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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reative Industry in Chungnam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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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이 연구는 충남지역 창조산업의 산업부문별 특성과 각 시군별 특성을 분석하고 그 발전단계를 유형화하고자 하

였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창조산업의 개념을 설정하고 충남지역의 창조산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11개 부문 105개 

업종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충남지역 각 시군별로 창조산업의 지역별 특화도와 부문별 지역

경쟁효과, 산업규모 및 산업성장률을 복합적으로 분석하여 창조산업의 지역별 특성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충남의 창조산업은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등 네 가지 단계로 유형화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충남지역의 각 시군별 지역산업육성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주요어 : 창조산업, 창조경제, 산업분포, 산업특성, 지역경쟁력

Abstract : This study aims at identifying the industrial distributional characteristics of creative industry in 
Chungnam Province. It finds that there are 11 sectors of creative industrial in Chungnam region. In order 
to find out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creative industry in Chungnam, it firstly carried out LQ analysis 
on the 11 sectors by the 16 counties of the region. It turns out that the distributional characteristics dif-
fers between county by county in terms of RCC, BQ and IG effect. These results may imply the needs of 
regional specific 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y by the 16 counties in Chungnam Province. 

Key Words :  creative industries, creative economy, industrial distribution, industrial characteristics,  
regional competitiveness

1. 서론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면서 창조성

이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고, 창조성을 강조한 창

조사회, 창조경제, 창조산업, 창조지식, 창조경

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조성을 연구하고 있다. 

창조성은 특정 분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

회,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부터 기업, 도시, 국가, 

세계적인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해 가고 있다. 그

러면서 창조성은 기업과 도시의 성장 핵심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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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어지고, 도시, 지역정책에서 새로운 성장동

력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 창조성과 

창의성이 경제성장을 이끄는 요소로 평가되면서 

창조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김홍주, 

2010). 또한 창조산업의 육성은 창조산업 자체로

서도 의미가 있지만, 관련 산업과의 연계와 성과

확산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는 직간접적으로 긍

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와 중요

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창조성의 논의가 산업과 경제에까지 확장된 창

조산업은 그 경제적인 효과와 함께 향후 세계경제

를 주도하는 하나의 산업으로 주목받게 되면서 각

국의 정책 수행자들은 창조산업에 대한 정책개발

을 서두르고 있으며, 학술적인 논의도 국제적으

로 빈번해 지고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창조산업

에 대한 논의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이규명외 2명, 2013). 또한 국가 경쟁력과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창조산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비단 경제학

자들뿐만 아니라 사회학자, 경제지리학자, 도시계

획가들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Cook and Lazzeretti, 2008).
이러한 배경속에서 창조경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 지금까지의 성장을 주도한 경제구조

와 패러다임을 선도형 성장으로 전환하고자 강력

하게 추진하고 있다. 창의적 아이디어가 과학기술

과 ICT를 결합하여 창업과 신사업 및 신시장의 창

출로 연결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창조

경제 생태계 조성을 주된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2013).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정책 공약으로 ‘창조

성’, ‘창조산업’, ‘창조경제’ 등의 키워드를 내세우

지만 아직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책 또는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며, 개념의 모호함 등의 비공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

에 지역간 격차해소나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적 고

려가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남기범·송정

은, 2014). 창조산업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자리

매김하고 세계경제를 주도할 영역으로 주목받는 

시점에서, 이러한 창조산업에 대한 논의는 그 필

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창조산업에 대한 관심 

증대와 더불어, 창조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

향을 검증하고, 지역 여건과 산업특성에 맞는 지

역 또는 국가의 산업육성정책으로 자리매김하여

야 할 것이다(김대중 외, 2015). 
창조경제를 경제성장과 연결하기 위한 많은 연

구들은 대부분 앞으로의 지역개발 전략이 물리적 

인프라나 자본의 축적 등과 같은 전통적인 경쟁요

소보다는 창의적인 인력집단에 보다 의존하게 되

며, 따라서 그들이 선호하는 환경여건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느냐가 지역경쟁력을 좌우한다는 논

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어떤 도시든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창조계급이 선호하는 라이프스타일

이나 소비환경 등을 제공하는 데에 정책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함의한다(Glaeser, 2005). 이는 과

거의 개발전략을 수정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으

로, 과거의 지역개발 정책이 기업유치를 위해 저

렴한 노동임금과 조세감면, 훌륭한 인프라를 갖춘 

산업단지 등을 제공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어메니티(amenity)와 다양성, 연구개발 

자금 등과 같은 전문인력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이다(구문모, 2007). 또한 창조산업과 관련한 대

부분의 연구들은 창조산업의 위상과 경제적 중요

성에 대해서는 공히 인정하면서도, 창조산업이 공

간상에서 불균등(uneven)하게 성장하는 현상 및 

그 지리적 분포에 대해서는 간과하였다(박경현, 

2014). 이러한 맥락은 결국 지역의 여건과 산업별 

특성에 맞는 지역별 산업의 특성별 지역산업육성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충

남 시군별 창조산업 부문별 산업분포 특성에 맞는 

지역산업육성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전단계라고 

할 수 있는 주제인 충남 시군별 창조산업 11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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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대한 산업구조분석을 통해 지역별 산업별 분

포의 특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2. 창조산업의 정의와 분류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이란 ‘개인의 창의성

과 기술, 재능 등을 이용하여 지적재산권을 창출

하고, 이를 소득과 고용창출의 원천으로 삼는 산

업’(DCMS, 1998)이라고 최초로 정의된 이후 창조

산업에 대한 학문적 논의들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논의되었지만 현재 창조산업에 대한 정의 및 개념

은 합의된 형태가 존재하지 않으며, 창조산업의 

개념은 학자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김대중외 2
인, 2015). 

