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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창조성은 보편적인 개인들에게 내재되어 있지만 일정한 범위를 갖는 지
리공간에서 유의한 자산이 된다. 창조성은 타인에 의해 인식되어야 비로소 
창조적으로 인식되며, 사회적 시스템 내에서 개인 및 집단과의 다양한 관계
를 통해 형성되기 때문이다(Scott, 2010; Seitz, 2003). 

창조성의 출현기제를 이러한 사회구조로 파악한다면 개인의 행동과 사회
적 관계가 형성되는 지리공간이 중요하다. 이는 도시가 역사적, 지리적으로 
성쇠를 겪어왔지만, 학습, 창조성, 혁신의 상호작용이 발현되는 창조성의 중
심이라는 사실로 증명된다(Glaeser, 2011, Scott, 2010). 정보통신기술의 발
달에도 불구하고 창조산업 기업과 노동자는 높은 지대를 지불하면서도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군집하고 있다(Helbrecht, 2004; Hutton, 2006; Pratt 
and Hutton, 2013). 이러한 측면에서 창조산업은 지리적이며 장소특수적이
다. 한국 창조산업의 불균등 성장 특성과 지역별로 차별적인 집적요인 고찰
이 긴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창조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미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탈산업화, 실업증가 등에 대응하는 공간전략으로서 창
조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연구들에서도 창조산업의 입지특성, 창조산업
이 도시 및 지역성장에 미치는 영향 등 창조산업이 지리공간상에서 상이하
게 성장․분포하는 현상 및 그 내재적 원인을 규명하려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창조산업이 한국적인 장소특수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
으며, 지리공간상에서 지역별로 상이한 요인에 의해 성장한다는 점에 주목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창조산업의 내재적 특성은 장소특수적 요인과 
결합하여 특정지역으로의 집적을 촉진하고 있으며, 집적의 외부효과는 장소
로 재환원되어 공간적 변이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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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한국적 창조산업의 분포 및 불균등 성장 특성을 
고찰하고, 둘째, 한국 창조산업의 집적요인과 공간적 변이를 규명하는 것이
다. 주요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C-P-N-D 가치사슬을 고려한 한국적 창조산업은 문화자산, 시각
예술, 행위예술, 출판인쇄, 오디오비주얼, 디자인, 뉴미디어, 창조서비스, 
ICT 통신서비스, ICT 디바이스 등 총 10개 부문, 136개 세세분류 산업으로 
분류된다. 한국의 창조산업은 전산업 대비 성장성이 높으며, 그 성장의 중
심에는 창조서비스, 뉴미디어 산업, ICT 통신서비스 등이 자리하고 있다. 

둘째, 기업별 고용 집중도와 기업규모의 차이를 반영한 집중지수(E-G 지
수)를 통해 창조산업은 특정지역으로의 국지화 경향이 있으며, 창조산업 중
에서는 뉴미디어 산업과 ICT 디바이스 산업의 국지화 경향이 특히 강한 것
을 규명하였다. 이들 산업은 자연우위, 스필오버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국지
화 경향이 강하며, 동적 외부효과의 관점에서 학습, 창의성 및 혁신을 강화
하는 지식향상의 능력이 우월한 지역을 선호하고 있다. 한편 문화자산, 시
각예술, 행위예술, 출판 및 인쇄, 오디오비주얼 등 전통적 의미의 문화산업
은 약한 국지화를 한다. 이들 산업은 개인의 재능(talent)이 중시되는 산업
들로서 종사자들의 이동성이 다른 산업 부문에 비하여 높다. 

셋째, 공간적 자기상관(Local Moran's I)을 고려한 핫스팟(hotspot) 관측 
결과, 창조산업은 수도권 지향성이 강하여 서울, 경기 등을 중심으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
면서 상품의 생산-소비 주기가 빠른 뉴미디어․디자인 산업은 서울 인근의 
기형성된 집적지를 유지하는 반면, 문화․예술 등 전통적 의미의 창조산업은 
새로운 핫스팟 지역을 만들며 주변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시각예술은 종
사자가 감소하면서 확대되는 패턴을 보였으며, 출판 및 인쇄는 종사자가 증
가했음에도 핫스팟이 축소되는 패턴을 보인다. 창조서비스, ICT 통신서비스
는 종사자는 모두 증가하였지만, 창조서비스의 경우는 핫스팟 지역이 줄어
들면서 강한 서울과 대전 등 소수 도시로의 지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ICT 통신서비스는 연관산업의 확대로 인하여 종사자 증가는 미미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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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핫스팟을 중심으로 집적지가 확대되는 특성을 보인다.
창조산업은 서울을 중심으로 근거리에 있는 지역들이 성장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집적지(HH)를 형성한다. 경기 성남, 수원, 안양, 용
인, 화성으로 이어지는 남부 벨트는 디자인, 뉴미디어, 창조서비스, ICT 통
신서비스, ICT 디바이스 등 기술적 창조성을 중시하는 산업이 발달하고 있
으며, 서울 영등포구를 기점으로 북쪽의 경기 고양, 파주로 이어지는 북부 
벨트는 문화자산, 행위예술, 출판인쇄 등 예술적 창조성이 중시되는 창조산
업이 성장하고 있다.

넷째, 창조산업은 순위규모법칙에서 시사하는 것보다 수위도시로의 편중
이 더욱 두드러지며, 지방 대도시가 아닌 서울 인근도시를 중심으로 불균등 
성장이 강화되고 있다. 창조산업이 성장하는 상위도시는 대부분 서울과 인
접한 지역으로 나타나 창조산업은 지방 대도시 중심의 상승이 아닌 서울 중
심의 불균등 성장이 강화되고 있다. 고급인력 조달의 용이성, 개인의 재능
(talent) 중시, 약한 경로의존성 등의 창조산업 속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수
위도시 입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창조산업의 집적요인을 공간회귀모형(SAR, SEM, SAC)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지역화경제, 도시화경제, 산업다양성, 탈산업
화, 전문인재, 문화시설, 야간활동 등은 양(+)의 영향을 미치며, 인구규모와 
오픈스페이스 등은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창조산
업은 다양한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지역적 집중에서 발생하는 동적외부효과
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산업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전문인재(+)가 많은 
곳을 선호하며, 문화시설(+) 및 야간활동(+) 등 도시 활력이 우수한 입지를 
지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야간활동이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측된 바, 하나의 공간을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이용함으로써 개방성과 활
력이 증진되었으며, 궁극적으로 창조산업 집적이 강화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창조산업 집적요인을 비교하면, 공통적으로 양(+)의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지역화경제, 도시화경제, 산업다양성, 전문인재, 문화시설, 야간
활동 등이며, 인구규모는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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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가중회귀모형(GWR)을 활용하여 창조산업 집적요인의 공간적 변이
를 고찰한 결과, 산업적 다양성에서 파생되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의 교
환 등이 지리공간별로 상이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화경
제, 산업다양성, 문화시설, 인구규모 등의 영향력 분포는 서울과 부산 중심
의 이중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창조산업이 거대경제권을 중심으로 
산업적 다양성에서 파생되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의 교환 등을 통해 성
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궁극적으로 창조산업 집적에는 거대 시장과 다양
한 인력풀, 이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기반시설, 그리고 다양한 산업
간 결합에서 발생하는 지식의 교환 및 아이디어 창출 등의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외 창조산업 논의를 종합하고 한국적 창조산업의 공간분
포 특성과 집적요인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화된다. 또한 
방법론적 측면에서 계량화된 지표를 활용하여 창조산업의 지리적 집중성 및 
불균등성장 패턴을 규명하였으며, 특히 공간적 자기상관을 고려한 집적요인
을 도출하고, 집적요인의 공간적 변이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향후 본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창조산업에 대한 보다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산업입지, 도시정책, 도시재생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들과 연계
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창조산업, 지리적 집중, 공간적 자기상관, 불균등 성장, 
공간적 변이, 클러스터

학  번 : 2004-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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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1. 왜 한국의 창조산업인가?

지식과 창조성이 투입요소가 되는 창조경제가 주목받고 있다. 창조경제의 
부상은 자본과 물적(物的) 투자 중심의 경제구조가 창조성과 비물적자본(非
物的資本)을 중시하는 수확체증적 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창
조경제(The creative economy)」를 출간한 존 호킨스(John Howkins)에 의
하면 현대 소비자들은 타인이 소유하지 못한 독창적, 창의적 상품을 구입함
으로써 자아실현의 욕구를 해결한다(Howkins, 2007). 그에 의하면 현대의 
소비자들은 물리적 속성은 유사할지라도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창조적 상
품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창조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창
조산업은 경제성장을 이끌어갈 주요 동력이 된다(Hall, 2000:639). 

국제적으로도 창조경제에 조응한 국가적 정책변화가 감지된다. 최근 선진 
산업국들은 글로벌 자본이동과 국제분업의 확대로 후발 산업국들의 추격에 
직면하였고, 제조업 기반의 산업화된 도시들은 더 이상 경제성장과 고용안정
을 보장하지 못하게 되었다. 선진 산업국들은 경쟁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후발국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창조성과 혁신을 강조하며 경제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
적 차원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NEC et al., 2011), 유럽에서도 실업증가
에 대응하고 복지국가 체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창조성 중심의 지역정
책을 강화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0).

이렇듯 창조경제의 개념 및 발전방향 등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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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DCMS, 2001; UNCTAD, 2010; UNESCO, 2013; 野村総合研究
所, 201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3), UNCTAD가 지적한 것처럼 창조경
제에 대한 유일한 정의는 없다(UNCTAD, 2010:9). UNCTAD는 창조경제
가 경제성장의 원천이 되는 실현가능한 발전전략이며, 창조경제의 중심에는 
창조성과 창조산업이 있음을 적시하고 있다.

창조성은 보편적인 개인들에게 내재되어 있지만 일정한 범위를 갖는 지
리공간에서 유의한 자산이 된다. 창조성은 타인에 의해 인식되어야 비로소 
창조적으로 인식되며, 사회적 시스템 내에서 개인 및 집단과의 다양한 관계
를 통해 형성되기 때문이다(Scott, 2010; Seitz, 2003). 

창조성의 출현기제를 이러한 사회구조로 파악하면 개인의 행동과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는 지리공간이 중요하다. 이는 도시가 역사적, 지리적으로 성
쇠를 겪어왔지만, 도시공간은 과거는 물론 현재에도 학습, 창조성, 혁신의 
상호작용이 발현되는 창조성의 중심이라는 사실로 증명된다(Glaeser, 2011, 
Scott, 2010).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창조산업 기업과 노동자는 
높은 지대를 지불하면서도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군집하고 있다(Helbrecht, 
2004; Hutton, 2006; Pratt and Hutton, 2013). 이러한 측면에서 창조산업
은 지리적이며 장소 특수적이다. 한국의 창조산업의 불균등 성장 특성과 지
역별로 차별적인 집적요인 고찰이 긴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해외에서는 창조산업과 지리공간과의 관계를 밝히는 다양한 연구가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다. ‘창조산업과 도시성장과의 관계’(Scott, 2010; Flew 
2010; Mossig, 2011; Bontje and Musterd 2009; Pratt and Hutton, 
2013; Markusen and Schrock, 2005), ‘창조산업의 입지특성’(Clifton, 
2008; Taylor, 2008; Foord, 2013; Flew, 2012; Oakley, 2006; 
Communian et al., 2010; Kong and O’Connor, 2009; Bourne et al., 
2011), ‘창조산업의 장소특수성’(Communian et al., 2010; Musterd and 
Murie, 2011; Neff et al., 2005; Clare, 2013; Reimer et al., 2008) 등 창
조산업이 특정지역이나 특정장소로 집적하는 현상과 그러한 집적을 추동케 
한 내재적 원인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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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창조산업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새로운 도시(지역)발전 대
안으로 창조산업을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적 실정에 적확(的確)한 창
조산업의 개념과 분류, 창조산업의 공간분포 특성, 창조산업의 차별적 성장 
및 집적요인 등에 대한 구체적․실증적 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이러한 
국내 선행연구의 한계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되며 동시에 이는 본 연구의 
차별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첫째, 창조산업의 개념과 의의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일국의 해외 창
조산업 사례를 소개하거나 이론적․담론적 고찰에 그치고 있다(정상철, 2013; 
정종은, 2013; 홍종열, 2012; 김영우, 2010; 성미나 등, 2014; 최병두, 
2013; 김동완, 2008; 임준형, 2013). 이들 연구들은 한국적 창조산업에 대
해 논의하지 않고 창조산업을 기존 문화산업과 유사하거나 심지어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문화산업과 창조산업 간의 개념적 혼란
을 야기하고 있으며, 창조산업 연구가 이전의 연구들과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창조산업은 ‘트로이의 목마’ 혹은 도시발전의 ‘만병통치약’ 
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을 뿐이다(Cunningham, 2009; Evans, 2009). 한국
적 상황에 맞는 창조산업의 개념과 분류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
인 고찰이 요구되는 이유다.

둘째, 기존 연구들은 창조산업이 성장, 분포하는 원인을 제시하지 않는
다. 선행연구들은 창조산업이 특정 지역에 집중 혹은 분산하는지, 창조산업
이 공간적으로 연계하고 있는지 등을 규명하고 있다(구문모, 2005; 이희연․
황은정, 2008; 장윤정․이승일, 2009; 허재완․나종익, 2012; 최해옥, 2012; 
김의준․신혜원, 2014).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창조산업의 공간분포에 대해서
만 설명할 뿐, 그러한 공간분포를 만든 집적요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
다. 더욱이 창조산업의 집중․분포에 대한 공간적 변이를 고려하지 않음으로
써, 지리공간의 장소적 특성을 간과하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셋째, 전국적 차원의 창조산업 집적 특성과 그 요인을 설명하지 않는다. 
기존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수도권, 특히 서울로 공간범위를 한정하였다. 그
러나 서울로 공간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지역간 이동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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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서울 인근지역, 예컨대 성남, 수원, 부천 등과의 공간적 연계를 무시
함으로써 서울을 폐쇄계(closed system)로 간주하는 오류를 낳을 수 있다. 
인간의 행위는 특정 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공간을 이동하면서 이루어지는
데, 이러한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간과할 경우 한국적 창조산업의 공간분포 
및 차별적 집적요인을 파악하기 어렵다. 

2. 연구목적

경제활동의 공간집적패턴을 설명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가장 공통
적으로 적용되는 요인은 집적경제이다(손정렬, 2013). 집적경제는 공간적으
로 범위가 한정되어 작동하는 외부성(spatially bounded externalities), 장소 
또는 지역기반의 외부성 개념에 기초한다(김용창 등 2013). 집적경제의 동
적 외부효과는 집적은 지식을 향상시키는 능력이 강화된 결과로서 간주한
다. 최근 해외에서는 창조산업의 집적원인을 장소의 독특한 특성에서 찾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장소는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부여
하며, 인간에게 투영된 장소성은 상품의 특성으로 발현되기 때문이다
(Drake, 2003; Rantisi, 2004; Asheim and Coenen, 2005). 

본 연구는 한국의 창조산업이 한국적인 장소특수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
으며, 지리공간상에서 지역별로 상이한 요인에 의해 성장한다는 점에 주목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창조산업의 내재적 특성은 장소특수적 요인과 
결합하여 특정지역으로의 집적을 촉진하고 있으며, 집적의 외부효과는 장소
로 재환원되어 공간적 변이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적 창조산업의 분포 및 불균등 
성장 특성을 고찰하고, 한국 창조산업의 집적요인과 공간적 변이를 규명하
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제시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목적을 제시한다.

첫째, 한국적 상황에 맞는 창조산업을 정의하고 한국 창조산업의 현황과 
실태를 제시할 것이다. 창조산업은 영국의 DCMS가 최초로 개념을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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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관련 정책 또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UN, EU, WIPO, 
World Bank 등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독일, 일본 등에서도 각국의 경제상
황을 고려한 창조산업을 분류, 육성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세
계 각국의 창조산업 논의를 종합하여 한국적 실정에 부합하는 창조산업을 
개념정의하고,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 창조산업의 성장성과 
현황분석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둘째, 계량화된 지표를 활용하여 창조산업의 지리적 집중성을 제시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클러스터를 추출하여 창조산업 공간분포 특성을 규명할 
것이다. 또한 도시체계를 준거틀로 설정하여 창조산업 성장/정체도시를 유
형화함으로써 창조산업의 집중과 분포 특성을 규명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창조산업이 지리적으로 집중하는지, 그 경향은 강화되는지 혹은 약화되는지 
등을 밝히고, 창조산업이 집중하는 지역은 공간적으로 연계하여 집중의 패
턴을 보이는지, 그리고 그 지역들은 어디인지 등을 제시할 것이다. 궁극적
으로 창조산업의 도시별 성장특성과 지리적 분포특성을 동시에 고찰함으로
써 한국 창조산업의 불균등 성장 특성을 규명할 것이다.

셋째, 창조산업 집적의 내재적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할 것이다. 산업의 
집적과 도시성장에 대한 이론검토를 토대로 한국 창조산업의 집적요인이 무
엇인지를 규명할 것이다. 지리적 위치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집적요
인의 공간적 변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지표상에서 관측되는 공간적 자기상관 
검증을 통해 창조산업의 집적요인을 고찰하고, 서로 다른 입지적 요인의 영
향력을 규명하기 위하여 관찰지역에 개별 좌표를 부여하여 국지적인 영향력
을 고찰할 것이다. 이러한 집적요인의 고찰은 창조산업의 지리적인 차별적 
성장과 집적요인의 공간적 변이를 제시해 줄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의 실현은 한국의 창조산업이 왜, 어떻게 분포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것이며, 집적공간에 대한 특성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창
조산업의 성장과 육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이다. 또한 산업입지, 도시정
책, 도시재생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들과 연계되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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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방법 및 연구흐름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국 251개 시군구다. 시간적 범위는 창조경제
라는 용어가 최초로 제기된 2000년부터 2012년까지로 한정하고, 5년 단위 
자료(2000년, 2005년, 2010년) 및 자료구득이 가능한 최근 연도(2012년)을 
포함하였다. 내용적 범위는 이론검토, 창조산업 분류 및 현황 분석, 창조산
업의 공간분포 및 불균등성장, 창조산업의 집적요인과 지리적으로 차별적인 
집적요인의 규명 등이다. 분석에 활용한 주요 자료는 통계청에서 판매하는 
「전국사업체조사」 원시자료로서, 본 연구에서는 표준산업분류코드 세세분
류(5digit) 기준의 창조산업을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실증분석을 병용하였다. 문헌연구는 국제기
구와 각국 정부가 발행한 창조산업 관련 보고서 및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창조산업 관련 논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세계 각국
의 창조산업의 개념 및 분류체계를 제시하였고, 도출된 주요 시사점을 한국 
실정에 맞는 창조산업 개념정립과 분류에 활용하였다. 더불어 주요 연구결
과에서 제시하는 창조산업 집적요인을 유형화하여, 한국 창조산업 집적의 
공간적 특성과 집적요인의 공간적 변이 규명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증분석은 모두 다섯 가지이다. 첫째, 창조산업의 
지리적 집중성과 그 변화를 규명하기 위하여 기업별 고용 집중도와 기업규
모의 차이를 반영한 집중지수인 E-G 지수(Ellison and Glaeser, 1997)를 
적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사업체조사 각 년도의 창조산업 사업체와 종
사자를 시군구별, 창조산업 10개 부문별로 추출 후 SPSS를 활용하여 지리
적 집중도 및 시계열적 집중도 변화를 규명하였다.

둘째, 창조산업의 지리적 집중도와 같은 전역적 지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지모란지수(Anselin, 1995)을 적용하여 창조산업의 핫스팟 지역을 
관측하였다. ArcGis를 활용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클러스터(핫스팟)를 도
출하고 이를 지도화함으로써 창조산업의 공간분포 특성을 제시하였다. 더불
어 창조산업 핫스팟의 공간구조 변화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SPS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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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시군구별 국지모란지수에 대한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시간의 경
과에 따른 창조산업 핫스팟 지역의 확대․축소 양상을 제시하였다. 국지모란
지수 분석에 활용한 공간가중행렬은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KTDB)의 전국 
시군구간 시간거리를 재구성하여 활용하였다.

셋째, 창조산업의 불균등 성장패턴을 규명하기 위하여 Zipf(1949)의 순위
규모법칙을 원용하였다. 2000년, 2005년, 2010년, 2012년의 창조산업 순위
규모분포를 인구 및 전체 산업과 비교하였다. 비교분석을 위하여 SPSS를 활
용하여 OLS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인구, 전산업과 비교한 창조산업의 
도시체계 특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Zipf의 순위규모법칙의 기울기 계수 
 값을 응용하여 개별도시  값의 변화양상을 추적하였다. 이를 통해 창
조산업 도시체계상 성장 혹은 정체하는 도시들을 유형화하고 유형화된 
도시들의 불균등 성장 특성을 규명하였다.

넷째, 창조산업 집적요인을 고찰하기 위하여 ArcGis, SPSS를 통해 집적
요인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검증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자기상관성이 관
측되어 MATLAB을 이용한 공간회귀분석(spatial regression model)을 실시
하였다. 창조산업의 집적요인 고찰을 위해 정량적 계측이 가능한 클러스터 
지수(Sternberg and Litzenberger, 2004)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집적경
제, 다양성, 공간활력 등 요인으로 분류 후 9개 독립변수를 도입하여 공간
적 자기상관을 고려한 공간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창조산업 집적요인의 공간적 변이를 포착하기 위하여 국지적 
모수의 추정이 가능한 지리가중회귀모형(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을 사용하였다. 분석에는 MATLAB을 활용하여 관찰치들에 좌표를 부여하
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수의 계수는 ArcGis를 통해 도상에 구현하여 
집적요인의 공간적 변이를 제시하였다. 지리가중회귀모형을 적용함으로써 
공간위치가 상이한 개별지역의 집적요인을 제시하였으며, 공간회귀모형과 
상호보완적으로 적용하여 창조산업의 집적요인 및 공간적 변이를 제시하였
다. 이상의 연구방법에 근거한 본 연구의 흐름도를 <그림 1-1>에 제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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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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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검토

제2장은 이론적 검토를 배경으로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한다. 창조산업의 
개념 및 의의, 창조산업과 지리공간의 변화, 창조산업의 지리적 집중 및 성
장과 관련한 이론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제1절 창조산업의 출현과 주요 논점

1. 문화산업에서 창조산업으로

1) ‘상업적 문화’(culture industry) : 대중문화 비판1)

창조산업의 출현은 예술적 의미의 ‘창조’와 경제적 의미의 ‘산업’이 결합
함을 의미한다(Cunningham, 2002; Hartley, 2005:6; Garnham, 2005).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이라는 용어는 1998년 영국 정부에 의해 국제
사회에 등장하였지만, 그 논의의 시작은 문화의 예술적 가치와 상업적 가치
에 대한 ‘상업적 문화(culture industry)’ 논쟁에서부터 비롯되었다.

19세기 중엽 이후 순수예술과 공공예술 간의 균형관계는 산업화 단계를 
거치면서 무너졌다. 이른바 대량문화․대중문화가 부상하면서 많은 비평가들
은 교양, 창조성, 공공선 등의 개념에 대비시키면서 대중문화를 쓰레기나 
마약 같은 것으로 폄하하곤 했다(정종은, 2013:127). 이후 한 세기가 지난 

1) 문화산업 관련 개념은 ‘culture industry’와 ‘cultural industries’가 있다. 두 개념이 의미하
는 바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국문으로 변환할 경우 개념상의 혼란을 초래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ulture industry’를 ‘상업적 문화’로, ‘cultural industries’를 
‘문화산업’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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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중반에 이르러 문화에 대한 이해를 자본주의 생산과정 및 지배계급 
구조와 연계하는 학자들이 등장하였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특정집단이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화를 사용하며, 문화가 자본주의적 
생산과정과 결합하여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고유한 문화마저도 획일
화시킨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주장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로 프랑크푸르트학파의 테오도르 아도
르노(Theodor Adorno)와 막스 호르크하이머(Max Horkheimer)를 들 수 
있다. 그들은 공동으로 저술한 「계몽의 변증법(Dialectic of Enlightenment)」
에서 문화의 산업화가 문화적 퇴보와 인간소외를 유발하게 되며, 예술 자체
가 가지는 진정성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 이 책에서 처음 등장한 
‘상업적 문화’(culture industry)라는 용어도 인간정신의 창조적 산물인 예술
작품이 상품으로 생산․판매됨에 따라 저급한 대중문화가 형성된다는 비판으
로부터 나온 역설적 표현이었다.

2) 문화산업(cultural industry)의 확장

하지만 프랑크푸르트학파가 사용했던 ‘상업적 문화’(culture industry)는 
오히려 ‘상품으로서의 문화’라는 새로운 경제현상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
다. 1970년대에 들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문화적 형태, 다시 말해 라디오․
TV 등 미디어 및 관련 기술의 발달, 미국 할리우드를 중심으로 하는 영화
의 생산과 배급, 문화상품을 생산하고 배급하는 다국적 기업 등이 출현하게 
되면서 문화산업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쟁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O'Connor, 2010). 

이른바 문화적 상품의 보편화 현상에 대하여, 문화의 상업화를 반대했던 

2)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는 「계몽의 변증법」에서 과학기술의 발달로 신의 시대에서 이
성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야만상태를 벗어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인류는 새로운 종류의 
야만에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그 원인을 문화의 상업화(culture industry)에서 찾
았다. 이와 같은 시각을 가진 일군의 학자들을 프랑크푸르트학파라고 부르는데 유럽 좌파
지식인에게 큰 영향을 끼친 바 있다(김영우, 20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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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진보주의자들은 문화종속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문화의 대량
생산을 반대하였다(Adorno and Horkheimer, 1947; Adorno, 1991). 반면 
대중문화의 확산을 지지하는 자유주의 입장은 대량생산된 문화적 산물이 예
술작품에 대한 접촉기회를 확대하여 문화발전과 민주주의 실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하였다(Hall, 1980).

문화에 대한 상반된 견해는 ‘문화산업’(cultural industries)에 대한 진화된 
해석으로 이어졌다. 문화는 다른 상품들처럼 자본주의 체계에 편입되어 하
나의 상품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문화산업의 발전도 전통적인 문화예술 
활동의 시작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기본적 욕구에 부응한 결과라는 것이다
(Hartley, 2005; Pratt, 2005; O'Connor, 2010; Howkins, 2000; Cunningham, 
2002). 이러한 주장은 문화를 통해 대중을 통제하는 것이 전혀 가능하지 않
음을 지적한다. 동시에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문화접근, 다시 말하여 문화를 
지배하는 특정 집단이 존재하며, 약호화된 메시지를 통해 지배구조를 강화한
다는 논의에 대해서도 지나친 해석을 경계하였다(Garnham, 2005). 이들은 
프랑크푸르트학파가 제시했던 ‘상업적 문화’(culture industry)와 대비되는 개
념으로 ‘문화산업’(cultural industries)을 제안하며 문화의 예술성과 상업성에 
대한 이분법적 구분을 지양하였다.

‘문화산업’(cultural industries) 개념의 등장은 과거에는 산업으로 간주되
지 않았던 문화적 산품(産品)이 ‘정보경제학(information economics)’의 성장
과 함께 생산, 유통, 소비가 가능한 상품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문화 영역을 산업적인 수직․수평적 생산구조를 통해 이해하기 시작했다
는 의의가 있다. 이로써 이전에는 개별산업으로만 간주되어 왔던 산업들, 예
컨대 인쇄, 영화, 방송, 음악 등이 상호 결합하거나 통합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간주되게 되었다(Garnham, 2005:18; Hesmondhalgh, 2007).

3)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의 등장

오늘날 문화의 상품화에 대한 논쟁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일부 문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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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생산으로 인해 개도국들의 문화종속성이 심화된다는 의견이 사라진 것
은 아니지만, 이러한 우려는 문화산업에 대한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되면 탈
집중화 현상을 가져와서 문화적 도약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에 묻
히고 있다(김영우, 2010). 오히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획일화되어 가는 글
로벌 문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창조성에 기반을 둔 창조산업이 부상하였다. 

영국에서 신노동당 정부가 출범할 1997년 당시, 영국을 비롯한 선진 산
업국들은 탈산업화로 인하여 경제성장률 하락, 재정문제 심화, 실업증가 및 
도시 공동화라는 위기에 직면하였다. 도시성장을 견인했던 제조업은 저렴한 
노동력이 있는 저개발국가로 이동하였으며(Rowthorn and Ramaswamy, 
1997,1999), 선진 산업국에 입지해있던 제조업 부문에서는 생산성이 향상되
어 오히려 더욱 많은 실업을 유발하게 되었다(Baumol et al., 1985). 

이러한 상황에서 출범한 신노동당 정부는 정보사회․지식경제 등 보수당의 
자유주의적 정치유산을 상당부분 수용하였다. 그러나 신노동당 정부는 이전 
대처정부와 달리 문화산업에 대한 강조를 통해 이전 정부와의 차별화를 시
도하였다. 신노동당 정부는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s, 이하 DCMS)를 신설하고, 구노동당의 평등주
의와 보수당의 경쟁․혁신을 조합한 창조산업 개념을 도입하였다(DCMS, 
1997,2001). 이는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을 결합하여 예술과 상업이라는 이분
법적 접근을 타파하면서도, 경쟁과 혁신을 통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대안이었다 할 수 있다(Galloway and Dunlop, 2006; Pratt, 2004).

영국이 문화산업이 아닌 창조산업으로 명칭을 새롭게 바꾼 것도 창조와 
혁신을 전면에 내세우기에는 ‘문화’라는 이미지가 한계성을 가진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문화 혹은 문화산업은 과거의 국가 유산과 예술, 그리
고 그것들과 연관된 박물관이나 갤러리라는 이미지의 한계 때문에 그 이상
의 틀을 깨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던 것이다(홍종열, 2012). 

이렇듯 문화산업이 문화의 기능을 유지하며 문화와 산업을 결합한 것이
라면, 창조산업은 창조성을 강조하고 ICT 등 기술적 진화를 수용했다는 점
에서 문화산업과 차별화된다. 이른바 신경제의 출현은 문화의 영역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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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전통적인 예술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문화산업이 창
조성을 기반으로 하는 뉴미디어와 결합하면서 문화적 영역을 확장하게 되었
다(Howkins, 2001; Flew 2005; Garnham, 2005). 그 결과 예술 중심의 문
화산업은 창조성을 기반으로 하는 창조산업으로 확대되었으며, 다양한 산업
과의 결합을 통해 그 범위를 확대해가고 있다(표 2-1, 그림 2-1 참조).

문화산업 창조산업

최초제기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계몽의 변증법」 영국 DCMS

출현배경 대중문화의 비판 탈산업화 등 구조변화에 대응
주요관점 문화와 산업의 통합 문화기반 변화 및 기술진보

(ICT, 소프트웨어 등)
범위 전통적 문화예술영역

(음악, 미술, 공예 등)
창조성에 기반을 둔 활동

(전통적 문화예술+ 
뉴미디어+지적재산권 등)

<표 2-1> 문화산업과 창조산업의 비교

<그림 2-1> 상업적 문화에서 창조산업으로 개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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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조산업의 개념과 주요 쟁점

1) 창조산업의 개념

(1) 영국 DCMS의 창조산업
창조산업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제시하고, 창조산업 분류를 시도한 연구로 

호주의 「창조국가(Creative Nation)」가 있다. 이 연구는 1994년 호주 정
부에 의해 수행된 것으로서 상업적 문화활동과 뉴미디어의 결합을 통한 지
식기반경제를 강조하고 있다(Cunningham, 2002). 

호주 보고서의 영향을 받은 영국 정부는 DCMS를 중심으로 ‘창조산업 
태스크포스’(CITF: Creative Industries Task Force)를 구성하여 창조산업 
논의를 본격화하였다. DCMS는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조산업전략보고서(The Creative Industries Mapping Document)」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창조산업을 ‘창조성, 기술과 재능, 부의 창출, 지적
재산권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정의하면서, 창조산업의 영역을 
문화산업을 포괄하는 것으로 확대하였다(DCMS, 2001:4). DCMS가 제시한 
창조산업 부문은 광고, 건축, 미술품/골동품, 공예, 디자인, 패션, 영화/비디
오, 음악, 행위예술, 출판, 소프트웨어, TV/라디오, 비디오․컴퓨터 게임 등 
13개 부문이다. 

(2) 창조산업 개념의 확장 
DCMS의 창조산업 논의는 2004년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이하 UNCTAD) 6차 각
료회의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는다. 이 회의에서는 국제적인 경제개발 의
제로 창조산업을 소개하였으며, 창조성의 개념을 ‘기존 예술적 구성요소를 
갖는 활동에서 지적재산과 더 넓은 시장을 갖는 상징적 상품 생산활동’으로 
확대하였다. UNCTAD는 창조산업을 ‘상류활동’(행위예술이나 시각예술 같
은 전통적 문화활동)과 ‘하류활동’(광고, 출판, 방송관련 활동과 같은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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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적 활동)으로 구분하고, 하류활동의 상업적 가치는 재생산 비용이 낮고 
다른 경제영역으로 전이가 용이할수록 증대됨을 밝혔다. 

UNCTAD는 2008년 창조산업과 문화산업, 새로운 경제구조를 종합한 
「창조경제 보고서(Creative Economy Report)」를 발간하였다. 보고서에서
는 창조산업을 ‘기존 문화산업 범위에 더하여 현물이나 무형의 지적 혹은 
예술적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창조성과 지적자산이 주로 투입되어 재화나 
서비스의 창조, 제작, 배급의 순환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창조적 
활동은 예술에만 한정된 지식기반활동이 아니며, 유무형의 지적, 예술적 서
비스를 포함하고, 창조적 활동이 예술과 산업의 중간단계에 위치해 있으며, 
세계경제에서 새롭게 성장하는 영역임을 강조하였다(UNCTAD, 2010:7-8). 

EU에서도 2000년 문화통계를 통해 8개 영역, 6개 기능으로 문화․창조산
업(CCIs: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을 구분하였다. 여기서 8개 영역
은 예술적․기념적 역사유산, 기록물, 도서관, 도서 및 출판, 시각예술, 건축, 
행위예술, 청각 멀티미디어 등을 포함하고, 6개 기능은 보존, 창조, 생산, 보
급, 교역․판매, 교육 등을 의미한다. 

이후 2010년 7월 EU 집행위원회에서는 문화산업과 창조산업을 보다 세
분하여 개념 정의하였다. 이에 의하면 문화산업(cultural industries)은 ‘상품
과 서비스의 상업적 가치와 관계없이 문화적 표현을 구체화하고 전달하기 
위해 특수한 속성, 목적에 기반을 두어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유통하는 산
업’으로 정의된다. 전통적인 예술 부문(행위예술, 시각예술, 역사문화유산 
등)을 포함하여 영화, DVD, 비디오 게임, 뉴미디어, 음악, 도서 및 출판 등
이 해당된다. 창조산업(creative industries)은 ‘문화를 투입요소로 활용한다
는 점에서는 문화적 영역이라 할 수 있지만, 산출물은 기능이 위주가 되는 
실용적인 산업’을 의미한다. 창조적 요소가 결합한 건축, 디자인 및 이들의 
하위영역이라 할 수 있는 그래픽 디자인, 패션 디자인, 광고 등이 해당된다
(EC, 2010; 박경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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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창조산업의 개념

DCMS - 창조성, 기술과 재능, 부의 창출, 지적재산권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

UNCTAD
- 창조성 및 지적자본을 사용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창작, 

생산, 유통의 순환체
- 창조적 콘텐츠 및 경제적 가치를 지닌 유무형의 상품으로 

구성

EC - 문화를 투입요소로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문화적 영역
- 산출물은 기능이 위주가 되는 실용적인 산업

자료 : DCMS(2001), UNCTAD(2010), European Commission(2010)

<표 2-2> 창조산업의 개념 

2) 창조산업에 대한 개념적 논쟁

창조산업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창조산업을 둘러싼 다
양한 논의들이 전개되었다. 창조산업만의 고유한 특징(Caves, 2000), 창조산
업의 문화예술적 의의(Garnham, 2005; O'connor, 2010; Oakley, 2009), 
창조산업 개념의 모호성 및 이론적 한계(Evans, 2009; Peck, 2005; Pratt 
2009,2010; Markusen and Gadwa, 2010) 등 창조산업에 대한 논의가 학
문적․정책적 영역에서 다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중 창조산업의 개념과 범위는 가장 논란이 되었다(O'connor, 2010). 
이러한 이유는 학계보다 먼저 정책적 영역에서 창조산업이 제시되었기 때문
이다. 영국이 창조산업에 대한 주도권(initiative)을 가짐에 따라, 문화․기술․
경제 등 사회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었다(Hesmondhalgh, 
2007). 

이러한 우려는 DCMS(2001)가 제시한 창조산업 개념과 범위에 대한 비
판으로 이어진다. 영국에서 문화연구를 주도했던 니콜라스 간햄(Nicholas 
Garnham)은 DCMS의 창조산업에 대하여 창조산업 부문을 부풀렸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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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한다. 그에 의하면 DCMS는 문화예술 영역과 관련이 없는 소프트웨어, 
컴퓨터게임, 전자출판산업 등을 포함시켜 문화예술이 갖는 의의를 퇴색시켰
다고 지적하였다(Garnham, 2005). 저스틴 오코너(Justin O'connor)도 
DCMS의 창조산업에 대하여 디지털 경제, 뉴미디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명
칭만을 변경한 ‘정치적 속임수’(political trick)라 지적하였다(O'conner, 
2010:51). 이 외에도 창조산업은 창조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
적재산과 관련한 창조적 활동을 구분할 수 없다는 한계도 지적되었다
(Bilton and Leary, 2002). 

하지만 이들의 비판은 창조산업을 문화예술과 관련한 개인적 활동으로 
한정하고 있어, 창조적 활동이 발생하는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간과한다. 
포츠 등(Potts et al., 2007)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연계 시
장’(social network market)에 기반한 창조산업을 재정의하였다. 그들은 투
입과 산출의 결과물이 아닌 수요-공급 구조 및 혁신체계의 일부로서 창조
산업을 간주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창조산업은 ‘사회적 연계를 창조 및 유
지하고 생산과 소비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일련의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
된다(Potts et al., 2007:174). 그들의 주장은 창조산업을 생산과 소비의 측
면에서 재정의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유적이나 문화자산 등 역사문화적 자산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어, 지나치
게 기술지향적이며 시장지향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렇듯 창조산업 개념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객관성과 
보편성을 담보한 창조산업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창조산업
은 ‘모호한 것(fuzzy)’ 혹은 ‘아무도 모르는 것(nobody knows)’으로 간주되
고 있을 뿐이다(Markusen et al. 2008; Caves, 2000). 더욱이 창조산업 개
념에 대한 경험적․실증적 논의들조차 창조산업 개념의 모호성만을 제기할 
뿐, 창조산업 개념을 정의하고 관련 산업을 분류하는 새로운 제안은 거의 
없다(White, 2009; Potts et al. 2008; Rozeltale and Lavanga, 2014, 
Markuen et al., 2008). 이러한 현상은 창조산업이 개별 연구자와 각국이 
처한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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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조산업의 신자유주의 논쟁

(1) 창조산업의 신자유주의화에 대한 비판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는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A Brief 

history of Neoliberalism」라는 저서를 통해 신자유주의가 1980년대 영국 
대처 정부와 미국 레이건 정부부터 시작되었으며, 경제 엘리트의 계급적 권
력을 강화하는 수단임을 지적한다(Harvey, 2005). 

이러한 사고를 공유하는 비판적 이론가들은 창조산업이 새로운 것이 아
닌 신자유주의를 강화하는 수단에 불과함을 지적한다. 그들은 창조산업이 
성장할수록 거대 다국적 기업이 성장하여 고유한 문화영역이 훼손될 것이라
는 비판을 제기한다(Miller, 2009; Freedman, 2008; Rantisi et al., 2006). 
토비 밀러(Toby Miller)는 창조산업이 ‘기회주의적 컨설턴트’(carpet-bagging 
consultant)에 의해 조작된 신화적 개념이며, 문화의 고유한 진정성이 거대 
미디어 기업에 의해 훼손될 것임을 주장한다(Miller, 2009:190). 또한 데스 
프리드만(Des Freedman)도 마찬가지로 영국에서 창조산업을 위해 추진되는 
미디어 정책은 신자유주의적 정책 추진을 의미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
에 따르면 영국 창조산업 정책은 민간기업의 자본축적을 강화하여 궁극적으
로 비영리부문 및 공공서비스 등의 축소로 귀결된다(Freedman, 2008:224). 

이러한 창조산업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논제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Flew and Cunningham, 2010). 첫째, 영국의 ‘신노동(New Labour)’ 
정책과 관련이 있다. 토니 블레어 총리는 집권 후 새로운 슬로건으로 ‘쿨 
브리타니아’(Cool Britannia)를 제시하고,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가능할 것
임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신노동당 정부는 대처정부의 유산을 이어받게 되
고, 토니 블레어 총리가 제시했던 신노동은 결국 ‘제3의 길’로 타협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둘째, 창조산업의 등장은 자본주의 시장을 강화하여 시장․기업․지적재산에 
대한 접근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특히 문학과 관련하여 기존 문화적 영역에
서 중시되지 않던 지적재산을 강조함으로써 문화에 내재된 공공․사회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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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상실하게 만들었다(Hesmondhalgh, 2007). 
셋째, 창조산업 정책에서 신산업, 신흥시장, 중소기업은 소외되었으며, 이

들은 이전보다 높은 강도의 경쟁과 혁신을 강요받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창
조산업은 무한경쟁을 강조하고 신기술 촉진 및 공공개입의 축소를 중시함에 
따라 문화가 갖고 있는 전통적 유산을 무시하게 되었다(Miller, 2009).

(2) 신자유주의 비판에 대한 반론
플루와 커닝햄은 창조산업이 신자유주의 강화수단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Flew and Cunningham, 2010). 첫째, 이들
은 비판적 이론가들이 창조산업의 의의를 이데올로기적 모호함으로 희석시
켰다 지적한다. 그들은 헤스몬드할그(Hesmondhalgh, 2007)과 프리드만
(Freedman, 2008)의 논거를 예로 들면서, 과거의 논리가 현재에도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들은 헤스몬드할그와 프리드만이 신경제와 창조산업 
비판을 위해 제시한 논거가 과거 1980년대부터 제기되었던 미디어 정책에 
대한 반대논리와 같음을 지적한다. 또한 신경제는 1990년대 이후 출현한 개
념인 반면, 비판의 논거로 제시했던 미디어정책은 1980년대 제기된 이론이
다. 플루와 커닝햄에 의하면 비판적 이론가들은 경제상황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이데올로기적 유산을 답습함으로써 창조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희석시켰다 주장한다.

둘째, 미디어 정책 외에 창조산업의 어떠한 부분을 비판하는지 실체가 모
호하다고 지적한다. 신자유주의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측면 등 다양한 
요인과 결합된 자본주의 문제를 고찰한다. 플루와 커닝햄에 의하면 비판적 
이론가들이 제기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neoliberal globalization)와 ‘신자
유주의적 자본주의’(neoliberal capitalism)라는 용어는 이미 1980년대부터 
출현했으며, 두 용어간의 차별성이 없음을 지적한다. 그들에 의하면 창조산
업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 창조산업에 대한 것인지 자본주의 
체계에 대한 것인지, 혹은 창조산업의 어떠한 측면이 신자유주의적인 문제
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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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이론가들은 사적재산권, 자유시장, 자유무역 등을 신자유주의의 
수단으로 인식하며 비판한다. 플루와 커닝햄은 이러한 수단이 없었던 중국
에서 자본주의가 성장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중국이 신자유주의를 위한 정
책을 추진했는지 질문한다. 그러나 비판적 이론가들은 이러한 중국 현상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아시아 자본주의 특수성’으로만 간주
한다(Nonimi, 2008). 

창조산업과 신자유주의화에 대한 논란은 프리드만(Freedman, 2008)과 플
루(Flew, 2009)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다. 프리드만은 2008년 「미디어 정
책의 정치학(The politics of media policy)」에서 창조산업의 성장은 비영
리부문 및 공공서비스 등의 축소로 귀결되고 있음을 주장하며, 이를 증명하
기 위하여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비교하였다. 

프리드만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은 공공지원, 규제, 검열강화 등과 같은 
미디어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신자유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그는 이른바 ‘수
렴성 내 다양성’(diversity within convergence)이라는 테제를 제시하며, 다
양한 형태의 미디어 정책이 집행되지만 이들 정책들은 궁극적으로 신자유주
의 강화로 수렴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Freedman, 2008).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플루는 상이한 목표를 갖는 정책들이 신자유주의
로 수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제시하였다. 플루는 프리드만 
주장의 근거가 미약함을 지적한다. 예컨대 프리드만은 미국 부시정부가 신
자유주의 강화를 위하여 ‘공공방송망’(PBS: Public Broadcasting Service)에 
대한 재정지원을 줄였으며, 영국 블레어 정부는 신흥시장 개척 등 신자유주
의 강화를 위하여 ‘영국방송협회’(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고 주장하였다. 플루는 프리드만이 신자유주의 근거로 제시한 
미국과 영국의 사례가 상호 모순됨을 지적한다. 즉 미디어 정책의 방향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들 정책들이 모두 신자유주의로 수렴한다면, 사
회경제구조에서 관측되는 현상들 중 신자유주의적이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비판하였다(Flew, 2009). 결국 창조산업에 대한 이러한 신자유주의 논란은 
창조산업이 어떠한 경제구조에 편입되는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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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조산업의 확대와 지리공간의 결합

1) 창조성의 개념

창조경제 및 창조산업의 근간에는 창조성이 있다. 그러나 창조성이 발생
하는 기반을 개인의 역량으로 볼 것인가, 사회적 관계로 볼 것인가에 따라 
창조성을 이해하는 구조적 틀이 변화한다. 전자의 관점, 즉 창조성은 태어
날 때부터 부여받은 것이며 개인의 역량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전제
한다면, 창조성은 일부 선택받은 소수에게만 부여되며, 대다수 개인들은 창
조적이지 못하다(Sternberg and Lubart, 1999).

반면 후자의 관점, 즉 창조성이 사회적 관계에서 형성된다는 관점에 의하
면, 창조성은 타인에 의해 인식되어야 비로소 창조적으로 인식되며, 사회적 
시스템 내에서 개인 및 집단과의 다양한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
된다(Scott, 2010; Seitz, 2003). 이 관점에서의 창조성은 새로운 것을 창출
하는 능력, 기존의 아이디어를 모아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즉 스
로스비(Throsby, 2001)가 언급한 상상력으로 수렴된다. 

