일시로 표기하고, ‘계약금’이 아닌 ‘임금’으로 

표기하고 월 기본 급여, 초과근무수당의 금액, 지급 기준, 지급 일시, 지급계좌를 

명기한 것이다. 

구분 직군 참여 인력 혹은 업체 계약 방식

창작직

연출 윤제균 감독/연출부 개별계약

시나리오 박수진, 윤제균 개별계약

연기 주․조연 배우 개별계약

음악 이병우 음악감독/음악팀 개별계약

기술직

프리비즈 CJ파워캐스트 업체계약

촬영 최영환 촬영감독/촬영팀 개별계약

조명 김호성 조명감독/조명팀 개별계약

그립 더그립 업체계약

미술 류성희 미술감독/미술팀 개별계약

분장 이혜란 팀장/분장팀 개별계약

의상 한진성, 최경희 의상팀장/의상팀 개별계약

소품 태릉소품실 업체계약

세트 아트서비스 업체계약

특수효과 이펙트스톰 업체계약

특수분장 스웨덴 특수분장팀, 셀 업체계약

시각효과 디지털 아이디어, 코코아비전, 스튜디오 1064 업체계약

사운드 웨이브랩, 소닉티어 업체계약

편집 JINPOST 업체계약

D.I. CJ파워캐스트 업체계약

자료 : kmdb, 인터뷰 정리

<표 35> <국제시장> 제작 참여 인력 및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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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PD로서 만족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4대보험을 시행했다는 점이에요. 완벽

하거나 완전하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5월 달에 표준근로계약 협약이 이루

어졌는데, 이걸 시작을 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다는 생각이었어요. 시행착오를 겪

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2000년 중반에는 흔히들 ‘어제는 48시간 촬영했다’

는 말들을 했잖아요. 사실 그 말에는 자랑도 약간 섞었던 거예요. 저는 그게 부끄

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제작사 J, 제작PD L) ”

제작 인력의 수익 배분 참여는 <국제시장>이 손익분기점을 2배 이상 넘겨 흥행

에 성공하고 천만 영화에 등극하면서 실현되었다. 제작사 JK필름은 수익의 일부를 

영화의 창작직과 기술직에 배분해주었는데, 주연배우에게는 러닝개런티의 형태로, 

제작 인력 전체에게는 보너스의 형태로 지급하였다. 이는 프로젝트의 성과에 대해 

제작 인력이나 제작 관련 업체의 기여를 적극적으로 인정해준 것이며, 이 역시 영

화산업의 핵심 생산요소의 하나인 제작 인력을 지식으로 바라보는 본 연구의 시각

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영화산업의 인적자본에 해당하는 제작 인력은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기반 

생산조직에 속해 실제 영화 제작에 참여함으로써 지식축적을 이룰 수 있으나 프로

젝트 기반 생산조직은 일시적 조직으로 프로젝트가 완성된 후 해체되기 때문에 참

여하는 제작 인력의 지식축적과정은 단기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단절적으로 일어

나게 된다. 따라서 제작 인력이 양질의 인적자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따라서 차기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인

적자본에게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다. 때에 따라서는 같은 제작사와 상당 기간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경우가 발견되기도 한다. <국제시장>에서도 제작사인 JK필

름과 오랫동안 작업한 업체들이 관찰된다. 예를 들면, <국제시장>의 특수효과를 맡

은 이펙트스톰은 JK필름의 여러 블록버스터 프로젝트를 도맡아 담당하면서 자체 

기술을 개발해왔다. 

“특수효과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영화를 전공한 분이 없다. 기계나 화학,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다. 현장 경험으로 특수효과를 배웠다. 카메라 앵글 등을 현장에

서 배웠고, 특수효과는 일단 회사에서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현장을 가게 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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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배우는 게 80~90% 된다. 특수효과는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촬영, 조

명 등 여러 스태프가 얽혀 같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해운대>를 찍으면서 물 

효과에 눈을 떴고 <국제시장>을 찍으면서 폭파 신을 다양하게 진행했다.(특수효과 

업체 E, 실장 K)”

또한 <국제시장> 제작 과정의 일부 직군에서는 투자배급사인 CJ E&M의 계열

사가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의 일감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기획개발 단계의 프리비즈

(Pre-vis)와 후반작업의 하나인 D.I.의 경우 CJ파워캐스트가 담당하였고, 세트의 

경우에는 아트서비스가 담당하였다. 시각효과에 참여한 업체의 하나인 스튜디오 

1064는 CJ파워캐스트의 시각효과 사업부가 철수하면서 설립되었는데 CJ파워캐스

트로부터 일종의 인력 승계가 이루어진 스핀오프라고도 볼 수 있는 업체이다. 이와 

같이 제작 관련 계열사들이 모회사가 투자배급하는 영화 프로젝트의 용역을 수주하

게 됨으로써 CJ E&M은 영화산업 내 투자-제작-배급-상영 부문의 수직통합을 공

고히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체화지식인 인적자본 외에 영화 제작에 중요한 지식으로 비체화지식이

자 고정비용 투자에 의한 R&D를 통해 지식축적이 일어나는 기술의 개발은 제작에 

참여하는 기술직이 담당하고 있다. 기술직이 제작에 참여할 때는 해당 기술직의 용

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하는 것이므로 이들이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개

발하는 기술은 제작사와 무관하며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에 귀속된다. 그리고 실제 

R&D 과정에서는 연구개발팀이나 연구인력이 따로 없이 기술직이 직접 R&D에 참

여하기도 한다. 이는 R&D의 여부가 개발되는 기술의 첨단성 여부와 크게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R&D 비용과 관련해서는 비용의 크기에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비용의 성격이 고정비용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즉 기술의 속성 

중 하나인 비경합성에는 고정비용 투자가 반드시 따르게 된다(Cornes and 

Sandler, 1984, 1996; Barro and Romer, 1987)는 점이 중요한 것이다. 실사영

화 제작에 참여하는 기술직 중에서 실제 R&D가 이루어지는 직군은 특수효과, 특

수분장, 사운드, 시각효과(프리비즈 및 D.I. 포함)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직군에서

는 R&D 형태의 지식축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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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시장> 제작 과정에서 기술직과 기술 개발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획개발 단계에서 실시한 프리비즈이다. 이는 CJ E&M의 계열사인 

CJ파워캐스트에서 프리비즈를 담당하였다. 

