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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n 지식기반 경제에서 혁신공간(innovation district)의 경쟁력과 개수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함
l 산업지구나 첨단기술 클러스터 등 혁신활동은 지리적으로 집중해서 발생해 왔음
- 혁신은 비선형적 사회화 과정으로 혁신주체가 활동하는 장소에 뿌리내린 관계, 문화
등 지역적 여건과 맥락이 혁신의 과정과 성과에 영향을 미침
l 가속하는 혁신 레이스에서 혁신 주체들이 밀집된 장소는 아이디어, 정보, 지식 교류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임
n 최근 혁신활동의 중심지로 도시형 혁신공간이 부상하고 있음
l 19세기 말 산업지구에서 20세기 저밀도 교외형 과학단지, 최근에는 고밀도의 도시형
혁신공간이 부상하고 있음
l 도시형 혁신공간의 부상은 기술, 산업, 사회 변화의 신호로써 면밀히 검토하고 국가
혁신공간의 바람직한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n 도시형 혁신공간이란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 및 관련 기관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엑셀러
레이터 등과 연계되어 집적한 고밀도 공간임
l 도시형 혁신공간은 ‘혁신 클러스터’의 한 형태로도 보이지만 이슈의 근원과 초점에서
차이를 가짐
- 도시형 혁신공간은 복합적 토지이용, 도보접근성, 공간개방성을 강조하며 특히
도시의 다양성에 주목함
n 첨단 지식기반산업의 성장과 라이프사이클의 변화가 도시의 밀도감, 역동성, 생동감과
시너지를 이루며 도시형 혁신공간이 확대되고 있음
l 첨단 지식기반산업, 특히 디지털기술과 정보, 문화콘텐츠, 실생활 수요의 접점에서
등장한 기술기업에게는 도시의 다양성이 중요함
l 도시형 혁신공간은 개방형 혁신 및 융복합 기술혁신 모형이 지역적으로 확장된 모델로
창의적 아이디어의 생성과 교류, 기업화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함
l 창의성을 자극하는 도시 환경과 변화된 라이프사이클은 인재를 도시로 집중시키는
요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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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n 이 글에서는 현재까지 나타난 도시형 혁신공간의 세 가지 유형을 소개함
l 앵커 기관 중심의 도시형 혁신공간으로 캠브리지 켄달스퀘어는 MIT,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Harvard University를 주축으로 생명과학‧약학 분야에서 성장하고
있음
l 재구성된 도시 지역 유형으로 시애틀의 South Lake Union은 10여 년 전만 해도
낙후되었던 창고지역을 혁신공간으로 발전시킨 사례임
l 도시화된 과학연구단지 유형으로 20세기 대표적 교외 캠퍼스형 과학단지인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의 도시화 전략을 소개함
n 도시형 혁신공간은 지역 경제 발전의 새로운 흐름이자 장소기반 혁신정책에 새로운 관점과
방향을 제공함
l 디지털 혁명은 지식기반경제가 보다 관계집약적으로 발전하는 기반이 되고 있으며
다양한 경제‧산업 파급을 통해 혁신활동을 도시로 집적시키고 있음
l 도시형 혁신공간의 부상은 그 동안 분리되어 발전해 왔던 혁신정책과 도시계획간
연계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음

