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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는 예술분야 중에서도 정권의 이데올로기 파급효과가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영화지원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영화인 간, 영화계 내부의 이데올로

기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역대 정부의 영화지원정책의 

내용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영화정책의 이데올로기 경향성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정권의 이념적 성향에 따른 영화지원정책의 차이가 

존재하는가?” 여부와 “정권별 영화지원정책의 편중성은 가속화되고 있는가?” 
여부를 검토하였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지원정책 내용분석을 실시한 결과 

영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에 있어서는 역대 정부의 이념적 차이는 두

드러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진위 위원의 인선이나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정권별 이데올로기 성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단체에 대한 

편향성은 지원액수와 지원건수에 있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반면 영진위 지원사업 유형에 있어서는 이데올로기 경향성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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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08년 1월 25일 보수영화단체인 한국영화감독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한국영

화진흥은 운동권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됐다. 스크린쿼터 수호는 반미 

선동의 명분이 됐다. 영화진흥위원회가 그 중심에서 10년간 정치적으로 야합해

왔다.”고 주장하였다(머니투데이, 2008.2.18). 2010년 3월 16일 영화인들은 ‘영화

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정상화를 촉구하는 영화인 1000인 선언’을 통해 “영진

위는 영상미디어센터와 독립영화전용관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

주체의 사업성과와 정책에 대한 세밀한 평가 없이 무리하게 공모를 진행해 파

행을 예고했으며, 중략... 몇몇 인사들에 의한 독단적인 전횡으로. 공모제가 아닌 

‘나눠먹기’와 ‘제 사람 챙기기’가 이 사태의 본질임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한겨레신문, 2010.3.16). 현재 우리나라의 영화계에서는 이데올로기 

논쟁이 뜨겁다. 왜 영화판이 해묵은 좌우 이데올로기의 격돌장이 되고 있는 것

일까? 모든 현장의 근저와 배경에는 원인을 제공하고 결과를 유인하는 정부의 

의지, 즉 정책이 존재한다. 따라서 현재 한국 영화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논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대 정권이 시도하고 추진해 왔던 영화정책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김동호 외, 2005: 25). 특히 정부의 영화지원정책의 내용이나 지

원사업이 당시 정부의 이념적 성향에 의해 영향을 실제로 받고 있는가를 분석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 판단된다. 왜냐하면, 예술분야 중에서도 영

화는 그가 속한 전체 사회구조가 지향하는 목적, 의도 등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좋은 수단이 될 뿐 아니라, 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양경미, 2004: 1). 
이에 본 연구는 역대 정부의 영화지원정책의 내용을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나

라 영화정책의 이데올로기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보다 구체적

인 문제의식은 “정권의 이념적 성향에 따른 영화지원정책의 차이가 존재하는

가?” 여부와 “정권별 영화지원정책의 이데올로기 경향성이 가속화되고 있는가?”
에 있다. 연구대상으로는 영진위의 정책 및 인력 분석과 영진위의 지원사업분석

을 한다. 왜냐하면 영진위는 현재 우리나라 영화진흥에 필요한 재원과 인력 및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의 특성상 

주된 연구방법으로는 문헌고찰을 하였으며 시기별 한국영화연감, 문화관광체육

부보고서, 국회감사자료, 영진위의 보고서, 관련 논문, 신문기사 등의 자료를 주

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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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영화, 이데올로기, 영화지원정책

1. 영화와 이데올로기 

1) 이데올로기와 문화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로 지칭되며, 문화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문화는 오늘날 시대를 규정짓는 핵심어가 되었고,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문화

적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문화는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데올로기는 문화현상을 분석하는데 핵심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오늘날 문화는 곧 이데올로기로 작동하고 있고, 그 결과 문화연구

에 있어 이데올로기 개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김누리, 2006: 235-236). 
오늘날 이데올로기는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데올로기는 어떤 사

회의 정치･사회적 설계를 정당화하는 주장이나 이론을 의미하기도 하고, 전체적

으로나 부분적으로 인위적, 가설적인 개념을 토대로 하여 구성된 급진론자들의 

행동계획이나 철학을 의미하기도 한다. 후자적 의미에서의 이데올로기를 흔히 

‘좌파’ 또는 ‘우파’ 이데올로기라 부르며, 매우 폐쇄적인 관념체계에 해당한다. 
그 외에도 이데올로기는 어떤 사회체계가 현상유지를 위하여 사실을 왜곡하거

나 편파적으로 선택한 관념의 체계를 의미한다. 이것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말

하는 이른바 ‘허위의식’을 의미하며, 특히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비난하는 경

우에 사용된다. 영화의 이데올로기란 영화 안에서 그려지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사고와 개념 구조를 말한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에는 자아에 대한 신뢰

와 정부에 대한 불신을 그린 개인주의, 경쟁과 적자생존을 그린 자본주의 가치, 
남성 우월이나 여성 비하를 다룬 가부장제도 그리고 인종차별주의, 국가주의와 

같은 것들이 있다. 

2) 영화지원정책의 의의와 논의

오늘날 문화예술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서 예술의 진흥과 보호･육성에 힘쓰고 있다(구
광모, 1999). 국가는 직접 예술의 창작을 선도하기도 하고 혹은 재정 지원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후원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예술에 대한 공적 지원의 근거는 

과연 무엇인가? 예술에 대한 공적 지원의 당위성은 첫째, 예술 자체가 지니는 

‘좋은 가치들’ 때문이다. 즉, 예술은 감동과 즐거움, 삶의 의미 등의 개인적 가

치, 정체성 부여의 사회적 가치, 부수적인 경제적 가치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둘째, 예술이 지니는 ‘시장실패’의 가능성 때문이다. 즉, 시장논리에만 의존할 

경우 순수예술이나 전통문화 등의 분야는 도태될 가능성이 크고, 예술의 생산, 



312 ∙ 행정논총(제48권2호)

유통, 소비에 있어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김정수, 2006). 따라

서 국가차원의 공적 지원의 필요성이 발생한다(Zimmer &  Toepler, 1999; Frey, 
2003; Jowell, 2004).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국가지원의 당위적 정당성에 동의할 경우 필연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의 물음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공적 지원의 대상은 그 성격상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화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회구성체의 유지 및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즉, 문화란 단순히 정신이나 관념의 산물도, 한 집단이나 사회의 

생활방식도 아니며, 지배를 영속시키는 제도와 관행을 의미한다. 동일한 논리로 

문화를 이데올로기로 이해할 때 문화를 통한 사회변혁의 가능성이 발생하는 것

이다(김누리, 2006: 248-252). 따라서 문화예술에 대한 공적 지원은 정권의 이데

올로기를 강화하는 매우 효율적이고도 은밀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문화예술 분야로서의 영화 역시 영화정책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다. 영

화정책을 통해 정부는 그들과 그 사회가 지향하는 이데올로기를 표현하는 영화

를 만들고 결국 이러한 영화라는 수단을 통해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실현하였다. 
따라서 영화정책은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았으며 영화정책에 있어

서 이데올로기의 역할은 크다고 볼 수 있다. 영화와 이데올로기의 관계는 영화

감상의 측면에서 영화에 대한 이데올로기 개입을 경계하는 입장과 이데올로기 

개입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구분된다. 영화에 대한 이데올로기 개입을 비판하는 

이유로는 다른 모든 평가요소와 기준을 무시해버리고 영화의 주제의식만을, 그
것도 단 하나의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보게 될 것이며 결국 그 영화가 여러 

측면에서 가진 가치들을 모두 놓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예술장르들과 

마찬가지로 영화 역시 여러 가지 미학적인 감상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을 

모두 무시하고 아주 편협한 기준으로 영화를 평가함으로써 이데올로기가 영화 

예술의 수용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영화의 예술적 가치를 온전히 수용하기 위하여 이데올로기에 의한 평가

를 포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입장도 존재한다. 왜냐하면, 영화

의 매체적인 종합성은 메시지 전달력을 매우 강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즉, 영화

가 특정 이데올로기를 가진 집단에 의해 그 이데올로기의 강력한 전파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거의 전 세계를 점령한 채 미국적 가치관과 미국이 세

계의 지배자이며 가장 우월한 나라라는 의식을 전파하고 있는 할리우드의 영화

들이 그 예이다. 또한 영화가 이데올로기의 전파수단이라는 사실은 제쳐놓고서

라도, 영화의 주제의식과 그것이 지닌 이데올로기 또한 결국은 영화의 부분이라

는 점에서 분명히 하나의 평가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무시할 수는 없

다. 영화는 현존하는 사회구조의 유지 또는 변화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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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체 속에서 영화(산업)의 위치, 영화의 의미화작용과 이데올로기 재생산 등

