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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인터넷 광고산업은 전문인력들이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지식을 가지고 인터넷 광고라는 무형의 디지털 

컨텐츠를 생산하는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이다. 인터넷 광고산업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새롭 

게 둥장하여 단시간에 평균 약 45%라는 높은 비율로 급성장하여 현재 제 3위 광고매체가 되었다. 인터넷 광고산업은 기존의 

전통적인 광고산업과 공통점도 많지만차별적인 특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경제활동공간 상에서도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인터넷 디스플레이 광고산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인터넷 광고산업의 공간적 특정을 살펴보고 그 

러한 공간적 특정을 형성하게 된 인터넷 광고산업의 입지요인에 관하여 연구하과 하였다. 

전체 광고산업과 인터넷 광고산업의 공간적 분포를 비교한 결과， 전체 광고산업은 딩.17%로 서울 지역에 집적하는 경향이 

크지만， 인터넷 광고산업은 82.96%라는 보다 더 높은 수치로 서울에 집적하고 특히 강남 · 서초 지역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 

율로집적하고있었다. 

인터넷 광고산업의 지리적 입지요인은 창의적 인력과 IT관련 기술인력을 유인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 젊은 

충의 트랜디한 정보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에 대한 정보， 업계 정보를 얻기 위한 정보구득이 용이한 지역， 이러한 분위기가 

지역에 착근되어 있고 IT산업의 중섬지라는지역 이미지가다른광고산업과차별화되는 최적 입지 조건으로나타났다. 

주요어 : 광고산업， 인터넷， 공간적 분포， 입지요인 

Abstraα : πle intemet advertising indus따T is defined as the industry that skilled workers with original and creative 

ideas and knowledge produce the intangible digital contents as intemet advertising, and is regarded as a knowledge

based service industry. πlis industry has newly emerged since the mid-1990s and has grown rapidly at an average 

annual rate of approximately 45% in short-term, and current1y ranks tl1e t피rd place on advertising mediums. While this 

industry has some common features with traditional advertising industry, it also has shown somewhat different 

characteristics. πlis charaαeristics appear in tl1e space of economic activities. 

πle purpose of tl1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spatial feature of the intemet display advertising industry in Korea witl1 

tl1e development of infoffil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OCf), and to analyze specific location factors of this 

in띠dus았try. 

까le spatial distributions of the whole advertising industry and the intemet advertising industry show that 53.43% of 

the former are located in Seoul while 82.96% of the laner are clustered in Seoul, partiαllarly Gangnam-gu and Seo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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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areas. 

Finally, the geographical location faαors of the intemet advertising industIy are (1) the availability of the skilled 

workers and professionals such as creative workers and technological manpower, and (2) availability of the useful 

inforrnation about the latest trends of young generations and rapidly changing technology, and the business news, and 

(3) the image of the region as a cluster of the IT industry. These location factors are regarded as the optimum 

locational conditions in the intemet advertising industπ. 

Key~뼈S : advertising industIy, intemet, spatial distribution, location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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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연구배경과목적 

인터넷 광고산업은 전문 인력들이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지식을 가지고 인터넷 광고 

라는 무형의 디지털 컨텐츠를 생산하는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이다. 인터넷 광고는 1990년 중반에 처 

음 등장하여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 

작하였다. 그런데 인터넷 광고산업은 성장기간이 

짧고아직 성숙도가낮은성장단계에 있는산업이 

다. 인터넷 광고업계 내에서는 인터넷 광고의 표준 

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중이며， 광고산업에서 독 

립된 산업으로 분리되지 못하고 있고 인터넷 광고 

산업의 산업통계나 조사가 미흡하여 인터넷 광고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 

地理學論훌 저154호 (2009.9) 

연구는 많지 않았다. 그리고 인터넷 광고산업은 아 

직 성장단계에 있는 산업으로 인터넷 광고의 기술 

이나 효과 등에 대한 인터넷 광고의 내부적인 연구 

는 많이 되었지만 아직 산업적 차원에서 경제공간 

의 의의를 논의하는 연구는 별로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기술 발달의 영 

향에 따른 한국 인터넷 광고산업의 공간적 특정 

과 입지요인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광고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 디스플레이 

광고산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과 

정을 통하여 인터넷 매체의 등장으로 인한 정보 

전달형식의 변화가지식창출과혁신을창조하는 

경제행위자들간 커뮤니케이션 방법과 산업의 입 

지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고찰하여 볼 수 있 

을것이다. 

하지만 ηr나 신문 매체의 위력과 광고비중이 감소 2) 연구방법 

하고 있는 가운데 뉴미디어인 인터넷 광고산업은 

매년 평균 45%라는 비율로 급성장하여 왔다. 그 

결과 현재 인터넷 광고는 전체 광고시장에서 3위 

를 차지하여 새로운 매체광고의 성장 위 력을 보여 

주고있다. 

인터넷 광고산업은 광고산업 부문으로 기존의 

오프라인 광고산업과 공통적인 부분도 많지만， 차 

별적인 특징은 경제활동공간 상에도 나타난다. 그 

러므로 인터넷 광고산업과 기존의 오프라인 광고 

산업에 관한 공간체계를 비교 및 분석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런데 광고산업에 관한 연구는 1980 

년대 이후서비스업，특히 생산자서비스가산업의 

구조재편과 함께 활발히 논의되며 광고산업은 다 

른 생산자서비스와 함께 사례로서 제시되어 공간 

적 분포와 입지요인에 관한 비교 연구가 진행 되었 

지만 광고산업 자체에 대한 구체적이고 독자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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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인터넷 디스플레이 광고산업의 

입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를 진행하였다. 

관련 문헌과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하였고 나아 

가설문조사를통한정량적인 연구와통일한질문 

을 여러 기업에 질문하여 객관성을바탕으로해석 

과 분석을 하는 기업 심층 인터뷰를 통한 질적연 

구， 정성적 연구를 수행하여 다각도로 분석하파 

하였다. 

설문조사에서 인터넷 광고 대행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은 인터넷 광고 산업의 입지와 공간적 특정 

을 인터넷 광고 대행사를 중심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이고， 미디어랩에 대한설운은 인터넷 광고관련 

업체들과의 입지와 특성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인터넷 광고산업은 인터넷 광고업계에 대한 산 

업차원에서의 통계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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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수 현황 및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확한 하였다. 

모집단을 얻기 위하여 인터넷 광고관련 업체나 단 

체를 통하여 원자료(raw data)를 수집하여 전화나 2. 문헌연구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현재 존재하는 업체들을 추 

려내었다1) 신경제지리학에 관한 연구 흐름 

그래서 인터넷 광고대행사의 모집단은 한국인터 

넷마케팅협회 58개 업체， 국내 1위 미디어랩사인 

나스미디어의 2000년부터 현재까지 거래했던 인 

터넷 광고대행사 633개， 디지털웹에이전시협회 18 

개를 수합하여 7097R중 중복을 제거하고 현재 존 

재하고 있는 인터넷 광고대행사 전국 229개 업체， 

서울 191개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후 우편 반송물과 추가적 인 확인 작업을 통하여 현 

재 존재하고 있는 인터넷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2237R 업체，서울 1857R 업체를 최종적으로 

확보하였다. 

