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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공연예술 산업의 입지적 특성을 파악하고, 그들의 지역 경제와의 연계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공연예술 산업이 가장 집중되어 있는 서울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관련시설이 있는 장소를 방문해야 하는 

소비의 유사성을 지닌 갤러리와 영화 상영관의 각 사업체의 주소자료를 이용하여 커널밀도분석과 공간적 자기상관성

(Spatial Autocorrelation)분석을 실시한다. 특히 LISA(Local Indicator of Spatial Association)를 적용하여 국지적 핫스

팟을 확인한다. 분석 결과 갤러리와 영화 상영관의 분산 분포와 달리 공연장은 대학로 일대를 중심으로 응집된 단일 

핫스팟이 나타난다. 대학로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공연장 밀집지역에는 공연예술 산업의 가치사슬을 구성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인근에 밀집분포하며 공연예술 산업의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입지적 특성이 파악된다. 또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공연장의 분포를 설명하는 경제활동을 파악하여 지역 경제경관과의 연계성을 분석한다. 

주요어 : 공연예술 산업, 입지적 특성, 커널밀도분석, LISA 분석, 공연예술 클러스터, 다중회귀분석, 지역경제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locational characteristics of performing art in-
dustries and to investigate the linkages with local economy. For the purpose, we examine the spatial con-
centration of cultural and artistic resources in Korea first, and than focus on Seoul where the resources 
of performing art industries are concentrated to the utmost. To distinguish the distribution aspect and 
locational characteristics of performing art industries, we apply the Kernel density analysis and LISA (Lo-
cal Indicator of Spatial Association) on the address data of performing art theater, gallery, and movie the-
ater. In contrast to galleries and movie theaters. the spatial distribution pattern of performing art theaters 
reveals a unique local cluster centered on the Daehakro area. We confirm that the Daehakro area consti-
tutes a performing art industry cluster in their dense distribution of various related activities making up 
the value chain of the performing art industr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robes the related economic 
activities to explain the distribution of performing art theaters as well as the linkages with the local eco-
nomic landscape. 

Key Words :  performing art industry, locational characteristics, Kernel density analysis, LISA, cluster, mul-
tiple regression analysis, local economic land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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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후기산업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경제현상에 문

화요소의 투입이 고도화되는 문화경제로의 전환

이 가속되면서 지역정책 및 지역연구 부문에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산업의 유치가 화두가 되고 

있다(Barnett, 1988; Scott, 1997; Barnes, 2001; 
Pratt, 2001; Evans, 2003; Gibson and Kong, 

2005). 특히 1998년 영국 문화미디어체육부가 문

화산업의 개념을 확장하여 광고, 건축물, 미술과 

골동품, 공예, 디자인, 디자이너 패션, 영화와 비

디오, 컴퓨터 게임, 음악, 공연예술, 출판, 소프트

웨어와 컴퓨터 서비스, 텔레비전과 라디오 등을 

창조산업의 범주로 규정하면서(DCMS, 1998) 개
인의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투입되어 무형의 가치

를 생산하는 ‘창조계층’의 존재가 지역 경제성장

에 새로운 동력원으로 작동한다는 주장(Florida, 
2002; Scott, 2002; Jeffcutt and Pratt, 2002; 

Mommaas, 2004; Garnham, 2005; Amin and 
Thrift, 2007; Pratt, 2008; Boschama and Fritsch, 

2009; Davies and Sigthorsson, 2013)과 함께 ‘창조

도시’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이러한 창조적 인력을 

유인할 수 있는 고품격 문화 향유가 가능한 도시

환경 및 지역의 문화자산에 대한 다양한 연구 주

제가 부상하고 있다(Florida, 2003; Scott, 2006; 
Amin and Thrift, 2007; Evans, 2009). 

우리나라에서도 산업화 이후 생활과 교육수준

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에 대한 관심

과 함께 문화 및 예술에 대한 관심이 크게 확대되

어 왔다. 사람들의 장소 소비 양상도 문화예술적 

경관을 지닌 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도

시 공간 중에서도 문화예술인들이 모이거나 문화

예술 시설들이 입지하여 문화예술적 분위기와 경

관이 형성된 지역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현상이 

심화되어 왔다. 이러한 추세와 함께 장소적 기반

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은 지역차원에서 “지역

산업 발전 및 지역정체성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

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유용한 정책도구로 받아들여져 문화산업을 

지역개발 전략으로 유치·확대시키고자 하는 노력

이 확대되어 왔다(권오혁·이수장, 2001; 구문모, 

2005; 최정수, 2006). 특히 문화와 예술 등 순수 

창작과 관련된 창조활동들은 국가, 도시, 또는 개

별 지역 등 장소가 많은 작용을 하며, 경우에 따라

서는 장소 자체가 상징적인 산물이 되기도 한다는 

견해가 대두되면서(Evans, 2003) 문화예술 및 창

조활동이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주목하는 다

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이정훈, 2004; 구운

모, 2005; 이병민, 2005, 2010, 2011, 2012, 2016; 
이경옥·이금숙, 2006; 주성재, 2006; 최정수, 

2006; 이희연·황은정, 2008; 김의준 외, 2009; 장
윤정·이승일, 2009; 임진욱, 2009; 정선기, 2010; 
박재운·김호범, 2011; 채지민·이원호, 2014; 신현

준, 2016). 
그러나 문화산업의 범주는 음악이나 연극과 같

은 공연예술은 물론 미술, 영화 및 TV 영상물, 광

고, 출판·인쇄 및 컴퓨터 게임, 패션, 건축, 그리

고 스포츠 등 매우 광범위 하며, 문화산업의 범주

에 따라 상품의 생산과정과 소비양상도 크게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문화상품에 따라 관련시설들의 

입지조건이 상이하고 분포 양상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김유미·이금숙, 2001; 나혜영, 2012; 
유지연·이금숙, 2013), 부수적으로 주변에 함께 

입지하게 되는 연관 활동들도 차이를 보여 그들

이 입지하는 지역 사회의 문화경제경관 및 장소성

이 크게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산업

에 대한 경제지리학적 연구에서는 각 문화상품의 

생산과 소비의 공간적 특성 및 가치사슬의 구성

을 고려하여 관련된 시설들의 입지적 특성과 분포 

양상을 파악하고, 그들의 입지와 연관된 경제 및 

문화 활동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그들의 입지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작업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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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부문에서도 특히 고차의 문화 상품으

로 인식되는 연극, 오페라, 무용과 연주 등의 공연

예술이나 미술 전시회 관람 등의 예술상품의 경우 

관람객이 공연장과 전시관 및 영화관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그 현장에서 소비를 

