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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구  분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비 고

그동안 추진실적

(2018. ~ 2021.6.)

❍ 제15회 EBS국제다큐영화제 개최

  - 일정: 2018. 8. 20. ~ 8. 26.

  - 내용: 33개국 72편 상영(월드쇼케이스 등 

12개 섹션 주제별 상영), 글로벌 

피칭 아카데미 운영, 국제적 다큐 

감독(고든 퀸) 심사위원장 역임

❍ 제10회 DMZ국제다큐영화제 개최

  - 일정: 2018. 9. 13. ~ 9. 20.

  - 주제: DMZ 평화‧생명‧소통의 가치확산

  - 내용: 142편 다큐상영, 제작지원, 강의, 

이벤트 ‘평양슈퍼마케트’ 운영, 

DMZ평화자전거행진(임진각 등)

❍ 고양영상문화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용역

  - 기간: 2019. 6. 13. ~ 2020. 4. 30.

  - 수행기관: ㈜KG 엔지니어링

              ㈜보람엔지니어링

❍ 제16회 EBS국제다큐영화제 개최

  - 일정: 2019. 8. 17. ~ 8. 25.

  - 내용: 34개국 73편 상영(아시아의오늘 등 

13개 섹션 주제별 상영), 글로벌 

피칭 아카데미, 국제적 다큐 감독

(모르텐 트라비크) 심사위원 역임

❍ 제11회 DMZ국제다큐영화제 개최

  - 일정: 2019. 9. 20. ~ 9. 27.



구  분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비 고

  - 내용: 115편 다큐상영, DMZ인더스트리, 

DMZ포럼, 분단의 역사체험 게임 

‘월페커즈’ 운영 

❍ 제17회 EBS국제다큐영화제 개최

  - 일정: 2020. 8. 17. ~ 8. 23.

  - 내용: 30개국 69편 상영(월드쇼케이스 등 

12개 섹션 주제별 상영), EIDF인더

스트리(제작지원, 피칭행사), 국제적 

다큐 감독(제인 레이) 심사위원 역임

❍ 제12회 DMZ국제다큐영화제 개최

  - 일정: 2020. 9. 17. ~ 9. 24.

  - 내용: 122편 다큐상영, DMZ인더스트리

          (DMZ 주제에 부합하는 3편의 

작품 제작지원 포함), DMZ포럼

❍ 고양영상문화단지 타당성조사 약정

체결

  - 일정: 2020. 10. 27.

  - 수행기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타당성조사 현장조사

  - 일정: 2020. 12. 14.

  - 수행기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고양영상문화단지 타당성조사 의뢰서

보완 협의

  - 일정: 21. 2. 23.

  - 장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지원사업」 공모 선정

  - 일정: 21. 3. 2.

  - 내용: 글로벌 콘텐츠 제작 기반 마련



구  분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비 고

❍ 고양영상문화단지 입주의향 기업

수요 자체조사

  - 일정: 21. 5. ~ 21. 6.

  - 내용: 지행원 타당성조사 보완용 자료수집

하반기 추진실적

(2021.7.~12. 실적) 

❍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완료

  - 일정: 21. 7.

❍ 「고양영상문화단지」 입주의향 기업

수요 자체조사

  - 일정: 21. 7. ~ 21. 12.

  - 내용: 지행원 타당성조사 보완용 자료수집

❍ 제18회 EBS국제다큐영화제 개최

  - 일정: 2021. 8. 23. ~ 8. 29.

  - 내용: 55편 상영(건축과 도시 등 11개 섹션 

주제별 상영), 글로벌피칭아카데미, 

한국-네덜란드 수교 60주년 기념 

특별상영 진행

❍ 제13회 DMZ국제다큐영화제 개최

  - 일정: 2021. 9. 9. ~ 9. 16.

  - 내용: 126편 다큐상영, DMZ인더스트리

          (DMZ소재 작품 제작지원 포함), 

DMZ캠프그리브스 특별상영회

❍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완료

  - 일정: 21. 10. 27.

         (경기도 예산담당관-19711호)

[증빙1]

연구용역 

보고서

[증빙2]

기업 

입주의향서

[증빙3]

관련 공문



❏ 시민참여(소통) 실적
(단위 : 회)

 공약 관련 회의 설명회, 민생탐방 전문가 자문 언론/방송 보도 기 타

3 1 44

ex) 사업설명회 개최, 전문가 및 단체 자문회의 개최

❏ 연도별 투자계획(사업비)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 구분 계 기투자 ‘18.6 ‘19 ‘20 ‘21 ‘22.6 임기후
157,050 250 120 400 280 156,000

남북교류
사업추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남북공동
콘텐츠
제작지원
센터 설립

국비
도비
시비 157,050 - - 250 120 400 280 156,000
기타

구  분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비 고

2022년

상반기 추진계획

(향후 추진 계획)

❍ 「고양영상문화단지」 타당성조사 완료

  - 일정: 2022. 2.

  - 내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

          완료

❍ 「고양영상문화단지」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 의뢰

  - 일정: 2022. 3. 

  - 내용: 총사업비 500억 이상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대상

          1차 통과 약 3개월 소요



❏ 연도별 확보(집행)액 

(단위 : 백만원)

공약사업명 구분 계 기투자 ‘18.7. ‘19 ‘20 ‘21 ‘22.6. 임기후

계
450

(366)
250

(211)
200

(155)
69

남북공동
콘텐츠
제작지원
센터 설립

국비

도비

시비 519
(366)

250
(211)

200
(155)

69

기타

❏ 문제점 및 개선대책

❍ 문제점

     · 남북관계 경색 및 북·미 간 협상 교착상태 지속, 전 세계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남북 협력 및 콘텐츠 제작 사업 추진 어려움

     · 콘텐츠 제작 지원센터를 건립할 고양영상문화단지 부지조성은 현재 타당성

조사 의뢰 중으로, 타당성조사 완료 후에도 중앙투자심사 후 예산확보 및 

개발제한구역해제 등 도시개발사업 사전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소요기간(약

2~3년) 필요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후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부지조성 공사 완료 

시점이 2026년 이후로 예상되어 임기 내 센터 건립 어려움

❍ 개선대책

     · 남북·북미 정세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향후에도 독자성·확장성을 갖고 지

속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사업범위를 글로벌 콘텐츠 시장으로 

확대 적용

     · EBS국제다큐영화제·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 고양시 지방보조금 지원

을 통해 분단·평화 등을 주제로 한 남북관련을 포함해 글로벌 콘텐츠 제작 

지원

     · 건립 계획 중인 웹툰센터나 최근 국비지원 공모에 선정된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연계한 글로벌 콘텐츠 제작 지원 방안 마련

     · 향후 고양영상문화단지 부지 조성 완료시기인 2026년 이후 남북 영상 콘텐츠 

지원 센터 건설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