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미성646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7권 제4호 2014(646~659)

* 경기개발연구원 상생경제연구실장, 선임연구위원(Senior Research Fellow, Director, Depart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Gyeonggi Development Institute, msmoon@gri.kr)

창조경제와 지역: 창조도시의 세가지 원천

문미성*

Creative Economy and Region: Three Sources of Creative City
Misung Muhn*

요약 : 창조경제의 개념 및 사회적 의미에 대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창조경제에 대한 정책적, 학술적 관심이 증대해왔

다. 본 연구는 창조경제가 지역에서 실현되는 방식과 원천에 대한 탐색적 연구이다. IT혁명의 영향으로 현대인들의 네

트워크는 질적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어 ‘연결된 지식’이 창출하는 집단지성, 집단지성이 뿌리내린 ‘도시’ ‘지역’은 창조

경제의 핵심 인프라가 되었다. 개인의 창조성이 발현되는 창조도시는 세 가지 바탕위에 발전한다. 첫째, 특정산업의 집

적으로부터 나오는 지역의 고유성, 장소성을 기반으로 하며, 둘재, 도시의 다양한 개방적 지식정보연계망으로부터 발

전한다. 셋째, 해당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치지향성과 지역에 축적된 사회적 자본으로부터 발전한다.

주요어 : 창조경제, 창조도시, 네트워킹, 집단지성

Abstract : Political and academic concerns on creative economy have been increased, despite of the 
debates on its concepts and socioeconomic implications. This article is an exploratory study about the 
mechanisms and the sources in which creative economy works. Due to ICT revolution and expansion 
of individual’s networking competency, collective knowledge created by networking and city/region in 
which the collective knowledge has been embedded became the parts and parcels of creative economy. 
Three sources of creative city is as follows: regional peculiarity and locality from industrial clustering, in-
tensity of urban networks(openness), and value orientations in regional problem sol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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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박근혜 정부의 첫번째 국정목표로써 ‘일자리 중

심 창조경제’가 제시된 이래 언론·학계에서 창조

경제에 대한 관심이 늘어왔다. 우리에게 창조경

제는 청년실업, 성장률저하 등의 문제를 극복하는 

경제적 대안으로서의 역할이 부여되고 있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많은 정책 및 프로젝트 이름 앞에

는 ‘창조’라는 접두어가 따라 다닌지 오래다.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경제 

발전에 있어서 ‘창조성’의 중요성이 유행처럼 강조

되어왔다(Rolf Heinze & Fabian Hoose, 2012). 지
역의 정치인들은 자기 도시가 ‘창조도시 또는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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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으로 불리는 것을 선호한다. 지역의 지도자

들은 매력적인 창조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소위 ‘창

조계층’이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지역경제 및 공간연구 분야에서는 

일찍부터 창조경제, 창조도시 개념이 발달되어 왔

다(Landry, 2000; Florida, 2002). 우리나라의 경

우 지방자치제도의 도입과 함께 지역발전전략으

로써 창조도시 개념이 도입되어 많은 도시들이 실

행하기도 하였으며 관련 연구도 풍부하다. 다만 

창조도시 개념이 지역의 문화예술산업 육성에 치

중되어 있어서 ‘창조성’이 발현되는 공간으로서의 

지역의 다양성, 창조성 형성의 원천 등에 대한 탐

색과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창조성 및 창조경제 실현에 있어서 지

역의 역할에 대한 고찰과 지역 차원의 실천전략과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창조성의 개

념에 현대에 이르러 IT혁명과 글로벌화 과정과 함

께 어떻게 변모되었는지 살펴보고 지역 경제와 접

목되는 방식을 기술할 것이다. 둘째로 창조경제 

형성의 지역적 원천을 클러스터 창조성, 네트워크 

창조성, 지역적 가치지향 등의 개념으로 설명할 

것이다. 특히 창조적 지역경제 형성에 필요한 실

천전략을 해외의 성공적 창조도시를 사례로 설명

할 것이다. 창조도시는 문화 및 예술도시에 국한

되지 않고, 헬싱키와 같은 지식산업도시나 프라이

브루크(독일)과 같은 녹색도시 등을 포괄하는 것

으로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2. 창조성과 경제: 현대적 개념화

1) 창조경제의 개념과 쟁점

창조경제는 새로운 유형의 포스트 포디즘적 경

제의 한 유형으로 인식된다(최병두, 2013). 여기

서 지식, 정보, 창조성, 디자인, 상징가치가 중심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창조경제는 개인의 상

상력 또는 창조성이 부 창출의 핵심이 된다는 특

징을 지닌다. 창조성이 다양한 차원을 지닌다면 

창조성을 자원으로하는 경제는 활씬 다양할 수 밖

에 없다. 따라서 창조경제는 기존 문화산업(미디

어+콘텐츠)의 범주를 훨씬 넘어서는 개념으로 제

조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의 가치사슬에 적용되는 

개념이다. “창조경제 기반이 되는 창의성은 산출

물이 광범위하다. 문화나 예술도 되지만 소프트웨

어 코드, 빅데이터, 알고리즘, 닷컴기업을 망라한

다. 예를 들어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는 TV나 영

화가 될 수 있고, 그보다 위쪽(샌프란시스코와 시

애틀 지역)에선 창의적 소프트웨어와 수학적인 재

능이 기반이 될 수 있다(조선일보, 5.30. 존호킨스

와의 대담)”.