경험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공연 및 전시 

관람을 전후하여 만남과 식사 및 담소, 쇼핑 등의 

활동과 연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들

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는 관련된 경제활동들의 

입지를 동반하게 된다. 그밖에도 이들이 함께 어

울려 만들어 내는 문화·경제적 경관을 소비하려

는 수요가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문화산업 

및 문화콘텐츠 산업 관련 시설들이 입지하고 있

는 경우와 달리 이들과 관련된 시설들이 입지하고 

있는 경우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

으로 클 수 있다(Throsby, 2012). 특히 공연 및 전

시 관람과 같은 예술 상품의 소비는 고도로 시간 

및 소득 집약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비교적 일찍

부터 그의 경제적 영향에 관심을 가져 왔다(With-
ers, 1980; Gapinski, 1984; Throsby and Withers, 
1985).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들의 입지적 특성 및 

공간적 분포 양상 및 밀집지역의 경제경관을 형성

하는 타 산업들과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예술 산업의 입지적 특성

을 파악하고, 그들의 지역 경제와의 연계성을 분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우리나라에서 문화

예술자원의 지역적 집중도를 분석하고, 이들이 가

장 집중되어 있는 서울을 대상으로 그들의 입지분

포에 나타나는 특성을 분석한다. 특히 관람객이 공

연장이 입지한 지점을 직접 방문하며, 그들의 입지

가 만들어내는 문화예술적 경관을 소비하고자 하

는 수요로 지역 경제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으로 판단되는 공연예술산업을 대상으로 관련시

설의 입지적 특성과 분포양상을 분석한다. 문화상

품 소비자가 관련시설이 있는 장소를 방문해야 하

는 소비의 유사성을 지닌 미술전시를 위한 갤러리

와 영화 상영관의 경우와 비교하기 위하여 각 사업

체의 주소자료를 이용한 커널밀도분석과 공간적 

자기상관성(Spatial Autocorrelation) 여부를 분석

하고, 국지적 클러스터를 확인하기 위하여 LISA 

(Local Indicator of Spatial Association) 분석을 실

시한다. 특히 이들의 밀집분포로 클러스터를 이루

고 있는 대학로 일대를 중심으로 공연예술 산업의 

가치사슬을 구성하는 다양한 활동들의 공간적 분

포의 특성을 파악한다. 또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하

여 공연장의 분포를 설명하는 지역 경제활동을 파

악하여 지역 경제경관과의 연계성을 분석한다. 

2. 문화예술 산업의 특징 및 현황

문화예술 상품은 많은 경우 추구하는 목적이 경

제적 이윤 이상의 것으로 산업으로서의 경제적 기

여 외에도 사회/문화적 기여도가 높다(DiMaggio, 
1987), 또한 이들이 입지하고 있음으로 만들어내

는 문화예술적 경관에 매력을 느껴 이를 소비하기 

위하여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장소의 소비

라는 경제지리적 측면에서 그들이 공간적 분포 및 

그들의 입지가 만들어 내는 지역경관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특히 이러한 문화예술

적 경관 및 문화예술상품 생산의 한 요소인 예술

인으로 지칭되는 창조 계층의 존재와 함께 문화예

술 상품의 가치의 창출 과정에는 절대적으로 필요

하다고 인식되는 이들 사이의 인간적 관계망에 의

한 암묵적 지식의 형성과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문화예술 상품의 상품가치의 형

성과정이나 가치사슬의 구성이 모호하고 복잡하

여 가치사슬의 구성과 가치사슬의 각 단계별 자체

의 구성 및 구성 원리를 밝히는 작업이나 문화경

제(Culture economics)의 차원에서 문화예술시설

의 입지가 지역 경제에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은 미흡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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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력과 아이디어가 투입되어 무형의 가치를 

생산하는 ‘창조계층’의 존재가 지역 경제성장에 새

로운 동력원으로 작동한다는 Florida(2002)의 주

장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창조계층이 존재

하는 ‘창조도시’와 함께 ‘창조경제’ 및 ‘창조산업’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다양한 분석이 시도

되고 있다. 다음 <표 1>은 2014년 2월 한국산업은

행이 분석 발표한 우리나라 창조산업별 생산유발

계수, 수입유발계수, 부가가치 유발계수, 고용유

발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표 1>에서 CT 범주에 속하는 문화산업은 다른 

창조산업에 비하여 생산유발계수나 수입유발계수

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부가가치 유발계수와 

고용유발계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려고 하는 문화예술 산업과 관련된 

문화서비스 산업의 경우 전체 창조산업 중에서 고

용유발계수는 가장 높으며 부가가치 유발계수도 

사업관련 전문 서비스업과 오락서비스업에 이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시장규모는 2013년 기준 

매출액은 전년에 비하여 4.9% 증가하여 90조원에 

달하고, 수출액도 10.6% 증가하여 51억 달러를 넘

어선 것으로 추정된다(문화체육관광부, 2013). 특
히 서울의 문화산업의 총 매출액 규모는 이미 2011
년에 47조원에 달하였으며 전국 매출액의 2/3 수

준을 차지하며,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

대적으로 사업체의 규모가 크고 노동생산성도 높

은 편이다(서울연구원, 2013). 문화산업 내 분야별 

비중을 보면 출판이 28.7%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광고가 17.4%, 지식정보 13.0%, 게임 

12.6%, 캐릭터 10.3%, 영화 5.6%, 음악 5.4%, 콘

텐츠솔루션 4.1%, 방송 1.3%, 만화 1.0%, 애니메

표 1. 창조산업 유발계수표

분야 산업 생산유발계수 수입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IT

전자표시 장치 2.212094 0.480370 0.519630 4.9

통신 및 방송기기 2.158634 0.549798 0.450202 5.0

컴퓨터 및 주변기기 1.455014 0.678458 0.321542 3.8

BT
기타유기화학 기초제품 2.354914 0.537859 0.462141 3.2

의료 및 측정기기 2.063671 0.355388 0.644612 9.1

ET 발전기, 전동기 및 전기변환 장치 2.239393 0.352225 0.647775 6.7

NT 기타금속제품 2.320454 0.327834 0.672166 9.3

ST 항공기 1.573955 0.600221 0.399779 5.4

첨단 기술산업 합계 2.047266 0.485269 0.514731 5.9

CT

출판서비스 2.245684 0.244770 0.755230 11.6

문화서비스 1.902099 0.149465 0.850535 12.4

오락서비스 1.665569 0.110215 0.889785 9.1

전문지식 사업 관련 전문 서비스 1.417624 0.055341 0.944659 10.6

콘텐츠산업 합계 1.807744 0.139948 0.860052 10.9

제조업 2.037623 0.450840 0.549160 6.0

서비스업 1.770833 0.219066 0.780934 11.9

출처: KDB산업은행(2014.2), “산업연관 분석을 통한 창조산업의 구조분석 및 경제 파급효과 추정”, <산은조사월보> 제 

6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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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 0.5% 순이다. 문화산업 중 본 연구에서 초점

을 둔 공연예술 산업의 시장규모는 문화산업 전체

의 0.8%로 다른 문화 및 콘텐츠산업에 비해서 매

출액 규모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그 자체의 매출 규모나 사업 종사자의 경제적 소

득효과는 그리 높지 않다. 그러나 공연예술 산업

은 다른 문화산업에 비해서도 노동집약적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매출액 비중에 비해 업체수와 종사

자수는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임진욱, 2009). 
문화산업 전체에서 공연산업 업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4%로 음악, 게임, 출판, 만화, 영화, 광

고 산업보다는 낮으며, 종사자수는 15.9%를 차지

하고 있어 출판 산업 다음으로 높은 종사자수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3 공연예술실태조사」에 

따르면 공연시설의 경우 시설 수는 총 944개, 종

사자 수 11,224명, 매출액 3,772억 원이다. 

