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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논문은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 등장하는 창조경제에서 핵심요소인 창조산업이 갖는 사회통합적 효과를 우

리나라 창조산업의 대표적인 집적지인 수도권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먼저 본 연구는 창조산업의 새로운 분류체계를 

구축하였고, 이를 토대로 창조산업의 공간분포 특성을 고찰하였다. 총 6개 부문 13개 산업으로 재분류한 창조산업의 

특화수준이 수도권 내 시군구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수도권 창조산업 발전전략은 지역 단위별

로 정책조합이 다른 차별적인 클러스터 전략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창조산업의 사회통합적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창조산업의 성장은 지역발전 역량에 기여하고 

있으며, 사회통합의 제 측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회통합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창조산업 재분류, 공간분포 특징, 사회통합적 영향, 수도권

Abstract : This paper analyzes the social cohesion effects of creative industrial as a core role player 
of emerging new economic paradigm of the creative economy using the case of Seoul Metropolitan 
Area(SMA) that is a typical cluster of creative industries in Korea. This study reclassified the creative in-
dustries in a Korean context into 13 industries in 6 sectors. Based on this reclassification, the study found 
out that the spatial pattern of creative industries in SMA is spatially much differentiated in terms of spe-
cialization, which demands more differentiated cluster strategy with different policy mix. This paper also 
investigates the social cohesion effects of creative industrie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It turns 
out that the growth of creative industries is likely to contribute to the regional development capacity and 
also to provide positive effects on various aspects of the social cohesion.

Key Words :  Reclassification of creative industries, Spatial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Social cohesion  
effects, Seoul Metropolita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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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경제의 글로벌 확대 속에서 산업화시대, 정보화

시대, 지식기반경제를 뒤잇는 새로운 성장패러다

임으로 창조경제와 그 핵심인 창조산업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경제체제에 대비하

기 위해서는 개인의 창의성, 아이디어, 혁신 등의 

창조성이 중요한 생산 요소로 부각되었으며, 그

러한 창조성을 바탕으로 하는 창조산업이 국가 및 

지역발전에 명실상부한 핵심으로 등장하면서 새

로운 성장동력의 모색이란 측면에서 관심이 증대

되고 있다(김홍주, 2010).
영국 및 유럽 등의 선진국들이 경제성장의 기반

산업이었던 제조업에서 벗어나 국가 경제 활성화

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면

서 최근 창조산업에 커다란 관심을 기울이고 있

다. 우리나라에서도 창조산업은 새로운 일자리

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국가의 이

미지 개선뿐 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영역으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문화관광

부, 2004). 또한 창조산업은 국가나 지역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역 주민의 소득과 

고용 증대에 기여하며(구문모, 2005), 사회적 통

합, 문화의 다양성, 인간개발을 촉진시키면서 소

득과 고용창출 및 수출을 증가시킨다고 간주된다

(UNCTAD, 2010). 다시 말해 창조산업은 21세기 

경제를 이끄는 중심축으로서 경제활동을 촉진시

키며, 더 나아가 개인 및 사회의 창의력을 배양하

고, 국가경쟁력을 촉진시킨다는 점 등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Florida and Tinagli, 2004: Yusuf and 
Nabeshima, 2005). 그러나 지금까지 창조산업에 

대한 국내연구들은 경제적 효과 및 경제성장 등의 

양적 측면에 초점을 둔 연구들과 창조산업의 공간

적 분포 특성 및 집적실태에 대한 연구들이 주류

를 이룬다. 