창조성은 개인의 문화적 속성이지만 오늘날 부

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적 특성으로써 재평가된

다(John Howkins, 2007). 현대 경제에서 창조성

은 과학적 창조성, 기술적 창조성, 경제적 창조성, 

문화적 창조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4개 부문

의 창조성 사이의 상호작용과 스필오버 과정을 통

해 창조경제가 발전된다(KEA European Affairs, 
2006). 창조경제 성장의 열쇠는 창의적 인재들이 

지닌 아이디어를 산업에 접목할 수 있도록 생태계

를 조성하는 것이다.

창조경제는 현대에 와서 다양한 의미로써 재해

석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탈산업경제 핵심적 일부

일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변화를 유도하는 혁신

촉매로써 인식된다. 특히 창조산업에 있어서 디

자인과 디지털(‘design and digital’) 기술의 적용을 

통해 타산업의 소프트 혁신역량(soft innovation 
capacity)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De 
Propris, 2013).

둘째, 창조경제의 현대적 특징으로써 상품의 사

용가치(use value)보다는 상징가치(symbolic value)
가 시장과 제품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된다

는 점이다. Ashem and Hansen(2009)는 창조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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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을 상징적(symbolic), 종합적(synthetic), 
분석적(analytic) 등으로 구분하면서 가장 높은 수

준의 창조적 과정은 가치를 포괄하는 ‘상징적’ 과

정이라고 논한 바 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보

편화(인터넷, DB의 발달)됨에 따라 지식 정보의 

가치는 하락하는데 비해 상징적, 유추적 지식융

합에 의해 창출되는 가치의 비중은 더욱 높아지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구글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

용하면 5분 만에 애플 아이폰과 삼성 갤럭시 휴대

폰의 전세계적 차원의 인기도를 분석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지식생산의 비용은 낮아지고 있다

(그림 참조). 

셋째, 현대에서 창조경제를 주도하는 것은 소수

의 천재가 아니라 네트워크화된 개인이다. 창조적 

프로세스에서 ‘새로움(novelty)’은 기존 지식이 결

합된 결과이며 사회적 네트워킹에 의해 영향 받는

다. 천재가 아닌 평범한 개인도 창조경제를 발전

시킬 수 있는 창조성의 민주화 시대에 진입해가고 

있다.(Richard Ogle, 2007), IT혁명의 영향으로 

현대인들의 네트워크는 질적·양적으로 크게 확대

되어 ‘연결된 지식’이 창출하는 집단지성, 집단지

성이 뿌리내린 ‘도시’ ‘지역’은 창조경제의 핵심 인

그림 2. 영국 10대가 개발한 앱 SUMMLY(좌)와 한국 10대가 개발한 한글입력기(우)

그림 1. 구글 트렌즈: 아이폰(청색선)과 갤럭시(적색선) 검색빈도수 비교

아이폰(애플)

갤럭시(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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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가 되었다. 야후는 17세 영국소년이 개발한 

뉴스 요약 앱 ‘summly’를 3천만불에 매입하고 직

원으로 채용했다. 한 소년의 작은 아이디어의 가

능성을 믿은 주변인들이 투자하여 앱을 개발 개선

한 결과이다. 한국 여중 1학년생의 아이디어로 개

발된 앱 ‘천지인더블키보드’는 삼성휴대폰의 한글

입력방식을 개선하여 구글플레이에서 출시 2달 만

에 3만 5천 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하였다. 천

재들의 불가해한 창작물도 사실은 바깥세계와의 

우연한 조우나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실현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의 인지과학에서는 창조성

이 개인 두뇌발전의 산물이라기보다는 다변화된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물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

대되고 있다.

2) 한국의 창조경제론 

우리나라에서 창조경제는 신성장동력이자 일자

리 창출의 원천으로 기대되고 있다. 선진국의 창

조산업1)은 생산 및 고용증가율에 있어서 다른 산

업을 능가할 뿐만 아니라 타산업 혁신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창조산업은 음악·영

상·방송·공연 등의 문화산업과 소프트웨어, 정

보서비스, 디자인 등의 서비스업과 같이 지식과 

아이디어를 실현한 산업군을 의미한다. 창조경제

에 대한 통계 산출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창조산업 통계로 창조경제의 규모를 추산한다.

영국의 창조산업 고용(2010년 기준)은 230만 

명으로 전체 고용의 7.4%, 전체 수출액의 4.1%를 

점유하며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의 

1977-1997년까지의 창조산업 성장률은 6.3%로

써 평균 경제성장률 2.7%를 크게 상회한다. 우리

나라 창조산업 GDP 비중은 2.7%(2009년)로 영국 

7.4%(’12), 미국 6.4%(’07) 등에 비해 훨씬 낮을 것

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창조산업이 전체 고용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3.1%에 불과하여 영국 5.1%, 

캐나다의 6.5% 등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아직까

지 우리나라 창조산업은 선진국 대비 발전 수준이 

낮아 고용 및 생산에 있어서 발전 잠재력이 커서 

신성장동력으로서의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된다. 

