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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영국은 1997년 이후 신노동당 정책에 따라 창조산업육성과 창조도시 발전을 도모하였고, 전통적 제조업 중심 도

시에 창조도시 정책을 대입하여 클러스터 정책을 강화하였다. 대표적인 디지털클러스터 성공사례로 꼽을 수 있는 런

던의 테크시티는 불모지였던 공간이 자생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벤처기업 집적을 위한 다양한 생태계가 구축된 

지역이다. 이를 위해 대학, 민간,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등 유기적 연계와 영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더해졌다. 이

를 기회로 영국의 스타트업 생태계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입지 기업이 급증하고, 브랜드효과가 크게 제고되었다. 테크

시티는 해당 지역의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성장과 가능성을 보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공공의 노력과 민

간의 거버넌스가 잘 조화를 이룬 사례로서, 공공분야의 정책과 민간의 서비스와 적극적 투자,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과 

사업화를 위한 시장플랫폼,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는 적극적 투자 등이 연계되어 창업, 혁신도시로의 성장을 주도한 사

례라고 볼 수 있다. 향후 미래 지향형 디지털 경제 기반 전국적으로 클러스터를 확대하려고 하는 영국의 노력에 주목

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창조성, 창조도시, 창조산업, 창업기업, 영국, 테크시티

Abstract : Since 1997 the United Kingdom has pursued creative industry and creative city development 
in accordance with the New Labor Party policy, strengthening its cluster policy by assigning creative city 
policies to traditional manufacturing-oriented regions. Tech City in London, one of the most successful 
examples of digital clusters, is an area in which diverse ecosystems for venture business integration have 
been established, as the once barren space began to spontaneously develop. For this region, systematic 
linkages including universities, private companies, start-ups, and accelerators have been added, along 
with the UK government’s active support system. As a result of this opportunity, the scale of the UK 
start-up ecosystem has significantly grown, the number of local companies has surged, and brand effect 
has greatly improved. Tech City is an example of a well-balanced combination of public effort and private 
governance, based on the region’s historical background and its potential for growth. It is an effective 
coordination of public policy and private active investment, services, research, and education. The market 

http://dx.doi.org/10.23841/egsk.2016.19.4.597



이병민598

1. 서론 

산업시대에는 핵심적인 생산요소로서의 노동과 

자본이 중요한 시대였다면, 뒤이어 나타난 정보통

신기술과 지식경제 중심 산업패러다임의 발달에 

따라,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가치 기

준이 변화하였다. 이어 나타난 새로운 패러다임은 

지식에 상상력을 융합하는 인간의 ‘창조성’을 중요

한 키워드로 다루었는데, 특히, 인지문화를 기반

으로 한 창조성이 중요한 지역발전의 핵심적인 요

소라고 강조하고 있다(이병민·이원호, 2014). 
이러한 창조성과 인지문화경제1)의 도래에 따라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기존의 도시계획과 지

원정책들이 도시 인프라와 기간산업의 발전에 초

점을 두었다면, 최근에는 도시에서 사람이 얼마

나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우

리 사회의 창조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발전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으며, 다양한 상호작용과 구체적

인 맥락을 바탕으로 이러한 시스템이 지역에서 작

동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인지 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주도하는 요소는 전

반적인 생태계의 구성과 선순환에 보다 초점을 맞

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종래의 기술 발

전을 통한 ‘탈영토화’가 다시 제대로 된 ‘공간’의 의

미를 되찾아가는 ‘재영토화’의 특징과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이병민, 2013).
이러한 변화와 창조성을 필요로 하는 도시정책

의 이면에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저성장 현상이 자리 잡고 

있다. 세계 대부분의 도시들이 이전의 고속성장시

대에 유효했던 요소투입 확대형 모델인 생산인구

의 투입확대 공식에 한계를 느끼고, 대안 찾기에 

골몰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상대, 2014). 
이러한 고민에서 창조도시는 기본적으로 도시

의 문화가 갖는 중요성을 대변하며, 가능성을 보

여주고 있다. 창조산업이 제조업을 대신해 고용을 

창출하고, 문화적인 가치가 문제해결을 위한 창조

적인 아이디어를 자극하여, 문제해결의 연속적인 

반응을 일으켜 궁극적으로 기존의 낡은 시스템을 

바꾸고 있다는 믿음이 커지고 있다. 이에 세계화 

속에서 창조도시라는 개념이 도시와 공동체의 정

체성을 공고히 해주며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

하여, 문화를 기반으로 환경에 대한 적응 기제로

서 지속 가능한 도시 창조에 일조할 것이라는 강

한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김정아, 2012). 
영국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산업화 경제가 쇠퇴

하기 시작하면서, ‘탈산업화(de-industrialization)’ 

현상이 나타났으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

안의 하나로 ‘창조도시(creative city)’란 개념을 적

극 활용하고자 하였다(Bianchini & Landry,1995; 
Landry, 2000). 영국은 1998년 연방정부 차원에

서 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s, DCMS)를 중심으로 창조산

업 육성정책을 수립하여 지방정부를 지원하였다

(DCMS, 2000; Campbell, 2011; Clifton, 2008, 
참조). 최근에는 디지털경제의 전환에 맞추어 다

양한 창조 디지털 클러스터 정책에도 힘을 쏟고 

있는 바, 영국의 사례를 토대로 하여 우리의 현

실에 필요한 정책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

platform for institutional technology and commercialization, and aggressive investment shares in the risk, 
have lead to its growth as a start-up and an innovative city. Britain’s efforts to expand the nationwide clus-
ter for the future-oriented digital economy is most notewor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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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정민, 2009; 임상오, 2008; 임상오 외 2인, 

2013; 홍종렬, 2014 참조). 또 창조성에 기초한 각

종 정책과 사업이 국제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만큼(Landry 2000; Evans 2009; Evans & Jones 
2008, 참조), 그러한 사례로부터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이 분야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가장 주요한 목적은 영국의 사례분석

을 참조하여, 우리나라의 창조산업 관련 지역발전 

전략 수립의 정책적 수요에 부응하는 것이다. 이

에 우리나라 지역발전정책의 수립과 집행, 평가, 

보완 등에 필요한 지식, 또 각 지방자치단체가 창

조도시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과정에 필요한 노하

우(know-how)를 도출하기 위해 영국의 창조도시

정책 특히, 테크시티의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론은 기존 문헌연구와 현황파

악, 인터뷰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실제 2016년 7
월 11월부터 17일 동안 영국 테크시티 현지를 방

문, 답사하였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 영국사무소

와 KOTRA 런던무역관 등의 관계자를 만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TECH UK 관계자와의 

서면인터뷰 및 실제 정책 자료 구득 및 분석을 통

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창조산업과 창조도시:  

영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1) 창조도시와 지역발전

창조도시의 연구맥락은 앞에서 이야기한 환경

의 변화와 관련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예술문화를 

중심으로 했던 도시의 담론 구조가 다양한 영역으

로 확장되면서, 활성화 담론들이 다양하게 증가했

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80년대 영

국에서는 제조업 이후 서비스업의 활성화가 이루

어지면서, 도시와 재건에 있어 문화와 창조적 동

력에 대한 새로운 역할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주변

에서 논의되었던 문제들이 전면에 부상했고, 후기

산업도시들이 갖고 있었던 고민에서 나아가 포스

트포디즘의 시대에 도시의 인프라와 이미지를 어

떻게 다시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실질적 고민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는 물자와 경제적 생산이라는 

