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명량’, ‘국제시장’, ‘신과함께’ 그리고 최근 한국을 넘어 전 세계 영화 팬들을 사로잡고 있는 ‘기생충’까지 이 작품들의 공통점은 모두 

고양시에서 촬영된 영화라는 점이다. 대한민국 영상산업 메카를 꿈꾸는 고양시의 방송영상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글 김성연, 한희조 사진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대한민국 영상산업의 
메카를 위한 프러포즈는 계속 된다

고양시 영화제작 지원… 관내 영상기업에 날개

한 편의 영화와 드라마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촬영은 물론 편집, 녹음, 

특수효과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영화

나 드라마 제작 전(全)단계를 아우르는 영상제작 서비스 기업들이 고

양시에는 다수 소재해 있다. 또한 고양시는 지난 10여 년간 영상기

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왔는데 촬영

을 위해 소비한 비용을 환급해 주는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고양시 영상기업 활용 인센

티브 사업으로 진화해 진행 중이다. 영화 및 드라마 제작사와 고양시 

영상제작 서비스 기업 간 거래액의 일부를 제작사와 영상기업에게 

1:1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개봉 또는 방영 이후에 제작사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는 고양시 소재 기업에 큰 힘을 실어준다는 점에서 관련 

기업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그동안 영화 ‘기생충’을 비롯한 굵

직한 작품들이 ‘고양시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사업’을 통해 지원 혜

택을 받았다. 영화 ‘택시운전사’, ‘군함도’, ‘신과함께’, ‘탐정 리턴즈’,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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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등 총 37개의 작품이 선정돼 24개의 고양시 

영상기업에 힘을 실어줄 수 있었다.

다양한 콘텐츠,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에서 만나다

사업에 선정된 작품에서 받은 스틸컷, 포스터, 대본, 소품, VFX 전후영상 

등의 콘텐츠는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 R&D센터 내 전시되어 진

로체험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에 위치한 고양

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는 아카데미 4관왕 수상의 영화 ‘기생충’을 포함

하여 매년 20편 내외의 영화, 드라마가 제작되는 주요 영상 인프라 중 하

나다. 이 외에도 기업들의 홍보물 제작과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는 콘텐츠 

기업 마케팅 진흥사업과 제작사가 고양시에 있는 업체와 작업을 진행할 

때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 대여료를 할인해 주는 사업도 있다. 이

와 같이 영상기업의 성장을 돕는 다양한 지원 사업이 늘어나고 영상산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가 강화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영화 ‘기생충’의 영광

을 다시 한 번 안을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봐도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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