창조산업이 아닌 부문에서의 창조경제와 창조

고용의 가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경

표 1. 창조산업 GDP 및 고용 비중 국제 비교 (단위: %, 자국통화기준)

구분
EU27
(2008)

영국(GDP 

‘12/고용 ’10)

프랑스

(2008)

독일

(2008)

이탈리아

(2008)

스페인

(2008)

미국

(2007)

호주

(2010-11)
캐나다

(2007)

한국

(2009)

GDP 

비중
4.5 7.4 4.9 4.2 3.8 3.6 6.4 6.6 7.4 2.7

고용 

비중
3.8 5.1 3.7 4.1 3.6 3.5 4.1 8.0 6.5 3.1

주:  미국, 호주는 핵심 저작권산업(core copyright industries) 기준-한국콘텐츠진흥원(2013) 참조. 유럽국가들은 핵심 창조산업

(core creative industries) 기준, 캐나다는 문화산업(culture sector) 기준.

자료: EU27,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Tera Consultants(2010). Building a Digital Economy.
영국- “창조산업 핵심은 지재권…英 수출의 10% 차지하죠.”, 한국경제(2013.3.11); DCMS(2011). Creative Industries Econom-

ic Estimates Report 2011.
미국–IIPA(2010). IIPA’s 2010 Special 301 Report.
호주–PWC(2012). The Economic Contribution of Australia’s Copyright Industries.
캐나다- Action Canada(2011-2012). Creativity Unleashed; Suebee Media Consulting(2012). Frome the Margins to the 

Mainstream.

한국–문화체육관광부(2009기준). 『문화산업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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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비창조산업의 고용 성장률이 창조산업보다 훨

씬 크다는 연구도 있다(De Pris, 2013). 영국의 경

우 비창조산업의 창조인력은 56.3만으로 창조산

업 부문의 창조인력보다 많으며, 고용성장률도 

6.24%로 창조산업부문 창조인력 고용 0.24%보다 

훨씬 높다.

우리나라에서 창조경제가 논의되는 것은 2천년

대 이후 잠재성장률 저하와 요소투입 의존 성장의 

한계, 중소 제조업 및 서비스부문 저생산성, 고용

침체 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식되는 것

과 관련된다. 청년실업, 고령화, 저성장, 세대갈등 

등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한국형 창조

경제 실천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창조경

제는 무언가를 조금 더 낫게 현실적으로 만들자는 

것”이며 “생산만이 아니라 사회적 복지와 노동문

제를 아우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존 호킨스, 제

4회 창조경제포럼 강연(서울), 2013.5.30)이다. 영

국의 창조경제 육성 정책은 문화예술분야를 위주

로 한 창조산업 육성으로 영국의 후기산업사회의 

실업 및 경제 불황 극복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3) 창조경제와 지역

창조경제와 창조산업이 동의어가 아니라면 창

조경제가 발전하는 다양한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즉 문화산업 등과 같이 핵심적인 창조산

업이 아니라도 지식산업 심지어 전통 제조업에서

의 창조경제 발전이 가능하다. 문화콘텐츠산업 중

표 2. 영국의 창조인력 고용 변화

구 분 2009년 2010년 성장률

창조산업
창조인력고용 475,673 476,835 0.24
지원인력고용 404,263 420,461 3.85

비창조산업 창조인력고용 563,402 600,877 6.24

전체 창조인력고용 1,443,338 1,498,173 3.66
전체고용 28,905,000 29,121,000 0.74

창조인력 비중(%) 4.9% 5.1%

자료:  DCMS-Creative Industries Economic Estemates(2011); Lisa De Propris, How are creative industries weathering the 
crisis?, Cambridge Journal of Regions, Economy and Society, 2013, 6, 23-3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2). 2013년 중기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그림 3.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정치 그림 4. 한국의 경제성장과 고용증가율 및 고용탄성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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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창조경제진흥정책으로부터 탈피하여 창조성

이 발현되는 다양한 분야와 층위를 결합하여 지역

마다 차별화된 내생적 성장정책이 가능할 것이다.

창조성이 경제로 실현되는 방식은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이는 경제활동이 지역의 인프라, 

자연자원, 사회적 관계 속에 배태되어 있는 것과 

관련된다. 지식은 그 사람의 관계에 의해 영향 받

고, 이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와 관련된다. 

지리적 근접성은 지식의 공유를 낳을 뿐만 아니라 

지식이 공유되고 활용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지리적 근접성이 경제활동의 집적을 낳고 이는 다

시 혁신과 창조성을 창출하여 다른 경제 활동의 

입지결정에 영향을 준다. Martin an Sunley(2007)
은 ‘공간경제구조는 미시적 행동의 단순한 공간적 

결과가 아니라 거꾸로 미시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

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역(도시)은 경제발전의 산물인 동시에 창조경

제의 선순환을 가능케 하는 대부분의 요소들이 내

재되어 있는(embedded) 경제 공간이다. 창조계급

론에서는 창조적 도시는 창의적 인재와 기업을 끌

어들여 지역마다 차별화된 산업구조와 지식, 소비

양식과 하부구조 등을 창출하여 창조경제의 틀을 

형성한다고 주장한다(Florida, 2007). 또한 창조도

시는 다양성 및 개방성, 장소성(Locality) 등의 요

소를 기반으로 집단지성을 표출하고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새로운 경제활동을 창출한다. 지역에 내

재한 사회적 자본, 기업가 정신 등은 기술 변화 및 

경제의 글로벌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혁신을 출현

시키며, 다른 지역(국가 또는 세계)으로 전파한다. 