3

동향과 이슈╻제40호

Ⅰ

혁신에서 ‘장소’의 중요성과 도시형 혁신공간의 부상

1. 혁신에서 장소의 중요성
n 혁신은 장소(place)의 영향을 받음
l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거리(distance)의 제약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혁신활동은 일정
지역에 집중하여 발생하고 있음
- 혁신활동이 지리적으로 집중하여 발생하는 산업지구나 첨단기술 클러스터는 신산업 성장
및 기술혁신 과정에서 발견되는 대표적 현상임
- 생산요소와 인력 접근성, 공공인프라 활용, 지식 스필오버 등을 통해 집적의 경제
(agglomeration economies)가 발생함(Porter, 2000; Marshall, 1890)
l 혁신은 비선형적인 사회화 과정으로 혁신주체가 활동하는 장소에 뿌리내린 관계나 문화 등
경제적·비경제적 여건과 그 맥락이 혁신의 과정과 성과에 영향을 미침(Asheim, 2000)
- 개발자와 생산자, 공급자와 수요자의 상호작용은 혁신을 촉발시키고 이 과정에 관계규범,
협력문화, 접근성 및 개방성 높은 환경이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사회자본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존재함(Maskell and Malmberg, 1999; 정미애·신은정·김만진, 2015)
n 지식기반 경제에서 혁신공간의 경쟁력과 개수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함
l 과학지식의 축적과 첨단기술의 발달을 통해 세계 경제는 요소 생산성의 향상에서 나아가
새롭고 독창적 개념의 제품과 서비스,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즉 혁신에 기반해 성장하고
있음
- 세계경제포럼은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발간하며 국가 발전 단계를 요소주도경제→효율성
주도경제→혁신주도경제로 구분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 37개 국가를 마지막 발전
단계인 혁신주도경제로 분류함(WEF, 2016)
l 가속하고 있는 기술발전과 극심한 경쟁 환경에서 관련 주체들이 밀집된 장소는 아이디어
및 지식 교류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임으로써 혁신 창출에 여전히 유효하고 더욱 필요해짐
(Storper and Venable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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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온라인을 통한 상시적 접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근거리 주체
간의 면밀한 상호교류와 협력 빈도 및 강도를 제고시킴
n 기술, 산업, 사회 변화와 함께 혁신활동의 지형이 바뀜
l 자동차산업과 함께 성장한 디트로이트, 반도체 및 인터넷 산업에 의해 성장한 실리콘밸리,
바이오산업을 통해 성장한 샌디에고 등 신기술, 신산업은 혁신주체들의 지리적 밀집을 통해
새로운 혁신공간을 만들어내며 성장함
- 산업 성숙과 기술 및 사회 변화를 수용하지 못 한 혁신공간은 쇠퇴하기도 하는데 디트
로이트의 자동차산업 몰락과 루트 128의 IT 실패가 대표적 사례임
l 혁신 공간은 19세기 말 산업지구(industrial district)에서 20세기 저밀도 교외형 과학단지
(science parks)의 형태로 변화했으며, 최근에는 고밀도의 도시형 혁신공간(innovation
district)이 부상하고 있음(Katz and Wagner, 2014)
- 지난 50년간 과학연구단지는 교외지역의 녹지공간에 둘러싸인 캠퍼스와 같은 저밀도 분산
배치가 기본이었다면, 최근 많은 기업들은 독립된 캠퍼스보다 도시의 역동적인 분위기의
환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Research Triangle Foundation, 2011; 김형주 외,
2016에서 재인용)

2. 도시형 혁신공간(innovation district)의 부상
n 최근 혁신활동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도심 또는 도시환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l 최근 연구들은 혁신활동이 도시로 회귀하는 현상을 주목하고 있음(Hutton, 2010; Katz
and Wagner, 2014; Van Windel, et al. 2012)
- 도심에는 대기업 본사나 기업 대상 비즈니스 서비스기업이 주로 입지하고 전원적 풍경과
조용한 연구환경이 조성된 연구단지나 캠퍼스 인근에서 과학기술기반의 혁신적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나 창업이 주로 이루어져왔음(Van Windel, et al. 2012)
- 최근 기술 및 창조성에 기반을 둔 기업 입주 및 신규 창업이 도심 또는 도시재생 지역,
혹은 도시와 유사하게 밀도가 높고 복합용도로 이루어진 환경에서 두드러지면서 산업과
지역 성장 측면에서 조명되고 있음(Katz and Wagn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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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프란시스코 도심이 기술기반 창업의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실리콘밸리를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으며(Empson, 2012.6.19.), 보스턴의 경우 주요 벤처캐피털들이 과거 전
자산업 혁신의 중심지였던 교외지역 Route 128에서 보스턴 다운타운의 도시형 혁신공
간으로 이전하고 있음(Farrell, 2012.12.21.)
l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경제사회의 획기적 도약이 기대되는 시기에 도시형 혁신공간의
부상은 기술, 산업, 사회 변화의 신호로써 검토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클라우스 슈밥은 4차 산업혁명의 실험실로 도시가 부상할 것이라고 주장했고(Schuwab,
2016), 경제학자 에드워드 글레이저는 ‘도시의 승리(Triumph of the City, 2011)’에서
혁신의 발전소로 도시의 중요성을 강조했음(Glaeser, 2011)
- 기술과 산업 변화는 기업 입지 변화, 입지지역의 주변 산업 변화 등 국가공간구조 변화와
연결되므로 바람직한 변화를 위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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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도시형 혁신공간의 특징
1. 용어의 태동과 특징
n ‘도시형 혁신공간(innovation districts)’은 앞서 말한 도시 회귀 현상과 함께 등장한

