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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시장질서의 변천

2014-03-26

세계 시장질서의 변천

피터 드러커
마이클 포터
공유가치 자본주의
아나톨 칼레츠키
앤소니 기든즈
대중 자본주의
신 자본주의

존 케인즈
수정 자본주의

자본주의2.0
2014-03-26
정부 중심

자본주의4.0 자본주의5.0
사회 중심 클러스터 중심

자본주의3.0
기업 중심

아담 스미스
고전 자본주의

자본주의1.0
시장 중심4

고전자본주의(1.0)시대의 시장지배 주체

정부

기업

소비자

MARKET

노동

환경

주주/투자가
201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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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자본주의(2.0)시대의 시장지배 주체

기타

기업

소비자

정부

근로자

환경

주주/투자가
201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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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본주의(3.0)시대의 시장지배 주체

기업

기타

소비자

기업

근로자

환경

주주/투자가
201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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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자본주의(4.0)시대의 시장지배 주체

정부

기업

소비자

사회

근로자

환경

주주/투자가
201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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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가치(CSV) 자본주의(5.0)시대

정부

기업

소비자

CLUSTERS

근로자

환경

주주/투자가
201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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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클러스터의 생성과 도시브랜드

2014-03-26

클러스터의 생성 요인

•
•
•
•
•
•
•
•
•

사람
시장
원료
교통
인프라스트럭쳐 (병원, 호텔, 문화중심 등)
R&D
학교
정부의 정책
비젼(기업/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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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의 형태

수직클러스터

복합클러스터

R&D

디자인
소재

수평클러스터

제조
보관
유통

유아복 여성복 남성복 등

판매
애프터서비스

201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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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의 특징

구분

클러스터

클러스터 아닌 곳

지역

밀집

분산

인프라공유

많음

적음

Transaction cost

낮음

높음

정보공유

용이

적음

경쟁 의식

높음

높음

혁신

많음

보통

물리적 접촉

많음

적음

익명성

낮음

높음

신뢰

높음

적음

공동체 의식

높음

낮음

규율*규제

내부규율

정부규제

사회적 책임수행주체

집단적

개별적

정부지원(보조금)

집단차원

개별차원

201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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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 사례

국내 사례

•
•
•
•
•
•
•
•
•
•
•

동대문 의류상가
구로 디지털단지
용산 전자상가
장충동 족발
신당동 떡볶이
마포 돼지껍데기
아현동 가구거리
논현동 건축자재거리
인사동 전통거리
부산 감천동 태극마을
송도 횟집동네

2014-03-26

국외 사례

•
•
•
•
•
•
•
•
•
•
•
•
•
•
•

뉴욕 뉴미디어
뉴욕 5th avenue
뉴욕 월스트리트
스웨덴 시스타 사이언스파크
핀란드 울루 사이언스파크
중국 하얼빈 빙설제
샌디에고 바이오텍
워싱턴의 IT 코라이도
실리콘 밸리
LA 의류 상가
영국 Savile row 양복
암스테르담 다이아몬드
두바이
일본 나고야---(토요타 본사) 자동차 클러스터
중국 중관촌---시장 정부주도형 값싸고 풍부한
연구인력
14

경쟁 패러다임의 전환과 도시 브랜드
• 프랑스 보르도 지역 _ 와인 산업 개발

Medoc Wine
- 프랑스 남서부 대서양연안에 위치한 온화한 지방
- 포도 경작지가 1만6500㏊에 달하는 메독에는 1400여 개의 포도
원이 있음

- 메독은 와인의 품질을 결정하는 기후，토양，포도나무，사람 네
가지 요인을 모두 갖추었으며,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음
- 유명 화가의 그림을 레이블로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한 '샤토 무통
로쉴드'에는 1년에 1만3000여명의 관광객이 찾아옴
- 테이스팅을 포함한 입장료는 25유로(약 4만원).볼거리를 제공하
기 위해 와인박물관도 운영 중
- 대형 와인할인점 '와이너리‘ 설립, 메독 와인뿐 아니라 다른 프랑
스 지방과 신대륙 와인을 함께 판매

- 방문객을 대상으로 13유로를 받고 어떤 와인 성향을 갖고 있는지
를 테이스팅해주는 프로그램도 호평을 받고 있음

출처: 한국일보 홈페이지 http://www.koreatimes.com/
한국경제 홈페이지 http://www.hankyung.com

201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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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패러다임의 전환과 도시 브랜드
• 실리콘벨리_ IT 산업

