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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논문은 창조산업이 도시성장전략으로 무차별적 수용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여, 우리나라 창

조산업의 불균등 성장과 지리적 분포 특성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결론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높은 전문

화, 개인의 재능(talent) 중시, 약한 경로의존성 등의 속성을 갖는 창조산업은 순위규모법칙에서 시사하는 것보다 수위

도시로의 편중이 더욱 두드러지며, 인구와 전산업에 비하여 높은 탄력성을 보인다. 둘째, 창조산업은 서울 및 서울 인

접 도시들의 동반성장을 통해 불균등 성장 추세를 강화하고 있다. 셋째, 광역시는 창조산업 성장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

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 중소도시들의 창조산업 성장은 공간적 연계가 없는 확률성장(random growth) 형태를 보인

다. 넷째, 기존 경제기반에서 창출되는 가치가 높은 지역은 창조산업보다 기존 산업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도시성장에 

도움이 된다. 

주요어 : 창조산업, 창조경제, 불균등 성장, 도시체계, 순위규모법칙

Abstract : Creative industries are important due to the capability of enhancing urban competitiveness. 
This study is focused on unravelling the uneven growth and geographic distributions of creative indus-
trie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rimary city, Seoul, has too much eminence than the city-
size rule suggests, and the creative-industry elasticity is very high compared to population and all indus-
try. Second, Seoul is reinforcing the uneven growth with adjacent cities. Third, the local main cities have 
little power to enhance creative industries and the local small cities grow randomly. Fourth, each city 
should have more deliberation in accepting creative industries as an urban growth strategy.

Key Words :  creative industry, creative economy, uneven growth, urban hierarchy, rank-size rule

1. 서론

과거 자본과 물적(物的) 투자가 지배했던 산업

경제 패러다임을 넘어 지식과 창조성(creativity)이 

투입요소가 되는 창조경제(creative economy)가 부

상중이다. 창조경제의 부상은 수확체감의 원리가 

적용되던 기존 경제활동에서 지식과 정보라는 창

조성 도구를 통해 가치가 증가하는 수확체증의 법

칙이 적용되는 경제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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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세계 선진국들은 1980
년대 제조업 쇠퇴, 실업증가 등에 대응하여 새로

운 발전방향으로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에 주

목하고 있으며, 이러한 창조산업을 통해 기존 경

제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

로 추진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0; 박경현 등, 2013: 4 재인용). 

UNCTAD는 창조경제라는 용어가 지난 10여 년 

동안 논의되어 온 주관적 개념이라는 점을 인정

하면서도, 경제와 문화가 상호작용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점, 경제성장의 원

천, 일자리 창출을 가능케 하는 실현가능한 발전

전략의 하나로 창조경제를 설명하면서 창조경제

의 중심에는 창조성과 창조산업이 있음을 적시하

고 있다(UNCTAD, 2010:9). 이와 같은 배경에서 

창조경제의 개념 및 정책방향(UKDCMS, 1998; 
2001; UNCTAD, 2008; 2010; UNESCO, 2013; 
WIPO, 2003; 野村総合研究所, 2012; British 
Council, 2010; 주성재, 2013 등), 창조산업과 도

시성장과의 관계(Flew, 2010; Bontje and Musterd, 

2009; He and Gebhardt, 2013; Markusen and 
Schrock, 2005 등), 창조산업의 입지적 특성 규명

(Kolenda and Liu, 2012; De-Miguel-Molian et al. 

2012; Mossig, 2011) 등 창조산업과 관련한 다양

한 논의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하지만 창조산업과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창조산업의 위상과 경제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

히 인정하면서도, 창조산업이 공간상에서 불균등

(uneven)하게 성장하는 현상 및 그 지리적 분포에 

대해서는 간과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대부분

의 도시에서는 창조산업을 도시성장전략으로 무

차별적 수용하는 등 소비적 경쟁을 야기하고 있으

며, 각 도시들의 처한 상황에 대하여 객관적 진단 

없이 창조산업 육성이라는 선언적 구호만을 반복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국내외 창조산업 논의와 분류기준을 종합하고, 우

리나라 창조산업의 불균등 성장과 창조산업 성장/

쇠퇴 도시의 지리적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구

체적으로 인구 및 전산업과 비교하여 창조산업의 

불균등 성장은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 창조산업이 

성장/쇠퇴하는 도시들의 지리적 위치는 어떠한지 

등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우리 전 국토를 대상으

로 하되, 행정구역상 시급 이상의 도시 84개로 한

정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2000년부터 2012년까

지로 한정하고, 5년 단위 자료(2000년, 2005년, 

2010년) 및 자료구득이 가능한 최근 연도(2012년)

을 포함하였다. 내용적 범위로는 국내외 문헌고찰

을 통해 기존 창조산업 분류에 대한 문제점을 제

시하고, 창조산업을 전국사업체조사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세세분류(5digit)까지 추출 후, Zipf 법칙

에 적용하여 도시순위규모분포 기울기 계수 q값을 

비교하였다. 또한 도시별로 창조산업 성쇠를 분석

하기 위하여 개별도시 q값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2000~2012년간 도시들의 창조산업 성장률, 순위

증감률 등을 수위도시와 비교분석하였다.