혁신활동의 장소를 지칭하는 용어임1)
l 도시형 혁신공간이란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 및 관련 기관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액셀러
레이터 등과 연계되어 집적한 고밀도 공간임(Katz and Wagner, 2014)
- 특히 도보(walkability)나 대중교통(public transit)을 통한 접근성(accessibility)이 좋고
기술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에 조밀하게 인접한 주체들이 주거, 사무, 상업공간의 복합
용도(mixed-use)로 활용하는 장소임(Katz and Wagner, 2014)
l 인구 과밀과 환경 파괴, 슬럼화로 도심을 떠났던 사람들이 창업을 비롯한 기업활동 및
거주의 목적에서 도시로 회귀하는 현상은 도시학자와 경제학자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음
(Van Windel, et al. 2012)
n 도시형 혁신공간은 혁신활동을 하는 기업과 관련 기관이 밀집해 있다는 측면에서 기존에

논의되던 ‘혁신 클러스터’의 한 형태로도 보이지만 이슈의 근원과 초점에서 차이를 가짐
l 혁신클러스터 논의는 마샬(Marshall)의 산업지구에서 시작해 혁신환경(innovative milieu,
학습지역(learning regions),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s) 등 신경제
지리학 이론들과 함께 개념적으로 발전했음(남기범, 2004; Moulaert and Sekia, 2003)
- 대규모 생산체제의 해체와 중소기업 유연생산체제의 등장, 첨단기술산업 육성에 따른
테크노폴, 과학단지의 확산 등 시대별 산업변화에서 비롯된 국가공간구조, 지역경제의
변화를 배경으로 등장한 이론 및 개념임(이철우, 2013; Moulaert and Sekia, 2003)
l 도시형 혁신공간은 제조업 쇠퇴 등으로 경기가 침체된 도시 지역에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지정된 장소가 성공적으로 성장하거나2) 혁신기업들이 자생적으로 클러스터링을 이루면서
확산되고 있는 모델임
1) ‘Innovation district’를 ‘혁신지구’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그 특성을 보다 명확히 지칭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도시형 혁신공간으로
의역하고 있음
2) 2000년에 시작된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22@ 프로젝트가 최초의 도시형 혁신공간 사례로 알려져 있음(Katz and Wagn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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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클러스터의 주요 구성인 기업, 기관과 그 네트워크 및 관련 제도 이외에 업무, 거주,
편의, 여가 등 공간의 복합적 사용과 도보 연결성 및 소통을 위한 공간개방성‧접근성을
강조함3)
- 복합적 토지이용, 도보접근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신도시주의(New urbanism)운동4) 과
이에 따른 도시계획에 부합함
- 오늘날 도시가 직면한 소득불균형, 일자리부족의 사회문제로 인해 혁신공간 계획에 있어
포용적 혁신(inclusive innovation)이 강조됨(Katz and Wager, 2014)
l 도시형 혁신공간에서는 특정산업 집적에 따른 국지화경제(localization economies)보다
다양한 주체, 산업과 관련 종사자 및 소비자를 포함한 사람의 집중에 따른 도시화경제
(urbanization economies)에 의해 경제적 효과가 발생함
- 한 지역에서의 특정 산업 전문화와 동일 시장을 대상으로 한 경쟁과 유사 분야 협력을
통한 혁신 활성화가 혁신클러스터의 핵심임(Porter, 1998)
- 이에 반해 산업 다양성을 비롯한 개인의 직종, 문화적 배경, 성향 등의 다양성은 인재
유치와 도시 창조성의 핵심 요소로 설명됨(Florida, 2002; Katz and Wagner, 2014)
l 혁신클러스터 논의에서 발전한 과학단지나 산업단지의 전형이 단기능(moni-functional)의
교외지역 입지라면(Van Winden, et al. 2012) 도시형 혁신공간은 복합기능(mixed-use)의
도시지역 입지가 특성임

