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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창조경제’ 핵심 산업의 하나로 손꼽히는 산업이 바로 공연예술산업을 포함하

고 있는 문화콘텐츠산업이다. 최근 정부는 대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는 대학로 지역

을 동대문 지역과 연계하여 서울형 창조산업의 핵심거점으로 삼는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분위기와는 상반되게, 몇 해 전부터 대학로 지역 연극산

업의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극계의 대처방안 모색의 움직임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그런데 위기론이 팽배한 분위기 속에서도, 공연예술산

업의 핵심 인프라라 할 수 있는 공연장의 수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

속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 모순된 상황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정부 정책의 방향과 서울시의 경제계획에 따라 대학로 지역에 대한 투자가 예상

되는 바, 보다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순

된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난 30여 년간의 서울시 연극공연장 분포 변화를 살펴봄으로

써 대학로 공연장의 집적과정과 시대별 연극의 중심지를 살펴보고, 시대별 대학

로 지역 연극산업의 현황을 조사·분석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대학로 지역 공연

장 집적이 포터의 클러스터 이론에서 말하는 기업의 혁신창출에 기여하는지 여

부를 초연(콘텐츠 기준 국내 첫 공연) 제작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정 수준의 집적도를 초과하면 발생하게 되는 외부불경제의 효과가 초연 제작

에 미치는 영향과 공연장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을 위해 수집한 자료는 1981년부터 2013년까지의 서울 지역 

내 연극공연 정보이다. 문예연감 편람의 공연정보를 1차적으로 수집하였고, 연

극공연정보 사이트 및 관련서적 등을 통해 자료를 보완하였다. 각각의 공연에 

대한 초연 및 창작초연의 구분을 위한 자료 및 공연장의 주소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셋을 구축하였다. 구축된 데이터셋에서 연간 공연일수 30일 이상으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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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된 연극공연장의 분포 및 연극공연의 중심지 분석을 위해서 ArcGIS의 Kernel 

Density Analysis와 Mean Center Spatial Statistics를 이용하였다. 대학로 지역

과 비대학로 지역의 초연제작 및 창작초연 제작편수 차이의 비교를 위해 SPSS의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실시하였다. 공연장의 집적이 초연제작에 미

치는 영향과 과밀로 인한 부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SAS에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008~2012년 5년간 공연장의 기간별 생존율 분석 및 운영년수와 

생존율과의 관계분석을 위해서는 SPSS의 생존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분석 결과, 현 공연시장 구조가 지속될 경우, 공연장의 과대집중은 과

다경쟁을 낳게 되고, 과다경쟁은 공연제작 관계자들이 손실회피성 성향을 취하

게 함으로써 오히려 새로운 콘텐츠의 제작편수는 감소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운영년차가 3년차 이하인 극단과 기획/제작사는 현 대학로 공연산업의 경

쟁적 환경에서 정착하는 데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이들에 대한 인큐베이팅 시

스템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이 연구는 대학로 지역의 공연장이 처음으로 개관한 1981년부터 2013년에 이

르기까지 공연장의 입지변화를 통시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를 지닌

다 하겠다. 초연과 창작초연이라는 창조적 지표의 관점에서 33개년의 서울지역 

공연정보 전수 데이터를 구축하여 공연장의 집적이 미치는 정의 효과와 부의 효

과를 분석한 최초의 시도였다는 점에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집적효과, 손실회피, 문화 클러스터, 생존분석 

학  번 : 2007-3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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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현 정부가 초기에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구축하는 것을 국정목표의 하나

로 제시하면서 ‘창조경제(Creative Economy)’라는 용어는 우리에게 더 이상 낯

설지 않은 용어가 되었다. ‘창조경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영국과 UN 등이 중

심이 되어 발전시켜 온 개념이다. 비록 개념 정의와 강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 

국가가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는 있으나(차두원․유지연, 2013), 영국, 호주, UN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창조경제를 이끄는 핵심 창조산업으로 ‘공연예술

(Performing Art)산업’을 제시하고 있다(이민화․차두원, 2013; UNCTAD, 

2010). 현 정부 역시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공연예술(산업)’을 창조경제의 

기반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예술시장의 기반 조성 및 성장에 큰 관심을 가

지고 있다.1)

창조경제의 기반산업으로 인식되는 공연예술(산업)이란 무엇인가? ‘공연예술’

이라는 용어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공연예술’의 정의는 통계청 작

성 승인 통계로서 매년 작성되고 있는 공연실태조사에서 다루고 있는 문화예술 

분야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이는 연극, 무용, 양악, 국악, 복합 등이다.2) 

이들 분야 중 유일하게 해당 종사자나 관련 시설 및 업체가 공간적으로 밀집되

어 있어 특화현상을 보이는 분야는 연극이다. ‘대학로’는 대한민국 연극의 1번지

로 지칭되는데 이견이 없을 만큼3) 국내 대표 연극 공연산업의 클러스터이다.

1) 2013년 4월 23일 ‘예술창작활성화로 창조경제 기반조성’을 부제로 문화예술토론회가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2)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공연예술실태조사에서는 연극을 연극과 뮤지컬로, 무용을 무용과 발레로, 양악을 양악과 오페
라로 세분하고 하고 있다.

3) 「2011년 대학로 연극 실태조사」에서 대학로 하면 떠오르는 연상단어에 대한 주관식 설문
(복수응답) 결과 ‘연극’과 ‘공연’이 각각 전체 응답자의 63.9%, 34.6%를 차지해 1, 2순위로 
응답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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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문화지구로 지정되고, 공연장 설치 및 유지보수 등 지원정책으로 공연

장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대학로 지역 내 공공과 민간 자본이 투입되면서 공연

장과 주변 환경은 물리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서울연극센터와 공연티켓 판매소 

설치, 대학로 지도 제작 등 공연홍보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적 지원책이 마련되

면서, 대학로 지역 내 공연장 밀집도는 더욱 높아졌다. 

그러나 대학로 지역 내 공연장 밀집도가 높아지는 동안, 그에 걸맞은 연극 공

연산업의 성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년 주기로 시행된 문화향수실태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연평균 연극 관람횟수는 약 0.2회로 지난 10

년간 비슷한 수치를 유지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본 수치는 지역 지자체가 

진행하는 무료공연 및 행사 참여를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료공연에 대한 평

균 관람횟수는 더욱 낮아질 것이다. 관람층 확대와 같은 연극 공연산업의 구조

가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지역 내 공연장 증가는 그 지역 내 공연(소

비)시장 경쟁 심화로 환언할 수 있다.

2007.11 2008.12 2009.12 2010.12 2011.12 2012.12 2013.12

93 108 121 137 145 153 149

단위: 개
자료: 서울연극센터 편(각 해당 월), 「대학로 문화지도」

표 1-1 대학로 문화지도 내 등재된 공연장수

구분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8 2010 2012

전� � 체(회) - - 0.4 0.21 0.21 0.2 0.2 0.2 0.2

관람자(회) 1.52 2.00 1.94 1.95 1.88 2.10 2.09 3.03 1.97

※ 유·무료 공연을 따로 구분하지 않아 실제 유료공연만을 생각하면 보다 낮은 수치임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각 년도), 「문화향수실태조사」

표 1-2 연평균 연극 관람횟수

Porter는 경쟁이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비용을 낮추고, 생산품 질을 개선하게 

하며, 새로운 제품과 공정을 만들도록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기

술향상과 혁신의 자극제가 된다고 주장한다(Porter, 2000). 산업지구론자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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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er와 유사하게 기업들의 공간적 집적은 생산활동 참여자들의 상호접촉 기회

를 증대시켜 기업 정보수준을 향상시키고, 그 일련의 과정 중에 아이디어 발전

과 기술 혁신이 이뤄진다고 주장하였다. 슘페터(Joseph A. Schumpeter)는 신제

품 발명/개발, 새로운 방법 도입 또는 신기술 개발, 새로운 시장 개척, 새로운 원

료/부품의 새로운 공급, 새로운 조직 형성 등을 기술의 혁신으로 보았다.4)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대학로 지역의 연극산업 집적은 어떠한 형태로든 신

작개발이나 제작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연극산업 집

적은 얼마나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 내 경쟁이 심화되고 치열해

져도 여전히 공연제작 주체들은 슘페터가 말하는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신규 

콘텐츠를 제작할까라는 의심이 들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연극공연장을 중심으로 연극산업이 집적된 대학로 지역

이 비대학로 지역보다 신규 콘텐츠 제작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는지’, ‘경쟁(집

적도)은 공연장 운영에 또 어떠한 영향을 발휘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

한 논의는 서울시가 미래의 창조문화산업의 혁신기지로서 대학로 연극산업 클러

스터를 육성하는 것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주제라 판

단한다.

이 연구는 대학로 연극산업의 현황에 대한 진단과 대학로 지역의 경쟁적 환경

이 공연제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규명하여 대학로 지역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공연

장의 밀집도와 콘텐츠 신규제작(초연)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 공연장의 증가

에 따른 지역 내 변화가 공연장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세부 

목적으로 한다.

 

4) 김선태(2007), “[Cover Story] 기업가 정신이란”, 한국경제신문, 20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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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범위 및 구성

2.1 연구 범위 및 방법

이 연구는 대학로 연극산업의 집적 입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로서 대학로 지역

에 처음으로 공연장이 개관했던 1981년부터 2013년까지의 연극공연장 분포 변

화를 중심으로 서울 연극산업 발달사를 다루며, 이를 바탕으로 연극공연장 집적

도가 연극 공연제작과 공연장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따라

서 이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전역이나 중점적으로 다루는 내용의 공간적 

범위는 ‘대학로 지역’으로서 혜화동 일부(혜화동, 명륜 1~4가), 이화동(이화동, 

동숭동, 연건동)으로 한정된다.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시간적 범위는 1981년

부터 2013년까지이나 초연 정보 확인을 위해 한국문화예술진흥원(현 한국문화

예술위원회)이 공연정보를 기록하기 시작한 1976년부터 공연정보 데이터를 수

집하였다.  

본 연구 수행을 위한 자료수집은 공연정보가 기록된 『문예연감(1976~201

3)』의 공연편람을 기초로 하였다. 편람에서 누락된 공연정보에 대해서는 관련 

문헌, 공연예매사이트, 공연단체 기록물(서적, 웹사이트), 각종 공연정보 웹사이

트, 공연단체 관계자 이메일 질의응답 및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보완

하였다. 연극공연장의 집적효과로서 ‘혁신 창출’을 ‘창조적 생산’으로 간주하고, 

초연 공연편수를 주요 지표로, 창작초연 제작편수를 창조적 생산성 세부지표로 

정의하였다. 분석대상인 ‘초연’은 유료공연으로서 국내에서 처음 상연되는 연극

공연으로 한정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공연장 집적도와 초연 제작편수 

관계 분석’과 ‘공연장 집적도에 따른 연극산업 내·외적 경쟁심화가 초연 제작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다. 공연장 집적도와 초연 제작편수의 관계 분석을 위해서는 

구축데이터를 이용, 연도별 대학로–비대학로 지역의 짝을 이룬 데이터의 평균 

차이를 검정하는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공연장수와 초연 제작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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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 대한 관계식 도출을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대학로 지역 내 동일 업

종 경쟁이 공연장 운영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해서는 2008년 초 기준 운영 공

연장의 생존분석을 실시하였다.      

 

2.2 연구 구성과 흐름

이 연구는 총 7개장으로 구성된다. 1~3장은 연구 개요 및 본격적인 분석을 위

한 준비과정에 대해 서술한다. 1장에서는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과 연구의 개

괄적인 구성을 소개한다. 2장에서는 신산업지구론과 클러스터 이론 등 산업 집

적효과와 관련된 이론과 행동경제학의 모태라 할 수 있는 전망이론의 주요 특성

을 고찰하였다. 또한 선행연구 검토로 문화클러스터 효과를 분석한 연구와 대학

로 공연산업의 입지적 특성 연구에 대해 고찰한다. 3장은 연구의 틀을 제시하는 

장으로서 가설 설정과 이 연구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 구축 과정에 대해 기술한

다. 

이 연구의 본론으로 볼 수 있는 4~6장에서는 대학로 지역을 중심으로 한 통

시적 연구를 수행하며, 구축한 자료를 이용하여 집적 효과 및 결과를 분석한다. 

4장에서는 서울 전체에서의 대학로 지역 연극공연 클러스터 위상을 살펴보기 위

해 서울 지역 전체를 범위로 하여 공연장 입지 분포 및 활동 변화를 살펴보고, 

공연활동 중심을 분석한다. 5장에서는 창조성에 대한 지표로서 초연과 창작초연

의 제작편수 및 비율을 설정하고 대학로 지역과 비대학로 지역의 차이를 보임으

로써 창조성에 대한 집적 입지 효과를 분석한다. 회귀분석을 통해 대학로 지역 

공연산업 생산함수식을 도출하여 집적의 정(+)의 효과와 부(-)의 효과를 확인하

고, 각 해당 구간과 최대 초연제작편수를 고찰한다. 6장에서는 집적밀도의 증가

로 심화되는 공연산업 내외의 경쟁적 환경이 공연장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고, 연구의 정책적 함의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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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의 한계를 밝히고, 그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그림 1-1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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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고찰

1. 이론적 배경

1.1 집적이론

1) 산업지구론

기업의 생산함수는 수확불변의 직선 형태를 띠는 것이 아니라 규모에 따라 생

산량이 증대되는 수확체증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동일 또는 연계산업들이 밀집

되어 입지하고 있는 곳은 해당 기업에게 꽤 매력적인 대상이 된다. 그러나 가속

화된 동종 기업들의 집중 입지는 결국 토지수요 증가와 지역 일대 지가 상승을 

유발하여, 노동자 입장에서는 생활비용 상승을,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을 감소시

킨다. 나아가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므로 일부 기업은 도태되어 시장에서 퇴출

되거나, 지가가 보다 싼 지역으로 이전하게 될 것이다. 

군집을 이루는 기업 입지가 오랜 기간 유지되는 사례를 현실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그 지역에서 해당 산업의 규모 경제가 실현되고 있기에 가능한 것

이다. 그러나 집적에 의한 규모 경제의 효율성 향상(정(+)의 효과)이 집적 입지

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임금상승이나 경쟁에 의한 타 생산요소의 가격상

승(부(-)의 효과)분을 항상 초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규모 경제의 효과는 그 한

계가 존재한다. 

Marshall의 산업지구론

Marshall은 “특정장소에 유사한 성격을 가진 많은 소규모 기업들이 집중하거

나 또는 산업의 국지화”에 의해 규모 경제의 이익과 효율성이 실현된다고 주장

하였다(박삼옥, 2002, p.317). Marshall은 일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규모 경제, 

즉 집적경제의 발생을 가능케 하는 요인으로서 전문적 투입요소의 공급,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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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문화되고 숙련된 노동 풀의 공유, 정보의 파급효과를 들었다(McCann, 

2006, p.62).

특정 전문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집적 입지를 이루고 있으면, 해당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서비스 공급에 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 서비스 공급가를 낮출 수 있게 된다. 집적 입지는 기업의 생산

활동에는 필요하지만 개개 기업이 보유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고가 기계설비, 실

험장비 등과 전문 인프라스트럭처들을 공동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

산비를 저감시킨다. Marshall은 지역 내 소규모 기업들의 밀집 입지가 생산과정

의 분업을 유도하여, 기업의 전문화를 돕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 내 규모 경제의 

요인으로 보았다. 

기업들의 집적 입지는 그 기업들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지역 내에서 공식적, 

비공식적 모임이나 만남을 통해 암묵적인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신제품, 기술, 시장현황 및 추이, 근로자 생산성 등에 대한 상호 정보교환은 기

업들이 가진 불완전한 정보를 보완한다. 이러한 정보교환 참여가 많을수록 정보

는 보다 완전해진다. 즉, 기업의 공간적 집적으로 생산활동 참여자들의 상호접촉 

기회 증대는 기업의 정보수준을 향상시키고, 그 과정 중에 아이디어 발전과 기

술 혁신이 이뤄진다.

신산업지구론

신산업지구로 언급되는 미국 실리콘밸리 극소전자산업클러스터, 영국 케임브

리지의 전자 및 생명공학 클러스터,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 지역은 대기업으

로 구성된 산업지구보다 혁신의 주요 거점으로 평가받고 있다(McCann, 2006, 

p.71). 신산업지구 입지론은 “노동력 활용의 유연성, 생산과정 중 중소기업들 간 

분업, 기업가적 정신과 기술, 경쟁과 협력의 혼합, 생산활동이 일상생활에 통합

되는 사회구조와 지역사회의 문화”라는 특성이 Mashall의 산업지구와 포괄적인 

측면에서 유사하다고 평가받고 있다(박삼옥, 2002, p.320). 그러나 마샬의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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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는 소규모 토착기업의 입지 형성에 기초를 두고 있는 반면, Scott(1988)의 

연구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지구는 포스트포디즘의 생산과정의 유연적 전문화와 

수직적 분화가 기업의 집적 입지를 유도한다고 보는 점이 다르다.

지식기반경제산업의 입지 설명에 보다 적합한 신산업입지론에서는 지식 이전

과 혁신, 네트워킹(networking), 착근성(embeddeness) 등을 이유로 지리적 근접

성을 강조한다. 지식이나 혁신과 관련된 암묵지는 재능이나 경험에 의한 노하우 

등으로 형성되어 일반적으로 무형으로 존재하므로 이를 전달하고자 할 때는 반

드시 대면접촉이 있어야 한다. 이는 지식창출 활동이 국지적으로 이뤄지는 것과 

관계된다. 이처럼 신산업지구론에서는 지식 전달과 창출 과정에서 지리적 근접

성이 강조되지만, 그 물리적 근접성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이희연, 

2011; McCann, 2006). 오히려 물리적 근접성보다는 사회적 근접성(연령, 직업, 

언어, 가치관의 유사성 등), 네트워크(관계망)가 암묵적 지식의 전달이나 의사소

통에 보다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다(Granovetter, 1985).  

2) 클러스터 이론5)

클러스터란 서로 연관된 산업과 기능들이 공간적으로 집적된 곳으로서, 서로 

경쟁과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이루면서 혁신이 창출되고 확산되는 것이 용이한 

공간을 의미한다. 즉, 클러스터는 단순한 경제활동의 집적이 아닌, 전략산업, 전

후방 연관기업, 전문공급자, 대학, 연구·개발기관, 직업훈련소, 그 산업을 지원하

는 정부기관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 생산비용 및 거래비용

을 절감시키고, 정보, 기술, 지식의 이전 등이 원활한 직접지다.6) 

클러스터 이론이 1980년대의 신산업지구에 대한 경험적 연구로부터 활성화되

5) 이 절은 Porter, M. E. (2009). 「(마이클 포터의) 국가 경쟁우위 :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
한 경영전략」, 문휘창 역의 제3장을 주로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6) 박삼옥(2002)은 ‘신산업지구 형성과 역동의 기타 요인’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 기업연합, 무
역협회, 대학,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들”의 존재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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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했지만, 현재 통용되고 있는 클러스터 이론의 이론적 토대가 마련되고,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Porter에 의해서다. Porter는 특정 국가의 특정 산업이 

발달하게 된 원인 고찰 연구에서 상호 연관된 기업들이 유관기구와 인접한 입지

를 해당 클러스터의 경쟁력 원천으로 보았다. Porter는 자신의 다이아몬드 모형

에서 요소조건, 수요조건, 기업 전략과 경쟁양상, 연관-지원산업 등을 국가 경쟁

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보았다. 

그는 이들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내생적 요인으로 간주하였다. 한 

결정요소의 효과는 다른 요소들의 상태에 따라 경쟁우위가 결정된다고 보았다. 

이외에도 국가 및 지역의 정책과 선택에 따라, 우연한 사건에 의해 경쟁우위가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출처 : Porter(1990),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p.129

그림 2-2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형 

구분 내용

요소조건(생산요소)
투입요소의� 양과� 비용-자연/인적/자본� 자원,� 물리적/행정/정보/과학

기술�인프라,� 해당�요소의�질과�차별화(specialization)

수요조건 세분화(Sophisticated)된�지역�고객층과�그�수요

연관-지원산업
지역� 기반의� 공급업체의� 존재유무,� 경쟁력� 있는� 연관� 산업의� 존재

유무

기업의�전략과�경쟁양상 지역�내�경쟁기업과�경쟁�구도,�경쟁관계를�조성하는�환경

� Porter(2000),� Location,� competi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Local� Clusters� in� a�

Global� Economy.� p.20� 그림�내용�정리

표 2-1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형의 경쟁우위 요소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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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er는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요소조건으로서 인적자원, 물적자원, 자본

자원, 인프라 등을 부존요소로 보았다. 천연자원, 기후, 지리적 위치, 비숙련 노

동자 등을 기초 요소로, 고등교육을 받은 인력, 디지털 통신 인프라, 대학 연구

소 등을 고급 요소로 보았다. 그는 전문화된 요소들이 경쟁우위에 있어 보다 결

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며, 생산요소 풀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전문화

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숙련된 인적자원과 지식자원을 경쟁우위를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로 여겼다.

Porter는 수요조건은 기업들의 개선 및 혁신의 속도와 특성 형성에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경쟁우위에 대한 중요한 결정요소로 보았다. 이러한 수요 특성은 

국내(지역) 수요 구성, 지역 수요규모와 성장패턴, 국내시장의 선호도 등이다. 

Porter는 세분화된 시장 구조, 세련되고 까다로운 구매자, 선행하는 구매자 니즈

의 3대 수요 구성요소 중 세련되고 까다로운 구매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까다

로운 구매자나 선행하는 구매자의 니즈는 새로운 수요 인지(새로운 우위 창출)

와 그 우위를 유지하는 면에서 중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까다로운 구매자들에 

대한 물리적․문화적 근접성을 새로운 수요 파악을 용이하게 하는 필요조건으로 

보았다.

Porter는 관련 및 지원 산업 요소로서 공급자 산업과 관련 산업을 언급한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공급은 후방산업의 우위를 창출하며, 공급자들은 기업들 사

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여 정보 및 혁신 흐름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한다. 관련 산업이란 생산이 가치사슬 상에서 기술개발, 제조, 유통, 마케팅 등의 

활동을 공유하거나 서로 보완되는 제품의 산업을 포함한다. 

특히 Porter는 경쟁은 기업이 생산비용을 낮추고, 생산품의 질을 개선하며, 새

로운 제품과 공정을 만들도록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향상과 혁

신의 자극제가 된다고 보았다. 치열한 국내 경쟁(지역 내 경쟁)은 국가(그 지역)

의 우위를 강하게 하고, 국내 기업(지역 내 기업)의 성장을 위해 해외(외부 지

역) 진출을 유도한다. 국내 경쟁들이 서로 좋은 아이디어를 모방하고, 기업들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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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인적 이동이 일어나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보다 확산되고, 정보 흐름이 빨라

지게 된다. 지리적인 근접성은 이러한 혜택이 확대되는데 일조하게 된다.7) 

새로운 비즈니스의 출현은 기존 기업이 인지하지 못하거나 유연성의 부족으로 

대처하지 못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시도하는 혁신 프로세스를 공급하게 되므로 

경쟁우위의 업그레이드에 필수적이다. 하나의 스핀오프(spin-offs)는 또 다른 스

핀오프의 유도제가 된다. 숙련되고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인력풀은 새로운 비즈

니스 설립에 유리한 조건이 된다.

지역 내 경쟁은 혁신창출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여, 기업의 생산성․혁신성․유
연성 측면에서 전체 클러스터의 경쟁력에 정(+)의 효과를 가진다.8) 이처럼 클러

스터 이론에서 강조하는 것은 경쟁적 환경이다. 기업들은 경쟁적 환경에서 지속

적인 혁신을 추구하며, 연관기업들과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국지화경제를 통해 

경쟁우위를 창출하고 유지하려 한다(이희연, 2011, p.384).

 

1.2 전망이론9)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은 행동경제학의 주요 이론으로서 사람들이 반드시 

합리적인 선택만 하는 것은 아님을 설득력 있게 실증적으로 설명한다. 전망이론

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한 Daniel Kahneman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심리학자로

서는 처음으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전망이론은 Kahneman과 그의 

동료인 Amos Tversky가 1979년 발표한 논문에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논문은 

7) 기업주들은 서로 대면접촉으로 최신 정보를 주고받게 되며, 정보는 빠른 속도로 이동한다. 이
러한 효율적인 경쟁을 위한 필요 경쟁자수는 그 해당 산업의 기본적인 경제규모에 따라 다
르다.

8) 클러스터는 클러스터 내의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해당 분야의 혁신 창출에 기여하며, 
해당 분야의 신사업(new business)에 자극제가 된다.

   http://www.12manage.com/methods_porter_diamond_model.html
9) Kahneman, D. and Amos T. (1979).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 under 

Risk", Econometrica, XLVII (1979), 263-291. Kahneman, D. (2012), “전망이론”,『생각에 
관한 생각: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생각의 반란』, pp. 348-381, Tomono, N. (2006).『행
동 경제학 : 경제를 움직이는 인간심리의 모든 것』. (이명희 역). pp.105~155. 내용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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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John Von Neumann과 Morgenstern의 기대효용이론(Expected Utility 

Theory)10)의 합리적인 기준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위험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에 대해 몇몇의 실제 특정 상황을 들어 설명하였다. 

Kahneman과 Tversky는 실험 1에서 사람들이 1000달러를 받을 확률이 90%

인 상황보다 900달러를 확실히 받는 상황을 보다 선호하는 것을 위험회피(risk 

aversion)적 선택으로 보았다. 그들은 위험 회피적 성향을 위험한 선택에 있어 

가장 일반적인 행태로 보았다. 역으로 기댓값을 양에서 음으로 즉, 이득에서 손

해로 전환한 실험 2에서는 사람들이 반대로 위험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그 결과의 원인을 사람들이 확실한 900달러 손해를 확률 90%의 1,000

달러 손해보다 훨씬 크게 느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험1:� 100%�확률로� 900달러�받기� vs� 90%�확률로� 1000달러�받기� � [위험회피:� 확실성�효과]�

실험2:� 100%�확률로� 900달러�잃기� vs� 90%�확률로� 1000달러�잃기� � [도박선호:� 가능성�효과]

이 실험으로부터 Kahneman과 Tversky는 사람들이 어떤 의사를 결정할 때 선

택으로 얻게 될 결과값 보다 그 결과를 얻게 될 확률에 보다 큰 가중치(결정가

중치)를 부여함을 발견하였고,11) 이를 확실성 효과(certainty effect)12)로 명명하

였다. 

Kahneman은 이러한 위험에 대한 태도 차이에 관심을 두고 전망이론을 발전

시켜 나갔다. 그는 전망이론의 주요 특징으로 기준점(reference point), 민감도 

체감성, 손실회피 등을 들고 있다(Kahneman, 2012, p.359-361). 이 3가지 특징

10) John Von Neumann과 Morgenstern은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은 각각의 대안을 취했
을 때 얻게 될 결과에 대한 기대효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11) 기대효용이론 : 각 대안의 기대효용  효용함수 ☓ 발생확률 


 

    전망이론 : 각 대안의 주관적 가치  가치함수 ☓ 결정가중치 


  

    일반적으로  ≥  의 관계이나 가 작을 때에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
12) 확실성의 효과는 그들보다 먼저 Maurice Felix Charles Allais가 발견했고, 때문에 확실성 효

과는 ‘알레 패러독스’라고도 불린다. Tomono(2006). 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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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제적 성과 평가에 중요한 원칙이다. 

기준점은 이득과 손해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경제적 성과를 판단할 때 기준점

은 일반적으로는 ‘현재 상태’이지만, 앞으로 기대하는 결과나 동료의 월급과 같

이 마땅히 받아야 된다고 느끼는 결과값이 되기도 한다.13) 사람들은 이 기준점

을 기준으로 기준점보다 낮은 결과값은 손해로, 높은 결과값은 이득으로 간주한

다. 

민감도의 체감성은 기존에 100달러를 버는 사람이 추가로 100달러를 더 버는 

경우에 느끼는 행복감이 900달러를 버는 사람이 추가로 100달러를 더 받아서 

느끼는 행복감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100달러를 버는 사람이 200달러

를 벌 때, 900달러를 벌다가 1000달러를 벌게 된 사람이 느끼는 만족감보다 큰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는 사람들이 동일한 객관적 가치에 자신의 상황에 

따라 다른 가치(결정가중치)를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손실회피는 사람들이 같은 크기에 대해 이득보다 손실에 대해 크게 느끼는 것

으로, 이득보다 손실에 보다 큰 가치를 두고 있음을 뜻한다. 객관적 가치가 100

으로 같은 이득과 손실에 대한 심리적 가치의 절대치는 이득보다 손실이 큰 것

을 나타낸다. 결과치가 커지면 손실회피율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Kahneman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손실을 회피하고자 할 때 포기할 수 있는 이

득의 비율, 즉 손실회피율(loss aversion ratio) 범위가 대략 1.5~2.5배인 것을 

밝혔다.

기준점, 민감도 체감성, 손실회피는 전망이론의 가치함수 그래프로 설명될 수 

있다(그림 2-4). 전망이론의 가치함수는 중립적인 기준점을 지나는 S자형을 띤

다. 곡선 형태를 띠는 것은 이득이든 손실이든 민감도 체감성이 존재함이 반영

된 것이다. 0을 기점으로 이득부분보다 손실부분에서 보다 큰 기울기를 보이며 

비대칭 형태를 보이는 것은 손실회피 성향을 나타낸다.  

13) 자신과 비슷한 지위에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자신보다 높은 월급을 받으면 상대적인 박탈감
을 느낀다. 이 때 기준점은 자신의 월급이 아닌 상대방 월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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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ahneman, D. (2012), p.362

그림 2-4 전망이론의 가치함수

� � �
자료: http://prospect-theory.behaviouralfinance.net/

그림 2-5 확률과 결정가중치의 관계

보유효과(endowment effect)14)

보유효과란 사람들이 자신이 소유한 물건이나 재산, 지위, 권리 등 상태에 그 

것에 대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가치를 소유하지 않을 때보다 높은 가

치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보유효과는 사람들의 손실회피 성향으로 나타나는 

대표 사례다. 소유물을 파는 것(매각)을 손실로, 그것을 구입하는 것을 이익으로 

볼 때, 사람들은 손실회피 성향에 따라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그 물건을 소유하

려고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집착은 기회비용과 실제 지불한 비용이 같을 때, 실

제 지불한 금액에 보다 높은 가치를 두는 보유효과의 사례이다. 얻을 수 있었지

만 얻을 수 없었던 이득인 기회비용이 반드시 손실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기 때

문에 사람들은 실제로 지출된 비용에 대해 보다 큰 가치를 두게 된다. 

보유효과가 시장이나 거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토지를 오래 소유한 사

람은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도 토지를 매각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그 사

례이다. 이렇듯 물건 또는 재산에 대한 애착은 보유효과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거래 경험이 많거나, 애초부터 판매(이익 실현)를 목적으로 물건을 

소유할 경우에는 보유효과가 발생하지 않기도 한다. 

14) 이 부분은 Tomono(2006)의 ‘보유효과’ 설명 부분을 발췌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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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검토

2.1 선행연구 검토 

1) 문화클러스터 관련 연구

문화지구(cultural districts)는 1980년대 이후 급격한 지역경제의 쇠퇴를 맞이

한 선진국의 공업도시에서 지역 발전의 수단으로서 인식되어, 장소마케팅의 프

로그램으로 도입되기 시작한다. Stern and Seifert(2010)는 ‘문화클러스터’ 개념

을 ‘문화지구’와 구분한다. ‘문화지구’는 관광객이나 교외거주자들을 지역 내로 

유도하는 ‘장소마케팅 관점에서 문화예술의 소비적 기능’이 강조된 지역으로 설

명한다. 반면 ‘문화클러스터’는 ‘문화의 생산과 소비 및 유통기능 등이 지리적으

로 집적된 지역’으로 설명하며 ‘생산적 측면이 강조’된 것으로 구분하였다.15) 

Stern and Seifert(2010)는 앞서 언급한 두 관점과 다른 제3의 관점인 ‘지역 공동

체의 발전’을 위한 관점으로서 ‘문화자산’적 집적을 소개하였다. 지역 커뮤니티 

내 문화 자원(비영리 예술 단체, 상업적 문화기업, 지역 예술가, 문화 참여자 등)

이 집적된 본거지를 일종의 문화 클러스터로 보았다. 이러한 클러스터는 인구 

증가, 주택의 경제적 가치 상승, 빈곤율 감소 등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

하였다.

국내 대학로 공연장의 집적과 관련된 대부분 연구는 Stern and Seifert가 구분

한 ‘문화지구’, 즉, ‘소비기능’이 강조된 장소마케팅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다. 최

막중․김미옥(2001)은 대학로 지역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 응답의 요인분석

을 통해 대학로 장소성이 젊음․문화(연극 공연, 마로니에, 공원, 거리행사, 대학

생, 젊은 층), 상업․유흥시설(상점, 요식업소, 노점상), 지원시설(학교/학원, 업무

시설, 편의시설, 휴식공간)로 구성된다고 분석하였다. 대학로 장소성 인지 여부

15) 선행연구에 따르면, 클러스터(clusters)는 생산(정보의 흐름과 특화된 서비스의 통합을 개선하
기 위하여 생산자들을 한 곳에 모아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나, 지구 또는 쿼터(districts 
or quarters)는 관광산업(tourism and hospitality industries)을 장려하는 수단으로서 소비를 
지향하는 오락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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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장소 선택과 소비액, 방문거리 등의 차이가 있음을 실증하였다.16) 김안

나(2009)는 문화지구를 활용한 장소마케팅 요소가 지역 내 방문객의 방문만족도

와 방문횟수에 영향을 미치지만, 지역 내 소비지출액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다고 

분석하였는데, 이는 최막중․김미옥(2001) 연구와 다소 상반되는 부분이 있다.

김현엽(2010)은 대학로가 공연중심의 문화 장소로서 인식되고는 있지만, 실제

적으로 문화시설의 이용 빈도는 높지 않다고 분석하였다. 대학로 대표시설(마로

니에 공원, 공연장, 미술관/갤러리)에 대한 인지가 높을수록 문화시설, 판매시설 

이용률이 높은 정(+)의 효과를 갖지만, 유흥․오락시설의 이용에는 부(-)의 효과

를 갖는다고 분석하였다.17) 대학로 지역에 대한 소비․상업요인의 인지는 주점․노
래방 등의 유흥․오락시설 이용에 정(+)의 효과를 갖지만, 문화시설 이용에는 부

(-)의 효과를 갖는다고 분석하였는데, 이는 최막중․김미옥(2001) 분석과도 일맥

상통한다.

임진욱(2009)과 이종원(2010)은 앞 연구들과 비교하면 ‘장소성’보다는 공연산

업에 보다 초점을 둔, 공연산업 집적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대학로 지역 공연장의 연간 관람객수를 추정하고, 그 관람객들의 지역 내 소비

지출액, 공연제작․운영비용, 공연장 유지비용 등을 직접경제효과로 산정하였다. 

