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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문화지역의 변화와 헥신체제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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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지역산업의 재구조화파정은 대부분 구산업이 신산업으로 대체되어 

가는 과정으로서 - 즉 기존 시스럼이 존재하는 지역을 변화시키는 파정으로서 -새 

로움’ 을 받아들이고 이를 변혁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확고해야만 한다 이것이 다 

름 아닌 ’장의적이고 혁신적인 지역환경’의 핵심구성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산업의 재구조화와 연결되면서 점점 부각되고 있는 국가적 역할 그 중에서도 이해당 

사자들간의 조정능력， 갈등구조 관리‘ 결과물의 관리 등 정부의 거버넌스적 기능에 대 

한 고려가 새롭게 주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집적지의 이론적 접근을 거래비용. 네트워크， 혁신의 세가지 개념으 

로 정리하고 각 이론들의 역사적 고찰에 대한 미름을 최근 점단문화산업단지(쉐필드 

CIO와 실리콘앨리)를 사례로 하여 보충하려 한다 쉐필드와 실리콘앨리는 1990년대 

이후 산업이 첨단컨탠츠로 이행하고‘ 그 파징에서 집적지의 복합화기능은 비공식적인 

사회관계를 토대로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개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CIO나 

실리콘앨리의 갈등과정은 지역의 모든 관계자의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파 

징이었고 결국 이러한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할 거버넌스적 기능을 가진 주체의 등장이 

주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혁신성의 이론적 내용 속에서 국가 역할의 비중 증대와 그 역할의 번 

화 즉， 관리와 조정기능이 혁신파 병행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개입의 모습이 산 

업의 재구조화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이에 따 

라 지역사회 경쟁력의 기반인 혁신섬의 개념도 비공식적 외부환경 요인으로부터 국가 

적 개입의 차원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힘을 점단문화산업파 지역발전사례를 통해 제시 

하며 , 이를 토대로 혁신체제에 관한 구체적인 개념화작업이 필요힘을 보이는 것이 본 

논문의 주요목적이라하겠다 

‘한국게임산업개발왼 연구실장 사회학박사 관심분야는 문화산업론， 정보 문학사회학이다 주요저 

서로 〈후기산업사회와 서비스산업) ， (사이버커뮤니케이션론)， (디지털시대와 문화콘덴츠) 등이 있다 

(연락처 02)3424-4130. E-m때‘ shryu@원rneinfiniryα.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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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문제의 제기 

마살(Marshall， 1919)은 산업이 일정한 지역에 집적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산 

업지구이론을 처음으로 제기하였다. 그 후 1970년대에 포드주의적 생산체계를 대 

신하는 유연적 생산체계를 중심으로 한 소기업 중심의 산업집적이 전형적인 산업 

지구로 제시되었고， 최근에는 산업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산업지구의 역동성을 분석 

하면서 유형 분류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현대의 첨단산업이 제 

조업으로부터 정보화로 이행하면서 다양한 양식들의 존재를 애초부터 포함하기 때 

문이다 정보화만 보더라도 순수한 컴퓨터언어로만 이루어지는 프로그래밍작업에 

서부터 컴퓨터모니터와 외장같은 제조업 ， 그리고 다양한 장비와 텍스트에 의해 만 

들어지는 영상문화컨텐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상체험을 위한 바이오테크놀로 

지의 발전이 있다. 즉 정보화， 첨단화되어간다는 것은 기존의 산업이나신산업분야 

가 서로 복합되면서 산업이 발전되어 간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이러한 복합적 산업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분야는 정보산업화 과 

정에 있어 컨텐츠분야라고 할 수 있다. 컨텐츠분야는 예컨대 아케이드게임 경우에 

는 제조업부터 시작해서 창작기획과 시나리오같은 기획창작 분야， 거대한 디지털 

장비를 수반하는 제작공정분야와 제작후공정분야 등이 모두 만족되는 복합적 성격 

을 띠며 무엇보다 이들 복합적 공정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력네트워크와 이들 

이종적인 인력 그룹간의 협력과 커뮤니케이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때문에 문 

화산업에 있어 집적화는 무엇보다도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중요하며， 단순히 동종 

업체의 모임이라는 차원을 넘어 이종적인 것과의 연결을 포함하는 네트워크화가 

그 과정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관건이 된다. 이종적인 부문과의 네트워크가 성공 

하지 못할 경우 문화산업의 발전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새로운 ‘이종적 복합적 집적지 현상’ 때문에 집적지 관련 이론도 마살 

식의 유형론으로부터 집적지의 복합화 · 융합화를 설명하는 거래비용론으로 그리 

고 네트워크론과 이를 제도적， 환경적으로 뒷받침하는 혁신성의 관점으로 발전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의 혁신성의 관점을 복합 집적지 현상에 비춰본다면， 

‘이종적인 것’과의 복합과 연결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스스로의 개방과 변 

화， 개혁을 수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혁신성에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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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되는 것은 특정산업 또는 지역의 이해당사자들의 조직적 문화적 유대와 이를 

뒷받침하는 비공식적인 사회관계이다. 네트워크가 이루어져 거래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이해당사자간의 신뢰관계에 바탕해야만 가능한 것이고 그러한 신뢰관계의 원 

인으로서 자연스러운 암묵적 지식의 풀과 비공식적인 사회관계를 언급하는 것이 

다 이러한 이론적 진화과정은 이론 자체의 진화과정 뿐만 아니라 집적지의 역사 

적 - 환경적 조건과 변화에 기초해서 발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론적인 약점들 

이 실제 현상의 전개과정 속에서 보완되고 이에 기반하여 다시 이론적으로 보완되 

어간 경우가 대부분이다. 

1970년대 후반에는 제3이태리 발전이 두각을 나타내었고 이에 대한 접근은 가계 

생산에 기초한 소규모기업간의 신뢰관계가 돗보였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지역사 

회 발전에 대한 논리를 발전시켜 왔다 집적지의 발전을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비공 

식적인 사회관계의 요소를 부각시킨 섹스니언 (Sexnian， 1994)의 경우도 1980년대 실 

리콘밸리와 루트 128지역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검토하여 집적지에 대한 새로운 접 

근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비공식적인 신뢰관계를 강조하면서 외부적인 환경요인에 집중하다보니 

소규모공동체의 유대강화와 자유주의적 관점과의 친화력이 부각되었다. 집적지 형 

성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국가의 역할이 과소평가된 것이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첨 

단집적지 개발방식이 기존의 구산업을 새로운 신산업으로 대체시키는 산업의 재구 

조화와 연결되면서 점점 부각되고 있는 국가적 역할， 그 중에서도 이해당사자들간 

의 조정능력， 갈등구조 관리， 결과물의 관리 등 정부의 거버넌스적 기능에 대한 고 

려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즉， 혁신성의 내용 속에서 국가적 역할의 비중 

증대와 그 역할의 변화 즉， 관리와 조정기능이 혁신과 병행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개입의 모습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집적지의 이론적 접근을 정리하고 그 역사적 고찰의 미흡을 최근 

첨단문화산업단지(혜필드 CIQ와실리콘앨리)를 사례로 하여 보충하려 한다. 물론 아 

직까지 이들 두 지역은 문화도시로서의 형성을 지속하고 있으며 그 형성에 대한 충 

분한 관련 자료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한적인 자료 내에서 일정한 문화산업단 

지로서의 형성과정상의 특정을 시론적으로 추출해내려 한다. 쉐필드와 실리콘앨리 

는 1990년대 이후 산업이 첨단컨텐츠로 이행하고 그 과정에서 집적지의 복합화기 

능은 비공식적인 사회관계를 토대로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그 반대적 성격으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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춰지는 국가의 개입에 의해서， 즉 국가의 간접적이면서도 동시에 적극적인 개입으 

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대략적으로 그려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이 

