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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연구의 목적과 의의
본 연구는 2009년에 기획된 고용구조 선진화를 위한 서비스산
업의 일자리창출 역량제고 방안의 3개년 시리즈 가운데 마지막 보
고서이다. 1년차 연구에서는 전체 서비스산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 산업의 서비스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용구조상 변
화의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노동생산성, 숙련, 노동이동 등 다
양한 분석지표를 이용하여 서비스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창출 여
력을 탐색하였다. 2010년도에 이루어진 2년차 연구에서는, 1년차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산업수요가 증가하고 양질의 일자리창출
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나 영세성과 전문성 부족, 기업간⋅산업간
협업 문화의 미정착 등으로 인해 산업 발전과 고부가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는 문화서비스업과 관광서비스업을 고용창출의 전략부문
으로 설정하여 이들 업종에서 서비스의 양적 확충 및 질 제고와 함
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3년차 연구에서는,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한 대표적인 서비스
업종에 해당되지만 아직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덜 발달되어 있는
생산자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향후 성장가능성 및 고용여력을 진단
하고 생산자서비스 내 세부업종별로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함께하
는 산업발전, 고용전략과 정책과제를 모색하고 있다.
생산자서비스업은 혁신을 추동하여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기
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 들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을 비롯해 디자인, 법률․회계, 정보서비스 등 전문사업서
비스 분야는 전산업에 걸쳐 산업연관효과도 높고 산업 혁신의 중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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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분야이다. 더구나 생산자서비스업은 높은
고용탄성치를 보여주고 있어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
으로 클 뿐 아니라 산업연관효과도 높아 타 산업에의 고용유발효과
도 큰 서비스 업종이다.
이러한 성장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 측면에서 생산자서비
스업은 그동안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여 왔다. 특히 최근 들어서
는 이들 업종에서 고용은 증가하고 있으나 생산성 증가가 크게 둔
화되어 혁신을 선도하는 기능에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산
업의 경쟁력 및 고용의 질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고용 및 부가가치 비중의 국제비교를 토대로 서비스업의 확장가
능성을 전망해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생산자서비스업은 고용 비중
(13.5%)과 산출 비중(21.6%)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 업종이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은 분야임을 시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생산자서비스업인 금융, 부동산 및 사업서비
스업의 고용 비중과 부가가치 비중은 OECD 국가들 중 아직 하위
권에 속하고 있다. 더구나 생산자서비스업의 경우에는 다른 서비스
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노동생산성(연간 72.8천 달러/명)을 보
여주고 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분야로 평가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생산자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상
대적으로 낮은 수준(OECD 평균의 65.4%)이며, 최근 들어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생산자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을 포함해 그리스, 이탈리아, 멕시코 등 일부 국가에서만 노동
생산성이 감소하고 있다. 이 유형의 서비스업에서 노동생산성이 증
가하는 국가가 늘고 있고 이러한 국가들이 대부분 노동생산성 수준
이 높은 국가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생산자서비스
업은 그 가능성에 비해 덜 발달되어 있으며 향후 개선 여지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좋은 일자리창출을 동반하는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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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생산자서비스업은 인력공급
업부터 회계⋅법률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매우 이질적이고 다양한
업종을 포괄하기 때문에 고용구조 및 특성이 업종별로 매우 상이하
며 고용창출 능력에서도 업종 간 편차가 매우 크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세부업종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 업종별 산업의 발전
전략으로부터 일자리창출 역량을 진단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생산자서비스업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산업전략 측면
에서 접근한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고용창출 역량, 인력양성
및 활용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생산자
서비스업 선진화의 최대 걸림돌은 전문인력의 부족이라는 인식에
서 서비스 수요 및 시장에 대한 전망을 전제로 수요에 부응하는 양
질의 인력양성 및 수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의 연구가 서비스산업 일자리창출 역량 제고방안
에 관한 최종 연구가 되기에 지금까지 3개년도에 걸쳐 이루어진 연
구내용을 연계하여 종합한 후,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산업 전반에서
의 고용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 주요 내용
본 연구는 크게 생산자서비스업에 대한 산업적 특성과 노동시장
을 분석하는 제1부와 생산자서비스업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고부가
가치 서비스업과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의 대표적인 업종과 기업을
사례로 들어 분석하는 제2부로 구성된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으로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살펴보고 연구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생산자서비스업의 의의와 범주를 정의하고 이에 기
초하여 세부 업종별 산업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우리
나라 생산자서비스업의 고용창출 능력을 국제비교와 노동시장 제
반 지표를 통하여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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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에서는 생산자서비스업의 고용 및 직업 특성을 분석하고,
국제비교를 통하여 고용을 전망하였다. 먼저 통계청의 ｢사업체기초
통계조사｣를 이용하여 생산자서비스업의 업종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의 변화를 살펴보고, 고용보험 DB 원자료 분석을 통해서 고용변
화와 인력구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의 ｢산업 및 직
업별 고용구조조사｣를 이용하여 생산자서비스업의 업종별로 대표
적 직업을 추출하고, 각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대표직업
종사자들의 종사상 지위와 임금⋅근로조건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
는지, 그리고 임금결정요인은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생산
자서비스업의 고용 및 생산의 국제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 업종별
고용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향후 생산자 서비스 업종별 고
용을 전망하였다.
제4장에서는 생산자서비스업의 인적자원관리와 자격제도를 살펴
보았다. 사업체패널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생산자서비스업의 인사
관리제도, 인력양성제도, 품질관리제도, 근로자참여, 개선 및 보상
제도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생산자서비스업의 자격제도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전문서비스업의 법률 및 회계분야의
전문직 자격에 초점을 맞추어 이 분야 자격제도의 실태와 직업규제
의 관점에서 자격제도가 어떻게 관리⋅운영되어야 할지를 살펴보
았다. 아울러 직업규제가 이 분야의 인력양성과 고용창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여 바람직한 인력양성과 고용창출을 위
한 과제도 제시하였다.
이들 제1부 분석에서 발견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9년 현재 생산자서비스업 사업체 수가 전산업 사업체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8%이며, 종사자 수의 비중은 17.7%이다.
사업체 수는 부동산 및 임대업이 생산자서비스산업 사업체의
43.5%를 차지하지만, 종사자 수로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사자가가 24.5%,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종사자가
23.5%, 금융 및 보험업 종사자가 22.9%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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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생산자서비스 부문에서의 고용변화는 고용 비중이 큰 사업
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전문서비스업을 중
심으로 증가하였다. 이 외에도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과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연구개발업에서도 종사자
수가 30% 이상 크게 증가하였으나 그 고용 비중이 작기 때문에 고
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다. 즉 생산자서비스 부문에
서의 고용성장은 고부가가치 업종과 저부가가치 업종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나, 저부가가치 업종의 고용성장이 수적으로 고부가
가치 업종을 능가하고 있다. 생산자서비스업의 일자리창출 역량을
보면, 현재 생산자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은 G7 국가와 약 5%포인트
정도 격차가 나고 있지만 향후 10년 정도면 G7 국가의 생산자서비
스업의 취업자 비중을 따라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서 우리
나라의 생산자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2011〜2020년의 10년 기간 동
안 41.9% 증가하여 약 4,871천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고용보험 취득과 상실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
업과 금융 및 보험업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이 업종에서 채
용과 이직이 원활함을 알 수 있다. 고용보험 순수 취득자 수로 보
면,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순수 취득자 수가 감소하고 있어 순고용이 둔화되고 있다. 순수 취
득자의 사업장 규모별 분포를 보면, 500인 이상 기업은 10% 수준
에 불과하며, 62%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소
규모 사업장일수록 실제 고용이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넷째, 생산자서비스 업종의 연령별 인력구조를 보면, 전문직을
주로 고용한 기업과 단순직을 고용한 기업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
인다. 금융보험업의 인력구조는 정규직 중심의 인력구조로서 비정
규직 및 단기근속자의 규모가 작고, 60세 정년 이후 고령자 고용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데 비해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청장년 중심의 인력구조를 갖
지만, 비정규직 또는 단기근속자의 비율이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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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부가가치 업종인 부동산 및 임대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연령별 인력구조가 모두 40대 이상의 중고령
인력의 규모가 크고 모든 연령대에서 비정규직 및 단기 근속자의
비율이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다섯째, 생산자서비스 부문의 업종이 고부가가치 업종과 저부가
가치 업종으로 구분됨에 따라, 이 부문의 직종도 저임금 직업과 고
임금 직업이 혼재되어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전문가와 사무직의
경우에는 임시⋅일용근로 형태의 비정규직 비율이 낮은 반면, 창작
및 공연관련 전문가, 배달원, 부동산 중개인, 판매원, 계기검침 및
수금원, 경비원, 청소원 등의 직업에서는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그
러나 이러한 직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비생산자서비스 부문에 비교
할 때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여섯째, 다른 조건이 유사할 경우 생산자서비스 부문의 임금수준
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약 9.3% 정도 높으며, 비생산자서비스 부
문에 비해서는 약 12.5%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산자서비
스 부문 내부에서는 임금수준이 금융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
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
업지원서비스업, 부동산 및 임대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생산자서비스업의 인적자원관리 제도 역시 업종의 특성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능력수준
과 동기수준이 달라지게 되고, 기업의 역량수준도 달리 나타나고
있다. 금융 및 보험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 다른 생산자
서비스 분야에 비해 교육훈련, 경력개발을 포함한 전반적인 인적자
원관리에 있어서 더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생산자서비스업의 고용증가는 고부가
가치 업종에서도 나타났지만, 고용 비중으로 살펴보자면 전형적인
저부가가치 업종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업종은 이직률이 높고 비정규직
고용이 많으며, 중고령층 고용이 일반화되어 있고 또한 주로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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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업의 고용성장에 의해서 주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 방향
에 있어 고용의 질을 제고하는 측면을 더욱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
음으로, 고부가가치 업종에 속하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고용도 증가했지만, 고용보험 취득과 상실을 고려한 순수 취득자의
변화로 보게 되면 그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업종의 인력 구성은 고학력 청장년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운
용되고 있으나 동시에 청장년층에서 단기근속자의 비율이 높게 나
타났다. 이는 이러한 업종에서 금융보험업과 같이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되지 못하고. 청장년 전문인력이 고용안정성이나 근로조건의
문제로 인하여 잦은 이직을 선택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고
부가가치 업종에서 지속적인 고용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고용안정성과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제2부는 생산자서비스업종의 세부 업종별 연구이다. 여기에서는
생산자서비스업으로 범주화된 전문서비스업, 정보 및 과학기술서
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의 각 세부업종별로
산업 및 고용의 특성을 분석하고 또한 주요 업종 및 기업을 대상으
로 사례분석을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과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먼저 제5장에서는 고부가가치 영역인 법률, 회계, 시장조사, 경영
컨설팅 등의 전문서비스업을 분석하였다. 제6장에서는 생산자서비
스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과학기술서비스업을 이 분야 일반적
특성 분석과 더불어 자동차 R&D 서비스 산업을 예로 들어 세부적
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후자에서는 독일 자동차 R&D 서비스산업
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고 이에 비추어 우리나라 자동차 R&D 서
비스 업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제7장에서는 생산자서비스업
중 저부가가치영역으로 평가되고 있는 인력공급 및 시설관리 분야
를 중심으로 산업과 고용의 실태와 특징을 분석하고 기업 사례도
분석하여 소개한 후,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8
장에서는 생산자서비스업 분야 기업의 성공 사례를 인력공급업,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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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발업, 그리고 광고기획 분야별로 하나의 기업을 골라 분석하고
성공 요인과 기업 입장에서 보는 산업발전 전망과 과제를 소개한
다. 제9장은 결론 및 정책 제언부분이다. 여기에서는 먼저 올해 연
구의 결론으로서 생산자서비스업의 고용창출 전략과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연구의 한계와 과제도 제시하였다. 그리고 3개년도에 걸
쳐 이루어진 서비스업 고용창출 역량제고 방안 연구를 종합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생산자서비스업의 고용창출전략과 과제
생산자서비스업에서의 고용 전략의 방향은 고부가가치화를 추구
하는 가운데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즉, 고용친화적인 산업정
책이 고용 전략에서도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고용 전략의 최대
목표가 고용 극대화라 하더라도 고용 증가에 상응하는 생산성 증가
가 수반되지 않으면 그러한 고용 확대는 지속가능하지 않거나 고용
의 질을 떨어뜨려 고용구조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즉 고용과
생산성의 동반 성장을 위한 전략 수립이 고용 전략에서 가장 기본
적인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질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러한 방향하에서 생산자서비스
업의 고용창출 전략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첫째, 생산자서비스 분야 세부 업종별 다양성과 이질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생산자서비스업 가운데에서도 정보
처리 및 컴퓨터 운영관련업과 부동산업 등은 대체로 고용 증가가
생산성 증가를 수반하면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부문에서의 과제는 기본적인 생산 및 고용 구조를 흐트러뜨리지 않
으면서 시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될 것이다. 반면에 컨설
팅, 조사, 인력공급업 등 사업지원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고용은 비교적 많이 증가하였으나 노동생산성
은 그다지 증가하지 못했거나 오히려 감소한 업종이다. 이들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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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덜 생산적인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은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는 있지만 저
부가가치 수요에 집중되어 있거나, 공급 측면에서 고부가가치 수요
를 견인해 내고 있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다. 이들 부문은 진입장벽
이 낮아 상대적으로 입직 및 창업이 쉽고, 제조업의 발전 등으로 수
요가 확대되면서 고용이 많이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그만큼 사업이
불안정하고 영세한 경우가 많다. 이 유형의 서비스시장을 고부가가
치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의 강구와 그에 부응하는 양질의 노동력
공급을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스웨덴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 대표적인 생산자 서비스
로 정착하였다. 스웨덴에서는 각종 경영 관련 컨설팅, 마케팅 대행
등 고급 전문인력이 서비스생산의 주요 투입 요소가 되는 고부가가
치 업종이 총 사업서비스 고용의 과반수를 차지하나 한국은 인력⋅
경비⋅청소 등 단순 사업지원서비스가 총 사업서비스 고용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특히 스웨덴에서는 IT 제조기업에 시장조사 및
전망 분석, 협력업체 소개, 제품에 대한 기술적 조언, 법률 상담 등
의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IT컨설팅이 발달하고 있다. 여기서
는 경쟁력을 가진 IT 제조업에 연구기관과 사업서비스 기업을 집
적시킨 산업 클러스터의 발달과 공격적 R&D 활동, 양질의 고등교
육 등이 이 분야의 고부가가치와 높은 고용을 동시에 창출하는 원
천이 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인력공급업의 경우에는 적절한 규제 조정을 통하여 전문화
를 바탕으로 한 대형화와 사업 다각화를 꾀하여 부가가치를 올리면
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
민간고용서비스 시장은 양적으로 급성장했으나 대부분 규모가 영
세하고 전문성이 떨어져 서비스의 질이 낮고 종사자의 근로조건도
취약하다. 먼저 인력공급업과 관련된 가격, 업역 등에 관한 시장규
제를 대폭 완화하고 고용서비스 내용을 다양하고 고급화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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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다만 인력공급업이 노동력 상품의 거래를 주로 하는 서비스
인 만큼 다른 산업과는 달리 공공성과 시장성을 조화시키는 방안이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사업자의 엄격한 도덕 윤리와 책무성
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 이외로 금융감독에 해당하는 고용서비스 기
업 감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생산자서비스업으로서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는 대체
로 투입노동을 줄임으로써 산출 효율을 증가시킨 것으로 볼 수 있
는데, 일종의 구조조정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위적인 개
입은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 다만, 과도한 진입규제와 영업규제
를 완화해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 과도한 규제완화의 결과로 최근 금융위기를
겪은 선진국과 달리 본래 규제가 강한 한국은 규제완화가 아직도
필요한 방향이라 본다. 특히 은행업은 증권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가가치 창출이 미흡하지만 사업 리스크가 적어 고용안정성이 높
은 양질의 일자리창출에 유리한 측면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이 외로 고용 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모두 상대적으로
저조한 생산자서비스 업종이 있다면 이 경우에는 산업의 양적 확대
가 한계에 봉착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고용 측면에서의 정책
적 노력에 앞서 업종의 선진화,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시장을 재편
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면서도 시급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체계적인 인력양성시스템의 구축이다. 이는 유형과 관
계없이 거의 모든 생산자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일자리창출을
함께 꾀함에 있어 필요한 전략이자 과제이다. 노동이 상품의 품질
자체인 서비스 산업의 특성상 고용증가를 동반하면서 고부가가치
를 이루고 있는 분야에서는 성장을 선도하고 지속하기 위한 전략으
로서 그렇지 않은 분야에서는 혁신을 꾀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인력
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분야별 고부가가치화를 꾀하는 전략하에서 인력수요에 기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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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교육, 특히 고등교육기관, 연구기관, 민간 전문교육훈련기관 등
과 산업체의 협력을 통해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분야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대학이 산업 클
러스터 내 입주 기업들과 적극적인 산학협력을 통해 필요한 인력공
급 및 연구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전형적인 산학 클러스터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양성된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자격과 직무능력
에 따라 보상수준이 결정되도록 하는 직무 중심의 인력관리 시스템
을 구축하여야 한다. 고용이 불안정하고 이직이 잦은 사업지원서비
스 분야에서는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개별기업 대신 관련 협회
또는 전문기관이 인력양성과 고용 정보제공 등의 고용서비스 기능
까지 제공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절
대적으로 부족한 상품개발 및 운용, 자산관리, 리스크 관리 등 금융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확충하
고 전문직 제도의 도입과 직무별 채용 등 인사제도를 개선해 금융
전문 인력의 양성을 촉진하고,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해외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시리즈 연구의 종합과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가 3개년 계획의 최종 연구가 되기에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내용을 종합하고 서비스산업 전반에서의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년차 연구에서는 전체 서비스산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우리나
라 서비스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용구조상 변화의 특징과 문
제점을 살펴보고, 노동생산성, 숙련, 노동이동 등 다양한 분석지표를
이용하여 서비스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창출 여력을 탐색하였다.
여기에서는 우리 경제가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하면 고용 없는
성장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서비스업이 성장해야 고용도 함께 증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분석을 통하여 밝혔으며, 서비스업의 성장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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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는 동력은 일차적으로는 서비스 수요의 확대라는 사실에서 일
자리창출의 여력을 분석하였다. 서비스 수요의 확대 가능성은 가계
의 최종 소비지출 구조, 소득탄력성의 크기, 총수요의 분해 등 다양
한 방법을 통해 검토하였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생산자서비스업은
소득탄력성이 높고 가격탄력성은 낮아 소득 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
및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클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숙련구조를 인지적 숙련, 육체적 숙련, 미세 숙련, 상호
적 숙련 등 네 가지 차원의 지표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서비스 부
문에서는 전문화로 인한 고숙련화, 아웃소싱에 의한 탈숙련화가 복
합적으로 작용하여 한편에서는 고숙련 노동이 만들어지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육체노동을 수반하는 저숙련 노동도 함께 양산되고 있
음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서비스업 내에서 인지적 숙
련이 감소하고 저숙련 노동수요가 증가하는 업종 위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서비스 부문에서 탈숙련화가 진행되는 경
향을 발견하였다.
서비스 산업의 인적자원관리, 인력양성 및 자격제도, 고용서비스
도 서비스 분야별로 분석을 하였는데, 같은 서비스 산업이라고 할
지라도 유통서비스, 생산자서비스, 사회서비스, 개인서비스 분야는
인력의 유입, 이직관리, 숙련형성 및 교육훈련, 고용서비스 등에 있
어 각기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각 분야들은 자신들의
업종 특성에 맞는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
서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서비스산업에 대한 일률적인 접근보
다는 각 분야의 특색에 맞는 세분화되고 특성화된 시스템 구축방안
이 모색하여야 함을 제안하였다.
2년차 연구에서는 1차 연구결과를 토대로 서비스업 중 문화 산
업과 관광 산업을 전략서비스 부문으로 선택하여 이들 업종에서 서
비스의 양적 확충과 질 제고를 함께 도모하는 일자리창출 방안을
모색하였다. 문화 산업과 관광 산업은 소득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서비스수요가 급속히 확대되고 고부가가치 창출의 가능성을 상당

요약

ⅹⅲ

히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이다. 하지만 이들 산업은 영세성과 전문
성 부족, 기업 간⋅산업 간 협업 문화의 미정착 등으로 인해 산업
발전에 한계가 있으며, 특히 고부가가치 창출에 있어 인적자원이
그 어느 부문보다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인적자원개발 체제가 제
대로 구축되지 못하여 필요한 양질의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 부문에서 산업의 발전과 양질의 고용
확대가 함께 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
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2년차 연구에서는 문화 산업과 관광 산
업의 범주의 식별과 분류, 현황과 특징, 발전 방안 등의 산업연구
및 실증분석을 시도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산업의 고용창출 전략
모색의 일환으로 이 분야 직업전망과 인력양성 방안, 그리고 이 분
야 네 개 기업 및 유형별 사회적 기업의 사례연구를 수행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일자리창출 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화 산업과 관광 산업의 분류체계가 정비되지 않아 분석이 어
려운 가운데 국제비교와 가용한 통계의 조작적 정의를 통하여 이들
각 산업의 고용 현황을 밝혔으며, 무엇보다도 국제기준과 유사하게
보편적인 접근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산업의 범주화, 분류
체계 및 조사 방식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문화 산
업의 특성을 SWOT분석을 통하여 분석하고 지적재산권 보호와 공
정경쟁 강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 창의적 영역의 분업화, R&D 확
대, 정보비대칭 축소를 통한 자금조달의 원활화 등을 통한 시장창
출, 그리고 글로벌 진출 및 상호교류 전략을 과제로서 제시하였다.
관광 산업의 현황은 경쟁력지수, 노동생산성 등 다양한 지표를 활
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생산성과 국제경쟁력이 낮은 관광 산업의 발
전을 위하여 우선은 기업 주도의 가격경쟁력, 인적자원경쟁력, 기
술경쟁력 제고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는 시장창출지원책으로서 벤
처지원, 창업촉진 등을 포함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 지속
적인 규제완화정책을 펼쳐 나가야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 산업의
고용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였는데, 문화 산업의 경우에는 핵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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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인력의 평균 연령이 낮고 임금수준은 높으나 일자리 유지율과 평
균근속기간은 상대적으로 낮기에 이들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영세 자영부문 지원책을 강구하고 이
들 부문 이직자가 성장 부문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 및 고용지원서비스를 강구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관광 산업
의 경우에는 소규모일지라도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는 관광관련 일
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의식적이고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
하였다.
인력관리 및 인력양성과 관련하여서는 유망직업을 제시한 후 이
와 연계한 문화⋅관광서비스 분야의 인력양성 체계가 열악함을 밝
히고 문화⋅관광서비스분야 직업분류체계 확립, 인재상 정립, 학교
교육의 역할강화,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학습 인프라 구
축, 전문가 인증제 및 자격제도 연계 강화 등을 HRD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문화⋅관광서비스 분야 기업 성공사례에서도 재차 이
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결국 성공한 기업들은 인재 중심과 존중의
철학이 중심에 있었음을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구조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
회적 기업 및 NGO도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다양한 사례에서 확인되
듯이,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 기업 가운데 특히 교육, 문화, 체험
여행, 숙박 등 다양한 커뮤니티 서비스와 연결된 문화⋅관광 분야
사회적 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향후 발
전을 위해서는 인큐베이팅과 같은 상호교류 및 확산 노력이 필요하
며, 이 과정에서 지역코디네이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3개년도에 걸쳐 이루어진 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일자리창출 전
략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우리 경제의 당면한 과제는 고용창출을 동반한 성장인데,
이러한 측면에서 제조업보다는 고용친화적인 서비스 산업을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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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고용창출
의 돌파구를 모색하여야 한다.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하여 수요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고 산출당 노동투입 비중이 높아 일자리 친화적
이다. 더구나 서비스업은 노동공급의 질이 주된 산출물인 서비스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점에서 서비스업의 고도화 과정에서
특히 고숙련 노동에 친화적이어서 고용의 질을 제고하고 고학력 청
년층 고용 문제를 푸는 데에도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양적으로 고용이 확대되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어야 산업의 고용구조가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시장이 확
대되고 그 결과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
여야 한다. 서비스 산업의 고용 전략은 고용과 생산성이라는 두 마
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시종일
관 이러한 측면에 특히 주목하여 정책 전략과 과제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셋째, 서비스산업은 영세소매업에서부터 전문서비스업에 이르기
까지 매우 다양하고 이질적인 업종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분석과 정
책을 모색함에 있어서 개개의 업종이 직면한 문제에서부터 문제를
푸는 단서에 이르기까지 매우 구체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관
점에서 연구 내내 업종별 특수성을 일차적인 관심사로 두고 업종 특
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접근법을 취하고자 하였다. 업종 간뿐만 아니
라 세부 업종 내에서도 분야에 따라, 업역에 맞추어 정책적 접근을
다르게 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면, 3년차 연구에서 보듯이 같은 생산
자서비스업이라 하여도 부가가치의 정도, 고용창출의 정도에 따라
세부 분야별 특징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는 서비스 산업의 분류체계, 특히 세부 업종의 범주화와 분
류체계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점이다. 이는 3개년 내내 연구의 한계
로 작용하였다. 표준산업분류만으로는 서비스업의 다양한 특성을
포괄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었으며 특히 2, 3년차 업종별 연구
를 함에 있어서는 국내에서조차 범주와 분류체계가 통일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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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따라서 각 파트별로 조작적 정의에 의하여 분석 범주를 정
하고 나름대로의 분류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 하지만
그 근거는 국제적 비교, 선행연구에 주로 의지하고 있다. 보편적인
개념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산업, 그리고 세부
업종별 분류체계를 재정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는 서비스업의 성장은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필연적
일 수 있지만 구체적인 과정은 변화무쌍하고 매우 역동적이라는 점
이다. 재화에 비해 서비스의 변화 주기가 짧고 정책 변수가 작용할
여지가 많다는 점도 서비스업의 변동성을 증폭시킨다. 이는 항상적
으로 변화를 점검하면서 고용창출에서의 장애요인을 파악하는 것
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서비스업은 인
간의 노동이 핵심 자원이라는 것이다.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투입되고 도전 정신이 작동할 수 있으려면 그에 적합한 인력양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정책대안으로서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이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여섯째는 규제정책에 대한 재고이다. 산업적 측면에서 그간 서비
스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강조되어 왔지만 서비스 산업이 가지고
있는 대인서비스와 감성노동 집약성, 인력관련 서비스의 공공성 측
면 등을 고려할 때 공공성과 시장성을 조화시키는 방안에서 규제정
책이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사업자의 책무성과
직업윤리가 다른 산업에 비하여 더 중요한 만큼 이를 키울 수 있는
정책적 노력과 지원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서 사회서비스 확충에는 대체로 동의한
다고 해도 분야별 성장전략, 즉 우선순위 및 구체적인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커다란 인식차가 존재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사회
적 동의를 모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규
범적(Normative)인 접근보다는 실증적(Positive) 관점에서 최적의
발전시나리오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는 이에 대하여 일정
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기업은 직접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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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회서비스 영역만이 아니라 문화, 관광 분야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주체로서 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창출할 가
능성을 보여주고 있기에 이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연구의 한계와 과제
3개년에 이루어진 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
책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에서는 몇 가지의 한계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서비스 산업, 세부 업종, 특히 분야별 접근에 있어서
분석범위를 획정(demarcation)하는 것이 가장 큰 연구의 한계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서비스 산업에 대한 세부 분야별
일관된 분류체계에 기초한 연구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었기 때문
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분야에 따라 대상 업종
의 범위나 분류체계가 일관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둘째는 서비스 산업이 가지는 다양성과 이질성으로 인한 분석,
특히 정책 전략이나 과제의 도출의 어려움이다. 영세한 도소매업으
로부터 고부가가치의 전문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또한 동일한 세
부 업종 내에서도 업종 환경이나 생산성, 고용 등이 천차만별이어서
분석이나 정책 제언을 일반화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다. 이 역시
본 연구의 분석과 논리 전개의 일관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었다.
셋째는 관련한 자료와 정보의 부족문제로 인한 분석의 한계이다.
서비스 산업, 특히 세부 업종별로 산업발전과 고용창출을 연계하여
분석한 연구가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한 통계자료도 미흡하
였다. 많은 원자료 분석을 시도하였지만 이 경우에도 앞선 범주화
와 분류체계의 문제 등과 겹치면서 분석에 애로가 많았다. 이를 보
완하기 위하여 업종별 협회 등의 조사자료, 인터뷰, 사례조사 등을
시도하였지만 이 역시 다양하고 이질적인 서비스 산업 일반의 특징
을 대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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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과 함께 가는 고용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는 이제 막 시작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류체계
재정비, 통계조사와 자료의 확충 등을 시도하면서 서비스 산업의
다양한 분야별로 실증적인 연구가 계속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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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본 연구는 2009년에 기획된 고용구조 선진화를 위한 서비스산업의
일자리창출 역량제고 방안의 3개년 시리즈 가운데 마지막 보고서이다.
1년차 연구에서는 전체 서비스산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 산업
의 서비스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용구조상 변화의 특징과 문제점
을 살펴보고, 노동생산성, 숙련, 노동이동 등 다양한 분석지표를 이용하
여 서비스산업에서의 양질의 일자리창출 여력을 탐색하였다. 2010년도에
이루어진 2년차 연구에서는 1년차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산업 수요
가 증가하고 양질의 일자리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나 영세성과 전
문성 부족, 기업간․산업간 협업 문화의 미정착 등으로 인해 산업발전
과 고부가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는 문화서비스업과 관광서비스업을 고
용창출의 우선 전략 부문으로 선택하여 이들 업종에서 서비스의 양적
확충및 질적 제고와 함께하는 종합적인 일자리창출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3년차 연구에서는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한 대표적인 서비스 업종
에 해당되지만 아직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덜 발달되어 있는 생산자서
비스업을 중심으로 향후 성장가능성 및 고용 여력을 진단하고 생산자서
비스 내 세부 업종별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함께하는 산업발전, 고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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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과 정책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생산자서비스업은 혁신을 추동하여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 들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을
비롯해 디자인, 법률․회계, 정보서비스 등 전문사업서비스 분야는 전
산업에 걸쳐 산업연관효과도 높고 산업 혁신의 중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분야이다. 더구나 생산자서비스업은 높은 고용탄성치를 보여주고
있어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뿐 아니라 산업연관
효과도 높아 타 산업에의 고용유발효과도 큰 서비스 업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러한 성장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
측면에서 생산자서비스업은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이들 업종에서 고용은 증가하고 있으나 생산성 증가가 크게
둔화되어 혁신을 선도하는 기능에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산업
의 경쟁력 및 고용의 질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고용 및 부가가치 비중의 국제비교를 토대로 서비스업의 확장가능성
을 전망해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생산자서비스업은 고용 비중(13.5%)
과 산출 비중(21.6%)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
업종이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은 분야임을 시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대
표적인 생산자서비스업인 금융,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의 고용 비중
과 부가가치 비중은 OECD 국가들 중 아직 하위권에 속하고 있다. 더
구나 생산자서비스업의 경우에는 다른 서비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
은 노동생산성(연간 72.8천 달러/명)을 보여주고 있어 양질의 일자리창
출이 가능한 분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생산자서비스업
의 노동생산성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OECD 평균의 65.4%)이며, 최
근 들어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 대부분
의 국가에서 생산자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을 포함해 그리스, 이탈리아, 멕시코 등 일부 국가에서만
노동생산성이 감소하고 있다. 이 유형의 서비스업에서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는 국가가 늘고 있고 이러한 국가들이 대부분 노동생산성 수준
이 높은 국가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생산자서비스업
은 그 가능성에 비해 덜 발달되어 있으며 향후 개선의 여지가 큰 것으

제1장 서 론

3

로 파악된다.
하지만 좋은 일자리창출을 동반하는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
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생산자서비스업은 인력공급업부터
회계․법률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매우 이질적이고 다양한 업종을 포괄
하기 때문에 고용구조 및 특성이 업종별로 매우 상이하며 고용창출 능
력에서도 업종 간 편차가 매우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부 업종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 업종별 산업의 발전전략으로부터 일자리창
출 역량을 진단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생산자서비스업
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산업전략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고용창출 역량, 인력양성 및 활용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생산자서비스업 선진화의 최대 걸림돌은 전문인력
의 부족이라는 인식에서 서비스 수요 및 시장에 대한 전망을 전제로 수
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인력양성 및 수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방안
도 제시할 것이다. 아울러 올해의 연구가 서비스산업 일자리창출 역량
제고방안에 관한 최종 연구가 되기에 지금까지 3개년도에 걸쳐 이루어
진 연구 내용을 연계하여 종합한 후,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산업 전반에
서의 고용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방안도 제시할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 연구는 크게 생산자서비스업에 대한 산업적 특성과 노동시장을 분
석하는 제1부와 생산자서비스업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고부가가치 서비
스업과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의 대표적인 업종과 기업을 사례로 들어 분
석하는 제2부로 구성된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으로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살펴보고 연구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생산자서비스업의 의의와 범주를 정의하고 이에 기초하
여 세부 업종별 산업적 특성을 찾아볼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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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서비스업의 고용창출 능력을 국제비교와 노동시장 제반 지표를 통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생산자서비스업의 고용 및 직업 특성을 분석하고, 국제
비교를 통하여 고용을 전망하여 본다. 먼저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
조사｣를 이용하여 생산자서비스업의 업종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의 변
화를 살펴보고, 고용보험 DB 원자료 분석을 통해서 고용변화와 인력구
성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의 ｢산업 및 직업별 고용구조
조사｣를 이용하여 생산자서비스업의 업종별로 대표적 직업을 추출하고,
각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대표직업 종사자들의 종사상 지위와
임금․근로조건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임금결정 요인은 어
떠한지를 분석한다. 나아가 생산자서비스업의 고용 및 생산의 국제비교
를 통하여 우리나라 업종별 고용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향후 생
산자서비스 업종별 고용을 전망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생산자서비스업의 인적자원관리와 자격제도를 살펴본
다. 사업체패널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생산자서비스업의 인사관리제도,
인력양성제도, 품질관리제도, 근로자참여, 개선 및 보상제도 등을 분석
한다. 또한 생산자서비스업의 자격제도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다음
으로는 전문서비스업의 법률 및 회계 분야의 전문직 자격에 초점을 맞
추어 이 분야 자격제도의 실태와 직업규제의 관점에서 자격제도가 어떻
게 관리․운영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직업규제가 이
분야의 인력양성과 고용창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여 향
후 바람직한 인력양성과 고용창출을 위한 과제도 제시할 것이다.
제2부는 생산자서비스 업종의 세부 업종별 연구이다. 여기에서는 생산
자서비스업으로 범주화된 전문서비스업, 정보 및 과학기술서비스업, 사
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의 각 세부 업종별로 산업 및 고용의
특성, 사례 분석, 정책적 시사점과 과제 도출 등이 이루어질 것이다.
먼저 제5장에서는 고부가가치 영역인 법률, 회계, 시장조사, 경영컨설
팅 등의 전문서비스업을 분석한다. 제6장에서는 생산자서비스업의 핵심
이라 할 수 있는 과학기술서비스업을 이 분야 일반적 특성 분석과 더불
어 자동차 R&D 서비스산업을 예로 들어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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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서는 독일 자동차 R&D 서비스산업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고 이
에 비추어 우리나라 자동차 R&D 서비스 업종의 발전방안을 모색할 것
이다.
제7장에서는 생산자서비스업 중 저부가가치 영역으로 평가되고 있는
인력공급 및 시설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과 고용의 실태와 특징을
분석하고 기업 사례도 분석하여 소개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
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제8장에서는 생산자서비스업 분야 기업의 성공 사례를 인력공급업,
연구개발업, 그리고 광고기획 분야별로 하나의 기업을 골라 분석하고
성공 요인과 기업 입장에서 보는 산업발전 전망과 과제를 소개한다.
제9장은 결론 및 정책 제언 부분이다. 여기에서는 먼저 올해 연구의
결론으로서 생산자서비스업의 고용창출 전략과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연
구의 한계와 과제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3개년도에 걸쳐 이루어진
서비스업 고용창출 역량제고 방안 연구를 종합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는 생산자서비스업과 관련한 각 분야의 전문가의 협동연구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필자에 따라 다양한 연구방법들이 사용되었는데, 무
엇보다도 연구진 간 연구 진행상황과 정보를 교환하고 연구의 방향과
내용 등을 조율하기 위한 연구진 간담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모든 연구에는 선행연구 및 국제비교를 위한 문헌 연구와 자료 수집
이 기초적으로 활용되었다. 업종별로 관련 통계자료 수집 및 분석도 이
루어졌는데,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 DB, 산업별․직업별 고용구조
조사(OES), 워크넷, HRD-Net,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경제활동
인구조사,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등의 원자료 및 2차 자료
등이 이용되었다. 또한 부문에 따라서는 사례 연구를 위한 현장방문조
사와 설문조사도 실시하였다.
전문가 자문회의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생산자서비스업 세부 업종
의 다양성과 이질성 등으로 산업, 고용, 인적자원관리 등의 세부 분야를
효율적이면서도 포괄하여 접근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한 연
구자문회의를 적극 활용하였다. 연구 방향의 설정에서부터 세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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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및 연구 방법을 구체화하고, 나아가 분야별 연구의 내용을 검토하
고 결론을 도출하는 모든 단계에서 연구진과 외부 전문가의 토론과 자
문은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

【제 1 부】

생산자서비스산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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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생산자서비스업의 의의

생산자서비스업(producer services)은 생산된 서비스의 주된 이용자
가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인 경우를 지칭하며, 따라서 최종소비보다는
생산 과정의 중간재로 이용되면서 기존 재화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
하는 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다.
최근 OECD 등 국제사회가 생산자서비스에 주목하는 이유는 첫째,
생산자서비스가 혁신을 추동하여 새로운 성장동력(engine of growth)으
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경제성장과의 관련성), 둘째, 고숙련, 고
부가가치 노동에 대한 수요가 많아 양질의 고용창출(decent job creation)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인적자원 측면) 때문이다. 특히 최봉
현 외(2007)는 생산자서비스업의 발달 과정이 노동의 분업과 전문화 등
노동의 구조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전에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조달했던 서비스(가령 R&D, 마케팅, 디
자인, 법률 및 회계서비스, 고객관리(CRM), 인적자원개발(HRD) 등)를
외부 시장에서 구매하는 유형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 전문인력
의 개발 및 서비스 시장의 발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다. 이는 다
음 그림의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07)가 보여주듯이, 우리나라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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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중간투입이 서비스 생산 전체의 약 32.4%(제조업에 11.7%, 서
비스업에 20.7%)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07년 현재 생산된 서비스의 약 6.7%가 수출되고 있어 향후 무역에서
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을 시사해 준다.
[그림 2-1] 가치사슬의 변화와 제조업의 서비스화

자료 : 최봉현 외(2007), p.61.

[그림 2-2] 제조업과 서비스업 산출의 중간투입 및 최종수요 구성(2007)

국내 최종
55.0

국내 최종
14.0

11.7
서비스업
20.7

수출
6.7

자료 : 한국은행(2007), ｢산업연관표｣.

제조업
38.6
8.2

수출
31.1

제2장 생산자서비스업의 범주, 산업적 특성과 고용창출 능력

11

본장에서는 생산자서비스의 성장 및 고용 측면에서의 잠재 역량에 주
목하면서, 국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분류 기준을 검토하여 생
산자서비스산업 분야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생산자서비스산
업의 생산효과 및 고용창출효과 등을 분석하는 데 필수적인 통계 인프
라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제2절 생산자서비스업의 범주 및 분류 기준

현재 생산자서비스업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나 국내에서의 공식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OECD와 같은 국제기구나 개별 연구자
수준에서 생산자서비스를 정의하고 연구할 따름이다. 최근 서비스산업
에서의 고용창출효과와 더불어 생산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생산
자서비스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는 1990년대 이후 ICT 산
업의 발전으로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상황, 그리고 지
구 온난화로 인해 최근 녹색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현
상으로 이해된다. 여기에서는 ‘생산자서비스(producer services)’ 혹은
‘사업서비스(business services)’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문헌을 중심
으로 생산자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어떤 산업이 여기에 포함
될 수 있는가를 살펴본다.
우선 OECD(2007)에서는 생산자서비스에 해당되는 용어로서 사업서
비스(business services)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OECD(2007) 사무국이
발간한 세계화와 구조조정(Globalisation and Structural Adjustment)
이라는 연구시리즈 중의 하나인 ｢세계화와 사업서비스 분야에서의 혁신
(Globalisation and Innovation in the Business Services Sector)｣ 보고
서에 사업서비스란 개념이 정의되고 있다. 이는 2006년 OCED의 과
학․기술․산업국(STI)이 OECD 사무국에게 의뢰한 연구 사업에 근원
을 두고 있는데, 그 당시 연구 주제는 사업지원서비스(business support
services) 분야의 생산성, 표준화 및 규제, 그리고 무역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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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OECD(2007)의 사업서비스 개념
ISIC rev. 3

Knowledge intensity

Computer & related services(72)
Research & development(73)
Business
services
Other business services(74)

Knowledge intensity
Business services

Offshorable

∧∧∨∨∧∧∨∨∧∧∨ ∧∧∨∨∧∧∨∨
Operational business
Local
services

OECD(2007)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서비스란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
원하는 서비스”로서, 여기에는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연구개발, 그리
고 기타 사업서비스가 포함된다(ISIC rev.3 분류로서는 72, 73, 74).1) 그
리고 사업서비스는 다시 다음의 두 종류로 분류되고 있고, 이를 [그림
2-3]과 같이 요약하여 보여준다.
1) 지식집약적 사업서비스(knowledge-intensive business services):
IT consulting(ISIC: 72), R&D services(73), legal(74), accounting(74), marketing and advertising(74) 및 business consulting
and HRD(74) 등.
2) 경영활동지원서비스(operational services): industrial cleaning(74),
security services(74) 및 secretarial services (74)
동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서비스는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지난 25
～30년 동안 각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두 배로 증가하였
고, 특히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에는 사업서비스 산업의 GDP 비중이 12
～13%에 이를 정도로 중요한 산업이 되었다. 또한 동 보고서는 생산자
서비스가 소비재 서비스와 달리 교환재(tradables)의 특성이 커서, 무역
에서의 중요성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1) ISIC rev.3는 국제표준산업분류 제3차 개정본이라는 뜻이다., 이는 UN이 정한 산
업분류의 국제기준이고, 제3차 개정은 1989년에 이루어졌으며, 이후 2008년에 제 4
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2009년 이후의 산업별 통계는 그 이전의 통계와 시
계열상의 불일치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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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ISIC(국제표준산업분류)와 사업서비스
내용

ISIC(국제표준산업분류)

Wholesale and retail trade; repair of motor
vehicles, motorcycles and personal and
household goods

G

50

Sale, maintenance and repair of motor vehicles
and motorcycles; retail sale of automotive fuel

51

Wholesale trade and commission trade, except
of motor vehicles and motorcycles

Retail trade, except of motor vehicles and
52 motorcycles; repair of personal and
household goods
H

Hotels and restaurants
55 Hotels and restaurants

I

Transport, storage and communications
60 Land transport; transport/pipelines
61 Water transport
62 Air transport
Supporting transport activities; activities of
63
travel agencies

Transport,
storage &
communications
(60-64)

64 Post and telecommunications
J

Financial intermediation
65

Financial intermediation, except insurance
and pension funding

66

Insurance and pension funding, except
compulsory social security

67 Activities auxiliary to financial intermediation
K

Real estate, renting and business activities

70 Real estate activities
71 Renting of machinery and equipment
72 Computer and related activities
73 Research and development
74 Other business activities

Finance,
real
estate,
business
services
(65-74)
Business
services
(72-74)

Business
sector
services
(5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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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업서비스는 전략적 중요성과 기업특수적 특성(strategic importance and firm-specific nature)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이 자체 조달
(in-house)하였다. 그러나 기업은 점차 규모와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ale and scope)로부터의 이익을 향수하기 위해 사업서비스를 시장
에서 구매(outsourcing)하는 수준(양과 질 모두)을 높여가고 있다. 특히
ICT의 발달로 사업서비스의 지역의존도가 낮아지면서 사업서비스에 대
한 시장 구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OECD, 2007).
최근 OECD의 통계(STAN DB)에서는 UN의 ISIC(국제표준산업분류: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y Codes, revision 3)을 기준으로 사업서
비스의 영역을 다음의 세 가지 형태로 확대한 통계를 작성하여 발표하
고 있다. 첫째는 분류번호 60-64 산업으로 운송, 창고, 통신(transport,
storage and communications), 둘째는 분류번호 65-74 산업으로 금융,
부동산, 기업지원서비스(finance, real estate, business services), 그리고
셋째는 50-74 산업으로 기업분야서비스(business sector services)를 말
한다. 따라서 OECD는 사업서비스 산업에 대해 가장 좁은 정의로는 산
업분류 72-74 영역의 사업서비스(business activities)를 사용하고 있지
만, 필요에 따라 생산자서비스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류상
의 사업서비스 관련 산업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표 2-1>은 ISIC의 산
업분류를 사용한 사업서비스 관련 OECD 통계 분류를 다양한 분류 기
준을 사용하여 정리한 것이다.
한편, 미국 노동통계국(BLS)의 연구자인 Tschetter(1987)는 생산자서
비스산업의 빠른 성장의 원인을 탐구하면서 생산자서비스에 사업서비
스, 법률, 기타 전문서비스(business services(SIC 73), legal services
(SIC 81), and miscellaneous professional services(SIC 89))를 포함시키
고 있다.2)
2) SIC(Standard Industry Codes)는 미국의 산업분류이다. BLS가 생산자서비스에 포
함시키고 있는 구체적 산업은 다음과 같다. advertising, computer and data
processing services, personnel supply services, management and business
consulting services, protective and detective services, services to dwellings and
other buildings, legal services, accounting and auditing services, and
engineering and architectural services. 다음 표에는 미국 SIC 중 생산자서비스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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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Paolo Guerrieri and Valentina Meliciani(2002)는 국제무역에
서 생산자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에 주목하여 생산자서비스
의 국제경쟁력을 연구하면서, 생산자서비스에 금융, 통신, 사업서비스
(Financial, Communication, and Business services)를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이 연구의 부록에서는 미국 무역수지 통계상의 생산자서비스산업
분류(EBOPS)를 UN의 ISIC 분류(rev. 3)와 연계하여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미국 EBOPS의 생산자서비스산업 분류와 유사한 ISCS rev. 3
분류로는 64-74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2010)은 ‘지식서비스’라는 개념에 생산자서
비스를 포함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2010)
에서는 지식서비스사업에 통신 및 방송, 금융 및 보험, 연구개발, 사업관
련 전문서비스(법률, 세무, 회계 등), 광고, 건축 및 공학관련 서비스, 컴
퓨터관련 서비스, 교육, 의료 및 보건, 출판, 문화 및 오락서비스를 포함
하여 분류하고 있다. 여기에는 생산자서비스로 볼 수 없는 교육, 의료
및 보건, 출판, 문화 및 오락서비스 등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기업경영

련 분야가 정리되어 있다.

ISIC Rev. 3
Code

ISIC name

EBOPS codes
245

EBOPS names

64

Post and Telecommunications

Communications services

65-66-67

Financial Intermediation 253-260

70-71-7273-74

Real estate, renting and 262-272-274- Computer and information services;
business activities
278-279-280- Operational leasing; Legal, accounting,
284
management consulting and public
relations services; Advertising, market
research and public opinion polling;
Architectural engineering and other
technical services; Other miscellaneous business, professional, and
technical services.

Insurance services; Financial services.

Note : Correpondence between classification of industry and classification of products is
by nature approximate. This is because each product(whether a good or a
services) is not necessarily produced by only on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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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장 청소, 경비, 부동산서비스 등이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지식서비스 개념을 그대로 생산자서비스 개념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산업연구원의 최용재 외(2007)는 생산자서비스란 용어를 사
용하여 생산자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최용재
외(2007)는 생산자서비스의 범위에 ‘통신, 보험 및 금융, 부동산 및 기타
사업자서비스’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2008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
정 이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사용하여 생산자서비스의 범위를 정한
연구이다. 따라서 생산자서비스의 범위를 2008년 개정 한국표준산업분
류에 부합되도록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

제3절 생산자서비스업 분류의 국제비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ECD(2007), STAN DB, 미국 BLS 및 우
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생산자서비스 개념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산
업분류(KSIC)에 적용하면, 우선 대분류 기준(영문 J, K, L, M, N으로
표기)으로는 다음의 다섯 가지 서비스가 해당될 수 있다.
이를 UN ISIC revision 4(2008년에 개정된 UN의 국제표준산업분류
로 2009년부터 통계에 적용)와 비교해 보면 ISIC 58～80에 해당된다.
ISIC와 KSIC를 비교해 보면, 산업대분류(J, K, L, M, N) 기준으로는 정
확히 동일하다. 다만, 산업중분류(2-digit) 기준으로 보면, 58-68까지는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8 ～ 63)

K

금융 및 보험업

(64 ～ 66)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 ～ 69)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0 ～ 73)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74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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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ISIC 분류(rev. 4)상의 생산자서비스 분류 가능 산업
대/중분류
J

내용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58

Publishing activities

59

Motion picture, video and television programme production, sound
recording and music publishing activities

60

Programming and broadcasting activities

61

Telecommunications

62

Computer programming, consultancy and related activities

63

Information service activities

K

Financial and insurance activities

64

Financial service activities, except insurance and pension funding

65

Insurance, reinsurance and pension funding, except compulsory social
security

66

Activities auxiliary to financial service and insurance activities

L

Real estate activities
68

M

Real estate activities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activities

69

Legal and accounting activities

70

Activities of head offices; management consultancy activities

71

Architectural and engineering activities; technical testing and analysis

72

Scientific research and development

73

Advertising and market research

74

Other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activities

75

Veterinary activities

N

Administrative and support service activities

77

Rental and leasing activities

78

Employment activities

79

Travel agency, tour operator, reservation service and related activities

80

Security and investigation activities

81

Services to buildings and landscape activities

82

Office administrative, office support and other business support activities

자료 : OECD.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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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고, 69 이후에는 차이가 난다. 그러나 실제 내용 측면에서는 중분
류(2-digit) 기준으로 두 분류 사이에 큰 차이는 없다. 따라서 OECD의
사업서비스 혹은 생산자서비스 개념을 우리나라 산업분류에 따라 적용
하는 것은 적어도 중분류 수준에서는 문제가 없다.
한편, 다음의 표는 우리나라의 대분류 산업 기준으로 서비스업을 유
통서비스, 생산자서비스, 사회서비스 및 개인서비스로 분류한 후 이를
OECD 중분류(ISIC rev. 3) 산업과 비교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강순희
외, 2011). 이 분류에 따르면 ISIC와 KSIC와는 호환성이 큰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다만, 이 분류에서는 통신 및 정보서비스를 유통서비스업
에 포함시키고 있어, 통신 및 정보서비스를 사업서비스 혹은 생산자서
비스에 포함시키고 있는 OECD 혹은 BLS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
<표 2-3> 서비스업의 분류
GDP
취업자
(국민계정, 2005) (경활조사, 1992～99)
유통 도소매업
서비 운수 및 보관업
스업 통신업

취업자
(경활조사, 2000～11)

OECD

G. 도소매 및 소비자 G. 도매 및 소매업
용품 수리업
H. 운수업
I. 운수, 창고 및
J.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
통신업
서비스업

C50,
C52,
C61,
C63,

C51,
C60,
C62,
C64,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 및 임대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

C65,
C67,
C71,
C73,

C66,
C70,
C72,
C74

O.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행정
P. 교육서비스업
Q.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U. 국제 및 외국기관

C75, C80,
C85,

생산자 금융보험업
J. 금융 및 보험업
서비 부동산 및 임대업 K. 부동산임대 및
스업 사업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L.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 행정
사회 공공행정 및 국방 M. 교육서비스업
서비 교육서비스업
N.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Q. 국제 및 기타 외국
기관

I. 숙박 및 음식점업
음식숙박업
H. 숙박 및 음식점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
개인 문화 및
C55, C90,
O. 기타공공사회 및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서비 오락서비스업
C91, C92,
개인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스업 출판, 방송, 영화,
C93, C95
P. 가사서비스업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정보 기타서비스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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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에서 볼 때, 산업대분류 기준으로 J, K, L, M, N 산업을
생산자서비스로 정의하는 데는 다음의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첫째, 대분류 기준에는 생산자서비스산업으로 볼 수 없는 서비스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대분류상으로는 생산자서비스에 포함되지만 생산
자서비스산업으로 볼 수 없는 대표적 산업은 출판, 영상, 방송업 등이다.
그러나 출판업(58)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이 포함되어 있
어 대분류 기준으로 출판업 전체를 생산자서비스에서 제외하는 것도 역
시 문제가 된다.
둘째, 생산자서비스산업의 최종 수요자에 기업 및 개인 모두가 포함
되어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산업이 부동산업 및 임대업 중 개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업(68)에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68121)이, 그리고 임대업(69)에는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692)이 하위 분류로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금융 및 보험업에서도 개인
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금융 업종을 생산자서비스산업에 포함하는 것
은 무리한 분류로 판단된다. 이는 대부분의 생산자서비스산업의 경우에
해당된다. 가령 법률서비스를 개인이 구매하는 경우는 소비자서비스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산업대분류 기준으로 생산자서비스를 정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OECD나 미국의 경우에 비해 생산자서비스 영역을 과대 추정하게 된
다. 가령,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사용하여 위의 산업대분류
기준으로 2010년 현재 생산자서비스산업의 종사자 수를 파악하면, 전
산업 종사자 대비 비중이 25.3%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논의
한 OECD(2007)의 사업서비스산업의 국가별 종사자 수(가령 미국 및 프
랑스의 비중은 12～13%)와 비교할 때 훨씬 과대 추계하고 있음을 짐작
케 한다.
이와 같이 대분류상의 생산자서비스산업에는 생산자서비스가 아닌
소비자서비스가 함께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를 보다 엄밀하게 구분
하기 위해서는 중분류(2-digit), 소분류(3-digit) 이하의 분류를 사용해
야 하나, 하위 분류를 사용할 경우 생산 및 종사자 통계를 구할 수 없다
는 문제, 그리고 국제통계 비교가 불가능해진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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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이 통신, 금융, 부동산 임대업 등의 경우에는 서비스 구매자가 기업과
개인이 혼합되어 있어 생산자서비스 부문(생산 및 고용 등의 측면)이
어느 정도인지 자체를 파악할 수 없다.
이는 생산자서비스란 개념이 산업(생산물)의 특성보다는 투입(input)
의 특성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생산자
서비스산업을 기존의 산업분류를 재분류하여 정의한다는 것은 과학적
분류라는 엄밀한 기준에서 보면 불가능한 작업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생산자서비스 개념과 분류에 대한 과학적 접근보다는 연구 목적에 따라
조작적 접근법(operational approach)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또한
타당하다.

제4절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생산자서비스업 분류

여기에서는 중분류(2-digit), 소분류(3-digit) 이하의 분류를 하나하나
검토하여 생산자서비스에 포함해야 할 산업을 제시한다. 생산자서비스
업 분류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① 기업의 투입 수요, 즉
기업에게 판매된 서비스가 그 서비스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
비율(가령 50% 혹은 30%) 이상이 되거나, ② 기업경영 활동에 필수적인
서비스 등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기준을 파악할 객관적인 통계
나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직관이나 연구자의 임의
(ad hoc)에 의하여 선정을 할 수밖에 없다. <표 2-4>는 산업대분류 J,
K, L, M, N 산업 중에서 산업세분류(4-digit) 수준에서 생산자서비스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산업을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서 ○는 생
산자서비스에 반드시 포함, ×는 생산자서비스에 반드시 불포함, △는 애
매한 영역을 표시한다.
그리고 산업중분류(2-digit) 수준에서 앞에서 설정한 생산자서비스산
업의 범위와 산업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
서 산업에 대한 설명은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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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KSIC 분류 기준에 의한 생산자서비스산업 영역
산업분류
코드
(KSIC)

산업분류 명칭

생산자서
비스 포함
여부

J.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63)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58
581

출판업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

5811

서적 출판업

5812

신문, 잡지 및 정기간행물 출판업

5819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59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3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5914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5920
60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방송업

601
6010
602

라디오 방송업
텔레비전 방송업
지상파 방송업

6022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업
통신업

611
6110
612

×

라디오 방송업

6021
61

×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5911

592

○

우편업
우편업
전기통신업

6121

유선통신업

6122

무선통신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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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의 계속
산업분류
코드
(KSIC)

산업분류 명칭

6123

위성통신업

6129

기타 전기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

6209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631

○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6311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6312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639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01

63

생산자서
비스 포함
여부

기타 정보서비스업

6391

뉴스 제공업

6399

그외 기타 정보서비스업

K. 금융 및 보험업(64～66), Financial and insurance activities
64

금융업

641

은행 및 저축기관

6411

중앙은행

6412

일반은행

6413

신용조합 및 저축기관

642
6420
649

투자기관

○

기타 금융업
여신금융업

6499

그외 기타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651

○

투자기관

6491
65

○

보험업

6511

생명보험업

6512

손해 및 보증보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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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의 계속
산업분류
코드
(KSIC)
6513
652
6520
653
6530
66
661

산업분류 명칭
사회보장보험업
재보험업
재보험업
연금 및 공제업
연금 및 공제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금융지원서비스업

○

6611

금융시장 관리업

6612

증권 및 선물중개업

6619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

662
6620

생산자서
비스 포함
여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Real estate activities and renting and leasing
68

부동산업

681
6811

부동산 임대업

681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682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6821

부동산 관리업

6822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업

69

임대업; 부동산 제외

691

자동차 임대업

6919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6921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용품 임대업

6922

음반 및 비디오물 임대업

6929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693

△

운송장비 임대업

6911
692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

○

24

고용구조 선진화를 위한 서비스산업의 일자리창출 역량제고 방안(Ⅲ)

<표 2-4>의 계속
산업분류
코드
(KSIC)

산업분류 명칭

6931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

6932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

6939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694
6940

생산자서
비스 포함
여부

무형재산권 임대업

○

무형재산권 임대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0～73),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activities
70

연구개발업

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011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2

공학 연구개발업

702
7020
71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전문서비스업

711
7110
712
7120
713

법무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광고업
광고 대행업

7139

기타 광고업

7140
715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회사본부, 지주회사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7152

비금융 지주회사

7153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72
721

○

법무관련 서비스업

7131
714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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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의 계속
산업분류
코드
(KSIC)

산업분류 명칭

7211

건축 및 조경 설계서비스업

7212

엔지니어링서비스업

729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7291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7292

측량, 지질조사 및 지도제작업

73
731
7310
732
7320
733
7330
739
7390

생산자서
비스 포함
여부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수의업(동물 치료 등)

×

수의업
전문디자인업

○

전문디자인업
사진 촬영 및 처리업

×

사진 촬영 및 처리업
그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그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74～75)
Business facilities management and business support services
74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741
7410
742

사업시설 유지관리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서비스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7421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7422

소독,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

743
7430
75
751

조경 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조경 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

7511

고용알선업

7512

인력공급업

752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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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의 계속
산업분류
코드
(KSIC)

산업분류 명칭

7521

여행사업

7529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

7531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7532

보안시스템서비스업

7533

탐정 및 조사서비스업

759

기타 사업지원서비스업

7591

사무지원서비스업

7599

그외 기타 사업지원서비스업

생산자서
비스 포함
여부

○

○

1. J.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 61～ 63)
58. 출판업 중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1. 통신업
유선, 무선 및 기타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음성, 자료, 문자, 영상 등
의 각종 정보를 송․수신하거나 전달하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을 말한다. 우편활동도 여기에 분류한다.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컴퓨터 시스템의 통합관련 기획 및 설계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활동
과 컴퓨터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관련 기술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활
동을 말한다.
63. 정보서비스업
정보처리, 호스팅 서비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
업 활동이 포함된다. 뉴스 제공 등의 기타 정보서비스 활동도 여기에 분
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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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 금융 및 보험업(64 ～ 66)
64. 금융업
보험 또는 연금 목적 이외의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재분배, 공급 및
중개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65. 보험 및 연금업
장․단기에 발생할 수 있는 생명 또는 사고의 위험을 분산시킬 목적
으로 기금을 조성․관리하는 보험업과 노후 또는 퇴직 후의 소득보장기
금을 조성하여 관리하는 개인 및 단체 공제사업 또는 연금사업이 포함
된다.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금융업 또는 보험업 및 연금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각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3. L. 부동산업 및 임대업(68 ～ 69)
68. 부동산업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건물, 토지 및 기타 부동산(묘지 제외)의 운영
및 임대, 구매, 판매 등에 관련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69. 임대업
개인, 가정 또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작자 없이 각종 산업용 기계장
비 또는 개인 및 가정용 기계장비․용품을 임대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
며, 무형재산권을 임대하는 산업 활동도 포함한다.

4.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0 ～ 73)
이 산업은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전문, 과학 및 기술적 업무를 계약에
의하여 수행함으로써 경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달성한다. 이러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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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및 기술서비스는 동일 기업 내의 다른 사업체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이 산업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훈련을 받은 인적자본이 서비스생
산의 주요 요소로서 투입된다.
70. 연구개발업
자연과학, 인문과학 및 사회과학 등의 각 연구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
을 얻기 위한 기초탐구, 실용적 목적으로 연구하는 응용연구, 제품 및
공정개발을 위한 실험개발 등의 연구개발 활동을 말한다.
71. 전문서비스업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적자본이 주요 요소로서 투입되는 법률, 회계,
광고, 경영 등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건축설계, 감리 등의 건축기술서비스, 엔지니어링 원리를 이용한 공
학적 전문기술서비스, 지질 또는 지구물리학적 조사서비스, 물리적 및
화학적 분석시험서비스 등의 과학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인테리어디자인,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등의 디자인 전문서비스, 번
역 및 통역 등의 기타 전문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5.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74 ～ 75)
사업시설의 청소․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 활동과 고용
지원서비스, 보안서비스, 여행보조서비스, 사무지원서비스 등과 같은 사
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74.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고객의 사업시설을 관리 또는 청소․소독 및 방제 서비스를 수행하거
나 산업장비 및 산업용품을 물리적․화학적으로 세척하는 산업 활동을

제2장 생산자서비스업의 범주, 산업적 특성과 고용창출 능력

29

말한다. 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 활동도 여기에 분류한다.
75. 사업지원서비스업
고용알선, 인력공급 등 고용지원서비스 활동; 경비, 경호 및 보안시스
템 운영 등 보안서비스 활동; 여행사 및 예약대리 등의 여행보조서비스
활동; 문서 작성, 복사 등의 사무지원서비스 활동 등의 사업 운영에 관
련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산업중분류 수준에서 OECD(2007)의 사업서비스(business
services) 개념과 부합되는 산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분류 기준
에 의한 생산자서비스 영역이 가장 좁은 개념의 생산자서비스산업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분류 기준에 따라 산업별 특성을
살펴본다.
J. 정보서비스업(62～ 63)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0 ～ 73)
70. 연구개발업
71. 전문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74 ～ 75)
74.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75. 사업지원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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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생산자서비스업의 고용창출 능력

여기에서는 우선 산업대분류(J, K, L, M, N) 전체를 생산자서비스로
파악한 정의를 사용하여 생산자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 능력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물론 앞에서 살펴본 대로 대분류에는 생산자서비스로 볼
수 없는 영역이 다수 존재하고 있지만, 현재 중분류 수준에서는 산업의
고용창출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노동시장 지표, 고용, 임금 및 노동생산
성 등을 얻을 수가 없기에 대분류로 영역을 설정하고 있다.

1. 종사자 수 및 임금 측면
우선 2006～10년 기간 동안의 산업대분류별 종사자 비중 통계가 <표
2-5>에 정리되어 있다.
2010년 현재 대분류 기준 생산자서비스산업의 종사자 수가 전산업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16.4%로, 제조업 전체 종사자 비중 16.9%에 거의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표 2-5> 생산자서비스산업의 종사자 비중(제9차 표준산업분류 기준)
(단위 : %)
2006

2007

2008

2009

2010

100.0

100.0

100.0

100.0

100.0

제조업

17.5

17.1

16.8

16.3

16.9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74.7

75.5

75.9

76.6

76.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8

2.7

2.7

2.8

2.8

금융 및 보험업

3.4

3.4

3.5

3.3

3.4

부동산업 및 임대업

2.2

2.2

2.1

2.1

2.2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9

2.9

3.2

3.6

3.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3.5

4.1

4.1

4.0

4.3

전체

자료 : 통계청, 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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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4.3%로 가장 많고, 부동산 및 임대업 비중이
2.2%로 가장 적다. 2010년 생산자서비스산업 종사자 비중은 2006년에
14.8%에 비해 1.6%포인트 증가하였고, 이 증가는 대부분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표 2-6>은 생산자서비스산업의 종사자 변화 추이를 보여
준다. 2005～10년 기간 동안 제조업의 취업자는 2010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감소한 반면, 생산자서비스산업은 전체적으로 이 기간 동안 취업
자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장 전형적인 생산자서비스산업
으로 볼 수 있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
원서비스업의 경우, 이 기간 동안 취업자 증가율 연평균이 각각 6.5%,
7.1%로 나타나 고용흡수력이 높은 산업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6> 생산자서비스산업의 종사자 변화 추이
(단위 : %)
전산업
제조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평 균

1.3

1.3

1.2

0.6

-0.3

1.4

-1.1

-1.8

-1.1

-1.3

-3.2

5.0

-0.6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3

2.0

-2.6

-1.1

4.0

2.5

1.7

금융 및 보험업

1.1

5.5

2.5

1.9

-6.7

5.5

1.6

부동산업 및 임대업

9.5

0.8

1.0

-3.2

2.2

3.4

2.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1

9.0

3.1

7.7

11.6

4.6

6.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8.2

10.4

16.5

2.1

-3.1

8.4

7.1

자료 : 통계청, KOSIS.

생산자서비스산업에 초점을 둔 본격적 분석은 아니지만, 이건우
(2010), 손민중(2009) 등은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고용 변동에 대해
다음의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산업연구원의 이건우(2010)는 [그림 2-4]에서와 같이 서비스 산
업의 취업계수가 제조업보다는 느리지만,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즉 지식서비스산업의 경우 취
업계수(명/10억 원, 2005년 불변가격)는 1995년 16.4에서 2007년 9.5로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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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산업별 취업계수 추이(2005년 불변가격)
(단위 : 명, 십억 원)
30
25
20
15

25.6
21.9

18.8

16.4

10
5
0

15.6

15.4

13.2

12.8

9.8

9.5

15.9
11.7

7.5
4.4

1995

2000
제조업

지식서비스

3.4

3.0

2005

2007

서비스산업

일반서비스

자료 : 한국은행, ｢고용표 ; 이건우(2010: 9).

또한 이건우(2010)는 한국은행의 접속불변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1995
～2007년의 기간 중 서비스 산업의 고용변동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다음의 <표 2-7>에서 보여준다. 이건우(2010: 8～9)는 서비스 산업을
지식서비스와 일반서비스로 구분하여, 서비스 산업의 고용변동 요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서비스 산업의 취업자 수 증가율은 1990년
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이러한 취업자 수 증가율의 상승은 내수나 수출의 고용기여도가 점
차 축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계수의 하락 속도가 크게 둔화된
것에 기인하는 것이다. 서비스 산업의 평균 취업계수(명/십억 원, 2005
년 가격)는 1995년 21.9에서 2007년 12.8로 하락하였으나 하락 속도는
점차 둔화되는 추세이다. 한편, 국내 최종수요와 수출, 수입대체의 고용
기여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중간재로서의 역할을 의미하는 투
입계수의 기여도 또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단, 지식서비스(특히 금
융․보험, 광고, 의료․보건 등)의 경우 투입계수 증가의 고용기여도가
점차 커지고 있어 중간투입재로서의 지식서비스의 역할은 계속 확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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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서비스업종별 취업자 수 변화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1995～2007)
(단위 : %, %포인트)
취업자증가율

국내 최종수요

전기간 연평균 소 비 투 자
지식서비스

수출

수입대체

기술적 요인

최종재 중간재 투입계수 취업계수

40.4

2.9

75.8

7.8

22.3

-0.9

0.3

통신 및 방송

32.9

2.4

132.4

3.3

28.2

0.2

25.5

66.7 -223.4

금융 및 보험

-25.9

-2.5

51.0

3.4

30.8

-2.5

-0.9

-7.3 -100.4

연구개발

168.3

8.6

37.0

10.3

134.4

-3.2

-26.8

10.5

6.1

사업관련전문서비스

259.0

11.2

73.3

9.6

76.3

-2.9

-20.5

173.7

-50.5

광고

-10.2

-0.9

30.5

5.4

46.7

-2.9

-26.5

-33.5

-29.9

50.2

3.4

14.9

9.4

35.8

-1.5

9.2

-39.2

21.5

182.7

9.0

20.0

204.0

25.9

33.4

4.2

78.8 -183.7

53.2

3.6

80.9

0.3

2.5

2.7

0.0

-7.7

-25.5

106.3

6.2

153.3

0.3

1.9

-0.3

0.1

12.4

-61.4

22.3

1.7

95.2

1.5

14.3

-13.3

4.4

-3.3

-76.5

일반서비스

24.4

1.8

48.7

0.9

22.2

-1.3

0.2

11.4

-57.7

도소매

8.6

0.7

27.7

-2.5

26.3

-1.1

-1.0

18.4

-59.3

음식점 및 숙박

25.5

1.9

71.1

1.6

9.6

1.1

5.1

0.5

-63.5

운수 및 보관

31.9

2.3

12.2

1.6

45.8

-5.7

-0.9

12.2

-33.5

부동산

69.7

4.5

96.1

18.6

10.1

-0.2

-0.6

-2.5

-51.8

155.9

8.1

60.8

17.1

83.8

-9.7

-12.1

55.4

-39.3

6.8

0.6

78.5

0.0

0.1

-0.1

-0.5

1.9

-731

452.9

15.3

339.7

0.0

0.1

-0.8

0.0

-0.1

114.0

개인서비스

1.9

0.2

53.4

0.1

1.5

-0.6

6.1

2.8

-61.4

기타서비스

11.8

0.9

71.2

1.4

14.6

-0.9

-0.4

2.8

-76.7

29.1

2.2

56.8

2.9

22.2

-1.2

0.2

8.6

-60.4

-16.2

-1.5

17.6

4.4

63.0

-4.4

-4.4

9.4 -101.8

9.2

0.7

38.2

3.2

27.3

-2.2

-1.1

4.9

건축 및 공학관련서비스
컴퓨터관련서비스
교육
의료 및 보건
출판, 문화, 오락

기타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
사회복지

서비스산업
제조업
전산업

1.8

자료 : 한국은행, ｢1995-2000-2005-2007 접속불변산업연관표 및 ｢고용표 .