그 직접경제효과에 산업연관분석의 유발계수를 곱하여 간접파급효과를 추정하

였다. 이러한 분석은 공연산업 집적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것이지 

공연장산업 자체에 대한 효과 연구는 아니다.

16) 젊음․문화의 장소성을 고려할 경우 대학로를 방문목적지로 채택할 확률이 2.15배 높아지지만, 
상업․유흥시설과 지원시설의 장소성을 고려할 경우는 각각 0.6배, 0.65배로 대학로를 방문목
적지로 할 확률이 오히려 낮아진다고 분석하였다(최막중․김미옥, 2001. p. 158).

17) 장소성 형성요인

   

장소성�형성요인 요인변수

1 소비․상업 유흥업소,� 주점,� 음식점,� 판매시설,� 노점상,� 카페/커피숍

2 상징적�이미지 만남/데이트,� 낭만,� 연극/뮤지컬,� 젊음

3 가로환경 보행가로변�녹지,� 조각물,� 붉은�벽돌,� 차�없는�거리

4 대표시설 마로니에�공원,� 공연장,� 미술관/갤러리

5 랜드마크�건축물 아크로�미술관�및�예술극장,� 영화관

6 역사건축물 서울대�의대�등�교육시설,� 샘터파랑새극장,� 연우소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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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rn and Seifert(2010)이 두 번째로 언급한 ‘생산적 측면’이 강조된 논의로는 

허정(2010)과 백경민(2010)의 연구가 있다. 허정(2010)은 대학로 문화지구의 지

정이 공연산업에 미친 효과를 생산적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그는 대학로 문화지

구 지정이 공연산업 인프라를 확충시키고 관객 편의시설을 개선한 점은 긍정적

으로 평가했지만, 지역 내 공연활동들이 예술성보다는 상업성을 지향하는 경향

이 짙어졌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았다. 또한 대학로 문화지구 

지정이 극단 중심에서 기획사 중심으로의 연극 제작시스템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보았다. 

백경민(2010)은 Porter와 조동성의 클러스터 이론을 접목하여 지역환경, 문화

적 요소, 수요조건, 관련 산업 혹은 지원기관 등을 클러스터의 중요요소로 보고 

이를 연구의 틀로 서술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각 연

대의 현황을 중요요소의 틀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1980년대를 ‘클러스터 형성

기’로, 1990년대를 외연적 확장기로, 2000년대 초·중반을 성숙기로, 2007년부터

를 쇠퇴기로 구분하였다.18) 그러나 2007년부터 쇠퇴기로 보는 설명은 현실과 

다소 괴리되어 보인다. 왜냐하면 2007년 이후로도 대학로 지역은 지속적으로 공

연장이 증가하였고, 특히 2011년 이후에는 동숭동에 주 용도가 공연시설인 건물

이 들어서는 등 동숭동 지역 공연장 고밀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Stern and Seifert(2010)의 ‘지역 공동체의 발전’적 접근의 연구로는 박세훈 외

(2011)의 사례연구가 있다. 국내 주요 문화클러스터 분포현황 살펴보고, 유형을 

분류하여, 각 유형별 파급효과를 비교하였다.19) 이 논의 역시 문화클러스터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것이다. 

18) 대학로 지역에 문화공간(공연장)이 유입되기 시작된 1980년대를 클러스터의 ‘형성기’, 소극장
의 밀집으로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상업적 연극 및 뮤지컬이 등장한 1990년대를 ‘외연 확장
기’, 예술관련 교육기관의 유입 및 ‘극단에서 기획사로 전환’ 등 업무영역의 세분화, 전문화
된 2000년대를 성숙기, 임대료 상승으로 삼선교 주변 및 타 지역으로 소극장이 이동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됨을 들어 2007년을 쇠퇴기로 구분하였다.

19) 정책 지원형 문화클러스터인 부산의 또따또가와 광주의 대인시장 내 예술가들이 형성하고 
있는 사회적 네크워크의 유형을 분류하고, 각 클러스터의 파급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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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로 공연산업 입지적 특성 연구

대학로 지역 공연시설 및 공연산업 집적에 대한 입지 특성을 다루거나 그 집

적 요인 혹은 그 과정을 밝히는 통시적 연구는 주로 1990년대 후반에 진행되었

다(강재훈,  1998; 허윤주, 1999; 장용호, 2000). 

강재훈(1998)은 문헌연구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민간 공연시설 

입지 특성을 설명했다.20) 발생단계에서 민간 소공연장은 상징성을 갖는 대규모 

공연시설과의 접근성과 연극 수요계층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입지한다고 설명하

였다. 공연시설이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는 고차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로 

지역과 저차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로 이외 지역으로 분화된다고 보았다. 공

연장 집적 이익으로 관람객 확보가 용이한 것과 대학로 지역의 인지도로 대관료 

수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 이외에 별 다른 효과가 없다고 보았다.

허윤주(1999)는 군집형성의 원리인 효율성, 안정성, 보완성을 공시적 분석의 

틀로, 홀리(Hawley)가 주창한 ‘적응, 성장, 진화’의 3단계를 통시적 분석의 틀로 

하여 대학로 지역 일대 공연산업(공연장) 특화과정을 3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

였다. 그 3단계는 군집 형성 원리, 영역 형성 원리, 동적균제 원리적 측면이다. 

1998년 당시 운영 중이었던 34개 공연시설을 공연장 형태, 공연 프로그램, 임대

형식을 기준으로 4가지로 유형화하고 효율성, 안정성, 보완성 등의 집적이익에 

대한 소극장의 유형별 입장 분화를 설명하였다. 

장용호(2000)는 공연시설수와 극단수 추이와 분포 패턴을 근거로 서울 지역 

공연산업의 집적과정을 무작위 성장기(1975~1983), 집적기(1984~1995), 분기

점(1996년 이후)의 3기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대학로 지역은 지역 내 공연장 집

적 심화되면서 점차 앞골목(순수연극), 뒷골목(상업연극)으로 공간이 재배치되었

다. 공연장이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상권이 발달하는 등 공연공간과 주변 연

20) 강재훈(1998)은 서울 전역 민간공연장을 연구 범위로 하고 있으나, 대학로 지역의 민간공연
장수가 서울 전체 민간공연장수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대학로와 관련된 연구내용이 많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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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체계 간 선순환효과가 발생(정적 피드백)하여 지속적으로 집적이 심화되어 가

면서 과도한 집적으로 점차 이탈율이 높아진다(부적 피드백). 이러한 과정을 생

산과 소비차원의 선순환효과 피드백 메카니즘으로 설명하였다. 

공연장 집적을 통시적으로 분석한 앞의 연구들은 연구의 시간적 범위가 2000

년대 이전이기 때문에 대학로 지역 일대의 가장 큰 변화요인인 ‘대학로 문화지

구의 지정’에 따른 대학로 공연산업의 변화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다.21) 또한 아

직까지 대학로 문화클러스터 관련 연구에서 혁신 효과 관련 논의는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대학로 지역의 공연산업은 공연장의 증가와 함께 

발달하게 된 상권으로 인해 높은 지대를 형성하는 등 외부부경제가 발생하고는 

있으나 공연장을 비롯한 공연산업의 집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때문에 2000년

대 이후의 공연산업의 입지적 특성은 외부부경제가 공연산업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2.2 본 연구의 차별성

기존연구는 대학로 공연산업 집적 입지를 장소마케팅 관점의 문화예술의 소비

기능을 강조한 연구가 주를 이뤘다. 생산적 측면에서 입지를 다루는 연구가 전

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로 공연장 집적이 형성되는 과정을 서술하거나 그 

요인을 파악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 연구는 대학로와 비대학로 지역의 실제 33

개년(1981~2013) 공연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데이터를 구축, 그를 이용하여 생

산적 측면에서 공연장 집적이 공연 콘텐츠 제작에 미치는 영향(초연과 창작초연

이라는 창조적 지표의 관점)을 분석한 실증연구라는 점이 타 연구와 차별된다. 

공연장들의 입지변화와 함께 실제 데이터로 이용하여 당시 공연산업 활동도를 

통시적으로 살펴본 것 역시 타 연구와 차별되는 점이다.   

21) 장용호(2000)와 허윤주(1999)는 연구시점(1990년대 말)을 대학로 지역의 공연장의 집적의 정
체기 혹은 분기점으로 보았지만, 대학로 문화지구 지정 이후 대학로의 공연장수는 2배 이상
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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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가설 설정 및 자료 구축

1. 가설 설정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연극공연장 밀집도와 연극 공연 콘텐츠 신규제작(초연)

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과 공연장 증가에 따른 지역 내 변화가 공연장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문제 1 연극공연장 밀집도과 콘텐츠의 신규 제작(초연)과의 관계 규명

가설을 논의하기 전에 생산함수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생산함수는 일정 기간 동안 투입

되는 생산요소량과 그 기간 동안 생산할 수 있

는 최대생산량의 관계를 나타난다. 생산함수 그

래프는 생산요소 증가에 따라 생산량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나타낸다. 

다른 생산요소를 모두 통제하고 생산요소 중 

노동과 자본 두 생산요소만 사용된다고 가정할 

때, 생산함수는 일반적으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자

본투입량 로 고정되어 있다고 하면 노동투입량에 대한 생산량을 나타내는 생

산함수는  이다. 이때 <그림 3-1> 총생산함수 그래프에서 변곡점에

서의 노동투입량은 한계생산곡선22)에서 극대값의 노동투입량과 같다.  

총생산함수곡선을 연극산업에 적용하면 <그림 3-2>와 같이 변형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연극공연 제작편수는 연극공연 제작에 투입되는 노동량과 반드시 비례

22) 한계생산은 다른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일정한 수준으로 묶어둔 채 노동 투입량만 1단위 증

가시켰을 때 나타나는 산출량의 증가분을 의미한다.   



그림 3-1 총생산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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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갖지는 않는다. 한 공연작품에 투입되는 인력은 콘텐츠에 따라 크게 차

이가 난다. 1~2명일 수도 있고, 수십 명의 인원이 투입될 때도 있기 때문에 투

입노동량에 대한 생산량(공연편수) 변화를 검토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연극공연 

공연건수 기준 제작단위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뤄지는 공간인 공연장에 의

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때문에 연극제작량에 영향

을 미치는 공연장수와 신규 공연제작양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다.  

한정된 지역 내 공연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집적의 정(+)의 효과

로 공연장 단위증가에 대한 신규 콘텐츠제작(초연)편수 증가량은 증가할 것이

다. 그러나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즉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 되면, 연극 공연 제

작주체가 신규 공연콘텐츠 제작을 손실로 인지하면서, 손실회피적 성향으로 신

규 제작보다는 기존 작품을 재활용하고자 하므로 신규 제작 증가량은 감소할 것

이다.23) 여기서 신규 제작의 감소가 아닌 신규 제작 증가량의 감소인 것은 경쟁

적 환경을 받아들이는 제작관계자들의 위험회피적인 대처가 일제히 동시에 일어

나지 않으므로 경쟁적 환경에 의한 부(-)의 효과가 정(+)의 집적효과를 일시에 

상쇄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연시장이 확대되지 않음을 전제로 할 때, 공연장(공연활동) 증가로 

시장경쟁이 치열해지면 레드오션 환경이 조성되어 신규 공연콘텐츠 성공가능성

은 그만큼 낮아질 것이다. 이 불확실성(위험도)이 일정수준 이상 증대되면 대부

분의 사람들이 위험을 회피하려는 성향 때문에 과도경쟁에 의한 집적 부(-)의 

효과가 정(+)의 효과를 초과하게 되고, 총 초연제작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위의 내용을 도식화하면 <그림 3-2>와 같다. A지점까지는 공연장수가 증가함

23) 같은 규모(배우, 스탭 등)에 같은 공연장, 모든 조건을 동일하다면, 신규 작품은 기존의 레퍼
토리 작품보다 홍보비, 작품개발비 등의 비용이 보다 클 뿐만 아니라, 성공의 기대확률을 예
측할 수 없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기존 레퍼토리 경우는 과거 경험이 있기 때
문에 전략적인 홍보가 가능하고, 마니아층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는 기 관람객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해당공연을 관람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신규제작보다 레퍼토리나 잘 알려진 공
연을 하는 것이 공연제작에는 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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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일정하게 제작수가 증가하다가(변

화량 일정), 집적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A지점부터는 공연장수 증가량이 증가한다

(변화량 증가). 즉, 기울기가 더 이상 직선

을 나타내지 않고, 아래로 볼록한 곡선을 

형태를 띠게 된다. 공연장이 증가할수록 그

에 대한 집적이익은 계속 증가하지만, 그 

집적도가 일정수준(B지점)을 넘어서면, 경

쟁심화를 위험으로 인지하게 된 공연제작주체가 손실회피적인 공연제작을 하게 

된다. 신규 콘텐츠를 제작하기 보다는 검증을 거친 기존의 작품을 제작하거나, 

한 공연을 오픈 런으로 계속하면서 생산단가를 낮추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하

면 B지점은 과다경쟁으로 인한 위험회피의 영향으로 부(-)의 집적효과가 발생

하기 시작하는 지점이다. B-C구간은 집적으로 인한 정(+)의 효과가 부(-)의 효

과보다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나, 그 변화량은 점차 

줄어들게 된다. 집적의 정(+)효과와 부(-)의 효과가 같은 C지점일 때 신규 제작 

공연편수가 가장 많으며, 이 지점을 지나면 정(+)의 효과보다 부(-)의 효과가 증

가하기 때문에 전체 신규제작편수가 감소하는 형태를 띨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는 다른 모든 조건이 통제된 상황이다. 만일 관람객층

이 확대되어 보다 다양한 콘텐츠 수요가 발생한다든지,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연극산업에 대한 투자가 영화처럼 활발해진다면 투입되는 생산요소의 구성이 달

라지고 그에 따라 생산함수곡선도 바뀔 것이다. 본 연구 가설은 연극공연산업의 

현 시장구조 및 연극산업 현황 유지 가정을 전제로 한다. 

연구문제 2 공연장 증가에 따른 지역 내 변화가 공연장 운영에 미치는 영향

공연장 증가로 공연산업 간 경쟁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 관람객들이 

지역 내에 와서 공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연관람 전후에 카페, 음식점, 상점들

그림 3-2 공연장수와 초연제작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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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소비활동을 하므로24), 공연산업이 집적되고 활성화될수록 이런 시설들도 

함께 증가하게 된다. 한정된 공간에 대한 입지경쟁은 더 이상 공연장들간의 경

쟁이 아니며, 타 산업과도 입지에 있어 경쟁적 관계가 된다. 공간 이용 대가로 

지불하는 지대가 상승하게 되면, 지대를 감당할 수 없게 되거나, 설사 감당할 수 

있다하더라도 그 만큼 지대를 지불할 의사가 없는 공연장 운영주체는 운영을 포

기하거나, 공연장 설립주체(건물주)는 보다 높은 지대를 기대할 수 있는 용도로 

전환할 것이다. 

공연장 폐업 여부는 공연장 설립/운영주체가 누구냐에 달려 있다. 대학로 지

역 내에서 오래 공연장을 운영한 운영주체는 공연장 운영 노하우는 물론 지역 

내 형성된 협력적 네트워크를 공연장 운영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

한 보다 공연장 폐업률이 낮을 것이다. 보유효과에 의해서 공연장 운영기간이 

오래된 공연장일수록 폐업률이 낮을 것이다.

2. 자료 구축 

대학로 지역의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공연장 및 공연단체의 입지 자료가 필요하다. 창조성 지표로 초연과 창작초연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초연과 창작초연 구분 기준에 되는 공연 스태프(작가, 연출

가, 공연단체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 절에서는 구축 자료의 이해를 위해 공연장 및 공연정보와 관련된 공연산업

관련 용어의 개념을 먼저 설명한 후 데이터 구축 과정을 설명한다.

 

24) 2013년 대학로 연극 실태조사 결과 1인당 지불한 티켓 가격은 15,710원이고, 1인당 평균 공
연 관람 전후 소비금액은 20,111원이었다(서울연극센터, 2013, pp.148~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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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주요 용어 개념 정의

공연장 

공연장의 법률적 정의는 음악․무용․연극․국악․곡예 등의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되어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운영되는 시설이다(공연법 

시행령 제1조의 2). 이 연구는 연극공연만을 다루므로 분석에 사용된 공연장수

는 연간 30일 이상 연극공연활동이 있었던 공연장수이다. 한 위치에서 공연장이 

개관과 폐관을 반복함에 따라 같은 해도 중복으로 카운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해 위치 기준으로 공연장수를 셈하였다. 예를 들어 2008년 공연정보 기록상에는 

동숭동 1-57 3층 경우 허밍스아트홀, 악어극장, 뮤디스홀의 세 개 이름으로 작

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 공연장수를 셀 때는 1개 공연장으로 보았다.   

창작극과 번역극

공연물은 일반적으로 극본 작성 주체에 따라 (국내)창작극과 번역극으로 나뉜

다. 이 연구에서는 공연정보데이터의 주요 자료원인『문예연감(2011)』의 ‘일러

두기‘ 내용을 참고하여 창작극과 번역극을 구분하였다. 

연극 분야의 경우 중분류 외에 두 가지 소분류가 포함되었다. 하나는 극본을 기

준으로 한 분류로, 국내에서 극본이 주로 쓰인 경우를 ‘국내창작극’, 외국에서 주로 

쓰인 극본을 국내에서 번역한 경우를 ‘번역극’으로 구분했다. 원작이 외국 소설이

더라도 이를 각색한 작가가 국내 작가일 경우 ‘창작극’으로 분류했다. 이외에 희곡 

작가나 작곡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번역극으로 구분했다. 극작가가 표시되어 있

지 않지만 원작이 명확하게 외국 작품인 경우에도 번역극으로 구분했다.

문예연감의 모든 공연정보가 공연 콘텐츠의 원작자, 극작가를 밝히고 있진 않

으며, 아동극 레퍼토리와 무언극 등 퍼포먼스 위주 공연인 경우 창작극과 번역

극을 구분하기기 애매하거나, 구분 기준이 되는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으므

로, 이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원작자나 극본가 정보 수집이 용이했던 연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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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에 한하여, 창작극과 번역극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초연과 재연 

공연 콘텐츠는 첫 공연의 여부에 따라 초연과 재연으로 나뉜다. 최근 발행된 

『문예연감』에서는 초연/재연에 대한 구분에 대해 딱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초연과 재연을 구분했던『2008 문예연감(2007년 기준)』의 연극편람을 살펴보

면, 2007년에 A공연장에서 상연된 공연작품이 B공연장에서도 공연을 하였을 

때, 두 공연장의 공연 모두를 초연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첫 번째 공연된 장소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후 언급되는 ‘초연’이라

함은 오직 A공연장에서의 공연만을 의미하며, 콘텐츠를 기준으로 국내에서 처

음으로 상연된 유료공연만을 의미한다. 

공연편수와 공연건수

 공연편수의 분류기준이 되는 것은 콘텐츠 자체이지만, 공연건수의 경우 시간

과 장소를 분류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면 a공연이 C공연장에서 1월 한 달 간 공

연되었고, 3월에 다시 a공연이 D공연장에서 한 달간 공연되었다면, 공연편수는 

1편, 공연건수는 2건이다.

공연일수와 공연횟수

공연일수는 원래는 해당기간 실제로 공연한 날을 계산해야 맞지만, 본 연구에

서는 [마지막 공연날짜]-[시작 공연날짜]에 1을 더한 값을 ‘공연일수’로 산정하

였다. 그 이유는 본 연구에서는 기준년도 1976년부터 2013년까지의 「문예연

감」의 수록된 공연정보를 주축으로 하여 데이터를 구축하였는데, 공연일수는 

특정연도, 일부 상위 공연에 한하여 작성되었지만, 공연시작일과 공연종료일은 

해당 기간 모든 자료에 대해 작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25) 중복계산이나 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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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됨을 피하기 위해 특정 요일 공연이 명시된 경우, 그를 반영하여 해당 요일

만 공연일수로 산정하였다. 문예연감 편람에서 누락되거나 타 정보원 내용과 불

일치하는 경우는 일부 인터파크에서 캘린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다 구체적

으로 공연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원의 내용을 기준으로 공연일수를 보정하였다. 

공연회수는 말 그대로 몇 회 공연을 했는지를 측정하는 단위이며, 공연의 양

을 측정하는 데에는 가장 정확한 지표이다. 몇 회 공연을 했는지, 공연회수×공

연장 좌석수의 총량이 공연산업의 매출을 측정하는 가장 정확한 기준이 된다. 

그러나 공연회수에 대한 정보는 기준년도가 2008년인 『2009 문예연감』부터 

제공되었고, 적지 않은 공연이 문예연감에서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는 공연회수보다 공연일수를 분석단위로 하였다. 대다수 공연이 평균적으로 주 

7~8회의 공연을 하고 있다. 일주일간 공연한 공연의 공연일수를 (공연마침일-

공연시작일+1)로 계산하면 7일이 된다. 때문에 공연일수를 공연회수의 대용(공

연산업에 대한 양적 평가기준)으로 치환하는 것이 아주 불합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2 분석 데이터 구축

1) 공연정보 데이터 구축

(1) 공연정보 자료

문예연감 공연편람 

본 연구에서는 공연장 파악, 공연규모(공연일수), 공연물의 종류(창작/번역, 초

연/재연) 등의 공연정보 데이터 구축을 위해 1차적으로『문예연감』 ‘공연예술 

편람’의 공연정보를 수집하였다.『문예연감』은 1976년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

25) 공연시작일과 공연종료일 사이에 명백하게 휴관일이 표기된 경우에는, 즉, 주 3회 공연, 또
는, 매주 토/일 공연 등과 같은 정보를 득한 경우에는 각각 주당 공연일수를 3일과 2일로 
하여 공연일수를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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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매년 발행하고 있는 간행물로서 문학, 시각예

술, 국악, 연극, 무용 등의 문화예술 활동 내역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다.

공연편람 작성 기준

문예연감의 공연예술 편람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공연정보를 

작성하고 있다. 문예연감의 작성 초기인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중반까지는 한

국연극협회에 등록된 정회원과 준회원 극단 및 극장의 공연활동 내역을 취합하

여 작성되어, 공연명, 공연기간, 공연장, 작가, 출연진은 물론 공연회수와 공연건

별 관객수 등 상대적으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비회원 단체의 공연정

보가 누락되어 있었다. 

80년대 후반부터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일간지, 공연예술 전문잡지, 문화정

보지에 등에 실린 연극공연 관련 기사, 문예진흥원(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취합한 극단 공연실적 자료 등을 정리하여 작성되었다. 1989년 편람 작성은 대

학극회 등을 비롯한 아마추어 성격의 공연내역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

지만, 언론매체에 공연정보가 노출되지 않은 작품이나 대학극회, 아마추어 극단

의 공연활동은 자료수집 한계로 누락되는 경우가 다소 발생했다.26)『문예연감 

1997』부터는 공연 정보 수집을 전문적이고 공식적인 공연으로 한정하여, 워크

숍 공연 및 아마추어 극단의 공연이 편람에서 제외되었다.

2000년대 들어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지역연극협회 및 극단들이 자체 홈페

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인터넷 사이트가 새로이 편람 구축 정보

원으로 편입되었다. 특히『문예연감 2009』에서는 인터넷 예매대행 사이트의 

공연정보를 참고하기도 하였으며, 『문예연감 2011』부터는 한국소극장 협회 

소속 공연장들의 개별 협조로 취합된 공연정보를 추가해 공연예술 편람을 작성

해 오고 있다. 그러나 극단이나 공연장이 자발적으로 공연활동 정보를 제공하지 

26)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편] (1997), 『문예연감』(기준년도: 1996), p.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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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면, 문예연감 연극편람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였다. 비교적 공

연활동이 활발한 단체이거나 공공이 운영하는 공연장의 경우는 참여도가 높았으

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누락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4).「문예연감 2014」, p.21. 내용 재구성

그림 3-3 공연예술편람 작성 프로세스

(2) 공연정보 자료 구축

공연단체 및 공연기획․제작사들간 협업을 파악하고, 창작 및 초연 여부 판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1976년부터 발행하고 있는『문예연감』에 수록된 연극 공연편람의 내용을 1

차 자료로서 구축하였다. 

자료원 공연편람�연도(자료기준) 자료상황 비고

문예연감(책) ′76-′81,� ′83-′85 △� 지역정보

국회도서관�원문보기* ′82,� ′86-′00,� ′02-′03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91 - 구축�후�보완

한국문화예술위원회�홈페이지
′06 ○

′98-′05,� ′07-′13 ◎�

국회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CD) ′07-′12 ● 지역정보

�△�책자�복사,�직접�입력�
�○�웹상에서�열람만�가능,�직접�입력
�◎�웹상에서�텍스트�복사는�가능,� 텍스트�복사�후�편집
�●�엑셀자료로�바로�사용�가능

표 3-1 1차 자료 구축 시 문예연감 연극공연 정보 데이터 현황 

1976년부터 2013년까지 총 38개년 편람 중 14개년 편람만이 문예연감 부록 

CD 혹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텍스트파일 또는 엑셀 자료로 제공

되고 있었다.27) 약 70%에 해당하는 24개년 편람 자료가 문서로 되어 있거나, 

27) 본 데이터를 최초로 수집할 당시(2012년 6월)에는 문예연감의 편람 자료 구득이 어려웠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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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페이지 상에서 열람만 가능하였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서 직접 입력해야만 했

다.28) 

특히, 2012년 1차 자료수집 당시에는 국회도서관에서 원문보기 서비스만 열

람이 가능했던 91-92년 통합 문예연감에서는 당시 91년 자료가 누락되어 있었

다. 차선책으로 네이버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

제’, ‘한겨레’의 1991년 공연정보면에 수록된 서울지역 공연을 추출하여 자료를 

구축하였다.29) 공연지역의 구분 없이 공연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서울지역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연락처 전화번호의 지역번호를 참고하거나, 

해당연도 전화번호부나 공연장 운영현황을 담고 있는 문서에서 주소지를 확인하

였다. 일부 공연장에 대해서는 당시 공연장에서 공연했던 단체 또는 관계자와 

면담 또는 이메일 및 전화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기도 하였다.

2) 공연장과 공연단체 및 기획사 입지자료 구축

(1) 공연장 및 공연단체/기획사 입지 관련 자료

공연장 입지 관련 자료

대부분 연구에서 서울시 공연장 입지 현황자료로 서울통계연보를 활용하고 

있다. 서울통계연보의 공연장 현황정보는 등록공연장 현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

다. 그러나 실제로 주로 연극이 공연되었던 공연장의 절대다수는 미등록 공연장

2014년 9월 22일부터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rko.or.kr)에서 1976년
부터 2013년 문예연감을 파일로 제공하고 있다. 

28) 연극편람 자료는 2008 문예연감(자료기준 2007년)부터는 부록 CD에 엑셀자료로 수록되어 
있어서 구득이 쉬운 편이었으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 일부 자료기준 1998년에서 
2005년 자료는 텍스트만 복사하여 따로 편집하는 과정을 거쳤다. 

29) 신문의 공연정보란을 참고한 것은 당시 문예연감이 신문의 공연정보와 기타 연극 잡지에 수
록된 공연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고 명시되었기 때문이다. 본인의 자료구축 후 국회도서
관에서 누락되었던 1991년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기 구축한 91년 공연정보
자료와 문예연감 원문의 자료와 비교하였을 때 1건이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서 해당 자료를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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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특히 민간 소공연장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해야하는 

기준(300석)에 미달한 곳이 다수였기에 공연활동이 활발한 공연장이라고 해도, 

등록공연장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등록공연장 리스트에 있는 공연장이더

라도 수년 간 공연활동이 없는 경우를 발견됐다. 

때문에 공연장의 집적을 논의함에 있어, 공연장 현황정보를 서울통계연보보다

는 실제 공연활동 기록이 있는 공연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림 3-4>와 <표 3-2>는 등록공연장수가 공연산업의 집적에 대

한 연구 자료로써 활용하는데 부적절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4>은 서울시 

통계연보의 종로구 공연장수과 본 연구에서 문예연감 편람자료를 보완하여 구축

한 공연정보 데이터 상 대학로 지역 공연장수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1994년부터

는 본 연구 데이터에서 추출한 대학로 지역의 공연장수가 종로구 전체 공연장수

를 초과하고 있다.

출처 : 대학로 공연장 – 본 연구에서 구축한 데이터에서 추출한 대학로 공연장 수
       종로구 공연장 – 서울통계연보(각 년도)

그림 3-4 종로구 공연장수와 본 연구 데이터 대학로 공연장수 비교

<표 3-2>는 1994년 종로구에서 발행한 『종로구지』에서 작성한 종로구 문

화시설 리스트 중 공연장, 연극관 내용을 발췌한 것과 본 연구 데이터에서 1994

년 공연활동 기록이 있는 공연장을 비교한 것이다. 본 연구데이터에는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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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지』에 수록되지 않은 다수 공연장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실험극장은 

종로구 지역 내 공연장을 기 폐관하였음에도 여전히 종로구 공식 문건에 기록이 

되어 있었다. 특히 극단 연단에서 운영하였던 연단소극장의 경우는 2004년부터 

문예연감 또는 기타 공연 정보 안내 웹사이트에서 공연활동 정보가 발견되지 않

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말 기준 등록공연장 현황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었다.

구분 공연장명

종로

구지

공연장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한국페스티발� 앙상블(음악),� 탑거리소극장,� 하나방� 소극장,�

충돌극장�목화,� 성좌소극장,� 학전소극장,� J아트*,� 문예회관�대극장,� 세미예술극장,�

코메디아트홀,� 미리내소극장,� 마로니에극장,� 열음소극장,� 대학로극장,� 서울아카데

미*,� 인켈아트홀

연극관

세종문화회관� 소강당,� 실험극장**,� 파고다연극관,� 피카소극장,� 공간사랑,� 대학로

소극장,� 동숭아트센터,� 목화(충돌소극장),� 바탕골소극장,� 문예회관� 소극장,� 샘터�

파랑새극장,�예술극장�한마당,� 황정순�소극장,� 창조극장,�연우소극장,�

본�연구�

데이터

J아트홀,� 강강술래소극장,� 까망소극장,� 동숭아트센터� 대극장/소극장,� 뚜레박소극

장,� 락산소극장,� 마로니에극장,� 문예회관� 대극장/소극장,� 미리내소극장,� 바탕골소

극장,� 샘터파랑새극장,� 성좌소극장,� 세미예술극장� ,� 서울아카데미,� 연단소극장,� 연

우소극장,� 열음소극장,� 예술극장� 한마당,� 오늘소극장,� 왕과시소극장,� 울타리소극

장,� 은행나무극장,� 인간소극장,� 인켈아트홀� 1관/2관,� 충돌소극장� 1관/2관,� 코메디

아트홀,�하늘땅소극장� 1관/2관,� 학전소극장,�혜화동� 1번지

자료 : 종로구(1994), 『종로구지 하』, pp.502~508,내용 발췌 정리
※굵은 글씨로 표시된 공연장은 당시 현 대학로 지역에 입지하고 있던 공연장임
* J아트와 서울아카데미의 경우 종로구지에서는 소극장(영화관)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공연정보가 있

으므로, 공연장으로 포함함. 과거 공연장에 영화관이 포함되어 있었고, 때문에 영화상영과 공연의 
상연장 역할을 병행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음

** 실험극장의 경우, 운현궁의 복원이 결정됨에 따라 1993년 상반기까지 기존 종로구 운니동 
114에서 운영되었고, 1993년 하반기에 압구정동으로 이전·개관함

표 3-2 『1994 종로구지』와 본 연구데이터의 1994년 대학로 공연장 비교

또한 문예연감 작성 초기인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에는 공연명, 작

가, 연출가, 출연자, 공연장소, 관객수까지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1986년에는 공연작품명, 공연일자, 공연장명, 단체명만을 제공하는 등 시기마다 

제공 정보 수준이 달랐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2006년까지는 공연장 입지 

지역 정보가 빠져 있어서, 지역명이 들어가지 않은 공연장 경우 지역 구분에 어

려움이 있었다. 해당 공연장이 서울 입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연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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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따로 구해야 했다.

-� 문화체육부� (1992-6).� 『전국문화공간현황』� 각� 년도

-� 문화체육부� (1997).� 『97� 한국의�문화공간� :� 문화비전� 2000� 문화의�세기가�오고�있다』�

-� 박동우�외2(2008),� 『서울시�극장기술정보� :� 서울시�소재�일반�공연장�기술정보(Database)�

구축�사업� :� 대극장�도면집』�

-� 박영한�편� (2003).� 『서울도로지도:상세생활지도』

-� 서울문화재단� (2006).� 『서울시�공연장�매뉴얼�북� :� 소극장』

-� 서울문화재단�공연장�정보� http://www.e-stc.or.kr/front/play/placeEtc.asp

-� 서울연극센터�편(2007~현재),� 『대학로�문화지도』

-� 서울연극센터� http://www.e-stc.or.kr/Front/index.asp

-� 서울연극협회�외� (2010).� 『2009� 대학로지역�공연장�운영현황』

-� 서울연극협회(2008),� 『2007� 공연시설�운영현황�조사(문예회관�및�대학로공연장)』

-� 송영한,� 1985-8-24,� “결실의�계절을�맞는�서울문화지도”.� 동아일보.� 10면

-� 이범재� (1992).� 『문화공간의�효율적�활용�및�이용�극대화�방안에�관한�연구� :� 주요�

문화공간의�운영실태�분석을�중심으로』.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이석환� (1998).� 『도시�가로의�장소성�연구� :� 대학로의�사례를�中心으로』�
-� 이원희�외� (2008).� 『전북연극사� 100년』.� 전주,� 전라북도�연극협회.

