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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중소도시에서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증대라는 측면에서 문화산업을 도입하고 정책적으 

로 육성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도시에서 문화산업도입을 도입하고 육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역할변화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에 애니메이션 산업을 도입하여 육성해온 춘 

천시와부천시를사례지역으로，두도시의애니메이션제작사를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와인터뷰，그리고애니메이션산업 

지원센터 관계자와의 인터뷰를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애니메이션산업은 지역의 주민의 삶의 질 고양과 중소도시의 지역발전이라는 배경 하에 도입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에 집중되어 있는 애니메이션제작사를 중소도시로 유치하였으며， 제작사는 자치단체의 제도적 지원의 혜택을 받고자 이전해 

왔다. 제작 업체들은 지방도시의 입지에서 사무환경이나 제도적 지원의 측면에서는 만족하고 있었으나， 산업기반이 형성되 

지 않은 곳에서 생산 활동을 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애니메이션 제작활동에 있어서 제작사들은 주로 서울과의 기농 

적 연계 구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인력의 활용도 서울시에 형성된 인력풀을 활용할 수 있었다. 또한， 생산연계에 있어서 대면 

접촉과 긴밀한 생산연계의 필요성， 인적 자원 및 대도시에 형성된 문화콘텐츠 소비시장의 서울 펀재로 인해 서울과의 지리적 

근접성에 의한한계가문제정으로나타난다. 이를통해 보았을때 제작활동의 특성상서울과의 지리적 근접성이라는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서울에 가까울수록 제작활동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업기반 형성의 미 

약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애니메이션 산업을 지역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인력조직， 재원조성， 산업기반 

조성의 세 가지 측면의 역할을하고 있다. 공공부문은 애니메이션산업과관련된 기관들과의 협력을통한제도적 환경을조성 

하며， 이는산 · 학 · 관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지속적으로교류할수 있는장을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통해 지역 내 뿐 

만 아니라 국내 문화산업 발전의 동력의 구실을 하며， 앞으로 문화산업 발전의 가농성을 열어 주고 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인력조직에 있어서 나타나는 전문성의 한계， 재정지원에서 나타나는 효율성의 한계， 산업기반조성에 

서 민간의 자율생 추구의 노력이 나타나며， 이로 인해 점차적으로 민간의 참여가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소도시의 애니메이션산업은 지방자치단체주도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자치단체 주도의 민간참여 형식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민간에 의한 시장 매커니즘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변화， 발전되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었다. 따라 

서 공공부문은 점차적으로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민간의 자율성을 수용하여 애니메이션제작사를 중심으로 발전이 이루어질 

•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석사과정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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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때 문화산업의 발달과 이를 통한 지역의 발전이 가농할 것이다. 

주요어 : 중소도시， 애니메이션산업， 공공부문， 민간부문， 문화산업， 지역발전. 

Abstract : This is a study on the public policy about culture in local dimension. Through case study of 

animation industry in Chuncheon city and Bucheon city, this study raise several issues, and inquire into the 

change in administrative structure, financial resources , and a base of industry in cultural policy. Cultural 

industry is introduced in small and medium cities by local government. This is aimed at attracting residents 

and regional development in the background of local self-goveming system. Because most of animation 

studios locate in Seoul, the studios migrate from seoul to small and medium cities in the base of 

institutional environment by local government. 

Animation production process is based on the production network between other related firms in Seoul. 

Local studios have a difficulty in connecting with related fmns , producing network and analysing trends. In 

particular getting skilled labor is not easy in local area. This consequence means that Seoul and related 

cities have locational advantage over other cities. Local government organized supporting systems; 

systemized managers in manpower, subsidized industrial funds ,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festivals for 

market. This result shows that in the small and midium cities, institutional environments are built by public 

sector. The limitation of professionalism in managing labor in public sector, lack of efficiency in financial 

supporting ingenerate self-governing system in private sector. Thus participation of private sector is 

improved. 

In conclusion, the animation industry in small and medium cities began by local government-initiated. 

However, participation of private sector is increased gradually and the private sector leads the local 

animation industry. In consequence, the public sector should support local animation industry indirectly and 

gradually lead improvement in role of the private sector. The results of this of this study will be helpful for 

development of cultural industry in local standard and regional development. 

Key Words: sma11 and medium cities , animation industry , public sector, private sector, culture industry , 

regional development. 

1.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로 지식기반경제사회가 도 

래함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으로서 문화산업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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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문화산업은 특히 고부가가 

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앞으로 국가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핵심 전략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그 발전은 국가 및 지역단위의 경제발전 

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 

라에서 정책적으로 문화산업을 육성하려는 노력 



이 나타나고 있다. 이미 문화산업분야에서 세계 시 

장을 장악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앞으로도 시장 

을주도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이고장기적인육성 

정책을 펴고 있으며， 문화산업분야의 후발 국가에 

서도 정책적으로 문화산업을 육성시키려는 적극 

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에서 문화산업의 개념이 형성되고 적극적으 

로 육성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라고 볼 수 있 

다. 1999년에 문화산업 진홍의 법적 토대가 되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2000년 문 

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이 발표되었다. 따라서 한 

국의 문화산업은 발전 초기 단계에 있다. 아직 시 

장의 협소， 제도적 장치의 미홉， 산업기반 형성의 

미비 둥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 발전이 크게 이루 

어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의 성과를 보았을 때 그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한국 문화산업은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은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른 나라로서 

첨단산업의 발전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 

부에서는 소위 첨단 문화산업이라 불리는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을 중점적，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자 각종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1995년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중소도시에 

서는다른지역과차별성을가지며 지역 주민들에 

게 지역의 의미와 정체성을 심어주고 이에 삶의 질 

을 고양할 수 있는 지역발전 전략의 필요성이 강조 

된다. 따라서 각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문화 

관광 활성화를 통한 문화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문화산업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고 있다. 

문화산업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해 왔으며， 

국내에서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 노동력， 연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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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둥 거의 모든 기반은 서울에 편재되어 었다. 따 

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소도시의 문화산업육 

성을 위한 각종 제도적 지원， 기반시설의 조성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중소도시에서는 문화 

산업 육성에 앞서 문화산업 도입에서최 어려움 

을겪고있는실정이다. 

지금까지 문화산업에 관한 지리학에서의 연구는 

게임산업의 집적과 학습지역의 형성(이 진， 2001) , 

파생산자서비스업으로서 광고관련산업의 생산 

네트워크의 공간적 특성(김대영， 2000)에 관한 연 

구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문화상품 생산에 있어 

서 나타나는 생산자간의 학습과정， 생산 네트워크 

의 특성과 이것이 나타나는 공간적 특성을 밝히는 

중요한 연구들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서울시에 

서의 제작활동의 특성을 밝힌 것으로 산업기반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지방도시에서 산업을 도입하 

는데 있어서 시사점을주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춘천시와 부천시를 연구 

지역으로 선정하고， 중소도시 애니메이션산업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의거하여 애니메이션 제작 

활동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방자치 

단체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살펴보고 그 변화를 

고찰함으로써 중소도시 애니메이션산업 육성에 

있어서 바람직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밝히.과 한 

다. 이를 통해 앞으로 문화산업도입을 통해 지 역발 

전을 모색하려는 중소도시의 지역발전에 시사점 

을주과한다. 