한편 지역발전과 관련하여 최근에는 경제적 성

과만 강조하는 연구 및 정책 모색에서 벗어나 삶

의 질 및 만족도 등과 같이 사회적인 측면의 발전

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더불어 성장과 분배 사이에 나타나는 소득불평등, 

높은 실업률, 기초적인 사회서비스 약화 등을 해

소하기 위한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의 모색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더 나아가 경제성장

의 새로운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창조산업이 경

제성장을 추동할 뿐만 아니라 사회발전에도 기여

할 수 있다는 연구와 주장이 나오면서 지역발전

과 창조산업 간 폭넓은 관계에 대한 관심도 부각

되고 있다(Coy, 2000; Desroshers, 2001; Florida, 
2002; Hall, 2000; Landry, 2000; UNCTAD, 

2008; 구문모, 2005; 김의준 외, 2009; 김정곤·

김은지, 2013; 김홍남, 2013; 손상영, 2007; 오민

근·정헌일, 2008; 이민화·차두원, 2013; 이선주 

외, 2010; 이연정·윤성민, 2010). 그러나 실제로

는 창조산업의 사회통합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

토하는 연구는 아직 미흡하여 정책적 설득력을 확

립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창조산

업의 집적지인 수도권을 대상으로 창조산업과 지

역발전과의 관계, 더 나아가 사회통합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

는 우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창조산업을 분류체

계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수도권 내 창조산업

의 공간분포 패턴을 고찰한다. 둘째, 구조방정식

을 활용하여 창조산업이 지역발전 및 사회통합과

의 관계와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끝

으로 분석결과를 토대로 창조산업의 사회통합적 

파급효과에 기초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

사점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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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조산업의 공간적 분포 특성 및 

패턴 변화

1) 창조산업의 새로운 분류체계

창조산업의 범위는 국가정책이나 사회, 경제적, 

문화적 환경에 따라 상이하다. 보편적인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자나 

정책집행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

다. 따라서 국내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분류체계

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창조산업을 분류함에 있어 유엔무

역개발협의회(UNCTAD)의 창조산업 분류를 우

선적으로 따르되, 창조성이 높은 정보통신기술

(ICT) 산업 및 미래의 유망산업을 추가로 포함시

켜 분류하였다. 유엔무역개발협의회는 창조산업

이 사회적 통합, 문화의 다양성, 인간개발을 촉진

시키면서 소득과 고용창출 및 수출을 증가시킨다

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이들의 창조산

업 분류체계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새로운 분류

체계의 기준을 제공한다고 판단하였다. 

유엔무역개발협의회는 「2010년 창조경제 보고

서」에서 창조산업을 예술, 문화, 산업, 기술이 교

차해서 만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그것을 전통

문화, 예술, 미디어, 기능적 창조 등 4대 부문으로 

분류하였다. 전통문화 부문은 공연, 축제 등의 문

화적 표현산업과 박물관, 도서관 등의 문화적 장

소산업을 포함하며, 예술 부문은 그림, 조각, 골동

품등의 시각예술산업과 음악, 연극, 무용 등의 행

위예술산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미디어 부문은 출판 및 인쇄와 영화, 라디오, TV 

등 오디오비주얼산업으로 분류되었고, 실용적 창

조 부문은 디자인산업, 뉴미디어산업 및 건축, 광

고 등의 창조서비스산업으로 분류되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전통문화 부문의 문화적 

장소산업에 지역특산품 산업을 추가하여 문화·

유산이라는 하나의 부문으로 통합하였으며, 예술

과 미디어 부문은 기존 분류체계를 그대로 수용하

였다. 또한 실용적 창조 부문에서는 디자인산업에 

포함되어 있는 패션산업을 별도로 분류하였으며, 

뉴미디어산업과 창조서비스산업은 그대로 유지

하였다. 여기에 본 연구는 정보통신기술과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 관련 산업들을 추가로 포함시켰는

데, 정보통신기술 부문은 ICT 제조업과 ICT 서비

스업으로 분류하였고,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인 바

이오산업과 식품산업을 미래가치 창조 부문으로 

추가하여 분류하였다. 바이오산업은 21세기 이후 

기술적, 산업적 파급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것

으로 주목받고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경제

적 효과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의 비경제적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권재중·주

