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전략
장석권

인 터 넷·정 보 보 호 정 책 연 구 I n t e r n e t & S e c u r i t y P o l i c y R e v i e w

장석권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changsg@hanyang.ac.kr

※본 내용은 KISA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히며, 인용시 출처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전략

초록

9

░░░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창조경제에 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에 관한 체계적 조사나 연구가 미흡하여,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효성이 있
는 정책발굴이나 산업정책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 못하고 있다. 본 고는 이러한
여건을 감안, 우선적으로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을 선진사례에 기초하여 전면 재정
립하고, 그 논리적 바탕위에 인터넷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주로 문화산업에 치중된 협의의 창조경제 개념을 ICT 생태계를 기반으로
하는 광의의 창조경제 개념으로 확대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12년 기준 국가경제
에서 광의의 창조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55%내외로 추정하였다. 창조경제 활성
화 전략은 ICT 생태계 기반의 국가경제 성장모델에 입각하여 도출되었고, 세부 방
안으로 통계기반 구축, 창조경제 연관표 구축, 국가차원의 ISP 추진, 차세대 인프
라 개발, 중간산업 육성, 플랫폼 정부로의 전환, 마지막으로 창의성 강화와 경제활
력 증대를 제시하였다.

Ⅰ. 서론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창조경제(Creative Economy)에 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새로 출범한 박근혜정부가
창조경제를“미래 성장과 일자리 창출”
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규
정하고 이를 전담하여 추진할 핵심부처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
하여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창조경제의 건설 또는 활
성화가 이제는 하나의 부처에 국한된 역할이나 임무가 아니라, 박
근혜 정부 전 부처가 공유해야 하는 하나의 국정목표로 확대되고
있어, 이에 관한 연구와 논의는 앞으로 더욱 더 활발해 지리라 예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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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창조경제에 관한 논의가 아직까지 미래
경제사회 운용에 있어서“창조성(Creativity)”
을 중시하겠다거나
또는“창조성 강화를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
을 이루어 내겠다
는 의지의 표현에 머물고 있다는 데에 있다. 다시 말하면, 창조경
제의 의제화가 그 정체성과 구조, 그리고 저변의 작동메커니즘에
관한 탄탄한 논리적, 실증적 기반없이 이루어진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그 결과“창조경제가 이러이러한 것”
이므로 여기에 집중
하여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
라, 창조경제를 그 의제설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새로이 개념을 정
립한 다음, 그에 부합하는 정책을 발굴하여 시행해야 하는 과제가
목전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렇게 창조경제의 개념정립과 이해에 관한 정책적 요구가 늘
어나면서, 이에 관한 선진국의 정책사례나 논의를 거슬러 되짚어
보는 노력이 국내에서 이제 시작되고 있다.1 사례연구의 대표적
예로서는 1997년 영국 블레어(Blair) 정부의 문화미디어스포츠부,
일명 DCMS(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s)가 주축이
되어 추진해 온 창조경제 관련 정책을 들 수 있다.2 이외에도 영국
연방인 호주를 비롯해서, 미국의 뉴잉글랜드나 아시아의 싱가포
르 사례 역시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소개되고 있다.3
그러나, 이들 논의의 대부분은 당시 영국정부의 정책목표에 맞
도록 개념정의된 문화산업 중심의 창조경제에 천착되어 있어, 박

1 대표적인 예로서, KCA의 동향과 전망, 통권 60호, 2013. 3. 참조.
2 김희정,“해외사례분석: 호주 - 창조경제를 통한 미래설계,”동향과 전망: 방송∙통신∙전파, 통권 제60
호, pp. 18-28, 201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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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혜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과학과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의 건설”
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
탕으로 박근혜 정부가 설정한 국정목표에 부합하는 창조경제는
과연 어떻게 개념화하여 정립해야 하는지, 그 운용 메커니즘은 어
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창조경제 활성화 전
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지에 관해, 그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스마트 인터넷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창조경제에 관한 기존 논의의 개관
1. 창조산업 및 창조경제의 정의
창조경제의 정책 과제화는 일찍이 1994년 호주에서 발간된
“Creative Nation”보고서를 접한 영국의 문화미디어스포츠부
(DCMS)가 정책발굴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면서 시작되었
다. 당시 그 정책목표에 따라 DCMS가 규정한 창조산업은 광고,
건축, 예술품 및 골동품, 수공예품, 디자인, 패션, 영화, 음악, 공연
예술, 출판, 소프트웨어, TV/라디오, 비디오/컴퓨터게임, 총 13개

