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한국의 화 및 방송산업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
으며, 그성장전망은지대할뿐만아니라지역경제에
의 기여도도 제고되고 있다.1)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화제, 상위원회, 오픈세트 등 화산업에 대한

투자를확대시키고있는점에서도잘알수있다. 특
히, 지방자치단체는 오픈세트 유치, 즉 드라마 관련
세트장건립에치중하고있으며, 드라마세트장은부
천판타스틱스튜디오, 합천 상테마파크, 부안 상테
마파크, 삼한지테마파크(주몽세트장) 등의 상단지
건설로 이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오픈세트 유치는

화제나 상위원회에 비해 보다 직접적이고 즉각
적인 관광지 개발효과 및 지역홍보와 고용창출 등의
긍정적인 경제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
제효과로인해지방자치단체들의오픈세트유치경쟁
은보다치열해지고있다.2)

그러나, 오픈세트를유치한다고해도오픈세트에서
촬 한 화나드라마가인기를못끌경우, 오픈세트
방문객이없어관광지로서의역할을하지못하고, 다
행히 화나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다 하더라도 종
이후오픈세트활용도가저하되어오픈세트관리운
비적자가누적되는등문제가불거지고있다.3) 그럼
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치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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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상로케이션산업을 채택하고 상로케이션 유치를 위해 지역 상

위원회를 설립하고 있다. 경북의 상로케이션 유치는 문경의 KBS왕건세트장 건립을 시작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다수의

화 및 드라마가 촬 되었으며, 2006년 경북 상위원회를 설립하 다. 그러나 경북의 상로케이션은 단순히 촬 을 경

북지역에서 한다는 것뿐 촬 관련 기업의 참여는 미진하다. 뿐만 아니라 경북의 화산업은 소비위주의 구조를 지니고 있

어 제작기업의 역량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경북의 상로케이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경북 상위원회는 전통적

인 상위원회의 역할을 넘어서는 보다 넓은 의미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경북의 아름답고 풍부한 자연

및 인문자원과 상위원회의 전통적인 지원서비스만으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북 상위원회는 경북

상로케이션산업의 핵심거점기관으로써 상위원회의 전통적 역할인 로케이션 관련 서비스 제공, 상로케이션에 필요한

로케이션 관련 시설 및 업체, 제작인력, 지역주민(자원봉사자, 엑스트라 등) 등에 대한 DB 구축 및 이력 축적, 그리고 이들

관련 기관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이외에도 전문인력 양성 및 기업 유치, 상친화적 제도적 기반 구축, 지역내 협력분위기

창출, 상관광 촉진, 지역 상문화 창달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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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경쟁 속에서 투자 타당성을 분석해가며 오픈세
트에대한투자여부를판단하기도어려울뿐만아니
라 오픈세트장 건립이나 상물 로케이션 유치를 직
접담당하는것도매우어려운실정이다.
이러한오픈세트투자여부의판단이나종 이후의

활용문제로 인해 대규모 세트장 건립이 아닌 지역이
보유한자원을이용한로케이션유치를위해많은지
방자치단체가지역 상위원회를설립하고있다. 2006
년 현재 지역 상위원회는 10개에 달하며, 상위원
회건립을추진중에있는지방자치단체도있다.4) 그
러나지역 상위원회의주요기능인 상물촬 서비
스 지원기능은 아직 산업적으로 자리매김을 하지 못
하고있다.
경상북도의 경우, 상물 로케이션을 적극 유치하

기 위하여 2006년 5월 경북 상위원회를 설립하
다. 그러나, 부산, 전주, 서울, 전남, 제주 등에 이미
상위원회가 설립되어 상로케이션 유치에 있어

기득권을 쥐고 있는 실정이어서 후발주자인 경북
상위원회는 상위원회의전통적기능인촬 서비스
의 지원만으로는 상로케이션 유치를 지속적으로
이루어내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촬 지원
기능 중심의 로케이션 유치사업을 보다 강화하고,
장·단기적 전망하에 상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경북 상위원회는 로
케이션유치사업뿐만아니라 상산업정책을관장하
는독립기구로써역할을정립해야할필요가있다.
본연구에서는경북 상위원회를중심으로지속적

으로 상물 로케이션을 유치하면서, 단기적 측면에
서는 관광산업과의 연계를 도모하더라도, 장기적 측
면에서는 경북 상산업의 발전을 고려한 경북 상
로케이션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상로케이션산업의 개념 및 지역에 미치는
향을살펴보고, 경북의 상로케이션산업현황및제
도적 환경을 분석하여 경북의 현 위치를 살펴본다.
그리고 경북의 상로케이션산업의 핵심거점기관인
경북 상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및 역할을 규정하기
위하여 선진국의 지역 상위원회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경북 상위원회를허브로하는 상로케이션
활성화방안을제시한다.

2. 상로케이션산업의개념및
지역에미치는 향

1) 상로케이션산업의개념및파급효과
상산업5)은 주로 화, 방송, 뮤직비디오, CF 등

의 상물제작과관련된산업으로, 단순히제작뿐만
아니라 최종소비자에의 전달까지 포함되며, 제조업
의 성격과 함께 서비스업의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
다. 상로케이션산업은 상산업의 다양한 부문 중
주로 제작부문과 관련된 산업으로, 상물의 제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상물촬 서비스
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즉, 상물촬 서비스를
토대로 화, 드라마, CF, 뮤직비디오등 상물의촬
작업이지역내에서이루어지도록함으로써파생되

는모든경제활동을 말한다. 예를 들어, 화라는
상물로 한정지었을 경우 화산업의 가치사슬 상 제
작 및 제작 관련 서비스 단계가 화로케이션산업이
라 할 수 있다.6) 따라서 화, 드라마, CF, 뮤직비디
오등 상물의제작과이를지원하는서비스업이
상로케이션산업에 해당되며, 상로케이션산업은
화산업, 방송산업, 음악산업, 광고산업 등과 연관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화, 드라마, 방송프로그램, 뮤
직비디오, CF 등 다양한 상물 중에서 주로 화와
드라마가 상로케이션산업의주요대상이된다.

상로케이션산업은 해당 지역의 일상적인 풍경,
그풍경을이루고있는모든자원이 상물촬 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풍부하고 독특한
촬 배경, 상 인프라, 관광 인프라 등의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이 함께 결합될 때 성립된다. 따라서 이
들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
며, 현재이러한역할은지역 상위원회나시군담당
공무원들이수행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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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상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지원해온 상물
촬 서비스와관련된 상로케이션산업이지역에야
기한 효과로서는, 로케이션에 의한 소비활동이 야기
한 직접적 경제효과, 화 및 TV 방 에 의한 지역
PR효과등의간접적경제효과, 지역에서의 상관련
산업의창업등과같은효과, 지역에서의 상문화에
대한의식향상및지역에대한자긍심고양등과같
은문화적효과등을들수있다.
첫째, 경제적 효과로서는, 직접적으로는 화 및

방송 제작팀의 제작비, 로케이션을 위한 체재비, 식
대, 기자재 임대, 시설이용료, 임시고용에 의한 인건
비 등과 같이 지역에 직접 지불되는 경비로, 제작규
모나 로케이션 기간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또한제작스탭, 단역배우등제작인력의고용창출효
과와더불어지역의 상관련제작인력에게실제제
작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실무능력 함양기회 증대 및
상 관련 제작 기술의 제고 등과 같은 효과도 가져

온다. 특히, 국제 프로젝트는 해외 로케이션팀과 한
국 스탭간 공동제작기회를 가져옴으로써, 현장에서
의 노하우 습득을 가능하게 하고, 국제감각을 지닌
화인을 배출할 가능성을 보다 높게 하며, 이는

상제작 관련 산업 발달의 계기를 제공한다. 따라서
지역으로서는, 세금면제, 제작비 지원 등과 같은 제

작에 대한 우대조치를 행함으로써 제작규모 및 로케
이션기간에 있어서 지역효과가 보다 더 큰 로케이션
을유치할필요가있다.
둘째, 지역주민의 상문화에 대한 이해의 고양이

