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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서비스산업의 구조변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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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n The Structural Change of The Knowledge 

Servi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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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제조업 부문의 투자와 고용이 부진하여 잠재성장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신성장동력  일

자리 창출부문으로서 지식서비스의 역할에 한 심이 고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출  고용측면에서 

1995년에서 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지식서비스산업의 구조변화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지식서비스산업

이 경제성장  고용창출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을 한 정책방향을 

제시하 다. 지식서비스산업은 여타 산업에 비하여 총산출과 고용의 규모면에 있어서 국가 체에서 차지하는 비

은 그다지 크지 않지만, 타 산업에 비하여 가장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총산출 증가와 고용 

창출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산출증가율과 성장기여도는 차 하락하고 있어서 지식서비스가 앞

으로도 지속 으로 성장동력  고용창출에 기여하기 해서는 생산성 증 를 한 특별 책이 요구된다.

Key Words : knowledge service industry, industry structural change, contribution to economic growth,  

contribution to employment, labor productivity

ABSTRACT

In recent years, the knowledge service industry is getting much attention in terms of the role as new growth 

driver and employment creation sector whereas the overall potential growth rate in Korea has been slowed due 

to reduced investment and employment in manufacturing sector. This study examines how the knowledge service 

industry contributes to economic development and employment creation by analyzing the structure transition 

pattern of the knowledge service industry from 1995 to 2010 and suggests, based on these results,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industry's development. It turns out that the knowledge service industry greatly contributes to 

total production increase and employment creation during the period of 1995 to 2010. Special strategy for 

increase in labor productivity will be required for the knowledge service industry to contribute consistently as 

growth driver and employment creation sector since production increase rate and growth contribution level have 

been gradually decreased while employment growth rate and its contribution level have been consistently 

increased in the knowledge service industry. 

Ⅰ. 서  론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에 많은 

심을 기울 던 OECD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발

격차가 정보통신기술(IT)과 R&D 신, IT를 능숙하게 

다룰  아는 노동력에 있다고 보고 선진국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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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과 성공사례를 개도국들과 공유하는 사업에 앞

장서 왔다
[1]

. 우리나라는 최근까지 제조업 기반의 성

장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서비스산업의 비 이 상 으로 낮은 편이었다. 최

근 들어 우리나라는 제조업 부문의 투자와 고용이 

부진하여 잠재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

운 성장 동력  일자리 창출 부문으로서 지식서비

스의 역할에 한 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식서비스

산업은 고부가가치산업이며, 제조업에 비하여 고용

창출 효과가 월등히 커서 고용 없는 성장을 경험하

고 있는 우리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산업으로 평가된

다. 한국은행 2010년 산업연 표로부터 추정한 결과

에 따르면, 2010년 기  우리나라 제조업의 고용유발

계수는 6.70, 지식서비스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12.39

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 지식서비스산업의 요성을 

인식하고 2007년부터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지식서

비스 육성 략’을 통해 지식서비스산업의 발 을 

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국, 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하면 미흡한 상태이다. 본 연구의 목 은 

1995-2000-2005-2010년의 속산업연 표를 이용하여 

산출  고용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지식서비스산업

의 구조변화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지식서비스산업이 

성장동력  고용창출에 어느 정도의 향을 미쳤는

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을 

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지식서비스 련 기존 문헌에는 정성 인 연구도 

다수 있지만, 정량 인 연구도 지 않다. 정량  연

구에 속하는 문헌 가운데에는 특히 산업연 분석을 

이용한 연구가 많이 발견된다. 표 인 정성  연구

에는 정종인‧김진용‧황문우(2006)
[2]

, 염 열‧홍길종

(2006)
[3]

, 최 ‧김홍석‧유 선(2009)
[4]

 등이 있는데, 

이들 연구는 비계량 인 방법론을 동원하여 지식서

비스산업과 련한 국가  는 지방 차원의 발

략을 제시한 정책  연구이다. 정량 인 연구에는 권

재 ‧海道凊信‧福島茂‧이명철(2007)
[5]

, 임응순‧유승훈

‧정군오(2008)
[6]

, 허재용‧유승훈(2009)
[7]