3 윤현영,“해외사례분석: 호주 -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과 연계,”동향과 전망: 방송∙통신∙전파, 통권
제 60호, pp. 29-36, 2013. 3. 박성철,“해외사례분석: 미국 뉴잉글랜드 -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의
동력,”동향과 전망: 방송∙통신∙전파, 통권 제60호, pp. 37-44, 2013. 3. 곽동균,“해외사례분석: 싱
가포르 - 아시아의 창조허브를 지향,”동향과 전망: 방송∙통신∙전파, 통권 제60호, pp. 45-54,
201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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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으로 구성되었다.4 그 이후, 추가적인 조사연구가 이루어지면
서, 창조산업의 영역은 가전, 스포츠, 박물관/도서관, 악기, 논문,
사진, 장난감 등을 포함하는 영역으로 확대된다.
사실 UN이 유엔개발기구(UNDP: UN Development Program)
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를 중심으로 창조경제에 관심을 가질 때만 해도,
영국이 주도한 창조경제 모델이 남반구의 개도국들을 위한 경제
개발모델, 즉 남남협력모델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했던 것이 사
실이다. 그러나 창조산업과 창조경제의 개념이 재정립되는 과정
을 거치면서,“UNCTAD의 Creative Economy Report 2010”
은
창조산업과 창조경제를 개도국과 선진국을 망라하는 지구촌 전체
의 경제사회 발전모델의 하나로 확대하여 재정의하게 된다.5 이
<표 1> UNCTAD의 창조산업과 창조경제의 정의
창조산업 (Creative Industries)

창조경제 (Creative Economy)

�창의성과 지적자원을 핵심 투입요소로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을 촉진하
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창조하고 생산하고
며 동시에 사회통합, 문화적 다양성, 인류
유통하는 사업
발전에 기여
�예술과 함께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기술, 지적자산, 관광과 상호작용하면서
생산 활동을 포함하며, 교역이나 지적재산
경제, 문화, 사회 발전에 기여
권을 통해 수익을 창출
�미시 및 거시경제 발전과 직결되는 지식
기반의 경제활동
�창의적 콘텐츠나 경제적 가치를 보유한
유형의 재화나 무형의 지적, 예술적 서비 �혁신적, 다학제적, 정책부서간 협력이
스를 생산
요구되는 경제개발 패러다임
�글로벌 교역에 있어서 새로운 산업영역

�창조경제의 핵심에 창조산업이 위치

4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곽동균 (2013), 김희정 (2013)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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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하여 UNCTAD가 재정립한 창조산업 및 창조경제의 정의는
<표 1>과 같다.
주목할 것은 UNCTAD가 정의한 창조산업과 창조경제는 여전
히 문화예술, 방송콘텐츠, 스포츠 및 관광영역을 중심으로 한 협
의의 개념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그 논의과정에서 과학이나
ICT와의 연계성은 지극히 제한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앞으로의
논의에서는 이렇게 정의된 창조산업 및 창조경제의 정의를“협의
의 창조산업 및 창조경제”
라고 지칭한다.

2. 창조산업이 경제성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협의의 창조산업이 경제발전 및 고용창출에 얼마나 기여하는
지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조사자료가 보고되고 있다. 본고에서
는 창조산업에 대한 조사연구가 이루어진 국가나 지역중에서 흥
미로운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창조산업의 잠재성을 살펴 보고자 한다.
(1) EU의 경우

EC(European Commission)이 2012년 9월 발간한“Creative
Industry Report”
에 따르면, 2010년을 기준으로 유럽연합의 창조
산업은 EU GNP의 약 3.5%, 그리고 고용으로는 3.8%를 차지하고

5 곽동균,“창조경제의 개념 및 역할,”동향과 전망: 방송∙통신∙전파, 통권 제 60호, pp. 7-17. The
Creative Nova Scotia Leadership Council,“Creative Economy Literature Review,”Feb.
14, 2012. UNCTAD, Creative Economy Report 2010, March 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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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6 1999년부터 2007년 기간동안 섹터별 고용수준을 살펴 보
면, 소프트웨어 섹터가 160만명, 음악/영상/TV/라디오 섹터가
150만명으로 25%~30%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광고가 17%, 출
판이 15%, 건축이 11%를 차지하였다. 성장률면에서는 소프트웨
어 분야의 6% 수준을 제외하면, 나머지 섹터는 1%에서 3% 정도
의 성장률을 보여 왔다. 특기할 것은 창조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구성인데, 보고에 따르면 EU의 창조산업에서 중소기업이나 벤처
기업, 그리고 프리랜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85%가 넘으며, 글로벌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소수 영화와 출판영역의 기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로컬기업이었다.
EU 국가중 가장 먼저 창조산업에 관한 정책을 드라이브한 영
국의 경우, 창조산업 13개 영역이 만들어낸 부가가치총액(GVA:
Gross Value Added)은 2009년에 363억파운드로서 영국 전체
GVA의 2.89%를 차지하였고, 동년도 창조산업 수출액은 전체 수
출액의 10.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창조산업의
고용수준은 2010년에 총 1,498,173명으로서 전체 고용의 5.14%
를 차지하고 있다.7
(2) 미국의 경우

미국의 경우 창조산업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주도하고 있으
며, 지역적으로는 서부 캘리포니아의 LA카운티와 오렌지카운티

6 EC, ICT Competitiveness Week - Creative Industry Report, 18 September 2012. 참조.
7 DCMS, Creative Industries Economic Estimates - Full Statistical Release, December 2011.
참조.