Coy(2000)는 ‘개인의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생

산요소로 투입되어 무형의 가치를 생산하는 산

업’이라 정의하였다. Caves(2000)는 ‘비영리적인 

창조활동과 상업적인 비즈니스 계약에 이루어지

는 네트워크’라 정의하였고 Howkins(2002)는 ‘창

의성으로부터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모

든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산업이라고 정의한 반면 

Drake(2003)는 ‘산출물에 대한 소비의 주된 동기

가 상품 자체의 고유특성이나 기능에 있기보다는 

소비자 개인의 상징가치를 충족시키는 산업’이라

고 협의적 정의를 내렸다. 또한 UNCTAD(2004)
에서는 ‘예술과 비즈니스, 기술이 교차하는 지

식기반 활동’이라고 정의하였고, 김대중외 2인

(2015)은 창조산업을 ‘개인이나 집단의 창의성이 

생산요소로 투입되어 경제적가치를 지닌 재화나 

서비스를 개발, 생산, 유통, 소비하는 일과 관련

된 산업’이라고 정의하는 등 창조산업에 대한 기관

별, 학자별 정의는 다양하며 창조산업에 대한 개

념은 합의되어 있지 않다.

창조산업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어 있지 않음에

도 불구하고, 이상의 다양한 개념을 통하여 공통

적으로 제시되는 창조산업의 주요 요소는 ‘창의성’

이다.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여 창출되는 가치 및 

상품, 서비스에 관한 산업을 지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이규명 외, 2013). 
창조성 개념의 모호함으로 인해 창조산업에 대

한 합의된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체 창조산업과 저

작권산업, 콘텐츠산업, 문화산업, 디지털콘텐츠

산업 등과 혼돈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러한 가운데 호주의 NOIE1)(2003) 창조산업과 

유사하게 쓰이는 산업과 구분하여 정의와 범위를 

명확하게 개념화하고 있다. 창조산업은 개인의 창

조성이 생산요소로 투입하여 산출물을 생성한 것

이라고 기준을 세우고 저작권산업, 콘텐츠산업, 

문화산업, 디지털콘텐츠산업 등에 대해서는 각각

의 관점에 따라 정의하였다.

표 1. 창조산업과 유사산업과의 비교

구분 창조산업 저작권산업 콘텐츠산업 문화산업 디지털 콘텐츠

정의

기준

개인의 창조성이 생산

요소로 투입하여 산출

물을 생성

자산의 특징과 산업의 

산출물로 정의

산업 생산에 초점을 맞

추어 정의

공공 정책의 기능과 재

정에 의해 정의

기술과 산업 생산의 결

합에 의해 정의

산업

범위

광고, 건축, 디자인, 양

방향 소프트웨어, 영

화, 방송, 음악, 출판, 

공연예술

상업 예술, 출판, 영화, 

순수 미술, 비디오, 음

약, 저작물, 데이터 처

리, 소프트웨어

음악 녹음, 음반 파매, 

방송과 영화, 소프트웨

어, 멀티미디어 서비스

박물관과 미술관 비주

얼 아트와 공예, 방송

과 영화, 음악, 공연예

술, 문학, 도서관

상업예술, 방송과 영

화, 비디오, 사진, 전자

게임, 녹음, 정보 저장 

및 검색

출처: 이희연·황은정(200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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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창조산업과 유사한 용어로 「문

화산업진흥법」에서 문화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고 있다. 문화산업이라는 용어는 ‘문화적 요소

가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

과 무형의 재화를 개발, 제작, 생산, 유통 하는 일

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으로 정의

하고 있다(문화관광부, 2003; 구문모, 2005; 이규

명 외, 2013). 문화산업과 창조산업 모두 무형의 

지적자산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만, 창조산업은 

‘창조성’을 새로운 부가가치를 위한 자본, 노동, 지

대와 같은 투입요소로 보고 있으며, ‘예술적 창의

력’에만 국한하지 않는다는 차별성을 갖는다(이희

연·황은정, 2008). 창조산업과 다른 유사 산업들

과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을 여지는 있지

만, 개인의 창조성이 투입되어 산출물을 생성하는 

사업으로 다른 산업들과의 구분을 지을 수 있다

(이규명 외, 2013).
창조산업이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으로 그 중요

성이 더해감에 따라 각국 정부는 창조산업의 분류

체계를 마련하고 창조산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

고 있다. 그러나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창조산업

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

어서 창조산업의 분류는 국가마다 유사하지만 약

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아직 세계적으로 창조

산업에 대한 분륜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여 각 

국가마다 산업구조의 특성을 반영하여 창조산업

을 분류하고 있다(이희연·황은정, 2008).
창조산업에 대한 정의와 산업분류에 대한 논의

를 시작한 영국의 경우, 광고, 건축, 미술품, 공

예, 디자인, 패션, 영화 및 비디오, 쌍방향 오락 

소프트웨어, 음악, 공연미술, 출판,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서비스 등 12개 부문으로 구분하였다

(DCMS, 1998). 
싱가폴의 경우에는 IT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 

광고, 방송미디어, 출판, 인테리어 그래픽스,패션

디자인, 건축서비스, 미술품 및 공예, 공연예술 영

상서비스, 산업디자인, 사진 등으로 분류하였다

(CISG, 2003). 그리고 호주와 네덜란드의 경우에

는 다른 국가의 창조산업 분류에 비해 단순한 형

태를 보여주고 있다. 호주의 경우에는 영화, 음악, 

방송, 출판, 광고, 게임, 쌍방향 오락, 건축 및 연

관활동, 소프트웨어 디자인 및 개발로 분류하고

(NOIE, 2005), 네덜란드는 미술, 공예, 패션, 산

업디자인, 건축, ICT, 웹디자인, R&D로 분류하

였다(김대중 외, 2015).
국내에서 창조산업에 대한 분류에 대한 논의는 

구문모(2005), 이희연·황은정(2008), 서울시정

개발연구원(2011), 이규명 외(2013) 등이 있으며 

표 3과 같이 주로 IT와 소프트웨어, 건축 등에 더

하여 전통적으로 예술분야에 속하는 업종들을 주

로 창조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구문모(2005)
와 이희연·황은정(2008),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1) 이규명 외(2013) 등 연구자에 따라 창조산

업의 분류 체계에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김대중 

외, 2015).
본 연구에서는 도매업과 소매업과 같은 유통과 

도서관, 기록보존소, 박물관과 같은 문화재 관련

사업 및 출판부문 중 인쇄업은 창조산업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규명 외, 2013)은 동감하지만, 창

조산업의 가치사슬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저자

의 창조산업에 대한 정의에 따라 이희연·황은정

(2008) 분류기준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김대중외 2
인(2015)의 연구에서와 같이 영국의 창조산업 분

