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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춘천 문화산업 클러스터는 기업, 지자체, 교육기관, 인력 등의 다양한 

클러스터 구성 요소를 가지고 199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다. 지방 문화산

업이라는 어려움을 가지고 시작된 산업이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기까지는 

산업 진흥이라는 인위적인 진흥 정책이 필요하였다. 이 과정에서 진흥 기

관이 등장하게 되었고, 진흥 기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산업 클러스터의 

방향이 좌우되었다.

기존의 시각으로 이러한 클러스터의 진화 과정을 진단하기 어려움이 있

어 클러스터 경쟁론을 기반으로 하여 클러스터의 생성, 발전, 쇠퇴의 과

정의 내용을 파악하고 춘천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진화의 단계를 분석해 

보았다. 진화의 단계를 분석해 보았을 때 춘천 문화산업 클러스터는 생성

에서부터 클러스터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생성 단계부터의 문제는 발전 단계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여 발전의 저해 요소로 나타났다, 이 문제는 산업 진흥의 

방향 제시와 클러스터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정책의 문제였고, 클러스터 

구성의 많은 요소들이 연계가 약화되었다. 또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클러스터를 쇠퇴시키는 진흥 정책이 나타나고 있었다. 

춘천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진화적 위치를 분석해본 결과 현재 클러스터 

쇠퇴기에 진입해 있었고, 이로 인해 2차 클러스터 진흥 정책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1차 클러스터 정책의 안정적 종료와 2차 클러스터의 탄탄

한 진입 준비만이 1차 클러스터의 급격한 쇠퇴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라 할 수 있어, 새로운 정책적 시각과 

클러스터 산업 진흥 방안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우선 선결해야 하는 문

제는 구성원간의 신뢰 회복과 연계의 재결합 및 강화가 우선이다.

주제어 : 문화산업, 클러스터, 춘천, 쇠퇴, 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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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문화산업 클러스터는 기업, 지자체, 교육기관, 인력 등의 다양

한 주체가 모여 상호 연계를 통해 강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상

호 경쟁과 학습을 통해 발전해 나가는 경쟁력 확보의 유기적 구

성체라고 할 수 있다.1) 그러나 현재 국내의 경우 지방 문화산업 

육성은 대부분 산업 진흥 기관에 그 근간을 두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이 진흥 업무를 대행하는 진흥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국내의 지방 문화산업은 진흥기

관의 진흥 정책 방향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다. 

또한, 진흥기관이 구축한 클러스터 주체의 연계 강도가 그 클러

스터의 핵심적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특히 국내 지방에서

의 문화산업 클러스터는 진흥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기업군의 형성과 지자체의 정책이 지

방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핵심이라고 하겠다.2) 

춘천 문화산업 클러스터는 그 태동을 애니메이션 산업을 기반

1) Cooke, P.는 문화산업 클러스터는 집적화를 통해 형성 되며, 클러스터 내에서

는 각 구성요소간의 연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 있다. 클러스터의 구성요소

인 대학, 연구기관, 문화산업 기업, 해당분야의 지역 문화예술계 등이 다양하

고 결속력이 강한 연계를 구축하고 경쟁을 기반으로 상호 학습을 이루어 내 

집적에 따른 시너지를 창출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제시한다.(Cooke, P. 

Knowledge Economics : Clusters, Learning and Cooperative 
Advantage. Routledge , 2002.) Porter, M.은 클러스터에 대해 부가가치가 

만들어지는 가치사슬에 포함된 기업, 지식을 창출하는 연구기관, 가치사슬과 

연계되어 형성된 조직(지식, 인적자원 등), 그리고 소비의 네트워크(구매자, 

구매시장 등)로 정의하였다(Porter, M.. “Cluster and the new 

economics of competition”. Harvard Business Review. Nov.-Dec., 

Harvard Business School, 1998.)

2) 국내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본격화는 산업자원부가 2002년에 산업클러스터 활

성화 정책을 발표해 정책화(산업자원부, 「산업클러스터 활성화 정책 추진」. 

『산업클러스터 추진협의회 자료』, 2002.) 하였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혁신체계(RIS) 이론을 기초로 혁신 클러스터들이 중심이 되는 신국토구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상생과 도약을 위한 신국토구상」, 『국정과제회의 

보고 자료』, 2004.)을 제시해 구체적 실현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각 지역

에서는 이때를 기준으로 문화산업 클러스터가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국가 주

도의 클러스터 형성은 국가 정책화 되고 각 지역은 이러한 국가 정책에 따라 

지역별 정책을 수립하여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지자체 안에 육성 부서를 두었

다가 대부분 진흥기관으로 독립시킨다. 따라서 클러스터의 정책 역량과 진흥 

역량은 진흥기관에 집중화 된다.