인터넷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전략

15

에 대단위 집적산업단지가 형성되어 있다. 2012년 OTIS 보고서8
에 따르면, LA카운티와 오렌지카운티에서 창조산업과 직간접적
인 연관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총 인원은 664,000명이며, 2011년
매출은 LA카운티와 오렌지카운티가 각각 1,209억불, 145억불이
었다. 이는 한화로 환산하면, 각각 약 133조원, 16조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창조산업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직간접적인 효
과를 포함하여 2011에 2,307억불, 한화로 약 254조원이었다. 흥미
로운 것은 이들 창조산업 종사인력의 년수입 수준인데, [그림 1]은
2011년 LA카운티의 창조산업 섹터별 년수입을 보여주고 있다. 소
득격차는 비교적 커서, 그 범위는 패션 섹터의 4만불 수준에서 시
각 및 공연예술 섹터의 20만불에 걸쳐 있다.

출처: California EDD, WCEW Data

[그림 1] 2011년 LA카운티 창조산업 섹터별 년수입

8 OTIS, “2012 OTIS Report on the Creative Economy of the Los Angeles Region,”
Decemb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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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창조산
업의 국가경제와의 연관성 또는 상대적 성과이다. 미국의 경우,
2012년의 GDP성장률은 2.0%였고, 2013년 예상 성장률은 1.9%이
다. 실업률은 2012년 현재 8%내외이나 이를 완전고용수준인 6%
까지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년 GDP 성장률을 3%에서 4%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실제로 경제학자들은 2014년을 기해
성장률이 회복되어 2016년까지 2.9%에서 3.4%정도의 년간 GDP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며, 그 결과 2016년에 가면 실업률은 6.4%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고용은 2016년에 2011
년대비 4.1%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2006년에서
2011년 사이에 이 지역의 고용이 14% 감소했던 것에 비하면, 상
대적으로 좋은 회복속도이다. 창조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두 카운
티중 LA카운티의 성장 가능성이 특히 괄목할 만한데, 여러 창조
산업내 섹터 중 디지털미디어, 산업디자인, 엔터테인먼트, 건축
및 실내디자인영역의 성장잠재력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2011년
에서 2015년 사이에 예상 고용성장율은 디지털미디어 11.3%, 산
업디자인 7.6%, 엔터테인먼트 6.7%, 그리고 건축 및 실내디자인
6.2%이다. 이외에도 시각 및 공연예술 6.0%, 방송예술 5.7%, 아트
갤러리 4.4%로서 년평균 GDP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3) 호주의 경우

호주 정부가 문화 및 창조산업에 관한 데이터를 재분류하여 집
계한 가장 최근의 시점은 2006년이다. 2006년 현재 호주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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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종사인력은 345,950명으로 국가전체 고용의 3.8%를 차지하
고 있다.9 그 이후 추가 수집된 자료에 의하면, 2008~2009년에
창조산업은 310억 호주달러를 생산하였고 년 평균 성장률은 3.9%
를 기록하여 국가전체의 경제성장률을 상회하였다고 한다. 호주
정부가 문화 및 창조산업으로 분류한 12가지 섹터 중 2006~2011
기간 중 년매출 성장률은 영화 및 비디오 분야가 4.7%, Pay TV가
5.3%로 가장 높았으나, 지상파TV는 4.4%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
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11~2016년 기간중에는 음악과 공연
예술, 영화 및 비디오, 지상파, Pay TV분야가 3.3%에서 최대
5.3%의 년 평균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용도 2010~2016년 기간동안 높은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는
데, 괄목할만한 분야로는 음악과 공연예술 13%내외, 지상파 19%,
창작예술분야 13%를 들 수 있다. 호주의 문화 및 창조산업에 대
한 조사결과로부터 주목할 것은 문화 및 창조산업이 성장면에서
전 산업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유망산업임에는 틀림없으나, 문
화 및 창조산업을 구성하는 세부 섹터간에 매출과 고용지표상의
편차, 그리고 시간상으로는 성장률의 부침이 매우 심하다는 점이
다. 비교적 세계경제의 안정성장이 예상되는 2011년에서 2016년
사이에도 산업내 섹터별 매출성장은 년평균 성장률을 기준으로
최대 5.3%에서 최소 -3.9%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고용수준은
2010~2016년 기간동안 최대 19.3%, 최소 -7.8%의 격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9 IBSA, Environment Scan - 2012: Cultural & Creative Industrie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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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조경제에 관한 기존 논의의 시사점
조사의 사례가 제한적이기는 하나, 비교적 신뢰할 만한 데이터
조사를 바탕으로 한 EU와 영국, 미국의 남부 캘리포니아, 호주의
창조산업 분석사례로부터 우리는 창조산업이 갖는 의미있는 특성
과 이로부터의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기존의 창조산업 또는 창조경제에 관한 논의는 문화산업,
스포츠산업, 관광산업, 방송미디어산업 등 다분히 문화 및
예술과 관련된 영역을 중심으로 제한된 영역으로 정의되고
조사되었다.
�창조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EU의 경우 3.5%, 영국의 경우 2.9%로서 비교적 작다.
�창조산업은 국가경제의 평균 GDP 성장을 상회하는 유망산
업이며,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 실제로 부가가치 비중은 EU
3.5%, 영국 2.9%인 반면, 고용비중은 EU 3.8%, 영국 5.14%
를 보여, 노동집약도가 높은 산업이다.
�창조산업은 전체적으로는 유망산업임에 틀림이 없으나, 두
가지 측면에서 불안정성이 매우 높다. 첫째 창조산업은 특성
상 정보통신, 방송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산업내 섹터간에 대
체가 크게 자주 나타나고 있고, 둘째 창조산업은 소비특성상
경기변동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세계 최고의 창조산업
클러스터라고 할 수 있는 남부 캘리포니아 사례나 호주의 창
조산업 실적데이터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나 조사의 한계로부터 박근혜 정부가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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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창조산업 또는 창조경제는 전면적으로 새롭게 개념정
의를 해야 하며, 그 범위는 기존에 논의되고 있는 창조산업
이나 창조경제의 범위를 크게 넘어서는 것이어야 한다.

