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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임학순

초 록

이 연구는 창작자들의 관점에서 만화클러스터의 창작환경, 혁신네트워크와 지역활성

화 효과를 평가하고, 만화클러스터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부천시의 만화클러스터 조성사례를 분석하였으며, 만화클러스

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화창작 인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

다. 조사 설계는 만화의 문화적 측면과 산업적 측면을 고려하여 만화클러스터에 관한 

논의 외에도 문화클러스터, 문화산업클러스터, 창조클러스터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만화창작자의 인식은 만화클러스터의 창작 환경, 혁신환경, 도시활성화, 충

성도를 중심으로 조사되었다. 분석결과, 만화창작 인력들은 만화클러스터가 시설 확보, 

지식정보 교류, 관계 형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에 기업, 

콘텐츠산업,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 측면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것은 

아직 만화클러스터의 혁신 환경이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만

화클러스터의 도시 브랜딩 효과는 비교적 높은 반면에 도시경제 활성화 효과는 낮게 평

가되었다. 또한 만화클러스터에 대한 만족도와 충성도, 정책의지 등은 상당히 높게 평

가되었다. 그리고 지식정보 요인, 정책요인, 지역활성화 효과 요인, 시설요인 등이 만화

창작인력의 클러스터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정책적 요인과 지

역활성화 효과 요인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

났다. 이것은 만화클러스터 충성도가 시설 공간 및 지식정보 요인 등 단기적인 요인 보

다는 정책적 요인, 지역활성화 효과 요인 등 비교적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더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

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만화클러스터의 지속발전 방향을 창작클러스터 측면과 만화

창조도시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장기적으로 만화클러스터가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접근과 경제적 접근을 통합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문화산업, 클러스터, 만화산업, 콘텐츠산업, 창조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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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만화클러스터에 관한 정책적 관심은 중앙정부의 

콘텐츠산업 육성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정책이 연계되

면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정부의 콘텐츠산업정책은 1990년대 

말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는데, 초기 단계부터 지역문화산업 

육성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지방 도시들은 문

화산업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기업, 인력, 시설 및 기자재, 지식, 

재정, 정책 경험 등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클러스터 전략을 통해 지역 문화콘텐츠산업의 취약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실제로 지역 도시를 선정하여 문화

콘텐츠산업 클러스터 조정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천

시는 만화산업과 영상산업을 중심으로 문화콘텐츠산업 클러스터

를 조성하는 지역으로 선정되었다.1) 

한편 부천의 만화클러스터는 부천시의 문화도시 비전 맥락에서  

조성되었다. 부천시는 1990년대 중반이후 문화를 활용한 도시 활

성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등 문화

콘텐츠산업을 중점 육성 분야로 설정하였다. 세 산업 분야 중에

서 창작인력, 기업, 만화문화시설, 축제, 진흥조직, 정책사업을 

체계적으로 갖춘 분야는 만화산업분야이다.2) 부천시는 1998년에 

부천만화정보센터를 설립하고, 제 1회 부천국제만화축제를 개최

하였으며, 1999년에는 만화산업육성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였

다. 그 이후 만화도서관 개관(2000년), 만화규장각사업 개시

(2000년), 만화박물관 개관(2001년), 부천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 

개관(2002년), 제 7차 세계만화가대회 개최(2005년), 한국만화영

1) 지역 문화콘텐츠산업 클러스터 조성 전략을 추진하는 도시로는 부천, 안양, 

고양, 성남, 인천, 춘천, 청주, 대전, 전주, 광주, 목포, 대구, 부산, 제주 

등을 들 수 있다. 

2) 애니메이션의 경우,  국제학생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과 애니메이션 기업이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영화의 경우에는 부천국제영화제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부천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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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진흥원 개원(2010년) 등이 이어졌다. 

이러한 부천시의 만화산업 전략은 만화창작집단과 기업들을 부

천지역으로 유입하게 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 만

화창작집단은 1999년부터 입주하기 시작하였는데, 1999년에 8팀

이던 것이 2013년 현재 71개 팀으로 확대되었다. 창작집단의 인

력은 1999년에 14명에서 2013년에는 278명으로 지속, 확대되었

다. 특히 2010년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설립으로 새로운 입주 

공간이 확대되면서 만화창작인력 또한 대폭 확대되었다. 

만화기업은 2002년부터 부천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하기 

시작하여, 2003년에 15개 기업이던 것이 2013년 현재 17개 기업

으로 늘어났다. 이것은 만화창작집단의 입주가 활발하게 이루어

진 것에 비해 만화기업의 입주는 다소 정체 상태에 머무르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경기콘텐츠진흥원(2013)의 『2012 경기콘텐츠

산업 실태조사』에서도 부천지역의 만화기업수는 21개로 부천지

역 전체 콘텐츠기업 총수의 10.7%에 불과하다.3) 이것은 만화클러

스터 조성 전략이 기업 수를 확대시키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만

화 창작자들의 집적에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만화창작집단의 집적이 만화클러스터 및 지역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매우 미흡하다. 만화클러스

터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만화기업과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

어졌으며, 클러스터의 핵심 행위자라고 할 수 있는 만화창작 인

력에 관해서는 심층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만화클러스터의 

가치에 관한 분석 또한 문화적, 예술적 관점 보다는 경제적, 산

업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았다. 