, 조정기‧오경

숙(2009)[8], 박성욱(2010)[9] 등의 연구가 있다. 이 

에서 지식서비스산업의 집 과 한국의 16개 지역의 

지역 인 요인과의 계를 클러스트 분석을 통하여 

고찰한 권재  외(2007)[5]를 제외하면 모두 산업연

분석을 이용한 연구들이다. 임응순 외(2008)
[6]
와 허재

용 외(2009)
[7]
의 연구는 산업연 분석의 외생화 기법

을 이용하여, 한국․핀란드, 그리고 한국․미국․일

본․ 국의 지식서비스산업을 각각 국제 비교‧분석

한 논문이다. 조정기 외(2009)[8]와 박성욱(2010)[9]은 

산업연 분석을 이용하여 국내 경제 효과를 분석

하 는데, 본 연구도 이와 유사한 연구이다.  

본 연구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산업연 분석을 이

용한 지식서비스산업 연구와 상이한 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조정기 외(2009)
[8]
와 박성욱(2010)

[9]
의 연구

는 2003년  2007년도 산업연 표를 각각 이용하여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고용유발 효과 등을 추정하

으나, 본 연구는 이들보다 업‧데이터된 2010년도 

산업연 표를 이용하여 산출  고용측면에서 경제

구조 변화를 분석하 다는 이다. 둘째, 기존의 

다수 연구들은 단순히 정태  에서 경제  

효과만을 추정한 연구이나, 본 연구는 

1995-2000-2005년 속불변산업연 표[10]와 2010년 

산업연 표
[11]

를 이용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의 성장 추

이를 동태 으로 분석하 다는 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EU와 OECD 등 주요 외국기 의 지식서

비스에 한 정의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

는 지식서비스산업에 한 정의를 내리고 그 범 를 

설정하 다는 에서 특이성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제2장에서 본 연구에서 용할 지식

서비스산업의 정의  범 를 살펴본다. 제3장과 제4

장에서는 2005년 불변가격 기 의 “1995-2000-2005

년 속불변산업연 표”와 “2010년 산업연 표”를 이

용하여 산출  고용 측면에서의 지식서비스산업의 

구조변화를 분석하고, 재5장에서는 지식서비스산업의 

성장기여도, 고용기여도, 노동생산성을 분석한다. 제6

장은 논문의 결론부로 분석결과를 토 로 정책  시

사 을 제시한다. 

Ⅱ. 지식서비스산업 정의  범  

2.1. 지식서비스산업의 정의에 한 기존 연구

근년 들어 지식서비스라는 용어가 리 사용되고 

있기는 하나, 이 용어에 한 일반 인 정의는 존재

하지 않는다. 지식서비스와 련하여 EU(1995)는 처

음으로 지식집약비지니스서비스(Knowledge-Intensive 

Business Services)라는 용어를 사용하 다
[12]

. 지식집

약비지니스서비스는 “기존 산업사회의 노동, 자본, 

토지라는 주요 생산요소에 비하여 인간의 창의성

에 바탕을 둔 지식을 주요 생산요소로 사용하여 기

존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상품서비스의 고부가가치

화를 지향하는 서비스”로 정의된다. 지식집약비지니

스서비스는 비즈니스서비스의 하 개념으로 비즈니

스 련서비스 에서도 지식을 보다 집약 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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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 Classification
Basic Sector 
in the I-O 

table
Agriculture/ F
isheries/ Mini
ng

Agriculture/Forestry/Fisheries 001-029

Mining/Quarrying 030-044

Manufacturing

Food/Beverages 045-084

Textile/Leather products 085-113

Wood/Paper products 114-128

Printing/Reproduction 129-130

Other manufactured products 288-297

Petroleum/Coal products 131-141

Chemical products 142-171

Non-metallic minerals products 172-187

Basic metal products 188-208

Metal products 209-219

용하는 서비스 업종이 포함된다. OECD(1998)는 

“R&D활동이 활발하거나,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핵심기술인 정보통신기술  련서비스

의 투입비 이 높거나, 기술 신의 생산  활용에 필

요한 숙련인력의 투입비 이 높은 산업”을 지식기반

산업(Knowledge-Based Industry)으로 정의하 다
[13]

. 