둘째, 제작 단계에서 특수효과를 담당한 업체는 이펙트스톰이다. 2000년 설립된 

이펙트스톰은 장르에 구애됨 없이 수많은 작품에 참여하였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이 윤제균 감독의 JK필름과 만나면서 한국 영화에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였다. 

<국제시장>에서도 새롭게 장비를 개발한 바 있다. 

“윤감독과 만나고 나서 ‹퀵›의 자동차 폭파, ‹해운대›의 물 등 과거 한국영화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특수효과 작업에 도전했다... 컴퓨터 제어 프로그램으로 조종 가

능한 장비들을 직접 개발하고 있다. 특수효과의 첨단 과학화라고 할까. 4축 와이

어캠을 직접 개발해 ‹국제시장›에서도 와이어캠을 이용해 흥남부두 신과 이산가족 

상봉 장면 등을 찍었다.(특수효과 업체 E, 대표 H)”

 특수분장을 담당한 업체로는 스웨덴 특수분장팀인 러브 라르손과 셀이 있다. 

스웨덴 특수분장팀의 기술 개발 여부를 파악할 수 없었지만, 셀의 경우 <국제시장>

을 위해 기술 개발을 따로 하지 않았다.

“<국제시장>은 예산이나 마케팅 면에서 규모가 있었기 때문에 스웨덴과 할리우드 

구분 직군 참여 인력 혹은 업체 
<국제시장> 
제작을 위한 
R&D 여부

일부
기술직

특수효과 이펙트스톰 ○

특수촬영 서비스비젼코리아 ×

특수분장 러브 라르손, 셀 ×

시각효과 디지털 아이디어, 코코아비전, 스튜디오 1064 ×

사운드 웨이브랩, 소닉티어 ×

프리비즈 CJ파워캐스트 ×

D.I. CJ파워캐스트 ×

자료 : 인터뷰 정리

<표 36> <국제시장> 참여 업체 중 기술 개발 가능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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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이 특수분장을 했었고, 우리는 그냥 좀 도와주는 수준이었다. 우리는 덕수 엄마

(할머니)만 맡았다.(특수분장 업체 C, 팀장 K)”

셋째, 후반작업의 단계에서 시각효과에는 국내․외 업체가 참여했는데, 국내 업체

로는 디지털 아이디어, 코코아비전, 스튜디오 1064가, 국외 업체로는 얼굴만 전문

적으로 작업하는 일본의 Foton이 참여하였다. 참고로 이 중 디지털 아이디어는 

2010년 인사이트 비주얼, 디티아이픽쳐스, 이오엔디지탈필름스가 합병하여 인터파

크 계열사로 편입된 1세대 시각효과 업체로 직원수가 200명에 달하는 대형 업체이

다. 코코아비전과 스튜디오 1064는 2014년에 설립된 신생 업체로  직원수가 30명 

남짓한 소규모 업체이다. 특히 스튜디오 1064는 CJ파워캐스트 시각효과 사업부가 

철수하면서 설립된 회사이다. 이렇게 시각효과 업체 세 곳이 함께 작업하는 것은 

그간 한국 영화산업에서는 자주 발견되지 않는 현상이다. 

“보통 한국영화는 CG업체 한 곳에 맡기지만 이번에는 국내외 총 4개 업체를 선

정해서 업체별로 가장 전문성이 높은 장면을 맡겨 작업의 효율성을 높였고 시각적

인 목표에 도달했다.(시각효과 업체 D, 슈퍼바이저 H)”  

과거 대다수 한국영화는 한 업체에서 시각효과 전체를 책임지는 형태가 많았으

나, 컴퓨터 그래픽 분량이 많은 대형 영화들이 기획되면서 컨소시엄 형태의 작업이 

늘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한 업체에 작업 전체를 맡기고 일감을 수주한 

업체가 하청업체에 재하청을 주는 방식이 업계의 관행이었는데, 여러 업체에 컨소

시엄 형태로 작업을 맡긴다는 것은 한국 시각효과 업체들이 각 업체마다 특화된 전

문성을 갖추기 시작하였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국제시장>에 

참여하면서 사용한 소프트웨어는 모두 라이선스를 지불하는 상용 프로그램으로 기

술 개발을 위해 별도의 투자를 하지는 못했다. 

“투자 여력이 안 되다 보니 R&D 인력 양성은 안 된다. 업계에서 제작사에서 장

비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 견적이 많이 책정되지 못하고.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렌더팜 전기료, 유지보수비도 무시되고 인건비 베이스로만 흘러가

니까.(시각효과 업체 S, 실장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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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작업 단계에서 D.I.는 CJ파워캐스트에서 담당하였고, 사운드와 관련해서는 

동시녹음과 사운드는 웨이브랩에서, 3D 사운드 마스터링은 소닉티어에서 담당하였

다. 그리고 이들 역시 별도의 기술 개발은 없었다. 

“‹국제시장›에서 시장이 가장 큰 배경이라 디테일을 많이 설정했다. 시대별로 시

장에서 호객하는 물건이랑 금액이 조금씩 바뀐다. 주 공간이 부산의 국제시장이니

까 부산 분들 2~30분을 불러서 녹음도 하고. 처음에 시장 나올 때는 닭소리 들리

고 소달구지 지나가다 시간이 흐르면 차 소리로 바뀐다든지 오토바이 소리가 좀 

들린다든지. 그렇게 시대에 맞는 공간의 소리를 찾으려고 노력했다...CG가 많아도 

SF영화처럼 아예 세상에 없는 소리를 만드는 것은 때문에 사운드 레퍼런스 채집 

정도 했다고 이해하면 된다.(사운드 업체 W, 실장 H)”

요약하면, <국제시장>의 제작 인력은 계약에 의해 일시적으로 동원되고 있으며, 

기술 개발은 분야에 따라 자체 개발을 하는 경우도 발견되었지만, 첨단 영상 기술

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각효과 부문에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지