다음 <표 2>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15 예술인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문화예

술 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될 뿐만 아니라 지

역의 창조계층 구성의 핵심을 이루는 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대중음악, 국악, 연극, 영

화 등 14개 예술분야에 대한 지역별 예술인 분포

를 정리한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상품 소비를 위하여 소비자가 공연장이나 전

시장, 혹은 영화상영관이 입지하고 있는 장소를 

방문해야하는 문화예술 분야들은 각기 공연관련 

예술인, 전시관련 예술인, 그리고 영화관련 예술

인으로 정리하였다.

2015년 기준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예술인은 

45,526명으로 집계되며, 이 중 종사자수가 가장 

많은 예술분야는 미술로 전체 예술인의 29.99%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연극, 대중음악, 음악, 국

악 순으로 공연예술 산업과 관련된 예술분야이다. 

또한 지역별로는 서울(37.55%)과 경기도(19.05%) 

등 수도권지역에 전체 예술인의 56.6%가 집중분

포하며, 다른 지역은 모두 5% 미만의 분포를 보인

다. 특히 공연예술과 관련된 음악, 대중음악, 국

악, 무용, 연극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의 지역

별분포는 서울(47.5%)과 경기도(18.5%)에 이 부

문 전체 예술인의 2/3 정도가 집중 분포하고 있으

며 그 밖의 다른 지역들은 모두 미미한 분포를 보

인다. 또한 영화관련 예술인은 서울에 55.4%가, 

그리고 경기도에 25.4%로 전체 80%의 분포로 수

도권에 집중 정도가 매우 심하다. 반면 미술, 공

예, 사진 등 전시와 관련된 예술인의 지역적 분포

는 서울이 25.9%이고 경기도가 19.1%로 수도권에 

45%가 분포하여 앞의 두 부문 보다는 집중정도가 

낮으나 다른 지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전히 높

은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 

다음 <표 3>은 지역별 예술인 분포의 상대적 특

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문학, 미술, 공예, 사

진, 건축, 음악, 대중음악, 국악, 연극, 영화, 방

송, 만화, 등 14개 예술분야에 대한 지역별 예술인 

수를 바탕으로 입지계수(LQ)를 산정한 것이다.

각 예술 영역별로 가장 높은 LQ값을 보이는 지

역을 정리해 보면 음악은 강원도, 대중음악은 서

울, 국악은 광주와 인천, 연극은 서울, 미술은 광

주, 공예는 전북, 사진은 울산, 영화는 서울, 방송

은 서울과 경기, 문학은 충북과 제주, 건축은 충

북, 그리고 만화는 경기도이다. 서울은 모든 예술

분야의 예술인이 대거 거주하고 있어 모든 예술분

야에서 높은 절대값을 보이고 있지만(표 2), 특히 

대중음악과 연극 등의 공연예술 분야와 영화와 방

송 분야에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LQ 값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예술분야들이 특히 특화되었을 가능

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전체적

으로 예술인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는 특히 방송분야에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LQ값

을 나타내며 대중음악과 영화에서도 차상위 정도

의 높은 특화도를 보인다. 그밖에 지역들은 표 2에 

나타나는 것처럼 모든 예술분야에서 예술인 수의 

절대값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지만 지역에 따라 상

대적으로 집중도가 높은 분야들이 각기 다르게 나

타나고 있다. 특히 울산의 경우 사진 분야의 LQ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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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지역별 문화 예술인 분포

공연관련 예술인 전시관련 예술인 영화관

련 예술

인(%)

총합1)

(%)음악
대중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소계

(%)
미술 공예 사진

소계

(%)

서울 2,329 6,829 1,920 2,386 8,167
21,631
(47.5)

10,069 562 289
10,920
(25.9)

1,965
(55.4)

49,317
(37.55)

부산 431 174 322 247 458
1,632
(3.6)

1,809 121 31
1,961
(4.7)

52
(1.5)

6,037
(4.60)

대구 277 102 331 171 486
1,367
(3.0)

2,060 41 44
2,145
(5.1)

23
(0.6)

5,072
(3.86)

인천 149 538 341 285 422
1,735
(3.8)

1,193 26 23
1,242
(2.9)

128
(3.6)

4,148
(3.16)

광주 229 85 352 118 259
1,043
(2.3)

1,850 51 46
1,947
(4.6)

55
(1.6)

4,158
(3.17)

대전 212 125 71 129 277
814
(1.8)

1,350 50 25
1,425
(3.4)

13
(0.4)

3,119
(2.38)

울산 71 21 253 84 150
579
(1.3)

834 12 155
1,001
(2.4)

4
(0.1)

2,199
(1.67)

경기 946 3,121 1,002 926 2,423
8,418
(18.5)

7,594 308 169
8,071
(19.1)

900
(25.4)

25,014
(19.05)

강원 229 90 95 79 324
817
(1.9)

798 46 62
906
(2.2)

15
(0.4)

2,974
(2.26)

충북 123 80 111 72 407
793
(1.7)

798 31 59
888
(2.1)

29
(0.8)

2,711
(2.06)

충남 135 98 286 62 255
836
(1.8)

1,052 48 29
1,129
(2.7)

19
(0.5)

2,934
(2.23)

전북 241 77 236 128 382
1,064
(2.3)

1,671 137 86
1,894
(4.5)

18
(0.5)

4,751
(3.62)

전남 135 44 125 59 237
600
(1.3)

1,115 43 32
1,190
(2.8)

9
(0.3)

2,998
(2.28)

경북 171 72 83 62 370
758
(1.7)

1,542 38 67
1,647
(3.9)

13
(0.4)

3,518
(2.68)

경남 185 68 135 160 514
1,062
(2.3)

2,000 39 41
2,080
(4.9)

11
(0.3)

4,552
(3.47)

제주 105 22 92 26 95
340
(0.7)

441 25 42
508
(1.2)

20
(0.6)

1,564
(1.19

미상 2 32 115 1,370 518
2,037
(4.5)

3,217 4 0
3,221
(7.6)

274
(7.6)

4.77

합계

(%)

5,970
(4.55)

11,578
(8.82)

5,870
(4.47)

6,364
(4.85)

15,744
(11.99)

45,526
39,393
(29.99)

1,582
(1.20)

1,200
(0.91)

42,175
3,548
(2.70)

131,332
(100)

주: 14개 예술분야 중 방송, 문학, 건축, 만화, 기타는 총합에는 포함되었으나 표에 나타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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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7.7 이상으로 이분야가 상대적 매우 특화되었