류를 바탕으로 국내 이희연·황은정(2008) 분류

에서와 같이 R&D를 부문을 추가하여 분류하였

다. 따라서 건축, 전문디자인, 광고, 사진과 미술

을 포함한 영화 및 비디오, 방송 및 뉴스제공업, 

음악 및 음반, 출판, 공연예술, 문화재 관련 산업, 

R&D, 소프트웨어 제작 및 게임의 11부문으로 분

류하였다. 이와 같은 11개 부문에 속한 개개 업종

을 추출하기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세세

분류(5-digit) 업종 중 105개 업종을 선별하였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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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설계 및 방법

1) 연구설계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충

남 시군별 창조산업 11개 부문에 대한 산업구조분

석을 통해 지역별 산업별 분포의 특성을 밝혀보고

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의 공

간적 범위는 충남지역이며, 전국과 충남의 전국사

업체조사 통계자료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세

세분류(5-digit) 업종을 토대로 비교분석 한다. 세

종시는 종전 연기군 전 지역과 청원군 일부(부용

면), 공주시 일부(반포면, 장기면, 의당면) 등 이 

편입지역에 해당되면서 충남지역의 산업경제적 

위상은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행

정구역의 변화를 반영한 통계자료는 2012년부터 

제공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충남지역의 정확한 산

업분석을 위해서는 충남의 일부 지역이 세종시로 

편입되어 제공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 최신 제공 

통계치가 2013년까지이다. 그러다 보니 시점간 분

석을 요하는 경우에는 분석시점에 따라 상이한 결

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상당한 한계가 있을 수 있

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충남지역이 새롭게 구성된 

지역적 범위에 따른 새로운 정책이 요구되는 만큼 

이러한 한계는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산업분석범위는 창조산업 105개 업종을 11개 부문

으로 분류하여 창조산업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

다.

분석과정은 2단계로 진행되며 1단계는 창조산

업 현황분석과정으로 충남의 시군별 창조산업에 

해당되는 사업체조사 세세분류단위의 105개 업종

에 대한 11개 부문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에 대한 

충남 시군별 산업현황을 살펴보고, 2단계는 충남 

시·군별 창조산업 11개 부문별 산업구조분석을 

통해 지역별 산업특성을 분석하는 등 충남 시군별 

창조산업 11개 부문별 지역별 산업별 분포특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지역별 창조산업의 부문에 따라 다양한 각도에

서 지역의 창조산업의 특성과 구조적 특성을 분석

하기 위한 산업구조 분석기법중 입지계수는 어떤 

지역의 산업이 전국의 동일 산업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어떤 지역의 특정산

업이 국가전체에 비해 어느 정도 특화 되었는지를 

나타낸다.

LQij=
Xij/Xj

Xi/X =
j지역의 i산업구성비

전국의 i산업구성비
 식 (1)

변이·할당분석에서 지역의 총성장(Tot a l 
Change Effect)은 국가경제성장요인(National 
Growth Component), 산업구조요인(Industry Mix 
Component), 지역의 경쟁요인(Regional Compe-
tition Component)으로 분류한다. 본 연구에서는 

변이할당분석을 통해 산출된 지역경쟁요소를 지

역 고유의 경쟁력으로 보고자 한다3).

사업체규모계수(Business Scale Quotient: BQ)

는 산업i가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그 산업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함으로써 사업체

규모계수(BQ) 분석으로 해당지역 해당산업의 전

국대비 상대적 사업체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김대

중, 2014).

BQij=
Eij/Cij

Ei/Ci
 식 (2)

Ci: 전국 i산업 사업체수, Ei: 전국 i산업 종업원

수,Cij: j지역 i산업 사업체수, Eij: j지역의 i산업 

종업원수

산업성장률(Industrial Growth Rate: IG)은 산업

i가 전국대비, 해당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비



김대중·김태연324

교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성장성을 측정하는 방법

으로 IG는 비교년도를 중장기로 지정하여 특정지

역 특정산업의 전국대비 산업비중이 얼마나 증감

했는지 알 수 있고, 단기로 지정하여 해당산업으

로의 사업체와 종사자 등의 유입이나 유출과 같은 

산업구조의 변화속도를 추정할 수 있다(김대중, 

2014).

IGij=[
Xijt

Xti
-
Xij0

Xi0
]×100 식 (3)

Xijt: j지역 t연도 i산업 종업원수, Xti: 전국 t연도 

i산업 종업원수, Xij0: j지역 초기연도 i산업 종업

원수, Xti: 전국 t연도 i산업 종업원수

김대중(2014)의 연구에서 BQ는 X축에 IG를 Y
축에 결합시킴으로써 산업(또는 기업)의 발전경로

에 대한 유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표 2와 같이 

산업의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이어지

는 산업의 발전경로를 바탕으로 사업체 규모계수

(BQ)와 산업성장률(IG)간의 위치에 따라 산업발

전단계를 파악할 수 있다.

4. 분석결과

1) 산업현황 분석

창조산업에 해당되는 사업체조사 세세분류단

위의 105개 업종에 대한 사업체수는 2013년 전국 

139,549개로 충남의 전국비중이 2012년 2.38%에

서 2.42%로 2% 전국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종사자수는 2013년 전국 1,137,988명으로 

충남의 전국비중이 2012년 1.45%에서 1.54%로 

6.23% 전국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체

수와 종사자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

였다.

충남의 시군별 창조산업에 해당되는 사업체조

사 세세분류단위의 105개 업종에 대한 사업체수

와 종사자수에 대한 산업현황을 살펴보면, 2013
년 종사자수 기준으로 충남도내 비중은 천안시

(43.85%)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아산시(11.76%), 

공주시(7.44%), 태안군(5.42%), 당진시(5.34%) 순

으로 5%를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2012년에 비해 2013년도의 비중이 높아진 지역

은 서천군(1.71%p)을 제외하고, 당진시(0.22%p), 
홍성군(0.2 2%p), 금산군(0.57%p), 부여군

(0.15%p), 예산군(0.47%p), 청양군(0.24%p)지역

으로 1% 미만이 증가하였으며, 주로 도내 비중이 

낮은 지역의 비중이 증가하였고 전국비중이 높은 

지역은 오히려 감소하는 특징을 보였으며, 계룡시

의 경우 최하위 비중을 나타내면서 비중이 감소하

는 현상을 보였다.