글로벌 기업 집중 및 혁신 생태계 구축
- 미국의 첨단기술 관련 산업은 미국 전체 경제의 약 11%를 차지하
고 있는 반면, 실리콘벨리에서는 첨단기업의 비중이 25%인
25,787개로 추산됨(2001년 기준)
- 실리콘벨리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투자하여 상업적인 성공을 거
둘 수 있도록 벤처기업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함: 실리콘벨리의
벤처자본가들은 첫번째 라운드의 벤처펀딩을 완료하는데 11.6개
월이 걸리는데, 이는 다른 지역의 벤처자본가에 비해 5개월 빠른
것임
- 매년 수많은 신생기업(start-up)들이 탄생하며, 끊임없이 성공신화
를 일군 기업가들을 배출: 수많은 인재들에게 자극을 주며 실리콘
벨리에 인재를 집중시킬 수 있는 데 큰 영향을 줌
- 실리콘벨리 소재 기업들은 직원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들고
나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적극적으
로 협조함

- 삼성, LG, SK, 한화 등 한국 기업 또한 실리콘벨리로의 진출을 가
속화하고 있음

출처: 중앙일보 홈페이지 http://www.koreadaily.com/
한국경제 홈페이지 http://s.hankyung.com
2014-03-26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2), 실리콘벨리의 첨단기술 산업 및 스타트업 환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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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패러다임의 전환과 도시 브랜드
• 밀라노_ 명품

다양성과 장인정신, 협업을 바탕으로 한 혁신성 구축
- 밀라노는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Lombardia) 주의 중심도시로
1980년부터 파리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패션의 수도로 발
돋움함
-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활동의 거점으로 삼고 있는 지
역이며,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디자인 교육과 실습을 목적으로 모
여듦
- 밀라노의 패션산업은 비즈니스와 문화, 하이테크와 장인기술, 개
인사업과 팀워크 경영 등이 혼재되어 있는 구조
- 1956년 이탈리아의 디자인 장려와 진흥을 목적으로 디자이너, 기
업가, 비평가, 문화기획자 등이 함께 설립한 이탈리아 디자인 협
회(ADI, Italy Design Association)는 각종 세미나와 전시회, 컨퍼
런스, 이벤트, 국제회의 등을 개최하고 굿디자인 시상제도를 주관
하여 다른 국가에게 모범 사례로 부각되고 있음
- 기업의 지원, 디자인 전문가, 공예기술 전문가, 커뮤니케이션 전문
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조직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시
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출처: 한국일보 홈페이지 http://news.hankooki.com/
양영완, 이상훈(2007), 밀라노 디자인의 시스템과 인프라스트럭처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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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패러다임의 전환과 도시 브랜드
• 뉴욕_ 패션/예술

다양성과 협업을 바탕으로 한 혁신성 구축

- 뉴욕의 소호(SOHO; South of Houston) 거리는 젊음과 패션의 거리
로 인식되고 있음
- 19세기 노예들과 남북전쟁으로 인한 군복 제작을 위해 봉제공장이
설립되어 성행하였으며, 1960년대에 낮은 임대료와 함께 공장 건물
을 창작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 예술가들이 이주해오기 시작하
면서 패션/예술의 거리로 자리매김함
- 1987년에는 뉴욕시가 패션특구를 지정하면서 디자이너, 패턴메이커,
단추∙옷감 가게, 봉제공장, 쇼룸, 유통업자가 한 곳에 집적되어 빠른
디자인 작업이 가능해졌으며, 이러한 부분이 패션 산업의 경쟁력이
됨
- 하지만 최근에는 비싼 임대료와 중국∙인도∙남미의 저가 봉제공장으
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출처: 중앙일보 홈페이지 http://article.joins.com/
세계여행신문 홈페이지 http://www.gtn.co.kr/
백만기의 아름다운 은퇴연구소 블로그 http://blog.joins.com/

18

지식, 정보, 문화 시대의 국가경쟁력의 주체는?