3) 도시형 혁신공간에 대한 Brookings 보고서에서는 도시형 혁신공간의 구성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함: ① 경제적 자산: 첨단기술 관련
기관, 연구소, 대기업, 창업기업 및 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 등 지원기관, 이들의 거주 및 업무 편의를 제공하는 생활편의시설; ②
물리적 자산: 협력, 소통을 위한 공공 및 민간 공간으로 공원, 플라자, 길거리도 혁신과정에 필요한 실험공간으로 작용할 수 있음.
또한 지역 내 및 인접 대도시와의 연결성을 높이는 인프라가 해당; ③ 네트워킹 자산: 혁신주체 간의 관계에 기반한 자산(Katz and
Wagner, 2014)
4) 신도시주의는 1980년대 용도별 지구를 지정하고 도로망을 중심으로 도시를 배치하는 전통적 도시계획의 대안에서 출발한 사회운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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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구분

정의

도시형 혁신공간과 혁신클러스터 비교

도시형 혁신공간

혁신클러스터

최첨단 기업과 기관들이 클러스터를 이뤄 스타트업, 특정 분야의 관련 기업과 기관이 상호작용을 통해
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와 연결되는 지리적 장소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는 결집체 또는 그러한
교통 접근성이 높고 기술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활동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장지상 외, 2007)
주거, 사무, 상업의 복합용도로 사용되는 물리적으로
밀착된 장소(Katz and Wagner, 2014)

연관 논의

신도시주의, 창조도시

당면 과제

도시 사회문제(일자리부족, 소득불균형, 환경문제 등)
산업경쟁력 제고, 지역발전
해결, 도시재생

집적 경제

도시화경제

국지화경제

핵심용어

도보접근성, 다양성, 인재(talent), 포용적 혁신

전문화, 근접성, 기업네트워크, 경쟁/협력

사례

신경제지리학, 산업지구, 과학단지, 지역혁신체제

바르셀로나 22@, 샌프란시스코 도심, 시애틀 샌디에이고 바이오클러스터, 실리콘밸리 IT클러스터,
South Lake Union, 서울 테헤란밸리 등
대덕연구단지 등

자료: 저자작성

2. 도시형 혁신공간이 부상하는 이유
n 첨단 지식기반산업의 성장에서 다양성(diversity)이 중요한 집적 요인으로 작용함
l 지식기반산업은 주로 연구 및 기획단계를 통해 고부가가치가 발생하므로 다양한 원천으로
부터 지식 스필오버가 집적경제를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임
- 입지 선정에서 지식기반산업 종사 기업은 일반 제조업 기업에 비해 동종 인력풀 접근보다
타산업으로부터 지식의 파급을 더 중요하게 고려함(Jofre-Monseny, Marín-López
and Viladecans-Marsal, 2012)
- 거주지 선정에서도 예술성이나 과학 기반 직업군의 경우 엔지니어 기반 직업군보다
다양성, 개방성, 문화적 기회가 많은 도시적 환경을 선호함(Asheim and Hansen,
2009; Høgni Kalsø, Vang and Asheim, 2005)
l 기술창업의 최근 동향은 정보, 문화콘텐츠, 실생활 수요와의 접점에서 발생하고 있으며5)
동종 업계나 산업보다 타산업, 실수요자와의 상호작용과 소통이 중요함(Center for
Urban Future, 2012; Katz and Wagner, 2014; Mandel, 2014)
5) 트위터, 유투브, 우버 등이 그 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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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기업의 이전 세대는 엔지니어 기반에, 다른 기술기업과 근접해 교외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 기술기업은 기술뿐 아니라 정보 및 콘텐츠가 중요하기 때문에 산업,
문화의 다양성 등 도시적 환경이 기업하기에 적합함(Mandel, 2014)
- 최근 기술기업은 신기술 개발 보다는 광고, 미디어, 패션, 금융, 보건 등 일반 산업에
기술을 적용하면서 사업 기회를 창출함(Center for Urban Future, 2012)
- 인터넷 및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콘텐츠를 창출하고 온라인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러한 고객층에 접근
하는데 도시가 강점을 가짐(Center for Urban Future, 2012)
n 창의적 아이디어의 생성과 교류, 기업화에 도시환경이 유리함
l 도시형 혁신공간은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및 융복합 기술혁신 모델이 지역
공간으로 확장된 형태라 볼 수 있음
- 다양한 원천의 창의적 아이디어 및 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사업기회가 창출되면서 개방형
혁신 모델6)은 건물디자인으로도 확장되어 보다 개방적이고 협력적이며 역동적인 공간
설계에 기여하고 있음(Katz and Wagner, 2014)
- 도시형 혁신공간은 지구단위 면적에서 다양한 기업,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간의
교류, 협력, 아이디어의 실험 등을 원활하게 하는 공간을 제공함
l 도시가 가진 밀도감과 역동성, 생동감은 지식의 소통과 확산, 창의적 아이디어 생산에
유리한 조건임
- 도시의 밀집성은 쉽게 대인(face-to-face)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정보의
확산과 지식 교류, 네트워크 결성에 유리함(Storper and Venables, 2004)7)
- 사람들과의 직접 대면을 통한 의견 교환은 아이디어의 확장과 실행에 대한 동기를 부여
하며(Storper and Venables, 2004) 이러한 생동감과 도시의 개방성, 다양성은 재능
있고 창조적인 사람들을 보다 생산적으로 만드는데 기여함(Florida, 2005)
l 도전적인 기술창업 생리에 도시환경이 적합함