2. 선행연구 검토

1) 창조산업의 개념 및 분류

창조산업은 미래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이 될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 의미가 부각되고 있

다. ICT를 중심으로 한 기술적 진보가 급성장하

면서 지역문화와 인프라를 기반으로 했던 창조산

업 또한 기술 중심의 창조산업으로의 변화가 생겨

났다(최해옥, 2012: 116). 하지만 창조산업에 대한 

개념 및 분류에 있어서는 단일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각국의 경제적·정치적·문화적 상황을 고려

하여 다양하게 해석·적용되고 있다. 창조산업이

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고 분류를 시도한 호주

의 창조국가(Creative Nation, 1994) 보고서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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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창조산업을 구체화하고 지역발전 전략으로 

제시한 것은 영국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s)를 들 

수 있다. DCMS는 창조산업을 창조성, 기술과 재

능, 부의 창출, 지적재산권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

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광고·건축·미술 및 골

동품·공예·디자인·패션·영화 및 비디오·오락 

소프트웨어·음악·공연·공연예술·출판·소프

트웨어 및 컴퓨터 서비스 등 13개 부문으로 제시

하였다(DCMS, 2001:4). 유럽에서는 기존 문화

산업(cultural industry)에 산출물은 기능이 위주

가 되는 실용적인 산업을 문화·창조산업(CCIs: 
Cultual and Creative Industries)으로 분류하였으

며(European Commission, 2010), 유엔무역개발

회의(UNCTAD)는 창조산업을 유무형의 지적·

예술적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창조성과 지적자산

을 활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창조, 제작, 배급하

는 순환과정으로 정의하였다. UNCTAD는 창조

경제와 창조산업에 대한 논의를 종합하면서 창조

산업 분류로 4개 영역(유산, 예술, 미디어, 실용적 

창조)의 대분류, 9개 부문(문화적 표현, 문화적 장

소, 시각예술, 행위예술, 출판 및 인쇄, 오디오비

주얼, 디자인, 뉴미디어, 창조서비스)의 중분류를 

제시하였다(UNCTAD, 2010: 7-8).
국내에서는 문화산업과 창조산업의 구분이 혼

재되어 있으며, 영국 DCMS의 기준을 대부분 수

용하고 있다. 구문모(2005)는 외국 창조산업과의 

비교를 위해 창조산업과 문화산업을 동일한 개념

으로 간주하고 출판업·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광고

업·전문디자인업·영화산업·방송업·공연산업·

뉴스제공업 등 9개 산업을 창조산업의 핵심 업종

으로 분류하였다. 이희연·황은정(2008)은 영국의 

분류에 R&D 부문을 포함시켜 창조산업을 분류하

였으며, 김의준 등(2009)는 구문모(2005)의 창조

산업 정의를 따르면서 공연·영화·방송, 출판·미

디어, 자문·건축 등 3개 부문으로 재분류하였다. 

장윤정·이승일(2009)은 케이브스(Caves, 2000)
의 영리·비영리 구분, 프랫(Pratt, 1997)의 가치

사슬 4단계 구분을 고려하여 10개의 창조산업 부

문을 제시하고, 상업활력에 미치는 효과를 도출하

기 위해 공간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박경현 등

(2013)은 국제기구, 구미(歐美) 국가, 아시아 국가

들의 창조산업 분류를 검토하고, 국내 창조경제 

정책방향을 고려한 10개 창조산업 부문(문화자산, 

시각예술, 행위예술, 출판 및 인쇄, 오디오비주얼, 

디자인, 뉴미디어, 창조서비스, ICT 통신서비스, 

ICT 디바이스)을 제시하였다.

창조산업과 관련된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영

국 DCMS(2001)의 창조산업 분류를 기반으로 한

다는 공통점이 있다. 영국이 창조산업에 대한 논

의를 주도하고 정책적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다

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역사·문화·예술적 자

산이 우수한 유럽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어 한국적 

상황에는 맞지 않으며, 최근 영국에서조차 창조

산업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분류를 제시하며 창조

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점은 창조산업의 개념 및 

범위 설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British Council, 
2010). 이러한 현상은 창조산업의 분류가 창조성

이라는 개념으로 수렴하지만, 경제·문화적 시대

변화에 맞추어 각국의 실정에 맞는 형태로 확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하지만 국내 연구

들의 대부분은 영국 DCMS의 분류에 근거한 나머

지 문화예술적 측면의 창조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적 이종결합에서 발생하는 부

가가치 창출의 의미를 포착하지 못한 경향이 다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창조산업 분

류를 정리하고,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와 ICT 가

치사슬을 고려한 박경현 등(2013)의 창조산업 분

류를 차용하여 창조산업 도시체계와 도시분포 특

성을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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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체계 이론

(1) 중심지 이론

도시체계론은 국가 내의 도시들이 위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그 위계구조의 성격

을 구명하는 이론으로서, 경제활동의 불균등(un-
even)한 분포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논거로 자

주 활용된다. 그 중 크리스탈러(Christaller)와 뢰

쉬(Lösch)의 중심지 이론(central place model)은 

도시의 크기와 도시가 갖는 중심성 간의 관계에 

따라 도시 규모와 분포가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국가적 차원의 도시규모 분포는 도시의 중심성 

위계를 통하여 결정되는데, 여기에서 중심성이라

는 것은 도시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 등 도시

기능으로 측정할 수 있다. 중심지 이론에 의하면 

도시기능은 상이한 최소요구치(threshold)를 갖

게 되며 특정 상품과 서비스를 위한 최소수요자를 

그 배후지(hinterland)로 하게 된다. 즉 특화된 기

능은 많은 인구를 수용하게 되며, 그렇지 않은 기

능은 적은 인구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도시의 세력

권이 서로 다르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심도

시의 수는 도시규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중

심도시와 배후지역이 육각형의 모양을 이루게 된

다는 것이 중심지 이론의 핵심이다. 크리스탈러는 

k-value를 통해 육각형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는데, k-value 체계는 일련의 중심지들의 

계층관계에서 최고차중심지의 6각형(배후지) 안

에 차수가 낮은 중심지와 그 육각형의 수가 몇 개

씩 포섭되는가 하는 원리로서 차수에 대한 k값의 

배수로 설명하고 있다(김인, 1996:64). 차하위 중

심지의 위치가 육각형의 꼭지점, 육각형의 선상 

중앙, 육각형 안에 위치하는가에 따라 k=3, k=4, 
k=7의 값을 갖게 되며, k=3는 시장최적화(market 
optimizing), k=4는 교통최적화(traffic optimiz-
ing), k=7은 행정최적화(administration optimiz-
ing)로 구분될 수 있다(Short, 1996:55).