이렇듯 창조성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구조적 틀은 존재하지 않
으며, 창조성이라는 개념 자체도 개인적 역량과 사회적 관계를 동시에 고려
한 상호작용 결과로 이해되고 있다. 창조성에 대한 중층적 개념은 관련 연
구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플로리다(2002)는 창조성을 의미있는 새로운 
양식을 창조하는 능력이라 정의한다. 그에 의하면 창조성은 경쟁력 우위의 
결정적인 근원임을 주장하며, 창조성의 10가지 특징을 제시한다. 즉, 창조성
은 ① 합성하는 능력, ② 자신감과 위험을 감수한 능력, ③ 모든 사람들이 
타고난 능력이며, ④ 다차원적이고 경험적이며, ⑤ 고무적이고 매력적인 노
동이며, ⑥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⑦ 고유의 보상을 좇아 발휘되며, ⑧ 
불가피한 사회적 과정이며, ⑨ 독특한 사회 환경에서 잘 발휘되고, ⑩ 사회
경제적 제도에 따라 부상 또는 퇴보할 수 있다(Florida, 2002). 

UNCTAD도 창조경제의 근간에는 창조성이 있음을 명시하며, 인간 활동



- 22 -

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분야를 통해 창조성을 설명하고 있다. UNCTAD는 
창조성을 ‘특정 아이디어가 가치있는 사물의 형태로 생성․연결․전환되는 과
정이자,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해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것’으로 정의
한다(UNCTAD, 2010:4). 

UNCTAD는 창조성이 다양한 분야에서 작동하는 점에서 예술․문화적, 과
학적, 경제적 관점에서 구분하였다(그림 2-2 참조). 예술․문화적 창조성은 
세계를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문자, 소리, 이미지 
등의 형태로 표현해내는 능력과 상상력을 의미한다. 과학적 창조성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이론들 간에 새로운 연관관계를 형성하고 실험하고자 하는 적
극적 의지와 지적 호기심을 의미한다. 경제적 창조성은 경제활동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 업무관행, 마케팅을 혁신하는 역동적 과정이
다. 이러한 창조성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간의 활동을 촉진하는 
긍정적 관계를 가지면서 궁극적으로는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적 
창조성을 향상시키게 된다. 그러나 UNCTAD의 설명은 창조성과 창조산업
에 대한 일반화에 불과해, 현실에서 발현되는 다양한 현상들에 대하여 구체
적인 설명을 하지 못한다.

(예술․문화적 창조성)
상상력과 독창적 
아이디어 생산

(과학적 창조성)
문제해결의 의지

(경제적 창조성)
비교우위를 선점

자료 : KEA European Affairs(2006), p.42, UNCTAD(2010), p.3 재인용

<그림 2-2> 현대경제에서의 창조성



- 23 -

2) 창조성과 지리공간의 관계

창조성은 개인의 행동 및 사회적 관계 모두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 창
조성의 출현기제를 사회적 구조에서 고찰한다면 이는 곧 지리공간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개인의 행동을 비롯한 모든 사회적 관계는 공간에서 이
루어지기 때문에 창조성의 매개로서 지리공간의 중요성이 증대된다. 예컨대 
도시공간은 역사적, 지리적으로 성쇠를 겪어왔지만, 도시가 창조성의 중심이
라는 사실은 변화하지 않았으며, 현재도 학습, 창조성, 혁신의 상호작용이 
발현되는 공간으로서 기능하고 있다(Scott, 2010). 

진화경제학, 기술경제학 등에서는 경로의존성을 탈피할 수 있는 대안으로 
창조성, 혁신(innovation)을 제시한다. 창조성과 혁신은 새로운 ‘기술적 패러
다임(technological paradigm)’의 전환을 가져오며(Dosi, 1982), 창조성은 혁
신을 촉진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Glassman, 1986; Mansfield, 1995). 

그러나 지금까지 창조성은 환가(換價)되지 못하는 비물질적 속성으로 인
하여 경제적․특수적 가치를 부여받지 못했다. 마치 문화가 경제성․예술성․형
평성의 측면에서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불러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에 
대해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못하는 것처럼, 창조성에 대한 논의도 그 개
념의 모호성과 실체의 부재로 많은 논의를 불러오고 있다. 

경제구조 내에서 창조성을 고찰하면, 신경제와 창조성이 문화적 생산과 소
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긍정적인 견해도 있지만(Hartley, 2004; 
Cunningham, 2004), 창조성을 기술결정론과 결합하는 것은 신자유주의를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
다(Pratt, 2004; Miller, 2009; Oakley, 2004,2009; Peck, 2007; 최병두, 
2013; 김동완, 2008).

이러한 상황에서 스로스비(Throsby, 2001)가 제시한 창조성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에트린(Etlin, 1996)이 언급한 천재성을 통해 창조성을 설
명하였다. 그에 의하면 창조성은 첫째, 기존의 아이디어를 모아 새로운 아
이디어를 발명하고 그것들 간의 새로운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는 상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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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그 상상력을 조정․제어하고 상상력으로부터 생성되는 아이디어를 선별
할 수 있는 판단력, 셋째, 고상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아름다운 것인지 
아닌지, 딱 들어맞는 것인지 어색한 것인지를 판정하는 예술가의 내적 감각
으로서의 기호이다(Throsby, 2001:144).3)

스콧(Scott)은 창조성과 관련한 지리공간의 중요성을 ‘창조적 장’(creative 
field)으로 설명한다(Scott, 2006b,2010). 그에 있어서 창조적 장은 ‘개인과 
집단의 업무 및 일상이 상호 어우러져 창의적으로 동화되는 것’이다. 도시
의 다양한 개인들은 지역고유의 문화적 전통을 습득하고, 도시 생산 공간에
서 생활습관화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창조적 에너지가 발
현된다는 것이 스콧이 주장하는 ‘창조적 장’의 핵심이다. 그는 ‘창조적 장’을 
‘혁신환경(innovative milieu)’, ‘학습지역(learning region)’, ‘지역혁신체계
(regional innovation system)’와 비교하면서, 구성요소는 이들 개념들과 유
사하지만 문화적 측면의 창조성을 강조한다는 면에서 이들 개념과 차별화됨
을 명시하였다(Scott, 2010).

요컨대 창조성은 모든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지만 창조성은 일정한 범위
를 갖는 사회공간에서 유의한 자산이 된다. 스콧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창
조성은 창조계층을 유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도시적 맥락에서 생산, 노
동, 일상생활에 복잡한 상호관계를 통해 개발되어야 한다(Scott, 2006b). 이 
과정에서 도시는 직장, 여가, 사회생활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다양한 창조
적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으로서 기능한다. 뉴욕의 문화가 매력적인 것은 
‘갤러리나 음악당이 아닌 거리에 있는 술집과 야간문화’라는 커리드의 언급
처럼(Currid, 2007:185), 지리공간에서 창조성을 수용하고 작동할 수 있게 
공간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3) 포스트모던 관점에서는 이러한 창조적인 천재성의 개념에 대하여 첫째, 천재성은 개개인

의 특성과 연관되어 정의될 수 있고, 천재성에 대한 완전한 기준을 정립하는 방법도 존
재하지 않으며, 어떠한 판단도 상대적이고 일시적이며 불완전하다고 주장한다. 둘째, 예
술적 창조와 이에 대한 평가는 사회적․정치적인 상호 관계에서 발생되는 것이라고 지적한
다. 무엇보다도 사회적․정치적 관점이란 사회에서 힘을 가진 계층의 사람들의 기호나 판
단에 적합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느 예술작품에 정식 자격을 줄 
수 있는지 혹은 어느 예술가를 천재라 결정할지는 예술적․지적 지배계층의 권력행사의 표
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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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조산업의 특성

이상과 같은 논의를 종합하면 창조산업의 특성은 다음 6가지로 요약된
다. 창조산업의 특성은 첫째, 전통적인 예술작품을 복제가능한 상품으로 간
주한다.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창조산업에서 생산되는 상품은 기호화된 콘
텐츠와 의미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매개체다(Scott, 2000; Throsby, 2001). 
창조산업 상품 생산과정에서 창조성, 기술, 재능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며, 특히 지적자원이 중요한 투입요소로 부각된다(DCMS, 2001). 

둘째, 창조산업 상품은 일반상품에 비하여 리스크가 크다. 창조산업 상품은 
사회적 관계에 의해 그 가치가 결정되므로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매우 높다. 
‘수요를 미리 확인할 수 없고’(uncertain demand), 생산자와 소비자가 원하
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다(Garnham, 2005:19). 케이브스는 이
를 창조산업의 특성을 ‘수요 불가지성(不可知性)’(nobody knows property)
이라 칭하였다(Caves, 2000). 

셋째, 창조산업은 정보의 습득을 위하여 고밀 집적한다. 일반적으로 신상
품이 시장에서 성공할 확률은 10% 내외로서, 성공한 하나의 상품이 나머지 
실패상품에 대한 기회비용을 상쇄한다(Pratt and Hutton, 2013). 따라서 창
조산업 기업들은 수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기업적 차원의 위험관리를 
위하여 입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들이 가장 선호하는 입지는 고밀도의 집
적지이다(Picard and Carlsson, 2011). 창조산업이 이러한 고밀집적 지역을 
선호하는 이유는 전통적 산업생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양하
고 예측가능한 정보를 빨리 습득하기 위해서다(Pratt, 2006).

넷째, 창조산업 상품은 지속적인 ‘신기성’(novelty)을 요구한다. 기업들은 
‘수요 불가지성’ 위험을 감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새로운 상품을 생산해
야 한다. 독창적이고 참신한 창조적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기술진보 혹
은 혁신이 발생한다(Cooke and Lazzeretti, 2008). 최근에는 소비자의 욕구
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감성, 디자인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등 비기술적 
요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Stonema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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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전문인력 기반의 혼합적 작업조직을 갖는다. 미술작품은 화가 한 
명으로 충분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창조적 제품은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 
각각의 취향과 선호를 드러내야 한다. 창조산업의 생산조직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건 이런 특성 탓이다. 케이브스는 이를 ‘혼합적 작업조
직’(motley crew) 특성이라 칭하였다(Caves, 2000). 창조산업 종사자들은 
관련 작업을 수행할 때 금전적인 보상 외에도 심리적인 보상을 받게 되며, 
흥미나 호기심과 같은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에 의해 창조적 작
업을 수행하게 된다(Caves, 2000; Frey, 2002).

여섯째, 창조산업은 다양한 규모․형태의 기업이 수직적․수평적으로 연계한
다. 창조산업 기업은 대기업에서부터 1인 기업까지 기업의 종류가 매우 다
양하다. 이들 기업들이 연계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속성의 상품을 생산하
게 된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직적으로 통합할 경우 영화, 방송, 미디어 등 
대량생산에 적합한 생산구조를 갖게 되며, 중소기업 혹은 1인 기업 등 소규
모 기업들은 전문화를 바탕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하게 된다(Scott, 2005; 
Caves, 2000). 이는 창조산업이 특정지역 생산체계에 착근하고 있으며, 글
로벌 수준에서 상호연계되어 있음을 시사한다(Pratt and Hutton, 2013).

4) 창조산업 개념과 범위에 대한 평가

세계경제는 ‘산업경제’에서 ‘신경제’, ‘지식정보경제’를 거쳐 ‘창조경제’로 
전환중이다. 일본 노무라종합연구소는 1990년 「창조의 전략-창조화시대 
경영과 노하우」 보고서를 통해 21세기 창조혁명과 함께 제4의 물결인 ‘창
조사회’가 도래할 것임을 예측하였다. 동보고서에 의하면 창조산업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인간 두뇌와 창조적 아이디어가 주요 경제활동 요소로 등
장하게 된다(野村総合研究所 1990; 차두원․유지연, 2013:12 재인용). 

2000년 「창조산업(Creative Industries)」이라는 저서를 펴낸 케이브스는 
창조산업의 고유특성으로 ‘수요 불가지성’(nobody knows property), ‘예술
적 가치(독창성, 기술적 전문성, 조화 등)를 위한 창조’(art for art's s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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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슨하게 결합된 형태의 전문인력 간 협업’(motley crew), ‘기능인들의 협
업시 시간적 제약’(time flies), ‘무한다양성’(infinite variety), ‘A급/B급의 차
이’(A list / B list), ‘지속성’(ars longa) 등과 같은 7가지를 꼽았는데(Caves, 
2000:2-10), 이것은 대부분 기존의 문화상품(cultural goods)들이 공통적으
로 갖는 특성과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특허, 디자인 등 무형의 지적자산을 중시하는 새로운 경제구조가 
출현하고, 뉴미디어 등의 확대, ICT 발전 및 디지털콘텐츠의 보편화 등 기
존 문화산업의 범위가 확대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전통적 의미의 문화산업
에 한정된 창조산업 논의는 한계가 있다.

과거 도시성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상품의 생산과 소비 등 산업적 
측면과 입지적 중요성이 강조되었다면, 현재는 예술기반과 삶의 질 등 다양
한 요소가 중시되고 있다. 일례로 세계의 도시들은 트레이드 쇼, 축제 등과 
같은 경제재생 및 장소판촉 전략 등을 시행한다. 동시에 이전에는 활용하지 
않았던 전략들, 예컨대 패션, 가구, 디자인, IT, 게임, 음악 등 다양한 창조
산업 영역과의 연계를 도모하고 있다(Evans, 2009:1018). 

이렇듯 창조산업에 대한 논의는 창조산업 자체가 갖는 경제사회적 영향
력과 함께 연관 산업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Evans, 2005). 이것이 창
조산업의 공급망(생산-소비의 연계), 혁신, 시장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분
석․평가를 통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

4. 창조경제와 지리공간의 의미

1) 창조경제(Creative Economy)

창조경제에 대한 논의는 2000년을 전후하여 이루어졌다(Howkins, 2001; 
Evans, 2009; UNCTAD, 2008; Hesmondhalgh and Pratt, 2005; Hutton, 
2004; Pratt, 2005). 피터 코이(Peter Coy)는 2000년 「비즈니스 위크(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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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에서 최초로 창조경제를 제시하며, ‘햄버거의 시대에서 소프트웨어’
로의 시대적 변화를 언급하였다. 그는 미래에는 아이디어를 최상의 가치로 
두는 기업, 아이디어를 통해 무형의 가치를 생산하는 기업이 생존할 것임을 
주장하였다(Coy, 2000). 존 호킨스(John Howkins)는 「창조경제(The 
Creative Economy)」를 통해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와 제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Howkins, 2001, 2007). 그는 창조경제를 ‘창의력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유통업,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으로 정의하
고, 연구개발, 출판, 소프트웨어 등 15개의 창조적 경제 부문을 제시하였다. 
그는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을 창조경제의 핵심제도로 규정하였다4). 

이후 창조경제에 대한 논의는 지역발전 전략으로서의 국제기구에서 검토
되었으며(UNCTAD, 2008,2020; UNESCO, 2013), 창조경제는 창조성, 창
조산업 등과 결합하여 새로운 경제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기제로 활용되고 
있다. UNCTAD(2010)에 의하면 창조경제는 갑자기 출현한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UNCTAD는 경제와 문화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으며, 창조경제의 중심에는 창조산업이 있음을 적시하고 있다.

2) 창조경제와 지리공간

창조경제는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UNCTAD(2010)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2008년 창조적 상품의 국제 교역량은 5,920억 달러로서 
2002년 대비 2배로 성장하였다. 같은 기간 연평균성장률도 14%에 달해 세
계 각국은 창조경제의 성장성에 주목하고 있다. 창조경제는 창조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생산체계와 가치사슬을 의미한다. 창조경제의 범위는 
창조산업에 국한되지 않으며, 영리(비영리), 공식(비공식), 공공(민간) 활동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한다(UNCTAD, 2010; UNESCO, 2013). 
4) 지적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주장은 세계은행의 창조산업에 대한 접근과 매우 유사하다. 세

계은행은 창조산업을 법률에 의해 지적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상품이나 산출물로 정의하
고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비디오게임, 산업디자인, 패션, 출판, 연구개발 등의 구분을 
제시한 바 있다(Weiping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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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창조경제의 개념적 포괄성은 오히려 창조경제 이론의 한계로 지
적된다. 즉 창조경제 이론은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경제모형의 출현
을 당위론적으로 설명하지만, 창조경제가 실제 작동하는 추동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은 거의 하지 않는다(Scott, 2006a; 최병두, 2013). 이러한 설명부
족은 창조경제가 기존 자본주의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제이미 펙(Jamie Peck)은 ‘창조성 조정(creative fix)’을 제시하며 
창조경제 이론을 비판하였다. 그에 의하면 창조경제는 위기에 빠진 자본주
의를 새로운 형태의 ‘창조적 자본(creative capital)’으로 구조하는 것이다. 
그는 창조경제 이론이 자본축적을 강화하는 기제, 이른바 ‘창조성 조정’에 
불과한 것이라 비판한다. 그는 창조성을 활용한 전략이 도시-사회문제를 해
결하려 하지 않고 미제로 남겨둠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
화시킬 것이라 우려하였다(Peck, 2007).

그러나 창조경제 논의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창조경제 및 창조성과 관련
한 활동들이 여전히 지리적인 특성을 지닌다는 점이다. 교통비용의 감소가 
‘무중량경제’(weightless economy)5)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하며, 창조
경제 기업과 노동자는 높은 지대를 지불하면서도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여전
히 군집한다(Helbrecht, 2004; Hutton, 2006; Pratt and Hutton, 2013). 
창조적인 인력은 상호 대면접촉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군집화된 
지리공간에서 파생되는 집적의 이익을 누린다.

결국 지리적 측면에서 창조경제는 장소지향적이며 도시지향적이다. 도시
의 창조성은 도시에 집적된 창조산업에 의해 유지되며, 그 과정에서 도시․경
제적 위계는 더욱 견고해진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적된 창조산업은 주변 
지역으로부터 창조적인 전문인력을 조달한다. ‘대도시권’(metropolitan area) 
혹은 ‘도시지역’(city-region)이 창조경제 시대에 중요한 위상을 유지하는 이
유도 여기에 있다(Scott, 2010; Pratt and Hutton, 2013). 이 때 도시의 창
조성은 장소적 변이를 반영하여 차별화된다. 즉 특정도시의 총인구나 전체 
5) 무중량경제는 비물질화(dematerialisation)된 생산물에 가치를 부여하는 경제를 의미한다. 

무중량경제 상품은 디자인, 아이디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에 관련된 것들이 
많다. IT(information technology)의 발달과 관련이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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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종사자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영화, 컴퓨터 그래픽, 뉴미디어, 광고 등 
도시에 입지한 장소특수적 창조산업에 의해 도시의 창조성이 차별화되는 것
이다(Bourne et al., 2011).

3) 산업경제와 창조경제

산업경제와 창조경제 간의 차별성은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과정이 상이하
다는 점이다. 산업경제 구조는 ‘창작’(origination)-‘생산’(production)-‘유통’ 
(distribution)-‘소비’(consumption)로 이어지는 ‘순차적’(linear) 구조를 갖는 
반면, 창조경제는 수평적 의사교환과 상호작용을 통한 ‘순환적’(circular) 구
조를 갖는다. 

이러한 차이는 생산과정에서도 두 경제간 차이를 발생시킨다. 산업경제는 
과학자, 엔지니어 등 소수가 기획하고 설비투자를 통한 대량생산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창작과 생산이 연계할 수 있는 부문은 상품에 대한 품질 테스
트에 그친다. 반면 창조경제 구조에서는 소수 엘리트 집단이 아닌 다양한 사
람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수평적 의사교환을 통해 어떠한 상품․서비스를 
생산할 것인지가 결정된다. 생산은 창작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창작과 생산의 경계가 허물어진다. 창작과 생산의 통합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산업간 이종결합의 기회가 확대된다. 유통의 단계에서도 창조경제는 기존 산
업경제에 비하여 다양화된 채널을 사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 유통된다.

이러한 차이는 생산․소비되는 상품의 속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창조
경제의 상품은 산업경제와는 다른 형태, 이를테면 디지털 콘텐츠, 음악, 연
구개발 등의 성과이기 때문에 최종상품이 다른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아이
디어를 제공하게 된다. 이는 스로스비(Throsby, 2001)가 언급한 창조성, 즉 
기존의 아이디어를 모아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명하고 그것들 간의 새로운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는 상상력으로 수렴된다. 따라서 산업경제에서의 상
품의 이용자가 소비자(consumer)로 한정된다면 창조경제는 유저(user), 프로
슈머(prosumer)로 확대된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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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 창조경제

개념도

창작
(origination) 과학자, 엔지니어가 주도 수평적 의사교환

창의적인 다양한 의견 수렴
생산

(production)
창작 → 생산 순서로 진행됨
대규모 설비투자, 품질테스트 

창작과 생산의 경계 모호
통합화, 산업간 이종결합

유통
(distribution)

선형모형(linear model)
창작→생산→유통→소비

유통구조 다양화
다종의 제품 유통

소비
(consumption) consumer user, prosumer, consumer

생산주기
장기

(기획, 설비투자, 대량생산까지 
장기간 소요)

단기
(추가 설비투자 불필요)

자료 : Ghelfi(2005) 참고 연구자 재구성

<표 2-3> 산업경제와 창조경제 비교

4) 창조산업 모형

창조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설명하는 모형들은 서로 다른 논리에 근거하
여 창조산업을 분류하고 있다.

영국 ‘DCMS 모형’은 영국 정부가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창조성
과 혁신을 강조하면서 제시한 모형이다(DCMS, 1998,2001). 이 모형에서 
제시한 13개의 창조산업은 모두 기존 문화산업 영역에 포함되지만, 영국정
부는 다양한 산업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하여 창조산업이라는 용어를 선호한
다(O'connor, 2010; 홍종열, 2012).

‘상징적 텍스트 모형’(Symbolic Text Model)은 유럽을 중심으로 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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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문화연구에서 시작한 것으로 헤스몬드할그(Hesmondhalgh, 2002)의 이
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모형은 전통적인 문화연구 접근법, 즉 ‘고급예술 
혹은 중요예술’(high or serious art)을 사회․정치적 지배층의 산물로 간주하
고, ‘대중문화’(popular culture)와의 관계를 고찰한다. 상징적 텍스트 모형
에 의하면 약호화된 기호는 영화, 광고, 출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생산, 
소비, 전파된다. 

‘동심원 모형’(Concentric Circle Model)은 문화적 가치를 원의 중심에 
두고 상업화될수록 중심에서 멀어지는 동심원적 형태로 창조산업을 설명한
다(그림 2-3 참조). 동심원 모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적 가치는 
문학, 음악, 행위예술, 시각예술 등 ‘핵심창조예술’(core creative arts)이다. 
창조적 아이디어는 ‘핵심창조예술’로부터 소리, 텍스트, 이미지의 형태로 시
작되며, 특정 레이어나 동심원을 통해 주변으로 퍼져나가게 된다.(Throsby, 
2001,2008) 

영국의 DCMS는 ‘Work Foundation’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수정 동심원 
모형을 제시하였다(WF, 2007). 이 모형에서는 홀덴(Holden, 2004)의 ‘공공
가치(public value)’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 ‘표현적 가치’(expressive value)
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수정 동심원 모형은 스로스비(Throsby, 2001)가 언
급한 문화예술의 문화적, 상업적 가치를 공히 인정함으로써 산업활동을 통
한 문화정책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모형’(WIPO Copyright Model)에 의하면 
창조산업은 ‘창작, 제조, 생산, 광고, 저작물의 유통에서 직간접적으로 저작
권이 있는 작품들을 만들거나 방송, 배급하는데 관여하는 산업’으로 정의된
다(WIPO, 2003). 저작권 모형에 의하면 창조성이 구체화되는 것은 지적재
산이며, 지적재산권을 만드는 산업과 상품 및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전달하
는 산업이 다르다는 측면에 입각하여 창조산업을 핵심적, 상호의존적, 부분
적 저작권 산업으로 분류한다. 창조산업의 모형을 요약정리하면 <표 2-4>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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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Throsby(2008), UNCTAD(2010) 참고 연구자 재구성

<그림 2-3> 창조산업 동심원 모형 

UK DCMS 모형 상징적 텍스트 모형 동심원 모형 WIPO 저작권 모형
광고건축미술품/골동품공예디자인패션영화/비디오음악행위예술출판소프트웨어TV/라디오비디오․컴퓨터 게임

핵심문화산업광고영화인터넷음악출판TV/라디오비디오․컴퓨터 게임
주변문화산업창조적 예술
경계문화산업가전패션소프트웨어스포츠

핵심창조예술문학음악행위예술시각예술
기타 핵심문화산업영화박물관/도서관
광의 문화산업역사유산 서비스출판사운드 리코딩TV/라디오비디오․컴퓨터 게임
관련 산업광고건축디자인패션

핵심 저작권 산업광고저작권관리단체영화/비디오음악행위예술출판소프트웨어TV/라디오비주얼/그래픽
상호의존적 저작권 산업저장장치가전음악기구종이복사 및 사진장치
부분적 저작권 산업건축의류, 신발디자인패션가정용품장난감

자료 : UNCTAD(2010), p.7

<표 2-4> 창조산업 모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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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창조산업 모형에 의하면 창조산업의 가치를 전통적인 문화적 가
치로 볼 것인가, 상업적 가치로 볼 것인가, 아니면 두 가지 혼합된 가치로 
볼 것인가에 따라 창조산업이 구분된다. 

이러한 준거에 의하면 DCMS와 동심원 모형은 문화예술의 내재적 가치
를 최우선가치로 두고 연관 산업으로의 범위 확장을 인정한다. 이는 이 두 
모형이 문화예술적 가치를 우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WIPO 모형은 
지적재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최종상품으로서의 상업적 가치를 우선한다. 
그러나 WIPO 모형도 최종상품의 가치를 창조성에 두고 있어 DCMS 및 
동심원 모형과 무차별하다. 반면 상징적 텍스트 모형은 비판적 문화연구에
서 시작한 것으로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의 권력관계를 중시한다. 이 모형
은 지배계층의 의도가 약호화된 메시지로 전달되는 체계에 관심을 둔다.

그러나 위의 네 가지 모형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창조산업의 문화적 
가치와 상업적 가치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중시되지 않았던 
문화의 산업적 가치를 인정하고 연관 산업으로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즉 
이들 네 가지 모형에 의하면 창조산업이 문화의 내재적 가치를 중시하는 수
렴성과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변화할 수 있는 확장성을 동시에 갖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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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창조산업과 지리공간의 변화

1. 창조산업을 활용한 공간적 대응

1) 문화와 도시와의 관계

창조산업, 작게는 문화가 가진 내재적 가치를 공간에 투영하려는 노력은 
주로 도시에서 발생하였다. 이러한 도시와 문화의 관계는 세 가지 관점에서 
고찰할 수 있다. 첫째 관점은 도시공간이 글로벌 자본주의의 초국경적 비즈
니스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특정 세계도시들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
계도시의 중심부에서는 국제 비즈니스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하여 요구되
는 문화적 기반을 제공하며, 기술, 교육, 문화, 레저시설, 회의공간, 정치․행
정적 지원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된다(Castells, 1991; Sassen, 1994,2001; 
Beaverstock, 2004). 

둘째 관점은 문화적 자산의 대부분이 지식집적 자본주의의 주요 자원이 
된다는 것이다. 도시는 과학, 기술 등 전문 커뮤니티, 예술적․창조적 활동, 
신뢰와 결속, 다양한 기회, 기반시설 등 지식경제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식집적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의 관심도 문화예
술의 증진, 기념비, 다문화공간 조성 등 어디에서나 손쉽게 볼 수 있는 것
으로 변화하였다. 최근에는 게이(gay) 지구 등 과거 비주류였던 문화요소가 
도시문화로 포섭되면서 정부재정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러한 도시공간의 변
화는 지식과 정보교환의 중심지로서의 도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관점은 도시라는 공간이 그 자체로 향유되고 소비되는 상품이라는 
점이다(Zukin, 1995; Urry, 2002; Miles and Miles 2004). 문화정책의 추
진은 소매점, 레저 콤플렉스, 문화유산, 박물관, 축제, 장소마케팅 등을 통해 
경관을 변화시켰다. 도시 야간경제, 밤의 축제와 같은 요소들이 도시적 활
동과 관계가 있음을 주목한 것처럼(Hobbs et al. 2000), 문화를 판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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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과 수단은 도시 의사결정자들에 의해 채택되어 왔다. 이는 탈산업화 이
후 도시인구가 다시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
다(Amin and Thrift, 2007:151-153). 문화경제적인 열정이 복합적으로 작
용할 경우에는 도시 경제적 경관을 급격하게 변화시켰다.

지인과의 만남, 공식적인 모임, 저녁식사, 댄스, 음악 감상 등 문화적 활
동은 다양한 모티브와 행동패턴을 통해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
다(Rowe and Bavinton, 2011). 과거 음주, 사건사고, 청소년 문제 등을 야
기한다는 이유로 인해 통제․관리의 대상이었던 야간경제(night-time 
economy)는 최근 창조산업의 부상과 함께 이너시티의 재생, 도시활력 증
진, 문화적 다양성, 리버빌리티 등과 결합되면서 새로운 도시재생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Bavinton, 2010; Hollands and Chatterton, 2003: Grazian; 
2009, O'connor, 2010). 

2) 도시재생과 장소마케팅

(1) 문화기반 도시재생
오늘날 문화를 활용하여 도시를 활성화하는 것은 매우 보편적인 수단이 

되었다. 탈산업화와 세계화의 파고를 넘으면서 문화의 내재적 가치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도시재생의 종류와 방식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문화기
반 도시재생’(culture-led regeneration)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 중 하나
다(Evans, 2005; Bailey et al. 2004; Montgomery, 2003; Binns, 2005).

문화기반 도시재생을 위해 정책가들이 가장 쉽게 사용하는 방법은 산업
자본의 재구조화다. 그들은 규제완화, 민영화 등을 통해 민간자본을 도시로 
끌어들였고, 창조산업에 대한 상업화된 정책, 예컨대 박물관, 극장, 전시관 
등의 대규모 건조환경에 민간자본을 유치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추진하였다. 
문화기반 도시재생은 대규모 문화관련 시설을 활용하여 낡은 도시의 외관과 
이미지를 개선하고 과거 도시위상을 회복하는데 목적이 있었다(Bianchini, 
1993; Booth and Boyle, 1993; Montgomery,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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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선도개발을 통해 파급효과를 의도하는 전략은 지역주민의 
삶을 괴리시키고, 도시 공간불평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실패할 경우에 주민
에게 재정부담으로 남고, 성공할 경우에도 지역경제가 교란되는 부작용이 
있다. 이러한 경관위주, 자본주도적 도시재생은 도시의 양극화, 사회문제 등
을 숨기는 ‘축제가면’(carnival mask)에 불과하다(Harvey, 1989). 

일반적으로 도시 문제는 환경, 사회․문화, 경제 등 다차원적이고 다면적인 
속성을 가진다. 도시정책은 즉흥적으로 바뀌었으며, 정책 결정자 또는 계획
가들의 의도에 부합하게 변경되었다(Hall, 2007). 도시의 기능회복을 위해 
도입된 ‘도시 르네상스(urban renaissance)’도 도시의 문화적 자원을 경제적 
재활성화를 위해 활용하는 것으로 문화, 소비, 경관 등을 활용한 이윤창출 
과정과 결합한다(Evans, 2002).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은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창조산업의 성장기반을 다
질 수 있다는 면에서 유의미하다(Rozentale and Lavanga, 2014). 하지만 
도시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창조산업의 상업화는 도시문화
의 내재적 가치를 파괴할 수 있다(Oakley, 2004; Garnham, 2005). 현재 
창조산업을 활용한 도시정책은 장소특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
게 복제되고 있으며, 창조산업이 모든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
약으로 대접받고 있다(Chapain and Comunian, 2010; Evans, 2009). 결국 
창조산업을 활용한 도시재생 전략은 인위적․물리적 개발에서 탈피하여 어떠
한 산업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2) 문화예술을 활용한 장소마케팅
도시재생 정책과 함께 활용된 수단은 장소마케팅이다. 장소마케팅은 과거

의 도시전략과는 달리 도시에 대한 새로운 태도․정책․구조․도구․실천들을 모
두 포괄한다(Ashworth and Voogd, 1994; Kotler and Gertner, 2002).

쇠퇴도시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 부문은 패션, 미디어, 영화, 음악 등
과 같은 창조산업이었다(O'Connor and Wynne, 1996). 서구 공업도시들은 
대규모 재개발, 역사유물, 갤러리, 극장, 박물관 등 도시가 보유한 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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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적 자산을 활용하여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였다(Philio and Kearns, 
1993; Holcomb, 1994; Couch and Farr, 2000). 

장소마케팅이 도시의 새로운 재정원으로 주목받았지만, 도시의 문화적 가
치를 고려하지 못한 장소마케팅은 개성없는 도시공간을 복제하는 결과로 귀
결되었다. 대규모 투자는 도시를 획일화하는 동시에 몰장소성을 더욱 가속
하였으며(Koolhaas and Bau, 1995), 상호모방관계에 있는 도시들이 천편일
률적인 개발패턴을 도입하여 도시가 갖는 특성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Law, 1993; Page, 1995; Haider, 1990; Jessop, 1998).

고급문화를 통해 도시이미지를 제고하려는 노력은 문화예술 집단에 대한 
지원을 약화시켰다(Lister, 1991). 그 과정에서 소수집단의 배제와 저임금․비
숙련 노동자들의 양산이라는 사회불평등 문제를 심화시켰다(Bianchini et 
al., 1992; Loftman and Nevin, 1994). 결국 문화를 활용한 장소마케팅은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도구적 기능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을 포섭할 수 
있는 통합적 기능으로 전환되고 있다(Nylund, 2001:227). 

장소마케팅은 사람․상품․자본․금융․이미지 등이 장소와 영역으로부터 멀어
지는 ‘탈영역화’(deterritorialization)와 차별적인 장소특성을 구축하려는 ‘영
역화’(terrirotialization)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Brenner, 
1999; Amin and Thrift, 1997; Storper, 1997). 도시판촉에 활용된 문화전
략은 가장 보편적으로 추진된 방식이었다. 스페인의 빌바오시와 같이 대규
모의 문화시설 조성을 통해 도시를 활성화한 사례도 있으나, 그러한 형태의 
전략이 주민의 삶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최근에는 이러한 
대규모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문화예술운동 등 다양한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
으며, 침체되어 있는 도시공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창조산업 기능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3) 창조적 클러스터(creative cluster)

클러스터에 대한 논의는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연구자들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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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으로 제시하는 클러스터의 정의는 ‘특정 산업과 관련 활동의 지리적 집중
체’다. 창조산업이 새로운 경제성장 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창조산업의 지리
적 집중체, 이른바 창조적 클러스터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Foord, 
2009; Bagwell, 2008; He and Gebhardt, 2013; Zheng and Chan, 2014). 

창조산업 클러스터는 ‘문화적 시설과 문화관련 활동이 고밀도로 집적한 
지역’을 의미한다(Wansborough and Mageean, 2000; Roodhouse, 2006; 
Zheng and Chan, 2014). 구체적으로는 ‘문화예술적 활동을 위한 일련의 
건물들 혹은 문화예술적 서비스와 활동을 공급․촉진하고 정체성을 고양할 
수 있는 공간’을 뜻한다(Roodhouse, 2006:21-22). 이 정의를 통해 창조적 
클러스터는 문화예술시설 및 관련 활동이 상호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고용과 산출, 기업간 연계, 소비시장 등에 대한 고찰이 없어 산업생
산적 의미의 클러스터에 비하여 다소 느슨한 개념으로 이해된다.

창조적 클러스터에서는 프로젝트 기반의 작업을 수행하며, 노동유연성,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 등이 중요하다(Bagwell, 2009). 산업적 측면에서 볼 
때 창조적 클러스터는 도시를 대표하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LA의 영
화/TV 산업, 런던의 쥬얼리 산업, 파리의 패션 산업 등이 그 예가 된다. 

푸어드(Foord, 2009)는 창조적 클러스터를 네 가지로 유형화하여 사례 
및 특징을 제시하였다. 먼저 ‘의존적’(dependent) 창조 클러스터는 공공주도
의 클러스터다. 공공부문에서 기반시설을 공급하고 소규모 기업들에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즉각적인 효과를 얻는다. 이 유형은 창조산업이 성장하지 않
은 지역에 주로 적용된다. 쉐필드의 ‘Creative Industries Quarte’, 상트페테
르부르크의 ‘Creative Industries Development Centre’, 서울의 디지털 미디
어 시티, 태국의 ‘Creative Industries Cluster’ 등이 해당된다. 

‘열망적’(aspirational) 창조 클러스터는 소수 기업이 공공부문의 문화기능
을 대행하는 클러스터다. 창조산업이 미미하거나 수요가 제한적인 곳에서 
나타난다. 이 유형 역시 공공개입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브리즈번의 
‘Creative Precinct’, 더블린 ‘The Digital Hub and MediaLab’, 라이프치히 
‘Media Cluster’, 홍콩의 West Kowloon Cultural Centre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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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emergent) 창조 클러스터는 공공부문의 투자로부터 파생된 기업들
이 군집을 형성하는 유형이다. 공공부문에서는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기업들
은 지역차원을 넘어 일부 국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대표적으로 글라스
고의 영화/TV 산업이 해당된다. 

‘성숙’(mature) 창조 클러스터는 대기업이 주도하고 기업간 수직적 연계
가 강한 클러스터다. 산업적 인지도와 특화도가 높아 세계적으로 극소수만
이 이 유형에 속한다. LA의 영화/TV 산업, 밀라노의 패션․가구 산업, 뉴욕
의 패션산업 등이 해당된다. 

이상의 창조적 클러스터는 기존 선도개발 중심의 문화전략과 차별화된다. 
정부는 문화예술 부문에 대하여 공공재원을 지원함으로써 창조적 클러스터
를 유지한다. 이는 기존의 도시문화전략과 달리 문화예술을 통해 사회적 기
능 및 사회통합을 추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직업훈련, 연구개발, 인큐베이
팅을 통해 창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기회를 부여하여 문화예술의 내재적 가치를 확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계 주체 유지조건 규모 특징
1. 의존적

(dependent) 공공부문 공공보조금 현지시장 기반시설, 
중소기업 지원

2. 열망적
(aspirational)

민간기업 +
前 공기업

공적․제도적 
지원

현지시장 + 
한정된 수요

공공주도의 
촉진정책

3. 신흥
(emergent)

다수의 
성장기업

공공부문 
기반시설 투자 제한된 국제화 지역적 차원의 

문화소비
4. 성숙

(mature) 대기업 중심 기업간 하청
특정부문 특화

국제화
B2B 수요 공공개입 미미

자료 : Foord(2009), p.10 참고 연구자 재구성

<표 2-5> 창조적 클러스터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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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조산업과 도시성장

1) 창조도시의 진화

(1) 창조도시의 개념
탈산업화,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던 공간전략은 긍정적 효과

가 있기도 하였지만, 공간을 구성하고 있었던 기존 주체들을 외부화, 객체
화시켜 외생적 발전을 추구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러한 반성은 누구를 위
한 도시전략이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난제로 이어졌다. 1970년대부터 지속
되어 오던 장기불황에 대해 거시경제적 처방의 한계를 제시하며 제이콥스의 
창조도시 처방이 시작된다. 

창조도시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는 창조
도시를 ‘탈대량 생산시대에 풍부한 유연성과 혁신성으로 경제적 자기 조정
능력을 갖춘 도시’라 정의한다(Jacobs, 1985). 그녀는 국민경제를 발전시키
는 전제는 도시경제를 창조적으로 전환시키는 데 있다고 보았다. 도시는 다
양성과 개성, 창의와 혁신의 가마솥이며, 도시의 다양성이란 도시의 혁신과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과 사람 모두를 포함한다. 그녀는 창조도시 
사례로 소도시인 ‘볼로냐’(Bologna)와 ‘피렌체’(Firenze)를 제시하였다. 거대
도시가 아닌 볼로냐와 피렌체에 주목한 이유는 자생적인 발전, 혁신과 발빠
른 대응에 기초한 경제의 자기조절능력을 높게 평가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사사키 마사유키(佐佐木雅幸)는 창조도시를 ‘인간이 자유롭게 창
조적 활동을 함으로써 문화와 산업의 창조성을 풍부하게 하며, 동시에 탈대
량생산의 혁신적이고 유연한 도시경제시스템을 갖춘 도시’라 정의하고 있다
(佐佐木雅幸, 2002). 마사유키의 이론적 계보는 문화경제학자들에 기반한 
것으로, 그들은 역사적 도시경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예술적인 생활공간과 
아름다운 도시환경의 보전을 중시하고 있다.

영국 ‘코메디아’(Comedia) 대표인 찰스 랜드리(Charles Landry)는 창조
도시를 ‘자유롭게 창조적인 문화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적 인프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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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어진 도시’(Landry, 2000), ‘도시민으로 하여금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활동하게 하는 유기체로서의 도시’(Landry, 2005)라 정의한다. 그
에 따르면 창조도시는 건축과 토목이 아닌 시민들의 문화적 잠재력에서 비
롯되며, 획일화된 도시들보다 개성이 강한 도시를 창조도시라 하였다. 이러
한 견해는 제이콥스의 창조도시 견해와 매우 유사하다.

UNCTAD(2010)는 창조도시는 ‘다양한 영역의 문화적 활동이 도시의 경
제․사회적 기능을 통합하는 도시복합체’이며, ‘강력한 사회적, 문화적 인프라
를 기반으로 하여, 창조적 직업의 집중과 이들에 대한 문화적 시설로 인해 
많은 투자를 견인하는 도시’라 정의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에드워드 글레이저(Edward Glaeser)는 「도시의 승리
(The Triumph of the City)」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도시는 창조성이 높
은 도시임을 주장하였다. 그에게 있어 도시는 혁신의 중심이다. 도시의 인
접성․친밀성․혼잡성은 인재, 기술, 아이디어를 도시로 유인한다. 이러한 인적 
자원이 모여서 집적경제의 생산성을 높인다. 궁극적으로 도시의 성장은 도
시의 창조성 증가로 귀결된다.

(2) 창조도시에 대한 평가
이처럼 창조도시의 개념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기 보다는 이론적․경험적 

고찰을 통해 정립해가는 과정에 있다 할 수 있다. 창조도시의 출현 기저에
는 위기극복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라는 필연성이 내재되어 있다. 오
랜 농경사회를 지내온 인류는 최근 수세기 동안 급속한 사회변천과 패러다
임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탈산업화와 탈물질적 가치체계의 확산에 따라 제
조업 기반의 산업화된 도시는 경제성장과 고용의 안정을 보장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급속하게 변화하는 세계 경제구조에 유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시적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다양한 도시 문제들에 대응하여 유럽 각국은 문화예술이 지닌 창조적인 
힘을 활용하여 사회잠재력과 경쟁력을 이끌어내려는 도시들의 노력에 주목
하고 창의성을 강조한다. 이들 창조도시는 기존 문화도시와 달리 창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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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로 한 지역의 지속적 성장을 추구한다. 국제 경쟁력의 주요 이슈는 상
품, 서비스, 자본의 흐름이 아니라 창조적 인재와 지역의 창조적 경쟁력임
을 강조하고 있다. 

2) 창조계층과 주요 쟁점

플로리다는 인적자원을 구체화한 ‘창조계층’(creative class)과 창조계층의 
창조성이 도시공간으로 파급․확장된 ‘창조적 환경’(creative milieu)을 제시했
다. 그에 따르면 창조계층은 문화적 서비스, 인종적 다양성, 생활양식에 대
한 관용성이 높은 곳을 선호하며, 창조계층이 모여 구조화하는 ‘창조적 자
본’(creative capital)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보다 중요하다(Florida, 
2002a). 

플로리다는 창조도시를 경제발전의 3T라 불리는 ‘기술’(Technology), ‘인
재’(Talent), ‘관용’(Tolerance)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정의하였다. 그의 연구
에서는 20대 젊은 층의 비중(coolness index), 동성애자 인구 비율(gay 
index), 나이트라이프 등을 통해 도시의 개방성과 문화적 활력을 측정하였
다. 그에 의하면 창조계층이 많은 도시일수록 경제적으로 더욱 번성한다
(Florida, 2002a). 플로리다의 견해는 혁신을 중시하는 기업들이 창조계층을 
활용하기 위해 해당 도시에 입지하게 된다는 논의로 확장되었다.

플로리다의 주장은 도시성장을 이끄는 동인은 창조계층이며, 이러한 창조
계층이 선호하는 요인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그러
나 플로리다의 주장은 창조계층 개념의 모호성 및 3T 요인들 간의 부족한 
상관관계 등으로 비판을 받았다. 

가장 큰 비판을 받는 것은 창조성 지수에 대한 것으로, 3T 변수(기술, 인
재, 관용)들 간의 관계가 미약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Reese and Sands, 
2008; 최병두, 2013). 플로리다는 창조계층이 도시 경제성장의 동인임을 강
조하였지만, 그의 연구는 창조계층과 도시성장과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는다. 
더욱이 그는 창조계층의 본질적 특성을 제시하지 못한 채 이와 관련한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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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념만을 나열하여 창조계층을 활용한 공간정책으로의 실제 적용은 불가
능하다(Reese and Sands, 2008). 

플로리다에 따르면 관용은 다양한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의
미한다. 그는 관용이 많은 도시가 창조계층을 유인함을 기본전제로, 관용성
의 정량적 측정을 위하여 인구다양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관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인구다양성과 관용간의 상관관계도 없
다(Wilson and Keil, 2008). 

이 외에도 창조계층은 갑자기 생긴 특별한 것이 아니며 이전에도 존재했
다는 비판(Malanga, 2004; Glaeser, 2005), 미국에서 ICT가 발전한 선벨트 
지역은 노동조합의 부재, 오래된 산업구조, 창조계층에 필수적인 도시 어메
니티가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인력이 모이고 있다는 실증적 비판
(Storper and Scott, 2009) 등이 이어졌다. 또한 창조도시의 전제조건은 유
럽적인 것이지 미국적인 것은 아니라는 비판(Peck, 2005) 등 창조계층이 경
제성장의 동인이라는 플로리다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었다.

