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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정보

도시 특성 감안한 문화산업 전략 유도해야
요약
○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문화산업을 경쟁적으로 육성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국내 문화산업의 실상과 각 지역에 맞는 전략을 통해 이
를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우리나라 문화산업은 통계에 나타나 있는 것보다 유통부문 등 저부가가치
부문이 많으며, 주요 문화콘텐츠산업은 거의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그것
도 강남·서초구, 종로·중구 등에 집중되어 있음.
- 첨단문화산업단지로 조성될 계획으로 있는 도시들은 문화산업이 다른
도시에 비해 비교적 발달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으나, 절대적인 수준
에서는 매우 미약한 상태임.
○ 따라서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발전은 서울 중심의 문화산업을 어떻게 효율
적으로 전 도시에 파급시키는가 하는 것이 관건임.
○ 각 도시들의 특성을 감안할 때 서울은 문화예술활동을 계발하고 이를 어
떻게 상업화하는가 하는, 보다 근본적인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수도권 도시들은 서울지역 문화인프라의 파급과 지역내 문화산업적 자
원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 새롭게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기를 원하는 도시는 단편적인 지원보다는
문화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확보하는 방향
이 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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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화산업에 대한 도시별 정책 수요 높아
○ 최근 문화산업이 21세기 산업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들
이 그 지역의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력, 자금 등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이러한 점은, 지방자치단체들간의 경쟁의 형태로 나타나는 점은 바람
직할 수 있으나, 지역들의 특성을 감안하지 못할 경우 자원이 중복되
거나, 정책을 효과적으로 전개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정책 수행시 국내 문화산업의 구조와 지역별 문화산업적 입
지요인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국가 전체의 문화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임.

문화콘텐츠산업 서울에 집중
○ 통상 문화산업에 매우 많은 산업이 포함되지만, 통계청에 의해 문화산
업으로 분류되는 산업 중 매우 높은 비중이 유통산업이라고 할 수 있음.
- 사업체 기준으로 볼 때, 출판부문에서 65.5%, 게임부문에서 99.5%,
영화부문에서 95.6%, 음반부문에서 98.8%로 나타나며, 기타부문에서
21.0% 등의 비율을 유통산업이 차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 문화산업은 서울 집중도가 매우 높다는 또다른 문제점을 내
포하고 있음.
- 전략문화콘텐츠 제작통계를 살펴보면, 서울의 사업체수는 영화콘텐
츠가 81.59%, 애니메이션이 94.55%, 게임이 84.97%, 방송이 54.96%,
음반이 80.90%로 나타남.
- 서울 집중이 덜 이루어지고 있는 방송산업의 경우에도, 방송국 지사
가 지방으로 분산되어 있는 데 기인할 뿐, 실제적인 콘텐츠개발은
서울에 집중되고 있음.
○ 서울내에서도 강남·서초구, 종로·중구, 영등포·마포구 등에 문화산
업 기업체가 집중되어 있음.
○ 인천, 경기 지역 등 수도권의 문화산업도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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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콘텐츠 산업의 집중도
종사자수
영화
애니
콘텐츠 메이션
수
도
권

서울 86.66

사업체수
영화
애니
콘텐츠 메이션

게 임

방 송

음 반

계

97.70

87.46

71.71

73.55

82.99

81.59

게임

방송

음반

계

94.55

84.97

54.96

80.90

77.47

인천

0.00

0.27

3.50

1.80

0.06

1.13

0.00

0.91

4.58

2.07

0.56

1.25

경기

4.40

0.50

2.43

3.64

23.41

3.44

5.00

0.91

4.58

6.61

13.48

6.23

소계 91.06

98.46

93.39

77.15

97.02

87.56

86.59

96.36

94.12

63.64

94.94

84.95

자료：문화관광부,「2000 문화산업통계」
, 2001.

는 반면, 문화 관련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에 첨단문화산업 지정도시들은 도시내에서는 문화산업에 자원들
이 집중되어 있는 듯 보이나,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취약함.
- 최근 문화관광부는 대전, 춘천, 부천, 청주, 광주, 경주, 전주 등이 첨
단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지원을 결정하였음.

바람직한 문화산업도시는?
○ 문화산업은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할 뿐 아니라 도시를 재개발하게 하
는 등의 기능을 갖고 있는 한편, 반대로 문화산업의 생산요소가 도시
에 있는 거주환경 등 도시의 제반 환경이기 때문에 둘 간에 매우 밀접
한 관계를 갖고 있음.
- 이러한 도시지역에서 문화산업 클러스터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는 인력, 금융, 관련 산업 등의 공급측면이 매우 견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관광, 엔터테인먼트 등의 수요측면이 같이 어우러져야 하며,
적절한 산업조직과 기업의 전략이 필요할 것임.
○ 대표적인 사례는 뉴욕의 실리콘 앨리, 샌프란시스코의 멀티미디어 걸
치, 토론토의 멀티미디어지역 등이 있는 북미의 도시들과 영국의 셰필
드 등 유럽의 주요 도시에서 나타남.
- 이 곳들은 창의적 문화예술, 기술, 인프라 등의 기반이 기업의 제작,
유통, 소비 및 외부의 파생수요 등을 촉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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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전략, 도시별로 다르게 전개해야
○ 서울을 세계적인 문화산업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국내의 다른
도시와 경쟁하는 수준이어서는 안되며, 북미형의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모든 기능을 시장에 맡기되, 정책 초점은 문화예술활동 등
핵심적인 콘텐츠 개발, 문화예술활동과 멀티미디어 기술과의 융합,
지속적 상업화를 위한 환경조성 및 문화, 기술, 산업계의 활발한 교
류를 촉진시키는 것이 필요함.
○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의 문화산업 인프라가 적절히 파급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문화산업의 파급경로가 지하철 통근 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
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IT산업이 지하철 4호선, 경부선,
경인선을 따라 발전하고 있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새롭게 문화산업을 지원하는 도시의 경우에는 도시내의 문화산업 클러
스터를 강화하는 한편, 다른 도시로부터 파급효과, 다른 도시로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함.
○ 중앙정부에서는 도시 자체의 특성 및 인근도시와의 파급효과를 동시
에 감안하여 도시를 선정하고, 운영계획을 지도함으로써 도시내, 도시
간 클러스터를 강화시켜야 함.

박 진 수

구 문 모

(연구위원·서비스산업실) (연구위원·서비스산업실)

jinsoop@kiet.re.kr

mgoo@kiet.re.kr

(3299-3054)

(3299-3103)

※ 관련 보고서는 박진수·구문모·신창호,「문화산업과 도시발전」(연구보고서 제453호),
산업연구원, 2001. 12입니다.
※ 본 자료는 산업연구원 홈페이지 www.kiet.re.kr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미 발간된 산업경제정보 및 더욱 상세한 관련 보고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인•배광선 편집인•김도훈 편집·교정•조계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9 (우)130-742 TEL 3299-3114 FAX 963-85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