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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인 영상전문투자조합이 한국영화 제작자본 조달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였
다. 영상전문투자조합 정책은 1999년 중소기업청과 2000년 영화진흥위원회의 출자로 시작되었고, 이후 한국
영화 제작비뿐만 아니라 문화산업 분야의 창업 초기기업과 프로젝트의 중요한 자본조달 구조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한국 영화산업의 관점에서 영상전문투자조합의 정책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기관별, 시기별
로 산개해 있어서 일관적인 지표를 산출하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해당 기관들의 자료를 재구성하여 
1999∼2017년까지 공적 출자를 통해 결성된 영상전문투자조합의 신규 결성규모, 공공 출자비율, 한국영화 
투자편수 및 투자금액, 공공 출자금 및 결성액 대비 투자승수, 청산조합 수익률 등의 지표를 산출하였다. 이를 
통해 영상전문투자조합 정책이 한국 영화산업의 성장에 기여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초적인 토대를 제공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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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valuates the extent to which the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policy, the Audio-visual 
investment fund, contributed to raising capital for Korean films. Audio-visual investment fund in the 
Korean film industry, which has been formed through the public sector support since 1999. The 
Audio-visual investment fund is a leading financial support policy for the Korean film industry, and 
began with the investment of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nd the Korean Film 
Council. It has become an important source of Korean film production costs and has spread to other 
cultural industry sectors, as a way of capital procurement for a start-up companies and cultural projects. 
This study reconstruct the data of the organizations such as the size of a new investment fund by 
public sector, the ratio of public capital contribution, the amount and number of investment in Korean 
films, investment multiplier compared to equity investment, and the internal return rate(IRR) of 
liquidation funds in the Korean film capital market from 1999 to 2017. The purpose of this project was 
to provide the basis for assessing the achievements of the Audio-visual investment fund policy in 
contributing to the growth of the film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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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국 영화산업에서 영상전문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
을 통한 금융지원 정책은 다른 문화산업 분야보다 조기
에 시작되었다. 1999년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에 이
어서 2000년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투자조합 
출자사업을 시작하면서, 투자조합은 지난 20년 동안 한
국영화 제작비의 중요한 재원이자 자본조달 구조로 기
능하였다. 국내에서 금융자본은 1990년대 중반부터 IT
산업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였고 정부는 투자조
합을 통해 금융자본이 각 분야에서 안정적인 역할을 하
도록 정책체계를 구현하고자 했다. 

2003년을 기점으로 국내 벤처캐피탈 시장에 국민연
금 등의 기관투자자가 참여하였고 정부의 벤처 활성화 
정책이 맞물리면서 벤처캐피탈 회사의 투자방식이 투
자조합을 중심으로 전환되었다[1]. 이에 정부는 2005
년 모태조합(fund of funds)을 결성하여 각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진행하던 유사 사업을 통
합 관리하기 시작했다. 모태조합은 기업이나 프로젝트
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에 개별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를 
의미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한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상의 ‘중소기업모태조합’으로서 정책 목적에 부
합하는 벤처캐피탈 펀드(투자조합)에 출자하는 상위 펀
드를 의미한다. 

모태조합이 신설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는 2006년 모태조합 내 문화계정을 신설하여 문화산업
에 투자하는 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도록 하였다. 문화
산업은 「문화산업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상
품의 기획,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소비 등과 이에 관련
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영화, 비디오물, 음악, 
게임, 출판, 영상물, 만화, 애니메이션, 디지털콘텐츠 등
을 포함하고 있다. 나아가 2010년에는 영진위 투자조
합 출자사업도 모태조합 영화계정을 신설하여 관리조
직이 통일되었다. 

지난 20년간 국내에서 활동하는 벤처캐피탈 자본이 
결성한 투자조합의 누적 결성 규모는 20조 이상이며, 
이 중 79.2%는 모태조합의 공적 출자를 통해 결성되고 
있다[2]. 영화산업의 성장 동력에는 대기 자본의 크기와 
정책을 비롯한 법, 제도적 환경이 주요한 영향을 미친

