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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산업연관분석을 통하여 국내 정보보호 제조 및 서비스 산업의 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

과, 정보보호 제품의 생산유발계수는 전 산업 평균보다 크지만, 정보보호 서비스는 전 산업 평균을 크게 하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가가치유발계수 및 고용유발계수의 경우 정보보호 서비스는 전 산업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데 반해, 정보보호 제품은 전 산업 평균에 미치지 못해 생산유발계수와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다. 전ㆍ후방 연쇄효과

는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 모두  산업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보보호 산업은 전반적으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성장 기여도와 고용기여도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정보보호 제품의 경우 고용기여도가 마

이너스를 기록해 해당 부문의 고용증대를 위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conomic ripple effect on the domestic information security manufacturing and service 
sectors through input-output analysis. The production inducement coefficient of the manufacturing sector is bigger 
than the average of whole industry, but that of the service sector is smaller than the average. On the other hand, the 
service sector is superior to the manufacturing sector in the value added and employment inducement coefficients. 
Forward and backward linkage effects of manufacturing and service sectors are generally lower than those of the 
average of whole industry. The information security industry has insignificant contribution to national economy and 
employment growth overall. In particular, the manufacturing sector records minus contribution to employment growth, 
which means that a lot of effort for increasing employment must be given further on in the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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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디지털 정보기술이 발전하고 컴퓨팅 파워가 급격히 

향상되면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대용

량 정보를 저렴한 비용으로 디지털화 할 수 있는 기반

이 빠른 속도로 구축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정보

화 역기능의 피해도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

에서도 최근 국가적인 보안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정보보호 산업 활성화와 기술인력 육성

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이 고취되고 있으며, 정보의 자

산가치가 증대됨에 따라 정보보호에 대한 수요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2013)에 따르면 세계 정보보호 산

업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은 정보보안 분야에서 세

계 시장의 약 40%을 점유하고 있으며, 연평균 10% 대
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뿐 만 아니라 물리보안 

분야에서도 건설 및 주택 경기의 활성화와 교체 수요에 

힘입어 연 4.2%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1]. 
2013년 2월 12일, 오바마 대통령은 ‘주요 인프라 사이

버 보안 강화에 관한 대통령령’에 서명했으며, 이 명령

에는 사이버 공격에 관한 정보공유를 군수산업으로부

터 모든 주요 인프라 사업자로 확대하는 절차를 확립하

는 조치와 주요 인프라에 대한 정보보안의 위험을 경감

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2]. 미국 외에도 영국, 
일본, 독일, 이스라엘, 중국 등 주요국에서는 정보보호 

기술개발을 국가경쟁력 강화의 중요 수단으로 인식하

여 연구개발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

고 있다. 하지만 국내 정보보호 시장은 2013년 기준으

로 세계 시장의 2.8%에 불과하며, 국내 IT산업 시장에

서 정보보호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3%에 지나지 

않는다[3].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정보보호 산업의 중요

성은 점차 커지고 있으나, 국내 관련 시장은 매우 취약

할 뿐더러 관련 산업에 대한 산업⋅경제적 측면의 연구

도 거의 이루지지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보호 산업에 관한 정의를 내리

고 그에 따른 산업분류를 시도한 후,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정보보호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

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발굴함으로써 우

리나라 정보보호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
장에서 정보보호 산업분석에 관한 기존 문헌을 살펴보

고, 제3장에서는 정보보호 산업의 정의 및 분류체계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한 후, 본 연구에서 적용할 

정의와 산업분류 체계를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정보보

호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모형을 제시한

다. 여기에서는 생산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부가가치

유발계수, 영향력계수, 감응도계수, 성장 및 고용기여

도에 대한 정의 및 산식을 간략히 설명한다. 제5장에서

는 앞서 제시한 모형을 토대로 정보보호 산업의 투입‧

산출 효과와 성장 및 고용기여도를 추정하는 한편, 정
보보호 산업의 유형과 그 특성을 분석한다. 제6장은 논

문의 결론부로 앞에서 분석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

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기존 연구 검토

정보보호 산업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는 비

용편익 또는 비용효과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분석과 산

업연관분석을 통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는 분

석의 두 가지 분야로 대별된다. 본 연구는  후자에 속한

다. 전자에 속하는 대표적 연구로는 산업스파이와 지적

자산 도용이 영국 경제에 미치는 사이버 범죄 비용을 분

석한 OCSIA and Detica(2011)의 연구와 미국 내 다양한 

산업으로부터 종업원 수 700명 이상이 되는 50개 기관

을 표본으로 하여 사이버 범죄 비용을 추정한 Ponenom 
Institute(2011)의 연구가 있다[4, 5]. 국내 연구로는 사이

버 범죄 비용을 다룬 유진호 외(2008)와 신진(2013) 등
의 연구가 있으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이 기