표 1. 본 연구에서의 창조산업 분류

1. 문화·유산 2. 예술 3. 지식기반미디어

ⓛ  문화적 장소
② 시각예술 ④ 출판 및 인쇄

③ 행위예술 ⑤ 오디오비주얼

4. 실용적 기능 창조 5. 정보통신기술 6. 미래가치 창조

⑥ 디자인
⑩ ICT 제조업 ⑫ 바이오

⑦ 패션

⑧ 뉴미디어
⑪ ICT 서비스업 ⑬ 식품

⑨ 창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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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식, 2009). 식품산업도 국내 농수산 자원을 활

용한 다양한 특화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부가가치

가 높은 산업이다. 특히 음식의 세계화로 인해 국

가 이미지 제고 및 식재료 수출, 관광객 유치 증가 

등의 경제적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되

는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노수현, 2012). 결국 본 

연구는 창조산업을 문화산업의 테두리에서 벗어

나 과학기술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융합한 산업으

로 확대하여 포괄적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에 따

라 본 연구 창조산업을 6개의 부문과 13개의 산업

으로 나누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인 세세

분류(5digit)를 기준으로 247개 산업을 추출하여 

새로운 분류체계를 마련하였다(표 1 참조).

2) 수도권 창조산업의 성장 및 분포 특징

창조산업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를 전국과 대

비하여 살펴본 결과, 수도권 사업체수는 2000년 

131,983개, 2005년 137,357개, 2012년 150,602개
로 증가하였으며, 종사자수도 2000년 1,171,107
명, 2005년 1,229,855명, 2012년 1,414,473명으로 

증가하였다. 창조산업 사업체수의 전국대비 비중

을 보면, 서울시가 2000년 34.2%, 2005년 34.9%, 

2012년 34.1%로 수도권 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가 그 다음으로 큰 비중

(2012년 19.2%)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1). 반면에 

인천시는 수도권 내에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한 창조산업의 종사자수 전국대비 비중을 보아도 

결과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국 창조산업

은 수도권 내에서 지역에 따라 증가하고 감소하는 

경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창조산업 내 13개 산업별로 사업체수와 종사자

수의 전국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식품산업을 제외

하고는 수도권 비중이 모두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창조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뚜

렷함을 알 수 있다(그림 2). 특히 서울시는 전국대

비 사업체수 비중에서 뉴미디어, 패션, 출판 및 인

쇄, 창조서비스를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종

사자수에서는 뉴미디어, 패션, 오디오비주얼, 출

판 및 인쇄, ICT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실용적 

가치창조 부문과 지식기반미디어 부문이 집중되

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전국대비 비중

을 보면, ICT 제조업과 바이오산업, 식품산업이 

서울과 인천에 비해 높아서 ICT 부문의 제조업과 

미래가치창조 부문이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다. 

한편 인천시는 ICT 제조업에서 사업체수와 종사

자수 모두가 서울보다 높게 나타나는 집중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림 1. 창조산업의 전국대비 사업체수(좌)·종사자수(우)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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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수도권의 창

조산업의 변화를 보면, 먼저 서울시의 경우 2000
년에 패션산업은 137,407명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뉴미디어산업, 출판 및 

인쇄산업, 창조서비스산업 등이 따른다(그림 3). 
2000년~2012년 동안에 뉴미디어산업과 창조서

비스산업의 종사자 수 증가가 탁월하게 나타났지

만, 전국대비 비중의 변화를 보면 오디오비주얼산

업, 패션산업 등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경기도의 경우, 2 0 0 0년에 IC T  제조업은 

132,573명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식품산업, 패션산업, 창조서비스산업 등

이 따른다(그림 4). 2000~2012년 동안에 경기도 

창조산업은 오디오비주얼산업과 패션산업을 제외

하고 모든 산업의 종사자 수는 증가하였고, 특히 

창조서비스산업과 ICT 제조업의 증가가 탁월하

였다. 전국대비 비중의 변화에서는 모든 경기도의 

그림 3. 서울특별시의 창조산업별 종사자수 변화(2000·2005·2012)

그림 2. 2012년 창조산업 전국대비 사업체수 비중(좌)·종사자수 비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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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산업이 증가하였고, 특히 뉴미디어산업, ICT 

제조업 등의 비중 증가가 탁월하였다. 