다[3]. 투자조합은 5∼7년의 존속기간 동안 조합의 출
자금이 산업 내에서 반복적인 투자와 회수를 거듭하며 
시장에서 선순환할 수 있는 간접투자 지원정책으로 광
범위한 산업 부양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공공출자를 
통한 투자조합 정책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으
로 시작된 이후, 한국영화 제작비 총액에서 투자조합
(순수 민간자본 투자조합 포함) 형태의 조직에서 조달
한 한국영화 제작비 비중은 2001년 12.3%, 2003년 
29.3%, 2006년 이후 30.1%로 증가하고 있다[4]. 그 이
후에는 한국영화의 연간 총제작비 중 약 50% 정도가 
투자조합을 통해 조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투자
조합은 영화제작비를 지원하는 정책수단을 넘어서 영
화산업의 자본조달 구조를 변화시킨 획기적인 정책이
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적 자본의 출자를 통해 결성된 투자조합이 
한국영화의 제작자본 조달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에 
대한 연구성과는 미미하다. 그동안의 연구는 모태조합 
문화계정의 투자재원 확충과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시
행한 보고서 중심의 정책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다
[5-8]. 이외에도 벤처캐피탈의 투자성과를 분석한 연구
와[1][9][10] 정부의 지원정책이 영화산업에 끼친 영향
과 변화를 다룬 연구 등이 있다[11][12]. 그러나 이 연
구들은 모태조합의 문화계정만을 다루거나 금융자본 
자체의 역할과 시장성과에 대한 분석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영화산업의 관점에서 투자조합을 정책적으
로 분석한 연구들도 존재하지만, 영진위 투자조합 출자
사업의 시행과정이나 부분적인 시기의 성과에 제한되
어 있어서 장기간 지속한 금융지원 정책이 영화산업에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못하
고 있다. 

무엇보다 정책 초기에는 영진위와 중기청 등에서 각
각 출자를 통해 투자조합을 구성하였고, 모태조합 결성 
이후에는 투자조합의 관리조직이 통합되면서, 모태조합 
내에도 문화계정과 영화계정에서 각각 투자조합 출자
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역사성에 따라 투
자조합의 결성 및 투자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이 어
려운 상태이다. 한국 영화산업에 끼친 투자조합의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영진위 출자사업이나 모태조합
의 영화계정 또는 문화계정만을 독립적으로 관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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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진위 투자조합 출자사업, 모태조

합 영화계정 및 문화계정의 현황을 종합하여, 정부의 
금융지원 체계가 한국영화 자본조달에 미친 영향 정도
를 측정하고자 한다. 영진위, 문화부, 한국벤처투자, 벤
처캐피탈협회 등의 관계기관이 제공하는 자료는 해당 
기관의 관점에서 다른 기준을 적용한 부분적인 것들이
어서 일관성과 종합성이 부족했다. 이에 각 기관의 자
료를 재구성하여 1999∼2017년까지 공적 출자 투자조
합의 신규 조합 결성 규모, 공공 출자비율, 한국영화 투
자 편수 및 투자금액, 출자금 및 결성액 대비 투자승수, 
청산조합 수익률 등의 지표를 산출하여, 투자조합 정책
이 한국영화 자본조달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고자 한
다.

Ⅱ. 영상전문투자조합의 정책 단계

본 연구는 영상전문투자조합 정책을 정책 단계별로 
정책 형성기, 정책 이행기, 정책 재형성기의 세 시기로 
구분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정책 초기에는 영진위와 중
기청이 업무집행조합원을 각각 선정하여 투자조합을 
결성하여왔으나, 모태조합이 결성된 이후에는 모태조합
의 관리조직인 한국벤처투자를 중심으로 정책이 집행
되고 있다. 주관기관에서 업무집행조합원을 선정하면, 
선정된 업무집행조합원인 창업투자회사를 중심으로 공
적 자본과 민간자본의 출자를 통해 투자조합을 결성하

고, 투자조합에서 개별 영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구조
이다.

단계 1단계: 
정책 형성기

2단계: 
정책 이행기

3단계: 
정책 재형성기

시기 1999∼2004년 2005∼2010년 2011∼현재

관리
조직

중소기업청/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벤처투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벤처투자