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로버트 랩슬리･마이클 웨스틀레이크, 1999). 따
라서 영화의 특징적인 이데올로기 작용과 그 메커니즘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2. 영화에 대한 공적지원과 2000년대 이전의 영화정책

1) 지원의 필요성과 지원 수단

(1) 필요성

영화에 대한 공적지원의 필요성은 영화의 경제적 측면, 정치･사회적 측면 및 

시장실패의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이덕행, 2003: 8-31). 첫째, 우리나라에서 

영화에 대한 경제학적 가치의 중요성이 인식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단
지 여가 활용의 수단으로만 취급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문화예술은 문화산업을 

통해 경제적 가치창출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영화산업은 문화

산업의 한 부분이고 여타의 예술부문에 비해 산업적 성격이 강한 편이다. 그리

고 영화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문화적 기반에 대한 투자가 요구된다. 
그렇지만 영화산업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분히 불확실한 측면이 있기 때

문에 정부가 영화의 문화적 기반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영화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영화에 대한 공적 지원의 필요성은 정치･사회적 측면에서도 설명될 수 

있다. 문화적 정체성이란 그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개인들이 언어나 지역, 종교, 
국가적인 공동체와 연관하여 ‘우리’를 느끼게 되는 최초의 무의식적 일체감이

며, 인간은 문화예술활동을 통하여 감정의 표출방법을 마련하고 긴장을 해소함

으로써 공동체의 결속을 유지한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국가공동체의 유지

를 위한 정체성 형성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의 육성을 통한  

정체성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공적지원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셋째, 영화산업에 대한 정부개입의 근거를 시장 실패에서도 찾을 수 있다. 영

화를 포함한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정부지원의 경제학적 근거는 정부의 조세수

입을 문화예술부문의 지원에 지출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라는 질문과 연결

되어 있다. 문화예술부문이 갖는 불완전한 경쟁적 요소와 외부효과, 공공재적 

특성, 정보의 부족 등에 기인한 시장실패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므로 

그에 대한 보완으로써 정부지원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Hansmann, 1980: 
858-854). 즉, 문화예술부문의 비용조건으로 야기되는 불완전경쟁 상황으로 인해 

예술영화나 독립영화를 제작하는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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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단

문화정책은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적합한 정책 수단을 갖추고 있어야 한

다. 이때 동원하는 정책수단은 문화정책에 대한 정책역할에 따라 재정지원, 조
성, 육성, 규제 등으로 분류된다(이흥재, 2006: 89-104). 

첫째, 대부분의 국가에서 문화정책 수단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지원이다.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시장리스크로 생긴 적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이는 전문가에 의한 공공적 선택으로 위원회나 공공기

관이 직접 나서지 않고 직업적인 문화예술인들에게 지원하여 예술가의 표현의

지를 살리도록 하는 것이다(이흥재, 2006: 137-138). 둘째, 기반 조성은 문화예술

가나 문화예술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공연장, 전시

장, 발표회장 등이 있다. 정부는 공연장, 문화시설 등을 건립하여 국민과 예술가

들이 창작･소비활동에 이용하도록 한다. 영화의 경우에도 주요시설인 세트장 및 

스튜디오 그리고 편집실 등의 제반시설을 건립하여 원활한 제작과 영화작품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다. 셋째, 육성은 정부가 문화예술정책을 펼치는 

생산자의 역할을 직접 담당하는 경우와 인력을 육성･보호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전자는 정부가 생산자로서 직접 예술가를 고용해서 예술창조활동을 실시

하는 것이다. 후자는 예술인력을 보호대상으로 삼아 예술창조를 위한 인적자원

의 투입이 감소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넷째, 규제 및 규제완화는 문화예

술을 활성화하거나 보호･육성하는 정책수단이다. 예를 들어 문학을 비롯한 예술 

창작품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산권의 강화와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영
화에 관한 규제정책으로는 심의제도 및 검열제도, 수입권 배정 및 제한, 그리고 

영화의 제작과 수입, 출입, 유통 제한 등이 있다. 

2) 우리나라 역대정부의 영화정책과 이데올로기

우리나라에 영화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일제 식민지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우리영화의 제작에 대하여 일본이 엄격한 규제와 통제를 가함으로

써 민족문화를 말살하고자 하였다(최영철, 1985: 247). 해방 이전에 국가권력의 

지배를 받은 영화는 해방 이후에도 이승만과 박정희정권에서 현 정권에 이르기

까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가권력이 지향하는 방향성에 따라 지배와 통

제, 규제와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된다. 이렇듯 우리나라 영화는 시작에서

부터 정치권과 권력층의 영화정책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으며 당시의 이데올로

기의 선전도구로서의 역할을 하였다(양경미, 2004: 24-25). 
1948년 이승만 정부는 미국의 지원에 의해 정권을 얻고, 한국전쟁의 위기를 

극복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사회는 미국이 지향하는 이데올로기인 반공이 지배

하는 사회가 된다. 이승만 정부는 반공이데올로기에 위배되는 영화에 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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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시하였다.1) 반면 이데올로기와 연관하여 특정 이데올로기를 특별히 지원

하기 위하여 제정된 지원정책은 없었다. 다만 계몽영화, 반공영화의 제작을 활

발하게 제작하도록 유도하였고, 이러한 영화의 제작을 위해 지원정책 및 국산영

화보호육성책을 사용하였다(김흥동, 1995: 149-150). 이 시기의 우리나라 영화는 

광복과 함께 새 사회를 건설하자는 계몽적인 영화와 국민 계몽을 목적으로 만

든 정책 영화의 제작도 활발하였다.2) 
1960년대에 들면서 박정희 정부는 혼란한 사회를 안정시키고 경제발전을 추

진하기 위하여 국민들의 의식구조를 바꾸는 방안의 하나로 영화산업을 적극적

으로 활용하게 된다. 즉 반공영화를 적극 지원하고 또한 용공사상과 노동자의 

사회주의 의식화가 높아질 수 있는 영화의 제작을 규제하였다. 관련법으로는 

1961년의 반공법과 공연법, 1962년의 국가보안법 강화, 영화법 등이 있다.3) 특
히 1971년 유신헌법이 제정되면서 영화에 대한 검열과 규제가 더욱 강화되었

다.4) 1973년 이후 영화정책은 유신과 새마을 운동을 위해 그 동안의 규제일변

도에서 좀 더 적극적인 지원중심정책을 병행하였다. 1973년부터 매년 정부가 발

표한 영화시책을 보면 유신이념을 구현하고 민족의 주체성을 확립하며, 새마을 

운동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김진태, 1998: 15; 

1) 군정법령 제115조는 영화의 상영, 배급에 있어서 허가제를 도입하면서 전권을 공보부

에 부여하였으며, 전문 10 항목으로 구성된 경찰청의 ‘극장 및 흥행 취체령‘ 중에서 

국교친선을 해하는 것, 시사를 풍자하거나 공안상 유해한 것, 국가 내지 관공사의 위

신을 해하는 것, 군정반대 또는 관민이간을 골자로 한 것, 계급투쟁의식을 유발 기흠

한 것 등의 항목은 당시의 반공 이데올로기가 잘 반영된 것이다(김동환, 1989: 40-41). 

2) 새로운 농촌 건설과 사회계몽, 아동교육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하는 계몽영화로는 ‘그
들의 행복(1947)’, ‘해방된 내 고향(1947)’, ‘사람의 교실(1948)’ 등이 있으며, 정책영화

로는 ‘국민투표(1948)’, ‘희망의 마을(1948)’ 등이 있다. 정부의 지원으로 제작된 영화

로는 ‘성불사(1952)’, ‘태양의 거리(1952)’, ‘낙동강(1952), ’빛나는 건설(1954)‘ 등이 있

다. 반공영화로는 ’여수순천반란사건(1948)‘, ’전우(1949)‘, ’무너진 삼팔선(1949)‘, ’정의

의 진격(1951)‘, ’진격만리(1953)‘, ’주검의 상자(1955)’, ‘피아골(1955)’ 등이 있다(호현

찬, 2000: 134-144). 