설문지 초안은 2008년 8월에 시작하였으며 최종 

설문지는 9월15일에 완성하여 2008년 9월 16일부 

터 10월16일까지 인터넷 광고 관련 기업들을 대상 

으로 설운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작성은 설문지 

내용상 기업 팀장 이상이 작성할 수 있는 문항들이 

있어 대표이사나 팀장이상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 

분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방법은 직접방문 

하거나 우편， 전화， 팩스를 이용하였고 인터넷 광 

고관련 세미나나 포럼회장을 방문하여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이와 더불어 설문조사로만은 조사될 수 없는 사 

항에 대하여 인터넷 광고 대행사 11명과 미디어 

랩 3명， 매체사 2명에 대하여 1시간에서 2시간에 

걸쳐 심충 인터뷰를 하였다. 인터넷 광고대행사 

를 대상으로 한 설문A에서는 서울 185개 업체 가 

운데 36개 업체 37부를 수거하였고， 설문B에서는 

167R의 미디어랩사 가운데 8개의 설문지를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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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지식기반경제를 도래시 

켰고 새로운 경제 공간이 동장하게 하였다. 신경제 

공간이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새로운 

생산· 기업 · 혁신시스댐이 출현과세계화와같은 

경제활동의 외부 환경 변화 때문에 공간상에 나타 

난 새로운 공간적 결과를 의미한다. 현재 역동적으 

로 변화하고 있는 신경제공간은 1990년대 이후 기 

존의 경제지리학 이론의 재검토와 함께 새로운 연 

구의 관점으로 등장한 신경제지리학과 밀접한 연 

관이 있다 (박삼옥， 2에6). 

경제지리학에서 논의되는 이론의 흐름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1950년대 후반에 등장한 계량혁명 

으로 과학적 인지와 객관성을 바탕으로 수학논리 

를 통해 계량적 특성을 통하여 공간을 인식하려고 

한 연구관점이 둥장하였다. 하지만 계량적 방법에 

서 추구하는 논리적 실증주의를 주장하는 지리학 

을 비판하는 시각과 함께 1960년대 후반에서 1970 

년대 초계량지리학의 열기는가라앉았고다른관 

점의 연구이론들이 등장하였다 (Scott, 2000). 

1990년대 초반 이후 문화적 전환(cultural tum)으 

로 등장한 신경제지리학은 이론적 진실이 절대적 

이거나 결정적이다라는 의견에 반대하며 경제공 

간을 사회 · 문화적인 맥락에서 유연하고 광범위 

하게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였다 (Bames, 2001). 

문화적 전환과 함께 신경제지리학의 논의를 발전 

시켜온 관계적 전환(relational tum)은 경제행위자 

간 상호 관계로 인해 발생되는 변화와 발전의 역동 



적인 프로세스를 분석하고자 동}는 연구들을 이끌 

어 왔다 (Boggs and Rantisi, 2003). Boggs와 Rantisi 

는 관계적 전환의 핵심 속성을 행위자간의 상호작 

용으로보고미시적수준에서 기업뿐만아니라개 

인을분석 단위로하는행위자와행위자간의 상호 

의존적 관계， 상호작용으로 혁신이 일어나는 장소 

를 국지적 연계와 글로벌 연계로 나누어 관계적 전 

환으로 둥장한 연구의 경향을 설명하며 지리적인 

관점에서 경제활동공간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Bathelt와 Gl ückler(2003)은 관계적 경제지리학을 

경제주체들이 사회적 맥락과 제도적 관계 속에 위 

치해 있다는맥락성，과거의 경제적 프로세스가오 

늘의 경제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로의존성， 경 

제적 프로세스는 예측될 수 없다는 우연성의 특정 

을 세 가지 관점을 전제로 하여 경제행위자와 지 역 

을 이해하고 있으며 , Storper(l997)의 삼위 일체 이 

론에 기반을 두고 경제 행위를 보는 개념인 조직， 

진화， 혁신， 상호작용 네 가지를 분석의 기초로서 

제시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 새로운 관계적 관점을 

제시하며 공간을 하나의 관점으로 보면서 사회 

적 · 경제적 프로세스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있다. 

신경제지리학의 연구의 흐름의 하나로 진화론적 

경제지리학은 진화경제학의 핵심개념과 방법을 

이용하여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제한된 합리성과 

문서화되기 어려운 경험적 지식이나 암묵적 지식 

으로 구성된 루틴이 공간적 집적을 어떻게 형성되 

는지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며 지 역발전을 경로의 

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진화론적 

경제지리학은 집적경제에 대하여 기업들이 지식 

교류로 나타나는 지식의 외부화(knowledge 

extemality )로 인하여 특정 지역에 집적하여 지식 

의 스필오버 (Knowledge Spillover)를 유발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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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본다 (Boshma and Frenken, 2006). 

1990년대 이후 경제지리학에서 나타난 이론적 

변화들은 공간적으로 집적하고 있는 경제주체들 

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부7r가치를 창출하는 지식， 

정보， 아이디어 , 기술 등이 지식의 전달 및 파급되 

고 학습되어 지식의 창출과 혁신을 가져온다고 논 

의하고 있다. 경제행위자들 간의 네트워크는 지식 

창출과 지식확산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Boshma and Frenken, 20(6). 정보통신기술이 발 

달함에 따라 형식적 지식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 

달될 수 있지만， 암묵적 지식은 개인에게 체화되고 

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직접적인 물리적 관계를 통 

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다 (Morgan, 2004). 그런데 

지식창출과 혁신을 발생시키는 지식은 암묵적 지 

식이라 할 수 있다. 경제주체들 간의 네트워크에서 

대면접촉을 통한 고도의 암묵적 지식의 교환은 특 

정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신경제 

공간에서도 경제행위자들은 공간적으로 집적하게 

된다. 이것은 디지털화와 글로벌화로 대표되는 경 

제공간에서도 지리적인 근접이 여전히 지식의 흐 

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Morgan, 2004). 따라서 이 것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디지털 경제하의 지식창출과정에서도 경 

제주체들이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창의적 

지식을 창조하며 이를 위해 특정한 지역에 집적하 

는 경제공간형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줄 수 있다. 

