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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게임산업의 집적과 학습지역 형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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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최근 들어 지식 기반 사회로의 전환과 동시에 집적 경제의 새로운 원천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식의 중요 

성이 널리 인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산업 집적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을 가지고 출발하여 집적의 과정 및 원인을 

밝혀 보고자 했다. 특히 집적 경제에 대한 제반 이론 중에서 지식 기반 경제로의 전환과 함께 대두된 학습 지역 

이론을 지식 창조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보고자 했다. 사례대상으로는 대표적인 지식 기반 산업이자 21세기형 문화 

산업인 게임 산업을 선택하였고 연구 방법으로는 각종 기관의 설문 원자료와 관련 자료를 가공하여 게임 산업의 

공간 집적의 특정을 이해하고 심충 면접을 통하여 게임 산업 집적지의 지식 창조 및 습득 과정과 학습 지역화 과 

정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강남/서초 지역이 비교적 효율적인 학습 지역화 과정올 겪고 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고 이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현재 진행중인 학습지역화과정을 촉진하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아 

직 학습 지역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지 못한 다른 집적지역들에 대한 학습지역화 촉진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21세기 

새로운 문화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지식기반사회， 산업집적， 지식， 암묵지， 형식지， 지식창조과정， 학습지역 

Abstract Recently, ∞nver혀on to knowledge-based economy has str，않뼈 따1portanæ of knowledge that has been 

h밟1& as the source of 꿇glomera보d economy. This paper purposed to c1arify the cause and process of agglomeration 

baSI;퍼 on the general interest aoout indust떠1 agglomeration. and purpose to analyze 1않rning r행on theαyri밟1& with 

the shift to knowledge-based economy from the perspective of knowledge αeation. 

To exarnine this phenomenon, 1 selected Game industry as case industry becau않 it is representative knowl어ge

~빼 industry and αltural industry. Method is the proces잉ng of raw s띠vey data or other re떠ted data and indepth 

interview. this is for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agglomerated economy and that is for understanding ooth 

the knowledge σea마1& process and 1없ming process. 

It is found that Kangnam/앉:!OCho 하ea is experiencing effective 1않ming process. Sαu미1y of this process promote the 

learning prl∞ess which has evolved and offer the learning rl행on promotion policy to the area which has not 

experienced the learning process yet. Finally It will promote the new development of cul따리 industry in 21th æntury. 

Key words Knowledge-based e∞nomy. industrial agglomeration. Knowledge, tacit knowledge.codified knowledge, 
knowledge creation process, learning region 

|서론 의 측면에서 논의되었다. 그러나， 교통통신시설 

이 발달하고 컴퓨터와 인터넷이 급속히 확산된 

오늘날， 과거와 같은 집적경제의 장점은 퇴색하 

1. 연구 배경 및 목적 고 있다. 많은 이들이 국지적 산업집적의 약화 

와 세계화되고 분산된 생산체계의 등장을 예고 

전통적인 마살리안 경제학에서 산업집적은 거 하였지만， 일반의 예상과 달리 특정 산업의 국 

래 비용감소 및 시설공유를 통한 생산비용 절감 지적 집적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67 



서울시 게임산업의 집적과 학습지역 형성에 관한 연구 

특정 산업의 국지적 집적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였다. 여기에서 활용된 것은 문화 관광부에서 집계 

차원의 집적경제의 원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한 게임 제작 업체 자료와 영상물둥급위원회에서 

있다. 집계한 게임 심의물 자료 그리고 설문의 원자료이 

이러한 시점에서 새로운 차원의 집적경제의 원 다. 사용된 설문자료는 다시 두 가지로， 하나는 통 

천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지식이다. 지식기반경 계청에서 문화 관광부에 일임하고 문화 관광부가 

제로의 이전 과정에서 기업의 성장잠재력은 그들 문화정책 개발원에 발주한 문화 산업 기초 통계 

이 보유한 지식의 양과 질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 조사 자료이고 두 번째는 (재)게임종합지원센터가 

이 강화되고 있다. Lundvall(1996)은 개인， 조직 2000년 1월에 발간한 [문화 산업 리더로서의 게임 

기업， 지역. 국가 둥 모든 수준의 경제 활동에서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연구]에서 사용된 게임 전 

지식과 학습이 중요해진 학습 경제로의 전환을 예 문 인력 수급 현황 및 교육 수요 조사 설문의 결 

고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보다 정확한 지식을 과이다. 문화 산업 기초 통계 조사 자료는 문화 관 

보다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으 광부에서는 문화 산업을 영상， 음반， 출판， 게임， 애 

며， 그 방법의 하나가 관련 기업 및 기관과의 공 니메이션 산업으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간적 근접과 인력 이동을 통한 지식의 창조， 이전 중 게임 산업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조사 대상 기 

및 확대재생산이라는 것이다. 간은 1999,1,1 -1999, 12퍼이고 당시 500여개 업체를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지식기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결과 유효한 설문은 1327ß 

반산업이자 21세기형 문화산업의 하나인 게임산업 를 회수하였고 그 중에서 연구자의 연구에 합당한 

을 대상으로 게임산업의 공간적 집적현상을 기술 서울 지역 게임 업체는 1097ß 에 해당하였다. 두 번 

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게임산업 집적지 

의 지식창조 및 습득과정을 밝혀보고자 한다. 

2. 연구대상및 연구방법 

연구대상으로는 서울시 게임제작 업체를 대상으 

로 문헌 연구， 관련 자료 가공 분석， 설문 조사 자 

료 분석， 심충 인터뷰 동의 방법을 사용하여 게임 

산업의 국지적 집적에 나타난 특징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게임업체의 약 80% 이상이 서울시에 입 

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대상지역을 서울시로 한 

정하였으며， 다시 서울시 내부에서 나타나는 국지 

적 집적을 살펴보기 위해 구단위로 자료를 가공하 

여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제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문헌을 

제외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서울시 게 

임 산업의 특성과 집적지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서 

사용된 자료로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관련 자료들 

을 수집 하고 연구 목적 에 맞추어 가공하여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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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원자료인 게임 전문 인력 수급 현황 및 교육 

수요 조사 설문은 약 400개의 디지털 게임 업체중 

출시작이 있는 200-300여 개발 업체를 모집단으로 

하고 89개업체를 할당 표집(Quo떠 Sampling) 방식 

으로 선정한 후 이 중 섭외가 가능한 62개 업체릅 

최종 선정하여 실시한 설문이다. 두 가지 자료 모 

두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가공되기 이전의 원 

래 조사결과를 구득하였으며， 이를 연구자가 재정 

리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둘째 집적지의 특성 비교와 집적 과정을 밝히기 

위해서 사용된 자료는 심충 면접 자료이다. 심충 

면접은 설문조사결과와 함께 본 연구에서 중요하 

게 사용된 연구방법이다. 면접 조사는 2C뼈년 8월 

부터 9월까지 약 l개월 동안 실시하였다. 

약 1개월동안 행한 심충면접을 통해 연구자는 

설문을 통해 밝혀내기 어려운 국지적 집적에 관련 

된 다양한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지 

식의 습득과 이전에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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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상의 집적 현상은 경제학자， 지리학자， 

地理學論難 第37號 (2001. 2) , 67-85 , 

지와 형식지의 다양한 상호 교환과 학습이 중요한 

경제적 현상이 되고 있고 그 활동이 활발한 학습 

지역은 중요한 관심 지역이 되고 있다. 

