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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creation and ICT usage in service 

industries. This research is particularly important because job creation is one of the most critical issues for the country. 

With technology innovation and system integration, manufacturing industries do not create enough employment, 

therefore, the society relies on  service industries for creating job opportunities. Until now, due to limitations, analysis 

of job creation in service industries through ICT usage has not been investigated in depth. Thus, development of an 

effective ICT support policy was impossible. In this research, we used seven methods to investigate overall relationship 

between ICT usage level and job creation. A rule of large numbers has been applied to reach conclusion. Through 

this research, the government can focus its investment on service industries where job creation rate is the highest. 

We can expect both reinforcement in competitiveness of our service industry and continuous creation in employment, 

eventually leading to a virtuous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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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ICT 활용과 련하여 거시  연구들이 증가하

고 있다.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ICT 활용은 차 

증가되고 있으므로 일자리 창출 등에의 향을 체

계 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일반 으로는 ICT 

활용  투자가 증 되면 해당 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어 일자리가 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과거

의 분석이 다수 있었다. 한편 ICT 활용과 일자리 

수요와는 본질 으로 계가 없다는 분석도 있다.

개별기업 수 에서는 생산성이 증가하면 단기

으로 고용이 감소하는 것이 일반 이며, 일자리의 

품질 개편이 일어나게 된다. 즉  일자리 심

에서 고 일자리 심으로 재편되는 효과가 먼  

발생한다. 한 개별기업 수 에서는 ICT 활용으

로 경쟁력이 향상되어, 장기 으로 기업의 매출

이 증 되어 고용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일자리의 총 수에서는 증가  감소의 방향을 단

정하기 어려운데, 늘어나는 고  일자리의 숫자가 

상 으로 많았던  일자리 감소 숫자를 상쇄하

고도 남을 만큼 늘어날지는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정책  에서 볼 때, ICT 활용으로 인해 고

부가가치 지식일자리의 증가가 가장 크게 나타나

는 산업을 발견해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일

자리 창출이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경제에서 가장 

요한 이슈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ICT 활용으로 

일자리가 증가하는 서비스산업군을 발견해내는 것

은 매우 요한 연구 주제이다. 본 연구는 이 주제

에 해 기  연구를 수행하 다. 재의 통계 

데이터는 산업내의 고부가가치 일자리 숫자와 

부가가치 일자리 숫자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후의 정확한 결과 도출을 한 선행 연구로서 

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ICT 활용 증가와 일자리가 

늘어나는 서비스산업과의 인과 계를 밝 내는 것

은 재의 통계 데이터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근 하는 결과를 얻기 한 기  연구를 

먼  수행하 다.  

재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가용한 통계 데이

터를 활용하여 개략 으로라도 ICT 활용과 서비스

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 계를 도출해내는 것이

다. 엄격한 통계 분석이 어려운 상황에서 본 연구

가 취한 차선의 방법은 수의 법칙을 이용하는 것

이었다. 즉, 유사 분석을 여러 가지 수행하여, 여러 

분석 결과를 종합 으로 해석하여 결론을 도출하

는 방법을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계량  방법

으로 7가지 분석 방법을 사용하 으며, 정성  방

법으로 유망서비스업 추출 결과를 사용하 다. 계

량  분석 방법 7가지는 ICT와 일자리 거시분석, 

고용(취업) 계수분석, 유사산업 비 상 분석, 연

 산업 포함 분석, Leontief 분석, Ghosh 분석, 고

용구조분해분석(SDA : Structural Decomposition 

Analysis) 등이다. 

서비스산업 ICT 활용 황을 분석하고, 일자리

와 련한 직   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ICT 

활용 수 과 일자리 창출량의 계를 도출하 다. 

계량  분석 결과와 정성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ICT 활용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

군을 분류해 내었다.

2. 서비스산업에서의 ICT 활용

2.1 서비스산업 ICT 활용 개요

서비스란 제품과 다른 ‘무형의 재화’다. 사

인 의미로는 물질  재화 이외의 생산이나 소비에 

련한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서비스업이란 1

차 산업인 농림어업, 2차 산업인 제조업과 비되

는 3차 산업으로서 한국표 산업분류에서는 도소

매업 등 13개 분류로 나뉜다. 서비스산업의 ICT 

활용에 련된 황을 악하기 해 기존의 정보

화 련 연구자료  련 통계들을 정리하여 분석

하 다.