2) 생산자서비스에 관한 연구 

1980년대 이후 선진국을 시작으로 서비스 산업 

에서 구조변화가 일어났고 서비스 산업이 급성장 

하였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산업구조가 

재편 되었다. 서비스산업에서도 특히 지식집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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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서비스 산업이 서비스 산업의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박삼옥， 1999). 서비스 산업은 분 

류 기준에 따라 서비스의 유형 01 다양하게 나타난 

다. 그중서비스의 수요자에 따라서 생산자서비 

스(producer seπices)와 소비자 서 비스(consumer 

services)유형으로 구분된다 (Healey and Ubery, 

1990). 생산자서비스는 소비자서비스보다 고용과 

경제성장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산업이다 (임경 

숙， 1995). 생산자서비스는기술혁신 및 정보화등 

으로 생산양식이 유연화， 전문화， 분업화되는 과정 

에서 전문기술이나 지식이 요구되는 경제활동부 

문으로 전통적인 서비스와는 다른 특정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산자 서비스를 정보， 기술변 

화， 지식의 흐름을 생산으로 이어주는 변화의 매개 

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황주성， 2006). 1990년대 

초반 까지는 생산자서비스는 도시나 지역경제에 

있어서 생산자서비스의 본질적인 기능에 대한 연 

구의 방향과 방법이 논의되었다. 하지만 1990년 후 

반에는 경제의 서비스화로 지식집약적 사업서비 

스의 성장과경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논의가활 

발하게 이루어져왔다. 도심 지역의 집정경제와 긴 

밀하게 관련이 있는 보험， 광고， 금융， 법률， 회계 

서비스는 도섬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고 자료처리 

와 같은 단순한 후방조직(back office)은 분산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Schwart , 

1992). 

국내에서도 생산자서비스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일어났다. 신성일(1992)은 생산자서비스 산업의 

외부화와 내부화에 관하여 논하고 대도시지역에 

서 기업 본사와 생산자서비스 산업 간 상호작용과 

변화를 통하여 생산자서비스 산업의 공간적 분포 

를 분석하였다. 조순철(1994)은 서비스경제화 현 

상이 두드러진 서울시를 대상으로 생산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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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포 패턴 및 공간구조형성을 설명하고 서울시 

의 생산자서비스의 유형별 공간적 분포패턴 및 요 

인을 파악하고 공간구조를 밝히끄}하였다. 임경 

숙(1995)는 생산자서비스업인 FlRE산업(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의 공간적 입지특성과 업무연계 

에 관하여 기업 본사의 기능적 공간적 연계가 기업 

본사의 입지특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정보통신의 발달로인한기업 간대면접촉의 대체 

정도와 공간적 입지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고찰 

하였다. 김대영(2어이은고차생산자서비스의 공간 

적 분포와 입지특성， 생산 네트워크의 특성을 광고 

관련 산업을 사례로 들어 설명하고 나아가 유연적 

전문화 과정과 집적지 형성과정에 대해서 분석하 

였다. 박래현(2005)은 대도시 서울의 사업서비스 

업의 공간적 집적과형성요인을살펴보고기업 간 

연계에서 사업서비스의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암 

묵적 지식의 교환과 기업 간 학습과 혁신이 사업서 

비스엽의 클러스터를 형성한다고 분석하였다. 

20세기 후반에 생산자서비스에 관한 연구는 정 

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생산자서비스산업의 입지패 

턴에 준 영향에 관한 논의들이 증가하였다. 정보통 

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정보통신기기의 이용은 보 

다 공간적으로 분산된 생산자서비스 조직을 야기 

하여 주변지역에서 생산자서비스의 고용이 촉진 

될 것이라는 주장과 한편으로는 이전보다 더 집중 

이 심화될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존재하였다 

(Daniels, 1986). 정보통신기기의 발달은 대면접촉 

을 효과적으로 대체하여 대도시 집적의 이점을 약 

화시켜 생산자서비스의 분산을 가져올 것으로 보 

는 학자도 있었지만， 반대로 고도의 개인적 접촉이 

필요한 파 생산자서비스는 여전히 도심에 집중 

한다고 주장되었다 (Goddard and Pye, 1977). 하 

지만 현재 생산자서비스업의 입지는 특정 장소， 특 



히 대도시로 집중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연 

구되고있다. 

그런데 1990년대 서울의 광고대행업은 도심에서 

의 고도의 지식집약적인 대면접촉이 요구되기에 

도심에 여전히 집중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조순철， 1994). 이를 통해 생산자서비스의 입지특 

성과 집적은 인터넷 광고산업의 입지에 관한 이론 

적 배경을 제시해 줄 것이다. 

3. 인터넷 광고산업의 현황과 공간적 
분포 

1) 인터넷 광고산업의 현황 

광고시장은 경제변화에 민감한 시장이다. 경제 

가 침체국면에 들어서면 광고주인 기업들은 효율 

적인 기업의 운영자금을 위해 광고비를 줄이기 때 

문이다. <그림 1)을 보면 전체 광고시장에서 1997 

년-1998년의 IMF 외환위기 당시 매체별 광고비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2001 

년에 IMF 차입금 전액을 상환했으나 미국의 911테 

러사건의 발생은 세계경기가 침체될 것이라는 우 

려를 가지고와 반도체 가격의 하락， 수출격감， 생 

산 · 출하 · 설비투자 · 국내소비 둥 실물지표의 악 

화되었고 대외적으로는 911테러 후속전쟁， 아르헨 

티나 국가 부도사테， 엔저로 인한 환율 동요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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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광고매체별 광고비 추이 
• 자료 : 광고연감， 제일기획 

로 전반적인 저성장세가 원인이 되면서 기업들이 

광고활동을 줄여 광고시장이 위축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2007). 

그런데 〈표 1) 에서 보면， 한국의 광고시장에서 

인터넷 광고는 비교적 경기변동에 크게 동요하지 

않고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995년 PC통신의 광고로 처음 동장하여 1997년 현 

재 모체인 인터넷 광고가 온라인상에서 집행되기 

시작했다 (광고연감， 1998). 초기에 인터넷 광고가 

전체 광고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미약하였 

지만 지속적인 성장으로 새로운 광고매체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정부의 전국 인터넷 연결망 

구축으로 인한 매년 인터넷 이용율과 이용자수의 

증가는 잠재적인 광고 수용자의 증대시키는 결과 

〈표 1) 효박 인터넷 광고 시장의 규모 (단위 : 억원，%) 

l 자료 : 광고연감， 제일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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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전체 광고매체 중 광고매체별 점유율 
• 자료 : 광고연감， 제일기획 

를 가져와 인터넷 광고시장의 규모를 확대시켰다 

고 볼 수 있다. 인터넷 광고의 급격한 성장률은 전 

체 광고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졌음을알수있다. 

