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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영화산업은 지난 10여 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
듭해 왔다. 특히 최근의 국산영화 시장점유율은 60%에 육박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세계 영화산업에서의 미국영화가 가지는
독점적 지위를 고려할 때 이는 놀라운 성과라 아니할 수 없다. 그
러면 이와 같은 한국영화산업의 성공을 가능케 한 요인은 무엇인
가? 본 보고서는 이와 같은 물음에 답하기 위해 한국영화산업의
발전과정과 구조변화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그동안 몇몇
연구에서도 한국영화산업의 성공요인으로 여러 형태의 영화산업
지원정책, 스크린쿼터, 고급인력의 영화산업 유입, 작품의 질적
향상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가 기존 연구와 차별되
는 점은 산업조직론 측면에서 한국영화산업의 성공요인을 분석하
였다는 점이며 또한 산업정책의 성공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기준
으로 과거 영화산업정책의 실패원인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
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핵심적 키워드(Key Word) 중의 하나는
‘수직적 결합’이다. 영화산업에 있어 수직적 결합은 영화의 제작･
배급･상영에 이르는 단계의 결합을 의미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수직적 결합이야말로 영화제작 및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
용과 정보의 불완전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이며 대규모 제작
비가 투입되는 영화제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산업구조라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하여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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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업적 차원에서 성장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도 수직적 결합
을 통한 대형 영화사의 등장을 경험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영화산
업이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발전되어 왔다는 것이 본 보고서의
관찰이다. 한국영화산업에서 수직적 결합은 1990년대 중반 대기
업 자본이 영화산업에 참여하면서부터 비롯되었으며 최근 들어서
는 수직결합한 소수의 대형 영화사들이 영화의 공급 및 수요창출
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최근 한국영화산업의 성
공요인으로 영화산업 보호･육성정책 및 스크린쿼터 등을 들고 있
지만 과거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국산영화
에 대한 보호 및 육성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없었
다. 결국 수직적 결합의 확산과 같은 영화산업구조의 질적 변화가
수반되지 않은 영화산업 지원정책은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본 보고서는 과거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행하여진 국산영
화 지원정책들이 영화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가져오지 못했던 이
유도 분석하고 있다. 영화산업에 대한 강력한 육성정책은 박정희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당시의 다른 산업정책과 마
찬가지로 영화산업도 적극적인 보호정책의 대상으로 영화제작사
의 대기업화 등이 도모되었지만 성공적이지 못했다. 본 보고서는
당시의 정책실패 요인을 ‘경제발전의 원리’를 영화산업에서 구현
하지 못한 데 있다고 보고 있다. 경제발전은 차별화를 통해 이루
어진다는 것이 연구진의 견해인데 박정희 정부 당시의 영화산업
육성정책은 ‘승자선택(Picking Winners)’을 통해 경쟁력 있는 소수에
게 자원을 집중하고자 하는 차별화가 양적지표에만 연계됨으로써
영화산업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지 못한 것이 정책실패의 원인이
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박정희 시대의 영화산업정책이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이들 정책들이 영화산업의 구조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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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작
자본의 영세성이 항상 지적되어 왔는데 이는 영화흥행수입이 제
작부문으로 환류되어 제작자본이 축적･확대되는 과정이 반복되는
산업구조를 가질 때 해결될 수 있었다. 수직계열화는 이와 같은
선순환 구조를 가능하게 해 주는 기업전략인데 영화제작업에 대
한 진입장벽은 오히려 수직적 결합의 유발을 원천적으로 막아 영
화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였다는 것을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또한 본 보고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스크린쿼터제의 유용
성에 대해서도 영화산업의 수직적 결합과 연관지어 분석하고 있
다. 현재 제작되는 국산영화의 절반 이상이 극장체인을 가진 대
형 영화사들에 의해 투자･배급되고 있으며 이들 대형 영화사 외
의 국내 중형 배급사들의 배급능력까지 고려한다면 일정수준 이
상의 질을 갖춘 국산영화가 외화에 밀려 상영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경우는 이제는 드물다는 것이 연구진의 판단이다. 또한
이와 같이 국내 대형 영화사들이 상당수의 한국영화에 투자 및
제작을 하고 있고 자체 배급망과 극장체인을 통해 상영을 하고
있는 구조하에서는 미국 배급사들이 과거와 같은 독점적 시장지
배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는
스크린쿼터의 유효성은 상당히 떨어지게 되어 그 편익은 상당히
감소하는 반면 세계적인 자유무역의 확산으로 인한 스크린쿼터의
비용은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스크린쿼터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화산업은 강력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가 실현되는 산
업이고 따라서 수직 및 수평결합을 통한 기업규모의 확대가 불가
피한 산업이다. 본 보고서가 지적하는 대로 통상 대형 미디어 그
룹의 탄생과정을 보면 타 분야에 있는 대기업들은 영화사를 매입
한 후 그 영화사를 주축으로 하여 다른 미디어 분야로 진출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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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직계열화한 대규모 영화사들이 타 미디어 분야로 진출하면
서 범위의 경제가 이루어지고 그 기업은 미디어 그룹으로 성장하
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문화산업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형 미디어 그룹의 출현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으며 영화산업정책도 이러한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또한 스크린쿼터와 같은 시장에 대한 직접적 통제보다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통한 영화시장규모의 확대와 영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투자자 보호 및 투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들이 영화산업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끝으로 본 연구보고서의 집필을 성실히 수행해 준 좌승희 교수
와 이태규 연구위원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힘든 자료 수집 및
정리 작업을 맡아 준 손은승 연구조원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본 연구에 대해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산업연구원의 오정일 박
사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본 연구의 내용은 연구
진의 개인적 견해이며 본원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혀 두는
바이다.

2006년 1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노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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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난 10여 년간 한국영화산업은 급속한 성장을 하였고 최근 몇
년간 한국영화는 50%를 넘는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시장점유율이 60%에 육박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나
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영화산업의 성장요인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제시되어 왔지만 영화산업의 구조적 측면에서의 고
찰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과거 1960년대 후반에도 최근
한국영화의 성공과 같이 1억 명이 넘은 총 관객 수, 50%대에 이
르는 시장점유율 등 수치적인 측면에서는 비슷한 양상을 보인 적
이 있다. 하지만 그 당시와 지금은 영화산업의 구조적 측면에서
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 구조적 차이가 한국영화
산업의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연구
를 통해서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영화산업의 발전과
구조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그 성공요인을 산업구조적 측면
에서 제시하고 영화산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밝히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 있어 핵심적 키워드(Key Word) 중의 하나는 ‘수직적
결합’이다. 영화산업에 있어 수직적 결합은 영화의 제작･배급･상
영에 이르는 단계의 결합을 의미한다. 통상 어떤 산업이 발전하
는 과정에서 집적과 집중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데 그 과정 및
형태는 산업마다 다르다. 영화산업에서는 수직적 결합이 자원의
집적과 집중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라
요 약 13

고 본 보고서는 주장한다. 영화산업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미국
을 포함하여 영화가 산업적 차원에서 성장한 대부분의 국가들에
서는 수직적 결합을 통한 대형 영화사의 등장을 경험하였으며 이
를 계기로 영화산업이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발전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직적 결합이 영화산업의 성숙과정에
서 아주 중요한 단계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본 보고서는 영화
산업의 구조변화를 수직적 결합의 심화라는 측면에서 고찰하며
수직적 결합이 한국영화산업의 성장에서 가지는 의미를 분석한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영화산업정책인 스크린쿼터도 영
화산업의 구조변화와 연관지어 그 유효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화의 제작･배급･상영단계의 수직적 결합을 영
화산업 성장의 핵심적 고리로 파악하고 있으며 영화산업의 특성
상 수직적 결합이 산업성장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단계라는 것
을 강조한다. 영화사는 수직적 결합을 통해서 영화의 공급과정에
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흥행위험을 회피할 수도 있으
며, 높은 제작비가 투입된 영화를 지속적으로 제작할 수 있다. 따
라서 외국의 경우 영화산업이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수직계열화한
대형 영화사를 중심으로 산업이 재편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최
근 한국영화산업 성장도 수직계열화한 대형 영화사를 중심으로
질 높은 영화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산업구조가 만들어진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각종 국산영화 지원정책들이 없었던 것
도 아니며 특히 박정희 정부에서는 대형 영화사 육성을 위해 제
작사를 진입장벽으로 보호해 주었으며 외화수입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등의 각종 특혜가 베풀어졌다. 하지만 외화수입권이라
는 특혜가 질적 차별화에 기초하지 못하고 영화제작 실적 등의
양적 지표에 연계됨으로써 국산영화 제작은 외화수입권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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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승자선택(Picking Winners)’
을 통해 경쟁력 있는 소수에게 자원을 집중하고자 하는 정책의
도에도 불구하고 차별화의 지표가 잘못 선정됨으로써 경쟁력 있
는 승자의 선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결국 질적으로 우수한
영화를 만든 제작사가 보상받는 질적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
던 것이다.
또한 박정희 시대의 영화산업정책이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이들 정책들이 영화산업의 구조전환을
유발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작자본의 영세
성이 항상 지적되어 왔는데 이는 영화흥행수입이 제작부문으로
환류되어 제작자본이 축적･확대되는 과정이 반복되는 산업구조를
가질 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점이었다. 영화산업의 특성상 영화
제작에 있어서의 독점적 위치는 영화자본 축적을 위한 핵심적 요
소가 아니었으며 제작된 영화가 배급 및 상영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창출된 수익이 제작부문으로 재투입되는 확대재생산의 과정
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수직계열화는 이와 같은 선순환 구조를
가능하게 해 주는 기업전략인데 영화제작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오히려 수직적 결합의 유발을 원천적으로 막아 영화산업의 발전
을 저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영화산업의 수직결합은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
된 대기업 자본의 영화산업 진출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기
존의 영세자본 위주의 영화산업에 대기업 자본이 투입되어 산업
구조의 변환을 주도하였으며 이는 수직계열화한 대형 영화사의
등장으로 귀결되었다. 한편 1980년대 중반에 이루어진 미국 영화
사의 직배 허용 등의 시장개방조치는 단기적으로는 한국영화산업
에 큰 타격을 주었지만 추후 일어난 영화산업구조 변환의 밑거름
이 되었다. 또한 시장개방에 앞서 영화제작업의 허가제가 폐지되
요 약 15

고 영화제작업과 수입업이 분리됨으로써 기존의 충무로 영화자본
의 입지가 크게 약화되었고 새로운 자본이 영화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현재 한국영화산업은 수직적 결합을 이룬 대형 영화사들이 주
도하고 있는 상황이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제작비를 고려할 때
대형 영화사를 중심으로 한 영화공급구조는 보다 심화될 것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스크린쿼터에 대한 정책적 판단도 수직적
결합의 심화로 대표되는 영화산업의 구조변화와 연관지어서 판단
할 필요가 있다. 제작되는 국산영화의 절반 이상이 극장체인을
가진 대형 영화사들에 의해 투자･배급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며
이들 대형 영화사 외의 국내 중형 배급사들의 배급능력까지 고려
한다면 일정수준 이상의 질을 갖춘 국산영화가 외화에 밀려 상영
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경우는 이제 극히 드물 것이다. 이와
같이 국내 대형 영화사들이 상당수의 한국영화에 투자 및 제작을
하고 있고 자체 배급망과 극장체인을 통해 상영을 하고 있는 구
조하에서는 미국 배급사들이 과거와 같은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시장원리에 맞지 않으면서 규제로서의 유
효성이 떨어진 현재의 스크린쿼터제도는 최소한 축소되는 방향으
로 개선되야 할 것이다. 스크린쿼터가 축소 또는 폐지된다 하더
라도 현재의 직배체제에서 할리우드 대작들은 당연히 미국 배급
사들이 배급할 것이며 국내 배급사들은 배급력를 가지지 위해서
라도 흥행성 높은 국산영화의 투자･제작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스크린쿼터의 유효성은 상당히 떨어지게
되어 그 편익은 상당히 감소하는 반면 세계적인 자유무역의 확산
으로 인한 스크린쿼터의 비용은 더욱 커질 것이다.
앞으로의 우리나라 영화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은 스크린쿼터와
같은 시장에 대한 직접적 통제보다는 영화시장규모의 확대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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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산업 하부구조(Infrastructure) 정비에 중
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인구구조와 다양한 매체의 발달
을 미루어 볼 때 향수 국내 영화시장의 확대에는 한계가 있기 때
문에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의 확대가 필요하다.
시장확대는 수출을 통한 해외시장의 확대와 비디오, DVD 등의
후속시장의 확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영화수출은 꾸준
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영화의 윈도우효과를 창출하는 후
속시장은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온･오프라인을 통한
영화의 불법적 유통이 후속시장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적･행정적 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영화의 수익률 저조 등으로 영화산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 영화산업의 특성상 흥행의 평균 수익률이 높을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영화에 대한 투자를 유인할 수 있
는 산업의 하부구조가 미비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영화의 경우 흥행리스크를 제외하고서도 제작중단으로 인해 투자
자가 손실이 입는 경우가 드문 일이 아니므로 제작리스크를 회피
할 수 있는 완성보증보험과 같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현금흐름 및 수익배분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여 투자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영화산업은 강력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산업이며 수직적
결합은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업전략이다. 또
한 최근 다양한 미디어의 발달로 범위의 경제도 실현할 수 있어
영화산업을 주축으로 하여 타 미디어 분야로 진출하는 수평적 결
합도 확산되고 있다. 규모 및 범위의 경제가 실현되는 산업에서
는 경쟁이 보장된다면 대규모 자본에 의한 산업구조재편은 반드
시 나타나기 마련이며 지난 영화산업의 역사와 현재 모습이 이를
요 약 17

증명하고 있다.
현재 영화산업을 포함한 세계 문화산업은 수직･수평결합을 이
룬 글로벌 미디어 그룹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통상 대형 미디어
그룹의 탄생과정을 보면 타 분야에 있는 대기업들은 영화사를 매
입한 후 그 영화사를 주축으로 하여 다른 미디어 분야로 진출하
거나 수직계열화한 대규모 영화사들이 타 미디어 분야로 진출하
면서 범위의 경제가 이루어지고 그 기업은 미디어 그룹으로 성장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문화산업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
해서는 대형 미디어 그룹의 출현이 필수적이다. 대형 미디어 그
룹의 출현은 중소형 기업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기
존 대기업이 인수･합병을 통해 미디어 분야에 진출함으로써 이루
어질 수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콘텐츠 산업분야가 중소
기업 위주로 되어 있는 구조에서는 대기업의 문화산업 진출을 통
해 시장의 역동성을 제고시켜 산업구조를 보다 빠르게 변환시킬
수 있으며 시장규모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기업의
영화산업을 포함한 문화산업 진출에 잠재적 장애가 될 수 있는
출자규제와 같은 일련의 규제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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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내용

본 연구는 한국영화산업의 발전과 구조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
하여 영화산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먼저 영화상품과 영화산업구조의 특성을 이론적인 측면과 실
제 산업구조의 변화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 같은 특성이 한국영화
산업의 변화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었는가를 살펴본다.
또한 과거 영화산업정책의 실패 및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
탕으로 향후 영화산업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있어 핵심적 키워드(Key Word) 중의 하나는 ‘수직적
결합’이다. 영화산업에 있어 수직적 결합은 영화의 제작･배급･상
영에 이르는 단계의 결합을 의미한다. 통상 어떤 산업이 발전하
는 과정에서 집적과 집중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데 그 과정 및
형태는 산업마다 다르다. 우리는 영화산업에서는 수직적 결합이
자원의 집적과 집중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한다. 이론적 논의는 일단 제쳐두고 영화산업의 역
사를 돌이켜보면 수직적 결합이 영화산업의 성숙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단계라는 것이 명백함을 알 수 있다.
영화산업의 초창기로 돌아가 보면, 미국의 영향력이 지금처럼
크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당시 유럽의 영화산업이 세계 영화산업
에서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1891년 에디슨은 키네토그
래프(Kinetograph)라는 카메라와 이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을 볼 수
있는 관람상자 키네토스코프(Kinetoscope)를 발명하였고 이 장치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면서부터 영화산업이 태동하게 되었다. 에디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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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명에 이어 곧 집단적 영화 관람을 가능케 하는 영사 시스템
이 개발되었다. 1895년 12월 프랑스에서 세계 최초로 대중을 대
상으로 한 유료 영화상영회가 열렸고 이를 계기로 대중을 상대로
한 집단적 관람이 보편화되면서 영화의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
되었으며, 미국에서는 1896년 4월에 최초의 상업적 극장 상영이
이루어졌다.
1900년대초까지만 해도 유럽영화들이 세계 영화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특히 프랑스의 영화산업은 그
당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으며, 프랑스영화들도 세계
곳곳에서 가장 많이 상영되었다. 이에 반해 미국에서는 영화관련
특허권 보유를 둘러싼 분쟁으로 인해 본격적인 산업화 단계로의
진행이 느리게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상황은 제1차 세계대전과
할리우드 스튜디오 시스템의 탄생으로 인해 역전되었다.
전쟁으로 인해 프랑스를 포함한 대부분 유럽국가들의 영화제작
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한 공급부족을 미국영화들이 메
우게 되면서 미국영화의 전 세계적 확산이 빠르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1920년대부터 미국영화산업은 대규모의 제작비가 투입되
는 영화들을 효율적으로 제작･배급･상영할 수 있는 수직계열화를
이루게 되면서 할리우드 스튜디오 시스템을 형성하였다. 미국영
화산업은 수직계열화의 심화를 통해 세계 영화시장에서 경쟁적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그 지배적 위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미국 외에 영화가 산업적 차원에서 성장한 대부분의 국가들에
서도 수직적 결합을 통한 대형 영화사의 등장을 경험했으며 이를
계기로 영화산업이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발전되어 왔다. 영화
산업에 있어서 수직적 결합의 중요성은 프랑스의 경우를 통해서
도 알 수 있다. 세계 최초로 수직적 결합을 이룬 영화사는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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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탄생하였다. 1900년대초의 프랑스가 세계 영화시장에서 강
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도 수직적 결합을 통하여 효
율적으로 영화의 생산 및 유통단계를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프랑스의 대규모 영화사들은 1910년대 초반에 접어들면서
영화의 제작부문에서 철수함으로써 스스로 수직적 결합의 연결고
리를 약화시키게 된다. 그 이후 프랑스의 영화제작은 점차 위축
되었고 강력한 수직적 결합 체제를 구축한 미국 할리우드 영화사
들에 세계 영화시장의 주도권을 내주게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는 영화가 도입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
음에도 불구하고 수직계열화를 이룬 대형 영화사가 등장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미국보다는 거의 80년 정도 늦게 수직계열화가
시작된 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창기의 영화산업은 일제 식민
통치로 인해 산업으로서의 정상적인 모습을 갖추지 못하였다. 해
방을 계기로 산업으로서의 본격적인 성장의 틀을 다지다가 곧 이
은 한국전쟁으로 영화제작기반이 붕괴하다시피 하였으며 휴전 이
후 1954년 국산영화 관람에 따르는 입장세의 면세조치를 계기로
국산영화진흥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점차 영화제작이 활기
를 띠게 되었다. 영화를 하나의 산업으로서 육성하기 시작한 것
은 박정희 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이다. 정부는 영화법의 제정을
통해 강력한 국산영화 보호 및 제작지원 정책을 시행하였고 이로
인해 1960년대 후반에는 한국영화 제작편수가 200편을 웃돌았으
며, 시장점유율도 50%에 육박하는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장세는 한국영화와 영화산업의 질적 향상에 의한 것은 아
니었으며 1970년대에 들어 TV 보급이 확산되자 한국영화는 점차
위축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중반에 단행된 영화시장 개방은 단기적으로는 한국영
화산업의 침체를 심화시켰지만 장기적으로는 영화산업의 구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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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을 가져와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영화산
업의 반전은 1990년대 중반에 대기업 자본이 영화산업에 참여하
면서부터 비롯되었다. 대기업의 풍부한 자본을 바탕으로 하여 경
쟁력 있는 영화가 제작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더하여 각종 문화산
업진흥정책들이 시행되면서 한국영화가 다시 재도약하는 시기로
접어들게 되었던 것이다. 외환위기로 인해 대기업 자본이 상당수
영화산업에서 물러났으나 그 빈자리를 금융자본이 메우게 되어
지속적인 제작자본의 공급이 이루어졌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외환위기 과정에서 생존한 대기업 영화자본에 의해 최초로 제작･
배급･상영의 전 단계에 걸친 수직결합이 이루어졌다. 이후 수직
계열화한 대형 영화사들이 추가적으로 등장함으로써 영화산업구
조의 변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고 최근 몇 년간 한국영화는
50%를 넘는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면서 높은 성장세1)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최근의 한국영화산업 성장은 1억 명이 넘은 총 관객
수, 50%대를 넘나드는 시장점유율 등 수치적인 측면에서는 과거
1960년대 후반 한국영화의 일시적 성공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
나 산업구조적 측면에서는 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화산업구조의 질적 변환이 높은 한국영화의 시
장점유율이 지속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논리적으
로 밝히고자 한다. 여기서 질적 변환이라 함은 영화의 제작･배급･
상영에 이르는 과정의 수직적 결합을 이룬 대형 영화사의 등장과
이들 영화사들이 영화공급 및 수요 부문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
면서 영화산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화의 제작･배급･상영단계의 수직적 결합을 영
1) 부록의 <부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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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업 성장의 핵심적 고리로 파악하고 있으며 영화산업의 특성
상 수직적 결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외
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영화산업이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수직적
결합의 단계를 반드시 거치게 되며 이를 통해 경쟁력 및 시장지
배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한국영화산업의 성
장의 표면적 요인으로는 영화의 질적 향상을 우선적으로 들 수
있지만 질 높은 한국영화의 지속적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산업구
조적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근본적 요인이라고 본 연구는 주
장한다.
한편 본 연구는 과거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행해진 국산영화 지
원정책들이 영화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가져오지 못했던 이유도
분석한다. 영화산업에 대한 강력한 육성정책은 박정희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당시의 다른 산업정책과 마찬가지로
영화산업에 대해서도 적극적 보호정책하에서 영화제작사의 대기
업화를 꾀하였다. 하지만 이 같은 영화산업정책은 다른 산업정책
과는 달리 성공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당시의 정책실패
요인을 ‘경제발전의 원리’를 영화산업에서 구현하지 못한 데 있다
고 본다. 우리는 경제발전의 보편적 원리를 소개하고 이 원리가
산업정책을 통해 구현이 되어야만 그 산업정책은 성공한다고 주
장한다. 따라서 과거 우리나라의 영화제작 부문에 대한 보호 및
특혜정책들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산업정책 성공의 필요조건인
‘경제발전의 원리’를 실질적인 수준에서 관철시키지 못한 데 있다
고 생각한다. 또한 이 같은 정책적 결함으로 인해 경쟁력 있는 영
화사의 육성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직적 결합의 심화를 동반한
영화산업의 구조전환을 위한 여건조성도 이루지 못하였다고 주장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발전의 원리’에 대한 논의는 제Ⅴ장
에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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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에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스크린쿼터제의 유
용성에 대해서도 영화산업의 수직적 결합과 연관지어 분석한다.
기존의 스크린쿼터의 유용성에 대한 논쟁은 스크린쿼터가 국산영
화의 시장점유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국한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논쟁구도에서 탈피하여 수직적 결합의 심화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구조변화로 인해 스크린쿼터의 정
책적 유효성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한다. 영
세한 영화자본이 주류를 이루었던 과거의 영화산업구조를 전제한
상태에서 현 시점에서의 스크린쿼터의 의미를 평가하는 것은 부
적절하며 따라서 변화된 산업구조를 고려한 동태적(Dynamic) 시각
에서 스크린쿼터의 유효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영화산
업구조 변화 및 과거 영화정책들에 대한 평가, 그리고 스크린쿼
터의 유효성에 관한 논의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함의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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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구성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바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첫째,
영화산업에 있어서의 수직적 결합의 중요성, 둘째, 한국영화산업
성장의 구조적 요인, 셋째, 스크린쿼터를 포함한 과거 영화정책을
영화산업구조 변화와 연관지어 평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에 기초한 정책적 함의 도출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
을 논리적이며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가진다.
제1장은 서론이며 제2장에서는 영화상품의 특성과 영화산업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영화산업의 특성상 영화의 공급과 수요
의 과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직적 결합이 필요
하다는 점을 밝힌다. 제3장에서는 영화의 탄생과 미국 및 유럽 등
지에서 영화산업이 수직결합을 거치면서 산업화되어 가는 과정에
서부터 근래의 영화산업구조 변화의 주 패턴인 수평결합의 확산
까지를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영화정책의 변천과정 및
영화산업의 구조변화를 살펴보고 제5장에서는 경제발전의 원리를
소개한 뒤 이 원리에 기초하여 과거 영화산업정책들의 한계를 분
석한다. 제6장에서는 스크린쿼터제도의 현황과 이 제도를 둘러싼
논쟁을 소개하고 한국영화산업의 구조변화가 스크린쿼터제의 유
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논의한다. 제7장에서는 요약 및
결론과 함께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정책적 시
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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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 특성과 산업구조

1. 영화의 특성

(1) 영화상품의 특성
1) 경험재
영화라는 상품은 크게 경험재(Experience Goods)로서의 특성과 부
분적 공공재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특성들은 영화의 수
요 및 공급의 성격 및 형태를 규정한다. 대부분의 문화상품에서도
나타나는 경험재의 특성이란 특정영화에 대한 품질은 그 영화를
직접 소비해 보기 전에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재에서
나타나는 문제 중의 하나가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성
(Asymmetry of Information)이다. 생산자는 그 상품의 품질에 대해서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반면, 소비자는 구입하기 이전까지는 품질
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소유하지 못하거나 불완전한 정보밖에 소
유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이다. 영화의 경우 정보의 비
대칭성에 더하여 정보의 불확실성(Uncertainty of Information)도 매우
크다. 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영화의 품질에 대한 정보가 반드시
시장에서의 수요에 정확히 반영된다는 보장이 없다. 한 영화의
(상업적) 품질은 관객의 평가로만 측정되며 한 영화에 아무리 양질

의 인적･물적 생산요소가 투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시장에
서 좋은 평가로 나타나지 않으면 생산자가 가진 정보는 틀린 정
보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한 영화에 대한 수요는 ‘아무도 모른
다’2) 고 할 만큼 다른 재화에 비해 불확실하여 영화의 생산자는
2) “With all due resp ect, nobody knows anything” - Screenwriter William Goldman ,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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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다는 영화상품의 품질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정보가 시장에서 평가된 품질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
이 크다. 이와 같은 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영화에 있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영화는 또 다른 경험재의 특성인 소비의 비반복성(Non-repeatedness
in Demand)을 가진다. 영화는 단 한번의 소비, 즉 관람을 통해 그

영화에 대한 개인의 수요가 충족된다. 따라서 영화는 상품으로서
의 수명주기가 짧아 한 영화의 성공여부는 다른 상품에 비해 빠
른 시간 내에 결정된다. 이와 같은 특징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영
화의 수요가 매우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흥행성공 시 투자자본
의 회수가 빠르다는 장점이 된다. 한편 영화에 대한 소비의 비반
복성은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가 특정영화를 극장에
서 반복적으로 소비를 할 가능성도 있으며 극장에서의 소비가 끝
난 뒤 다른 매체, 즉 비디오 또는 TV 등을 통해서 소비를 반복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소비의 반복성이 나타날 확률은
영화상품이 다른 재화에 비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정보의 비대칭성 및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완전한 정보(Imperfect
Information)의 존재, 그리고 소비의 비반복성으로 인해 경험재의

소비자는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고
자 한다. 다른 내구재의 경우 상품의 품질이 소비자의 기대와는
다를 경우 반품 등의 경로를 통해 구매를 번복할 수 있지만 영화
와 같은 경험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따라서 소비자는 구매하고
자 하는 경험재에 대한 정보습득을 위해 전문가의 의견, 이미 해
당상품을 경험한 소비자의 평가, 광고 등 미디어를 통해 노출된
상품의 정보 등을 참고하게 된다. 생산자로서는 해당 상품에 대
한 평가가 시장에서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나고 다른 내구재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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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평가에 기초하여 상품의 질을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가
능한 한 많은 소비자들이 상품출시 초반에 소비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따라서 생산자는 여러 형태의 광고 및 마케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정보
를 공급하고 습득하려는 노력들은 일종의 정보비용(Information
Cost)이라 할 수 있으며 최적 수준의 정보비용은 추가적인 정보비

용의 지출이 가져오는 한계비용(Marginal Cost)과 한계수익(Marginal
Benefit)이 동일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다.

2) 부분적 공공재
영화는 소비의 비배제성(Non-exclusiveness)와 비경합성(Non-rivalry)
이라는 공공재적 성격을 부분적으로 가진다. 비배제성이란 어떤
사람이 그 재화를 소비할 수 없도록 막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일반 재화의 경우 해당 재화를 취득한 소비자가 그 재화를 사
용하는 동안은 타인이 그 재화를 소비할 수 없다. 그러나 가령 공
기, 물, 아름다운 풍경 등은 물리적 강제를 가하지 않은 이상 사
람들의 이들 재화에 대한 접근을 막을 수 없다. 영화도 자신의 소
비, 즉 관람행위가 타인의 영화에 대한 소비를 막지 못한다. 이런
점에서 영화는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영화의 비배제성은 어디까지나 부분적이다. 영화상품의
소비를 위해서는 관람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그 가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은 소비에서 배제된다. 즉 영화는 공기, 물 등과 같은
재화보다는 훨씬 제한된 의미에서의 비배제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비경합성이란 어느 재화에 대한 자신의 소비로 다른 사람의 소
비의 양이 영향을 받지 않음을 말한다. 영화는 일반 재화와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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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영화에 대한 소비가 아무리 늘어나도 그 영화상품은 없어지지
않으므로 자신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영화는 비경합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영화의 비경합적
특성은 영화공급의 측면에서는 매우 낮은 한계생산비를 의미한
다. 영화 한 편의 제작비용은 상당히 클 수 있으나 관객의 추가적
인 증가로 인해 제작사가 부담해야 하는 한계생산비는 거의 영
(zero)에 가깝다. 흥행의 성공으로 영화 프린트의 추가 복사가 필
요하다 하더라도 프린트의 추자 제작 및 유통에 드는 한계비용은
평균비용에 비해 매우 낮다. 이와 같은 비용구조는 규모의 경제
를 가능하게 하여 소수의 흥행영화들이 시장수요의 대부분을 충
족하는 독과점적 현상이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2) 영화수요의 특성
영화 한 편의 제작을 위하여 막대한 자금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는 매우 불확실한 것이 영화산업의 대표
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특성은 영화산업의 구
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한 영화의 성공여부는
‘아무도 모른다(N o bo dy kno ws anythin g) ’고 표현될 만큼 불확실하여
영화제작은 매우 위험한(R isky) 사업이다. 한편 흥행의 성공 확률은
매우 낮지만 대신 흥행에 성공하였을 경우 그 수익의 규모는 여러
번의 실패를 모두 보상받을 수 있을 만큼 매우 크다. 달리 표현하
면 영화의 흥행은 ‘승자가 모든 것을 가지는(Winner-take-all)’ 형태를
취한다. 따라서 영화의 흥행수익의 평균은 소수의 그리고 드물게
나타나는 성공적인 영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이와 같은 특성은
De Vany and Walls(2004)의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De V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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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Walls는 1984~1996년 기간 동안 북미에서 상영된 2,015편의
영화들의 이익(Profit)을 추정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총 대상영
화의 78%는 손해를 보았으며 단지 22%의 영화만이 이익을 내었
다. 한편 이익분포는 균일하지 못하여 이익을 낸 영화의 35%가
전체 이익의 80%를 차지하였으며 이에 비해 손실분포는 상대적
으로 균일하여 손해를 본 영화의 50%가 전체 손해액의 80%를 차
지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총 대상 영화의 6.3%가 전체 이익의
80%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들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
의 통계적 특성이 아래 표에 나타나 있다.
<표 1> 영화흥행의 이윤
(단위: 백만 달러)
특성

대상 영화

스타급 배우 제외

스타급 배우 포함

평균(mean)

-3.351

-3.595

-2.083

표준편차(Std. Dev.)

11.938

9.601

20.062

왜도(Skewness)

1.855

2.488

0.860

첨도(Kurtosis)

15.384

22.744

5.599

1%

-30.328

-25.582

-38.865

5%

-19.976

-16.562

-28.715

10%

-13.796

-12.375

-22.643

25%

-8.299

-7.461

-13.117

50%

-3.787

-3.692

-4.983

75%

-0.466

-0.863

7.012

90%

7.012

3.655

23.661

95%

14.546

9.988

34.487

99%

47.558

32.922

56.693

표본 수

2015

1689

326

백분위(Percentile)

자료: D e Vany an d W alls(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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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영화흥행의 수익률
특성

대상 영화

스타급 배우 제외

스타급 배우 포함

평균(mean)

-0.069

-0.095

0.065

표준편차(Std. Dev.)

5.909

6.433

1.203

왜도(Skewness)

29.339

27.145

3.171

첨도(Kurtosis)

940.234

799.363

18.667

1%

-0.999

-0.999

-0.976

5%

-0.993

-0.994

-0.901

10%

-0.979

-0.984

-0.847

25%

-0.897

-0.923

-0.681

50%

-0.636

-0.700

-0.317

75%

-0.105

-0.183

0.387

90%

0.747

0.598

1.407

95%

1.612

1.385

2.193

백분위(Percentile)

99%

4.514

4.493

5.202

표본 수

2015

1689

326

주: 수익률 = 이윤 / 제작비용
자료: D e Vany an d W alls(2004)

<표 1>과 <표 2>는 영화흥행의 이익과 수익률 분포의 특성과
백분위를 제시하고 있다. 표의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 통계
값에서 알 수 있듯이 영화흥행의 이익 및 수익률의 분포는 비대
칭적이며 높은 첨도를 가지고 있다. 분석대상 영화의 이익과 수
익률의 평균은 모두 음(－)의 값을 가지며 스타급 배우가 출연한
영화와 출연하지 않은 영화로 나누어 분석해 보면 스타급 배우가
출연한 영화의 경우에서 양(＋)의 이익과 수익률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화의 흥행수익을 하나의 확률변수(Random Variable)로 볼 때 이
변수의 평균값(Mean)은 소수의 ‘흥행대박’ 영화에 의해 좌우되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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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의 분산이 매우 큰 통계적 특성을 가지는데 이와 같은 통계적 특
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확률분포는 안정분포(Stable Distribution)라고
알려져 있다. De Vany and Walls(1999, 2004)는 영화의 입장수입
(Box-office Revenue)이나 영화의 이익(Profit)으로 대표되는 영화수요

의 확률분포는 정규분포와는 거리가 먼 안정분포를 가진다는 것
을 보였다. De Vany and Walls의 추정에 의하면 안정분포를 따르
는 영화수요 확률분포의 분산은 무한대(Infinite)이다(<글 상자 1> 참
조). 이 경우 특정 영화의 입장수익이나 이익을 예측(Forecast)할 수

는 있지만 그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은 무한대가 된다. 달리
표현하면 영화수요 예측의 정확도가 거의 영(Zero)에 가깝다는 것
을 의미한다. 영화의 성공을 위하여 배우 및 감독의 선정, 장르의
선택, 개봉일시 조정 등의 갖은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궁극
적으로 흥행여부는 관객의 선호에 달려있으며 그 선호란 것이 예
측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되어야 할 점은 영화의 제작단계에서의 수
요예측과 제작이 끝난 후의 수요예측은 그 정확도가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영화가 만들어진 후에는 해당 영화의 질을 과
거의 경험, 경쟁영화와의 비교 등을 통해 평가하여 그 수요를 어
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다. 하지만 제작단계에서는 해당 영화의
줄거리, 주연배우, 감독 등의 요소만으로는 그 수요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통계적인 예측정확도가 거의 영(Zero)에 가깝다는
의미는 제작단계에서의 예측을 의미한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흥
행에 크게 성공한 영화들, 예를 들어 스타워즈(Star Wars), 타이타닉
(Titanic), 백투 더 퓨쳐(Back to the Future) 등도 시나리오단계에서는

흥행성이 없다는 이유로 메이저 영화사들이 제작을 꺼려 어려움
을 겪었으며 그 반대의 경우, 즉 제작단계에서 영화사들이 큰 성
공을 기대하고 막대한 제작비를 쏟아 부은 작품들이 실제로는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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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에 참패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글 상자 1> 영화수요의 확률분포

안정분포는 특정한 형태(form)의 확률분포를 지칭하기보다는 안정성(stability)조
건을 만족하는 확률분포의 부류(class)를 의미한다. 정규분포(Normal distribution),
코우시 분포(Cauchy distribution), 레비분포(Lévy distribution) 등도 안정분포의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안정분포 자체는 닫힌 형태(closed form)를 가
지고 있지 않으며 대신 특성함수(characteristic function)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
다. 어떤 확률변수  의 분포함수(distribution function)    는 Fourier 전환을
거쳐 다음과 같은 특성함수(characteristic function)  로 나타낼 수 있다.
        