157

으로 90년대 후반에 첫발을 내딛었다. 춘천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특징은 산업 진흥을 주관하고 있는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그 

중심에 있다.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은 IT와 CT를 동시에 진흥

하고 있으며 그 구조상의 특징으로 IT 분야는 광역지자체의 범위

를 관할하고 있고, CT 분야는 기초지자체의 범위를 관할하고 있

다. 이러한 범위의 설정은 태생상의 합병 과정에서 발생하였으

며, (재)강원정보영상진흥원과 (재)춘천문화산업진흥재단 간의 

통합이 원인이 되게 된다. (재)강원정보영상진흥원은 춘천시의 

주도로 생성되어 구 정보통신부로부터 광역 진흥원 승인을 받아 

진흥 사업을 수행하였고, (재)춘천 문화산업진흥재단은 춘천시의 

주도로 생성되어 문화관광부의 진흥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3)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춘천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진흥 

기관은 두 개의 산업 진흥 분야를 가지고 클러스터를 형성해가는 

주체로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고, 많은 시도와 변화의 과정을 

겪고 현재 새로운 클러스터 단계로 진화해 가는 과정을 기획하고 

있다.

이러한 춘천 문화산업 클러스터는 여러 가지 실패와 성과를 보

여주고 있으며, 특히 지방 문화산업 클러스터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로 구성 지자체간의 산업 진흥에 대한 의지

의 차이점이 가져온 고유 특성, 둘째로 수익사업의 도입이 클러

스터 내부에 미친 영향, 셋째로 기업군과 인력 등의 구성 주체의 

경직이 클러스터에 미친 영향 등이 중요한 시사점이라 할 수 있

겠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클러스터 구성 주체간의 네트워크 

형성에 작용을 하게 되었고, 클러스터의 발전과 진화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었다.4)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애니메이션 

산업 도입의 선도 역할의 한 부분이었던 춘천 문화산업 클러스터

의 쇠퇴 원인과 위치 진단을 도출하고, 2차 클러스터의 도입으로

의 진화를 맞이하여 2차 클러스터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한

3)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 사업실적』, 2004-2009. 

참조.

4) 지원금과 교부금의 규모의 문제, 기관 운영의 재원 확보, 순수 기업의 역할 

감소 인적 자원의 필요성 약화 등이 중요한 경직 요소이며, 결국 연계를 방해

하는 제약 요소가 되었다. 



158

다.

Ⅱ. 춘천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진단

1. 포터의 클러스터 경쟁력 모델

마이클 포터의 경쟁력 모델은 다음 그림과 같은 다이아몬드 구

조를 가지고 있어 다이아몬드 모델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각각의 

구성 요소와 연계를 통해 경쟁력이 발생함을 나타낸다.5) 이 모델

이 클러스터의 경쟁력 모델이고 이 모델을 통해 클러스터의 생

성, 성장, 쇠퇴를 볼 수 있다.

그림 1. 다이아몬드 모델6) 

이 모델에서 요소조건은 숙련된 노동 혹은 하부구조 등과 같이 

기존 산업 경쟁에 필요한 생산요소 포지션을 나타내고, 수요조건

은 해당 산업이 창출하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 특성을 나

타내며, 연관 산업과 지원 산업은 경쟁력 있는 공급자나 여타 연

관 산업의 존재여부를 나타내고, 전략, 구조, 경쟁관계에서는 창

업, 조직, 관리 등과 국내 기업 간의 경쟁 구도를 지배하는 국가

기구의 특성을 나타낸다.7) 이 모델을 클러스터를 기준으로 보면 

요소요건은 인적자원, 수요조건은 기업 매출, 연관 산업과 지원 

산업은 기업과 진흥기관, 전략, 구조, 경쟁관계는 지자체로 나타

5) 마이클 포터, 『경쟁론』, 세종연구원, 2003. pp.191-327.

6) 마이클 포터, 상동.

7) 마이클 포터, 위의 책, 마이클 포터는 이러한 구성요소의 중요성과 더불어 상

호 연계의 강화를 중요시 하였는데 이 연계를 약화하거나 방해하는 요인을 제

약이라 하였고,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해 제약의 해소가 중요하다고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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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 따라서 지자체의 조성비, 지원비, 인적자원 수, 기업 매

출, 기업 수, 진흥기관 유무 등이 클러스터의 경쟁력을 파악하는 

요소가 된다.

