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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경제전반의 저성장 기조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보이는 지식서비스산업의 입지적 특성과 하위 업종

별 고용기회의 변화를 분석한다. 특히 우리나라 20-30대 청년층이 선호하는 전문직서비스업 중 고용분포가 높은 업

종인 출판업, 정보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지난 10년간 입지분포의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고 고용분포의 변

화를 예측한다. 이를 위하여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지식서비스업과 하위 3개 업종별 입지계수(LQ)를 산출하고, LISA

분석을 통해 집중분포지역을 파악한다. 또한 지식서비스업과 하위 3개 업종별 입지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파악하고, 마르코프 체인 모형(Markov Chain Model)의 확률과정을 적용하여 고용분포지역의 변화를 단기예측

한다. 분석결과, 수도권의 일부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분포를 보이고 있는 세 업종별 특성에 따라 분포에 영향을 미

치는 유의미한 변수에 차이가 나타났고, 업종에 따라 지역별 고용분포의 재분산에도 공간적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추

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지식서비스업종은 청년층의 고용분포가 가장 높지만 동시에 인력부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종별 구인-구직과정의 마찰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하

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지식서비스산업, 출판업, 정보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입지적 특성, 집중분포지역, 사회경제적 요인, 업종별 

고용기회, 마르코프 체인 모형, 단기예측

Abstract : This study analyzes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knowledge industry which has shown relatively 
rapid growth in the low-growth economy situation in recent years. In particular, we catch hold of the 
loc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knowledge service industry which occupies the highest ratio by profes-
sional-expert jobs favoured by young generations, as well as estimate their occupational employment op-
portunities. By applying Location Quotient(LQ) and LISA, we reveal the spatial distribution patterns of 
publishing business, information service business and education service business in the Seoul Metropoli-
tan area, and examine the changes in the spatial patterns during the last ten years. In order to understand 
the socio-economic factors which explain their locations, we apply the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
sis. Furthermore, we predict the changes distribution of Knowledge service industrial employment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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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보화와 함께 지식기반사회로 접어들면서 지

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전달, 확산시키는 지식산업

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지식과 정보의 생산

과 유통에 일반시민과 지식인들의 참여가 확대되

고 있고, 이들은 새로운 지식을 끊임없이 요청하

고 자기계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탐구한다. 이렇

듯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과 문화 및 예술적 요소

가 결합된 지식의 생산과 소비에 부응하는 지식산

업의 고도화가 전개되고 있으며, 경제전반의 저성

장 기조로 침체국면을 맞고 있는 여타 산업과 달

리 지식산업은 고용인구의 창출과 매출액에 있어 

상대적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식경제(Knowledge Economy)의 개념은 일찍

부터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 영국에서 시작되었으며1), 지식산

업(knowledge industry)의 개념이 지역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시작한 것은 상대적으로 최근의 일이

다(Thrift, 2000; Smith, 2002; Powell and Snell-
man, 2004; Amidon et al., 2005; Florida, 2005; 
James et al., 2006; Flew, T., 2008; Djeflat, 2009). 

지식산업이 학문과 문화가 발달된 지역을 중심

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지식산업의 발전정도는 지

역의 학문 및 문화적 우수성의 척도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지식산업은 지식의 생산과 유통이라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단순한 경제적 가치 외에도 그

를 바탕으로 다양한 가치를 파생시키기 때문에 이

의 신장률은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다. 

이로 인해 현재 선진국들에서는 지식산업의 국

민총생산에 대한 비율이 30%를 넘어서고 있으며, 

과학과 기술 및 지식과 아이디어, 디자인, 이미지, 

스타일 등 창조성이 접목된 경제활동이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으로 인식되면서 후기 산업화 단계에 

접어든 선진국의 핵심도시들을 중심으로 부가가

치가 높은 지식산업의 확장과 발전에 총력을 기울

이고 있다.

그러나 혁신과 혁신체계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이

제까지 지식기반경제에 대한 논의는 주로 제조업

에 치중되어 왔다(Doloreux et al., 2010). 특히 지

역에 착근성을 두고 있는 암묵적 지식의 중요성

을 강조하여 지리적 근접성을 토대로 하는 클러

스터 육성에 집중되어 왔다(Gertler, 2003). 최근

에는 다양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이에 대한 재점검

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식산업의 경우 입지와 관

련하여 지리적 근접성의 작용에 대하여 활발한 논

의가 진행 중이다(Boschma, 2005; Lagendijk and 
Lorentzen, 2007; Martin and Moodysson, 2013; 
Hansen, 2015; Fitjar et al., 2016). 이 중 Martin 
and Moodysson(2013)의 사례연구는 지식산업의 

입지적 특성은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해당 지식산

applying Markov Chain Model. As the result, we found their clusters at the specific locations, while there 
is the significant variations in the socio-economic variables related their locations respectively. The related 
job opportunities of the knowledge service business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re predicted steady 
growth trend for the next four years, even though dull or stagnant trend is expected for other industries. 
This study provides basic resources to the planning for young generation employment problem.

Key Words :  knowledge service industry, publishing business, knowledge-information service business, 
education service business, locational characteristics, agglomeration, socio-economic factors, 
occupational employment opportunity, Markov Chain Model,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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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과 관련된 지식의 유형에 따라 지식을 제공하는 

근원과 교류의 네트워크에 차이가 있고, 그것의 

공간적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지식서비스업의 경우 부가가치와 고용 측면에

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국가 경제활동의 역

동적 구성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조업의 기술적 혁신을 보조해주는 조직, 혹은 제

조업에서 개발된 기술의 수동적 수용자(adoptor) 
및 소비자로만 인식되어 이러한 혁신 논의에서조

차도 배제되어 있었다(Tether, 2001). 
지식서비스란 지식을 기반으로 생성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매개체를 생산하거나 전달하는 작

업 그 자체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EU(1995)의 보

고서에서 최초로 사용되었고, “인간의 지식을 집

약적으로 활용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

비스”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개념적 정의를 토

대로 OECD는 지식서비스산업을 통신, 금융, 사

업서비스, 교육, 의료, 오락 및 문화산업으로 정의

하고 있다2). 

