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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산업의 전성시대이다. 최근 들어 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전환

(Digital transformation), 언택트 (Untact), 블록

체인 (Blockchain) 등의 ICT 기술 기반의 사회

변화가 지속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다. 미래 성

장 동력으로서의 ICT 기술에 대한 강조는 ICT

산업뿐만 아니라 주변 산업으로 외연이 확대되

어 기존 산업의 구조마저 재편을 초래하고 있

구조적 공백 이론을 이용한 산업간 융합 측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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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CT 기반 산업 융합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를 체계적인 방법으로

정량화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ICT 산업을 ICT 제조업과 ICT 서비스업으로 분류한 후,
구조적 공백 이론 관점에서 산업연관표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산업 간 융합 네트워크 구조에서의 ICT

산업의 효율성과 제약성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ICT 제조업과 ICT 서비스업 모두 정보 효익과 통

제 효익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나, 산업 간 융합 과정에서 경쟁 우위의 위치에 있는 핵심 산업인 것
으로 입증되었다. 또한, ICT 제조업과 ICT 서비스업의 직접적인 비교와 지난 15년간의 추세 분석 결

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핵심주제어: 산업 융합, ICT 산업, 구조적 공백

Abstract This study seeks to measure inter-industry convergence systematically and
quantitatively using structural holes theory. ICT industries were classified into ICT manufacturing

and ICT service then efficiency and constraints were calculated using input-output tables. The

results of the study revealed both ICT industries have very high information and control benefits
in the process of industrial convergence, proving to be key industries with competitive advantage.

Further implications were presented based on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ICT manufacturing

and service and trend analysis over the past 15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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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산업의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 및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ICT 산업과의 융합이 필

수부가결해 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 인식에 따라 교통, 에너지, 관광, 도시, 교

육, 의료, 국방, 물류, 농업 등의 다양한 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예산을 투자하여 ICT융합 사

업을 추진해 왔다. 서울시가 북촌을 사물인터넷

육성 시범 사업지구로 조성하여 스마트 투어를

구현하여 운영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전통금

융기관들이 핀테크에 대규모 투자를 쏟아 붓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전통 산업의 기업들

도 생존전략으로써 ICT와의 융합에 사활을 걸

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더 다양한 가치를 제공

할 수 있다는 점에서 ICT와의 융합은 기업들에

게 혁신을 위한 필수적 트랜드가 된 것이다. 신

발 및 운동용품을 생산하는 나이키 (Nike)는 나

이키 아이디 (NikeID)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

로 고객이 직접 디자인한 맞춤형 신발을 제작해

주며, 블록 장난감으로 유명한 레고 (Lego)도

원하는 동작을 프로그래밍까지 할 수 있는 로봇

인 마인드스톰 제품군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

다 (Jeon et al., 2011).

ICT 융합의 중요성에 따라 관련 연구논문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Shin and Lee

(2016)의 연구는 국내 디지털 문화콘텐츠 서비스

산업이 주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Kim and Kim (2009)

은 철강 산업의 R&D 역량 강화를 위해 ICT 기

술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하였다. Lee and

Kim (2019)은 박물관 등의 문화서비스 업에서도

차별화 및 향상된 고객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앱

및 QR코드 기반 고객서비스를 통한 방문자 맞춤

형 전시가 중요시된다고 밝혔다. Lee et al.

(2019)는 국내 ICT 산업이 타 산업에 미치는 전

방연쇄효과와 후방연쇄효과를 타국가와 비교하여

ICT 산업의 경쟁우위를 증명하였다.