3) 반공법은 제4조에서 용공사상을 가진 영화의 제작을 규제하였으며, 공연법은 제25조3
항에 의하여 공연의 공공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연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안전 

및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하거나 혹은 민족의 주체성 함양 그리고 민족문화의 창조적 

개발을 위하여 공연금지 등 필요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보안법은 

제4조에서 반국가행위를 선전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을 처한다고 규정하였고, 영화

법은 국산영화를 제작할 때는 신고하고 또한 상영할 때에도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4) 1973년에 발표된 정부의 영화시책은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국민총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지양과 사치와 낭비 등 소비성향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지양” 등을 규정하였다. 또한 예술윤리위원회의 시나리오 심의기준과 정부의 영화검

열기준을 강화하여 정부가 심의에 직접 개입하는 형태로 심의와 검열방법을 변경하였

다(임미순, 199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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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순, 1995: 13-14).5) 또한 1973년에는 ‘영화진흥공사’를 설립하여 민간영화제

작업체가 제작하기 어려운 국책영화를 제작하게 하여 반공 및 새마을 운동 등

의 이념을 고취하도록 하였다. 이승만 정부의 반공영화 지원정책이 반공이데올

로기를 표방하는 영화에 대한 간접적 방식이었다면 박정희 정부의 반공영화 지

원책은 우수영화에 부여하는 외국영화 수입권을 반공영화 부문에 수여하고, 영
화제에서 반공영화상을 주는 등의 직접적 형태였다(양경미, 2004: 45).6)

1980년대 전반의 전두환 정부는 당시의 사회혼란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강력

한 통제정책을 실시하였다. 1981년에 반공법을 폐지하는 대신 국가보안법을 제

정하였고, 1984년에는 제5차 영화법 개정을 통해 영화산업에 대한 국가의 직접

적 규제를 상대적으로 완화하였다. 외국영화수입과 한국영화 제작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고, 외국영화 수입쿼터제를 폐지해 우수영화 선정을 통한 외국영

화 수입권 보장의 지원정책도 사라졌다. 따라서 국가가 영화를 규제하는 방법은 

검열을 통한 방법이 있었지만, 이 역시 영화인들의 반발로 상당히 완화되었다. 
제5차 영화법 개정을 계기로 영화에 대한 검열제도가 폐지되고 공연윤리위원회

의 영화심의제로 변경되었다. 1980년대 초반에는 반공영화를 지원하였으나 사회

적 변화에 따라 이러한 영화정책은 실패하였다. 그러나 다른 장르의 한국영화들

은 정부의 지원정책과 규제완화정책으로 질적 성장을 이루었다. 즉, 1980년대에

는 영화진흥공사가 운영되었으며, 우수한 한국영화제작을 지원하기 위해서 스크

린 쿼터제를 강조하였다(김흥동, 1995: 171-180). 
1990년대 김영삼 정부는 문화산업의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경제정책의 일환으

로 영화정책을 추진하였다. 김영삼정부는 영화산업육성이라는 국가적 목표하에 

‘탈규제’와 ‘지원’이라는 이중 전략을 취하였다. 그중 영화산업에 큰 변화를 가

져온 것이 대기업의 영화산업 참여 허용, 영화제작업의 제조업 인정, 영화프린

트벌수 제한 폐지 등의 탈규제 정책이다. 이러한 탈규제 정책들은 취약한 국내 

영화제작 자본에 새로운 자본을 유인하고, 극장시장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

서 한국영화의 ‘산업화’를 위한 일정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1995년에 영화진흥법, 영상물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영화진흥금고, 세제혜택 등을 

통한 직접지원을 본격화하였다. 이 시기의 영화정책은 본격적으로 규제정책에서 

지원정책으로 전환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영화산업은 이데올로기와 밀접하게 

5) 우수영화제작 및 수입방침으로는 10월 유신을 구현하는 내용, 민족 주체성을 확립하고 

애국, 애족의 국민성을 고무 진착 시키는 내용, 새마을 운동에 적극 참여케 하는 내용 

등이다(김흥동, 1995: 154). 

6) 반공을 표방하는 영화로는 ‘남과 북(1965)’, ‘비무장지대(1965)’, ‘군번 없는 용사(1966)’ 
등이 있으며, 경제 부흥 계몽 영화로는 ‘쌀(1963)’, ‘태양은 다시 뜬다(1966)’, ’개혁

(1972)‘, ‘아내들의 행진(1974)‘, ’만원(197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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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된 영화정책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았다. 규제정책과 지원정책에 의하여 영

화산업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영화제작사와 영화배급회사 등은 시장원리에 

의하여 성장하고 발전하기 보다는 영화정책당국과의 관계에 의하여 성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영화산업이 정치적 영향력 하에 있게 되었고 이는 결국 

한국영화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였다. 이러한 영향은 1990년대 신자유주의 이데올

로기가 영화정책에 영향을 주기 전까지 계속되었다(양경미, 2004: 60-69). 그러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영화정책에 영향을 준 이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영화

정책의 이데올로기 논쟁과 경향성이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Ⅲ.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한 영화지원정책 분석

1. 영화진흥위원회의 의의 및 분석틀

1) 영화진흥위원회 설립의 의의

영진위는 1999년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해 설립되

었다. 국가 주도의 행정기구였던 영화진흥공사는 통제 중심이었던 당시 정부의 

관료제와 비전문성을 답습하였고, 조직의 경직성은 현장 영화계와의 원활한 소

통과 진흥사업 진행의 불협화음을 낳았다. 또한 영화진흥공사에서 영진위로의 

변화는 1990년대를 거치면서 진행된 한국영화계의 세력 판도 변화와 한국의 정

치사회적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즉, 1990년대 영화운동은 영화관련 단체들뿐만 

아니라 폭넓은 시민사회 세력과의 연대 속에서 진행되었다(안지혜, 2007: 179). 
이는 당시 영화운동의 제도 개선이라는 한국영화계 발전이라는 제한된 목표를 

지향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민주화 움직임과 함께 하는 정치적 

운동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1997년 대선 후보였던 김대중 씨가 현장 영화인의 

여론을 수렴하여 영화진흥공사를 민간위원회 체제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제시

하면서부터 영진위 설립 움직임이 활성화되었다. 결국,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조

한 영화진흥기구에 대한 영화계의 주장은 신자유주의 원칙하에 공공기관의 민

영화를 추진하던 김대중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만나 1999년 2월 영화진흥법 개정

을 통한 영진위 설립으로 현실화되었다(안지혜, 2007: 186). 
1999년 2월 28일에 개정된 영화진흥법의 핵심은 정부주도의 영화진흥공사를 

대신하는 민간 중심의 행정위원회인 영진위의 설립이다. 행정위원회로서 영진위 

구성의 핵심은 바로 민간의 영화관련 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위원회’이다. 영화

진흥법 제4조는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영진위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진위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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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영진위의 위

원은 영화예술 및 영화산업 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성과 연령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한다(제8조
제2항). 영진위의 조직은 1국 4부 4센터 1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정원은 99
명이며, 현 인원은 91명이다. 2009년 현재 영진위의 수입은 자체수입 49,283백만

원, 영화발전기금 국고출연에 따른 여유자금 회수 218,666백만원 등을 합쳐 총 

267,949백만원이다. 지출은 사업비 50,696백만원, 기금운영비 9,555백만원을 합쳐 

총 207,698백만원이다(www.kofic.or.kr). 

2) 분석틀

정부가 문화예술 부문에 개입하는 경우 정치권 또는 관료조직의 이해관계가 

예술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Wyszomirski(1982)는 이러한 문제를 ‘예술의 

정치화’(politicization of the arts)로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

지원이 정치적 역학관계나 관료적 이해관계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경우 문

화예술의 자율적･창의적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문

화예술지원정책에 있어 정치적 요소는 오랫동안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해 왔

다. 즉, 대부분의 국가에서 문화예술지원정책이 변화되는 중요한 분기점에는 항상 

정권교체라는 요인이 존재했다(양혜원, 2009). 이에 따라 국가의 예술지원 방식을 

국가주도형 방식에서 민간주도형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정부의 개입을 점차 줄

여나가려는 노력이 전 세계적인 경향성이 존재한다(전병태, 2005: 85). 우리나라에

서도 관주도형 체계인 영화진흥공사가 1999년 민간주도형 체계인 영진위로 바뀐 

것은 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영화 지원 

정책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여전히 예술지원기관의 임원 선임

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통치이념과 철학을 구현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통제

권을 강화하려 애써왔으며, 그에 따라 문화예술지원기금의 규모와 배분양태는 변

화해왔다(Quinn, 1997; 임학순, 2003; 전병태,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이념적 정향성이 영화 지원 정

책의 성향이나 지원내용에 영향을 주었다는 전제하에 영진위 사례를 분석하고

자 한다. 현재 영진위는 영화진흥법에 의거해 영화진흥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