현재 유럽에서 새 일자리의 십중팔구는 서비스 

직종이다(Bryson and Daniels, 2007). 2000년대 

초반까지 OECD국가들에서 서비스 부문은 전체 

부가가치와 고용자의 약 7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Wolf l, 2005), 최근의 “신”

지식-기반 경제에서는 동적이고 중심적인 위치

들을 점유하는 지식의 재배분 과정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Doloreux et al., 2010). 
여기서 출판은 일반적으로 상징적 지식기반 산

업으로 영화, 텔레비전, 음악, 패션, 디자인 등과 

함께 문화산업의 범주에 속한다(Martin and Moo-
dysson, 2013). 특히 우리나라에서 출판업은 교육

서비스업과 함께 전문직노동력의 집약적 산업으

로 지식서비스업의 대표적인 부문으로 들 수 있으

며, 최근에는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이러한 지식서

비스업 전반에 많은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디지

털 기술이 주도하는 통신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광대역 네트워크의 확산으로 지식

과 정보의 확산과 전달매체가 기존의 종이책뿐만 

아니라 영상과 통신이 융합된 미디어 매체로 확대

되고 있는 것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10, 2011). 
즉, 출판업의 영역은 기존의 종이책 출판뿐만 

아니라 영화, 음악, 연극, 문예, 사진, 만화, 애니

메이션, 컴퓨터게임, 다른 문자, 도형, 색체, 음

성, 동작 또는 영상 또는 이들이 결합되고 있으며, 

이들 관련 정보를 전자계산기(컴퓨터)를 통해 제

공하는 프로그램 등 인간의 창조적 활동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들 중 교양 또는 오락의 범위에 속

하는 것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한국콘텐츠진흥

원, 2013). 
출판업, 정보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은 현재 우

리나라 20-30대 청년층이 선호하는 전문직서비

스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식서

비스업종이다(박소현·이금숙, 2016). 다양한 업

종으로 구성된 지식서비스산업 가운데 연구자의 

관점과 목적에 따라 분류 정의한 지식서비스업종

을 중심으로 입지분포와 공간적 특성에 대하여 실

증분석을 진행한 연구(권영섭·김동주, 2002; 이
금숙, 2004, 2005; 홍일영, 2008; 박경숙·이철우, 

2010; Gabe and Abel, 2012; Kanó and Vás, 2013; 
이동희 외, 2015; 이수영·이금숙, 2016)들이 일부 

존재하고 있으나, 지식서비스산업에서 특히 청년

층 고용과 밀접한 전문인력 지식서비스업을 대상

으로 입지의 특성과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아직까

지 없었다. 

본 연구는 국가와 도시의 학문 및 문화적 우수성

의 척도로 인식되고, 전 세계적으로 선진도시에서 

주력하고 있는 지식산업의 입지적 특성과 분포요

인을 분석하고 고용분포의 변화를 예측한다. 특히 

정보기술의 발달과 경제세계화의 상황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지식서비스업과 하위 업종 

가운데 우리나라 20-30대 청년층 전문인력의 가

장 큰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출판업3)과 정보

서비스업4), 교육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현황 및 성

장추이를 살펴보고, 지식서비스업과 하위 업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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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분포하는 서울대도시권을 대상으로 입지계

수(Location Quotient, LQ)를 산출하여 각 업종별 

특화지역을 파악한다. 또한 국지적 공간자기상관

(Local Indicator of Spatial Association, LISA)분석

을 통해 집중지역의 분포 양상을 살펴본다. 마지

막으로 입지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경제

적 요인을 파악하고, 마르코프 체인 모형(Markov 
Chain Model)을 적용한 단기예측을 통해 지식서

비스업과 하위 업종인 출판업, 정보서비스업, 교

육서비스업 고용분포확률의 변화를 추정한다. 정

부 유망서비스업으로 선정된 바 있는 이들 업종은 

청년층의 취업선호가 높은 분야라는 점에서 본 연

구의 분석결과는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

는 방안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대상인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는 <산업발

전법>에서 명시한 업종을 토대로 산업대분류상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

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

비스업으로 설정한다. 분석 자료는 통계청의 전국

사업체조사, 지역별고용조사, 서비스업조사 자료

와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통계 자료를 이용하고, 

분석의 공간범위는 수도권지역 시·군·구 단위를 

중심으로 한다5). 디지털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반

영하여 문화와 정보통신 관련 업종을 묶어 “출판·

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을 새로 신설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제9차 개정이 고시된 2007년 

전후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2. 지식서비스업의 현황 및 성장추이

산업구조의 서비스화로 전산업에서 서비스업

이 차지하는 규모와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서비

스업(SOC제외) 취업자의 비중은 외환위기의 일

시적 감소를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기

준 약 1,818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약 2,594만 명)

의 70%를 차지하였다. 서비스업에서 지식서비스

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기

준 43.3%(약 787만 명)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지식서비스업 하위 업종별로 살