OECD는 해당 산업으로 우주항공, 의약, 컴퓨터, 정

보통신기기 등 첨단 기술산업과 정보통신서비스, 

융  보험업, 사업서비스업 등을 들었다. 하지만 이

듬해 OECD(1999)는 어떤 업종이든 생산 활동에는 

일정한 지식투입이 이루어진다는 을 반 하여 지

식기반산업을 “새로운 기술과 인 자본의 투입이 다

른 산업에 비하여 상 으로 큰 산업”으로 정의함

으로써 지식산업의 범 를 이 보다 확  정의하

다
[14]

. 지식기반서비스업(Knowledge-Based Services)은 

지식기반산업 ,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여

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융․보험업, 비즈니스서비

스 외에 교육, 의료, 출 ‧문화‧오락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 행 법령 는 통계 생산을 한 산업

분류상 지식서비스산업의 정의나 범 를 명확히 규

정한 사례는 없다. 다만, 련 규정으로 산업발 법

시행령( 통령령 제21904호, 2009. 12. 24. 개정) 제3

조 제1항에는 한국표 산업분류를 토 로 33개 업종

을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지정해 놓고 있다
[15]

. 하지만 

산업발 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식서비스 업종 가운

데에는 통상 으로 지식서비스의 범주에 포함시키기

에는 애매모호한 업종이 일부 존재한다. 

2.2. 본 연구에서의 정의  범

본 연구에서는 지식서비스를 서비스업 , 지식이 

내재된 ‘무형자산(intangible capital)’을 생산 활동의 

간재로 투입하여 기존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

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정의한다. 이 정의는 EU의 

지식집약비지니스서비스의 정의와 유사하나, 상이한 

은 비즈니스서비스가 아니라 서비스  지식을 집

약 으로 사용하는 업종이라는 이다. 이 정의에 따

르면 비록 비즈니스서비스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식

집약 인 서비스라면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주에 포함

된다. 

표 1은 2010년 한국은행 산업연 (연장)표에 나타

난 통합소분류(168개 부문) 기 의 산업분류를 기반

으로 하여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산업을 별도

로 추출한 후 새로이 만든 산업분류이다. 우선 산업

발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식서비

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한국표 산업 분류와 

응시키고, 이를 다시 한국은행 산업분류표로 응시

키는 작업을 수행하 다. 

지식서비스산업에 속하는 업종을 선정하는 과정에

서 과거 지식경제부가 지정한 기 보다는  OECD의 

분류기 을 우선 으로 용하 다. 왜냐하면 지경부

는 할 하에 있는 업종을 무리하게 지식서비스 업

종으로 지정한 반면, 할 밖에 있는 업종은 지식서

비스의 성격이 강해도 이를 락시킨 경향이 있지만, 

OECD의 경우, 지식서비스의 정의에 따라 보편 인 

에서 지식서비스산업을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발 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식서

비스 업종 가운데 도매  상품 개업은 지식서비스

와는 큰 상 이 없는 도소매업에 해당되므로 이를 

지식서비스산업에서 제외시켰다. 그리고 OECD에서 

요한 지식서비스업종으로 분류하고 있는 융‧보

험업과 사회복지업이 우리나라 산업발 법이 명시하

는 지식서비스 업종에는 락되어 있어서 이들 산업

들을 지식서비스산업에 포함시켰다. 

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우리나라의 산업을 총 

38개 부문으로 분류하 으며, 이 에서 통신⋅방송, 

융⋅보험, 연구개발, 사업 련 문서비스, 고, 건

축⋅공학 련서비스, 컴퓨터 련서비스, 교육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의료‧보건‧ 생서비스, 출 ‧문화‧오

락서비스의 11개 부문을 지식서비스산업으로 분류하

다. 한국은행 산업연 표 상의 통합 분류 기 으

로 볼 때 통신⋅방송(22번), 융⋅보험(23번), 교육 

 보건(26번)에 소속되는 체 업종과 부동산  사

업서비스(24번)  사회  기타서비스(27번)에 소속

되는 일부 업종이 지식서비스산업으로 분류된다. 