3) 경기콘텐츠진흥원, 『2012 경기콘텐츠산업실태조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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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별
총계

부천만화창작스튜디오 만화비즈니스센터

창작

지원실

기업

지원실
작가 기업 단체

팀 인원 팀 인원 팀 인원 팀 인원 팀 인원 팀 인원

1999 8 14 8 14

2000 4 9 4 9

2001 7 9 7 9

2002 9 10 9 10

2003 27 138 12 35 15 103

2004 28 144 12 38 16 106

2005 26 105 14 52 12 54

2006 27 127 17 58 10 69

2007 20 147 20 82 10 65

2008 32 92 22 76 10 16

2009 40 169 36 144 5 25

2010 88 408 43 161 1 3 26 89 18 155 3 25

2011 86 386 38 153 1 3 31 114 16 116 3 25

2012 88 392 43 166 29 114 16 112 3 25

표 1. 연도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만화클러스터 입주 현황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창작자들의 관점에서 만화클러스터의 

창작환경, 혁신네트워크와 지역 활성화 효과를 평가하고, 만화클

러스터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주로 기업 및 산업 관점에

서 접근한 것과는 달리 만화창작 인력의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점

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만화창작 클러스터에 

관한 연구는 향후 만화클러스터를 지속, 발전시키고, 만화도시 

비전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정책준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다. 

Ⅱ. 선행연구 검토 및 조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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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행연구 검토

만화클러스터 전략은 특정 지역에 만화 관련 인력, 기업, 시설 

등이 집적되고, 소통과 협력의 혁신 네트워크가 구축됨으로써 집

적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방법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만화클러스터에 관한 정의와 특성에 관한 논의는 매우 취약하며, 

이론적 연구  또한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만화클러스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클러스터와 문화산업클러스터에 관한 이

론적 연구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만화는 문화산업이면서 동시에 

문화예술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창조클러스터에 관

한 연구 또한 만화가 창조산업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

서 만화클러스터를 이해하는 이론적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문화클러스터는 문화지구, 문화쿼터, 예술지구, 문화산업클러

스터, 문화산업지구 등 다양한 용어로 논의되어 있다. 

Cinti(2008)는 문화클러스터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문화클

러스터 모형을 문화자원ㆍ활동 모형(Conditions and cultural 

resources/activities of the area)과 조직․거버넌스 모형

(Organization and governance of the cultural cluster)으로 구

분하고 있다. Cinti(2008)는 문화클러스터가 비즈니스 비용 절

감, 자본과 정보의 순환 촉진, 사회적 응집 강화 등을 제공함으

로써 지역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4) 

Hartley J.(eds)(2013)에 따르면, 문화클러스터의 지속성은 집적

(agglomeration)만으로는 확보하기 어려우며, 전문 인력의 풀, 

암묵적 지식의 소통과 교류, 신뢰관계, 사회적 자본 형성, 창의

적 활동 등 다양한 요인들이 갖춰져야 가능하다.5)  

Lazzeretti & Boix & Capone(2013)은 창조산업 클러스터에 관

한 기존의 연구를 문화경제(cultural economics), 집적경제

(agglomeration economics), 연관된 다양성(related variety), 

4) Cinti, T., “Cultural clusters and districts : the state of the art”, 

in Cooke P. & L.Lazzeretti(eds.), Creative Cities, Cultural Clusters and 
Local Economic Development, Cheltenham : Edward Elgar, 2008, pp.70-92.

5) Hartley, J.(eds.), Key concepts in Creative industries, SAGE 

Publications Ltd,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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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과 창조계급(creative class)의 역할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6) 창조산업 맥락에서는 창조환경(creative milieu), 창조적 

네트워크(creative network), 거버넌스 체계 또한 클러스터 효과

성과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7) 창조계급과 인

력에 초점을 둔 연구로는 Florida(2002, 2005)를 들 수 있다.8) 

창조도시 논의에서도 창조클러스터에 관한 논의를 다루고 있다. 

Smith & Warfield(2008)에 따르면, 문화지향적 창조도시는 문화

예술 발전, 공동체 형성, 사회적 통합 등을 강조한 반면, 경제 

지향적 창조도시는 도시경제 발전, 창조산업 육성 등을 강조한

다.9) 

이러한 문화클러스터와 창조클러스터 연구에 따르면, 만화클러

스터 전략 모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만화자원과 활동, 창조네트

워크, 창조인력, 조직과 거버넌스 요인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

다고 볼 수 있다. 만화클러스터의 가치를 만화문화의 발전에 둘 

것인지, 만화산업의 육성에 둘 것인지에 대한 논의 또한 필요하

다. 그리고 문화클러스터와 창조클러스터에 대한 논의에서 제시

된 바와 같이 만화클러스터는 지역활성화 맥락에서 검토될 필요

가 있다.  