펴보면,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가 가장 높은 비

중(10.6%)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뒤로 보

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연평균 10.6%씩 증

가하여 지식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취업자 가운데 

9.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함께 직업구조에서도 고

학력-고숙련을 필요로 하는 전문가 및 관련 직종

의 규모와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박소현·이금숙, 

2016). 지식서비스업을 구성하는 직종분포의 현

황을 보면(표 2), 하위 업종에 따라 직업구성에 차

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인 출판

업, 정보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은 지식의 전달

과 확산, 보급과 관련되는 서비스 활동으로 이들 

업종의 산업대분류인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

보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문가 

및 관련 직의 취업자는 2016년 상반기 기준 각각 

61.8%(약 47만 명), 76.3%(약 140만 명)로 타 지식

서비스업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이 분포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종의 전국 매출액 규모도 상당하다(표 

3). 지난 10년간 꾸준히 성장하여 2014년 기준 교

육서비스업의 매출액이 약 25조원으로 가장 많고, 

출판업(약 21조원), 정보서비스업(약 11조원)의 

순으로 집계됐다. 출판업과 교육서비스업의 매출

액 증가폭은 각각 연평균 6.5%, 13.3%로 2004년 

대비 2014년 매출액은 약 1.3배, 1.8배 증가하였으

며, 정보서비스업의 매출액은 연평균 33.2%씩 급

격한 상승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매출액의 규모

로만 보면 두 업종 모두 정보서비스업에 비해 약 2
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최근 3년간 주요 경제활동인구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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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25-39세 연령층이 산업별 전체 피보험자에

서 차지하는 비중 추이를 살펴보았다(표 4). 청년

층 인구의 감소로 이들 연령층이 전체 피보험자에

서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출판·

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6)의 경우 청년층

에 해당하는 25-39세 연령층의 피보험자가 차지

표 1. 지식서비스업 취업자 규모, 비중 및 증가 추이 (단위: 천 명, %, 배)

산업 2004(A) 2010 2015(B) 연평균 증가율 B/A

서비스업
14,653 16,384 18,177

2.0 1.2
(100.0) (100.0) (100.0)

지식서비스업
5,116 6,714 7,870

4.0 1.5
(34.9) (41.0) (43.3)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06 668 772
2.3 1.3 

(4.1) (4.1) (4.2)

금융 및 보험업
737 808 789

0.7 1.1 
(5.0) (4.9) (4.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06 883 1,048

5.2 1.7 
(4.1) (5.4) (5.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686 1,023 1,249
5.7 1.8 

(4.7) (6.2) (6.9)

교육 서비스업
1,545 1,799 1,818

1.5 1.2 
(10.5) (11.0) (10.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90 1,153 1,770

10.6 3.0 
(4.0) (7.0) (9.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46 380 424

2.1 1.2 
(2.4) (2.3) (2.3)

주) 서비스업에서 SOC부문(건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은 제외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2. 지식서비스업종별 직업구성 분포(2016, 1/2) (단위: %)

관

리

자

전

문

가

사

무

서

비

스

판

매

기

능

원

장치·

기계

조작

단순

노무
계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0 61.8 22.8 0.3 3.9 4.0 0.9 4.4 100.0 

금융 및 보험업 5.8 7.9 48.6 0.7 34.3 0.2 0.4 2.1 10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6 59.9 32.7 0.8 1.6 1.4 1.2 0.8 100.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0.6 5.6 16.8 7.5 3.7 6.9 7.0 51.9 100.0 

교육 서비스업 1.7 76.3 12.2 3.3 0.1 0.4 1.7 4.2 100.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6 59.7 9.4 18.6 0.2 0.5 1.4 9.8 10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8 34.7 15.3 32.9 5.7 1.8 1.1 7.8 100.0 

주) 직종 중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는 제외하였음.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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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비중은 무려 60%를 웃돌며 가장 많이 종사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서비스업도 45% 내

외의 구성비를 차지하며 전산업(41.1%)을 상회하

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업종으로 청년층의 취업

수요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상반기(1/2분기) 기

준 전산업의 인력 부족률은 평균 2.6%를 나타내

고 있는 가운데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

스업의 부족인원은 13,623명으로 인력 부족률은 

3.1%를 나타냈다. 이는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표 3. 지식서비스업종별 매출액 규모 및 증가 추이
(단위: 백만원, %, 배)

산업 2004(A) 2010 2014(B) 연평균 증가율 B/A

출판업 15,300,316 20,126,982 20,586,789 6.5 1.3
정보서비스업 2,807,647 6,204,127 11,343,642 33.2 4.0
교육서비스업 13,708,077 20,126,982 20,059,988 13.3 1.8

주) 1. 출판업과 정보서비스업은 콘텐츠산업통계조사, 교육서비스업은 서비스업조사 자료임.

   2.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2010년에 경제총조사 실시로 조사가 없어, 2011년 수치로 대체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통계조사;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표 4. 산업별 25-39세 연령층 피보험자 비중 추이
(단위: %)

산업 2012 2013 2014

전산업 44.3 42.5 41.1 

A.농업·임업·어업 23.3 21.2 20.7 

B.광업 17.0 15.8 14.1 

C.제조업 45.9 44.6 43.5 

D.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37.9 37.6 38.6 

E.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26.7 23.7 22.6 

F.건설업 40.5 37.8 35.2 

G.도매 및 소매업 52.6 50.4 48.5 

H.운수업 27.8 26.3 25.5 

I.숙박 및 음식점업 34.2 33.4 32.4 

J.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2.9 61.0 60.5 

K.금융 및 보험업 55.2 53.3 51.7 

L.부동산업 및 임대업 20.3 18.7 17.5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5.8 53.8 52.1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0.6 31.0 30.9 

O.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1.4 28.4 27.5 

P.교육 서비스업 47.7 45.4 43.5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5.9 42.9 40.3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9.3 47.4 46.1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3.7 40.7 37.7 

자료: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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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통서비스업을 제외한 서비스업종 중 가장 높

