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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895년 뤼미에르 형제에 의해 영화가 탄생한 

이래 1세기 동안 ‘움직이는 그림’을 바탕으로 한 

r 영상물」은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강력한 수단으 

로 자리잡았다. 전자·광학기술의 발달로 영상 커 

뮤니케이션은 표현에 있어 거의 불가능한 영역 

이 없게 되었고， 이를 통해 인간은 자시의 무한 

한 상상력을 나타내어 왔다. 또한 「영상물」은 반 

복재생이 가능하고， 시청각적인 흥미를 돋우며， 

저렴한 비용에 대량복제된다는 특유의 속성 때 

문에， 발생 이후 짧은 기간동안에 대중문화의 중 

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영상 

물의 성장은 r오락」을 본격적인 r산업」으로서 

인식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고 텔레비전의 발명 

과 더불어 영상물의 제작과 유통분야는 거대한 

산업으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최근 들어서 매체가 다양해지고 각종 영상 하 

드혜어들이 개인화하면서 영상산업은 단순희 소 

프트웨어를 제작·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되 

는 여러 산업분야와 연계되어 막대한 경제적 효 

과를 가지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더구나 영상산 

업이 한 국가나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 

고 그것을 세계로 전파시키는 강력한 이데올로 

기적 도구라는 인식은 심화되어가는 세계적 경 

쟁체제에서 영상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할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영상분야가 산업으로서 

자리잡은 것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다. 이는 

‘영상 소프트웨어’ 제작의 산업적인 성격보다 예 

술성 또는 문화적 성격이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 

기와， 영상산업이 본격적인 산업으로 성립하여 

성장할 수 있는 경쟁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어오 

지 못한 그간의 상황 때문이다. 따라서 영상분야 

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영화의 도입부터 한국의 

영상산업은 생산·배급체계에서의 r 영세성」과 r전 

근대성」을 탈피하지 못한 채 명맥을 이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영상분야가 고부가가치를 창 

출하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 

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영상산업에 대한 관심 

이 증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체에서는 지역발전 

을 위한 전략으로 영상산업단지 건설을 검토하 

고 있다. 

한 산업의 입지는 다른 산업과 구별되는 차이 

점을 지년다(Chapman & Walker, 1987: 128).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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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업은 독특한 성격을 지니는 산업이다. 생산 

과정에서는 제조업적인 특성이 나타나지만， 만들 

어진 생산물은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적인 성격을 가진다. 또 미디어 산업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정은 영상산업을 다른 산업 

분야와 구별짓는다. 

하지만 이처럼 독특한 성격을 지니며 동시에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영상산 

업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이루 

어지지 않았다. 이는 영상산업 분야의 산업성이 

극히 최근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인식되기 시작 

한 저간의 사정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本鎬에서는 한국영상산업이 r산업」으 

로서 가지는 특성과 그 입지변화 과정을 고찰함 

으로써 한국영상산업의 「입지적 특성」은 무엇인 

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한 산업의 입지를 결과하 

는 요인들은 각각의 상대적 중요성을 변화시키 

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며， 이러한 적웅과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입지패턴을 변화시킨다 

(Chapman & Walker, 1987: 127-128). 한국의 

영상산업은 현재 산업으로서의 맹아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영상산업이 지금까지 

발달해온 과정과 입지변화를 살펴보고， 현재의 

입지분포와 그 요인들을 분석한다면， 앞으로 한 

국영상산업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과 그 입지패 

턴의 추이를 예견해볼 수 있을 것이다. 

2. 용어 및 개념정의 

1 ) 영상산업의 개념 

일반적으로 영상산업은 ‘영화， 텔레비션 방송， 

케이블 TV, 비디오， 비디오 게임， 멀티미디어 등 

의 영상 소프트워l 어플 제작， 유통， 이용하는 산 

업’을 말한다 (삼성경제연구소， 1993: 1). 그러나 

이러한 개념이 엄밀한 검증을 거쳐 명확하게 내 

용규정된 것은 아니며， 아직까지 영상산업의 정 

의는 해석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 

로 r영상산업」이라는 용어 자체도 r영상 소프트 

웨어 산업」이라는 용어와 혼용되고 있으며， 많은 

문헌에서 영상산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각 부문 

을 각기 다르게 정의하고 있기도 하다1) 이러한 
‘정확한 개념의 부재’는 영상산업 분야가 계속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견 당연한 현상일 수 

도 있다(황현탁， 1995: 15). 계속되는 기술의 발 

전으로 새로운 영상매체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는 사실을 감안할 때 영상산업의 범위를 분명히 

한정한다는 자체가 곤란한 것이다. 

영상산업의 업종도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획정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영상산업 

은 서비스업의 한 분야로 취급되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통계청의 산업분류 체계상 r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중분류코드 

92에 영화제작과 방송업 등 영상산업 부문이 대 

부분 포함되어 있다. 

또 UN 국제 경 제사회 사업 과(Department of 

Intemational Economic and Social Affairs) 에 서 

1991년에 작성한 잠정적인 산업분류에도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영상산업을 서비스업의 

범주에 포함시켰다(황현탁， 1995: 43). 

하지만 이러한 인식과는 달리 영상산업이 서 

비스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영상물 

의 제작과정은 다른 문화예술분야와 달리 분화 

된 공정을 거쳐야 하며 각 공정은 서로 다른 전 

문 노동력에 의하여 담당되기 때문에， 영상산업 

을 일괄적으로 서비스업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사료된다. 

결국 지금까지 이루어진 개념정의를 바탕으로 

하여 영상산업의 정의를 규정한다면， “제조업적 

인 성격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서비스 산업”이 

라 볼 수 있을 것이다. 

本橋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통상 

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영상산업의 개념을 수용하 

고자 한다. 즉 영상산업을 “ r 영상 소프트웨어」의 

생산과 유통(배급)에 관련되는 산업”으로 정의하 

고，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 r 영상 소프트웨어」의 

생산측면”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의에 따 

르면 영상산업은 영화， 텔레비천 방송， 비디오， 

케이블 TV, 애니메이션(만화영화)， 위성방송， 게 

임， 멀티미디어 산업 등을 포함하게 되며 2) 해외 

에서 생산된 영화룰 수입해서 배급하는 것은 소 

프트웨어의 생산측면이 결여된 단순한 흥행업이 

라 볼 수 있기 때문에 本橋의 영상산업 범주에 

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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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엉상산업의 구조 

사업자 제작 
유통 이용 

(1차유통) (2차유통) 

영화사 O O O 

영화 
독립 제작사 O 
배급회사 O 
영화관 O 

텔레비션 
방송사 O O O 
독립 프로덕션 O 
쓰로그램 공급업자 

O O (Program Provider) 
케이블 TV 지역방송국 

O O (System Qperator) 
독립 쓰로덕션 O 
쓰로그램 제작사 O O O 

비디오 소쓰트웨어 도매상 O 
소요트웨 어 대 여/판매 점 O 
소요트웨어 제작사 O O 

게임 소프트혜어 판매점 O 
오락실 O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1993, 영상 소프트 산업 현황 분석， p .1 의 표를 재구성 

이렇게 정의된 영상산업은 영상 소프트웨어 

제 작을 담당하는 부문， 상품으로서 의 영 상 소프 

트웨어의 유통을 담당하는 부문， 생산된 영상 소 

프트왜어의 이용이 사업활동의 주체로 되는 부 

문 - 소프트웨어의 흥행·공개를 주업으로 하는 

미디어 사업도 포함된다 - 으로 대별할 수 있는 

데 이 가운데 세 번째 경우를 r2차 유통부문」이 

라고 말하기도 한다(<표 1> 참조， 삼성경제연구 
소， 1993: 1). 

이 가운데 비디오 산업， 멀티미디어 산업 등에 

서 이용되는 영상제품의 대부분은 이미 영화·방 

송 등 영상산업의 근긴-을 이루고 있는 분야를 

통해 공개된 제품을 가공하여 생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영화와 텔레비션 방송을 제 

외한 영상산업의 여타 부문은 영상 소프트혜어 

의 제작보다는 유통쪽에 더 강조점이 두어져 있 

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다. 

2) 연구대상 및 용어정의 

前述한 영상산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분야 가 

운데 本福에서는 영화， 텔레비천 방송(이하 방 

송’)， 케이블 TV, 그리고 독립 프로덕션의 4개부 

문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그 이유는 첫째， 영 

화와 방송이 각기 핵심적인 영상산업 분야로서 

‘原(originaD영상 소프트웨어’를 가장 많이 생산 

하는 부문이고， 둘째，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본격 

적으로 시작된 케이블 TV의 경우 현재는 전체 

시장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만 영상산업 

선진국들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상산업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서 작용할 가능성 이 농후하 

기 때문이다. 

비디오 부문의 경우3) 사전조사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특성상 독립 제작사들이 비디오용 프로 

덕션을 직접 제작하는 일이 그다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오히려 거개의 독립 제작사들은 방송 

이나 케이블 TV용 프로그램 제작을 주로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비디오 부문을 독립적 

으로 다루기 보다는， 비디오용 프로그램이나 방 

송·케이블 TV용 프로그램을 생산·공급하는 독립 

제작사 전부를 r독립 프로덕션」이라는 용어로 

포괄함으로써 현재 한국에서 영상 소프트혜어를 

생산하는 주요 부문을 모두 망라하고자 했다. 실 

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독립 프로덕션은 @ 방송· 

케이블 TV 프로그램 공급형，(2) 독립영화 제작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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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비디오용 프로그램 공급형，(4) 광고영화 

(CF) 제작형，(5) 만화영화 제작사 등의 다양한 

성격으로 구분된다(강철용， 1990: 26). 하지만 本
橋에서는 이 가운데 방송·케이블 TV, 비디오용 

프로그램 공급형만을 독립 프로덕션 부문으로 

한정하였다. 그 이유는 한국 영화산업의 특성상 

독립영화 제작사가 r 영화」이외의 다른 부문과 

연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드물며， 따라서 r독 

립 프로덕션」 부문에 포함시켜 다루기보다는 r 

영화」부문에서 다루는 것이 분석의 정확성에 도 

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경우에 

따라 영상산업의 한 범주로 논의되기도 하는 광 

고영화(CF) 부문의 경우는 본 연구에서 제외했 

는데， 이는 광고용 영화가 본질적으로 영상 소프 

트혜어를 제작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목적 

에 의해 생산되는 ‘제품’ 내지 ‘상품’이라기보다 

는， 특정제품 또는 서비스의 마케팅과 판촉 

(promotion)을 위해 사용되는 일종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3.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영상산업의 발달과 입지변 

화 분석을 통해 한국영상산업이 가지는 입지특 

성을 究明하고자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먼저 제2장에서는 한국의 영상산업과 관련분 

야를 다룬 기존문헌을 정리하여 영상산업에 대 

한 주요 연구동향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 이와 

함께 영상산업에 대해 지리학 분야에서 나온 소 

수의 문헌을 정리함으로써 영상산업에 관한 경 

제 지리학적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고 

찰하였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영상산업이 산업으로서 

가지는 일반적 특성을 정리하고， 한국영상산업의 

발달과정을 각 부문별로 개관하였다. 

제4장에서는 최근 들어 뚜렷해지고 있는 한국 

영상산업의 주요 입지여건 변화를 살펴보고， 한 

국영상산업의 발달과정과 입지특성을 각 부문별 

로 정리하였다. 이를 위해서 문헌뿐만 아니라 면 

담조사를 통해 얻은 기초자료 및 조사결과도 활 

용하였으며， 한국영상산업의 입지변화 과정을 시 

계열적으로 서술하고 그 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입지특성 및 입지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았 

다-
한국영상산업의 특수한 성격으로 인해 본 연 

구에 필요한 1'2차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 

황이었다. 따라서 本福에서는 분석에 사용될 현 

실적으로 가장 정확한 자료를 구득할 수 있는 

영상산업 업체와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면담조사 

를 실시함으로써 부족한 기초자료를 보충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방문·면담조사를 실시한 곳은 

영화사 14개사， 케이블 TV 공급업자 27개사， 독 

립 프로덕션 5개사， 영화진흥공사， 문화체육부 

영화진홍과， 한국 종합유선방송 위원회， 한국방 

송 개발원 등이다. 

면담조사는 1995년 8월부터 12월에 걸쳐 주로 

이루어졌으며 이 가운데 특히 영상 소프트워l 어 

의 생산업체인 영화사 케이블 TV 프로그램 공 

급업자， 독립 프로덕션에서는 입지요인을 밝히기 

위한 심층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조사 

는 주로 각 업체의 기획， 제작， 편성 담당자와 

실시하였으며， 비교분석의 용이함을 위해 각 부 

문별로 일정한 r면담조사 항목{interview 

format)J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11. 문헌연구 

우리나라에서 「영상산업」이라는 용어가 연구 

주제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 

다. 염항섭의 연구(1995)와 김성태의 연구(1995) 

이전까지는 r영상산업」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학 

문적 논의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전에도 주로 신문방송학이나 연극영화학 전공자 

를 중심으로 해서 영상산업의 개별부문에 해당 

하는 영화， 방송， 케이블 TV, 비디오， 독립 프로 

덕션 등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일부 진행되어왔 

다. 

이처럼 영상산업의 각 부문을 다룬 기존의 연 

구들은 대략 네 가지 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는 영상산업 각 부문의 산업적 특성과 산업 

정책을 검토한 것이고， 둘째는 실질적인 프로그 

램 제작이나 편성전략에 관한 것이다. 셋째로는 

각 부문별 생산조직이나 노동시장의 특성을 경 

- 18 -



험적 사례연구를 통해 밝힌 것이며， 넷째로는 정 

치 경제학적인 시각에서 매스미디어 전반에 관 

한 - 특히 텔리비천 방송에 관한 비판적 논의를 

담은 것이다. 

반면 지리학 분야에서 한국의 영상산업을 다 

룬 연구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영상산업을 

구성하는 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영화관’의 입지 

변화를 다룬 이금숙의 연구(이금숙， 1993)를 제 

외한다면， 영상산업과 관련된 지리학적 연구는 

현재까지 없었다. 이는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 

여서 영상산업을 지리학의 연구주제로 다룬 예 

는 그다지 많지 않다. 긴-혹 발표된 기존의 연구 

들도 ‘영상산업의 입지특성’ 측면에서 접근한 연 

구가 아니라 예외없이 경제 지리학적인 이론틀 

을 증명하는 하나의 사례로서 영상산업의 각 부 

문을 도입한 경우이다. 그러면 아래에서 많間에 

논의된 지리학 분야에서의 영상산업 관련 연구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영상산업이 지리학에서 어 

떻게 다루어져 왔는지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 

겠다. 