6)  Lazzeretti, L.& Boix, R.& Capone, F., “Why do creative industries 

cluster”, in Lazzeretti L.(ed.), Creative Industries and Innovation in 
Europe : Concepts, measures and comparative case studies, London and New 
York : Routledge, 2013, pp.45-64. 연관된 다양성(Related variety)은 역량, 

혁신, 지식이전 맥락에서 산업영역간, 경제활동간의 관계를 의미하는데, 지역

체계에서 창조성과 혁신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논의되고 있다.

7) Koch, A.M.& G. Fuchs, “Economic Globalization and Regional Penetration 

: The Failure of Networks in Baden-Wurttenberg”,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37(1), 2000, pp.57-75. Koch & Fuchs은 클러스터의 거

버넌스 접근을 market approach, hierarchical approach, network approach로 

구분하고 있다

8)Florida, R.,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 And How it's Transforming 
Work, Leisure, Community and Everyday Life, New York : Basic Books, 

2002.  Florida, R., Cities and the Creative Class, New York : Routledge, 
2005.

9) Smith R.& K.Warfield, “The creative city : a matter of values”,, in 

Cooke P. & L.Lazzeretti(eds.), Creative Cities, Cultural Clusters and 
Local Economic Development, Cheltenham : Edward Elgar, 2008, pp.28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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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나라에서 문화산업 클러스터에 관한 논의는 2000년대 

들어와서부터 주로 지역문화산업 육성 정책 맥락에서 이루어졌

다. 문화산업 클러스터에 관한 초기 연구들은 주로 정부 및 공공

부문에서 지역문화산업 클러스터 실태 분석, 정책과제 개발, 컨

설팅 및 정책평가체계 구축 등에 관한 것이었다.10) 지역문화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정책적, 학문적 관심이 확대되면서, 연구주제 

또한 지역문화산업 클러스터 평가, 클러스터 행위자 및 혁신체

계, 클러스터의 파급효과, 정책거버넌스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

다. 

첫째, 클러스터 평가에 대한 연구에서는 클러스터의 평가요소

로 창작역량, 혁신네트워크 환경, 지역특성, 정책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로는 임학순(2004),  서정수ㆍ권재웅(2011), 

서정주(2012), 김삼철ㆍ김일태(2013) 등을 들 수 있다.11) 둘째, 

클러스터 행위자 및 혁신체계에 관한 연구는 클러스터를 구성하

1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문화산업 육성 방안 - 문화산업지구를 중심으

로』, 2000.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지역별 문화산업 육성정책 비교연구

-지방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정책을 중심으로』, 2001.  한국문화콘텐츠진흥

원, 『지역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와 정책과제 : 지역문화산업 클러스터 육성

을 중심으로』, 2003.  문화관광부, 『지역문화산업 클러스터 현황점검과 발

전방안』, 2003.  문화관광부, 『지역문화산업 발전전략 기본방향 연구』, 

2004.  문화관광부ㆍ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산업클러스터 지형도 작성

을 통한 지역문화산업 육성 방안』, 2006.  문화관광부ㆍ한국문화콘텐츠진흥

원, 『지역문화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방안』, 2007.

11) 임학순, 「지역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사전평가모델 개발에 관한 연

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5(2), 2004, pp.305-324. 이 논문에서는 정

책, 창작역량, 혁신환경이 평가지표영역으로 제시되었다.  서정수ㆍ권재웅, 

「춘천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진화와 회생」, 『만화애니메이션연구』, (25), 

2011, pp.155-175. 이 연구에서는 마이클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활용하여 

요소조건, 전략 ․ 구조 ․ 경쟁관계, 수요조건, 연관산업과 지원사업을 평가요

소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다이아몬드 모델은 서정수, 「지역 애니메이션산업 

클러스터의 진흥 성과 진단 연구」, 『만화애니메이션연구』, (28), 2012, 

pp.209-233. 연구에서도 활용되었다.  김삼철ㆍ김일태, 「광주문화산업 클러

스터 조성을 위한 평가지표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3(11), 

2013, pp.677-689.에서는 클러스터 평가지표로 지식정보교류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개발 ․ 생산 협력 등 산학연 연계 강화, 비전 제시자 발굴 및 확보, 

시스템 통합자와 전문 요소 공급자의 유치, 창의력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 벤

쳐캐피탈 등 금융지원시스템 개발 및 운영,  아웃소싱 활성화, 문화콘텐츠 관

련 기업과 지원시설의 집적화, 소비와 관광단지와 연계, 복합 클러스터 추진, 

클러스터의 브랜드화 및 해외 성공 클러스터 연계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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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위자 네트워크, 클러스터 수요자, 문화산업 생태계 등을 다

루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로는 박경숙ㆍ이철우(2013), 심상민

(2010), 전지훈(2013) 연구를 들 수 있다.12) 셋째, 지역 문화산

업 클러스터의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로는 주수현ㆍ유영명ㆍ원광

해(2007), 박경숙ㆍ이철우(2010) 등을 들 수 있다.13) 넷째, 정책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로는 이병민(2010)의 연구를 들 수 있다.14) 