∞

     

∞

단,  ∊  그리고    
또한 이 특성함수는 확률분포의 특징을 나타내는 몇몇 파라메타의 함수로 나타
낼 수 있는데 확률변수  가 안정분포를 가질 때 그 특성함수는       와
같은 파라메타에 의해 구체화할 수 있으며 통상  ∼         로 표현한
다. 안정분포의 특성함수를 이들 파라메타를 포함한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단,      

그리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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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 상자 1> 계속

각각의 파라메타들은 분포의 특성을 나타내는데 특성지수(characteristic exponent)
라 불리는 는 확률분포의 위(upper)와 아래(lower), 꼬리(tail)의 확률비중
(probability weight)을 나타내며 그 범위는    ≤  의 값을 가진다.    인
경우에는 분산은 무한대가 된다. 만약    이면 그 분포는 정규분포(Normal
distribution)가 된다.  는 분포의 비대칭성인 왜도(skewness)를 나타내고 범위는
  ≤  ≤  이며,  의 부호가 왜도의 방향을 의미한다. 정규분포의 경우

   이다.  는 규모(scale) 파라메타로서 분포의 중앙 부분의 넓이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위치(location) 파라메타인  는 분포의 중앙(center)을 나타낸다. De
Vany and Walls가 추정한 파라메타 값에 의하면 ‘영화수익의 확률분포는 정규분
포를 따른다(   와    )’라는 귀무가설은 1% 유의수준에서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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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화의 공급구조

(1) 제작(Production)
영화의 제작은 통상 다음과 같은 4단계로 나누어진다.
1단계: 기획개발단계(Development)
2단계: 제작 전 작업 단계(Pre-production)
3단계: 제작단계(Production)
4단계: 제작 후 작업 단계(Post-production)
1단계인 기획개발단계에서는 영화의 소재를 정하고 이에 따른
기획서(영화의 (가)제목, 배우, 예산 등을 포함) 및 플롯(Plot)이 정해지
고 이를 바탕으로 시나리오가 작성된다. 완성된 시나리오를 바탕
으로 촬영장소 물색(소위 Location Hunting이라 불림)이 이루어지고
촬영 대본3) 도 기획단계에서 완성된다. 영화제작에 있어 기획개발
단계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치밀한 기획 및 완성도와 상품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한 영화의 가치를 높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현대의 영화제작에 있어서 기획개발단계의 기간이 평균적
으로 길어지는 추세이다. 4)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이전까지만
3) 보통 콘티(Co ntinuity)라고 불리며 각 장면별 대사 및 상황이 기록된 대본으로
실제 촬영에서 사용되는 대본을 말한다.
4) 미국의 경우 기획개발단계에서 수년씩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으며 영화기
획안이 거액의 가격에 거래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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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기획개발이란 개념도 생소하였으며 이 단계에 대한 투자도
미약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영화기획사가 등장하면서 영화
제작에 있어서 기획개발단계의 중요성이 인식되었고 이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2단계인 제작 전 작업단계에서는 인적요소의 선정 및 계약, 즉
감독과 배우선정 및 계약, 미술, 조명, 녹음 등을 담당할 제작 스
태프의 선정 및 계약이 이루어지며 필요한 장비의 구입 및 임대
도 이루어진다. 인적요소의 구성이 이루어지면 세부 촬영계획이
만들어지고 이에 따라 촬영장소의 물색(소위 Location Hunting이라 불
림)이 이루어지고 세부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진다.

제작단계에서 본격적인 촬영이 이루어지는데 이 단계에서 계획
된 스케줄에 따라 촬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느냐 마느냐에 따라
전체 제작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촬영이 계획된 대로 진행
되지 못하고 지연되는 경우에는 제작비도 증가하지만 예정된 시
기에 영화를 출시하지 못하게 되어 흥행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
다. 특히 영화수요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 많이 영향을 받으므로
적기에 시장에 상품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 단계인 제
작 후 작업단계에서는 영화의 편집, 특수효과, 음향효과 등에 대
한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상과 같은 제작과정이 끝나면 배급용
프린트가 제작되어 극장으로 배급이 이루어진다.5)

5) 이와 같은 영화제작의 전 과정에는 다양한 전문분야를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
게 되고 이들을 조직화하여 영화제작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제작을
총괄하는 사람을 프로듀서라 한다. 즉 제작된 영화가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
도록 모든 과정을 지휘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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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급(Distribution)
한 영화의 흥행에 있어서 배급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배급
은 제작된 영화가 상영될 수 있도록 영화를 극장으로 공급하는
유통행위이다. 배급사는 제작사로부터 배급권을 사들인 다음 영
화의 판매와 마케팅을 책임지는 한편 영화상영과 관련된 세부사
항에 대해서 극장과 협상을 한다. 하지만 배급은 일반적 의미에
서의 유통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배급은 독점적 유통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만일 A라는 영화가 현재 상영중이라고 하면 이
영화를 서울 시내 어느 극장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영화의 배급을 맡고 있는 배급사와 독점적 계약관계에 있는 극장
에만 A라는 영화가 공급이 되는 것이다. 즉 A라는 영화는 시중에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관계에 있는 극장으로 ‘배급’되는 것
이다. 따라서 특정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소비자는 그 영화가 상
영되는 극장을 먼저 파악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배
급의 방식에는 크게 직접배급, 간접배급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
배급이란 영화사가 배급사에 영화배급을 의뢰하고 배급사가 직접
각 극장과 계약을 맺고 영화를 상영하는 방식이다. 간접배급은
제작사로부터 배급을 의뢰받은 배급사가 특정 지역권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배급사(중간배급사)와 다시 공급계약을 맺고 영화를 공급
한 후 이 지역배급사가 지역의 극장들에게 영화를 공급하는 방식
이다.
영화상영 수익의 배분은 흥행성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계약당사
자별로 분배되는 수수료 배분방식과 흥행성적에 관계없이 일정가
격에 배급권을 판매하는 단매방식,6) 그리고 흥행수입을 예상하여
6) 단매는 영화제작 자본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데 배급
사는 영화제작비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제작사로부터 배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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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가 최저수입을 선불로 받고 영화를 공급한 후 다시 흥행성
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계약당사자간에 수익을 배분하는 미니멈개
런티(Minimum Guarantee)의 형태가 있다.

(3) 상영(Exhibition)
극장의 상영수입은 영화의 1차적 수입원이며 비디오, DVD 등
의 후속시장이 발달하기 전에는 극장수입은 곧 영화의 총 매출액
이었다. 이 극장수입은 제작사, 배급사, 극장업자에게 사전에 정
한 일정한 비율로 배분된다. 제작자나 배급사 입장에서는 극장사
업을 소유함으로써 흥행수익을 독점할 동기가 강하며 실제로 대
부분 할리우드 메이저사들의 성장배경에는 극장사업이 있었다.
극장사업은 안정적인 수입원7)으로서의 역할을 하므로 제작자의
입장에서는 극장사업을 통해 영화제작비의 회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극장당 1개의 스크린을 가진 단관극장 중심의 상영시스템은 복
합상영관, 즉 멀티플렉스(Multiplex)의 등장으로 큰 변화를 맞게 된
다. 멀티플렉스 시대는 1963년 미국 AMC 엔터테인먼트가 캔자스
시티에서 단일 스크린 극장을 두 개 스크린을 가진 극장으로 개
조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최근의 멀티플렉스는 5개 이상의 스크
린을 가진 상영관을 일컬으며 단순히 스크린 숫자가 많은 극장의
을 사들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대다수의 영세한 영화제작사들이 지방흥
행업자들에게 ‘입도선매’식으로 영화배급권을 팔아서 제작비를 조달하는 방식
으로 영화제작을 하였다.
7) 극장운영을 통해 입장수입 및 매점 등의 매출을 통한 영업수입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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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에서 벗어나 극장건물 내에 쇼핑 레저시설 등을 동시에 갖추
면서 영화 관람 외의 다른 문화 활동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
간의 형태로 발전되었다.
멀티플렉스는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새로운 영화수요를 창출하였는데 미국의 경우 극장 수는 1980~
1998년 사이에 두 배로 늘었으며(1980년의 14,029개에서 1998년 33,440
개로 증가) 관람객 수도 1990~1998년 사이에 15% 이상의 증가율

을 보였다. 호주에서도 멀티플렉스 증가의 영향으로 1990~1998년
까지 극장 수가 851개에서 1,576개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
으며 같은 기간 관람객 수도 4천백만 명에서 8천2백만 명으로 증
가하였고 연간 관람횟수도 2.55회에서 4.25회로 늘어났다. 유럽의
경우는 멀티플렉스가 1980년대 중반부터 생겨나기 시작하여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영국은 1984년에 관객 수 5천4백만 명, 인
구 1인당 연 1회 정도 영화를 관람했는데, 1985년 미국의 멀티플
렉스 체인인 AMC가 영국에 최초의 멀티플렉스를 세운 이후 10
여 년이 지난 1996년에는 관객 수 1억3천2백만 명, 인구 1인당 관
람횟수 연 2.2회로 늘어났다. 1998년 현재 멀티플렉스가 전체 극
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영국에서는 그 비율이 50%에 달하고 룩
셈부르크는 46.4%, 벨기에서는 43%에 달한다. 스페인처럼 멀티플
렉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20.9%로 그다지 높지 않은 국가에서도
그 증가속도는 매우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8)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4월 CJ 엔터테인먼트가 홍콩의 골든 하
베스트사, 호주의 극장체인 업체인 빌리지 로드쇼사와 합작, CJ
골든 빌리지(CGV)를 설립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멀티플렉스 ‘CGV
강변21’(11개 스크린)을 개관하였는데 그후 멀티플렉스는 매우 빠른
8) 이상의 각국의 통계는 프란시스 들롱(2000)에서 참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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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2004년 현재 전국의 멀티플렉스 극장 수9)
는 총 124개로 전체 극장 중 40%가량에 이르며 멀티플렉스 스크
린 수는 1,002개로서 전체 스크린 수의 69%에 달한다.

(4) 후속시장
영화는 극장에서의 상영된 후 비디오, DVD, TV 등의 후속시
장을 통하여 다시 유통되면서 가치를 창출한다. 각 단계별 시장
을 윈도우라고 하며 한 윈도우에서 다음 윈도우로 넘어가는 기간
을 ‘holdback’ 기간이라고 부른다. 이와 같이 영화가 극장상영에서
출발하여 다른 시장을 거치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윈도우
효과(Window-effect)’라고 부른다. 영화 한 편은 통상 극장상영 →
비디오 및 DVD 대여･판매 → 케이블TV(CATV) → PPV(Pay Per
View) → 공중파TV 등의 순서를 거치면서 가치를 창출하는데 이

과정에서 캐릭터 상품 및 영화음악(OST) 등의 판매도 이루어진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윈도우효과가 가지는 경제적 의미는 윈도우
효과로 인해 정보비용의 감소와 소비의 비반복성이 완화되어 소
비자의 효용이 증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0) 앞에서도 설명하
였듯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경험재이므로 소비자는 영화를 직접
관람하기 전까지는 그 영화의 품질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소유하
지 못하거나 불완전한 정보밖에 소유할 수 없다. 따라서 영화를
관람하기 이전에 영화의 품질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하여 비
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하지만 한 영화가 여러 단계의 윈도우를
9) 여기서 멀티플렉스의 개념은 ‘7개 이상의 스크린을 보유했거나 멀티플렉스
체인에 속해 있는 모든 극장’으로 정함.
10) 김휴종(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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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는 동안 영화의 품질에 대한 정보는 증가하게 되며 소비자는
이 증가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의 윈도우 단계에서 소비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즉 동일한 수준의 정보를 얻기 위해 소비자
가 투입하여야 하는 비용은 윈도우 단계가 증가할수록 줄어드는
것이다. 한편 여러 단계의 윈도우를 거치는 동안 영화가 가지는
소비의 비반복성이 완화된다. 단 한 번의 극장관람을 통해 영화
에 대한 소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필요 시 후속시장
에서 반복적인 소비를 할 수 있다. 여러 단계의 윈도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영화가 노출되므로 소비자는 반복적인 소비를 통해서
효용을 높일 수도 있으며 개인이 선호하는 시간과 매체를 통하여
영화를 소비할 수 있다.
<그림 1> 영화의 윈도우 구조
극장개봉
VID EO, DVD(대여&판매)
유료 케이블TV(CATV)
PPV(Pay Per View), VOD
영화
(콘텐츠)

공중파 TV, 네트워크, 신디케이션
이벤트, 박람회, 전시회(렌탈 로열티)
멀티미디어소프트, 인터넷
캐릭터 상품판매(머천다이징)
출판(소설, 시나리오, 만화)
음악(OST: 사운드트랙)

자료: 베니 김, 영화 매니지먼트, 문지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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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영화의 극장상영 이후 후속시장으로서는 TV밖에 없
었기 때문에 영화수익의 대부분을 극장수입이 차지하였다. 하지
만 비디오 등장 이후 다양한 매체가 발달하면서 영화산업이 ‘One
Source Multi-use’ 형태의 산업으로 변모되면서 후속시장의 중요성
은 점점 커지고 있다. 아래 <표 3>에서 보듯이 1980년에 미국 메
이저 영화사들의 극장매출은 전체 수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
지만 그로부터 20년 후인 2000년에는 극장매출이 전체 매출의
29%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수익은 후속시장에서 발생
하였다.
후속시장의 성장은 영화공급자 입장에서는 범위의 경제를 극대
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영화공급자는 영화의 콘텐츠 또
는 그 콘텐츠의 차용 또는 변형을 통해 여러 단계의 윈도우에서
다른 형태의 상품을 공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강력한 범위의
경제를 누릴 수 있다. 윈도우효과를 통한 범위의 경제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문화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수평적 결합을 시도할
강한 유인을 가지게 된다. 현재 미국의 대부분의 메이저 영화사
들은 영화 이외에도 음악, 출판 등과 관련된 회사들과 수평적으
로 결합하고 있으며 이는 범위의 경제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인 것이다.
한편 후속시장을 통해 영화흥행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극장
흥행에서 실패하였을 경우 윈도우효과를 통한 수요창출을 통하여
손실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할 수 있으므로 제작자 입장에서
는 영화제작의 위험도를 줄일 수 있다. 또한 후속시장으로 인해
영화제작의 활성화를 꾀할 수도 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영화
제작의 높은 위험성이 투자의 걸림돌이 된다. 하지만 후속시장의
성장은 투자위험을 헤지(Hedge)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므로
보다 좋은 투자여건이 조성된다. 미국의 경우 많은 독립영화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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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신들의 판권을 투자자에서 미리 판매(Presale)하여 영화제작비
를 조달하는데 흥행위험도가 높은 독립제작사들의 영화에 투자자
들이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상당한 규모의 후속시장이 있기 때문
이다.
<표 3> 미국 영화산업의 수익원
1980

2000

백만 달러

%

백만 달러

%

미국 내

1,183

29.6

3,100

15.2

미국 외

911

22.8

2,900

14.2

영화관

2,094

52.4

6,000

29.4

홈비디오

280

7.0

7,800

38.2

유료 케이블

240

6.0

1,600

7.8

네트워크 TV

430

10.8

300

1.5

신디케이션

150

3.8

800

3.9

해외 TV

100

2.5

1,400

6.9

소계

700

17.5

2,500

12.3

소계

1,900

47.6

14,400

70.6

합계

3,994

100.0

20,400

100.0

텔레비전용 영화

주: 미국의 메이저 영화사 대상
자료: Vogel(2001)

또한 영화사는 후속시장으로부터 지속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어 안정적인 영화제작 환경을 가질 수 있다. 미국 메이저 영
화사들의 경우 수십 년간 축적된 필름 라이브러리(Library) 자산으
로부터의 지속적인 수입이 창출되며 이는 영화의 흥행실패로 인
한 손실에 대한 완충장치(Buffer) 역할을 한다. 막대한 제작비가 투
입된 ‘블럭버스트’ 영화 위주로 영화공급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므
로 영화의 흥행실패는 영화사에 큰 재정적 부담을 안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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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몇몇 영화의 흥행실패에 상관없이 지속적인 영화제작이 이루
어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필요하며 후속시장의 성장은
자산으로부터의 안정적인 수입창출을 가능하게 해 준다.
<표 4> 메이저 영화사의 장편영화 보유 수(2000년 기준)
스튜디오

장편영화 보유 수
2,400

소니(콜롬비아/트라이스타)

600

디즈니
파라마운트

1,000

20세기 폭스

2,000

MGM(오라이온)

4,000

워너브라더스(뉴라인, 1987년 이전의 MGM 포함)

4,500

합계

18,900

자료: Vogel(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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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화산업의 특성과 수직적 결합

(1) 영화산업과 수직적 결합
한 영화가 생산되어 소비되기까지의 제작, 배급, 그리고 상영의
각 단계를 담당하고 있는 제작사, 배급사, 극장주는 공급의 측면
에서 영화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제작에서
상영까지를 하나의 수직적 체계로 보았을 때 각 단계의 주체가
자신들의 분야 외 상방(Up-stream) 또는 하방(Down-stream)으로 결합
하는 경우를 수직적 결합(Vertical Integration)이라 한다. 즉 한 업체
가 제작 및 배급 또는 배급 및 상영을 동시에 수행하거나 아니면
제작, 배급, 상영에 이르는 영화공급의 전 부문을 수행하는 경우
이다. 미국 할리우드의 메이저 영화사들은 거의 모두 이와 같은
수직적 결합을 이루고 있다. 미국 영화사들의 수직적 결합은 1920
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치열한 경쟁 속에
서 살아남은 회사들은 대부분 수직적 결합을 이룬 영화사들이었
으며 이들이 현재의 할리우드 메이저 영화사로 존재하고 있는 것
이다.11) 미국 영화산업이 영화산업 그 자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
니지만 현재의 세계적 시장지배력으로 볼 때 수직적으로 결합된
거대 영화사들이 지배하는 미국 영화산업의 구조는 산업적 측면
에서 영화산업의 대표적 전형으로 보아도 큰 무리는 아닐 것이다.
11) 1948년 미국 대법원의 반독점 판결로 메이저 영화사들이 자신들의 극장체인
을 매각하여 수직적 결합이 약화되었지만 일부 메이저 영화사들은 1980년대
들어 다시 극장업으로 진출하여 수직적 결합을 강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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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영화가 하나의 산업으로서 발전한 상당수의 나라에서도 수
직적 결합을 통한 대형 영화사의 출현과 이들 영화사들을 중심으
로 한 영화산업의 발전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그렇다면 수직적 결합은 영화산업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
는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영화산업에 있어서 수직적 결합은
단순히 시장지배력 확대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화
라는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선택된 효율적인 산업구조이다. 영화
산업을 특징짓는 ‘3大’로, 대규모의 협력제작, 대규모의 선불비용
(Up-front expense), 매우 큰 불확실성을 들 수 있다.12) 하나의 영화

가 만들어져서 공급되기까지는 아주 많은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
되며 이들 자원간의 효율적 협력은 영화의 성공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막대한 거래비용
을 야기시킨다. 또한 영화가 만들어져서 시장에 공급되기까지의
대부분의 비용은 먼저(Up-front) 지불되어야 하는 선불비용이며 앞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 영화에 대한 수요는 사전에 예측하기
불가능하리만큼 매우 불확실하다. 따라서 영화산업의 구조는 영
화가 제작･공급되는 여러 단계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절감하
고 선불비용을 최대한 회수하며 수요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발전되어 왔는데, 수직적 결합은 이와 같은 역
할을 하기 위해 선택된 산업구조라고 할 수 있다.

12) Bo rch erdin g and Filso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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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상자 2> 미국영화의 비용구조

미국의 경우 영화공급에 드는 비용을 크게 네거티브 비용(Negative Costs)과 마
케팅 비용(Narketing Cost)으로 나눈다. 네거티브 비용이란 원본 프린트(Master
Print)를 제작하기까지 투입된 모든 비용을 말한다. 이 비용에는 시나리오작가,
감독, 배우, 기타 고용인(Employee), 그리고 촬영세트 건립 등에 투입된 비용이
포함된다. 또한 영화가 메이저 스튜디오에 의해 제작되는 경우 스튜디오 시설
사용에 대한 오버헤드 비용(Overhead Cost)과 여러 네거티브 비용과 오버헤드
비용에 대한 이자(Capitalized Interest)도 총 네거티브 비용에 포함된다. 마케팅
비용은 상영관에 공급되는 프린트 제작에 드는 비용(Print Cost)과 광고비용
(Advertising Cost)을 포함한다. 통상 이 두 가지 비용을 합쳐 P&A 비용이라고
한다. 2004년 현재 MPAA(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회원사의 한 영
화당 평균 제작비용은 네거티브 비용과 마케팅 비용을 합쳐 9천8백만 달러에
이르며 이는 10년 전인 1984년에 비해 4.6배 상승한 규모이다.
<상자그림> MPAA 회원사 영화당 평균 비용
(단위 : million $ )
120
100

Marketing Costs
Negative Costs

102.9
82.1

78.7

80
27.3

50.3

60

39.0

34.4

58.8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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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31.0

16.1

40

21.1
20

98.0

89.4

6.7

54.8

47.7

34.3

14.4
0
1984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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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S Entertainment Industry: 2004 MPA Market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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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 수직적 결합의 일반적 요인
일반적으로 수직적 결합의 요인을 크게 불완전 경쟁(Imperfect
Competition)과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거

래비용을 유발하는 요인으로는 자산의 특정성(Asset Specificity)과
정보의 불완전성(Imperfection Information)을 들 수 있다. 불완전 경
쟁이 수직적 결합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은 상방 또는 하방흐
름상에 있는 기업들이 불완전 경쟁 구조하에 있는 경우에 발생한
다. 불완전 경쟁으로 생긴 비효율성을 수직적 결합을 통해서 제
거할 수 있으며 이는 보다 높은 기업의 수익으로 연결된다. 예를
들어 독점기업 A가 어떤 경쟁적 산업에 생산요소를 공급하는 경
우를 상정해 보자. 이때 해당 산업은 기업 A가 독점적으로 공급
하는 생산요소와 다른 중간재를 혼합하여 최종 생산물을 만들고
생산요소간의 혼합비율은 변화 가능하다고 하자. 이 경우 하방흐
름에 있는 기업은 기업 A가 독점가격에 공급하는 생산요소의 투
입은 줄이는 대신 경쟁적으로 공급되는 다른 생산요소의 투입을
늘려 최종상품을 생산하려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최적의 생산요
소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효율성의 손실(Efficien cy Los s) 이
생긴다. 이 경우 독점기업 A는 하방흐름에 있는 기업과 수직결합
을 함으로써 자신이 생산하는 생산요소의 투입을 효율적 수준으
로 올려 수익을 향상시킬 수 있다.13)
한편 서로 다른 경제주체간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교환과정에서
발행하는 거래비용도 수직적 결합의 중요한 요인이다. 14) 거래비
13) 반대로 하방흐름에 있는 기업이 독점적이고 중간재를 생산하는 상방흐름의
시장의 경쟁적일 경우에도 독점적 기업이 상방흐름의 기업을 수직적으로 통
합할 요인이 생긴다. 자세한 내용은 Perry(1989) 참고.
14) W illiam son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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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자산의 특정성(Asset
Specificity)을 들 수 있다. 자산의 특정성이란 기업의 생산하는 상품
(또는 기업의 자산)이 특정 고객에게만 유용하거나 특정 용도로만

사용되며 다른 용도로는 대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용가능하
더라도 대체비용의 과다로 경제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
우 자산의 특정성을 이용하여 거래 일방이 계약폐기 등을 위협수
단으로 삼아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기회주의적 행동(Opportunistic
Behavior)’을 취할 수 있다. 15) 이러한 기회주의적 행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단계부터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게 되며, 자산의 특정
성이 강할수록, 자산에 투자한 함몰비용(Sunk Cost)이 클수록 기회
주의적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거래비용은 보다 커지게 된다. 따
라서 기업은 비용절감을 위해 수직결합을 하여 거래를 내부화할
동기를 갖게 된다.
또 다른 중요한 거래비용 유발요인으로 정보의 불완전성(Imperfection Information)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다시 계약의 불완전성
(Incomplete Contract)과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의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불완전계약은 인간이 가진 합리성
의 제약(Bounded Rationality)으로 인해 발생한다. 인간은 갖고 있는
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완벽한 결정을 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게
된다. 이러한 제약으로 기업은 거래 계약 시 미래에 발생할 소지
가 있는 모든 요인을 명시할 수 없다. 즉 기업으로서는 사전에 미
리 예측하지 못한 특수상황(Contingencies)을 모두 반영하는 완벽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품의 생산
및 유통 흐름에 있는 기업간 거래는 항상 불완전한 요소를 안고
있다. 첫 계약 시 미리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
15) 이를 통상 ‘H old -u p Prob lem ’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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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명시할 수도 있지만 상
황변화에 따라 계약 체결이 반복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 만만
치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불완전계약으로 인한 비용이 상당히
클 경우 기업은 수직적 결합을 통해 이 비용을 제거할 수 있다.
한편 기업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
해서 수직적 결합을 하기도 한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주인-대리인
(Princip al -agent)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가령, 상품의 생산자(Prin cip al)와

그 상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자(Agent)간의 관계를 상정해 보자. 소
매업자는 상품의 시장수요가격을 정확히 알고 있으나 생산자는
그 정보를 알지 못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할 수 있다. 생산
자는 소매업자가 제공한 가격정보에 기초하여 생산량과 도매가격
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소매업자와 판매계약을 맺게 된다. 생산
자 입장에서는 소매업자가 시장수요에 대한 사적 정보(Private
Information)를 거짓 없이 보고할 수 있도록 계약구조를 설계하여

야 할 것이다. 소매업자가 시장정보를 정확하게 보고할 동기를
가지게 하려면 소매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지대(Rent)를 보장하
는 계약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생산자는 시장정보를 직접적으로 습득하기 위해 소
매업자를 수직적으로 통합할 유인이 생기는 것이다.

(3) 영화산업에서의 수직적 결합의 필요성
1) 배급과 상영간의 결합
영화는 표면상의 줄거리만으로는 그 상품의 질을 알 수 없는
경험재이다. 즉 특정 영화를 좋아할지 아닌지는 직접 영화를 보
제2장 영화의 특성과 산업구조 55

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특징은 한 영화에 대한 대중의 수
요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배급사는 광고를
통해 영화에 대한 사전적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최대한 많
은 수요를 창출하려 할 것이다. 한 영화에 대한 최초 상영 극장
수－즉 얼마나 많은 극장에서 개봉할 것인가－와 상영기간은 초
기의 수요예측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상영이 시작된 후 그 영
화의 흥행성적, 즉 수요에 대한 초기 정보가 수집되며 이 정보에
근거하여 상영기간의 재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영
화에 대한 초기 수요가 예상보다 크다면 그 영화에 대한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으며 이는 통상 상영기간 연장으로 나타난다. 16)
한편 영화에 대한 수요패턴은 각 영화마다 다르다. 어떤 영화는
초기에만 흥행성적이 좋을 수도 있으며 어떤 영화는 초기에는 수
요가 강하지는 않지만 차차 입소문이 퍼지면서 꾸준한 수요를 보
이는 경우도 있다. 결국 한 영화의 수요에 대한 정보가 축적되면
서 공급도 이에 맞추어 재조정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와 같
은 수요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배급사와 극장주 사이에는 완전계
약(Complete Contract)17)이 성립될 수 없으며 설사 모든 가능한 상황
에 대해 각각 구체적 계약내용을 명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러
한 계약을 체결하는 자체가 매우 시간 소모적이며 비효율적일 것
이다.
16) 상영극장 수를 추가적으로 늘림으로써 영화공급을 증가시킬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배급사와 추가되는 극장간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고 새로운
프린트도 만들어져야 하며, 또한 극장이 추가되는 사이 수요가 어떻게 변할
지도 모르므로 통상 기존 상영극장의 상영기간 연장을 통해 해당 영화의 공
급을 증가시킨다.
17) 완전계약(C om plete C ontract)이란 모든 발생 가능한 상황(C ontingency)이 계약
에 명시적으로 열거되고, 각 상황마다 계약당사자에게 요구되는 내용이 명
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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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 영화에 대한 수요에 있어서 배급사와 극장간에는 정
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극장주는 얼마나 많은 관객이 들었는
가를 정확히 알지만 배급사는 실제 관객 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미 영화가 극장으로 공급된 후에는 극장주 입
장에서는 관객의 수를 속여 배급사에 실제보다 낮은 수익을 배분
할 동기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배급사와 극장간의 계약은 영화
수요에 대한 정보가 사실대로 파악될 수 있게끔 설계됨18)과 동시
에 실현된(Revealed) 수요정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유연성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계약은 기본적으로
불완전계약(Incomplete Contract)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하에서는 계약당사자간의 이해가 상충될 수도 있으며 추가적으로
파악된 수요정보에 근거하여 다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 추가
적 거래비용도 발생할 수 있다. 만약 배급과 상영간의 수직적 결
합이 이루어진다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이해상충 문제 및
계약의 불완전성에서 오는 비용을 제거할 수 있다. 극장주의 입
장에서도 배급사와의 통합을 통하여 영화의 공급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흥행이 예상되는 영화를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
을 높일 수 있다.
한편 배급과 상영의 결합을 통해 흥행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
영화산업은 영화 10편당 흥행에 성공하는 영화가 2~3편이 채 되
지 않을 정도의 고위험 산업이다. 배급업자는 극장을 소유함으로
써 자신이 배급한 영화 이외에도 다른 배급업자의 영화를 상영할
18) 영화수요에 대한 극장 측의 거짓보고를 억제하기 위해 쓰인 방식 중의 하나
로 미국에서 사용된 ‘연동계약(form ula d eal)’을 들 수 있다. 이 방식은 한 영
화의 수익배분 기준을 극장이 보고한 관객 수에 근거하지 않고 그 영화에
대한 광역적 수요, 예를 들어 전국 관객 수에 연동시키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1938년에 시작된 United States vs. Paramo unt 반독점소송에서
1949년 최종적으로 불법적이라고 판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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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므로 다양한 영화의 상영을 통해 흥행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 또한 극장을 통해 입장수입 이외에도 매점수입 등의 영업
수입(Concession Revenue)19)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수입다양화 차
원에서도 극장을 소유할 동기가 생긴다.
2) 제작과 배급간의 결합
한 편의 영화를 공급하기 위해 사용된 비용은 대부분 선불비용
(Up-front Cost), 달리 표현하면 함몰비용(Sunk Cost)이다. 반면 일단

영화가 만들어진 후 추가적으로 프린트(Print)를 제작하여 시장에
공급할 때 드는 비용은 매우 낮다. 프린트의 추가적 제작에 드는
한계비용은 전체 제작비용에 비하면 거의 0에 가깝다. 높은 함몰
비용과 낮은 한계비용으로 인해 영화산업에는 규모의 경제
(Economies of Scale)가 적용된다. 즉 낮은 한계비용으로 인해 수요

가 늘면 늘수록 전체적인 평균비용은 감소하게 되며 높은 수요로
인한 이윤의 증가폭도 매우 크다. 하지만 이 규모의 경제도 만들
어진 영화가 관객을 접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 다
른 상품의 경우 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건설한 공장이나 구입
한 기계 등은 그 상품의 수요가 없더라도 다시 다른 상품을 생산
하는 데 쓰일 수가 있으며 아니면 다시 이를 팔 수가 있다. 즉 해
당 상품의 수요가 없어도 다른 상품생산에 이용하거나 설비를 처
분함으로써 비용의 회수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 하지만 영화의
경우는 각각의 영화마다 가지는 개별적 특성이 매우 강하므로 영
19) 입장수입을 제외한 극장의 영업수입(C oncession R evenue)은 생각보다 상당히
크다. 조사에 따르면 1970년대 미국극장의 매점 등을 통한 영업수입은 전체
극장수입의 13~23%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D e Vany and Eckert,
1991) 통상 영업이익(Co ncess io n Profit)은 극장이익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고 한다(Bo rch erdin g and Filson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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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투입된 비용은 만약 해당 영화에 대한 수요가 없다면 회수
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일부 회수하더라도 그 비용이 아주 소액에
그친다. 그 수요도 매우 불확실하며 일단 소비자가 경험하고 난
뒤에 결정되는 것이라서 일단 만들어진 영화는 소비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배급의 중요성
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제작사는 만들어진 영화의 성공을 위
해 강력한 배급망을 가진 배급사를 필요로 한다. 제작사로서는
제작된 영화가 될 수 있는 한 많은 관객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배급사는 제작사가 만든
모든 영화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배급사 나름대로의 판단으로
시장성 있는 영화를 선별하려 할 것이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영화는 시장에 배급될 수 없고 그 영화의 제작비는 고스란히 허
공에 사라져 회수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제작사는 자신이 만든
모든 영화들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공급될 수 있는 배급체계를 필
요로 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배급사와 수직적으
로 결합하는 것이다.
한편 제작과 배급의 결합을 통해서도 위험분산을 꾀할 수 있다.
영화산업은 고위험 산업이기 때문에 위험분산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식의 영화를 지속적으로 생산해야 한다. 하지만 한 제작사가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영화의 수 및 형식은 한계가 있다. 그에
비해 배급사는 여러 제작사들로부터 다양한 영화를 공급받아 배
급하므로 보다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
서 제작과 배급이 결합된 경우에는 제작한 영화를 안정적으로 배
급할 수 있고, 동시에 다른 제작사로부터 공급받은 영화들을 배
급함으로써 위험분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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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영화산업의 생성과 구조변화

이 장에서는 영화산업의 태동과 그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세계 영화산업의 발전과정과 현재의 상황을 일별하고자 한다.