2. 클러스터의 성공과 실패 사례

도시명 모형 특징 시점 기능 요인

성공

사례

앙굴렘

(프랑스)

민간주도

관지원형

페스티벌, 만화저

작권 시장, 정부지

원, 만화도시, 최첨

단디지털영상단지,

만화영상센터

1973~
예술적

기능우월

지역민의 적극성, 시정

부의 의지, 중앙정부의

지원

이케부쿠

로

(일본)

자연형성

형

만화가촌, 애니메

이션기업 집적, 작

업편의시설 입지,

생산, 판매, 소비시

설

1980~
상업적

기능우월

문화적 기반, 저렴한

임대료, 교육과 인적자

원, 산학연계시스템

쉐필드

(영국)

관주도

민간참여

형

구공업지역활용 산

업지구, 디자인, 영

상, 방송 등 폭넓은

산업 유치, 산,학,관

협력체제

1986~
산업적

기능우월

올바른 예측과 판단,

철저한 전략과정, 일관

된 추진, 폭넓은 참여,

네트워크

실패

사례

유바리

(일본)
관주도

지역개발, 이벤트성

사업, 관광인프라

구축, 소비성 문화

산업

1990~

생산성 부족

이벤트성

행사

감당 규모 이상의 투

자, 생산 능력 부족

경쟁력 소멸, 인위적

육성과 독단성

표1. 클러스터 성공과 실패사례 8)

현재 국내에는 아직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성공과 실패가 확정

되어 제시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해외의 사례를 기반으로 살펴

보겠다. 우선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생산 기반의 시설, 

연계 체계, 시장성을 고르게 확보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역 산업과 더불어 클러스터 구성요소의 체계성과 연계 강화, 

그리고 제약을 해소하는 협조가 잘 이루어진 특성을 가지고 있

다. 반면에 실패사례에서는 일방적 관주도와 더불어 생산 기반 

미비, 무리한 투자 등이 뒤따르고, 자체 경쟁력 확보가 미비하였

8) 김승동, “지방자치단체 문화산업 육성정책에 관한 연구 : 부천시 만화산업을 

중심으로”, 카톨릭대학교, 200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를 통한 지역사

회 개발 연구』, 2007. 참고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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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이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클러스터 구성요소간의 

연계성 강화와 제약 해소를 통해 체계적인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만이 성공적 클러스터로 성장시키는 방법이라 하겠다.

3. 다이아몬드 모델과 통계로 본 클러스터의 진화

춘천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진화는 통계를 다이아몬드 모델에 

대입하여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우선 해당 클러스터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클러스터의 생산성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클러스터의 경

제적 진화와 수요조건을 볼 수 있는 요소이다.

       

그림 2. 애니메이션 매출액9)(단위:백만원)

9) 문화체육관광통계포탈, culturestat.mcst.go.kr, 검색어 : 지역별 애니메이션 

매출액,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부천만화정보센터에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으로 

변화와 도전의 시간들』, 2009.,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현황 보고서 1998-2010』, 2010., 부천만화정보센터, 『부천만화정보센터 백서 

2002-2006』, 2007.,에서 발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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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춘천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애니메이션 부분은 강원도 전

체 지역의 애니메이션 산업이라고 할 수 있고, 통계에서도 애니

메이션 제작업의 매출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춘천 문화산업 클러

스터의 매출액으로 볼 수 있다. 매출액의 규모로 경제적 활성화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림2에서 보듯이 진흥 기관들이 본격

적으로 진흥 사업을 시작한 2004년에는 매출 규모가 비슷하였으

나 이후에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차

이점보다는 매출 성장 추세를 중점으로 본다면 강원지역으로 표

현되는 춘천 문화산업클러스터의 경우는 비약적인 발전 보다는 

미미한 매출 상승의 정체를 보이고 있는 특징을 가진다. 즉, 타 

지역과 비교하여 시장 수요에 대하여 경쟁력을 크게 확보하지 못

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림 3. 문화산업 클러스터 입주기업 수10)(단위:개)

10) 춘천시, 『문화산업 단지 조성 현황』, 2010.,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위의 

책, 2009.,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위의 책, 2010., 부천만화정보센터,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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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문화산업 클러스터는 입주 기업 수의 변화는 클러스터 산

업부분에 해당하는 요소로 상당히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정체에 가까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클러스터의 중요 요

소인 산업 기반의 정체는 곧 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오게 되며, 타 

지역의 기업수의 변화와 비교하면 연관산업과 지원산업의 구성 

주체가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 4. 애니메이션 종사자 수11)   (단위:명)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구성 주체에서 기업이 중요한 만큼 종사

자 수 또한 매우 중요한 구성 요소로 요소조건에 해당된다. 종사

자수가 중요한 것은 결국 클러스터 네트워킹의 중요한 연계고리

이기 때문이다. 강원도의 경우로 나타나고 있는 춘천 문화산업 

2007. 에서 발췌 정리. 부천의 경우는 기업수과 작가팀수를 합하였다.