론과지역사회 경쟁력의 기반인 혁신성의 개념도 비공식적 외부환경 요인으로부터 

국가적 개입의 차원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국가개입에 관한 구체 

적인 개념화작업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를 본 논문에서 보이려 했다-

2. 산엽집적지 관련 이론에 대한 검토 

스코트(Scott)와 스토퍼 (Storper)는 1980년대 초 경제성장의 지역적 불균형과 특 

정 부문의 전문화된 집적지의 성장을 설명하기 위해 산업조직론의 거래비용 이론 

을 받아들여 각 산업은 해당 산업의 기술 및 공간 요구에 따라 그에 적합한 공간환 

경을 형성시켜 나간다고 논의했다(Lagenclijk， 1997: 5). 이들은 생산체계의 특성에 따 

라 각 산업의 입지수요가 달라진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가 기업간의 거래비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자본집약적 산업 및 노 

동집약적 산업과 같이 산업의 성격에 따라 생산체계의 통합과 분화정도가 다르게 

전개되며 이에 따라 거래비용의 중요성도 달라지므로 산업의 집중과 분산 및 집적 

지의 성장과 발전도 이러한 거래비용의 구조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생산비용에 치중한 신고전입지론에 거래비용이라는 개념을 보완하 

고 있다는 의의가 있으나 경제활동의 집중화와 분산을 생산체계에만 결부시켜 설 

명함으로써 공간적 요인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가진다. 향후의 거래비 

용이론은 이러한 생산비용과 공간의 단선적 연결에서 ‘정보’ 와 ‘전문화’ 등의 요 

인을 끌어들여 거래비용을 비교하는 복합적 요인분석으로 발전한다 

다른 한편 네트워크효과이론은 거래비용이 표면적인 비용개념을 중심으로 결과 

적 설명방식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기업간 네트워크라는 생산조직간의 효율적 관계 

를 근원에 두고 기업의 각종 거래를 설명함으로써 산업행위자들의 분석수준을 좀 

더 높이고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이론도 기업을 원자적으로 취급함으로써 궁극적 

으로 거래비용에 집착하고 또한 효과분석에 치우쳐 사후적 설명이라는 비판이 있 

다(YeW1g， HW., 1994). 즉 거래비용이론의 단점을 극복했다는 측면에서 네트워크효 

과이론은 의미가 있으나 네트워크내의 권력관계， 네트워크 범주의 설정，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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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이해당사자간 조정능력에서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거버넌스적 

접근의 부재가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네트워크론은 자생적 조직관리관점에 기초함 

으로써 실질적인 운영과정에서의 갈등관리와 조정， 통합능력에 있어 외부적 제도 

적 요인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혁신성론은 생산거래나 산업행위자 단위보 

다는 이를 포괄하는 전체 환경이나 시스빔을 중심에 두고 산업조직의 형성에 접근 

함으로써 좀더 거시적이며 동적인 수준의 분석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각 이론 

에 대해 간단히 개괄하고 본 논문에서는 혁신성의 관점을 채택하여 CIQ와 실리콘 

앨리의 사례로부터 혁신성의 관점을 확대시켜가는 방향을 취하도록 하겠다-

1) 거래비용론 

윌리암슨(Williamson， 1990) 의 거래비용이론은 거래를 분석단위로 하며 생산물이 

생산과정의 각 단계를 거치게 될 때 기획， 적용， 작업공정상에서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이는 제한적인 합리성과 기회주의에 기반한 인간행위와， 계약상에서 요구 

되는 자산 특화의 수준에 의해서 야기된다 또한 거래는 계약의 성공에 대한 불확 

실성과 조직간의 거래 빈도 등의 요인에 따라 거래의 성격이 결정된다- 즉， 불확실 

성이 존재하는 분야에서 거래비용의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해 각 기업 

의 자산 특화의 수준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네트워킹을 이루게 된다. 기업의 자 

산 특화의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기업간 네트워크나 계약 및 거래보다는 시장 매커 

니즘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고， 자산 특화의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보다 

크고 상호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기업간 네트워킹이나 계약을 통해 확보할 수 있 

는 효과가 높아 이러한 특성을 가진 기업간에 통일적인 네트워킹이 이루어지게 된 

다 반면， 자산 특화의 수준이 중간정도의 수준이라면 시장 매카니즘과 네트워킹을 

통한 효과를 모두 기대할 수 있다. 윌리암슨은 특히 텔레커뮤니케니션 등 정보산업 

과 같이 혁신이 요구되는 산업의 경우， 기업간 공정한 이윤 배분이나 인센티브 등 

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기 쉽고 혁신에의 요구가 높아질수록 문제의 심각성도 커 

지기 쉽기 때문에 네트워킹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설명하고 있다(P때， L. & Pekka 

Yla-마mila， 1996) 

시보라(Ciborra， 1992)는 이러한 윌리암슨의 논의가 현재의 빠른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산업환경과 구조에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며 기업간의 연합(며liance) 이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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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유 등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역동적인 거래비용논의가 요구된다 

고 제안한다. 그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추진력은 이전비용(σansition cost) 이며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논의의 초점이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전비용이란 새로운 사업 

전략을 수행하거나 새로운 환경의 도전에 직면하여 이에 대한 대응으로 재구조화 

를 하는 경우에 요구되는 비용과 관련을 가진다 고도 기술 산업의 경우 이전에 비 

해 보다 급격한 상황 변화를 겪고 있으며 고도의 경쟁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전에 이루어졌던 실제 수행과 실현을 통한 점진적인 학습과정 (smooth and 

evollltionary learning process)을 통한 전통적인 지식축적 과정으로는 이러한 상황에 효 

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변화에 빠르게 대처 

하고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 

가하게 된다. 즉， 이전비용 (transition cost) 은 주로 이러한 ‘신속한 학습 (radical 

le때비Ig) ’ 과정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이 되며， 이러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수단으 

로 기업간의 연합(a山ance)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간 연합은 지식이전에 있 

어서의 시장 실패와 이러한 지식을 신속하게 축적할 수 있는 내부조직화에서의 실 

패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랑고스와 로버트슨(Langois & Robertson, 1995)은 단기 거래비용과 장기 거래비용을 

구분함으로써 윌리엄슨의 논의를 보다 진전시키고 있다 이들은 모든 거래비용이 

정보 비용(information costs)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거래 당 

사자들은 이러한 거래비용의 요인을 점차 줄이기 위한 조정을 하게 된다. 그리고 

보다 고정적이고 정적인 환경내에서의 거래는 반복적이며 일상화되는 경향을 띄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거래는 비교적 정치적 성격이 강하지 않다. 이러한 거래의 

경우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거래비용은 점차 감소하여 0에 가까워지게 된 

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생산성공단계에서는 통합적 성격이 나타나지 않고 단기 

적으로는 통합이 형성될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래비용과 관련된 논의는 역동적 과정으로서의 학 

습(le때ting as a dynamic proc얹s) 의 역할과 환경의 급속한 변화라는 요인이 가지는 역 

할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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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트워크효과론 

네트워크 이론에서는 시장 매카니즘과 가격 매카니즘으로는 설명이 어려운 기업 

들의 협 력 (cooperation) , 협 조(coo때lation) , 경 쟁 (competition) 등을 통한 상호의 존성 

과 외부성 (extemalities)을 논의의 핵심으로 삼는다(Antoneω， 1992) l ) 여기서 외부성 

(extemalities) 개념은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어떤 경제주체 

의 소비나 생산행위가 그 대가의 지불없이 다른 소비자의 후생 또는 다른 기업의 

생산성에 시장기능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외부성이 존 

재한다고 말한다(한총회， 1999). 이것이 함의하는 바 최근의 경제 영역에서 전개되 

는 각종 거래는 시장적 힘이나 논리를 근간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실제성은 거래 

당사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인격적， 일상적， 사회문화적， 제도적 문맥에서 이것이 

지니는 코드 (code)로서의 의미와 힘에 대한 해석을 통해 결정된다. 다시 말해 최근 

경제 활동의 네트워크는 가격과 같은 시장의 시그널 (sign떠)에 의해서가 아니라 네 

트워크에 가담하는 행위 주체들의 ‘사회적 교환 관계’ 에 의해 보다 의미 있게 형성 

되고 작동하며， 그 결과 관련 당사자들간의 관계의 약호 로서 네트워크는 경제 및 

경제 외적 거래를 조절하고 지배하는 양식으로까지 기능한다. 이런 점을 주목하는 

신사회경제학 혹은 관련이론들은 네트워크를 경제활동을 조직하고 질서화하는 여 

러 지배 양식의 하나로 간주한다 

Hakasnsson와 ]ohnson (1993) 에 의하면 새로운 산업 네트워크는 행위자들간의 사 

회적 교환 관계 (soci떼 exchange)가 전개되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바탕 위에 산업 생산 

