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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론 

한국의 문화산업1）은 엔터테인먼트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역동적인 내부성장과 ‘한류’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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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산업은 이명박 정부기 간 콘텐츠산업 이라는 형태로 숑 어 및 개념 변경 이 았었으며， 현재는 
문화산업과 콘텐츠산업 , 또는 문화콘텐츠산업이 라는 용어가 혼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극명한 사레가 기존 문화쳬육관광부에서 발간하는 연간보고서 인 문화산업 백서가 2011년 

부터는 콘텐츠산업 백서로 발행되고 있으며， 내용에 있어서는 이전 문화산업 백서와 조사항목 

및 범위 가 거의 동일한 형 태를 취하고 있다； 물론， 이러 한 용어 변경의 이론적 배경을 이용관 

(2012）은 ‘문화산업에서 콘텐츠산업으로의 정 책변동과 미 래전망’을 통에 논의를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콘텐츠산업과 문화산업을 총괄적으로 문화산업으로 표현 했으며 문맥의 의미에 

따라 총체 적으로는 문화산업 , 세부적으로는 문화콘텐츠산업 및 콘텐츠산업 이라는 용어를 사용 

했다； 또한， 백서 명 이나 연구제목 등 고유한 표현에 대해서는 개념 논의를 떠 나 명 칭 변경 없 

이 그대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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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외부 확장 모두가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분야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에는 

중앙 정부의 청책적 지원이 맞물리면서 신장세는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애년 발표하는 

콘텐츠 산업백서2）를 보더라도 문화산업의 성장은 타 산업분야를 넘어가고 있으며， IT와 

접목되면서 제조기반 대기업과 콘텐츠기반 중소기업이 협업하는 형태의 산업분야로 진화 

하고 있다． 

현재의 문화산업에 대해 정부는 '2012년 국내 콘텐츠산업은 플랫폼과 콘텐츠 경챙력으 

로 내수시장에서 강세를 이어갔고 한류시장 확대로 수출시장에서도 호조를 보였다． 콘텐 

츠산업 매출액은 2011년 83조 원에서 2012년 87조 9,000억 원으로 2011년 대비 약 

5.9％가 증가된 것으로 추청되고 있다． 그리고 수출액도 2011년 43억 달러에서 2012년 

46억 3000만 달러로 2011년 대비 7.5％로 성장한 것으로 추청된다． 이는 유럽 금융위기 

에 따른 세계경기 위축에도 다소 주춤한 부분도 있었지만 스마트 기기의 보급 확대와 지 

속적인 한류의 영향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증가 추세를 이어간 것으로 평가된 

대'(2012 콘텐츠산업백서， 2013: 29）라고 기술하고 있다. 

〈표 1> 국내 콘텐츠산업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원） 

쥬면르 없x万년 2a 휀 2W7년 泌：끄년 201아크 없）11년 
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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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刪 3,487,795 4乙z341 4.777.333 a071,439 7,242,686 요045.7(8 10.9 2홱9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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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문화쳬육관광부（2012). 2012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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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산업의 성장에 대해 ‘콘텐츠산업의 성장은 업계의 노력에 대한 결실이면서 

2)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는 운화산업 백서로， 2011난부터는 콘텐츠산업백 

서로 명칭이 변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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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진훙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2012 콘텐츠산업백서， 2013: 29）라고 자 

평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 진흥정책의 사례로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창작자 지원 정책이 

나， 스마트콘텐츠． 3D 콘텐츠， 융복합 콘텐츠， 차세대 게임， 전자출판， 등의 차세대 콘텐츠 

전략적 육성사업 및 2차 문화기술 5개년 계획 수립 등 다양한 정책 수립 및 진행이 현제 

의 산업 발전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자원이나 인력 등이 경챙국에 대비해 열세인 상황쩨서 한국 문화산업의 지금과 

같은 발전은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의 산업정책과 제도정비 관련법 입법 등을 통한 산업 활 

동 보호 및 지원이 주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는， 예전 제조업 부흥기에도 그랬던 것처 

럼 한정된 자원의 집중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한국 산업발전에는 주요한 축인 것이다． 

〈표 2> 콘텐츠산업 부문 예산 추이 

( 단위： 십억원， %) 

연도별 빪」 
문화치屎괸광부 예신 콘턴b산업 부문 예난 미댜거정책 부문 예신 

예산층액 
정부0l산 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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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신충액 

소속부 아산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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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지gy12 L服〕；3 《1泌 249) 121% 11a6 5.8%. 
2012 2幻」粗3 zc驪 α94% 279.8 1a 爲 115.8 5.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2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p. 41, 채구성． 

물론， 문화산업의 큰 기점이 되었던 ‘한류’시장은 민간부분에서 시작되었지만． 이를 뒷받 

침하고 더욱 촉진하기 위한 제도 빛 산업적 확산노력은 정부의 집중적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산업에 대한 정부의 노력은 수도권에 펀중되는 현상을 관 

련 산업백서는 보여주고 있다」 2012년도 지역별 문화산업 매출액 내용을 보면， 서울이 전 

체비중에서 66.7％를 보이고 있고． 인천 1.5%, 경기도 19.7％로 전체 수도권이 총 87.9% 

가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은 최근 5년간 특별한 변화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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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국내 콘텐츠산업 매출액 현황《2011년）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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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2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p. 50. 

그렇다고 개별 지자체가 지역문화 산업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에서부터 대규모 국제행사까지 다양한 청책 

과 재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수도권 깁중화 현상은 여전한 상태다． 또한， 문화산업의 주요 

기반 시설과 기업． 인력 그리고 투자자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수도권 집중화를 더욱 가 

속화시키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의준（2012）은 ‘문화산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포괄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개인 및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기업 간 협력에 유리하며， 동종 혹은 

이종 산업간， 공급자와 수요자간 상호연계 측면에서 산업 경쟁력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문화자산이 디지털 콘텐츠화 및 관광상품화되어 관광객에게 공급됨으로써 소拓구 부 

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성장을 촉진하게 된다．’라고 말하며， 지역문화산업의 시역척 가치 

및 산업적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문화자산과 디지털 콘텐츠화， 관광상품 

122 - 



지역문화산업의 발전방안 연구 : 제주지역 현황분석 123 

화를 통해 신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지역 경제의 산업적 활력을 줄 수 있는 핵 

심요소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홍종열（2012) 창조경제 시대의 문화산업과 지역문화정책 창조도시 리버풀을 

중심으로， 임배근（2004) 지역문화산업의 발전전략 :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박혜자（2000) 지 