주제보다, 사람들의 관심이 문화와 창조적인 활동

과 관련된 소비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시발전 

담론의 변화 계기가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들과 관련된 창조도시의 성장과 발

전은 영국과 같은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의 

사례들에서 많은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작은 소도

시에서부터 시대의 변화에 따라, 문화 생산자들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새로운 독립 문화인의 증가가 

나타나고, 예술가들이 도시의 빈 지역에 모여 활

동하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져갔다. 또한, 공공부문에서는 소비위주의 경제

발전을 위해 커다란 문화 공공시설(복권기금을 활

용)에 투자하는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시설물의 재활용 등에 집중하는 도시

재생의 근거로서 창조도시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예. Tate modern museum). 이러한 부분은 각 도

시가 갖고 있는 성격이나 특성에 따라 주요 행사

를 유지하는 새로운 기회들의 활용으로도 나타났

는데, 유럽 문화 수도(글라스고우), 영연방 경기대

회(맨체스터) 등의 메가 이벤트가 창조도시의 중

요 요소가 되기도 하였다. 물론, 산업적으로 도시

의 발전을 이끌려는 시도도 나타났는데, 이때, 창

조산업은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며, 광고전

략으로 작용하는 효과를 낳기도 하였다. 이를 가

리켜, “산업 기반, 인적자원, 규모나 역사가 어떻

든 간에 모든 지역은 ‘창조 허브’나 ‘문화인’의 필

요가 중요하다”라는 지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Oakely, 2004). 이러한 부분은 경제적인 변화와 

메가트렌드의 변화로 이어졌는데, 예를 들어 1998
년 이후, 영국을 중심으로 창조산업에 관련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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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책이 많이 생겨났는데, 이를 제조업을 중심으

로 발달했던 선진국들의 경제난 타개의 수단으로, 

때로는 신자유주의의 발현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혹자는 이에 대해 창조계층(creative class)
의 성장이 ‘지역 경제 발전과 번영의 원동력’이라

고 강조하며, 엘리트주의에 입각한 선도발전을 강

조하기도 하였다(Florida, 2002).

2) 영국의 창조산업과 창조도시

창조산업은 도시에 부를 가져다주며, 다양한 사

회적 안정성을 보장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영국

은 도시의 재생과 끊임없는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

여 창조산업 클러스터(Cluster) 육성 정책을 펼쳤

다. 영국에서 클러스터와 관련된 산업단지 조성은 

도시재생과도 동일한 차원에서 논의되어왔으며,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도시재생의 흐름 속에서 

산업단지 조성의 초점도 변화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1970년대는 1960년대 제조업 쇠퇴 이후 산

업구조 변화를 시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산업단지 

조성이 이루어졌으며, 1980년대는 새로운 도시의 

경제중심을 만들기 위해 전략적으로 대규모 산업

단지를 개발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

어, 1990년대부터 산업단지에서는 물건을 생산·

판매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차원을 넘어, 연구

소나 기업을 유치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

는 전략을 강조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위해 창

조산업, 문화, 예술 등을 접목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영국에서 1997년 등장한 ‘신노동당’(‘New La-
bour’)은 1990년대 후반 중공업이 몰락하고, 제조

업이 해외로 이전함에 따라, 나타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발전을 주도할 새로운 산

업으로 창조산업을 국가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하

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런던광역시의회(GLC, 

Greater London Council)에 의해 주도되었던 문화

산업 정책이 리버풀, 맨체스터, 글래스고, 셰필드 

등 영국의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 도시들에서는 탈

산업화의 전략으로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이 확

대되었다.

이러한 정책의 방향성은 소위 ‘제3의 길’이란 표

현에서 잘 드러나듯이, 구노동당의 평등주의와 보

수당의 신자유주의 사이에서 ‘사회정책과 경제정

책의 통합’이라는 일종의 혼합주의적 노선을 택하

게 되었던 것이다(Aitchison & Evans, 2003: 136). 
신노동당의 문화정책에서 ‘접근’과 ‘교육’, ‘탁월

성’과 ‘창조경제’가 동시에 강조된 것도 바로 이

러한 이유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정종은, 

2013).
더 나아가 최근 영국의 지역발전은 이전 지역과 

연계하여 추진하던 대규모 공적자금을 필요로 하

던 사업으로부터 지역별 산업별 맵핑을 토대로, 

IT산업, 방송과 소프트웨어나 문화를 기반으로 하

는 공동체 사업, 도시재생과 연계되는 독립적이

고 다양한 투자 내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으며, 이를 따라 창

조적 디지털 클러스터라 할 수 있는 런던의 테크

시티와 같은 지역의 연구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Foord, 2013; BOP, 2010 & Nathan et al., 2012).

3. 영국 창조산업 육성과 창조도시의 

현황: 테크시티를 중심으로

시대적 변화와 이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영국 

창조도시의 형성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사례연구는 창조도시와 관련된 최근 영국의 대표

적인 사례를 살펴보되, 가장 중심이 되며, 좋은 성

과를 내고 있는 런던의 테크시티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산업혁명 초기부터 제조업을 중심

으로 영국 경제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주

요 산업발전의 연장선상에 있는 지역의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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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 창조산업의 중심: 런던

런던은 글로벌 도시로서, 이미 대표적인 금융중

심지로서의 특징뿐 아니라, 비즈니스, 서비스산

업, 관광, 창조 및 문화산업이 발달한 곳이지만, 

도시재생 계획추진으로 기존에 낙후되었거나, 버

려진 건물을 재활용하는 정책도 많이 진행되는 지

역이다. 창조 산업(건축, 광고, 공연예술, 출판업)

은 런던의 총 매출에 대해 매년 210억 파운드를 창

출하고 있다. 창조 산업의 노동력은 55만 명으로 

런던 전체 노동력의 1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창

조자본(Creative Capital)으로서 일자리 7개 중 하

나는 창조부문(650,000개)에 집중되어 있다(한국

콘텐츠진흥원, 2009). 또한 대표적인 예로, 테이

트 모던은 20년간 방치된 화력발전소를 미술관으

로 리모델링하여 도시 재생 사업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으며, 그리니치 밀레니엄 빌리지

는 런던 남부지역의 버려진 가스 공장 터를 전통

과 문화의 복원을 통해 ‘명품 아파트촌’ 으로 변신

시킨 예이다. 

‘런던’이라는 도시가 갖는 문화적 특성과 함께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노

력들이 경주되고 있는데, 이는 창조적 활동에 필

요한 인프라와 전문인력, 기술, 금융 등이 서로 분

리되고 떨어져 있는 경우 교류를 위한 거래비용

이 매우 높아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초래되는 시간 및 금전적 손실이 크기 때문

에, 런던이 갖고 있는 높은 지대(rent)를 고려하더

라도, 기존에 구축된 지역과 기능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반영되고 있다(손수정, 2014).2)

런던은 밀집한 지역에 창조적인 자산들로서

의 아이디어와 대학, 금융 및 관련 산업체들이 밀

집해 있는 창업 및 혁신 클러스터의 대표적 사례

이다. R&D센터와 창업보육센터(Intel Incubator 
등), 관련 서비스기업 등이 연구와 창업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으며, 런던 시내에 위치한 주요 대학 

등은 지식창출의 근원이 된다. 본 연구에서 집중

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테크시티’의 경우도 금융

허브 ‘City of London’과 인접한 지리적 조건을 자

랑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비즈니스 서비스의 존

재는 사업화 금융 조달의 편의성을 제공한다. City 
of London은 성장 및 일자리 창출 등에 있어서 런

던의 허브이며, 런던 일자리 중 1/5 정도가 이 지

역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는 런던 시내 Bank역을 

중심으로 영국의 무역 및 금융 서비스 산업에 대

한 허브로서 기능하고 있다(코트라 런던무역관, 

2016).
영국의 창조산업 진흥은 DCMS(Department 

for Culture, Media & Sport), BIS(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UKTI(UK Trade 
& Investment), British Council 등 다양한 정부부

처가 담당하고 있으며, 동시에 민관 전문가가 참

여하는 창조산업의 최고 자문기구인 창조산업위

원회(CIC: Creative Industries Council)가 정책자

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테크시티와 가장 연관

성이 깊은 창조산업위원회는 DCMS, BIS, CIC 

등이 공동주관하여 영국의 창조산업 육성전략인 

비전 2020을 발표한 바 있다(DCMS, 2000).