견제시 및 영화발전기금의 관리･운용 등 정부의 영화정책에 관한 주요 사업들

을 담당하고 있다. 분석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영진위의 이데올로기 성

향을 파악한다. 영진위의 이데올로기 성향은 영진위의 한국영화진흥기본계획의 

내용분석과 영진위 위원의 정치적 성향을 통해 분석한다. 한국영화진흥기본계획

은 정부의 영화정책 및 지원방향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

에 정권별 영화 정책의 특색이 나타날 수 있다. 영진위가 민간주도형 기관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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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정부는 위원의 선임을 통해 정권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구현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역대 영진위 위원과 위원장의 정치적 성향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영진위의 이데올로기 성향을 분석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영진위가 

수행하는 진흥 사업의 성향을 분석한다. 진흥 사업의 성향 분석은 영진위가 지

원하는 관련단체의 정치적 성향과 지원사업의 유형 분석을 통해 파악한다. 영진

위의 성향분석과 지원사업 성향분석을 통해서 본 연구에서는 “정권의 이념적 

성향에 따른 영화지원정책의 차이가 존재하는가?” 여부와 “정권별 영화지원정

책의 편중성은 가속화되고 있는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림 1> 분석의 틀

영진위 성향 분석
-영진위 정책 성향

정권별 영화지원정책의

이데올로기 성향

-영진위 위원 성향

⇒

영진위 진흥사업

성향분석

-지원단체 성향

-지원사업 유형

2.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정책 성향 분석

1) 영화진흥위원회 정책 및 위원회 성향 분석

(1) 영화진흥위원회 정책방향 분석

영진위의 실제적인 진흥사업은 한국영화진흥종합계획에 근거하고 있다. 영화

진흥법 제3조는 정부의 영화진흥정책의 가장 핵심이 되는 영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진위와 한국영상자료원의 의견을 들어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영화진흥종합계획은 정부의 부문별 종합계획 수립이 기본적

으로 5년 단위로 재조정되어 온 틀을 따르고 있지만, 새로운 위원회 구성시기와 

영화 환경 내의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에 재조정되어 왔다(영화진흥위

원회, 2007: 109-110). 

① 1차 한국영화진흥종합계획

영진위는 1999년 출범 이후 한국영화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해 

‘영화정책 자유토론회’와 ‘영화진흥정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등의 준비

를 거쳐 2000년 3월에 1차 한국영화진흥종합계획은 발표되었다. 김대중 정부 시

기에 발표된 1차 한국영화진흥종합계획의 비전은 ‘영화산업과 영상문화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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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발전’과 ‘아시아지역 영화산업을 주도’이며, 중점 추진과제는 ‘정책연구 기

능강화 및 영화아카데미 운영 개선’, ‘한국영화 제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

원제도’, ‘한국영화의 해외진출을 위한 적극적 지원활동’, ‘서울종합촬영소 운영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한 기술경쟁력 제고’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대중 정부는 문화산업정책에 있어 산업기반 조성과 인력 양성 등을 통한 국

제경쟁력 강화를 강조하였다. 따라서 1차 한국영화진흥종합계획 역시 영화산업

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 인력교육, 제작지원, 인프라구축 등에 주력하

였다. 따라서 1차 계획에 대해서는 영화정책을 과도하게 산업 중심으로 편중하

였다는 비판도 존재한다(이원재, 2002). 

② 2차 한국영화진흥종합계획

2차 한국영화진흥종합계획은 2003년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내부적인 조정

을 거쳐 2003년 10월에 발표되었다. 노무현정부 시기에 발표된 2차 한국영화진

흥종합계획은 네이밍 조정을 통해 1차계획의 중점 추진과제의 골격은 유지하면

서, 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영상미디어 활동 지원 영역을 추가하였다. 1차계획이 

당시에 위축된 영화산업의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지원제도에 중심을 

두고 있었다면, 2차계획은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정책의 공공성 확보에 

중심을 두었다. 이를 위해서 ‘다양성을 중심에 둔 제작･배급 활성화’, ‘영상인력 

양성과 정책연구기능강화’, ‘영상기술 공공성강화와 국제경쟁력 확보’, ‘문화역

량강화를 위한 영상미디어활동 지원’, ‘한국영화 세계화와 국제네트워크 구축’의 

5대 중점 과제를 설정하였다. 노무현정부의 영화진흥종합계획은 영화산업영역과 

함께 영상문화영역의 정책목표로 문화다양성 실현과 문화역량 강화를 설정하고, 
그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영화가 가지고 있는 산업과 문화로서의 

성격을 반영하고자 한 것이며, 그 강조점을 문화사회, 네트워크, 다양성, 공공성 

등으로 삼은 것으로 볼 수 있다(김창수, 2009: 144-146).

③ 3차 한국영화진흥종합계획

3차 한국영화진흥종합계획은 문화관광부와 열린우리당 ‘한국영화발전특별위

원회’가 주도하였으며, 계획수립을 위해서 영화계와의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07년에 발표되었다. 3차 계획의 수립 배경은 국내

시장 보호라는 소극적 정책에서 벗어나 영화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세계시장 경

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었다. 이에 따라, 3차 한국

영화진흥종합계획의 비전은 ‘세계 5대 영화강국 실현’이며, 이를 위한 중점추진

과제로는 ‘다양성 확보’, ‘안정적 투자환경 마련’, ‘영화인 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력 제고’, ‘해외진출 확대’, ‘지역 영상산업 균형발전’, ‘법･세제 등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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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의 6대 과제가 제시되었다. 특히 3차 계획에서는 한국 영화가 안고 있는 

영화의 다양성 부족, 불안정한 투자 구조, 영화 수익성 악화 등의 문제를 해결

하고 한국영화가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영화발전기금 마련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④ 이명박 정부의 영화지원정책

3차 한국영화진흥종합계획은 기간은 2011년까지이며, 이명박 정부는 아직 새

로운 한국영화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한국문화

예술위원회와 영진위의 보고서를 통해서 현 정부의 영화지원정책의 성격을 간

접적으로 파악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2009년 6월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지원 정책의 개선방향을 발표하였다(한국문화예술위

원회, 문화체육관광부, 2009). 이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예술지원의 4대 원칙

으로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문예술단체 육성’,7) ‘사후 지원 체계 마련’,8) ‘간
접 지원 사업 확대’,9) ‘생활 속의 예술 향유환경 조성’10)이 있다. 또한 영진위는 

2009년 장관보고회를 통해 기존 지원사업의 문제점으로 첫째, 소액다건, 백화점

식 사업구조로 인한 사업성과 부족, 둘째, 직접지원에 따른 영화업계, 단체의 공

공의존도 심화, 셋째, 사전지원 방식으로 인한 수혜자의 책임감 저하를 지적하

면서, 지원사업 개편을 통한 ‘지속가능한 영화산업 성장잠재력’ 확보가 절실하

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지원사업의 개선전략으로서 ‘선택과 집중’, ‘간접

지원 확대’, ‘사후 지원사업 확대’, ‘성과평가제도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이는 

7) ① 예술활동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과 ‘직업’으로 생각하는 프로페셔널 예술

가와 전문예술단체 중심 지원, ② 방만하고 일회적인 나눠주기식 지원의 반복에 따른 

공공 의존도 심화에서 탈피하여 자생적이고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형성, ③ 철저한 

평가 및 책임지원 체계 확립으로 지원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8) ① ‘계획서’나 ‘프레젠테이션’만으로 예술단체를 사전에 선별하여 지원하는 제도에서 

탈피하여 사후적 평가에 의한 지원체계 확립함으로써 단계적 성장 지원, ② 예술단체

의 자발적 창작 노력과 관객 개발 성과를 전제로 시장과 관객의 역할과 선택을 존중

하는 풍토 형성, ③ 전문가 및 관객의 비평과 모니터링 활성화로 다면적인 예술역량 

평가환경 조성

9) ① 공간 대관, 연습실 제공, 무대기술인력 지원 등에 의한 비용 절감으로 창작 활성화 

도모, ② 예술시장 규모의 확대에 따라 공연장, 미술관 등 매개역할을 하는 거점 공간

의 프로듀서 및 기획자의 역할과 권한 확대 및 책임 강화 필요, ③ 공연․전시 기획, 
마케팅, 관객 개발 등 예술경영 역량 강화

10) ① 지역재단 중심 지원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현지밀착형 지원사업 확대, ② 전통적

인 유통경로인 공연․전시 공간에서 벗어나 일반 시민들이 생활 하는 일터와 가정과 커

뮤니티 속에서의 예술 향유기회 확대, ③ 전문 예술가 중심 지원에서 나아가 수요자

가 직접 창작활동에 참여하는 생활 속 예술 활동 참여 여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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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영화지원정책이 보다 시장중심적이고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방식

으로 변경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1> 지원정책의 특성 비교

1차영화진흥종합계획

(2000-2004)

2차영화진흥종합계획

(2003-2007)