업의 가치상승, 정보보호 산업 활성화, ISMS 인증의 경

제전망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고만규(2010)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6-8].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로는 

박성욱‧윤종민(2006), 박성욱‧이상호(2007), 정우수 외

(2014) 등의 연구가 있다. 박성욱‧윤종민(2006)은 2000
년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2005～2009년까지의 국

내 정보보호 산업의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9]. 박성욱

‧이상호(2008)는 2003년 산업연관표를 토대로 2007～
2012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산업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10]. 정
우수 외(2014)는 2009년 산업연관표를 토대로 RAS 방
법을 적용하여 2013년 연장산업표를 작성하고, 이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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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정보보호 산업의 각종 유발계수를 계측하였다

[11]. 하지만 이들이 사용한 2009년 산업연관표는 2005
년 표를 근간으로 하여 연장한 표이기 때문에 최근의 

경제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해, 추정된 각 계수도 상당

히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RAS 기
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2013년 말 현재 산업별 중간투

입률, 중간수요율, 총투입에 관한 정보를 통계청 등 경

제관련 부처에서 확보하여 근사시켜야 한다. 하지만 정

우수 외(2014)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히 2008년 및 2009년 연장표로부터 평균증가

율을 구한 뒤 이 값을 토대로 2013년의 산업별 중간투

입, 중간수요, 총투입을 추정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 방법에는 예측을 위한 수많은 가정들이 포함되어 있

기 때문에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잠재

되어 있다.

Ⅲ. 산업의 정의 및 분류

최근 다양한 주체가 참가하는 국제회의에서 정보보

호 행동강령이나 사이버공간 이용행위에 대한 국제법 

적용 또는 인터넷⋅거버넌스와 같은 정보보호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보보호의 

정의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세계를 관통하는 공통적 이

해가 없는 실정이다. 정보보호 산업과 관련하여 아직 

국내에서는 학계와 산업계가 공통으로 적용하는 정의

는 존재하지 않으며, 많은 경우 관련법에 명시된 정의

를 준용하고 있다. 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정보보호제품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정보보호에 관한 컨설팅 등과 관련된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보보호 산업은 국가별, 기관별로 각기 달리 분류하

고 있다. IDC(2005)는 정보보호 산업을 크게 정보보호 

하드웨어,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보보호 서비스로 대

분류하였다. 정보보호 하드웨어의 세부 산업은 하드웨

어 인증, 보안 어플라이언스로 분류하였고, 정보보호 

소프트웨어의 세부산업은 콘텐츠관리 소프트웨어, 인
증 및 접속관리 소프트웨어, 보안 및 취약점 관리 소프

트웨어, 침입탐지 및 방지 소프트웨어, 방화벽/VPN 소
프트웨어, 기타 보안 소프트웨어로 분류하였으며, 정보

보호 서비스는 컨설팅, 구현, 관리, 교육훈련으로 분류

하였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2007)은 IDC와 동일한 산

업 분류체계를 채택하다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통합에 따른 제품출시 추세를 반영하기 위하여 2006년
부터 제품기반의 시스템 및 네트워크 정보보호 제품과 

정보보호 서비스로 새로이 분류하였다[12]. 최근에는 

관련 협회들도 모두 이 분류체계를 따르고 있다. 한국

인터넷진흥원(2013)과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한국디

지털CCTV연구조합(2013)은 정보보호 산업을 크게 정

보보안과 물리보안으로 양분한 후, 각각 제품 산업과 

서비스 산업으로 세분하고 있다[13]. 
한편, 한국은행의 산업분류 하에서는 정보보호 산업

이 별도의 산업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산업연

관표 체계 하에서 정보보호 산업 부문으로 간주 할 수 

있는 부문을 추출해야 한다. 기존 연구에서의 정보보호 

산업 분류를 살펴보면, 박성욱‧윤종민(2006)은 한국은

행 산업연관표 상의 기본부문 중 컴퓨터관련서비스를 

정보보호 산업에 가장 근사하는 산업으로 간주하였으

며, 박성욱‧이상호(2007)도 동일한 입장을 취하였다. 
정우수 외(2014)는 컴퓨터관련서비스 뿐만 아니라 다

양한 산업을 포함시켜 정보보호 산업을 광의로 정의하

였는데, 박성욱‧윤종민(2006)과 박성욱‧이상호(2007)
이 정의한 협의의 정보보호 산업 분류와는 매우 대조적

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정보보호 산업 분류체계는 표 1과 같

다. 정보보호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박성욱‧윤종민(2006), 박성욱‧이상호(2007)
의 분류체계에 비해 정보보호 산업의 범위를 확대하였