뿐만 아니라 ‘도시 자체가 창조적 생산물(상품)’로

써 관광을 통해 지역 내·외부로 소비· 수출되는 

기반산업이기도 한다. 런던, 뉴욕, 싱가포르 등은 

도시의 독특한 경관, 역사, 생활양식 등이 어우러

져 세계인들을 끌어들임으로써 도시 자체가 상품

으로 기능한다.

창조도시는 선진국 창조경제 실천을 위한 핵심

전략의 하나로써 도입되어 왔다. 창조도시 전략을 

통해 창조인력과 창조적 기업들을 끌어들임으로

써 글로벌 경제시대의 핵심 경쟁요소를 확보하고

자 한다. 유럽은 문화수도프로그램(capital of cul-
ture)이라는 창조적 도시형성을 통해 경제 발전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전통산업도시 리버

풀은 EU 및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2008년 유럽 문

화수도로 선정된 이후 창조산업기반 도시재생사

업을 추진하여 구조 고도화에 성공하였다2). 창조

도시는 산업사회 이후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선

진국 도시들이 자기 지역의 자원을 긍정적인 시각

으로 새롭게 해석하려고 복원하려는 창조적 상상

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이병민, 2013). 즉 지

역이 가진 문화와 산업적 자원을 도시 공간 전체

의 변화와 연결시키는 과정이 창조도시이다. 싱가

포르도 외환위기 여파 극복을 위해 ‘르네상스 시티 

프로젝트’를 수립, 문화예술의 부흥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컬처노믹스 전략을 추진하

였다. 문화·예술, 미디어, 디자인, IT-소프트웨

어 등의 신성장동력 발굴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

출은 창조적 인재들의 집적과 자본의 유입을 도모

하였다.

창조도시와 관련한 비판으로는 첫째 대도시가 

창조경제 성장의 원천이라는 인식이 창조도시론

에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내재해있다는 점, 둘째 

창조도시에 대한 강조는 필연적으로 창조계급으그림 5. 창조도시와 창조경제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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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불리는 엘리뜨 위주의 정책으로 사회불평등을 

확대시킨다는 점이다(Peck, 2005). 창조경제가 대

도시 중심적이라는 사실은 창조계급의 주거선호

와 관련된다. 창조계급은 경제부문보다는 숙련이

나 직업과 관련된다. 고숙련인력이 선호하는 도시

에 창조산업, 지식집약산업이 집적함으로써 도시

가 발전한다. 창조경제와 도시에서는 기업보다는 

개인을 유치에 초점을 맞추게 됨에 따라 창조인력

풀(talent pool)이 형성된다(Florida, 2006).
창조경제에서 대도시가 중요하다는 점은 상품

의 상징가치가 사용가치만큼 중요해지게 된 것과 

관련된다. 제품과 관련된 회사의 이미지, 개인라

이프스타일과의 관련성이 시장경쟁에서 중요한 

요인이다. 상징적 가치가 중요한 산업으로는 광

고, 건축, 공예, 디자인, 행위예술, 전자출판 등의 

문화산업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Kloosterman, 2004). 이에 대해 Hall P.(2004)는 

“세계의 대도시들은 언제나 창조성과 혁신의 중심

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창조계급의 주거선호도와 

관련하여 창조도시가 발전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회의를 나타내었다. 창조도시론에서 주장하는 바

와 같이 창조산업은 결코 맨땅에서 만들어지지 않

는다(out of thin air).
같은 맥락에서 Storper(2009) 또한 혁신은 단지 

‘지역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local assets’이 형성

되는 방식과 관련된다고 주장한다. Markusen and 
Schrook(2006)는 미국의 ‘예술직업’ 지역비교에서 

가장 성공적인 예술도시는 대도시도 고성장도시

도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둘째로 창조도시 전략이 암묵적으로 엘리뜨주

의적이고 도시의 사회불평등을 지향한다는 비판

이 다수 존재한다. Peck(2005)은 플로리다의 창조

계급 개념이 도시정책에 있어서 신자유주의적 기

업가주의를 촉진하여 양극화를 초래한다고 비판

한 바 있다(최병두, 2013). Barnes et al.(2007)도 

‘창조도시 ’‘창조계급’ 전략이 사회문제 해결 도는 

공동체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기대해서

는 안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비판적 관점

에 대해 Florida는 ‘원칙적으로 인류의 모든 개인

은 창조적’이며 ‘가난하고 덜 교육 받은 사람들도 

창조경제시대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반론을 하

였다. 

창조경제의 사회 공간적 성격에 대해서는 앞으

로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유럽국가의 

사례로 보건대 무역, 문화, 비즈니스 등에 오랜 전

통을 지닌 도시는 앞으로의 글로벌 경제변화에 높

은 적응성을 지닐 것이며 스스로를 대량산업생산

도시로부터 분리하여 ‘재창조’할 수 있다는 점이

다.