2) 글로벌 혁신 플랫폼으로의 변화: 테크시티

창조산업의 클러스터와 관련해서, 테크시티

는 East London Tech City를 줄여서 부르는 표

현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Silicon 
Valley)를 벤치마킹해서 실리콘 라운드어바웃

(Silicon Roundabout)이라고도 한다. 

‘테크시티’가 조성된 해당 지역은 런던의 대표적 

낙후지역으로, 이전에는 빈민가였으며, 현재도 허

름한 건물들 사이에 버려진 창고, 문 닫은 공장의 

흔적이 여전히 곳곳에 남아 있지만 벤처기업들이 

런던에서 위치가 좋고 임대료가 싼 곳을 찾는 과

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영

국 정부는 이곳을 발전시키고, 재생시키기 위해 

‘문화예술’과 ‘스포츠’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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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값이 싼 부동산 시설을 이용하여 수많

은 젊은 아티스트들의 창작 스튜디오를 세웠고, 

크고 작은 축제와 공연장, 갤러리를 지원하였다. 

또한 2012년 이 지역에서 열린 런던 올림픽을 ‘문

화 올림픽’으로 목표를 잡고, 올림픽을 계기로 영

국의 디자인, 공연예술, 시각예술, 건축을 전 세계

에 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 최근에는 디지

털 음원서비스 업체와 연결되는 인디음악 관련 기

술지원 회사 등이 늘어나고 있는데, 음악과 미디

어, 그리고 IT가 접목된 문화융합적 비즈니스 관

련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다.

미디어, 기술 산업전반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세

제혜택을 지원한 부분은 있으나, 쇼디치 지역의 

벤처기업 집적과정상에 대한 정부의 특별한 직접

적인 지원은 초기에는 그리 크지 않는 것으로 보

인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산업디자인 분야의 

강한 경쟁력을 배경으로 제품 디자인 역량이 높

다. 런던예술대학교(University of the Arts Lon-
don)를 구성하는 총 6개의 명문 예술대학 등에 전 

세계에서 모인 디자인 전공 학생 및 연구진이 소

속되어 있으며, 기본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IT를 

비롯하여 영화, 미디어, 음악, 출판, 금융, 광고 등 

IT기업이 연계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와 창조산업

이 모여 있어 더 큰 성장 잠재력을 갖는다. 특이한 

점은 이 지역은 다른 사례와 같은 인위적인 클러

스터 조성 분위기보다는 문화예술적인 분위기를 

갖고 있다는 점이며, 최첨단 IT단지라는 이미지와 

달리 대부분 공장이나 창고로 사용되던 건물이 지

금까지 남아 있으며, 예술가들의 작업에 따라, 길

거리엔 할렘 가처럼 그래피티가 그려진 벽이 가득

하며, 컨테이너를 개조해 옷 장사를 하는 곳도 보

이는 등 최첨단 IT단지라는 이미지와 달리 건물이 

무척 투박하고 낡았으며, 문화예술적인 분위기가 

넘친다는 점이다.

단기간 동안 쇼디치 지역에 벤처기업, 스타트업 

기업이 집적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입

지와 저렴한 임대료이다. 현재 쇼디치 지역의 임

대료는 크게 인상되어 신생기업이 감당하기 어려

운 수준이 되었으나, 이에 대응하여 다양한 각도

에서 공공에서 대안이 마련되었다. 정부에서는 쇼

디치에 신생기업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공동 작업

을 할 수 있는 공간(Tech Hub)을 공급하고, 또한 

진행 중이다. 쇼디치 주변지역 중 임대료가 비교

적 저렴한 동부지역으로 기업이 확산되는 경향을 

고려하여, 올림픽취재본부건물 및 주변을 IT 스타

트업 기업을 위한 공간으로 개발 중이다.

이 지역은 전통 제조업지역으로 공장이나 창고

로 쓰이던 오래된 건물을 그대로 유지한 채 기업

들이 입주하여 활동하고 있어 테크시티라는 명칭

에 어울리는 겉모습은 보기 어렵다. 다만, 입주기

업 수가 2008년 15개에서 2014년 현재 약 2,000여
개로 증가하였으며, 글로벌 IT기업을 제외하면 약 

1,500개의 스타트업 기업이 입주하는 소규모 기업

집적지라고 할 수 있다. IT 기업뿐 아니라, 출판, 

음악, 영화, 미디어 등 문화콘텐츠와 금융 등 각종 

산업이 융복합된 다양한 유형의 스타트업 기업들

이 입지된 지역이다. 영국 정부가 2011년 이곳에 

IT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뒤 업체

가 급증했는데, 돈과 인재가 몰리면서 런던 IT 벤

처기업은 2010년 49,969개에서 2013년 말 88,215
개로 증가했고 런던에서 늘어난 일자리의 27%가 

테크시티에서 탄생했다(벤처다이제스트, 2015). 
영국 카메론 내각은 유럽 전역에 불어 닥치고 있

는 경제 위기의 극복책을 창조산업(creative indus-
try)으로 보고, 테크시티를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두며 벤처기업을 육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

적인 변신은 정부만이 이루어 낸 것이 아니다. 구

글, 아마존, 페이스북과 같은 대형 글로벌 기업이 

함께 나선 것이다. 구글(Google)은 청년 창업을 지

원하는 영국 최대의 벤처 지원센터인 ‘구글 캠퍼스 

런던(Google Campus London)’을 세우고 사무실

과 각종 인프라, 컨설팅을 제공하면서 이곳에 창

조적인 에너지가 모이고 시너지를 이룩할 수 있도

록 돕고 있다. 2011년 9월 조성된 구글캠퍼스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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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캠프(seedcamp)와 같은 엑셀러레이터를 비롯하

여 워크숍 등을 위한 무료공간 등을 제공하고 있

는 창업지원 공간이다. 스타트업을 위한 사무공

간 및 보조금, 다양한 기술 인프라 구축, 교육프로

그램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네트워킹, 투자자 

연결, 아이디어 융합이 일어나고 있다(코트라 런

던무역관, 2016).
구글캠퍼스 내에는 영국정부에서 지원하는 스

타트업 지원 사무실 임대공간인 테크허브(Tech-
Hub)가 있다. 이때, 3개 멤버쉽에 따라 임대료에 

차이가 있다.3) 이는 다양한 산업분야 및 기술간 융

복합을 통한 창조경제 육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산

업단지조성보다 구글캠퍼스처럼 스타트업들이 

서로 쉽고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

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영

국정부는 창업자를 위한 비자제도와 각종 창업증

진정책을 발표하고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

업에 테크시티에 대한 투자를 유도했으며, 캐머

런 총리는 2012년 구글과 페이스북의 임원을 역임

하고 베보(Bebo)라는 SNS를 AOL에 1조원 가까운 

금액에 매각한 스타 벤처경영인인 조앤나 쉴드에

게 테크시티를 진흥하기 위한 정부기관 테크시티 

UK의 CEO를 맡아달라고 부탁한 바 있다(주간조

선, 2013).