표 1. 영상전문투자조합의 정책집행 단계

1단계 정책 형성기는 1999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
으로 영진위와 중기청이 각각 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하
여 조합을 결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던 시기이다. 
1990년대 말 영화계는 삼성, 대우를 비롯하여 영화산
업에 진출한 대기업이 IMF 구제금융 시기를 맞아 철수
하면서 홈비디오 시장과 케이블 창구를 중심으로 형성
되었던 자본조달 구조가 해체되는 위기를 경험하였다. 
이 시기 최우선의 정책과제는 한국영화 제작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신규 자본을 확보하는 것이었다[13]. 1999
년 5월 영화진흥공사에서 민간자율협의체로 출범한 영
진위는 2000년 3월 〔한국영화산업진흥종합계획〕을 수
립하고, 한국영화 제작 활성화를 위해 “투자조합 출자
를 통한 간접투자로 제작자본 확충과 안정화를 유도”한
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1999년 중기청이 출자
한 첫 영상전문투자조합인 무한영상벤처1호가 결성되
었고, 영진위는 2000년부터 투자조합 출자사업을 통해 
영화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목표를 구체화하였다
[13]. 

2단계 정책 이행기는 2005∼2009년까지의 기간이

그림 1. 영상전문투자조합 정책집행 단계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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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태조합이 결성되면서 투자조합의 정책 환경에 중
대한 전환점이 발생하였다. 모태조합 운용사로 한국벤
처투자가 설립되고 중소기업 및 산업기반기금 6천억원, 
정부재정 등 총 1조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되어 2035년
까지 30년간 운용하도록 하였다. 이후 모태조합은 계정
이 다수 신설되어 2019년 현재 10개 정부 부처 및 공
공기관에서 중소기업, 관광, 스포츠, 특허, 문화, 환경, 
교육 등의 계정에서 중소기업과 프로젝트에 활용할 수 
있는 투자조합을 결성하였다[14]. 

3단계 정책 재형성기는 2010년부터 2019년 현재까
지의 기간으로 투자조합이 모태조합으로 통합 운영되
고 있는 기간이다. 문화부는 2006년 「문화산업진흥기
본법」에 의해 조성된 문화산업진흥기금을 폐지하면서 
모태펀드에 문화계정을 신설하여 기금 잔여액을 이전
하였다. 문화산업진흥기금은 1999년부터 운영되었는
데 2004년 기획재정부의 기금존치평가에서 폐지가 권
고되었다. 문화산업기금이 융자사업 중심으로 운영되었
으나 운영계획이 명확하지 않고 국고의 일반회계와 특
별한 차이 없이 운영되어 통합이 필요하며, 사업내용이 
방송발전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정보화기금, 중소기
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등과 중복되는 점 등이 폐지 
사유였다[5]. 그러나 이 시기에도 영진위 투자조합 출자
사업은 모태조합에 통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기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적으로 집행하고 있었다. 이에 
2009년 감사원은 영진위의 투자조합 출자사업이 모태
펀드와 같은 한국영화 투자 등에 목적이 있음에도 중복
적으로 사업신청, 심사, 사후관리를 하고 있어 비효율적
이라고 지적하였다[15].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로 모태조합, 문화부, 영진위 및 영화계의 협의 거
쳐 2010년 모태펀드 내 영화계정을 신설하고 영진위의 
투자조합 출자사업은 모태펀드로 통합되었다. 

모태조합은 정부 및 공공 출자자가 모태조합의 각 계
정에 출자하면, 모태조합에서 계정별로 정책 목적에 부
합하는 전문투자조합을 구성하며, 중소 창업기업 중심
의 지분투자와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모태조합은 2017년까지 분야별 누적 출자 규모
는 중진공이 중진계정, 청년계정, 엔젤계정 등에 전체 
출자액의 50.0%를 담당하고 있고, 문화부가 문화계정
에 16.2%, 영진위가 영화계정에 2.3%, 과학기술정보통

신부가 과기계정에 4.9%, 특허청이 특허계정에 4.7% 
등을 출자하고 있다[16]. 영화계정은 상대적으로 규모
가 작으며 한국영화와 애니메이션을 주목적 투자대상
으로 삼고 있는데, 문화계정은 중진계정 다음으로 규모
가 크고 문화산업 전 장르에 걸친 투자를 하고 있어서 
영화 프로젝트 투자 규모도 영화계정보다 크다.