2) 연구지역 

본 연구는 중소도시의 첨단문화산업 도입에 관 

한 연구이므로 국내에서 문화산업분야에 있어서 



중소도시 애 니메 이 션산업 육성을 위 한 공공부문의 역 할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 

자치단체 주도로 정책적으로 문화산업을 도입하 

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를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2004년 현재 첨단문화산업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소도시는 문화관광부의 「지 역 문화산업클 

러스터 조성사업」의 대상지역인 부천， 춘천， 전주， 

경주， 광주， 청주， 대전의 7개 도시가 있으며， 그 외 

에 부산， 인천 동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지방자치 

제 실시 이후 자치단체에서는 첨단문화산업 도입 

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대부분 도입단계에서 한 

계에부딪히고있다. 

다시 말해， 산업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있지만 아 

직까지 업체 유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심지 

어 산업기반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첨단문화산업도업을 

통해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도시는 그다 

지 많지 않으며， 이 중 2004년 현재까지 제작 업체 

와 산업기반시설을 도입하는 산업적 접근이 이루 

어진 도시로는 춘천시와 부천시가 대표적이다1) 

따라서 부천시와춘천시를사례지역으로션정하 

였다. 이와 더불어 두 도시에서는 공통적으로 애니 

메이션 산업을 도입하고 있어 애니메이션 산업이 

라는 통일 기준으로 두 도시를 비교하는 것이 가능 

하였다. 

3) 연구방법 

연구의 방법은 통계자료의 분석 , 문헌， 설문 및 심 

층면접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문헌 연구를 통하여 

문화산업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았고，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서구의 문화산업지구와 정책적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문화산업 

발달지역의 특성과 그 성공요인을파악하였다. 

국내 문화산업의 실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문화관광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고서와 통계자료 

를 활용하였다. 공공부문의 문화산업 지원정책을 

살펴보기 위해서 지식마당에서 출간된 영국의 문 

화산업체계， 미국의 문화산업체계， 프랑스의 문화 

산업체계를 참조하여 세계 각국의 문화산업 육성 

정책을정리하였다. 

우리나라의 문화산업 제도와 육성정책을 정리하 

는 데에는 문화정책백서(2001 ， 2002)를 참조하였 

다. 첨단문화산업지구 육성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 

원， 삼성경제연구소， 산업연구원 등의 보고서와 안 

시 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 %L굴렘 만화페스티벌 

공식홈페이지， LA첨단미디어산업지구에 관한 

Scott(1984)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심층면접은 춘천시와 부천시 문화산업 담당 공 

무원， 애니메이션 지원센터 관계자， 제작사 대표， 

애니메이터를 대상으로 하였다. 애니메이션 제작 

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심충면접과 설문을 병행 

하였다. 심충면접은 제작 업체 대표나 팀장 둥 업 

체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17개 업체에 각각 1시간씩 진행되었다. 대상 집단 

의 수가 적기 때문에 설문은 제작 업체의 일반사향 

을 정리하는 데에만 활용하였고， 문제점 파악을 위 

해서는 주로 심충 면접 자료를 활용하였다. 

1) 부산， 전주， 광주， 부천 둥 대도시 및 대도시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부산국제 영화제(Pifl)， 전주국제영화제(Jifl)， 광주국제영화제(Gifl)，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Pifan)가개최되고 있으나현재까지 영화제작사유치를통한산업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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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理學論홉훌 저~호 (2004.9) 

2. 문헌연구 

1) 문화산업의 정의와특성 

‘문화산업’ 이라는 용어는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아도르노(T. W. Adorno)와 호르크하이머 (M. 

Horkheimer)의 저서 「계몽의 변증법」 에서 처음으 

로 사용되었다(원도연， 2001: 35). 당시에는 문화 

산업을 문화적 요소를 대량 생산해내는 대중문화 

의 양산으로보았으며 이는 예술적 창조행위에 위 

협을 가하며， 사람들의 마음 깊숙이 이르는 문화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처 럼 이 

론적 전통에서 보면 ‘문화산업’ 은 상품화되고 대 

량생산되는 문화를 비판적으로 개념화 한 것이지 

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문화산업의 개념은 변천해 

왔다. 점차적으로 문화산업을 문화를 표현해 내는 

양식， 즉 매체의 발달과 그 맥을 같이 해 왔으며， 

그것이 대중매체의 발달을 통해 문화를 공유함으 

로써 인간의 삶이 풍부해지고， 삶의 질적 측면의 

개발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화산업의 

개념과 범주의 설정은 국가와 분석기관별로 달라 

지는데 지금까지 정리된 문화산업의 의미와 범주 

를 살펴보면 〈표-1)과 같다. 

국내에서는 1999년에 처음으로 문화산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r문화산업진홍기본법」에 의 

하면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생산 · 유통 · 소 

유네스코(1970) 

Pricewaterhouse 
Coopers 

북미산업분류체계 

(North American 
I nd ustry C Ia S9 fi ca tio n 

System, NAlCS) 

영국 

한국 
「문호싼업 

진흥기본법」 

〈표-1) 문화산업의 정의와 분류 

인쇄자료 및 문헌， 음악， 라디오 및 TV , 영화 · 사진， 문화유산， 공연예술， 시각예술， 체육활동， 문 

화의 일반운영-

오락， 미디어산업(entertainment and media industry)으로 영화， 텔레비전， 라디오， 음반， 인 
터넷， 잡지 출판， 신문 출판， 서적 출판， 정보 서비스， 광고， 놀이공원， 스포츠 등의 산업군. 

산업분류상 1nformation’ 에 속하며 정보와 문화상품(cultural products)의 배포와 관련되는 산 

업으로 신문 출판， 신문 이외의 정기간행물 출판， 서적 출판， 기타 출표법， 소프트웨어 제조， 영화 
및 비디오 프로덕션， 영화 및 비디오 배포， 영화관， 프리프로덕션 및 포스트프로덕션 서비스， 기타 
영화 및 비디오 산업， 레묘드， 레코드 프로덕션/배포， 사운드 레코딩 스튜디오， 라디오 네트워크， 
라디오 방송국， 델레비전 방송， 케이블 델례비전 네트워크， 기타 케이블 및 프로그램 배포， 도서관 

및 기록보관업 (archive) ， 온라인 서비스， 기타 정보 서비스， 데이터 프로세싱. 

크리에이티브산업 (c re ati ve i nd u stry )Q.로서 광고， 건축， 예술 및 골동품， 공예， 디자인， 디자DI 

녀 때션， 영화， 인터액티브 레저 소프트웨어， 음악， 공연 예술， 출판，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서비 

스 방송. 