다. 화, 드라마등 상의즐거움은 때때로일상을
일탈하는것에있고, 로케이션은현실중에서허상을
창조해내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상위원회는 그
현실로서의제작현장과허상으로서의 상을일치시
킴으로써 상문화에 대한 참 이해를 추진하는 중요
한역할을담당한다. 또한지역주민들이로케이션장
소로서 이른바 활용가능한 공간으로써 지역을 의식
하는것은, 지역경관에대한가치관을크게변화시켜
지역에있는자원의중요성및역할을재인식시켜준
다. 더욱이, 방 을 통해 전국적 인식도를 제고함으
로써애향심제고및지역정체성강화와같은효과를
거둘수있고, 지역의지명도제고는새로운사람및
산업을유치하는것과도연관된다.
셋째, 관광진흥효과로서는 로케이션 장소 및 스토

리를대상으로한여행상품화에의한 상관광7)의촉
진, 로케이션이남긴세트로관광객을유인하는로케
이션시설활용에의한유인, 로케이션전시견학시설
등의 정비, 로케이션이 지역에 미친 지명도 향상에
의한자원가치의고양, 로케이션유치에대응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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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상로케이션산업의 범위



수용체제 구축 및 정비, 나아가서는 지역 상문화
융성에 발단이 된 화제 등 관련 이벤트 등의 실시
에의한그유인효과등많은효과가있다.
넷째, 방 에 의한 홍보효과로는, 지명도 향상 및

지역 PR 등을들수있다. 정보발신에의한장소마케
팅 효과 및 매스컴에 의한 PR효과도 직접적인 관광
PR 및 장소마케팅 활동과 연계됨에 따라 보다 큰 효
과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 화의
화로케이션 유치에 있어서는 그 대부분이 방 에

의한 PR효과를 기대하는 경향이 커서, 지명과 그 풍
경이 나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유치를 도모해왔다.
그러나 로케이션에 있어서는 실제와 다른 지역을 상
정하여촬 하기도하고,8) 지역이미지를나쁘게할지
도 모르는 스토리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
나, 이러한경우대부분환 받지 못하고있다. 이는
지금까지는 관광진흥효과에 대한 기대로 인해 관광
담당과나 관계단체가 로케이션 유치에 대응하는 경
우가 대다수 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
상위원회는 우선 상문화 그 자체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라는 사고방식을 기본으로 한, 새로운 시각에
서의 로케이션 유치사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日本
觀光協會, 2004, 2-125~2-129).

2) 상로케이션산업이지역에미치는 향
상로케이션 유치로 각광을 받고 있는 국내외 사

례를통해지역에의파급효과를살펴본다. 특정문화
상품이국가및지역적측면에서미친경제적효과는
반지의제왕사례에서가장잘나타난다. 
뉴질랜드는자연적·기술적·인적조건과함께정

부의 적극적 지원정책에 힘입어 반지의 제왕을 유치
하 고, 또한 단순히 유치에 그치지 않고 화의 성
공을 위해 1,870만달러의 홍보비를 지출하 다. 그
결과, 2억 5,000만달러와 2만명 고용의 직접적 효과
이외에 상 및 관광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 을 뿐
만아니라국가이미지도크게제고되었다. 이러한효
과는‘프로도경제(Frodo Economy)’와 웰링턴과 할
리우드의합성어인‘웰리우드’로대변할수있다. 웰
리우드는웰링턴시내를한눈에굽어볼수있는미라
마언덕에 색 보정, 음향효과 등 이른바 화 후반부
작업회사들이모여들면서헐리우드와같은 상산업
의 메카로 성장한 것을 일컫는 말이다. 웰리우드의
대표적 회사로는 잭슨감독이 세운 파크로드 포스트
와 그의 동업자 리처드 테일러가 이끄는 웨타그룹
(WETA)을 들 수 있다. 반지의 제왕은 물론, 라스트
사무라이, 피터팬, 반 헬싱, 레전드오브조로, 킹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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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상산업의 파급효과 : 뉴질랜드 프로도경제



나니아연대기등이이곳을거쳤다.
일본의나가노현우에다시(長野‚'上田市)의경우,

적극적으로로케이션유치를행하고있으며, 그결과
2000년도에는 6개 이상의 로케이션을 유치하 다. 6
개의 로케이션에 의한 직접적 경제효과는 총
9,520,000엔으로나타났으며(표 1), 그 외음식, 일용
품 및 특산품 구입 등 시내에서의 개인지출은 약
9,000,000엔으로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의경우, 화도시를표방하고있는

부산은부산 상위원회를중심으로 상로케이션지
원을 하고 있으며, 2000년 부산 상위원회의 지원을
받은‘친구’, ‘리베라 메’등 7편이부산에서 지출한
제작비는약 23억원이며, 이에따른지역경제파급효
과는약 43억원으로추산된다. 또한고용효과는보조
출연자연 5,294명, 스탭 2,239명등약 7,500명에달
한다(이정헌, 2001, 120). 그리고 부산발전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01년 1년간 부산에서 촬 되거나
촬 후 상 된 상물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중
생산효과는 379.75억원, 고용효과는 397.64명(연 고
용효과 119,292명)으로 추정되며, 2002년에는 이전
해에비해그규모가 31.98억원증가하 고고용효과
도 33.48명(연 10,044명)이 증가했다(서울 상위원
회, 2004, 23).
근래 화촬 의 메카로서 떠오르고 있는 전라북

도의경우를살펴보면, 지역내 상물촬 은 2001년
4편으로 시작하여 2002년 22편, 2003년 26편, 2004

년 35편, 2005년 50편으로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려
왔으며(새전북신문, 2006. 11. 1), 전주에서 촬 을
마친후제작사로부터보내온, 전주지역에서직접지
출한자료를근거로경제적효과를산출하면, 2001년
6억, 2002년 34억, 2003년 40억원 등으로 집계된다
(전주 상위원회, 2002, 9). 특히, 전주에서 올 로케
로 촬 된‘대한민국헌법 제1조(2003)’의 경우 배우
스탭 80여명의식비숙박비로 1억6만여원을썼고, 보
조연기자 3천여명출연료로 1억여원, 장소임대료 1

억원등총 4억9천만여원을전주에서지출했다. 이밖
에도 전주에서 50%이상 촬 된 화들은 평균 5억
~8억여원을소비하고간것으로추산하고있다(전북
중앙, 2003. 5. 16). 그리고 2006년 1월부터 9월 15일
까지 전북도내에 촬 유치된 상물은 화 40편과
드라마, 광고, 뮤직비디오등기타 상물 13편등모
두 53편에 이르며, 그 경제적 파급효과는 80억원에
이르고 관광, 홍보 등 간접효과까지 합치면 200억원
에 달해 화 및 상물 촬 유치가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에많은도움이된것으로나타났다(연합뉴스,
2006. 9. 15).
이상과같이주로경제적효과에초점을맞추어

상로케이션이지역에미치는 향을살펴본결과, 현
지 체재시 소비하는 비용이라는 직접적 경제효과 이
외에도 상산업의 후반제작부문의 활성화, 제작스
탭및엑스트라인력양성, 지역에대한인식제고등
의다양한효과를미치고있음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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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일본 우에다시의 로케에 의한 직접적 경비효과(2000년도, 일부)

로케명칭 기간 지출 비고

TV드라마「살인부임(殺人の赴任)」 3일간 1,000,000 숙박, 도시락등

TV드라마「Ghost Teacher」 12일간 4,500,000 숙박, 전세버스, 발전기임대, 연회등

화「LOVE SONG」 2일간 900,000 숙박, 트레일러임대, 아파트임대, 연회등

학습용교재 1일 20,000 도시락

TV (음악프로그램) 2일간 100,000 숙박, 도시락

한국 화「2009 로스트메모리즈」 7일간 3,000,000
숙박, 촬 사례비, 중장비 운전사, 중장비 임대, 자치회
관임대, 식사, 연료비등

자료：日本觀光協會, 2004, 2-127



3. 경북 상로케이션산업현황및
제도적환경

1) 경북 상로케이션산업현황
상로케이션산업은 상산업의제작및관련서비

스부문에 해당되므로 상산업을 중심으로 그 현황
을 살펴보아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상산업 중
화산업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기로 한다. 왜냐하면,
경북 방송산업의 경우 프로그램 제작업이 전무하고,
광고산업과 음악산업의 경우 상물광고와 뮤직비디
오부문이분류되어있지않기때문에, 그리고 화및
비디오는대표적 상물이라할수있기때문이다.
경북 화산업의현황을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의