Ⅲ. 투자조합 정책의 한국 영화산업 지원 성과

표 2. 1999-2017년 공공출자 영상전문투자조합 신규결성 현황
(단위 : 개, 억원, %)

구분
신규
결성

조합수

신규
결성총

액

영진위/
영화계정
출자액

중진공/
모태조합
출자액

공공
출자총액

민간
출자
총액

공공
출자비율

1999 1 115 - 20 20 95 17.4
2000 7 685 100 240 340 345 49.6
2001 3 300 57 - 57 243 19.0
2002 1 90 18 27 45 45 50.0
2003 4 390 70 90 160 230 41.0
2004 5 620 100 245 345 275 55.7
소계 21 2,200 345 622 967 1,233 38.8
2005 4 622.5 80 150 230 392.5 37.0
2006 4 467 100 81 181 286 38.8
2007 4 520 90 152 242 278 46.5
2008 3 625.5 180 90 270 354.6 43.2
2009 2 469 147 132 279 190 59.5

소계 17 2,704 597 605 1,202 1,501.1 45.0
2010 2 270 110 - 110 160 44.0
2011 1 100 60 - 60 40 60.0
2012 1 100 50 - 50 50 50.0
2013 1 150 100 - 100 50 66.7
2014 1 170 100 - 100 70 58.8
2015 2 237 140 - 140 97 59.1
2016 1 232 140 - 140 92 60.3
2017 2 480 280 - 280 200 58.3
소계 11 1,739 980 - 980 759 57.2
총계 49 6,643 1,922 1,227 3,149 3493.1 47.4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및 한국벤처투자 자료 재구성
  

표 3. 1999-2017년 청산조합 및 운용조합 현황
(단위 : 개, 억원, %)

구분 청산조합
수

청산조합
결성액

운용조합
수

운용조합
결성액

운용조합결
성액 증감률

1999 - - 1 115 -
2000 - - 8 800 85.6
2001 - - 11 1,100 27.3 
2002 - - 12 2,000 45.0 
2003 - - 16 2,390 16.3 
2004 - - 21 3,010 20.6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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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진위/영화계정 영상전문투자조합
투자조합의 일차적인 정책목표는 한국영화 제작 활

성화와 산업구조 개선에 있었다[13]. 투자조합 정책이 
한국영화 자본조달에 기여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정
책단계별로 신규 조합 결성규모, 공공 자본 출자비율, 
한국영화 투자편수 및 금액, 공공 출자금 대비 투자승
수, 청산조합 수익률 등의 지표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
가하였다.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영진위/영화계정에서 출자
한 투자조합은 49개, 결성총액 6,643억원 규모이며, 영
진 위와 중진공/모태조합의 출자액을 합산한 공공분야 
출자액은 3,149억원으로 결성총액 대비 47.4% 비중을 
차지한다. 신규결성액 대비 공공출자 비율은 정책 형성
기에는 38.8%, 정책 이행기 45.0%, 정책 재형성기 
57.2%로 증가하고 있지만, 신규결성 및 운용조합의 누
적 총액은 2010년을 기점을 감소하고 있다. 투자조합
의 규모와 영화산업의 연관성은 신규결성 조합 규모보
다 [표 3]의 청산조합을 제외한 실제 운용 중인 조합의 
누적 총액을 함께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005년, 
2010년, 2016년에 대규모의 조합 청산이 발생하는데 
신규결성 조합의 규모는 이에 미치지 못하여 나타난 현
상이다. 2000년 이후 2005년까지는 신규결성 조합만 
있고 청산조합이 없어서 운용조합의 누적 결성액이 계
속 증가하지만, 그 이후에는 신규결성 규모가 증가해도 
청산조합이 발생하여 누적 총액의 증감이 있다.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영진위/영화계정 및 중진
공/모태조합은 한국영화 950편에 약 7,553억원을 투

자하였다. 투자건수 및 투자액은 투자심사위원회의 투
자 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집계 방식에 따라 차이
가 있을 수 있다. 한국영화 제작 편수는 매년 증가하여 
2006년부터 100편 이상, 2013년부터 200편 이상 제
작되고 있지만, 2008년 이후 디지털 영화의 활성화로 
저예산 소규모 개봉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영진위는 
상업영화를 제작비 10억 이상 또는 전국 100개 스크린 
개봉작으로 정의하고 있는데[18], 투자조합의 주된 투
자대상인 핵심 상업영화는 연간 70∼100편으로 전체 
개봉 편수와 차이가 있다. 따라서 [표 4]의 투자조합 한
국영화 투자편수는 한국 상업영화 중 상당수가 투자조
합의 부분 투자를 통해 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투자조합은 존속기간 동안 투자금을 회수하고 회수
금을 재투자하여 결성액보다 많은 금액을 존속기간 동
안 운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결성 다음 해부터 투자
가 개시되며 조합이 해산하기 전년도는 청산 준비를 위
해 신규투자를 하지 않으므로, 결성 기간이 5년인 투자
조합의 실제 신규투자가 가능한 기간은 3∼4년 정도이
다. 영화 프로젝트는 기획개발단계부터는 2∼4년, 촬영 
개시 이후에도 1∼2년에 걸쳐 제작과 개봉, 그리고 정
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자금의 회수 기간이 길어서 
결성액 대비 투자승수가 높지 않다. 영진위/영화계정 
투자조합의 공공 출자금 대비 투자승수는 약 2.40배이
며, 결성총액 대비 투자승수는 약 1.14배이다.