3. 창조경제의 세가지 원천

1) 창조도시 원천: 클러스터링(전문성)

특정 산업이 집적하게 되면 동종 또는 관련산업

간 네트워크, 전문인력, 소비양식 등이 연계된 산

업혁신 클러스터가 창출될 수 있다. 영국의 경제

학자 마샬은 맨체스터의 면직산업 집적에 따른 경

제적 이익을 설명하면서 산업집적에 의해 형성된 

기업간 분업, 전문숙련노동 풀의 형성과 함께 “지

역에 산업혁신의 분위기가 만연해있다”라고 언급

한 바 있다. 지역의 전통산업, 문화역사유산 등은 

다른 지역이 쉽게 가지거나 모방하지 못하는 자원

으로써 창조도시 전략의 핵심요소로 활용된다. 사

례로써 이탈리아 볼로냐지역은 창조적 장인(Arte-

표 3. 입지요인의 구분

물리적(Hard) 입지요인 소프트(Soft) 입지요인

집적경제, 임대료수준, 접근

성, 사무공간, 교통 및 기술인

프라, 조세체계

주거쾌적성, 문화시설, 관

용성, 다양, 문화적 경관

(Sce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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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ano) 중심의 보석, 미술공예, 패션·인테리어 등 

지역의 강소기업들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경쟁

력 확보했다. 산업간 수평적 네트워크 조성을 통

해 기술 및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각 기업이 다른 

특정분야의 ‘유연한 전문화(flexible specialisation)’

를 이룬다. 주정부와 자치단체는 중소기업간의 네

트워크를 지원해주는 동시에 세제나 각종 정보, 

기술개발 측면에서 원조하는 지원시스템을 구축

하였다.

클러스터형 도시에서는 창조적 경제활동의 이

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해당 지역, 국가 등으

로 선순환되는 내생적 발전 구조 지향한다. 지역

에서 강점을 지닌 산업을 중심으로 원료 및 부품

공급업체, 기계 장비업체, 유통산업, 관광산업 등

이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과거 소품종 대

량생산의 포디즘적 생산체계에처럼 해당 지역을 

대기업 분공장 지역, 단순노동 공급지역으로 전락

시킨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일본의 가나자와시는 

지역 내에서 서로 연관성을 이루며 부가가치를 창

출하여 산출된 소득이 내부로 순환되는 독자적인 

도시경제구조를 지니다. 특화산업인 섬유산업의 

제조기능뿐만 아니라 판매, 유통, 금융기능을 지

역 내에서 발전시키는 시스템을 형성하여 2차산

업과 3차산업이 균형을 이룬 지역경제를 창출한

다. 가나자와시는 지역 내로 순환된 소득이 문화 

투자·소비를 촉진시켜 디자인 연구소, 미술관, 오

케스트라 등의 운영을 지원하며 도시 문화자본을 

고도화하였다.3) 

2) 창조 도시 원천: 네트워킹(다양성)

네트워크형 창조성은 도시의 네트워크가 다양

하고 개방적일수록 사회경제적 성과가 높다는 논

리에 근거한다. 도시의 산업적 계층적 다양성이 

높을 경우 문제해결을 위한 조합의 수가 늘어나며 

창조적 행위의 가능성은 확대된다(Jacobs, 1969). 
창조도시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공존을 통해 문

제와 가능성에 대한 토론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

는 외부지역에도 열려 있다. 영국의 지역간 전화 

통신량을 분석한 결과, 외부지역과의 연결 다양

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사회적 경제적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국내외 산업 클러스터의 

그림 6. 영국 지역의 통신네트워크 다양성과 사회경제적 성과간의 관계

자료: Nathan Eagel, Michael Macy, Rob Claxton, Network Diversity and Economic Development, SCIENCE, vol. 328, 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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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에는 기업을 포함하여 대학, 연구소, 벤처캐

피탈 등 다양한 구성주체들의 네트워크 형성에 기

인인다. 미국의 3대 바이오클러스터의 하나인 샌

디애고 바이오클러스터에서는 샌디에고대학의 커

넥트프로그램(Connect Program)을 통해 투자자, 

연구자, 기업가 등이 상시적으로 연결되고 교류함

으로써 혁신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한 바 있다.

네트워크형 창조도시는 기본적으로 외부환경에 

대한 개방성, 사회·문화적 다양성의 확보로 도시

의 활력과 효율성이 증대하며 새로운 연결망과 통

찰력을 제공한다. 창조적 인재들은 도시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과 어메니티를 중시하며, 창조성과 

일상적 여가시설의 결합은 종종 지역의 부활을 이

끌어내기도 한다. 뉴욕의 소호(SOHO)거리, 샌프

란시스코의 소마(SoMa)지구, 시애틀의 파이오니

아 스퀘어(Pioneer Square)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상기의 장소들은 창조적 인재들이 선호하는 다양

한 공간과 히피, 게이, 외국인 등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3) 창조도시 원천: 가치지향성

현대사회와 지역주변의 문제점을 발굴 보완하

여 새로운 미래가치를 지향하는 접근을 통해 진정

한 창조적 도시의 구현이 가능하다. 영국의 문화

예술산업 위주의 창조경제 전략도 내면적으로는 

‘대량생산’ ‘실업’ ‘개성무시’ 등의 산업화시대의 문

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지향한다. 독일 프

라이크브루크市는 산업화의 폐해로 삼림이 파괴

되자 지속가능한 교통정책, 친환경산업화 전략을 

채택하여 이상적인 녹색도시로 변모하였다. 지역 

재료를 활용한 친환경 유기농 식품산업, 지역장인

의 손기술로 만든 공예품산업, 지속가능한 관광산

업 등의 발달로 지역 재생에 성공하였다(1992년 

독일정부에 의해 환경수도 지정).4) 따라서 창조도

시정책에 있어서 천편일률적으로 문화예술도시를 

지향할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선진국 모방형 추격시대

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제기된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형 미래 가치와 전략 정립이 필