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3. 서울 공연예술 산업의 분포 특징

지역에 입지한 문화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과 함께 서울시에서는 2000년대 들어서부터 서울

시 문화자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베이스

를 구축하고 변화경향을 분석해 오고 있다(서울연

구원, 2015). 2015년 6월 현재 서울시 문화시설은 

총 1,959개로 이 중 공연장이 504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영화스크린 500개로 공연시설 및 극장

이 1,004개소이고 박물관, 미술관, 화랑 등의 전

시시설이 630개소로 전체의 83.4%를 차지하고 있

다(서울연구원, 2015). 2012년 기준 공연실적은 

전반적으로는 연극과 뮤지컬의 비중이 타 장르 대

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는데 서울지역에서는 공

연건수로는 서양음악장르가 42.2%, 공연일수 및 

횟수, 관객 수에서는 연극과 뮤지컬의 비중이 높

았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산업의 입지적 특성과 

분포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문화예술 산업 

중에서도 상품의 소비가 공연 현장에서 이루어지

므로 소비자가 직접 공연장이 위치한 장소를 방문

해야 하는 공연예술 산업을 중심으로 분포특성을 

분석한다. 특히 공연예술 공연장과 유사하게 상품

의 소비를 위하여 소비자의 직접 방문이 이루어지

는 미술전시를 위한 갤러리와 영화 상영관의 분포

양상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서울에 위치한 공연

표 3. 지역별 문화 예술인 분포 집중도2)

공연관련 예술인 전시관련 예술인 영화관련 

예술인음악 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미술 공예 사진

서울 1.0374 1.5703 0.8702 0.9979 1.3812 0.6809 0.9500 0.6484 1.4741
부산 1.5692 0.3265 1.1924 0.8433 0.6330 1.0157 1.6667 0.5604 0.3185
대구 1.2000 0.2279 1.4609 0.6948 0.7990 1.3545 0.6750 0.9560 0.1667
인천 0.7890 1.4705 1.8389 1.4165 0.8482 0.9590 0.5250 0.6044 1.1444
광주 1.2110 0.2313 1.8949 0.5876 0.5196 1.4834 1.0250 1.2198 0.4889
대전 1.4945 0.4546 0.5101 0.8536 0.7406 1.4431 1.3333 0.8791 0.1556
울산 0.7099 0.1077 2.5749 0.7876 0.5688 1.2648 0.4583 7.7473 0.0667
경기 0.8308 1.4150 0.8971 0.7649 0.8082 1.0123 1.0250 0.7473 1.3333
강원 1.6923 0.3435 0.7136 0.5485 0.9083 0.8946 1.2917 2.2857 0.1852
충북 0.9978 0.3345 0.9150 0.5485 1.2519 0.9817 0.9500 2.3956 0.3963
충남 1.0110 0.3787 2.1812 0.4351 0.7248 1.1957 1.3667 1.0879 0.2407
전북 1.1143 0.1837 1.1119 0.5546 0.6706 1.1727 2.4000 1.9890 0.1407
전남 0.9890 0.1667 0.9329 0.4062 0.6597 1.2401 1.1917 1.1758 0.1111
경북 1.0681 0.2324 0.5280 0.3629 0.8774 1.4615 0.9000 2.0879 0.1370
경남 0.8923 0.1689 0.6644 0.7237 0.9416 1.4652 0.7333 0.9890 0.0889
제주 1.4747 0.1599 1.3154 0.3423 0.5063 0.9403 1.3333 2.9560 0.4741

주: 14개 예술 분야 중 방송, 문학, 건축, 만화, 기타 등은 표에 나타내지 않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5 예술인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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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갤러리, 그리고 영화상영관의 주소자료를 이용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울 연극센터에

서 제공하는 2015년 기준 영업하고 있는 공연장 정

보 279개, 미술품 전시회 정보를 월간으로 발행하

는 ‘월간미술’지의 미술품 전시공간 정보 165개(이

민수, 2014)3),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제공하는 2015
년 기준 85개의 영화상영관 정보를 이용하였다. 

<그림 1>은 이들 각 업체의 주소지를 바탕으로 

입지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연극 공연장은 서울 

전체에 위치하고 있지만 특히 종로구 일대에 많은 

공연장이 위치해 있다. 한편 미술관은 종로구와 

강남구 일대에 모여 있는 양상을 보인다. 이에 반

하여 영화관은 서울에 전체적으로 고르게 퍼져 위

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간의 분포특성을 좀 더 확연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이들의 분포를 분포밀도 차원에서 좀 더 

일반화시켜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연극 공연장, 갤

러리, 영화상영관 각각의 주소자료를 이용한 커널

밀도 분석을 시도하였다. 커널밀도 분석은 분석대

상에 대한 연구지역 전체의 밀도를 계산하는 것으

로 특정 격자로부터 일정한 크기의 대역폭을 설정

하고 대역 폭 내에 포함된 점의 개체를 기준으로 

하여 격자의 밀도를 조정한다. 즉, 커널밀도추정

(kernel density estimated)은 경위도 단위의 포인트 

데이터를 이용하여 래스터 데이터로 변환시키는 

작업으로 공간적 집중도를 알 수 있는 핫스팟 분

석 방법이다. 다음 <식1>과 <식 2>는 커널밀도 추

정 과정이다.

n
aλ= =

no ·[S∈A]

a  <식 1>  

λp=
no ·[S∈C(p,r)]

πr2   <식 2>  
    

여기서, no·[S∈A] 는 연구지역 A에서 나타나는 

패턴 S에서 관측된 사건의 수를 나타내고, a 는 연

구 지역의 면적을 나타내며, C(p, r)은 특정지점 p
를 중심으로 반경 r에 해당하는 커널을 의미한다. 

커널 밀도의 추정 자체가 점 개체가 발생하는 점

과 거리에 따라 가중치가 고려되기 때문에 거리에 

따른 조락현상이 발생한다. 때문에 국지적 밀도

를 추정하는데 있어서 가까이 있는 사건이나 개체

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는 문화예술산업 간의 분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

여 개체군에서 단위면적을 나눈 커널밀도함수 값

으로 30m를 반경범위로 설정하였다. <그림 2>는 

서울에서 공연장, 갤러리, 영화상영관의 커널밀도 

분석 결과를 나타낸 그림이다. 