1. 영화의 태동

흔히 영화를 제7의 예술이라고들 하지만 영화의 시작은 예술로
서보다는 산업으로 먼저 시작되었다. 즉 ‘영화예술’의 개념이 생성
되기 이전에 ‘영화산업’이 태동하였으며 이는 예술적 표현을 위한
수단으로서 영화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영화의 발명과 이것이 산
업화하는 과정에서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예술적 가치의 구현이
가능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약간씩 다른 모양의 그림을 빠른 속도
로 연속하여 보여 줌으로써 움직임의 환영을 주는 몇 가지 광학적
놀이기구들이 1830년대부터 발명되기 시작한 이래 사물의 연속적
움직임을 표현하고자 하는 노력은 여러 사람들에 의해 시도되었
다. 그 후 계속된 영상기술의 집적과 함께 1889년에 얇고 탄력성이
좋은 ‘필름’이 발명되었는데 이는 영화의 등장을 크게 앞당기는 계
기가 되었다. 세계의 주요 산업국가의 많은 발명가들은20) 필름을
20) 미국의 토마스 에디슨(T hom as Ed ison ), 토마스 아멧(Th om as Arm at), 프랑스
의 에띠엔느 쥴 마레이(E tienn e Jule M arey), 루이 르 프랭스(Louis Le Prince),
뤼미에르 형제(Louis Lum iere and Augus te Lu miere), 독일의 오토마 안슈츠
(O tto mar An schutz), 막스 스크래다노브스키(Max Sklad an owsky)와 오스카 매
스터(Os kar Messter), 영국의 윌리엄 프리즈-그린(William Friese-G reene)과 로
버트 포올(Ro bert Pau l)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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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움직임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이를 재현할 수 있는 장치
의 개발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어 미국, 독일, 영국과 프랑스에서
각각 다른 형태의 기술적 특징을 가진 ‘활동사진(Motion Picture)’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들 발명가들 중 활동사진을 상업적으로 활용
한 최초의 사람은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었다. 에디슨과 그의
조수 딕슨(Dickson)은 1891년 키네토그래프(Kinetograph) 카메라와 이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을 볼 수 있는 관람상자인 키네토스코프
(Kinetoscope)를 발명하였다. 에디슨은 이 기계를 상업적으로 이용

하기 위해 1893년에는 스튜디오를 건설하여 20여 초 길이의 영화
들을 제작하기 시작하였다. 에디슨은 키네토스코프에 동전을 투
입하여 영화를 관람하는 형태로 1894년 뉴욕에서 처음 키네토스
코프 전시점을 연 뒤, 미국의 타 지역과 해외 곳곳에 전시점을 확
산하였다. 키네토스코프의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각국에서는 키
네토스코프의 결점을 보완한 새로운 시스템 개발 노력이 이루어
졌고 마침내 스크린에 필름을 영사하는 방식이 등장하면서 키네
토스코프는 점차는 사라지게 되었다.
1894년 프랑스의 뤼미에르 형제는 집단적 영화 관람을 가능케
하는 영사 시스템인 시네마토그라프(Cinematograph)를 개발하여
1895년 12월 28일 세계 최초로 대중을 대상으로 한 유료 영화상
영회를 열었다. 그 후 영사 시스템이 영국, 미국에서도 속속 개발
되었는데 1896년 3월 영국의 로버트 폴(Robert Paul)이 영사기를 개
발하여 런던에서 영국 최초로 공개상영을 하였고 미국에서는
1896년 4월 뉴욕에서 프랜시스 젠킨스(Francis Jenkins)와 토머스 아
맷(Thomas Armat)이 개발한 바이타스코프(Vitascope)라는 영사기를
이용하여 미국 최초의 상업적 극장 상영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대중을 상대로 한 집단적 관람이 보편화되면서 영화의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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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초기 영화산업
: 경쟁, 그리고 독과점의 형성

1896년 대중에게 첫선을 보인 바이타스코프는 에디슨이 그 특
허권을 사들임에 따라 ‘에디슨의 바이타스코프’라고 상품명이 붙
여졌으며 바이타스코프는 곧 미국 전역에서 영화상영을 위해 사
용되었다. 영화상영은 주로 보드빌(Vaudeville)21)이나 지역극장에서
이루어지다가 1905년부터는 소규모 영화상영 전용 극장22) 이 확
산되면서 그곳에서 주로 상영이 이루어졌다. 이 당시 영화는 필
름교환소(Film Exchanges)를 통하여 배급되었는데 제작사가 영화를
필름교환소에 팔고 교환소는 영화를 극장에 대여형식으로 배급
하였다.
새로운 오락상품인 영화에 대한 수요가 확산됨에 따라 새로운
영화사들의 시장진입이 계속되었고 이에 따라 경쟁도 격화되어
갔다. 경쟁에 직면한 에디슨은 타 영화사들에 대한 특허 및 저작
권 소송을 통해서 미국시장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미국의
초기 영화사들 중 중요한 회사로는 아메리칸 뮤토스코프 바이오
21) 원래 보드빌(Vau deville)이란 프랑스의 전통적인 희극으로서 춤과 노래가 가
미된 통속극인데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음악과 무용, 촌극 등이 결합된 형태
로 발전되었으며, 이는 싼 입장료를 받고 장터의 임시무대에서 공연되었다.
이후 도시화, 산업화를 겪으면서 대도시에는 보드빌 극장이 설립되고, 이전
의 공연들은 버라이어티 쇼로 변모하였으며 초창기 영화의 주된 상영 장소
로 이용되었다.
22) 당시 영화상영 극장의 입장료는 보통 5센트(n ickel)이어서 이 극장들은 니클
로디언(Nickelo deon )이라고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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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AM&B: American Mutoscope & Biograph)와 아메리칸 바이타그
래프(American Vitagraph, 이하 바이타그래프)를 들 수 있다. 바이타그
래프를 비롯한 몇몇 회사들은 에디슨의 소송에 직면하자 특허료
를 지불함으로써(1904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으며 AM&B
의 경우는 독자적 영사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소송 끝에 승
소하였다(1907년). 특허와 관련한 소송이 일단락되어 법적 불확실
성이 사라지자 영화사들의 제작은 더욱 활발해졌으며 특히 영사
시스템의 기술을 양분한 에디슨과 AM&B의 경쟁은 그 후 더욱
격화되었다.
1907년 이후에도 에디슨과 AM&B의 추가적 법적 분쟁은 지속
되었으며 영화사들은 에디슨 계열과 AM&B 계열로 나누어졌다.
양 계열간의 치열한 경쟁은 결국 에디슨과 AM&B의 협상으로 귀
결되어 1908년 12월 두 회사의 주도로 기존 모든 특허들을 소유
하고 그에 대한 특허료를 징수하여 경쟁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영화특허권회사(MPPC: Motion Picture Patents Company)23)가 설립된다.
MPPC가 영화시장을 통제하기 시작하자 MPPC의 허가 없이는 영
화의 제작, 배급, 상영 그리고 새로운 회사의 시장진입이 매우 힘
들게 되었다. 24) 하지만 MPPC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MPPC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극장들은 MPPC 회원사가 제작한
영화를 배급받지 못하게 되자 허가권 없는 제작자와 배급사들로
부터 영화를 공급받아 상영을 계속하였다. 즉 MPPC의 회원사가
아닌 제작자, 배급사, 극장간의－이들은 ‘독립업자(Independents)’라
고 불렸다－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또 다른 시장을 형성하게 된 것
23) 일반적으로 ‘트러스트(Th e Trust)’라고 불렸다.
24) 더 나아가 M PPC 는 이스트먼 코닥(E as tm an K odak)과 협정을 맺어 코닥이
회원사 이외에는 생필름(R aw Film )을 팔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그 대가로
MPPC 회원사들도 코닥 외의 필름은 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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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MPPC는 독립업자들의 반발에 대응하고 배급을 독점하기
위해 1910년 제너럴 필름 컴퍼니(General Film Company)를 설립하였
으며 독립업자들이 MPPC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장치들을 사용
하는지를 적발하기 위해 감시를 강화하였다.25) 결국 MPPC는
1909년과 1910년에 걸쳐 거의 모든 독립업자들을 카메라 특허 침
해로 고소하게 되었다. 그러나 1912년 MPPC는 특허 침해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었고 더구나 그해 미국정부는 MPPC를 반
독점법(Anti-trust Law) 위반혐의로 제소하게 되었다. 1915년 MPPC
는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서 미국영화시장에서의 독점력
을 잃게 되었다.

25) MPPC 의 독립업자들에 대한 견제는 가혹하기로 유명하였는데 감시를 위해
탐정도 고용하였으며 허가받지 않은 장치들을 몰수하거나 심지어 독립업자
들의 제작을 방해하기 위해 장치들을 훔치는 일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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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할리우드의 형성

초기의 미국 영화사들은 주로 동부와 중서부 등지에서 활동하
였으나 1910년대초에 이르러서는 서부의 로스엔젤레스 지역이 영
화의 주요 제작지로 부상하였다. 이 당시 캘리포니아 남부는 저
임금의 비노조 노동력이 풍부하였고 이 지역의 다양한 풍경과 함
께 일년 내내 야외촬영을 가능케 하는 맑은 날씨는 영화제작에
있어 큰 이점으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조건에 더하여 MPPC의 영
향력 및 감시가 닿기 어려운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보다 자유로
운 제작활동을 원하는 독립업자들이 대거 서부로 이동하게 되었
다. 이들 중 상당수가 로스엔젤레스의 할리우드 지역에 자리잡음
으로써 할리우드가 새로운 영화제작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되었
다.26) 이 당시 서부로 이주한 독립업자들 중 경쟁에서 살아남은
영화사는 이후 할리우드 메이저 영화사로 성장하게 된다.

26) 할리우드에 처음 자리잡은 영화제작사는 1911년 ‘네스터(Nesto r Studio s)’社이
며 같은 해 추가로 15개의 독립제작자들이 할리우드에 새로이 정착하게 되
었다.
68

한국영화산업 구조변화와 영화산업정책

4. 미국영화의 세계적 확산

미국의 영화사들은 국내 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한
편 수출을 통한 시장확대에도 관심을 가졌다. 처음으로 유럽에
배급사를 차린 미국회사는 비아타그래프였다(1906년). 이를 계기로
다른 미국회사들도 꾸준히 해외배급망을 확장하게 되었는데 초기
에는 직접배급보다는 외국 대행업자를 통한 간접배급이 대부분이
었다. 이 시기에 상당수의 외국 영화사들이 미국영화의 배급을
대행함으로써 많은 이윤을 챙겼지만 정작 자신들의 영화제작은
소홀히하게 되어 자국 영화제작은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비록 미국영화가 해외시장에서 선전하였지만 1910년대 초반만 하
더라도 대부분의 시장에서 미국영화의 점유율은 그리 높지 않았
다. 하지만 미국영화는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급속하게 확산
되었다. 이는 전쟁이 발발하자 대부분의 유럽 영화사들의 영화제
작이 중단되거나 극도로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시장점유율을 높여 나갔으며 이윤의 극대화를 위하
여 간접배급방식에서 직접배급방식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영화산업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세계시장에서 중심적 위치
를 잃지 않았으며 시장의 확대로 인해 영화제작에 보다 많은 투
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해외에 진출하기 전
만 해도 영화 한 편에 투입되는 제작비는 유럽의 영화보다 상대
적으로 그리 높지는 않았다. 그러나 미국 영화사들은 해외시장의
성공적 진출을 통해 많은 이윤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는 보다 많
은 제작비를 투입할 수 있는 원천이 되었다. 결국 유럽의 영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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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많은 제작비가 투입된 미국의 영화들은 보다 많은 볼거
리를 관객들에게 줄 수 있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경쟁력의 우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다른 나라의 영화사들은 미국영화와 제
작비 면에서 경쟁을 하기가 힘들었으며 더구나 직접 영화를 제작
하는 것보다 미국영화를 수입하는 것이 보다 이득이 되어 자국
영화의 제작은 점차 위축되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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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튜디오 시스템의 등장

할리우드가 미국영화산업의 중심으로 점차 자리잡음과 동시에
독립업자들간에는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졌다. 경쟁의 결과 영화
사들간의 인수합병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영화사들이 도태되는 한편 대형 영화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
다. 이 대형 영화사들, 즉 ‘메이저’ 영화사들을 중심으로 한 소위
‘할리우드 스튜디오 시스템’이 1920년대와 1930년대에 걸쳐 형성
되면서 미국영화산업은 본격적으로 성숙된 산업화 단계로 접어들
게 되었다. 할리우드 스튜디오 시스템의 특징은, (i) 수직적 결합
(ii) 영화궁전 (iii) 표준화된 영화제작 (iv) 스타시스템으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수직적 결합은 스튜디오 시스템의 핵심적 요소라
고 할 수 있으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였다.
이 당시 영화의 제작, 배급, 상영에 이르는 과정(전부 또는 일부분)
을 수직적으로 결합하지 못한 영화사들은 대부분 도태되었으며
수직적 결합을 이루는 과정에서 인수합병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당시 미국영화산업을 주도하는 대형 영화사들을 통상 ‘8대 메이
저 영화사’로 분류하는데 MGM, Paramount, Fox, Warner Bros.,
RKO를 ‘빅(Big) 5’라고 불렀고 Columbia, Universal, United Artists
를 ‘리틀(Little) 3’라고 불렀다. 빅(Big) 5는 제작, 배급, 상영의 전 부
문을 수직결합한 회사들이었으며 리틀(Little) 3는 제작 및 배급의
수직결합만 이룬 회사들이었다.
수직적 결합을 통해 메이저 영화사들은 영화의 안정적인 판로
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는 상영을 통한 수입이 제작부문으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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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메이저 영화사는 제작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었고 이들의 경쟁력은 한층 더 높아졌다. 수직결
합의 완성은 상영부문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당시 주요 메이저 영
화사들이 운영하는 극장들은 ‘영화궁전(Picture Palace)’이라고 불려
질 만큼 웅장하고 화려하기로 유명하였다. 이 영화궁전들은 유럽
풍의 건축양식을 기반으로 한 화려한 장식으로 치장하였고 수천
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그 규모도 컸다. 뿐만 아니라
영화를 위한 관현악단의 반주도 있었으며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
었다. 일반 서민들은 다른 여가활동을 통해서 누릴 수 없었던 호
사스러움을 영화 관람을 통해 누릴 수 있었으므로 영화궁전은 많
은 관객들을 끌어들였다. 영화궁전의 수는 전체 극장의 수의 일부
에 불과하나 메이저 영화사 작품들의 개봉(First-run)이 대부분 영화
궁전을 통해 이루어졌고 그 화려한 시설로 인해 1920년 후반에는
영화궁전의 수입이 전체 흥행수입의 4분의 3을 차지하였다.
또한 스튜디오 시스템은 영화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
법을 만들어 냈다. 할리우드를 소위 ‘꿈의 공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환상 또는 꿈을 ‘제작’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영화의
효율적 대량생산 시스템을 지칭하기도 한다. 당시는 장편 극영화
가 표준화된 시기였는데 장편의 영화를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서는 노동의 전문화 및 분업화가 필요하였다. 한 영화의 시나리
오를 위해 구성, 대사 등 각 부문에 전문화된 작가들이 있었으며
세트, 의상, 촬영 등의 각 제작분야에도 분업화가 이루어졌다. 영
화의 촬영에 있어서는 이야기를 순차적으로 촬영하기보다는 순서
를 무시하고 촬영한 뒤 편집하는 방식이 정착되었으며 이를 위해
번호가 달린 장면별 시나리오인 ‘콘티’라는 형식의 대본이 사용되
었다. 영화사들은 장편영화를 시장에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서는 이와 같은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을 무수한 시행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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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에 알게 되었던 것이다.
<표 5> 스튜디오 시스템의 8대 메이저 영화사

주: 괄호 안은 설립연도 또는 합병연도
자료: 저자 작성

이 시기는 스타시스템이 정착된 시기이기도 하다. 영화산업 초
기에는 영화란 하나의 신기한 볼거리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감독
이나 배우가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이름은 영화에
등장하지도 않았다. 점차 영화의 길이가 길어지고 이야기가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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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 담겨지면서 감독과 배우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소위 ‘스타’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스튜디오 시스템은 이 스
타의 상품가치를 최대한 활용하였다. 영화가 스타의 개인적 상품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맞춤형으로 제작되었으며 스타와 영화
사간의 장기계약이 이루어져 각각의 메이저 영화사들을 대표하는
스타들이 등장하였다. 영화사들은 스타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장르에 집중하다 보니 각 영화사마다 전문장르가 자연스럽게 부
각되기도 하였다.
<표 6> 미국 영화산업 초창기의 중요사건
연도

제작 부문

배급부 문

1 ) 핍홀 (P e epho le)
189 4
키 네스 코프(K i netoscope)
등장
189 7 2 ) 프로 젝터(P roj ecto r) 등장
189 9
190 5

상 영부 문
1) 영 화가 다양 한 장 소에서
상영 되기 시작

2) 보 드빌 (V a udevi lle)에 서
영화 상영 시작
3) 니 콜로 디언(N ickelod eons)
등장

1) 필름교 환소
(F ilm E xcha nges) 등 장
3 ) 영화특허 권회사(M otion
2) 로 드쇼(R oad S ho w)와 주배
Pi cture P atents Co rp oratio n)
급권 시스템 (S tate Righ ts
190 9
설립
S ystem )이 다 중-릴 영화의
4 ) 다중 -릴 (m ulti-reel ) 영화
배 급방식 으로 등장
등장
191 0
3) 배급회 사 등 장
5 ) 최초 의 장 편극영 화
4) 독립배 급회 사의 등장
4) 영화상영 극장(Movie Theater)
191 2
(F eature Fi lm ) 상영
이 니콜 로디언 을 대 체
190 6

6 ) 제작과 배급 의 수직 결합 이 5) 제 작과 배급의 수직 결합이 5) 영 화궁 전(M ovie P alace )
이루어 지기 시작
이 루어 지기 시작
등장
7 ) 프로 듀스 시스템 (Central
191 6
P rodu cer S yste m) 등장
6) 스 튜디 오의 극장업 진출
1920 s
시작
191 4

자료: Mezias and Kup erm a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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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외 국가들의 경우

(1) 프랑스
영화가 국제적으로 확산되던 191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프
랑스의 영화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다.
프랑스 영화인력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몇몇
국가들은 프랑스영화를 그대로 모방하여 영화를 제작하기도 하였
다. 프랑스영화산업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두 영화사
는 파테(Pathé)와 고몽(Gaumont)이었는데 특히 파테는 제작, 배급,
상영 부문의 수직적 결합을 이룬 최초의 영화사였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영화사였다. 프랑스의 영화산업은 제1차 세계대전을 기
점으로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상당수의 영화제작 인력들이 전쟁
에 투입되면서 영화제작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제작기반이 무너진 프랑스영화시장을 미국영화가 잠식하
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산업구조적 변화는 프
랑스 거대 영화사들의 수직적 결합의 포기였다. 전쟁 이후 미국
영화의 강세가 두드러졌고 미국영화와의 경쟁에 따르는 위험부담
으로 인해 프랑스 영화사들은 제작부문을 급격히 감축하고 배급
과 상영으로부터 나오는 보다 안정적인 이윤에 집중하게 되었다.
미국 영화사들이 수직적으로 결합하여 세계시장에서의 지배력을
확대해 나가는 가운데 프랑스 영화사들은 오히려 그 반대로 수직
적 결합을 중단하게 되었던 것이다.
파테와 고몽 같은 거대 영화사들의 제작부문 축소로 인해 생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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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을 군소 제작사들이 채웠지만 이들이 미국의 거대 영화사들
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먼저 영화제작비에서부터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프랑스의 거대 영화사들이 제작부문을 포기한 마
당에 프랑스영화 제작에 자본을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드물었고
영화산업에 대한 투자는 대부분 배급이나 상영분야에 집중되었
다. 따라서 프랑스영화들은 대부분 저예산으로 제작되었다. 1920
년대 후반 프랑스 장편영화의 평균 제작비는 30,000달러(1927년)에
서 40,000달러(1928년)였던 반면 1920년대 후반 미국 장편영화 제
작비는 400,000달러 이상이었다.27) 저예산의 프랑스영화는 미국영
화에 비해 흥행성이 떨어졌고 따라서 배급사나 극장주는 막대한
제작비가 투입된 흥행성 높은 미국영화들을 수입하여 배급･상영
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점차 수입영화에 시
장을 내주기 시작한 프랑스는 영화산업 초창기에 가졌던 세계시
장에서의 지배력을 점차 잃게 되었다.

(2) 그 외 주요국가들
영국의 경우 미국 할리우드보다 20여 년 늦게 스튜디오 시스템
이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영국
영화산업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극심한 침체기를 가졌다. 1920
년대 중반 영국에서 상영된 장편영화 중 자국영화는 겨우 5% 정
도에 지나지 않았다(<표 21> 참조).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
하여 영국정부는 1927년에 스크린쿼터를 도입하였다. 쿼터의 도
입으로 영국 영화산업은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고 영화제작
27) 크리스틴 톰슨･데이비드 보드웰, 세계 영화사1, 199 9, p.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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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수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들 영화 중 상당수는 ‘쿼터
채우기 날림 영화들(Quota Quickies)’들이어서 미국영화 상영 시 동
시상영의 형태를 띤 끼워넣기로 쓰이곤 하였다.28) 영화제작의 활
성화로 영국의 영화산업도 할리우드 스튜디오 시스템 형태로 발
전해 가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미국 할리우드와 같은 정도로 수
직결합형 대형 영화사들이 영화산업을 지배하는 안정된 스튜디오
시스템을 갖추지는 못하였다. 1930년대의 영국의 영화산업은 소
수의 대형 수직결합형 영화사들과 영화관을 소유하지 않은 중간
규모의 영화사들, 그리고 다수의 소규모 독립제작사들로 구성되
었다. 이 당시 수직적 결합을 이룬 대형 영화사들로는 GaumontBritish, British International Pictures(BIP), General Film Distributors
등이 있었으며 극장을 소유하지 않은 중형 영화사들로는 British
and Dominion, London Film Productions, Associated Talking
Pictures 등이 있었다.
일본은 1890년대 후반에 영화가 도입된 후 비교적 빨리 수직결
합형 스튜디오 시스템을 갖추었으며 할리우드와의 경쟁에서도 뒤
지지 않은 드문 경우이다. 1904년부터 소규모 촬영소가 도쿄와
교토에 자리잡았고, 이 당시 활동하던 네 개의 영화사29)가 1912
년에 합병되면서 최초의 메이져 영화사인 니카츠(日活)가 탄생하
였다. 1920년에는 연극 흥행계의 거물이었던 쇼치쿠(松竹)가 영화
산업에 진출해서 수직결합형 영화사 ‘쇼치쿠키네마’를 설립함으로
써 일본영화산업은 니카츠와 쇼쿠치의 양대 수직결합형 영화사에
의해 지배되었다. 그 이후 도호(東寶), 신도호(新東寶), 도에이(東映),
다이에이(大映) 같은 대형 영화사들이 추가로 등장함으로써 일본
영화산업은 6대 메이저 영화사들을 주축으로 성장하였다. 일본
28) 크리스틴 톰슨･데이비드 보드웰, 세계 영화사2, 199 9, p.118.
29) M.파테상회, 요코타(橫田)상회, 요시자와상점, 후쿠호도(福寶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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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 영화사들은 자체 촬영소를 갖추고 감독, 스태프, 배우를
전속으로 두고 영화를 제작하였으며 전국에 극장체인망을 갖추는
등 제작･배급･상영의 전 과정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들 메이저 영
화사들은 풍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대작영화들을 제작하였으며
할리우드 영화와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지켰다. 일본의 스튜디오
시스템이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인 시기는 1950년대로서 이 당시
일본영화산업은 전성기를 누렸다. 1958년에는 일본 전국에 7,500
여 개의 영화관이 있었고 영화 입장객만도 11억2,700만 명에 달
했으며, 연간 제작되는 영화의 수는 평균 500~600편에 이르렀다.
또한, 1958년에 상영된 전체 영화 중 일본영화의 점유율은 75%에
달하였다.30)
일찍부터 영화가 중요한 오락거리로 발달한 대부분의 유럽국가
들에서는 수직적 결합을 이룬 대형 영화사들이 등장하면서 영화
산업의 발전을 주도한 반면, 독일이나 러시아의 경우는 정치권력
이 영화산업을 통제함으로써 산업적 발달을 이루지 못하였다. 독
일과 러시아의 영화는 영화예술의 양식 측면에서는 세계 영화계
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지만31) 독일과 러시아의 우익･좌익 독재정
부가 영화를 정치수단으로 삼고 통제하면서 수직적 결합을 통한
영화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산업으로서의
자생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였던 것이다.
독일정부는 1910년대 당시 자국영화시장을 주도하던 수입영화
가 반독일적이며 전쟁 노력에 상처를 입히고 있다고 판단하고
1916년에 영화수입을 금지하였다. 독일은 외화수입을 금지한 상
태에서 적극적인 국내 영화산업 지원정책을 사용하였으며 이로
30) 영화진흥위원회, 일본영화산업백서, 2001, p .16.
31) 독일의 표현주의와 러시아의 몽타주 양식은 이 당시 영화계에 상당한 영향
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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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영화제작이 활성화되었고 영화제작사도 크게 늘어났다. 하
지만 제1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나치가 등장하면서 영화산업에
대한 지원을 넘어선 통제가 강화되었다. 나치정권은 영화를 통해
서 나치이념의 전파를 강화하였고 유태인들을 영화계에서 축출하
였다. 이와 동시에 나치정권은 영화사의 매입을 통해 산업의 국
유화를 점진적으로 시도하여 1942년에 영화산업의 국유화를 완료
하였다. 러시아영화산업은 프랑스 영화사인 파테와 고몽이 1900
년대 후반에 러시아에 스튜디오를 설립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영화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1916년경에는 30여 개의
영화사가 활동하고 있었으나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러시아의
영화산업은 정부통제하에 놓이기 시작하였으며 1919년에 국유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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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파라마운트사건(Paramount

Case) 과

그 이후

(1) 파라마운트 판결
할리우드의 메이저 스튜디오들은 수직적 결합을 통해 영화산업
의 효율화를 꾀하는 한편 영화배급 시 상영업자와의 계약형태로
블록부킹(Block Booking), 입도선매(Blind Selling) 등의 방식을 사용하
고 있었다. 32) 독립 상영업자들은 메이저 영화사들의 배급방식에
상당한 불만을 가졌었고 메이저 영화사들과의 정기적이며 장기적
거래를 가지지 못한 상영업자들은 자신들이 시장에서 인위적으로
배제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1938년 8대 메이저
영화사들을 반독점법, 즉 셔먼법(Sherman Act) 위반으로 법무부에
고발하게 되었고 흔히 ‘파라마운트사건(Paramount Case)’이라 불리
는 미국 대 파라마운트 영화사(United States vs. Paramount)의 소송이
시작되었다. 정부는 Big Five(파라마운트, 워너 브라더스, MGM, 20세기
폭스, RKO)와 Little Three(유니버셜, 컬럼비아, 유나이티드 아티스트)가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기소하였고 10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
에 1948년 미연방 대법원은 메이저 스튜디오들에 대해 유죄판결
을 내렸다. 법원은 극장체인을 소유한 Big Five 영화사들에 대해
극장소유를 금지시켜 소유극장들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또한 법원은 블록부킹, 입도선매, 장기계약 등의 배급방식도 불공
32) 블록부킹은 몇 개의 영화를 하나의 패키지(Package)로 묶어 판매하는 방식
이며 입도선매는 영화가 완성되기 전에 상영업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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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배급관행으로 규정, 금지시키고 대신 영화는 매 시기마다 개
별적 입찰계약에 의해 배급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파라마운트사건 이후 할리우드의 스튜디오 시스템은 점차 쇠퇴
하기 시작하였다. 극장체인의 매각으로 인해 안정적인 상영망의
확보가 불가능해진 메이저 영화사들은 우선 영화제작 편수를 줄이
기 시작하였다. 독립제작자들은 제작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메이저
영화사들이 축소한 제작부문의 빈 여백을 채우기 시작하였지만 역
부족이어서 전체 제작편수는 크게 줄어들었다. 제2차 세계대전 전
할리우드는 연평균 550편 정도를 제작하였으나 1950년대 동안에는
연평균 250편 정도를 제작하는 데 그쳤다. 메이저 영화사들은 사
업영역을 제작 대신 배급에 치중하는 한편 극장수입을 대신할 수
있는 방안들을－필름대여료의 인상, 33) 제작 스튜디오의 대여, TV
프로그램 제작 등－모색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독립제작자들은 자
체 배급망을 가질 능력이 없어 여전히 메이저 영화사들의 배급망
에 의존해야 했으며 메이저 영화사들의 배급부문 강화로 인해 법
원의 독과점 판결 이후에도 극장체인들은 메이저 영화사들과의 장
기적이며 안정적인 관계없이는 안정적인 영화수급을 꾀할 수 없었
다. 즉 파라마운트사건 이후에도 미국 영화산업구조는 거의 변화
33) 극장이 배급사에 지불하는 필름대여료는 1949년에는 입장수익의 28% 정도였
으나 1970년대에는 약 40%, 80년대에는 55%까지 상승하였다가 90년대 이후
에는 약 50%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메이저 영화사들은 영화 개봉 직후
극장으로부터 높은 필름대여료를 징수하고 영화가 오래 상영될수록 필름대여
료를 낮추는 계약방식을 취하였는데 이는 영화에 대한 사전정보가 상대적으
로 적은 극장에 영화흥행의 리스크를 전가하는 효과를 갖고 있었다. 즉 메이
저 영화사들은 개봉 초기에 극장 입장수입의 대부분을 챙겨가는 반면, 극장
은 영화제작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도 영화가 장기흥행에 성공해
야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정상철 외, 블록부킹의
공정경쟁성에 관한 연구, 2004,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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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어 메이저 영화사들의 영향력은 지속되었다. 한편 메이저 영
화사들이 영화제작을 꺼리는 가운데 저예산 독립영화의 성행은 영
화관객 감소34)의 한 요인이 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텔레비전의 확
산으로 인해 미국 영화산업 전체가 침체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그림 2> 미국 메이저 스튜디오의 영화제작 수(1930~1980)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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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 einstein (1998)

(2) 판결에 대한 비판
미법원의 파라마운트사건 판결은 이후 많은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1970년대 이후 발전된 경제이론에 의해 수직적 결합과
34) 1946년 9천8백만 명이었던 미국 영화관객 수는 1950년에는 6천3백만, 1952
년에는 5천8백만, 1957년에는 4 천7백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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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부킹이 효율성 제고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견해가 확산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파라마운트 판결에 대해 비판적인 대표적 연
구들로는 De Vany and Eckert(1 991) , Borcherding and Filson(200 0),
Stigler(19 68) , Kenney and Klein(198 3, 2000 ), Hanssen(2000 ), Crandall
and Winston (2003)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미 법원이 메이저 영화
사들에 대해 행태(Behavior) 및 구조(Structure)규제를 가한 것은 영화
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판결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De Vany and Eckert와 Borcherding and Filson은 메이저 영화사
들의 제작･배급･상영의 수직적 결합은 영화의 생산 및 유통과정
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불확실성 및 비대칭성을 효율적으로 통제
하고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지 시장독점을 목적으로 하
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Stigler는 가격차별화의 한 형태로 블
록부킹을 해석하면서 블록부킹의 반경쟁성을 부정하였다. Kenney
and Klein의 경우는 블록부킹은 상영업자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배급업자의 합리적인 거래방식이라는 견해를 제시
하였으며 Hanssen은 블록부킹을 일종의 도매행위로 해석하였다.
Hanssen은 또한 스튜디오 시스템 전성기 당시의 블록부킹이 생각
보다 상영업자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당시
상영업자와 배급업자간의 계약에는 배급업자가 제시한 영화묶음
중 일정부분(10% 정도)에 대해서는 상영업자가 거부할 수 있는 권
한이 규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상영업자가 상영을 거부한 경우는
정해진 한도보다 훨씬 적었다는 것이다. 즉 블록부킹을 통해 배
급업자와 상영업자는 영화의 안정된 수요 및 공급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배급업자와 상영업자간의 공통의 이해관계를 반영
하는 계약이라는 것이다. Crandall and Winston(2003)은 법원판결
로 인해 경쟁제고의 효과 및 소비자의 후생증진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메이저 영화사가 소유한 배급과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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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리를 통해 배급업자의 상영관 확보를 위한 경쟁을 촉진시키
고 새로운 배급업자의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반독점판
결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판결 이후 나타나야 할 상황은 극장입
장료의 인하와 배급업자 및 상영영화의 수 증가 등이라 할 수 있
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이와 달랐다는 것이다. Crandall and
Winston은 파라마운트 판결 이후 1948~1958년 동안 소비자가격
지수(CPI)는 20.1% 상승한 데 비해 극장입장료는 36.4%나 상승하
였으며, 이후 십년 동안인 1958~1967년 동안 소비자가격지수는
15.5% 상승한 데 비해 극장입장료는 68.9%나 상승하였다고 지적
하였다. 또한 배급구조도 달라진 것이 거의 없어 판결 20년 이후
에도 8대 메이저 스튜디오의 영화배급은 전체 영화의 4분의 3을
차지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미 법무부도 1980년대에 들어 파라마
운트 판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일부 메이저 영화사들의 극장소
유를 허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배급방식에 있어서도 배급사와 상영
업자간의 장기계약 방식이 다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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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평적 결합의 확산

파라마운트 판결로 타격을 입은 할리우드 메이저 영화사들은
수익성 저하와 더불어 급격히 증가하는 제작비로 인해 경영부진
에 시달리게 되었다. 갈수록 악화되는 영화산업의 경영난을 타개
하기 위해서 메이저 영화사들도 인수･합병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
었고 1960년대 들어서부터는 본격적인 대기업에 의한 영화사 매
입이 시작되었다. 1962년 MCA(Music Corporation of America)의 유니
버셜 영화사 합병을 시작으로 한때 전성기를 누렸던 8대 메이저
스튜디오 모두가 여러 차례의 인수･합병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8
대 메이저 스튜디오 중 RKO는 몇 차례 소유권이 바뀌는 과정에
서 영화제작을 중단하게 되어 메이저 영화사 중 가장 빨리 사라
진 영화사가 되었다.
영화사 인수･합병의 초창기에는 대형 제조업체들에 의해 영화
사 매입이 시작되었지만 1980년대 이후부터는 영화사 소유를 통
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대형 미디어 그룹에 의해 산업
구조재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른바 수평적 결합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메이저 영화사는 글로벌 미디어 그
룹 내의 자회사 형태로 존속하고 있다. 파라마운트(Par am o un t) 는 바
이어컴(Viacom ) , 컬럼비아(C olu m bia) 는 소니(So n y Pictu res Entertain m ent),
20세기 폭스(20th Century Fox)는 뉴스 코퍼레이션(News Corporation),
유니버셜(Universal)은 비방디(Vivendi), 워너브러더스(Warner Bros.)는
타임-워너(Time-Warner)의 자회사 형태로 영화제작을 하고 있으며
MGM은 최근(2004년 9월)에 소니로 인수되었다.
제3장 영화산업의 생성과 구조변화 85

<표 7>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의 소유권 변천
메이저 영화 사

1960년대 이후 소유 권 변화 추 이

P aram ount

－ 1966년 걸프& 웨스턴社(Gulf & W es t ern I ndus t ries )가 매입
－ 1989년 걸 프& 웨스턴社는 파라마운트 커 뮤니케이션(P aram ount C om m unic at ions
Inc . )으로 改名
－ 1994년 파라마운트와 바이어컴(V iac om I nc .) 합 병

C olu mbi a

－ 1982년 C oc a C ol a 社가 컬 럼비아 영화 사 매입
－ 1989년 소니社(S ony C o rp orati on)가 컬럼비 아 영화사를 매입하여 자회사 S ony
Pi c tures E nt erta inm ent 설립
－ 1998년 S ony P ic tures E nte rt ain men t의 자회사 인 컬 럼비아와 트라이스 타가 컬럼
비아/ 트라이스타(C ol um bia/ Tri-S ta r)로 합병

2 0th C ent ury Fox

－ 1981년 석유 중개업 자 M arvi n D av is 가 20세기 폭스 매입
－ 1985년 미디어 재벌 루퍼 트 머독의 뉴스 코퍼레이션(N e w s C orpo ratio n)의 자회
사로 편입

U ni ve rs al

－ 1962년 MC A (M us ic C orporat ion of Am eric a)가 유니버셜 영화 사 매입
－ 1990년 마츠시타 전 기공업사(M at su sh ita El ec tric i ndus tri al C om pan y)가
MC A / U niv ers al 매 입
－ 1995년 시그램 (S ea gram) 社가 MC A / U niv ers al 매입 후 1996년 M C A /U ni ve rs al 을
U niv ers al S t udios 로 改名
－ 2000년 미디어 그룹 비방디 (V iv en di) 社가 시그램을 매입하고 Vi v endi U niv ers al
로 改名

W arner B ros .