〈그림 2)을 보면， 오프라인 광고인 TV, 라디오， 

신문， 잡지 둥의 전통적인 4대매체는 전체 광고매 

체 대비 점유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인터넷의 점유율은 2002년 이 

후 높은 비율로 증가하여 전체 광고시장에서 π， 

신문 다음으로 제 3의 광고매체가 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2000년 이후 광고시장에서 1위 매체 였 

던 신문이 2위가 되었고 신문 점유율의 지속적인 

감소와 인터넷의 급속한 증가는 광고매체의 변화 

를가늠할수 있게 한다.2어2년 이후 전통적인 4 

대매체는 광고비와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대로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뉴미디어 

의 광고가 점유율과 성장률이 증가하면서 광고시 

장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넷 광고는 크게 배너광고 중심의 디스플레 

〈표 2) TV 및 리디오 광고매체별 성장률 및 점유율 (단위 : 억원 %) 

첨처| TV 2.1-디않 
현도 전처l 팡고얹 

성장훌 광고비 성장룰 첩유훨 자o 튿ξ를 고C3* 점유율 

1995 49.512 22.8 13,022 25.1 26.3 1.733 16‘ 7 3.5 

1996 56.155 13.4 15,866 21.8 28‘ 3 2,117 22.1 3‘ 8 

1997 53,769 ’ -4.2 15.477 -2.5 28‘ 8 2,313 9.3 4.3 

1998 34.845 -35.2 10 ‘ ε60 -33.7 29 ‘ 4 1.372 -40.7 3.9 

1999 46.205 32.6 14,921 ‘ 45.4 32 ‘ 3 1,751 27 ‘ 8 3.8 
“-~쩨.-‘@ 

2000 58,534 26.7 20.686 38 ‘ 6 35.3 2.503 43.0 4.3 
….-•-_.-

2001 52,989 -9.5 19,536 -5.6 36‘ 9 2.371 -5.3 4.5 
ιν、v

2002 68,442 19.8 24.394 24.9 37.7 2.780 17.2 4.3 
’v 

ν 

2003 68.023 -0.6 23.671 -3.0 34‘ g 2.751 -1. 1 4.0 

2004 11 66,646 ‘ 2‘ 0 22,350 -5.6 33.5 2.652 …3.6 4.0 
~、“‘、“ ‘ ’‘.*‘ 

2005 70,538 3.1 21 .491 -3.8 30.5 2;683 1 ‘ 1 3.8 
.~ •• q , ..... ".-.. _. __ ."~，，，. 

2006 76.339 8.2 21 ,839 1 ‘ 6 28.6 2.799 4.3 3.7 

2007 79.896 4.2 21.075 -3.5 26.4 2,807 。.3 3.5 

l 자료 : 광고연감， 제일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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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신문， 잡지， 인터넷 광고매체별 성장률 및 점유율 (단위 : 억원， %) 

얹 E올 
민답랫 

광~1::l 1 성장훌 갖ι;** γ ζ1〉「 g 숱g훌 

40 없월 0.1 

139 247.5 0.2 

2.5 4.0 380 173.4 0.7 

-36.8 38.6 2,129 I -51.9 2.9 537 41.3 1.5 

34.4 39.1 1,300 26.9 2.8 812 51.2 1.8 

17‘5 36‘2 1,633 25.6 2.8 1.360 67.5 2.3 
iα---".‘-‘ -ιι ι ι‘…“‘ ιν… 

-22.7 30.9 1 ,562 -4.3 3.0 -5.8 2.4 

15.4 31.2 5.465 15‘6 2‘9 1 ,850 44.4 2.7 

2003 1118,900 -6.4 27.8 5,006 -8.4 7.5 2,700 46.0 4.0 
“‘-‘”…… --…--…… ιi 

17.436 -7 .7 26.2 4,255 

16,724 -4.1 23.7 4,367 

22‘3 4,591 

22.3 4‘840 

• 자료 광고연감， 제일기획 

이 광고(Display Advertising)와 키워드 광고 중심 

의 검색광고(Search Advertising)로 나눌 수 있다. 

디스플레이 광고는 소비자에게 무차별적으로 광 

고를 노출시켜서 인지시키고 익숙하게 해서 널리 

알리는 역할을하며， 일반적으로배너광고， 이메일 

광고， 스폰서십， 동영상광고 등이 있다. 겸색광고 

는 검색 사이트에서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요청한 검색결과에 관련업체의 광고가 노출되도 

록 하는 광고기법을 말하며， 검색결과로 보여지는 

스폰서 링크， 파워 링크 등의 광고형 태를 말한다. 검 

색광고는 특정 제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용자 

에게만 광고가 노출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상 

대로 하는 기존 배너광고와는 다르다 (이시훈 외， 

2어6). 

검색광고는 본질적으로 광고라고 하기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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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6.4 3,885 

2.6 6.2 5,669 

5.1 6.0 7.790 

5‘4 6.1 10,200 1 30.9 ‘ 12.8 

요. 광고는 ‘널리 알린다’ 라는 의미안데 검색광고 

는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아요. 검색광고는소 

비자가 검색을 하고 이미 관심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고 ‘널리 알린다’ 는 의미로 보기 힘들죠. 검색 

광고는 그러한 면에서 마케팅적으로 효율적일 수 

밤에 없어요. 기존 광고와 검색 광고는 철학이 달 

라요. 기존 광고는브랜드 광고로 친숙함과호감도 

를 높이는데 의미가 있고 장기적으로 판매할 수 있 

는 방법을모색하는 반면， 검색광고는 당장 누구를 

타켓으로 할 것인가를 정하고 광고주의 매출을 올 

리기 위한 단기적 마케팅효과를추구해요. 검색광 

고에서 광고는 수단으로서 중요하게 되죠. 디스플 

레이 광고와 검색광고는 광고를 올린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주된 업무내용이 달라요. 검색광고는 

주 업무가 영업으로 광고주가 매출을 어떻게 올릴 

수있을까관리하는거예요.(E업체， 대표o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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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디스플레이 광고는본질적인 의미의 광 

고라고 할 수 있으나 검색광고는 본질적으로 광고 

라고하기 어렵고마케팅이라고할수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광고 산업을 디스플레이 

광고를 제작하는 산업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고 

자한다. 

검색광고를 제외한 디스플레이 광고인 인터넷 

광고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2년 검색광고가 등장하기 전까지 디스플레이 

광꼬가 인터넷 광고의 성장을 이끌었으며， 이 후에 

(단위 : 억원， 년，%) 

14000 ι ι ι ιιι 。 …、 ι ιιι ιιv………‘ι ι ι ι〈ιιι“…“““ ιι’‘ “ ‘…………………νιy………v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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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디스플레이 광고와 검색광고의 광고비 비교 

• 자료 : 한국인터넷마케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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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디스플레이 광고의 광고비와 점유율 
l 자료 : 한국인터넷마케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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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인터넷 광고의 성장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근 두 가지 이상의 광고매체를 융합하 

여 광고를 집행하는 크로스미디어(Cross Media)광 

고가등장하였는데，특히 디스플레이 광고인동영 

상 광고와 오프라인 광고를 연계하는 크로스미디 

어 광고의 집행이 증가하며 보편화되어가고 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2007). 하나의 광고매체에만 

국한 되지 않고 디스플레이 광고와 오프라인 광고 

의 경제주체 간의 정보교류가 증가하여 인터넷 광 

고의 성장과 광고산업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 

게될것으로보인다. 