커널밀도분석 결과를 보면 연극 공연장은 그림 

그림 1. 문화예술 산업 사업체 분포도

(가) 공연장   (나) 갤러리   (다) 영화상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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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 (가)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밀도 값이 가장 높

게 나타나는 중심은 종로구의 남동부의 대학로 일

대이며 여기서 성북구 방향으로 이어지는 단일 핵

이 나타난다. 갤러리의 경우는 그림 2의 (나)에 나

타나는 것처럼 밀도 값이 가장 높은 종로구 인사

동을 중심으로 중구까지 이어지는 중심핵과 함께 

종로구 내에 3개의 핵이 더 나타나고, 차상위 밀도 

값을 갖는 강남구 일대와 용산구, 서초구, 마포구

에서도 핵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영

화상영관의 경우는 그림 2의 (다)에 나타나는 것

처럼 종로구와 중구를 중심으로 밀도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역 간의 밀

도차가 적으며, 여러 개의 핵이 서울 전역에 걸쳐 

분산 분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서울의 문화예

술 산업의 커널밀도 패턴은 전반적으로 도심지를 

중심으로 밀집 분포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종로

구는 모든 부문에서 가장 높은 밀도 값을 갖는 중

심핵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예술분야에 따라 

밀도 값의 분포와 핵의 분포양상에는 상당한 차이

를 보인다. 특히 연극 공연장의 경우는 대학로를 

중심으로 종로구 일대 지역이 타 지역과 현격한 

밀도 값의 차이를 보이며 단일 핵을 형성하는 입

지적 특성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

공연예술 공연장, 미술전시 갤러리, 영화상영

관의 공간적 군집형태를 확인하기 위해 공간적 자

기상관분석(Spatial autocorrelation analysis)을 시

도하였다. 공간적 자기상관은 지리적 공간상에서 

갖는 상호 의존성 및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간상에 분포하고 있는 실체(spatial entities)들이 

위치의 유사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 실체들이 갖는 

값의 유사성도 또한 높아 가는 현상이다(Anselin, 

1995).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측정

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Moran’s I 측도(Mo-
ran, 1948)를 사용하였다(<식 3>). 

<식 3>I= ×
n

(yi-y-)2

wij(yi-y-)(yj-y-)
, i≠j

wij

n
∑
i=1

n
∑
i=1

n
∑
i=1

n
∑
j=1

n
∑
j=1

여기서 n은 단위지역 수, yi와 yj는 지역 i와 지역 

j에서 나타나는 속성 값을 나타낸다. y-는 전체지역

에서의 평균, wij는 지역 i와 지역 j 사이의 공간 가

중치를 의미한다. 

Moran’s I 측정 등을 통해 전역적 차원에서 전체 

연구지역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존재함을 확인

하고 국지적 차원에서 연구지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간적 자기상관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림 2. 커널밀도 분포패턴

(가) 공연장   (나) 갤러리   (다) 영화상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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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A(Local Indicator of Spatial Association)분석을 

실시하였다. LISA는 공간적 자기상관의 국지적 

변이(local variation)를 고려한 국지적 규모에서의 

공간적 자기상관을 파악하는 지표이다(Anselin, 

1995; Getis and Ord, 1992). 다음 <식 4>는 LISA
분석 중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측도가 

Local Moran’s I 산출 식이다.

Ii =
wij(yi-y-)(yj-y-)

(yi-y-)
n
∑
i=1

n
∑
j=1

1
n

� <식 4>

Local Moran’s I 값은 모란 산포도(Moran scatter 
plot)를 통해 인접지역과의 공간적 연관성을 파악

할 수 있다.4) LISA는 지도화(mapping)를 통해 시

각화하여 공간적 군집(clustering) 패턴을 확인하

고 공간적 이상치(outlier)를 찾아낼 수 있다. 즉, 

LISA에서 Local Moran’s I 값이 높은 속성 값을 갖

는 특정지역의 핫 스팟(hot spots)과 낮은 속성 값

을 갖는 특정지역의 콜드 스팟(cold spots)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의 공연장, 갤러리, 

영화상영관의 사업체를 동 단위를 기준으로 역거

리 행렬(inverse distance matrix)를 사용하여 분석

을 진행하였다. <그림 3>은 LISA 분석 결과를 나

타낸 것이다.

<표 4>는 LISA분석 결과 공연장, 갤러리, 영화

상영관의 핫스팟이 나타나는 지역을 정리한 것이

다. 공연장의 핫스팟은 종로구 혜화동, 이화동, 종

로1·2·3·4가동, 그리고 종로5·6가동과 성북구의 

성북동과 삼선동에 걸쳐 나타난다(그림 3-가). 갤

러리의 경우는 종로구 평창동, 부암동, 청운효자

동, 삼청동, 가회동, 사직동과 성북구의 성북동, 

중구의 소공동과 명동, 그리고 용산구의 한남동에 

이르는 지역에 걸쳐 핫스팟이 나타난다. 영화상영

관은 종로구의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사직동, 소공동과 중구의 명동, 을지로동, 광희동, 

장충동, 필동, 마포구의 서교동, 강남구의 신사동, 

그림 3. LISA 결과 분포패턴(가: 공연장, 나: 갤러리, 다: 영화상영관)

(가) (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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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동, 역삼동, 그리고 서초구의 반포동이 핫스

팟으로 나타난다. LISA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공

연장, 갤러리, 영화상영관 모두 공통적으로 서울

의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핫스팟이 나타나지만 공

연장의 경우는 특히 종로구의 대학로 일대와 그 

주변지역에 단일 핵의 집중지를 형성하는 반면 갤

러리와 영화상영관은 좀 더 광범위한 지역까지 확

대되어 나타나는 분포양상의 특징을 보인다. 

4. 공연예술 산업의 가치사슬과  

관련 활동의 분포 특징

문화예술산업의 가치사슬을 구성하는 요소는 창

조적이고 예술적인 아이디어 발전단계와 관련된 

창작 부분, 창조적 상품과 서비스 제작 및 실행단

계에 해당하는 제작 부분, 제작 단계처럼 상품의 

콘텐츠에 가치를 부여하지는 못하지만 대량 생산

과 관련된 제조 부분과 핵심 문화상품의 유통 부분 

및 창작과 제작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지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치사슬은 이윤 창출

을 위한 사업을 위해 포터(Porter, 1985)에 의해 소

개된 개념으로 그에 따르면 모든 조직에서 수행되

는 활동은 본원적 활동(primary activity)과 지원활

동(support activity)으로 구분된다.5) 캐나다 통계

청의 문화통계작성 분석틀CFSP(Canadian Frame-
work for Cultural Statistics)에서는 예술시장 구조

를 개별 문화의 영역과 기능을 교차시키며 기능의 

연결고리로 창조적 가치사슬(creative chain)의 일

관된 과정으로 인식하여 예술산업의 창조적 가치

사슬은 창작-제작-제조-유통-서비스로 진행되

며 모든 부분에 대한 지원을 포함시키고 있다. 