지리학에서 영상산업 관련 분야를 가장 많이 

다룬 학자는 Storper와 Christoperson이 다. 두 사 

람은 1986년 이 래 수 년동안 꾸준히 유연적 전 

문화로 인한 도시 노동력과 공간구조의 재편과 

정을， 미국의 영화산업을 사례로 증명해 왔다 

(Storper & Christoperson, 1986; 1987; 1989; 

Storper, 1989). 그들의 연구를 압축하면， 미국의 
영화산업은 1950년대 이후 변화된 상황에 적응 

하기 위해 메이저 기업들을 중심으로 생산의 ‘수 

직 적 분 리 (vertical disintegration)’를 실 행 하 였 고， 

그 결과 미국 영화산업에서 유연적 전문화의 경 

향이 부각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산 

체계의 변화는 지역노동시장과 생산활동의 공간 

적 입지에 영향을 주어서， 결국 촬영이외의 다른 

생산활동 및 시설， 인력들이 LA 일대에 재집중 
하였다는 것이 Storper 와 Christoperson의 결론 

이 다(Storper & Christoperson, 1986: 318-319; 

1987: 116). 특히 그들은 미국 영화산업의 입지 

가 유연적 전문화 이론에서 가정하는 r산업단지 

」의 출현과 공간적 집중을 실증하는 한 사례라 

는 ‘ 견해를 밝히 면서 (Storper & Christoperson, 

1986: 312; 1987: 110) , 영화산업에서의 제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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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화와 비용절감을 위한 수직적 분리는(Storper， 

1989: 289-290) 생 산과정 에 서 의 거 래 

(transaction)관계를 증대시키고 고용관계의 불안 

정성을 확장시킴으로써 지역수준에서 강력한 집 

적 의 경 향을 창출한다고 주장한다(Storper & 

Christoperson, 1986: 319). 결국 두 사람의 연구 

에 따르면 이처럼 “밀도있는 상호관계와 집중된 

영역적 집적의 연합은 영화산업을 유연적으로 

전문화된 다른 어떤 산업단지보다도 고도로 ’지 

역적‘이며 지역경제의 재현(re-emergence)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다(Storper， 

1989: 293). 

그러나 이처럼 영화산업을 유연적 전문화의 

한 증거로서 파악한 Storper와 Christoperson의 

견해는， 이후에 Robins를 비롯한 일군의 학자들 

에 의해 비판받는다. 

지리학 분야에서 영상산업의 부문을 다룬 또 

다른 학자는 Scott이 다. 그는 1988년 에 펴 낸 r 

Metropolis J 를 통해， 지방노동시장에서의 영역적 

인 재생산과 그 변형과정을 LA의 애니메이션 

산업 노동자들을 사례로 하여 분석하고 있다 

(Scott, 1988). 그의 연구에 따르면 미 국의 애 니 

메이션 산업은 소규모 기업이 대부분을 구성하 

고 있으며， 고도로 경쟁적이다((Scott， 1988: 

142-143). 노동집약적이고 고숙련이 필요한 애니 

메이션 산업 자체의 특성때문에 노동시장은 고 

숙련 노동자와 일부 저숙련 노동자들로 양극화 

되어 있고， 이는 노동자의 지리적 분포와도 상관 

성을 지닌다(Scott. 1988: 146). 또한 애니메이션 

산업 노동자들은 높은 이직률을 나타내며 특정 

업체에 ‘소속’되어 있다기 보다는 일종의 ‘노동력 

풀(pool)’을 형성하는， 매우 자유롭게 회전하는 

유동적 노동력의 성격을 띤다(Scott， 1988: 150). 

그러나 이러한 지역노동시장내의 사회적， 공간적 

연계가 1980년대 이후 강화된 애니메이션 산업 

의 재구조화 - 해외하청 증가 대규모의 기술혁 

신， 생산설비의 재배치 등 - 로 인해 점차 변형 

되어 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애니메이션 산업 

노동시장은 과거와 달리 노동자들의 세력이 점 

차 약화되 고 있다(Scott. 1988: 151-157). 결국 

Scott는 지방노동시장과 관련된 주체들의 정치적 

각성정도와 그 지역 특유의 환경에 의해 지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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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힘의 체계로서 지방노동시장을 파악하고， 미 

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지방노동시장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영역적으로 재생산되고 변형되고 

있음을 밝힌 것 이 q(Scott, 1988: 158), 

한편 영상산업을 도시나 지역발전전략의 일환 

으로 파악하여 접근한 연구도 Comford 와 

Robins 에 의해 이루어졌다(Cornford & Robins, 

1992), 그들은 최근 들어 영상산업 - 즉 텔리비 

천， 영화， 비디오 - 이 지역개발 전략의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게 되었음을 지적하면서 (Cornford 

& Robins, 1992: 422) , 경제적 상황， 규제환경이 

달라짐으로써 변화된 정책이 국지적(1ocal) 미디 

어 개발전략의 진행에 대해 어떠한 함의를 가지 

는지를 밝히기 위해 영국 북동지방에서의 미디 

어 발전전략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들은 “영상산업이 헐리웃 메이저가 주축이 된 

포디즘적인 수직적 통합시기에서 독립제작사들 

의 역할이 증대하는 유연적 전문화 시기로 이행 

해 왔다”는 Storper와 Christoperson의 주장 

(Storper & Christoperson, 1986; 1987; 1989; 

Storper, 1989)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1980년대에 

영국에서 이러한 유연적 전문화 가설에 기반하 

여 추진된 영상산업 발전전략이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주장한다(Cornford & Robins, 1992: 
426) , 이 연구에 따프면 최근의 영국 영상산업분 

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기실 영상분야에 

대해 영국정부가 취한 규제정책 변화의 결과로 

등장한 것이며， 이러한 규제변화가 영국 영상산 

업을 영상산업의 전세계적 경쟁체제에 직접 노 

출시 켰다는 것 이 다(Cornford & Robins, 1992: 
425-428) , 그래서 규제정책의 변화가 시작된 초 

기에는 각 지역의 소규모 영상기업들을 육성하 

여 영상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전략이 채태되었다. 

그러나 갈수록 전지구화(globalized)되는 영상산 

업의 환경변화로 지방의 영상산업 발전전략은 

두가지 방향으로 전환된다. 그 첫째는 소규모 토 

착 영상기업의 직접적인 진흥에서 외부 생산자 

- 주로 세계적인 오락산업 복합체 -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고， 둘째 

는 영상 소프트웨어의 지역내 ‘생산’을 진흥하던 

전략에서 탈피하여 영상 소프트워l 어 ‘배급과 재 

정(투자)’에 춧점을 맞추는 쪽으로 전략이 변화 

된 것 이 다(Comford & Robins, 1992: 427-431), 

그러나 이처럼 변화된 전략도 실질적으로 영상 

산업에 있어 큰 영향력을 가지는 배급부문에 대 

한 통제력을 보유하지 못하는 이상 지역의 성장 

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며， 영국 북동지방인 

Tyne의 방송산업이 그 실례가 된다(Cornford & 

Robins, 1992: 428-432) , 즉 영상산업을 추동하는 

힘인 전세계적인 미디어 기업 복합체 

(conglomerates)와 국가의 규제정책이 조절하는 

r정보의 축(hub)J 내지는 r 배급축」에 대해 지방 

이(지방정부가) 어떤 영향력을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차원에서 미디어 산업을 발전시키는 

일은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한 

지역이 영상산업의 진홍을 통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은 매우 제한된 가능성을 가진다 

는 것이 Cornford와 Robins의 결론이다 

(Cornford & Robins, 1992: 432) , 

Robins는 Aksoy와의 연구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세 계 적 미 디 어 기 업 복합체 (cong lomerates) 

가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에 대해 천착한다 

(Aksoy & Robins, 1992), 그들은 먼저 전세계 

영상산업의 중심지인 헐리웃이 최근에 와서 생 

산과정과 경영구조， 그리고 사업활동의 공간적 

전개에서 기본적인 구조재편을 겸고 있음을 밝 

히면서 (Aksoy & Robins, 1992: 1), 그러한 헐리 

웃의 재편이 대량생산에서 유연적 전문화로 대 

별되는 생산양식 변화의 결과라는 Storper와 

Christoperson의 계속되는 논의를 반박한다 

(Aksoy & Robins, 1992: 2-11), 전술했듯이 

Storper 나 Christoperson의 연 구에 서 는 1940년 

대 이후 헐리웃의 메어저 스튜디오가 ‘수익감소’ 

라는 직면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수직적 

분리’ 전략을 취한다고 밝힌다(Storper， 1989: 

282) , 이 때문에 독립제작사의 하청생산 비율이 

증대되었고 이같은 경향은 결국 미국의 영화산 

업을 ‘유연적으로 전문화’하였다는 것이다. 그러 

나 Aksoy와 Cornford는 헐 리 웃의 과점 적 인 지 

배력이 결코 감소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면서， 

Storper와 Christoperson이 영 화산업 이 가지 는 

‘문화산업’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재 

구조화 논의를 진행시켰다고 비판한다(Aksoy & 

Robins, 1992: 6), 그들은 영 화산업 이 다른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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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배급’과 ‘상영’이라는 

측면에서 특정지워지며， 따라서 배급과 상영분야 

에서 영향력을 계속 확보하고 있는 헐리웃 메이 

저 -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미디어 기업 복합체들이 자신들의 통제력을 계 

속 확대 재생산 해왔다고 밝힌다(Aksoy & 

Robins , 1992: 7-17). 그리 고 이 러 한 통제 력 확대 

를 위해 예전보다 더 r 헐리웃」은 영화산업에서 

의 생산과 배급， 재정과 상영부문의 입지를 전지 

구적 차원으로 확장시키고 있으며， 결국 새롭게 

재편된 헐리웃 시스템은 전지구적 차원에서의 

‘공간적 분절 (disarticulation)’을 확실히 통합시키 

고 있다고 주장한다(Aksoy & Robins, 1992: 19). 

그들은 이처럼 막강한 헐리웃의 영향력에 대해 

서 다른 국가의 영화산업이 취할 수 있는 두가 

지 가능한 대응전략을 제시하면서， ‘두가지 전략 

모두 국가적 차원에서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영 

화산업과 문화를 유지하기가 갈 수록 어려워지 

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언급으로 결론을 

맺는다(Aksoy & Robins, 1992: 20). 

한국영상산업 부문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로는 

이금숙의 연구(993)가 있다. 그는 1960년대 이 

후 한국 서비스 산업의 수요변화에 따른 영화 

상영관 입지의 재구조화 과정을 고찰한다(이금 

숙， 1993: 71). 즉 급격한 수요감소가 다른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더불어 영화 상영관의 입 

지를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교통망과 교통수단의 

변화가 영화 상영관의 입지에 어떻게 영향을 주 

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그는 1960 

년대 이후 한국이 경험한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 

화에 의한 특정 서비스 산업의 수요변화가 해당 

서버스를 제공하는 시설물의 입지특성을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그 입지의 공간적 구조재편 과정 

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구명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이금숙， 1993: 71). 이를 

위해 그는 먼저 1960년대 이후 영화 관람객 수 

가 1970년대 초반을 분기점으로 하여 계속 감소 

하고 있음을 밝히고， 설문조사를 통해 영화 상영 

관의 입지요인을 정리한 후， 서울의 영화 상영관 

을 대상으로 시계열적인 입지분포 패턴과 그 변 

화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상영 

하는 영화 프로그램， 교통편의， 복합 상영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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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등이 소비자의 영화 상영관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영화관람이라 

는 서비스 활동에 대한 수요는 다른 서비스나 

상품에 대한 수요와는 달리 가격이나 접근비용 

등의 경제적 요소보다는 상영 프로그램의 매력 

성과 접근의 용이성， 시설의 우수성， 주변환경 

등의 비경제적 요소에 대한 탄력성이 더 크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이금숙 1993: 75). 또 이금 

숙은 영화 상영관의 입지변화를 분석하여 지하 

철 2,3'4 호선이 개통되기 이전인 1983년까지는 

서울 시내의 영화 상영관이 중구， 종로구 등 주 

로 도심부에 밀집하여 있었으나， 지하철의 개똥 

이후 그 입지가 점차 강남지역으로 확장되어 갔 

으며， 특히 영화 상영관의 계층적 분포를 살필 

경우 개봉관의 입지확산 추세가 뚜렷하다고 밝 

히 고 있 다( 이 금숙， 1993: 80-82). 따라서 그는 서 

울시내 영화 상영관 - 개봉관 - 의 입지에 있어 

지하철역의 有無가 특별히 고려해야 할 입지요 

인이라는 견해를 제시하면서(이금숙， 1993: 86), 

영화 관람객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서도 개봉관의 수는 계속 증가함과 동시에 신설 

개봉관들은 시설을 고급화하고 규모는 줄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이금숙， 1993: 

86-87). 

결국 그는 이 연구를 통해서 최근 30년간 한 

국이 겪은 사회， 경제적 변화가 단순히 서비스에 

대한 수요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영화상영과 

관련된 서비스 시설의 공간적 분포패턴과 계층 

구조에 변화를 가져왔음을 밝힌 것이다(이금숙， 

1993: 85-87). 

II I. 한국영상산업의 발달 

1. 엉상산업의 일반적 특성 

영상산업은 일반적으로 기존의 산업과는 다른 

성격을 나타낸다고 여겨진다. 실제로 생산이나 

유통과정에서 영상산업은 일반적인 재화의 성격 

으로 규정짓기 어려운 특성을 나타낸다. 