플로리다의 창조계층이 간과하고 있는 가장 큰 오류는 그의 이론이 엘리
트주의적이고 시장경쟁을 지나치게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창조적인 계층
이 되기를 희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구상에 어느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다. 
플로리다가 규정했던 창조계층은 주로 변호사, 학자, 연구자, 금융인 등 고
소득 직업군에 한정되어 있다. 이는 다른 계층이 창조계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폐쇄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결과 자
유롭고 독특한 사고에 기반한다는 창조성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으며, 창조
계층이 공간발전의 주체가 아니라 공간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체로 자리
매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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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창조산업 집적 관련이론

1. 산업의 집적과 집적요인

1) 집적경제 : 지역화경제와 도시화경제

많은 경우에 경제활동은 양의 공간적 연계를 나타낸다. 이는 경제활동이 
다른 경제활동들에 가까이 입지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경제활동의 
이와 같은 공간집적패턴을 설명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가장 공통적으
로 적용되는 요인은 집적경제이다(손정렬, 2013). 도시 성장은 정치․경제․사
회․문화적인 관점에서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는데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시의 산업은 도시성장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 도시는 산업활동의 집적지
로서 동종 및 이종산업들의 집적에 의한 외부효과를 누리게 된다. 

마샬(Marshall, 1920)이 ‘노동시장 풀링’(labor market pooling), ‘투입요
소 공유’(input sharing), ‘기술적 스필오버’(technological spillover) 등 세 
가지 요인으로 도시와 생산성간의 관계를 설명한 이후 집적경제에 대한 광
범위한 논의가 전개되었다(Moomaw, 1981; Henderson, 1986; Nakamura, 
1985; Calton, 1983; Glaeser et al., 1992; Henderson et al., 1995; 
Ciccone and Hall, 1996, Rosenthal and Strange 2003). 

집적경제는 일반적으로 지역화경제(localization economies)와 도시화경제
(urbanization economies)의 개념으로 분류된다.6) 먼저 지역화경제는 다수
의 동종 업종의 기업들이 한 지역에 집적하여 상호연관된 활동이나 교류를 
통하여 창출해내는 외부효과이다. 지역화경제가 존재하면 특정산업의 총생
산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그 산업내 기업의 생산비가 감소하게 된다. 

6) 마샬(Marshall, 1890)은 최초로 집적경제의 한 축인 규모의 경제의 중요성을 제기하였다
(Cohen and Paul, 2009). 이후 올린(Ohlin, 1933)은 특정한 한 산업의 집적에 기인하는 
외부경제와 산업 전반의 집중에 기인하는 경제를 구분하였는데, 후버(Hoover, 1937)는 
이러한 구분을 지역화경제와 도시화경제라는 용어로 통해 처음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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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경제는 특정산업의 규모 증대가 아니라 도시전체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도시에 입지한 기업에 미치는 외부경제를 의미한다. 도시화경제가 존
재하면 도시의 총생산규모가 커짐에 따라 개별기업의 생산비용이 감소하게 
된다. 즉 도시화경제는 한 산업의 규모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규모에서 비롯
되며 그 이득도 한 산업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모든 기업에게 돌아간다는 점
에서 지역화경제와 구분된다(O'sullivan, 2000; 임창호․김정섭 2003).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화경제는 특정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지역적 집중으로 
전문화의 이점을 강조하고, 도시화경제는 다양한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지역적 
집중에서 발생하는 다양성의 이점을 강조한다(Bun and Makhloufi, 2007). 

2) 정적 집적경제와 동적 집적경제

집적경제는 시간 경과의 변화에 따라 정적 집적경제와 동적 집적경제로 
구분된다. 정적 집적경제는 한 산업의 생산, 고용 또는 생산성 수준이 어떤 
집적 요인의 수준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가리킨다. 동적 집적경제는 한 산
업의 생산, 고용 또는 생산성의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가 집적요인의 수준
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가리킨다(민경휘․김영수, 2003). 

예를 들면 대도시의 낮은 수송비용이 대도시 입지 기업의 생산비를 1회
적으로 저하시키는 것은 정적 집적경제에 해당된다. 반면 소도시보다 대도
시에 존재하는 더 많은 혁신적인 발명가들이 신기술을 보다 많이 창출해내
어 기업의 생산성 혹은 도시인구의 크기가 생산성 증가율에 플러스의 영향
을 주고 있다면, 이것은 동적 집적경제에 해당된다. 동적 집적경제를 제이
콥스 외부경제라고도 부른다.

집적경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
은 다섯 가지를 들 수 있다(민경휘․김영수 2003:157-158). 첫째, 중간 투입
물(비즈니스 서비스 포함) 공급 규모의 경제를 들 수 있다. 이는 지역에 입
지한 기업에 원자재, 부품 등 중간투입물과 비즈니스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연관기업의 수가 증가하면 기업들 간에 전문화의 정도가 깊어지게 되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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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재와 서비스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품질이 향상되는 것을 가리킨다. 둘째, 
노동시장 풀(pool)의 효율성 증가를 들 수 있다. 이는 지역 노동시장의 효
율성이 높아지는 것을 가리키는데, 지역 노동시장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이나 숙련도를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을 탐색하는 
비용이나 노동자들이 새로운 직장으로 이동하는 데 따르는 비용이 낮아지는 
것을 말한다. 셋째, 지식과 정보의 스필오버를 들 수 있다. 기업이나 근로자
들이 상호 접촉하여 정보, 아이디어, 경험, 노하우 등을 교환하는 소통장소
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공정개선, 신제품개발, 기타 혁신을 촉진하는 지
식의 스필오버가 촉진될 수 있다. 넷째, 투입공공재의 질적 개선을 들 수 
있다. 지역산업의 규모가 확대되면 사회간접자본의 성격을 띠는 중간투입재
(통신, 전기, 용수 등)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과거 경제개발기에는 사회간
접자본의 양이 증가하는 측면이 강하였으나 최근에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향상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쟁증가의 효과를 들 수 
있다. 즉 동일 산업에 다수 기업간 경쟁이 증가하게 되면 원가절감, 공정혁
신 등 효율성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집적의 외부효과

신경제지리학이나 전통 경제지리학, 진화주의 경제지리학 모두 외부성 또
는 파급효과(spillover) 개념에 기초하여 집적경제 이점을 설명한다. 집적경
제는 편익에 대한 지불을 하지 않으면서도 특정 장소(지역) 전체의 생산성 
증가를 가져오는 요인, 다시 말하여 공간적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작동하는 
외부성(spatially bounded externalities), 장소 또는 지역기반의 외부성 개념
에 기초하는 것이다(김용창 등 2013). 

집적의 외부효과를 보는 관점은 연구자에 따라 접근방식과 견해가 
상이하지만, 기존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면 ‘경제적 지리’(geographical 
economy), ‘도시 성장과 특화’(urban growth and specialization), ‘산업 클러스
터’(industrial clusters)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Le Blanc,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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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경제적 지리’ 관점에서는 국가적․거시적 차원에서 산업입지, 지역성
장요인, 생산성 및 고용 등을 고찰한다. 이러한 접근법에서는 집적을 주어
진 현상으로 간주하고, 집적이 일자리 창출, 생산성 향상, 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 관계 등을 고찰한다(Fujita et al., 1999; Krugman, 1991). 둘째, ‘도시 
성장과 특화’ 관점에 의하면 도시를 분석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도시의 출
현과 전문화, 성장패턴 등을 연구한다(Jacobs, 1969; Henderson, 1988; 
Holmes, 1999). 마지막으로, ‘산업 클러스터’ 관점에 의하면 산업적 군집이
나 산업지구가 성장하는 이유 및 특정 장소로의 기업집중 원인을 고찰한다
(Porter, 1990; Saxenian, 1994). 이상의 집적의 외부효과 이론을 종합하면 
<표 2-6>과 같다.

구분 클러스터 접근 외부효과와 
클러스터 역동성 핵심변수

Marshall, 1890
Arrow, 1962
Romer, 1986

Henderson, 1986
산업집중

교통비 절감, 
노동시장 풀링, 
정보 스필오버

지역산업특화

Porter, 1990, 1998
수직적 연계

(구매자/공급자)
수직적 연계

(자원, 기술, 시장 공유)

교통비 절감, 
노동시장 풀링, 
정보 스필오버

+ 경쟁
지역산업특화

+ 경쟁

Jacobs 1969
Glaeser et al. 1992

지리공간(도시)내 
이종산업간 연계 부문간 지식이전 산업 다양성

Krugman, 1991
Ciccone, Hall, 1996

Holmes, 1999
공간적 집중과 

지역생산성 차이
지역수요, 

차별화된 상품 
다양성

지역경제활동 
규모

Saxenian, 1994
Rosenfeld, 1997

광고․정보흐름을 
지원하는 역동적 

채널
협력, 사회적 

상호작용
(신뢰, 비전공유)

기업간 연계

자료 : Le Blanc(2000), p.12

<표 2-6> 집적의 외부효과 관련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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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적 외부효과와 다양성

(1) 동적 외부효과의 의미
기존의 정적 외부효과 혹은 정적 집적의 경제는 인근 기업 또는 전문화

된 자원들(예컨대 숙련된 노동, 기술하부구조 등)이 상대적으로 조밀한 집적
지(dense cluster)와 같은 환경 속에서 한 사업체의 단위 생산비용이 낮아질 
때 발생한다. 그러나 지식이전의 동적 외부효과(dynamic externalities)는 조
밀한 도시지역(urban area), 지구(district), 또는 클러스터(cluster) 속에서 
기술적 학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 

동적 접근에서는 집적이 국지화된 투입-산출관계와 관련된 정적 효율성
의 결과라기보다는 지식을 향상시키는 능력이 강화된 결과로서 간주된다. 
실제로 동적 외부효과의 관점에서 관련 산업의 집적지역이 지속적으로 존재
하는 것은 학습, 창의성 및 혁신을 강화하는 집적지역의 우월한 능력에 있
다고 보는 관점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문미성, 2000).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는 개인들의 아이디어가 교류되는 공간으로 새로운 지식의 학습 및 상
품 생산에 있어 중요한 공간이 된다(Loury, 1979; Dasgupta and Stiglitz 
1980; Glaeser, 2011; Jacobs 1969,1984). 

(2) 경쟁의 효과 : MAR, Porter, Jacobs 외부효과
집적경제를 발생시키는 요인들에 대하여 대체로 의견이 합치되어 있으나, 

증가된 경쟁의 효과에 대하여는 상반된 의견이 대립되어 있다.
동적 외부효과는 3가지 외부효과, 즉 MAR(Marshall-Arrow-Romer) 외

부효과, 포터의 외부효과, 제이콥스 외부효과로 구별할 수 있다(Glaeser et 
al. 1992). MAR, 포터, 제이콥스 등은 모두 도시 및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
서는 정보입수, 모방, 고급인력․아이디어의 이동이 중요하며, 지식이 교류되
고 파급되는 스필오버의 중요성에도 공감한다. 

하지만 지식확산의 범위와 경쟁의 역할에 대한 견해는 서로 다르다. 
MAR 동적 외부효과는 도시 내 동종 산업의 집중이 기업간의 지식 스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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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와 혁신을 촉진시킨다는 신고전학파 주장에 근거한다. MAR은 특정지역
에 동종 산업이 집중할 경우 혁신이 촉진되며, 기업이 독점의 지위에서 오
는 이점을 향유할 경우 기업 내 아이디어가 내재화되어 혁신이 발생함을 주
장한다.

포터의 동적 외부효과는 MAR 외부효과와 같이 기업의 지리적 집중을 
강조하지만, 성장요인으로 MAR이 강조한 국지적 독점(local monopoly)이 
아닌 국지적 경쟁(local competition)을 중요시한다. 

반면 제이콥스의 외부효과에 의하면 다른 산업 간에도 지식이 확산되면
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만들어진다. 지식 스필오버는 다양한 산업들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다양성(variety and diversity)이 중요하다. 제이콥스는 여
성속옷의 혁신은 란제리 산업 자체의 혁신에 기인한 바도 존재하지만, 드레
스와의 관계에서 여성속옷이 변화해왔음을 지적하였다. 

MAR Porter Jacobs

지식창출
주체 기업의 지리적 집중 핵심산업 외부에서 

파생된 지식

성장수단 정보입수, 모방, 고급인력․아이디어의 이동

성장요인 독점
(local monopoly)

경쟁
(local competition)

다양성
(variety and diversity)

경쟁
(local competition)

성과 기업 내 아이디어 
내재화로 성장 촉진

유사 업체와의 
경쟁에서 혁신 촉진

업종간 협력 및 
경쟁에서 혁신 촉진

사례 실리콘밸리 이태리 금공예산업 여성속옷
(드레스 산업 연계)

자료 : Glaeser et al.(1992) 참고 연구자 재구성

<표 2-7> 산업집적의 동적 외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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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레이저 등(Glaeser et al. 1992)은 집적경제의 동적 외부효과와 관련하여 
MAR, 포터, 제이콥스 등의 견해를 종합하고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학자들 간 상충되었던 도시성장 요인, 즉 독점(monopoly)과 
경쟁(competition) 혹은 특화(specialization)와 다양성(diversity) 효과를 실증 
분석한 결과, 다양성이 도시성장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한편 제이콥스 외부효과는 산업적 측면과 인적자본 측면의 다양성으로 
파생된다. 먼저 산업적 측면에서는 ‘산업적 다양성과 고용간의 관계’(류수열 
등 2014; Trendle and Shorney, 2003; Mizuno et al., 2006; Izraeli and 
Murphy, 2003; Trendle, 2006), ‘다양성이 도시 및 산업성장에 미치는 영
향’(Glaeser et al., 1992; Henderson et al., 1995; Henderson, 1997; 이번
송․장수명, 2001; 임창호․김정섭, 2003; Quigley, 1998; 류수열 등 2014; 
이석희, 2014; 이종현․강명구, 2012)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인적자본의 다양성과 관련해서는 산업 및 도시성장에 전문인재가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Florida, 2002a,2002b,2005; Glaeser et al., 2001; Glaeser, 
2011; Miguélez and Moreno, 2011; Bagwell, 2008; Clare, 2013; 
Rozentale and Lavanga, 2014).

4) 집적의 외부효과 관련 이론

(1) 산업입지이론
이상에서 논한 집적의 외부효과를 다루는 이론으로 산업입지이론, 도시의 

성장과 특화이론, 클러스터 이론이 있다(Le Blanc 2000, 권영섭 등 2004).
우선 산업입지이론은 성장, 생산성 또는 고용의 지역간 차이를 경제지리

학적 측면에서 다루며, 산업집중의 직접적인 효과로서 외부경제를 논한다. 
마샬(Marshall, 1920)은 내부경제와 외부경제를 구분하였다. 이 중 외부경
제는 기업들간 직무의 분포로 야기되는 비용-편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기
업들의 공간적 집중을 통해 달성된다. 동일한 산업부문의 어떤 기업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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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근처에 입지함으로써(지리적 집중), 생산자간 정보의 스필오버 효과, 효
율적인 노동시장, 생산자 및 유통업자의 물류비 절감이 발생한다. 

(2) 도시의 성장과 특화이론
도시의 성장과 특화이론은 도시의 출현, 특화, 성장패턴의 평가를 다룬

다. 집적의 외부효과는 산업 내에서 지역의 산업특화에 의해 촉진되고, 지
역내 산업의 다양성에 의해 성장한다고 간주한다(Jacobs 1969; Le Blanc 
2000; 권영섭 등 2004:17). 하지만 특화와 다양성은 성장과 안정이라는 면
을 고려할 경우 상호 상충되는 면이 존재한다. 성장은 경쟁적 우위를 기반
으로 하는 경제적 특화에서 나오고, 안정은 다양성을 통해 달성되기에 두 
목적 간에는 모순이 존재하게 된다(Wagner, 2000).

(3) 클러스터 이론
포터(Porter)는 기업들이 특정 장소에 집적되는 현상을 고찰하면서 클러

스터 이론을 전개하였다. 포터에게 있어 집적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개념
이며, 한 국가의 산업적 성공은 수직적 관계(판매/구매)와 수평적 관계(기
술, 협력, 통신 등)의 연계를 기반으로 한다(Porter, 1990a; 1990b:149). 

포터는 기업의 경쟁이점을 결정하는 핵심요소가 개별기업 밖에 존재한다
간주하고 경제적 경쟁에 관한 클러스터 이론을 발전시켰다. 포터의 모델은 
혁신과 경쟁 잠재력을 결정하는 클러스터의 4가지 이슈에 대해 설명한다. 

첫째, 특정산업의 요구에 맞는 노동과 자본, 둘째,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을 요구함으로써 혁신압력을 제공하는 고도로 세련된 지역고객의 존재, 셋
째, 지적재산을 보호하고, 투자를 권장하며, 기업활동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
도록 자극하는 규칙, 인센티브, 경쟁압력의 체계, 넷째, 거래비용을 낮추고, 
아이디어 교환을 촉진하며, 유연한 아웃소싱 기회를 창출하는 풍부한 공급
업자, 전문화된 프로와 기술지원 기업, 그리고 산업협회 네트워크 등이 바
로 그것이다(Porter, 2000). 

하지만 바로 이 점이 클러스터 개념이 갖는 한계이기도 하다. 즉 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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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이론에서 제시하는 지리적 범위가 모호하고, 지역연계도 상대적인 중요성
만을 의미한다는 한계가 있다. 클러스터는 산업의 집중원인을 이해하기 쉽게 
제시하고, 정책적 도구로 유용하게 활용된다. 그러나 지리적 집중과 지역연
계가 모호하여, 도시경제를 분석할 경우 클러스터보다 집적을 사용한다
(Wolfe and Gerter, 2004; Simmie, 2004; Gordon and McCann, 2000).

클러스터는 일반적인 경제활동이 아니라 특정 업종, 제품의 생산과 관련
된 기업, 협회, 정부기관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집적경제를 갖는다. 동시에 
생산, 거래비용의 절감 뿐 아니라 정보, 기술, 지식의 이전, 지역적 학습 등
을 가능케 함으로써 동적인 집적경제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클러스터가 
개도국보다 선진국에서 훨씬 많이 관찰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정적인 집적
경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동적인 집적경제라는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박
영철 등, 2003:29).

고든과 매캔(Gordon and McCann, 2000)은 기업간 관계 특성과 공간집
적의 특징을 비교하면서 현실에 존재하는 공간집적지 사이에는 일정한 차이
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클러스터 내 기업들
간의 관계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관련활동들의 공간집적을 대
상으로 순수집적형(pure agglomeration), 산업단지형(industrial complex), 
사회네트워크모형(social network)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산업클러스터는 이들 세 모형들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산업 클러스터 이
론에서는 특정한 지역이 기업입지를 유도하는 이유와 성공의 결정요인을 탐
구하며, 지리적 근접성이 정보의 이전을 용이하게 하고 기업간 협력과 연계
를 통하여 강화됨을 강조한다(Porter, 1998a; 1998b; 2000). 지식의 궁극적
인 스필오버 효과는 기술영역에서 특히 중요하다. 모방, 기업의 상호교류, 
숙련노동자와 기업간 이동, 비공식적 교류, 스핀오프(spin-off) 등이 금전적 
거래없이 한 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 아이디어 또는 혁신의 이전을 촉진시
키기 때문이다(Saxenian, 1994; Le Blanc, 2000; 권영섭 등 2004).

산업클러스터는 최근 산업 성장전략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모형으로 그 
아이디어는 공간적 집중을 통한 집적경제의 혜택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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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클러스터를 이용한 지역정책이 매력적이기는 하나 이 전략을 적용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정책집행의 측면에서 산업클러스터 개념이 
여전히 모호하고, 고유한 지역여건을 무시한 채 종종 한 지역에서 다른 지
역으로 단순 복제되는데 그쳐왔기 때문이다(Simmie and Sennett, 1999; 
Gordon and McCann, 2000; 손정렬, 2013; Enlight, 2003). 

집적경제에 대한 대부분의 이론적 논의는 기본적으로 공간적 집중을 전
제로 하는 단일 지점 또는 장소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 사
회경제활동의 지배적인 현상인 네트워크 관점을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
고 있다. 이에 대한 보완적인 접근으로서 장소기반 집적의 생산성 편익과 
네트워크 편익 사이의 상보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공간상에 분산된 경제주체들간 네트워크가 단일 지점에서 행위주체
의 집적을 대체할 수 있고, 장소기반 집적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와 같은 
이점을 낳는다고 본다. 이는 물리적 공간(집적)과 네트워크가 동시적으로 기
업의 경제활동(행동)공간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김용창 등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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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선행연구의 창조산업 집적 요인

1) 대도시 지향성

창조산업은 특정 장소로의 집적경향을 보이는데, 이들 창조산업이 가장 
선호하는 장소는 규모가 큰 대도시 지역이다.

도시는 일상생활의 분주함과 다양한 학습이 가능한 공간이다. 도시에서 
볼 수 있는 고밀도의 복합성과 혼잡성은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기제이다(Scott, 2010; Hall, 2000; Flew, 2010). 종사자들은 일터와 거주지
에서 자주 만나게 되고, 다양하고 창조적인 도시적 활동과 상호교류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기업은 도시라는 노동
시장 풀에서 양질의 인적자본을 적기에 활용한다. 결국 대규모 도시지역은 
종사자들에게는 새로운 유행이나 정보를 공유하게 하고, 기업에게는 노동시
장 풀을 제공해 창조적 상품생산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도시는 
개인들의 정보가 공유되고 학습 및 생산에 있어 중요한 공간이다(Jacobs, 
1969, 1985).

창조산업의 도시지향성은 실증연구에서도 확인된다. 유럽에서 창조산업 
종사자 비중이 높은 지역은 런던, 파리, 베를린, 바르셀로나 등 대도시다(그
림 2-4 참조). 이들 도시들은 각국의 수도로서 혁신활동이 활발하고 1인당 
GDP가 높다는 공통점이 있다(EC, 2009). 

중국도 마찬가지로 창조산업의 종사자 LQ가 높은 지역은 인구가 많은 
해안 도시들이다(Jin et al., 2014). 독일 도시 지역의 창조산업 종사자 성장
률은 농촌 및 도시 변두리의 성장률을 훨씬 상회하여(Mossig, 2011), 창조
산업의 도시집중성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창조산업의 도시집중과 도시의 경제성장은 상호 선순환구조로 나타난다. 
창조산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유럽 250개 지역을 대상으로 고찰한 
연구는 창조산업이 경제성장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첨단산업
이 집적한 곳으로의 입지를 선호하는 것을 말해준다(De-Miguel-Molina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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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2). 
하지만 모든 도시지역에서 규모에 비례하여 창조산업이 성장하지 않는다. 

미국 40개 대도시권(MSA: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의 창조산업의 성
장성을 분석한 연구는 창조산업의 분산화 진행율과 성장방향이 대도시권별
로 상이함을 말해준다(Kolenda and Liu, 2012). 이러한 결과들은 창조산업
이 도시경제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지만, 도시별로 볼 때 창조산업은 
도시의 규모와 상관없는 확률성장(proportionate grow)을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상을 종합하면 창조산업은 규모가 큰 도시지역을 선호하지만, 도시
규모 외에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차별적 입지형태를 보인다 할 수 있다.

  자료 : EC(2009), p.27

<그림 2-4> 유럽 도시별 창조산업 종사자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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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장소 지향성

도시적 특성과 함께 장소적 특성이 창조산업의 집적을 촉진한다. 일반적
으로 장소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부여하며, 인간에게 투영된 장소성은 상품
의 특성으로 발현된다(Hall, 2000; Drake, 2003; Rantisi, 2004; Asheim 
and Coenen, 2005). 

창조산업이 특정 장소를 선호하는 현상은 이미 유럽 각국을 비롯하여 많
은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Taylor, 2008; EC, 2010; Flew, 2012; 
Oakley, 2006; Communian et al., 2010). 그들은 개인과 장소의 창조성에 
주목하고, 창조산업이 성장하는 장소의 특성과 요건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
를 제시한다(Tay, 2005; Scott, 2006; Yun, 2008; Kong and O’Connor, 
2009). 기반시설, 네트워크, 문화역사 기반, 명성 등 장소의 특성을 규정하
는 다양한 요인들이 창조산업의 집적을 설명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부분은 장소의 명성이다. 예컨대 뉴욕의 패션, 예술, 
음악 클러스터는 뉴욕이라는 명성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는 대표적인 사례이
다. 패션 등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은 뉴욕이라는 명성을 믿고 이 
곳에 정착한다. 그들은 높은 지대를 지불하는 대가로 최신 유행과 정보를 
습득한다. 기업주들은 이러한 전문인력들을 뉴욕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믿고 고용한다. 기업주들은 해당 지역내에 있는 종사자들을 더욱 선
호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뉴욕 창조산업의 집적은 더욱 강화된다(Currid, 
2007; He and Gebhardt, 2013:3).

창조산업의 특정장소 지향성을 도시내의 에이전트와 클라이언트의 관계
를 통해 규명한 연구도 흥미롭다. 레이머 등(Reimer et al., 2008)은 영국 
디자인 산업의 집적특성을 고찰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런던에서 끊임없이 
개최되는 전시회나 예술 이벤트 등이 디자인 산업의 도시집적을 촉진한다. 
디자인 산업은 클라이언트와의 지속적 교류 및 적시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
는 전문인력의 조달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에이전트와 클라이언트는 상호신
뢰를 바탕으로 수직적 연계를 하며,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공동작업을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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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행한다. 뉴욕, 런던, 파리 등 대도시는 장소특수적 특성(건축, 가로경관 
등), 사회문화적 인프라(갤러리, 극장), 산업적 기능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하
고 있다(Scott, 2000).

이상의 논의들은 다양한 비물리적 요인이 창조산업 집적을 촉진하고 있
음을 말해준다. 창조산업의 성장과 집적에는 소프트하고 특이한 이유, 예컨
대 네트워크, 이미지, 장소정체성, 전통 등이 중요하다. 이런 요인들이 상호
결합하여 장소를 특이하게 만들고 창조산업이 성장한다(Clifton, 2008).

3) 역동성과 다양성

마지막으로 창조산업은 역동성을 지향한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역동적 생
활양식을 얼마만큼 누릴 수 있는지에 따라 창조산업의 집적 정도가 차별화
된다. 

창조적 인재, 프리랜스(freelance), 느슨함, 업무시간과 여가시간의 불명확
함 등은 창조산업의 주요 특성이다(Neff et al., 2005). 과거 도시는 공장이 
밀집해있는 생산공간이었다. 하지만 현재 도시는 업무, 레저, 사회적 생활이 
가능한 다양한 문화활동의 중심지다. LA와 뉴욕에 음악산업 집적지가 형성
된 것도 뮤지션, 기업, 스튜디오 등 산업적 요인 외에도 클럽, 부티크 등의 
역동적 생활경관이 조합되었기 때문이다(Scott, 1999,2010; Watson et al., 
2009). 

창조산업이 역동적 생활양식을 지향하는 것은 창조산업 종사자의 특성이 
다른 산업들과는 다르기 때문이다(Musterd and Murie, 2011). 창조산업의 
종사자들은 유행이나 트렌드에 민감하며, 이와 관련한 정보들은 장소가 주
는 역동성이나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 습득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창조산업 
종사자들은 상품 생산자임과 동시에 역동적 생활양식을 소비하는 소비자다. 
이들은 카페, 술집, 식당, 극장 등과 같은 도시적이고 역동적 생활양식을 향
유할 수 있는 장소를 선호한다(Drake, 2003; Clare, 2013). 이른바 도시의 
‘창조적 활기’(creative buzz)가 창조산업의 도시집적을 촉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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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mer et al., 2008:152).
또한 창조산업은 다양한 산업들과 결합한다. 예술가들의 창조성 및 전문

화 기술은 다른 산업 영역에서 디자인, 생산, 마케팅의 향상으로 이어진다
(Markusen and Schrock, 2005). 창조산업이 성장하고 집적할수록 이른바 
‘관계적 다양성’(relative diversity)이 향상된다. 더불어 다른 산업과의 ‘상호
교류’(cross-fertilization) 및 ‘인지적 관계’(cognitive relationship) 향상은 창
조성과 혁신을 촉진한다(Boschma and Fenken, 2006; Lazzeretti et al., 
2009). 

요컨대 창조산업은 인프라스트럭처, 거버넌스, 소프트 인프라스트럭처, 시
장 등과 상호연결된다(Communian et al., 2010). 주목할 점은 네 가지 요
인들 모두 지리공간에서 다양한 사상(事象)으로 발현된다는 점이다. 창조산
업의 내재적 특징이 장소특수적 요인과 결합하여 특정지역으로의 집적을 강
화하고, 집적의 외부효과는 장소로 재환원되어 공간적 변이로 귀결된다. 

자료 : Communian et al.,(2010), p.7

<그림 2-5> 창조산업과 장소의 상호관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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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선행연구 비판적 고찰

국내에서는 국책 및 민간연구소를 중심으로 창조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학술적 차원의 창조산업 연구는 창조계층과 
창조도시 연구들에 비하여 범위나 수적인 면에서 많지 않다. 창조산업에 대
한 발간 논문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대체로 창조산업의 개념, 
공간분포, 도시성장 및 파급효과를 밝히는 연구로 분류된다.

구분 저자 주요내용 공간적 범위 분석도구수도권 전국

창조산업의 
개념, 소개, 
비판적 고찰

정상철, 2013
정종은, 2013
홍종열, 2012

영국사례

공간범위 없음 문헌연구김영우, 2010 독일사례
성미나 등, 2014 일본사례

최병두, 2013
김동완, 2008 비판적 고찰
임준형, 2013 분류제언

창조산업 
공간분포

특성

구문모, 2005 공간분포 ◎ 현황분석
이희연․황은정, 

2008 공간분포 ◎ LQ, LISA
장윤정․이승일, 

2009 공간분포 ◎ LQ, LISA,
공간회귀분석

허재완․나종익, 
2012

집적지 
변화요인 ◎ * LQ, 변이할당

최해옥, 2012 디자인산업 
지역연계 ◎ * 사회네트워크

김의준․신혜원, 
2014 집적지 변화 ◎ 공간마코브체인

도시(지역) 
성장 및 
파급효과

김의준 등, 2009 분포 및 
파급효과 ◎ LISA, 

산업연관분석
이연정․윤성민, 

2010 고용유발 ◎ 산업연관분석
박성호 등, 2012 집적현황 ◎ 클러스터지수

PCSE 모형
이규명 등, 2013 파급효과 ◎ LQ, 변이할당

주 : *는 전국적인 현황만 제시

<표 2-8> 창조산업 관련 국내 선행연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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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해외 창조산업의 개념을 소개하고 국내 적용을 제안한 연구는 영국 
창조산업(정상철, 2013; 정종은, 2013; 홍종열, 2012), 독일 창조산업(김영
우, 2010), 일본 창조산업(성미나 등, 2014) 등이 있다. 최병두(2013), 김동
완(2008) 등은 창조경제, 창조계층, 창조산업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였
다. 임준형(2013)은 DCMS와 UNCTAD의 창조산업을 토대로 한국에 맞는 
분류체계를 제언하였다.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 창조산업에 대한 문헌고찰과 
담론연구이기 때문에 국내 지리공간에 적용한 실증적․경험적 연구는 없다.

둘째, 창조산업 공간분포 특성에 대한 현상적 연구들이다. 이들 연구들은 
창조산업이 특정지역에 집중 혹은 분산하는지, 창조산업이 공간적 연계가 
있는지 등에 관심을 갖는다. 하지만 연구들은 창조산업이 지리공간에서 차
별적으로 성장, 분포하는 원인을 제시하지 않는다. 먼저 구문모(2005)는 창
조산업을 문화산업과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하였다. 그는 창조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하여 성장성이 높으며 서울로의 집중이 강화되고 있음을 주장한
다. 이희연․황은정(2008)은 DCMS의 창조산업 분류에 연구개발 활동을 포
함하여 서울시 창조산업을 분석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서울의 창조산업은 
각 동별로 집중, 고용, 성장성이 차별화된다. 장윤정․이승일(2009)는 서울시
를 대상으로 창조산업 분포 특성 및 상업활력과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허재
완․나종익(2012)은 기술, 정보, 위락을 기준으로 창조산업을 재분류하고 분
포특성 및 특화요인을 고찰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창조산업은 성격에 따라 
공간분포가 차별화되며, 위락서비스형 산업은 서울에 집중분포하는 특성을 
보인다. 최해옥(2012)은 디자인산업의 지역연계 특성을 사회네트워크를 통
해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김의준․신혜원(2014)은 기존 연구의 창조
산업 개념과 분류를 수용하여 서울시 창조산업 집적지 변화를 고찰하였다. 
그들은 공간마코브 체인을 활용하여 창조산업 기업은 기존 집적지로 이동하
는 특성이 강한 것을 실증하였다.

셋째, 창조산업이 도시(지역) 성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밝히는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창조산업 분포를 그대로 수용하고, 창조산업이 도시(지역)
에 미칠 영향을 고찰한다. 대체로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창조산업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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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부가가치 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한다. 김의준 등(2009)은 구문모
(2005)의 창조산업 개념과 분류를 수용하였다. 그들은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창조산업 고용효과가 첨단산업보다 크게 발생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이연
정․윤성민(2010)은 UNCTAD의 분류를 기준으로 창조산업을 분류하고 창조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창조산업의 파급효과가 다
른 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호 등(2012)은 창조산업 효과는 
생산측면의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창조산업과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
다. 첫째, 창조산업이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성장․집적하는 원인규명이 필요
하다. 국내 모든 선행연구들은 창조산업을 지리적 현상 중 하나로 간주한
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지리적 공간분포가 차별화되는 요인을 설명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 창조산업의 분포특성만 강조될 뿐, 그 안에 내재된 집
적의 요인은 무시되고 있다. 더욱이 창조산업의 집중․분포에 대한 공간적 변
이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지리공간의 장소적 특성을 간과하는 한계를 노
정하고 있다.

둘째, 창조산업의 개념과 분류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고찰
이 요구된다. 창조산업 국내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기존 문화산업이나 영국 
DCMS의 창조산업 분류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창조산
업을 기존 문화산업과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결과 문화산업
과 창조산업 간의 개념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창조산업 연구가 이전의 
연구들과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전국적 차원의 창조산업 공간분포 고찰이 요구된다. 기존 선행연구
들은 대부분 수도권, 특히 서울로 공간범위를 한정하였다. 그러나 서울로 
공간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지역간 이동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는다. 서울 인
근지역, 예컨대 성남, 수원, 부천 등과의 공간적 연계를 무시함으로써 서울
을 폐쇄계(closed system)로 간주하는 오류를 낳을 수 있다. 인간의 행위는 
특정 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공간을 이동하면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인구
사회학적 요인을 간과할 경우 공간분포 및 연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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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요약 및 분석틀

도시의 위기는 생산성 향상 이외에 근본적인 경제구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탈산업화, 문화적 가치의 부상, 신기술의 출현 등은 기존 경제구조와
는 상이한 구조, 이른바 창조경제와 창조산업이라는 논제를 출현시켰다. 
(Cunningham, 2002; Hartley, 2005:6; Garnham, 2005). 

창조성의 출현기제를 사회구조로 파악하면 개인의 행동과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는 지리공간이 중요하다. 도시는 창조성의 중심이며(Glaeser, 2011), 
현재도 학습, 창조성, 혁신의 상호작용이 발현되는 공간으로서 기능하고 있
다(Scott, 2010). 창조산업 기업과 노동자는 높은 지대를 지불하면서도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군집한다(Helbrecht, 2004; Hutton, 2006; Pratt 
and Hutton, 2013). 이러한 측면에서 창조산업은 장소지향적이며 도시지향
적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 많은 사람들이 새
로운 지식과 창조적 아이디어가 교환되는 도시지역에 집중하고 있다. 

경제활동의 공간집적패턴을 설명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가장 공통
적으로 적용되는 요인은 집적경제이다(손정렬, 2013). 집적경제는 공간적으
로 범위가 한정되어 작동하는 외부성(spatially bounded externalities), 장소 
또는 지역기반의 외부성 개념에 기초한다(김용창 등 2013). 집적경제의 동
적 외부효과는 집적은 지식을 향상시키는 능력이 강화된 결과로서 간주한
다. 최근 해외에서는 창조산업의 집적원인을 장소의 독특한 특성에서 찾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장소는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부여
하며, 인간에게 투영된 장소성은 상품의 특성으로 발현되기 때문이다
(Drake, 2003; Rantisi, 2004; Asheim and Coenen, 2005). 결국 창조산업
과 장소특수적 요인이 결합하여 특정지역으로의 집적을 강화하고, 집적의 
외부효과는 장소로 재환원되어 공간적 변이로 귀결된다. 

하지만 창조산업 관련 국내 선행연구들은 창조산업의 공간적 분포 특성
만 제시하거나, 창조산업 집적을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
는 데 그치고 있다. 창조산업이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성장하는 요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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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하고 있으며, 지리공간상에 차별적으로 발현되는 장소특수적 요인도 고
려하지 않는다. 그 결과 에번스(Evans, 2009)의 지적처럼 창조산업이 도시
성장을 위한 만병통치약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창조
산업 육성이라는 선언적 구호만을 반복하고 있다. 창조산업의 불균등 성장 
특성과 내재적 집적요인 고찰이 긴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창조경제와 창조산업에 대한 담론은 형성하고 있으나 
창조산업 분류의 구체성은 미약하다. 이는 국내 창조산업의 개념 및 분류가 
영국 DCMS 창조산업 분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에 기인한다. DCMS 
분류에 천착한 나머지 창조산업이 갖는 비물질적, 수확체증적 특성을 간과
하고 있다. 최근에는 문화산업과 신경제 논의가 합쳐진 ‘신문화경제’(new 
cultural economy), ‘신 디지털경제’(new digital economy)라는 개념이 출현
하고 있다(Foord, 2013, Indergaard, 2009). 전통적 의미의 창조산업에서 
ICT 등 새로운 경제구조를 담아낼 수 있는 창조산업의 분류가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적 창조산업은 무엇이며, 창조산업의 불균등성장 
및 집적요인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차별되는지를 규명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세 가지 접근방식을 취하며 동시에 이는 본 
연구의 차별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첫째, 창조산업 분류체계의 정립이다. 본 연구는 한국적 실정에 맞는 창
조산업을 분류하고 현황분석 결과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화
된다. 문화산업과 창조산업간의 개념적 혼재를 제거하고, 한국적 상황에 부
합하는 창조산업 현황을 제시할 것이다.

둘째, 창조산업의 지리적 집중성, 공간적 연계를 고려한 핫스팟, 창조산
업 성장/정체 도시 등을 고찰하여 창조산업의 불균등 성장을 규명할 것이
다. 기존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수도권으로 공간범위를 한정하여 인구사회학
적 이동요인을 간과하였다. 본 연구는 전국을 대상으로 창조산업의 불균등 
성장 및 공간분포 특성을 밝힐 것이다.

셋째, 전역적․국지적 차원의 집적요인 고찰이다. 본 연구는 공간적 연계와 
지리적 차별성을 고려한 창조산업의 집적요인을 규명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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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 차별화된다. 구체적으로는 집적경제, 도시성장, 클러스터에서 제시하는 
집적요인이 창조산업 집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고찰할 것이
다. 나아가 이들 요인이 지리적으로 어떠한 차별성을 갖는지 규명하여 창조
산업 집적요인의 공간적 변이를 제시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한 본 
연구의 분석틀은 <그림 2-6>과 같다.

<그림 2-6> 연구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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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창조산업 분류 및 현황 분석

제3장에서는 해외 각국의 창조산업 분류를 종합하고, 국내 실정에 부합
하는 창조산업을 제시하였다. 총 136개 창조산업을 추출 후 창조산업의 성
장과 분포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였다.

제1절 창조산업의 종합검토

1. 해외 창조산업 분류

1) 국제기구의 창조산업 분류

UNCTAD는 「창조경제보고서(Creative economy report)」를 통해 창조
경제와 창조산업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창조산업의 분류를 종합적․포괄적
인 관점에서 제시하였다(UNCTAD, 2008; 2010). 동보고서는 창조산업을 
‘창조성 및 지적자본을 사용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창작, 생산, 유통의 순환
체’로 정의하였다. 창조산업은 예술에만 한정되지 않는 일련의 지식기반 활동
으로서 창조적 콘텐츠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유무형의 상품으로 구성된다. 

창조산업은 ‘유산’(Heritage), ‘예술’(Arts), ‘미디어’(Media), ‘기능적 창조’ 
(Functional creations) 등 4가지 대분류와 행위예술, 시각예술 등 9개 세부 
분야로 구분된다(UNCTAD 2010:7-9). 유산(Heritage)은 모든 형태의 예술
과 문화적 활동뿐 아니라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모두 포함한다. 예술과 공
예, 축제 및 기념행사 등 전통적인 ‘문화적 표현’과 고고학적 유적지, 박물
관, 도서관, 박람회 등 ‘문화적 장소’가 이에 포함된다. 예술(Arts)은 순수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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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및 문화와 관련한 산업범주를 의미한다. 회화, 조각, 사진, 골동품 등 ‘시
각예술’ 뿐 아니라 라이브 음악, 연극, 댄스, 오페라, 서커스, 인형극 등 ‘행
위예술’이 포함된다. 미디어(Media)는 ‘출판 및 인쇄’와 영화, 텔레비전, 라
디오, 기타 방송매체 등의 ‘오디오비주얼’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기능적 
창조(Functional creations)는 수요와 서비스에 보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
는 산업을 의미한다. 세부적으로는 ‘디자인’(인테리어, 그래픽, 패션, 쥬얼리, 
장난감), ‘뉴미디어’(소프트웨어, 비디오게임, 디지털 콘텐츠), ‘창조서비스’
(건축, 광고, 문화여가, 연구개발, 디지털 서비스) 등이 해당된다.

자료 : UNCTAD(2010), p.8

<그림 3-1> UNCTAD의 창조산업 분류

EU 집행위(European Commission)에서는 ‘문화․창조산업 잠재력 열
기’(unlocking the potential of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라는 ‘녹
서’(green paper)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 세계화, 디지털화에 대비한 문화․창
조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녹서는 기존 문화산업의 개념에 창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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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더하여 CCIs(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이에 의하면 문화산업은 전통적인 예술 부문(행위예술, 시각예술, 역사문화
유산 등)과 영화, DVD, 비디오 게임, 뉴미디어, 음악, 도서 및 출판 등을 
의미한다. 창조산업은 건축, 디자인 및 이들의 하위영역이라 할 수 있는 그
래픽 디자인, 패션 디자인, 광고 등이다(EC, 2010).

유네스코(UNESCO)는 창조산업을 문화예술적 생산이 포함된 보다 넓은 
개념으로 정의하고, 예술적․창조적 행위 및 건축․광고 등을 포함하였다. 유네
스코는 지역상황에 따라 창조산업과 문화산업의 개념이 다를 수 있음을 지
적하며, 문화․창조산업의 대한 개념이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화하는 진화적 
개념임을 적시하였다(UNESCO 2013:21). 또한 문화․창조산업을 핵심문화영
역 산업과 확장문화영역으로 구분하고, 전자는 박물관․갤러리․도시관, 행위예
술, 축제, 시각예술․공예, 디자인, 출판, TV․라디오, 영화․비디오, 사진, 미디
어 등을, 후자는 음악설비, 음향설비, 건축, 광고, 인쇄, 소프트웨어, 오디오
비주얼 장치를 제시하였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창조산업을 지적재산권 법률을 통해 보호할 수 
있는 상품이나 산출물로 정의한다(Wu, 2005). 창조산업 주요부문은 소프트
웨어, 멀티미디어, 비디오게임, 산업 디자인, 패션, 출판, R&D 등이다(Yusuf 
and Nabeshima, 2003; Evans 2009:1012).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지적재산을 생산하고 전달하는 차이점을 
기준으로 창조산업을 분류하였다. ‘핵심 저작권 산업’은 광고, 저작권관리단
체, 영화/비디오, 음악, 행위예술, 출판, 소프트웨어, TV/라디오, 비주얼/그
래픽 등이다. ‘상호의존적 저작권 산업’은 저장장치, 가전, 음악기구, 종이, 
복사 및 사진장치 등이며, ‘부분적 저작권 산업’은 건축, 의류/신발, 디자인, 
패션, 가정용품, 장난감 등이다. 세계은행과 WIPO의 창조산업은 지적재산
의 관리와 보호를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WIPO,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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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창조산업

UNCTAD 유산(문화적 장소), 예술(시각․행위예술), 미디어(출판 및 인쇄, 오
디오비주얼), 기능적 창조(디자인, 뉴미디어, 창조적 서비스)

EU 행위예술, 시각예술, 역사문화유산, 영화, DVD, 비디오게임, 뉴
미디어, 음악, 도서 및 출판, 건축, 디자인(그래픽, 패션), 광고

UNESCO
박물관․갤러리․도시관, 행위예술, 축제, 시각예술․공예, 디자인, 출
판, TV․라디오, 영화․비디오, 사진, 미디어(핵심문화영역 산업), 음
악설비, 음향설비, 건축, 광고, 인쇄, 소프트웨어, 오디오비주얼 
장치(확장문화영역 산업)

World Bank 지적재산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비
디오게임, 산업 디자인, 패션, 출판, R&D

WIPO
광고, 저작권관리단체, 영화/비디오, 음악, 행위예술, 출판, 소프
트웨어, TV/라디오, 비주얼/그래픽(핵심 저작권 산업), 저장장치, 
가전, 음악기구, 종이, 복사 및 사진장치(상호의존적 저작권 산
업), 건축, 의류/신발, 디자인, 패션, 가정용품, 장난감(부분적 저
작권 산업)

출처 : UNCTAD(2010), European Commission(2000), World Bank(2003), 
WIPO(2003,2008), UNESCO(2013), Evans(2009), 박경현 등(2013) 재구성

<표 3-1> 국제기구의 창조산업 분류

2) 구미(歐美) 국가의 창조산업 분류

(1) 영국의 창조산업
영국은 노동당과 보수당이 번갈아 집권했으며, 창조산업 논의도 이러한 

레짐의 변화 및 정치․사회․문화적인 시대흐름 속에서 변화하였다.
1980년대 문화적 지원과 복지 등을 강조한 노동당 정부(1945-1979)가 

경쟁과 기술을 강조하는 대처정부(1979-1997)로 정권을 넘겨주면서 문화예
술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이 가속화되었다. 문화에 대한 전통적 관점과 산업
적 관점이 그것인데, 전자는 문화예술의 예술적․보편적 가치를 중시한 반면, 
후자는 경제적 상품으로서의 교환성․상품성 가치를 우선한다. 보수당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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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혁신, 자유주의를 중시했으며, 이에 따라 문화예술도 보편적 복지의 
수단이 아닌 상품화 및 판매의 대상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1997년 집권한 신노동당정부(1997-2010)는 ‘쿨 브리타니아’(Cool 
Britannia)와 ‘크리에이티브 브리튼’(Creative Britain)을 슬로건으로 내세우
고, 문화예술의 보편성과 상업적 가치로서의 문화상품을 결합시키려 하였다. 
신노동당정부는 ‘국가유산부’(DNH: Department of National Heritage)를 
‘문화미디어체육부’(DCMS: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로 
확대개편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산업을 육성하게 되었다. 
DCMS는 ‘창조산업태스크포스’(CITF; Creative Industries Task Force) 팀
을 발족하고 1998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
서는 광고, 건축, 미술품 및 고미술, 공예, 디자인, 패션, 영화, 음악, 공연예
술, 출판, 소프트웨어, 텔레비전․라디오, 비디오․컴퓨터 게임 등 13가지에 걸
친 창조산업 분류를 제시하였다(DCMS, 2001:4). 

