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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글 

한국영화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영화진흥위원회 KOFIC Korean Film 

Council.!l의 ‘2014년 한국영화산업결산’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한국영화산업 

의 성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2 

2014년 한국영화산업 전체 매출은 2조 276억 원으로 2013년 대비 7.6% 

증가했다 영화산업 매출 사상 처음으로 2조 원대를 돌파하였고， 이는 극장 

매출， 디지털 온라인 시장， 해외수출 등 전 분야에서 매출이 증가하면서 달 

성한 기록이다. 2014년 극장 입장권 매출액은 역대 최대 액수인 1조 6，641억 

원으로 2013년 대비 7.3% 증가했다. 관객 수 역시 2013년 대비 0.8% 증가한 

2억 1 ，506만 명에 달해 2년 연속 2억 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인구 1인당 연간 평균 관람횟수는 세계 최고 수준3인 4.19회에 

달하였다. 한국영화 총 관객 수는 1억 770만 명(관객 점유율 50.1%)으로 3년 

연속 1억 명을 넘어섰고， 외국영화 총 관객 수는 1억 736만 명(관객 점유율 

49.9%)으로 처음으로 1억 명을 돌파했다. 그리고 디지털 온라인 시장 규모 

도 2013년 대비 11.0% 증가한 2，971억 원에 달했다. 디지털 온라인 시장의 

75%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IPTV 시장이 전년 대비 29.7% 증가하면서， 

인터넷 VOD 매출이 큰 폭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성장세는 유 

지하였다. 해외매출은 6 ，308만 달러로 2013년에 비해 362만 달러 증가하였 

다. 완성작 수출액은 2013년 대비 1 ，069만 달러 감소했지만 서비스 분야 수 

출액이 지난해 대비 1 ，432만 달러 상승하면서 전체 해외매출이 상승하는 결 

과를 가져왔다 4 

2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매년 한국영화산업 결산 자료를 발표하고 있음. 

3 영국의 문화콘텐츠산업 조사기관인 스크린다이제스트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인구 1인당 연 
평균 극장관람횟수는 아이슬란드가 4.28회， 싱가포르 4.15회， 미국 3.83회， 호주 3.53회， 그리고 

프랑스가 2.99회로 수위권을 형성. 

4 영화진흥위원회， r2014년 한국영화t엠결산J ， 영화진흥위원회 정책연구부， 2015,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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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산업은 2008년 이후 6년째 총매출액이 상승궤도에 있으며， 총관 

객수는 2010년 이후 4년째 상승 중이다. 한국영화시장은 매년 매출액과 관 

객 수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한국영화산업의 성장세가 브레이크 없는 

차가 질주 하듯 달리고 있다.((표 1), <그림 1> 참조)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정관객수 14,25%52/ 15.341 15.878 15‘083 15,696 14,918 15 ,9ï2 19‘4s9 2l9,3535$ 
21 ,506 

증강흉 5.4% 3.5% -5.αg 4,1% -5.0% 7. 1% 220% 0. 8% 

한극영화 g16554%4 
9,791 7,939 6,355 7‘641 6,940 8,287 l컸l，436%l l2l,J72 J%9 

10,‘ï70 

가(만쩍 영수) 
증강용 14. 696 -189% -20.σ% 20.2% -9.2% 19,4$ -15.4% 

X。f?。rE。r 58 ï% 63.8% 5α0% 42. 1% 48 ï% 485% 51αg 588% 58796 50,1% 

외국영화 

|l1 6 9 4Y ∞3 3영3g6 
5,550 7‘939 8,728 8,055 7,978 7,685 8,028 8,506 10,736 

증강융 -1.αg 43.0% 9,9% -7.까8 -1.0% -3. 796 4.5% 4α ZZ3$E 
24,8% 

장유융 36.2% 50.0% 57.9% 51.3% 53.5% 48,1% 41.2% 킹9，9% 

7편(펀8수봉) 한국영화 83 108 112 108 118 140 150 lï5 183 217 

외극영화 215 237 281 272 243 285 289 458 ï22 878 

전국 스크린 수 (7ïl 1,648 1,890 1,975 2，α여 2,055 2,003 l、974 2,081 2,184 2‘281 

l인당 관캉횟수(회) 2,98 3‘ 13 3,22 3,04 3,15 2.92 3,15 3,83 4,17 4,19 

한극영확투자수익훌 7,$% -24,5% -40,5% -43 ,5% -13 ,1% -11.0% -14,7% 13,3% 14,1% 0,3% 

극장매출 8‘981 9,257 9,918 9,794 10,941 11,684 12,358 14,551 15,513 16,641 -
(縮영화) 

디자덜윈ffi 영웅 5,433 3，없O 2,750 2‘224 885 1,109 1,709 2,158 2,676 2,971 

해(억외매 원출) 832 268 267 230 155 462 382 414 651 664 

(안불)‘ 
X5 Z,2di4E6g 

Z깅51 2,#0 2， 1，α4 1,412 ‘1,222 3,4$7 3.셨2 5,948 6,3æ 
뉴---

계 13,425 12‘935 12‘248 11 ,984 13,255 14,449 17,123 18,840 2α276 

깅 해외수출액 원화 한산시 적용환융은 lUSD = 1 ，053 ， 2월 (2014년 평균 DH매기용율 적용) 

5 위의 논문，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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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 효택영호κ!업지표 변화추01(2004'"'-'2014)6 

하지만 계속적인 성장세에 있는 한국영화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것은 바로 소수 대기 업에 의한 한국영화 시장 독과점 문제이다. 한국영화 

산업의 기형적인 대기업독식 독과점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 역대 흥행 

작 100편에 대한 배급사별 편수와 누적관객수를 파악해보자. 

6 http://www.kobis.or.kr/kobis!business/statlthem/findYearlyTotalList.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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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급사 ζ Jt'!-"ικ「 누적관객수 비율 

α 43 244,476,058 42,5 

-λLι바，-人- 27 162900812 28.4 

NEW 10 62010756 11.0 

롯데 10 52.386.828 9.1 

시네마서비λ 4 30397087 5.3 

강제규필름 5,820,000 10 

싸이더人 4044582 0.7 

코2.IOf픽쳐스 3, 149,500 05 

정어람 3146217 0.5 

끄라임엔터테인먼트 3, 132,320 05 

아이러브시네마 3.119023 0.5 

100 574583183 100"10 

상위 4개의 배급사인 CJ 많M'쇼박스·롯데 ·넥스트엔터태인먼트월드(NEW) 

가 한국영화 역대 흥행작 100편 중 %편을 배급했으며 전체 누적관객 574,583,183 

명 중 91%인 521 ，774 ，454명의 관객 수를 차지하고 있다 2011년 이후 상위 

4개 기업을 제외하고 한국영화흥행 10위권의 영회를 배급한 기업은 없다. 