2) 광고산업과 인터넷 광고산업의 공간적 분포 

(1 ) 광고산업의 공간적 분포 

광고산업의 입지와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광고산업 자체에 관한 논의보다 주로 생산자서비 

스에 관한 연구나 사업서비스에 관한 연구를 통해 

각각의 개별 서비스업의 입지요인과 특정을 비교 

분석하는 과정에서 논의되어져왔다. 1980년대 이 

후 서구선진경제에서 서비스부문이 급성장하여 

경제의 서비스화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도 서울을 중심으로 생산자서비스의 성장과 함께 

공간구조가 재편되면서 생산자서비스 및 사업서 

비스에 관한 논의와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광고산업은 생산자서비스 및 사업서비스 연구에 

서 다른서비스업과함께 서울시를사례로한 입지 

분석의 실증연구일환으로제시되어온것을볼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을 통하여 국내 

광고산업의 입지변화와 공간적 분포특성을 살펴 

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광고대행사를 광고 

산업의 지표로 삼아， 광고대행사의 공간적 패턴과 

입지요인을분석하고 있다. 



국내 광고산업은 1980년대까지 광고조직， 광고 

인력， 매체 등 전반적인 면에서 서서히 현대적인 

광고산업의 틀을 갖추어 갔고 (장대련 · 한민희， 

200이， 1980년대 후반 이후 광고산업의 급속한 성 

장하였다.그배경에는광고주기업 내에서 이루어 

지던 광고업무가 외부의 전운적인 광고회사로 아 

웃소싱하기 시작하면서였다. 광고주 기업의 광 

고 · 홍보업무의 외부화를 통한 유연적 전문화가 

광고산업의 중요한 성장을 가져왔다 (김대영， 

2어0). 

〈표 4) 의 전체 광고산업의 전국 시도별 비중을 

살펴보면， 전국 대비 서울 지 역에 입지하는 비율이 

딩.17%-을 차지하여 다른 지 역보다 높은 비율로 서 

울 지 역에 집중하여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 

업체기초통계조사에 따르면 전국 대비 서울에 집 

중하는 비율이 1996년에 43.80%, 2001년 48.52% 

에서 2어6년 53.17%로 나타나 전체 광고산업이 점 

차 서울 지 역으로 더욱 집중하는 공간적 분포 양상 

을보이고있다. 

전체 광고산업의 서울 지역 내에서의 지역별 비 

중을시계열적으로살펴보면 〈표 5)와같다.1986 

년에 도심 지역은 54.4%였고 강남 · 서초 지역은 

13.5%여 도심지향적인 공간 분포를 보였으나， 

2006년에는 도심 지역이 34.3%이고 강남 · 서초 

지역은 36.4%을 차지하여， 도심 지역의 광고산업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강남 · 서초 지역은 증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 서초 지역에 광고 업체수가 증가한 이유 

는 도심 지역과 영등포 지역 등의 지역에 있던 업 

체들이 강남 · 서초 지역으로 이전한 것과 1990년 

대 이후에 설립된 업체들이 창업할 때 강남 · 서초 

地理學論홈 저154호 (2009.9) 

〈표 4) 전체 광고산업의 전국 시도별 비중 
사업체수{개) 섭I 홍(%) 

서훌훌 3140 53.17 
통룹싼 479 8.11 
때구 353 5.98 
eJ천 116 1 ‘ 96 
훌광￡휴 198 3.35 
대전 124 2.10 
훌산 61 1.03 
활 JI 501 8 ‘ 48 
강원 112 1.90 
훌톨확 111 • .88 
충남 98 1 ‘ 66 
뤘툴옥 11 。 1 ‘ 86 
전남 88 1.49 
청윷확 160 2.71 
혈남 216 3.66 
않주 39 0.66 
혈등합켜 5906 100.00 

l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2006년 기준) 

〈표 5) 전체 광고산업의 서울시 지역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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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조순철 · 송우경(1998).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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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순 

철 · 송우경， 1998). 인쇄광고관련업체는 강남 · 서 

초 지역에 신설업체들이 생기지만 여전히 충무로 

주변에 집적하고 있고， 방송광고관련업체들은 도 

심 지역에서 강남 · 서초 지역으로 이전하여 특히 

신사동을 중심으로 집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김대 영， 200이. 

(2) 인터넷 광고산업의 공간적 분포 
앞 절에서는 전체 광고산업의 공간적 분포패턴 

을 살펴보았다. 이번 절에서는 디지털 경제하의 인 

터넷 광고산업은 현재 어떠한 입지패턴을 보이고 

있는:A] 알아보파 한다. 먼저 광고산업의 핵심적 

인 경제주체인 광고대행사에 한하여 공간적 분포 

를살펴보고자한다. 

그런데 인터넷 광고산업은 최근에 형성된 산업 

으로 통계청에서는 아직 표준산업분류체계에 별 

도의 산업으로서의 공식적인 통계조사가 이루어 

있지 않고 있다. 인터넷 광고산업은 아직 독립된 

업종으로 분리되지 못하여 객관적인 인터넷 광고 

산업통계 및 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그리고 산업통계 및 조사기관의 부재로 산업의 현 

황을 파악할 수 없으며， 산업구조， 인력수급현황 

등 필요한 통계자료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한 

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 2008) 한국방송광고공사 

에서 2005년부터 매년 자체적으로 발간하고 있는 

광고산업통계의 경우 전수조사가 아니고， 또한 인 

터넷 광고관련 통계 부분에서는 전통적인 오프라 

인 광고의 프로세스와 차별적인 특성을 갖는 인터 

넷 광고 프로세스를 반영하지 못해 인터넷 광고산 

업을 기존 광고와 통일한 기준에 업각하여 조사 및 

작성된 통계여서 인터넷 광고 부문의 경우 신뢰하 

기 어 려운 부분이 많은 통계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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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터넷 광고시장은 기존 다른 매체의 광고 

시장과는 다르게 시장의 장벽이 낮아 시장 진출입 

이 용이하여 광고대행사의 생성과 소멸이 빈번하 

기 때문에 기업의 주소가 등재되지 않은 경우도 많 

고， 아직 국가차원에서나 전문기관 차원에서의 공 

식적인 데이터가 집계되지 않아 인터넷 광고초기 

부터 현재까지 누적된 통계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이 많다. 그래서 모집단에 최대한 수렴하는 데이터 

를 가지고 분석하기 위해 먼저 한국방송광고공사 

의 2007 광고산업통계에 나온 1798개 업체 리스 

트， 한국 인터넷 마케팅 협회 2008 기업편람에서 

58개업체， 국내 1위 미디어랩사인 나스미디어의 

2000년부터 현재 (2008년)까지 거래했던 대행사 

633개， 디지털웹에이전시협회의 인터넷광고를 하 

는 회사 18개를 수합하여 중복을 제외한 2008년 

현재 존재하고 있는 광고 대행사 223개 업체를 최 

종적으로 확보하였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시 

도별 입지 비중과 서울시 구별 입지 비중을 알아보 

았다. 