역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논리와 전략， 심상민（2008) 지역문화산업 혁산클러스터 새 모 

델연구， 임학순（2008)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공모전과 지역문화산업 육성전략의 연계 모델 

연구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해 도시재생 및 문화자원을 통한 문화콘텐츠 개발， 축제 및 문화 

산업 기반 시설을 활용한 지역문화산업 진흥 등 의 여러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논의의 연장선에서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문화산업의 발전방 

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제주지역을 연구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제주는 타 지자체와는 

달리 제주특별자치도라는 법적지위를 부여 받고 있으면서， 중앙정부 중심의 권한이 도지 

사에게 이양되어 타 지자쳬와는 구별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섬이라는 지형적 특 

수성으로 인해 타 지자쳬와는 비교적 차이가 큰 문화적 차별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가 제주지역 문화산업 발전에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현개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고 있는 문화산업 정책들에 대한 자료 수집 및 기존 연구 

문헌 조사를 통해 제주지역 문화산업의 현주소와 개선책 등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II. 제주도의 문화산업 관련 법률 현황 

제주도는 법률적 형태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취지의 특별자치도 자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주도의 특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을 통해 알 수 있다． 우선 제정 목적은 제주특별법 제1조에 ‘제주특별 

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 

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자함을 목적으로 한 

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제2조에는 ‘이 법에서“국제자유도시”라 함은 사람．상품·자본의 국 

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 

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제정 목적과 정의를 통해 제주도에는 다양한 문화산업 영역의 법률이 도지사에 

게 권한이양이 되어 있다． 문화산업 부분과 직접적으르 연관된 조항 및 내용은 아래의 표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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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중 문화산업관련 조항 

- 	조 항 조 문 	 - 

제179조《향토문화 

여I 와진훙） 

α珏자k는 주민쌩활의 질적 힝컫多과 전톰듄 겨膣을 겨洽하고 향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 

햐겨 중 4 장기 힝토문호卜겨즐진虜겨燻l을 수립 · ㅅ헝햐계갸 핸각 
人隱포함해계갸 힌다． e쩨1항의 규장게 의한 향토문화겨階진虜겨瞬拿거는 CIC 隱 각 호의 	（을 

겨I 1. 흔燁문화여별진홍게 관한 7腱恪걱 및 

2 전통문화겨虐의 전승겨곁」oㅔ 관한 ㅅ빵 

a 흔燁문화DlIl딘처l의 자앙게 관한 사항 

및 문화신H겁육성ㅈ운夕게 관한 ㅅ巳 4. 문화겨I 홑房 

5ㄴ 운화여숱 괸련사설L의 馨繕 및 정ㅂl게 관한 사항 

서＇擄氷게 괸한 ㅅ빰 문화겨幢의 교류증진 및 「 

그 밖게 흔燭문호ㅉ겨階으l 진虜에 필요한 ㅅ陞 

으隱r 	 수립햐：〔！자 ㅎ는 경우어는 「지 c쩨1항 및 저ㅁ힘鸞l 규정게 	흔煽문화여虐진虜겨별을 
띠른 ㅈ尸문화여陸우믄慟의 심으渥 7脾＊갸 한다 역문화진虜법」 제9조에 

또는 처際쟈元隱는 향토문화의 죠［隱사업을 우揷IC겨 필요하각고 오l떰도는 경우어는 αR가 
瑩꾀거나 人呂 · 수익 또는 다隱할 향토문화진虜사업을 01 스 자거에 국 공유재산 등을 

수 있다 

제179조으慨공驢 

동의짇虜등어단한 

① 「굇4법」 처恪조저口항 처B조제1항 · 저尸함 및 저17조제1SF0 · 저尸힝에 [［튼 영슨擢둥 

급와원회의 권힌은 도자사의 권츤峰로 힌다． 다만 다른 특별시 . 광멱시 · 도챠격과 연겨I도l 

는 공연 및 산전물의 경우어는 그에 괸한 稷憬 op多히지 아니힌다 

「긍브법」 	 대통령 ② 	저峰조처尸항 딘서 ．저n항 琡조제1힝；뱌＊호 및 瑚3조처尸힘嘴게서 

령 또는 문호쩌嚼괸굉부령으로 정햐도록 한 ㅅ扈 도쟈샤의 권한게 관한 ㅅI머 대하〕는 
특려D 

드크：려匣 장할 수 있다 

③ 도자 IC 공연법」 저④조제1힐衲 1E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처P호의 경우에 

도조려隱 정ㅎL1IC 배게 따라 수수료를 덛［을 수 있다 

제79조으慨도ㅅ起」 

육츤듣어단힌특려． 

『도ㅅ꾄법」 瑪조처2항 저n조제1항 처31조제1항 즈笠土 저以〕조 및 AMa조처2항 젼뜨크에 

서 〔娼령령으로 장햐도록 한 사향은 도조려隍 쟝할 수 있다 

제1a〕조《향토문화 

괸굉자구으I喚o) 

우澍여 필요한 (j：ㅌ자嵋 향토문화의 빌굴 . 유지 · 보존 및 겨冶 . 발전과 괸광 진虜을 

ㅈ떵 육싱할 	있다 

	

경우 도조례가 장하는 바［게 따라 흔煌문화괸굉자구를 	· 	수 

으濬隅 	 ㅈ巴을 벋r교자 ㅎL TLIC 	도조려「가 정 ②제1힝의 규장게 	힝토문화괸광진虜자구의 	 IC 

ㅎ는 바에 따라 조싱겨I1을 작성하겨 도자쟈의 승인을 얻야갸 한각 I-' L 변蔘 고자 할 때 

에도 또한 겉다 

.尸자시는 제1힘떽 규정게 의한 향토문화관광자구의 가삘）에 필요한 경바의 일부 보조 

또는 자구조상을 위한 도로 · 용；놈사설 . 하수사설 · 톰신 및 에나지 공급사설 등 7 턴！사燈 

자란할 수 있다 

체81(앙싱신겁 

α准ㅈ싸는 처屎자iZ匠 영상신업의 발전을 우滸여 필요한 깅무 도조려LF 정ㅎ는 바께 따 

라 영샹산겁진嚼자구를 자정 4 육상할 수 있다 

(2쩨1항의 규장게 으特「겨 영싣씬업진虜자구의 ㅈ咫을 벋넌그자 하는 ㅈIC 도조려l가 상ㅎ는 

뱌게 따라 조성 및 육성겨嶼을 직성하여 도자새의 승인隱 얻0十갸 흰다 nLS 변경하고자 할 

때이匠 또한 겉다． 

cㅌ자人는 제曜땍 규정게 와한 영싣변업쥔虜자구의 가볕II게 필요한 경바의 일부 보조 
진흥자구으率ㅈ졈듬） 

우싼 도로 」 몽；，사설 · 하수사설 · 톰신 및 에나ㅈ円급사설 등 7媤土사살을 또는 자구조상을 

자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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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旺쟈 IL- 영싱신업의 발전 및 육상을 우脯l여 저厓영싣尸운揖居 설ㅊ할 수 있으［뵤 저際 
영싣泮＋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며 필요한 ㅅ扈은 저厓영상우吟길회의 정관으로 정효다． 
6尸극가 또는 저厓자ㅊ匠는 앙싣뭍을 저円濬l고자 하는 ㅈ）게게 국 공유자l닌을 무상으로 