국가경쟁의 주체가 ‘국가’에서 ‘특성화된 지역’으로

국가

지역

지역(도시)이 국가이미지의 핵심경쟁단위로 부상

가치창출과 혁신의 주체로서의 중요성

201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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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 스미스는 일찍이 ‘창조적인 도시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국가 경제발전의 전제

• Jacobs(1984): “포스트 포디즘(탈 대량생산) 시대를 맞이하여 유연하면서도 혁신적인 자기조절능력에 기반한 도시
경제 시스템을 갖춘 도시”

• Landry(2000): “도시의 각종 문제들을 문화(창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도시”
• Florida(2002): “창조계급이 원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갖춘 도시”
• 사사키(2004): “지구적 환경문제와 지역사회과제에 대하여 창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도시 = ‘‘창조의 장’’이 풍부한
도시” ‘창조도시란 인간이 자유롭게 창조적 활동을 함으로써 문화와 산업의 창조성이 풍부하며 동시에 탈 대량생산의
혁신적이고 유연한 도시경제시스템을 갖춘 도시 ‘

• 임상오(2006): “지역의 정체성을 대변하며 지속적인 영감을 주는 재화를 일상의 삶 속에서 생산ㆍ유통ㆍ소비ㆍ학습
하는 도시”

2014-03-26

경쟁력 있는 도시란 ?

Hall and Laundry 『The creative City』 中
• 예술가 및 과학자의 자유로운 창조활동 보장
• 노동자 및 기능인이 자기 능력을 발휘하여 유연한 생산 전개
• 자기혁신 능력 충만한 도시경제시스템

• 도시의 과학과 예술적 창조성을 지탱하는 대학,전문학교,연구기관 및 극장,도서관 등의 문화시설 정비
• 중소기업,기능인의 권리 옹호
• 신규창업 등의 창조적인 일을 지원하는 비영리부문 충실
• 산업발전이 구성원의 생활의 질을 개선하고 충실한 사회서비스 제공함
• 환경,복지의료,예술 등의 영역에서 새로운 산업의 창조와 발전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산업 활력과 생활문화

(생산과 소비의 균형)
• 환경 보전으로 구성원의 창조력과 감성을 높이는 아름다운 도시경관 유지
• 행정에 있어 다양하고 창조적 활동을 보장하는 주민참가시스템
• 창조적 자치단체행정을 뒷받침하는 재정자주원과 정책형성능력이 높은 공무원

2014-03-26

21세기를 향한 창조도시 시스템은 도시의 분권화와
연계·협동하는 사회적 실험을 통해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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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예술산업 경제파급효과
구분

경제효과

경제효과

212억＄

세금

9억 4백만＄

일자리

160,300여개

임금

82억＄

텍사스에 기름이 있다면 뉴욕에는 예술가가 있다

• 미국 배우. 패션디자이너, 영화감독, 전시기획자, 그래픽 디자이너, 건축가, 미술가의 45% 이상이
뉴욕을 거점으로 활동 하고 있으며 이들이 뉴욕 경쟁력의 원천

• 뉴욕에는 문화예술 비영리 단체가 2,000여 개, 아트갤러리 500 여 개 , 디자인 서비스 기업
2,300여 개와 광고기획사 1,100여 개, 영화 제작 스튜디오가 145개 이상 존재
출처: Alliance for the Arts (2006) 및
Center for an Urban Future (2005

2014-03-26

3.

동대문의 브랜드 경쟁력

2014-03-26

동대문 브랜드의 경쟁력 분석 (I)_내부적 요인

 5만개가 넘는 공장과 30개 이상의 대형 매장으로 인한
치열한 경쟁체제 존재
 최신의 패션/디자인을 전공한 신규 진입자(경쟁자)
 대규모의 직물,의류부자재 공급과 연관산업의 지원 등
상호 협력체제 존재
 러시아, 중국, 아시아계 바이어와 패션감각이 높은 일본계
바이어가 고객으로 존재
 동대문 상품을 대신한 대채 상품은 많지 않음
 동대문의 개혁은 느리지만, 아직은 동대문 패션 산업은
수익성이 높은 편
 수직클러스터에서 R&D 취약 및 교육 기능 결여
 마이클 포터의 5 forces Analysis Model 사용
201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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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클러스터의 내부 환경 분석

경쟁자(신규진입자)

신규브랜드샾의 등장
참신한 디자이너

아시아 시장 진출

공급측면

현재의 동대문
경쟁력

구매자 측면

직물 및 의류 부자재
제조업체

복합 쇼핑 센타

Asian wholesalers

고급 봉제품 공급

값싸고 빠른 생산체제

대체가능분야
숙련 봉제공
201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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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브랜드의 경쟁력 분석 (II) _외부적 요인

 인구의 고령화로 고급패션제품의 수요 증가 및 노동력의
감소예상
 사회의 성숙으로 복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 및 정부의 규제
강화
 IT의 빠른 발전으로 CAD, IT 기반 패션/의류 제조 산업 증
가
 파리/밀라노와 중국 심천 사이의 샌드위치 신세로 현상
탈피 불가피