지역 경제학자 동의 관심이었다. 그리하여 동장한 (1)지식 창조 과정 

제반 집적 이론은 세계 경제 현상의 변화와 사회 

적 맥락의 변화와 함께 발전하여 왔다. 대량 생산 1)지식의 구분 

체제 당시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전통적인 집적 지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암묵지와 형식 

이론과 마살의 산업 지구 이론은 사회 공간적 측 지의 구분 둥 지식의 종류나 지식의 순환 과정 둥 

면을 간과했었다. 그러나 Porter의 명저 “ The 을 중요시 여기게 되었다. 지식에 대하여 유명한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에서 밝혀진 클 경영학자 Nonaka & Tacheuchi(1995)는 지식이 기 

러스터 이론은 산업 활동의 지리적 근접과 뿌리 업의 중요한 소스로 사용되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내림이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 분석하기도 하였다. 

았다. 그러나 클러스터 이론이 사회적 맥락은 고 

려했지만 그 근본적인 구조를 이해하지는 못하였 

다. 이어서 지구 이론은 사회 공간적 맥락을 고려 

하여 유연적 전문화와 소기업의 중요성을 인식시 

켰다. 이것을 혁신의 관점에서 파악하여 공간과 

연결시킨 혁신 환경 이론은 경쟁력의 원천으로 혁 

신을 중요시하여 혁신 과정과 집단 학습 과정을 

강조하였다. 

사회 전반적으로 ‘학신’은 중요한 화두가 되었 

다. 이에 혁신에 참여하는 행위자， 혁신 요소와 과 

정을 중요시하여 동장한 국가 혁신 체제 이론과 

지역 혁신 체제 이론이 있다. 혁신 체제 이론은 

Nonaka(1995) 는 암묵지 와 형 식 지 의 습득에 관 

한 특정을 비교하여 설명하기도 하였는데 암묵지 

와 형식지의 차이점에서 대해서는 표'1에 나타나 

있다. 

표 1. 지식의 타입 

압쭉찌{주환척 형식자(책환척) 

경험의 지식(육체) 합리성의 지식(마음) 

동시적인 지식(현재 여기에서 )1 순차적인 지식(그때 거기에서) 

아날로그 지식(실습) 디지렬 지식(이론) 

혁신과 경쟁력의 총체적 면을 설명하려 하였다 2)지식의 상호 작용과 지식 변환 

그러나 지식 기반 경제로의 전환과 더불어 지식 형식지와 암묵지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여러 

은 경쟁력의 중요한 원천이고 가장 중요한 자원이 가지 상이한 특징을 보이지만 지식 창조를 위해서 

되고 있다. 특히 지식은 개인이 혼자 소유하는 형 는 형식지와 암묵지사이의 상호 작용이 중요하다. 

태보다는 조직의 절차나 규율， 환경， 문화 둥에 배 이 상호 작용은 물론 개인 차원에서의 상호 작용 

어 있는 집단적 암묵지의 형태가 더욱 중요한 지 도 중요하지만 조직 차원의 상호 작용도 중요하 

식이 되었다. 이때 집단적인 암묵지는 구성 렘버 다. 즉 개인차원에서 축적되고 창조된 지식을 이 

와 시간， 공간을 결합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집단 동시키는 것이 조직의 역할이다. 개인의 지식이 

적 암묵지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형성된 지식 

이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면서 그 지식 

을 집단적으로 습득하는 과정이 집단 학습 과정이 

이동될 때는 지식 변환의 4단계 (Nonaka & 

Tacheuchi, 1995)를 거치면서 조직적으로 확장되어 

그 과정에서 조직의 지식 창조가 발생한다. 

다. 조직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과 조직간 Nonaka & Tacheuchi (l995)는 형식지와 암묵지 

기업과 기업간 등 지역의 다양한 행위자간의 암묵 간의 지식의 변환 과정 (knowledge conversion)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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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지식 창조 과정인 ‘지식 나선 (lmowledge 매개로 하여 상호 학습이 발생하고 그 결과 지식 

spir려)’을 제시하였다. 지식 변환의 4가지 단계는 이 창조되는 과정이 이른바 학습 지역화 과정이라 

표순~연 

암묵지 

형식지 

다음과같다 

표 2. 지식 변환의 단계 

암묵지 형식지 

사회화 외부화 

(roci때za디on) (extern때za디on) 

내재화 결합 

(intern때za디on) (∞mbina디on) 

고 볼 수 있다. 

결국 학습 지역은 암묵지와 형식지 사이의 지속 

적이고 복합적인 상호 학습 과정과 지식 변환 과 

정을 거쳐서 새로운 집단적 지식를 창조하는 과정 

을 겪고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주로 집단적 암묵 

지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호 학습이 

필요하고 상호 학습은 따라서 사회적/공간적 근접 

성 및 공유 지식과 공동의 언어가 필요하다. 근접 

성을 근거로 한 공유의 언어와 공유 지식 및 집단 

각 단계별 유인의 영향을 받아 단계별로 지식은 적 암묵지는 영역적 한계를 가지고 있고 영역적으 

변환되어 새로운 지식은 생성되고1) 이 과정은 반 로 균둥하지는 않다. 집단적 지식의 우위성을 가 

복된다. 즉 형식지와 암묵지가 상호 작용을 일으 지고 있으면서 지속적인 상호 학습 및 집단 학습 

키고 각 단계를 순환하고 반복하면서 전체적인 지 

식 창조는 지속되는데 이것을 지식 나선 

(knowledge spir.머) 이 라 부를 수 있다. 

훌훌획얻의장 
를성 
Fleld 

Buildlng 

샤톨화 

매찌화 

때화 
Dialog 

윈~벼빠 
Leaming by Doing 

[그림 1 ] 지식 나선 

외무훌 

를톰 

훌씩지 
빼를빼크화 

Llnklng Expll디t 
Knowl잉ge 

출처 : Nonaka & Tacheuchi, 1995, p71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1] 이다. 

3) 학습 지역 

암묵지와 형식지의 변환 과정으로 대변되는 지 

식 창조는 상호 학습을 통해 발생하고 이것은 근 

접성을 이용하여 더욱 강화된다. 따라서 지역을 

을 통해서 지식 창조 과정을 겪고 있는 지역을 학 

습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지역의 제 

도요인도 간과 할 수 없는 학습 지역의 요인임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 

m 서울시 게입 산업의 입지 및 집적지의 특성 

1. 게임 산업 업체의 입지 

(1)게임 업체의 공간적 집적 

기본적으로 전국에 분포하는 게임 업체의 수는 

7497W) 이다. 이중 600개 업체가 가 서울에 집중되 

어 있어 게임 업체 전체의 서울 집중도는 80.1%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2) 서울 시내의 공간 집중 현상 

따라서 다시 서울 시내 제작 업체 493개를 다시 

구별로 나누어 업체 분포 현황을 [표3]로 나타내 

1) Nonaka & Tacheuchi는 이렇게 시작되는 각 단계마다 창조되는 지식의 유형을 나누어 다음과 같이 명명하기도 했다. 
사회 화는 ‘공감된 지 식 (sym맹벼얹d knowledge)"을 창조하고 외부화는 ‘개념 적 지 식 (∞n않pt때 knowledge)"올 결합은 
‘체 계 적 지 식 (systemic knowledge)"을 내재화는 ‘조작적 지 식 (operational knowledge)" 을 창조한다. 