서비스산업의 IT 활용도는 아래 표와 같이 매년 

조 씩 증가하고 있다.

2013년 IT 활용조사 결과 우리나라 IT 활용지수

가 55.0 으로 평가되었으며, 2012년 비 3.1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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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T Usage Index(Statistics Korea, 2012)
(Unit : Points)

Industry 2009 2010 2011 2012 2013

Total 44.1 46.7 51.3 51.9 55

Wholesale and Retail 37.7 38.7 41.4 38.3 41.7

Transportation 37.3 39.3 41.1 40.2 44.9

Hotels/Restaurants 33.7 36.2 38.1 43.9 49.4

Information Services 51.7 53.8 57.0 53.9 59.1

Finance/Insurance 48.6 52.0 59.6 58.7 64.4

Real Estate 23.3 22.8 26.3 32.0 28.4

Professional Services 30.4 33.5 34.9 38.5 39.8

Business Services 24.7 27.1 28.9 32.0 32.7

Others 24.7 27.2 28.2 30.3 31.4

상승하 으며, 조사를 시작한 2009년부터 매년 상

승하여 2009년 히 10.9 이 상승하 다(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2013). 100 은 

기업 내 업무 로세스에서 IT 활용 정도가 8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 을 의미한다.  부문에서 

IT 활용 지수가 20～60  사이로 매우 낮고 상승폭

도 미비하며, 출 /방송/정보서비스업과 융/보험

업은 산업의 특성상 높은 IT 활용 지수를 나타냈지

만, 부동산/임 업, 사회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등

의 IT 활용이 낮은 상황이다. 

2.2 ICT 활용과 고용창출 연구

서비스산업을 포함한 체 산업에서 ICT 활용

과 고용창출과의 계를 규명한 기존의 연구는 다

음과 같다. ICT 기술 발 이나 ICT 투자가 고용

에 미치는 향에 한 기존 연구들을 조사한 결

과, 연구 상, 기간, 방법 등에 따라 크게 IT 기술 

발 에 따라 고용이 감소한다는 입장, 고용이 증

가한다는 견해, 고용량 자체의 변화보다는 인력의 

구성(composition)이 변화한다는 세 가지 입장으

로 정리되었다(Sung et al., 2009). 

체 산업에서 ICT 투자에 따라 고용이 감소한다

는 입장은 IT 자본과 노동 사이의 체성에 을 

맞추어, 증가된 ICT 자본이 노동수요를 여 고용

을 감소시킨다는 입장이다. 한편, 고용을 증가시킨

다는 입장은 새로운 기술력에 한 수요창출에 따른 

고용 효과가 신기술이 체하는 인력에 따른 노동 

약 효과보다 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구성의 변화를 강조하는 입장은 ICT 기술 발달에 

따라 고용 총량 자체의 변화보다는 고숙련 ICT 인

력에 한 수요가 증가하고, 상 으로 숙련ㆍ 기

술 ICT 인력에 한 수요가 감소한다는 입장이다. 

본 연구에서는 ICT 활용이 생산성을 향상시키

는 효과가 있으나,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일자리

의 감소 효과와, 신산업 창출에 의한 일자리 증

효과  어느 쪽이 클 것인가에 해서는 단정

인 결론을 내기 어려운 상황임을 상정하고 연구를 

개시하 다. 즉, 기존 연구를 통해 방향을 도출하

기는 어려운 매우 복잡한 주제임을 확인하고, 여러 

가지 기법을 동원하여 종합 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미국의 경우 ICT 기술로 인하여 창출되는 

일자리의 정확한 수치를 측정하기 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Korea Communications Agency, 2012). 

표 인 사례로 Maryland 학 Smith 경 학

에서 발표한 ‘The Facebook App Economy’ 보

고서에서는 페이스북 앱 경제의 일자리 향력을 

산출하기 해서는 앱 산업에서 직 으로 창출

하는 고용(direct employment) 개수뿐만 아니라, 타 

산업에서의 간  고용 창출(indirect employ-

ment) 개수와 이러한 고용의 경제  가치(the eco-

nomic value of those jobs)까지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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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장하 다. 