끝으로 인천시의 경우, 2000년에 ICT 제조업은 

23,328명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패션산업, 식품산업, 행위예술산업 등이 

따른다(그림 5). 2000~2012년 동안에는 경기도

와 달리 문화적 장소산업, 뉴미디어산업 및 창조

서비스산업을 제외하고 모든 산업에서 종사자 수

는 감소하였다. 전국대비 비중의 변화를 보면, 문

화적 장소산업을 제외하고 모든 산업에서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한편 수도권 시군구별 창조산업 사업체수의 변

화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에는 서울시와 경기남

부지역을 중심으로 창조산업의 사업체수가 집중

되었으며, 2005년에서 2012년으로 갈수록 경기남

부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북부지역까지 사업체수

가 증가하였다. 또한 종사자수의 변화추이 살펴보

면, 사업체수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며 2005년에

서 2012년으로 갈수록 경기도에 창조산업의 집중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경기도 창조산업별 종사자수 변화(2000·2005·2012)

그림 5. 인천광역시 창조산업별 종사자수 변화(2000·2005·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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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창조산업과 사회통합과의 관계분석

1) 연구모형 정립 

본 연구에서는 창조산업의 발전이 갖는 지역발

전과 사회통합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SPSS 
21과 AMOS 6.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수도권의 창조산업이 성장하면서 수

도권 지역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로 인해 나타나는 지역의 사회통합적 효과까지 일

련의 과정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구조방정식의 모형을 

설정하고, 모형에 맞는 측정변수를 수집한 후 1차
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실시하여 유효한 변

수들을 추출한 다음 2차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

을 통하여 변수들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검증된 측정변수를 통해 경로도를 설정하고 모형

을 식별하였다. 마지막으로 적합도지수를 통하여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고, 구조방정식에서 

잠재지표별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산출하여 

지역발전과 사회통합에 미치는 제반영향을 분석

하였다. 

그림 6. 창조산업 시군구별 사업체수 변화추이(2000, 2005, 2012년) 

그림 7. 창조산업 시군구별 종사자수 변화추이(2000, 2005,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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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산업과 지역발전, 사회통합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본 연구는 표 2와 같이 가설적인 연

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의 설정을 통해 창

조산업의 발전이 지역발전과 사회통합에 직·간접

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설을 검

증하고자 한다. 

2) 측정변수 구성 및 선정

본 연구의 모델에 해당하는 외생잠재변수는 창

조산업이며, 관측변수로는 2000~2012년 기간 동

안 창조제조업, 창조유통업, 창조서비스업 각각의 

사업체 및종사자 수의 연평균 증감률로 구성되는 

여섯 가지 변수를 선정하였다.

또한 내생잠재변수의 매개변수로는 지역발전이

라는 잠재변수로 구성하였으며, 관측변수로는 1
인당 지방재정규모를 선정하였다. 지역발전정도

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1인당 GRDP, 제조업생산

동향, 총소비자물가지수, 1인당 지방재정규모, 고

용률, 재정자립도 등이 있지만, 수도권 66개 시군

구 자료의 구득 가능성과 지역단위 발전역량을 대

표하는 1인당 지방재정규모를 적절한 해당 지표로 

선정하였다.

또 다른 내생잠재변수인 사회통합변수는 사

회통합에 대한 많은 국내외 연구 사례를 바탕으

로 지표를 구성하였다. 사회통합 지표는 경제·정

치·사회문화 영역으로 구분될 수도 있으며(Ber-

nard, 1999; Chan, 2006), 안전성, 응집성, 역동

성, 포용성으로도 구분될 수 있다(박은희 2009). 
또한, 안정, 형평, 참여, 제도역량의 영역이거나

(차미숙 외, 2011), 소득, 고용, 금융, 교육, 건강, 

주거, 가족 등의 영역으로도 구분될 수 있다(노대

명, 2009). 사회통합은 연구자마다 분류하는 영역

은 다르지만 구성하는 지표는 거의 동일하기 때문

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연구 사례 중 대구경북연

구원의 박은희(2009)와 국토연구원의 차미숙 외

(2011)등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총 23개 지표를 

우선적으로 구성하였다. 