R&D, 디자인 능력 부족
저 원가전략으로는 중국(심천)과의 싸움에서 필패

201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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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클러스터의 외부 환경 분석

경제환경
아시아 관광객
대량 흡수

인구적 환경

한류와 아시아 관광객
동대문 브랜드의
확립

저성장/불황

기회
청계천

기술적 환경

패션 클러스터로의
발전

정치적 환경

정부지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국제경쟁력 제고)

빠른 속도
201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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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브랜드의 경쟁력 분석 종합

기회

경쟁 전략

•World Cup 파급
• 한류의 영향
• 청계천 의류산업

요소 조건

수요 환경

• 값싼 숙련공
• 가장 큰 소매지역
• 신개념 다목적쇼핑센타

• 고급브랜드가치/서비스
• 고부가가치비즈니스
• 글로벌경쟁력

연관/지원
산업
• 고급봉제생산
• 직물 및 의류 부자재 생산

2014-03-26

• A speedy system
•One-Stop-Shopping
•Promoting the young people

정부의 지원
• 컨설팅 서비스
• 패션쇼 등 이벤트 개최

28

4.

해외도시의 브랜드 경쟁력 성공사례

2014-03-26

[영국 게이츠헤드시 도시재생 프로젝트]
 1970년대 석탄, 제철, 정유, 조선업으로 번창하던 도시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로 제조업이

몰락하는 등 인구 20만의 소도시로 지속적 침체
 1988년 문화를 모티브로 한 도시마케팅과 재생프로젝트 추진으로 도시 이미지 제고
 예술성과 창의적 디자인을 도입한 건축물 및 조형물 건립으로 관광명소로 뽑히며 문화도시로 경쟁력 향상
시 의회 발상의 전환 “도시재생 프로젝트”
- 1988년 도시재생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게이츠헤드의 희망 아이콘 ‘북쪽의 천사’
건립과 함께 시작

성공요인
- 문화와 예술을 통한 도시 활력 및 재생의 가능성 증명
1

-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살리면서 당대의 시대상을 살린 창조적인 문화
시설 건립 ex) 세이지홀, 녹슨 공장 ’발틱현대미술관’, ‘움직이는 다리’, ‘밀레니엄브릿지’
- 관광객이 타겟이 아닌 지역주민에 의해 문화와 예술을 통한 문화도시 창조

북쪽의 천사

세이지 음악홀
2014-03-26

발틱현대미술관

밀레니엄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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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다보스-산골지역에서 세계의 중심지로]

• 인구 1만 2천여 명의 해발 1,575m 높이의 스위스 산간지방
• 세계 지식인들의 토론과 화합의 장소로 엘리트 브랜드가 다보스로 발전

WEF 회장, 클라우스 슈밥의 리더십 (비전 제시와 지속적 열정)

성공요인
- 비전제시, ‘리더들의 역사적인 화합의 장소’
1

- 1982년 다보스 포럼 창설 이후 25년간 꾸준한 네트워크를 구축한 끝에 성공

‘고립’이라는 입지적 약점을 강점으로 활용한 발상의 전환

성공요인
- 제일 가까운 공항에서 다보스 포럼 장까지 자동차로 2시간 떨어져 있는
2
해발 1,575m의 조그만 산골 마을.

성공요인
3

2014-03-26

주제 선정의 혁신성과 창조성
- ‘'새로운 현실의 공통규범’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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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다보스-산골지역에서 세계의 중심지로]

• 지역 브랜딩을 활용한 스위스 국가의 평화 이미지 구축과 국제 행사를 통한 마케팅

국제적십자위원회
설립

자연 이미지

민간단체 전략
활동 이미지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본부 유치

2014-03-26

인권
이미지

안정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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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스틴- 인재의 유치를 통한 IT 브랜드 창조]

• 창조적인 인력의 유치로 미국 제2의 첨단산업 중심지로 부상한 텍사스 오스틴
• 오스틴 만의 독특한 도시 분위기로 젊은 고급 IT 인재들을 유치, 미국의 새로운 IT 산업 중심지로 부상

성공요인
1

연중 지속되는 아열대성 기후와 친환경적이고 심미안이 돋보이는 주거환경

음악, 미술 등 다양한 공연 예술 활동을 공유하며 창조적인 작업에 적합한

성공요인
2

도시의 분위기
- 오스틴 시의 공식 슬로건인 ‘The Live Music Capital of the World’일

정도로 매일 밤 50여개가 넘는 라이브 밴드가 연주함

70년대에 시작된 정부의 적극적인 첨단산업 유치와 텍사스 주립대학을

성공요인
3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창업 지원
- 오스틴 내 기업 절반 이상이 텍사스 주립대학 출신에 의해 설립됨
- 텍사스 주립대학 내 창업센터의 지원이 신생기업의 사업 성공에 보증수표
일 정도로 업계에서 신뢰도가 높음