국내에서도 ICT 활용에 따른 일자리 창출  

산업규모(매출액) 변화에 한 효과 측정에 한 

기 인 연구가 일부 있었다. 다수 연구들은 산

업연 표를 이용해 간 인 방식으로 IT 투자액

을 배분하여, IT와 고용의 계를 분석하고 있다. 

기업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로는 “IT 투자가 고용에 

미치는 향에 한 실증 연구(Korea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0)”가 있는데, 총 6년간 실

제 개별기업의 IT 투자액 데이터를 사용하 으며 

‘IT 투자가 고용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기존의 경제학 이론에서 사용되는 ‘노동수요함수’

에 ‘IT 투자액’을 독립변수로 추가한 모형을 이용

하 다. 이 연구에서는 IT 투자가 고용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노동수요함수에 IT 투자액

을 독립변수로 추가하 다. 연구 결과는 기술 

제조업, 고기술 제조업, 력/가스  건설업, 생산

자 서비스에서 “IT 투자가 증가할수록 고용이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노동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증가 효과

는 체 으로 어느 정도의 인과 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어, 상세 연구의 필요성을 뒷받

침해주고 있다(Lee, 2013).

고용창출과 ICT 활용의 계는 보다 복잡한 방

식에 의해 연계된다. ICT 기술 발 에 따른 해당

산업 내의 직  고용효과에 을 맞추고 있는 

연구가 다수이며, 부분의 통계 자료 역시 직

인 고용효과만을 살펴볼 수 있으며, ICT 기술의 

외부성(externality)  효과에서 산출되는 

련 산업 고용을 증가시키는 간  효과와 생산성 

향상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의 해석

은 매우 제한 이다. 고용의 간  효과를 고려하

는 것이 매우 요하다. 융서비스 산업을 로 

들자면 융 산업의 ICT 기술 도입으로 인하여 이

와 련된 서비스업에서 간 으로 고용창출효과

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를 그림으로 도시하면 아

래와 같다. 유통서비스산업(도매  소매업)의 경

우, ICT 기술의 활용으로 무 포 서비스가 가능하

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직 인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택배업이나 정보보안업에 이르기까지 인

산업에도 향을 주어 간 인 일자리 창출이 가

능해 졌으며, 이를 도시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Figure 1> Industries Affected by ICT Usage in Finance 
Industry 

  <Figure 2> Industries Affected by ICT Usage in 
Distribution Industry

고용창출과 ICT 활용의 계는 정확하게 추정

하기는 어렵지만 간  효과가 보다 클 수 있으

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연

구하 다.

3. ICT 활용과 일자리창출 계량 분석

본 연구에서는 엄 한 계량분석을 수행하기에는 

존하는 통계데이터의 량이 부족하고, 세부

산업데이터가 결여된 상황을 고려하여, 근사 계량

분석을 수행하 다. 즉 련성이 높은 유사분석들

을 여러 측면에서 수행하여 그 결과의 종합이 분

석결과가 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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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IT Usage and Coefficient of Employment(2009(Left)), and Job Creation Parameter(2011(Right))

3.1 ICT와 일자리 거시분석

본 연구에서는 기 분석으로서, 각 산업의 소분

류별 종사자수를 활용하여 ICT 활용이 일자리 수

와 어떠한 계를 갖는지 분석하 다. 각 산업의 

분류별 일자리 수들의 평균을 내어 분석하 으

며, ICT 활용지수에 한 분류별 데이터는 없으

므로 분류의 ICT 활용지수를 사용하 다. 분석

결과는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업시설

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의 순

가 매겨졌다. 