2010년 기술과 경쟁을 강조하는 카메론 보수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창조
산업에 대한 관점과 정책대응이 극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디지털 기술의 발
전에 따라 기존 비즈니스 모델의 수익성이 사라지고, 새롭게 미국과 아시아
가 인터넷 시장의 강자로 떠오르면서 영국은 창조산업에 대한 관점을 외연
적으로 확대하였다. 

신노동당 정권은 예술의 접근 강화차원에서 예술 교육을 강조하였다면, 
카메론 정부는 전통적 의미의 예술범위를 넘어서 기술이 가미된 융합 콘텐
츠의 창조, 즉 새로운 형태의 창조적 예술의 실현 및 구현을 강조하였다(정
상철, 2013:60). 이를 위하여 ‘기업혁신부’(BIS: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가 관장하던 미디어, 방송, 디지털, 통신 등의 기술분
야를 DCMS로 이관하는 등 문화예술중심의 창조산업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포괄하는 창조산업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7).
7) 영국 DCMS의 문화․커뮤니케이션․창조산업 담당 장관(Minister for Culture, Communication 

and Creative Industries)이 관장하는 업무는 브로드밴드․통신, 문화, 문화유산, 인터넷과 
창조산업, 도서관, 미디어, 박물관 및 갤러리 등으로 기존에 없었던 미디어, 방송, 디지털, 
통신 분야 등까지 포괄하고 있다(정상철, 20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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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영국 창조산업의 진화과정

(2) 독일, 호주 및 기타 국가의 창조산업
독일의 창조산업은 영국처럼 역동적인 변화는 없었지만, 예술과 문화의 

결합을 통해 창조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적 의지는 이전부터 존재하였다. 독
일을 전통적으로 자동차․기계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 국가이다. 그러나 
1998년에 인터넷과 뉴미디어의 성장에 따른 문화산업의 변화를 포착하고 문
화와 방송의 연계를 위한 문화․방송담당부서8)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한 바 있
다. 독일의 창조산업 정책은 문화산업의 확산과 같이 변화했다. 독일 경제기
술부(BMWi, 2012)9)가 제시하고 있는 창조산업은 음악, 도서, 예술, 영화, 
8) BKM: Beauftragter der Bundesregierung für Kultur und Median
9) BMWi;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Technologie



- 72 -

방송, 공연예술, 건축, 디자인, 언론, 광고, 소프트웨어 및 게임산업, 기타 등 
12개이다. 문화산업의 영역을 넓혀 창조산업으로 확장하였으며, 지방의 특
성을 살린 지방분권화와 예술인사회 보장제도 등을 통하여 예술과 기술이 
결합한 바우하우스(Bauhaus) 정신을 추구하고 있다(김영우, 2010).

호주는 「창조국가(Creative Nation)」 보고서에서 창조산업을 ‘핵심 창
조산업’(core creative industry)과 ‘부분적 창조산업’(partial creative industry)
으로 구분하였다. 핵심 창조산업은 영화, 음악, 방송, 출판, 게임, 양방향 미
디어, 디자인 등이며, 부분적 창조산업은 소프트웨어, 광고, 건축 등이다
(NOIE, 2003). 

호주에서도 창조산업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있는데, 포츠와 커닝햄(Potts 
and Cunningham, 2008)이 제시한 4가지 창조산업 모형은 문화예술의 보
편적 가치와 산업으로서의 상품가치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복지모델’(welfare model)로서 창조산업이 타산업에 비하여 부가가치와 생
산성은 낮지만,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고려하여 공공재원 투자
가 필요함을 지적한다. 둘째, ‘경쟁모델’(competition model)로 창조산업은 
타산업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면 될 것이라는 견해이
다. 셋째, ‘성장모형’(growth model)은 창조산업이 타산업에 비하여 성장속
도가 높은 유망산업이므로 경쟁성장을 위해 창조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견
해이다. 넷째, ‘혁신모형’(innovation model)은 창조산업이 타산업의 혁신을 
자극하여 경제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네 가지 관점
은 국가와 학자마다 어떠한 가치를 우선하느냐에 따라 창조산업을 보는 관
점과 정책적 대응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네덜란드 ‘경제부’(MEA: Ministry of Economic Affairs)는 창조산업을 
예술, 문화유산,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뿐 아니라 창조적 비즈니스 서비스
(B2B), 디자인, 건축, 컴퓨터 게임, 광고 등으로 분류하였다(MEA, 2006). 
이 외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스페인, 스위스 등 유럽 국가
와 미국, 캐나다 등 미주 국가들은 대부분 DCMS에서 제시한 창조산업 분
류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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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점은 영국 DCMS의 분류가 국가별 창조산업 분류 근거가 되었지
만, 나라마다 독특한 상황에 맞추어 창조산업을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덴마크는 다른 국가에서 볼 수 없는 에듀테인먼트 산업이 창조산업
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아일랜드는 문화산업 중에서도 디지털 콘텐츠 산업
이 창조산업으로 분류되어 있다(Evans, 2009:1020). 

구분 주요 창조산업
영국 DCMS 광고, 건축, 미술품 및 고미술, 공예, 디자인, 패션, 영화, 음악, 

공연예술, 출판, 소프트웨어, 텔레비전․라디오, 비디오․컴퓨터 게임
독일 음악, 도서시장, 예술시장, 영화, 방송, 공연예술시장, 건축시장, 

디자인, 출판시장, 광고시장, 소프트웨어 및 게임산업 등
호주 음악, 영화, TV,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행위예술, 집필, 출판 

미디어, 광고, 그래픽 디자인, 마케팅, 건축, 비주얼아트, 디자인
네덜란드 예술, 문화유산,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서비스, 디자인, 

건축, 컴퓨터 게임, 광고
오스트리아 문화유산, 행위예술, 오디오비주얼 기업, 시각예술, 출판, 학제간 

활동
덴마크

패션, 비주얼 아트, 음악, 도서, 극장, 라디오/TV, 인쇄매체, 건
축, 디자인, 영화/비디오, 광고,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생산, 이벤
트, 문화시설, 관광, 장난감/오락/스포츠 산업

핀란드 문화산업(예술, 잡지, 출판, 엔터테인먼트 전자기기 등)
아일랜드 디지털 콘텐츠 산업(애니메이션, 영화, 광고, 인터액티브 미디어, 

웹디자인, 음악, 그래픽 디자인 등)
스페인 출판, 영화, 비디오, 리코딩, 라디오, TV, 인터넷, 텔레콤, 건축, 

엔지니어, 예술, 엔터테인먼트, 레크리에이션, 광고 등
스위스 음악, 도서, 예술, 디자인, 공예, 출판, 광고, 건축, 행위예술, 소

프트웨어/게임
캐나다 비주얼 아트, 행위예술, 문학, 음악․사운드 리코딩, 광고, 디자인, 

디지털 미디어, 영화, TV, 출판, 소프트웨어, 방송
미국 박물관, 비주얼 아트, 사진, 행위예술, 영화, TV, 라디오, 디자

인, 출판, 예술학교
뉴질랜드 영화, TV, 음악, 디자인, 패션, 섬유, 디지털 콘텐츠

출처 : DCMS(2001, 2004), British Council(2010), BMWi(2012.12). NOIE(2003), 
MEA(2006), Evans(2009), 박경현 등(2013) 재구성

<표 3-2> 구미(歐美)의 창조산업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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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종합하면 영국, 독일, 호주 등 구미 국가들의 창조산업은 문화예
술이 갖는 진정성․보편성과 함께 산업적 가치로의 상품성․교환성을 포괄하고 
있다. 또한 DCMS가 창조산업을 분류하였지만, 이 분류가 모든 구미 국가
들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들 국가들은 지역의 전통적․역사문화적 
자산이 우수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역사문화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들에서의 창조산업은 정보통신기술 발달, 신경제의 출현 등과 결
합하면서 국가(도시) 성장 동인으로 진화하고 있다.

3) 아시아 국가의 창조산업 분류

(1) 일본의 창조산업
일본은 1990년대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일본 내 부동산과 주식 등에서의 

버블이 붕괴되면서 경제불황, 고령화, 인구감소 등 많은 경제적 문제가 현
실화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출범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
純一郎) 정부는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을 발굴해야 했다. 당시 영국은 ‘쿨 
브리타니아’, ‘크리에이티브 브리튼’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걸고 창조산업
을 활용한 경제성장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이에 자극받은 일본은 
콘텐츠․패션 등의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산업을 통해 경제를 되살리려 했
다. 이때 제시했던 기치가 ‘쿨재팬’(クールジャパン) 전략으로서, 애니메이
션, 음악, 출판, 게임, 소프트웨어 등의 콘텐츠를 중심으로 경제를 되살리겠
다는 것이었다. 영국의 쿨 브리타이나가 해리포터 시리즈로 대변된다면(정
종은, 2013), 일본의 쿨 재팬은 닌텐도와 애니메이션으로 특징지울 수 있을 
것이다(성미나 등 2014). 

2009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출범하면서 창조산업은 그 영역을 
확장하게 된다. 고이즈미 정부의 유산을 계승하면서도 기존과는 다른 새로
운 구상이 필요했던 아베 정부는 정부와 민간의 전문가를 망라한 ‘관민유식
자회의’(官民有識者会議)를 조직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
다. 이 회의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총 8회의 걸쳐 개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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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2011년 5월에 회의결과를 종합하여 ‘새로운 일본의 창조’를 제안하였
다. 이 제안에서는 일본이 필요한 부문으로 패션, 식(食), 콘텐츠, 지역산품, 
주거, 관광 등 6개 중점 부문이 제시되었다(野村総合研究所, 2012). 고이즈
미 정부의 쿨재팬 전략이 저작물의 보호․확대․활용이 중심이었다면, 아베 신
조 정부의 전략은 창조산업의 외연적 확장을 의미한다(성미나 등, 
2014:145).

<그림 3-3> 일본 창조산업의 진화과정

일본정부는 창조산업을 명시적으로 분류하지 않았지만, 노무라종합연구소
는 2012년 일본 창조산업을 정의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노무라종합연
구소에 의하면 창조산업은 가격이 아니라 창조성의 부가가치 측면에서 시장
경쟁력이 있는 상품, 서비스, 인력으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창조성은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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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생산과정, 공급, 유통으로부터 파생되는 기술, 재능 등과 같은 독창
적이고 특수한 노력을 의미하며, 독창적이고 특수한 노력이란 예술적, 문화
적, 지적, 전통적, 혁신적 활동 등을 포함한다(野村総合研究所, 2012:8). 노
무라종합연구소는 관민유식자회의에서 제안한 6개 부문에 광고, 예술, 디자
인을 추가로 포함하여 총 9개의 창조산업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패션
(섬유․소재, 어패럴, 이․미용), 食(외식, 농수산물, 가공식품, 식기․조리기구), 
콘텐츠(영화․영상․방송(애니메이션), 음악, 출판(만화), 게임, 소프트웨어), 지
역산품(전통공예품), 주거(건축, 인테리어), 관광(호텔․여관, 관광지․관광시설, 
대리점), 광고, 예술, 디자인 등 9개 분야와 연관 산업들이다(野村総合研究
所, 2012:12).

(2) 기타 국가의 창조산업
중국 상하이는 1990년대 영국에서 창조산업을 경제발전 전략으로 채택하

는 것을 목격하고 곧바로 서구 국가들의 전략을 받아들였다. 중국 상해의 
창조산업은 연구와 디자인, 건축과 디자인, 문화미디어, 자문계획, 패션 소
비 등으로 구분된다(He and Gebhardt, 2013:7). 상해 정부는 이러한 창조
산업을 활용하여 문화중심의 도시재생전략, 도시의 미활용 산업용지나 노후
한 주거지역을 활용한 ‘창조단지’(creative park)를 조성하였다. 상해의 창조
단지는 중국에서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의 사례라 평가할 수 있다.

홍콩은 DCMS의 창조산업 구분과 유사한 광고, 건축, 미술품․공예, 디자
인, 디지털엔터테인먼트, 영화․비디오, 음악, 공연예술, 출판, 소프트웨어․컴퓨
터서비스, 텔레비전․라디오 등을 창조산업으로 분류하였다(CCPR, 2003). 싱
가포르는 영국의 창조산업과 유사하나 창조산업을 기초 예술산업과 응용 예
술산업으로 분류하여 예술 관련 산업을 강조한다(CISG, 2003; 이희연․황은
정, 2008:76). 싱가포르는 일반적인 창조산업 분류와 함께 IT와 관련한 산
업을 창조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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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창조산업

일본
패션(섬유․소재, 어패럴, 이․미용), 食(외식, 농수산물, 가공식품, 
식기․조리기구), 콘텐츠(영화․영상․방송_애니메이션 포함, 음악, 출
판(만화포함), 게임, 소프트웨어), 지역산품(전통공예품), 주거(건
축, 인테리어), 관광(호텔․여관, 관광지․관광시설, 대리점), 광고, 
아트, 디자인

중국 상해
연구와 디자인(research and design), 건축과  디자인(architect 
and design), 문화미디어(culture media), 자문계획(advisory 
planning), 패션 소비(fashion consumption) 

홍콩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디자인, 영화 및 비디오, TV 및 라디오,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음악, 공연예술, 출판, 미술품/공예

싱가포르 IT, 소프트웨어서비스, 광고, 방송미디어, 출판, 인테리어그래픽, 
패션디자인, 건축서비스, 미술품․공예, 공연예술, 산업디자인, 사진

출처 : 野村總合硏究所(2012), SCIC(2011), He and Gebhardt(2013), CCPR(2003), 
CISG(2003), Evans(2009)

<표 3-3> 아시아 국가 창조산업 분류

아시아 국가들의 창조산업 분류를 종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아시
아 국가들의 창조산업은 유럽에서 창조산업이 출현했을 당시의 개념 및 분
류와는 사뭇 다르다는 특징이 있다. 일본의 창조산업 분류는 국민의 실제생
활과 매우 밀접하면서도 자국내 세계적 경쟁력이 있는 산업을 창조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본은 2000년대 초반 세계적인 판매고를 기록했던 닌텐도
와 플레이스테이션과 같은 상품들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편, 
고유의 문화적 상품을 세계 각국으로 직접 전파하는 현지화 전략을 통해 창
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이다.

중국은 산업화가 진행중에 있어 국가적 수준의 창조산업 논의는 활발하
지 않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영국 DCMS의 창조산업 구분을 상당 부분 수
용하면서도 자국의 실정에 맞는 창조산업을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싱가포
르는 IT, 소프트웨어서비스, 사진 등을 창조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의 창조산업이 유럽과 다른 이유는 서구 국가들의 문화예술적 자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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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국가들의 자산보다 풍부한 연유에 기인한다. 또한 서구 선진 공업국
가들이 탈산업화를 겪는 과정에서 아시아 국가들은 그 과정을 겪지 않았고, 
오히려 국제분업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혜택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
다. 요컨대 아시아 각국은 창조산업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이를 해석하
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경제․사회적 구조를 반영하여 자국의 실정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해외의 창조산업 분류 종합

해외 창조산업 분류기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 각국의 창조
산업 분류는 대부분 DCMS의 기준에 근거하고 있다. 영국은 광고, 건축 등 
13개 부문을 창조산업으로 구분하였다. 영국의 창조산업 구분은 기존 문화
산업과 매우 유사한 특징을 보이며, 독일, 호주,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들은 
대부분 영국의 구분을 따르고 있다. 일본, 홍콩 등의 창조산업 구분도 큰 
범주에서 영국 DCMS의 구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영국 DCMS의 기준이 보편적으로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
에서는 하위부문의 산업 범위를 일부 수정하여 차용하였다. 예컨대 덴마크
의 에듀테인먼트, 일본의 食산업, 싱가포르의 IT 산업 등은 창조산업이 수
렴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포용하면서 각국의 경제실정에 맞는 형태로 변형된 
사례이다. UNCTAD도 언급하고 있듯이, 창조산업의 개념은 각국이 처한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여 다른 형태로 정의될 수 있다. 창조산업에 대한 개
념적 논의에서는 공통점이 존재하지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국가별로 상이
한 특성을 반영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창조산업의 성장과 보호를 위
해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의미하지만, 반대로 국가간 장벽이 높아
지고 있음을 시사한다(Healy, 2002).

셋째, 창조산업에 대해 가장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분류기준을 제시한 연
구는 UNCTAD의 「창조경제보고서(Creative economy report)」이다. 동보
고서는 국제적 창조상품보다는 지역의 고유한 특성에 기반한 창조산업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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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다. 창조산업을 4개 영역(유산, 예술, 미디어, 실용적 창조)으로 대분류
하고, 문화적 표현, 문화적 장소, 시각예술, 행위예술, 출판 및 인쇄, 오디오
비주얼, 디자인, 뉴미디어, 창조서비스 등 9개 부문으로 소분류하였다. 체계
적인 통일성이 있으며, 분류된 산업의 특징이 명확히 표현되어 있다. 동보
고서는 창조산업 분류준거가 되고 있는 DCMS의 산업분류를 대부분 포괄
하고 있으며, 최종 상품과 투입요소 간의 속성을 균형화하여 산업간 이질성 
및 산업내 동질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 창조산업 관련 산업 법률 검토

1) 창조산업으로서의 C-P-N-D10)

일반적으로 ‘신경제’(new economy)는 ICT를 활용하여 정보와 지식을 창
출․확산․분배함으로써 더 높은 생산성 향상과 경제적 번영을 이룩한 새로운 
경제로 정의된다(DeLong and Summers, 2000; OECD). ICT의 발달은 지
식과 정보전달을 용이하게 하고 창조산업의 출현을 촉진하는 기제로 작용하
였다(Foord, 2013; Howkins, 2001; Garnham, 2005; Cunningham, 2004).

이른바 ‘기술과 예술의 결혼’(the marriage of art and technology) 현상
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창조적 상품에 대한 수요가 더욱 커지
고 있다(Hall, 2000:647). 소비자의 자아실현 니즈를 충족시키는 창조적 아
이디어가 경제발전 동인으로 등장한 것이다(Howkins, 2001). 

Apple과 Facebook의 성공은 소비자들이 기존 상품과는 다른 창조적․혁신
적 경험을 중시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Apple은 iOS를 기반으로 하는 터치

10) 콘텐츠(C), 플랫폼(P), 네트워크(N), 디바이스(D)를 일컫는 ICT산업 가치사슬을 의미한
다. 일반적으로 C-P-N-T(터미널) 가치사슬이 방송플랫폼을 설명하는데 많이 활용되었
으나, 스마트폰․태블릿 등 사실상 컴퓨터에 해당되는 기기를 감안하면 C-P-N-D라는 
표현이 ICT 부문을 설명하는데 더 유용하다. 예컨대 애플은 플랫폼 제공자가 동시에 디
바이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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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디바이스를 공급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관심과 수요를 불러 일으켰다. 
Apple은 iTunes, Appstore, iCloud 등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가 생
산․유통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누구나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고 판
매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다. 동사는 최근 상품영역을 웨어러블 디바이
스(wearable device)나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등으로 확장하
고 있다. 

Facebook은 마크 주커버그(Mark Zuckerberg) 등이 만든 세계 최대의 
SNS 기업이다. Facebook 사용자는 10억 명을 넘었으며, 앱경제(App 
Economy)는 2011년 미국 내 최소 정규직 개발자 182,744명과 121억 9000
달러 수준의 경제효과를 창출하고 있다(차두원․유지연, 2013:7). 

Apple과 Facebook의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창조산업이 ICT와 결합하면
서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임, 음원, 영상, 전자책이 스마트
폰, 태블릿 PC 등 디바이스를 통해 구현되고 있다. 통신, 방송 등 기존 창
조산업의 콘텐츠가 디지털화된 내용물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 콘텐츠의 소
비자가 현재는 콘텐츠를 생산하고 배급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ICT는 창
조산업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컴퓨팅 부문의 발전은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인
터넷상에서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ICT와 창조산업의 결합은 C-P-N-D 
가치사슬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4> 창조산업과 C-P-N-D 가치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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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C)의 경우 게임, 음악, 동영상, 전자책 등이 인터넷에서 이동한다. 
모든 종류의 콘텐츠는 디지털화된 플랫폼(P) 제공자에 의해서 이용자에게 
제공된다. 콘텐츠 보유자는 카카오톡, 라인, 애플 등과 같은 플랫폼 제공자
와 제휴하거나 직접 플랫폼을 구성하여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콘
텐츠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축적, 처리, 가공, 제공된다.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는 네트워크(N)를 통해 이동한다. 다양한 서비스 
제공기업들이 효율적 트래픽 전송, 보안 등 네트워크의 효율적 기능을 제공
한다. 네트워크 서비스 기업은 콘텐츠와 플랫폼에 최적화된 환경구축을 위
해 신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디바이스(D)는 언제나 인터넷과 연결된다. 디바이스는 기기 내에 범용 
운용체계와 프로그램을 내장하고 플랫폼과 연결한다. 최근 디바이스는 보는 
것을 넘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용도로 활용된다(최계영, 2013).

이상과 같은 C-P-N-D 가치사슬은 창조산업과의 상호의존성 심화를 의
미한다. 창조산업의 문화콘텐츠가 ICT의 발달을 더욱 촉진하였고, 이는 다
시 창조산업의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디자인, 영화 등 창조산업 영역이 디지털콘텐츠, 음원, 소프트웨어 등으로 
ICT에 내재화됨으로써 C-P-N-D 자체가 하나의 창조산업으로 자리매김하
고 있다. 미술작품과 갤러리가 같은 문화산업 영역으로 취급되듯이, 창조산
업과 ICT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2) 한국의 창조산업 관련 산업

(1) 관련산업 법률검토
먼저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

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 등을 의미한다(「문화예술진흥법」제2조).
문화산업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

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문화예술진흥법」제2조),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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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문화예술
진흥법

문화산업

∙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

문화예술
진흥법

∙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 영화ㆍ비디오물              - 음악ㆍ게임
- 출판ㆍ인쇄ㆍ정기간행물      - 방송영상물
-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문화산업
진흥 기본법

<표 3-4> 창조산업 관련 유사산업의 법적 정의 및 주요내용

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을 의미한다. 문화산업에 포함되는 영역으로는 영
화, 음악, 출판, 방송, 문화재 등 전통적 의미의 문화산업과 디지털문화콘텐
츠 등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서비스 등이 있다.

문화상품은 ‘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이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유형·무형의 재화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라 정의
된다(「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

출판문화산업은 ‘간행물의 출판·유통산업 및 그에 밀접히 연관된 산업’이
며(「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조), 콘텐츠산업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
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제작·유통·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
을 의미한다(「콘텐츠산업진흥법」제2조). 

소프트웨어산업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등과 이에 관련
된 서비스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의미한다(「소프
트웨어산업진흥법」제2조). 

정보통신산업은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
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되며, ‘컴퓨터 및 정보
통신기기와 관련한 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중 정보통신과 관
련된 산업’ 등이 세부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정보통신산업진흥법」제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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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ㆍ캐릭터ㆍ애니메이션ㆍ에듀테인먼트ㆍ 모
바일문화콘텐츠ㆍ디자인ㆍ광고ㆍ공연ㆍ미술품ㆍ
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ㆍ가공ㆍ개발ㆍ제작ㆍ 
생산ㆍ저장ㆍ검색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 
대중문화예술산업

-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 
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출판문화
산업

∙ 간행물의 출판·유통산업 및 그에 밀접히 연관된 
산업

출판문화
산업 진흥법

콘텐츠
산업

∙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
공하는 서비스의 제작ㆍ유통ㆍ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

콘텐츠산업 
진흥법

소프트
웨어산업

∙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대중문화
예술산업

∙ 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방송영상물·영화·비디오물·공연물 
·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등을 
제작하거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알선·기획·관리 등을 하는 산업

대중문화
예술산업
발전법

지식산업
∙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ㆍ연구개발업ㆍ엔지니어링서

비스업 등 전문 분야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
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
산업

∙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
통하거나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한 산업
- 소프트웨어산업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한 산업
- 지식서비스산업 중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
- 이러닝산업        - 정보보호와 관련한 산업

정보통신
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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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같이 국내 창조산업 관련 산업의 정의와 주요내용을 검토하면 다
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관련 산업은 ICT 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콘텐츠를 들 수 있는데, 콘텐츠는 법적 정의
로 ‘부호, 문자, 이미지,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11)를 의미한다. 하지만 
디지털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멀티미디어콘텐츠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서 ICT 산업과 밀접한 연관을 맺게 된다.

문화산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게임이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
한 소프트웨어 산업 등도 컴퓨터 프로그램 및 정보처리 기술과 기계장치를 
이용하는 등 ICT 산업과 관계가 높다. 출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과거 종
이매체에 의한 출판방식에서 전자적 매체에 실어 전자책 등을 생산해 내는 
산업으로 확대되는 등,12) 기존의 문화산업이 ICT와 결합하면서 급속하게 
외연적으로 확장하는 특징을 보인다.

둘째, ICT 산업 자체가 창조성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창조성을 중시하는 지식재산은 ‘인간의 창조
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ㆍ정보ㆍ기술, 사상
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
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된다.13) 그러나 최근에는 지식재산의 범위가 확대되어 신지식재산은 
‘경제․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
현하는 지식재산’14)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인터넷 도메인 등은 모두 신지식재산으로서 ICT를 둘러싼 세계 각국의 경
쟁이 치열한 부문이다. 이에 따라 과거 기반시설로 간주되었던 정보통신산
업이 이제는 창조적 상품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채널이 됨으로써 운영체계
(OS), 플랫폼(Platform), 디바이스 생산부문에서 과거 생산방식과는 전혀 다
른 창조적 역량을 요구받고 있다.
11)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3항
12)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제4항
13)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1항
14)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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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
진흥시설

∙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
으로 유치함으로써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의 활동
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문화산업
진흥 기본법

문화산업
진흥지구

∙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밀집도
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집적화를 통한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영업활
동ㆍ연구개발ㆍ인력양성ㆍ공동제작 등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

문화산업
진흥 기본법

<표 3-5> 창조산업 관련산업 공간정책

(2) 창조산업 관련산업 공간정책
창조산업 관련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공간정책이 추진되었다. 관

련 공간정책은 시설, 지구, 단지 등으로 구분된다. 
문화시설은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복합 종합시설 등을 의미한다. 

문화산업진흥시설은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의미한
다.15) 문화산업지구는 문화산업 밀집도가 높으며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
의 영업활동ㆍ연구개발ㆍ인력양성ㆍ공동제작 등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하
여 지정된 지역이다16). 

보다 넓은 공간범위를 갖는 형태는 산업단지 형태이며, 「산업입지 및 개
발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설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동
법에 의하면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 그 밖
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지정된 산업단지를 의미한다. 「산업입지 및 개
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문화산업단지, 정보통신산업
진흥단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15)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17항
16)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1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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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첨단
산업단지

∙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
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
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단지

∙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
원하기 위하여 지정ㆍ조성된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문화산업
단지

∙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개인 등이 공동으로 문화산
업과 관련한 연구개발ㆍ기술훈련ㆍ정보교류ㆍ공동
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토지ㆍ건물ㆍ시설
의 집합체

문화산업
진흥 기본법

정보통신
산업진흥

단지

∙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입지의 
조성 및 공급과 정보통신산업 기반시설의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민간인이 공동으로 정보통
신산업진흥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우선 지원

정보통신
산업 진흥법

3. 한국적 창조산업의 분류 

1) 선행연구 창조산업 분류

국내 창조산업 관련 선행연구는 대부분 문화산업 혹은 DCMS의 분류를 
따르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창조산업의 영역을 연구개발이나 포털, 지식
정보 등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창조산업을 문화예술적 영역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다분하여 기존 문화산업 연구와의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

먼저 구문모(2005)는 창조산업에 대한 개념은 제시하였으나 창조산업과 
문화산업을 구분하지 않았다. 그는 출판업,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광고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방송업, 
공연산업, 뉴스제공업 등 9개 산업을 창조산업으로 제시하였다. 

이희연․황은정(2008)은 영국 DCMS의 분류에 R&D 부문을 포함시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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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시 동별 창조산업을 분석하였다. 김의준 외(2009)는 구문모(2005)의 창조
산업 정의를 따르면서 영화산업 등 총 9개 산업을 제시하고, 이를 다시 공
연․영화․방송, 출판․미디어, 자문․건축 등 3개 부문으로 재분류하였다.

장윤정․이승일(2009)은 케이브스(Caves, 2000)의 영리․비영리 구분, 프랫
(Pratt,1997)의 가치사슬 4단계 구분, NESTA(2006)의 구분을 교차하여 10
개의 창조산업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분류는 기능별 산업분류가 
아니어서 이해하기 어렵다. 허재완․나종익(2012)은 건축기술, 연구개발 등 
11개 산업을 제시하고 이를 기술서비스형, 정보서비스형, 위락서비스형으로 
재분류하였다. 김의준․신혜원(2014)는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등 10개
의 창조산업을 제시하였으며, 이연정․윤성민(2010)은 광고, 디자인, 영화 등 
10개 산업을 창조산업으로 제시하였다. 박성호 등(2012)은 인쇄출판, 소프
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총 15종의 창조산업을 제시하였다. 이규명 등
(2013)도 광고, 건축 등 11개 창조산업을 분류하였다. 이상의 창조산업 분
류는 <표 3-6>에 정리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 창조산업 연구들은 대부분 DCMS의 창조산업 분류를 따
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DCMS가 창조산업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고 정
책적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영국 
DCMS 조차도 창조산업의 세분화된 분류를 제시함으로써 그 범위를 확대
하고 있다. 영국은 ‘기업혁신부’(BIS: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의 ICT 기능을 DCMS로 이관하는 등 정부조직을 개편한 바 있
다. 이는 기존 문화예술 창조산업 중심에서 디지털, 통신 등과 결합한 창조
산업으로 범역을 확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창조산업의 분류가 궁극적으로 창조성으로 수렴하지만, 경
제․문화적 시대변화에 맞추어 ICT 관련 디지털 콘텐츠로까지의 확장성을 동
시에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창조산업에 관한 연구는 영
국 DCMS의 분류에 근거한 나머지 문화예술적 측면의 창조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한계를 보여 창조산업에 분류에 대한 외연적 확장이 시급하
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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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문모 이희연
황은정

김의준
등

장윤정
이승일

허재완
나종익

김의준
신혜원

이연정
윤성민

박성호
등

이규명
등

DC
MS

광고 ◎ ◎ ◎ ◎ ◎ ◎ ◎ ◎ ◎
건축 ◎ ◎ ◎ ◎ ◎ ◎ ◎ ◎

미술품 ◎
공예 ◎

디자인 ◎ ◎ ◎ ◎ ◎ ◎ ◎ ◎
패션 ◎
영화 ◎ ◎ ◎ ◎ ◎ ◎ ◎
음악 ◎ ◎ ◎ ◎ ◎ ◎

공연예술 ◎ ◎ ◎ ◎ ◎ ◎
출판 ◎ ◎ ◎ ◎ ◎ ◎ ◎ ◎
SW ◎ ◎ ◎ ◎ ◎ ◎ ◎ ◎

TV/라디오 ◎ ◎ ◎ ◎ ◎ ◎ ◎ ◎
비디오게임 ◎ ◎ ◎

ICT 프로그래밍 ◎ ◎
지식정보 ◎ ◎ ◎

R&D ◎ ◎ ◎ ◎ ◎ ◎
문화자산 ◎ ◎

콘
텐
츠

애니메이션 ◎
만화 ◎

에듀테인먼트 ◎

<표 3-6> 국내 선행연구의 창조산업 분류

2) 본 연구의 창조산업 분류 종합

국제기구, 구미(歐美)와 아시아 국가, 창조산업 관련 법률 및 국내 선행연
구 등을 종합한 결과 UNCTAD의 「창조경제 보고서(Creative Economy 
Report)」의 창조산업 분류가 가장 포괄적이고 체계적이다. UNCTAD는 문
화적 표현, 문화적 장소, 시각예술, 행위예술, 출판 및 인쇄, 오디오비주얼, 
디자인, 뉴미디어, 창조서비스 등 9개 부문으로 창조산업을 분류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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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분류는 영국 및 세계 각국의 창조산업 분류를 대부분 포섭한다. 
UNCTAD는 창조산업 분류에 있어 국가별 상황을 고려한 선택적 적용을 
제안하여, 보편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가별로는 영국 DCMS의 분류가 창조산업 분류의 준거가 되고 있다. 
대부분 국가에서 DCMS의 기준에 근거하여 창조산업을 제시한다. 그러나 
DCMS는 역사․문화적인 면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유럽지역을 반영하고 
있어 한국의 창조산업 분류로 바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자국의 실정에 맞게 창조산업을 분류한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국가
별 경제상황에 부합하고 경쟁력 있는 부문을 창조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책
적 의지를 말해준다. 예컨대 食 산업은 국제기구와 구미 국가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창조산업이다. 하지만 일본은 내수부문에 상당 부분 강점이 있으며, 
세계적으로 우수한 食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 이를 창조산업 부문으로 포함
하고 있다. 싱가포르도 IT 및 사진을 창조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종산업 결합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국이 경제적․정책적 상황을 고려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창조산업을 다른 
산업에 비하여 성장성이 큰 산업 중 하나로 간주할 수 있지만, 다양한 산업
간 연계를 통해 다른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진화적 모형’(evolutionary 
model)으로 해석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Potts, 2009).

 예술과 문화경제학의 석학인 스로스비(Throsby)는 ‘동심원 모델’을 사용
해 창조산업을 설명하였다(Throsby, 2001). 그에 의하면 원의 중심엔 문학, 
음악, 공연예술, 시각 예술 등 핵심 창조예술이 있으며 이 중심을 둘러싼 
원에는 영화, 갤러리, 사진 등 기타 핵심 문화산업이 자리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스로스비가 언급했던 핵심 창조예술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생
산,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스마트폰으로 제작한 영화가 인터넷에
서 유통되고, 인터넷에 올린 문학작품이 영화로 제작된다. 핵심 창조예술의 
콘텐츠가 디지털화하여 C-P-N-D 가치사슬을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창조
산업 상품이 기호화된 콘텐츠와 의미를 전달하는 매개체라면(Scott, 2000; 
Throsby, 2001), 이들을 생산하는 공간이 인터넷 등으로 확장되었다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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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면에서 ICT와 창조산업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의 창조산업은 ‘창조성과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유무형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
업’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 창조산업의 분류는 가장 종합적 분류체계를 
갖는 UNCTAD의 틀을 유지하되, 한국적 상황을 고려하여 ICT 산업 중 국
내 C-P-N-D 가치사슬과 관련한 창조산업을 포함하였다.

UNCTAD는 문화적 표현, 문화적 장소, 시각예술, 행위예술, 출판 및 인
쇄, 오디오비주얼, 디자인, 뉴미디어, 창조서비스 등 9개로 창조산업을 분류
하고 있다. 이 중 ‘문화적 표현’(축제, 행사 등)은 지역의 산업특성을 반영하
지 못해 본 연구의 창조산업에서는 제외하였다. ‘문화적 장소’ 중 산업적 특
성이 없는 영역(예시: 고고학적 사이트 등)은 제외하고, UNCTAD의 ‘문화
적 장소’와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문화자산’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C-P-N-D 가치사슬에서, C(콘텐츠)는 UNCTAD의 ‘뉴미디어’와 ‘창조
서비스’ 부문에 콘텐츠와 관련된 산업이 포함하고 있어 추가 분류를 하지 
않았다. P(플랫폼)와 N(네트워크)은 디지털화된 콘텐츠의 통로가 되며, 디지
털화된 모든 종류의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ICT 통
신서비스’ 부문을 추가하여 인터넷 포털, 자료처리업, 유무선 통신업 등 플
랫폼의 제작과 운영, 이를 지원할 네트워크 관련 산업을 분류하였다. 

D(디바이스)는 디지털 콘텐츠를 구현하고 생산하는 유무선 디바이스(스
마트폰, 태블릿 PC 등)를 의미한다. 최근 출시되는 디바이스는 제품의 주기
가 매우 짧고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디바이스와 관련한 산업은 창조적 
아이디어와 과학기술의 융합이 특히 요구되는 부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ICT 디바이스’ 분류를 추가하여,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 TV 등을 
생산하는 산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을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창조산업을 문화자산, 시각예술, 행위예술, 출판 및 인쇄, 
오디오비주얼, 디자인, 뉴미디어, 창조서비스 10개 부문으로 분류하였다. 이
를 다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세세분류(5digit)로 구분하면 136개 산업이 
창조산업에 해당된다(그림 3-5, 표 3-7 참조). 



- 91 -

<그림 3-5> 창조산업 분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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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산업 주요내용 표준산업분류코드

① 문화자산 고대유적, 도서관, 전시회 등

관광 민예품 및 선물용품 소매업, 도서관  및 기록보존소 운영업, 박물관  운영업, 사적지 관리 운영업,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자연공원 운영업, 기타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여가관련서비스업

② 시각예술 그림, 조각, 사진 등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위생용  도자기 제조업,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기타 일반도자기 제조업, 구조용  정형 내화제품 제조업, 기타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점토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기타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사진장비 및 광학용품 도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 상업용 사진 촬영업, 사진 처리업, 비공연 예술가

③ 행위예술 라이브 음악, 연극, 오페라, 댄스, 서커스 등

피아노 제조업, 현악기 제조업, 전자악기  제조업, 국악기 제조업, 기타 악기 제조업, 악기 도매업, 악기 소매업, 공연시설 운영업, 연극단체, 무용 및 음악단체, 기타 공연단체, 공연 예술가, 공연 기획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그 외 기타창작 및 예술관련서비스업

④ 출판 및 
   인쇄 책, 신문, 잡지 등

서적, 잡지 및 신문 도매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교과서 및 학습서적출판업, 만화 출판업, 기타서적 출판업, 신문발행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 기타 인쇄물 출판업

⑤ 오디오
   비주얼

영화, TV, 라디오방송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장비 제조업, 음반 및 비디오물 도매업, 음반 및 비디오물 소매업,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영화관 운영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녹음시설 운영업, 라디오 방송업, 지상파 방송업, 프로그램 공급업, 유선방송업, 위성 및 기타 방송업

<표 3-7> 창조산업별 주요내용 및 표준산업분류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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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산업 주요내용 표준산업분류코드

⑥ 디자인 인테리어, 그래픽, 패션, 보석, 장난감 등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조화  및 모조장식품 제조업,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인테리어  디자인업, 제품 디자인업, 시각 디자인업, 기타  전문 디자인업

⑦ 뉴 미디어
소프트웨어, 비디오게임, 디지털 콘텐츠 등

영상게임기  제조업,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컴퓨터시설  관리업,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⑧ 창조 
   서비스

건축, 광고, R&D, 문화, 레크리에이션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농학  연구개발업,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경제학  연구개발업,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광고 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광고매체 판매업, 광고물 작성업, 그 외  기타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 조사업,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매니저업,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물품감정, 계량및견본추출업,그외기타분류안된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⑨ ICT 
  통신서비스 IT 유통 플랫폼 서비스, 통신

유선통신업, 무선통신업, 위성통신업, 통신 재판매업,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자료 처리업,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뉴스  제공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⑩ ICT 
  디바이스

유무선 디바이스_핸드폰, TV, PC 등

컴퓨터 제조업, 기억장치 제조업,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방송장비 제조업, 이동전화기  제조업,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텔레비전 제조업,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라디오, 녹음 및 재생기기 제조업,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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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창조산업 현황분석

1. 창조산업 성장성 분석

1) 전산업 대비 높은 성장

2012년 창조산업 사업체는 13만 개소, 종사자는 118만 명으로 전산업의 
3.5%, 6.3% 비중을 차지한다. 2000~2102년 기간 동안 창조산업 사업체의 
성장률은 30.1%, 전산업 사업체 성장률은 19.5%로 전산업 대비하여 창조
산업에서 높은 창업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2년 동안 2만 개소 이상의 
사업체가 급격히 증가하여 창조산업 사업체의 성장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2000~2012년 기간 동안 창조산업 종사자의 성장률은 37.3%로 전산업 
종사자의 성장률 36.5%와 유사하다. 전산업 대비 비중도 6.3% 내외로서 창
조산업 부문에서의 급격한 일자리 창출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사업체와 종사자 간 상승률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인데, 이러한 현상은 창조
산업 부문 내에서도 업종별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소규모 창
조산업 사업체는 증가하나, 고용이 많았던 창조산업 부문에서는 고용을 오
히려 줄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단위 : 개소, 인, % )

구분 사업체 종사자
창조산업 전산업 비중 창조산업 전산업 비중

2000년 96,024 3,013,417 3.2 857,220 13,604,274 6.3
2005년 95,204 3,204,809 3.0 932,918 15,147,471 6.2
2010년 105,220 3,355,470 3.1 1,133,024 17,647,028 6.4
2012년 124,942 3,602,476 3.5 1,176,812 18,569,355 6.3

성장률(00-12년) 30.1 19.5 - 37.3 36.5 -
자료 : 통계청, 각 연도, 전국사업체조사

<표 3-8> 창조산업 성장 현황(200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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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도별 현황 : 수도권 집중 강화

2012년 시도별 창조산업 사업체는 서울(40.6%)과 경기(17.7%)에 58.3%
가 입지하여 수도권 집중성이 높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5.9%), 경남
(4.4%), 경북(3.7%) 등 영남지역에 일부 집적하고 있으며, 기타 시도의 비
중은 대부분 3% 미만이다. 2000~2012년 동안 사업체는 전국이 30.1% 성
장하고, 서울은 44.7%, 경기는 64.8% 성장하여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
고 있다. 광역시는 울산(39.6%), 광주(29.5%), 대전(27.5%), 대구(13.8%), 
부산(7.3%), 인천(3.1%) 순으로 증가하였다. 지방에서는 제주가 32.5% 성
장하여 전국 평균을 상회했을 뿐, 경남(20.3%), 충북(19.1%), 충남(18.5%)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국 평균성장률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단위 : 개소, %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2년 ′12비중 성장률(00-12)
전국 96,024 95,204 105,220 124,942 100.0 30.1
서울 37,360 38,534 40,700 50,710 40.6 35.7
부산 6,828 6,461 6,515 7,324 5.9 7.3
대구 4,811 4,466 4,795 5,477 4.4 13.8
인천 3,923 3,370 3,551 4,043 3.2 3.1
광주 2,730 2,708 2,977 3,535 2.8 29.5
대전 2,824 2,596 3,047 3,600 2.9 27.5
울산 1,293 1,314 1,671 1,805 1.4 39.6
세종 - - 119 0.1 -
경기 14,052 15,279 18,787 22,151 17.7 57.6
강원 2,453 2,359 2,522 2,885 2.3 17.6
충북 2,331 2,095 2,500 2,776 2.2 19.1
충남 2,442 2,265 2,601 2,894 2.3 18.5
전북 2,974 2,605 3,053 3,453 2.8 16.1
전남 2,410 2,162 2,488 2,714 2.2 12.6
경북 4,022 3,779 4,058 4,630 3.7 15.1
경남 4,556 4,223 4,794 5,481 4.4 20.3
제주 1,015 988 1,161 1,345 1.1 32.5
자료 : 통계청, 각 연도, 전국사업체조사

<표 3-9> 시도별 창조산업 사업체수(200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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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창조산업 종사자는 전국이 37.3% 성장한 가운데, 경기(64.8%)와 
서울(44.7%)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흥미로운 지역은 제주로서 절대규모는 
크지 않지만 2000~2012년 기간 동안 성장률이 85.8%에 달하고 있다. 이러
한 급격한 상승은 대형 포털업체 및 연관기업의 이전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
정된다. 대전의 성장률도 눈에 띄는데 동기간 44.6%가 성장하여 광역시 중 
유일하게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대전의 성장은 대덕연구단지의 연구
개발 및 연관 산업의 성장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15.0%), 울산
(-13.2%), 충북(-6.1%), 경남(-4.0%)은 창조산업 종사자가 오히려 감소하
였다. 그러나 동기간 이들 지역의 사업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특징이 있
다. 이러한 결과는 창조산업 신규업체의 일자리 창출이 미미하고 기존 업체
들은 종사자들을 줄이고 있음을 말해준다.

(단위 : 인, %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2년 ′12비중 성장률(00-12)
전국 857,220 932,918 1,133,024 1,176,812 100.0 37.3
서울 375,586 419,934 521,808 543,356 46.2 44.7
부산 34,455 35,635 41,541 40,532 3.4 17.6
대구 22,586 25,055 27,560 29,526 2.5 30.7
인천 36,315 29,032 28,935 30,875 2.6 -15.0
광주 15,062 17,644 20,795 20,322 1.7 34.9
대전 30,202 31,360 39,853 43,670 3.7 44.6
울산 12,560 7,620 9,637 10,896 0.9 -13.2
세종 - - - 941 0.1 -
경기 167,714 194,016 263,430 276,446 23.5 64.8
강원 12,406 12,985 16,485 17,052 1.4 37.4
충북 19,838 15,479 19,701 18,619 1.6 -6.1
충남 16,700 22,008 17,061 18,540 1.6 11.0
전북 15,176 13,864 15,656 16,979 1.4 11.9
전남 12,734 12,687 14,313 14,855 1.3 16.7
경북 43,359 55,389 50,343 48,764 4.1 12.5
경남 37,393 33,804 36,440 35,901 3.1 -4.0
제주 5,134 6,406 9,466 9,538 0.8 85.8
자료 : 통계청, 각 연도, 전국사업체조사

<표 3-10> 시도별 창조산업 종사자수(200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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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도별 전국비중 변화

시도별 창조산업 성장현황을 종합하면 서울, 경기로의 집중이 심화되고 
있으며, 대전과 제주를 제외한 광역시 및 도는 창조산업 성장에 주도적 역
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2000~2012년간 시도별 창조산업 사업체와 종사자의 전국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현상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동기간 동안 서울시의 
사업체 전국 비중은 38.9%(2000년)에서 40.6%(2012년)로 증가하였다. 경
기도도 동기간 14.6%(2000년)에서 17.7%(2012)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들 시도를 제외하면 모든 시도의 전국 대비 비중은 감소하였다. 부산은 
7.1%(2000년)에서 5.9%(2012년)로, 대구도 5.0%(2000년)에서 4.4%(2012
년)로 감소하였다. 전국 비중 감소폭이 가장 큰 지역은 부산으로, 동기간 사
업체 전국 비중은 1.2%p가 감소하였다.