201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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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스틴- 인재의 유치를 통한 IT 브랜드 창조]

• 관광명소의 부활
• 오스틴주 슬로건은 다양하고 독특함을 강조하는 문화로 자리매김

인근 관광지_샌안토니오, 텍사스리버워크

청계천의 모델이 된 텍사스리버워크는 대공황 시대의 프로젝
트로 1941년에 완공되어 노상 카페, 야외 레스토랑, 상점과
호텔들이 활기차게 영업하고 있음.
출처: http://terms.naver.com/

오스틴 주 슬로건, “Keep Austin Weird”

오스틴독립사업체연합이 2000년 소상공인들을
홍보하고자 "오스틴을 별나게" 슬로건을 채택한
이후 이 문구는 오스틴의 비공식 표어가 됨.
출처: http://en.wikipedia.org/

201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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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오덴세 - 안데르센을 키운 원동력]

• 1805년 4월 덴마크 오덴세에서 구두수선공으로 태어난 안데르센은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훗날 “나는 오덴세에

서 행복한 어린시절을 보냈다.” 라고 회상함. 오덴세시는 안데르센이 아름다운 동화를 쓸 수 있도록 원동력을 제공

창의적
환경

창조적
인물

지역 경쟁력

안데르센의 고향이라는 장점을 문화코드로 승화

성공요인
- 박물관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
1

- 안데르센 박물관을 비롯하여 7개의 중소 규모의 박물관으로 구성

산업환경에서 창조환경 재창조

성공요인
- 제1의 철강산업 도시에서 동화마을로 이미지 전환
2
- 산업중심 도시구조에서 문화산업의 도시로 전환

201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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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오덴세 - 안데르센을 키운 원동력]

• 오덴세 지역은 동화와 관련된 명소가 주를 이룸

안데르센 공원

“미운 오리 새끼”의 주요 무대가 된 곳

안데르센 박물관

안데르센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전시함
안데르센이 유년시절에 살던 집도 볼 수 있음

성 크누드 교회
안데르센과 어머니가 다녔던 교회

교회가 세워졌던 13세기, 오덴세는 중세 크리스트
교의 성지로 많은 순례자들이 방문한 지역이었음
201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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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더블린- 다국적 두뇌들의 집합소]

• 창조적인 인력의 유치로 소프트웨어 강국으로 부상
• 심각한 기근으로 100만 명이 아사한 19세기 중반과 빈곤을 면치 못했던 20세기를 뒤로하고 하이테크 강국으로 부상하며
켈트 호랑이의 기적’을 달성, 세계의 다국적 두뇌들을 이끌고 있는 아일랜드 더블린

성공요인
1

성공요인
2

성공요인
3

2014-03-26

교육 장기투자를 통한 고급두뇌 육성
- 학사학위 취득 시까지 학생들에게 무상교육이 실시되어 특히 이공계 고급
인력의 풍부

젊은 두뇌를 유치하기에 좋은 다양한 볼거리와 활기찬 도시 분위기

더블린에 기업 진출 시 주어지는 각종 세제 혜택 및 제도적 지원
- ‘디지털 허브’ 프로젝트: 더블린 도심지에 디지털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범국가적 프로젝트로 기업에 집적이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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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더블린- 다국적 두뇌들의 집합소]

기네스 공장
1759년 아서 기네스에 의해 처음 만들어진 기네스 맥주는 아이리시
드라이 스타우트 맥주의 대명사임

기네스 회가사 세계 최고의 기록만을 모아 해마다 발간하는 “기네스
북”은 심오한 학문영역에서부터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기
록을 수록하고 있음

트리니티 컬리지
‘아일랜드 인문학의 발상지’이자 아일랜드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평가
받고 있음

1592년 엘리자베스 1세(Elizabeth I, 1533~1603)로부터 공식 허가장을
받으면서 설립됨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어니스트 월턴(Ernest Thomas Sinton Walton,
1903~1995)과 대(大)수학자 윌리엄 로언 해밀턴(William Rowan
Hamilton, 1805~1865)이 이 학교 출신임
출처: http://terms.naver.com/

201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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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헬싱키-어둠에서 빛으로]