11) 문화체육관광통계포탈, culturestat.mcst.go.kr, 검색어 : 지역별 애니메이

션 종사자 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위의 책, 2009.,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위

의 책, 2010., 부천만화정보센터, 위의 책, 2007.에서 발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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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의 애니메이션 종사자 수는, 기업 수의 정체와 같은 유

형의 감소형 정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종사자의 정체는 결

국 클러스터 내의 많은 연계가 경직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

다. 따라서 종사자의 정체나 감소는 클러스터 연계 강도와 요소

조건이 계속 약화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Ⅲ. 춘천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제약성

1. 지자체의 산업 진흥 의지 차이

춘천 문화산업 클러스터는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IT와 CT

를 동시에 진흥하고 있으며,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은 IT 분야

는 광역지자체의 범위를 관할하고 있고, CT 분야는 기초지자체의 

범위에 해당되는 산업 진흥 주체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강원도의 성장 동력 산업군에는 문화, 

관광과 함께 IT, CT가 내재되어 있으나 현실상의 CT 산업의 진흥

은 춘천시만의 몫이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광역지자체인 강원

도와 기초지차체인 춘천시의 견해 차이로 나타나고, 문화산업 클

러스터의 성장에 제약을 가져오게 된다. 우선 강원도는 현재까지 

문화예술 부분, 문화유산 부분을 위주로 관련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문화산업에 대한 정책은 미흡한 특성을 가지

고 있다. 또한 강원도 정책에서 문화산업 육성에 대한 부분을 담

당할 주체가 불명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에 의해 

문화산업 관련 업무가 초기 지식산업과에서 시작하여 현재 문화

예술과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강원도의 

지식산업에 대한 시각에서 비롯하였으며, 지식산업과에서 초기 

신재생에너지 부분을 담당하면서 그 견해차가 발생하기 시작하였

다. 따라서 강원도에는 현재 문화산업을 전담할 부서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전국의 광역 지자체의 경우를 보더라도 문화산업과와 

문화예술과의 이원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강원도의 경우

는 문화산업 관련 부서 설치의 필요를 인지하기 시작했을 뿐이

다. 반면 춘천시의 경우는 초기 태생부터 지식산업과의 조직에 

의해 산업 진흥 기능을 전담하게 하였고, 재단법인으로 진흥원이 

분리된 이후에도 지식산업과를 계속 운영하여 산업 진흥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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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중이다.

표 2. 문화산업 행정조직 현황12)

위 두 부분의 견해 차이에 의해 춘천 문화산업 클러스터는 성

장과정에 대한 계획성이나 정책성을 확보하기에 제약을 많이 가

지게 되었다. 이런 이유는 정부의 사업 지원에 대한 기초지자체

와 광역지자체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한, 광역

지자체는 거시적인 부분의 산업 진흥과 육성 계획을 담당하여야 

했고, 기초지자체는 미시적인 산업 진흥과 육성 계획을 담당했어

야 하는데 기초지자체만의 산업 진흥과 육성 계획은 그 예산규모

의 제약으로 인해 미시적인 부분조차 내다보기 힘든 부분이 발생

12) 박봉원, 유영심,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산업 육성방안』, 강원발전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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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많은 부분이 산업 진흥 주체인 진흥기관

의 계획에 맡겨져 가는 과정을 가져오게 하였고 문화산업의 성과

에 대한 많은 부분을 진흥기관의 성과에 기대게 된 것이다.

2. 진흥 기관의 생존

춘천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진흥 기관은 위와 같은 지자체의 견

해 차이에 의한 제약과 더불어 2000년대 중반부터 지자체의 지원

의 축소에 따른 진흥 기관 운영 예산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13) 

이러한 두 가지의 문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첫째 지

자체의 견해 차이에 의해 진흥 기관이 지역 문화산업 정책의 대

부분을 수행하게 되고, 그 성과가 지역 문화산업의 성과가 되는 

부담을 가지게 되었다. 둘째, 의회의 운영비 지원 축소 문제는 

진흥 기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진흥 조직의 향후 생존에 대

한 고민을 만들게 하였다.