을 둘러싼 활동 및 자원의 거래가 수행되는 관계적 네트워크가 포개진 특징을 가지 

고 있다고 한다 즉 네트워크는 관계 당사자들 사이에서 명확히 한정된 이해 

(inter앉ts)를 내부화하면서도 외부적으로는 구체적이고 특수한 형태의 거래관계를 

추구하는 경제 활동의 한 지배 양식을 가리킨다 시장 장악을 위한 기업간 ‘전략적 

제휴’ , 공동 기술 개발을 위한 ‘조인트 벤처’ , 모기업-공급기업간의 장기적 ‘하청 

1) 폴스그랜 (Forsgren . 1995) 의 경우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결정적인 요인은 기업간의 이질성 

(heterogeneity )이다. 이는 특수화 혹은 전문화에 의해 상대적인 잇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 

하다 즉， 계약에 의한 자산 특화(asset specificity)는 이질성을 높이고， (시장에서의 위치와 같은) 기 

업간 관계는 시장 분화를 수반하는 하나의 투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질성은 거래비용의 

문제를 숙고하게 하며 이는 기업간의 네트워크를 형성케 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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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등은 이러한 양식의 구체적인 예들이다(조명래， 1998) 

네트워크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경제 활동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기업 네트 

워크’ 이다 기업 네트워크는 .비즈니스 기업 내부에， 기업들 사이에， 그리고 기업 

밖에 뿌리내린 채 전개되고 있는 경제 및 비경제적 관계의 통합 · 조정된 구조’ 로 

정의된다(Yellllg， 1998: 65) , 그 구체적인 형태는 기업 내부의 관계， 타 기업과의 관 

계， 기업 영역 외부(특히 정치)의 관계로 구현된다고 하여， Yeung(1994) , Cook과 

Mor쟁n(1991) 등은 기업 네트워크를 (1) 기업내 네트워크(inrra-fìnn networks) , (2) 

기업간 네트워크(inter-fìnn networks) , (3) 기업외 네트워크(exrra-fìnll networks) , 세 가 

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최근의 시스템적 생산 체제를 뒷 

받침하는 네트워크 형성의 중심은 기업간(inter-fìnn) 네트워크으로 본다(Cho， 1994， 

1997) , 기업간 네트워크는 하청， 수급 관계， 전략적 제휴， 조인트 벤처， 라인센스 

혹은 프렌차이즈， 사업 제휴， 공동 기술 개발， 시장， 해외 동반 진출 등과 같이 다 

양한 형태를 취한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기업간 네트워크를 Grabher( 1993)은 관 

계의 성질에 따라 (1) 상호 보완(reciprocity ) 관계， (2) 상호 의존(interdependence) 관 

계， (3) 느슨한 결합(loose coupling)의 관계， (4) , 권력 (power)의 관계 네 가지로 구 

분한 뒤， 각 유형을 다시 참여자들간의 역학 관계를 중심으로 수평적 네트워크 

(horizonral networks , 예 , s띠te밍C 뻐띠lce) 와 수직 적 네 트워 크( vertical networks , 예 , supplier 

networks)로 분류 가능하다. 

네트워킹은 기업간에 분업에 의한 협력의 지속적 관계를 의미하며， 거래관계에 

서 기업조직 내와 기업간 구조가 혼합된 중간적 유형의 거래관계는 물론 기업활동 

과 관련된 여타의 모든 기업과의 관계유형을 포괄한다 원래 유연적 전문화 이론에 

서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차용하기 시작한 이 개념은 수직적으로 분리된 생산체계 

에서 사회분업을 수행하는 전문화된 소기업들이 특정지역을 단위로 마치 하나의 

대기업처럼 조직화하는 방식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범세계적 

경제운영이 보편화되는 상황에서 이에 못지 않게 대기업의 기업조직에 의해 상호 

연관되는 공간발달의 조직화도 이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

3) 혁신성론 

최근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혁신성과 관련된 이론들은 혁신 (innovation) 이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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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는 산업구조 속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및 기업능력 

의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학습과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등장한 혁신환 

경 (milieux innovation) 이론은 혁신환경을 지닌 지구들의 주된 성공요인으로 집단학 

습과정 (collective leaming process)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 정보의 수집과 공유에 소유 

되는 비용과 시간의 절감능력 등을 지적하면서 ， 이러한 능력은 동질적인 역사적 배 

경이 ‘지역에 뿌리내린 기업과 유관기관’ 들을 혁신 네트워크(innovation network) 내 

로 포섭할 수 있을 때 나타나게 된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혁신환경은 일정한 지리 

적 영역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기술거래， 기업간 사회적 관계， 시장관계 등을 배경 

으로 시너지 효과와 집단적 학습과정을 통해 혁신능력을 양산하는 장이 된다. 이에 

비해 혁신 네트워크는 혁신환경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혁신환경 내부에 에너지 

를 공급하는 기제이며， 협력에 기초한 기업간의 연관관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프리만(Freeman)과 룬트발 (Lundvall) 등이 ‘국가혁신체계 

(national system of innovation) 개념을 체계화하면서 혁신의 본질과 원천，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의 역할에 관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보다 활성화되 

기 시작하였다. 국가혁신체계는 경제발전에 있어 혁신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 

메카니즘(le때ungσajeαories)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 과정에 참여한 개인과 조직간 

의 네트워크 및 이를 둘러싼 보다 광범위한 제도환경을 분석함으로써 혁신의 사회 

적 근원을 논의의 핵심으로 삼는다 또한 이 이론과 함께 활성화된 지역혁신체계 

(re밍onal innovation system) 논의는 혁신과정에 있어 지역 이라는 공간적 단위가 갖 

는 중요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를 혁신창출과 확산과정에 관한 새로운 이론들과 

접목시키고 있다. 

스미스(Srr뼈， 1994)는 포디스트 시대의 혁신의 모텔이 되었던 ‘선형혁신모텔 

(linear innovation model) ’ 이 구상과 실행의 분리라는 한계점과 함께 신기술 혁신의 원 

천을 기초과학연구에만 두려했다는 점과 혁신을 순수 기술적 행위로만 보는 기술 

중심적 혁신관을 지적하였다(Asheim and Cooke , 1999: 147) , 안토넬리 (Antone피， 1999) 

는 이러한 포디즘적 혁신모텔을 수직적 통합( vertical integration) ’ 모형으로 병명하고 

이러한 체계에서는 지식의 생산이 조직내로 내부화됨으로써 지식의 확산성이 떨어 

진다고 지적한다. 그는 대안적 모델로 기업들이 지식생산을 위해 하드웨어와 기술 

을 공유함으로써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추구하고， 나아가 개별기업의 ‘암묵지와 형 

식지를 사회화’ 함으로써 여러 분야의 형식지가 다양한 차원에서 재결합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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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technological cooperation) ’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아쉐임 등(Asheim and 

Isaksen, 1997)의 ‘상향식의 상호적 혁신모델 (bottom-up interactive irmovation model) ’ 과 

연결점을 가지는데， 이 모텔에서는 혁신과정을 기술적인 동시에 사회적인 과정으 

로 파악하고， 기업과 기업간의 관계가 단선적 혹은 일반적이 아니라고 상정한다. 

상호적 혁신이론에서는 상호작용적 학습(interactÎve leaming) 이 혁신과정의 본질이라 

고 간주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문화적 맥락을 강조한다(황주성 외， 1999) 혁신시 

너지 (inl1ovative synergy) 란 ‘혁신의 잠재력이 높은 지구에서 창의적인 사업아이디어 

가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로 전화되기 위하여 펼요한 제반활동과 여건’ 을 의미하므 

로 무엇보다도 내 · 외적 학습의 결과를 수익창출로 전환할 수 있는 개별 기업의 내 

적 능력과 함께 불확실성과 위험을 감수하려는 문화적 · 제도적 기반이 중요하다 

그리 고， 특히 사회 화된 타 기 관의 지 식 (socialized knowledge)을 활용하려 는 자세도 큰 

역할을하게 된다. 