표 4. 1999∼2017년 영진위/영화계정 투자조합의 한국영화 
투자현황

(단위 : 개, 억원, %)

구분
운용
조합

결성액
한국영화 
제작편수

투자조
합영화
투자
편수

한국
영화 

총제작비

투자
조합
영화

투자액

총제작비 
대비 

투자비율

1999 115 49 na na na na
2000 800 59 11 1,269 133.5 10.5 
2001 1,100 65 34 1,658 247.2 14.9 
2002 2,000 78 35 2,902 180.4 6.2 
2003 2,390 80 40 3,328 265.3 8.0 
2004 3,010 82 67 3411 470.3 13.8 
소계 413 187 12,568 1,296.7 10.3
2005 2,947.5 87 67 3,471 654.0 18.8 
2006 3,314.5 110 45 4,422 395.7 9.0 
2007 3,734.5 124 57 4,613 347.1 7.5 
2008 3,880 113 46 3,401 316.8 9.3 
2009 3,929 138 51 3,188 387.8 12.2 
소계 572 266 19,095 2,101.4 11.0
2010 3,256.5 152 67 3,283 633.3 19.3 

2005 5 685 20 2,947.5 -2.1 
2006 1 100 23 3,314.5 11.1 
2007 1 100 26 3,734.5 11.3 
2008 5 480 24 3,880 3.8 
2009 4 420 22 3,929 1.3 
소계 16 1,785
2010 5 722.5 19 3,256.5 -20.7 
2011 2 300 18 3,056.5 -6.5 
2012 2 180 17 2,976.5 -2.7 
2013 2 227 16 2,899.5 -2.7 
2014 - - 16 3,069.5 5.5 
2015 4 530 13 2,776.5 -10.6 
2016 5 1164.5 10 1,843.5 -50.6 
2017 1 100 10 2,313.5 20.3 
소계 21 3,224
총계 39 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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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1999∼2017년 영진위/영화계정 투자조합 투자승수
(단위 : 억원, 배)

  
2. 문화계정의 영화 프로젝트 투자

모태조합이 결성된 이후 2006년부터 영화 프로젝트
에 대한 투자는 모태펀드의 문화계정에서 결성한 투자
조합에서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 모태조합에서 
영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조합에는 문화/중진/미래계
정에서 공동 출자하여 구성하는 공동계정도 있지만, 규
모가 작아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문화계정은 문화콘텐
츠 분야 전체를 투자대상으로 하지만 영화에 대한 투자 
건수 및 금액이 다른 분야에 비해 가장 높다. 문화부는 
모태조합 문화계정에 2006년부터 2017년까지 6,837
억원을 출자하여, 75개 조합, 1조6,514억원 규모의 문
화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였다. 문화계정의 모태조합 출
자 비중은 41.4%로 지난 5년간 전체 모태조합의 평균 
공공 출자비율 30.6%에 비해 높은 편이다[17].

표 6. 2006∼2017년 문화계정의 분야별 투자현황
(단위 : 건, 억원,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표 7. 2006∼2017년 모태조합 문화계정 영화 투자현황
(단위 : 억원,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자료 재구성

문화계정의 문화산업 장르별 누적 투자비율은 영화
가 48.7%, 공연 13.1%, 게임 12.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 영화 투자비율은 2014년 59.5%, 2015년 
47.5%, 2016년 36.4%, 2017년 29.8%로 감소하는 추
세에 있다. 문화부는 문화계정이 영화 분야 투자에 집
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2014년 결성 조합부터 
결성액의 20% 이내로 영화 투자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
이다[17]. 영화 분야 투자는 관련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영화 프로젝트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문화계정 투자조합의 영화 분야 투자
비율 전체를 영화 프로젝트 투자 규모로 반영하였다. 
세부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인 문화계정의 
누적 영화 투자 규모는 총 투자액 1조9,233원의 
48.7%인 9,368억원 규모로 추정할 수 있다.