4. 테크시티 육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정책지원과 체계

1) 정부의 정책적 지원

테크시티의 ‘혁신’ 뒤에는 초반에는 크지 않았지

만, 공공의 지원 프로그램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런던의 핵심 산

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산업이 위기를 맞게 되

자, 영국정부는 창조산업을 중심으로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책을 쏟아냈다. 창업 지원을 위한 법

제서비스, 고용박람회, 교류의 장, 공동작업의 공

간 제공, 벤처캐피탈(VC)과의 교류 등 창업생태

계 전반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크게

는 테크시티 투자기구의 설치,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비자제도 개선, 지적재산

권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된다(KB금융지주 경영연

구소, 2013).4) 

창업 진입 문턱을 낮춘 사례에도 주목할 만하

다. 법인등기 절차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온

라인으로 모든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사이트인 ‘컴

퍼니스 하우스’에 접속해 회사명, 주소, 자본금, 

주주 등 기본 정보만 입력한 뒤 수수료 15파운드

(약 2만 6,000원)를 내면 하루 이틀 만에 법인설

립 등기를 마칠 수 있는 식이다. 기술이 있는 인

재라면 전 세계 누구나 비자를 받을 수도 있으며,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면 근로자를 정리

해고할 수 있는 ‘리던던시(redundancy)’ 규정도 있

다. 또한, 근로자를 해고할 때 법으로 정해진 퇴

직수당만 지급하면 언제든 폐업할 수 있는 규정

도 있다.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경영자는 자본금

에 한해서만 책임을 지면 되는 방식이다. 테크시

티에서 만난 정부 관계자들은 디지털 비즈니스가 

지금은 영국 GDP의 10% 수준이지만 2020년에는 

16%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벤처다이제스트, 

2015 참조).

런던의 창업가나 투자자들의 최근 화두는 ‘핀

테크(fintech)’라 할수 있다. ‘핀테크’란 금융(finan-
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송금·결제·

자산관리 등 각종 금융서비스에 IT를 결합한 것

이다. 전 세계 금융사가 모두 모여 있는 데다 IT 

창업 붐까지 조성되면서 런던은 ‘핀테크’ 생태계

의 최적의 조건을 갖춘 셈이다. 테크시티에 최근 

5년 유입된 핀테크 분야 투자는 7억 8,100만 달

러. 2013년 영국 핀테크 연간 성장률은 600%. 미

국 실리콘밸리 핀테크 성장률(190%)의 3배가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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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신규 기업 유입은 15,000개가 넘는다(UK 
Trade & Investment, 2014).

런던 정부의 지원에 창업열기가 더해지면서 세

계적인 기업들은 테크시티에 연구소 및 창업교육

센터를 연이어 건립하고 있다. 관계자의 표현에 

따르자면, “정부나 글로벌 기업이 지원하는 각종 

창업지원 센터에서 아주 저렴한 임대료로 책상 

하나만 빌리면 사업하고 교육도 받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며 “테크시티 조성 때부터 창업가

들과 관련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정책에 반영했고, 지금도 테크

시티의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창업가 커뮤니티”

라고 말했다.5)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공공의 역할이라는 측면

에서 창업기업의 지원, 인프라 구축, 해외투자 매

칭, 우수인력확보 지원, 창업이후 성장단계 지원 

등의 프로그램으로 부가적 설명이 가능하다.

먼저, 창업기원 중심 지원을 위해서는 테크시

티 입주기업의 경우 BIS(산업혁신기술부)의 국가 

비즈니스 멘토링 계획의 대상이 되며, ‘Growth 
Challenge 사업(신규 2억 파운드 조성)’의 기획 

등이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Chancellor’s 
2013 Budget 계획에서는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기업에 대한 자본 비용을 줄여주는 방안’과 ‘성

장시장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담도

록 추진한 바 있다. 테크시티를 중심으로 지원하

기 위해 영국 정부는 기업구제자금을 두 배로 늘

려 1천만 파운드로 확대하고, 창업 초기단계 자

금 지원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창업융자(Start-up 
Loan)는 2012년 발표된 이후 10,000개 창업기업

에게 약 5,100만 파운드 자본을 지원하였다(손수

정, 2014). 
창조도시의 인프라 구축 관련하여서는 앞에

서 언급한 대표적인 창업교육센터로서 구글이 만

든 ‘캠퍼스 런던’을 들 수 있다. 이곳은 공간·교

육·네트워킹 ‘3박자’를 갖추며 런던의 창업 생태

계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2012년 3월 연면

적 2,000㎡ 규모에 7개 층 규모를 갖추고 출범하

였는데, 무료 카페·고속 와이파이·보조금이 지

원되는 사무 공간·각종 교육프로그램·전문가 멘

토링·투자자 연결·각종 기술 인프라 등을 제공한

다(벤처다이제스트, 2015). 또한, 테크시티의 인

그림 1. 테크시티가 시작된 올드 스트리트 중심가 지역 

사진 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infoswadcom&logNo=220340486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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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 관련 우선 소프트웨어 인프라로서 정보망이 

구축되어 있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해외투자 매칭 등도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

는데, 테크시티와 영국 내 투자 파트너쉽이 이 지

역 성장을 유도하며,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는데, 삼성, Cisco, Google 등 수많은 해외 기업

들과의 협력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이 일어나고 있

으며, 다양한 국제적 자본의 유입 현상 등도 나타

나고 있다.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관계를 맺어주고, 기술이 부족한 기업들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기관들과 연

계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의 지원책들이 제공된

다. 또한,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성숙단

계로 빠르게 진입할 때 겪게 되는 자금 충당의 어

려움을 돕기 위한 공공 지원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관련하여, 일정범위의 세제 감축을 허용하

고, 정부와 런던주식시장이 이들 기업들에게 적

합한 상품을 고안하기 위해 논의 중에 있다. 혁신

보상체제(Rewarding Innovation)로서 도입된 ‘Pat-
ent Box’는 혁신기업의 기술창업 등 사업화 성과

에 대한 기업세 감면 정책이다. 정부 공공구매사

업 확대를 통해 판로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특히 

중소기업 제품 구매에 전체 예산의 1/4 이상을 투

입하고 있다(손수정, 2014).

2) 지원시스템 체계와 관련 프로그램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영국 창조산업의 최

근 가장 각광받고 있는 테크시티(Tech City) UK
는 영국 데이비드 카메론(David Cameron) 수상이 

2010년 신년사에서 ‘테크시티 UK’를 통해 중소기

업을 중심으로 하는 영국 스타트업들의 허브를 조

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하면서 출발하였다. 

지원체계는 총괄기관인 테크시티 UK를 중심으

로 비즈니스 시설제공, 인큐베이팅, 비즈니스 이

벤트 운영의 3가지 분야에 다양한 기관&기업들이 

참여하여 협력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

은 영국 정부(Department for Business and Innova-
tion Skills와 Innovate UK)가 제공하는 펀드를 활

용하고 있다. 2015~2016년 예산은 220만 파운드 

규모이며, 디지털 사업의 스타트업과 성장을 지

원하며 투자, 교육, 비자 등의 부분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2016년 현재 런던 동부 테크시티에는 현

재 1472개의 기업이 위치하고 있다(http://www.