충남의 창조산업 11부문별 현황에서 2013년 

종사자수 평균비중(1.54%)보다 높은 부문은 문

화재 관련(5.66%) 부문이 가장 높았고, 영화 등

(2.86%), 건축(1.98%), 공연예술(1.98%), 뉴스제

공 등(1.94%)의 부문이었다. 2012년에 비해 비중

표 2. 산업발전 단계

발전단계 지표현황 내 용

성숙기 BQ≧1 & IG(+) 산업규모도 크고 성장률도 높은 산업

성장기 BQ<1 & IG(+) 산업규모는 아직 작지만 성장률이 높은 산업 

도입기 BQ<1 & IG(-) 산업규모도 작고 아직 성장률도 평균에 못미치는 산업 

쇠퇴기 BQ≧1 & IG(-) 산업규모는 크지만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산업

출처: 김대중,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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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가한 부문은 광고(18.23%) 부문이 가장 높

은 성장세를 나타냈고, 음악 등(17.88%), 건축

(17.32%), 출판(15.44%), 영화 등(9.61%), 문화

재 관련(8.21%), 공연예술(2.75%), 부문이 성장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한 부문은 전문디자인

(-9.36%) 부문의 감소폭이 가장 컸고, 연구개발

(-4.03%), 뉴스제공 등(-0.46%), 소프트웨어 등

(-0.15%) 부문으로 나타났다. 

표 5의 2013년 현재 종사자수 기준 충남 시군

별 11개 부문별 비중을 통해 지역별 특징을 살

펴보면, 천안시의 경우 전반적인 충남도내 비중

(43.85%)도 높지만 광고(58.39%), 뉴스제공 등

(56.13%), 소프트웨어 등(52.27%), 연구개발

(49.21%), 영화 등(54.23%), 전문디자인(67.24%) 

부문은 충남도내 비중이 절반을 넘고 있게 집적

되어 있어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문화재 관련

(12.44%)부문은 문화재 입지의 특성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음악 등(13.16%) 부문의 낮은 집

적은 그 원인파악이 필요해 보인다.

아산시의 경우 뉴스제공 등(26.81) 부문이 아산

표 3. 충청남도 창조산업 현황

구분

전국 충청남도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개 전국비중(%) 명 전국비중(%)

2012 136,491 1,076,164 3,243 2.38 15,584 1.45 

2013 139,549 1,137,988 3,382 2.42 17,506 1.54 

CAGR(%) 2.24 5.74 4.29 2.00 12.33 6.23 

표 4. 충청남도 창조산업 시군별 현황

구분
2012 2013 도내비중(종사자수 기준)%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2012 2013 증감(%p)

천안시 1,152 6,920 1,200 7,677 44.4 43.85 -0.55
아산시 372 1,856 386 2,058 11.91 11.76 -0.15
공주시 212 1,207 218 1,303 7.75 7.44 -0.3
태안군 110 932 111 949 5.98 5.42 -0.56
당진시 202 829 211 935 5.32 5.34 0.02
서산시 244 796 253 794 5.11 4.54 -0.57
홍성군 145 519 162 622 3.33 3.55 0.22
논산시 190 563 181 533 3.61 3.04 -0.57
서천군 75 190 82 512 1.22 2.92 1.71
보령시 159 488 172 497 3.13 2.84 -0.29
금산군 86 330 89 470 2.12 2.68 0.57
부여군 77 368 83 439 2.36 2.51 0.15
예산군 123 277 138 394 1.78 2.25 0.47
청양군 40 153 48 214 0.98 1.22 0.24
계룡시 56 156 48 109 1 0.62 -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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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평균(11.76%)에 비해 매우 높지만 천안시와 같

이 음악 등(2.63%) 부문은 낮은 집적을 보이고 있

다.

공주시는 문화재 관련(14.52%), 연구개발

(19.42%), 음악 등(10.53%)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

중을 보이고 있고, 태안군은 건축(14.84%), 문화

재 관련(15.86%) 부문이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

나 전문디장인 부문은 매우 낮은 비중을 나타내

고 있다. 당진시는 연구개발(0.67) 부문의 비중이 

매우 낮고, 서산시는 전문디자인(12.93%)의 비중

이, 홍성군은 음악 등(26.32%)의 비중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논산시는 공연예술(6.17%), 음악 등

(5.26%) 부문의 비중이 높으나 전문디자인의 비중

이 매우 낮다. 서천군은 전문디자인의 비중이 매

우 낮고, 음악 등 부문은 전무하다. 보령시는 건축

(4.51%), 음악 등(5.21%)의 비중이 높으나, 전문디

자인의 비중이 매우 낮다. 금산군은 문화재 관련

(5.51%) 부문 비중은 높으나, 광고와 전문디자인

의 비중이 매우 낮다. 부여군은 공연예술, 문화재 

관련 부문의 비중은 높으나, 광고와 연구개발의 

비중은 매우 낮다. 예산군은 전문디자인의 비중이 

매우 낮고, 청양군은 뉴스제공 등과 전문디자인의 

비중이 매우 낮았으며, 계룡시는 상대적으로 공연

예술의 비중이 높았고, 문화재 관련부문의 비중이 

낮고 음악 등은 전무한 상태이다.