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국제시장>이 취한 외부동원형 생산조직의 공간적 함의는 무엇인가? 제작사 입

장에서 제작 인력이나 업체의 동원의 편리성과 제작 인력이나 업체의 용역 제공의 

편의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제작사와 제작 관련 업체, 제작 인력은 서로 가까운 곳

에 입지하여 높은 공간적 근접성을 보일 뿐만 아니라 계열사 관계의 제작 관련 업

체들도 참여함으로써 조직적 근접성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 개

발이 그다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무임승차자를 막아내기 위해 공간적 고립

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 즉 제작 관련 업체에서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그 이전을 막

기 위해 자구적인 노력이나 제도적 수단에 기댈 뿐 공간적 전략, 즉 공간적 고립으

로까지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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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금융형 자본조달과 내부활용형 생산조직의 결합: <Rio 2>

2014년 4월 11일에 개봉한 <Rio 2>는 총제작비 $130,000,000가 소요되었다. 

북미에서 $131,538,435를 벌어들였고, 그 외 지역에서 $368,188,435를 벌어들임

으로써 총 $500,188,435의 박스오피스 성적을 거둔 바 있다. 이는 전작인 <Rio>

의 총 $484,635,760를 넘어서는 것이기도 하다. 

아래에서는 고예산의 미국 실사영화에 버금가는 애니메이션 프로젝트가 흥행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을 극복하고 어떻게 만들어 질 수 있었는지 그 공간적 함의는 

무엇인지 투자와 제작 단계로 나누어 검토하기로 한다. 

1) 투자배급사 Fox의 제작 승인 하에 이루어진 <Rio 2>의 자본조달

미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 역시 투자배급사라고 하는 영화산업에 특유한 산업자

본의 막강한 영향력 아래 있다. 미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에 속한 제작사들이 오늘

날 미국 영화산업의 메이저 스튜디오의 자회사로 편재됨에 따라 산업 전체적으로 

내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로 일원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Rio 2> 에서도 역시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애니메이션영화 제작사들이 메이저 스튜디오의 자회사로 편입될 수 있었던 

것은 3D 애니메이션 제작방식에서 오는 기술적인 이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애니

메이션영화의 흥행성공률이나 수익률이 실사영화의 그것에 비해 높다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다. 2010~2014년 사이에 개봉된 미국 애니메이션영화는 총 57편으로, 

평균 제작비는 1억 달러를 상회하였고, 해당 기간 평균 흥행실적은 3억 8천 달러

로 애니메이션 전체를 고려하면 모두 수익구간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박승현․송
현주, 2014). 이 기준에 따라 <Rio 2>의 총제작비 1억 3천만 달러, 박스 오피스 

수입 5억 달러는 업계 평균 이상을 넘는다. 참고로 <Rio 2>의 총제작비는 

2000~2016년 사이에 개봉된 3,867편의 영화 가운데 상위 5% 내에 들어 미국 영

화산업 내에서도 고예산 영화에 들어간다. 한편 Box Office Mojo에 따르면, <Rio 

2>의 투자배급사인 Fox는 2014년 총 17편의 영화(재개봉 포함, 22편)를 배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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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해 박스오피스 수입 $1,791,000,000로 시장점유율 17.3%를 달성함으로써 미

국 영화산업의 투자배급사 중 1위를 차지하였다. 이중 투자배급사인 Fox의 자회사

이자 <Rio 2>의 제작사인 Blue Sky Studios가 <Rio 2>로 거둔 박스오피스 수익

은 당해 연도 Fox의 박스오피스 수입의 28%를 차지하였고, 수익률은 대략 285% 

정도가 된다. 물론 수익률 280%는 미국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올린 수익률 중 그리 

높은 편에 속하지 않는다. <Rio 2>의 제작사인 Blue Sky Studios의 대표작인 

<Ice Age> 시리즈는 시리즈 대부분이 700%가 넘는 수익률을 보였고, 다른 제작사

의 대표작들도 수익률 700%를 넘는 작품을 보유하고 있다. 

<Rio 2>는 미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의 여느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모회사인 

Fox의 제작 승인으로 프로젝트의 제작 여부가 결정되었으며, 자본조달은 Blue 

Sky Studios 내부에 형성된 이익잉여금을 토대로 하였다. <Rio 2>의 자본조달구

조는 아래의 <그림 41>과 같다. 

출처 : 인터뷰 정리

이때의 이익잉여금은 제작사의 기존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그 규모는 

박스오피스 수입 정산에 책임이 있는 투자배급사의 수입 배분에 의해 결정이 된다. 

사실 매출과 비용을 집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 금액을 산정하여 수익 배분과 관

련해 기체결한 계약 관계에 따라 수익금을 배분하는 역할을 투자배급사가 담당하는 

<그림 41> <Rio 2>의 자본조달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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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한국 영화산업이든 미국 영화산업이든 영화업계의 확고한 관행이다. 특히 미

국 영화산업에서는 정산 지급 순서(recoupment schedule)에 따라 차기 프로젝트

의 제작비 정도만을 제작사 혹은 제작 자회사에 정산해주는 할리우드식 회계

(Hollywood accounting)’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되고 나면 입장료 수입이 발생하게 되죠. 이러한 총수입액

(gross receipts)에서 극장이 우선 극장 경비(극장 운영비)를 제하고, 나머지 금액

을 극장과 배급사 간에 나누게 됩니다. 계약마다 다르겠지만 대략 50:50. 배급사

는 극장으로부터 받은 금액에서 배급수수료(distribution fee), P&A비가 포함된 

배급비용, 배급비용에 대한 10% 이자를 먼저 자신의 몫으로 제합니다. 그리고 총

수입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는 배우나 감독(gross participants)에게 돌아갈 몫, 

그리고 금융비용, 지불유예금(deferred payment), 제작비를 제합니다. 이를 제하

고 남은 순이익(net profit)에서 지분투자자(equity partner)에게 배분하는 순으로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수익 배분을 통해 투자배급사가 통제권을 행사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제작사 몫으로 받게 되는 이익의 크기도 결정

하게 됩니다.(제작사 B, 회계 담당 B)” 