3. 한국영화 제작자본 기여도
영진위/영화계정 출자조합과 모태조합 문화계정의 

영화 분야 총 투자액을 종합하면, 영진위/영화계정 출
자조합 결성액 6,643억원, 문화계정 1조6,514억원으
로, 총 2조3,157억원 규모이다. 영화 프로젝트 투자 규
모는 영진위/영화계정 7,552.8억원, 문화계정 9,368억
원으로 총 1조6,920.8억원 규모이며, 1999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영화 총제작비 5조9,622억원의 

구분 조합
수

결성
총액

문화
계정

출자액
문화계정
출자비율

총
투자액

영화투
자비율

영화 
투자액

2006 1 187 51 27.3 na na na

2007 7 982 325 33.1 na na na

2008 9 1,963 688 35.1 na na na

2009 10 1,845 543 29.4 2643 na na

2010 5 941 393 41.8 1746 na na

2011 8 2,410 975 40.5 2414 na na

2012 1 200 120 60.0 2396 na na

2013 6 1,190 728 61.2 2215 52.0 1151.8

2014 2 355 200 56.3 2,151 59.5 1279.2

2015 10 2,989 1,190 39.8 2,059 47.5 978.4

2016 9 2,231 1,050 47.1 2,025 36.4 737.5

2017 7 1,221 574 47.0 1,771 29.8 527.6

합계 75 16,514 6,837 41.4 19,223 48.7 9,368

2011 3,056.5 216 84 3,312 785.3 23.7 
2012 2,976.5 229 78 3,254 698.6 21.5 
2013 2,899.5 183 75 3,695 778.4 21.1 
2014 3,069.5 217 62 3,410 476.9 14.0 
2015 2,776.5 232 53 3,746 241.7 6.5 
2016 1,843.5 302 30 3,641 177.7 4.9 
2017 2,313.5 376 48 3,618 362.8 10.0 
소계 1,907 497 27,959 4,154.7 14.9

총계 45,255.5 2.892 950 59,622 7,552.8 12.7

구분 신규
결성액

공공
출자액

영화 
투자액

출자액 
대비투자

승수
결성액대비
투자승수

정책형성기 2,200 967 1,296.7

2.40 1.14
정책이행기 2,704 1,202 2,101.4

정책재형성기 1,739 980 4,154.7

총계 6,643 3,149 7,552.8

구분 투자건수 투자금액 비율
영화 1,679 9,368 48.7
공연 537 2,517 12.2
게임 316 2,339 12.2

방송콘텐츠 220 1,814 9.4
애니캐릭터 277 1,631 8.5

음원 153 408 2.1
전시 65 296 1.5

출판 만화 33 129 0.7
기타 97 721 3.8
합계 3,377 19,22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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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모태조합의 중진/문화 공
동계정 등의 영화 프로젝트 투자를 포함하면 공공출자 
조합을 통한 한국영화 제작비의 실제 조달 비율은 총제
작비의 약 30%로 추정할 수 있다. 1999년 이후 공공분
야의 투자조합 정책이 한국영화 산업의 성장에 기여한 
정도를 알 수 있다. 공공출자 투자조합의 출자금 대비 
영화 분야 투자승수는 약 2.61배이며, 결성총액 대비 
투자승수는 약 1.15배이다.

표 8. 1999∼2017년 공공출자 투자조합의 한국영화 제작자본 
기여도

(단위: 억원, %)

* (영화)는 문화계정의 영화 분야 투자비율 48.7%를 적용하여 산출한 값임
** 1999∼2017년 한국영화 총제작비 5조9,622억원 대비 투자 비중을 추정함