은 인력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며,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부족인원은 11,919명, 부족률은 

1.6%로 전산업과 다른 서비스업종에 비해 상대적

으로 인력부족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표 5). 
본 연구에서 살펴본 지식서비스업종은 지식의 

전달과 확산, 보급과 관련되는 서비스 활동으로 

고용과 매출액에 있어 완만하지만 지속적으로 증

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특히 청년층 일자리 창

출 정도는 타 서비스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적지 않은 인력부족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지식서비스업의 분포특성  

및 입지변화

서비스업의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세

를 보이고 있는 지식서비스업과 하위 업종 중 청

년층 취업분포가 높은 출판업, 정보서비스업, 교

육서비스업의 분포 변화에서 나타나는 공간적 특

성을 파악하였다.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 
LQ )를 산출하여 지식서비스업종별 특화지역을 

파악하였고, 공간통계기법 중 LISA(Local Indica-
tor of Spatial Association)분석을 실시하여 군집지

역을 파악하였다. 

먼저 입지계수 값을 산출하여 수도권 전산업

에서 지역별 지식서비스업과 하위 업종별 종사

자 분포의 상대적 특화도를 파악한 결과(표 6), 지
식서비스업의 경우 2006, 2010, 2014년 횡단면 

추이에서 영등포구(1.51→1.48→1.52)와 마포구

(1.46→1.50→1.46)를 중심으로 높은 집중도를 나

타냈으며, 성남 분당구(1.33→1.40→1.52)와 용인 

수지구(1.20→1.30→1.31), 수원 영통구(0.88→ 

1.10→1.46)지역에서 동기간 상대적인 집중도가 

상승한 것으로 관측되었다.

다음으로 하위 업종인 출판업 종사자의 경우 3
개년 모두에서 구로구(5.12→6.06→5.36)가 상대

표 5. 서비스업 인력부족 현황(2016, 1/2)
(단위: 명, %)

서비스업 현원 부족인원 부족률

전산업 10,932,690 292,989 2.6

G.도매 및 소매업 1,010,476 30,940 3.0

H.운수업 560,460 25,190 4.3

I.숙박 및 음식점업 338,609 18,104 5.1

J.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428,327 13,623 3.1

K.금융 및 보험업 444,648 3,969 0.9

L.부동산업 및 임대업 255,681 3,172 1.2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5,048 16,271 2.1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30,166 18,339 2.2

P.교육 서비스업 750,884 11,919 1.6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26,653 25,802 2.5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35,424 3,171 2.3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301,206 9,357 3.0

주) 산업 규모는 5인 이상을 기준으로 함.

자료: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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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화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산출되었다. 동 

기간 정보서비스업의 입지는 성남 분당구가 가장 

높은 집중분포지역으로 나타났다(6.21→6.84→ 

6.50). 이 지역의 경우 출판업 종사자에서도 집중

도가 점차 심화되는 양상이 관측되었다(1.48→ 

2.61→4.71). 또한 금천구(2.32→3.44→3.68)와 동

작구(1.81→1.60→2.78)에서도 정보서비스업 종

사자의 집중도가 증가하는 양상이 관측되었다. 결

과적으로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인 구로구와 금

천구를 중심으로 출판업과 정보서비스업의 집중

분포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신흥지역으로 성남 분

당구를 중심으로 이들 산업에서 점차 입지가 강화

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교육서비스업7)의 경

우 LQ지수 값이 높은 상위 분포지역으로 노원구

(2.61→2.45→2.59), 성북구(2.50→2.28→ 2.73), 
용인 수지구(2.61→ 3.02→2.57)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대문구(1.60→2.00→2.12)의 경우 교육서

비스업의 집중도가 점차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국지적 모란지수(Local Moran’s I)값
을 이용해 국지적 공간자기상관을 파악할 수 있

는 LISA분석을 실시하였다. Moran’s I의 국지적 

차원인 Local Moran’s I 식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n
∑
i=1

n
∑
j=1

wij(yi-y-)(yj-y-)

(yi-y-)
I=

1
n

여기서 n은 단위지역 수, yi와 yj는 지역 i와 지역 

j에서 나타나는 속성 값을 나타낸다. y-는 전체지역

의 평균, wij는 지역  i와 지역 j 사이의 공간 가중치

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지역간 공간관계는 역

거리(inverse distance)행렬구조로 설정하였고, 공

간가중치는 행표준화한 값으로 적용하였다. LISA
분석의 결과는 지도화에 의한 시각화를 통해 공간

적 군집 패턴을 확인하고, 공간적 이상치(outlier)
를 찾아낼 수 있다. 

다음 그림 1은 LISA분석 결과를 도식화한 것으

로, 분석결과 산출된 군집(cluster)지역은 입지계

수(LQ)분석에서 상대적 특화도가 높은 집중지역

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인접지역에 유사한 수

준의 값을 갖는 지역이 없을 경우 공간적 상관관

계는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8). 

LISA분석 결과, 출판업과 정보서비스업의 입지

는 종로-마포-영등포-동작-구로-금천구로 이

어지는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서울 

서남부지역과 서초-강남구 일대가 핫스팟지역으

로 산출되었고,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서울 강북

과 강남일대의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

로 핫스팟을 이루고 있다. 특히 강남구 지역은 지

식서비스업과 하위 업종인 출판업, 정보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모두에서 집적지로 산출되어 지식

서비스관련 경제활동이 매우 활발한 지역인 것으

로 나타났다. 