3차영화진흥

종합계획

(2007-2011)

지원사업 개편방향

(2009)

비

전

-영화산업과 영상문화의 조화

로운 발전

-아시아지역 영화산업을 주도

-영상산업과 영상문화

의 조화로운 발전으

로 문화사회 건설

-동북아 문화네트워크

주도

-세계 5대 영화강국 실현
-지속가능한 영화산업

성장잠재력 확보

기

본

계

획

-정책연구기능강화 및 영화아

카데미 운영개선

-한국영화 제작 활성화를 위

한 다양한 지원제도

-한국영화의 해외진출을 위한

적극적 지원활동

-서울종합촬영소 운영 및 서

비스 개선을 통한 기술경쟁

력 제고

-다양성을 중심에 둔

제작 배급 활성화

-영상인력 양성과 정책

연구기능강화

-영상기술 공공성강화

와 국제경쟁력 확보

-문화역량강화를 위한

영상미디어활동 지원

-한국영화 세계화와 국

제네트워크 구축

-다양성 확보

-안정적 투자환경 마련

-영화인 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력 제고

-해외진출 확대

-지역 영상산업 균형발전

-법 세제 등 제도 개선

-선택과 집중

-간접지원 확대

-사후 지원사업 확대

-성과평가제도 활성화

특

성

양적 성장에 초점을 둔 다양

한 지원제도
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

다양성을 및 세계시장 경

쟁력 확보

지원사업의 효율성 강

화

영진위의 설립은 김대중정부의 신자유주의 문화정책의 산물이다. 이에 따라 

김대중정부가 주도한 1차 영화진흥종합계획은 영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에 치중하였으며 지원의 방식에 있어서는 여전히 국가주도적인 특성을 

지닌다. 노무현정부하에서 수립된 2차, 3차 영화진흥종합계획은 1차와 마찬가지

로 영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중요시하면서도 참여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추어 

영화의 다양성과 공공성, 영화인 복지를 강조하였다. 이명박정부는  예술지원 

정책의 방향으로서 과거 정부에 비해 보다 시장중심적인 방식을 중요시하고 있

다. 영진위의 정책분석을 통한 역대 정부의 이데올로기 성향은 기본적으로 모든 

정부가 영화산업의 경쟁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노무현정부는 다양성, 공공성, 복지라는 측면에서, 
이명박정부는 선택과 집중, 간접･사후지원, 성과평가의 측면에서 정권의 이데올

로기적 성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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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화진흥위원회 성향 분석

① 1기 영화진흥위원회

영화법 개정에 따라 영화진흥공사가 영진위로 개편하기로 하였지만, 영진위가 

정상적으로 출범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순탄한 것이 아니었다(유창서, 2002; 이
혁상, 2005). 현장에서 활동하는 젊은 영화인 중심으로 구성된 ‘충무로포럼’11)은 

영진위 출범에 따른 위원 인선에 대해 공개적인 토론회를 개최해 왔었고, 이에 

대해 한국영화인협회는 협회를 통하지 않은 비공식적 발언을 삼가 할 것을 포럼

에 경고하였다. 그러나 1999년 4월 20일에 열린 충무로포럼에서 한국독립영화협

회는 위원회에서 배제되어야 할 인사의 명단12)을 발표하고, 영화인협회는 충무로

포럼을 비난하며 정부가 요청한 진흥위원 추천을 거부하였다. 이후에도 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신･구/보･혁 갈등이 지속되었다. 
1기 영진위는 1999년 5월에 문화관광부가 10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1기 위원

회를 출범시켰지만, 영화계 내부의 반발과 갈등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과 

위원 위촉을 둘러싼 파행을 거듭하다가 2000년 3월에야 진정되었다. 1기 영진위

는 3년 기간 중 절반 이상을 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혼란으로 보내게 된다. 즉, 
1999년 5월 28일 신세길 위원장, 문성근 부위원장 체제로 출발한 영진위는 같은 

해 9월 6일 박종국 위원장, 조희문 부위원장 체제로 개편되었다. 이어서 2000년 

1월 27일 유길촌 위원장 체제가 출범하여 단 9개월 만에 세 차례나 위원회의 

구성이 바뀌었고, 이후에도 조희문 부위원장 불신임 등의 파행이 이어졌다. 이 

문제는 2000년과 2001년의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는데, 2000년 국정감사에서

는 ‘위원회 내부의 법적 분쟁 및 영화계 갈등해소 대책 마련’이 지적되었고, 
2001년 국정감사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지적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01; 대한민

국정부 2002). 
1기 영진위 인선을 둘러싼 혼란의 가장 큰 원인은 표면적으로 소장 영화인 

중심의 젊은 세대와 영화인협회 중심의 구세대 영화인들 간의 갈등이었다. 그러

나 이러한 신･구 갈등은 동시에 세대를 가로지르는 보･혁 갈등의 양상을 지녔

다고 볼 수 있다. 

11) 당시 영화계는 영화인협회를 중심으로 한 주류적 영화인과 이른바 진보적 개혁을 주

장하는 소장파 그룹이 예민하게 갈등하는 시기였다. 1998년 11월에 결성된 ‘충무로 

포럼’은 배우 문성근, 명계남, 영화사대표 유인택, 한국영화연구소 실장 김혜준 등이 

주도하면서 기존 영화계와 영화인들을 비판하였다. 

12) 한국영화의 개혁과 진보적 방향 수립을 막는 영화인으로 강대진(전국극장연합회 회

장), 김지미(한국영화인협회 이사장), 윤일봉(영화진흥공사 사장), 신봉승(대종상 심사

위원, 전 공윤 부위원장), 최하원(전 영화진흥공사 사장) 등 5인을 지적하였다. 또한 

새로운 영진위 적합 인물로 문성근(배우), 정지영(감독), 김동호(부산국제영화제 집행

위원장) 등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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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기 영화진흥위원회

김대중 정부는 2기 영진위 구성에 있어 1기 영진위 구성시에 발생한 정치적 

파행을 피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서 영화계의 신구 진영의 20여개 대표 

단체들로부터 추천받은 위원들을 정치적으로 안배하고 중립적인 인사들을 영입

해 캐스팅보트화 함으로써 위원회 내부의 정치적 균형을 이루고자 하였다. 이로 

인해 2기 영진위에는 영화업계 관계자들이 최대한 배제된 가운데 교수 출신의 

위원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었다(류형진, 2006: 36). 즉, 이러한 인선의 배경에는 

영진위의 구성을 영화 현장의 인사들 보다는 영화산업 내 이해관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영화관련학과 교수들로 구성함으로써 불협화음을 줄여보고자 하는 의

도가 강하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인선 결과에 대해서 신구 진행 모두 비교적 긍

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진보성향의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의 유인택 회장은 “교직

을 겸하고 있는 인사들이 대거 뽑혔지만, 현장과 유리됐던 이들은 아니다”라며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보수성향의 영화인협회의 신우

철 이사장 또한 “세대교체라는 측면을 강조해서 그런지 신･구 조화라는 측면에

서 다소 아쉬운 결과지만, 일단 지켜보겠다”고 말함으로써 인선 결과에 대해 동

의하는 태도를 취하였다(씨네21, 2002.5.27).  2기 영진위는 1기 영진위에 비해 

위원들의 이념적 성향이 약했으며, 다양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문화적 지원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③ 3기 영화진흥위원회

노무현정부가 인선한 3기 영진위는 2기와는 달리 현장에서 활동하는 영화인

들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2기 위원회와 달리 3기 위원회는 영화 현장에서 활동

하는 인사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자리 잡았다. 3기 영진위의 인선은 노무현정부

와의 관련성으로 인해 보수 영화인들로부터 코드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안정

숙 위원장은 진보성향의 여성영화인모임 이사 및 한겨레 기자의 경력을 지니고 

있으며, 남편이 민주당 원혜영 국회의원이다. 원용진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하였으며, 이현승, 김동원 위원은 노문

모(노무현을 지지하는 문화예술인 모임)의 회원이며, 다수의 위원들이 진보 성

향의 영화단체에 가입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보수 영화단체에서는 2008년 1월 

25일 성명서를 내고, “한국영화진흥은 운동권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됐

다. 중략... 영진위가 그 중심에서 10년간 정치적으로 야합해왔다.”는 비판을 가

하였다(시사IN, 2008.2.18).