이와 같은 ICT 기반의 산업간 융합의 중요성

이 사회와 학문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인식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량적인 지표를 사

용하여 체계적으로 측정하려는 시도는 매우 부족

한 실정이다. 단순 ICT 장비 및 기기 구매 금액

을 지표로 사용하거나 기존 연구 중에는 특허 자

료와 같은 매우 제한된 자료를 이용하여 산업별

융합을 측정하고자 한 연구가 있으나 (Hwang,

2017), 견실한 이론 기반으로 산업간 경제 활동

전체를 포괄하는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는 전무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 공백 (Structural

holes) 이론 관점에서 산업연관표의 데이터를 분

석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ICT산업이 국내 산업간

융합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규명하여 학문적·실용

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이후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

서는 본 연구의 바탕이 되는 ICT 산업과 구조

적 공백 이론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였

다. 3장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인 산업연

관표와 분석 방법인 효율성과 제약성을 설명하

였다. 4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ICT 제조업과 서

비스업을 비교하여 보여주었다. 5장에서는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정리한 후, 연구의 의의

와 한계를 밝히며 논문을 마무리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ICT 산업

ICT 산업은 정보처리 및 통신의 기능을 수행

하거나 가능하게 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광범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포괄하는 산

업으로써 크게 ICT 제조업과 ICT 서비스업으로

분류 가능하다 (Lee et al., 2019).

끊임없이 변화하는 산업 환경, 산업간 융합, 신

흥 산업 등의 등장으로 산업간 경계가 점점 흐려

지고 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을 대상으로

파급 효과나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분류 방법이 필요하

다. ISIC Rev.4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revision 4, 국제표준산업분류 제4

차 개정)에 따른 최근 연구에 따르면, ICT 제조

업은 반도체, 메모리, 비메모리, 액정 표시장치,

인쇄회로기판 등을 포함한 전자부품 및 컴퓨터,

유무선 통신장비, 영상 및 음향기기 등을 포함한

소비자 및 산업용 전자제품 등을 제조하는 산업

을 의미하고, ICT 서비스업은 유무선 통신업,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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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외에도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등을 포함한 정보서비스

업을 포함한다 (Li et al., 2019).

한국의 ICT 제조업은 수출 규모에서 OECD

국가 중에 1위이고, 2016년 기준 국가 전체 수

출의 33%, 무역 흑자의 90%를 차지하는 등 경

쟁우위에 있는 산업이다 (Lee et al., 2019). 반

면에 한국의 ICT 서비스업은 ICT 제조업에 비

해 국제경쟁력이 다소 떨어지지만, 2000년대 이

후로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소프트웨어 및 정보

통신 진흥 정책을 발판 삼아 선두 국가들을 추

격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Lee et al., 2019).

2.2 구조적 공백 이론

Burt (1992)는 구조적 공백 이론을 통해 특정

네트워크 구조상에서 하나의 개체 또는 사람이

다른 개체 또는 사람 대비 가지고 있는 상대적

경쟁 우위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사회

구조는 구성원들 간의 복잡한 연결고리 및 상호

작용으로 된 네트워크 형태를 보인다 (Lee et

al., 2016). 이때 사회적 구조상에서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객체들로 인해서 생기는 네트워크

의 빈 공간을 구조적 공백이라 일컫는다. 네트워

크 내에 구조적 공백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

로는 결속성 (Cohesion)과 등위성 (Equivalence)

이 제시되었다. 결속성은 네트워크 내의 개체간

의 직접인 연결을 의미하며, 등위성은 두 개체

간의 직접적인 연결은 없으나 간접적인 연결에

의해 동일한 그룹에 속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

다. 결속성과 등위성이 낮은 네트워크는 구조적

공백이 발생한다. Fig. 1은 구조적 공백이 있는

네트워크와 없는 네트워크의 차이를 보여준다.

네트워크 내의 특정 개체가 연결 관계가 미약

하거나 아예 없는 구조적 공백 상태에 있는 두

개 이상의 개체 또는 그룹을 연결해주는 중개자

의 역할을 할 경우 개체 간의 중복적이지 않고

효율적인 연결 관계로 다양한 정보를 접할 기회

가 많아지는 장점이 있다. 이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보 효

익 (Information benefit)이고 다른 하나는 통제

효익 (Control benefit)이다 (Burt, 1992). 정보

효익이란 새로운 정보, 자원에 적시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한다. 구조적 공백 위치에 있

는 개체는 중복되지 않은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정보 원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정보 효익이 낮은 경우는 동일

한 그룹에 속해있는 개체들과의 중첩된 연결 관

계가 발생하여 불필요한 정보의 중복으로 거래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

통제 효익은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개체의 네

트워크 내에서의 정보 및 자원의 교류에 대한

제어·통제 권한으로 인한 협상에서의 비교우위

를 의미한다. 구조적 공백으로 연결되지 않은

두 개체는 중개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Fig. 1 Structural Ho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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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자를 반드시 경유해야만 한다. 반대로 구조

적 공백이 없는 네트워크에서는 모든 개체가 연

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개자가 정보의 흐름을 통

제함으로써 얻는 통제 효익을 얻을 수 없다.