우리나라에서 만화클러스터에 관한 연구는 만화클러스터의 기

반 조성 단계인 2000년대 초부터 이루어져 왔는데, 주로 만화클

러스터 평가와 발전 방안에 관한 것이었다. 첫째, 만화클러스터

를 지역문화콘텐츠산업 클러스터 정책 맥락에서 접근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지역문화콘텐츠산업 클러스터

를 분석, 평가하여 발전 전략 수립 및 정책컨설팅의 준거자료로 

활용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문화관광부(2003, 2004), 문화관광부

ㆍ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2006, 2007)의 연구들이 이러한 범주에 

포함되는데, 여기에서 만화클러스터는 문화콘텐츠산업 클러스터

를 구성하는 하나의 장르 또는 기반으로 다루어졌다.15) 문화관광

부ㆍ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2006)의 『문화산업클러스터 지형도 

12) 박경숙ㆍ이철우, 「대구문화콘텐츠산업 클러스터에서 트리플 힐릭스 주체의 

상호작용 특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9(3), 2013, pp.401-415. 이 연

구에서는 산, 학, 관의 상호작용을 다루고 있다.  심상민, 「지역문화산업 혁

신클러스터 새 모델 연구- 발전적 문화산업 생태계 개념과 경기도 혁신 클러

스터 적용을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17), 2010, pp.345-370.  전지훈, 

「창조산업 클러스터에서 창의적 환경의 수요자 지향성 연구- 고양문화산업 

클러스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문화정책논총』 27(2), 2013, pp.193-219. 

Choi, J., “Challenges and strategies of local cultural cluster 

promotion policies in Korea”, The Service Industrial Journal, 30(5), 
2010, pp.763-775. Choi(2010)은 한국의 지역문화클러스터가 전문화 수준과 

네트워크가 취약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13) 주수현ㆍ유영명ㆍ원광해, 「부산지역 문화산업 클러스터 분석에 관한 연

구」, 『산업경제연구』, 20(5), 2007, pp.1821-1845.  박경숙ㆍ이철우, 「클

러스터의 가치사슬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대구문화콘텐츠산업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3(4), 2010, pp.601-622.

14) 이병민, 「광역경제권하에서의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운영방향과 거버넌스 재

편전략」, 『문화경제연구』, 13(2), 2010, pp.95-125.

15) 문화관광부, “앞의 책”, 2003. 문화관광부, “앞의 책”, 2004.  문화관광

부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앞의 책”, 2006.  문화관광부 ․ 한국문화콘텐

츠진흥원, “앞의 책”,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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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을 통한 지역문화산업 육성방안』에서는 부천문화콘텐츠산업 

클러스터가 초기단계로서 산업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진단

하고 있다.16)  

둘째, 지역별 비교 분석 차원에서 부천문화콘텐츠산업 클러스

터를 분석한 연구들을 들 수 있다. 심상민(2010)은 경기 문화콘

텐츠산업 클러스터를 문화산업 생태계 모형 관점에서 분석하고, 

부천지역을 혁신 클러스터 1단계인 기반구축 단계로 평가한 바 

있다.17) 김관보ㆍ채경진ㆍ손호중(2012)은 경기 문화산업 관련 기

업 종사자 인식을 중심으로 고양, 성남, 부천의 클러스터를 창작

여건, 혁신환경, 정책지원 차원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부천클러스터 수준은 걸음마 단계로서 혁신 주체간 연결

고리 및 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18) 

셋째, 부천 문화콘텐츠산업에 초점을 둔 연구로는 고정민

(2002), 박광국(2005), 정미강(2010) 연구를 들 수 있다. 고정민

(2002)은 부천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성공 조건으로 네트워크 구

조, 구성요소, 역할구조, 생산과 소비 연계 구조 등을 제시하고, 

10대 전략과제를 제시하고 있다.19) 박광국(2005)은 만화산업 분

야의 입주업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투입인프라, 생산 및 유통, 

정책지원 측면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부천문화산업 클러

스터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부천지역의 만화

16) 이 연구에서는 부천문화콘텐츠산업 클러스터에 대해 공공기관의 의지와 혁신 

잠재력은 높지만, 기업간, 기업과 대학간의 네트워크는 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만화와 애니메이션산업이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고려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부천지역의 만화, 애니메이션업체들

이 서울로의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17) 심상민, “앞의 글”, pp.345-370. 이 논문에서 발전적 문화산업 생태계 모

형은 공진화, 자기조직화, 순화, 적응, 생태계 강화 단계로 구성된다. 

18) 김관보ㆍ채경진ㆍ손호중, 「경기도 문화산업 클러스터 분석 : 문화산업 관련 

기업 종사자의 인식도를 중심으로」, 『예술경영연구』, 24, 2012, pp.29-53. 