아래 〈표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 배급사별 시정점유율도 역시 

대동소이히-다. 한국영화 관객점유율을 보면 시장 부동의 1위 업체인 q 

E&M이 37.2% (CJ E&M 자회사로 보아도 무방한 CGV 아트하우스(구 CGV 

무비꼴라주)의 관객 점유율까지 합산하면 39.8%) , 롯데가 19.6%, 쇼박스가 

14, 5%,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NEW)가 11.5%로 상위 4개사의 관객점유 

율이 86.4%에 달한다. 하지만 2014년 전체 개봉작 247편 중 이들 상위 4개 

사를 통해 배급된 영화가 59.5편 뿐이다. 상위 4개사가 개봉한 한국영화의 

24%가 약 90%의 관객을 독식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 개봉작 중 상위 4개사 

를 제외한 187.5편， 76%가 10% 관객을 차지하는 기형적인 시장 독과점 형 

태를 보이고 있다. 

7 http://www.kobis.or.laα。bis/business/statloffc!findF<αmerBoxOfficeList. do?loadEnd=O&sea 
rchType=search&sMultiMovie Yn=&sRepNationCd= 한국영화통합전산망 자료를 근거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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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1급샤 1f<경연수 (액 매만출액원) 정 05유윷액용 관객수{영) 정 관유객융 

l 써셰이이연영l!l 17 304,303 37,2% 39,967 ,137 37,2% 

2 콧 'i쇼핑l!l훗대앤터 g인언으 16,5 160‘997 19.7% 21 ‘037,7l! 19.6% 

3 쇼박스%이q 어 g렉스 7,5 120‘ 585 14.Î% 15,533,801 14.5% 

4 (주}넥스E연터댐인영트월드(NEW) 8 92 ‘ ï58 11.3% 12,359,848 11.5% 

5 CGV 야트하우스(영CGV 우"1 올라쥬) 10.5 29 ,534 3.6% 3 ‘911 ,113 3.6% 

6 싸이뎌스 픽쳐스 1.5 19‘ 467 2.4% 2,486,074 2,3% 

7 쩌 ti그후(주)다우기울 16,636 2.0% 2,141 ,155 2,0% 

8 주식회사 대영운확공장 ‘ 15,077 1.8% !‘944 ‘ 660 1.8% 

s 뼈가박스(주}풍러스영 4,5 14,353 1.8% 1,877,600 1.8% 

10 (주)리용빅혁쳐스 2,5 9,623 1.2% 1,315,823 1.2% 

기Ef 177 35,686 4,3% 4‘ 771 ,346 4,5% 

계 247 819.019 100.0% 107 ,346,268 100.0% 

단순히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대기업주도의 집중적인 투자와관리， 제품 

생산이라는 과정은 단기간 산업활성화에 기여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소 

수 대기업의 시장 독식과 독과점이 장기적으로 산업적 토대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상식적인 결론이다. 

흔F국영화산업의 황금기라는 최근의 현황 이변에는 소수 대기업 중심의 

성공과 그 그늘에 가려진 대다수 한국영화의 열악한 현실이 양립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영화제작 및 작품의 완성도와 질에 대한 내부적인 요인보다 

직접 투자 제작한 영화에 대한 배급에 우선적으로 치중하는 시장우선주의 

의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 배급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에 그 원인이 

있다. 이런 구조적 문제의 중심에는 대기업의 제작-배급-상영의 수직계열화 

가 자리 잡고 있다 9 

대기업의 수직계열화에 따른 한국영화산업의 고질적 문제는 현재의 자 

율시장경제체제에서 자발적， 자생적 선순환구조로 변화될 것을 기대할 수 

8 영화진흥위원회， (2014년 한국영화t법결산) , 영화진흥위원회 정책연구부， 2015, p.23. 

9 전병원지방분권시대의 지역영화진흥정책 연구'J ，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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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따라서 준정부기구로서 공공의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영화진흥위원 

회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한국영화진흥정책을 총괄하 

고 있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정책들이 한국영화계에 선기능으로 작동하고 있 

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영화계의 미래를 위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적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화산업정책과 영화문화정책의 역할이 조화롭게 작동되고， 지난 

20년간 비교적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외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세 

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화진흥정책을 펴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를 살펴보며 

한국영화정책의 추진 방호t을 모색하고자 한다. 

2. 프랑스와 한국의 영화정책 비교 

1) 문화정책비교연구 대상으로서 프랑스 

문화정책 비교연구의 대상으로서 프랑스의 문화정책이 자주 등장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킴 엘링 (Kim Eling)이 지적하였듯이 “현대 사 

회에서 프랑스처럼 예술에 대한 정부 정책이 정치적 담론에서 중요한 위치 

를 차지하고 있거나， 정부가 그 나라 국민의 문화생활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10 

또한 많은 국가에서 문화정책 연구에 프랑스의 문화정책을 비교대상으 

로 선정하는 데에는“군주정하에서든 공화정하에서든 국가라고 하는 절대 

권력의 이름으로 예술적 가치를 지니는 문화유산의 보호를 독점하고， 뛰어 

난 작품들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장려해왔던 국가 권력의 관심과 의지로 

예술과 창작분야에서 정치적· 법률적 그리고 행정적인 국가 권력의 책임에 

관한 개념을 탄생시킨11 프랑스 문화정책의 역사성에서 기인한다 "12 

10 안지혀1 ， r문화로서의 영호b ， l'한국정책과학학회보J ， 제 12권 저14호， 2008, 2쪽 
11 장 미셀 지앙，문화는 정치다J ， 목수정 역， 동녘， 2011 , 15쪽 
12 전병원， 앞의 논문， 3C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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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역사를 자링히는 프랑스 문화정책에 대한 신뢰와 그러한 역사 속에 

서 디-영:히고 조밀하게 수정 보왼해 온 프랑스 문화정책에 대한 인식 또한 

문화정책연구^}들이 프랑스의 문화정책을 비교연구 대상으로 선정하는 중 

요한 요인이다. 

그렇다면 프랑스의 문화정책이 과연 한국의 상황에 비춰 활용 가능한 

실효성이 있는 정책들인가? 임학순은 비교연구에 있어 대상국가 선정의 중 

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비교연구의 성과는 비교대상 국가들을 얼마나 적절하게 선정하는가에 따 

라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교대상국가 선정에는 여러 가지 요인 

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그 중에서도 국기- 간에 존재하는 유사성과 차별 

성이 매우 중요하다. 연구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결정이 되어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비교대상국가들 간에 차이가 너무 크면 비교의 의미기- 상실되 

는 부적절한 연구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비교하는 나라들 시아에 일정 

한 수준의 유사성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유시성이 

너무 크면 비교분석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없고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그치게 된다. 따라서 비교할 국가들 사-이에는 종속변수와 독립 

변수들이 일정한 한계 내에서 유시-성과 차별성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13 

홍기원은 주요국가의 문화정책에 있어서 권한집중도(정부와 비정부기 

구， 중앙과 지방)와 문화부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시장지향성14의 정도 

를 분석하여 유형화한다. <표 4) , <표 5) , <표 6)은 주요국가의 문화정책에 

있어서 권한집중도(정부와 비정부기구， 중앙과 지방)와 문화부문에 대한 사 

13 임학순외국의 문화행정 업무 영역과 행정조직에 관한 조사 연구j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77, 2C 쪽 전병원， 앞의 논문， 2013, 33쪽， 재인용. 
14 흥기원문화정책의 유형호{를 통한 비교연구j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31-32쪽. 전병 
원， 암의 논문‘ 2013 ‘ 33-35쪽‘ 재인용 시장 지향성의 의미가 국가마다 다르게 인식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문화활동에서의 ‘시장은 매표수입이나 기부금의 증대와 같은 