한편 영상산업에는 영화， 텔레비션， 비디오 등 

다양한 범주의 업종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각 부 

문별 산업구조에 따라 같은 영상산업 분야라 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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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상산업의 발달과 입지변화 연구 

〈표 2) 한국엉생산업 시장규모 추이 
(단위: 100억원， %) 

1990 1995 2α)() 
연평균 성장률 

(1990-2α)()) 

영화(극장홍행) 1.390 2,451 2,989 7.9 
판매 1,300 2,885 4，댐6 13.6 
대여 2,500 4,000 4,000 9.8 

텔레비견 방송 7,900 19，αu 22,026 10.8 
케이블 TV 1,300 10,000 50.4(’95-20(0) 

기타 2,000 4,976 20.0( ’ 95-20(0) 

합계 13,090 31,636 48,630 14.0 
자료: 고정민， 1993, “영싱-산업의 국제화전략 삼성경제연구소， p.6 

더라도 차별되는 성격을 어느 정도 가진다‘ 그러 

나 이와 같은 산업적 특성을 모두 아울러 전체 

영상산업이 가지는 일반적인 특성을 정리하면， 

대략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격을 함께 지니 

고，(2) 창조성이 사업성패에 중요하며，@ 문화 

와 관련된다는 점을 뜰 수 있다. 이 밖에도 @ 

공공재적인 특성을 가짐과 아울러 이용자 수에 

따른 규모의 경제효과를 나타내고，(5)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반면 위험부담이 크며 (high risk, 

high return) , @ 전후방 연계효과가 크고，(J) 시 

장을 순환하며 중복사용이 가능한 多뽕、口 효과 

(windowing effect)4)플 지넌다는 점도 영상산업 
이 가지는 일반적 특성으로 압축할 수 있겠다 5) 

2. 한국영상산업의 개판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영상산업을 국가전략 차 

원에서 중요산업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이다쥬라기 공원」이라는 영화 1 

편의 제작비가 6，000만불이 소요된데 반하여 영 

화배급으로 9억불， 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 사업 

으로 10억불의 수익을 올려 결국 영화 1편이 올 

린 수익이 자동차 150만대뜰 수출한 수익과 맞 

먹는다는 분석이 제시되면서(이중한， 서울신문 

1994년 7월 12일자)， 영상산업의 산업성이 부각 

되기 시작한 것이다. 

1995년 현재 한국영상산업의 시장규모는 3조 

원을 념으며， 200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14% 

에 이르는 고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표 2> 참조) . 한편 이러한 한국의 영상산업 

시장규모는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 절대적으 

로 작은 규모이며， 이 때문에 한국의 영상산업이 

영상산업의 성장과 세계적 경쟁력 확보에 필요 

한 최소시장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협소한 시장 

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는 지적도 

있다(종합유선방송위원회， 1993: 17). 그러나 미 

국과 일본 영상산업의 연평균 성장률(1990-

2000년)이 각각 4.7% , 7.3%로 추정된다는 점(고 

정민， 1993: 4-5)과 영상 소프트웨어의 국가간 

교역이 급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연간 14% 

의 성장률을 보이는 한국영상산업은 현재의 맹 

아기를 벗어나면서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자리잡 

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영상산업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공중 

파 텔레비천 방송의 압도적인 우위이다(고정민， 

1993: 6). 1990년 기 준으로 텔 레 비 전 방송은 전 

체 영상산업 시장의 약 60%룰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42%와 비교할 때 높은 수치이다. 

일본의 경우도 텔레비전 방송이 전체 영상산업 

의 75%를 점유하고 있어 한국과 유사성을 보이 

는데， 결국 이와 같은 텔레비전 방송의 높은 비 

중은 케이블 TV나 비디오 판매의 역사가 일천 

한 관계로 아직까지 기존 텔레비전 방송시장의 

일부를 대체라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 

으로 생각된다. 

한국영상산업이 가지는 또하나의 중요한 특정 

은 영상산업 부문별로 산업의 성숙도에 있어 큰 

편차를 나타낸다는 사실이다. 영화나 독립 프로 

덕션 등의 부문이 영세성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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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숙한 경우인 반면 공중파 방송사들은 연간 

예산규모나 종사자 수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세 

계적으로 유수한 방송사 대열에 속한다. 

또한 시장 전체의 해외 의존도가 높고， 정부의 

규제로 인한 높은 시장진입 장벽 때문에 최근까 

지 실질적인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 

다는 점， 그리고 각 영상산업 부문의 생산·유통 

(배급)구조가 개별화되어있어 부문간 교류가 미 

미하다는 점도 한국영상산업이 가지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IV. 한국 영상산업의 입지변화와 입지특정 

1. 한국엉상산업 입지여건의 변화 

본절에서는 한국의 영상산업에 특별히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영상산업의 환경변화 내용들을 

입지와 관련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전술한 영 

상산업의 일반적 특성과 더불어 한국영상산업이 

처해있는 특수한 환경은， 산업의 성격뿐만 아니 

라 그 입지특성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된 

다. 그러므로 영상산업이 가지는 입지특성을 구 

명하기 위해서는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 

경변화들을 일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를 위해 기존 문헌과 면담조사 내용을 바탕으 

로 한국영상산업이 최근 겸고 있는 주요한 산업 

환경의 변화내용들을 고찰함으로써 입지여건의 

변화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전체적인 경제활동과 인구의 서울집중 

전술한 바와 같이 영상산업은 제조업과 서비 

스엽의 성격을 모두 지년다. 그때문에 영상산업 

의 입지는 공급자 연계와 시장(수요)연계에 강한 

영향을 받으며 일반적으로 시장규모가 큰 대도 

시에 입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기능이 거의 서울에 집 

중되어 있으며 특히 서비스업 분야의 집중도는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편이다(이번송， 1993: 

107). 따라서 공급-수요 연계에 민감한 영상산업 

이 서울에 집중하는 것은 일견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실제로 영상산업의 한 분야인 영화산업 

의 경우6) 종사자 수룹 기준으로 52%의 서울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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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률을 보인다(이 번송， 1993: 109). 

@ 매체의 증가，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인한 

영상 소프트웨어 수요의 증대 

일반적으로 영상 소프트웨어 수요는 소득과 

여가시간 증가에 따라 증대되는 것으로 인식되 

고 있다. 또한 뉴미디어의 등장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내는 효과를 가진다. 한국영상산업의 시장 

변동추이를 연구한 김성태의 연구(995)에 따르 

면 한국영상산업의 소비자 시장규모는 GNP의 

1%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김성태， 1995: 60) , 삼성경제연 

구소의 1993년 분석 에 따르면 1990년 약 1조 3 

천억원에 달한 국내 영상산업의 시장규모가 

1995년에는 3조 1 ，530억원， 2000년 4조 8，630억원 

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성장률이 약 14%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 1993: 7). 

이처럼 영상산업의 시장규모가 확대되면 영상 

소프트웨어 수요는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신 

규업체의 설립이나 기존업체의 투자가 늘어나게 

되어 기존의 공간분포 패턴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 규제정도와 영상산업 정책 

한국의 영상산업은 그동안 부문별로 정부의 

규제정책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아왔다. 영화의 경 

우 일제시대 영화법에 근간하여 만들어진 각종 

규제조항들은 1980년대 중반까지 소수 영화사들 

의 과점적 지위를 보장하였고， 이 때문에 영화사 

설립에는 강력한 진입장벽이 존재하였다. 또 방 

송의 경우에도 국영-공영-민영의 형태를 전환해 

가며 계속 변화해 왔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동제하에서 운영되어온 셈이기 때문에， 방송시장 

은 원천적으로 매우 폐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 이 희 주， 1992: 5, 이 하유， 1995: 14). 케 이 블 TV 

나 독립 프로덕션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최근 

까지 관련부처의 허가가 있어야만 새로운 기업 

을 만들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다. 이는 결과 

적으로 전체 영상기업체의 수를 억제하는 상황 

을 초래하였고， 따라서 소수의 과점적 지위를 가 

진 영상기업들은 생산과정에서의 집적이익을 기 

대할 수 있도록 특정지구에 집결하는 경향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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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왔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영상산업에 대한 직 

간접적인 규제가 점차 완화되면서 영상 소프트 

웨어를 만드는 기업의 수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 

렇게 증가한 영상기업뜰의 입지는 기존의 유형 

과는 조급씩 다른 성격을 나타내게 된다. 이는 

기존의 영상기업간에 존재했던 有無펀의 연계관 

계들이 규제완화에 따른 영상기업체 수의 증가 

에 따라 다른 형태로 변화함으로써 공간분포에 

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결국 국가 

의 직간접적인 관리하에 두던 영상산업 부문을 

점차 민간자율의 경쟁체제에 맡기는 방향으로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영상산업의 입지형태에도 

변화를 초래한 것이다. 

@ 투여되는 자본의 성격 

기존의 한국 영상산업에 투여된 자본은， 공중 

파 텔레비전 방송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영 

세성을 띠는 것이었다. 영화의 경우， 영화사 소 

유주인 제작자 자신의 개인자금을 이용하거나 

또는 지방 흥행업자에게 영화판권을 미리 전매 

함으로써 얻은 자본으로 제작비를 조달하는 것 

이 상례였다. 그러므로 만들어진 영화가 이익을 

내지 못했을 경우 모든 위험부담을 제작자가 져 

야하며， 설령 영화제작 후 홍행에서 많은 수익을 

올리더라도 이 수익은 대부분 흥행업자들이 차 

지하고 제작자에게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영 

화제작은 발전적인 재생산을 하지 못했다. 또 독 

립 프로덕션의 경우도 최대 수요자인 방송이 프 

로그램 제작을 내부화하였기 때문에 대기업이 

지원한 소수의 업체를 제외하고 영세성을 탈피 

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들어 비디오 배급에 참여한 대기 

업을 중심으로 자본력이 있는 대기업들이 영상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계속 강화될 것으로 전망 

되어 영상산업 입지에 영향을 주는 한 요인이 

〈표 3) 대기업 8) 지원 엉화펀수 변화추이 

연도 영화편수 제작지원 대기업 영화제명 

1992 2 
선경 남부군 

롯데 

삼성 결혼이야기， 키드캅， 비상구가 없다， 그 섬에 가고 싶다 

1993 5 대우 백한번째 쓰로포즈 

선경 아래층 남자 위층 여자 

삼성 어린 연인， 젊은 남자 

커피 카피 코피， 미스터 맘마， 손톱， 마누라 죽이기， 나논 소 

1994 12 대우 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 세상밖으 

로， 너에게 나를 보낸다 

벽산 구미호 

삼성 
영원한 제국， 총잡이， 고추이야기， 개같은 날의 오후， 피아노 

가 있는 겨울 

대우 
엄마에게 애인이 생겼어요， 사랑히기 좋은 날， 누가 나를 미 

치게 하는가， 꼬리치는 남자， 꽃잎 
1995* 15 제열제당 네온 속으로 노을지다 

해태 헤어드레서 

미원 천재선언 
일신창업투자* 은행나무 침대 

선보창엽투자** 아마게돈 

자료: 영화진흥공사 내부자료， 영화연감 및 보도자료 

*: 1995년 10월 현재 대기업의 제작지원여부가 확정되어 기획중인 영화까지 포함 

**: 대기업에 속하지늑 않으나 기존 영상산업파는 관련이 없는 순수 금융회사가 순수한 투자목적으로 제 
작비의 일부릅 투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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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투자자본의 성격이 점차 변화되고 있 

음을 나타내는 한 예로 대기업의 한국 영화 제 

작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들 수 있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1990년 이후 제작된 한 

국영화 가운데 대기업의 직접적인 투자로 만들 

어진 영화의 편수는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다7)( <표 3> 참조). 또 직 접 적 인 투자는 아니 더 
라도 비디오 판권료를 선불함으로써 제작자본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일이 한국영화의 제작자본 

조달망법으로 일반화 되어 가고 있다. 

또 대기업이 적접 영화사를 설립하거나， 단순 

한 제작비 지원이 아니라 직접 영화를 비롯한 

영상 소프트워l 어 제작을 하는 대기업이 점차 늘 

어나고 있는 것도 최근 영상산업분야에서 나타 

나고 있는 특징적인 현상이다. 

결국 이러한 투여자본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볼 때 영상산업의 입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이다. 기존의 영세업체와는 달리 입지선택에서 

地代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밖에 

없는 대기업으로서는 영세업체가 입지하기 어려 

웠던 지역에 입지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입지패 

턴의 변화와 연결될 것이다. 특히 영화유통의 경 

우 입지에 있어 대기업이 미치는 영향이 심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영상산업에 투자하는 

대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유동인구가 많은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의 도심， 부도심 지역에 복합극 

장을 신축하여 직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러한 계획이 실현되다면 기존 

의 「극장가」가 아년 곳에도 영화관이 밀집하는 

입지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해외 영상산업과의 직접적인 경쟁확대 

영화에서의 직접 배급 확대 위성방송 실시 등 

으로 인해 한국 영상산업은 1980년대 후반 이후 

해외 영상산업과의 직접적인 경쟁에 노출되었다. 

영화의 경우 직배가 허용된 1988년 이후부터 

1993년 까지 전체 외국영화 흥행수익의 25.1 % 
를 5개 직배사가 차지했으며 5개 직배사의 수익 

대비 시장점유율은 1993년 현재 50.4%에 이른다 

(최진용 외， 1994: 23이. 이러한 해외 영상 소프 

트웨어와의 직접적인 경쟁은 두 가지 측면에서 

입지적 함의플 가지는데 그 하나는 ‘생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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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의 공간분화’이다. 해외 영상 소프트워l 어가 

본격적으로 유입됨에 따라 영상 소프트웨어의 

소비자인 시청자(관객)의 기대수준은 높아지게 

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영 

상 소프트워1 어 제작과정 가운데 일부를 해외 영 

상산업 선진국에서 진행시키는 것이다. 특히 후 

반작업 (post-production)의 질이 영상산업 선진 

국에 비해 현격히 떨어진다고 평가되는 영화부 

문의 경우， 최근 들어 미국， 일본， 호주 등에서 

후반작업을 실행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 

다. 

해외 영상 소프트혜어와의 경쟁이 가지는 또 

하나의 함의는 영상산업의 구조변화이다. 즉 기 

존에 영상 소프트웨어의 생산·유통부문을 모두 

담당했던 영세 영상업체들이 경쟁에서 도태되어 

소규모 수입상 정도로 전락해가는 반면， 새롭게 

영상산업에 뛰어든 소수 대기업들은 대부분 자 

본력을 바탕으로 생산과 유통부문을 자체 기업 

내에 계열화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는 곧 영세 

업체가 중심이 된 기존 영상산업의 공간분포가 

다른 형태로 변화할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다. 