6) 개방형 혁신은 기본적으로 기업 혁신 프로세스의 개방성에 대한 모델로 혁신적 아이디어의 원천과 활용에서 내외부 연구개발, 내외부
시장화를 통한 기업경계 없는 혁신을 강조함(Chesbrough, 2003)
7) 대면(face-to-face) 커뮤니케이션은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에서 위험에 대한 감지 및 판단, 거짓말 스크리닝을 가능하게 해 신뢰를
높이고 시각적 의사소통이 됨으로써 정보의 교류 및 학습에 효과적인 소통방법임(Storper and Venables, 2004)

10

동향과 이슈╻제40호

- 스타트업 초기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시험하는 단계로 시장 반응에 따라 아이템 변경
또는 폐업과 창업을 반복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장 모니터링 및 관련 전문인력의
수급에 유리한 장소가 필요함8)
- 공장 규모 인프라에 의존성이 적은 작은 규모 창업기업에게는 좀 더 밀도 높은 도시에
위치하는 것이 도시가 제공하는 에너지와 다양성을 활용할 수 있어 효율적임(Florida,
2014)
- 스타트업 생태계는 지역적으로 조성되고 글로벌로 연결되는데(Startup Genome, 2017)
글로벌 투자가와 시장에 접근하기에 대도시가 유리함
n 인구 구조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의해 도시공간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짐
l 인구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지만 도시로의 인구 밀집은 유지되고 있어 인재 영입 및 고밀도의
다양한 소비층에 대한 접근 측면에서 기업의 도시 입지 선호는 증가할 것임
- 고령화와 자녀 없는 가정 증가로 보건 및 생활 편의시설을 갖춘 도시 선호가 높아짐
(Katz and Wager, 2014)
- 많은 기술기업이 앱을 개발하거나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데 도시에서는 문화예술직종을
포함 다양한 전문화된 인력 시장이 발달해 있음(Florida, 2014; Van Winden, et al.
2012)
- 인터넷의 발달과 신산업의 등장으로 기업들의 연구개발 수행방식이 달라짐에 따라, 유연
근무방식이나 재택근무가 가능해지면서 문화생활과 레저 등 다양한 삶을 향유하고자
하는 현 세대의 전문 인력들은 대도시 근무환경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고석찬,
2004; 김형주 외, 2016 재인용)
l 경제성장으로 인류의 삶의 질에 대한 기준이 높아지면서 음식점, 상점, 사회문화적 장소가
풍부한 도심 편의시설과 근접한 거주지를 선호함(Katz and Wager, 2014)