2) 2뼈년 10월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에 의거 문화관광부에 게임물 제작 및 배급업자 둥록 
을 필한회사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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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구별 게임 제작 업체수 

구 업체수(개) 비율(%) 

1강남 구 95 19.3 

2중 구 73 14.8 

3서 초구 59 12.0 

4광진 구 55 11.2 

5영 둥 포 구 50 10.1 

6용산구 35 7.1 

7마포구 31 6.3 

8종로구 18 3.7 

9송 파구 17 3.5 

10관 악 구 9 1.8 

11강 서 구 7 1.4 

12서 대 문구 7 1.4 

3성 북 구 6 1.2 

14금 천 구 4 0.8 

어 보았다. 

[표3]를 보면 서울에서도 특정 지역에 다시 집 

적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업 

체의 10%01상을 점유하고 있는 구는 상위 5개로 

서 전체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었고 전체 업체 

수의 약 80%가 상위 7개구에 입지하고 있었다. 

절대적인 업체수를 살펴보면 5위까지 50개 이상이 

단위 : %(개) 

구 업체수(개) 비율(%) 

15구 로 구 4 0.8 

16성 동 구 4 0.8 

17강 동 구 3 0.6 

18동 작 구 3 0.6 

19양 천 구 3 0.6 

20은 평 구 3 0.6 

21강 북 구 2 0.4 

22도 봉 구 2 0.4 

23중 랑 구 2 0.4 

24동대문구 1 0.2 

합 계 493 100 

인 게임을 위주로 한 컴퓨터 게임를 주를 이루고 

있으며 마포구는 용산구는 PC 게 임 이 우세 하고 

업소용 게임도 혼재되어 집적 지역별로 주요 업종 

이 차별화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2) 높은 창업 비중 

1999년에서 2뻐년사이에 창업한 업체 사이의 

입지하고 5위 영둥포구 (50) 에서 6위 용산구(35) 구별 창업 비중을 살펴 본 결과 집적 순위상 상위 

사이에 급감하였다. 그리고 6위 용산구와 7위 마 7개구와 창업 비중도 높게 나타난 상위 7개구가 

포구는 30여개씩 입지하며 7위 마포구(31) 와 8위 순위는 약간 다르지만 같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 

종로구(18)사이에 급격히 줄어 들고 있었다. 것은 집적이 창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집적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점유 비율 10%01상인 상 자체가 창업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 

위 5개구를 뚜렸한 집적 지역으로 판단하고 업체 다고 볼 수 있다. 

의 절대적인 숫자를 고려하여 상위 7개구까지를 

집적 지역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3) 잦은 인력 이동 

2. 게임 산업 집적 지역의 특성 

(1) 특화된 게임물 유형 

중구와 영동포구는 업소용 게임이 주종을 이루 

고 있고 강남구 서초구 광진구는 PC게임과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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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 게임업체 종사자의 경력을 파악하기 위해， 

문화정책개발원의 설문을 분석하여， 각 구별로 1 

인당 평균 근속 년수를 계산하여 보았다. 

1인당 평균 근속연수는 평균 3.14년으로 그리 

길지 않음을 보여준다. 

유의할만한 점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게임 



서울시 게임산업의 집적과 학습지역 형성에 관한 연구 

업체 집적율을 보이는 강남구(2.35년) , 서초구(2.98 과 영상물 동급 위원회에서 공개되고 있는 출시 

년) , 중구(2.92년) , 영둥포구(2.56년) , 용산구(2.80 게임물 명단을 이용하여 최근 게임을 출시한 업체 

년) , 마포구(1.85년) , 광진구(3.11년)의 경우 1인당 를 중심으로 각 주요 집적지의 전형적의 특성을 

평균 근속연수가 서울시 전체 평균에 비해 상대적 반영하는 업체를 접촉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3) 

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 7개 접촉을 시도하여 면접에 웅한 기업과의 심충 면접 

지역의 1인당 평균 근속년수의 평균은 2.65년으로 결과는 20개 기업과의 심충 면접 내용이었다. 연 

서울시 전체 평균 3.14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이 이 구자는 기업 담당자 혹은 개발 담당자와 평균 3시 

를 뒷받침한다. 간의 심충 면접을 실시하여. 설문을 통해 밝혀지 

기 어려운 다양한 특징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4) 매출액과 게임물 출시 현황 

전체 24개 구 가운데 상위 7개 구가 서울시 전 1. 입지와 학습 과정을 통해서 본 집적지의 특성 
체 게임업체 4937ß 의 80.7%를 차지하고 있다. 이 

러한 측면은 특정 지역에 게임산업이 양적으로 집 

중되어 분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집적지의 출시 게임물수를 구별 순위로 나타내 

보면 순위로 보아 상위 7개구가 중구를 제외하고 

중위 아래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집적지 

의 평균 매출이 높은 것과 관련하여 한 개의 게임 

물 당 회수하는 수익이 비집적지에 비해 상대적으 

로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다시 제 

품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여 기업의 성과 

가 좋은 것으로 해석된다. 

W 심층 면접을 통해서 본 국내 게임 산업의 
학습지역화 

이상에서의 분석결과 서울시의 게임제작산업은 

특정 지역(구)을 중심으로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집적을 보이는 입지적 특정을 알 수 있었 

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게임 산업 집적 지역의 

특성을 보다 심도 갚게 이해하기 위해， 업종과 지 

역을 고려하여 집적 지역 단위 별로 전형적인 면 

접 대상 기업을 무작위 추출하였다. 그리고 문화 

관광부에 등록된 게임물 제작 및 배급 업체 명단 

3) 각 업체별 인터뷰 요약은 논문에 부록으로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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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집적 지역간 공통점 

사례를 바탕으로 서울 시내 게임 산업 집적 지 

역의 공통적인 특정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 과정의 경우 관련 업종에서 종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게임 산업에 대한 기술적 

노하우나 아이템을 기반으로 분리 신설 (spin-off) 되 

거나 게임 산업에 대한 강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기술과 지식을 기반으 

로 하여 창업을 하고 있는 특정을 보이고 있었다. 

둘째 입지 요인의 경우 경영자가 지향하는 정보 

의 종류에 따라 입지를 선택한다. 지역마다 정보 

의 종류에 따라 정보 접근성과 활용성이 다르기 

때문에 입지 지역이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생산 및 기술에 대한 정보 및 사업 서비스를 지향 

하는 경우는 강남 서초구나 광진구 둥에 입지하는 

반면 소비 및 유통에 대한 정보를 지향하는 경우 

는 영동포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에 입지하는 경 

향을 보였다. 정보의 신속한 획득은 기업의 지식 

으로 전환 될 수 있는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 인력 구득의 경우 엄격한 실력 위주의 사 

원 채택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개발 인력은 대부분 

구직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과물을 제시한 

다. 그리고 채택 선정시 경영자 단독으로가 아니 

라 그 분야의 지식 보유자가 기본적인 성과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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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고 대면 접촉을 통한 면접으로 인력의 지식 [표4] 같이 정리하여 보았다. 