-66.7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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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한편, 손민중(2009)은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 고용 추세에 대해 OECD
국가와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은 평가를 하고 있다. “OECD 국가들과 비
교한 한국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은 낮지만, 지난 10년간 한국 서비스업
의 고용증가율은 OECD 30개국 중 10위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편이다.
1997∼2007년간 한국 서비스업의 연평균 고용증가율은 2.5%로 동 기간
중 OECD 30개국의 평균 수준(2.3%)을 상회하는데, 이는 고용 측면에서
본 한국 서비스업이 규모는 작지만, 아직 성장 단계로 향후 발전 가능성
이 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다음으로 산업별 생산자서비스업의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표 2-8>
과 같다. 2010년 현재 전산업 평균 임금수준보다 높은 생산자서비스업
은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63), 금융 및 보험업(6
4～6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74～75), 그리고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0～73)으로 나타나고,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그리고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74～75)의 임금수준은 오히
려 전산업 평균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생산자
서비스산업이라고 볼 수 없는 산업이 이 두 산업에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2-8> 생산자서비스산업의 근로자 임금
(단위 : 천 원, %)
2009

2010

임금총액

비율

임금총액

비율

2,270

100.0

2,360

100.0

제조업

2,162

95.3

2,274

96.3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942

129.6

3,058

129.6

금융 및 보험업

3,011

132.6

3,135

132.8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28

76.1

1,733

73.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943

129.7

2,974

126.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2,025

89.2

2,055

87.1

전체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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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업계수와 고용탄성치 측면3)
다음으로는 취업계수와 고용탄성치를 이용하여 생산자서비스업의 고
용창출 능력을 압축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취업계수(Employment to
GDP Ratio)는 일정기간 동안 생산 활동에 투입된 취업자 수를 총 산출
액으로 나눈 수치로서 일정 산출액의 생산에 필요한 취업자 수를 의미하
며, 산업의 고용흡수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된다. 고용탄성치(GDP
Elasticity of Employment)는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흡수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취업자 증가율을 실질GDP 증가율로 나누어 산출한다. 즉 고용
탄성치는 국내총생산이 1% 증가할 때 고용이 몇 퍼센트 증가하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표 2-9>는 우리 경제의 취업계수와 고용탄성치 추이를 보여주고 있
다. 1970년대에는 10억의 부가가치를 산출하는데 117명의 취업자가 필
요했지만 1980년대 67명, 1990년대 34～42명을 거쳐 2000년대에는 27명
으로 필요취업자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는 1인당 노동생산성이 빠르
게 향상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달리 말하면 산출량에 따
른 고용창출 능력이 그만큼 축소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
는 고용탄성치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1970년대에는 경제가 1% 성
장하면 고용이 0.4% 증가하였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동일한 성장에도
고용은 0.3%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나누어 보면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주
고 있다. 제조업의 취업계수는 지난 40년간 급격하게 하락한 데 반해 서
비스업에서는 취업계수가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1990년대 후반
이후 제조업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게 되었다. 고용탄성치는 연 단위
로는 변동이 심하지만 전반적인 추세로 보면 취업계수와 마찬가지로 제
조업에서는 급격하게 감소하여 1990년대부터 마이너스 수치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큰 변동 없이 0.7 수준을 유지해 왔다.
2000년대 이후로 한정해 살펴보면, 제조업에서 1% 성장할 때 고용은
오히려 0.1% 감소하고, 서비스업이 1% 성장할 때는 고용은 0.66% 증가
3) 본 내용은 황수경․강순희 외(2010)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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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취업계수 및 고용탄성치 추이
(단위 : 명/10억)
전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취업계수 고용탄성치 취업계수 고용탄성치 취업계수 고용탄성치
1970s

116.5

0.40

174.8

0.56

55.0

0.74

1980s

66.6

0.29

92.2

0.43

47.4

0.63

1990～96

41.6

0.31

55.4

-0.08

38.0

0.73

1997～99

33.6

0.08

35.0

-0.26

35.3

0.67

2000s

26.9

0.31

20.8

-0.10

32.5

0.66

2000

30.5

0.48

27.5

0.38

34.2

0.74

2001

29.9

0.50

26.7

-0.25

34.2

0.97

2002

28.6

0.39

24.4

-0.07

33.1

0.55

2003

27.8

-0.05

23.0

-0.16

32.6

0.13

2004

27.1

0.41

21.3

0.20

32.9

1.39

2005

26.4

0.33

19.8

-0.21

32.6

0.72

2006

25.4

0.25

18.0

-0.20

32.0

0.56

2007

24.5

0.24

16.6

-0.16

31.1

0.47

2008

24.1

0.28

16.0

-0.32

30.8

0.61

주 : 1) 취업계수=취업자수/실질GDP, 고용탄성치=취업자 증가율/실질GDP 증가율.
2) 실질GDP는 2005년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그림 2-5]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취업계수와 고용탄성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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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우리 경제에서는 제조업으로는 더 이상
고용창출이 어려우며, 서비스업이 성장해야 고용도 함께 증가할 수 있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서비스업은 영세소매업에서부터 회계․법률서비스에 이르기까
지 매우 이질적이고 다양한 업종들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계수
및 고용탄성치로 파악되는 고용창출 능력에서도 업종 간에 큰 편차를
보일 수 있다. <표 2-10>은 앞에서 설명하였던 서비스업을 서비스 특
<표 2-10> 서비스업 유형별 취업계수 및 고용탄성치
(단위 : 명/10억)
취업계수

고용탄성치

유통 생산자서 사회
개인
유통 생산자서 사회
개인
서비스업 비스업 서비스업 서비스업 서비스업 비스업 서비스업 서비스업
1992

73.0

15.9

22.6

78.3

-

-

-

-

1993

73.4

15.8

22.2

76.3

1.11

0.91

0.56

0.66

1994

71.3

15.7

21.7

72.6

0.61

0.96

0.51

0.60

1995

67.8

15.5

21.8

70.5

0.29

0.87

1.13

0.67

1996

65.1

15.6

21.3

69.7

0.43

1.11

0.43

0.86

1997

62.8

15.7

21.1

70.8

0.37

1.10

0.86

1.29

1998

65.0

15.6

22.9

71.4

0.47

1.38

-12.74

0.91

1999

58.1

16.1

23.2

63.6

0.18

6.58

1.35

0.23

2000

51.4

16.9

22.9

66.4

0.29

2.17

-1.10

0.72

2001

49.8

17.7

23.0

65.4

0.47

2.37

1.32

0.74

2002

47.7

16.7

23.5

63.3

0.32

0.45

1.63

0.57

2003

46.6

16.9

24.3

62.1

4.91

1.28

1.82

5.82

2004

45.2

17.8

24.3

64.2

-0.17

5.70

0.96

2.39

2005

43.7

18.0

24.6

63.9

-0.02

1.29

1.38

0.85

2006

42.0

18.5

24.4

61.2

0.03

1.75

0.89

0.23

2007

39.8

18.7

24.0

59.5

-0.03

1.23

0.58

0.43

2008

38.4

18.7

24.9

58.7

-0.55

0.91

2.31

0.30

1992～99

66.4

15.8

22.1

71.0

0.40

1.14

1.04

0.60

2000～08

44.6

17.8

24.0

62.5

0.01

1.32

1.31

0.61

주 : 2000년 전후로 통계청 산업분류 체계가 바뀌면서 유통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
업의 취업자 수에서 시계열 단절이 발생.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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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및 서비스 공급자의 특성을 기초로 4개 범주로 유형화한 Singelman
(1978)의 분류에 따라 유형별로 취업계수 및 고용탄성치를 산출한 결
과이다.
먼저 취업계수를 살펴보면, 서비스업 전체로는 취업계수가 점차 감소
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이는 유통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에서의 감소
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생산자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에
서는 취업계수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탄성치에서도 비슷
한 특징이 나타난다. 유통서비스업에서는 고용탄성치가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개인서비스에서는 미미하나마 증가 추세, 그리고 생산자서비스
업과 사회서비스업에서는 비교적 큰 증가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3. 노동생산성 및 국제경쟁력
다음의 <표 2-11>은 한국생산성본부가 조사하고 있는 산업별 노동
생산성 지수를 보여준다. 한국생산성본부는 2008년 이전 한국표준산업
분류(제8차 개정)의 대분류 기준으로 노동생산성 통계를 작성하고 있어,
다른 통계와의 비교는 어렵다. 이 표에 의하면 2005년 대비 통신업의 노
동생산성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금융 및 보험업과 부동산
업 및 임대업의 경우는 제조업보다 노동생산성 증가 속도가 늦다는 사
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생산자서비스산업의 경우 고용흡수력이 여전히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향후 이 부문의 노동생산성 향상이 추구됨
에 따라 이러한 고용흡수력이 점차 줄어들 수 있으며 결국 산업발전과
일자리창출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 방향을 강구하는 것이 중
요한 정책 과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성 향상은 그간의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정책 과제이기도 하다.
황수경(2008)은 서비스 산업의 노동생산성과 고용변동 및 그 상호작
용에 주목하여 우리나라 서비스업 고용의 구조적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
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도출하였다. “첫째, 제조업과는 대조적으로 서
비스업에서는 고부가가치 업종의 성장이 둔화되고, 저부가가치-저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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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서비스업 유형별 취업계수 추이
(단위 : 명/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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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유통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2000년 전후로 시계열 단절이 있음.

<표 2-11> 생산자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 추이(2005=100)
2005

2006

2007

2008

광공업

100.0

111.6

119.3

120.7

광업

100.0

92.7

99.9

76.1

제조업

100.0

112.0

119.9

121.2

전기, 가스, 수도업

100.0

103.5

106.2

112.6

100.0

104.6

109.1

108.0

도매 및 소매업

100.0

103.6

107.1

103.1

숙박 및 음식업

100.0

114.7

109.0

93.3

운수업

100.0

106.0

109.9

115.1

통신업

100.0

101.0

115.8

122.8

금융 및 보험업

100.0

96.8

113.5

117.8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0.0

108.4

111.7

111.2

교육서비스업

100.0

95.9

104.1

108.3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00.0

105.0

103.5

99.9

서비스업

주 : 노동생산성 = 산출량지수/노동투입량지수*100.
자료 : 한국생산성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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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업종의 고용이 확대되는 비효율적인 구조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2000년대 들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둘째, 고부가가치 서비스 업종, 특히 사업서비스업의 구조적 낙후성이
서비스 산업 전체의 노동생산성을 낮추는 데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셋째, 서비스 부문이 임금상승에 대해 숙련노
동 수요를 늘리거나 노동 효율을 높이는 방식 대신, 직접적으로 고용
을 줄이거나 비정규직을 늘리는 방식에 의존하는 대응 패턴이 관찰되
고 있다.”
생산자서비스업의 대표적 업종인 사업서비스업의 생산성이 특히 낮
다는 황수경(2008)의 발견은 중요한 정책적 시사를 주고 있다. 즉, 제조
업은 물론 경제 전체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자서비스산업 부문
에서의 생산성 향상, 특히 효율적인 전문인력 양성과 활용이 매우 중요
하다는 것이다.
Jones(2009) 역시 한국의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낮은 데 주목하면
서, 강한 규제, 저조한 R&D 투자 및 기업 규모의 영세성 측면에서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는 우선 서비스 산업을 시장서비스(ISCS 분류
50-74)와 비시장서비스(ISCS 75-99)로 구분하고,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
과의 생산성 증가율을 <표 2-12>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서비스 분
야의 노동생산성 및 생산 증가율 모두 제조업 분야의 노동생산성 및 생
산 증가율보다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Jones(2009)는 한국 서비스 산업의 낮은 생산성의 첫째 원인이 서비
스 산업에 대한 강한 규제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다음 <표 2-13>
은 시간과 비용(time and cost of starting new business)에 대해 세계
은행이 조사한 세계 각국의 순위를 보여준다. 한국은 이 두 측면에서 평
가된 종합 순위는 126위로 최하위군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
서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생산성 제고에 필수적 과제임을 보
여주고 있다.
한편, 산업연구원의 최용재 외(2007)는 최근 서비스 수지 적자가 경상
수지의 악화 요인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생산자서비스산업의 국제
경쟁력 수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생산자서비스는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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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한국의 노동생산성과 생산증가율 추이
ISIC code

1980～90

1990～97

1997～2007

A. Annual growth rate of value added per employee in percent
제조업

15 to 37

6.4

8.7

8.7

시장서비스

50 to 74

4.3

1.6

2.6

비시장서비스

75 to 99

-0.2

1.7

-2.0

서비스 전체

50 to 99

2.6

1.5

1.2

1 to 99

5.5

4.4

3.3

제조업

15 to 37

11.9

7.5

7.7

시장서비스

50 to 74

9.5

8.1

4.1

비시장서비스

75 to 99

5.7

5.0

2.7

서비스 전체

50 to 99

7.9

7.1

3.7

1 to 99

8.5

6.8

4.3

경제 전체
B. Output growth by sector

경제 전체

자료 : Bank of Korea, National Accounts.
Jones(2009 : 6).

산업 내에서 생산성과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잠재적으로 유망한 분
야이나, 우리나라 생산자서비스는 선진국에 비해 발전이 뒤처진 편이다.
생산자서비스는 서비스 산업 내에서는 물론 제조업보다도 생산성이 높
은 고부가가치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생산자서비스 부문은 선
진국에 비하여 부가가치 비중이 크게 낮은 수준이며 국제경쟁력이 취약
하여 서비스 수지 적자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건우(2010) 역시 최근의 서비스 산업의 취업계수 하락 현상에 대해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정체에 그 원인을 찾으면서, 고용창출을 위해서
는 특히 지식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 “최근 서비스 산업 취업계수의 하락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
은 제조업의 잉여인력을 서비스부문이 흡수하면서 서비스 산업에서의
노동생산성 향상이 지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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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창업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및 각국의 순위
Rank in Number of
the world procedures

Time
(days)

Cost(% of income Minimum capital(% of
per capita)
income per capita)

뉴질랜드

1

1

1

0.4

0.0

캐나다

2

1

5

0.5

0.0

호 주

3

2

2

0.8

0.0

아일랜드

5

4

13

0.3

0.0

미 국

6

6

6

0.7

0.0

영 국

8

6

13

0.8

0.0

프랑스

14

5

7

1.0

0.0

덴마크

16

4

6

0.0

40.1

아이슬랜드

17

5

5

2.6

13.6

핀란드

18

3

14

1.0

7.4

벨기에

20

3

4

5.2

19.9

헝가리

27

4

5

8.4

10.8

스웨덴

30

3

15

0.6

30.3

노르웨이

33

6

10

2.1

21.0

포르투갈

34

6

6

2.9

34.3

터 키

43

6

6

14.9

10.9

슬로바키아공화국

48

6

16

3.3

30.4

네덜란드

51

6

10

5.9

51.7

스위스

52

6

20

2.1

27.6

이탈리아

53

6

10

18.5

9.7

일 본

64

8

23

7.5

0.0

룩셈부르크

69

6

26

6.5

21.3

체 코

86

8

15

9.6

31.8

독 일

102

9

18

5.6

42.2

오스트리아

104

8

28

5.1

52.8

멕스코

115

9

28

12.5

11.0

한 국

126

10

17

16.9

53.8

그리스

133

15

19

10.2

19.6

스페인

140

10

47

14.9

13.1

10

31

18.8

168.8

6.1

14.2

6.0

24.1

폴란드

145
평균

자료 : World Bank(2008), Doing Business 2009.
Jones(2009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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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률(연평균)은 1995～2000년 11.1%에서 2005～07년 5.9%로 둔화되었
으나, 서비스 산업은 6.6%에서 1.3%로 크게 하락하였고, 특히 지식서비
스에 비해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한 일반서비스의 노동생산성 상승률은
6.4%에서 0.7%로 대폭 저하되었다. 서비스 업종에서의 생산성 정체가
계속될 경우 선진국들에 비해 취약한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더
욱 약화되고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
이상의 우리나라 생산자서비스 고용 및 생산성 변동에 관한 문헌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생산자서비스산업은 고용창출 효과는 크나 생
산성이 낮은 수준에 있어, 저부가가치 산업 영역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
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좋은 일자리의 창출 및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생산자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고숙련
전문인력의 양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제6절 소 결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자서비스 개념에 대한 정의와 그에 따른 통계가 정비되어
야 한다. 물론 OECD 등의 국제기구의 통계에서도 생산자서비스에 대한
일관된 정의나 분류체계가 아직 정비되고 있지는 못하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국제기준과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업 및 고용정책의
분류 표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생산자서비스업의 범주 및 분류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산업대분류 혹은 중분류 기준으로 우리나라 생산자서비스 고용
및 생산성 변동에 관한 문헌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생산자서비스산
업은 고용창출 효과는 크나 저부가가치 산업 영역에 머물고 있다는 사
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저숙련 노동투입 중심으로 생산이 이루어지면
서 고용을 많이 흡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이 부문의
경쟁력 제고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추구되어야 하는데, 이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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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 전문인력의 투입에 의한 고부가가치화를 통하여 달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생산자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발전과 함께 좋은
일자리창출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전략이다.
이 외로 생산자서비스업, 나아가서는 전체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특히 OECD의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
이 서비스 산업에서의 규제 완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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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서비스산업의 고용구조, 직업 특성 및 고용전망

제1절 고용구조와 직업 특성

1. 머리말
생산자서비스산업은 금융업과 연구개발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
서부터 인력공급업, 사업시설관리업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도
사업체 특성과 고용구조가 상이하다. 이에 따라 생산자서비스 부문에서
는 업종의 특성에 따라 고용변화와 일자리창출이 각각 다른 특성을 갖
는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2000～06년까지 제조업이나 다른 서비스 부
문에 비해 생산자서비스 부문과 사회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
출이 이루어졌는데, 생산자서비스 부문에서는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업과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상용종사자의 일자리창출이 존
재했음을 밝힌 바 있다(권혜자, 2011). 그러므로 생산자서비스산업에서
눈에 띄는 일자리창출이 존재했다고 해도, 그 내부 업종 구성의 상이성
에 따라 고용구조와 인력구성,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장에서는 생산자서비스업의 다양한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업종별
로 사업체 및 종사자의 변화를 살펴보고, 업종별로 대표직업을 추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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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 종사상 지위와 임금․근로조건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업종
별 고용변화와 인력구조의 특성은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한
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 DB 원자료 분석을 통해서 분석하는 한편, 업
종별 대표직업의 특성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산업 및 직업별 고용구조조
사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생산자서비스업에서 고용증가 업종이
어떤 고용 특성을 갖는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업종별 고용정책 과제
를 모색하기 위한 작업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2. 사업체 및 종사자 수의 변화
생산자서비스업은 OECD 구분에 따라 제9차 표준산업분류에 기초하
여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으로 구성된다.4)
2009년 현재 생산자서비스업의 사업체 수는 전산업 사업체의 8.8%
이며, 종사자 비중은 17.7%로 나타난다(표 3-1 참조). 업종별로 보면,
부동산 및 임대업이 생산자서비스업 사업체의 43.5%를 차지하는 한편,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 8.4%를 차지한다. 그러나 종사
자 수로 보면 부동산 및 임대업 종사자는 생산자서비스 종사자의 14.4%
에 그치는 반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사자가가 24.5%, 사업시
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종사자가 23.5%, 금융 및 보험업 종사자가
2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임대업에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의 비율이 55.9%로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그림 3-1 참조). 이와 달리 금융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의 경우
에는 5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체의 비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기
4) 중분류로 보면, 생산자서비스업에는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임대업, 연구개발업, 전문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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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산업대분류별 사업체 수 및 종업원 수의 추이(2007～09)
(단위 : 개, 천 명, %)
산업별 대분류(계)

2007

2008

2009

2009
구성비

2007～09
증가율

전산업

3,263

3,265

3,294

100.0

0.9

280

284

289

8.8(100.0)

24

24

24

8.4

-1.0

37

37

38

13.3

3.6

셍신자서비스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체
금융 및 보험업
수
부동산업 및 임대업

3.2

124

125

126

43.5

1.2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64

67

68

23.4

5.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

30

31

33

11.4

8.8

15,944

16,288

16,818

100.0

2,704

2,873

415

420

429

14.4

3.4

639

666

682

22.9

6.9

427

435

444

14.9

4.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97

690

728

24.5

22.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627

662

694

23.3

10.8

전산업
생산자서비스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종업원
금융 및 보험업
수
부동산업 및 임대업

2,979 17.7(100.0)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

[그림 3-1] 산업대분류별 소기업 및 대기업의 비율(2009)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

5.5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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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종사자 규모가 다른 산업에 비해 크다는 특징을 보인다.
생산자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을 보면, 사업체 수가 많은 업종에서
고용 비중이 높은 것은 아니다(그림 3-2 참조). 사업체 수는 부동산업
[그림 3-2] 업종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의 구성(2009)

주 : 생산자서비스 내 비율이 1% 이하인 업종은 생략.
자료 : <부표 1>과 <부표 2>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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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전문서비스업 11%, 사업지원서비스업 10%, 금융업 7%,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6%의 순으로 나타나는 반면, 업
종별 종사자 수는 사업지원서비스업 18%, 부동산업 13%, 전문서비스업
11%, 금융업과 보험 및 연금업이 각각 9%,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
타 과학기술서비스업이 8%의 순으로 나타난다. 즉, 생산자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은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에 속하는 사업지원서비스업과 부동
산업,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이 전체의 36%로 적지 않은 비중
을 차지한다.
2007년에서 2009년까지 생산자서비스업에서 업종별로 사업체 및 종
사자의 변화를 살펴보면,5) 본래 고용 비중이 큰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전문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에서 사업체 수와 종업원 수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과 금융 및 보
[그림 3-3] 업종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증가율(2007 대비 2009)

자료 : <부표 1>과 <부표 2>에서 재구성.

5) 2007년 표준산업분류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생산자서비스업의 고용을 그 이전 연도
와 비교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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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관련서비스업, 연구개발업에서도 종사자 수가 30% 이상 크게 증가
하고 있으나, 이러한 업종의 고용 비중이 2～5% 내외에 불과하기 때문
에 종사자 수의 증가가 생산자서비스업의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
미한 수준이다.
<표 3-2>는 고용보험 DB의 순피보험자 수의 추이를 보여준다. 생산
자서비스 부문의 피보험자가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25.7%
에서 2010년 25.4%로 약간 감소하였다. 업종별로는 금융업과 부동산 및
임대업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은
15.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9.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
보서비스업은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생산자서비스 부문에서의 사업체 및 고용 성장은 대표적
인 고부가가치 업종인 전문서비스업과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과 함께 대표적인 저부가가치 업종인 사업지원서비스
업, 시설관리업, 부동산업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3. 고용변화와 업종별 인력구성
본절에서는 고용보험 DB를 이용하여 생산자서비스 부문의 고용변화
를 살펴보고, 업종별 인력구성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용보험 순
<표 3-2> 생산자서비스 부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단위 : 천 명, %)
2008. 12 2009. 12 2010. 12 2008～10 증가율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491

501

517

5.4

K. 금융 및 보험업

426

428

436

2.3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280

280

282

0.8

M.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98

520

547

9.8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691

745

799

15.7

생산자서비스 전체

2,386

2,473

2,582

8.2

전산업

9,272

9,654

10,131

9.3

전산업 중에서의 비율

25.7

25.6

25.4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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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규모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비교할 경우 상용근로자의 규
모와 유사한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양질의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력이라
볼 수 있다.
가. 업종별 고용보험 취득과 상실
생산자서비스 부문의 고용변화는 모두 고용보험 순피보험자, 순취득
자와 순상실자 DB를 활용하여 살펴본다.6) 업종별 고용보험 취득자와
상실자 수는 한 해 동안 해당 업종에 신규 고용된 사람과 이직 또는 퇴
직한 사람 수를 보여준다. 순취득자 수는 연간 고용보험 취득자 수-연
간 고용보험 상실자 수로 계산되므로, 이직 또는 퇴직을 고려한 이후 실
제로 증가한 고용규모를 의미한다.
1) 고용보험 취득자
2010년 한 해 동안 생산자서비스 부문에서 고용보험을 취득한 사람은
1,466천 명으로 전산업 취득자 수의 약 26.2%를 차지한다(표 3-3 참조).
2008년에 비해 11.6% 증가한 수치이지만, 전산업 취득자 증가율인
16.6%에는 못 미치고 있어, 다른 부문에 비해 생산자서비스산업이 빠르
게 성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이
2008년에 비해 19.8% 증가하였고, 금융 및 보험업은 15.5%포인트 증가
하였으나,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과 부동산업 및 임대업
의 증가율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금융보험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에서는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 취득자 수가 많았던 반면, 부동
산업 및 임대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는 10인 미만의 소규
모 사업장에서 취득자가 많았다는 특징을 보인다(그림 3-4 참조).

6) 피보험자 자료는 2010년 12월 자료를 이용하였고, 취득자와 상실자 자료는 연간
자료를 이용하게 되는데, 모두 순피보험자, 순취득자, 순상실자의 자료를 이용한다.
그 이유는 한 사람이 정해진 기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고용보험 상실 취득을 반
복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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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생산자서비스업의 업종별 취득자 수
(단위 : 천 명, %)
2008

2009

2010

237

217

239

0.8

77

74

89

15.5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152

143

154

1.0

M.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43

251

260

7.2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605

649

725

19.8

생산자서비스업 소계

1,314

1,335

1,466

11.6

전산업 취득자 수

4,802

5,177

5,601

16.6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K. 금융 및 보험업

2008～10 증가율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DB｣.

[그림 3-4] 산업별 고용보험 취득자의 사업장 규모별 분포(2010)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DB｣.

생산자서비스산업 고용보험 취득자의 여성 비율은 45.8%로, 전산업
취득자의 여성 비율 45.5%와 유사한 수준이다. 4년제 대졸 이상자의 비
율은 산업별로 상이한데,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과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각각 50.1%, 62.7%,
50.5%로 전산업 평균 28.0%에 비해 높은 반면, 부동산 및 임대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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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산업별 고용보험 취득자의 여성 비율 및 대졸 이상자의 비율(2010)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DB｣.

20.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의 경우에는 10.0% 수준으로
전산업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다. 즉, 고부가가치 산업에서는 고학력자
의 비율이 높은 반면, 저부가가치 산업에서는 저학력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업종에 따라 필요한 인력의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그림
3-6 참조).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취득자들이 주로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와 전문가 및 기술공에 집중되어 있고,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에는 사무
직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부동산 및 임대업은 서비스 및 상품 시장판매
근로자에 집중되어 있고,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집중되
어 있다.7)
7) 여기에서의 직종분류는 고용보험 DB의 직업분류 체계의 상이성 문제를 해결하고,
표준직업분류의 9개 분류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작성된 7개 직종분류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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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산업별 고용보험 취득자 수(2010)
(단위 : 천 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DB｣.

전체적으로 고용보험 취득자 수가 크게 증가한 직종은 전문가 및 기
술공, 사무직, 단순노무직이며, 서비스 근로자와 기능직은 증가하지 않
았다는 특징을 보인다.
2) 고용보험 상실자
2010년 한 해 동안 생산자서비스 부문에서 고용보험을 상실한 사람은
1,366천 명으로 전산업 상실자 수의 약 26.7%를 차지한다. 2008년에 대
비하여 2010년의 업종별 상실자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금융 및 보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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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생산자서비스 부문의 산업별 상실자 수
(단위 : 천 명, %)
2008

2009

2010

222

207

227

1.9

65

74

82

25.7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138

135

144

4.2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09

224

237

13.4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559

595

677

21.1

생산자서비스업

1,193

1,234

1,366

14.5

전산업

4,410

4,723

5,112

15.9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금융 및 보험업

증가율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DB｣.

25.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21.1%, 전문, 과학 및 기술서
비스업 13.4%로 나타났다. 이러한 업종에서는 고용보험 취득자 수도 증
가했지만 고용보험 상실자 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는 달리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과 부동산 및 임대업의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업종별로 고용보험 상실자 수를 살펴보면, [그림 3-7]과 같다.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는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와 전문과와 기술공, 사무직을 중심으로 상실자
수가 많은 반면에,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는 단순노무직의
비율이 높은 만큼 고용보험 상실자 수도 이러한 직종에서 가장 크게 나
타난다.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그림 3-8 참조), 금융 및 보험업과 사업시
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는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 고
용보험 상실자 수가 많은 반면, 소규모 업체들이 밀집되어 있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상실자 수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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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업종별 고용보험 상실자 수(2010)
(단위 : 천 명)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DB｣.

3) 고용보험 순취득자
고용보험 순취득자 수는 연간 취득자 수-상실자 수로 계산되므로 실
제로 증가한 고용을 의미한다. 생산자서비스 부문의 순취득자 수는
2008년 121천 명, 2009년 101천 명, 2010년 100천 명으로 점진적으로 감
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8년 대비 2010년 순취득자 수는 약 20천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표 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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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사업장 규모별 고용보험 상실자 수(2010)
(단위 : 천 명)
10인 미만

10~99

100~299 300~499 500인 이상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DB｣.

<표 3-5> 생산자서비스 부문의 순취득자 수의 추이(2008～10)
(단위 : 명, %)
2008

2009

2010

증감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14,596

10,459

12,339

-2,257

K. 금융 및 보험업

11,971

372

7,142

-4,829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14,529

8,475

10,263

-4,266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3,352

27,129

22,645

-10,707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

46,392

54,165

48,040

1,648

전체

120,840

100,600

100,429

-20,411

전체 취득자 수

392,316

454,135

489,057

96,741

주 : 순취득자 수는 연간 취득자 수-연간 상실자 수.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DB｣.

업종별로 살펴보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제외한 모
든 업종에서 순취득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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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서 10천 명, 금융 및 보험업 5천 명, 부동산 및 임대업에서 4천 명의
감소가 있었다.
2010년 생산자서비스 부문의 순취득자의 사업장 규모별 분포를 보면,
10%가량이 500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고, 62%가 10인 미만 소규
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다. 즉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순고용이 증가했
음을 보여준다.
[그림 3-9] 생산자서비스 부문 순취득자의 사업장규모별 분포(2010)

300~499
2%

500인 이상
10%

100~299
8%

10~99
18%

10인 미만
62%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DB｣.

소규모 사업장에서 순취득자가 증가한 업종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서비스에서 26천 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15천 명, 출
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11천 명이 증가하였다(표 3-6
참조). 금융보험업의 경우에는 5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순취득자가 감소
하고 있어 취득자보다 상실자 수가 더 많았다는 특징을 보인다.
순취득자의 주요 직종별 분포를 보면 어떤 직종에서 고용이 증가했는
지 알 수 있다. [그림 3-10]에 의하면 생산자서비스 부문의 순취득자는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32%, 단순노무직 25%, 전문가 및 기술공 21%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는 생산자서비스업에서 고부가가치 업종과 저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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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생산자서비스 부문의 순취득자의 업종별 사업장 규모별 분포(2010)
(단위 : 명, %)
순수취득자

10인
미만

500인
이상

전체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10,616

136

-519

1,992

114

12,339

K. 금융 및 보험업

2,718

3,844

1,246

205

-871

7,142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8,019

1,009

-161

342

1,054

10,263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5,367

1,219

2,454

-36

3,641

22,645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

26,051

11,738

5,424

-806

5,633

48,040

생산자서비스업

62,771

17,946

8,444

1,697

9,571

100,429

전산업

300,297

87,443

31,989

14,894

54,434

489,057

10～99 100～299 300～499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DB｣.

[그림 3-10] 생산자서비스 부문의 순취득자의 주요 직종별 분포(2010)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DB｣.

가치 업종의 대표적인 직종을 중심으로 고용이 늘었음을 보여준다.
고부가가치 업종에서는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및 기술공을
중심으로 순취득자가 많았으며, 사무직 근로자나 기능원 및 조직원에서
는 취득자보다 상실자가 많아서 순취득자 수가 마이너스(-)로 나타났
다. 이와는 달리 저부가가치 업종에 속하는 부동산 및 임대업과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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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생산자서비스 부문의 업종별 순취득자의 주요 직종 분포(2010)
(단위 : 명, %)
순수취득자

고위임직 전문가
서비스 기능원 단순노무
사무직
전체
원관리자 기술공
근로자 조작원 직근로자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8,574

9,404 -7,591

3,122 -1,580

333

12,339

K. 금융 및 보험업

3,888

2,193

861

-286

-367

667

7,142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5,603

-653

-1,099

795

1,324

4,187

10,263

M.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8,379

9,836 -1,340

1,820

622

2,982

22,645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

7,541

1,884

9,909

4,311

18,447

48,040

33,985

22,664 -3,045 15,360

4,310

26,616 100,429

소계
전체

6,124

142,287 142,902 -1,131 31,454 41,388 130,619 489,057

주 : 농어업 숙련근로자 및 직종 분류불능 생략하여 합계가 일치하지 않음.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DB.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는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와 함께 서
비스 근로자와 기능원 및 조작원, 단순노무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순취
득자 수가 많았다는 특징을 보인다.
나. 연령별 인력구조
생산자서비스 부문에서는 고부가가치 업종과 저부가가치 업종별로
고용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 업종별로 인적자원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절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에서 상시근로자에
한정하여 생산자서비스 부문의 연령별 인력구조를 살펴보았다.
[그림 3-11]은 생산자서비스산업의 연령별 인력구조를 보여주는데,
위쪽의 곡선은 연령별 피보험자의 인력구성을 보여주고, 아래쪽의 곡선
은 연령별로 근속 2년 이상의 인력구성을 그린 것이다. 이에 따라 아래
쪽의 곡선과 위쪽 곡선의 차이는 근속 2년 이하의 신규 채용자나 비정
규직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그림은 연령별 인력구조가 업종별로 어떤
차이를 갖는가를 보여주는데, 곡선의 모습에 따라 장기근속 근로자나
정규직 중심의 인력운용을 하는 업종인지, 또는 청년인력 또는 장년인
력 중심의 인력을 운용하는 업종인지 판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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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생산자서비스 부문의 연령별 인력구조
(단위 : 명)

주 : 가로축의 연도는 인력의 출생연도로, 2010년 현재 20세에서 70세까지의 연령임.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DB .

이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생산자서비스 부문 전체의 연령별 인력구조
는 30대가 주를 이루고 40대 이후에 감소하는 청장년 중심의 인력구성
을 보여준다. 또한 비정규직 및 근속 2년 이하의 단기근속자의 규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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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곡선과 하위 곡선의 차이)는 청장년층 연령대에서 높지만 연령이 상
승해도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를 대분류 산업별로 살펴보면 그 차이가 분명히 드러난다. 금융보
험업의 인력구조는 정규직 중심의 인력구조로서 비정규직 및 단기근속
자의 규모가 작고, 60세 정년 이후 고령자 고용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는 특징을 보인다. 이에 비해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0대 및 30대 중심의 인력구조
는 금융보험업과 동일하지만 비정규직 및 단기근속자의 비율이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이 두 산업 모두 중고령자의 고용이 낮다는 점에서
는 금융보험업과 동일하다. 이에 비해서 부동산 및 임대업과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연령별 인력구조가 모두 40대 이
상의 중고령 인력의 규모가 크고 모든 연령대에서 비정규직 및 단기근
속자의 비율이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3-12]와 같다. 방송업, 통신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의 경우에는 비정규직 또는 단기근속자의 비율
이 낮아서 이직률이 낮고, 정규직 중심의 인력을 운용하고 있으며, 정년
시점 이후에 거의 고령인력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
한 업종의 인력운용을 보면 기업 내부노동시장이 발달한 업종임을 알
수 있다.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청장년층 중심의 인력운용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만, 특히 청장년층 중에서 단기근속자의 비율이 높아서 비정규직을 많
이 활용하거나 청년층의 이직이 높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와는 달리 부동산업,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
스업의 경우에는 중고령층 중심의 인력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연령대에
서 단기근속자의 규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이직률이 높은 업종임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생산자서비스 부문의 세부 업종별 인력구조는 이직률이
낮은 정규직 중심의 업종(방송업, 통신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청장
년층의 비율이 높지만 청장년층의 비정규직 활용 또는 이직률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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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의 계속

주 : 가로축은 2010년 현재 20세에서 70세까지의 연령임.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DB .

업종(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그리고 이직률이 높은 중고령층 중심의 인력을 운용하는 업
종(부동산업,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직업 특성과 임금격차
여기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2009년 ｢산업 및 직업별 고용구조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생산자서비스 부문의 업종별 대표직업의 특징을 살펴
보고, 생산자서비스 부문의 임금결정 요인을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분
석한다.
가. 생산자서비스 부문의 업종별 대표직업의 특성
생산자서비스 부문의 직종별 분포를 보면(그림 3-13 참조), 경영회계
사무관련직 18%, 경비 및 청소관련직 16%, 금융․보험 관련직 16%, 영
업 및 판매관련직 10%, 건설관련직 및 정보통신관련직 8%, 문화․예
술․디자인 방송관련직 6%의 순으로 나타난다.
본장에서는 업종별 대표직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산업 소분류(표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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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생산자서비스업 종사자의 직종별 분포(2009)

주 : 1% 미만 직종의 표기생략.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2009), ｢산업 및 직업별 고용구조조사 .

업분류)와 직업소분류(한국고용직업분류)를 교차하여 업종별로 가장 비
율이 높은 소분류 직업을 선정하였다(표 3-8 참조). 여러 업종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영지원 및 행정관련 사무원을 제외하면, 업종별
대표직업은 대체로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직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판업의 대표직업으로는 소프트웨어 개발전문가를 살펴볼 수 있고,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과 방송업의 대표직업은 영화, 연
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와 관련기술 종사자이고, 통신업의 경우에는 통
신 및 방송장비 기사 및 설치수리원 등으로 나타난다.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의 대표직업은 금융 및 보험관련 사무원과 보험관련 영업원이고,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는 건축 및 토목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
디자이너 등을 대표직업으로 볼 수 있다. 그 외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
비스업의 경우에는 청소원, 가사도우미, 그 외 청소관련 단순종사자가
대표적이며,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는 경비원 및 건술 및 광업관련 단순
종사자 등이 나타난다.
이와 같이 생산자서비스 부문의 대표직업은 사무직, 전문직, 단순서
비스직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종사상 지위나 임금 및 근로조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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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생산자서비스산업의 대표 직종
빈도수

업종별 직업 종사자의 비율

출판업

940

소프트웨어 개발전문가(33.9%), 경영지원 및 행정관련 사무
원(10.2%)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11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19.3%),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종사자(18.4)

방송업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20.5%),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종사자(11.6%), 통신 및 방송 장비기사 및 설치 및
190
수리원(18.9%), 경영지원 및 행정관련 사무원(10.5%), 창작
및 공연관련 전문가(10.5%)

통신업

경영지원 및 행정관련 사무원(22.9%), 통신 및 방송 장비기
612 사 및 설치 및 수리원(18.3%), 배달원 및 운송관련 단순 종
사자(13.6%)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409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23.0%),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
템 운영 전문가(23.0%), 웹 전문가(13.9%)

정보서비스업

103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 운영 전문가(15.5%), 경영지원
및 행정관련 사무원(12.6%), 비서 및 사무보조원(11.7%)

금융업

1,411

금융 및 보험관련 사무원(59.0%), 경영지원 및 행정관련 사
무원(10.0%)

보험 및 연금업

1,251

보험관련 영업원(57.6%), 금융 및 보험관련 사무원(12.7%),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12.1%)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491 보험관련 영업원(44.2%), 금융, 보험관련 전문가(24.2%)
1,747

부동산중개인(37.2%), 경비원(17.6%),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12.0%)

임대업(부동산 제외)

193

판매원 및 상품대여원(44.0%),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 단순 종사자(10.4%),

연구개발업

자연과학, 생명과학관련 전문가(16.7%), 기계공학 기술자․연
412 구원 및 시험원(12.9%), 전기 및 전자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10.2%)

전문서비스업

881 회계 및 경리관련 사무원(19.1%), 법률관련 사무원(15.9)

부동산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1,014 건축 및 토목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44.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05 디자이너(43.0%), 창작 및 공연관련 전문가(21.5%)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866 청소원, 가사도우미, 그 외 청소관련 단순 종사자(56.2%)

사업지원서비스업

3,070

경비원(19.5%), 건설 및 광업관련 단순 종사자(13.5%), 청소
원, 가사도우미, 그 외 청소관련 단순 종사자(12.8%)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2009), ｢산업 및 직업별 고용구조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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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큰 편이다.
생산자서비스 부문의 대표직업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그림 314]와 같다. 전체적으로 생산자서비스 부문의 대표직업은 비생산자서비
스 부문(유통, 개인, 사회서비스 부문과 제조업 부문을 포함)에 비해서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대체로 높은 편이다.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낮은 직업은 디자이너(74.0%), 창작 및 공연관련 전문
가(45.0%), 부동산 중개인(26.0%) 등인데, 이러한 직업에서는 자영업자
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한편, 판매원 및 상품대여원, 청소원, 가사도
우미의 경우에는 생산자서비스 부문이 다른 부문에 비해 임금․고용 비
율이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하에서는 임금근로자에 한정하여 생산자서비스 부문에 속하는 대
표직업 노동자의 임금수준과 인적 속성을 비생산자 산업부문(유통, 개인,
[그림 3-14] 생산자서비스 부문의 임금근로자의 비율(2009)

주 : 생산자서비스 부문 대표직업 중에서 직업별 관측치 30개 미만의 직업은 제외.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2009), ｢산업 및 직업별 고용구조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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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생산자서비스 부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2009)
(단위 : 만 원)

주 : 생산자서비스 부문 대표직업 중에서 직업별 관측치 30개 이하의 직업은 제외.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2009), ｢산업 및 직업별 고용구조조사 .

사회서비스 부문 및 제조업 포함)과 비교하여 개관하고자 한다.
생산자서비스 부문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수준을 대표직업별로 살펴
보면 [그림 3-15]와 같다. 연구개발업에 속하는 자연과학, 생명과학관련
전문가의 임금수준이 가장 높고, 경비원과 청소원 및 가사도우미의 임
금수준이 가장 낮다. 전체적으로 전문가와 기술공의 임금수준이 높고,
서비스직, 단순사무직과 서비스직의 임금수준이 낮은 편이다. 그러나 생
산자서비스 부문의 임금수준은 다른 산업 부문에 속하는 동일한 직업에
비교할 때 일부 직업을 제외할 경우에는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없다.
그 외에 눈에 띄는 현상 중의 하나는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업종인 출
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속하는 대표직업의 평균 근속연수가 다른 산업에 비해 낮다는 것이다
(그림 3-16 참조). 이 업종의 대표직업들(소프트웨어 개발전문가,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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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생산자서비스 부문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2009)
(단위 : 년)

주 : 생산자서비스 부문 대표직업 중에서 직업별 관측치 30개 이하의 직업은 제외.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2009), ｢산업 및 직업별 고용구조조사 .

베이스 및 정보시스템 운영전문가,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연구원, 기
계공학 기술자, 연구원, 전기 및 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건축 및 토
목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의 임금수준은 최상위권에 속하지만, 이들의
근속연수는 다른 순서를 보인다.
이러한 직업의 임금수준은 높지만 근속연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
다. 이러한 고부가가치 업종에 속한 사업체들이 고학력 청장년 전문인
력을 중심으로 인력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생산자서비스 부문 대표직업의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그림 3-17 참조), 전문가와 사무직의 경우에는 임시․일용근로 형태의
비정규직 비율이 낮은 반면, 창작 및 공연관련 전문가, 배달원, 부동산
중개인, 판매원, 계기검침 및 수금원, 경비원, 청소원 등의 직업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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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생산자서비스 부문 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율(2009)

주 : 생산자서비스 부문 대표직업 중에서 직업별 관측치 30개 이하의 직업은 제외.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2009), ｢산업 및 직업별 고용구조조사 .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그래도 생산자서비스 부문에 속하는 이러한 직
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비 생산자서비스 부문에 비교할 때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 외에 대표직업 중에서도 저임금 직업에서는 여성비율이 높고, 300
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에서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그
림 3-18 참조). 생산자서비스 부문 대표직업의 여성 비율은 고임금 직업
인 일부 전문가와 사무원에서도 일정한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주로 디
자이너, 회계 및 경리관련 사무원, 판매원 및 상품대여원, 비서 및 사무
보조원, 청소원, 가사도우미 등 전통적인 여성집중 직종에 밀집되어 있
다. 또한 저임금 직종일수록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에 집중되어 있는
데, 생산자서비스 부문에 속한 직업들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산자서비스 부문의 업종이 고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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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생산자서비스 부문 임금근로자 중 여성 비율(2009)

주 : 생산자서비스 부문 대표직업 중에서 직업별 관측치 30개 이하 직업은 제외.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2009), ｢산업 및 직업별 고용구조조사 .

[그림 3-19] 생산자서비스 부문 임금근로자 중 3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의 비율
(2009)

주 : 생산자서비스 부문 대표직업 중에서 직업별 관측치 30개 이하의 직업은 제외.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2009), ｢산업 및 직업별 고용구조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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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업종과 저부가가치 업종으로 구분됨에 따라, 업종별로 대표직업의
특성도 차이를 보였다. 생산자서비스 부문에서 고부가가치 업종에 속하
는 대표직업에서는 임금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근속연수는 짧았
는데, 이는 고부가가치 업종이 주로 젊은 고학력 전문직 중심의 인력구
조를 가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와 달리, 창작 및 공연관련
전문가, 배달원, 부동산 중개인, 판매원, 계기검침 및 수금원, 경비원, 청
소원 등의 직업에서는 비생산자서비스 부문의 처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나. 생산자서비스 부문의 업종별 임금격차
여기에서는 생산자서비스 부문의 업종별 임금격차를 분석하고자 한
다. 먼저 전산업 임금근로자 자료를 이용하여 인적 속성과 사업장 속성
을 통제한 이후 생산자서비스 부문이 다른 산업 부문에 비해 임금프리
미엄을 갖는가를 분석하고, 생산자서비스 부문과 비생산자서비스 부문
의 임금결정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종속변수는 시간당 임금에 자연대수값을 취한 값이며, 주요 독립변수
는 성, 학력, 연령, 근속 등의 인적 속성, 고용형태, 직종, 사업장 규모,
공공부문 여부, 노동조합 조합원 여부 등의 사업장 속성을 사용하였다.
자료의 평균값은 <표 3-9>에 나타나 있다.
독립변수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대체로 생산자서비스 부문은 비생산
자서비스 부문에 비해 여성 비율과 공공부문 종사자의 비율이 낮으며,
고학력자, 상용고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전산업 임금근로자 자료를 이용하여 생산자서비스 부문의 임금프리
미엄을 살펴보면(표 3-10의 모형 1 참조), 생산자서비스 부문은 다른 산
업에 비해 약 9.3%의 임금프리미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신뢰수준
1%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생산자서비스 부문에 한정하여 업종별 임금격차를 살펴보면(표 3-10
의 모형 2 참조), 기준집단인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 비
교할 때 금융보험업은 13.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4.9%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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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자료의 평균값(2009)
서비스 부문 전체

생산자서비스

비생산자서비스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로그 시간당 임금

9.386

0.702

9.528

0.714

9.327

0.689

여성

0.424

0.494

0.324

0.468

0.465

0.499

연령

42.0

12.0

43.0

12.4

41.6

11.8

연령자승

1,909

1,092

2,005

1,151

1,869

1,065

근속연수

6.129

7.112

6.208

6.658

6.097

7.293

근속자승

88.1

188.9

82.9

168.0

90.4

196.9

기혼

0.695

0.460

0.723

0.447

0.684

0.465

중졸 이하

0.142

0.349

0.162

0.369

0.133

0.340

고졸

0.338

0.473

0.285

0.451

0.360

0.480

2～3년제 대학

0.130

0.336

0.118

0.322

0.135

0.341

4년제 대학

0.333

0.471

0.383

0.486

0.312

0.463

석사 이상

0.058

0.234

0.052

0.222

0.060

0.238

상용고

0.730

0.444

0.777

0.417

0.710

0.454

임시고

0.224

0.417

0.148

0.355

0.256

0.436

일용고

0.046

0.209

0.075

0.264

0.034

0.180

4인 이하

0.186

0.389

0.135

0.342

0.207

0.405

5～29인

0.344

0.475

0.392

0.488

0.324

0.468

30～99인

0.228

0.419

0.232

0.422

0.226

0.418

100～299인

0.106

0.307

0.106

0.308

0.105

0.307

300～499인

0.040

0.195

0.038

0.191

0.040

0.197

500인 이상

0.093

0.290

0.089

0.285

0.094

0.292

공공부문

0.230

0.421

0.094

0.292

0.286

0.452

조합원 비율

0.084

0.277

0.086

0.280

0.083

0.276

금프리미엄을 보이는 한편, 부동산 및 임대업은 -27.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6.6% 정도 낮은 임금을 받았다(모
두 신뢰수준 1%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즉,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 속성 및 사업장 속성을 통제한 이후에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산
업은 금융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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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생산자서비스 부문의 업종별 임금격차(OLS, 2009)
전산업 임금근로 (1)

생산자서비스 부문
임금근로 (2)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

(상수)

8.467

0.027 ***

8.126

0.060 ***

여성

-0.236

0.004 ***

-0.187

0.010 ***

연령

0.034

0.001 ***

0.061

0.003 ***

연령자승

0.000

0.000 ***

-0.001

0.000 ***

근속연수

0.029

0.001 ***

0.027

0.002 ***

근속자승

0.000

0.000 ***

0.000

0.000 *

기혼

0.057

0.005 ***

0.073

0.011 ***

-0.171

0.007 ***

-0.168

0.015 ***

2～3년제 대학

0.188

0.007 ***

0.186

0.015 ***

4년제 대학

0.385

0.005 ***

0.364

0.012 ***

석사 이상

0.569

0.010 ***

0.535

0.022 ***

임시고

-0.154

0.006 ***

-0.168

0.013 ***

일용고

0.288

0.008 ***

0.305

0.018 ***

4인 이하

-0.246

0.008 ***

-0.179

0.018 ***

5～29인

-0.136

0.007 ***

-0.108

0.014 ***

30～99인

-0.052

0.007 ***

-0.068

0.015 ***

300～499인

0.079

0.012 ***

0.060

0.024 *

500인 이상

0.209

0.009 ***

0.101

0.019 ***

공공부문

0.087

0.006 ***

-0.025

중졸 이하

전문직종

0.015

0.174

0.006 ***

0.091

0.014 ***

서비스직종

-0.042

0.005 ***

-0.096

0.013 ***

조합원 여부

0.108

0.008 ***

0.093

0.016 ***

생산자서비스

0.093

0.005 ***

금융보험업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수정된 R2
관측치

0.130

0.015 ***

-0.273

0.018 ***

0.049

0.014 ***

-0.266

0.015 ***

0.544

0.653

53,724

10,552

주 : * p<0.1, ** p<0.05, *** p<0.01.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2009), ｢산업 및 직업별 고용구조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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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부동산 및 임대업의
순임을 보여준다.
<표 3-11>에서는 제조업을 제외하고 서비스 산업에 한정하여 생산
자서비스 부문과 비생산자서비스 부문 간의 임금결정 요인의 차이를 살
펴보았다. 먼저 모형 3에서 서비스 산업에 한정하여 생산자서비스 부문
의 임금프리미엄을 살펴보면 다른 조건을 통제한 이후 12.5%로 나타나
고 있어 생산자서비스 부문에서 임금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 외 생산자서비스 부문과 비생산자서비스 부문의 임금결정의 특징
을 요약해 보면(모형 4와 모형 5의 비교), 생산자서비스 부문에서는 성
별 임금격차와 연령 및 근속에 따른 임금프리미엄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또한 학력별 임금격차와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도 크게 나타나
는데, 생산자서비스 부문 내에 존재하는 업종별 인적 속성의 격차가 비
생산자서비스 부문에 비해서 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는 양 부문에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공
공부문의 임금프리미엄은 비생산자서비스 부문에서는 유의미하게 나타
났으나 생산자서비스 부문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노동조합 조합원
의 임금프리미엄은 생산자서비스 부문에서 현저하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생산자서비스 부문의 임금은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이후에서 다른 서비스 산업에 비해서 높다는 결과를
보였다. 한편으로 생산자서비스 부문에서는 성별, 학력별, 고용형태 등
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가 비생산자서비스산업에 비해 강하게 나타나는
데, 이는 생산자서비스산업 내부에서 고부가가치 산업과 저부가가치 산
업의 차이와 인적자원의 특성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5. 요약 및 시사점
본절에서는 생산자서비스업의 업종별 고용변화를 살펴보고, 대표직업
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9년 현재 생산자서비스업 사업체 수가 전산업 사업체 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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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생산자서비스 부문과 그 외 산업의 임금결정 요인(2009)
서비스부문 (3)

생산자서비스 (4)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

(상수)

8.497

0.033 ***

8.080

0.062 ***

8.700

0.039 ***

여성

-0.162

0.005 ***

-0.179

0.010 ***

-0.155

0.006 ***

연령

0.032

0.001 ***

0.059

0.003 ***

0.021

0.002 ***

연령자승

0.000

0.000 ***

-0.001

0.000 ***

0.000

0.000 ***

근속연수

0.029

0.001 ***

0.032

0.002 ***

0.028

0.001 ***

근속자승

0.000

0.000 ***

0.000

0.000 **

0.000

0.000 ***

기혼

0.062

0.006 ***

0.081

0.012 ***

0.058

0.008 ***

-0.179

0.009 ***

-0.197

0.016 ***

-0.167

0.011 ***

2～3년제 대학

0.205

0.008 ***

0.212

0.016 ***

0.198

0.010 ***

4년제 대학

0.400

0.007 ***

0.440

0.012 ***

0.376

0.008 ***

석사 이상

0.599

0.012 ***

0.634

0.022 ***

0.589

0.014 ***

임시고

-0.139

0.007 ***

-0.173

0.013 ***

-0.159

0.008 ***

일용고

0.195

0.013 ***

0.235

0.018 ***

0.131

0.017 ***

4인 이하

-0.258

0.010 ***

-0.200

0.018 ***

-0.268

0.012 ***

5～29인

-0.112

0.009 ***

-0.102

0.015 ***

-0.115

0.011 ***

30～99인

-0.050

0.009 ***

-0.046

0.016 **

-0.049

0.011 ***

300～499인

0.066

0.014 ***

0.065

0.025 *

0.066

0.017 ***

500인 이상

0.138

0.011 ***

0.111

0.019 ***

0.143

0.013 ***

공공부문

0.110

0.007 ***

-0.010

0.016

0.119

0.008 ***

전문직종

0.118

0.009 ***

0.165

0.013 ***

0.115

0.012 ***

서비스직종

-0.116

0.008 ***

-0.123

0.013 ***

-0.092

0.011 ***

조합원 여부

0.089

0.009 ***

0.115

0.017 ***

0.066

0.012 ***

생산자서비스

0.125

0.006 ***

중졸 이하

관측치
2

수정된 R

비생산자서비스 (5)

35,993

10,552

25,441

0.568

0.625

0.545

주 : * p<0.1, ** p<0.05, *** p<0.01.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2009), ｢산업 및 직업별 고용구조조사 .

서 차지하는 비중은 8.8%이며, 종사자 수의 비중은 17.7%이다. 사업체
수로는 부동산 및 임대업이 생산자서비스산업 사업체의 43.5%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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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종사자 수로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사자가 24.5%, 사
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종사자가 23.5%, 금융 및 보험업 종사
자가 22.9%를 차지한다.
둘째, 생산자서비스 부문에서의 고용은 본래 고용 비중이 큰 사업시
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전문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이외에도,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과 금
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연구개발업에서도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하
였으나 그 고용 비중이 작기 때문에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미미한
수준이다. 즉 생산자서비스 부문에서의 고용성장은 고부가가치 업종과
저부가가치 업종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나, 저부가가치 업종의 고용
성장이 수적으로 고부가가치 업종을 능가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고용보험 취득과 상실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과
금융 및 보험업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이 업종에서 채용과 이
직이 원활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 순취득자 수로 보면, 사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순취득자 수
가 음(-)의 부호를 보이고 있어 전체적으로 일자리 진입보다 이직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순취득자의 사업장 규모별 분포를 보면, 대기
업보다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순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넷째, 생산자서비스 업종의 연령별 인력구조를 보면, 주로 전문직 중
심의 인력을 운용하는 업종과 단순노무직 중심의 인력을 운용하는 업종
으로 구분된다. 금융보험업의 인력구조는 정규직 중심의 인력구조로서
60세 정년 이후 고령자 고용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데 비해서, 출판, 영
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청장년
중심의 인력구조를 갖지만, 비정규직 또는 단기근속자의 비율이 높다는
특징을 보였다. 저부가가치 업종인 부동산 및 임대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연령별 인력구조가 모두 40대 이상의
중고령 인력 중심이며,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비정규직 및 단기 근속자
의 비율이 높다는 특징을 보였다.
다섯째, 생산자서비스 부문의 업종이 고부가가치 업종과 저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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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으로 구분됨에 따라 업종별로 대표직업의 특성도 차이를 보였다.
생산자서비스 부문에서 고부가가치 업종에 속하는 대표직업에서는 임
금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근속연수는 짧았는데, 이는 고부가가치
업종이 주로 젊은 고학력 전문직 중심의 인력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발
생하는 현상이다. 이와 달리, 창작 및 공연관련 전문가, 배달원, 부동산
중개인, 판매원, 계기검침 및 수금원, 경비원, 청소원 등의 직업에서는
비생산자서비스 부문의 처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섯째, 생산자서비스 부문의 임금프리미엄을 분석한 결과 임금에 영
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생산자서비스 부문의 임금
수준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약 9.3% 정도 높으며, 비생산자서비스 부
문에 비해서는 약 12.5%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산자서비스
부문 내부에서는 임금수준이 금융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
스업, 부동산 및 임대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생산자서비스업의 고용증가는 고부가가
치 업종에서도 나타났지만, 고용 비중으로 살펴보면 전형적인 저부가가
치 업종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저부가가치 업종에서는 높은 이직률, 비정규직 고용,
중고령층 고용이 일반화되어 있어 생산자서비스 부문의 고용성장이 양
적 측면에서는 주로 인력공급업의 고용성장에 의해서 주도되었다는 점
을 간과할 수 없다.
고부가가치 업종에 속하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고용도 증
가했지만, 고용보험 취득과 상실을 고려한 순취득자의 변화로 보게 되
면 그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업종의 인력
구성은 고학력 청장년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동시에 청
장년층에서 단기근속자의 비율이 높아서 이직률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
다. 이러한 업종에서 금융보험업과 같이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되지 못하
고. 청장년 전문인력이 고용안정성이나 근로조건의 문제로 인하여 잦은
이직을 선택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고부가가치 업종에서 지속적
인 고용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고용안정성과 직무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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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제2절 생산자서비스업의 고용전망

1. 연구의 초점
여기에서는 생산자서비스산업의 고용 측면을 국제비교 관점에서 살
펴본 후, 우리나라의 생산자서비스업의 고용을 전망하고자 한다. 앞의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생산자서비스산업에 관한 국제 기준이 존재하
지 않기 때문에 국제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여기에서는 선진 각국의 비
교를 위해 OECD 통계(OECD.stat 혹은 STAN DB)를 주로 활용하여
국제비교를 시도한다.
생산자서비스산업의 고용전망은 앞장에서 논의한 산업중분류(2-digit)
수준에서 살펴본다. 한국고용정보원은 매년 산업별 인력수요 전망을 발
표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우선 한국고용정보원(이시균, 2010)의 전망
자료 중 생산자서비스에 해당되는 산업에 대해 전망 내용을 살펴본다.
그리고 어수봉 외(2006)의 사회서비스 고용창출 연구에서 사회서비스
분야의 고용전망을 위해 사용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생산자서비스업에
대한 개괄적인 고용전망을 시도한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가 OECD 주요국 수준(가령 G7)으로 선진화되어 간다는 가정을 하고,
OECD 주요 국가의 현재 생산자서비스업의 고용수준(주요국의 평균값)
을 우리나라 생산자서비스업의 노동수요로 파악한다. 그리고 이를 현재
우리나라의 생산자서비스 고용수준과 비교하여 미래의 수급 불일치 규
모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OECD 주요국의 생산자서비스업의 생산과 고용 현황
과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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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자서비스업의 국제 비교
생산자서비스업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생산과 고용 통계
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생산자서비스를 넓게 정의하면, 각국의 시계열
통계를 구하기 쉽지만, 여기에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생산자서비스업이
아닌 부문이 포함될 수 있다. 한편, 생산자서비스를 좁게 정의하면, 엄
밀한 의미에서의 생산자서비스업만을 포괄할 수 있지만, 생산 및 고용
에 관한 각국의 시계열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
서 여기에서는 자료의 가용성에 따라 생산자서비스업의 범위를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하면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생산 및 고용증가율, 생산성
여기에서는 생산자서비스를 가장 넓게 OECD의 사업부문 서비스업
(business sector services)으로 정의하고, 이 분야에서의 생산증가율,
고용증가율, 그리고 생산성 추이를 살펴본다. OECD의 사업부문 서비스
업은 ISIC 분류번호 50-74(C50T74)로 정의되어 있다.
1) 생산증가율
다음의 <표 3-12>는 OECD STAN DB에서 추출한 사업부문 서비스
업(business sector services)의 생산증가율 추이 통계이다.8) 2009년에
는 세계적 경기침체로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업부문 서비
스 산업의 생산이 감소하였다. 우리나라는 2001～09년 기간 중 이 분야
생산이 매년 평균 6.8% 증가하여 다른 OECD국가에 비해 생산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1～09년 기간 중 주요국의 사업부문 서비
스 산업의 생산증가율을 살펴보면, 독일 2.0%, 이탈리아 3.3%, 미국 3.8%
로 나타나고 있다.

8) 본장에서 국제비교를 위해 사용된 통계자료는 OECD.Stat 혹은 OECD STAN DB
에서 추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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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OECD 국가의 사업부문서비스 산업의 생산증가율 추이
(단위 : %)
2005

2006

2007

2008

2009

2001～09 평균

오스트리아

7.2

6.4

5.0

3.6

-3.6

4.0

벨기에

6.6

5.1

5.8

5.2

-3.2

4.0

캐나다

5.9

7.2

체 코

5.4

10.0

13.5

6.3

-6.0

6.6

덴마크

9.9

9.1

7.9

3.6

-8.0

4.3

핀란드

4.7

7.1

5.9

6.3

-3.1

4.5

프랑스

5.1

6.2

5.2

3.6

독 일

3.5

3.4

3.4

2.8

-2.6

2.0

그리스

4.9

7.3

9.4

3.8

-3.9

6.4

헝가리

9.8

11.0

6.8

7.8

-3.6

8.7

이스라엘

8.8

8.2

8.3

6.1

이탈리아

3.2

4.1

4.3

2.2

일 본

1.8

1.3

2.1

한 국

5.5

6.0

9.1

9.1

0.4

6.8

18.7

24.6

16.6

4.2

-5.7

9.0

멕시코

9.8

10.7

8.8

7.9

-1.6

8.0

네덜란드

4.9

4.7

5.5

3.8

-1.8

3.4

뉴질랜드

6.7

5.5

노르웨이

7.8

10.1

12.2

6.4

폴란드

5.5

9.6

11.8

7.8

포르투갈

3.9

4.7

10.0

9.2

12.7

12.5

-5.6

7.0

슬로베니아

7.9

11.4

15.9

10.6

-6.3

9.3

스페인

8.1

9.5

8.6

스웨덴

6.7

6.2

7.6

5.8

-

스위스

3.7

6.4

8.3

4.3

-

영 국

4.9

5.8

6.1

미 국

8.2

6.5

4.9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공화국

-

-

-3.8

3.3
-

-0.9

6.0
-

-

1.6

-4.3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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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증가율
OECD 국가의 사업부문서비스(business sector services) 산업의 고
용증가율 추이가 <표 3-13>에 나타나 있다. 특히 2009년에는 세계적 경
기침체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업서비스 고용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
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9년 고용이 5.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 산
업의 고용이 경기에 매우 민감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는 2001～09년 기간 중 이 분야 고용은 매년 평균 1.0% 증가하여 2009년
고용 감소를 경험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높
은 국가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2009년 통계를 보여주는 국가 중
에서 2001～09년 기간 중 사업서비스 분야 고용은 독일 1.0%, 이탈리아
1.4%, 미국 -0.1%로 나타나고 있다.
3) 생산성
생산과 고용 통계를 이용하여 사업부문 서비스 분야의 생산성 지수
(2005년=100)의 추이를 계산한 것이 <표 3-14>에 나타나 있다. 이 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업부문 서비스 분야의 생산성은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OECD 통계의 사업부문 서
비스 분야에는 도소매업(ISIC rev. 3: 50-52), 숙박업(55) 및 운수, 창고
및 통신업(60-64) 등이 포함되어 있어 생산자서비스업 개념과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통계의 해석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산업을 중분류 단위로 세분하게 되면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통
계가 크게 제약된다.
나. 생산자서비스업의 고용 비중
여기에서는 생산자서비스업의 고용을 ISIC 50-74, 65-74, 그리고 64
및 65-74의 3 분류 기준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고용전망을 위해 OECD
국가 중 G7 국가에 초점을 맞추어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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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OECD 국가의 사업부문서비스 산업의 고용증가율 추이
(단위 : %)
2005

2006

2007

2008

2009

2001～09 평균

오스트리아

1.9

2.2

2.0

2.5

-0.6

1.5

벨기에

1.9

1.9

2.8

2.5

-0.7

1.3

캐나다

2.0

2.5

2.9

1.8

체 코

1.8

1.9

4.1

1.2

0.7

1.4

덴마크

2.2

4.0

5.3

3.3

-3.8

1.5

에스토니아

8.0

8.2

0.1

3.3

-7.2

0.9

핀란드

2.1

2.8

3.3

2.9

-2.3

1.6

프랑스

0.8

1.2

2.0

0.7

독 일

0.2

1.5

2.4

1.7

-0.2

1.0

그리스

1.9

4.4

2.8

0.9

-0.7

2.2

헝가리

3.0

1.3

1.0

1.4

-3.1

0.9

이스라엘

3.9

3.8

5.1

5.2

이탈리아

0.8

2.7

2.2

1.0

일 본

1.0

0.8

0.7

-0.1

한 국

1.3

1.7

1.9

-

-5.3

1.0

룩셈부르크

2.9

5.0

5.9

6.5

0.8

3.5

멕시코

5.8

4.2

3.4

3.2

0.5

3.6

네덜란드

1.3

3.1

4.1

1.5

-2.8

0.7

뉴질랜드

6.0

3.6

0.4

2.0

노르웨이

2.2

3.7

5.0

4.7

폴란드

2.6

4.5

9.1

4.0

스페인

4.2

5.7

4.9

2.3

-5.2

3.1

스웨덴

1.0

2.0

3.9

2.3

-0.2

1.2

스위스

-0.3

2.2

2.8

2.3

1.5

영 국

1.7

0.7

1.4

-0.4

1.1

미 국

2.0

1.9

1.2

-1.0

2.3

1.3

3.4
-2.0

1.4
0.2

3.0
-1.8

1.6
2.3

-5.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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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OECD 국가의 사업부문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지수(2005=100)
2006

2007

2008

2009

오스트리아

104.2

107.3

108.5

105.2

벨기에

103.1

106.1

108.9

106.1

캐나다

104.6

체 코

107.9

117.7

123.7

115.6

덴마크

104.9

107.5

107.8

103.1

에스토니아

108.2

127.0

124.7

111.6

핀란드

104.2

106.9

110.3

109.4

프랑스

104.9

108.2

111.4

독 일

101.8

102.9

104.1

101.5

그리스

102.8

109.4

112.6

108.9

헝가리

109.5

115.8

123.1

122.5

이탈리아

101.3

103.4

104.6

102.7

일 본

100.6

101.9

한 국

104.2

111.6

121.8

129.0

룩셈부르크

118.6

130.6

127.8

119.5

멕시코

106.2

111.8

116.8

114.4

네덜란드

101.5

102.8

105.1

106.3

뉴질랜드

101.8

노르웨이

106.2

113.5

115.4

116.5

폴란드

104.9

107.5

111.4

포르투갈

102.2

슬로바키아공화국

104.2

112.9

122.2

115.7

슬로베니아

107.0

117.5

124.2

115.8

스페인

103.7

107.3

스웨덴

104.1

107.8

111.5

스위스

104.0

109.7

111.8

영 국

105.0

109.9

미 국

104.5

108.4

11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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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부문서비스업 기준(ISIC 50-74)
생산자서비스의 범위를 사업부문 서비스로 가장 넓게 정의하면, 여기
에는 도소매, 숙박, 운수․창고․통신, 금융․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
스 등이 포함된다(ISIC 분류 50-74). 이 분야의 고용이 전산업에서 차지
하는 비중에 대해 주요 국가와 비교해 본 것이 <표 3-15>에 나타나 있
다. 우리나라의 사업부문서비스 고용 비중은 2008년 현재 44.0%로서 영
어권 국가인 미국․영국․캐나다의 경우보다는 낮지만, 독일․프랑스․
이탈리아보다는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여기에는 도소매, 숙박, 운수․
창고업 등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나라에서의 생산자서비스 고용이 과대
추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3-15> 주요 국가의 사업부문서비스(ISIC 50-74) 고용 비중
2007

2008

2009

캐나다

49.3

49.4

-

프랑스

42.1

42.2

-

독 일

42.2

42.3

42.2

이탈리아

39.1

39.4

39.2

일 본

45.3

45.4

-

한 국

44.3

44.0

41.8

영 국

49.2

49.0

-

미 국

46.1

45.9

45.5

2)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기준(ISIC 65-74)
생산자서비스의 범위를 좁혀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K, L,
M, N 산업)의 고용이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주요 국가와
비교해 본 것이 <표 3-16>에 나타나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 보험, 부동
산 및 사업서비스의 고용 비중은 2010년 현재 13.6%로서 이탈리아․독
일 그리고 일본의 고용 비중과 대략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영어권 국
가인 미국․영국․캐나다․호주의 경우는 이 분야 고용 비중이 16～
17% 수준으로 우리나라보다 약 3～4% 높은 수준에 있다. 따라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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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주요국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K, L, M, N) 고용 비중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한 국

11.41

12.03

12.66

12.89

12.99

13.56

일 본

13.94

14.04

14.29

14.64

-

-

캐나다

16.69

17.08

17.21

17.30

-

-

미 국

17.28

17.56

17.88

17.73

-

-

독 일

13.21

13.51

13.66

14.13

-

-

이탈리아

13.37

13.52

13.81

13.98

-

-

영 국

15.67

15.84

16.31

16.56

-

-

호 주

15.93

16.31

16.16

16.09

-

-

자료 : 통계청, KOSIS.

나라의 생산자서비스 고용 비중과 OECD 영미권 선진국의 생산자서비
스 고용 비중의 평균값과의 격차는 대략 3～4%포인트 수준임을 알 수
있다.
3) 통신,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기준(ISIC 64, 65-74)
다음으로 OECD DB를 사용하여 생산자서비스를 통신(J 산업 중 64),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K, L, M, N) 산업으로 정의하고, 이 분
야 고용이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주요 국가와 통계가 <표
3-17>에 나타나 있다. 우리나라의 생산자서비스의 고용 비중은 2008년
현재 13.7%로서 G7 국가 중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G7 국가의 생산
자서비스의 고용 비중 평균은 18.8%로서 우리나라와 약 5%포인트 정도
격차가 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 격차를 산업구조의 차이로 보고, 우리
나라가 향후 도달해야 할 목표로 G7 국가의 생산자서비스의 고용 비중
평균값인 18.8%로 설정하고, 생산자서비스의 고용전망을 시도한다.

3. 우리나라 생산자서비스업의 고용전망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생산자서비스의 고용 비중이 향후 10년 이내(예
를 들면 2020년)에 G7 국가의 생산자서비스의 고용 비중 평균값인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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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주요국의 통신,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고용 비중
2007

2008

2009

캐나다

19.6

19.8

-

프랑스

20.7

20.7

-

독 일

18.5

18.7

-

이탈리아

15.7

16.0

15.9

일 본

15.8

15.2

-

한 국

13.5

13.7

-

영 국

21.1

20.9

-

미 국

20.4

20.3

20.0

주 : 1) 통신업(64) 및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65-74) 종사자 합계.
2) 한국과 미국은 통신업(64)이 사업서비스 영역에 포함되어 있음.
자료 : OECD. Stat.