3.2 ICT 활용과 고용(취업)계수 분석

다음으로, ICT 활용수 과 고용계수  취업계

수와의 계를 분석하 다. 산업의 취업계수  

취업유발계수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자료

를 사용하 으며 1960년 이후부터 생산되어 2003

년 이후부터는 매년 조사되고 있지만 ICT 활용 

지수와 함께 사용하기 하여 2009년 이후의 자료

만 채택하여 분석하 다. 고용계수  취업계수는 

정태 분석, 고용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는 동태

분석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고용계수  고용유

발계수 분석을 통해 도출된 총 6개의 회귀식이 유

사 패턴을 보이고 있어, 아래에 이  두 개의 회

귀식을 도시한다.

회귀식 도출 결과, 서비스산업의 IT 활용과 고용

계수와의 계는 의 그림과 같이 음의 계를 나

타내고 있다(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

비스업, 술 스포츠  여가 련 서비스업, 회 

 단체 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기타 서비

스업으로 분류되어 총 8개의 포인트로 분석). ICT 

활용이 한 단  증가할수록 고용계수는 0.1971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업무의 자동화로 

인한 잉여노동력의 퇴출이 발생하 기 때문으로 

해석되는데, 신산업 창출  연  산업 고용증가 

등을 고려하여 종합  단이 필요하다. 2010년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IT 활용이 한 단  증가함

에 따라 고용계수는 0.1855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2011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도 의 오른쪽 

그림과 같이 IT 활용과 고용계수의 계는 음의 

상 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IT 활용이 한 단  

증가하면 고용계수가 0.1686 감소하고 있다. 

ICT 활용수 과 고용유발계수간의 계 분석 결

과도,  그림과 같이 음의 상 계를 나타내고 있

으며, 2011년의 경우, IT 활용이 한 단  증가하면 

고용유발계수는 0.1283 감소하고 있다. 2009년은 

0.14, 2010년은 0.136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CT 활용수 과 취업계수간의 계 분석 결과도, 

아래그림과 같이 음의 상 계를 나타내고 있으

며, 2011년의 경우, IT 활용이 한 단  증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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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IT Usage and Employment coefficient(2010(Left)), and Job Induction Parameter(2011(Right))

취업계수가 0.1973 감소하고, 2009년은 0.2008, 2010

년은 0.199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CT 활

용수 과 취업유발계수간의 계 분석 결과도, 아

래그림과 같이 음의 상 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1년의 경우, IT 활용이 한 단  증가함에 따라 

취업유발계수는 0.1543 감소하고 있으며, 2009년은 

0.1383, 2010년은 0.1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CT 활용수 과 고용(취업)계수간의 계가 모

두 음수 혹은 0으로 나와, ICT의 활용이 일자리의 

창출에는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의견을 옹호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해석에는 신 함이 

필요하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 업은 진입장벽

이 낮아 계수들이 높은 경향을 보이며, 출 /방송/

정보서비스업과 융/보험업은 ICT 활용지수가 

높고, 융/보험업과 사업서비스업은 회귀식의 분

산이 타 산업에 비해 매우 작은 특징을 보이고 있

다. 표본의 수, 즉 데이터가 으므로 회귀식의 정

확도가 떨어지며 데이터의 개수가 8개로 한정되어 

있어 결과에 해서는 제한된 해석이 필요하다.

3.3 방산업 추가분석  인 산업 비분석

앞서 분석한 해당 산업의 고용계수  취업계수

와 ICT 활용수 과의 계는 후방산업의 고용

창출 련성을 반 하지 않은 분석이므로, 본 연

구에서는 추가 인 분석을 수행하 다. ICT 활용

이 증가하면 해당산업의 생산성이 높아져서 단기

으로는 고용이 감소할 수 있지만, 산업의 경쟁

력이 높아져서 산업의 매출 규모가 증가하고, 증

가된 매출은 방산업의 고용을 증가시키는 방향

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ICT 활용 증가가 

방산업의 고용계수 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먼  각 산업의 방산업들을 I/O 시스템과 한

국표 산업분류표를 사용하여 정의하 는데, 그 

일부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운수업 : 연료유, 타이어  튜 , 산업용 운반

기계, 자동차,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기타 

수송 장비

- 출 /방송/정보서비스업 : 종이류, 종이제품, 

인쇄  복제, 상  음향기기, 통신  방

송기기, 컴퓨터  주변기기

각 산업의 방산업들에 해 취업계수, 취업유

발계수, 고용계수, 고용유발계수와 ICT 활용수  

간의 분석 결과, 개별 산업별로 다양한 결과가 나

타났다. ICT 활용수 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계

수가 감소하는 산업군과 증가하는 산업군이 다양

하게 나타났다. 