수준을 파악하여 엄격하게 지식 수준을 평가한 후 2. 지식 창조의 측면에서 본 집적지의 특성 
채용하고 있었다. 지식 수준이 높은 고급 인력에 

대한 필요성 절감은 공통적이지만 실질적인 인력 입지와 학습 과정의 측면에서는 집적지가 두가 

수급 현황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지 유형 (A/B)으로 분류 될 수 있었으나 지식 창 

넷째 인력 훈련의 경우 대부분 공식적이고 형식 조의 측면에서는 B지역이 다시 게임 유형에 따라 

적인 훈련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으나 기본적으 세가지로 유형으로 세분될 수 있었다. 즉 PC게임 

로 신입 사원에 대한 비공식적 훈련은 선배나 동 과 온라인 게임으로 대표되는 강남/서초 지역， 업 

료들과의 상호 학습에 의한 훈련을 가장 중요하게 소용 게임으로 대표되는 중구/영둥포 지역， 세 가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훈련 및 적웅과정에서도 지가 혼합되어 나타나는 마포/용산/광진구 지역으 

처음부터 간단한 업무이건 실무의 일부분이건 간 로 분류될 수 있다. 여기서 세 번째 부류는 혼합 

에 모두 3-4명의 공동 작업으로 시작하고 있었다. 되어 있는 지역이지만 실질적으로 마포/용산구는 

각자의 지식의 파편뿐만이 아니라 지식의 조합 PC게임 위주이고 광진구는 전형적인 업소용 게임 

( combination) 및 조정 (αx>rdination) 을 동시에 중요 위주에서 PC게임을 혼합한 형태로 전환중이다. 그 

하게 여기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리고 광진구에 입지한 업체는 거의 대부분 정책적 

다섯째 학습 과정의 경우 사내에서 사원간에 상 으로 계획된 게임 종합 지원센터에 입주한 업체로 

호 학습이 가장 중요하고 사원간에 공식/비공식 

세미나 및 회의는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 

다. 집적 지역 내 박람회 및 워크삽 세미나 사업 

설명회 학술 대회둥 공식적 교류나 경영진 및 사 

장단의 비공식 교류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교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나 활용 

정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었다. 

(1)접적 지역간 차이점 

그러나 위의 집적 지역의 공통점 이면에 강남/ 

서초 지역(이하 A)과 나머지 집적 지역(이하 B) 

이 뚜렷이 다른 점이 나타났다. 심충 면접 과정에 

서 두 지역의 경영자나 개발자의 마인드 차이， 그 

로 인한 기대 정보의 차별성， 각종 협회 및 유관 

기관의 지원과 활용， 고급 기술 인력 수급 현황， 

지역 내부 각종 기업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활용 

정도. 지역 산업 인프라에 대한 심리적 기대감이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그 내용을 다음 

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으므로 다시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다시 1)강남/서초 지역 2)중구/영둥 

포 지역 3) 마포/용산 지역 4)광진구 지역으로 집 

적지를 분류할 수 있다4) 

위의 분류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다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게임물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 지식 

수준이 다르다. 즉 컴퓨터 게임의 경우가 업소용 

게임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 지식이 필요하고 온라 

인 게임이 PC게임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지 

식을 요구하고 있었다. 따라서 1) 지역이 가장 높 

은 수준의 지식을 다음은 3)지역 4)지역 2)지역의 

순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지식의 수준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형식지 

를 제공하는 교육 기관과 요구되는 지식을 습득하 

는 방법이 달라서 인력 시장의 특징이 다르게 나 

4) 본연구에서 4개 지역이 구단위로 명칭으로 명명되었지만 실제 공간적으로는 구지역 전체에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 
라 훨씬 협소하고 근접한 지역에 밀집되어 있었다. 강남/서초 지역은 논현， 대치， 삼성， 신사， 역삼， 서초， 방배， 반포동 
일대에 분포되어 있고 중구/영둥포 지역은 산림동， 을지로， 당산동에 밀집되어 있으며 마포/용산구는 동교， 서교， 합정， 
창천동， 원효로， 한강로에 밀집되어 있고 광진구는 구의 3동에 집중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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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입지와 학습 측면에서 본 집적지의 차이점 

구 분 강남/서초 집적지역 (A) 강남/서초 이외의 집적지역 (B) 

주요업종 
PC 게임 PCI온라인 게임혼합 

온라인 게임 업소용게임 

자사 이외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식 자사의 독자적 기술 개발이 기업 성장의 원 

기업가정신 획득에 대한 강한 의지. 동력이라는 사고. 

능동적이고 개방적인 경영 전략 수동적이고 보수적인 경영전략 

기업차원의 세미나 개최 기업 차원의 세미나 거의 없음 

관련 기관(협회 퉁)의 각종 지원을 최대 관련 기관의 지원에 대한 필요성인식 부족 
기업 및 

한활용 국제 박람회 참여 욕구는 높지 만 실제 참여 
유관기관의 지원 

국제 박람회 참여 욕구 높고 실제 참여 율은낮음 

율도높음 

고급 기술 인력 수급 용이 고급 기술 인력 수급 불리 

게임에 관련된 연관 산업(예를 들어 음반 -근접 지역의 산업 구조 낙후로 인해 잉여 

산업-사운드， 영화 산업-시나리오， 하드웨 고급인력의 경우 재취업의 선택의 폭이 좁 

고급기술인력 어 개발)이 동시에 집적되어 있어서 부문 다 

별 고급 인력시장이 풍부， 게임 스쿨 및 -주거 및 근무 환경의 상대적 열악함은 고 

관련 기술 연구원이나 대학이 근접하고 급 인력의 선택적 이동성에 부정적 영향. 

있음. -고급 인력 배출 교육 기관의 부재 

쾌적한 환경의 유인성 

각종 창업 투자사 둥을 통한 금융 혜택 금융 혜택 기회에 대한 정보력과 활용력이 
금융 지원을 비롯한 

기회에 대한 정보력과 활용력이 높음 낮음-자신의 비용으로 순순하게 창업한 사 l 

각종기업 서비스 
-실제 투자를 받아 창업한 사례가 많음 례가많음 

제품생산정보(상대적으로 높은 기술수준 소비자 정보나 유통 정보(상대적으로 신속 

기대정보의 차별성 에 대한 정보 획득)를 기대가 높고 그 정 한 정보 획득)에 대한 기대가 높고 그 정보 

보의 습득과 적용이 중요함 의 습득자체가 중요함 

지역 산업 강남/서초 지역이 가지는 고급인프라 및 지역이 가지는 인프라 및 인력에 대한 약한 

인프라에 대한 고급 인력 또는 각종 지원에 대한 높은 기대와활용 

기대와활용 기대와활용 

타났다. 즉 온라인 게임과 PC게임은 컴퓨터 관련 

정규 교육 과정이 존재하지만 업소용 게임의 경우 

관련한 정규 교육 기관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 

온라인 게임과 PC 게임 모두 고급 기술을 요구하 

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형식지 수준을 요구하는 

실정은 비슷하다. 그러나 PC 게임의 경우는 일정 

수준 이상의 형식지 수준이 필요하지만 온라인 게 

임의 경우에 비해 비교적 달리 독학이나 비정규 

교육 기관의 교육으로도 습득이 가능하였다. 이런 

특징은 인력 수급과 지식의 형태에도 영향을 미치 

고 있었다. 즉 1)지역은 고둥 정규 교육 이수로 습 

득한 형식지와 경험에서 축적한 암묵지를 동시에 

보유한 고급 인력 풀이 형성되어 있고 2)지역은 

정규 교육을 받지 않고 오랜 기간 경험만으로 암 

묵지를 축적한 인력 풀이 형성되어 있으며 3) , 4) 

지역은 비정규 교육 기관 출신이거나 독학으로 적 

정 수준의 형식지와 적정한 수준의 경험으로 인한 

암묵지를 보유한 인력 풀이 형성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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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지식 교환의 방법과 지식 창조 및 축적 속 

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1) 강남/서초 지역은 정규 교육 이수자들 사이에 

서의 효과적이고 신속한 전달 및 교류가 발생하였 

다 즉 형식지를 충분히 보유한 상태에서 상호 공 

동 학습이 일어나서 암묵지 축적을 가져오고 다시 

이것은 다시 각종 출판물이나 인터넷 컨벤츠둥의 

정보 통신 인프라를 이용하여 빠르게 형식지화하 

고 교환되어서 새로운 암묵지 생성에 기여하고 있 

었다. 거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 형식지의 전파와 

습득도 빠르고 공간적 근접성과 대면 접촉을 근거 

로 한 활발한 상호 교류에 의하여 암묵지의 생성 

地理學論養 第37號 (200 1. 2) , 67-85. 