그 동안 구조적 공백이론에 입각한 수많은 연

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이는 대부분 개인, 팀, 조

직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Zaheer and Soda,

2009). 구조적 공백을 이용하여 정보 효익과 통제

효익을 누리는 개인은 보다 긍정적인 평가와 더

많은 보수 등을 받는 것으로 다양한 실증 연구를

통해 드러났다 (Burt et al, 2000; Burt, 2007). 개

인 수준의 정보 및 통제 효익은 그들이 근무하는

팀 또는 조직으로 전이되기도 한다 (Burt, 2000).

Burt (2004)는 공급 사슬 내에서 구조적 공백을

메우는 기업의 관리자가 더 높은 경제적 보상과

개인성과 평가를 보였다. Zaheer and Soda (2009)

는 TV방송국을 팀 단위로 분석하였을 때, 구조적

공백의 이점을 누리는 팀이 더 높은 시청률 성과

를 올리는 것을 입증하였다. Soda et al. (2004)은

구조적 공백의 이점이 프로젝트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구조적 공백 이론을 산업

관점에서 적용해보려는 시도가 등장했다. 국가

경제 내에서 산업 간의 재화와 서비스 간의 거

래를 통한 융합 활동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놓고

구조적 공백을 분석해 볼 수 있다. 산업 관점에

서 국가 경제 네트워크에 구조적 공백이 존재한

다는 의미는 특정 산업 없이는 산업 간의 교류

및 융합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더뎌서 각 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술, 정보, 자원 등의 중개

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 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산업 간의 융합에 있어서 중

개자의 역할을 하는 산업은 최소한의 비용을 통

해 각 산업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자원을 풍부

하게 교환시킬 수 있다.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

는 경쟁 상황에서 국가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공백의 위치를 점유함으

로써 중개자의 위치에서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기술, 정보, 자원, 사업 기회에 대

한 접근성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핵심 산업

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존 산업 연구에서 구조적 공백 이론을 적용

한 선행 연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Chang

and Shih (2005)는 대만과 중국에서의 산업간

혁신의 확산의 차이를 구조적 공백이론으로 비

교하였다. Muñiz et al. (2010)은 스페인과 유럽

경제 네트워크에서 산업간 지식 교류로 인한 혁

신 능력의 결정요인으로 구조적 공백에서 바라

보는 해당 산업의 상대적 위치로 설명하였다.

Soofi and Ghazinoory (2011)는 이란 경제에서

의 제조업의 중요성을 산업간 R&D 지출 데이

터를 이용하여 구조적 공백 이론으로 계량화하

였다. García-Muñiz and Vicente (2014)는 유럽

경제에서의 기술 혁신과 경제 발전에서 있어서

ICT 산업의 중요성을 구조적 공백이론으로 입

증하였다. 마지막으로, Li et al. (2019)은 중국의

ICT 산업과 비ICT 산업을 제조업과 서비스업으

로 재차 구분하여 중국 국가 경제 구조 내에서

산업 그룹별 정보 효익과 통제 효익의 차이 유

무를 확인하였다.

3. 연구 방법

3.1 산업연관표

한 나라의 경제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수 많은 산업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각 산업

들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다른

산업의 생산물을 중간물로 이용함으로써 직·간접

적으로 관계를 맺게 된다. 이와 같은 산업간 투입

산출 거래관계를 연간 단위로 기록한 통계표를

산업연관표라고 하며, 국가 경제에서 전체 산업의

구조적 측면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Im

and Lee, 2018; Lee et al., 2019; Li et al., 2019).