이에 한 해석은 매우 제한 이다. 데이터 포

인트의 수가 은 상황에서, 외생변수들도 통제되

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각 산업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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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에 해 상세 추가 분석을 함께 수행하는 것

이 ICT 활용의 일자리 증가 효과 분석에 의미가 

있다고 제안할 수 있다. 

각 산업의 분류상 인 산업과 비한 분석을 추

가로 수행하 다. 상 인 일자리창출 효과를 

악하기 한 하나의 방법으로 분류상 인 산업과 

비한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하 다. 인 산업의 

분류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분류를 따랐다. 

분석결과 사업시설 리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 

 사회복지서비스업, 술, 스포츠  여가 련 

서비스업, 융  보험업, 문 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이 고용창출 측면에서 상 으로 유망한 것으

로 나타났다.

3.4 연  산업 포함 분석

ICT 활용으로 인해 연 업종의 고용이 증가하

면 체 으로는 ICT 활용증가가 고용증가를 유발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시장에서의 산업 연 성을 고려하여, 연  산업도

를 작성하고, 이를 토 로 연  산업 포함 분석을 

수행하 다. 

우선 아래에 시로서 도매  소매업, 운수업

의 연  산업도를 제시한다.

<Figure 5> A Conceptual Diagram on the Related 
Industries of Wholesale/Retail Industry

도매  소매업은 자동차  부품 매업, 도매 

 상품 개업, 소매업의 분류로 나 어지며 타이

어, 슈퍼마켓의 종사자수의 증감을 조사한다.

 <Figure 6> A Conceptual Diagram on the Related 
Industries of Transportation Industry

운수업은 육상운송  이 라인 운송업, 수상

운송업, 항공운송업, 창고  운송 련 서비스업의 

분류로 나 어지며 택시, 택배, 냉장․냉동고, 주

차장의 종사자수의 증감을 조사한다.

ICT 활용으로 인한 고용증가를 연  산업을 포

함하여 분석한 결과는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

업의 2009년～2011년 종사자수 증가량이 118.4347

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융  보험업이 115.1199

로 2 로 나타났다. 연 업종의 고용증가를 합산한 

평균치로 분석하 다.

3.5 Leontief 분석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업의 생산과정에서 ICT 

제품이나 서비스를 한 단  차용( 는 투입)에 따

라 유발되는 서비스업의 고용변화가 어느 정도인

지에 해서도 분석하 다. 이를 해 아래에서는 

Leontief의 수요기반 설정에 기반한 기술집약효과 

모형과 Ghosh의 공 기반 설정에 기반한 기술확

산효과 모형을 바탕으로 서비스업의 생산과정에서 

ICT 간재 투입이 차지하는 정도를 살펴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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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ICT 간재 투입이 제약을 받을 때 나타나

는 산출과 고용의 감소를 추정하 다. 

먼  Leontief 수요측면 모형에 기 한 추정결과

는, ICT의 간재 투입 비율은 융보험/부동산이 

10.6%로 가장 높았으며, 여타 서비스업에서는 4∼

5% 를 보이고 있다. ICT 간재 투입 제약에 따른 

산출효과의 감소에서도 융보험/부동산이 6.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타 서비스업에서의 감소효과

는 3∼4% 를 보 다. 생산의 생수요로서 고용

효과의 감소를 추정하 으며, 산출효과의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난 융보험/부동산에서 5.2%의 고

용감소를 보 으며, 여타 서비스업에서는 1∼2%

의 고용감소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3.6 Ghosh 분석

Ghosh 공 측면 모형에 기 하여 동일한 방식

으로 모의실험(simulation)한 결과는, Leontief 수

요측면 모형의 결과와 유사하게 ICT의 간재 배

분 비율은 융보험/부동산이 14.6%로 가장 높았

으며, ICT 간재 배분 제약에 따른 산출효과의 

감소 한 융보험/부동산이 1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용효과의 감소에서도 6.2%로 가장 크

게 나타났다.