ㅅ념하게 할 	있다． 이 	저際ㅈ 수 	경우 	ㄶ匡는 행정적 ㅈ윤을 저곰할 수 있다． 

제181조으松（영화 
및비다오물의진흥 

어단힌특려. 

① 「딛톼 및 비디오믈의 짇虜에 관한 법률」 저B7조저I3항게 [L隧 문화처육괸굉부쟝관 
의 권흰믄 도자샤의 권한으로 한：ㅍE 

② 「영화 및 비다오물의 진虜（게 관한 법률」 稚6조저ㅌ흰［ 珝7조저巳흔［ 저飇조제1항 
본문 저l3항 저以：臼 저日조제1항부터 저B항까지 저62조처5호 저63조저B항 저劤조제1 
항 · 저尸항 저E7조저ㅌ항 저B조제1항 저麟죽 저孃〕조저2항 및 쟤〕9조（도자｀뗍 권힌에 
괸한 과태囹의 부과 · 장수에 한정힌빼)O佃 L膳평령 또는 문회처隱쿡관굉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ㅅ扈은 도조려匡 장칼 수 있다． 

저煌1 5조으賠（뉴스통 

① 「뉴스통신 짇隱에 관한 밥률」 저B조제1항· 저楗항 저p조처孀힁［ 저D조의3제｀항」 제 
2항 · 저5항 · 저V항 저2조의5제1 항 · 저2항 및 저B7조저陋흔K이양된 권한게 한정힌다）（게 따 
른 문화처隱쿡괸곤［부짇띤의 권한은 도자사의 권흔暄로 하□士 길은 법 저D조와쫴제1항（聊도 불 
두톼고 도자사 소속으로 등롸 소심와위원호扈 둔다 

츤j진燻어I관한疇려D 
② 「뉴스통신 진虜（게 관한 법률」 저B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뒨興뉜통신 등록에 

관한 晧켱령에 한정한다） 및 길은 항 저蹈호 저D조와1저2항 珝조으朽제1항 및 저B7조제 
2흔K0 밈된 권흔뻬 한정힌陋D에서 瞻평령으로 정ㅎㅌ록 한 사힝은 도조려隱 정할 수 있다． 

저②5 으I6(신尸등 

① 「신문 등의 진扈에 관한 밥률」 	128조제1항 · 저2항 및 저62조처2흔）：이양된 권힌뻬 
힌정한＝D에 ㄸ隧 문화처I 괸광부장관의 권흰은도자나의 권한으로 힌다 

② 「쒼문 등의 진隱｛게 관한 밥률〕 저P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x124조 
의긴虜어ㅐ갼힌특려D 

저p항 저口a조제1항 및 저印조저P힁麗도쟈사의 권한게 괸한 과태屬의 부과 장수Uㅔ 한정한 
대에서 다隱；령령으로 장하도록 한 ㅅ扈은 도조려扈 정할 수 있다． 

저凶5조와7（잡ㅈ隱 
① 「잡지 등 정7딘행물의 짇扈oㅔ 관한 법률」 破9조제1항 및 魂항게 따룐 문호因嚼 

관굉부징관의 瑢프巳 도자사의 권칸으로 힌다． 
정7ㅌ헝물의진흥 

어ㅐif힌특려D 
② 「잡치 등 정가긴행물의 진虜에 관한 법률」 저탭 제1흔：鮮聊서 ㄷㅐ튿켱령으로 정하도 

록 한 사힐은 도조려匣 정할 수 있다 

저더 5 9（창와적 
전파홑0자구ㅈI?j 

등） 

① 국가 또는 지F듀자굿匠는 저厓자차도의 일정지악을 00 · 통신 융합7隧의 촉진 등 전 
파신업의 창으I-I 육성 및 괸텬사겁의 국처명쟁력 확보를 목2덕으로 ㅎ는 창의적 즈파횔용지 
구로 자정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저屎자차도는 제1힝） 게 따라 창으P걱 즌피흴용자구를 ㅈ짇한 경우어는 0屠 
ㅈ떼 없이 고入后IO1(갸 힌다． 

③ 국가와 저際자元匡는 제1힘）게 따른 창으脾 전파활용자구의 운용에 다后l겨 다음 각 호 
의 사흔을 포함8LL0 ii 힙갹을 체결할 수 있다 

1. 창와적 주파수횔용을 위한 시범사업의 볕굴 및 추친 
2 븐＝0톰신 괸련 신업의 유치 및 ㅈ뭔oㅔ 괸한 사항 
3, 그 Uhi 전파신업의 창o tx-i 육츤읕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1항게 ㄸ撻큉 창와적 즈舛횔용자구의 자정절차 · 벋법 · 관리 등에 필요한 사흰FQ 국가 

와 저際ㅈㄶ匡가 협으后Il겨 정힌다 

자료 : 제주특발자치도（2011), 제주특별자치도 살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깁 재구성 

위와 같은 권한 이양 조항 중 일반적인 사업자 설립 및 지정 변경 등 을 제외한 제주도 

특화조항을 검토해 보면， 제주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진흥 및 사업시행 근거조항인 제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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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향토문화예술의쟌흥）, 공연 심의 및 외국공연에 대한 허용 범위 살정이 자체적으로 가 

능한 제179조의2（공연활동의진흥등에관한특례）, 향토문화예술 지구 지정이 가능한 제180 

죄향토문화관광지구의지정등）, 영상산업지구 지정 근거인 게181조（영상산업진흥지구의지 

정등）, 방송 통신 융합을 통한 전파산업 지구지정의 제215조의8（창의적전파활용지구지정 

등） 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산업과 칙접적인 조항 외에도 제주도만의 법률적 허용 사항으로 제 