수가 없었다. 따라서 대면 접촉과 공동 작업을 통 

해서만 전달되고 있었고 이런 이유로 해서 공간적 

근접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었다. 암묵지 전달을 

위한 업체간 교류는 활발하게 일어나지만 암묵지 

와 형식지의 전환이 효율적으로 발생하지 못하여 

총체적 지식의 축적과 창조 속도가 비교적 느리다 

고 볼 수 있었다. 

3) 마포/용산구 지역은 게임물 유형이 섞여 있기 

때문에 위의 두 가지 특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 

었다. 즉 비정규 교육 기관으로 인한 적정 수준의 

형식지와 암묵지의 전파 및 교류가 일어나고 있었 

지만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제도의 

및 전파도 비교적 빠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 부족으로 인해 1)지역과 같은 수준의 활발한 업체 

고 각종 협회 및 세미나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 간 교류는 일어나고 있지 않았지만 업체들의 필요 

서 업체간 교류도 활발하다. 따라서 지역의 총체 에 의한 실질적 교류는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었 

적 지식의 양이 신속하게 축적되어 빠르게 학습 다. 4)지역은 대체로 3)지역과 비슷하지만 세제 혜 

지역화 과정을 겪고 있었다. 택 혹은 저렴한 임대료 둥의 이유로 정책적 지원 

반면에 2)중구/영둥포 지역은 업소용 게임의 경 시설에 입지한 업체이므로 자발적이고 실질적인 

우 업소용 게임물 창작에 관한 정규 교육이 존재 업체 교류보다는 단순한 교류만이 일어나고 있었 

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지식이 경험과 현장 학습 으므로 형식지 및 암묵지 전달이 거의 발생하지 

으로서만 습득할 수 있는 암묵지 형태로서만 존재 못하고 있었다. 

하고 있었고 가시적인 형식지로서는 존재하지 않 위의 분류 기준에 따라 나타난 접적지의 특징을 

았기 때문에 지식의 전달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다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지식 창조의 측면에서 본 집적지의 특성 

구 분 강남/서초구 중구/영둥포구 마포/용산구 광진구 

게임 유형 
PC/온라인 업소용 

PC게임 위주의 업소용 게임 위주의 

혼재 혼재 

지식 습득 방법 고둥 정규 교육 + 정규 교육 없음+ 장 정규 교육/비정규 교육/독학 

장기 현장 경험 기 현장 경험 +단기 현장 경험 

지식 교환， 업체내/ 업체내/ 업체내 교류 활발， 업체내 교류 활발， 

업체간교류 활발， 업체간교류 활발 업체간 교류 중간 단순한 업체간교류 

지식변환과 형식지/ 느린 암묵지 전수를 형식지/암묵지의 완 형식지/암묵지의 완 

축적속도 암묵지의 빠른 지식 통한 느린 지식 축적 만한지식 변환 만한지식 변환 

변환으로 인한 빠른 

지식 축적 

상대적인 지식 
매우 높음(1) 중간(4) 약간 높음(2) 

수준(상대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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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은 각 조직 및 기업이 개별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각 행위자간에 서로 교환하며 지역의 집 

게임 관련 단체 전체 개수는 17개이고 업소용 

업체 중심의 접적지인 중구에 8개 (47% ), 강남/서 

단적 지식을 축적해나가는 과정에 따라 집적지를 초구에 5개 (29.4%) 영둥포구에 2개 (11.8%) 용산 

비교한 내용이라 볼 있다. 각 집적지 별로 보면 구， 광진구에 1개 (5.9%)가 입지하고 있다. 각종 단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과 지식 교환 정도가 다르기 체의 활동이 각 업체간 교류의 매개체로서 암묵지 

때문에 형식지와 암묵지의 변환과 전체적인 집단 교환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을 때 역 

적 지식을 축적하는 방법 및 속도가 다르게 나타 시 암묵지의 존재가 강한 업소용 게임 집적지인 

남을 알 수 있었다. 

3.제도적 요인에 따른 집적지 특성 

(1)금융 투자 회사 

우선 전체 창업 투자사와 신기술 사업 금융 회 

사는 160개와 6개로서 모두 166개이다. 신기술 사 

업 금융 회사 6개는 전부 서울에 입지하고 있고 

창업 투자사는 151개가 서울에 입지하고 있고 특 

히 게임 산업 집적지내에 모두 입지하고 있었다. 

중구에 가장 많이 입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다음으로 많은 강남/서초구도 역시 암묵지의 교환 

을 중요시 여긴다고 볼 수 있다(표7). 

(3)교육 기관 현황 

교육 기관은 형식지를 제공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욱 기관의 입지 현 

황은 직접 그 지역의 인력 특징을 반영하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게임에 직접적으로 관련한 정규 교 

육 기관으로서 대학은 아직 많지 않은 편이다. 

표 6. 금융투자회사 수 

창업 투자사 

선기술사업금융회사 

합계 

표 8. 비정규 교육 기판 현황 

LG소프트 

스쿨 

24 

게임스물 

18.7 

연세·현대 

세가게임스쿨 

9.3 

아트센터 기타 

6.7 41.3 

이것을 구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표6). 

(2)게 임 관련 단체 현황 

업체의 이익과 권익을 위해 활동을 하는 각종 

단체는 업체간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중요한 매개 

체라고 볼 수 있다. 암묵지 창조에 관하여 비공식 

적인 모임이 더 중요한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단 

체 및 협회 활동은 공식적 모임으로서의 역할과 

비공식적 모임 및 활동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역할 

을 동시에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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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학과 관련 대학， 대학교、 대학원은 총 9개이다 

게임과 관련한 정규 교육 기관이 부재한 상태에 

서 비정규 교육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때 

비정규 교육 기관을 통한 인맥 형성과 업체와 노 

동력 수급 관계 형성은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마포구에 2개 서대문구에 1개 용산구에 1개 강 

남/서초구에 3개이다. 가장 많은 강남/서초구가 

형식지 결합， 제공 및 인력 수급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마포구와 용산구에서도 형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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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게임관련단체현황 

단체명 -까i、-속 ι"， 님저 '7.] 소재지 주요현황 및 활동사항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중구 
17아U개 게임장 관리 감독 