문호}상품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 문화상품이 

란 문호}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 · 무형의 재회{문화관련 콘텐츠 및 디 
지될문화콘텐츠 포함)와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의미함. 영호L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출판， 

미 디어， 문호째， 캐릭터， 디자인， 광고， 공연， 미술품， 전통공예품 관련산업， 기타 전통의상 식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 디지털문화콘만츠의 수집· 가공· 개발· 제작 ·생산 ·저장 ·검색 ·유 

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 

자료 : 문화관광부(2002)를 참조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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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도시 애 니메 이션산업 육성을 위 한 공공부문의 역 할 

비 둥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동}는 산업’ 이며 

여기서 !문화상품’ 의 의미는 ‘문화적 요소가 체화 

되어 경제적 부7까치를 창출하는 유 · 무형의 재 

화와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 라고 정의하고 있 

다. 해당 분야를 살펴보면 영화， 음반 · 비디오물 . 

게임물， 출판， 미디어， 문화재， 캐릭터， 디자인， 광 

고， 공연， 미술품， 전통공예품 관련 산업， 기타 전통 

의상 식품 둥 대통령이 정하는 산업， 디지털문화콘 

텐츠의 수집 · 가공 · 개발 · 제작 · 생산 · 저장 · 검 

색 ·유통둥과 이에 관련된서비스를행하는산업 

이이에속한다. 

한국은 정보통신과 기술 분야의 발달 속도가 빠 

른나라로. 소위 첨단문화산업이라불리는분야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02년 개정된 

「문화산업 진홍 기본법」 에는 ‘디지털 문화콘텐 

츠 의 개념이 추가로 도입되었다. 여기에서 ‘디지 

털문화콘텐츠’ 라 함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콘텐츠’ 를 말 

하며 ‘디지털콘텐츠’ 란 ‘부호 · 문자 · 음성 · 음향 

및 영상둥의 자료또는정보로서 그보존빛 이용 

에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제작 또 

는 처리한 것’ 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현재 문화 

산업진홍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17개 분야에서 디 

지털 문화콘텐츠산업은 영화 · 애니메이션 · 게 

임 · 캐릭터 · 모바일 컨텐츠사업이 해당된다. 

문화상품의 생산방식은 매우 다양하므로 그 특 

성을 파악하기 위해 첨단 문화산업으로 한정하고 

이에 해당되는 특성을 중심으로 생산， 유통， 소비 

분야로 나누어서 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산의 측면에서 보면 생산은 ‘문화’ 적 소재， 노 

동력， 첨단기술 장비 , 정보 둥에 기반 하여 이루어 

진다고 볼 수 있다. 문화적 소재의 범위와 한계는 

개인의 경험적인 세계에 의존하므로 가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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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짓기 어렵다. 노동력은다양한분야의 전문지 

식을 갖춘 숙련되고 유연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 

는데(Scott ， 1984), 이러한 노동력과 조직은 한정된 

기간 동안의 관계적 계약으로 이루어진다(Caves ， 

2000: 양종희외， 2에3: 131). 첨단기술과 장비는 기 

술에 발달에 따라 빠르게 변하고 발전한다. 또한 

생산은 중소업체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발달 

하고， 이러한 공간적 집적은 생산자간의 연계와 전 

반적인 서비스 제공， 정보의 흐름 촉진， 신뢰의 형 

성에 의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 

제의 기능을 강화한다(Scott ， 2어0: 구문모， 2001: 

40). 유통은 주로 대중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문화산업의 동장이 대중매체의 발달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인쇄매체의 발명， 영상매체인 

영화 .1V. 비디오 둥의 발달은 대중매체로서 사 

회에 문화를 전파하고 대중화시키는 역할을 하였 

다(Warnier， 1999). 따라서 문화산업은 매체발달로 

나타나게 된 방송， 극장， 비디오， 기타 영상 매체 

둥을 통해서 유통된다. 소비 시장의 범위는 대상 

수요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 

로는다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그 범위가 넓다. 

특히 영상산업의 경우 대중문화를 지챔기 때 

문에 시장의 형성이 국제적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시장을 통해 유통되었을 경우 수익성이 높으나 그 

만큼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상대적으로 위 

험성이높다고볼수있다. 

2) 애니메이션산업의 특성과발달지역 

애니메이션(Anima디on)은 라틴어 ‘'Anima’ 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으며 본래 생명， 영혼， 정신이란 

뭇을 가지고 있다. 웅직이지 않는 사물에 생명을 

불어넣어 웅직이게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으로웅직이지 않는그림이 살아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장르이다(이강모， 2001: 4). 애니메이 

션의 제작단계는 프리프로덕션， 메인프로덕션， 포 

스트프로덕션의 세 단계로 나누어지고， 각 단계별 

로 세분화된 제작공정을 갖는다. 

애니메이션산업의 생산 소비 유통의 과정과 특 

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이 나타난다. 

애니메이션의 제작공정에서 프리프로덕션， 메인 

프로덕션은 그 기술과 창의력의 정도에 따라서 필 

요로 하는 노동력이 다르며， 이에 따라 노동구조는 

분화되어었다. 

특히 월트 디즈니사에 의해 대중화된 셀 애니메 

이션방식에 있어서 세분화된 제작 공정은 단순 노 

동집약적인 작업에 부문인 메인프로덕션은 한국 

을 비롯한 저임금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국제적 노 

동의분화를가능하게하였다. 이에따라서 애니메 

이션 산업의 노동시장 형성에 있어 IA지역은 프리 

프로덕션 단계의 고도의 창의력을 요하는 인력군 

으로 집약되었으며， 그 하청 수주국은 메인프로덕 

션 단계의 숙련 노동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인력 

형성에 있어 범세계적인 위계구조로 복잡하게 분 

화되어 확장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Scott ， 1984). 

地理學論훌 제44호 (2004.9) 

제작노동자(애니메이터)들은 전형적인 불안정 

고용상태의 노동자들로서 비정규직이 다수를 차 

지하고있다. 

또한 이들은 제작사에 들어와서 회사의 장비와 

도구를 이용하여 계약한 프로젝트 물량을 납기 내 

에 제작해 주는특수고용직이지만，사실상고용노 

동자와 다르지 않은 종속적인 상태이며， 프로젝트 

단위의 상시고용에 있어 팀 단위로 구성되지만 구 

속력이 크지 않으며， 보험이나 임금제도에 있어서 

아직까지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를 받고 있다(신병 

현， 2002: 19). 애니메이션의 유통은 앞서 살펴보았 

듯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루어짐으로서 창구효 

과(Window effect)를 발휘하고 있다. 애니메이션 

의 소비시장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주로 극장용 애 

니메이션， π방영용 애니메이션， 비디오물(QVA) 

의 세 가지 시장에 의해 주도되었으나 신규 매체의 

발달에 따라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광고， 게임， 인 

터넷콘텐츠， 모바일콘텐츠 영역을 통한 매출이 늘 

어나는추세이다. 