Ⅲ. 인터넷중심의 창조경제 재정립 및 구조분석
1. 창조경제의 개념 재정립
기존 창조경제의 정의는 개념설계 시 bottom-up 방식을 사용
하였다. 즉 기존의 산업분류표에 근거하여 창조성과 지적자원을
핵심 투입요소로 하는 생산활동을 모아서 창조산업으로 재분류
한 것이다. 이렇게 모아진 창조산업의 모습을 일반화하여 <표 1>
에 정리한 바와 같이 창조산업과 창조경제를 정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법은 현상을 파악하는 데는 유용할지 모르나, 미래
지향성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창조산
업의 기본 개념은 그대로 차용하되, bottom-up방식이 아니라
top-down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창조경제의 개념을 국가경제 전
반을 포괄하는 확대된 개념으로 재정립하고자 한다. 아래 식은
Cobb-Douglas 생산함수를 확장하여, 그 창조경제의 개념을 수
식화한 것이다.

V = A K αL βI θC γ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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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에서 V(Value)는 생산된 가치, K는 투입자본(Capital), L
은 투입노동(Labor), I는 투입정보(Information), C는 투입된 창의
성(Creativity)을 나타낸다. 그리고 A는 모든 투입요소가 합해져서
산출 V를 만들어내는 생산시스템의 효율, 즉 총요소생산성 (Total
Factor Productivity)을 의미한다. 식 (1)이 전통적인 CobbDouglas 생산함수와 다른 점은 종속변수를“금액으로 환산한 생
산액”
대신에“유무형으로 생산된 가치 전체”
를 사용함으로써 산
출물의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 그리고 생산투입요소에 자본과
노동에 추가해서 정보와 창의성을 추가하였다는 점이다. 이 수식
은 실증분석을 위한 수식이기 보다는, 창조경제를 개념화하기 위
해 수립한 논리적 모형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식 (1)에 의거하
여, 창조산업과 창조경제를 재정의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재정의한 창조산업과 창조경제의 개념
창조산업 (Creative Industries)

창조경제 (Creative Economy)

�국가경제에서 창조산업의 생산이 차지하는
�생산과정에서 창의성 C와 지적자원 I의
비중이 높은 경제
투입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 또는
�국가경제에서 I와 C의 투입이 높은 비중을
산업내 섹터
차지하는 경제
�산출물 V가 첫째 무형의 특허나 논문
등 지적재산권으로 표현되거나, 둘째 예술 �I와 C의 투입을 통해, 상대적으로 총요소
생산성이 높거나 빠르게 증가하는 경제
작품과 같이 무형의 작품성으로 평가되거
나, 셋째 브랜드나 명성이나 신뢰와 같이 �L, I, C를 통합한“인적자본”
의 생산성, 즉
무형자산으로서 경제사회적 가치를 갖거나, “인적자본생산성”
을 중시하여 이를 높이고자
마지막으로 산출물 V가 전방산업에 K나
노력하고 실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경제
I나 C의 형태로 재투입되어 전방산업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사회통합이나 문화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후방산업 또는
적 다양성, 신뢰사회 구축 등 사회적 가치도
후방산업내 섹터
중시하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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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의 정의에 의하면, 창조산업의 범위는 영국의 DCMS나
유엔의 UNCTAD가 정의한 것보다 훨씬 폭넓음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창조산업의 개념정의에 따라, 각 정의에 해당하는 창조산업
을 예시하면, <표 3>과 같다. <표 2>에서 정의한 창조산업의 성
격은 중복이 가능하여 하나의 산업섹터가 여러 군데에 중복해서
포함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3> 창조산업의 재정의에 따른 예시
창조산업의 정의