경제적인 개넘이 아니고 전문성과 함여의 다원성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예술단 

체의 시ε빼서의 성공은 많은 전문가를 앙성하고 다양한 분야의 예술과의 접촉을 통해 다양하 

고 풍부한 활동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호뼈술분야의 시장지향적인 대응은 시민사회 

구성원의 문화적 의식이 제고되고 전문호띔에 따라 이를 지원하는 인력 및 프로그램의 전문화 

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효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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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인식 및 시장지향성 15의 정도를 분석하여 유형회-한 예이다. 우리는 

홍기원의 분석 시-례를 통해 비교연구 대상으로서 비교국가 선정의 적합성 

과 효용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힌국과 프랑스는 정부주 

도형 문화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앙의 권한집중도기- 높고， 문화정책의 

시장지향성이16 약한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다. 앞서 임헥순이 언급하고 있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이 일정한 한계 내에서 비교연구 대상국가로서 

적절한 프랑스와 한국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부문에 대한 

사회적인식 

7f o 다
 • 

口

멘
 뽕
 

끄라人 묘드인 
-c그 ζ= 

。 t
-, 한국 

문화부문에 대한 강 
사회적인식 。F

-, 한국 영국， 미국 

15 시장 지향성의 의미가 국가마다 다르게 인식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문화활동 

에서의 ‘시장은 매표수입이나 기부금의 증대와 같은 경제적인 개념이 아니고 전문성과 효뼈의 

다원성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예술E쩨의 시장에서의 성공은 많은 
양성하고 다양한 분야의 예술과의 접촉을 통해 다양하고 풍부한 활동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 
므로 문핸예술분야의 시장지향적인 대응은 시민사회 구성원의 문화적 의식이 제고되고 전문 
화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는 인력 및 프로그램의 전문화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16 전병원， 앞의 논문， 35쪽. 

17 홍기원문화정책의 유형호l를 통한 비교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31쪽. 전병원， 
위의 논문， 34쪽， 재인용 

18 위의 책， 32쪽. 위의 논문， 35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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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문에 대한 강 
사회적인식 。t-. 

시장지향성 

미국 

끄라人 
-0 

한국 

또한 한국과 프랑스는 문화부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점이 발견된다. 즉 임학순이 제시하고 있는 비교연구 대상으로서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들의 차별성도 확인할 수 있다. ( <표 7)) 

한국과 프랑스의 문호}정책에 있어서의 문호f정책에 있어서의 
시장 

공통점 권한집중도 권한집중도 

효택과 (정부-비정부 치원) (중앙-지방 차원) 
지향성 

프랑스의 차이점 약 

문화부문에 대한 ?ζ} II己C그r.:::λ-

사회적인식 。-끼# 한국 

이처럼 입학순의 비교연구 대상국가로서 판단 기준과 함께 홍기원의 문 

화정책 비교연구에 있어 세 가지 변수， 문화부문에 대한 사회적 인식 , 정부 

와 중앙의 권한집중도， 시장시향성에 대한 분석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한국 

과 프랑스는 문화정책 비교연구 대상국가로서의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프랑스 영화정책을 한국의 상황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양국의 영화정책 비교를 통해 차이점인 ‘문화부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양국의 정책과 영화계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즉 문화부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차이로 인해 프랑스의 문화정책 

19 위의 책， 32쪽. 위의 논문， 35쪽， 재인용. 

20 전병원， 앞의 논문， 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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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영화정책에 대한 벤치마킹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오류를 범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화진흥위원회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영화산업진흥정책인 ‘자 

동지원정책’을 벤치마킹해 ‘한국영화 개봉작 적립식 지원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이 정책의 핵심은 개봉실적에 따른 지원금 지급체계를 도입하여 지원 

함으로써 기획 및 제작역량이 있는 제작사들의 차기직품 제작을 위한 안정 

적인 재정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영화산업 내 허리 역할을 하는 중견 제 

작사를 육성하여 대기업과 소수창작자 중심의 불안정한 제작구조를 탈피하 

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프랑스와 한국의 배급시장 및 극장의 상황은 너 

무나 다른 환경에 놓여 있다. 예술영화관이 전국 극장의 50%를 상회하는 

프랑스와 대기업 멀티플렉스가 96%의 극장을 차지하는 한국의 상황은 전 

혀 다른 정책의 결과물을 가져오게 된다. 소수 대기업의 제작배급-상영사 

가 유리한 개봉실적을 만들어가고， 이에 따른 차기제작 지원금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디_O}한 영화가 극장에서 다양하게 상영될 수 있는 환 

경이 먼저 조성되지 않는다면 ‘한국영화 개봉작 적립식 지원사업’을 통해 

정책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므로 프랑스의 영화정책과 비교연구를 통해 한국에서 정책의 실효 

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문화부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된 토대가 

선결되어야 한다. 즉 ‘영회를 문화로서 인식하는 사회적 인식’을 위한 정책 

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프랑스의 문화산업정책이 아닌 문화 

정책이， 영화산업정책이 아닌 영회문화정책에 대한 비교 연구가 선행 검토 

되어야 한다. 최근 프랑스의 문화정책이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산업정책으 

로서의 중요성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문화다양성’과 ‘문화민주주 

의’라는 기본적인 정책 원칙은 변함이 없다. 이러한 프랑스의 영화정책 또 

한 국가의 문화정책 기조 안에서 ‘영화문화의 다양성’， 영화문화 민주주의’ 

라는 정책 원칙에 충실하다. 따라서 영화문화정책의 비교연구 대상으로서 

프랑스 『국립영화센터 CNC Centre national du cinéma et de 1’image 

animéeJl의 영화문화정책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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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랑스와 한국의 영화산업 비교 

프랑스의 영화문화정책을 살펴보기 전에 프랑스와 한국의 영화산업 지 

표에 대한 비교를 통해 양국의 현황을 파악해보자. 2014년 프랑스와 한국 

영화산업 지표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21 

양국의 영화산업 및 영화문화지표 비교 항으로서 영화산업의 현황을 확 

인할 수 있는 총 관객 수， 총매출액， 1인당 관람횟수， 개봉작 수， 제작편수， 

극장 수， 스크린 수， 상영작 수， 예술(다양성)영화 상영작 수， 예술(다양성) 

영화 관객 수， 멀티플렉스 비율 및 멀티플렉스 좌석 수를 선택했다. 이 비교 

헝들은 일반적으로 각국의 영화산업 및 영화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들 

이다. 