(한컴산) 
문화관광부 

황학동 
전국 36개지회 구성 

임직원 20여면 

한국게임제작협회 
문화관광부 

중구 게임개발 기술교육 강좌 및 세미나개최 

(KAMMA) 쌍림동 회원상담정보센터 운영 

중구 
형식숭인과점검펼증 

한국게임기산업협회 산업자원부 
을지로4가 

특소세 개정업무 

게입기제조업체 관리 

강남구 인터넷PC방권익보호 
한국인터넷플라자협회 정보통신부 역삼동 게임 및 정보통신 육성 

한국인터넷멀티문화협회 
영퉁포구 인터넷PC권익보호 

문화관광부 여의도동 

강남구 
업소용，가정용，온라인게임개발업체 게임산업 진흥 

한국첨단게임산업협회 정보통신부 게임산업 정책과제 수행 게임소프트혜어 종합 DB 
역삼동 

사업 게임소프트웨어 시장활성화 사업 

게입개발사 집적화사업 

우수게임 해외진출지원 

게임종합지원센터 문화관광부 
광진구 국산게임홍보사업 

구의동 우수게임 사전 지원 사업 

게임엔젤펀드 조성 

정책기획 사업 

한국게임물유통협회 
문화관광부 

용산구 가정용 게임기 권익 보호 

(KIEMA) 신계동 
전국컴퓨터유기기구* 

문화관광부 
중구 아케이드게임기유통 

유통협의회 을지로4가 대람상가， 영둥포상가 유통 

서초구 
학술세미나 개최 

한국컴퓨터게임학회 정보통신부 경진대회 
잠원동 

정책과제 수행 
한국게임개발협회 

산업자원부 
중구 아케이드게임 개발 

(KAMMAK) 산림동 

한국영상오락물 
문화관광부 

중구 국내 영상오락물 제작업자의 보호 및 기술개발지 

제작자협회 신당동 원.컴퓨터 게임장의 발전을 위한 지원과 연구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문화관광부 강남구 유원시설업 육성 및 각종규제완화사업 

삼성동 
한국어뮤즈먼트 중구 

소프트웨어 연구 조합 을지4가 

S/W사업자에게， S/W개발 및 기술향상과 경영안정 

한국소프트웨어공제조합 
강남구 에 필요한자금의 지원과 취약한 담보력을 보완하는 

역삼동 채무보증(신용보증) 및 이행보증과 자금투자둥 종 

합 · 전문 특수공제제도를 도입 
영둥포유통상가 영둥포구 영풍포유통상가내 업체들 권익 보소 

전자상우회， 당산동 

대림상가상우회 영동포구 대림상가내 업체들 권익 보호 

당산동 

·공중 위샘법 상에는 게임이란 말 대신에 ‘유기 기구’ 또는 ‘유기 시설’이란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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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과 인력 수급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암묵지 중심의 중구나 영둥포에는 역시 형 

식지를 제공하는 교육 기관이 존재하고 있지 않아 

서 체계적인 형식지 제공이나 인력 수급이 활발하 

지 못한 실정이었다(표8). 

단계 및 지식 창조가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일어나 

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에 따라 지역 

의 집단적 지식을 창조하고 축적해 나가는 학습 

지역화 과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구/영둥포구의 경우 지식 변환의 4단계중 지 

(4)소결 식 창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2 외부화 단계 

제도적 요인은 집적지의 특성에 맞는 지식 교환 를 체계적으로 거치지 못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유형에 영향을 받아 생긴 결과이기도 하고， 그 제 오랜 전통의 암묵지를 형식지로서 체계화시키지 

도적 요인으로 인해 지식 교환 유형과 교류 정도 못했기 때문에 지식의 전파 및 교류가 느리게 발 

가 더욱 활성화되기도 한다. 이런 특성 역시 각 생하고 다음 단계로의 발전과 효율성에도 영향을 

집적지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것를 요약 미치고 있었다. 그와 함께 형식지의 전파 및 결합 

표 9. 제도적 요인에 따른 집적지의 지식 교환 

유형 금융서비스 교육기관 

강남/서초구 온라인/PC 78 3 

중구 업소용 13 

영둥포구 업소용 33 

용산구 PC/업소용 1 1 

마포구 PC/업소용 2 

광진구 업소용/PC 4 설립 추진중 

하면 다음과 같다(표9). 

4. 지식 창조 과정에 따른 집적지 유형 비교와 학 

습지역화과정 

(1)집적지 유형 비교 

이상에서 4가지 유형의 집적지를 지식 창조의 

지식 변화 4단계 측면에서 비교하여 보았다. 왜냐 

단체 및 협회 교환되는 지식 유형과 교류 정도 

5 형식지/암묵지 교류 활발 

8 암묵지 교류 활발 

2 암묵지 교류 활발 

형식지/암묵지 교류 중간 

형식지/암묵지 교류 중간 

1 암묵지 교류 약간 

을 돕는 교육의 부재로 인해 3결합도 잘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친 암묵지의 

생성과 교환만 일어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형식 

지와 암북지의 복합적인 지식 전환이 발생하지 못 

하여서 효율적인 지식 창조 과정을 겪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암묵지 교류에 도움 

을 주는 단체의 활동과 상호 작용 활발하게 이루 

하면 본 연구는 지식 변환 단계 1.공동화→2.외부 어 졌기 때문에 1사회화 단계는 비교적 잘 이루어 

화→J결합→4.내재화의 순서를 순차적으로 거치고 지고 있었고 오랜 현장 경험으로 인해 4내재화는 

이 과정이 반복되어 축적되는 것을 지식 창조 및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축적 과정으로 보았고 이것을 지역의 관점에서 다 요컨대 효과적인 4단계 순환 및 반복은 자연스럽 

시 학습 지역화 과정으로 보았었기 때문이다. 고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꾸준한 지식 창조 

비교 분석 결과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강남/서초 는 일어나고 있었지만 효과적인 학습 지역화 과정 

구는 집적 경제의 근접성에 근거한 상호 학습과 을 겪고 있다고 볼 수는 없었다. 그러나 2단계를 

제도적 요인의 도움을 받아서 형식지와 암묵지의 개선하여 동시에 3단계도 개선이 된다면 그동안에 

지식 전환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지식 변환 4 축적된 집단적 암묵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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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역화 과정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가 아직 짧아서 암묵지 축적 과정인 4 내재화 단 

마포구/용산구는 1사회화 단계가 진행되고 있지 계도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만 공동 작업이나 모임을 통한 상호 작용이 중충 광진구는 형식지 및 암묵지의 공유 및 교환을 위 

적으로 풍부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았다. 그리고 한 여건을 미리 정책적으로 마련했으나 실질적인 

적은 인력 이동으로 인해 지역내 암묵지 공유와 활동이 미비하고 입주 업체들이 그런 환경을 제대 

전파가 적게 발생하였기 때문에 2 외부화 단계도 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집단적 지식 

약하게 나타나고 있었고 교육 활동도 약간 있어서 창조는 그리 활발하게 일어나지 못했고 교육 기관 

형식지 결합의 3결합 단계도 역시 약하게 나타났 과 관련 단체 둥 제도적 환경도 모두 제대로 활동 

다. 그러나 적은 인력 수급과 약한 인력 이동에 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비해 역사적으로는 비교적 오핸 집적과정을 가지 

고 있었기 때문에 4내재화 단계를 진행하고 있었 

다. 요컨대 마포/용산구는 즉 형식지와 함묵지의 

(2)사례 지역(강남/서초)의 학습 지역화 과정 

이상에서 게임 산업 집적 지역은 전체적인 특정 

지식 변환이 중간정도로 발생하고 있었고 제도적 을 비교 분석한 결과 강남/서초 지역이 현재 가장 

역할도 미비하여 강남/서초 지역만큼 활발한 학습 바람직한 학습 지역화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을 

지역화 과정을 겪고 있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강남/지역의 학습 지역화 과 

학습 지역화의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었다. 