-� 이창구� (2006).� 『충북연극� 100년사�개정증보판』�

-� 전화번호부�주소록� :� 1990,� 1992,� 1993,� 1997,� 1998,� 1999,� 2000,� 2009

-� 정호순(2002).『한국의�소극장과�연극운동』

-� 종로구(1994),� 『종로구지(하)』

-� 종로구대학로번영회(1987),� 『(문화예술의�거리)� 대학로』�

-� 앙지도문화사(1990/1995),� 『서울시교통지도』

-� 지오마케팅�편(2002),� 『종로여행[지도]』

-� 차범석� (2004).� 『한국�소극장�연극사』

-� 최문휘� (1991).� 『충남연극사』

-� 한국�근·현대�연극� 100년사,� 편.� (2009).� 『한국�근·현대�연극� 100년사』�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8).� 『(한국의�문화공간� 4)한국의�문화지도』

-� 한국문화예술진흥원(각�년도),� 『문예연감』,1976~1985,1989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2009),� 『2008� 대중음악�공연장�디렉토리』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2009),� 『2008� 대중음악�공연장�디렉토리』

-� 한국연극협회� (1997).� “서울시내�공연장�연락처”.� 『한국연극』

-� 한옥근� (1994).� 『광주ㆍ전남�연극사』�

-� (사)한국연극협회�부산광역시지회(2009),� 『부산연극사� –� 부산연극제� 25년사』�

-� (사)한국연극협회�부산광역시지회(2009),� 『부산연극사� :� 소극장사� 1963~2009』

-� KTF(각년도),� 『코코펀� Cocofun� :� 종로/명동/인사동/대학로/광화문』,� 2004-2006

표 3-3 공연장 위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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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문예연감 편람을 중심으로 구축한 공연정보 데

이터에 있는 공연장 위치 정보 파악을 위해 문화예술 관련기관 발간 공연장 안

내 서적, 실태조사 자료를 비롯한 현황자료 등과 각 지역의 연극사 서적, 지역 

연극협회 홈페이지 및 예술인총연합회 지부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 서울연극협회� 2014년� 4월�현재�가입현황(단체명,� 가입일)�

-� 서울연극협회�단체�소개�웹페이지�

-� 예술경영지원센터(2009),� 『2009� 전문예술법인·단체�지정�현황부』�

-� 예술경영지원센터(각년도),� 『전국�공연장·공연예술단체�주소록』,� 2005/2009-2011

-� 예술경영지원센터(2010),� 『공연예술단체�디렉토리� 2010』�

-� 예술경영지원센터(2011),� 『2011� 공연예술실태조사�주소록』�

-� 예술경영지원센터(2013),� 『2013� 전문예술법인·단체�백서』� (2012년�기준)

-� 한국�근·현대�연극� 100년사,�편.� (2009).� 『한국�근� ·현대�연극� 100년사』�

-� 한국문화예술진흥원(각년도),� 『문예연감』,1976~1985,1989

-� 한국전화번호부�편.(각�년도),� 『서울�전화번호부』� :� 1990/1993/1997~2000/2009

-� Play� DB�제작사�메인�정보� :� 연극·뮤지컬�부분만�추출� (정보추출년도� 2013년)

-� 2001년�작성�공연단체�주소�정보�웹페이지�

� � http://cafe.daum.net/NUDEARTDH/lzm/26?docid=22tFlzm2620010523054431

-� 종로구청�역사�문화관광�안내�웹페이지(최종수정일:� 2013/11/28)�

� � http://www.jongno.go.kr/Tour.do?menuId=2202&menuNo=2202

표 3-4 공연단체 및 제작사 입지 관련 정보

공연단체 연고지 자료

공연단체 정보 역시 연고지 정보가 연극 편람에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연단체의 연고지를 파악하기 위해, 각 지역의 연극사를 다룬 서적과 해당 지

역의 연극협회 홈페이지, 공연실태조사 주소록 등을 참고하였다.30) 공연단체의 

연고지 파악 중 타 지역에서 서울로 연고지를 옮긴 경우는 해당 단체의 창단시

기, 연고지 이전 시기, 공연활동 등의 정보를 이메일 질의응답 및 대면인터뷰를 

하여 해당 정보를 파악했다. 공연단체 연고지 정보 수집과정에서 문예연감에서 

누락된 공연정보를 기존 데이터에 추가하기도 했다.31) 

30) 공연장 파악 시 참고한 자료와 겹치는 부분이 많으므로 서술을 생략하였다.
31) 극단 단홍의 경우는 과거 동일 공연활동에 대해 두 개의 이름으로 활동하여, 두 단체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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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구축 과정

공연장 입지 자료의 구축

1976년부터 2013년까지 38개년도의 공연장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는데, 시간

이 많이 흐르다보니 행정동이 바뀌거나, 필지가 통·폐합되어 위치정보가 불일치

한 곳이 있었다. 불일치할 경우 서울토지정보시스템에서 해당필지를 검색하여, 

필지의 통․폐합 여부를 확인하였다. 1976년~2013년 데이터로 GIS를 이용한 공

간 분석에서 표시한 행정동 경계는 일부 경계조정으로 통일되지 않으므로, 통계

청에서 제공하는 2012년 동경계를 베이스로 하여 작업을 하였다. 

공연단체 및 기획․제작사의 입지 자료의 구축

공연단체 및 기획․제작사 입지 정보는 앞서 언급한 공연장 정보원으로부터 수

집하였다. 공연단체 주소가 공연단체의 사무실이나 연습실 또는 운영 공연장으

로 된 경우도 있지만, 공연단체 대표의 집주소로 되어 있어, 주로 공연활동을 하

는 지역이 서울이더라도, 공연실태조사 등에 게재된 공연단체의 주소가 경기도 

지역인 경우도 종종 발견되었다. 

서울을 연고를 둔 연극단체 파악 위해서 2014년 4월 현재 서울연극협회에 등

록되어 있는 206개 단체 리스트32)와 서울연극협회 웹페이지에서 소개되고 있는 

255개 단체의 중복여부를 체크하여 구축하였다. 실제로 서울지역에서 활동 중인 

되었는데, 극단 카페(네이버, 다음)에 문의 글을 남겨, 해당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아, 두 번 
카운팅 되는 부분을 수정하였다. 극단 예성의 경우는 2000년 대 초반 대학로에서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다가, 이후 경기도 지역으로 연고를 옮겼다. 이전 시기가 명확치 않아서, 역시 
이메일로 문의를 통해 해당 정보를 바로 잡았다. 서울과 기타 지방에서도 공연정보가 검색되
는 부천의 극단 믈뫼 역시 연고지에 대한 질의와 타 지역의 공연에 대한 정보를 이메일을 
질의응답으로 통해 구했다. 극단 두레의 경우도 1990년대 초반 부천에서 주로 활동하다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서울로 연고지를 옮겼는데, 인터뷰를 통해 이를 확인하였다. 극단 틈도 
인터뷰를 통해 창단시기와 대학로 공연장을 개관한 시점 등의 정보를 파악하였다. 

32) 서울연극협회에 등록된 극단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연극협회를 찾아가서 협조를 구하여, 정보
공개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인 206개의 소속 단체명과 해당 단체의 가입년도정보를 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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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이나 공연기획사/제작사가 서울연극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본 

연구는 적어도 30년의 변화를 살펴보려하기 때문에 과거 서울지역에서 활동했

던 단체나 기획․제작사의 수를 파악해야 하므로, 우선적으로 서울연극협회 정보

로부터 구축한 단체들의 창단년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예술관련 정부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와 전문예술법인 디렉토

리에는 게재되었으나 서울연극협회 리스트에서 빠진 단체들을 추출하여 단체 현

황을 보완하였다. 서울연극협회에 현재 가입된 상태이지만, 과거 타 지역에서 주

로 활동하다가 이전해 왔거나, 활동 휴식기를 가진 단체를 가려내기 위해 본 연

구에서 구축한 공연정보 내용에서 각 단체들이 활동 기록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5년 이상 공연정보가 없을 경우는 활동휴식기로 간주하고, 해당연도의 단체수를 

셀 때 해당 단체 및 기획․제작사는 제외하였다.33)  

3) 공연물 분류 관련 자료 구축  

공연물 분류 기준 자료의 수집

창작극과 번역극 구분을 위해서, 연극공연의 극본, 각색, 번역, 원작 등의 정보

가 필요했다. 문예연감에서는 앞서 공연장 정보와 마찬가지로, 작성 초기만 관련 

정보가 상세히 수록되어 있었을 뿐, 후반부로 갈수록 항목 자체가 빠지는 등 명

시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였다. 

창작자 및 초연 여부에 대한 정보를 보완하기 위해 각 지역 연극 관련단체 및 

종사자가 정리한 연극사를 다룬 서적과 연극공연 평론집 등에서 평론가가 공연

을 평가하면서 때때로 제공하는 창작 및 초연 관련 정보를 참고하였다. 공연티

켓을 판매처 홈페이지(인터파크, 티켓링크, 옥션 티켓 등)와 더뮤지컬, Play DB, 

OTR, 한국연극평론가협회 등을 비롯한 공연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의 내

33) 각 단체마다 작품 제작준비기간이 다르겠지만, 연우무대의 “해무”의 경우 총 제작기간이 3년
이 걸렸다고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구축한 자료가 최대한 보완을 하고자 하였으나, 공동제
작 또는 부분참여 내용이 누락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휴식기의 기준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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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참고하였다. 기사통합검색 사이트인 ‘미디어 가온’에서  ‘연극+초연’, ‘뮤지

컬+초연’을 검색어로 검색한 총 3,878건을 기사에서 초연정보를 추출하였다.

연우무대, 현대극장, 국립극단 등 장수극단의 역사를 담은 기념서적 등에서 공

연연혁 및 창작 및 초연 관련 정보를 확인하였다. 작품정보에 불안전한 했던 공

연물에 대해서는 다시 국립예술자료원(http://www.knaa.or.kr)에서 해당 공연

명의 프로그램을 존재여부를 검색한 후, 검색결과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작가, 단

체, 초연장소, 초연여부 등의 작품정보를 참고하여 자료를 보완하였다.

공연물 분류 기준 자료의 구축

문예연감 자료에 <표 3-5>의 자료들을 참고하여 정보를 보완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정보가 누락된 것이 있는 공연에 대해서는 공연단체, 기획․제작사, 연출가, 

공연장 기 구축된 내용을 참고하여, 동일 공연작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기 구

축자료의 내용을 적용하여 공연물을 분류하였다. 기 구축된 자료에서 공연명이 

다르더라도, 극본, 작가 등의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 하나로 공연명을 통일하였

으며, 통일된 공연명을 중심으로 전체 전국 공연 데이터에서 공연시작일이 가장 

빠른 것을 초연으로 보았으며, 2차 정보원에서 연구의 범위 이전 즉, 1976년 이

전의 초연이 확인된 경우는 해당 동명의 공연을 모두 재연으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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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극장� 30주년�기념사업위원회�편� (2008),� 『현대극장� 30년사� :� 1976-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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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연극+초연’,� ‘� 뮤지컬+초연‘,에서� 중복적으로� 검색된� 기사건수를� 제외한� 총� 검토� 기

사건수는� 3,878건임

-� 원주연극� 50년사� http://blog.daum.net/sall-goo/15401169�

- 국립예술자료원� http://www.knaa.or.kr

-� 문화포털�예술지식백과� http://www.culture.go.kr/etc/encMain.do

-� 인터파크�티켓� http://ticket.interpark.com

- 옥션�티켓� http://ticket.auction.co.kr/Home/Main.aspx

- 오티알� http://www.otr.co.kr

- 문화예술의�전당� http://www.lullu.net

- 한국연극평론가협회� http://www.ktheatrecritics.com/index.html

-� Play� DB� http://www.playdb.co.kr/

-� 더뮤지컬� http://www.themusical.co.kr

2013년까지는� 과거� 공연정보에� 대한� 인물,� 공연� 등의� 정보를� 안내하는� 웹페이지가� 따로�

운영되고�있었지만,�현재는�최근�공연만�공연정보를�제공하고�있음�

-� 문화를�사랑하는�사람들이�모임� http://www.byu.co.kr

- 구글�검색을�통해�검색된�각�극단�홈페이지,�극단�운영�다음/네이버�카페,� 싸이월드�

클럽의�정보�참고

- 대학로지도

표 3-5 초연 및 창작 관련 공연정보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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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대학로 연극공연장 집적과정 및 현황 

이 장에서는 대학로 지역 연극공연장 집적과정 및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서울시 공연장 분포 변화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되는 공연장 

설치 관련 정책적 배경 및 법규를 검토하고, 연대별 서울시 연극공연장의 분포 

변화를 살펴보겠다.  

1. 공연장 설치 관련 정책적 배경 및 법규 변화

공연장 설치 관련 법규로는「공연법」,「건축법」,「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구 도시계획법)」,「문화예술진흥법」,「소방법」 등이 있다.34)「공

연법」은 공연장 설치 등록․허가․운영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건축법」,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구 도시계획법)」은 용도지역 내 공연장 설

치 가능 여부를 다룬다. 「문화예술진흥법」은 특정지역 내 공연장 설치 지원을 

다루는 ‘문화지구’에 대한 근거법이다.「소방법」은 공연장 규모에 따른 설치 소

방시설 및 검사 등을 규정한다. 

1961년에 제정된「공연법」은 공연자 등록제, 공연장 설치허가제 및 운영규

정을 제시하였다. 1962년「공연법 시행령」은 공연장의 입지(도로변 건립, 공지

보유), 주요 구조부, 층계, 관람석을 비롯한 시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1963년 6월 공연법 시행령 개정으로「교육법」에 의거한 학교시설 주변 300m 

내 지역에 공연장 설치는 금지되었다.35) 학교시설 주변지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

역) 내 공연장(극장) 설치 금지 규정은 [전원재판부 2003헌가1, 2004.5.27] 이후

34) 공연장 설치 관련 법규 변경 세부내역은 부록1 표에 정리하였다.
35) 해당 법규는 1967년 3월 학교보건법이 제정되면서 이관되어 현재까지 이르며, 금지행위 및 

시설이 지정되는 해당 지역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불리며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
역으로 나뉜다. [전원재판부 2003헌가1, 2004.5.27]에서 정화구역 내 설치금지시설 조항이  
일부 위헌과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 학교시설의 종류에 따라 설치기준이 세부적으로 조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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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2005년「학교보건법」개정 전까지 공연장 설치 및 운영에 큰 걸림돌이었다. 

1963년, 1966년 두 차례「공연법」개정으로 국가, 지방공공단체, 학교 등이 

운영하는 시설이나 광장,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교육시설, 종교시설, 

호텔․요식업소 등 접객시설)에서는 설치 허가 없이 공연장소로 사용할 있게 되었

다. 공연장 설치 허가 및 운영 규정이 까다로웠던 60-70년대 중반까지 주로 공

공 운영시설, 영화상설관에서 연극이 공연되었다.36) 1975년 운영 중인 서울 공

연장(극장) 118개 중 연극-영화 병용관 68개, 연극 전용관 1개, 영화전용관 49

개였다(문화공보부, 1975).  

1977년 1월 「공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연장 설치 세부규정이 문화공

보부령(시행규칙)으로 이관되고, 연극전용관 설치 규정이 신설되었다. 1977년 4

월 문화공보부는 전국 10개 도시 438개 공연장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 

103개 공연장 중 94개가 화장실 규정을, 77개가 객석 규정을 위반하는 등 대다

수 공연장이 기준 미달이었다.37) 이에 문화공보부는 1962년「공연법 시행령」

제정 이전 설치 공연장은 1978년 1월까지, 이후 설치 공연장은 1978년 7월까지 

위반내용 시정을 요구했다. 연극전문관 경우 경제적 기반이 약하고, 시설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대부분 연극전문관이 폐관을 면치 못하는 실정38)을 고려되

어, 1977년 8월 관람정원 200명 미만 연극전문관에 한해 공연장 시설기준을 완

화하는 「공연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공연법」이외에 「건축법」, 「소방법」, 「위생법」 등이 공연장 설치․운영

에 적용되었기 때문에, 공연장 관계자는 여전히 위반내용을 시정해야만 했다. 문

36) ‘쌀롱드라마’의 산실로 평가받고 있는 극단 자유극장의 ‘까페 떼아뜨르(1969년 4월, 충무로 1
가 24-11 개관)’는 영업허가를 찻집 및 경양식집으로 받았기 때문에 개관 2개월 만에 공연
법과 보건법 위반으로 폐관 위기에 처했었다. 다행히 연극계의 적극적인 구명활동으로 회생
한 ‘까페 떼아뜨르’는 공연장으로 계속 이용되다가 1975년 11월에 폐관하였다.   

37) 1990년까지 극장(영화관)은 공연장의 하나로 분류되었다. 103개 공연장은 오늘날의 극장을 
포함한 통계이다. 103개 공연장 중 실제 연극이 공연된 공연장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동아일보, 1977-07-23, “대부분 극장 시설 미달”, 내용참고
38) 서울 7개 연극전문관 중 드라마센터와 연극인회관(세실극장)만이 시설을 완비했고, 삼일로창

고극장, 실험극장, 공간사랑, 중앙소극장, 민예극장이 시설기준 미달이었다.  
    매일경제, 1977-08-22, “활기 찾을 소극장”, 내용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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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보부는 1977년부터 1980년까지 매년 시정 명령 시한인 6월말 전후로 유보

기한 연장을 발표하였다. 1980년 7월 시정 명령 유보는「도시계획법」,「건축

법」 등 시정이 어려운 부분에만 해당되며, 문화공보부는「위생법」,「소방법」

에 저촉된 공연장에 대해서는 시정하여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였다. 이 시기 

주거지역 내 소규모(객석면적 200㎡/1500㎡ 미만) 공연장 설치를 허용하는 보

다 완화된 법 조항 개정이 두 차례 있었다.39) 그러나 1977년부터 주기적으로 매

년 6월만 되면 공연장 허가 유보시한 만료를 걱정해야했던 소극장들 중 증축 또

는 이전이 불가피했던 일부 영세 소극장 소유주들은 스스로 영업을 포기하였다

(표 4-2).40)

일시 주체 내용

1970 서울시
�도심지�인구분산정책의�일환으로� ‘중구’와� ‘종로구’� 내� ‘공연장’�설치�불허

�한강이남�지역�및�변두리�지역�설치�권장

1977.4 문공부 � 10개�지역�공연장�실태조사�실시� :� 438개�공연장

1977.7 문공부

�공연시설�위반내용�시정�명령�및�유보기한�공지

� -� 62년� 4월(공연법�시행령�제정)�이전�공연장:� 시한� 78년� 1월�이전

� -� 공연법�시행령�제정�이후�설치�공연장:� 시한� 78년� 7월�이전

1978.6.30 문공부 �소극장에�대한�관계법규�적용�유보�결정

1979.6.28 문공부 �소극장에�대한�관계법규�적용�유보� 1년�후�전면�철회

1980.7.7 문공부

�소극장에�대한�관계법규�적용�유보기간� 1년�연장� :� 81-06-30�

� -� 건축법,�도시계획법�등�일부�불가피한�사항�유보

� -� 시설�설비는�빠른�시일�내�보완�요구�

1982.10.29 서울시 �공연자등록과�공연장�설치�허가�등을�시청에서�구청으로�권한�이양

자료 : 경향신문, 1970-05-12, “중구 등 중심지역에 공연장 허가 않기로”
경향신문, 1980-07-12, “내년 6월말까지 공연보장 소극장 폐쇄, 또 1년간 유보”
경향신문, 1981-10-29, “시 민원업무 88종 구청으로 이양”
동아일보, 1977-04-11, “10개 지역의 공연장 13일부터 실태조사”
동아일보, 1977-07-23, “대부분 극장 시설 미달”
동아일보, 1978-12-22, “78문화계 분야별로 본 3대 이슈 (5)연극”

표 4-1 서울시 및 문공부의 공연장 설치 규제 및 조치 내용

39) 1978년 10월 「건축법 시행령」개정으로 객석 바닥면적 200㎡미만 관람집회시설의 준주거 
지역 내 설치가 허용되었다. 1981년 10월「건축법 시행령」개정으로 준주거지역 내 관람시
설 설치가 금지되고, 객석 바닥면적 1,500㎡ 미만 관람집회시설의 주거지역 내 설치에 대해 
폭 8m 이상 도로에 6m 이상 접한 필지만 설치 가능하다는 적용 기준 조건이 추가 되었다. 

40) 거론스튜디오(1978.7.10.~1979.3.13. 서대문구 대현동), 중앙소극장(1975.1.5.~1979.6.30. 중
구 저동), 민중소극장(1978.2.9.~1979.10.27. 용산구 한강로1가), 76소극장(1977.4.~1979.5.6. 
서대문구 대현동) 등이 이 시기에 폐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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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명
지적�및�시정�요구�내용

비고
공연법 건축1 건축2 건축3 건축4 건축5 건축6 소방법 기타

공간사랑 대1/소1 ○ - - - - - ○ -
200㎡미만� 주거

지역�설치가능

쎄실극장 대4/소4 ○ - - - - - - ◯공 의자열 객석면적�조정

실험극장[전용] 대3/소2 - ○ - - - - ○ -

엘칸토예술극장 대1/소1 - ○ ○ - - - -
◯건 공연장
변경불가

必
증
축
이
전

재개발지역

중앙소극장 대2/소2 - ○ ○ ○ - - ○ - 79.08 폐관

3.1로�창고극장 대2/소2 - - ○ ○ ○ ○ - - 83.08 폐관

76소극장 대1/소1 - ○ ○ - - - - - 80.05 폐관

자료 : 동아일보, 1979-6-29, “문공부 내년 6월까지 시설 완비령: 기사회생 소극장 다시 사경에”
      경향신문, 1979-6-29, “4개 소극장 위기에 내년 6월까지 시설 안 갖추면 폐쇄”
      동아일보, 1980-07-11, “소극장 폐쇄 다시 1년 유보”, 본인 정리
※ 문공부는 해당 공연장에게 80년 6월 30일까지 시정을 요구함
   공연법 : [공연법 시행규칙 제20조] 화장실 수 부족 
   건축1 : [건축법 시행령 제142조] 주거지역 내 공연장 설치-불법 
   건축2 : [건축법 시행령 제31조] 금지 내장재 사용 
   건축3 : [건축법 시행령 제159조] 최소대지면적 200㎡ 미만
   건축4 : [건축법 시행령 제17조] 계단폭 미달
   건축5 : [건축법 시행령 제103조] 복도폭 미달
   건축6 : [건축법 시행령 제39조] 건폐율 미달
   소방법 : 소화시설 미비

표 4-2 1979년 6월 28일 문공부 지적사항

  

한편, 1981년 10월 서울시는 공연자등록과 공연장 설치 허가 민원을 구청으

로 이양하였다. 1981년 12월 「공연법」, 1982년 3월「공연법 시행령」개정으

로 전속출연자제 조항이 폐지되었고, 소규모 특수목적 공연장 설치에 한해 허가

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공연장 분포 및 공연단체 활

동에 큰 영향을 끼쳤다. 전속출연자 제도를 폐지한「공연법」개정 결정 후 1년

간 서울시 문화과에 등록한 신생극단은 총 52개인데, 이는 당시 기존 극단 37개

의 1.4배이다.41) 객석 300석 이하 또는 바닥면적 300㎡ 이하인 공연장이 설치 

허가를 따로 받지 않고 해당요건을 갖추면 신고만으로도 공연장을 설치할 수 있

게 됨에 따라 1982년부터 소극장 개관이 활발해졌다. 

당시 신생극단 구성원은 고졸이상이거나 대학생이 주를 이루었고, 연극공연 

주 관람객층 역시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 층이었기에 이 시기에 개관하는 연극전

용 소극장은 주로 대학가에 입지하였다(표 4-3). 

41) 한국문화예술진흥원(1984), 「1983 문예연감」, p.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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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월 공연장명 위치[인근�대학] 비고

1981.11 서라벌소극장 서대문구�대현동�신촌역�건너편[이대/연세대] 극단창조극장�전용

1981.12 성구와�재진극장 중앙대�바로�앞 -

1982.3 소극장� ZOO 건국대�바로�옆� [건국대-세종대] -
1982.3 소극장�건넌방 중구�필동� 2가� 93� [동국대] -

1982.3 현대극장�스튜디오
종로구�혜화동� 64-1� 4F� �

[성균관대-서울대]

현대극장

사무실/스튜디오

1982.9 연극촌 중구�장충동� 1가� 48-24 극단�동인극장

1982.9 서울아카데미�소극장 종로구�명륜2가� 13� [성균관대-서울대�의대] 극단�신협�

자료: 경향신문, 1982-03-25, “연극인 김의경씨 스튜디오 혜화동으로 옮겨”, 
      경향신문, 1982-09-08, “신협 아카데미 소극장 개관”, 
      동아일보, 1982-03-24, “소극장「전성시대」예고”, 
      매일경제, 1983-01-10, “강남으로 확산, 소극장 운동”

표 4-3 1981/1982년 개관 공연장 현황

용도지역 세분 변경(타법 개정)에 따른 설치 제한 규정 변경을 제외하면 1982

년 공연법 시행령 개정 이후 1992년까지는 괄목할 만한 공연장 설치 관련 법 개

정은 없었다. 1992년 5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서는 일반주거지 내 공연장 

설치 가능 여부를 해당 지자체 자율에 맡겨 건축조례로써 결정하도록 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강남 브로드웨이 극장 화재 등 사고발발은 소방 및 안

전관리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소방법」적용 대상 기준이 지하

공연장 바닥면적 15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보다 강화된(소방법 시행령, 

1994-07-20 개정) 것은 공연장 운영에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같은 해 11월 종

로구는 위법건축물 단속에서 근린생활시설을 관람집회시설로 무단 변경으로 적

발된 17개 공연장에게 ‘위법건축물 소유주 고발통지 및 이법사항 시정 지시’ 공

문을 발송하였다.42) 이에 극장 연합회는 소유주 호소문을, 연극협회는 진정서를 

종로구청장에게 보내는 등 연극공연장 관계자들은 내외적으로 적극적인 구명운

동을 펼쳤다. 

1995년 대학로 문화지구 지정에 대한 논의가 최초로 대두되었다. 1995년 2월 

42) 27개 소극장 중 문예회관(대/소), 동숭아트센터(대/소), 바탕골소극장, 샘터파랑새극장, 낙산
소극장, 하늘땅 소극장 등 10개 소극장을 제외한 17개 소극장이 체육관, 식당, 주차장 등 근
린생활시설을 관람집회시설로 무단으로 변경하여 사용되고 있었다. 

    경향신문, 1994-12-08, “동숭동 소극장 17곳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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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시 4대 상징거리의 하나로 대학로 지역을 지정하고, 기존 공연․예
술 중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할 것으로 밝혔다.43) 같은 

해 11월 서울시는 대학로 지역 일대 문화업종에 한해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기

준을 완화하고, 지방세 감면 등 세제상 혜택을 주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용도

지구 개념에 “문화지구”를 새로 포함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44)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활동과 공연예술산업을 활성화하고자 정부의 의지가 반

영된 1995년 12월 「건축법 시행령」개정에서는 300석 미만 또는 바닥면적 

300㎡ 미만인 소공연장이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고, 용도변경 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연장 설치기준이 보다 완화되었다.45)

IMF 금융위기 발발 직후인 1998년 문화관광부는 침체된 문화산업의 활성화

를 위해 공연장 설치 허가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과 문화지구 지정 

및 문화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와 세제혜택을 마련하는 특별법 

입법을 추진하였다.46) 1999년 2월「공연법」 개정으로 공연장 설치 허가제가 

등록제로 바뀌었다. 특히 관람석 500석 미만, 또는 객석 바닥면적 500㎡ 미만인 

공연장은 공연장 등록 의무까지 면제됨으로써 공연장 설치는 더욱 용이해졌다. 

2000년 1월 「문화예술진흥법」개정으로 시․도지사가 「도시계획법」조례로

써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되었다. 2002년 1월과 7월「문

화예술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이 차례로 개정되면서, 문화지구 관리계획 및 제

한 업종 등 세부지침이 결정되었다. 2002년 1월에는 또한 「서울특별시 문화지

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2002년 7월에는「공연법 시행

령」개정으로 공연장 등록 범위가 객석 100석 또는 바닥연면적 100㎡ 미만으로 

확대되어 공연장 설치기준이 이전보다 강화되었다. 2004년 5월 대학로 주간선

43) 경향신문, 1995-02-08, “서울 4곳에「상징거리」만든다”
44) 한겨레, 1995-11-25, “대학로등 문화특구지정 건축기준완화 혜택”
45) 1995년 11월 서울시의 대학로 문화지구 지정 계획의 발표와 1995년 12월 건축법 시행령 개

정으로 300석 미만의 소극장의 근생시설의 분류로 설치기준이 완화되는 것을 보면, 문화지
구 지정과 해당 용도의 건물의 규제의 완화가 정부기관 내에서 어느 정도 함의에 도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46) 한겨레, 1998-04-18, “문화부 업무보고 뭘 담았나” 



-� 45� -

도로를 중심으로 동숭동, 이화동, 명륜2가, 명륜 4가, 연건동, 혜화동 지역을 포

함한 약 446,569㎡가 대학로 문화지구가 지정되었다.  

2004년 5월 헌법재판소는 1963년 「공연법 시행령」개정에서 제정된 후 계

속적으로 공연장 설치․운영에 큰 걸림돌이 되고, 분쟁의 단초가 되었던「학교보

건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중 극장에 대해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47) 이에 따라 2005년 3월 「학교보건법」개정에

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조항에서 ‘극장’이 삭제되었고, 학교 주

변 내 연극공연장 설치는 허용되었다. 

2011년 4월 공연장 등록 범위 기준이 100석 또는 바닥연면적 100㎡ 미만에

서 50석, 바닥연면적 50㎡ 미만으로 확대되었다. 기존 50석 이상 100석 미만 공

연장 운영주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공연장을 등록해야만 했

고, 이는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부 공연장에게 큰 문제를 되고 있다.

2. 서울시 연극공연장 및 활동 분포 변화

이 절에서는 서울 전체 연극공연장 분포 변화와 대학로 지역 공연장 집적과정

을 살펴본다. 성인극과 아동극에 따라 공연장을 찾는 관객이 다르고, 관객 특성

상 두 공연장 입지패턴이 다를 것으로 판단하여48) 공연정보 데이터셋에서 전체 

공연을 아동극과 비아동극으로 구분하여 공연장 분포를 분석하였다. 비아동극 

공연장 분포는 대학로 지역 최초 공연장인 문예회관(현 아르코예술회관) 개관 

직전년도인 1980년부터, 아동극 공연장 분포는 1990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단

위로 살펴보았다. 1980년의 모든 아동극 공연장은 비아동극 공연장에 포함되고, 

1985년은 인형극장 보물섬(방배동 소재)을 제외한 모든 아동극 공연장이 비아동

47) 이로써 학교 주변에 연극공연장 설치는 전면 허용되었지만, 영화관은 대학 주변지역만 전면 
허용되고, 그 외 유치원, 초/중/고교 주변에서는 설치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연합뉴스, 2004-10-27, “학교 주변 공연장 허용... 경륜장은 전면 금지”
48) 1990년대 후반 민간공연장의 입지특성을 밝힌 강재훈(1998)은 아동극 공연장과 비교할 때 

성인극 공연장은 보다 중심성을 갖는 고차위적 분포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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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공연장에 포함되기 때문에 80년대 공연장 분포에서는 아동극 공연장 분포는 

생략하였다. 

그림 4-1 공연장 입지 패턴 분석과정 

공연장 입지 패턴 분석을 위해 직관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국지적인 공간밀도

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군집적 지점들의 hot spot을 잘 표출해주는 

Arc GIS 공간분석 툴인 커널 밀도(Kernel Density)를 이용하였다. 해당연도별 

각 필지 공연일수 총합을 연대별 각 필지 공연일수 총합을 population으로, 커

널 대역폭인 radius는 500m로 설정하여 커널 밀도를 분석하여 공연장 분포 및 

공연활동도를 표현하였다.

2.1 연극 공연활동 분포 변화

1980년대 공연장 분포 및 공연활동

1980년 말 기준 16개의 공연장 중 14개 공연장이 중심상권인 종로구와 중구

에 2곳은 대학가에 위치하고 있었다.49) 연간 관람객수를 살펴보면, 중구 명동과 

49) 1977년 1월 공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연극 전문 공연장 설치 기준 조항이 신설되고, 세
부 공연장 설치기준 조항이 시행규칙(동년 2월 개정)으로 이관되었다. 동년 4월 문화공보부
는 전국 10개 도시 438개 공연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공연장의 90%정도가 공
연법에 규정된 시설기준에 미달이었고, 특히 32개 공연장에 대해서는 징계조취를 취하였다. 
연극전문관은 징계대상에서 제외하였다(동아일보, 197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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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에 입지한 공연장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서울시 대표 상권과 행정중

심지라는 입지적 특성과 편리한 교통이 관객 유치에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

된다(표 4-4).50) 특히 한국문화예술진흥원(現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임차 운

영 중이었던 연극회관 세실극장 경우 상대적으로 편리한 교통 요지에 입지, 양

호한 시설, 낮은 대관료 책정 등의 요인으로 영세했던 연극극단들에게 매력적이

었음을 높은 연간 공연일수로 확인할 수 있다. 

극장명 개관
년월 소재지 객석수

(석)
관객수
(명)

공연
일수

작품수
(건)

수용률(%) 1일
대관료
(천원)‘80 ‘79

연극회관�세실극장 76.05 중구�정동 280� 146,437� 351 42 75 63 � � 66.0
엘칸토예술극장* 78.07 중구�명동 152� � 90,000� 353 14 84 81 � 120.0
실험소극장 75.09 종로구�운니동 145� � 56,222� 301 � 7 64 40 � 100.0
드라마센터 62.04 중구�예장동 470� � 51,046� 106 11 51 86 � 330.0

세종문화회관�별관* 75.11 중구�태평로 1,236� � 43,911� � 61 10 29 38 � 326.0
국립극장�대극장 73.10 중구�장충동 1,518� � 42,702� � 29 � 4 49 42 � 260.0

세종문화회관�대강당* 78.04 종로구�세종로 4,224� � 39,580� � 11 � 2 43 - 1,795.3
국립극장�소극장 73.04 중구�장충동 344� � 25,014� � 60 � 9 61 51 � � 45.0
공간사랑 77.04 종로구�원서동 150� � 22,680� 189 14 40 59 � � 60.5

싸롱데아뜨르추 80.04 중구�명동 130� � 20,287� 172 � 5 45 - 대관안함
창고극장 76.04 중구�저동 100� � 11,922� 203 19 29 49 � � 60.0

세종문화회관�소강당* 78.04 종로구�세종로 532� � � 8,005� � 23 � 5 33 - � 280.6
운현소극장 80.11 종로구�운니동 176� � � 6,500� � 32 � 3 58 - 대관안함

76소극장[폐관]1 77.04 서대문구�대현동 100� � � 2,650� � 41 � 3 32 31 � � 30.0
코리아극장 77.10 중구�명동 500� � � 2,500� � 14 � 1 16 70 공동경영
민예소극장2 79.03 서대문구�대현동 130� � � � � 877� � 60 � 6 � 6 44 � � 42.0
민중소극장3 80.06 용산구�청파동 � -� � -� - - - - 160.0

 자료: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편] (1981), 『문예연감 1980년도판』, pp.450~454, 표 내용 재구성 
 ※ 수용률은 1일 2회를 기준으로 산정한 값이며, 드라마센터와 세종문화회관 별관(50%)은 연극협회  
    정·준회원에게 대관료 할인 제공
 * 1일 대관료에서 진하게 표시된 부분은 주중과 주말 요금을 평균한 값임
 1. 76소극장은 80년 5월에 폐관함 
 2. 민예소극장의 1일 대관료는 1일 2회 공연 기준이며, 1회는 31천원임. 극단민예는 민예소극장을 86  
    년까지 운영하다가 87년부터는 대학로 마로니에극장을 극단 광장과 공동으로 운영함
 3. 극단민중은 청파동 민중소극장을 1980년만 운영하고 폐관하고. 1985년 경기대 부근 극단 연습실을 

공연장으로 개조하여 개관하여 1989년까지 운영함, 1990년부터는 성균관대 사거리 부근에 민중소
극장은 이전 개관하였음

표 4-4 1980년 말 기준 공연장별 현황

연극회관은 충무로 지역에서 정동으로 이전 후 연간관객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표 4-5). 이는 상대적으로 편리했던 교통조건, 많은 유동인구 이외에 1977년부

50) 객석규모와 시설면에서 비슷한 국립극장 소극장과 연극회관 세실극장의 관객 수용률을 비교
하면, 각각 61%와 75%로 연극회관 세실극장이 보다 높은 관객 수용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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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연극회관 세실극장과 세종문화회관 별관(舊 시민회관 별관, 現 시의회)에서 

대한민국 연극제(現 서울연극제) 개최된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전 후 정

동 연극회관의 연간 공연일수는 300일을 초과하였고, 연간 관객수도 10만 명을 

초과하였다. 이 중 연극제 공연일수가 48일, 해당기간 관객수는 22,626명으로 

충무로 연극회관의 1974년 연간 관객수보다 많았다(문예연감 1977년도판). 