산업연관표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까지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통계당국에 의해 공식적

으로 작성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에

서 공표하고 있다. 다만 국가별로 산업분류 및 세

부작성지침이 상이해서 국가 별로 직접적인 비교

가 다소 힘든 실정이다. 이런 단점을 해소하고자

WIOD (World input-output database)는 43개 국

가의 산업연관표를 ISIC Rev.4에 따라 56개 산업

분류 방식으로 재구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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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mer et al., 2015).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경제에서 산업 간의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 관계

를 국제 기준에서 정확하게 파악하여 추후 국제

비교 연구를 도모하고자 WIOD에서 현재 제공 중

인 2000-2014년 국내 산업연관표를 사용하였다.

ICT 제조업은 ISIC Rev.4의 산업분류 코드 C26

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

조업’의 투입산출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ICT 서비

스업은 산업분류 코드 J61 ‘통신업’과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그리고 J63

‘정보서비스업’의 투입산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3.2 효율성과 제약성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국가 경제 네트워크

내에서 구조적 공백 상태에 있는 산업 간의 교

류를 촉진시켜 주는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융합

핵심 산업은 정보 효익과 통제 효익의 이점을

누린다. 각 산업이 국가 경제에서 누리는 정보

효익과 통제 효익은 효율성 (Efficiency)과 제약

성 (Constraints)을 각각 계산함으로써 정량화할

수 있다 (Burt, 1992).

효율성은 비 중복적인 연결 정도를 보여주는 유

효규모를 네트워크 총 규모로 표준화함으로써 구

할 수 있으며,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식(1)과 같다.

 






(1)

식(1)에서 중복성을 보여주는 값인 Ri(j) 는 산

업 i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또 다른 산업 j가 i와
연결된 제3의 산업들과 얼마나 많은 연결 강도를

갖고 있는지를 측정하여 합산한 값이다. 효율성

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모든 산업 간의 연결간계가 비효율적으로 완전히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타 산업 간의 융합에 따른

기대효과가 낮은 상황을 의미한다. 반대로, 효율

성이 1에 가까울수록 각 산업과의 연결 관계가

고유한 정보제공 원천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의

미로 정보의 원천이 많아 더 많은 타 산업의 새

로운 기술, 정보, 자원에 신속하게 접근하여 융합

에 따른 파급효과가 높을 것이다.

제약성은 한 산업이 다른 산업과 직접 연결된

강도와 제3의 산업을 통해 간접 연결된 강도의 비

율 합으로 구하며, 이를 표현하면 식 (2)와 같다.

 








(2)

식 (2)에서 pij 는 산업 i의 네트워크 내 전체

연결 관계 대비 산업 j와의 직접 연결 강도의

정도를 의미하며, ∑piqpqj 는 산업 i의 네트워크

내 전체 연결 관계 대비, 제3의 산업인 q를 통

한 산업 j와의 간접 연결 강도를 합산한 값이다.

이때, 간접 연결 강도가 높아질수록 직접적인

교류에 따른 이득의 기회를 제약하게 된다. 제

약성은 효율성과는 반대로 0에 가까운 낮은 값

일수록 특정 산업의 통제 효익이 높은 경우이

며, 네트워크 내 구조적 공백이 존재하여 타 산

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정보·자원 등에 대한 접

근성이 낮아 기준 산업의 중개를 통해서만 원하

는 바를 획득할 수 있다. 한편 제약성이 높은

값을 가질수록 기준 산업과의 직접적인 교류 없

이 타 산업들 간에 간접적으로 원하는 기술·정

보·자원 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산업의

통제 효익은 낮아진다. 결론적으로 특정 산업의

효율성이 높고, 제약성이 낮을수록 국가 경제의

융합 혁신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핵심 산업이라

볼 수 있다.

4. 결 과

ICT 제조업과 ICT 서비스업을 포함한 총 56

개의 산업을 대상으로 2000-2014년의 15개년도

산업연관 데이터를 UCINET으로 분석하여 국가

경제의 산업간 융합에서 차지하는 ICT 산업의

이점을 구조적 공백을 확인하여 살펴보았다.