요하다. 우리사회의 삶의 질 문제를 해결해나가

는 과정에서 창조경제의 계기가 발전하며, 현장에

서의 아이디어 소통과 과학기술의 접목을 추진해

야할 것이다. 도시소비와 농촌생산과의 연계, 청

년실업, 사회서비스 고용 질 향상, 노인빈곤 등의 

문제에 대한 지역과 사회 공동해결 노력이 필요하

다.

4. 지역의 실천과제

우리나라에서 창조적 지역경제 실현을 위해서

는 우선, 분권화와 규제선진화가 필요하다. 지역

의 ‘작은 변화’가 중앙정부의 ‘큰 정책’보다 창조경

제 발전에 유리하다. 지역의 창의·기획을 전제로 

표 4. 창조도시의 유형 분류

구분 문화예술도시형 첨단산업형 전통산업형 종합형(비즈니스형)

도시 리버풀, 쉐필드 헬싱키, 스트라스부르크 볼로냐, 가나자와, 뉴욕, LA 

산업/지원 문화, 예술, 박물관, 
산학협력, 혁신클러스터, 

ICT, 녹색산업
공예산업, 전통문화 문화, 첨단산업, 금융산업

주요정책
창조산업지구

문화예술축제

혁신클러스터

창업보육

소규모 공방기업 육성

공동기획마케팅 지원

창의인력 양성 글로벌 문화

예술이벤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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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역매칭 자금지원제도’와 신성장 서비스업 육성

을 위한 ‘창조서비스 특화지구’ 도입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둘째, 지역 고유의 유·무형 자산을 활

용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창조산업이 아닌 

분야에서의 창조경제 발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 차원의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

역의 집단지성을 활용한 창조적 생태계를 조성해

야 한다. 향후 경기도는 ‘과학기술적 창조성’을 핵

심으로 ‘경제적 창조성’과 ‘문화적 창조성’과의 융

합을 지향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기존 하드웨어 

위주에서 지역소프트파워 육성, 지역정체성을 살

린 문화도시 구현, 양적성장에서 주민 삶의 질 제

고 등으로 정책의 무게 중심을 이동해야 할 것이

다.

1)  창조적 지역경제의 출발점은 분권화와 

규제 선진화

지역의 ‘작은 변화’가 중앙정부의 ‘큰 정책’보다 

창조경제 발전에 유리하며 일반적으로 창조적 생

태계는 소규모 공간 단위에서 형성한다. 중앙정부

의 관료적 의사결정시스템으로는 사회-경제-문

화-기술간 칸막이가 무의미해지는 창조경제에서

는 현장의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다. 현장에서의 

혁신을 사회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부

의 법령 및 규제 체계가 함께 바뀌어야하나 전국 

차원의 계층·지역간 이해대립으로 지체되어 창조

적 아이디어의 실현을 어렵게 한다(예: 영리의료

법인 인허가). 창조적 상품은 지역과 같은 ‘소통 가

능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가격’이 아닌 ‘가치’를 지

향하는 소비층이 형성되면서 실현될 수 있다.

실천 과제로써 우선 지역주도성 확립을 위한 분

권화가 필요하다. 기존 중앙정부의 정책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에 지방정부가 대응자금을 지원하

며 유치하는 방식으로는 지역의 창조적 기획사업 

추진을 어렵게 한다. 과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을 자기 지역의 특성과 목표 부

합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유치 경쟁에 무분별하게 

뛰어들어 최근 재정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지방

정부의 고유 특성에 부합하는 창조적 지역경제 육

성 방안을 마련케 하고 중앙정부는 이에 대해 측

면 지원하여 지역의 창의성 실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창조경제 발전에는 기존의 낡은 제도 환경에 대

한 ‘창조적 파괴’를 수반하는 규제개혁 추진이 필

요하다. 특히 융합서비스의 시장진입 및 성장을 

촉진을 지원하는 입지제도인 ‘창조서비스특화지

구’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입지지원 

제도는 제조업 입지지원을 근간으로 ‘지식서비스’

를 허용하는 소극적 방식으로 융합서비스업의 적

표 5. 융합산업의 발전을 제약하는 서비스 규제 현황

융합산업 규제 내용

방송통신융합산업
방송과 통신 구분이 흐려지면서 시장이 콘텐츠 및 네트워크중심으로 전환됨에도 기존 칸막이 규제

체계가 지속되며 새로운 융합산업 발전 억제 

U-헬스케어산업
의사회, 약사회, 제약업계 등의 전문자격사들간의 이해관계 조정 미흡으로 신기술 도입한 새로운 

서비스의 실용화를 어렵게 함 

복합유통서비스
유통, 위락, 스포츠, 호텔, 컨벤션, 관광 등이 서로 결합된 다양한 유형의 복합단지조성이 추진되고 

있으나 기존 규제 및 제도가 단일산업, 단일기능에 맞추어져 있어 융합산업의 니즈를 충족 못함

금융융합서비스
외환, 주식, 부동산, 보험, 연금, 신탁 등 융합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기존의 칸막

이 규제로 신생 상품출시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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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 투자유치에는 한계가 있다.창조경제 핵심인 

여러 분야간 산업융합을 위해서는 기존 산업 밖에 

있는 잠재적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을 수월하게 하

는 방향으로 규제 재정비가 필요하다. 융합기술을 

도입한 제품과 서비스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관련 법규나 기준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선진화

된 규제체계 마련 시급하다.