공연예술과 관련하여 프리스(Preece, 2005)는 

공연예술조직을 일차적 활동(primary activity)과 

이차적 활동(secondary activity)으로 구분하고, 공

연예술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의사결정 도

구로 공연예술 가치사슬(Performing Art Value 
Chain)을 통하여 공연예술조직을 구성하는 다양

한 발생적 활동들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그림 

4>는 그가 제시하는 공연예술의 가치사슬로 일

차적 활동에는 1) 프로그램 짜기(programming), 

2) 섭외(personnel), 3) 광고(promotion), 4) 생산

(production)이 있으며, 이차적 활동으로는 1) 지
원(outreach), 2) 자금조달(fundraising), 3) 행정

(administration), 4) 관리(governance)가 필요하며 

표 4. LISA분석 결과 핫스팟 지역

구 동

공연장
종로구 혜화동, 이화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성북구 성북동, 삼선동

갤러리

종로구 평창동, 부암동, 청운효자동, 삼청동, 가회동, 사직동

성북구 성북동

중구 명동, 소공동

용산구 한남동

영화상영관

종로구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사직동, 소공동

중구 명동, 을지로동, 광희동, 장충동, 필동

마포구 서교동

강남구 신사동, 논현동, 역삼동

서초구 반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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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평판(reputation)을 형성한

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 일차적 활동을 구성하는 프로그래밍은 

작품의 선택이나 예술적 작품 전반적인 연출 등을 

포함하며 예술 감독이나, 지휘자, 안무가 등의 업

무다. 인사는 어떤 공연예술에서든 기초적인 요소

로 인사의 핵심은 무용가, 음악가, 배우, 가수 등

으로 공연예술의 생명과 같은 것이다.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는 공연예술행사를 잠재적 청중들에게 

알리고 그들을 공연장으로 끌어 모으기 위한 노력

이다. 생산은 리허설과 공연이 실현되는 물리적 

필요조건이다. 이차적 활동은 이러한 일차적 활동

들을 보조하고 함께 엮어 가는 위한 활동들로 이

들의 기능의 상대적 형상은 공연예술조직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작은 조직의 경우는 몇몇 개

인이 여러 가지 책임을 맡게 된다. 관리는 일반적

으로 감독부의 형태로 전반적인 감독과 지도가 포

함되며, 행정은 최고 경영부로 인적 자원, 재정, 

기술 등 그 조직 안에 있는 각 기능부문들을 포함

한다. 자금조달은 매표에 의한 수입 이외에 보조

금, 기부금, 장려금, 후원금 등 재원을 모을 수 있

는 자원들(정부,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모든 노

력을 일컫는다. 원조는 공연예술조직들이 공연

하거나 혹은 거주하는 지역의 지역사회에 연결하

는 다리로 특별히 도안된 노력들을 포함한다. 위

의 도표에 나타내지 않았지만 공연예술 조직들은 

a) 계층적 조직 울타리 안에서(hierarchy), b) 협력

적 관계(partnership)를 통하여, 혹은 c) 독립을 유

지하는 거래(market)에서 일차적 기능을 수행할 

건지 아니면 이차적 기능을 수행할건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예를 들어 공연공간이 필요

할 때 공연사는 1) 자체의 무대나 극장을 소유하거

나(hierarchy), 2) 특정 극장의 공간과 스케줄 잡기

의 우선순위를 포함하여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거

나(partnership), 혹은 3) 새로운 공연마다 그에 적

절한 극장공간을 찾거나(market) 할 수 있다. 공연

예술 가치사슬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평판은 

“공연예술의 모든 것”(Austin, 2000)이라고 할 정

도로 중요한 것으로 청중을 물론 기부자 및 다른 

지분 소유자들에게 민감한 역학 작용을 하는 중요

한 것으로 공연예술 가치사슬에 있는 모든 활동들

이 평판에 영향을 미친다(Preece, 2005). 
공연예술 가치사슬모형은 각 가치사슬 활동들

의 평판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긍정적인지 혹

은 부정적인지)에 의해서 가치사슬 각 활동들의 

효과분석을 평가하는 것이다. 공연예술의 가치사

슬에서 평판을 운용하기 가능하게 만들기 위하여 

예술조직의 전체적 평가를 위한 준거(Criteria for 

그림 4. 공연예술 가치사슬(Preece,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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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istic Assessment)로 공연예술조직의 1) 예술적 

장점(artistic merit), 2) 지역 공동체에 대한 공헌

(contribution to community), 그리고 3) 조직적 효

과 분석(organizational effectiveness)의 세 가지 주

요 차원으로 정의된다(Harvey, 1999). 그러나 이

러한 준거들은 여전히 평가자에 따라 평가가 달라

질 수 있는 주관적인 내용이며, 객관적으로 구체

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연예술의 평판을 구체

적으로 정량화 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우리나

라 공연예술의 경우 일부 대형 뮤지컬 공연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개인의 인적 연결망에 의존하

고 있으며, 가치사슬의 단계 구성이 뚜렷이 구분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사슬모

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6) <그림 5>는 우

리나라 공연예술 시장을 좀 더 우리 현실에 맞게 

공급자, 매개자, 수요자의 세 주체로 구분하여 공

연예술의 가치사슬을 구성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연예술 시장에서 공급자는 예술가 및 예술단체

이고 수요자는 관객이며. 매개자는 공연장과 공연

기획사라 할 수 있다.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커널밀도 분석에서 

연극 공연장의 분포 특징으로 대학로 일대에 단일 

핵을 가지고 밀집분포 되어 있는 핫스팟이 나타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연예

술 가치사슬(Performing Art Value Chain)과 관련

하여 공연예술조직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의 

분포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학로 일대의 연극 

공연단체, 극단, 공연기획제작사, 공연장의 분포

를 각의 주소자료를 바탕으로 커널밀도 분석을 시

도하였다. <그림 6>은 이들 각각의 커널밀도 분석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림 6>의 (가)는 대학로 일대 입지하고 있는 

공연장의 주소자료를 바탕으로 커널밀도분석 결

과로 공연장은 대학로 일대에서도 관람객의 접근

이 용이한 주간선도로 및 지하철역에 인접한 지역

에 집중적으로 입지하고 있다. 특히 지하철 1번 출

구와 2번 출구 사이의 동숭동 일대에서 대학로7
가길을 따라 밀집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림 

6>의 (나)는 공연제작기획사의 커널밀도 분석 결

과를 나타낸 것으로 공연제작사들은 공연장이 밀

집한 지역에 바로 인접하여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동숭길을 따라 밀집되어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공연장보다는 주간선도로나 지하철역으로 부터 

조금 더 안쪽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대학로의 지하

철 4호선 3번 출구와 4번 출구 사이의 명륜동과 혜

화동 지역으로 다소 분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

림 6>의 (다)와 (라)는 각각 극단과 공연단체의 커

널밀도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이들은 공연기

획사의 경우와 유사하게 공연장의 밀집지역에 인

접하여 분포하지만 명륜동과 헤화동 일대로 좀 더 

분산되어 밀집도가 다소 약한 양상을 보인다. 각

각의 역할과 상호 긴밀한 접촉과 작업의 공조의 

요구 정도에 따라 그들의 분포지점에 다소 차이

를 보이지만 공연예술 가치사슬을 구성하는 연관 

기관들이 전반적으로 공연장 밀집지역을 중심으

로 그 가까이에 입지하고 있다. <그림 6>의 (마)는 

각각의 커널밀도분석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공연

장이 밀집되어 있는 대학로 일대에는 공연장뿐만 

아니라 공연물의 기획과 생산에 직접적으로 관여

하는 공연기획제작사와 극단 및 공연단체들이 인

접하여 분포하여 공연예술 산업의 클러스터를 형

성한다. 서울의 대학로 일대 지역은 현재 세계에

서 공연장의 분포가 가장 조밀하게 밀집된 지역으

로 공연예술 산업의 가치사슬을 구성하는 관련 활

동들이 인접 분포하여 이들 사이의 긴밀한 인간적 그림 5. 공연예술 산업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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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망에 의한 암묵적 지식 및 공연예술 상품의 