요약하면, <Rio 2>를 제작하기 위해 Blue Sky Studios는 모회사인 Fox로부터 

프로젝트 제작에 대한 승인을 받고 그에 대한 제작예산은 제작사 내의 이익잉여금

으로 집행하였기 때문에 제작사 내부에서 내부금융형 자기자본조달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에서 볼 수 있는 내부금융형 자본

조달구조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가 갖는 공간적 함의는 무엇인가? 자

본조달에 참여하는 주요 투자자 간 사전에 서로에 대한 연성정보를 얻고 사후에 프

로젝트 제작을 감시․감독하기 위해 공간적으로 근접해야 할 필요가 높은 외부금융

형 자본조달구조와 달리 내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 하에서는 투자자 간 공간적 근접

성에 대한 요구가 전무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차기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 내 잠재적인 투자자군이라는 개념도 성립하지 않으므로 잠재적인 투자자

군을 고려하여 입지를 결정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내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를 채

택한 경우 자본조달 측면에서 일정 지역에 모이게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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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작사 내부의 연속적인 지식축적과정 속에서 제작된 <Rio 2>

<Rio 2>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미국 영화산업 전체에서도 고예산이 소요된 대

작이다. 인건비가 주로 드는 2D 애니메이션영화의 제작비의 경우에도 실사영화의 

제작비보다 더 높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인데, 2D 애니메이션영화보다 자본집약적

이고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까지 요구되는 3D 애니메이션영화의 제작비가 높은 것

은 당연하다. 

제4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미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에 속한 애니메이션 제작사

들은 모두 인하우스 제작방식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기획개발부터 후반작업에 이

르는 전 제작 과정에 필요한 제작 인력을 대부분 사내에 고용하여 프로젝트별로 할

당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별 제작 인력 할당이 가능한 것은 

미국 영화산업의 독특한 관행 때문이기도 하다. 투자배급사들은 매년 향후 5년 내

지 7년간의 프로젝트 라인업과 배급 시기 등을 발표하고 있는데, 제작사 입장에서

는 차기 혹은 차차기까지 프로젝트가 확정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부에 인력을 고

용하여 프로젝트별로 할당하는 조직을 꾸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라

인업 확정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영화의 제작 기간 때문에 인하우스 제작방식을 채

택할 여지가 생긴다고 할 수 있다. 보통 2~3개월 만에 촬영이 끝나는 실사영화와 

달리 애니메이션영화는 애니메이터들이 투입되는 프로덕션 기간만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제작 인력을 제작사 내부에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속적인 제작조직

이 제작사 내에 구성되어 있으므로 일종의 노하우나 팀워크가 조직 내에 축적되고, 

R&D 측면에서도 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3D 애니메이션영화

와 유사한 컴퓨터 그래픽 제작기술을 활용하는 실사영화의 시각효과 업체의 경우와 

비교하면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시각효과 업체의 경우에는 수주하게 되는 프

로젝트마다 요구되는 스타일이 다르고, 이에 따라 표현해야 할 스타일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 필요한 기술 개발이 단기의 임기응변식으로 진행되며 영화의 후반작업에

만 짧은 기간 동안 참여하는 등 조직 및 작업의 유연성이 더욱 요구된다. 메이저 

스튜디오에서조차 이러한 시각효과 업체를 자회사로 두는 경우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참고로 현재 시각효과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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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는 Disney로, 2012년 Lucasfilm을 인수하면서 그에 딸린 시각효과 업체

인 ILM도 같이 인수하였다. 

애니메이션영화의 제작 인력은 실사영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획개발 단계의 

창작직과 제작 단계의 기술직으로 나눌 수 있다. 제작 단계별 기준에 따르면, 기획

개발 단계에서 스토리를 발굴하여 스토리보드와 스토리 릴을 제작하는 스토리 부서

와 캐릭터 디자인, 배경 디자인, 비주얼 스타일, 컬러, 텍스처를 발전시키는 아트 

부서가 창작직에 해당된다. 이후 제작 단계에서 모델링, 리깅, 시뮬레이션, 레이아

웃, 애니메이션, 라이팅, 렌더링 등의 부서가 참여하게 되는 데 이들이 기술직에 

해당된다. 하지만 미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의 인하우스 제작방식을 제대로 이해하

기 위해서는 제작 단계에 따른 창작직과 기술직 구분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기능에 따라 기술직과 창작직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전체 

제작 과정 내내 실제 애니메이션에 참여하는 부서와 이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하는 

부서(TD/engineer) 간에 피드백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개

발팀과의 지속적인 피드백의 필요성 때문에 미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에서 인하우스 

제작방식이 보편화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Rio 2> 제작을 위해 동원된 제작 

인력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38>과 같다.    

구분 3D 애니메이션 프로덕션 VFX 프로덕션

표현 스타일
제작사마다 정형화된, 제작사 고유의 스
타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함.

수주한 프로젝트의 제작사나 감독의 스타
일에 맞춰 작업을 진행함.

R&D
장기적인 계획이나 제작사 고유의 스타일 
하에 R&D가 진행됨.

매 프로젝트별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단
기적인 R&D가 진행됨.

제작 참여 단계
전체 작업을 담당함. 프리에서 포스트까
지 풀 프로덕션(full production)을 담당
함.

후반작업에만 참여함. VFX가 많이 활용
되는 SF 영화의 경우 프리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음. 

작업 기간
현재 애니메이션 제작에 2~3년 정도 소
요됨. (최초의 3D 애니메이션 <Toy 
Story>의 경우 7년가량 소요되었음)

<Star Wars>와 같이 VFX가 많이 필요한 
프로젝트의 경우 6개월 정도 소요되는 
반면, 일반 영화는 1~2개월 정도 소요
됨.