4. 지식서비스업의 사회경제적  

관계 및 고용기회 예측

1)  지식서비스업종별 입지와 사회경제적 

관계 분석

수도권지역에 입지하는 지식서비스업은 일부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분포하는 패턴을 보였

고, 이들의 집중도는 분석기간 중 더욱 강화 내지 

유지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지식서비스

업이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분포하는 데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특히 하위 업종 중 청

년층의 취업분포가 높은 출판업, 정보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의 입지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지 단계적 회귀모형(stepwise regres-
sion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종속변인인 

지식서비스업과 하위 세 업종의 분포를 설명하는 

변수는 크게 인구학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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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지식서비스업과 하위 업종별 상위 입지분포 변화

산업 순위
2006 2010 2014

지역 LQ 지역 LQ 지역 LQ

지식

서비스업

1 영등포구 1.51 마포구 1.50 영등포구 1.52
2 강남구 1.50 영등포구 1.48 분당구 1.52
3 동작구 1.48 분당구 1.40 마포구 1.46
4 마포구 1.46 강남구 1.40 영통구 1.46
5 분당구 1.33 동작구 1.33 강남구 1.42
6 종로구 1.32 중구 1.32 동작구 1.35
7 서대문구 1.29 수지구 1.30 서대문구 1.35
8 팔달구 1.28 구로구 1.29 서초구 1.34
9 서초구 1.27 서초구 1.28 수지구 1.31
10 노원구 1.24 기흥구 1.26 과천시 1.30

출판업

1 구로구 5.12 구로구 6.06 구로구 5.36
2 금천구 3.35 금천구 4.48 분당구 4.71
3 강남구 3.28 마포구 3.76 금천구 4.04
4 마포구 3.11 강남구 2.75 마포구 3.41
5 서초구 2.55 분당구 2.61 강남구 2.73
6 영등포구 2.08 영등포구 2.01 서초구 2.16
7 종로구 1.66 서초구 1.95 영등포구 2.00
8 분당구 1.48 종로구 1.64 서울중구 1.50
9 파주시 1.47 서울중구 1.55 성동구 1.39
10 서울중구 1.46 파주시 1.28 용산구 1.31

정보

서비스업

1 분당구 6.21 분당구 6.84 분당구 6.50
2 과천시 3.65 구로구 5.23 금천구 3.68
3 서대문구 3.22 서대문구 4.12 구로구 3.35
4 강남구 3.03 금천구 3.44 동작구 2.78
5 마포구 2.46 용산구 3.32 용산구 2.78
6 서초구 2.44 마포구 2.94 강남구 2.66
7 종로구 2.43 강남구 2.40 마포구 2.50
8 금천구 2.32 종로구 2.07 종로구 2.22
9 영등포구 2.25 영등포구 1.72 서초구 1.98
10 광진구 2.02 동작구 1.60 영등포구 1.83

교육 

서비스업

1 노원구 2.61 수지구 3.02 성북구 2.73
2 수지구 2.61 노원구 2.45 노원구 2.59
3 성북구 2.50 성북구 2.28 수지구 2.57
4 수정구 2.17 일산서구 2.10 서대문구 2.12
5 일산서구 2.08 서대문구 2.00 일산서구 1.97
6 연수구 2.06 장안구 1.98 장안구 1.88
7 장안구 1.93 연수구 1.95 수정구 1.80
8 관악구 1.91 관악구 1.91 소사구 1.76
9 상록구 1.78 동작구 1.86 양천구 1.75
10 도봉구 1.73 수정구 1.84 관악구 1.74

자료: 통계청, 사업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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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하였다. 지식서비스업의 분포에 영향을 미

치는 거주인구의 특성으로 연령과 학력을 변수로 

투입하여 입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 연령수준과 학

력수준이 유의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고, 

취업인구의 특성으로 산업과 직업을 변수로 투입

하여 입지와 관계되는 관련 업종과 직종은 무엇이

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 

였다.

지식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출판업

교육서비스업

그림 1. 지식서비스업과 하위 업종별 LISA분석 결과 분포(2014)

자료: 통계청, 사업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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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변수에서 종속변인이 지식서비스업일 경

우 산업대분류체계에 맞춰 설명변수 자료도 대분

류체계의 지역자료로 투입하였고, 하위 업종인 출

판업, 정보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9)일 경우 산업

중분류체계에 맞춰 설명변수 자료도 동일한 분류

체계로 세분화하여 재구성하여 투입하였다. 산업

과 직업에서 농림어업, 광업과 농림어업 숙련 종

사자는 변수에서 제외하였다(표 7). 지식서비스업

과 관련 세 업종의 단계적 회귀모형의 분석 결과

는 다음 표8과 같다10). 수도권에 분포하는 지식서

비스업의 분포는 직업 속성으로 관리직(β=.685, 
p<.01)과 산업 속성 중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

보서비스업(β=.334, p<.01)의 상대적 영향력이 가

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계수(R2)는 .969로 약 

97%의 변화량을 설명하였다.

출판업의 입지분포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정보서비스업(β=.809, p<.01)과 사업지원 서비스

업(β=.308, p<.01), 도매 및 상품중개업(β=.256, 
p<.01)이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고,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β=-.199, 
p<.01)과 부동산업(β=-.240, p<.01)은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계수

(R2)는 .960으로 약 96% 정도의 변화량을 설명하

고 있다. 정보서비스업의 입지분포 요인(R2=.957)
은, 출판업(β=.992, p<.01)과 부동산업(β=.553, 
p<.01)이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고, 임대업(β=-.151, p<.01)과 사업지원 서비

스업(β=-.228, p<.01), N.전문, 과학 및 기술 서

비스업에 포함되는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β=-.197, p<.01)과 60세 이상

(β=-.092, p<.01)의 인구는 부(-)의 영향력을 미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육서