애니메이션 산업발달에 관한 사례지역으로서 

IA, 동경， 안시， 앙굴렘 지역이 연구되어 왔다. 위 

에서 열거한 지역의 발달시기와 분야， 입지 및 입 

〈표-2) 애니메이선 산업 발달지역과 이동의 요인 

발달시기 1920 년대 1990년대 1950, 1970년대 

주요분야 애니메이션산업 애니메이션산업 애니메이션축제 

형성요인 LA 멀티미디어 산업의 기반 동경대도시 
지방정부·문화예술가 

시민의 협력 

입지 및이동 LA-)한국， 멕시코 대만 도심-)부도심 지방소도시 

이동 및 발달요인 
기술집약적인 노동력의 형성， 

도심 지가상승 교통의 발달 소도시의 장소성 
인건비의 절감 

자료 : Scott(1984), 권오혁(200 이， 안시 앙굴램 떼스티벌 공식홈페이지 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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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이동， 발달 요인을 살펴보면 〈표-2)와 같다. 

LA나 동경의 경우 시장원리에 따라 애니메이션 

산업이 발달해왔으며， 정부는 세제혜택과 임대료 

절감， 통신 및 인프라 설치 둥의 최소한의 간접적 

인 지원을 하였다. 프량스의 지방소도시의 경우 축 

제나박람회 둥을통해서 지역을널리 알리고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다. 문화산업 자체가 이미지가 강조되는 산업이 

라는 특성을 잘 활용할 경우，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문화산업 육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구 

문모， 2어0). 

3. 국내 문화산업의 성질빡 육성정책 

1) 국내 문화산업의 성장과 육성 정책 

국내 문화산업의 시장규모는 2001년 이후 13조원 

을 넘어섰으며， 2003년 추정치는 18조원을 넘을 것 

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방송 부문의 성장은 연간 

29.1%로 매우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 

고， 전체적으로 2()O/~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2000 

년에서 2002년 상반기까지의 우리나라 평균 경제 

성장률 6.1째 비교할 때 우리나라 문화산업이 급 

속한 성장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표，-3) 참조). 

2) 지방 문화산업 육성 정책 

세계적으로 지식 경제의 핵심 산업인 첨단문화 

산업의 육성이 중요하게 대두되면서 국내에서도 

영화， 영상， 게임， 음악， 출판，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둥 문화산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정 

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문화진홍 

기금의 조성， 문화산업의 인력양성， 기술 및 유통 

구조의 지원， 제도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지 역 문 

화산업클러스터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지방 문화 

산업 기반조성사업과 문화산업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두 가지 정책을 실시와 함께 부문별 지원으로 

서는 영화， 게임， 음반， 출판， 애니메이션， 방송영 

상， 광고， 디지털 콘텐츠부문을 육성하고자 계획하 

고있다. 

문화관광부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지역별로 

특화된 문화산업단지를 발굴하여 육성하고자 ‘지 

역문화산업클러스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표-3) 국내 문화산업의 시장규모와 성장률 

출처 : 문화관광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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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지역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의 내용 

경주 VR산업 | 사이버처|험관， 문화전시관， 문화벤처관， VR랜드. 
2차 지정 

전주 
디지털영상 

소리문화t법 
디지털영상미디어센터， 소리컨만츠 센터， 영상엔터테인몰 등. 

출처 : 문호}관광부(2003) 

따라 조성신청을 한 8개 지 역(광주， 대전， 춘천， 수 

원， 광명， 부천， 청주， 김해) 중 4개 지역(대전， 춘 

천， 부천， 청주)이 문화산업단지로 1차 지정을 받 

았으며 이어 강} 심의회를 한 후 광주， 전주， 경주 

동 3개 지역이 강}문화산업단지로지정되었다2) 

((표-4)참조). 

4. 중소도시 애니메이션산업의 현황 
과육성과정 

D 중소도시 애니메이션산업의 현황 

(1) 춘천시 · 부천시의 애니메이션산업의 도입 

춘천시 제작사의 수는 〈그림-1)과 같으며 애니 

메이션산업 도입 초기부터 그 변화가 매우 두드러 

지게 나타난다.1997년부터 서울에 있는 애니메이 

션 제작 업체들01 이전해 오기 시작하여 2000년 그 

수가 23개로 가장 많으며，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연평균 약 9개사가 활동을 하였는데， 현 

재 춘천시에서 제작활동을 하고 있는 제작사는 2 

개사이다. 부천시는 2002년 17개사가 이전하였고， 

연평균 제작사 수는 16개사이며， 2004년 현재 15 

개사가 제작활동을 하고 있다. 

제작사의 입지이전요인으로는 재정지원 때문이 

20 

15 

，。

1997 1998 1999 2!XX) 2001α)2 었xl:딩 20:.14 

녕도 ---용션시 

---￥칭시 

자료: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 춘천시를 참조하여 작성 

〈그림-1) 춘천시 ·부천시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추이 

2) 지원규모는 7개 지방자치단체를중심으로사업기간내 연차적으로 1개 지역 당 200억 원내외의 지원을계획하고있으며， 이는지 
방 첨단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설비/장비구입비/건축비/네트워크구축/인력양성 둥의 용도로 사용된다(문화관광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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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부천시 입지 만족도 

**평균점수: 각항목별로 매우불만족(1)， 불만족(2) ， 동일(3) ， 만원4) ， 매우만족(5)의 5점 척도로 조사하였으며， 평균값을 나타내 
0.1 0 
MC 

**이전직전에 서울시에 입지하였던 12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라고 웅답한 업체가 7개 업체로 전체의 41%를 차 

지하였으며， 저렴한 운영비 때문이라고 웅답한 업 

체가 6개 업체로 35%를차지하였다. 이전요인으로 

70% 이상의 업체들이 재정지원과 저렴한 운영비 

라고 답하였는데， 이를 통해 중소도시 이전은 지방 

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제도적 지원의 혜택을 받 

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전에 따른 만족도는 

〈표-5) 에서 보는바와같이 쾌적한사무환경， 세제 

지원， 재정지원， 정보습득의 측면에서는 동일수준 

이상으로 나타난 반면 생산연계와 인력구득 변에 

서는 동일수준 이하로 나타난다. 

따라서 산업기반 형성이 미약한 중소도시로 이 

전하면서 상대적으로 생산연계와 인력구득의 측 

면에서는 어려웅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춘천시 · 부천시의 애니메이션산업의 문제점 

조사대상 제작사의 고용인원은 정규직이 188명， 

임시직이 74명으로 총 262명이며， 정규직의 평균 

인원은 11명， 임시직의 평균인원은 4명이며， 매출 

액 규모를볼 때 2개사를제외하고는국내 애니메 

이션제작업체의 평균매출액인 15억 원보다작다，3) 

고용인원과 재정규모로 보았을 때 중소도시 얘 

니메이션 제작사는 소규모의 영세업체들이다. 춘 

천시 부천시에서 제작활동기간을 살펴보기 위해 

서 현재까지 이전하였던 72개사 중에서 떠난 총 54 

개 업체를 대상으로 제작 활동기간을 살펴보았다. 

조사결과는 〈그림-2)와 같다. 제작활동기간이 1년 

미만이 25개사， 1년 이상 2년 미만이 11개사， 2년 

이상 3년 미만이 6개사， 3년 이상 4년 미만이 5개 

사， 5년 이상 6년 미만이 2개사이다. 

〈그림-2)를 보면， 사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제작 

사수가 감소하여， 2년 미만의 업체가 36개사로 전 

체의 67%를차지하고 있다. 