따라서 춘천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진흥 기관은 산업 진흥과 클

러스터 형성의 핵심 기능보다는 생존에 대한 고민에 중점을 두게 

되었고, 지자체에서 나오는 운영비 보조의 연장을 위해 성과위주

의 운영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이로 인해 산업 환경 조성과 클

러스터 경쟁력 강화 보다는 성과 도출에 용이한 부분과 자체 생

존력을 위한 재원 확보의 방안을 도입하게 되었다. 따라서 진흥

사업에 집중하기 보다는 자체 성과지표와 수익성 창출에 매진하

게 되고, 이로 인해 해당 인력의 양성, 문화산업 리소스 개발 지

원, 다양한 기업군의 형성 등 클러스터 진흥 주체로서의 기능을 

많이 상실하게 되었고, 이러한 클러스터 구성 주체의 약화가 신

규 기업이나 창작 기업의 발생과 정착에 제약을 가져오게 되었

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구사하기에는 클러스

터 내 기업과 인력군의 약화로 인해 지원 대상이 한정적이 되는 

문제점을 가져오게 하였다.

  

13)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의 결산에 따르면 재단법인화 된 이후 2004년을 고점

으로 춘천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관운영비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부천의 경

우도 의회의 계속된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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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주요 진흥 내용

년도
주요 진흥 내용

구분 내용 구분 내용

2002

진흥사업
창업보육, 교육훈련, 기

업지원, 특성화
2006

진흥사업
RIS, NURI, 지역S/W활

성화, CAF2006

수익사업 수익투자사업, 수익사업 수익사업
애니메이션사업, 인터넷

사업

2003

진흥사업
기업지원, 홍보사업, 하

드웨어 인프라, 연구

2007

진흥사업

IT/SW활성화 사업, 지

역연고산업 진흥사업,

CAF2007, 강원도 명품

화 사업, CRC 사업

수익사업
수익투자사업

수익사업
수익사업

애니메이션, 인터넷사

업, 문화콘텐츠산업

2004

진흥사업

RIS, NURI, 지역S/W활

성화, I․CT컴플렉스

구축, 벤처촉진지구
2008

진흥사업
IT/SW활성화 사업,

CAF2008, CRC 사업

수익사업
애니메이션사업, 인터넷

사업
수익사업

애니메이션사업, 인터넷

방송사업, e-러닝 사업,

문화콘텐츠 사업

2005

진흥사업

지역I․CT산업 육성 모

델 확보, RIS, NURI

지역S/W활성화

2009

진흥사업
IT/SW활성화 사업,

CAF2009, CRC 사업

수익사업
애니메이션사업, 인터넷

사업
수익사업

애니메이션사업, 인터넷

방송사업, e-러닝 사업,

신사업개발, 문화콘텐츠

사업

표 3.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 주요사업14)

3. 클러스터 조성 정책 

춘천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정책은 많은 변화가 존재한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 대부분의 문화산업 클러스터가 비슷하게 겪

어가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문화산업 진흥에 

대한 정부 정책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즉, 인위적

으로 조성 시킨 문화산업 클러스터는 자생적 모습 보다는 지원을 

통한 진흥 사업에 그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국 

변화의 모습은 지방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진흥 기관을 통해 나타

나게 되는데, 진흥 기관의 방향성은 결국 국가 정책이 투영되어 

나타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춘천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정책적 특징을 보자면 문화산업에 

14)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 사업실적』, 2004-2009. 

발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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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기반이 전무한 상태에서 90년대 후반 기초지자체의 주도로 

애니메이션과 게임이라는 부분의 문화산업을 중점 사업으로 도입

하였다. 이 당시에는 춘천시가 주도적으로 산업 육성을 이끌어 

나갔고, 시 정책 내부에서 산업 육성을 소화해 나가고 있었다. 

2000년에 들어서면서 춘천시는 게임 산업을 포기하고 애니메이션 

산업을 집중화 하면서 산업 전반에 대한 인력, 기업, 지원시설 

등을 구축해 나갔다. 2000년대 초반 국가 정책에 맞추어 춘천시

는 진흥 기관을 설립하고 출자 과정을 거쳐 (재)강원정보영상진

흥원을 설립한다. 이러한 과정의 특징은 전국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국가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즉, 지역 진흥원의 

설립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대부분의 진흥원이 재단법인화 되

어 독립적 구조를 갖추게 된다. 그 후 2007년부터는 본격적인 자

립 운영 기반 확보를 위해 클러스터의 하드웨어를 구축하기 시작

하는데, 이 또한 전국 유사 산업 진흥원들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

한 진행을 하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지역 진흥원은 클러스터 

조성비와 운영비라는 재원에 대해 해당 지자체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기에 산업 진흥 정책이 해당 지자체의 견해와 동조되었다. 