• 숨은 자원을 재창조하여 관광도시로 변신한 헬싱키
• 북극에 가까운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춥고 어두운 곳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잠재된 자원인‘빛’을 창조적인 관광상품으로
개발한 이후 매년 관광객 증가

새롭고 낯선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보다는 잠재되어 있던 자연환경을

성공요인
1

활용하는 창의력으로 이미지 변신에 성공
- 야간의 빛을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킴
- 도시 전체의 조명 및 야경 관광

성공요인
2

겨울에 2주간의 축제 ‘빛의 제전’을 주관하여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성공요인
3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민간기업으로부터의 활발한 자금 지원 및 후원

2014-03-26

축제로 발전

- 필립스 주식회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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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하얼빈-혹한을 축제로 승화]

• 하얼빈의 ‘축제를 통한 창조도시’ 만들기
• 섭씨 영화 27도, 한방 중의 체감온도 영화 40도의 혹한에도 불구하고 얼음 관련 문화시설과 이벤트를 통하여 창조도시로
발전

성공요인
1

하얼빈의 지도자 두우신 당서기의 리더십
- ‘경제’ 도시 하나만이 아니라 ‘낭만’과 ‘평화’를 아우르는 감성적 접근
- 창조도시를 위한 비전 제시

발상의 전환, ‘혹한’을 자원으로 활용

성공요인
2

- 춥고 긴 겨울이라는 관광에 불리한 자연여건을 극복, 추위를 파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관광객을 창출하고 하얼빈 시의 새로운 가치 창출
- 눈이 잘 녹지 않는 자연을 활용, 양질의 얼음 제작 가능

201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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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예술/패션 지원 우선주위]
• 예술과 문화의 도시로 부활한 세계의 창조적 중심지
- 줄리아드 음대, 파슨스(Parsons the new school for design) , FIT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텍사스에 기름이 있다면 뉴욕에는 예술가가 있다’는 모토

• 80년대 이후 범죄의 온상으로 불리며 급격히 쇠락하던 도시가 예술/패션/관광의 세계적 중심지로 재 탄생
문화 예술가 양성을 위한 창의적 환경 제공

성공요인
1

- 창조적인 인재가 선호하는 도심을 만들겠다는 전략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환경 확충, 쾌적한 환경 조성, 저소득 창의인력을 위한 주택공급,
교통여건 향상, 혼합용도 개발을 통한 컴팩트 시티 구축 등을 제시

성공요인
2

사회의 다양한 소수 집단에 대한 포용력
- 매년 전 시민이 참가하는 게이 축제 등 100여개가 넘는 축제와

도심퍼레이드가 개최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어울리는 장 마련
- 이주자와 관광객 증가

성공요인
3

자유롭고 안전한 도시 이미지
- 뉴욕 도심 3.4km2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센트럴 파크
- 할렘가 정비 등으로 시민들의 안전 보장
- 부동산 시장의 완전 자유화

2014-03-26

41

[미국 뉴욕- 예술/패션 지원 우선주위]
• 뉴욕의 로고와 슬로건은 도시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도시재생에 큰 역할을 함

트리니티 컬리지
욕주 상업국에서는 뉴욕의 침체된 경제를 벗어날 새로운 도시 발전의 핵심 역량을 ‘관광 산업’으로
하여 ‘브로드웨이, 자유의 여신상,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센트럴 파크’ 등과 같이 기존의 관광 자
원을 활용하고, 범죄율을 낮추어 ‘관광’을 통한 수입 확대는 물론 열정적이지만 안전한 도시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뉴욕 도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공연 문화 중심의 관광 도시’로 포지셔닝함
뉴욕 도시 브랜드 슬로건인 ‘나는 뉴욕을 사랑한다(I Love New York)’은 곧, ‘뉴욕을 사랑하자’는 뉴
욕 시민들의 애국심 및 자긍심과 쉽게 연결 가능하도록 함.

‘I♥NY’는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으며 가장 성공적인 브랜드 캠페인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음. 또한 다양한 기념품에 연계되어 오늘날까지 활용되고 있음.