또한， 현재 활동 중인 17개사는 모두 1997년 이 

후에 창업하였으며， 3년 동안 평균 2회 가량 회사 

í!;l빼수 

3징 

25 

20 

‘i 

’G 

훌싹l .-J 
‘I:l 01앙 1영‘Z얀 ;>".1‘)연‘4연 4 ‘~ -:;년 ~\1 '~6셨 

ι t'~1 ι 앙 

자료 : 춘천문화재단，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 

〈그림-2) 제작사의 춘천시 · 부천시 지역내 제작활동기간 

3) 문화관광부(2001)에 의하면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 관련 사업체수는 169개， 매출액은 2534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의하면 업 
체당 평균매출액은 15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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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지를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작사 대표에 

의하면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일을 한 지는 오래되 

지만，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팀을 구성할 

수도 있고， 제작사를 설립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창업시기가 오래되지 않 

았고， 활발한 입지이동을 동F는 경향이 있다. 이러 

한 창업과 이전은 주로 서울시내에서 일어나고 있 

는 현상이었으나， 1990년대 후반 이후 지방자치단 

체에서 애니메이션산업을 육성하면서， 중소도시 

로확산된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이전이 활발하다는 특성은 유출 

이 활발함과 동시에 유입도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 

자료 : 권우준(2004) ， 조사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 

**CDS: 춘천디지털스튜디오， GDAH: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 

地理學論훌 제44호 (2004. 9) 

한다. 상대적으로 산업기반이 미약한 중소도시에 

서는 유입과 유출이 비슷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유 

출만 늘어나게 된다. 춘천시와 부천시와 같은 중소 

도시는 산업기반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애니메이션 제작과정 전반에 걸쳐서 동종업체 

및 연관산업과 긴밀한 생산연계가 나타나므로 관 

련산업 집적지와의 근접성은 제작사의 활동에 매 

우 중요하다. 서울시 애니메이션산업 집적지는 〈그 

림-3) 에 나타나 있다. 주로 1980년대부터 형성된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에서 시작되어 형성되어 왔 

는데， 1995년 이후 양천구， 구로구， 마포구를 중심 

으로집적지가형성되고있다4) 

〈그람3) 서울시 · 춘천시 · 부전시 애니메이션t법 집적지 분포 

4) 2004년 현재 서울시 애니메이션산업의 집적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 곳은 강남구 297fl (17. 3%), 서초구 25개사(14.9%) ， 관악구 26 
개사(15.5%) ， 구로구 167M사(9.5%) ， 마포구 117M사(6.5%)， 양천구 25개사(14 .. 9Yo)의 6개 구이다 나타났다. 조사결과 1980년대에는 
강남구， 관악구， 서초구를 중심으로 입지하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 구로구， 마포구， 양천구 퉁지에 새로운 집적지가 형성되었다 
(권우준， 2004: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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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양천구에 2001년에 한국 문화콘텐츠 진홍 

원이 설립되면서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창업과 이 

전이활발하다. 

부천시 제작사는 창작제작 중심으로 수도권의 

발달된 교통인프라를 활용하여 각 제작단계별로 

서울시 업체들과 긴밀한 생산 연계 구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또한 1995년 이후로 형성된 애니메 

이션 산업의 신집적지의 형성으로 기존 애니메이 

션산업 집적지보다 생산연계에서 지리적 근접성 

이더욱확보될수있다. 

반면，춘천시는서울과의 1시간대 거리상에 있음 

을 강조하였지만 경춘가도의 교통체증 심화(서울

춘천간 소요시간， 평일 2-3시간 주말 3-4시간)로 

본사로부터의 원부자재 조달이 순조롭지 못한 데 

다， 수주활동이나 국내외 시장동향 파악 및 작품제 

작과 관련한 정보교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미홉 

하였다(한국은행 춘천지점， 1998) ， 

이렇게 서울과의 시간적 거리가 좁혀지지 않았 

기 때문에 하청제작 중심으로 하청물을 수주 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서울~춘천간 거리제약은 하청 

업체의 납기준수와 신규창업 시 인맥과 신뢰도 확 

보에 장애요소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애니메이션 산업의 제작단계는 매우 전문화된 

세부공정으로 분화되어 있다. 이러한 제작단계 및 

공정마다 제작사가 수행하는 역할과 필요로 하는 

장비， 기술， 인력이 모두다르며，하나의 제작사는 

전체 제작공정에서 일부의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 

을 뿐이다. 따라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작공정을 거치는 동안 다양한 전문인력 

과 수많은 동종 및 연관업체들과 생산연계를 맺게 

된다. 

따라서 연관업체 및 동종업체와의 생산연계가 

필요하며， 정보통신의 발달이 섬세한 작업이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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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제작활동에 있어서 필요 

한 대면접촉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으로 거리 제약을 

극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제작사의 입지이동의 특성， 긴밀한 생산연계， 인 

적자원， 문화콘텐츠 소비시장의 문제를 고려해 볼 

때， 산업 도입단계에서 기존에 애니메이션 산업이 

발생하고발달해 왔던서울시의 산업기반과의 연계 

없이 중소도시 내에서 단기간에 완결된 생산구도를 

갖기는 어렵다. 이는 애니메이션의 전체제작공정을 

중소도시에 유치하는 것 자체가 어려우며， 완결구 

도를 갖추었다하더라도 제작사의 자율적인 생산연 

계가단기간내에새로형성될수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소도시에 애니메이션산업 기반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현재 제작활동에서 서울과의 지리적 

근접성이라는요인은무엇보다중요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중소도시로서 비교적 서울시와 가까운 

부천시가 춘천시보다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그 

러나 제작사의 활발한 입지이동이라는 특성은 서 

울시의 애니메이션 산업 기반의 강화 및 다른 지자 

체의 제도적인 환경조성에 의해서 단기간에 산업 

기반이 약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중소도시 애니메이션산업의 육성과정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춘천시와 부천시에서는 

애니메이션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해 왔으며， 부 

족한 산업기반을 마련하고 애니메이션산업을 지 

역산업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이러한 노력이 소기의 성과 

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 

가 된다. 여기에서는 이와 같이 애니메이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부문 



의 역할과 그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1) 애니메이션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조직 

애니메이션 산업을 가장 먼저 도입한 춘천시의 

경우 춘천시 미래산업과에서 제작사지원과 산업 

육성에 관한 업무를 직접 담당하였다. 

그러나 제작사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인력조직으 

로서 춘천시 공무원들의 산업 자체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였다. 춘천시 공무원에 의하면 애니메이션 

산업을 도입한 이후 제작사 대표들과의 비공식적 

인 만남을 통해 애니메이션 국내 애니메이션산업 

의 제작과정과 특성， 현황 등에 관해 인지할 수 있 

었다고한다. 

따라서 춘천시 공무원은 접촉이 가능한 지 역사 

회 내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의존하는 경향이 

컸다. 이렇게 담당공무원에 의한산업에 대한 이해 

와 전문성 부족은 제작사 관리의 미홉으로 이어지 

고 춘천시에서 제작 활동을 하였던 제작사들은 이 

렇게 자치단체와의 마찰을 빚게 된 것으로 보인다. 