주특별법 게156조（외국인의 입국·체류에 관한 특례） ①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 

에 의한 쳬류자격 중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쳬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 

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현재， 이 조항에 따라 많은 중국인 및 한국 입국에 사증이 필요한 외국인들이 관광 및 기 

타 목적으로 자유롭게 제주도를 사증 없이 방문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 

대한 지원（제166조， 제167조， 제168조）, 첨단사업의 육성（제217조， 제220조）, 투자여건 

조성， 규제자유화 등 의 내용들이 있다． 

正． 제주도 문화산업에 대한 기존 논의 

제주도 문화산업에 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관광산업 중심의 제주도 지역경제3）에 대한 

보완재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제주도가 자연관광 중심에서 문화를 접목한 문 

화관광의 요소로 문화산업을 보기 시작했고， 침쳬되어 있는 제조 및 IT산업을 견인시킬 

대안이자， 제주도의 청정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산업으로 문화산업분야를 주목하고 있다． 

즉， 관광산업의 보완재이자， 타 게조업 및 서비스업의 촉진게이며， 제주 청정 환경과 부합 

하는 산업분야로 문화산업은 제주도에 적합한 산업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주 문 

화산업에 대한 연구 논의는 문화산업 개별 분야에 국한된 논의에서 부터 문화산업 전반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문화산업의 전반적 검토인 만큼， 개별분 

야에 대한 논의보다는 전반적 논의가 이루어진 연구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먼저， 노규성·김민철·김인환（2004) ‘문화콘텐츠 산업의 지역 경제적 효과분석 : 제주지 

3) 한국은행 제주본’부（2014) 발표에 따르면 제주산업경제는 농업이 16%, 제조업이 3.4%, 건설업 

8%, 서비스업이 70.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은 전국이 31% 수준인 것에 비해 극히 

취 약한 상황이다． 또한 서비스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광업 관란하여 고부재가치 관쾅상픔 개 

발 및 관쾅산업 종사자의 상대적 저임금 개선 등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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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문화산업 사례분석을 통하여펙 연구가 있다． 이 연구의 핵심은 제주도가 향후 도입해 

야할 산업분야의 조건을 지적하먼서 이에 가장 적합한 분야가 문화산업이라고 논의하고 

있다． 세부적 내용을 검토하면， 제주도에 적합한 산업으로는 첫 번째， 제주 지역 정체성에 

근거한 경챙 잠재력을 보유하고， 두 번째는 타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이어야 하며， 세 

번째는 고용창출효과가 크고， 네 번째는 친환경산업이며， 다섯 번째는 고부가가치 산업이 

고， 여섯 번째로 확장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어야 한다고 잔제 조건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 

를 통해 여러 산업들을 검토한 결과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가 지역경제 소득유발효과， 고 

용창출효과 및 전후방 연계효과에 따라 타 산업에 강한 영향을 준다고 결론지었다． 본 연 

구의 의의는 제주의 기존 관광산업과 연관하여 제주특성에 맞는 산업으로 문화산업의 적 

정성과 가치를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주요한 논의로는 이동찰（2006) ‘지방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방안 제주지역 

디지털콘텐츠산업을 중심으로’가 있다． 이 연구는 제주 디지텔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정 

책적 방향성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콘텐츠 관련업체 면접조사를 통해 현장기업들 

이 필요로 하는 상위 정책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연구갈과 제 

주지역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우선 진행되어야 할 정책적 과제로는 도외 지역에 

대한 공동 영업， 판매， A/S 등의 지원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술 개발을 위한 장비와 

애로기술 지원，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이 우선적으로 요구되었다， 제주 문화산업기업 

들이 처한 현실과 정책적으로 기업들이 우선 요구하는 지원 분야를 파악하는 연구결과를 

담고 있다． 

세 번째 논의로는 김민철．김희철·부창산《2007) ‘제주지역 디지털 콘텐츠 문화산업의 선도 

기업 육성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 논의는 제주지역 디지털 콘텐츠 산업 선도기업이 

갖추어야할 주요 활동 요소에 대한 논의가 핵심이다． 이동철（2006）의 이전연구가 기업입장 

에서의 요구사항에 집중했다면 이번 연구는 기업을 객관적 대상으로 보고， 선도 기업에 필 

요한 요소를 파악하여 그 분야를 집중 지원 선도기업으로 육성시켜야 한다는 제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논의에서 제주 문화산업 기업이 선도기업이 되기 위한 주요 요소로 ‘창작’ 

과 ‘마케팅’능력을 주요 요소로 제안하고 있으며， 이 요소와 함께 인력양성의 기초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즉， 제주 문화산업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핵심영역으로 

기업의 창작능력과 상품을 팔수 있는 마케팅 능력을 가장 우선적인 지원 사항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네 번째 논의는 이창훈（2010）의 ‘문화콘텐츠산업과 접목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 제주지역을 중심으로’를 말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제주의 핵심 산업인 관광산업과 연계 

하여 문화산업의 방향성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나 이 논의는 제주지역에서 최근 몇 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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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논의가 활발해진 자연관쾅에서 문화관광으로의 시각전환 시점에서 나은 내용이라 하겠 

다． 즉， 자연관광과 함께 제주 관광시장을 더 넓힐 수 있는 문화콘텐츠 연계상품 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문화콘텐츠산업을 관광산업 활성화의 한 방법론으로 제 

안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찬방법으로 첫째， 캐릭터 상품의 개 

발전략 수립， 둘째， 신화와 탐라문화콘텐츠의 관광상품 개발전략 수립， 셋째， 슬로건의 통 

합을 위한 색채마케팅（Color marketing）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문화산업 전반에 걸친 

내용이기보다는 제주전통문화요소를 캐릭터화하여， 제주문화콘텐츠와 접목하고 색채를 통 

한 통합 마케팅을 제안하고 있다． 기존 문화정책논의가 산업전반에 걸친 논의였다면， 이번 

논의는 제주 전통문화를 관광과 접목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문화산업방향성을 제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김의준·권영현（2012) ‘지역문화산업의 네트워크 분석 : 가치사슬의 제한적 

적용’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지역 간 문화산업의 영향관계와 지역내 문화산 

업의 영향력 등을 연구한 것으로 타 산업 및 지역간 관게셩에 중심을 두면서 해당지역의 

문화산업에 대한 위상과 제안점을 논의하고 있는 연구다． 따라서， 이 연구내용은 해당 지 

역 문화산업이 가지는 특성을 개고하는데 의미있는 논의라 하겠다． 이 연구에 따르먼 제 

주권의 문화산업은 타 권역 의존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제주권의 문화산업은 타 지역에 대한 영향력은 극히 낮다． 