중심지 이론은 도시의 규모와 도시간 위계를 설

명하는 기본적인 도구임에 분명하나, 오늘날 도시

가 제공하는 여타의 기능들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다. 중심지 이론의 태동이 취락망의 분

포와 그에 대한 구조를 분석하는 데에 있었고, 도

시가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중심지 이론으로는 오늘날의 다양한 도시

기능을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세계도시(global city, 
world city), 네트워크 도시(network city), 글로벌 

도시권(global city-region) 등 새로운 도시 형태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중심지 이론에서 중심

도시와 주변지역간의 관계를 설명하였던 원리는 

현재에도 도시체계를 연구하는 데 유력한 설명원

리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2) 순위규모분포

한 국가의 공간구조는 지리적 집중(concentra-
tion)과 연계(association)의 상호작용을 통한 경제

활동의 영향으로 도시별·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고유한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 과거 도시체계를 

공간적 모형으로 설명한 크리스탈러(Christaller, 
1933)와 뢰쉬(Lösch, 1954)의 중심지이론부터 비

공간적인 모형을 통해 적정 도시규모의 형성과정

을 제시한 헨더슨(Henderson, 1974) 등에 이르기

까지 도시체계에 대한 다양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

되었다. 그 중 도시와 인구규모간의 관계를 설명

하는 Zipf 법칙 또는 순위규모법칙(rank-size rule)
은 세계 여러 나라의 도시 인구분포를 설명하는 

유력한 도구로 기능해왔다. Zipf(1949)는 순위와 

규모간의 경험적 규칙성에 주목하고 다양한 현

상에서 나타나는 경험적 규칙성을 순위규모법칙

(Rank Size rule)으로 지칭하며, 다음과 같은 식으

로 순위규모법칙을 설명하였다. 

Pr=P1/r · q (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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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인구규모에 의한 순위

Pr: 순위 r인 도시의 인구규모

P1: 최대도시의 인구수

q: 계수

도시 순위규모법칙은 특정도시의 인구규모(Pr)

는 수위도시의 인구규모(P1)와 인구규모상의 순

위(r)와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가정한다. 이 법칙

은 각 도시의 인구규모와 인구의 곱은 일정하다

는 규칙성으로, 가장 큰 도시의 인구를 1이라 하면 

두 번째로 큰 도시의 인구는 1/2, 세 번째로 큰 도

시의 인구는 1/3이 된다. 계수 q값은 생산자와 소

비자 간의 최소 노력의 원리(principle of least ef-
fort)에 의한 통합화의 힘과 이에 반대되는 분산화

의 힘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q값이 1인 경우

의 도시규모분포를 등위순위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대도시에서 소도시로 이어지는 도시규모

별 도시수의 분포패턴이 균형잡힌 피라미드 형태

로 분포한다. q값이 1보다 클 경우 도시인구가 소

수의 대도시에 과도하게 분포한 도시체계를 의미

하며 이러한 도시체계를 종주도시체계(primate 
urban system)라고 한다(Jefferson, M, 1949). 크리

스탈러가 제시한 k=3 분포는 순위규모법칙에 의

하면 q값이 1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중심도

시의 2배 만큼의 주변지역을 포섭한다. 

Zipf가 이론적 모형을 제시했다고 하면, 도시순

위규모 법칙의 공간적 적용에 기여한 이는 베리

(Berry, 1961)를 들 수 있다. 베리는 식 (1)을 다음

과 같이 대수 변환하여 순위규모분포를 확인하였

다. 

LogPr=LogP1-qLogr (식2)

베리에 따르면 도시의 규모분포가 대수정규분

포인 경우 직선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에 착안

하여 어느 정도 직선에 가깝게 나타나는지에 따

라 종주분포(Primary type), 중간형(intermediate 

type), 순위규모형(rank-size type) 등으로 유형을 

제시하였다(Berry, 1961). 
이후 말레키(Malecki, 1975)는 순위규모분포의 

패턴과 변화를 계수 q값의 변화로 추적하였다. 말

레키는 회귀계수 q값의 시간적 변화과정을 분석하

여 도시체계의 동태적 변화형태를 제시하였는데, 

일정기간 동안 q값의 증감에 따른 도시체계 변화

를 세 가지로 설명하였다. 전체도시 증가형은 모

든 순위의 도시인구가 전반적으로 성장하는 현상

을 나타낸다. 하위도시 증가형은 q값이 감소한 것

으로 상대적으로 소도시 인구가 증가한 결과를 나

타낸다. 상위도시 증가형은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q값이 증가하는 것으로 대도시 인구가 증가한 결

과를 나타낸다(Malecki, 1975; 권용우, 1998: 60 
재인용). 그러나 말레키의 연구는 일부 도시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분석대상의 도시수가 달

라지면 회귀계수들의 변화가 민감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오류가 지적되기도 하였다(Malecki, 1980; 
Alperovich, 1988).