으나, 한국의 산업 현실을 감안하여 정보통신산업 이외

의 산업까지 정보보호 산업 내에 포함시킨 정우수 외

(2013)의 분류체계보다는 보수적으로 설정하였다. 또
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이 정보보호 산업을 

단일 산업으로 가정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것

과는 달리 정보보호 산업을 제품과 서비스로 분류하여 

분석함으로써 정보보호 산업이 지닌 특성을 보다 면밀

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기존 국내 

연구들이 오래 전의 산업연관표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 
연구방법론에 있어서 오류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

하여 2014년 12월 현재, 가장 최신의 자료인 2010년 실

측 기준의 2012년 연장표를 토대로 정보보호 산업의 국

민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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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gregated small classification in I-O table

Information 
security
products

Computer and peripheral equipment (86)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equipment (87)
Electronic video and audio equipment (88)

Information
security
services

Information service (131)
Software development and supply (132)

Computer management service (133)

표 1. 정보보호 산업 분류체계

Table. 1 Classification for information security industry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산업연관표의 고유번호를 나타냄 

Ⅳ. 분석 모형

본 연구에서 채택한 우리나라의 산업분류 체계는 한

국은행 통합대분류 30개 산업에 정보보호제품과 정보

보호서비스를 추가한 총 32개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종 계수의 측정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아래와 같

다[15,16]. 부문의 총산출 또는 총투입은 식 (1)로 표현

할 수 있다. 는 부문에서 사용되는 부문의 투입액, 

는 부문의 최종수요, 는 부문의 수입, 는 부

문의 총산출 또는 총투입을 나타낸다. 


 



                        (1)

식 (1)을 재화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한 재화의 투

입단위인 투입계수를 이용하여 이를  행렬식으로 표시

하고, 이를 행렬 X에 대해 풀면 식 (2)와 같다. 여기에서 

A는 중간투입계수행렬을 나타낸다. 행렬을 

생산유발계수라고 하는데, 이 계수를 통해 최종수요 

의 변동에 따른 각 산업부문에서 직ㆍ간접적으로 유발

되는 총산출을 구할 수 있다.  

                       (2)

본 연구에서는 산업의 순수한 국내 생산유발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계측하기 위해 비경쟁수입형 생산유발

계수를 적용하였고, 이를 이용한 생산유발 관계식은 식 

(3)과 같다. 이 때, 는 비경쟁수입형 중간투입계수 행

렬, ∆는 국내 최종수요 증가분 벡터이다.

∆    ∆                      (3)

비경쟁수입형 생산유발계수를 반영한 부가가치유발 

관계식은 식 (4)와 같다. 여기에서 V는 부가가치유발액, 
는 부가가치액을 총 투입액으로 나눈 부가계수의 대

각행렬, 는 부가가치유발계수 행렬을 나타

낸다. 

∆∆                (4)

비경쟁형 생산유발계수를 반영한 고용유발계수행렬

은 식 (5)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때, L은 고용유발인원, 
은 고용유발계수를 나타내는 대각행렬로, 어떤 산업부

문의 생산물 한 단위(10억 원) 생산에 직접 필요한 고용

량 뿐 아니라 생산파급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필요한 고

용량까지 포함한다. 그리고  은 고용유발계

수를 나타낸다. 