인터넷 광고 대행사는 전국에 223개의 업체들이 

인터넷광고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전국시도별 

인터넷 광고 대행사의 분포패턴을 살펴보면， 무려 

82.96%가 서울에 현저하게 밀집하여 분포하고 있 

는 특정을 살펴볼 수 있다. 경기도 4.93%와 인천 

0.45%를 합치면 수도권에 88.34%의 높은 비율로 

집중되어 대부분의 인터넷광고 대행사가 수도권 

에 위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기존 오 

프라인 광고산업보다 인터넷 광고산업이 서울 지 

역으로의 지리적 집중이 보다 더 심화된 공간적 분 

포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를 보면 인터넷 광고대행사가 집적하고 

있는서울시 내에서도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분 

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강남·서초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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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말해준다. <표 7)를 보면， 주목할 만한 점은 

기존 광고산업에서는 광고산업의 집적지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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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구로 · 금천 지 역은 과거보다 집적 비율이 증가 

하고 있어 인터넷 광고산업의 또다른집적지로나 

타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인터넷 광고산업 

의 차별적인공간분포특정이라할수있다. 

그리고 〈표 8) 에서 볼 수 있듯이， 강남 · 서초 지 

역 내에서도 역삼동， 논현동에 24.19%와 23.39010로 

가장 높은 비율로 분포하고 있고， 삼성동 11.29010, 

대치동 9.68%, 신사동 10.48%로 주로 위치하고 있 

-35-

g ‘ 11% 15 

양
꿇
 삼
 
「
‘
*
·
혔
휠
 

추
 
월
i
 합
 
컸
 
월
}
 생
책
 나a
 
엉
격
 ”
냥
￠
 
g찍
 싸
힐
 Z뻗
 

”
쩌
 

]%T

해
셰
 인
 
과
g
 웨예
 뿔
 
껴
@
 앙
웠
 훌
양
 옳
。
 천
 
쩌
*
 회
강
 껴
。
 제
 



한국 인터넷 광고산업의 공간적 특징과 지리적 입지요인 

〈표 8) 인터넷 광고 대행사의 강남 · 서초 지역 내 동별 분포 

:큐 훌 앓랐l수영H) 납I 중뚱(%) 앓쳤l 수(JH) 짧중륭(%) 

앓낡::;:t 역쌀훌 30 24.19% 102 8앓.26 

는흔혈통 29 23 ‘39% 
상성뚫 14 11.29% 
6.! A~룡 13 10‘48% 
(]xl 똥 12 혔‘68% ------

3 2.42% 
0.81% 

λ，.，.，--""""""^"ι， ν“‘νλ“”νiν-ν* ‘-" 

M~용::;:t 11 서초짧 g 4‘84% 22 17‘74 _. __ ......... .,...,.....,..._._. __ ._._ •.••.• _- “ _ ••• _._ ••••••••••••••••••• …“ ι -

앓 UH 훌훌 § 

짧월폼 § 

3 
2 

활:111 

는 것을 알 수 있다. 인터넷 광고산업은 전체 광고 

산업보다 서울에 높은 입지분포를 보여주고 있고， 

서울내에서도강남·서초지역，그지역내에서도 

강남의 중심지역에 집중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입 

〈그림 6) 인터넷 광고 대행사의 
강남·서초지역내동별분포 

• 자료 : 한국인터넷마케팅협회， 디지털웹에이전시협회， 
나스미디어자료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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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3% 

지하려하는 분포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인쇄관련광 

고업체가도섬 지역의 충무로주변에 위치하고방 

송관련광고업체가 강남 · 서초 지역의 신사동을 

중심으로 집적지를 형성하고 있다면 인터넷 광고 

업체들은 강남 · 서초 지역의 강남 중심지역에 집 

적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다. 이것은 인터넷 광고산업이 파생산자서비스 

산업이면서도 인터넷 산업과도 관련이 있어 인터 

넷 광고산업의 공간적 분포에 영향을 준 것으로 사 

료된다. 

4. 인터넷 광고산업의 지리적 입지요인 

인터넷 광고산업의 핵심주체인 인터넷 광고대행 

사를 중심으로 인터넷 광고산업의 입지요인을 설 

문조사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수도권 내 입지하고 

있는 인터넷 광고대행사의 입지요인을 조사하였 

고， 특히 강남에 입지를선호현승핸}뜯는 애를밝뱀히히.끄끄 

강남 . 서초에 입지한 인터넷 광고대행사의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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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서울 인터넷 광고대행사의 입지요인별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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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훌훌환 사무싫 잃대료 짧 푼쩔 버용 

전문 인혈 확보 

광고판현 새로훈 AI 석 01 나 플핸드 청보 

업우효옳율 위한 자얹적으로 책{작한 환젊 

꿇고후었엌 근첩성 

전문JI 뚫 및 사업i스훌 체l 공 없쳤|와의 딪쩔성 

• 자료 : 설문조사 

;:3 편편짧:~1 뚫f웰 ~~H-i짧 

요인 중요도를 서울 지역에 위치한 인터넷 광고대 

행사의 입지요인과 비교하여 보았다. 

〈표 9) 에서 보면， 먼저 서울 인터넷 광고대행사 

는 사무실 임대료 및 운영비용과 교통이 편리한 곳 

이 우선조건으로 응답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 

무실 임대료 및 운영비용는 초기 IMF당시 테헤란 

로에 저렴한 임대료가 인터넷 업체들ól 입지를 선 

호하는 이유였지만， 현재는 테헤란밸리에 있는 건 

물들의 임대료가 높아 테헤란밸리가 아닌 강남 · 

서초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낮은 임대료와 세제감면혜택이 있는 구로 · 금천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원인이 되었다. 

다음으로 〈표 10) 에서 보면， 인터넷광고 관련 전 

문 인력 확보와 더불어 새로운 지식이나 트랜드 정 

보를 중요한 입지요인으로 인식하였다. 그런데 서 

울시 내에서도 특히 강남 · 서초에 입지한 인터넷 

5.4 32 .4 I 8.1 I 3.22 

광고대행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입지요인은 

사무실 임대료와 편리한 교통의 요인을 제치고 전 

문 인력 확보라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강남 · 서초 

대행사가 다른 지역보다 전문 인력 확보라는 점에 

서 입지우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 

터넷 광고대행사는 인터넷 광고 컨텐츠를 창조하 

는 창의적인 광고 제작인력과 IT 관련 전분 인력이 

가치창출의 원동력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는 다음 

의 인터뷰를통해서도확인할수있었다. 인터뷰를 

통해 전문 인력이 강남· 서초지역을선호하여 유 

인하기 용이한데， 그 이유 중 하나가 IT산업의 중 

심지라는 지역이미지와 직원들이 출퇴근이 용이 

한교통이 편리한곳으로조사되었다. 