비교항 프랑스 효E국 

관객수 2억 897만 명 2억 1.506만 명 

매출액 1조 3.327억 원 1조 6.641억 원 

二-그1Z Cjf -/「、 2.020개 3567H 

스크린수 5.6477H 2,2817H 

1인당 관람 횟수(6서| 이상) 2，99회(5.3회)22 4.19회(4.45회)23 

개봉직수 663펀 1.095편 

제작편수 258편 248편 

상영작수 7.035편 3.828편24 

예술(다양성)영화 ε명작 수 4.108편(58.3%) 367펀(9.5%) 

예술〈다양성)영화 관객 수 4.383만 명(21.3%) 1.428만 3.284명(3%)25 

멀티플렉스 비율 39.39'026 94.8% 

멀티플렉λ 좌석 수 비율 41.6"/0 96.9""s 

21 프랑스의 2014년 영화t볍 지표는 Les dossier du CNC N'332-2015.5의 <<bilan 2014>>를 참고하 

였으며， 한국의 2014년 영화t업 지표는 영화진흥원회의 í2014년 효댁 영화산업 결산」을 참 

고했다. 
22 CNC, L'’évolution du public des salle de cinéma, 1993-2014, Stipa, Paris, 2015, 7쪽에 따르면 

6서| 이상 평균관람 회수가 5.3명으로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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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J국의 영화산업 확인해보자. 2014년 프랑스와 한국의 총 관객 

수 및 매출액에서 한국이 프랑스보다 조금 높게 나타난다. %댁의 6셰 이상 

인구의 1인당 영화관람 횟수는 프랑스가 5.3회 한국이 4.45회로 세계적인 

수준이다. 2014년 총 영화제작편수는 프랑스가 258편， 한국이 248편으로 

10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프랑스와 한국은 2014년 영화제작편수， 매출 

액， 관객 수가 비슷하다. 프랑스가 한국에 비해 총 인구가 많다는 것을 감안 

하면 힌국이 프랑스보다 영화시장이 조금 더 활발하게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할수 있다. 

그렇다면 OJ국의 비슷한 관객 수와 매출액， 제작편수 즉 영화시장 결과가 

어떤 환경 속에서 얻어진 것인지 다른 지표들을 통해 확인해보자. 2014년， 

1년 간 총 개봉작수를 보면 한국이 1 ，095편， 프랑스가 663편으로 한국이 

432편을 더 개봉했다. 2014년 한국 개봉영회는 2013년 905편에 비해 21.0% 

증가하였다. 개봉작수가 2010년까지 350-400편 정도였으나 2011년부터 급 

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정책연구부는 다음 

과같이 분석하고 있다. 

IPTV 등 디지털 온라인 시장이 영회유통의 또 다른 주요 플랫폼으로 등장 

하면서， ‘극장통시 개봉작’이거나 ‘극장 개봉작’ 홍보문구를 붙이고자 하는 

영화들이 대거 제작·수입， 개봉되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온라인 시장을 

목표로 하는 대부분 영화의 극장 상영 스크린 수는 소규모이다. 2014년 상영 

작 1 ，188편27 중 최대 스크린 수 107H 이하의 상영작은 617편으로 이중 358 

23 프랑스 기준과 같이 6세 이상 관람회수로 환.-0i하면 년간 평균관람횟수는 4.45명이 된다 

24 영화진흥위원회의 r2015 한국영화산업 결산」 자료에는 1 ，932편， 1 ，118펀 등 각기 다른 수치로 
기록되어 있다 이 수치는 팔자가 한국영화입장권통합전산망 http:νwww.kobis.or.kr에서 

2014년 개봉일람을 확인한 결과의 수치이다. 

25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예술(다앙성)영화관객이 전체 관객 대비 6.6%로 되어 

있으나 관객집계자료로 보면 약 3%.로 정정되어야 한다. 

26 2009년 프료f~ 문화커뮤니커|이션부에서 발표한 통계를 살펴보면 멀티플렉스 비율이 8.4%'였다 

5년 E뻐l 멀티플렉스 비율이 39.3%로 증가했다 하지만 멀티플렉스의 조|석 수 점유율은 57.1% 
에서 41.6%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 지표를 통해 멀티플렉스가 증가한 것 보다 많은 일반 극장 

의 좌석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병원， 위의 논문， 2013, 249쪽 참조 
27 영화죠흥위원회의 r2015 한국영화t법 결산」 자료에는 1 ，932편， 1 ，118편 등 각기 다른 수치로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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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58.0%)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이다. 이 작품의 대부분은 디지럴 온라인 

시장을 목표로 하는 작품으로 추정된다 28 

한국에서는 옹라인 및 IPTV 시장이 2013년에는 11%, 2014년에는 29.7% 

성장하고 있다. 프랑스보다 활성회된 온라인 및 IPTV 시장이 프랑스보다 

많은 영화개봉편수를 기록하게 된다. 

프랑스와 한국의 극장 수와 스크린 수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프랑스의 

극장 수는 2 ，020개 한국은 3567B 이다. 프랑스가 한국보다 5.6배 정도의 

장을 더 보유하고 있다. 스크린 수는 프랑스가 5,6477B, 한국이 2 ，281개로 

약 2.5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이는 양국의 멀티플렉스 극장의 현황과도 연계 

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는 멀티플렉스가 전체 극장의 39.3%, 전체 

좌석수의 41.6%를 차지하지만 한국은 멀티플렉스가 전체 극장의 94.8% , 

전체 좌석수의 96.90/0를 차지한다. 이런 구조는 영화 상영작 수로 그 결과를 

드러낸다. 프랑스가 2014년 총 7 ，035편을 상영한 반면 한국은 3 ，828편을 상 

영했다. 이런 멀티플렉스의 의존도는 바로 예술(다양성)영화 상영편수와 

관객 수로 연결된다. 프랑스 예술영화상영편수는 총 4，108편으로 전체 상영 

작 중 58.3%를 차지한다. 한국의 예술영화 총상영작 수는 367편으로 9.5% 

를 차지한다. 예술영화 관람객 수는 더 큰 차이를 보인다. 프랑스의 예술영 

화 관람객 수는 약 4 ，383만 명으로 전체 관람객 수의 21. 3%를 차지한 반면 

한국의 예술영화 총 관람객 수는 1 ，428만 명으로 전체 관람객 수 중 3%에 

그친다. 앞서 설명했듯이 한국의 예술영화전용관 또한 대기업의 자회사가 

장악하고 있다. CJ가 덩 아트하우스를， 쇼박스가 메가박스 플러스 엠을， 롯 

데가 롯데예술영화전용관을 운영하고 있다. 예술영화 관객 수 상위 20위권 

의 영회들은 대부분 대기업 자회사를 통해 배급된 영회들이다. 2014년 한국 

예술(다양성)영화 관람객 수 중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J ， I비긴 어게ι , 

「그랜드 부다페스트호렐」 채 편꾀1 영확 관람객쇠 804맏 멍을 넘는다. 01 
세 편을 포함한 상위 10편의 관객 수는 9 ，946 ，106명으로 이 열 편을 제외한 

357편의 총 관객 수는 4,337 ,178 명으로 전체 관객 수의 2% 정도일 뿐이다. 