출처: 산업정책연구원, 2008, 해외 주요국의 국가 브랜드 관리 사례 연구

201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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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의류 클러스터와의 비교
비교 지역

서울

LA

New York

지역명

Dongdaemun Fashion
Cluster

LA Fashion District

NY Garment District

규모

고밀도 지역(30
blocks)

대 단위 지역
(90 blocks)

분산지역
(23th-42nd streets &
5th-9th Avenues)
(1 square mile)

시작연도

1953

1960s

1930s

특징

복합/수직적 클러스
터

복합/수직적 클러스
터

복합단지

강정/시너지 효과

시장의 속도,
인터넷을 통한 직배
체제

Mexico노동력,
Korea Town 인접성

예술의 중심지(Chelsea)
인접, 세계패션중심지
(5th Avenue) 인접

전략적 위치

명품과 중국 사이의
샌드위치

법규 강화

관광 중심지

문제점

R&D부족

위조상품 유입

부동산 가격 급등

해결방안
2014-03-26

정부정책과 기업전략의 통합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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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로 본 정책적 시사점
해외 사례를 종합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1. 지역 아이덴티티와 연계된
산업갱생 프로젝트 진행

지역에서 특화할 수 있는 아이덴티티를
수립, 도시의 정체성과 산업을 연계,
발전시킴

2. 중∙장기적 정책 전개를 통한
원칙수립

단기적∙중복되는 시책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로드맵 수립,
원칙 및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필요

3. 시장 조성을 통한 지원방안 마련

세금 등 직접적인 지원은 장기적인 관점에
서 생태계 활성화를 지속시키지 못함
거래 관계 개선 및 투명성 확보, 디자인 소
유권 보장 등 건강한 시장 인프라 조성을
통한 지원방안 마련

2014-03-26

4. 협업 및 네트워킹이 가능한
시장 환경 조성

클러스터 생성의 수직∙수평적 요인 모두
협업 및 네트워킹이 가능한 시장을 조성

5. 인적 자원을 핵심경쟁력으로 한
도시개발 시행

인적 자원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 글로벌
교육기관과 긴밀한 연계
경쟁력 있는 인재와 글로벌 기업을 유치,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유도

6.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도시 이미지 개발

창의성과 다양성 이미지를 부여하고,
관광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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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대문 브랜드 이미지 제고방안

2014-03-26

동대문의 브랜드 경쟁력의 원천

동대문에 대한 정부/기업/지역 주민의 의지 및 역량
주체 (Subject)

s

의료·교육·문화 등 인프
라와 교통 등 생활여건

환경(Environment)

동대문의 가치창출하기
위해 투입되는 인적·물적

e

M

P

자원
성과 (Performance)

r

자원(Resources)

s.e,r,M을 통해 생성된 결과물

메커니즘(Mechanism)
s,e,r을 활용하여 동대문이 독창적인 방법으로
구축한 협력체계 및 발전정책

동대문의 경쟁력을 구성하는 원천(과정)으로
성장잠재력 과 미래경쟁력 결정 요인
*ser-M:모델 : 조동성의 『M’

2014-03-26

동대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경쟁력의 수준 및
경쟁력 결정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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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의 브랜드 경쟁력의 원천 : 주체 (Subjects)

• 지역내 이해관계 조정능력: 지역내의 이해관계들을
관리하여 지역통합발전을 위한 단체장의 리더십
창조적 동대문 브랜드
제고를 위한 리더십
지역 내
이해관계
조정능력

파트너십을
수반한 리더십

• 파트너십을 수반한 리더십: 공공․민간․비영리기관 간
파트너십은 통제 위주의 전통적 권력체계를 와해시켜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지역 인재풀(pool)의 조
직화와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리더십
멀티리더쉽: 동대문이 주축이 되어 다양한 분야를
융합하여 창조 하는 리더십

멀티 리더십

광역적
리더십

• 광역적 리더십: 국내외 단체와의 연계, 협력적 파트너
십을 강화시켜 나가면서 타 지역과의 상호연대로 정책
개발과 중앙정부와의 유대를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

활기차고 창조적인 동대문 브랜드 확립을 위해서는 주체로서의 리더십을 통한 융합이 필요
201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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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의 브랜드 경쟁력의 원천 : 환경 (E)

동대문지역의 창의적인 환경 구축

*창의적 환경
-

2014-03-26

기회와 도전
활기찬 거리
접근성이 쉬운 문화생활
다양성과 개방성을 포용하는 분위기
유연한 사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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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의 브랜드 경쟁력의 원천 : 환경 (E)
창의적 환경의 조성이란 ?
People-to-job ▶ Job-to-People