가치의 창출이 이루어지는 명실 공히 공연예술 산

업의 대표적인 클러스터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5. 공연장 분포와 지역  

경제경관의 연계성 

문화예술은 지역사회에 경제적 효과뿐만 사회

문화적 기여가 크므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찍부

터 공적 부분의 지원을 중요하게 여겨왔다(Preece, 
2005).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246개 지방자치

단체의 문화예산은 5조 8,925억 원 중 문화예술 

예산은 2조 6,069억 원이고, 그 중 공연예술 예산

은 7,907억 원으로 조사되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13). 특히 공연예술의 경우를 보면 2012년 중앙

정부 문화예산 대비 4.9%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문화예술 예산 대비 8.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공연예술 예산은 문화

예산 대비 13.4%, 문화예술 예산 대비 30.3%의 비

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앙정부보다 공연

예술 예산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특히 서울의 문

화예술 예산은 3,627억 원이고 이 중 공연예술 예

산은 서울이 1,261억 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가

장 많다. 

공연예술의 세계적 중심으로 알려져 있는 영국

의 런던이나 미국의 뉴욕의 맨해탄과 시카고지역

의 경우도 40개 안팎의 공연극장이 분포하고 있

그림 6. 공연예술 관련 활동의 분포 특성

(다) 극단 (라) 공연단체

(마) 커널밀도분석 결과 종합

(가) 공연장 (나) 공연기획제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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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 뉴욕의 경우 특히 맨하탄 중심부에 브로

드웨이를 따라 공연장 지구 및 링컨센터에 500석 

이상의 공연장이 40개 분포하고 있으며(Pincus-
Roth, 2008), 런던의 경우는 런던시 서부(West 
End)에 집중분포하고 있다. 이 공연장 집중 지역

들은 지역 도시민은 물론 이 도시들은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즐겨 찾는 곳으로 미국 브로드웨이 공

연의 경우 2014년에 공연 관람자 수는 1,313만명

에 달하여 공연표 판매액이 13억 6천만 달러에 달

하고 있다(Crain Communications, 2015). 
공연예술 산업의 경우 관람객이 공연장이 입지

한 지점을 직접 방문하며, 공연 관람을 전후하여 

만남과 식사 및 담소, 쇼핑 등의 다른 경제활동과 

연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들

의 입지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공

연예술 산업 자체의 영향뿐만 아니라 공연관람 전

후의 활동과 관련된 경제 및 문화적 활동들을 파

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이 함께 어울려 만들

어 내는 문화·경제적 경관을 소비하려는 수요가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과 관련된 시설들의 

입지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연예술 산업의 입지와 지역 경

제와의 연계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

을 통하여 서울의 공연장 분포 분포를 설명하는 

지역의 경제 및 문화활동 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하

였다.7) 특히 소비자의 방문이 요구되는 유사한 문

화산업과의 입지연계성 및 관련 변수의 비교를 위

하여 서울시의 공연예술 공연장, 미술전시 갤러

리, 영화상영관의 사업체 수와 서울시 상위 10개 

업종의 사업체 수를 적용하여 단계적 방법을 통한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5>와 <표 6>은 

각각 분석에 사용된 변수와 분석결과를 정리한 것

이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공연장 분포를 설명하는데 

의미있는 변수로 선택된 문화 및 경제활동은 갤러

리, 부동산자문 및 중개업, 한식 음식점, 기타 주

점업, 그리고 영화상영관의 분포이다. 이중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문화 및 경제활동은 갤러리, 

음식점, 주점업이며,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활

동은 부동산자문 및 중개업과 영화상영관으로 나

타나고 있다. 가장 많은 영향력을 보이는 변수는 

갤러리로 0.711의 표준화계수값을 나타내며, 한식 

음식점업과 기타 주점업 순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공연장 분포에 대한 다중회귀분석모형은 

결정계수 R2 값이 약 0.993로 매우 높은 설명력을 

갖는다.8) 갤러리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보이는 변

수는 공연장으로 1.044의 표준화 계수값을 가지

며 공연장과는 달리 부동산자문 및 중개업도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반면 기타주점업과 셔츠 및 

외의 도매업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영화상영

관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보이는 변수는 셔츠 및 

기타의복 소매점으로 0.586의 표준화 계수값을 가

지며 기타주점업과 두발미용업 순으로 양의 상관

표 5. 분석에 사용된 변수

종속변수 독립변수

공연장
갤러리, 영화상영관, 택시 운송업, 한식 음식점업, 여행사업, 기타 주점업, 셔츠 및 기타 의복 소매점, 비알콜 음료점

업, 체인화 편의점,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갤러리
공연장, 영화상영관, 택시 운송업, 한식 음식점업,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 부동산자문 및 중개업, 기타 주점

업, 두발미용업, 셔츠 및 기타 의복 소매점, 셔츠 및 외의 도매업, 비알콜 음료점업,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영화상영관
공연장, 갤러리, 택시 운송업, 한식 음식점업,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 부동산자문 및 중개업, 기타 주점업, 

두발미용업, 셔츠 및 기타 의복 소매점, 셔츠 및 외의 도매업, 비알콜 음료점업,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주: 독립변수로 서울시 상위 10개 업종의 사업체수와 함께 공연장, 갤러리, 영화상영관 수를 교차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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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가진다.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서울시에서 공연장, 갤러리, 영화상영관의 입지는 

공통적으로 기타주점업, 부동산자문 및 중개업, 

의복 도소매업과 상관관계를 갖는 것을 알 수 있

다. 특히 공연장과 갤러리는 서로의 입지에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나 그 외의 요인인 기타주점

업과 부동산자문 및 중개업은 서로 상반된 관계

를 갖는다. 또한 공연장과 영화상영관은 공통적으

로 기타주점업과 양의 관계를 가지며 갤러리와 영

화상영관은 공통적으로 의복에 관한 도소매업과 

상관관계를 가지나 그 관계가 서로 상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6.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예술 산업의 입지적 특성

을 파악하고, 그들의 지역 경제와의 연계성을 분

석하는 것이다. 특히 문화산업 중에서도 매출액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의 사회/문화적 기여도가 

높으며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특성으로 종사자수 

및 사업체 수의 비중이 크고, 관람객이 공연장이 

입지한 지점을 직접 방문하며 전·후 연결되는 활

동들과 관련된 업체들의 입지효과가 높아 지역경

제 및 경제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

되는 문화예술산업의 공간적 특성과 지역 산업과

표 6. 다중회귀 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화계수 t값 p-value VIF