28 영화진흥위원회 r2014년 한국영화산업결신b ， 영화죠흥위원회 정책연구부， 2015 , 18-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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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프랑스의 영화시장에서 멀티플렉스 극장을 소유하고 있는 대기 

업 배급사의 영향력을 비 교해보자. 2014년 상위 3개 배급시를 비교하면 한 

국이 전체 영화 배급시장의 71. 3%를 프랑스가 17.1%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 

로 파익된다 29 

효E극 프료얀 

배급사 점유윌%) 배급사 점유윌%) 

CJ 37.2 UGC 6.9 

롯데 19.6 Pathé ε2 

→λ‘-바.-人 14.5 Gaumont 5.0 

겨| 끼.3 겨| 1τ1 

한국과 프랑스의 영화산업은 총 관객 수와 총 매출액 및 1인당 관람횟수， 

제작편수 등으로 비교하면 비슷한 시장규모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양국의 시장의 형성 내용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뭇 

다르게 드러난다. 양국 영화시장의 이러한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바로 양국의 ‘문화로서 영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발생하는 영화 

문화정책에 있다. 이는 프랑스와 한국의 문화정책에 있어서도 역시 가장 

크게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3) 프랑스와 한국의 영화문화정책 

영화진흥정책은 정책 고유의 목적 및 목표에 따라 크게 ‘영화산업진흥정 

책’， ‘영화산업과 영화문화 연계 진흥정책’， ‘영화문화진흥정책’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일반적인 영화산업진흥정책으로는 제작지원， 배급지원， 상영지원， 

29 2014년 한국의 3대 배급사인 CJ E&MOI 37.2%, 롯데엔터테인먼트가 19‘ 6%, 쇼박스가 14.5%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의 3대 배급사인 UGC가 6.9%, Pathé가 5.2%, GaumontOI 5.0010 

의 점유율을보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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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개발지원 등 지원정책을 들 수 있다. 영화산업과 영화문화 연계 진흥정 

책으로 상영관지원， 조정정책 등이 있고， 영화문화진흥정책으로 영화교육 

정책， 단편영화정책， 예술영화관 및 시네마테크지원정책 그리고 지역영화 

진흥정책 등이 있다. 여기에 CNC와 다른 프랑스의 고유한 영화정책기관으 

로 『지역영화(극장)발전기구 ADRC L’'Agence pour le Développement 

Régional du Cinéma.ll를 들 수 있다. 

프랑스 CNC와 한국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정책들을 위의 정책의 목적 

과 목표에 따라 세 가지의 정책으로 비교해보자.((표 10) ) 

양국의 영화산업 규모가 비슷한 것처럼 양국의 영화산업진흥정책 역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일반적인 제작지원， 시나리오 개발지원， 해외 

공동제작지원 등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차이점을 살펴보자면 프랑 

스는 세액공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한국은 국외 사무소 설치 등 해외 

마케팅을 통한 한국영화의 세계화에 좀 더 주력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제작지원 

배급지원 

영호냥f업+영호}문화 

언계정책 

조정정책 

ε멍관지원 

행
 
• 

흐
-
*
채
「
 

( 

채
「
 

진
 
.
정
 -
정
 

회
 
-
제
 } 
육
 

펌
 -규
 
} 
교
 

여
。
 

영호κf업진흥정책 

S명지원 

마케팅홍보지원 

배급지원 예술영화관 

시네마테크정책 

연구교육정책 

기획개발지원 

연구개발정책 

단펀영화정책 

지역영화죠홈정책 

영화산업과 영화문화 연계정책으로는 양국이 모두 상영관의 현대화에 

대한 지원정책이 있다. 프랑스의 상영관 현대화 정책은 일정 지역의 상영관 

을 디지털환경에 부합하는 상영관으로 리모댈링 지원을 하는 정책이다. 한 

국의 관람환경 표준화 정책은 상영관으로서의 상영조건에 대한 기준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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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고 상영관에 대한 전문가의 진딘-을 통해 상영환경을 개선하도록 유도 

하는 정책이다. 

상영관의 상영환경 현대화에 대한 프랑스의 정책 중 주목할 점은 2011년 

상영관의 디지럴화 지원 및 3D 상영화 지원사업이 완료가 되어기며 최소의 

예산만윷 남겨두고 2012년부터 상영·배급지원사업 예산으로 대부분 이전됐 

다. 디지털회 및 3D 상영화 지원사업이 완료가 되어간다는 의미는 프랑스 

전국의 모든 극장이 디지털화 및 3D 상영화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디지 

럴 및 3D 상영이 가능한 지역 별 적정한 스크린 수가 확보되어가고 있다는 

돗이다. 모든 극장이 디지털화가 되면 오히려 필름 상영이 가능한 극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새로운 변회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대응하면서 동 

시에 지난 문화에 대한 중요함 또한 인식하고 있는 프랑스 문화정책의 근간 

을 확인할 수 있다 30 

상영관의 현대화 지원 정책은 전통 상영관의 보존이라는 원칙이 깔려 

있는 사업인 것이다. 이와 반대로 영화진흥위원회의 노후화 된 지역 단관들 

의 예술영화관 지원 철회에 대한 근거가 상영시설 낙후라는 것은 고민해야 

되는 사항이다. 

영화티켓 가격이 거의 획일적인 한국의 상황과는 다르게 프랑스의 영화 

티켓 가격은 3유로 미만에서 10유로 이상까지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다. 프 

랑스의 다양한 영화티켓 가격 또한 프랑스의 영화문화를 두툼하게 하는 

이유이다. 이는 프랑스 CNC의 극장주와 배급업자， 제작업자 사이의 조정정 

책이 빛나는 부분이다. CNC는 극장주와 배급업자， 제작업자 사이의 부율문 

제와 소득에 관한 문제를 조정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의 영화 『무제한카드 

la carte illimitéeJJ는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고 무제한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제도이다. 프랑스 최대 멀티플렉스 체인인 UGC가 시작하여 고몽， 파 

테， MK2 및 지역 단관 예술전용관까지 확대되었다. 즉 무제한 카드 소지자 

의 영화 티켓 가격은 매월 몇 편의 영회를 보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30 전병원， 앞의 논문， 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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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ins de 3,00 ε 

3，00εà3，99C 

4.00εà4.99ε 

5 ，00εà5，99( 

6 ，00εà6，99ε 

7,00 ε á7,99 ε 

8 ，00εà 8,99( 

9 ，00ε ã9 ,99E 

10，00εetpωs 

total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N ，~티n따t얘r얘êe않ss않elon띠l녕e pr끼따ixdωub이바삐il…II뼈l 
1 Les entrées gratuites sont exctues. Oonnées mises â jour pour 2013; données 2014 provisoires 
Base: ensemble des programmes (long métrage + court métrage + hors film). 

또한 한국은 저예산 독립영화에 대한 제작지원을 하고 있고， 프랑스는 

지 역영화제작지원을 하고 있다. 프랑스는 2004년에 프랑스정부， CNC , 지자 

체 간에 체결한 “[CNC 1ε와 지자체의 2ε]라는 조항을 지닌 ‘영화· 영상 발전 

을 위한 3개년 협약’을 통해"32 지역영화에 대한 제작지원을 하고 있다. 물 

론 ‘D없C-CNC-R썽l0n’의 협정이전에도 프랑스의 각 지자체는 영화에 대한 

제작지원을 해오고 있었다í'일-드-프랑스 Ils-de-France~에서만 2011년 한 

해 35편의 극영화와 17편의 다큐멘터리에 제작지원을 했다. 또한 각 지방정 

부에서는 영화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다. 단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전체 인력 중 지 역 인력을 일정부분(30~50%) 고용을 해야 하며 제 

작지원은 한 지역에서 30% 이상 제작이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 영 

화 인력들이 그 지역 영화계에 자리를 잡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고 있다. DRAC-CNC-R강gion 협정 이후 지역영화제작이 활기를 띠면서 프 

랑스 영화가 다양해지는 변회를 겪고 있다. 