구분
충무로�연극회관(중구�충무로5가) 연극회관�세실극장(중구�정동)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신청수(건) 47 85 57 49 47 47 48

공연일수(일) 136 248 269 301[48] 325 316 351[49]

관객수(명) � 20,307� � 42,008� � 47,934�
111,776
[22,626]

128,850� 123,592�
146,437
[22,282]�

자료: 한국문화예술진흥원(각년도),『문예연감 1977년도판』, p.762,『문예연감 1980년도판』, 
      pp.454~467, 차범석(2005), 『한국 소극장 연극사』, p.208, 내용 발췌 재구성 

표 4-5 연극회관 대관신청건수, 대관일수 및 연간 관객수

1957년부터 1975년까지 현 명동예술극장 위치에 입지했었던 국립극장-명동

예술극장(국립극장 이전 이후)의 상징성이나 역할이 1975년 12월 ‘시민회관 별

관(세종문화회관 별관)’의 개관으로 옮겨지고, 1977년 연극회관 역시 충무로에

서 정동으로 이전해오면서 연극 활동 중심지는 명동지역에서 세종로를 중심으로 

한 정동 일대로 이동되었다. 실제로, 1990년 서울시가 세종문화회관 별관 현 용

도인 시의회 전용 운영을 결정하였을 때 연극계가 크게 반발했던 것을 1980년

대 시청 주변의 정동과 명동이 서울지역 공연의 중심지였음을 증명하는 근거로 

볼 수 있을 것이다.51)  

1985년 공연활동 분포를 살펴보면, 중구 이외에 마포, 신촌, 동선동(성신여대) 

등 대학가에서 공연활동 밀도가 높아지고, 강남지역에도 공연활동이 확인된다. 

이는 1982년 공연법 시행령 개정되면서 교육기관 시설이나 공연제공이 주목적

이 아닌 시설 중 객석 300석(바닥면적 300㎡) 미만인 장소는 공연장 설치허가 

예외대상이 되어 공연활동이 가능해진 것과 관계가 있다.52) 1985년에는 서강대 

51) 한겨레, 1990-01-21, “세종회관 별관 시의사당 전용 마찰 일단락 연극계, 동양극장 활용 제
의 받아들여”, 한겨레, 1990-01-13, “세종회관별관 극장으로 고수”, 동아일보, 1990-01-16, 
“세종별관 시의사당전용에 반대 서울 연극공연장 하루 항의 휴관”

52) 관련 법규의 세부 내용은 부록1에 표로 정리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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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홀, 연세대 강당, 노천극장과 같은 교육시설과 일부 강남지역과 신촌의 백화

점, 호텔, 유통시설의 다목적홀 등이 공연장소로 활용되었다. 또한 현 대학로 지

역에는 1981년 문예회관 대극장, 소극장이, 1984년 샘터파랑새극장이 개관하여 

1985년에는 3개관의 공연장이 입지하고 있었다.53)

1980�비아동극�공연활동�분포 1985�비아동극�공연활동�분포

표 4-6 1980/1985 비아동극 공연활동 분포

1990년대 공연장 분포 및 공연활동

1985년 공연장 분포와 비교하면 1990년 비아동극 공연장은 88올림픽 전후로 

신설된 호텔, 백화점 내 시설 및 연계시설 등이 추가되었다. 특히, 1989년 7월 

개관한 롯데월드 예술극장은 국내 최초 뮤지컬 전용극장이었다. 대학로 지역은 

타 지역에서 이전해 오거나 신축건물에 설치된 공연장이 설치되면서 1990년에

는 총 16개 비아동 공연장이 운영되고 있었다. 

1990년 아동극 공연장은 비아동극 공연장과 비교하여 보다 확산된 분포를 보

였다. 신촌, 청량리 일대와 강남개발로 새로 조성된 주거단지 일대에 위치한 백

화점 및 쇼핑센터에서 운영하던 문화홀과 일부 청소년시설 강당에서 아동극이 

공연되었다. 특히 강남 계몽문화센터 영아트홀, 어린이대공원 내 꿈나무인형극

장, 꿈나무극장, 드림랜드 오색극장 등은 어린이 전용 공연장이었다. 꿈나무극장

53) 1982년 조형극장의 운영으로 아카데미극장(현 동국소극장, 구 해오름소극장)이 개관하였지만, 
몇 번 공연을 하지 못하고 영화관으로 전환했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 1982, p.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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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987년 경희궁 청소년회관 내에 개관했었지만, 경희궁 복원이 결정됨에 따라 

1989년 어린이대공원 팔각정으로 이전하여, 1990년 공연장 분포에서는 어린이

회관 무지개극장 바로 인접하고 있어서 높은 밀도를 보였다.54)

구분 공연장명

백화점/유통센터
갤러리아백화점�아트홀,� 미도파�청량리점�문화홀,� 묵동�동양쇼핑센터�이벤트홀,�

현대�토아트홀,�삼풍아트홀,�진로도매센터�문화홀,� 챔프문화센터,�현대예술극장

종교/교육/복지시설 구룡소극장,�서강대�메리홀�대극장,� 사랑의�전화�소극장

공공 �목동청소년수련관�청소년극장,�국립극장�소극장,�세종문화회관�대강당

민간

는깨소극장,� 대중예술극장,� 동방예술극장,� 삼일로창고극장,� 온누리예술관,� 탑거

리소극장,� 구룡소극장,� 꿈나무극장,� 꿈나무인형극장,� 드림랜드�오색극장,� 계몽문

화센터�영아트홀

표 4-7 1990 비대학로 지역 아동극 공연장 설치주체 유형

1995년 비아동극 공연활동 분포를 보면 신촌과 마포 일대 공연장 운영주체가 

대학로 지역으로 옮겨가거나 영업을 포기하면서 해당지역 일대 공연밀도는 낮아

졌고, 대학로지역 공연밀도는 두드러지게 높아졌다. 1995년 공연기록이 있는 신

촌-마포 일대 비아동극 공연장은 동방예술극장, 산울림소극장, 온누리예술회관, 

연세대 백주년기념관, 창무포스트극장 뿐이었다. 1992~4년 예술의 전당 토월극

장, 자유소극장, 오페라극장 등이 잇따라 개관함에 따라 서초동 일대가 높은 밀

도를 보였다. 반면, 1989년 뮤지컬 전용극장으로 개관했던 롯데월드예술극장이 

1994년 영화관으로 전향하면서 1995년 공연장 분포에는 잠실지역 일대에 비아

동극 공연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55) 

1995년 아동극 공연활동 분포에서는 1990년 활발한 아동극 공연활동이 있었

던 지역인 강남구와 마포구에서 아동극 공연활동이 눈에 띠게 줄어든 반면, 공

연활동의 중심이 되었던 대학로에서는 아동극 공연활동이 증가하였다. 이는 대

학로 지역 내 하늘땅 소극장과 같은 아동극 전문공연장이 개관한 것56)과 샘터파

랑새극장과 바탕골소극장이 공연장 운영을 위해 낮과 저녁시간대를 분리하여 아

54) 매일경제, 1987-02-05, “꿈나무 극장 개관”, 경향신문, 1989-04-13, “안정의 꿈나무극장 대
표 서울대공원으로 극장 옮겨”

55) 경향신문, 1994-01-22, “롯데월드 예술극장 슬그머니 영화관 둔갑”
56) 하늘땅소극장 1관과 2관은 각각 1993년 9월, 1994년 10월에 개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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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극과 성인극을 공연을 병행한 결과이다.  

2000년 비아동극 공연활동 분포에서는 1995년과 비교하여 대학로 지역 공연

활동 밀도가 낮아졌고, 중구 일대 공연활동의 약진을 확인할 수 있다. 아동극 경

우는 대학로 지역의 공연활동 밀도가 보다 높아졌고, 이전까지 공연활동이 거의 

전무했던 일부 서남권 및 동부권 지역의 공연활동이 있었다.

시기 비아동극�공연활동�분포 아동극�공연활동�분포

1990

1995

2000

표 4-8 1990/1995/2000 비아동극-아동극 공연활동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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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공연장 분포 및 공연활동

2000년대 이전 강남지역은 일부 소극장과 백화점 및 유통시설을 중심으로 공

연활동이 있었지만, 대부분 운영 3년 이내에 폐관하거나 운영자가 바뀌었었다. 

1999년 유씨어터가 개관하고, 2002년 난타 강남전용관이 개관하면서 침체되었

던 강남지역의 공연활동이 재개되었다. 2000년대 강남지역은 이 같은 소공연장

의 확산뿐만 아니라 대자본이 투자된 LG아트센터(2000), 한전아트센터(2001), 

KT&G상상아트홀(2006) 등 대규모 전문공연장들이 하나둘씩 개관하였다. 

2000년대에는 민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장 설치가 활발하였다. 

2002년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개관을 필두로 각 자치구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구 

행사용뿐만 아니라 전문공연시설로서 대관사업을 하고 있다.57) 자치구 문예회관

은 주로 아동극 위주로 대관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아동극 공연활동에 대한 대

학로 비중이 2005년 55.8%에서 2010년 34.8%로 줄어드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한편 중구 충무아트홀 대관은 연극-뮤지컬에 특화되어 있다. 운영 초기부터 전

문 뮤지컬 제작사를 충무아트홀 내 유치하고 협약을 통해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중구는 (재)중구문화재단을 따로 설치하였고, 충무아트홀은 타 자치

구 운영 문화예술회관과 비교하여 높은 공연장 대관율 및 활용도를 보여 왔다. 

2007 2009 ,2011

자치구
공연
일수

공연유료
관객(명)

수입
(백만원)

자치구
공연
일수

공연유료
관객(명)

수입
(백만원)

자치구
공연
일수

공연유료
관객(명)

수입
(백만원)

중구 495 111,520 1,038 중구 289 155,489 1,523 중구 235 178,835 1,173
광진구 260 � 34,830 � � 594 노원구 226 - � � 558 구로구 160 � 29,760 � � 703
노원구 225 � 87,407 � � 537 마포구 187 - � � 427 마포구 361� � 59,762 � � 681
마포구 497 � 16,000 � � 162 구로구 125 23,391 � � 253 노원구 279 � 43,537 � � 424
서대문구 97 � 10,719 � � 128 강북구 140 - � � 151 광진구 229 � 22,309 � � 38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각 년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문예회관 내용 발췌 정리

표 4-9 2007/2009/2011 서울시 문예회관 활용도 현황 

57) 서대문문화회관(1993), 은평문화예술회관(1996), 동대문구문화회관(1997), 삼각산문화예술회
관(2001) 등은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설치되었지만, 주로 지자체 행사나 단기 순회공연
용으로 주로 이용될 뿐이었다. 2002년 마포아트센터(2008년 리모델링)를 필두로 광진문화예
술회관(나루아트센터 2005년), 구로아트밸리예술극장(2008년 개관), 금천구 금나래 아트홀
(2008), 영등포아트홀(2009), 마포아트센터(2008년 리모델링) 등이 전문공연시설로 신축되었
으며, 마포구, 중구, 구로구, 영등포구 등은 문화재단을 따로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다. -문
화체육관광부(2013),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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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중․후반으로 오면서 다시 강남, 신촌, 마포 등지에 공연장이 개관하

기 시작한다. 이는 비아동극 기획․제작사에서 동일 콘텐츠 공연을 서울 지역 복

수관에서 공연하는 것과 관련된다. 주 관람객층인 젊은 직장인과 학생 유동인구

가 많은 강남, 신촌지역에서 대학로에서 오랜 기간 오픈 런(open run)으로 공연

되거나 공연 중인 공연콘텐츠를 동시에 공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한 정동, 

명동, 종로 지역 등 구도심에 외국인 관광객을 주고객층으로 하는 넌버벌 공연 

전용 공연장이 설치되어 활발한 공연활동을 펼치고 있다.58)  

시기 비아동극�공연활동�분포 아동극�공연활동�분포

2005

2010

표 4-10 2005/2010 비아동극-아동극 공연활동 분포

58) 점프 전용관(2006.09~현재, 종로 시네코아빌딩), 난타 명동 전용관(2009.10.~현재, 명동 유
네스코 빌딩), 난타 충정로 전용관(2013.02.),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전용관 <정동 경향
아트힐(2005.12.)→홍대 창고극장→이화여고 백주년기념관(2009.1.)→잠실 롯데월드 예술극장
(2009.12.)>, 사랑하면 춤을 춰라 전용관(2008.5.~현재, 종로구 인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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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중후반 괄목할만한 변화는 서남권과 동북권의 공연장 분포이다. 

2000년에는 거의 확인되지 않았던 공연활동의 불모지였던 서남권의 공연활동이 

2005년 2010년에 이르러서는 비아동극, 아동극 모두 눈에 띠게 증가하였다. 이

것은 해당지역에 테크노마트(프라임아트홀 2007), 타임스퀘어(2009) 등 대형 쇼

핑몰이 조성되면서 설치된 민간 공연장이 활성화 되고, 지자체가 설립한 문예회

관에서 적극적인 문화예술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000에 성

인극 공연활동이 전무했던 동북권은 2005년 2010년에 이르며 각 지자체 문예회

관, 서울문화재단의 서울 열린극장, 교육시설 부속시설(광운대 대/소공연장)을 

중심으로  아동극 위주의 공연활동이 있었다. 동북권 공연활동은 산업적 활동이

라기보다는 공공적 성격을 띠는 경향이 있다.  

200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공연활동 분포는 비아동극 경우 대학로, 마포, 강

남, 구도심(중구, 종로구) 등 젊은 층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집중화되었다. 

또한 대학로 공연밀도 집중 지역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아동극 공연활동은 

대학로 지역 집중도가 낮아지면서 전체적으로 보다 고른 분포를 보였다.

2.2 서울 연극공연 중심 이동

앞 절에서 공연산업 인프라인 공연장의 분포 변화를 살펴보았다면, 이 절에서

는 공연일수를 기준으로 실제적으로 각 연대별 공연활동 증심지가 어디였는지를 

살펴본다. 앞 절에서는 공연장 분포를 아동극과 비아동극으로 구분하여 살펴보

았지만, 이 절에서는 비아동극에서 상대적으로 보다 상업성을 띠는 연극/뮤지컬

과 공연 전체로 구분하여 공연활동 중심지를 분석한다. 여기서 전체 연극공연은 

연극/뮤지컬에 아동극과 기타(혼합극, 마임 및 퍼포먼스 위주)를 포함한 것을 말

한다. 공연의 중심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ArcGIS의 공간분석 툴을 사용하였다. 

공연 중심지 분석

기 구축한 데이터에서 연도별로 각 공연장 공연일수 합을 구하고, 다시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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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로 합산한 값을 필지단위로 다시 합산하였다. 그 결과값을 ArcGIS Mean 

Center 공간분석 시 해당필지 가중치로 사용하여 각 연대 연극 공연활동 무게중

심점의 X, Y 좌표값을 구했다. 해당 X, Y 좌표값(TM좌표)으로 www. 

biz-gis.com에서 해당지점 주소지를 검색하였다.59)

그림 4-2 공연 중심지 분석 작업 순서도

연극/뮤지컬과 아동극 및 기타(혼합, 퍼포먼스) 공연을 포함한 전체 연극공연

활동 중심지는 80년대 명동 삼일로 창고극장에서, 90년대 종로 6가 하나은행 본

점, 2000년대 종로 5가 교차로, 2010년대 종로 5가역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연

극/뮤지컬 공연활동 중심점은 명동 외환은행 본점(80년대)-을지로 2가 쌍룡빌

딩 사이 도로(90년대)-효제초등학교(2000년대)-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 앞 도로

(2010년대)로 이동하였다. 명동지역에서 점차 대학로 지역 쪽으로 이동하다가 

2010년 이후에는 보다 서쪽으로 이동하였다. 

80년대 연극/뮤지컬 공연 무게중심점은 전체 공연 무게중심보다 상대적으로 

서북쪽에 위치하였다. 이는 80년대 중․후반까지 신촌지역과 정동-명동 일대 공

연활동이 활발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대학로 지역 내 공연장수와 연간 공연편

59) 해당 좌표 및 세부 위치정보는 부록2-1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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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모두 타 지역 총합을 초과하기 시작한 90년대 중심점은 대학로 지역 최초 공

연장인 현 아르코예술회관으로부터 약 1.1km 반경 내에 위치한다.   

1990-2000-2010년대 전체 공연활동 중심은 남쪽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서쪽

으로 이동하였다. 1990년대 보다 2000년대 대학로 지역의 전체공연 비중이 

0.2%로 높아졌지만, 보다 남쪽지역인 강남지역과 종로이남 지역의 공연활동이 

증대된 때문으로 보이며, 2010년대 서쪽으로의 이동은 새로 뜨는 상권인 마포 

지역의 연극공연 증대와 대학로 지역보다는 서쪽에 위치한 도심의 오픈 런 공연

증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 연극뮤지컬 중심은 2000년대에 대학로 지

역 중심(아르코예술회관 인근)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

이미지 출처: 다음지도(http://map.daum.net/)

그림 4-3 연대별 서울시 연극/뮤지컬 및 전체 공연 중심지 이동

구분 1981~1990 1991~2000 2001~2010 2011� 이후
공연전체 27.9% 67.6% 67.8% 64.9%
연극뮤지컬 26.9% 72.8% 76.3% 74.3%
아동극 31.4% 43.4% 49.5% 40.2%
기타 31.5% 48.8% 16.6% 12.8%

표 4-11 연대별 대학로 지역 공연일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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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로 지역 공연장 집적과정

3.1 연대별 대학로 연극산업 현황

대학로 지역 최초 공연장인 문예회관 개관

대학로 지역에 공연장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한국문화예술진흥회의 문예회관 

대극장/소극장이 1981년에 개관하면서부터이다. 대학로 지역에 문예회관이 입

지하게 된 배경은 1970년 정부가 서울대 동숭동 캠퍼스를 현 관악캠퍼스로 이

전하는 것을 결정하면서부터 시작된다(종로구, 2005, p.19). 이는 당시 서울대 

동숭동 캠퍼스를 중심으로 시위가 잦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결정된 것이었다. 

1973년 서울대가 빠져나간 문리대와 사범대 부지를 주택공사가 사들이고, 당

초 각각 40~80평형 고급아파트와 22평형대 아파트 단지조성을 계획했지만, 초

호화라는 비판과 캠퍼스 보존 여론이 일자, 최대 규모를 40평형으로 축소했

다.60) 이후 시가보다 비싼 분양가 책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건설

부는 고급아파트촌 건립을 취소하고 문리대, 사대 부지를 각각 110필지와 137

필지로 분할, 단독주택지로 조성하기로 결정하였다.61) 주변 주택지보다 높은 분

양가와 필지규모가 큰 편이어서 구 문리대 부지의 일부 필지가 분양지 되지 않

았고, 분양되었다 하더라도, 일부 필지만 착공하였다.62) 

이 일련 사건 중 고급아파트촌 건립을 반대하던 건축가 김수근63)씨가 마로니

에 지역을 비롯한 일대를 문화 콤플렉스로 조성할 것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제안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졌다. 1976년 1월 구 서울대 본관(문리대 필지)으로

의 한국문화예술진흥원(문예진흥원) 청사 이전 결정, 같은 해 7월 문예진흥원 청

사는 종로에서 동숭동 이전하였다.64) 

60) 경향신문, 1975-11-24, “끝내 묵살당한 세론”
61) 매일경제, 1974-11-05, “건설부확정 구 서울대 문리대·사대자리 택지로 분할 공매”
62) 경향신문, 1977-04-29, “동숭동 단지”, 경향신문, 1977-06-24, “용두동 사대자리”
63) 김수근씨는 자신 회사 사옥에 1977년부터 1990년까지 문화예술인의 사랑방 역할을 했던 ‘공

간사랑’이라는 소극장을 직접 설치하여 운영할 정도로 문화예술 발전에 적극적이었다.
64) 개인적으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문예진흥원) 청사의 대학로 지역 내 입지가 현 대학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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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3월 종합문화예술회관(현 아르코미술회관, 아르코예술극장) 건립이 추

진되고 공간건축의 김수근 씨가 설계자로 결정되었다. 1979년 5월 미술관이, 

1981년 4월 문예회관이 각각 개관하였다. 특히 문예회관 개관은 1974년부터 문

예진흥원이 충무로 정읍사 빌딩과 정동 세실극장을 임차 운영했던 ‘연극회관’의 

확대 필요성 인식이 반영된 것이었다(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91). 문예회관이 

임차 사용했던 연극회관이 대신 격이 되다 보니, 개관 초기에는 타 장르에 비해 

연극 공연이 보다 많았다. 

한편, 1977년에는 을지로 2가에 위치했었던 흥사단이 구 서울대 문리대 자리

에 건물을 신축하고, 청년학생운동을 이어갔다.65) 1978년에는 구 수의대 자리에

디자인포장센터가 개관하였다.66) 현 대학로 지역 가로이미지에 큰 영향력 미치

고 있는 붉은 벽돌 건물군 대부분이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건립되었다. 

1980년대 대학로 지역 공연장 및 연극산업 현황

1981년 문예회관을 필두로 하여, 1982년 대학로 지역 민간 최초 공연장인 아

카데미극장(현 동국소극장, 구 해오름소극장)이 개관하였다. 아카데미극장은 소

형 영화상영관이 전문 연극공연장으로 전환한 것이었지만, 불과 몇 편의 공연을 

올리고, 그 해에 폐관하였다.67) 이후 1984년 출판사 샘터사가 사옥 지하에 샘터

파랑새극장(1관)을 개관하였다. 샘터파랑새극장은 현존하는 대학로 내 가장 오

래된 민간 공연장이다. 

의 특성을 이끈 가장 큰 요인으로 생각된다. 1976년 1월 문예진흥원의 동숭동으로의 청사이
전이 확정되었고, 이후 1976년 3월 종합문화예술회관(미술회관, 문예회관) 건립 계획를 추진
하였으며, 초기의 문예회관은 연극인회관의 역할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1991), “문예진흥원에서 하는 일3-문예회관 개관 10주년”, 『문화예
술』, vol. 141.  참고

65) 동아일보, 1977-09-22, “흥사단, 동숭동에 회관 건립”
66) 동아일보, 1978-09-20, “구 서울대자리가 예술의 거리로”
67) 아카데미극장은 영화관-공연장으로 용도 전환이 잦았다. 1982년 이전에 영화관으로 운영되

다가 1982년에 공연장으로 전환되었고, 1988년 대학로지역 상가번영회에서 발행한 책자에서
는 영화관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1993년부터 다시 공연정보에 아카데미소극장이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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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혜화동로터리에서 이화동 사거리까지 대학로(너비 25~35m, 길이 

950m)가 도시설계지구에 포함되어 새롭게 단장되었다. 이와 연장선으로 1985

년 5월에는 대학로가 ‘주말 차 없는 거리’로 선정되었고, 같은 해 10월 4호선이 

완전개통이 되면서, 대학로 지역은 문화공간으로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80년대 중후반의 대학로 지역은 서울 대표 문화공간이었으나 지금과는 다르

게 공연장보다는 미술 전시장이 비중이 보다 높았던 지역이었다. 당시 미술은행, 

두손갤러리, 샘터화랑, 나이스화랑, 그로리치 화랑, 동숭화랑, 바탕골미술관, 소

금창고(전시장), 토탈미술관, 미술회관, 디자인 포장센터 등이 있었다.68) 

1984년 대학로 주변 개발정비계획도 1987년 대학로 공연장 현황 및 계획
출처 :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경향신문, 1984-11-19, “대학로 가로공원"으로 새로 단장”
      동아일보, 1987-03-06, “연극의 거리, 동숭동”
※(우)의 그림에서 ‘극장동숭동’으로 표기된 곳은 現 동숭아트센터임

그림 4-4 1980년대 대학로 지역 개발정비 계획 및 공연장 현황

1985년 7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예총)가 마로니에 공원에 인접한 

자동차회관 건물을 증축하여 예총회관으로 사용할 것을 결정하고, 1986년 이전 

개관하였다.69) 예총이 문예진흥원 주관 전국 규모 예술행사를 이관 받은 기관이

68) 매일경제, 1985-11-19, “지하철역 주변 문화공간 각광”, 종로구대학로번영회(1987: 24-2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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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점에서 예총회관의 개관 이전은 대학로 지역이 공연예술의 중심성을 지니

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한다. 

1987년 당시 대학로 지역은 창단한지 십년 이상 되었던 ‘현대극장’, ‘뿌리’, 

‘가교’, ‘성좌’, ‘미추’ 등 대한민국 대표극단들70)과 서울연극연기자그룹이 사무

실 겸 연습실, 스튜디오 등을 설치, 그들의 연극 활동 근거지가 되어 있었다.71) 

일찍이 PD시스템을 도입하여 당시 사업적으로도 어느 정도 성공한 극단으로 분

류되던 현대극장이 1982년에 혜화동 64-1 4층에 대형 스튜디오와 극단 사무실 

및 소품창고용 공간을 마련하였다. 현대극장은 1987년 12월 이화사거리 위치한 

대학로극장을 개관하였다.72) 

1980년대 중반부터 기존에 타 지역에서 소극장을 운영하고 있던 단체들 중 

일부가 대학로 지역으로 이전해 왔다. 그들이 기 운영하던 공연장의 계약기간 

만료 시, 재계약 하지 않고 대학로로 이전한 이유는 관련 협회 및 지원 단체, 극

단들이 밀집해 입지하고 있었고, 신촌지역보다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허윤주, 1999). 

소공연장�밀집지 1986 1989 1992 1995 1998

대학로
소로각지 130 248 330 295 270

소로한면 120 176 240 230 210

신촌일대

소로각지 215 190 315 300 310

소로각지 270 310 550 550 720

소로한면 190 112 350 350 290

자료:� 감정평가협회,�공시지가자료,�허윤주(1999:� 63)� 재인용.�

표 4-12 대학로와 신촌 일대 지가 비교

1986년까지 11년간 서대문구 대현동에서 민예소극장을 운영했던 극단 민예와 

극단 광장이 공동출자로 1987년 대학로 지역에 마로니에소극장을 개관하여 격

69) 경향신문, 1985-07-19, “예총회관 새로 짓기로”, 경향신문, 1986-08-29, “예총회과 개관기
념 예술제”,  

70) 이들 극단은 현재까지도 계속적으로 공연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71) 동아일보, 1987-03-06, “연극의 거리, 동숭동”
72) 대학로극장은 1990년 11월 극단 대학로극장에게 인계하였지만, 극단 사무실 및 스튜디오 공

간은 2014년 12월 현재도 극단 현대극장의 소품창고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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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제로 공동으로 사용하였다.73)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었던 연우소극장과 예술극

장 한마당은 각각 1987년 1990년에 혜화동으로 터전을 옮겨 소극장을 개관하였

다. 1990년에는 민중극장이 서대문구 충정로 2가에서 성균관대 초입 사거리 근

처로 소극장을 이전․개관하였다.74)

공연장명 주소 1990 1995 2000 2005 2010

극단민예
신촌 대현동� 56-1 800 951 837 1,600 2,140
대학로 동숭동� 130-47 170 184 190 � � 289 � � 389

연우무대
신촌 창천동� 9-34 � 93 358 298 � � 658 � � 917
대학로 혜화동� 53-9 � 93 127 166 � � 255 � � 340

자료:� 서울토지정보시스템(http://klis.seoul.go.kr),� (단위:� 만원)

표 4-13 공연장 이전 전후 신촌/대학로 필지 공시지가 비교

1989-90년에는 동숭동소극장(극단 성좌), 동숭아트센터 대/소극장(꼭두극단), 

충돌극장 목화(목화레퍼토리컴퍼니), 코메디아트홀/에르나니 소극장(극단세미) 

등이 대학로 지역에 소극장을 새로 개관하였다. 또한 당시 국내 연극 활동을 총

괄하였던 한국연극협회 사무실이 대학로 지역에 입지하고 있었다. 

이렇듯 80년대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소극장은 물론 각종 연극단체 및 관련 단

체들이 대학로 지역으로 몰렸던 것은 정부의 문화예술정책 대표 집행기관인 문

예진흥원과 그로부터 전국 단위 예술행사를 이관 받은 예총회관, 양호한 시설 

대비 저가의 대관료를 책정하고 있던 문예회관 등이 물리적으로 밀집되어 있었

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문화예술 정책 및 이행기관 등에 대한 물리적 근접성은 

정부의 문화정책의 정보(혜택)에 대한 좋은 접근성이 기대할 수 있으므로 정부

의 지원에 의존적이었던 문화예술 단체에게는 해당 지역 내 입지가 더욱 매력적

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1988년 당시 대학로 지역 내 개관 공연장으로는 문예회관 대/소 공연장, 샘터 

파랑새극장, 바탕골소극장, 연우소극장, 황정순소극장, 마로니에 소극장, 대학로

극장 등 총 8개였다(부록7 그림 참고). 이 중 동숭동에 위치한 문예회관을 비롯

73) 매일경제, 1987-01-19, “대학로 예술의 광장으로 자리 굳혀”
74) 경향신문, 1991-01-05, “소극장 개관 붐 서울 연극가 지도 바뀐다.”, 차범석(2005),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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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샘터 파랑새극장, 바탕골소극장, 마로니에극장의 공연활동이 두드러졌다. 특

히 샘터 파랑새극장과 바탕골소극장은 낮 시간대에는 아동극을, 저녁시간대에는 

성인극을 공연하여, 2개의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문예회관 대/소극장의 공

연일수 총합보다도 두 공연장의 공연일수가 보다 많았다.

이러한 활발한 공연활동은 1985년 주말 ‘차 없는 거리’ 시행, 야외공연장 설치 

및 거리 곳곳에 ‘풍류마당(휴식공간)’ 조성, 다양한 주말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일련의 정책들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지역으로 유입되면서 지지되었다. 대학로 

지역은 특히 청소년과 대학생의 젊은 층에게 인기가 있었다. 

그러나 1988년에 들어서면서 대학로 지역이 점차 대학생과 운동권 단체의 집

회장소로 이용되고, 대학로 지역을 방문한 일부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행동들이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면서, 1989년 ‘차 없는 거리’ 시행은 해제되었다.75) 주말 거

리 문화행사 프로그램이 흐지부지 되면서 대학로 일대는 문화의 거리가 아닌 오

히려 음주, 흡연, 편싸움의 청소년들의 탈선지대로 전락했고, 이러한 현상은 90

년대 초반까지도 종종 사회문제로 언급되었다.76)

1990년대 대학로 지역 공연장 및 연극산업 현황

1990년에 들어서면서, 대학로 지역 극장연합회를 주축으로 유흥가로 전락해 

가는 대학로를 문화예술의 거리로 되돌리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 노력

의 일환으로 민간 주도의 “대학로축제”가 창설되었다.77) 88년 이후 ‘공연활동 

지원’을 중단했던 서울시도 90년부터 다시 매달 공연활동비를 지원하고, 각종 

문화행사를 대학로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78) 1991년 정부(문화부)는 전국 

각 주요 지역에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퇴폐, 

75) 한겨례, 1989-06-18, “대학로 ‘젊음의 광장’ 폐쇄키로”
76) 경향신문, 1989-05-02, “동숭동 대학로 낭만 옛말…10대 탈선이 거리로”, 동아일보, 

1991-07-12,“술…성…폭력 동숭동 대학로 쾌락거리로” 
77) 매일경제, 1990-05-26, “대학로를 무대로 문화축제”, 경향신문, 1990-03-30, “대학로 문화

예술 공간으로 되살리자”
78) 동아일보, 1990-05-17, “예술의 거리 대학로 되살린다”



-� 63� -

탈선의 장소로 전락해버린 대학로 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되살리기 위해, 문예

진흥원, 예총, 문화단체, 문화관련 업소 대표, 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 문화의 

거리활성화 추진협의회가 발족되었다. 

한편, 1991년이 ‘연극․영화의 해’로 지정되어 관련된 각종 행사들이 대학로 지

역을 중심으로 개최되었다. 특히, ‘연극의 해’를 맞이하여 ‘사랑의 연극잔치(5

월)’에 처음으로 도입된 ‘사랑티켓’은 반응이 좋아, 하반기 연극제에도 ‘서울 티

켓(10월)’이라는 이름으로 재도입되었다.79) 

이 같은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과 민간의 자발적인 문화거리 조성활동은 대학

로 지역이 연극 공연활동의 중심지가 되는데 기여하였다. ‘사랑티켓’ 첫 도입 

1991년 당시 ‘사랑티켓’이나 ‘서울티켓’은 연극잔치와 같은 특정시기 연극공연

에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연극공연 공연장들이 주로 대학로에 입지했었기에 이

는 대학로가 연극의 중심성을 다지는데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1991년

에는 대학로 지역 공연장은 총 18개이고, 비대학로 공연장이 총 30개이었지

만,80) 콘텐츠 기준 연간 총 공연편수는 대학로지역(182편)이 비대학로 지역(177

편) 보다 많았다(그림 4-5). 1992년은 공연일수 기준 서울 전체 공연활동의 과

반이 된 첫 해였다(부록 2-2 참고).

그림 4-5 대학로 지역과 비대학로 지역의 연간 총 공연편수

79) 사랑티켓 홈페이지 http://www.sati.or.kr/about/intro.asp
80) 연간 아동극, 기타(혼합, 퍼포먼스)공연을 포함한 전체 연극의 공연일수가 31일 이상 공연장

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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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5월 당시 대학로 지역 내 공연장은 총 25개소였지만, 낮에는 아동극

을, 4시부터는 성인극을 공연하여 하루에 총 40여 편의 연극이 공연되고 있었으

며, 대학로를 근거지로 활동 중인 극단은 총 100여 개인 것으로 추산된다.81) 공

연장의 밀집도 높아지고 지역 내 활동극단이 증가하면서, 소위 ‘뒷골목 연극’이

라고 불리는 상업성 지향 연극들이 1992년부터 대학로 지역에 등장하기 시작한

다.82) 시간이 흐를수록 한정된 관람객층에 공연장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내 

동업종 간 경쟁이 심화되었고, 그러한 과정 중에 정극 지향 단체들과 뒷골목 연

극 제작단체들과의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림 4-6 공연장수 추이 비교(1980~2009)

90년대 후반 공연장간 경쟁이 치열했음은 <그림 4-6>로도 짐작할 수 있다.83) 

빨간색은 2009년 서울연극센터에서 대학로 지역 공연장을 전수조사 시 작성한 

개관연도를 기준 해당 공연장수의 누적분포를 그린 것이고, 파란색은 본 연구에

서 구축한 공연정보 데이터에서 연간 공연일수가 31일 이상인 대학로 공연장을 

추출하여 그 수를 작성한 것이다.84) 두 선의 차이는 당시 운영 중이던 공연장에

81) 경향신문, 1993-05-09, “동숭동대학로 연극의「메카」자리 굳힘”
82) 경향신문, 1992-02-26, “「뒷골목 연극」저질무대 "공해"”, 한겨레, 1992-05-12, “거액투자 

대형극 바람 저질 '뒷골목연극'기승 상업성 겨냥 연극계 양극화 뚜렷”
83) 90년대까지 공연장의 설립 또는 운영주체는 대부분 극단이었으므로 사실상 공연장의 경쟁보

다는 극단간 경쟁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84) 공연장의 개․폐관 현황이 보고서 부록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만, 본문에서 제공한 그래프와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당 보고서 작성기관이었던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조사연구팀에 문
의하여 해당 수치데이터를 받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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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현재까지 살아남은 공연장를 뺀 값이 되므로, 결국 그 차이가 클수록 당시 공

연장들 중 폐관한 공연장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선 차이는 당시의 

지역 내 경쟁 정도를 추측할 수 있는 대리지표로 볼 수 있다.85) 한편, 90년대 후

반부터 2000년대 초반 연간 공연일수가 31일 이상인 대학로 공연장의 수가 일

정 수준 유지되고 있는 것은 IMF 경제위기 영향이 한동안 지속된 영향도 있다
고 생각한다.