∆  ∆                 (5)

영향력계수는 어떤 산업부문에서 최종수요가 한 단

위 증가한 경우 전 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즉 후방연

쇄효과의 정도를 전 산업 평균에 대한 상대적 크기로 

나타내는 계수로 식 (6)과 같이 정의된다. 여기에서 

는 레온티에프 역행렬 계수표 상에서의 원소를 나타낸

다. 영향력계수가 클수록 해당산업 부문의 산출 증가에 

따라 타 산업을 견인하는 정도가 다른 산업부문보다 상

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6)

감응도계수는 모든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

수요가 각각 한 단위씩 증가하였을 때 어떤 산업이 받

는 영향, 즉 전방연쇄효과의 정도를 전 산업 평균에 대

한 상대적 크기로 나타난 계수로 식 (7)과 같이 정의된

다. 감응도 계수가 클수록 해당산업부문이 다른 부문에 

비해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는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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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Ⅴ. 분석 결과 

5.1. 정보보호 산업의 매출 전망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한국디지털CCTV연구조합

(2013)은 2012~2017년까지의 정보보호 산업의 매출 전

망을 발표하였다. 2012년 정보보안 산업의 총 매출은 1
조 5,775억 원에서 연평균(CAGR) 6.3%씩 꾸준히 증가

하여 2017년에는 2조 1,396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정보보안 제품은 2012년 1조 2,507억 원에서 연

평균(CAGR) 5.6%씩 성장하여 2017년에는 1조 6,418
억 원에 이르고, 정보보안 서비스는 2012년 3,269억 원

에서 연평균(CAGR) 8.8%씩 성장하여 2017년에는 

4,97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물리보안 

기업의 총 매출은 4조 6,620억 원에서 연평균(CAGR) 
22.1%씩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는 12조 6,739억 원

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물리보안 제품은 2012년 

3조 1,913억 원에서 연평균(CAGR) 25.4%씩 성장하여 

2017년에는 9조 9,1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물리보안 서비스는 2012년 1조 4,707억 원에서 연평균

(CAGR) 13.4%씩 성장하여 2017년에는 2조 7,609억 원

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동 기간 동안 정보보호 제품

과 정보보호 서비스를 합한 정보보호 산업은 연평균

(CAGR) 18.9%라는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

다. 표 2는 정보보호 산업의 연도별 신규 매출 증가액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이하의 분석에서는 정보보호 제

품과 정보보호 서비스의 신규 매출 증가에 따른 각종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한다.  

표 2. 신규 매출 증가액 전망 (단위: 억 원)
Table. 2 Added value sales forecast (Unit: KRW billion)

　 2013 2014 2015 2016 2017

products 6,900  9,263 12,192 17,251 25,521

services 2,159  2,699  2,894  3,236  3,624

Total 9,058 11,961 15,086 20,487 29,146

출처: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한국디지털CCTV연구조합,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2013.

5.2.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표 3은 32✕32 산업연관표로부터 계측된 생산유발 

및 부가가치 유발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생산유발계수

행렬로부터 직접효과는 모두 1 이상의 값을 보이고 있

을 뿐 아니라 비대각 행렬의 모든 계수가 플러스의 값

을 보이고 있어서 호킨스-사이먼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 3. 생산유발 및 부가가치유발 계수 

Table. 3 Production inducement and added value induce- 
ment coefficients

Production inducement 
coefficients

Added value 
inducement
coefficientsDirect Indirect Total

products 1.14 0.85 1.99 0.50

services 1.11 0.53 1.64 0.80

Average* 1.14 0.76 1.90 0.67

* Average는 전체 산업의 평균을 의미함.
주) 한국은행 2012년도 산업연관표(2014)로부터 산업을 재분류

하고 통합한 결과임.

정보보호 산업에 속하는 정보보호 제품과 정보보호 

서비스는 각종 계수 값에서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

다. 생산유발계수에서는 정보보호 제품이 1.99로 전 산

업 평균(1.90)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정보보호 서비스의 

경우 1.64로 전 산업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보여 정보보

호 서비스에 비하여 정보보호 제품이 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가가치유

발계수에서는 정반대로 정보보호 서비스는 0.80으로 전 

산업 평균(0.67)보다 월등히 높지만, 정보보호 제품은 

0.50으로 전 산업 평균을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는 정보보호 제품의 부가가치가 매우 낮다는 것

을 시사한다. 실제로 정보보호 서비스의 부가가치계수

는 52.8%를 기록했으나, 정보보호 제품의 부가가치계

수는 20.2%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정보보호 산업에서

는 소득창출력이 미약한 정보보호 제품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정보보호 제품은 2013~2017년까지 신규로 약 14조 2

천 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전망되며, 
이 중에서 직접효과는 8조 1천억 원, 간접효과는 6조 1천
억 원으로 추정된다. 정보보호 서비스는 2013~2017년
까지 약 2조 4천 억 원의 신규 생산유발효과(직접효과는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19, No. 5 : 1031~1039 May. 2015