에 도달한다는 가정하에 생산자서비스의 고용전망을 시도한다. 현재 통
신업(J 산업 중 64),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기술
서비스업(M), 그리고 사업지원서비스(N) 산업으로 세분화된 국제 통계
는 존재하지 않아 중분류 산업별 고용전망을 개별적으로 할 수 없다. 따
라서 각 생산자서비스에 속해 있는 각각의 중분류 산업이 모두 각각 현
재의 고용 비중에서 향후 5%포인트씩 증가할 것이라는 다소 강한 가정
을 토대로 생산자서비스의 고용전망을 시도한다.
우선 비교의 준거를 갖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이시균, 2010)이 산업
중분류 및 소분류 기준으로 추세방정식 추정방식을 사용하여 추계한 산
업별 고용전망을 살펴보기로 하자.
가. 한국고용정보원(이시균, 2008)의 전망
한국고용정보원(이시균, 2010)은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경제활동
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이전의 산업별․직업별 고용조사 : OES) 등
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산업 중분류 및 소분류 기준으로 산업별 취업자
에 대한 10년 기간 동안의 전망을 매년 하고 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전망 자료는 2008～18년의 10년 기간 자료이고, 본고의 주제인 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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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에 해당되는 산업은 통신업(61), 컴퓨터 프로그밍, 시스템 통
합 및 관리업(62), 정보서비스업(63), 금융업(64), 보험 및 연금업(62), 금
융지원서비스업(63), 부동산업(68), 전문서비스업(71), 건축기술, 엔지니
어링 및 기타 과학, 기술서비스업(72),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74), 사업지원서비스업(75) 등이다. 우선 각 산업에 대한 전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9)
우선 통신업(61)의 경우, 전기통신업(612)의 2008～18년 취업자 수는 90
천 명, 우편업(611)은 78천 명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통신업(612)
은 2008～18년 취업자 수는 연평균 5.5% 증가, 우편업(611)은 8.8%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은 주문형 소프트웨어를 개발, 수정 및 시험하거나 컴퓨터 시스템을
통합․구축하는 산업 활동과 고객의 사업장에서 컴퓨터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관련 전문적․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으로서, 2008～18
년 취업자 수는 39천 명, 연평균 증가율은 2.1%로 전망된다. 정보서비스업
(63)의 경우,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631)의 2008～18년 취업자 수는 20천 명(연평균 6.6%) 증가하는 반면, 기타
정보서비스업(639)은 11천 명(연평균 11.8%)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표 3-18> 통신, 컴퓨터서비스업
(단위 : 천 명, %)
2008

2013

2018

연평균 증가율

증감분

취업자수 비중 취업자수 비중 취업자수 비중 2008～13 2008～18 2008～18
통신업 (61)

185

100.0

253

100.0

353

100.0

6.5

6.7

168

우편업 (611)

59

31.6

93

36.5

137

38.7

9.6

8.8

78

전기통신업 (612)

127

68.4

161

63.5

216

61.3

4.9

5.5

9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170

100.0

183

100.0

209

100.0

1.5

2.1

39

정보서비스업 (63)

39

100.0

42

100.0

48

100.0

1.5

2.1

9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631)

23

58.7

33

78.4

43

90.4

7.6

6.6

20

기타 정보서비스업 (639)

16

41.3

9

21.6

5

9.6 -10.8

-11.8

-11

9) 다음의 내용은 한국고용정보원(2010)의 협조를 받아 작성된 것임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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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64)의 경우, 은행 및 저축기관(641)의 2008～2018년 취업자 수
는 133천 명 증가, 투자기관(642)과 기타 금융업(649)은 각각 8천 명, 23
천 명 감소(연평균 증가율로는 은행 및 저축기관(641)은 4.1% 증가, 기
타 금융업(649)은 3.0%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보험 및 연금
업(65)의 경우, 보험업(651)은 40천 명(연평균 1.2%) 증가, 연금 및 공제
업(653)은 4천 명(연평균 3.1%)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66)의 경우, 금융지원서비스업(661)는 19천 명(연
평균 2.4%) 증가하고,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662)은 61천 명(연평
균 9.3%)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표 3-19> 금융 및 보험업
2008

2013

2018

연평균 증가율

증감분

취업자수 비중 취업자수 비중 취업자수 비중 2008～13 2008～18 2008～18
금융업(64)

372

100.0

413

100.0

473

100.0

2.1

2.4

101

272

72.9

339

82.0

404

85.4

4.5

4.1

133

투자기관(642)

12

3.3

7

1.6

4

0.8 -12.1

-10.8

-8

기타금융업(649)

88

23.7

68

16.4

65

13.8

-5.1

-3.0

-23

보험및연금업(65)

335

100.0

352

100.0

379

100.0

1.0

1.3

45

보험업(651)

322

96.1

336

95.5

362

95.3

0.9

1.2

40

1

0.2

1

0.2

1

0.2

3.6

3.1

0

13

3.7

15

4.3

17

4.5

3.8

3.1

4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66)

114

100.0

147

100.0

194

100.0

5.2

5.5

80

금융지원서비스업(661)

71

62.4

74

50.6

90

46.3

0.9

2.4

19

보험및연금관련서비스업(662)

43

37.6

73

49.4

104

53.7

11.1

9.3

61

은행및저축기관(641)

재보험업(652)
연금및공제업(653)

부동산업(68)의 경우, 2008～18년 기간 동안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681)의 취업자 수는 39천 명(연평균 3.9%),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은 31천 명(0.9%)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산업)에는 전문서비스업(71)과 건축기
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72)이 있다. 전문서비스업
(71)은 법률 자문 및 대리, 회계기록 및 감사, 광고대행, 시장조사 및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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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부동산 및 임대업
2008

2013

2018

연평균 증가율

증감분

취업자수 비중 취업자수 비중 취업자수 비중 2008～13 2008～18 2008～18
부동산업(68)

432

100.0

472

100.0

501

100.0

1.8

1.5

70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681)

83

19.3

104

22.1

122

24.3

4.6

3.9

39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682)

349

80.7

368

77.9

380

75.7

1.1

0.9

31

영컨설팅 등과 같은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으로서, 소분
류(3-digit)로는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2),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회사본부, 지주회사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업(715) 등이 있다.
그리고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72)은 건축
설계․감리 서비스; 물리 및 엔지니어링 원리를 이용한 공학서비스; 측
량, 지질조사, 지도 제작 등의 지질학적․지구물리학적 조사; 물리적․
화학적 및 기타 분석시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으로서 다시 건
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721)과 기타 과학기술서비스
업(729)으로 분류된다.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산업)은 가장 전
형적인 생산자서비스업으로 파악될 수 있다.
다음의 표에서와 같이 2008～18년 기간 동안 이 산업의 취업자는 대
부분 매년 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산업)에는 사업시
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74)과 사업지원서비스업(75)이 있으며. 이 산업
역시 일부 소분류 업종(가령 여행사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전형적인 생
산자서비스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74)
은 2008～18년 기간 동안 127천 명(연평균 8.3%) 증가하고, 사업지원서
비스업(75) 역시 659천 명(5.8%)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사업지원서비
스업(75)에는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751)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
의 취업자 수 증가는 기업 인력관리의 아웃소싱(가령 인력파견)의 결과
로서 경제 전체의 취업자 수 순증으로 파악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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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008

2013

2018

연평균 증가율 증감분

취업
취업
취업
2008 2008 2008
비중
비중
비중
자수
자수
자수
～13 ～18 ～18
전문서비스업(71)

315 100.0 421 100.0 532 100.0

6.0

5.4

218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85 27.1 102 24.3 127 23.9

3.7

4.1

4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76 24.3 104 24.7 133 24.9

6.4

5.7

56

광고업(713)

62 19.8 81 19.3 101 18.9

5.5

4.9

38

3.3 11.2

9.3

1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회사본부, 지주회사 및 경영컨설팅서비스업(715)

7

2.3 12

2.9 18

83 26.5 121 28.7 154 28.9

7.7

6.3

7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72) 228 100.0 307 100.0 390 100.0

6.1

5.5

16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721) 182 79.7 241 78.4 304 78.0

5.8

5.3

122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729)

7.4

6.4

40

46 20.3 66 21.6 86 22.0

<표 3-2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2008

2013

2018

연평균 증가율 증감분

취업
취업
취업
2008 2008 2008
비중
비중
비중
자수
자수
자수
～13 ～18 ～18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74)

104 100.0 162 100.0 232 100.0

9.1

8.3

127

96 41.6 14.5

12.3

66

사업시설 유지관리서비스업(741)

30 28.9

59 36.7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742)

60 57.3

81 50.2 105 45.3

6.3

5.8

45

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743)

14 13.8

21 13.0

30 13.1

7.9

7.8

16

869 100.0 1,151 100.0 1,528 100.0

5.8

5.8

659

647 74.4 824 71.6 1,074 70.3

5.0

5.2

427

1.0 -6.0 -10.7

-33

사업지원서비스업(75)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751)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서비스업(752)

48

5.6

경비,경호 및 탐정업(753)

70

8.0 100

기타 사업지원서비스업(759)

35

3.1

16

8.7 141

9.3

7.4

7.3

72

104 12.0 192 16.7 297 19.4 13.0

11.0

193

종합적으로 한국고용정보원(2008)의 전망 자료를 사용하여 생산자서
비스업 분야에 있는 중분류 산업의 2008년 대비 2018년의 고용전망 결
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생산자서비스 분야 모두 2008년 대비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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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연평균 취업자 증가율이 5%를 상회하는
중분류 산업은 통신업, 금융지원서비스업, 전문서비스업, 건축기술, 엔
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등
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분야는 전형적인 생산자서비스업 영역으로서
한국고용정보원(2010) 역시 생산자서비스 분야의 고용이 상대적으로 빠
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전산업 취업자 대비 생산자서비스업의 취업자 비중은 2008년 13.4%
에서 2018년 18.9%로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이 기간 중 생산자서비
스업의 취업자 비중이 약 5.5%포인트 증가할 전망인데, 이는 다음에서
논의할 우리나라와 G7 국가와의 생산자서비스업의 취업자 비중 격차
약 5%포인트와 유사한 추정값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생산
<표 3-23> 생산자서비스업의 취업자 전망
(단위 : 천 명, %)
2008

2018

취업자 수 취업자 수

연평균증가율 증감분
2008～18

2008～18

통신업(61)

185

353

6.7

168

컴퓨터프로그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62)

170

209

2.1

39

39

48

2.1

9

금융업(64)

372

473

2.4

101

보험 및 연금업(62)

335

379

1.3

45

금융지원서비스업(63)

114

194

5.5

80

부동산업(68)

432

501

1.5

70

전문서비스업(71)

315

532

5.4

218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72)

228

390

5.5

162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74)

104

232

8.3

127

사업지원서비스업(75)

869

1,528

5.8

659

전 체 (A)

3,163

4,839

1,676

전산업 취업자 (B)

23,577

25,659

2,082

13.4

18.9

80.5

정보서비스업(63)

전산업 대비 취업자 비중 (A/B)

주 : 한국고용정보원(2010) 전망 자료 중 생산자서비스산업에 해당되는 중분류 산
업을 필자가 취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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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이 향후 10년간 G7 국가의 생산자서비스업의
취업자 비중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 G7 평균값을 목표로 한 고용전망
앞에서 살펴보았던 G7 국가에서의 생산자서비스 취업자 비중을 계산
한 후, 우리나라의 생산자서비스 취업자 비중과의 차이를 구한 것이
<표 3-24>에 다시 정리되어 있는데, 2008년 현재 이 차이는 약 5%포인
트 정도로 나타난다. 본고에서는 2008년 현재 G7 국가에서의 생산자서
비스 취업자 비중의 평균값인 18.8%를 우리나라가 향후 일정 기간에 도
달해야 할 목표로 설정한다.
우리나라가 향후 (가령 10년 내) 생산자서비스업의 취업자 비중이 G7
평균값에 도달한다는 가정하에 생산자서비스의 중분류 산업에 대한 고
용전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고용정보원(2011)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총 취업자 수
전망은 약 25,922천 명(연평균 0.8% 증가)으로 전망된다(경제성장률은
<표 3-24> G7 국가의 생산자서비스업 취업자 비중
(단위 : %)
2007

2008

2009

캐나다

19.6

19.8

-

프랑스

20.7

20.7

-

독 일

18.5

18.7

-

이탈리아

15.7

16.0

15.9

일 본

15.8

15.2

-

영 국

21.1

20.9

-

미 국

20.4

20.3

20.0

G7 평균 (A)

18.8

18.8

한국 (B)

13.5

13.7

차이 (A-B)
자료 : OECD. Stat.

5.3%p

5.1%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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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4.1%로 가정). 이 시점에서 생산자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이 18.8%
가 될 것이라고 가정하면, 생산자서비스업의 총 취업자 수는 약 4,873천
명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10) 그런데 2010년 현재 우리나라 생산자서비
스업의 취업자 수는 <표 3-25>에서와 같이 3,433천 명이다.11) 따라서
<표 3-25> 생산자서비스 고용 비중 전망
(단위 : 천 명, %)
2010

2020

취업자수 구성비 취업자수 구성비
전산업

24,054

100.00

25,922

100.00

314

1.30

446

1.72

통신업

162

0.67

230

0.8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10

0.46

156

0.60

정보서비스업

42

0.17

60

0.23

금융 및 보험업

778

3.23

1,104

4.26

부동산업 및 임대업

525

2.18

745

2.87

459

1.91

651

2.51

66

0.27

94

0.36

873

3.63

1,239

4.78

연구개발업

123

0.51

175

0.67

전문서비스업

353

1.47

501

1.93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273

1.13

387

1.4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25

0.52

177

0.6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943

3.92

1338

5.16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173

0.72

245

0.95

통신,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부동산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0～73)

사업지원서비스업
생산자서비스 계

770

3.20

1093

4.22

3,433

14.00

4,871

18.79

주 : 1) 2020년 생산자서비스 고용 비중 전망이 2008년 G7 수준(18.8%)으로 가정.
2) 생산자서비스 중분류 산업의 고용증가율이 이 기간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
자료 : 2010년 자료는 통계청, KOSIS.

10) 이 수치는 한국고용정보원(2010)이 우리나라 시계열 자료만을 사용해 전망한 2008
년 생산자서비스업의 총 취업자 수 4,839천 명에 매우 가까운 수치이다.
11) 2010년 통계청 자료에 의한 생산자서비스 비중은 14.0%이다. 생산자서비스 범위
설정에 따라 OECD 및 우리나라 통계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음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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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년의 10년 기간 동안 생산자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41.9% 증
가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역시 다소 무리한 가정이지만, 이 증가율이 생산자서비스
중분류 수준에서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2020년 생산자서비스업 중
분류 수준에서 취업자 수 전망값을 구할 수 있다. <표 3-25>는 이러한
방법론을 사용한 전망 결과를 보여준다.

4. 소 결
첫째, 2008년 현재 우리나라의 생산자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은 13%대
로서 G7 국가 중 가장 낮다. G7 국가의 생산자서비스업의 고용 비중 평
균은 18.8%로서 우리나라와 약 5%포인트 정도 격차가 난다.
둘째, 한국고용정보원(2010)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자서비스업의 취
업자 비중은 2008년 13.4%에서 2018년 18.9%로 약 5.5%포인트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2008년 현재 우리나라와 G7 국가와의 생산자서비스업의
취업자 비중 격차 약 5%포인트와 유사한 추정값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생산자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이 향후 10년간 G7 국가의 생산자서비스업
의 취업자 비중을 따라잡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의 생산자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이 향후 10년간 G7 국가
의 생산자서비스업의 취업자 비중(18.8%)에 도달할 것이라는 가정을 하
면, 2011～20년의 10년 기간 동안 생산자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41.9%
증가하여 약 4,871천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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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생산자서비스업의 인적자원관리

경영 환경이 복잡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내 그리고 국제 시장
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오버헤드(overhead) 비용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업은 이전에 자체적인(in-house) 부서의 인력
들이 담당하던 서비스 활동들을 이러한 서비스 활동에 전문화된 회사로
이전시켜 담당하도록 하게 된다. 이러한 활동들은 광고, 컴퓨터 자료처
리 서비스, 인력공급 서비스, 경영컨설팅 서비스, 주택 및 건물 관리, 법
률 서비스, 회계 및 감사 서비스, 엔지니어링 및 설계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산업들은 다른 산업의 활동을 지원하고 보
조하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다른 산업의 발전과 보조를 맞추는 경향이
있다. 미국의 경우, 미국 경제가 활성화되던 시기인 1970～80년대에 생산
자서비스업이 가장 빠르게 발전하였고12), 중국의 경우 중국 경제의 활성
12) 미국의 경우, 1960～80년대까지 서비스업은 농업을 제외한 전산업의 고용변화율
(2% 수준)을 앞서는 고용변화율을 보였고(약 3% 전후), 생산자서비스업은 이보
다 2～3배 정도 많은 고용변화율(6.2% -8.5%)을 보였다. 또한 1982～86년 동안,
생산자서비스업의 고용 증가는 전체 비농 전산업 고용증가의 약 19%를 차지하였
다. 이 시기에 생산자서비스업은 부가가치 창출 증가율이나 작업장 증가율에 있
어서도 비농 전산업을 앞섰다. 생산자서비스업 중에서도 인력공급업과 컴퓨터 자
료처리 서비스업이 가장 빠른 발전 속도를 보였다. 인력공급업은 고용형태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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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시기인 2000년대 이후 생산자서비스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자서비스업 발전의 일부는 기존 기업 내 서비스 활동의
기업외 이전(shift 혹은 unbundling)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기업이 자체
적으로 이루어지던 업무를 외부 서비스 공급업체로 이관하는 이유는 외
부에서 생산자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저렴하기 때문이
다. 외부 서비스 공급업체는 특정 분야에 전문화되어 있고, 규모의 경제
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급변
하는 수요에 따른 인력관리에 있어서도 최대 생산능력에 맞추어 정규직
인력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평균 생산능력 수준의 정규직 인력만을 확보
하고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임시근로자를 고용하
거나 외부 서비스 공급업체에 외주를 주는 것이 인력 유연성 측면에서
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
생산자서비스업이 발전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정보, 고수준의 회사 서
비스, 정부의 규제 요인, 국제무역 요인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정보 요인은 생산자서비스의 발전을 정보 구매의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는 점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컴퓨터 자
료처리 서비스 산업은 컴퓨터와 관련된 기술의 비용을 많은 고객 기업
들 간에 분산시킴으로써 정보의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와 비슷하
게 경영컨설팅, 엔지니어링 및 설계 등의 생산자서비스 기업들은 인구
학, 경제학, 마케팅, 공학 등에 대한 기술적 지식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많은 고객들에게 분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둘째, 고수준 기업
서비스 요인은 대기업의 증가가 생산자서비스업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
킨다는 것이다. 기업의 규모가 증가하여 대기업이 될수록 기업이 관여
하는 산업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대기업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영컨설팅 같은 전문화된 생산자서비스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된다는 것
이다. 셋째, 정부의 규제 요인은 법률, 회계, 기술적 전문서비스의 증가
를 관련 법규의 증가로 설명하는 것이다. 많은 법규들이 금융, 건축, 환
양화와 인력 유연화에 따라 일시적인(temporary) 보조인력의 필요성이 급증하면
서 빠르게 성장하였고, 컴퓨터 자료처리 서비스업은 사무자동화와 IT 산업의 발
전으로 빠른 성장을 보였다(Tschetter,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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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노사관계, 작업장 안전, 교통 등에 대해 규정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생산자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것
이다.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으로 인해 생산자서비스업의 규모와 중요성
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산자서비스업에서 어떠한 인적자원
관리가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적자원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의 기본적인 기능은 인
적자원을 확보하고, 교육 및 훈련을 통해 발전시키며, 보상을 통해 동기
를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인적자원을 유지 및 관리하는 것이다. 기
업의 인적자원(인적자본 집단)과 인적자원관리 제도(인적자본 집단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관리도구)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Wright et al.,
1994). 인적자원은 인적자본을 갖춘 인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인적자원
관리 제도는 이러한 인적자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
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이러한 인적자원과 인적자원관리 제
도 모두 기업의 지속가능 경쟁우위의 원천이 될 수 있는 특성을 지닌다
고 볼 수 있다. 기업의 인적자원(근로자), 특히 높은 능력과 높은 동기를
가진 인적자원은 가치창출을 할 수 있고, 희소하며, 다른 기업이 쉽게
모방하기 어렵고, 대체재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개별 제도가 아닌 인적자원관리 체제(인적자원관리
제도들의 집합) 또한 독특성을 지니고, 인과적으로 모호한 성격을 지니
며,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 시너지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모
방하기 어렵고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Lado & Wilson, 1994).
이러한 인적자원과 인적자원관리는 어떻게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그림 4-1]은 인적자본과 인적자원관리 간의 관계에 대
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모형을 나타내고 있다. 인적자본 집단(human
capital pool)은 특정 시점에서 기업 내에 존재하는 근로자들의 숙련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인적자본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혹은 기
업특수적인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전략적 필요에 부합한 기술
을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
화에 필요한 근로자들의 지식, 기술, 능력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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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근로자의 행위 또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에서 독립적인 요소로
인정받고 있다. 근로자 행위는 근로자들을 자유 의지를 소유한 인지적
이고 감정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다.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의 기본적인 가정 중의 하나는 인적자본을 소유한 것은 조직(기
업)이 아니라 개인이라는 것이다. 경쟁우위는 인적자본 집단의 구성원
(근로자)들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회사를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선택을 할 경우에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March & Simon,
1958). 따라서, 근로자들이 기업과 심리적 계약을 통해 직무와 관련된
핵심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유 책임 영역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량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영역은 공
식적인 계약을 통해서는 일일이 구체적으로 명시화하기 어렵고, 심리적
계약과 같은 근로자의 회사 간의 암묵적인 계약을 통해서만 광범위하게
설정할 수 있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인적자원관리 제도는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개별 제도라기보다는 여러 제도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기업은 채용 및 선발, 훈련, 보상, 성과관리, 직무관리, 근로자 참여제도
[그림 4-1]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모형

Human
Capital Pool

Employee Relationships and
Behaviors
Psychological Contracts
Job Related/Required
Discretionary
Organizational
Citizenship

Knowledge
Skill
Ability

People Management Practices
Staffing
Work Design

Training
Participation

자료 : Wright et al.(2001), p.705.

Rewards
Recognition

Appraisal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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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인적자원관리 제도를 통해 인적자본 집단을 형성하며, 근로자들로
부터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한다. 이러한 인적자원관리 제도들은 능력을
갖추고 동기를 지닌 근로자들이 회사의 전략적인 목표를 위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1]의 모형은 지속가능 경쟁우위는 기업이 세 가지 분
야 모두에 있어 우월한 위치를 차지할 경우에만 지속가능 경쟁우위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에 있어 특히 지식이나 숙련의 형성에 관련된 논
의를 강조하여 종합하면 [그림 4-2]와 같은 통합 모형이 가능하다. 이
모형은 인적자원관리 제도를 왼쪽에, 핵심 역량을 오른쪽에 배치하고
있으며, 지적자본과 지식관리를 두 분야를 연결하는 개념으로, 역학 역
량을 네 가지 모든 개념들을 시간적으로 연결하는 개념으로 상정하고
있다. 인적자원관리 제도는 핵심 역량의 기초를 형성하는 지적자본과
지식의 형성, 흐름, 변화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가치를 창출한다. 기
업 내의 지적자본의 형성은 인적자본(근로자들의 지식과 능력), 사회적
자본(근로자들 간의 가치 있는 관계들), 조직 자본(회사 내의 과정과 일
상들)으로 구분된다. 지식관리는 창출, 전환, 통합을 통한 기업 내의 지
식의 흐름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식관리는 경쟁우위 창출에 있어 정보
와 지식이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그 중요성이 더 확대되고 있다. 기업
은 지식의 흐름을 통해 지적자본의 형성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킨다. 핵
심 역량은 지식의 집합체(사람과 체제에 배태되어 있는 인적․사회적․
조직적 자본)와 지식관리를 가치 있고 희소하며, 모방 불가능하고, 조직
화된 방식으로 통합함으로써 창출된다. 기업은 지식의 형성과 흐름에
대한 관리를 통해 인적자원관리 제도와 핵심 역량을 연결하게 된다. 마
지막으로, 역학 역량은 시간의 변화에 따른 노동력과 핵심 역량의 상호
의존성을 의미한다. 이는 조직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할 과정이다. 역학 역량은 조직과 근로자 모두의 변화 역량을 필요로 한
다. 이는 기업의 핵심 역량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줄 수 있는 기업
내의 지식의 형성과 흐름의 변화를 고취하는 인적자원관리 제도를 통해
활성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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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전략과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통합 모형

자료 : Wright et al.(2001), p.715.

이러한 이론적인 모형에 근거하여 본절에서는 생산자서비스 분야의
인적자원관리제도들이 생산자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어떠
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인적자원관리제도들이
개별 근로자들의 지적자본을 축적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
며, 또한 기업 수준의 지식관리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
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근로자 수준의 지적자본의 축적과 기업 수
준의 지식관리가 기업의 핵심 역량의 창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업체 단위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제도들의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기업의 인적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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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과 인적자원관리의 철학적 특성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기
업들이 어떠한 인적자원을 확보하여 활용하고 있고, 이러한 인적자원을
어떠한 성격의 인적자원관리제도를 통해 활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
이다. 또한 지식자본 축적과 지식관리의 핵심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
는 인적자원개발(HRD) 제도들을 살펴봄으로써 기업들이 이러한 목적
을 어떠한 방식을 통해 달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는 교육훈련 활동과 능력 및 경력개발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기업들이
교육훈련을 통해 근로자들의 역량을 관리하고, 능력 및 경력을 개발하
고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인적자원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인적자원관리제도(HRM)를 살펴봄으로써 기업들이
구성원들의 역량 창출을 위해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
이다. 이를 위해 품질관리제도, 근로자참여제도, 개선 프로그램, 보상제
도 등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활동들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근로자들의 지식 및 역량 수준의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1. 실태조사
가. 표본의 특성
우리나라 생산자서비스업 인적자원관리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 2009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
였다. 이 연구의 전체 표본은 1,744개의 사업체로 구성되어 있고, 생산
자서비스업의 전체 표본의 크기는 243개 사업체다.13)
이 연구의 분석은 크게 세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기업 규모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규모는
거의 모든 경영 및 관리 활동에 대해 영향을 미치므로 기본적으로 기업
규모가 다양한 인적자원관리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
였다. 둘째, 산업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산업을 제조업 3개 분야(제조업,
13) 이 연구의 분석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전체 표본의 크기는 1,744개를 의미
한다. 해당 분석의 표본의 크기가 이와 다른 경우 별도의 표본 크기를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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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와 서비스업 4개 분야(개인서비스업, 유통서비
스업, 생산자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로 구분하여 산업의 특성이 어떠
한 효과를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생산자서비스를 4개 업
종(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생산자서비스업 내
의 세부적인 특성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앞에서도 이미 살펴보았듯이,
같은 생산자서비스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의 내용이 너무 다양하고 상
이하기 때문에 하나의 산업으로 다루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
문이다.
전체 표본의 분포는 기업규모별로는 99인 이하가 41.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100～200인이 28%, 500인 이상이 19.6%, 300～
499인이 10.8%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는 우리나라 사업체 수의 분포
<표 4-1> 표본 분포 현황
(단위 : 개, %)
분류

기업규모

전체 산업분류

빈도

비율

99인 이하

727

41.7

100～299인

488

28.0

300～499인

188

10.8

500인 이상

341

19.6

제조업

732

42.0

전기가스수도업

26

1.5

건설업

95

5.4

개인서비스업

167

9.6

유통서비스업

266

15.3

생산자서비스업

243

13.9

사회서비스업

215

12.3

62

23.8

9

3.4

105

40.2

85

32.6

금융 및 보험업
생산자서비스
산업분류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주 : N=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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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서는 중소기업이 과소 표집되고 대기업이 과대 표집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근로자 수의 분포로 볼 때는 어느 정도 비슷한 분포를 보인
다고 할 수 있다. 사업체패널이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제도를 연구하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기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인
다. 전체 산업 분포는 제조업이 42%로 가장 높고, 유통서비스 15.3%, 생
산자서비스 13.9%, 사회서비스 12.3%, 개인서비스 9.6%로 네 가지 서비
스업 분야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생산자서비스 분야를 크게
네 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
40.2%로 가장 많았고,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이 32.6%, 금
융 및 보험업이 23.8%,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3.4%의 분포를 보였다. 부
동산업 및 임대업의 경우 전체 표본의 수가 9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후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에서 주의를 요한다.
이 연구의 연구대상인 생산자서비스 분야 표본만을 별도로 살펴보면,
기업규모는 100～299인이 31.3%로 가장 많고, 500인 이상이 29.2%, 99
인 이하가 27.6%, 300～499인이 11.9%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분포에
비해 99인 이하의 비중은 적고, 500인 이상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노조별로는 유노조 사업장이 30.5%로 나타났고, 사업형태별로는
민간부문이 79.4%를 보였다.
<표 4-2> 생산자서비스 표본 분포 현황
(단위 : 명, %)
분류

기업규모

노주유무
사업형태
주 : N=243.

빈도

비율

99인 이하

67

27.6

100～299인

76

31.3

300～499인

29

11.9

500인 이상

71

29.2

유노조

74

30.5

무노조

169

69.5

민간부문

193

79.4

공공부문

50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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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 및 인사제도의 기본 특성
가. 근로자의 특성
먼저, 근로자들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학력수준, 주
요 연령대, 평균 근속기간 등을 <표 4-3>에서 살펴보았다. 학력수준을
교육연수로 전환하여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는 13.84년의 교육연수를
보여 약 전문대 수준 정도의 교육수준을 보였다. 이는 대부분의 근로자
들이 과거 고졸 출신의 생산직 근로자들과 최근 대학 출신의 근로자들
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과거 고졸 출신의 생산직 근로
<표 4-3> 정규직 근로자 평균 학력수준, 주요 연령대, 근속기간
(단위 : 년, 세, %)
분류

학력수준

연령대

근속기간

99인 이하

13.53(1.96)

39.56(6.83)

7.52(5.17)

100-299인

13.89(2.19)

39.73(6.71)

8.69(5.39)

300-499인

14.03(2.29)

39.41(6.79)

10.29(6.12)

500인 이상

13.84(2.13)

38.80(6.51)

10.49(6.12)

제조업

12.81(1.56)

39.32(5.96)

8.27(4.85)

전기가스수도업

14.85(1.71)

38.77(2.94)

10.42(3.71)

14.50(1.71)

38.94(4.84)

7.64(4.58)

14.50(1.97)

37.31(6.50)

8.08(4.88)

13.11(1.70)

40.88(7.69)

7.89(4.89)

생산자서비스업

14.98(2.28)

39.57(7.49)

8.14(5.16)

사회서비스업

16.04(1.64)

39.89(7.78)

12.75(8.50)

금융 및 보험업

15.74(1.33)

36.47(4.48)

9.08(5.12)

생산자 부동산업 및 임대업
서비스
산업분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3.67(2.74)

44.22(6.74)

7.78(5.63)

16.17(1.64)

37.97(5.72)

8.99(5.53)

13.21(2.14)

42.01(9.80)

6.00(3.80)

전체

13.84(2.11)

39.44(6.73)

8.73(5.66)

기업규모

건설업
전체
개인서비스업
산업분류
유통서비스업

주 : 학력수준은 교육연수로 변환하여 사업장별 평균을 사용하였음. 연령대는 구간
별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음. ( )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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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은퇴하고 나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교육연수는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규모별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대기업의 경우 주로 학사 출신 이상의 상대적으로 고학력 근로자들을
선발하지만 과거 고졸 출신의 생산직 근로자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
교육수준을 서로 상쇄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경우에
도 주로 전문대 출신 이상의 근로자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기업 규모에
따른 학력수준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추측된다. 산업별로는
사회서비스업(16.04년)과 생산자서비스업(14.99) 등 서비스 산업이 상대
적으로 높았으며, 생산직 근로자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의
경우 12.81년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생산자서비스업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석사나 박사급 근로자들의 비중이 높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16.17년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도 15.74년
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수준을 보였다.
주요 연령대로 살펴본 근로자들의 연령대는 39.44세로 우리나라 작업
장의 평균 연령이 40대에 육박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무직 근로자
들의 은퇴 연령이 훨씬 빠른 점을 감안하면 생산직의 평균 연령은 40대
초반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령대 또한 기업 규모별로는 별다
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산업별로도 큰 차이는 없었다. 생산자서비스
내에서는 부동산 및 임대업이 44.22세로 가장 많았고, 고객 창구 직원들
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36.47세로 연령대가 가장
낮았다.
근속기간은 각 기업별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기간을 조사하여 이를 평
균한 값으로 분석하였는데 전체적으로는 8.73년의 근속기간을 보였고,
표준편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아 기업별 차이가 상당 부분 존재
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근속기간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였는데 중소기업은 주로 7～8년 정도 수준이었고, 대기업은 10년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업이 12.75년으로 근속기간이 가장 길
었고, 생산자서비스업의 경우 8.14년으로 근속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편
에 속했다. 생산자서비스 내에서는 금융 및 보험업과 전문, 과학 및 기
술서비스업이 약 9년 정도로 상대적으로 근속기간이 긴 편에 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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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서비스 분야의 근로자들은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학력
에 속했으며, 특히 금융 및 보험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종
사하는 근로자들의 학력수준이 높았다. 근로자들의 주요 연령대는 타
산업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다만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평균 연령이
높았다. 근속 기간은 타 산업에 비해 조금 긴 편에 속했으며, 특히 금융
및 보험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근속기간이 긴 편에 속했다.
이는 금융 및 보험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특성이 상대적으
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며,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한 산업
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인사관리제도의 특성
다음으로 인사관리의 기본적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인사관리
의 기본적인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Arthur, 1994). 하나는 근
로자들을 기존의 규칙과 절차들에 순응하도록 하고 근로자들을 측정 가
능한 산출 기준에 따라 보상함으로써 직접적인 노동비용을 감소시키고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Eisenhardt, 1985). 또
하나의 정책은 기업과 근로자들 간에 목표에 대한 심리적 연결을 형성
함으로써 근로자들로부터 바람직한 태도와 행위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후자의 정책은 조직의 목표와 부합되는 방식으로 자신의 업무를 자발적
으로 수행하는 헌신감 높은 근로자들을 양성하는 것이다(Organ, 1988).
Arthur(1994)는 전자의 방식을 ‘통제형(control model)’으로, 후자의 방
식을 ‘헌신형(commitment model)’으로 정의하였다. 전자의 통제형 방식
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리자가 생산과정(재료의 투입으로부터 최종 산
출물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 대한 어느 정도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
고, 근로자들의 성과를 측정하고 효과적으로 성과 기준을 설정할 수 있
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하에서는 근로자들의 행
위와 이러한 행위의 특정 결과를 직접적으로 모니터하고 이에 대해 보
상하는 방식이 가능하다(Eisenhardt, 1985). 하지만 이러한 조건이 성숙
하지 못한 경우에는 산출(output)보다는 투입(input)에 기초한 방식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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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교육, 사회화 등의 정책을 통해 근로자의 이해 관심을 기업의 목
표와 부합되도록 조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헌신형 방식을 위
해서는 기업의 사업 전략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로자들의 태도와 행
위가 필요하다(Snell, 1992). 이러한 태도와 행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
에 적합한 인적자원관리 제도와 정책들이 필요하다(Cappelli & Singh,
1992). 이러한 제도와 정책들은, 예를 들어 의사결정에 있어 근로자의
영향력 보장, 공식적인 참여 프로그램, 집단 문제해결 훈련, 집중적인 사
회화, 높은 비중의 숙련 근로자 비중 등을 포함한다.
<표 4-4>는 인사관리의 기본적인 특성을 다섯 가지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우선, ‘인사관리 목표’는 인사관리의 일차적 목표가 가능
한 고정적 인건비 절감에 있는 경우를 1점으로, 인사관리의 일차적 목
표가 근로자의 기업에 대한 충성심과 애착을 높이는 데 있는 경우를 5
점으로 하여 기업의 인사관리의 목표를 측정하였다. 전체 점수는 3.47점
으로 ‘헌신형(commitment model)’에 가까운 점수를 보였다. 이 점수는
기업규모별로나 산업별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아 헌신형 모형을
선택하는 것은 환경적인 측면보다는 기업의 전략적 선택의 문제라는 관
점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였다. 생산자서비스 분야 내에서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 3.64, 금융 및 보험업이 3.50을 보여 상대적으로 높
은 수준을 보였다. ‘인력충원’은 필요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외부에서 충
원하고 불필요시 해고하는 정책을 1점으로, 필요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장기고용을 통해 내부에서 육성하는 정책을 5점으로 하여 측정하였고,
전체 점수는 3.74점을 보여 ‘장기 육성형’에 가까운 점수를 나타났다. 이
점수 또한 기업규모별로나 산업별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생
산자서비스 내에서는 금융 및 보험업이 이 점수 또한 높았다. ‘비정규직
사용’은 가능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많이 활용하는 정책을 1점으로, 가능
한 정규직 근로자를 주로 활용하는 정책을 5점으로 하여 측정하였고, 전
체 점수는 3.83점으로 다섯 가지 분야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14)
14) 우리나라 상황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가지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비정규직 근
로자를 양산하는 기업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 여론을 고려하면 이 문항에 대해서
는 설문에 응답했던 인사 담당자들이 응답에 있어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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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인사관리의 특성
(단위 : 점)
분류
99인 이하

인사관리
비정규직 인사관리 시간적인
인력충원
목표
사용
기준
기준
3.42(0.84) 3.76(0.77) 3.94(0.86) 3.19(0.93) 3.54(0.80)

기업 100～299인
규모 300～499인

3.50(0.83) 3.73(0.77) 3.82(0.90) 3.21(0.88) 3.52(0.79)

500인 이상

3.50(0.76) 3.71(0.73) 3.69(0.87) 3.27(0.80) 3.57(0.70)

제조업

3.40(0.84) 3.68(0.77) 3.87(0.89) 3.25(0.87) 3.56(0.73)

전기가스수도업

3.69(0.62) 3.85(0.78) 3.96(0.92) 3.12(0.77) 3.65(0.75)

3.54(0.77) 3.74(0.73) 3.71(0.89) 3.26(0.85) 3.56(0.72)

전체 건설업
산업 개인서비스업
분류 유통서비스업

3.48(0.78) 3.83(0.71) 3.84(0.95) 3.17(0.96) 3.55(0.83)
3.52(0.78) 3.84(0.72) 3.84(0.86) 3.13(0.86) 3.62(0.77)
3.52(0.83) 3.79(0.74) 3.91(0.87) 3.19(0.92) 3.53(0.80)

생산자서비스업

3.46(0.82) 3.75(0.76) 3.65(0.98) 3.29(0.90) 3.51(0.83)

사회서비스업

3.57(0.76) 3.73(0.78) 3.80(0.78) 3.17(0.86) 3.46(0.77)

금융 및 보험업
생산자
서비스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분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3.50(0.80) 3.89(0.63) 3.55(0.88) 3.32(0.86) 3.63(0.77)

전체

3.47(0.82) 3.74(0.76) 3.83(0.89) 3.22(0.88) 3.54(0.77)

3.11(0.78) 3.89(0.60) 4.11(1.05) 3.00(0.87) 3.33(0.71)
3.64(0.77) 3.71(0.79) 3.87(0.84) 3.35(0.92) 3.59(0.83)
3.26(0.82) 3.66(0.78) 3.49(1.13) 3.20(0.91) 3.39(0.87)

주 : 모두 5점 척도로 측정되었음. ( )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를 의미함.

오히려 대기업일수록 비정규직 사용을 더 많이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자서비스업의 경우 타 산업에 비해 비정규
직 사용 정책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자서비스 내에서도 사업시
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3.49)과 금융 및 보험업(3.55)이 상대적으
로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는 정책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업시
설관리는 주로 인력 파견을 통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융 및 보
험업의 경우 고객창구 직군을 정규직이 아닌 다른 직군으로 운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인사관리 기준’은 인사관리가 개인의 성과/업적
을 기준으로 운영되는 정책을 1점으로, 인사관리가 팀웍을 기준으로 운
rability)’ 효과가 일부 나타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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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되는 정책이 5점으로 측정되었고, 전체 점수는 3.22점을 보였다.15) 이
점수는 기업규모별이나 산업별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생산자
서비스 내에서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 3.35, 금융 및 보험업이
3.32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여 팀웍이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간적인 기준’은 근로자의 단기적 성과/업적을 최대
한 높이려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정책을 1점으로, 근로자의 장기적인 육
성과 개발을 위한 방향으로 운영되는 정책을 5점으로 측정하였고, 전체
점수는 3.54점으로 ‘장기형’에 가까운 점수를 나타냈다. 기업규모별이나
산업별로 별다른 차이는 없었고, 생산자서비스 분야 내에서는 금융 및
보험업이 3.63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인사관리가 기업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표
4-5>를 통해 살펴보았다. 인사관련 이슈가 사업전략과 밀접하게 통합
되고 있는가의 정도에 대해서는 전체 점수는 2.6점으로 어느 정도 통합
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일수록 전략적 통합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별로는 큰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생산자서비스 내에서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2.11로 전략적 통
합이 강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금융 및 보험업이 2.47로 전
략적 통합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인사책임자가 사업전략 수립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2.59점으로 어느 정도 공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일수록 공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생산자서비스 내에서도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인
사책임자가 최고경영자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는 2.48점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일수록
영향력이 조금 더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으며, 서비스업에서 전반적으로
영향력이 높았으며 특히 생산자서비스업은 2.38점으로 가장 높은 영향
15) 이 문항은 인사관리 특성에 대한 다른 문항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닌다. 다른
문항들은 주로 ‘헌신형’과 ‘통제형’의 분류를 기반으로 인사관리 정책의 서로 상반
되는 측면을 측정하였다. 비록 개인보다 팀웍을 강조하는 것이 헌신형 모형의 특
성 중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성과와 업적을 기준으로 인사관리를 운영하
는 것은 그 자체가 합리적인 운영의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항처럼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측면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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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인사관리의 중요성
(단위 : 점)
분류

기업
규모

전체
산업
분류

사업전략 사업전략 의사결정 사업전략 중요한 사업전략
통합
수립
영향
노력 파트너
목표

99인 이하

2.71(0.78) 2.66(0.71) 2.54(0.70) 2.42(0.63) 2.52(0.65) 2.45(0.60)

100-299인

2.61(0.76) 2.61(0.71) 2.50(0.67) 2.42(0.62) 2.50(0.62) 2.41(0.59)

300-499인

2.52(0.76) 2.52(0.71) 2.45(0.66) 2.39(0.66) 2.41(0.62) 2.35(0.62)

500인 이상

2.38(0.70) 2.42(0.64) 2.36(0.66) 2.29(0.60) 2.38(0.62) 2.32(0.58)

제조업

2.64(0.77) 2.64(0.68) 2.53(0.67) 2.45(0.62) 2.53(0.61) 2.47(0.59)

전기가스수도업

2.65(0.80) 2.65(0.69) 2.62(0.70) 2.38(0.75) 2.46(0.71) 2.38(0.64)

건설업

2.54(0.71) 2.58(0.66) 2.46(0.70) 2.31(0.57) 2.45(0.65) 2.38(0.57)

개인서비스업

2.54(0.71) 2.50(0.66) 2.43(0.62) 2.32(0.55) 2.42(0.55) 2.34(0.52)

유통서비스업

2.56(0.75) 2.52(0.72) 2.45(0.73) 2.35(0.62) 2.46(0.68) 2.35(0.60)

생산자서비스업

2.53(0.75) 2.51(0.72) 2.38(0.68) 2.30(0.61) 2.37(0.61) 2.29(0.55)

사회서비스업

2.65(0.85) 2.61(0.80) 2.54(0.71) 2.44(0.70) 2.47(0.70) 2.44(0.70)

금융 및 보험업
생산자
서비스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분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2.47(0.78) 2.55(0.74) 2.40(0.66) 2.27(0.55) 2.42(0.62) 2.32(0.50)

전체

2.60(0.77) 2.59(0.70) 2.48(0.68) 2.39(0.62) 2.47(0.63) 2.40(0.60)

2.11(0.60) 2.56(0.53) 2.22(0.67) 2.22(0.67) 2.33(0.71) 2.11(0.33)
2.56(0.78) 2.48(0.74) 2.40(0.66) 2.31(0.61) 2.37(0.62) 2.28(0.56)
2.62(0.69) 2.56(0.71) 2.40(0.73) 2.35(0.65) 2.40(0.60) 2.34(0.59)

주 : 모두 5점 척도로 측정되었음. 1점이 ‘매우 그렇다’, 5점이 ‘전혀 그렇지 않다’
로 코딩되었음. ( )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를 의미함.

력을 나타났다. 생산자서비스 내에서는 부동산 및 임대업이 2.22로 상대
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관리를 사업전략에 맞추려
고 노력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2.39로 어느 정도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
었다. 기업규모별이나 산업별 특성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생산자서비
스 내에서는 부동산 및 임대업이 2.22로 가장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타 부서원들이 인사부서를 사업의 중요한 파트너로 보는가에
대해서는 2.47점으로 어느 정도 중요성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기업일수록 파트너로서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었고, 산업별 특성은
크지 않았다. 생산자서비스 내에서는 부동산 및 임대업이 2.33으로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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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중요성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인사관리가 사업전략 목표의 달성
을 잘 지원하는가에 대해서는 2.4점으로 상당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일수록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고, 사회서
비스업을 제외하고는 서비스업에서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생
산자서비스는 2.29로 지원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자서비스 내에서는 부동산 및 임대업이 2.11로 가장 지원이 잘 이
루어지고 있었다.

3. 인적자원개발(HRD)제도
가. 교육훈련 활동
교육훈련 활동은 교육과 훈련으로 구분될 수 있다. 교육은 잠재적 능
력을 도출하는 것으로서 정신적인 의미가 강하며, 특정 직무와 관련되
지 않는 일반지식(general knowledge)이나 기초 이론을 습득하도록 함
으로써 장기적인 학습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훈련은 육체적․기술적
인 것을 연습에 의하여 몸으로 익히거나 지식을 습득하여 특정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즉, 교육은 종업원에게 객관
적인 지식을 습득시키는 것이고, 훈련은 주관적인 경험을 주지시키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Miner & Mincer, 1977). 이러한 교육훈련 활동은
개별 근로자들에게는 기술과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승진의 기회를 증가
시키고, 임금수준을 상승시키며, 이를 통해 직무만족도가 향상되고 직장
생활의 질이 높아지는 효과를 가진다(김안국, 1992; Kwon, et al., 2010).
또한 기업의 측면에서는 근로자들의 직무능력과 노동생산성이 향상되
어 기업의 생산성이 증가되고, 근로자들의 자아 성장감, 사기, 만족수준
이 증가함으로써 헌신적인 근로자들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나인강,
2010).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빠른 기술 변화가 있는 산업에서 교육훈
련이 많이 이루어지고, 교육훈련 경험자의 약 40% 정도가 현재 직무의
숙련이 증가하며, 교육훈련의 효과는 임금에 양(+)의 효과를 미치며 이
효과는 최소 7년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Lillard & Tan,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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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교육훈련 기간과 이직은 음(-)의 관계가 있으며, 기업특수적 교
육훈련이 근속에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가지며, 공식적인 교육훈련은
이직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근속 1년 이후에 주로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Loe- wenstein & Spletzer, 1997). 또한 정규 교육을 많이 받는 근
로자들이 교육훈련을 받을 확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졌고, 학력이 높은
근로자가 더 많은 교육훈련을 받는 것이 소득 불평등의 약 40%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arcotte, 2000).
기업에서 주로 어떠한 교육훈련 활동을 통해 근로자들을 훈련시키는
지를 <표 4-6>을 통해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집단 사내 교육훈련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집단 사외 교육훈련, 원격학
습, 수강료 지원, 교육훈련 수강 배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
가 증가할수록 모든 종류의 교육훈련 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교육훈련
분야에 있어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
음을 볼 수 있다. 산업별로는 유통서비스의 경우 집단 사내 교육훈련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전기가스수도업은 집단 사외 교육훈련과
원격학습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생산자서비스업은 사내 학습모임
을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건설업은 위탁업체 근로자
연수를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생산자서비스와 사회서비스업은 수강료
지원이나 학자금 지원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았다.
생산자서비스업은 주로 근로자들로 하여금 대학 교육기관이나 외부
교육기관을 이용하여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교육훈련을 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산자서비스 내에서
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은 사업체 규모가 대부분 100인
이하로 영세하고 사업의 내용도 기술이나 숙련이 상대적으로 덜 필요하
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육훈련 활동이 낮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었
다. 금융 및 보험업에서는 전산업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훈련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만, 고객을 직접 응대해야 하는 직원들의
비중이 높아 교육훈련 수강 배려는 다른 교육훈련 활동에 비해 낮은 수
준이었다.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는 사업의 성격상 원격학습이
나 사내 학습모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수강료 지원이나 학자

70.4
57.4

73.5
75
81.9

전체

주 : 복수 응답을 허용하였음.
N=1,493

33.3

64.0

73.3

83.3

66.8

66.4

83.3

83.4

사회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생산자
부동산업 및 임대업
서비스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산업분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77.4

생산자서비스업

63.1

88.0

60.4

89.3

80.0

전기가스수도업
68.8

82.9

제조업

75.7

69.9

66.2

91.3

500인 이상

81.9

89.2

300～499인

67.6

53.9

집단사외
교육훈련

60.8

80.3

100～299인

건설업
전체
개인서비스업
산업분류
유통서비스업

기업규모

75.8

집단사내
교육훈련

99인 이하

분류

<표 4-6> 실시 혹은 지원한 교육훈련 활동

56.1

38.2

69.4

67.6

83.3

69.0

63.6

43.8

64.6

47.3

80.0

52.4

77.6

68.7

55.8

40.5

원격학습

26.3

20.6

39.8

66.7

45.0

41.7

36.4

19.3

27.1

16.2

44.0

21.0

38.6

29.5

28.3

18.8

12.8

11.8

10.2

0.0

10.0

14.4

11.1

9.4

6.3

14.9

16.0

15.3

15.6

12.7

12.7

11.3

8.4

5.9

7.1

0.0

5.0

7.0

6.0

1.7

10.4

18.9

16.0

10.1

10.3

6.6

8.6

7.6

7.6

5.9

10.2

0.0

11.7

11.8

9.7

5.6

4.2

5.4

16.0

7.0

11.5

3.6

8.2

6.0

48.0

39.7

59.2

66.7

61.7

57.8

54.4

38.6

52.1

50.0

60.0

44.5

55.5

48.2

50.8

41.4

18.6

10.3

27.6

16.7

31.7

32.1

22.6

13.3

20.8

18.9

28.0

14.0

28.7

18.7

18.6

12.7

41.7

32.4

49.0

33.3

43.3

47.1

41.9

36.9

49.3

40.5

48.0

40.0

46.7

41.6

42.4

38.4

사내학습 협력업체 위탁업체 교육훈련
교육훈련
수강료지원 학자금지원
모임
근로자연수 근로자연수 휴가제
수강배려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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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지원의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을 위해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많이 보내는 것으로 보이며, 사업장 밖에
서의 교육이 여의치 않은 근로자들은 주로 원격학습이나 사내 학습모임
을 통해 부족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교육훈련에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 등을 살펴보기 위하여 교
육훈련 시간과 교육훈련 비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근로자 1인당 투자하는 교육훈련 시간은 연평균 22시간 정도로 나타났
다. 표준편차가 평균보다 더 큰 것을 볼 때 기업들 간에 교육훈련 시간
에 있어 큰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기업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교
육훈련 시간은 증가하고 있었고, 중소기업일수록 기업들 간의 차이가
많이 존재하고 있었고, 대기업일수록 기업들 간의 격차는 감소하고 있
었다. 대기업의 교육훈련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은 대기업 근로자들
의 교육수준이 높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교육훈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효과(Marcotte, 2000)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로는
전기가스수도업이 근로자 1인당 교육훈련 시간은 가장 많았고(약 36시
간), 개인서비스업(약 29시간), 생산자서비스업(약 27시간)순으로 나타
났다. 교육훈련비는 매출 대비 약 10% 수준으로 지출하고 있었고, 매출
을 고려할 경우 기업규모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등에서는 매출 대비 교육훈련 비용의
비중이 크게 낮았고, 서비스업에서는 일반적으로 높았다. 특히, 사회서
비스업(약 24시간)과 개인서비스업(약 21시간)에서 매출 대비 훈련비용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훈련비 중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해 환
급 받는 비중은 약 34% 정도로 나타났으며, 사업체별 차이도 상당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나 산업별로 환급 비중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생산자서비스업 내에서는 금융 및 보험업(약 31시간)과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약 30시간)에서 훈련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출
대비 교육훈련비의 비중은 오히려 금융 및 보험업(7.87%)이 낮고, 사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20.17%)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교육훈련 시간이 많은 것은 기술 변화가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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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교육훈련 시간, 매출 대비 교육훈련비, 교육훈련비 환급
(단위 : 시간, %)
교육훈련
시간

매출 대비
교육훈련비

교육훈련비
환급 비중

99인 이하

19.32(23.67)

11.33(105.47)

33.01(30.98)

100～299인

21.86(23.66)

6.85( 16.16)

35.98(29.48)

300～499인

25.96(26.99)

11.98( 41.48)

31.71(25.89)

500인 이상

26.67(24.0)

9.50( 28.64)

32.59(26.29)

제조업

19.73(20.67)

5.31( 19.81)

35.38(28.37)

전기가스수도업

36.04(26.96)

4.77( 5.52)

30.76(27.09)

23.80(22.39)

2.91( 13.81)

37.11(26.58)

28.41(32.99)

21.43(156.47)

32.02(27.74)

19.48(21.91)

13.80( 42.90)

30.29(30.78)

생산자서비스업

26.86(27.02)

13.80( 42.90)

33.41(28.01)

사회서비스업

22.56(2306)

23.79( 28.14)

32.74(32.12)

금융 및 보험업

30.64(30.75)

7.87( 16.53)

28.00(22.59)

19.83(14.20)

16.03( 15.27)

30.33(35.44)

29.87(28.80)

12.98( 22.20)

31.49(26.41)

20.70(22.50)

20.17( 72.70)

41.34(33.48)

22.39(24.01)

9.66( 65.83)

33.65(29.05)

분류

기업규모

건설업
전체
개인서비스업
산업분류
유통서비스업

생산자 부동산업 및 임대업
서비스
산업분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전체

주 : ( )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를 의미함.
N=1,484(교육훈련), 1,112(매출 대비 교육훈련비), 1,493(교육훈련 환급비중)

산업에서 교육훈련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Lillard & Tan, 1992).
교육 훈련비의 비중이 이처럼 나타난 것은 금융 및 보험업은 매출 규모
가 크고,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은 매출이 작기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 교육훈련비 환급 비중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
업(33.49%)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4-8>에서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전문부서 혹은 전담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나 전담자의 존재 여
부는 기업이 교육훈련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간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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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교육훈련부서 전담부서 혹은 전담자 여부
(단위 : %)
분류

기업규모

전체
산업분류

생산자
서비스
산업분류

전담부서

전담자

없음

99인 이하

8.9

49.8

41.3

100～299인

19.9

61.1

191.1

300～499인

21.3

63.3

15.4

500인 이상

42.2

50.1

7.6

제조업

18.7

53.8

27.5

전기가스수도업

30.8

57.7

11.5

건설업

11.6

45.3

43.2

개인서비스업

16.2

60.5

2.34

유통서비스업

18.4

57.1

24.4

생산자서비스업

25.1

52.7

22.2

사회서비스업

24.7

54.4

20.9

금융 및 보험업

41.9

48.4

9.7

부동산업 및 임대업

22.2

33.3

44.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5.7

54.3

20.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1.8

55.3

32.9

19.8

54.5

25.7

전체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전체 표본에서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는 19.8%, 전
담자가 있는 경우는 54.5% 수준이었다. 교육훈련 전담부서나 전담자의
존재 여부는 기업규모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기업규모가 크
지 않을 경우 교육훈련 전담부서나 전담자를 둘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
문이다. 이 연구의 표본에서도 500인 이상(42.2%)의 기업은 99인 이하
(8.9%)의 기업에 비해 전담부서가 있는 비율이 4배 이상 높았다. 전담자
가 있는 비율도 기업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500인 이상의 기업은 전담부서가 존재하는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전담자
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산업별로는 전기가스수도업
(30.8%)의 전담부서 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며, 생산자서비스업(25.1%)과
사회서비스업(24.7%)의 전담부서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건설업은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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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나 전담자가 없는 비율이 4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건설
업의 특성상 인력관리의 세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생산자서비스업 내에서는 금융 및 보험업(41.9%)의 전담부서 비
중이 월등하게 높았으며, 이는 대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산업의
특성상 교육훈련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도 전담부서나 전담자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부
동산업 및 임대업(44.4%)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32.9%)
에서는 전담부서나 전담자가 없는 비중이 높았다.
교육훈련 분야에 있어서는 생산자서비스업 분야가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 및
보험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 교육훈련 활동에 있어 뛰어난
것을 볼 수 있다.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근로자들이 금융 및 보험 상품
을 고객들에게 소개하고 거래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교육훈련이 매우 중요한 활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산업의 특성상 업계
의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근
로자의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 능력 및 경력개발
능력개발 실시나 지원 시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하는
지의 여부를 <표 4-9>를 통해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는 약 38.1% 정
도가 능력개발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실시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가 증가할수록 협의를 진행하는 비율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산업별로는 유통서비스(48.1%)와 사회서비스
(46.5%)의 경우에 협의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생산자서비스 내에서는
금융 및 보험업(38.9%)과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37.1%)의 경우에
협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두 분야의 경우 교육훈련과 근로자 능력개
발이 매우 중요하고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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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능력개발 실시 및 지원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여부
(단위 : %)
분류

기업규모

전체
산업분류

생산자
서비스
산업분류

예

아니오

해당없음

99인 이하

30.0

47.3

22.7

100～299인

40.4

48.8

10.9

300～499인

43.1

45.7

11.2

500인 이상

49.3

41.1

9.7

제조업

35.8

48.2

16.0

전기가스수도업

42.3

46.2

11.5

건설업

25.3

53.7

21.1

개인서비스업

34.1

52.7

13.2

유통서비스업

48.1

43.2

8.6

생산자서비스업

33.7

49.4

16.9

사회서비스업

46.5

32.1

21.4

금융 및 보험업

38.7

54.8

6.5

부동산업 및 임대업

22.2

55.6

22.2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7.1

46.7

16.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24.7

51.8

23.5

38.1

46.3

15.6

전체

업무관련 자격증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존재한다면 실질적으로 이러
한 자격증에 대한 우대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표 4-10>에서 살펴보
았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약 70% 정도의 사업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이 존재하고 있었다. 기업규모별로는 기업규모가 증가할수록 업
무관련 자격증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산업별로는 사회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서비스업에서 자격증의 사용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
증이 사용되는 사업장 중 약 62% 정도에서 실질적으로 자격증에 대한
우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가 증가할수록 자격증에 대한
우대도 많아지고 있어 대기업일수록 업무관련 자격증도 많고, 이에 대
한 실질적인 우대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업별로는 전기
가스수도업(81.8%)과 생산자서비스(73.9%)에서 자격증에 대한 우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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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업무관련 자격증 존재 및 우대 여부
(단위 : %)
분류

기업규모

전체
산업분류

생산자
서비스
산업분류

자격증 존재

자격증 우대

99인 이하

64.9

55.7

100～299인

69.1

60.5

300～499인

76.6

67.4

500인 이상

80.4

71.2

제조업

62.8

64.6

전기가스수도업

84.6

81.8

건설업

82.1

67.9

개인서비스업

73.7

63.4

유통서비스업

69.9

41.4

생산자서비스업

72.4

73.9

사회서비스업

84.7

58.2

금융 및 보험업

82.3

76.5

부동산업 및 임대업

66.7

66.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68.5

69.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67.1

75.4

70.4

61.9

전체
주 : N=1,227(자격증 우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생산자서비스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업무관련 자격증이 많은 편은 아
니었으나 자격증에 대한 우대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금융 및
보험업이 82.3%로 업무관련 자격증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자격증에
대한 우대는 금융 및 보험업(76.5%)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
업(75.4%)에서 높게 나타났다.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고객들에게 금융
및 보험 상품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자격
증을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이에 따라 실질적
인 우대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력개발은 개인의 경력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력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의 필요와 개인의 욕구가 합치되도록 각 개인의

제4장 생산자서비스업의 인적자원관리와 자격제도

121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경력계획은 조직의 인력
수요를 적절하게 충족시키고, 구성원에게 경력진로의 기회를 알려 주며,
인력계획과 인력개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조직의 인적자원개발과 근
로자들의 경력희망 욕구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경력계획은 인력계획, 교육훈련, 직무분석, 인사고과 등 다양한 인
적자원관리제도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실행 과정에 있어
조직과 관리자 그리고 근로자 모두의 공동적인 협력과 책임을 필요로
한다. 기업은 인력계획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경력진로를 명확하게 하고
경력기회를 알려줄 책임이 있으며, 자격조건을 명시화하고 인적자원 자
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경력계획은 조직의 적극
적인 지원과 실무자의 관심과 노력 그리고 근로자들의 참여에 의해 성
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경력개발의 효과에 대해서는 경력경로의 다
양성이 이직률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김정은, 2007), 교육훈
련 투자만 하는 기업에 비교하여 교육훈련과 경력개발 지원을 동시에
실시하는 기업이 생산성과 수익성의 지표에서 더 나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강순희, 2010).
경력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표 4-11>에서 경력개발
프로그램 존재 여부, 핵심인재 정의 여부, 핵심인재 별도 관리 여부를
살펴보았다.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20.2%로 단지 약 5분의 1 정도의 사업장만이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갖추
고 있었다. 기업규모가 증가할수록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비중이 높아져 500인 이상 대기업(39%)은 99인 이하 소기업(9.1%)에
비해 거의 4배 정도의 비중을 보였다. 산업별로는 전기가스수도업이 높
았고, 서비스업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생산자서비스 내에서
는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40.3%로 전체 평균보다 거의 2배에 달하는
높은 수준이었고,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은 4.7%로 전체 평
균의 약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였다. 비록 두 산업은 같은 생산자서비스
업에 속하지만 근로자들의 경력을 관리할 필요에 있어서는 극명하게 차
이를 보이고 있었다.
핵심인재를 정의하는 기업은 전체의 27.1% 정도였다. 대기업일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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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경력개발 프로그램 여부, 핵심인재 정의, 핵심인재 별도관리 여부
(단위 : %)
경력개발
프로그램

핵심인재
정의여부

핵심인재
별도관리

99인 이하

9.1

14.9

36.1

100～299인

20.9

27.5

47.0

300～499인

27.7

33.0

43.5

500인 이상

39.0

49.3

51.8

제조업

198

29.6

51.6

전기가스수도업

38.5

38.5

50.0

건설업

13.7

22.1

42.9

개인서비스업

22.2

30.5

33.3

유통서비스업

18.0

18.4

46.9

생산자서비스업

21.4

30.5

43.2

사회서비스업

22.3

23.3

36.0

금융 및 보험업

40.3

46.8

51.7

부동산업 및 임대업

22.2

11.1

0.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2.9

35.2

35.1

4.7

14.1

33.3

20.2

27.1

45.8

분류

기업규모

전체
산업분류

생산자
서비스
산업분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전체
주 : N=472(핵심인재 별도관리).

핵심인재를 정의하는 비중이 높았고, 특히 대기업은 거의 절반 정도의
기업에서 핵심인재를 정의하고 있었다. 산업별로는 전기가스수도업을
제외하고는 생산자서비스업이 30.5%로 가장 높았다. 생산자서비스 중
에서도 금융 및 보험업이 46.8%로 상당히 높았고, 전문, 과학 및 기술서
비스업의 경우도 35.2%로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부동산업 및 임대업
(11.1%)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14.15)은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핵심인재를 별도로 인사제도를 통해 관리하는 경우는 핵심인재를 정
의하고 있는 기업들 중 약 45.8% 정도였다. 핵심인재를 별도로 관리하
는 경향은 대기업일수록 높아져서 대기업은 약 절반 정도가 핵심인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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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관리하고 있었다. 결국, 우리나라 대기업 중 약 4분의 1 정도의
기업이 핵심인재를 정의하고 이러한 인재에 대해 별도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99인 이하 소기업의 약 20분의 1 정도의 비중
과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산업별로는 제조업(51.6%)과 전기가스수도업
(50%)이 높은 비중을 보였다. 생산자서비스 내에서는 금융 및 보험업이
51.7%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경력개발제도가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경력개발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의 정도를 <표 4-12>에서 살펴보았다. 평가센터법, 동
료평가, 부하평가(상향평가), 직속 상사에 의한 경력 카운슬링, 인사부
<표 4-12> 경력개발제도 실행 및 활용
(단위 : 개)
경력개발제도
실행

경력개발제도
활용

99인 이하

1.43(1.68)

2.11(1.78)

100～299인

2.22(2.13)

2.71(2.15)

300～499인

2.65(2.15)

3.21(2.02)

500인 이상

3.50(2.28)

3.52(2.32)

제조업

2.07(2.05)

2.51(1.94)

전기가스수도업

2.77(2.07)

3.25(1.71)

건설업

1.75(1.91)

2.70(2.08)

개인서비스업

2.41(2.06)

2.98(2.13)

유통서비스업

1.98(2.47)

3.15(2.65)

생산자서비스업

2.58(2.23)

2.98(2.28)

사회서비스업

2.35(1.93)

2.80(2.03)

금융 및 보험업

4.03(2.24)

3.56(2.77)

부동산업 및 임대업

2.11(2.76)

2.40(1.6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55(1.90)

2.85(1.9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52(1.84)

2.43(1.94)

2.19(2.13)

2.78(2.14)

분류

기업규모

전체
산업분류

생산자
서비스
산업분류

전체
주 : ( )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를 의미함.
N=1,200(경력개발제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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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 의한 경력 카운슬링, 공식적인 멘토링제도, 경력 워크숍, 전문직을
위한 독립적 경력경로, 개별 직원별로 문서화된 경력 계획의 수립, 승계
계획, 경력과 관련된 책자의 발행, 사내외 MBA 등 교육 프로그램, 공석
발생 시 내부자를 위한 사내공모제, 다양한 직무 경험을 위한 업무로테
이션 등 14가지 경력개발 관련 프로그램 중 몇 가지의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지를 계산하여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는 평균 2.19개의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표준편차가 평균과 거의 비슷한 크기인 것으로
보아 기업들 간의 차이가 상당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규모
별로는 규모가 증가할수록 실행하는 프로그램의 수가 증가하여 대기업
(3.5개)은 소기업(1.68)보다 평균 2배 정도의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전기가스수도업을 제외하고는 생산자서비
스가 평균 2.58개로 가장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생산자서비
스 내에서는 금융 및 보험업이 4.03개로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을 실행
하고 있었고,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경우에도 2.55개로 상대적
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위의 14가지 프로그램에 퇴직자를 위한 전직지원서비스를 합하여 15
가지 프로그램 중 실제로 잘 활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수를 합산하여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는 각 기업들마다 평균 약 2.78개의 프로그램이
잘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가 증가할수록 잘 활용되
는 프로그램의 수는 증가하였고, 서비스 업종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
준을 보였다. 생산자서비스 내에서는 금융 및 보험업이 3.56개, 전문, 과
학 및 기술서비스업이 2.85개로 상대적으로 많은 프로그램이 잘 활용되
고 있었다.

4. 인적자원관리(HRM)제도
가. 품질관리제도
다음으로 품질관리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품질관리는 기업
들이 고품질의 생산물과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증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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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인해 TQM(total quality management) 같은 품질관리제도가 발전하였다. TQM은 품질을 향상시키
기 위해 사람, 기계, 체제 모두를 끊임없이 향상시키고자 하는 전사적
노력을 의미한다(Jablonski, 1991). 다시 말해, 지속적인 개선, 고객들의
필요 충족, 재작업 감소, 장기적 사고, 근로자들의 참여증가, 팀웍, 과정
재디자인, 경쟁적인 벤치마킹, 팀 단위의 문제해결, 결과에 대한 항상적
인 측정, 협력업체와의 명확한 관계 등을 강조하는 일련의 제도들 그리
고 통합된 경영 철학을 의미한다(Ross, 1993). 일반적으로 TQM은 생산
물과 서비스를 개선시키고, 비용을 감소시키며, 고객과 근로자를 더 만
족시키고,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Walton,
1986). 하지만, TQM의 운영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행상의 장애요인이
존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과도한 재훈련 비용이 들고, 상당한 정도
의 관리 시간이 들어가며, 서류 작업과 공식화가 증가하고, 비현실적인
수준의 근로자의 헌신감을 필요로 하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기도 한다
(Schaffer & Thompson, 1992). 또 하나의 유명한 품질관리제도는 식스
시그마제도이다. 식스시그마는 1986년 모토롤라에서 시작되어 이후 GE
에서 사용되면서 1990년 이후 상당히 많은 기업에서 이용되고 있다.16)
식스시그마제도의 목표는 에러를 줄이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생
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러의 경우를 1백만 개의 상품당 3.4개 밑
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품질관리제도가 고객 만족과 생산성 향
상에 있어 최종적인 해법이 될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품질관리제도
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3～5년 정도가 필요하지만 많은 CEO와
관리자들은 이 정도의 기간을 쉽게 투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표 4-13>은 품질관리 및 제안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품질관리
프로그램은 전체 표본 중 약 18% 정도의 사업장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중이 높았고, 품
질관리가 주로 제조업 중심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산업별로는 제조
16) 미국품질협회(American Society for Quality)에 따르면, 미국 100대 기업들 중 82
개 기업에서 식스시그마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기업들 중에는
Dupont, Textron, Bank of America, Sun Microsystems 같은 기업들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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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품질관리 및 제안제도
(단위 : %, 개)
품질관리
프로그램

업무개선
제안제도

99인 이하

14.2

38.8

5.73(20.81) 2.26(5.32)

100～299인

19.7

44.7

6.17(13.10) 2.49(5.76)

300～499인

20.2

54.3

5.73( 8.25) 2.46(3.99)

500인 이상

22.6

57.2

8.26(41.65) 1.96(4.31)

제조업

28.4

50.4

7.38(19.71) 3.19(6.47)

전기가스수도업

30.8

61.5

2.74( 1.74) 1.35(1.33)

12.6

38.9

3.34( 3.16) 1.43(1.45)

12.0

55.7

3.82( 6.48) 1.34(2.34)

분류

기업규모

건설업
전체
개인서비스업
산업분류
유통서비스업

제안건수

채택건수

10.2

35.7

9.07(33.49) 1.83(2.90)

생산자서비스업

8.6

41.2

8.33(49.84) 1.73(5.31)

사회서비스업

8.4

40.5

2.49( 3.05) 1.00(1.10)

4.8

56.5

17.24(84.06) 2.55(8.58)

22.2

11.1

10.00( 0.00) 2.00(0.00)

12.4

41.0

3.04( 4.20) 1.00(3.13)

5.9

34.1

3.61( 4.73) 1.74(3.13)

18.0

45.7

6.47(25.14) 2.27(5.07)

금융 및 보험업
생산자 부동산업 및 임대업
서비스
산업분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전체
주 : ( )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를 의미함.
N=797(제안건수), 774(채택건수).