여기 강남에 압지한 이큐는 샤람이죠. 직원채용 

에 이유가 있죠. 지방에 위치할 경우에는 채용할 

수 있는 직원이 한계가 있어요. 유능한 사람이 있 

는 곳이 중요해요. 또 직원들에게는 어디에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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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강남 · 서초에 위치한 인터넷 광고대행사의 입지요인별 중요도 (n=19) 

일太|요얹뿔 총요 정도(%) 

r진j옮각‘훌흘‘ -~-
Q.,I':zJ OH 우 

평균값 
잉 XI 요 앉 

줌요 좋요 (철) 
보홈 풍요 풍요 

ÃI ÃI 
횡 짧 

않음 。at~

Ji1훌 01 편리혐 곳 0.0 0.0 19.0 61.9 19.0 4.00 
-’‘。-‘ -

X1 험홉f 사무싫 잃다{료 잃 똘없 t:l l 홈 0.0 0.0 19.0 52 .4 I 28.6 4.10 

R한많 2.!혁 확밟 0‘0 0‘o 14.3 47 ‘6 38.1 4.24 
-‘’‘- --'--… 

광그l t!t현 셔{로룬 자식이다 트행프 장보 0‘o 14.3 19.0 47 ‘6 19‘Q 3.71 
’‘ ’‘’-‘ 

앓무훌훌훌을 우{환 :ij얹적f!~ 핵{즈석한 환경 0 ‘0 9.5 52 .4 23.8 14.3 3.43 

광고추와앉 2첩성 0.0 19.0 33.3 33.3 14.3 3.43 
‘‘) 

정운가출 및 M버스톨 꼈l 핑 업체와외 근활성 0.0 28.6 9.5 3.14 

• 자료 : 설문조사 

하는지가 중요하기에 ... 샤람들이 (IT산업 중심지 로 근무를 하고 있구요. (p업체 대표oμ” 

라는 이미지가 있는) 강남지역을 선호해요. 그리 

고 여기는 00호선이지냐가요. 지하철이가까운곳 

이 출퇴근 용이하죠.(E업체， 대표이사) 

직원들도 강남을 많이 선호해요. 특히 여기는 지 

하철역에서 가까워요. 압지이유에서 지리적인 것 

도 많이 차지하죠. 기업의 위치가 직원들의 복리와 

관련이 되기에 직원들의 직장선택에 좌우돼요. κ 

업체，대표이씨 

회사들이 인력들을 보유할 수 있는 곳도 고려해 

서 압주위치를 정하지요. 여기(강남 지역)은 경기 

도 성남， 수원， 용인， 군포， 안산 동지로 가는 버스 

가 많아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기 샤람들이 출근하기 가장 좋은 곳이 여기여l요. 

그래서 여기 위치에 압지하기에 나쁘지 않다고 생 

각했던 거고 ... 그쪽 친구들이 많이 취직해서 실저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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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있는 지역적 이미지가 주는 특색이 직장 

을 선택할 때， 젊은 세대들에게는 외부적안 이미지 

로 중요하게 작용하죠. 종로는 젊은 세대들에게 안 

식이 낮아요. 구로는 구로공단의 이미지가 남아있 

구요. 온라인 업계의 전체적인 연령대가 낮아요. 

강남， 실리콘밸리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테헤란 

밸리를 선호해요. (N업체， 전무) 

또한 광고관련 지식과 트랜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업무환경， 동종업계와의 근접성보다 수 

도권과 강남의 대행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중요 

한 입지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답하였다. 제품， 시 

장， 경쟁사에 대한 새로운 정보와 특히 인터넷광고 

의 타깃이 되는 젊은 소비자층의 취향 및 감성， 트 

랜드 등의 신선한 정보와 지식을 재빠르게 수집하 

고 분석하는 것이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를 창 



출하는데 바탕이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광 

고주와의 근접성도 기업이 입지하는데 고려요인 

이지만 다른 입지요인에 비해서 중요도가 낮다고 

조사되었다. 전문기술 및 서비스를 제공핸 업체 

와의 근접성도 상대적으로 낮게 고려된다는 것을 

알수있었다. 

입지요인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기업을 설립한 

대표이사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지역이미지 

가기업의 입지에 영향을미치는요건으로나타났 

다. 위에서 제시된 인터넷 광고대행사가 선호하는 

최적의 입지조건이 충족되어 있는지역이 바로강 

남지 역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터뷰 내용 

은다음과같다. 

회사들이 대체로 인력이나 암대료， 클라이언트 

地理學論홈 제54호 (2009.9) 

장소들에 대해서 심리적인 이격도가 중요하죠. 

기업의 위치는 마케팅용어로 기업의 포지셔낭， 즉 

기업 이미지에 영홍탤 줘요. 아마 마케팅에서 말하 

는 포지셔닝 맴(map)이 결국 머릿속의 지리학이 

아닐까요. 포지셔닝이라는 요소가 생각이상으로 

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업 압지가 첫 번째로는 

경제적인요안， 두 번째로는 이동거리요인이 있지 

만， 무엇보다 기업의 포지셔닝이 중요해요. 이건 

장소를 잡아끄는 무형의 요인이예요. 대행사의 위 

치에 따라 광고주들이 기대하는 기업인식이 있어 

요. 예를들어강남에있으면 IT기업이라는기업이 

미자서비스 기업으로서 기대한 이미지 위상이 낮아요. 
(E업체， 대표이새 

들이 위치하는 것 등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압주 서비스 업체의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차이 

위치를 정하는데， 싸고 교통이 편리하고 가장 꼭 가 크지 않아요.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느냐가 기 

경제적 논리에서 압주를 선택하는 적당한 위치를 업브랜드 이미지에크게 작용해요. 강남은 IT기업 

찾기보다 원천적인 압지 조건이 있어요. 화샤의 들이 모여 있는 특화된 지역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브랜드 가껴까 중요한 요건이예요.IT나 인터넷 요.IT를시작하는 업체들은강남에 압지하지않브 

관련 회사는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지 면 주류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반대로 

만 인터넷서비스 화사다보니까 결국 서비스라고 구로 디지털단지는 주류에 포함되지 못하는 이미 

하는 건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을 텐 지를 주어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신뢰도에 영 