31 CNC, Les dossier du CNC N ".332-2015. 5 bilan 2014, 2015, p, 18. 

32 차민철프랑스의 단편영화:J， r프랑스문호뼈술연구』 저138권， 2011 , 586쪽 여기에서 정부는 
프랑스 지방문호f사업국인 DRAC을 의미효봐. ‘1유로를 위한 2유로’ 정책은 지자체가 영화제작 

에 지원한 금액의 50ν0를 CNC에서 매칭하는 정책이다 전병원 앞의 논문， 260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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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영화산업중장기 발전계획’ 5개 사업에 

‘지역 영화산업 균형발전’도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2015년 현재까지 단 하나의 정책이나 사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역영화 

의 운명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열악한 민간 지역영화단체들에게 맡기 

고 있는 실정이다 33 

양국의 영화정책을 비교할 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프랑스의 영회문화정 

책의 다양성과 장편영화와 통일한 단편영화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 

다. 단편영화정책은 CNC의 주요 정책이다. 단편영화 기획개발， 제작， 상영， 

배급에 관한 전분야에 대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 물론 단편영화에 

대한 지원 정도와 지원 분야는 큰 차이를 보이지만 한국의 영화진흥위원회 

나 지역의 영화단체에서도 단편영화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프랑스의 단편영화진흥정책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단편영화 상영과 배 

급 지원 정책이다. 2014년 프랑스 단편영화 관객이 233만 명을 넘어섰고 

전체 상영의 0.9%를 차지한다. 2013년 대비 11.8% 성장한 수치이다 34 단편 

영화 상영에 의한 수입은 자연스럽게 자동지원정책을 통해 차기 작품 제작 

지원으로 이어진다. 프랑스 단편영화 배급·상영의 중심에는 『단편영화 에 

이전시 Agence du court métrage.!l가 있다. 

단편영화 에이전시는 1998년부터 CNC의 지원을 받아 『단편영화 배급을 

위한 대안적 네트워크 Réseau Alternatif de Diffusion : 뻐Dü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 사업은 장편영화 상영 이전에 단편영회를 선행 상영히는 프로 

그램으로 약 270개의 예술영화관과 157H의 비상설 상영관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35 

33 전병원， 앞의 논문， 260-261쪽. 

34 CNC, Les dossier du CNC N".33ι2015. 5 이ïan 2014, 2015, p.6. 

35 차민칠， 앞의 논문， 568-569쪽， 프랑스 단펀영호뻐l 관한 배급， 상영에 관련되어 가장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곳으로 『단펀영화의 집 Maison du Film Cou따도 있다. 여기에서는 극 

장 및 TV농명에 관한 모든 업무를 지원효빠. 운영에 관련 비용을 CNC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 
다. 홈페이지 http://www.maison-du-film-coU1t. org 참조지역영화(극장)발전기구 ADRC: 

L'Agence pour le Développement Régional du Cinéma~어|서도 단펀영화 배급 및 재ε멍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병원， 앞의 논문， 121-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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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단편영화에 대한 상영은 영화제를 제외히고 극히 드물다. 한국 

에서는 주로 독립영화를 배급하는 소규모 배급사에서 단편영회를 배급하거 

나， 영회전공학부가 개설된 학교의 학생단편영회를 배급하기 위한 자체 배 

급사를 운영하기도 한다. 프랑스의 경우처럼 단편영회를 전문으로 배급·상 

영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정책 및 개봉관의 단편영화 선행상영 지원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양국의 예술영화관에 대한 지원정책은 좀 더 복잡한 경향을 보인다. 프 

랑스는 우선 ‘예술영화’와 ‘예술영화관’ 분류에 대한 기준에 의해 정책이 시 

행된다. 한국도 물론 예술영화선정위원회가 있다. 프랑스의 사례에서 자세 

히 살펴보아야 하는 점은 예술영회관 선정에 대한 부분이다. 프랑스의 예술 

영화관은 예술영화위원회의 의견을 따라 CNC의 위원장에 의해 실행된다. 

극장분류위원회는 정부를 대표하는 재정경제부 장관， 문화커뮤니케이션부 

장관， 청소년부 장관 3명， 극장주 대표 4인， 배급업자 대표 2인， 영화감독 

1인， 비평가 1인， 지역책임자 1인， 영화계를 대표하는 총 9인， 이외 자격이 

있는 각 지역 대표 7인으로 구성된다. 극장분류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프랑 

스의 예술영화관 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짐작하게 한다. 예술영화관 선정에 

대한 자료는 당해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이 예술영화관 분류는 지역의 인구별 상황， 상영관의 스크린 수， 그에 따라 

상영회치- 등을 분석한 뒤 지원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예술영화에 대한 싱-영 

일 수와 상영회차를 의무화하는 규제정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한국의 영화진흥위원회는 2015년 1월 23일， 6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예술 

영화전용관운영지원사업 변경에 대한 비공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내 

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예술영화선정위원회가 선정한 300-500편의 예술영화 

를 연간 지유롭게 상영하던 프랑스식 방식에서 영진위가 위탁한 단체가 선정 

한 24편의 영회블 매달 2편 씩 의무 상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국의 예술영화관이 동시에 획일적인 프로그램을 진행 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의 자율성과 관객의 영화선택기회를 박탈하게 된다 36 

36 http//indiespace.kt!2443 전국예술영화관모임 성명서， 2015. 6. 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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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지원정책들은 기본적으로 규제정책을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이 규제정책의 목적은 예술영화가 최소한 상영 될 기회를 갖게 하고 디_Oj=한 

영회를 상영 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즉 문화다양성과 문화민주주 

의를 실현하기 위한 규제정책인 것이다. 예술영화관에 상영 할 작품 수와 

작품까지 규제하는 것은 기본적인 문화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 

된다 2014년 양국의 상영작품 수와， 예술영화 상영작품 수， 예술영화 관객 

수 등 영화문화 전반에 걸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정책의 

방향성에서부터 시작된다. 

한국은 현재 문화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작은영화관 지원시-업’이 진행 

중이다. ‘작은 영화관’ 사업은 2012년 전라북도에서 시행되기 시작했다. 전 

라북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장수군에 

서 설립한 극장인 ‘한누리 시네마의 성공적인 사례와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 

인 ‘옹기종기 마실극장’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별 영회문화 거점이 될 공간 

의 펼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2년에 전라북도 내 2개 지자체 

에， 2013-2014년에 3개 지자체에 영화관을 건립했으며 2015년에 2개의 극 

장을 건립했다. 전라북도는 도내 모든 지자체가 극장을 소유하는 유일한 

지역이 된다. 문화소외 지역에 문화 향유권을 돌려주고자 하는 작은 영화관 

사업은 박근혜정부의 ‘문화가 있는 삶’ 정책목표를 실현하는 전국적 사업으 

로 확대된다 37 하지만 전국의 극장이 없는 109개 지자체에 극장을 설립하 

는 것만으로 ‘문화가 있는 삶’의 목표가 달성된다는 안일한 접근이다. 극장 

설립만큼 중요한 과제는 구체적인 운영방식이다. 필자는 전문성， 공공성， 

지속성의 운영방침을 고려한 ‘작은 영화관 운영방식’을 제안한 적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작은 영화관’들의 체인화， ‘사회적기업’식 운영， ‘커뮤니티 센 