그림 2. 테크시티 UK와 영국 문화부(DCMS)

사진 출처: 저자가 직접 촬영(2016.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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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cityuk.com 내용을 참조하여 정리).

테크시티 UK의 경우 다양한 기관 및 기업들이 

연합하는 협력체 형태로 되어 있으며, 총괄기관

인 Tech City UK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시설제공

은 We Work, Tech Hub, Incubus London 등이 담

당하고 있으며, 인큐베이팅, 엑셀러레이팅 지원은 

Wayra, Idea London 등이 맡고 있으며, 비즈니스 

이벤트 운영은 3 Beards 등이 담당하는 형태의 촘

촘한 거버넌스가 형성되어 있다(그림 3 참조). 

테크시티는 주로 네트워킹 플랫폼의 다양성과 

활동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테크시티 내 기술, 정

보, 교육, 펀딩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네트워크 프

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테크시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및 등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LDN.

io 페이지는 이벤트, 뉴스, 창업소식 등을 공유하

며, City Meets Tech 코너는 테크시티로의 브릿지 

기능을 수행하며, 투자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Tech City News는 뉴스, 이벤트, 기술개발자 정보 

등 교류 내용을 담고 있으며, Capital Enterprise 페
이지는 비즈니스 자문, 교육훈련, 신규 창업자 정

보 등 교류하는 멤버십 프로그램을 다룬다. 

주요 지원 프로그램은 투자, 비즈니스 지

원, 교육 등으로 나타는데, 대표적으로 ‘Digital 
Business Academy’의 경우 2014년 11월에 설립된 

UCL(런던대학교)를 포함하여 캠브리지등과 연

계하여 교육 기관 및 비즈니스와 파트너쉽을 바

탕으로 디지털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한 기술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2016년 현재 2만 명 이상

이 가입되어 있으며, 1만 1천 번 이상의 트레이

닝 성과를 나타내는데, 영국 내 50개소에 위치되

어 있다(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3).
또한, ‘Future Fifty’의 경우 2014년 1월에 설립

된 프로그램으로 영국의 성장단계에 있는 탑 50
개 기업의 비즈니스를 지원하는데, 이를 통해 27
회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졌으며, 7억 9,100만 파

운드 투자유치, 5회의 기업인수, 1만 7천명 이상

의 고용, 170개국의 기업참여 등 성과가 나타나

고 있다. 수혜기업으로는 Shazam(휴대전화 기

반의 상업용 음악 식별 서비스), Skyscanner(항
공권, 호텔, 렌터카의 검색 및 예약을 제공하는 

글로벌 여행 검색 사이트), Matchesfashion.com 

(400개 이상의 남성복과 여성복 럭셔리브랜드를 

취급하는 리테일) 등이 유명하다. ‘Upscale’ 프로

그램의 경우 영국의 25개의 성장 유망기업을 대

상으로 세계적인 클래스의 비즈니스 코치(Scale 
Coaches)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6)

클러스터와 관련해서는 TCUK Cluster Alliance 
라는 프로그램에 주목할 만한데, 영국 지방도시의 

스타트업 리더들을 연결하여 비즈니스 기회를 만

들고, 기술을 공유하기 위한 연합체라고 볼 수 있

다. 영국 런던의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연합 

도시는 벨페스트, 버밍엄, 본머스, 브라이튼, 브

그림 3. 테크시티 UK 조직 구성도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영국 창조산업 정책동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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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톨/바스, 캠브리지, 카디프, 에든버러, 헐, 리

즈, 리버풀, 맨체스터, 노스이스트, 노르위치, 옥

스퍼드, 쉐필드 등으로 나타난다.

또한, 런던&파트너스라는 기관에 주목해볼 수 

있는데, 이는 런던의 공식 홍보기관으로 국외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 및 컨설팅 전반을 담당하고 있

으며, 런던 시와 민간협력사들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비영리 민관협력기구이다. 런던의 기업환경 

홍보뿐 아니라 적절한 입지 제안, 회사설립, 인재

고용 및 해당 기업 관련 네트워크 제공 등의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테크시티의 발전 관련 런던의 기술기업 

투자환경 중 앞에서 언급한 특허박스(Patent Box) 
인센티브제에도 주목할 만하다. 최근 유럽에서

는 연구개발(R&D) 및 지적자본분야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해 특허박스 제도 등 다양한 과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영국의 특허박스 제도는 특허로 

발생한 수입에 대한 법인세율을 10%까지 인하하

는 제도로, 영국기업뿐 아니라 영국에 지사를 둔 

해외기업에게도 적용된다.7) 런던은 특히 Fintech, 

VisualFX, Adtech, CyberTech, Retail Tech 등의 

융복합 기술 분야에 강점이 있으며, 기술, 미디어, 

정보통신 분야의 기업들은 현재 로얄도크를 비롯

한 3개 지역에 집적되어 있다.

테크시티의 발전에는 민간의 역할과 네트워킹

도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특히 교육프

로그램이 그 원동력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TechHub, Seedcamp 등 자본과 전문인력, 글

로벌 네트워크 등을 갖춘 다양한 기관과 조직들이 

예비창업가, 창업기업 등의 교육, 연계, 파트너쉽 

마련 등 환경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생태계 내에서 일어나는 멘토링 및 자문의 특성

이 클러스터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는데, 창의

적 아이디어 및 사고에 대한 자문, 데이터 분석 등

을 위해 세계 각지에서부터 찾아온 혁신가, 투자

자, 마케터 등이 활동하고 있는 특징이 자생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다양한 전문기업들이 멘토

링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본의 조달 및 투

자, 비즈니스 모델 설계 등 직접적인 지원을 수행

하고 있다.

창업기업뿐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도 테

크시티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협력 프

로그램을 수행하며, 단계별 성장을 위한 매칭프

로그램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 인큐

베이터들의 역할이 큰데, 이들은 기술-자본-성

장이라는 경로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테크시티 내에 수십 개의 인큐베이팅 센터가 

있으며, 대기업들과 함께 협력하여 지원하는 프로

그램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3) 기업 사례 및 주요 성과 

영화, 패션, 게임, 소프트웨어, 음악, 미디

어, 광고, 건축 등 영국의 창조산업의 총부가가

그림 4. 테크시티 UK 주요 프로그램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영국사무소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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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GVA, Gross Value Added)는 약 841억 파운드

(2014년 영국 전체경제의 5.2%)이며 영국의 경제

발전 및 일자리를 증대시키는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에

서의 창조산업은 지난 4년간 지속적인 성장으로 

영국 경제의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영국 전체의 총부가가치 

성장률의 두 배 이상 고성장을 이룩하였다(한국

콘텐츠진흥원, 2016)8).

이와 함께, 영국은 창조산업을 통해 2013년 179
억 파운드 규모의 서비스 수출을 달성했으며, 이

는 2012년도 173억 파운드 대비 3.5% 성장한 수

치이다. 2013년도 창조산업의 수출액인 179억 파

운드는 영국 전체 서비스 수출액인 2,045억 파운

드의 8.7%로 해당하는 규모이며, 이러한 영국 창

조산업의 수출액은 2009년 133억 파운드, 2010년 

147억 파운드, 2011년 155억 파운드, 2012년 173
억 파운드, 2013년 179억 파운드 순으로 5개년 간 

평균 8.35% 성장한 것으로 분석된다.