창조산업의 예시

유형1.C와 I의 투입비중이 소프트웨어, 디자인, 건축, 영화 및 비디오, 음악, 공연예술,
높은 산업
출판, 미술/골동품, 공예, 패션, 법률세무 및 교육서비스 등
유형2. V가 특허/논문 등 소프트웨어, 각종 저작물, 특허, 논문 등을 생산하는 연구개발업
지적재산권인 산업 (Bio, Nano, 신소재, 제약, IT, 로봇 등 과학/공학의 전영역)
유형3. V가 무형의 작품성 건축물, 디자인, 공연예술, 영화, 음악, 미술, 설치예술, 박물관,
으로 평가되는 산업 유적관광, 도시설계, 축제 등
유형4. V가 가치를 갖는 광고홍보, 방송 및 언론미디어, 커뮤니티, 비영리단체, 복지,
무형자산인 산업
사회적 기업, 정부의 공공서비스, 집단적 사회규범 등
유형5. V가 K, I, C의 형 정보통신서비스, IT 서비스, 비즈니스 컨설팅, 투자자문, 인터넷
태로 투입되어 전방 비즈니스, 차세대 ICT 플랫폼, Bio-informatics, Big data,
파급되는 산업
Business Analytics, 각종 Intelligence 비즈니스 등

2. 창조경제와 ICT 기반의 국가경제 성장모델
창조경제의 목표는 단연“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
이다. 앞서 개념화한 창조산업이 어떻게 경제성장을 이루어
내는 지는 식 (1)이 설명하고 있다. 즉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 K
(자본), I(정보/지식), C(창의성)의 투입이 늘수록, 인적자본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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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아지며, 이는 국가경제 전반의 성장을 견인한다. 일자리
창출은 <표 3>에 열거한 창조산업 중 많은 분야가 상대적으로 노
동집약적 특성을 갖는 산업이므로, 이들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과
거 자본집약적 경제성장 시대에 비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
다. 실증적 증거는 이미 EU와 영국 사례를 통해서 살펴 본 바 있
다. 마지막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은 <표 3>에서 제시한 산업 중
문화산업적 성격이 강한 영화, 디자인, 공연, 미술, 관광, 도시외관
등의 창조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창조
산업의 산출물이 정부의 공공서비스나 민간 서비스산업에 투입되
어 서비스 산업전반의 품질수준을 향상시키면, 이 역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그렇다면, 창조산업이 실제로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이러한
창조경제의 목표달성을 가능케 할 것인가? 그 저변의 운용 메커
니즘은 무엇인가? 그 핵심 동력인 인터넷과 ICT와 과학을 ICT 생
태계 모델인 C(Content), P(Platform), N(Network), D(Device또
는 Terminal)로 나누어 구조화하여 살펴 보기로 하자. [그림 2]는
ICT 생태계 기반의 국가경제 성장모델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2]에 의하면, 한 국가의 경제는 ICT를 중심으로 ICT 공급
영역과 ICT 활용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ICT 활용영역은 다
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공부문은 주로 정
부의 활동영역을 지칭하며 민간부문은 정부나 공공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으로서 자율적 소비가 보장되는 영역이다. ICT 공급영역
은 IT 공급산업에 의해 운용되며, 그 산출물이 소비되는 경로는
(1)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B2C(Business-to-Consumer)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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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ICT 생태계 기반의 국가경제 성장모델