터’와 ‘커뮤니티 시어터’ 운영방식 이다. 운영의 전문성을 위해서는 영화관 

운영의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운영주체 선정 및 프로그래머의 고용 의무가 

필요하다. 또한 운영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운영 목표를 이윤의 창출이 

아닌 문화다양성 확장에 두는 운영 철학이 담보되어야 하며 동시에， 발생되 

37 전병원， 앞의 논문， 252-2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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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윤의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위탁업체가 이윤을 가져가는 방식 

은 상영관의 공공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 운영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안정 

적인 운영을 위한 공적지-금의 투입과 예산 배정이 선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작은영화관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업체에 의한 위닥운영방식을 

취함으로서 공공성이 심하게 침해되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의 전문성과 다양한 작품상영을 위해 ‘작은영화관 프로그램지원’ 사업을 진 

행하고 있지만 이 또한 민간 위탁업체의 배만 불리고 있는 실정이다. 

영회문화정책 중 영화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정책을 살펴보자. 전 세계에 

서 프랑스는 영회를 활용한 교육정책 분야에 가장 앞서있는 국가이다. 초등 

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지역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를 통해 인문， 사회， 

철학， 과학 등 전 학문분야를 교육한다. 전반적으로 프랑스 역시 전체 예술 

영화관람객 수가 하향세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영화교육정책을 통해 영 

화문화에 대한 일상화를 이루어 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현재 영화교육정 

책에 대한 마스터플랜이나 비전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런 점에서 프랑스 

의 영화교육정책은 좋은 사례가 분명하다. 

sexe 

hommes 

femmes 

앓효 
enfanls (3-14 ans) 

jeunes (15-24 ans) 

adultes (25-49 ans) 

seniors (50 ans et plus) 

민약약힌으E 

csp+ 
csp

inactifs 

2013 2014 

fì!ms films non tous fitms fitms non tous 
Art et Essaì recommandés films Art et Essai recommandés films 

38 CNC, Les dossier du CNC N영:.32-2015. 5 bilan 2014, 2015, p.78. 



153 

h쁘낀략 

「다glon parisìenne 

autres régíons 

habitudes de 

fréQuentatÎon cinéma 

assidus 

r응 guliers 

。ccasionnets

M 

영화문화정책 연구. 프랑스와 한국의 영화정책 비교를 통해 

Public des films Art et Essai (%)' 
’ Base 승chantìHon de 312 fitmsen 2013 etde327 fHms en 201ι 
Source: Publixiné - Harris Jnteractive‘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고유한 영화정책기구인 『지역영화(극장)발전기구 

ADRC : L'Agence pour le Développement Régional du Cinéma.! 39의 활동이 

다. 현재 지역영화지원정책이 극히 미비한 한국에서， 또한 대기업 독과점의 

수직계열화로 인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주목하고 연구가 

진행되어야할 부분이기도 하다. 

1983년 프랑스 문화부에 의해 창설된 지역영화(극장)발전기구는 프랑스 

의 전국 극장연합회의 성격을 띠며 전국 영화 상영을 위한 유통센터 역할을 

한다 ADRC의 주요 업무는 크게 영화유통에 관한 개입과 규제40 ， 신생극장 

에 대한 허가와 감독41 ， 극장개발， 영화유산(고전영화) 및 단편영화 상영운 

동42 이다 43 

지역영화(극장)발전기구는 주요 업무를 통해 멀티플렉스에 의한 획일적 

인 시장지배구조를 용인하지 않으며 영회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원칙을 

지켜가고 있다. 

39 http://www.adrc-asso.org! 지역영화(극장)발전기구 홈페이지 내용 참조. 
40 위의 논문， p.112. ADRC는 상영업자와 배급업자 사이에서 업무를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ADRC를 통한 영화배급과 S맹은 영화의 최소한의 스크린과 f떻기간을 확보하여 대중 
과 예술영화 독립영화가 관객과 만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제공효!q. 

41 위의 논문， p.112. ADRC는 지역의 도시와 경제발전， 건축， 지리적 환경과 연관된 도시개발 

정책을 바탕으로 멀티플렉스 극장과 새로운 극장의 설립에 관한 허가업무， 감독업무， 극장의 

분포와 상영장비의 질에 관한 감독과 관리도 진행한다. 

42 위의 논문， p.113. CNC와 문화부의 요구로 1999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영화유산(고전영화) 

의 필름복원을 통한 새로운 상영본을 유통한다. 
43 위의 논문， pp.1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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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보았딘 양국의 영화산업 지표 중 많은 차이를 보이는 항목이었 

던 극장 수， 스크린 수， 상영작품 수， 예술(다양성)영화 상영작 수， 예술영화 

관객 수， 멀티플렉스 점유율은 양국의 영화문화정책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보이는 편차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나가는 

지금까지 프랑스와 한국， %F국의 영화정책을 비교 분석해 보며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아직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영화문화정책에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했다. 영화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영화관련 법안을 수정 

혹은 신설하기 위한 법부팀이 펼요하다. 프랑스 CNC의 성장에는 법안 제안 

과 개정을 통한 지원근거와 정책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법무팀의 역할이 

크다. 또한 법무팀은 프랑스 법이 정한 원칙에 맞는 CNC의 활동영역과 정 

책제안을 동시에 한다. 현재 영화진흥위원회에는 영화정책과 지원사업을 

위한 근거를 확보하고 마련할， 또한 법이 정한 영화진흥위원회의 역할과 

원칙을 주지하게 할 수 있는 법무팀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문화분야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대되고 문화관련 법이 제·개 

정되면서 그 수가 늘어나고 종류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2000년대 중반을 전후하여 문화기본법44이나 지역문화진흥법 등의 제정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증가하고， 다른 영역에서의 문화관련 법률제정에 대한 

논의가 크게 증가햄 따라 문화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된다 45 

44 김세훔， 믿명정， 정정숙， 허은영문화분야 법제 정비 방향 연구~ , 한국문화관공변구원， 2007 ， 

14쪽. 국가목적인 문호|국가 내지 현실의 행정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문화행정이라는 범주를 

초월하여 국가차원 및 주차원 나아가 유럽치원에서의 개별문화관련 조항의 규범복홉쩌|에 의 

하여 문호따 국가， 또는 국가목표토써의 C변적 문화의 승인방쇠을 규명하는 것이 문화기본법 

이다‘ 이것은 독일 법학자인 Peter Häberle의 『도시에 있어서 문화정책-헌법적 과제 
(Kulturpolitik in der Stadt ein Verfassungsauftag, Heidelberg, 1979)~ ， r연방국가에 있어 문화 
기본법(Kulturverfassungsrecht im Bundesstaat, Wien, 1980)~ ， r문호택가성과 문호f기본법 
(Kuturstaatlichkeit und Kulturverfa- ssungsrecht, Wien, 1980) .1 등에서 명확히 되었다. 