－ 1967년 세븐 아트社(S ev en A rt s P roduc t ions )가 워너 브 러더스 매 입하여 워너
브라더스 - 세 븐 아트社(W aner B ros . - Se ve n A rts Lt d. )로 改名
－ 1969년 키니 내 셔널 서비 스(Ki nney N a tio nal S erv ic e)와 합병하여 워너 커뮤 니
케이션스(W arner C om m unic at ions )로 改名
－ 1989년 타임(Ti me)과 워너 커뮤니 케이션스의 합 병으로 타임 -워 너 탄생
－ 2001년 타임-워너와 A O L(Am eric an On-Li ne) 합병
－ 1968년 금융업자 커 크 커코리안 (K irk K erk orian )이 MG M 매입
－ 1981년 MG M이 U A 매입하여 MG M/ U A 탄생
－ 1986년 C N N 설립자 테드 터너(T ed T urner) M GM /U A 매입

M GM

U nite d A rtis t s (U A)

R OK

－ 1990년
－ 1992년
－ 1996년
－ 2004년

파테 커뮤니 케이션(P ath é C om m unic at ions ) M GM /U A 매 입
프랑스 은행 크레딧 리 요네(C rédit Ly onna is ) MG M /U A 매입
커크 커코리 안이 M GM /U A 다 시 매입
소니社 MG M/ U A 매입

－ 1981년 MG M이 U A 매입
－ 1948년 하워드 휴즈 (H ow ard H ug hes ) R K O 매입
－ 1955년 Gene ra l Ti re & R ubber C omp any , R KO 매입
－ 1957년 Gene ra l Ti re, R K O 의 영화제작 부문 매각 및 영화제 작 중단

자료: 미국영화산업 백서(2001), 각 영화사 홈페이지 및 기타 자료에 근거 저
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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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글로벌 미디어 그룹의 사업다각화 현황
사 업영 역

베 텔스 만

영 화산 업

비 방디 뉴스 코퍼 레이 션 타 임워 너 월 트디 즈니 바 이어 컴
○

○

○

○

○

○

○

○

○

○

○

○

○

○

○

음 반산 업

○

서 적출 판

○

○

○

신 문/잡지

○

○

○

공중 파T V

○

○

케이 블T V

○

위 성방 송

○

라 디오

○

모바 일게 임

○

○

○

○

○

○
○

○
○

○

비디 오게 임

○

P C 게임

○

온라 인게 임

○

테 마파 크

○

유 선통 신

○

무 선통 신

○

전 신및 기타 통신

○

정보 시스 템
인터 넷사 업

소니

○

○

○

○

○

○
○

○

○

○

○
○

○

주: ○표시 되어 있는 부분이 수평적 다각화를 나타냄.
자료: 한국문화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2003)의 자료를 재구성.

1980년대 이후 미디어 그룹들의 성장과 이들의 영화사 인수는
다양한 매체의 등장에 기인한다. 하나의 콘텐츠로 다수의 매체를
통해 가치창출을 할 수 있는 소위 ‘One-source Multi-use’ 형태의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미디어 관련 회사들은 수평적 결
합을 가속화시켰고 이는 거대한 미디어 그룹의 출현으로 이어졌
다. 특히 영화는 윈도우효과가 커서 ‘범위의 경제’를 구현할 수 있
는 매체이므로 미디어 기업들은 영화사 인수를 통해 수평적 결합
제3장 영화산업의 생성과 구조변화 87

을 확산시켜 나갔다. 현재 이들 미디어 그룹은 영화를 포함하여
음악, TV, 케이블TV, 출판, 극장, 비디오 배급 등의 광범위한 분
야의 매체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평적 결합의 확산은 지속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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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영화산업 구조변화와 영화정책

(1) 영화산업의 국가통제와 영화자본 육성
1) 영화법 제정 이전
우리나라에서는 1890년대 후반경에 처음으로 영화가 소개되었
고 1919년에 최초의 한국영화 <의리적 구토(義理的 仇討)>가 제작
및 상영된 이래 한국의 영화산업은 많은 부침을 겪으면서 성장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화가 도입되어 상업화되는 초창기를 일
제 식민지 시대에 겪다 보니 영화관련 정책은 영화검열 및 단속
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일제에 의한 영화통제는 한일합방 이전부
터 시작되었는데 1907년 7월 공포된 ｢보안법｣을 통해 흥행물을
단속한 것이 그 시초였다. 한일합방 초기 일제는 영화를 단순한
오락물로 취급하여 공안･풍기･교육상의 관점에서 경찰행정의 일
환으로 단속하였다. 하지만 3.1운동 이후 독립운동이 본격화되자
영화에 대한 통제가 정치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1922
년 ｢흥행 및 흥행장 취제규칙｣, 1926년 ｢활동사진필름검열규칙｣,
1934년 ｢활동사진영화취제규칙｣ 등이 연이어 제정･공포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부터는 전시동원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조선영화에 대한 탄압 및 통제가 정점에 이르렀는데 그 법
적 토대가 1940년에 공포된 ｢조선영화령｣이었다. 일제는 ｢조선영
화령｣을 통하여 영화의 제작･배급･상영의 전 단계를 허가제로 하
였으며 사전･사후 검열을 강화하여 조선영화산업을 철저히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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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조선영화령｣ 공포 이후 사실상 전쟁 수행에 필요한 인
적･물적 자원의 동원을 위한 어용영화 외의 영화는 만들어지지
못하였다.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국내 영화계는 조선총독
부가 ｢조선영화령｣에 근거하여 영화사들을 폐쇄하고 영화를 조선
통치를 위해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그 성장의 터전이
붕괴되었다.35)
해방 직후 미 군정청은 조선관계 보도부 산하에 조선영화건설
본부를 설치하여 뉴스와 영화의 제작을 허용하였는데 이를 계기
로 식민지배로 몰락한 국내 영화계의 활동이 다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 시기의 제작여건은 열악하기 그지없어 양질의 국산영
화가 제작되지 못했으며 1945년 9월 해방 후 처음으로 외국영화
가 상영되면서 국내 상영작의 대부분이 외화로 채워졌다. 한편
해방 이후 중단되었던 영화검열도 1946년 2월부터 시작되었으
며36) 이 시기 동안 검열 이외의 영화정책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해방 이후 비록 열악하나마 겨우 성장의 기초를 다지려하
던 국내 영화계는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로 다시 한번 큰 타격
을 받게 된다. 전쟁으로 인한 제작여건의 피폐와 더불어 전쟁 시
기의 특성상 정부가 제작한 군사기록물과 계몽영화 등이 이 시기
영화의 주를 이루고 있어 영화의 폭도 상당히 제한되었다.
35) 조선총독부는 조선영화령에 의거 영화사 10개를 폐쇄하고 사단법인 조선영
화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며, 대부분의 영화인은 조선영화주식회사의 사원
또는 촉탁으로 흡수하는 한편 기존 영화사의 시설 및 기자재 일체를 매수함
으로써 사실상 영화업계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였다. 또한 총독부는 국내의
영화배급회사를 해산시키고 사단법인 조선영화배급사를 설립함으로써 영화
의 제작 및 배급을 장악한 뒤 영화를 군국주의 홍보의 도구로 사용하였다.
36) 1946년 2월에 발표된 ｢극장 및 흥행 취제령｣에 의해 영화검열이 다시 시작
되었으며 1946년 4 월 군정법령 제68호 ｢활동사진의 취제｣에 의해 검열업무
가 최초로 경찰에서 행정기관인 공보부로 이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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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끝나고 충무로를 중심으로 영화사, 배급사, 영화인 단체
등이 자리잡으면서 국내 영화계는 다시 재건의 길을 걷기 시작하
였다. 그러나 영화제작 기반이 열악한 상태인데다가 외국영화의
압도적 우위 속에서 국산영화는 흥행에 성공할 수가 없었다. 따
라서 영화계는 국산영화 장려책을 정부에 건의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정부는 1954년 국산영화 보호육성책의 일환으로 입장
세법을 개정하여 국산영화 관람에 따르는 입장세의 전면적인 면
세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더하여 1958년 4월에는 문교부 고시 제
53호로 ｢국산영화 제작 장려 및 영화오락 순화를 위한 보상특혜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한국 최초로 국산영화에 대한 특혜 정책이
시작되었다.
이 고시의 주요내용은 (ⅰ) 우수 국산영화 제작자에 대한 보상
(ⅱ) 국산영화 수출장려를 위한 보상 (ⅲ) 국제영화제 참가자에
대한 보상 (ⅳ) 문화영화 및 뉴스영화 수입자에 대한 보상 (ⅴ) 우
수 외국영화 수입자에 대한 보상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1959년부터 외국영화 수입이 엄격한 쿼터제로 제한되기 시작했으
며 고시에 명시하고 있는 기준에 해당되는 영화제작자(수입자 포
함)에게는 외국영화 수입쿼터가 보상으로 주어졌다. 이 수입쿼터

로 인해 국산영화가 보호되는 측면도 있었지만 한편 국산영화와
외국영화간의 질적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수입쿼터는
외국영화의 희소성을 증가시켜 수입권의 확보는 곧 막대한 이익
으로 연결되었다. 따라서 외화수입권은 곧 이권으로 인식되었고
수입권을 둘러싼 뒷거래와 잡음 등으로 끊이지 않는 부작용도 낳
았는데 이와 같은 외화수입권을 매개로 한 보상체계는 박정희 정
부의 영화정책에까지 이어졌다.
한편, 이와 같은 일련의 국산영화 육성 조치들에 힘입은 국내
영화계는 점차 활기를 찾게 되어 흥행성 있는 영화들이 제작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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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국산영화는 서서히 성장기에 접어들기 시작하였다. 영화사가
들은 1954~1960년까지의 시기를 국산영화의 성장기 또는 중흥기
라고 부르는 데 주저하지 않는데37) 그 이유로 우선 이 시기에 영
화제작이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38) 영화
제작의 증가와 더불어 영화사 설립도 크게 증가하여 영세 제작자
가 난립하는 부작용도 생기기 시작하였다. 39) 또한 이 시기에 들
어서 한국영화는 내용과 형식 면에서 기존의 신파극과 유치한 희
극에서 탈피하여 다양성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질적으로도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 흥행에 크게 성공하는 작품들이 나오
기 시작하였다.40)
2) 영화법의 도입

① 영화법의 제정
1961년에 등장한 박정희 정부는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영화
산업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산업정책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우
선 1961년 9월 영화사의 신규 등록 기준을 발표하고(문교부 고시
148호) 이 기준에 따라 영화사 등록을 다시 하도록 하였다. 또한

일정 기준에 미달한 영화사들은 합동으로 기준을 통과할 수 있도
37) 김종원･정중헌(2 001), 김 화(2003)
38) 이 시기의 영화제작 편수는 1954년 18편, 1955년 15편, 1956년 30편, 1957년
37편, 1958년 74편, 1959년 111편, 1960년에는 92편에 이르렀다.
39) 1958년 영화제작 편수가 74편인데 당시 제작사는 72개였음.
40) 이 시기 대표적인 흥행 성공작으로 <춘향전>과 <자유부인>을 들 수 있다.
1955년 국도극장에서 개봉된 이규환 감독의 <춘향전>은 국도극장 한 곳에
서만 10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하였으며 19 56년 개봉된 한형모 감독의 <자
유부인>은 당시로는 파격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어 흥행의 성공과 함께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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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여 영화사의 통폐합을 유도하였다. 한편 1962년 1월 26일에
제정된 영화법은 국내 영화산업을 산업적으로 보호･육성하기 위
해 만들어진 최초의 법이었으며 정부를 영화법을 통하여 영화산
업의 보호･육성을 시도함과 동시에 강력한 통제도 실시하였다.

② 영화법의 특징
1962년 제정된 영화법과 제4차에 걸쳐 이루어진 영화법 개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ⅰ) 엄격한 시설기준과 제작실적을 유지하는 제작사들에만 영
화제작업을 등록 또는 허가하여 이들만을 집중지원하고
제작사의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경쟁제한적 환경을 조성하
여 대기업화 유도
(ⅱ) 외화수입쿼터의 시행과 제작사만이 제작실적에 따라 외화
를 독점적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보호주의 정
책으로 메이저 영화사의 양성을 시도
(ⅲ) 외화수입금이 한국영화의 제작자본으로 재투자되는 확대
재생산 구조의 정착을 시도
(ⅳ) 강도 높은 검열
우선 영화법 제정을 통해 영화제작업, 영화수입업, 영화수출업
을 등록제로 하였으며 특히 영화제작사의 대기업화를 유도하기 위
해 영화제작업자의 등록요건을 시행령을 통해 명문화함으로써41)
41) 영화법 제정을 통한 영화제작사의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영화촬영기 1
대 이상 2) 조명기 총량 50킬로와트 이상 3) 5년 이상의 영화제작경험이 있는
제작기술자 1인 및 기성배우 2인 이상과의 전속고용 4) 은행에 5천만환 이상
의 자본금의 적립. 이상의 등록요건에 더하여 등록된 영화제작업자가 1) 1년
간 제작실적이 없는 경우 2) 1년간 영화수입실적이 없거나 또는 2년간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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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규모 이상의 제작업자만이 영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등록요건은 1963년 3월 영화법 1차 개정을 통해 더욱 강화되
었다.42) 등록요건의 강화로 군소제작업자들은 통폐합되었으며
1959년에 71개였던 제작사가 1962년에는 16개사로 통합되었고
1963년에는 6개사까지로 축소되었다. 또한 영화법 1차 개정을 통
해서는 수입･수출업자의 등록제도를 폐지하고 등록된 영화제작업
자만이 외국영화를 수입하거나 수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외화수입은 실적43)에 따라 배분하였다. 이는 영화제작업자의 외
화수입 독점권을 보장함으로써 외화수입으로 얻은 이익금이 국산
영화 제작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한편 박정희 정부는 영화제작업자를 산업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영화법을 통하여 영화에 대한 강도 높은 검열을 행하였다. 1960
년 8월 민간사회단체인 ‘영화윤리전국위원회’가 발족되어 정부의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에 그 등록이 취소되도록 규정하였다.
42) 영화법 1차 개정을 통해 강화된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다: 1) 35밀리 이상의
촬영기 3대 이상 2) 조명기(총성능 200킬로와트 이상) 3) 내화구조로서 방음
장치가 완비된 건평 200평 이상의 견고한 스튜디오 4) 동시녹음기 1대 이상
5) 5년 이상의 영화감독경험을 가진 전속영화감독 3인 이상 6) 5편 이상 극영
화에 출연한 경험을 가진 남녀전속배우 각 10인 이상 7) 5년 이상 영화촬영
경험을 가진 전속촬영기술자 3인 이상 8) 5년 이상의 녹음경험을 가진 전속
녹음기술자 1인 이상. 등록취소요건으로는 1 ) 연간 15편 이상의 국산영화(극
영화에 한함) 제작실적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2 ) 허위의 방법으로 등록하거
나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등을 규정하였다.
43) 영화제작업자가 외화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공보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하
였는데 다음과 같은 실적에 의거하여 외화수입 추천이 결정되었다(영화법
제6조 3항).
1 . 국산 극영화 제작편삭과 그 비용
2 . 국산 극영화 해외수출편삭
3 . 국제영화제출품편삭와 수상편삭
4 . 각 령으로 정하는 우수국산영화상을 받은 편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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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검열 업무가 이 기구로 이관되면서 영화계의 자율기능이 제
고되는 듯하였으나 정부는 최초의 민간 자율기구였던 이 기구를
해체시키고 영화법을 통하여 검열을 강화하였다. 영화법에서는
제작업자가 영화를 제작하고자 할 때에는 “공보부령의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사전에 공보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전신고
제(제4조)와 공연자가 영화를 상영하고자 할 때에는 상영하기 전
에 완성된 필름으로 사전에 “공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는 상영허가제(제10조)가 명시되어 있었다. 또한 그 상영허가 심사
기준(영화법 시행규칙 제5조)도 매우 까다롭고 광범위하였으며 해당
영화가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시 영화상영을 허가하지 아니
하거나 그 부분을 삭제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영화법에서 제시한 영화제작업의 등록요건이 과도하다는
영화업계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영화법 1차 개
정을 통해 등록요건이 더욱 강화되자 영화업계는 크게 반발하기
시작하였다. 통합을 한 영화사들도 법에서 규정하는 시설요건 등
을 갖추기가 힘들었으며 특히 당시의 열악한 제작환경으로서는 1
년에 15편 이상의 작품을 제작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더욱 맞추기
가 어려웠다. 따라서 한국영화인협회를 중심으로 하여 ‘영화법폐
기촉진위원회’가 발족되었고 조직적으로 영화법 반대 운동이 전
개되었다. 이러한 반발에 직면한 정부는 영화업계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2차 영화법 개정(1966년 8월)으
로 이어졌다.
2차 영화법 개정에서는 제작업자 등록요건이 일부 완화되었으
며44) 의무 제작편수도 연간 ‘15편 이상’에서 ‘2편 이상’으로 축소
되었다. 또한 외국인과 외국법인의 영화제작을 금지하고 외화수
44) 등록요건을 완화하여 녹음기와 전속영화인을 요건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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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쿼터제도 및 스크린쿼터제도의 도입45) 등을 통해 국내 영화업
계 보호정책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적극
적인 국산영화 보호정책으로 인해 1969년 기준 한국영화 제작편
수 229편, 관객 수는 1억7300만 명, 1인당 관람횟수가 5.7회에 이
를 정도로 한국영화의 양적 팽창을 달성하였다. 한편 완화된 등
록요건과는 반대로 영화검열은 한층 강화되어 영화제작 신고 시
영화대본에 대한 검열이 추가적으로 강화되었다.
1970년 8월에 이루어진 제3차 개정에서는 수입･수출업자의 등
록이 다시 부활되었고 영화제작업자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되었던
외화수입권이 폐지되었으며, 의무제작 편수는 종전의 2편에서 5
편으로 강화되었다. 3차 영화법 개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영화
산업 육성을 위한 ‘영화진흥조합’의 설립이라고 할 수 있다. 영화
진흥조합은 국산영화의 수출 및 외화수입 알선, 영화제작비 융자,
우수영화인 포상 등에 관련된 사업을 하도록 규정되었다. 또한
외화수입업자는 외화수입 시에 국산영화진흥기금을 조합에 납부
하여야 했으며 조합은 실적에 의거하여 영화제작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즉 종전에 영화제작업자가 외화수입권
보장을 통해 제작자본 육성을 꾀하던 방식에서 외화수입업자로부
터 기금을 납부 받아 영화제작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환되었
던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은 오래 가지 않았다.
1973년 2월에 이루어진 영화법 제4차 개정에서는 영화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및 통제정책이 시도되었는데 우선 영화
45) 외국영화의 수입편수는 국산영화 상영편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수입쿼터를 규정하였으며 극장이 상영하여야 할 국산영화의 편수(스크린쿼
터)는 연간 6편 이상으로 하되 2월마다 1편 이상으로 하고, 총 상영일수는
90 일 이상이어야 한다(다만, 공보부 장관은 지역별 및 영화상영 상황에 따라
총 상영일수를 조절할 수 있다고 명시)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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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업의 등록제를 폐지하고 허가제로 전환하였다. 즉 영화제작
업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공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기준46)을 충족하여도 영화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규허가
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영화제작업자는 영화제작
시 신고하여야 하며 정부는 특수한 경우에 영화제작의 중지를 명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영화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간 제작 및 수입의 편수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
편 영화제작업자의 외화수입권 독점이 부활되었으며 영화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종전의 ‘영화진흥조합’이 해산되고 ‘영화진흥
공사’가 설립되었다. 또한 영화유통구조의 전근대성･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영화배급협회’가 설립되는 등 영화산업 지원체
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1973년부터 영화수급계획, 영화진흥사업,
우수영화 기준, 배급협회 운영방침 등의 연도별 주요 영화시책을
발표하여 영화산업에 대한 직접적 통제를 강화하였다.
영화법 제정으로부터 네 차례의 개정에 이르는 동안 제작자 보
호 및 육성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1960년대 후반 한국영화는 200
편을 상회하는 제작편수와 50%에 육박하는 시장점유율을 보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성장세는 오래가지 않았다. 당시의 한국영화의
성장세는 수입통제와 영화를 대체할 만한 오락매체가 없었던 데
기인한 측면이 컸다. 따라서 1960년대 후반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텔레비전 수상기의 보급은 영화산업에 큰 타격을 주었고 결국 70
년대의 한국영화 불황으로 이어졌다. 1969년을 정점으로 한국영
46) 허가와 관련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1 . 문화공보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가진 35밀리 촬영기 3대 이상을 보유
할 것.
2 . 문화공보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스튜디오 및 그 부속시설을 보유
할 것.
3 . 영화의 제작을 위한 자금으로 5천만원을 보유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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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제작편수는 점점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외화수입쿼터를 얻기
위한 영화양산 및 외화쿼터의 이권화 등 정부가 보장한 권리가
악용됨으로써 한국영화의 질적 저하가 나타났다. 1970년대 들어
텔레비전의 대량보급과 레저 붐, 그리고 한국영화의 질적 저하로
한국영화 관객은 급감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 제작편수마저 1971
년 202편에서 1972년에 122편으로 추락하였고 1970년대말에는
100편 이하로 떨어지게 되었으며 한국영화 시장점유율도 한때는
16.7%(1975년)까지 떨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영화산업의 불황으로
인해 문을 닫는 극장도 속출하여 1960년대 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1971년 717개까지 이르던 전국 극장 수가 1982년에는 404개로 감
소하였다.
<그림 3> 연도별 전국 극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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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연감 각 호.

이 시기 동안 영화법을 통하여 이루려고 한 산업적 측면에서의
정책목표는 메이저급 제작사의 육성이었다. 이를 위해 외화수입
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스크린쿼터 및 외화수입쿼터를 통해
한국영화를 보호하는 등의 제작사 육성정책을 시도하였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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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제작사의 외화수입권 부여 정책은 일관성이 없어 제작업과 수
입업은 분리와 통합을 거듭하였다(제작업과 외화수입업은 제정 영화법
에서는 분리, 1차 개정에서는 통합, 3 차 개정에서는 분리, 4차 개정에서는
통합). 결과적으로 제작사 육성정책은 성공적이지 못하였고 의도

하였던 제작자본의 영세성은 극복하지 못하였다. 이는 외화를 포
함한 영화흥행수입이 제작에 투자되어 양질의 영화가 제작되고
이것이 다시 더 높은 흥행수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
는 데 실패했다는 의미이다.
<표 9> 영화법 개정 추이(제정~4차 개정)
영화법의 변화

주요 내용

영화법 제정
(1962. 1. 20)

-

1차 개정
(1963. 3. 12)

- 수입･수출업자의 등록제도 폐지
- 등록된 영화제작업자에게만 외국영화의 수입･수출권 부여
- 등록취소 규정(의무제작 편수 등의 취소요건 규정)

2차 개정
(1966. 8. 3)

- 제작업자 등록요건이 일부 완화
- 영화제작업자의 독점적 외화수입권 완화
- 등록취소 요건 중 의무제작 편수를 연간 ‘15편 이상’에서 ‘2편 이상’으로
축소
- 외국인과 외국법인의 영화제작 금지
- 외화수입쿼터제도 및 스크린쿼터제도의 도입

3차 개정
(1970. 8. 6)

-

수입･수출업자의 등록 부활
등록취소 요건 중 의무제작 편수를 종전의 2편에서 5편으로 강화
영화진흥조합의 설립
외화수입업자는 외화수입 시에 국산영화진흥기금 납부

4차 개정
(1973. 2. 16)

-

영화제작업의 등록제를 폐지하고 허가제로 전환
영화제작업자의 외화수입권 독점 부활
영화진흥조합이 해산되고 영화진흥공사 설립
영화배급협회 설립

영화업(영화제작업, 영화수입업, 영화수출업)에 대한 등록제
영화제작 신고제 및 영화상영 허가제
수입･수출 추천제
상영정치처분 규정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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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시 영화제작을 위한 자본은 대부분 지방흥행업자로부터
조달되었다. 제작사는 서울시내 개봉관은 자신들이 만든 영화를
직접 배급한 후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전국 6개 권역(개봉관 제
외 서울, 경기강원, 충남북, 전남북 및 제주, 경북, 경남)의 독점적 지방흥

행업자에게 상영권을 판매하는 이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
다. 제작사는 지방흥행판권을 단매방식으로 미리 팔아 이 자금으
로 영화를 제작하였으므로 서울 이외 지역의 흥행수입은 모두 지
방흥행업자에게로 돌아갔다. 결국 제작사는 서울지역 흥행과 외
화수입에서 얻은 수익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제작자본
의 영세성으로 이어졌다. 이 자본의 영세성은 다시 제작사로 하
여금 지방흥행업자들의 선수자금에 의존하게끔 만들어 영세성의
악순환은 계속 이어져갔다. 이는 결국 미국의 수직계열화한 메이
저 시스템과 같이 배급과 상영 부문의 수익이 제작으로 재투입되
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채 제작사만을 육성하는 정책은 실패한
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2) 경쟁체제의 도입
1981년 시작된 새로운 정부는 정치･사회적 통제를 강화하면서
도 한편으로는 문화부문에 있어서는 통제를 점차 완화시켜 나가
기 시작하였다. 전두환 정부의 점진적 통제완화 정책은 영화산업
의 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제5차 영화법 개정(1984년 12월)
으로 영화산업에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과거 제작업자들이 누리
던 독점적 지위가 박탈되었다.
먼저 영화의 제작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함과 동시에
국산 극영화제작업자가 아니라도 외국영화를 수입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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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영화제작업과 외국영화수입업을 분리하였다. 영화업자는 법
인으로만 등록할 수 있게 규정되었으며 등록을 위해서는 일정액
을 예탁하여야 했다.47) 또한 독립영화제작업 제도를 신설하여 영
화제작업자로 등록하지 않고도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영화제작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영화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 경우에 영화의 제작은 연 1편을 초과할 수 없었다. 등록제의
전환으로 1985년에만 9개의 영화사가 신규등록하여 1985년 현재
총 29개의 영화사가 활동하였으며 1986년에는 등록영화사 수가
61개사로 급증하게 되었고 독립영화사도 27개사가 등록되었다.
영화제작업과 외화수입업의 분리는 외화수입권 부여를 통한 영화
제작사의 대기업화 정책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였고 수익의 상
당부분을 외화수입 독점을 통해 창출하던 충무로 토착자본은 상
당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한편 유명무실한 영화배급협회는 폐지하고 영화검열제도는 심
의제로 전환되어 종전의 검열제도에서 사전심의제로 바뀌었다.
즉 종전의 ‘문공부 장관에 의한 검열’을 공연법에 의해 설치된 ‘한
국공연윤리위윈회(공윤)에 의한 심의’로 바꾸었다. 완화된 정치사
회적 분위기로 인해 영화내용에 대한 통제도 다소 완화되어서 사
회비판적 영화가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영화에서의 폭력 및 성
적표현도 점차 대담해지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정치적 표현에 대
한 통제완화는 제한적이어서 정권에 대한 직접적 비판은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표현의 자유화는 1980년대
47) 영화제작업 및 외화수입업자의 등록을 위한 법인의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
이어야 하고 외국인(법인)은 영화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예탁
금은 다음의 범위 안에서 문화공보부령으로 정하였다.
1 . 극영화제작업: 2억원 이하
2 . 극영화가 아닌 영화제작업: 1천만원 이하
3 . 외국영화수입업: 1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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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의 에로티시즘 영화의 범람을 가져왔으며 이들 영화로 인해
한국영화 점유율이 다소 상승하기도 하였다.
<그림 4> 영화제작사 현황(1979~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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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문화관광부

(3) 영화시장 개방
1984년말 미국은 한국정부가 연간 외국영화 수입편수를 한국영
화시장의 20~30%로 제한해 왔다는 점이 불공정교역 행위에 해당
하며, 한국이 대미무역 흑자국이라는 점을 들어 한국영화시장의
개방을 본격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하였다.48) 미국의 시장개방 공
세로 인해 한･미간에 협상이 시작되었고 1985년에 제1차 한･미
영화협상이 타결되었다. 이 협상의 결과물로서 제6차 영화법 개
정이 1986년 12월에 이루어졌다. 법 개정을 통하여 영화업자의
48) 미국 영화수출협회(MPE AA)은 한국이 불공정한 수입규제와 검열을 행하고
있다고 미국 무역대표부(US TR)에 한국을 제소하였고 이에 미 무역대표부는
통상법 301조를 적용하여 한국시장개방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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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 사유 중 외국인, 외국법인 등을 삭제하여 외국인도 국내에서
영화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산영화진흥기금납부제도를 폐지
함으로써 외국영화 수입 시 부과되는 국산영화진흥기금 납부의무
가 없어졌다. 한편 수입편수쿼터제 및 수입가격 상한제 등이 폐지
되고 영화업 등록 시 납부하는 예탁금도 인하하였다. 미국은 1988
년에 다시 한국영화시장에서 미국 영화사들의 영업활동을 실질적
으로 제약하고 있는 규제철폐를 요구하며 추가 시장개방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제2차 한･미 영화협상이 타결되었
고 외화수입 프린트 벌수 제한폐지, 수입심의용 영화프린트 통관
추천제 폐지, 심의절차 간소화 등의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표 10> 영화업자의 결격사유 개정
종전

제4조의2(영화업자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
영화업자의
한자
결격사유
2.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대표자로 되어 있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6차 영화법 개정
제4조의2(영화업자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
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
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
는자
4. 제1호 내지 제3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그 대표자로 되어 있거나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6차 영화법 개정 이후 미국 영화사의 첫 한국현지 법인은
1988년 3월 설립된 UIP이며 그해 9월에 첫 직접배급(직배)방식으
로 국내 시장에 영화배급을 시작하였다. 직배 초기에는 국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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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계의 극단적인 반발이 있었으나 직배에 대한 국내 극장업자,
제작자 등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국
직배사의 한국영화시장 잠식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직배의
실시는 흥행업자들의 수익이 제작부문으로 유입되는 것을 제한하
는 결과를 가져와 제작자로서는 타격이 컸다. 흥행업자들이 제작
부문에 자본을 공급한 이유는 안정적인 영화공급과 이를 통한 흥
행수익의 창출도 있었지만 수입업을 겸하는 제작사와의 연계를
통해 외화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제작사는 국산영화
를 제작함으로써 외화수입권을 획득할 수 있었으므로 흥행업자의
입장에서는 제작에 투자함으로써 국산영화 및 외화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할 수 있었다. 즉 흥행업자의 한국영화에 대한 투자
는 이후의 외화배급을 위한 일종의 투자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49) 따라서 직배로 인해 흥행업자들의 제작투자에 대한 동
기는 약해질 수밖에 없었으므로 제작사들의 직배반대운동은 매우
거셀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흥행업자들의 입장은 다소 달랐다. 흥행업자들은 표면
적으로는 직배반대를 주장하였지만 상당수는 미 직배사와의 연계
를 통해 외화시장을 선점하고자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한국영화계 내부의 이해관계 불일치로 인해 직배반대운동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직배영화 편수도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직배영화의 시장점유가 점점 확대됨에 따라 90년대초에
는 한국영화 제작편수도 100편을 밑돌게 되었으며 1993년에는 한
국영화 시장점유율이 역사상 최저인 15.9%를 기록하게 되었다.

49) 황동미 외, 한국영화산업구조분석 - 할리우드 영화 직배 이후를 중심으로,
영화진흥위원회, 2001,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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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제1차 한･미 영화협상 현황
미국 요구사항

합의사항

조치사항

◦외국영화 수입가격 상한선 철폐
◦미국 영화사 한국 내 지사 설치 허 ◦’86. 12. 31 영화법 개정,
(극영화, TV 용 필름 및 홈비디오 포함)
외국인이 국내에서 영
용
◦미국영화 배급회사의 국내지사 설치 ◦국산영화진흥기금납부제도 폐지(외
화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
화수입 편당: 1억원)
개방하고, 외국영화 수
◦예탁금 철폐 및 대폭 삭감
◦진흥자금 철폐 또는 인하
◦스크린쿼터의 철폐 또는 비율 조정
◦로열티에 부과되는 원천과세 인하
◦외화수입 관세 인하
◦수입쿼터제 철폐
◦시판용 완제품 비디오의 수입관세

◦시판용 비디오테이프의 합작투자,
생산판매 허용
◦예탁 금 7 억원을 5,000만 원으로 인하
◦외화수입가격 상한선 및 수입쿼터제
도 조기 철폐
◦관세: ’86년중 미국 측과 협의(재무
부 소관)

인하
◦공테이프의 세율 인하
◦미국 영화사의 시판용 비디오 국내
생산 가능 여부
◦홈비디오의 수입편수 제한철폐
◦홈비디오의 라이센스료 제한철폐 및

(미국 측 양해 사항)
◦스크린쿼터제도 유지
◦미국영화 수입편수 일정수준 제한
인정
◦예탁금 제도 설치 운영

입 시 납입하는 국산영
화 진흥자금 납부제도
를 철폐(부칙에 의거
1987. 7. 1부터 시행)

판매수익 참여 보장
◦진흥기금 개선방안 실행 시까지(’ 87
◦홈비디오의 수입업자 및 제작업자의
년 초) 현행 진흥자금 납부제도 유
등록 수 제한
지 수락
◦지적소유권 보호 미흡
◦ T V용 외화검열 완화

자료: 노정동, ｢미국직배사의 출현, 그 파장과 영향｣, 최진용 외(1994)

<표 12> 제2차 한･미 영화협상 현황
요구사항

합의사항(’88. 12. 30)

◦외국영화 수입절차 간소화
- 현행 2단계(통관추천, 수입
추천)를 1단계로 축소
◦외국영화 수입(복사) 필름벌수
제한완화
◦영화심의 신청편수 확대
◦영화심의절차 간소화 및 기간
단축

◦수입심의용 영화필름통관추천제 폐지(’89. 1.1)
◦외국영화 수입(복사) 필름벌수 제한완화
(’89 . 1. 1)
- ’8 9년: 12벌
- ’9 0~’93년: 매년 1벌씩 추가 허용
- ’9 4년: 완전 폐지
◦영화심의신청 편수 증가 및 심의기간
단축(’89. 1. 1)
- 1사 2편
- 심의기간 단축
◦외국영화 심의절차 간소화(’90. 1. 1)

조치내용
◦합의내용대로
제도개선 시행

자료: 노정동, ｢미국직배사의 출현, 그 파장과 영향｣, 최진용 외(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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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직배편수와 한국영화
연도

직배편수

한국영화 제작편수

한국영화 시장점유율

’88

1

87

23.3

’89

15

110

20.2

’90

47

111

20.2

’91

45

121

21.2

’92

57

96

18.5

’93

64

63

15.9

자료: 한국영화연감 각 호.