④ 4기 영화진흥위원회

이명박정부 출범 후의 4기 영진위는 영진위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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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시기 임명 정부 위원

제1기

(1999-2002)

김대중 정부

(1998-2003)

1차

신세길(제일기획 대표이사), 문성근(영화배우), 김우광

(SBS 프로덕션 전무), 김명자(영화배우, 한국영화인협회

이사장), 안정숙(한겨레신문 문화부 부장대우), 윤일봉(영화

배우, 영화진흥공사 사장), 임권택(영화감독), 정지영(영화

감독), 조희문(상명대 영화학과 교수), 채윤경(계원조형예술

대 디자인계열 교수)

2차

박종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 조희문(상동), 김우광(상동),

김명자(상동), 문성근(상동), 안정숙(상동), 윤일봉(상동),

임권택(상동), 정지영(상동), 채윤경(상동)

3차 유길촌(MBC 미술센타 대표이사, 미디어포럼 부회장), 강

구별되면서, 영화계 각 단체들의 추천을 받아서 문화관광부가 영진위 위원들을 

위촉하고 위원장 또한 위원들이 호선하던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3배수의 후보자를 만들어 제출하면, 이중 영진위원장은 문

화부 장관이 임명하고 8명의 위원들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승

인하게 되었다. 그런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전(前) 위원 중에서 5명이 추천위

원회를 결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노무현정부에서 세워진 3기 영진위 위원들

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었다. 따라서 4기 1차 영진위 위원들에 대해 보수와 진

보 모두 대체로 무난하다고 평가하였다. 3기 영진위 위원의 자격으로 임원추천

위원회에서 활동한 심재명 MK픽처스 대표는 “직능별로 균형있는 위원 구성을 

위해 추천위원명단을 올렸었다”며 “결과적으로 영화제작, 감독, 제작투자, 학계 

등 상대적으로 무난한 인선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어느 쪽에 쏠리지 

않고 절충됐다고 본다”(서영관 오픈앤디드픽쳐스 대표), “이념적인 것에 휩쓸리

지 않을 인물들로 선정됐다”(정윤철 감독) 등의 무난한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이명박정부의 본격적으로 관련한 2009년 9월의 4기 2차 영진위 구성은 보다 

현 정부의 정치적 코드와 일치한 인선이라고 볼 수 있다. 위원장인 조희문교수는 

뉴라이트 계열 문화미래포럼의 핵심 멤버이며, 스크린쿼터 축소를 거의 유일하게 

찬성해 왔을 만큼 철저한 시장주의자이다. 이덕화는 현재 충무로국제영화제 집행

위원장이라는 점에서 과거 정부가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위원으로 

임명했던 것의 대항마적인 성격이라고도 볼 수 있다. 즉, 과거의 영진위가 부산국

제영화제에 대해 친화적 성격을 띠었다면 이번 영진위는 충무로국제영화제를 더 

가깝게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대현 한국일보 논설위원 및 영화전문

기자를 위원으로 임명한 것 역시 과거 안정숙 한겨레 기자가 위원이 됐던 것과 

대칭되며, 정초신 감독 역시 과거 이은 감독 등 영화업계 종사자가 위원회 활동

을 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임명된 것으로 볼 수 있다(오동진, 2009.09). 

<표 2> 역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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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한국영화인협회 기술협회장), 김승범((주)튜브엔터테

인먼트 이사), 김홍준(영화감독,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 박선이(조선일보 문화부 차장), 이연호(월간 키노

편집장), 이용관(중앙대 연극영화학과 교수), 이용배(계원조

형예술대 영상디자인과 교수), 이은(명필름 이사), 조희문

(상동)

제2기

(2002-2005)

김대중 정부

(1998-2003)

이충직(중앙대 교수), 장미희(서울영상위원회 부위원장, 명지대

교수), 김병헌(제이콤 애니메이션본부장), 김창유(용인대 교수),

김홍준(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 민병록(동국대 영화영상

학과 교수), 변재란(순천향대 교수), 유지나(동국대 영화영상학과

교수), 이민용(한국영화감독협회 부이사장, 영화감독)

제3기

(2005-2008)

노무현 정부

(2003-2008)

안정숙(여성영화인모임 이사 전 한겨레 기자 전 씨네21 편집장),

김동원(다큐멘터리 감독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 김영재(동우애

니메이션 부사장 한국애니메이션협회 이사), 김인수(시네마서비스

부사장 전 프리시네마 대표), 심재명(MK버팔로 이사 전 명필름

대표 전 여성영화인모임 준비위원), 원용진(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 문화 여성분과위원회 전문위

원), 이현승(감독 중앙대 영화학과 교수 영화인회의 사무총장),

장미희(명지전문대 연극영상학과 교수 서울영상위원회 부위원장

전 영진위 부위원장), 정남헌(컨텐츠프러스 대표 전 서울영상사업

단 대표 전 영진위 사무국장)

제4기

(2008-2011)

이명박 정부

(2008-2013)

1차

강한섭(서울예술대학 영화과 교수), 심상민(성신여대 미디

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세훈(세종대학교 만화애니메

이션학과 부교수), 민병천(영화사 싸이더스 감독), 박경필

(아이벤처투자(주) 상무이사), 오정완(영화사 봄 제작이사),

이미연(여성영화인모임 이사), 정수완(동국대학교 영상대학

원 조교수), 조혜정(여성영화인모임 이사, 수원대 연극영화

학부 전임강사)

2차

조희문(상동), 정초신(영화감독), 김동률(KDI 연구원), 김

형수(연세대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교수), 오정환(상동), 이

대현(한국일보 논설위원), 이미연(상동), 이덕화(영화배우,

(사)한국영화배우협회 이사장), 조동관(공주영상대학 조교

수, (사)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이사장)

2) 영화진흥위원회 진흥사업 분석

(1) 지원단체 분석

영진위의 진흥사업은 각 연도별로 신규 사업과 폐지 사업이 존재하는데, 
2009년도의 경우 크게 ‘제작 및 유통지원’,13) ‘해외진출지원’14), ‘영화산업 기초

13) 한국영화 제작지원, 한국영화기획개발 지원, 단편․중편/장편/다큐멘터리 제작지원, 마스

터영화 제작지원, 한국영화시나리오마켓 창작지원, 한국영화시나리오공모전, 예술영화

전용관 운영지원, 중형 투자조합 출자사업, 다양성영화전문 투자조합 출자사업, 국제공

동제작영화전문 투자조합 출자사업, 문화콘텐츠기획개발에이전시 출자 사업이 있음.

14) 국제영화제 참가활동 지원, 필름마켓 참가활동 지원, 한국영화 해외극장 개봉지원, 자
막번역 및 프린터 제작지원, 글로벌 기획개발 워크숍, 국제 프로듀서랩 참가지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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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강화’15), ‘영화정책연구 및 영화향유권 강화’16) 사업으로 구분된다. 영진

위는 매년 공고사업 안내를 통해 지원사업의 목적, 개요, 지원금 지급 및 지원

조건, 지원신청 접수,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방식, 지원결정 및 지원금의 교부 

등의 사항을 알려주고 있다(영진위 홈페이지 www.kofic.or.kr). 정권별로 영진위 

진흥사업의 지원단체에 대한 영향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영

진위 사업 중에서 ‘단체지원’ 사업에 대한 2000년에서 2009년까지의 시계열 분

석을 행하였다. 지원단체의 성향 분류를 위해서는 영진위의 성향과 관련하여 성

명서를 발표한 영화관련 단체들을 기준으로 삼았다.17) 뉴라이트문화예술정책센

터와 8개 영화 관련 단체들은 2008년 5월 21일 ‘문화부의 문화예술기관장 인사

를 주시한다’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정권에서 요직을 맡았던 좌파 성

향의 인사를 선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방하였다. 이들 보수단체는 한국영

화인협회, 한국영화감독협회, 한국영화배우협회, 한국영화시나리오작가협회, 한
국영화조명감독협회, 한국기획프로듀서협회, 한국영화기술협의단체, 한국영화음

악작곡가협회이다. 2009년 9월 16일에는 영화계 내 개혁세력 6개 단체가 뭉쳐 

‘한국영화단체연대회의’를 출범시켰다. 연대회의는 2010년 2월 24일 ‘공모되어야 

할 것은 영진위의 정책’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영진위는 이미 결정된 

공모는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시네마테크지원사업 공모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였다. 이들 진보단체는 영화인회의,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감독조

합, 한국영화미술감독조합, 여성영화인모임, 한국독립영화협회이다. 보수단체와 

수적 균형을 위해서 우리나라 진보영화인운동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스크린

쿼터 관련 단체인 ‘스크린쿼터지키기 영대위’와 ‘스크린쿼터문화연대’를 진보단

체에 추가하였다. 

즈니스 캠퍼스 사업이 있음.