도시의 순위규모분포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도시규모분포가 보편적인 현상임을 밝히는 연구

들이 주로 진행되었다(권용우, 1998; 박현신·김

광식, 2004; 김경환, 2007 등). 인구 외의 다른 변

수를 활용하여 도시순위규모분포를 밝히기도 하

였는데, 국어어휘의 통계적 속성(정영미, 1993), 
산업종사자 분포(김광식·박현신, 2007), 인터넷 

문서의 빈도(홍일영, 2007), 도시산업구조(강지은 

등, 2003), 사업체 분포(최희갑·박원석, 2006) 등 

인구 외의 다른 요인들을 활용하여 도시체계를 고

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순위규모법칙을 이용하여 도시체계를 

이해하려 할 때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어

느 도시까지를 포함시키느냐의 기준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도시규모분포 연구의 주된 관심은 도

시체계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도

시들이기 때문에, 규모가 큰 도시들만을 대상으

로 순위규모를 고찰시 순위규모분포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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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작은 도시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

라 순위규모분포 패턴은 변화하게 되며(Simon, 

1955), 대도시 위주,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도시 

위주의 truncated sample을 사용하면 파레토 분포

가 나올 수 있다(Eeckhout, 2004). 순위규모법칙

은 계수(q)값과 인구규모, 순위 등의 관계를 통해 

수위도시와 기타 도시들의 관계에 대해 직관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하지만, 연구의 초점에 따라 상

위도시(upper tail)와 하위도시(lower tail)의 포함

정도가 차이가 난다. 즉 기울기인 q값의 변화를 좌

우하는 것이 소수의 수위도시들에 기인하는 것인

지 또는 하위도시들의 성장에 기인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김광식·박현신, 2007: 10).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순위규모분포의 

계수 q값에 대한 문제이다. 계수 q값이 일정하게 

“-1”과 유사한 값을 유지하는 규칙성과 근원적 원

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진행중이다. 크루그

만(Krugman) 등과 같은 경제학자들은 지브라(Gi-
brat)의 비례효과(proportionate effect)에 착안하여 

도시인구분포가 순위규모법칙을 따르는 원인을 

규명하려고 노력하였다(Krugman, 1996; Sutton 

1997). 지브라의 비례효과는 기업의 성장과 규모

는 서로 관계가 없다는 것으로(Sutton, 1997: 40 
재인용), 경제학자들은 도시인구가 클수록 도시 

성장률은 커지게 되며, 도시인구분포의 기울기도 

커질 것이라는 가정을 검증하려 노력하였다. 그러

나 도시성장에 대한 실증연구들은 도시 인구 성장

률이 도시인구와 무관함을, 다시 말하여 비례 성

장(proportionate growth) 혹은 확률 성장(random 
growth)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계수 q값

이 -1과 가깝게 항상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크리

스탈러 중심지이론으로 보면 k=3인 경우에 해당

하는 것으로서, 상위 대도시가 보다 넓은 배후지

(hinterland)를 포괄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

다. 크루그만(1996)은 순위규모법칙에 대해 “경제

학 모형은 복잡한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지나치게 

단순화한다는 점에서 불평을 받아왔지만, 도시순

위규모에 대한 결과는 깔끔하고 간단한 반면, 오

히려 이를 설명하는 모형은 복잡하다”는 점을 지

적하였다(Krugman, 1996: 399). 그에 따르면 미

국의 경우 1890년이나 1990년이나 도시순위규모 

기울기 계수는 -1, -45°의 직선에 근접하여 일정

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놀랍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결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는 점은 충

격적(disturbing)이고 이해할 수 없으며(baffling), 
흥미롭다(intriguing)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Krugman, 1996: 417).

3. 창조산업 도시별 동태적 변화 고찰

1) 개별도시 q값의 변화

일정기간에 어느 도시의 순위가 바뀐다면 이 변

화는 해당 도시가 성장 또는 낙후하고 있다는 단

적인 증거로 여겨질 수 있다(김형국, 1997: 285-
287). 순위규모분포에서는 계수 q값을 통해 전체 

도시체계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나, 계수 q
값을 결정하는 요인 및 도시별 성장/쇠퇴에 관한 

지리적 분포는 제시하지 못한다. 즉 특정기간 동

안 q값의 변화를 통해 수위도시로의 집중성 등을 

확인·비교할 수 있지만, 어떠한 도시들이 성장/

쇠퇴하였는지는 파악할 수 없다. 도시체계 연구가 

정태적(static)이며 기술적(descriptive)이라는 비판

을 받는 것도(Coffey, 1998), 도시체계 변화를 추

적하는 과정에서 도시별 동태적 변화를 소홀히 하

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창조산업 도시체계 특성을 파악함에 있

어 전체 도시체계적 차원과 개별도시적 차원을 동

시에 고려해야 한다. 이에 위의 (식2)를 활용하여 

각 도시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개별도시 q값
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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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LogP1-LogPr

Logr  (식3)

개별도시 q값은 위의 (식3)과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위도시 P1과 i 도시를 연결한 기울기 

값을 의미한다. 만약 계수 q가 1이고, 개별도시의 

창조산업 규모와 순위가 순위규모법칙을 따른다 

하면 개별도시들은 직선의 회귀선 상에 모두 위치

하게 되므로 개별도시 q의 값도 1로 동일하게 된

다. 한편 i 도시 q값이 개별도시(B)의 q값보다 크

다면, i 도시는 B도시보다 순위는 높으나 순위에 

비해 인구는 적다는 의미이며, 반대로 i 도시의 q
값이 개별도시(A)의 q값보다 작다면, i 도시는 A
도시보다 순위는 낮으나 순위에 비해 인구가 크다

는 의미이다. 