공연장

상수 　 1.750 .097 　

갤러리 .711 11.132 .000 11.177
부동산자문 및 중개업 -.213 -6.427 .000 3.004

기타 주점업 .187 3.544 .002 7.658
한식 음식점업 .336 3.729 .002 22.204
영화상영관 -.102 -2.335 .031 5.263

R2=.993, 수정된 R2=.992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화계수 t값 p-value VIF

갤러리

상수 　 -2.551 .020 　

공연장 1.044 17.242 .000 6.125
부동산자문 및 중개업 .257 7.660 .000 1.878

기타 주점업 -.228 -3.495 .002 7.127
셔츠 및 외의 도매업 -.058 -2.184 .042 1.183

R2=.989, 수정된 R2=.986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화계수 t값 p-value VIF

영화상영관

상수 　 .063 .950 　

셔츠 및 기타의복 소매점 .587 5.760 .000 1.464
기타 주점업 .285 2.700 .014 1.568
두발미용업 .236 2.089 .050 1.802

R2=.858, 수정된 R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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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계성을 분석해 보았다. 소비자가 관련시설이 

있는 장소를 방문해야 하는 소비의 유사성을 지니

는 갤러리와 영화 상영관의 경우와 비교하기 위하

여 각 사업체의 주소자료를 이용한 커널밀도분석

과 공간적 자기상관성 여부를 분석하고, 국지적 

클러스터를 확인하기 위하여 LISA 분석을 실시하

였다. 특히 이들의 밀집분포로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는 대학로 일대를 중심으로 공연예술 산업의 가

치사슬을 구성하는 다양한 활동들의 공간적 분포

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하

여 공연장의 분포를 설명하는 지역 경제활동을 파

악하고 지역 경제경관과의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갤러리와 영화 상영관의 분산 분포와 

달리 공연장은 대학로 일대를 중심으로 단일 클러

스터가 나타난다. 대학로 일대를 중심으로 공연예

술 산업의 가치사슬을 구성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밀집분포하며 공연예술 산업의 클러스터를 이루

고 있는 공간적 분포의 특성이 파악된다. 또한 다

중회귀분석 결과 서울에서 공연장 분포에 가장 많

은 영향력을 보이는 변수는 갤러리이며, 한식 음

식점업과 기타 주점업도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연장이 밀집되어 있는 대

학로 일대에는 공연장뿐만 아니라 공연물의 기획

과 생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공연기획제작사

와 극단 및 공연단체들이 인접하여 분포하여 공연

예술 산업의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각각의 역할과 상호 긴밀한 접촉과 작

업의 공조가 요구 정도에 따라 그들의 분포지점

에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공연장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그 가까이에 입지하고 있다. 서

울의 대학로 일대 지역은 공연예술 산업의 가치사

슬을 구성하는 관련 활동들이 인접 분포하여 이들 

사이의 긴밀한 인간적 관계망에 의한 암묵적 지식 

및 공연예술 상품의 가치의 창출이 이루어지는 명

실 공히 공연예술 산업의 대표적인 클러스터로 작

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서울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산업들의 

입지와 연관된 문화예술시설 및 경제활동들의 입

지연계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세계적으로 연극공

연장의 밀집도가 높은 서울 종로구의 대학로 일대

를 대상으로 공연예술의 가치사슬을 구성하는 주

요 활동들의 공간적 분포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그들의 공간적 분포 양상을 

파악하는데 그쳤으나 추후 이러한 문화산업 클러

스터 내부에서 이들 사이에 작업과정과 암묵적 지

식의 형성과정 등을 비롯한 공연예술 산업의 가치

사슬 자체에 대한 정교하고 치밀한 분석이 요구된

다. 또한 이들이 지역경제 및 지역 경제경관 형성

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분석하는 한 단계 심

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주

1) 방송, 문학, 건축, 만화, 기타 등의 종사자수가 포함되었음. 

2) 『2015 예술인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대중음악, 국악, 연극, 영화, 방송, 만화, 기

타 등 14부분에 대한 지역별 예술인 수를 바탕으로 입지계수

(LQ )를 다음 식으로 산정한 것임.

 LQ=

aki

Ak

aki
aki

Ak

14
∑
k

15
∑

i

14
∑
k

Ak=  
aki: i지역 k부문 예술인 수

 3) 공식 통계자료에는 사업체 구분의 세세분류상 미술품판매업

과 골동품 판매업이 같은 카테고리로 묶여 있어 순수한 미술

품 전시공간에 대한 자료 취득이 어렵다. 

4) 모란 산포도에서 수평축은 i지역을 나타내고 수직축은 인접

한 지역의 속성 값을 나타낸다. Local Moran’s I 값이 1에 가까

울수록 기울기는 커진다. 정적인 상관성을 나타내는 High-

High(제1사분면), Low-Low(제3사분면)와 부적인 상관성을 

보이는 Low-High(제2사분면), High-Low(제4사분면)으로 나

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 H-H 지역(hot spots)은 i지역과 인접한 

지역들의 속성 값이 높은 것을 의미하고 L-L 지역(cold spots)

은 i지역과 인접한 지역들의 속성 값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H-L 지역은 i지역의 높은 속성 값이 인접지역의 낮은 속성 값

에 둘러싸여 있음을 의미하며, L-H 지역은 낮은 속성 값의 i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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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 높은 속성 값의 인접지역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음을 의미

한다. 

5) 본원적 활동(primary activity)은 (1) 입고(입력), (2) 운영(생산 

및 처리), (3) 출고(저장 및 분배), (4) 마케팅 및 판매, 그리고 (5) 

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입고(물류)활동 내의 원재료는 입고

처리 됨으로써 조직에서의 기본적인 가치가 부가되며, 그 가치

는 생산 활동을 통하여 제품으로 제조됨으로써 또 다시 새로

운 가치를 더하게 되고, 포장, 저장, 선적을 거쳐 배달을 기다리

게 되며, 이 과정에서 역시 새로운 가치가 부가된다. 마케팅 및 

판매 활동에 의해 제품을 고객에게 조달하며, 최종적으로 고

객에게 서비스가 수행되게 된다. 이들 주 활동은 순차적인 흐

름으로 연결되어 있고, 모든 활동의 결과 축적된 가치는 기업

의 이익을 형성한다. 지원활동(support activity)은 (1) 기업의 인

프라스트럭처(회계, 재무, 경영), (2) 인적자원 관리, (3) 기술 개

발, (4) 조달 프로세스 등에 의해 골고루 지원된다. 지원활동

은 모든 본원적 활동을 지원할 뿐 아니라 지원활동 간에도 서

로 지원한다. 

6) 서울 대학로 소재 공연기획사 대표 인터뷰

7) 통계청에서 전국사업체조사 2014년 자료를 적용하였으며, spss 

프로그램으로 단계적 방법을 통한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 

였다.  

8) 본 모형에서 결정계수 R2 값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상관관

계가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독립변수들이 사용되었기 때문이

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공연장의 분포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문화 및 경제활동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공선성을 검증하여 독립변수들을 조정하는 작업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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