비스업(공교육제외)의 입지분포를 설명하는 가장 

큰 요인은 학력수준으로 대학원 졸업자(β=.494, 

p<.01)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고 보건업(β=.341, p<.01)과 임대업(β=.207, 
p<.01)도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결정계수(R2) 값은 .932로 약 93.2% 정도의 

변화량을 설명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지식서비스업과 하

위 업종별 특성에 따라 입지분포를 설명하는 요인

은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지식서비스업의 입지는 

표 7. 분석에 사용된 자료

투입변수 자료

종속변인 지식서비스업, 출판업, 정보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사업체

조사

(2014)사회

경제적 

요인

산업

C.제조업(10-33), D.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35-36), F.하수·폐기물 처리, 원

료재생 및 환경복원업(37-39), F.건설업(41-42), G.도매 및 소매업(45-47), H.운

수업(49-52), I.숙박 및 음식점업(55-56), J.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8, 63) K.금융 및 보험업(64-66), L.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 O.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P.교육 서비스업(85),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

스업(86-87),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86-87),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직업
1.관리자,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사무종사자, 4.서비스 종사자, 5.판매 종사자, 

7.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9.단순노무 종사자 인구

총조사

(2010)인구학적 

요인

연령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인구

학력 수준 중졸이하, 고졸, 대졸(4년제 미만), 대졸(4년제 이상), 대학원졸(석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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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속성과 산업 중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의 분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지식서비스업에서 지식의 전달, 확산과 관

련되는 관리직의 서비스 활동이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하위 업종인 출판

업과 정보서비스업의 입지는 사업지원 서비스업

과 부동산업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교육서비스업의 입지분포는 인구학적 

요인 중 학력 속성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

을 알 수 있다.

2)  출판업-정보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의 

고용기회 예측

지식서비스업과 하위 업종별 고용분포 추이와 

현황을 토대로 향후 지식서비스업과 하위 업종인 

출판업, 정보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의 고용분포

확률을 추정하여 장래 이들 업종별 고용기회를 전

망하였다. 이를 위해 사후분포를 예측하는 확률과

정인 마르코프 체인 모형(Markov Chain Model)을 

적용하였다.11)

마르코프 체인은 과거의 관측값 X0,X1,...,Xn-1

표 8. 단계적 회귀모형 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화 계수(β) t-값

지식서비스업

상수 9.697
관리자 .685 17.968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34 8.772

N=79, R2=.969 Adj.R2=.968 

출판업

상수 2.953
정보서비스업 .809 18.946

사업지원 서비스업 .308 6.26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99 -6.034

도매 및 상품중개업 .256 4.430
부동산업 -.240 -4.057

N=79, R2=.960 Adj.R2=.957 

정보서비스업

상수 2.068
출판업 .992 19.881

부동산업 .553 7.812
임대업 -.151 -2.999

사업지원 서비스업 -.228 -4.48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97 -3.624

60세 이상 -.092 -3.215

N=79, R2=.957 Adj.R2=.953 

교육 

서비스업

(공교육제외)

상수 2.425
대학원(석·박사과정) 졸업 .494 9.112

보건업 .341 5.297
임대업 .207 4.276

N=79, R2=.932 Adj.R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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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현재의 Xn이 주어진 상황에서 미래의 예측값이 

되는 Xn+1은 현재의 상태인 Xn에 의존한다고 가정

하는 확률과정이다. 여기서 Xn을 n시점에서의 확

률과정의 상태(state)라고 하고 이러한 상태들의 

집합을 상태공간(state space)이라 한다. 또한 시점 

n에서 상태 i에 있다가 n+1 시점에 상태 j로 바뀔 

때의 확률은 Pij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때 상태 j는 

상태 i에서의 변환을 나타내는 것으로 변환확률 

내지 전이확률(transition probability)이라고 한다.

즉, 조건부확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태공간은 

이산이고, Xn+1은 현재시점 n의 Xn에 의존한다.

Pij=P(Xn+1=j|Xn=i)

그리고 전이확률 Pij의 모든 i와 j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0≤Pij≤1, (i,j∈S),∑
i

Pij=1

특히 i,j∈S에 대하여 조건부확률이 n과 독립적

일 때, 임의의 m,n에 대하여 초기시점 n의 i상태에

서 출발하여 (n+m)의 단계의 임의의 k상태를 거

쳐 m단계에서 j상태가 되는 정상추이확률로 다음

의 관계식을 성립할 수 있으며, 이를 채프만-콜모

고로프 방정식(Chapman-Kolmogorov equation)

이라 한다.

Pij
(n+1) =Pi1

(n)+P1j
(m)+Pi2

(n)+P2j
(m)+…

=∑
k
Pik

(n)Pki
(m)

수도권에 분포하는 2014년 기준 지식서비스업

과 하위 3개 업종의 종사자 분포를 상태확률(state 
probability)로 산정하고(표 9), 2006년과 2014년
간 지역별 종사자 분포 상태의 공간적 전이확률을 

행렬표로 구축하여(표 10,11,12,13), 이를 토대로 

2020년까지 지식서비스업과 하위 3개 업종별 고

용분포확률을 예측하였다(표 14)12).

상태공간이 되는 79개 시·군·구별 종사자 분포

의 범위를 5개의 구간으로 나누어13), 상태집합 St= 

{S1t,S2t,S3t,S4t,S5t}는 t시점에 5개의 상태 중 하나의 

상태에 있게 된다. 2014년 기준 지식서비스업과 

하위 3개 업종별 종사자의 상태분포확률 값은 다

음 표 9와 같다.