(4) 대기업자본의 진출과 한국영화의 산업화 진입
영화시장 개방으로 인해 한국영화가 위기에 처한 1990년대 초
반 영화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대기업
자본의 영화계 유입이었다. 대기업의 영화산업 진입은 비디오 기
기(VCR)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비디오 프로그램을 확보하기 시
작한 데서 비롯되었다. 대기업들은 비디오 판권확보를 통해 프로
그램의 원활한 공급을 꾀하였으며 일부는 비디오 프로그램 공급
업에 진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미국영화의 직배가 비디오 시장
에도 확대됨에 따라 프로그램 확보가 어렵게 되자 대기업들은
비디오 판권확보를 위해 한국영화 제작에 투자하게 된다. 대기업
의 영화산업투자는 비디오 판권을 선구매50) 하는 형식에서 출발
하여 이후 영화제작사와 공동제작을 한 후 수익을 배분하는 방
식, 또는 영화제작에 전액투자 하는 방식으로까지 확대되었다.
50) 영화가 완성되지 않은 기획단계에 있을 때 비디오 판권을 먼저 구매함으로
써 제작에 투자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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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배로 인해 흥행업 수익의 제작자본으로의 환류가 여의치 않
은 상황에서 대기업의 영화제작 참여는 국내 영화계에는 큰 활력
소가 되었다. 또한 1993년에 케이블TV가 출범함에 따라 대기업이
영화채널을 소유하게 되었고 프로그램 확보를 위해서 대기업의
영화제작에 대한 투자도 더욱 확대되었다. 총 한국영화 제작편수
중 대기업이 참여한 영화는 1992년과 1993년에 각각 6편, 7편이
었는데 1994년에는 대기업 참여 편수가 20편으로 크게 늘어났다.
대기업의 풍부한 자금력으로 인해 한국영화의 평균 제작비도 상
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양질의 영화가 제작되기 시작하였다.
대기업의 영화산업 참여는 새로운 자본의 유입이라는 측면 외
에 영화제작의 합리화를 가져왔다. 기업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떠
한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철저한 시장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기획, 그리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기존의 영화계의 제작방식(소위 충무로 제작관행)은
이러한 기업의 사업진행 방식과는 거리가 멀었다. 시장조사는 물
론 영화의 기획이라는 개념자체가 형성되지 않았고 주먹구구식
제작으로 인해 제작비는 책정된 액수를 넘기기 일쑤였으며, 정해
진 시간 내에 제작을 마치지 못해 적기에 영화출시를 못하는 경
우도 다반사였다. 막대한 금액－그것도 영화의 특성상 대부분 함
몰비용이 되는－을 투자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러한
제작관행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대기업은 예산의 합리적 계획
및 운용에 근거한 자본운용의 효율성을 제작자에게 요구하였으며
이 기준을 주먹구구식 제작방식에 익숙한 기존의 토착 충무로 제
작사들은 맞출 수 없었다. 따라서 합리적 자본운용 능력과 철저
한 사전기획력을 갖춘 영화계의 신흥인력과 대기업 자본의 결합
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영화제작에 있어 사전기획 및 마케팅
이 강조되었고 영화제작 공정의 합리화가 이루어지면서 각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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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문화가 이루어졌고 이를 담당할 젊은 고급인력이 영화산업
으로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표 14> 대기업의 영상산업 참여
그룹

계열사

삼성

삼성영상사업단
삼성물산
삼성전자
제일기획 등

진출
시기

1988년

철수
시기

1999년

사업내용
-

영화제작 수입 및 배급
씨넥스, 명보극장, 서울극장 등 극장 운영
유료영화 C AT V ‘ 캐치원’ , Q채널 등 운영
드림박스, 스타맥스 등의 비디오 프로그램 공급업을
통해 디즈니 계열사 영화들 유통 대행
- <타임 투 킬>, <히트> 등의 제작사 뉴리전시 지분
7. 6% 인수

1999년

- 영화제작 수입 및 배급
- 씨네하우스, 대한, 스카라 등 극장운영
- 홈비디오 유통(우일영상, 씨네마트, 세음미디어), 20세
기폭스, 콜롬비아트라이스타, M GM 비디오 위탁 판매
- 영화채널 D C N

1996년

1998년

-

SK C

1984년

1998년

- 홈비디오 유통
- 제작･수입･배급
- MB C 프로덕션과 제휴

새한디지털미디어

1996년

분사

대우

대우영상사업단
대우전자

현대

금강기획
현대전자

선경

새한

제일
제당

제일제당
CJ 엔터테인먼트

동양

메가박스
쇼박스

롯데

롯데시네마

1988년

영화제작 수입 및 배급
씨네플러스, 명보극장 등 극장운영
홈비디오 유통(미라맥스), 사반 엔터테인먼트사와 제휴
현대방송

- 새한홈비디오 설립
- 1996년 디지털미디어, 영화수입배급, 홈비디오 유통

현재
활동중

- 1995년 드림웍스에 11% 3억 달러 투자
- 호주 빌리지로드쇼와 홍콩 골든하베스트사와 합작, 멀
티플렉스 C GV 설립
- 제이콤, 영화제작, 배급
- m-net

1999

활동중

- 영화채널 OC N (대우 D C N 인수), 씨네하우스 4개관 인
수, 캐치원(현재 H B O, 삼성으로부터 인수)
- 멀티플렉스 메가박스 운영
- 배급사 쇼박스 운영

1999

활동중

- 멀티플렉스 롯데시네마 운영

1996년

자료: 이상석(2001) 및 기타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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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산업구조의 측면에서는 대기업의 영화산업 진출로 인해
한국영화산업은 한층 고도화되었다. 한국영화산업의 문제를 논할
때 항상 거론되는 것이 제작자본의 영세성이었다. 이는 흥행수익
이 제작부문으로 투자되어 양질의 영화가 만들어지고 이들 영화
가 다시 성공하여 흥행수익이 증가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지 못
한 데 기인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제작비의 상당부분을 흥
행업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 흥행수익의 대부분이 흥행업자에
게 귀속되는 한편 제작사는 자본축적을 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많은 제작비가 투입되는 양질의 영화도 제작되지 못하는 구조였
다. 대기업들은 제작부문에 투자를 함과 동시에 투자수익을 극대
화하기 위하여 배급과 상영부문의 통제를 시도하게 되었다. 대기
업들은 자체 배급망을 구축하는 한편 극장들을 임대하거나 소유
함으로써(<표 14> 참조) 제작, 배급, 상영에 이르는 영화생산 및 유
통의 수직적 결합을 시도하였고 이를 통해 한국영화산업은 보다
고도화된 구조로 진입하게 되었다.

(5) 금융자본의 영화산업 진출
영화산업에 진출한 대기업자본은 외환위기를 맞아 큰 타격을
입는다. 대기업들은 영화산업 진입 초기 경영실적이 좋지 않았으
며 본격적인 수직계열화를 이루지 못한 상태여서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갖추지도 못하였다. 이 상황에서 외환위기로 인해 유동성
부족사태까지 겪게 된 대기업들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영화사업
자체를 접게 되었다. 현재 빅 3인 삼성, 현대, 대우는 영화산업에
서 철수하였고 오히려 중견그룹이라 할 수 있는 CJ, 동양그룹 등
은 계속 영화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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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주요 대기업의 영화사업 철수로 인해 생긴 공백
은 금융자본에 의해 채워지게 된다. 금융자본의 입장에서 영화산
업투자의 장점은 투자자본의 회수기간이 짧다는 것이다. 영화산
업은 제조업과 같은 여타의 산업에 비해 상품의 생산 이후 자본
회수기간이 비교적 짧으므로 투자의 성공여부가 단시일 내에 판
명된다. 또 199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한국영화의 시장점유
율도 금융자본을 영화산업으로 유인하는 데 한몫 하였다. 그러나
금융자본의 영화산업 진출 활성화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
인은 정책의 변화이다.
제6차 영화법 개정으로 시장개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후 세
차례의 추가 영화법 개정이 있었지만 영화산업 자체에 큰 영향을
끼칠 만한 내용은 없었다. 한편 영화시장 개방으로 인한 국내 영
화산업의 침체를 극복하고자 기존의 규제 위주의 영화법을 산업
진흥 중심의 법체계로 바꾸어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따라서 1995년 12월에 영화법을 폐기하고 영화진흥법이
새롭게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앞서 1995년 1월에는 영상진
흥기본법이 제정되었고 1999년 2월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들 법의 제정은 정부가 영상산업을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진
흥의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나
라가 1960년대, 1970년대에 걸쳐 개별 산업육성을 위해 각종 진
흥법 제정을 통해 산업정책을 수행한 것처럼51) 영화산업도 본격
적인 산업정책의 대상으로 삼고 이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법
51)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제정된 개별산업진흥법들로서는 기계공업진흥법(1967
년), 조선공업진흥법(1967년), 전자공업진흥법(1969년), 철강공업육성법(1970
년), 석유화학공업육성법(1970년), 항공공업진흥법(1978년), 섬유공업근대화촉
진법(1979년) 등이 있으며 이들 법들은 1986년 공업발전법으로 통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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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한편,
1995년에는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던 영화관련 산업을 제조업
으로 분류하여 제조업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받도록 하여52) 영화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표 15> 제7, 8, 9차 영화법 개정
개정연월

주요 개정내용

제7차 개정(1987년 11월)

- 종전의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방송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
존의 단순심의기구인 방송심의위원회가 방송위원회로 통
합되었기 때문에 텔레비전 영화의 심의기능을 종전의 방송
심의위원회에서 방송위원회로 이관

제8차 개정(1989년 12월)

-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해 문화공보부가 문화부로 개명

제9차 개정(1993년 3월)

-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해 문화부가 문화체육부로 개명

자료: 저자 작성

영화진흥법은 영화산업 진입 및 행정규제 완화와 영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영화진흥금고를 설치하는 것을
주 내용53)으로 하고 있다. 한편 1996년 10월 헌법재판소가 공윤
52) 1995년 3월 국세청 표준소득심의회를 통해 영화산업을 제조업으로 업태조
정함.
53) 기존 영화법과 비교하여 달라진 영화진흥법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 기존 영화법에서 모든 영화제작업을 등록제로 운영하던 것을 문화영화 등
비극영화 제작업의 경우에는 신고제로 전환하고, 소형･단편영화 제작업
은 완전 자유화함으로써 영화제작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함.
2 . 기존 영화법에서 1년 이상 영화를 제작･수입한 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의
취소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수입업의 경우에 이러
한 규제를 폐지하고, 제작업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등
영화업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함.
3 . 기존 영화법에서 영화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영화제작 신고를
하도록 하던 것을 영화진흥법에서는 등록한 영화업자가 영화를 제작할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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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사전심의제를 위헌으로 판결함에 1997년 개정된 영화진
흥법에서는 사전심의제가 폐지되고 대신 영화상영 전에 상영등급
의 부여를 의무화하였다. 이로써 영화의 내용에 대한 사전검열은
없어졌으며 영화인들은 예술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영상진흥기본법의 경우 구체적인 진흥정책의 제시보다는 정부
의 역할에 대한 선언적 내용을 주로 포함하고 있다. 이 법에서 영
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부는 영상진흥종합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
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영상진흥회의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
다. 또한 영상산업진흥을 위한 재원으로 일부 부처가 관리하는
각종 기금54)의 일부를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용도
4 . 영화의 수입 및 수출을 하는 경우 관계 장관의 추천을 받도록 하던 것을
영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추천 없이 가능하도록 함.
5 . 기존 영화법에서는 상영되는 모든 영화에 대하여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나 영화진흥법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편영화, 소형영화 및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영화는 사전심의를 면제함.
6 . 사전심의에 있어서 연소자 관람가 영화의 경우에는 영화에 대한 제한이
나 삭제를 하지 아니하고 등급만 결정할 수 있도록 함.
7 . 영상자료를 국가자원으로 관리･보존하기 위하여 영화제작자는 영화필름
및 그 대본을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함.
8 . 한국영화･청소년용 영화･어린이용 영화 등 특정한 영화를 주로 상영하는
공연장경영자에 대하여 국가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9 . 공연장경영자가 극영화를 상영함에 있어 문화영화를 동시상영하여야 하
는 제도는 이 법 시행 2년 후 폐지하기로 함.
1 0. 영화예술 및 영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영화진흥금
고를 설치하도록 하고 영화진흥공사가 이를 관리･운용하도록 함.
54) 각종 기금에는 다음의 기금이 해당된다.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
- 공업발전법에 의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출연되는 자금
-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기반조성사업에 출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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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편성･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화진흥법과 영상진흥기본법이 영화산업의 규제완화와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선언적 내용을 담고 있다면 1999년에 제정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관련 산업진흥을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법제화하고 있다.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문화산업진흥기금이 설
치되었으며55)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
하 창투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56) 가 문화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문

화산업진흥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회사
에 대한 자금지원을 명문화하였다. 57) 또한 제작자･투자회사･투자
조합이 문화산업에 투자할 경우 및 창업자･창업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를 마련하였다.58)
한편, 금융자본의 영화산업 유입을 보다 확대시킨 제도변화는
영상산업 분야에 대한 ‘프로젝트 투자(Project Financing)’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상 투자로 인정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다.59) 즉 투자자가 영화사의 지분인수뿐만 아
니라 개별영화에 투자하여도 창업지원법상 투자로 인정이 되어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 법령상 투자에
는 자금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기금
-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보통신진흥기금
- 과학기술진흥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
55)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3조
56) 법제상 여신전문금융업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
금융업을 포함하는데 영화산업에 대한 투자는 주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57)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1조
58)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8조
59) 1999년 3월 ‘중소기업창업업무운용규정’ 제2조 제1호 다항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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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세제혜택은 업체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에만 해당되
었기 때문에 매 상품별로 투자가 필요한 영화산업에는 적합하지
않았으며60) 투자자 입장에서도 세제혜택과 동시에 다양한 영화에
투자하여 위험분산을 꾀할 수 있게 되었다.
영화산업에 투자한 최초의 금융자본은 일신창업투자로 1995년
<은행나무침대>에 투자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후 계속된 영
화제작투자에서도 일신창업투자는 성공적인 수익률을 기록하였으
며 이는 다른 금융자본61)을 영화산업으로 유입시키는 촉매제 역할
을 하였다. 금융자본의 투자형태는 초기에는 개별 작품에 대한 직
접투자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조합의 형태로 바뀌기 시작하
였으며 현재는 금융자본의 대표적인 투자형태로 굳어졌다. 영화산
업투자를 위한 투자조합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해 ‘문화산업
전문투자조합’으로 규정되면서62)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총
출자금액의 일정비율 이상이 문화산업에 투자되도록 하였다.
<표 16> 영상투자조합 설립 현황
구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조합 수

1개

2개

11개

13개

8개

6개

5개

총 금액

50억원

165억원

935억원

1214억원

910억원

522억원

620억원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연감통계｣에 근거하여 저자 재구성.

60) 길민정(1999), p .57.
61) 영화산업에 투자한 금융자본으로서는 신보창업투자, 기은개발금융, 신풍창업
투자, 대우창업투자, 동양창업투자, 국민기술금융, 산은캐피탈, 미래창업투자,
무한기술금융, KT B네트워크 등이 있다.
6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5항: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이
라 한다)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3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으로서 그 자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을 창업자 또는 제작자에게 투자하는 조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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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경제발전의 원리와 영화산업정책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 서술한 영화산업의 특징, 세계 영화산업
의 변화, 한국영화산업의 구조변화 등에 기초하여 박정희 시대의
강력한 영화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한국영화산업의
성장요인에 대한 견해를 밝힌다. 영화산업도 산업이 성장하는 보
편적 과정을 벗어날 수 없으며 산업의 성장도 경제발전의 원리가
관철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
하는 경제발전의 원리를 소개하고 이를 기본적 분석의 틀로 삼아
과거 영화산업정책에 대한 평가 및 영화산업의 성장요인에 대한
분석을 하며 이를 기초로 정책적 시사점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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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발전의 원리

한 사회의 경제발전은 그 사회의 물질적 부를 창출하는 기업의
성장에 의존한다. 그렇다면 기업의 성장은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가? 신고전학파의 경제발전론은 기업의 자본이 축적되
고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의 향상이 이루어지면서 기업과 경제
가 발전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류경제학의
발전론은 무엇이 기업(또는 기업가)으로 하여금 자본축적 및 기술
혁신에 매진하게끔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않다. 신고전파 성장이론은 생산함수에서 출발하여 생산을 자본,
노동, 기술로 분해하여 각각의 성장의 합이 생산의 증가로 측정
된다. 하지만 자본, 노동, 기술의 성장이 성장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들 요소의 성장원인에 대한 설명 없이 이들 요소의 증가로 생
산이 증가된다는 논리구조는 동어반복(Tautology)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즉 자본, 노동, 기술혁신이 몇 % 증가하여 생산증가가
몇 % 더 이루어졌다는 식의 회계적인 분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
라 이러한 요소의 성장을 주도적, 자율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결
합해 냄으로써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기업의 활동이 왜 특정 국가
에서는 더 잘 이루어지는지 혹은 더 부진한지에 대한 대답이 필
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기업의 성장, 그리고 이를 통한 경제발전은 ‘차별화’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믿으며 이것이 신고전학파적 생산함수가 담
아내지 못하는 중요한 경제발전의 원리라고 생각한다. 63) 여기서
63)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좌승희(2005), Jwa(2004), Jwa and Yo o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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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라고 함은 각 경제주체가 자신이 이룬 경제적 성과에 따
라 차별화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유인구조(Incentive Structure)를 가
리킨다.64) 즉 자신이 노력하여 남들보다 더 나은 성과를 이루었
을 때 남들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는데,
이것이 잘 작동되어야만 각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경제적 성과를 이루려고 노력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경
제적 발전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차별화’의 과정이 이루어지
는 곳이 시장이다. 시장은 시장참여자들을 평가하며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진다. 중요한 점은 이 평가와 보
상의 과정이 일회성이 아니라 끊임없이 되풀이하여 이루어진다는
데 있다. 시장은 오늘의 경쟁에서의 승리를 내일도 보장하지는
않으며 매 시점마다 평가와 그에 따른 차별적 보상으로써 경제주
체들의 끊임없는 경쟁을 유도한다. 이 같은 평가와 차별화의 기
능이 잘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에 따라 효율적 시장과
비효율적 시장이 구분된다.
한편 차별화의 과정은 필연적으로 집적과 집중의 과정을 동반
한다. 잘하는 경제주체가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차별화 체제하에
서는 불가피하게 앞서 가는 경제주체에게 더 많은 자원이 배분되
기 마련이다. 경제･사회발전 과정에서 특정지역의 집적과 집중,
능력 있는 기업이나 경제주체로의 경제력 집중 현상은 도처에서
발견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한 산업의 성장이라는
것은 그 산업 내의 모든 기업이 균등하게 발전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균등하게 잘하는 기업 위주로 집중이 일어나면서
그 산업도 발전하게 된다. 즉 한 국가에서 특정 산업의 발전은 그
Jwa(2005) 참조.
64) 여기서의 ‘차별화’란 경제적 차별화로서 남녀차별, 학력차별, 인종차별 등의
정치적 차별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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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중 경쟁의 과정을 통하여 성장한 소수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짐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산업 내의 모
든 기업이 다 성공하는 기업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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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정책의 성공조건

시장의 본질적 기능이 차별화이고 이를 통해 경제발전이 이루
어진다면 경제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어떠해야만 하는가? 통
상 주류경제학에서는 시장과 정부의 역할은 대립적 관계 속에서
논의되어 왔다. 시대에 따라 경제･사회발전에 있어 시장의 중요
성이 강조되기도 하고 때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옹호되기
도 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 이후 경제학계의 대체적인 흐름은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하고 시장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이루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 각국에서 경제성장 초기에 강력한
정부의 개입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우선 오늘날 이미 선진
국 대열을 형성하고 있는 거의 모든 서구국가와 일본 등은 19세
기 중･후반 경제적 도약을 이루던 시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보호와 육성정책을 통한 경제발전 과정을 거쳤던 것도 사실이다.
20세기 중반 이후 비민주적 정치제도하에서 경제적 도약을 이끌
어 낸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도 예외 없이 정부의 개입을 통한 산
업과 기업의 육성정책을 펼쳤다.
그렇다면 모든 산업정책은 성공하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극단적인 산업정책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살펴보자. 사회주의 계획경제란 지
금까지 인류가 시행한 산업정책 중 최고의 정밀성을 가지고 계획‧
추진된 산업정책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가장 처참
하게 실패한 산업정책의 경우이기도 하다. 그러면 그렇게 정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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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이 실패한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는 모든 산업부문을 평
등하게 일으키고 발전시키려는 시도를 통해 차별화 원리에 역행
하는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시장의 원리, 발전의 원리에 부응하지
못한 것을 실패의 원인으로 본다. 산업정책을 통한 정부의 시장
개입도 산업과 기업의 시장성과에 따라, 혹은 미래 잠재력이나
가능성에 따라 집중적으로 집적이 일어날 수 있는 정도로 차별화
를 이루어 낼 수 있는 정책구조를 갖추어야 성공할 수 있다. 즉
성공적인 산업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의 차별화기능을 촉진
및 대신할 수 있는 정책체계를 갖추어 ‘시장흉내(Market Mimicking)’
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발전론에서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서 아직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유치산업보호론의 경우에서도 유치산업을 보
호한다는 것이 유치산업 내 모든 기업을 평등하게 중립적으로
(Neutral)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

이 짙은데 차별화의 원리를 무시한 유치산업 보호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우리는 잘하는, 앞서가는 산업과 기업에 대
한 경제적 차별화가 유치산업 보호정책 성공의 필요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유치산업을 일으켜 자국의 산업으로 만드는 길은 산업
내의 모든 기업을 균형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보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경제적 차별화를 통해 잘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자원
과 활동이 집적되고 잘하는 기업의 경쟁력이 국제적 수준으로 향
상되면서 궁극적으로 그 산업이 자국의 산업으로 자리잡게 되는
과정이 유치산업 보호정책의 성공에도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유치산업 보호정책에서 중요한 점은 잘하는 기업을 추려내기
위한 평가는 반드시 시장에서의 성과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점
이다. 또한 이 성과기준은 정책의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설정되
어야 한다.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면 수출액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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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며 내수 중심의 산업이라면 국내 시
장성과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편, 성과를 기준으로 한
평가 이후에는 성과를 내지 못한 기업들을 탈락시키는 과정이 뒤
따라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이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면서 생존하
는 기업은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고
해당 산업도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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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정희 정부의 산업정책과 영화산업

우리나라의 경우 박정희 정부하에서 강력한 산업정책을 취하였
고 일부 비판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 육성하고자 하였
던 중화학공업 영역의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
장하여 한국의 경제발전을 주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박정희 시대 산업정책의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은 차별화 원리가 정책으로서 성공적으로 구현되
었다는 사실에 있다고 판단된다. 그 당시의 산업정책은 수출진흥
정책과 맞물리면서 수출능력이 뛰어난 기업을 선발하여 집중적으
로 자원을 몰아주는 형식을 취하였다. 국내 수요기반이 빈약한
상황에서 기업의 성과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지표는 해외시장에
서의 성과인 수출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차별적인 지원을 하
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승자선택(Picking Winner) 방식의 산업정책
은 시장에서의 성과를 기준으로 기업을 지원하였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자원배분이 가져올 수 있는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었으
며65) 동시에 자원의 집중과 집적을 통해 기업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었다.
이제 본 연구의 주제인 영화산업의 경우를 보자. 박정희 정부
시절 영화산업의 경우도 다른 산업정책과 비슷한 형태의 육성정
책이 취해졌다. 1962년 영화법 도입을 통해 영화산업에서도 실적
에 따른 차별적 지원을 통해 영화사의 대기업화를 꾀하였다. 뿐
65) 이재우(2003), p . 235.
12 6

한국영화산업 구조변화와 영화산업정책

만 아니라 영화제작업의 허가제 등을 통해 진입장벽을 구축하여
제작사가 과점 이익을 창출하고 축적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하지
만 다른 산업정책과는 달리 영화산업정책은 성공적이지 못하였
다. 비록 1960년대 후반에 국산영화가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
기도 하였지만 이는 정책의 효과로 인한 경쟁력 향상이라기보다
는 수입통제와 영화 외의 다른 엔터테인먼트 콘텐츠가 거의 전무
했던 데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에 들어 TV보급이 확
산되면서 국산영화의 시장점유율은 급락하였으며 경쟁력을 갖춘
대형 영화사도 육성되지 못하였다. 그 이후 1980년대에는 외화
직배를 포함한 시장개방으로 한때 국내 영화산업은 고사위기에까
지 몰리기도 하였다. 결국 박정희 시대의 영화산업정책은 효과를
보지 못하였고 1980년 후반부터 시작된 영화산업의 구조변화로
인해 1990년 후반부터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이 급증하기 시작하
여 최근까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박정희 정부의 영
화산업정책이 차별화의 원리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패
하였는가? 본 연구는 박정희 정부의 영화산업정책이 차별화 지표
를 잘못 선택함으로써 질적인 차별화를 이루어내지 못한 것이 그
실패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질적 차별화의 부재로 인해 의도
하였던 대형 영화사의 출현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영화산업의 부문간 결합을 주도할 수 있는 주체를 양성하지도 못
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이어지는 절에서
계속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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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화산업정책 평가와 정책적 함의

(1) 박정희 정부의 영화산업 육성정책 실패요인
1) 산업구조의 전근대성 탈피실패
박정희 시대의 영화산업 정책은 영화제작사에 대한 외화수입권
특혜 및 영화제작의 진입장벽 구축을 통해 제작사의 시장독점력
을 키워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기조가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하였던 정책목표는 달성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영화산업의 특성상 영화제작에 있어서의 독점적 위치와 외화수입
권은 영화자본 축적을 위한 핵심적 요소가 아니라는 데 있다. 영
화자본이 축적되기 위해서는 제작된 영화가 배급 및 상영의 과정
을 거치는 동안 창출된 수익이 제작부문으로 재투입되어 영화제
작의 수익이 확대재생산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단순히 제작부문
이 비경쟁적66)이어서 영화제작의 독과점과 특혜적 외화수입권을
부여받았다고 제작사가 자본축적을 통해서 대기업화되는 것은 아
니다. 오히려 비경쟁적인 제작환경하에서 외화수입권 확보를 위
한 영화제작이 이루어지다 보니 영화의 질적 경쟁력만 상실하게
되었다.
당시는 영화제작사가 지방 흥행업자에게 제작자본을 의존하는
66) 1984년 제5차 영화법 개정으로 영화제작사 설립이 등록제로 바뀌기 전까지
는 20여 개의 영화사만이 영화를 제작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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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았다. 영세한 제작사는 영화의 판권을 미리 팔아 제작
비를 조달하는 단매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여서 흥행업자의
영화제작 간여는 빈번하였다. 배급망을 장악한 지방 흥행업자가
서울지역을 제외한 지방흥행수익의 대부분을 가져감으로써 영화
제작에 투입될 수 있는 자본의 확대재생산을 이루지 못하였다.
당시 제작사의 입장도 그렇게 불리한 것만은 아니었다. 우선 제
작부문에 허가제 등의 진입장벽이 있었고 영화제작에 따른 외화
수입권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제작자본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었
다. 주로 단매방식에 의존하여 자금을 조달하였기 때문에 흥행수
익의 상당부분을 포기하는 대신 흥행실패에 따른 리스크는 회피
할 수 있었으며 국산영화로부터 못 올린 수익을 외화수입으로부
터 보충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구조하에서는 흥행업자와 제작
업자가 최소한도의 수익을 각자의 영역에서 보장받을 수 있었지
만 어느 누구도 자본축적을 통하여 거대 영화자본으로 성장할 수
는 없었다.
당시 명시적으로 흥행업자와 제작업자간의 결합을 막은 것은
아니지만 각자의 부문에서 낮은 수준의 수익을 내면서 사업을 영
위하는 정도여서 본격적인 인수･합병을 시도할 수 있는 자본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즉 영화의 제작부문과 배급 및 상영부문이 자
연적으로 분리되어 그 어느 쪽도 자본을 축적하여 대형화되지 못
하고 결국 양질의 영화를 지속적으로 생산･유통할 수 있는 구조
를 갖추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산업구조하에서는 할리우드의 메
이저 영화사들과 같은 수직계열화를 이룰 수 없었으며 영화자본
의 영세성도 면치 못하였던 것이다. 박정희 정부의 제작사의 대
기업화 정책은 이와 같은 한국영화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
지 못하였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였으며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제작부문에 대한 특혜를 철폐하고 제작과 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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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의 통합을 유도했어야 했다.
2) 질적 차별화 부재와 모순적 동기부여 구조
영화흥행수익의 상당부분이 흥행업자에게 귀속되는 상황에서
영화제작사로서는 외화수입권의 확보가 중요한 수익의 원천이었
다. 하지만 외화수입권이라는 특혜가 단지 영화제작 실적이라는
양적 지표에 연계됨으로써 외화수입권 확보를 위한 날림제작이
빈번했다. 결국 질적으로 우수한 영화를 만든 제작사가 보상받는
질적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다른 산업정책은 ‘승자
선택(Picking Winners)’을 통해 경쟁력 있는 소수에게 자원을 집중하
는 구조를 채택하였지만 영화산업에서는 차별화의 지표가 잘못
선정됨으로써 경쟁력 있는 승자의 선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것이다.
한편, 제작사가 외화수입 특권을 가지는 동기부여 구조는 이해
상충(Conflict of Interest)의 문제를 야기한다. 시장에서 경쟁상대인
국산영화와 외화의 제작과 수입을 제작사가 겸함으로써 상대적으
로 경쟁력이 약한 국산영화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약해진
다. 따라서 국산영화의 제작은 외화수입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되었고 국산영화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대신 외화수입에 의한
수익에 의존하는 형태가 되어 제작사의 자본축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작사의 대기업화가 정책목표라면 국산영화의 제작실적
이 아니라 흥행성적에 비례하여 외화수입권을 배정하는 것이 제
작사의 자본축적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이 되었을 것이다.
당시 제작실적과 함께 우수영화를 만든 제작사에 대해서도 외화
수입권을 배정하였지만 ‘우수영화’에 대한 기준이 정치적이고 모
호하였으므로 시장에서의 성과를 차별적으로 반영하지는 못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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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령, 1966년 대종상에 우수 반공영화상이 신설되면서 수상작
에는 외화수입쿼터 1편이 배정되어 막대한 이권이 걸리게 되었으
며 이로 인해 반공영화 제작 붐이 일었고 이는 한국영화의 질적
저하에 일조하였다.
3) 검열로 의한 소재의 제약
한편 권위주의적 정부를 거치면서 영화에 대한 강력한 검열이
지속되어 왔었고 이는 소재제약으로 인한 창의력 발현을 억제하
여 한국영화의 질적 발전을 저해해 왔다. 영화법 제정 당시 규정
된 영화법 시행규칙67)에 의한 영화상영허가 심사기준을 살펴보면
국가의 안보나 사회적 관념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영화적
표현은 허용하지 않았다.
영화법 시행규칙 제5조: 영화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화상영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분을 삭제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위신을 손상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2. 국기 또는 국가를 경공하게 취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3. 자유우방의 관습 또는 민족감정을 존중하지 아니하여 국제간 우
의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4. 대한민국과 분쟁중에 있는 외국에 그 분쟁사항에 관하여 유리한
선전을 내포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5. 신앙을 고의로 풍자하거나 조롱 또는 증악의 대상으로 취급하였
다고 인정되는 때
6. 고의로 성직자를 조롱하거나 악한으로 취급하였다고 인정되
는때
7. 미신을 존중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67) 1962년 영화법 시행규칙 공보부령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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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민주주의제도하의 교육자를 조롱하거나 모독하였다고 인정되
는때
9. 법정의 존엄성 및 공평정당성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
는때
10. 범죄행위를 정당화 또는 영웅화 하였거나 범죄행위의 교묘한
수단을 묘사하여 관람자로 하여금 범죄행위를 모방할 충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11. 직계존비속을 살해하거나 극히 잔인한 살해 장면을 묘사하였
다고 인정되는 때
12. 복수를 정당하게 취급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13. 성기 또는 유방의 노출, 성행위, 음란한 접문의 묘사로 관람자
의 성욕을 자극 또는 흥분시켜 정상한 성적 수치심을 해하거
나 선량한 성적도의관념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때. 단, 복수
를 적법으로 인정한 시대 또는 지역을 무대로 한 영화는 제외
한다.
14. 나체나 남녀혼욕을 묘사한 때
15. 기타 공서양속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또한 반공과 정권안보를 홍보하는 영화에 대해 외화수입권으로
보상하는 등의 특혜를 베풀면서 질 낮은 반공영화와 체제홍보영
화가 양산되는 결과를 낳았고 이로 인해 한국영화의 소재의 다양
화가 저해되면서 전체적으로 영화의 질이 떨어지게 되었다. 부록
의 <부표 5>에는 1970년부터 1998년까지 제작된 영화의 장르분
류68)가 나타나 있다. 제작사는 검열의 압력을 피하고 외화수입권
을 얻어내기 위해 국책영화, 문예 및 반공영화, 비정치적인 멜로
통속영화의 제작에 치중하였다. <부표 5>를 보면 전체적으로 통
속 및 액션 영화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이사항은
문예, 반공, 청소년, 사회 장르 영화의 수 변화이다. 아래 <표 17>
68) 한국영화연감 기준에 의한 분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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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한국영화 일부 장르의 제작비중(1970~1998)
분류

문예

반공

청소년

사회

1970

2.2

4.8

0.0

0.0

1971

1.0

1.0

0.0

0.0

1972

3.3

4.1

0.0

0.0

1973

0.8

4.8

0.0

0.0

1974

12.8

7.1

0.0

0.0

1975

12.9

1.2

0.0

0.0

1976

1.5

8.8

0.0

0.0

1977

3.0

3.0

0.0

0.0

1978

10.5

10.5

0.0

0.0

1979

14.6

5.2

0.0

0.0

1980

7.4

4.3

0.0

0.0

1981

8.1

1.2

0.0

0.0

1982

2.1

1.1

0.0

0.0

1983

0.0

1.1

7.7

3.3

1984

0.0

3.7

8.6

18.5

1985

0.0

2.5

10.0

1.3

연도

1986

0.0

2.7

23.3

0.0

1987

3.4

2.2

16.9

1.1

1988

0.0

1.2

13.3

3.6

1989

0.0

0.0

17.3

5.5

1990

0.0

1.8

21.6

9.9

1991

0.0

2.5

15.7

6.6

1992

0.0

0.0

8.3

10.4

1993

1.6

0.0

4.8

1.6

1994

0.0

0.0

4.6

9.2

1995

1.6

0.0

7.8

7.8

1996

0.0

0.0

4.6

12.3

1997

1.7

0.0

1.7

3.4

1998

0.0

0.0

8.2

6.1

주: 제작비중 = 해당분야 영화 수 / 총 제작영화 수
자료: 한국영화연감에 의거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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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표 5>의 장르 일부분을 전체 영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1980년대 초반까지는 문예
와 반공물의 영화가 일정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고 1980년대 초반까지는 전무했던 청소년
및 사회물의 영화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영화에 대한 검열완
화의 결과로서 비로소 한국영화에 있어서 소재의 다양화가 조금
씩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1996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의제
위헌 판결로 표현의 자유는 더욱 확대되었으며 이제 우리나라 영
화의 소재는 이제 거의 제한이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1999년의
<쉬리>, 그 이후의 <공동경비구역 JSA>, <실미도>, <태극기 휘
날리며> 같은 영화들은 과거의 심사기준에서 보면 제작이나 상
영이 되기 힘든 영화들이었지만 이들 영화는 최고의 관객동원을
이루어냈다.
<표 18> 한국영화 흥행 BEST 5(1999~2004)
연도
순위