최근 오이나스와 말레키는 공간혁신체계 라는 보다 포괄적 인 개념을 들여 와 지 역 

혁신체계를 이루는 핵심적인 차원 6가지를 정리하고 있다( Oinas and Malecki , 1999 , 황 

주성 외， 1999) 이는 (1) 부품， R&D공급자 등의 경성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관계， 신뢰 등과 같은 연성적 관계도 포괄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 네트워크， (2) 

집단적 학습과 이를 위한지역문화의 형성， (3) 기술혁신이 사회관계속에 뿌리내리 

는 착근성 (embeddedness) 과 경 제 주체 간의 신 뢰 와 공감대 , (4) 제 도적 집 약 

(instirutional thickness) 및 제도적 환경， (5) 기업가정신， 실패에 대한 관용， 신기술 

전직 · 협력 등에 관한 인식 등의 사회적 관습의 정착， (6) 외부관계로 지역내에 존 

재하지 않은 새로운 혁신에의 가능성을 찾음으로써， 혁신의 경로의존성 (path

dependency)을 벗어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 등을 포함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4번째 요소인 ‘제도적 집약(instirutional 다1ickness)으로 기업활동 

을 지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 존재하고 그들이 기업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 

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을 강조하고 있다( Oirlas and Malecki, 1999 , p, 21 ) . 그들이 말하 

는 제도적 집약이란 사회관계의 총체적 특성으로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을 

지닌다 @ 다양한 연관조직(기업， 금융， 상공회의소， 교육 무역， 지방정부， 개발기구， 

혁신지구， 회계 등)의 존재와 그들이 해당 지역의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 @ 지역내 

연관조직들간의 높은 상호작용 @ 개별기업 혹은 업종의 이해관계에 대한 집단적 

표출 · 통제를 위한 연합이나 지배구조 @ 공통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상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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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제도적 집약을 형성한 산업지구에서는 다양한 기능과 성격의 기관들이 제 역할 

을 수행하고(institutional peπIS않nce) . 명시적 또는 암묵적 지식의 공동 풀이 형성되 

며， 학습능력과 이를 통한 유연성이 증대되고， 신뢰와 상호관계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공감대의 형성이 원활하여 기업간 공동프로젝트의 수행이 용이 

하다는 점 등의 성과가 나타난다(Amin & Thrift, 1995) . 

3. 첨단산업의 접적화 사례연구: 쉐필드 문화산엽지구(CIQ)와 

실리콘앨리의 사려l 

네트워크론과 혁신성론으로 이어지는 최근의 연구는 ‘산업지구’가 경쟁력을 갖 

게 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로 특정 산업에 관련된 이해당사자들간에 조직적 문 

화적 유대가 형성되고， 이러한 신뢰와 공감대를 토대로 새로운 혁신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와 지식이 원활하게 학습 - 유통 활용되는 데에 있다’ 는 견해가 지배적 

이다. 산업지구가 단순히 요소비용이나 거래비용의 감소에 의한다는 전통적인 이 

론에 비해， 지역이라는 단위를 통해 형성된 기업간의 경제적 및 비경제적 네트워킹 

과 기업외적 조직 등이 지역내 기업들의 혁신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점에 중점을 두 

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산업지구를 형성하는데 있어 해당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인 

과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들과 관련되는 전후방 연관산업 그리고 이들의 신뢰관계 

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조직’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집단적 학습과 경제주체간의 신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제 

도적 집약환경의 구축은단순한기업내의 능력을넘어서 기업 간에 형성되는상호 

관계 및 환경을 통해 얻게 되는 시너지효과이다. 이 때문에 역사적으로 부여받은 

당위나 문화적 전통으로부터의 설명 - 예컨대 신뢰관계가 좋은 지역적 특성이나 

가족중심 기업 등 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역사적 당위나 문화적 전통의 

접근이 통했던 것은 제 3이태리나 실리콘밸리가 그 중심연구대상일 경우에는 가능 

하다 이들 지역은 10여년이라는 장기간의 시간과 자연발생적 집적지라는 점 때문 

에 지역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물리적 환경이나 문화적 유대감(학교， 지역공통체 

등)이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사례를 모델로 

지역발전을 기획했던 많은 경제주체들에게 또 다른 제3이태리나 실리콘밸리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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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할 수 없었다. 제도적 환경과 사회적 관습이 경제주체들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 

는 장기간의 역사적 구성에 의해 형성되었고， 혁신성론도 이러한 장기적 역사구성 

의 산물인 제도와 환경， 문화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혁신성론이 기업이라는 

경제주체 내부가 아닌 외부로부터 이론적 자양분을 이끌어내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거래비용이나 네트워크를 뛰어넘었지만 구체적인 현실적용과 실천가능성은 그 이 

론적 포괄성 때문에 오히려 그만큼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혁신성론이 그 

이론적 적용가능성과 실천적 효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역발전과정 

에서 실제 제도적， 문화적 환경을 만들어내는 매개역할자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 

다 이는 제3이태리나 실리콘밸리같은 자연발생적 도시보다는 쉐필드와 실리콘앨 

리처럼 자연발생성과 인위적 매개가 결합된 지역발전사례가 더욱 의미있는 작업일 

수 있다. 외부적인 환경조성과정과 그 개입에 대한 역할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의 산업재구조화과정과 집적지조성이 서로 연계되는 추세에서 

특히 지방정부， 지역 및 시민단체 등의 거버넌스적 기능이 초기환경조성에 개입하 

는 역할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현대 첨단문화산업 집적지의 대표적인 성공지역이 

라 할 수 있는 영국 쉐필드의 문화산업지구(Culturallndusny Quarter)와 뉴욕의 실리 

콘앨리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 그러므로 이러한 사례접근은 더 나아가 새로운 

산업재구조화 시대에 혁신성의 관점을 ‘산업재구조화에 기반한 지역발전’ 에 적용 

시키는 또 다른 의미로도 확장할 수 있다. 

1) 쉐필드 CIQ사례 

쉐필드시는 영국의 중북부 요크셔지방에 위치한 중소도시이다. 이 시가 오늘날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게 된 것은， 시정부가 추진한 지역문화산업 육성전략이 지방 

도시로서는 드물게 성공한 데 기인한다- 쉐필드시는 철강산업에 의존해온 전통적 

인 공업도시로서 철강 및 금속산업의 경기침체 상황에서 문화산업을 육성하여 지 

2) 이하의 OQ와 실리콘앨리 사례의 구체적 수치들은 각 추진주체와 관련된 기관에서 매년 수치를 발 

표하고 있다 본논문에서의 두사례들은기존지역발전모댈과는달리 ‘지방정부의 적극적 개업’과 

비교적 ‘단기간’ 의 변화과정이란 점에서 서로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OQ 

와 실리콘앨리의 성공에 대한 불영확함을 다른 한편 주장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의 두 사례에 대 

한 서술은 ’인위적 매개’ 에 대한 강조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밝혀둔다 



첨단문화지역의 변화와 혁신체제에 대한 연구 135 

역경제 및 도시개발에 성공하였던 것이다 특히， 문화산업지구와 산업네트워크를 

개발하여 문화산업체들의 지역 내 창업과 입지를 지원해 왔다. 쉐필드는 EU 내에 

서도 모범적인 도시개발 성공사례로 손꼽혔으며， 중소도시에서도 문화산업을 전략 

적 기반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쉐필드의 CIQ 프 

로젝트는 유럽공동체와 영국정부에 의해 도시 내부경제의 재활성화의 가장 우수한 

모델로평가되어 왔다 

(1) 성장 및 개발과정 

쉐필드시는 산업혁명 이후 철강산업으로 번성하였던 전형적인 공업도시였다 그 

러나 2차 대전 이후 전통적인 철강 및 금속산업의 쇠퇴에 따라서 도시경제의 쇠락 

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 특히 철강 및 금속산업의 사양화가 심화되고 있던 1970 