주 : 백색은 비중 증가, 흑색은 비중 축소를 의미
자료 : 통계청, 각 연도, 전국사업체조사

<그림 3-6> 시도별 창조산업 사업체수 전국비중 변화(200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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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창조산업 종사자수 전국 비중도 서울, 경기로의 집중이 심화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2000~2012년 기간 동안 서울의 창조산업 종사자수 증가율
은 43.8%(2000년)에서 46.2%(2012년), 경기는 19.6%(2000년)에서 23.5% 
(2012년)로 증가하였다. 서울과 경기 두 지역을 제외하면 대전이 3.5%(2000
년)에서 3.7%(2012년)로, 제주가 0.6%(2000년)에서 0.8% (2012년)로 증가
했을 뿐이다. 나머지 시도는 창조산업 종사자 전국 비중이 모두 감소하였
다. 또한 서울시와 경기도를 제외하면 종사자 비중이 5%를 초과하는 시도
는 전혀 없다. 지방 광역시 중 대전만 종사자수 비중이 증가했을 뿐, 기타 
광역시는 모두 종사자수 전국 비중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창조산업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있음을 말해준다. 

주 : 백색은 비중 증가, 흑색은 비중 감소를 의미
자료 : 통계청, 각 연도, 전국사업체조사

<그림 3-7> 시도별 창조산업 종사자수 전국비중 변화(200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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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군구별 분포 현황

창조산업은 서울과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집중 분포하고 있다. 지방 광역
시 중심으로도 일부 집중이 관측된다. 종사가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강
남구로서 전체 종사자의 9.7%가 집중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서초구(5.1%), 
금천구(4.9%), 성남 분당구(4.2%) 순으로 나타났다. 창조산업 입지계수(LQ)
가 높은 지역은 서울 금천구(4.55), 수원 영통구(4.54), 성남 분당구(3.84)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대전 유성구(3.81)와 대규
모 국가산업단지가 입지한 경북 구미시(2.07)도 창조산업 입지계수가 높았
다. 이들 지역은 정부가 지정․육성한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창조산업 종사자가 집중된 상위 20개 시군구의 전국 비중은 58.4%(수도
권 53.7%, 비수도권 4.7%)이며, 입지계수가 높은 상위 20개 시군구는 
56.1%(수도권 51.4%, 비수도권 4.7%)를 차지하고 있다. 창조산업 전국 비
중≻2%, LQ≻2.0인 집적지는 강남구, 서초구, 금천구, 구로구, 마포구, 
종로구(이상 서울), 분당구(성남), 영통구(수원), 구미시 등으로 나타났
다.



- 100 -

<그림 3-8> 창조산업 종사자 분포 및 입지계수(2012)

2. 창조산업 입지 특성

1) 부문별 창조산업 비교 : 수도권과 비수도권

창조산업 부문별로는 일부 산업에서 비수도권이 강세를 보이나, 대체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수도권 집중비중이 높은 산업은 뉴미디어(89.2%), 
ICT 통신서비스(75.1%), 출판 및 인쇄(74.6%) 등이며, 문화자산(56.4%), 
시각예술(50.9%)은 상대적으로 수도권 집중도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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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 2012 전국사업체조사

<그림 3-9>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문별 창조산업 종사자수․비중(2012)

인구 만인당 창조산업 종사자수는 부문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인구 
만인당 뉴미디어 산업의 종사자수는 수도권 83.8인, 비수도권 9.9인으로 그 
격차가 73.9인에 달한다. 창조서비스도 수도권 105인, 비수도권 44.6인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반면, 문화자산, 시각예술, 행위예술 등은 비수도권이 높
거나 격차가 크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뉴미디어와 창조서비스에 종사하
는 전문인력이 강한 수도권 지향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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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인구 만인당 창조산업 종사자수 비교

    자료 : 통계청, 2012 전국사업체조사

2) 도시기능별 비교 : 광역급, 시급, 군급

(1) 광역급에 서울을 포함할 경우
행정구역 단위로 공간을 구분하여 창조산업 집중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창조산업은 시급 이상 지역에 전체 종사자의 97.1%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급을 선호하는 산업은 뉴미디어(80.3%), 출판 및 인
쇄(71.7%), 디자인(70.9%), ICT 통신서비스(70.0%) 등으로 이들 산업은 
70%가 넘는 광역급 집중률을 보인다. 

주목할 점은 광역급보다 시급에서 집중률이 높거나 혹은 유사하게 관측
되는 산업들이다. 이들 산업은 대도시가 주는 입지적 장점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산업들이다. 예컨대 문화자산, 시각예술, 행위예술, ICT 디바이스 
산업이 그것들로서, 시급 지역으로의 집중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편 문화자산과 시각예술은 다른 산업들에 비하여 군급 지역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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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인구규모가 작은 군급 지역에
서 문화자산과 예술분야를 활용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
정된다.

구분
광역 시급 군급 계

종사자 비중 종사자 비중 종사자 비중 종사자 비중
창조산업 전체 720,118 61.2% 422709 35.9% 33,985 2.9% 1,176,812 100.0%
문화자산 15,527 39.8% 17,974 46.0% 5,542 14.2% 39,043 100.0%
시각예술 21,944 46.3% 20,135 42.5% 5,316 11.2% 47,395 100.0%
행위예술 15,991 57.6% 10,659 38.4% 1,133 4.1% 27,783 100.0%
출판 및 인쇄 56,607 71.7% 21,159 26.8% 1,138 1.4% 78,904 100.0%
오디오비주얼 53,183 65.3% 25,558 31.4% 2,653 3.3% 81,394 100.0%
디자인 41,987 70.9% 15,660 26.4% 1,605 2.7% 59,252 100.0%
뉴미디어 189,649 80.3% 46,169 19.6% 309 0.1% 236,127 100.0%
창조서비스 231,621 61.1% 136,816 36.1% 10,569 2.8% 379,006 100.0%
ICT통신서비스 61,859 70.0% 24,243 27.4% 2,323 2.6% 88,425 100.0%
ICT디바이스 31,750 22.8% 104,336 74.8% 3,397 2.4% 139,483 100.0%

<표 3-11> 도시규모별 창조산업 집중도(서울 포함)

인구 만인당 종사자수 편차가 가장 큰 산업은 뉴미디어 산업으로 광역시
급 이상 81.7인, 시급 19.5인, 군급 0.8인으로 편차가 81인에 달한다. 창조
서비스 산업은 광역시급 81.7인, 군급 0.8인으로 편차가 73인으로 분석되었
다. 흥미로운 점은 문화자산, 시각예술 산업은 군급 지역에서 만인당 종사
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문화자산의 광역시급, 시급, 
군급의 인구 만인당 종사자수 비율은 1:1.13:2.07로 군급 지역에서 2배 이
상 높으며, 시각예술은 1:0.90:1.40으로 문화자산과 시각예술은 군급에서 
인구대비 종사자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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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도시기능별 인구 만인당 창조산업 종사자수

    자료 : 통계청, 2012 전국사업체조사

(2) 광역급에 서울을 제외할 경우
도시기능별 차별화가 광역시의 영향인지, 서울시의 영향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광역급에서 서울을 제외하였다. 서울을 제외한 분석결과 도시규모별 
창조산업 집중은 시급 지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12 참조).

시급지역으로의 집중정도가 높은 산업은 ICT 통신서비스(82.1%), 디자인
(70.6%), ICT 디바이스(66.7%)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두 결과가 상이하
게 도출된 것은 한국 창조산업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방증이다. 또한 광역시가 인구규모에 비하여 창조산업 잠재력이 미약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상기의 분석만으로는 시급 이상 도시가 광역급보다 창조산업 집
적에 유리하다는 추정은 무리가 있다. 가령 서울과 인접한 시급도시에서 창
조산업이 성장한다면, 서울과 주변 도시들이 결합하여 발생하는 도시화경제
가 외부효과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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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광역 시급 군급 계
종사자 비중 종사자 비중 종사자 비중 종사자 비중

창조산업전체 7502 24.2% 17974 57.9% 5542 17.9% 31,018 100.0%
문화자산 8627 25.3% 20135 59.1% 5316 15.6% 34,078 100.0%
시각예술 6441 35.3% 10659 58.5% 1133 6.2% 18,233 100.0%
행위예술 11305 33.6% 21159 63.0% 1138 3.4% 33,602 100.0%
출판 및 인쇄 12194 30.2% 25558 63.3% 2653 6.6% 40,405 100.0%
오디오비주얼 10691 38.2% 15660 56.0% 1605 5.7% 27,956 100.0%
디자인 18892 28.9% 46169 70.6% 309 0.5% 65,370 100.0%
뉴미디어 70959 32.5% 136816 62.7% 10569 4.8% 218,344 100.0%
창조서비스 10830 29.0% 24243 64.8% 2323 6.2% 37,396 100.0%
ICT통신서비스 19321 15.2% 104336 82.1% 3397 2.7% 127,054 100.0%
ICT디바이스 176,762 27.9% 422,709 66.7% 33,985 5.4% 633,456 100.0%

<표 3-12> 도시규모별 창조산업 집중도(서울 제외)

<그림 3-12> 도시기능별 인구 만인당 창조산업 종사자수(서울 제외)

    자료 : 통계청, 2012 전국사업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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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문별 창조산업 현황 및 집적지 분석

1) 부문별 창조산업의 성장

창조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창조서비스 산업(건축, 광
고, 연구개발 등)이다. 동산업은 2012년 기준 전체 창조산업 중 사업체 
26.0%, 종사자 32.2%의 비중을 차지한다. 창조서비스 다음으로 뉴미디어
(20.1%), ICT 디바이스(11.9%), ICT 통신서비스(7.5%) 순으로 비중이 높
게 나타났다. 반면 종사자가 가장 적은 산업은 행위예술(라이브 음악, 연극, 
오페라 등) 산업으로, 전체 종사자의 2.4% 수준에 그치고 있다. 

(단위 : 개소, 인, %)
사업체 종사자

2000 2012 ‘12비중 2000 2012 ‘12비중
창조산업 전체 96,024 124,942 100.0 857,220 1,176,812 100.0

문화자산 5,813 6,393 5.1 22,835 39,043 3.3
시각예술 18,825 15,812 12.7 56,991 47,395 4.0
행위예술 2,362 4,559 3.6 19,529 27,783 2.4

출판 및 인쇄 6,148 13,003 10.4 77,210 78,904 6.7
오디오비주얼 8,346 6,391 5.1 61,121 81,394 6.9

디자인 9,330 21,548 17.2 37,346 59,252 5.0
뉴미디어 20,459 15,540 12.4 129,556 236,127 20.1

창조서비스 15,997 32,514 26.0 175,733 379,006 32.2
ICT통신서비스 3,037 4,069 3.3 81,043 88,425 7.5
ICT디바이스 5,707 5,113 4.1 195,856 139,483 11.9

자료 : 통계청, 각 연도, 전국사업체조사

<표 3-13> 부문별 창조산업 성장현황(2012)



- 107 -

사업체당 규모별로는 ICT 디바이스(27.3인), ICT통신서비스(21.7인), 뉴
미디어(15.2인), 오디오비주얼(12.7인), 창조서비스(11.7인) 순으로 나타났다. 
시각예술(3.0인), 디자인(2.7인) 등은 규모가 영세하다(그림 3-13 참조).

이는 창조산업별 생산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문
화예술 기반의 창조산업은 개인이나 소규모로 활동하고, 프로젝트 기반의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한다. ICT와 결합한 창조산업은 과학기술과 결합하면
서 대형화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패턴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업
체당 종사자수가 가장 많았던 산업은 ICT 디바이스다. 그런데 ICT 디바이
스의 업체당 고용자수는 2000년 34.3인에서 2012년 27.3인으로 감소하였
다. ICT 통신서비스도 동기간 26.7인에서 21.7인으로 감소하고 있다. 

주 : 백색은 증가, 흑색은 감소를 의미
자료 : 통계청, 각 연도, 전국사업체조사

<그림 3-13> 사업체 1개소 당 종사자수 변화(200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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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점은 ICT 디바이스 산업은 사업체와 종사자 모두 감소하는 반면, 
업체당 종사자수가 가장 적었던 디자인 산업은 사업체와 종사자 모두 창조
산업 성장률을 상회한다는 점이다. 2000년~2012년 기간 동안 사업체와 종
사자가 모두 증가한 부문은 창조서비스(사업체 6.1%, 종사자 6.6% 증가), 
디자인(사업체 7.2%, 종사자 3.9%), 행위예술(사업체 5.6%, 종사자 3.0%)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ICT 디바이스 산업은 사업체(-0.9%)와 종사자
(-2.8%)가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뉴미디어와 오디오비주얼 산업은 종사자 
규모는 증가하고 사업체는 감소하여 기업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상과 결과는 창조산업 성장의 중심에는 창조서비스, 뉴미디어 산업, 
ICT 통신서비스 등이 자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ICT 디바이스 산업
은 규모가 축소되고 있고, 디자인과 행위예술 등은 절대규모는 미미하지만 
성장률은 높게 나타나 창조산업 영역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4> 창조산업 부문별 연평균성장률 비교(2000-2012)

     자료 : 통계청, 각 연도, 전국사업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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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문별 창조산업 집적지

(1) 문화자산
문화자산 창조산업은 유적, 도서관, 박물관, 사적지, 자연공원 등 지역의 

역사문화 자산을 운영 및 관리하는 산업이다. 문화자산은 비교적 전국적 분
포를 보이는 가운데, 종사자가 많은 상위 20개 지역은 전국의 31.7%(수도
권 19.1%, 비수도권 12.6%)를 차지한다. 입지계수가 높은 상위 20개 지역
의 합은 전국의 12.8%(수도권 2.7%, 비수도권 10.0%)로 수도권보다는 지
방에서 상대적으로 특성화되어있다. 문화자산 집적지(종사자≥2%, LQ≥
2.0)는 과천시, 서귀포시, 제주시 등이며, 지방에서도 높은 입지계수를 보인
다. 지방에서 문화자산 특화도가 높은 지역들은 산업기반은 취약하지만 다
양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2) 시각예술
시각예술 창조산업은 그림, 조각, 사진 등 시각과 관련한 산업이다. 문화

자산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전국적 분포를 보이며, 서울 강남구와 경북 포항 
남구, 서울 중구, 경기 여주군, 서울 종로구 등에 집중되어 있다. 종사자가 
많은 상위 20개 지역은 전국의 38.0%(수도권 26.5%, 비수도권 11.5%)를 
차지하며, 입지계수가 높은 상위 20개 지역은 전국의 20.6%(수도권 11.9%, 
비수도권 8.7%)를 차지한다. 시각예술 집적지(종사자≥2%, LQ≥2.0)는 여
주군을 비롯하여 포항 남구, 서울 강남구 등이다.

(3) 행위예술
행위예술 창조산업은 음악, 연극, 오페라, 댄스, 서커스 등 신체적 행동이 

기반이 되는 산업이다. 서울 종로, 강남, 서초, 마포, 중구 등을 중심으로 분
포하며, 서울 북부의 고양 등에도 집중이 관측된다.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부 종사자 집적이 관측된다.

수요자의 분포상 대도시 지향적인 특징을 갖고 있지만, 장소고유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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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반하여 행위예술 특화도가 높은 지역이 관측된다. 일례로 전남 진도군
의 창조산업 LQ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12.27에 달한다.

상위 20개 지역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4%(수도권 36.7%, 비수
도권 10.7%)로 전국 종사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입지계수가 높은 
상위 20개 지역의 전국 비중은 32.1%(수도권 22.7%, 비수도권 9.4%)이다. 
행위예술 집적지(종사자≥2%, LQ≥2.0)는 종로구, 일산동구(고양), 마포구, 
서초구 등이다.

(4) 출판 및 인쇄
출판 및 인쇄는 책, 신문, 잡지 등을 기획하고 출판하는 산업이다. 서울 

중구, 마포구, 종로구, 강남구, 서초구 등에 대부분의 종사자가 밀집해 있어 
대도시 지향성이 매우 강한 산업임을 알 수 있다. 종사자 비중이 높은 상위 
20개 시군구의 비중은 62.0%이며(수도권 60.0%, 비수도권 2.0%)로 수도권 
집중도가 매우 높다. 특화도가 높은 20개 지역의 전국 비중은 58.1%(수도
권 55.2%, 비수도권 2.9%)다. 출판인쇄 집적지(종사자≥2%, LQ≥2.0)는 
서울 중구, 마포구, 종로구, 서초구, 금천구 등이며, 서울 외의 지역으로는 
파주가 유일하다. 파주는 출판단지 입주에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판단된
다. 

문화자산 시각예술 행위예술 출판인쇄

<그림 3-15> 문화자산, 시각예술, 행위예술, 출판인쇄 종사자 집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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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디오비주얼
오디오비주얼 창조산업은 영화, TV 방송, 라디오 방송 등과 같이 방송물

을 생산하고 배급하는 산업이다. 서울 전역에 걸쳐 종사자가 분포하고 있지
만, 방송국이 다수 집중한 서울 영등포, 마포구를 중심으로 종사자가 집중
해 있다. 비수도권에서는 충북 청원군(1.6%), 경북 구미시(1.1.%), 부산 해
운대구(1.0%) 등에 종사자가 집적해있다. 

종사자가 많은 상위 20개 시군의 전국 비중은 56.5%(수도권 51.8%, 비
수도권 4.7%)이며, 특화도가 높은 상위 20개 시군구의 전국 비중은 50.8%
(수도권 45.2%, 비수도권 5.5.%)로 나타났다. 오디오비주얼 산업 집적지(종
사자≥2%, LQ≥2.0)는 서울 마포구, 영등포구, 양천구, 강남구, 구로구 등
이다.

(6) 디자인
디자인 창조산업은 인테리어, 그래픽, 패션, 보석, 장난감 등을 디자인하

고 생산하는 산업이다. 서울 강남구, 종로구, 마포구, 중구, 서초구 등 수도
권을 중심으로 종사자가 집중되어 있으며, 비수도권에서는 부산진구(부산), 
중구(대구), 익산(전북), 해운대구(부산) 등에서 일부 군집이 관측된다. 대구 
중구는 종사자 비중과 특화도가 모두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과거부터 
대구의 중심상권의 지위를 유지했던 동성로를 따라 다수의 디자인 관련 상
점 등이 입지한 영향인 것으로 추정된다. 

종사자가 많은 상위 20개 지역의 전국 비중은 55.2%(수도권 49.8%, 비
수도권 5.4%)이며, 특화도가 높은 상위 20개 지역의 전국 비중은 52.2%(수
도권 45.8%, 비수도권 6.4%)이다. 디자인 산업 집적지(종사자≥2%, LQ≥
2.0)는 서울 종로구, 강남구, 마포구, 대구 중구, 금천구 등이다. 

(7) 뉴미디어
뉴미디어 산업은 소프트웨어, 비디오게임, 디지털콘텐츠 등을 기획, 생산

하는 산업이다. 서울 강남, 금천, 구로, 서초 등을 중심으로 다수의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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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집중되어 있다. 강남의 테헤란밸리, 구로의 디지털단지 등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이 밀집하여 있으며, 최근 입주를 마친 판교 테크노밸리가 위치한 
분당구(성남) 및 서울 남부의 과천, 안양(동안구)에도 뉴미디어 산업이 집중
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뉴미디어 산업 특화도도 매우 높아 금천구(9.41), 
구로구(9.19), 분당구(8.56) 강남구(5.41) 등은 입지계수가 모두 5.0을 상회
한다. 

종사가가 밀집한 상위 20개 지역의 전국비중은 84.5%(수도권 81.8%, 비
수도권 2.8%)로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특화도가 높은 상위 20개 
지역의 전국비중도 84.2%(수도권 81.6%, 비수도권 2.5%)에 달한다. 수도권 
지역이 종사자의 절대수치도 높으며, 특화도도 매우 높은 집적형태를 보인
다. 뉴미디어 산업 집적지(종사자≥2%, LQ≥2.0)는 강남구, 금천구, 구로
구, 분당구(성남), 서초구, 중구, 영등포구, 마포구, 송파구 등이다.

오디오비주얼 디자인 뉴미디어

<그림 3-16> 오디오비주얼, 디자인, 뉴미디어 종사자 집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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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창조 서비스
창조 서비스 산업은 창조산업 중 종사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으로서 건축, 광고, R&D, 문화, 레크리에이션 등 창조적 활동을 지원
하는 산업이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전체의 18% 정도가 집중되어 있으
며, 금천, 송파 등에도 많은 수의 종사자가 밀집해있다. 

특히 대전, 수원, 성남, 안양 등의 특화도가 매우 높다. 대전 유성구는 창
조 서비스 산업 종사자의 6.0%가 집중되어 있고, 입지계수도 8.93에 달한
다. 수원 기흥구의 창조서비스 비중은 3.0%, 입지계수는 5.1%에 이른다. 대
전 유성구는 대덕연구단지가 입지해 있으며, 수원 기흥구는 삼성전자가 입
지해 있다. 이들 두 지역이 창조서비스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창조산업에서 연구개발이 매우 중요함을 말해준다. 종사자가 많은 상
위 20개 지역의 전국 비중은 60.0%(수도권 54.0%, 비수도권 6.9%)이며, 
특화도가 높은 상위 20개 지역은 전국의 54.2%(수도권 48.0%, 비수도권 
6.3%)이다. 창조서비스 산업 집적지(종사자≥2%, LQ≥2.0)는 유성구(대전), 
기흥구(수원), 금천구, 동안구(안양), 분당구(성남), 강남구, 서초구, 화성시, 
송파구 등이다.

(9) ICT 통신서비스
ICT 통신서비스 산업은 다양한 콘텐츠 유통을 위한 플랫폼 제작, 포털, 

유관 통신 산업이다. 서울 중구, 강남, 서초, 영등포 등 서울 도심, 영등포 
부도심, 강남 부도심 등 서울의 주요 업무지역에 종사자가 집중되어 있다. 
흥미로운 지역은 제주시로서 대형 포털업체의 이전과 관련 기업들의 집적으
로 인하여 ICT 통신서비스 종사자가 집중 분포하고 있다. 특화도가 높은 
지역은 판교테크노밸리가 위치한 분당구(성남)로서 입지계수가 6.30에 달한
다. 분당구는 국내 포털 1위 업체인 NHN의 입지로 관련 업체들이 집적하
였으며, 테크노밸리의 완공으로 온라인정보 관련 업체가 대거 집적했기 때
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종사자가 집중된 상위 20개 지역의 전국비중은 65.3%(수도권 62.6%,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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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7%)이며, 특화도가 높은 상위 20개 지역의 전국비중은 61.6%(수
도권 57.5%, 비수도권 4.1%) 수준으로 나타났다. 창조서비스 산업 집적지
(종사자≥2%, LQ≥2.0)는 분당구(성남), 동작구, 용산구, 중구, 서대문구, 
구로구, 금천구, 마포구, 서초구, 강남구, 영등포구 등이다.

(10) ICT 디바이스
ICT 디바이스 창조산업은 디지털 콘텐츠 등을 시각화하는 스마트폰(핸드

폰), TV, 태블릿(PC) 등 유무선 디바이스를 생산하는 산업이다. 최근 스마
트 기기의 출현으로 인하여 다양한 창조적 아이디어가 ICT 디바이스와 결
합되어 새로운 상품으로 출시되고 있다. 제조업 종사자가 집중된 지역은 영
통구(수원), 구미시, 평택시, 금천구 등이다. 

상위 20개 지역의 전국 비중은 72.4%(수도권 51.2%, 비수도권 21.2%)
이며, 특화도가 높은 상위 20개 지역의 전국 비중은 67.6%(수도권 46.8%, 
비수도권 20.9%)이다. ICT 디바이스 산업 집적지(종사자≥2%, LQ≥2.0)는 
영통구(수원), 구미시, 평택시, 금천구, 남동구(인천), 중원구(성남), 동안구
(안양) 등이다.

창조서비스 ICT 통신서비스 ICT 디바이스

<그림 3-17> 창조서비스, ICT 통신서비스, ICT 디바이스 종사자 집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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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소결

해외 창조산업은 대부분 DCMS의 기준에 근거하고 있다. 영국 DCMS의 
창조산업 구분은 기존 문화산업과 매우 유사하며, 독일, 호주,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과 홍콩, 일본 등의 창조산업 구분도 큰 범주에서 영국 DCMS
의 구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각국마다 DCMS의 기준이 보편적
으로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덴마크의 에듀테인먼트, 일본의 食산업, 싱가포
르의 IT 산업 등은 창조산업이 수렴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포용하면서 각국
의 경제실정에 맞는 형태로 변형된 사례이다. UNCTAD도 언급하고 있듯
이, 창조산업의 개념은 각국이 처한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여 다른 형태로 
정의될 수 있다. 창조산업에 대한 개념적 논의에서는 공통점이 존재하지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국가별 상이한 특성을 반영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조산업에 대해 가장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분류기준을 제시한 연구는 
UNCTAD의 「창조경제보고서(Creative Economy Report)」이다. UNCTAD
는 창조산업을 4개 영역(유산, 예술, 미디어, 실용적 창조)으로 대분류하고, 
문화적 표현, 문화적 장소, 시각예술, 행위예술, 출판 및 인쇄, 오디오비주
얼, 디자인, 뉴미디어, 창조서비스 등 9개 부문으로 소분류하였다. 동보고서
는 체계적인 통일성을 부여하였으며, 분류의 내용적 특징이 명확히 표현되
어 있다. 각국의 창조산업 분류준거가 되고 있는 영국 DCMS의 산업분류를 
대부분 포괄하고 있으며, 최종 상품과 투입요소 간의 속성을 균형화하여 산
업간 이질성 및 산업내 동질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해외의 창조산업 분류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는 C-P-N-D 가치사슬을 
고려한 창조산업을 추가하였다. C-P-N-D 가치사슬은 창조산업과의 상호
의존성 심화를 의미한다. 디자인, 영화 등 창조산업 영역이 디지털콘텐츠, 
음원, 소프트웨어 등으로 ICT에 내재화됨으로써 C-P-N-D 자체가 하나의 
창조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로스비(Throsby, 2001)가 핵
심 창조예술로 제시한 문학, 음악, 공연예술, 시각 예술 등은 모두 디지털화
하여 C-P-N-D 가치사슬을 이동하고 있다. 창조산업 상품이 기호화된 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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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와 의미를 전달하는 매개체라면(Scott, 2000; Throsby, 2001), 이들을 생
산하는 공간이 인터넷 등으로 확장되었다 볼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ICT
와 창조산업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창조산업을 ‘창조성과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유무형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
업’으로 정의하였다. 한국적 창조산업 분류를 위하여 UNCTAD의 창조산업 
분류에 C-P-N-D 가치사슬을 고려한 창조산업을 추가하였다. UNCTAD의 
창조산업 분류 중 산업적 특성이 없는 영역(예시: 고고학적 사이트 등)은 
제외하고 ‘문화자산’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또한 C-P-N-D 가치사슬 중 
C(콘텐츠)는 이미 UNCTAD의 창조산업 분류 중 ‘뉴미디어’와 ‘창조서비스’ 
부문에 포함되어 있어 추가 분류를 하지 않았다. P(플랫폼)와 N(네트워크)
은 디지털화된 콘텐츠의 통로가 되며, 디지털화된 모든 종류의 콘텐츠를 이
용자에게 제공한다. ‘ICT 통신서비스’ 부문을 추가하여 플랫폼의 제작과 운
영, 이를 지원할 네트워크 관련 산업을 분류하였다. D(디바이스)는 창조적 
아이디어와 과학기술의 융합이 특히 요구되는 부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ICT 디바이스’ 분류를 추가하여,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 TV 등의 
디바이스 생산과 관련한 산업으로 분류하였다. 이상의 분류를 종합하면 한
국적 창조산업은 문화자산, 시각예술, 행위예술, 출판 및 인쇄, 오디오비주
얼, 디자인, 뉴미디어, 창조서비스 10개 부문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를 
다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세세분류(5digit)로 구분하면 136개 산업이 창조
산업에 해당된다.

2000~2102년 기간 동안 국내 창조산업 사업체의 성장률은 30.1%로서 
전산업(19.5%) 대비 성장성이 매우 높다. 창조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는 부문은 창조서비스 산업(건축, 광고, 연구개발 등)이다. 동산업은 2012
년 기준 전체 창조산업 중 사업체 26.0%, 종사자 32.2%의 비중을 차지한
다. 창조서비스 다음으로 뉴미디어(20.1%), ICT 디바이스(11.9%), ICT 통
신서비스(7.5%)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종사자가 가장 적은 산
업은 행위예술(라이브 음악, 연극, 오페라 등) 산업으로, 전체 종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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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내 창조산업은 전산업의 6.3% 수준으로 절대적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전산업 대비 성장성이 높은 산업이다. 그 성장의 중심에는 R&D․광고․건축 
등의 창조서비스,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콘텐츠를 생산하는 뉴미디어 산업, 
ICT 콘텐츠의 유통과 관련한 ICT 통신서비스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유무선 디바이스를 생산하는 ICT 디바이스 산업의 경우는 사업체당 
고용규모는 가장 높으나 사업체와 종사자 모두 감소하고 있으며, 반면 디자
인, 행위예술 등 개인의 창의성, 예술성이 중시되는 부문은 절대적 수와 전
체 창조산업 대비 비중은 미약하지만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나 창조산업의 영역이 개인의 창의적 활동에 기반을 둔 부문으로 점진적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창조산업 공간분포 특징은 서울, 경기로의 집중이 심화되고 있으며, 대전
과 제주를 제외한 광역시 및 도는 창조산업 성장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시도별 창조산업 사업체와 종사자의 전국 비중도 서울시와 경
기도는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이들 시도를 제외하면 모든 시도의 전국 대
비 비중은 감소하였다. 지리적 분포는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집중 분포
하고 있으며, 경북 구미 중심의 일부지역과 대전 연구개발단지 등 일부지역
에서 집적지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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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창조산업의 차별적 분포와 불균등 성장

제4장에서는 창조산업의 공간적 집중․분포 특성을 밝히기 위하여 다음 3
단계의 과정을 거쳤다. 우선 기업별 고용 집중도와 기업규모의 차이를 반영
한 집중지수(E-G index)를 통해 창조산업의 지리적 집중도를 측정하였다. 
둘째, 공간적 자기상관(Local Moran's I)을 이용한 핫스팟 관측을 통해 실
제 공간상에 창조산업의 집중․분포 패턴 및 변화를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창조산업 종사자수를 순위규모법칙에 적용하고, 개별도시들의 규모․순위변화
에 따른 도시체계 변화를 통해 창조산업의 불균등성장 패턴을 확인하였다.

제1절 창조산업 집적과 지리적 집중

1. 집적경제를 반영한 창조산업의 지리적 집중성

1) 전통적인 집중도 측정과 한계

산업의 지리적 집중을 명시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집중도를 측정
하는 것이다. 집중도는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입
지계수(Locational Quotient: LQ), Theil 지수, 허핀달 지수, 입지지니계수, 
공간지니계수 등이 활용된다.

하게트(Haggett, 1965)가 제시한 입지계수는 전국과 지역의 산업별 상대
적 비중에 기초하여 지역의 산업특화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특정 산업군 혹
은 연계 산업군 간의 공간집중도를 의미한다. 통상 입지계수가 1 이상이면 
상대적으로 특화를 의미하지만, 그 해석에 있어서는 연구자마다 상이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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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제시된다. 예컨대 영국의 무역산업부(DTI, 2001)는 특화산업을 선정하
기 위하여 LQ≻1.25(종사자수 기준)를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노르웨
이의 클러스터를 분석한 이삭센(Isaksen, 1997)은 LQ≻3.0(종사자수 기
준)을 특화의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연구자마다 일관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그 사용에 있어 신중함이 요구된다. 입지계수는 계산이 간편하고 
개념적으로 이해가 쉽지만, 집중정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 시간의 경과 
및 지역의 산업 규모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다. 를 지역의 
산업 종사자수, 를 전국 총 종사자수라 하면 지역의 산업 입지계수는 
다음과 같다.

 

                           (식 4-1)

Theil 지수(Theil, 1967)는 각 하위공간단위의 집단의 비율들 사이의 평
균적인 차이와 전체에서의 평균적인 차이를 측정한다. Theil 지수는 전체의 
다양성과 개별적 하위공간의 가중평균된 다양성 사이의 차이로서 해석되며 
이는 전체의 총 다양성에 대한 부분으로 표현된다. Theil 지수의 값은 0에
서 1까지의 값을 가지는데 모든 하위단위지역이 최대로 균등할 상태일 때 
0의 값을 갖는다.


  






  






×ln


                    (식 4-2)

Theil 지수와 유사한 허핀달 지수(Herfindal-Hirshman index: HHI)는 
개별 산업에 대해 지역별 가중치()로 정의된다. 가령 개의 지역으로 
분할된 지역에 대해 특정 산업의 허핀달 지수는 각 지역별 가중치, 즉 
특정지역 특정산업의 종사자수를 해당 산업의 총 종사자수로 나눈 값의 
제곱값(






)으로 측정된다. 허핀달 지수에 의한 측정결과는 특정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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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n, 1]) 내의 값으로 산정되는 바, 하위지역의 모든 산업이 동일한 
비중을 갖는 경우 허핀달 지수는 1/n이 되며, 특정 단일산업이 특화되어 
있을 경우 1의 값을 갖는다. 그러나 Theil 지수나 허핀달 지수의 경우 
이 지수들만으로 분석을 수행할 경우 공간분석단위를 넘어서는 규모의 
집적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입지지니계수(locational Gini coefficient)는 지니계수의 공간판으로 크루
그만(Krugman, 1991)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다. 입지지니계수는 특정구간
([0, 0.5]) 내의 값을 갖으며, 0은 특정산업이 전산업의 분포와 일치하게 도
시들에 분포하는 경우를, 0.5는 특정산업의 활동이 한 도시에 집중되어 있
는 경우를 의미한다. 

      





  




  




                 (식 4-3)

               = 도시의 총수
               총고용중도시의비중

도시의부문고용비중  (≠)

엘리슨과 글레이저(Ellison and Glaeser, 1994; 1997)는 이해하기 쉽고 
계산이 편리한 공간지니계수(spatial Gini coefficient)를 제시하였다. 공간지
니계수는 특정 산업의 총 종사자 수에서 지역 가 차지하는 비중을 , 
전체 산업의 총 종사자 수에서 지역 의 비중을 라 하면 이들 비중값
의 차이를 통해 산업의 집중성을 측정한다. 측정결과 0의 값을 가지면 
기업들이 공간상에 동질적으로 분포함을 의미하며, 1의 값을 가지면 특
정지역에 극단적으로 집적함을 의미한다. 공간지니계수는 이후 다양한 
변형을 거쳐 현재까지 경제활동의 공간적 집중을 측정하기 위해 널리 활
용되고 있다(Amiti, 1998; Brülhart, 2001; Midelfart-Knarvik et al., 
2000; 정병순․박래현,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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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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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G 지수를 통한 창조산업 집중성 고찰

지리적 집중에 관한 지수들은 분석의 결과가 집적의 실재를 정확하게 반
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가령 대기업과 같이 규모가 큰 기업이 경쟁
이나 보완관계를 유지하는 관련기업과 연계성을 갖지 않고 단독으로 입지하
는 경우에는 관련기업과의 집적효과를 위해 입지가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
다. 이들 집중성 지수는 외부성이나 집적경제에 관련한 지표라기보다는 집
중도만을 나타내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
완하고 기업별 고용 집중도와 기업규모의 차이를 반영한 E-G 지수를 사용
하여 창조산업의 지리적 집중을 밝히고자 한다. 

Ellison과 Glaeser는 허핀달 지수를 이용해 특정지역에 입지하는 기업들
의 공간집중을 파악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전통적인 산업집적 측
정수단의 한계를 보완하고, 산업별로 업체별 고용 집중도 및 차이를 반영한 
E-G 지수를 제시하였다. 이 지수는 산업집적 이론에 기반을 둔 모형으로부
터 도출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전통적 방법들과는 차별화된다(Ellison and 
Glaeser, 1997). 

E-G 지수는 기업이 이익 극대화를 위해 입지를 선택하는 단순입지 모델
에서 출발하여 자연우위(natural advantage), 그리고 스필오버에 의한 집적
요인(localized spillover) 등 세 단계를 모델에 연속적으로 반영한다. 이 지
수는 산업의 지리적 집중이 이러한 입지결정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임을 전제한다. 

가령 특정산업이 N개의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임의의 기업()이 
M개의 지역으로 분할된 지역 중 한 곳을 골라 순차적으로 입지한다 하
면, 입지결정과정에는 이 기업만이 갖는 기업특수요인과 기후․해안․원료
산지 인접성 등과 같은 특정산업이 바람직하게 여기는 공통 입지요인, 
그리고 먼저 입지한 다른 기업들로부터의 영향이 작용한다. 자연우위가 
0이라면 자연우위 요인이 기업 이윤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
우이며, 1이면 자연우위요인이 이윤에 대단히 중요해서 모든 기업이 한 



- 123 -

지역으로 모이는 경우를 의미한다. 자연우위 요인과 더불어 산업의 국지
적 확산을 유발하는 스필오버 요인이 추가적으로 고려된다. 서로 간에 
파급효과가 존재하는 기업들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극도로 국지화되기 때
문이다.

이렇듯 자연우위와 스필오버 요인에 의한 지리적 집중 정도는 특정 산업
에 대한 고용의 공간적 분포와 전체 산업에 대한 총고용의 공간적 분포를 
이용하여 측정하게 된다. 특정 산업의 종사자 수에서 지역 가 차지하는 
비중을 , 전체 산업의 총 종사자 수에서 지역 의 비중을 라 하면 지
리적 집중의 척도는 

  



 
으로 정의되며, 이를 “원시 지리적 집

중”(raw geographic concentration)이라 한다. 
지리적 집중의 기댓값은 특정 산업의 기업규모 분포에 대한 허핀달 지수

를 통해 보완된다. 기업의 상대적 규모를 반영한 허핀달 지수를 활용함으로
써 지리적 집중을 유발하는 집적요인의 영향을 표현하게 되며, 이 값이 
E-G 지수()가 된다(식 4-5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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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4-5)

     M  분석대상 지역 수(251개 시군구)
     N  창조산업의 기업 수
     G  원시 지리적 집중(raw geographic concentration)
     H  허핀달 지수(HHI: Hirschman-Herfindahl Index)
       창조산업에 대한 i 지역의 고용 비중
       전체산업에 대한 i 지역의 고용 비중
       창조산업에서 k번째로 종사자가 많은 기업의 고용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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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 지수 는 산업의 총고용 분포로부터 이탈된 정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지리적 집중성을 의미한다.  이라면 자연우위나 스필오버가 
산업의 지리적 집중을 유발하는데 전혀 기여하지 못하여 창조산업 기업
들이 지역을 무작위(random)로 골라 입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가 1
에 가까울수록 자연우위와 스필오버 요인이 입지선택에 큰 영향을 끼쳐
서 훨씬 큰 지리적 집중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반면 ≺은 단순입지 
모델에 의한 집적보다 분산된 입지를 의미한다.

E-G 지수는 자연우위와 스필오버가 하나로 통합한 지수이므로 산업간, 국
가간, 시점간 지리적 집중 정도를 명시적으로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
다(Ellison and Glaeser, 1997:890). 그러나 자연우위와 파급효과가 통합되어 
있음은 이 두 요인이 각각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는지를 알 수 없음을 의미
하는데, 이것이 E-G 지수가 갖는 한계이기도 하다. 즉 자연적 이유에 의한 
집적과 집적경제 스필오버에 의한 집적의 차이를 판별하기가 어려우며, 지리
적 집중․분산을 판별함에 있어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
다. 이러한 한계에 대하여 엘리슨과 글레이저는 실증연구를 통해 경험적 기
준을 제시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들이 제시한 다음과 같은 기준을 
근거로 창조산업의 지리적 집중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0.05          강한 국지화
            ≺≺     중간 국지화
            ≺           약한 국지화

<그림 4-1> 창조산업 지리적 집중 구분

      주 : Ellison and Glaeser(1997)의 p.910의 구분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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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조산업의 집중성 차별화

1) 자연우위와 스필오버에 의한 지리적 집중

E-G 지수는 특정 산업에 대한 고용의 공간적 분포와 전체 산업에 대한 
총고용의 공간적 분포를 통해 지리적 집중 정도를 측정하며, 이를 원시 지
리적 집중(raw geographic concentration)이라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시 지리적 집중의 기댓값과 실제 관측값과의 비교를 통해 자연
우위와 스필오버 요인의 작용 정도를 추정할 수 있다. 즉 실제 지리적 집중
의 관측값(G)이 지리적 집중의 기댓값(E(G))보다 클 경우는 특정 산업의 
국지화가 기업의 확률적 입지과정(random location process)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연우위와 스필오버에 의한 것임을 시사한다.

지리적 집중의 기댓값을 추정하기 위하여 (식 4-5)에서 자연우위와 스필
오버 요인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 ‘ ’인 경우를 가정한다. 이 때 지리
적 집중의 기댓값은  






 가 되며, 이를 원시 지리적 집

중의 관측값 
 



 
과 비교하면 자연우위와 스필오버에 의한 

산업의 지리적 집중 정도를 추정할 수 있다. 
추정결과 모든 창조산업 부문에서 지리적 집중의 관측값 ‘G’가 지리적 

집중의 기댓값 ‘E(G)’보다 높음이 확인된다(표 4-1 참조). 이러한 결과는 
창조산업의 모든 부문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리적 집중 현상이 존재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원시 지리적 집중의 관측값과 기댓값의 차이가 큰 
산업부문은 뉴미디어(0.051), ICT 디바이스(0.031), 출판 및 인쇄(0.020), 
디자인(0.0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통해 창조산업은 
산업의 국지화가 무작위 입지선택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자연우위와 스필오
버 두 가지 입지요인이 작용하여 지리적 집중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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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2년

E(G) G E(G) G E(G) G E(G) G 차이
ICT

디바이스 0.015 0.041 0.027 0.041 0.025 0.058 0.027 0.058 0.031
뉴미디어 0.003 0.066 0.001 0.066 0.002 0.057 0.002 0.053 0.051
출판 및 

인쇄 0.002 0.025 0.001 0.025 0.002 0.022 0.001 0.021 0.020
ICT

통신서비스 0.003 0.013 0.004 0.013 0.006 0.020 0.005 0.020 0.015
디자인 0.001 0.037 0.001 0.037 0.000 0.018 0.000 0.019 0.019
오디오
비주얼 0.006 0.023 0.006 0.023 0.004 0.019 0.004 0.019 0.015
창조

서비스 0.001 0.021 0.002 0.021 0.002 0.016 0.002 0.017 0.015

행위예술 0.004 0.012 0.004 0.012 0.003 0.012 0.002 0.008 0.006

문화자산 0.002 0.004 0.001 0.004 0.001 0.005 0.001 0.005 0.004

시각예술 0.001 0.004 0.001 0.004 0.001 0.004 0.001 0.005 0.004

합계 0.001 0.011 0.001 0.011 0.001 0.011 0.001 0.011 0.010
주 : 2012년 원시 지리적 집중 관측값(G) 기준 내림차순 정렬

         ,  







<표 4-1> 창조산업 원시 지리적 집중의 기댓값과 관측값 비교

2) 창조산업의 집중성 및 입지패턴 차별화

원시 지리적 집중은 특정산업과 전체 산업에 대한 고용분포를 나타내기 
때문에 실제 경제활동의 공간분포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원시 
지리적 집중의 관측값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입지한 기업들의 규모에 따라 실
제 경제활동은 다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한계에 대하여 E-G 지수는 허핀
달 지수(HHI)를 사용하여 기업규모의 차이를 반영한 지리적 집중을 보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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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G 지수를 통해 2000~2012년간 창조산업 지리적 집중성을 분석한 결
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조산업은 전반적으로 국지화가 존재하며, 창조산업 부문별로는 
지리적 집중성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2012년 기준
으로 창조산업은 약한 국지화 경향을 보이며(=0.010), 뉴미디어 산업
은 강한 국지화, ICT 디바이스는 중간 국지화, 문화자산․시각예술․출판 
및 인쇄․오디오비주얼․디자인․창조서비스․ICT 통신서비스 등은 약한 국지
화 경향을 보이는 등 부문별로 지리적 집중 정도가 차별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창조산업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집적하고 
있으며, 특히 뉴미디어, ICT 디바이스 산업의 경우에는 국지화 정도가 
다른 산업 부문보다 강하여 집적의 정도가 강함을 시사한다.