2)  지역 고유의 유·무형 자산의 발굴과 

창조적 전환

우선 지역이 무엇을 가장 잘할 수 있는지를 파

악하고 “할 수 있는 분야”와 “해야 할 분야”를 발굴

할 필요가 있다. 국가 및 지역마다 창조경제 발전 

전략과 정책 수단은 다양영국은 문화예술산업, 미

국은 엔터테인먼트산업, 이탈리아는 장인산업 등. 

이탈리아의 볼로냐, 일본의 가나자와 등은 전통산

업인 공예산업을 현대적 감각에 맞춰 첨단기술과 

접목하여 산업의 구조고도화에 성과를 거둔 바 있

다.

비창조산업 분야에서도 창조경제 가능성 충분

하며 전략적 집중이 필요하다. 지역 고유의 문화

유산, 지식역량, 산업구조 등에 기반하여 장인적 

강소기업의 육성을 목표로 지역 차원의 효과적 지

원체계를 구축해야한다. 볼로냐, 가나자와시 등은 

문화와 경제활동이 결합된 ‘노동의 예술화’를 모토

로 지역 전통산업분야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방식

을 채택하고,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업지원을 위한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하고 있다.

3)  개방형 플랫폼 구축으로 지역의 

집단지성을 활용한 창조생태계 조성

지역 차원의 네트워크 관리를 통해 융합 확산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인재, 기업인들로 하

여금 국내뿐만 아니라 외부의 시장 및 소비자와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열린 기회가 제공될 수 

있어야한다. 플랫폼은 작은 아이디어 또는 새로운 

발견이 최소한의 비용과 위험 부담으로 쉽게 실천

할 수 있게 해주는 발판 역할을 하는 지원체계이

다. 예를 들어 경기도는 중소기업의 미국시장 진

출을 돕기 위해 미국 텍사스대학의 전문가들과 기

업을 연계시켜 기술 및 경영 컨설팅을 제공한다. 

2008년에서 2012년까지 51개사를 지원하였으며 

이중 31개사가 미국시장 진출에 성공하여 중소기

업의 글로벌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역의 내부자원, 창조적 자산의 보호와 결집, 

집단지성화를 통한 다양한 요소들의 결합과 시너

지 창출이 필요하다(이병민, 2013). 지역의 핵심

산업에 IT, S/W, 콘텐츠 결합과 함께 아이디어를 

결합하는 지역 차원의 플랫폼 마련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 창의인력(전문가, 프로슈머)-제조(중소

기업)-유통(지역내/외 기업)-소비, 지원(공공) 

등이 협력하여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나아가 공

동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는 지식 콘텐츠의 교

류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역특

화산업인 가구·섬유 중소기업과 지역의 디자이너

집단간의 연계협력을 통해 디자인집약적 산업으

로 구조고도화 도모 가능하다. 또한 SNS 등을 활

용하여 ‘소통’ ‘개방’ ‘만남’ 등을 키워드로 과학 기

술, 문화, 인문학 등 지역의 여러 분야간 지식교류

를 할 수 있는 공간 마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

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문제에 대해 관료나 소

수의 전문가집단에 의존하기 보다는 민간단체, 산

학협력포럼 등을 통해 융합지식창출, 인재양성 등 

지역발전 아이디어가 상시 소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다양성과 개방성을 추구하는 도시 공간· 

환경의 조성

창조적 공간구성을 위해서는 ‘나와 다른 사람들’

에 대한 공간적 분리보다는 우리사회로 융화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다양한 창조산업과 도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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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은 창조적 인재들이 기존 사회 규율에 속박되지 

않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영감을 

자아내는 토대이다. Florida(2005)는 창조계급의 

유인을 위한 조건으로써 다양성, 개방성, 어메니

티 등을 들으며, 특히 게이지수로 대표되는 다양

성과 개방성을 중시한 바 있다. 뉴욕 SOHO거리

와 같은 창조성과 일상적 여가시설의 결합, 경제

활동과 문화가 결합된 다양한 산업의 개발은 창조

인재 집적에 기여한다. 인천의 차이나타운, 동부

이촌동의 서래마을 등 일종의 게토(Ghetto)를 통

한 공간적 분리정책보다는 우리사회에 융화하는 

정책이 바람직하

도시의 관용성·개방성을 위한 실천과제로 기존

의 경직된 용도지역지구제(Zoning)에 의한 개발

방식을 소셜믹스(social mix)에 기반한 용도혼합

개발로 전환하여 도시경관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

요가 있다. 단일용도 개발은 자본 유입 시점에 주

택·상가시설 가격상승에 따른 예술가와 창조적 

인재들의 이탈에 따른 대체공간 확보가 어렵다. 