표 1. 지식서비스산업의 범   분류
Table 1. Scope and Classification in the Knowledge 
Servi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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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machinery 220-239

Electronic/Electrical equipment 240-267

Precision instruments 268-273

Transportation equipment 274-287

Electricity/Gas/Water supply 298-304

Construction 305-320

General 
services

Wholesale/Retail trade 321-322

Accommodation/Food service 323-326

Transportation/Warehousing 327-340

Real estate activities 354-356

Other business services 368-371

Public administration/Defense 372-373

Social organizations 393-394

Other services 395-400

Knowledge se
rvices

Communication/Broadcasting 341-347

Finance/Insurance 348-353

Research and Development 357-360

Business/Professional services 361-362

Advertising 363

Architecture/Engineering 364-365

Computer related services 366-367

Educational services 374-376

Social welfare services 380-381

Medical/Healthcare/Sanitation 
services

377-379,
382-383

Publishing/Cultural/Entertainment 
services 384-392

Others Dummy sectors 401-403

1995〜
2000

2000〜
2005

2005〜
2010

1995〜
2010

Agri-Fisher-Mining 0.7 0.1 1.7 0.8 
Manufacturing 4.2 6.0 7.2 5.8 
General services 8.1 5.0 4.3 5.8 
Knowledge services 8.4 6.7 5.6 6.9 
Others 4.7 5.1 0.0 3.2 
All industries 5.6 5.7 6.0 5.8 

출처: 한국은행, 2010년 산업연 표, 2012.10. 

Ⅲ. 산출측면에서의 지식서비스산업의 구조변화

2005년 불변가격 기 의 <1995 – 2000 – 2005 - 

2010년 속불변산업연 표>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총산출에서 차지하는 산업부문별 비 을 살펴보면 

 기간에 걸쳐 제조업,  일반서비스산업, 지식서비

스산업, 기타(농림‧수산‧ 산업을 포함한 기타 산업)

의 순으로 일 성 있는 크기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1). 특히 제조업의 구성비는 1995년 58.8%, 2000년 

55.0%, 2005년 55.8%, 2010년 58.9%를 기록함으로써 

우리나라 총산출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우

리나라가 통 인 제조업 강국임을 보여주고 있다. 

지식서비스산업의 경우 1995년 총산출액이 173조 원

으로 우리나라 총산출에서 차지하는 비 이 14.5%에 

불과하 으나, 2000년에는 16.6%, 2005년에는 17.4%

로 지속 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총

산출액은 472조 원으로 우리나라 총산출에서 차지하

는 비 이 17.0%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그림 1. 산업별 총산출 변화 추이(단 : 조 원) 
Fig. 1. Changes in the total output by industry (trillion 
won)

본 연구에서는 연평균 증가율을 계산할 때 

CAGR(Compound Average Growth Rate) 방식을 용

한다. 1995년부터 2010년까지의 산업별 연평균 산출

증가율에서 지식서비스산업은 6.9%, 일반서비스산업

은 5.8%, 제조업은 5.8%, 농림수산임업은 0.8%, 기타 

산업은 3.2%를 기록하 다(표 2). 지식서비스산업은 

총산출에서 차지하는 비 은 그다지 높지 않으나, 연

평균 증가율에 있어서는 가장 빠른 속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식서비스산업의 연평균 

산출증가율은 1995-2000년에 8.4%, 2000-2005년에 

6.7%를 기록함으로써 산업 체의 평균치를 훨씬 상

회하 으나, 2005-2010년에는 5.6%로 산업 체의 평

균치인 6.0%에도 미달하는 실 을 보이고 있다. 

표 2. 우리나라 산업의 연평균 산출 증가율(단 : %)
Table 2. Average annual output growth by industry 

(%, constant prices in 2005)

자료: 한국은행, "1995-2000-2005년 속불변산업연 표
"  “2010년 산업연 표” 

지식서비스산업 내 업종별 산출액 구조 변화를 살

펴보면 표 3  그림 2와 같다. 지식서비스산업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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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rtion of Output CAGR
(‘95-’10)1995 2000 2005 2010

Comm./Broadcasting 6.2 11.8 13.6 11.2 11.2 
Finance/Insurance 30.3 27.7 24.5 25.1 5.6 
R&D 5.8 5.1 5.8 7.0 8.2 
Business/Professional 1.8 2.6 3.1 3.4 11.6 
Advertising 4.0 2.4 2.1 1.7 1.0 
Architecture/Engineering 7.4 5.9 4.0 4.3 3.1 
Computer related 2.3 4.8 5.9 5.6 13.4 
Educational services 19.6 16.3 16.0 15.8 5.4 
Medical/Healthcare 12.3 13.6 14.2 15.8 8.7 
Social welfare 1.2 1.4 1.9 2.1 10.7 
Publishing/Culture 9.1 8.3 8.8 8.0 6.0 