@기술발전에 따른 영상산업의 생산 시스템 변화 

컴퓨터 기술과 광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영 

상산업의 공정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는 사실도 영상산업 입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라 할 수 있다. 헐리웃 영화의 제작과정에서 컴 

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특수효과 처리가 장르에 

상관없이 필수적인 공정이 되어가면서 첨단 컴 

퓨터 기술의 중심지인 실리콘 밸리 인근에 다시 

영화제작이 집중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이를 「실 

리 웃 J (Silliwood; Sillicon valley와 Hollywood의 

합성어)이라는 신조어로 표현하기도 한다(조선일 

보， 1994년 11월 20일자) . 광학적 으로 촬영 된 필 

름을 현상하여 편집하고 각종 시각·청각효과를 

첨가하는 전통적인 과정에 컴퓨터가 개입함으로 

써 기존의 영화제작 시스템이 변화하고 있는 것 

이다. 실제로 영상 소프트워1 어 제작에 있어 컴퓨 

터의 역할이 증대되어 영화전체를 컴퓨터 그래 

픽으로 제작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9) 최 

근에는 촬영된 모든 영상 ‘이미지’가 디지털 부 

호로 저장되어 필요한 경우 어떤 형태 (format)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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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 - 영화든 방송용 프로그램이든 게임이나 

멀티미디어 타이툴이든 - 로 간단히 재생산할 

수 있는 소위 ‘디지탈 영화’의 제작도 현실화되 

고 있다. 이처럼 영상 소프트웨어 생산에서 첨단 

기술의 비중이 커질 수록 영상산업의 입지는 첨 

단산업과 연관을 가집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통 

신과 방송의 융합이 이루어지는 소위 멀티미디 

어가 본격화되면 기존 동신산업의 입지도 영상 

산업의 입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술의 발달로 영상 소프트웨어 제작에 

이용하는 장비의 기능이 고도화되면서， 이전에 

영상 소프트혜어 제작과정에서 받아오던 각종 

기술적 제약이 사라지게 되고 이는 곧 단순한 

촬영용 스튜디오의 필요성을 갈수록 감쇄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즉 오픈세트(open set)를 이용한 

영상 소프트워l 어 촬영이 늘어나면서 고정입지를 

가지는 종래의 스튜디오콜 영상기업이 직접 소 

유해야 할 펼요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다. 반면 

특수효과용 스튜디오 등은 필요성이 증대할 가 

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영상산업 입지패 

턴에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게 된다. 

2.한국엉상산업의 입지변화와 입지특성 

1 ) 종론 

전반적으로 한국의 서비스업은 대도시 - 그 

중에서도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 산업분류 

체계상 서비스업에 속해있는 한국의 영상산업도 

다른 서비스업종과 마찬가지로 서울 집중도가 

매우 높다. 영화의 경우 1995년 현재 문체부에 

등록되어 있는 전체 영화제작사 122개 전부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화진흥공사를 비롯한 

제작관련 기관이나 시설도 대부분 서울에 위치 

한다(<표 4> 참조) . 영 화진흥공사 소유인 경 기 

도 남양주군의 「서울 종합촬영소」나 수도권의 

일부 소규모 사설 세트장을 제외한다면 거의 

100%에 가까운 서울 집중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또 영화산업 종사자도 서울에 밀지하여 있 

어 인력과 시설， 업체가 모두 서울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방송의 경 우도 KBS , MBC, SBS , EBS 4개 방 

송사가 예외없이 서울에 입지하고 있으며， 1995 

년 6월부로 지역민방이 실시되었으나 아직까지 

는 자체 제작비율이 낮아 SBS의 지국에 가까운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전체 방송산업 중사자 수 

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율도 다른 영상산업 부 

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지만 40%이 

상이 되는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표 4>참조) 

또한 케이블 TV의 27개 프로그램 공급사들도 

모두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며， 독립 프로턱션의 

경우도 1995년 5월 현재 문화체육부에 ‘문화·광 

고 영화제작업’으로 등록된 1l07~사 가운데 약 

92%에 해당하는 1017ß사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 

다(<표 4>참조) . 

〈표 4) 한국영상산업의 서울 집중도 
(1995년 5월 현재〉 

-님「I ILI 
업체수 

전체 서울입지 비서울입지 

영화 121 121 0 
방송 4 4 0 
케이블 

TV 
27 27 0 

독립 
110 101 9 

프로덕션 

자료: 문화체육부 내부자료 

종합유선방송 위원회 내부자료 

이처럼 서울에 영상산업 업체와 인력이 집중 

해있는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한국의 영상산업이 형성되어온 과정에서 

누적적으로 형성된 생산연계 관계가 서울에 집 

중되었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인구가 집중되어 

있음으로 해서 시장규모가 다른 지역에 비해 압 

도적으로 컸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영상산업의 서울집중은 여타 지역에서 영 

상산업이 성장하는데 있어 하나의 진입장벽으로 

서 기능하는 측면이 있으며， 지역발전전략으로서 

영상산업을 육성하는 일이 수월치 않음을 짐작 

하게 해준다. 

그러면 보다 구체적인 입지특성을 밝히기 위 

해 다음 각 절은 통해 영상산업의 부분별 입지 

변화 과정과 입지요인을 고찰하도록 하겠다. 

2)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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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영화산업은 前述한 바와 마찬가지로 

192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 계 

속된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영화사 설립에 제약 

을 받았기 때문에 영화산업은 본격적인 산업으 

로서 자리잡지 못했다. 정부의 허가를 받은 소수 

업체만이 영화를 제작하고 수입할 수 있는 상황 

은， 한국의 영화산업이 산업으로서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경쟁환경을 제대로 보유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영화제작사들은 영화 

제작을 통해 수익을 얻기보다는 최소 의무제작 

편수를 채우고 얻는 외화수입권에 더 큰 관심이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전체적으로 제작기반의 

취약화를 결과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과점상황은 

1984년 제 5 차 영화법 개정을 통해 영화사 설 
립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전폭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1984년까지 207ij 였던 영화제 

작사가 1988년에 와서는 1607ij 까지 늘어난 것이 
다 10) 

이렇게 급증한 영화사 가운데에는 실질적으로 

한국영화제작보다는 외화수입을 목적으로 설립 

된 회사가 상당수였다. 등록된 영화사 중에서 실 

제로 한국영화 제작실적이 1편 이상인 업체는 

1988년 이후 전체 영화사의 50 % 가 되지 않는 

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영화사의 수가 증가하면 

地理學論聽 第28號(1뽀6. 8) 

서 한국영화 제작을 전업으로 하는 영화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렇게 신설된 한국영화 전 

문제작사들이 최근 들어 영화제작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 영화산업의 입지를 살피기 위 

해서는 전체 영화사의 공간분포를 정리하는 것 

보다 실질적으로 한국영화를 제작하고 있는 영 

화사들의 입지를 정리해보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1974년 이후 영화제작실적 

이 있는 영화사들의 입지분포 추이를 정리한 것 

이 <표 5>이다. 

<표 5>에서 나타나듯이 1970년대에는 영화사 

들이 충무로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다가 1980년 

대 들어 강남과 서울의 다른 지역으로 조금씩 

이전하는 회사가 나타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1980년대 후반까지 영화제작사의 70% 이상이 

충무로를 포함한 도심부지역에 입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영화제작의 중심지로서 도심부(충무로)의 

지위가 계속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현상은 1988년 이후로 점차 

반전되기 시작한다. 영화제작사의 수가 증가하면 

서 비도심지역에 입지하는 영화제작사가 증가하 

기 시작하는 것이다. 1988년에 실질적인 영화제 

작사 수의 62%가 도심부에 입지한데 반하여 

〈표 5)영화제작사 입지변화11)(1974-1994) 

따객느 1974 1981 1984 1988 1993 1994 

충무로 10 (71.4) 7 (35.0) 7 (35.0) 24 (34.8) 20 (37.0) 14 (26.9) 
걷~기 =:J. 비1%기 口一스 ~ 1 ( 7. 1) 2 (10.0) 1 ( 5.0) 10 (14.5) 3 ( 5.6) 1 ( 1.9) 

소계 11 (78.5) 9 (45.0) 8 (40.0) 34 (49.3) 23 (42.6) 15 (28.8) 
ξ。죠 i그c. 그 r- 3 (21.5) 6 (30.0) 6 (30.0) 9 (13.0) 7 (13.0) 9 (17.3) 

도심부 소계 14 (100) 15 (75.0) 14 (70.0) 43 (62.3) 30 (55.6) 24 (46.1) 
강남구 2 00.0) 3 (15.0) 8 (11.6) 10 (18.5) 12 (23.2) 
서초구 1 ( 1.9) 
용산구 1 ( 5.0) 1 ( 5.0) 1 ( 1.4) 2 ( 3.7) 2 ( 3.8) 
기타 2 (10.0) 2 (10.0) 2 ( 2.8) 2 ( 3.7) 4 ( 7.7) 
누락 15 (21.7) 10 (18.5) 9 (17.3) 
총계 14 (100) 20 (100) 20 (100) 69 (100) 54 (100) 52 (100) 

자료· 영화진흥공사， 1977, r 한국영화자료 편람(초창기 -1976)J 

영회-진흥공사， 각년도， 영화연감 

한국공연윤리위원회， 1995, 1994년도 심의백서 

문화체육부， 영화진흥공사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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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에 와서는 그 비율이 46%로 급감하는 사 

실은 이러한 영화제작의 중심지 이동을 극명하 

게 보여준다. 특히 실제로는 비디오용으로 제작 

하였으면서도 비디오 판매를 신장시키기 위해 

일종의 홍보전략으로서만 영화관에서 개봉한 영 

화가 아니라， 본격적인 영화관 흥행을 위해 서울 

시내 주요 개봉관에서 상영한 소위 ‘메이저 

(major)’영화들의 제작사를 가지고 비율을 계산 

한다면 도심부 입지의 비율은 더욱 낮게 된다. 

또하나 특기할 만한 사실은 같은 도심부에서 

도 충무로를 포함한 ‘중구’의 비율이 점차 감소 

하는데 반하여 ‘종로구’의 지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영화산업의 ‘탈충무로화’로 

규정될만한 현상으로， 이같은 사실은 결국 한국 

영화 생산의 중심지가 기존의 도심부에서 점차 

비도심부 - 특히 강남권으로 이전하고， 같은 도 

심부내에서도 기존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충무 

로에서 점차 이탈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한국영화산업의 중심지는 더이상 

‘충무로’가 아니라 ‘강남’ 내지는 ‘종로’권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이같은 추세 

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1> 참조) . 

영화생산의 입지측면에서 영화사 못지 않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후반작업 시설의 경우， 한국 

의 영화산업은 특수한 상황하에 놓여 있다. 국가 

기관인 영화진흥공사가 거의 독점적으로 제작되 

는 영화들의 후반작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 

다. 물론 영화제작에 있어 영화진흥공사의 시설 

이용이 가제조건은 아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민간회사의 시설을 이용할 경우보다 비용이 저 

렴하기 때문에， 영화 진흥공사의 시설을 대체로 

이용하는 상황이다 12) 그러므로 후반작업시설의 

입지분포를 살펴보는 것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충무로’를 중심 

으로 한 영화산업의 연계관계에서 후반작업시설 

들이 하나의 ‘연결고리 (node)’로서 기능하였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1970년대 이후 후반작업시설 

들의 입지를 정리해 보았다. 그 결과， 후반작업 

시설은 아직까지 기존의 충무로 내지 도심부 입 

지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점 

차 후반작업을 해외에서 진행하거나， 기존의 영 

화전문 후반작업 시설이 아닌 방송 등 기타 영 

상분야의 후반작업 시설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도심부 입지 

가 1990년대 이전가지 유지해오던 연계의 중심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더구나 최근 들어 중구에 위치해 있던 영화진흥 

공사도 홍릉으로 이전함으로써， 충무로가 가졌던 

후반작업에서의 중심성은 점차 약화되어가는 추 

세라 할 수 있겠다. 

上記한 입지변화가 나타나는 요인을 보다 구 

체적으로 구명하기 위해 총 147n 영화사를 대상 

으로 심층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대상인 14 

개 영화사 가운데 1개사는 한국영화 제작사로 

등록은 되어 있으나 조사결과 실제 한국영화 제 

작실적은 없는 회사였다. 따라서 분석에 사용한 

영화사 수는 13개사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기업 

의 일반현황과 입지요인 그리고 제작환경 변화 

에 관한 것이었으며 주로 영화사 대표나 기획담 

당자와 이루어졌다. 

면담조사를 실시한 영화사들의 입지분포와 그 

변화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시점에서 영화 

사들의 입지는 ‘충무로’ 이외의 지역으로 확산되 

어 있다. 특히 강남권의 종로권에 입지하는 경우 

가 많았는데， 이는 前述한 영화산엽의 ‘탈충무로 

〈표 6) 조사대상 엉화사톨의 입지변화 

이전하기 전의 입지 엽체 수 이전한 후의 입지 엽체 수 

중구(충무로 쏘힘) 5 중구(충무로 쏘함) 
~→::'5그; 4 종로 

마포 2 
강남 6 
용산 및 기타 3 

합계 11 합계 11 
자료:띤단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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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경향을 입증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이처럼 충무로가 더이상 생산중심지로서 기능 

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면담조사에 용한 업체들 

상당수가 ‘회사이전 경험’이 있으며 이전하기 전 

의 입지가 대부분 충무로였다는 점에서도 파악 

할 수 있다(<표 6> 참조). 이전경험이 있거나 

이전계획이 잡혀있는 업체는 117>>사였는데， 이 

가운데 충무로에 위치해 있다가 현재의 입지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이전하는 경우 영화사의 자체사옥을 짓 

거나 이미 보유하고 있던 부지로 이전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전 목적지는 대부분 

강남지역이었다. 또 종로에는 신설된 업체들이 

입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한 

국 영화의 생산중심이 충무로에서 강남과 여타 

지역으로 이동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수 있다. 

이처럼 영화사들이 충무로를 벗어나서 강남이 

나 그밖의 지역에 입지하는 가장 큰 원인은 충 

무로에서 유지되어오던 영화산업의 연계가 변화 

되었기 때문이다. 면담조사 결과도 이를 증명하 

고 있는데， 현재 위치에 입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충무로에 입지한 다 1개사를 제외하고 모두 ‘한 

국영화 제작을 위해 더이상 충무로에 있을 필요 

가 없기 때문에’라는 응답을 하였다. 1980년대 

후반까지 충무로와 그 인근에는 영화의 후반작 

업을 담당하는 현상실， 녹음실과 시사실， 스틸촬 

영을 할 수 있는 사진관 조명 등 기재 임대업 

자， 포스터 인쇄를 위한 인쇄소， 모댈 에이전시 

등이 집중해 있어 제작비용의 절감효과는 물론 

정보교류 등의 이점이 있었으나， 1990년대 들어 

와 제작환경이 변화하면서 충무로에 입지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대부분 사라졌다는 것이다. 