태이거나, 또는 (2) ICT 활용영역의 정부 또는 민간기업에 공급되
는 B2G(Business-to-Government)와 B2B(Business-toBusiness) 형태이다. IT 공급산업에 의해 운용되는 ICT 공급영역
은 네트워크 산업의 성격상 하나의 사회간접자본(SOC) 또는 인프
라를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정부에 의한 규제는 인프라적 성격을
갖고 있는 ICT 공급영역 전체, 그리고 ICT 활용영역에서는 국민
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또는 공공부문이 그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ICT 생태계 기반의 국가경제 성장모델에서 창조산업
은 어디에 위치하며,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가? [그림 2]는 우리
나라 경제가 창조경제로 전환하는데 가장 중요한 촉매역할을 할
두 가지 영역을 지목하고 있다. 그 하나는“창조/지식산업 영역 1”
로 표기된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창조/지식산업 영역 2”
로 표기
된 부분이다.10 영역 1은 지속적인 발명과 연구개발을 통해서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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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영역에서의 혁신을 만들어내는 영역이다. 반면 영역 2는 차
세대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ICT 활용영역의 혁신을 가능케하고
촉진하고 전파하는 영역이다. 이 영역은 공급산업과 수요산업 사
이에 위치하면서 ICT 기반의 국가경제 혁신을 가속화하는 산업이
라는 점에서, 본고에서는 이 영역을“중간산업(Middle Industry)”
이라고 칭하고자 한다.
[그림 2]에서 주목되는 두 영역을 <표 3>에서 구분한 창조산업
유형과 매치시키면, 영역 1은 창조산업 유형 2에 대응되고, 영역 2
는 창조산업 유형 5에 대응된다. 그리고 [그림 2]에 명시적으로 표
시하지는 않았으나, ICT 활용영역의 공공부문에 유형 4의 창조산
업이, 그리고 ICT 활용영역의 민간부문에 유형 3의 창조산업이 위
치한다. <표 3>에서 유형 1은 유형 2~5와 개념상 중복되므로, 특
별한 위치를 지정하기는 어려우나, 유형 1에 속하는 창조산업중
일부는 ICT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런 산업은 [그
림 2]가 포괄하는 영역의 밖에 존재한다.
결국 [그림 2]의 ICT 기반 국가경제 성장모델에 의하면, 창조경
제의 성장동력은 영역 1과 영역 2에 국가자원의 투입을 증가시키
거나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수식 (1)에 의한 생산성 증대, 연관산
업 파급효과 극대화, 그리고 산출결과의 수출확대로 이어질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창조산업은 핵심적 역할을 하는데,
유형 2에서 5에 이르는 각 유형의 창조산업은 각자의 위치에서

10 [그림 2]에서는 창조산업이 창조 및 지식산업을 개념상 포괄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해 창조지
식산업으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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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을 견인함은 물론,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유형 2와
유형 5는 진흥정책의 일환으로 인력양성 및 투입을 통해 고용창
출에 이바지 하는 반면, 유형 3과 유형 4는 일종의 연관산업 파급
효과에 따라서 많은 고용을 창출한다.

3. 창조경제와 인터넷경제의 관계
[그림 2]의 ICT 생태계 기반 국가경제 성장모델은 내용적으로는
ICT 생태계를 기반으로 해서 생산활동이 공공 및 민간의 전 영역
으로 파급되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유발하는 과정, 그리고 그
결실을 해외수출로 연계하는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우리가 정
보 및 창의성을 핵심 투입자원으로 하는 경제활동 및 파급효과 전
반을 일명“창조경제”
라고 지칭하였듯이, [그림 2]는 일명“ICT 경
제 또는 ICT 생태계 경제”
라고 명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림 2]
는 국가경제의 성장을 ICT 투입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기 때문
이다.
그렇다면, <표 2>와 <표 3>에서 정의한 창조경제와 ICT 경제
는 무슨 관계인가?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창조경제는 첫째 C
(Contents)와 D(Device) 영역에서의 신기술과 신규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통해 ICT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둘째 C, P, N, D로 구
성된 ICT 인프라가 활용영역에서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촉진제
역할을 함으로써 ICT 경제의 규모를 키운다. 물론 공공 및 민간영
역에서 ICT를 활용하는 영역에 많은 창조산업이 위치하고 있기도
하다. 결국 우리가 새롭게 정의한 창조경제 중 일부가 ICT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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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 존재할 수는 있으나 거의 대부분의 창조경제는 ICT 경제
내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서, BCG(Boston Consulting Group)는 2012년 3월
매우 흥미로운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바로 인터넷경제에 관한 보
고서인데, 이는 [그림 2]의 ICT 생태계를 인터넷으로 좁혀 정의하
였을 때 ICT 경제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향후 성장전망
이 어떻게 되는지를 G20 국가에 대해 분석하였다.11 이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인터넷경제의 비중은 선진국이 4.3%, 개도국이 3.6%
수준이다. GDP대비 인터넷경제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영국
으로서 8.3%수준이며, 그 다음이 한국으로서 7.3%를 기록하고 있
다. GDP대비 인터넷경제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여 2016년에 가면
선진국은 5.5%, 개도국은 4.9%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
다. 이 시기에 영국의 인터넷경제 비중은 12.4%까지 증가하고 한
국은 8.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터넷경제가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바도 커서, 2016년까지 인
터넷경제의 성장으로 인한 고용증가는 G20국가 전체에 걸쳐
3,2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BCG는 이러한 성장의 핵심동인으
로 인터넷 이용자수의 증가와 인터넷 자체의 고도화를 지목하고
있다.