ICT 제조업과 ICT 서비스업의 효율성과 제약성

을 확인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먼저 효율성의 결과부터 살펴보자면, ICT 제조

업의 효율성 평균은 0.837이고 ICT 서비스업은

이보다 낮은 0.809을 기록했다. 비모수검정 방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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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콕슨 부호순위 검정 (Wilcoxon signed-rank

test) 결과, 2000-2014년의 ICT 제조업의 효율성

이 ICT 서비스업의 효율성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p-값 = 0.001).과거 연구에 따르면

높은 효율성의 판단 기준은 0.8이며

(García-Muñiz and Vicente, 2014; Li et al.,

2019), ICT 서비스업의 2009-2011년 결과를 제외

하고는 모두 0.8보다 큰 효율성 수치를 보여 정보

효익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Fig. 2의 시계열

추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두 산업 모두

2006년에 효율성이 두드러지게 감소한 후, 2000년

대 후반까지 하락세가 지속되었다. 다만, ICT 서

비스업은 2009년 이후로 효율성이 상승하고 있는

반면, ICT 제조업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서

Years
ICT-M ICT-S

Efficiency Constraints Efficiency Constraints
2000 0.853 0.144 0.824 0.162

2001 0.853 0.141 0.823 0.156
2002 0.851 0.140 0.818 0.157
2003 0.850 0.141 0.815 0.158
2004 0.853 0.141 0.819 0.157
2005 0.853 0.142 0.824 0.156
2006 0.835 0.136 0.809 0.153
2007 0.829 0.136 0.805 0.152
2008 0.825 0.135 0.801 0.150
2009 0.827 0.134 0.792 0.159
2010 0.824 0.137 0.796 0.165
2011 0.822 0.141 0.799 0.164
2012 0.827 0.137 0.805 0.161
2013 0.828 0.135 0.805 0.160
2014 0.827 0.135 0.807 0.157

Average 0.837 0.138 0.809 0.158

Table 1 Results of Structural Holes Analysis

Fig. 2 Results of Efficiency Fig. 3 Results of Constraints



Journal of the Korea Industrial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Vol.25 No.3, Jun. 2020 : 11-19

- 17 -

두 산업간 격차가 줄어 들고 있는 추세이다.

뒤이어 ICT 제조업과 ICT 서비스업의 제약성

을 계산한 결과, 각각 평균 0.138과 0.158을 기

록하였고, 2000년 이후로 García-Muñiz and

Vicente (2014)가 제시한 기준치인 0.2보다 계속

낮은 수치를 기록하여 두 산업 모두 구조적 공

백으로 인한 통제 효익을 누리는 산업으로 드러

났다. 두 ICT 산업의 제약성의 차이가 유의한지

를 살펴보기 위해 마찬가지로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 방법으로 확인해 보았고, 2000-2014년의

ICT 제조업의 제약성이 ICT 서비스업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p-값 = 0.001). Fig. 3의 시계

열 그래프를 살펴보면 두 산업이 매우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 ICT 제조업은 2009년, ICT서비

스업은 2008년에 2년에 걸쳐 제약성 수치가 크

게 상승하는 시기가 있긴 하였지만, 장기적으로

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다.

5. 결 론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국내 산업 간의 융

합에서 차지하는 ICT 제조업과 ICT 서비스업의

상대적 위상의 추이를 구조적 공백이론으로 분

석하였다. ISIC Rev.4의 산업분류 방식에 따른

WIOD에서 제공하는 2000-2014년 한국 산업연

관표를 이용하여 효율성과 제약성을 계산하여

두 ICT 산업의 정보 효익과 통제 효익을 확인

하였다. 분석 결과, 두 ICT 산업 모두 0.8 이상

의 효율성과 0.2 미만의 제약성 수치를 보여서

국내 산업간 융합 과정에서 정보 효익과 통제

효익의 이점을 모두 누리는 중개자의 위치에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ICT 제조업

과 ICT 서비스업은 국내 경제의 융합 핵심 산

업으로서 두 산업 없이는 산업 간 정보·기술·자

원 교류에 구조적 공백이 발생된다는 것이다.