년대 후반에， 영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에 빠져옮으로써 지역경제의 고통 

은 더욱 가중되었다. 도시 내 다수의 공장들이 이전하거나 폐업함으로써 공장폐쇄 

와 대량실업사태가 발생하였다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쉐필드시 당국은 지난 10여 

년간 문화산업의 육성을 지역경제 재활성화와 도시개발의 수단으로서 전략적으로 

추진해 온것이다 

쉐필드시의 문화산업 (creative-led production) 개발 효시는 1986년 시정부에서 운영 

하는 레드테이프스튜디오(Red Tape Sru이0)의 개국이었다 당시 레드테이프스튜디오 

는 영국에서 시정부가 운영하는 유일한 리허설， 레코딩. 사운드트레이닝의 복합시 

설이었다 이 스튜디오는 종전까지 자동차전시장으로 사용되던 공장지역 건물에 

입주하였다 그 후 1988년에 쉐필드 시정부는 황폐한 산업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 

어 넣기 위한 ‘문화 및 미디어， 첨단산업 을 기반으로 하는 신경제전략을 수립하 

고， 구공업지역을 문화산업지구(CIQ: Culn뼈 Indusnies Quaπer)로 지정하였다 CIQ 

개발은 쉐필드시의 구공업지역을 재개발하여 문화산업을 유치하는 전략으로서， 시 

정부는 구공업지역의 일정 구역을 설정하고 그곳의 비어있는 빌딩들을 개량하여 

문화기업들에 제공하였다. 시정부는 자신의 자산과 토지 주식과 계획집행 권한을 

활용하여， 버스와 전철역이 가까우면서 도심의 외곽에 위치한 CIQ 지구 내에 문화 

산업 및 미디어산업이 집적하도록 지원하였다 이때 CIQ 내 레드테이프스튜디오 

인근에 시 청 각기 업 센터 (어AV뾰EC: A뻐u뼈이뼈oV끼파ISU때a떼I En따1πlte댄e하r따ise Cαem뼈[댄떠떠떼e잉히떼r샤.)까)η가} 설 립 되 었다대(앤P.S싫ke리lt뼈ton’ 

200이. 또 금속가공공장으로 이용되면 건물이 첨단기업들에게 업무공간과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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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를 공급하는 혜필드사이언스파크로 전용되었다 

그리고 CIQ 내 케닝빌딩이 CIQ 개발과정의 다음 단계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였 

다. 장기적인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복잡한 협상 후에 시의 환경국과 패터노스터사 

는 문화산업작업센터 (The Worksration Culrur며 Business Center)를 공동 개발했다. 이 센 

터는 54,000 sq. ft 규모에 5층 복합건물로서， CIQ 내에서 집적이익과 네트워크를 

활용하려는 70여 개의 문화기업들에게 생산공간， 사무실 그리고 전시실을 제공하 

였다 

그 결과로서 CIQ와 쉐필드시 내에서 문화산업 부문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이제 문화사업체들과 관련 조직들은， 요크셔아트스페이스， AVEC, 문화산업작업센 

터 , 그리고 쉐필드과학공원 등 4개의 시설에 모여 있다. 이 시설들은， 코머스레코 

딩스튜디오，쉐필드인디펜던트영화사，요크셔영화위원회，독립TV위원회，전국지 

방미디어협회，요크셔미디어프로덕션사，포스엔터테인먼트，여성문화클럽，그리고 

π기업들， 뉴웨이브와 소프트웨어기업들， 뉴미디어기업들， 디자인기업들， 영화사 

들， 비디오와 TV 기업들， 사진과 인쇄업체들 그리고 쉐필드할램대학의 노던미디 

어스쿨의 보금자리가 되었다(P. Skelron, 2000). 이 시설들은 레드테이프스튜디오처럼 

업체들로 채워지고 나면， 확장하여 개발되었다. 문화산업지구 내에는 극장， 카페， 

바， 비공식 공연장， 엔터테인먼트 공간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쇼룸도 입지하여 있 

다 나아가 이곳에는 실험예술단지가 형성되었고 대규모 잠재적 관중동원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P. Skelron, 2000). 

1990년대에 CIQ의 성장은 보다 가속화되었다 1995년에 쉐필드시 문화산업 분 

야의 사업체수는 약 1507H 였고 일자리 수는 1，300-1 ，때0여 개에 이르렀다. 당시 문 

화산업은 쉐필드 전체 고용 인력 중 6.8%를 점유하였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고용 

인력을 보유한 분야는 영화 및 비디오였다 기업 규모로 보면 대부분이 소기업들이 

고 총매출액은 약 2 ， 500만 파운드 정도로 추정되었다.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국내 

시장에 매우 의존하고 있으며 전체 매출의 3%만이 수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CIQ내 사업체들은 절반 이상이 1992-95년의 4년 동안 새로 입주한 

것으로밝혀졌다. 

지난 5년여 동안에도 많은 문화산업 관련 기업들이 CIQ에 유입되어 2000년 현 

재 문화산업 관련 고용은 2 ， 000명을 넘어섰다. 이 기업들은 문화산업네트워크 

(C버rural Business Net:work) 와， 보다 최근에는 인트라넷으로 사업체들을 다양하게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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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하는 와이 어 드워 크플레 이 스사(WLTed Wor때lace Company)에 의해 공식 적 비 공식 적 

으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생산형 기업들이 CIQ 내에 설립되면서 소비형 기업을 육 

성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관심이 돌려졌다 나이트클럽들과 세 개의 플래그쉽프로 

젝트(즉 쇼우룸시네마， 사이트갤러리 그리고 국립대중음악센터)가 몇 년간의 계획과 개 

발과정을 거쳐， CIQ의 핵심 구역에 자리를 잡았다 

이 플래그쉽 프로젝트들은 아트로터리， ERDF 그리고 시의회로부터 자금 지원 

을 받았다. 네 개의 영화관과 음식점， 카패， 바그리고 회의장을 갖춘쇼우룸시네마 

는 런던 이외 지역에서 가장 큰 영상복합빌딩이다. 국립대중음악센터는 세계 최초 

이며， 상호작용적 전시시설과 교육프로젝트와 라이브뮤지컬 공연장과 카페를 제공 

한다. 최근에 유럽공동체는 CIQ를 최고의 산업개발모델 중의 하나로 꼽았고 영국 

정부도 도심 경제의 세대교체 모델로 인정하였다 

(2) 현황 

쉐필드시의 CIQ는 그간 약 5 ，000만 파운드의 투자 실적을 기록하였고 사업면적 

도 1985년 39 ,000 평방피트에서 1997년에는 2l 3,OOO 평방피트로 5배 가량 늘어났 

다- 투자， 시설， 사업지원， 훈련 및 사회간접자본이 폭넓게 제공되었다 1995년에 

는 150여개의 문화관련 사업이 형성되어 1，300-1 ，때0개의 일자리가 공급되었고 매 

년 약 2 ， 500만 파운드의 매출이 이루어졌다(산업연구원， 200이. 1997년에는 2년 전에 

추산되었던 것에 비해 상당히 늘어나서， 1 ， 500여 개의 문화산업관련 고용이 공급되 

었고 2000년 현재 문화산업 분야에서 2 ， 000여 명이 일하고 있다. 그리고 전통적인 

서비스부문에서 1,500 명이 더 종사하고 있다(P.Skelton， 200이. 

문화산업 중에서 가장 많은 고용인력을 보유한 분야는 영화 및 비디오로 총 l3 7B 
기업체에서 전체 문화산업 인력 중 30%를 채용하고 있다. 또한 공예와 디자인 산 

업이 각각 l3%，l1%를 차지하고 건축설계， 출판， 훈련， 라디오， 연극， 사진， 레스 

토랑 등에서 고용인력을 채용하고 있다(산업연구원， 2000). 기업당 보유인력 분포는 

조사된 83개 기업중 74%가 10명 이하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20%가 11-24명. 

6%가 25명으로 소규모기업들이 문화산업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CIQ는 현재 CIQ개발기구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데， 쉐필드시는 CIQ의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1999년 8월에 비영리법인으로서 CIQ개발기구를 창설하였다 CIQ 

개발기구는 CIQ의 성장에 따라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독립기구로서 기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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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것은 CIQ 내에서 문화기업으로부터의 중역들로 구성된 파트너쉽위원회를 

가지고 있다. 이 기구는 오직 CIQ의 아젠다를 개발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일을 하 

며 CIQ의 이익을 촉진하고 교육하고 지원하고 옹호하는 일을 수행한다. 