1990년대 후반에는 본격적으로 공연 홍보 및 티켓 판매를 지원하는 정책이 

실시되었다. 1998년 10월에는 1991년부터 연극축제 또는 성수기인 5-6월, 
10-11월 한시적으로 판매되던 사랑티켓이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내 티켓박스
에서 연중 판매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동아일보, 1998-10-10). 1999년 5월부

터는 사랑티켓 판매할당량을 월단위에서 일단위로 변경되면서 마로니에 공원에

서 사랑티켓을 사려고 줄을 선 사람들의 모습은 흔한 풍경되었다. 특히 당시에

는 사랑티켓이 오프라인으로만 구매 가능했기 때문에 1990년대 말 사랑티켓 정

책은 대학로 지역 연극공연산업을 성장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한다.86)

‘사랑티켓’정책으로 연극공연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연극공연산업을 

간접적인 지원이 이뤄졌다면, 1999년부터는 연극공연 생산주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공연장 공공 임대사업(대학로 소공연장 임대 운영)’이 실시되었다.87)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1999년 7월부터 2년간 동숭아트센터의 동숭홀을 전세
로 임대하여 연극 및 무용단체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대관료로 연극무대를 제공

하였다. 

85) 그림에서 2000년대 후반부에 차이가 크지 않음은 경쟁도가 낮아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다.  
대학로 연극센터의 조사 공연장은 공연일수와 관계없이 전수를 조사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연극공연 30일이상이라는 전제를 두었기 때문과 공연장에 폐업하더라도 다른 공연장이 바로 
개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연장의 폐업이 수치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86) 실제로 대학로 지역의 극단들의 사랑티켓에 대한 의존도는 높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사랑티
켓이 쿼터제 및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자 불만을 토로하는 단체들이 많았다. 한국경제, 
2007-05-03, “얄미운 ‘사랑티켓’ 대학로 극장”

87) ‘공연장 공공 임대사업’은 2014년 현재 여전히 시행중인 사업이다.  정희섭 외 (2010). 「대
학로 공연장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 서울, (사)한국문화정책연구소, p.62  



-� 66� -

1980년대에는 창단연도가 10년 이상인 극단들이 극단 사무실 및 연습장을 대

학로 지역으로 이전 개설한 경우가 많았는데, 1990년대에는 신생극단이 창단 때

부터 대학로 지역을 연고지로 하는 단체가 많았던 것이 특징이다.88) 극단 서전

(′91), 극단 연단(′91), 극단 학전(′94), 봉원패 창작스튜디오(′95), 공연기획이

다(현 이다엔터테인먼트, ′95), 공연기획 파파(현, 파파프로덕션, ′96), 극단 

ING레퍼토리(′97), 악어기획(현 악어컴퍼니, ′98), 극단 자세레퍼토리(′98) 등

이 창단 또는 설립 시부터 대학로 지역을 소재지로 하였다. 특히 ‘공연기획 이

다’, ‘공연기획 파파’, ‘악어기획’은 당시 공연제작 주체의 주류였던 극단이 아닌 

전문기획사였고, 이 세 회사는 현재까지도 대학로 지역에 연고를 두고 활발한 

공연제작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대학로 대표 공연제작사들이다. 

극단�

기획제작사

(창단해/

대학로�

입성해)

ING레퍼토리(′97),� 가교(′65),� 공연기획� 파파(현� 파파프로덕션,� ′96),� 공연기획� 이

다(현� 이다엔터테인먼트,� ′95),� 공연예술기획� 나이테(′94),� 극단76(′76),� 가가의회

(′81),� 까망(′84),� 대중(′82),� 대학로극장(′91),� 마당(′80/′98),� 목화레퍼토리컴퍼

니(′84),� 무대여행,� 무성,� 민예(′73/′87),� 반딧불이(′98),� 봉원패� 창작스튜디오(′

95),� 서울(′95),� 서전(′91),� 성시어터라인(′92),� 성좌(′69),� 수업(′88),� 아리랑(′

86),� 악어기획(현� 악어컴퍼니,� ′98),� 연단(′94),� 연우무대(′78/′86),� 우리극연구소

(′94),� 은행나무(′94),� 인천,� 일출(′97),� 자세레퍼토리(′98),� 작은신화(′87),� 중원극

회(′73),� 즐거운�사람들(′92),� 증언(′80),� 현대극장(′76/′82),� 학전(′94)

자료 : 한국전화번호부 편(1997~2000), (서울업중편) 전화번호부. 한국 근 ·현대 연극 100년사, 편.  
      (2009). 한국 근·현대 연극 100년사, 일부 극단 창단해 검색

표 4-14 90년대 후반 대학로 지역 연고 극단 및 기획․제작사

자료 : 한국근․현대연극100년사 편.(2009), 전게서, p.427/436 표 내용 재구성

그림 4-7 1990년대 신생극단수 추이

88) 이 시기에는 신촌지역에서 홍익소극장을 운영하던 극단 까망만이 대학로에 까망소극장(1993)
을 개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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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로 지역 내 일부 신설극단과 전문기획․제작사의 등장은 기존 단체들의 스

핀오프와 관련이 있다. 1977년 서울대학교 창작희곡 읽기 모임으로 출발하여 신

촌지역에서 소극장을 운영하다가 1987년 대학로 지역으로 연고지를 옮긴 ‘연우

무대’ 초창기 멤버였던 김민기는 1991년 대학로 지역에 학전소극장을 개관하였

고, 1994년에는 극단 학전 창단하였다. 1992년에는 당시 연무무대 주 멤버이자 

한양대 연극영화과 교수였던 최형인이 한양대 연극학과 출신 중심으로 한양레퍼

토리 극단을 창단했다. 극단 창립멤버인 이상우는 1995년 극단 차이무를 창단하

고 초대 대표를 역임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이들의 

관계망은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최형인은 자신의 한양대 제자였던 류태호를 연

우무대와 소개했는데, 류태호는 1989~1991년 연우소극장 극장장을 지내기도 

하였고, 극단 차이무의 창단멤버이기도 하다.89) 한양레퍼토리 극단에서 기획업

무를 봤던 이현규는 1996년 공연기획 파파(현 파파프로덕션)를 창립하였는데, 

공연기획 파파의 첫 기획 및 홍보 대행 작품이 연우무대의 ‘떠벌이 우리 아버지 

암에 걸리셨네(1996.11.22.~1996.12.31., 연우소극장)’ 였다. 

그림 4-8 대학로 지역 연극산업의 스핀오프 사례

89) 류태호는 2014년 한양레퍼토리 제작의 <거울속의 은하수>에 출연하는 등 한양레퍼토리 제작 
공연에도 종종 참여하면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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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90년대에는 기존 연극단체들의 스핀오프가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대학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들의 관계망은 점점 복잡해져 갔다. 이러한 관계

망은 향후 공연제작에 정(+)의 효과를 작용한다. 연우무대 출신이며 한예종 교

수인 김석만은 한예종 부속극단인 극단 돌곶이의 예술감독을 겸하고 있다. 한예

종 연극원 출신 장유정이 재학시절 발표한 <드레싱 해드릴까요?>가 수정　보완

되어 <오! 당신이 잠든 사이>라는 제목으로 대학로에서 초연되었는데, 제작주

체, 초연극장이 연우무대, 연우소극장이었다. 기획은 예전부터 연우무대와 함께 

일해 온 ‘공연기획 이다’였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90년대 이후 계속된 스핀

오프로 인한 네트워크는 초연공연 제작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부록 7> 1993년 공연장 분포를 살펴보면, 설계 시부터 문화시설로 계획되었

던 동숭아트센터, 문예회관, 인켈아트홀만이 한 건물에 2개 공연장이 설치되어 

운영 중이었다. 1998년에는 앞서 언급한 공연장 이외에 곤이랑아트홀과 충돌극

장이 한 건물(동숭동 1-97)의 지하 1층과 3층에 위치하고 있었고, 하늘땅소극장

과 아리랑소극장이 각각 동숭동 1-153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 위치하고 있었

다. 한 건물 내 복수 공연장이 입지한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공연일수가 많게 나

타났다. 공연장이 1개만 설치된 필지에서도 공연일수가 증가하여 대학로 지역 

내 공연장 공연일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90년대 중후반 신생극단의 증가, 전문 공연기획사 등장으로 보다 활발해

진 연극공연활동의 영향으로 보인다. 1994년 개교한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비롯

하여 1990년대 중반부터 연극 관련학과가 급증하기 시작하였다.90) 1990년대 후

반에는 동문들끼리 뭉쳐 극단을 창단하여 대학로지역을 연고지로 하여 활발한 

공연활동하기도 했다.91) 현재까지 왕성한 공연제작활동을 하고 있는 이다엔터테

인먼트, 파파프로덕션, 악어컴퍼니 등이 이 시기에 창립하였다.

90) 2010년 5월 현재 연극 관련 학교수가 63개에 이르는데 이 중 대부분이 90년대 중반이후 설
치되었다(허순자, 2011, p. 189) 

91) 극단 반딧불이는 1997년 단국대 동문으로 주축으로 구성되어 창단되었고, 현 예술공간 서울
(명륜2가 93)에 사무실 및 스튜디오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었다. 극단 자세레파토리는 1998
년 8월 서울예대 출신을 주축으로 창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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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대학로 지역 공연장 및 연극산업 현황

1995년 최초로 대학로 문화지구 지정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었고,92) 1996년 

서울시가 대학로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계획을 밝혔지만, 실제적으로 대학

로가 문화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문화예술진흥법」

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된 2000년 1월이다. 2002년 1월 「서울특별시문화지구관

리및육성에관한조례」가 제정되었고, 2004년 5월 혜화동, 동숭동, 이화동, 연건

동, 명륜동 일대 446,569㎡ 지역이 ‘대학로 문화지구’로 지정되었다. 2005년 대

학로 문화지구 관리계획이 수립되었고, 2006년 9월 대학로제1종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었다.93) 

대학로 문화지구가 지정된 2004년에는 (사)한국예술단체총연합회, (사)한국연

극협회, (사)서울연극협회(2003), (사)연극배우협회(2000), 한국연극연출가협회,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사)전국소극장연합회 등의 문화예술 관련 단체가 

대학로 지역 내에 입지하고 있었다(종로구, 2005).94) (사)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

는 2004년 창립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학로 지역을 소재지로 하고 있다.  

2000년대 공연장 입지의 특징 중 하나는 공연예술 관련 고등교육시설 분원의 

대학로 지역 내 입지이다. 2001년 상명대학교, 중앙대학교가 각각 학산기술도서

관과 우당기념관을 인수하여, 예술․디자인대학원, 공연영상예술원을 개원하였다. 

같은 해 11월 동덕여대 공연예술학부가 공연예술센터를 신축하고 이전하였

다.95) 한성대학교가 2002년 인켈아트홀이 있는 빌딩을 구입하여 멀티미디어콘

텐츠 학부의 대학로 캠퍼스로 사용하고 있다. 홍익대학교는 2002년 구 한국디자

인포장센터 건물을 인수, 디자인 관련 대학원 수업 및 전시를 위한 공간으로 활

용하였으며, 2004년에는 국제디자인대학원대학교(IDAS)와 합병하였다.96) 2000

92) 한겨레, 1995-11-25,“대학로등 문화특구지정 건축기준완화 혜택”
93) 서울시는 1994년 율곡로, 창경궁로, 대학로 지역 일대를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했던 것을 대학

로 문화지구의 지정으로 지역을 분할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수립하였다. 
94) (사)한국예술단체총연합회와 (사)한국연극협회는 2012년 목동 예술인회관으로 이전하였다. 
95) 동덕여대 공연예술센터의 경우, 주로 당 기관구성원으로 구성된 극단 디캐츠의 공연과 가수

들이 콘서트장으로 공연장을 사용될 뿐, 타 연극단체의 공연은 거의 없는 편이다.
96) http://www.culture.go.kr:8800/vli_dir/vli_dir04_detail.jsp?ar_vvm_cd_seq=8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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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아르코예술회관 주변에 01디자인 스튜디오를 설치한바 있는 국민대가 제

로원 디자인 센터를 2004년에 개원하였다. 우석대학교, 한양대학교, 청운대학교

가 해당 학교 출신을 주축으로 구성된 극단이 운영하는 극장을 각각 2002년, 

2003년, 2006년에 개관하였다. 2010년에는 서울문화예술대학교가 SCAU극장을 

개관하였다.  

그림 4-9 대학로 내 대학시설 및 운영 공연장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학로 지역 공연장은 양적․질적으로 성장하였다. 대

한민국 연극 1번지라는 장소성 증대와 문화지구 지정에 따른 조세감면 및 융자

지원, 1개 층(4m) 높이 및 의무주차설치대수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공연장 설치 

유도제로 작용하여 대학로 지역 내 공연장수가 급증하였다. 일부 대학로 지역에

서 공연장을 이미 운영하고 있던 제작사나 극단들이 공연장을 추가로 개관하기

도 한다. 극단 가가의회가 운영하던 강강술래소극장이 2004년 시설개선사업 지

원 대상극장으로 선정되자, 극단 가가의회는 강강술래소극장을 리모델링하면서 

상상아트홀 블루로 명칭을 변경하고, 같은 건물에 상상아트홀 화이트를 추가로 

개관하였다. 

2000년 중반에는 대학로 지역 내 영화관이 공연장으로 전환하기도 한다. 

1994년 개관한 국내 최초 민간운영 예술영화전용관인 동숭시네마테크이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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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폐관하고 그 자리에 씨어터 일이 개관하였다. 연극 작품이 공연되지는 않았

지만, 2005년에는 멀티플렉스 영화관 판타지움 5층에 컬투홀 유쾌관이 개관했

다.

2000년대 중후반에는 공연전문 기획․제작사들이 대거 등장하고, 대규모 자본

이 대학로 내 유입되면서, 멀티관의 공연시설이 신축되거나, 한 제작사나 극단이 

복수의 공연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2005년에는 CJ계열사에서 4개관의 

대학로 예술마당을 개관하였고, 전문 연예기획사인 SM이 개그맨 김경식, 표인

봉, 신동엽 등과 협약을 맺고, SM아트홀, SM스타홀, SM틴틴홀을 개관하였다. 

대학로 공연장에서 다년간 오픈 런 공연을 제작하고 있는 극단 및 제작사들이 

공연장을 차츰 늘려갔다. ‘보잉보잉’ 시리즈를 제작한 극단 두레가 두레홀 1~4

관을 운영하였고, ‘라이어’ 시리즈를 1999년부터 오픈 런으로 공연하고 있는 파

파프로덕션이, 샘터 1~2관, 해피씨어터 등을 운영하였다. 1995년부터 대학로 지

역에서 공연기획과 제작을 하고 있는 이다엔터테인먼트가 문화공간 이다 1~2관

(현 문화공간 필링), 신축한 아트원씨어터 1~2관을 운영하였다.97)  

년도
사업비� (만원)

대학로�지역�내�시설개선극장 비고
계 지원액 자부담

2002 5,000 3,000 2,000
연단소극장,� 혜화동1번지,� 단막극장,� 연우무대,�
마로니에극장,�아리랑소극장

경륜자금

2억원

2003 4,000 3,000 1,000
오늘한강마녀,� 하늘땅소극장,� 인켈아트홀,� 까망
소극장,�리듬공간소극장,�아룽구지소극장

국고

2004 4,000 3,000 1,000
강강술래소극장,� 샘터파랑새극장,� 이랑씨어터,�
김동수�플레이하우스

2005 4,000 3,000 1,000
열린극장,� 마당세실극장,� 동숭무대소극장,� 대학
로극장

2006 4,000 3,000 1,000
동숭무대소극장,� 단막극장,� 인켈아트홀2관,� 연
극실험실� 혜화동� 1번지,� 마로니에소극장,� 설치
극장�정미소

2007 4,000 3,000 1,000
낙산씨어터,� 소극장� 알과핵,� 동숭아트센터� 소극
장,�행복한�극장

2008 4,000 3,000 1,000 손가락놀이극장 문예진흥기금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09), 2009 문화정책백서, 내용 재구성
       한국연극협회(2007), “2007년 전국소공연장시설개선사업 안내문”

표 4-15 대학로 내 소공연장 시설개선 지원사업  

97) 문화공간 필링 2관은 2014년 4월 현재 기안컬쳐엔터테인먼트에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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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로 지역 내 소극장의 질적 성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공연장 시설개선 

사업(2002~2008)의 실시로 공연장의 물리적 환경이 개선되면서 이뤄졌다. 

2008년까지 대학로 지역 내 총 30개 공연장의 소공연장 시설개선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았다(표 4-15).

2000년대 중반부터는 연극 전문 관련 지원시설 및 프로그램이 설치․운영되었

다. 서울문화재단은 2005년부터 대학로 지역 내 저렴한 대관료의 대학로 연습실

(연습실 4개관, 세미나실 1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07년에는 구 혜화동 사

무소 자리에 연극에 대한 지원의 체계화와 대학로 공연의 홍보․운영 등을 지원하

기 위한 서울연극센터를 설치하였다. 서울연극센터는 1층에 대학로 내 공연 리

플릿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연홍보갤러리를 마련하고 있으며, 대학로 공연의 

당일티켓을 할인가에 판매하는 티켓박스 운영하고 있다. 2층에는 연극 관련 서

적 및 미디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연극 전문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98) 관

객 프로그램으로 대학로 연극투어를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대학로문화지

도, 웹진 연극인 등을 매월 발행하고 있다.

대학로 지역 내 연극 지원 정책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대학로 지역 상권의 임

대료가 높아짐에 따라, 일부 극장주는 공연장을 폐관하거나 또는 대학로 지역 

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싼 혜화로터리 북쪽지역으로 공연장을 이전하였다. 

2004년부터 동숭동에서 공연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던 극단 연희단거리패는 

2006년 6월 혜화동에 건물을 신축하여 ‘게릴라극장’을 재개관하였다.99) 2007년 

10월부터 2009년 1월 18일까지 ‘바쁘다 바뻐’를 오픈 런으로 공연한 극단 해오

름(구 극단 하나)은  ‘바쁘다 바뻐 전용관(동숭동 50-20)’에서 구 소극장 예술정

원(명륜2가 13)으로 이전하여 ‘해오름소극장’을 이전․개관하였다. 2007년 명륜2

가 18(2층)에서 극단 전용 공연장을 운영하던 극단 홍사는 2010년 말 현대극장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혜화동 64-1) 지하층으로 극단 공연장을 이전하였다.

98) 2014년 10월 서울연극센터는 리모델링 후 재개관하였는데, 2층에서 운영중이었던 도서열람
대출 서비스 공간을 1층으로 옮기고, 2층을 아카데미룸과 세미나실로 바꿨다.

99) 연합뉴스, 2006-06-07, “연희단거리패, 재개관 게릴라극장서 ‘바보각시’”
     게릴라극장은 동숭동 1-145 지하에서 혜화동 15-29의 신축 건물로 이전되었다. 



-� 73� -

그림 4-10 2003/2008년 대학로 지역 필지별 공연장수

 

�

그림 4-11 2003/2008년 대학로 지역 필지별 공연일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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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중반이후 기존 운영 중이던 공연장의 혜화로터리 북쪽 이동 이외에

도 혜화로터리 북쪽에 신설된 공연장이 늘어나면서, 차츰 혜화로터리 북측 지역

의 공연장 밀도가 높아졌다. 혜화로터리 남측 지역에는 한 건물에 3개 이상 공

연장이 위치한 건물만 7개에 이른다. 영화관으로 운영되던 스타시티의 2개관이 

공연장으로 전환하였고, 구 사다리아트센터(2005), 대학로 예술마당(2006), 아

트원씨어터(2009) 등 건물의 주 용도가 공연시설인 공연장 건물이 등장했다.

2010년 이후 대학로 지역 공연장 및 연극산업 현황

2010년 이후에는 대학로 지역 내 공연장 설치가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부근

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2011년 11월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인근에 개관한 

효천아트센터 그라운드 씬은 대학로 다른 공연장과 비교하여 연간 공연일수가 

현저히 적었다. 

2010년 이후에도 동숭동의 공연장 고도화는 계속 진행 중이다.100) 2012-13

년 한시적으로 극단 해오름이 명륜2가 13에 2개관의 공연장을 운영했던 것과 

2012년 12월 홍익대 아트센터 대/소극장의 개관을 예외로 하면, 2010년 이후 

한 건물에 2개 이상의 공연장이 설치된 것은 동숭동뿐이다. 2010년 LIVE 극장 

건물이 헐리고, 2013년 새로 들어선 유니플렉스(3개관), 2012년 12월에 개관한 

대학로 뮤지컬센터(3개관), 2014년 3월에 개관한 대명문화공장 건물(3개관) 등

이 동숭동 내 복수관의 공연장이 설치된 건물이다.  

한 필지 내 다수 공연장 입지로 동숭동과 혜화동 일부 구역이 타 구역에 비해 

필지당 공연일수가 두드러지게 많았다(그림 4-12). 이것은 보다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위해 시간대를 나누어 아동극과 성인극을 공연한다던지, 오픈 런 공연

을 휴관일 없이 진행하여 작품이 바뀌면서 무대를 해체하고 다시 설치하는 것 

때문에 운영일수가 줄어드는 것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100) 2000년대까지 대학로를 기준으로 우측과 혜화로 남측으로 경계되는 동숭동, 이화동, 연건동 및 혜
화로 남측에 위치한 혜화동 일부 지역에 한 건물에 복수의 공연장이 설치된 사례는 1990년대 인켈
아트홀 1-2관(현 한성아트홀), 2000년대 스타시티 극장 건물(1-3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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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2013년 대학로 지역 필지별 공연장수 및 공연일수

3.2 대학로 연극공연 중심 이동

앞서 서울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공연의 중심지를 분석하였던 것과 같은 방법

으로 대학로 지역의 공연 중심지를 분석하였다. 대학로 지역의 공연만을 추출하

여, 각 공연장당 연대별 총 공연일수를 구하였다. 한 필지에 다수의 공연장이 있

을 경우는 해당 공연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해당필지의 각 연대별 총 공연일수

를 구하였다. 필지 당 총 공연일수를 해당 필지의 가중치로 하여, ArcGIS에서 

Mean Center를 실행하였다. 분석결과로 도출된 X, Y 좌표값으로 www.biz- 

gis.com에서 주소를 검색하여 정확한 위치를 알아냈다. 

1990년대와 2000년대는 연극/뮤지컬 공연과 아동극과 기타 공연까지 포함한 

전체공연의 무게중심점이 거의 같게 나타났다. 다만 1980년대에는 상대적으로 

전체공연의 무게중심이 연극/뮤지컬 무게 중심보다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는 당시 아동극을 공연하는 곳이 바탕골소극장과 샘터파랑새극장뿐이었기 때

문으로 판단된다. 반면 2010년대는 혜화동 로터리 남쪽에 위치한 혜화동과 명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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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와 바탕골소극장보다는 북쪽에 위치한 동숭동 지역 공연장에서 아동극 공연

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고, 보다 많은 실험극을 비롯한 기타 공연이 북쪽지역에서 

보다 많이 공연됨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 

 이미지출처 : 다음지도(http://map.daum.net)

그림 4-13 연대별 대학로 지역 공연 중심지의 이동

시기
전체�연극공연�중심 연극/뮤지컬�중심

X Y 주소 X Y 주소
1980 200181.05 453249.19 동숭동� 1-113 200186.78 453266.41 동숭동� 1-113

1990 200179.31 453309.44 동숭동� 1-62 200181.75 453310.25 동숭동� 1-62

2000 200171.22 453334.16 동숭동� 1-63 200171.91 453328.31 동숭동� 1-63

2011~ 200157.77 453355.47 동숭동� 1-64 200162.55 453341.53 동숭동� 1-58

표 4-16 대학로 지역 공연 중심지 TM좌표값 및 주소

무게중심의 북쪽 이동간격이 점차 좁혀지는 것은 북쪽으로 확산되는 공연장보

다 여전히 혜화로터리 남쪽지역에 공연장이 많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이 하나

의 요인이겠다. 또 다른 요인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대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시간대를 나누어 아동극과 성인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이 상대적으로 많아 무게중

심 분석 가중치(필지별 공연일수 합)가 높아지기 때문이다.101)

101) 필지별 공연일수 합 산정 시 동일 콘텐츠를 1일 2번 이상 공연할 시에는 1일로 하였지만, 
고, 콘텐츠가 다를 경우는 각각을 합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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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대학로 연극공연장 집적효과 분석

1. 창조성에 대한 집적 입지 효과 분석 

1.1 대학로 지역과 비대학로 지역 창조성 지표 비교102)

신산업지구론과 클러스터 이론에서는 집적의 정(+)의 효과로 ‘혁신 창출’의 증

대를 들고 있다. ‘창조경제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공연예술 산업에서 ‘혁신’은 

좁은 의미로 ‘새로운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새로운 콘텐츠의 제작으로 치환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비대학로 지역의 비집적 입지와 비교를 통해 대학로 지

역의 공연장 집적 입지가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국내에서 

신규 콘텐츠의 첫 공연을 의미하는 ‘초연’을 창조성에 대한 지표로 하였다. 또한 

상대적으로 ‘보다 창조적’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창작초연’도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이 절에서는 대학로 지역의 초연 제작이 비대학로 지역의 초연 제작 보다 많

음을 검증하기 위해 각각의 초연편수와 창작초연편수의 평균차를 분석한다. 

1) 분석자료 및 방법

분석의 범위

본 분석은 ‘창조성’ 생산에 대한 대학로 지역과 비대학로 지역의 차이를 보이

기 위함이므로 본 분석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전체이다. 내용적 범위는 서울

102) 공연장이 직접적으로 공연제작과 연계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공연장수를 비
교 기준단위로 본 것은 공연상품의 특성상 공연장에서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기에 
공연장이 없으면 생산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공연장 소유주가 대관 위주로 할 
경우 제작과 무관할 수 있겠으나, 대관 결정 역시 공연제작(작품결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
으로 생각할 수 있다. 연구범위 내에서는 공연장을 설립하거나 운영한 주체가 대부분 연극 
관련 종사자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공연제작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연장을 분석단위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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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연극공연활동 내역이나, 산업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아마추어 연극 및 

무료공연 및 야외공연과 외국단체 공연은 본 연구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이 절에서 다루는 ‘연극공연’은「문예연감」일러두기 대분류에서 ‘연극’으로 

분류된 것 중 ‘소분류’에서 ‘연극’과 ‘뮤지컬’ 공연만으로 한정하였다. 이는 ‘연

극’과 ‘뮤지컬’이 상대적으로 ‘초연’과 ‘재연’을 구분할 수 있는 정보획득이 용이

했기 때문이다. 기타 혼합극, 퍼포먼스 등은 본 연구에서 주요 지표로 삼고 있는 

‘초연’ 판단에 단초를 제공하는 원작, 극작 등에 대한 정보를 구하기가 어려웠다. 

아동극 경우는 동명 공연이 많으며, 신데렐라, 백설공주 등 원작을 널리 알려졌

으나, 각색자에 대한 정보 파악이 어려워 초연과 재연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본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103) 창조성 지표에 대한 비교 연구를 위해 사용

한 공연데이터의 시간적 범위는 1984년부터 2013년까지 총 30년간이다.104) 

 분석자료

‘창작극’과 ‘번역극’ 구분은 ‘희곡’ 작성자를 기준으로 하였다. 원작이 외국소

설이고 극작이 내국인일 경우 ‘창작극’으로 구분하였고, 극작가 정보가 없는 경

우 원작이 명확하게 외국 작품인 경우는 ‘번역극’으로 구분하였다.105) 1984년부

터 2013년까지 30년간 대학로 지역에서 공연된 연극·뮤지컬의 편수는 총 7,463

편이었고, 비대학로 지역은 총 4,734편이었다(부록3 참고).106) 이중 초연 공연편

수는 대학로 지역이 총 3,851편이었고, 비대학로 지역은 총 2,077편이었다. 

103) 아동극은 관람객층이 성인극과 분리되는 경향이 있어, 비아동극만을 대상범위로 한정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비아동극에서 편수를 기준으로 연극뮤지컬이 차지하는 
비중이 92%이상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므로 본 연극에서 비아동 기타공연을 배제하였다.  

104) 일반적으로 비교하고자 하는 각 집단의 자료수가 30개 이상일 경우 정규성 분포를 가정할 
수 있다. 때문에 30개 년도의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가장 최근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30개 
년도의 데이터를 취하였다. 

105)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2),『2011 문예연감』 ‘일러두기‘, 내용참고.
106) 분석단위를 연 단위로 하여, 1월 1일~12월 31일은 단위기간으로 하였기 때문에 12월에 첫 

번째 공연을 하고, 마지막 공연을 다음 해에 할 경우, 두 해 모두 공연편수로 인정되었다. 
초연의 경우 중복 카운팅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두 해에 걸쳐 공연되었더라도, 첫 해만을 
초연공연으로 따로 설정하여 연간 공연편수를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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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방법

연도별 해당 지역 내 공연장에 대한 평균 초연편수를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는 연도별 대학로–비대학로 지역의 짝을 이룬 데이터의 평균의 차이를 검정해

야 하므로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통계패키지 SPSS 22를 

사용하였다.  

2) 분석결과 및 해석

공연장당 초연 및 창작초연 공연의 평균 편수

대학로 지역과 비대학로 지역의 공연장당 초연편수 차이를 검증하였다. 대학

로 지역의 공연장당 초연편수는 약 3.75편으로 비대학로 지역의 공연장당 평균 

초연편수보다 약 1.43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로 지역 내 공연장에

서 비대학로 지역의 공연장보다 평균적으로 초연작품을 1.43편정도 많이 공연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창조성을 띤다고 볼 수 있는 국내 창작 콘텐츠에 대한 공연장당 평균 초

연편수 역시 대학로 지역에서 비대학로 지역보다 약 1.11편이 많이 제작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N 평균(표준편차) t 자유도 유의확률(양쪽)

대학로�지역�공연장당�초연편수 30 3.75(2.172)

3.897 29 0.001비대학로�지역�공연장당�초연편수 30 2.33(0.503)

대응차 - 1.43(2.003)

표 5-1 공연장당 초연편수 비교

�

 

구분 N 평균(표준편차) t 자유도 유의확률(양쪽)

대학로�지역�공연장당�창작초연편수 30 2.73(1.448)

4.425 29 0.000비대학로�지역�공연장당�창작초연편수 30 1.62(0.415)

대응차 - 1.11(1.372)

표 5-2 공연장당 창작초연편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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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뮤지컬 공연의 초연 및 창작초연 편수율

공연장당 초연편수 차이 비교는 대학로 지역과 비대학로 지역의 공연제작규모 

차이로부터 발생되는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다. 따라서 규모 차이에 기인

되는 차이를 배제한 두 집단 간 비교를 위해 연간 제작된 연극․뮤지컬 공연의 총 

제작편수에 대한 초연공연 제작편수 비율 차이를 검증하였다. 

30년 평균 대학로 지역의 연극․뮤지컬 공연에 대한 초연편수 비율은 약 

53.84%로 매년 두 편 중 한 편은 처음으로 제작된 것이었다. 반면, 비대학로 지

역에서는 약 44.83%로 과반을 넘지 못했다. 이러한 비율차는 대학로-비대학로 

지역 간 초연작품 제작편수 차이 중 전체 제작 규모차이로부터 기인된 것을 배

제하고도 대학로에서 비대학로 지역 보다 새로운 작품을 많이 제작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N 평균(표준편차) t 자유도 유의확률(양쪽)

대학로�초연�편수율(%) 30 53.84(6.138)

7.590 29 0.000비대학로�초연�편수율(%) 30 44.83(5.788)

대응차 - 9.00(6.498)

표 5-3 전체 연극․뮤지컬 공연편수에 대한 초연 편수율 비교

전체 연극․뮤지컬 공연에 대한 창작초연 공연의 비율 대해서도 대학로 지역의 

평균 창작초연 편수율이 비대학로 지역보다 약 8.92%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은 대학로 지역이 비대학로 지역보다 창작초연 편수가 많음을 의미

할 뿐 초연 시 번역극보다 창작극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은 판단할 수가 없다.

N 평균(표준편차) t 자유도 유의확률(양쪽)

대학로�창작초연�편수율(%) 30 40.00(5.233)

9.919 29 0.000비대학로�창작초연�편수율(%) 30 31.08(4.781)

대응차 - � 8.92(4.924)

표 5-4 전체 연극․뮤지컬 공연편수에 대한 창작초연편수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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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로 지역과 비대학로 지역의 초연 공연에 대한 창작초연 공연 비중에 차이

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두 지역 내 초연 공연에 대한 창작초연 공연 비

율 차이를 살펴보았다. 대학로 지역의 초연 공연에 대한 창작초연 공연편수율은 

약 74.45%로, 69.52%인 비대학로 지역보다 4.93%정도 창작초연 제작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N 평균(표준편차) t 자유도 유의확률(양쪽)

대학로�창작초연편수율 30 74.45(6.335)

3.881 29 0.001비대학로�창작초연편수율 30 69.52(7.551)

대응차 - � � 4.93(6.963)

표 5-5 전체 초연공연편수에 대한 창작초연편수율 비교

대학로 지역의 초연 작품 중 창작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비대학로 지

역에서 상대적으로 번역초연 작품이 많음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비대학로 지역

에서 상대적으로 번역초연이 비중이 높은 것은 뮤지컬의 성장과 관련이 있다. 

뮤지컬은 2000년대 중반부터 급성장하고 있는데, 특히 비대학로 지역 대공연장

을 중심으로 라이센스 뮤지컬 제작이 활발하다. 최근 2년간 그 차이가 크게 줄

어든 것은 비대학로 지역의 남산예술센터(2009년 재개관), 명동예술극장(2009), 

두산아트센터 비롯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작극장들이 창작

초연 공연의 제작을 활발히 하면서 다소 완충효과가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판단

한다.