이 연구에서는 부천 문화콘텐츠산업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구축되기 위해서

는 ①혁신주체들의 네트워크 강화 ②교류협력 방식 및 내용의 다양화 ③기반 

시설의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19) 고정민,『부천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중장기 발전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2. 이 연구에서 제안된 10대 과제로는 산학연계 강화, 포럼 개최, 비전제

시자 확보, 시스템 통합자 확대, 인력공급, 펀드구성, 아웃소싱강화, 집적화, 

복합클러스터 추진, 클러스터 브랜드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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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클러스터 수준이 ‘약한 연계’, ‘지식교환의 일방성’, 

‘약한 사회적 연계망’등으로 아직은 연계 시작단계라고 진단하

고 있다.20) 정미강(2010)은 부천문화산업 클러스터의 문화적 가

치를 제고하기 위한 장소마케팅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

에서 만화산업 육성에 초점을 둔 연구들과는 차이가 있다. 이 연

구에서도 창작자와 기업간의 상호 작용 프로그램이 미흡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2. 조사설계 

부천 만화클러스터는 크게 다음 세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부천 만화클러스터는 중앙정부의 지역콘텐츠산업 정책 

및 부천시의 만화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부천

시는 국내 도시 중에서는 유일하게 국제만화도시 조성을 문화도

시 브랜드 맥락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부천만화산

업종합지원센터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만화비즈니스센터 등은 

만화창작집단과 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만화클러스터 조성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

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입주작가들에게 공간과 시설 기자재를 

지원할 뿐 아니라 법률서비스, 지식정보서비스, 소통과 협업네트

워크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부천 만화클러스터는 만화가들을 중심으로 한 예술창작

클러스터라는 점이다. 2013년 현재 278명의 만화가들이 한국만화

영상진흥원에 입주하여 만화 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 만화의 유

통 미디어 플랫폼이 다양해짐에 따라 만화가들은 출판 기업을 통

하지 않고도 직접 창작품을 유통시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이

러한 만화가들의 집적과 창작 스튜디오 활동은 부천만화클러스터

20) 박광국, 「부천시 문화산업 클러스터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 만화산업을 중

심으로」, 『지방연구』,  9(3), 2005, pp.115-137. 이 연구에서는 MUD 

NET(Middle-Up-Down Network) 클러스터 모형에 따라 클러스터 발전 단계를 연

계시작단계, 연계 강화단계, 학습단계, 혁신단계로 구분하고, 부천의 만화산

업클러스터를 가장 초기단계인 연계시작단계로 진단하고 있다. 



603

의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부천 만화클러스터는 만화산업과 만화문화의 결합형이라

는 점이다. 부천 만화클러스터에는 만화도서관, 만화박물관, 만

화규장각, 부천국제만화축제, 부천국제학생만화애니메이션축제, 

부천국제영화제 등 만화문화와 연관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부천만화클러스터가 창작인력, 기업 등 만화산업 요소와 

앞에서 언급한 만화문화 요소가 결합된 형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부천 만화클러스터에서 만화가 및 만화창

작집단은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핵심 행위자라고 할 수 있다. 만

화가 및 만화창작집단은 만화콘텐츠를 창작함으로써 만화콘텐츠 

가치사슬의 원천을 제공하고 있으며, 문화산업, 창조산업의 핵심

요소인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문화클러스터

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서도 창작인력은 클러스터 핵심 행위자로

서 중요하게 고려되어 왔다. 창작인력인 만화가는 프로젝트 기반

으로 창작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기고용이 가능한 1인 기

업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창작자들의 존재는 클러스터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창작인력들의 유입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

하기도 한다. 만화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만화 창작인력들의 상호 

소통과 교류 협력 활동은 만화창작 인력들의 창의성을 증진할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만화클러스터 창작

환경, 혁신환경 및 도시활성화, 만화클러스터 충성도를 만화창작

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첫째, 만화클러스터 창작환경은 만화창작자들이 만화클러스터

에 입주하여 얻는 혜택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측정되었다. 이러

한 혜택의 범주에는 시설공간 확보, 지식정보 확보, 사회적 관계 

형성, 창작비즈니스 구축, 클러스터 브랜드 활용 효과 등이 포함

된다.  

둘째. 만화클러스터 혁신환경과 도시활성화 수준은 기업과의 

협력수준, 타 콘텐츠산업과의 협력수준, 지역사회와의 협력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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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수준, 도시활성화 효과, 정책 수준 등으로 

측정되었다. 

셋째, 만화클러스터에 대한 만화창작자들의 충성도는 클러스터 

만족도, 입주 추천도, 입주의 지속성 의지, 클러스터 입주 자부

심 등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충성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인식요소 개념 측정 변수 

만화클러스터 

창작환경

만화클러스터 

입주가 

만화창작환경

에 미친 영향 

시설공간 확보, 지식정보 확보, 

사회적 관계 형성, 창작비즈니스 

구축, 정책사업 참여 활동, 클러스터 

브랜드 활용 효과 

만화클러스터 

혁신환경과 

도시활성화

만화클러스터 

행위자들의 

소통, 교류, 

협력환경 및 

도시활성화에 

미친 영향  

기업과의 협력, 타 콘텐츠산업과의 

협력, 지역사회와의 협력, 국내외 

만화네트워크 구축, 지역활성화 

효과, 정책요인  

만화클러스터 

충성도

만화클러스터

에 대한 

만화창작자들

의 만족과 

지속적인 애착

클러스터 만족도, 입주 추천도, 

입주의 지속성 의지, 클러스터 입주 

자부심 

표 2.  만화클러스터 인식 요소와 측정변수 

이 연구에서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부천만화창작스튜디오와 

만화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278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총 105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응답자 105명의 특성

을 살펴보면, 부천만화창작스튜디오에 42명, 만화비즈니스센터에 

63명이 입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44명이 2년 미만, 2

년 이상-4년 미만이 26명, 4년 이상이 34명으로 나타났다. 성별

은 남성이 71명, 여성이 34명이었으며, 20대가 15명, 30대가 48

명, 40대 이상이 42명으로 응답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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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부천시가 42명, 그 외 지역이 63명으로 나타났고, 정책사업

의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45명, 없는 사람은 56명으로 나

타났다.