다음으로 2006년에서 2014년간 지역별 고용분

포의 상태변화는 5×5의 정방행렬구조로 구성하

여 공간적 전이확률을 산출하였고, 이는 다음 표

10, 11, 12, 13과 같다. 먼저 지식서비스업 고용분

포의 전이확률을 살펴보면, 2006년 지식서비스업

의 종사자 분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하위집단에 

속하는 S1과 S2의 경우 2014년에도 같은 수준을 유

지할 확률이 각각 98%, 84%로 매우 높게 나타났

다. 반면, S3지역의 경우 상태를 유지할 확률보다 

S2의 수준으로 하락할 확률은 무려 50%로 나타났

다. 상대적으로 지식서비스업의 종사자 분포가 높

았던 S4지역은 2014년에 모두 S5집단으로 분포확

률이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동기간 지식서비스업 

하위 3개 업종의 공간 전이확률은 다소 상이한 패

턴을 나타냈다. 출판업의 경우 동일상태를 유지하

거나 동일수준에서 낮은 상태로 하락하는 전이 패

턴을 나타냈으며, 정보서비스업은 가장 낮은 고용

분포율 값을 갖는 S1지역과 가장 높은 고용분포율 

값을 갖는 S5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상태의 지

역에서 모두 고용분포확률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교육서비스업은 동기간 전반적으로 고용분포상태

를 유지하는 추이를 나타냈다. 

다음 표 14는 6단계 전이확률을 거친 2020년 지

식서비스업과 하위 3개 업종의 고용분포확률을 예

표 9. 지식서비스업 및 하위 업종별 상태분포확률

S1 S2 S3 S4 S5

지식서비스업 0.56 0.25 0.06 0.00 0.13 

출판업 0.81 0.04 0.01 0.03 0.11
정보서비스업 0.80 0.04 0.03 0.00 0.14 

교육서비스업 0.39 0.30 0.19 0.05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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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한 것으로, 전체 지식서비스업의 경우 상위 고

용분포지역(S5)을 중심으로 2014년 초기상태보다 

고용분포율이 더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위 

업종인 출판업과 정보서비스업은 전이확률이 지

속될 경우 이들 업종의 상위 고용분포지역(S5)이 

차지하는 분포확률은 감소하고 하위분포지역(S1)

이 차지하는 분포확률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

었다. 교육서비스업은 중간집단(S2t,S3t,S4)이 차지

하는 고용분포확률은 감소하고 상위와 하위상태

의 지역이 차지하는 분포확률은 증가할 것으로 추

정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해보면, 수도권 지식서비스

업의 고용공간은 기존의 고용분포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율이 더 강화되는 양상을 보일 것으

로 예측되었고, 출판업과 정보서비스업은 고용분

포가 높은 지역이 차지하는 분포율 값이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교육서비스업은 고용

분포가 높은 지역이 갖는 고용분포율은 더 증가하

고, 고용분포가 낮은 지역이 차지하는 분포율 값

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표 10. 지식서비스업 분포 상태 전이확률

2014
2006

S1 S2 S3 S4 S5

S1 0.98 0.02 0.00 0.00 0.00 

S2 0.00 0.84 0.16 0.00 0.00 

S3 0.00 0.50 0.33 0.00 0.17 

S4 0.00 0.00 0.00 0.00 1.00 

S5 0.00 0.00 0.00 0.00 1.00 

표 11. 출판업 분포 상태 전이확률

2014
2006

S1 S2 S3 S4 S5

S1 0.97 0.02 0.00 0.00 0.00 

S2 0.50 0.25 0.00 0.25 0.00 

S3 0.00 1.00 0.00 0.00 0.00 

S4 0.00 0.00 1.00 0.00 0.00 

S5 0.00 0.00 0.00 0.10 0.90 

표 12. 정보서비스업 분포 상태 전이확률

2014
2006

S1 S2 S3 S4 S5

S1 0.98 0.02 0.00 0.00 0.00 

S2 0.33 0.00 0.67 0.00 0.00 

S3 0.00 0.00 0.00 0.00 1.00 

S4 0.00 0.00 0.00 0.00 1.00 

S5 0.08 0.17 0.00 0.00 0.75 

표 13. 교육서비스업 분포 상태 전이확률

2014
2006

S1 S2 S3 S4 S5

S1 0.92 0.08 0.00 0.00 0.00 

S2 0.23 0.67 0.10 0.00 0.00 

S3 0.00 0.17 0.58 0.25 0.00 

S4 0.00 0.00 0.63 0.13 0.25 

S5 0.00 0.00 0.00 0.00 1.00 

표 14. 지식서비스업과 하위 업종별 고용분포확률 예측(2020년)

S1 S2 S3 S4 S5

지식서비스업 0.51 0.26 0.06 0.00 0.17 

출판업 0.86 0.04 0.02 0.02 0.06 

정보서비스업 0.85 0.03 0.02 0.00 0.10 

교육서비스업 0.51 0.19 0.12 0.04 0.13 

주) 2014년을 초기상태분포로 시작하는 6단계(2020년까지) 정상마르코프체인 확률과정으로 채프만-콜모고로프 방정식

을 적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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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지식서비스업과 하위 업종 가운데 

20-30대 청년층 전문직 인력의 가장 큰 노동시장

을 형성하고 있는 출판업, 정보서비스업, 교육서

비스업을 중심으로 성장추이를 살펴보고, 입지계

수(Location Quotient)와 LISA(Local Indicator of 
Spatial Association)분석을 통해 입지적 특성을 파

악하였다. 또한 이들 업종별 입지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파악하고, 마르코프 

체인 모형(Markov Chain Model)의 확률과정을 적

용하여 지식서비스업과 하위 3개 업종별 고용분포

확률을 단기예측하였다. 