그림 5-1 최근 10년간 대학로-비대학로 창작초연/초연 추이



-� 82� -

2. 집적효과와 손실회피 성향이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2.1 분석 개요

신산업지구론과 클러스터 이론에서는 집적의 정의 효과의 하나로서 ‘혁신 창

출’를 말한다. 기업가 정신을 최초로 체계적으로 접근한 슘페터(Joseph A. 

Schumpeter)는 이윤추구를 위해 신제품의 발명/개발, 새로운 방법의 도입 또는 

신기술 개발, 새로운 시장 개척, 새로운 원료/부품의 새로운 공급, 새로운 조직

의 형성 등을 기술의 혁신으로 보았다.107) 이런 관점에 보면 단위생산요소투입

에 대한 신규 공연콘텐츠의 제작의 증대를 집적효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로 지역의 공연장 집적 입지가 비대학로 지역의 비집적 입

지와 비교하여 창조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 지표로서 신규 공연

콘텐츠의 제작을 의미하는 ‘초연’의 제작편수를 사용하고자 한다.

공연장의 집적도가 높아질수록 증대되는 집적경제의 정(+)의 효과는 신규 공

연 콘텐츠 제작 증가에 정(+)의 효과를 가질 것이다. 반면, 공연장 증가에 따른 

어메니티 증대가 지역 내 상권 성장으로 이어져 지대가 상승하게 되는 외부불경

제는 신규 공연 콘텐츠 제작 증가에 부(-)의 효과를 가질 것이다. 지대 상승은 

공연제작사가 보다 성공할 확률이 높은 공연을 제작하게 하거나, 공연제작비용

을 절감하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연제작주체는 공연제작 

시 성공확률을 가늠할 수 없는 초연보다, 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성공확률을 예

측할 수 있는, 즉, 리스크(불확실성)가 적은 이미 공연된 적이 있는 작품을 제작

하려할 것이다.108) 또는 한 공연콘텐츠를 장기간 공연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제작

단가를 낮추려고 할 것이다. 제작사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 초연공연편수는 줄어

들게 될 것이다. 

107) 김선태(2007), “[Cover Story] 기업가 정신이란”, 한국경제신문, 2007-06-27.
108) 초연 작품의 제작은 재연 작품의 제작보다 상대적으로 제작준비기간도 길고, 동일 규모를 

공연을 제작한다고 가정하면 초연의 제작비용이 홍보비, 작품개발비, 시간비용 등의 면에서 
재연보다 많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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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에서는 이러한 공연장 증대에 따른 집적경제의 부(-)의 효과가 발생하는 

공연장 집적도(공연장수)도와 집적경제의 정(+)의 효과와 부(-)의 효과가 상쇄

되고 최대의 신규 콘텐츠 제작수를 가지는 공연장 집적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 범위와 자료

이 분석의 공간적 범위는 대학로 지역으로 한정하고, 시간적 범위는 공연장의 

집적효과가 발생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본 연구 데이터의 최종년도인 2013년으

로 하였다. 집적효과의 발생 시작연도는 대학로 지역 내 총 공연편수가 비대학

로 지역의 총 공연편수가 많기 시작한 1991년으로 설정하였다. 

공연장수에 따른 신규 공연콘텐츠 제작편수의 생산함수를 도출하기 위한 자료

로서 1991년부터 2013년까지 총 23개년의 대학로 지역 및 비대학로 지역의 공

연장수와 초연 공연편수를 사용하였다. 극단 및 기획/제작자 수를 주요 변수로 

설정하지 않은 것은 공연장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다중공선성 문제

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신규 공연콘텐츠가 초연되는 공연장은 하나지만, 협

업으로 신규 공연콘텐츠가 제작될 경우 1:1 적용이 어렵고, 계산이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에 주요 변수에서 극단 및 기획/제작자수는 배제하였다.  

그림 5-2 대학로 지역과 비대학로 지역의 연간 총 공연편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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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방법 

이 연구는 공연장이 특정 지역에 집적될 때, 공연산업 클러스터의 부(-)의 효

과가 발생하는 지점(집적도)과 정(+)의 효과가 부(-)의 효과에 의해 상쇄되는 

지점(집적도) 파악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공연작품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투입되

는 노동력과 기타 자본의 규모는 큰 차이를 보이는데 반해, 한 편의 초연 공연제

작에 필요한 공연장은 1개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공연장과 초연편수(혁신지수)만

을 관계도출에 연구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공연장수를 독립변수로, 초연 제작편

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공연장 집적도와 초연 제작 관계를 나타내는 생산함수를 

도출하였다.

<그림 5-3>와 같이 공연장 집적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여 클러스터의 정(+)

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공연장수와 

신규 콘텐츠 제작수(초연 제작수)는 비례

적 관계를 가지므로 일정부분 직선 형태

를 띨 것이다. 공연장수가 A개 이상이 되

어 클러스터의 집적이익이 발생하기 시작

하면, 생산함수는 공연장 단위 증가에 대

한 초연 제작수 변화량이 증가하는 곡선의 형태를 띨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집

적의 부(-)효과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후 더욱 공연장수

가 증가하여 과다경쟁으로 공연제작 주체가 공연제작에 대해 위험 회피적109)인 

선택을 하게 되면, 공연장이 증가함에 따라 증대되었던 초연편수의 증가량이 점

차 감소하게 될 것이다. 

사람에 따라 위험에 대한 선호(주관적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에, 공연제작자들

이 위험 회피적 선택을 하게 되는 시점이 서로 달라 집적의 부(-) 효과는 서서

히 나타나고 위험률이 커지면 급증할 것이다. 또한 공연장수가 B지점보다 많아

109)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리스크(위험)가 커질 경우 위험 회피적인 성향을 띠는데 이는 이득보
다 손실에 대해 사람들이 느끼는 강도가 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림 5-3 공연장수와 초연제작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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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도 여전히 집적의 정(+)효과가 존재하므로 공연장 증가에 따른 신규 콘텐츠 

제작수의 단위변화량 크기는 감소하지만 신규콘텐츠 제작 생산함수 그래프는 당

분간 여전히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집적효과보다 위험회피 및 부(-)의 

효과가 커지는 C지점보다 공연장수가 많아지면 신규콘텐츠 제작 생산함수 그래

프는 감소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공연장수 증가에 따른 간접

적인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고려로 상수항을 있는 함수식으로 설

정하면 <그림 5-4>와 같이 변형될 수 

있다. 그래프로부터 집적의 부(-)효과 

발생시점의 공연장수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그래프 변곡점에서의 공연

장수이다. 최대 신규 콘텐츠 제작편수

는 손실회피로 인한 부(-)효과가 집적

의 정(+)효과가 같을 때 제작편수이다. 최대 신규 콘텐츠 제작편수는 그래프 극

대값이다.

2.2 분석결과

23개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SAS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식(1) 회귀식이 도

출되었다. 식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은 0.9368이었다. 도출한 회귀식을 그래

프로 나타내면 <그림 5-5>과 같다. 

  ,   -------(1)
� �

현 연극산업의 상태가 유지되고, 시장의 변화가 없다는 전제를 두면, 대학로 

그림 5-4 공연장수와 초연제작함수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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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공연장110) 약 87개 일 때부터 경쟁에 의한 부(-)의 효과가 발생하기 시

작하고, 약 174개일 때 신규 콘텐츠 제작(초연)편수가 최대치를 가지며, 그 값은 

약 279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제 데이터 연간 공연일수가 31일 이상이었던 공연장의 수가 87개인 지점은 

2007년(연초 기준 공연장수 80개)과 2008년(102개) 사이였다. 실제로 소극장이 

대학로 지역을 떠난다는 기사가 언급된 것도 2007년부터이기111) 때문에 본 분

석모형의 결과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110) 연간 연극 공연일수가 31일 이상
111) 한겨레, 2007-09-14, “‘비싸진 대학로’ 소극장 떠나간다.” 

그림 5-5 공연장 증가로 인한 지역변화가 공연장 운영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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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대학로 연극공연장 생존분석

공연장이 밀집하기 시작하는 집적 초기에는 공급 상품 다양성, 아이디어 및 

제작정보 공유, 정보전파 비용 및 거래비용 감소, 노동력을 비롯한 생산요소의 

풀(pool) 형성, 공연제작기술 이전 등의 공간집적의 정(+)적인 피드백이 발생한

다(장용호, 2000, pp.280~281). 이런 정적 피드백의 선순환효과 때문에 공연장

은 더욱 모이게 된다. 그러나 일정 지역에 과도로 집중되는 입지 수요는 과열경

쟁과 그로 인한 지대 상승이라는 집적경제의 부(-)의 효과로 이어진다. 특히 공

연산업 집적의 경우는 동일 업종 입지수요뿐만 아니라, 요식업, 유통업 등의 입

지 수요도 유도하기 때문에 공연장 집적 공간에서의 입지경쟁은 타 업종의 집적

보다도 치열한 입지경쟁을 일으킬 것으로 판단된다.112) 

1981년 공연장이 처음으로 개관한 대학로 지역은 대학로 문화지구 결정 이전

인 1990년 초반 이미 현 아르코 예술회관을 비롯하여 공연장과 일부 극단 및 공

연 관련 단체들이 입지하고 있었다(표 6-1). 1990년대 중-후반 대학로 지역 내 

공연장수는 35~40개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대학로 문화지구 지정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2000년 이후 현저히 증가하였다(그림 6-1). 2014년 4월 현재 대학로

지도의 공연장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대학로 지역 내 공연장수는 여전히 증가

추세를 보인다. 

이 같은 현황과는 상반되게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연극업계 종사자사이에는 

대학로 지역 연극산업 생태계에 대한 위기의식이 팽배해져갔다. 그들은 2012년 

8월 연극“연극환경의 변화와 극단의 생존”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현실 직시 

및 문제점 해결안을 모색하였다. 서울시가 2013년 11월에 발표한 “서울시 연극

발전 종합계획” 수립과정에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12) 2013 대학로 연극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공연 관람 전과 후의 소비활동에 대한 질문에 각각 
응답의 26.0%와 40.2%만이 특별한 활동이 없다고 응답했고, 대다수가 식사, 다과, 타 문화
활동, 쇼핑 등에 응답을 했다. 서울연극센터(2013), 「2013 대학로 연극 실태조사 보고서」, 
p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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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85 86 87 88 89 90 91 93 94
동숭동 1 1 3 3 3 4 4 6 4 5
명륜동 　 　 　 1 1 2 3 5 3 4
혜화동 2 2 3 5 4 4 4 2 3 3
연건동 　 　 1 1 1 1 1 1 　 　
효제동 　 　 　 　 1 1 　 　 　 　
운니동 1 1 1 1 1 1 1 1 　 　
내수동 1 1 1 1 1 1 1 1 1 1
돈의동 　 　 　 1 　 　 　 　 　 　
관훈동 1 　 　 　 　 　 　 　 　 　
교북동 　 　 1 　 　 　 　 　 　 　
구기동 　 　 　 　 　 　 　 1 1 1
종로구 6 5 10 13 12 14 14 17 12 16*
성북구 　 　 　 　 　 　 2 3 3 2
동대문구 1 1 1 1 1 1 1 1 1 1
성동구 　 　 　 　 　 　 　 1 　 　
중구 4 4 5 4 5 6 6 5 4 4
서대문구 4 4 5 3 1 1 　 　 1 1
은평구 　 　 　 　 　 　 1 1 1 1
마포구 1 　 1 1 1 1 3 2 2 3
영등포구 1 1 2 2 1 1 1 1 1 1
서초구 　 1 1 1 2 2 2 2 4 4
강남구 　 　 1 2 2 1 2 1 3 4
송파구 　 　 　 　 　 　 　 　 1 　
강북구 　 　 　 　 　 　 　 1 1 1
서울시내 17 16 26 27 25 27 32 35 34 22
서울근교 　 　 　 　 　 　 　 2 　 　

 자료: 장용호(2000), “공연산업 공간의 공간집적에 관한 연구”, 『한국연극학』,  pp.270~271, 표 내
용 재구성

 *원 자료에서 1994년 종로구 동별 극단현황의 합은 14이었으나, 구별 현황 자료에서 종로구 극단수
는 16로 불일치 

 ※ 1992년 현황은 원 자료에서 누락되어 있었음  

표 6-1 서울시 극단 분포

자료 : 본 연구 구축 데이터

그림 6-1 대학로 공연장수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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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10년부터 공연장이었던 곳이 음식점, 태권도 도장, 사진 스튜디오, 

고시원 등 타 용도로 전환한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그림 6-2). 지난 십여 

년 간 연극 공연시설 및 프로그램이 비약적으로 증가한데 비해 연극 관람인구 

1.5%포인트 증가 및 연평균관람횟수 0.07회 증가라는 시장 현실을 감안하면, 이

러한 현황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른다(표 6-2).  

�

그림출처: 대학로지도 2014.06월호
※ [날짜]는 공연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최종 공연일

그림 6-2 대학로 지역 공연장의 입지 현황

구분
전국 서울

'00 '03 '06 '08 '10 '12 '00 '03 '06 '08 '10 '12

연평균관람횟수 0.21� 0.21� 0.17� 0.23� 0.23� 0.25� 0.32� � 0.27�� 0.37�� 0.40�� 0.37�� 0.39�

관람자대상관람횟수 � -� 1.88� 2.10� 2.09� 2.02� 2.09� � -� 1.83� � 2.38�� 2.21�� 2.31�� 2.08�

비관람자�비율(%) � 89.1� 88.9� 91.9� 89.0� 88.8� 88.2� � 83.8�� 85.5�� 84.7�� 82.1�� 83.8�� 81.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각 년도), 『문화향수실태조사』, 내용 발췌 정리

표 6-2 연평균 연극 관람횟수 및 관람자 대상 연극 관람횟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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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대학로 지역 내의 공연장 존폐는 대학로 

문화지구 유지는 물론 나아가 대학로 지역이 창조경제 산업기지 역할을 하는데 

결정적 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앞 장에서 집적의 부(-)의 효과의 

시작점으로 판단했던 초연 제작 곡선에서 변곡점의 공연장수를 갖는 해를 기준

으로 생존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연장의 폐업률(또는 

생존율)이 어떻게 변했는지, 공연장의 설립/주체별 공연장의 생존율의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1. 생존분석 개요

1.1 분석자료

분석범위 및 분석단위

주된 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전년 말/당년 초 기준 대학로 지역 내 공연장수가 

87개 이상이 된 첫 해인 2008년 초를 기준으로 5년간으로 한정하였다. 부차적

으로 환경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기준년도의 10년 이전 시점인 1998년을 기

준으로 5년간의 생존분석을 실시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서울연극센터에서 2007년부터 발행하고 있는 대학로 지도에 

표시된 대학로 지역으로 한정하였다. 행정동 기준으로는 동숭동, 명륜 1~4가동, 

연건동, 이화동, 혜화동 일대이다.

분석단위는 공연시설이 아닌 개별 공연장을 기준으로 하며113), 연구대상 범위

는 분석 기준시점 당시 운영 중이었던 것 중 연극 공연기록이 있는 공연장으로 

한정하였다.

�

113) 1개 설립주체가 한 건물에 다수관의 공연장을 운영할 경우 1개의 공연시설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공연장을 분석단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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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자료 및 수집 

2008년 초 대학로 지역 공연장수114)는 총 102개였다. 102개 공연장의 개관년

월, 2013년 1월 기준 운영 여부 및 운영년수, 공연장 설립/운영주체, 객석수, 각 

년도 해당 필지 공시지가 등을 조사하였다. 특히 2013년 1월 이전에 폐관한 공

연장 경우는 폐관년월 및 폐관 시까지의 공연장 운영년수를 조사하였다.

개관년월을 파악함에 있어, 연구를 위해 기구축한 데이터셋의 최초 공연월을 

기본으로 하되, 신문기사 및 기타 자료에서 취득한 자료와 개관년월이 불일치할 

경우는 신문기사 및 기타 자료에 명기된 정보를 우선으로 하였다. 대학로 지역 

내 이전 개관한 경우 지역 내 최초의 개관을 개관년월 기준으로 보았다.115) 

2013년 1월 공연장 운영여부 역시 구축되어 있는 공연데이터를 참고하였으며, 

인터파크, 옥션 티켓, OTR, PlayDB 등과 같은 공연정보 사이트에서 공연장명을 

검색하여 최종공연일을 확인하였다.  

‘설립/운영주체’에 대해서는 개관년월 조사 시 참고했던 자료 이외에 「대학

로 공연장 활성화 방안 연구 2010」의 운영주체별 분류를 참고하였다. 세분화된 

분류를  ‘교육기관/자체소유’, ‘극단’, ‘기획/제작사(자)’로 통합하는데 있어, 공연

장 설립주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116) 해당자료에 설립주체 및 운영주체가 

개인이름으로 되어 있을 경우, 해당 이름으로 구글링하거나 기타 공연단체 DB

에서 이름을 검색하여, 해당이름이 소속된 단체를 확인하고 그 단체의 업종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폐관’에 대해서는 기 구축한 자료와 공연정보사이트에서 최종공연일을 확인

114) 공연장수는 본 연구에서 구축한 공연정보 데이터에서 해당 공연장의 연간 연극 공연일수가 
31일 이상인 공연장의 개수를 센 것이다. 개그 위주의 공연장이어서 연간 연극 공연일수가 
31일이 되지 못한 것은 본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15) 극단 해오름의 경우 ‘바쁘다 바뻐 전용관(동숭동 50-20 B1)’에서 ‘바쁘다 바뻐’를 공연하다
가 2009년 1월부터는 ‘해오름소극장(명륜2가 13 B)’에서 공연을 하였다. 비록 이름이 바뀌
었지만, 대학로 내 이동이었고, 지속적인 공연활동을 이어져 왔기에 극단 해오름의 지속적
인 공연장 운영으로 취급하였다.  

116) 공연장의 존폐는 운영자보다는 설립주체에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분류기준으로서 설립
주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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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폐관’ 유무를 확인함에 있어, 명확한 정보가 없을 경우 다음 원칙을 따

랐다. 한 공연장 설립주체가 공연장 폐관 후 6개월 이내에 대학로 지역 내 공연

장을 개관한 경우 ‘폐관’이 아닌 이전 공연장의 연속 운영으로 보았다.117) 공연

장의 설치주체와 운영주체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운영자가 바뀌는 것은 ‘폐관’으

로 간주하지 않았다.118) ‘폐관’ 관련 정보를 구하지 못한 경우는 공연장명이 변

경되지 않는 한 공연장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단, 

공연장 명칭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설치주체가 바뀌지 않았으면 동일 공연장으

로 간주하였다.119) 

내용 참고정보�출처 비고

개관년월

신문기사� 검색(KINDS,� 네이버),� 공연정보사이트,� 공연실

태조사(2005/2009/2010/2011/2012),� 등록공연장� 현황

(각� 년도),� 2007� 공연시설운영현황조사,� 2009� 대학로지

역�공연장�운영현황� �

-구축데이터�참고

-개관년월일이� 명

시된� 자료를� 우선

으로�함′13.01�운영여부 공연정보�사이트에서�공연장별�최종공연일�검색

폐관년월 관련기사�내용�참고�

폐관�시�운영년수 운영년월-개관년월(운영년차�기준)

설립/운영주체
공연실태조사(해당년도),� 정희섭� 외� 6인� (2010),� 예술경

영지원센터�국내�문화예술기관�단체� DB
-

객석수
위� 언급된� 각� 운영현황� 자료,� 대학로� 문화지도,� 서울연극

센터�홈페이지�공연장�안내,�공연정보�사이트
-

공시지가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사이트에서�검색

(http://land.seoul.go.kr/land/)
-

표 6-3 생존분석 자료 참고정보 출처

운영년수는 ‘운영년차’의 개념으로 산정했다. 예를 들어 개관년월이 2000년 3

월이고, 폐관년월이 2009년 4월인 경우 운영년수를 10년으로 산정하고, 2010년 

2월 경우도 10년으로 산정하였다. 객석수는 각종 운영현황 조사내용과 대학로 

117) 창조콘서트홀/창조아트센터의 경우 ‘동숭동 1-35 B2’에서 ‘혜화동 185 6F’로 이전 개관한 
것으로 간주했다. 즉, 창조아트센터 1관의 개관년월 기준을 2002년 6월로 보았다.

118) 정보소극장의 경우 극장의 운영주체는 바뀌었지만, 공연장명이 변경되지 않았고, 건물명이 
정보빌딩이었으며, 공연장 설치년도는 1993년임에 반해, 정보소극장을 운영하였던 극단 파
크의 창단년도는 2001년이었기 때문에, 건물주가 정보소극장의 설치주체로 판단하였다. 

119) ‘한성아트홀’의 경우 건물주가 바뀌면서 ‘인켈아트홀’에서 이름만 바뀌었고, 바뀌기 전후의 
대표의 이름이 바뀌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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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지도를 참고하였고, 필요 시 서울연극센터 홈페이지와 공연정보 안내사이트

에서 검색하여 보완하였다. 지대 대리변수로 공연장 필지 공시지가를 이용하였

고, 그를 위해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 웹페이지에서 검색하여 수집하였다.120) 

1.2 분석방법

1) 생존분석

본 연구에서는 공연예술산업 환경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2007년 말 기준 

운영 중이었던 공연장들이 향후 5년간 얼마나 운영을 유지하는지와 공연장의 존

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생존분석을 실시하였다. 

생존분석은 일반적으로 관찰대상을 일정기간 추적,  ‘사망’ 또는 ‘생존’ 여부와 

생존기간(사건이 발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활용하여 기간별 상태를 유지하

는 정도를 나타내는 생존율(상태를 벗어날 사망률), 기간별 생존 및 사망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변수 범주에 따른 생존율(사망률) 차이, 생존 또는 사망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채구묵, 2013; 마강래․강은택, 

2011). 생존분석은 선형회귀모형이나 로지스틱모형에서 다룰 수 없는 중도절단

(censored)된 자료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도절단에는 좌측 절단과 우측 절단 두 종류로 나뉜다. <그림 6-3>에서 검

은 원으로 표시된 것은 출생 또는 사망의 사건이 일어난 것을 의미하며, 흰 원으

로 표시된 것은 조사 도중 사정에 의해 더 이상 추적이 불가능해진 것을 의미한

다. 그림 (a)에서 A처럼 특정 조사기간 이전에 사건(출생)이 발생했으면 좌측 절

단이고, H처럼 조사 종료시점까지 사건(사망)이 발생하지 않으면 우측 절단이

다. (b)는 (a)을 각 조사대상의 생존기간 순으로 재배치한 것인데, A는 출생시점

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여 생존분석자료 구조화 시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120) 지대의 대리변수로서 공시지가를 이용하여 필지별 공시지가, 공연장 집중도 등 위치를 고려
한 공시지가 등을 구하여 생존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유의미한 결과를 구하지 못하였다. 때
문에 생존분석 결과를 다루는 다음 절에서 지가에 대한 분석은 생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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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생존분석에서는 ‘A’와 같이 좌측 절단된 사례를 분석대상에서 제외

한다. 이는 각각 대상개체 생존기간이 얼마나 긴지에 보다 연구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출처: http://www.indianpediatrics.net/sep2010/sep-743-748.htm

그림 6-3 중도절단의 유형 및 기간 산정

그러나 본 연구는 공연장 생존기간 보다는 대학로 공연장 생존환경에 변화에 

따른 생존도 분석에 연구 중점을 두고 있고, 대개 공연장이었던 곳에서 다시 공

연장이 개관하므로, 분석기간 중 새로 개관한 공연장을 분석대상에 포함할 경우, 

조사대상이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사기간 시점에 기개관한 좌측 

절단된 공연장만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생존함수121)

생존함수란 조사대상이 생존분석 기간 중 일정시점까지 생존할 확률을 의미한

다. 즉, 시점에서의 생존함수 는 시점까지 사망하지 않고 생존할 확률로 

정의된다. 생존함수는 중도절단 존재 유무에 따라 달리 산출되는데, 산출식은 다

음과 같다. 

121) 생존함수 관련 내용은 채구묵(2014)의 “제2장 생존분석”편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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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 ≥   
     (중도절단이 없는 경우)………………식(1)

   Pr ≥  


 (중도절단이 있는 경우)………………식(2)

    시점까지 생존한 사례수,    시점까지 연구에 참여한 전체 사례수

    증도절단 사례수

생존분석 방법은 모수적, 비모수적122) 방법이 있는데, 모수적 방법은 분석자

료의 분포를 알 경우에, 비모수적 방법은 자료의 분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사

용된다. 일반적으로 분포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모수적 방법에서 특정 분

포를 따르지 않으면 분석과정 중 에러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서 다수의 연구에

서 모수적 방법보다는 비모수적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마강래·강은택, 2011, 

p.55).

비모수적 방법으로는 생명표법, 카플란-마이어(Kaplan-Meier) 방법, 콕스비

례위험모델(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시간의존 콕스회귀분석 등이 있

다. 생명표법은 특정 모집단의 일정기간에 따른 생존확률을 파악할 때, 모집단 

내 세분되는 집단 간 일정기간에 대한 생존확률 차이를 검정하는데 사용된다. 

카플란-마이어 방법 역시 모집단 내 집단 간 차이를 비교·분석하는데 사용되지

만 각 사례의 사망시점에서 생존율, 누적생존율, 사망률 등을 분석하는 것이 생

명표법과 다르다. 때문에 생명표법 경우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조사가 된 패널

자료가 있어야 하고, 카플란-마이어 방법은 사망과 같은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

다 조사되어야 한다.123) 그러나 두 집단의 생존함수 그래프가 교차하는 경우 어

느 지점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나오게 되므로, 단순히 평균 

122) 분석 전에 지수, 와이블, 감마, 로그-정규 분포 등 생존함수에 대한 기저분포를 설정한 후,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최막중·고진수, 2006, p.87). 

123) 본 연구에서는 월 단위를 기준으로 분석하였고, 최종공연일을 종료시점으로 간주하고 있는
데, 이는 본 연구에서 구축한 데이터상에 나타나는 것이므로, 모두 사건에 대해 종료 또는 
절단의 이벤트가 언제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므로, 카플란 마이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종료일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를 바탕으로 월 단위로 생존유무를 판별할 수 있
기 때문에 본 연구는 생명표법과 카플란 마이어 방법을 모두 사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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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율, 평균 위험률을 비교하는 것만으로 두 집단의 전체적인 생존함수 차이를 

말할 수는 없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로그순위검정을 집단 간 생존함수 비교에 

많이 사용한다. 

또 다른 비모수적 분석방법인 콕스비례위험모델(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은 시간의존 콕스회귀분석(Time-Dependent Cox Regression)은 생존기

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독립변수) 및 그 영향력을 알고자 할 때 사용

된다. 두 분석방법의 차이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독립변수가 있느냐에 따라 그 

사용이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간별 공연장 생존율을 파악하고, 단위기간별 운영주체간 생

존율을 비교하기 위해서 생명표법 분석을 사용하였다. 운영연수에 대한 각각의 

설립/운영주체별 생존율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카플란-마이어방법을 이용하였

다. 운영연수가 공연장 생존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콕스비례위험모

델을 사용하였다. 본 분석은 통계패키지 SPSS 22로 시행되었다.

2. 2008년 기준 대학로 연극공연장 생존분석

본격적인 생존분석 전에 분석자료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

구의 분석대상인 2008년 1월 초 기준에 운영 중이었던 공연장은 총 102개였으

며, 이는 2008년 1월 이후에 개관한 공연장수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설치 및 

운영주체를 기준으로 해당 공연장을 기관/자체소유, 극단, 기획으로 구분하였는

데, 이들 비율은 약 1:2:2이었으며, 각각 평균 운영년수는 7.2년, 5.8년, 3.9년이

었다. 

′08.1� 운영�중�

공연장수(개)

‘08.1� 운영�연차 ′13.1� 폐관 ′13.1� 중도절단

평균값 표준편차 공연장수 비율(%) 절단수 비율(%)

기관/자체소유 19 7.16 6.727 3 15.8 16 84.2

극단 40 5.80 5.412 14 35.0 26 65.0

기획/제작사(자) 43 3.91 4.571 24 54.8 19 44.2

전체 102 5.25 5.444 41 40.2 61 59.8

표 6-4 2008 생존율 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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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표법을 이용한 기간별 공연장 생존율 분석 

102개 공연장을 대상으로 생명표법을 이용하여 6개월 단위로 생존율을 분석

한 결과 2-4구간(2008년 후반-2009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폐업률을 보이고 

있었다. 2008년 1월 초 기준 대학로 지역에 102개이었던 공연장은 2009년 초에

는 93개, 2010년 초에는 90개로 점차 줄다가 2013년 초에는 61개에 이른다(표 

6-5).

구간� 연도 대상수폐업 종료비율 생존비율
누적생존　 종료확률밀도 위험률(위험함수)

비율 표준오차확률밀도표준오차 위험률 표준오차

0 - 102 0 0.000 1.000 1.000 0.000 0.000 0.000 0.000 0.000
1
2008

102 7 0.069 0.931 0.931 0.025 0.069� 0.025� 0.071� 0.027�
2 95 2 0.021 0.979 0.912 0.028 0.020� 0.014� 0.021� 0.015�
3
2009

93 2 0.022 0.978 0.892 0.031 0.020� 0.014� 0.022� 0.015�
4 91 1 0.011 0.989 0.882 0.032 0.010� 0.010� 0.011� 0.011�
5
2010

90 5 0.056 0.944 0.833 0.037 0.049� 0.021� 0.057� 0.026�
6 85 2 0.024 0.976 0.814 0.039 0.020� 0.014� 0.024� 0.017�
7
2011

83 6 0.072 0.928 0.755 0.043 0.059� 0.023� 0.075� 0.031�
8 77 5 0.065 0.935 0.706 0.045 0.049� 0.021� 0.067� 0.030�
9
2012

72 6 0.083 0.917 0.647 0.047 0.059� 0.023� 0.087� 0.035�
10 66 5 0.141 0.859 0.556 0.055 0.000 0.000 0.000 0.000

 *구간 단위 : 6개월

표 6-5 2008 전체 대상 생존율 분석 결과

<그림 6-4>는 생명표법을 이용한 102

개 공연장 생존분석 결과인 생존함수를 

나타낸 것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해 분석

기간단위를 1개월로 생존분석을 실시하

여 빨간색으로 표시하였다. 그러나 6개월

을 단위로 보다 간략화 된 생존분석 결과

표 <표 6-5>와의 비교를 위해 분석단위

를 6개월로 표시하였다.

연간 폐업수는 2011년과 2012년에 해당하는 7-8, 9-10 구간이 11개로 가장 

많으나, 구간 내 전체 공연장수에 대한 폐업한 공연장수를 나타내는 구간 내 종

료비율(1-구간 내 생존비율)은 9구간에서 0.083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124) 구

그림 6-4 2008 전체 대상 생존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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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중간 시점 위험률(위험함수) 역시 10구간을 제외하고는 중도사례가 없어 

구간 내 종료비율의 근삿값을 갖는다. 

설립/운영주체별 기간별 생존율 분석 

각각 설립/운영주체의 기간별 생존율을 비교하기 위해 SPSS 생명표법에서 설

립/운영주체를 요인으로 지정하여 대응별 수준비교를 실시하였다. <그림 6-5> 

설립/운영주체별 생존율 추이를 살펴보면, 각 기관/자체소유, 극단, 제작/기획사

(자) 순으로 생존율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Wilcoxon검정으로 전체적인 차이

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할 수 있는데, 
 , 자유도 2, 유의확률이 

0.004로 설립/운영주체에 따라 생존율(또는 폐업률)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

었다. 

그림 6-5 설립/운영주체별 생존율 추이 

�

구분
Wilcoxon

(Gehan)
자유도

유의확률

(p)

기관/

자체소유

극단 � 2.635 1 0.105�

제작/기획 10.050 1 0.002�

극단
기관/자체소유 � 2.635 1 0.105�

제작/기획 � 4.052 1 0.044�

제작/

기획

기관/자체소유 10.050 1 0.002�

극단 � 4.052 1 0.044�

전체 11.192 2 0.004

표 6-6 2008 설립/운영주체 대응별 비교결과

<표 6-6>에서 각 범주별간 차이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기관/자체소유–제작/

기획사(자)간, 극단–제작/기획사(자)간 각각 유의확률이 0.002와 0.044로 유의

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기관/자체소유와 극단 간에는 그래프 상에서 생

124) 수치상으로 보면 10구간 폐업률이 0.141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구간이 가장 
마지막 구간이기에 10구간에서 생존한 61개 공연장의 1/2이 중도절단된 것으로 처리된 반
면 타 구간에서는 중도절단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10구간이 마지막 구간이 아니라고 
가정하면 중도절단된 사례가 0개가 되므로 위험에 노출된 수가 66이 되고, 이에 대한 폐업
률은 0.07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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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율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Wilcoxon검정 결과  유의확률이 0.105로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즉, 기관/자체소유나 극단이 제작/

기획사(자)보다 생존율이 높다고 볼 수는 있지만, 기관/자체소유가 극단보다 생

존율 반드시 높다고는 볼 수 없다.

� �

기간　

기관/자체소유 극단 제작/기획사(자)

대상수 폐업
폐업
비율

구간끝누적

생존비율
대상수 폐업

폐업
비율

구간끝누적

생존비율
대상수 폐업

폐업
비율

구간끝누적

생존비율

0 19 0 0.000 1.000** 40 0 0.000 1.000** 43 0 0.000 1.000**

1 19 0 0.000 1.000** 40 3 0.075 0.925** 43 4 0.093 0.907**

2 19 0 0.000 1.000** 37 0 0.000 0.925** 39 2 0.051 0.860*

3 19 0 0.000 1.000** 37 1 0.027 0.900** 37 1 0.027 0.837*

4 19 0 0.000 1.000** 36 0 0.000 0.900** 36 1 0.028 0.814*

5 19 0 0.000 1.000** 36 1 0.028 0.875* 35 4 0.114 0.721*

6 19 0 0.000 1.000** 35 1 0.029 0.850* 31 1 0.032 0.698*

7 19 0 0.000 1.000** 34 2 0.059 0.800* 30 4 0.133 0.605*

8 19 1 0.053 0.947* 32 1 0.031 0.775* 26 3 0.115 0.535*

9 18 2 0.111 0.842* 31 3 0.097 0.700* 23 1 0.043 0.512*

10 16 0 0.000 0.842* 28 2 0.133 0.607* 22 3 0.240 0.389*

전체 19 3 0.158 0.842 40 14 0.350 0.650 43 24 0.558 0.442

 ** : 표준오차 < 0.05,  * : 0.05 ≤ 표준오차 < 0.10 

표 6-7 2008 설립/운영주체별 생존율 분석 결과

운영년수별 생존율 분석

공연장의 전체 운영년수가 2008~2012년 기간 동안 폐업률에 영향을 끼쳤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생명표법 대응별 수준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8>에

서 전체 모형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Wilcoxon 검정값 
  , 자

유도 2, 유의확률 0.000로 전체적으로 공연장 운영년수별 생존율 차이가 존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별 유의확률이 모두 0.05보다 작아 운영년수 1-3년, 4-9년, 10년 이상 

서로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6>에서 운영

년수 생존함수 곡선들이 서로 교차하지 않고, 운영년수가 오래될수록 생존확률

이 높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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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운영년수별 생존율 추이 

� �

구분
Wilcoxon

(Gehan)
자유도

유의확률

(p)

중위생존

시간

1-3년
4-9년 24.680 1 0.000

10.00
10년이상 29.373 1 0.000

4-9년
1-3년 24.680 1 0.000

60.00
10년이상 � 7.293 1 0.007

10년

이상

1-3년 29.373 1 0.000
60.00

4-9년 7.293 1 0.007

전체 35.945 2 0.000 -

표 6-8 2008 운영년수별 대응별 비교결과

설립/운영주체별 운영년수에 대한 생존분석

앞의 두 분석은 각각 운영년수와 설립/운영주체별에 따른 차이의 영향을 무시

한 분석이다. 이제 설립/운영주체 차이를 통제했을 때, 운영년수에 따른 생존율

의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카플란-마이어

(Kaplan-Meier) 방법을 이용하였다. 