11 The Boston Consulting Group,“The $4.2 Trillion Opportunity - The Internet Economy
in the G-20,”March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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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인터넷을 통한 우리나라의 창조경제 활성화 전략
이제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창조경제는 영국의 DCMS, UN의 UNCTAD가 정의한 협의의 창조
경제, 그리고 필자가 <표 2>와 <표 3>에서 정의한 광의의 창조경
제를 넘어서서, 더 적극적으로는 [그림 2]에 도식화한 ICT 경제로
까지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12 그렇다면, 광의의 창조경제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데이터가 분석된 2010년 전후 영국의 경우,
협의의 창조경제 규모는 GDP의 2.89%, 그리고 인터넷 경제는
GDP의 8.3%를 차지하였다. DCMS가 지목한 13개 창조경제 섹터
중 인터넷경제에 포함될 수 있는 전자출판이나 디지털미디어의
비중 0.05%를 차감하면, 영국경제에서 광의의 창조경제가 차지하
는 비중은 2010년 GDP대비 11.14%수준으로 추정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어떠할까? [그림 3]은 2012년 우리나라 GDP의 산
업별 구성을 도식화한 것이다. 전통적인 산업분류를 따른 이 데이
터로부터, 우리나라 창조경제 또는 ICT 경제 규모를 정확하게 추
산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개략적인 추산은 가능하다. 협의의 창
조경제로 분류할 수 있는 문화 및 오락서비스업은 13조원으로서
GDP대비 1.2%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도 그 성격상 창조산업으로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여 광의의 창조경제에 포함시키면, 창조경제
의 잠재 규모는 2012년을 기준 총 203조원으로 GDP대비 18.5%

12 BCG가 정의한 인터넷경제는 개념상 당연히 ICT 경제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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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차지한다.13
그런데 창조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창조경제의 규모만 커지는
것일까? 2012년의 GDP 중 ICT 활용을 통해 산업혁신이 가능한
서비스산업의 규모는 관광, 유통, 금융보험, 교육, 사업서비스, 운
수보관, 보건의료, 전기, 문화오락 분야를 포함하여 총 500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314조 규모의 제조업에서 스마트폰이나 디지털가
전과 같은 전자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까지 더한다면, [그림 2]의 국
가경제 성장모델이 작동하는 경제규모는 600조원 내외로서, GDP
의 55%까지 차지한다. 따라서 인터넷 또는 ICT를 기반으로 창조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가경제의 55% 정도를 차
지하는 영역에서 혁신을 촉진하고, 창의적 진흥정책을 폄으로써

[그림 3] 2012년 우리나라 GDP의 구성

13 전통적 산업구분이 창조경제의 계산목적에 꼭 부합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략적인 추정치임에 유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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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고용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견인하는 것
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국가경제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광의의 창조경제, 그
리고 연관산업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겠는가? 활성화 정책수립
및 집행에 앞서, 어떠한 정책기반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인
가? 그 구체적인 전략을 살펴 보기로 하자. 앞으로 이에 관한 많
은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본고에서는 그중 기본적인
방안 7가지를 단계화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1. 창조경제 진척관리를 위한 통계기반 구축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제는 창조경제를 정확하게 정
의하고 계량화하는 것이다. 그래야 매년 창조경제의 성장을 모니
터링할 수 있고 정책수행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EU나
영국사례에서 보듯이 창조경제는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타겟
으로 설정할 산업 섹터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은 창조경제의 성과를 추산할 수 있도록 통계기반을 구축하는 것
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산업분류 체계상에서 광의의 창조경
제에 포함시킬 섹터를 구분해 내고, 그 규모와 실태에 관한 데이
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2. 혁신드라이버와 창조경제와의 연관표 개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창조경제의 대표적 혁신드라이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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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반을 포함한 과학/ICT이다. 이는 창조경제의 육성을 책
임질 핵심적 수단이 과학과 ICT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단 창조
경제 통계기반 구축과정에서 창조경제를 구성하는 모든 섹터가
규정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과학/ICT가 창조경제를 구성하는
각 섹터의 성장과 고용창출에 어떻게 이바지하는지에 대한 연관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는 과학 및 ICT를 기반으로 한 진흥정
책을 기획하고 입안하는데, 가장 중요한 논리적 엔진이 된다. 이
연관관계는 어떠한 과학적 산출물 및 ICT의 혁신요소가 창조경제
의 각 섹터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나타낸 것으로서 하나의 연관
분석표로 정리될 수 있다. EC(European Commission)가 2012년
발표한“Creative Industry Report”
는 이에 관한 초보적인 실제 사

출처: EC (2012)

[그림 4] 과학 및 ICT 혁신요소와 창조산업과의 연관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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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를 보여주고 있다.14 [그림 4]는 과학과 ICT의 혁신요소가 협의
의 창조산업 각각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도식화한 EC의 방
법론이다.