즉, 지자체의 정책 방향이 대부분 반영되었으며, 춘천의 경우는 

시정의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 위주의 방향에 의해 하드웨어 조성

이 중점 추진되게 된다. 결국 이러한 정책적 변화의 특징에 의해 

자연스럽게 클러스터의 유기적 구조가 대부분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인위적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 하드웨어를 대상으로 하는 

집중 육성 정책을 구사하여 클러스터 경쟁력의 원천인 하드웨어

와 소프트웨어의 상생 발전을 소홀하게 되고, 성과 위주의 정책

을 통해 진흥 기관이 기업화되는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인적자원 및 관련 기업군이 성장하지 못하고, 진흥기관이 클러스

터 거대 기업화가 되었으며, 진흥 기관의 수익사업과 직접 연관

된 몇 개의 기업만 존재하고 대부분의 클러스터 기능은 상실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15)

15) 임덕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전략기획실장의 IASP 총회에서의 ‘혁신클러스터 

다시 생각 한다’라는 발표에 의하면 클러스터 실패의 원인은 하나의 목적에 

집중하는 클러스터나 클러스터 기능의 한 부분에 집중하는 형태, 그리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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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클러스터 경쟁에 의한 진화상의 위치 진단

마이클 포터의 클러스터 경쟁론에 의하면 클러스터는 생성, 발

전, 쇠퇴의 현상16)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들이 모여 클러

스터의 한 주기를 이루게 된다. 경쟁에 의한 성공에는 발전 과정

의 연속이라는 전제가 포함되어야만 하지만, 무한적인 경쟁 우위

는 보장될 수 없기에 필연적으로 쇠퇴를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쇠퇴를 토대로 다시 클러스터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운 클

러스터의 형성 과정이 필요하므로 하나의 클러스터가 생성되어 

발전되고 쇠퇴하는 과정 까지를 한 주기로 볼 수 있다.

그림 5. 클러스터의 한 주기

출처: 마이클 포터, 2003. p.239-346 재구성

우선, 클러스터의 한 주기인 생성, 발전 쇠퇴의 특징을 춘천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클러스터의 생성 단계에서 경쟁 우위를 가져 성공의 토대를 확

보하자면, 첫째 지역 토착 기반의 산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전통적으로 지역 경쟁력이 확보된 산업이기 때문에 인

위적인 경쟁력 확보의 과정이 다수 경감되기 때문이다. 춘천의 

주도의 성과 도출이 용이한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에만 집중하는 형태, 그리고 

네트워킹의 소프트적인 지원의 부재 등이 실패의 가장 위협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클러스터의 실패는 클러스터 시스템적인 자연스러운 연계 강화

보다는 특정 요소에 대한 집중이나 전체 구성요소의 불균형이 실패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16) 마이클 포터, 위의 책. p.23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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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문화산업에 대한 토대가 전무한 상황에서 신규 산업과 클

러스터를 구성하려는 시도를 하였기에 경쟁력 확보의 과정까지 

가기에도 많은 시도와 실험의 과정이 필요하였다. 둘째, 지역의 

절박한 사정이나 요구에 의해 생성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지역 

구성원들의 인내와 지지가 필요하다. 이는 새로운 산업이 경쟁력

을 확보하는 과정에는 많은 시도와 경험의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

이다. 이로 인해 구성원 전체의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

부 구성원의 목표에 의한다면 많은 어려움을 가지게 될 수 있다. 

춘천의 경우는 이러한 과정에서 문화산업 육성에 대한 전체 구성

원의 지지가 부족하였다. 무엇보다도 구성원의 문화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음이 큰 문제였다. 급급한 산업 홍보는 해당 산

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구성원에게 비추어지게 하였고, 구성

원이 산업에 접근하여 참여하였을 경우, 낮은 임금과 열악한 환

경으로 구성원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결과를 만들었다. 셋

째, 상호 경쟁을 통한 혁신 기업들의 탄생이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춘천의 경우는 상호 경쟁에 의한 자발적 기업 생성보다

는 외부 기업의 유치에 더 적극적이었다. 결국 다수의 외부 기업

이 진입하여 지자체의 지원금으로 단순 제작에만 몰두하게 되고, 

차후재원의 고갈이 나타나자 다시 외부로 유출되어, 실질적인 산

업 클러스터의 중요 구성 요소인 기업군 확보에 대한 체력만 소

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넷째, 우연한 사건이나 입지를 통해 

클러스터가 형성될 수 있는데 특화지구 지정이거나 특정 기업의 

진입으로 인해 클러스터가 발생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춘천의 경

우는 이 부분에는 크게 해당이 없다, 결국 클러스터 생성단계에

서부터 성공으로 가는 핵심적 요소가 반영되지 못한 춘천 문화산

업 클러스터는 이러한 이유로 생성 초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클러스터 발전 단계에서의 성공 확보를 위한 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클러스터 구성 주체간의 네트워킹이 중요하다. 춘천의 경