또한 두 산업 간의 직접적인 비교에 있어서는

2000년 이후로 ICT 제조업이 ICT 서비스업에

비해 유의하게 산업간 융합 과정에서 정보 효익

과 통제 효익을 더 크게 누리는 경쟁우위에 있

는 것으로 드러났다. ICT 제조업의 정보 효익이

더 크다는 의미는 ICT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더

다양한 형태의 융합으로 고유한 자원 및 기술에

더 신속히 접근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며, ICT

서비스업의 경우는 ICT 제조업 대비 상대적으

로 일부 산업과의 중복된 융합 형태가 많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ICT 제조업의 통제 효익이

더 크다는 점에서 ICT 제조업의 산출물인 반도

체, 메모리, 통신장비 등이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거래로 소비되는 반면에, ICT 서비스업의 산출

물인 소프트웨어, IT서비스, 통신서비스 등은 상

대적으로 제3의 산업의 최종산출물에 중간재 형

태로 쓰인 것을 가져다 쓰는 간접적인 거래로

소비되고 있음을 유추 가능하다.

지난 15년간의 효율성 추이 분석 결과를 보

면, ICT 산업이 성숙기에 도달함에 따라 2000년

대 초반 대비 최근의 효율성이 감소하였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산업 간의 초융합, 전통 산업의

ICT 기술 기반 디지털 전환이 점차 필수가 되

어가는 현 상황을 미루어 볼 때 ICT 산업과의

다양한 융합의 노력들이 중복되어 나타났기 때

문으로 짐작된다. 다만, ICT 서비스업의 효율성

은 2000년 후반 이후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반면, ICT 제조업의 경우는 정체되어 있어 두

산업 간의 정보 효익 격차는 점차 줄어드는 추

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ICT 서비스업의 융합

입지가 ICT 제조업 대비 점점 커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제약성에 대한 추이 분석 결과, 두

ICT 산업의 제약성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

을 바탕으로 두 ICT 산업의 통제 효익이 지속

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는

ICT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점차 타 산업에서

ICT 제품과 서비스를 간접적인 형태가 아닌 직

접적으로 소비하는 경우가 더욱 늘어났기 때문

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ICT 산업의 통제 효

익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산업 간의 초융합 과

정에 있어 ICT 산업의 중개 역할이 점차 필수

가 되어가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는 국내 산업 관점에서

구조적 공백이론을 적용해 본 첫 연구라는 점에

서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 데이

터의 국내 산업간 직·간접적인 거래 관계를 활

용한 구조적 공백 지표로 ICT 산업의 중요성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는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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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산업과의 비교뿐만 아니라 국제 비교 연구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실무적 의의는 정부 및 민간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ICT 기반 융합 과제에 대한

추진의 당위성에 대한 근거와 완료된 사업의 성

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했다는

데 있다. 산업간 융합에 있어서 ICT 산업이 가

지는 구조적 이점을 정보 효익과 통제 효익을

확인하여 입증함으로써 ICT 산업 중심의 융합

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매해 발표되는 산업연관표를 기반으로 시계열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중장기적인 국가 융합정책

의 성과를 계량적으로 확인 및 평가 가능할 것

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방법의

활용도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산업연관표가 가진 태생적

특징 때문에 자료의 최신성이 부족하다는 점에

서 한계를 가진다. 기본적으로 각 국가의 통계

당국에서 공표하는 산업연관표는 전 산업의 사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통계 수집, 실측조사

및 추계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매우 방대한

통계 조사과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연구시점과

이용 가능한 산업연관 데이터의 시점이 2-3년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각 국가의 데

이터를 WIOD에서 재 작성하는데 역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0년

대 후반기의 ICT 산업의 경쟁 우위를 확인해

보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하며 후속 연구에서

는 최신 데이터를 반영하여 최근 부각된 인공지

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으로 인

해 더욱 중요해진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ICT산업의 위상을 재확인해 보아야 한다. 마지

막으로 본 연구에서 확인한 효율성과 제약성이

ICT 산업의 다른 성과지표 (생산 규모 및 성장

률 등)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추후 연구를 통

하여 밝힐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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