2) 산업구조분석

충남의 시군별 창조산업 분석결과, 충남의 특화

(LQ )된 지역은 존재하지 않으며, 태안군(0.84), 

천안시(0.53) 공주시(0.53), 서천군(0.44), 부여군

(0.38) 순으로 충남 평균에 비해 집적되어 있다. 산

업규모(BQ)는 태안군이 유일하게 전국규모에 비

해 크며, 서천군의 산업규모 성장이 제일 큰 것으

로 분석되었다. 종사자수 기준 산업성장률(IG)은 

논산시가 유일하게 감소(-0.01%)한 반면, 나머지 

지역은 다소 증가한 상태이다. 2012년 대비 지역

경쟁효과(RCC) 비율은 서천군(163.73%), 금산군

표 5. 충남 시군별 창조산업 부문별 비중

구분 건축
공연

예술
광고

뉴스

제공 등

문화재

관련

소프트

웨어 등

연구

개발
영화 등 음악 등

전문

디자인
출판 총계

천안시 34.25 39.56 58.39 56.13 12.44 52.27 49.21 54.23 13.16 67.24 39.27 43.85 

공주시 4.54 12.07 4.87 4.18 14.52 3.33 19.42 4.39 10.53 6.03 3.58 7.44 

보령시 4.51 3.81 2.92 0.40 3.34 4.18 0.50 3.23 5.26 - 2.93 2.84 

아산시 7.87 6.08 9.98 26.81 10.60 10.84 12.54 7.31 2.63 6.03 11.55 11.76 

서산시 7.00 5.08 3.41 0.76 2.17 5.13 1.29 6.38 13.16 12.93 6.08 4.54 

논산시 1.33 6.17 3.89 3.10 2.67 2.54 2.54 3.54 5.26 - 4.74 3.04 

계룡시 0.45 1.45 0.49 0.18 - 0.85 0.08 0.62 0.00 3.45 1.51 0.62 

금산군 2.65 0.82 - 3.14 5.51 0.63 4.50 2.92 2.63 - 1.90 2.68 

부여군 2.54 6.26 - 0.63 13.86 1.22 - 1.28 2.63 0.86 1.98 2.51 

서천군 1.47 0.54 1.70 0.18 4.34 2.11 2.54 1.82 0.00 - 10.73 2.92 

청양군 0.93 0.91 1.70 - 4.67 0.32 2.42 0.31 5.26 - 1.51 1.22 

홍성군 2.79 4.72 1.95 0.85 4.26 2.91 2.96 6.65 26.32 1.72 4.53 3.55 

예산군 2.40 1.00 3.41 0.09 4.26 4.23 0.21 2.84 2.63 - 3.49 2.25 

태안군 14.84 5.81 1.22 0.31 15.86 3.96 1.13 1.15 5.26 - 1.16 5.42 

당진시 12.44 5.72 6.08 3.23 1.50 5.50 0.67 3.32 5.26 1.72 5.04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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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8%), 예산군(36.49%) 등이 높은 지역 경쟁

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충남내 지역경

쟁효과에 대한 기여율은 천안시(35.01%), 금산군

(11.79%), 예산군(9.85%) 등이 높게 나타났다. 

표 7과 같이 충남의 창조산업 11개 부문별 산업

분석결과, 충청남도는 가장 큰 특징은 창조산업 

11개 부문의 사업체 규모가 전국대비 모두 작았

다. 그러나 산업성장률에서는 부문별 등락이 교

차하였다. 그 중에서 특화도도 높고 사업체 규모

도 커지고 산업성장률도 전국에 비해 높으면서 지

역경쟁력을 확보한 부문 중 문화재 관련산업, 건

축, 공연예술, 영화·비디오·사진·미술품 부문

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문화재 관련산업은 특화도

(3.68)가 매우 높았다. 또한 특화도는 낮지만 사업

체 규모도 커지고 산업성장률도 전국에 비해 높으

면서 지역경쟁력을 확보한 부문은 광고, 음악 및 

음반, 출판 부문으로 판단된다.

표 8의 2013년 현재 종사자수 기준 충남 시군별 

11개 부문별 특화도(LQ ) 분석을 통해 지역별 특

징을 살펴보면, 충남은 창조산업 전체에서 특화되

어 있는 지역은 없으며, 전체 특화도 하위지역 4곳
(서산시, 논산시, 당진시, 계룡시)과 아산시는 11
개 부문별 특화되어 있는 부문이 하나도 없는 것

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지역은 천안시를 제외하고 모

두 문화재 관련 부문을 비롯해 한 개 이상의 부문

에서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태안군

은 문화재 관련(9.02) 부문이 매우 특화되어 있으

며, 건축(2.95)과 공연예술(1.15) 부문에서 특화

되어 있었다. 천안시는 영화 등(1.21)에서만 특화

되어있고, 나머지는 고른 분포를 보였다. 공주시

는 공연예술(1.10), 문화재 관련(3.78), 연구개발

(1.25) 부문에서 특화되었고, 서천군은 문화재 관

련(2.42)과 출판(1.61) 부문에서 특화되었다. 부여

표 6. 충남 시군별 창조산업 분석

구분
LQ BQ

IG(%)
RCC

2013 2012 2013 GAP(p) ‘12~’13 비율*(%) 기여율(%)

충남도 0.38 0.61 0.63 0.03 0.09 1,027 6.59 　

태안군 0.84 1.07 1.05 -0.03 0.00 -37 -3.92 -3.56
천안시 0.53 0.76 0.78 0.02 0.03 359 5.19 35.01
공주시 0.53 0.72 0.73 0.01 0.00 27 2.21 2.6
서천군 0.44 0.32 0.77 0.44 0.03 311 163.73 30.3
부여군 0.38 0.61 0.65 0.04 0.00 50 13.55 4.86
금산군 0.35 0.49 0.65 0.16 0.01 121 36.68 11.79
청양군 0.35 0.49 0.55 0.06 0.00 52 34.12 5.09
홍성군 0.33 0.45 0.47 0.02 0.01 73 14.10 7.13
아산시 0.26 0.63 0.65 0.02 0.01 95 5.14 9.29
보령시 0.25 0.39 0.35 -0.03 0.00 -19 -3.90 -1.85
예산군 0.25 0.29 0.35 0.06 0.01 101 36.49 9.85
서산시 0.23 0.41 0.38 -0.03 0.00 -48 -6.00 -4.65
논산시 0.23 0.38 0.36 -0.01 -0.01 -62 -11.07 -6.07
당진시 0.23 0.52 0.54 0.02 0.01 58 7.04 5.69
계룡시 0.22 0.35 0.28 -0.07 0.00 -56 -35.87 -5.45

* (RCC/’12년 종사자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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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문화재 관련(7.71) 부문이 매우 특화되어 있

으며, 공연예술(1.22)도 특화되었다. 금산군(2.64)
과 청양군(4.89), 보령시(1.09), 예산군(1.73)에서

는 문화재 관련에서만 특화되어 있다. 홍성군은 

문화재 관련(1.47), 영화 등(1.16), 음악 등(1.44) 
부문에서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9와 같이 충남 시군별 창조산업 11개 부문별 