합계 100 100 100 100 

데 “ 융  보험”이 산출 면에서는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으나, 연평균 증가율은 평균에 미치지 못

하고 있다. “교육서비스” 한 산출 면에서는 “ 융 

 보험” 다음으로 큰 비 을 차지하고 있으나, 연평

균 증가율은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총산출 비

이 높으면서도 성장률도 높은 업종으로는 “통신 

 방송”과 “의료‧보건‧ 생서비스”업이 있으며, 총

산출 비 도 낮고 성장률도 낮은 업종으로는 “ 고”, 

“건축  공학 련서비스”, “출 ‧문화‧오락서비스”

가 있다. 총산출 비 은 낮지만 성장률이 높은 업종

에는 “연구개발”, “사업 련 문서비스”, “컴퓨터 련

서비스”, “사회복지사업”이 있다. 특히 “컴퓨터 련

서비스”는 연평균 성장률이 13.4%로 지식서비스 가

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표 3. 지식서비스 업종별 산출액 구조 변화(단 : %)
Table 4. Changes in the structure of output by sector in 
the knowledge service industry

(%, constant prices in 2005)

자료: 한국은행, "1995-2000-2005 속불변산업연 표" 
 “2010년 산업연 표” 

그림 2. 지식서비스산업의 업종별 산출 비   증가율
Fig. 2. Ratio and growth of output in the knowledge 
service industry

Ⅳ. 고용측면에서의 지식서비스산업의 구조변화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의 각 연도별 산업

연 표를 토 로 우리나라 총고용에서 차지하는 산

업부문별 비 을 살펴보면 1995년에는 제조업의 비

이 46.1%로 가장 컸지만, 2010년에는 일반서비스

산업이 제조업을 앞지르는 상이 나타나고 있다. 

2010년 기 으로 제조업의 고용 구성비는 32.7%에 

불과하며, 일반서비스산업과 지식서비스산업을 합계

한 서비스산업의 고용 비 이 65.9%로  산업의 

반 이상을 차지하 다. 고용 측면에서는 산출 측면에

서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고용이 제조업에서 서비스

산업으로 차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3).

그림 3. 산업그룹별 고용구조 변화 추이(단 : 만 명) 
Fig. 3. Changes in the structure of employment by 
industry(10 thousands)

한편 1995년부터 2010년까지의 산업별 연평균 고

용 증가율은 지식서비스산업은 4.2%, 일반서비스산

업은 3.0%, 제조업은 -0.5%, 기타 산업은 -2.4%를 기

록하 다. 지식서비스산업의 경우, 우리나라 총고용

에서 차지하는 비 은 그다지 높지 않으나, 증가율에 

있어서는 가장 빠른 속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식서비스산업 내 업종별 고용구조 변화를 살펴

보면 표 4  그림 4와 같다. 속 산업연 표 상 국

산거래표의 산업분류 체계와 고용표의 산업분류 체

계가 약간 상이하므로 산출 면에서 살펴 본 산업분

류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고용 비 이 높으면서도 성장률도 높은 업종으로

는 “교육서비스”, “의료‧보건‧ 생서비스”, “사업 련

문서비스”업이 있으며, 고용 비 도 낮고 성장률도 

낮은 업종으로는 “통신  방송”, “ 고”, “출 ‧문화

‧오락서비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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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rtion of employment 
(%)

1995
〜 

2010 1995 2000 2005 2010

Comm./Broadcasting 5.9 4.6  4.5  3.5  0.6  

Finance/Insurance 35.7 25.7 16.6 15.1 -1.6 

R&D 4.4 5.5 7.0 8.2 8.6 

Business/Professional* 8.6 10.6 12.4 13.8 7.6 

Advertising 1.0 0.7 0.7 0.7 1.3 

Educational services 25.5 29.7 31.7 28.1 4.9 

Medical/Healthcare 11.3 14.5 15.1 16.1 6.7 

Social welfare 0.7 1.9 4.8 8.4 23.4 

Publishing/Culture 6.8 6.9 7.2 6.0 3.4 

Total 100 100 100 100

1995
〜

2000

2000
〜

2005

2005
〜

2010

1995
〜

2010
Knowledge services 23.1 19.9 15.9 18.9 
  Comm./Broadcasting 5.3 3.7 0.5 2.7 
  Finance/Insurance 5.2 3.2 4.3 4.2 
  R&D 0.8 1.5 1.8 1.5 