2) 창조산업 도시별 성장/쇠퇴 고찰1)

일정기간(t0-t1) 동안 개별도시의 창조산업 규

모와 순위는 변화하지만, 순위규모법칙을 적용하

여 전체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기울기 계수 q값을 

단순 비교할 경우 창조산업 도시별 동태적 변화는 

확인할 수 없다. 본 절에서는 개별도시의 q값과 일

정기간 후 개별도시 q값의 변화양상 고찰을 통해 

창조산업 도시별 성장/쇠퇴를 확인하는 방법을 제

시하고자 한다.

t0 시점에서 t1까지의 개별도시 q값의 변화는 다

음과 같은 산식을 통해 도출할 수 있다. 

qt0,i=
LogP1,t0-LogPi,t0

Logri,t0
 (식4)

qt1,i=
LogP1,t1-LogPi,t1

Logri,t1
 (식5)

여기서 수위도시 창조산업 종사자 변화율을 αc, 

각 도시의 창조산업 종사자변화율을 αp, 각 도시

의 창조산업 종사자 순위변화율을 αr이라 한다면,

αc=P1,t1/P1,t0 …… P1,t1=P1,t0·αc (식6)
αp=Pt1/Pt0 …… Pt1=Pt0·αp (식7)
αr=rt1/rt0 …… rt1=rt0·αr (식8)

이 되어, 이를 qt1,i에 대입하면

qt1,i=
LogP1,t0+Logαc-LogPt0-Logαp

Logrt0,i+Logαr
 (식9)

qt1,i-qt0,i=
LogPαc-Logαp-qt0Logαr

Logrt0,i+Logαr
 (식10)

가 된다. 여기서 

∆Q=qt1,i-qt0,i

∆P=Logαc-Logαp

∆R=Logαr

이라 하면,

∆Q=
∆P-qt0,i∆R
Logrt0,i+∆R  (식11)

이 된다. 여기서 t0-t1 기간 중 개별도시 q값의 

변화 ∆Q는 수위도시의 창조산업 종사자 변화율

과 개별도시의 창조산업 종사자 변화율의 차이(∆

P=Logαc-Logαp)와 전체 도시체계 내에서의 각 개

별도시들의 창조산업 순위변화율(∆R=Logαr)에 

그림 1. 개별도시 q값의 측정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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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결정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식11)의 분자가 0이 되는 경우를 고

려하여 개별도시 q값의 증감여부를 검토할 수 있

다. 분자가 0이 되는 경우, 즉 개별도시 q값의 변

화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 두 가지 상황을 

상정할 수 있다. 먼저 개별도시의 창조산업 종사

자 순위변동이 없는 상태(∆R=Logαr=0)를 가정할 

수 있다. 이 상태에서 수위도시의 창조산업 종사

자 성장률만큼 개별도시가 성장한다면(∆P=Logα

c-Logαp=0), 개별도시는 창조산업 도시체계상 변

화가 없게 된다(그림 2의 a → b). 
다음으로 창조산업 종사자 규모의 변동이 없

는 상태(Logαp=0)를 가정할 수 있다(그림 2의 a → 

c). 이 상태에서는 Logαc-qt0Logαr=0이 되고 Logαr 

=Logαc/qt0의 값을 갖게 되어 개별도시의 q값 변화

는 없게 된다. 결국 전체 창조산업 도시체계 내에

서 ∆P=0과 ∆P=Logαc가 되는 선을 기준으로 개

별도시들의 동태적 창조산업 종사자수 변화를 확

인할 수 있으며, Logαr=0인 경우와 Logαr=Logαc/

qt0선을 기준으로 개별도시들의 동태적 창조산업 

순위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도시별 창조산업의 증감 

정도와 순위규모 증감 정도를 구분할 수 있다. 도

시별 창조산업 규모 증감 정도에 따라 I, II, III으
로, 창조산업 순위 증감 정도에 따라 A, B, C로 구

분하면 총 9개의 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3). 
창조산업 증감 측면에서 I 유형은 개별도시 창

조산업 성장률이 수위도시의 창조산업 성장률보

다 더 높은 경우이며, II 유형은 창조산업 자체는 

성장하지만, 수위도시 창조산업 성장률에는 미

치지 못하여 창조산업 성장을 주도적으로 견인하

지 못한다. III 유형은 창조산업이 쇠퇴하는 유형

이다. 창조산업 순위 증감 측면에서 A 유형은 순

위가 상승한 경우이다. B 유형은 창조산업 순위가 

Logαc/qt0 이내의 범위에서 낮아진 경우이며, C 유

형은 Logαc/qt0를 벗어나는 정도로 순위가 낮아진 

유형이다. 이를 종합하면 I-A 유형은 창조산업이 

성장하고 순위도 상승하여 창조산업의 성장성이 

높은 도시라 할 수 있으며, III-C 유형은 창조산

업이 쇠퇴하고 순위도 하락하여 창조산업의 성장

성이 낮은 도시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유형구분을 통하여 특정 기간 창조산

업 종사자 및 순위의 성장률을 수위도시의 그것들

그림 2. 개별도시 q값의 변화유형 그림 3. 창조산업 성장/쇠퇴 도시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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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교함으로써 창조산업 성장/쇠퇴 도시를 구분

할 수 있으며, 이를 GIS를 통해 도상(圖上)에 구현

하면 성장/쇠퇴 도시들에 대한 지리적 분포 특성

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러한 도시별 창조

산업 성장/쇠퇴를 유형화하면 비례성장(propor-
tionate growth) 혹은 확률성장(random growth) 하
는 도시들을 지리적으로 포착할 수 있어 국토 및 

지역정책 추진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다.