거하여 살펴보면, 2004년 현재 화산업체는 총 110

개업체로, 전국의 3.3%를차지하고있다. 이중 상
로케이션산업에 해당되는 제작 및 관련 서비스업은
총 7개업체(제작업체 4개, 제작관련서비스업체 3개)
이며, 이를제외한나머지 103개업체는 화관및비
디오방 운 업체(93.6%)로 나타났다. 특히 제작업체
(4개업체)가 모두광고제작업체로, 화나 방송프로
그램제작업체는전무하여 상로케이션산업기반은
전무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2005문화산업통계에 의하면, 경북의 화
산업 종사자수는 총 177명으로 전국의 1.9%를 차지
하고, 매출액은총 14,575백만원으로전국의 0.8%를
차지하고 있다. 상로케이션산업에 해당되는 화
및비디오제작업과제작관련서비스업의종사자수는
총41명으로 23.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출
액은 2,704백만원으로 18.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북 상로케이션산업의 생산
성은 약간 떨어지긴 하나 상로케이션산업이 전무
하다고는할수없다.
경북의 화산업은 상 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어 소비형 중심의 화산업구조를 보이고
있다. 상로케이션산업에 해당되는 제작업 및 관련
서비스업의비중이낮아 상로케이션산업기반이매
우미약하며, 경북은주로지역내다양한자연·문화
자원및지자체의세트장건립비지원에의존하여
상로케이션을유치하고있는실정이다.

2) 경북의 상로케이션현황
우리나라에서 화나 드라마의 로케이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 것은 경북 경주에서 촬 된‘신라의
달밤’이라할수있다. 이후각지에서적극적으로로
케이션을 유치하기 시작하 으며, 현재 전국의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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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부산의 화제작 촬 활성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2000년)

화명 지출내역 지출액 보조출연자고용창출 제작부및스탭고용창출

리베라메 숙박비, 보조출연자, 물품구입 1,138백만원 1,700명 690명

천사몽 물품구입, 세트제작, 시설사용료 467백만원 800명 874명

친구 출연자고용, 시설사용료, 숙박 360백만원 200명 516명

광시곡 보조출연자고용 62백만원 200명 30명

나비 보조출연자고용 104백만원 60명 43명

공중화장실 보조출연자고용 30백만원 84명 10명

턴잇업 보조출연자고용 100백만원 250명 76명

계 22억6천1백만원 -

경제파급효과 42억9천6백만원 22억6천1백만원×1.9

주： 화촬 이이루어질경우지역경제에미치는효과는지역내지출금액의 1.9배로산정
자료：부산 상위원회창립 1주년평가보고서(2000년 12월); 이정헌, 2001, 120에서재인용



지역에서는드라마나 화세트장건립지원및촬
지원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로케이션을 유치하고 있
다. 특히, 문경의‘태조왕건’, 익산의‘서동요’, 합천
의‘서울1945’, 순창의‘사랑과야망’등대하드라마
세트장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2006년 12월 현재
문경의‘연개소문’, 나주의‘주몽’등의 대하드라마
세트장이건립되어촬 중에있으며, 이들세트장을

중심으로한관광상품이판매되고있다.
경북의경우, 경주, 문경, 예천, 울진, 덕등여러

곳에서 드라마 및 화가 촬 되었다. 경주의 경우
‘신라의 달밤’에서 최근의‘스마일 어게인’까지, 예
천의 경우‘가을동화’, ‘나의 결혼원정기’에서 현재
촬 중에있는‘여름이야기’까지, 울진의‘사랑한다
말해줘’, 천의‘그해 여름’에 이르기까지 경북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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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경북 화산업 현황(2004년)

지역 전국 경북
부문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화및 비디오제작업 940 10,776 4 69

일반 140 916 - - 

만화 199 3,989 - - 

광고 306 2,185 4 69

방송프로그램 295 3,686 - - 

화및 비디오제작관련서비스업 90 672 3 6 

화 배급업 57 356 - - 

화및 비디오상 업 2,229 11,101 103 361

화관운 업 428 7,428 26 218

비디오물감상실운 업 1,801 3,673 77 143

합계 3,316 22,905 110 436

자료：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통계청홈페이지)

표 4. 경북 화산업 종사자수 및 매출액 현황(2004년)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화및 제작관련 기록매체 배급및 상 업

기타 합계
비디오제작업 서비스업 복제 유통업 화업

경북
36 (20.3) 5 (2.8) - 11 (6.2) 125 (70.6) - 177 (100)

종사 (1.3) (0.9) (1.0) (2.9) (1.9)

자수
전국

2,687 (28.7) 548 (5.9) 505 (5.4) 1,038 (11.1) 4,199 (44.9) 370 (4.0) 9,347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경북
2,631 (18.0) 73 (0.5) 10 (0.06) 2,000 (13.7) 9,861 (67.6) - 14,575 (100)

매출액
(0.6) (0.1) (0.01) (0.4) (1.3) (0.8)

전국
402,084 (23.0) 57,632 (3.3) 85,466 (4.9) 482,023 (27.6) 708,044 (40.5) 11,446 (0.7) 1,746,69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문화관광부, 2005문화산업통계



지에서다양한드라마및 화가촬 되었다.
이상과 같이 경북 각지에서 오픈 세트장 건립, 촬
지원 등을 통해 상로케이션을 유치하기 위해 노

력하고있으나, 가장활발하게그리고지속적으로로
케이션이이루어지고있는지역은문경시라할수있

다. 문경시는 태조왕건에서 그치지 않고, 제국의 아
침, 무인시대, 연개소문 등 시대극을 지속적으로 유
치하여시대극에특화된로케이션장소라는이미지를
구축해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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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경북의 상로케이션 현황

지역 촬 지및 상물

천마총, 대릉원: 화‘마이캡틴김대출’, 드라마‘스마일어게인’
경주역: 드라마‘스마일어게인’
안압지: 드라마‘궁’, ‘화랑전사마루’

경주
반월성, 문무대왕릉: 드라마‘화랑전사마루’
보문단지: 드라마‘모래시계’
도투락목장: 화‘태극기휘날리며’
양북면봉길리외: 화‘신라의달밤’
양동마을: 화‘음란서생’

선암: 화‘달마가동쪽으로간까닭’
남후면광음리, 무릉리: 드라마‘가을동화’

안동
태조왕건해상촬 세트장: 드라마‘태조왕건’
하회마을: 화‘YMCA야구단’, ‘스캔들-조선남녀상열지사’, ‘동승’
봉정사: 화‘동승’
병산서원: 드라마‘천년지애’, 화‘취화선’

문경새재(KBS사극촬 장) : 드라마‘태조왕건’, ‘무인시대’, ‘제국의아침’,
문경 당포리: 드라마‘황금사과’

가은읍왕릉리: 드라마‘연개소문’

내연산보경사: 화‘남부군’

포항
호미곶, 환호해맞이공원: 화‘나쁜남자’, 드라마‘네멋대로해라’
칠포해수욕장: 드라마‘네멋대로해라’
북부해수욕장불빛축제: CF‘포스코’

청송
제3교도소: 화‘우리들의행복한시간’(개봉예정)
주산지: CF‘파브임권택감독편’, 화‘봄여름가을겨울그리고봄’

예천
예천: 화‘나의결혼원정기’
회룡포: 드라마‘가을동화’

경산 남대학교본관앞잔디: ‘공동경비구역 JSA’

칠곡 왜관낙산성당: 화‘신부수업’

상주 경천대: 드라마‘다모’, ‘상도’

덕 강구면삼사리, 강구리: 드라마‘그대그리고나’

울진
북면덕구리, 죽변항: 드라마‘폭풍속으로’
내앞마을: 드라마‘사랑한다말해줘’

봉화 청암정: 화‘음란서생’

천 연정: 화‘그해여름’



3) 경북의 화관련인프라및제도적환경
2005년 현재 경북은 총 18개의 상 관에서 총 61

개의스크린이운 되고있으며, 총 11,419개의관람
석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멀티플렉스 극장은 7개
(38.9%)로 멀티플렉스 스크린수는 43개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멀티플렉스극장 당 평균 스크린수는
6.1개이며, 이는전국(3.2개)의약 2배에달한다( 화
진흥위원회, 2005 한국 화산업 전국통계). 그리고
극장관객수및매출액현황을보면, 2005년현재전
국의 총관객수는 145,524,176명, 매출액은
898,144,259,607원으로 2003년에 비해 각각 21.8%
와 25.2%가 증가하 다. 경북의 경우, 2005년 현재
총관객수는 3,573,242명으로전국의 2.46%를차지하
고 있고, 매출액은 22,360,371,400원으로 전국의
2.49%를차지하고있다. 그러나 2003년대비증가추
세를살펴보면, 총관객수에있어서는 2.65배, 매출액
에있어서는 4배가량의증가를보인다.
그외 화관련인프라로는 화및드라마의오픈