3) 측정모형의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기 위해서

는 먼저 측정모형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검정한 후

에 구조모형을 설정하여 가설을 검증해야 한다(이

희연 외, 2013). 구조모형을 검증하는데 있어 요인

분석은 통계적인 구성개념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데 많이 사용된다. 구성개념 타당성은 구성개념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구성개념을 측정하

는 도구가 실질적으로 적절하게 측정되었는지 여

부를 검정하는 방법이다(김계수, 2010).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수와 그에 따른 잠재변수

를 선정하기 위하여 SPSS를 통해 1차적으로 탐색

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2차적으로 AMOS 프로

그램을 통해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신뢰도 및 타당

표 2. 연구 모형 및 모형식

Model 모형식

X2=a1+B1X1+d1

X3=a2+B2X1+B3X2+d2

X1=창조산업, X2=지역발전,

X3=사회통합

d1=지역발전오차, d2=사회통합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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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검증하였다. 1차적으로 잠재변수들 중 사회

통합이라는 내생잠재변수를 확보하기 위해 탐색

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다수의 변수들로부터 소수

의 공통된 요인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23개의 사회통합 변수들을 상관행렬로 만들

어 변수 간 상관관계를 측정하였다. 그 후에 특정 

변수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탐색하기 위해 요인부

하량이 어떤 한 요인에 높게 나타나도록 인자축을 

회전시켰다. 이때 사용된 요인회전방식은 베리맥

스(Varimax)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이 방법은 회전

축이 직각을 유지하면서 회전하는 방식이다. 변수

의 선정 기준은 공통성을 저해하는 변수(0.4 이하)

와 요인부하량이 0.5 이하인 변수를 제거하여 선

정하였다. 또한 KMO(Kaiser-Meyer-Olkin)의 적

합도와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Bartlett 구형성 검정치가 유의한지도 확인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사회통합 측정변수 23
개 중 총 13개가 변수가 선정되었다.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모형의 적합성과 설명력을 측정한 결

과, KMO값이 0.729로 나타났으며, Bartlett 구

형성 검정치의 유의수준이 0.000으로 모형의 유

의성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각 요인들의 신뢰도

를 측정하기 위해 Cronbach’s Alpha값을 분석하였

는데, 이 값이 0.6이상이면 안정된 것으로 판단된

다. 요인들을 구성하는 항목들의 내적일관성을 나

타내는 Cronbach’s Alpha값을 통한 신뢰성을 분석

한 결과, 첫 번째 요인은 0.725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 요인과 세 번째, 네 번째 각각 0.873, 0.717, 
0.654로 나타나 모두 0.6이상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4가지 요인 모두 신뢰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

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4가지의 요인이 나타났는

데, 각각의 요인들을 바탕으로 사회통합의 4가지 

잠재변수를 구성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검토

하며, 먼저 건강보험 적용률, 국민연금가입률, 여

성고용비율은 사회통합의 사회적인 격차해소 측

면의 측정항목으로서 본 연구는 ‘형평성’으로 정의

하였으며, 독거노인비율, 이혼율, 전출인구는 사

회통합의 사회 안정과 가족 안정 측면의 지표로 

삼아 ‘안정성’으로 측정항목을 정의하였다. 또한 

표 3.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사회통합 지표 1 2 3 4 Cronbach’s Alpha

건강보험적용률 .914 .198 .153 -.078

0.725국민연금가입률 .880 .027 .222 -.115
여성고용비율 .625 .084 -.077 -.183
독거노인비율 -.035 .919 .118 .172

0.873이혼율 .230 .850 -.146 .144
전출인구 -.288 .765 -.246 -.071

지역단체참여율 .311 -.281 .775 -.020

0.717
지방선거 투표율 -.127 -.008 .735 -.355
문화기반시설수 .180 .466 .730 .080
사회복지시설수 .485 -.313 .668 -.075