업과 전기가스수도업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생산자서비스 분야에
서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22.2%)과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2.4%)
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업무개선 제안제도는 전체 표본 중 45.7%의 사업장에서 운영되고 있
어 거의 절반 정도의 사업장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기업규모가 증가할
수록 업무개선 제안제도가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산업별로는 서비
스업에서 상대적으로 덜 사용되고 있었으나 산업별로 골고루 운영되고
있었다. 생산자서비스 내에서는 금융 및 보험업이 58.5%로 상당히 많이
운영되고 있었고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도 41%로 상대적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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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건수는 각 사업장별 근로자 1인당 연간 평균 제안건수로 측정되
었으며, 전체 6.47건의 평균을 보였으나 표준편차가 25를 넘어서 기업들
간에 상당한 정도의 편차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기업규모가 증가
할수록 평균 제안건수는 증가하였고, 산업별로는 유통서비스(9.07건),
생산자서비스업(8.33건), 제조업(7.39건)순으로 나타났다. 생산자서비스
내에서는 금융 및 보험업이 17.24건으로 전체 평균보다 3배 정도에 달
하는 수준을 보였다. 제안된 제안에 대한 채택건수는 전체 평균 2.27개
였고, 기업규모의 증가에 따라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산
업별로는 제조업이 3.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생산자서비스 내에서는 금
융 및 보험업이 2.55건으로 가장 많았다.
품질관리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활동 중의 하나가 소집단 활동이
다. 소집단 활동에 대해 <표 4-14>를 통해 몇 가지 측면을 살펴보았다.
소집단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은 37% 정도로 전체 표본의 약 3
분의 1 정도가 소집단 활동을 실시하고 있었다. 기업규모가 증가할수록
소집단 활동을 실시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었고, 산업별로는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업 분야가 소집단 활동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생산자서
비스 내에서는 금융 및 보험업이 46.8%로 거의 절반 정도가 소집단 활
동을 실시하고 있었다. 제조업에서 시작된 소집단 활동이 서비스 분야
에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집단 활동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비중을 1점(20% 미만), 2점(20～
40% 미만), 3점(40～60% 미만), 4점(60～80% 미만), 5점(80～100% 미
만), 6점(전체 직원) 척도를 통해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는 2.44점을 보
여 평균적으로 약 40% 정도의 근로자들이 소집단 활동에 참여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소집단 활동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비율은 기업규모
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산업별로는 제조업 쪽에서 근로자 비
중이 높았다. 생산자서비스 내에서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
업에서 2.77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소집단 활동이 문제해결 및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에 대해서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3.82점으로 소집단 활동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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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소집단 활동
(단위 : %, 점, 개월)
분류

소집단
활동

소집단
문제해결
근로자비중 기여도

업무능숙
소요기간

99인 이하

28.9

2.72(1.45)

3.80(0.57)

8.00( 8.12)

100～299인

37.7

2.38(1.27)

3.78(0.54)

8.05( 8.34)

300～499인

47.9

2.39(1.44)

3.87(0.52)

8.52( 8.48)

500인 이상

47.5

2.19(1.17)

3.86(0.54)

9.08( 8.60)

제조업

41.5

2.61(1.39)

3.79(0.56)

7.52( 7.29)

전기가스수도업

53.8

2.86(1.83)

3.86(0.77) 11.23(13.96)

29.5

2.36(1.22)

3.79(0.42) 10.82(10.87)

40.1

2.03(1.11)

3.78(0.45)

8.83( 7.94)

27.1

2.47(1.53)

3.78(0.56)

7.34( 7.24)

생산자서비스업

33.3

2.15(1.07)

3.90(0.58)

7.99( 7.50)

사회서비스업

37.2

2.36(1.29)

3.94(0.49) 10.46(10.88)

금융 및 보험업
생산자 부동산업 및 임대업
서비스
산업분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46.8

2.10(1.08)

3.86(0.58)

9.31( 8.98)

22.2

2.00(0.00)

3.50(0.71)

6.22( 4.66)

26.2

1.87(0.96)

3.97(0.59)

9.49( 7.43)

20.0

2.77(1.15)

3.82(0.53)

5.84( 6.28)

전체

37.0

2.44(1.35)

3.82(0.55)

8.28( 8.32)

기업규모

건설업
전체
개인서비스업
산업분류
유통서비스업

주 : ( )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를 의미함. 문제해결 기여도는 5점 척도로 측정되
었음.
N=646(소집단 근로자 비중과 문제해결 기여도), 1,742(업무능숙 소요기간).

업별로는 사회서비스업(3.94)과 생산자서비스업(3.90)에서 높게 나타났
다. 생산자서비스 내에서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3.97)과 금융 및
보험업(3.86)에서 소집단 활동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신입사원이 능숙한 재직자만큼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
도 기간이 필요한지를 개월 단위로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는
약 8.28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규모가 증가할수록
소요 기간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다. 산업별로는 전기가스수도업(11.23
개월), 건설업(10.82개월), 사회서비스업(10.46개월) 등에서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자서비스 내에서는 전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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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및 기술서비스업(9.49)과 금융 및 보험업(9.31)에서 기간이 오래 걸리
고 있었다. 이 두 산업은 상대적으로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이고 특수한
분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비해 업무에 능숙해
지는 데 걸리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나. 근로자의 참여
<표 4-15>는 해당 사업장의 대표적인 작업단위(팀이나 작업반)가 각
분야에 대해 어느 정도의 자율권을 갖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업무수행
방법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2.7점을 보였고, 4점 척도로 측정되었기 때
문에 어느 정도 자율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업규모별로는 별다른
차이는 없었고, 사회서비스업(2.91)과 생산자서비스업(2.8)에서 자율성
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생산자서비스 내에서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
스업(2.91)과 금융 및 보험업(2.87)에서 상대적 자율성이 높았다. 업무속
도에 대해서도 전체 평균은 2.7로 비슷한 수준이었고, 기업규모별 차이
는 없었고, 사회서비스업(2.93), 건설업(2.81), 생산자서비스(2.79) 등에서
자율권이 높았으며, 생산자서비스 내에서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88)과 금융 및 보험업(2.87)에서 상대적 자율성이 높았다. 신규채용에
대해서는 전체 평균은 2.4로 다른 분야에 비해 자율권이 낮은 수준이었
다. 우리나라의 경우 채용에 대한 결정은 주로 인사부서의 고유 권한으
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업단위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낮아
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업규모별 차이는 크지 않았고, 건설업
(2.54)과 사회서비스업(2.51), 생산자서비스업(2.47) 등에서 자율권이 높
았다. 건설업의 경우 작업단위가 주로 조장 중심의 팀으로 이루어지고
대부분의 건축 공정이 이 단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팀 구성에 있어
조원들의 의견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생산자서비스 내에
서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62)에서 신규채용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훈련 결정에 대해서는 2.69점으로 채용 결정을 제외
한 다른 분야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기업규모별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전기가스수도업(2.96)과 건설업(2.84)에서 영향력이 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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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근로자의 자율권
(단위 : 점)
업무수행
방법

업무속도
결정

신규채용
결정

훈련결정

99인 이하

2.68(0.56)

2.68(0.55)

2.41(0.62)

2.68(0.55)

100～299인

2.70(0.55)

2.72(0.54)

2.43(0.61)

2.70(0.57)

300～499인

2.70(0.61)

2.66(0.61)

2.46(0.67)

2.70(0.63)

500인 이상

2.74(0.57)

2.74(0.55)

2.32(0.64)

2.70(0.59)

제조업

2.59(0.56)

2.61(0.54)

2.37(0.60)

2.65(0.58)

전기가스수도업

2.77(0.51)

2.77(0.51)

2.31(0.68)

2.96(0.45)

2.82(0.48)

2.81(0.49)

2.54(0.62)

2.84(0.53)

2.80(0.45)

2.77(0.46)

2.24(0.64)

2.74(0.48)

2.60(0.65)

2.59(0.67)

2.24(0.64)

2.52(0.63)

생산자서비스업

2.80(0.46)

2.79(0.45)

2.47(0.60)

2.76(0.49)

사회서비스업

2.91(0.60)

2.93(0.56)

2.51(0.71)

2.82(0.62)

2.87(0.46)

2.87(0.42)

2.52(0.59)

2.86(0.44)

2.78(0.44)

2.78(0.44)

2.56(0.53)

2.78(0.44)

2.91(0.37)

2.88(0.41)

2.62(0.63)

2.80(0.45)

2.65(0.50)

2.66(0.50)

2.34(0.59)

2.66(0.57)

2.70(0.56)

2.70(0.55)

2.40(0.63)

2.69(0.57)

분류

기업규모

건설업
전체
개인서비스업
산업분류
유통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생산자 부동산업 및 임대업
서비스
산업분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전체

주 : 모두 4점 척도로 측정되었음. ( )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를 의미함.

게 나타났다. 생산자서비스 내에서는 금융 및 보험업(2.86)과 전문, 과
학, 기술서비스업(2.8)에서의 영향력이 높았다.
몇 가지 분야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공식적 통로(노동조합이나 노사협
의회 등)나 기타 비공식적 통로를 통하여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까지 관
여할 수 있는지를 <표 4-16>에서 살펴보았다. 경영계획(투자, 인력, 생
산 계획)에 대해서는 전체 평균이 2.56으로 정보를 제공받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정도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계획은 경영진
의 고유 의사결정 영역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근로자의 참여가 상대적으
로 약한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일수록 경영계획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
향력이 높아지고 있었다.17) 산업별로는 전기가스수도업(3.04)과 사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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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근로자의 의사결정 관여 정도
(단위 : 점)
분류

기업
규모

전체
산업
분류

99인 이하

2.43(1.24) 2.44(1.16) 2.48(1.19) 2.96(0.98) 2.18(1.32) 2.43(1.47)

100～299인

2.55(1.22) 2.58(1.19) 2.58(1.22) 3.06(0.98) 2.37(1.41) 2.68(1.59)

300～499인

2.69(1.28) 2.71(1.22) 2.61(1.24) 3.13(1.06) 2.48(1.52) 2.96(1.79)

500인 이상

2.79(1.22) 2.77(1.18) 2.66(1.26) 3.16(1.05) 2.53(1.51) 2.94(1.70)

제조업

2.43(1.16) 2.49(1.12) 2.51(1.13) 2.93(0.95) 2.23(1.35) 2.57(1.57)

전기가스수도업

3.04(1.11) 2.88(0.86) 3.12(1.07) 3.38(0.90) 2.88(1.48) 3.38(1.77)

건설업

2.44(1.21) 2.40(1.16) 2.46(1.14) 3.05(0.89) 2.44(1.39) 2.58(1.47)

개인서비스업

2.47(1.11) 2.49(1.02) 2.47(1.13) 2.96(0.79) 2.16(1.33) 2.43(1.45)

유통서비스업

2.64(1.42) 2.55(1.35) 2.59(1.40) 3.15(1.22) 2.43(1.57) 2.91(1.78)

생산자서비스업

2.56(1.20) 2.56(1.15) 2.47(1.22) 3.06(0.95) 2.20(1.27) 2.47(1.49)

사회서비스업

2.98(1.34) 3.00(1.31) 2.85(1.33) 3.29(1.12) 2.73(1.55) 2.98(1.63)

금융 및 보험업
생산자
서비스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분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노조
유무

경영계획 설비도입 작업조직 훈련결정 하청결정 고용조정
결정
결정
개편
관여
관여
관여

2.65(1.01) 2.60(0.98) 2.50(1.02) 3.08(0.73) 2.15(1.10) 2.44(1.51)
2.89(1.62) 3.22(1.48) 3.00(1.58) 3.33(1.41) 2.78(1.72) 3.22(1.99)
2.62(1.19) 2.71(1.17) 2.52(1.21) 3.11(0.98) 2.42(1.34) 2.66(1.46)
2.32(1.29) 2.21(1.13) 2.27(1.31) 2.91(1.01) 1.84(1.18) 2.07(1.29)

유노조

2.86(1.34) 2.82(1.27) 2.79(1.33) 3.21(1.14) 2.71(1.61) 3.26(1.80)

무노조

2.38(1.15) 2.43(1.11) 2.42(1.13) 2.94(0.91) 2.11(1.23) 2.29(1.35)
전체

2.56(1.24) 2.57(1.19) 2.56(1.22) 3.04(1.01) 2.33(1.41) 2.66(1.60)

주 : 모두 6점 척도로 측정되었음. 1점(사전에 정보도 받지 못함), 2점(사전에 정보
만 제공 받음), 3점(근로자가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음), 4점(근로자의 의견이
의사결정에 반영됨), 5점(근로자가 의사결정에 거부권 행사 가능함), 6점(노사
가 공동으로 결정함). ( )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를 의미함.

17) 근로자의 의사결정 관여 정도에 대한 기업규모의 영향력은 대부분 노조유무에
의한 영향력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의 전체 표본에서 유
노조 비율은 37.4%였지만 기업규모별로 보면 99인 이하는 14.9%에 불과한 반면,
5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66.9%에 달했다. 99인 이하 소기업의 평균이 무노조
기업의 평균과 비슷하고, 500인 이상 대기업의 평균이 유노조 기업의 평균과 비
슷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다
른 분야에 대한 근로자의 의사결정 관여 정도에 있어서도 거의 일관되게 나타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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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업(2.98)에서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이 높았으며, 제조업에서 2.43
으로 가장 낮았다. 생산자서비스 내에서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2.89로
가장 높았다. 유노조 기업은 2.86으로 무노조 기업의 2.38보다 높게 나
타나 어느 정도 언로효과(voice effect)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분야에 대한 근로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설비 도입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전체 평균은 2.57이었
고, 작업조직 개편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전체 평균은 2.56이었으
며, 기업규모, 산업, 생산자서비스 내 분포, 노조유무 등의 영향력은 경
영계획 결정에 대한 영향력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훈련 결정에 대한 영
향력은 3.04로 모든 분야 중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훈련은 근로자들이
직접 그 대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근로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사나 하청 결정에 대한 영향력은 2.33으로 가장
낮은 영향력을 보였다. 이 분야는 경영권의 고유 영역으로 인식되어 근
로자들의 의견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감원 등 고용조정에
대한 영향력은 2.66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고용조정에 대한 의사결정
은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조의
반발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기업규모, 산업, 생산자서비스업 내 분포, 노조유무 등의 영향력은
다른 분야에 대한 영향력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다. 개선 프로그램
해당 사업장에서 몇 가지 개선 프로그램을 얼마나 실시하였는지를
<표 4-17>을 통해 살펴보았다. 제품생산공정/서비스제공방식/업무수행
방식의 개선 프로그램은 54.1%의 작업장에서 실시하고 있었고, 대기업
(58.1%)일수록 생산공정 개선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았고, 제
조업(72%)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었다. 생산자서비스 내에서는 금융 및
보험업(42.6%)과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41%)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었다. 고객 차별화 서비스는 53.3% 정도 도입되고 있었고, 기업규모
에 따라 더 많이 시행되고 있었다. 산업별로는 개인서비스업(65.5%)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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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개선 프로그램 실행여부
(단위 : %)
분류

기업규모

생산공정 고객차별화 물류체계
개선
서비스
개선

신기술
도입

99인 이하

100.0

100.0

0.0

100.0

100～299인

52.5

48.8

29.9

34.6

300～499인

51.1

54.3

34.0

47.3

500인 이상

58.1

59.2

32.6

44.9

제조업

72.0

55.5

54.0

62.0

전기가스수도업

50.0

33.3

41.7

50.0

39.5

39.5

30.2

44.2

52.9

65.5

161.

27.6

50.3

59.4

30.3

25.2

생산자서비스업

38.1

46.6

6.8

20.5

사회서비스업

33.8

47.6

9.7

27.6

42.6

70.2

6.4

10.6

0.0

33.3

0.0

0.0

41.0

33.3

5.1

32.1

33.9

45.8

10.2

13.6

54.1

53.3

31.5

40.5

건설업
전체
개인서비스업
산업분류
유통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생산자 부동산업 및 임대업
서비스
산업분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전체

주 : 99인 이하에는 단 1개의 기업만이 응답하였음.
N=1,018

유통서비스업(59.4%)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었고, 생산자서비스 내에서
는 금융 및 보험업에서 70.2%로 상당히 많이 시행되고 있었다. 부품/중
간재/제품의 물류체계 개선 프로그램은 31.5%로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적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기업규모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 산업별로
는 제조업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서비스업은 업종의 특성
상 실행이 적었다. 생산자서비스 분야는 6.8%로 물류체계 개선 프로그램
의 시행은 상당히 적었다. 신기술/신기계 도입 등 기술 개선 프로그램은
40.5% 정도 이루어지고 있었고, 제조업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
다. 생산자서비스 분야에서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32.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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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신기술 도입 관련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었다.
구조조정(restructuring)은 사업장이나 사업 라인을 팔거나 사는 방법
을 통해 보고 관계를 바꾸거나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한다. 하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인력절
감(downsizing) 방식이다. 인력절감은 직무나 지위의 계획된 제거를 의
미하는 것으로 조직, 관리자, 그리고 모든 수준의 근로자들, 노동시장,
고객들, 주주들에게 지속적인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사결정이
다. 한 연구는 미국의 Standard & Poor's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구조
조정이 이윤과 주식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Cascio &
Young, 2003).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력절감을 실시한 기업은 그렇
지 않은 기업에 비해 이윤(ROA)이 3년 정도까지 낮게 나타났다. 주식
성과의 측면에서도 1달러 투자에 대해 고용 변화가 없는 기업은 1.69달
러, 자산과 인력절감을 실시한 기업은 1.72달러, 자산이 증식된 기업은
2.42달러의 반환율을 보였다. 인력절감을 실시한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11%의 인력을 감축하였고, 이를 통해 산업 평균보다 0.3% 높은 ROA를
거둔 점을 고려하면 인력절감의 효과는 극히 미미했다고 할 수 있다.
인력조정 관련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표 418>에서 살펴보았다. 인력절감(다운사이징) 프로그램은 5점 척도에서
2.3점을 보여 그렇게 많이 활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
가 증가할수록 더 많이 사용되기는 했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제조
업 분야에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부동산업 및 임대업(2.33)과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29)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되었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비정규직 고용확대는 2.26점을 나타냈고, 기업
규모의 증가에 따라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고, 건설업(2.7)에서 가장 높
았다. 건설업의 도급 구조상 비정규직의 사용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생
산자서비스 내에서는 부동산 및 임대업이 2.33으로 비정규직 사용이 가
장 많은 것으로 보인다. 개인 도급 활용확대는 1.98로 다른 분야에 비해
더 적게 나타났다. 다른 분야에 비해 도급의 활용은 사용할 수 있는 업
종이나 업무에 제한이 있고, 업무 지시권 등을 잘못 사용할 경우 위장도
급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사용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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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인력조정 프로그램 활용 정도
(단위 : 점)
인력절감

비정규직
고용확대

개인도급
활용확대

사내하청/
외주업체

1.00(0.00)

3.00(0.00)

1.00(0.00)

1.00(0.00)

기업 100～299인
규모 300～499인

2.25(1.10)

2.16(1.08)

1.93(1.07)

2.11(1.07)

2.33(1.10)

2.30(1.09)

1.94(1.13)

2.14(1.08)

500인 이상

2.34(1.09)

2.38(1.02)

2.08(1.08)

2.36(1.08)

제조업

2.32(1.08)

2.19(1.07)

2.08(1.10)

2.39(1.08)

전기가스수도업

2.50(1.17)

2.00(0.95)

2.08(0.90)

2.25(1.06)

2.67(1.06)

2.70(1.10)

2.14(1.08)

2.47(0.96)

2.23(1.06)

2.25(1.04)

1.82(1.05)

1.96(1.00)

2.26(1.11)

2.28(1.13)

1.93(1.10)

2.09(1.11)

생산자서비스업

2.21(1.09)

2.22(1.03)

1.93(1.12)

1.98(1.08)

사회서비스업

2.28(1.13)

2.37(1.03)

1.90(1.03)

2.11(1.05)

2.21(1.14)

2.25(0.85)

2.00(1.08)

2.09(1.10)

2.33(1.15)

2.33(1.15)

2.33(1.15)

2.00(1.00)

2.29(1.08)

2.13(1.10)

2.12(1.18)

2.17(1.13)

1.98(1.04)

2.22(1.08)

1.53(0.94)

1.59(0.87)

2.30(1.09)

2.26(1.07)

1.98(1.09)

2.20(1.08)

분류
99인 이하

전체 건설업
산업 개인서비스업
분류 유통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생산자
서비스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분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전체

주 : 99인 이하에는 단 1개의 기업만이 응답하였음.
N=1,018

으로 보인다. 대기업일수록 그리고 제조업 분야에서 도급이 더 많이 활
용되는 경향이 있었다. 사내하청이나 외주업체의 사용은 2.2점으로 도급
보다는 많았지만 인력절감이나 비정규직보다는 덜 사용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사내하청이나 외주업체의 이용도 대기업일수록 그리고 제조업
분야에서 더 많이 활용되고 있었다.
근로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활용 정도를 <표
4-19>에서 살펴보았다. 생산 및 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는 2.99점으로
중간 정도의 활용도를 보였고, 대기업일수록 그리고 제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았다. 생산자서비스 내에서는 금융 및 보험업(2.96)과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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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 역량향상 프로그램 활용 정도
(단위 : 점)
고부가
가치화

인력의
기능향상

인력의
역량향상

99인 이하

3.0(0.00)

4.0(0.00)

3.00(0.00)

100～299인

2.89(1.01)

3.00(0.96)

2.73(1.09)

300～499인

3.04(1.02)

3.09(0.97)

2.87(1.08)

500인 이상

3.09(0.93)

3.13(0.96)

2.86(1.13)

제조업

3.23(0.81)

3.31(0.77)

3.19(0.85)

전기가스수도업

3.17(0.94)

3.25(1.06)

3.33(0.98)

3.07(0.88)

3.33(0.75)

3.07(0.99)

2.90(1.00)

2.91(1.01)

2.61(1.23)

2.93(1.08)

3.00(0.99)

2.57(1.18)

생산자서비스업

2.77(1.09)

2.83(1.11)

2.54(1.20)

사회서비스업

2.65(1.06)

2.73(1.06)

2.27(1.11)

금융 및 보험업
생산자 부동산업 및 임대업
서비스
산업분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2.96(1.04)

2.96(1.12)

2.53(1.21)

1.33(0.58)

2.33(1.53)

2.00(1.00)

2.83(1.09)

2.87(1.17)

2.85(1.21)

2.54(1.06)

2.58(0.99)

2.07(1.08)

전체

2.99(0.99)

3.06(0.96)

2.80(1.11)

분류

기업규모

건설업
전체
개인서비스업
산업분류
유통서비스업

주 : 99인 이하에는 단 1개의 기업만이 응답하였음. 모두 5점 척도로 측정되었음.
( )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를 의미함.
N=1,018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83)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었다.
현장 생산․서비스 인력의 기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은 3.06으로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었다. 대기업일수록 그리고 제
조업 분야에서 더 많이 활용되고 있었고, 생산자서비스 내에서는 금융
및 보험업(2.96)과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87)에서 활용도가 높았
다. 엔지니어/상품개발 인력의 역량 향상은 2.8의 전체 평균을 보였고,
대기업일수록 그리고 제조업 분야에서 활용이 많았다. 생산자서비스 내
에서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85)과 금융 및 보험업(2.53)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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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상제도
보상제도의 운영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표 4-20>에서 성과배분제,
우리사주제, 스톡옵션제의 운영에 대해 살펴보았다. 성과배분제는 33.1%
의 사업장에서 실시되고 있었고, 기업규모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경
향을 보였으며, 개인서비스업(47.9%)과 생산자서비스업(42.8%)에서 많
이 사용되고 있었다. 생산자서비스 내에서는 금융 및 보험업(64.5%)에
서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었고,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45.7%)에
서도 많이 이용되고 있었다. 우리사주제는 전체적으로 활용률이 4.3%로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았으며 대기업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었다. 산
업별로는 개인서비스업(6%)과 제조업(5.6%)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었
다. 생산자서비스 내에서는 금융 및 보험업(11.3%)과 부동산업 및 임대
업(11.1%)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톡옵션제는 전체 활
용도가 1.9%로 상당히 낮았으며, 대기업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었고, 개
인서비스업(3%)과 제조업(2.9%)을 제외하고는 활용도가 거의 없는 상
황이었다.
기업에서 어느 정도의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는지를 <표 4-20>에서
살펴보았다. 기업에서 주거비 보조(임대주택[사택], 기숙사, 주택구입자
금 대여, 전월세자금 지원 등), 건강보건에 관한 비용 지출(의료서비스,
건강검진 등), 식사비 보조(급식시설 운영, 외부식당 이용, 식권 제공
등), 문화․체육․오락비용 보조(도서관, 휴게실, 운동장, 체육관 샤워장,
사내서클 지원 등), 보험료 지원(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개인연금 등의 사보험료 지원), 경조비(결혼․출산축의금, 사망조의금,
상병위로금, 퇴직전별금, 장기근속표창 등), 저축장려금(금융공제제도,
재형저축장려금 등), 자녀학비 보조(근로자 자녀의 정규 학교 학자금
등), 사내복지기금(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신규 및 추가 출연 등), 보육
지원(탁아 및 육아지원, 보육시설 설치 등), 간병휴업제도, 근로자휴양
(휴양소, 콘도미니엄, 상여에 포함되지 않는 하계휴가비 등), 종업원지주
제(우리사주조합 운영 지원 등), 통근 비용(통근버스, 주차비 지원 등),
자기계발 지원(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포함), 근로자 상담(상담전문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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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보상제도 운영
(단위 : %, 개)
성과
배분제

우리
사주제

스톡
옵션제

복리후생
제도

99인 이하

27.1

1.9

1.0

4.44(2.36)

100～299인

35.2

4.5

2.7

5.57(2.71)

300～499인

40.4

6.4

1.1

6.55(2.97)

500인 이상

38.7

7.9

3.5

7.52(2.98)

제조업

31.8

5.6

2.9

5.63(2.89)

전기가스수도업

57.7

3.8

0.0

7.73(3.80)

23.2

5.3

1.1

5.15(2.67)

47.9

6.0

3.0

5.67(2.66)

28.9

2.6

1.9

5.01(2.80)

생산자서비스업

42.8

4.1

0.8

5.57(3.12)

사회서비스업

21.4

0.5

0.0

6.06(2.79)

64.5

11.3

1.6

7.50(3.18)

22.2

11.1

0.0

3.78(3.46)

45.7

2.9

1.0

5.71(2.92)

25.9

1.2

0.0

3.98(2.28)

33.1

4.3

1.9

5.59(2.90)

분류

기업규모

건설업
전체
개인서비스업
산업분류
유통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생산자 부동산업 및 임대업
서비스
산업분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전체
주 : ( )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를 의미함.

의한 고충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등) 등 16개의 제도 중에 몇 개 정도
의 제도를 운영하는지를 계산하여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는 16개의 제
도 중 평균 약 5.6개 정도의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운영하는
복리후생제도의 수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함께 증가하고 있었고, 전기가
스수도업을 제외하고는 산업별로는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생산자
서비스 내에서는 금융 및 보험업이 7.5개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였고,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도 5.71개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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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로자의 지식 및 역량 수준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지식 수준과 역량 수준을 살펴보았다. <표 421>은 근로자의 지식 수준을 몇 가지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기
획 및 창의력은 2.93점으로 중간 정도 수준이었고, 기업규모의 증가에
따라 조금 증가하고 있었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산업별로는 사회
서비스업(3.1)과 생산자서비스업(3.06)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생산자
서비스 내에서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 3.27로 매우 높은 수준
이었고, 금융 및 보험업이 3.16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신
<표 4-21> 근로자의 지식 수준
(단위 : 점)
기획 및
창의력

지식 및
기술습득

정보통신
기술능력

99인 이하

2.00(0.00)

2.00(0.00)

2.00(0.00)

100～299인

2.87(0.65)

2.96(0.58)

2.84(0.69)

300～499인

2.92(0.64)

2.98(0.58)

2.88(0.66)

500인 이상

3.02(0.65)

3.08(0.59)

2.99(0.66)

제조업

2.83(0.68)

2.99(0.58)

2.76(0.70)

전기가스수도업

2.92(0.67)

3.08(0.67)

3.08(0.51)

3.02(0.51)

3.00(0.53)

3.07(0.64)

2.90(0.59)

2.89(0.58)

2.98(0.57)

2.88(0.68)

2.90(0.57)

2.78(0.66)

생산자서비스업

3.06(0.62)

3.07(0.64)

3.01(0.66)

사회서비스업

3.10(0.60)

3.16(0.54)

3.18(0.58)

3.16(0.53)

3.14(0.52)

3.22(0.52)

2.67(0.58)

2.00(00.0)

2.67(0.58)

3.27(0.53)

3.32(0.55)

3.23(0.51)

2.70(0.61)

2.70(0.61)

2.52(0.68)

2.93(0.65)

3.00(0.59)

2.90(0.67)

분류

기업규모

건설업
전체
개인서비스업
산업분류
유통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생산자 부동산업 및 임대업
서비스
산업분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전체

주 : 99인 이하에는 단 1개의 기업만이 응답하였음. 모두 5점 척도로 측정되었음.
( )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를 의미함.
N=914(기획 및 창의력), 946(지식 및 기술 습득), 965(직무수행 능력).

140

고용구조 선진화를 위한 서비스산업의 일자리창출 역량제고 방안(Ⅲ)

지식 및 기술 습득의 측면에서는 전체 평균 3점으로 중간 정도의 수준
을 보였고, 기업규모가 증가할수록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다. 사회서비스
업에서 3.16으로 가장 높았고, 생산자서비스 내에서는 전문, 과학 및 기
술서비스업이 3.32, 금융 및 보험업이 3.16을 보였다. 정보통신기술 능력
에 있어서는 전체 평균 2.9점을 보였고, 기업규모의 증가에 따라 약간의
증가를 보였다. 사회서비스업이 3.18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생산
자서비스 내에서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 3.23로 매우 높은 수
준이었고, 금융 및 보험업이 3.22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두 산업 모두
산업의 특성상 정보통신기술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
<표 4-22> 근로자의 능력 수준
(단위 : 점)
대인관계
능력

문제해결
능력

직무수행
능력

관리능력

99인 이하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00～299인

3.13(0.53)

3.00(0.60)

3.14(0.50)

2.97(0.59)

300～499인

3.07(0.55)

2.99(0.57)

3.12(0.53)

2.99(0.61)

500인 이상

3.16(0.56)

3.13(0.59)

3.21(0.54)

3.08(0.60)

제조업

3.08(0.57)

3.00(0.62)

3.14(0.52)

2.95(0.63)

전기가스수도업

3.00(0.43)

2.75(0.45)

3.08(0.51)

3.17(0.39)

3.24(0.54)

3.14(0.52)

3.14(0.57)

3.09(0.53)

3.14(0.47)

3.00(0.54)

3.11(0.49)

2.91(0.45)

3.10(0.49)

2.95(0.59)

3.10(0.52)

2.90(0.63)

생산자서비스업

3.15(0.55)

3.10(0.56)

3.16(0.48)

3.08(0.58)

사회서비스업

3.24(0.54)

3.24(0.54)

3.30(0.55)

3.21(0.54)

3.33(0.56)

3.18(0.53)

3.18(0.50)

3.18(0.53)

2.67(0.58)

2.33(0.58)

3.00(0.00)

2.67(0.58)

3.19(0.59)

3.28(0.53)

3.32(0.47)

3.23(0.54)

2.94(0.40)

2.84(0.46)

2.93(0.38)

2.77(0.51)

3.13(0.54)

3.04(0.59)

3.16(0.52)

3.01(0.60)

분류

기업규모

건설업
전체
개인서비스업
산업분류
유통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생산자서 부동산업 및 임대업
비스
산업분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전체

주 : 99인 이하에는 단 1개의 기업만이 응답하였음. 모두 5점 척도로 측정되었음.
( )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를 의미함.
N=971(대인관계 능력), 976(문제해결 능력), 931(정보통신기술 능력), 951(관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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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표 4-22>는 근로자의 몇 가지 능력 수준을 살펴보고 있다. 대인관
계 능력은 3.13으로 다른 능력보다 높은 수준에 속했다. 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서 조금 높게 나타났고, 사회서비스업(3.24)과 건설업(3.24)에서
높았다. 생산자서비스 내에서는 고객들을 직접 응대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금융 및 보험업이 3.33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문제해결 능력은 3.04
의 평균을 보였고, 대기업(3.13)에서 조금 높게 나타났다. 사회서비스업
(3.24)의 문제해결 능력이 높은 편이었고, 산업의 특성상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 3.28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직무수행 능력은 3.16점의
평균을 보여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대기업일수록 직무수행 능력이
높았으며, 사회서비스업(3.24)의 수준이 높았다. 생산자서비스 분야에서
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 3.22로 높은 수준이었고, 금융 및 보험
업이 3.18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관리능력은 3.01의 수준을 보였고 기
업규모별 차이는 별로 없었다. 사회서비스업(3.21)의 수준이 높게 나타
났고 생산자서비스 내에서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 3.23, 금융
및 보험업이 3.18의 수준을 나타냈다.

6. 소 결
이상에서는 사업체패널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생산자
서비스업의 인적자원관리제도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종합적으로 보면 우선, 우리나라 기업들의 인적자원관리 철학은 ‘통제
형’보다는 ‘헌신형’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규모나 산업 등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들이 어떠한 방식의 인적자원관리 철학을 선택하느
냐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환경적인 영향보다는 기업의
전략적인 선택이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철학을 선택하는 데 더 많은 영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즉, 비록 같은 산업에서 비슷한 규모의 기업
을 운영하더라도 기업의 전략적인 선택에 따라 어느 정도 재량적인 선
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생산자서비스 분야 내에서는 어느 정
도 명확한 구분이 존재하였다. 금융 및 보험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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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업은 좀 더 ‘헌신형’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고, 부동산업 및 임대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은 ‘통제형’에 조금 더 가까운 모습을
나타냈다. 근로자들의 특성도 금융 및 보험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
스업이 더 높은 학력수준과 더 장기 근속기간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분
야가 더 ‘헌신형’에 가깝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활동에 있어서도 금융 및 보험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 다른 생산자서비스 분야에 비해 더 적극적이고 활동
적인 모습을 보였다. 금융 및 보험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분
야의 기업들은 좀 더 다양한 교육훈련 활동을 이용하고 있었고, 더 많은
시간을 교육훈련에 투자하고 있었으며, 전담부서나 전담자를 두는 경우
가 많아 교육훈련에 대해 더 높은 중요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능력개발에 대해 근로자와 더 많은 협의를 실시하고, 더 많은 자격
증을 활용하고, 이에 대해 실질적인 우대를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으
며, 더 많은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활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핵
심인재를 별도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별도의 관리를 하는 모습을 보
였다. 결국, 금융 및 보험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경우 근로
자들의 지식 및 역량 수준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식 축적과 역량 창출을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적자원관리제도에 있어서도 금융 및 보험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좀 더 적극적인 접근을 하고 있었다. 즉, 제안건수나 제안
채택건수 등을 통해 살펴볼 때 제안제도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었으며,
소집단 활동을 통해 문제해결 등을 이루어 나가고 있었다. 근로자들의
업무를 능숙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기간도 더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
나 이러한 업종에서 ‘헌신형’에 가까운 제도를 채택하게 되는 이유를 설
명해 주고 있었다. 또한, 근로자들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었고, 생산공정 개선, 고객 차별화, 신기술
도입 등에 대한 개선 프로그램도 더 많이 운영하고 있었다. 그리고 성과
배분제와 같은 보상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노
력하고 있었으며, 근로자들의 역량 향상, 고부가가치화, 인력의 기능 및
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역량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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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금융 및 보험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기획 및 창의력, 지식 및 기술습득, 정보통신기술 능력 등의 지식 수준
에 있어 더 높은 수준을 보였고, 대인관계 능력, 문제해결 능력, 직무수
행 능력, 관리 능력 등의 능력 수준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같은 생산자서비스 분야라고 하더라도 업종의 특
성에 따라 인적자원과 인적자원관리제도의 특성이 달라지게 되며,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능력 수준과 동기 수준이 달라지게 되고, 따라서 기업
의 역량 수준도 달라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본절에서는 생산
자서비스를 4개의 하위 분야로 구분하여 이들을 집합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개별 기업들이 어떠한 방식을 통해 숙련형성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개별 기업 수
준의 분석을 통하여 생산자서비스 분야의 기업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인
적자원을 축적하고 유지하며, 인적자원관리제도를 통해 어떠한 방식으
로 이러한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관리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
다. 이는 뒤의 기업 사례 분석편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제2절 생산자서비스업의 자격제도

1. 서비스분야 자격 개관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을 21개 세부 산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OECD 기준을 따를 경우 G 도매 및 소매, H 운수업, I 숙박 및 음식점
업, J 출판, 영상, 정보 등, K 금융, 보험, L 부동산, 임대, M 전문, 과학,
기술, N 사업시설, 사업지원, O 행정, 국방, 사회보장, P 교육서비스, Q
보건 및 사회복지, R 예술, 스포츠, 여가, S 협회, 수리, 개인, T 자가소
비 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에 이르는 15개 그룹이 서비스 산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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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류된다. 이 기준에 의거해 서비스 산업 분야별 자격증을 살펴보면
서비스 분야 자격은 2010년 6월 현재 모두 1,504개로 나타나고 있다(박
종성 외, 2010).
<표 4-23>에서 서비스 산업 분야별 자격증 숫자로 세부 분야별로 보
면 생산자서비스업은 241개로 전체 서비스 분야 자격의 16.8%를 차지
<표 4-23> 한국표준산업분류별 서비스산업 자격종목 수
자격발급 주체
국가기술 부처별
민간자격
자격 국가자격
K. 금융 및 보험업

전체

0

3

11

14

0

4

5

9

15

19

138

172

8

4

34

46

23

30

188

241

G. 도매 및 소매업

10

1

2

13

I. 숙박 및 음식점업

15

4

4

23

1

7

150

158

24

0

18

42

0

0

0

0

50

12

174

236

0

23

6

29

49

4

71

124

49

27

77

153

9

32

112

153

0

4

4

8

0

18

695

713

0

0

0

0

9

54

811

874

131

123

1,250

1,504

L. 부동산 및 임대업
생산자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소계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 S. 협회,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소계
H. 운수업
유통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서비스업
소계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사회
P. 교육서비스업
서비스업
U. 국제 및 외국기관
소계
전체
자료 : 박종성 외(2010)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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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업이 874개로 전체 서비스 자격의 58%로 과반수
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서비스업 236개, 유통서비스업 153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격증 발급 주체로 구분해 보면 국가기술자격 131개 종목,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 123개 종목, 민간자격 1,250개 종목으로 83%가 민간자격
이다. 생산자서비스업으로 국한하여 보면, 전체 서비스 자격에 비하여
국가기술자격은 9.5%, 기타 국가자격은 12.5%로 비중이 다소 높으며,
민간자격은 78%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2. 생산자서비스업 자격의 특징18)
한편, <표 4-24>는 서비스 산업 세부 업종별 대표적인 자격증을 보
여주고 있다. 생산자서비스업의 자격은 다시 크게 금융 및 보험업 분야,
부동산 및 임대업 분야, 전문, 과학기술 및 기술서비스 분야, 그리고 사
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 분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금융 및
보험업 분야의 자격은 보험업, 보험관련 서비스업, 투자 및 신용분석, 금
융자산운용 등으로 다시 세분할 수 있으며, 부동산 및 임대업은 공인중
개사로 대표되는 부동산관련 서비스업과 건물관리에 해당하는 부동산
서비스업, 그리고 주택이나 상가 같은 소규모 건물이 아닌 빌딩처럼 큰
건물을 관리하는 부동산 경영관리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
문, 과학기술 및 기술서비스 분야는 산업디자인, 전문서비스업, 엔지니
어링 서비스의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산업디자인은 다양한 디자
인관련 자격증을, 전문서비스업은 엔지니어링 분야가 아닌 법률 및 세
무, 경영관련 전문자격증이 해당된다. 엔지니어링은 기계관련 엔지니어
링 분야 전문 자격증이 해당된다. 사업시설관련 서비스업은 비서행정,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 조경서비스업, 경호업 등으
로 세분할 수 있다.
생산자서비스 분야 자격을 이러한 세부 서비스 분야별과 자격발급 주
체로 나누어 제시한 것이 <표 4-25>이다. 민간자격이 다수인 것은 이미
18) 이 부분은 강순희․장홍근․이규용․박성재 외(2011)를 참고하여 재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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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4> 서비스산업 세부 업종별 대표적인 자격
대표 자격명
보험계리사,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CRA(신용위험분석사), 국제금융(CIFS),
신용관리사, 신용분석사, 가맹사업거래상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관세
사, 주택관리사, 빌딩경영관리사, 제품디자인기술사, 시각디자인기사, 제품디
생산자 자인기사, 컬러리스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컬러
서비스 리스트산업기사, 웹디자인기능사, 제품응용모델링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
용기능사, 전산회계운용사 1～3급, 사회조사분석사 1～2급, 건축사, 세무사,
한글속기 1～3급, 비서 1～3급, 공인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수의사,
6시그마컨설턴트, 패션스타일리스트, 경호관리사 등
가스기술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능사, 귀금속가공기
능장, 귀금속가공산업기사, 귀금속가공기능사, 보석가공기능사, 보석감정기능
사, 유통관리사, 슈피터자격증, 조리기능장, 제과기능장, 조리(한식, 양식, 중
개인
식, 일식)산업기사, 조리(복어)산업기사, 한식(양식, 중식, 일식)조리기능사,
서비스
복어조리기능사,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조주기능사, 영양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전통폐백음식전문가, 제병관리자격증, 커피바리스
타등
물류관리사, 택시운전자격, 교통안전관리자,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
공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제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철도차량운전면허, 화물자동차운송종사자격, 자동차운전
유통
면허, 도선사, 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운항사, 항해사, 감정사, 검량사, 검수
서비스
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전파전자기사, 무선설비기사, 방송통신기사, 정보통
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산업기사, 무선설
비산업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통신기기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등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교육사, 행정사, 화재조사관, 범죄예방지도사 ,재난
관리, 정책분석평가사, 행정관리사, 행정정보사, 보건교사(1, 2급), 사서교사,
사회 실기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정교사(특수학교 포함), 준교사(특수학교
서비스 포함), 의공기사, 의공산업기사, 의료전자기능사, 직업상담사 1～2급, 소비자
전문상담사 1～2급, 임상심리사 1～2급, 간병사, 기본인명구조원, 자세교정
사, 청각관리사, 청능사, 병원경영관리사 등
자료 : 박종성 외(2010).

살펴본 대로이지만 특히 전문, 과학기술 및 기술서비스 분야는 국가 및
민간자격 모두에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분야 자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 및 보험업 분야, 부동산
및 임대업 분야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이 하나도 없는 것도 특징적이다.
다음으로 생산자서비스 분야 자격을 자격발급 주체별로 구분하여 살
펴보았다.

제품디자인기술사, 시각디
자인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컬러리스트기사, 시각디자
인산업기사, 제품디자인산
업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
사, 웹디자인기능사, 제품응
용모델링기능사, 컴퓨터그
래픽스운용기능사, 전산회
계운용사

건물종합관리사, 리모델링사
업관리사(RMP)
빌딩경영관리사, 빌딩경영사

부동산경영관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관세사, 주택관리사,

민간

부동산서비스업

부동산관련서비스업

외환관리사

국제금융역(CIFS)

금융자산 운용

의료보험사
CRA(신용위험분석사), 신용
관리사, 신용분석사, 여신심 투자평가사
사역

공인민간

투자 및 신용분석

손해사정사

보험관련서비스업

전문,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기술서비스업

부동산 및 임대업

금융 및 보험업

보험계리사, 보험중개사

국가자격

보험업

국가기술자격

<표 4-25> 생산자서비스업 세부 분야별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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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서비스
업

사업지원서비스업

비서행정

엔지니어링서비스업

전문서비스업

<표 4-25>의 계속

비서

사회조사분석사

국가기술자격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문화
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
기능자

경비지도사

문서실무사

건설사업관리사, 건설사업
관리전문가(CMP), 건설사
업관리전문가(PCM), 시설
물유지관리사

도청검색사, 목조주택검사
원, 사격(실무)지도사, 산업
보안관리사

CNC기계절삭가공사, 로봇
기술자격증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
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면허,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원
자로조종감독자면허, 원자로조
종사면허, 핵연료물질취급감독
자, 핵연료물질취급자

민간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
사, 공인노무사, 변호사, 법
CS Leaders(관리사)
무사, 경영지도사, 변리사,
보세사

공인민간
6시그마 전문가 BB(BlackBelt), 6시그마컨설턴트(Master
Black-Belt), 6시그마 프로
젝트 자격인증, 6시그마, 6
시그마전문가, COMPLAIN
처리전문가, CS전문강사, CS
컨설턴트, EM환경지도사자
격증, EAP전문가자격증

국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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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호업

조경서비스업

한글속기

분재관리사, 수목보호기술
자격 (부분공인)
경봉술자격증, 경호(보안)실
무사, 경호관리사, 경호무
술, 경호사 자격증, 경호요
원, 경호원자격증, 경호지도
사, 공익시설경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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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가기술자격의 경우, 생산자 서비업은 대부분 자격등급이 없으
나 산업디자인 분야의 전산회계운용사와 연구개발 분야의 사회조사분
석사, 그리고 한글속기, 비서자격증은 1～2급 혹은 1～3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자격증의 발급 주체도 거의 대부분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통신
관련 자격, 정보서비스관련 자격 일부에서처럼 아직 민간 위탁이 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다음으로 국가자격을 살펴보면 먼저 국가자격은 각각의 개별법에 의
해 자격이 관리운용되기 때문에 자격발급 주체가 매우 다양하다. 생산자
서비스 분야는 다른 자격증과 달리 세부 종목이 다양하고 발급 주체도
관련법에 의한 주관 기관이 발급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영지도사의 경
우 인적자원관리, 재무관리, 생산관리, 판매관리로 종목이 구분되어 있다.
발급 주체는 금융 및 보험관련 자격증은 보험개발원, 부동산관련 자격증
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자격은 자격종류별로 발
급 주체가 상이한데 건축사는 대한건축사협회, 공인회계사 금융감독원,
법무사 법원행정처, 원자력관련 자격증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이다.
이어서 공인민간자격을 살펴보면, 생산자서비스의 경우 금융관련 자
격증은 한국금융연수원과 신용정보협회에서 발급되고 있다. 분재관련
자격증은 한국분재조합, 수목관리 관련 자격증은 한국수목보호협회이
다. 자격종목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의 경우 등급별로 세
분화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자격은 모든 분야에서 발급 주체가 매우 다양하며,
자격증은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있다는 특징이 보인다. 예를 들어 6시그
마의 경우 한국지식재산경영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커리어개발원, 한
국전문자격협회, 삼성CS아카데미 등 발급 주체가 다양하며 BB, MBB,
GB 등 분야별로 혹은 1～3급처럼 등급별로 발급되고 있다. 자격 내용을
살펴보면 직무 내용이 유사함에도 다양한 기관들이 발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우리나라의 생산자서비스 분야 자격은 선진국에 비하여
종목의 수도 적고 다양성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영국의
서비스부문 직업자격을 세부 분야별로 보면, 생산자서비스 분야의 자격

기술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대분류

산업디자인

중분류
제품디자인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

자격 내용 및 직무 내용

디자인에필요한이론및자료를분석하고디자인도구와컴퓨터
시스템을이용하여광고디자인,편집디자인등의업무를수행.

기사

관련응용능력이필요한업무를수행하고,자문할수있는전문인
력이다.

적용,색채디자인,색채관리등전반에걸쳐전문적인지식과기
술을습득하고,색채와관련된타분야와협조를하면서종합적인
업무를수행하는자이다.특히색채와문화,색채마케팅등색채

색채관련상품기획,소비자조사,색채관리등색채관련지식과
기술을습득하여색채조사및분석,색채계획,디자인관리와같
은직무수행-색채관련상품기획,소비자조사,색채규정검토및

소비자의물리적,심리적욕구충족시킬수있도록다양한조사․분
석을통하여각종공업제품의의장을창조․개발하는업무수행.

시각전달디자인전반에관한계획,정보분석,디자인실무등의
직무를수행.

시각디자인산업

컬러리스트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에대한전문지식을갖추고광고,편집,포장,영상등

제품디자인기술사 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
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 수행

직종

<표 4-26> 생산자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

-

-

-

-

-

등급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실시 기관명

151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대분류

<표 4-26>의 계속

산업디자인

중분류

디자인하는 업무를 수행

주요역할 : 시스템 자원 및 S/W를 이용하여 홈페이지를

지를 기획, 설계제작하며 이에 따른 시스템자원 및 사용할
S/W를 활용하여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직무

개인 및 특정기관의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일로써, 홈페이

이다. 주로 수행하는 업무는 직업에 따라 컬러디자이너,
컬러 코디네이터, 조색사, 색채 교육사 등 현장업무가 주
된 업무이다

자 조사, 색채규정 검토 및 적용, 색채디자인, 색채관리
등 전반에 걸쳐 일반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자로 1
급의 업무를 보조하면서, 색채분야에 업무를 수행하는 자

색채관련 상품기획, 소비자조사, 색채관리 등 색채관련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색채 조사 및 분석, 색채계획,
디자인 관리와 같은 직무수행 - 색채관련 상품기획, 소비

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각종 공업제품의 의장을 창조․
개발하는 업무 수행.

소비자의 물리적, 심리적 욕구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

자격 내용 및 직무 내용

기능사

탕으로 제품의 모형을 제작하는 직무수행

제품 응용 모델링 제품의 기능구조설계, 조립 등 기술적 원리의 이해를 바

웹디자인 기능사

기사

컬러리스트 산업

제품디자인산업
기사

직종

-

-

-

-

등급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실시 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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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금관리
1～3급
․재무회계처리․세금계산 등의 회계업무를 처리

디자인에 관한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시각디자인과 관
련된 광도, 편집 포장디자인 등의 원고지시에 의한 컴퓨
터 활용을 능숙하게 수행한다.

한글 속기
비서

비서 행정

1～3급

국회, 지방의회, 법원의 기록유지는 물론 각종회의, 강연,
토론, 좌담회 등의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직 1～3급
무

기업, 정당, 정부 등 각종단체에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사회 조사 분석사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1급, 2급
통계처리 및 분석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

전산회계운용사

기타

연구 개발

산업디자인

용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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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서비스업

보험관련
서비스업

보험업

중분류

전문, 과학 및
전문서비스업
기술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금융 및
보험업

대분류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관세청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국세청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관세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세무사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자격 관련부처

손해사정사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직종

<표 4-27> 생산자서비스 분야 국가자격

예비, 자격

보, 관리사

-

-

-

(기획재정부장관)

세무사법

건축사법
한국산업인력공단

주택법
대한건축사협회
(건설교통부장관)

관세사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보험업법

보험업법

관련법령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관세청장)

(국토해양부장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국토해양부장관)

보험개발원

제1종, 제2종,
제3종대인, 제3종대물

-

(금융감독원장)

제3보험

차량,

보험개발원

보험개발원
(금융감독원장)

시행기관(자격증발급기관)

생명보험, 손해보험,

-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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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중소기업청
특허청
관세청

경영지도사
변리사
보세사

방사성동위원

소취급자특수 교육과학기술부
면허

방사성동위원

법원행정처

법무부

변호사
법무사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

법원행정처

발전용, 교육․연구용
발전용, 교육․연구용

원자로조종사 교육과학기술부
면허

-

-

-

-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교
육과학기술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교
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산업인력공단(교육과
학기술부)

한국관세협회(관세청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원자력법

원자력법

원자력법

원자력법

원자력법

관세법

변리사법

중소기업진흥및제품
구매촉진에관한법률

법무사법

변호사법

공인노무사법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장관)
법무부

공인회계사법

금융감독원

인적자원관리,재무관리, 한국산업인력공단
생산관리,판매관리
(중소기업청장)

-

-

-

-

원자로조종감 교육과학기술부
독자면허

소취급자일반 교육과학기술부
엔지니어링서비 면허
스업
방사선취급감
교육과학기술부
독자면허

전문서비스업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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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직종

국가자격 관련부처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문화재청

문화재수리기
문화재청
능자

술자

사업시설관리서 문화재수리기

비스업

경찰청

정수시설운영
환경부
관리사

사업지원서비스
경비지도사
업

급자

핵연료물질취
교육과학기술부
전문, 과학 및 엔지니어링서비 급감독자
기술서비스업 스업
핵연료물질취 교육과학기술부

대분류

<표 4-27>의 계속

한국산업인력공단(문화재

한국산업인력공단(환경부
장관)

한국산업인력공단(경찰청
장)

육과학기술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시행기관(자격증발급기관)

22종류(한식목공, 화공, 한국산업인력공단(문화재
한식석공, 조각공 등)
청장)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 청장)

보수, 단청, 실측․설계,

1등급, 2등급, 3등급

일반, 기계

-

-

종목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수도법

경비업법

원자력법

원자력법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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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보험업

대분류

금융자산 운용

투자 및 신용
분석

중분류

자격 내용 및 직무 내용

FS)

국제금융역(CI

여신심사역

신용분석사

신용관리사

국제금융시장의 동향파악 및 예측, 외화자금의 조달
및 운용, 국제금융상품의 거래 및 리스크관리 등 국
제금융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

에 대한 이론과 기법 등 실무처리 능력을 검정

여신거래의 리스크 분석, 기업가치 평가 및 채
무상환능력의 검토 등을 통해 여신 대상 기업에
대한 자금의 효율적 운용 및 부실 대출 방지 등

업의 종합적인 신용상황을 판단하고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등 기업신용 평가업무를 담당할 수 있
는 능력을 검정

기업의 회계 및 비 회계자료 분석을 통하여 기

용평가업에 대한 기본 실무능력과 전문지식을 겸
비하고 윤리성과 서비스 정신을 갖춘 신용관리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검정

부실채권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실채권의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채권추심 능력을 갖춘 채권관
리 전문가와 신용조회, 신용조사, 채권추심 및 신

CRA(신용위험 개인과 기업에 대한 신용상태를 조사, 평가하고
분석사)
신용위험을 측정․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

직종

<표 4-28> 생산자서비스 분야 공인민간자격

-

-

-

-

-

등급

(사)한국금융연수원

(사)한국금융연수원

(사)한국금융연수원

(사)신용정보협회

(사)한국금융연수원

자격관리기관

2015-01-19

2001-01-20～

2001-01-20～
2015-01-19

2001-01-20～
2015-01-19

2013-02-14

2006-02-15～

2006-02-15～20
13-02-14

공인전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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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재관리사

나무의사 : 병해충, 대기오염, 기상 및 기후현상, 생
리적 불균형 등으로 인한 수목의 수세 약화 및 고
수목보호기술
사의 원인을 조사 진단하고, 수세 회복, 피해 예방,
자격(부분공인)
확산방지 등에 관한 처방과 치료를 담당하며, 다양
한 수목 피해 원인에 대한 진단, 치료, 방제 및 예

2002-02-01～
2013-01-31

분재관리사 2급(공인) : 분재 기초직무로서 기술
의 정착 및 유지발전과 생산ㆍ판매 종사자로서
직무를 수행
분재관리사 1급(공인) : 분재기술 문화의 발달과 1급,
개발 및 이에 따른 필요한 산업시장의 유통, 도 2급,
전문
매입과 판매, 종합 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
분재전문관리사(공인) : 전문인 교육과 신기술 개
발 및 평생교육의 이념에 필요한 분재관련 직업
교육과 전문관리인의 직무를 수행

기술자
(국가
공인), (사)한국수목보호협 2002-04-01～
기능자, 회
2010-01-14
나무의
사

(사)한국분재조합

2000-12-22～
2014-02-08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문서, 상업문서, 일반문서
1～4급 한국정보관리협회
및 표작성, 문서 사무의 관리

(사)한국정보평가협 2009-01-07～
회
2014-01-06

공인전체기간

문서실무사

-

고객만족과 서비스 관련 종목에 관한 실무 이론
지식을 통해 교육학, 인사관리학, 마케팅학 등 관
련 지식을 이용하여 고객만족을 관리,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자격관리기관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급

자격 내용 및 직무 내용

전문서비스업

직종
CS Leaders
(관리사)

중분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조경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대분류

<표 4-28>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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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조경서비스업
서비스업

방 업무과정에 대한 작업보고서 검토 등 감리업무
와 수목보호업의 경영관리를 수행하는 직무이다.
수목보호기술자(국가공인등급) : 수목의 병해충방
제, 상처부위 치료, 영양제 살포, 나무주사, 토양 기술자
개선 등의 처리과정 등의 처리과정을 할 수 있는 (국가
수목보호기술 직무
공인), (사)한국수목보호협 2002-04-01～
자격(부분공인)
2010-01-14
기능자, 회
수목보호기능자 : 나무의사의 진단서 및 처방서
나무의
또는 수목보호 기술자의 작업지시에 따라 수목 사
의 병해충 방제, 외과수술(상처부위치료), 영양제
살포, 나무주사, 토양개선제 처리 작업 등 예방업
무를 수행하는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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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부동산업 및

금융 및
보험업

대분류

직종

부동산
경영관리

서비스업

부동산

투자평가사

투자 및
신용분석
-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자보, 산재, 의료급여에
관한 수가 적용, 진료비 청구명세서의 작성 및
이에 따른 문서의 유지관리 등

하고, 다양한 파생금융상품 등을 이용하여 자산
의 재테크 및 환리스크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
는 수준

기업의 외화자산 및 외환거래시 환리스크를 분석

자격 내용 및 직무 내용

빌딩경영관리사 빌딩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경영관리

수행 능력을 검정

리모델링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를
리모델링사업관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고, 보유 건축물의
리사(RMP)
이용가치와 자산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업무

건물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련 법규 인지능력, 작업
건물종합관리사 장의 인적관리 능력, 보고서 및 서류작성, 그리고
임대차 관련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활용능력 수준

의료보험사

보험업

금융자산운용 외환관리사

중분류

<표 4-29> 생산자서비스 분야 민간자격

-

-

-

-

-

-

등급

(사)한국전문자격
협회

(사)한국리모델링
협회

협회

2008-12-30～
2011-12-29

2008-12-30～
2011-12-29

2011-07-27

한국건물종합관리사 2008-07-28～

2008-07-28～
2011-07-27

2011-07-27

한국생산성본부

2008-07-28～

관리자협회

2011-06-13～
2016-06-12

등록유효 기간

(사)대한병원행정

한국무역협회

자격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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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술
서비스업

전문서비스업

경영관리

임대업

전문, 과학

부동산

부동산업 및
나. 기술적 경영관리- 빌딩환경, 폐기물, 소음, 실
내환경 관리자격자, 빌딩안전, 방화, 재난 위험물
관리 자격자, 산하 기술관

리협회

2011-07-27

(재)한국빌딩경영관 2008-07-28～

6시그마

자격인증

GB, BB,
케이엠아이컨설팅
BB : 6시그마 각종 방법론을 활용하여 프로젝트 MBB
리더로 활동

단한 프로젝트를 수행.

GB : 6시그마에 대한 기본적 내용을 이해하고 간

GBc,
기업에서의 활용되고 있는 6시그마의 이론적 평
GB, BB, 한국커리어개발원
가과 실질적인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검정
MBB

6시그마
프로젝트

한국생산성본부

체계화하여 이를 정착하고 6시그마 마스터로서
프로젝트 지도 능력까지 검증 받은 수준

-

-Belt),

6시그마 컨설턴트 MBB(Master Black-Belt)란
6시그마컨설턴 기업의 6시그마 사내컨설턴트로서 갖춰야 할 기
트(MasterBlack 본 자질을 함양한 자로서 기업경영 혁신 전략을

6시그마전문가

2009-05-19～
2012-05-18

2009-09-30～
2012-09-29

2008-07-28～
2011-07-27

기업의 6시그마 경영전문가로서 개선 프로젝트
(주)한국지식재산경
해결의 전담자이며, 교육 및 문제해결을 위한 상 BB,BBc
BB(Black-Belt)
영원
담자의 역할을 한다.

빌딩경영사

가. 빌딩경영경영리-빌딩사무관리, 종사직원인사
관리, 입주자관리, 빌딩회계관리, 빌딩홍보관리,
임대관리, 대외업무관리, 빌딩수면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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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대분류

COMPLAIN처
리전문가

6시그마전문가

직종

EM환경지도사
자격증

CS컨설턴트

전문서비스업 CS 전문강사

중분류

<표 4-29>의 계속
등급
MBB

자격관리기관

등록유효 기간

교육기관 및 청소년지도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EM 환경지도 실무능력을 검정

의 역할을 수행한다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세부 실행전략을 수립하는 등 고객만족 경
영실천을 위한 조직의 비전 수립 및 조직관리 등

CSI, SQM, CSM 등 방법론을 바탕으로 기업의

2. CS전문강사로서 서비스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
영 및 교재집필능력 검정

1. 서비스 분야의 교육을 리드해 나갈 능력있는
CS전문강사로서의 전문지식과 강의능력 검정

문성 확보를 위해 담당인력 처리능력 검증

-

-

1, 2급

COMPLAIN 처리를 위한 전문적인 지식 기술
능력을 검증하고 기업의 COMPLAIN 처리의 전 1～3급

(사)월드유스비전

한국생산성본부

어센터

2010-02-17～
2013-02-16

2011-07-27

2008-07-28～

2012-08-05

(주)아바서비스커리 2009-08-06～

(주)삼성씨에스아카 2008-12-30～
데미
2011-12-29

기업의 경영혁신 관련된 개발, 생산, 품질, 영업 MBB,B (사)한국전문자격협 2008-12-30～
등 전사적인 경영혁신 테마의 과제 수행
B,GB
회
2011-12-29

트 지도 가능

MBB : 6시그마기법에 정통하고, 교육 및 프로젝 GB, BB,

자격 내용 및 직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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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사업시설관리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전문가(PCM)

건설사업관리

건설공사로 만들어진 시설물이 시간경과로 노후
시설물유지관리
됨에 대비하여 보수․보강하고 유지관리하는 기
사
술능력검정

-

일반,
특수

-

-

로 하는 전문적인 관리업무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Project Life Cycle상의
업무 영역을 대상으로 의사전달, 중재, 조정 및
통합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엔지니어링을 기반으

건설사업의 전 단계(계획, 설계, 구매조달, 시공,
유지관리)에 참여하여 프로젝트를 효율적․경제

특수-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일반-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Management)

램을 간단하게 작성하는 업무수행

CNC 공작기계의 파트 프로그램을 작성 및 수정
하고, 구멍가공, 선삭가공, 연삭가공, 공구가공,
와이어커트 방전가공 등의 조건에 알맞은 프로그

건설사업 관리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
무경험에 입각한 설계․감리․시공이나 기타 건
설관련 용역업무 등의 총괄업무 수행

건설사업관리
전문가(CMP)

건설사업관리사

CNC기계절삭
가공사

기업조직, 인력관리, EAP 정책과 행정에 대한 전문 수련전
EAP전문가자격
전문서비스업
적 지식과 기술 능력을 검정하고 EAP의 직접적인 문가
증
서비스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 능력을 검정
1～3급
2008-07-28～
2011-07-27

2008-12-30～
2011-12-29

2011-07-27

2008-07-28～

2008-07-28～
2011-07-27

(사)한국구조물진단 2008-12-30～
유지관리공학회
2011-12-29

(재)건설기술교육원

한국기술사회

(사)한국건설관리협 2011-06-13～
회
2016-06-12

대한상공회의소

(사)한국EAP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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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경호업

대분류

<표 4-29>의 계속

경호무술

경호관리사

경호(보안)실무
사

경봉술자격증

직종

한국경호경비협회

경호무술
여 가해져 오는 공격으로부터 신체 및 생명을 보
1～9단, (사)한국경호무술
호해 주는 ‘호위호신무술’로서 테러 및 범죄로부
지도자 진흥회
터 신체ㆍ생명ㆍ재산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1～3급
호위호신 능력

경호무술은 자신을 포함하여 경호대상자에 대하

공정점검, 상황대처, 현장관리 능력

3급-경호, 경비, 보안회사 주요 업무, 사무능력,

장조사, 분석경호 경비계획, 인력운용 등의 경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2급-경호경비에 관한 이론적 지식을 가지고 현 1～3급

석, 조사, 감독, 평가, 진단, 교육, 사업관리 등의
경호안전 업무 전반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
무

1급-전문지식과 경호안전의 계획, 연구, 검측, 분

실전에 활동중인 민간 경호, 경비원의 직무를 수
1～3급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
(주)대한경호서비스

한국경봉술협회

경호경비업무 관련 경봉 사용에 있어 최상급의
경봉술을 구사하며 경호경비업무 종사자에게 경 1～3급
봉술을 교육함.

자격관리기관

등급

자격 내용 및 직무 내용

2012-08-05

2009-08-06～

2008-07-28～
2011-07-27

2008-07-28～
2011-07-27

2008-07-28～
2011-07-27

등록유효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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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사업지원
서비스업

경호업

목조주택검사원

도청검색사

공익시설경비사

경호지도사

경호원자격증

경호요원

경호사 자격증
1～3급

여 목조 주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하고 에
너지절약형의 목조 주택을 짓고자 함.

목조 주택의 계획, 설계, 시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추도록 하

전문기술 배양

불법도청, 몰래카메라 탐지 및 보안

일반 경비원으로서의 직무상 기초 지식과 범죄예
방 재해안전, 예의범절의 상식을 측정

2급

2급

-

2. 경호지도사가 필요한 이론과 실무 업무 수행 1～3급
능력을 검정

실전에서 경호감독,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

3급 : 일반 보안경호 경비 등 전문적 업무를 수행

2급 : 행사경호, 요인경호, 개인경호, 보안경비 등 1～3급
의 전문적 업무를 수행

1급 : 신변보호, 요인경호, 개인경호, 보안경호경
비, 대테러방지 등의 전문적 업무를 수행

검정

경호업무의 이해 및 실전활동의 직무수행 능력

경호원에 대한 전문교육훈련을 지도할 수 있는
1～3급
자격

기술협회

(사)한국목조건축

(재)사회안전연구원

한국민간경비교육
원

2011-12-29

2008-12-30～

2008-07-28～
2011-07-27

2008-07-28～
2011-07-27

2011-03-23～
2016-03-22

2016-03-22

(사)세계경호무술
협회

2011-03-23～

협회

2012-11-30

2009-12-01～

2011-06-13～
2016-06-12

(사)세계경호무술

(주)거무경호협회

국제경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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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서비스업

대분류

<표 4-29>의 계속

산업보안관리사

사격(실무)지도
사

직종

등급

보호, 관리, 감독하는 보안전문가로서의 능력을
검정

기업 또는 단체의 비밀유출과 침해에 대한 보호
방안을 강구하고 영업비밀은 물론 유․무형 재산
1급, 2급

군, 경, 민간에게 총기의 위험성과 조작방법, 사
1～3급
격방법, 안전수칙을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

자격 내용 및 직무 내용

보호협회

(사)한국산업기술

(주)대한경호서비스

자격관리기관

2011-12-29

2008-12-30～

2008-07-28～
2011-07-27

등록유효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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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3,323개로 나타나고 있다19). 비즈니스와 경영 분야 자격 종목에서만
살펴보더라도 해당 분야 교육훈련을 위한 unit 단위라고는 하지만 회계
및 금융 분야 342개, 경영 분야 666개, 경영관리 분야 982개, 마케팅 및
판매 분야 151개, 법률관련 서비스 분야 39개에 이른다. 그만큼 관련 분
야 직종이 세분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 분야 자격증을 예로
살펴보면 일반 금융서비스 외에 연금관리, 주택금융조합, 금융서비스 리
더십, 금융서비스 콜센터 운용, 금융서비스 판매 등 직무 분야별로 구분
되어 있다. 다만 이러한 세분화된 자격증이 직업세계에서 어떻게 구현
되는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지만 적어도 다양화에 의한 서비스 시
장 확대와 세부 분야별 전문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
가 크다.

제3절 생산자서비스 분야 전문직 자격제도 :
법률, 회계 분야를 중심으로

생산자서비스산업이 포괄하는 범위가 매우 넓어 여러 세부 분야를 포
함하고 있는데 그중에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 포함되어 있다. 전
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구체적으로 ① 연구개발업, ② 전문서비스
업, ③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④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절에서는 이 가운데 전문서비스업의 법률 및 회계 분야의 전문직
자격에 초점을 맞추어 이 분야 자격제도의 실태와 직업규제의 관점에서
자격제도가 어떻게 관리․운영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

19) 하지만 영국의 경우 자격증이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할 경우에 발급하는 이수형 자
격이어서 교육과정 단위(unit)별로 관리되고 그만큼 종목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기에 절대적인 비교는 어렵다. 다른 서비스부문을 보아도 유통서비스 692개, 사회
서비스 1,894개, 개인서비스 4,862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동일
한 서비스 내에서도 세부 분야별․서비스 대상별로 자격이 분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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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직업규제가 이 분야의 인력양성과 고용창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토하여 향후 바람직한 인력양성과 고용창출을 위한 논점을 제시
하고자 한다.