Ⅲ. 분석결과 

1. 인식요소별 분석결과

1) 만화클러스터의 창작환경 

 만화클러스터가 만화가의 창작활동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결

과,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저렴한 시설 임대료(4.33)’, 

‘지식정보 확보(4.02)’, ‘만화가들과의 관계형성(3.98)’, 

‘만화정책지원 사업 참여(3.82)’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

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문항에 대해서 대부분 

‘보통수준(3.00)’ 이상으로 나타났지만,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평균 2.7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창작시설과 정책요인이 중요하게 제시된 것은 일반

적으로 만화가들의 경제적 환경이 취약한데서 비롯된 측면이 있

다고 볼 수 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입주 만화가 및 만화창

작단체에 대해 상당히 저렴한 임대료를 제시함으로써 만화창작자

들의 만화클러스터 입주를 권장한 측면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창작 시설 확보’ 효과는 정책적 지원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되

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만화클러스터는 독립 창작체계에

서 활동하는 만화창작 인력들에게 지식정보를 확보하고, 다른 만

화창작 인력들과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21)

21) 만화클러스터에 입주한 4명의 만화가들과 직접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만화클러스터에 입주하여 활동하면서 다른 만화가들과의 소통과 교류가 만화 

창작 활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명의 만화가

들은 다른 만화가들과 이야기는 나누면서 만화와 관련된 지식정보를 획득하

고, 창작 구상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이 만화가로 창작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다른 1명의 만화가는 혼자 독립적으로 

창작 활동했던 경우에 비해 클러스터에서 활동하는 것이 정서적 안정감을 제

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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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평균
표준

편차

창작 아이디어, 창작소재를 개발하는데 도움 3.48 .903

지식정보(만화트렌드, 산업동향, 정책동향, 

창작정보 등) 확보에 도움
4.02 .707

만화가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 3.98 .820

만화관련 기업들과의 비즈니스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
3.45 .974

해외 진출 활동에 도움 2.72 .985

창작활동 외의 다른 활동(강의, 지역활동, 

이벤트 등)에 참여하는데 도움
3.66 .969

만화정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데 도움 3.82 .896

만화가로서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찾는데 도움
3.69 .912

임대료가 저렴해서 시설과 공간 활동에 있어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에 도움
4.33 .755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라는 브랜드가 

만화활동에 도움
3.41 .845

표 3. 만화클러스터의 창작환경   

2) 만화클러스터 혁신환경 및 도시활성화   

만화클러스터의 혁신환경에 대한 분석 결과,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만화클러스터에 대한 정책의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에 만화와 타 콘텐츠산업과의 협력(2.93점), 부천시

민과의 소통 및 협력(2.94점), 지역대학의 소통 및 협력(2.82

점), 글로벌 만화시장과의 네트워크 체계 구축(2.84점),  부천지

역과 국내 타 지역의 만화 관련 네트워크 구축(2.86점) 등 다른 

혁신환경 요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만화창작인력과 기업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보통수준으로 평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화클러스터에 입주해 있는 만화기

업들이 만화가들의 창작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화가 4명 및 만화기업 관계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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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평균
표준

편차

만화가와 만화 관련 기업들간의 소통과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짐
3.17 .887

입주 기업들이 입주 만화가들의 

창작 및 비즈니스 활동에 실제로 도움
3.21 .920

만화와 타 콘텐츠산업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방송, 출판 등)과의 협력
2.93 .855

만화창작클러스터가 부천시의 만화도시 브랜드를

제고하는데 기여
3.87 .800

만화창작클러스터가 부천시의 

도시경제 활성화에 기여
3.59 .883

만화창작클러스터와 부천시민들간의 소통 및 협력 2.94 .906

만화창작클러스터와 지역대학의 소통 및 협력 2.82 .789

글로벌 만화시장과의 네트워크 체계 구축 2.84 .841

부천지역과 국내 타 지역의 

만화 관련 네트워크 구축
2.86 .829

만화정책과정에 만화계의 참여가 활발 3.44 .904

부천지역의 창조적인 도시 환경 3.49 .892

부천시의 만화창작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책의지 3.83 .772

명과 심층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입주한 만화기업의 영세성, 만

화출판시장의 침체, 만화가의 웹툰 퍼브리싱 증가 등이 입주한 

만화가와 만화기업의 교류 협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제시되었

다. 그리고 만화영역과 타 콘텐츠산업 영역과의 관계 또한 미흡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아직 만화클러스터가 만화창작자와 