또한， 지역 고유의 문화자산을 상품화하고 산업화의 단계로 발전하여 내생적 발전에 유리 

한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만， 제주권의 지역문화산업은 타 권역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경제효과의 누출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도 제주권에서는 타 권역보다 문화산업의 내향연결성이 외향연결성보다 현저하게 

높아 후방연계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권역이며， 제주 문화산업에 영향을 주는 역외 산업은 

수도권 문화산업， 수도권 도소매업으로 확인되고 6개 광역권 중 수도권과의 상호의존성만 

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제주 문화산업은 역내 모든 산업에 미치는 미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타 권역으로부터의 이입 유발력이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주권은 관광서비스 및 농림수산업 중심의 사업구조로 편중된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으 

나， 정보통신 기반시설， 천혜의 관광자원， 토속적인 전통문화 등을 보유하고 있어 창조적 

인 지식문화산업 육성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끝으로 이 보고서는 

제주권 문화산업은 일부 편중된 그리고 낮은 산업간 연계와 타 권역과의 연갈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제주 문화산업이 수도권 문화산업에 대한 일방적 의존 

도와 영향관계가 크다는 점과 내부 산업 영향력에서 미미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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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향연결성이 높기 때문에 제주문화산업이 성장할수록 제주도 내부 산업과의 연계발전은 

높을 수 있다． 즉， 문화산업은 지역경제 견인이 가능한 산업분야라는 뜻이다． 따라서， 내부 

산업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작업과 함께 수도권 및 타 지역과의 상호 연계 및 보완적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점을 시사한다． 기존의 연구된 내용이 제주지역 독자성 중심의 연구였 

다면 해당연구는 타 지역과의 연계 보완적 면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연구로써 제주문화 

산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하는 작업이라 하겠다． 

이상의 다섯 개의 연구보고서는 연도의 순차성과 함께 연구방향 및 범주에 있어 의미있 

는 연구라 할 수 있다． 물론， 이 다섯 연구 외에도 다양한 제주문화산업 관련 연구가 있지 

만， 문화산업 전체를 검토하면서 방향성을 발전시키며 제안하는 형태에서는 단연 이 다섯 

연구가 제주문화산업을 검토하는데 주요한 선행연 z들이라 하겠다． 간략하게 해당 연구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면 아래와 같다． 

＜표 5> 제주문화산업 관련 주요 연구보고서 

l 	연구ㅈK연도） 안：구처屠 의 	의 
문호楗텐츠 신오l으Ixrl경제 
적 효-湜삭－처坪쟈격 문화산 
업 ㅅ罔隧석을 통햐겨 

저屎ㅈ尸제 적힙한 신겁의 아섯가지 주요 요z彧경즌쀼훼 파 
鬱主고t 고용창출 챤환경 고부가가치 획장 -7 L 성을 제 

노규성 김민철 
귿見－虔K2w4) 

인하견서 1隱 충족시7는 산업으로 문화신업을 처만 

o隱철am) 
ㅈ陞 문호몬텐츠 산업 육성 
방간－처際ㅈH 다지털콘텐츠 

저厓ㅈ構 괸련7扈」 설문조ㅅ隱 	 조 통한 위느1X운2청 분야 
入隱 도외 ㅈ尸I으l 器 영업 핀마LNS 등의 ㅈ운lㄷ：각 7階 

신업을 중상으로 개빌！을 위한 장바 7階 	및 즈분 인틱획보를 요청 

저IxR 다ㅈ틸 콘텐츠 문촤 
산업의 선도7덥 육성 방안 

창작과 ㅁHㅔ팅 능력을 선도7罔의 우선적긴 요소로 저PME 
귿笠느철 곧搏떨 
부창I쑈蹈〕07) 

고 있으□1 o隆 뒷받참하기 위한 인력 덛l慣 주요한 과 
저民 저Pd 

OIJ!(aiO) 
괩링신업 흴싱益漏 위한 문회콘텐츠 신멉（게 다庭j 논으湟 
캐릭타싣驪=S 발 및 ㅈPl문회콘텐蠟 그쿄l고 츠騙順 F ㅔ팅읕 

문회콘텐츠신업；라 蔘극을 통 
한 괸광신업 활성화 방간 : 
저際ㅈ뻑울 중싱으로 ‘저만 

감으뚠 권영현 
(없）i 2) 

ㅈP湜화신．업의 너l트워日 분 

석 : 가차｀階의 ㅈI庭l적 x1 '0 

저屎 문화산업의 쟈격 및 신업 간 관7各성l과 염향력 겅토 
그쿄「고 ㅈPl간 괸ㅍ까성 및 나부 타 신겁；［내의 연자성 귿［톼 
를 제；：土 

'V. 제주도 행정 및 정책 현황 

4.1 행정조직 개편 연혁 

제주도의 행정조칙 내용은 제주톡별자치도가 출범한 2006년부터 검토해보기로 한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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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논의한 특별법과 연계한 시점을 기준으로 제주도 행정조직을 논의하는 것이 바 

람직하기 때문이다． 

4.1.1 2006넌도 문화산업 관련 행정조직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행정조칙 개편에서 문화산업관련 부서는 문화관광스 

포츠국의 문화예술과이서 담당하고 있다． 관련 주요 사무 분장 내용을 보면， 저작권 및 어문 

정책에 관한 사항， 공연장， 출판사， 인쇄소 관리업무， 향토문화관광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문 

학출판예 관한사항， 영상위원회 운영 및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영화·방송드라마．게임· 

애니메이산 등 지원 및 계획， 영화관음반비디오·노래연습장 등 제작 배급업 유통 관련업에 

관한 사항，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첨단문화산업단지 지정 관련 업무가 있다． 

또한， 문화관광스포츠국과는 별도로 지식산업국 첨단산업과는 지식개산권에 관한 업무， 

（재）지식산업진흥원（중앙의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유사한 업무를 진행하는 지역출자 재단） 운영 

관리 업무， 지역 디지털콘텐츠 진흥정책 및 발전계획 수립 업무， 만화．애니메이션4캐릭터쩨 

듀테인먼트·모바일 산업육성 및 지원 업무， 게임（e-sport）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 지역 디지 