고용률 .230 .157 -.049 .802

0.654정규직비율 -.392 .208 -.005 .770

사회적기업수 -.232 -.337 -.369 .553

% 누적=69.750, KMO=0.729, Bartlett 구형성 검정치=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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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단체 참여율, 지방선거 투표율, 문화기반시설

수, 사회복지시설수의 요인은 박은희(2009)과 차

미숙 외(2011)의 연구에 따라서 제도적 역량이나 

참여의 영역인 ‘응집성’으로 정의하였고, 마지막으

로 고용률, 정규직비율, 사회적 기업수의 요인은 

사회통합의 사회적 배제 측면인 ‘포용성’으로 측정

항목을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종합

하여 본 연구는 최종적인 구조모형을 그림 8과 같

이 도출하였다.

4)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는 2차적으로 측정모형의 적합성과 타당

성을 검정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집중타당성과 판별타

당성을 확인하여 구조모형 분석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X2, 

GFI, AGFI, RMSEA, CFI, RMR, RMSEA 등

을 포함하는 다양한 지표를 통해 검토해본 결과, 

Model에서 X2=269.390(p=0.000), GFI=0.956, 
AGFI=0.912, CFI=0.922, RMR=0.041, RM-
SEA=0.074로 나타나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에서 표준화계수(표

준적재량)가 0.7 이상, 신뢰도는 0.7 이상, 평균분

산추출은 0.5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성와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8. 구조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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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창조산업의 지역발전 및 사회통합적 

영향 분석 결과

본 연구는 우선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에서 개념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을 거친 후 가

설적 연구모형을 토대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

성을 평가하였다. 모델의 모형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X2은 401.23,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 

연구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리고 다른 

적합도 지수인 GFI, CFI, NFI의 값도 기준범위인 

0.9이상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 또 RMSEA지수

는 0.061 로 3가지 모델 모두 기준범위인 0.08 이

하로 나타나고 있어 모형 적합도 기준을 충족시키

고 있다. 따라서 모형의 적합도 분석결과를 종합

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구조방정식 분석결과를 보면, 직접효과로서는 

창조산업에서 지역발전으로, 창조산업에서 포용

성으로, 창조산업에서 형평성으로 가는 경로가 채

택되었고, 매개변수인 지역발전은 지역발전에서 

응집성으로, 지역발전에서 안정성으로 가는 경로

가 채택되었다. 간접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

트랩핑(Bootstrapping)기법을 통해 유의수준을 검

증한 결과, 창조산업이 지역발전이라는 매개변수

를 통해 응집성이라는 잠재변수에 0.175의 간접효

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창조산

표 4.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검증결과

잠재변수 측정변수 표준화 계수 기각율 개념 신뢰도 AVE

창조산업

창조제조업 사업체수연평균증감률 0.71 4.668**

0.782 0.728

창조제조업 종사자수연평균증감률 0.62 4.490**

창조유통업 사업체수연평균증감률 0.96 4.492**

창조유통업 종사자수연평균증감률 0.97 4.157**

창조서비스업 사업체수연평균증감률 0.91 8.059**

창조서비스업 종사자수연평균증감률 0.76 -

지역발전 1인당 지방재정규모 1 - - -

포용성

고용률 0.57 2.511**

0.731 0.648사회적 기업수 0.56 3.112**

정규직 비율 0.61 -

응집성

사회복지시설수 0.82 4.303**

0.882 0.784
문화기반시설수 0.56 6.614**

지역단체참여율 0.81 -

지방선거 투표율 0.59 4.976**

형평성

국민연금가입률 0.97 4.478** 0.834
0.834
0.834

0.773건강보험적용률 0.90 4.493**

여성고용비율 0.50 -

안전성

이혼율 0.95 7.874** 0.779
0.779
0.779

0.695전출인구 0.90 7.644**

독거노인비율 0.71 -

X2=269.390(p=0.000), GFI=0.956, AGFI=0.912, CFI=0.922, RMR=0.041, RMSEA=0.074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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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지역발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직접적

으로 사회통합의 포용성과 형평성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간접적으

로 지역발전 효과를 통해 사회통합의 응집성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을 통해 창조산