15) 한국영화아카데미 신입생 모집, 기초기술교육지원, 공공영상제작 복원․후반작업 지원, 
영사기사 검정시험, 남북영화교류 기획개발비 지원, 상영관 시설비 융자, 부가시장 유

통환경 개선 융자, 방송편성조건부 융자 사업이 있음.

16) 연구과제 공모지원, 정기학술 간행물 지원, 영화단체지원 사업이 있음.

17) 단체지원 사업의 이데올로기 성향 분석을 위해서는 이들 단체뿐만 아니라 지원 대상 

단체 전체의 성향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내용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나, 여기

에서는 대표적인 보･혁단체들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므로 분석결과의 한계가 

있음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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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영진위 단체지원 사업의 진보･보수단체 지원 현황
단위: 천원

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영화인회의

16,200

99,778

4,800

8,988

13,961

900

13,000

3,740
15,000

20,000

7,000

25,000

9,000
9,000

한국영화제작가협회

5,750

44,580

12,078

40,539

4,074

38,000

26,190

32,400

11,702
27,755 22,000

5,400

15,000
22,000 22,000

한국영화감독조합 3,000

한국영화미술감독조합

여성영화인모임
9,800

18,610

4,750

9,500
20,000

6,000

15,000

13,400

13,000 13,590

12,500

15,000

5,000

9,100

15,000

7,000

15,000
14,500

한국독립영화협회

20,000

27,620

16,920

14,550

7,760
13,000 13,000

15,000

25,000

15,000

11,000

3,000

14,000

20,000

스크린쿼터지키기 영대위 10,000
15,000

25,000

스크린쿼터문화연대 169,243 239,421 99,974 204,700 204,700

총액(건수)
485,918

(13)

369,094

(11)

149,714

(5)

106,502

(7)

107,755

(6)

74,590

(6)

159,400

(12)

250,800

(4)

257,700

(5)

14,500

(1)

한국영화인협회

313,560

13,894

23,688

419,331

13,300

18,358

353,755

20,000

140,000

10,000

167,650

10,000

140,000

10,000

121,900

9,000

231,200

12,000

231,200

12,000

298,000

5,000

70,000

한국영화감독협회

10,290

9,850

24,410

8,000

8,550

4,750

46,698

20,900

9,000

52,900

62,618

9,000

75,000

9,000

67,520

9,000

5,000

54,568

9,000

71,150

10,000

52,000

9,000

52,000

9,000

80,000

한국영화배우협회 30,000 9,500

한국영화시나리오작가협회 100,000 11,656 73,000 10,000 3,000

한국영화조명감독협회
22,120

13,288
19,000 20,000 20,000 20,000 18,000

한국영화기획프로듀서협회 13,000
5,000

13,000

한국영화기술협의단체 18,900 10,000 5,000 8,000

한국영화음악작곡가협회 16,500 15,675 10,000

총액(건수)
604,500

(13)

587,718

(11)

611,273

(9)

264,000

(6)

277,170

(6)

322,568

(7)

211,050

(4)

305,200

(4)

317,200

(6)

488,000

(7)

출처: 영진위 홈페이지 지원단체 자료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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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3>은 영진위 단체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을 진보 및 보수단체로 분류

하여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지원액수와 지원건수를 제시하였다. 진보단체 중에

서는 여성영화인모임만이 매년 지원을 받았으며, 영화인회의, 한국영화제작자협

회, 한국독립영화협회가 10회 이상 지원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단체 중

에서는 한국영화인협회와 한국영화감독협회가 매년 지원을 받았으며, 지원액수

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별로 살펴보면 김대중정부 시절의 단체지원 

사업은 지원액수에서는 보수단체가 진보단체보다 2배 이상 많으며, 지원건수는 

비슷하였다. 노무현정부에서는 지원액수에서는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이 진보단

체에 대한 지원보다 1.25배 정도 많았으며, 지원건수에서는 진보단체에 대한 지

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정부에서는 지원액수와 지원건수에 있어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이 압도적으로 많아 진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김대

중정부의 경우 영진위 지원단체 사업에 있어서의 이념적 편향성은 높지 않았으

나,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로 넘어오면서 영진위 지원단체 사업의 이념적 편

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정권별 진보･보수단체 지원 현황
단위: 천원

년도
김대중정부

지원사업(2000-2005)

노무현정부

지원사업(2006-2008)

이명박정부

지원사업(2009)

진보단체

지원총액(건수)

1,293,573

(48)

667,900

(21)

14,500

(1)

보수단체

지원총액(건수)

2,667,229

(52)

833,450

(14)

488,000

(7)

(2) 지원사업 유형 분석

영진위의 진흥사업은 영진위 시기별로 그 영역 구분이 다르다. 1차｢영화진흥

사업백서: 1999-2006｣에 의하면, 영화진흥사업을 ‘정책기능강화와 제도개선’, ‘인
력양성’, ‘영화산업진흥’, ‘문화다양성 증진’, ‘한국영화해외진출확대’, ‘인프라구

축운영 및 기술지원’의 6개 분야로 하여 1999년부터 2006년까지의 사업을 분류

하였으며(영진위. 2007), ｢제3기 영화진흥위원회 정책백서｣에서는 영화진흥사업

을 ‘한국영화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 ‘영화산업경쟁력강화’, ‘영화산업기초인프

라 강화’의 3개 분야로 하여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사업을 분류하였다(영화

진흥위원회. 2007). 2009년도의 경우에도 사업을 ‘제작 및 유통지원’, ‘해외진출

지원’, ‘영화산업 기초인프라 강화’, ‘영화정책연구 및 영화향유권 강화’ 사업으

로 구분하는 등 사업분류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지원사업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영진위 홈페이지 지원사업 분류 방식을 활

용하였다. 영진위 홈페이지에서는 지원사업을 ‘기획지원’, ‘제작지원‘, ’유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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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마케팅지원‘, ’해외영화제 및 해외산업‘, 투자조합’, ‘단체지원’, ‘학술지

원’으로 구분하여 연도별 사업내용과 예산액 등을 공개하고 있다. 
영진위 지원사업의 이데올로기 성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어떤 

사업이 이데올로기적인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업 성격의 이데올

로기 편향성에 대해서도 보수와 진보 간에는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힘들다. 보수

를 대표하는 현 영진위 위원장인 조희문(조희문, 2008: 74-77)에 따르면, “‘영화

진흥’의 개념과 대상은 대체로 산업적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는 수준으로 안

정시키는 것이며 문화적으로 보편성을 갖추는 것이라고 설정할 수 있다. 그런데 

영진위의 주도세력들은 영화의 산업적 자생력보다 이념적 운동성을 더 강조했

다. 독립영화와 예술영화의 가치를 특별히 강조하며 교육과 훈련, 실천을 중요

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중략...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영진위가 추진한 진흥

사업은 구체적인 내용 측면에서 비주류 독립영화의 제작, 유통, 배급에 대한 전

방위적인 지원, 영화를 이용한 운동의 확산을 위한 교육과 연대, 조직적 네트워

킹을 강화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진보 성향의 ‘한국영화단체연대회의’
의 의장을 맡고 있는 ‘영화인회의‘의 이춘연 이사장(프레시안, 2009.9.29)에 따르

면, “국내 영화산업은 주도면밀한 정책에 의해서 운용돼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정책이란 게 아예 실종돼 버렸다. 그 정책들을 되살려야 한다”. 따라서 여기에

서는 이들 중에서 연도별 사업내용의 변화가 있으며, 논란의 대상이 된 사업들

을 중심으로 지원사업의 이데올로기성을 검토한다.18) 
김대중 정부가 임명한 1, 2기 영진위의 2000년에서 2005년까지의 지원사업을 

보면 ‘기획지원’ 사업의 경우 이데올로기적 색채가 나타나지 않으며, ‘제작지원’의 

경우 2003년부터 사업의 유형이 증가하면서 대학창작애니메이션지원, 독립디지털

영화제작지원 등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시기에는 영진위 진흥사업

들의 이념적 색채가 두드러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노무현 정부가 임명한 3
기 영진위의 2006년에서 2008년까지의 지원사업을 보면 ‘기획지원’에서 2006년부

터 남북영화교류기획개발비지원이 신설되고, ‘제작지원’에서 2006년부터 독립다큐

멘터리제작지원이, 2008년에는 독립극장용장편영화제작지원이 신설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어느 정도 영진위 진흥사업의 이념적 강조점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는 예술영화와 독립영화의 제작, 예술영화와 시네

마테크 전용관을 스크린 수 기준으로 10% 확보, 다큐멘터리와 단편영화의 제작･
배급 활성화, 미디어교육과 퍼블릭 억세스 활동 활성화 등의 과제를 설정하여 보

다 과거 정부보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사업들을 추진하였다. 