1. 전문직 자격 제도 개관 : 직업규제 관점에서
가. 면허 제도의 도입
면허에 대한 인류의 기록은 바빌로니아 함무라비 법전(BC 1780)에
제시된 내용이 효시일 것으로 추측된다(Morris M. Kleiner, 2006). 여기
에는 환자가 지불하여야 할 비용과 의사가 제대로 치료하지 않았을 경
우에 받을 수 있는 처벌과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중세에는 장인
(匠人)과 직업에 진입하는 규제가 매우 엄격하게 작동하였음을 감안할
때 숙련공 자격이 면허로서 작동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경제학에서 면허를 다룬 것은 Adam Smith(1937)가 국부론(Wealth
of Nation)에서 논의한 것이 처음이었는데 이처럼 경제학에서는 직업규
제가 오랜 연구 주제였다(Morris M. Kleiner, 2000). 이때의 논점은 직
종별 협회에서 임금을 올리기 위하여 숙련공의 숫자를 줄이는 것에 대
한 것이었다. 상인 길드는 길드를 통해서만 상인을 채용하도록 요구함
으로써 입직을 제한하였다. 한편, 대학과 길드가 교육과 면허를 결합시
키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국가와 직업을 연계하는 데 공헌하여 해당 직
업의 면허화를 가속화시켰다.
중세에 법과 의학 분야의 경우 대학의 졸업장은 직무수행 능력을 나
타내는 자격증(certificate)이었다. 이후에 전문직 단체로 진화한 길드는
자신들의 단체에 속한 멤버들에게 훈련과 독점적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
하였다. 이러한 길드의 조치는 더 큰 인적자원개발투자(human capital
investment)를 가져옴으로써 사회․경제적 이익을 가져왔다고 평가되
기도 한다(Scoville,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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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면허 제도의 확대 배경과 이유
미국의 경우 19세기 후반부터 직업을 대표하는 협회(association)들이
생기자 해당 직업에 대한 규제를 하기 시작하였다. 의사가 1847년, 약사
가 1852년, 변호사가 1877년에 근대적인 협회를 결성하였다. 의사와 관
련된 첫 번째 법안이 1873년 텍사스 주에서 처음 통과되었다. 1890～
1910년 사이에 의사, 배관공, 이발사, 장례사(funeral director), 간호사,
전기공, 장제사(horse shoer), 치과의사 등과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었다
(Morris M. Kleiner, 2006). 19세기에 4%에 이르던 면허성 직업이 2000
년대에 들어서는 20% 정도로 증가하여 면허를 획득한 직업이 비약적으
로 상승하였다(US Department of Commerce, 2001).
America's Career InforNet(2005)에 의하면 주별로 면허화된 직업 수
를 비교할 때 켈리포니아 주가 178개로 가장 많고 켄사스 주가 47개로
가장 적었다. 또한 주별로 전체 근로자 중 면허화된 근로자의 비율을 살
펴보면 켈리포니아 주, 코네티컷 주가 약 30% 정도를 차지하여 가장 높
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켄사스 주, 인디에나 주, 켄터키 주, 와이오밍 주
가 11%대, 미시시피 주가 가장 낮은 6%대를 나타냈다. 각 주별 면허화
추세는 강화되고 있어 전체 근로자 중 면허 직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지
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면허화가 확산되고 강화되는 현상은 우선적으로 지식과 기
술의 발전에 따라 면허화된 직업 수가 증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되고 있다. 더욱이 자본과 기술의 성장에 따른 높은 수준의 표준화
(standardization)된 인력이 요구되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의
직무수행을 표준화하는 한 가지 방법이 해당 서비스 제공자에게 독점적
인 권한을 제공함으로써 낮은 수준의 노동력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의 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플로 차트 형태로 나타내면 [그림 4-3]과 같다.
지식과 기술이 전문화되면 될수록 제공되는 서비스 질에 대한 불확실
성(uncertainty)을 제거하기 위해서 브랜드 네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면허로 대표되는 브랜드 네임은 최소한의 질을 담보하고 잘못되었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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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면허의 도입 및 확산 절차

지식, 기술 및 자본의 성장

직업에서 요구하는 직무의 고도화

새로운 직업 및 직무의 발생

(더 많은 자본의 투입)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 적용하는 분야의
서비스 질 담보 위한 직무의 표준화 필요 발생

직무 표준화 수단으로 해당 직업의
면허화(licensing) 필요

면허소지자에게 독점권한(monopoly power)
부여

우 배상이 가능토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면허증, 자격증은 어
느 수준 이상의 업무수행 능력을 갖추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박사
학위 등과 유사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Akerlof, 1970)
한편, 도시화에 의해서도 면허 제도가 활성화되었다(Law and Kim,
2004). 도시화되기 이전에는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
자에 대한 정보와 평판이 주변 마을 사람들 간에 공유가 가능하였으나
도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다양한 지역에서 인구가 이동하여 옴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없고 공유된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 받는 사
람 모두 불특정 다수 간에 서비스를 주고받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잘못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책임 유무 등을 따질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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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대두되었다. 소비자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전
문적인 서비스를 누구에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믿을 만한 정보제공
(singnalling)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기반하여 특정 전문
직업을 중심으로 면허 혹은 자격화가 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
었다. 즉, 면허 직업의 전문화와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소비자의 정보
비대칭성이 현저하게 상승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미시시피 주는 10%의 노동력이 면허화된 직업에 종사하
는 반면에 켈리포니아 주는 30% 이상의 노동력이 면허화된 직업에 종사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어느 주가 더 많이 도시화가 되었는가에 의
해서 영향을 받은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Morris M. Kleiner, 2006).
면허 도입의 또 다른 목적과 그 활용 사례를 운전면허를 통해서 살펴
볼 수 있다. 운전면허는 세계 모든 국가에서 도입․시행하고 있는 면허
제도로서 면허에 대한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사례다.
보통 운전면허는 시민에게 이익을 증대하는 면허로 인식되어 공급 제한
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전면허가 필요한 제도
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도로에서 본인이 자기 옆에서 차를 운전하
는 사람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이며 따라서 자기 옆의 운전자가 적어도
본인이 운전하는 차를 제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이 있음에 대한 최
소한의 확신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 선진국에서 면허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이유를 면허 도입의 장점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
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가가 정한 표준에 기반한 최소한의 서비스
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는 것이다. 면허 취득자
의 진입을 시험, 교육훈련 요구 등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제어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직무수행 능력 보유자만을 받아들이는 방식이다. 둘째, 면
허자로 구성된 협회, 단체 등을 구성토록 하고, 자체 윤리규정(code of
ethics)을 마련하여 면허자 스스로 생산성 향상 등을 기하도록 한다. 윤
리규정을 강화하여 면허자에게 높은 수준의 윤리를 요구하여 해당 면허
시장을 확대 내지는 고도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면허자의 사회적․경
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시장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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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계속전문교육(CPD) 등을 통해서 직업․직무에 대한 전문성, 몰입
도 등을 증대시켜 대국민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지속적으로 CPD 등의 참여를 요구함으로써 면허자가 최신의 기술과 지
식의 발전에 뒤처지지 않도록 하지만 이에 수반되는 추가 비용이 발생
하게 된다. 또한 CPD 결과, 최신의 기계․장비를 도입하여 대국민 서비
스의 질은 향상되나 이것 역시 면허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의 상승
을 가져올 수 있는 개연성은 매우 높다.
다. 면허 제도 운영의 장․단점
변호사, 의사, 치과의사 등 면허와 관련된 수많은 선행연구의 핵심은
직업규제로 작동하는 면허가 해당 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을 감소시켜 결
국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20). 이것
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4-4]와 같다.
[그림 4-4] 면허 직업(licensed occupation)의 고용과 임금(가격)관계

자료 : Kleiner(2006), Licensing Occupations : Ensuring quality or restricting competition? 재구성.

20) 그러나 간호사, 교사 자격의 경우 자격 취득에 따른 임금프리미엄이 발생하지 않
았고, 이발사, 간호사 자격의 경우 노동공급 규제도 거의 발생하지 않았음(Morris
M. Kleine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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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직업으로의 입직이 완전히 자유로운 경우 고정된 노동수요곡선
DL에 대한 노동공급곡선 SL가 된다. 이때 직업규제에 따라 진입규제가
발생하면 노동공급곡선은 SL'로 이동한다. 이것은 노동공급의 감소로
고용량이 E에서 E'로 낮아지고, 서비스 가격이 WL → WL'로 높아진다
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새롭게 도입된 규제가 많은 수의 근로자와 관련이 된다고 하면
그동안 면허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던 많은 근로자가 비면허성 직업으로
이동하도록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비면허 근로자가 새롭게 규제가 도입된 직업으로부터 이탈하여 관련
분야의 다른 직업으로 이동하도록 강제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
*

**

림 4-5]에서와 같이 노동공급곡선은 S 에서 S 로 이동하게 되어 노동
*

**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W → W 로 낮아지게 된다.
이와 같이 면허의 도입은 규제를 받는 직업의 노동공급을 감소시켜 서
비스 요금을 인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비규제 직업의 고용을 증대시켜
[그림 4-5] 비면허 직업(unlicensed occupation)의 고용과 임금(가격)관계

자료 : Kleiner(2006), Licensing Occupations : Ensuring quality or restricting competition?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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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직업규제의 시행 결과는 규제
대상이 되는 직업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직업에 있는 근로자의 임금에
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역방향의 효과, 즉 직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제거
할 경우에 대상 직업뿐만 아니라 관련 직업에 대한 영향까지도 고려하
여 직업 면허에 대한 규제 문제를 다면적으로 다루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접근 자세가 결여되어 있을 경우 면허화된 직업과 이것과 관
련된 직업 간의 갈등, 아울러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 근로자와 고용주
간 갈등을 야기 내지는 심화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면허화에 대한 미네소타 주의 면허감독위원회(office of the legislative auditor) 정책추진 방향은 면허법(licensing law)에 잘 드러나 있
다. 이 법의 도입 목적은 첫째, 서비스를 제공하는 면허자의 직무수행
능력(competence)을 향상하고, 둘째, 면허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소
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목적이 제대
로 달성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회의적인 사실과 시각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의 관점에 기반하여 볼 때 예를 들어 면허가 실제적인 수행능력
(actual performance)을 측정하기보다는 면허 소지자의 잠재적인 능력
(competence of potential)을 측정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면허
소지자가 면허가 없는 서비스 제공자에 비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할 개연성이 높을 뿐이라는 것이다. 둘째, Staten Island 배 충돌사건
(2003)이나 뉴욕시 지하철 충돌사건(1995)의 경우, 면허가 있는 근로자
가 기계 작동을 위해 마련된 표준을 지키는 데 실패하여 발생한 사건으
로 진단하고 있다(Morrims M. Kleiner, 2006). 이와 같이 면허자가 자기
업무에 태만하거나 부주의하여 많은 부상자와 사상자를 낸 경우에 대하
여 보고가 된 경우는 있어도 체계적인 업무 처리에 의해서 심각한 비극
을 막았다는 사례는 극히 적게 보고되고 있다. 셋째, Morris M. Kleiner
(2006)가 면허율이 낮은 미네소타 주와 이보다 상대적으로 면허율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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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스콘신 주의 물리치료사, 호흡돌봄이(repiratory care provider), 의
사보조원(physician's assistant) 면허(자격)자에 대한 서비스 불만족도
를 비교한 결과 이 둘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를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결
론을 내리고 있다21).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면허 제도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오
랫동안 유지되어 온 사실을 적시하면 이 제도의 도입 및 운영의 필요성
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하기 어렵다. 반면에 면허 제도에 의해서 국
민의 후생이 증진되어 국가․사회적으로 이득이 되기보다는 면허 취득
자의 사익(私益)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면허 제도
의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면허․자격 제도에 대해서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의 시각
은 규제가 경쟁을 제한하는 독점권의 확보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의사
등 면허 취득자의 임금 상승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것이 중론이다(Law
& Kim, 2004). Carroll and Gaston(1981)은 면허화로 인한 진입규제로
나타날 수 있는 바람직하지 않는 부수적인 효과로 첫째, 독점가격, 둘째,
서비스 질 저하, 셋째, 진입자에 대한 차별 혹은 우대, 넷째, 인적자본
증가 저하 등을 들고 있다.
면허 제도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인지의 여부는 시장에서 판결
이 나는데 시장에서는 자신들이 이용하는 전문적 서비스의 최소 기준을
정부가 제시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최악의 선택을 할 위
험을 줄이기 위해서 소비자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선택을 원하고 이것
을 Kahneman and Tversky(1979)은 손실 반감(loss aversion)이라고 칭
하였다. 이를 통해서 시장에서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몬
(lemon)을 효과적으로 줄이거나 제거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결국 모든 민감한 정부 정책이 그렇듯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소비
자의 후생과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면허 제도 간의 절충점(tradeoff)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면허 제도가 소비자의 후생에
21) 미네소타 주에서는 물리치료사, 호흡돌봄이, 의사보조원이 자격(certificate)인 데
반하여 위스콘신 주에서는 모두 면허(license)다.

176

고용구조 선진화를 위한 서비스산업의 일자리창출 역량제고 방안(Ⅲ)

기여하지 못한다는 특정 계층의 목소리에 함몰되면 균형잡힌 정책의 입
안과 추진 모두가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낮은 수준의 서비스 가능성
을 제한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이익이 증대될 가능성을 줄이되 국가의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소비자의 후생(consumer utility or welfare)을 최
대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면허 제도가 [그림 4-6]에서 보는 것과 같이 소비
자, 취득자, 사회와 기업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차원적으
로 접근하지 못한다면 동 제도의 관리 운영의 실효성을 거두기보다는
이해당사자 간 불화를 야기하거나 심화시켜 궁극적으로 관련 정책 추진
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면허 제도의 관점에서 볼 때 취득자의 이득이 소비자의 이득과 사회
및 기업의 이득 간에 접점을 찾는 방향과 전략이 필요하다.
[그림 4-6] 자격의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주체별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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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직 인력양성을 위한 자격의 역할과 기능22)
가. 자격의 역할과 기능
자격은 본래 전문직업의 배타적 관할권 확보와 외적 통제로부터 전문
가로서의 자율을 누리기 위한 자기규제(self-regulation) 확보를 위한 과
정을 통해서 탄생하게 되었다. Weber(1978)에 의하면 이것은 공인된 자
격증이 부여되는 지식과 실무수행 능력의 체득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
는 것이다.
과거 직업인은 혼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터득하거나, 이미 해당 직
업에 종사하는 선배 직업인을 도우면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견습 제도를 통해서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였다(유홍준,
2006).
산업의 발달에 따른 해당 직업인의 양성 요구가 증대함은 물론 높은
수준의 직무수행 능력이 요구됨에 따라 체계화된 교육훈련을 통해서 균
등하고 우수한 능력을 갖춘 직업인의 배출이 필요하게 되었다. 의사의
경우 근대 서양에서 발달한 과학적 의학과 의료 제도의 도입에 의한 체
계적이고 이론적인 지식 체계의 확립을 바탕으로 의과대학 제도 및 전문
의 수련 제도 등 의사 충원을 위한 교육 체계가 확립되었다(전병재 외,
1995). 한의사의 경우, 아주 오래 전부터 도제 제도와 같은 비정규 교육
훈련을 통해서 양성되었던 것이 1948년 경희대학교에서 최초로 한의학
교육과정이 설립되고 1976년 한의과 대학으로 승격되면서 한의사에 대
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근대세계에서 전문가라는 위상에 걸맞는 권리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
는 지식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자격증이나 비교적 지위가 높은 기관-대학
등-이 수여한 자격증이 보증하는 그런 종류의 지식이었다(McDonald's,
1995).
이러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시스템의 출현은 불균등한 지식 및 기술의
22) 조정윤 외(2008), ｢국가자격시험 관리운영의 효율성 강화방안 연구: 관리운영 모
델을 중심으로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내용을 중심으로 재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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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에 따른 해당 직업인의 직무수행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사전
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노력은 표준화된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의 설립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정 직업인을 양성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과정 이수는 특수
한 능력에 대한 인정의 의미가 있고, 이들 교육훈련기관이 수여하는 이
수증․졸업증 등은 전문직업인의 전문성을 상징하게 된다.
그러나 동일 직종에 많은 수의 교육훈련기관이 설립․운영됨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간 교육훈련 내용에 차이가 생김은 물론 교육훈련의 질적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전문직업의 위상을 강화하여
배타적 관할권 확보와 전문가로서 자율을 확보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
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소수의 전문성이 제대로 확
보되지 않은 전문가에 의해서 해당 직업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첫째, 전문가 위세 확보에 큰 영향을 주고, 둘째, 해당 전문
가에 대한 사용자의 이미지가 훼손되어 해당 직업의 전문성이 약화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가로부터 전문직업인으로서
보호받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서 자격 혹은 면허를 발급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전문직업인에 대한 질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공식적인 면허 발급의 법률적 논거는 우선적으로 자격 없는 사람의 부
실한 직무수행 능력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
는 데 두고 있다.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해당 직업과 관련된 자격사법의 제정이 필요하
다. 자격사법은 안정적으로 해당 전문직업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로서 해당 직업인이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 등
을 설득한 결과이다. 자격사법에는 면허 취득자를 선발하기 위해서 필
요한 응시 요건 및 시험 시행과 관련된 세부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아
울러 면허 취득자의 권한, 의무, 업무수행 범위, 직무수행 능력을 유지하
기 위한 계속교육, 자격사의 비윤리적 및 비전문적 직무수행 결과에 대
한 처벌 등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자격사법에 의해서 면허가 발급되는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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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하나는 국가가 면허 발급의 권한을 가지고 면허 발급 행위까지
를 포괄하는 경우, 둘째, 국가는 면허 발급권을 갖고 면허 발급 등의 시
행 권한은 전문직 협회 및 단체가 주도하는 경우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직에 대한 면허발급은 대부분 전자의 경우를 따르고 있다. 국제화
에 대한 요구가 자격 제도에도 마찬가지로 요구됨에 따라 자격 제도의
관리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정부와 민간 간 역할과 책임을 전과는
다르게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즉, 자격 제도 관리운영
과 관련된 정책적인 사항만 정부 부처가 관장하고 실행과 관련된 사항
은 모두 민간에 위임․위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자격
제도의 관리운영 효율화 차원에서 적극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자격취득자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하여 소비자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서는 자격취득자의 실무경험이 풍부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전제이다.
특히 전문 자격사의 경우 실무수행 경험이 없이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
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전문 자격 제도에서는 자격시험 이전 또는 예비자격
취득 후 등 일정 기간, 일정 수준의 현장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의사, 건
축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 자격의 경우 모두 자격취득 전후에 현
장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일정 기간 현장 경력을 쌓
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격취득자의 현장경험은 자격의 가치를 제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자격 제도가 관리․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번 발급된 면허가 그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면허 소지자의 직
무수행 능력이 고객이 원하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
다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자격사법에는 자격(면
허) 취득자의 지속적인 직무수행 능력 개발을 요구하는 계속교육에 대
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자격 혹은 면허 취득을 위해서 습득한 직무수행 능력은 해당 분야에
서 요구하는 직무수행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자격취득자는 해당 전문직
업분야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지식과 기술 등을 끊임없이 학습하여야
전문가로서의 직무수행 능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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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이 반드시 요구되고 있다. 계속교육의 수행 여부가 자격의 효력을
연장하거나 또는 면허를 갱신하는 데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부분 3년 주기로 일정 시간 계속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전제로 자격의 효력이 지속되는 시스템이다. 전문가 자격취득에
따른 배타적 관할권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자율적인 직무수행을 가능하
도록 하지만 양질의 직무수행을 통한 관련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계속교육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격 제도, 특히 자격사법이 존재하는 전
문가 자격의 경우는 일정한 기간과 수준의 교육훈련 이수를 사전에 요
구하고 있다. 건축사, 변호사 등 전문가 자격과 직결된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경우 교육의 질이 자격사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는 인식하에 교육기관 질 관리를 위해서 다양하게 존재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인증(accreditation)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 등을 중심
으로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교육기관 인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과 절차 등은 국제적인 표준(global standard)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자격시험은 본질적으로 자격시험 응시자의 지식과 기술에 대한
평가를 객관화하는 장치로서 창의력, 자질, 인성, 잠재능력, 동기, 자기
개념 등 개인의 능력(competence)을 측정․평가하기 어려운 기술적 한
계를 가지고 있다.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지식의 누적을 유발하는 자격
시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육훈련 과정 이후가 자격시험 응시의
선행조건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즉, 자격시험 제도만으로 전문적 소양,
실제적 문제해결력, 올바른 직업의식 등을 갖춘 전문인력을 평가․인정
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격시험의 보완 기재로서 교육훈련 이수 요구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훈련과정 이수 마지막 단계에서 교육훈련기관
이외의 자격검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함으로써 해당 직
종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때
교육기관 인증 제도에 의해서 인증된 교육기관 졸업자에 대해서는 자격
시험의 일부 등을 면제하는 제도가 운영됨으로써 교육과 자격시험을 긴
밀하게 연계하고 있다. 이것은 양질의 교육을 받은 자격시험 응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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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직무수행 능력을 보인다는 전제하에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인
증받은 교육기관 졸업자와 그렇지 않은 졸업자를 합리적으로 차별하기
위한 제도다.
아울러 자격의 현장성을 강화하여 자격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
해서 자격취득 전후에 일정 수준의 현장경험을 쌓도록 요구하고 있다.
실무경험은 실무수행 상황에서 체득되는 실천적 지식과 기술로 유자격
자와 무자격자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
자격취득 후에는 계속교육제도를 통해서 자격취득자의 직무수행 능
력을 유지․발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격 제도는 다음
에 제시하는 [그림 4-7]과 같이 교육훈련, 교육훈련기관 인증 제도, 자
격시험, 실무경험 취득23), 계속교육 제도 등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그림 4-7] 교육훈련제도(교육기관인증제도), 자격시험, 실무경험취득, 계속교육
제도 간 연계

교육훈련
제도

교육기관
인증제도

실무경험

자격시험

실무경험

계속교육

따라서 효율적인 자격 제도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자격 제도 자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격 제도와 긴밀
한 관련을 맺고 있는 교육훈련, 실무경험 취득, 계속교육 제도 등을 포
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자격 제도는 사전 교육훈련과 실무
경험 취득, 사후 계속교육 제도 간에 긴밀하게 연계되어 운영되어야 하
기 때문이다. 이것은 첫째, 자격시험을 통해서 자격 응시자 개인의 능력
을 한 번에 모두 측정․평가하기 불가능하다는 것과, 둘째, 자격취득 후
에 자격취득자로서의 직무수행 능력 유지 여부를 확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23) 실무경험은 자격시험 전 혹은 자격시험 후에 요구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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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예가 건축사다. 우리나라 건축사 자격이 UIA가
마련한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격 제도만 개선하는 것
이 아니고 교육 제도와 계속교육 제도 등도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우선적으로 건축사 교육연한을 5년으로 연장하고, 이들 교육기관
질관리 차원에서 교육기관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건축사 자격시
험의 수준, 내용, 방법 등이 변화된 교육과정을 반영하고 산업현장의 실
무를 반영하기 위해서 개선되고 있다. 자격시험이 교육수준과 내용, 방
법 등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역으로 교육 내용, 수준, 방법 등
을 자격시험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것이 자격 제도와 교육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학교교육만으로 자
격취득자의 직무수행 능력을 갖추도록 할 수 없다는 판단에 기반하여
일정 기간, 일정한 형식에 따라 현장경력을 쌓도록 요구하고 있다. 아울
러 계속교육이 의무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직무수행 능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자
격의 효력 지속 여부가 결정된다.
자격 제도는 사회와 기업 등이 원하는 직무수행과 이와 관련된 서비
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적정한 실무수행 능력을 체득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일정한 형식과 내용의 시험 제도를 통해서 측정․평가하는 것이
다. 따라서 자격시험은 이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현장의 실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 번, 혹은 두세 번의 시험으로 전문 분야의 자격사에게 필요한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합
리적으로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자격시험 제도를 관리․운영하기 위해
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 제도, 현장실무경력의 체득, 그리고
계속교육 제도 간의 긴밀한 연계를 전제되어야 한다.
나. 자격의 관리․운영 구성요소
공신력 있는 자격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체계적이며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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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자격시험 관리운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격시험은
업무 특성상 한 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치밀한 사전계획의 수
립에 근거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관련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되는 것
이 필요하다.
의사, 변호사, 건축사 등 자격시험 시행기관은 자격시험의 체계적 관
리운영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검정관리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이에 근
거하여 시험을 준비하고 시행하고 있다. 시험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
는 실무자들은 검정관리 운영규정에 근거한 ‘업무수행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내부 기관의 업무는 상당부
분 정형화되어 있다.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시행하는 것은 매우 정교하고 세밀한 준비가 필
요하므로 시험관련 종사자의 개인적인 업무 처리에 의존해서 시험을 관
리운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왜냐하면 자격시험은 업무 처리가 정교
하고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시험문제, 채점 등 철저한 보안 유지가 필요한
업무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시험 관리운영 종사자의 권한과 책임이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시험 업무의 특성에 기인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격시험 관리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체계화하여 시험 제도를
구성하는 세부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관리운영되기 위해서는 첫째, 시
험 관리운영을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둘째, 실제 시험 시
행을 위해서 시험 관리운영기관과 시험 응시자를 연계할 ‘시험 시행 체
제’가 구축되어야 하며, 셋째, 자격과 시험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
기 위한 ‘질 관리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자격시험 관리운영을 위한 기본 인프라는 자격시험 관리운영 기관으
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소다. 이것은 자격시험 관리운영 기관에게
선택 사항이 아니고 의무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제대로 된
시험 관리․운영 기관은 다음에 제시하는 사항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자격시험 관리운영을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세부적인
구성요소를 제시하면 [그림 4-8]과 [그림 4-10]과 같다.
자격시험 관리운영 인프라를 구성하는 세부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었
다고 하더라도 각 구성요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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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자격시험 시행 체계의 세부 구성 요소

공고

접수

문제은행
CBT, IBT 시스템
구축운영
시험시행
체제의
세부
구성요소

출제

채점

사정

자격증 발급

부정행위 방지대책
시험시행 및 자격증 발급과
관련되 권한의 하부기관으로
위임 · 위탁 등

다. 즉, 기본 인프라 관리운영의 질적인 측면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예
를 들어, 시험 관리운영 기관이 계속교육훈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동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계속교육을 이수하는
자격취득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여부는 별도의 문제라는 것이다.
계속교육훈련 제도는 자격취득자의 직무수행 능력을 유지 내지는 향상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격취득자의 본연의 업무수행을 통해 일반 국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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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자격시험 질관리 체계의 세부 구성요소
질관리 위원회 구성 · 운영

시험 질관리
체제의
세부
구성요소

자격제도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자격정보 시스템 구축 · 운영

자격과 시험의 질관리를 위한 조사 · 연구 · 평가

[그림 4-10] 자격시험 관리운영 기본 인프라 세부 구성요소

조 직
업무분장
전문성
내부규정과 지침

시험
관리 · 운영
기본
인프라의
세부
구성요소

정부부처와 업무연계
위기관리
검정부정방지
민원처리
재 정
협력네트워크 구축
홍 보
계속 교육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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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자격시험의 효율성을 논의할 때 하드웨어적인 면뿐만 아니라 시험 제
도를 구성하는 세부 요소의 운영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도 함께 고려하여
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울러 자격시험 관리운영 세부 요소를 논의
할 때 시험기관, 응시자, 자격취득자, 일반 국민 등 4개 대상 간의 관계
를 고려한다면 세부 요소의 관리운영 방향, 내용, 방법 등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
자격시험 관리운영 인프라 기반 위에 시험 시행을 위한 시험 시행 설
비, 절차, 방법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 시험 시행을 위한 필요한 세부적
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시험의 시작과 마무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 등
이 제시되어 있으며 아울러 시험 시행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요구되
는 사항 등도 포함되어 있다.
시험 관리운영의 기본 인프라와 시험 시행을 위한 세부 체계 등이 제
대로 시행되고 있음은 물론 자격 및 시험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시험
제도의 질관리가 필요하다. 질관리를 위해서는 질관리 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질관리를 위한 기본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 자격시험을 제대
로 관리운영하는 검정전문 기관이더라도 단기, 중장기적으로 해당 자격
시험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질관리 체계가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자격시험이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을 연계하는 중요한 기능과
역할 수행을 전제할 경우 자격시험의 질관리 체제 구축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임을 감안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격시험의 질
관리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자격시험 질관리 체계는 우수한 품질의 시험을 시행하고 이를 미래지
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시험 관리운영 기관의
우수함과 그렇지 않음은 바로 시험 질관리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
고 이 체계에 기반한 관련 사업이나 활동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가능하다.
국가가 관리하는 시험의 경우 시험 질관리에 대한 사항은 보통 법률
로써 강제하고 있어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민
간의 경우는 자발적인 형태로 시험의 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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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시험 관리운영을 위해서 기초 인프라 구축과 시험 시행을 위한 체
계의 구축 및 운영이 필수적이다. 여기에 시험 질관리 체계는 이것이 없
이도 시험이 관리운영될 수 있지만 효율성이 담보된 시험 관리운영이
어렵다. 이것이 시험 질관리 체계 존재의 이유다.
다. 자격시험 관리․운영 모델
자격시험 제도를 제대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항은 첫째,
자격 제도를 통해서 우수한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
해서 교육훈련 제도와 어떻게 연계하는 것인가이며, 둘째, 자격취득자의
직무수행 능력을 제대로 평가 인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시험 기초
인프라 구축, 자격시험 시행에 필요한 체계 마련, 그리고 자격시험의 질
관리 체계 운영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이다. 셋째, 자격취득자
가 현장실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실무경험을 어떻게 쌓도
록 하는가이며, 넷째, 자격취득자의 능력을 사회와 기업의 요구에 부응
하도록 어떻게 유지․발전시키는가에 달려 있다.
자격시험은 자격취득자를 활용하는 사회와 기업 등의 요구를 교육훈
련에 반영하기 위해서 마련된 교육훈련 질관리 제도로서 자격의 수요자
요구와 교육훈련을 연계하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수행한다. 변호사, 의
사, 건축사 등 전문 자격시험은 교육훈련 기관인 대학과 긴밀하게 연계
되어 운영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는 쪽으로 변화하는 중
에 있다. 의사자격의 경우 의과대학 교육훈련과 자격시험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변호사의 체계적 양성을 준비하
기 위한 법학대학원의 신설, 국제적인 수준에 부합하는 건축사 양성을
위한 5년제 학과로의 교육연한 연장 등이 좋은 예이다.
해당 자격에 진입하기 위한 교육기관 입학시험의 경쟁률은 동 자격의
사회적 위세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한 교
육기관의 교육수준은 당연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며 교육과
정 이수 후 치르는 자격시험을 통해서 우수한 자격취득자를 배출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다. 이때 자격시험은 사회와 기업의 요구에 기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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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자격시험, 교육훈련 및 사회와 기업의 요구 간 관계

교육훈련

자격수요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그널 제공

자격시험

사회와 기업

자격취득자가 갖추어야 할
직무수행능력 요구

여 우수한 교육기관 졸업자의 능력을 거르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직업에서 요구하는 직무수행 능력의 체득 여부를 위주로 합격자를 선발
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대학교육이 사회와 기업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격시험은 현장성을 유
지하여야 하며, 동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격취득자의 자격이야말로 사회
와 기업에서 제대로 활용이 되어 통용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자격시
험이 현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본 인프
라가 형성되어야 하고, 수준 높은 자격시험을 유지하기 위한 질관리 체
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의사, 건축사 등의 자격시험을 국제적 표준에 부
합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자격은 경우
에 따라 사회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 탄생을 사전에 선도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면 사회와 기업이 새로운 분야에 종사할 자
격취득자를 원하기 전에 해당 직종에 종사할 자격취득자를 미리 양성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자격이 이와 같이 노동시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
행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에서 동 자격시험에 응시자를 배출하도록 유
도하여야 하는데, 유망 자격으로 인식된다면 자격시험을 통해서 교육
내용, 수준, 방법 등이 선도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교육과 노동시장을
모두 아우르는 자격의 이상적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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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자격시험의 교육훈련과 노동시장 선도 역할
노동시장의
노동시장의 새로운
새로운 직업
직업 또는
또는
직무를
직무를 준비하기
준비하기 위한
위한 학습
학습
요구
요구
(Conditioning
(Conditioning Learning)
Learning)

교육훈련

자격시험

노동시장에서
노동시장에서 미래에
미래에 필요한
필요한
직업
직업 혹은
혹은 직무에
직무에 대한
대한 요구
요구
(Structuring
(Structuring Labor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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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실무 수행을 전제로 한 본 자격을 취득하여 노동시장에서 자격사로서
전문적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무경력을 쌓는 기회를 가
져야 한다. 실무경력이 없는 자격취득자가 실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
은 자격 제도 무용론을 거론할 정도의 중요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본 자격취득 전에 해결하기 위해서 건축사의 경우 시험
전에 일정 기간 실무경력을 쌓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의사는 의사자격
시험 전 의과대학 교육을 통해 실무경험을 쌓도록 하고 있다. 변호사의
경우 사법시험 합격 후 사업연수원에서의 교육훈련을 통해서 실무에 필
요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대학원
교육을 통해서 변호사로서 필요한 실무수행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자격취득자의 배출로 자격의 역할과 기능이 완수되는 것은 아니다.
자격의 효력이 시장에서 제대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자격취득자가 제공
하는 직무수행과 서비스의 질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
해서 자격취득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최신화하기 위
해서 지속적으로 학습해야 한다. 이를 제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
계속교육 제도로 전문가 자격일수록 일정 기간 동안에 일정한 수준 이
상의 학습이 반드시 요구된다.
자격시험을 제대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 그림과 같이 교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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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사회와 기업의 요구 수렴 관점에서의 교육훈련, 자격시험, 실무경험

교육훈련

실무경험

자격시험

실무경험

계속교육

기억과 사회의 요구

도와 자격시험이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함은 물론 자격시험을 통해서 자
격 있는 응시자를 걸러 낼 수 있도록 기능할 수 있는 자체 시스템이 준
비되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자격취득자나 본 자격취득 전의 예비 자격
취득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관련 업무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실무능
력을 갖추기 위한 실무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자격취득 후에는 실무수행 능력의 유지․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
하기 위한 계속교육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격취득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것은 자격취득자를 활용하는 소비자의 요
구에 부응하도록 하는 것인 동시에, 자격의 가치를 유지 향상하도록 하
여 해당 자격의 사회적 위세를 강화함으로써 자격 및 시험 제도 관리운
영의 원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자격시험 합격자의 수요․공급
일반적으로 법률, 의료, 회계, 건축 등의 전문 직종에서는 서비스의
특성상 다양한 형태의 시장실패가 발생하게 되어 국민의 건강, 안전, 행
복 등이 큰 위협에 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인식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진입과 사업활동 등에 대한 정부규제나 전문가
자격취득자로 구성된 단체에 의한 자율규제가 필요하므로 면허적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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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신광식․김일중, 1995).
전문가 자격의 면허화는 특정 자격취득자만이 특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역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격취득자는 자신들의 경
제적 이익을 유지 내지는 향상시키기 위해서 적정수로 자격취득자 배출
을 조절하려고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자격사법에 의한 전문가 자격의 경우 정치 세력에 의해서 특정 기간
동안 매년 몇 명의 인원을 배출하라는 식으로 정치적 압력을 받아 합격
자수를 증대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예 : 건축사). 또 다른 전문
자격의 경우 해당 자격의 질관리위원회(세무사 자격심의위원회)가 매년
합격자 수를 정하여 선발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스스로 자격취득자 수를
조절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인위적 합격자 수 조절이 해당 자격취득자
의 업역에 대한 철저한 수요조사에 근거하여 실시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자격에 대한 수요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수요조사를 하기 위한 여건도 미비하고, 수요조사 방법 등
기법에 대한 노하우도 부족한 상황이므로 적정한 형태로 전문가 자격취
득자의 수요․공급 조절이 이루어져 왔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확대와 이와 동반한 새로운 직업․직종의
출현 등에 의하여 법률, 의료, 회계, 건축 등 전문직 자격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제화의 영향으로 국내시장 개방확대와 함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
리나라 전문자격사가 해외시장으로 진출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전문직
자격에 대한 수요 증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평생직업 선호 현상 강
화,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고등교육의 일반화 등으로 인하여 전문자격
취득자 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국제, 경제, 사회, 교육상황 등을 감안할 때 전문가 자격취득
자로부터 제공되는 전문서비스의 비용 대비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첫째, 적정수의 전문자격취득자를 공급하여 건전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격사법 관련 단체는 자신들의 이익이 극대화할 수 있는
선에서 해당 자격취득자의 공급을 제한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전문 자격사의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수요보다 공급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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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증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하다. 보통 수요 인력보
다 공급 측 인력규모를 10% 정도 높게 잡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둘째, 전문가 자격취득자가 관장하는 업무 영역, 특성, 내용, 수준 등
에 대한 충분한 정보 공개 등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가
자격취득자와 일반 국민, 즉 전문서비스 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 자격사 업무와 관
련된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홍보는 자격취득자 수와도 긴밀한 관련이 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즉, 적정수 이상의 자격취득자가 자격시험을 통해서 배출되지 않으면
홍보의 필요성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전문 자격사가 관장하는 시장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서
적정한 자격취득자 수를 매년 산출하도록 관련 기법과 노하우를 개발한
다. 전문자격사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 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전문자격
사 배출 규모를 수요에 바탕을 두고 판단하여야 한다. 전문가 자격취득
자가 관계하는 시장의 발전 동향과 추세를 감안하여 미래 수요에 부합
하도록 자격취득자를 양성․공급하는 것이 국가 및 사회 차원에서도 중
요하다. 또한 FTA 등 전문 자격사 관련 시장의 대외개방 측면을 고려
할 때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전문자격사 수요공급 문제는 과학적 접근보다
는 정치사회학적 접근이 우선시되어 왔으며 이는 자격시장의 왜곡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전문자격사로부터 제공되는 전문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국가자격시험을 포함하여 국가자격
제도 질관리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자격 제도 자체의 질
관리 관점에서 관련 자격사 시장에서 요구하는 적정인원 수를 도출함으
로써 이에 부응할 수 있는 규모의 시험 합격자를 배출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이때 자격시험의 질관리를 통해서 시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
록 자격취득자의 직무수행 능력을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자격취득자의 수급규모가 자격취득자의 직무수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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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의 질관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한
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격취득자 수요공급의 문제는 자격 및 시험 제도
의 질관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3. 우리나라 전문직 자격 제도의 관리운영 현황 및 문제점
가. 전문자격사 시험 제도
전문자격사가 되기 위한 시험, 즉 사전적 규제는 보통 투입에 대한 통
제로 역할을 수행한다. 특정한 수준에서의 교육과정 이수, 면허시험의
합격, 실무경험의 축적 등을 전제로 영업을 허용하고 보조인력의 활용
을 제한하며 여타 전문가와 동업을 금지하는 것 등이 이러한 예이다. 그
러나 이러한 투입 통제가 면허를 취득한 전문자격사의 서비스(최종 산
출물) 품질을 보장하지는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영선 외(2009)가 제시한 이유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제시하면 첫째,
이론적으로 보면 산출물의 품질은 여러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서
비스 공급자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가, 보조인력을 얼마
나 잘 활용하는가, 기기를 얼마나 잘 갖추었는가에 따라 서비스 품질은
달라진다. 따라서 투입 통제만으로 산출물의 품질을 보장할 수는 없다.
둘째, 면허시험 자체가 서비스 공급자의 자격을 충분히 검증하는 데 부
적절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감정평가사(2005), 관세사(2002) 면
허시험의 부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다. 시험 과목이 전문적 지식
을 평가하는 데 적절치 않거나, 실무능력에 대한 평가가 결여되어 있다
는 것이다.
극단적인 경우 면허시험은 ‘시험을 위한 시험’에 불과하게 될 수도 있
다. 이 경우 면허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불필요한 것을 학습하는 데
과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반면 정작 산출물의 품질과 직접 관계
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데는 소홀히 하게 된다. 또 가장 잠재력이
높은 사람들은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면허시
험으로 인해 산출물의 품질은 오히려 낮아진다. 면허시험뿐 아니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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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모든 투입 통제 역시 산출물의 품질에 정확히 초점을 맞추지 않는
이상 왜곡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면허시험으로 인해 유능한 사람들이 전문직 서비스에 진입하지
않음에 따라 서비스 공급자의 평균적인 수준이 하락할 가능성도 지적된
다(Angrist & Guryan, 2008).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며, 시험에 통과할 수 있을지도 사전적으로 불확실하
다. 따라서 유능한 사람들은 면허시험을 기피하고 다른 분야의 더 좋은
직업기회를 찾게 된다. 그리고 덜 유능한 사람들만 면허시험을 준비하
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여러 가지 규제는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
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낮출 가능성이 있다.
이상의 내용은 윤경수(2009)의 논의에 의해서도 지원되는데 그는 경제
수준과 교육 제도의 발전에 따라 엄격한 자격시험 제도의 필요성이 감소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의과대학 교육과정의
개선 등을 통해 교육의 업무 연관성이 높아지고 서비스 제공자의 품질에
대한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자격 제도는 그 유미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교육기관 간의 교육 질의 차이 등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자격 제도가 존속될 필요는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격시험 제도가 국가 제도로서 출발한 근본 이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교육과 훈련의 질관리 차원에서 접근한 해석으로 판단된다. 국가자격시
험 제도의 필요성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법 률
1) 변호사의 업무 범위
변호사는 타인의 위임․위촉을 받아 법률 관련 사무 일반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전문지식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을 정부가 인정
한 자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 자격자들에게 소송대리, 공증, 법률자문 등의
업무에 대해 영업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 아울러 변호
사에게는 변리사와 세무사의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변리사나 세무사

제4장 생산자서비스업의 인적자원관리와 자격제도

195

에게 부여된 배타적 업무 영역, 즉 산업재산권 관련 업무나 조세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변리사법 제3조, 세무사법 제3
조 및 제20조).
우리나라와 같이 법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포괄적인 직역으로 변호
사를 설정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송대리 이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변호
사의 배타적 업무 영역을 넓게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공증 업무나 법률자문 업무의 경우에는 사법 제도의 발전 형태
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도 허용하는 국가들이 많다. 가령, 프랑스
의 경우 소송대리 업무 이외에는 변호사에게 업무 영역상의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영국에서는 변호사 자격 없이도 누구나 다양한 영역
에서 개별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학사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을 받은 자는 소정의 과정을 이
수하면 공증인이 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공증인의 자격을 변호사 이외의 자연인에게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또 주요 선진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같이 변호사에게 변
리사와 세무사 자격 모두를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나라는 일본뿐인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독일이나 미국 등에서는 변호사가 특허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할 경우 변리사 등의 자격을 별도로 취득해야 한다.
요약하면,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변호사의 배타적
업무 영역을 상대적으로 넓게 설정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배타적 영역
을 얼마나 설정할 것인지 여부는 역사적 전통과 제도적 특성에 따라 다
를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넓은 영역에 대해 배타적 업무 영역을 설정
할 경우,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만큼 충분한 인력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
이 필요하다.
2) OECD 규제비교24)
OECD는 전문자격사 관련 규제를 몇 개의 범주로 나누고, 각각에 대
24) 김두얼․이시욱(2009), 전문자격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제4장), 한국개발연구원
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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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규제 정도를 지수화함으로써 회원국들의 자격사 제도 관련 규제 수
준을 비교하였다. 비록 이 비교는 변호사 직역에 한정된 것이라는 한계
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규제 수준을 가늠하고 평가하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자격사 관련 규제는 크게 진입규제와 영업규제로 나누어 볼 수 있으
며, 진입규제는 다시 배타적 독점권의 부여, 최소 교육연한 등 정성적
진입제한, 자격증 소지 인원을 제한하는 정량적 진입 제한 등으로 대별
해 볼 수 있다. 영업규제에는 기업유형규제, 가격규제, 광고규제, 동업형
태규제 등이 있다.
이들을 차례로 살펴보면, 먼저 우리나라가 변호사에게 부여한 배타적
업무 영역은 10개로서 일본과 함께 비교대상국 중 캐나다(11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최소 교육연한 요건의 경우, 사법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등을 졸업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규정이 명시되
어 있지 않다는 의미에서는 교육연한이 0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2001년 법 개정에 따라 사법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일정 학점 이상
의 법학 과목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사법시험법 제5조) 학력 제한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본격화되면 사실상 학
부 졸업자 이상으로 최소 교육요건은 강화될 것이다.
<표 4-30> 법률 서비스 규제 국제비교(2008)
호주

케나다

프랑스

독일

배타적 독점권 수

9

최소교육 연한

4

연수기간

11

7

8

7

10

10

0

1

7

10

4

5

0

0

0

7

1

1

2

2

2

0

2

1

0

자격시험 존재

×

○

○

○

○

○

○

×

○

기업유형 규제

×

○

×

×

○

○

×

×

×

가격 및 요율규제

×

×

×

×

×

×

×

광고 혹은 마케팅 규제

○

○

○

○

○

○

○

직역간 동업규제

이탈리아 일 본 한 국 영 국 미 국

최소가격 최고가격
(일부 서비스) (모든 서비스)
○

○

전반적인 유사직역 유사직역 유사직역
전반적 전반적 전면 전반적
전면허용
허용 간 허용 간 허용 간 허용
허용 금지 허용 금지

자료 : OECD International Regulation Database(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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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진입장벽의 경우, 자격증 시험이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여타
비교대상국과 유사하다. 하지만 최소 점수요건을 충족하면 자격증을 부
여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선발 인원을 사전적으로 결정하는 통제방식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선발 인원 수준을 시장
수요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통제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규제의 질
적 강도는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높다고 판단된다.
설립 형태에 대한 규제의 경우,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등에서는 조
합 (partnership) 혹은 일정한 형태의 법인만을 선택적으로 허용하고 있
다. 이들 국가들은 특히 법무전문가의 책임(professional liability)에 한
도를 허용하지 않는 무한책임 형태만을 허용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
라의 경우에도 합명회사에 상응하는 법무법인만을 허용하는 등 최근까
지는 유사한 규제를 채택해 왔으나, 2005년 이후 유한회사에 상응하는
법무법인(유한)과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에 상응하는 법무조합
형태를 허용함으로써 선택의 폭을 넓혔다.
가격 규제와 관련해서는 독일,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가격이나 요율에 대한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우리나라
도 마찬가지다. 한편, 광고에 대한 규제는 비교대상국 모두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역 간 협력의 경우,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한 규제가 비교대상국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평가
된다. 이종 전문자격사 간의 동업(Multi-Disciplinary Practice : MDP)에
대해서는 많은 국가들이 공공정책을 이유로 이러한 업무 제휴를 금지하
고 있지만, 일부 국가는 법률가와 비법률가 간의 제휴(association)를 금
지하지 않고 있다.
이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변호사 자격은 전반적으로
규제 수준이 매우 높은 상태로 볼 수 있으며, 영업규제와 진입규제를 상
대적으로 비교하면 전자의 수준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는 사전적 양적
규제라는 정량적 진입제한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 추정된다.
한편, 영업규제 측면에서도 직역 간의 동업규제가 상대적으로 규제 수
준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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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사 면허 제도의 문제점
김두얼․이시욱(2009)에 의해서 정리된 변호사 면허 제도에 대한 주
요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변호사에 대해서 배
타적 업무 영역을 ‘법률 자문’ 등과 같이 과도한 수준으로 설정하였다는
것이다. 그 결과 변호사 선발시험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실제 업무 능력
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둘째, 넓은 배타적 영역에 비해 선발
인원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통제해 왔다. 이로 인하여 법률서비스가 다
양한 영역에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셋째, 변호사
의 동업 및 영업 방식에 대한 통제는 전통적인 업무 영역 이외에 다양
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상당 부분 사전에 차단하였다. 넷
째, 정부가 변호사의 서비스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 및 감독을 적정하
게 수행할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은 국민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다양한 영역에서 적정
한 가격 수준으로 향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었으며, 시장경제의 원
활한 작동에도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법과 질서에 기반한 지속
적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위에서 제시한 변호사 자격 제도의 문
제점을 개선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다. 회 계
1) 공인회계사의 업무 범위
공인회계사란 타인의 위촉을 받아 회계(accounting), 감사(auditing)
및 세무 대리와 관련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전문지식
이 충분함을 정부가 인증한 자격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의
는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회계에 관한 감사, 감정, 증명, 계산, 정리, 입
안 또는 법인 설립 등에 관한 회계”와 “세무 대리”로 규정한 공인회계
사법에 근거한다(공인회계사법 제2조). 아울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공인회계사법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이 이
법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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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대기업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공인회계
사의 자격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활동
과 관련된 회계 제도는 전근대사회에서도 오랫동안 사용되고 발전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인회계사법에 열거된 공인회계
사의 업무 영역에 대해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다(공인회계사법
제50조). 또 공인회계사만이 회계법인의 사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사
업무 역시 공인회계사의 배타적 업무로 설정되어 있다. 이 가운데 세무
대리를 공인회계사의 배타적 업무 영역으로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은 공인회계사가 세무 대리
업무에 대한 적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세무 대리 업무 일반을 특정 자격사의 배타적 업무 영역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2) OECD 규제비교25)
OECD는 전문자격사 관련 규제를 몇 개의 범주로 나누고, 각각에 대
한 규제 정도를 지수화함으로써 회원국들의 자격사 제도 관련 규제 수
준을 비교하였다. 세무․회계 영역의 경우 비교작업이 공인회계사 직역
에 한정되어 수행되었다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나라 규제의 수준을 가
늠하고 평가하는 좋은 출발점은 될 수 있다.
자격사 관련 규제는 크게 진입규제와 영업규제로 나누어 볼 수 있으
며, 진입규제는 다시 배타적 독점권의 부여, 최소 교육연한 등 정성적
진입제한, 자격증 소지 인원을 제한하는 정량적 진입 제한 등으로 대별
해 볼수 있다. 영업규제에는 기업유형규제, 가격규제, 광고규제, 동업형
태규제 등이 있다.
이들을 차례로 살펴보면, 먼저 우리나라가 공인회계사에게 부여한 배
타적 업무 영역은 총 12개로서 일본과 함께 비교대상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소 교육연한 요건의 경우,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
해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등을 졸업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규정이 명시
25) 김두얼․이시욱(2009), 전문자격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제5장), 한국개발연구원
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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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에서는 교육연한이 0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
나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일정 학점 이상의 회계 관련 과목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공인회계사법 제5조, 동 시행령 제2조의2) 학력
제한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정량적 진입장벽의 경우, 자격증 시험이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여타 비교대상국과 유사하다. 하지만 시험의 시행
에 있어서는 정부가 선발 인원을 사전에 통제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
기 때문에, 규제의 질적 강도는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높다고 판단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자격자 선발 인원에 대한 통제 자체가 국가 간 비교
항목으로 들어와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만일 이것이 다른 나라들에서
는 선발 인원 규제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면, 비교 항목의 부재는 우리나
라의 진입장벽이 얼마나 높은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기업의 설립 형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회계법인이 유한회사 형태
만을 취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다. 반면, 서비스 가격․요율, 광고 등
영업활동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직역 간 동업
의 경우,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실제로는 직역 간 동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의 내용은 실제 사
실과는 차이가 있다.
<표 4-31> 회계서비스 규제 국제비교(2008년 기준)
호 주 케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 본 한 국 영 국 미 국

배타적 독점권 수

4

6

8

5

11

12

12

3

2

최소 교육연한

5

5

5

4

3

0

0

3

4

연수기간

0

3

3

3

3

0

1

5

2

자격시험 존재

○

○

○

○

○

○

○

○

○

기업 유형 규제

×

○

×

×

○

가격 및 요율규제

×

×

×

×

광고 혹은 마케팅 규제

○

○

○

×

직역 간 동업규제

○

○

○

×

최고가격
×
(모든 서비스)

×

×

×

×

×

×

○

전면
허용

전면
허용

○

전면 전반적인 유사직역간 유사직역간
전반적 전면
전면허용
허용 금지
허용
허용
허용 허용

자료 : OECD International Regulation Database(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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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종합해 보면, 공인회계사에 대한 우리나라의 규제와 관련해서
는 세 가지 점이 부각된다. 첫째, 공인회계사의 배타적 업무 영역이 다
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넓게 설정되어 있다. 둘째,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정부가 자격사 선발 인원 자체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셋째, 영업규제 측면에서는 회사 형태 제한과 직역 간의 동업규제가
상대적으로 큰 제약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3) 공인회계사 면허 제도의 문제점
김두얼․이시욱(2009)에 의해서 정리된 공인회계사 면허 제도에 대한
주요 문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 대리 업무에 대해서
배타적 업무 영역을 과도하게 넓게 설정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광범위한 배타적 업무 영역을 고려한다면 공인회계사를 충분히 공급했
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격사 수는 시장 수요보다 낮은 수준으로 억제
하여 왔다. 셋째, 자격사들의 서비스를 관리․감독함에 있어서 영업규제
나 소유규제 또는 인력공급규제와 같은 간접적 방식에 의존하였을 뿐
서비스 자체에 대한 실질적인 사전․사후 감독을 충분히 수행해 왔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4) 시사점
변호사의 경우, 변리사와 세무사 자격을 자동적으로 취득하도록 하여
변호사 자격취득에 따른 업무 영역이 매우 포괄적으로 인정되고 있어
기존 변리사와 세무사 자격취득자 등과 업역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 법
조관련 시장의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조 인접직역에 대한 통합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개 안이 제안되고 있다(안경봉 외, 2010).
2015년 변호사 2만 명, 2020년 3만 명 시대를 전망하면서 인접직역과
협력 내지 상생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방안은 위에서 제
시한 세 가지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변호사와 인접직역의 자격은 업역의 포괄 범위와 주요 업무에 차이가
있지만 모두 면허성 자격이므로 변호사 자격취득자 수의 배출 증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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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법조 인접직역 간 통합 방안 사례>
∙제1안 (인접직역 양성 중단 방식)
기존의 법무사, 변리사 등 종래의 자격자들에게는 기득권을 존중하여 그대로
법무사, 변리사 등의 업무 수행을 허용하되, 신규 배출은 중단하자는 방안.
∙제2안 (인접직역에 변호사 자격 부여 방식, 프랑스 방식)
1971년 및 1990년 프랑스 개혁법에서와 같이, 법무사 등 인접법률가 전원에게
또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고,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기존 자격증에 기한 직역에 계속 종사하게 하면서, 이들의 신규
배출을 중단시키는 방안.
∙제3안 (다양한 법률가 병존하면서 소송 대리 조정, 영국․일본 방식)
변리사회, 법무사회의 의견 지금과 같이 여러 유형의 법률전문가를 병존하게
하되, 영국이나 일본에서처럼 각 법률 전문직들(법무사, 변리사 등)이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된 소송 대리를 하도록 허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일정한 공급자 선
택권을 주는 방식

따라 관련 시장의 규모가 함께 늘어날 수 있도록 국내외의 새로운 시장
을 개척하는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변호사 자격 제도 도
입을 통해 변호사 자격취득자의 전문화를 도모함으로써 관련 시장을 개
척 또는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며(이병규, 2010)26), 아울러 국제화 시
대에 창출될 수 있는 새로운 업무를 발굴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개선 노력 없이는 가파르게 증대하는 법조 인력의 원활한 노동시장
으로 이행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OECD 국제비교를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변호사
의 배타적인 업무 영역은 선진국의 그것에 비하여 넓은 편이며 전체적
으로 규제 수준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이것은 양질의 법률
관련 서비스를 적정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고 있으
며 이와 함께 선발 인원 규제와 같이 선진국에서 적용하지 않은 공급규
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변호사의 선발 인원을 낮은 수준으로 인위적
26) 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는 전문 분야로서 헌법재판, 민사, 부동산, 임대차, 손해배
상, 가사, 형사, 상사, 회사, 해상, 보험, 행정, 조세, 공정거래, 노동, 지적재산권, 스
포츠, 연예, 오락, 증권, 금융, 국제거래, 무역, 조선, 건설 등의 세부 분야가 거론
되고 있다(이병규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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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통제해 왔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것은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한 걸림돌로 작동하고 있다
는 주장이 여러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변호사 자격취득
자의 적정 수요공급과 관련한 연구 수행을 통해서 대국민 서비스의 질
을 향상하는 관점에서 필요한 적정 규모의 변호사 수를 산정 내지 예측
하도록 하여 이를 바탕으로 법조 인력의 배출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
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변호사 사무실이 서
울 등 대도시에 몰려 있고 중소도시에서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양적․질적 향상 차원에
서 변호사 수급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인회계사의 경우도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공인회계사 취득에 따라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발급하고 있다. 하나의 자격취득을 통해 자동
적으로 추가적인 자격취득을 인정하는 이러한 관행은 과거 관련 분야
전문가가 충분하지 않았을 때 시행하던 제도이므로 이제는 수정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이에 기반하여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자격이 동일하
거나 관련 업무를 중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자격 제도가 중복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련 자격 간 업역 확보 차원의 비생산적인 경쟁
이 발생하여 법률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적정한 가격에 자
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면허 관련 자격시장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향후 3개의 자격을 중심으로 관련 자격 간 상호 독립적인 업역을 확
보토록 하여 자격 간 상생적인 업무 영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대 국민 법률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ECD 국제비교 결과 우리나라 공인회계사는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광범위한 배타적 업무 영역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며, 아울러 인력공
급규제가 과도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공인회계
사협회 등에 따르면 2011년 10월 현재 기존 배출된 공인회계사의 수가
적정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공인회계사 수를 줄여야 한
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논거는 공인회계사 초임이 유사 직종에 비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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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며, 회계사 자격취득 후 실무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제대
로 확보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수 대학의 관
련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공인회계사 시험에 대거 응시하고 있음은
물론 회계사 합격 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것은 공인회계사 취득이 여전
히 평생직업을 보장한다는 판단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해석이다.
향후 우리나라 공인회계사 자격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자격취득자의 업무수
행 수준과 내용, 그리고 윤리의식 수준을 글로벌스텐다드에 부합하도록
하여 우리의 업무수행 수준과 내용을 글로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
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회계시장을 해외로 확장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개선방안
가. 자격 제도 관리운영 부문 : 규제관리 관점에서27)
1)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한 역선택의 관점
전문직 서비스의 진입규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인에 대한 규제
이고, 그래서 자격규제를 근간으로 한다. 자격규제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는 시장실패의 방지에 있다. 자격규제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로
서 대표적인 것이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한 역선택의 문제다. 정보의 비
대칭성은 서비스의 공급자와 이용자 간에 존재한다. 이용자가 지불한
대가와 공급자가 제공한 서비스 간에 상응하는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용자보다는 공급자가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비대칭은 서비스 이용 전과 이용 후에 발생한다.
일반적인 재화는 구입하기 전에 시장에서의 평가 정보를 구매자가 활
용할 수 있고, 일단 구매 후에도 그 재화의 품질에 대한 자신의 평가에
따라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적
27) 안경봉 외(2010), ｢법조인접직역 업무조정 및 통폐합 방안 연구 의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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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 구매자의 판단은 그 재화에 대한 시장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
다. 이는 공급자로 하여금 품질을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전문직 서비스의 경우는 다르다. 서비스를 구매하는 단계에서
이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효용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상할 수 있
는 방법이 다른 재화에 비해서 제한되어 있다. 또한 자신이 얻고자 하는
효용이 달성되는가는 서비스의 이용 후에야 알 수 있다. 또한 왜 자신이
원하는 효용을 얻었는지 또는 얻지 못하였는지를 이용 후에도 모를 수
있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역선택을 유발하고 역선택은 시장실패를 가져온
다. 전문직 서비스의 이용자는 합리적 경제 주체로서 자신의 지불의사
금액을 알고 있을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손해배상액이 클수록 변호사
의 선임에 신중할 것이다.
그러나 누가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더구나 자신이 정한 지
불의사금액에 맞는 서비스를 그 변호사가 제공할 것인가, 또 제공한 것
인가에 대해서 이용자가 갖는 정보는 불완전하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지불의사금액보다는 낮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
단하게 된다. 이러한 이용자의 선택의 결과, 고품질의 서비스는 시장에
서 공급되지 못하며, 서비스의 평균적인 품질은 낮아지고 소비자들이
지불하려는 가격은 더욱 낮아진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전문직 서비스를 제공할 동기가 줄어든다. 즉
시장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 따라서 전문자격사의 자격 요건을 통한 진
입규제는 최소 품질규제로서 시장실패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일 수 있
다. 그러나 전문자격사의 자격 요건은 시장실패를 방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적절히 설정함으로써 지나친 진입규제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
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자격사가 되고자 하는 자의 최소한의 능력을 평가․인정하는 방
법으로 전문자격사 시험을 관리․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들이 전문
자격사로 입직 후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체
계적인 계속전문교육(CPD) 제도를 바탕으로 한 업무수행 능력향상 방
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변호사,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보아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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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높은 경쟁률을 바탕으로 시험에서 떨어뜨리려고 시도하는 형태의
시험이 아닌 전문자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가급적 동 자격을 취득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형태로 전문자격사 제도를 관리․운영하
여야 한다. 이러한 방향이 전문자격사가 되는 데 설정된 현행의 지나친
진입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첩경이다.
2) 사익론과 공익론 관점
전문적 서비스의 독점 제도는 독점을 통해서 지대를 확보하고 있는
이익 집단의 노력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사적이익론(사익론)이다. 사익
론은 전문자격사의 자율규제를 설명하는 데에 인용되기도 한다. 즉, 독
점제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행동을 스스로 규율한다
는 것은 결국은 사적이익의 신장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공공이익론(공익론)과 사익론은 전문직 서비스의 진입규제를 설명함
에 있어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인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진입규제가
필요하다는 논리와 사적 이익을 위해서 진입규제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그 모습이다. 그러나 진입규제의 결과, 사적이익도 확보되고 공공의 이
익도 확보된다. 공익론과 사익론의 논리에 따르면, 사적이익이 확보된다
고 공공의 이익이 저해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자율규제는 진입규제의 정당성을 위한 방어책이고 그 결과 자
유경쟁이 제한된다고 해서 전문 자격사들의 지대 이익이 반드시 더 늘
어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공공의 이익도 신장된다는 것
이 공익론에 따라서 설명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공익론
과 사익론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따라서 획일적으로 공익론과
사익론 가운에 어느 것이 맞는가에 대한 논의는 실익을 보장하지 않는
다. 개별 분야별로 규제의 성격을 파악하고 어떻게 공공의 이익을 극대
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필요하다. 다음에 제시한 내용
은 공익론과 사익론에 대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의 언급이다.
이 언급에 의하면 전문자격사의 사익의 확보는 이에 바탕을 둔 공익
의 신장과 공존할 수 있음을 지적한 언급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전문자격사에게 부여된 배타적인 업무 영역이나 권한의 조정이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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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권익보호와 공익활동 강화는 대립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호
보완적입니다. 변호사 간 수임경쟁은 필연적으로 법률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
지고 이로 인한 피해자는 국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간 ‘적정
한’ 경쟁이 유지돼야 국민들도 법률서비스의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지요.”
제87대 서울지방변호사 회장(한국경제, 2003)

는 칼날의 양면처럼 전문자격사에 의해서 제공되는 대국민 서비스의 질
과 이들의 소득과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국민의 건강, 안전, 복지를
증대시킬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전문자격사 시장의 실패를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 필요한 배타적 업역의 설정과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적
절한 수준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러한 권한의 향
유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전문자격사
의 윤리강령이 더욱 엄격하게 마련되고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선진국
의 전문자격사 윤리강령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우리 실정에 맞도
록 적용하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나. 전문자격사 시험 제도 부문
전문자격사 시험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조정윤 외, 2008).
첫째,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국가 간 FTA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협상 내용 중에 국가 간 인력이동이 중요하게 다
루어지고 있다. 국가 간 인력이동 논의의 핵심 주제는 국가 자격취득자
에 대한 국가 간 상호 인정이다. 선진국 등과의 FTA 체결 시 논의되는
국가자격취득자 상호 인정에 대비하기 위해서 건축사, 변호사 등 전문
가 자격 및 시험 제도 관리자는 글로벌 스텐다드를 벤치마킹하여 동 자
격 및 시험 제도를 개선 중에 있다. 국가 자격취득자의 상호 인정을 위
한 양국 간의 자격 및 시험 제도 비교 시 첫째, 인정된 교육기관에 의해
서 운영되는 교육과정 이수 여부, 둘째, 실무 수련을 통한 실무수행 능
력의 보유 여부, 셋째, 자격시험의 내용과 수준, 그리고 이것의 질 관리
운영 시스템 보유 여부, 넷째, 자격취득자의 실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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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계속교육훈련 제도의 운영 여부 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이러
한 점을 감안하여 전문자격사 자격 및 시험 제도의 글로벌화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학습과 긴밀하게 연계된 다단계 평가방식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 자격시험 특히 전문가 수준의 자격시험은 대학(원)
등의 교육기관에서 지식, 기술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이수가 글
로벌 스텐다드로서 요구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사전 교육훈련을 의
무적으로 요구하는 방향으로 자격시험 제도의 관리운영 방식이 바뀌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이제까지의 필요한 모든 학습을 마치는 시점에서
한 번의 자격시험으로 자격증을 부여하는 시험 시행 방법에 대한 제고
를 요구할 수 있다. 즉, 미국 의사시험처럼 학습 단계별로 시험을 나누
어서 치르는 다단계 평가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
면 학습단계별로 그 단계에서 도달해야 할 지식, 기술, 태도 등이 있을
것이며, 한 단계에서 요구되는 능력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의
학습에 참여하여 해당 단계에서 요구하는 교육 표준을 만족시키기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 단계별로 시험을 나누어서 치르는 다단
계 평가방법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단계별 시험을 통과하여 각 단
계별로 적정수준 이상의 능력을 체득한 사람만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교육과 시험에 투여되는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인재개
발에 수반되는 낭비 요인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의 경우도 과목별로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 다
양한 학문적 배경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차근차근 동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는 것도 유사 사례로 참고할 만하다(월간회계,
1995).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사 배출을 위한 자격 제도는 더 이상
몇 퍼센트의 합격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응시자를 어떻게 떨어뜨릴 것인
가라는 측면에서 검정 제도를 관리운영하기보다는, 동 자격취득 예정자
들이 어떻게 하면 전문자격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촉진할 것인지
의 관점에서 이들의 학습과 능력개발을 효과적으로 선도하는 시험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자격시험 관리운영 기술의 향상을 통해서 자격시험의 관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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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CAT(Computer Adaptive Testing) 시험
제도의 도입을 권한다. 이 제도는 자격시험 응시자의 능력에 맞추어 시
험을 치르도록 함으로써 수준이 낮은 응시자와 높은 응시자가 똑같은
시험 문제를 통해서 능력을 평가 인정받는 과정에서 배태될 수 있는 비
용, 시간 등의 낭비 요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개인
별 능력을 좀 더 정확하게 측정 평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자격
시험 관리운영 효율성 강화 측면에서 도입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검정기법이라고 사료된다.
다. 변호사 자격부문
변호사의 배타적인 업무 영역은 소송 대리, 공증, 법률 자문으로 구성
된다. 다음은 고영선․김두얼․이시욱(2009)에 의해서 제기된 변호사
자격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첫째, 변호사의 배타적 업무 영역을 보장 영역이나 강도를 줄여서 변
호사 자격의 권한을 현재보다는 약화시켜야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선발 예정인원 제도보다는 최소 자격자 선발 원칙을 확립하여
양적인 진입제한을 대폭 완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양적 규제는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전문자격사의 독점적 이윤을 확보케 함으로써 소
비자 후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비효율적 인적자본 투자를 야기
할 수 있다는 것이다(윤경수, 2009). 따라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전문자격사가 택할 수 있는 영업 조직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규
제가 남아 있어 이것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자격사의 개인
사무소나 합동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를 설치하지 못한다. 또 자격사가
다른 직종의 자격사나 비자격사와 동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비자
격사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
인의 경우 택할 수 있는 회사의 형태가 대개 전문자격사법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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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들은 상법상의 합명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준하는
조직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제약은 공급자들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
기 어렵게 만들고 소비자들이 여러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일괄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낮춘다. 특히
비자격사에게 고용되는 것을 금지할 경우 종합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워
지고 해당 서비스 산업의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변호사에 대한 관리․감독은 선발인원 규제나 소유구조 통제와
같은 간접방식이 아니라 서비스 자체에 대한 직접 감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주정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
부차원의 면허관리위원회(licensing board)와 같은 기구의 신설이 필요
하다(조정윤 외, 2010).
결국 변호사 면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진입규제 및 영업규제 등 사전
적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대신 사후적인 서비스 품질관리 기능(서비스
품질의 법적 책임의 강화, 서비스 품질의 사후적 감독), 시장메커니즘의
활용 및 정보 공개 등의 방법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것이 전문직 서비스
업의 생산성 증대와 소비자 후생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큰
방향이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 변호사 자격의 전문화와 국제화를 촉진하는 것
이 필요하다. 전자는 변호사의 세부 업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
여 궁극적으로 대국민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변호사 자격 제도
의 존립과 관련된 것이고, 후자는 변호사의 전문성을 국제적인 수준으
로 강화함에 의해서 국경을 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
는 것이다. 향후 변호사 자격 제도 개선의 키워드가 바로 전문화와 국제
화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때 변호사의 윤리강령 또한 국제적인 수준
으로 강화하여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제
고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라. 공인회계사 부문
공인회계사의 배타적인 업무 영역은 회계, 세무 업무 대리이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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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김두얼․이시욱(2009)에 의해서 제기된 공인회계사 자격 제도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첫째, 세무 대리 일반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는 배타적인 업무 영역을
적정한 수준으로 축소․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근본적
으로 공인회계사 시험은 채용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수준을 갖춘 모
든 사람에게 수행될 수 있도록 시험의 내용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셋째, 간접적인 방식으로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려는 접근은 효과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을 가로막는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업이나 소
유와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는 가능한 철폐하고 공인회계사가 공급하는
서비스 자체를 사전․사후에 관리․감독하는 방식으로 제도 운영방식
을 개선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이런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
도록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아울러 공인회계사에 대한 정부
의 직접 관리․감독을 전제로 공인회계사 단체를 임의단체화 함으로써
단체 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공인회계사 업무수행 수준과 내용을 글로벌화하는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우리나라 공인회계사가 국경을 넘어서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시점이다. 이때 공인회계사의 윤리강령도
변호사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강화하여 동 자
격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2 부】

생산자서비스업의 업종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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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전문서비스업의 고용 현황과 추이

1. 문제의 제기
2008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전문서비스업은 <표 5-1>과
같이 법무, 회계, 세무, 광고, 시장 및 여론조사, 그리고 회사본부, 지주
회사,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전문서비스업의 고용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국가의 공식 데이터로는 우선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
사를 들 수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2010년 382천
명이 전문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활동
인구조사는 개인조사라는 한계와 더불어 산업중분류까지만 데이터를
공개하여 전문서비스업 내 어느 분야에 얼마나 취업하고 있는지를 파악
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가 있다.28) 매년 실시되
는 전국사업체조사는 전국의 모든 사업체에 대해 고용형태별 인력규모

28) 이 외에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와 같이 고용노동부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체
조사를 통해서도 전문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으나 자
영업 종사자 및 5인 미만 사업체가 제외된다는 결정적 약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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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전문서비스업의 분류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71101 변호사업
71102 변리사업
71103 법무사업
71109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74111 변호사업
74112 변리사업
74113 법무사업
74119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201 공인회계사업
71202 세무사업
71209 기타 회계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74121
74122
74129

세무관련 서비스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기타 회계관련 서비스업

713 광고업
71310 광고 대행업
71391 옥외 및 전시 광고업
71392 광고매체 판매업
71393 광고물 작성업
71399 그외 기타 광고업

광고업
74510
74591
74592
74593
74599

광고 대행업
옥외 광고업
광고매체 판매업
광고물 작성업
그외 기타 광고업

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40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421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5 회사본부, 지주회사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업
71511 제조업 회사본부
71519 기타 산업 회사본부
71520 비금융 지주회사
71531 경영컨설팅업
71532 공공관계 서비스업

지주회사 및 경영컨설팅

74230 지주회사
74222 경영상담업
74221 공공관계 서비스업

자료 : 통계청(2008), 한국표준산업분류.

를 질문하고 있으며, 산업세세분류까지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 전문서비
스업의 고용 현황과 추이를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연유로 인해 질문의 내용이 매우 제
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행정구역, 산업, 조직형태(개인사업체, 회사법
인 등), 사업체 구분(단독사업체, 본사․본점, 공장․지사․영업소), 창
업연도 및 월, 대표자 성별, 그리고 종사상 지위에 따른 남녀 종사자의
규모만을 질문하고 있다.29) 이러한 정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산업세세
29) 여기에서 종사상 지위는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직, 임시 및 일용직, 그리
고 무급종사자의 다섯 가지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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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로 고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이
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조사의 2001～09년도 원자료(raw data)를 이
용하여 전문서비스업의 세부 분야별로 사업체 수 및 종사자 규모의 변
화 추이를 살펴보도록 한다.
전문서비스업은 기업의 성과와 발전에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특징
을 보인다. 즉, 좋은 인재를 보유하고 길러내는 사업체가 성공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전문서비스업에서의 일자리창출은 산업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질 때,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장에서는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 강화하는 방향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표 5-2>와 같이 전문서비스업을 법무, 회계 및 세무, 광고, 리서치,
경영컨설팅의 다섯 분야를 크게 구분하여30) 사업체 수의 변화를 살펴
보면 2001년 이후 모든 분야에서 사업체 수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문서비스 전체의 사업체 수도 2001년의 20,864개에서 2009
년에는 39.4%가 증가한 29,084개를 기록하였다.
사업체 수의 증가와 더불어 이들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도 증가하였다
(표 5-3 참조). 전문서비스업에 종사한 인력 규모는 2001년 130,245명이
었으나 8년이 경과한 2009년에는 188,105명으로 44.4%가 늘어났는데,
이는 사업체의 증가 속도보다 더 빨리 진행되었다.
사업체의 증가 속도보다 인력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은 사업
체 당 평균 종사자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은 [그림
5-1]에 나타나 있는데, 전문서비스업의 사업체당 평균근로자수는 2001
년의 6.24명에서 2009년 6.47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사업체당 평
균 종사자 수는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전문서비스업도 대부분의 사업
체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영세성은 전문서
비스업에 속한 거의 모든 산업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향후 이들 산업에
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영세성 극복이 중요함을 간접적
30)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회사본부, 지주회사도 전문서비스업에 포함되
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데이터는 2007년부터 제공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분
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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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산업소분류별 사업체 수의 추이31)
(단위 : 개)
법무관련
서비스1)

회계 및
세무

광고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 및
여론조사
공공관계

2001

9,145

5,628

4,324

197

1,570

20,864

2002

9,641

6,146

5,400

208

1,733

23,128

2004

10,634

7,159

6,061

242

1,953

26,049

2005

11,155

7,628

5,786

274

2,207

27,050

2006

11,503

7,895

5,906

270

2,331

27,905

2007

10,701

8,117

5,835

273

2,494

27,420

2008

10,836

8,414

6,418

270

2,747

28,685

2009

10,877

8,719

6,320

288

2,880

29,084

전체

주 :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중 교육관련 법무 서비스가 2007년 분리되어 교육서
비스로 이동함에 따라 사업장 수의 시계열 불일치가 발생함.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연도.