우는 위에서 언급된 제약에 의해 네트워킹에 많은 제약을 받았

고, 이에 따라 기업, 인력, 지자체의 네트워킹이 상당히 약화되

어 있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경우 제약의 대부분의 경우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이다. 둘째, 기업의 다양성 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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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의 핵심이지만 춘천의 경우는 이 또한 상당한 약화를 보여주

고 있다. 이 경우는 진흥 기관의 생존 추구에 의해 약화된 경우

로 볼 수 있다. 셋째, 클러스터는 경쟁과 연계가 발전을 가속화 

하지만 춘천의 경우는 클러스터 내의 기업의 부족으로 인해 경쟁 

관계가 발생하기 힘들고, 연계 또한 형성되기 어려운 구조를 가

지고 있다. 이러한 발전 단계에서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중요 요

소들이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클러스터 구성 주체간의 정보

와 학습을 통한 피드백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경쟁 관계가 존

재하지 않게 되면 클러스터는 결국 정체나 쇠퇴의 과정으로 진입

하게 된다는 클러스터의 특성으로 볼 때, 춘천 문화산업 클러스

터는 클러스터 이론상의 쇠퇴기에 진입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

다.

다음은 클러스터 쇠퇴기에서 나타나는 주요 요소들로, 첫째, 

클러스터의 경쟁 우위의 소멸이 대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춘

천의 경우는 클러스터 내부 소수의 기업들은 대부분 진흥기관의 

수익사업과 연계된 구조로 기업 간의 경쟁 우위를 기대하기 어렵

고,  클러스터 구성 요소를 타 지역과 비교해보면 기업과 인력수

의 절대적 부족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클러스터의 중요 요소인 

기업과 인력의 경쟁우위가 소멸되고 있음이고, 이에 따라 클러스

터 역시 경쟁우위 소멸의 과정으로 진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이다. 둘째, 클러스터 구성 주체들의 경직 및 소멸이 나타나게 

된다. 춘천의 경우는 클러스터 구성 주체인 기업, 인력 양성과 

진흥 기관, 지자체간의 경직이 장기화 되어 있고, 기업과 클러스

터 내 인력이 점차 소멸과정을 겪고 있다. 셋째, 아웃소싱 및 국

제화를 통한 생산성과 역동성 유출 부분은 현재 진흥 기관의 주

요 제작 과정이 국외로 아웃소싱 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 

생산성과 인력 역동성 부분이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경쟁력이 

약화된 부분은 아웃소싱을 하고,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부분은 

클러스터 내 진흥을 하여야 한다는 클러스터 경쟁력에 대한 마이

클 포터의 언급 부분을 통해 춘천 문화산업 클러스터가 쇠퇴기가 

심화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된 것으로 보는 것보다는 기술 급변

의 시대적 흐름에 맞추기 위한 구조조정의 측면으로 이해하고, 

입체영상 부분에 대한 성공이 이러한 이해를 완성시킬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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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춘천 문화산업 클러스터는 클러스터 구성의 

기본에 충실치 못한 생성기를 가지게 되어 많은 제약을 만들어내

게 되고, 잠시 발전기로 접어드는 과정이 있었으나 기업 형태의 

성과를 도출해야만 하는 진흥 기관의 진흥 정책으로 인해 정체기

를 맞이하고, 클러스터 구성 요소의 약화와 하드웨어 인프라 구

축에 집중된 문제점으로 인해 현재 쇠퇴기에 진입해 있다고 할 

수 있다.

Ⅴ. 결론

춘천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진화과정의 위치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쇠퇴기에 진입해있다. 이러한 쇠퇴기는 클러스터

의 준비와 이해의 부족에서 시작하여 진흥 기관의 재단법인화를 

추진시킨 정부 정책상에서의 문제도 일조를 하였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 교부금 및 운영비의 규모

의 점진적 축소에서 발생한 진흥 기관의 생존 문제가 가장 큰 영

향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조 교부금과 운영

비의 축소를 막아내려는 진흥 기관의 성과위주의 정책 운영이 클

러스터 안정화에 많은 제약을 가져왔다.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

고 네트워킹이 약화된 클러스터는 결국 쇠퇴기로 진단되는 과정

으로, 스스로 자연스럽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며 진입을 하였

다.