자료 : 인터뷰 정리

<표 37> 3D 애니메이션과 VFX의 프로덕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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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을 보면, 기획개발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감독을 포

구분 직군  계약 방식 인하우스 여부

Visual

Director Carlos Saldanha

고용계약

Ÿ 상위 직급   
- exclusive contract

Ÿ 일반 직급  
- at-will employment 

contract 

Ÿ 임시 직급 
- end-dated employment 

contract

○

Writer Carlos Saldanha et al. ○, ×

Art Dept.

story ○

pre-viz ○

design ○

sculpture ○

set ○

Visual Effects

compositing ○

stereoscopic team ○

lighting ○

imaging ○

visual effects ○

assembly ○

material ○

modelling ○

simulation ○

TD/engineer ○

Animation Dept.

character ○

modelling ○

rigging ○

layout ○

animator ○

camera & staging ○

material ○

TD/engineer ○

Editorial Dept.
D.I. ○

editor ○

Audio

Music John Powell 개별 계약/업체계약 ×

Voice voice actors/actresses 개별계약 ×

Sound Skywalker Sound 업체계약 ×

자료 : imdb, 인터뷰 정리

<표 38> <Rio 2>의 제작 인력 크레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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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여 외부 작가들이 작업을 진행하였다. 

“풀 프로덕션이 이루어지는 와중에 무수한 기획이 이루어진다. 피칭을 하기 전 

아이디어 형태로 마련되는 기획안 전체를 ‘development tank’라고 부르는데 

감독 예정자가 소수의 슈퍼바이저와 아이디어, 시놉시스 정도를 개발하는 거다. 

탱크 안에는 적어도 3~4개 정도, 그 이상도 들어 있다. 그 단계는 과연 이게 프

로덕션에 들어가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부 인력을 붙일 수 없다. 감독도 막연하

게 몇 마디의 컨셉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캐릭터 

디자이너, 아트 디렉터에게 컨셉용이나 피칭용으로 작업을 요청한다. 시나리오는 

감독도 들어가고 외부 작가들이 붙기도 한다. 주로 L.A.에 있는. 애니메이션 시나

리오는 실사와도 성격이 다른, 좀 더 전문적인 분야이다. 미국 내 한 20명 정도의 

작가들이 픽사나 드림웍스, Blue Sky Studios, 일루미네이션 등을 다 커버한다고 

알려져 있다.(애니메이션 제작사 B, 슈퍼바이저 M)”

영화라는 매체가 시청각으로 제작된다고 할 때, <Rio 2>의 시각 부문은 인하우

스 제작방식으로 제작되었고, 청각과 관련된 음향, 음악, 성우는 외부의 인력이나 

업체를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Rio 2>에 참여한 Skywalker Sound의 

경우 미국 영화산업의 메이저 투자배급사가 관여한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사운드 

작업을 맡고 있어 사운드 분야에서는 선도적인 기술과 기자재를 보유하고 있음과 

동시에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업체이다. 참고로 세계 영화시장에서 압도적인 

규모의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미국 영화산업일지라도 그 안에서 사운드를 담당하는 

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Skywalker Sound는 Lucasfilm의 자회사로 조지 루카스 감독이 SF영화 

<Star Wars>의 사운드와 녹음을 위해 설립하였다. SF영화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

해서는 기술 분야의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상에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

내야 하니까. 영화업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사운드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관심도 

없다. 조지 루카스는 SF영화를 계속해서 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시각효

과의 ILM과 사운드의 Skywalker Sound를 설립한 것이다.(사운드업체 S, 음향 

엔지니어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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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메이저 프로젝트가 저희 회사에서 믹싱되고 녹음됩니다. 업계에 있는 

사람이라도 사운드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실제로 감독을 포함해 아주 극소

수의 사람만이 사운드 작업에 참여합니다. 사운드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시

각적인 부분이 다 완성되고 나면 여기로 와서 작업을 합니다. 웬만한 블록버스터

는 결국 여기서 다 만난다고 할 수 있죠.(사운드 업체 S, 엔지니어 R)” 

제작 인력이 제작 참여를 통해 지식축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애니메이션영화 

제작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미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에서는 단절 없이 차기 프

로젝트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축적과정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실제 <Rio 2>의 제작 인력들도 순차적으로 차기 그리고 차차기 프로젝트에 배정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 스튜디오 내에서 <Rio 2> 풀 프로덕션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한편으론 

차기작인 <The Peanuts Movie>를 위해 인력이 옮겨가고 있다... <The Peanuts 

Movie>는 스누피 팬들의 만화책에 대한 향수를 이끌어내기 위해 2D와 3D를 혼합

한 화면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별도의 소프트웨어도 따로 개발 중이

다. 3D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방식의 2D, 3D 합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로운 

소프트웨어에 적응하기 위해서 사내 세미나를 열고 있다.(제작사 B, 슈퍼바이저 

P)”  

자료 : 인터뷰 재구성

<그림 42>와 같이 배급 순서 상 가장 앞선 <Rio 2>에 대부분의 제작 인력이 

<그림 42> <Rio 2>와 그 후속 프로젝트에 대한 제작 인력 투입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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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되어 프로젝트 제작이 진행되고 있을 때, 후속 프로젝트인 <The Peanuts 

Movie>(2015)와 <Ice Age: Collision Course>(2016)에도 일부 제작 인력이 작업

을 진행하였다. 이들은 프리 프로덕션에 투입되어야 할 슈퍼바이저 중심의 인력들

이다. 따라서 제작사에 슈퍼바이저 직급의 인원이 2배는 있어야 이와 같은 지속적

인 애니메이션영화 제작이 가능하게 된다. 아래 <그림 43>과 같이 슈퍼바이저가 

아닌 일반 제작 인력은 모든 프로젝트에 참여하지만 슈퍼바이저는 격번으로 프로젝

트에 참여하고 있다. 

자료 : 인터뷰 재구성

기술 개발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팀이 별도로 있다. <표 38>에 나타난 바와 같

이, 크레디트 상의 TD(Technical Director)와 engineer가 그들을 뜻한다. TD의 

경우 engineer의 상위 직급이긴 하지만 다른 직군들과 엔지니어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등의 활

동은 엔지니어가 맡고 있다. 이들 역시 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때문에 기술직에서의 지식축적과정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리고 이들이 개발하는 소프트웨어는 제작사에 귀속된다. 그리고 비밀 유지를 위해 

고용계약 시 비밀 유지 서약서를 받고 있다. 하지만 Blue Sky Studios의 경우에

는 개발한 기술을 특허로 등록하는 데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

문에 이들의 특허 건수를 통해 기술 개발 정도를 가늠할 수는 없다. 