1999

2000

200 1

2002

2003

200 4

1

쉬리

공동 경비구 역
JS A

친구

가 문의 영광

살 인의 추억

태극기
휘 날리 며

2

주 유소
습 격사건

반 칙왕

엽 기적 인 그 녀

집으로

동 갑내기
과 외하기

실미도

3

텔 미썸씽

비 천무

신라의 달 밤

색 즉시 공

스캔 들-조선
남녀 상열지 사

말 죽거 리
잔혹사

4

인 정사정
볼것 없다

단적 비연 수

조 폭마누 라

공공의 적

올 드보이

어 린신 부

5

해 피엔드

리 베라메

달마야 놀 자

광 복절 특사

장화, 홍 련

내 머 리속의
지우개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연감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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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영화산업의 성장요인: 경쟁촉진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1) 경쟁적 환경의 조성
기존의 전근대적 산업구조에 가해진 최초의 균열은 영화시장의
경쟁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는 영화제작업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20여 개의 제작사에만 의존하던 영화공급의 독
점구조를 해소하였으며 외부적으로는 시장개방을 통해 시장의 경
쟁도가 한층 높아졌다. 특히 할리우드 메이저의 직배허용과 프린트
벌수 제한 폐지는 단기적으로는 국내 영화산업에 큰 충격을 준 것
은 사실이다. 하지만 직배허용을 통해서 한국영화산업을 구조변화
가 시작되었고 장기적으로 영화산업 성장의 밑거름이 된 것이다.
특히 직배는 견고하던 충무로 토착자본 중심의 영화산업에 타격을
주었고 이로 인해 새로운 자본이 영화산업에 진입할 수 있는 공간
이 열렸으며 이것이 산업구조변화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직배허용은 우선적으로 배급시장구조에 타격을 가하였다. 우리
나라의 배급시장은 권역별로 독과점 체제를 구축하고 있던 지방
흥행업자들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현대적 의미의 배급사는
사실 존재하지 않았다. 통상 배급사라 함은 제작사로부터 영화를
공급받아서 마케팅 및 광고전략을 짜고 이에 기초하여 극장과의
상영계약을 맺고 영화흥행실적에 따라 상영계약의 조정을 담당하
는 조직이다. 하지만 과거 우리나라의 흥행업자는 단지 영화를
공급받아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극장들에 영화를 전달하
는 수준에 머물고 있을 따름이었다. 이러한 구조가 직배허용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할리우드 직배사들은 기존의 배급구조
를 따르지 않고 전국적인 극장들과의 개별접촉을 통해 자체적인
배급망을 짜 나갔다.
제5 장 경제발전의 원리와 영화산업정책 1 35

프린트 벌수 제한 폐지의 경우 미국 직배사들의 수익을 제고시
키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극장의 현대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과거 개봉관 - 재개봉관으로 이어지던 극장
의 상영구조는 프린트 벌수 제한 폐지로 인해 개봉관이 크게 늘
게 되어 다수의 개봉관 - 소수의 재개봉관 구조로 바뀌었고 종국
에는 재개봉관이 소멸되었다. 모든 극장의 개봉관화는 극장간의
치열한 경쟁을 불러왔고 현대식 시설을 갖추지 못한 소형극장은
도태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직배와 영화제작-수입의 분리로 인해 수입외화의 흥행에
의존하고 있던 영화제작자로서는 외화의 수익을 영화제작 자본으
로 전환하지 못하게 되어 제작자본의 부족으로 위기를 맞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이게도 양질의 영화를 제작하여 자
체적으로 생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우리나라 영화의 수
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즉 직배 이전의 국산영화 제작이 외
화수입권 확보를 위한 편수 채우기의 측면이 강했지만 직배로 인
해 영화제작 자체가 수익성을 가져야만 했기 때문에 질을 중요시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경쟁적 환경의 조성은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두 축을 이루고 있던 외화수입에 의존하면
서 독점적 지위를 누려 왔던 충무로의 영화제작사들과 단매방식
으로 영화수익의 상당부분을 차지해 왔던 지방흥행업자들의 입지
를 크게 약화시켰으며 그 틈을 대기업 자본이 채울 수 있는 여건
을 조성하게 되었다.
2) 대기업의 영화산업 진출과 수직적 결합 심화
경쟁적 환경이 조성된 상태에서 대기업의 영화산업 진출은 영
화산업구조 변화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대기업의 영화산업
13 6

한국영화산업 구조변화와 영화산업정책

진출에 대해 반대가 적었던 것은 아니었다. 충무로의 토착 영화
자본은 자신들의 영역침해에 대한 반감이 있었고 일부 영화인과
학자들은 영화예술이 자본에 예속된다는 이유로 대기업의 영화산
업 진출을 반대했다. 당시 대기업의 영화산업 진출을 반대하였던
주장들을 요약해 보면69)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이라는 외부의
이질적 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은 영화제작사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으며, 결국 흥행영화만 양산하는 등 영화시장 전체에
결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둘째, 대기업이 해외영화
수입가와 국내 영화제작비를 턱없이 올려놓음으로써 영화시장이
대기업 위주로 재편되어 기존 영화제작사나 소규모 제작사들은
오히려 이전에 비해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며, 셋
째, 대기업이 장기적으로 시장을 키울 수 있는 기반투자에 소홀
하고 투자한 자본을 단기간에 안정적으로 회수하는 데만 급급하
므로 소정의 안전성을 가시화할 수 있는 부분에만 투자가 집중되
어 결과적으로 특정 장르(로맨틱 코미디, 액션)의 영화만 양산하는
폐해를 낳을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주장들은 뚜렷한
증거가 없는 우려에 불과하였으며 현실화되지도 않았다. 한편 대
기업에 대한 반대여론은 제작자본의 고갈이라는 영화계의 현실로
인해 점차 줄어들었다.
돌이켜보면 정부의 영화정책 중 가장 잘한 것 중 하나가 대기
업의 영화산업 진출을 ‘암묵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여기서 ‘암묵
적 허용’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 당시 영화산업은 ‘중소기업 고
유업종’으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특이한 사항은 영
화산업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인식’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법규상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에 의해
69) 김대호･김은미･김유정(1998), pp .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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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산업이 중소기업의 영역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국회와 정
부, 그리고 영화계 사이에 암묵적인 동의에 의해 중소기업 고유
업종으로 분류되었다는 것이다.70)71) 이 같은 이유로 영화제작 협
동조합이 중소기업 협동조합 내에 약 20여 년간 존속하기도 하였
다. 이렇게 정부와 업계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영화산업에
대한 인식이 중소기업의 고유한 영역이라는 동의하에 대기업은
법적인 금지보다는 그로 인한 논란에 끼어들지 않는다는 차원에
서 영화산업에 쉽게 발을 들이지 않았던 것이었다. 따라서 대기
업들은 초기에 군소업체를 대행으로 내세워 우회적인 방법으로
조심스럽게 영화산업에 진출하기 시작하였고 시장개방과 함께 본
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이었다.
대기업의 영화산업 참여는 새로운 자본의 유입과 영화제작의
합리화란 측면에서 평가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대기
업으로 인해 수직계열화가 촉발･심화되었다는 데 큰 의미를 두어
야 할 것이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제작･배급･상영의 수직적
결합은 영화의 특성상 고도화된 산업화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
야 하며 우리나라처럼 영화자본의 영세성이 치명적 결점으로 지
적되어 왔던 상황에서는 제작자본 축적의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산업구조였다. 이후에 이루어진 금융자본의 영화산업
진출도 자본의 유입과 제작합리화라는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하
였지만 대기업의 경우처럼 산업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
니었다. 금융자본은 그 속성상 자본회수가 빠르고 수익률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하기 마련이고 투자대상이 되는 산업 자체의 구조
70) 저자의 영화산업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분류에 관한 질의에 대한 영화진흥위
원회 관계자의 답변임.
71) 이와 같은 사회적 인식하에 과거 여러 논문, 기사, 심지어 공문 등에서도 ‘영
화산업은 중소기업 고유업종’이라는 문구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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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데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최근 한국영화의 수익률 부진으로 금융자본의 투자가 부진한 것
만 봐도 금융자본의 영화산업에서의 역할의 한계를 알 수 있다.

(3) 영화산업의 구조와 정책적 함의
영화산업은 강력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산업이며 최근 다
양한 미디어의 발달로 범위의 경제도 적용되는 산업이다. 규모의
경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직적 결합의 심화가 필
수적이며 범위의 경제를 위해서는 수평적 결합이 요구되는 산업
이다.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자본
이 동원된다. 따라서 정상적인 경쟁시장이라면 소규모의 영화사,
배급사, 극장들이 장기간 각각 생존할 수 없고 선도기업에 의한
인수･합병에 의해 수직적 결합이 이루어지게 된다. 과거 박정희
정부의 적극적인 메이저 영화사 육성정책이 실패한 것에는 제작
분야의 육성에만 초점을 두고 수직적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은 데 결정적 요인이 있다. 물론 수직적으로
결합하지 않은 영화사도 양질의 영화를 만들 수 있으며 흥행에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지속성이다.7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화의 흥행 성공률은 매우 낮다. 따라서 많은 제작비를 투
72) 가장 성공적인 독립 영화제작사 중의 하나인 Dream Wo rks SK G의 경우가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할리우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3인으로 일
컬어지는 스티븐 스필버그(S teven Sp ielberg), 제프리 카첸버그(Jeffrey
Katzenb erg), 데이비드 게펜(D avid G effen)이 공동으로 설립한 DreamW orks는
그동안 많은 흥행작을 제작하였으나 지속적인 수입원의 부재와 일부 대작
의 흥행실패로 재무적 어려움을 겪어 오다 최근(2005년 12월) 파라마운트
社에 매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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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여 흥행에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할 가능성은 더욱 크며
실패 시 영화사의 생존여부마저 불확실해질 수 있다. 결국 영화
사는 지속적으로 영화를 제작하고 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소수
의 큰 성공으로부터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여 보다 나은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자본축적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수직적 결합이 이
러한 과정을 구현할 수 있는 산업구조이며 한국영화가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같은 수직적
결합의 심화가 있었다.
한편 타 분야에 있는 대기업들은 영화사를 매입한 후 그 영화
사를 주축으로 하여 다른 미디어 분야로 진출하거나 수직계열화
한 대규모 영화사들이 타 미디어 분야로 진출하면서 범위의 경제
가 이루어지고 그 기업은 미디어 그룹으로 성장하는 것이 경쟁력
있는 영화산업의 발전과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화산업의 수
직적 결합이 심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으며 수평적 결합도 이제
확산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CJ 엔터테인먼트, 시네마서비
스, 쇼박스, 롯데시네마 4개사가 수직계열화를 이루면서 영화산업
을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CJ 엔터테인먼트는 타 미디어 분야로의
－케이블TV, 인터넷사업, 게임, 음악 등－진출을 통해 활발한 수
평결합을 꾀하고 있다.
한편, 중소형 기업에 의한 수평결합이 엔터테인먼트산업 전반
에 걸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형 통신사들이 자신들
의 통신서비스에 사용될 모바일 콘텐츠의 확보를 위해 이 흐름에
뛰어들면서 앞으로 산업구조의 재편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
로 보인다. SK텔레콤은 2005년 들어 YBM서울음반과 소규모 종
합엔터테인먼트 그룹인 IHQ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엔터테인
먼트산업에 진출하기 시작하였으며 KT도 각종 영화펀드에 투자
하는 등의 간접투자를 하는 한편 최근에는 국내 최대 영화제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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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더스FNH를 인수하여 본격적으로 영화산업에 진출하였다. 이
와 같은 수평결합의 확산이 계속될 경우 우리나라 영화산업도 세
계적 추세를 따라 종합 미디어 또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한 사
업영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결국 앞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영화산업구조란 결국 수
직･수평결합을 이룬 대형 미디어 그룹이 주축이 되는 산업구조
를 의미할 것이다. 영화와 같이 위험도가 높은 산업에서는 위험
분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많은 실패 가운데에서 얻어지
는 소수의 성공작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산업구조가 필요
한데 수직･수평계열화를 통해서 이를 달성할 수 있다. 정책적 관
점에서 보자면 수직･수평결합이 활발히 이루어져서 대형 미디어
그룹이 탄생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형 미
디어 그룹의 출현은 중소형 기업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기존 대기업이 인수･합병을 통해 미디어 분야에 진출함
으로써도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콘텐츠 산업
분야의 자본이 왜소한 경우 대기업의 진출은 영화산업에서의 대
기업의 역할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시장의 역동성을 제고시
켜 산업구조를 보다 빠르게 변환시킬 수 있으며 시장규모도 확
대할 수 있을 것이다.73) 따라서 대기업의 영화산업 또는 콘텐츠
산업 진출의 잠재적 장애가 될 수 있는 출자총액규제와 같은 일
련의 규제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인수･합병을 통한 사
업영역의 확장이 보편적인 미디어산업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출
자규제가 진입장벽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미디어산업의 경우
73) “현재 중소기업 위주로 돼 있는 이 산업이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
기업이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략) ……대기업을 뛰어들게 해서 파
이도 키우고 중소기업과 수직계열화해서 분업도 하고……(중략)”－한국문화
콘텐츠진흥원 서병문 원장 2005년 6월 20일 연합뉴스 인터뷰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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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의 예외74)로 인정되는 산업도 아니어서 대기업의
진출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크다.
<표 19> 최근 주요 영화관련 업계 인수합병 현황
회사명

튜브미디어

케이티컴퍼니

E B T네트웍스

기존업종

신규(인수)
업종

인수기업/ 인수가격/지분율 기타

음원,
미디어래보러토리
음성기술 매니지먼트,
D S P엔터테인먼트
영화
전자부품

바이오

영화

문구팬시

비디오,
스펙트럼디브이비
D VD 제작,
- 태원엔터테인먼트
유통

13억원(지분율 51% )

시네마 제니스

지분율 51%

아름다운영화사

지분율 70%

모바일원커뮤니케이션(게임)

53. 5억원
(지분율 12. 53% )

게임, 영화, 튜브투엔터테인먼트(영화)
잡지,
매니지먼트 미디어2. 0(출판, 음원)

매니지먼트,
튜브매니지먼트(매니지먼트)
드라마,
영화
영화

53억원(지분율 60% )

한맥영화

플레이엔터테인먼트(영화)

바른손

66억원(지분율 60% )

40억원
(지분율 100% )
45억원
(지분율 75% )
2005. 5. 16 인수를 위한
M OU 체결
5억원(지분율 51% )

스펜트럼디브이디 대주주지분 23.35 % 인수(74억원)

팬텀

음반,
이가엔터테인먼트, 우성엔터테인먼트와 각각 72.4 : 1, 5. 9 : 1
골프물품
매니지먼트,
의 비율로 포괄적 주식교환
제조
영화

KT

정보통신

영화제작

싸이더스FN H

280억원(지분율 51% )

자료: 영화진흥위원회(2005), 영화산업 인수합병 현황 및 기타 자료 참고.
74) 출자총액제한의 예외 및 적용제외 대상이 되는 산업은 다음과 같다(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1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
2 .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생명공학을 활용하는 산업
3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 관련 산업
4 .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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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SK텔레콤 콘텐츠 사업영역
SK Telecom

(주)YB M
서울음반

IHQ
(매니지먼트,
영화･드라마
제작)

TU 미디어
(위성D M B
사업자)

S K커뮤니케
이션즈
(싸이월드)

SK 텔링크
(국제전화)

멜론
(음악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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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한국영화산업 구조변화와
스크린쿼터제

우리나라의 스크린쿼터제(국산영화의무상영제도)는 1966년 제2차
영화법 개정을 통해서 도입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대표적
인 국산영화 보호정책 중의 하나이다. 1998년부터 미국은 한･미
양자간 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과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체결의 조건으로 스크린쿼터의 폐지 또는 축

소를 요구하고 나섰고 최근에는 국제무역협상에서 시청각서비스
교역과 관련하여 이 제도가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이다. 1995년
기존의 일반상품의 교역을 넘어서 시청각서비스를 포함하는 서비
스 분야에서의 교역과 투자에 관한 국제협정인 서비스무역에 관
한 일반협정, 즉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가 UR
협상에서 체결되었고 WTO 출범과 함께 발효되었다. 이후 2001년
제4차 세계무역기구(W TO) 각료회의에서 새로이 출범시킨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 개발 아젠다(D o ha D ev elo p m en t Agen da: D D A )를 통
해서 시청각서비스 개방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영화산
업도 이 논의의 중요한 의제 중 하나이다. 영화시장 개방을 둘러
싼 무역협상의 기본적인 구도는 문화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내세
운 유럽과 문화산업도 자유무역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입
장을 견지하는 미국과의 대립으로 요약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과 미국 어느 한쪽의 입장을 취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교역을 하게 될 국가들과 협상을 통해 시청각 서비스 부문 개방
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75)
스크린쿼터도 대부분 규제와 마찬가지로 비용(Cost)과 편익
(Benefit)을 동시에 수반한다. 통상 어떤 규제의 유효성을 논할 때
75) 우리나라는 국내 서비스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D DA협상의 1차 양허안을
2003년 3월 W TO 에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금융, 법률, 건설, 유통, 통신, 환
경 등의 분야는 포함된 반면 시청각 서비스, 뉴스제공업, 보건의료 등은 포
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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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규제로 인한 비용과 편익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한다. 그 상대
적 크기는 불변적인 것이 아니며 경제･사회 환경을 포함하여 그
규제를 둘러싼 외적여건 변화에 따라 변화한다. 따라서 특정 시
점에서 유효하던 규제가 시간이 지나 여건이 변함에 따라 그 유
효성을 상실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 스크린쿼터가 도입된 지 40
년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 10년 동안 한국영화산업은 큰 변화를
겪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역시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 향
상이다.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은 1999년에 40%에 육박한 이후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50%를 넘나들어 2004년에는 59.3%를 기
록하였다.
한편 시장점유율의 비약적 상승은 표면적인 변화이며 이와 같
은 변화의 배경에는 한국영화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있다. 그 구
조적 변화란 것은 우리나라의 영화산업이 과거의 ‘충무로’로 대표
되는 소규모 제작자본 위주의 영화산업에서 탈피하여 영화의 제
작･배급･상영단계를 수직적으로 결합한 대형 영화사가 산업을 주
도하는 본격적인 산업화의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말한다. 이
와 같은 구조변화로 인해 영화의 시장수요 자체도 확대되었을 뿐
만 아니라 영화의 질도 높아졌고 이것이 시장점유율의 상승으로
연결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스크린쿼터의 유효성도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구조변화
를 고려한 동태적(Dynamic) 시각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스크린쿼터로부터 얻을 수 있는 편익들이 영화산업의 구조가 변
함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 현재 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들을 스크린쿼터로부터 얻을 수 있는지 등을 엄밀하
게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스크린쿼
터의 유효성을 재조명하고 우리나라 영화산업을 한 차원 높은 단
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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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스크린쿼터 변천과정과 외국의 자국영화 보호정책 사
례를 일별한 뒤 한국영화산업의 구조변화가 스크린쿼터의 유효성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영화산업발
전에 대한 정책적 함의도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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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스크린쿼터제 변천과정

우리나라는 1966년 8월 제2차 영화법 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스크린쿼터제를 도입하였다. 기존의 한국영화 제작 활성화 방식
이 제작사에 외화수입권 배정 및 의무제작 편수 부여 등 제작을
직접적으로 독려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스크린쿼터는 시장에서
의 한국영화 상영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제작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간접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차 개정 영화법 제19조
제3항에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영화와의 상영비율에 따라 국산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구체적인 의무상영일수는 그해 12월 개정된 영화법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총 90일 이상으로 규정되었다.
영화법 시행령 제25조: 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영하여
야 할 국산영화(극영화 및 이에 준하여 상영할 수 있는 문화영화에
한한다)의 편수는 연간 6편 이상으로 하되, 2월마다 1편 이상으로 하
고, 총 상영일수는 90일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보부 장관은 지역
별 및 영화상영 상황에 따라 총 상영일수를 조절할 수 있다.

1970년 8월 제3차 영화법 개정에 뒤따른 동법 시행령 개정에서
는 의무상영 편수를 연간 3편 이상, 4개월마다 1편 이상으로 하고
총 상영일수는 30일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1973년 2월 제4차 영화
법 개정에서는 영화법 제26조에서 의무상영일수를 연간 상영일수
의 3분의 1로 규정함으로써 스크린쿼터제가 다시 강화되었다. 한
편 정부는 1973년부터 매년 ‘영화시책’을 입안하고 이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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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정책을 시행하였는데 1974년에는 영화 관계법령 개정을 통하
지 않고 정부의 영화시책을 통하여 기존의 스크린쿼터 규정에 추
가적 변화가 이루어졌다. 1974년 영화시책에서는 외국영화와 국
산영화를 순차적으로 상영하는 교호상영제가 도입되었는데 외화
대 국산영화가 2대 1의 비율로 상영되도록 규정하였다.
1974년 영화시책: 스크린쿼터제 실시
영화법 제26조에 규정된 스크린쿼터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공연장 경영자는 영화 상영일수를 외국영화 상영일수 2에 대하여 국
산영화 상영일수 1의 비율로 순차적(교호상영)으로 상영하여야 한다.
(사례: 외국영화를 40일간 상영할 공연장은 국산영화를 20일 이상 상
영한 다음에야 다시 외국영화를 상영할 수 있다. 다만, 그 순서는 역으
로 할 수 있다.)

국산영화 의무상영일수는 1981년 영화시책에서 보다 강화된다.
의무상영일수는 165일로 증가하였고 교호상영제도 외화 대 국산
영화의 상영비율을 1대 1로 강화하였다. 하지만 쇼 공연일수를
국산영화 상영일수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여 쿼터 강화의 정도를
다소 완화하였다.
1981년 영화시책: 영화상영 질서확립
1. 외국영화 상영제한
가. 공연장의 경영자는 연간 영화 상영일수(365일 기준)의 200일을
초과하여 외국영화를 상영할 수 없다. 단, 동일영화의 계속상영
으로 인하여 제한일수를 초과할 시는 10일 이내에 한한다.
나. 쇼 공연일수는 방화상영일수에 산입한다.
2. 교호상영제
외국영화를 상영한 다음에는 반드시 국산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단,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개봉극장은 동일 제명의 국산영화를 계
속 5일 이상 상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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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영화 의무상영일수는 1984년 12월의 제5차 영화법 개정에
뒤이은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다시 146일(연간 상영일수의
2/5)로 줄었으며 필요 시 20일을 단축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다.

하지만 교호상영제는 계속 유지되었다. 1995년 12월에는 기존의
영화법이 폐지되고 영화진흥법이 제정되었다. 영화진흥법 제16조
에서 스크린쿼터의 국산영화 상영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구체적인 의무상영일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종전 146일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필요 시 최대한 40일을 단
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으며 교호상영제를 폐지하였다.
<표 20> 스크린쿼터제의 변천과정 요약
연도

관계법령 및 시책

내용

1966년

- 영화법 제19조 3항
- 동법 시행령 제25조

◦ 의무상영일수 90일 이상

1970년

- 영화법 제25조
- 동법 시행령 제33조

◦ 의무상영일수 30일 이상

1973년

- 영화법 제26조

◦ 의무상영일수 121일 이상

1974년

- 1974년 영화시책

◦ 교호상영제 실시

1981년

- 1981년 영화시책

◦ 의무상영일수 165일 이상
◦ 교호상영제 실시

1985년

- 영화법 제26조
-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

◦ 의무상영일수 146일 이상, 필요 시 20일 단축
◦ 교호상영제 실시

1996년

- 영화진흥법 제16조
- 동법 시행령 제19조

◦ 의무상영일수 146일, 필요 시 최대 40일 단축
◦ 교호상영제 폐지

자료: 저자 작성

영화진흥법은 제정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스크린쿼
터에 관한 기본적 틀은 제정 당시의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다. 현
재는 영화진흥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와 제15조,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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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의무상영일수, 의무상영일수 감경기준,
위반 시 처벌규정 등의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의무상영일수는 현재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2이상인
146일이며 문화관광부 장관이 한국영화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전년도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 수
10 만 이하의 시를 말한다) 지역 및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지역의 공

연장에 대해서는 40일의 범위 안에서는, 그 외 지역의 공연장에
대하여는 20일의 범위 안에서 한국영화의 연간 상영일수를 단축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량의 여지를 두고 있다.
영화진흥법 시행령 제13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관의 경영자는 매년 1월 1
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2 이상 한국영화
를 상영하여야 한다.
② 문화관광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영화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전년
도말 기준 주민등록인구수 10만 이하의 시를 말한다) 지역 및 군
(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 지역의 영화상영관에 대하여는 40일의
범위 안에서, 그 외 지역의 영화상영관에 대하여는 20일의 범위
안에서 한국영화의 연간 상영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
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영화상영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영화 상영일수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의 상영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한국영화상영일에 외국영화의 유료시사회를 개최하는 경우의
당해 상영일수
2. 한국영화상영일에 2회 이상 외국영화의 무료시사회를 개최하
는 경우의 당해 상영일수
3. 한국영화상영일에 불법으로 외국영화를 상영하다 적발된 경우
의 당해 상영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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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명절, 방학 등의 관람 성수기에 외화가 집중적으로 상영
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성수기에 국산영화를 상영하는 경
우 의무상영일수를 감경해 주고 있다. 또한 전국통합전산망 구축
을 촉진하기 위하여 극장이 전산망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의무상
영일수를 감경해 주고 있다. 영화진흥법 시행령 제15조 2항에서
는 설･추석 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간중 한국영화를 상영한
경우,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영화관입장권전산망에 참여하는 경
우에도 20일의 범위 안에서 의무상영일수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으며 다만 감경일수의 합계가 4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는 성수기 한국영화 상영
시 및 통합전산망 가입 시 받게 되는 의무상영일수 감경혜택을
보다 상세히 규정76) 하고 있다.
76) 영화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상영일수 감경기준은 다음
과 같다.
1. 다음 각목의 기간중에 한국영화를 상영한 경우에는 그 한국영화의 상영
일수 1일을 3분의 5일로 계산하여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일수를 감경
한다.
가.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의 10일간
나. 매년 설 2일 전부터 10일간
다. 매년 7월 16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40일간
라. 매년 추석 2일 전부터 10일간
마. 매년 12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 0일간
2. 영업정지를 명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영화관입장권전산망에 참여한 경우에는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일
수 20일을 감경한다.
가. 영화상영관의 입장객 수･입장권판매액 등 영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자료가 전용회선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집계될 것
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시간 집계에 필요한 메인서버를 설치하고, 집계
된 자료가 메인서버 내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것
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연동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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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국가들의 영화산업 보호정책77)

(1) 초창기 보호정책
영화산업 초창기에는 수입쿼터제가 외국영화에 대한 자국 영화
보호정책으로 사용되었다. 가장 극단적인 외화수입 제한정책을
채택한 나라는 독일이었다. 독일은 1916년 영화수입을 금지하는
한편 적극적인 자국영화 지원정책을 펼쳤다.78) 1921년에 와서야
독일은 영화의 수입을 부분적으로 허용하였는데 수입되는 외국영
화의 피트 길이는 이전 해에 제작된 독일영화 피트 길이 총계의
15% 내로 한정하였다. 1925년에는 수입쿼터제가 보다 완화되어
배급업자가 전 년도에 유통시킨 독일영화 한 편당 한 편의 외화
를 수입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프랑스도 1928년에 수입쿼터제
를 도입하여 배급된 프랑스영화 한 편당 7편까지의 외화를 수입
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영국은 스크린쿼터제를 통하여 자국영
화의 보호를 시도한 최초의 국가이다. 1927년 영국 의회는 ‘영화
법(Cinematograph Act)’을 제정하여 영국 내 모든 극장은 연간 영국
영화를 30% 이상 반드시 상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아래 표
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자국영화 보호조치로 인해 프랑스, 영
국의 경우 자국영화의 개봉 수는 증가하였으나 그 폭은 그다지
77) 이 절은 영상정책자료(2004), 양건열 외(1999), 김미현 외(2003), 강철근
(2004) 등의 자료를 주로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78) 독일정부의 강력한 지원정책에 힘입어 영화제작사의 수는 1914년 25개에서
1918년 130개로 급격히 팽창하였다(강철근,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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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지 않았으며, 여전히 미국영화의 영향력은 유지되고 있었고 독
일영화는 자국보다 외국에서 더 많이 상영되었다.
<표 21> 1920년대 후반 독일, 프랑스, 영국의 개봉영화 비율
개봉영화비율
생산국

독일

프랑스

영국

1926

1929

1926

1929

1926

1929

미국

45

33

79

48

84

75

독일

93

45

6

30

6

9

프랑스

4

4

10

12

3

2

영국

0.4

4

0.4

6

5

13

자료: 크리스틴 톰슨･데이비드 보드웰, 세계영화사 1

한편 독일, 이탈리아, 소련 등에서는 전제정권이 등장하여 영화
산업을 국가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영화산
업의 강력한 통제로 나타났다. 이들 나라에서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강력한 자국영화 지원책이 시행되는 한편 수입은 통제하여
미국 영화산업의 지배력 확산을 막았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그리 오래 가지 못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미국은 전쟁 특수에 힘입어 경제력이 더욱 커지고 미국
메이저 영화사들의 세계시장 지배력도 갈수록 확대되었다. 반면
유럽은 전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타격이 매우 컸으며 영화산
업도 그 기반을 거의 상실하게 되었다. 미국영화의 독점적 시장
지배력에 위기감을 느낀 유럽국가들 사이에서는 수입쿼터 및 스
크린쿼터제도 등을 통한 자국영화 보호정책이 확산되었다. 프랑
스에서는 1946년 블륌-번즈 협정79)으로 폐기되었던 수입쿼터가
79) 프랑스 총리 레옹 블륌과 미 국무장관 제임즈 번즈간에 1946년에 체결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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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부활하였고 스크린쿼터도 도입되었다. 영국은 1927년 스크
린쿼터제를 도입하여 이후 폐지하였다가 1948년에 다시 도입하여
45%의 쿼터를 배정하였다. 이탈리아는 전쟁기간중에는 외화수입
을 전면 금지하였다가 전후 이를 해제하였다. 하지만 수입의 억
제를 위하여 1949년에 수입영화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드레오티
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보호주의적 경향은 이후 남미 및 아시

아의 몇몇 국가들에까지 확산되어 이들 나라도 자국 영화보호의
수단들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2) 스크린쿼터의 쇠퇴와 포괄적 보호･육성정책
초창기의 수입쿼터나 스크린쿼터를 이용한 적극적인 영화산업
보호정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쇠퇴하게 되었으며 일부 유
럽국가에서는 스크린쿼터가 아직 존재하기는 하나 개별 극장에
대한 통제와 쿼터의 집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스크린쿼터
는 거의 유명무실화된 상태이다. 또한 최근 유럽국가들의 자국영
화 보호정책의 경향은 영화산업을 포함한 시청각산업의 포괄적
보호･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탄생을 계기로 유
럽영화산업 및 시청각 산업 보호 및 진흥에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특히 외국영화의 수입쿼터나 스크린쿼터와 같이 민간부문
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보다는 보다 공영성이 강조
되는 방송에서 자국영화의 쿼터를 강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1988년에 ‘국경없는 TV(Television Without Frontier)’라

정으로 프랑스영화시장의 자유화를 조건으로 미국이 프랑스 전쟁채무 일부
를 삭감해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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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침의 제정을 통해 방송되는 영상물 중 EU국가의 영화가
50% 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쿼터제를 각 EU회원국들
에게 권고하고 있다. 또한 EU회원국들의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회
원국들의 영화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다. 대표적인 영화산업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Eurimages와 MEDIA
Programme이 있는데 1988년에 설립된 Eurimages는 회원국들의 기
금을 재원으로 하여 유럽국가가 포함된 3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영
화의 제작, 배급 및 상영 등을 지원한다. MEDIA Programme은 시청
각 상품의 제작, 배급, 교육, 재정지원 등에 관한 프로그램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MEDIA ProgrammeⅠ(1991~1995)과 MEDIA Programme
II(1996~2000)를 거쳐 현재는 MEDIA Plus Programme(2001~2005)이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주요 유럽국가들의 자
국시장 점유율은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유럽국가들의 자국영화 보호정책들을 살펴보면, 프랑스의
경우 외화수입쿼터는 1960년대부터 수입 할당량이 점차 증가하여
나중에는 유명무실화되었다. 1953년에 도입된 스크린쿼터제는 연
간 112~140일간 자국영화 의무상영을 규정하고 있었으며 1967년
에는 프랑스영화 대신 유럽공동체 국가 영화를 의무상영의 대상
으로 대체하였다. 현재는 1분기당 5주간의 의무상영 기간을 규정
하고 있는데 이는 엄밀하게 집행되지 않고 사문화되어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대신 프랑스는 영화산업 자체보다는 시청각 산
업 전체를 포괄하는 강력한 보호 및 진흥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프랑스는 민영 및 국영방송에서의 영화방영시간의 60% 이상을
EU영화로 편성해야 하고 또 그중 40% 이상은 프랑스영화가 의
무적으로 방송되어야 하는 방송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규정은
유선방송을 제외한 모든 채널의 오후 6시에서 오후 11시까지(수요
일은 오후 2시에서 오후 6시까지)의 프라임타임대에 적용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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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사는 매출 총액의 3%를 영화제작에 투자하여야 하며
매출 총액의 5%를 CNC(프랑스 국립영화센터)80) 의 지원금고에 납부
하도록 되어 있다.
<표 22> 주요 유럽국가의 자국영화 시장점유율
(단위: %)
국가

프랑스

영 국

독 일

스페인

이탈리아

1991

30.6

5.5

13.6

11.0

21.0

1992

34.9

8.4

9.5

8.3

26.8

1993

35.1

4.7

7.2

8.5

24.4

1994

28.3

12.3

10.1

7.1

17.3

1995

35.2

10.4

6.3

11.9

23.7

연도

1996

37.4

12.8

15.3

9.3

21.1

1997

34.5

23.0

16.7

13.1

24.9

1998

27.6

14.1

8.1

11.9

32.9

1999

32.4

16.5

14.0

14.4

24.1

2000

28.9

19.6

12.5

10.0

17.5

2001

41.4

18.0

18.4

17.9

19.4

2002

35.1

8.3

11.9

13.7

22.2

2003

35.0

15.7

17.5

15.8

21.8

2004

39.0

23.4

23.8

13.4

20.3

자료: 영상정책자료(2005)

영국은 1927년에 도입된 스크린쿼터제를 1983년에 폐지하였으
며 1985년에는 입장세 판매수입에 부과되던 극장세(Eady Levy)도
폐지하였다. 한편 영국은 영화인력 양성을 위해 1971년부터 국립
80) CN C(Centre N ationa de la Cin em atograp hie): 1946년에 설립된 프랑스 문화부
산하의 프랑스영화 진흥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① 영화지원 기
금의 조성 및 운영･관리 ② 영화관련 법령의 조사 연구 및 행정적 관리 ③
영화진흥 및 영상유산 보전과 관련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 재정의 주요 부분
은 영화 좌석표에 대한 세금 및 TV광고 관련 세금에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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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방송학교(National Film and Television School)를 운영해 오고 있으
며 이를 통해 고급인력을 체계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또한 2000
년에는 분산된 영상산업 지원기관들을 통합하여 영화위원회(Film
Council)를 설립하여 영상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1941년에 스크린쿼터제를 도입하였으며 1986년
부터는 의무상영대상을 EU영화로 바꾸었다. 현재는 단관극장과
2개 스크린 이상의 멀티플렉스를 구분하여 스크린쿼터제를 운영
하고 있다. 단관은 25%(91일), 멀티플렉스는 20%(73일)를 의무상영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스페인은 스크린쿼터 외에도 여러 형태
의 강력한 자국 영화보호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민영 및 국영 방
송에서 비 EU산 프로그램이 50%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
으며 영화배급사는 자국영화 한 편을 배급하기로 계약하는 경우
에만 한 편의 외화를 더빙할 면허를 부여받게 된다. 또한 미국 배
급사는 미국영화 2편을 개봉할 경우 1편의 더빙하지 않은 EU영
화를 반드시 배급하여야 한다. 81) 이러한 규제 이외에 스페인 정
부는 여러 형태의 세제혜택, 보조금, 제작비 융자 등을 통해 영화
제작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영화제작사는 타 업종에 비
해 높은 법인세 감면을 받고 있으며 자국영화의 경우 처음 2년간
의 흥행수입금액의 15%를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한편 영화제
작비도 시장금리보다 낮은 수준에서 융자받을 수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EU지침에 따라 1990년부터 방송쿼터제를 실
시하고 있는데 방송되는 영화 중 50% 이상은 EU산 영화로 방송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스크린쿼터제도 1965년부터 시
행하였는데 스크린별 분기마다 25일 이상(연 100일 이상) 이탈리아
영화를 상영하도록 규정하였다. 하지만 이 제도를 집행할 수 있
81) 김미현 외(2003),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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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적 강제성, 행정력 등이 미비되어 1994년에 폐지되었다. 그
외 몇몇 국가들이 아래 표와 같이 스크린쿼터제를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외화수입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다.
<표 23> 외국의 스크린쿼터제 현황
국가

운영실태(쿼터비율)

비고

그리스

연간 28일

- 자국영화 상영극장에 특별세 일부 면제

프랑스

분기별 5주(연간 140일)

- EU영화 의무상영제

브라질

연간 49일

- 매년 일수 조정, 위반 시 평균 수입의
10% 벌과금

연간 18주(126일)

- 권장사항으로 강제집행 사례 없음

연간 84일

- 자국영화가 연간 총 스크린 타임의 58%
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입통제
(스크린 타임: 스리랑카 내 모든 영화관
에서 상영되는 모든 영화의 상영시간을
합산한 시간)

연간 73~91일

- 1개 스크린은 91일, 2개 이상 스크린
(멀티플렉스)은 73일
- 86년부터 EU영화 의무상영제로 변경

아르헨티나

연간 28일

- 분기별 1편, 1~4주 상영되어야 함

콜롬비아

연간 30일

- 자국영화제작(연 1~15편)에 세제혜택

파키스탄

외화상영관: 55일(15%)
자국영화상영관: 310일(85%)

- 전국 650관 중 외화상영관 50개관

베네수엘라

스리랑카

스페인

멕시코

- 1993년 이전 연간 182일(50%)
- 1993년 30% 이후 연차적 감소 - 의무화가 아니라 “가급적 상영”토록 규정
- 1998년 10% 이후 2001년 30%
되어 있어 강제성이 없음
까지 연차적 증가

자료: 영상정책자료(2005), 양건열 외(1999), 김미현 외(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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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외국의 수입쿼터제 현황
국가
이집트
인도

운영실태(쿼터비율)
연간 300편

- 외화수입 사업자당 연간 2편 총 300편으로 제한

수입편수, 상영시간 조정

- 외화수입을 150~200편으로 영화심의위원회 심의
를 통해 수입편수 제한

인도네시아 연 160편
베트남
중국

비고

- 수입쿼터(연 160편)

자국영화 제작편수의 1/3
초과 금지

- 수입편수 제한

연 20편

- 수입쿼터(연 20편)

자료: 영상정책자료(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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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크린쿼터제의 쟁점

대부분의 규제가 그러하듯이 스크린쿼터도 예외는 아니어서 개
인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고 사전적(事前的)으로 영화의 공급을
통제하므로 시장경제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제도가 합리
화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공익적 이유가 전제되어야 한다. 스크린
쿼터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
에 이 제도의 유지를 주장한다.
(i) 문화의 다양성 확보
(ii) 미국 영화사들의 독과점 제한
(iii) 유치산업 보호
스크린쿼터로 인해 제약되는 경제적 자유와 국제무역에 있어서
의 불이익 등을 이 규제의 비용이라고 한다면 위의 항목들은 규
제의 편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각각의 편익에 대한 논
점을 살펴보자.