2) 실리콘앨리 사례 

뉴욕 근처의 문화산업은 인터넷 활용과 함께 급성장하여 뉴욕시의 풍부한 문화 

예술자원과 인적자원 및 월스트리트(W며1 Sσeet)의 금융지원의 통합효과로 정보통 

신 비즈니스로서 성장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 뉴미디어 기업들이 맨하탄 

(M빼attan)의 미드타운(Midtown) 에 가까운 가먼트(Garment)와 첼시 (Chelsea) 에 입 

주하기 시작한 후 점차 소호(Soho). 트라이베카(TriBeCa) . 플레티론(Flatiron) 지역 

으로 확장되어 현재 실리콘 앨리 (Silicon 뻐ey) 라고 불리는 산업지구가 형성되었다. 

오늘날 실리콘앨리는 멀티미디어 컨텐츠산업의 세계적인 집적지로 부상했다 이 

지역은 이제 서부의 실리콘밸리에 빗대어 실리콘앨리’ (Sili∞n 뻐ey) 로 통용되고 있 

지만， 실리콘앨리가 멀티미디어 컨벤츠의 메카로 성장한 시기는 지난 10년에 불과 

하다. 그것은 실리콘밸리 60여 년의 역사와는 대조적인 것이다 

첨단 영상산업의 기지로서 실리콘앨리의 형성은 거대도시의 도심재개발(때ewal) 

및 재활성화(revitalization) 과정과 함께 하였다. 실리콘앨리는 민간과 정부의 협력으 

로， 죄락하는 대도시 중심업무지구의 재활성화를 꾀하는 한편 뉴욕시의 새로운 산 

업기반을 강화하려는 일련의 프로젝트와 맞물리면서 이전의 자연발생적 발전궤적 

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 성장 및 개발과정 

1970년이래 세계 경제의 재구조화와 교외화는 歐美 대도시들의 탈산업화와 함께 

도심공동화 현상을 낳았다 뉴욕시의 경우 맨해튼지역의 도심공동화가 급격히 진 

전되었다. 이에 뉴욕시 당국은 정책적 차원에서 뉴욕 도심의 오피스 기능을 강화하 

려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특히 금융 및 사무업무 활동과 사업서비스 분야에서 기업 

유치 노력을지속한 결과. 국제간 금융거래가 빈번해지면서， 법， 회계， 세무 분야의 

전문가들이 뉴욕에 모여들었고， 뉴욕 맨해튼은 사업서비스의 중심으로 재활성화되 

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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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87년의 증권가격의 폭락과 경기침체는 맨해튼의 부동산 개발붐과 재활 

성화 열기를 침체시켰다- 기업들은 다운사이정과 합병으로 경기침체에 대응하였 

고， 이에 따라 과잉 공급된 사무실과 호화주택의 수요가 급속히 떨어지기 시작하였 

다. 1990년대 초로 접어들면서 이런 경향은 보다 뚜렷해졌으며， 맨해튼의 경우 특 

히 부도심이나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기업들이 속출하였다(김묵한 2000) 당시 맨해 

튼 일대에는 비어 있거나 퇴락된 빌딩들이 늘어나고 있었고， 우범지역과 빈곤지대 

가확산되었다. 

1994년 7월 29일 세인트 페테스부르그 타임스는 기업 이전으로 월 스트리트의 

영광이 저물고 있다”라는 기사를 실었다. 뉴욕 다운타운은 예전의 명성을 잃어가고 

있었으며， 가장영향력 있는업자들은사무실을정리해 세금과임대료는물론지원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도 낮은 주변 뉴저지나 브루클린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었 

다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했던 미드타운에 비해 로우어맨해튼의 공실률은 

심각한 지경이었으며 , 별도의 거주용 건물 역시 거의 건설되지 않았던 것이었다(김 

묵한， 200이. 

실리콘앨리에서 뉴미디어산업의 성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일어났다. 1990년대 초 

부터 뉴미디어기업들이 이곳에 입지하기 시작하여，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한 것이다. 소기업이 대다수인 뉴미디어기업들은 사업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부도심이나 외곽으로 이전하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창업기업들이 맨해튼에 입지 

해왔다. 실리콘앨리라는 명칭은 1990년대 초부터 쓰이게 되었다고 하나， 이 지역이 

급속히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1993년부터였다. 그리 

고， 그로부터 5년만에 ‘실리콘앨리’ 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내부의 단순 컴퓨터 산업 

집적지에서 미국 멀티미디어 컨텐츠 산업의 중심지로 떠올랐으며， 수많은 뉴미디 

어 기업들이 생겨나는 새로운 벤처 창업지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Poner， 1998;Joint 

Venture and A T. Kearney, 1999) . 

지리적으로 볼 때， 초기에 뉴미디어 기업들이 입주하였던 지역은 맨해튼의 미드 

타운에 가까운 가멘트(Gan11ent)와 첼시 (Chelsea)였다 하지만， 점차 소호(SoHo) , 트 

라이베카(TriBeCa) , 플라티론(Flatiron) 구역으로 확장되었다 특히 소호와 맨해튼 

41번가를 중심으로 뉴미디어 단지가 형성되어 상당수의 인터넷 비즈니스 기업들이 

입주하였고， 현재 실리콘앨리라 불리는 지역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 과정은 대체로 자연발생적이었지만， 또한 지방정부와 민간협회 등의 의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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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노력이 더해진 것이었다- 로우어 맨해튼의 침체시 뉴미디어 기업을 중심으로 한 

‘실리콘앨리’ 지역의 재활성화 과정은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측에서도 상당한 관 

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뉴욕시 정부와 민간이 공동 참여하여 1994년 12월에 수립 

한 ‘로우어맨해튼 재활성화 계획 (Lower Manhattan Revitalization Plan) ’ 에 따라 뉴미디 

어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는 매우 효과적인 것이 

었다 

이 계획은 민과 관이 힘을 합쳐 맨해튼을 경제적 매력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 기 

업을 유치하고， 이 지역으로의 투자와 개발을 진홍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었 

다 이 계획에는 대중교통을 다운타운으로 끌어오거나， 랜드마크보존위원회 

(Landmark Pr않eπation COIlUTússion)가 지정한 건물을 랜드마크로 지정하는 일， 그리고 

투어 리 즘과 문화활동을 발전시 키 기 위 한 BID(애Busine 

자는 권고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더하여 상업빌딩의 주거 및 혼합용도변환을 촉진 

시키기 위한 각종 부동산 및 에너지 세금 감면과 조닝규제 철폐를 제안했으며， 월 

스트리트 남쪽 브로드스트리트(Broad Street)를 중심으로 “스마트 빌딩”을 건설하는 

데 조닝 인센티브를 주자는 내용도 있었다 

이 계획은 뉴욕주 지사에 의해 법제화되었는데， 오래된 건물의 주거 및 혼합 용 

도로의 변환에 혜택을 주고，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기존 사용자의 면리를 도 

모하는 한편 새로운 사용자를 지원 다운타운 지역을 부활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 

였다. 

민간부문에서는 1994년 설립되어 현재 뉴욕정보기술센터 (NYITC)에 입주해 있는 

뉴욕뉴미 디 어 협 회 (NTIα매: New York New Meclia Association)가 주도적 인 역 할을 해 왔 

다. 이 협회는 1997년 1，300여개 기업의 2 000여명이 등록한 뉴욕시 멀티미디어 기 

업의 최대 연합조직이며， 멀티미디어 산업에 종사하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함께 

모으는 데 성공했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현황과 전망 

실리콘앨리는 이제 세계적인 인터넷 컨텐츠 업체들과 전자출판업체， 광고업체 

등 뉴미디어업체들이 집적하여 세계 미디어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실리콘앨리는 

1990년대 지역산업성장률에 있어서도 실리콘밸리를 능가하여 미국 최고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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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현재 뉴욕주와 북부의 코네티컷주 및 납부의 뉴저지주 등 이들 3개 주에 

입지해 있는 뉴미디어 관련 기업 총수는 4 ， 881개에 달하고 있는데， 이 중의 44%에 

해당하는 2 .1 28개 업체가 맨해튼에 위치하며 그 중의 절반 이상이 실리콘앨리라 불 

리우는 뉴욕 맨해튼 남쪽 41번지에 모여 있다. 