산업도입 초기부터 제작사에 재정적 지원을 하 

였으나 지원에 있어서도 체계화되고 명문화된 근 

거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부실한 업체가 입주하여 

지원금을 받고， 그 상환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 

우가 많았고， 제작사는 주로 이동이 비교적 수월한 

소규모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시와의 협의 없이 서 

울시로 재이전해 버 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다. 

2002년부터 춘천시 애니메이션산업육성 위한 

조직은 이원화되는데， 하나는 문화산업을 담당하 

던 공무원으로 구성된 (재)춘천문화산업진홍재단 

이며， 다른 하나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재단법인으 

로서 (재)소양소프트타운진홍원이다. 이 기관은 

2003년 6월 1일 (재)강원영상정보진흥원으로 명칭 

을 변경하였다. 춘천시에서는 2004년부터 (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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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보영상진홍원 주도로 애니메이션산업 을 육 

성하파 한다.2004년부터는 (재)춘천문화산업진 

홍재단이 주도해온 춘천애니타운페스티벌 

(CAF2어4)의 운영을 전담할 계획이다. 인력은 16 

명으로 구성되며， 기획운영팀， 진홍사업팀， 애니 

사업부， 인터넷 사업부로나누어지는데， 이중 애니 

사업부에서 이를 담당한다. 

비영리기관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애 

니메이션 제작사를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는 부천 

시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를통해 알수 있다. 

부천시 애니메이션산업 제작사를 유치하기 전에 

경기도는 2001년에 애니메이션 지원센터인 (재)경 

기디지럴아트하이브를설립하였다. 비영리기관의 

인력은 모두 민간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관장 

은 방송산업 관련자이며， 그 외에는 영화산업관련 

종사자， 국내 및 해외 애니메이션 제작사 근무 경력 

자와 일반 사무직이다. 영상분야의 전문가가 부족 

한 국내 현실을 고려한다면， 비교적 관련분야 경험 

자들을 배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영리기관은 제작사 관리 및 지원에 관 

한 실제적인 사항을 전담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 

치단체는재원조성에만관여한다. 

비영리기관은 그 운영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무원과는 독립적이다. 또한 비교적 전문 

성을 갖춘 인력조직을 통해 업무분담이 이루어져 

있어서 운영의 체계성을갖춘형태로볼수있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을 전문화된 조직 

으로 보고， 그 운영을 일임하고 있다. 이렇게 비 영 

리법인은 제작사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중간적 위 

치에 있으며， 이를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실 

효성을 가지게 되면서， 민간 제작사와의 관계는 더 

욱가까워지게 되었음을알수있다. 

또한， 비영리법인을 중심으로 중앙정부， 지방자 



중소도시 애니메이선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표-6) 춘천시 ·부천시 애니메이션t법의 재원조성 

춘천시 54(산업자원부) 

자료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 춘천시 

치단체， 연구기관， 대학， 애니메이션제작사가 공식 

적인 만남을 통해 서로 관계를 형성하면서 애니메 

이션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인 환경이 조성 

된다. 

이는 지역 내 애니메이션제작사가 지식경쟁력을 

갖추는 데 도움을 주며， 나아가 한국애니메이션 산 

업의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2) 애니메이션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조성 

애니메이션산업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중앙정부의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조 

성된다. 

〈표-6)을 통해 그 구성을 살펴보면， 춘천시는 자 

치단체의 첨단산업도입을 통한 지역발전계획의 

선발적인 사례로서，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의 지 

원을 받았으며， 2000년도 문화관광부의 지 역문화 

산업 클러스터로 지정을 받아 문화관광부의 지원 

을 받았다. 부천시 애니메이션산업의 재원조성은 

대부분 경기도와 부천시를 통해 동일한 규모로 이 

루어졌고， 여기에 문화관광부가 약 20억 원을 지원 

하였다. 

공공부문의 재원을 운용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 

은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난다. 첫째， 애니메이션 제 

작을 위한 첨단기술 장비는 종류와 기능이 매우 다 

양화 되어 있고， 첨단기술의 발달이 점차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장비교체는 투자와 활용 면 

에서 볼 때， 공공재정의 낭비를초래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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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7(경기도 82.9끼부전시) 

42.89(춘전시) 

따라서 장비의 종류와 수량을 신중히 고려하여 

과잉투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애니메 

이션 제작사에 대한 재정 지원에서 나타나는 문제 

이다. 

제작사 대표의 입장에서는 지원센터의 재정지원 

이 ‘나누어 주기식’ 지원이라는 불만을 가지고 있 

다. 현실적으로 지방입지는 성장주도산업의 주요 

입지요인인 고급인력의 확보， 연구개발기반， 정보 

기반 등이 크게 취약하여 관련기업의 입지요인이 

매우낮다(이경태， 1998: 284). 

따라서 제작사 유치를 위해서는 재정지원을 통 

한 유인이라는 방법이 필요하다. 애니메이션 제작 

사는 재정요인에 의해 중소도시로 이전해 왔으나， 

공공재정의 운용은 산업에 알맞은 실효성 있는 지 

원이 되기 어려우며， 제작사는 결국 시장요인에 의 

해서 다시 서울시로 재이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 

온다. 

애니메이션 산업은 디지털문화콘텐츠 산업 중에 

서 비교적 제작기간이 길며 리스크가 큰 사업이 

고， 국내에서 아직 성공사례가 없기 때문에 흥행실 

패， 심지어 제작과정중단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 

에 따라 투자사의 입장에서는 자금 회전이 어렵기 

때운에，투자를꺼리는경향이 있다. 

따라서 춘천시에서는 제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 

해 농협중앙회 춘천시지부， 주식회사 강원은행둥 

금융기관과 춘천시 기업과 함께 총 30억 원을 출자 

하여 (주)포테이토를 설립하였다(김동완，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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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경기디자훨어툴혀이브 훌연긍 정행비올 

용껴찜‘! 

CJ생엉"".‘ ” 

용찌영\1fI!'2S 

~PI'껴찌잉 
。I!!야어브 

1’ 

CJ창투 4효 거i잉투지쪼힐 옳지액(익원} 

자료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 CJ창업투자 

g，:，기엉청 30 

el 스커써리g 

.10 

CJ월훔 5호 밥좋얹상루져조휠 뚫자액(억원) 

〈그림--4)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 예산집행과 투자조합설립 현황 

90)5). 

또한 문화관광부에서 2001년 문화콘벤츠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해 〈그림-4)와 같이 CJ창업투자에 

100억 원 규모의 게임전문 투자조합과 140억 원 

규모의 방송영상투자조합을 설립한다. 

여기에는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 디엔터테인먼 

트， 옹게임넷， CJ창업투자에서 참여하였다. 이는 

방송영상투자조합은 동일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설립된 것으로，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에 500!Ó, 콘 

텐츠 유통 · 배급， 방송영상 기술， 기타 방송콘텐츠 

분야에 50%를 투자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 업 

무집행은 전분투자사인 CJ창업투자에서 맡는다. 