영국 창조경제를 포괄하는 일자리는 2014년 기

준 2.8백만 개로 전년 2.6백만 개 대비 5% 증가하

였으며, 이는 영국 전체 일자리의 8.8%를 차지하

는 수치이다. 세분하여, 창조산업과 관련된 일자

리는 2014년 기준 1.8백만 개로 전년 1.7백만 개 

대비 5.5% 증가하였으며, 이는 영국 전체 일자리

의 5.8%를 차지하는 수치이다(Tech City, 2016).
2010년의 테크시티 UK 조성을 기화로, 대내적

으로 영국의 스타트업 생태계 규모는 2010-2014
년까지 4배 성장하였다. 이에 따라 영국 디지털 

기업은 총 47,200개 기업, 종사자 수는 146만 명

의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실리콘밸리 은행 등 각

종 금융기관들과 런던시립대학을 비롯한 대학들

도 사무소 개설과 협력 프로그램 참여 등 직·간접

적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였다(상위 20개의 벤처 

캐피털의 총 투자액은 2013~2014년 95% 증가함) 

(http://www.techcityuk.com 자료를 참조하여 정

리).

또한, 대외적 인지도 향상을 통해 스타트업 

팀들의 글로벌화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런던은 

2015년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평가에서 종합순

위 6위를 차지하였다9)(남상열, 2016).
위와 같은 영국 경제 성장의 근거를 바탕으

로 볼 때, 테크시티는 영국의 성장엔진으로서 지

난 3년간 뚜렷한 성장추이를 보이며, 런던 경제

의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다. 2010년 이후 고용 증

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 경제 재도약의 성과

가 드러나고 있으며, 해외 투자자들의 유입이 많

아 2013년 한 해 총 투자의 50% 이상을 차지하기

도 하였다. 성장률에 있어서는 런던지역 기술 및 

디지털 분야가 2009~2012년 동안 16.6% 성장함

으로써 기타 산업 성장률 6.0% 대비 2.7배의 성

장률을 보이고 있다(손수정, 2014). 테크시티 지

역은 명실 공히 창업 클러스터로서, 런던 중심 창

업플랫폼의 핵심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에 

테크시티 입지 기업들의 빠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1년 들어 이 지역에 입지한 미디어 및 

하이테크 기업은 200여개로 급증하였으며, 작은 

하이테크 클러스터였던 이 지역이 3년 사이 디지

털, 창의 및 하이테크 산업의 선도적 중심지로 탈

바꿈하였다(London Assembly, 2011). 숫자로 보자

면, 하이테크 이외의 모든 업체를 포함해 2012년 

약 3,000개 회사로 증가하는 급성장을 이루었다. 

이러한 클러스터의 특징은 일자리 창출의 원천으

로서도 큰 의미를 갖는데, 2009~2012년 이 지역 

기술 및 디지털 분야 고용상승률은 동기간 영국

의 기술, 디지털, 미디어 산업분야 총 고용 상승

의 40%를 차지한 바 있다(Tech City, 2013). 이는 

동기간 영국 전체의 기술 및 디지털 관련 산업의 

고용 성장률 0.3%에 비해, 런던의 경우 해당 분야 

고용 성장은 16.6%를 반영하는 것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기술 및 디지털 이외의 분야에서 창출되

는 일자리 성장률도 런던 전체 6.0%에 비해 이 지

역은 8.4%로 나타나고 있다(손수정, 2014). 특히, 

이 지역 고용인력 중 63%는 핵심 기술 및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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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직업에 해당되며 대상 고용자 14만 명 중 약 

8만 8,000명이 이러한 핵심기술 분야에 종사하

고 있어, 체질적인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정량

적인 숫자로 보자면, 2009~2012년 기술 및 디지

털 분야에서 창출된 일자리 수는 499,000개에서 

582,000개로 확대되었다(Tech City, 2015). 
구체적인 성공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도 

주목해 볼만한데, 성공사례를 통해 다른 지역과 

클러스터들이 벤치마킹을 하기 때문이다. 구체

적으로 음악 등 문화콘텐츠와 기술 중심 기업, 교

육기관, 금융 및 전문서비스 지원 기관, 공공기관 

등이 테크시티의 클러스터 내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Google, Amazon, Samsung 등 세계적인 기

업들이 지역 내 지사들을 설립하고 있어 성장가

능성을 높이고 있다.

현지 인터뷰를 통해 알아본 테크시티 UK의 창

조산업 관련 글로벌 성공사례는 2개 정도로 꼽을 

수 있으며, 디지털경제와 글로벌 산업판도의 변

화를 그대로 나타내주는 상황이라 하겠다(아래 

표 참고).

【참 고】 테크시티 UK의 글로벌 성공사례 기업

(출처: 16. 7.12 인터뷰 내용을 정리)

1. Shazam
음악 검색 앱 서비스회사로 런던 스타트업, 세계 최

대 음반제작기획사 (워너뮤직, 유니버셜뮤직, 소니

뮤직)가 모두 투자, 기업가치 1조 2,000억원(10억 

달러)으로 평가

2. Skyscanner
유럽 최대의 항공권 검색엔진으로 스코틀랜드 스타

트업, 기업가치 1조 2,000억 원(10억 달러)으로 평

가 

이 지역의 성장을 위한 공공기관으로는 City 
of London Corporation, Tech City Investment 
Organization(TCIO) 등이 있는데, TCIO는 2011
년 테크시티 설립과 함께 영국 무역투자부의 자회

사 형태로 출범 후 디자인 및 기타 창의기업과 별

개로 기술기업 중심의 지원에 핵심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TCIO는 창업기업과 성장형 산업의 수

출문제에 대해 기술전문가, 내부 투자전문가, 기

업가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데, TICO의 역할은 크게 해외 기술 관련 기업들

로부터의 테크시티지역 투자 확보, 해외 VC와의 

연계 및 거래 활성화 지원, 이 지역 지원 및 국제적 

인지도 고취를 위한 적극적 홍보 등 3가지로 축약

된다. 

4) 테크시티 성공의 시사점

테크시티는 해당 지역의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

으로 성장과 가능성을 보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

지 않은 공공의 노력과 민간의 거버넌스가 잘 조

화를 이루어 성공을 일구어낸 사례라고 할 수 있

다. 선도적인 창업도시로 성장을 위해 공공-민간, 

기술-시장-자본 연계의 효율성이 돋보였으며, 

혁신, 기업가정신, 창조성의 글로벌화가 가장 활

발한 온상(hotbed)으로 경쟁력을 갖추었다.

이를 위한 거버넌스 관계를 살펴보자면, 민간

의 공격적인 투자와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여 공공

의 정책이 뒷받침되면서, 다양한 연구개발과 산학

협력, 시장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과 벤처투자 등

이 연계되어 창업, 혁신도시로의 성장을 주도했다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공에는 상호간 소통과 연

결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

양한 관계자들의 노력과 이를 위한 성숙한 문화적 

배경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테크시티는 미래 지향형 지식 클

러스터라고 할 수 있는데, 테크시티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영국의 최첨단산업발전의 핵심지역

이며, 영국은 이들 중점 클러스터를 넘어 영국 전

역을 거쳐 다른 하이테크 허브들과의 연결성을 확

장시키고 영국뿐 아니라 국제적 수준의 클러스터 

추진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영국 전역

의 도시에 이와 같은 모델을 전파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데, 런던 외 20개 이상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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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각 지역만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살려 특화된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다(http://techcityuk.com/

technation 참조).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요인들을 

인터뷰 결과 등을 토대로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가 가능할 것이다.