즉 과거에는 영화제작을 위해 필요한 물적·인적 

네트워크가 충무로에 형성되어 있었으나， 교통· 

통신의 발달 등으로 그러한 네트워크가 점차 변 

형 내지 해체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충무 

로에 입지한 1개사의 경우에는 기존에 충무로에 

존재하던 연계가 계속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충 

무로에 위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상반되는 견 

해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 영화사가 한국영 

화를 적극적으로 제작하기 보다는 의무제작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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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채우기 위해 영화를 제작하는 회사라는 사 

실이 파악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충무로 

의 생산 네트워크’는 거의 사라졌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듯하다. 결국 한국 영화산업의 생산을 위 

한 연계는 점차 충무로에서 해체되어 나가고 있 

으며， 영화사들의 입지도 이에 따라 강남과 종로 

권으로 이동하였다는 주장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충무로가 가지고 있는 r한 

국 영화산업 중심지」라는 지위가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조사 결과 상당수의 응답자 

들이 영화생산 집적지로서 충무로의 존재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입지에서 충무로와의 

접근성을 어느 정도는 고려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충무로가 ‘생산’측면에서의 중요성은 상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로 3가 일대부터 을지로를 

거쳐 형성된 소위 도심 r극장가」로서의 강력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되는데， 따 

라서 충무로는 앞으로도 (실제 영화생산의 중심 

지이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 영화를 상징하는 하 

나의 ‘이미지(image)’로서 그 기능을 수행할 것 

으로 생각된다. 

충무로에서 이동한 영화산업의 기능들이 현재 

입지인 종로와 강남에서도 과거와 같은 연계관 

계를 형성하고 있는가는 뚜렷이 드러나지 않았 

다. 이는 시간적으로 ‘탈충무로화’ 경향이 일어난 

것이 최근의 일이어서 연계가 형성될 만한 시간 

적 여유가 부족했고 영화산업 자체의 성격이 과 

거와 달라지면서 기존에 가졌던 강한 연계관계 

를 형성할 필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 

측된다. 하지만 한가지 홍미로운 점은 새로운 중 

심지로 이동하는 영화사들의 입지가 소위 ‘극장 

가’인 영화관 밀집지역과 인접하는 경향을 보인 

다는 점이다. 실제로 종로나 강남지역에 입지한 

영화사들을 보면， 대체로 종로 2가에서 3가에 걸 

쳐 형성되어 있는 ‘극장가’나 강남 신사역 4거리 

일대의 ‘극장가’와 인접하여 입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기존 충무로에서 형성되 

었던 영화산업의 생산연계와는 성격이 다른， 새 

로운 영화산업의 공간적 네트워크가 종로와 강 

남지역에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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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상산업의 발달과 입지변화 연구 

〈표 7) 텔레비천 방송사의 입지변화 과정(방송개시~현재) 

방송사 입지변화과정 

KORCAD 연도 1956 1961 
및 DBS 위치 종로구 관철동 폐쇄(전파반납) 

KBS 
연도 1961 1976 
위치 종로구 세종로 영등포구 여의도동 

DTV 
연도 1964 1965 1980 
위치 중구 회현동 중구 서소문동 KBS에 편입됨 

MBC 
연도 1969 1982 
위치 서대문구 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EBS 
연도 1991 
위치 서초구 양재동 

SBS 
연도 1991 
위치 영등포구 여의도동 

자료: 이 범 경 . 1994. 한국방송사; KBS. 1987. 한국 방송 60년사; KBS. MBC. EBS 연지 

한국 텔리비전 방송이 시작된 1956년 이래 최 

근까지 방송의 입지에는 뚜렷한 변화추세가 없 

었다고 볼 수 있다. 방송사의 수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산업의 ‘입지패턴’이라 할 만한 분명한 

흐름을 만들지 못했으며， 방송을 정부의 직·간접 

적인 동제하에 두어온 특수한 상황때문에 방송 

사는 입지선택에 있어 일정정도 제약을 받아왔 

다. 게다가 방송사들이 프로그램 기획에서부터 

제작， 편성， 송출에 이르는 전과정을 내부시장화 

함으로써 방송산업을 뒷받침하는 각종 소규모 

전문기업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는 방송산업의 공간적 특성이 부각되지 않은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민 

영방송이 다시 생겨나고， 위성방송 등 영상산업 

분야에서의 환경변화가 급격해지면서 방송산업 

의 입지에도 점차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1994년 현재 4개 방송사 본사는 모두 서울에 

입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방송사의 지방국을 보 

유하고 있지 않은 EBS를 제외한다면， 나머지 3 
개사 - KBS , MBC, SBS 13) - 는 전국의 대도시， 

중소도시에 지방국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실 

제로 각 방송사의 지방국들은 상당히 중앙본사 

에 예속되어 있고， 따라서 아직까지는 해당지역 

영상산업 중심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한 편이다. 

그러므로 木樞에서는 한국방송산업의 입지를， 핵 

심지역인 서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많I해의 한국 텔리비전 방송산업 입지변화는 

‘도심부에서 여의도로의 이전’이라는 한 마디로 

요약된다. 방송초기에 중구， 종로구에 입지해 있 

던 방송사들이 1970년대 중반 이후 여의도로 이 

전하였기 때문이다. 초기에 방송사들이 도심부에 

입지했던 이유는 뚜렷하지 않다. 다만 텔리비션 

방송이 도입되던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각종 업무기능이 도심부에 위치하였고， 

그 영향으로 인해 방송사들도 도심부에 입지했 

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표 7> 참조) . 이 

시기에 방송사 입지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 

실은 동양방송(DTV)의 입지변화이다. 동양방송 

은 삼성계열의 회사로， 설림 당시에는 신세계백 

화점의 일부를 벌어 개국을 하였다(이범경， 

1994: 365). 그러다가 1965년에 서소문에 위치한 
‘중앙 매스컴센터’로 이전하게 되는데 이곳에는 

텔리비전 방송과 라디오 방송뿐만 아니라 ‘중앙 

일보’라는 일간지까지 합류하게 된다. 결국 이를 

통해 하나의 법인 체제 아래 라디오， 텔리비천， 

신문을 동시에 겸영하는 거대한 언론기업이 발 

생하게 된 것이다(이범경， 1994: 364). 이는 우리 
나라에도 서구의 미디어 복합 기업체와 같은 「

미디어 복합기업」이 이미 과거에 존재했음을 시 

사하는 것이며， 입지적 집중을 통해 일종의 ‘시 

너지 (Synergy) 효과’를 노린 전략이었다는 추측 

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입지적 집중은 1980년 

DTV가 KBS에 흡수되기까지 지속된다. 

‘여의도로의 이전’은 1980년 언론통폐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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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 해 DTV가 KBS 제 2 TV로 흡수통합되 고， 
1982년에 여의도 MBC 사옥이 완공되면서 본격 
화된다. 방송사들이 서울시내 다른 지역은 제쳐 

둔 채 ‘여의도’로 이전하거]， 된 원인은 분명치 않 

다. 다만 방송사가 이전하거나 이전을 계획하던 

시기가 여의도 개발의 초기단계였기 때문에 상 

대적으로 저렴한 지가에 부지를 매입할 수 있었 

고， 방송에 대해 통제력을 행사하던 정부의 정책 

적 고려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을 뿐이 

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송사의 여의도 이전은 

여의도를 r방송가」라는 이름으로 규정지을 수 

있을 만큼 방송산업의 집적을 이루게 하였고，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 영향은 유지되고 있 

다. 여기에 신설민방인 SBS도 여의도에 입지함 

으로써 여의도로의 방송산업 집중경향은 계속되 

었다 (<표 7> 참조) .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방송산업의 입지는 변 

화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한다. 여의도에 입지하 

고 있던 방송사들이 제작시설과 관리기능을 이 

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SBS의 경우 기존에 운영 

하던 일산 스튜디오를 확장하여 경기도 고양시 

탄현동에 28，000여 평의 r탄현제작센터」를 건설 

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운 

영하던 양평동 제작센터는 폐쇄하였다(조선일보， 

1995년 11월 15일자). SBS에서는 향후 방송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rSBS 방송 아 
카데미」도 이 지역에 건립할 계획이다. 또한 

SBS 본사도 양천구 목동에 신사옥인 rSBS 방 
송센터」를 건설하여 이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세부 설계계획도 잡혀있는 상태이다(조선일보， 

1995년 12월 9일자) . 

MBC도 스튜디 오 확보를 위 해 자사가 소유하 

고 있는 의정부 연수원 부지에 제작지원용 스튜 

디오를 1996년 착공할 계획이고(조선일보， 1995 
년 11월 15일자)， 1999년까지 일산에 18,000 평 
규모의 방송센터를 건립하여 2000년 이후에는 

MBC 본사를 이전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미 
1단계 공사를 위한 부지매입까지 끝난 상태이다 

(MBC, 1995년 문화방송 연감: 76). 
이처럼 방송사들이 제작시설을 이전하는 현상 

은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첫째는 방송시간 확대로 인해 기존의 제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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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화상태에 이른데 반해 현재 입지하고 있는 

여의도에서는 더 이상의 시설확장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MBC의 경우 제작시설의 부족 

은 물론 관리기능을 수행할 사무실까지 부족한 

실정이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MBC， 1995년 

문화방송 연감: 76) 이는 방송사들이 처한 상황 
을 가늠케 해준다. 

방송사들이 이전을 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여의도에서 유지되던 방송산업의 

연계관계가 점차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 

의 발달로 출연자의 섭외가 대면접촉없이도 가 

능해지고， 공간적인 집적을 통해 얻어왔던 이익 

들을 더욱 내부화하여 기업자체에 흡수함으로써 

여의도에 굳이 남아있을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이러한 연계관계의 변화는 각 방송사가 경쟁적 

으로 제작공정에 필요한 각종 전문기능들을 ‘자 

회사 설립’이라는 방법을 통해 ‘외주화된 내부 

화’(outsourced intemalization)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감지할 수 있다 14) 

마지막으로 방송산업 자체의 구조가 경쟁체제 

로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도 방송사 이전의 한 

요인이라 할 수 있겠다. 국가의 통제체제하에서 

과점적인 지위를 누리던 텔레비션 방송이 위성 

방송， 케이블 TV의 도입 등으로 점차 자유경쟁 

에 노출되면서 그 지위가 위협받게 되었다. 아직 

까지 뉴미디어들이 완전하게 도입된 상태가 아 

니기 때문에 단정지을 수 는 없으나 공중파 방 

송사들이 새로운 미디어에 대하여 경계심을 가 

지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송사들 

은 선발기업으로서 가지는 우월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HDTV , 위성방송과 같은 첨단방 

송에 투자함은 물론 영화 비디오 등 인접 영상 

산업 부문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려는 추세이다. 

결국 방송사들의 이전은 ‘이러한 방송산업의 경 

쟁체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존의 시설을 가지 

고서는 불충분하다’는 점을 인식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다. 방송사 이전을 통해 첨단방송에 

필요한 시설을 미리 구축함으로써 향후 전개될 

방송산업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전 

략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방송사의 이전이 가지는 

공간적 함의는 무엇일까? 현재 계획중인 방송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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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케이블 TV 프로그램 공급업자의 입지현황 (1995년 10월 현재) 

지역 엽체수 ~~ 엽체명 모기업(대지분기업) 

강남구 역삼동 한국영상 공보처 

강남구 논현동 쿄리아 음악방송 현대전자 

강남구 청담동 뮤직 네트워크 고니정밀 

강남구 대치동 캐치원 삼성물산 

강님서초 9 강남구 대치동 Q 채널 제일기획(삼성) 

강남구 대치동 오리온 차툰네트워크 동양그룹 

서초구 방배동 대교방송 대교그룹 

서초구 방배동 현대방송 (주)현대 

서초구 양재동 한국기독교 유선방송 기독교 유선방송협 

중구 정동 GTV 진로그룹 

중구 저동 평화방송 TV 천주교 서울대교구 

도심부 5 중구 펼동 매일경제 TV 매일경제신문사 
중구 남대문로 대우 시네마네트워크 대우전자 

종로구 수송동 연합TV 뉴스 연합통신 

영둥포구 여의도동 두산 수퍼 네트워크 두산그룹 

여의도 4 
영둥포구 여의도동 동아 텔레비견 동아그룹 

영등포구 여의도동 센추리 TV 
영둥포구 여의도동 A&C 코오롱 코오롱 그룹 

마포구 마포동 불교 텔레비천 불교중앙교원 

마포구 서교동 다솜방송 한샘학원 

마포·양천·강서 6 
양천구 목동 제일방송 제일영상 

양천구 목동 한국 바둑 텔레비천 한국기원 

양천구 목동 한국 홈쇼핑 LG 그룹 
강서구 등촌동 마이 TV 시사영어사 

송파구 방이동 한국 스포츠 TV 국민체육진흥공단 

기타 3 용산구 한강로 홈쇼핑 텔레비천 삼구통상 

구로구 궁동 교통관광 TV 교통안전진홍공단 

껴1 27 
자료: 한국 종합유선방송위원회 내부자료; 월간 r뉴미디어 저널」 

들의 시설이전 입지는 대체로 목동 및 서울의 

서북부 지역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는 장기적으 

로 볼 때 여의도에 집중해있던 방송산업이 향후 

목동을 중심으로 일산·고양지역까지 연결되는 서 

북쪽 축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다른 영상산업 부문의 공간분 

포 특성과 함께 작용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영상산업의 입지패턴에 심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사료된다. 

4) 케이불 TV 

한국의 케이블 TV 산업은 정부주도하에 매우 

압축적인 진행과정을 거쳐 시작되었다. 기본 하 

부구조가 완전히 구축되기 이전에 정해져 있는 

일정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여 대부분의 업체 

들이 무리한 방송일정에 쫓기게 되었고， 방송준 

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업의 압축적 진행’은 케이블 TV업체 

의 입지선정에도 영향을 미쳐， 대부분의 프로그 

램 공급업체가 일단 사업시작을 위해 일반 사무 

실에 입지하였다고 방송시설을 설치한 건물로 

이전하는 경험을 하였다. 케이블 TV 산업이 초 

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케이블 TV 산업의 입지 

는 앞으로도 변동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는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초기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케이블 

TV 산업의 입지가 일정경향을 서서히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입지패턴을 정리하고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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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케이블 TV 입지요인벌 분류 

입지요인 | 업체 수 
모기업 내지 계열사의 건물·부지 보유 18 
방송용 건물 이용가능 5 
기존 방송산업과의 연계고려 4 

합계 27 

지요인을 분석하는 작업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1995년 11월 현재 케이블 TV 프로그램 공급 

업체들의 입지를 정리하면 다음 <표 8>과 같다. 