<표 5-3> 산업별 종사자 수의 추이
(단위 : 명)
법무관련 회계 및 세무관련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
광고업
서비스1)
서비스업
여론조사 및 공공관계

전체

2001

45,549

39,555

26,449

4,103

14,589

130,245

2002

48,291

42,797

28,919

3,803

14,059

137,869

2004

52,769

48,153

29,858

3,711

16,939

151,430

2005

54,763

50,148

31,060

4,756

20,569

161,296

2006

57,514

50,759

30,881

4,880

20,447

164,481

2007

56,671

54,031

31,929

5,364

22,220

170,215

2008

59,398

58,609

35,280

6,289

28,149

187,725

2009

59,793

60,928

33,512

6,622

27,250

188,105

주 :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중 교육관련 법무 서비스가 2007년 분리되어 교육서
비스로 이동함에 따라 근로자수의 시계열 불일치가 발생함.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연도.

31) 전국사업체조사에서는 2006년까지는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7년 이후에야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데이터를 제
공하고 있다. 산업분류가 바뀜에 따라 2006년과 2007년 사이에 부분적일 시계열
불일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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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전문서비스업의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의 변화
6.54

6.60

6.47
6.40
6.24

6.21

6.20
5.96

6.00

5.96
5.89
5.81

5.80
5.60
5.40
01

02

04

05

06

07

08

09

평균 종사자수(명)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연도.

으로 시사한다.
전문서비스업 내에서는 <표 5-3>과 같이 2009년의 경우 회계 및 세
무관련 종사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법무관련 종사자, 광고업 종사자,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종사자,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종사자의 순이
다. 그러나 2001～09년 사이의 증가율 측면에서는 컨설팅 및 공공관계
종사자가 86.8%나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그 다음이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의 61.4%로 나타났다. 반면 광고업은 26.7%의 인
력 증가에 그쳐 가장 낮았다(그림 5-2 참조).

2. 법무관련 서비스업의 인력
다음으로 법무, 회계 및 세무, 광고,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그리고 컨설
팅 및 공공관계(PR)의 각 부문별로 사업체 및 종사자의 변화 양상을 살
펴보기로 한다. 법무관련 서비스업에는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그
리고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되어 있다. <표 5-4>와 <표 5-5>는
각각의 세부 업종별로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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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전문서비스업의 분야별 종사자 증가율(2001～09)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연도.

<표 5-4> 법무관련 서비스업의 분야별 사업체 수의 추이
(단위 : 개)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1)

전체

2001

2,465

304

4,106

2,270

9,145

2002

2,635

308

4,339

2,359

9,641

2004

2,922

401

4,792

2,519

10,634

2005

3,131

420

4,984

2,620

11,155

2006

3,239

413

5,118

2,733

11,503

2007

3,504

435

4,998

1,764

10,701

2008

3,456

446

5,164

1,770

10,836

2009

3,542

479

5,175

1,681

10,877

주 :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은 여권서류 작성 대행, 대서사무, 행정서류 작성 대
행 등이 대표적임.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연도.

사업체 수에 있어서는 법무사가 가장 많아 2009년 5,175개의 법무사
무소(사업체)가 있고, 변호사업이 그 다음으로 3,542개가 전국적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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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되어 있다. 변호사업의 절반 가까이는 서울에 몰려 있으며, 경기 지역
까지를 합하면 절반 이상의 변호사업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법무관련 서비스업의 분야별 종사자 수는 <표 5-5>에 나타나 있다.
변호사업의 경우 종사자 수가 크게 늘어 2001～09년의 8년 사이에
43.7%나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2007년 이후에는 변호사업 종사자 수가
법무사업 종사자 수를 초월하게 된다. 한편, 사업체의 규모별 분포를 살
펴보면 변호사업의 경우 60.9%가 1～4인으로 100인 이상의 대형 로펌
은 15개에 불과하다(그림 5-3 참조).

3.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의 인력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에는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그리고 기
타 회계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공인회계
사업과 세무사업의 둘이다.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모두 세무사업이 공
인회계사업보다 많으며, 다른 전문서비스업과 마찬가지로 세무사업과
공인회계사업 모두 사업체 수가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2001～09년의
기간 동안 사업체 수는 세무사업이 70.7%, 회계사업이 21.8% 늘어났다.
<표 5-5> 법무관련 서비스업의 분야별 종사자 수의 추이
(단위 : 명)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전체

2001

15,277

3,765

21,053

5,454

45,549

2002

17,087

3,777

21,811

5,616

48,291

2004

18,818

5,660

21,993

6,298

52,769

2005

18,654

6,280

23,573

6,256

54,763

2006

20,699

6,031

23,937

6,847

57,514

2007

24,292

6,375

22,119

3,885

56,671

2008

25,876

6,615

22,725

4,182

59,398

2009

27,212

6,775

21,848

3,958

59,793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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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변호사업의 사업체 규모별 분포(2009)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연도.

<표 5-6>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의 분야별 사업체 수의 추이
(단위 : 개)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기타 회계관련
서비스업1)

전체

2001

946

4,420

262

5,628

2002

839

5,079

228

6,146

2004

973

6,069

117

7,159

2005

970

6,527

131

7,628

2006

934

6,881

80

7,895

2007

1,154

6,915

48

8,117

2008

1,142

7,246

26

8,414

2009

1,152

7,544

23

8,719

주 : 기타 회계관련 서비스업은 회계기장 대리 및 상담이나 부기 전문사무와 같이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를 제외한 회계관련 사무 전문인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
스 활동을 뜻함.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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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의 분야별 종사자 수의 추이
(단위 : 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기타 회계관련
서비스업

전체

2001

10,859

26,162

2,534

39,555

2002

10,225

30,362

2,210

42,797

2004

14,458

32,978

717

48,153

2005

14,408

34,988

752

50,148

2006

13,586

36,754

419

50,759

2007

16,964

36,776

291

54,031

2008

19,192

39,180

237

58,609

2009

20,464

40,260

204

60,928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연도.

[그림 5-4] 공인회계사업의 사업체 규모별 분포(2009)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연도.

사업체 수와 마찬가지로 종사자 수도 증가하였다. 특히 회계사업의
종사자는 2001년의 10,859명에서 2009년 20,464명으로 무려 88.5%나 늘
었으며, 세무사업의 종사자도 같은 기간 26,162명에서 40,260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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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라는 건실한 증가세를 보였다.
그리고 사업체 규모의 측면에서 공인회계사업은 2009년의 경우 사업
체당 평균 17.76명이 종사하여 세무사의 5.34명보다 훨씬 많다. [그림
5-4]에서 공인회계사업의 43.5%가 5～9인 사이의 사업체이고, 1～4인
사업체는 32.5%로 나타났다.

4. 광고업의 인력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광고업은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광고매체 판매업, 광고물 작성업, 그 외 기타 광고업 등 다섯 가지로 세
세 분류된다. 광고업 또한 사업체와 종사자 모두 증가하였지만 다른 전
문서비스업에 비해서는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다섯 가지의 세부 산업 중 광고대행업은 2001～09년 사이에 사업체 수
가 9.5%가 줄어든 반면 종사자 수는 5.6%가 늘어났다. 한편 옥외 및 전
시 광고업이나 광고매체 판매업, 그리고 광고물 작성업은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광고물 작성업에 종사하
<표 5-8> 광고업의 분야별 사업체 수의 추이
(단위 : 개)
광고
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매체
판매업

광고물
작성업

그 외 기타
1)
광고업

전체

2001

1,952

351

74

1,480

467

4,324

2002

1,923

360

63

2,519

535

5,400

2004

1,846

487

90

3,232

406

6,061

2005

1,889

513

104

2,911

369

5,786

2006

1,938

544

93

2,969

362

5,906

2007

1,622

409

132

3,359

313

5,835

2008

1,706

544

118

3,761

289

6,418

2009

1,766

604

114

3,534

302

6,320

주 : 그 외 기타 광고업에는 (우편) 광고물 배포, 카드 및 견본배부 대리, 광고용
물품 구매 및 배포 대리 등이 포함됨.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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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광고업의 분야별 종사자 수의 추이
(단위 : 명)
광고
대행업

옥외 및
전시

2001

16,001

2,000

2002

15,605

2004
2005

광고매체
판매업

광고물
작성업

그 외 기타
광고업

전체

489

5,475

2,484,

26,449

1,675

495

8,023

3,121

28,919

14,727

2,101

408

10,168

2,454

29,858

16,147

2,596

527

9,555

2,235

31,060

2006

16,576

2,234

535

9,454

2,082

30,881

2007

16,225

2,404

1,376

10,219

1,705

31,929

2008

17,552

2,622

1,243

11,656

2,207

35,280

2009

16,902

2,986

918

10,563

2,143

33,512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연도.

는 인력은 동 기간 무려 92.9%의 증가율을 보였다.32) 이는 광고업에서
새로운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광고업도 전반적으로 소규모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09년을
기준으로 광고대행업에 속한 사업체의 평균 종사자 수는 9.57명에 불과
하며, 광고매체 판매업도 평균 종사자 수가 8.05명에 그치고 있다.

5. 공공관계 서비스업의 인력
[그림 5-5]는 공공관계 서비스업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의 변화 추
이를 나타낸다. 사업체 수는 2001년의 151개에서 2009년 112개로 줄어
들었으며, 종사자 수도 진폭은 있었지만 같은 기간 1,543명에서 1,461명
으로 5.3%가 감소하였다. 이는 전문서비스업이 다른 산업과는 다른 변
화 양상이다.
지금까지 전문서비스업의 세부 분야별로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의 변
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공공관계 서비스업 등 비중이 작은 소수의 산
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종사자가 크게 증가하여 이들 산업이 일자
리창출에 기여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업체들
32) 광고물 작성업의 경우 사업체 수도 같은 기간 138.8%나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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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공공관계 서비스업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의 추이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연도.

이 규모가 작고,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회계, 광고, 컨설팅, 리서치 산업들을 중심으
로 외국계 기업들의 진출이 크게 늘어났는데, 이것이 전문서비스업의 발
전과 일자리창출에 미친 영향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다음 단계로 시장조
사 및 여론조사업, 경영컨설팅업, 공인회계사업 등 외국계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면서도 규모가 작아 언론이나 정부 정책의 조명을 받기 어려웠던
분야를 중심으로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발전 방향을 분석하기로 한다.

제2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 국내시장의 현황과 추이
그동안 국내의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통칭, 리서치 산업)은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그림 5-6]과 같이 리서치 산업의 매출액은 2001년
의 1,690억 원에서 2010년 5,073억 원으로 3배나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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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처럼 리서치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규모도 같은 기간 4,103
명에서 6,622명으로 1.61배 늘어났다. 리서치 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체의
수도 크게 늘어나 2009년 288개로 조사되었는데, 이 중 한국마케팅여론
조사협회(KORA)에 44개의 업체가 가입하여 있다.
[그림 5-6] 국내 리서치 산업의 매출액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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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마케팅여론조사협회(KORA)(2010).

[그림 5-7]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의 추이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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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매출액의 증가 속도가 인력의 증가 속도를 앞지름에 따라 생
산성의 증가도 관찰된다. [그림 5-6]과 [그림 5-7]의 자료를 이용하여
일인당 매출액의 변화를 계산하면, 2001년 4,119만 원이었던 1인당 매출
액이 2010년에는 7,661만 원으로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리서치 산업의 인력규모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통계청의 전국사업
체조사에서는 리서치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2009년 6,622명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한국마케팅여론조사협회(KORA)에 의하면 <표 5-10>과
같이 이보다 훨씬 많은 10,406명이 종사하고 있었다.
<표 5-10> 리서치산업의 인력 현황(2009)
(단위 : 명, %)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실사담당자

Data
Process

기타

전체

1,669(54.9)

455(15.0)

457(15.0)

343(11.3)

3,038

0(0.0)

64( 0.9)

7,238(98.2)

10( 0.1)

56( 0.8)

7,368

114(1.1)

1,733(16.7)

7,693(73.9)

467( 4.5)

399( 3.8)

10,406

임원

연구원

114(3.8)

자료 : 한국마케팅여론조사협회(KORA)(2010).

이러한 차이는 실사를 담당하는 면접원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일
정한 급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조사의 숫자에 따라 수입이 결정
되는 리서치 산업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즉, 통계조사에 면접원들을 얼
마나 포함시키는가에 따라 리서치 산업 종사자의 수가 달라진다.
즉, <표 5-10>에서 보면 실사담당자의 대부분은 비정규직으로 이들
이 전체 종사자의 73.9%를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 통계에 이들 중 얼마
나 포함시키는가에 따라 리서치 산업의 종사자 규모는 차이가 난다.
이처럼 국내 리서치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세계시장에서 점유하는 비
중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07년의 경우 한국은 세계 리서치시장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일본․중국․호
주의 뒤를 이어 4위권을 유지하고 있다.33) 세계적으로도 한국의 리서치
33) ESOMAR(2008)의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리서치시장의 49.0%를 유럽이 차지하
고 있으며, 북미가 30.0%,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14.0%, 그리고 기타가 7.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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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조사의 종류에 따른 분포(2009)

자료 : 한국마케팅여론조사협회(KORA)(2011).

시장 규모는 15위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다 세부적으로 조사의 종류에 따른 매출액의 비중을 살펴보면 2009
년의 경우 시장조사(마케팅조사)가 82.0%, 여론 및 사회조사가 나머지
18.0%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시장조사의 비중은 80.0%로 한국
보다 낮다. 이는 한국의 경우 여론 및 사회조사가 상대적으로 경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수행 장소에 따라서는 국내에서 수행되는 조사
가 85.0%, 해외에서 수행되는 조사가 15.0%로 나타났다.34)
리서치 산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업체들은 영세성을 벗
어나고 있지 못하다. <표 5-11>에서 100인 이상의 사업체는 10여 개에
불과하며, 대부분 30인 미만의 취약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매출액의
측면에서도 국내 조사 업체 중 상위 10대 회사가 전체 매출의 60% 정도
를 차지하고 있다.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51.%로 선두를 달리
고 있고, 그 뒤를 이어 중국(2.4%), 호주(2.2%), 한국(1.3%)의 순이다.
34) 보다 자세하게 국내에서 수행되는 조사 85.0%의 발주처를 보면 해외 발주가
14.0%, 국내 발주가 7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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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리서치 산업의 기업규모별 분포
(단위 : %, 개)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인 이상

전체

2001

43.7( 86)

20.8( 41)

22.8( 45)

7.6( 15)

5.1( 10)

100.0(197)

2004

38.8( 94)

28.1( 68)

23.6( 57)

6.6( 16)

2.9( 7)

100.0(242)

2007

39.6(108)

21.3( 58)

24.2( 66)

10.6( 29)

4.4( 12)

100.0(273)

2009

36.5(105)

23.6( 68)

24.3( 70)

11.1( 32)

4.5( 13)

100.0(288)

주 : ( ) 안의 값은 해당되는 사업체 수.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연도.

특히 리서치 산업에서도 RDD(Random Digital Dialing), CATI(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 등과 같은 새로운 조사 기법들이 대두됨에 따라 인적투자만
이 아니라 물적투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점차 장치 산업화되는 경향
을 보인다.
리서치 산업 내부의 기업 간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위험성도 강조된다. 리서치 산업에서의 양극화는 외환위
기 이후 뚜렷하게 나타난다. 산업 전체의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양
극화의 가속 및 경기침체로 인해 퇴출업체들이 증가하였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국내기업을 M&A하는 형식을 통해 외국계 기업
들이 국내에 진출하였다. 이들 중 TNS, 닐슨컴퍼니코리아 등 6개의 외
국계 기업이 매출 순위 10위권에 들어 있으며, 전체 매출의 40% 정도를
점유하고 있어 외국계 기업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 이는 국내 토종기
업의 성장과 해외진출을 가로막는 장애물의 하나로 여겨진다.
리서치 산업은 산업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사회적 영향력이나 성장잠
재력은 큰 편이다. OECD 국가들은 리서치 산업을 지식서비스 산업 중
전략 산업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리서치 산업의 규모는 국내 GDP
대비 0.03% 수준이다. 구미국가의 경우 리서치 산업의 규모가 0.10% 수
준인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성장잠재력이 있는 업종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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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 리서치 산업의 현황
ESOMAR(European Society of Opinion and Marketing Research)35)
에 의하면 2007년 세계 리서치시장의 매출규모는 280억 달러 수준으로
전년 대비 6.5%의 성장을 기록하였다.36) [그림 5-9]와 같이 아시아․태
평양 지역은 세계 전체 매출의 14%를 차지하는 데 그치고 있지만 높은
성장률을 보여 성장잠재력이 높다.
국민 1인당 연간 조사비용의 측면에서도 한국은 8.1달러 수준으로 구
미국가들의 25～40달러나 홍콩․일본의 12～14달러보다 크게 낮은 상
황이다. 국가에 따라서는 미국(87억 달러), 영국(28억 달러), 독일(27억
달러), 프랑스(26억 달러), 일본(14억 달러)의 5개 시장이 전 세계 시장의
[그림 5-9] 세계 리서치 업계의 현황

자료 : ESOMAR(2008), Global Market Research : ESOMAR Industry Report.

35) 전 세계 100여 나라의 4,000여 회원으로 구성된 세계 최대의 리서치 협회다.
36) 물가상승을 감안한 실질성장률은 3.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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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이상을 점유하며, 전 세계 상위 25개의 글로벌 기업이 전 세계 시
장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을 전후로 세계 리서치시장에서는 조사의 국제표준화, 개인정
보 보호의 강화, 첨단융합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조사방법의 개발, 그리
고 양극화의 심화와 같은 경향(trend)이 두드러진다. 특히 양극화의 심화
는 국내 리서치 산업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으로서 상위 25대 기업
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1992년의 36%에서 2007년에는 65%로 높아졌다.
또한 한국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글로벌 네트워크의 강화를 추진하
고 있는데, 특히 아시아 지역에 대한 기업 간 M&A와 글로벌 계약의 체
결이 증가하였다. 조사의 국제표준화를 위해 국제표준규격(ISO 20252)을
제정하였으며, 조사패널 관리에 대한 표준화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2007년에는 ESOMAR/ICC의 조사수행 국제규약을 개정하여 조사 종사
자의 윤리규범 및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였다.

3. 국내 리서치 산업의 문제점과 과제
가. 낮은 단가와 높은 노동강도
한국의 리서치 산업은 단가가 낮다. [그림 5-10]과 [그림 5-1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1 면접조사의 건당 단가는 41.0달러로 세계에서 24
위 수준이며, 전화조사의 건당 단가도 23.0달러 세계 30위 수준이다. 이
처럼 단가가 낮은 이유는 사회여론조사의 경우 정부의 기준단가가 비현
실적으로 낮기 때문이며, 마케팅조사는 최저입찰제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기업들 사이의 경쟁도 단가가 낮은 하나의 원인이다. 즉, 이윤
이 높은 조사는 외국계 기업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차지하고, 나머지를
차지하기 위해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경쟁함에 따라 단가가 외국에 비해
낮게 결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낮은 단가는 자연스럽게 높은 업무강도로 이어진다. 낮은 단
가 아래에서 리서치 회사는 매출과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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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1:1 면접조사의 국가별 단가

자료: ESOMAR(2008), Global Market Research : ESOMAR Industry Report.

[그림 5-11] 전화조사(CATI)의 국가별 단가

자료 : ESOMAR(2008), Global Market Research : ESOMAR Industr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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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게 되고, 이는 흔히 연구원의 업무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실사담당
자들은 대부분 실적에 따라 임금을 받기 때문에 업무강도를 높이기 어
렵고, 따라서 연구원들이 주로 낮은 단가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나. 인력부족과 불안정한 노동시장
리서치 산업의 성장에 따라 훈련된 전문인력의 인력부족이 상당히 심
각하다. 리서치 분야에서 연구원이 제 몫을 하기 위해서는 수년간의 훈
련과 경험이 필요하나 리서치 산업이 성장하는 만큼 훈련된 연구원이
육성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높은 업무강도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
해 전문인력들이 광고회사나 일반회사의 마케팅 담당부서로 이동을 하
는 현상도 리서치 산업의 인력부족을 초래한 원인이다.
이에 따라 기업 간 연구원과 같은 전문인력의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다. 작은 규모의 기업에서 큰 규모의 기업으로 이동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중소기업들이 인력부족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고 있다.
다. 국내 기업의 낮은 경쟁력
고부가가치 시장은 브랜드파워와 기술력을 앞세운 외국계 기업이 과
점하고 있는 반면, 국내 기업은 대부분 중소규모로 경쟁력이 취약하다.
또한 리서치 업체 고유의 방법론이나 솔루션의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으며,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문성을 지닌 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 품질이
낮다. 이는 결국 국내 기업과 외국계 기업 사이의 양극화를 심화 또는
고착시키고 국내 리서치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
용하고 있다.
라. 리서치 인프라의 미흡
또 하나의 문제는 국가적으로 조사의 표준화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리서치의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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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표준화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리서치 산업의 국제경쟁력
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현재 표준협회와 KORA가 협력하여 조사서비
스 인증제의 도입과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
이 많다.
또한 IT혁명과 더불어 조사방법의 혁신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리서치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기술개발에 대한 충분한 투
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이는 장차 리서치 산업의 국제경쟁력과
일자리창출 역량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리서치 전문인력의 양성에 있어서도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다.
리서치 산업에 관심을 보이는 젊은 청년들은 많으나 이들이 제대로 성
장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은 매우 취약하다. 대부분 OJT
(on- the-job training)을 통해 전문적 역량을 축적함에 따라 리서치 업
계에서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 수년간의 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의 역량을 단시간
내에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4. 리서치 산업의 발전 방향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리서치 산업도 계속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은 국내 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국내
기업의 발전은 리서치 산업의 세계 진출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다국적
기업에 예속되어서는 리서치 산업에서의 일자리창출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다각도로 정부와 민간이 협력시스템을 구
축하여야 한다.
정부(특히, 통계청)와 민간이 공동으로 새로운 분석기법이나 조사방
법을 개발하고, 업무 프로세스의 표준화와 더불어 조사의 품질을 개선
하며,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투자를 확대하여야 한다.
나아가 복지사회를 지원하는 통계 인프라의 구축에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영세한 민간 리서치 기업이 구축하기 어려운
D/B구축 및 데이터 마인닝(data mining) 시스템을 정부가 지원하고,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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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조사기술의 구현을 위한 첨단 시스템의 구축에도 정부가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특히 산업, 기업, 직업 등에 관련된 각종 공
공․민간 데이터로 이루어진 국가 차원의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고 이를 공개․공유함으로써 리서치 회사들의 편의와 비용절약을 도모
할 필요가 있다.
가. 기술융합적 방법론 개발의 지원
기술융합적 방법론의 개발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
와 서비스 품질의 제고를 추진하도록 한다. 작금의 정보통신 기술 및 디
지털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은 소비자의 삶의 형태와 스타일에만 변화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마케팅 환경에도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마
케팅리서치 또한 이러한 신기술에 기반을 둔 방법론 및 기법을 개발하
여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선진국 수준의 우리나라 정보통신 및 디지털 기술과 인지과학적 기술
을 마케팅 리서치 기술과 결합함으로써 국내 리서치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글로벌 리서치 기업의 국내시장 잠식에 대항할 수 있다. 구
체적인 과제로 유비쿼터스 기반(Ubiquitous based) 마케팅조사 시스템,
인지신경과학적(Neuro behavioral) 소비행동 측정 시스템, 소비자에 대
한 총체 정보(Single Source Data) 시스템 등을 들 수 있다.
나. 리서치의 품질 표준화 및 인증 제도의 도입
현재에는 일반적인 리서치에 대한 국제표준(ISO 20252)과 패널 운영
에 대한 국제표준(ISO 26362)이 제정되었으며, 향후 사회조사에 대한
국제표준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국제조사의 경우 국제적 표준에 따른
조사 및 인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국내 리서치 산업도 적극
대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되어 먼저, 리서치 품질의 표준화 및 문서 시스템의 표준 매
뉴얼 작성과 더불어 리서치 품질의 표준화 인증을 위한 교육컨설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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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그리고 개별 리서치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인증제도 운영과
함께 분야별 국제표준 제정에 맞춘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리서치의 품질 표준화 및 문서 시스템의 표준 매뉴
얼 작성 사업을 지원하고, 통계청의 통계 품질진단 사업과 함께 민간 통
계의 품질진단 사업을 지원하며, 리서치서비스 및 통계품질 인증시스템
의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여야 한다.
다.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나아가 부족한 리서치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리서
치 전문인력의 양성은 리서치 산업의 경쟁력 향상만이 아니라 청년실업
의 해소에도 일조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산학연
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의 운영을 지원하며, 전문인력과 관
련된 자격증 제도를 보완한다. 특히 현재 유명무실한 사회조사분석자 제
도를 전면 개편하여 전문인력의 기준을 새로이 제정할 필요가 있다.
라. 국내 리처치 기업의 대형화
마지막으로 국내에 있는 중소형 리서치 기업들의 인수․합병을 촉진
함과 동시에 리서치 기업들 사이의 협력적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대형화
를 지원하여야 한다. 외국계 기업의 오랜 노하우(know-how)와 자본력
에 대응하며, 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리서치 기업의 대형화가
필수적이다.
대형화는 두 가지의 방향에서 추진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인수․합병
(M&A)을 통한 대형화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M&A는 현실적
으로 부작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나 지원에서의 차등을 통
해 간접적으로 M&A를 촉진시키도록 한다. 두 번째는 중소 리서치 기
업들 사이의 네트워킹 강화다. 법무법인의 파트너십처럼 소규모 업체들
이 파트너로 참여하는 대형 기업을 만드는 것이고, 이에 대해 정부가 지
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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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경영컨설팅 서비스

1. 현 황
컨설팅 산업은 국가경제 전반의 효율을 높여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고
부가가치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의 하나로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향후 성장잠재력이 크다. 그리고 고급인력을 필요로 하여 고학력 사회
와 청년취업난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의 창출이 가능한
장점을 지닌다.
다른 전문서비스업에 속한 산업과 마찬가지로 경영컨설팅도 그동안
급속도로 발전하여 왔다. 경영컨설팅 분야의 사업체 수는 2001년의 1,419
개에서 2009년 2,768개로 거의 두 배로 늘어났으며, 이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도 같은 기간 13,046명에서 25,789명으로 그 증가폭이 97.7%에 달
[그림 5-12] 경영컨설팅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의 추이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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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매출 측면에서도 국내 경영컨설팅 시장은 2007년의 경우 2.1조
원(GDP의 0.2% 수준)으로 연평균 16%(2000년 대비 96%)의 고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세계시장에서 한국의 컨설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도
1% 수순을 크게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리서치 산업과 마찬가지로 경영컨설팅도 소수의 대기업과 대다수의
영세기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2009년의 경우 100인 이상의 컨설팅 회사
는 28개에 불과하며, 80.9%의 컨설팅 사업체가 10인 미만으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규모별 분포는 2001년 이래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표 5-12> 컨설팅 산업의 기업규모별 분포
(단위 : %, 개)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인 이상

전체

2001

55.6( 789) 26.7( 379)

13.6( 193)

3.0( 42)

1.1( 16)

100.0(1,419)

2004

58.1(1,094)

25.1( 435)

13.3( 215)

2.7( 43)

0.8( 13)

100.0(1,884)

2007

55.2(1,318)

25.9( 619)

14.2( 340)

3.8( 91)

0.9( 21)

100.0(2,389)

2009

56.7(1,568)

24.2( 671)

13.9( 385)

4.2(116)

1.0( 28)

100.0(2,768)

주 : ( ) 안의 값은 해당되는 사업체 수.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연도.

경영컨설팅업도 글로벌 기업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 2005년 글로
벌 기업은 47개에 불과하나 국내 컨설팅 시장의 26.3%를 점유하고 있었
으며, 1인당 평균 매출액은 국내 기업의 3.4배로 경영성과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표 5-13>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비교
(단위 : %, 개)

국내기업
글로벌기업

사업체 수

종사자 수

기업평균
종사자수

매출액
(억 원)

인당 평균
매출액(억 원)

2,138

18,611

8.7

13,605

0.73

47

1,941

41.3

4,843

2.49

자료 : KIET(2005), 컨설팅산업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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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내 컨설팅 업체는 대부분 중소형으로 평균 종사자 수가
작고, 1인당 평균 매출액도 73백만 원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자본 및 인
력부족과 경쟁의 심화로 인해 3년 이상 생존할 확률이 30% 수준에 그
치고 있는 실정이다.
제조업과 해외로 동반 진출할 경우 시설이나 장비의 수출을 유발하는
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국내 컨설팅 기업의 해외진출은 아직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37)

2. 국내 컨설팅 산업의 문제점과 과제
가. 취약한 경쟁력
국내 기업은 컨설팅 전문인력, R&D 역량, 브랜드 인지도 등이 외국계
기업에 비해 취약하다.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기업의 컨설팅 회사 선정
은 수행능력(전문성, 실적)에 좌우되나, 국내 기업은 영세성으로 인해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 또한 연구 전담인력이 부
족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컨설팅사가 독자개발을 추진함에 따라 경쟁력
확보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컨설
팅사는 평균 15.6명의 국내 R&D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은
일부 업체에서만 3～5명 정도의 연구 전담인력을 운용하고 있다.
기업구조의 측면에서도 [그림 5-13]과 같이 2009년의 경우 전체
25,789명의 종사자 중 100인 이상의 컨설팅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비
중은 24.1%에 불과한 반면, 절반이 넘는 54.2%(13,982명)가 30인 미만의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다. 컨설팅 분야의 다양성을 감안할 때(네트워크
형) 대형화가38) 중요하지만 영세한 기업이 이를 이루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서 이는 향후 한국 컨설팅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
로 작용할 것이다.
37) 영어와 같은 언어의 장애, 그리고 문화적 차이가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여겨진다.
38) 네트워크형 대형화는 전문분야별 컨설팅사들이 모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통합
브랜드를 사용하는 형태다.

제5장 전문서비스업

241

[그림 5-13] 기업규모에 따른 종사자 수와 비중(2009)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연도.

정책 지원의 측면에서도 그동안 컨설팅 산업은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
에 있었다. 특히 입지, 세제, 금융 등 정책 지원의 분야에서 컨설팅 산업
은 소외되어 있었다.
나. 국내 수요의 부족
컨설팅서비스의 핵심 고객은 기업이다. 그러나 한국은 기업의 대부분
이 영세한 모습을 보여 컨설팅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적다. <표 5-14>
와 같이 100인 이상 사업체는 전체 사업체의 0.5%에 불과한 14,878개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기업규모가 작음에 따라 국내 컨설팅 시장이 협
소하여 컨설팅 기업의 투자 및 대형화 유인이 부족하다. 또한 글로벌 컨
설팅 시장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22%로 가장 큰 고객이나
국내는 그 비중이 13% 정도에 불과하며,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기업의
국내 컨설팅 기업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중소기업은 자금이 부족하여
수요 증가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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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4> 사업체의 규모별 분포(2009)

사업체
종사자

수(개)
비중(%)
수(명)
비중(%)

1～4인

5～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전체

2,726,112

553,293

11,749

3,129

3,294,283

82.8

16.8

0.4

0.1

100.0

4,885,192

7,82,935

1,850,522

2,401,128

16,919,777

28.9

46.0

10.9

14.2

100.0

자료 : 통계청(2010), 전국사업체조사.

다. 해외진출 역량의 미흡
경제개발과 경제성장의 성공적 경험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
이를 컨설팅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지만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상품화 능력이 미흡하다. 그리고 국내 컨설턴트는 해외 경쟁력의
척도가 되는 해외 사업 실적․경험이 특히 부족하다. 정부지원도 주로
기업이 발굴한 사업에 대해 사후 지원 형식으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일관된 전략이 부재하다.

3. 국내 컨설팅 산업의 발전 방향
가. 컨설팅 인력의 양성시스템 강화
현재는 컨설팅 인력의 양성시스템이 취약한 상태로 특히 지식정보 보
안, 그린에너지, 자원개발 등 국가 전략산업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컨설팅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들이 전 세계에 흩
어져 있는 전문가 풀을 이용하여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것에 비
해 국내 컨설팅 업체들은 이러한 능력이 미흡하고, 이는 경쟁력의 약화
로 이어지고 있다. 국내 기업은 R&D에 대한 투자도 매우 부족하다.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퇴직자들이 양산되고 있
으나 이들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
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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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먼저, 대학 등과 협력하여 컨설팅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확충하도록 한다. 특히, 향후 인
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를 파악하고, 사전적으로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퇴출을 지연하고 이들의 전문적 능
력을 활용하기 위한 컨설턴트 양성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컨
설턴트 양성을 위한 사례 중의 하나가 미국 노스웨스턴대학의 Kellogg
경영대학원 사례다. 나아가 주제와 내용, 그리고 교육 대상자에 따라 교
육 기간과 전달방식을 다양화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노스웨스턴대학 사례
○ Kellogg경영대학원에 컨설팅 학과를 개설하여 전문인력 양성
○ 주요 교과과정
- 의사결정 체계(의사결정 방법 및 분석, 가격전략 등)
- 분석전략(경영전략과 산업구조, 운영전략, 전략과 조직 등)
- 계량모델(마케팅조사 방법론, 의사결정을 위한 모델링)

나. 컨설팅 산업의 대형화 지원
정부 발주 또는 정부 지원 컨설팅의 경우 컨설팅 비용의 단가가 낮아
컨설팅의 질과 적합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이처럼 컨설팅의 단가가 낮
음에 따라 참여하는 업체의 대다수가 영세할 뿐만 아니라 컨설팅의 질
(quality)이 불확실하고 모니터링을 통한 컨설팅 품질관리도 어려운 실
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컨설팅의 정부 단가를 현실화함과 동시
에 민간 컨설팅기관의 평가를 강화하고 인증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과
거 프로젝트 수행의 실적과 성과 등에 대한 공신력 있는 인증시스템의
미비로 컨설팅 기업의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 발주 기관은 정보 노출
을 우려하여 실적 증명을 기피하고, 컨설팅사는 실적을 과장하는 경우
가 있어 불신 구조가 존재한다. 특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컨설턴트의
이력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워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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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정부의 기업 지원서비스에 참여하
는 민간 컨설팅기관들의 역량과 실적을 평가․인증하여 컨설팅 산업의
육성 및 컨설팅서비스의 내실화에 기여한다.
또한 국내 네트워킹을 활성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국내 공공․민간
컨설팅기관 사이의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서로 협력하도록 지원함으로
써 건실한 컨설팅 기업의 성장을 측면에서 지원한다.
다. 공공분야의 컨설팅 확대
글로벌 마켓에서 공공부문 시장은 전체 컨설팅시장의 22%(2005년 기
준)에 달하나, 국내의 경우에는 공공부문의 시장점유율은 13%에 불과
하다. 향후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청년)창업, 영세자영업의 소프
트랜딩 등이 중요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이 요구된다. 특히 자
영업에게는 정부지원 컨설팅서비스를 통해 스스로의 미래를 찾아갈 수
있도록 컨설팅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내 컨설팅의 기반
을 넓힐 뿐만 아니라 자영업 및 청년 고용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중요
하다.

제4절 회계 산업

1. 현 황
가. 회계법인 및 인력
외환위기 이후 회계 산업은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시장규모는
2010년 기준 약 2조 원으로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에 비해 5배 정도
성장하였으며, 공인회계사 수는 3배, 그리고 회계법인의 수는 약 4배로
증가하였다.

제5장 전문서비스업

245

<표 5-15> 회계법인 현황
2001년 3월 말 2009년 3월 말 2010년 3월 말 2011년 3월 말
회계
법인

수
증감(전년대비)

34

104

113

123

1

1

9

10

자료 : 금융감독원(2011), 2010 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의하면 회계법인 수는 2001년 3월 28일의 회계
법인 설립 요건의 완화39)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표 5-15>와
같이 2001년 3월 말 34개에 불과하였던 회계법인의 수는 2009년 3월 말
에는 104개로 늘어났으며, 2011년 3월 말에는 123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회계법인들 사이의 합병 등을 통한 대형화보다는 소형 회계법
인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앞의 [그림 5-4]와 같이 공
인회계사업의 사업체 규모를 보면 대부분의 사업체들이 10인 미만으로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1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체는 2009년
기준 12개에 불과하다.40)
소속된 회계사 수를 기준으로 보아도 <표 5-16>과 같이 2009년 3월
말 이후 100인 이상의 회계사를 보유하고 있는 회계법인은 7개로 2009
년 이후 변화가 없다.41)
공인회계사도 계속 증가하여 2011년 3월 말 현재 금융위원회에 등록
한 회계사 수는 14,070명으로 전년대비 5.5%(738명)가 증가하였다. 이들
중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수는 7,956명으로 전체 등록 회계사의 56.5%
이며, 이들 중에서도 삼일, 안진, 삼정, 한영의 4대 회계법인에 소속된 회
계사 수는 4,666명으로 전체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58.6%와 등록 회계
사의 33.2%를 차지하여 회계사의 과점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39) 구체적으로 회계법인의 설립 요건을 회계사 2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자본
금은 10억 원 이상에서 5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40) 여기에는 회계사만이 아니라 지원인력이나 컨설팅인력 등이 포함된 인력 기준이
기 때문에 회계사 수를 기준으로 하면 100인 이상 기업이 훨씬 적을 것이다.
41) 100인 이상의 회계사를 보유하고 있는 회계법인은 삼일, 안진, 삼정, 한영, 대주,
삼덕, 신한의 7개 회계 법인이며, 이들 중 삼일, 안진, 삼정, 한영이 4대 회계법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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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6> 회계사 수별 회계법인의 현황
2009년 3월 말
100인 이상

2010년 3월 말

2011년 3월 말

7

7

7

30～99인

18

23

21

30인 이하

79

83

95

104

113

123

전체

자료 : 금융감독원(2011), 2010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

<표 5-17> 등록 공인회계사 현황
2009년 3월 말
회계법인 소속
4대 회계법인

2010년 3월 말

2011년 3월 말

회계사수

비중

회계사수

비중

회계사수

비중

7,013

57.6

7,858

58.9

7,956

56.5

4,166

(59.4)

4,770

(60.7)

4,666

(58.6)

감사반 소속

1,198

9.8

1,166

8.7

1,175

8.4

기타

3,956

32.6

4,308

32.4

4,939

35.1

12,167

100.0

13,332

100.0

14,070

100.0

전체

주 : 감사반은 3인 이상의 개업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단체임.
자료 : 금융감독원(2011), 2010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

나. 영업 실적
2010 사업연도 회계법인 전체의 매출액은 1조 7,837억 원으로 전기대
비 7.3%(1,210억 원) 증가하였다. 업무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컨설팅이
7,124억 원(39.9%)으로 가장 많고42), 그 다음이 회계감사 6,563억 원
(36.8%)과 세무업무 4,150억 원(23.3%)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4대 회
계법인의 부문별 실적의 비중도 컨설팅 부문이 42.9%로 가장 높게 나타
나 업계 전체의 매출액 구성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회계법인이 수행한 개별재무제표 감사는 2010년의 경우 전년대비
12.7%(1,851건)가 증가한 16,421건으로 나타났으며, 연결재무제표 감사
42) 컨설팅에는 세무 및 회계감사 이외의 모든 업무를 포함하며, 구체적으로 주식가
치평가, 경영자문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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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8> 업무별 매출 현황
(단위 : 억 원, %)
2008
회계감사
4대 법인
컨설팅
4대 법인
세무
4대 법인
매출액
4대 법인

2009

201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6,156

40.2

6,018

36.2

6,563

36.8

3,611

40.8

3,463

36.1

3,900

37.9

5,774

37.7

6,896

41.5

7,124

39.9

3,566

40.3

4,389

45.8

4,417

42.9

3,384

22.1

3,713

22.3

4,150

23.3

1,675

18.9

1,734

18.1

1,971

19.2

15,314

100.0

16,627

100.0

17,837

100.0

8,851

100.0

9,586

100.0

10,288

100.0

자료 : 금융감독원(2011), 2010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

<표 5-19> 개별 및 연결재무제표 감사의 실적
(단위 : 사, %)
2008
전체

상장

전체

상장

전체

상장

1,782

14,570

1,781

16,421

1,781

숫자

5,075

935

4,663

940

4,842

1,001

비중

(31.5)

(52.5)

(32.0)

(52.8)

(29.5)

(56.2)

1,749

831

1,837

826

2,038

848

숫자

864

521

903

521

972

550

비중

(49.4)

(49.2)

(63.1)

(47.7)

(64.9)

연결감사
4대 법인

2010

16,108

개별감사
4대 법인

2009

(62.7)

주 : ( ) 안의 값은 4대 회계법인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 금융감독원(2011), 2010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

는 전년대비 10.9%(201건) 증가한 2,038건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4대
회계법인은 개별재무제표 감사의 29.5%와 연결재무제표의 47.7%를 수
행하였다.
그리고 상장회사의 감사업무 비중은 전년보다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
타났다. 구체적으로 개별재무제표 감사 중 상장회사의 비중은 2009년의

248

고용구조 선진화를 위한 서비스산업의 일자리창출 역량제고 방안(Ⅲ)

52.8%에서 2010년 56.2%로 높아졌으며, 연결재무제표 감사의 경우도
상장회사의 비중이 2009년의 63.1%에서 2010년에는 64.9%로 높아져 전
반적으로 상장회사의 비중이 늘어났다.

2. 국내 회계 산업의 문제점과 과제
가. 미흡한 질적 경쟁력
그동안 회계 산업이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였으나 회계시장이 4대
회계법인을 중심으로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고, 저가의 수임경쟁에 따른
시장의 불신이 커지는 등 질적 성장은 미흡한 상태다. 특히 저축은행 등
부실기업의 분식회계에 대해 이를 감시하여야 할 회계법인의 역할이 적
절하였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회계의 투명성에 대한 사
회적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감독시스템 및 부실감사 제재
방식 등에 대한 개선을 통해 회계 산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제경쟁
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 FTA와 국제경쟁력
한․EU가 금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고, 한․미 FTA도 국회를 통과
하였으며, 앞으로도 인도․호주 등과의 FTA가 예정되어 있어 회계시장
의 개방이 불가피하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은 아직 미흡한 상황으로 여
겨진다. 구체적으로 한․미 FTA가 발효되어도 회계법인의 핵심 시장인
감사 업무는 여기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의 큰 영향은 없다.
그러나 5년 이후부터는 외국 회계법인의 지분 투자가 허용됨에 따
라43) 외국 회계법인의 국내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에는 국내
의 4대 회계법인이 글로벌 빅4 회계법인44)과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데,
43) 구체적으로 자본금의 50% 미만까지만 해외기업이 국내 회계법인에 출자할 수 있
으며, 1인당 출자한도는 자본금의 10% 미만으로 제한된다.
44) 글로벌 4대 회계법인은 PWC(PricewaterhouseCoopers), 딜로이트, KPMG, 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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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자본참여가 아니라 업무를 제휴한 ‘멤버 펌(member firm)'의 형태
로 글로벌 회계법인이 이름만 빌려주고 있는 상황이다. 멤버 펌이기 때
문에 업무 제휴의 범위는 품질관리, 국제적 규정 및 투자자문, 마케팅,
정보공유 등에 제한된다. 그러나 향후 외국 회계법인의 지분투자가 허
용되면 외국계 회계법인의 국내 진출이 본격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토
종 회계법인의 경쟁력 약화가 예상된다. 특히 중소형 회계법인의 경우
상당한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으며, FTA에 따라 회계법인들 사이의 ‘빈
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표 5-20> 국내 4대 회계법인과 글로벌 회계법인의 업무 제휴 현황
국내회계법인

제휴 글로벌
회계법인

국적

진출 국가 및 소속
전문가

제휴일자

삼일

PWC

영 국

151개국(14만 명)

1998년

안진

딜로이트

스위스

140개국(16만 9천 명)

2002년

삼정

KPMG

스위스

140개국(14만 4천 명)

2001년

한영

언스트&영

미 국

140개국(16만 4천 명)

1989년

주 : ( ) 안의 값은 4대 회계법인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 금융감독원(2011), 2010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

금융위원회(2011)의 보고서에서도 회계시장의 개방에 따라 경쟁에 의
한 회계서비스의 질적 향상, 선진 회계지식의 이전 및 국내 회계법인의
해외진출 확대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국내 법인의 외국자
본 예속, 수임경쟁의 심화,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법인의 소송리스
크 심화 등과 같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향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회계 산업 규모는 2008년 미화 31억 달
러이나 2013년에는 미화 38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
다. 한국의 회계 산업은 아직 발전할 여지가 많으며, 고용창출을 위해
서는 회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
여야 한다.

트&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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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회계 산업의 발전 방향
가. 회계법인의 대형화․전문화
회계법인의 대형화를 위해 중소형 회계법인의 합병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에는 상법상 주식회사에만 허용되는 분할 및 분할합병제도를
회계법인에게도 적용되도록 법을 개정하고, 회계법인의 권리․의무를
분할하여 신설 또는 합병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회계법인의 대형화․
조직화․전문화를 유도한다.
나아가 중소형 회계법인 운영의 편의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상법상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법인 설립을 회계법인에게도 허용하
도록 한다.
나. 감사품질 경쟁의 강화
중소 회계법인의 출혈경쟁과 기업들의 저가감사 선호에서 나타나고
있는 저가수임 경쟁에서 벗어나 감사품질 경쟁으로 경쟁 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감사의 품질에 대한 지표 계량화를 통해 객관적
이고 공정한 감사품질 평가를 가능하게 하고, 품질관리 수준에 대한 평
가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품질관리 기준을 바탕
으로 한국의 실정에 적합한 한국형 품질관리 기준을 제정할 필요성도
있다.
이와 함께 부실감사를 수행한 회계법인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할 필요성도 있다. 구체적인 방법의 예로 부실감사로 조치를 받는 경
우 동종 업종에 대한 감사 업무를 제한하거나 부실감사의 적발에 대비
한 적립금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현재에는 부실감사
적발 시 당해 회사 감사 보수의 10～100%까지 적립하도록 조치하고 있
으나 이를 200%까지 확대하도록 패널티를 강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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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과학기술서비스업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절의 주요한 관심은 생산자서비스 가운데서도 핵심적인 미래 유망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서비스업이다. 정의에
따라 포괄 범위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지만, 과학기술서비스업은 기
본적으로 미래 신성장동력의 핵심 부문 가운데 하나인 지식서비스업의
중심 업종이면서 제조업 등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끌어내는 원
천이 되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지식기반경제가 심화되면 될수록 그 중요
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서
비스업 내의 주요 업종인 IT, 사업서비스(전문기술서비스) 등의 지식서
비스가 국가 및 타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2007)의 사례 연구에서 나타나듯이 2000년대 들
어 미국의 신경제 부흥을 가져왔으며 일본의 제조업 경쟁력이 한계를
드러내게 한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가 정보통신 등 지식서비스의 발전
여부라고 판단될 정도다. 지식서비스는 “다른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혁신역량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지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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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훈, 2007)”을 보이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점점 더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지식서비스업, 특히 과학
기술서비스업의 경우 미래 서비스업 고용창출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역
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기본적으로 서비스업 고용창출은 노동집약적인
저부가가치 서비스업 위주로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이나, 향후 서비스업
성장의 핵심을 이룰 과학기술서비스업의 고용창출 역량을 제고하지 않
고서는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대와 더불어 그 고용창출력의 한계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과학기술서비스업의 고용창출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그 산업 특성과 일자리 구조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일차적인 목
적을 둘 것이다.

2. 과학기술서비스업의 정의 및 포괄 범위
여기서의 과학기술서비스업이란 “다른 기업이나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이나 기술혁신 활동과 관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업
무로 하는 산업”이라고 정의된다. 기본적으로 기술혁신 활동에 필요한
과학기술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타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이 과학기술서비스업인 것이다. 즉, 제조업 등 기
존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것을 주요한 업무로 하는 생산
자서비스 가운데서도 과학기술과 관련된 전문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인 것이다.
<표 6-1>에서 나타나듯이 Rubalcaba-Bermejo(1999)의 분석에 따르
면, 고객 기업의 혁신활동 가운데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서비스, 즉 컴퓨
터관련 서비스(IT), 엔지니어링 서비스, 디자인 서비스, 품질관리 서비
스, 전자통신의 온라인 서비스, 특허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업체가 과학
기술서비스업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다음 표에서 나타나듯이 기업의 주요 기능별로 살펴볼 때에는
정보관리, 생산/기술기능, 연구개발/디자인기능 등에 대한 외부 생산자
서비스인 컴퓨터 서비스, 정보기술 컨설팅, 통신서비스, 엔지니어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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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고객 기업의 혁신에 대한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기여
혁신 기능

경쟁역량 분야

지식서비스

- 기술 통합
- 기존 기술 활용
- 기업 수요에 따른 기술 적응
- ICT 첨단 프로세스에서의 효율성
- 루틴 프로세스의 자동화
- 생산구조의 유연화
- 품질 향상

- 컴퓨터관련 서비스(IT)
- 엔지니어링 서비스
- 디자인 서비스
- 품질관리 서비스
- 전자통신의 온라인 서비스
- 특허 서비스

- 내부 조직의 효율성
- 통제와 조정 프로세스의 명확화
- 인력 모집, 선발, 훈련
- 내부 서비스와 역량 향상
- 프로젝트 관리

- 경영 컨설팅
- 임시관리 서비스
- 감사와 법률 서비스
- 임시직, 채용 서비스
- 재취업, 인력훈련
- 엔지니어링 서비스

전략
혁신

- 역동적인 환경에 대한 유연성
- 복잡한 시장에서의 포지셔닝
- 제휴에 대한 전략적인 정보
- 제품적응에 대한 정보
- 입지 선택
- 핵심 활동 정의
- 갈등적인 법률환경에서의 방어

- 경영 컨설팅
- 감사 서비스
- 법률 자문
- 시장조사
- 마케팅 서비스

상업
혁신

- 경쟁적인 제품 디자인
- 혁신적인 상업화
- 제품 론치 운동
- 고객인식 제고
- 기업 이미지 제고

- 박람회/전시 서비스
- PR 서비스
- 시장조사
- 광고
- 디렉트 마케팅/콜센터

운영
혁신

- 기능적인 분업
- 인적자원관리
- 국제 운영 확대
- 운영능력 제고

- 보안 서비스
- 택배 서비스
- 세탁과 유지 서비스
- 번역 서비스

기술
혁신

조직
혁신

자료 : Rubalcaba-Bermejo(1999); 산업연구원(2007), p.21에서 재인용.

술적 서비스, 시험/품질관리, 유지보수/장비수리 서비스, 연구개발, 산업
디자인 등이 과학기술서비스업이 제공하는 주요한 서비스에 해당한다
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서도 특히 과학기술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제
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을 과학기술서비스업으로 정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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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제조업체의 내부 기능과 아웃소싱 서비스의 대응관계
기업의 주요 기능

외부 생산자서비스

전략수립/신시장개척

- 경영컨설팅, 시장조사, 박람회/전시회 조직

정보관리(IT서비스와
인프라스트럭처)

- 컴퓨터 서비스, 정보기술 컨설팅, 통신서비스

인사

- 인력 선발/공급, 전문훈련

생산/기술기능

- 엔지니어링/기술적 서비스, 시험/품질관리, 유지보수/장비
수리 서비스

연구개발/디자인 기능 - 연구개발, 산업디자인
마케팅

- 광고, 디렉트 마케팅, PR

구매/판매

- 유통거래(판매후 서비스 포함)

재무자원

- 금융/보험, 임대/리스

행정/회계

- 회계/감사, 법률, 조세자문

운송/물류

- 물류, 운송, 특송, 부동산

시설관리

- 보안, 건물유지보수, 세탁, 식당, 환경/쓰레기처리, 에너지/
용수서비스

자료 : 산업연구원(2007), p.22.

자 한다. 고객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한다는 서비스 대상 영역도
중요하지만, 과학기술서비스업의 특성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다른 지식
이 아니라 바로 과학기술 전문지식을 활용한다는 점에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체화되어 제공되는 전문지식의 특성이 지식서비스
산업의 특성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라고 볼 때, 과학기술서비스업이
지니는 핵심적인 특성은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고객 기업의 기술혁신활
동을 지원’하는 데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본 연구에
서 과학기술서비스업이 제공하는 핵심 서비스는 컴퓨터 서비스, 정보기
술 컨설팅, 엔지니어링/기술적 서비스, 시험/품질관리, 연구개발서비스,
특허서비스 등으로 한정된다고 파악된다. 즉, 앞의 서비스 가운데 디자
인이나 단순한 유지/보수 서비스는 과학기술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서비
스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학기술서비스업에 포함되는 산업 범주를 표준산업분류(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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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따라 파악해 보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J62), 정보서비스업(J63),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M701), 건축기
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M72)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
다. 여기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이란 “컴퓨터 시
스템의 통합관련 기획 및 설계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산업 활동과 컴
퓨터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관련 기술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산업 활
동”을 수행하는 산업을 뜻하며, 정보서비스업이란 “정보처리, 호스팅서
비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또 자
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은 “자연과학…… 연구 분야에서 새로운 지
식을 얻기 위한 기초탐구, 실용적 목적으로 연구하는 응용연구, 제품 및
공정개발을 위한 실험개발 등의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산업을 뜻
하며,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은 “건축설계, 감
리 등의 건축기술서비스, 엔지니어링 원리를 이용한 공학적 전문기술서
비스, 지질 또는 지구물리학적 조사서비스, 물리적 및 화학적 분석시험
서비스 등의 과학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을 수행하는 산업45)
이다.
<표 6-3> 과학기술서비스업의 범위
표준산업분류 코드
J62

산업 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J620
J6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J631
J639
M70
M701
M72
M721
M729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45) 각 산업의 활동에 대한 설명은 통계청(2009)의 표준산업분류 설명 자료를 인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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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학기술서비스업의 산업 및 일자리 특성
가. 산업 및 고용 현황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서비스업이 포함되어 있는 사
업서비스업이 국내총생산(GDP)이나 취업자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먼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
년 3.9%에서 2008년 4.9%까지 상승하였고, 고용 비중은 2000년 4.8%에
서 2008년 8.1%까지 상승하였다.
<표 6-4> 지식서비스 산업의 경제적 위상 변화
(단위 : %)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전 체 제조업

금융
보건 및
사업 교육
오락문화
통신업 및
사회
서비스 서비스
운동관련
보험업
복지사업

GDP
2000
2008

100.0
100.0

25.2
25.0

51.2
54.5

21.0
26.0

4.0
3.9

5.2
6.3

3.9
4.9

4.6
5.9

2.5
3.7

1.0
1.3

고용
2000
2008

100.0
100.0

20.3
17.3

61.6
67.7

18.6
26.1

0.9
1.1

3.6
3.5

4.8
8.1

5.6
7.4

2.0
3.6

1.7
2.3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민소득총괄팀;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이를 좀 더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2000년대 들어서면서 사업서비스업
가운데서도 IT 관련 업종을 제외한 과학기술서비스업이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추세가 뚜렷하다. 자연과학 연구개발업의 경우 1996～
2001년 사이에 매출은 연평균 7.5%, 고용은 1.8%씩 증가하는 데 그쳤지
만 2001～05년 사이에는 매출이 연평균 19.8%, 고용이 12.4%씩 증가하
는 놀라운 성장세를 기록하였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건축 및 엔지니어
링 서비스도 2001～05년 사이에 매년 매출은 12.4%씩, 고용은 11.1%씩
증가하였고 과학 및 기술서비스는 각각 13.0%, 4.9%씩 증가하는 추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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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사업서비스업의 세부 업종별 고용 및 매출 증가율 변화
(단위 : %)
연평균 증가율
(1996～2001)

연평균 증가율
(2001～05)

고용

매출

고용

매출

7.9

17.4

11.1

12.9

24.2

39.1

7.3

9.4

․시스템 설계

12.6

37.3

-3.9

-1.9

․소프트웨어 개발

27.6

35.0

11.4

20.2

․자료처리

15.5

49.1

1.0

-1.8

․DB 및 온라인 정보

47.8

68.4

5.3

16.5

․기타 컴퓨터 운영

45.0

124.3

-15.8

-27.9

- 연구개발업

1.2

7.5

12.5

20.8

․자연과학

1.8

8.4

12.4

19.8

-2.9

-3.1

13.7

35.6

2.5

7.3

6.4

10.8

․법무서비스

5.1

14.2

5.6

4.0

․회계서비스

6.3

13.1

4.8

9.3

18.2

17.9

9.1

19.7

․건축 및 엔지니어링

4.9

-0.5

11.1

12.4

․과학 및 기술 서비스

0.3

14.2

4.9

13.0

․광고업

0.3

10.2

4.9

4.8

․전문디자인

11.0

17.6

8.0

14.9

․기타 전문서비스

-0.5

5.2

-1.0

9.4

11.9

26.0

17.5

17.8

22.9

34.0

20.7

20.8

5.0

22.2

14.0

15.8

사업서비스
- 정보처리업

․인문 및 사회과학
- 전문서비스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

- 사업지원
․시설관리 및 고용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자료 : 통계청, ｢서비스업총조사 , 1996, 2001, 2005; 김주훈(2007)에서 일부 재인용.

기록하였다.
다만, IT와 관련되는 정보처리업의 경우에는 시스템 설계, 자료처리,
DB 및 온라인 정보 등 과학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이 전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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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2000년대에 들어서면 고용이나 매출 성장률이 크게 떨어졌으며, 시
스템 설계는 매출과 고용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자료 처리는 매출에
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정도로 부진하였다.
표준산업분류의 전면 개정 등으로 인해 시계열 연결이 힘들기 때문에
새로이 개정된 통계분류에 따라 좀 더 최근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동향을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 6-6>과 같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과학기술서비스업은 2007～09년 사이 금융위기
라는 악재가 발생한 최근 3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제조업이 사업체 수나 종사자 수 모두에 있어
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전산업 사업체 수 연평균 증가율이
0.5%, 종사자 수 증가율이 2.7%에 머무르는 동안 과학기술서비스업의
사업체 수는 연평균 5.7%, 종사자 수는 연평균 11.9%나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서비스업의 사업체 수는 2009년 2.4만 개(전산업 대
비 0.73%), 종사 인원은 44.8만 명(전산업 대비 2.67%)에 달하게 되었다.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특히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
리업과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져, 전체 과학기
술서비스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은 2007～09년 사이에 사업체 수가 연평균 12.3%, 종사자 수가 연
평균 17.1% 증가하였으며,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은 각각 12.4%,
16.6%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정보서비스업은 사업체 수가 연평균 3.4%, 종사
자 수가 연평균 6.5% 증가하는 데 그쳐 과학기술서비스업 가운데에서
는 가장 저조한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며,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은 각각 3.8%, 9.2%의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연구개발업을 제외한 과학기술서비스업의 최근 산업 동향을 좀 더 자
세히 파악해 보면 다음의 <표 6-7>과 같이 정리된다. 2007～09년 사이
과학기술서비스업(연구개발업 제외)의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19.9%
에 달해 사업체 수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산업 자체의 성장세가 뚜렷하
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생산성의 대리지표라 할 수 있는 1인당 매
출액도 연평균 8.7%, 평균 임금의 대리지표인 1인당 연간 급여액도 연평

332,617
21,625
2,415
1,332
2,240
15,638

제조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자료 : 통계청, ｢사업체조사 DB .

3,262,925

전산업

사업체 수

194,296

90,391

27,566

45,596

357,849

3,334,889

15,943,674

종사자 수

2007

<표 6-6> 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추이

16,427

2,760

1,285

2,674

23,146

320,053

3,264,782

사업체 수

226,340

105,572

27,611

50,795

410,318

3,277,271

16,288,280

종사자 수

2008

16,850

2,832

1,425

3,043

24,150

320,374

3,293,558

사업체 수

231,714

122,813

31,259

62,512

448,298

3,269,339

16,818,015

종사자 수

2009

3.8

12.4

3.4

12.3

5.7

-1.9

0.5

사업체 수

9.2

16.6

6.5

17.1

11.9

-1.0

2.7

종사자 수

연평균 증가율

(단위: 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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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 과학기술서비스업의 산업별 최근 동향
산업

항목
사업체 수(개)

종사자 수(명)
컴퓨터 프로그 매출액(백만 원)
래밍 시스템 통
합 및 관리업 연간 급여액(백만 원)
1인당 연간 급여액
1인당 매출액

정보서비스업

2008

2009

연평균
증가율(%)

2,415

2,674

3,043

12.3

45,596

50,795

62,512

17.1

9,991,152

10,746,338

14,035,552

18.5

1,248,473

1,712,006

2,307,128

35.9

27

34

37

16.1

219

212

225

1.2

사업체 수(개)

1,332

1,285

1,425

3.4

종사자 수(명)

27,566

27,611

31,259

6.5

4,042,927

5,083,977

5,827,204

20.1

847,484

930,117

1,076,196

12.7

31

34

34

5.8

1인당 매출액

147

184

186

12.7

사업체 수(개)

15,638

16,427

16,850

3.8

종사자 수(명)

194,296

226,340

231,714

9.2

16,209,813

21,596,028

23,629,546

20.7

매출액(백만 원)
연간 급여액(백만 원)
1인당 연간 급여액

건축기술, 엔
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
술 서비스업

2007

매출액(백만 원)
연간 급여액(백만 원)

5,651,536

6,751,948

7,429,312

14.7

1인당 연간 급여액

29

30

32

5.0

1인당 매출액

83

95

102

10.6

사업체 수(개)

19,385

20,386

21,318

4.9

종사자 수(명)
267,458
과학기술서비 매출액(백만 원)
30,243,892
스업(연구개
연간 급여액(백만 원) 7,747,493
발업 제외)
1인당 연간 급여액
29

304,746

325,485

10.3

37,426,343

43,492,302

19.9

9,394,071

10,812,636

18.1

31

33

7.1

123

134

8.7

1인당 매출액

113

자료 :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DB.

균 7.1%나 상승하여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인력수요도 확실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생산성 증가세는 매출액 신장세를 바탕으로
연평균 12.7%씩 증가한 정보서비스업과 10.6%씩 증가한 건축기술,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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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이 주도하였으며, 1인당 연간 급여
액이 연평균 16.1%나 증가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관리업의
경우 과학기술서비스업의 인력수요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었다.
좀 더 중장기적으로 산업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2000～10년 사이 생
산지수의 증가세를 살펴보면, 과학기술서비스업 가운데서도 정보서비스
업과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이 각각 연평균 11.6%, 8.4%씩 증가
해 급속한 생산 증가세를 보여준 반면, 컴퓨터 프로그램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과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의 경우는
각각 연평균 4.1%, 0.3% 증가에 그쳐 서비스업 전체 평균에 못 미치는
생산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표 6-8> 과학기술서비스업 세부 업종별 불변생산지수 추이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서비스업 총지수

연평균
증가율

81.5

86.5 94.8 95.8 96.5 100.0 105.1 112.2 116.2 118.3 122.9

4.2

컴퓨터 프로그래밍,
84.8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90.4 97.8 100.1 100.4 100.0 105.6 111.4 117.0 119.3 126.7

4.1

정보서비스업

50.5

55.1 62.2 71.9 87.1 100.0 113.7 129.3 137.6 140.2 152.0

11.6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
59.7
개발업

64.0 73.6 78.9 89.1 100.0 105.5 110.4 114.8 125.2 133.3

8.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89.8 100.5 107.7 107.6 104.5 100.0 106.7 111.7 109.5 109.5 92.5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0.3

주 : 2005=100.
자료 : 통계청, ｢서비스업 동향조사 DB .

나. 과학기술서비스업의 산업 특성
과학기술서비스산업이 포함되어 있는 지식기반산업(Knowledge-based
Industry)은 가치 있는 지식을 생산하거나 생산과정에 투입함으로써 새
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의 지식집약
화나 고부가가치화를 이루는 산업(홍성민 외, 2009)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즉, 사람에게 체화되어 있는 지식이나 지적 능력을 제품의 개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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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산에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기존 산업의 생산성이나 제품의 부가가
치를 제고하거나, 아예 새로운 신산업을 창출하거나, 고부가가치의 지식
서비스 그 자체를 제공하는 산업이 바로 지식서비스 산업인 것이다. 기
존의 연구들도 이러한 내용을 집약하여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을 “직접
지식을 창출하거나 창출된 지식을 가공․활용․유통시키거나 지식이
체화된 중간재를 생산 활동에 집약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지식 또
는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이공래 외,
2002; 오상봉 외, 1999에서 재인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과학기술서비스업은 과학기술 관련 지식이나 정보를
활용하여 다른 산업의 연구개발 활동 등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좀 더
전문적인 서비스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의 추이 분석에서 나타
났듯이 과학기술서비스업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수
요 증가 추세가 본격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다른 사업서비스 업종과 성
장 추이를 비교해 보면, 과학기술서비스업이 전체 사업서비스업의 매출
및 고용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는 특징이 뚜렷한 것이다.
한편, 지식서비스업의 경쟁력 향상 및 생산성 제고에 있어서 연구개
발 투자보다 전문가에 의한 혁신이 더욱 중요(김주훈, 2007)하므로 과학
기술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적절한 전문인력 수급체계 확보가 관련 산업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창의적인 연구개발이나 엔지
니어링 업무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서비스업의 경우 다른 사업서비스업
에 비해 전문인력 수급의 안정성 확보가 중요해지는 특징이 더욱 부각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서비스업은 제조업이나 다른 서비스업의 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다른 산업의 R&D 투자나 혁신 활동 수준
에 따라 산업수요가 변화하는 특성이 뚜렷하다. 즉, R&D 활동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점이 산업의 주요한 특성이며, 이에 따
라 다른 서비스업과는 또 다른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이고 있고, 이는
과학기술서비스산업의 원활한 성장을 어렵게 만들었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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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과위험 부담과 불확실성 ② 사전 정보공개와 정보비대칭성 이
슈 ③ 성과의 장기적 가치평가 불가 ④ 제공자 고객성과 공동창출에 따
른 지식재산 관리 문제 ⑤ 제공자 고객간 도덕적 해이 문제 ⑥ 성과가
기업 존폐에 영향을 줄 만큼 심각할 수 있다는 문제 ⑦ 프로젝트에 대한
번복의 어려움 ⑧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의 정형화 및 학습의 본질적 제
약 ⑨ 암묵지 통제관리 어려움.”46)
이에 따라 과학기술서비스업의 발전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R&D 활동
상태와 변화 추세가 중요한 환경으로 작용하며, 특히 연구개발 활동의
아웃소싱과 관련된 개방형 혁신 활동의 추세가 가장 중요한 산업수요로
작용하게 된다.

4. 과학기술서비스업의 산업발전 전망
가. 우리나라 연구개발 활동 변화 추이
과학기술서비스업의 산업수요는 무엇보다 우리나라 산업 전체적인
R&D 활동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느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
학기술 전문지식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의 특성상 과학기술
의 개발이나 응용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R&D 활동으로 대변되는 기
술혁신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R&D 활동 자체가 직접적인 수요가 되는 연구개발업과 엔지
니어링 서비스업은 말할 것도 없고, 서비스 혁신 활동이나 R&D 활동의
결과 이루어지는 자동화 등의 추세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컴퓨터 프
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등까지 거의 모든 과학
기술서비스가 R&D 활동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 R&D
활동, 그중에서도 과학기술서비스업을 많이 활용하는 기업(산업) R&D
활동의 수준이 전체 과학기술서비스업의 산업수요를 보여주는 대표적
인 지표가 되므로, 여기서는 이러한 우리나라 산업 R&D 활동의 변화
46) 최지선(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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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연구개발비 국제 비교

자료 :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01-1; 국가과학기술위원
회․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1)에서 재인용.

추세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2010년 총 연구개발비 투자액은 43조 8,548억 원에
달하여 전년대비 15.6%나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40조 원
을 넘어섰다. 이를 달러로 환산하면 37,935백만 달러로 세계 7위 수준에
이르는 규모이고,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3.74%로 전년대비
0.18%포인트 상승하여 세계 3위권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우리나라 연구개발비의 급격한 증가 추세는 2000년대 들어 꾸
준히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2005년에만 해도 총 연구개발비는 24.2조
원,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2.79%에 머무는 수준이었던 것이다.
연구 주체별로 볼 때에는 주로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활성화에 기인
하여 연구개발비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2010
년의 경우 기업체가 사용한 연구개발비가 총 32조 8,032억 원에 달해 전
체의 74.8%를 차지한 반면,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은 각각 14.4%, 10.8%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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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우리나라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1).

머무르고 있었다. 2009년과 비교해 보아도 기업체 연구개발비는 16.5%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높은 기업체 연구개발비 비중은 일본(75.8%, 2009년) 다음으
로 높은 수준으로서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세계적으로 비교
해 보아도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의 2010년 연구개발비 현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나라의 경우 R&D 활동에 있어서도 제조업 중심적인 특징이 두드러져,
제조업 연구개발비가 전체의 87.6%에 해당하는 28.7조 원에 달하였으
며, 서비스업은 9.0%에 해당하는 3.0조 원 수준에 머물렀다. 제조업 내
에서도 세부 업종별 편중이 심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의 연구개발비 비중이 전체의 48.3%에 달하여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이 자동차 및 트레일러(12.2%), 코크스, 석
유, 핵연료, 화합물 및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9.8%) 등의 순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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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주요국 주체별 연구개발비 비중

자료 :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01-1; 국가과학기술위원
회․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1)에서 재인용.

[그림 6-4]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연구개발비 추이

주 : 1) 2007년까지는 8차 한국산업분류코드, 2008년부터는 9차 한국산업분류코드
를 사용.
2) 시계열 비교를 위해 9차 산업분류코드를 기준으로 이전 연도 자료를 재산출.
자료: 국가과학기술위원회․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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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우리나라 연구개발 활동 추이를 살펴보면 나타나듯이, 앞으로
도 우리나라 연구개발 활동은 상당 기간 활발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서비스업의 발전과 더불어 서비스업의 연구개발 활동과 신성장동
력 확보를 위해 새롭게 부각되는 정보기술(IT)이나 환경기술(ET) 등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림 6-5] 주요국 산업별 연구개발비 비중 비교

자료 : OECD, R&D Statistics 2010; 국가과학기술위원회․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1)에서 재인용.

위의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업이 발달한 미국
이나 영국 등과 비교할 때 서비스 R&D 비중이 2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서비스업의 발전에 따라 이들 부문
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또한 미래유망 신기술인 6T 분야의 연구개발비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
하는 추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녹색성장과 연계된 환경기술
(ET) 분야 연구개발비는 기업에서도 급속하게 증가(전년대비 32.7%,
7,714억 원)하면서 신기술 분야 연구개발투자를 선도하는 경향이 나타

268

고용구조 선진화를 위한 서비스산업의 일자리창출 역량제고 방안(Ⅲ)

나고 있으며, 정통적으로 강한 정보기술(IT) 분야 연구개발비 역시 전
년대비 19.3% 증가하면서 14.7조 원에 달해 전체 연구개발비의 33.6%나
차지하고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외에도 현재에는 아직 핵심 영역으로 크지 못하고 있지만 생명공학
기술의 경우에는 향후 가장 유망한 신기술 분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는 가장 급속하게 연구개발 활동이 활발해질 분야로 예상
된다. 최근 Roland Berger(2011)에서 전망한 바에 따르면 2030년까지의
글로벌 미래 트렌드 가운데 기술혁신 부분에서는 급속한 기술혁신 시대
가속화와 더불어 생명과학의 시대가 열리고 삶의 질을 바꾸는 혁신의
효과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될 정도이기 때문이다.
나. 과학기술서비스업 발전 전망
이러한 전체 연구개발비 사용 추세는 과학기술서비스업에 대한 수요
<표 6-9> 우리나라 미래유망신기술(6T)별 연구개발비 추이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IT(정보기술)

88,680

97,230

109,949

116,501

123,543

147,369

BT(생명공학기술)

14,115

18,099

23,537

26,349

30,089

34,591

NT(나노기술)

29,134

36,568

38,120

42,326

45,994

55,891

4,089

5,000

5,331

5,949

4,878

5,481

ET(환경기술)

17,424

17,408

23,680

29,330

34,651

48,196

CT(문화기술)

1,249

3,345

2,406

2,986

3,574

5,029

ST(우주항공기술)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1)에서 발췌.