이 지역의 멀티미디어 산업종사자 수는， 1992년 28 ， 500명에서 1997년에는 

105 )71명으로 증가하여 무려 세 배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미디어 산업인 댈레비전 출판 신문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많은 사람들이 

멀티미디어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김묵한. 2000) 그리고 다른 통계에 의하면， 1997 

년 현재 실리콘앨리를 포함한 뉴욕 대도시 지역에는 총 3 ， 013개의 멀티미디어 소프 

트웨어업체들이 입지하고 있으며， 종사자 또한 29 ， 550명으로 빠른 성장세를 나타 

내고있다-

뉴욕지역 뉴미디어 기업의 매출액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1997년 매출액 총액 

은 약 41억달리에 달하는데 이는 1995년에 비해서 약 41% 성장한 것이다 기업규 

모별로 보면 전체 4 ， 881개 기업 중에서 매출액 규모 백만 달러 이하 기업이 전체의 

83%로서 아직은 중소 규모의 벤처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매출액 5백만 달러 

이상 기업은 전체 기업수에서는 5%에 불과하지만 매출액으로는 전체의 72%를 차 

지하고있다 

3) 발전요인과평가 

오늘날 쉐필드시의 문화산업 육성전략은 지방도시의 산업재구조화의 주요 성공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개발 초기에는 다수의 실업자들로부터 상당한 비판을 받았 

지만 이제 이 도시의 성과는 여타 도시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쉐필드시의 

문화산업 발전요인으로는 시정부의 의지와 거버넌스 전략이 그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평가되고 있다. 

쉐필드시가 문화산업을 지역경제발전의 수단으로 선택한 것은 철강산업의 미래 

에 대한 암울한 판단으로부터 이를 대체하는 산업의 필요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이 

다 쉐필드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화산업이라는 파격적인 분야를 전 

략적으로 선택하였는데，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모험적인 결단이었다. 물론 회의적인 시각과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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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 않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시류에 영합하지 않는 꾸준하고 일관된 정책은 남 

다른 성공을 낳았다. 이 과정에서 시정부는 문화산업의 업종 선정， 입지전략， 개발 

방식， 지원체계 등에서 매우 효율적인 전략을 채택하였던 것이다. 특히 쉐필드사이 

언스파크와 같이 기업간 네트워크에 중점을 둔 것은 문화산업의 지방적 육성의 핵 

심이라고 할 수 있다(권오혁， 2000) 쉐필드 시정부는 지방도시에서 문화산업을 육 

성하는 현실적인 접근방법을 충실히 이해하고 적용해 온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시 

정부는 CIQ 개발을 중심묘로 하여 창의적 문화산업과 과학기술기반산업의 융합을 

도모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매우 복합적이고 탄력적인 구상들이 적용되었다. 창의 

적 문화산업이라고 하여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산업 분야와 같이 특정한 분야만을 

선정하여 그것만을 육성하려고 하였다면 시정부의 전략은 결코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대신에 각종 음악활동， 방송， 연예활동， 산업디자인， 컴퓨터그래픽스， 

광고， 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집적시키는 전략을 채택하였고 그 결과 중소도시형 문 

화산업 복합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서 카페， 극장， 갤 

러리， 나이트클럽 등 오락 여가시설들을 결합시킴으로써， 문화와 여가， 관광， 소비 

를 연계하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쉐필드시의 문화산업 육성과정은 시정부의 주도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이 과정은 시민들과 지역 기업들의 협조에 의해 활성화되었다. 기실 문화산업과 같 

은 첨단적 지역산업의 육성정책에 있어서 시정부의 독주는 성공적인 결실을 가져 

오기 힘들다. 문화기업들은 상호 복잡한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산업적 혁신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쉐필드시의 문화산업 육성은 거의 모든 부분에 

서 시민들과 지방기업들 그리고 관련 기관들이 협조하여 진행되고 있다. 예컨대 쉐 

필드시의 문화산업육성계획은 민관의 다양한 검토를 거치고 있다. 또 CIQ를 종합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CIQ개발기구의 경우 7개의 핵심 활동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은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 거의 대부분이 제공되고 있다 그리고 시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및 문화기업을 위한 행동(ACT: Action for Business and Culrure L떠)’ 도 

민간의 참여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 

실리콘앨리의 경우도 핵심적인 산업지구로 발전하는데 있어 쉐필드와 유사하게 

무엇보다도 지방정부와 민간의 거버넌스적 협력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이곳의 

형성과정에서 시정부 및 주정부와 민간의 공동노력은 과히 모범적이어서 세계 각 

곳에서 모방되고 있는데， 도쿄의 시부야비트밸리 운동도 실리콘앨리의 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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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이다 이런 정책과 전략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 한 1994년의 로우어 맨해 튼재 활성 화계 획 (Lower Manhattan Revitalization Plan) 이 었 

다. 이 계획은 줄리어니 뉴욕시장의 지원 아래 맨해튼의 재활성화를 위한 비천으로 

제시되었고 여기서 제시된 전략들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그리고 이 계획의 성공에 힘입어 뉴욕시 정부와 기업가들은 로우어맨해튼 지역 

을 24시간 운영되는 사이버 공동체로 만드는 데 합의하고 로우어맨해튼 지역， 특히 

월스트리트 지역의 뉴욕 정보기술센터 (NYITC)를 중심으로 기술지구(Technology 

Dis며α)를 건설해 왔다. 이는 플러그앤고(Plug n’Go) 프로그램으로 명명되었으며， 

뉴욕도심개발을 위한 동맹(Alliance for Downtown New York) 이 프로그램의 시행 주체 

가 되어 이 지역의 10여 개의 건물을 NYITC와 같이 원격통신 및 인터넷 시설이 

완비된 빌딩으로 리모델링하여 뉴미디어 기업에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다(김묵한 2000) . 

실리콘앨리에 뉴미디어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뉴욕시의 핵심적인 지원시책은 다 

음의 두가지이다 

@ 세제지원: 뉴욕은 창의적인 개인들이 모여 소호(Sn빼 Offìce Home Offìce) 형태 

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창업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소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금 면제 또는 감면 (reduction or elimination of unincorporated business tax)을 실시하 

고 있다 뉴욕시는 공동화되어 가고 있는 맨해튼의 부홍을 위해 다운타운 건물에 

입주한 뉴미디어 벤처기업들에게 5년간 재산세를 최고 50%까지 감면해 왔다 @ 

임대료 지원: 뉴미디어 벤처기업들은 뉴욕에선 상상할 수 없는 평당 4백달러 정도 

의 싼 임대료로 맨해튼의 빌딩을 이용할 수 있도록 뉴욕시가 지원하고 있다. 이러 

한 뉴욕시의 지원정책은 창업자들이 기업유치에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정책 순위를 

조사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벤처기업들은 세제 혜택과 입지 보조금 지원 및 임 

대료 지원 등을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들고 있다(κCoo매p야ers &Ly얘bra때n따 1997η) . 

이와 더불어 실리콘앨리에서 민간주도의 혁신 네트워크의 형성과정도 매우 중요 

하다 1994년 설립된 뉴욕뉴미디어협회 (N에MA)는 멀티미디어 산업에 종사하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모여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기술지구의 활성화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협회는 2000년 현재 6 ，200명 이상의 

회원과 2 ， 100개 이상의 회원업체가 가입하여 뉴욕시 멀티미디어 기업의 최대 연합 

조직이 되었다. 또 민간이 주도한 다운타운 뉴욕 연대(Alliance for Downtown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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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rk)가 수행 한 「도심 사업 진홍구역 (BID껴us뼈ss Improvement Disoict) J의 조성 및 운 

영도 실리콘앨리의 생산네트워크의 구축과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왔다. 