<그림 4-2> 창조산업의 국지화 정도(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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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ICT와 관련한 창조산업의 국지화 정도가 다른 산업들에 비하여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ICT 관련 소프트웨어, 비디오게임, 디지털 콘텐츠 등
을 생산하는 뉴미디어 산업이 강한 국지화 경향을 보이며(=0.061), 뉴
미디어의 2000~2012년 기간 동안 E-G지수 또한 0.074(2000년), 
0.064(2005년), 0.055(2010년), 0.052(2012년) 등으로 관측되어 창조
산업 부문 중 가장 강한 국지화 패턴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디지털 콘텐츠 등 뉴미디어 상품을 구현하는 ICT 디바이스 산업은 
2012년 기준으로 중간 국지화 패턴을 보이는데(=0.031), 2000-2012
년 기간 동안 ICT 디바이스의 E-G 지수는 0.022(2000년), 
0.027(2005년), 0.034(2010년), 0.031(2012년) 등으로 관측되어 출판 
및 인쇄, 디자인 등 다른 창조산업 부문에 비하여 국지화 정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ICT와 관련한 창조산업 부문에서 E-G 지수가 높게 관측된 점은 이들 
산업이 자연우위와 스필오버 등에 의한 집적 경향이 강하며, 특히 동적 외
부효과의 관점에서 학습, 창의성 및 혁신을 강화하는 지식향상의 능력이 우
월한 지역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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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ICT 관련 창조산업의 지리적 집중성 변화(2000-2012)

셋째, 창조산업 부문 중 전통적 의미의 문화산업은 약한 국지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자산, 시각예술, 행위예술, 출판 및 인쇄, 오디
오비주얼 등의 E-G 지수는 모두 0.02보다 낮아 약한 국지화를 하는 것으
로 관측되었다. 이들 산업은 상대적으로 업무시간과 여가시간이 구분이 불
명확하며, 개인의 재능(talent)이 중시되는 산업들로서 종사자들의 이동성이 
다른 산업 부문에 비하여 높다는 특징을 지닌다. 하지만 前 장의 창조산업 
현황 진단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이들 산업의 절대적 규모는 미미하지만 지
난 10여 년 간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는 점, 근무지에 대한 이동성이 높다는 
점 등에서 이들 창조산업을 지역발전 전략으로 도입할 경우 다른 창조산업 
부문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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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5 2010 2012 평균 국지화
정도

문화유산 0.002 0.003 0.004 0.004 0.003 약
시각예술 0.002 0.003 0.003 0.004 0.003 약
행위예술 0.039 0.008 0.009 0.005 0.015 약

출판 및 인쇄 0.033 0.023 0.021 0.019 0.024 중
오디오비주얼 0.018 0.017 0.015 0.015 0.016 약

디자인 0.026 0.037 0.018 0.019 0.025 중
뉴미디어 0.074 0.064 0.055 0.052 0.061 강

창조서비스 0.025 0.020 0.014 0.015 0.018 약
ICT 통신서비스 0.010 0.010 0.014 0.015 0.012 약
ICT 디바이스 0.022 0.027 0.034 0.031 0.029 중
창조산업 전체 0.010 0.011 0.010 0.011 0.010 약

<표 4-2> 창조산업별 E-G 지수 변화(200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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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창조산업 공간적 연계 및 변화

1. 창조산업의 공간연계 분석

E-G 지수는 과거 입지계수나 입지지니계수 등의 집중성 지수가 갖는 한
계는 어느 정도 개선하였다. 하지만 E-G 지수와 같은 전역적 지수는 공간
집중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할 뿐이며 지역집중이 일어나는 구체적
인 공간적 범위를 제시하지 못한다. 본 절에서는 창조산업이 실제 공간상에 
어떠한 공간적 분포를 이루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간적 자기상관을 
고려한 산업의 집적지를 고찰한다.

E-G 지수와 공간적 자기상관을 고려한 집적지수를 동시에 비교․검토하는 
이유는 이들 지수들이 창조산업의 분포특성을 고찰하는 데 있어 상호보완적
이기 때문이다. 산업의 집중지수는 독립적인 공간단위를 대상으로 산업의 
군집화된 정도를 측정한다. 따라서 집중지수는 지리적 입지를 고려하지 않
으며, 이를 통해 산업의 지리적 분포 패턴을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다
(Arbia, 2001; Sohn, 2004b; Guilain and Le Gallo, 2010). 반면 산업의 
집적지수는 집중과는 달리 지리적으로 인접한 단위들을 대상으로 특정 산업
의 군집패턴을 관측한다. 따라서 산업의 지리적 분포 특성을 파악할 수 있
지만 관찰값들의 공간적 변이를 파악할 수 없다. 

<그림 4-4> 가상적 산업의 분포 패턴

    자료 : Arbia, 2001; Sohn, 2014(p.10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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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그림 4-4>의 a와 b의 집중지수 관측치는 0.75로서 동일하나 집
적지수는 -0.183과 0.222로 다르다. 또한 b와 c의 집적지수는 0.222로서 
동일하나 집중지수는 0.75, 0.22로 다르다(Sohn, 2014b:102). 

결국 창조산업의 공간분포 특성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창조산업이 집중성
을 보이는지, 공간적으로 집적패턴을 보이는지, 집중성과 공간적 집적패턴이 
모두 나타는지 혹은 모두 나타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하
여 공간적 자기상관을 고려한 전역모란지수(Moran's I)와 국지모란지수
(Local Moran's I)를 활용하여 창조산업의 공간분포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나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높은 값의 클러스터, 즉 핫스팟 분석을 통해 창
조산업의 공간분포 특성을 제시할 것이다.

2. 창조산업의 공간적 군집 측정

1) 공간적 자기상관 측정

(1) 모란지수의 의미
공간적 자기상관은 공간에서 관측되는 현상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개념으로, 대표적으로는 모란지수(Moran, 1948)를 통해 측정한다. 모란지수
는 공간상에서 특정 현상의 분포패턴이 일정한 질서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무작위적인지를 알려주는 지수이다. 모란지수는 -1부터 1까지의 값을 갖게 
되며, 인접한 하위공간들이 유사한 특성을 지녀 공간적 연관성이 높은 경우 
정(+)의 값을, 상이한 특성을 지녀 공간적 연관성이 높은 경우 부(-)의 값
을 갖게 된다(손정렬, 2011). 

모란지수는 전역적(global)인 스케일과 국지적인(local) 스케일의 지수로 
나누어지는데, 전역적 지수는 하위공간단위의 공간적 관계를 고려하기는 하
지만 전체를 대상으로 하나의 지수로 표현하고 있어 특정 하위공간에 대한 
지리적 분포를 고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경우 하위공간들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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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 국지적 공간통계기법이 필요하다. 안셀린(Anselin, 
1995)이 고안한 국지모란지수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통계기
법으로,  지역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공간적 자기상관의 정도가 어느 정
도인지를 알려준다. 국지모란지수를 활용하여 지도화하면 공간적 집적의 
위치와 크기를 국지적인 수준에서 판단할 수 있다.

Global Moran's I
  


  




  







             (식 4-6)

Local Moran's I
  

  



                     (식 4-7)

n   총 지역수
   하위공간단위 사이의 공간가중행렬
     지역의 속성값
     의 평균

(2) 공간가중행렬의 구성
(식 4-6), (식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간가중행렬()은 모란

지수를 추정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 공간가중행렬을 만드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이용될 수 있으며 이들 중 비교적 많이 쓰이는 방법은 
인접성기반 방법과 거리기반 방법이 있다. 

인접성을 이용하는 방법은 자료를 격자(grid) 형태로 나타낼 경우 면과 
꼭지점에 접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 4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Linear 방식은 
좌우에 면으로 인접한 경우이며, Rock 방식은 상하좌우에 면으로 인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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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의미한다. Bishop 방식은 면이 아닌 꼭지점으로 연결되는 경우를 가
정하고, Queen 방식은 면과 꼭지점 모두의 경우를 인접한다고 가정한다. 

0 0 0 0 1 0 1 0 1 1 1 1
1 0 1 1 0 1 0 0 0 1 0 1
0 0 0 0 1 0 1 0 1 1 1 1

Linear Rock Bishop Queen

<그림 4-5> 가상적 인접성기반 분포패턴

거리기반 방법은 몇 가지 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다. 예컨대 실제거리의 
역수를 이용하는 방법(거리역수방법), 일정 거리내에 있는 지역에 1을 부여
하는 방법(임계거리방법), 가장 가까운 개의 지역에 1을 부여하는 방법
(최근린방법) 등이 있다. GIS의 응용범위 확대로 다양한 공간가중치행렬
을 생성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거리역수방법이 많이 쓰이고 있다. 

(3) 시간거리 공간가중행렬의 구성
공간가중행렬은 각 지역별 연계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지점의 위

치를 나타내는 좌표나 지점간의 거리를 알고 있을 때는 인접성의 여부보다
는 실제거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Anselin, 1988:21).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시간거리를 이용한 공간가중행렬을 구성하였다17). 
시간거리란 일종의 기능거리로서 공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시간단위로 
환산한 것이다. 즉 시간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간 연계가 약해지며, 시간
거리가 감소함에 따라 지역간 연계가 강화됨을 의미한다.

시간거리를 활용할 경우 장점은 우선 관찰지역들 간의 관계를 가중치가 
부여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간적 종속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인접성 척도 방
법에 의한 공간가중행렬은 인접한 공간은 양수로 나타내어지며, 인접하지 
않은 경우는 0으로 나타난다. 만약 특정지역 와 인접하지 않은 ,  지
17) 도서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의 2개시, 경북 울릉군 등 3개 시군구를 제외한 248개 시군

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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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은 모두 0으로 표현되는데  입장에서는 두 공간들의 상대적 비중은 
같게 된다. 그러나 공간가중행렬에 시간거리를 도입함으로써 인접하여 
있거나 물리적으로 동일한 거리에 위치한 지역들이라 하더라도 상대적 
가중치를 부여한 상이한 특성을 반영하여 공간적 종속성을 보다 세밀하
게 포착할 수 있다. 

둘째, 유클리드 거리는 절대거리에 해당되며 절대공간을 형성하는 바, 그 
특성은 공간에 내용에 따라 변하지 않음을 가정한다. 그러나 시간거리를 활
용하여 공간가중행렬을 구성할 경우 절대공간이 아닌 기능공간의 관계를 포
착할 수 있어 공간적 이질성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실제 지리공간상에서 간과할 수 장애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효과를 
갖는다. 가령 산, 강과 같은 자연적 요인들은 인접한 두 지역을 분리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종종 이들 요인을 간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시간거
리를 활용할 경우 2차원적 도상(圖上)에서는 간과하기 쉬운 공간적 장애와 
연계를 포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KTDB)의 전국 시군구간 통행시간 
자료를 활용하였다18). 각 시군구간 최단시간경로와 경로의 평균속도를 추정
한 후 시간거리 기반의 공간가중행렬을 구성하였다. 시간거리 제곱의 역수
를 적용하여 공간적 범위를 좁게 설정함으로써 공간적 종속성과 이질성을 
고려한 창조산업의 집중과 분포특성을 고찰하였다19).

2) 창조산업 핫스팟 분석

핫스팟 분석은 공간적 사상(事象)의 집단화에 대해 분석하는 공간군집분
석(spatial clustering analysis)의 세부분야로 이해될 수 있으며, 크게 두 가
지 형태로 구분된다. 

18) 전국 시군구간 통행시간 분석은 교통수요예측 패키지인 emme/2를 이용하였다.
19) 공간가중행렬 구성에서 거리조락함수의 기울기를 가파르게 구성할수록, 즉 관찰치의 상

호작용 범위를 좁게 할수록 설명력이 개선된다(이창로․박기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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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점위방식(point location)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가장 보
편적으로 사용되는 분석기법인데, 점(point)으로 표현된 공간적 사상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을 핫스팟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x, y 좌표를 기준
으로 서수적으로 핫스팟을 찾다보니 사상의 빈도수 차이를 나타낼 뿐 각 점
(point) 간 차이에 대하여 통계적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둘째, 계층적(hierarchial) 분석방법이다. 다변량분석기법으로 널리 알려진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이나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이 변수 간의 거리
를 표현하는 고유치(eigen value)를 이용해 각기 다른 변수를 그룹화하는 것
과 같이 계층적 분석방법은 사상 간의 공간적 거리를 계산하고 순차적으로 
군집을 분석해 나간다. 공간적으로 가장 가까이 위치한 사상들은 1차 군집
(1st order cluster)으로 표현되고 이후 1차 군집과 가장 가깝게 위치한 군
집들이 일정한 기준(criteria)에 부합할 경우 또다시 결합해 2차 군집(2nd 
order cluster)을 형성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공간상의 모든 
사상들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궁극적으로 하나의 군집으로 그룹화된다(강
호제, 2008: 116-120).

사상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근린군집분석과 
같은 계층적 분석법이나 점위방식을 통해 핫스팟을 도출할 수 있으나 행정
구역별로 데이터 집계되는 경우는 이들 분석법을 이용하기 어렵다. 이와 같
은 경우 핫스팟 분석기법으로 활용가능한 국지모란지수는 점위방식으로서의 
최근린지수, 최근린계층분석 등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국지모란지수는 
공간적 자기상관(spatial autocorrelation)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접한 
공간과의 상호작용성에 대한 핫스팟, 콜드스팟, 공간적 아웃라이어 지역 등
을 탐색할 수 있다20).

20) 공간적 군집현상에 대한 분석기법 중 대표적인 것으로 모란 및 국지모란지수를 들 수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주로 산업집적지를 규명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며(손정렬 
2013; 정준호․김선배, 2005 등), 최`근에는 도시용수 이용(손정렬, 2011), 범죄(김걸․김병
선, 2009) 등에서도 두루 활용되고 있다. 특히 지리적 프로파일링이라는 기법의 하나로 
범죄분석분야에서 핫스팟 분석이 활용되고 있으며, 시공간을 동시에 고려하여 도시범죄
의 핫스팟을 분석하는 기법연구(정경석 외, 2010), 부동산 가격변동 핫스팟 지역에 대한 
연구(손학기․박기호, 2008) 등 핫스팟 분석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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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특징

전역
자료
탐색

點

․ Pinmap
․ 중심점과 표준거리 

타원체 (Standard 
Deviational Ellipse)

․ 밀집표면/밀도분석
(Kernel Density)

․ 최근린지수
(Nearest Neighbor 
Index)

․ 점사상의 위치적․형상적 특징을 중심경향 
및 분산에 관한 측도 등을 통해 검증

․ 전역적 공간 분포 특성의 지도화 가능
․ 공간분포의 형태적(임의적, 규칙적, 군집적) 

특성만을 판단할 뿐, 분포특성에 대한 
검증 불가능

․ 밀도분석의 경우 초기값(셀의 크기 및 
Kernel 범위)의 설정 등에 따라 
분포패턴이 달라짐

面 ․ Moran's I
․ Geary's C

․ 행정구역, 인구센서스, 교통존과 같은 
면단위의 집계자료를 이용하여 공간효과에 
대한 자기상관성 검증

․ 시각화된 도면형태가 아닌 scatter graph 
형태의 지수값으로 표현

국지
자료
탐색

點

․ 최근린 계층군집
(Nearest Neighbor 
Hierarchical 
Clustering)

․ K-means 군집
(K-means 
Clustering)

․ 국지적 차원에서의 핫스팟 지역에 대한 
지도화가 가능

․ 공간분포의 형태적(임의적, 규칙적, 군집적) 
특성만을 판단할 뿐, 분포특성에 대한 
검증 불가능

․ 연구자가 임의로 설정한 초기값(seeds)에 
의해 핫스팟 지역의 수와 범위가 민감하게 
반응

面 ․ Local Moran's I
․ Local Geary's C

․ 국지적 차원에서의 시각적인 지도화가 
가능(LISA 맵)

․ 행정구역, 인구센서스, 교통존과 같은 
면단위의 집계자료를 이용하여 인접한 
공간과의 상호작용성에 대한 핫스팟, 
콜드스팟, 공간적 가외치(spatial outlier) 
지역을 탐색할 수 있음

자료 : 정경석 등(2010), p.17 수정

<표 4-3> 공간 핫스팟분석의 주요 특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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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모란지수에 의한 창조산업 집적지를 유형화하기 위해 다음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HH(high surrounded by high) 지역은 창조산업 종사자
가 고도로 집중된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중에서도 종사자가 집중된 
핫스팟 지역이다. HL(high surrounded by low)은 창조산업 종사자가 집중
되어 있으나 주변지역 집중도는 낮은 지역으로 주변지역과 연계가 약하며 
독립적으로 창조산업이 성장하는 지역이다. LH(low surrounded by high)
는 창조산업 종사자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둘러싸여 있지만 해당 지역의 
창조산업 종사자는 매우 낮은 경우이다. LL(low surrounded by low)은 창
조산업 종사자가 거의 없는 지역들에 둘러싸여 있고, 그 지역도 종사자가 
거의 없는 경우이다. 

본 절에서는 창조산업이 공간적으로 집중 분포하는 지역은 어디인지, 창
조산업 부문별로는 지리적 분포 패턴이 무차별한지 등을 Local Moran's I
를 통해 고찰한다.

3. 창조산업 핫스팟의 확대 및 축소

1) 창조산업의 전역적 공간분포패턴

전국 24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창조산업의 공간적 연관성을 나타내는 모
란지수를 계산하고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표 4-4>에서 보듯이 창
조산업 모든 부문들의 통계량이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여 정(+)의 공간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창조산업은 유사한 지역
들이 공간적으로 서로 인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2010-2012년간 통계량 변화를 통해 산업의 집적경향을 비교할 수 있는
데, 출판인쇄와 ICT 통신서비스의 통계량 변화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나 이들 산업의 집적경향이 강해졌음을 알 수 있다. 뉴미디어와 디자인 산
업은 2000년과 2012년 모두 높은 통계량을 보여 기존 집적지들의 공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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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이 대체로 유지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ICT 디바이스와 창조서비스
의 경우 2000-2012년간 통계량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어, 이들 산업은 집
중의 정도가 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 2012년
Moran's I Z 값 Moran's I Z 값

log(창조산업) 0.345 12.449 0.356 12.829
log(문화자산) 0.166 6.063 0.147 5.384
log(시각예술) 0.166 6.071 0.191 6.951
log(행위예술) 0.217 7.875 0.214 7.754
log(출판인쇄) 0.297 10.714 0.335 12.083
log(오디오비주얼) 0.289 10.449 0.268 9.678
log(디자인) 0.398 14.310 0.379 13.648
log(뉴미디어) 0.390 14.082 0.381 13.710
log(창조서비스) 0.337 12.144 0.302 10.906
log(ICT통신서비스) 0.222 8.092 0.346 12.510
log(ICT디바이스) 0.331 11.898 0.298 10.750

주 : 모든 산업부문이 p≺0.01 수준에서 유의함

<표 4-4> 창조산업 Moran I 통계량 

2) 핫스팟을 통한 창조산업 집적지 고찰

모란지수 통계량은 전체 지역의 공간적 자기상관을 나타내는 전역적 지
수이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창조산업의 지역구조를 파악할 수 없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지적 규모에서 창조산업의 공간적 자기상관을 확
인하였다. 창조산업의 공간분포 특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국지모란지수를 활
용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공간적 클러스터(hotspot)를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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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창조산업 핫스팟 지역

(1) 서울 및 서울인접도시 중심의 창조산업 집적
창조산업 핫스팟 분석결과 일반적인 예상과 같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구․영등포구․강남구 등 서울을 중심으로 서쪽지역인 부천시(원미구․오

정구), 인천광역시(부평구, 서구), 광명시, 시흥시, 안산시, 남쪽지역인 과천
시, 안양시(동안구), 성남시(분당구․중원구), 용인시(처인구․기흥구․수지구), 군
포시, 의왕시, 수원시(영통구)를 거쳐 화성시까지 이어지는 지역에서 창조산
업 핫스팟(HH)이 관측되었다. 서울 북쪽으로는 고양시, 의정부시, 파주시 
등에서 창조산업 집적지가 관측된 반면, 동쪽으로는 산업 집적지가 형성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지역은 강원도 춘천시로서 수도권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창조산업 
핫스팟으로 관측되었다. 춘천시는 애니메이션 등 디지털 콘텐츠를 전략적으
로 육성하고 있는 지역이다. 최
근 서울과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게임 관련 업체 등이 춘천시에 
지사를 설립한 데에 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ICT 디바이스 업체가 집적한 
경북 구미시도 HL 유형으로 관
측되어 국지화 경향이 강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 HL 유형은 주변
지역은 관련 산업이 집적하지 않
지만, 해당 지역의 산업집적은 
강한 형태로서 지역적 관점에서 
볼 때 창조산업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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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예술활동 기반 창조산업
문화자산, 시각예술, 행위예술 등 역사․예술 기반의 창조산업은 E-G 지

수와 전역적 모란지수에서 지리적 집중성이 높지 않다. 이들 부문들의 핫스
팟 분포도 다른 산업들에 비하여 전국적 분포를 보인다.

문화자산 핫스팟은 서울 동쪽지역인 포천시,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 
등에서도 관측된다. 수도권 외에는 춘천시가 HH 유형으로, 부산 해운대구․
목포시 등이 HL 유형으로 나타났다. 시각예술 핫스팟은 서울을 중심으로 
성남 분당구, 안산 단원구, 시흥시, 하남시, 이천시 등에서 관측된다. 특히 
이천시의 경우는 도예․공예 제품의 전통적 생산지가 입지해 있기 때문인 것
으로 추정된다. 행위예술 핫스팟 역시 서울 중심을 중심으로 인천광역시, 
성남 분당구, 의정부시, 안양 만안구․동안구, 부천 원미구, 안성시 등에 이르
기까지 비교적 넓은 지역에서 관측되었다. 

주목할 점은 이들 창조산업들은 다른 창조산업들과 비교하여 LL 유형인 
콜드스팟의 공간적 분포가 상이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문화자산과 예술활동을 통해 창조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며, 이와 관련한 지역정책을 추진한 결과 산업의 지리적 
집중성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4-7> 역사․예술활동 기반 창조산업 핫스팟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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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판인쇄, 오디오비주얼, 디자인, 창조서비스
출판인쇄는 서울을 비롯하여 인천, 성남, 안양, 안성, 화성, 파주 등 수도

권 지역 및 정부대전청사가 입지한 대전 서구에서 핫스팟이 관측된다. 일반
적으로 출판업의 입지 특성은 대도시 지향성이 매우 강하다. 하지만 서울 
북부의 고양시와 파주시에서 핫스팟이 관측된 것은 파주 국가산업단지 입지
로 인하여 출판 관련 업종이 이전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오디오비주얼은 영화․방송 업체가 많은 종로구, 중구, 영등포를 중심으로 
핫스팟이 관측되었다. 주목할 점은 오디오비주얼 산업은 전통적으로 인구가 
집중된 서울에 입지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고양, 성남, 화성 및 청주 흥덕구 
등에서도 HH 유형이 관측되고 있다. 오디오비주얼 관련 산업 네트워크가 
공간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오디오비주얼의 전
통적 집적지였던 영등포와 충무로가 영화제작 및 방송환경의 다각화와 외주
제작의 증가, 방송국의 신규설립․이전 등으로 인하여 서울 인근지역으로 공
간적 범위를 확대해가는 것으로 판단된다.

디자인은 서울을 비롯한 서울 인근지역에서 핫스팟이 관측되며, 부산의 
부산진구, 대구의 중구 등 지방광역시에도 일부 나타난다. 부산진구와 대구 
중구는 부산과 대구의 대표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 밀집지역으로서 백화점 
및 패션․귀금속 등의 도매․소매업이 집적되어 있는 공통점이 있다. 

창조서비스는 서울 전역에 걸쳐 HH 유형이 관측되며, 서울 남쪽방향으
로 집적지를 형성하는 특징이 있다. 안양 동안구, 성남의 분당구를 거쳐 용
인 기흥구와 수원 영통구, 화성시까지 이어지는 핫스팟을 형성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경남 거제시가 HL 유형으로 관측된다는 
점이다. 거제시는 해양플랜트 글로벌 기업인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조
선소가 입지해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한국해양
대 거제캠퍼스 등도 입주예정이다. 관련 실수요기업의 입지 및 전문인력이 
증가하는 등 해양플랜트 산업의 집적화․고도화로 창조서비스 집적지로 성장
하고 있다.



- 143 -

<그림 4-8> 출판인쇄 등 창조산업 핫스팟 공간분포

(4) ICT 관련 창조산업 
뉴미디어는 서울 종로, 중구에서 강남구를 거쳐 서울 인근지역인 과천, 

성남, 안양으로 이어지는 핫스팟 지역이 관측된다. 테헤란밸리의 입지적 우
위성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강남구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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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ICT 관련 창조산업 핫스팟 공간분포

근 판교 테크노밸리의 완공으로 국내 유수 뉴미디어 업체들이 판교로의 이
전을 완료하였다. 뉴미디어 핫스팟의 공간적 분포는 강남을 중심으로 분포
하고 있다. 수도권 외의 핫스팟 지역으로 강원 춘천시와 대전시의 서구와 
유성구가 관측된다. 대전은카이스트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컴퓨터 소프
트웨어 등 ICT 관련 최대 연구시설이 입지해 있는 지역적 특성이 있다.

ICT 통신서비스는 서울 종로구, 중구, 용산구, 광진구, 서대문구 등과 경
기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고양, 과천, 시흥 등에서 핫스팟이 관측되었다. 
춘천시에서 핫스팟이 관측되지만, ICT 통신서비스는 서울로의 집중 경향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ICT 디바이스 핫스팟은 서울디지털단지가 있는 서울 구로구, 금천구, 영
등포구를 중심으로 인근의 인천시를 비롯하여 경기 안양, 군포, 성남, 수원, 
안산, 평택, 여주까지 이어지는 핫스팟이 나타났다. 옹진군, 강화군을 제외
한 인천의 모든 지역이 핫스팟으로 관측되고 있다. SK 하이닉스 공장이 입
지한 여주까지도 ICT 디바이스 산업의 집적지로 관측되어 창조산업 중에서 
공간적 범위가 가장 넓은 집적지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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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조산업 공간분포의 변화

창조산업의 공간분포는 산업의 속성에 따라 공간적 분포가 차별화된다. 
특정 산업은 기존의 집적지로의 집중경향이 강한 반면, 특정 산업은 기존의 
집적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분산한다. 이러한 서로 다른 창조산업의 공간분
포 변화를 포착하기 위하여 2000~2012년간 창조산업의 연평균 성장률, 두 
시기의 국지모란지수 값의 t-검정, 창조산업 핫스팟 수의 변화, 핫스팟 면
적 변화 등 네 가지 요인을 교차 확인하였다.21)

구분
LMI

T 검정 
유의확률

연평균
성장률

('00-'12)
(%)

HH 개수 핫스팟 면적(㎢) 공간분포
변화'00 '12 '00 '12

문화자산 .315 4.6 - - - - -
시각예술 .019 -1.5 19 21 2,096 2,989 확대
행위예술 .914 3.0 - - - - -
출판 및 

인쇄 .018 0.2 42 40 4,596 3,298 축소
오디오
비주얼 .304 2.4 - - - - -
디자인 .435 3.9 - - - - -

뉴미디어 .629 5.1 - - - - -
창조서비스 .036 6.6 42 34 2,946 2,189 축소

ICT 
통신서비스 .000 0.7 30 33 1,208 2,355 확대

ICT 
디바이스 .117 -2.8 - - - - -
창조산업 

전체 .471 2.7 - - - - -

<표 4-5> 2000-2012년 부문별 창조산업 공간분포 변화

21) t-검정 결과 공간분포 변화가 유의하지 않은 산업은 핫스팟의 수와 공간면적 변화를 분
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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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의 2열은 창조산업 공간분포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를 확인하기 위해 2000년과 2012년의 시군구별 국지모란지수간 t-검정을 
시행한 결과이다. 유의확률이 0.1보다 작은 산업은 시각예술, 출판 및 인쇄, 
창조서비스, ICT 통신서비스 산업 등이다. t-검정 결과 두 시점간의 평균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므로 이들 산업은 2000년과 2012년의 공간분
포가 변화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산업별로 보면 우선 시각예술 부문은 유의확률이 .019로 공간분포가 유
의미한 수준에서 변화하였으나, 2000~2012년 기간 동안 종사자는 연평균 
-1.5%로 감소하였다. 동기간 시각예술 핫스팟의 수는 19개에서 21개로 증
가하였고, 면적도 2,096㎢에서 2,989㎢로 확대되었다. 이상을 종합하면 시
각예술 산업은 종사자가 감소했음에도 주변 지역으로 확장하는 형태를 보이
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4-10 참조).

<그림 4-10> 시각예술 공간분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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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및 인쇄 부문은 t-검정 유의확률이 .018로 p≺0.95 수준에서 
공간분포가 유의미하게 변화했다. 2000~2012년 기간 동안 종사자는 연
평균0.2%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동기간 핫스팟 수는 42개에서 40개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들의 면적도 4,596㎢에서 3,298㎢로 축소되었다. 
결국 출판 및 인쇄는 종사자가 증가했음에도 핫스팟이 축소되는 형태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출판인쇄 기존 종사자가 특정 
지역으로 이동했으며, 새로운 노동력 또한 기존 산업집적지에서 흡수했
음을 시사한다. 출판 및 인쇄 부문의 공간구조 변화는 실제 파주출판단
지의 완공으로 관련 종사자들이 이 지역으로 이동한 결과로 판단된다(그
림 4-11 참조).

<그림 4-11> 출판인쇄 공간분포 변화

 창조서비스 부문은 t-검정 유의확률이 .036으로 p≺0.05 수준에서 
공간분포가 유의미하게 변화했으며, 지난 12년간 연평균성장률도 6.6%
에 달하여 종사자 증가가 공간분포의 변화를 초래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동기간 동안 핫스팟의 수는 42개에서 34개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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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이들 면적도 2,946㎢에서 2,189㎢로 축소되었다. 결국 창조 
서비스 산업은 종사자가 증가했음에도 특정 지역으로 집중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실제 이들 지역을 도상에서 확인하면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으로 창조서비스 산업이 집중되고 있다(그림 4-12 참조).

<그림 4-12> 창조서비스 공간분포 변화

 ICT 통신서비스 산업은 t-검정 유의확률이 p≺0.01 수준에서 공간
분포가 유의미하게 변화했으며, 지난 12년간 종사자수는 연평균 0.7%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동기간 핫스팟은 30개에서 33개로 증가하
였으며, 면적도 1,208㎢에서 2,355㎢로 확대되었다. 실제 도상을 통해 
관측한 결과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남부지방과 강원 춘천에서도 핫스팟
이 관측된다. 종합하면 ICT 통신서비스업은 종사자 증가율을 미미하지
만, 주변지역으로 확대되는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 
포털업체 및 관련 산업의 성장으로 이들 기업의 창조산업 집적지가 형성
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춘천시의 성장은 애니메이션 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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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이를 활용하기 위한 업체들의 집적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추정
된다(그림 4-13 참조).

<그림 4-13> ICT 통신서비스 공간분포 변화

창조산업 공간분포 변화를 종합하면 문화․예술적 성격이 강한 전통적 의
미의 창조산업은 핫스팟이 확대되면서 공간분포가 확대되었다22). 반면 뉴미
디어․디자인․오디오비주얼 등 기술 중심 창조산업은 특정장소로의 집중이 유
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뉴미디어(5.1%), 디자인(3.9%), 오디오비주얼
(2.4%) 등의 종사자수 성장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2년 동안 공간분
포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점은 이들 산업이 입지하는 지역은 
매우 한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문화예술 등 전통적 의미의 창조산업은 공간분
포가 변화하며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는 반면, 뉴미디어․디자인․오디오비주얼 

22) 문화자산은 비록 t-검정 결과 공간분포 변화가 유의하지 않았지만, 종사자가 연평균 
4.6%로 성장하면서 2000년 서울 및 서울 인근 일부 지역의 집적지가 2012년에는 고
양, 남양주, 용인, 파주, 양주, 포천으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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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기존 집적지에 대한 입지선호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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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창조산업의 불균등 성장23)

1. 불균등 성장 고찰의 의의

경제활동이 공간상에 불균등(uneven)하게 분포․성장하는 현상과 원인에 
대한 탐구는 지리학, 경제학, 지역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되어 왔다. 지
리적 집중과 연계의 상호작용을 통한 경제활동의 영향으로 한 국가의 공간
구조는 도시별․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고유한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 

도시체계론은 도시들이 위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그 위계구
조의 성격을 구명하는 이론으로서, 경제활동의 불균등한 분포에 대한 근거
를 제시하는 논거로 자주 활용된다. 도시체계를 공간적 모형으로 설명한 크
리스탈러(Christaller, 1933)와 뢰쉬(Lösch 1954)의 중심지이론부터 비공간
적인 모형을 통해 도시의 적정규모를 논한 헨더슨(Henderson, 1974)24), 순
위규모법칙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연구(Krugman 1996; Sutton 1997) 등에 
이르기까지 도시체계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었다. 

하지만 창조산업과 관련한 논의들은 새로운 산업으로서의 위상과 경제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창조산업이 공간상에서 불균등하게 성장
하는 현상 및 도시체계상 공간분포에 대해서는 간과하였다. 이에 따라 대부
분의 도시에서는 창조산업을 도시성장전략으로 무차별적 수용하는 등 소비적 
경쟁을 야기하고 있다. 각 도시들의 처한 상황에 대하여 객관적 진단없이 창
조산업 육성이라는 선언적 구호만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절에서는 창조산업의 불균등 성장을 도시체계 관점에
서 규명한다. 나아가 개별 도시들의 순위․규모 변화 등을 고려한 창조산업 
불균등 성장 특성을 제시할 것이다.

23) 박경현(2014)의 논문을 수정․보완하였다.
24) Henderson(1974)에 의하면 지리적 집중에서 얻은 경제적 외부효과와 대도시가 갖는 불

경제간의 긴장이 존재하고, 이들 외부경제와 불경제간의 상쇄관계(trde-off)에 따라 도
시의 적정규모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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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도시 차별적 성장과 창조산업 불균등 분포

1)  값을 통한 창조산업 불균등 성장 고찰

(1) 순위규모법칙의 해석
도시와 인구규모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Zipf 법칙’ 또는 ‘순위규모법

칙’(rank-size rule)은 세계 여러 나라의 도시 인구분포를 설명하는 유력한 
도구로 기능해왔다(Rosen and Resnick, 1980; Krugman, 1996; Eeckhout, 
2004; Gabaix and Ioannides, 2004; Dokkins and Ioannides, 2000; 송병
락․Mills 1980; 권용우 1998; 김경환 2007; 김광식․박현신 2007; 홍일영, 
2007; 강지은 등, 2003; 최희갑․박원석, 2006). 

순위규모법칙은 특정도시의 인구규모()는 수위도시의 인구규모()
와 순위()가 상관관계가 있음을 가정한다. 가령 가장 큰 도시의 인구를 
1이라 하면 두 번째로 큰 도시의 인구는 1/2, 세 번째로 큰 도시의 인구
는 1/3이 된다. Zipf(1949)는 순위와 규모간의 경험적 규칙성에 주목하
고 다양한 현상에서 나타나는 경험적 규칙성을 순위규모법칙으로 지칭하
였다.

  
                          (식 4-8) 

 : 인구규모에 의한 순위
 : 순위 r인 도시의 인구규모
 : 최대도시의 인구수
 : 계수

Zipf는 순위규모법칙의 계수  값을 최소 노력의 원리(principle of 
least effort)에 의해 전체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통합화의 힘’과 이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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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되는 ‘분산화의 힘’으로 설명하였다. 일반적으로  값이 1인 경우 등위
순위법칙이라고 하며,  값이 1보다 클 경우 종주도시체계(primate 
urban system)라 한다(Jefferson, 1949). 크리스탈러가 제시한 k=3 분
포는 순위규모법칙에 의하면  값이 1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중
심도시의 2배 만큼의 주변지역을 포섭한다.25)

Zipf가 이론적 모형을 제시했다고 하면, 베리(Berry, 1961)는 도시순위규모 
법칙을 공간에 적용하였다. 베리는 (식 4-8)을 (식 4-9)와 같이 대수 변화하여 
순위규모분포를 확인하였다. 베리에 의하면 도시의 인구분포가 어느 정도 
직선에 가깝게 나타나는지에 따라 종주분포(Primary type), 중간형(intermediate 
type), 순위규모형(rank-size type) 등으로 구분된다(Berry, 1961)26). 

                        (식 4-9)

이후 말레키(Malecki, 1975)는 계수 값의 변화를 통해 순위규모분포
의 패턴 및 변화를 고찰하였다. 말레키는 회귀계수  값의 시간적 변화
과정을 분석하여 도시체계의 동태적 변화를 제시하였는데, 일정기간 동
안  값의 증감에 따른 도시체계 변화를 다음 세 가지로 설명하였다. 전
체도시 증가형은 모든 순위의 도시인구가 전반적으로 성장하는 현상을 
나타낸다. 하위도시 증가형은  값이 감소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소도시 
인구가 증가한 결과를 나타낸다. 상위도시 증가형은 시간이 경과하는 동
안  값이 증가하는 것으로 대도시 인구가 증가한 결과를 나타낸다
(Malecki, 1975).27)

25) 차하위 중심지의 위치가 육각형의 꼭지점, 육각형의 선상 중앙, 육각형 안에 위치하는가
에 따라 k=3, k=4, k=7의 값을 갖게 되며, k=3는 market optimizing, k=4는 traffic 
optimizing, k=7은 administration optimizing을 의미한다(Short, 1996:55).

26) 베리(Berry, 1961)는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을 계획․추진하면 처음에는 종주분포 현상이 
나타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중간분포를 거쳐 차츰 순위규모분포의 형태로 전환될 것이
라는 이론적 추론을 제시하였다(권용우, 1998:21).

27) 말레키의 연구는 일부 도시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분석대상의 도시수가 달라지면 
회귀계수들의 변화가 민감하게 나타날 수 있다(Malecki, 1980; Alperovich,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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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위규모법칙 계수 의 해석
순위규모법칙을 이용하여 도시체계를 이해하려 할 때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어느 도시까지를 포함시키느냐의 기준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도시규모분포 연구의 주된 관심은 도시체계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기능을 수
행하는 도시들이다. 이들 규모가 큰 도시들만을 대상으로 순위규모를 고찰시 
순위규모분포를 하게 된다. 대도시 위주 혹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도시 
위주의 truncated sample을 사용하면 파레토 분포가 성립한다(Eeckhout, 
2004)28). 

순위규모법칙은 계수  값과 인구규모, 순위 등의 관계를 통해 수위도
시와 기타 도시들의 관계에 대해 직관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
만 연구의 초점에 따라 상위도시(upper tail)와 하위도시(lower tail)의 
포함정도가 차이가 난다. 즉 기울기인  값의 변화를 좌우하는 것이 소
수의 수위도시들에 기인하는 것인지 또는 하위도시들의 성장에 기인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김광식․박현신, 2007:10).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순위규모분포의 계수  값에 대한 문제
이다. 계수  값이 일정하게 ‘-1’과 유사한 값을 유지하는 규칙성과 근
원적 원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진행중이다. 크루그만 등과 같은 경
제학자들은 지브라(Gibrat)의 비례효과(proportionate effect)29)에 착안하
여 도시인구분포가 순위규모법칙을 따르는 원인을 규명하려고 노력하였
다(Krugman 1996, Sutton 1997). 그러나 도시성장에 대한 실증연구들
은 도시 인구 성장률이 도시인구와 무관함을, 즉 비례 성장
(proportionate growth) 혹은 확률 성장(random growth)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8) 파레토 지수에 대한 해석은 도시의 순위규모분포 와 구별된다. 도시순위규모분포
는 독립변수가 도시순위이며 종속변수가 도시규모이다. 이 경우 계수값의 증가는 도
시분포가 불균등함을 의미한다. 반면 기업규모 분포연구는 독립변수가 규모, 종속변
수가 순위이다. 이 경우 계수값이 작아지면 기업규모 분포가 더욱 불평등해진다.

29) 지브라의 비례효과는 기업의 성장과 규모는 서로 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경제학자들은 
도시인구가 클수록 도시 성장률은 커지게 되며, 도시인구분포의 기울기도 커질 것이라
는 가정을 검증하려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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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도시  값의 의미와 도시성장

(1) 개별도시  값의 의미
일정기간에 어느 도시의 순위가 바뀐다면 이는 해당 도시가 성장 또는 

낙후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로 여겨질 수 있다(김형국, 1997:285-287). 
순위규모분포에서는 계수  값을 통해 전체 도시체계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나, 계수  값을 결정하는 요인 및 도시별 성장/정체에 
관한 지리적 분포는 제시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여 특정기간 동안  값
의 변화를 통해 수위도시로의 집중성 등을 확인․비교할 수 있지만, 어떠
한 도시들이 성장/정체하였는지는 파악할 수 없다. 도시체계 관련 연구
가 정태적(static)이며 기술적(descriptive)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도
(Coffey, 1998), 도시체계 변화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도시별 동태적 변
화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창조산업 도시체계 특성을 파악함에 있어 전역적 차원의 도시체
계와 개별도시적 차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이에 위의 (식 4-9)를 활용
하여 각 도시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개별도시  값을 측정한다.

  

                      (식 4-10)

개별도시  값은 위의 (식 4-10)과 <그림 4-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위도시 과  도시를 연결한 기울기 값을 의미한다. 

만약 계수 가 1이고, 개별도시의 창조산업 규모와 순위가 순위규모
법칙을 따른다 하면 개별도시들은 직선의 회귀선 상에 모두 위치하게 되
므로 개별도시 의 값도 1로 동일하게 된다. 한편  도시  값이 순위가 
인접한 개별도시 B의  값보다 크다면,  도시는 B 도시보다 순위는 높
으나 순위에 비해 인구는 적다는 의미이며, 반대로  도시의  값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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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시 A의  값보다 작다면, i 도시는 A도시보다 순위는 낮으나 순위
에 비해 인구가 크다는 의미이다. 

<그림 4-14> 개별도시  값의 측정과 의미

(2) 개별도시  값의 변화를 통한 창조산업 도시별 성장유형30)

특정기간 동안 창조산업 순위와 규모는 도시별로 상이하게 변화한다. 특
정도시는 종사자 상승률이 수위도시 증가율을 상회하고, 어떤 도시들은 순
위는 상승하지만 규모가 감소하기도 한다. 이러한 차별적인 도시성장은 도
시체계에서 개별도시  값의 비교를 통해 보다 객관적으로 관측할 수 있
다. 

t0 시점에서 t1까지의 개별도시  값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산식을 
통해 도출할 수 있다. 

30) 개별도시 q값의 변화양상을 고찰하기 위해 류상규․여홍구(1995)의 방법을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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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4-11)

    

                   (식 4-12)

여기서 수위도시 창조산업 종사자 변화율을 , 각 도시의 창조산업 
종사자변화율을 , 각 도시의 창조산업 종사자 순위변화율을 이라 한
다면,

        ……        ·
         ……      ·

             ……      ·

이 되어, 이를  에 대입하면

 

                (식 4-13)

     

                    (식 4-14)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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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하면,
  

                     (식 4-15)

이 된다. 여기서  t0-t1 기간 중 개별도시  값의 변화  는 수위
도시의 창조산업 종사자 변화율과 개별도시의 창조산업 종사자 변화율의 
차이()와 각 개별도시들의 창조산업 순위변화율()에 의해 결정되
다. 따라서 (식 4-15)의 분자값이 0이 되는 경우를 고려하면 개별도시 
 값의 증가 및 감소 기준을 알 수 있다.

개별도시  값의 변화가 없는 경우는 다음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할 수 
있다. 먼저 일정 기간동안 창조산업 종사자 순위가 변동이 없는 =0
인 경우를 가정한다. 이를 (식 4-15)에 대입하면  , 즉 
  의 값이 0을 만족해야 개별도시  값의 변화가 없다. 이
는 도시의 순위변동이 없을 경우 수위도시의 창조산업 종사자 성장률만
큼 개별도시가 성장해야 개별도시  값이 변화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창조산업 종사자 규모의 변동이 없는  = 0인 상태를 
가정할 수 있다. 이를 (식 4-14)에 대입하면     인 조
건, 즉    의 값을 갖게 되어 개별도시의 값 변화는 없
게 된다.

여기에서   은 일정기간 동안 전체 도시체계에 미치는 
수위도시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별도시들이 도시체계 변화에 대
응하기 위한 최소요구치를 의미한다. 즉  ≺ 은 개별도시
의 순위가 하락하기는 하였지만 도시체계 최소요구치보다 하락하지 않았
다는 의미이다. 또한  ≻ 은 개별도시의 순위 하락 정도가 
최소요구치보다 크다는 의미로서 도시체계 변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체계
에 종속되게 되는 경우를 뜻한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그림 4-15>로 종합할 수 있다. A도시의 창조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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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가 상승(하락)하면 X축의 좌측(우측)으로 이동한다. 순위하락 정도가 
미미하면 X축 우측으로 이동하되 를 넘지 않는다. 그러나 도시
체계 변화에서 뒤처질 정도로 순위하락이 발생할 경우 의 우측
으로 이동한다. 규모변화 측면에서 A도시의 창조산업 규모가 성장(축
소)하면 Y축의 위(아래)로 이동한다. 만약 창조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정
도로 규모가 커졌다면 수위도시의 증가율보다 높은 ‘A도시(2012)’의 위
쪽으로 이동하며, 규모는 증가하였지만 수위도시 증가율보다 작다면 ‘A
도시(2000)’과 ‘A도시(2012)’ 사이로 이동한다. 그러나 절대규모가 감소
하였다면 ‘A도시(2000)’의 아래쪽으로 이동한다. 

결국 A도시  값의 변화는 ‘수위도시(2012)’, ‘A도시(2012)’와 ‘A'도
시(2012)’를 연결한 직선의 윗부분에 위치하는가 아니면 아랫부분에 위
치하는가에 따라 감소했는가 증가했는가를 나타내게 된다. 그리고 A도
시의 창조산업 도시별 순위변화 측면에서 상승했는지, 최소요구치만큼 
하락했는지, 체계 종속적으로 순위가 하락했는지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규모변화 측면에서는 수위도시보다 크게 성장했는지, 수위도시에 
미치지 못하지만 규모가 성장했는지, 절대규모가 감소했는지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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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개별도시 q값의 변화유형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창조산업 도시체계에 기반한 개별도시들의 성장․
정체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창조산업 성장/정체 유형을 체계극
복형, 체계유지형, 체계종속형, 독립적 소도시형으로 구분하였다(그림 4-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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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창조산업 성장추세 도시 유형화

우선 체계극복형은 순위 및 규모가 모두 상승․성장하거나, 순위는 유지되
었지만 규모는 수위도시의 성장을 상회하는 유형이다. 체계극복형은 다시 
순위와 규모의 상승․증가에 따라 순위규모주도형, 순위상승형, 규모 고성장
형으로 세분된다. 이들 도시들은 창조산업 도시체계를 극복하면서 성장하는 
도시들로서 창조산업 성장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체계유지형은 순위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규모는 성장하는 유형이다. 그러
나 규모의 성장이 수위도시의 성장에 미치지 못한다. 이들 도시들은 창조산
업 성장을 주도하지 못하며 도시의 산업규모 확대(축소)에 따라 창조산업이 
동반 성장(정체)한다.

체계종속형은 순위 및 규모가 하락․축소되거나 순위의 하락이 도시체계 
변화 최소요구치보다도 크게 하락하는 유형이다. 체계종속형은 순위하락이 



- 162 -

심한 순위하락형, 절대규모가 감소하는 규모하락형, 순위와 규모가 모두 하
락․축소되는 순위규모 종속형으로 세분된다. 체계종속형 도시들은 창조산업 
성장을 주도하지 못하고, 창조산업 도시체계에 종속된다.

마지막으로 독립적 소도시형이다. 이 유형은 순위와 규모가 반대의 방향
성을 갖고 있는 유형으로, 순위는 상승하지만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 규모
는 고성장하였지만 순위는 크게 하락하는 경우이다. 이 유형은 창조산업 전
체 스톡이 적은 소도시들에서 나타나며 독립성장(random growth)하는 특
징이 있다.