8) 스타트업의 인력 고용 기간은 세계적으로 평균 41일인데 반해 서울의 스타트업은 15일임(Startup Genom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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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도시형 혁신공간의 성장 사례
n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각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도시형 혁신공간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Katz and Wagner, 2014), 이 글에서는 이들 유형별로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함
l 첫째, 앵커기관 중심의 도시형 혁신공간(anchor-plus innovation district)은 대부분
도시에 위치한 앵커기관을 중심으로 혁신 활동을 사업화하기 위해 관련 기업과 스타트업
들이 집적한 공간임
l 둘째. 재구성된 도시 지역(re-imagined urban areas) 유형은 도시 내에 오래되어 버려진
산업부지나 물류창고 등 낙후된 공간들을 물리적·경제적으로 변화시켜 새로운 혁신 공간
으로 만든 사례임
l 셋째. 도시화된 과학연구단지(urbanized science park) 유형은 전통적으로 교외 지역에
독립된 캠퍼스 형태로 연구개발 활동에 집중했던 과학연구단지들이 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나 상업 시설 등을 포함한 도시와 유사한
공간을 만든 사례임

1. 앵커기관 중심의 도시형 혁신공간: 캠브리지의 켄달스퀘어9)
n 미국 캠브리지(Cambridge)의 켄달스퀘어(Kendall Square)는 MIT와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Harvard University를 주축으로 하고 있음
l MIT는 1861년 설립된 이래로 산학협력 파트너십과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강조하였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1950년대부터 대학 소유의 토지를 제공해 왔으며, 이런 전략은 이 지역이
생명과학·약학 클러스터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했음
- 1999년에 설립되어 MIT 소유의 건물에 위치한 Cambridge Innovation Center(CIC)는
기업과 스타트업에게 최상의 환경을 제공하고 공동 작업이 진행되는 거점 역할을 함

9) Katz and Wagner(2014)에서 소개한 사례를 발췌·정리함

12

동향과 이슈╻제40호

- 또한, CIC는 기업들을 유인하기 위한 수십억 달러의 초기 투자와 후기 단계 투자를
지원함
l 캠브리지의 켄달스퀘어는 그 형성 단계부터 기업활동을 위한 공간과 함께 거주공간과
편의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일과 일상 생활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을
조성하여 상호작용의 밀도를 높임
- 2005년 이후로 켄달스퀘어에 1,000개의 신규 주택들이 건설되고 새로운 레스토랑과
소매점들이 건설되었음

2. 재구성된 도시 지역 유형: 시애틀의 South Lake Union
n 10여 년 전만 해도 낡은 창고들만 있었던 시애틀 도심 북부의 낙후 지역 South Lake

Union은 최근 Amazon 등 글로벌 기업과 기술기반 스타트업, 연구기관들이 입지하고
주거와 대중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 혁신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음(김형주, 2015)
l Microsoft의 공동설립자인 Paul Allen은 부동산개발회사(Vulcan Real Estate)를 주축
으로 이 같은 혁신공간 형성을 주도했음
- 먼저 University of Washington(UW)의 의학·생명과학 캠퍼스를 South Lake Union에
건설하도록 설득하였고, 2003년에 UW school of Medicine이 새로운 캠퍼스 건설을
시작하면서 이 지역의 변화가 시작되었음(The Registry, 2016. 3. 25)
- 또한, 이 지역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 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냈음
n 현재 South Lake Union 지역은 생명과학 분야와 클라우드 기술에 강한 혁신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음
l 세계 최고 수준의 비영리 연구기관인 Fred Hutchinson Cancer Research Center와
Microsoft 창업자 Bill Gates가 세운 Gates Foundation 등을 중심으로 제약회사, 바이오
엔지니어링, 의료기기 제조업 등 연구와 생산조직들이 집적되었음
- 이 지역의 다수의 기업들이 Gates Foundation으로부터 투자를 받았고, UW School
of Medicine과 Fred Hutchinson Cancer Research Center와는 인력교류가 활발함
(Brown and Morril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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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000년대 후반 아마존의 글로벌 본사가 이 지역에 입지하여 주거와 상업시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즈니스 서비스업의 성장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됨(Katz and Wagner, 2014)

3. 도시화된 과학연구단지 유형: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
n 20세기 건설된 대표적인 교외 캠퍼스형 과학연구단지인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