지역경쟁효과(RCC)를 분석한 결과, 창조산업 전

표 7. 충남 창조산업 11개 부문별 산업분석

구분 LQ(2013년) BQ IG 산업발전단계 지역경쟁효과(12~13년) 

건축 1.29 0.64 0.29 성장 523 

공연예술 1.29 0.69 0.05 성장 29 

광고 0.58 0.48 0.14 성장 63 

뉴스제공 등 1.26 0.92 -0.01 도입 -10 

문화재관련 3.68 0.997 0.43 성장 91 

소프트웨어 등 0.42 0.30 -0.001 도입 -3 

연구개발 0.91 0.59 -0.06 도입 -101 

영화 등 1.86 0.997 0.25 성장 198 

음악 등 0.58 0.42 0.14 성장 6 

전문디자인 0.39 0.55 -0.06 도입 -12 

출판 0.99 0.71 0.20 성장 310 

전체 1.00 0.63 0.08 성장 1,728 

표 8. 충남 시군별 창조산업 11개 부문별 특화도(LQ)

구분 건축
공연

예술
광고

뉴스

제공 등

문화재

관련

소프트

웨어 등

연구

개발
영화 등 음악 등

전문

디자인
출판 총계

충남도 0.49 0.49 0.22 0.48 1.40 0.16 0.35 0.70 0.22 0.15 0.38 0.38 

태안군 2.95 1.15 0.11 0.06 9.02 0.26 0.16 0.33 0.47 - 0.18 0.84 

천안시 0.53 0.61 0.40 0.85 0.55 0.26 0.54 1.21 0.09 0.31 0.47 0.53 

공주시 0.41 1.10 0.20 0.37 3.78 0.10 1.25 0.58 0.44 0.17 0.25 0.53 

서천군 0.29 0.11 0.15 0.03 2.42 0.13 0.35 0.51 0.00 - 1.61 0.44 

부여군 0.49 1.22 - 0.12 7.71 0.08 - 0.36 0.23 0.05 0.30 0.38 

금산군 0.45 0.14 - 0.52 2.64 0.03 0.54 0.71 0.20 - 0.24 0.35 

청양군 0.34 0.33 0.28 - 4.89 0.04 0.63 0.16 0.87 - 0.42 0.35 

홍성군 0.34 0.57 0.11 0.10 1.47 0.11 0.25 1.16 1.44 0.06 0.42 0.33 

아산시 0.22 0.17 0.13 0.74 0.85 0.10 0.25 0.30 0.03 0.05 0.25 0.26 

보령시 0.51 0.43 0.15 0.04 1.09 0.15 0.04 0.53 0.27 - 0.26 0.25 

예산군 0.34 0.14 0.22 0.01 1.73 0.20 0.02 0.58 0.17 - 0.38 0.25 

서산시 0.46 0.33 0.10 0.05 0.41 0.11 0.06 0.61 0.39 0.26 0.31 0.23 

논산시 0.13 0.59 0.17 0.29 0.74 0.08 0.17 0.49 0.23 - 0.35 0.23 

당진시 0.71 0.32 0.15 0.18 0.24 0.10 0.03 0.27 0.14 0.03 0.22 0.23 

계룡시 0.21 0.66 0.10 0.08 - 0.12 0.03 0.41 0.00 0.47 0.53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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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는 천안시, 서천군, 금산군, 예산군, 아산

시, 홍성군, 당진시, 청양군, 부여군이 지역경쟁력

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보령시, 태안

군, 서산시, 계룡시, 논산시는 지역경쟁력을 갖추

고 있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11개 부문별로

는 천안시의 경우 건축, 광고, 뉴스제공 등, 영화 

등, 음악 등, 출판부문에서 지역경쟁력을 확보하

고 있으며, 서천군은 건축, 광고, 문화재 관련, 연

구개발, 출판부문에서, 금산군은 건축, 문화재 관

련, 연구개발, 출판부문에서, 금산군은 건축, 공

연예술, 문화재 관련, 연구개발, 영화 등, 출판부

문에서, 예산군은 건축, 문화재 관련, 소프트웨어 

등, 영화 등, 출판부문에서, 아산시는 건축, 공연

예술, 광고, 뉴스제공 등, 소프트웨어 등, 연구개

발 부문에서, 홍성군은 건축, 공연예술, 문화재 관

련, 소프트웨어 등, 영화 등, 음악 등 부문에서, 당

진시는 건축, 공연예술, 문화재 관련, 연구개발, 

연구개발, 음악 등, 출판 부문에서, 청양군은 문화

재 관련, 소프트웨어 등, 연구개발, 출판 부문에

서, 부여군은 건축, 공연예술, 출판 부문에서, 공

주시는 건축, 뉴스제공 등, 소프트웨어 등, 음악 

등 부문에서, 보령시는 건축, 광고, 문화재 관련, 

음악 등 부문에서, 태안군에서는 공연예술, 뉴스

제공 등, 문화재 관련, 음악 등 부문에서, 서산시

는 공연예술, 광고, 뉴스제공 등, 문화재 관련, 소

프트웨어 등, 영화 등, 전문디자인 부문에서, 계룡

시는 건축, 연구개발, 전문디자인 부문에서, 논산

시는 공연예술, 문화재 관련, 영화 등, 출판부문에

서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표 10과 같이 충남 시군별 창조산업 11개 부문

별 산업규모(BQ )를 분석한 결과, 창조산업 전체

적으로는 태안군이 전국 산업규모보다 다소 대형

으로 분석되었으며, 나머지 지역은 산업규모가 전

국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1개 부문별로는 태안군은 건축, 공연예술, 문

표 9. 충남 시군별 창조산업 11개 부문별 지역경쟁효과(RCC)