털 콘텐츠 산업육성 및 인력양성에 관한 업무가 있다． 제주도는 전통적인 문화산업인 영상， 

출판， 공연， 음악 부분을 문화예술과에 최근 ICT의 개념으로 확장하고 있는 디지텔콘텐츠 산． 

업 부분을 첨단산업과에 분리하여 문화산업을 이원화한 행정조직 형태를 보이고 있다． 

4.1.2 2008넌 문화산업 관련 행정조직 

2008년 제주도 행정조직에 대한 전먼 개편이 이루어졌지만， 이 당시 문화관광스포츠국 

은 문화관광교통국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문화예술과도 문화장책과로 변경되었다． 다만， 

기존 문화예술과의 업무가 문화정책과로 대부분 이관되어 문화산업애 대한 업무분장은 유 

사했다． 기존 업무에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태왕사신기 드라마 세트장 시설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이 추가된 형태의 업무내 

용을 보였다． 더불어， 기존 지식산업국도 지식경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첨단산업과 역 

시 미래잔략산업과로 변경하여 기존업무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4.1.3 2011년 문화산업 관련 행정조직 

2011년 행청조칙 개편은 지방선거에 의한 도지사 변경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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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 있다． 이 당시 문화산업 관련 개편을 보면 우선 문화관광교통국을 다시 문화관 

광스포츠국으로 변경하였으며 문화산업관련 업무는 문화청책과가 담당을 했다． 다만， 태왕 

사신기 드라마 세트장 건립이 완료되어 이와 관련한 업무분장은 삭제되었다． 지식경제국 

미래전략산업과의 경우는 새로 신설한 수출진흥본부 미래전략산업과로 변경하여， 기존 문 

화산업 관련 업무를 정보통신（IT）융합산업·디지털콘텐츠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 

하여 업무분장을 명시했다． 그리고 미래전략산업과 관리를 받던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을 

제주테크노파크로 통폐합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4.1.4 2014년 문화산업 관련 행정조직 

2014년의 경우도 지방선거에 따른 도지사 변경으로 조칙개편이 이루어쳤으며， 문화산업 

관련해서는 문화관광스포츠국의 문화정책과 업무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만， 수출진흥본 

부에 있던 미래전략산업과는 경제산업국 미래전략산업과로 상위 소속부서를 변경시켰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정은 네 번의 대규모 조칙개편을 했으며， 이 조직 개편을 

통해 제주도 문화산업 관련 행정은 전통적인 문화산업 영역과 디지털콘텐츠 문화산업 영 

역이 분리되어 운영되는 행정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소위 말하는 JOT 분야는 디지털콘텐 

츠로 인식하여 미래전략산업과에서 국이 변경되는 형태로 유지되었으며， 영화． 공연， 음 

악 분야의 잔통적인 영역은·문화정책과로 업무가 배속되었다． 이를 도표화하면 아래와 

같다． 

〈표 6> 제주도 문화산업관련 주요 행정조칙개편 연혁 

조닥캐l편 연도 漆t 공연 음악 둥 즈漏영역 ㄷ迭틸콘턴嘴 애니메아션 영역 

없xL년 문화鰻스＝포츠국 문화겨階과 자놔난겁국 챵귄신멉；과 

axe년 문호fi=광교통국 문화정책과 자샥［닌＂업국 미래陋르추신멉；과 

以）1 1l크 문화괸광스포츠국 문화정친꽈 수출진虜본부 미래咫르l신멉．과 

J1 4년 문화관광스포츠국 문화정책과 경저ㅐ느l업국 미래즈르I신업과 

4.2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문화산업정책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주목되었던 주요 문화산업정책은 대략 5개의 주요사업이 있 

다． 기타 다른 문화산업 정책도 있으나 기관살립 등을 통해 지속성과 지역 파급력이 높은 

다섯 가지 사업내용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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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는 영상미디어센터개관이다． 이는 정부와 제주도가 공동으로 친행한 사업으로 

약 2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 2006년 개관하였다． 주요 시살로는 전용상영관， 녹음／촬영 스 

튜디오 및 조정실， 영상미디어채험부스， 영상편집실， 영상미디어교육실이 있으며， 살립목적 

은 제주지역 영상문화산업 활성화이며， 현재 운영형태는 제주지역 영상관련 교육， 영상쳬 

작지원， 영상작품 상영 및 장비대여 등이다． 영상문화산업 활성화라는 취지는 있었으나， 

산업적 성격보다는 영상문화를 지역에 보급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두 번째는 태왕사산기세트장 유치사업이 있다. 이는 2007년 한류드라마가 인기를 끌자 

드라마 촬영세트장을 유치하여 한류드라마 콘텐츠를 지역관광과 융합하겠다는 의도가 있 

는 복합적인 산업정책이다． 특히， 드라마 〈겨울연가〉로 인한 춘찬， 남이섬 등이 일본인 관 

광객을 끌어 모으며 지역깅제 활성화한 사례를 적극 반영한 취지의 사업이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드라마 종영이후 사업 추진기업 부실 및 촬영장 방문관광객 감소로 2013년 자 

진찰거를 했다． 세트장 건립비로는 민간 사업자 투자가 약 280억원이 들어갔으며， 제주도 

는 관련 부지 매입 및 행·재정적 지원 등의 많은 자원이 투입되었으나 결국 드라마 종영 

이후 5년 이상 관련 사업이 중단되는 등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다． 

세 번째는 제주지식산업진흥원의 제주테크노파크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원래 제주지 

식산업친흥원은 2001년 설립되었으며， 2002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산업지원센 

터를 인가받으며 제주도 문화산업의 중추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2011년 （재）제주테크노파 

크와 ‘산·학·연·관‘의 유기적 연계협력을 통하여 산업인프라 및 기업지원종합솔루샨을 칩적 

시키고 산학연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명목으로 통합하게 되었다． 기존 바이오 및 

물산업 중심 테크노파크와 ICT중심 지식산입진흥원의 통합은 타 지자쳬에서는 볼 수 없 

는 통합 형태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테크노파크는 제조 및 관련 산업기술 중심 기관 

으로 살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지식산업진흥원과 같은 경우는 ICT 중심으로 최근 정보 

및 문화산업 중심기관이다． 물론， IT와 제조 및 산업기술과의 융합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 