앞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프로그램 공급업체 

들은 대체로 강남부와 도심부 그리고 마포·양천· 

강서구를 포괄하는 서부 그리고 여의도에 분포 

한다. 특히 같은 洞에 위치한 경우는， 대부분 한 

건물내에 여러개의 업체가 있거나 도보로 10여 

분 거리의 매우 근접한 위치에 집중되어 있어서 

일종의 ‘집중’ 경향을 감지할 수 있다 

이러한 입지패턴을 나타내는 원인을 밝히기 

위해 27개 케이블 TV 프로그램 공급업체의 기 

획·편성담당자와 면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케이 

블 TV 프로그램 공급업체 전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분석을 도모하였다. 

면담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표 9> 참조) , 

프로그램 공급업체들의 입지에는 모기업(대주 

주)15)의 영향이 가장 크다. 전체 27개의 프로그 

램 공급업체 가운데 18개사가 모기업이 보유한 

부지나 건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 

럼 모기업의 부지 또는 건물을 이용하는 이유는 

임대료나 부지매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방송 

시설에 필요한 건물개조 등에 비교적 편리하기 

때문이다. 독립적인 건물을 보유하지 못한 업체 

들도 방송을 위해 스튜디오 등의 제작시설을 구 

비해야 하는데， 계열사의 건물을 이용할 경우 개 

조에 필요한 협조를 얻기가 쉬운 것이다. 또 모 

기업과 함께 입지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신속성을 획득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한편 모기업 보유 부지·건물에 입지하는 경우 

도 그 입지과정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유형으 

로 대별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모기 

업이 보유한 부지·건물에 특별한 입지적 고려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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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대로 입주한 r소극적 입지」가 있는 반면， 

적합한 부지 또는 건물을 새로 매입하여 입주하 

거나 건물을 신축한， 상대적으로 r적극적인 입지 

」가 있는 것이다적극적 입지」유형의 경우 後

述할 이전 예정업체들에게서 더욱 뚜렷이 나타 

나서， 입지특성과 관련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된다. 

자체건물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계열사의 건물 

을 이용하지 않는 업체들의 입지는 대체로 기존 

방송산업과의 연계관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방송용으로 건축된 기존의 건물을 

이용하거나， 방송사가 밀집해있는 지역에 입지함 

으로써 연계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연계관계에 대한 의존은 단지 여 

의도뿐만 아니라 여의도와의 접근성이 높은 마 

포， 용산， 강서， 양천구 지역에서도 나타나는 것 

으로 파악되었고， 이같은 특성은 프로그램 공급 

업체들의 입지에 관하여 현시점에서 일정정도 

함의를 지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여의도에 입지하지 않더라도， 여의 

도와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인근지역이라 할 수 

있는 목동이나 마포·용산 일대에 입지하는 것이 

다. 

또 채널의 특성도 입지에는 일정정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직접적인 입지요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요 방송내용이 어떤 것이냐 

에 따라 프로그램 제작에 유리한 부분을 극대화 

하기 위한 고려가 입지선정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케이블 TV 프로그램 공급업체 

들의 입지는 앞으로도 계속 변화할 가능성이 있 

을 것으로 예측된다. 면담조사에 응한 업체가운 

데 자체 건물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대 

부분 방송전용의 적합한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 

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아직은 케이블 TV 산 

업 자체가 완전히 자리잡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 

에 이전에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케이블 TV 

산업의 성장을 전제할 경우 이러한 공간적 변화 

경향은 조만간 나타날 것으로 사료된다.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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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11월 현재 2개 업체가 자체 방송국 건물 

을 신축중이며， 1996년안에 이전을 완료할 예정 

이다. 또 구체적인 계획은 잡혀있지 않으나 조만 

간 이전할 예정인 업체도 2개사가 있다. 

이처럼 케이블 TV 업체들이 계획된 이전을 

하고 나면， 프로그램 공급업체들은 강남과 강서 

축을 중심으로 입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심부 

에도 계속 일부가 입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의도에 입지한 업체수는 출어들고 기타 지역 

에 입지한 소수 업체들은 채널특성상 그 위치를 

계속 고수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은 입지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우선 기 

존 방송산업의 공간적 연계관계가 점차 변화하 

고 있기 때문이다.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방송 

프로그램의 생산연계가 점차 분산되어 이동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술한 방송사들의 이 

전과 더불어 그 경향은 더욱 심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산업의 특성상 공중파 방송과 

상호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케이블 TV 업체들 

은 변화된 공간적 연계를 입지에 있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케이블 TV 산업의 입지변화에 영 

향을 주는 또하나의 요인은 r한국 케이블 TV 

프로그램 공급업체」들이 가지는 특수성이다. 본 

연구를 위한 면담조사 결과 외주 프로그램을 편 

성， 방송하는 기능이 위주인 서구의 케이블 TV 

와 달리， 한국의 케이블 TV 업체들은 기존 공중 
파 방송국처럼 프로그램의 기획부터 방송까지 

생산의 전과정을 수직계열화하려는 경향을 강하 

게 보인다‘ 한국 케이블 TV 프로그램 공급업체 
들은 자체제작 비율이 매우 높으며 16) 앞으로도 

이같은 경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프로그램 공급업체들이 높은 자체제작 비율을 

나타내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그 

이유는 첫째， 여건미비로 인해 아직 케이블 TV 

가 이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체 인력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함으로써 제작비를 절 

감하고， 둘째， 외주제작사들이 전반적으로 제작 

능력이 떨어져서 외주를 줄 경우 프로그램의 r 

품질관리 (quality controD가 어렵다는 점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는 비용절감 효과를 극 

대화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통제가 수월하도록 

각종 제작과정을 수직 계열화하려는 경향이 나 

타나며， 이같은 경향은 곧 r자체 제작시설」을 경 

쟁적으로 보유하려는 전략을 취하게 한다. 그리 

고 이와 같은 자체 시설 보유는 공간적으로 기 

존연계에 포섭되는 입지를 선택하게 하는 효과 

를 지닌다. 

이러한 가정은 입지를 이전할 계획인 업체들 

의 경우를 보면 보다 분명해진다. 부지매입 가격 

조건， 투자가치 등 비공간적 요소가 일부 고려되 

기는 하였으나 두 업체 모두 유·무형의 생산연계 

가 구축되 어 있는 강남과 목동으로 이 전하는 전 

략을 취한 것이다. 따라서 케이블 TV의 ‘수직 

계열화 전략’이 계속되는 한 케이블 TV 프로그 

램 공급업체들의 입지에서 공간적 요소가 중요 

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5) 독립 프로펙션 

前述한 바와 같이 한국의 독립 프로덕션은 여 

러 유형으로 나타나고 각 유형별로 서로 다른 

통계에 집계되기 때문에 그 정확한 숫자를 파악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게다가 공 

식적인 주사업부문과 상관없이 영상 소프트웨어 

를 제작하는 소규모 제작사들이 있는 실정이라 

자료분석에 애로가 있다. 

그러나 독립 프로덕션의 입지특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경향성을 파악하는 일이 필 

요하다17) 그러므로 일단 전체적인 입지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독립 프로덕션과 관련하여 유일 

하게 공식적으로 집계되는 자료인 「문화·광고영 

화 제작업체 등록현황」을 바탕으로 서울 소재 

독립 프로덕션의 입지분포를 정리하였다. 그 결 

과 전체적으로 독립 프로덕션업체들이 도심부와 

강남지역에 압도적으로 집중해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본 연구의 연구대상에서는 제외한 ‘광 

고회사’들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으로 추측되며， 

광고회사를 제외하고 방송용 프로그램 제작사들 

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다른 입지패턴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래서 면담조사를 통해 구 

득한 케이블 TV 프로그램 공급업체들의 외주제 

작사 목록과 기타 내부자료들을 이용하여， 비교 

적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독립 

프로덕션 30개사를 추출하였다. 여기에는 전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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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프로덕션의 유형가운데 광고대행사와 만화 

영화 제작사를 제외한 모든 유형이 포함되어있 

으며， 이렇게 추출한 독립 프로덕션의 입지를 정 

리하여 실제 독립 프로덕션의 입지분포를 간접 

적으로나마 파악하고자 하였다(<표 10>참조). 

〈표 10> 독립 프로덕션 입지분포(분석대상 30개업체) 

지역 엽체 수 비고 

중·종로구 1 
여의도 9 
마포·용산 6 
강서·양천 1 
강남·서초 10 
기타 3 송파·영등포구 등 

합계 30 
자료: 케이블 TV사 내부자료; 방송사 내부자료 

<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 독립 프로덕션의 

활동이 점차 본격화되기 시작한 1990년 이후의 

입지는 점차 특정지역에 집중하는 형태를 보이 

며， 1995년 현재 독립 프로덕션의 입지는 대체로 

여의도와 강남지역에 집중된다. 특히 여의도와 

인접한 마포·용산지역에 입지한 독립 프로덕션까 

지 포함시킨다면 여의도와 그 인근지역의 비율 

은 50%를 상회한다. 이는 독립 프로덕션들이 주 

요 수요처인 여의도 방송사 인근에 집중하고 있 

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여의도와 인근지역에 독립 프로덕션들 

이 밀집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그 하나는 한국 독립 프로덕션이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이다. 다른 영상산업 선진국의 

프로덕션들과는 달리 한국의 독립 프로덕션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사나 케이블 TV 프로그램 공급업체 

등에서 ‘외주’를 받아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일종 

의 r하청업체」이다. 따라서 가장 큰 수요처인 방 

송사가 위치해있는 여의도에 집중함으로써 정보 

구득이나 인력확보에서 이점을 얻으려는 전략을 

취하게 된다. 특히 방송사의 수지계열화로 인해 

매우 제한된 규모의 시장을 놓고 다수의 업체가 

경쟁을 해야하고， 방송사 이외의 다른 수요처가 

거의 없어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는 상황이기 때 

문에， 공간적 연계에 편입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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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지로 면담조사를 실시한 독립 프로덕션 가 

운데 여의도에 입지한 업체들은 모두 입지요인 

으로 ‘기존 방송사와의 접근성’을 꼽았다. 

독립 프로덕션이 여의도와 그 인근에 집중하 

는 또다른 이유는 ‘독립 프로덕션의 영세성’이다. 

소수의 대규모 프로덕션을 제외하고 한국의 독 

립 프로덕션들은 자본， 인력 등 모든 면에서 영 

세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자체 스튜디오나 제작 

장비 보유가 어려운 상황이며， 이 때문에 프로그 

램 제작을 위해서는 자체 제작시설을 비교적 풍 

부하게 갖추고 있는 일부 프로덕션 또는 방송사 

의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므로 시설과 장비이용이 용이한 여의도와 

그 인근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 

이다. 이같은 r제작시설 입지의 영향」은 독립 프 

로덕션의 상당수가 여의도뿐만 아니라 강남지역 

에도 집중하는 현상도 설명해준다. 즉 1980년대 

후반이후로 새로운 제작시설들이 강남의 일부지 

역 18)을 중심으로 생겨나면서 제작시설 이용측변 

에서 강남에 입지하는 것도 가능해진 것이다. 

결국 한국 독립 프로덕션의 입지는 생산물의 

‘시장’이자 생산시설의 집적지인 여의도와의 공 

간적 연계에 큰 영향을 받으며，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연계관계가 강남지역에 생산시설이 일부 

생겨나면서 강남지역까지 확장되는 양상을 나타 

낸다고 할 수 있다. 

6) 소걸 

이상에서 한국영상산업의 각 부문별 입지변화 

과정과 그 요인을 살펴 보았다. 면담조사를 통해 

기존의 영상산업 집중지역에서 나타났던 연계관 

계들이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변화되었음이 확 

인되었고， 그러한 연계관계의 변화에 따라 입지 

분포에도 변화가 있었음을 볼 수 있었다. 

영화부문의 경우 충무로를 중심으로 한 도심 

부에 집적되어 있던 영화사들이 1980년대 후반 

이후 점차 영화사의 성격에 따라 그 입지가 분 

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로 외화를 수입하 

여 배급하는 상당수의 영화사들은 대체로 충무 

로 인근에 밀집하였으나， 한국영화를 제작하는 

업체들은 강남이나 용산 등 비도심지역으로 이 

r 

ω
 



한국영상산업의 발달과 입지변화 연구 

동하였음이 밝혀졌다. 즉 과거 한국영화생산의 

중심지였던 충무로에서 영화사들이 이탈하여 강 

남과 기타 지역으로 이전한 것이다. 또한 도심부 

에서도 충무로가 아넌 종로권에 입지하는 경향 

을 보임으로써 r탈충무로화」 경향이 뚜렷이 나 

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충무로가 

생산중심지로서 가지던 구심력이 영화산업의 내 

적환경변화로 인하여 급격히 약화되었기 때문으 

로 분석되며， 갈수록 이러한 경향은 강화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충무로에서 이탈한 영 

화사들이 집적경향을 보이는 강남 및 종로권의 

경우， 서울의 사무기능이 점차 강남으로 분산되 

어 나가는 경향(한대권 1994: 77-79)과 맞물려 

더 나은 제작환경을 찾아 영화사들이 입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적 분산도 영화산업 

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영화유통 - 영화 

관 - 과의 공간적 연계를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으며， 이는 강남과 종로권으로 분산되 

어 나간 영화사들의 입지가 영화관 밀집지역과 

의 접근성을 고려한 지역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 

실로 파악할 수 있다. 

방송의 경우 산업발생 초기에는 도심부에 입 

지하고 있다가， 1970년대 중반 이후 여의도로 이 

전하였다. 이로 인해 방송산업은 현재까지 여의 

도에 공간적으로 집중해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 

은 다른 영상산업 부문에도 영향을 주어 여의도 

가 한국영상산업에 있어 충무로와 더불어 하나 

의 집적지로서 기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上記한 

것처럼 충무로가 공간적 구심력이 약화되어 더 

이상 집적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 

반면， 여의도는 현재에도 방송산업의 중심지 역 

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송산업 

의 여의도 집중경향은 점차 변화될 가능성이 있 

는 것으로 분석결과 드러났다. 방송사 3개사 가 

운데 2개사가 본사이전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 

고， 제작시설을 점차 여의도가 아닌 지역에 입지 

시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각 방송사가 r탈여의도화」의 경향을 가시화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의도의 기존시설이 포 

화상태이고， 방송산업의 환경변화로 인해 방송산 

업 체제가 본격적인 경쟁체제로 돌입하는 상황 

에 대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 

략때문인 것으로 정리되었다. 이와 같은 방송산 

업의 입지변화가 계속 진행될 경우 장기적으로 

는 방송사들의 이전예정지인 목동과 일산 일대 

에 새로운 방송산업 집적지가 형성될 가능성도 

예측할 수 있었다. 