광진구의 경우는 집적 효과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건물내에 공간적으로 가장 근접한 집적 

지였다. 그러나 1사회화 단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 

해 건립한 지원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런 

지식 공유보다는 단순한 교류만 일어날 뿐 암묵지 

공유를 위한 상호 작용이 활발하지는 않았다. 특히 

한국인의 정서적인 이유로 인해 지원 시설 내에 

인력 이동은 활발하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고5) 

세제나 임대료 동 입주 혜택을 기대하고 입주한 

정을 단계별로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강남/서초 지역의 학습 지역화 과정〉 

1) 사회화 

강남 /서초 지역의 경우 최근 폭발적인 수요가 

생기고 있는 PC:게임과 온라인 게임 업종이 주종 

을 이루고 있고 이 두 게임은 서로 배타적인 산업 

이 아니라 아주 연관이 많은 산업으로 서로간의 

기술 발전이 서로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강남/서초 지역은 게임 산업과 연관이 많은 

업체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의도적인 교류가 다른 컴퓨터 관련 산업이나 문화 산업도 집적이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지역내 암묵지 공유 되어 있다， 영화나 애니메이션 산업으로 대표되는 

로 인한 형식지화 단계인 2외부화도 제대로 진행 

되지 못하고 있었다. 기존의 각종 단체에 흩어져 

있는 게임 관련 정보를 총체적으로 수집함으로써 

형식지 교환 역시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지만 실질적인 활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었 

문화 산업을 관찰하거나 모방함으로써 게임 산업 

의 소재를 발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고 컴퓨터나 

정보 통신 기술 산업의 발달도 게임 제작 기술에 

관한 힌트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었다. 

여기에 기업가의 정신은 개방적이고 능동적이어 

고 지역내 교육의 부재로 인해 3결합단계 역시 잘 서 소비자의 요구에 맞추어 가는 것보다는 수요를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집적시설의 건립 역사 창출하기 위해 생산 지식을 높이려는 의지가 강하 

5) 같은 건물내에서 다른 업체로 이동하는 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므로 역내에서의 합리적인 인력 이동이 발생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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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단순한 소비자 정보보다는 능동적이고 혁신적 

인 생산 기술 지식을 획득하거나 창조하려는 행동 

을 보인다. 따라서 사내 개발 인력만으로 기술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장기/단기의 공동 작업 

중충적으로 발생하여 상호 작용이 활발하다. 동시 

에 다른 기업과의 각종 협회나 단체 가입을 통한 

공식 모임도 빈번하고 타기업과의 비공식 모임을 

통한 상호 작용도 활발하다. 이 모든 활동은 암묵 

지 전달의 사회화를 촉진하고 있었다. 

2) 외부화 

위 사회화 단계에서의 활발한 상호 작용으로 인 

해 습득된 암묵지는 결과적으로는 제품으로 실현 

된다. 그러나 게임이라는 제품의 특성상 복합적인 

팀작업이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암묵지는 개인의 

언어나 문서 둥으로 표현되고 이것은 다시 그 과 

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공유 

언어 및 공유 지식이 된다. 이것이 바로 암묵지가 

대화와 집단 사고를 통하여 형식지로 숭화되는 과 

정이다. 이렇게 개인이나 조직 차원에서 표현된 

형식지는 언어， 문서， 컴퓨터 파일 둥의 체계적인 

형태로 개인 및 조직에 저장된후 지역내 인력 이 

동으로 인해 지역 내에 공유되고 전파되어 지역내 

형식지로서 정착한다. 

수있다. 

그리고 연관 산업의 발달은 연관 산업의 형식지 

접촉의 기회가 넓어짐을 뜻하고 이것은 연관 산업 

의 형식지와의 결합 가능성도 높아짐을 뜻한다. 

4) 내재화 

개인의 암묵지로의 내재화는 주로 현장 학습을 

통해서이다. 게임 산업은 팀작업이 필수적이라는 

산업의 특성상 주로 팀단위 현장 학습이 이루어진 

다. 이때 햄버들과의 접촉을 통한 팀단위 현장 학 

습이 개인적으로 혼자하는 현장 학습보다 암묵지 

내재화에 더 도웅이 된다. 즉 자신보다 높은 수준 

의 인력과의 현장 학습이 암묵지 터득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여준다면 자신보다 낮은 수준의 인력 

과의 현장 학습은 암묵지 내재화를 더욱 공고히 

해준다. 그러므로 여러 수준의 인력이 풍부하게 혼 

재하면 여러 수준의 팀작업과 여러 규모의 팀작업 

이 중충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강남/서초 지역은 

인력이 풍부하고 고급 인력 시장도 비교적 두럽게 

존재하고 있어서 중충적인 현장 작업으로 인한 복 

합적이며 신속한 암묵지 축적이 비교적 용이하다. 

특히 각종 지역 인프라와 행정 지원으로 인한 

강남/서초지역의 이미지 및 명성은 기업뿐만 아니 

라 고급 기술 인력을 모으는 유인이기도 하여 인 

력 시장의 수준도 높아진다. 고급 인력 시장의 성 

3) 결합 숙 자체로도 총체적 지식 수준의 증가로 볼 수 있 

유관기관 및 교육기관의 각종 지원을 충분히 활 지만 고급 인력의 높은 선택적 이동성과 게임 산 

용하여 외부 지식을 탐색하고 습득 및 활용하여 업 자체의 고급 기술 인력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형식지를 결합시키고 축적시키는 학습 활동이 나 인해 고급 인력의 집중은 상대적으로 더욱 활발해 

타난다. 이 과정은 개인의 학습을 기반으로 하여 진다. 활발한 고급 기술 인력의 집중은 팀단위 현 

기업의 학습을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지역의 학습 장 학습의 효율을 높여준다. 왜냐하면 현장 학습 

을 도모하여 이른바 형식지의 결합 범위를 점점 을 통해 자신의 암묵지를 터득하는데는 고급 인력 

넓혀 간다고 볼 수 있다. 강남/서초 지역의 경우 과의 대화 및 접촉이 무엇보다도 가장 효율적인 

각종 유관기관과 직접적인 게임 관련 교육기관과 방법이기 때문이다. 

간접적인 게임 관련 교육 기관(예를 들어 그래픽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강남/서초 지역은 개인의 

학원， 컴퓨터 학원 둥)도 상대적으로 많은 수가 학습과 기업의 학습으로 인해 지식 창조의 단계를 

존재하고 있어서 교육의 기회가 높고 교육 기관과 거치고 지식의 유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지속적 

연계를 통한 형식지 결합도 원활하게 이루어 질 으로 총체적인 지역내 집단적 지식의 양이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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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체적인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지식 창조의 

학습 지역화 과정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학습 지역화 과정의 일반화 

그러나 상기의 과정은 지역을 매개로 하여 시간 

의 순서에 따른 지식 창조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공간적 차원이 고려되면 시간의 순서에 따 

地理學論議 第37號 (200 1. 2) , 67-85. 

되어 결합 단계를 거칠 수 있다. 

관련 단체는 비공식 모임을 통한 상호 작용으로 

사회화를 자극하고 역시 각종 행사나 정기 모임을 

통해 관련 형식지의 결합을 도모한다. 