계층별 운영년수와 생존율의 관계를 살펴보면 기관/자체소유에서는 운영년수 

4-9년과 10년 이상간 차이에 대한 로그순위검정(Mantel-Cox) 유의확률이 

0.082로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운영년수 차이가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다. 이는 본 분석에서 기관/자체소유 공연장이 전체 조사기간 5년 동안 가장 

높은 생존율을 보이는 바, 기관/자체소유 공연장은 운영기간과 관련이 없이 극

단이나 기획/제작사(자)보다 상대적으로 공연장 운영을 유지하고자 경향이 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125)

극단 설립/운영 공연장은 중도절단율(구간 끝 생존율)이 운영년수가 오래될수

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모든 계층별 로그순위검정(Mantel-Cox)의 유의확률

이 0.05미만으로 나타나 그 운영년수별 차이가 유의미함을 알 수 있었다. 전체

의 25%에 해당하는 공연장이 폐업하는 시기를 나타내는 제3사분위수 추정값이 

1-3년 3.0, 4-9년 50.0, 10년 이상은 60(전체기간) 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도 

125) 그러나 본 연구에서 기관/자체소유의 경우 운영년수가 5년 이하인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다소 성급한 판단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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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이 설치/운영하는 공연장은 운영년수가 오래될수록 폐업률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설립/운영주체 대상 폐업

중도절단 제3사

분위수

추정값

Log� Rank� (Mantel-Cox)

N
퍼센트

(%)

1-3년 4-9년 10년�이상

χ2 p χ2 p χ2 p

기관/

자체소유

4-9년 10 3 7 � 70.0 50.0 - - - - 3.017� 0.082�
10년이상 9 0 9 100.0 - - - 3.017� 0.082� - -

극단
1-3년 3 3 0 � � 0.0 � 3.0 - - 21.856�0.000�26.378�0.000
4-9년 20 9 11 � 55.0 50.0 21.856�0.000 4.303� 0.038�
10년이상 17 2 15 � 88.2 - 26.378�0.000 4.303� 0.038� - -

제작/

기획사

1-3년 7 7 0 � � 0.0 � 2.0 - - 32.604�0.000 10.857�0.001�
4-9년 28 14 14 � 50.0 39.0 32.604�0.000 - - 0.299� 0.584�
10년이상 8 3 5 � 62.5 31.0 10.857�0.001� 0.299� 0.584� - -

전체 102 41 61 � 59.8 43.0 - - - - - -

표 6-9 2008 설립/운영주체별 운영년수에 대한 생존분석

제작/기획사(자) 설립/운영 공연장은 운영년수가 오래될수록 중도절단율이 높

아져 생존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운영년수 4-9년과 10년 이상에 대

한 로그순위검정(Mantel-Cox) 유의확률이 0.584로 그 계층간 차이는 통계적으

로 무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계층별 제3분위수에서 4-9년은 39개월이

고, 10년 이상이 31개월로 역전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제작/기획

사(자) 경우는 운영년수 4-9년 공연장과 10년 이상 공연장간은 유의미한 차이

가 없고, 운영년수 1-3년 공연장만이 4년 이상 공연장보다 폐업률이 높다.

운영년수가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극단 공연장과 기타 설립/운영주체 공연장에서 운영년수가 공연장 생존율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이제는 운영년수가 공연장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콕스비례위험모델을 이용하였다. 콕스비

례위험모델 독립변수로는 운영년수를 설정하였고, 앞서 설립/운영주체는 일부만 

생존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계층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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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년수가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결과는 <표 6-10>와 같다. 본 분석

에서는 운영년수를 연속변수로 지정한 것이 아닌 1-3년, 4-9년, 10년 이상으로 

구분하였고, 기준 계층으로 운영년수 10년 이상을 지정하였다. 때문에 <표 

6-10>의 수치는 운영년수 10년 이상 공연장 폐업률에 대한 다른 운영년수 공연

장 폐업률 비교 확률값이다. 운영년수 1-3년인 공연장과 운영년수 4-9년인 공

연장 각각의 폐업확률은 운영년수가 10년 이상인 공연장 폐업확률의 약 56.3배

이며, 약 3.1배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분 2008
B 표준오차 Wald 자유도 유의확률 Exp(B)

운영

년수�

- - 37.237 2 0.000 -
1-3년 4.030 0.693 33.795 1 0.000 56.257
4-9년 1.121 0.499 � 5.053 1 0.025 3.067

모형설명력 N=102,� � -2LL=242.744� ,� =69.427,� � df=2,� � p=0.000

표 6-10 2008 운영년수가 공연장 폐업률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3. 1998년과 2008년 생존분석 비교

앞서 2008년 생존분석 결과로 기간별 생존율 및 설치/운영주체별, 운영년수별 

등에 대한 공연장 생존율을 살펴보았다. 공연장이 밀집될수록 공연장 운영환경

이 어떻게 변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다른 시기 기준의 생존분석 결과를 비교가 

필요하다. 공연산업은 특성상 경제활동 상황에 큰 영향을 받는다. 2008년 국내 

경기는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아 경기가 좋지 않았던 만큼 2008년과 

비견되는 1998년(1997년 12월 IMF 차관승인) 초를 기준으로 생존분석을 실시

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그러나 전체 조사대상수가 적을 경우 공연장 1개 폐관에 대한 생존율 변화량

이 크기 때문에 1998년 생존분석 결과를 2008년 생존분석 결과와 그대로 비교

하기 보다는 2008년 운영년수가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력과 1998년 운영년수가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력 크기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다

만, 1998년 운영년수가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검토하기에 앞서, 

1998년 당시 공연장 운영환경에 대한 이해를 위해 2008년과 마찬가지로 생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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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이용하여 기간별 생존율, 설립/운영주체별 운영년수별 생존율 분석을 우선

적으로 실시하였다.

3.1 1998년 기준 대학로 연극공연장 생존분석

1998 생존율 분석자료

1998년 1월초 기준 생존율 분석대상은 기관/자체소유 4개, 극단 23개, 기획/

제작사(자) 11개로 총 38개 공연장이었다. 2008년 생존분석과 마찬가지로 1998

년 1월 이후에 개관한 공연장은 분석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2008년은 극단과 

기획/제작사(자) 공연장수 비가 거의 1:1이지만, 1998년 당시는 극단 운영 공연

장이 기획/제작사(자) 공연장의 약 2배였다. 기관/자체소유, 극단, 기획/제작사

(자)의 1998년 초 당시 평균 운영년수는 각각 8.3년, 4.9년, 3.8년차였다. 2003

년 초 설립/운영주체별 최종 폐업률은 기관/자체소유가 0.0%, 극단이 47.8%, 

기획/제작사(자)가 54.5%였다. 5년간 전체 공연장의 44.7%인 17개 공연장이 폐

관하였다.  

′98.1� 운영�중�

공연장수

‘98.1� 운영�연차 ′03.1� 폐관 ′03.1� 중도절단
평균값 표준편차 공연장수 비율(%) 절단수 비율(%)

기관/자체소유 4 8.3 5.377 0 � 0.0 � 4 100.0
극단 23 4.9 3.161 11 47.8 12 � 52.2

기획/제작사(자) 11 3.8 2.316 � 6 54.5 � 5 � 45.5
전체 38 4.9 3.361 17 44.7 21 � 55.3

표 6-11 1998 생존율 자료 분석

구간� 연도 대상수폐업 종료비율 생존비율 누적생존　 종료확률밀도 위험률(위험함수)
비율 표준오차확률밀도표준오차 위험률 표준오차

0 - 38 0 0.000 1.000 1.000 0.000 0.000 0.000 0.000 0.000
1 1998 38 2 0.053 0.947 0.947 0.036 0.053 0.036 0.054 0.038
2 36 5 0.139 0.861 0.816 0.063 0.132 0.055 0.149 0.067
3 1999 31 4 0.129 0.871 0.711 0.074 0.105 0.050 0.138 0.069
4 27 2 0.074 0.926 0.658 0.077 0.053 0.036 0.077 0.054
5 2000 25 1 0.040 0.960 0.632 0.078 0.026 0.026 0.041 0.041
6 24 1 0.042 0.958 0.605 0.079 0.026 0.026 0.043 0.043
7 2001 23 1 0.043 0.957 0.579 0.080 0.026 0.026 0.044 0.044
8 22 1 0.045 0.955 0.553 0.081 0.026 0.026 0.047 0.046
9 2002 21 0 0.000 1.000 0.553 0.081 0.000 0.000 0.000 0.000
10 21 0 0.000 1.000 0.553 0.081 0.000 0.000 0.000 0.000

 *구간 단위 : 6개월

표 6-12 1998 전체 대상 생존율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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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표법을 이용한 기간별 공연장의 생존

율 분석

<표 6-12>는 38개 공연장을 대상으로 

생명표법을 이용하여 6개월 단위로 생존

율을 분석한 결과이다. 2-3구간(1998년 

후반기-1999년 전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폐업률을 보이고 그 외 구간에서는 

0.05미만의 폐업률을 보였다. 1998년 초 38개였던 공연장은 1999년 초에는 31

개, 2000년 초에는 25개로 줄어들어, 2003년 초에는 21개에 불과하였다.

설립/운영주체별 기간별 생존율 분석

각각 설립/운영주체의 기간별 생존율을 비교하기 위해 2008년과 마찬가지로 

SPSS 생명표법 생존분석에서 요인으로 설립/운영주체를 지정하여 대응별 수준

비교를 실시하였다. <그림 6-8> 설립/운영주체별 생존율 추이를 살펴보면, 기관

/자체소유는 X축과 평행선을 그리며 폐업률이 0임을 나타내고, 극단과 제작/기

획사(자) 생존함수 곡선과 서로 교차하지 않으며 집단간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Wilcoxon 유의성 검정에서 
 , 자유도 2, 유의확률이 0.122로 나타나 

유의수준 0.05에서 세 집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표 6-13). 

그림 6-8 1998 설립/운영주체별 생존율 추이

� �

구분
Wilcoxon

(Gehan)
자유도

유의확률

(p)
기관/

자체소유

극단 2.846 1 0.092
제작/기획 3.138 1 0.076

극단
기관/자체소유 2.846 1 0.092
제작/기획 1.172 1 0.279

제작/

기획

기관/자체소유 3.138 1 0.076
극단 1.172 1 0.279

전체 4.212 2 0.122

표 6-13 1998 설립/운영주체 대응별 비교

그림 6-7 1998 전체 대상 생존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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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기관/자체소유 극단 제작/기획사(자)

대상수 폐업
폐업
비율

구간끝누적

생존비율
대상수 폐업

폐업
비율

구간끝누적

생존비율
대상수 폐업

폐업
비율

구간끝누적

생존비율
0 4 0 0.000 1.000** 23 0 0.000 1.000** 11 0 0.000 1.000**
1 4 0 0.000 1.000** 23 1 0.043 0.957** 11 1 0.091 0.909*
2 4 0 0.000 1.000** 22 2 0.091 0.870* 10 3 0.300 � 0.636
3 4 0 0.000 1.000** 20 2 0.100 0.783* 7 2 0.286 � 0.455
4 4 0 0.000 1.000** 18 2 0.111 0.696* 5 0 0.000 � 0.455
5 4 0 0.000 1.000** 16 1 0.063 0.652* 5 0 0.000 � 0.455
6 4 0 0.000 1.000** 15 1 0.067 � 0.609 5 0 0.000 � 0.455
7 4 0 0.000 1.000** 14 1 0.071 � 0.565 5 0 0.000 � 0.455
8 4 0 0.000 1.000** 13 1 0.077 � 0.522 5 0 0.000 � 0.455
9 4 0 0.000 1.000** 12 0 0.000 � 0.522 5 0 0.000 � 0.455
10 4 0 0.000 1.000** 12 0 0.000 � 0.522 5 0 0.000 � 0.455
전체 4 0 0.000 1.000 40 14 0.350 � 0.650 43 24 0.558 � 0.442

 ** : 표준오차 < 0.05,  * : 0.05 ≤ 표준오차 < 0.10  표시 없음 : 표준오차 ≤ 0.15

표 6-14 1998 설립/운영주체별 생존율 분석 결과

운영년수별 폐업률 분석   

공연장 운영년수가 공연장 폐업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마찬가

지로 생명표법 대응별 수준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6-9>에서 각 운영년

수 생존함수곡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고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체 모형

에 대한 Wilcoxon 검정값 
  , 자유도 2, 유의확률 0.000로 공연장 운

영년수에 따른 생존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6-9 1998 운영년수별 생존율 추이

� �

구분
Wilcoxon

(Gehan)
자유도

유의확률

(p)

중위생

존시간

1-3년
4-9년 � 9.400 1 0.002

11.25
10년이상 18.010 1 0.000

4-9년
1-3년 � 9.400 1 0.002

37.50
10년이상 � 8.854 1 0.003

10년

이상

1-3년 18.010 1 0.000
60.00

4-9년 � 8.854 1 0.003

전체 21.614 2 0.000 -

표 6-15 1998 운영년수별 대응별 비교결과

<표 6-15> 운영년수별 대응별 비교결과에서 각 계층간 차이에 대한 모든 유

의확률이 0.05미만으로 나타나 운영년수 1-3년, 4-9년, 10년 이상 서로 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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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중위생존시간에서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듯이 1998년 역시 운영년수가 오래된 공연장일수록 폐업률은 낮고, 운영을 

계속 이어갈 확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설립/운영주체별 운영년수에 대한 생존분석

설립/운영주체 차이를 통제했을 때, 운영년수에 따른 생존율 차이가 유의미한

지를 카플란-마이어(Kaplan-Meier) 방법을 이용하여 검토하였다. <표 6-16>

에서 계층별 운영년수와 생존율 관계를 살펴보면 설립/운영주체가 기관/자체소

유인 공연장은 1곳도 폐업한 곳이 없으므로, 운영년수에 따른 생존율 비교가 불

가하다.

극단 설립/운영은 모두 1-3년, 4-9년, 10년 이상의 각 계층간 차이에 대한 로

그순위검정 유의확률이 0.05미만이었다. 이는 극단 설립/운영 경우 중도절단율, 

제3사분위 추정값에서 보이는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함을 뜻한다. 극단 설

립/운영은 2008년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운영년수가 오래될수록 생존율이 높

은 것으로 풀이된다.

설립/운영주체 대상 폐업

중도절단 제3사

분위수

추정값

Log� Rank� (Mantel-Cox)

N
퍼센트

(%)

1-3년 4-9년 10년�이상

χ2 p χ2 p χ2 p

기관/
건물주

4-9년 1 0 1 100.0 - - - - - - -

10년이상 3 0 3 100.0 - - - - - - -

극단

1-3년 4 4 0 � � 0.0 � 6.0 - - 7.409� 0.006�15.625�0.000�

4-9년 10 7 3 � 30.0 21.0 � 7.409�0.006� - - � 9.544�0.002�

10년이상 9 0 9 100.0 - 15.625�0.000� 9.544� 0.002� - -

제작/

기획사

1-3년 3 3 0 � � 0.0 � 5.0 - - 6.042� 0.014�� 6.042�0.014�

4-9년 4 2 2 � 50.0 12.0 � 6.042�0.014� - - � 0.628�0.428�

10년이상 4 1 3 � 75.0 15.0� � 6.042�0.014� 0.628� 0.428� - -

전체 38 17 21 � 55.3 17.0 - - - - - -

표 6-16 1998 설립/운영주체별 운영년수에 대한 생존분석

<표 6-16>에서 제작/기획사(자) 설립/운영 경우는 중도절단율, 제3사분위 추

정값을 살펴보면 운영년수가 오래될수록 생존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운영년수 4-9년과 10년 이상간 차이에 대한 로그함수검정 결과 유의확률 0.428



-� 107� -

로 유의하지 않아 두 계층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정리하면  

운영년수가 4년 이상인 제작/기획사(자) 공연장이 3년 이하보다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

운영년수가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1998년 기준 공연장에 대해 운영년수가 생존율(폐업률)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

를 살펴보기 위해 콕스비례위험모델을 이용하였다. 계층별 유의미한 차이를 보

이지 않는 설립/운영주체를 계층변수로 통제하고, 운영년수를 독립변수로 설정

하였다. 2008년 분석과 마찬가지로 운영년수는 1-3년 4-9년, 10년 이상의 명목

변수로 설정하였고, 그 기준범주는 운영년수가 10년 이상인 공연장이다. 

콕스비례위험모델로써 1998 운영년수가 공연장 폐업률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

석한 결과 운영년수 1-3년인 공연장은 운영년수가 10년 이상인 공연장보다 폐

업할 확률이 약 113.3배 높고, 운영년수 4-9년인 공연장은 운영년수가 10년 이

상인 공연장보다 약 12.1배로 폐업할 확률이 높았다.

구분
1998

B 표준오차 Wald 자유도 유의확률 Exp(B)

운영

년수�

- - 17.208 2 0.000 -
1-3년 4.730 1.208 15.343 1 0.000 113.326
4-9년 2.497 1.058 � 5.573 1 0.018 � � 12.147

모형설명력 N=38,� � -2LL=62.149,� � =32.991� � df=2,� � p=0.000

표 6-17 1998 운영년수가 공연장 폐업률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3.2 1998년과 2008년 기준 공연장 생존분석 비교

1998년과 2008년 기준 공연장 생존분석에 대한 결과 수치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는 공연장수 규모 차이에 따른 편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합리적인 판

단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연장 생존환경을 평가하는데 있어 특정 계층

이 다른 계층보다 폐업할 확률이 큰지, 작은지에 대한 패턴 비교와 공연장 생존

율에 대한 운영년수 영향력만을 비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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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과 2008년의 설립/운영주체별 공연연수에 대한 생존율 차이 패턴은 같

았다. 두 시기 모두 기관/자체소유인 경우는 폐관 사례가 전혀 없거나 적어서 계

층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극단의 경우는 1998년 2008년 모두 운영년수

가 1-3년, 4-9년, 10년 이상으로 갈수록 공연장 생존확률이 높았다. 기획/제작

사(자) 경우 역시 1998년 2008년의 계층별 운영년수에 따른 생존율 패턴이 같

았다. 운영년수가 1-3년인 기획/제작사(자) 공연장 생존율은 각각의 5-9년과 

10년 이상인 공연장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기획/제작사(자)의 

운영년수가 5-9년과 10년 이상인 공연장간 생존율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기획/제작사(자) 경우는 운영년수가 4년 이상인 공연장이 3년 이하 공연장

보다 생존확률이 높다.

최근에는 극단도 프로젝트 형식으로 공연 때만 모였다 해체하는 방식을 취하

는 사례가 많아졌지만, 기본적으로 극단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 오기 

때문에 기획/제작사와는 상대적으로 끈끈함 관계망이 형성되어 있을 것이다. 때

문에 대학로 지역에 대한 애착이나 극단이 운영하는 공연장에 대한 애착도 타 

프로젝트별로 움직이는 기획/제작사와는 다를 것이다. 애착도(보유효과)가 반드

시 시간과 비례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 등의 조직에서는 발생할 수 있

기 때문에(Tomono, 2011, p.142) 극단 운영 공연장에서 운영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공연장 생존율이 높은 것을 보유효과의 사례로 볼 수 있겠다.

1998년과 2008년 두 기준 시기의 공연장 생존율에 대한 운영년수 영향력을 

비교하면, 1998년 생존분석에서 운영년수가 1-3년인 공연장과 4-9년인 공연장

은 운영년수가 10년 이상인 공연장보다 폐업률이 각각 113.3배, 12.1배 높다. 

2008년 역시 운영년수가 1-3년인 공연장과 4-9년인 공연장 폐업률이 운영년수 

10년 이상인 공연장보다 각각 약 56.3배, 약 3.1배 높았다. 이는 역으로 2008년

에는 10년 이상인 공연장의 생존확률이 1-3년, 4-9년 각각보다 56.3배, 3.1배 

높고, 1998년에는 113.3배, 12.1배 높았던 것으로 치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1998년에서 2008년이 되면서, 운영년수가 오래될수록 공연장을 보다 오래 운영

케 하는 영향력이 각각 1/2, 1/4로 줄어든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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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98 2008

B 표준오차 유의확률 Exp(B) B 표준오차 유의확률 Exp(B)

운영

년수�

- - 0.000 - - - 0.000 -

1-3년 4.730 1.208 0.000 113.326 4.030 0.693 0.000 56.257

4-9년 2.497 1.058 0.018 � 12.147 1.121 0.499 0.025 3.067

모형설명력 N=38,� � -2LL=62.149,� � =32.991 N=102,� � -2LL=242.744,� � =69.427

표 6-18 공연장 폐업률에 대한 운영년수 영향력 비교

이러한 영향력 감소는 공연장수 증가의 직접적인 영향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공연장 증가에 따른 연쇄적 반응의 영향에 의한 것이다. 일정 지역에 공연장이 

증가하면서 그 지역의 어메니티가 좋아지고, 점차 지역적 정체성(명성)을 형성

하게 됨에 따라 공연장은 물론 공연 관람 전후 관람객의 활동(차 마시기, 쇼핑하

기, 식사하기 등)과 관련된 시설들이 지역 내로 유입된다. 그와 동반되는 지대

(임대료) 상승으로 일부 공연장은 보다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시설로 교

체된다. 이와 같이 1998년 대비 2008년 운영년수가 공연장을 유지하는 미치는 

영향력의 감소는 공연장 집적이 심화되면서 발생하는 집적 경제 부(-)의 효과 

영향력이 반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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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론

1. 연구 요약

본 연구는 연극산업 관계자들이 대학로 연극산업의 위기를 논하고 있는 가운

데, 정작 대학로 지역 내 공연장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순적 상황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일반적으로 산업이 집적되면 집적효과가 발생하는데 

국내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연극 일번지인 대학로는 어떤 집적효과를 가지는

지 궁금하였다. 공연시장 규모가 변하지 않는 한 공연장수가 증가할수록 경쟁은 

심화되어갈 텐데, 심화된 경쟁 환경이 공연제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궁금

하였다. 이러한 논제는 지난 4월 발표된 서울시의 경제계획으로 지역에 대한 투

자가 예상되는 바, 효율적인 투자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는, 시의

적절한 주제이다.

이 논제의 해답을 구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선행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 한국문화예술진흥원)가 공연정보를 기록하기 시작한 1976년부터 2013년까

지 이 기간의 공연정보 자료를 수집, 데이터를 구축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울 전체적인 연극공연장 및 활동 분포 변화를 살펴보았다. 대학로 지역 내 공

연장이 집적되어 가는 과정을 공연장 분포와 공연활동을 중심으로 연대별로 고

찰하였다. 초연 제작비율이 상대적으로 비대학로 지역보다 높은지를 비교함으로

써 집적효과를 확인하였다. 더불어 공연장 밀집도가 높아지면서, 부수적으로 발

생하는 지역 내 산업내외의 경쟁으로부터 창조적 공연제작활동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공연장 분포의 변화에 대한 통시적 관찰에서는 서울시 연극 전체공연의 중심

은 1980년대 명동지역에서 1990년대 대학로 지역이 전체 공연활동 비중의 50%

이상을 차지하게 시작하면서 대학로 지역 방향으로 크게 이동하였다.126) 2000

126) 여기서 말하는 공연의 중심은 공연장 위치좌표에 연극 공연일수를 가중치로 하여 구한 공
간적 중심을 말한다. 현재의 대학로 지역처럼 연극공연활동이 타 지역보다 집중되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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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는 각 지자체에서 문예회관을 설치하여 공연장을 운영하게 되면서, 연극활

동이 보다 고른 지역에서 이뤄졌다. 또한 2000년대 후반으로 올수록 강남지역과  

오픈 런 공연이 주를 이루는 도심지역의 공연활동의 영향을 받아 2000년대 연

극활동 중심은 1990년 중심보다 남쪽방향으로 이동하였다. 2010년 이후로는 대

학로 지역보다 남서쪽에 위치한 도심 관광벨트 내 중구–종로지역의 연극공연의 

활성화가 계속되었다. 또한 젊은 층의 유동인구가 많은 신흥 상권지역인 마포지

역에서의 공연활동이 활발해지면서 2010년 이후 연극 전체공연 중심은 이전 연

대보다 서쪽으로 이동하였다. 연극/뮤지컬 공연으로 한하면 1990년대, 2000년

대 연극 공연 중심은 전체공연 중심보다 대학로 지역 문예회관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2010년대 중심은 전체공연과 마찬가지로 서쪽으로 이동하나 그 이동 

폭은 보다 작았다. 연극/뮤지컬의 대학로 비중은 2000년대보다는 약간 낮아졌으

나 여전히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대학로 지역 내 연극 전체공연 중심은 대학로 최초 공연장이자 상징적인 건물

인 아르코예술회관에서 점점 북서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 이동거리는 점

차 좁아지고 있었다. 이는 동숭동 지역 공연장 집적의 고도화와도 연결됨을 알 

수 있었다. 2000년대 후반이 되면서 대학로 문화지구 바깥 지역에 공연장이 신

설되거나 대학로 로터리 이남지역에서 북쪽으로 이전․개관을 하는 등 공간적으

로 공연장이 확산되는 분포를 보였다. 

그러나 대학로 로터리 북쪽 지역 공연장 증가보다 대학로 로터리 남쪽이면서 

대학로 동쪽에 위치한 메인 블록의 공연장 증가가 보다 컸고, 공연활동 지표로 

본 공연일수도 보다 많았다. 특히 후반으로 올수록 메일 블록에서는 하루에 아

동극과 비아동극을 시간대를 나누어 공연하거나 오픈 런 공연을 연중 내내 공연

하는 공연장이 증가했다. 블록 내 오픈 런 공연 대부분은 연극/뮤지컬 공연이었

다. 정리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대학로 지역 내 공연중심은 북쪽으로의 공간적 

확산에 의해 공연중심이 북쪽으로 이동하나 그 가중치(공연일수) 비중이 낮아져 

곳을 연극공연 중심지역으로 구분하면, 1960년 후반~1970년대의 연극공연 중심지역은 중
구 명동, 1980년대는 신촌지역, 1990년대는 대학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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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동 폭 변화는 점점 작아졌다.     

대학로가 초연 제작에 있어 집적효과를 보임을 확인하기 위해 초연 제작비율

에 대한 대학로 지역과 비대학로 지역의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대학로 

지역이 비대학로 지역보다 초연, 창작초연 제작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는 변곡점 도달시점 이전 구간에서 초연 제작 생산함수곡선의 기울기가 점차 증

가하는 것을 통해서도 초연에 대한 공연장 집적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공연장의 집적이 공연제작과정에서 정보의 흐름이나 인력풀의 이용, 제작과정

의 전문화, 분업화 등 정(+)의 효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과밀은 과다 경쟁으로 

이어진다.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손실회피적 성향으로 과감한 새로

운 시도보다는 기존의 레퍼토리를 공연하거나 장기 오픈 런 공연을 하게 됨에 

따라 공연장 과밀이 초연 제작에는 부의 효과로 작용하게 됨을 회귀분석 결과로 

도출된 식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초연제작 생산함수에서 변곡점에 해당하는 87

개 공연장이 운영된 것은 2007년 말에 해당하는데, 실제로도 대학로 지역에서 

전용극장이나 오픈 런 공연장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2000년대 중․후반으로 어

느 정도 일치한다. 특별한 시장구조의 변화 없이 연극공연에 대한 소비가 유지

된다고 전제할 경우, 최대 초연편수(174편)를 보이는 공연장수는 174개인 것으

로 분석되었다.  

변곡점의 공연장수 87개를 초과한 첫해인 2008년을 기준으로 공연장 생존분

석을 실시한 결과 설립/운영주체가 극단, 교육기관/건물주인 경우가 기획/제작

사인 경우보다 공연장의 생존율이 높음, 즉 폐업률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극단

과 교육기관/건물주 사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설립

/운영주체별 운영년수에 대한 생존율(폐업률) 비교에서 그 설립/운영주체가 극

단일 경우는 운영년수가 오래될수록 대학로 지역에서 공연장 운영을 유지할 확

률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기획/제작사의 경우는 3년을 기준점으로 

3년 이상 대학로 지역에서 공연장을 운영한 경우가 3년 이내보다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 교육기관/건물주의 경우는 운영년수가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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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극단이나 기획/제작사보다는 높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극단 경우 대학로에서의 공연장 운영년수가 오래될수록 높은 생존율

을 보이는 것은 애착과 관련된 보유효과의 영향이라고 판단한다.

2.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이 연구는 대학로 지역에 공연장이 처음으로 개관한 81년부터 2013년에 이르

기까지 공연장의 입지변화를 통시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를 지닌

다. 초연과 창작초연이라는 창조적 지표 관점에서 33개년 서울지역 공연정보 전

수 데이터를 구축하여 공연장 집적이 연극 공연산업에 미치는 정(-)의 효과와 

부(-)의 효과를 분석한 최초 시도였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 연구가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관객층이 확대되어 연극 공연소비시장이 

확대되지 않는 한 현 상황하의 대학로 내 공연장 증가는 과도한 경쟁을 낳아 새

로운 연극 공연 콘텐츠 제작에 부(-)의 효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시장 확

대 없는 지속적인 공연장의 고밀도화는 결국 서울시가 계획 중인 창조산업기지

의 기능적 효율성을 저하시키게 될 것이다. 대학로 지역이 창조산업기지로서 역

할을 다할 수 있으려면 공공적 성향을 띠는 공연장을 대학로 내에 운영되어야 

한다. 초연 공연 전용 공연장을 설치, 또는 운영하되 복수 공연장을 운영하거나 

단일 공연장을 시기적으로 구분하여 전문집단과 신생집단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겠다. 또한 대학로 지역 내 공연소비시장이 확대되

면 부(-)의 효과가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대학로 지역 내 보다 효과적인 관객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적 장치 도입이 필요하다.   

설립/운영주체 면에서는 대학로에 공연장이 집적될수록 심화되는 경쟁적 환경

에서 기획/제작사가 공연장 운영에 가장 취약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극단 경

우는 공연장 운영에 보유효과를 가짐 즉, 대학로 지역 내 공연장을 오래 운영할

수록 폐업률이 낮음을 확인하였다. 이 두 설립/운영주체보다 교육기관/건물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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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높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교육기관/건물주의 공연장의 

경우 생존율이 무색할 정도로 공연일수가 현저히 떨어지는 공연장이 있었다. 때

문에 향후 공연장 개선사업이나 신축 등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거나 기타 관련 

지원정책 수혜대상을 뽑을 때, 신규 공연장일 경우는 적어도 운영년차가 5년 이

상인 극단, 기획/제작사 등과 협력 운영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한

다. 기존 공연장의 경우는 3년 이내인 신생극단이나 기획/제작사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 여부를 선정기준의 하나로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3. 연구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대학로 지역 공연장이 연극 공연에 특화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공연장에서는 

다른 장르의 공연콘텐츠가 공연될 수 있기 때문에, 연극분야로 한정한 공연정보 

데이터를 가지고 공연장의 집적효과를 고찰한 이 연구에는 연구자료의 한계가 

있다. 대학로 지역 공연장의 집적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공연산업의 규모를 가

늠할 수 있는 관람객수와 같은 실질적인 변수와 질적 지표를 고려하지 못함 역

시 이 연구의 한계이다. 

현재 공연예술산업에서도 영화산업이 기 운영 중인  ‘통합전산망 시스템’ 구축

사업이 추진 중이다. 향후 정기적으로 박스 오피스 실적이 발표되면 공연흥행과 

관련된 양적․질적 지표를 추가한다면 보다 정교하고 연극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함수식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공연장의 과밀로 

대학로 지역 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도태되고 축출되는 공연장은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사라지는 것들을 꾸준히 기록하며 대학로 공

연산업의 흥망성쇠 과정을 고찰하는 것 역시 연극산업 발전에 대한 이해를 넘어 

도시계획사적 의미를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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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1979-06-29, “문공부 내년 6월까지 시설 완비령: 기사회생 소극장 다시 사
경에”

∙ 동아일보, 1980-07-11, “소극장 폐쇄 다시 1년 유보”

∙ 동아일보, 1982-02-17, “연극계의 새바람, 「기획․제작」시스템”

∙ 동아일보, 1995-07-14, “기아자동차가 제공하는 대학로 공연안내 지도”

∙ 동아일보, 1998-10-10, “‘만 2천원짜리를 7천원에’ 연극할인관람권 상시 발매”

∙ 매일경제, 1977-08-22, “활기 찾을 소극장”

∙ 서울경제, 2014-04-09, “서울시 신성장동력 확보에 2016년까지 3조 3,000억원 투입”

∙ 연합뉴스, 2004-10-27, “학교 주변 공연장 허용... 경륜장은 전면 금지”

∙ 연합뉴스, 2006-06-07, “연희단거리패, 재개관 게릴라극장서 ‘바보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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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1992-05-12, “거액투자 대형극 바람 저질 '뒷골목연극'기승 상업성 겨냥 연극
계 양극화 뚜렷”

∙ 한겨레, 1998-04-18, “문화부 업무보고 뭘 담았나” 

∙ 한국경제, 2007-05-03, “얄미운 ‘사랑티켓’ 대학로 극장”, 

∙ 한국경제, 2007-06-27, “[Cover Story] 기업가 정신이란”

<기타 참고자료>

∙ 서울시, 2014-04-09, “경제비전 2030 서울형 창조경제모델”

∙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2013), “서울시 연극발전 종합계획”, 

∙ http://land.seoul.go.kr/land, 서울부동산종합정보

∙ http://map.daum.net, 다음지도

∙ http://newslibrary.naver.com,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 http://ticket.interpark.com, 인터파크 티켓

∙ http://www.arko.or.kr/data/page2_3_list.jsp,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연감 

∙ http://www.byu.co.kr, 문사모

∙ http://www.culture.go.kr:8800/vli_dir/vli_dir01_list.jsp, 예술로 

∙ http://www.gokams.or.kr/ 예술경영지원센터

∙ http://www.kinds.or.kr, 미디어 가온 – 기사 통합검색

∙ http://www.ktheatrecritics.com, 한국평론가협회

∙ http://www.law.go.kr, 법제처

∙ http://www.nanet.go.kr/main.jsp, 국회도서관 

∙ http://www.ntok.go.kr/ntok60/data/data04/showlist01.jsp, 국립극장 60년사

∙ http://www.otr.co.kr, 오티알 

∙ http://www.playdb.co.kr, 플레이DB

∙ http://www.themusical.co.kr, 더뮤지컬 (2014년부터 공연DB 디렉토리를 제공하지 않음)

∙ http://www.ticketlink.co.kr, 티켓링크

∙ http://www.12manage.com/methods_porter_diamond_model.html

∙ http://100.daum.net/top/index.do, Daum 백과사전[브리태니커]

∙ http://ticket.auction.co.kr, 옥션 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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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공연장�설치�관련�정책�및�법규�변화

연도� 관련�법규 내용

1958

◯소법�제정
[1958.3.11]

소방대상물� 검사(제4조)/방화-소화시설을� 설치해야하는� 특수장소� 규정(제10

조)� :�흥행장(영화관,� 극장,� 음악당�등의�시설의�총칭)

◯소시행령�제정
[1958.7.4]

소화시설을�설치하여야�하는�특수장소�규정(제9조)

특수장소의�소화시설(제10조):�건물�용도,� 면적�및�층수에�따라�다른�기준

피난설비(제11조)

1961
◯공법�제정
[1961.12.30]

공연자�등록제(제3~6조)/공연장�설치허가제�및�운영규정(제7~13조)

공연시간�제한(제16조):�오후� 11시�이후�불가

공연의�정지(제17조)

1962
◯공시행령�제정
[1962.4.14.]