<표 6-10> 2010～30 글로벌 트렌드(기술&혁신)
기술확산
새로운 기술이 더욱 빠르게
도입되고 혁신사이클이 짧
아짐에 따라 기술확산이 증
가
자료 : Roland Berger(2011).

혁신효과

생명과학의 시대

로보틱스와 가상현실, 사물 전 세계의 당면과제를 해결
지능망(IoT, Internet of Th- 하는 기본적인 혁신이 생명
ings)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 과학에서 이루어질 것
킬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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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체적인 크기를 규정하며 상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연구개발 활동이
외부에 아웃소싱되지 못하는 경우 실제적인 과학기술서비스업의 수요 증
대로 연결되기는 힘들다. 따라서 좀 더 엄밀한 의미에서 과학기술서비스
업의 산업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구개발 활동의 아웃소싱
등이 얼마나 활발히 이루어질 것인지도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우리나라 연구개발 활동을 주도하는 제조업을 외부 R&D 활동
수행 경험을 기준으로 그룹화한 최지선(2009)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
리나라의 경우 R&D 활동이 활발한 산업의 외부 R&D 활용도가 상대적
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R&D 활동의 활성화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산업수요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연구개발 활동이 가장 활발한 전자부품/영상/통신장비나 자동차/기
타 운송 등의 산업이 외부 R&D 활용 경험이 두 번째로 높은 노드 2에
해당하고 있으며, 향후 연구개발 활동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정
[그림 6-6] 업종별 외부 R&D 활용도(분류나무 분석 결과)

주 : 성장방법 CHAID, SPSS 16.0 통계프로그램 사용.
자료 : 2008 한국의 기술혁신조사 : 제조업 부문의 원시자료 분석; 최지선(200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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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광학기기; 화합물/화학/석유 등이 외부 R&D 사용 경험이 가장 높은
노드 1에 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요 업종 그룹별 특성은 다시 <표 6-11>과 같이 정리되고
있다.
더불어 향후 R&D 활동의 아웃소싱을 포함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이 점점 더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한 근
<표 6-11> R&D서비스 수요 업종 그룹별 특성
구분

수요
그룹

세부 업종

수요 그룹별 R&D 서비스 활용 특성
- R&D 서비스의 활용도가 가장 큰 업종 그룹
- 기술수준/기술변화 속도 등 산업적 역동성이 크며,

암묵지의 중요성이 큰 첨단기술지식 중심의 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 - 민간부문보다는 공공부문 R&D 서비스 의존도가 크
조업(KSIC=24)’, ‘의료, 정 지만, 활용한 민간 R&D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대

제
1 신성장 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 단히 큼.
그 제조업 조업(33)’, 그리고 ‘코크스, - R&D 서비스 활용 동기는 기술지식의 보완이 가장
룹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 중요하며, 활용의 저해요인으로는 지식재산권 관리
조업(23)’ 등

어려움 강조
- 4개 그룹 중 민간 R&D 서비스의 공급은 부족하며 수
요는 크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이 가장 커서, 향후
R&D 서비스업의 성장가능성이 가장 큰 그룹으로 추정
- R&D 서비스 활용도가 두 번째로 큰 업종 그룹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외부 R&D 활용도 차이가 큼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 기술수준/기술변화속도 등 산업적 역동성이 크고, 전
제조업(KSIC=30)’, ‘기타
체 개발프로세스는 복잡하며, 표준의 중요성을 강조함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
기술
제1그룹과
비교하여 대기업 영향력이 더 크며, 상품
제
치 제조업(31)’, ‘전자부품,
개발 과정의 모듈성이 큼.
2 기반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그 주력
- 민간부문을 통한 R&D 서비스 공급의 비중이 다소
룹 제조업 제조업(32)’, ‘자동차 및 높지만, 만족도는 다소 낮음.
트레일러 제조업(34)’, 그
- 민간 R&D 서비스 활용동기는 특정 기술 보완 목적
리고 ‘기타 운송장비 제
과 루틴한 R&D의 외부화 공존
조업(35)’ 등
- 적합한 기업 찾기의 어려움과 서비스기업의 역량에
대한 불신이 1차적 장애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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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1>의 계속
구분

수요
그룹

세부 업종

수요 그룹별 R&D 서비스 활용 특성

‘음․식료품 제조업(15)’,
‘담배 제조업(16)’,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제
(25)’, ‘비금속광물제품 제
3 굴뚝형
조업(26)’, ‘제1차 금속산
그 제조업
업(27)’, ‘조립금속제품제
룹
조업(기계 및 가구 제
외)(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등

- R&D 서비스 활용경험 기업의 비중이 세 번째인 업
종 그룹
- 제2그룹과 비교하여 기술수준은 낮고, 기술변화 속도
도 낮으며, 개발프로세스 복잡성도 낮아 전반적으로
산업의 역동성이 낮은 전통 제조업의 특성을 띰.
- 공공부문을 통한 R&D 서비스 공급비중이 더 큼.
- 위탁연구의 혁신활동 기여도는 낮고, 과학기술 서비
스의 혁신활동 기여도는 비교적 높게 평가
- 민간부문 R&D 서비스 활용동기는 부족기술 보완과
루틴한 R&D의 외부화 공존
- 적합한 기업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 R&D 서비스 활
용의 가장 큰 저해요인
- 민간 R&D 서비스 공급부족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높
았으나 수요가 크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은 낮았음.

‘섬유제품 제조업(KSIC=17)’,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18)’,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19)’, ‘목
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제
4 소비재 (가구제외)(20)’, ‘펄프, 종
그 제조업 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룹
(21)’, ‘출판, 인쇄 및 기
록매체 복제업(22)’,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36)’,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37)’ 등

- R&D 서비스 활용경험 기업 비중이 다른 그룹보다
현저히 낮음.
- 제3그룹처럼 산업적 역동성이 현저히 낮은데, 상대적
으로 시장변화 속도가 빠르다고 응답한 기업은 약간
많음.
- 위탁연구보다 과학기술서비스의 민간 활용 정도가
다소 높음.
- 다른 그룹과 비교하여 위탁연구의 혁신활동 기여도
는 약간 높게 평가하였으나, 과학기술서비스 기여도
는 약간 낮게 평가함.
- 과학술서비스 혁신활동 기여도가 낮은 것은 민간부
문 R&D 활용경험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남.
- 민간부문 R&D 서비스의 활용 동기, 장애요인, 공급/
수요의 인식 등은 제3그룹과 유사
(※ 사례수가 특히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 필요)

자료 : 최지선(2009)에서 재인용.

거가 되고 있다. 미국 버클리대 Henny Chesbrough가 2003년에 처음으
로 주창한 개념인 개방형 혁신은 “기업이 연구, 개발, 상업화에 이르는
일련의 혁신 과정을 개방하여 외부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혁신의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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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제고하며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하는 기업 혁신
의 방법론”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개방형 혁신은 하나의 주체가 연구
개발 전체를 감당하기에는 연구개발 활동의 규모도 그 위험도도 너무
커지는 동시에 다양한 지식의 결합을 요구하는 시대적 상황과 맞물리면
서 미래 연구개발 활동의 핵심적인 방법론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등
장하고 있다. 지식창출의 주체가 대학, 연구소, 벤처 등으로 확대된 데
다가 연구개발 인력의 이동성이 글로벌 차원에서 제고된 점이 이러한 개
방형 기술혁신 활동의 확산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참여와 공유
및 개방을 화두로 등장한 웹 2.0 패러다임이 부각된 이후에는 다양한 지
식과 정보의 결합을 기반으로 한 개방화된 집합적 혁신활동이 새로운 시
대를 열 창조적 혁신에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을 정도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향후 과학기술서비스업에 대한 산업수요
는 지속적으로 커져갈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과학기술서비스업의 산업
성장과 발전을 이끌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 과학기술서비스업의 일자리 구조와 특성
여기서 과학기술업의 일자리 구조는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에 등재
되어 있는 산업세세분류 취업자 자료를 활용해 분석하였다. 과학기술서
비스업을 명확히 정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소분류 이상의 자세한 표준
산업분류 공표 자료가 필요하나 사실상 현재로서는 2008년부터 조사되
기 시작한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구조조사 정도만이 산업소분류를 발표
하고 있는 실정이라 시계열 변화를 추적해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시계열 연결이 가능한 고용
보험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추출하여 일자리 구조를 파악해 본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표준직업분류의 개정 등으로 인해 시계열 연결이 쉽지
는 않으나, 가능한 수준에서 조정한 자료를 이용해 기본적인 인적 속성
에 따른 일자리 구조와 직업 분포 특성을 살펴보았다. 여기서의 분석대
상은 2004～10년 사이 7개년에 걸쳐 고용보험에 등록된 과학기술서비스
업 종사자의 성별․연령별․학력별․직종(대분류)별 일자리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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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적 속성별 일자리 구조
과학기술서비스업의 성별 일자리 구조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남성
위주의 일자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 2004년의 남성 비중은 75.3%에 달하
고 있으며, 2010년에도 72.7%가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분석
기간 동안 여성 일자리 증가율이 연평균 9.8%에 달해 급속히 증가한 반
면 남성 일자리 증가율은 연평균 7.3%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이에 따
라 여성 일자리 비중도 2004년의 24.7%에서 2010년 27.3%까지 상승하
고 있다.
<표 6-12> 과학기술서비스업의 성별 일자리 변화 추세
(단위 : 명, %)
남성

여성

전체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2004

197,303

75.3

64,547

24.7

261,850

100.0

2005

214,981

74.5

73,522

25.5

288,503

100.0

2006

237,636

74.0

83,612

26.0

321,248

100.0

2007

259,903

73.3

94,749

26.7

354,652

100.0

2008

279,584

73.3

101,977

26.7

381,561

100.0

2009

290,990

73.0

107,760

27.0

398,750

100.0

2010

301,083

72.7

113,060

27.3

414,142

100.0

연평균 증가율

7.3

9.8

7.9

자료 : 고용보험 DB에서 계산.

과학기술서비스업의 연령대별 일자리 구조에서는 55세 이상 고령층
의 증가세가 매우 부각되는 가운데 29세 이하 청년층 일자리 감소가 맞
물려 일어나고 있었다. <표 6-13>에서 나타나듯이 55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 비중은 2004년 8.6%에 머물렀으나 2010년까지 6년 사이에 무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15.4%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장년층에 해당
하는 30～54세 인력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81.8%에서 79.4%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기록하였으며, 29세 이하 청년층 일자리 비중은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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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3> 과학기술서비스업의 연령대별 일자리 변화 추세
(단위 : 명, %)
청년(29세 이하) 중장년(30～54세) 고령(55세 이상)

전체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2004

25,102

9.6

214,255

81.8

22,493

8.6

261,850

100.0

2005

25,091

8.7

234,919

81.4

28,493

9.9

288,503

100.0

2006

25,711

8.0

259,147

80.7

36,390

11.3

321,248

100.0

2007

25,560

7.2

283,810

80.0

45,282

12.8

354,652

100.0

2008

24,290

6.4

304,631

79.8

52,640

13.8

381,561

100.0

2009

21,765

5.5

318,530

79.9

58,455

14.7

398,750

100.0

2010

21,480

5.2

329,014

79.4

63,649

15.4

414,142

100.0

연평균 증가율

-2.6

7.4

18.9

7.9

자료 : 고용보험 DB에서 계산.

에서 5.2%로 대폭 하락하였다. 실제적으로 청년층의 경우 취업자 수 자
체가 2.5만 명에서 2.1만 명으로 연평균 2.6%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반면 55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는 연평균 18.9%씩 급격히 증
가하여, 과학기술서비스업의 일자리 구조에서 고령화 현상은 급속히 진
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과학기술서비스업의 학력별 일자리 구조와 변화 추세는 다음의 <표
6-14>와 같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학사 중심의 일자리 구조가 명확한
가운데 박사 인력 비중이 급속히 느는 특징이 뚜렷하다. 대졸자 비중은
2004년 42.7%에서 2010년 49.6%까지 6.9%포인트나 상승하였으며, 연평
균 일자리 증가율도 10.7%에 달하였던 것이다. 더불어 박사 인력의 경
우에도 연평균 증가율이 47.7%에 달하면서 취업자 수 자체가 2004년의
562명에서 2010년 5,834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하지만 상대적으
로 고학력자인 석사 일자리는 연평균 증가율도 3.8%로 가장 낮은 수준
에 머무르면서 그 비중도 2004년의 9.9%에서 2010년 7.8%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 학사와 고졸 이하 학력자의 경우도 연평균 증
가율이 각각 5.4%, 5.0%에 머물면서 비중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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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4> 과학기술서비스업의 학력별 일자리 변화 추세
(단위 : 명, %)
고졸 이하

전문대졸

수

수

비중

비중

대졸
수

비중

석사졸업

박사졸업

수

비중

수

비중

전체
수

비중

2004

70,849 27.1 52,870 20.2 111,760 42.7 25,809

9.9

562

0.2

261,850 100.0

2005

75,464 26.2 57,953 20.1 127,800 44.3 25,821

8.9

1,466

0.5

288,503 100.0

2006

81,182 25.3 61,901 19.3 149,522 46.5 26,370

8.2

2,272

0.7

321,248 100.0

2007

86,471 24.4 65,856 18.6 172,031 48.5 27,285

7.7

3,009

0.8

354,652 100.0

2008

89,064 23.3 70,133 18.4 190,185 49.8 28,393

7.4

3,786

1.0

381,561 100.0

2009

90,559 22.7 71,543 17.9 201,100 50.4 30,685

7.7

4,863

1.2

398,750 100.0

2010

95,049 23.0 72,482 17.5 205,476 49.6 32,253

7.8

5,834

1.4

414,142 100.0

연평균
증가율

5.0

5.4

10.7

3.8

47.7

7.9

자료 : 고용보험 DB에서 계산.

이러한 학력별 일자리 구조의 변화는 고학력화 현상이라는 공급 측 요
인도 작용하였겠지만, 전문기술이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서비스업의 특
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최소한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
는 경우가 많고, 석사 정도의 수준보다는 오히려 확실한 전문성을 갖춘
박사 인력을 요구하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나. 일자리 속성별 구조
여기서는 가장 대표적인 일자리 속성인 직종대분류47)와 세부 업종별
일자리 구조와 변화 추세를 분석하였다.
먼저 직종별로 보면, 과학기술서비스업에 있어서는 전문화와 고도화
현상이 뚜렷하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대표적인 예로 전문가 직종의 비
중은 2004년의 19.2%에서 2010년 40.4%로 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 가장
47) 이 자료에서 직종분류는 고용직업분류를 표준직업분류로 환원시킨 것으로서, 연
계의 엄밀성은 다소 부족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특히 기술공 및 준전문가와
사무직원의 분류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이 두 분류
의 변화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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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직종으로 부각되었다. 더불어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직종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동안 그 비중이 3.3%에서 13.1%까지 상승하여 고
도화되는 경향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반면 사무직원이나 서비스근로
자, 기능원 등은 대폭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세부 업종별 일자리 구조를 <표 6-16>에서 살펴보면,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에 일자리의 60%나 치중되
어 있는 가운데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
<표 6-15> 과학기술서비스업의 직종대분류별 일자리 변화 추세
(단위 : 명, %)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수
비중
수

전문가

비중

기술공 및 준전문가

수
비중
수

사무직원

비중

서비스근로자 및 상품화
시장판매근로자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기능원 및 관련근로자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단순노무직 근로자
전체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8,690

8,467

19,024

33,915

44,392

50,194

54,364

3.3

2.9

5.9

9.6

11.6

12.6

13.1

50,198

51,539

19.2

17.9

23.3

30.4

35.1

38.2

40.4

65,811

71,210

81,695

91,173

94,628

97,005

99,025

25.1

24.7

25.4

25.7

24.8

24.3

23.9

86,802 100,649

87,808

65,222

51,970

43,416

38,039

74,728 107,883 134,071 152,263 167,274

33.1

34.9

27.3

18.4

13.6

10.9

9.2

15,536

17,730

15,462

11,150

8,801

7,122

6,309

비중

5.9

6.1

4.8

3.1

2.3

1.8

1.5

수

517

462

444

650

828

1,097

1,270

비중

0.2

0.2

0.1

0.2

0.2

0.3

0.3

21,471

23,033

22,036

20,143

20,126

19,798

19,540

8.2

8.0

6.9

5.7

5.3

5.0

4.7

1,681

1,770

3,495

5,084

6,327

7,217

7,799

0.6

0.6

1.1

1.4

1.7

1.8

1.9

11,143

13,643

16,548

19,401

20,366

20,574

20,434

4.3

4.7

5.2

5.5

5.3

5.2

4.9

수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수

261,850 288,503 321,239 354,620 381,508 398,686 414,054

비중

자료 : 고용보험 DB에서 계산.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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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6> 과학기술서비스업의 산업별 일자리 변화 추세
(단위 : 명,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8,787

19,484

19,678

21,867

27,155

29,942

32,705

7.2

6.8

6.1

6.2

7.1

7.5

7.9

45,874

53,686

64,064

73,626

75,709

77,263

79,603

비중

17.5

18.6

19.9

20.8

19.8

19.4

19.2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 수
발업
비중

29,610

32,080

37,425

40,482

42,934

47,310

50,131

11.3

11.1

11.6

11.4

11.3

11.9

12.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수
통합 및 관리업
비중
정보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전체

수

수

167,579 183,253 200,081 218,677 235,764 244,235 251,703

비중
수

64.0

63.5

62.3

61.7

61.8

61.3

60.8

261,850 288,503 321,248 354,652 381,561 398,750 414,142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고용보험 DB에서 계산.

업,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등이 점차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나타
나고 있다. 건축기술/엔지니어링 업종의 일자리 비중은 2004년 64.0%에
서 2010년 60.8%로 다소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
는 가운데, 컴퓨터/프로그래밍 업종의 취업자 수가 연평균 9.7%씩 증가
하면서 그 비중도 7.2%에서 7.9%로 상승하였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정
보서비스업 취업자 수도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9.6%씩 증가하면서 그
비중도 17.5%에서 19.2%까지 상승하였으며,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
발업 취업자 수는 연평균 9.2%씩 증가하여 그 비중이 11.3%에서 12.1%
로 상승하였다.
다. 과학기술서비스업 일자리의 주요 특성과 향후 전망
이상의 일자리 구조 분석에서 두드러지는 과학기술서비스업 일자리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전문적인 과학기술의 활용이 핵심 역량인 산업 특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자리가 중심이 되고 빠르게 늘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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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이 뚜렷하다. 일자리 속성별로 볼 때 전문가나 관리직 비중이 급속
히 늘어나는 점이 이러한 특징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으며, 세부 업종 측
면에서도 연구개발업이나 프로그래밍/시스템 관리 등 좀 더 고도화된
부분의 일자리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인적 속성에 따라 파
악해 보아도 박사 인력의 증가세가 무척 빨라 이러한 전문성 강화 방향
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전문성 강화의 영향도 있겠지만, 인적 속성에 있어서는 연령별
로 볼 때 고령화 추세가 급속도로 나타나는 특징이 뚜렷하다. 전문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55세 이상 고령화된 경우에도 관련 직무에 종사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고령화 추세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판단되
며, 이는 반대로 청년층 일자리 부족 문제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성별로 볼 때에는 여성화 추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현상은 산
업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겠지만, 과학기술서비스업의 경우 이공계 인력
중심이라 상대적으로 여성 비중이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여성 인력의
이공계 진출 증대와 맞물려 여성화 현상도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일자리 구조의 변화 추세는 앞으로도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된다. 무엇보다 직업의 세분화와
전문화가 경제 전반에서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이라는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에 대한 요구가 점점 더 늘어날 과학기술서비스업의
경우 이러한 전문화 추세는 더욱 가속화할 될 것이다. 일례로 2011년 한
국직업사전에 수록된 우리나라 직업 수(본 직업명 기준)는 914개로,
2003년에 직무조사가 이루어진 880개에 비해 34개가 더 늘어난 수치이
며, 향후 직업의 전문화에 따라 우리나라 직업 수도 점점 더 늘어날 것
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에 비해 직업이 훨씬 세분화 및 전문화되어 있
다고 판단되는 영국 같은 경우 취업알선서비스를 위해 무려 26,000개의
직무명칭(job title)48)이 사용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을 정도다.
더불어 고령화나 여성 인력 증대 등의 일자리 구조 특성 변화 추세
48) 박상철 외(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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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향후 지속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공급 측면에서 바라본 인
력구조의 변화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고령화 현상이 더욱 강화될 전망인
데다가, 고령자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좋다는 측면에서 과학기술서비스
업의 경우 고령화가 더욱 촉진될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6년이면 0～14세의 유소년 인구보다 65세 이
상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2018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넘는 고
령사회에, 그 10년 후인 2026년이면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
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한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대와 더불어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
가 창출될 가능성이 높은 과학기술서비스업의 경우 일자리 구조의 여성
화 추세도 더욱 급속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일례로 이공계 유망 직
업군 가운데 여성친화적 유망 직업으로 과학기술서비스업과 관련이 많
은 과학커뮤니케이터, 디지털영상처리 전문가, IT 컨설턴트 등이 다수
[그림 6-7] 노인인구 추이 전망

자료 :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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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49)되어 있다는 점도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다.

6. 일자리창출 역량 제고 방안
과학기술서비스 분야 일자리창출 역량 제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과학기술서비스 산업에 대한 산업수요를 증대시키고 이러한 수
요 증대가 원활히 과학기술서비스업의 산업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있다. 즉, 다른 산업의 혁신 활동 강화를 바탕으로 다양
한 과학기술서비스 수요를 창출하여 산업 자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최근 7년 동안 과학기술서비스업의 일자리
가 연평균 7.9%씩 급속하고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
할 때 이러한 수요촉진 정책만으로도 일자리 확충에 크게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요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품의 불안정성 및 가치의 불확실성 등 과학기술서비스업 제품이 가진
산업발전 저해 특성을 억제하여 타 산업에서 원활히 과학기술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과
학기술서비스 표준화 모델 구축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과학기술서비스
라는 상품 자체를 객관화할 수 있는 특화된 컨설팅 도구, 시험분석 기
법, 경영정보 시스템이나 프로세스 관리 혹은 기술정보화 시스템 등에
대한 표준 프로세스 개발 및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수요 업체와 과학기술서비스업체 사이의 정보 비대칭
으로 인해 아웃소싱이 저해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서비
스 관련 정보제공 체제를 구축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주요한 과학기술서비스 수요 업체인 제조업의 성장 단
계별 혹은 가치사슬별로 과학기술서비스 상품을 유형화하고 그 활용 방
법과 활용의 이점, 서비스 활용 성공 사례나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 사례 구축과 전파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
요할 것이다. 즉, 과학기술서비스에 대한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이 원활

49) 과학동아(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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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만나고 거래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산업성장 촉진 이후에는 과학기술서비스업 기업의 역량 강화
를 위한 다양한 유형별 성장지원 정책이 기획, 추진될 필요가 있다. 과
학기술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공통화시키긴 하였지만, 세부 업종을 살펴
보기만 하여도 각각의 상품이나 발전경로, 주요 수요 기업 등이 워낙 차
이가 나는 다양한 기업들의 집합체가 과학기술서비스업이므로 그 지원
정책도 하나의 유형으로만 추진될 것이 아니라 각각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획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최지선(2009)의 연구에
서도 이미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연구개발서비스업체만 해도 전문기
[그림 6-8] R&D서비스업 육성정책 제언 도출 과정과 주요 결과

자료 : 최지선(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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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특화형, 대기업 지원형, 중소기업 혁신선도형, 혁신수요 발굴형 등 매
우 다양하게 유형화시킬 수 있고 각 유형별로 성장전략이 달라질 수밖
에 없으므로 이러한 다양성을 반영한 지원정책 기획과 실행이 중요해지
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전문인력 양성과 수급이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과학기술서비스업의 특성으로 인해, 원활한 전문인력 양성 및 수급 시
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산업 발전과 더불어 일자리창출에 있어서도 핵심
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과학기술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제적 교육프로그램을 각각의 업종이나 유형별로 특화한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
전에 맞춰 지속적으로 과학기술 전문인력의 인적자원 축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민간 교육훈련기관 등 다양한 인적자원 축적 시스템이 갖춰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MOT 등 공학과 경영학 혹은 다른 다양한 사회
과학이나 인문과학적 지식이 결합될 필요성이 강한 과학기술서비스업
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산학연 협력 등을 통해 다양한 지식의 결
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과학기술서비스의 전문인력 양성이나
인적자원 축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이 많은 과학기술서비스업의 업종 특성을 반영하여 단
순히 인프라 구축에 머무르지 말고 과학기술서비스업체 자체가 이러한
전문화된 인력을 많이 활용하고 종업원의 인적자원 축적에도 관심을 가
질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활용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향후 과학기술서비스업체의 활용도가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여성이나 고령인력의 원활한 유입과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입장에 처해 있는 이들 인력에 특화된 지원시스템도
별도로 구축하고, 이들이 타 부문에서 재직하다가 이탈한 다음 노동시
장에 재진입할 경우 과학기술서비스 관련 업체로 원활이 이동할 수 있
는 직업안정망 구축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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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자동차 R&D 서비스업

1. 연구 의의와 필요성
R&D 서비스 산업은 R&D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산업을 의미하며,
주로 R&D의 아웃소싱을 담당하고 있다. R&D 서비스 산업은 전문적인
연구 역량을 갖춘 사업체에서 R&D를 수행하기 때문에 투자의 효율성
을 제고시켜, 고용창출효과가 큰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
R&D 서비스 산업의 규모는 확대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적은 규모
이다. R&D 서비스 산업의 생산은 2000년의 3.2조 원에서 2008년에는
6.3조 원으로 확대했으며, 서비스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1%에서
0.65%로 상승했다(현대경제연구원, 2011).
이처럼 R&D 서비스 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업종으로서 주목
을 받고 있으나, 이 산업의 구체적인 업종을 대상으로 하여 그 현황과
고용창출 상황 등을 분석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글
에서는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자동차 R&D 서비스 업종을 대상으로 한
업종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 업종을 대상으로 한 사례 연구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이 업종이 한국의 대표적인 산업인 자동차 산업을 대상으로
하여 R&D 서비스(연구개발 서비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엔지니어링 외
주, 기술용역)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산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인 산업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
다. 자동차 산업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핵심 산업
중의 하나다. 자동차 산업의 종업원 수는 22만 명으로서 전체 제조업에
서 8.0%를 차지하며, 정비와 운수, 보험 등 관련 산업 종사자를 포함한
다면 전체 고용은 150만 명에 이른다. 국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무역 수지 흑자액의 규모 면에서도 최고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이 업종이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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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앞으로 고용창출 능력이 주목되기 때문이다. 이 업종에 속하는 한 엔
진개발 업체의 대표가 말하는 것처럼, 이 업종의 매출액 100억 원은 제
조업체 매출액 1,000억 원에 해당하며,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할 경
우 대졸 및 대학원 졸업 이상 엔지니어들의 취업처로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이 업종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
다. 이 업종에 속하는 일부 기업들에 관해서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조금씩 알려지고 있으나, 이 업종의 종업원 규모, 전문 분야, 전망 등에
대해서는 한 번도 연구되거나 보고된 적이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현대자동차가 최초로 독자 모델을 개발한 이
후 R&D 역량이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이후 독자 모델을 개발하기 시
작한 기아자동차와 대우자동차의 가세에 힘입어 자동차 산업 연구개발
엔지니어들의 역량이 꾸준히 성장하였다. 엔지니어들의 연구개발 역량
과 경험의 축적은 자동차 R&D 서비스 업종의 성장을 위한 토대를 제공
했다. 대우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도산으로 인하여 대거 유출된 연구개
발인력 및 현대자동차에서 퇴직한 연구개발 인력 등이 독립 기업을 설
립하여 국내외 자동차 기업들에게 R&D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
했다.
국내 완성차 업체가 자체 기술연구소에서 거의 대부분의 연구개발 활
동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 R&D 서비스 업체 성장의 장애요인이
지만, 최근 자동차시장이 유럽과 미국에서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아시
아로 옮겨옴에 따라 독자적인 차량 개발을 시도하는 기업들이 중국과
말레이시아, 대만 등에서 출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아시아 자동차
기업들에게 R&D 서비스를 판매하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R&D 서비스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출현하고 있다.
이 글은 우리나라 자동차 R&D 서비스 업종의 탐색적 수준의 사례 연
구를 통해서 이 업종의 고용 규모, 시장 상황과 인적자원관리 및 향후
성장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본격적인 비교연구
의 형식은 아니지만, 자동차 산업 R&D 서비스 업종이 크게 발달한 독
일을 비교대상으로 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독일의 자동차 R&D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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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은 기술수준 및 고용 규모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에 도달해 있다. 이
비교연구는 우리나라 자동차 R&D 서비스 업종의 성장가능성을 평가하
고 전망하는 데 참고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2. 연구 대상과 방법
가.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한국의 자동차 R&D 서비스 업종과 여기에 속하는 기업
들이다.
나. 연구 방법
이 글의 주된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와 심층면접이다. 독일의 자동차
R&D 서비스 업종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했으며, 한국의 자동차
R&D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제공한 자료와 인터넷 홈페이
지 자료를 참고했다.
면접조사를 위해 여러 업체들을 방문 조사하였다. 6월 14일에 C사 대
표를 면접조사하였으며, 8월 24일 E사 대표를 면접조사하였다. 8월 25
일에는 B사 대표를 면접조사하였으며, 9월 21일에는 D사의 이○○ 차
장을 면접조사하였다. A사를 제외한 기타 업체의 경우 전화 면접조사를
통해서 개략적인 내용을 파악하였다.

3. 독일 자동차 R&D 서비스 산업의 현황
가. 독일 자동차 R&D 서비스 산업의 성장과 발전
[그림 6-9]는 독일 자동차 산업의 분업구조다. 독일 자동차 산업의 분
업구조에서 개발서비스 업체는 부품공급 업체, 시스템 공급 업체, 모듈
공급 업체 등과 함께 완성차 업체에 R&D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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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독일 자동차 산업의 분업구조
3차 부품
공급업체

3차 부품
공급업체

컴포넌트
공급업체

2차 부품
공급업체

2차 부품
공급업체

엔지니어
뷰로

장비
공급업체

시스템
통합업체

모듈
공급업체

개발
서비스업체

서비스
제공업체

완성차 업체

자료 : Meißner and Ulrich Jürgens(2007) 수정.

업체로서의 위치를 갖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자동차 산업의 대표적인 국가들인 일본 및 미국과는
구별되는, 독일 자동차 산업의 특징을 형성하고 있다(Jürgens, 2003).
일본에서는 완성차 업체가 담당하지 않은 개발 과제는 주로 부품 업체
에서 수행되며, 미국에서는 연구개발 서비스 업체가 있지만 독일보다
현격하게 그 수가 적다. 독일처럼 다수의 전문적인 엔지니어링 서비스
업체와 중소 엔지니어 기업들(Ingenieursfirmen)로 구성된 구조가 형성
되어 있지 않다. 독일의 자동차부품 업체들도 일부 개발 업무를 담당하
지만, 상당한 정도는 전문적인 개발서비스 업체에서 개발 업무를 떠맡는
다.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데 필요한 역량과 자원을 갖지 못한 독일의 자
동차부품 업체들 또한 전문화된 개발서비스 업체에게 개발 업무를 맡긴
다. 그렇다면, 왜 다른 자동차 강국과 달리 유독 독일 자동차 R&D 서비
스 업종이 그토록 성장하였는가?(Rentmeister, 2002; Bromberg, 2007).
첫째는 1990년대 중반 독일 자동차 산업의 모델 공세(offensive) 때문
이다. 이 시기에 독일 자동차 산업 모델 개발의 상황이 변화하면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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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 업체의 지속적인 모델 개발, 개발 속도의 증가, 개발 과정에서의
신기술 적용 등이 이루어졌다.
독일 자동차 산업은 1992～93년의 위기 이후 신제품 개발에 대한 투
자를 크게 늘렸다(Rentmeister, 2006: 32). 1998～2002년 사이에 49백만
유로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이 가운데 신제품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2000년에 다임러-크라이슬러는 2003년까지 47백만 유
로의 투자를 계획했는데, 그 가운데 17.4백만 유로를 연구와 개발에 투
자했다. 오펠도 1997～2001년 사이에 26개의 새로운 모델과 변종 모델
(Modellvarianten)들을 시장에 선보이기로 계획했으며, 폴크스바겐은
2000년 가을에 2005년까지 67개의 새 모델을 개발하기로 하고 이것을 위
해 20.1백만 유로를 지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2002년과 2008년
까지 장기적인 투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16백만 유로를 지출했던 BMW
는 이 가운데 10백만 유로를 모델 개발에 사용했으며, 아우디도 예산의
70～80%를 신모델 개발에 배정하였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독일 자동차 산업은 연구개발비 지출을 급
속히 늘려나갔다. 1990～95년 사이에 연구개발비는 5.3백만 유로에서
6.7백만 유로로 증가했으며, 2002년에 15.1백만 유로가 연구개발에 지출
되었다. 1998～2002년 사이에 자동차 산업은 연구개발에만 65백만 유로
이상을 지출했다.
이에 따라 독일의 자동차 산업에 지출된 연구개발비는 독일 산업 전
체 연구개발비 총액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독일 자동차 산업의 생산 인
력은 줄어들고 있지만, 연구개발 인력은 증가해 왔다. 독일의 연구개발
인력은 1991～95년 사이에 47,000명에서 50,000명으로 증가했다. 자동차
부품 기업의 연구개발 비중도 1991～2001년 사이에 5%에서 7%로 증가
했다. 연구개발 지출이 크게 증가한 요인은 밴, 카브리올레, 쿠페, SUV
등 주로 니치(Niche) 제품의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이 과정에서 유럽의 대표적인 엔지니어링 기업들인, Edag, AVL, Bertrandt, Rücker, CADFORM, MSX Engineering 등은 크게 성장하였으
며, 스타일링과 제품 컨셉의 개발, 시제품의 시험에 이르기까지 제품 개
발의 전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Jürgen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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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0] 독일 연구개발 아웃소싱의 연도별 추이(1991～2001)

자료 : Rentmeister(2002).

[그림 6-10]은 독일 자동차 R&D 서비스 산업의 성장 그래프이다. 이 그
림을 보면, 독일 자동차 R&D 서비스 산업이 1995년부터 비약적으로 성장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요인은 1995년의 모델 공세라고 할 수 있으며, 완
성차 업체의 자체 연구개발 역량으로는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다.
둘째, 부품 업체가 완성차 업체로부터 자립성을 갖고 있고, 부품 회사
개발력이 발전해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자동차부품 업체는 일본이나
한국과 달리 완성차 업체로부터 자립성을 갖고 있다.
셋째, 독일 자동차 산업의 전문화 경향 때문이다. 과거에는 완성차 업
체가 부품공급 업체의 거의 모든 가치사슬망을 통제했지만, 최근에는
전문 부품, 시스템과 모듈, CAD․프로토타입․시험 등의 개발, 조립 등
을 점점 더 전문 업체에게 맡기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이전에는 완성
차 업체를 중심으로 한 피라미드형이 구축되어 있었다면, 이제 네트워
크형으로 재구성되고 있는 것이다(그림 6-11 참조). 이에 따라 생산 기
업으로부터 순수한 서비스 기업으로 개발 업무가 이전되고 있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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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1] 독일 자동차 산업의 연구개발 네트워크

완성차 업체
연구개발센터

시스템 및 모듈
공급업체

부품 및 컴포넌트
공급업체

프로젝트
모델 개발

차량 전체
개발 업체

전문화된
개발 업체

자료 : Rentmeister(2002).

엔지니어링 아웃소싱의 과정에서 자동차 개발의 분업은 완성차 업체,
부품공급 업체, 연구개발 서비스 업체 사이의 삼각형 관계로 표시되게
되었다(Rentmeister, 2007: 52).
나. 현 황
이번에는 독일 자동차 R&D 서비스 업체들의 현황을 파악해 보기로
하자. 독일의 완성차 업체와 부품 업체에서 디자인과 개발 업무를 맡은
자동차 R&D 서비스 업체들의 수는 1990년대 중반 이후 500～700개에
이른다(Rentmeister, 2007). Rentmeister(2007)은 자동차 R&D 서비스
업체를 두 종류의 기업으로 구분한다. 첫째는 올라운드(all-round) 서비
스 제공 기업들이고, 둘째는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 기업들이다.
한편, Blöcker(2001)는 5개 그룹으로 구분했다. 첫째 올라운드 서비스
제공 기업들, 둘째,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 기업들, 셋째, 측정 및 제어
공학 기업들, 넷째 CAD 및 소프트웨어 기업들, 다섯째, 이미지 처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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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타입 전문기업들이다. 여기서는 Rentmeister(2007)의 분류대로
두 가지 종류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좀 더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올라운드 서비스 제공 기업들을 보면, 이들은 차량 전체를 개
발하며, 구상에서 개발에 이르기까지 변형 모델, 컴포넌트를 개발한다.
카르만(Karmann)의 경우 생산도 담당한다. 디자인, 제품 컨셉, 제품 개
발, 공정 개발, 제품의 프로토타입 제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
업체들은 완성차 업체 자회사와 격렬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부품 업
체들도 R&D 서비스 기업들을 설립하거나 지분을 획득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
둘째,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 기업들이다. 이들 중 많은 기업들은 대학
교에서 창업한 기업들이다. 루프 시스템 전문기업, 튜닝 전문기업, 드라
이브 및 엔진 전문기업들이 여기에 속한다.
<표 6-17> 독일의 대표적인 자동차 엔지니어링 서비스 업체
업종

자동차 산업 비율(2007)

종업원 수(2011)

Edag

토탈

85

4,610

Bertrandt AG

토탈

100

2,952

IAV GmbH

파워트레인

90

3,000

Rücker AG

토탈

90

2,500

Volke

토탈

100

850

MB Technologies 토탈

95

2,500

FEV

엔진

90

1,300

Ferschau

엔진

-

3,600

Bosch Eng.

엔진

90

900

Rücker

토탈

70

2,500

Porsche Eng.

토탈

90

1,000

Karmann

카브리오,쿠페, 루프

100

7,281

자료 : Blöcker and Jürgens(2008). 종업원 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업그레이
드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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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자동차 R&D 서비스 업종의 현황
가. 한국의 자동차 R&D 서비스 산업과 성장 조건
현대자동차 등 한국의 완성차 업체는 기술연구소 인력을 최대한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주변적인 설계와 시험 등의 일을 제외하면 비교적 규
모가 큰 R&D 아웃소싱의 필요를 못 느끼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부품 회사의 규모가 크지 않음에 따라 부품 회사에서도 이들 자동차
R&D 서비스 회사들에게 개발력의 전부 혹은 일부를 외주 줄 수 있는
여건에 처해 있지 않다. 우리나라 자동차부품 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 수준은 많지 않은데, 산업연구원이 국내 부품 업체 가운데 최우량
기업 77개사를 조사한 결과, 연간 10억 원 이상 R&D 비용을 쓰는 업체
는 29개에 불과했다(조선일보, 2011. 5. 21). 부품 회사의 개발력이 일정
한 수준에 도달해야 부품 회사에서 R&D 서비스를 이들 업체에게 외주
화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특유의, 완성차
업체와 부품 업체 사이의 종속적 구조는 R&D 서비스 업종의 성장에 장
애물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R&D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완성차 업체 노동조합의 거
부도 이 업종의 성장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C사
면접조사). 따라서 내수시장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R&D 서비스 기업들
의 생존이 보장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몇몇 업체들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시아 자동차시장의 확대
때문이다. 중국을 비롯하여 대만, 말레이시아, 러시아, 이란 등에서 독자
적인 차량개발을 시도하는 자동차 기업들이 출현한 것이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프로톤사가 일찍부터 독자 차량의 개발에 나서면
서 차량 개발 전체를 한국의 기술용역 업체에게 수주한 바 있다. 프로톤
사는 1983년도에 처음 설립되어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독점 형태
의 국영 기업이다. 말레이시아의 자동차 그룹인 나자도 한국의 자동차
R&D 서비스 기업의 고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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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자동차 산업은 1980년대까지는 ‘國産’ 등 소수의 자체 브랜드
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1980년대 이후 자동차 브랜드 간의 범세계적인
경쟁 격화로 인해 수년 전에는 거의 모든 대만의 자동차 제조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신차를 개발하고 제조할 능력을 상실하고 글로벌 브랜드의
현지 조립라인으로 전락하였다. 그러나 최근 대만 최대의 자동차제조
그룹인 위롱자동차 그룹이 자체 브랜드 구축 계획을 갖고서 한국의 기
술용역 업체들에게 엔진 개발 등의 사업을 맡기고 있다. 대만의 자동차
내수 시장이 극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롱자동차 그룹은 현재의
글로벌브랜드 조립생산 시스템으로는 대만 자동차 산업의 구조적인 문
제점을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시장 침체라는 위기를 자체 브랜드
구축을 통해 정면 돌파하기로 결정하였다. 위롱자동차 그룹의 자체 브
랜드 구축은 한정된 대만의 내수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대륙의 자동차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것이다(B사 면접조사).
또한 한국의 기술용역 업체들은 인도의 완성차 업체로부터도 개발 과
정의 일부를 외주받기도 한다. 예컨대, A사는 타타와 마힌드라&마힌드
라에 시제품을 제작, 납품하는 등 생산기술을 수출하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아시아 자동차 업체들 가운데 한국의 R&D 서비스 업체들에
게 개발 업무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발주하는 가장 두드러진 움직임을 보
이고 있는 것은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다. 중국의 5위 완성차 업체까지
는 합작기업에서 기술 개발을 지원받지만, 6～20위까지의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독자적인 차량개발의 수요자들이다(B사 면접조사). 이들 가운
데 한국의 기술용역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여 외주한 경험이 있는 중국
자동차 업체들은 체리(치루이), 지리, 둥펑, 뻬이징 그룹 등이다. 특히
체리는 2003～04년경 독자적인 차량개발의 의지를 갖고서 한국의 여러
차량개발 업체와 디자인 업체 등에게 외주를 제공한 바 있다.
그리고 주체적인 요인으로는 현대자동차와 대우, 기아 등에서 차량
및 파워트레인 등의 개발과 양산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들이
다수 배출되었다는 사실, 자동차 관련 전공 교수들의 창업 의지 등을 들
수 있다.
국내 및 해외의 자동차 업체들이 국내의 R&D 서비스 업체들에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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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용역을 발주하는 형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마이너한 디
자인과 엔진 설계 등 주변적인 개발 업무를 맡기는 경우이고, 둘째는 차
량개발과 엔진개발 등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용역을 맡기는 경우다. 후
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술용역 업체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
면, 유럽쪽의 유수한 R&D 서비스 업체들이 아시아시장을 대상으로 하
여 일급의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등의
자동차 제조 업체들이 한국의 업체들에게 개발 업무의 일부이긴 하지만
전체의 10% 정도의 차량개발과 엔진 개발 등을 외주하는 이유는 무엇
일까?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R&D 서비스
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첫째는 투입 인력의 질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한 엔진개발 업체의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FEV와 AVL과 맞비교하면 우리가 훨씬 작다. (FEV와 AVL의) 시설이
나 인력이 월등히 좋다. (그러나) 두 곳은 메이저 엔지니어들이 안 온다.
그들은 어드반스트(advanced) 프로젝트를 한다. 벤츠나 BMW 프로젝트
를 한다. 아시아 프로젝트는 주니어들이 와서 한다. 시니어 한 사람 정도
온다. 우리는 인원도, 장비도 적지만, 중국 프로젝트가 메이저 프로젝트이
다. FEV와 AVL에서는 중국 프로젝트가 마이너 프로젝트이고 우리는
(중국 프로젝트가) 메이저 프로젝트이다. 우리 회사의 엔지니어들은 현대
등에서 20년 가까이 경험을 갖고서 양산까지 다 해본 사람들이다. 우리는
아시아 프로젝트에 시니어들이 다 투입된다. 결국 아시아 프로젝트에서는
우리의 퀄리티가 더 좋다. 엔진개발과 양산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시니어
엔지니어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강점이면서 최고의 역량이다. 그걸 이
해를 해주면 우리에게 수주를 준다. (B사 면접조사)

둘째,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격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유럽쪽의 기술용역 업체들은 개발의 초기 단계까지만 수주하지
만, 한국의 서비스 업체들은 개발, 양산, 기술전수, 트레이닝까지 해주는
총체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장비나 양산 경험이나 엔지니어 구성을 보면, 양산을 경험한 사람이 많다
는 것이 우리의 강점이다. 다 시니어들이다. 질이 좋다. 유럽에서는 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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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단계만 해준다. 우리는 양산까지 해준다. 트레이닝도 해준다. 기술 전
수도 해주려고 노력한다. (우리는 이미) 중국이나 대만의 과정을 겪었다.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모든 엔지니어들이 양산의 경험을 가지고
파로우업을 해준다. (B사 면접조사)
대만 업체들 개발 calibration을 해주고 있다. 그 회사에서 AVL과 일을 해
봤는데, 지쳐 있었다. 해달라고 했을 때 리스폰스도 느리고, 책임 회피도
하고. 그런 회사들이 우리를 선호하게 된다.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가 자리
잡을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E사 면접조사).

넷째 지리적인 근접성 때문이다.
“중국과의 거리가 2시간밖에 안 걸린다. 콜 하면 바로 간다”.
나. 전체 현황
우리나라 자동차 R&D 용역 업체에서 메이저라고 불리는 업체는 두
개 정도(V-ENS와 CES)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는 중소기업들 몇 개
와 수십 개의 영세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50) 2～3인 및 1인 기업의 수
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들 가운데 해외 물량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
지하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업체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 업종
에 고용된 인력의 수는 1,000명 미만일 것으로 추측된다.
업종은 차량개발(V-ENS와 CES), 파워트레인 분야의 개발․설계․
시험(블루 플래닛, 테너지, 가가소, 엔진텍 등), 디자인(에쏘드 등) 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 독일과 비교한다면 기업 규모의 측면에서 영세하고
업종 구성에서 현저하게 다양성이 부족한 편이다. 국내의 완성차 업체
들이 제공하는 물량만으로는 수익성을 갖추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 업체
들은 엔진 개조, 선박엔진, 산업용 자동차 엔진, 전자제품의 성능 해석 등
의 일을 맡기도 한다. 규모를 키우기 위해 생산과 제조까지 담당하고자
하는 기업도 있다. 예컨대, 블루 플래닛은 엔진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50) 본 연구는 자동차 R&D 서비스 업종으로서 설립하였다가 폐업한 기업은 조사하
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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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나 기아, 대우 출신의 엔지니어들이 주로 창업하였으며, 대학교
교수들이 창업하여 전문 엔지니어들에게 경영권을 넘긴 사례도 있다.
창업 연도를 보면, 대우자동차가 위기에 직면했던 1999년과 2000년도
초반에 창업한 사례가 가장 많다.
이들 가운데 기업의 성장에 필수적인 해외지사를 설립한 업체들은
V-ENS(중국, 말레이시아), CES(중국), 블루 플래닛(중국), 엔진텍(태
국), 가가소(중국, 사무실은 없음) 등이다. 주요 시장은 한국, 중국, 말레
이시아, 인도, 이란, 러시아, 태국 등이다. 종업원 규모를 보면, 종업원
수 100명을 넘는 기업은 V-ENS와 CES 두 곳이며, 50명에서 100명 사
이의 기업은 블루 플래닛과 테너지, 엔진텍 등 세 곳 정도이다.
<표 6-18> 우리나라 자동차 R&D 서비스 주요 업체
업체명

주 업종

종업원 수

매출액

해외물량
창업 연도
비중

출신

V-ENS

차량 설계

250

799억

90%

2001

대우

CES

차량 설계

300

250억

40～50%
(중국)

1999

대우

블루 플래닛

엔진 개발, 시험

82

170억

80%

2000

교수→대우

테너지

엔진 개발, 시험

60

130억

-

2008

현대

가가소

엔진설계

20

20억

30%

2002

현대

엔진텍

LPG/CNG 개조

50

250억

10%

1999

기아

닉소엔지니어링 엔진설계

15

16억

30%

2000

기아

에쏘드

17

-

0%

2004

대우

디자인

다. 사례 연구
1) A사
가) 업 종
A사의 업종은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제품 설계 개발이다.
고유의 SDA와 버추얼 엔지니어링 기술을 기반으로 기획, 스타일링, 디
자인, 엔지니어링 등 제품 개발의 전 과정에 대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
여 고품질의 자동차를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차체, 의장, 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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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시, 구동, 열유체 등 파워 트레인을 제외한 자동차 전 분야의 제품 개
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A사는 모든 OEM이 추구하는
신차 개발, Major change, Minor change, Annual change 등 전체 제품
개발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관점에서 통합된 개발 솔루션을 제공한다.
둘째는 생산 기술(Manufacturing Engineering)이다. 자동차의 생산
준비를 위한 프레스, 차체, 도장, 조립 기술 분야에서 통합 엔지니어링
노하우를 활용한 SE(Simultaneous Engineering), 공정 기술(Process
Engineering), Tool Management, Hard Tool(금형, 용접지그, 자동화 설
비) 공급 등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한 RP(Rapid Prototyping), FDM
(Fused Deposition Modeling), 레이저 용접기 등의 첨단 시설을 갖춘 시
작 공장과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하여 시작품을 제작한다.
셋째는 부품(Part & Equipments)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이다. 부품 원
가 분석에서부터 APQP, 부품 개발 절차 컨설팅, 부품 개발 공급에 이르
기까지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모든 제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
다. 특히 차량 개발 초기에 다양한 라이브러리 부품 적용을 검토한다.
부품 개발 통합솔루션을 통해 고객 맞춤형 부품을 개발하여 공급한다.
넷째, 전기자동차(Electric Vehicle) 분야이다. A사는 전기자동차 핵심
모듈 설계 기술 확보에 이어 세그먼트별 전기자동차 전용 플랫폼 개발
까지 완료함으로써, 전기자동차에 관한 설계, 부품 개발, 차량 제작, 성
능 육성 등 종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특히
LG그룹 내의 전기자동차 개발 및 생산 관련 역량을 집결하여 핵심부품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충전기 분야까지 기술을 확대하고
있다.
업무 과정은 아래와 같다. 먼저 시장조사나 정보 수집을 통하여 타깃
고객사가 잡히면 제안서가 만들어지고 수주 전략을 세워 수주에 들어간
다. 프로젝트 수주 후 개발 과정에 들어가면 설계에 착수한다. 차체 설
계는 차체와 관련된 설계를, 의장 설계는 내부 인테리어 설계를, 전장
설계는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내부 배선 포함 전기전자 제품들의 설계
를 총괄한다. 새시열유체 설계는 서스펜션, 연료 탱크 등 새시와 관련된
부분의 설계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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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패키지에서 스타일은 스타일리스트들이 직접 스타일을 제안
하고, 패키지는 인간공학(Ergonomics)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을 수행
하고 설계팀과 연계하여 자동차를 구성해 간다. 자동차가 출시되려면
결국 출시될 나라의 자동차 관련 법규(충돌시험 등 통과)를 통과해야
하고, 최적의 성능을 내야 하기 때문에 시험해석팀이 설계자들이 만든
설계 데이터를 토대로 충돌 성능, 소음, 진동, 내구성 등을 해석한다.
설계가 이루어질 때, 생산기술팀에서 설계 자료를 토대로 프레스를
찍었을 때 제대로 찍히는지, 생산성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조립성을
갖추고 있는지, 비용은 얼마나 들 것인지 등을 분석해서 피드백한다.
그 다음 양산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생산기술 분야의 일이다. 어
떻게 하면 조립생산성을 끌어올리고 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를 시뮬레이션하여 공정을 설계하고 시설 배치를 한다. 다
양한 부품들이 공장에 모여들고 어느 시간에 어느 부품이 어느 장소에
와야 하는지 등을 정확히 구축하고, 불량을 어떻게 줄이고 품질을 개선
할 것인지를 연구한다.
서울 가산동에 첨단시설을 갖춘 시작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부
분별로 고유의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SDA(Systematic Design Architecture), SCA(Systematic CAE Architecture), SMA(Systematic Manufacturing Architecture) 등의 Systematic Engineering Architecture와
CATIA V5, UG, 멘토, ICEM을 비롯한 다양한 CAD & CAE 툴뿐만 아
니라 CAD 데이터 관리 시스템, PDM(Project Data Management), DRM
(Digital Rights Management), PBA(Project Base Authorization) 등 첨
단 데이터 관리 시스템과 보안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WAN 가속 솔루션을 도입해 본사와 중국 지사 사이의 협업 효율성을
높였다.
나) 설립 연도 및 업적
LG-CNS가 2001년에 창업하였다. 2001년 LG CNS를 통해 대우차에
서 상품개발실장을 맡았던 이○○ 사장을 비롯해 다수의 자동차 관련
인력을 모았다. 이○○ 사장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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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산업공학 석사를 마쳤다. 대우그룹에 입사해 미국 미시간대학에서
산업공학 박사를 취득했다. 대우자동차 차량개발 총괄 상무를 역임하였
다. 이들 대우자동차 임원과 설계 개발자들을 영입하여 자동차 설계 컨
설팅 사업을 시작했다. 2001년 말레이시아 국영자동차 업체인 프로톤으
로부터 신규 소형차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 2004년 초에는 LG CNS에서
자동차 관련 사업부가 분사해 A사가 설립되었다. 지분은 100% LG CNS
가 보유하는 형태였다. A사는 이어 외국 자동차업체를 대상으로 설계
엔지니어링 사업을 벌였다. 분사 직후인 2005년부터 설계와 디자인 분
야에서 실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A사는 말레이시아 자동차 업체 프로
톤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사비’라는 차량을 설계했다. 디자인과 제품개
발은 물론 시제품 제작까지 맡고 생산과 판매는 프로톤이 담당했다. 이
모델은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연비가 좋은 차로 꼽혔다.
2006년에는 일본 도요타 계열의 소형차 전문업체인 다이하츠로부터
용역을 받아 4인승 경차 ‘라떼’를 디자인했다. 이어서 타타와 마힌드라&
마힌드라에 시제품을 제작, 납품하는 등 생산기술을 수출하는 성과를
냈다. 말레이시아의 나자그룹(NAZA Group of Companies)과 잉그레스
(Ingress), 태국의 제너럴모터스(General Motors), 중국의 JAC자동차와
상하이GM 등을 위한 프로젝트 수행 실적을 기록하게 되었다. 또한 현
대자동차, 기아자동차, GM대우, 쌍용자동차 등의 프로젝트 수행 실적도
있다.
A사는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본격적인 개발 작업에 들어갔
다. 대우차 상품개발실 출신들이 주축이 된 팀은 말레이시아 프로톤의
베스트셀링 모델인 ‘뉴 사가(SAGA)’를 전기차로 개조하는 작업을 성공
적으로 마쳤다. A사가 갖고 있는 전기차 개조와 엔지니어링 기술을 인
정받은 사례다.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전기차 개발사업의 파트
너로 선정되기도 했다. A사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 말레이시아 등지
업체로부터 전기차 개발을 위한 다양한 용역을 받아 개발작업을 진행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지엠의 전기차 개발에 참여하게 되었다.
A사는 전기차 개발과정에서 배터리 모듈의 설계는 물론 전반적인 생산
공정상 엔지니어링을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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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 말레이시아 법인이 설립되었으며, 2010년에 중국 법인이 설
립되었다.
매출액은 2005년 463억 원, 2006년 478억 원, 2007년 534억 원으로 증
가하였으며, 2008년 909억 원, 2010년 900억 원(추정)에 달한다. 영업이
익도 같은 기간 각각 41억 원, 49억 원, 67억으로 증가했다. 매출액 가운
데 해외사업이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표 6-19> 연도별 자본금, 매출액, 사원 수
자본금

매출액

사원 수

2004

18억 원

311억 3,100만 원

-

2005

18억 원

462억 8,600만 원

160명

2006

18억 원

477억 8,000만 원

175명

2007

18억 원

534억 6,900만 원

176명

2008

18억 원

867억 7,200만 원

212명

2009

51억 7,500만 원

649억 7,500만 원

226명

2010

51억 7,500만 원

799억 8,900만 원

250명

자료 : A사 홈페이지.

다) 주요 시장
주요 시장은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 일본, 국내 업체 등이다.
라) 인적자원관리
종업원 수는 250명 정도다. 전기부품공급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앞으
로 종업원 수는 비약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말레이시아, 중국에서도
8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인력 구성을 보면, 자동차 엔지니어링 분야에
서 다양한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들인,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고도의 전문 인력이 전체 인원의 65% 이상을 차지한다. 15
년 이상 47%, 10～15년 사이의 경력 18%, 5～9년 사이의 경력자 18%,
4년 이하의 경력자가 17%를 차지한다.
대우와 기아 출신의 자동차 설계전문 엔지니어들을 채용한 바 있으
며, 매년 대학 또는 대학원 출신의 신입사원들을 채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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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를 보면, 능력에 따른 차등연봉제이며, 급여 항목은 고정급,
복리후생비, 퇴직금, 성과급 및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과급은 개인
성과급과 조직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성과급은 개인이 탁월한
성과를 내었을 경우 제공되는 인센티브, 조직성과급은 매년 회사의 경
영실적을 토대로 이익의 일부를 조직/개인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복리후생으로는 자녀학자금, 건강검진, 경조금, 단체보험 등을 제공한다.
인력양성을 보면, 먼저 기술교육의 측면에서는 글로벌 교육기관과 협
력관계를 맺어 필요 교육을 적기에 제공하고 지속적인 국내외 전시회
및 세미나 참가를 통해 신기술 벤치마킹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 다
음 경영교육에 관한 한 직급별 필수교육을 제공한다. LG 인화원에서도
비즈니스와 기술교육에 걸쳐 e-learning을 제공하고 있다. 기타 체계적
인 어학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2) B사
가) 업 종
엔지니어링 전문 업체로서 엔진개발 및 엔진성능 시험, 어플리케이션,
후처리, 장비 등이 B사의 전문 업종이다. 이 가운데 프로그램 매니징부
터 설계, 시작, 엔진시험, 차량시험까지 풀 턴 키 베이스로 엔지니어링
컨설팅 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회사의 강점이다.
나) 설립 연도 및 업적
연대 교수와 고대 교수들이 대학교 벤처로 2000년도에 창립했다. “자
동차 선진국에는 대표적인 엔진 서비스 기업이 있는데 아시아권에는 없
다. 아시아와 한국을 대표하는 컨설팅 회사가 되어보자고 해서 창업”한
것이라고 한다. 2002년도에 당시 지엠대우자동차의 파워트레인 팀장이
었던 김○○ 사장을 영입하여 전문경영인 체제로 이행한 바 있다.
B사가 설립된 초기에는 주로 국내 업체 위주의 용역사업을 추진하였
다. 그러다가 3～4년 전인 2007～08년부터 해외수주 위주의 용역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국내의 완성차 업체 및 산업용 자동차 업체에서는 모두
독자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 프로젝트만 R&D 서비스 업체에
용역을 준다고 한다. 예컨대, 두산의 G 프로젝트라면 FEV가 엔진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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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개발을 하고, 마이너 프로젝트 및 변형 모델들은 국내 용역 업체에서
담당한다. 이 때문에 B사는 생존 차원에서도 해외수주에 역점을 두지
않을 수 없었다.
최근 B사 수주의 80% 이상은 해외수주이다. 대표적인 엔진개발 실적
은 중국 베이징 그룹의 1호 고유 모델 엔진개발이다. 사이즈는 마티즈
1.0～1.2 리터 그레이드이다. 이 사이즈급에서는 우수한 엔진으로 평판
있는 지엠 엔진보다 성능이 5% 정도 낫다고 한다. 베이징 그룹에서는
원래 이 엔진을 20만대 생산하는 생산설비를 갖추려고 했는데, 성능이
만족스러워 60만대 생산하는 체제를 갖추었다고 한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 회사에 1.5～1.8 리터의 듀얼 비비티, 유로 5 배기가스 규제기준의
엔진을 개발해 준 실적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쪽에 V6 엔진 개발한 경
험도 가지고 있으며, 기타 국내 농기계 회사의 엔진, 로템의 보조엔진
개발도 성과로 꼽힌다.
매출액은 연 170억 원 정도이며, 매출액 대비 기술용역 비중은 50%에
달한다.
다) 주요 시장
해외수준 가운데에는 중국이 90%를 차지한다. 중국의 완성차 업체
6～20위까지의 기업들이 독자적인 차량 개발의 수요자들이다. 기타 대
만, 인도, 이란, 러시아, 국내 업체들이 B사의 주요 고객들이다.
라) 인적자원관리
먼저 종업원 수를 보면 82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정규직이 72명을 차
지하고 있고, 시간제 근로자들이 10명 정도를 차지한다. 시간제 근로자
들의 대부분은 외부 개발업체의 인력들이다. 종업원은 크게 경력직과
신규 입사자로 구분된다. 인력 구성을 보면, 박사 1명, 석사 및 대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출신을 보면, 현대 출신 엔지니어들이 20명, 대
우 출신 엔지니어들이 10명을 차지한다.
직급 체계는 사원-대리-차장-부장-임원으로 되어 있다. 채용을 보면,
주로 경력사원 위주의 채용을 한다. 능력 있는 대졸자들은 신입사원으
로 입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반의 벤처 붐이 끝난 뒤에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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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권의 대졸자들이 지방의 중소기업에는 입사하지 않는다고 한다. 신규
입사하는 대졸 출신 엔지니어들은 대부분 지방대 졸업생들이며, 경력을
쌓은 뒤에 이직한다고 하며, 신규 입사자 10명 중 1～2명 정도만 회사에
근속하며 승진을 하고 있다. 그 때문에 임금체계는 경력직과 신규 입사
자를 차별하는 이중 구조의 성격을 띠고 있다. 경력직은 현대자동차의
90% 수준이며 신입사원은 벤처 수준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인력양
성의 방법은 OJT이다.
3) C사
가) 업 종
엔진개발 및 엔진성능 시험, 엔지니어링 전문 업체이다.
나) 설립 연도 및 업적
엔진개발 용역 전문 업체로서 2008년 3월 창립되었다. 이 회사의 최
○○ 대표는 서울대 공대에서 학사․석사․박사학위(기계설계 전공)를
획득한 엔지니어다. 1984～2001년까지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며 엔진개발
실장을 역임했고, 독일계 엔진개발 용역업체인 FEV의 한국지사장을 역
임한 뒤 2008년 3월 C사를 창업했다. 그는 현대자동차가 독자 모델 개
발을 목표로 마북리자동차연구소를 세웠을 때 설립 멤버로 참여했으며,
이후 현대자동차에서 여러 직책을 거친 뒤 엔진개발실장으로 재직하면
서 독자 엔진개발에 많은 기여를 했다.
엔진은 자동차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고객들은 엔진개발 프로젝트 발
주시 수주 실적을 가장 중시한다. 2008년 설립된 신생기업인 C사는 뚜
렷한 실적이 없었다. 그러나 최 대표가 FEV 한국지사장 시절 농기계
업계인 국제종합기계와 쌓아둔 개인적인 신뢰가 실적을 쌓는 데 큰 도
움이 됐다. 당시 국제종합기계는 미국 커민스로 수출해야 할 제품 엔진
에 문제가 생겼다. 다른 어떤 회사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러
던 중 최 대표에게 의뢰가 들어왔고 이를 해결했다. “당시 국제종합기계
는 독자 엔진을 개발했으나 오류가 발생해 1년 6개월째 애를 먹고 있었
다”며 최 대표가 엔진 오류를 바로잡아 주겠다고 제안해 오류 제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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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했다. 제품은 커민스의 까다로운 심의를 통과하며 수출에 성공했으
며 이를 계기로 최 대표와 국제종합기계 간에 신뢰가 형성되었다(한국경
제, 2011. 3. 24). 그 후 최 대표에게 엔진개발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밥캣 인수 후 소형 산업기계를 생산하고 있던 두산인프라코어는 독자 엔
진개발 기술을 보유한 국제종합기계 인수에 관심을 보였다. 결국 국제종
합기계 인수는 무산됐지만 인수 과정에서 알게 된 최 대표에게 두산인프
라코어 임원들이 엔진 시험개발을 맡겼다(매일경제, 2011. 2. 6).
이후에도 또 다른 엔진개발 의뢰가 들어왔으며 타사에 비해 비교적
싼 비용으로 우수한 엔진개발에 성공했다. 이를 계기로 업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됐다.
그후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세계 3대 메이저 엔진개발 용역 회사들과
경쟁적 위치에서 프로젝트 경합을 벌이는 기회를 획득했다. 그 뒤 C사
는 △산업용 2.4ℓ 및 3.4ℓ 디젤엔진 △신형 승용차모델 2ℓ급 가솔린
엔진 △4단계(Tier 4) 규제를 만족시키는 2.4ℓ급 CRDi 산업용 엔진 △
Euro-V 규제를 만족시키는 2.0ℓ 및 2.4ℓ급 가솔린 엔진개발 등의 프
로젝트를 수행했다(한국경제, 2011. 3. 24). 2010년에는 국내 최대 농기
계제조 업체인 대동공업의 티어 4 엔진을 개발했다. 티어 4 엔진은 현재
탄소배출량에 가해지는 가장 엄격한 규제조건을 충족시키는 엔진을 말
한다. 유럽 등 선진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티어 4 엔진의 장착이
필수적이다.
C사의 대표적인 업적으로는 쌍용자동차 엔진 개발 프로젝트 , 국제종
합기계의 엔진 문제 해결 등을 꼽을 수 있다. 그 밖에 도요타, 혼다, 르
노, 볼보, 아우디 차종의 연비 시험과 연비 해석을 들 수 있다.
엔진개발은 크게 설계와 시험개발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평균 6개
월 정도 걸리는 엔진 설계는 전체 청사진을 만들어 나가는 기획 단계다.
설계를 바탕으로 시험개발이 이루어진다. 시험개발은 1년～1년 반 정도
소요된다. 이 과정에서 엔진 각 부분이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지, 성능은
설계대로 잘 나오는지, 신뢰도는 어떤지 등을 검토한 뒤 개선해 내놓게
된다. 따라서 엔진 설계에 요구되는 기술력보다는 시험개발에 필요한
기술력이 더 중요하다. 설계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시험개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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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기 때문이다. 비용 측면에서도 전체 엔진개발 비용 중 설계에 20
～30%가량 들고 시험개발에 나머지가 든다. C사는 설계와 시험개발을
턴키로 진행하는 형태와 각기 별도로 진행하는 개별 형태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고객사의 요구나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결정된
다(한국경제, 2011. 3. 24).
완성차 업체의 개발 프로젝트와 무관하게 진행되며 동시 공학의 방식
은 아니다. C사 엔진 설계 - 완성차 업체 조정 - 부품업체 조정 - C사 엔
진 설계 조정의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 연구개발 조직은 기능
별 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계와 시험(차량 calibration)으로 구
분된다. 프로젝트의 코디네이터는 사장이 직접 수행하고 있다. 서울대,
울산대의 교수들과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도 한다.
매출액을 보면, 2009년 40억 원에서 2010년 120억 원 정도의 매출액
을 올렸다. 2011년 목표는 170억 원 정도다.
다) 주요 시장
C사의 주요 시장은 쌍용자동차, 현대자동차, 두산 등 산업용 자동차
업체 등이다.
라) 인적자원관리
종업원 수는 60명이며, 이 가운데 임원이 2명이고 나머지 인력들은
대부분 설계시험 인력들이다. 인력 구성을 보면, 박사 2명, 대졸 42명,
전문대졸(아주자동차대) 8명이다. 전문대졸의 직무는 시험 대행이다. 전
문대졸의 경우 거의 이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험의 집적이 가능하다
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아주자동차 대학 출신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C사는 아주자동차대
학과 ｢자동차엔진 및 부품시험 엔지니어 양성과정｣ 및 ｢CATIA 부품설
계 엔지니어 양성과정｣을 위해 주문식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5천만 원씩 4년간 2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아주자동차대학은 C사의 요청으로 2010년 2학기부터 ｢자동차엔
진 및 부품시험 엔지니어 양성과정｣과 ｢CATIA 부품설계 엔지니어 양
성과정｣을 개설하였다. 자동차계열 1학년 재학생 가운데 우수 학생들은

제6장 정보 및 과학기술서비스 부문

305

졸업 시까지 매학기마다 약 200만 원의 장학금을 수혜받고, 졸업 후에
C사 등에 전문 엔지니어로 취업하게 된다.
직급 체계는 사원-대리-과장-차장-부장-임원으로 되어 있다. C사 역
시 경력사원 위주의 채용을 하는데, 능력 있는 대졸자들은 신입사원으
로 입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임금은 현대자동차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
며, 인력양성의 방법은 OJT 및 대학교 교수의 강의와 외부 교육(CAD
교육 정도)에 의존하고 있다.
4) D사
가) 업 종
업종은 엔진 설계이다.
나) 설립 연도 및 업적
2001년도에 현대자동차 기술연구소 부차장급 출신 여러 명이 설립하
였다. 현대자동차 자동차엔진 설계, 현대중공업의 선박엔진 설계, 대동
공업, 두산 등 산업용 자동차엔진 설계, 치리 등 중국 자동차 업체의 엔
진설계 등을 대표적인 업적으로 꼽을 수 있다.
다) 주요 시장
전체 매출액은 20억 원 정도이며, 매출액 대비 국내시장과 해외시장
이 차지하는 비중은 연도별로 가변적이지만, 2011년의 경우 국내와 해
외 시장이 70 대 30을 차지한다.
라) 인적자원관리
종업원 수는 20명이며, 경력직과 신규 입사자로 구분된다. 대부분은
경력직이다. 학력별 인력 구성을 보면, 석사 출신이 3～4명이고, 나머지
는 학사 출신들이다. 직급 체계는 사원-주임-대리-차장-부장-임원의
순서대로이다. 경력사원 위주의 채용을 하며, 능력 있는 대졸자들은 신
입사원으로 거의 입사하지 않는 편이다. 이직률은 높은 편이다. 임금은
경력직의 경우 현대자동차의 80% 수준이다. 인력양성의 방식은 OJT와
외부 교육이다. 해석팀의 교육을 보면, 구조 해석은 아바쿠스, 유동 해

306

고용구조 선진화를 위한 서비스산업의 일자리창출 역량제고 방안(Ⅲ)

석은 CD 오데코, 성능 해석은 지티 파워, CD 오데코 등 다국적 기업에
서 담당한다. 이들이 제공하는 외부교육 참여를 통해서 D사의 엔지니어
들은 자신의 역량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발휘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가고 있다.
연구개발 조직은 설계, 해석, 통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계 인력이
가장 많고, 해석 인원은 3명이다. 통합은 임원들이 담당한다.
완성차 업체와의 관계를 보면, D사의 엔지니어들은 완성차 업체의 개
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동시 공학의 방식으로 게스트 엔지니어링으로
진행한다.
5) E사
가) 업 종
디지털 디자인이 주 업종이다. 디자인의 영역에 디지털 프로세스가
접목되면서, 초기 스케치 단계에서부터 자동차 디자인에 쓰이는 소프트
웨어를 사용해서 3D 데이터화하는 작업을 한다. 디지털화되면서 3D 데
이터를 일찍 만들게 되었다. 이 단계에서부터 엔지니어링 피즈빌리티
체크를 하게 된다. 이 3D 데이터는 이전에 수동으로 그리던 디자인과
달리 디자인만을 위한 데이터가 아니라 도면 제작, 설계를 위한 데이터
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나) 설립 연도 및 업적
2004년에 설립되었다. 그동안 E사에서 수주해 온 업체들은 한국의 현
대자동차, 지엠대우, 중국 완성차 업체 등이다.
다) 주요 시장
주요 시장은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다. E사도 2004～05년도에는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외주를 받은 적이 있다. E사가 아닌 다른 디자인 업체
들은 현재 중국 업체의 외주 일을 많이 한다고 한다. 한국의 완성차 업
체에서 E사와 같은 외부의 디자인 업체에 주는 외주가 워낙 주변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들 디자인 업체에서 중국과 같은 해외 자동차 업체로
부터 수주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확실하다. 하지만 최근에 중국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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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의 외주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있고, 일본이나 이탈리아 업체에서도
값싼 수주를 하기 때문에 시장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
에서 수주하는 길은 헌신적으로 일하는 수밖에 없다. E사의 대표는 다
음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 말하고 있다.
“우리도 중국에서 일 들어오면 한다. 그걸 안 하면 먹고 살 길이 없다. 중
국시장의 문이 좁아졌고 까다로워졌다. 순간적으로 발전을 많이 했다. 일
본이나 이태리도 중국 일 한다. 우리보다 용역비 싼 데도 있다더라. 중국에
서 한국에게 일을 주는 이유는 거의 살신성인의 자세로 일해주기 때문이
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기 때문이다. 유럽과 다르다. 유럽에서 다 망쳐
놓은 것을 한국에서 해주는 경우도 있다.”