만화기업, 그리고 만화 연관 기업들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만화클러스터의 지역활성화 효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만화도시 브랜드 제고 효과(3.87)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도시경제 활성화 효과(3.59)에 대해서는 상대적으

로 낮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부천 만화창작 클러스터 수준 평가

3) 만화클러스터 충성도

부천 만화클러스터 충성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전반적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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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점)나 만화계 지인에대한 입주 추천의도(4.13점)나 클러스

터 공간에서 지속적 활동 희망(4.17점)은 4점 이상으로 높게 평

가되었으며, 자부심(3.8점) 역시 보통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만화가들이 만화클러스터의 혁신 환경을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화클러스터 충성도는 상당히 높

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만화클러스터 충

성도가 높은 것은 만화클러스터가 만화가의 창작활동에 긍정적으

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지속,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 인식이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문항 평균
표준편

차

부천만화클러스터에 입주하여 활동하는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
4.13 .624

만화계 지인들에게 부천만화클러스터 입주를 추천 4.13 .592

앞으로도 계속 부천만화클러스터에 

입주하여 활동 희망
4.17 .631

부천만화클러스터에서 활동하는 것에 자부심 3.80 .879

표 5. 부천 만화창작 클러스터 만족도 및 충성도

2. 만화클러스터 충성도 요인 분석

만화창작자들의 만화클러스터에 대한 충성도 요인을 분석한 결

과,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식정보 요인, 사회적 관계 요

인, 정책적 요인, 창조환경 요인, 기업과의 연계요인, 국제적 요

인, 지역활성화 효과 요인으로 분류되었다.22) 또한 종속변수인 

충성도의 타당성(만족도=.866, 입주 추천도=.864, 지속적 입주활

22) 본 분석에서는 회귀분석의 사전단계로 측정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검토

하기 위해서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주성

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 중 베리맥스 회전방식(varimax)을 사

용하였고, 고유값(eigen value)이 1 이상인 요인만을 추출하였다. 우선 

Kaiser-Meyer-Olkin(KMO) and Bartlett 테스트 결과 KMO 값은 0.5 이상

(p=.000)으로 나타났고(판단기준 >=0.5),  요인적재값은 모든 측정변수에서 

일반적 판단기준인 0.5 이상(공통성은 >=0.4)으로 나타나 타당성이 확보된 것

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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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명 관측변수
요인 

적재치
공통성

Cronbach’

Alpha(a)

지식정보

요인

창작 아이디어 .87 .75
.6

지식정보 확보 .87 .75

사회적 관계

요인

만화가들과의 관계형성 .68 .47

.5창작 외 활동 참여 .76 .58

정서적 안정감 .66 .44

정책적 요인

정책사업 참여 .74 .55

.7부천시의 정책의지 .80 .65

정책만족도 .77 .59

창조환경

요인

창조적인 도시환경 .74 .55

.6타 콘텐츠산업과의 협력 .66 .44

지역대학과의 소통협력 .86 .75

기업과의

연계요인

만화관련 

기업비즈니스 형성
.86 .74

.6
만화가와 기업간 

소통협력
.86 .74

국제적 요인
해외진출 .83 .68

.5
글로벌 만화네트워킹 .83 .68

지역활성화

효과 요인

만화도시 브랜드 기여도 .85 .72

.8도시경제 활성화 기여도 .89 .80

시민과의 소통협력 .73 .54

동 의지=.881, 자부심=.781) 및 신뢰도(a=.853) 값도 판단기준에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7개 요인과 만화클러스터의 가장 큰 효

과로 제시된 시설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종속변수인 충성

도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피어슨(Pearson) 

상관계수를 이용하였으며, 모든 요인이 충성도에 대해 정(+)의 

상관계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3)

23) 상관계수 역시 모두 0.7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발생할 확률도 낮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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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인
충성

도

지식

정보

요인

사회

적 

관계

요인

정책

적 

요인

창조

환경

요인

기업

연계

요인

국제

적 

요인

지역

활성

화요

인

충성도 1

지식정보
요인

.457** 1

사회적
관계 
요인

.527** .561** 1

정책적
요인

.732** .400** .660** 1

창조환경
요인

.559** .339** .408** .652** 1

기업연계
요인

.411** .242** .367** .421** .476** 1

국제적 
요인

.476** .289** .370** .529** .614** .554** 1

지역
활성화
요인

.635** .365** .539** .601** .664** .417** .440** 1

시설공간
요인

.335** .176* .323** .175* .132 .115 -.034 .168

주. *p<0.05, **p<0.01

표 7. 상관관계 결과

다음으로 종속변수인 충성도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값은 0.625(0.594)의 모델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F=20.267, p<0.01), Durbin-Watson값도 2.159로 나타나 

수용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충성도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식정보요인, 정책적 요인, 지역활성

화 효과요인, 시설공간요인 등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정책적 요인(β=.557)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고, 

지역활성화 효과요인 (β=.307), 시설공간요인(β=.232), 지식정

보요인(β=.18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만화클러스터 충성

할 수 있다. 후술될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공차 한계값과 분산팽창요인(VIF)값