케이블 TV의 경우 산업발생 초기라 할 수 있 

는 현재 시점에서는 강남， 강서， 여의도와 그 언 

근지역 그리고 도심부에 프로그램 공급업체들이 

주로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케이블 TV의 입지는 주로 모기업의 영향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채널의 특성도 일부 영향 

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향후 케이블 

TV의 성장이 계속된다고 가정할 때 여의도에 

입지하는 경우는 점차 감소하고 강남과 강서지 

역에 입지하는 경우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 

다. 이는 첫째， 케이블 TV 업체들이 기존 방송 

산업의 연계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있으며， 

둘째， 自社내에 프로그램 생산과 관련한 각종 기 

능들을 수직 계열화하려는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기존의 방송사들과 같은 자체 건물 및 시설을 

보유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나타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향이 계속될 경우 상대적으 

로 부지비용이 낮고 공간적인 연계에서도 접근 

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강서지역으로의 입지집중 

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강남권에도 

업체들이 집중함으로써 다른 영상산업부문과 함 

께 새로운 공간적 연계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 

다. 

독립 프로덕션들은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여의 

도 일대와 강남에 입지가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타나났다. 이는 한국의 독립 프로덕션이 대부분 

‘독립적으로’ 프로그램을 생산하지 못한 채 방송 

사나 케이블 TV 프로그램 공급업체들의 하청을 

받아 제작하고 있으며， 따라서 공간적으로 ‘시장’ 

과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입지하기 때문인 것 

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영세성으로 인해 자체 제 

작시설 보유가 어려우며 따라서 제작시설 및 장 

비의 이용이 용이한 ‘생산시설의 집적지’에 입지 

하려는 경향도 독립 프로덕션이 강남과 여의도 

일대에 집중하는 이유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각 영상산업 부문의 입지패턴을 종 

합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그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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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엉상산업 업체의 입지분포 분류 

꿇원진면 기존집적지 
서초·강남 양천·강서 기타 합계 

(충무로·여의도) 

영화 14 (32.6) 13 (30.2) 16 (37.2) 43* (100) 
방송 3 (75.0) 1 (25.0) 4 (100) 
케이블 TV 4 (14.8) 9 (33.3) 6 (22.2) 8 (29.7) 27 (100) 
독립 프로덕션 9 (30.0) 10 (33.3) 1 ( 3.4) 10 (33.3) 30 (100) 

합계 30 (28.8) 33 (31.7) 7 ( 6.8) 34 (32.7) 104(10이 

단위: 개，% 

*: 누락된 엽체 수 9개 제외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영상산업은 서울에 집중 

되어 있고，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도심부， 여의 

도， 강남지역에 집중하고 있다. 기업간 연계 

(inter-firm linkage) 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대도 

시 와 ‘정 보 집 중 지 역 (information -intensive 

regions) ’을 선호한다(Malecki ， 1991: 109). 한국 

의 영상산업도 예외가 아니어서 생산·수요측면에 

서 집적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서울에 집중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에는 도심부에 영화사가， 여 

의도에는 방송사가 밀집하여 산업자체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였으며， 그 

결과 한국영상산업의 집적지를 이루어왔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두 집적지의 구심력이 약 

화되는 추세이고， 특히 도심부의 경우 영화산업 

에 있어서는 구심력이 거의 소멸된 것으로 드러 

났다. 따라서 기존의 집적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점차 영상산업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강남과 강서지역이 새로운 중심지 

로 부상하고 있음을 포착하였다. 강남권의 경우 

이미 상당수의 영상산업 업체들이 집중하여 있 

으며， 강서지역의 경우 목동을 중심으로 영상산 

업이 집중하는 과정에 있다. 이러한 입지분포를 

정 리 한 것 이 <표 11>이 다(<표 11>참조) . 

부문별로 차이는 있으나 이 표에 나타나는 것 

처럼 영상산업 업체들은 기존 집적지와는 다른 

지역에 점차 집적하고 있다. 이는 전술한 기존 

집적지의 구심력이 약화된 반면， 새로운 지역이 

점차 입지측면에서 구심력을 발휘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집적지의 변화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각 부문별로 약간의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표 11>에 나타나 있듯이 영화는 주로 

강남지역으로， 방송은 아직까지는 현실화되지 않 

았으나 양천·강서지역으로 케이블 TV는 강남과 

양천·강서 지 역 에 재 입 지 (relocation)하는 경 향을 

보이며， 독립 프로덕션 또한 강남지역에 집중하 

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부문간 입지집중의 차 

이는， 한국영상산업의 각 부문별 특성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즉 영화나 독립 프로덕션의 경우 

자체적으로 제작시설을 보유해야할 필요성이 적 

고， 영상 소프트웨어의 생산을 위한 기획·관리기 

능이 주요업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문 

화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강남지역에 입지 

함으로써 수요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사업수행에 

〈표 12) 영상산업 부문별 입지경향 비교 

부꿇깊꿇한二펠tζ 강넘- 양천·강서 

시설보유 필요성이 큰 경우 
방송 

케이블 TV 
O 

시설보유 필요성이 작은 경우 
영회-

독립 표로덕션 
O 

껴
 
l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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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도움이 된다. 반면 방송이나 케이블 TV의 

경우에는 자체 제작시설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 

에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으면서 지가(또는 地

代)가 저렴한 지역에 입지하려는 경향을 띠게 된 

다. 결국 이러한 영상산업 업체들의 입지선정은， 

새로운 영상산업의 집중지역인 강남과 양천·강서 

지역간에 입지하는 업체들 사이에도 차별성을 

야기시킨다(<표 12>참조). 

이처럼 한국영상산업 업체들이 새로운 지역으 

로 입지중심을 옮겨가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로 나타났다. 우선 영상산업 자체의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생산·유통 네트워크가 형성되어가는 

지역에 입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입지변화의 한 

요인이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기존 집적지의 영 

향이 컸던 영화와 독립 프로덕션 부문에서 뚜렷 

하게 나타났으며， 아직 기존 집적지가 가지던 구 

심력을 완전히 대체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 

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집적지에 대한 선호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3) 영상산업 부문벌 주요 입지요인 비교 

케이블 독립 
영화 방송 

TV 프로덕션 

새로운 집적지 
O O O 

와의 접근성 
기존집적지와의 

() O O 
접근성 -
새로운 문화중 

심지에 대한 접 O O 
二、그-λ 。d

생산시설 이용 
O 

용이 

인력구득 용이 O 
저렴한 지대 O 
자체부지·건물 

O O 
보유 

한편 기존 집적지와의 접근성이 고려되는 경 

우도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한국영상산업이 일 

종의 ‘과도기적’인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인 것으 

로 생각되었다. 즉 각 부문별로 산업부문 자체의 

성숙도가 큰 편차플 보이고， 기존의 집적지가 해 

체되어 새로운 집적지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존 집적지의 영향이 어 

느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한 

국영상산업 분야의 후발주자라 할 수 있는 케이 

블 TV와 독립 프로덕션에서 일부 볼 수 있었으 

며， 방송의 경우도 기존의 공간적 연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케이 

블 TV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새로운 공간 

적 연계망이 형성되어감에 따라 점차 기존 집적 

지가 영상산업 입지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 것 

으로 사료된다. 

이밖에 새로운 ‘문화중심지’에 대한 선호나， 시 

설에 필요한 저렴한 부지확보， 생산시설·인력 구 

득의 용이함 등도 한국영상산업 업체가 강남과 

강서 등 기존 집적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재 

입지 (relocation)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었다. 

결국 이와 같은 입지변화 과정을 살펴볼 

때， 한국영상산업의 입지변화는 Storper와 

Christoperson의 주장처 럼 유연적· 전문화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렬 수 있다. 한국 

영상산업의 경우 미국의 영화산업과는 달리 영 

상 소프트웨어 생산의 공정별 기능을 전문적으 

로 분담하는 소규모 영상기업들이 발달하지 못 

했으며， 이러한 상황은 주로 소수 영상산업 업체 

들의 수직 계열화 경향과 시장의 과점지배 때문 

인 것으로 본 연구결과 파악되었다. 따라서 한국 

영상산업은 유연적 전문화라 부를 만한 소기업 

들의 성장과 집적과정을 겪지 못한 것이다. 

또 한국영상산업의 입지이동 경향은 서울이라 

는 대도시 내부의 특정지구간 이동이기 때문에， 

LA와 뉴욕이라는 대도시간의 입지이동이 있었 

던 미국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므로 한국영상산업의 입지변화는 소규모 기업에 

의한 유연적 전문화 과정으로 설명하기보다는， 

한국영상산업이 경험한 독특한 발달과정에 의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지변화 과정이 기존 집적 

지와의 ‘완전한’ 공간적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연구결과 기존에 형성된 영상산업의 공 

간적 연계는 새로 형성되는 영상산업 중심지의 

입지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여의도에 형성 

된 방송산업의 네트워크는 현재에도 영상산업 

업체들의 입지에 영향을 주고 있다. 실제로 목동 

을 중심으로 한 강서지역이나 마포·용산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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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산업 업체들이 입지하고 있는 것은 여의도 

와의 접근성이 고려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 

라서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의 집적 

지로부터 입지가 분산·이동되더라도 기존에 존재 

하던 공간적 연계는 당분간 어느정도 유지될 것 

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아 입지변화가 계속되고， 

이전한 강남·강서지역에 영상기업들간의 연계관 

계가 구축되어 그 결과 산업에 필요한 자원과 

정보， 노하우(know-how)가 집결된다면， 기존의 

집적지와는 또다른， 영상산업의 「혁신 네트워크 

{innovation network; Camagni, 1991: 4)J 를 공 

간적으로 형성할 것으로 전밍-된다. 이 과정이 심 

화되어 영상산업의 뿌리내림 (embeddedness)이 

특정 지 역 에 이 루어 지 면 (Grabher, 1993: 4), 한국 
영상산업의 입지중심은 <그림 2>에서 보는 것 

地理學論蕭 第28號<1996. 8) 

과 같이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림 2>에서 보듯이 한국영상산업의 중심은 

여의도와 도섬부를 始發點으로하여 크게 강남축 

과 양천·강서축으로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로나 마포권에도 기존집적지인 충무로·여의도 

와의 접근성이 고려되어 영상산업 업체와 시설 

이 일부 입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경향은 분 

석결과 이미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는 방송사의 이전과 함께 양천·강서지역에서 경 

기도 일산에 이르는 서울 서북부 지역이 강남지 

역과 함께 영상산업의 입지중심이 될 가능성을 

전망할 수 있겠다. 

이러한 영상산업의 공간적 변화는 산업자체의 

내부성격 및 관련환경 변화와 서울의 도시공간 

구조변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 

< 그림 1 ) 한국영상산업 업체롤의 입지분포 현황 (1995년 현재) 

• 영화제작사 

i 톡립 프로덕션 

홉 케이블 TV 

* 방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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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환국영상산업의 중심이동방향 

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영상산업이 본격적인 경 

쟁환경에 직면함으로써， 기존의 연계관계과 그 

성격을 변화시키게 되고， 이처럼 변화된 산업내 

부의 연계는 서울의 도시공간 구조변화라는 공 

긴-적 변화와 맞물려 새로운 공간적 연계를 창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공간적 

연계관계가 본격화되는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한 

국의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입지전략을 수립하 

는 작업도 가능하다 하겠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문헌자료와 변담조사 자료분석을 

통해 한국영상산업의 입지분포와 그 변화과정 

및 입지요인을 밝히고， 한국영상산업의 입지특성 

이 지역발전 전략으로서의 영상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가지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기 위해 시작 

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영상산업의 각 부문별 입 

지변화 과정과 그에 작용한 요인들을 정리하였 

다. 면담조사 결과 기존의 영상산업 집중지역에 

서 나타났던 연계관계들이 다양한 요인들에 의 

해 변화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그러한 연계관계 

의 변화에 따라 입지분포에도 변화가 있었음을 

볼 수 있었다. 

이처럼 정리된 한국영상산업의 각 부문별 입 

지패턴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영상산업은 서울에 집중 

되어 있다. 이는 영상산업이 가지는 산업내부의 

공간적 연계가 서울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상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정보의 획 

득이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영상산업도 영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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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트혜어의 생산·유통과 관련한 정보가 집중하는 

서울에 집중하게 된다. 또한 시장의 크기자 산업 

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상산업의 특성 

도 한국의 영상산업이 서울에 집중하게 하는 한 

가지 요인이 된다. 

서울내부에서는 대체로 도심부， 여의도 일대， 

강남지역에 영상산업 업체가 집중하고 있다. 특 

히 1980년대 후반까지는 충무로를 중심으로 한 

도심부에 영화사가 여의도에는 방송사가 밀집하 

여 산업에 필요한 인적·물적자원을 견인하는 구 

심력을 행사함으로써 한국영상산업의 ‘집적지’를 

형성시켰다. 이러한 집적지가 형성된데에는 영상 

산업 발생초기부터 지속적인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해당지역에 국지적인 ‘뿌리내림 

(embeddedness)’이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이처럼 

형성된 집적지는 기업간 정보·인력공유의 용이 

성， 영상산업 관련시설의 집중으로 인한 시설이 

용의 편의성 등의 이점으로 인해 최근까지 유지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서울시의 전반적인 사 

무기능의 공간적 분산경향과 함께 영상산업 내 

부의 환경이 점차 변화하면서 한국영상산업의 

입지는 변화하기 시작한다. 즉 영상산업 업체들 

이 도심부와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집적 

지에서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기존 집적 

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신설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면담조사 결과 이처럼 영상산업 업체들 

이 기존의 집적지에서 분산하여 입지하는 이유 

는 기존 중심지였던 도심부와 여의도의 구심력 

이 급격히 약화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즉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지리적 근접성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감소했고， 

기존 집적지에서 얻었던 집적이익이 영상산업의 

경쟁심화로 감소하였으며 기존 집적지의 높은 

地代로 인해 영상 소프트웨어 생산을 위한 추가 

시설 확장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집 

적지를 벗어나 새로운 지역으로 생산중심이 이 

동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한국영상산업의 생산중심 이동은 각 

부문별로 구체적인 이동방향에서는 차이가 나타 

나지만， 대체로 강남과 양천·강서지역을 그 목적 

지로 하고 있었다. 강남권의 경우 이미 상당수의 

地理學論護 第28號(1996. 8) 

영상산업 업체들이 집중되어 있으며， 양천·강서 

지역의 경우 목동을 중심으로 영상산업이 집중 

하고 있다. 