〈그림-4) 에서 볼 수 있듯이 (재)경기디지털아트 

하이브는 설립시 경기도 재원의 16%인 30억 원을 

출자하여 두개의 투자조합설립에 참여하였다. 

이처럼 공공기관에서는 투자조합을 설립해서 민 

5) 그러나 (주)포테이토에서 3개사의 투À}를 통해 π시리즈물을 기획 · 제작 동}는 과정에서 1개λ까 중도에 투자의λ}를 철회함으로 
써 작품제작은 중단되었다. 춘천시와 같은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데 제작사를 보호하고 중소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완 
성보증보험제도’ 의 도입 검토되고 있다. 문화산업 완성보중보험제도는 완성보증보험사가 제작사와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 
관에 완성보중서를 발급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금융기관은 보중서와 배급권을 담보로 제작사에 대출을 실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완성보증보험사는 제작λ까 은행과 투자자가 인정한 예산과 제작 스케줄에 따라 상품(영화， 애니메이션 둥)을 완 
성하도록감시 · 감독하며，제작이 포기될 경우완성보증보험사가상품에 이미 투자된대출금을변제함으로써 프로젝트수행위험 
을제거하여문화산업에대한투자를촉진하는역할을수행한다(전국경제인연합회，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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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통해 투자 형식의 간접지원을 하며， 지속적으 

로 민자유치를 추진한다. 방송영상투자조합과 게 

임투자조합의 설립은 중앙정부 주도의 문화산업 

정책을 구체적인 사업으로 현실화시킨 단계라 볼 

수 있다. 정책자금을 종자돈으로 민간 자본을 끌어 

들여 제작사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도 

가담겨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애니메이션산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다면， 공공부문에 의해 마련된 통로 

를 통해서 민간부문의 투자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 

이다. 

관의 설립과축제개최라는두가지 부문의 역할을 

하고있다. 

먼저， 춘천시， 부천시는 제작사와 함께 시민을 대 

상으로 〈표-7)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애니메이션에 

대한 강좌를 실시하였다. 

춘천 디지털 스튜디오 교육과정은 3개월 과정으 

로 기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 후 

바로 취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실무 위주의 교육을 

하였다. 춘천 디지털스튜디오 교육과정 1차년도 

실시평가를 보면， 이해도 부족， 교육생의 편차가 

심하여 교육진도진행의 차질 생활의 어려웅으로 

인한 출석률의 저조 둥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3) 애니메이션 산업의 기반조성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는 2004년 경기 디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부문에서는 애니메 털아트아카데미를설립한다. 이는산업에 직접 투 

이션산업의 기반이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중소 입될 수 있는 인력을 대상으로 애니메이션 교육을 

도시에 기반조성을 위해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기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으로 1년 2학기제로 운 

자료:춘천시，부천시 

자료:부천시，춘천시 

〈표-7) 춘천시 -부천시 시민대상애니메이션 강좌 

춘천 시민 대상 애니메이션교육 

시민대상 애니메이션 교양강좌 

〈표-8) 춘천시 ·부천시 애니메이선 고등학교 및 대학설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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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되고 있으며， 부천시 제작사 얘니메이터， 애니메 

이션관련학과 졸업생， 일반인 둥을 선발하여 현재 

16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애니메이션산업도입 시기를 전후하여 춘천시와 

부천시에는 〈표-8)과 같이 대학， 고둥학교에 애니 

메이션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정이 창설되었다. 

춘천시에는 강원대학교 영상문화학과， 춘천정보 

대학 만화영상예술과， 춘천기계공고 애니메이션 

과， 춘천실업고 만화 · 애니메이션과가 설립되었 

으며， 부천시에는 부천대학 캐릭터애니메이션과， 

유한대학 애니메이션학과， 경기예술고 만화창작 

과가 설립되었다. 문화산업 관련 자원과 전문 인 

력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하고 이들 자원의 이동 

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인적자원은 주 

로 각 도시에 있는 대학과 대학원 및 연구소를 기 

반으로 한다(윤용중， 구문모， 2001: 80). 교육기관 

의 교수진은 중소도시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에 관 

한 자문위원의 역할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산학연 

계가용이해질수있다. 

이렇게 대학， 고둥학교， 아카데미 , 시민강좌를 통 

한 애니메이션 교육기관의 창설은 앞으로 중소도 

시에 인력군이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地理學論훌훌 저144호 (2004.9) 

인적자원의 형성은 중소도시의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애니메이션산업의 시장은 축제를 통해 형성된 

다. 국내에서는 매년 서울， 부천， 춘천， 경주에서 

매년 4-57R 정도의 애니메이션 축제가 개최되고 있 

다. 이 중 춘천 국제 애니타운 페스티벌은 애니메 

이션 산업전을， 부천대학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Pisaf)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상영 및 세미나를 중 

심으로 개최된다. 부천시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부 

천시 영상관련 축제 참가여부와 동기는 〈표-9) 에 

나타나는 바와 같다. 축제에서 부천시 제작사가 제 

작한 작품을 우선적으로 상영하고， 대표들은 포럼 

이나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지역축제의 내용을 구 

성한다. 이에 따라 애니메이션 제작사를 통해 부천 

시와 경기도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게 되 

며， 이는 지역 문화인프라를 형성에 도웅을 준다. 

3) 중소도시 애니메이션산업 육성을위한공 

공부문역할의변화 

지금까지 춘천시와 부천시의 공공부문에 의한 

애니메이션산업의 육성과정을고찰해 보았다. 

〈표-9) 부천시 제작사의 애니메이션축제 참여내용과 동기 

D)..~ 
| 부천지역 어린이날 이벤트 개최 지역 문화활동활성화 

Pifan 상영 ‘Lexa ’ 회사 및 작품 홍보 

F사 I Pifan 영상지원 
지역민들의 문호}적 욕구 충족 

제도적 지원에 대한 보답 

erf비 Days 상영 공동제작 작품의 

M)..~ | P『 an ‘오세암 상영 자사작품의 상영 

Pisaf 공개특강 및 원크삽 강의 지역 문화행사의 발전 

자료: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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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중소도시 애니메이선t업 육성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의 변화 

중소도시 애니메이션산업육성은 중앙정부 및 지 

방자치단체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형태를 보이 

고 있으나， 민간부문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어 지방 

자치단체 주도에서 자치단체주도의 민간참여 형 

식으로바뀌고있다. 

이와 같이 점차적으로 민간에 의해서 주도되는 

변화의 과정을 도식화 한 것이 〈그림-5) 이다. 