1036

1조 6천억 원, 간접효과는 7천 8백억 원)를 발생시킬 것

으로 전망된다. 2013~2017년까지 정보보호 제품은 약 3
조 5천 억 원의 신규 부가가치유발효과를 발생시킬 것으

로 전망되며, 정보보호 서비스는 약 1조 2천 억 원의 신

규 부가가치유발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5.3. 고용유발효과

표 4는 정보보호 산업의 고용과 관련된 각종 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총 투입액에서 차지하는 피용자수 

비중을 나타내는 고용계수를 살펴보면, 정보보호 제품

은 1.08로 전 산업 평균(4.48)에 훨씬 미달하지만, 정보

보호 서비스는 7.34로 전 산업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수

치를 보이고 있다. 특정 산업에 대한 최종수요가 10억 

원 발생할 경우 해당 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서 직·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피용자수를 나타내는 고용유발계

수에서는 정보보호 제품은 4.11로 전 산업 평균(8.57)에 

훨씬 미달하지만, 정보보호 서비스는 11.70으로 전 산

업 평균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고용증가율

(2010~2012년)에 있어서는 정보보호 서비스는 10.9%
로 전 산업 평균(10.0%)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으나, 정
보보호 제품은 –23.3%로 현격한 고용 감소를 보였다. 
이와 같이 고용관련 각종 계수에서 정보보호 제품은 정

보보호 서비스에 비하여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음

을 알 수 있다. 정보보호 산업의 매출 증대에 기인한 고

용유발효과를 살펴보면,  2013~2017년까지 정보보호 

제품은 약 2만 9천 명, 정보보호 서비스는 약 1만 7천 명

의 고용을 발생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보보호 

산업은 5년간 총 4만 6천명, 연평균 9천 명의 고용을 유

발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표 4. 2012년 기준 고용관련 각종 계수(단위: 명/십억 원)
Table. 4 Employment related coefficients by 2012(Unit: 
(person/KRW billion)

　
Employment 
coefficient

Employment 
inducement 
coefficient

Growth rate of 
employment

('10~'12)　

Products 1.08 4.11　 -23.3%

Services 7.34 11.70 10.9%

Average* 4.48 8.57 10.0%

* Average는 전체 산업의 평균을 의미함.
주)  2009년 이전 산업연관표는 2010년 이후 산업연관표와 분류 
체계가 상이하여 비교분석이 곤란하여 동일 분류체계를 따르는 
2010년 고용표와 2012년의 고용표의 고용증가율을 비교함.

어떤 산업의 고용계수가 전 산업 평균보다 크면 노

동집약적, 작으면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볼 수 있으며, 
어떤 산업의 고용증가율이 전 산업 평균보다 높으면 

고용확대형, 낮으면 고용둔화형 산업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은행(2004)은 이와 같이 산업별 고용계수와 고용

증가율의 두 가지 지표를 가지고 산업을 자본집약‧고

용확대, 자본집약‧고용둔화, 노동집약‧고용확대, 노동

집약‧고용둔화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17]. 
이 분류에 따르면, 정보보호 서비스는 그림 1과 같이 

고용계수와 고용증가율이 모두 전 산업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노동집약‧고용확대형에 속하며, 정보보호 제

품은 고용계수와 고용증가율이 모두 전 산업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자본집약‧고용둔화형에 속하는 산업으로 

나타났다.

그림 1. 고용계수와 피용자 수 증가율에 의한 산업유형 분류 

Fig. 1 Industry classification by employment pattern

5.4. 전⋅후방연쇄효과

표 5는 정보보호 산업의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정보보호 제품의 경우 영향력계수는 산

업 평균과 비슷한 수치를 보이지만, 감응도계수는 산업 

평균을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보호 서비

스는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 모두 산업 평균에 미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정보보호 산

업이 전방연쇄효과뿐만 아니라 후방연쇄효과도 낮아서 

해당 산업부문에서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한 경우 전 

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력과 해당 산업부문이 다른 산

업부문에 비해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는 정도가 모두 상

대적으로 작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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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전‧후방 연쇄효과

Table. 5 Effects on backward and forward linkage

backward linkage 
effect

forward linkage 
effect

Products 1.0517 0.7164 

Services 0.8646  0.7718 

5.5. 성장 및 고용기여도

2010〜2012년 기간 중, 우리나라의 산업별 성장기여

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2010년 실측 산업연관표와 2012
년 불변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였다. 2012년 불변 산업연