이 수용기준에 부합되어 다중공선성 문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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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시설공간 및 지식정보 요인 등 단기적인 요인들 보다는 정

책적 요인, 지역활성화 효과 요인 등 비교적 장기적으로 지속가

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더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나

타낸다고 할 수 있다.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표준오차 Beta

지식정보요인 .161 .066 .186 2.435 .017*

사회적 관계요인 -.180 .091 -.198 -1.982 .051

정책적 요인 .504 .093 .557 5.449 .000**

창조환경요인 -.104 .095 -.114 -1.101 .274

기업연계 요인 .024 .057 .034 .428 .670

국제적 요인 .095 .068 .125 1.402 .165

지역활성화 효과요인 .243 .073 .307 3.341 .001**

시설공간요인 .188 .055 .232 3.419 .001**

*p<0.05, **p<0.01

표 8. 회귀분석 결과

Ⅳ. 결론

이 연구에서는 만화클러스터가 만화창작자 관점에서 창작활동

의 거점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

석결과, 만화창작 인력들은 만화클러스터가 창작 공간 및 시설 

확보, 지식정보 교류, 관계 형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에 기업, 타 산업,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 

측면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만화클러스터의 

도시 브랜딩 효과는 비교적 높은 반면에 도시경제 활성화 효과는 

낮게 평가되었다. 또한 만화클러스터에 대한 만족도와 충성도, 

정책의지 등은 상당히 높게 평가되었다. 클러스터 충성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지식정보 요인, 정책적 요인, 지역활성화 

효과 요인, 시설 공간 요인 등이 제시되었는데, 특히 정책적 요

인과 지역활성화 효과 요인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



612

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만화클러스터 조성정책과 관련하여 다음 3

가지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첫째는 만화클러스터의 혁신환경 및 네트워크 구축 이슈이다. 

그 동안 문화산업 클러스터 이론과 창조산업 클러스터 이론에서

는 혁신환경과 네트워크 구축을 클러스터 효과성 요인으로 중요

하게 다루어 왔다. 부천 문화산업 및 만화클러스터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도 혁신환경 및 네트워크 구축은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

시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15년의 만화클러스터 조성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정책과제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도 현재 부천만화클러스터는 만

화기업, 콘텐츠산업, 지역사회, 지역대학 등과의 소통 및 협력체

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화창작자

들의 만화클러스터에 대한 만족도와 충성도는 상당히 높게 평가

되었다. 이것은 만화창작자들은 혁신환경 및 네트워크가 미흡한 

상황에서도 만화클러스터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만화창작자들이 실질적으로 

소통과 협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혁신 네트워크 환경을 구

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만화가가 참여하는 다양한 협

업 프로젝트, 만화교육 및 공간디자인 등 만화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등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다양한 만화 창작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화가 및 만화창작집단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이들의 창작 환

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창작 시설확보, 지식정

보 확보, 관계 형성, 창작 지원정책 강화 등 만화가 및 만화창작

집단의 요구를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만화가들로 

하여금 만화 창작 및 유통 관련 최신 지식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교육연수 및 컨퍼런스 프로그램, 창작 소재 개발을 위한 조사연

구 활동 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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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만화클러스터가 지역활성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경

제적 측면과 지역이미지 측면이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다. 만화가

들은 만화클러스터가 만화도시로서의 지역브랜드를 고양하는데 

다소 긍정적으로 기여한 측면이 있지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수준으로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만화클러스

터와 지역경제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만화산업 뿐 아

니라 만화관광, 만화를 활용한 공간 및 기업 브랜딩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만화클러스터가 도시발전의 동인으

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접근과 경제적 접근을 통합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도시의 만화산업 생태계를 구

성하는 만화 창작자, 만화기업, 투융자 환경, 정책지원, 타 산업

과의 연계, 지역사회 대학과의 연계, 해외진출 활성화 등이 종합

적으로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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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artoonists' Awareness of the Comic Industries Cluster

Yim, Haksoon

This article is aimed at evaluating the comic industries cluster 

in the cartoonists' perspective in terms of benefits, innovation 

milieu and loyalty. This article surveyed the 105 cartoonists in the 

Bucheon comic industries cluster, which has been established since 

1998. As a result of analysis, cartoonists evaluated the comic 

industries cluster in term of facilities, knowledge and 

information, and social relationship in the positive way. However, 

the business network with the comic companies, the other contents 

industries is not established. The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between the cartoonists and local communities is not active in the 

Bucheon comic industries cluster. In addition, while comic 

industries cluster is effective in terms of city branding, the comic 

industries cluster is not effective in terms of economic impacts. In 

general, cartoonists' loyalty to the comic industries cluster is 

highly evaluated. The five factors such as knowledge, policy, urban 

regeneration, facilities are very significant in terms of the 

cartoonists' loyalty. This article concludes with a discussion of 

the sustainable strategies of the comic industries cluster in the 

context of creative city through comic resources. 

Key Word : cultural industry, cluster, comic industry, contents 

industry, creative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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