이러한 문제는 춘천 문화산업 클러스터가 춘천 지역 산업의 중

요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회생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회생을 위하여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진화단계에서 새로운 

산업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 클러스터는 1회성 진화 과정을 가지

는 것이 아닌 순환고리상의 환류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1차 클러스터 사이클이 지나면 2차 클러스터의 생성 조건에 맞는 

요소의 확보가 필요하다. 즉, 쇠퇴는 발전적인 2차 클러스터의 

생성으로 대비해야 하고, 2차 클러스터의 사이클이 시작되기 위

해 2차 클러스터의 구성요소 강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특징 안에서 춘천 문화산업 클러스터는, 현재 지연산업

으로 확보한 몇 가지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갖추어가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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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2차 클러스터의 도입은 희망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확보된 기반을 토대로 2차 클러스터의 도입 시 강화해

야 하는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요조건에 해당하는 구성요소의 강화가 필요하다. 즉, 

시장성의 확보에 대한 문제로 현재의 매출액은 거의 진흥기관의 

수익사업의 매출로 기업의 매출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즉, 진

흥기관은 그동안 확보한 시장성을 토대로 기업의 유통과 매출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 판매, 그리고 배급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미디어에 노출될 

수 있는 출구 확보 전략을 병행하여야 하고, OSMU의 연계 지원 

정책도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연관 산업과 지연산업에 해당하는 구성요소의 강화는 다

양한 연관 기업의 생성 및 유치 강화로 이루어진다. 다양한 기업

의 생성과 유치를 위하여 기업 운영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방안

과 더불어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즉, 기업의 아이디

어 사업화, 시설과 장비의 활용 편의성, 소규모 기업 활성화, 작

가의 안정적 정착 등의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요소조건에 해당하는 구성요소의 강화는 인적자원의 생

산과 활용의 강화로 이루어진다. 즉, 생산인력의 수용, 교육, 연

구, 기술개발, 창작 리소스 개발, 교육기관과의 긴밀한 관계 구

축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다. 이러한 인적자원을 

통해 나머지 구성요소와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인적자원의 능력

의 정도에 따라 산업의 수준이 정해지므로 가장 시급하게 강화해

야 될 부분이다.

현재 춘천 문화산업 클러스터는 두 번째와 세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의 기반이 매우 약화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원은 클러

스터는 유기적인 네트워킹의 산물이라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

다. 결국 인위적인 산업의 직접 진흥이 많은 혼란을 초래했고 1

차 클러스터의 생명력을 빨리 단축시켰다.

따라서 회생을 위한 2차 클러스터에서는 하나의 성공사례를 만

들어 발전시키는 것이 아닌 구성요소간의 신뢰와 연계의 강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클러스터 구성 주체간의 발전 가능에 대

한 신뢰와 연계의 회복이 네트워킹의 재 연결을 이끌어 낼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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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진흥보다는 클러스터 구성 요소들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적 시각의 

변화와 연계와 신뢰의 회복만이 1차 클러스터에서 얻어진 지식과 

경쟁력을 2차 클러스터의 기반으로 만드는 진취적인 발전을 이끌

어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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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volutionary & Revival of ChunCheon Cultural Cluster

Seo, Jeong-Soo · Kwon, Jae-Woong

The cultural cluster in Chuncheon was initiated in the late 1990s 

with the combination of diverse components, which were companies, a 

local government entity,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human 

resources. In order to hold ability of standing on its own way in a 

hard time when the local cultural industries could not had developed 

by themselves, it urgently required the encouragement policy in the 

name of industry development. GIMC (Gangwon Information & 

Multimedia Corporation) was established in this situation, and 

policy strategies for promoting the cultural cluster was decided on 

the basis of GIMC's strategies.

This article analyzes the evolution process of the local cluster 

and suggests characteristics of its every stage--initiation, 

development, and decline--on the basis of cluster competition 

concept because of the problem to deal with the evolution process of 

cluster from the existing viewpoint. This article finds out that 

Chuncheon cluster embarked on cultural cluster strategies without 

concerning basic elements which had to be prepared from the initial 

stage. This problem worked as the serious obstacle hampering 

development of Chunchen cluster. This problem was the matter of 

policies in providing a direction of industry development as well as 

leading a local cultural cluster and led to a result of weakening 

the connection among cluster components.  

As a result, this article shows that the current status of 

Chuncheon cultural cluster is being entered the decline stage, and, 

therefore, suggests that the advanced policy to promote cluster for 

a next round is urgently needed. Stable closing the first round of 

cultural cluster policies and thorough preparation for the second 

round  is the only practical solution to minimize side effects of 

cluster decline. It is the prerequisite to restore trust and, at the 

same time, reinforce relationship between members who consist of 

Chuncheon cultural cl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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