업의 발전이 직·간접적으로 지역발전과 사회통

합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창조산업이 취업 및 고용유

발효과가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창조산업 발전으

로 인한 고용률 증가 및 산업 내 상용근로자의 증

가 등이 사회통합의 형평성 영역에 기여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창조산업의 증가로 인해 고용

자수도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가입자와 건강보

험가입자도 증가하며, 문화, 예술 및 패션 부문의 

여성 참여 및 일자리 창출 확대도 양성평등 및 사

회통합의 형평성 영역에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된

다. 아울러 창조산업의 성장이 지역 내 재정규모

의 확대에 기여하여 지역발전 역량을 제고시킴으

로써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 인프라 시설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된

다. 이는 결국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신뢰성 

및 상호 존중 제고를 통해 지역사회의 참여율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모형의 적합도 검증결과 

모형 X2 df p GFI CFI NFI RMSEA

Model 401.23 194 0.000 0.913 0.927 0.962 0.061

표 6. 구조모형의 유의성 검정 결과

경로 표준계수값 C.R. 채택여부

창조산업 → 지역발전 0.482 2.935** 채택

창조산업 → 포용성 0.341 2.186** 채택

창조산업 → 응집성 0.054 0.586 기각

창조산업 → 형평성 0.303 2.108** 채택

창조산업 → 안정성 0.081 0.607 기각

지역발전 → 포용성 0.192 1.902 기각

지역발전 → 응집성 0.364 2.487** 채택

지역발전 → 형평성 0.073 0.592 기각

지역발전 → 안정성 0.221 2.132** 채택

주: C.R.> ±1.96, **: 0.05에서 유의함.

표 7. 구조모형에서 산출된 표준화된 직·간접효과

구분 지역발전 포용성 응집성 형평성 안정성

창조산업
직접효과 0.482** 0.341** 0.054 0.303** 0.081
간접효과 -　 0.093 0.175** 0.035 0.107

주: ***,**,*: 유의수준 0.01, 0.05, 0.1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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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논문은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 등장하는 

창조경제에서 핵심요소인 창조산업이 갖는 사회

통합적 효과를 우리나라 창조산업의 대표적인 집

적지인 수도권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먼저 창조산

업의 분류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국내 실

정에 맞게 분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창조산업의 새로운 분류체계를 

구축하였고, 이를 토대로 창조산업의 공간분포 특

성을 고찰하였다. 총 6개 부문 13개 산업으로 재분

류한 창조산업의 특화수준이 수도권 내 시군구별

로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수도

권 창조산업 발전전략은 지역 단위별로 정책조합

이 다른 차별적인 클러스터 전략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창조산업의 사회통합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창조산업의 성장은 지역발전 

역량에 기여하고 있으며, 사회통합의 제 측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회통합을 촉진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창조산업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경제적 효과 및 경제성장등의 양적 측면

에만 초점을 둔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개인의 가치, 삶의 질 등의 사회적 가치가 중시되

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소

홀히 다루었던 창조산업의 사회통합적 파급효과

에 대한 실증 분석을 수행한 것이 특징적이다.

한편 본 연구는 향후 지역발전을 위한 창조산업

의 육성정책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

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창조산업이 공간적으로 

집적·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화된 산업 간 연계

에 기초한 창조산업 클러스터 전략을 마련하는 것

이 필요하다. 또한 창조산업의 클러스터가 나타

나지 않은 지역들은 해당 지역의 새로운 창조산업 

성장잠재력을 모색하여 지역성장을 도모하는 전

략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창조산업이 지역의 성장전략산업으로 활

용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

문의 보다 적극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창조

산업의 특성상 수요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민간부

문의 초기 투자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창조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재정 투자를 통해 

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창조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이다. 고용창출 효과를 효과적으로 확보

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을 통해 창조산업의 핵심 

주체인 창조 인력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창조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소외 

및 배제계층들을 창조산업의 활동에 참여시키는 

것 또한 창조산업의 사회통합적 영향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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