4. 실증분석

1) 창조산업 현황과 지리적 분포

2012년 창조산업 사업체는 13만 개소, 종사자

는 118만명으로 각각 전산업의 3.5%, 6.3%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0-2102년 기간 동안 창조산

업 사업체의 성장률은 30.1%, 전산업 사업체 성장

률은 19.5%로 전산업 대비하여 창조산업 부문에

서 많은 창업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0-2012
년 2년 동안 2만 개소 이상의 사업체가 급격히 증

가하여 최근 창조산업의 성장추세가 강화되고 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창조산업 종사자 증가 패

턴은 사업체와는 다소 달라, 2000-2012년 기간 

동안 창조산업 종사자의 성장률은 37.3%로 전산

업 종사자의 성장률(36.5%)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

났다. 전산업 대비 비중도 6.3% 내외를 유지하고 

있어 창조산업 부문에서의 급격한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흥미로운 점은 

사업체와 종사자의 상승률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

다는 점인데, 이러한 현상은 창조산업 부문 내에

서도 업종별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사업체는 전산업 대비하여 높은 비율로 성장하

는 반면, 종사자는 급격한 증가가 관측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소규모 창조산업 사업체는 증가하나, 

고용이 많았던 창조산업 부문에서는 고용을 줄이

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별로는 서울(46.2%), 경기(23.5%)에 창조

산업이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 집중성이 강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경남(4.4%), 경북(3.7%), 부산

(3.4%) 등 동남권 지역 및 대전(3.7%)에 일부 창조

산업이 입지해 있다. 성장률 측면에서는 2000-

2012년 기간 동안 경기(64.8%), 서울(44.7%), 대

전(44.6%) 등이 전국 상승률(37.3%)를 상회하였

으나, 인천(-15.0%), 울산(-13.2%), 충북(-6.1%) 

표 1. 창조산업 종사자 현황(2000-2012)
(단위: 개소, 인, %)

구분 창조산업 전산업 비중

사업체

2000년 96,024 3,013,417 3.2

2005년 95,204 3,204,809 3.0

2010년 105,220 3,355,470 3.1

2012년 124,942 3,602,476 3.5

성장률 30.1 19.5

종사자

2000년 857,220 13,604,274 6.3

2005년 932,918 15,147,471 6.2

2010년 1,133,024 17,647,028 6.4

2012년 1,176,812 18,569,355 6.3

성장률 37.3% 36.5%

출처: 통계청, 각년도, 전국사업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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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창조산업 종사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지방에서는 강원과 제주의 창조산업 성장률이 

다른 도들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1개 

시군구 대상으로 창조산업 종사자 분포를 보다 구

체적으로 표현하면 다음 그림 4와 같다.

2)  순위규모분포 특성 비교(인구, 전산업, 

창조산업)

행정구역상 시급 이상 84개를 대상으로 인구, 

전산업, 창조산업의 순위규모분포를 비교하였다

(표 3, 그림 5). 분석의 대상이 되는 인구, 전산업, 

창조산업의 합은 모두 전국의 90% 이상을 상회하

고 있으며, 창조산업은 97%가 도시에 집중되어 

인구와 전산업에 비하여 도시 집중성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추정된 결과를 통해 도출된 특성은 다음과 같

다. 우선 창조산업의 q값은 1.5 내외로 순위규모

법칙에서 시사하는 것보다 수위도시로의 편중이 

더욱 두드러지며, 인구, 전산업과 비교시 기울기 

계수 q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타 경제활동 부문

보다 수위도시 집중성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창조산업이 타 산업부문에 비하여 

더욱 전문화되어 있으며, 집적경제 외부효과를 위

해 서울 집중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인구·전산업·창조산업의 계수 q값의 범

위를 비교하면 인구≒전산업＜창조산업 순으로 

나타나 창조산업이 가장 높은 탄력성을 갖고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0-2012년 기간동안 인

구와 전산업의 q값의 범위는 인구 1.06-1.09, 전
산업 1.11-1.13으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창조산

업의 기울기 계수 q값은 1.43-1.55로 인구·전산

표 2. 시도별 창조산업 종사자 변화(2000-2012)
(단위: 인)

구분 2000 2005 2010 2012 2012 비중 성장률(00-12)

전국 857,220 932,918 1,133,024 1,176,812 100.0% 37.3%

서울 375,586 419,934 521,808 543,356 46.2% 44.7%

부산 34,455 35,635 41,541 40,532 3.4% 17.6%

대구 22,586 25,055 27,560 29,526 2.5% 30.7%

인천 36,315 29,032 28,935 30,875 2.6% -15.0%

광주 15,062 17,644 20,795 20,322 1.7% 34.9%

대전 30,202 31,360 39,853 43,670 3.7% 44.6%

울산 12,560 7,620 9,637 10,896 0.9% -13.2%

세종 - - - 941 0.1% -

경기 167,714 194,016 263,430 276,446 23.5% 64.8%

강원 12,406 12,985 16,485 17,052 1.4% 37.4%

충북 19,838 15,479 19,701 18,619 1.6% -6.1%

충남 2,442 2,265 2,601 2,894 2.3% 18.5%

전북 2,974 2,605 3,053 3,453 2.8% 16.1%

전남 2,410 2,162 2,488 2,714 2.2% 12.6%

경북 4,022 3,779 4,058 4,630 3.7% 15.1%

경남 4,556 4,223 4,794 5,481 4.4% 20.3%

제주 1,015 988 1,161 1,345 1.1% 32.5%

출처: 통계청, 각년도, 전국사업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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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창조산업 종사자 분포현황(2012)