으나 문화산업부분이 테크노파크로 통합된 사례는 없으며， 문화재단과 문화산업부분이 통 

합된 사례는 경상남도에서 이루어진 사례가 있다． 

네 번째 방송통신융합센터 설립이다． 이는 제주지식산업진흥원이 테크노파크로 통합되 

기 전 세워진 계획으로 실제 설립공사 및 사업은 통합 후 2013년에 이루어졌다． 총사업비 

는 112억원이 투입되었으마， 방송·통신의 융합， 차세대 모바일 기술 개발에 따른 수출주도 

형 테스트베드 구축으로 도내 유망기업 육성 및 도외 유망기업 유치를 위한 연구거점 조 

성이 샬립 목적이었다． 본 사업은 창의쟌파지구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여 

건에 부합하는 산업이라 볼 수 있으며， 14년도 사업비가 14억원（14년 업무보고 사업비는 

64억원 수준이지만， 이중 50억원은 애니메이션 CGI센터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기존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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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융합센터 순수사업비는 14억원이 됨）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전국에 6개 유사 기 

능의 센터가 있는 상황에서 경챙력 확보 및 제주특별법을 활용한 사업정책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사업비 확보내용（13년 14.8억원， 14년 14억원）으로 투자에 비해 아 

칙 까지는 그 성과가 미약한 상태다． 

다섯 번째는 아시아애니메이션 cc】센터 유치라 할 수 있다． 이 센터는 한국·중국，일본 

의 애니메이션업계가 3D 애니메이션의 협력 작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2014년 하반 

기 개원을 목표로 국내에 설립이 추친되고 있던 것이다. 제주와 부산이 설립 예청지로 검 

토되었으며， 2013년 제주로 유치가 확정된 사례라 하겠다． 총사업비 100억원으로 공동제 

작시설과 기업 입주시설， 창업보육공간， 인력양성시설， 캐릭터 전시실 및 체험실 등을 구 

축할 예정이다． 센터의 유치로 인해 예측 가능한 것은 우선 제주 애니에이션 발전에 큰 

토대가 될 만한 사업이라는 첨이다． 현재， 제주와 유사한 기능의 센터는 광주CG】센터를 

비롯해 서울 및 춘천 등이 애니메이션산업을 골자로 관련 시살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센터의 기능은 관련 제작기반 확층 뿐만아니라 투자펀드 구성 및 인력양성 등 다양한 형 

태의 후속사업 진행이 이루어져 관련 산업 전반의 사업추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상의 다섯 가지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주요한 문화산업관련 정책 사업들이라 할 

수 있다． 

〈표 7> 제주특별자치도 성립 이후 주요 문화산업 정책사업 

r 	연도 쟝책 사업명 사업목적 성과 

are년 영싣h미디아센터 설립 영싱신멉 체鑿lcfl2 	양성 
영상교육을 통한 제켠 확 

대에 기여 

2O7년 태왐사신기 드라먀서隱장 유치 
촬경지 곤핑차원화를 통한 앙상 

Zi 3년 서l트장 철거 됨 
단지 구성 

없〕11년 
저坪터日노5I曰에 저屎자돼닌업 

磎원 흡수 통합 

7단 문화산업지원센터로쩌의 

역할 축소 됨 

통힐을 통한 신멉 시나지 
극다陸l 

D1 3년 빙님통신巳힙선터 설립 
곤트：，九腱l 및 유망7멉 유ㅊ隱 

신겁 활성화 통한 
사갑유ㅊ罐［떡 : 13년 14 

억 14년 14엑여l쌍l 

2(기3년 아사갸개니메아［釘갉크．터 유치 
애니메아션 산업 활鱗 및 인 

ㄹ紀』성 

ai 4년 9월 현재 센티 입 
자신경 왼료 

V. 결론 및 제언 

제주도의 최근 5년간 콘텐츠산업 매출현황 통계 내용을 보변， 2008년을 기준으로 2012 

년까지 출판， 만화， 게임． 영화． 광고， 콘텐츠솔루션 분야는 정체되거나 줄어들고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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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음악， 캐릭터， 지식정보 분야만이 약간의 매출 신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애니메이샨과 방송에 경우는 아직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으로 산업적인 틀을 말하 

기에는 미미한 수준이라 하겠다． 특히， 최근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중요성이 높아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관련 산업매출이 적은 것은 전체적 산업흐름에 있어 제주문화산업이 한 

계를 여샬히 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다． 또한， 전체 콘텐츠산업의 전국 비중에 있어서도 

2008년 0.7％로이던 수준이 지금은 오히려 줄어든 α5%로 산업적 후퇴하고 있는 모습을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8> 제주 콘텐츠산업 연도별 매출 현황 

( 단위： 억원） 

연도 인톼 음악 7ll김 영화 
애니메 
아櫛 

빙恪 광고 카屎I터 
섀趨 

콘턴！츠 
합계 

전국 
ㅂH잇〕 솔루츤ㄱ 출딴 

2x3 477 15 23 0 61 0 0 0 1213 13 0 18〕2 0.7 

없o 리32 15 γ 0 101 5 0 0 1473 19 0 2075 Q8 

없)10 ；蚣 14 164 0 127 6 2 74 1631 57 56 24以） 0.5 

20fl 402 14 1田 2% 184 6 2 43 1846 57 aaD q5 

없기2 374 14 183 245 1W 8 9 3D 2124 91 58 3,233 0.5 
63 

자료 문화쳬육관광부（2009, 2010. 2011, 2012. 2013), 콘텐츠산업백서， 지엽별 애출액 현황 제 

주도 부분 재구성． 

아쉽게도 제주도의 콘텐츠산업은 제주특별법이 가진 강점이나． 여러 학술적 논의 등이 

있었지만 지방정부의 행정 및 산업정책으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아칙까지 이렇다 할 성과 

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제주 콘텐츠 산업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통해 제주 콘텐츠산업의 개선점 혹은 강점으로 작용할 콘텐츠 산업분야를 논의해 

보자 한다． 

a! 번째 특별법에 따른 검토를 말할 수 있다． 특별법을 기초로 했을 때 제주콘텐츠 산업 

이 활용해야할 가장 큰 요소로는 자본과 사람의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특징을 바탕 

으로 한 산업 교류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제주특별법이 규겅하고 있는 제 

179조의 2의 공연활동의 진흥 등에 관한 특례， 제180조 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 제181조 

영상산업진흥지구의 지정 그리고 방송 및 통신 융합성격의 제218조의8 창의적 전파활용 지 

구지정 내용의 적극 활용을 들 수 있다． 물론， 영상 및 방송 분야는 타 지자쳬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이기는 하나 제주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률적 내용을 토대로 

대청부 산업청책의 국비유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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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는 학술적 논의를 통해 제주도의 문화산업정책의 방향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 