3. 인터넷기반 신사회 모델개발 및 국가차원의 ISP 추진
일단 목표로 하는 창조경제의 범위가 정해지고, 창조경제를 구
성하는 각 섹터와 혁신드라이버(과학 및 ICT)간 연관관계가 파악
되고 나면, 이를 종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top-down으
로 구성한다면, 그것은 바로 인터넷기반의 신경제사회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된다. 이 과정에서 두가지 작업이 필요한데, 첫째
는 혁신드라이버를 R&D, 인프라 개발, 인프라 구축, 시범서비스
발굴, 시장가속화 등 기능별로 나누어 실질적 정책도구로 변환시
키는 것이고, 둘째는 이들 혁신드라이버가 정책적으로 실천됨에
따라 창조경제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해 갈지를 담아 경제사회 전
반의 혁신으로 종합하는 것이다. 전자가 경제사회혁신을 위한
R&BD(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라면, 후자는 신사
회 모델의 개발에 해당한다. 이를 종합하여, 하나의 종합적 계획
으로 정리하면, 국가차원의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가 된다.

14 EC, ICT Competitiveness Week - Creative Industry Report, 18 Septemb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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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세대 인프라에 대한 연구개발과 성장기반 구축
국가차원의 ISP가 추진된다면, 그 내용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선도적인 스마트 인프라 구축 및 이의 플랫폼화가 될 것이다. 현
재 전세계적으로 차세대 유무선 인터넷을 개발하고 이를 선점하
려는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차원
의 두 가지 적극적 시장선점 전략이 요구되는데, 하나는 차세대
인터넷을 SDN(Sofrware Defined Network) 기반의 클라우드, 일
명 스마트 클라우드로 재정립하고 그 연구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우리나라가 선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디지털 미디어부문에
서의 OTT(Over-the-Top)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전세계 최초로
모든 방송 및 통신의 All-IP화를 추진하여 완성하는 것이다. 이를

[그림 5] 창조경제 인프라로서 스마트 클라우드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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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표현하면, 창조경제의 성장기반을 전면적으로 인터넷기반으
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과학/ICT의 연구개발력, 스마
트 클라우드 구축을 위한 플랫폼 경쟁력 향상, 인터넷기반의 방송
통신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의 전세계 유통 등 매우 큰 규
모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림 5]는 앞서 제
시한 스마트 클라우드의 모습을 형상화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것
이다.

5. 중간산업(Middle Industry)의 육성
창조경제 핵심 기반구조인 스마트 클라우드가 [그림 2]에 도식
화한 바와 같이 다양한 창조산업으로 파급되어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위“중간산
업(Middle Industry)”
의 육성이 필요하다. 이 중간산업에 속하는
서비스로서는 콘텐츠 전달서비스(Content Delivery Service), 클
라우드 서비스, IT 서비스, 인터넷보안서비스, 빅데이터 Analytics
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중간산업으로서 이들 혁신적 서비스산업
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특화된 혁신적 연구개발, 전문
인력양성 및 보상체계 마련, 그리고 혁신결과의 사회적 수용을 위
한 법제도 마련 등 다양한 진흥정책이 필요하다.

6. 플랫폼 정부(Platform Government)로의 전환
인터넷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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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 하나는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창조경제 발굴의 시범을
보이는 것이고, 둘째는 창조경제 견인을 위한 최우선적인 추진체
계를 마련하여 창조경제를 속박하는 법적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
하는 것이다. 첫 번째 방안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Government
3.0으로 개념화한 전자정부혁신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것, 그
기반이 되는 국가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용체계를 전면적으로 재
정비하는 것, 그리고 철저한 보안을 전제로 그 기반구조를 차세대
인터넷기반의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방안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미국의 FedRAMP(Federal Risk and
Authorization Management Program) 사례와 같이, 관련 정부부
처가 하나의 종합적인 IT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
을 들 수 있다.15 즉 이러한 정부혁신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추
진체계로서,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산업통
상자원부, 국방부, 국정원, 청와대 수석 등이 참여하는 최고위 의
사결정구조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7. 규제완화와 경제사회 전반의 창의성 강화 및 활력증대
이제까지 제시한 다양한 활성화 정책을 편다고 해도, 경제사회
전반적으로 창의성이 중시되지 않고, 자원배분이 창조경제를 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인터넷 규제나 보안상의 위

15 FedRAMP에 관한 사항은 장석권,“클라우드 서비스 발전전략과 정책과제,”방송통신정책, 제 24 권
9호, pp. 1-22. 참조.

인터넷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전략

35

험증가로 인해 자유와 경제사회적 활력이 떨어지면, 제대로 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인터넷을 둘러싼 불필요한 규제
를 완화하고,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창의성을 중시하고 존중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활력을 증대
하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첫째 인터넷,
ICT, 보안, 정보보호, 정보화와 관련된 현행 법령을 전면 재정비
하고, 그 과정에서 규제의 불일치, 중복 규제, 지나친 규제사항을
과감히 제거하는 조처가 필요하고, 둘째 사회전반에 걸쳐 창의성
을 중시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예
컨대, 개인이나 벤처,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제도적으
로 수집, 등록, 보호하는 장치를 개발하고, 더 나아가 창조경제의
근간인 교육영역에서 자율성 증대, 창의력 강화를 위한 교육혁
신, 그리고 그 주체인 대학의 연구/교육활동에 대한 대대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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