<그림 43> 슈퍼바이저와 일반 제작 인력의 프로젝트 참여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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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나 픽사는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특허로 등록하거나 로열티를 받는 수익구

조를 창출하는데 관심이 큰 편이죠.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게다가 특허라는 

것이 기술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는 거랑 거리가 멀죠. 어차피 오픈되는 거니까요.

(애니메이션 제작사 B, TD R)”

<Rio 2>의 제작을 위해 채택된 인하우스 제작방식과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지

식축적과정은 내부활용형 생산조직의 전형적인 형태인데, 이러한 생산조직의 공간

적 함의는 소극적으로는 제작에 필요한 인력이나 기술을 외부에서 동원할 필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제작사 입장에서는 입지에 상당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기술에 대한 투자가 누적

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술의 이전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조직의 생존 문제

가 되므로 다른 제작사와 가까운 곳으로의 입지는 꺼림으로써 공간적 고립을 전략

적으로 선택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3. 소결

본 장에서는 앞선 4장과 5장을 통해 산업 수준에서 살펴본 영화산업의 공간 형

성 메커니즘의 이론적 틀에 대해 프로젝트 수준에서 살펴봄으로써 보완적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는 영화 프로젝트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인물 중심의 개인성

과 고유의 개별성을 인정하는 데서 영화산업의 공간 형성 메커니즘 이론의 설명력

을 심화시킬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주목할 만한 특정 사례가 

산업 수준에서 검토한 결과와 공통되는 부분이 많을수록 이론의 설명력이 올라갈 

것이라고 전제 한 것이다. 

외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와 외부동원형 생산조직이 결합하여 제작되고 흥행에도 

성공한 한국 실사영화산업의 <국제시장> 프로젝트는 자본조달에 참여한 투자자들 

간의 조직적 근접성이 높았다. 투자배급사 CJ E&M과 제작사 JK필름는 장기간에 

걸친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 있고,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한 모든 투자조합 운용사

는 CJ E&M과 직․간접적인 출자관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한국 영화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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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기 드문 사례이지만 투자자 간 조직적 근접성은 필요조건으로서의 공간적 근

접성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실제 <국제시장>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기술 개발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 무임승차자를 배제하는 문제가 

전면에 나타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인적자본 동원의 편리성과 제공의 편의성에 관

련하여 제작사, 제작 인력, 제작 관련 업체 간 공간적 근접성 문제만이 중요해진

다. 제작에 참여한 업체 중 일부는 제작사인 JK필름과 장기간 지속적인 관계를 맺

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일부는 CJ E&M의 계열사인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관계는 외부동원형 생산조직에 배태되어 있는 일시성으로 인한 지식축적의 어려움

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CJ E&M의 수직적 

결합을 공고히 해준다고 볼 수 있다. 이들 간의 조직적 근접성은 필요조건으로서의 

공간적 근접성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지식축적을 도모할 수 있게 해준다.

다음으로 내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와 내부활용형 생산조직이 결합하여 제작되고 

흥행에도 성공한 미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의 <Rio 2> 프로젝트는 자본조달에 직접 

참여한 투자자가 제작사인 Blue Sky Studios이고 모회사이자 투자배급사는 제작

사에 대한 제작 승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한다. 내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

는 자기자본 투자자인 제작사의 내부자금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므로 투자자들 간의 

공간적 근접성이라는 개념은 성립하지 않게 된다. 또한 <Rio 2>를 실제 제작하는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의 제작 인력을 제작사 내부 인력을 재배치하여 활용하고 있

었다. 이미 사내에 제작 인력들이 있으므로 그들 간의 공간적 근접성을 따로 검토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제작에 필요한 기술 개발도 제작사의 대규모 직접 투자로 

사내에서 누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무임승차자를 배제하는 것

이 조직의 생존 문제가 된다. 실제 Blue Sky Studios는 영화산업의 집적지이자 

모회사인 Fox Studios로의 이전을 거부하고 교외 지향의 경제 공간 선호를 보인 

바 있기 때문에 공간적 고립을 그에 대한 공간적 전략으로 선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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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의 하나인 문화콘텐츠산업의 공간 분포에 대한 

기존 연구에 의문을 제기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보다 적실성 있는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영화산업의 공간 분포를 결정짓는 경제 공간 형성 메커니즘을 재구성하고 이

를 토대로 한국과 미국 영화산업을 비교하였다. 

지식기반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흐름에서 지리학의 연구주제로 영화산업

을 대상으로 하였다. 영화산업은 지식기반산업, 그 중에서도 지식기반서비스업의 

하나인 문화콘텐츠산업,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자 성숙한 산업으로서, 차별적

인 정보재를 생산하기 위한 프로젝트 산업임으로 매 프로젝트마다 핵심적인 자원인 

자본과 지식을 새롭게 동원하게 되는 프로젝트 기반 자본조달과 프로젝트 기반 생

산조직의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영화산업과 같이 성숙한 산업을 연구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 나아가 지식기반산업의 경제 공간 형성 메커니즘의 이해를 깊이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3개의 연구주제를 상정하였다. � 한국과 

미국 영화산업의 자본조달구조, ‚ 한국과 미국 영화산업의 생산조직 및 지식축적

과정, ƒ 구체적인 영화 프로젝트를 통한 사례 분석이다. 각 연구주제의 주요 내용

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주제 1에서는 영화산업 경제 공간 형성 메커니즘의 한 축으로서 자본조달구

조를 분석하였다. 영화산업의 자본조달구조는 매 프로젝트마다 새롭게 자본을 조달

하는 프로젝트 기반 자본조달로 이해할 수 있고, 이에 기초하여 투자단계의 핵심적

인 생산요소인 자본의 원천을 기준으로 외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와 내부금융형 자

본조달구조로 유형을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에 한국과 미국 영화산업을 

대입시켜 보았다. 한국 실사영화산업과 애니메이션영화산업, 그리고 미국 실사영화

산업 일부에서 외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가 나타난 반면, 미국 실사영화산업 일부와 