45 위의 책，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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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문화기본법 제정과 함께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이 재정되었다 46 영화진흥위원회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체계 하위법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준정부기구이다. 그 

렇다보니 영회문화보다 영화산업진흥에 방점을 둔 정책을 우선시히는 경향 

이 있다. 하지만 영화산업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호}문화진흥정책이 그 바탕이 되어야 한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문화기 

본법 체계 아래의 하위 법이다. 문화기본법은 한국의 문화에 대한 모든 법 

의 기본이 되는 법이다. 

문화기본법의 목적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 

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그 기본 이념은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 

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히-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회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47 

영화진흥위원회의 정책들이 이러한 문화기본법의 목적과 이념에 부합한 

정책들인지 다시 제고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2014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 영화 

진흥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저]4조에 근거하 

여 ‘영화의 질적 향상’， ‘한국영화의 진흥’， ‘영화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 

립되었다 기관은 이 갇은 설련 목적을 달성하지 위핵 ‘한국영화 훼외진출 

활성화’， ‘한국 영화시장 활성화’， ‘영상기술 지원’， ‘한국영화 다양성 증진’이 

46 문화기본법O[ 2013년 12월 30일， 문호뼈술죠흥법이 2014년 1월 24일， 지역문화진흥법O[ 2014년 

1월 28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2014년 5월 28일 제정되었다. 

47 http://www.law.go.kr.끼sInfoP.do값Seq=148942&efYd=20140331#ÜÜ00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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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4대 주요사업을 선정하였다. … (중략) 힌국영화 성장통력 강화라는 

전략방향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인재양성， 근로환경개선 등 핵심적인 전략과 

제를 주요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다. … (중략) 또한 주요시업 중 힌국 영화시장 활성화의 성괴목표로 제시된 

한국 영화시장 규모 확대는 ‘영화의 질적 향상’， ‘한국영화의 진흥’이라는 설 

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펼요할 

것이다. 한국 영화시장 활성화 사업은 부가시정 이외에도 배급망 개선， 극장 

배급사 협력체제 구축， 저작권 및 유통망 혁신 등 디-양한 분야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예술영회전용관 운영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양성영화(예 

술·독립영화)의 상영 및 관람기회 확대라는 사업목적에 더욱 적극적으로 

부합하는 지원 방식을 모색하고 동 사업에 대한지속적인 지적에 따른 사회 

적 논란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48 

l고 

현재 한국의 영화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영화진흥위원회 정책이 국민의 

영화문화향유를 더 확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 신설되길 바란다. 모든 

지원정책은 규제정책을 바탕으로 한다. 대기업의 영화제작-배급-상영의 수 

직계열화에 대한 제재와 규제가 없는 지원정책은 무의미하다. 또한 문화민 

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역영화진흥정책 또한 시급하다. 

푸코는 문화정책연구에서 사회이론과 문화이론의 관점에서 문화정책의 

실제적 유용성을 다룬다. 그는 비판이론과 정책이론을 결합하여 새로운 문 

화연구의 장을 연다. 그것은 문화정책연구는 실제 정책의 비판적 분석으로 

서 실천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49 1982년 유네스코(UNESCO)의 문화정 

책 국제학술대회에서 정부정책의 관료적， 권위적， 집단적 성격에 대한 비판 

이 제기되면서 비판적 문화정책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50 정책연구에 

있어 ‘비판’은 가장 중요한 미덕인 것이다. 

지금까지 진행한 프랑스의 영화정책과 비교분석을 통한 한국영화정책에 

대한 비판과 제안이 한국 영화산업정책과 영화문화정책의 조화로운 현실화 

를 위한 토론의 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48 기획재정부， '2014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J ， 2015, 398-401쪽. 
49 정절현문화정책과 예술경영J ， 서울경제경영， 2008, 8쪽. 
% 위의 책，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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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e étude sur la politique de la culture 

cinématJ땅'aþhi믿e: Une 뻐alyse con뼈rée de la politique 

cinématographique entre Corée du Sud et France 

JEOIι Byo]JI7!ifíJ!oå 
Chonbuk /\/atAα7a/ u;깨versity 

Prinô생1/ Resε'archer， /nstitue of Humanity & /mage 

Si on examine le bilan 2014 du CNC en France et celui du KOFIC en 

Corée du Sud, on peut s’apercevoir que ’강chelle industrielle 

cinématographique des deux pays est très similaire. On peut d강couvrir 

quelques chiffres à propos des résultats de 1’industrie cinématographique 

dans ce bilan comme le nombre d'entr승es ， la recette des guichets , le 

nombre de production qui sont très similaires. La part de marché pour 

les films nationaux des deux pays augmente fortement en 2014. Mais ces 

chiffres de march강 pour les tìl111S nationals sont les résultats obtenus 

dans les situations tr강s différentes des deux pays. En ce cas , la 

différence entre les deux pays vient d’où? Il en r강sulte de la politique de 

la culture ciné111atographique pour ‘la sensibilisation du fi1111 C0111111e une 

culture’ des deux pays. Ceci est la partie la plus i111portante de la 

différence, qui est également visible dans la politique de la culture de 

France et de Corée du Sud 

Depuis quelques années, le ciné111a coréen se d강veloppe 

considérable111ent, à ’intérieur comme à ’extérieur du pays. Cependant, 
ce succès 111asque un certain d강séquilibre de 1’industrie cinématographique. 

On se rend c0111pte égale111ent de la concentration du pouvoir par la 

monopolisation des grandes entreprises qui fonctionnent selon le principe 

de 1’intégration verticale, et qui contrôlent toute la chaîne du marché 

ciné111atographique , de 1’investisse111ent à la diffusion en passant par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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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1.1ction et la distrib1.1tion. Il est impossible de tro1.1ver 1.1ne sol1.1tion dans 

des conc!itions cléfavorables où le phénom송ne c!1.1 fort accaparement c!e 

J'inc!1.1strie cinématographiq1.1e coréenne est co1.1plé avec à 1.1ne logique 

inc!1.1strielle c!e libéralisation d1.1 marché. Po1.1r réso1.1c!re la monopolisation 

cle 1’inc!1.1strie cinématographiq1.1e coréenne , q1.1i pose c!es problème décisifs 

et partials sur le marché , il va falloir 1.1ne politiq1.1e équilibrée cle la 

promotion c!e la culture cinématographiq1.1e men강e par le KOFIC (Korean 

Film Co1.1ncil) q1.1i est une organisation financée par le gouvemement. On 

vo1.1c!rait proposer 1.1ne politique c!e la c1.1lt1.1re cinématographiq1.1e q1.1i serait 

ac!aptée à la politique d1.1 cinéma c!e la Corée c!1.1 S1.1c!, à travers cles 

recherches s1.1r la sit1.1ation act1.1elle ainsi q1.1e 1’analyse comparée cles 

politiq1.1es c!1.1 cinéma entre Corée c!1.1 S1.1c! et France 

Keywords pji띠니e 디néπBtcgra때hiq니e. pjrrique de la OJlture cin용뛰ætcgra이hique， 

poIitique de 1’industrie cinéπì3tcgraphique， ∞litique de la prormtion 
du cinén떠 α~Centre N9tiαì31 de la OnéπBt∞ra -phie et de 1 ’ Irrεge 

animée), KORCKorean Rlm cc니 nc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