창조산업 전체 문화자산 시각예술 행위예술

출판 및 인쇄 오디오비주얼 디자인 뉴미디어

창조서비스 ICT 통신서비스 ICT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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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비하여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창의성을 기반으

로 하는 창조산업의 본질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

로 창조적 아이디어의 상품화·상업화 과정에서 

창업과 실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

다. 창조산업은 타 산업부문에 비하여 경로의존성

(path dependency)이 약하며, 사업체의 입지 결정

시 전통적 입지요인들보다 개인의 아이디어, 재능

(talent)을 중시하기 때문에 인구, 전산업에 비하

여 탄력성이 높게 된다. 그러나 기울기 계수 q값의 

비교는 성장/쇠퇴하는 개별 도시들에 대한 지리적 

위치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이러한 

한계에 대하여 이하에서는 창조산업의 성장/쇠퇴 

도시를 유형화하고 지도화한 결과를 제시한다.

3) 창조산업 도시별 성장/쇠퇴

앞 절에서 창조산업의 불균등 성장정도를 확인

하였다면 개별도시의 창조산업 성장/쇠퇴를 확인

할 필요가 있다. 2000-2012년 기간 동안 창조산

업 성장/쇠퇴 도시를 9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종

합한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그림 6 참조). 

첫째, 2000-2012년 기간 동안 창조산업은 수위

도시 서울을 중심으로 강한 집중성을 유지하고 있

으며, 서울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으로 확대

되고 있어 서울 중심의 창조산업 성장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2000-2012년간 기울기 계

수 q값은 1.432에서 1.508로 증가하여, 말레키의 

구분으로 상위도시 증가형에 해당된다. 말레키는 

상위도시 증가형을 시간이 경과하면서 대도시의 

인구가 증가하는 형태로 설명하였으나, 우리나라 

창조산업 도시체계 특징은 인구와는 달리 차하위 

대도시의 성장이라기보다는 서울 인접지역이 성

장하여 서울 집중이 심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

당하다. 순위규모법칙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차하

위도시들의 지리적 위치를 파악하면, 성남, 안양, 

고양, 과천, 구리, 의왕, 하남, 용인, 파주, 화성

시 등이 성장률과 순위가 모두 상승한 도시들이며

(I-A 유형), 이들 도시들은 서울과 연접한 도시들

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결국 순위규모분포 기울기 

계수 q 값의 증가와 도시별 성장/쇠퇴를 종합하

면, 우리나라 창조산업은 서울 중심의 불균등성장

이 심화되고 있어 지방 도시들에서 창조산업을 도

시성장전략으로 채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

표 3. 순위규모분포 회귀분석 추정값(인구, 전산업, 창조산업)

연도 표본수 계수(q) 표준오차 R2 대상(천명) 전국(천명) 비중(%)

인구

2000 84 1.0600 0.020 0.971 4,322 4,773 90.6

2005 84 1.0738 0.022 0.967 4,503 4,913 91.7

2010 84 1.0863 0.023 0.966 4,649 5,052 92.0

2012 84 1.0873 0.024 0.962 4,694 5,095 92.1

전산업

2000 84 1.1116 0.028 0.949 1,256 1,360 92.3

2005 84 1.1294 0.029 0.950 1,408 1,515 92.9

2010 84 1.1357 0.030 0.945 1,641 1,765 93.0

2012 84 1.1296 0.031 0.942 1,726 1,857 92.9

창조산업

2000 84 1.4317 0.034 0.955 83 86 96.6

2005 84 1.4984 0.042 0.940 90 93 96.9

2010 84 1.5480 0.043 0.941 110 113 97.1
2012 84 1.5084 0.039 0.949 114 118 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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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지역적 차원에서 광역시는 창조산업 성장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나, 실제 분석

결과 광역시는 창조산업 성장에 주도적 역할을 수

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0-2012년 기

간 동안 수위도시 창조산업 성장률을 상회하는 광

역시는 전무하며,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는 규모

도 감소하고 순위도 하락한 III-C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만이 창조산업의 규모와 순

위가 성장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

주광역시 등은 창조산업 성장을 선도하지 못한 채 

전국 평균 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광역

시들의 창조산업 성장 부진은 창조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산업간 이종 결합을 추진할 수 있는 산

업기반이 취약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창

조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

문이다.

셋째,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 중소도시들의 창

조산업 성장은 공간적 연계가 없이 지리적으로 독

립적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률과 

순위가 모두 상승한(I-A 유형) 태백, 속초, 아산, 

남원, 나주, 문경시 등은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지리적으로 이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창조산업 성장률이 수위도시 창조산업 성장률보

다 높은 I-B, I-C 유형의 도시들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고 창조산업이 성장한 도시들 간에는 지리

적인 연계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

과는 창조산업이 도시별 경제·문화적 상황을 반

영하여 이른바 확률적으로 성장(random growth, 

proportionate growth)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

로서, 향후 도시정책 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

한다. 지역적 측면에서는 창조산업의 성장을 위하

여 다른 지역에서는 찾을 수 없는 독특한 소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된다 할 수 

2000 2005 2010 2012

인구

전산업

창조산업

그림 5. 우리나라 도시의 순위규모분포(인구, 전산업, 창조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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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순 위