교육 기관은 공식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대표적 

인 형식지 결합 기관으로 고려할 수 있고 현장 작 

업과 동시에 교육을 통하여 내재화에도 중요한 영 

라 발생되는 지식 창조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다 향을 미치기도 한다. 또 교육 기관은 비공식적인 

시 그 순서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복합적이고 중 연계도 유발 할 수 있어서 상호 작용을 통한 내재 

충적으로 지식 창조 과정에 상호 영향을 준다. 따 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라서 지역을 매개로 한 지식 창조 과정은 더욱 역 공동 작업은 매우 중요한 활동으로 거의 모든 

동적이고 신속한 과정으로 전환되어 질 수 있을 단계에 영향을 미친다. 기업내 공동 작업시 관찰， 

것이고 그것이 이른바 학습 지역화 과정일 것이 모방 실습. 공유 경험 둥을 통해 사회화를 유도하 

다. 이것을 일반화하여 도식화한 것이 다음 [그림 고 공동 작업시 행하는 대화와 집단 사고 과정을 

2]이다. 통해 암묵지가 형식지로 승화하는 외부화를 동시 

먼저 중앙의 세로 방향은 시간의 순서에 따른 에 거친다. 그리고 공동 작업은 다시 현장 학습으 

지식 창조 단계이다. 물론 이 과정은 계속 반복되 

고 순환하는 과정이다. 이때 각 과정에서 공간적 

인 현상들과 상호 작용을 하면서 역동적으로 변환 

로 이어져서 형식지를 암묵지로 축적하는 내재화 

에 이르게 된다. 

이때 기업간 활발한 인력 이동으로 인해 공동작 

한다고 볼 수 있다. 업이 중충적이고 복합적으로 이루어 지면 지역 전 

연관 산업은 사회화 단계와 결합 단계에 영향을 체의 사회화， 외부화， 내재화 과정에 중요한 영향 

준다. 즉 연관 산업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해 아이 을 미치게 된다. 

디어나 힌트를 얻게 되어 사회화 단계를 거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내 다층적 공동 

연관 산업의 관련 기술과 같은 형식지를 결합하게 작업은 금융 기관과 같은 제도적 요인에 의해서 

二그 1-+ 

E 1-+ 
기| 
관|→ 

사회화 
암쪽지-+암묵지 

a 
외부화 

암묵지-+형식지 

a 
--’| 결합 

형식지-+형식지 

\1 μ 내재화 
형식지-를 암묵지 

[그림2J지식 창조를 위한 학습 지역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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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왜냐하면 금융 기관의 과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 

지원은 경영을 유연하게 하여 기업의 분리 신설， 발하였다. 

흡수， 합병을 유도하여 인력 이동을 활성화 시키 

기기도 하고 소유와 경영을 분리시켜서 제품 개발 

을 위한 지식 창조를 간접적으로 강화시키는 역할 

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과정은 일방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 서로 상호 작용을 일으키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즉 “학습”이라는 단어는 시간 

적 차원의 지식 창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 과정에서 공간과 상호 작용을 하면서 역동적인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공간적 차원의 지식 창조 

과정이 추가된 개념이 바로 “학습 지역”개념일 것 

이다. 

학습 지역화 과정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그 

세부 과정에 존재하고 있는 제반 여건이나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학습 지역이라는 한 

공간내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구성 요소들이 

라고도 할 수 있다. 즉 기본적으로 집적된 업체들， 

위의 지식 창조 과정에 영향을 주고 있는 금융기 

관， 관련 단체 및 행정 제도， 교육 기관， 발달된 연 

관 산업， 풍부한 인력 시장과 다양한 상호 작용， 

각종 물리적/사회적/문화적 거리의 근접성 6)으로 

인한 유대감 둥이 지역내에 뿌리 내려져 있어서 

효율적인 지식 창조가 발생 할 수 있을 때 학습 

지역이라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V. 요약및결론 

지식 기반 사회로의 전환과 동시에 새로운 차원 

의 집적 경제의 원천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식의 

중요성을 널리 인지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공간적 

근접을 이용한 지식 창조를 강조하는 학습 지역화 

에 대한 수많은 논의를 접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사례 대상으로는 대표적인 지식 기반 산업이자 

21세기형 문화 산업인 게임 산업을 대상으로 하였 

다. 연구 방법으로는 각종 설문 원자료와 관련 기 

관 자료를 가공하여 게임 산업의 공간 집적 현상 

및 특징을 기술적으로 이해하고 심충 면접을 통하 

여 게임 산업 집적지의 지식 창조 및 습득 과정과 

학습 지역화 과정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 

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게임 산업은 서울에 80% 이상 집중 

되어 있고， 서울의 업체 중에서도 80%가 전체 25 

개 구 중에 상위 7개 구에 집중되어 있다. 이 7개 

구의 게임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정 게임유형별로 

입지가 차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PC게임과 

온라인 게임을 포함한 컴퓨터 게임은 강남/서초지 

역에 집중되어 있고 업소용 게임은 중구와 영둥포 

구에 집중되어 있다. 

둘째， 게임 산업 집적 지역과 비집적 지역의 차 

이를 발견했다. 첫째 집적 지역의 게임물 유형이 

특화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었고 둘째 99년의 업 

체수와 2C뼈년의 업체수를 비교해 본 결과 집적 

지역의 창업 비중이 비집적 지역에 비해 높은 것 

으로 나타나 집적이 창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집적 지역의 1인당 평균 

근속 년수가 전체 평균 이하로서 집적 지역의 노 

동 이동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집적 지역 

업체들의 평균 매출이 높지만 출시 게임물 수는 

적은 것으로 보아 한 게임물당 회수되는 수익이 

높다고 볼 수 있었다. 집적 지역의 업체들이 비집 

적 지역의 업체들에 비해 창업 비중이 높고 인력 

의 이동 역시 활발하게 나타난다는 점과 기업의 

성과가 효율적이라는 점은 서울시 게임산업 집적 

지역의 경제성장과 학습지역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심충 면접 결과를 토대로 하여 지식 창조 

6) 심층 인터뷰 결과 구체적으로 시간 거리로서 1시간 이내의 거리를 근접한 지역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82 



地理學論議 第37號 (2001. 2) , 67-85. 

의 학습 지역화 과정을 살피기 위해 세가지 측면 서 제기된 개인 및 조직 차원의 지식 창조 과정을 

으로 집적지 특성을 분류하여 보았다. 입지 및 학 지리적 관점에서 지역 차원의 지식 창조 과정으로 

습의 측면， 지식 창조의 측면， 제도적 측면에 따라 재정의했다는 점과 게임 산업이라는 구체적인 사 

서 집적지 특성을 분류하였는데. 우선 게임 산업 례를 대상으로 하여 특징 및 유형을 분석하고 그 

집적 지역의 입지적 측면과 학습의 측면에서 공통 과정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점과 차이점을 발견했다. 즉 게임 유형， 기업가 정 그러나 연구 방법에 있어서 심충 면접을 이용한 

신， 지역내 각종 지원， 인력 시장 구조， 창업 과정， 분석은 현상에 대한 심충적 이해를 도모하기는 하 

기대 정보둥을 기준으로 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만 자칫 연구자의 이론적 편견과 미시적 분석의 

살펴 보았는데 그 결과 강남 /서초 지역과 나머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좀 더 

집적 지역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그 특성과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분석 방법을 이용한 연구와 

차이점을 밝혔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 둥이 향후 연구 

넷째， 위의 집적지 특성 분류와 지식 창조의 측 과제로 예상된다. 

면， 제도적 측면에서의 기준에 의한 집적지 특성 

분류를 다시 종합하고 지식 변환의 4단계 기준에 

맞추어 분류한 결과 강남/서초 지역， 중구/영둥포 

지역， 마포/용산 지역， 광진구 지역 4가지 집적 지 

역을 비교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중 강남/ 서초 

연구 내용에 관하여는 학습 지역화 과정을 밝힌 

후， 그 과정과 기존의 집적 이론에 의한 집적 과 

정과의 비교를 통해 차이점을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역은 그 특징으로 보아 학습 지역화 과정을 거 

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강남/서초 지역의 학습지역화과정은 기 

업에게 내외적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집적지역의 성장을 촉진하 1 국내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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