3.7 고용구조 분해분석

유망 서비스업의 고용 변화를 2005∼2010년을 

기 으로 노동생산성, 최종수요구조, 기술투입구조

의 변화로 분해하여 동태  원인을 분석하 는데, 

이는 기술투입구조의 변화를 통해 간투입구조나 

수입구조의 변화로 인한 고용효과를 측정한다는 

측면에서 고용유발효과를 분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산업의 시각에서 보면 2005∼2010년 동

안 총고용은 2005년의 1,760만 명을 기 으로 16% 

증가하여 상당히 높은 수 이었다고 할 수 있다. 

 노동생산성 증 로 인해 유발되는 고용 감소는 

-28% 정도로 높지 않았고, 최종 수요의 증 에 의

해 만들어진 일자리(666.5만 개)에 의해 충분히 상

쇄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기술구조 역시 상당히 개선

되어 생산 증 에 따라 국산 간투입재의 수요도 

증 되었고, 수입투입재의 비 이 어들면서 일자

리를 국내 산업에 내재화하는 효과도 나타났다. 

서비스산업의 고용변화를 국민경제 반과 비교

해 보면, 우선 2005∼2010년에 유망 서비스업은 평

균 으로 2005년 총고용의 16%∼40%에 달하는 

일자리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었고, 이 같은 증가

는 산업의 고용 증가율 16%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 으로 나타났다.  

4. 일자리창출효과 높은 유망서비스업 
분석

4.1 계량분석 결과

앞서 분석한 7가지 계량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ICT와 일자리 거시분석, 고용(취

업)계수분석, 유사산업 비 상 분석, 연  산업 

포함 분석, Leontief 분석, Ghosh 분석, 고용구조

분해분석 등 모두 7가지 분석 결과의 상  순

를 합산하여 종합 순 를 매겼다. ICT와 일자리 

거시분석  숙박  음식 업, 그리고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행정업 등의 분석불가 항목을 

최하  순 로 부여하여 ICT 활용이 일자리 창출

에 미치는 향이 큰 산업의 순 를 정하 다. 분

석불가 항목 두 개를 간순 로 부여한 결과의 

경우, 효과가 높은 상  산업들은 변동이 없으며, 

하  산업에서 부분 으로 순  변동이 있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산업 부문 도출

을 해서는 와 같은 계량분석 결과와 함께 여

러 가지 거시  정성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결

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 련되는 분

석을 추가하여 종합 결과로 제시한다. 

4.2 통합분석 결과

기존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과 문가들의 집단 

지성으로 분석한 결과를 여기에서 통합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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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  정성 지표를 고르게 활용한 분석결과는 경기

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Lee et al., 2012). 경기

도에서는 서비스부문 간수요율, 수입  수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후방연 효과, 

미래유망도 등의 기 에 의해 5  략 서비스산업

을 선정하 다. 경기도에서 이러한 기 을 용하

여 선정한 5  서비스산업은 의료서비스, 문화콘텐

츠, , 사회서비스, 비즈니스서비스 등이다.

한편 Park et al.(2012)에 따르면 부가가치와 

ICT 활용, 취업계수를 고려한 분석에서는 사업서비

스가 압도 으로 유망한 서비스업으로 나타났으며, 

유통서비스와 개인서비스는 부가가치증가율은 유지

되고 있으나, 취업자 수 증가율은 매우 낮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다시 수의 법칙을 사용하여, 일자리 창출 등

에 유망한 서비스산업을 추출해내면 아래와 같다. 