(1) 문화의 다양성
문화적 다양성 확보를 위해 스크린쿼터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영화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의 가치 및 삶의 양식에 커다란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스크린쿼터가 국제무역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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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예외’로 인정82)되어 온 것도 영화가 비물질적 가치에 미
치는 영향을 인정한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스크린쿼터를 통
하여 확보할 수 있는 문화의 다양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정의할
수 있다. 첫째, 높은 시장지배력을 가진 미국영화에 대해 한국영
화의 상영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한국문화를 고취할 수 있으며 이
는 결과적으로 미국문화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아 문화의 다양성
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스크린쿼터를 통해 보다 많은
한국영화의 상영기회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예술영화를 포함
한 다양한 영화를 상영할 수 있으므로 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독과점 제한
스크린쿼터 지지자들은 미국영화의 독과점을 제한하여 경쟁촉
진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스크린쿼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미국영화의 독점적 시장지배력은 시장규모의 차이와
배급력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영화는 한계생산비가 매우 낮아 규
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산업인데 미국영화의 경우 일차시장인 자
국시장의 규모가 커서 자국 내에서 비용의 회수가 대부분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영화는 해외시장에서 시장상황에 따
라 가격책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해외시장에서의 흥행수익 대
부분은 순수한 이익으로 축적할 수 있어 보다 많은 투자로 이어
지게 되는 반면 한국영화의 경우 국내 시장 자체가 협소하여 비
82) G ATT 제4조에서는 ‘영화에 관한 특별 규정(Special Provisio ns R elatin g to
C inemato graph Film s)’을 두고 스크린쿼터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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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회수가 용이하지 않아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따
라서 대규모 제작비가 투입된 미국영화와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
에 없으며 이는 미국영화의 시장독점으로 귀결된다고 말한다.
또한 미국 영화사는 자국시장에서 흥행이 입증된 일부 영화를
매개로 ‘블록부킹(Block-booking)’, 즉 ‘끼워 팔기’를 하여 배급망을
장악하기 때문에 한국영화의 상영기회가 봉쇄되고 이는 미국영화
의 독점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블록부킹(Block-booking)’은 명
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도 많다. 극장의 입장에서는 흥행성 있는 할리우드 영화를 안정
적으로 공급받기를 원하므로 특정 배급사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극장은 미국 배급사와 (명시적 또는 암
묵적) 장기계약을 통해 해당 배급사가 공급하는 영화를 일괄적으

로 수입하여 상영하는 형태를 취하므로 시장에서의 독점이 이루
어지게 된다. 스크린쿼터는 이러한 구조를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
는 시장독점을 제한하여 보다 경쟁적인 산업환경을 조성하는 바
람직한 제도라는 것이다.

(3) 유치산업 보호
유치산업은 ‘현재는 국내 산업기반이 취약하나 장기적으로 볼
때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잠재력이 큰 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83)이와 같은 유치산업의 문제점은 국가적으로는
중요하지만 개별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동기가 없다는 것이다. 국내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국제경쟁력이
83) 김세원･안세영(1 996), p .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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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므로 투자에 따른 수익이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우 국가가 적절한 보호･육성정책을 통해 이 산업으로의
자원배분을 촉진시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전
체 국민경제를 위해서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유치산업 보호론에
따르면 한국영화산업은 아직은 유아기에 있는 산업이지만 최근
국제영화제에서의 잇단 수상과 한류열풍을 볼 때 성장잠재력이
큰 산업이므로 적절한 보호장치를 통해 당분간은 보호･육성해야
하며 그 장치로서 국제무역에서도 인정되는 스크린쿼터가 필요하
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에 따르면 최근 한국영화가 시장점유율 50%를 넘나
드는 성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그 산업적 기반이 취약하여
높은 시장점유율이 안정적이며 장기적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고
한다. 그 예로 영화산업의 경우 흥행 불확실성으로 인해 영화제
작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필요한데 미국 메이저 영화
사의 경우 수십 년간 축적된 영화 라이브러리(Library)로부터의 수
입이 그 역할을 하고 있어 지속적인 영화제작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어느 정도 질을 갖춘 영화가 제
작되기 시작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정적 수입원
을 창출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구축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영화제작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한다.84) 따라서 스크린
쿼터를 통해서 국산영화의 상영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국내 영화사
들이 영화를 지속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고 말하고 있다.

84) 영화관계자와의 면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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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크린쿼터의 유효성에 관한 실증사례

어떠한 규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제도의 필요성과 함께 실
질적 유효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실질적 유효성 없이 당위적 필
요성만으로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를 유지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그동안 실증분석을 통해 스크린쿼터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자 하는 노력이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시도되어 왔다. 실증연구
의 대부분은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또는 흥행)에 스크린쿼터가 어
떠한 역할을 하였는가를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실증분석에 사용된 변수와 방법론에 따라 연구마다
서로 상반된 결론을 도출하고 있어 스크린쿼터의 유효성을 둘러
싼 논쟁은 아직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은 스크린쿼터의
유효성에 대해 서로 다른 연구결과를 제시하는 실증연구들의 개
요이다.

(1) 허위상영일수와 시장점유율
먼저 스크린쿼터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은 스
크린쿼터의 강화가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 상승과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1970년대의 의무상영일수가 121일
때의 한국영화 시장점유율과 1985년 이후 보다 강화된 146일의
의무상영일수 시기의 한국영화 시장점유율을 비교해 보면 후자의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으며 오히려 1993년에는 15.9%의 최악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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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유율을 기록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스크린쿼터는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85)
이에 대해 스크린쿼터의 실질적 집행이 중요하다는 반론도 제
기되고 있다. 이해영 외(2004)에 따르면 1993년 이전까지는 의무상
영일수가 잘 지켜지지 않았으며 1993년부터 스크린쿼터 감시단이
활동하면서부터 실질적으로 스크린쿼터가 집행되었는데 이로 인
해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스
크린쿼터 감시단의 활동이 본격화된 1993년 전국 영화관들의 신
고상영일수와 실제상영일수간의 차이인 허위상영일수는 평균
55.17일, 1994년 평균 53.25일로 아주 높았으나, 이후 감시단의 활
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허위상영일수는 1999년부터 전국
평균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고 2003년, 2004년에는 각각 0.13일,
0.005일로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으며, 이 시기는 한국영화의 시장
점유율이 급상승한 시기와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허위상영일수가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회
귀모형을 설정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Y= α + β 1X 1 + β 2X 2 +ε

(1)

단, Y = 시･도 지역별 한국영화 시장점유율(매출점유율, 관객점유율)
X 1 = 시･도 지역별 평균 허위상영일수
2

X 2 = 시･도 지역별 평균 허위상영일수의 제곱 값( X 2 = ( X 1) )

설명변수 중 시･도 지역별 평균 허위상영일수의 제곱 값은 허
위상영일수와 시장점유율의 비선형관계를 포착하기 위한 것이다.
85) 오정일(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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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2002년 동안의 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X 1변
수의 추정계수는 음(－)의 값, X 2변수의 추정계수는 양(＋)의 값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계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보고되었다. 이 결과는 허위상영일수가 많을수록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은 감소하며 허위상영일수가 점점 증가할수록 시장점
유율의 감소는 완만한 추세를 보임을 의미한다고 이 연구는 분석
하고 있다. 즉 스크린쿼터의 강화(민간단체의 감시에 의해)로 인해
허위상영일수가 줄어들었고 이는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 증가로
귀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림 6> 허위상영일수와 한국영화 시장점유율
(%)

(일수 )

허 위 상영 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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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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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7
40

40

30

2 5.6

25 .5

35.1

2 5.1

30

20 .5
20

20.9

20

23.1
20.4 3

1 5.9

10.8 4
6. 99

10

10
2.8

1.9 2

2000

2001

0 .34

0.13

0.005

2002

20 03

2004 연 도

0

0
1993

1 994

1995

199 6

1997

199 8

1999

주: 1995년은 스크린쿼터 감시단의 활동 중단
자료: 스크린쿼터문화연대, 각 연도 스크린쿼터제 결산 보고서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연감 각 호.

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은 시장점유율에 영향을 미치는 적절한
통제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의무상영일수와 시장점유율의 두 변수
만의 회귀분석에 기초하고 있어 엄밀한 분석이라고 할 수 없다.
이 경우 오히려 실증분석의 결과와는 달리 한국영화의 시장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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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증가로 인해 자연히 허위상영일수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크
다. 즉 원인과 결과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허위상
영일수가 줄어들기 시작한 시기는 스크린쿼터 감시단의 적극적
활동시기와 일치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영화산업의 구조변화와
함께 경쟁력 있는 국산영화들이 시장에 공급되기 시작한 시기이
기도 하다. 국산영화의 흥행호조는 상영기간의 장기화로 이어지
게 되며 자연스럽게 허위상영일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위의 분석이 보다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영화의 흥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을 고려하는 다변량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통
해 스크린쿼터의 독립적 효과도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2) 영화흥행의 결정요인 분석
이변량 분석의 단순성을 극복하고자 다변량 분석을 통해 스크
린쿼터의 유효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시도가 몇몇 연구를 통해 이
루어졌다. 이들 연구는 기본적으로 영화의 흥행성적을 결정짓는
요인을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검증하는 방법론에 기초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론을 사용한 대표적인 연구는 Litman and
Kohl(1989)과 Sochay (1994)의 연구가 있다. 스크린쿼터의 유효성 검
증에 관한 국내 연구는 이들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설명변수로 스
크린쿼터 변수를 추가하여 이 변수가 영화의 흥행성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대표적 국내 연구로는 강
신일(2001)과 Lee et al.(2005)이 있는데 이들 연구는 통상 다음과 같
은 선형함수를 설정하고 이의 추정을 통하여 스크린쿼터의 유효
성을 검증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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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i = α + γ'Z i+ βX + Φ 'V+ ε i

(2)

단, Y i = 영화 i 의 흥행성과 변수
Z i = 영화 i의 특성변수의 벡터
X = 스크린쿼터 관련 변수
V = 기타 제도 및 경제 환경 변수 벡터

이 식의 추정을 통해 얻어진 추정계수 β의 부호 및 크기는 특
정 영화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을 통제한 후
의 순수한 스크린쿼터의 영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강신일의 연구에서는 영화의 성과변수로 영업이익률86)을 사용
하였고 영화장르, 개봉시기, 영화등급, 수상횟수 등을 그 영화의
특성변수87) 로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1990~1999년까지 제작
된 영화 중 여러 변수들에 대한 자료가 입수 가능한 78개 작품에
대해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스크린쿼터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
해서 특정 영화가 1996년을 경계로 그해 이전 또는 이후에 개봉
되었는지 여부를 변수화하였다. 그 이유로 1996년에 영화진흥법
이 제정되면서 의무상영일수를 필요 시 최대 40일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호상영제가 폐지되는 등의 스크린쿼터 완화정
책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따라서 스크린쿼터 변수 X
에 1996년 이전의 영화는 0, 그리고 이후의 영화는 1의 숫자를 부
여하여 더미(Dummy)변수로 만들었다. 만약 스크린쿼터가 한 영화
의 흥행성적에 정(正)의 영향을 미친다면 변수 X의 추정계수는 음
86) (영화수입 - 제작비용) / 제작비용
87) 영화장르는 멜로, 액션 등으로 구분되고 개봉 시기는 추석, 크리스마스, 여름
및 겨울방학 등의 소위 영화 성수기의 개봉여부를 나타낸다. 영화등급은 연
소자관람가 여부, 그리고 수상횟수는 영화감독 및 배우의 수상경력을 나타
내는 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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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값을 가져야 할 것이다. 즉 스크린쿼터 완화는 영화의 흥행

성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변수 X의 추정계수가 오히려 양(＋)의 값을 가
지며 이를 저자는 스크린쿼터제의 완화운영이 오히려 영화의 완
성도를 높여 영업이익률을 증가시켰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Lee et al. (2005)의 연구에서는 영화의 특성을 나타내는 설명변수
들을 창의성 영역, 배급영역, 마케팅 영역 등으로 세분화하였고
영화의 관객동원 수를 종속변수로 삼아 1996~2002년까지 상영된
영화를 대상으로 실증분석하였다.88) 이 연구는 스크린쿼터가 유
효하게(Effective) 적용된 기간과 그렇지 않은 기간을 나누어 스크
린쿼터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스크린쿼터 적용의 유효성을 판단하
는 데는 평균 허위상영일수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1 996 ~1 998년
사이에 평균 허위상영일수는 14.3일이며 1999~2002년 사이는 3일
이므로 1999~2002년 기간 동안 상영된 영화들에 대해서는 스크
린쿼터의 적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연구
에서는 스크린쿼터 변수 X 를 더미변수로 만들어 1996~1998년 동
안 상영된 영화에 대해서는 0, 그리고 1999~2002년 기간 동안의
영화에 대해서는 1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스크린쿼터가 한 영화
의 흥행성적에 정(正)의 영향을 미친다면 변수 X 의 추정계수는
양(＋)의 값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변
수 X의 추정계수는 오히려 음(－)의 값을 가지며 스크린쿼터는
영화의 흥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한편, Lee and Bae(2004)는 20개국의 1997년 영화자료를 이용하여
자국영화의 흥행89)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20개국
88) 이 연구는 김은미(2003)의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와 모형에 기초하고 있으며
일부 자료의 보강과 스크린쿼터 변수를 추가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89) 이 연구에서 흥행의 개념으로는 ‘자기충족비율(Self-Su fficiency Ratio: SS R)’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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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스크린쿼터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가 모
두 포함되어 있는데 스크린쿼터의 시행여부를 더미변수로 처리하
여 횡단면 분석을 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스크린쿼터가 자국영화의
흥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3) 문화의 다양성
스크린쿼터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로 문화적 다양성의 제고
를 꼽고 있다. 하지만 문화의 다양성이란 매우 추상적 개념이어
서 이를 정확히 측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스크린쿼터가 문화적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엄밀히 분석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하지만 스크린쿼터가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서 문화의 다양성도 동시에 제고될 수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측정함으로써 스크린쿼터와
문화적 다양성간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오정일･
조현승(2004)은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지니계수를 통해 측정하였다.
지니계수는 일반적으로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데 계
수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도가 크고 0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는
작아진다. 이 연구에서 한국영화의 관객 수 불평등도 및 상영일
수 불평등도를 지니계수90) 를 통해 측정한 결과 스크린쿼터가 실
질적으로 집행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
사용하였는데 이는
S SR =

    
         

로 정의된다.

90) 관객 수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모든 관객이 한 영화만을 관람하였다면 지
니계수는 1이 되며 상영일수를 기준으로 한 경우 한 영화만 상영되었다면
지니계수가 1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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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스크린쿼터가 지니계수로 측정된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제
고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지니계
수가 영화의 다양성을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는 있
지만 일부 흥행영화에 상영기회 및 관객이 집중되는 현상을 스크
린쿼터가 완화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4) 실증분석에 대한 평가
이상의 실증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스크린쿼터가 국
산영화의 시장점유율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는 희박해 보인다. 또한 스크린쿼터가 영화의 다양성을 제고
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도 소수 흥행영화의 스크린 독점현상
에 대한 세간의 비판과 부합한다. 하지만 스크린쿼터 옹호론자들
은 스크린쿼터에 의해 국산영화의 상영기회가 보장됨으로써 국산
영화에 대한 투자와 제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스크린쿼터의 제작부문 활성화에 대한
주장은 기존의 실증연구에서 다루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실증적
으로 분석하기도 쉽지 않다. 이는 국산영화 제작의 활성화가 단
순히 제작편수의 많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질 높은 영화제작
을 위해 대규모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영화제작을 위
한 기술, 인력, 시스템 등이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산영화의 상영기회를 보장함으
로써 한국문화를 고취할 수 있으며 시장지배력을 가진 미국영화
에 의한 미국문화의 확산을 막아 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
다는 주장은 실증적으로 검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스크린
쿼터가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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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스크린쿼터의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모든 논리나 주장을
반박하기에 불충분한 측면이 있어 스크린쿼터의 유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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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영화산업 구조와 스크린쿼터

(1)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비판
1) 헌법재판소 판결
주지하다시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1995년 7월 영화법 제26
조에 의한 스크린쿼터제에 대하여 그 합헌성을 인정하였다(<글
상자 3> 참조).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들에 따르면, 국산영화의

무상영제도는 선택한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헌법 제
15조에 규정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따라서 개
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는 헌법 제119조 1
항과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헌재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도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국산영화의
무상영제도는 합헌이라고 판결하였다. 다만 헌재는 기본권을 제
한함에 있어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최소성 및 비례
성’의 원칙에 충실해야 하고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데 영화법 제26조는 이와 같은 원칙에 충실
하다고 판시하였다. 즉 헌재의 판단에 따르면 첫째, 국산영화 의
무상영을 통해 국산영화의 상영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고 이는
국산영화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를 통한
국내 영화산업의 생존과 발전은 공동체의 이익에 부합하며,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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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극장주는 국산영화의 상영의무를 지고 있으나 국산영화를 상
영하는 경우에도 어떠한 종류의 국산영화를 상영할 것인지에 대
한 전적인 자유가 있으며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2 이상으로 규
정된 의무상영일수가 과도하지 않으므로 헌법상의 직업선택 및
경제적 자유, 그리고 행복추구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
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규제의 정도도 과도하지 않다
는 것이다.
2) 판결에 대한 비판
헌재의 판결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한 강철근의 경우91) 언
론･출판･학문･예술의 자유는 그 콘텐츠 제작자의 자유는 물론 콘
텐츠의 유통경로상에 있는 자의 자유도 포함하기 때문에 스크린
쿼터는 극장경영자의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라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헌재의 영화에 대한 판단은 그 기본권보장에 있어서 문화적 측면에
있어서는 거의 무제한적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영화의 제작
측면인 언론･출판의 자유와 학문예술의 자유에 입각한 기본권보장
은 충실히 하면서, 극장경영자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 그리고 행
복추구권에 대하여는 공공복리의 목적상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입
장을 취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과 직접적으로 접하게 되
는 상영관, 공연장, 전시장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예술
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며, 나아가 헌법상 문화국
가원리의 제한문제가 된다.92 )

즉 강철근에 따르면 헌재는 공공복리를 이유로 한 영화에 대한
91) 강철근, 예술의 자유와 스크린쿼터제, 사회교육연구회, 2004.
92) 전게서, p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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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열은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이므로 위헌이라고 판결93)
하면서 학문예술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한 반면 영화를 공
급하는 극장경영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비대칭적인 규제이며
이는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인 동시에 헌법상 문화국가원리
를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재산권의 침해 차원에서 헌재의 판결을 비판하는 견해도
있다. 즉 스크린쿼터제도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
필요에 의한 제산권의 제한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
야 한다’는 헌법 제23조의 정신을 위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
호의 경우 스크린쿼터제는 극장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이며 이
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으므로 이 제도는 위헌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공익을 위해서 국가가 시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특정인의 특별한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것일 때에는 정당한 보
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의 정신이다. 그런데
스크린쿼터제는 극장주의 일방적 희생위에 서있다. 국산영화에 공익
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국산영화
를 즐기는 사람이거나 또는 국산영화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일반 국민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비용도
그들이 부담해야 한다.94)

한편, 재산권 침해 주장과 관련해서는 ‘재산권’에 대한 개념 자
체에 대해서 헌법적인 관점과 경제학적인 관점의 차이가 있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는 극장주가 수익성의 원리에 따라 자신의
의지대로 영화편성을 하지 못할 경우 재산상의 손실이 예상되므
93) 헌재 2001. 8. 3 0. 2000헌가9, 판례집 13-2, pp .134-157 참조.
94) 김정호, “누구를 위한 스크린쿼터제인가”, 헤럴드경제 200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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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상자 3>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가. 영화법( 映畵法) 제26조는 개봉관의 확보를 통하여 국산영화( 國産映畵)의 제
작(製作)과 상영( 上映)의 기회를 보장하여 국산영화의 존립과 발전의 터전을 마
련하여 주기 위한 것으로 공연장( 公演場)의 경영자(經營者)에 대하여 직업의 자
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나, 그 제한(制限) 목적(目的)의 정당성(正當性)
과 방법(方法)의 적정성( 適正性)이 인정될 뿐 아니라,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2
에 한정하여 직업수행( 職業遂行)의 자유( 自由)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
( 過剩禁止)의 원칙(原則)에 반하여 직업(職業)의 자유(自由)의 본질적(本質的) 내
용(內容)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제한이 공연장의 경영자에게
주어진 것은 영상상품을 최종적으로 공급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
므로 영화인, 영화업자 혹은 영화수입업자와 비교하여 합리적( 合理的)인 이유( 理
由) 없이 자의로 공연장의 경영자만을 차별(差別)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나. 영화법(映畵法) 제26조는 공연장의 경영자가 일정한 기간 국산영화를 상영
할 것을 전제로 하여 다만 국산영화의무상영일수(國産映畵義務上映日數)라고
하는 구체적(具體的) 사항(事項)을 특정(特定)하여 연간 상영일수를 기준으로
이를 대통령령에 정할 것을 위임하고 있는바, 비록 위 규정이 의무상영일수(義
務上映日數)의 상한( 上限)이나 하한(下限)을 명시적(明示的)으로 설정하고 있지
는 않지만, 법률규정의 취지에서 볼 때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이 연간 상영일
수의 일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대강(大綱)을 충분히 예측( 豫測)할 수
있으므로 위임입법( 委任立法)의 한계(限界)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다.
다. (1)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가 개인과 기업의 창
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것이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질서
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입법자가 외국영화에 의한 국내 영화시장의
독점이 초래되고, 국내 영화의 제작업은 황폐하여진 상태에서 외국영화의 수입
업과 이를 상영하는 소비시장만이 과도히 비대하여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서, 이를 방지하고 균형 있는 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산영화의무상영제를
둔 것이므로, 이를 들어 헌법상 경제질서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다.
(2)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 공동체의 이익과 무관하게 무제한의 경제적
이익의 도모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제적 고려와 공
동체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국산영화의무상영제가 공연장 경영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헌재 1995. 7. 21. 94헌마125, 판례집 7-2(pp.155-168)에서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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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스크린쿼터는 재산권의 침해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헌재는 재
산권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1997년 헌재는 한약사제도
가 신설되면서 과거 약사에게 인정된 한약조제권을 제한하는 것
이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 ‘재산권은 사적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이므
로 구제적인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 등은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아니므로,95) 약사의 한약조제권
은 재산권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이와 같은 헌재의 논리에 따르
면 스크린쿼터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인 권리’에 대한 제한이
아니며 스크린쿼터 폐지로 인해 얻게 되는 이익은 장래의 불확실
한 기대이익에 불과한 것이므로 보상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이와
같은 재산권과 관련된 판례로 인해 스크린쿼터 관련 청구인도 위
헌 사유로 재산권 침해를 들지 않은 듯 하다.

(2) 영화산업 구조변화와 스크린쿼터의 유효성
헌재는 판결을 통해 스크린쿼터의 목적은 ‘개봉관의 확보를 통
하여 국산영화의 제작과 상영의 기회를 보장하여 국산영화의 존
립과 발전의 터전을 마련하여 주기 위한 것’이라고 적시하는 한
편, 스크린쿼터의 방법적 정당성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판시하
고 있다.
영화의 제작은 많은 자본과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것이지만 그 흥
행여부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고, 가사 예측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반드시 실제와 부합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봉관의 확보여
95) 헌재 1997. 11 . 27. 97헌바10, 판례집 9-2, p.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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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영화제작의 사활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는 질과 양에 있어서 압도적 우위에 있는 외국영화의 홍
수 속에서 국산영화로 하여금 상영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주
는 것으로서 국산영화의 제작과 상영의 기회를 보장하는 가장 효과
적이고 적정한 방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9 6)

이와 같은 헌재의 주장처럼 스크린쿼터제가 방법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스크린쿼터의 핵심적 역할인 ‘상영기회의 보장’이
유효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스크린쿼터가 유효성을 가지기 위해
서는 국산영화가 외화에 밀려 상영기회를 가지지 어렵다는 사실
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문제는 헌재의 판결이 나던 1995년 당시
에는 국산영화가 상영의 기회를 가지기 힘들었을 수도 있지만 그
이후 영화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그와 같은 전제가 더 이상 성립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즉 영화산업구조 변화로 스크린쿼터의 유
효성이 사라지고 있으며 이는 스크린쿼터가 우리나라 영화의 생
존과 발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므
로 그 방법적 정당성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1) 수직적 결합의 심화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영화산업은 큰 질적 변화를 거쳤으며
최근 한국영화의 성공은 영화산업의 구조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구조변화에 대한 이해 없이 스크린쿼터와 시장점유율과의
관계만을 통해서 스크린쿼터의 유효성을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
다. 따라서 스크린쿼터의 역할 및 유효성도 한국영화산업 구조변
화와 관련지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영화산업에서 의미
있는 구조변화의 시작은 대기업의 영화산업 진출로부터 비롯되었
96) 헌재 1995. 7. 2 1. 94헌마125, 판례집 7-2, p.163.
제6장 한국영화산업 구조변화와 스크린쿼터제 1 81

지만 상당수의 대기업들이 외환위기의 여파로 영화산업에서 철
수하였다. 하지만 살아남은 일부 대기업들은 영화산업의 구조변
화를 주도하였으며 이 구조변화의 핵심은 수직적 결합의 심화라
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앞부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영화산업
에 있어서 수직적 결합은 단순히 시장지배력 확대를 위한 도구
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화라는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선택된
효율적인 산업구조라고 할 수 있다. 영화의 제작, 배급 및 상영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계약의 불완전성(Imperfect Contract), 거래비
용(Transaction Cost), 대리인 비용(Agency Cost) 등의 비효율성을 수직
적 결합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영화의 지속적 공
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수직적 결합은 영화가 단순한 오락상품
을 탈피하여 대규모 산업의 단계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미국과 유럽의 영화사들은
이미 영화산업의 초창기인 1920년대부터 수직적 결합을 통해 성
장해 왔다.
외환위기 이전에도 일부 대기업들이 수직적 결합을 꾀한 예가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부분적 시도에 그쳤고 본격적인 수직적 결
합의 심화는 멀티플렉스의 도입을 통해 이루어졌다. 멀티플렉스
의 도입을 통해 영화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였으며 이를
통한 수익의 확대는 영화제작에 투자되어 보다 질 높은 영화를
만들어 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었다. 영화제작사의 입장
에서는 제작된 영화를 자체 배급 및 상영채널을 통해 안정적으로
시장에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제작비, 즉 함몰비용을 회수할 수 있
는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타 영화사의 영화를 배
급 및 상영함으로써 흥행리스크를 분산(Diversification)할 수 있게
되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영화제작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었다. 결국 박정희 정권 때부터 주요 영화정책으로 시도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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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급 영화사의 육성이 수직적 결합을 통해서 미약하나마 결
실을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제작, 배급 및 상영의 전 부문에 이르는 수직적
결합을 최초로 완성한 영화사는 CJ 엔터테인먼트(이하 CJ)이다.
1995년에 처음 엔터터인먼트 사업에 진출한 CJ는 1997년부터 영
화의 제작･배급을 시작하였고 1998년에는 한국최초의 멀티플렉스
상영관 CGV를 개관함으로써 수직계열화를 완성하였다. 이후 충
무로 자본인 시네마서비스(극장체인 프리머스 보유)97)와 동양그룹 계
열의 쇼박스(극장체인 메가박스 보유)가 제작･배급･상영 전 부문의
수직적 결합을 완성하게 되어 통상 CJ, 시네마서비스, 쇼박스를
우리나라의 3대 대형 영화사로 꼽고 있다. 1999년 멀티플렉스 사
업에 진출한 롯데시네마도 최근에 제작투자 및 배급사업에 진입
을 시작하여 한국영화산업의 수직적 결합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이다.
한편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스크린쿼터에 대한 정책적 판단도
수직적 결합의 심화로 대표되는 영화산업의 구조변화와 연관지어
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수직적 결합이 확산
되고 있는 현재의 영화산업 구조하에서는 스크린쿼터의 유효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영화산업 구조
와 그 변화의 방향을 고려할 때 스크린쿼터라는 규제수단이 실효
적인 구속력(Binding)을 상실하였거나 구현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스크린쿼터의 역
할이 변화된 영화산업 구조하에서 어떠한 이유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지를 살펴보자.

97) 시네마서비스의 극장체인인 프리머스는 최근 CJ에 인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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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크린쿼터의 유효성

① 상영기회의 보장과 독과점 제한
스크린쿼터의 유효성을 논할 때 핵심적인 사항은 한국영화산
업 구조변화가 국산영화의 상영기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다. 최근의 한국영화산업은 수직적으로 결합한 대형 영화사들
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며 전체 국산영화들 중 수직적으로 결
합한 CJ, 시네마서비스, 쇼박스, 롯데시네마의 4개사가 제작･투자
및 배급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다.98) 아
래 <표 25>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체 한국영화 중에서 이들 대
형 영화사가 배급하는 영화의 비중은 계속 커지는 추세에 있으며
2004년에는 수직통합을 이룬 4개의 영화사가 배급한 영화가 전체
개봉 한국영화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05년에 들어서도
이들 영화사들의 영향력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보도에 따르면
한국영화의 절반 이상을 CJ, 시네마서비스, 쇼박스 3대 영화사가
투자･배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99)
한편 영화제작비의 상승도 한국영화가 이들 대형 영화사에 의
지하는 추세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림 7>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최근 몇 년간 한국영화의 제작비는 급상승
하고 있는 추세이다. 제작비 상승요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
을 수 있겠는데 이에 대한 분석은 본 연구의 범위 밖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급증하는 제작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대형 영화사
의 자본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높은 제작비로 인한 흥행
실패의 위험은 더욱 커지므로 이들 대형 영화사들이 가진 배급
98) 롯데시네마는 최근 제작투자 및 배급사업에 진입하여 배급실적이 그다지 많
지 않다.
99) 한국경제신문 2005년 3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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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상영체인 활용 여부가 투자자본의 회수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결국 제작비 조달과 위험헤지를 위해서는 대형 영화
사들의 자본력과 배급･상영체인이 필요하며 따라서 이들 영화사
들이 한국영화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질 것이다.
<표 25> 대형 영화사의 한국영화 배급실적
연도

2000

2001

2002

8

8

17

9

18

13

16

13

17

17

쇼박스

0

0

2

6

13

롯데시네마

0

0

0

0

2

소계(A)

21

24

30

32

50

한국영화 총 배급편수(B)

61

57

105

70

78

0.344

0.421

0.286

0.457

0.641

배급사
CJ 엔터테인먼트
시네마서비스

비율(A/B)

2003

2004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연감에 근거하여 저자 작성.