3. 수도권 중심의 창조산업 불균등성장

1) 창조산업 순위규모분포

(1) 창조산업 순위규모분포 변화
2000~2012년간 전국 주민등록인구․전국사업체 조사를 토대로 인구, 전산

업, 창조산업의 분포가 순위규모법칙을 따르는지를 살펴보았다. 도시의 분류
는 행정구역상 시급 이상 85개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대상
이 되는 인구, 전산업, 창조산업의 합은 모두 전국의 90% 이상을 상회하고 
있으며, 창조산업의 도시 집중도는 97%가 상회하여 인구와 전산업에 비하
여 도시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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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표본수 계수(q) 표준오차  대상(천명)전국(천명) 비중

인구
2000 85 1.058 0.020 0.971 4,333 4,773 90.8%
2005 85 1.073 0.021 0.968 4,513 4,913 91.9%
2010 85 1.085 0.022 0.967 4,660 5,052 92.2%
2012 85 1.086 0.023 0.963 4,705 5,095 92.3%

전산업
2000 85 1.109 0.028 0.950 1,258 1,360 92.5%
2005 85 1.129 0.028 0.950 1,410 1,515 93.1%
2010 85 1.134 0.030 0.946 1,645 1,765 93.2%
2012 85 1.129 0.030 0.943 1,729 1,857 93.1%

창조
산업

2000 85 1.422 0.034 0.955 83 86 96.9%
2005 85 1.489 0.041 0.940 91 93 97.1%
2010 85 1.539 0.042 0.941 110 113 97.3%
2012 85 1.500 0.038 0.949 114 118 97.3%

<표 4-6> 순위규모분포 회귀분석 추정값(인구, 전산업, 창조산업)

 <인구>

 <전산업>

 <창조산업>

<그림 4-17> 한국 도시의 순위규모분포(인구, 전산업, 창조산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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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위도시 집중성 강화
추정된 결과를 통해 도출된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창조산업의  

값은 1.5 내외로 순위규모법칙에서 시사하는 것보다 수위도시로의 편중
이 더욱 두드러진다. 인구(1.086), 전산업(1.129)와 비교시 창조산업의 
계수  값이 높아 타 경제활동 부문보다 수위도시 집중성이 강하다. 이
러한 결과는 창조산업이 타 산업부문에 비하여 더욱 전문화되어 있으며, 
집적경제 외부효과를 위해 서울 집중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
다.

둘째, 창조산업의  값 범위가 인구와 전산업에 비하여 더 크다. 이는 
창조산업이 인구와 전산업에 비하여 입지 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2000~ 2012년 기간동안  값의 범위는 인구 0.028(최대 1.086, 최소 
1.058), 전산업 0.044(최대 1.134, 최소 1.109)임에 반하여, 창조산업은 
0.117(최대 1.539, 최소 1.422)로서 인구․전산업에 비하여 크다. 이러한 
현상은 창조성을 기반으로 하는 창조산업의 본질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
으로 창조적 아이디어의 상품화․상업화 과정에서 창업과 실패가 빈번하
게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창조산업은 기업입지 결정시 전통적 입지
요인들보다 개인의 아이디어, 재능(talent)을 중시하기 때문에 인구, 전
산업에 비하여 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2) 창조산업의 불균등 성장

(1) 개별  값의 분포 변화
기울기 계수  값의 비교는 성장/정체하는 개별 도시들에 대하여 지

리적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이러한 한계에 대하여 이하에서는 창
조산업의 성장/정체 도시를 유형화하고 지도화한 결과를 제시한다.

<그림 4-16>에 근거하여 창조산업의 성장/정체 도시를 시기별로 유형화
하였다(그림 4-18 참조). 순위-규모에 따라 총 9개 유형으로 나뉘며, 좌상
-우하를 잇는 대각선을 기준으로 선 위에 있으면 개별  값이 하락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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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아래에 있으면 개별  값이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2000~2012년 기간 동안 순위가 상승한 도시는 37개이며, 규모가 성장한 

도시는 63개다. 이 중 수위도시보다 창조산업 증가율이 높은 ‘순위규모주도
형’은 18개 도시다. 반면 같은 기간 47개 도시는 순위가 하락하였고, 21개 
도시는 산업의 규모도 축소되었다. 이 중 순위가 많이 하락한 ‘순위규모종
속형’은 9개 도시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시기별 개별  값의 분포를 통해 도시체계 변화를 추정
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00~2005년은 도시간 성장 차별화가 진행된 시
기로서 창조산업 규모의 확대(축소) 도시들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이 
시기 수위도시보다 크게 성장한 도시는 27개임에 반하여, 절대규모가 축
소된 도시가 40개에 달한다. 하지만 2005~2012년은 창조산업이 확대되
는 시기라 할 수 있다. 규모가 축소된 도시는 40개에서 17개로서 감소
하였으며, 순위상승형은 8개에서 13개로, 체계유지형은 4개에서 24개로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창조산업이 확대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2000~2005년      2005~2012년      2000~2012년
        11  14 2 0 27

8     0  4 5 17

3 14      5 18 40
36 20 28 84

        11  16 1 0 29

13     4 20 2 39

0 8      2 7 17
40 33 11 84

         2  16 1 0 19

19     3 20 3 44

0 12      1 8 21
37 36 11 84

* 창조산업 순위규모분포 회귀계수()
  2000년 1.422 / 2005년 1.489 / 2012년 1.500

<그림 4-18> 개별  값 분포 변화 - 창조산업

창조산업의 불균등성장 특성은 전산업의 개별  값과 비교하면 그 특
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전산업을 기준으로 2000~2012년 기간 동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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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시보다 크게 성장한 도시는 54개임에 반해 창조산업의 경우는 19개
에 불과하다. 반면 동기간 절대규모가 축소된 도시가 전산업은 1개에 불
과한 반면 창조산업은 21개에 달한다. 결국 2000~2012년 기간 동안 산
업이 성장하면서 대부분의 도시에서 전산업 종사자가 양적으로 확대되었
으나, 창조산업은 전산업의 성장과는 다른 불균등성장이 나타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4-19 참조).

               전산업               창조산업
        19   3 30 2 54

4     10 11 4 29

0 1      0 0 1
26 52 6 84

         2  16 1 0 19

19     3 20 3 44

0 12      1 8 21
37 36 11 84

<그림 4-19> 2000~2012년 전산업 대비 창조산업의 불균등 성장 추세

(2) 창조산업의 수도권 집중 심화
2000~2012년 기간 동안 창조산업은 서울로의 강한 집중성을 유지하

고, 서울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순위규모법칙에서 확인할 수 없는 ‘순위규모주도형’, ‘규모 고성장형’ 

도시들의 지리적 위치를 파악하면, 수도권에 해당되는 도시들은 성남, 
안양, 광명, 동두천, 고양, 과천, 구리, 의왕, 하남, 용인, 파주, 화성시 등
이며, 이들 도시들은 서울 인접도시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2000년~2012년 기간 동안 기울기 계수 값은 1.422에서 1.500으로 증
가하여, 말레키의 구분으로 상위도시 증가형에 해당된다. 말레키는 상위
도시 증가형을 시간이 경과하면서 대도시 인구가 증가하는 형태로 설명
하였다. 그러나 한국 창조산업 도시체계 특징은 차하위 대도시의 성장이 
아니라 서울 인접도시들이 성장하여 서울 집중이 심화된 것으로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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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체계극복형 성장도시이 타당하다. 
결국 순위규모분포 기울기 계수  

값의 증가와 도시별 순위․규모 변화를 
종합하면, 한국 창조산업은 서울 중심
의 불균등성장이 심화되고 있어 지방 
도시들에서 창조산업을 도시성장전략
으로 채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광역시의 역할 미미와 산업구
조적 대응

지역적 차원에서 광역시는 창조산
업 성장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
대되나, 실제 분석결과 광역시는 창조산업 성장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
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0-2012년 기간 동안 수위도시 창조산업 성장률을 상회하는 광역시는 
전무하며,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는 규모도 감소하고 순위도 하락한 ‘순위
규모종속형’으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만이 창조산업의 규모와 순위가 성장
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은 창조산업 성장을 선도
하지 못한 채 전국 평균 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광역시들의 창조
산업 성장 부진은 창조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산업간 이종 결합을 추진할 
수 있는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창조산업을 발굴하
고 육성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창조산업의 전략적 선택에 있어 도시별 경제상황을 고려한 신중
한 접근이 요구된다. 창조산업이 개인의 창조성에 기반하여 수확체증형 상
품 및 서비스를 생산한다는 면에서 각광받고 있는 개념이지만, 창조산업을 
모든 도시의 성장전략으로 채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울산광역시는 
최고의 산업도시로서 1인당 GRDP가 전국 시도 중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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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순위규모종속형’으로 분류되었다. 울산광역시와 
유사하게 창원시, 인천광역시, 군산시․익산시, 충주시, 오산시 등도 ‘순위규
모종속형’으로 분류되었다.

이들 도시들은 도시성장을 위한 제반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으며, 부문별 
특화(specialization)의 정도가 매우 강한 도시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 도
시들의 창조산업 성장이 미약함은 다양한 경제구조 변화에 대한 유연성이 
부족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기존 경제기반에서 창출되는 가치가 창조산업
에서 발생하는 가치보다 크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보다 기존 산업을 유지하
는 것이 도시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중의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림 4-21> 창조산업 체계유지형․체계종속형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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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결

제4장에서는 창조산업의 공간적 집중 및 분포 특성을 고찰하였다. 분석
은 창조산업의 지리적 집중성 관측, 창조산업 핫스팟 및 공간분포 변화, 창
조산업 도시체계 특성 고찰 및 성장도시 유형화 등 3단계로 진행하였다. 주
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조산업의 지리적 집중성을 밝히기 위하여 기존 집중성 지수들의 
장단점을 파악한 후, 기업별 고용 집중도와 기업규모의 차이를 반영한 E-G 
지수를 채택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창조산업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집적하고 있으며, 뉴미디어․ICT 디바이스 산업은 다른 산업 부문보다 국지
화 정도가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조산업의 E-G 지수는 =0.010으로서 국지화 경향을 보이며, 뉴미
디어 산업은 강한 국지화(=0.052), ICT 디바이스는 중간 국지화(
=0.031) 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뉴미디어 산업은 소프트웨어, 비디오
게임, 디지털 콘텐츠 등을 기획․생산하는 산업으로 자연우위, 스필오버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국지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추정된다. 뉴미디어와 
ICT 디바이스는 ICT와 관련성이 높은 창조산업으로서 동적 외부효과의 
관점에서 학습, 창의성 및 혁신을 강화하는 지식향상의 능력이 우월한 
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문화자산, 시각예술, 행위예술, 
출판 및 인쇄, 오디오비주얼 등 전통적 의미의 문화산업은 약한 국지화
를 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이들 산업은 개인의 재능(talent)이 중시되
는 산업들로서 종사자들의 이동성이 다른 산업 부문에 비하여 높다. 

둘째, E-G 지수는 창조산업의 지리적 집중성을 관측하는 전역적 지수로
서 실제 산업집적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
기 위하여 공간적 자기상관(Local Moran's I)을 이용한 핫스팟 관측을 통해 
실제 공간상에 창조산업의 집중․분포 패턴 및 변화를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창조산업은 강한 수도권 지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창의적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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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를 기반으로 하면서 상품의 생산-소비 주기가 빠른 뉴미디어․디자인 산
업은 서울 인근의 기형성된 집적지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문화․예술 등 전
통적 의미의 창조산업은 새로운 핫스팟 지역을 만들며 주변지역으로 확대되
어 가는 경향을 보인다. 

시각예술, 출판 및 인쇄, 창조서비스, ICT 통신서비스 산업은 지난 12년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공간분포 변화가 발생하였는데, 시각예술은 종사자가 
감소하면서 확대되는 패턴을 보였으며, 출판 및 인쇄는 종사자가 증가했음
에도 핫스팟이 축소되는 패턴을 보인다. 창조서비스, ICT 통신서비스는 종
사자는 모두 증가하였지만, 창조서비스의 경우는 핫스팟 지역이 줄어들면서 
강한 서울과 대전 등 소수 도시로의 지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ICT 통신서비스는 연관산업의 확대로 인하여 종사자 증가는 미미하지만 기
존 핫스팟을 중심으로 집적지가 확대되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창조산업의 집중과 공간분포는 서울을 중심으로 근거리에 
있는 지역들의 성장세가 매우 강하며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집적지(HH)가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지리적으로는 서울 강남구를 기점으로 남쪽으로
는 경기 성남, 수원, 안양, 용인, 화성으로 이어지는 벨트와 서울 영등포구
를 기점으로 북쪽의 경기 고양, 파주로 이어지는 벨트를 발견할 수 있다. 
서울 중심의 남부 벨트는 디자인, 뉴미디어, 창조서비스, ICT 통신서비스, 
ICT 디바이스 등 기술적 창조성을 중시하는 산업이 발달하고 있으며, 북부 
벨트는 문화자산, 행위예술, 출판인쇄 등 예술적 창조성이 중시되는 창조산
업이 성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창조산업 종사자수를 순위규모법칙에 적용하고, 개별도시들의 
규모․순위변화에 따른 도시체계 변화를 통해 창조산업의 불균등성장 패턴을 
확인하였다. 관측결과 창조산업은 순위규모법칙에서 시사하는 것보다 수위
도시로의 편중이 더욱 두드러지며, 인구와 산업에 비하여 입지 탄력성이 높
은 것으로 드러났다. 창조산업 도시체계 변화는 상위도시 증가형이지만, 성
장하는 상위도시는 모두 서울과 인접한 지역으로 관측되어 창조산업은 대도
시 중심의 상승이 아닌 서울 중심의 불균등 성장이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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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인재를 보유한 도시는 더 빠르게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인재를 유인한다(이원호, 2012). 이러한 현상은 국내 창조산업 도시체계에서
도 나타나 고급인력 조달의 용이성, 개인의 재능(talent) 중시, 약한 경로의
존성 등의 창조산업 속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수위도시 입지를 선호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그림 4-22> 한국 창조산업 공간집중과 분포 특성

도시들의 동태적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개별  값의 변화를 고찰한 결
과, 2000~2005년은 도시간 창조산업 성장 차별화, 2005~2012년은 창
조산업이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시기임을 확인하였다. 창조산업의 절대규
모가 축소된 도시는 2005~2012년 동안 40개에 이르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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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005년 기간에는 17개로서 감소하였다. 같은 시기 순위상승형은 
8개에서 13개로, 체계유지형은 4개에서 24개로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창조산업의 성장이 보편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도시별로 창
조산업 성장이 차별화되는 바, 광역시는 창조산업 성장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 중소도시들의 창조산업 성장은 규모와 관
계없는 비례성장(proportionate growth) 혹은 확률성장(random growth) 
형태를 보인다. 도시별로 창조산업 성쇠가 상이하게 발현되는 현상은 산
업기반, 경제․문화적 차별적 상황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산업입지 측면에서 지리적 집중성을 고려
한 다층적 산업입지 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며, 도시 및 지역차원에서는 현
재 창조산업 지리적 집중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전략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도시 특성에 부합하는 창조산업 발전정책 수립이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도시성장을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창조산업의 전략적 선택에 있어 도시별 경제상황
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기존 경제구조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
익이 새로운 창조산업에서 발생하는 가치보다 큰 도시들은 기존 산업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도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5장 창조산업 집적요인의 공간적 변이

제5장에서는 창조산업의 집적요인을 고찰한다. 창조산업의 집적을 측정하
는 클러스터 지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지역화경제, 도시화경제, 인구규
모, 산업다양성, 탈산업화, 전문인재, 20대인구, 문화시설, 야간활동, 오픈스
페이스 등 10개의 독립변수를 도입하여 창조산업의 집적요인을 고찰하였다. 
집적요인 고찰을 위해 공간적 자기상관을 고려한 공간회귀모형을 적용하였
으며, 분석결과 공간적 종속성 및 이질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측되어 지리가중회귀모형을 추가 적용 후 지역별로 차별적인 집적요인을 
도출하였다.

제1절 창조산업의 차별적 집적요인 고찰

1. 공간회귀모형과 지리가중회귀모형의 적용

1) 공간회귀모형

창조산업의 집중은 주변 지역과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공간사상(空間事
象) 중 하나이다. 이러한 공간적 연관성을 고찰하는 개념이 공간적 자기상
관(spatial autocorrelation)이며, 이는 공간적 종속성(spatial dependence)과 
공간적 이질성(spatial heterogeneity)으로 구분된다(Anselin, 1988)31). 

제4장에서 창조산업 분포에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존재함을 검증한 바 있
31) 공간적 종속성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관측들이 거리가 먼 관찰들보다 유사한 관찰결과

를 갖는 경우를 의미한다. 공간적 이질성은 특정 모형이 서로 다른 지역에 적용될 경우 
제기되는 공간적 특성의 차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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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상관성을 배제하고 창조산업의 집적요인을 고찰할 
경우, 산출된 추정치는 편의(biased)를 갖게 되며 지역별로 상이한 집적요인
에 대한 해석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일반최소자승법(OLS) 등의 전통적 회귀분석은 창조산업 집중요인에 대한 
공간적 변이를 포착하지 못한다. OLS가 관찰치 모집단에서의 함수적 관계
가 선형적(linearity)임을 가정하고, 관찰들간의 독립성과 오차의 동분산성
(homoscedasticity)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비공간적인 전통적 방법으로 공간
적 자기상관이 존재하는 창조산업 집적요인을 고찰할 경우, ‘심슨의 패러독
스(Simpson's Paradox)'와 같은 오류에 빠질 우려가 매우 크다32)(그림 5-1 
참조). 따라서 창조산업의 집적요인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회귀분석
이 아닌 공간적 연계를 고려한 분석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a) 집단화된 데이터       (b) 지역구분 데이터

자료 : Fotheringham et al.(2002), p.8

<그림 5-1> Simpson's Paradox

32) Simpson(1951)은 전역적 모델을 활용하여 인구밀도가 주택가격에 양(+)의 영향을 미침
을 고찰하였다. 그러나 지역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 인구밀도와 주택가격이 
음(-)의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심슨의 패러독스는 집단화된(aggregated) 자료 분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의 위험성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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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회귀모형(spatial regression)은 이상과 같은 오류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 공간회귀모형은 종속성과 이질성을 고려하여 변수간 관계를 고찰
하는 모형으로서 관찰치들간의 공간적 연관성을 공간가중행렬을 통해 구조
화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와 울릉군을 제외한 전국 248개 시군구를 대
상으로, 창조산업의 자기상관 검증시 활용하였던 지역간 시간거리 제곱으로 
공간가중행렬을 구성하였다.

공간적 자기상관을 고려한 창조산업의 집적요인을 밝히기 위하여 공간시
차모형(spatial autoregressive model 또는 spatial lagged model; SAR)과 공
간오차모형(spatial error model: SEM), 두 가지 모형을 결합한 일반공간모
형(General Spatial Model: SAC) 등 세 가지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그 중 
설명력이 가장 높은 모형을 선정하여 창조산업의 집적요인을 제시하였다.

2) 지리가중회귀모형

공간회귀모형은 전역적 모형이므로 거시 수준의 창조산업 집적요인을 포착
할 수 있지만, 지역별로 서로 다른 집적요인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한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서로 다른 입지적 요인의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하
여 관찰지역에 개별 좌표를 부여하여 국지적인 영향력을 고찰할 수 있는 지
리가중회귀모형(GWR: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을 추가 적용
하였다.

지리가중회귀모형은 전역적 모수가 아닌 국지적 모수가 추정되도록 회귀
모형을 확장한 것으로 창조산업의 지역별 집적요인을 고찰하는데 효과적이
다. 또한 위치정보와 결합하면 GIS를 통해 지역별 집적요인의 차이를 시각
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리가중회귀모형을 적용함으로써 공
간위치가 상이한 개별지역의 집적요인을 고찰할 수 있으며, 공간회귀모형과 
상호보완적으로 분석에 적용함으로써 창조산업의 내재적 집적요인 및 차별
적 성장요인에 대한 고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표 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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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적 모형 국지적 모형

구분 회귀분석(공간회귀모형) 지리가중회귀모형

대상 집단화된 전지역 공간위치에 따른 개별지역

설명력 하나의 통계량으로 전체를 설명 다중 통계량으로 지역별 설명
시각화
지도화 × ○ (GIS 활용가능)

자료속성 비공간적
(위치자료의 제한적 사용)

공간적
(공간 속성정보와 연결가능)

특성 거시적 유사성 강조
이론․법칙의 추구

미시적 차별성 강조
예외지역, 핫스팟 연구

자료 : Fotheringham et al.(2002), p.6 참고 수정․보완

<표 5-1> 연구에 적용한 전역적 모형과 국지적 모형의 비교 

<그림 5-2> 창조산업 집적요인 분석을 위한 단계적 모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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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변수의 설정 및 적합도 검증

1) 종속변수 : 창조산업 집적지수(CI)

본 연구에서는 창조산업의 집적요인을 고찰하기 위하여 창조산업의 집중
정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수의 계량적 측정을 위하여 스턴버그
와 리첸버거(Sternberg and Litzenberger, 2004)의 클러스터 지수(CI: 
Cluster Index)를 활용하였다. 

이 지수는 상대적인 산업스톡(IS: relative industrial stock), 상대적인 산
업밀도(ID: relative industry density), 상대적인 기업체 규모(SB: relative 
size of establishment)를 이용해 산업의 집중도를 측정한다. 

클러스터 지수에서 상대적인 산업스톡(IS)은 인구 대비 종사자의 상대적
인 비율, 상대적인 산업밀도(ID)는 지역면적 대비 종사자의 상대적인 비율, 
상대적인 기업체 규모(SB)는 전국대비 기업체의 상대적인 규모를 각각 나타
낸다. 지역 산업의 클러스터 지수는 IS, ID와 SB의 역수의 곱으로 정
의되며 (식5-1)을 통해 도출 가능하다. 기업체규모에 역수를 취한 것은 
동일한 조건이라면 기업체수가 많은 곳이 클러스터링이 많이 이루어졌다
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클러스터 지수에 의하면 클러스터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상대적인 산
업스톡과 상대적인 산업밀도가 평균값보다 높아야 하고, 지역의 창조산업이 
소수의 기업에 의해 지배되지 않아야 한다. 클러스터 지수는 전국 시군구간 
상대적인 산업 집중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창조산업의 분포정도와 집중정
도를 측정할 수 있어 본 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한 종속변수로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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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5-1)

 :  지역  산업 종사자수
 :   지역  산업 기업체수
 :  지역 인구
 :  지역의 행정구역면적

클러스터 지수는 0 ~ +∞의 값을 가지며 적어도 1 이상일 경우에는 창
조산업의 잠재적 집적지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클러스터 지수는 집적의 
정도는 측정할 수 있으나, 네트워크, 비공식적 관계 및 암묵지의 교환 등 
클러스터 구성 요소들의 실체를 밝히기 어렵다. 집적과 클러스터는 개념과 
유형이 서로 다르며(이종호․이철우, 2008),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클
러스터 지수도 엄밀한 의미에서의 클러스터 지수라기보다는 개선된 집적지
수(advanced agglomeration index) 또는 잠재적 클러스터 지수(potential 
cluster index)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권영섭 등, 2007). 

2) 설명변수

(1) 지역화경제와 도시화경제

집적경제는 특정입지에 발생하는 규모의 경제를 말한다. 이는 집적경제가 
장소 특수적(place-specific)이며(McCann, 2001), 공간적으로 범위가 한정
되어 작동하는 외부성, 장소 또는 지역기반의 외부성 개념에 기초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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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김용창 등, 2013). 
일반적으로 집적경제는 지역화경제와 도시화경제로 분류되며, 전자가 동

종업종의 기업들이 가까이 입지함으로써 얻게 되는 외부효과임에 반해, 후
자는 특정산업의 규모 증대가 아니라 도시전체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발생
하는 외부경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화경제는 창조산업 기업들
의 지역적 집중으로 전문화 혹은 특화의 이점을 강조하며, 도시화경제는 다
양한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지역적 집중에서 발생하는 다양성의 이점을 강
조한다33). 

본 연구에서는 창조산업의 집적이 장소 특수적임을, 즉 지역마다 집적의 
정도와 형태가 다를 것임을 전제로 하고, 고용규모를 활용한 지역화경제와 
도시화경제를 설명변수로 도입하였다. 

집적의 경제는 주로 기업의 생산비 또는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로 측정되
고는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고용규모를 집적경제 측정의 수단으로 활용
하였다. 도시경제성장이 노동의 수요 및 공급 증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
어지며(O'Sullivan, 2000), 집적의 경제는 고용수준 또는 고용의 증가율에 
미치는 효과로 측정하기도 하기 때문이다(민경휘․김영수, 2003; 임창호․김정
섭, 2003). 해외에서도 고용규모를 사용한 연구를 발견할 수 있다. 헨더슨
(Henderson, 1986)은 고용규모를 사용하여 지역화경제의 효과는 도시내 특
화산업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도시규모가 커질수록 그 효과는 약해
지는 것을 밝혀냈다. 이는 동종 산업의 집적에서 발생하는 이익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상기의 검토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지역화경제와 도시화경제를 나타내는 
변수를 도입한다. 그 측정치는 Henderson(1986), 민경휘․김영수(2003), 변세
일(2007), Lazzeretti et al.(2012) 등에서 활용한 사용한 기업규모 변수를 
도입한다. 지역화경제 변수는 지역별 ‘창조산업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수’를 
도입했는데, 이것은 창조산업에서 발생하는 규모의 경제를 간접적으로 나타

33) 하지만 지역화경제와 도시화경제는 상호배타적이지 않으며, 집적경제를 이해하는 상호보
완적 관계임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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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변수이다. 도시화경제 변수로 ‘지역 전체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수’를 
도입하였다. 이것은 지역전체에서 나타나는 규모의 경제를 설명하는 변수이
다. 여기에 더하여 잠재적인 고용범위를 반영하기 위하여 인구변수를 추가
하여 창조산업의 집적요인을 고찰하였다.

(2) 다양한 산업구성과 고급인력

다양성(diversity)을 측정하여 수치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최대
치의 다양성을 만족하는 합의된 절대적 준거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수행되
는 다양성 측정도 대분류 및 소분류 등의 산업집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
다(Gnidchenko,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 통용되는 개념적 의미
의 다양성은 ‘다양한 산업들의 존재’(Rodgers, 1957), ‘한 지역내 경제적 활
동이 다양한 범주로 분포된 정도’(Parr, 1965), ‘다양한 종류의 산업활동에
서 발생하는 균형적인 고용’(Attaran, 1987) 등을 의미한다(Cohen and 
Paul, 2009). 

다양성에 대한 논의는 ‘산업적 다양성과 고용간의 관계’, ‘다양성이 도시 
및 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전자의 논의들은 산업 
다양성이 고용안정에 미치는 영향 및 산업다양성과 경기변동 간의 관계(류
수열 등 2014; Trendle and Shorney, 2003; Mizuno et al, 2006; Izraeli 
and Murphy, 2003; Trendle, 2006 등)를 규명하는 것이며, 후자의 논의들
은 집적경제의 동적 외부효과와 관련하여 산업 및 인적 구성의 다양성이 도
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다양성은 후자의 논의, 다시 말하여 다양
성이 산업의 집적․성장에 영향을 미치며, 다양화된 도시는 다양한 생산과정 
속에서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하여 기업이 선호하는 입지가 되고 있다는 논
의이다(Duranton and Puga, 2001). 도시의 다양성이 도시의 성장을 견인한
다는 견해는 이미 오래 전 제인 제이콥스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이후 다양
성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혁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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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하며, 창조적 도시를 건설하는 데에 필요한 기제 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집적경제의 동적 외부효과, 이른바 제이콥스 외부효과에 대한 논
의는 산업적 관점과 인적자본 관점으로 대별된다. 산업적 관점은 다양한 산
업들이 이종 결합을 하여 도시의 성장을 이끈다는 것으로, 도시경제에 산업
적 다양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증하는 논의들이 주를 이룬다
(Glaeser et al. 1992; Henderson et al, 1995; Henderson, 1997, 이번송․장
수명, 2001; 임창호․김정섭, 2003, Quigley, 1998; 류수열 등 2014; 이석희, 
2014). 이러한 논의들의 공통점은 산업의 다양성은 도시성장에 양(+)의 영
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통적인 자본재 산업에서와 달리 첨단산업 부분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글레이저 등(Glaeser et al. 1992)은 집적경제의 동적 외부효과와 관련하
여 MAR(Marshall-Arrow-Romer), 포터(Porter), 제이콥스(Jacobs) 등의 
견해를 종합하고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학자들 간 상
충되었던 도시성장 요인, 즉 독점(monopoly)과 경쟁(competition)간의 관계
로 파악할 것인가 혹은 특화(specialization)와 다양성(diversity)으로 파악할 
것인가를 실증 분석한 결과, 다양성이 도시성장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표 5-2 참조).

이론가 주장 산업
특화

산업 
다양화

산업 내 
경쟁

MAR 동종 산업의 집적과 지역 산업 내 
독점이 지식확산에 유리 + - -

Porter 동종 산업의 집적과 지역 산업 내 
경쟁이 지식확산에 유리 + - +

Jacobs 이종 산업의 집적과 지역 산업 내 
경쟁이 지식확산에 유리 - + +

주 : (+)의 경우, 성장에 유리함을 의미
출처 : Glaeser et al.(1992)를 임창호․김정섭(2003)이 정리

<표 5-2> 산업특성과 동적 외부효과의 관계 관련 이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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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다양성을 인적자본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은 전문인재의 이동․집
적, 창의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공간적 집중 및 행태적 특성에 관심을 둔
다. 실제로 창조산업의 성장과 인적자본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는 광범위
하게 이루어져 왔다. 인적자본과 관련한 주요 연구들은 인적자본이 기업을 
유인하고 도시의 성장을 이끈다는 견해(Florida, 2002, 2005, 2007), 인적자
본은 도시적 어메니티를 지향하는 견해(Glaeser et al. 2001; Glaeser, 
2011), 인적자본의 유치․정착을 위해서는 사회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견해
(Miguélez and Moreno, 2011), 창조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장소에 기
반한 인재가 중요하다는 견해(Bagwell, 2008; Clare, 2013; Rozentale and 
Lavanga, 2014) 등 산업 및 도시성장에 인적자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창조산업의 집적요인을 고찰하기 위한 설
명변수로 산업적 다양성 및 인적자본의 다양성을 도입하였다. 산업적 측면
의 다양성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구조의 다양성’과 ‘탈산업화’ 변수
를 도입하였으며, 인적기반 측면에서 ‘전문인재’를 설명변수로 도입하였다. 

산업구조의 다양성 변수는 일반적으로 산업 집중 혹은 독점성을 나타내
는 Herfindal 지수의 역수를 이용하였다34). 지역별로 허핀달 지수를 활용하
여 지역의 전체 산업의 다양성을 측정함과 동시에, 탈산업화와 창조산업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비제조업 부문의 종사자수 비중을 변수로 도입하
였다. 전문인재와 관련해서는 총인구대비 석사과정 이상의 인구 비중을 변
수로 도입하였다. 

34) 글레이저 등(Glaeser et al., 1992) 등은 다양성 측정 지표로 전체 종사자수 대비 특정산
업을 제외한 종사자수의 비중을 활용하였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글레이저 등(1992)의 
다양성 지표를 활용시 다중공선성 문제를 유발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체 산업에 대한 허핀달 지수(HHI)를 측정 후 역수값을 다양성 변수로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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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유롭고 개방적인 활동공간

문화적 소비행태가 변화하고 도시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도시는 자체
로서 향유되고 소비되는 문화상품이 되었다(Zukin, 1995; Urry, 2002; 
Miles and Miles, 2004). 도시공간이 과학, 기술 등 전문 기능이 집적되어 
있는 공간임과 동시에 예술적․창조적인 활동의 소비중심지로서 기능하고 있
는 것이다. 이러한 도시기능의 복합화로 도시정책의 방향은 공간의 활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소매점, 레저 콤플렉스, 문
화유산, 축제 등 전통적인 마케팅 수단에서 야간경제, 밤의 축제 등 단일한 
공간을 상이한 시간대에 활용하는 복합적․하이브리드적 활용 전략이 등장하
고 있다.

창조산업은 다른 산업의 혁신을 자극하여 경제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창조산업의 집적은 도시의 상업적 활력을 높여 다양한 경제활동 수요를 창
출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Potts and Cunningham, 2008; 장윤정․이승
일, 2009). 플로리다(Florida, 2002)는 이러한 창조성의 집중과 원인을 지역
의 개방성과 문화적 활력에서 고찰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지역이 경제적
으로 성장하려면 기술, 인재, 관용 등 이른바 3T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활력있고 다양하며 보헤미안적인 사회적 환경이 창조 주도형 성장을 달성하
기 위한 필요요건이라 주장하였다. 

플로리다의 창조계층이 지역경제의 추동요인인지 경제성장의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그가 논의했던 공간의 활력은 본 연구의 창조산업 
집적 요인 고찰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플로리다의 연구대상은 주거지 
중심의 창조계층이었음에 반하여, 본 연구의 대상은 다양한 산업활동을 수
행하는 종사자 중심의 창조산업이기 때문이다. 즉 본 연구는 특정계층을 한
정한 플로리다의 연구와는 달리, 창조적 행위를 하는 산업적 활동에 초점을 
둔다. 이들 창조산업의 집적을 촉진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연
구목적이기에, 다양한 행위자들의 공간이용 패턴을 고찰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그가 제시한 요인들 중 일부를 차용하였다.



- 184 -

플로리다의 연구에서는 20대 젊은 층의 비중(coolness index), 동성애자 
인구 비율(gay index), 나이트라이프 등을 통해 지역 내 개방성과 문화적 
활력을 측정한 바 있다. 지인과의 만남, 공식적인 모임, 저녁식사, 댄스, 음
악감상 등 문화적 활동은 다양한 모티브와 행동패턴을 통해 주로 야간에 이
루어지는 특성이 있다(Rowe and Bavinton, 2011). 과거 음주, 사건사고, 
청소년 문제 등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인해 통제․관리의 대상이었던 야간경
제(night-time economy)는 최근 이너시티의 재생, 도시활력 증진, 문화적 
다양성, 리버빌리티 등과 결합되면서 새로운 도시문화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Bavinton, 2010; Hollands and Chatterton, 2003: Grazian, 2009).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간 활력이 창조산업의 집적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하기 위하여 20대 인구 비중, 문화시설, 야간활동, 오픈스페이스 등의 변
수를 도입하였다. 문화시설은 인구 10만명 당 문화공연장 수를 변수로 도입
하였고, 야간활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단위면적(1㎢) 당 야간활동업체수35)를 
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도시 어메니티의 영향력을 고찰하기 위하여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을 설명변수로 도입하였다. 관찰된 분석변수를 그대로 사용시 
변수별 잔차가 극단적으로 큰 값을 갖게 되어 변수를 로그변환하였다(표 
5-3 참조). 이상에서 제시한 분석틀과 도입변수들에 대한 설명은 <그림 
5-3>, <표 5-4>과 같다.

35) 야간경제활동은 주점, 숙박업, 노래방, 편의점, 야식배달 등 야간에 주영업을 하는 업종
이며, 전국사업체조사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업체수를 추출하였다.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47122, 55111, 55112, 55113, 56211, 56212, 56219,56220, 91221, 91222, 
91223, 91229, 96121, 56132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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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종속
변수

창조산업 
집중도 248 .0 5,108.8 58.9 379.2

설명
변수

지역화경제 248 2.5 41.0 7.1 5.1
도시화경제 248 3.1 9.8 4.8 1.3
지역규모 248 18,208.0 673,115.0 203,039.9 155,728.6

산업다양성 248 10.9 3,529.3 593.0 543.9
탈산업화 248 6.4 98.8 80.4 16.2
전문인재 248 0.5 12.6 2.3 2.0
20대인구 248 3.4 21.5 11.0 3.9
문화시설 248 - 80.5 2.3 5.5
야간활동 248 0.1 490.5 26.4 49.3

오픈스페이스 248 0.4 182.7 20.4 21.6

<표 5-3> 분석변수 기초통계량

<그림 5-3> 창조산업 집적요인 고찰을 위한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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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종속변인

log창조산업 집중도 log(창조산업 클러스터 지수)
독립변인

집적
경제

log지역화경제
log도시화경제
log인구규모

log(지역 창조산업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수(명))
log(지역 전체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수(명))
log(지역 총인구(명))

다양성
log산업다양성
log탈산업화
log전문인재

log(종사자 기준 허핀달지수(HHI)의 역수)
log(비제조업종사자수/전산업 종사자수)(%)
log(석사과정이상인구/총인구)(%)

공간
활력

log20대인구
log문화시설
log야간활동

log오픈스페이스

log(20대인구/총인구)(%)
log(인구10만인당문화공연장수)
log(야간활동업체수/행정구역면적)(㎢)
log(도시공원면적/총인구)(㎡)

<표 5-4> 창조산업 집적요인 고찰을 위한 변수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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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의 적합도 검증

공간회귀모형을 적용하기에 앞서 정확한 연구의 진행을 위해 변수의 공
간적 자기상관을 진단하였다. 공간적 자기상관성은 Moran's I 검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검정결과 종속변수인 창조산업 집중도의 공간적 자기상관성 및 
OLS 모형에서 산출된 잔차에 대한 자기상관성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추정되어 종속변수인 창조산업 집중에 자기상관성이 존
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 통계량 Z 값 P 값
관측값 0.5044 18.1188 0.0000

OLS 잔차 0.0789 2.9623 0.0031

<표 5-5> 종속변수의 공간적 자기상관성

<그림 5-4> OLS 모형 적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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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변수의 자기상관성 검정결과 문화시설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은 
p≺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관찰되어 공간회귀모형 적합의 필요성이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시설도 p≺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나 모든 설명변수에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상호관계가 높을 경우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
제를 야기한다. 분산팽창요인(VIF: Variance Influence Factor)을 검토한 결
과 선정된 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설명변수 I 통계량 Z 값 P 값 VIF

지역화경제 0.1694 6.2084 0.0000 1.817

도시화경제 0.0852 3.1863 0.0014 2.828

인구규모 0.3085 11.1170 0.0000 4.577

산업다양성 0.0684 2.5866 0.0099 1.631

탈산업화 0.1142 4.4770 0.0000 2.105

전문인재 0.4067 14.6373 0.0000 3.709

20대인구 0.3505 12.6300 0.0000 4.182

문화시설 0.0522 2.0077 0.0447 1.109

야간활동 0.5361 19.2067 0.0000 4.401

오픈스페이스 0.2981 0.8106 0.0000 1.472

<표 5-6> 설명변수의 공간적 자기상관성 및 다중공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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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공간적 자기상관을 고려한 창조산업의 집적요인

1. 공간회귀모형의 적용

본 연구는 세 가지 공간회귀모형을 적용 후 설명력이 가장 높은 모형을 
채택하였다. 각 모형의 구성 및 해석은 다음과 같다.

공간시차모형(SAR: spatial lagged model)은 공간적 자기상관을 설명변
수로 동원한다. <표 5-7>의 1열에서 보듯이 설명변수로 가 포함되어 
있어 종속변수가 독립변수처럼 작용한다. 가 유의미하면 창조산업의 집
적에 근접한 지역들의 관찰치가 상호작용하는 공간적 종속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공간오차모형(SEM: spatial error model)은 공간시차모형과 달리 공간 
래그항이 설명변수가 아니라 오차항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설명변
수 이외에 공간래그 항의 계수인 의 추정 및 유의성 검토를 통해 공간
적 이질성을 검토한다. 가 유의하면 창조산업 집적에 유사한 설명변수
를 가진 지역이라 할지라도 지역에 따라 종속변수의 값이 다르게 됨을 
의미한다.

일반공간모형(SAC : general spatial model)은 공간시차모형과 공간오차
모형을 결합한 모형으로서 SAR의 , SEM의 를 동시에 고려한다. 와 
의 유의성 검토를 통해 공간적 종속성과 이질성을 고려한 창조산업의 
집적요인을 고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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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시차모형(SAR) 공간오차모형(SEM) 일반공간모형(SAC)

    

∼ 

            
    

∼ 

     

    

∼ 

자기상관 : 설명변수
 : 공간적 종속성

자기상관 : 오차항
 : 공간적 이질성

SAR, SEM의 , 를
동시에 고려

<표 5-7> 공간회귀모형별 특징 및 해석

2. 도시적 활동에 기반한 역동성과 다양성

1) 공간회귀모형의 적합도

공간회귀모형을 활용하여 창조산업의 집적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간회귀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표 5-8>에서 SAC 모형이 
가장 높은 수준의 로그 우도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SAC 모형이 가장 높은 
수준의 우도를 가진다. 또한 SAC의 AIC 값이 가장 낮아 가장 높은 적합도
를 보인다36). 

다음으로 계수의 유의성을 확인하면 SAR 모형은 가 0.1 수준에서도 
유의하지 않으므로 모형의 선택에서 1차적으로 제외된다. SAC의 는 
0.01 수준에서 유의한 반면, SEM의 는 0.05 수준에서 유의하므로, 본 
연구는 로그우도와 AIC의 적합도가 가장 높으며, 가 유의미한 SAC 모
형을 채택하여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종합하면 SAC 모형의 AIC와 조정 가 SAR과 SEM에 비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며,37) 은 0.01 수준에서 유의하지 

36) 공간회귀모형은 최대우도추정(MLE)의 방법을 통해 추정되기 때문에 모형간 설명력 비
교는 로그 우도(Log likelihood)와 AIC(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값을 통해 진행
된다. 로그 우도는 클수록, AIC는 작을수록 적합도가 높다.

37)   및   는 로그 우도값들을 활용하기 위한 Pseudo  , Pseudo   이다. 
모형간 근사적(approximately) 비교가능한 통계량이다.



- 191 -

않은 반면 는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관측되어, 창조산업의 집적을 분
석하는 공간회귀모형에서 공간적 종속성과 이질성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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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 SEM SAC

const -2.478***
(-3.192)

-2.269***
(-2.986)

-2.159***
(-2.845)

지역화경제 1.131***
(9.292)

1.124***
(9.361)

1.139***
(9.458)

도시화경제 2.186***
(7.337)

2.143***
(7.367)

2.138***
(7.404)

인구규모 -0.579***
(-5.841)

-0.615***
(-6.210)

-0.632***
(-6.353)

산업다양성 0.325***
(5.762)

0.347***
(6.252)

0.348***
(6.315)

탈산업화 0.789***
(3.440)

0.716***
(3.179)

0.683***
(3.033)

전문인재 0.510***
(4.064)

0.487***
(3.909)

0.519***
(4.048)

20대인구 -0.242
(-1.152)

-0.169
(-0.789)

-0.147
(-0.686)

문화시설 0.195***
(4.620)

0.187***
(4.491)

0.181***
(4.336)

야간활동 1.156***
(25.332)

1.161***
(26.924)

1.185***
(25.125)

오픈스페이스 -0.166***
(-3.063)

-0.153***
(-2.905)

-0.167***
(-3.098)


-0.008

(-0.211)
-0.050

(-1.178)


0.278**
(2.420)

0.329***
(2.734)

  0.9507 0.9522 0.9526
  0.9486 0.9501 0.9506
 0.0856 0.0830 0.0822

Log Likelihood 38.8341 41.5138 184.1522
AIC -55.6682 -61.0276 -346.3040

주 : ***p≺0.01, **p≺0.05, *p≺0.1
    (     )는 t 통계량

<표 5-8> 창조산업 집적 요인 공간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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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조산업의 집적요인

(1) 도시화경제와 산업다양성
창조산업의 집중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역화경제, 도시화경

제, 산업다양성, 탈산업화, 전문인재, 문화시설, 야간활동 등이며, 인구규모
와 오픈스페이스 등의 변수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
대 인구비중의 영향력은 p≺0.1 수준에서도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
났다(그림 5-5 참조).

<그림 5-5> 창조산업 집적의 영향 요인

지역화경제와 도시화경제 요인이 창조산업의 집중에 양(+)의 영향을 미
치고 있는 것은 창조산업은 집적경제의 이익이 발생하는 장소를 선호하고 
있음을 뜻한다. 두 변수의 계수값을 비교하면 도시화경제의 계수값이 지역
화경제 계수보다 높다. 이는 창조산업은 특정산업의 지역적 집중에서 발생
하는 전문화․특화의 이점보다는 다양한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지역적 집중
에서 발생하는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도시는 일상생활의 분주함과 다양한 학습이 가능한 공간이다. 도시에서 
볼 수 있는 고밀도의 복합성과 혼잡성은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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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제이다(Scott, 2010; Hall, 2000; Flew, 2010). 종사자들은 일터와 거주지
에서 자주 만나게 되고, 다양하고 창조적인 도시적 활동과 상호교류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기업은 도시라는 노동
시장 풀에서 양질의 인적자본을 적기에 활용한다. 결국 대규모 도시지역은 
종사자들에게는 새로운 유행이나 정보를 공유하게 하고, 기업에게는 노동시
장 풀을 제공해 창조적 상품생산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도시는 
개인들의 정보가 공유되고 학습 및 생산에 있어 중요한 공간이다(Jacobs, 
1969, 1985).