고용 비 은 낮은 편이지만 성장률이 높은 업종에

는 “연구개발”, “사회복지사업”이 있다. 특히 “사회복

지사업”은 연평균 성장률이 23.4%로 지식서비스산업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지식서비스산업 가운데 “ 융  보험”업은 고용 면

에서는 비교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으나, 연평균 

증가율은 “마이 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 

표 4. 지식서비스산업의 업종별 고용구조 변화
Table 4. Changes in the structure of employment by 
sector in the knowledge service industry

주) * 사업 련 문서비스에는 건축  공학 련서비스와 
컴퓨터 련서비스 포함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bok.or.kr.

그림 4. 지식서비스산업의 업종별 고용 비   증가율
Fig. 4. Ratio and growth of employment in the 
knowledge service industry

Ⅴ. 지식서비스산업의 성장  고용기여도 분석

산업별 성장기여도는 산업 체의 총산출 증가에

서 차지하는 각 산업의 산출증가의 비율로 정의되며, 

산업별 고용기여도도 산업별 성장기여도의 개념을 

원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아래 식에서 ∆Xi는 i 산

업의 총산출 변화, ∆Li는 i 산업의 총고용 변화를 의

미한다. 

산업별성장기여도



 ∆
∆



산업별고용기여도



 ∆
∆



5.1. 지식서비스산업의 성장기여도 분석

표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농림․수산․ 산

업과 기타 산업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성장기여도가 

미미하며,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이 우리나라의 경제성

장을 견인하고 있다. 1995〜2010년 기간  서비스산

업과 제조업의 성장기여도를 비교하면 자는 39.6%

로 후자의 59.0%를 훨씬 하회하고 있다. 이는 2000

년  반부터 최근까지 나타난 지속  내수침체로 

서비스산업의 성장이 반 으로 부진하 던 사실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1995〜2000년 기간 에는 서비

스산업이 제조업보다 성장기여도가 11.7% 포인트 높

았지만, 2000년 에 들어오면서 서비스산업의 성장기

여도는 제조업을 크게 하회하기 시작하 다. 2000〜

2005년 기간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성장기

여도가 18.3% 포인트 낮아졌으며, 2005〜2010년 기

간 에는 무려 36.6% 포인트 낮아졌다. 1995〜2010

년 기간  서비스산업 내에서는 지식서비스의 성장

기여도가 18.9%로 일반서비스의 20.8%보다 낮게 나

타나고 있다. 하지만 일반서비스산업의 경우 성장기

여도의 하락 폭이 매우 크지만, 지식서비스의 경우 

상 으로 낮은 하락폭을 보이고 있다. 

표 5. 산업별 성장기여도(단 : %) 
Table 5. Contribution to economic growth by indust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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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siness/Professional 1.0 0.9 0.7 0.8 
  Advertising -0.1 0.2 0.1 0.1 
  Architecture/Engineering 0.7 -0.1 0.8 0.5 
  Computer related 2.3 1.7 0.7 1.4 
  Educational services 2.3 3.1 2.4 2.6 
  Medical/Healthcare 3.8 3.1 3.3 3.4 
  Social welfare 0.4 0.6 0.4 0.5 
  Publishing/Culture 1.6 2.0 0.9 1.4 
Agri-Fisher-Mining 0.4 0.1 0.6 0.4 
Manufacturing 43.1 58.2 68.0 59.0 
General services 31.7 20.0 15.5 20.8 
Others 1.7 1.8 0.0 1.0 

1995
〜

2000

2000
〜

2005

2005
〜

2010

1995
〜

2010
Knowledge services 46.4 33.6 48.0 58.6 
  Comm./Broadcasting -3.0 1.5 0.3 0.4 
  Finance/Insurance -25.0 -8.8 5.3 -5.2 
  R&D 6.3 4.8 5.5 7.4 
  Business/Professional 12.1 7.0 8.6 11.7 
  Advertising -0.8 0.2 0.3 0.2 
  Educational services 29.4 13.9 8.6 18.2 
  Medical/Healthcare 18.3 6.0 9.2 12.8 
  Social welfare 5.3 6.2 8.9 10.2 
  Publishing/Culture 3.7 2.8 1.4 3.0 
Agri-Fisher-Mining -17.0 0.5 0.6 -2.5 
Manufacturing -175.6 28.0 12.6 -10.3 
General services 46.2 37.9 38.8 54.2 