<그림 7> 한국영화 제작비 추이
(억 원 )

연간 총제 작비( 우 축)

평 균 제 작비 (좌 축)

4 000

42
37

3 500

26

2 500

500

13

650

20

15
1,6 58

10

15

1 ,26 9
767

10

9 31
5

645

0
199 6

19 97

35

25

19

1 500

3 ,41 1

30

2,9 02

22
2 000

45
40

3,328

3 000

1 000

( 억원 )
42

1 998

1999

200 0

20 01

2 002

2003

0
200 4 연 도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연감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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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대형 영화사들이 제작 및 투자한 영화들은 스크린쿼터와
상관없이 당연히 자체 배급 및 상영체인을 통해 관객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제작되는 국산영화의 절
반 이상이 극장체인을 가진 대형 영화사들에 의해 배급되어 안정
적인 스크린을 확보하고 있으며 중형 배급사들의 활발한 배급실
적까지 고려한다면 국산영화가 외화에 밀려 상영의 기회조차 가
질 수 없는 경우는 이제 극히 드물 것이며 <표 26>에서 보듯이
최근 몇 년간 극장에서 국산영화 상영일수는 의무상영일수를 훨
씬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26> 최근 국산영화 의무상영일수와 평균 상영일수
구분

서울

지방

전국

연도

조사된 극장 수

평균 의무일수

평균 상영일수

비교

2000

194

103.0

103.9

+0.9

2001

201

128.4

145.3

+16.9

2002

236

101.8

151.6

+49.8

2003

276

98.4

147.7

+49.3

2004

311

93.5

149.1

+55.6

2000

309

99.5

109.3

+9.8

2001

375

117.7

142.1

+24.4

2002

475

90.6

145.1

+54.5

2003

741

90.7

151.5

+60.8

2004

890

100.9

177.3

+76.4

2000

503

100.8

107.2

+6.4

2001

576

121.4

143.2

+21.8

2002

711

94.3

147.2

+52.9

2003

1,017

92.8

150.5

+57.7

2004

1,201

99.2

170.0

+70.8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연감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스크린쿼터의 유효성이 약화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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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설사 상영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국산영화가 있다고 하
더라도 현재의 스크린쿼터가 상영의 기회를 보장하지는 못한다.
개봉되지 못한 영화들은 배급사나 극장의 입장에서 볼 때 흥행
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영화들일 것인데 이들 영화는 기본적으
로 영화의 질이 매우 낮거나 대중성이 없는 예술영화이다. 질이
낮은 영화라면 도태되는 것이 마땅하며 예술영화의 경우에도 스
크린쿼터가 그 영화를 보호해 주지는 못한다. 스크린쿼터는 국산
영화의 의무상영일을 규제하는 제도이지 다양한 영화의 상영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다. 그리고 극장의 입장에서는 흥행성 있는
국산영화의 장기상영을 통해 의무상영일을 채우는 것이 당연하
기 때문이다.
미국 배급사들의 독점적 지위로 인해 스크린쿼터를 통해 보다
경쟁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도 설득력
을 잃고 있다. 현재 영화시장에서의 미국 배급사들의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다. <표 27>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3~4년간 시장
점유율 1, 2위를 독점하다시피 한 배급사는 수직적 결합을 한 국
내 배급사들이다. 따라서 미국 배급사들이 시장지배력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스크린쿼터를 통한 사전적 규제는 정당화되기 어
려울 것이다. 한편 블록부킹, 거래거절 등의 일반적 경쟁제한행위
에 대해서 현재의 공정거래법을 통해 사후적 규제가 가능하다.
윤미경 외(2004)에 따르면 영화산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경
쟁제한행위는 현재의 공정거래법을 통해 규제할 수 있으며 필요
하다면 분쟁해소를 위한 추가적 장치를 도입하여 방지할 수 있다
는 것이다. 경쟁정책의 측면에서 본다면 스크린쿼터와 같은 인위
적이며 사전적인 규제는 시장친화적인 방식의 사후적 규제를 통
해 해결할 수 없을 만큼 폐해가 심각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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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배급사별 점유율 순위
배급 사
CJ 엔터테 인먼 트
쇼박스 (주)미디 어플 렉스
시 네마 서비스
워 너브 러더스
20세 기폭 스코리 아
UIP 코리 아
브에나 비스 타인턴 셔널
코 리아 픽쳐스
콜럼 비이트 라이 스타
튜브 엔터 테인먼 트
기타
계

배급 사
시 네마 서비스
CJ 엔터테 인먼 트
콜럼 비아
월 트디즈 니/브에 나
20세 기폭 스코리 아
워 너브 러더스
A 라인
코 리아 픽쳐스
청어 람
UIP
기타
계

편수

20 04년
점유 율

36
19
22
11
18
13
22
6
20
10
1 02
2 79

24.42 %
18.02 %
17.23 %
7.98 %
6.65 %
4.15 %
3.96 %
3.46 %
3.46 %
2.62 %
8.05 %
100 %

편수
28
28
21
19
22
16
13
8
9
14
1 12
2 90

20 02년
점유 율
22.70 %
17.00 %
9.70 %
8.80 %
8.60 %
8.20 %
5.60 %
4.50 %
3.20 %
3.10 %
8.60 %
100 %

배급 사
CJ 엔 터테 인먼트
시 네마서 비스
워 너브러 더스
청어 람
월트 디즈 니/브에나
콜럼비 아
코 리아픽 쳐스
쇼박 스
UIP
20세 기폭 스코리 아
기 타
계

배급 사
시 네마서 비스
CJ 엔 터테 인먼트
코 리아픽 처스
워 너브라 더스
UIP
브 에나비 스타
콜롬비 아
튜 브 E nt
2 0세기 폭스
시 나브 로엔터 테인 먼트
한맥영 화
㈜영 화사 백두대 간
필름뱅 크
A FD F
베어 엔터테 인먼 트
기타
계

주: 관객 점유율 기준.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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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수

20 03년
점 유율

24
26
13
11
17
20
10
8
17
17
88
2 51

21.90%
18.60%
8.10%
7.50%
6.80%
5.10%
4.90%
4.80%
4.80%
4.30%
13.30%
100%

편수
26
22
7
17
15
19
21
12
11
11
6
11
17
4
5
97
3 01

20 01년
점 유율
17.6%
14.6%
13.4%
9.0%
7.8%
7.1%
6.0%
4.7%
3.7%
1.3%
0.9%
0.5%
0.4%
0.2%
0.1%
12.8%
100%

한편 이와 같은 미국 배급사들의 시장지배적 지위 상실과 국내
배급사들의 시장점유율 상승이 스크린쿼터의 결과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 영화산업구조하에서는 미국 배급
사들이 과거와 같은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
다. 국내 대형 영화사들이 상당수의 한국영화에 투자 및 제작을
하고 있고 자체 배급망과 극장체인을 통해 상영을 하고 있기 때
문에 극장체인을 가지지 못한 미국 배급사들의 시장에서 과거와
같은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스크린쿼터가 폐지된다 하더라
도 국내 배급사들이 국산영화를 도외시하고 미국영화 위주로 배
급할 수도 없다. 현재의 직배체제에서 할리우드 대작들은 당연히
미국 배급사들이 배급할 것이며 국내 배급사들은 배급력을 가지
지 위해서라도 흥행성 높은 국산영화를 배급할 수밖에 없다. 과
거 간접배급체제하에서는 스크린쿼터가 없었더라면 국내 배급사
들이 할리우드 영화 위주로 라인업(Line-up)을 구성하여 배급력을
행사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직배체제 하에서는 흥행성 높
은 국산영화를 라인업에 포함시키지 않고서 배급력을 행사할 수
없다.

② 멀티플렉스의 영향과 문화적 다양성
또한 멀티플렉스의 확산도 스크린쿼터의 유효성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한다. 1998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멀티플렉스는 그동
안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2004년 현재 전국의 멀티플렉스 극장
수100)는 총 124개이며 이는 전체 극장의 40% 정도이며 멀티플렉
스 스크린 수는 1,002개로서 전체 스크린 수의 69%에 달한다.
100) 본 연구에서는 멀티플렉스를 ‘7개 이상의 스크린을 보유했거나 멀티플렉스
체인에 속해 있는 모든 극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7개 이하의 복합관도 멀
티플렉스에 포함시키면 그 숫자는 훨씬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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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부터 스크린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었지만 멀티플렉스
의 도입으로 인해 상황이 반전되어 극장 수는 줄었지만 스크린
수는 과거보다 훨씬 많아졌다. 증가된 스크린 수로 인해 한국영
화는 보다 많은 상영기회를 가지게 되어 성수기에 할리우드 블륵
버스터에 밀려 한국영화들이 상영의 기회를 잡기가 어려웠던 과
거 단관 극장시스템과는 상황이 다르다. 물론 멀티플렉스가 본격
적으로 도입된 이후에 한국영화의 다양성이 제고된 것은 아니지
만 과거에 비해서 (일부 흥행작에 국한한다 하더라도) 한국영화의 상
영기회가 많아진 것은 분명하다.
<그림 8> 연도별 극장 수 및 스크린 수 추이
(단 위 :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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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연 도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연감

앞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스크린쿼터를 통한 문화의 다양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한국영화의 상영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한국문화를 고취할 수 있다는 점과 스크린쿼터로 인해 예술영화
를 포함한 다양한 영화를 상영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한국영화의 상영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한국문화를 고취할 수 있다
는 주장은 스크린쿼터의 유효성 상실로 인해 그 타당성을 잃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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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국내 영화산업의 수직적 결합이 심화됨에 따라 제작된 한
국영화가 미국영화로 인해 상영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일은 거
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스크린쿼터가 한국영화의 다양성
을 제고시킨다는 두 번째 주장도 오정일･조현승(2004)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주장의 실증적 근거가 희박하다.
<그림 9> 전국 멀티플렉스 스크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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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2
1000
800
653

600
437

400
222

200
123
0

11
19 98

48
1999

2000

2001

200 2

2003

2 004

연도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연감

<표 28> 3대 체인의 극장 수, 스크린 수, 좌석 수
2004
구분

2005

20 06~ 2007(예 정)

극장
수

스크린
수

좌석
수

극장
수

스크린
수

좌석
수

극장
수

스크린
수

좌석
수

CG V

27

2 15

41,009

35

2 80

53,170

51

4 05

78,419

프리머 스

18

1 32

26,613

28

2 08

39,022

34

2 62

48,922

계

45

3 47

67,622

63

4 88

92,192

85

6 67

12 7,3 41

롯데 시네마

12

98

19,680

29

2 21

43,979

44

3 64

73,479

메가 박스

13

1 05

20,993

19

1 44

28,132

30

2 42

45,428

총계

70

5 50

108 ,2 95

111

8 53

164 ,3 03

159

1,273

24 6,2 48

C
G
V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2004년 스크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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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가 영화의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멀티플
렉스 도입으로 증가된 스크린 수가 와이드 릴리즈(Wide Release) 방
식을 통해 대형영화의 스크린지배력을 보다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즉 멀티플렉스의 확산으로 증가된
스크린의 혜택이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보다는 흥행이 예상되는 일
부 영화에 집중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실례로 2004년
관객 1000만 명을 돌파한 <실미도>와 <태극기 휘날리며>의 경
우 개봉 후 흥행호조에 힘입어 스크린 수가 점차 늘어나 한때
370여 개 이상, 510여 개 이상의 스크린을 각각 차지하였다. 또한
<실미도>가 관객 1000만 명을 돌파하던 주에는 <실미도>와 <태
극기 휘날리며>가 차지한 전국 스크린 수 합계는 733개였으며,
이 당시 전국 스크린 수는 1200여 개로 추산되고 있다.101)102) 비
록 스크린쿼터제가 스크린당 부과되는 규제이지만 일부 흥행작이
다수의 스크린을 점유하게 되면서 과거에 비해 증가된 스크린 숫
자에도 불구하고 스크린쿼터제가 한국영화의 다양한 상영기회를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 문화의 다양성이란 측면에서는 정작
스크린쿼터가 보호하지 못하는 예술영화 또는 독립영화를 보호･
육성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할 것이다.

(3) 영화산업 육성정책의 방향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영화산업은 수직적 결합을 이룬
대형 영화사들을 중심으로 한 공급구조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영
101) ｢<씨네 21> 10년, 한국영화 10년｣, 씨네 21 N o .500 , 2004.
102) 2004년 1,210개의 스크린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평균 허위상영일수는 거
의 영(0.005)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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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제작비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여 투자와 배급･상
영에 대한 대형 영화사 의존도가 보다 커지면서 대형 영화사를 중
심으로 한 영화공급구조는 심화될 것이다. 103) 이와 같은 구조하에
서는 스크린쿼터로 인한 편익은 상당히 감소하는 반면 자유무역의
확산으로 인한 스크린쿼터의 비용은 더욱 커질 것이며 스크린쿼터
의 유효성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시장의 원리에 맞지 않을
뿐더러 규제로서의 상대적 편익도 적은 현재의 스크린쿼터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스크린쿼터가 유효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한국
영화에 대한 보험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존속되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도 있다. 하지만 스크린쿼터라는 보험이 주는
혜택에 비해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가격이 너무 크다.
한편 한국영화산업이 산업화의 초기단계인 점과 영화산업의 성
숙도 및 국제경쟁력을 감안하면 스크린쿼터를 당장 폐지하는 것
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점진적 축소
를 통해서 스크린쿼터가 한시적 보호정책104)이라는 점을 영화산
업 종사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여 구조조정 등을 포함한 업계의
자발적 경쟁력 강화노력을 촉진시켜야 한다. 유치산업이라 할지
라도 무조건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산업의 경쟁력이 상승함에
따라 적절한 경쟁압력을 부여하는 것이 해당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서 보다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 할 수 있다.
103) 최근 대형 영화사들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독과점 이슈가 제기되고 있
다. 하지만 윤미경 외(2004), 김휴종(2004)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배급 및 상
영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영화산업에 대한
정책개입이 이루어질 시점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104) 김세원･안세영(1996)은 유치산업 보호정책의 성공조건으로 ‘학습효과(Learning
by d oing)의 존재’와 ‘한시성(限時性)’을 들고 있다. 즉 보호대상이 된 산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습효과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산업이어
야 하고 보호정책은 반드시 ‘한시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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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영화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은 시장에 대한 직접
적 통제보다는 시장규모의 확대와 영화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하부구조(Infrastructure) 정비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2004
년 현재 연간 전국 영화 관람객 수는 13,517만 명이며 1인당 평균
관람횟수는 약 2.8회이다. 역대 최고 전국 관람객 수는 1969년
17,304만 명이며 그해 1인당 평균 관람횟수는 5.6회였다. 우리나
라 영화산업이 앞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보다 대형
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의 확대가 필요하
다. 현재의 인구구조와 다양한 매체의 발달을 미루어 볼 때 앞으
로도 전국 관람객 수가 150,000만 명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국내 상영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외시장의 개척과 함
께 후속시장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한국영화의 해외시장 진출은
영화의 질적 향상에 힘입어 2000년대 들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
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수출의 상당부분이 아시아 지역에 집중
되어 있어 수출지역의 다변화가 요구되며 특히 시장확대를 위해서
는 최대시장인 북미지역으로의 수출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림 10> 연도별 한국영화 수출액
($)
70,000,000
60,000,000
50,000,000
40,000,000
30,000,000
20,000,000
10,000,000
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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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한국영화 권역별 수출 점유율
연도

2001

2002

2003

2004

남미

0%

0%

0%

0.2%

북미

11%

5%

14%

5.0%

아시아

74%

70%

61%

77.8%

아프리카

0%

0%

0%

0%

오세아니아

0%

1%

0%

0.3%

유럽

14%

16%

18%

14.1%

기타

1%

8%

5%

2.6%

계

100%

100%

100%

100%

권역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연감

<그림 11> 비디오/ DVD 시장 현황
( 억원 )
10000

9,400

9000

8,970
8,300

7,950

8000

8,951

7,832
7,772

7000

7,692

7,730

7,390
6,536

7,462

5,983

6,880

6000

6,390

5000

5,451
4,783

4000
3000

전체 시장 규 모
비디 오 시 장 규모

2000

DV D 시장 규 모
1000

19

60

230

1999

2000

2001

850

1,000

1,085

1,200

2002

2003

2004

2005

0
1996

1997

1998

연도

주: 2005년도는 예상치임.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연감

한편 해외시장의 확대는 꾸준한 호조를 보이는 반면 영화의 윈
도우효과를 창출하는 후속시장은 침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비디오･DVD 전체 시장규모는 축소추세에 있다. DVD 시장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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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증가추세에 있지만 기대만큼 시장확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
으며 비디오 시장규모의 축소 폭을 상쇄할 만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 않아 전체 후속시장의 규모는 축소추세에 있다. 후
속시장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온･오프라인을 통한 영화의 불법
적 유통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영화의 다운로드는
기술적･행정적으로 근절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대
책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영화산업의 전체 시장규모 확대를 위해
서는 문화상품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와 이의 집행을 위한 행정력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최근 들어 영화의 수익률 저조 등으로 영화산업투자가 위
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0~2002년 사이에 만들어진 영상투자조
합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3~15%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었
으며,105) 2001년 한때 13개에 달하던 영상투자조합 설립 수도
2004년에는 5개에 그치고 있다. 영화상품의 성격상 흥행의 평균
수익률이 항상 높을 수는 없지만 문제는 영화에 대한 투자를 유인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즉 하부구조가 미비한 데 그 원인이 있
다. 영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에 따르는
리스크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논
의가 많이 되고 있는 완성보증보험제도, 특수목적회사(S PC : S pecial
Purpose Company), 회계시스템 표준화 등은 영화투자 활성화를 위

한 하부구조 정비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영화는 흥행리
스크는 차치하고라도 영화의 완성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가 흔한
데 이 경우 투자자는 시장에 상품을 출시하지도 못하고 손실을
입게 된다. 미국의 경우 민간차원의 완성보증보험회사106) 가 이와
105) 2005년 6월 3일 조선일보 기사 ‘한국영화 대박신화 여기서 멈추나’ 참조.
106) 완성보증보험회사는 제작자가 투자자가 인정한 예산, 제작 스케줄에 따라
상품(영화･애니메이션 등)을 완성･출시할 것을 보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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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리스크를 방지하도록 도와준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한 작업이 진행중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되고 있다.
또한 투자자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특수목적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제도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투자 자금 관리 및 수익배

분을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제작사가 현금흐름을 총괄하는
시스템에서는 자금의 유용 및 비효율적 집행의 가능성이 있기 때
문이다. 영화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회계시스템 도입
도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른 산업과 달리 영화산업의 경
우 표준화된 회계시스템이 우리나라에는 도입되지 않아 이해당사
자간의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회계시스템의 표준화를
통해 영화산업에서의 비용 및 손익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여
투자수익 정산의 불확실성을 없애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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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영화산업에 있어 제작･배급･상영에 이르는 과정의
수직적 결합의 중요성을 밝히고 수직계열화한 대형 영화사의 등
장이 현재의 한국영화산업의 지속적 성장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
인이라는 것을 주장한다. 영화사는 수직적 결합을 통해서 영화의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흥행위험을 회피할
수도 있으며 높은 제작비가 투입된 영화를 지속적으로 제작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의 경우 영화산업이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수직
계열화한 대형 영화사를 중심으로 산업이 재편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최근 한국영화산업 성장도 수직계열화한 대형 영화사를 중
심으로 질 높은 영화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산업구조가
만들어진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각종 국산영화 지원정책들이 없었던 것
도 아니며 특히 박정희 정부에서는 대형 영화사 육성을 위해 제
작사를 진입장벽으로 보호해 주었으며 외화수입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등의 각종 특혜가 베풀어졌다. 하지만 외화수입권이라
는 특혜가 질적 차별화에 기초하지 못하고 영화제작 실적 등의
양적 지표에 연계됨으로써 국산영화 제작은 외화수입권 확보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승자선택(Picking W inn ers)’
을 통해 경쟁력 있는 소수에게 자원을 집중하고자 하는 정책의
도에도 불구하고 차별화의 지표가 잘못 선정됨으로써 경쟁력 있
는 승자의 선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결국 질적으로 우수한
영화를 만든 제작사가 보상받는 질적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
던 것이다.
또한 박정희 시대의 영화산업정책이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이들 정책이 영화산업의 구조전환을 유
발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작자본의 영세성
이 항상 지적되어 왔는데 이는 영화흥행수입이 제작부문으로 환
제7장 요약 및 결론 2 01

류되어 제작자본이 축적･확대되는 과정이 반복되는 산업구조를
가질 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점이었다. 영화산업의 특성상 영화
제작에 있어서의 독점적 위치는 영화자본 축적을 위한 핵심적 요
소가 아니었으며 제작된 영화가 배급 및 상영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창출된 수익이 제작부문으로 재투입되는 확대재생산의 과정
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수직계열화는 이와 같은 선순환 구조를
가능하게 해 주는 기업전략인데 영화제작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오히려 수직적 결합의 유발을 원천적으로 막아 영화산업의 발전
을 저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영화산업의 수직결합은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
된 대기업 자본의 영화산업 진출에 그 기원이 있다. 기존의 영세
자본 위주의 영화산업에 대기업 자본이 투입되어 산업구조의 변
환을 주도하였으며 이는 수직계열화한 대형 영화사의 등장으로
귀결되었다. 한편 1980년대 중반에 이루어진 미국 영화사의 직배
허용 등의 시장개방조치는 단기적으로는 한국영화산업에 큰 타격
을 주었지만 추후 일어난 영화산업구조 변환의 밑거름이 되었다.
또한 시장개방에 앞서 영화제작업의 허가제가 폐지되고 영화제작
업과 수입업이 분리됨으로써 기존의 충무로 영화자본의 입지가
크게 약화되었고 새로운 자본이 영화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공간
이 확보되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현재 한국영화산업은 수직적 결합을 이룬 대형 영화사들이 주
도하고 있는 상황이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제작비를 고려할 때
대형 영화사를 중심으로 한 영화공급구조는 보다 심화될 것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스크린쿼터에 대한 정책적 판단도 수직적
결합의 심화로 대표되는 영화산업의 구조변화와 연관지어서 판단
할 필요가 있다. 과거, 외화 특히 미국 할리우드 영화들이 국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던 당시에는 영화산업의 생존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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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스크린쿼터가 긍정적 역할을 한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
만 그동안 국내 영화산업 구조는 획기적으로 변하였고 이에 따라
스크린쿼터의 영향력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 제작되는 국산영화
의 절반 이상이 극장체인을 가진 대형 영화사들에 의해 투자･배
급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며 이들 대형 영화사 외의 국내 중형
배급사들의 배급능력까지 고려한다면 일정수준 이상의 질을 갖춘
국산영화가 외화에 밀려 상영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경우는
이제 극히 드물 것이다. 이와 같이 국내 대형 영화사들이 상당수
의 한국영화에 투자 및 제작을 하고 있고 자체 배급망과 극장체
인을 통해 상영을 하고 있는 구조하에서는 미국 배급사들이 과거
와 같은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시장원리에
맞지 않으면서 규제로서의 유효성이 떨어진 현재의 스크린쿼터제
도는 최소한으로 축소되어야 할 것이다. 스크린쿼터가 축소 또는
폐지된다 하더라도 현재의 직배체제에서는 할리우드 대작들은 당
연히 미국 배급사들이 배급할 것이며 국내 배급사들은 배급력을
가지지 위해서라도 흥행성 높은 국산영화의 투자･제작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는 스크린쿼터의 유효성은 상
당히 떨어지게 되어 그 편익은 상당히 감소하는 반면 세계적인 자
유무역의 확산으로 인한 스크린쿼터의 비용은 더욱 커질 것이다.
앞으로의 우리나라 영화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은 스크린쿼터와
같은 시장에 대한 직접적 통제보다는 영화시장규모의 확대와 영
화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산업 하부구조(Infrastructure) 정비에 중
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인구구조와 다양한 매체의 발달
로 인해 국내 영화시장의 확대에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외시장개척을 통한 시장의 확대가
필요하다. 한국영화의 해외시장 진출은 영화의 질적 향상에 힘입
어 최근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출의 상당부분이 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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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풍에 힘입은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수출지역의 다변화
가 요구된다. 한편 영화수출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반
면 영화의 윈도우효과를 창출하는 후속시장은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온･오프라인을 통한 영화의 불법적 유통이 후속
시장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지적재산권을 보
호할 수 있는 기술적･행정적 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최근 들어 영화의 수익률 저조 등으로 영화산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 영화산업의 특성상 흥행의 평균 수익률이 높을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영화에 대한 투자를 유인할 수 있
는 산업의 하부구조가 미비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영화의 경우 흥행리스크를 제외하고서도 제작중단으로 인해 투자
자가 손실을 입는 경우가 드문 일이 아니므로 제작리스크를 회피
할 수 있는 완성보증보험제도 같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
한 제작사가 현금흐름을 총괄하는 시스템하에서는 자금집행의 비
효율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투자자들의 불신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영화제작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제도를 활성화하여 현금흐름 및 수익배분의 투명

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표준화된 회계시스템 도입을 통
해서 투자수익 정산의 불확실성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영화산업은 강력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산업이며 수직적
결합은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업전략이다. 또
한 최근 다양한 미디어의 발달로 범위의 경제도 실현할 수 있어
영화산업을 주축으로 하여 타 미디어 분야로 진출하는 수평적 결
합도 확산되고 있다. 규모 및 범위의 경제가 실현되는 산업에서
는 경쟁이 보장된다면 대규모 자본에 의한 산업구조재편은 반드
시 나타나기 마련이며 지난 영화산업의 역사와 현재 모습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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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하고 있다.
현재 영화산업을 포함한 세계 문화산업은 수직･수평결합을 이
룬 글로벌 미디어 그룹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통상 대형 미디어
그룹의 탄생과정을 보면 타 분야에 있는 대기업들은 영화사를 매
입한 후 그 영화사를 주축으로 하여 다른 미디어 분야로 진출하
거나 수직계열화한 대규모 영화사들이 타 미디어 분야로 진출하
면서 범위의 경제가 이루어지고 그 기업은 미디어 그룹으로 성장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문화산업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
해서는 대형 미디어 그룹의 출현이 필수적이다. 대형 미디어 그
룹의 출현은 중소형 기업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기
존 대기업이 인수･합병을 통해 미디어 분야에 진출함으로써 이루
어질 수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콘텐츠 산업분야가 중소
기업 위주로 되어 있는 구조에서는 대기업의 문화산업 진출을 통
해 시장의 역동성을 제고시켜 산업구조를 보다 빠르게 변환시킬
수 있으며 시장규모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기업의
영화산업을 포함한 문화산업 진출에 잠재적 장애가 될 수 있는
출자규제와 같은 일련의 규제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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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주요 영화산업 통계

<부표 1> 연도별 한국영화 점유율
구분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한국 영화 관람 객 수
76 1
73 2
83 1
82 2
68 5
53 4
42 4
27 9
18 1
62 9
45 0
41 6
57 1
1,05 7
92 1
2,54 3
2,13 5
2,19 1
1,75 5
1,68 9
1,64 4
1,56 2
1,31 1
1,21 6
1,11 5
1,08 1
1,10 6
87 2
76 9
99 3
94 4
97 6
1,21 2
1,25 9
2,17 2
2,27 1
4,48 1
5,08 2
6,39 1
8,01 9

외 국영화 관람 객 수
9 12
1,0 40
8 77
8 58
9 08
7 56
8 13
7 47
7 57
1,1 68
2,2 41
1,0 62
1,2 38
1,4 98
1,6 58
2,9 14
2,2 94
2,0 78
2,6 48
2,7 03
3,1 66
3,1 66
3,5 49
4,0 07
4,4 15
4,2 65
4,1 14
3,8 39
4,0 54
3,8 42
3,5 69
3,2 44
3,5 40
3,7 59
3,3 00
4,1 91
4,4 55
5,4 31
5,5 56
5,4 98

(단위: 만 명, %)
한 국영 화 시 장점유 율
45 .5
41 .3
48 .6
48 .9
43 .0
41 .4
34 .3
27 .2
19 .3
35 .0
16 .7
28 .1
31 .6
41 .4
35 .7
46 .6
48 .2
51 .3
39 .9
38 .5
34 .2
33 .0
27 .0
23 .3
20 .2
20 .2
21 .2
18 .5
15 .9
20 .5
20 .9
23 .1
25 .5
25 .1
39 .7
35 .1
50 .1
48 .3
53 .5
59 .3

주: 1) 1964~1973년 서울 개봉관 기준.
2) 1974~1979년 주요도시(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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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국산영화 연도별 제작 현황
연 도별
1 962
1 963
1 964
1 965
1 966
1 967
1 968
1 969
1 970
1 971
1 972
1 973
1 974
1 975
1 976
1 977
1 978
1 979
1 980
1 981
1 982
1 983
1 984
1 985
1 986
1 987
1 988
1 989
1 990
1 991
1 992
1 993
1 994
1 995
1 996
1 997
1 998
1 999
2 000
2 001
2 002
2 003
2 004

극 영화
11 3
14 4
14 7
18 9
13 6
17 2
21 2
22 9
20 9
20 2
12 2
12 5
14 1
83
13 4
10 1
11 7
96
91
87
97
91
81
80
73
89
87
11 0
11 1
12 1
96
63
65
64
65
59
43
49
59
65
78
80
82

문화영 화
4
73
85
69
85
107
118
137
119
100
111
120
96
52
46
57
41
68
57
55
52
30
30
44
34
49
26
27
21
21
33
19
41
13
3
1
1
-

광 고영화
942
802
662
690
376
136
103
93
119
131
109
137
143
109
129
144
160
137
126
146
115
128
209
303
305
247
325
417
482
563
466
349
-

계
1 17
2 17
2 32
2 58
2 21
1 ,2 21
1 ,1 32
1 ,0 28
1 ,0 18
6 78
3 69
3 48
3 30
2 54
3 11
2 67
2 95
3 07
2 57
2 71
2 93
2 81
2 48
2 50
2 53
2 53
2 41
3 46
4 35
4 47
3 76
4 07
5 23
5 59
6 31
5 26
3 97
-

주: 1958~1976년 검열일자 기준, 1977~1986년 문화공보부 검열기준, 1987~1996년
공윤 심의기준, 1997~1998년 공진협 심의기준, 1998년 이후는 영등위 심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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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연도별 극장 수 및 스크린 수
구분
연도
1 961
1 962
1 963
1 964
1 965
1 966
1 967
1 968
1 969
1 970
1 971
1 972
1 973
1 974
1 975
1 976
1 977
1 978
1 979
1 980
1 981
1 982
1 983
1 984
1 985
1 986
1 987
1 988
1 989
1 990
1 991
1 992
1 993
1 994
1 995
1 996
1 997
1 998
1 999
2 000
2 001
2 002
2 003
2 004

전국 극장 수

스 크린 수

302
344
386
477
529
534
569
578
659
690
717
694
662
626
597
580
558
488
472
447
423
404
450
534
561
640
673
696
772
789
762
712
669
629
577
511
497
507
373
373
344
309
280
302

302
344
386
477
529
534
569
578
659
690
717
694
662
626
597
580
558
488
472
447
423
404
450
534
561
640
673
696
772
789
762
712
669
629
577
511
497
507
588
720
818
977
1,13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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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 연도별 한국영화 수출실적
수 출액($ )

연 도

편 수

편당가 격($)

1991

17

2 7,8 15

4 72,850

1992

14

1 3,9 93

1 95,900

1993

14

1 2,4 17

1 73,838

1994

14

4 4,3 49

6 20,879

1995

15

1 3,9 12

2 08,679

1996

30

1 3,4 67

4 04,000

1997

36

1 3,6 67

4 92,000

1998

33

9 3,1 44

3,0 73,750

1999

75

7 9,5 90

5,9 69,219

2000

38

18 5,6 25

7,0 53,745

2001

102

11 0,2 89

1 1,2 49,573

2002

133

11 2,4 22

1 4,9 52,089

2003

162

18 8,8 96

3 0,9 79,000

2004

193

30 1,9 93

5 8,2 84,600

주: ’96. 7. 1 영화진흥법 제정 시행으로 수출추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1996년
이후 수출편수 및 금액은 제작업체가 밝힌 수치를 토대로 한 비공식 집계자
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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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ructural Change and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Movie Industry
－ Vertical Integration and Its Implications －

Sung-Hee Jwa and Taekyu Lee

This study shows the importance of vertical integration in the movie
industry and asserts that the advent of vertically integrated movie
companies has been the main critical factor behind the recent success
of Korea’s movie industry. Vertical integration is a widely used
corporate strategy not only in the movie industry often to reduce
inefficiencies and transaction costs that arise during production and
distribution. In the movie industry, vertical integration has also been
an efficient strategy for mitigating various uncertainties in box-office
profits. Many countries with a developed movie industry have
experienced the emergence of vertically integrated movie companies as
well as their dominance. In this study we find vertical integration to
be an essential stage for advancement of a country’s movie business as
it progresses towards a mature industry.
The entry of large corporations into the movie business in the late
Ab stract 2 21

1980s, which had been made possible by the significant deregulation
of the movie industry, allowed for more rigorous vertical integration in
the Korean movie industry. New players in the movie business particularly, large corporations - initiated structural change that include
vertical integration in the industry. Nowadays, almost two-thirds of
Korean movies are produced and/or distributed by the vertically
integrated ‘major’ companies. The continuous supply of good quality
movies has become possible through such vertically integrated
companies as the capacity to reinvesting revenues from movie
exhibition into movie production is consolidated. This is a critical
difference between the current movie industry with that of 1970s and
1980s.
In the 1970s Korea had very strong industrial policies that protected
the movie industry. Such policies, however, failed to develop the
movie industry because they were not properly designed to encourage
vertical integration. On the contrary, the policies at the time
overly-protected the production sector and consequently built various
barriers between the stages of the movie supply chain.
Moreover, the movie industry at the time was constrained by flaws
in the industrial policy at the time. More specifically, industrial policy
applied to the movie industry in the 1970s had fostered large-scale
movie production companies. One of the key tools for this purpose
was the exclusive import rights of foreign films for those movie
companies that met a certain criteria. When a movie company
produced a certain number of films, then it was provided an import
quota for foreign films. Foreign films, especially Hollywood movies,
were far more competitive than domestic films at the time, and as
such, obtaining import rights was a very profitable busines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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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in turn hoped to promote movie companies with capable
of producing domestic films into large-scale ‘major’ companies using
the benefit from sales of foreign movies.
Concentrating resources on a small number of competitive
companies - which we might call ‘picking the winners’ - is a typical
feature of Korea’s industrial policy in the early period of economic
take-off. The exclusive import rights of foreign films had been used as
a kind of prize for competition as well as to facilitate capital
accumulation in the movie industry. However, this policy did not
produce the desired outcome. The main reason for this was that
competition per se was not based on ‘quality’, but rather on ‘quantity.’
The criteria for the exclusive import rights should have been linked to
‘the performance of companies in the market’ and not to ‘how many
movies the company produced.’ In other words, the criteria ignored
the market discrimination process and consequently failed to pick and
encourage competitive winners.
The structural changes in the Korean movie industry cast
implications about the screen quota. The purpose of the screen quota
is to give domestic films “proper” screening opportunities or exposure
in the market. Screen quotas can be justified if Hollywood films have
a dominating distribution power in the Korean movie market.
However, the current Korean movie industry is dominated by vertically
integrated companies involved in nearly two-thirds of the production
of domestic films, which furthermore are screened in theaters owned
by the vertically integrated companies. Therefore, a situation in which
domestic films are excluded in the screening market because of
Hollywood films would not be possible. Interestingly, the total
screening-day for domestic films has exceeded the mandatory quota
Ab stract 2 23

for the past 5 years making the screen quota de facto unbinding. In
such a circumstance, the benefits of a screen quota are much smaller
than costs thanks to the spread of free trade. For the further
improvement of the movie industry, policy makers should not rely on
direct regulations such as screen quotas, but should focus on the
overall improvement of the industry’s infrastructure such as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troduction of completion
insurance, transparency of cash flow from movie investmen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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