우선 간투입액이 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데, 

특히 ICT 서비스의 간투입액은 유망서비스업과 

계가 크다. ICT 서비스 간투입비 이 평균보

다 큰 산업을 추출하면 도소매, 기타 운수 련서

비스, 우편  화, 부가통신  정보서비스, 방

송, 융, 융  보험 련 서비스, 사업 련 문

서비스, 고, 컴퓨터 련서비스, 기타 사업서비스  

등으로 나타난다. 한편 고용창출계수가 높은 산업

은 사업서비스업, 보건  사회복지서비스업, 출  

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등이다. ICT 활용

수 이 특별히 높은 산업은 문 과학  기술서

비스업, 출  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술 스포츠  여가 련 서비스업 등이며, ICT 활

용수 이 특별히 낮은 산업은 숙박  음식 업, 

도매  소매업, 운수업 등이다. 활용수 이 매우 

높거나, 매우 낮은 산업은 ICT 활용의 향이 크

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들 6개 산업이 모두 유망

서비스업 후보가 된다. 정부 등 공식기 에서 선

정한 유망서비스업은 보건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서비스, 융서비스, 소 트웨어, 문화콘텐츠, 

물류서비스, 비즈니스서비스 등이다. 앞서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이 평균 수 보다 높음을 기 으로 

계량 으로 선정한 유망서비스업은 사업시설 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출  상 방송통신  정보

서비스업, 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융  보

험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부동산  임

업, 술 스포츠  여가 련 서비스업 등이다. 

이와 같은 5가지 기 을 용하여, 3가지 이상의 

기 을 통과한 공통분모 성격으로 유망서비스업을 

선정하면 출  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 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사

회복지서비스업 등이다. 

이러한 분석은 정성  정량 지표가 하나의 틀

로 묶일수 있는 사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후속 

연구를 해 참고용으로 제시한다. 향후 상세 분

석을 한 기  분석 결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5. 토의  결론

본 연구에서는 ICT 활용이 서비스산업에서 일

자리창출을 가져오는지에 한 분석과 함께, ICT 

활용으로 인한 일자리창출 효과가 높은 유망서비

스산업에 한 기  연구를 해 수행되었다. 계량

 분석을 수행하기에는 존 통계데이터의 

량이 부족하므로, 여러 가지 유사 분석을 수행하

여, 결과를 종합하는 방식을 사용하 다. 향후 축

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상세 분석을 수행하기 

한 탐색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계량  분석에 

사용된 방법은 모두 7가지인데, ICT와 일자리 거

시분석, 고용(취업)계수분석, 유사산업 비 상

분석, 연  산업 포함 분석, Leontief 분석, Ghosh

분석, 고용구조분해분석 등 모두 7가지 분석 결과

의 상  순 를 합산하여 종합 결과를 도출하 다. 

고용(취업)계수분석은 ICT 활용과 고용계수, 고용

유발계수, 취업계수, 취업유발계수와의 계를 알

아보았으며 각 계수와 ICT 활용지수의 연 성을 

분석하 다. 유사산업 비 상 분석은 각 산업들

은 분류상 유사산업과 많은 연 이 있을 수 있으

므로 각 산업과 유사산업의 상 인 분석을 실시

하 다. 유사산업의 분류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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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의 분류를 따랐다. Leontief 분석은 투입계수를 

통한 산출효과와 고용효과의 분석을 통하여 ICT 활

용을 통한 일자리 수의 증가를 측하 고, Ghosh 

분석은 배분계수의 산출효과  고용효과의 분석

을 통한 ICT 활용의 일자리 수 증가를 측하 다. 

고용구조분해분석은 기술투입과 최종수요의 구조

를 통하여 노동생산성의 효과  총 고용의 변화

를 알아보고자 분석을 실시하 다. 체 결과를 종

합하면 ICT 활용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큰 

산업은 출  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과 사

업시설 리  사업지원 서비스업이며, 그 다음으

로는 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융  보험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으로 나타났다. 

계량  분석결과에 추가하여 기존의 거시데이터 

 유망서비스업 분석 결과를 재해석한 후, 계량분

석 결과와 종합 순 를 도출하 는데, 이 결과 

한 1～3순 로 출  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

업(J), 사업시설 리  사업지원 서비스업(N), 보

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Q)이 도출되었다. ICT 

투자를 강화할 서비스산업군에 한 기  분석 결

과로서의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향후의 상세한 분석을 한 기본 방

향을 제시하는 연구로서, 세부 통계데이터의 축  

방향 제시, 인과 계가 모호한 거시  연구의 활

성화를 한 기본 모델 제시 등에 의미를 두고 있

다. 향후 이 분야에 한 연구의 활성화와 기  데

이터 축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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