I-A 유형

(수도권) 성남시, 안양시, 고양시, 과

천시, 구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

시, 파주시, 화성시

(비수도권) 태백시, 속초시, 아산시, 

남원시, 나주시, 문경시

I-B 유형

(수도권) 광명시, 동두천시

(비수도권) 강릉시, 보령시, 당진시, 

정읍시, 영주시, 밀양시

I-C 유형

(수도권) -

(비수도권) 청주시, 전주시, 포항시, 

거제시

도

시

인

구

II-A 유형

(수도권) 수원시, 평택시, 안성시, 김

포시, 광주시

(비수도권) 대전광역시, 김제시, 상

주시

II-B 유형

(수도권) 의정부시, 부천시, 남양주

시, 시흥시, 양주시

(비수도권) 부산광역시, 동해시, 삼

척시, 제천시, 공주시, 논산시, 광양

시, 영천시, 통영시, 사천시, 창원시, 

서귀포시

II-C 유형

(수도권) 안산시

(비수도권)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서산시, 익산시, 진주시, 양산시

III-A 유형

(수도권) 오산시, 군포시, 이천시

(비수도권) 세종시, 춘천시, 충주시, 

김천시, 구미시

III-B 유형

(수도권) -

(비수도권) 원주시, 천안시, 계룡시, 

목포시, 순천시, 안동시, 경산시, 김

해시

III-C 유형

(수도권) 인천광역시, 포천시

(비수도권) 울산광역시, 군산시, 여

수시, 경주시, 제주시

그림 6. 창조산업 성장/쇠퇴도시 현황(200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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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넷째, 창조산업의 전략적 선택에 있어 도시별 

경제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창조

산업이 개인의 창조성에 기반하여 수확체증형 상

품 및 서비스를 생산한다는 면에서 각광받고 있는 

개념이지만, 창조산업을 모든 도시의 성장전략으

로 채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울산광역시

는 우리나라 최고의 산업도시로서 1인당 GRDP
가 전국 시도 중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창조산업의 규모도 감소하고 

순위도 하락하는 III-C형으로 구분된다. 울산광

역시와 유사하게 군산시, 여수시, 경주시, 제주시 

등도 III-C형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이들 도시

들의 특징은 도시성장을 위한 제반 인프라가 갖

추어져 있으며, 제조업·문화관광 등 부문별 특화

(specialization)의 정도가 매우 강한 도시들이라는 

점이다. 이들 도시들에서 창조산업 성장이 미약하

다는 현상은 이들 도시가 다양한 경제구조 변화에 

대한 탄력성이 떨어진다는 의미임과 동시에, 기존 

경제기반에서 창출되는 가치가 창조산업에서 발

생하는 가치보다 크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보다 기

존 산업을 유지하는 것이 도시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중의적 의미를 갖고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창조산업이 도시성장전략으로 무차

별적 수용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

하여, 국내외 창조산업 논의 및 분류를 종합하고, 

우리나라 창조산업의 불균등성장과 지리적 분포 

특성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Zipf 법칙을 변용하여, 창조산업의 

도시체계가 인구 및 전산업과 비교하여 갖는 차별

성은 무엇이며, 도시별로 창조산업의 성장과 쇠퇴

는 어떠한 공간적 분포를 하는지 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주요 결론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조산업은 순위규모법칙에서 시사하는 

것보다 수위도시로의 편중이 더욱 두드러지며, 인

구와 산업에 비하여 높은 탄력성을 보인다. 이러

한 현상은 높은 고급인력 조달의 용이성, 개인의 

재능(talent) 중시, 약한 경로의존성 등의 창조산업 

속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수위도시 입지를 선호하

기 때문이다. 많은 인재를 보유한 도시는 더 빠르

게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인재를 유인

한다(이원호, 2012: 482). 둘째, 창조산업 도시체

계 변화는 상위도시 증가형이지만, 도시별 성장/

쇠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시 이들 상위도시는 모

두 서울과 인접한 지역으로 관측되어 창조산업은 

대도시 중심의 상승이 아닌 서울 중심의 불균등 

성장이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도시 

유형별로 창조산업의 성장/쇠퇴 형태가 차별화되

는 바, 광역시는 창조산업 성장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 중소도시들의 창

조산업 성장은 공간적 연계가 없는 독립적 형태를 

보인다는 특징을 보인다. 도시별로 창조산업 성쇠

가 상이하게 발현되는 현상은 산업기반, 경제·문

화적 차별적 상황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넷째, 창

조산업의 전략적 선택에 있어 도시별 경제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기존 경제기반에

서 창출되는 가치가 새로운 창조산업에서 발생하

는 가치보다 큰 도시들은 기존 산업기반을 유지하

는 것이 도시성장에 도움이 된다. 

본 연구는 창조산업의 불균등 성장 특성을 인

구, 전산업 등과 비교·고찰하고, 창조산업이 성

장/쇠퇴하는 도시를 9개로 유형화하여 창조산업

의 성장과 지리적 분포를 종합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향후 창조산업을 활용한 도시 및 지역발전 

방안을 수립할 시 본 연구의 결과가 유용하게 사

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창조산업 성장/쇠퇴 도시를 고찰하기 위한 지표로 

종사자만을 활용한 점, 분석방법을 순위규모법칙

으로 한정한 점 등 아쉬움이 남는다. 보다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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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와 방법을 활용하여 창조산업이 국토공간상

에서 차별적으로 성장하는 내재적 원인과 창조산

업의 지리적 집중 및 공간분포 특성 등은 추가 연

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주

1) 개별도시 q값의 변화양상을 고찰하기 위해 류상규·여홍구

(1995)의 분석방법을 차용하였음을 밝힌다. 구체적인 내용

은 류상규·여홍구(1995)의 p.5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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