대중교통 중심의 용도혼합개발로 다양한 시설과 

가격대의 공간조성이 가능하게 되며, 다양한 공

공공간의 확보로 창조적 교류를 촉진할 필요가 있

다.

5. 결론

창조경제의 개념, 사회경제적 의미 등에 대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럽 등은 물론 우리나

라에서 창조경제에 대한 관심이 늘어왔다. 지역경

제 및 공간연구 분야에서도 창조산업, 창조도시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연구가 활성화되어 왔다. 

다만 창조성의 개념이 문화예술산업·도시 등에 

치우쳐 있어 창조성이 발현되는 공간의 다양성, 

창조성 형성의 원천에 대한 탐색과 연구는 상대적

으로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창조경

제가 가지는 지역적 의미와 역할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날 정보지식의 부가가치 비중은 인터넷, 

DB의 발달로 하락하고 있는 반면 유추적 지식융

합에 의해 창출되는 가치의 비중은 높아지는 추세

이다. 현대에서 창조경제를 주도하는 것은 소수의 

천재가 아니라 네트워크화된 개인이다. IT혁명의 

영향으로 현대인들의 네트워크는 질적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어 ‘연결된 지식’이 창출하는 집단지

성, 집단지성이 뿌리내린 ‘도시’ ‘지역’은 창조경제

의 핵심인프라가 되었다. 지역은 창조경제 발전의 

플랫폼 역할을 한다. 창조적 지역(도시)은 창의적 

인재를 끌어들여 혁신과 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

써 창조경제 창출을 촉진한다. 창조경제가 발전하

는 창조도시는 첫째, 관련산업의 집적으로부터 나

오는 지역의 고유성, 장소성을 기반으로 하며 둘

재, 도시의 다양한 개방적 지식정보연계망으로부

터 발전한다. 셋째, 해당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

하는 가치지향성과 지역에 축적된 사회적 자본으

로부터 발전한다.

우리나라에서 창조적 지역경제 실현을 위해서

는 우선 분권화와 규제선진화가 필요하다. 지역의 

‘작은 변화’가 중앙정부의 ‘큰 정책’보다 창조경제 

발전에 유리하다. 또한, 지역 고유의 유·무형 자

산을 활용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창조산업이 

아닌 분야에서의 창조경제 발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 차원의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하

여 지역의 집단지성을 활용한 창조적 생태계를 조

성할 필요가 있다.

주

1) 창조산업이란 지식, 기술 및 참신한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산업을 의미하나 일반적으로 음악, 영상, 방송, 공연 등의 

문화산업과 소프트웨어, 정보서비스, 디자인 등의 서비스

업을 포함한다. 창조경제는 창조산업을 포함하여 더 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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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2) 쇠락해가는 작은 도시였던 리버풀은 2008년 유럽문화수도

로 선정되었다. 중앙 및 지방정부, 중앙정부, 국제기구, 지

역의회 등의 파트너쉽으로 2008년에 7,000개 이상의 이벤

트가 개최되었다. 당해 리버풀에 1천5백만 명 이상이 방문

하였으며 이는 전년보다 30% 증가한 수치이다. 영국정부

는 문화수도 프로그램을 단순한 문화정책으로 인식한 것

이 아니라 도시개발, 산업, 교육, 복지를 포괄하는 종합적

인 도시정책, 경제정책으로 인식하였다. 영국의 창조도시

전략은 이후 많은 도시에게 자극과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3) 대표적인 지역사례로 일보의 가나자와시를 들 수 있다. 이 

도시의 지역경제 특징은 첫째, 본사 및 연구개발기능을 갖

춘 주력공장을 지역에 두고, 장인기질을 바탕으로 지속적

인 혁신을 이루면서 상호 경쟁하는 중견 중소기업들이 집

적되어 있다. 둘째, 섬유산업과 섬유기계공업이 지역 내 

기간산업으로서 상호 관련되어 발전되었으며, 식품 관련

기계, 출판 및 인쇄공업, 식품공업, 장치산업 등으로 확장 

발전함으로써 45만의 소규모 인구를 가진 도시로서는 다

채로운 산업 관련구조를 유지하면서 전통산업에서 하이테

크 산업에 이르는 지역기술 및 노하우를 축적되어 있다. 셋

째, 섬유 제조기능뿐만 아니라 판매·유통·금융기능을 지

역에서 발전시키는 독자적 시스템을 형성함으로써 2차산

업과 3차산업이 균형을 이룬 도시경제를 이루게 되었다(김

태경 외(2010). “창조도시이론과 미래도시 발전방향에 관

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4) 프라이부르크의 친환경도시전략은 1970년대 산업화에 따

른 환경파괴에 대한 반성의 산물이었다. 이 도시는 1970년

대 대기오염과 산성비로 삼림지대가 훼손되자 시민과 환경

단체들은 자전거이용을 확대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자전

거가 승용차보다 빠른 교통체계를 구축하였고, 자동차주

차장보다 자전거주차장을 더 확대하는 등 친환경 교통을 

실현하였다. 최근에는 ‘태양의 도시’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태양광 발전과 태양열 난방 등을 통해 에너지 및 자원절약

을 철저하게 시행하여 이상적인 저탄소 녹색도시로 변모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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