창
조
환
경

디자이너, 패션, 예술가,
연예인, 작가

쉐프,봉제사,엔지니어

미용산업

‘자본’ 유치
Attract Money
‘생산’하는 공간
Producing Place

2014-03-26

‘사람’ 유치
Attract Human
‘생산’과 ‘소비’의 균형 공간
Cultural Consuming Place

• 창조적 계급이 몰려드는 곳에 창조적

기업들이 들어서고, 지역의경쟁력 확대
• 인간의 정신과 창조성 자체가 생산수단

이 되는 창조 경제
• 인적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기업이 이동
50

동대문의 브랜드 경쟁력의 원천 : 자원 ( R )
창조 자원으로서의 ‘사람’ 양성

• 브랜드 도시

지역 경쟁력의 핵심자원으로서의 인재의 양성과 그들의
발상의 전환을 통한 지역잠재력 실현으로 지역 경쟁력 창출

• 소비자 도시
• 예술 도시
• 혁신 도시
• 산업 도시

• 학습 도시
• 지속가능 도시
• 문화 도시
• 환경 도시

 창조도시의 지속적인 창출

 창조계급의 창조적 발상이 창조도시의 원천으로 지방경쟁력 창출

 지역의 잠재력을 깊이 관찰하고 실현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창조를 이끌어내는 사람 ‘창조계급’

2014-03-26

51

동대문의 브랜드 경쟁력의 원천 : 자원 ( R )
물적 자원으로서 ‘문화’

문화는 문화상품의 개발 및 생산, 축제 및 이벤트행사의 개최만을 의미할 수 있으나 광의로 보면
문화는 도시에서 생활양식 및 세계관, 삶의 질을 규정하는 핵심요소

 ‘문화자산’이 경제발전으로 전환, ‘도시의 경쟁력’으로 탄생

 문화적인 관점에서 도시의 잠재력에 대한 주의깊은 관찰

 문화를 자원으로 인식, ‘모든 도시는 자신만의 독특함을 지니고 있다!’

 문화는 어떤 장소가 고유하고 특이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일련의 자원

201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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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의 브랜드 경쟁력의 원천 : 매카니즘 (M)

창조성을 극대화시키는 매커니즘

창의적

기존

발상에 대한

시스템의

지지

혁신

‘지도자’의 역할

끊임없는
변화

동대문의
지속가능한
발전

‘매커니즘’의 역할

창조성을 극대화시키는 매커니즘은 창조도시 창출과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핵심으로, 창의적 발상
을 통한 기존시스템의 혁신과 이를 토대로 하는 끊임없는 변화

201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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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시사점

2014-03-26

serM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요소
(serM)

주체(s)

사례

시사점

• 영국의 게이츠헤드시 도시 재생프로젝트

• 패러다임 전환으로 창조적인 도시 건립

• 스위스 다보스-WEF회장의 리더십

• 약점을 강점으로 승화하는 창조적 리더십

• 뉴욕의 세계예술/패션 지원 우선주의

• 창조적인 도시를 위한 주체들의 적극적인 노력
 동대문 발전 주체들의 리더쉽(기업/주민/정부)

환경(e)

• 미국 오스틴-IT 창조계급의 집적지

• 창조적인 도시 분위기 조성

• 뉴욕의 인재육성 환경 조성

• 창의적인 환경 제공, 전세계의 우수 인재 유입

• 덴마크 오덴세-안데르센을 키운 원동력

• 창의적 환경속에서 창조적 인물
 학교/호텔/문화시설 등 인프라 확충

자원(r)

• 더블린-다국적 두뇌들의 집합소

• 창조적인 인적자원 육성, 위기를 기회로 전환

• 핀란드 헬싱키-어둠에서 빛으로

• 사고의 전환으로 잠재되어 있는 관광자원 발굴

• 중국 하얼빈-혹한을 축제로 승화

 세계적 패션 중심지로 육성할 풍부한 자원보

유 (숙련공/복합적의류클러스터 등)

매커니즘

• 주체,환경,자원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M)
창조도시로 육성 밀 발전
2014-03-26

• 창조적 도시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존재
 창조 규제 요인 제거,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55

1953

1970s

1990s
동대문디자인프
라자(DDP)

국민소득
신개념복합쇼핑
몰(One-stopshopping,
Multiplex mall)

$25,000
Art Plaza
(한국최초의 현대
식 의류 쇼핑몰)

$10,,000

$1,000

2014

한국 제1의 도매시
장 및 소매의류 클
러스터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디자인클러스터로
발전
아시아 제 1의 패
션클러스터

재래시장

$100

시간

단계

저개발국

개발도상국

준선진국

선진국

물적 요소

생산요소

경쟁전략

지원산업

수요조건

인적 요소

노동자

정치인/공무원

기업가

전문가 집단

2014-03-26

2014-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