데 그 화샤가 어디에 있느냐가 잣대가 되요. 지리 흥탤 줄 수 있어요. 싼 암대료， 국자에서 지원해주 

적 위치가 주는 (기업의) 브랜드자치와 연관성이 고 투자받아 기줄개발을 하지만 질이 좋아도 기업 

너무 크다보니까 CEO의 압장에서는 분당처럼 싸 이 위치해 있는 지역이미지 때문에 과소평가를 받 

고 깨끗하고 좋은 환경으로 가고 싶지만 교통에 을 수도 있죠. (N업체， 전무) 

있어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지리적 조건을 인터넷 광고업계 사람들과의 인터뷰와 설문조사 

찾을 때그제 원천적으로 있어요. 그런 다음에 어 를통해서， 인터넷광고산업의 최적 입지요인은전 

디가 좋을까 찾아다니는 거죠. 우선 강남 · 서초에 문인력의 확보와 정보교환， 지역이미지로 볼 수 있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p업체， 대 다. 이 세 가지의 입지요인은 인터넷 광고대행사가 

표이씨 서울 및 수도권에 공간적으로 편중되어 분포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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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를 설명해준다. 동시에 지방에 인터넷 광고대 

행사가 기업활동을 하기 힘든 점을 알 수 있다. 인 

터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광고의 경우 

광고주와의 대면접촉이 중요하고 대행사가 멀리 

가는 것이 쉽지 않아 지역적인 한계를 가지고 그 

지역 대행사는 자신의 지역의 광고주에게 서비스 

를 제공한다. 하지만 지방에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 

인터넷 광고대행사를 설립할 경우 창의성을 가진 

제작인력과 1T관련 인력을 수급하기 상대적으로 

어렵고， 젊고 트랜디한 광고 관련 정보와 기술의 

변화주기가빠른 인터넷 지식을 얻기 어려우며， 인 

터뷰 결과 지방이라는 이미지가 지방 광고주에게 

도 영향을 미쳐 서울 인터넷 광고대행사가 기술적 

으로 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지방 인터넷 광 

고대행사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나타났 

다. 그리고 인터넷 광고대행사와 광고주와 동종업 

계와의 근접성이 다른 입지요인에 비해 상대적으 

로 중요도가 낮게 나온 이유는 일단 지방이 아니고 

서울에 위치해 있으면 불편하지만 멀어도 출장이 

아닌 외근으로 1시간이면 서울의 광고주나 협 력업 

체에게 도달할 수 있기에 근접성의 중요성을 인식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서울지역에 있는 인터넷 광 

고대행사들이 설문조사에서 협력업체나클라이언 

트인 광고주와의 근접성에 비교적 낮은 중요도를 

보인다고 인터뷰 결과 밝혀졌다. 

5. 결 론 

디지털 경제하에서 인터넷 광고산업의 입지를 

형성하게 된 요인은 인터넷 광고산업의 비교우위 

의 지리적 입지요인은 기존의 오프라인 광고산업 

보다 인터넷 광고산업이 훨씬 더 공간적으로 불균 

형하게 나타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끼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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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광고 산업의 입지 비교우위를 살펴보기 

위하여 서울 전체 인터넷 광고대행사의 입지요인 

과 강남 · 서초 지역에 위치하는 인터넷 광고대행 

사의 입지요인을 비교 및 분석하였다. 그 결과 두 

지역을 통해 서울에 집적할 수 밖에 없는 이유와 

강남 · 서초 지역의 공간적 집적 요인을 파악할 수 

있었다. 

서울 지역과 강남 · 서초 지역의 인터넷 광고대 

행사의 입지요인을 비교하여 보면， 공통적으로 교 

통비， 사무실 임대료 및 운영비용， 전문인력 확보， 

광고관련 새로운 지식이나 트랜드 정보가 공통적 

인 주요 집적 입지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 

인터넷 광고대행사의 입지요인에서는 사무실 임 

대료 및 운영비용과 교통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 

중이었는데， 강남 · 서초 지역은 이 두 입지요인보 

다 높은 비율로 전문 인력 확보를 가장 중요한 입 

지요인이었다. 이것은 인터넷 광고산업이 인터넷 

광고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창의적인 인력과 1T 

기술 인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IT기술은 고 

도의 숙련된 역량이 요구되고 기술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이에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강남 · 서초 

지역에 집적하려 하는 것이다. 독창적이고 혁신적 

인광고아이디어를창출하는데중요하기 때문에 

광고관련 새로운 지식이나 트랜드 정보를 얻기 위 

해 서울에 집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광고 

대행사와 가장 강한 연계를 보이는 광고주와 수시 

로 대면접촉을 하기 위해서 교통이 편리한 것이 서 

울 전체 지역과 강남 · 서초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이렇게 동종의 업체들이 서울， 나아가 강남 · 서 

초 지역에 위치하는 것은 이러한 입지요인이 지역 

에 뿌리내리고 있어(embeddedness) 지역이미지 

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인터넷 광고대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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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서비스업으로 광고주에게 인터넷 광고대행사 성장에 따른 새로운 광고매체 둥장이 광고산업에 

가 위치한 지역이미지가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신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경제활동공간을 형성할 것 

뢰로 작용하기 때문에 더욱 강남 · 서초 지역을 선 인지 전망하는 것은 광고산업의 향후 발전을 모색 

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는데 있어서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 인터넷 디스플레이 광고산업의 

입지를 살펴봄으로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 

른 행위주체 간 의사소통방식의 변화와 산업입지 

에 끼친 영향， 그리고 새로운 지식경제를 형성하는 

경제활동의 입지에 고찰하여 보았다. 인터넷 광고 

산업은 단시간 안에 급성장하여 제 3위의 매체가 

되었지만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도출된 정책적 함 

의는 국가차원에서 인터넷 광고산업을 독립된 업 

종으로 구분하여 전수조사를 통한 공식적인 통계 

자료를 구축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이것을 바탕으 

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다. 인터넷 광고산업이 π와 신문 다음으로 점유 

율이 높은 산업이 되었다. 하지만 객관적인 산업통 

계와 조사기관이 부재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산업통계를 산출하여 산업현 

황과 산업규모 둥 사업체의 기본적인 특성을 객관 

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와 지표를 정립하 

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현황을 정확 

하게 파악하여 인터넷 광고산업에 대한 명확한 발 

전 전략과 정책적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오프라인 광고산업과는 다른 

인터넷 광고산업의 입지요인을 연구하였다. 하지 

만 인터넷 광고산업과 차별적인 특정을 가지고 있 

는 기존의 오프라인 광고산업에 대해서는 직접 설 

문조사를 하지 못하였고 문헌자료와 간접적인 인 

터뷰를통해 연구가수행되었다. 따라서 오프라인 

광고산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문조사와 기업 인 

터뷰를 통한 심도있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 

다. 나아가 앞으로 IPTV로 대표되는 뉴미디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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