미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에서 내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가 나타났다. 이 결과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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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공간 분포와 연계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자본조달 원천이 외부에 있고 다

수의 투자자로 구성되는 외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의 경우에는 투자자 간 공간적 근

접성이 요구된다. 실제 한국 실사영화산업과 애니메이션영화산업, 그리고 미국 실

사영화산업 일부에서 투자자 간 공간적 근접성이 나타나고 있어, 자본조달 측면에

서 해당 산업은 집중형 공간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반면 자본조달 원천이 내부에 

있는 내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의 경우에는 투자자 간 공간적 근접성의 필요성이 없

다. 실제 미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에서 투자자 간 공간적 근접성은 나타나지 않아, 

자본조달 측면에서 해당 산업은 분산형 공간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연구주제 2에서는 영화산업 경제 공간 형성 메커니즘의 또 다른 한 축으로서 생

산조직 및 지식축적과정을 분석하였다. 영화산업의 생산조직은 프로젝트 단위로 생

성과 해체가 반복되는 프로젝트 기반 생산조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에 기초하여 

영화산업의 프로젝트 기반 생산조직이 활용·동원하게 되는 주요한 생산요소인 지

식의 원천을 기준으로 외부동원형 생산조직과 내부활용형 생산조직으로 유형을 분

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에 한국과 미국 영화산업을 대입시켜 보았다. 한국 

실사영화산업과 애니메이션영화산업, 그리고 미국 실사영화산업에서 외부동원형 생

산조직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미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에서 내부활용형 생산조직

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각 산업의 공간 분포와 연계시켜 보

면 다음과 같다. 프로젝트 기반 생산조직에서 체화지식인 인적자본의 경우 인적자

본과 제작사가 서로 가까운 곳에 입지하는 것이 인적자본 제공의 편의성과 인적자

본 동원의 편리성을 높이게 된다. 이는 지역 수준에서 비영합게임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비체화지식인 기술의 경우 이를 창출하는 데 고정비용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술을 개발하는 측에서는 용역 제공의 편의성과 무임승차자 문제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술을 개발하는 측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게 

되며 제도적 수단을 넘어 공간적 고립이라는 전략까지 고려할 수 있다. 인적자본인 

제작 인력을 생산조직인 제작사의 외부에서 동원하고, 제작사가 기술 개발에 직접

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외부동원형 생산조직의 경우에는 위의 기준에 근거해 제작사

와 제작 인력, 제작 관련 업체 간 공간적 근접성이 높게 요구된다. 실제 한국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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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산업과 애니메이션영화산업, 그리고 미국 실사영화산업에서 제작사와 제작 인

력, 제작 관련 업체 간에 공간적 근접성이 나타나고 있어, 지식축적 측면에서 해당 

산업은 집중형 공간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반면 제작 인력을 제작사 내부에서 활

용하고, 제작사가 기술 개발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내부활용형 생산조직의 

경우에는 기술 이전을 막기 위해 공간적 고립이라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어, 지식축

적 측면에서 해당 산업은 분산형 공간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연구주제 3에서는 앞서 연구주제 1과 2를 통해 산업 수준에서 살펴본 영화산업 

경제 공간 형성 메커니즘을 프로젝트 수준에서 구체적인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봄으

로써 이론틀에 대한 이해를 보완하고 그 설명력을 검토하였다. 외부금융형 자본조

달구조와 외부동원형 생산조직이 결합하여 제작되고 흥행에도 성공한 한국 실사영

화산업의 <국제시장>(2014) 프로젝트는 자본조달에 참여한 투자자들 간의 조직적 

근접성이 높았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자 간 조직적 근접성은 필요조건으로서의 공

간적 근접성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게 해주었다. 실제 <국제시

장>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기술 개발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 무임승차자를 배제하는 

문제가 전면에 나타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인적자본 동원의 편리성과 제공의 편의

성에 관련한 제작사, 제작 인력, 제작 관련 업체 간 공간적 근접성 문제만이 중요

해지는데, 그들 중 일부가 지속적 관계를 맺고 있어 조직적 근접성을 갖고 있었다. 

이들 간의 조직적 근접성은 필요조건으로서의 공간적 근접성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지식축적을 도모할 수 있게 해주었다. 다음으로 내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와 내부활

용형 생산조직이 결합하여 제작되고 흥행에도 성공한 미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의 

<Rio 2>(2014) 프로젝트는 자본조달에 직접 참여한 투자자가 제작사였고, 제작사

의 내부자금으로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투자자들 간의 공간적 근접성이라는 개

념은 성립하지 않게 된다. 또한 <Rio 2>를 실제 제작하는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의 

제작 인력을 제작사 내부 인력을 재배치하여 활용하고 있었다. 이미 사내에 제작 

인력들이 있으므로 그들 간의 공간적 근접성을 따로 검토할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제작에 필요한 기술 개발도 제작사의 대규모 직접 투자로 사내에서 누적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무임승차자를 배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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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제 Blue Sky Studios는 영화산업의 집적지이자 모회사인 Fox Studios로의 

이전을 거부하고 교외 지향의 공간 선호를 보인 바가 있기 때문에 공간적 고립을 

그에 대한 공간적 전략으로 선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화산업의 공간 분포는 기존 연구 결과와 달리 일

률적으로 일정 지역에 집적하는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산된 형태로도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기존의 공간 형성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적 재구성을 요구하

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영화산업의 구체적인 생산조직이 프로젝트 기반 생산조직

이라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영화산업과 같은 프로젝트 기반 산업은 프로젝트에 대

한 투자결정과 함께 생산조직이 구체화되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가치사슬 관점에

서 영화산업의 생산 부문이 프로젝트의 개시와 관련된 투자 단계와 프로젝트의 제

작 및 완료와 관련된 제작 단계로 구분된다는 전제 하에 각 단계에서 동원하게 되

는 핵심 자원을 각각 자본과 지식으로 파악하고 각 단계를 자본조달구조와 지식축

적과정이라는 틀을 통해 이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 단계의 핵심 자원의 원천을 