구분 건축
공연

예술
광고

뉴스

제공 등

문화재

관련

소프트

웨어 등

연구

개발
영화 등 음악 등

전문

디자인
출판 총계

충남도 523 29 63 -10 91 -3 -101 198 6 -12 310 1,027
천안시 164 -51 50 16 -1 -9 -163 306 2 -9 57 359
서천군 27 0 1 -7 26 -5 58 -4 - - 219 311
금산군 38 4 - -18 10 -4 52 34 0 - 5 121
예산군 20 -1 -2 -1 25 13 -4 24 -2 - 35 101
아산시 17 16 9 106 -15 24 17 -31 0 -8 -22 95
홍성군 12 7 -4 -5 27 9 -6 37 4 -1 0 73
당진시 151 37 0 -57 7 -4 2 -69 1 - 20 58
청양군 -2 -4 - - 12 1 24 -1 0 - 13 52
부여군 61 19 - -1 -1 -4 - -30 0 -1 8 50
공주시 17 -1 0 22 -24 7 -15 -35 1 -2 -4 27
보령시 30 -16 4 -7 1 -8 -2 -5 1 - -5 -19
태안군 -2 12 0 3 16 -11 -23 -12 1 - -3 -37
서산시 -6 5 5 1 4 1 -23 1 0 5 -17 -48
계룡시 9 -22 -6 0 - -4 1 -28 - 2 -2 -56
논산시 -11 26 0 -61 6 -9 -20 11 -1 - 5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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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관련 부문이 대규모로 나타났고, 천안시는 

뉴스제공 등, 문화재 관련, 영화 등 부문이, 서천

군은 출판 부문이, 공주시는 공연예술 부문이, 공

주시는 공연예술 부문이, 아산시는 뉴스제공 등, 

문화재 관련 부문이, 금산군은 뉴스제공 등, 부여

군은 공연예술, 문화재 관련 부문이 전국 산업규

모보다 대형으로 분석되었으며, 나머지 청양군, 

당진시, 홍성군, 서산시, 논산시, 보령시, 예산군, 

계룡시 지역은 산업규모가 전국평균에 못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1과 같이 충남 시군별 창조산업 11개 부문별 

산업성장률(IG)을 분석한 결과, 창조산업 전체적

으로는 천안시, 서천군, 금산군, 예산군, 아산시, 

홍성군, 청양군, 당진시, 부여군, 공주시 순으로 

성장률이 높았고, 보령시, 태안군, 서산시, 논산

시, 계룡시 순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5. 산업발전단계 유형화

마지막으로 산업구조분석과정은 충남 시군별 

창조산업 부문별, 사업체규모와 산업성장률을 활

용하여 산업발전단계를 유형화한다. 산업구조분

석을 통해 충남의 창조산업 부문별, 가치사슬별 

구조적 특성을 진단해 산업별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처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산업발전

단계 유형화를 통해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

기의 산업발전단계별 필요한 육성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체규모(BQ )와 산업성장률(IG)을 활용한 

산업발전단계 유형화 방안에 따라 산업의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이어지는 산업의 발전

단계를 파악해본 결과, 충남도 창조산업 전반의 

산업발전단계는 공주시, 금산군,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홍성군

표 10. 충남 시군별 창조산업 11개 부문별 산업규모(BQ)

구분 건축
공연

예술
광고

뉴스

제공 등

문화재

관련

소프트

웨어 등

연구

개발
영화 등 음악 등

전문

디자인
출판 총계

충남도 0.64 0.69 0.48 0.92 1.00 0.30 0.59 1.00 0.42 0.55 0.71 0.63
태안군 2.33 1.54 0.33 0.26 2.15 0.19 0.30 0.52 0.31 - 0.53 1.05 

천안시 0.65 0.71 0.57 1.18 1.68 0.47 0.69 1.77 0.51 0.65 0.71 0.78 

서천군 0.42 0.39 0.46 0.15 0.82 0.19 0.67 0.56 - - 4.14 0.77 

공주시 0.44 1.11 0.49 0.68 0.98 0.24 0.90 0.70 0.31 0.27 0.45 0.73 

아산시 0.41 0.44 0.38 1.37 1.26 0.24 0.52 0.66 0.31 0.41 0.89 0.65 

금산군 0.46 0.25 - 1.28 0.58 0.14 0.89 0.96 0.31 - 0.50 0.65 

부여군 0.58 1.66 - 0.17 2.63 0.19 - 0.50 0.31 0.23 0.45 0.65 

청양군 0.36 0.64 0.46 - 0.74 0.13 0.64 0.37 0.62 - 0.58 0.55 

당진시 0.93 0.67 0.55 0.88 0.36 0.23 0.26 0.49 0.31 0.47 0.66 0.54 

홍성군 0.42 0.72 0.31 0.35 0.58 0.20 0.58 0.98 0.62 0.23 0.76 0.47 

서산시 0.59 0.39 0.28 0.09 0.34 0.25 0.15 0.71 0.51 0.70 0.59 0.38 

논산시 0.24 0.77 0.52 0.51 0.63 0.15 0.29 0.52 0.31 - 0.52 0.36 

보령시 0.56 0.54 0.34 0.11 0.53 0.15 0.20 0.68 0.31 - 0.56 0.35 

예산군 0.44 0.21 0.31 0.07 0.58 0.30 0.04 0.58 0.31 - 0.58 0.35 

계룡시 0.39 0.51 0.39 0.15 - 0.28 0.03 0.46 - 0.47 0.42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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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충남 시군별 창조산업 11개 부문별 산업성장률(IG)

구분 건축
공연

예술
광고

뉴스

제공 등

문화재

관련

소프트

웨어 등

연구

개발
영화 등 음악 등

전문

디자인
출판 총계

충남도 0.293 0.053 0.137 -0.009 0.430 -0.001 -0.059 0.250 0.136 -0.062 0.204 0.090
천안시 0.092 -0.092 0.108 0.014 -0.005 -0.003 -0.095 0.388 0.044 -0.044 0.037 0.032 

서천군 0.015 0.000 0.002 -0.006 0.121 -0.002 0.034 -0.005 0.000 - 0.144 0.027 

금산군 0.021 0.007 - -0.016 0.046 -0.001 0.031 0.044 -0.001 - 0.004 0.011 

예산군 0.011 -0.002 -0.003 -0.001 0.116 0.005 -0.002 0.031 -0.050 - 0.023 0.009 

아산시 0.009 0.028 0.019 0.092 -0.073 0.008 0.010 -0.040 -0.001 -0.040 -0.014 0.008 

홍성군 0.006 0.012 -0.010 -0.004 0.126 0.003 -0.003 0.047 0.089 -0.005 0.000 0.006 

청양군 -0.001 -0.008 - - 0.056 0.000 0.014 -0.001 -0.002 - 0.009 0.005 

당진시 0.084 0.067 0.000 -0.050 0.033 -0.001 0.001 -0.088 0.023 0.010 0.013 0.005 

부여군 0.034 0.034 - -0.001 -0.003 -0.001 - -0.038 -0.001 -0.005 0.006 0.004 

공주시 0.010 -0.001 0.001 0.019 -0.111 0.002 -0.009 -0.045 0.021 -0.010 -0.003 0.002 