한편, 금융자본이 한국영화 제작자본에 투자한 전체 
규모를 가늠해 보았다. 2017년 말 현재 금융자본이 결
성한 투자조합 규모는 718개 조합, 20조1,417억원 규
모이다. 이 중에서 모태조합에서 출자한 투자조합은 
455개, 결성총액 15조3,225억원이며, 모태조합 출자
액은 4조4,956억원이다. 2017년 신규 결성한 조합의 
출자자 비중을 살펴보면, 정책기관 31%(모태펀드 
26.0%), 금융기관 25.1%, 연금/공제회 8.7%, 벤처캐피
탈 10.9%, 일반법인 12.5%, 기타단체 8.9%, 개인 
1.9%, 외국인 1.0%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10년간 일
반법인과 개인의 출자 비중은 감소하였고, 정책기관과 
연금/공제회 등의 공적 성격의 투자자 비중은 증가하였
다[1]. 전체 투자조합 결성액 대비 모태 투자조합 비중
이 76.1%인 점을 반영하면, 1999∼2017년 전체 기간
에 금융자본이 참여한 투자조합의 한국영화 투자액은 
2조1,033억원으로 같은 기간 한국영화 총제작비의 약 
35.7% 규모로 추정할 수 있다. 

2010년 이후에는 한국영화산업의 성장률도 둔화하

고 있어서 투자조합의 대기성 자본의 크기가 산업 성장
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부터 2010년까
지 전국 영화 관람객 수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연간 총
제작비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이 시기는 투자조합의 
누적결성총액이 가장 큰 규모인 시기와도 일치한다.

그림 2. 전국관객수, 연간총제작비(1990-2017)
  

4. 운용 효율성
2018년까지 존속기간을 끝내고 청산한 조합의 연도

별 청산수익률을 중심으로 투자조합 운영의 효율성을 
살펴보았다. 2018년까지 청산한 영진위/영화계정에서 
출자한 투자조합은 39개이며, 결성 규모 5,409억원 대
비 회수금은 4,361억원으로 약 777억원의 손실을 기록
했다. 청산조합 전체의 출자원금 대비 평균 내부수익률
(IRR, internal rete of return)은 –14.4%이다. 본 연
구에서 같은 기간 영진위 「각년도 한국영화산업결산」
에 기초하여 산출한 한국 상업영화의 평균 수익률은 –
7.5%로 모태조합의 청산수익률보다 높다[18]. 문화계
정과 영화계정은 모태조합 내의 다른 계정에 비해서도 
수익률이 낮다. 모태조합은 2017년까지 4개 계정 131
개(중진 98개, 문화 18개, 영화 2개, 특허 13개) 조합이 
청산하였는데, 청산조합의 출자원금은 1,863억원, 수익 
724억원으로 평균 6.04% 수익률을 기록했다. 문화 및 
영화계정의 수익률은 각각 –3.95%, -4.99%로 중진계
정 및 특허계정 보다 낮다. 결성액 대비 투자승수도 전
체 평균이 1.26배, 중진계정이 1.34배인데 비해, 문화
계정은 0.84배, 영화계정 0.87에 그치고 있다[16].

구분 영진위/
영화계정 

문화계정
(영화)*

총액
(영화)*

투자조합 결성액 6,643 16,514
(8,042)

23,157
(14,685)

공공출자총액 3,149 6,837
(3,330)

10,256
(6,479)

한국영화 총 투자액 7,552.8 19,223
(9,368)

26,775.8
(16,920.8)

공공출자액 대비 투자승수 2.40 2.81 2.61
(2.61)

결성액 대비 투자승수 1.14 1.16 1.16
(1.15)

한국영화 총제작비
투자비중** 12.7 15.7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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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영진위/영화계정 출자 투자조합 연도별 청산수익률 현황
(단위 : 억원, %)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및 한국벤처투자 자료 재구성
  

표 10. 모태조합 계정별 청산수익률
(단위 : 개, 억원, 배, %)

 
계정

2016년 2017년 누계
조합
수

모태
출자금

손익
금

조합
수

모태
출자금

손익
금

조합
수

모태
출자금

손익
금

투자
승수

수익
률

중진 19 1,187 523 25 1,456 685 98 5721 1,957 1.34 7.36

문화 7 412 6 4 247 11 18 962 -151 0.84 -3.95

영화 - - - 2 160 28 2 160 -21 0.87 -4.99

특허 5 390 24 - - - 13 952 241 1.25 5.79

계 31 1,989 553 31 1,863 724 131 7,795 2,026 1.26 6.04

자료 : 한국벤처투자

투자조합의 신규 결성총액은 정책 초기에는 지속 증
가하다가 모태조합으로 통합된 이후에 감소했는데, 투
자조합의 결성액 대비 공공출자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
고 있다. 2000년대에 걸쳐 한국영화산업이 성장하고 
제작이 활성화된 이후에 신규 투자조합의 결성 및 투자 
규모는 감소하고 공공 출자비율은 증가하는 것은 특징
적인 현상이다. 영화산업의 성장은 민간자본의 진입을 
촉진하여 공적 자본의 출자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하기 때문이다. 이는 산업적 성장 후의 정책 방향이 공
공성에 무게를 두면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투자조합은 정책 시행과정에서 영화 투자가 상업영
화와 대기업 투자배급사 작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쏠