세트와문경산악 화제등의 화제개최를들수있
다. 경북의오픈세트는 그규모는상이하나 문경, 안
동, 상주, 덕, 울진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중 화
촬 지로는 청송의 주산지와 예천이 있으며 그 외는
드라마촬 지이다. 이처럼 화보다는드라마, 특히
대하드라마의 오픈세트에 대한 지원이 많이 이루어
졌는데, 이는 화의 경우 단기간 상 되고 흥행에
실패하면바로사람들의뇌리에서잊혀지는반면, 드
라마의 경우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상 되고 시청률
이 낮아도 방 기간동안은 계속 상 되므로, 드라마
가 화에비해리스크가적고효과가크기때문이다.
현재 경북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세트장은 문경

새재도립공원내에위치하고있는문경의 KBS촬 장
이라할수있으며, ‘태조왕건’, ‘제국의아침’, ‘무인
시대’등 대하 사극 촬 이 이루어졌다. 촬 장에서
는 고려궁과 백제궁, 기와집 등을 통해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옛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다. 인근 문경
석탄박물관에는 현재 방 중인‘연개소문’의 촬 장
인 SBS오픈세트장이 있다. 그리고 안동의 KBS촬
장(태조왕건, 무인시대 촬 ), 상주의‘상도’세트장
이있다. 그외드라마촬 지인기의원조격이라할
수 있는 덕군의‘그대 그리고 나’촬 지, 울진 죽
변항의‘폭풍속으로’촬 지가있다.
한편, 경북의 상관련 정책은 경상북도 문화체육

관광국 문화예술산업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2006년)으로는 경북 상위원회 설립, 화시나
리오/ 상작품 공모전 및 비디오감상실 등의 문화유
통시설의관리를통한건전한문화공간조성등이있
다. 이중 경북 상위원회 설립사업은 화, 드라마,
CF, 뮤직비디오 등의 상물 촬 에 필요한 체계적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로케이션 유치를 활성화하
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2006년 6월 사단법인(비 리
법인)의 형태로 설립되었다. 이제 막 발걸음을 시작
한 (사)경북 상위원회는 경북의 상로케이션산업
육성을 담당해나갈 실질적 기관으로써 로케이션 매
니저를 대상으로 한 로케이션 헌팅투어 및 로케이션
사진공모전을 추진하 으며,9) 2006년 12월 12일 한
국 상위원회협의회에 가입하 다. 그리고대구경북
독립협회10)가주관이되어실시하고있는 화시나리
오/ 상작품공모전 사업은 우수작품 시상, 상작품
시사회, 시나리오집 발간 등을 통해 화제작사 및
프로덕션을 통한 화제작을 유도하기 위해 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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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경북의 관객수 및 극장매출(2005년)
(단위 : 명, 원)

구분 관객수 매출액

지역 2003 2004 2005 2003 2004 2005

경북 1,350,500 2,795,529 3,573,242 5,581,126,752 16,612,001,320 22,360,371,400

전국 119,475,309 135,166,175 145,524,176 717,108,261,134 849,780,615,016 898,144,259,607

자료: 화진흥위원회, 각연도, 한국 화산업전국통계



오 분야(일반 극 화, 3D입체 상)와 상작품분야
(경북의문화및관광을소재로한작품)에걸쳐학생
부(대구·경북)와 일반부(전국단위)를 대상으로 공모
전을실시하고있다. 마지막으로건전한놀이문화조
성 및 지역문화산업 육성기반 정착을 위해 문화유통
관련시설 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상관
련 사업들은 매우 미비하나, 경북 상위원회의 설립
으로 상산업 진흥을 위한 거점기관이 확보되어 앞
으로 보다 활발한 사업추진이 기대된다. 또한, 경북
북부 상미디어센터(안동)는 문화관광부 2007년도
지역 상미디어센터사업의일환으로 2006년 6월확
정되어건립중에있다.

4. 지역 상위원회사례분석

최근설립되어아직그기반이다져지지않은경북
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규정하기 위해 세계적

인 로케이션지로서 명성을 날리고 있으면서 우리나
라에서 해외로케이션장소로 많이 채택되고 있는 호
주와일본의대표적지역 상위원회를살펴본다.

1) 호주의필름빅토리아(Film Victoria)
호주의 대표적 상위원회인 필름 빅토리아는

1976년 의회조례(Act of Parliament)에 의거하여 설
립된 빅토리안필름주식회사(Victorian Film

Corporation)로출발하 으며, 1982년필름빅토리아
조례(Film Victoria Act, 1981)에 의거 필름 빅토리아
가 되었으나, 1997년 시네미디어주식회사 조례
(Cinemedia Corporation Act, 1997)에 의거, 필름빅
토리아는빅토리아주필름센터와합병되어시네미디
어주식회사로 재출범하 다. 그러나 필름조례(Film

Act, 2001)에 의해 시네미디어주식회사가 폐지됨에
따라 필름 빅토리아와 호주동 상이미지센터
(Australian Centre for the Moving Image: ACMI)로
분리되어현재의필름빅토리아에이르고있다.
필름 빅토리아는 빅토리아주의 화, TV, 디지털

미디어 부문에의 전략 수립과 지원을 수행하는 주정
부 기관으로써 빅토리아주를 세계적 수준의 제작 목
적지로 육성하기 위해 제작 프로젝트와 인적자원 등
에투자하고있다. 필름빅토리아의비전은빅토리아
주를 화·TV·디지털미디어 산업의 상콘텐츠
창출에 있어 훌륭한 중심지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조
성하는 것이다. 필름 빅토리아의 기능은 필름조례
(2001)에 의거‘빅토리아주에경제적혹은문화적기
여를 하는 높은 품질의 신규 프로젝트 창출 및 혁신
을 촉진하기 위해 빅토리아주의 화·TV·멀티미
디어산업을 지원하고 전략 수립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다. 조례에의한필름빅토리아의기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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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오픈세트 지원 현황

지역 제목 개봉연도
투입비용(백만원) 비고

지자체 세트제작비 총제작비

청송 봄,여름, 가을, 겨울그리고봄 2003 175 350 1,000 철거

예천 나의결혼원정기 2005 65 N.A 3,000 -

문경
태조왕건 00.4~02.2 430 3,348 50,000 KBS관리

연개소문 2006 6,000 N.A N.A 예상투자액

안동 태조왕건 00.4~02.2 4,000 4,000 50,000 KBS관리

상주
상도 01.10~02.4 200 N.A N.A

대장금 03.9~04.3 783 N.A 12,000

자료: 옥성수, 2005, 27-29.



다음과 같다 : 첫째, 빅토리아주의 화·TV·멀티
미디어산업에 재정적 지원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하는
것, 둘째, 어떤 화나 TV 혹은멀티미디어프로젝트
를 위해 빅토리아주의 로케이션 활용을 촉진하고 빅
토리아주내의 서비스 이용을 촉진하는 것, 셋째, 
화 혹은 스크린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거
나보여지거나논의되는곳에서페스티발, 컨퍼런스,
출판이나 전시회를 포함하는 활동이나 이와 관련있
는조직에재정적지원을제공하는것, 넷째, 화·
TV·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관계
(relationships)를구축·촉진하는것, 다섯째, 빅토리
아주의 화·TV·멀티미디어산업에게 리더십을 제
공하는것, 여섯째, 빅토리아주의 화·TV·멀티미
디어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 전략계획을 수립하
는것, 일곱째, 빅토리아주의 화·TV·멀티미디어
산업과 관련된 사항들을 의회에 건의하기, 여덟째,
빅토리아주의 화·TV·멀티미디어산업을 육성하
기 위해 정부기관을 포함하는 기타 조직들과 파트너
십관계를구축하기(필름빅토리아홈페이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름 빅토리아는