기준으로 자본조달구조와 지식축적과정을 유형화한 후 이에 한국 실사영화산업과 

애니메이션영화산업 그리고 미국 실사영화산업과 애니메이션산업을 적합시켜 그 공

간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영화산업과 같이 문화콘텐츠산업을 대표하면서 동시에 산업적으로도 가장 

성숙한 산업의 공간 분포의 역사적 과정을 추적하고 자본조달구조와 지식축적과정

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유형화를 시도함으로써 그 공간적 특성을 이끌어 낸 것에 

의의가 있다. 성숙한 산업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봄으로써 유사한 산업에의 적용 가

능성과 산업의 성장 단계에 따른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학문적 함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프로젝트 조직 연구의 대상을 확대한 데 의의가 있다. 프로젝트 조직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조직 외부에서 자원을 동원하는 경우를 연구대상으로 

삼음으로써 프로젝트 조직임에도 조직 내부에서 자원을 재배치하는 경우를 등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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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내부의 자원을 활용하는 프로젝트 조직도 포함되어 있어 

프로젝트 조직에 대한 연구를 풍성히 하는 데 일조하였다. 이에 더해 기존 연구와 

달리 프로젝트 조직의 일시성을 단순히 시간적 개념으로 보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조직의 시작과 진행․완료를 관찰할 수 있는 사건으로 확장시킨 데 의의가 있다. 이

를 통해 가치사슬 측면에서 연구의 틀을 제대로 설정할 수 있었다.

셋째, 방법론에 있어서 본 연구는 그동안 비판을 받아온 단일 사례 연구를 지양

하고 대조군을 설정하는 방식의 비교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간 산업집적론 등 산업

의 공간 분포를 다룬 연구에 대해 이론의 내․외부에서 지속적인 비판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한 비판의 요지를 살펴보면, 산업집적론에서는 산업집적이 이득을 가져

다준다는 사전적 가정을 설정하여 성공적인 산업집적지만을 단일 사례로 분석을 진

행함으로써, 산업의 공간적 집중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이론을 심화시켜 왔으며 그 

결과 산업집적을 모든 지역문제의 해결책으로 간주하게 되는 정책적 편향을 노정해 

왔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비판을 해결하기 위해 성공한 산업집적지와 성공

한 산업분산지의 비교를 시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가 산업집적

론 연구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영화산업의 자본조달구조와 지식축적과정을 살펴본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

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영화산업이 일정 지역에 집적하거나 대도시 지향을 반드시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기 때문에 영화산업 나아가 문화콘텐츠산업을 통한 지역발전

정책의 다변화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둘째, 미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과 같이 산업의 공간 분포가 분산될 수 있는 경

우 이러한 산업을 교외지역이나 낙후지역에 유치함으로써 지역의 경제발전을 도모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의의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나

타나며, 이와 관련해 향후 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방대한 영화산업의 자본조달구조와 지식축적과정을 파악하고자 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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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료는 실제 기업의 이해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어 취득이 용이하지 못했다.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심층 인터뷰를 교차검증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나 한계가 있었다. 

둘째, 최대한 많은 자료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교 연구의 의의를 살리기 

위해 자료를 사장시킬 수밖에 없었다. 단일 사례 연구에서는 최대한 활용할 수도 

있는 자료를 비교 연구를 위해 대상 간에 중첩되는 자료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

다. 이는 후속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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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of the oldest chestnuts in economic geography is this: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strongly gather in large cities and this geographic 

concentration of economic activities leads to regional development. Of 

course,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such a proposition still holds 

good. But, under the current paradigm shift to knowledge-based 

economy, it may be open to question.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financing and knowledge accumulation in the film industry through an 

alternative framework for explaining their spatial distributions, 

“formation mechanism of economic space.” From the fact that their 

production organizations are formed on a project basis, project-based 

financing structure in the investment stage and knowledge accumulation 

process in the production stage form both axes of it. 

For this purpose, three research themes were put forward. That is, � 

financing structure, ‚ production organization and its knowledge 

accumulation process, ƒ case studies on the carefully selected film 

projects in Korean and American film industry. In-depth interviews, 

review of articles and the comparative method were involv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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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ing the above research themes in more detail.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briefly as follows.

First, financing structures of Korean and American film industry were 

categorized into two basic types according to their sources of finance: 

external financing structure and internal financing structure. The former 

is the financing structure whose source is outside the organization, 

consisting of multiple investors, while the latter is the one whose source 

is inside the organization. The whole Korean live action and animated 

film industry, along with some American live action film industry showed 

external financing structure and spatial proximity among related 

investors, whereas American animated film industry and other American 

live action film industry showed internal financing structure. 

Second, production organization and its knowledge accumulation 

process were categorized into two types according to their sources of 

knowledge: external mobilization and internal utilization. The former 

mobilizes film-making talents and technology outside the organization, 

while the latter utilizes film-making talents and technology inside the 

organization by reassigning tasks to them. The whole Korean live action 

and animated film industry, along with American live action film 

industry showed external mobilization and spatial proximity among 

related talents and companies, whereas American animated film industry 

showed internal utilization. 

Third, two case studies on the film projects in Korean and American 

film industry were complemented to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alternative framework proposed in this thesis, formation mechanism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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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space for film industry. Korean live action film <Ode to My 

Father>(2014) was made through external financing and external 

mobilization. It showed close spatial and organizational proximity among 

its related investors. And such close proximity went for mobilizing 

talents. But new technology was barely developed along the way. 

American animated film <Rio 2>(2014) was made through internal 

financing and internal utilization. In this case, there is no need to apply 

the notion of proximity. Because it was made within the organization, 

using its own earned surplus from the previous project, realigning 

talents and conducting R&D. In addition, in its early years the 

production company of <Rio 2>, Blue Sky Studios had refused to locate 

to its parent company, Fox Studios and also recently it relocated to an 

exurb of Connecticut from New York. Given its longtime location 

decision, its consistent non-metropolitan preference or spatial isolation 

strategy may be presumed. 

Consequently, as one of the most mature industry in the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film industry does not always concentrate in a 

certain place (industrial agglomeration) or show metropolis-oriented 

preference. This allows us to reconsider our long brooding industrial 

agglomeration theory.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ntribute to extend 

our knowledg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patial distribution and its 

underlying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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