다． 특히， 이창훈（2010）이 자적하고 있는 관광산업과 연계한 문화산업정책은 자연관광에서 

콘텐츠 혹은 문화관광으로 확장이 필요한 제주도 현실에 적합한 지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김의준， 권영현（2012) 제안하고 있는 지역문화산업의 네트워크 분석은 제주도가 서울을 중 

심으로 한 수도권과의 역할분담이 필요함을 지적해주고 있다． 즉， 수도권에 대한 의존성 및 

문화산업의 내성적 발전 가능성이 높은 제주지역의 특징은 수도권의 영향력을 산업적 요소 

로 받아들여 상호 절충적인 문화산업정책이 필요함을 말하는 것으로 제주의 콘텐츠와 수도 

권의 유통 및 채날 능력과의 교류 등의 형태로 발진시키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세 번째는 제주도 문화산업관련 행정조직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 제주도는 영화， 공 

연， 음악 등 비교적 전통적인 형태의 문화산업은 문화예술관련 부사가 하고 있고， 디지털 

콘텐츠 및 애니메이션 분야는 경제소관 산업부서에서 청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이원적 

형태를 보이는 지자체는 제주 외에 강원도가 하고 있으며， 강원도의 경우 강원정보문화진 

흥원을 설립하여 일정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다만， 강원도와 제주도의 경우를 제외한 대 

부분의 지자쳬는 문화관련 부서가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을 총괄적으로 다루며， 지역 문화 

예술 콘텐츠를 산업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제주의 경우 이원적 부서 정 

책을 팔치고는 있으나 지금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지역콘텐츠를 근간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경우， 산업적 전략의 접근보다는 문화예술적 

접근을 통해 산업화가 자연스럽게 친행되어야 하는데 콘텐츠 바탕이 약한 상태에서 산업 

화만 주장하다보니 시설만 만들어지고 운영할 수 있는 콘텐츠는 빈곤한 그런 결과를 쳬주 

도는 보여주고 있는 상태다‘ 또한， 빈약한 지방정부 재정능력상 이원적인 개정지출은 결국 

개정효율성만을 떨어뜨리며， 별다른 성과는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청이다． 따라서 제주실 

정에는 이원적인 쳬계보다는 일원적인 행정지원체제가 필요하다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지적은 제주자치도가 2013년에 발행한 ‘제주향토문화예술진흥 중장기계획 최종보고서꼐 

도 지적되는 내용으로， 이 보고서 역시 문화예술국 내에 문화산업과를 만들어 창작에서 

산업까지의 연계성을 지적하고 있다． 

네 번째로는 문화산업 전문 기관의 개살립이라 하겠다． 문화산업은 정책적인 공무원 조 

직과 함께 전문적인 전문가 조직이 필요한 형태로 발전해 가고 있다． 중앙정부의 경우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총괄적인 형태의 문화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실행기관으로는 전문가 그룹 

의 한국콘텐츠친흥원이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대부분의 지자쳬에서도 보이고 있 

다． 그리고 제주도 역시 2001년 제주지식산업진흥원이 살립되어 진행되었으나， 2011년 

기존 제주테크노파크에 통합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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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지자체별 콘텐츠 산업 진훙원 현황 

ㅈ尸l 7묀영 ㅈP1 1단명 

강 원 강원정보문화진虜원 부 산 부산棋신업진隱원 

경 기 경기디ㅈ屠콘텐츠진虜원 인 천 인천젱보산겁진훔원 

광 주 麥정보문화（댕겁진虜원 울 산 울췬문화신겁가빌원 

대 구 마구디지탈신멉진隱원 충 남 충님문화신업진虜원 

대 전 다陋」문화산겁진홍원 경 북 岺문화산겁짇虜원 

전 남 전님정보문화신업진흥원 경 남 경님문회여낱죠虜원 

전 주 즈坪정코영싱진虜원 청 주 청주ㅅ隧화신멉즈虜재단 

부 천 힌R만화강상짇虜원 줌잉정부 힌국콘텐츠진虜원 

통합 이후 제주테크노파크 소속으로 방송통신융합센터 등이 건립되었으나 산업성과 및 

사업규모는 기존 제주테크노파크의 산업영역에 밀리면서． 문화산업 비중은 축소되고 있는 

상태다． 다행이 2013년도에 아시아애니메이션cc'센터 유치를 통해 새로운 조칙발전의 계 

기가 마련된 만큼 제주테크노파크에 흡수된 문화산업지원센터 기능과 방송통신융합센터， 

그리고 아시아애니메이션cc더州 기능을 묶어 제주콘텐츠진흥원（가칭）의 설립을 통한 전 

문 지원기관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좀 더 확장된 문화산업관련 기반올 바탕으로 전문인력 

양성， 산업적 네트워크구축， 창업지원 및 산업정책발굴과 산업자본 형성 등을 고려할 때， 

기존 바이오， 물산업 중심의 제주테크노파크와의 산업시너지 창출노력 보다는 분리를 통 

한 각계의 전문기관이 추구하는 목표와 산업성과를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한 사안이라 하겠 

다． 타 지자체의 경우도 기존 제조업 기반 테크노파크 조직과 문화 콘텐츠 중심 조칙이 

합쳐진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으며， 산업적 특징에 따른 개별 기관이 운영 되고 있다는 점 

을 제주도는 주지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에 있어 문화산업분야는 기존 관광산업의 질적 향상과 다양화 그리고 미미한 제 

조업 분야를 견인할 수 있는 산업으로 주목 받고 있다． 또한 산업진훙을 위해 국가사업 

유치 및 많은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러나 행청조직의 이원화에 따른 

재정집행의 비효율 빛 지역 문화콘텐츠 부분과의 단절과 전문 수행기관의 축소 등으로 인 

해 갖추어진 기반시설 대비 효율성과 성과는 미미한 상태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 

여． 본 연구논의는 이러한 한계점을 제주 문화산업의 특징적 몇 몇 논의를 통해 제언하고 

자 했다． 더불어， 추가적으로 현장 샬무 종사자 및 기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타 지자 

체 문화산업과의 현황 비교를 통한 제주만의 산업적 차별성 논의도 보완되어야 할 것이 

다． 본 논의는 기존 학술적 연구와 제주특별법이 가지는 특성 그리고 행정조직 및 제주도 

가 시행한 주요 산업청책 등을 통해 제주 문화산업의 현황과 이를 통한 대안모색에 중점 

을 두었다는 점을 한 번 더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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