관표는 한국은행이 제공하고 있는 2012년 연장 산업연

관표에 2010년 기준의 경제활동별 GDP 디플레이트를 

적용하여 신규로 작성하였다. 2012년의 경제활동별 

GDP 디플레이트는 2010년 기준으로 제조업 101.3, 정
보통신업 97.2, 2012년의 국내총생산 GDP 디플레이터

는 2010년 기준으로 102.6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보

호제품에 대해서는 101.3, 정보보호서비스에 대해서는 

97.2의 GDP 디플레이트를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산업을 크게 농수산광업, 제조

업, 서비스업으로 나눌 때, 농수산광업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성장기여도가 2.0% 수준으로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우리나라의 경제성

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성장기여도를 비교하면 전자는 35.7%로 후자

의 62.4%를 훨씬 하회하고 있다. 이는 최근 지속적 내

수침체로 서비스산업의 성장이 전반적으로 부진하였던 

사실에 기인한다. 한편 고용기여도에서 농수산광업은 

–1.22%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며, 제조업은 성장기

여도에서 보여준 높은 수치와는 달리, 13.8%로 매우 낮

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반면에 서비스업은 고용기여도

가 87.4%로 나타나 고용부문에서 국가경제에 큰 기여

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장 및 고용기여도 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

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용증가 측면에서는 서

비스업이 제조업을 앞서지만, 총산출증가 측면에서는 

제조업이 서비스업을 앞선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제조업에 속하는 정보보호 제품과 서비스업에 속하는 

정보보호 서비스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정보보호 제품

은 성장기여도가 1.03%로 정보보호서비스의 0.97%보

다 더 높지만, 고용기여도에 있어서는 정보보호 서비스

는 2.15%인데 반하여 정보보호 제품은 –1.75%로 마이

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정보보호 산업은 전반적으로 국

민경제에 미치는 성장기여도와 고용기여도가 미약하

며, 특히 정보보호 제품의 경우 고용기여도가 마이너스

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문의 고용증대를 위한 

노력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정보보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성장 및 고용기여도가 높은 ‘보
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도
매 및 소매’와 같은 산업부문과 정보보호제품 또는 정

보보호서비스와의 융합이 가능한 부문 발굴을 통한 신

산업 창출이 훌륭한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 성장 및 고용기여도 

Fig. 2 Contribution to  economy and employment growth

Ⅵ.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 경제적으로는 물론 사회‧문화적

으로도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정보보호 산업에 대한 정

의와 범위를 설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정보보호 산업의 

생산, 부가가치, 고용에 관한 각종 유발효과와 전‧후방

연쇄효과, 성장 및 고용기여도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

를 통하여 정보보호 산업은 날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산업의 기반은 전반적으로 취약

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우리나라 정보보호 산업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보호 제품은 정보보호 서비스에 비하여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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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계수는 다소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부가가치유발

계수에서는 전 산업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다. 이
는 정보보호 제품의 부가가치가 현저히 낮다는 것을 의

미하므로 향후 정보보호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정보보

호 서비스는 고용증가율이 전 산업 평균보다 높게 나타

났으나, 정보보호 제품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산업유형 분류에서도 정

보보호 제품은 고용둔화형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문의 고용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정보보호 제품의 경우 영향력계수는 전 산

업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지만, 감응도계수는 평

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보호 

서비스는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 모두 평균에 미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정보보호 산업은 전‧후방연쇄효

과가 낮은 산업이어서 해당 산업에서 최종수요가 증가

하더라도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으며, 타 산업

에 비해 경기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사실을 시

사한다. 넷째, 정보보호 산업은 전반적으로 국민경제

에 미치는 성장기여도와 고용기여도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보호 제품의 경우 고용기여도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문의 고용증

대를 위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

로 성장 및 고용기여도가 높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

스’,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도매 및 소매’와 같은 

산업부문과 정보보호 제품 또는 정보보호 서비스와의 

융합이 가능한 부문 발굴을 통한 신산업 창출이 정보

보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성장 및 고용기여도 추정을 하는데 있어

서 기준년도와 비교년도 사이의 간격이 2년에 불과하

여 경제변동 상황을 장기적 관점에서 보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분석기간을 단기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

던 이유는 2009년 이전과 2010년 이후의 산업연관표

의 분류체계가 상이하여 산업간 비교분석이 곤란했기 

때문이다. 향후에는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여 보다 

안정적ㆍ장기적 관점에서의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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