자료: 한국은행, "1995-2000-2005 속불변산업연 표" 
 “2010년 산업연 표” 
   

지식서비스산업내 업종별 성장기여도를 좀 더 세

분화해서 살펴보면 체 분석기간  융‧보험의 

성장기여도가 4.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의료‧보

건‧ 생 3.4%, 통신‧방송 2.7%, 교육서비스 2.6%, 연

구개발 1.5%, 컴퓨터 련서비스 1.4%, 출 ‧문화‧오

락 1.4%의 순으로 성장기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나머지 업종들은 모두 1% 미만의 성장기여도를 나

타내고 있다. 한편 1995〜2010년 기간  성장기여도

가 지속  상승세를 보인 업종으로는 연구개발업이 

있으며, 성장기여도가 지속  하락세를 보인 업종으

로는 통신‧방송, 사업 련 문서비스, 컴퓨터 련서

비스가 있다. 나머지 업종들은 상승‧하락 는 하락‧

상승을 경험한 업종들이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다

수의 지식서비스업종의 성장기여도가 하락세를 보인 

것에 비하여 연구개발 업종만 지속  상승세를 유지

하 다는 이다.

5.2. 지식서비스산업의 고용기여도 분석

표 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농림수산 산업과 

제조업은 1995〜2010년 기간  국민경제에 미치는 

고용기여도가 마이 스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의 

고용기여도는 1995〜2000년 기간  -175.6%에 달하

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경험했던 IMF 구제 융의 

향이 고용에 얼마나 큰 악 향을 미쳤는지 보여

다. 2000년 이후 제조업의 고용기여도는 다소 높아

지기는 하 으나, 지식서비스나 일반서비스에 비해서

는 매우 낮은 수 임을 보여 다. 

1995〜2010년 기간  서비스산업 내에서는 지식

서비스의 고용기여도는 58.6%, 일반서비스의 고용기

여도는 54.2%로 지식서비스의 고용기여도가 일반서

비스의 고용기여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것은 성장기여도에서 나타난 것과는 반  상이다. 

표 6. 산업별 고용기여도(단 : %) 
Table 6. Contribution to employment by industry (%)

자료: 한국은행, 1995, 2000, 2005, 2010년도의 각 산업
연 표

   

지식서비스산업내의 국민경제에 한 고용기여도

를 좀 더 세분해서 살펴보면 체 분석 기간  

융‧보험만이 유일하게 고용기여도가 마이 스를 보

이고 있다. 교육서비스의 고용기여도는 18.2%로 지

식서비스산업 내에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의료‧보건

‧ 생 12.8%, 사업 련 문서비스 11.7%, 사회복지사

업 10.2%, 연구개발 7.4%, 출 문화오락 3.0%, 통신‧

방송 0.4%로 나타나 다수 업종의 고용기여도가 

러스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1995〜2010년 기간  고용기여도가 지속  

상승세를 보인 업종으로는 융‧보험, 고, 사회복

지사업이 있으며, 고용기여도가 지속  하락세를 보

인 업종으로는 교육서비스, 출 ‧문화‧오락이 있다. 

나머지 업종들은 상승‧하락 는 하락‧상승을 경험

한 업종들이다. 특기할 사실은 고용기여도가 가장 높

은 교육서비스는 지속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고용기여도가 가장 낮은 융‧보험은 지속  상승세

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다. 

그림 5는 1995〜2010년 기간 , 지식서비스산업

내의 각 업종별 국민경제에 한 성장  고용기여

도를 동시에 나타낸 그림이다. 지식서비스산업내에서 

교육, 의료‧보건‧ 생, 사업 련 문서비스는 성장과 

고용에서 평균 이상의 기여도를 보이고 있으나, 고

와 출 ‧문화‧오락은 성장과 고용에서 평균 이하의 

기여도를 보이고 있다. 특기할 사실은 융‧보험업은 

성장기여도는 가장 큰 값을 보이고 있으나, 고용기여

도는 가장 작은 값을 보이고 있다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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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지식서비스산업의 성장기여도  고용기여도
Fig. 5. Contribution to economic growth and employment 
in the knowledge service industry

Ⅵ. 결론  요약

지식서비스산업은 총산출이나 고용 규모에 있어서 

국가 체에서 차지하는 비 이 그다지 크지 않다. 