18) 지원사업에 대한 이데올로기 성향 분석을 위해서는 영진위의 연도별 지원사업보고서

의 소분류 사업들 하나하나에 대한 검토와 사업별 예산규모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과 자료의 제약 및 통일된 분류방식의 문제 등으로 인해 약

식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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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기획지원 제작지원 유통지원

2000

극영화개발비지원

극영화시나리오 공모

애니메이션시나리오 공모

독립애니메이션제작지원

예술영화제작지원

독립영화제작지원

상영관시설비 융자

2001

극영화개발비지원

장편애니메이션 개발지원

극영화시나리오 공모

애니메이션시나리오 공모

독립애니메이션제작지원

예술영화제작지원

독립영화제작지원

상영관시설비 융자

2002

극영화개발비지원

장편애니메이션 개발지원

극영화시나리오 공모

애니메이션시나리오 공모

독립애니메이션제작지원

독립영화제작지원

예술영화관 선정지원

상영관시설비 융자

2003

극영화개발비 지원

장편애니메이션 개발지원

극영화시나리오 공모

애니메이션시나리오 공모

독립/공공애니메이션제작지원

대학창작애니메이션제작지원

예술영화제작지원

공동제작영화제작지원

독립영화제작지원

독립디지털영화제작지원

예술영화관 선정지원

상영관시설비 융자

2004

극영화 개발비 지원

장편애니메이션개발

극영화 시나리오공모

애니메이션 시나리오공모

독립/공공애니메이션제작지원

대학창작애니메이션제작지원

예술영화제작지원

공동제작영화제작지원

독립영화제작지원

독립디지털영화제작지원

HD 방송영화제작지원

예술영화관 선정지원

상영관시설비 융자

독립영화 DVD제작지원

2005

극영화개발비 지원사업

극영화시나리오공모사업

애니메이션시나리오공모사업

독립/공공애니메이션제작지원

대학창작애니메이션제작지원

예술영화제작지원

예술영화관 선정지원

다양성영화 DVD제작지원

이명박 정부가 임명한 4기 영진위의 2009년 지원사업을 보면 ‘기획지원’에서 

이전의 남북영화교류기획개발비지원사업이 폐지되었으며, ’제작지원‘에서는 이

전의 예술영화제작지원, 독립영화제작지원을 ‘제작지원사업’으로 통합되었다. 이
는 이명박정부의 영진위 진흥사업이 노무현정부의 진흥사업과는 다른 노선을 

지향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뿐만 아니라 영진위(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체육

관광부, 2009) 가 직접 수행하던 기획개발지원, 독립영화 ․ 예술영화제작지원 사

업 등을 간접수행방식으로 전환해 사업관리의 효율성과 제작의 완성도를 꾀하

며, 완성 예술영화를 대상으로 우수영화를 선정, 지원금을 지급해 기존 사전제

작지원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독립영화의 경우에는 사전제작지원을 받지 않은 

작품에 한하여 공모를 통해 사후지원 하도록 하는 등 자유주의적 지원방식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영진위 지원사업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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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제작영화제작지원

독립영화제작지원

독립디지털영화제작지원

HD 방송영화제작지원

전북뉴시네마제작지원

2006

극영화개발비 지원사업

남북영화교류기획개발비 지원

한국영화시나리오마켓사업

예술영화제작지원

독립영화제작지원

독립다큐멘터리제작지원

HD 방송영화제작지원

예술영화관 선정지원

다양성영화 DVD제작지원

2007
남북영화교류기획개발비 지원

한국영화시나리오마켓사업

예술영화제작지원

독립영화제작지원

독립다큐멘터리제작지원

HD 영화제작지원

예술영화관 선정지원

다양성영화 DVD제작지원

2008

남북영화교류기획개발비 지원

한국영화시나리오마켓사업

글로벌제작인력 양성프로그램

예술영화제작지원

독립영화제작지원

독립다큐멘터리제작지원

독립극장용장편영화제작지원

HD 영화제작지원

예술영화관 선정지원

다양성영화 DVD제작지원

2009

한국영화 기획개발 지원

한국영화 기획개발 지원

글로벌 기획개발 워크숍

마스터영화제작지원

한국영화제작지원

단중평/장편/다큐멘터리제작

지원

예술영화관 선정지원

출처: 영진위 홈페이지 지원사업 자료분석

Ⅳ.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통한 사회･정치적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영화정책, 특히 영화지원정책을 이데올로기의 전달수단화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역사적으로 정부는 좌･우파를 막론하고 영화라는 

수단을 통해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고 실현하려는 경향을 지닌다. 우리나

라에서도 일제 식민지 시기부터 영화는 국가권력의 통제와 지원에 의해 당시 

이데올로기의 선전도구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사회의 민주화가 

진행되고,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영화정책에 영향을 준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역대 정부의 영화지원

정책의 내용분석을 영진위를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영진위는 과거 영화진흥공사

의 한계인 국가 주도적 영화발전정책과 국가 이데올로기 수단화의 문제를 극복

하기 위한 대안으로 1999년에 설립되었다. 여기에서는 영진위의 정책 및 위원 

성향을 중심으로 영진위의 성향을 분석하였고, 지원단체 및 지원사업의 성향을 

중심으로 영진위 진흥사업의 성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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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시사점을 얻게 되었다. 
첫째, 영진위 정책 분석을 통해 역대 정부는 기본적으로 영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에 있어서는 이념적으로 차별화되지 않았다. 다만 노무현정부는 

다양성, 공공성, 복지라는 측면에서, 이명박정부는 선택과 집중, 간접･사후지원, 
성과평가의 측면에서 영진위 정책은 정권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반영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둘째, 영진위 위원의 인선과정과 인선결과 분석에서는 정권별 이데올로기 성

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김대중정부 시절인 1기 영진위 구성은 3차례

나 진통을 겪었으며, 주로 영화계 내부의 신･구 갈등의 양상을 지녔다. 따라서 

이를 정권의 직접적이고 의도적인 개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

한 분석은 김대중정부가 2기 영진위를 구성함에 있어 보･혁 인사 및 중도파 인

사들을 골고루 안배함으로서 정치적 균형을 유지하고자 한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노무현정부가 주도한 3기 영진위는 본격적으로 정권의 이데올로기와 긴밀

한 관계를 맺은 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명박정부가 주도한 4기 영진

위 역시 3기에 준할 수준으로 정권의 이데올로기에 충실한 인사들 중심으로 인

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영진위 지원단체 사업의 보･혁단체들에 대한 지원 사항 검토를 통해 

역대 정부의 이데올로기 경향성을 분석하였다. 지원액수와 지원건수를 기준으로 

할 때, 김대중정부에서는 보･혁단체들에 대한 지원의 편향성이 발견되지 않았지

만,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에서는 정권의 정치적 이념과 유사한 성향을 지니

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의 편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편향성은 지원

액수와 지원건수에 있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영진위 지원사업 유형 분석을 통해 김대중정부 시절인 2000년에서 

2005년까지의 지원사업은 이데올로기적 색채가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6년에서 2008년까지의 신설 사업 중 남북영화교류지

원, 독립다큐제작지원, 독립극장용장평영화제작지원 등은 정권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명박정부의 2009년 지원사업에서는 이전 정부의 

이념성이 강한 사업들이 폐지되었으며, 사업운영에 있어서도 자유주의적 지원방

식을 강화함으로써 정권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영진위는 정권의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영진위의 정책 방향 제시와 진흥사업유형 신설 및 폐지에 있어 정권의 정치

적 이념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을 확인하였다. 정권의 이데올로기 성향이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영진위 임원 선임과 기금 배분 영역이었다. 이들 영역에 

있어서는 점차 정권의 이데올로기 편향성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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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Role of Ideology in the Film 

Supporting Policy: the Case of the Korean Film 

Council 

Seung Jun Han

Ideology is important in constructing a nation's political regime. Film has been 
used as a good instrument by policy markers in order to deliver an ideology to the 
public. This article aims at exploring the link between the Korean Film Council's film 
supporting policy and each government's ideological tendency. The Korean Film 
Council is a government-supported, self-administered body with its primary goal of 
stimulating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Korean films through funding, research, 
policy development, education and professional training. This study addresses the 
following two issues: 1) Does government's ideology effect the Korean Film Council's 
supporting policy? 2) Is this effect more important from government to government? 
From the analysis of the cases, this study finds no political influence over film 
industry policy among governments. However, commissioners, appointed by the 
Minister of Culture and Tourism, and programs, supported by the Korean Film 
Council, are heavily affected by each government's political ideology. 

【Key words: Cultural policy, Film supporting policy, Ideology, Korean Film Counc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