(1) 창조성에 근간한 산업정책 

테크시티가 발전할 수 있는 바탕에는 성장을 저

해하는 장벽을 해소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형 정

책’을 추진한 노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창

조산업정책의 핵심이 창조/창의(성)이라는 것은 

크리에이터들이 창조 역량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는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술

가, 창업자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탁월

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이는 곧 

영국의 창조산업정책이 추구하는 바이기도 하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중요한 것은 기

술이 아니라, 창의적인 기획자들이 그의 창조 역

량을 발휘해 보여주는 아이디어와 그 아이디어의 

결과로 나타난 산물이라는 것이다(김재범, 2013).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적 다양성이 기반

되는 창의적인 환경조성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새

로운 벤처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문화콘텐츠와 관련하여 문

화예산의 많은 부분이 문화기술 및 연구개발 부분

에 배정되어, 막상 창의적인 기획자들의 창조 역

량을 발휘하게 하고 그 결과물들을 알리는 데(유

통/마케팅)에 배정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한 현재

의 우리나라 상황과 비교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콘

텐츠를 만든다는 점에서 산업정책이 의미가 있다

고 하겠다.

(2) 스타트업의 실질적인 생태계 조성

테크시티는 창조산업의 창업이 활발해 질 수 있

는 다양한 요인과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 오

랜 역사를 갖는 금융도시의 강점을 중심으로 내부 

‘투자’의 활성화를 유도하면서, 아이디어를 검증하

고, 기술을 인큐베이팅하고, 성장을 촉진할 수 있

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이 다른 지역과 비

교해 보았을 때 큰 강점이라 할 수 있다. 

테크시티 UK와 같은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전

문기관이 의사소통자가 되어 스타트업들의 실질

적인 의견을 정책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구조화되었는데, 이러한 클러스터가 

성과를 창출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클

러스터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파트너쉽으로 참

여하여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시너지 효과가 발

생하도록 구성되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문화가 바탕이 되어 살아 숨쉬는 창조적 환경은 

창조경제를 이룩하는 필수조건이다. 또한 이를 위

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학교, 지역주민의 

노력이 합해져야 가능하다. 유럽발 경제 위기는 

더욱 어려운 시절을 예고하고 있다. 더구나, 브렉

시트로 인해 영국은 더욱 험난한 경로를 갈 것으

로 예견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타파할 출구로 테

크시티와 같은 도시전략이 제시되고 있다. 

테크시티와 같은 클러스터의 조성에는 거버넌

스의 특징이 있는데, 정부 측의 조직화와 지원은 

테크시티 UK가 담당하고, 비즈니스 시설제공, 인

큐베이팅, 엑셀러레이팅, 비즈니스 이벤트의 영역

은 국내외 역량이 높은 기업과 협·단체가 참여하

도록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생태계적인 특성이 있

다. 또한 기관, 개인 투자자, 은행 등 금융기관과

의 정례적인 네트워킹을 제공하여 투자자들의 스

타트업 투자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환경을 조

성하였다는 점에서 창조적인 환경(creative milieu)
이 자연적으로 조성되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지역 클러스터와 지역별 테크시티 UK 등 지역

별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기관 또는 클러스터를 

운영하여 영국 전역에 균등하게 혜택이 돌아가도

록 한 점은 정책적으로 의미가 큰데, 이를 통해 전

국 모든 지역에서 스타트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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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다. 테크시티 UK를 벤치마킹하여, 영

국의 지역 클러스터의 경우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

그램을 운영하여 스타트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독

려하기 때문이다.

(3)  특허, 지적재산권 등 공공의 역할: 인프라  

조성 

중앙정부와 관련 지자체, 공공영역은 테크시티

에 대한 집중적 관심을 일으키며 이 도시의 존재

와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

진하고, 인프라를 조성하려고 많은 애를 썼다. 이

에 현재 테크시티는 창업과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

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곳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외국 기업들도 그들의 해외 지사를 설립할 때, 최

적의 장소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노력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는 영국을 대표하는 기술 집적지

로서, 테크시티에서는 런던&파트너스의 역할과 

정부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지원노력에 주목

할 만하다. 앞에서 이야기한 특허박스(patent box) 
인센티브제는 특허로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 세

율을 낮게 책정하는 제도로, 런던의 기술중심 국

외기업유치에 주요한 매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 테크시티는 소규모 벤처기업이 도시중심지에 

가까우면서도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에 자연스럽

게 모이면서 형성된 지역이라는 특성이 있다. 이

러한 지역 발전에 정부와 공공의 역할은 인프라를 

조성하고, 마중물을 공급하였다는 측면에서 유의

미하다고 하겠다. 현재 테크시티가 주목을 받으면

서 임대료도 상당 수준 인상되었는데, 정부에서는 

신생기업들이 저렴한 임대료 하에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테크허브를 공급하는 등의 지원을 행하

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 한다. 

지역의 현장답사와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사실

이지만, 정부 주도의 인프라 중심 정책은 단순한 

하드웨어 중심 지원책만으로는 성공을 거두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예에서

와 같이 멋지고 큰 건물들이 물리적으로 모여있는 

것만으로는 다양한 산업분야 및 기술간 융복합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테크시티의 

구글 캠퍼스 방문시 수많은 관련 업종과 기술들이 

한 공간 안에서 개발되고 있으며, 공동 공간 내 까

페에서는 자유로운 토론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4) 관련 기관들의 협업과 거버넌스

테크시티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는 공공(정부)

과 민간(기업)의 상호 존중과 협력 문화가 큰 역할

을 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0년 11월 

카메론 총리의 ‘테크시티’ 전략 추진에 의해 급성

장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이 지역을 중심으로 첨단 창조산업 클러스터가 자

생하고 있었다는 점 등 기존 민간 영역의 노력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야만 한다.

카메룬 총리는 창조적 활동이 강한 이 지역을 미

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세계 최고의 기술 센터 

중 하나로 발전시킬 계획을 밝히고 ‘테크시티’ 전

략을 추진하였지만10), 이것은 민간의 뒷받침과 협

력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2011년 시작되

어 정례화된 ‘The Tech City Breakfast events’를 통

해 공공-민간이 상호의견 교류의 시간을 가지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공공의 역할 및 방향을 

설계하였는데, 이때,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

하고, 시장의 자발적 활동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에서 제도적 지원을 수행하였다는 점이 중요하다

(손수정, 2014).
영국의 테크시티는 당시 캐머런 총리의 의도와 

같이, 영국에 하이테크 혁신의 산실을 만들어 미

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혁신지역을 만들려고 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형성과정

과 성과, 거버넌스 등의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정부의 지원과 글로벌 

기업에 대한 투자유도 등 적극적인 행보가 있었던 

반면, 실리콘밸리는 잘 알려진 대로 시장경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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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형 클러스터라고 할 수 있으며, 커뮤니티의 인

력다양성 측면에서도 유럽중심인 영국과 중국과 

인도계 등 아시아 출신 엔지니어들이 주축이 되어 

활약하고 있는 실리콘밸리와는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벤처투자규모도 캘리포니아 지역

에 비하면, 아직 미약한 편이며, 진행 중인 사례라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정부 주도형으로 일

자리창출과 스타트업 지원에 집중하고 있는 테크

시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테크시티와 관련 영국 정부의 창조산업정책의 

특성이 잘 드러난 예가 창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직했던 창조산업 태스크포스(Creative Industry 
Task Force: CITF)라 할 수 있다. CITF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토니 블레어 총리가 당시 영국의 문