사무국(Business Affairs), 멜버른 필름오피스
(Melbourne Film Office)와 산업개발·투자실
(Industry Development and Investment: IDI)을 두
고 있다. 사무국에서는 조직의 재정, 법률서비스, 공
제, 행정, 인적자원/급료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며,
멜버른 필름오피스는 마케팅, 제작유치, 제작·정책
조정업무를담당하며, 산업개발·투자실(IDI)은 디지
털미디어펀드(Digital Media Fund)와 산업·관객개
발프로그램(Industry and Audience Development)11)

등 빅토리아주의 화·TV·디지털미디어 프로젝트
개발과창조적팀의전문적향상과관련된역할을수
행한다(Film Victoria, 2005, 3).
이중 멜버른 필름오피스는 빅토리아주를 국내와

세계에서 세계수준급의 제작 목적지로 홍보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멜버른 필름오피스는 빅토리아주
에서 이루어지는 화제작 및 후반작업에 전통적인
상위원회가지원하는서비스를제공한다. 즉, 로케

이션분석과사전답사, 제작진에의접근성, 고난이도
의촬 장면, 여행및비자정보, 화친화적정책촉
진 등의 지원을 행한다. 필름 빅토리아는 멜버른 필
름오피스로하여금이러한 상위원회다운서비스를
지원하게하고, 이를통해고용을증대시키고종사자
의 기술과 경험을 향상시키고, 경제활동을 유발하고
자 한다. 제작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로는 제작투자유
치기금(Production Investment Attraction Fund :

PIAF)과 빅토리아 화로케이션지원기금(Regional

Victoria Film Location Assistance Fund : RLAF)이
있으며, PIAF는 총제작비의 최소 70%를 빅토리아주
에서지출하고최소 350만호주달러를빅토리아주에
서 지출하는 화제작에 해당하는 인센티브 제도이
며, RLAF는최소 5일이상동안촬 을위해메트로폴
리탄 멜버른 지역 밖에서의 로케이션을 고려하는 프
로젝트를 대상으로 프로젝트당 10만 호주달러 미만
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이다(AusFilm 홈페이지).
2005년에는 총 14개의 프로젝트가 PIAF와 RLAF의
지원을 받았으며 이는 전년에 비해 8개가 증가한 수
치이다(Film Victoria, 2005, 30).12)

한편, 필름 빅토리아는 원활하면서도 적극적인 업
무추진을 위해 PIAF·RLAF 위원회, 드라마개발평가
패널(Drama Development Assessment Panel), 다큐
멘터리개발평가패널(Documentary Development

Assessment Panel), 전문개발평가패널(Professional

Development Assessment Panel), 산업·관객개발
평가패널(Industry & Audience Development

Assessment Panel), 산업개발·투자평가·자문위원
회(Industry Development & Investment Evaluation

and Advisory Committee), 산업개발·투자 신용위
원회(Industry Development & Investment Credit

Committee), 디지털미디어펀드 평가·자문위원회
(Digital Media Fund Evaluation and Advisory

Committee), 디지털미디어펀드 평가패널(Digital

Media Fund Assessment Panel) 등의 다양한위원회
를운 하고있다(필름빅토리아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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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홋카이도로케이션서비스(Hokkaido
Location Service)
홋카이도는시원한여름, 대지가눈에뒤덮힌겨울

등 특색 있는 기후풍토, 풍요로운 자연환경 등 상
자원이빼어나지금까지‘행복의노란손수건（幸福の
黃色いハンカチ）’, ‘북국으로부터（北の國から）’, 또
한 최근에는 화‘철도원’, 아침연속TV드라마‘은
방울꽃(すずらん)’등 화 및 TV드라마의 무대로서
수많은 로케이션이 행해졌다(홋카이도 로케이션 서
비스 홈페이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와이 순지
감독의 화‘러브 레터(1996)’의 촬 장소로 널리
알려져있다.
홋카이도에서는 2001년 홋카이도를 무대로 하는
화 및 TV드라마 등의 로케이션 유치를 보다 한층

강화하기위해촬 에협력하는지역및시설의정보
를 제공하기도 하고, 철도 및 공공시설의 사용허가
수속을 지원하기도 하는 등 상위원회의 기능을 수
행하는「홋카이도로케이션서비스」를설치하고, 「홋
카이도로케이션유치추진사업」에 몰두하고 있다. 그
리고 홋카이도내의 촬 장소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숙박시설· 상관련사업자등로케이션관련정보의
제공, 홋카이도 소유 시설의 촬 에 관한 상담과 촬

허가신청접수및조정, 홋카이도내에소재하는시
정촌(市町村) 등공공시설촬 에관한정보제공, 경
찰서·소방서에서의 촬 허가 수속에 관한 정보 제
공, 그외촬 에관한개별상담및협력등의사업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홋카이도 로케이션 서비스 홈페
이지).

2006년홋카이도로케이션서비스에서는로케이션
정보의발신·PR, 스탭등에의지원과같은로케이션
유치확대사업과로케이션을원활하게진행하기위한
시스템을만들기위한로케이션환경만들기사업을추
진하고 있다. 특히, 로케이션 환경만들기를 위해 홋
카이도필름커미션포럼을 운 하고 전국필름커미션
연락협의회에참가하고있다. 홋카이도필름커미션포
럼은 홋카이도내에서의 로케이션 지원 등과 관련되
는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상위원회, 관계기관, 
상관련기업체등관련기관간정보제공및의견교환
을 위해 운 되고 있다. 홋카이도필름커미션포럼은
홋카이도내에서의 로케이션 지원네트워크 구축, 로
케이션 정보제공시스템 정비, 로케이션 지원방식에
대한 의견교환을 위해 행정기관(홋카이도개발국, 홋
카이도운수국, 홋카이도경제산업국, 홋카이도 본청
과 지청, 필름커미션을 설립했거나 검토 중인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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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홋카이도 로케이션 서비스의 로케이션 유치 추진사업

구분 사업개요 내용

자료: 홋카이도로케이션서비스홈페이지

제작자측의 로케이션 촬 에 대한 동기 및
관심을 유인하기 위한 상정보를 홈페이
지등의정보매체를통해세계를향해발신
함으로써로케이션유치건수확대

제작자측의개별의뢰및조회에대해현지
정보및숙박, 교통에관한각종정보를제
공함과함께필요에따라제작스탭등의조
사에 있어서 현지안내, 설명 등을 시정촌
등과함께실시

민간·시정촌·홋카이도가 연계하여 로케
이션 촬 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제도
및네트워크구축

` 상제작자등에의 PR

` 로케이션유치를위한홈페이지운 ·갱신
- 로케이션라이브러리의충실
- 로케이션관련정보갱신

` 팜플렛등제작

` 로케이션유치에관한종합적창구기능
` 사진, 자료등에의한로케이션정보제공
` 제작자측과시정촌등의연결조정, 현지
대응등

` 각종규제등에관한원스톱서비스제공

` 로케이션촬 을원활하게진행하기위한
네트워크구축

` 전국필름커미션연락협의회참가

로케이션
유치확대

로케이션
환경만들기

원활한
로케이션을위한
시스템구축

로케이션
정보의
발신·PR

제작스탭
등에의지원



촌)과 경제·관광·문화 등과 관련있는 민간기관(홋
카이도경제연합회, 홋카이도상공회의소연합회, 홋카
이도상공회연합회, 삿포로상공회의소, 홋카이도관광
연맹, 문화재단)을 비롯하여 화제실행위원회사무
국, 상관련사업자 및 기타 필름커미션에 관심있는
단체등을참가시키고있다.
홋카이도로케이션서비스의로케이션유치성과로

써 2002년~2004년까지 3년간촬 지원에대한문의
건수와 촬 완료건수를 살펴보면, 문의건수와 촬
완료건수 모두 2003년에는 증가하다가 2004년에는
다시감소하 으며, 2004년은 2002년보다적은건수
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문의건수는 503

건, 촬 완료건수는 243건으로, 약 50%가량의 로케
이션유치성공율을보이고있다.
선진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 상위원회

는 단순히 로케이션 유치 및 로케이션 유치를 위한
지원서비스와 지원금 제공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
라 촬 완료된 상물에 대한 홍보 지원, 상물 개
발 및 제작 지원금 지원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사
업도함께수행하고있다. 왜냐하면 상물이인기를
끌어야만로케이션유치로인한관광및기타연관산
업에의 향이 클 것이고, 지역을 국내 및 세계적인
상로케이션 장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단순 로케

이션 유치가 아닌 관련 상산업을 육성하고 국내외
로 지역로케이션 및 상산업에 대한 정보를 발신해
야하기때문이다.