공연자�등록�관련�조항(제1~6조)

공연장�설치기준�조항(제16~40조)*

-� 도로변� 건립:� 경계선� 총길이의� 5분의� 1� 이상이� 최소� 6m� 이상� 도로에� 접해
야�함
-� 공지� 보유:� 주� 출입구� 설치� 외측에� 최소� 3m� 이상(정원� 500� 미만� 공연장� 기
준)� 공지를�보유해야�함(외측이� 4M�이상�도로에�접할�시에서는�완화)
-� 주요�구조부�기준:� 외벽�내화구조�의무화,� 단,� 500명�미만�내화재�사용�인정
-� 주계층의� 단층설치:� 공연장� 기준층을� 지하� 또는� 2층� 이상에� 설치� 불가(단,�
주요�구조부를�내화구조로�한�천명�미만의�공연장은�예외)�
-� 관람석:� 천장높이� 5m�이상,� 점용폭� 0.45m�이상.� 좌석열,� 통로,� 의자�기준
-� 비상구� 및� 출입구� 관련� 조항/관람자용� 계단/피난계단/휴게실� 및� 끽연실/환기
시설/조명시설/급수시설/변소/무대부,� 방화문등/무대부/영사실/사무실/임검석/건
물의�일부에�설치하는�공연장/가설�또는�임시공연장�등

공연장�신고�조항(제41조):�공연장�등록증,� 각본,� 출연자�명단�등

1963

◯공법�개정
[1963.3.12.]

전속출연자�등록제도�조항�추가(제3조)

공연장�설치�허가�면제�조항�신설(제7조):� 임시�사용�공연장�미적용

국가·지방공공단체․학교� 시설이나� 광장을� 임시� 공연� 장소로� 사용하는� 경우� 공
연장�설치�허가�조항�미적용

◯공시행령�개정
[1963.6.11.]

공연자�등록기준�강화(제1조):� 전속출연자�수,� 악기(제1조의� 2� 신설)

2개�이상�공연자�등록�불가,� 전속단체�외�타�단체(영화포함)� 전속�불가�

공연장�설치�허가기준�신설(제8조�②)

교육법�의거�설치�학교로부터� 300m�이내�지역에�공연장�설치�불가

공지�보유�기준�완화(제17조):�최소�규정� 3m→2m

주계층의� 단층� 설치� 기준� 수정(제20조):�완화� 규정� 규모� 제한� 삭제,� 내화구조�

또는�철근콘크리트�구조�건물�예외

◯공시행규칙� �
제정

[1963.8.5.]

-공연종류에�따라�자격요건�제시:� 연습실(제1조)�

� 전속출연자�및�악기(제2조)-� 연극/가극단� 10인�이상

-공연자등록수첩�의무화(제3조)

◯공시행령�개정
[1963.11.30.]

공연장�설치�허가기준�완화�조항�신설(제7조�②)� :�조건�충족�시� 200m�

[학교와�공연장�사이�고층건물이�있거나�오후6시�이후만�영업하는�공연장]�
※ ◯건 -건축법, ◯공 -공연법, ◯국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도 -도시계획법, ◯문 -문화예술진흥법, ◯소 -소

방법, ◯학-학교보건법 
자료: 법제처 : http://www.law.go.kr, 해당법규 본인 요약정리

공연자 등록 및 공연장 설치 관련 규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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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관련�법규 내용

1966

◯공시행령�개정
[1966.4.27]

공연장�설치�허가�면제�조항�확대(제7조)�

임시�사용�공연장과�대통령령이�정하는�장소�또는�시설�사용�시�미적용

◯공시행령�개정
[1966.9.10]

공연장�설치�허가의�예외�조항�신설(제15조)

교육시설의�교육목적상의� 공연,� 종교단체의� 종교의식� 공연� 등과� 호텔·료식업소�

기타� 접객업소에서� 행하는� 공연에� 제공하는� 장소� 또는� 시설은� 설치허가� 예외

로�함

공연장�설치기준�조항�추가�신설(제48조,� 제49조)

가설공연장의�시설/임시�공연장�시설�조항�추가�제정

1967 ◯학법�제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부적절하고�비위생적인�시설�및�행위�금지(제6조)

1968 ◯학시행령�제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제4조)

1970
◯학시행규칙
제정

[1970.9.14.]

정화구역�안�금지행위(제2조):� 극장

단,� 당해자치단체의� 학교환경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경우는�예외로�함

1972
◯공시행령�개정
[1972.3.20]

공연장� 설치� 허가� 기준� 수정(제12조):� 거리� 측정� 기준� 명시(해당� 경계� 간� 최

단�직선거리),� 외국인을�위한�교육기관에도�적용됨

주계층의� 단층� 설치� 기준� 수정(제28조):�예외� 규정� 수정,� 주� 계층을� 최하층으

로�함

1977

◯공시행령�개정
[1977.1.31]

-공연장�설치�관련�세부기준�시행규칙(문화공보부령)으로�이관(제21조)

-연극�전문�공연장�설치�기준�신설(제21조�⑥조)

◯공시행규칙�개정
[1977.2.18]

공연장�설치기준이�시행령에서�시행규칙으로�이관(제5~28조)

연극전문공연장�조항�신설(제29조):� 일부�타�공연장�보다�완화된�기준�적용�

공연장의� 천정,� 의자,� 통로,� 입석,� 출입구/비상구,� 복도,� 계단,� 휴게실,� 환기시
설,� 등화시설,� 변소,� 무대,� 차벽�등,� 관람석안의�탄산까스량�등

단,� 휴게실은�층마다�관람석�바닥면적의� 1/30(타� 공연장� 1/20)� 이상�설치

◯공시행규칙�개정
[1977.8.31]

관람정원� 200인�미만�연극전문공연장�일부�공연장�설치기준�미준용(제29조)

무대,� 천정,� 의자,� 통로,� 출입구�및�비상구,� 복도,� 계층간�계단,� 비상계단,� 휴게
실,� 무대규격(21:� 8m� 이상×5.5m� 이상),� 분장실규격(21:� 7㎡� 이상),� 건물� 일

부에�설치하는�공연장�등을�준용하지�않음

1978

◯공시행규칙�개정
[1978.5.11]

인구� 50만�이상�도시의�공연장�공지�보유�기준�강화(제6조)

최소기준� 3m�이상(관람�정원� 500명�미만)

◯건시행령�개정
[1978.10.30]

주거지역�내�공연장�설치�제한�완화(제142조,� 별표2/별표3)

객석�바닥면적� 200㎡�미만�관람집회시설�주거지역/준주거지역�내�설치�가능

1980
◯건시행령�개정
[1980.11.12]

주거지역�내�공연장�설치�제한�완화(제142조,� 별표2)

객석�바닥면적� 1,500㎡�미만�관람집회시설�주거지역�내�설치�가능

준주거지역�내�공연장�설치�제한�완화(제142조,� 별표3)

준주거지역�내�설치�가능�조건�조항�삭제→관람집회시설�설치�불가

1981

◯건시행령�개정
[1981.10.8]

주거지역�내�공연장�설치�제한�완화�조건�내용�추가(제142조� [별표2])�

당해용도� 바닥면적� 1,500㎡� 미만� 관람집회시설에� 한해� 폭� 8m� 이상� 도로에�

6m�이상�접한�필지만�설치�가능

◯공법�개정�
[1981.12.31]�

전속출연자�등록제도�폐지(제3조� 4)

소규모�특수목적�공연장을�설치�허가�대상의�예외로�규정(제7조①)

◯학법�개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3조)의�세분화:� 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
※ ◯건 -건축법, ◯공 -공연법, ◯국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도 -도시계획법, ◯문 -문화예술진흥법, ◯소 -소방

법, ◯학-학교보건법  
자료: 법제처 : http://www.law.go.kr, 해당법규 본인 요약정리

공연자 등록 및 공연장 설치 관련 규정 변경(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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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공시행령�개정�
[1982.3.11]

공연장의�설치허가제�예외�조항�신설(제8조�①)-� (단,� 한� 장소에서�연속� 3일을�

초과한�공연,� 월간�총� 6일�초과�공연�불가)

-국가․지방자치단체나�교육기관의�시설/광장
-공연제공이�주�목적이�아닌�시설/장소

-객석� 300석/바닥면적이� 300㎡�이하인�공연장

-타�법령에�의해�공연이�허가된�호텔․유흥음식점�등�접객업소
-음반을�다중에게�무료로�시청하게�하는�시설/장소

◯공시행규칙개정
[1982.5.22]

[별표� 1]전속출연자�및� 악기의�기준과� [별표� 2]� 연습실의�기준,� 공연자�등록수

첩�등의�조항이�삭제됨

1988
◯건시행령�개정�
[1988-12-31]

용도지역�내�공연장�설치�제한(제66조,� 별표� 2):� 일반주거지역�내�설치

관람집회시설(당해� 용도� 사용� 바닥면적� 합계가� 1,500㎡� 미만으로� 폭� 8m� 이

상�도로에� 6m�이상�접한�대지에�건축하는�공연장·집회장은�예외로�설치가

1992
◯건시행령�개정�
[1992-5-30]

일반주거지역�내�공연장의�설치여부�결정권�건축조례로�이관(제65조�제1항�

제2호�관련,� [별표� 3])

관람집회시설은�건축조례에�설치�가능�여부�결정

1994
◯소시행령�개정
[1994-07-20]

법� 8조의� 2관련,� [동법�시행령�제4조� 1의�마]� -� 소방․방화시설�등�완비증명의�
의무�대상�규제�강화

지하층�또는�무창층인� 100㎡�이상의�공연장(기존� 150㎡�이상에서)

1995

◯공법�개정
[1995.12.29]

공연장�설치�허가�적용대상�예외�기준�신설(제7조�①③)

소규모의�공연장�및�특수목적을�위한�공연장은�예외로�함

◯건시행령�개정
[1995.12.30]

일부�공연장�용도�분류�변경[별표1]� �

객석� 300석� 미만,� 또는� 바닥면적� 300㎡� 미만� 공연장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로�함,� 신고제로�변경함

용도변경시�허가�받아야�하는�건축물�분류�조항� � 신설[별표� 16]

:� 소규모�공연장으로�용도변경�시�허가�대상에서�제외됨

관람집회시설�용도�바닥면적�합계가� 300㎡�미만일�경우�허가�대상에서�제외

1996
◯공시행령�개정
[1996.6.29]

공연장�설치허가권자�변경(제7조)

공연장설치허가신청서�제출처가�시․도지사에서�시장․군수구청장로�바뀜

1997
◯공시행령�개정
[1997.10.11]

공연장�통로�설치�기준�완화(제6조④,� ⑤)

객석� 300석� 미만,� 또는� 바닥면적� 300㎡� 미만� 공연장은� 설치� 의무에서� 제외

(단,� 3개� 이상�출입구�설치,� 벽쪽�가로열은� 6석�이하로�함)

방음시설�관련�조항�신설(제7조의� 2)

1999

◯공법
[1999.2.8.]

공연장�설치허가제에서�등록제로�변경(제9조)

종류별�시설기준을�갖추어�설치예정지의�시장·군수�또는�구청장에게�등록함.

대통령령이�정하는�공연장은�등록�면제

◯공시행령
[1999.5.10]

공연장업�등록�관련�조항�신설(제8조)

공연장업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단,� 야외� 공

연장� 또는� 객석� 500석� 미만(객석� 바닥면적� 500㎡)� 미만� 공연장은� 등록하지�

않아도�됨

◯공시행규칙
[1999.5.31]

공연장�종류별�시설�기준�조항�축소(제5조,� 별표1)�

공연장이�갖춰야할�공통�항목은�조명시설,� 음향시설,� 방음시설임

영화관과�자동차영화관에�대한�규정을�따로�정함
※ ◯건-건축법, ◯공-공연법, ◯국-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도-도시계획법, ◯문-문화예술진흥법, ◯소-소방

법, ◯학-학교보건법 
자료: 법제처 : http://www.law.go.kr, 해당법규 본인 요약정리

공연자 등록 및 공연장 설치 관련 규정 변경(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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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관련�법규 내용

2000

◯문법�개정
[2000.1.12]

문화지구�지정․관리�조항�신설(제10조의� 2)
-� 문화시설� 밀집지역,� 문화예술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지역,� 국민의� 문화
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지구�지정이� 필요한� 지역을� 시도지사가�도시계획
법�조례로써�문화지구로�지정할�수�있음
-� 관리계획�작성,� 설치․운영�권장시설,� 조세,� 부담감�감면�등�관련�조항�신설�

◯도시행령�개정
[2000.7.1]

용도지역�내�행위제한�관련�세부�내용�이관(건축법→도시계획법):� 별표�신설

-� 공연장� 설치� 가능여부�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함[별표� 4-11]:� 제1종일반주거지
역(4층� 이하� 건축물)[별표4],� 제2종일반주거지역(15층� 이하� 건축물),� 제3종일
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중심상업/일반상업/유통상업지역에�공연장�설치�가능

◯문시행령�개정
[2000.10.23]

문화지구�지정․관리�조항�신설(제23조의� 3의�③)
문화환경�조성이�특히�필요하다고�시․도지사가�인정하는�지역�지정

2002

◯문법�개정
[2002.1.26]

문화지구�내�영업�또는�시설�설치�금지�및�제한�조항�신설(제10조의� 2� ④)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
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문화지구� 지정목적� 저해� 우려� 영업� 또는�
시설을�시도조례로�정함�

◯문시행령�개정
[2002.7.27]

법�제10조의� 2� 제2항의�문화지구�관리계획�작성내용�신설(제23조의� 4)

-� 문화지구�안에�설치�또는�운영�권장�문화시설�및�영업시설의�종류
-� 문화지구�안에서�금지�또는�제한되는�영업�또는�시설의�종류
-� 기타�당해�문화지구의�지정·관리를�위하여�필요한�사항

◯공시행령�개정
[2002.7.30]

공연장�등록�규정�미적용�대상�기준�강화(제8조�⑤:� 500→100)

객석� 100석�미만이거나�객석의�바닥면적� 100㎡�미만인�공연장에는�미적용

◯국시행령�제정
[2002.12.26.]

도시계획법�시행령의�용도지역�내�공연장�설치�관련�규정�이관됨(제51조)

-�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이관되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설치될�수�있었던�공연장이�해당�대상에서�제외됨
-� 근린상업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에서� 공연장을� 설치할� 수� 있음.� 근린상업지
역에서는�제2종�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 300㎡�미만)� 공연장만�설치�가능

2005
◯학법�개정
[2005.3.2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제6조):� ‘극장’� 삭제됨

2011
◯공시행령�개정
[2011.4.5]

공연장�등록�규정�미적용�대상�기준�강화(제8조�⑤:� 100→50)

객석� 50석(연면적� 50㎡)� 미만�공연장�미적용

2012
◯건시행령�개정�
[2012-4-10]

제2종�근린생활시설�공연장�기준�확대(별표� 1)

바닥면적� 300㎡�미만에서� 500㎡�미만으로�확대됨

※ ◯건-건축법, ◯공-공연법, ◯국-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도-도시계획법, ◯문-문화예술진흥법, ◯소-소방

법, ◯학-학교보건법 

공연자 등록 및 공연장 설치 관련 규정 변경(계속)

부록2-1.� 연극�활동�중심지�위치정보

1)� 서울�전체�연극�공연�중심지

시기
TM좌표

주소X Y
1981-1990 198874.72 451247.09 서울시�중구�저동� 1가� 20-1번지
1991-2000 200002.03 452127.25 서울시�종로구�종로� 5가� 98-2번지
2001-2010 200147.89 451853.38 서울시�중구�방산동� 70-11번지
2011-2013 199773.09 451794.31 서울시�중구�주교동� 122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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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연극/뮤지컬�공연�중심지

시기
TM좌표

주소
X Y

1981-1990 198538 451463.13 서울시�중구�을지로� 2가� 199-80번지
1991-2000 199845.84 452325.41 서울시�종로구�연지동� 187-6번지
2001-2010 200200.72 452278.31 서울시�종로구�효제동� 255-4번지
2011-2013 199976.44 452220.59 서울시�종로구�연지동� 258-5번지

부록2-2.� 대학로/비대학로�지역�공연활동�비중

연도
공연전체 비아동극 아동극 연극뮤지컬

대학로 비대학로 대학로 비대학로 대학로 비대학로 대학로 비대학로

1981 13.0 87.0 15.1 84.9 0.0 100.0 15.2 84.8

1982 19.8 80.2 20.3 79.7 0.0 100.0 18.6 81.4

1983 18.7 81.3 18.8 81.2 16.9 83.1 18.8 81.2

1984 17.3 82.7 17.4 82.6 15.9 84.1 17.7 82.3

1985 26.4 73.6 23.1 76.9 43.4 56.6 23.3 76.7

1986 21.9 78.1 20.7 79.3 29.2 70.8 20.8 79.2

1987 26.5 73.5 25.3 74.7 29.7 70.3 24.9 75.1

1988 24.4 75.6 23.0 77.0 29.0 71.0 22.9 77.1

1989 33.2 66.8 32.7 67.3 34.7 65.3 32.9 67.1

1990 41.7 58.3 45.1 54.9 32.4 67.6 45.2 54.8

1991 45.7 54.3 49.4 50.6 29.1 70.9 49.1 50.9

1992 54.4 45.6 56.4 43.6 35.8 64.2 57.4 42.6

1993 63.3 36.7 64.3 35.7 56.3 43.7 64.3 35.7

1994 75.2 24.8 78.9 21.1 46.9 53.1 78.6 21.4

1995 74.5 25.5 78.6 21.4 45.7 54.3 78.8 21.2

1996 69.4 30.6 79.9 20.1 38.5 61.5 80.4 19.6

1997 76.0 24.0 79.8 20.2 57.1 42.9 79.7 20.3

1998 73.4 26.6 82.2 17.8 29.0 71.0 82.6 17.4

1999 65.5 34.5 70.1 29.9 46.9 53.1 71.4 28.6

2000 70.6 29.4 75.0 25.0 52.8 47.2 76.2 23.8

2001 68.4 31.6 70.4 29.6 58.5 41.5 73.8 26.2

2002 70.6 29.4 72.5 27.5 60.9 39.1 76.1 23.9

2003 64.1 35.9 70.4 29.6 40.4 59.6 74.2 25.8

2004 65.5 34.5 70.0 30.0 47.0 53.0 75.1 24.9

2005 66.9 33.1 70.4 29.6 55.8 44.2 75.5 24.5

2006 65.2 34.8 71.9 28.1 42.3 57.7 77.6 22.4

2007 67.5 32.5 72.2 27.8 45.9 54.1 75.9 24.1

2008 71.7 28.3 74.0 26.0 60.2 39.8 78.4 21.6

2009 71.5 28.5 73.3 26.7 60.0 40.0 77.3 22.7

2010 64.8 35.2 69.5 30.5 34.8 65.2 75.1 24.9

2011 67.7 32.3 72.4 27.6 40.7 59.3 76.8 23.2

2012 63.8 36.2 67.9 32.1 38.7 61.3 73.2 26.8

2013 63.4 36.6 67.9 32.1 40.9 59.1 73.2 26.8



-� 126� -

부록3.� 창조성에�대한�양적�지표로�본�대학로�집적�효과

연도

대학로 지역 비대학로 지역

공연
장수

초연
편수

창작
초연

공연장당(평균)
공연
장수

초연
편수

창작
초연

공연장당(평균)

초연
편수

창작
초연

번역
초연

초연
편수

창작
초연

번역
초연

1981 2 22 12 11.00 6.00 5.00 12 56 33 4.67 2.75 1.92

1982 3 23 17 7.67 5.67 2.00 16 39 22 2.44 1.38 1.06

1983 2 20 14 10.00 7.00 3.00 13 44 26 3.38 2.00 1.38

1984 2 22 15 11.00 7.50 3.50 11 32 21 2.91 1.91 1.00

1985 3 27 19 9.00 6.33 2.67 21 56 35 2.67 1.67 1.00

1986 4 27 19 6.75 4.75 2.00 24 56 40 2.33 1.67 0.67

1987 7 40 25 5.71 3.57 2.14 24 56 36 2.33 1.50 0.83

1988 7 41 31 5.86 4.43 1.43 32 84 60 2.63 1.88 0.75

1989 11 64 44 5.82 4.00 1.82 29 67 45 2.31 1.55 0.76

1990 14 66 47 4.71 3.36 1.36 20 61 42 3.05 2.10 0.95

1991 18 80 55 4.44 3.06 1.39 21 43 26 2.05 1.24 0.81

1992 20 76 51 3.80 2.55 1.25 21 44 21 2.10 1.00 1.10

1993 24 75 46 3.13 1.92 1.21 20 41 28 2.05 1.40 0.65

1994 33 86 59 2.61 1.79 0.82 16 34 25 2.13 1.56 0.56

1995 37 119 90 3.22 2.43 0.78 17 41 25 2.41 1.47 0.94

1996 41 102 75 2.49 1.83 0.66 17 42 24 2.47 1.41 1.06

1997 39 86 75 2.21 1.92 0.28 15 28 21 1.87 1.40 0.47

1998 38 123 89 3.24 2.34 0.89 17 39 33 2.29 1.94 0.35

1999 36 121 99 3.36 2.75 0.61 21 67 48 3.19 2.29 0.90

2000 33 128 105 3.88 3.18 0.70 17 56 43 3.29 2.53 0.76

2001 33 110 86 3.33 2.61 0.73 20 63 45 3.15 2.25 0.90

2002 39 132 102 3.38 2.62 0.77 20 62 51 3.10 2.55 0.55

2003 42 136 97 3.24 2.31 0.93 26 68 47 2.62 1.81 0.81

2004 51 144 107 2.82 2.10 0.73 31 60 41 1.94 1.32 0.61

2005 65 142 109 2.18 1.68 0.51 31 63 42 2.03 1.35 0.68

2006 74 180 132 2.43 1.78 0.65 44 56 39 1.27 0.89 0.39

2007 96 219 161 2.28 1.68 0.60 50 106 72 2.12 1.44 0.68

2008 108 203 164 1.88 1.52 0.36 46 110 79 2.39 1.72 0.67

2009 117 232 177 1.98 1.51 0.47 58 90 62 1.55 1.07 0.48

2010 128 252 194 1.97 1.52 0.45 63 120 81 1.90 1.29 0.62

2011 138 244 210 1.77 1.52 0.25 70 127 96 1.81 1.37 0.44

2012 137 282 232 2.06 1.69 0.36 75 141 115 1.88 1.53 0.35

2013 143 292 237 2.04 1.66 0.38 82 164 127 2.00 1.55 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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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1.� 2008� 생존분석�자료

번호0712~ 현황 설립운영주체�운영년수�좌석수 번호0712~ 현황 설립운영주체�운영년수�좌석수

1 60 운영 기관/건물주 �≥10� >300 52 36 폐관 극단 �≥10� ≤150
2 60 운영 기관/건물주 �≥10� ≤200 53 25 폐관 제작/기획 �4-9� ≤200
3 60 운영 기관/건물주 �≥10� >300 54 60 운영 극단 �≥10� ≤200
4 60 운영 제작/기획 �≥10� ≤200 55 60 운영 극단 �4-9� ≤100
5 2 폐관 제작/기획 �1-3� ≤200 56 60 운영 극단 �≥10� ≤100
6 60 폐관 제작/기획 �≥10� ≤300 57 60 운영 기관/건물주 �4-9� ≤300
7 60 폐관 제작/기획 �4-9� ≤200 58 60 운영 기관/건물주 �≥10� ≤200
8 60 운영 제작/기획 �4-9� ≤300 59 3 폐관 극단 �1-3� ≤100
9 60 운영 제작/기획 �4-9� ≤200 60 60 운영 제작/기획 �4-9� ≤150
10 60 운영 기관/건물주 �≥10� ≤200 61 60 운영 극단 �≥10� ≤150
11 60 운영 기관/건물주 �4-9� ≤100 62 57 폐관 극단 �4-9� ≤100
12 60 운영 극단 �4-9� ≤100 63 13 폐관 극단 �1-3� ≤150
13 60 운영 극단 �4-9� ≤100 64 60 운영 극단 �4-9� ≤200
14 60 운영 제작/기획 �4-9� >300 65 60 운영 극단 �≥10� ≤150
15 52 폐관 극단 �4-9� ≤150 66 60 운영 제작/기획 �≥10� ≤200
16 9 폐관 제작/기획 �1-3� ≤150 67 60 운영 제작/기획 �≥10� ≤100
17 10 폐관 제작/기획 �1-3� ≤150 68 60 운영 제작/기획 �4-9� ≤100
18 60 운영 극단 �4-9� ≤200 69 60 운영 기관/건물주 �4-9� >300
19 16 폐관 제작/기획 �1-3� ≤200 70 60 운영 제작/기획 �4-9� ≤100
20 49 폐관 제작/기획 �4-9� ≤200 71 60 운영 제작/기획 �4-9� ≤100
21 60 운영 제작/기획 �4-9� ≤200 72 60 운영 제작/기획 �≥10� ≤150
22 48 폐관 제작/기획 �4-9� ≤150 73 42 폐관 극단 �≥10� ≤200
23 29 폐관 극단 �4-9� ≤150 74 37 폐관 극단 �4-9� ≤150
24 60 운영 극단 �4-9� ≤250 75 60 폐관 극단 �4-9� ≤100
25 5 폐관 제작/기획 �4-9� ≤250 76 60 운영 극단 �≥10� ≤150
26 39 폐관 제작/기획 �4-9� >300 77 60 운영 극단 �≥10� ≤200
27 44 폐관 제작/기획 �4-9� ≤200 78 6 폐관 극단 �1-3� ≤150
28 60 운영 극단 �4-9� ≤100 79 60 운영 기관/건물주 �4-9� ≤300
29 60 운영 제작/기획 �≥10� ≤200 80 60 운영 기관/건물주 �4-9� ≤250
30 60 운영 기관/건물주 �≥10� ≤150 81 60 운영 기관/건물주 �4-9� ≤250
31 60 운영 기관/건물주 �≥10� ≤200 82 60 운영 기관/건물주 �4-9� ≤250
32 60 운영 극단 �≥10� ≤150 83 60 운영 극단 �4-9� ≤100
33 30 폐관 제작/기획 �4-9� ≤300 84 60 운영 극단 �≥10� ≤100
34 1 폐관 제작/기획 �1-3� ≤300 85 60 운영 극단 �≥10� ≤100
35 60 폐관 제작/기획 �4-9� ≤250 86 54 폐관 극단 �4-9� ≤100
36 43 폐관 극단 �4-9� ≤150 87 60 운영 극단 �≥10� ≤100
37 60 운영 기관/건물주 �≥10� ≤200 88 60 운영 극단 �≥10� ≤150
38 60 운영 제작/기획 �4-9� ≤150 89 46 폐관 기관/건물주 �4-9� ≤200
39 31 폐관 제작/기획 �≥10� >300 90 50 폐관 기관/건물주 �4-9� ≤250
40 23 폐관 제작/기획 �4-9� ≤100 91 50 폐관 기관/건물주 �4-9� ≤300
41 39 폐관 제작/기획 �4-9� ≤150 92 60 운영 제작/기획 �4-9� ≤150
42 60 운영 기관/건물주 �≥10� ≤200 93 60 운영 극단 �4-9� ≤100
43 6 폐관 제작/기획 �≥10� ≤150 94 60 운영 제작/기획 �4-9� >300
44 25 폐관 제작/기획 �1-3� ≤100 95 60 운영 극단 �≥10� ≤150
45 60 운영 제작/기획 �4-9� ≤150 96 46 폐관 제작/기획 �4-9� ≤150
46 60 운영 제작/기획 �4-9� ≤100 97 60 운영 극단 �≥10� ≤100
47 60 운영 제작/기획 �4-9� ≤150 98 60 운영 극단 �4-9� ≤150
48 6 폐관 극단 �4-9� ≤100 99 40 폐관 제작/기획 �4-9� ≤100
49 60 운영 극단 �≥10� ≤150 100 30 폐관 제작/기획 �1-3� ≤200
50 60 운영 극단 �≥10� ≤100 101 39 폐관 제작/기획 �4-9� ≤150
51 50 폐관 극단 �4-9� ≤150 102 60 운영 극단 �4-9� ≤200



-� 128� -

부록4-2.� 1998� 생존분석�자료

번호 9712~ 현황 설립운영주체 �운영년수� 좌석수

1 60 운영 기관/건물주 � ≥10� >300

2 60 운영 기관/건물주 � ≥10� ≤200

3 60 운영 제작/기획 � 4-9� ≤200

4 60 운영 제작/기획 � 4-9� ≤100

5 60 운영 극단 � ≥10� ≤200

6 17 폐관 극단 � 4-9� ≤150

7 60 운영 극단 � ≥10� ≤250

8 60 운영 제작/기획 � ≥10� ≤200

9 60 운영 극단 � 4-9� ≤150

10 60 운영 극단 � ≥10� ≤100

11 11 폐관 제작/기획 � 1-3� ≤250

12 37 폐관 극단 � 4-9� ≤200

13 60 운영 기관/건물주 � ≥10� ≤200

14 60 운영 극단 � ≥10� ≤150

15 43 폐관 극단 � 4-9� ≤100

16 60 운영 극단 � 4-9� ≤150

17 11 폐관 제작/기획 � 1-3� ≤100

18 60 운영 극단 � ≥10� ≤150

19 28 폐관 극단 � 4-9� ≤150

20 15 폐관 제작/기획 � ≥10� ≤150

21 60 운영 제작/기획 � ≥10� ≤250

22 60 운영 제작/기획 � ≥10� ≤150

23 60 운영 기관/건물주 � 4-9� >300

24 60 운영 극단 � 4-9� ≤100

25 60 운영 극단 � ≥10� ≤100

26 60 운영 극단 � ≥10� ≤200

27 6 폐관 극단 � 1-3� -

28 5 폐관 제작/기획 � 1-3� ≤150

29 60 운영 극단 � ≥10� ≤150

30 17 폐관 극단 � 1-3� ≤100

31 60 운영 극단 � ≥10� ≤100

32 22 폐관 극단 � 1-3� ≤150

33 11 폐관 극단 � 4-9� ≤150

34 9 폐관 극단 � 1-3� ≤100

35 12 폐관 제작/기획 � 4-9� ≤100

36 15 폐관 제작/기획 � 4-9� ≤100

37 21 폐관 극단 � 4-9� ≤150

38 34 폐관 극단 � 4-9�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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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act of Theater Agglomeration

on the Performing Art Industry

Kim, Jae-hui

Dept.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Urban Plann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One of the core industries of ‘Creative Economy’ is the cultural contents 

industry, which includes the performing arts industry. Recentl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actively supported promotion of the cultural 

contents industry in various aspects including large-scale funding. 

Especially, the government has announced a plan for Daehangno and 

Dongdaemun areas, which would make them as the kernel of creative 

industry of Seoul. On the other hand, however, concerns have been raised 

about the crisis of the performing arts industry in Daehangno area. The 

industry is therefore trying to seek solutions for the crisis. Nonetheless, the 

number of theaters, the core infra for the performing arts industry, is 

rather increasing than decreasing. This contradictory situation is where this 

study starts. Considering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policy direction 



-� 147� -

and the economic policy planning of Seoul, investments on Daehangno are 

highly expected to be made. Therefore, understanding of this discrepancies 

is required for more efficient investment to be made.

This study, by tracking the changes of theaters’ geographical distribution in 

Seoul for the past 30 years, reviews the agglomeration process of 

performing arts centers in Daehangno and examines and analyzes present 

state of the performing arts industry in chronological order. Based on the 

foregoing examination and analysis and from the perspective of producing 

the first performance, it reviews whether the agglomeration of performing 

arts centers in Daehangno contributes to the innovation of business in 

Porter’s cluster theory. Besides, this study reviews the impact of external 

diseconomies - arising when it exceeds a certain degree of agglomeration 

- on production of the first showing of performing arts and survival of 

performing arts centers.

This study has collected performing arts information from 1981 to 2013 

arts almanacs, websites for performing arts information, and related books 

in order to chronologically identify performing arts and performing arts 

centers. Then, it builds data set for identifying the first showing of 

performing arts and the address information of performing arts centers. 

Employing ArcGIS Kernel Density and Mean Center (Spatial Statistics), it 

analyzes the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performing arts centers that have 

more than 30 days of performing history per annum and identifies the 

kernel of performing arts. Also, employing SPSS’s Paired T-Test, it 

compares the number of the first showing of performing arts produced 

between Daehangno area and other areas. Regression analysis has been 

used in analyzing impacts of the agglomeration of performing arts centers 

on producing the first performing arts and wealth effect through 

congestion. For relational analysis between operating years and survival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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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eriodical survival rate analysis for 5 years from 2008 to 2012, SPSS 

Survival Analysis has been applied. 

This study has found that the number of performing art centers increases 

if the current performing market structure lasts, which would lead 

producers to taking loss evasion tendency, and as a result, the number of 

newly produced contents could decrease. This study has found it difficult 

that especially theaters running for 3 years or less settle down under the 

current Daehangno’s competitive environment and reached the conclusion 

that an incubating system is needed for the young performing arts centers. 

From the perspective that this study is the first study diachronically 

researching the location changes of performing arts centers in Daehangno 

area from 1981 to 2013, the results of this study would be meaningful. In 

addition, this study is the first study which establishes the whole data of 

performing art information in Seoul for the past 33 years employing the 

creative index of the first showing of performing arts and analyzes pros 

and cons of the agglomeration of performing arts centers.

Keywords : Agglomeration Effects, Loss Aversion, Culture Cluster, Survival 

Analysis 

Student Number : 2007-3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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