화예술계 리더들과 편안한 분위기에서 의견을 나

눈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CITF의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은 첫째, 정부의 다양한 부처가 모여 영국의 

창조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논의하고 그 중

심에는 문화미디어체육부(DCMS)가 있었다는 것

이다. CITF에는 총리실을 비롯하여 영국의 다양

한 부처의 공구원들이 모여 작업반 형태로 운영되

었다. 둘째, CITF의 구성에 있어 디지털 관련 전

문가 뿐 아니라 영국의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했다는 점이다. 정부의 다양한 부처

의 공무원들만이 아니라 산업계 인사들이 참여하

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특히 창조산업 분야의 인

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CITF의 구성이 테크시티와 같은 클러스

터의 정책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생각해 보면, 우

선 산업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이해관계를 

가지는 다양한 정부부처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다. 이를 위해 관련된 영국의 DCMS와 같은 주관

부서가 있어도, 내부, 그리고 외부와의 관계로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DCMS에서 수립 및 집행

되는 중요한 사업들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다양한 부처들이 모여서 논의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요즘에는 대중문화의 다양한 장르들을 아

우르는 혹은 넘나드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다. 더 

나아가, 대중문화와 문화콘텐츠, 디지털과 고급

예술의 경계가 허물어져 가고 있으며, 경계를 넘

어서는 혹은 파괴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

고 있다. 따라서 한 부처내의 다양한 팀들이 작업

반 형태로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보다 의미 있는 

정책을 수립 및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조

직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제 또 다른 변화기를 겪게 될 우리에게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창조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

는지 참고하는 것은 향후 새 시대에 걸맞은 기업

의 사회공헌 전략을 짜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많은 논란도 있지만,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하

여, 창조도시를 만들고, 고용창출 등 성과를 내고 

있는 해외사례를 참조하여 우리나라의 창조산업 

관련 지역발전 전략 수립을 위해 벤치마킹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지

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과정에 필

요한 노하우(know-how)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런던의 테크시티는 런던 중동부 지역에 위치한 

첨단기술 기업들의 클러스터로서, 빈민가 지역이

었지만, 금융과 콘텐츠, IT산업들의 집적과 정부

의 지원 등이 더해져,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는 지

역이다. 실제, 2013년 한해에만 테크시티 내에서 

15,000개의 기업이 신규로 창업하는 등 양적인 성

과 이외에 다양한 공동연구, 네트워킹 등 거버넌

스 체계가 자리를 잡아가는 것도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이러한 창조도시의 발전을 위해 공공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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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투자기구의 설치와 금융 등 성장지원과 정

보교류 활성화 연계, 비자제도 및 지적재산권 개

선, 마케팅 창업지원 및 정부 조달시장의 개방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 지원하였다.

다만, 최근 브렉시트 현상에 따라, 영국 정치 엘

리트들과 실업자, 빈민층, 노인, 농촌 거주자 등

의 이해관계에 따른 영국 내 갈등과 1970년대 중

반 이후 지배적 이념이 된 신자유주의 붕괴의 우

려 등 부정적인 평가도 나타나고 있다. 그런 의미

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브렉시트 그 후가 더 중요

하다는 보고서도 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는 앞으로 나타나게 될 세계

교역과 투자의 위축 규모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

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위축이 세계 경제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가 극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인 것은 두말 할 나위없을 것이다. 실제, 임대

료와 비용의 상승, 핵심 산업의 부재, 불편한 교

통, 대기업의 진입 증가 등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

다.11) 반면 중소기업을 토대로 한 지속적인 성장의 

기대와 클러스터의 확산 등 기대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우리는 창조도시가 디지털기

반 테크시티로 변화, 진화하는 과정에서 유념할 

점을 살피고, 다양한 전략적 목표를 공고히 하면

서 클러스터 전략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책구상, 사업추진체제와 방식에 관

련된 아이디어와 전략구상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

출해 본다면, 클러스터의 전략적 목표를 명확히 

하여 디지털 중소기업의 성장지원과 기업가 정신

의 제공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 첨단기술과 인력

을 유입하려는 노력이 중소기업 육성 지원과 생태

계 구축이라는 클러스터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조절이 필요하다는 점, 문화와 디지털, 금

융 등의 융합적 전략이 중요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겠으며, 창업과 연결하여, 창조도시가 활성화되

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업 활동지원, 고급 기술 인

력의 지속적인 공급, 멘토링과 자문서비스, 금융 

등 생산자서비스와의 유기적인 연계, 사무공간의 

원활한 공급, 비용절감, 인터넷 연결망의 확대 등 

인프라의 구비 등이 매우 중요한 점임을 유념할 

수 있겠다.

주

1) 스캇(Scott. A.J)은 인지문화경제(cognitive-cultural econo-

my)를 지역발전과 관련하여 포스트포디즘의 대안으로 제

시한 바 있음. 특히, ‘노동과정과 생산양식’에서 시작된 변

화는 도시화와 공간적인 발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고 알려짐(Scott, 2008; 2010; 2013).

2) 한편에서는 도심권 위치 등으로 인해 런던 외곽에 위치하

는 것보다 비용이 30% 이상 더 소요된다는 비판(“market-

ing gimmick”으로도 불림)도 있음.

3) 거주자 멤버쉽(1달 내내)은 275파운드, Flex 멤버쉽(주중 

오전 9시~오후8시)은 375파운드, 팀 멤버쉽은 평방피트

당 7.5파운드임(모두 세금별도).

4) 이를 위해 매달 테크시티 발전을 위한 조찬 모임을 총리관

저에서 개최하여 기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상장 관련규정 개선, 테크시티 견습생(Apprentice-

ship) 프로그램 개발 등의 성과를 창출함.

5) 한국콘텐츠진흥원 내부자료 및 영국사무소 관계자 등의 미

팅 인터뷰 내용임(2016. 7. 12~13) 테크시티 현지 답사는 

2016년 7월 11~17일 사이 영국 런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

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 영국사무소 박영일 소장(7월 12

일), KOTRA 런던무역관 김성태 관장(7월 13일) 인터뷰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짐. 이외   Elizabeth Diaferia (Member 

of Tech CIty UK), Caroline Makepeace (Chief of Staff at 

Tech City UK) 등 자료는 서면인터뷰 자료를 활용. 

6)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6개월의 코칭 프로그램 운영, 15명 

이상의 코치, 12명 이상의 어드바이저가 참여함

7) 현재 영국의 법인세율은 20% 이상임.

8) 1997년 영국의 총부가가치에서 창조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은 3.9%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는 5.2%로 비중이 증가하

였음.

9)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 지수는 3.3으로 실리콘벨리(2.1), 뉴

욕(1.8) 등 종합순위에 앞서는 도시들보다 높게 나타남.

10) David Cameron 총리가 2010년 11월에 “성장 전략의 하

나로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결정을 했다. 그것은 단지 오

늘의 주요 비즈니스를 위하는 것이 아닌, 미래의 주요 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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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를 위한 결정이다. 우리는 미래의 고성장, 혁신형 기

업들이 갖는 가치를 확신하며, 이것이 East London Tech 

City에 대한 우리의 비전이다”라고 발표함.

11) 해당 지역이 정부 보조금 및 세제혜택에 초점을 맞추고, 

업적 중심의 홍보에만 치중한 나머지, 신생기업의 다음 단

계 성장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있어 유념해야 할 부분임

(http://life.spectator.co.uk/2015/09/the-failure-of-londons-

tech-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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