5. 결론

최근 지역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상로케이션산업
을 채택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주된 방법이 세트장 건립, 상위원회 설립, 화제
개최등이다. 특히지방자치단체는그성과가단기간
에 드러나지만 장기간의 성과는 보장하지 못하는 세
트장 건립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 여러 가지 문
제가 나타나고 있다. 경북의 경우, 전통문화유산 및
수려한 자연경관을 토대로 상로케이션 유치를 위
해 2006년 경북 상위원회를 설립하 으며, 로케이
션 헌팅투어 및 로케이션 사진공모전 등을 시행하고
있다.
지속적인 상로케이션유치를위해서는 상로케

이션 유치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
과 함께 관련 기관 및 주체의 연계를 촉진하고 상
로케이션 지원의 의의 및 지역의 제작협력의 이점에
대해 지역주민 및 관계자 등 지역내 관련 주체들의
공통된 이해를 얻는 등 지역의 지원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북의 상로케이션 유치기
관인 경북 상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정립이
우선되어야할것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경북
상위원회를 중심으로 경북 상로케이션산업을 활성
화하기위한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먼저, 경북 상위원회는 전통적인 상위원회의

역할을 뛰어넘어 지역 상산업 육성 및 상문화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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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홋카이도 로케이션 서비스의 로케이션 지원현황
(단위 : 건)

구분
2002 2003 2004 합계

문의 촬 완료 문의 촬 완료 문의 촬 완료 문의 촬 완료

화 20 4 15 8 16 8 62 22

TV프로그램 71 44 74 35 54 32 227 129

CM·스틸등 48 20 60 27 59 23 198 87

기타 3 1 5 2 6 2 16 5

합계 142 69 157 72 135 65 503 243

주：각연도별수치는그해 4월 1일부터다음해 3월 31일까지수치임.
자료：홋카이도로케이션서비스홈페이지



달 등의 보다 폭넓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전통적
인 상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것은, 화, 드라마, 광
고, 뮤직비디오 등 상물 촬 과정에 따라 사전조
정, 전제작, 촬 , 촬 종료후의각단계에적합한서
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상물 촬 을 유치하는 것을
말하며(그림 3. 참조), 이처럼 로케이션 서비스를 원
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상위원회는 로케이션 협력
시설리스트,13) 로케이션관련기업리스트14) 및 엑스
트라리스트15) 등을작성하고, 이지원서비스리스트
에올라간기관, 기업, 상제작관련 인력등과의네
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북 상위원회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상위원회는 관련 지원기관
을 중심으로 지원협의회를 구성·운 하고 있으나,
이들 지원기관의 자발적 참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
다. 따라서 관련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상산업 및
상로케이션산업에 대한 인식 제고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워크숍및연수프로그램 운 , 지원
기관으로 구성된‘경북 상로케이션포럼’운 등의
사업을수행해야할것이다.
그리고경북 상위원회는 상위원회의주요목적

인 화, 드라마, 광고, 뮤직비디오등 상물의로케
이션 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해 로케이션 헌팅투어16)

등 국내외의 상물 제작자에게 촬 장소로서의 경

북의 매력을 PR하고 있고, 로케이션 상DB를 구축
하여 이에 기초한 홈페이지를 구축·운 하고 있으
며, 지역의촬 소재를모은사진집이나팜플렛등의
홍보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그러나 경북 상
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로케이션 헌팅투어의 경우,
경북 상위원회에서 직접 투어를 행하기 때문에 많
지 않은 인력을 보유한 경북 상위원회는 헌팅투어
를 실시하는 동안에는 모든 업무가 마비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정해진 시간과 루트를 돌기 때
문에 로케이션 매니저들의 스케줄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로케이션 매니저들이 필요로 하는 로케
이션장소를제공할수없는한계가있다. 따라서로
케이션 매니저들이 직접 촬 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자금17)을 지원하고, 이들이 찾아낸 로케이션 장소를
DB화함으로써 추후의 활용가능성을 제고하면서 경
북 상위원회의업무효율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
둘째, 화, 드라마 등의 상물 로케이션에 관한

지역내 협력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
역의 행정·기업·시민 등 각계각층의 로케이션 협
력에 대한 폭넓은 이해는 지역민의 엑스트라 동원을
용이하게 하고 지역내에서 촬 된 화에 대해 지역
민의 적극적 홍보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촬 으로인한지역에대한갑작스런관심은관광

경북 상로케이션산업 활성화방안 129

그림 3. 상물 제작과정별 상위원회(Film Commission)의 지원서비스

자료: 日本觀光協會, 2004, 2-122 ~ 2-125를도식화



객 증가를 가져오나 지역주민의 관광객에 대한 낮은
서비스수준은촬 지의이미지를훼손시키고관광객
의 만족도를 저하시키기 때문에 지역내 협력분위기
는 매우 중요하다.18) 따라서 지역주민의 상로케이
션및 상관광의경제적·사회문화적·환경적파급
효과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지역민이나 지역내
아마추어 인력을 대상으로 로케이션 공모전을 개최
하거나 작품기부운동을 실시하고, 지역민의 자원봉
사엑스트라출연등 상물촬 체험프로그램을운
함으로써 지역민들로 하여금 로케이션 장소 발굴

유도와 함께 지역민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한다. 이는 경북 상위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
역 상위원회가 그 조직규모가 작아 로케이션 지원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상위원회의 효율적 운
에도기여할수있을것이다. 그리고경북 상위원

회, 경북북부 상미디어센터 등 상관련 기관뿐만
아니라도서관, 전시관등기타문화시설에서도지역
민이 상물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

발·운 하고, 나아가 지역내에서 상물를 만들고
향유할 수 있는 층을 확보하기 위해 휴대폰 동 상,
UCC 동 상19) 등 초단편 상물이나 사진 등의 공모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로케이션 장소 발굴과 함께 사
진및 상관광을촉진시킨다.
셋째, 상로케이션관련인력을양성하고관련기

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상친화적 제도적 기반
을구축해야한다. 몇몇지역에서는 상위원회설립
및 로케이션 유치활동이 지역 상산업 진흥으로 이
어지기도하고, 지역에서의 상산업및 상관련인
재육성이 로케이션 장소로서의 우위성을 높이고 있
다. 예를들어, 전주의경우 화‘이것이법이다’촬
을계기로보조연기조합 2개업체가설립되어전문

업체로 활동하고 있으며(전주 상위원회, 2002, 11),
미국 유타주에서는 각본가에 대한 개발자금 원조 등
을행하고, 실시하던 화제를젊은이의등용문이되
는 화제로 발전시킨 결과, 상기술자가 유타주로
이주하고, 촬 을지원하는산업의창업이증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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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경북 상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상로케이션 지원환경 구축방향



대학의 상학과및전문과정이증가하는등산업및
문화의진흥으로연결되고있다(日本觀光協會, 2004,
2-127~2-128). 이처럼 지역에서의 상산업 및
상관련 인재육성이 로케이션 장소로서의 우위성을
높여주므로, 상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지
역내 로케이션 유치를 촉진하는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상물의 배경은 시나리오 상에서 결정되어지
므로, 시나리오 기획단계에서부터 지역이미지와 부
합되는 스토리라인을 구성하기 위해서 시나리오 작
가를 양성하고, 제작지원 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함으
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고품질의 제작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화제작관련 학과를 개설하거나 유
사 학과내에 상물 제작과 관련된 커리큘럼을 보강
하며, 경북 상위원회나 경북북부미디어센터로 하여
금 화제작아카데미를 운 하도록 한다. 이처럼
상관련기업의창업및유치에비해상대적으로용이
한, 지역내 상전문인력양성과지역외인력의지역
내 이주를 촉진하도록 한다. 이러한 인력의 집중은
로케이션유치를용이하게하고, 로케이션유치는
상관련산업및문화의진흥으로연결된다.
또한, 지역내 상관련 기업의 육성은 상로케이

션 유치를 촉진시킨다. 상산업의 선제작-제작-후
제작에이르는가치사슬상에서필요한다양한서비스
를지원하는, 기획회사, 예능프로덕션, 상프로덕션,
촬 스튜디오, 녹음스튜디오, 포스트프로덕션, CG현
상소, 미술회사, 특수기계회사, 기자재렌탈회사, 차량
/공중촬 업체, 현상소등다양한관련기업의육성은
상로케이션유치에있어지역의경쟁력을제고시킨