이러한 결과는 제이콥스 외부효과 변수인 산업다양화와 탈산업화 요인에
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산업다양화와 탈산업화 요인은 창조산업 성장에 양
(+)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식의 스필오버, 혁신의 확산 등 산업간 이종
결합으로 발생하는 외부효과를 통해 창조산업이 성장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38). 창조경제 시대에는 최종상품의 소비자가 컨슈머로 한정되는 선형구
조(linear)가 아니라, 상품의 소비자가 프로슈머, 유저 등으로 확대되는 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에 특정 독점적 기업이 아닌 다양한 산업간 연계가 필
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성이 도시성장에 양(+)의 영향을 미치
고 있다는 글레이저 등(Glaeser et al. 1992)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인구규모는 음(-)의 영향, 전문인재는 양(+)의 영향, 20대 
인구비중은 창조산업 집중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관측되었다는 점이
다. 이러한 관측결과는 창조산업은 인구의 절대량보다 산업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전문인재가 많은 곳을 선호함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대
상이 도시가 아닌 시군구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규모가 큰 도시보다 인구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은 결과라 판단된다. 공간활력 측면에서는 문화시
설과 야간활동은 창조산업 집적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도시 어메
38) 그러나 이러한 분석결과가 창조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제조업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논

리적 비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산업의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y) 측면에서 볼 
때,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이 새로운 산업구조로 변화하는 과정은 매우 지난하다. 또
한 기존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새로운 창조산업의 도입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의 총합보다 클 경우 창조산업으로의 전환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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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티를 나타내는 오픈스페이스는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시 어메니
티가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은 플로리다(Florida, 2002)의 견해와는 
상반되는 것으로, 미국 ICT가 발전한 선벨트 지역이 도시어메니티가 없음에
도 불구하고 우수한 인력이 모이고 있다는 스토퍼와 스콧(Storper and 
Scott, 2009)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창조산업은 산업의 다양성에서 파생되는 
동적 외부효과를 누리는 입지를 선호하며, 문화시설 및 야간활동 등 도시 
공간활력이 우수한 도시지역 입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24시간 활동하는 하이브리드 공간
주목할 점은 통상 범죄나 음주, 청소년 비행 등의 문제로 관리․규제의 대

상이었던 야간활동 요인이 창조산업 집중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뉴욕, 런던, 파리 등 대도시는 장소특수적 특성(건축, 가로경관 등), 
사회문화적 인프라(갤러리, 극장), 산업적 기능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다(Scott, 2000). 도시는 직장, 여가, 사회생활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다양
한 창조적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으로서 기능한다. 뉴욕의 문화가 매력적인 
것은 ‘갤러리나 음악당이 아닌 거리에 있는 술집과 야간문화’라는 큐리드의 
언급처럼(Currid, 2007:185), 지리공간에서 창조성을 수용하고 작동할 수 
있게 공간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창조산업이 역동적 생활양식을 지향하는 것은 창조산업 종사자의 특성이 
다른 산업들과는 다르기 때문이다(Musterd and Murie, 2011). 창조산업의 
종사자들은 유행이나 트렌드에 민감하며, 이와 관련한 정보들은 장소가 주
는 역동성이나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 습득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창조산업 
종사자들은 상품 생산자임과 동시에 역동적 생활양식을 소비하는 소비자다. 
이들은 카페, 술집, 식당, 극장 등과 같은 도시적이고 역동적 생활양식을 향
유할 수 있는 장소를 선호한다(Drake, 2003; Clare, 2013). 이른바 도시의 
‘창조적 활기’(creative buzz)가 창조산업의 도시집적을 촉진하는 것이다
(Reimer et al., 2008: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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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산업(Creative industries)」이라는 저서를 펴낸 케이브스는 창조산
업의 고유 특성 중 하나는 전문인력이 느슨한 형태로 결합하며, 기능인들이 
협업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제시한 바 있다(Caves, 2000). 이는 창조
산업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시간적 제약을 적게 받으며, 자
유로운 분위기를 추구하고 다양한 계층과 사회문화적 관계를 형성하는 특징
이 있음을 의미한다. 케이브스의 견해는 제이콥스(Jacobs)와 플로리다
(Florida)의 인적자본에 대한 논거와 유사한 것으로서, 젊은 층의 인구가 많
을수록 경제는 활력이 있으며 이들의 다양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통해 창
조산업이 집중․분포할 수 있다는 함의를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본 공간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20대 인구비중은 창조산업의 집
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적인 특수성
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창조산업의 기업 입지와 20대 인구 주거지는 서로 
분리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즉 창조적 상품을 생산하는 사람들과 창조적 상
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곳과 사는 곳이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공
간을 상이한 시간과 목적에 맞게 이용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야간활동이 창조산업 집중의 요인이라는 되고 있음은 해당 공간이 24시
간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로서, 창조산업 집적공간이 다양한 주체들이 공유
하는 하이브리드적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24시간 작동하는 
공간은 지대가 매우 높으며 해당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개방적이
라는 특징이 있다. 야간활동이 많은 곳에 창조산업이 집중되고, 다시 창조
산업에 부합하는 야간활동 시설이 추가로 입지하게 된다. 확대된 야간활동 
시설은 다시 창조산업을 유인하게 되면서 다양한 산업과 사람들이 모여 창
조산업 성장의 순환고리를 형성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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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도권의 도시화경제와 비수도권의 지역화경제

1) 공간회귀모형의 적합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여 창조산업 집적요인을 고찰하였다. 분석에 
적용한 공간회귀분석 모형 적합도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의 경우 SAC 모형이 AIC 값이 가장 낮으며, 가장 높은 수준의 로
그 우도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SAC 모형이 가장 높은 수준의 우도를 가진
다. 계수의 유의성을 검토하면 SAR의 , SEM의 가 모두 0.1 수준에서
도 유의하지 않으므로 두 모형은 선택에서 제외된다. SAC의 가 0.01 
수준에서, 가 0.05 수준에서 유의하므로, 수도권의 창조산업 집중요인
은 SAC 모형을 채택하여 분석결과를 제시할 것이다(표 5-9 참조). 

비수도권의 경우 AIC, 로그 우도 등을 검토하면, SAC 모형이 SAR, 
SEM에 비하여 적합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 계수의 유의성을 보
면 SAR는 가 0.1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아 우선 제외된다. SEM의 는 
0.1 수준에서 유의하며, SAC 모형의 가 0.05 수준에서 유의하다. 결국 
AIC, 로그우도, 계수의 유의성 등을 종합한 결과 SAC 모형을 채택하여 
비수도권 창조산업 집중요인을 제시할 것이다(표 5-10 참조).

주목할 점은 SAC 모형에서 추정계수 와 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에 
서로 다르게 관측되고 있다는 점이다. 의 경우 수도권에서 0.01 수준에
서 유의하였지만, 비수도권에서는 0.1 수준에서도 유의하지 않았다. 반
면 의 경우 모두 0.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관측되었다. 이는 수도
권에서 서로 인접한 지역들이 주변 지역에 영향을 주는 공간적 종속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비수도권에서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공간적 특성이 차
별화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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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 SEM SAC

const 1.4771
(0.7831)

1.7034
(0.9077)

1.1421
(0.5989)

지역화경제 0.6774***
(3.1704)

0.6704***
(3.0929)

0.6496***
(3.2510)

도시화경제 3.3854***
(6.2863)

3.3563***
(6.1860)

3.2801***
(6.3422)

인구규모 -0.7849***
(-4.5357)

-0.8021***
(-4.6073)

-0.7257***
(-4.3445)

산업다양성 0.3122***
(3.7173)

0.2964***
(3.5312)

0.3408***
(4.1926)

탈산업화 -0.7728
(-1.2337)

-0.8188
(-1.3142)

-0.7548
(-1.1739)

전문인재 0.5427**
(1.9699)

0.6506**
(2.4913)

0.5079**
(1.9703)

20대인구 -0.5972
(-0.9818)

-0.5399
(-0.8718)

-0.5908
(-1.0773)

문화시설 0.3648***
(4.3794)

0.3518***
(4.2002)

0.4219***
(5.2993)

야간활동 1.3073***
(13.0991)

1.3429***
(13.5669)

1.2112***
(13.5695)

오픈스페이스 -0.3865***
(-3.6323)

-0.3844***
(-3.5690)

-0.4209***
(-4.1958)


0.1300

(1.2232)
0.2889***
(2.9592)


0.1110

(0.4697)
-0.6310**
(-2.4530)

  0.9416 0.9402 0.9457
  0.9330 0.9314 0.9377
 0.0797 0.0813 0.0738

Log Likelihood 15.1446 14.3616 61.4369
AIC -8.2892 -6.7232 -100.874

주 : ***p≺0.01, **p≺0.05, *p≺0.1
    (     )는 t 통계량

<표 5-9> 창조산업 집중 요인 공간회귀분석 결과(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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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 SEM SAC

const -1.9964***
(-2.7618)

-1.8250***
(-2.5446)

-1.7989**
(-2.5156)

지역화경제 1.2152***
(9.1327)

1.2000***
(9.2421)

1.1992***
(9.2968)

도시화경제 0.9160***
(2.6722)

0.9206***
(2.7925)

0.9598***
(2.8791)

인구규모 -0.4527***
(-4.3437)

-0.5040***
(-4.7776)

-0.5219***
(-4.8876)

산업다양성 0.2354***
(3.4545)

0.2559***
(3.7453)

0.2603***
(3.8088)

탈산업화 0.5615***
(2.6510)

0.5373**
(2.5538)

0.5370**
(2.5591)

전문인재 0.4558***
(3.4704)

0.4879***
(3.6798)

0.4934***
(3.7161)

20대인구 0.0037
(0.0173)

0.0707
(0.3273)

0.0838
(0.3863)

문화시설 0.1255***
(3.0464)

0.1243***
(3.0561)

0.1194***
(2.8968)

야간활동 1.0939***
(21.2361)

1.0948***
(25.1872)

1.1129***
(21.4251)

오픈스페이스 -0.0750
(-1.4151)

-0.0684
(-1.3407)

-0.0770
(-1.4518)


0.0075

(0.1724)
-0.0319

(-0.6771)


0.2150*
(1.6596)

0.2670**
(1.9516)

  0.9479 0.9491 0.9494
  0.9446 0.9458 0.9462
 0.0587 0.0574 0.0570

Log Likelihood 58.3772 59.6740 156.6282
AIC -94.7544 -97.3480 -291.2560

주 : ***p≺0.01, **p≺0.05, *p≺0.1
    (     )는 t 통계량

<표 5-10> 창조산업 집중 요인 공간회귀분석 결과(비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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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창조산업의 집적요인 비교

(1) 수도권 창조산업의 광역화
수도권 창조산업 집중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역화경제, 도시

화경제, 산업다양성, 전문인재, 문화시설, 야간활동 등이며, 음(-)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구규모와 오픈스페이스 등으로 나타났다. 탈산업화와 20대
인구 비중은 유의미한 영향이 관측되지 않았다. 

<그림 5-6> 수도권과 창조산업 집적요인

주목할 사항은 수도권의 창조산업 집중은 지역화경제보다 도시화경제 요
인이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화경제 계수는 0.64에 반하여 
도시화경제 계수는 3.28로서 수도권에 입지하는 창조산업은 특정 산업의 규
모가 아니라 산업의 다양한 구성과 도시 전체의 규모에서 비롯되는 집적이
익을 추구하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기능의 광역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서울의 
경우 중구․종로구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중심업무지역과 강남․서초구를 
중심으로 영동부도심, 구로․영등포구를 중심으로 하는 영등포부도심의 공간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해 주거지를 공급하고, 
서울 인근에 대규모 신도시 등을 공급하는 등 도시기능의 외연적 확장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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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졌다.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증대는 접근성의 개선으로 이어졌으며, 산업 
및 고용의 범위의 확대가 확대되었다. 이로 인하여 기업은 입지에 관계없이 
고급인력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산업간 이종결합에서 발생한 외부효
과를 누릴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도시의 외연적 확대는 과거 외곽에 입지했던 제조업 지대를 도시지
역으로 편입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서울의 구로․금천구, 경기 성남, 안양, 용
인 등은 과거 서울 도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전통적 공업지역이었다. 그러
나 도시의 성장과 외연적 확장은 이들 지역을 도시화했고 기존 공업위주의 
산업구조를 새로운 산업위주로 재편하였다. 그 과정에서 과거 전통적 제조
업 지역이던 이들 지역이 수도권의 인력과 결합한 새로운 창조산업 집적지
로 성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과거의 단순조립 위주였던 구로공단 일
대가 서울의 외연적 확장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산업구조화 등 구조재편으로 현재는 소프트웨어, 디지털 콘텐츠 
등의 주요 생산지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추정은 탈산업화 변수가 수도권의 
창조산업 집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과거 전통 제조업 지역이 새로운 산업과 결합함으로써 제조업의 기능을 유
지한 채 새로운 창조산업 집적지역으로 부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비수도권 : 특화를 통한 창조산업 집적
비수도권 창조산업 집중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역화경제, 도

시화경제, 산업다양성, 탈산업화, 전문인재, 문화시설, 야간활동 등이며, 음
(-)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구규모로 나타났다. 20대인구와 오픈스페이
스는 유의미한 영향이 관측되지 않았다. 

비수도권의 창조산업은 산업의 국지적 집중으로 인한 지역화경제의 영향
을 더욱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수도권의 지역화경제의 계수는 1.1992로 
도시화경제 계수 0.9598보다 높은 것으로 관측되었다. 이는 비수도권의 경
우 산업기반이 단조롭고 산업간 이종결합으로 인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부족
함을 시사한다. 비수도권의 창조산업은 다양한 산업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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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특화․전문화 산업군의 집적에서 파급되는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수도권
과 비교하여 탈산업화 요인은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오픈스페이스
는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그림 5-7> 비수도권의 창조산업 집적요인

(3) 24시간 활동공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20대 인구비중은 유의한 영향이 없는 반면, 야

간활동은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사회
학적 요인에 의해 고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간의 행위는 특정 공
간에 고정된 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간들을 이동하면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즉 창조산업은 20대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으로의 입지를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20대 인구가 많이 모이는 곳으로의 입지를 선호하는 것이라는 추정
을 가능케 한다39). 창조산업은 산업적 측면에서 산업적 다양성이 존재하는 
곳에서 성장한다면, 공간이용적 측면에서는 높은 이동성을 보유한 사람들이 
주변에 존재하며, 그들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며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성장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9) 아쉽게도 공간이용 측면에서 20대 인구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없어 이러한 추정

을 검증할 수 없지만, 야간문화를 향유할 수 있으며 일정 수준의 소비력을 갖춘 계층이 
20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통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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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창조산업 집적요인의 공간적 변이

1. 지리가중회귀모형의 적용

공간가중회귀모형은 거시적 차원의 집적요인은 고찰할 수 있지만, 지역별
로 상이한 영향요인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지적 모수의 
추정이 가능한 지리가중회귀모형(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이
하 GWR)을 활용하여 지역에 따른 주요 요인들의 차별적 영향력을 검증하
고자 한다. 본 절에서 공간적 범위는 섬지역인 제주도와 울릉도를 제외한 
전국 248개 시군구로 설정하였다.

GWR은 회귀계수를 상수가 아니라 위치의 함수로 간주하여 창조산업의 
요인별 지역영향력을 검증할 수 있다. (식 5-2)에서 보듯이 모수의 추정이  
지역속성 40)에 대해 이루어지고, 그 위치에 대해서만 의미를 갖는다
(Charlton and Fotheringham, 2009; Fotheringham et al., 2002).

     ⋯           (식 5-2)

는 주변지역과의 영향관계를 고려한 가중함수에 따라 계산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exponential’ 가중치41)
를 활용하였으며(이성우 등, 2006:270), CV(Cross Validation)를 활용
하여 최적의 대역폭을 구하였다42). 
40) 는 번째 지역의 공간속성을 의미한다.
41) Exponential 가중치 =   exp

는 지역에서부터 다른 지역까지의 거리를 뜻하며, 는 대역폭(bandwidth)라고 지
칭되는 모수(parameter)이다. 대역폭은 공간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변수가 거리에 
따라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와 가 동일한 공간에 위
치한 경우 가중치는 1이 되고 다른 위치의 자료는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가우시안 
곡선만큼 감소한다. 즉 로부터 멀어질수록 가중치는 0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이를 
모든 관찰 지역에 구성하면, 지역별 회귀계수를 추정할 수 있다.

42) 적정 대역폭은 수정 AIC 값을 최소화는 방법을 통해 산출할 수도 있으나, 본 절의 목적
이 OLS와의 적합도 비교가 아니므로 관찰값과 추정값 간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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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조산업 집적요인의 차별적 영향력

1) 서울, 부산 등 거대도시권 선호

창조산업 집적요인의 공간적 변이를 시각적 차원에서 포착하기 위하여 
GWR을 통해 관찰된 지역별 모수의 계수값을 도상에 구현하였다43). 설명변
수 회귀계수 값이 큰 지역은 적색으로, 작은 지역은 청색으로 표현하여 설
명변수가 공간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력을 비교하였다(그림 5-8 참조).

관측결과 도시화경제, 산업다양성, 문화시설 요인의 영향력 분포는 서울
과 부산 중심의 이중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 요인은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에서 가장 높은 영향력이 나타나며, 방사(放射)의 형태로 거리증가에 
따라 설명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주목할 점은 인구규모 영향력이 도시화경제, 산업다양성, 문화시설 요인
과 비교하여 양(+), 음(-) 부호만 다를 뿐 매우 유사한 공간분포 패턴을 보
인다는 점이다. 인구규모 변수는 부산과 경남 거제시, 서울 등에서 음(-)의 
영향이 가장 크며, 주변지역으로 갈수록 음(-)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과 부산 등 거대경제권에서 도시화경제, 산업다양성, 
문화시설 요인이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규모가 큰 도
시에서는 다양한 산업간 이종결합을 위해 기업이 집중한다. 창조산업은 산업
적 다양성에서 파생되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의 교환 등을 통해 성장하
고 있다. 거대도시가 외연적 규모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인근 지역에 신도시 
및 업무․상업시설이 공급되었으며, 기반시설 확대를 통한 접근성 개선은 창조
산업의 입지적 탄력성을 증가시켰다. 접근성의 개선으로 인한 통근통행 범위
확대는 창조산업이 인구가 많은 지역보다는 다양한 산업이 집적한 지역에 
입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궁극적으로 창조산업 집적에는 거대 시

43) ≺  수준에서 유의한 계수값만 도상에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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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 다양한 인력풀, 이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기반시설, 그리고 다
양한 산업간 결합에서 발생하는 지식의 교환 및 아이디어 창출 등의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화경제> <산업다양성>

<문화시설> <인구규모>

<그림 5-8> 거대도시권 중심의 도시화경제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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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야간활동과 오픈스페이스

전역적 차원에서 창조산업 집적에 야간활동은 양(+)의 영향을, 오픈스페
이스는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GWR을 통해 이들 
요인의 공간적 변이를 고찰한 결과, 동일지역이라 하더라도 야간활동과 오
픈스페이스 요인은 양(+), 음(-) 반대의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야간활동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양(+)의 영향이 관측되지만, 서울에서 가
장 높은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그 영향력을 감소하여 야간활동은 수도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오픈스페이스의 경우는 야간 활동과 반대의 결과
를 보여준다. 오픈스페이스는 인구대비 도시공원 면적을 의미하는 바, 인구
가 많은 수도권의 경우 오픈스페이스의 영향력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창조산업의 집적에는 도시 어메니티 요인이 아닌 다른 요인이 작용하고 있
음을 추정할 수 있다. 

<야간활동> <오픈스페이스>

<그림 5-9> 야간활동과 오픈스페이스의 국지적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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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지역화경제 국지적 영향력

3) 산업기능의 전문화 및 특화

지역화경제 요인은 전국에 걸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산업기능
이 특화된 지역에서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그림 5-10 참조). 

지역화경제 계수값의 분포는 경북 구미, 칠곡, 대구 등 ICT 디바이스 생
산단지가 있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며, 이들 지역들을 중심으로 
거리증가에 따라 모수의 영향력은 감소했
다. 도시화경제 영향력이 미미했던 전라북
도, 경상북도 등은 지역화경제 영향을 상
대적으로 크게 받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주목할 점은 도시화경제와 비교하여 지
역화경제 계수값의 편차가 작다는 점이다. 
도시화경제 계수의 편차는 최대 3.6014에
서 최소 0.0148로서 그 격차가 3.5866임
에 반하여, 지역화경제 계수는 최대 
1.3580에서 최소 0.6813으로서 차이가 
0.6767에 불과하다. 지역화경제 편차가 상
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은 특화․전문화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할 경
우 대도시 외에 전국적 입지가 가능함을 시사한다. 

4) 탈산업화, 전문인재, 20대인구 영향력

탈산업화, 전문인재, 20대인구 등의 변수 영향력은 임의적 공간분포를 나
타내며 일정한 규칙성은 발견되지 않는다. 일반적 예상과 달리 서울 등 수
도권 지역에서 탈산업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관측되었다. 이
러한 현상은 창조산업이 거대 장치형 산업이 아니라 첨단 지식기반 제조업
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수도권의 창조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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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와 관련한 도시첨단산업과 밀접한 연계를 맺으면서 집적의 정도를 강화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도시공간의 외연적 확장으로 인해 과거 도시외
곽으로 간주되었던 공업지역들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이들 산업과
의 네트워크 및 지식교류의 강화,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전문인재의 경우 전국적인 영향력을 보이고 있으며, 경북 동해안권에서부
터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영향력이 감소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전문인재 
영향력이 높게 관측된 동해안권 및 경기 북부지역은 인구과소지역이라는 공
통점이 있다. 주목할 점은 대구를 비롯한 경북지역에서 전문인재 영향력이 
높게 관측되었다는 점인데, 이들 지역은 ICT 디바이스 중심의 창조산업 집
적지로서 대규모 생산단지가 입지해있다는 특징이 있다.

흥미로운 점은 공간회귀분석에서 유의한 영향이 포착되지 않았던 20대 
인구비중 요인이 GWR을 적용한 결과 양(+), 음(-)의 영향이 동시에 관측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대 인구비중은 부산, 거제 등 남부지역에서 양(+)
의 영향이, 강원도 지역에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전역적 모형에서는 관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연구방법론적 측면
에서 전역적 모형과 국지적 모형의 상호보완적 활용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탈산업화> <전문인재> <20대인구>

<그림 5-11> 탈산업화․전문인재․20대인구의 국지적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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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결

제5장에서는 창조산업의 클러스터 지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지역화경
제, 도시화경제 등 10개의 독립변수를 도입하여 창조산업 집적요인을 고찰
하였다. 공간적 자기상관을 고려한 공간가중회귀모형과 공간적 이질성을 포
착하는 지리가중회귀모형을 상호보완적으로 적합하여 창조산업 집적요인을 
전역적․국지적 차원에서 확인하였다. 주요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SAR, SEM, SAC 등 공간회귀모형을 적합하여 비교한 결과 우도가 
가장 높고 모수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SAC 모형을 채택하였다. 관측
결과 창조산업의 집중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역화경제, 도시화
경제, 산업다양성, 탈산업화, 전문인재, 문화시설, 야간활동 등이며, 인구규
모와 오픈스페이스 등의 변수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인구비중은 통계적 유의성이 관측되지 않았다(그림 5-12 참조).

<그림 5-12> 창조산업 집적요인의 변수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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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와 같은 관측을 통해 창조산업은 다양한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지역적 집중에서 발생하는 동적 외부효과를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산업다양성․탈산업화 요인은 창조산업 성장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창조산업의 집적에 지식의 스필오버, 혁신의 확산 등 산업간 이종
결합으로 발생하는 외부효과가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창조산업은 입지 
결정 과정에서 인구(-)의 절대량보다 산업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전문인재
(+)가 많은 곳을 선호하며, 문화시설(+) 및 야간활동(+) 등 도시활력이  어
메니티가 우수한 입지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다
양성이 도시성장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제이콥스 외부효과, 글레
이저 등(Glaeser et al. 1992)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20대 인구비중이 창조산업 집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창조산업 기업 입지와 20대 인구의 주거지
가 서로 분리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밀개발․도시의 외연적 확장으
로 업무지역과 주거지가 분화된 한국적인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창조
산업의 집적에 야간활동이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측된 바, 하나
의 공간을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이용함으로써 개방성과 활력이 증진되었으
며, 궁극적으로 창조산업 집적이 강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창조산업 집적요인을 비교하면, 공통적으로 
양(+)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역화경제, 도시화경제, 산업다양성, 전문인
재, 문화시설, 야간활동 등이며, 인구규모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산업의 다양한 구성과 도시 전체의 규모에서 비롯되는 
도시화경제가 강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비수도권은 산업의 국지적 집중으
로 인한 지역화경제의 영향을 더욱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20대 인구비중은 유의한 영향이 없는 반면, 전문인재, 야간
활동, 문화시설 등은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측되어 다양한 사람
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며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창조산업
이 성장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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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화경제 + + ++

도시화경제 + ++ +

인구규모 - - -

산업다양성 + + +

탈산업화 + not significant +

전문인재 + + +

20대인구 not significant not significant not significant

문화시설 + + +

야간활동 + + +

오픈스페이스 - - not significant

<표 5-11>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창조산업 집적요인 비교

넷째, GWR을 통해 창조산업 집적요인의 공간적 변이를 관측한 결과 도
시화경제, 산업다양성, 문화시설, 인구규모 등의 영향력 분포는 서울과 부산 
중심의 이중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창조산업이 거대경제권을 중심
으로 산업적 다양성에서 파생되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의 교환 등을 통
해 성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궁극적으로 창조산업 집적에는 거대 시장과 
다양한 인력풀, 이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기반시설, 그리고 다양한 
산업간 결합에서 발생하는 지식의 교환 및 아이디어 창출 등의 요인이 작용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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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큰 도시에서는 다양한 산업간 이종결합을 위해 기업이 집중한다. 
거대도시가 외연적 규모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인근 지역에 신도시 및 업무․
상업시설이 공급되었으며, 기반시설 확대를 통한 접근성 개선은 창조산업의 
입지적 탄력성을 증가시켰다. 접근성의 개선으로 인한 통근통행 범위확대는 
창조산업이 인구가 많은 지역보다는 다양한 산업이 집적한 지역에 입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궁극적으로 창조산업은 광역화되어 도시화경제
를 강화하게 된다.

<그림 5-13> 도시화경제 확대와 창조산업과 광역화

야간활동과 오픈스페이스 요인의 공간적 변이를 고찰한 결과, 두 요인의 
방향성이 상반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이는 창조산업은 다양한 문화적․상업
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고밀지역에 집적하고 있으며, 도시공원과 같은 녹지
보다는 24시간 활동하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활력을 우선하고 있음을 시사
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적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거점도시 중심의 
고밀개발을 추진했던 결과로 판단된다. 



제6장 요약 및 결론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상업적 문화’(culture industry), 문화의 상품화
를 수용한 ‘문화산업’(cultural industries)을 거쳐 예술적 의미의 ‘창조’
와 경제적 의미의 ‘산업’이 결합한 현재의 창조산업이 등장하였다
(Cunningham, 2002; Hartley, 2005:6; Garnham, 2005). 창조산업의 개
념과 범위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들이 존재했지만, 창조산업은 여전히 
‘모호한 것(fuzzy)’ 혹은 ‘아무도 모르는 것(nobody knows)’으로 간주되
고 있다(Markusen et al. 2008; Caves, 2000). 

창조산업의 근간에는 창조성이 있다. 창조성은 보편적인 개인들에게 내재
되어 있지만 일정한 범위를 갖는 지리공간에서 유의한 자산이 된다. 창조성
은 타인에 의해 인식되어야 비로소 창조적으로 인식되며, 사회적 시스템 내
에서 개인 및 집단과의 다양한 관계를 통해 형성되기 때문이다(Scott, 
2010; Seitz, 2003). 스콧(Scott)은 창조성과 관련한 지리공간의 중요성을 
‘창조적 장’(creative field)으로 설명한다(Scott, 2006b,2010). 그에 있어서 
창조적 장은 ‘개인과 집단의 업무 및 일상이 상호 어우러져 창의적으로 동
화되는 것’이다. 도시의 다양한 개인들은 지역고유의 문화적 전통을 습득하
고, 도시 생산공간에서 생활습관화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창조적 에너지가 발현된다는 것이 스콧이 주장하는 ‘창조적 장’의 핵심이다.

창조성의 출현기제를 이러한 사회구조로 파악하면 개인의 행동과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는 지리공간이 중요하다. 이는 도시가 역사적, 지리적으로 성
쇠를 겪어왔지만, 학습, 창조성, 혁신의 상호작용이 발현되는 창조성의 중심
이라는 사실로 증명된다(Glaeser, 2011, Scott, 2010).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에도 불구하고 창조산업 기업과 노동자는 높은 지대를 지불하면서도 특정지
역을 중심으로 군집하고 있다(Helbrecht, 2004; Hutton, 2006; Pratt and 
Hutton, 2013). 이러한 측면에서 창조산업은 지리적이며 장소특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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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창조산업의 불균등 성장 특성과 지역별로 차별적인 집적요인 고찰이 
긴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창조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미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탈산업화, 실업증가 등에 대응하는 공간전략으로서 창
조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연구들에서도 창조산업의 입지특성, 창조산업
이 도시 및 지역성장에 미치는 영향 등 창조산업이 지리공간상에서 상이하
게 성장․분포하는 현상 및 그 내재적 원인을 규명하려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도시의 창조성은 장소적 변이를 반영하여 차별화된다. 즉 특정도시의 
총인구나 전체 산업 종사자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도시에 입지한 장소특수
적 창조산업에 의해 도시의 창조성이 차별화된다(Bourne et al., 2011).

본 연구는 한국의 창조산업이 한국적인 장소특수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
으며, 지리공간상에서 지역별로 상이한 요인에 의해 성장한다는 점에 주목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창조산업의 내재적 특성은 장소특수적 요인과 
결합하여 특정지역으로의 집적을 촉진하고 있으며, 집적의 외부효과는 장소
로 재환원되어 공간적 변이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한국적 창조산업의 분포 및 불균등 성장 특성을 
고찰하고, 둘째, 한국 창조산업의 집적요인과 공간적 변이를 규명하는 것이
다. 주요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C-P-N-D 가치사슬을 고려한 한국적 창조산업은 ‘창조성과 과학
기술,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유무형의 부가가치를 창출
하는 산업’이다. 문화자산, 시각예술, 행위예술, 출판인쇄, 오디오비주얼, 디
자인, 뉴미디어, 창조서비스, ICT 통신서비스, ICT 디바이스 등 총 10개 부
문, 136개 세세분류 산업이 해당된다. 한국의 창조산업은 전산업 대비 성장
성이 높은 산업이며, 그 성장의 중심에는 창조서비스, 뉴미디어 산업, ICT 
통신서비스 등이 자리하고 있다. 

둘째, 기업별 고용 집중도와 기업규모의 차이를 반영한 집중지수(E-G 지
수)를 통해 창조산업은 특정지역으로의 국지화 경향이 있으며, 창조산업 중
에서는 뉴미디어 산업과 ICT 디바이스 산업의 국지화 경향이 특히 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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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규명하였다. 이들 산업은 자연우위, 스필오버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국지
화 경향이 강하며, 동적 외부효과의 관점에서 학습, 창의성 및 혁신을 강화
하는 지식향상의 능력이 우월한 지역을 선호하고 있다. 한편 문화자산, 시
각예술, 행위예술, 출판 및 인쇄, 오디오비주얼 등 전통적 의미의 문화산업
은 약한 국지화를 한다. 이들 산업은 개인의 재능(talent)이 중시되는 산업
들로서 종사자들의 이동성이 다른 산업 부문에 비하여 높다. 

셋째, 공간적 자기상관(Local Moran's I)을 이용한 핫스팟(hotspot) 관측 
결과, 창조산업은 수도권 지향성이 강하여 서울, 경기 등을 중심으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
면서 상품의 생산-소비 주기가 빠른 뉴미디어․디자인 산업은 서울 인근의 
기형성된 집적지를 유지하는 반면, 문화․예술 등 전통적 의미의 창조산업은 
새로운 핫스팟 지역을 만들며 주변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시각예술은 종
사자가 감소하면서 확대되는 패턴을 보였으며, 출판 및 인쇄는 종사자가 증
가했음에도 핫스팟이 축소되는 패턴을 보인다. 창조서비스, ICT 통신서비스
는 종사자는 모두 증가하였지만, 창조서비스의 경우는 핫스팟 지역이 줄어
들면서 강한 서울과 대전 등 소수 도시로의 지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ICT 통신서비스는 연관산업의 확대로 인하여 종사자 증가는 미미하지만 
기존 핫스팟을 중심으로 집적지가 확대되는 특성을 보인다.

창조산업은 서울을 중심으로 근거리에 있는 지역들이 성장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집적지(HH)를 형성한다. 경기 성남, 수원, 안양, 용
인, 화성으로 이어지는 남부 벨트는 디자인, 뉴미디어, 창조서비스, ICT 통
신서비스, ICT 디바이스 등 기술적 창조성을 중시하는 산업이 발달하고 있
으며, 서울 영등포구를 기점으로 북쪽의 경기 고양, 파주로 이어지는 북부 
벨트는 문화자산, 행위예술, 출판인쇄 등 예술적 창조성이 중시되는 창조산
업이 성장하고 있다.

넷째, 창조산업은 순위규모법칙에서 시사하는 것보다 수위도시로의 편중
이 더욱 두드러지며, 지방 대도시가 아닌 서울 인근도시를 중심으로 불균등 
성장이 강화되고 있다. 창조산업이 성장하는 상위도시는 모두 서울과 인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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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역으로 나타나 창조산업은 대도시 중심의 상승이 아닌 서울 중심의 불
균등 성장이 강화되고 있다. 고급인력 조달의 용이성, 개인의 재능(talent) 
중시, 약한 경로의존성 등의 창조산업 속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수위도시 입
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적 차원에서 광역시는 창조산업 성장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나, 실제 분석결과 광역시는 창조산업 성
장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에서 분류한 
창조산업 성장/정체 도시 유형에 의하면 2000-2012년 기간 동안 수위도시 
창조산업 성장률을 상회하는 광역시는 전무하며,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는 
규모도 감소하고 순위도 하락한 ‘순위규모종속형’으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
만이 창조산업의 규모와 순위가 성장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
주광역시 등은 창조산업 성장을 선도하지 못한 채 전국 평균 성장률에도 미
치지 못하고 있다. 광역시들의 창조산업 성장 부진은 창조적 아이디어를 기
반으로 산업간 이종 결합을 추진할 수 있는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창조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
다.

이상과 같은 창조산업의 집적요인을 공간회귀모형(SAR, SEM, SAC)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지역화경제, 도시화경제, 산업다양성, 탈산업
화, 전문인재, 문화시설, 야간활동 등은 양(+)의 영향을 미치며, 인구규모와 
오픈스페이스 등은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창조산
업은 다양한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지역적 집중에서 발생하는 동적외부효과
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산업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전문인재(+)가 많은 
곳을 선호하며, 문화시설(+) 및 야간활동(+) 등 도시 어메니티가 우수한 입
지를 지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야간활동이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측된 바, 하나의 공간을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이용함으로써 개방
성과 활력이 증진되었으며, 궁극적으로 창조산업 집적이 강화되고 있다. 수
도권과 비수도권의 창조산업 집적요인을 비교하면, 공통적으로 양(+)의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역화경제, 도시화경제, 산업다양성, 전문인재, 문화시
설, 야간활동 등이며, 인구규모는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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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가중회귀모형(GWR)을 활용하여 창조산업 집적요인의 공간적 변이
를 고찰한 결과, 산업적 다양성에서 파생되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의 교
환 등이 지리공간별로 상이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화경
제, 산업다양성, 문화시설, 인구규모 등의 영향력 분포는 서울과 부산 중심
의 이중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창조산업이 거대경제권을 중심으로 
산업적 다양성에서 파생되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의 교환 등을 통해 성
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궁극적으로 창조산업 집적에는 거대 시장과 다양
한 인력풀, 이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기반시설, 그리고 다양한 산업
간 결합에서 발생하는 지식의 교환 및 아이디어 창출 등의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외 창조산업 논의를 종합하고 한국적 창조산업의 공간분
포 특성과 집적요인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화된다. 또한 
방법론적 측면에서 계량화된 지표를 활용하여 창조산업의 지리적 집중성 및 
불균등성장 패턴을 규명하였으며, 특히 공간적 자기상관을 고려한 집적요인
을 도출하고, 집적요인의 공간적 변이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창조산업을 통해 도시성장을 도모하는 지자체가 본 연구결과를 활용한다
면 창조산업에 대한 지역의 장단점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지역의 
현실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 정책 차원
에서도 도시 및 지역정책, 산업정책 등에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가 창조산업을 종사자수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은 
연구의 한계이자 향후 연구과제로 남는다. 보다 다양하고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공간회귀
모형과 지리가중회귀모형은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지리적인 현상을 모두 포섭하지 못한다. 연구결과의 해석에 있어 신중한 접
근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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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정의 및 내용

문화예술
진흥법

제2조(정의)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정의) 
1.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영화ㆍ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나. 음악ㆍ게임과 관련된 산업
 다. 출판ㆍ인쇄ㆍ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마.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바. 만화ㆍ캐릭터ㆍ애니메이션ㆍ에듀테인먼트ㆍ모바일문화콘

텐츠ㆍ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ㆍ광고ㆍ공연ㆍ미술품
ㆍ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의 수집ㆍ가공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저장ㆍ검색
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아. 대중문화예술산업
 자.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차.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다만, 「전시산업발전법」 

<부표 1> 창조산업 관련산업 법적 정의 및 내용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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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정의 및 내용
제2조제2호의 전시회ㆍ박람회ㆍ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2. 문화상품이란 
예술성ㆍ창의성ㆍ오락성ㆍ여가성ㆍ대중성(이하 "문화적 
요소"라 한다)이 체화(體化)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ㆍ무형의 재화(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3. 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를 말한다.
5. 디지털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것을 말한다.

6. 디지털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디지털콘텐츠를 
말한다.

7. 멀티미디어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과 관련된 미디어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 새로운 표현기능 및 저장기능을 갖게 
한 콘텐츠를 말한다.

8. 공공문화콘텐츠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 공립 박물관, 국립 
미술관, 공립 미술관 등에서 보유ㆍ제작 또는 관리하고 
있는 문화콘텐츠를 말한다.

9. 에듀테인먼트란 문화콘텐츠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 기획 
및 제작된 것으로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0.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합으로서 그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창업자 또는 제작자에게 투자하는 
조합을 말한다.

11. 제작이란 기획ㆍ개발ㆍ생산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유형ㆍ무형의 문화상품을 만드는 것을 말하며 디지털화 등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12. 제작자란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개인ㆍ법인ㆍ투자조합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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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문화산업완성보증(이하 "완성보증"이라 한다)이란 

문화상품의 제작자가 문화상품을 유통하는 자에게 계약의 
내용대로 완성하여 인도(引渡)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의 
대출ㆍ급부(給付)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14. 유통이란 문화상품이 제작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말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것을 포함한다.

15. 유통전문회사란 문화상품의 원활한 유통과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제14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한 회사를 말한다.

16. 가치평가란 문화상품 또는 문화기술(문화상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기법이나 기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가액(價額)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17. 문화산업진흥시설이란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18. 문화산업단지란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개인 등이 공동으로 
문화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ㆍ기술훈련ㆍ정보교류ㆍ공동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토지ㆍ건물ㆍ시설의 집합체로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19. 문화산업진흥지구란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집적화를 
통한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영업활동ㆍ연구개발ㆍ인력양성ㆍ공동제작 등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제28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0.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한다)란 
방송영상물을 제작하여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
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국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21. 문화산업전문회사란 회사의 자산을 문화산업의 특정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ㆍ사원ㆍ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한다.

대중문화예술 제2조(정의)



- 247 -

관련법령 정의 및 내용

산업발전법

1. 대중문화예술산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하는 대중문
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방송영상물·영화·비디오물·공연물·음
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등(이하 "대중문화예
술제작물"이라 한다)을 제작하거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알선·기획·관리 등을 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대중문화예술용역이란 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 연기·무용·연
주·가창·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말한다.

3. 대중문화예술인이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
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맺은 자를 말한
다.

4.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이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대
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 경우 대
중문화예술제작물이 1회 이상의 도급에 따라 제작되는 경
우에는 상위 수급인(도급인을 포함한다)의 영업을 포함한
다.

5.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란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
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한다.

7.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하
여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8. 대중문화예술사업자란 대중문화예술제작업 또는 대중문화
예술기획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란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과 관련된 기획, 촬영, 음
향, 미술 등 업무에 기술적 또는 보조적인 용역을 제공하
는 자를 말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정의)
1. 방송통신이란 유선ㆍ무선ㆍ광선(光線)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방송통신콘텐츠를 송신(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수신하는 것과 이에 
수반하는 일련의 활동 등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다.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기통신
2. 방송통신콘텐츠란 유선ㆍ무선ㆍ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송신되거나 수신되는 부호ㆍ 
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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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송통신설비란 방송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 

선로(線路) 또는 그 밖에 방송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4. 방송통신기자재란 방송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ㆍ 
기기ㆍ부품 또는 선조(線條) 등을 말한다.

5. 방송통신서비스란 방송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직접 
방송통신을 하거나 타인이 방송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이를 위하여 방송통신설비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6. 방송통신사업자란 관련 법령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ㆍ등록ㆍ승인ㆍ허가 및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

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
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
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사행성게임물
 나.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

상이 되는 것
 다.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1의2.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게임물

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

 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다.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

임물
 라. 「경륜·경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경정과 이를 모 사한 

게임물
 마.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

임물
 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
2. 게임물내용정보라 함은 게임물의 내용에 대한 폭력성·선정

성(煽情性) 또는 사행성(射倖性)의 여부 또는 그 정도와 
그 밖에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3. 게임산업이라 함은 게임물 또는 게임상품(게임물을 이용하
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작·유통·이용제공 및 
이에 관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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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게임제작업이라 함은 게임물을 기획하거나 복제하여 제작

하는 영업을 말한다.
5. 게임배급업이라 함은 게임물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

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관리하면서 게임제공업을 하는 
자 등에게 게임물을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6.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
 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
 다. 제4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

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라.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
우

 마.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
급분류 거부결정을 받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6의2. 제6호의 게임제공업 중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가. 청소년게임제공업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나. 일반게임제공업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
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
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7.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
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8.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
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
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을 
말한다.

9. 게임물 관련사업자라 함은 제4호 내지 제8호의 영업을 하
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6호다목의 영업을 하는 자는 제
28조의 적용에 한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본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1.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

치에 대하여 명령ㆍ제어ㆍ입력ㆍ처리ㆍ저장ㆍ출력ㆍ상호작
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ㆍ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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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記述書)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2.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
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
한다.

3.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4. 소프트웨어사업자란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소프트웨어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처리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 분
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6. 소프트웨어프로세스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유지ㆍ보수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련의 방법, 절차, 활동 등을 말한
다.

7.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영업활
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
다.

8. 소프트웨어진흥단지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
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영업활동
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ㆍ조성된 지역을 말
한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1. 출판이란 저작물 등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복

제하여 간행물(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출판물만 해당한다)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출판사란 출판을 업(業)으로 하는 인적·물적 시설을 말한
다.

3. 간행물이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
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4. 전자출판물이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
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
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

5. 외국간행물이란 외국(북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출
판된 간행물을 말한다.

6. 배포란 일반인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간행물을 
양도(讓渡)하거나 빌려 주거나 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출판문화산업이란 간행물의 출판·유통산업 및 그에 밀접히 
연관된 산업을 말한다.

8. 유해간행물이란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 또는 인간의 존
엄성을 뚜렷이 해치는 등 반국가적·반사회적·반윤리적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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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유해한 간행물로서 제17조에 따른 간행물윤리위원회
가 제19조제1항에 따라 심의·결정한 것을 말한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1. 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콘텐츠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제작ㆍ
유통ㆍ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3. 콘텐츠제작이란 창작ㆍ기획ㆍ개발ㆍ생산 등을 통하여 콘텐
츠를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이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거
나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4. 콘텐츠제작자란 콘텐츠의 제작에 있어 그 과정의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이 자로부터 적법하게 그 지위를 
양수한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콘텐츠사업자란 콘텐츠의 제작ㆍ유통 등과 관련된 경제활
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산업디자인
진흥법

제2조(정의) 산업디자인이란 제품 등의 미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ㆍ심리
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행위를 말하며, 
제품디자인ㆍ포장디자인ㆍ환경디자인ㆍ시각디자인 등을 포
함한다.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정의)
1.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ㆍ정보ㆍ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
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
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신지식재산이란 경제ㆍ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
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을 말
한다.

3.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
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4.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관을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ㆍ운영하는 연구기
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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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정의 및 내용
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

구소
 아.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지식재산의 창출이나 활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
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 지식재산의 창출이나 활용과 관련
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1.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器機)·기술·서비스 등 정보화를 촉진
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2.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이하 "정보통신
제품"이라 한다)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이하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라 한다)를 제
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제외한다.

 가.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한 산업
 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

어산업
 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5호

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한 산업
 라.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
 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

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러닝산업
 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와 관련

한 산업
 사. 그 밖에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3. 정보통신기업이란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

통하거나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
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
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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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Uneven Growth 
and Spatial differentials in Korea's 
Creative Industries Agglomeration

Park, Kyung Hyun
Department of Geograph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oday, there has been a surge of interest in the creativity and CIs at 
home and abroad. Creativity is rising as a essential factor in creative 
economy era and CIs are significant due to the capability of enhancing 
urban economy.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EU and 
Japan already pay attention to CIs as spatial strategies that may rectify  
de-industrialization and unemployment. Recent researches are striving to 
uncover characteristics and impacts of the CIs which can affect the 
urban and regional growth. This study focus on the fact that Korea's 
CIs reflect the place-specific attributes and they are raised by 
geographically different agglomeration facto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uneven growth of creative 
industries(CIs) and unravel spatial differentials of CIs agglom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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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For this purpose, creative industries, based on the theoretical 
review, were set to fit Korean economic situation and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5digit). In this study, the time ranges from 2000 
to 2012 years was se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despite the fact that the size of CIs is small compared to total 
industry, CIs are rapidly growing in creative economy era, as compared 
to total industries. CIs are prominent sectors based on the creative 
activities of the individuals. Firms and employees between 2000-2012 
has increased more than 30% and 37% respectively. Most firms and 
employees of CIs are concentrated in Seoul metropolitan area and a few 
local large cities.

Second, the geographic concentration of the CIs was measured by the 
E-G index(Ellison and Glaeser, 1997). The E-G index of new 
media(=0.061) and ICT devices(=0.029) means they are very 
localized. Publishing/printing and design industries are intermediate 
localized(0.02 <≤0.050). 

Third, CIs hot spots(HH types), which are measured by Local 
Moran's I(Anselin, 1995), are observed in Seoul and neighborhoods such 
as Seongnam, Suwon, Anyang, Yongin etc.

Fourth, the primary city, Seoul, has too much eminence than the 
city-size rule suggests, and the creative-industry elasticity is very high 
compared to population and all industry. Seoul is reinforcing the 
uneven growth with adjacent cities. The local large cities have little 
power to enhance creative industries and the local small cities grow 
randomly.

To unravel the agglomeration factors, spatial regression models (SAR, 
SEM, SAC) were adopted. Result tell us localization economies, 
urbanization economies, industrial diversity, de-industr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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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 talent, cultural facilities and night activities have the 
positive(+) effect, but population size and open spaces have the 
negative(-) effect. The geographic weighted regression (GWR) revealed 
that exchange of ideas and knowledge which are derived from the 
industrial diversity affect differently for each geographic area.

This study is differentiated from previous studies in that domestic 
and international creative industries are discussed and the spatial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and integrated factor of Korean CIs are 
identified. I hope wide debate about CIs will be made by utiliz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Keyword : creative industries, geographic concentration, 
spatial autocorrelation, uneven growth, 
spatial differentials, cl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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