(Research Triangle Park: RTP)는 2011년 세계적인 지역혁신, 기술 사업화, 고급
일자리 창출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발표했음
l 지난 50년간 RTP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초반 연구단지 주변의 13개 카운티에서
전통산업의 쇠퇴와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의 경제적 성과를
주변 지역까지 외연적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물리적･질적 개선이 요구됨(Research Triangle
Regional Partnership, 2004)
l 그동안은 최초의 과학연구단지라는 선두자로서의 이점이 있었지만 세계 곳곳에 최첨단의
과학연구단지가 설립되면서 이제는 이들과의 경쟁을 위해 변화가 필요해졌음(Research
Triangle Regional Partnership, 2004)
n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의 새로운 마스터플랜은 연구개발 환경의 변화와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토지이용 규제를 개선하는 등 물리적 공간 변화를 추구하고 있음10)
l RTP는 엄격하게 용도지역지구를 지켜왔으나, 입주 기업들의 변화된 수요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기업과 스타트업들을 유인하기 위해 RTP 중심부에 도시와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입주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리서치 트라이
앵글 파크의 기존 입주 기업들은 독립된 연구 캠퍼스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저렴한 임대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글로벌 경쟁과 기술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유연한 경영을 추구함에 따라 대규모의
설비투자보다는 개별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정도에 맞는 임대방식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기를 선호함

10) Research Triangle Foundation(2011, 김형주 외, 2016 재인용)의 내용을 발췌·정리함

14

동향과 이슈╻제40호

l RTP는 그동안 제한되었던 주거 시설을 과학연구단지 내부에 개발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을
확충하여 주변 대도시권과 연결을 강화하고 있음
- 젊은 전문 인력들은 직장과 거주지가 근접하고 업무 시간 이외에 쇼핑과 레스토랑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갖춘 24시간 활동적인 환경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다가구 거주지 개발을 통해 대학 졸업자나 해외에서 온 구직자들을 유인하고, 다양한
소매기능을 갖춘 도시와 같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l 새로운 마스터플랜의 주요 목표는 연구단지를 복합용도지구나 고밀도 개발 가능지구로
개선하여 총 150,000명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호텔과 컨벤션센터를 포함한
상업지구와 주거단지를 혼합 배치하는 것임11)

11) 기존에 연구 용지 위주로 구성된 연구단지의 용도 지역을 다양화하여 삶의 질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대규모 업무지원센터를 건설하기
위해 2012년 연구단지의 관할 행정구역인 더럼(Durham과 웨이크(Wake) 카운티는 기존의 단순한 연구･생산 서비스 지구를
도시연구 서비스 지구(Urban Research Service District), 계획단위구역(Planned Unit Development Areas), 권고개발권역
(Guided Development Areas) 등으로 변경했음(단국대･경기과학기술진흥원, 2014;김형주 외, 201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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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도시형 혁신공간의 의의와 전망
n 디지털 혁명으로 도시의 성장이 촉진되고 있으며, 혁신의 중심지로서 도시형 혁신공간은

지역경제 발전의 새로운 흐름을 보여주는 동시에 장소기반 혁신정책(place-based
innovation policy)에 새로운 관점과 방향을 제공함
l 디지털 기술의 대중화와 비용감소는 인구와 혁신활동을 분산시키기보다 도시로 집적시키고
있으며, 지식기반경제가 보다 관계집약적(relationship-intensive)으로 발전하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음
l 도시형 혁신공간의 부상은 그동안 분리되어 발전해 왔던 혁신정책과 도시계획간 연계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음
n 도시형 혁신공간에 대한 관심과 지역 차원의 시도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

에서도 그동안 조성되어 온 혁신 공간들을 도시형 혁신공간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정책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
l 미국의 경우 각 도시의 시장들이 모여서 ‘혁신과 장소만들기(Innovation and Placemaking)’
라는 워킹그룹을 조성하고, 최근 부상하는 도시형 혁신공간의 사례를 공유하는 등 새로운
정책을 위한 공동 학습을 진행하고 있음(Brookings, 2017)
l 특히 도시형 혁신공간은 포용적 성장이나 도시계획 등 도시의 구체적인 문제들과 밀접히
연계되어 지역 차원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다양한 적용 사례가 나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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