다. 그러나, 경북의 상산업은 상물제작보다는
상물소비위주의산업구조를지니고있고, 이는 상
로케이션유치에걸림돌로작용할수있다. 따라서
상관련기업의창업및유치와지역관련업체의역량
을강화하기위한, 상친화적인제도적기반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제도적기반으로는인센티브부여,
창작및제작지원, 홍보지원등을들수있다. 즉, 경
북 상위원회는 경북도, 23개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
계하여 지역내에서 촬 을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세

금감면및면제등의인센티브를부여하는정책을수
립·시행하고, 경북을 배경으로 하는 시나리오 창작
및 상물제작지원, CF, 뮤직비디오등소규모 상
물제작지원등을통해지역제작업체의역량을강화
시킨다. 또한, 지역에서촬 된 상물의성공은관람
객의지역에대한이미지제고및지역내로의방문으
로이어지므로, 상물홍보를지원한다. 그러나홍보
물에 지역내 촬 지에 대한 홍보를 삽입하는 조건으
로, 홍보비를지원해야할것이다.
넷째, 상로케이션 유치가 지역에 미치는 향이

증대하면서,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상관광의 중요
성도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상로케이션 장소로서
의지역이미지를강화시키는 상관광을촉진시켜야
한다. 상관광은지역이미지및지역마케팅등에있
어유용한도구로써, 잠재적방문객에게현재의이미
지를 강화하거나 부정적 이미지를 대체하는 새로운
이미지를구축할수있다. 상물에소개되는관광매
력물은 그 나름의 이미지를 형성하여 시청자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상물에 소개되는 관
광매력물을 찾아가게 된다. 즉, 상물의 배경
(settings)과 스토리라인이 얼마나 잘 엮어졌느냐에
따라촬 지의관광매력물로서의매력도가달라진다
(Beeton, 2005, 24-25). 따라서시나리오기획단계에
서부터 지역의 이미지를 잘 배합시켜 줌으로써 지역
으로의 로케이션 유치를 촉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나리오 창작자들이 지역을 배경으로 한 작품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로케이션
매니저뿐만 아니라 시나리오 작가를 대상으로 한 팸
투어를 개최하고, 지역배경의 시나리오 개발비를 지
원해야한다. 또한, 제작 예정인국내외 상물에 대
한 정보를 수집하여 지역이미지와 부합되는 상물
에한해촬 및제작을지원해야한다.20)

그리고인쇄물및인터넷으로볼수있는 화지도
(movie map)는 화 및 TV시리즈 자체를 홍보하면
서 이들 상물이 촬 된 목적지를 홍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홍보도구이다(Beeton, 2005, 62).21) 따
라서 다양한 도구를 활용한 화지도를 제작할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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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제작배급사의 상물 홍보물에 촬 지에 대
한 홍보를 삽입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디카와 함께 하는 드라마’여행프로그램의 개
발·운 , 사진 공모전 개최 등을 로케이션 장소 발
굴 및 사진관광(photographic tourism)을 활성화하
고, 지역을 어필하기 위해 화개봉 이벤트, 화관
련전시회등의이벤트를실시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상로케이션 유치방법으로 가

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세트장 건립비 지원으로, 
상로케이션과관련하여촬 지의이미지형성이나장
소마케팅, 로케이션관련 기업의 창업 및 유치, 상
산업단지 조성 등에 대한 관심이 뒤떨어지고 있다.
로케이션 장소 활용에 있어서 사이트가 아닌 대규모
로케이션 촬 장(세트장)의 경우 전국에 약 30개 가
량의 세트장이 운 중에 있다. 그러나, 소폭이나마
수익을 올리고 있는 세트장은 몇 손가락 안에 들 정
도이며, 이것도현재 상물이촬 중에있기때문이
라할수있다. 따라서세트장건립시에는관광상품
으로의 활용방법에 대해 장기적 계획을 먼저 수립할
필요가있으며, 상위원회는세트장유치에대한사
업성뿐만 아니라 장기적 세트장 활용방안에 대한 검
토를 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세트장
의 경우 지속적으로 촬 이 가능하면서 이후 촬 지
의 관광지화를 고려하여 촬 지를 건립하고 관리해
야할것이다. 이를위해촬 도중보다는촬 이후
상물로 인한 유인력이 떨어지고 난 후의 관리운

방안과, 화보다는 상 효과가 상대적으로 장기간
에걸쳐나타나는드라마에초점을두고건립할필요
가 있다. 또한, 촬 현장 개방과 관련하여 촬 현장
탐방을 위한 행동지침을 마련하여 촬 에 방해되지
않으면서 촬 현장을 탐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하고, 사전접수에한해촬 장관람객을대상으로엑
스트라출연기회를제공하는것도고려해야할것이
다. 그리고 세트장에서 촬 된 상물을 관람하거나
장면 재현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고, 상물에
대한안내책자배포및출연배우들의사인전시등도
함께행한다면세트장이아닌, 상물이촬 된스팟

(spot) 촬 지에대한매력을보다제고할수있을것
이며, 이는스팟촬 지로의관광을유인하는계기가
된다. 또한 상물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예를 들
어, 주인공의 성장경로를 따라 인물 및 화 이해하
기, 주인공과 함께 하는 여행 등) 및 교육체험프로그
램(예를 들어, 시대극 세트장인 경우 그 시대의 건축
이나생활상을체험할수있는교육과놀이가융합된
프로그램) 등을개발해야한다.
결론적으로, 경북 상위원회는경북지역에서지속

적으로 상로케이션을유치하기위한지원환경만들
기에 초점을 두면서 경북 상로케이션 유치 촉진에
머물지 않고 상로케이션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거
점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위원
회의 전통적 역할인 로케이션 관련 서비스 제공, 
상로케이션에 필요한 로케이션 관련 시설 및 업체,
제작인력, 지역주민(자원봉사자, 엑스트라 등) 등에
대한 DB 구축 및 이력 축적, 그리고 이들 관련 기관
간협력네트워크구축이외에도전문인력양성및기
업유치, 상친화적 제도적기반구축, 지역내협력
분위기 창출, 상관광 촉진, 지역 상문화 창달 등
의역할을수행해야한다.

주

1)  화산업의 부가가치율은 전기전자기기(27.3%), 자동차

(22.6%), 일반기계(30.7%)에비해훨신높은 41.4%에달

한다(최봉현외, 2005, 127).

2)  전국지방자치단체를대상으로세트장현황을조사한결

과 28개 시·군에 35개 세트장이 건립되어 이중 4개는

폐쇄또는철거되었으며, 충북단양군과 동군, 경기용

인시, 전북김제시등 4곳에선세트장건립을추진중에

있다(세계일보 2006. 9. 18.).

3)  현재 건립이완료된 35개세트장중에서방송사나제작

사에서 자체 건립한 6개를 제외한, 29개 세트장에는 지

방비 및 국비가 730여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이중 전남

완도군‘해신’세트장과경남합천의‘ 상테마파크’등

5곳만소폭의흑자를기록하고있을뿐대부분운 적자

에허덕이고있다. 또한세트장건립과정에서불법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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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른제작사관계자와공무원이무더기로사법처리되는

일도잇따르고있다(세계일보 2006. 9. 18.)

4)  2006년 현재 부산, 전주, 서울, 전남, 제주, 대전, 광주,

청풍, 경기, 경북에 상위원회가설립되어있으며, 대구

는현재경북 상위원회와통합운 하는방향으로대구

상위원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경북 상위원회 사무

국장).

5)  상진흥기본법 제2조에 의하면, “ 상산업”은 상물

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및그기술을말하고, “ 상물”은연속적인 상이

필름, 테이프, 디스크, 기타 유형물에 고정되어 그 상

을기계또는전자장치에의하여재생하여보고들을수

있거나송·수신할수있는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의한

것을제외한다)를말한다.