〈그림-5) 의 첫 번째 단계는 중앙정부는 재정지 

원 및 공급에만 관여하고， 지방공무원에 의해 애니 

메이션 산업의 육성조직이 구성된 경우를 나타낸 

다. 지방자치단체는 제작사의 활동에 필요한 제작 

공간과 재정， 장비 둥을 공급하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애니메이션 제작사， 지역사회 금융기관， 

기업， 연구교육기관의 관계가 형성된다. 지역에 산 

업이도입되면서고둥학교 대학둥제도권교육기 

관이 설립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제작사 대표들과 

연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였다. 이를 통 

해 중소도시에도 인적자원이 형성의 기반이 마련 

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애니메이션 

산업의 육성은 조직운영에 있어서 전문성이 부족 

하며， 재정지원에 있어서 효율성의 문제가 대두되 

었다. 이에 따라 두 번째 단계와 같이 지방자치단 

체는민간인으로구성된 비영리기관을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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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방자치단체와는 분리된 운영 전담 조직 

으로서 비교적자율성과전문성，체계성을갖춘형 

태로 볼 수 있다. 비영리기관을 통해 연구기관과 

애니메이션제작사와의 상호교류가 이루어지고， 

투자기관이 설립되면서 민간이 투자에 참여하며，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된다. 

비 영리기관은 본질적으로 제작사를 관리하고 자 

체 역량을 키워주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애니메이션제작사가 자립성을 가지게 되면， 세 번 

째 단계와같이 이를중심으로해외시장이 개척되 

고， 민간 투자기관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전 

문가 및 연구교육기관과의 접촉의 기회를 마련하 

면서， 이들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점차 

적으로 비영리기관의 간접적인 지원이 필요하게 

된다.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중소도시에서 지역개발과 주민의 삶의 

질 중대를 위해 문화산업을 도입하여 육성하는 과 

정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변화되는 원인과 과정 

을 고찰해 보았다. 연구지 역은 강원도 춘천시와 경 

기도 부천시이며， 두 도시의 애니메이션제작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인터뷰， 그리고 애니 

메이션산업 지원센터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바탕으 

로연구를수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애니메이션 제작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적 지원의 혜택을 받파 서울에서 중소도시로 이 

전하였다. 따라서 쾌적한 사무환경이나 제도적지 

원의 측면에서는 만족하고 있으나， 인력구득， 생산 

연계， 문화콘텐츠소비시장의 측면에서는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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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고 있으며，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체들이기 때문 

에 서울로 재이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었다. 

제작사의 유치가 재정적인 유인으로 이루어지고， 

시장요인에 의해 유출되는 것은 두 도시뿐만 아니 

라문화산업을도입하려는지방중소도시에서 전반 

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다. 문화산업은 지식산업 

이며 첨단산업이라는 인식하에 지방자치단체의 문 

화산업도입계획이 세워져 있으나， 산업의 특성에 

의거하여 지방도시의 여건을 충분히 파악하고 그 

가능성 여부를검토해야한다.또한문화산업기반이 

미약한 국내현실에서 같은 분야의 산업을 경쟁적으 

로도입하는 것은과잉투자를초래할수 있다. 

둘째， 위와 같은 문제는 중소도시의 문화산업기 

반이 취약하기 때문에나타나는현상으로인력，재 

원을 투입하고 산업기반을 조성하여 중소도시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우선， 인력조 

직을 살펴보면， 애니메이션산업을 선구적으로 도 

입한 춘천시에서는 공무원에 의해 육성되었다. 애 

니메이션산업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한 채 마련한 

지원방안은 실효성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지원조직은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존 

의 조직과， 민간인으로구성된 비영리법인으로 이 

원화된다. 부천시 애니메이션산업 춘천시 조직변 

화에서 후자로 나타난 민간인으로 구성된 비영리 

법인에 의해 도입된다. 이는 공무원중심의 육성조 

직보다는 전문화된 지원체계를 갖추어나간다. 전 

문가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가 지역사회에 국한되 

었던 춘천시보다는 외부접촉의 범위도 넓어져서， 

국내 및 해외전문가를 초청하여 제작사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한다. 

셋째， 애니메이션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은 우선 

적으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조성되 

었으며， 이는 산업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지원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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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운영하며， 제작사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데 사 

용된다. 재원은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에 의해 공급 

되므로 재정지원은 애니메이션산업에 대한 투자 

보다는 영세한 제작사의 운영을 돕는 재정보조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애니메이션산업의 제작이 활 

성화되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한데， 이에 따라 민 

간자본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투자조합을 설립하여 창업투자사에 의 

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에 부천시 애니메이션 지원센터를 비롯하여 민 

간투자사들도 참여하고 있다. 

넷째， 국내 애니메이션산업의 발달이 미약하기 

때문에 산업기반의 측면으로 볼 때， 서울 이외의 

지 역은 지방의 논리가 적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애 

니메이션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인적자원 

이다. 중소도시 대학， 고둥학교에는 관련학과가 설 

치되며， 자치단체와 제작사가 협력하여 시민을 대 

상으로 교양강좌를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이 애니 

메이션 산업에 관심을 갖고 더 나아가 인적자원을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또한 국내 애니 

메이션 축제는 산업발전보다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고양에 도웅을 주고 있으며， 시장은 해외 주요 

축제를 통해 형성되므로 지원센터는 지원해주고 

있으나， 시장개척을 위해서는 제작사의 독립적인 

인지도 형성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제작사들의 

노력이나타난다. 

결론적으로， 중소도시의 애니메이션산업은 공공 

부문에 의해서 관리되고 통제되기 보다는 자율적 

인 시장 메커니즘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중소 

도시 애니메이션산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도 

입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이 컸 

으나， 육성단계에서 민간부문의 참여가 늘어나면 

서.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의 결합을 통해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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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보하며， 교육 및 연구기관， 투자기관， 해외부 

문과의 연결을 해주면서 산업발달에 기반을 조성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공공부문은 민간 

의 다양한 부문을 연결하여 기반조성을 돕고， 간접 

적인 지원의 형식으로 축소해 나갈 때， 민간에 의 

한 시장 메커니즘의 형성이 가능할 것이다.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되었거나， 제조업의 쇠퇴 

로 인해 경제적 침체를 겪고 있는 지 역에서는 지방 

자치제 실시이후 청정산업이라고도 불리는 첨단 

산업의 도입만이 지역발전의 유일한 길이라는 인 

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산업의 특성은 고 

려하지 않은 채， 지역의 필요와 여건만을 살펴본 

잘못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논리로 

우선 도입부터 하고 보는 사례들이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이전한 업체들은 문화산업의 기반이 형성 

되어 있지 않은 지방도시에서 제작활동상에 어려 

움을 느껴 서울로 재이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 

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지역문화산업이라는 의 

미는 상실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신뢰성을 잃게 되 

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계획의 

실현을 위해서는 문화산업 육성에 있어 산업의 특 

성에 대한 고려와 함께 지역이 가진 여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이 연구는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중소도시 

의 문화산업 도입시.Ð} 활발하거l 이루어지고 있 

는 현재시점에서 산업을 유치하여 육성을 한 선구 

적인 두 도시를 사례로 연구하였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시도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다양한 견해 

가 제시되지 못하였다. 또한， 춘천시에서는 이미 

대부분의 제작사가 서울로 재이전하여 직접 조사 

를 하지 못하였고， 남아있는 제작사와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당시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참조 

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중소도시의 문화 



산업도입에대해 일반화할수있는논의를위해서， 

향후 애니메이션산업의 발달과 함께 보다 심도 있 

는연구가수행되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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