보령시 0.017 -0.028 0.008 -0.006 0.006 -0.003 -0.001 -0.007 0.023 - -0.003 -0.002 

태안군 -0.001 0.021 0.000 0.003 0.074 -0.004 -0.014 -0.015 0.023 - -0.002 -0.003 

서산시 -0.003 0.008 0.010 0.001 0.019 0.000 -0.014 0.001 -0.005 0.026 -0.011 -0.004 

논산시 -0.006 0.047 0.001 -0.053 0.026 -0.003 -0.012 0.014 -0.026 - 0.003 -0.005 

계룡시 0.005 -0.040 -0.014 0.000 -! -0.002 0.000 -0.035 0.000 0.010 -0.001 -0.005 

표 12. 충남 시군별 창조산업 11개 부문별 산업발전단계 유형화

구분 건축
공연

예술
광고

뉴스

제공 등

문화재

관련

소프트

웨어 등

연구

개발
영화 등 음악 등

전문

디자인
출판 총계

충남도 성장기 성장기 성장기 도입기 성숙기 도입기 도입기 성숙기 성장기 도입기 성장기 성장기

계룡시 성장기 도입기 도입기 성장기 도입기 도입기 성장기 도입기 성장기 성장기 도입기 도입기

공주시 성장기 쇠퇴기 성장기 성장기 도입기 성장기 도입기 도입기 성장기 도입기 도입기 성장기

금산군 성장기 성장기 도입기 쇠퇴기 성장기 도입기 성장기 성장기 도입기 도입기 성장기 성장기

논산시 도입기 성장기 성장기 도입기 성장기 도입기 도입기 성장기 도입기 도입기 성장기 도입기

당진시 성장기 성장기 성장기 도입기 성장기 도입기 성장기 도입기 성장기 성장기 성장기 성장기

보령시 성장기 도입기 성장기 도입기 성장기 도입기 도입기 도입기 성장기 도입기 도입기 도입기

부여군 성장기 성숙기 도입기 도입기 쇠퇴기 도입기 도입기 도입기 도입기 도입기 성장기 성장기

서산시 도입기 성장기 성장기 성장기 성장기 성장기 도입기 성장기 도입기 성장기 도입기 도입기

서천군 성장기 성장기 성장기 도입기 성장기 도입기 성장기 도입기 성장기 도입기 쇠퇴기 성장기

아산시 성장기 성장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성장기 성장기 도입기 도입기 도입기 도입기 성장기

예산군 성장기 도입기 도입기 도입기 성장기 성장기 도입기 성장기 도입기 도입기 성장기 성장기

천안시 성장기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도입기 도입기 성숙기 성장기 도입기 성장기 성장기

청양군 도입기 도입기 도입기 도입기 성장기 성장기 성장기 도입기 도입기 도입기 성장기 성장기

태안군 쇠퇴기 성숙기 성장기 성장기 성숙기 도입기 도입기 도입기 성장기 도입기 도입기 쇠퇴기

홍성군 성장기 성장기 도입기 도입기 성장기 성장기 도입기 성장기 성장기 도입기 성장기 성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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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성장기에 해당되며, 도입기에 해당되는 

지역은 계룡시, 논산시, 보령시, 서산시이며, 성숙

기에 해당하는 지역은 없었으며, 쇠퇴기에 해당하

는 지역은 태안군이 해당되었다. 이에 따른 충남 

시군별 창조산업 11개 부문별 산업발전단계는 다

양하게 나타났다.

6. 결론

이 연구는 충남지역 창조산업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산업육성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충남지역에서 시군별로 나타나고 있는 

창조산업의 11개 부문에 대한 산업구조분석을 통

해서 각 지역의 산업별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충남의 창조산업 현황을 조사한 결

과를 정리해 보면, 충남지역 창조산업의 총 105개 

업종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는 전국비중이 증가하

면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2013년 

종사자수 기준으로 충남도내 시군별 비중을 보면, 

천안시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그 다음으로 아산시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각 시군

단위의 창조산업 11개 부문별 비중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향후 충남에서는 각 시군별 

창조산업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산업육성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충남 시군별 창조산업의 부문별 산업발전

단계 유형화 결과에 대한 각각의 산업발전단계별 

육성전략을 제안하면, 도입기의 산업은 R&D집중 

투자가 필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적으로 규모도 작고 경영능력이 부족하며 성장이 

저조해 수익창출이 어려운 시기이다. 이를 극복하

기 위해서 이들 기업체에게는 R&D지원과 기술지

원뿐만 아니라 경영 컨설팅 및 자금지원 등 총체

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성

장기의 산업은 R&D 성과로 인해서 특허 등을 활

용한 제품개발 및 출시가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따라서 산업의 성장이 가시화되는 단계로 특히 산

업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영능력 확보가 필요

한 시기이므로 경영지원이 무엇보다도 집중적으

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단계의 산업은 경영

능력과 사업규모를 갖추고 산업의 성장이 최고조

에 달하는 단계이므로 산업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꾸준한 신기술개발과 경영 다각화에 집중할 필요

가 있다. 마지막으로, 쇠퇴기의 산업은 성숙기의 

발전을 지속하지 못하고 산업성장이 주춤해지는 

단계이다. 따라서 성장성 둔화의 원인을 신속하게 

진단하고 다시 성장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다른 한편, 창조산업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크

고, 관련 산업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발전

을 지속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창조산업과 지

역산업 간의 연계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

다. 따라서 각 지역의 11개 부문 창조산업과 연계

될 수 있는 연관산업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각각의 

특성에 적합한 지원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이러한 창조산업의 육성은 창조산업 자체로서

도 의미가 있지만, 관련 산업과의 연계와 성과확

산 그리고 지역의 사회·문화적 발전에 직간접적

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

와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각 지역별 창조산업의 특성을 

파악하여 맞춤식 육성전략을 제시하는 연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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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0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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