결국 CIQ와 실리콘앨리의 성공에 있어 두드러진 특징은 다양한 연관조직과 그 

들간의 신뢰에 기초한지역발전의 추진이라고 할수 있다. 이는 ‘제도적 집약’ 이라 

는 환경적 요인이 양 지역의 산업재구조화과정에서 충분히 발휘되었음을 뜻한다. 

부품이나 R&D 등 경성적 측면의 네트워크가 아닌 지역사회단체와 경제주체들간 

의 비공식적 관계， 즉 이해당사자들간의 조정이 적극적으로 관리되었기 때문에 가 

능했던 것이다. 이는 기존의 네트워크 이론의 약점으로 지적되던 네트워크내의 권 

력불균형성 접근의 누락， 이해당사자들간의 갈등관리의 부재 0essop, 2001) 측면이 

극복되고， 이해당사자들간의 집단적 학습과 혁신의 가능성이 시정부와 관련 연관 

조직을 매개로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4. 첨단문화산업 집적화에 있어 국가적 개업의 위상: 혁신성 관 
점의확장 

쉐필드 CIQ나 실리콘앨리의 특징은 문화산업분야의 집적지란 변에서 타 기술 

위주의 집적지와는 차이가 있다 문화적 예술 및 복지시설과 산업지구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구(버strict) 로서 형성되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큰 특정은 

문화산업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도시의 리제너레이션 (regeneration) 즉 지역의 새 

로운 산업재구조화를 만들어냈다는 점이다. 이러한 도시의 재구조화과정은 기존 

의 구산업을 신산업으로 전환시킬 수 밖에 없는 현대의 첨단집적지의 상황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CIQ의 경우는 철강산업으로부터 ， 실리콘앨리의 

경우는 도심공동화로부터 도시를 재개발하는 과정이었다. 전통산업으로부터 첨단 

문화산업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재구조화를 시도한 것이다 이 때문에 기존 건물 

및 토지주， 업자， 지역단체 등 해당지역의 기득권층과의 갈등과 설득， 해결 퉁이 

무엇보다도 도시재구조화과정에서 가장 긴요한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 

계의 갈등을 조정 관리할만한 주체가 없을 경우 신개념의 도시재구조화는 불가능 

했을것이다. 

이 때문에 쉐필드시의 경우도 문화산업개발의 효시는 1986년 시정부에서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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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레드테이프스튜디오의 개국이라고 할 수 있다. 레드테이프스튜디오 설립은 많 

은 시민들로부터의 비판에 직면했는데， 철강 금속산업의 붕괴로 인해서 직장이 없 

어지고 실업이 증가하는 시기에 의회가 리허설과 녹음실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적 

절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문화산업이 경제의 재편 

(regeneration)을 위한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 시민을 설득하면서 문화산업중심 

의 지역개발전략이 힘을 얻기 시작했던 것이다 실리콘앨리의 경우도 그 개발의 결 

정적 계기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체계에 의한 ‘로우어맨하탄재활성화계획’ 이었다

뉴욕시가 공동화(쪼洞化)된 맨하탄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세금감면， 임대료지 

원， 용도전환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실리콘앨리에의 집적이 가시화되 

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지역의 재구조화과정에서 새로운 주체로서 시정부와 의회의 역할이 

새롭게 강화되었다. CIQ나 실리콘앨리의 갈등과정은 지역의 모든 관계자의 이해 

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과정이었고 결국 이러한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할 거 

버넌스적 기능을 가진 주체는 시정부나 의회 이외에는 어떤 것도 이들을 대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례로부터 앞서 고찰한 ‘혁신성’ 개념도 새롭게 위치지울 수 있 

다. 1990년대 이후 지역산업의 재구조화과정은 대부분 구산업이 신산업으로 대체 

되어가는 과정으로서 - 즉 기존 시스템이 존재하는 지역을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서 - ‘새로움’ 을 받아들이고 이를 변혁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확고해야만 한 

다. 이것이 다름 아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지역환경’ 의 핵심구성요소라 할 수 있 

을 것이다 결국 혁신성이 기반하는 것은 .비공식적인 사회관계와 신뢰’ 라는 제도 

적 환경과 사회적 관습이지만， 이는 실제 각 경제영역과 정치영역의 구성주체들에 

있어 어떻게 신뢰에 기초한 사회관계가 형성되었는가하는 동태적이고 구체적인 접 

근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이는 CIQ와 실리콘앨리의 경우 ‘민관의 협력적인 커뮤니 

케이션 구조’ 와 ‘시정부의 적절한 전략과 일관된 의지 ’ 라는 거버넌스적 요인이 신 

뢰에 기초한 사회관계 형성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접근일 것이다. 

이러한 거버넌스적 관점을 혁신성에 포괄할 때 국가의 개입에 대한 구체적인 입 

장정립도 가능하다 최근의 문화산업집적지에서 보듯 정부는 대대적인 계획과 지 

원에 따른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산업집적지와는 달리 정부는 직접적인 지원과 

간섭보다는 문화산업단지 조성에 미치는 인력과 투자， 시설에 관한 공급측면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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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과 부동산， 에너지 , 세제 등 간접적 지원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1980년 

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숨페터리언 근로복지국가(Schwnpeterian 

workfare state) ’ 의 모습이 첨단문화산업집적지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인 케인지언 복지국가체계의 수요개입정책과는 달리 공급측면 

에 개입하여 국민경제의 구조적 경쟁력을 강화시켜 개방경제의 생산， 조직， 시장의 

혁신을 추구하는 숨페터리언 근로복지국가의 모습이 케인즈주의의 정부실패와 신 

자유주의 의 시장실패 양극사이에서 1990년 이후 혁신성의 내용을 담보로 국가의 

성격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모습이 최근의 첨단산업집적지정책에서도 다시 한번 확 

인되고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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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l 

TheStudyon 버eC버따al-indus띠T District and its Innovative System 

Ryu , Seung Ho* 

It take for granted that the agglomerative effect of localized spill-over is by no 

means a new phenomenon. Until recent years, a signifìcant part of the national 

volume of productivity often derives from a relatively small number of 

geographically del imited and specialized regions , what is called techno-polis, 

muJtimedia corridor, silicon vaJJey/aJJey/glen so on in a country. 

So it is not accidental that high-tech and contents industries have gravitated to 

the geographic pockets, or regional cluster. This synergistic combination of factors 

distinguishes the High- tech cluster regions as ideal fertile environments for 

nurturing sapling ideas into giant companies. Particularly, in case of so-called the 

cultural contents industry district, for example CIQ(cultural industry quarter) in 

ShieffìeJd and silicon aJJey in New York, most important is these success factor: 

young, hip and urban culture environment attracting creative, consumer-focused , 
and the support of governance by axis of regional government. 

The mechanisms behind the formation of such cluster and agglomera디ons have 

sometimes been traced to the logic of transaction costs, increasing returns and 

agglomeration economies, whiJe others have directed attention towards the 

influence of Jocal milieux. Yet, this study is focusing on 버e innovation system, that 

is, innovative p이icy of centraJ and regional government to form and facilitate the 

cuJturaJ and creative industrial district in region, associated with 버e pnvate sector. 

*Director of Research Dept. , Korea Game Industrγ Promotion Institute. Major Field: The Studies of 

Cultural Indusoy and C띠tural Sociology. Major Publications ‘ Post-hUltL띠y Society and Sen,ice IndustJy, The 

77Jerny ofCyber Crnmmmiα'Itirnl ， The C"Jtm-e & C(ffItent in DigiuilAglδ E-mail: slu까l@양lll1einfinity.or.l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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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novation-making approach made the mechanism behind the agglomera디ons 

connect with the local actor. So we study the σansaction cost, network effect and 

innovation system in terms of the necessity and function of cultural industry district 

And to attain these goal in cultural industry of South Korea, which is also a firm 

belief, a11 levels of government must play their role to the fu11 and in the most 

coherent way. A decisive role will be played by the ‘innova tive-coordina tion 

Forum ’(usua11y lead by the regional government) which alllocal actors participate. 

Al l local actors(local government, universities, firms , associations, professional 

organizations, and the third sector) must continue to contribute to the problem

solving process and overcome current obstacles.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learned from this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international experiences of 

cultural industry clusters' district must adopt a territorial and cultural approach to 

economic develop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