6)  2005문화산업통계에 의하면, 화산업은 화 및 비디

오제작업(일반 화제작, 비디오/DVD 제작, 광고 화

및비디오/DVD 제작, 인터넷 화제작, 모바일 화제

작), 화및비디오제작관련서비스업, 기록매체복제

업(비디오/DVD물복제), 화및비디오물배급및유통

업( 화배급및마케팅·홍보, 비디오/DVD 유통, 비디

오/DVD물 도매, 비디오/DVD물 소매, 비디오/DVD물

임대), 화및비디오/DVD물상 업( 화관운 , 비디

오/DVD물 감상실 운 ), 온라인 유통업(인터넷 화 서

비스업, 모바일 화 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문화관광

부, 2005).

7)  2005문화산업통계에 의하면, 화산업은 화 및 비디

오제작업(일반 화제작, 비디오/DVD 제작, 광고 화

및비디오/DVD 제작, 인터넷 화제작, 모바일 화제

작), 화및비디오제작관련서비스업, 기록매체복제

업(비디오/DVD물복제), 화및비디오물배급및유통

업( 화배급및마케팅·홍보, 비디오/DVD 유통, 비디

오/DVD물 도매, 비디오/DVD물 소매, 비디오/DVD물

임대), 화및비디오/DVD물상 업( 화관운 , 비디

오/DVD물 감상실 운 ), 온라인 유통업(인터넷 화 서

비스업, 모바일 화 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문화관광

부, 2005).

8)  멜 깁슨이주 한 화‘브레이브하트(Brave Heart)’는

스코틀랜드의전설적 웅인왈라스를그렸으며, 관광객

들은 왈라스의 동상이 서있는 스코틀랜드 스티얼링

(Stirling)을찾고있다. 화상 후관광객수는 3배로증

가 다. 그러나 실제 화의 대부분은 아일랜드와 스코

틀랜드의다른지역에서촬 되었고, 스티얼링근처에서

촬 된것은전혀없다(Beeton, 2005, 58-60).

9)  2007년 2월현재 2006년 9월과 11월에총 2차례의투어

를실시하 으며, 총참가자수는 65명에이른다. 경북로

케이션사진공모전은 2006년 11월 24일에서 12월 23일

까지실시하 으며, 총 31명이 500여점을출품하 다(경

북 상위원회내부자료).

10)  대구경북독립 화협회는 2000년 3월지역 상제작활

성화라는취지하에대구독립 화협회로출범하여현재

대구경북독립 화협회로재출범한상태이다. 대구단편

화제와 대구 화포럼의 개최, 화·애니메이션 아

카데미의개최, 독립 화정기상 회개최, 독립 화축

제 개최, 각 지역별 독립 화협회와의 연대 등의 활동

을하고있다. 특히, 2006년현재 7회째를맞이하고있

는대구단편 화제는지역 화제로서의성격을분명히

하기 위해 본선경쟁부문과 함께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Apple cinema부문을두고있으며, 작가들의자유투

표에의해수상작들을선정하고있다.

11)  디지털미디어펀드는 빅토리아주에서 새로운 미디어산

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콘텐츠 창작자, 온라인방송관계

자, 제작사와 일하고, 산업·관객개발프로그램은 지역

의 화·TV 종사자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실질적으로

관객과의상호작용과평가를촉진시킨다(Film Victoria,

2005, 24).

12)  PIAF와 RLAF를 통해 지원받은 프로젝트는 Charlotte’s

Web(PIAF와 RLAF), Ghost Rider(PIAF), The Last

Valley(RLAF), Little Oberon(RLAF), Macbeth(RLAF),

Mortified(PIAF 후반제작보조금), Puppy(RLAF), Riding

Alone(PIAF 후반제작보조금), Riot or Revolution

(RLAF), Salaam Namaste(RLAF), Seven Swords(PIAF

후반제작보조금), X-Factor(PIAF), Nightmares and

Dreamscapes(PIAF), Caterpillar Wish(PAIF 후반제작

보조금)의총 14개이다(Film Victoria, 2005, 30). 

13)  상위원회는제작자상담에대응할수있도록행정및

민간기관에게촬 협력이가능한시설을등록해줄것

을 요청하고, 로케이션 협력시설 리스트에는 협력시설

개요뿐만아니라협력시설의협력내용도명시한다.

14)  상위원회는제작자요청에대응할수있도록촬 스

튜디오, 현상소, 대도구, 소도구, 조명, 음성, 메이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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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레스토랑, 렌트카, 창고임대, 인력파견등로케이

션과관련된기업의리스트를작성하고리스트에는기

업의개요및주요업무를명시한다. 

15)  넓게는 일반시민에서 자원봉사자에 의한 엑스트라 등

을등록시키고리스트를작성한다.

16)  화 및 드라마 제작팀 중 장소섭외자(location

managers)를대상으로하는경북내로케이션장소에대

한사전마케팅으로써, 경북 상위원회에서는로케이션

헌팅투어를실시하고있다. 2006년에는 2회에걸쳐실

시하 다(경북 상위원회운 위원장).

17)  일본의 지역 상위원회 중의 하나인 고베 필름오피스

에서는‘로케이션 스카우팅 지원 기금(Location

Scouting Aid Fund)’을 통해 화 및 TV 제작자들이

직접 고베시를 둘러보고 촬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제공하고있다. 이프로그램은로케이션확보에

필요한자금을실질적으로보조해주고있어제작자들

로부터환 받고있다. ‘로케이션스카우팅지원기금’

의지원대상은일본이외국가출신으로, 제작자, 감독,

조감독, 촬 감독, 미술감독등 화나 TV 드라마제작

의핵심멤버로서고베필름오피스에서적합하다고판

정하는사람으로, 프로젝트당 3명으로제한한다. 지원

금은고베시로오고가는데에필요한교통비와숙박비

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코노미 클래스의 왕복 항

공권과 1박당 1만엔(미화 80달러)씩 3박에해당하는호

텔비용(숙박비만 해당)을 지급한다(서울 상위원회,

2004, 77).

18)  상관광의 대표적 실패사례로 알렉스 헤일리(Alex

Haley) 원작의 미니시리즈‘뿌리(Roots)’의 배경이 되

는아프리카마을 Juffure를들수있다. 관광객들은마

을을 방문하기 시작했고, 잠비아의 관광산업은‘뿌리’

의 성공으로 농업에 이어 2번째 산업으로 성장하 다.

그러나가난한마을주민들은아직일어나지않은멋진

미래에 대한 약속에 환멸과 분노를 느꼈다. 그들은 헤

일리와다른사람들이행운을쫓아내고있고재정적·

사회적으로 그들이 받은 대가가 없다고 느꼈고, 이는

마을사람들의 관광객과 뿌리붐에 대한 분노를 낳았다

(Beeton, 2005, 30). 이러한마을사람들의분노는관광

객들의만족을저하시키는결과를낳는다.

19)  UCC는 User Created Contents의 약자로 이용자가 직

접만든동 상등의콘텐츠를말한다.

20)  이 점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대부분

의 상위원회에서는 지역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그

려지는 상물에대한지원을무조건거부하는경향이

있다. 이는 지역마케팅 측면에서는 적합할지 모르나,

장기적 관점에서 상산업의 메카로서의 위상을 정립

하는 데에는 장애가 될 것이다. 초특급 여객선이 침몰

하는이야기임에도불구하고크루즈산업의활황을가져

온 화‘타이타닉(Titanic)’의경우처럼부정적이미지

를그린다할지라도사람들을매료시키는경우도있다.

따라서가상의지명을사용하도록유도한다면지역마케

팅에있어서부정적효과를최소화할수있을것이다.

21)  ‘반지의 제왕’의 경우, 로케이션 가이드북이 2002년 2

번출간되었고 2003년에는 2판이나오기전에 3번출간

되기도 했다. 그리고 여행일기책(Travel Diary)도 나왔

다(Beeton, 2005,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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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Recently, local government has adopted the film location as the strategies for regional
development and has established local film commissions for facilitating the film location. The film
locations in Gyeongbuk have been grown gradually since Taejo Wang Geon, TV series was filmed
in KBS on-location set of Mungyeong, and the government of Gyeongbuk established the
Geeongbuk film commission in 2006. However, the film locations in Gyeongbuk are confined to
filming some products in Gyeongbuk, and there’s few film-related firms in Gyeongbuk.
Furthermore, the film industries in Gyeongbuk is consumption-led and the capability of film-related
firms is still weak. Therefore, Gyoengbuk film commission should play the wide roles, making the
film-friendly institutions, creating local atmosphere of collaboration, fostering film-induced tourism,
and maturing local film culture, as well as the general roles of film commission, offering the film
location services, database services and net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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