하지만 1995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지식서

비스산업은 총산출  고용증가율에서 다른 어떤 산

업보다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지식서비스산업의 업종별 특징을 총산출

과 고용에 하여 각각 비 , 증가율, 기여도의 세 가지 

측면에서 상  에서 비교하면, 의료‧보건‧ 생

서비스업과 컴퓨터 련서비스, 건축  공학 련서비

스를 포 하는 사업 련 문서비스는 다수 지표에

서 평균치 이상의  양호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출

‧문화‧오락서비스  고서비스는 모든 지표에서 상

으로 취약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사회복지사업과 연구개발업은 고용과 산출의 비  

자체는 크지 않으나, 그 증가율은 매우 높으며, 고용기

여도도 타 업종에 비하여 상  우 를 보이고 있다. 

단 성장기여도기에 있어서는 두 업종 모두 상  열

를 보이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사업의 고용증가율은 

타 업종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

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한국 정부가 199년 이래 사회

복지 혜택을 지속 으로 확 하면서 나타난 상으로 

볼 수 있는데, 국민 복지를 강조하는  정부의 의지를 

감안하면 앞으로도 이 업종의 고용증가율은 지속  상

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망된다. 연구개발업과 련하

여 특기할 만한 사실은 다수 지식서비스업종의 성장

기여도가 하락세를 보 으나, 이 업종은 1995년 이래 

지속  상승세를 유지하 다는 이다. IT와 R&D 기

반의 산업융합을 통한 경제성장  고용창출을 목표로 

하는 창조경제 정책이 앞으로도 지속 으로 추진된다

면 연구개발에 한 투자와 성장기여도가 상호  상승

 향을 미쳐 시 지 효과를 래할 것으로 망된

다. 

교육   융‧보험서비스는 고용  산출비 은  

상  우 에 있으나, 고용  산출증가율은 열 에 

있어서 성숙기에 들어선 업종임을 보여 다. 특기할 

은 융‧보험서비스업의 경우 고용증가율이 마이 스

를 보이고 있다는 이다. 마지막으로 통신‧방송업은 

산출측면에서는 비 , 증가율, 기여도의 모든 지표에서 

상  우 를 보이고 있으나, 고용측면에서는 모두 상

 열 를 나타내고 있다. 통신‧방송업에서 이러한 

특성이 나타난 것은 간투입에서 차지하는 IT 제조부

문의 비 이 타 업종에 비하여 하게 높은 이 작

용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발견한 우리나라 지식서비스산

업의 문제 은 고용증가율과 고용기여도는 지속 으

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산출증가율과 성장기여

도는 차 낮아지고 있다는 이다. 이는 지식서비스

산업 분야에서는 고용이 성장하는 것만큼 산출이 증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는 

지식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증 를 한 특별 책을 

마련하여 이 산업이 고용창출은 물론  성장동력으로

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조업 강국으로 알려져 있는 일본은 최근 들어 사

회의 고령화 향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서비스 사이언스’를 통해 지식서비스산업의 

로벌 경쟁우 를 노리고 있다. 일본과 같이 제조업 

강국으로 출발한 우리나라도 강 인 IT 인 라를 지

식서비스산업에 융합시켜 서비스와 제조업의 동반성

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산업 반에 걸쳐 부

가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다. 특히 지식서비스 내에

서도 IT 제조업의 간투입 비 이 1%에도 미치지 

않는 융‧보험서비스, 고서비스, 건축  공학 련

서비스, 의료‧보건‧ 생서비스 업종에 IT를 융합시키

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획기 으로 견인하는 기

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산업발 법 시행령에서 

지정한 지식서비스를 토 로 지식서비스산업의 범

를 설정하되, 이를 그 로 수용하지 않고 OECD 분

류를 참조하여 약간의 업종을 가감하 다. 따라서 지

식서비스산업의 범  설정에 연구자의 주 이 개입

되어 있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지식서비스산업의 분

류 타당성에 한 검증 연구  지식서비스 성장기

여도가 제조업보다 낮은 원인 등을 보다 심층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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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하는 연구가 보완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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