2000년대 중반부터 지식서비스업과 하위 업종

으로 출판업, 정보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은 고

용과 매출액 규모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특히 지식서비스의 전달, 확산과 관련

되는 이들 3개 업종은 20-30대 청년층 일자리 창

출 정도가 타 서비스업종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적지 않은 인력부족 문제

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종의 구인-

구직과정의 연결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들

의 마찰을 줄여주는 네트워크 구축 등 정책적 노

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지역에 분포하는 지식서비스업과 하위 

업종인 출판업, 정보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의 입

지에서 나타나는 분포 특성을 파악하고자 입지계

수를 산출하고 LISA분석을 수행한 결과, 지식서비

스업종별로 수도권의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분포하는 양상을 관측할 수 있었다. 출판업과 정보

서비스업은 마포구, 구로-금천구 일대의 서울디

지털산업단지와 서초-강남지역, 성남 분당구 지

역을 중심으로 집적도가 강화되었고, 교육서비스

업의 경우 강남일대와 경기남부지역이 집중지역

으로 산출되었다. 특히 강남구는 세 업종 모두에서 

매우 높은 집적도를 갖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식서비스업의 입지분포는 업종별 특

성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있어 다소 차이

가 나타났다. 먼저 지식서비스업의 입지분포는 직

업 속성과 산업 중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

비스업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수도권지역에 분포하는 지식서비스업은 지식

의 전달, 확산과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서비스 활

동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출판업과 정보서비스업의 분포는 사업지원 서비

스업과 임대업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고,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학력 속성이 

입지분포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향후 지식서비스업 관련 정책을 추진할 경

우 일률적이 아닌 업종별 개별적인 접근이 이뤄져

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마르코프 체인 모형의 확률과정을 

적용하여 2020년까지 지식서비스업과 하위 3개 

업종별 고용분포의 상태변화를 예측한 결과, 지식

서비스업의 고용공간은 기존의 고용분포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율의 값이 더 상승하는 양상

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출판업과 정

보서비스업은 고용분포가 높은 지역에서 고용분

포율 값이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고, 교

육서비스업은 고용분포가 높은 지역은 더 높은 고

용분포율 값을 갖고, 고용분포가 낮은 지역에서도 

고용분포의 확률 값은 더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었

다. 공간적 전이확률을 토대로 단기예측한 지식서

비스업과 하위 3개 업종별 고용분포확률의 변화는 

고용인구 분포가 어떻게 재분산하게 될 지 예측해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아울러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비수도권

에 분포하는 고학력-고숙련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20-30대 청년층 지역인재들이 지식서비스업 분

야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지 위하여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지

식서비스업의 하위 업종 육성을 위한 관심과 노력

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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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1998, Creative 

Industries Mapping Document, London, DCMS.

2) 황주성(2008)은 경제지리학의 관점에서 지식지리학의 연

구 분야를 제조업, 금융·서비스 산업, 미디어 산업, 문화산

업, 창조산업 등으로 보았다.

3) 서적, 신문, 정기 및 부정기 간행물 등의 인쇄물을 발간하거

나 소프트웨어를 출판하는 산업 활동으로서 출판에 관련된 

법적, 재정적, 기술적, 예술적 및 판매에 관한 활동이 포괄

된다. 출판물은 자사에서 직접 창작되거나 다른 사람에 의

하여 제작된 창작물을 편집, 구입 또는 계약에 의하여 출판

되며, 제공방식은 전통적인 인쇄물방법 또는 전자매체 등

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통계청, 통계분류내용해설).

4) 자료처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웹 및 서버 호스팅, 스트

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 및 기

타 방식의 정보제공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통계청, 통계분

류내용해설). 

5) 산업중분류 수준의 사업체조사(통계청)자료의 경우 획득 

가능한 자료의 공간단위는 시·군·구 수준으로, 부득이하

게 이에 맞춰 분석의 공간단위도 시·군·구 수준으로 설정

하여 진행하였다.

6) 경제활동인구자료와 지역별고용조사 자료의 경우 획득 가

능한 자료의 산업분류체계는 산업대분류 수준으로 총량적 

추이변화는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값으

로 살펴보았다. 지역자료(사업체조사)의 경우 산업중분류 

수준의 자료 획득이 가능하여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

보서비스업에서 출판업과 정보서비스업을 추출하여 분석

하였다.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본 연

구의 분석대상인 출판업과 정보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

은 절반 이상을 상회한다. 따라서 앞서 이들 값이 포함된 

수치를 투입한 총량적 추이변화를 설명하는데 있어 과대해

석의 오류를 범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

하였다.  

7) 교육서비스업에서 공교육서비스를 제외하면, 2006년, 

2010년, 2014년의 3개년 모두 서초-강남지역에서 높은 집

중도를 나타냈다.

8) LISA를 통해 Local Moran’s I 값이 높은 속성 값을 갖는 특

정지역의 hot spots과 낮은 속성 값을 갖는 특정지역의 cold 

spots을 찾을 수 있다.

9) 시장원리에 의해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입지분포하는 교육

서비스업(공교육제외)을 대상으로 입지요인을 분석한다.

10) VIF-검정 결과 모든 변수에서 4이하의 값이 나타나 투입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고, 

Durbin-Watson 값은 2에 근사하여 잔차들간에 상관관계

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1) 마르코프 체인 모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론적 설명은 

(박소현·이금숙, 2016)의 연구를 참고하길 바란다.

12) 지면분량상 2020년의 분포확률 예측치만 삽입하였다.

13) 수도권 지식서비스업종별 전체 종사자에 대한 각 시군

구(79개)별 종사자의 분포는 평균값과 중앙값을 토대로 

S1(1% 미만), S2(1~1.5%), S3(1.5~2.0%), S4(2.0~2.5%), 

S5(2.5% 이상)인 지역으로 유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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