림현상이 증가한다는 비판이 존재했다. 이에 2006년부
터 다양성 영화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특수목적조
합 결성이 이루어지고, 2012년 이후에는 대기업 상호
출자제한집단의 출자 및 투자제한 등이 시행되기 시작
하여 출자와 투자대상이 제한되는 등의 제도변화가 발
생하였다[5][7][8]. 정책의 공익적 요구는 투자 수익성
을 목표로 하는 민간자본을 유인하기 어렵고 산업적 성
과에 제한적인 효과가 기대되므로 공공출자 투자조합
의 결성 규모와 민간의 출자 규모는 감소하면서 공공 
출자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투자조합은 정책지원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제
도로 모든 조합의 출자 및 투자에서 공익적 측면의 규
제와 제한조건이 있다. 문화 및 영화 분야는 창업기업
에 대한 지분투자와 회수가 원활한 중진, 특허 계정보
다 시장규모는 작고 투자 회수 기간은 길며 규제는 많
다[8]. 특히, 영화계정은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출자 및 
투자제한, 기획개발 및 중, 저예산 영화 의무 투자비율, 
표준계약서 의무 사용 등의 제도적 규제가 가장 많은 
계정이다. 2000년대 이후 게임, 영화 등은 공연, 출판 
등의 다른 문화산업 분야보다 산업 규모가 성장하고 자
생력이 있어서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산업 합리화
를 위한 정책적 요구가 증가한 점이 주요 원인일 것이
다.

Ⅳ. 결론

본 연구는 1999년 이후 투자조합의 정책성과를 한국
영화 제작비에 대한 기여도 측면에서 파악하고자 하였
다. 한국 영화산업의 관점에서 각 기관의 자료를 취합
하여 공적 출자를 통해 결성된 투자조합의 종합적 성과
를 제시한 점이 본 연구의 의의이다. 

투자조합은 한국영화 제작비의 중요한 재원이 되었
고 문화산업 프로젝트 투자에 필수적인 자본조달 방식
으로 구조화되었다. 정책집행 과정에서 투자조합에 대
한 공익적 관점의 고려가 증가하였고 이는 투자조합의 
운영방식과 투자대상을 제한하여 수익성을 악화하는 
요인이 되었다. 모태조합의 문화계정과 영화계정은 민
간출자 및 투자금액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 주요한 

청산
년도

청산
조합수

청산
규모

조합
자본금

누적
손익금 수익률

2005 5 685 632.5 -52.5 -7.7

2006 1 100 43.1 -56.9 -56.9

2007 1 100 162.1 62.1 62.1

2008 5 480 315.4 -164.6 -34.3

2009 4 420 392.6 -27.4 -6.5

2010 5 722.5 455.5 -267 -37.0

2011 2 300 193.1 -106.9 -35.6

2012 2 180 112.2 -67.8 -37.7

2013 2 227 153.3 -73.7 -32.5

2014 - - - - -

2015 4 530 589.4 59.4 11.2

2016 5 1164.5 1087.4 -77.13 -6.6

2017 1 100 151.6 51.6 51.6

2018 2 300 280.2 -19.8 -6.6

총계 39 5409 4631.5 -777.5 -14.4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 Vol. 19 No. 9220

원인으로 제도적 제약 조건과 투자난이도가 상승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17]. 투자조합 정책이 한국 영화
산업 성장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발생
하는 복합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일 것이
다. 산업적, 정책적 환경변화에 맞는 고려가 필요한 지
점이다. 

본 연구는 기관별로 산개해 있는 투자조합의 자료를 
일관적인 기준으로 통합하여 지난 20년간 한국영화 자
본조달에 기여한 정도를 측정하였다. 그러나 투자조합
의 결성 및 청산현황, 한국영화 투자 편수 및 투자총액, 
투자승수 등의 산술적 통계를 제시하였을 뿐, 다양한 
측면에서 정책효과를 분석하지는 못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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