또한 분석결과 두 지역에 입지하는 영상산업 

업체들의 성격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생산에 

있어 제작시설 보유의 필요성이 럴하고， 주로 영 

상 소프트웨어의 기획 및 제작관리 기능을 주요 

업무로 하는 영화사나 자체시설 보유가 어려운 

소규모 독립 프로덕션들의 경우는 주로 강남권 

에 입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수직 계열화로 

인해 자체시설 보유 필요성이 크고 넓은 부지가 

필요한 방송사나 케이블 TV사의 경우， 주로 양 

천·강서권에 입지하려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 

는 기획기능이 주업무인 영화사 등의 경우 새로 

운 문화적 중심지로 부상한 강남권에 대한 접근 

성을 고려함으로써 시장수요의 추이 - 유행 -

에 대응하려는 전략을 취하기 때문이며， 반대로 

양천·강서지역으로 이동 또는 입지하는 경우 양 

천·강서지역이 강남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빼代 

가 낮아 동일한 비용을 들였을 때 더 넓은 부지 

의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이 러 한 입 지 의 분산과 재 입 지 (relocation) 
경향은 기존 집적지의 공간적 연계가 가지던 구 

심력이 영상산업의 환경변화에 의해 약화되었고， 

그 결과 영상산업과 관련한 기능들이 점차 분산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국영상산업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입지분산과 재입지의 경향이 Storper와 

Christoperson이 주장하듯이 유연적 전문화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Storper와 Christoperson은 미 국 영 화산업 이 

1960년대 이후 생산체계 변화에 따라 소규모 영 

상기업들의 역할이 증대되었고， 이들의 입지가 

기존 집적지인 LA 일대에서 뉴욕 등지로 분산 

되었다가 최근 나타나는 유연적 전문화 경향에 

의해 LA 인근으로 재집적했다는 논리를 전개한 

다(Storper & Christoperson, 1987). 그 러 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 한국영상산업에서는 미국 영화 

산업과 달리 영상 소프트워l 어 생산의 각 공정에 

서 필요한 전문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소규모 영 

상기업들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으며， 그 가장 

큰 원인은 소수 영상산업 업체들이 수직 계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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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시장 과점지배 현상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LA와 뉴욕이라는 대도시간의 입지이동이 

이루어진 미국의 경우와는 다르게 한국영상산업 

의 입지이동은 서울이라는 대도시 내부에서 일 

어나는 미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 

국영상산업의 입지는 소규모 기업에 의한 유연 

적 전문화로 설명할 수 없으며， 한국영상산업이 

가지는 특수한 성격과 관련지어 설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분석결과 이와 같은 한국영상산업의 입 

지변화는 기존 집적지와의 공간적 연계를 지속 

적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영상기업들이 기존 

집적지에서 새로운 입지로 이동하더라도 대체로 

기존 집적지와의 접근성이 고려된 지역에 위치 

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다. 따라서 上記한 입지 

변화과정이 기존 집적지와의 완저한 공간적 단 

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된다. 현재 한 

국영상산업의 입지는 기존 집적지가 가지던 강 

한 연계가 약화되고 그에 따라 입지가 분산하면 

서 상대적으로 기업간의 ‘느슨한 연계’가 지속되 

는 과도기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러므로 

기존의 집적지가 해체되어 입지가 분산·이동되더 

라도 기존에 존재하던 공간적 연계는 당분간 어 

느정도 유지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보아 입지변화가 계속되고， 

영상산업 업체들이 새로이 집중하는 강남과 양 

천·강서지역에 영상기업들간의 연계관계가 구축 

되어 그 결과 산업에 필요한 자원， 정보， 노하우 

(know-how) 등이 집결된다면， 두 지역에 기존 

집적지와는 또다른 새로운 한국영상산업의 혁신 

네트워크Onnovation network)를 공간적으로 형 

성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분석결과 이미 이 

러한 경향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따라서 이러한 공간적 연계가 본격화되 

는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한국의 영상산업 발전 

을 위한 입지전략을 수립하는 작업도 가능하다 

하겠다. 

〈주〉 

1) 영상산업을 다룬 김성태의 연구(1995)에서는 영상산 

엽의 범주에 영화， 텔레비션 방송， 비디오를 포함 

시키고 있으며， 염항섭 (995)도 케이블 TV를 언급 

하기는 하지만 영화， 텔레비천， 비디오를 위주로 

영상산업에 관한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다. 반면 황 

현탁(1995)의 경우는 영상산업의 범주에 영화， 텔 

레비천， 케이블 TV, 비디오， 게임， 멀티미디어， 위 

성 방송， HDTV(high-definition TV) , VOD (vìdeo 
on demand)를 포함시켜 보다 광범한 정의를 내리 
고 있다. 

2) 최근 들어 기술발달에 따라 매체의 형태 (format)에 

관계없이 「영상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게 됨 

으로써 점차 「영상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산업 

을 ‘내용블 산업 (content industry)’으로 규정짓는 

경우도 있다. 

3)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비디오」라고 하면 ‘비디 

오용 영상 소프트웨어 제작’보다는 영화나 방송에 

서 생산된 1차 생산물을 유통시키는 기능을 위주 

로 하는 ‘「홈비디오」 부문 또는 r버디오 배급」 부 

문’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바디오 판매시 

장 형성이 부진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r비디오 

」라고 하면 보통 ‘비디오 대여시장’만을 의미하기 

쉽다. 

4) 多忽 口化(windowing) J 란 이 처 럼 한 가지 의 영 상 

제품이 시차를 두고 영화관， 공중파 텔레비션 방 

송， 케이블 TV, 비디오 등 여러 가지 배포창구를 

거치면서 이용되고 있는 현상을 말하며， 이러한 다 

창구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경제적 효과를 일컬어 r多뽕、口化 효과」 

(windowing effect)라고 한다 (Owen， 1992: 

26-27) 

5) 아직까지 영상산업의 일반특성을 학술적으로 명확 

하게 규정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영상산업의 입지특성을 파악하고 산업 

의 발달과정에 대한 고찰을 하기 위해서는 개략적 

으로나마 영상산업이 가지는 산엽적 특성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 

에서는 영상산업이 가지는 일반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관련문헌의 내용을 참조하였고， 

특히 이 가운데 황현탁과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 

를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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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s, Harvard University Press 
Picard, RG. , 김지운 역， 1992, 미디어 경제학， 도 

서출판 나남 

Gomeri, D‘, 이용관 외 역， 1992, 할리우드 스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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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스템， 예건사 

한국 종합유선방송 위원회， 월간 뉴미디어 저널 

The Korea Herald, 19951년 11월 21일자 

Newsweek, 1995년 8월 14일자 
6) 총사업체 노동통계 조사보고서상의 분류기준으로 

세분류에 해당하는 ‘영화 및 기타 예술 서비스’의 

총사자 수 비율이다. 

7) 1990년 이후 대기엽이 공식적으로 제작비의 일부 

를 직접 출자한 경우만을 말하며， 실제로는 대부분 

의 영화가 비디오 판권윤 先賣힘-으로써 제작비의 

상당부분을 충당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실 

질적인 대기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까지 포함한다 

면 제작지원을 받은 영화의 수는 더 늘어난다. 

8) 동일 대기업 집단에 속하는 계열사들의 투자는 함 
께 처리함으로써 전체 투자 경향 파악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예: 삼성계열사인 나이세스， 드림박스， 제일기획 

• 모두 「삼성」으로 처리) 

9) 1995년 12월 미국에서 개봉한 만화영화 rToy 

StorYJ 는 전체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제작된 최초 

의 만화영 화로서 기 존의 셀룰로이 드 셀(ceU)에 작 

화하여 촬영하는 기존의 제작방식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제작되었다 (월간 「프리미어 J ， 1995년 12월 

호， p.54). 

10) 해당연도 영화연갑에 수록된 극영화 제작사와 독 

립영화 제작사를 합한 수치이다. 

11) 1988년부터 1993년의 수는 제작실적이 있는 업체 

만을 기준으로 하였다. 

12) 1993년에 제작된 한국영화 63편 가운데 녹음은 40 

편이， 현상은 31편이 영화진흥공사의 시설을 이용 

하였다 (영 화연감， 1993년). 

13) 엄밀히 말한다면 SBS는 서울과 수도권 일대의 방 

송만을 담당하고 4개 직할시에 새로이 설립된 민 

영방송들은 별개의 방송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995년 현재 실질적으로 지역의 민간방송들이 프 

로그램 공급이나 편성에 있어 SBS의 지역방송국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 

민간 방송사들을 모두 SBS의 지방국 형태로 처리 

하였다. 

14) 1995년 현재 KBS는 KBS 영상사업 단， KBS 제작 

단 등의 자회사를 두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있으 

며， SBS는 SBS 프로덕션， MBC는 MBC 방송문화 

원(MBC 프로덕션)， MBC 미술센터， MBC 애드컴 

등의 자회사를 두어 자체의 제작수요 및 기타 제 

작관련 기능들을 담당시키고 있다. 이는 자회사 설 

립을 통해 관리 이외의 전문기능을 분화시킴으로 

써 효율을 극대화하고 방송 이외의 영상산엽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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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진출함과 동시에， 기존에 누렸던 수직 계열화 

의 이익은 그대로 保持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15) 한국의 케이블 TV 프로그램 공급업체는 @ 여러 

기업체의 콘소시움 형태로 구성되거나，(2) 일반 기 

업체가 계열사내지는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경 

우， 그리고 @ 종교단체나 정부산하 공공법인 소속 

의 업체로 크게 대별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처럼 실질적으로 공급업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콘소시움의 대주주나 모기엽체， 각종 단체 

들을 r모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16) 면담조사 결과 1995년 11월 현재 케이블 TV 프로 

그램 공급업체들의 자체제작 비율은 4개 업체를 

제외하고 모두 50 %를 넘었다. 특히 전체의 2/3에 

해당하는 18개 엽체가 70% 이상을 자체제작 프로 
그램으로 충당하고 있다. 

17) 독립 프로덕션은 영화사의 경우처럼 시계열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관련자료 구득이 어려워서， 많間의 

입지변화 추이를 살피는 것이 용이치 않았다. 하지 

만 독립 프로덕션의 수가 늪어나기 시작한 것은 

1988년 이후이며， 그 활동이 본격화된 것은 1990년 

대 들어와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최초의 독립 프 

로덕션이 활동을 개시한 1984년부터 1990년 이전 

까지의 입지변화 과정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 

되었다. 따라서 本節의 분석에서는 1990년부터 현 

재까지의 입지경향만을 정리하였다. 

18) 대체로 영상산업 관련 제작시설 - 녹음， 편집 스 

튜디오 등 - 은 강남의 도산사거리로부터 남쪽방 

향의 몇 개 블록내에 입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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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elopment and locational change of the 
Korean Audio-visual Industry 

Young-sik Kim * 

Summary 

Making visual software is not only a work of communication, but also a part of a very 

lucrative large-scale industry. And the audio-visual industry, including movie, video, TV, and 

CA TV, is securing a more important position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a11 around the world. 

In Korea, the audio-visual industry has been paid more attention since the late 1980s, and is 

expected to be one of the leading industries in the near future. 

This study started to investigate the nature and locational change of Korean the audio-visual 

industry(KA VI). The KA VI, which suffered from a weak basis, has grown rapidly during the 

past few years. And it has even reached the stage where some local governments plan to 

make an I audio-visual industry complex I for their own regional development. 

By looking into the locational change and its factors , this study presents the loc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KA VI. It also attempts to imply the proper strategy for making an 

audio-visual industry complex. 

Both the literature review and interview method were used to gather necessary data. And 

through analyzing the obtained data and deep-interview, this work presents a simple model of 

the KA VI location. The deep-interview was carried out with Korean audio-visual makers - the 

film productions, CA TV program providers, and the program productions. Interview survey has 

been conducted on 14 film productions, 27 CA TV program providers, and 5 program productions.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11ows 

First of a11, the location of the KA VI audio-visual indust:ry is concentrated in Seoul. This is 
because the spatial linkage needed for production in the audio-visual industry has been formed 

in Seou1. In the audio-visual industry, the gaining of information is very important to make the 

product. Seoul is the information center of Korea and it makes the production sector be located 
in that center. 

Secondly, the Korean audio-visual firms were mainly located in CBD and Youido area in 

Seou1. And Chugmu-ro in CBD and Youido have been playing special roles as an agglomeration 

in the KA VI. Most of the functions for producing programs were concentrated in these two 

areas, and the local ’embeddedness I of the KA VI was established. 

The location of the KA VI, however, is changing in 1990s. Many audio-visual firms have 

* Graduate Stud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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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ed to or started their businesses at new places - mostly the Kangnam area and 

Yangcheon-Kangseo area. This is because the centripetal force of the existing agglomeration 

has been reduced by altering of the conditions of the KA VI like the competition, the advent of 
the new film production system. 

Therefore the center of the KA VI is generally moving from CBD and Y ouido to Kangnam 

and Kangseo region, though the specific direction of locational change differs with each sector of 

the KA VI. So it can be suggested that the spatial linkage of the KA VI has transformed to the 

ne찌T one. 

Thirdly, the present locational change has a kind of correlation with the existing 

agglomeration of the KA VI to some extent. This work finds that the KA VI is on a kind of 

transition period, so the geographical accessibility to the existing agglomeration is considered one 

of the important locational factors, even though the existing agglomeration has its influence, 
especially in the production sector. At the same time, a 'loose linkage' among the audio-visual 

firms is found on the new production center at Kangnam, Kangseo area. As the new spatial 

linkage is deepened, the new agglomeration of the KA VI as an ’innovation network' will be able 

to come into being and this tendency is shown in the result of this analysis. Then the optimal 

location strategy might be suggested through more intensive study on this change. 

Finally, considering the loc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KA VI, there should be more 

examination to make an audio-visual industry complex in Korea out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ccording to 대is work, spatial linkage is important for the development and growth in 

the audio-visual industry. So if an audio-visual industry complex is to be built at a region that 

has no spatial linkage of the industry, it should be done after the intensive economic-spatial 

analysis in the context of this study. 

Kevwords: the Korean audio-visual industry, Locational change, locational factor and 
characteristics, Spatial linkage, Audio-visual industry complex, Embeddedness, Innovation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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