라) 인적자원관리
종업원 수는 17명이다. 인력 구성을 보면 3명이 파견 인력으로서 완
성차 업체의 게스트엔지니어링으로 일하고 있다. 2명은 임원이며, 5명이
CAS(computer aided styling) 내제를 담당한다. 디자인 인력은 6명이다.
나머지 1명은 경리를 보고 있다. 디지털 인력 가운데 2명은 계약직이다.
프리랜스를 오래 하다 보면 디지털 인력의 몸값이 오르기 때문에 회사
의 정규직으로 못 두고 계약직으로 한다고 한다. 계약직의 경우 일이 없
으면 임금의 일부만 받고 일이 있으면 다 받는다. 디자인 인력 가운데 2
명은 유학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력이다. 디자인 인력은 E사에서 3년
이상 근무했다. 총괄실장은 20년 정도의 경력을 가졌는데, 이런 경력을
가진 인력이 있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에서 디자인 외주를 준다고 한다.
채용을 보면, 디자인 쪽은 4년제 대졸 출신들이 입사한다. 이직률은 상
당히 높은 편이다. 2004년 창사 이래 남아 있는 인원이 없을 정도다. 대
부분 3～4년 근무하다가 임금수준에 따라서 옮긴다. 그 때문에 E사와 좋
은 관계를 맺고 있는 완성차 업체에서는 자사의 인력보호를 요청하며,
입사자에 대해서는 2년 내에 이직을 안 한다는 서약서를 받기도 한다.
임금 체계를 보면, 뚜렷한 임금 체계는 없는 편이며, 호봉제도 갖고
있지 않다. 초임은 2,400～2,600만 원 사이이며, 1년차 연봉, 2년차 연봉,
3년차 연봉 식으로 연차별로 임금이 상승한다. 개인 면담해서 더 달라

308

고용구조 선진화를 위한 서비스산업의 일자리창출 역량제고 방안(Ⅲ)

고 하는 경우에 올려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인력 양성의 방식은 주로
OJT이다. 디자인 인력 양성의 방식에 대해 피면접자는 다음과 같이 말
한다.
“디지털 인력의 훈련은 면과 선의 싸움이다. 선, 복곡면, 굉장히 복잡하다.
자동차에 직선이 하나도 없다. 면을 보는 것도 어렵고. 커브 컨트롤부터 하
는 것이다. 숙련된 디자이너가 붙어야 한다. 혼자 몫 하려면 최소 5년 걸린
다. 사수 붙여준다. 이렇게 만들어야 하고 저렇게 만들어야 하고. 짧은 사
람은 3년이면 할 수 있다.”

5) F사
가) 업 종
엔진설계, 엔진시험, 엔진제작-개발 지원, LPG, CNG, LNG 엔진 개
조가 주 업종이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다.
나) 설립 연도 및 업적
1998년 경기도 군포시에서 엔진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회사로
출범하였다. 현대자동차의 거래업체 등록을 시작으로 쌍용자동차, 르노
삼성자동차에도 등록한 이 회사는 파워 트레인의 설계, 해석 및 시험용
역, 엔진 성능 개선용역, 3 사이클 디젤엔진 설계 및 개발, 2 사이클 디
젤엔진 설계와 개발, 냉각계 최적화, 디젤엔진 소음 개선, 포트 개발, 밸
브 트레인 개발, 시험용 단기통 엔진 개발 등 다양한 엔진분야에서 실적
을 쌓았다.51)
2004년부터 CNG 차량 관련 바이퓨얼 ECU를 개발하여 태국과 말레
이시아 등에 꾸준히 수출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한국가스공사의 지원
을 받아 국내 최초로 CNG 엔진개조 환경부 인증을 획득했다. F사는 지
난 5월 한국가스공사 명의로 취득한 CNG 엔진개조 인증서를 자사 명의
로 완전 이전받아 활발하게 생산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06년 LPG 차량
인증 획득으로 LPG차 구조변경사업에도 참여하였다.
또한 LPLi 스타렉스 터보엔진(4DBH)에 대해 환경부 인증을 획득, 양
51) 가스신문 2009년 8월 25일자를 많이 참고했다.

제6장 정보 및 과학기술서비스 부문

309

산 중이다. 그 밖에 F사는 수도권대기보전사업에도 적극 참가해 마을버
스 및 청소차용 CNG 엔진개발에 성공하는 등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는 다양한 가스엔진을 개발, 보급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LNG 혼소트럭의 국토부 인증도 성취한 바 있으며, 트랙트용 엔진으로
발전용 가스엔진 개발을 완료, 2년간의 시험을 마무리하고 월 100대씩
양산하고 있다.
F사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및 성균관대와 함께 미래 성장동력인
수소엔진 개발에도 참여했다. 또한 현대자동차의 하이브리드 차량 열회
수장치를 이용한 외연기관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그 밖에 LNG 전소
레미콘 차량용 엔진을 개발하였다.
다) 주요 시장
주요 시장은 국내시장이다. 최근에는 중국, 도미니카, 우즈베키스탄
등의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라) 인적자원관리
전체 종업원 수는 50명이며, 그 가운데 연구소 인력은 20명이다. 직급
체계는 사원-주임-대리-과장-차장-부장-임원으로 되어 있다. 학력별
인력현황을 보면, 석사 출신이 3명, 학사 출신이 15명, 전문대 출신이 10
여 명이다. 수도권과 지방대 출신의 4년제 대학교 출신과 전문대 출신
을 채용한다. 부서에서 필요한 인력을 선발하며 부서별 OJT를 통해서
인력개발을 시킨다. 필요할 경우 외부교육도 보낸다.
6) G사
가) 업 종
엔진 설계와 금형 수주가 주 업종이다. G사는 설계에서 시작품 제작,
제품개발 컨설팅까지 하고 있는 전문 업체로서 자동차부품․가전제
품․의료장비․아이디어 제품을 주로 취급한다. 이 회사에서는 설계 및
구조해석 등의 해석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도면이 없는 제품을 이
용해서 도면을 생성해 제품을 벤치마킹할 수 있게 하는 역설계 업무도
수행하며, 자동차․농기계․산업용 엔진 설계 및 개발, 실험용 및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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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단기통 엔진 설계 및 제작, 엔진 탑재 레이아웃 설계 및 기술 지원,
새시․의장 등 차량 전반의 설계와 관련된 기술적인 노하우를 많이 보
유하고 있는 기업이다.52)
이 회사의 업무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품 트렌드 분석과
개발 전략을 만들고, 개발 목표를 정하는 시장전략 수립 단계와 메인 스
펙을 결정해 어셈블리 파트의 레이아웃과 경쟁 제품을 벤치마킹해서 개
발을 진행한다. 이어 부품 설계 상세화 단계를 통해서 파트 디테일 설
계, CAD/설계 자동화, 양산 라인, 클레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설계를
완료한다. 또한 일부 작업에 대해서는 협력 업체와 업무를 함께 수행하
기도 하는데, 프로토(Proto) 부품개발기술이나 부품제작기술, 부품 품질,
성능, 평가 등의 업무들에 대해서 협력 업체와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한
다. 또한 제품 성능에 대한 내구 시험이나 양산 준비 단계인 PP 단계 준
비, 양산금형 설계, 설비 대응, JIG설계나 제작을 통해서 실제 제품을 양
산시킬 수 있도록 해준다.
나) 설립 연도 및 업적
2000년 9월에 기아자동차 출신의 엔지니어들이 창업하였다. G사는
현대자동차 등 국내외 자동차 메이커와 한국기계연구원 등 국책연구소,
자동차 회사의 부품협력 업체, 농기계회사, LG전자 및 그 협력 업체 등
여러 업체와 설계 아웃소싱 계약을 맺고 있다. 업체에서 신제품을 개발
할 때 3D CAD를 이용해 설계를 진행함으로써 개발기간 단축, 개발비
절감, 개발품질 향상을 도모한다.
한국기계연구원(KIMM)의 프로젝트를 받아 LPG 버스 차량을 설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ETC 시스템에 대한 적용과 미터셋에 대한 설계를
했으며, 안전장치 개발과 LPG 연료 공급 시스템 개발을 해냈다. 구조
변경 설계를 통해서 엔진탑재 레이아웃 설계와 차체강성 보강설계 및
구조 해석을 실시했고, 프레임 구조 설계와 언더 프레임 개발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삼성과 엘지전자에서 생산하는 전자제품의 성능 해석도 담당한 바 있
52) CAD & Graphips. 2004/6을 많이 참고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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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최근 들어 이 업무는 축소되었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매출액이
감소하였다.
다) 주요 시장
주로 국내시장이다. 최근에는 국내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라) 인적자원관리
종업원 수는 15명이다. 직급 체계는 이사-수석연구원-책임연구원-선
임연구원-주임연구원-연구원으로 되어 있다. 현재 이사 1명, 책임연구
원 2명, 선임연구원 2명, 주임연구원 1명, 연구원 1명이다. 현대-기아 출
신이 2명 있다. 경력자와 신규 입사자를 채용하는데, 수도권 출신과 지
방대 출신의 대졸자를 채용한다고 한다. 학력별로는 석사 출신이 2명,
학사 출신이 9명, 전문대 출신이 4명이다. 주된 인력개발 방식은 OJT이
다.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자동차의 기초이론과 카티아 사용방법을 가르
치며 실습을 한다. 외부교육에도 보내는데, 주요 교육기관은 중소기업
진흥공단, 자동차부품연구원 등이다.

5. 요약 및 시사점
이상에서 분석한 바를 토대로 하여 몇 가지 결론을 내려보기로 하자.
첫째, 우리나라 자동차 R&D 서비스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의 수는 수
십 개를 헤아리며 전체 고용규모는 1,000명 미만이다. 현대, 기아, 대우
출신의 퇴직 엔지니어들이 이들 기업에서 고용하고 있는 핵심 인력들이
다. 대졸 및 대학원 졸업자 출신의 엔지니어들과 전문대졸 출신들도 다
수 이들 기업에 고용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몇몇 기업에서 전기자동차
용 핵심부품 연구시설을 만들거나 엔진 생산까지 함께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전체 고용인구 수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독일 자동차 R&D 서비스 산업이 성장한 조건을 한국의 자동차
R&D 서비스 업종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완성차 업체들은
자체의 기술연구소에서 거의 대부분의 디자인 및 파워트레인 개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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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완성차 업체들은 바깥의 R&D 서비스 업체들에
게 주변적인 디자인 및 개발설계, 시험 등의 용역 사업을 제공할 뿐이
다. 이들 주변적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근근이 생존을 유지하는 영세
한 기술용역 업체들도 다수 존재하지만, 이들은 자체적인 생존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일부 기술용역 업체들은 국내 자동차시장 제품개
발의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중공업이나 산업용 자동차 업체 시장과
가전제품시장에 참여하기도 한다. 또한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춘 업체
들은 해외시장의 개척을 통해서 성장을 도모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두드러진, 독자적인 차량개발을
시도하는 아시아 자동차시장의 성장은 한국의 자동차 R&D 서비스 업
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몇몇 업체들은 이들 아시
아 시장에서 수주한 차량 및 엔진개발 사업 등을 통해서 자신의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시켜 가고 있으며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가고 있다. 특히
LG 그룹 산하의 A사는 괄목할 만큼 성장하고 있는데, 최근 지엠과의
전기자동차부품 공급계약으로 인하여 더욱 크게 성장할 전망을 높여가
고 있다.
셋째, 전체적으로 한국의 자동차 R&D 서비스 업종이 직면한 불확실
한 상황 때문에 A사와 H사를 제외한다면 능력 있는 대졸자들이 신입사
원으로 지원하지 않는 편이다. 그 결과 경력직과 신입사원을 크게 차별
하는 보수 체계의 이중성이 출현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들은 채용과 신
입사원 인력양성의 측면에서 애로를 겪고 있다.
넷째, 이 업종 경쟁력의 원천은 현대와 기아, 대우(GM)의 기술연구소
에서 퇴직한 엔지니어들이다. 이들은 R&D뿐 아니라 양산의 경험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들에게 총체적이고 헌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
로써 유럽의 업체들과 구별되는 한국 기술용역 업체의 경쟁력을 발휘하
고 있다. 이들을 채용할 수 있는 업체는 상위 업체들이며 기타 업체들은
자동차부품 업체의 퇴직 엔지니어들을 채용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자동차 R&D 서비스 업체의 전망은
대단히 불확실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몇몇 업체는 독자개발을 추진하
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완성차 업체들을 배경으로 하여 성장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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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머지 업체들의 생존은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핵심 역량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려는 업체의 지속적인 노력, 중소업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53)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이중노동시장의 완화
등이 그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요인이 될 것이다.

53) 면접조사한 자동차 R&D 서비스 업체의 관계자들은 지경부 프로젝트에 대한 중
소업체의 참여 확대, 해외 프로젝트 업체에 대한 지경부의 지원, 디자인의 가치를
평가해 주는 문화개선 등을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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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인력공급 및 시설관리업

제1절 고용서비스 현황

이미 지적하였듯이, 서비스업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산업전략 측면에
서 접근한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고용창출 역량, 인력양성 및 활
용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특히 인력공급 및 시설관리 등
저부가가치 사업서비스업에 대한 연구는 더욱 미흡하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생산자서비스업 중 인력공급 및 시설관리 등 저부가가치 사업
서비스업의 발전전략으로부터 일자리창출 역량을 진단하고, 이 분야의
노동수요에 대한 전망을 전제로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인력양성 및
수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장에서 다루는 분야는 KIET(2008)의 분류상 저부가가치 사업지원
서비업에 속하는 산업 중에서 인력공급사업(파견사업), 고용알선업(유
무료직업소개, 직업정보제공, 헤드헌팅 등), 그리고 시설관리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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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저부가가치 사업지원서비스업의 분류

1

2

산업명
(표준산업분류)
사업시설유지관리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분류
Code
741

751

산업의 예시
- 사업시설 유지관리
- 기관시설 유지관리
- 인력파견업체
- 근로자 파견업
- 인력풀(Pool) 공급운영
- 사무인력 공급
- 사무인력 알선
- 공업 노동인력 알선
- 개인 및 가사인력 알선
- 고급인력 알선(헤드헌터)
- 직업소개소 등

하위분류
ㅇ사업시설유지관리
(74100)

ㅇ인력공급업(75110)
ㅇ고용알선업(75120)

자료 : 통계청, ｢제9차 표준산업분류체계 .

제2절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의 현황

1.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의 범주 및 구성
인력공급업 가운데 대표적인 사업은 근로자파견업인데, 인력공급회사
의 관리하에 있는 근로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 사업체에 일정
기간 동안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이 근로자들은 인력공급 업체의 직원
이지만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54). 1998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8개 직종에 국한되어 근
로자파견이 가능하였고 2007년에 32개 직종55)으로 확대되었다.
54) 한국표준산업분류 정의에 의함.
55)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행정․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행정 전문가 제
외). 특허 전문가의 업무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사서의 업무를
제외).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영화․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가의 업무,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통신기술공의 업무, 제도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보조업무에 한한다), 임상병리사, 방사선사(기타 의료장비 기사의
업무를 제외), 정규교육 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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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공급업은 타 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용역사업을 운영하는 용역
과 구분되는데, 용역은 도급계약에 의해 근로자가 원청업체에 가서 근
로하기는 하지만 업무 지시를 도급업체의 중간관리자가 하게 되나 이와
달리 파견업은 법으로 그 범위가 정해져 있고 업무에 대한 지시명령을
파견사업주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사업주(파견된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체)가 한다
고용알선업은 직업소개업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구인기업 또는 구직
자에게서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의뢰받거나 제공받아 이를 기초로
구인․구직자가 원하는 조건의 인력을 매칭시켜 제공하는 사업 활동을
말한다.

2. 산업의 현황
가. 사업체 수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에 따르면,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관련 사업체 수는 <표 7-2>와 같이 2009년 현재 9,344개이고, 9년 평균
10.9%가 증가하였다. 인력공급업은 2009년 현재 3,727개이고, 2006년부
터 평균 7.2%씩 사업체 수가 증가하고 있다. 고용알선업은 2009년 현재
5,617개이고, 2006년부터 평균 8.4%씩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고용보험 자료를 분석56)한 결과 <표 7-3>과 같이 인력공급 및
예술․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사무지원 종사자의
업무, 도서․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가 당해 사업의 핵심 업무인 경우를 제외),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개
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
른 관광숙박업의 조리사 업무를 제외), 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 주유원의 업무,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자동차 운전 종사자
의 업무,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경비업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경비업무를 제외),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
자의 업무
56) 고용보험 DB의 적용사업장 자료에서 업종이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74)에 대해
최근 3개년 자료를 추출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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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의 연도별 사업체수
(단위 : 개, %)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2001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4,771

6,892
(44.5)

7,058
(2.4)

6,901
(-2.2)
2,832

7,538
(9.2)
3,131
(10.6)
4,407
(8.3)

7,966
(5.7)
3,160
(0.9)
4,806
(9.1)

8,684
(9.0)
3,307
(4.7)
5,377
(11.9)

9,344
(7.6)
3,727
(12.7)
5,617
(4.5)

인력공급업
고용알선업

4,069

주 : (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그림 7-1]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의 사업체 수

[그림 7-2]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의 세부 사업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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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알선업 사업장은 2010년 기준 5,579개소이고, 규모별로는 2010년 기
준으로 100인 미만 사업장이 88.4%이고 10인 미만 사업장이 61.4%를
차지하고 있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을 하는 전체 사업장의 고용보
험가입률은 2008년에 55%이고, 2009년에 57%로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
의 고용보험 가입률에 비해 적어 영세한 규모임을 알 수 있다57).
[그림 7-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의 고용보험사업장 규모별 비중

57) 강순희 외(2010)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을 포괄하는 민간
고용서비스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국내 유료직업소개소의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 그러나 일부 대형화된 업체를 제외하고는 영세한 규모의 사
업체가 대부분으로 열악한 경쟁력과 낮은 생산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다. 2005년 유료직업소개소 종사자 수는 평균 2.4명에 불과하고, 임시․일용직
알선이 90% 이상 차지하고 있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소의 경우 법인보다는 영세
한 개인 사업자 위주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8년에는 유료직업소개소 업
체수가 10% 정도 줄어들었다. 포털 사이트를 포함하여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사
이트가 범람하는 것을 고려하면,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직
업정보제공업체는 1,000개가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파견사업 역시 1998
년 파견 업체를 양성화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지
속 성장하고 있으나 사업의 영세성은 여전히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 총 파견업체
수는 비록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실적을 올리는 실적 업체는 여전히 75%대에
머물고 있는데 이들 실적이 없는 사업체의 수가 파견규모가 영세한 업체에 집중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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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의 연도별․규모별 고용보험 사업장 수
(단위 : 명, %)
규모
100인 미만
인력공급 100～300인 미만
및 고용
300인 이상
알선업
전체

2008

2009

2010

4,239 ( 87.9)

4,361 ( 87.1)

4,932 ( 88.4)

361 ( 7.5)

403 ( 8.1)

399 ( 7.2)

220 ( 4.6)

241 ( 4.8)

248 ( 4.4)

4,820 (100.0)

5,005 (100.0)

5,579 (100.0)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나. 종사자 수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관련 종사자 수는 2009
년 현재 299,647명인 것으로 나타났고, 2001년부터 9년 동안 평균 12.9%
증가하였다. 인력공급업은 2009년 현재 274,934명이고, 2005년부터 5년
평균 8.1%의 종사자 수가 증가하였다. 고용알선업의 종사자 수는 2009년
현재 24,713명이고, 5년 평균 5.0%가 증가하였다. 특이하게도 2008년에는
종사자 수가 줄었는데, 금융위기로 인해 파견인력사업이 위축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의 종업원 수를 비교하면 2009
년 현재 인력공급업이 고용알선업에 비해 11.1배나 많았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751)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자,
상실자를 살펴보면, 피보험자는 2010년 기준 356천 명으로 2009년 대비
<표 7-4>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의 종사자 수 추이
(단위 : 명, %)
2001
인력공급 및 105,550
고용알선업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70,927
(32.8)

189,677
(9.9)

209,822
(9.6)
191,328

249,918
(16)
235,742
(18)
14,176
(-30)

298,579
(16.3)
282,334
(16.5)
16,245
(12.7)

281,082
(-6.2)
261,202
(-8.1)
19,880
(18.3)

299,647
(6.2)
274,934
(5)
24,713
(19.6)

인력공급업

-

-

-

고용알선업

-

-

-

주 : ( )는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

18,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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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의 종사자 수

[그림 7-5]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의 세부 종사자 수

<표 7-5>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 및 전년대비 증가율
(단위 : 천 명, %)
피보험자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상실자

취득자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299

321

356

286

287

328

302

307

362

(7.4)

(11.0)

(0.4)

(14.5)

(1.6)

(18.0)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DB .

각각 25%,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상실자는 2010년 기준 328천
명 수준이며, 취득자는 2010년 기준 362천 명 수준이다. 업종별 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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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평균 연령은 고용알선업 40.4세, 인력공급업 40.5세로 중년층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고용보험 취득자에서 상실자를 뺀 순취득자는 2010년에 34천 명으로
2009년 대비 67.2% 증가한 것으로서 2009년에 이어 최근 취득자가 증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6>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의 고용보험 피보험 순취득자 현황
(단위 : 천 명, %)
순수취득자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2008

2009

2010

2009년 대비

17

20

34

(67.2 증가)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DB .

성별 피보험자 현황을 살펴보면 <표 7-7>과 같이 2010년 현재 여성
비율이 56% 정도로 남성에 비해 높고, 최근 3년 동안 여성 비율이 증가
하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많기 때문에 고용보험 상실자 수도 여
성이 남성에 비해 많으며, 취득자 비중에 있어서도 여성이 더 높다. 이
는 저임금과 낮은 부가가치 등 인력공급업 및 고용알선업의 특성상 여
성이 더 많이 고용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령대별 현황을 살펴보면 30대 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60세
이상 비중(20.8%)이 높다. 상실자 현황을 보면 30대 비중이 많고 그 다
음으로 20대가 상실자 수가 많으며 취득자 비중도 마찬가지다.
사업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2010년 현재 300인 이상 사업체에 57.2%
가 종사하고 있으며, 신규 취득자에 있어서도 300인 이상 사업체의 피
보험자 증가율이 다른 규모보다 높다. 또한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2008. 12)의 실태조사58)에 따르면 평균 종업원 수가 241명으로 21개 사
업지원서비스업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사례조사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인력공급업은 종업수가 많은 데 반해, 고용알선업
58) 유망 사업지원서비스업의 차별적 규제개선 및 고부가가치화 방안을 연구하기 위
해 지식서비스업 중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한 총 21개 산업 분야에 속한
1,248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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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종업원 수가 적다.
<표 7-7>에서와 같이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현재 서울․
경기가 78.3%이고 다음이 경상도가 11%로 서울․경기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리고 취득자 수에 있어서도 서울․경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현재 79.2%이며 최근 3년 동안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7>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특성별 현황
(단위 : 천 명, %)
특성
성별
피보험자

규모별
피보험자

2010

132 ( 44.2)

142 ( 44.3)

154 ( 43.3)

여성

167 ( 55.8)

179 ( 55.7)

202 ( 56.7)

299 (100.0)

321 (100.0)

356 (100.0)

20대

44 ( 14.8)

45 ( 14.1)

50 ( 14.1)

30대

88 ( 29.4)

92 ( 28.8)

101 ( 28.5)

40대

54 ( 18.2)

59 ( 18.2)

64 ( 17.9)

50대

53 ( 17.9)

59 ( 18.4)

67 ( 18.7)

60세 이상

59 ( 19.7)

65 ( 20.4)

74 ( 20.8)

전체

299 (100.0)

321 (100.0)

356 (100.0)

100인 미만

79 ( 26.3)

79 ( 24.5)

85 ( 24.0)

100～300인 미만

55 ( 18.4)

61 ( 18.9)

67 ( 18.8)

300인 이상

165 ( 55.3)

181 ( 56.6)

204 ( 57.2)

전체

299 (100.0)

321 (100.0)

356 (100.0)

230 ( 77.2)

246 ( 76.8)

279 ( 78.3)

충청도

19 ( 6.4)

21 ( 6.6)

22 ( 6.2)

전라도

11 ( 3.7)

12 ( 3.7)

12 ( 3.5)

경상도

35 ( 11.7)

38 ( 11.8)

39 ( 11.0)

3 ( 1.0)

3 ( 1.1)

4 ( 1.0)

299 (100.0)

321 (100.0)

356 (100.0)

서울/경기

지역별
피보험자

2009

남성

전체

연령대별
피보험자

2008

강원/제주
전체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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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 인력공급업 및 고용알선업 고용보험사업장 규모별 및 피보험자 현황
(단위 : 개소, 명)

주 : 2010년 기준.

다. 매출액
2009년 현재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산업의 매출액 규모는 8조 1,35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4년 동안 평균 7.5%가 증가하였고,
인력공급업은 7.4%, 고용알선업은 7.3% 증가하였다. 또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의 평균 매출액이 2007년 기준 약 244억
원이고 종업원 수 대비 기업의 매출액 규모는 244억/240명으로 1인당
1억 원 정도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표 7-8>에서도 알 수 있
듯이 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은 매출액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
는데 인력공급업이 8.6배가 많은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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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8>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의 매출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 원, %)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

2006

2007

2008

2009

6,408,937

7,379,813

8,084,259

8,135,794

(13.2)

(8.7)

(0.6)

6,708,745

7,365,970

7,288,893

(14.5)

(8.9)

(-1.1)

671,067

718,289

846,901

(0.1)

(6.6)

(15.2)

5,738,290

고용알선업

670,647

자료 :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

[그림 7-7]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의 매출액 규모

[그림 7-8]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의 세부 매출액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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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사업시설 유지관리서비스업 현황

1. 산업의 범주 및 구성
사업시설 유지관리서비스업은 고객의 사업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사업 활동으로서 경비, 청소, 우편물 선별, 기계장치, 통신 및 전기장치
점검․유지수리 등의 관련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사업 활동을 의
미한다.59) 세부 산업으로는 사업시설 유지관리, 기관시설 유지관리 등
이 있다.

2. 산업의 특성
가. 사업체 수
통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2009년 현재 사업시설 유지관리서비스업
관련 사업체는 총 1,51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부터 5년 동안 사
업체 수의 평균 증가율은 9.4%이고, 2009년에 18.6%가 증가하였다.
<표 7-9> 사업시설 유지관리서비스업의 연도별 사업체 수
(단위 : 개,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2005

2006

2007

2008

2009

1,065

1,142

1,272

1,279

1,517

(7.2)

(11.4)

(0.6)

(18.6)

주 : ( )는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 ｢사업체조사 .

59) 한국표준산업분류정의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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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9] 사업시설 유지관리서비스업의 사업체 수 추이

[그림 7-10] 사업시설 유지관리서비스업의 규모별 사업체 수

사업시설 유지관리서비스업의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수는 2010년 기
준 2,092개소60)로 규모별로는 2010년 기준 100인 미만 사업장이 93.9%
를 차지하고 있으며, 10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69.6%를 차지하고 있다.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사업시설 유지관리서비스업의 평균 종업원 수는
60) 고용보험 사업체 수가 통계청 사업체 수보다 많은 이유는 고용보험 사업체 수에
는 시설 유지관리서비스업 이외에도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건물산업설
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건축물 일반청소업, 사업시
설 및 산업용품청소업, 소독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 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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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8명으로 나타나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2010년 기준 서울/경기 지역이 57.1%이고, 경상도가 20.7%
를 차지하고 있다.
나. 종사자 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 현재 사업시설 유지관리서비스업 종사
자 수는 78,310명으로 나타났다. 2005년부터 연평균 15.4%의 종업원수
가 증가하였으며, 2007년에는 특히 29.3%나 증가하였다.
<표 7-10> 사업시설 유지관리서비스업의 고용보험 규모별․지역별 사업장 현황
(단위 : 천 명, %)

100인 미만
규모

지역

2008

2009

2010

1,585 ( 94.6)

1,778 ( 94.3)

1,965 ( 93.9)

100～300인 미만

63 ( 3.8)

76 ( 4.0)

87 ( 4.2)

300인 이상

27 ( 1.6)

31 ( 1.6)

40 ( 1.9)

전체

1,675 (100.0)

1,885 (100.0)

2,092 (100.0)

서울/경기

897 ( 53.6)

1,056 ( 56.0)

1,194 ( 57.1)

충청도

162 ( 9.7)

176 ( 9.3)

204 ( 9.8)

전라도

177 ( 10.6)

199 ( 10.6)

198 ( 9.5)

경상도

393 ( 23.5)

401 ( 21.3)

433 ( 20.7)

46 ( 2.7)

53 ( 2.8)

63 ( 3.0)

1,675 (100.0)

1,885 (100.0)

2,092 (100.0)

강원/제주
전체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DB .

<표 7-11> 사업시설 유지관리서비스업의 종사자 수 추이
(단위 : 명,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2005

2006

2007

2008

2009

39,261

44,661

63,136

71,837

78,310

(12.1)

(29.3)

(12.1)

(8.3)

주 : ( )는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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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1] 사업시설 유지관리서비스업의 산업 종사자 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2010년 기준 79천 명, 2009년 대비 각각 25% 증
가하였고, 상실자는 2010년 기준 47천 명, 취득자는 2010년 기준 55천
명 수준이다. 피보험자 평균 연령은 49.7세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에
비하여 10세 가까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7-12] 사업시설 유지관리서비스업 규모별 사업장 및 피보험자 현황
(2010년 기준)
(단위 : 개 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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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2>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 및 전년대비 증가율
(단위 : 천 명, %)
피보험자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상실자

취득자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57

63

79

32

37

47

39

42

55

(6.4)

(32.0)

(11.4) (25.0)

(14.4) (26.1)

주 : ( )는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DB .

<표 7-13> 순취득자 현황
(단위 : 천 명, %)
순취득자
사업시설 유지관리서비스업

2008

2009

2010

2009년 대비

7

5

8

(79.9)

주 : ( )는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DB .

취득자에서 상실자를 뺀 순취득자를 보면, 2010년 8천 명으로 2009년
대비 79.9% 증가한 것으로서 최근 취득자가 증가하고 있다.
성별 피보험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현재 남자가 64.5%이고 여자
가 35.5%이다. 남자에 비해 여자의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추세
다. 고용보험 상실자나 취득자도 여자의 비율이 남자에 비해 증가 추세
이다
연령대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현재 60대 이상이 44.3%로 가장
많고, 50대가 21.5%로 구성되어 있어 대부분이 50대 이상의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실자 및 취득자의 비중도 50대 이상이 많다.
사업체 규모별 피보험자 수를 살펴보면, 2010년에는 300인 이상이
42%를 차지하고 있다. 300인 이상의 사업체는 40개인데 피보험자가 33
천 명으로 이들 사업체가 평균 825명을 고용하고 있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경기 지역이 80.4%로 가장 많고 비중
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상실자․취득자도 가장 많고 비중도 증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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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4> 사업시설 유지관리서비스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특성별 현황
(단위 : 천 명, %)

성별
피보험자

2008

2009

2010

남성

38 ( 66.7)

42 ( 66.1)

51 ( 64.5)

여성

19 ( 33.3)

21 ( 33.9)

28 ( 35.5)

57 (100.0)

63 (100.0)

79 (100.0)

20대

2 ( 3.5)

2 ( 3.1)

2 ( 2.5)

30대

10 ( 17.1)

10 ( 15.8)

12 ( 15.1)

40대

9 ( 16.0)

10 ( 15.8)

13 ( 16.4)

50대

12 ( 20.9)

13 ( 20.6)

17 ( 21.5)

60세 이상

24 ( 42.1)

27 ( 42.8)

35 ( 44.3)

전체

57 (100.0)

63 (100.0)

79 (100.0)

100인 미만

20 ( 35.7)

21 ( 33.9)

30 ( 37.5)

100～300인 미만

13 ( 23.0)

15 ( 23.9)

16 ( 20.5)

300인 이상

23 ( 41.3)

27 ( 42.2)

33 ( 42.0)

전체

57 (100.0)

63 (100.0)

79 (100.0)

44 ( 77.8)

49 ( 77.9)

63 ( 80.4)

충청도

2 ( 3.6)

2 ( 3.3)

3 ( 3.2)

전라도

1 ( 1.9)

1 ( 1.9)

1 ( 1.8)

경상도

9 ( 15.2)

10 ( 15.2)

10 ( 13.3)

강원/제주

1 ( 1.6)

1 ( 1.7)

1 ( 1.3)

57 (100.0)

63 (100.0)

79 (100.0)

전체

연령대별
피보험자

규모별
피보험자

서울/경기

지역별
피보험자

전체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DB .

다. 매출액
2009년 현재 사업시설 유지관리서비스업 관련 매출액은 3조 7,684억
원이고, 2006년부터 4년 평균 15.3%의 매출액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사업체당 평균 연 매출액이 약 39.7억 원으로 나타났다. 사업시설
유지관리서비스업은 21.8억 원/39.8명 1인당 5,400만 원의 매출액을 올
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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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5> 사업시설 유지관리서비스업의 연도별 매출액 현황표
(단위 : 백만 원,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2006

2007

2008

2009

2,272,064

3,013,308

3,350,291

3,768,408

(24.6)

(10.1)

(11.1)

자료 :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

제4절 사업 환경 및 일자리 전망

1. 인력공급업 및 고용알선업
일자리를 전망함에 있어서는 관련된 산업에서 산출물의 증감을 예상
한 경제성장 전망과 함께 산출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노동력의
양, 즉 취업계수61)를 사용한다. 산출물의 가치를 환산한 금액과 취업계
수를 곱하면 해당 산업에 취업자 수의 전망이 나오는데, ｢산업별․직업
별고용구조조사｣ 등을 통해 이러한 방식으로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직
업의 증감을 전망하는 것이 미국 노동통계국(BLS)의 노동수요 전망 방
식이다. 한국고용정보원(2010)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은 미국의 BLS
(노동통계국)의 모형62)을 우리 현실에 맞게 응용하여 활용한다. 그러나
산업분류 중분류를 최하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과 시설 유지관리서비스업의 고용 전망에 대한 자료는 없다63). 이 자료
61) 부가가치생산 10억 원에 투입되는 취업자의 비율을 취업계수라 한다.
62) BLS에서 고용 전망을 하는 방법은 6단계로 구분되는데, ① 노동력의 인구구성 ②
경제성장 ③ 국내총생산과 최종수요 분석 ④ 산업간 연관관계 ⑤ 산업산출량과
고용. 이를 기초로 한 ⑥ 직업별 고용전망이 그것이다(Occupation Outlook Handbook p.857)
63) 한국고용정보원(2010 : 47에서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은 해당 분류
의 실질부가가치 자료 부재로 인해 취업계수를 도출할 수 없다고 언급하고 있으
나 동 자료에서 하위분류(중분류)에는 74.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75. 사
업지원서비스업의 취업계수가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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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산업별 부가가치 및 취업계수 전망 결과로 도출된 취업자 수
가 나오는데, 2008～18년 기간에 연평균 취업자 수는 7.9만 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16> 산업별 취업계수 전망
2008

2013

2018

-

-

-

-

2.9

3.3

3.5

0.5

24.5

23.9

23.1

-1.5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대분류)
74.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중분류)
75. 사업지원서비스업(중분류)

2008～18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2010),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

<표 7-17> 산업별 취업자 전망
증가율(%)

2008

2013

2018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
비스업(대분류)

974

1,313

1,760

6.2

6.0

6.1

74.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
스업(중분류)

104

162

232

9.1

7.5

8.3

75. 사업지원서비스업(중분류)

869

1,151

1,528

5.8

5.8

5.8

2008～13 2013～18 2008～18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2010),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

또한 노용환(2007)이 ‘사업체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산업별 비
정규인력 비율은 개인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의 비정규
인력 고용기업 비율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
고, 사례 연구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인력공급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전체 근로자 중에서 파견근로자나 용역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그리고 박구도(2011)가 실질 GDP와 상용직 및 임시․일용직 취업자
수 간의 상관계수에 의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외환위기 이후의 상용직
취업자 수와 실질 GDP의 상관관계는 0.86에서 0,48로 하락하였으나 임
시직 취업자 수와 실질 GDP의 상관관계는 0.67에서 0.71로 소폭 상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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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일용직은 0.29에서 0.52로 대폭 상승하였다. 이는 전광명(2004)이
지적하였듯이, 외환위기 이후 상용직 취업자의 인력조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업은 임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를 활용하여 경기상황에 대응하
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내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업계에서는 시장 규모를 2010년 기준으로
6조 3,049억 원 정도로 추계하고 있는데 이는 2007년 3조 7,960억 원에
비해 1.5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서 국내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시장이
매년 최소 5% 이상 성장할 것임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2011년에는
11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의 고용은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파견직이나 용역직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미국․독일․일본 등에서는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표 7-18>과 같이 펼치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정책의
유연화와도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해고와 채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미
국 등에서 특히 인력공급업이 확대되고 있다64).
64) 강순희 외(2010)에 의하면,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은 전 세계적으로 약 62,000개이며
이들 기관은 150,000개의 지부를 두고 762,000명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다. 상위
10개 기관이 이들 전 세계 기관 전체 수입의 33%를 차지하며, 2007년 전 세계 민
간고용서비스기관의 총 매출액은 2,340억 유로(약 395조 원)로 2006년에 비해 약
3%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미국이 총 매출액 중 28%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영국이 16%, 일본이 14% 등으로 뒤를 잇고 있다. 유럽 지역 업체들
이 전 세계 매출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세 나라의 특징을 비교하여 보면,
영국은 한 민간고용서비스기구당 지사가 1.5개인 반면 미국은 3.3개, 일본은 4.4개
로 일본이 분산화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고용에서의 점유율은 영국이 4.8%
로 미국의 2.0%, 일본의 2.1%에 비하여 높다. 이들 세 나라의 민간고용서비스기
관에서 중개한 근로자가 전체 민간고용서비스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6%, 전
체 종사자 중에서는 58%, 전체 지사 중에서는 68%를 차지한다. 2007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950만 명 이상(풀타임 기준)의 근로자가 민간고용서비스(PrEA)를
통하여 고용되었으며, 전체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agency work penetration rate)은 영국이 4.8%, 네덜란드 2.8%, 프랑스 2.5%, 벨기에 2.2%, 일본 2.1%,
미국이 2.0%이다.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 대표적인 선두 국가들의 지난 10여
년의 경험을 보면, 민간고용서비스에 의하여 고용된 근로자들의 증가율은 GDP
증가율과 밀접하게 동조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민간고용서비스에 의하여 고용
된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분야를 유럽의 사례에서 보면 제조업 부문에서부터
점차 서비스 부문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독일, 벨기에, 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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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8> 선진국의 인력공급사업 현황
국가

현황

- 미국에서는 근로자파견을 법적인 규제 없이 시장 기능에 맡기고 있다는 것
이 특징이며, 취업과 해고가 자유로운 상황에서 인재파견업이 크게 발전함.
- 등록형의 근로자파견사업 외에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여 종업원 대여, 인사
미국
관리서비스, 견습고용서비스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서비스가 행해짐.
- 노동부는 공공직업안정소와 근로자파견사업을 연계해 구직자에게 폭넓은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구직기간을 단축시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 약 7,200개, 사무소 약 17,500개소.
독일

- 근로자파견업은 강행근로조건법(법률에 의한 최저임금제 도입)을 체결해 2008
년 1월부터 시행됨.

일본

- 2007년 신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중점 육성산업군에 인재파견업과 하청업
을 포함시킴.

자료 :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2008)에서 재인용.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과 관련된 규제설문 결과65), 인력공급 및 고
용알선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중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첫째, 인력
공급 및 고용알선업의 포지티브방식의 제도66)(4.24)가 가장 높았으며
둘째, 통제 위주의 정책(4.16)이 그 다음이었다. 이것은 미국․일본 등에
서는 파견제도에 네가티브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방식의 파견근로제를 채택(32개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어 인
력공급사업의 확대에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그
러나 네거티브 방식 등으로 파견 업종을 확대하면 파견 사업의 업종이
다양화되고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한편으로 고용에
있어서 상용직을 감소시키고 파견직이나 용역직 등 비정규직 인력이 증
가할 가능성이 크기에 고용의 질 측면에서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이러한
드, 헝가리 등에서는 여전히 제조업 부문이 주된 고용처이다.
65)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2008. 12)의 “유망 사업지원서비스업의 차별적 규제개선
및 고부가가치화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지식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한 자료
의 결과를 인용.
66) 포지티브 방식이란 파견법에서 허용한 업종에 대해서만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제
도로 반대 제도는 네가티브 방식이 있다. 네가티브 방식이란 업종에 관계없이 파
견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특별히 법적으로 제한을 두는 업종을
선정하여 파견사업을 금지시키는 것이다.

제7장 인력공급 및 시설관리업

335

고용의 양적 증대와 질의 저하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향후 이 분야 고용정책과 관련하여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한편 이 조사에 의하면,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에서 가장 필요한 부
문은 인력양성으로 나타났는데, 수요 기업에서 원하는 인력의 양성을
통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우선적인 요구 사항이었다. 그 밖에
금융지원, 기타 지원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애로
요인으로는 기술인력의 부족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다. 고급인력의
부족이 약 39%로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나타났고, 전문교육기관의 부
재가 약 27.1%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특히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은
고급인력의 부족(66.67%)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 관련 애로
요인의 경우,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은 내부 자금부족이 다른 것에 비
해 높게 나타났다.
국내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업계에서는 2009년 이 부문 시장 규모를
6조 3,049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2007년 3조 7,960억 원에 비해
1.5배 이상 증가한 것이며, 이는 국내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시장이 매
년 최소 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어 2010년에는 10조 원 이상으
로 늘어날 전망이다.

2. 시설유지 관리서비스업
시설유지 관리서비스업에 있어서도 사업체 수가 5년 평균 9.45% 성
장하였으며 종사자 수는 15.4%, 매출액도 15.3%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있어서도 2008～18년까지 13,000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유지 관리서비스업 종사자 중에서 비정규직인 용역직 종
사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고용의 질 문제는 여전할 것으로 보
인다.
시설유지 관리서비스업은 사례조사와 같이 용역도급 형태로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은데, 신규 빌딩이나 건축에 대해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
우는 용역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되, 근로계약 기간은 용역기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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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정하여 채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기존 건물이거나 용역 업
체가 변경되어 시설유지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무직
원 또는 기존의 용역 업체의 직원이 고용을 승계하여 근로계약이 체결
되는 경우가 많다. 사례조사로는 70% 정도의 근로자가 고용이 승계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유지관리업의 최근 전망을 살펴보면, 신축 건물이나 증축 건물
또는 기존 건물들도 유지관리에 점차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고, 건물 보
수를 전담하는 기업들도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첨단정보 빌딩 건설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전기․냉난방 등의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를
통한 비용절감, 인건비 절약을 도모할 수 있는 주요 방안으로 등장하고
있어 시설유지관리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기술과 질이 고급화되어야 함
을 알 수 있다.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2008)에 따르면, 사업시설 유지관리서비스업
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중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되는 규제는 사
업시설 유지관리서비스업의 포지티브 방식의 제도(4.06)가 가장 높았으
며, 정책 및 차별적 지원제도(4.00)가 그 다음을 차지했다. 사업시설 유
지관리서비스업에서 애로 요인으로는 시장 요인으로서 기존 기업의 시
장지배가 가장 큰 사업확장 발전에 애로 요인으로 나타나, 시장 진입장
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력관련 애로 요인은 고급인력의 부
족이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에서처럼 약 39%로 가장 큰 애로 요인으
로 나타났고, 전문교육기관의 부재가 약 27.1%로 그 다음을 차지했는데,
특히 사업시설 유지관리서비스업의 경우 전문교육기관이 부족(82.5%)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신규 건설함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감안, 기존시설물의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제 기능을 발휘하며 장기간 활용을 위한 경제적․기술적 초점을
맞추어 시행하였다. 영국․독일․프랑스 및 이탈리아 등의 선진국에서
는 대로변의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는 절대적으로 정부의 승인을 얻어
야만 시행 가능하다. 사업시설 유지관리서비스업의 경우, 신축 건설기술
과 완전히 다른 별개의 새로운 분야로, 과거 단순 유지보수에서 종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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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관리 개념으로 진화 중이다. 현재는 신설 공사에 투자하는 비용보
다 기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공사에 투자하는 데 더욱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해 무계획적으로 헐
고 다시 짓는 재개발 풍토에 젖어 있는 우리와는 극히 대조적이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업은 하이테크산업으로 건설기술
자 중 최고의 기술과 능력을 인정받는 기술자들이 참여하는 업종으로
인정받고 있다.
<표 7-19> 시설유지 관리서비스업의 선진국 최근 동향
국가

내용

프랑스

- 타운 토털매니지먼트 시스템(Town Total Management System)
▪토털매니지먼트 회사 하나가 파리 근교 인구 2만～3만 명 도시의 주거사무
용 빌딩 전반을 관장하는 등 빌딩 관리가 종합자산 관리산업으로 발전 중

- 반드시 국가자격증을 가진 빌딩관리사를 둔 체계적인 빌딩관리
일 본 - 단순 건물관리에도 대졸수준의 임금보장
- 건물관리직을 단순한 노무직이 아닌 부동산 관리자로 보는 사회적 인식
자료 :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2008)에서 재인용.

제5절 사례연구

본절에서는 사업시설 유지관리업과 인력공급업, 고용알선업, 직업정
보 제공에 관련된 회사를 방문하여 인터뷰를 하고, 회사의 설립 배경,
사업개시 연도 등 일반 현황과, 근로자의 구성과 채용 및 훈련에 관한
사항, 근로여건, 일하는 방식 등에 대해 질문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사례연구 결과, 사업시설 유지관리업의 경우 인재의 채용에 있어서 인
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고, 인력공급업과 고용
알선업도 동시에 두 가지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도 많아 사업시설 유지
관리업과 인력공급, 고용알선, 직업정보 제공 사업이 구인․구직을 매개
로 연관성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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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회사(사업시설 유지관리서비스업)

계열회사 여부

독립

사업개시 시기

2001

매상

시설관리 용역

종업원 수

630명(관리인원 : 30명, 현장인력 : 600명)

주요 시설관리업종

대형전시관, 공공기관, 대형몰

주요 구인직종

전기, 기계, 건축, 방재, 미화, 보안

회사 사업의 특징
인터뷰 대상자

경영부문 책임자

이 회사는 한국무역협회의 코엑스(COEX) 관리부서가 분사하여 2001
년에 설립되었다. 설립 초기에는 코엑스의 전기․기계․건축․방재 시
설을 관리하는 것이 주 업무였는데 4～5년 전부터 업무 영역을 확대하
고 있다. 관리하고 있는 주요 시설은 전시시설, 공공기관, 대형몰 등 판
매시설, 일반사무실 등이다. 전시시설로는 일산킨텍스, 송도컨벤시아가
있고, 공공시설은 정부청사 등이 있다. 공공기관의 비중이 50% 정도이
고 기타기관이 50%이다.
전체 직원이 630명이고 모두 정규직이다. 그 중 관리인력은 30명인데,
본사에 20명이 있고 10명은 용역업체의 중간관리자로 근무한다. 공공기
관의 경우, 계약기간을 5년 단위로 하는데, 기존에 시설관리를 하고 있
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기존 인력을 그대로 채용한다. 기존
인력에 대해 면접을 통해 근로자의 계속근로 의사를 확인한 후 채용 계
약을 하는데 기존 인력의 70% 정도가 계속계약을 통해 근무하고 30%
는 신규로 채용하게 된다. 신축 건물인 경우에는 전체 인원을 신규로 채
용한다. 채용방법은 워크넷, 잡코리아 등 취업사이트에 의뢰하는 경우가
50～60%이고, 관리자의 인맥으로 채용이 15%, 자체 홈페이지 5%, 직업
훈련기관(기계, 건축, 전기, 소방관련 훈련기관)과의 MOU에 의한 채용
이 5%, 인사이동 5%로 구성되어 있다. 잡코리아에 구인 회원으로 가입
되어 있고 구인 광고는 무료를 이용하고 있으나 구직자에 대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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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하기 위해 연간 100만 원의 유료회원에 가입되어 있다.
타 시설관리 업체는 1년씩 계약을 하고 있으나 회사는 용역 기간을
계약 기간으로 하고 있다. 각각의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채용
하고 있으며, 저임금이어서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이직률이 높으며, 계약 종료 후에는 실업자가 되고, 실업 기간 동안 실
업급여를 수급한 후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임금은 설계 및 시공
능력을 갖추고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엔지니어가 250만～350만
원, 일반시설관리자 150만～250만 원이며, 직종이 기계․전기․건축 등
이고, 여성 인력은 5% 정도에 불과하다. 4대보험과 퇴직금을 지급하나
별도의 실적급은 없다.
연 매출액은 200억～250억 원 정도이고 1년 전에 비해 매출액이 증가
하고 있으며, 종업원 수도 5% 정도 증가하고 있다. 매출액은 계약의 성
사 여부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며, 종업원 수도 매출액의 증가와 함께 증
가한다. 따라서 수주가 매우 중요하며, 본부 인력 20여 명은 모두 영업
인력이다.

2. B회사(직업정보제공)
이 회사는 한국의 직업정보제공 사이트 중에서 방문자 수가 제일 많

계열회사 여부

독립

사업개시 시기

1997

매상 비율

구인광고 97%, 교육정보광고 2%, 구직광고 1%

종업원 수

206명

주요 구인업종

모든 업종

주요 구인직종

모든 직종

직업정보제공 사이트로 운영되며, 인력파견, 교육연수, 전직지원,
직업소개사업을 하지 않고 구인광고가 주 수입원임. 5개의 지사
회사 사업의 특징 가 있고, 10～20명이 근무하지만 독립법인으로 잡코리아 명칭만
사용하고 있음.
잡코리아 헤드헌팅이 있었지만 2010년에 독립함.
인터뷰 대상장

관리부문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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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8년에 약 550천 건/1일이었으나 2010년에는 890천 건/1일으로 증
가하여 63%가 증가하였다. 종업원 수도 2008년 219명에서 256명으로
증가하였는데 이 중 50명은 파견직 직원이다. 매출액도 2008년 310억
원에서 2010년 520억 원으로 증가하여 68%가 증가하였다.
256명의 인력 중 IT 기술인력이 72명이고, 고객관리 인력(콜센터기
능)이 20명, 영업 인력 100명, 14명이 관리 인력이고 206명이 정직원이
다. 파견직 직원이 50명이 있는데, 고객관리 업무와 컨텐츠작성 업무를
하고 있다. 임금은 정액+성과급으로 구성된다. 영업직의 성과급은 신규
구인 업체의 개척, 전화를 통한 영업 등의 영업 실적에 따라 지급되며
광고 수입에 따른 일정 비율이 지급된다.
매출액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기 상황이다. 광고업보다
경기에 민감하다고 한다. 광고업은 불황에도 투자 개념으로 광고를 의
뢰하는 경우가 있지만, 불황에는 인원 채용이 급감하므로 구인 광고도
함께 감소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이다. 그래서 2008년에 경기가 하강할
때는 적자가 되기도 하였다. 구인 광고는 최고 300만 원(1주일 동안 게
재)이고 평균 10만 원(1주일 동안 게재)이다. 매년․매월 단위로 개인
목표 및 팀별 영업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다.
직업정보제공 사이트는 매칭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서 구인과 구직
을 매칭해 주는 상담원이 없다. 구인표와 구직표의 서식을 가지고 있다.
구인 기업에서 구인표에 없는 구인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고객상담원
이나 영업팀에게 연락받아 IT부서에 연락한다. 영업은 주로 전화로 이
루어지고, 인맥 관리로 하는 영업은 많지 않다.
직업정보제공 사이트는 인터넷을 통해 막대한 양의 구인․구직 정보
를 단시간에 확보하고, 구인 업체와 구직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는 직
업소개사업의 형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유․무료 직업소개
소, 파견업체, 시설관리용역업체 등에서 직업정보제공 사이트의 구직자
정보를 이용하여 매칭에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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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회사(인력파견업)

계열회사 여부

독립

사업개시 시기

1996

매상

파견사업

상담원 수

200명

주요 구인업종

금융보험, 의료복지, 방송통신

주요 구인직종

사무지원, 전화상담, 운전원

회사 사업의 특징

직업소개사업, 용역사업을 하고 있음(마트판매원, 콜센터 상담원,
병원보조), 교육연수사업(간병 등), 헤드헌팅

인터뷰 대상자

경영부문 책임자

이 회사는 1996년 기타 서비스업으로 창업을 하였다. 1998년 파견법
이 제정되었을 당시 28개 업종이 파견 업종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32개 업종으로 증가하였다. 파견사업 형태는 일반근로자 파견사업으로
특정근로자에 국한되지 않는다. 파견종사자는 1,800명으로 사무지원종
사자가 40%, 전화상담원 40%, 운전원 등의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파견
회사는 롯데카드, 신한생명, 우리은행, 한국전력, 포스코건설 등 대기업
이 많다. 이 회사는 파견사업 이외에도 직업소개사업, 교육사업, 헤드헌
팅 등도 수행하고 있다. 직업소개사업과 헤드헌팅사업은 별도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헤드헌팅 등의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 잡매니저가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이 회사는 용역사업도 하고 있다. 용역사업종사자는 6,600명으로 마
트판매원이 2,600명, 콜센터상담원이 2,000명, 대형병원용역원이 2,000명
이다. 파견근로자와 용역근로자의 차이점은 파견근로자는 파견고객사로
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반면, 용역근로자는 파견회사에서 직접 중간관리
자를 보내 용역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을 하고 계약으로 요구받은 산출
물이나 서비스를 계약 종료 시까지 제공한다.
이 회사에서 종사하는 정사원 수(파견사원 제외)는 50명으로 관리업
무에 종사하고 200명의 영업 담당자가 있는데, 잡매니저(Job Manager)
라고 불리며 구인요청, 면접, 채용, 인사노무관리, 고객사관리 등의 업무

342

고용구조 선진화를 위한 서비스산업의 일자리창출 역량제고 방안(Ⅲ)

를 수행한다.
파견사원의 종류로는 상용형과 등록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상용형
파견사원은 파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파견회사와 고용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등록형 파견사원은 파견회사에 등록하고,
파견되고 있는 경우에만 파견회사와 고용계약이 유지되는 사람을 말한
다. 이 회사의 담당자는 “상용형 파견사원으로 파견사업을 운영하기에
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수수료율이 1인당 10
만～15만 원으로 금액이 적고 이윤도 1～2%에 불과해 상용형 파견사업
으로 운영하는 경우 적자를 면치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등록형도 거의
없는데, 그 이유는 미리 등록을 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
다. 따라서 필요 시 모집을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즉 고객 회사로
부터 파견 의뢰를 받으면 모집을 실시한다. 파견근로자와의 계약기간은
파견기간으로 하여 파견기간이 종료되면 계약도 종료된다. 파견기간이
장기간일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도 한다.
파견사원의 수는 1년 전과 거의 동일한데 3년 전에 비해서는 10% 정
도 증가하였다. 파견근로자의 연령은 25～30세가 가장 많고, 30～35세,
35～40세 순으로 비중을 차지한다. 전체 파견근로자의 60～70%가 여성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인건비가 비교적
저렴해서 여성 비율이 높다. 상여금, 교통비 등은 파견사(고객사)와의
계약의 급여 항목에 포함이 된 경우는 지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급
하지 않고 있으며, 퇴직금은 요건이 발생하면 파견사에 지급 요청을 하
여 받은 금액을 지급한다. 노동조합은 설립되어 있지 않으며, 정기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신입사원 급여는 150만 원 미만이며, 2010년 매
출액은 340억 원이다.
이 회사가 파견사업을 하는 데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장기간 파
견사업을 하였고, 규모가 있어 지명도가 높고 파견회사로부터 신뢰를
쌓아 왔기 때문이다. 파견근로자가 이 회사를 선호하는 이유도 동일한
데, 파견근로자의 경우 임금을 중요시한다고 한다. 파견사원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저임금으로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파
견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제7장 인력공급 및 시설관리업

343

이 회사의 잡매니저가 파견해야 할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구인 요청
을 하는 방식으로는 잡코리아, 워크넷, 인쿠르트 등에 구인 의뢰를 하는
경우가 80～90%이고, 지역정보지 등 지면 광고가 5%, 자체 홈페이지
5%, 인맥에 의한 소개 5%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잡매니저의 업무나
실적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은 신규 고객처를 개척하는 것
이다.
향후, 파견사업에 대한 전망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법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매년 매출액을 20～30% 올리는 것
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파견근로자 수는 13
만～14만 명이고, 파견회사의 창업은 대기업의 계열회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대기업 퇴직자가 설립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4. D회사(종합 고용알선서비스업)
이 회사는 대기업 계열회사가 아니고 독립된 회사로 1998년 설립하였
다. 10년이 넘게 직업소개사업을 해왔다. 2008년에 민간고용서비스 우수
기관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았으며 2011년에 재인증을 신청
하였다. 2008년 대비해서 종업원 수가 122% 증가하였는데 증가 인원의
90%는 계약직이다. 사업 실적은 2008년에 취업건수가 16,782명(상용 :
872명, 일용 : 15,910명)이었으나 2010년 21,173명(상용 : 9,247명, 일용 :

계열회사 여부

독립

사업개시 시기

1998

매상 비율

등록 100%

상담원 수

8명

주요 구인업종
주요 구인직종

사무직, 영업직, 간병인, 파출부, 생산직

회사 사업의 특징

교육연수사업을 하고 있음(재직자훈련으로 요양보호사 교육 진
행), 정년퇴직자의 전직지원(회사 차원이 아닌 개인 차원)

인터뷰 대상자

사업부문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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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6명)으로 26%가 증가하였다. 상용직은 960%가 증가하였으나 일용
직은 소폭 감소하였다. 이는 사업 방식이 변화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매출액도 크게 증가하였는데 2008년에 181백만 원이었나 2010년 860백
만 원으로 375%가 증가하였다.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재직
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요양, 요리, 컴퓨터 등)이 약
50%를 차지하고 직업소개 수수료가 25%, 민간위탁사업(취업성공패키
지) 수행에 따른 매출액이 25%를 차지하고 있다. 2008년에는 하지 않았
던 교육사업과 민간위탁사업이 매출액 증가에 크게 기여하였다.
상담원은 2008년에 7명이었으나 1명이 증가하여 2011년에는 8명이
근무하고 있다. 전체 종사자는 2008년 18명이었으나 2011년 4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 20명은 계약직이다
상담원은 상당 유경험자가 20%이고, 자격을 취득하였지만 상담 경력
이 없이 신규로 채용된 사람이 20% 정도이고 일부는 사내이동을 통해
서 상담원으로 일하고 있다. 연령층은 40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30대
이다. 채용 시 중시하는 점은 상담원으로서의 자질과 경력이다, 취업형
태는 모두 정사원이며, OJT를 통해 스킬을 연마하며 별도의 위탁교육
은 진행하지 않는다. 상담원의 담당 업무는 구인 업무와 구직 업무를 동
시에 하며 업종별(파출, 간병, 사무직, 전문직) 업무가 나누어져 있다.
임금은 정액+성과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성과금은 성공보수로 받은 금
액의 10%가 지급된다. 매상에 대해서 개인별․업종별로 목표치가 매년
설정된다. 업적수행 여부는 성약건수를 기준으로 하며 정보공유를 위해
정례 미팅을 매일하고 구인정보를 회람하고 있으며 사내정보 시스템을
이용한다.
구인은 DM에 의거하여 구인 개척을 전담으로 하는 홍보 요원이 2명
이 있으며, 상담원들이 전화를 받거나 개인적 인맥을 활용하여 구인 의
뢰를 받고 있다. 구인 의뢰를 받으면 구인 요건(경험, 스킬, 자격 등), 근
무조건(임금, 상여 등), 기업 및 경영자에 대한 비정형적 정보를 수집하
여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고, 구인표 등의 서류는 파일철에 보관한다.
구직자의 등록 경로는 종이매체(신문광고, 구인정보잡지 등)을 통해
50%의 구직자가 오고 있으며, 인맥을 통해서 20%, 자체 홈페이지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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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10%, 기타 20%에 해당된다. 구직자가 구직 요청을 하면 희망업종
을 담당하는 상담원이 대응하고 항상 면담을 한다. 면담 시에는 면담일
지를 기록한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에 구직등록표와 면담 정보를 입력하
여 관리한다.
매칭은 구인 요건에 적합한 구직자를 찾아서 구인 기업에 추천하는 방
식으로 진행된다. 매칭이 이루어진 구직확보 경로는 인맥, 지면광고, 자
체 사이트 순이다. 구인 기업에 추천한 사람은 30% 정도가 서류전형에
서 통과되고, 그중 50%가 취업에 성공한다. 성공보수료는 월급여의 8%
수준으로 150만 원의 월급을 받는 경우 12만 원의 소개수수료를 받는다.

제6절 정책 방향과 과제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2007년 하반기에 일시적으로 시행하였던 고령자취
업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직업상담원 2명의 인건비를 6개월 동안
지급해 주고, 1,000만 원 상당의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와 유사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영세한 민간서비스기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영
세한 기관에서도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수행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고용서비스인증제도67)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전통적인 고용서비스로서만이 아닌 부가가치 창
출 산업으로서 고용서비스를 인식하고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
해 현행의 고용서비스 관련 법․규제는 이러한 시각하에서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적 보완 이외에 정부는 노동이동에 중
립적인 사회환경의 구축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노동이동을 원활히 하
기 위하여 직장 중심으로 되어 있는 퇴직금제도 등 각종 부가급여나 사
67) 직업안정법에 의해 민간고용서비스인증제가 운영되고 있어 2011년 현재 46개 민
간고용서비스기관이 인증을 받고 있으나 그 수가 적고 표준화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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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보장제도를 직무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밖
에도 근로자가 전직․독립에 불리한 제도․관행을 시정하는 작업도 노
사와 함께 꾸준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서비스가 노동력 상품의 거래를 주로 하는 서
비스인 만큼 다른 산업과는 달리 공공성과 시장성을 조화시키는 방안이
고민되어야 한다. 고용서비스의 발전에 따른 노동시장 유연화는 어느
일방의 희생과 비용 부담을 초래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아니 된
다. 이는 노동시장 유연화의 기본적 방향과도 함께하는 것으로 결국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연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보호 및 대우와 함께하여
폐해와 악용을 최소화하는 방향과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즉 유연
착취(flexploitation)가 아닌 유연보호(flexicurity)의 방향으로 고용서비
스의 활성화가 추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인력서비스의 전 과정에서 공공부문 서비스와 노동시장정책의 역할
을 재정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공공서비스와 민간고용서비스 간에 인력
서비스 각 과정에 있어 분담과 협조, 경쟁 또는 업무 상호대행 등을 업
역과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거나 예방할 수 있
는 장치가 잘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활력과 역동성을 촉
진한다는 측면에서 부작용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는 과거와는 달리 사전
규제보다 사후규제를 강화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초
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는 일정하게는 사업 주체의 자율성과 책무성
(accoutability)을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 하나는 성과주의를 강화하여 시장메커니즘 속에서 평가에 따
른 퇴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며, 이와 병행하여 책무성을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한 근로감독행정의 강화, 신고 체제의 내실화 등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확충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민간고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에는 민
간 관련업체의 책무성 강화가 중요한 전제가 됨을 내포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관련 업체들은 우선적으로 사업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
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또한 자율성이 강조되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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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인력수급 거래의 중심적이고 효과적인 역
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이해당사자, 특히 근로자와 정부, 전 국민의 신뢰
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높은 취업 윤리의 확보가 다른 어떤 사업보
다도 긴요하다. 그 하나로서 사업에 대한 불만처리 및 상담 체제를 충실
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고용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확
보한 대형 전문적 민간기업의 등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관련된 가격, 업역 등에 관한 시장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더불어 민간기
관이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수익을 낼 수 있는 고용서비스 내용을 다
양하고 고급화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고용서비스 산업의 발전 기반
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① 현존하는 민간종합인력서비스 회사의 수익 모
델을 검토하여 대규모 종합인력서비스 회사 형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정비하고, ② 부작용 방지 방안 및 금융감독에 해당하는 고용서비스 기
업 감독 방안을 마련하며, ③ 공공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④ 공공 및
민간고용안정기관의 역할정립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계적으로 종합인력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와 공공성의 조화를 위하
여 고용지원센터 등 공공부문, 교육기관 등과 민간고용서비스 기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고용서비스를 민관 컨소시엄으로 시범적으로 운
영해 볼 필요가 있다. 실업급여 인정, 지급, 전문 상담과 알선 등 전통적
인 고용서비스는 공공부문이 주도하되 직업정보제공, 취업알선을 포함
해 새로이 등장하는 고용관련서비스는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과 민간 간 관련 정보제공 및 공유, 시설 및 장비, 프로그램 등 인프
라의 공동 사용 등이 주된 사업 내용이 될 것이다. 이 경우 민간에게는
적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방안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
시설유지 관리서비스업의 경우에도 현재 저부가가치 분야로 머물러
있는 이 부분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최근 들어 신축 건물이나 증축
건물 또는 기존 건물들도 유지관리에 점차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또한 대형 첨단정보 빌딩도 많이 건설되면서 이 부문의 고부가가치화와
사업 수요는 빠르게 확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전기, 냉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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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를 통한 비용절감, 인건비 절약을 도모할 수
있는 주요 방안으로서 시설유지관리업은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선진국 경험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오래 전부터 선진국에서
는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신규 건설함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감안, 기존 시설물의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제 기능을 발휘하며 장
기간 활용을 위한 경제적․기술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건축 및 시설
관리를 시행함에 따라 시설유지 관리 분야는 상당한 고부가가치 영역으
로 자리잡은 지 오래되었다. 영국․독일․프랑스 및 이탈리아 등에서는
대로변의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는 절대적으로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만 시행 가능하다. 이들 국가에서는 사업시설 유지관리서비스업의 경우,
신축 건설기술과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새로운 분야로서 과거 단순 유
지보수에서 종합부동산관리 개념으로 진화 중이다. 현재는 신설 공사에
투자하는 비용보다 기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공사에 투자하는
데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20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해
일단 헐고 다시 짓는 재개발을 우선시하는 풍토에 젖어 있는 우리와는
극히 대조적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업은
하이테크 산업으로 건설기술자 중 최고의 기술과 능력을 인정받는 기술
자들이 참여하는 업종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선 사업시설 유지관리서비스업을 고부가가
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된 규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설
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사업시설 유지관리서비스업의 포지티브 방식
의 제도와 정책 및 차별적 지원제도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 관련하여
기존 기업의 시장 지배로 인한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되
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사업시설 유지관리서비스업에 종사
하는 인력의 기술과 질을 고급화하는 것이다. 현재 용역 도급형태로 이
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고용의 질이나 안정성이 낮은데 이 분야 산업 수
요가 고급화됨에 따라 이러한 고용형태는 전문기술인력의 고용으로 대
체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도 용역 계약이라 할지라도 기존 건물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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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가 변경되어 시설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직원 또는 기존의 용역 업체의 직원이 고용을 승계하여 근로계약이 체
결되는 경우가 70% 정도에 이른다고 하니 고용을 안정화하는 것은 큰
부담이 없을 것이다. 또한 이 분야의 전문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하기 위한 전문교육기관과 과정의 개설도 중요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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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생산자서비스 분야 기업 성공사례

제1절 기업 성공사례 분석틀

1. 서 론
이 연구는 생산자서비스 분야의 성공 기업들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
방법틀을 마련하였다. 이 연구는 양적 방법론이 아닌 질적 방법론에 해
당하는 사례조사(case study) 방법을 사용하였고, 실질적인 자료 수집은
심층면접과 문헌연구 등의 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사례조사 방법은
설문조사와 같이 많은 수의 표본을 이용하여 대표성 있는 정보를 얻기
는 어렵지만 몇몇 중요한 사례들에 대한 심도 있는 정보 수집을 통해
각 사례들에 구체적인 정보와 깊이 있는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
진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생산자서비스업 분야의 성공적인 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일종의 ‘성공 메커니즘’을 밝히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례조사 방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용하였다.
성공 기업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성공 기업들의 성공 요인
을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Erocal, 2005). 첫째, 시장 요인이다. 기업이 성
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을 개척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시장의 개척
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 정부의 정책의 변화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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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입이 가능해지기도 한다. 예를 들면, 규제 완화에
의해 진입장벽이 없어지면서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면서 시장을 개척하
기도 한다. 또한, 세계화가 시장 개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예를 들
어, 외국 기업의 경쟁이나 외국 시장 진출 등이 기업을 세계 수준으로
확장시키고 발전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둘째, 혁신과 기술 요인이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더라도 기존의 경쟁
업체들로부터 자신을 차별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나 혁신이 없이
는 성공적인 경영이 어렵다. 혁신은 기존의 문제를 전혀 새롭고 다른 방
식으로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혁신은 생산물 혁신과 과정 혁신으로
나누어진다. 생산물 혁신은 기업의 주요 생산물을 새로운 생산 방식이
나 새로운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생산하는 것을 의미하고, 과정 혁신은
이러한 생산물을 생산하는 생산 과정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어 생산하
는 것을 의미한다. 성공 기업들은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도입에 있어서도 선구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통해 기업의 생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거
나 생산 과정을 효율화시키는 등의 혁신 활동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셋째, 작업 조직과 인적자원 요인이다. 이는 회사의 내적 요인으로서
업무 조직, 근로자들의 동기 수준, 조직 문화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요인
들은 회사마다 다르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주로 책임의 분권화, 평평한
위계구조, 성과에 따른 보상, 이익분배제나 스톡옵션 등과 같은 근로자들
의 충성심을 높이기 위한 보상 제도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제도들은 소
위 ‘고성과작업제도(high performance work practices)’로 불리며, 고숙
련-고신뢰-고헌신 작업환경을 창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전의 연구들(Huselid, 1995; MacDuffie, 1995)은 이러한 고성과작업
제도를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서,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
히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인적자원은 대부분 과소 활용되는 경
향이 있다고 한다(Bailey, 1993). Bailey(1993)는 회사의 인적자원관리
제도들은 근로자들의 숙련과 동기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리고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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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그들의 역할 수행을 통제할 수 있는 조직 구조에 영향을 미침으
로써 근로자들의 재량적 노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회사의 인
적자원관리 제도들은 우선 근로자들의 숙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
를 들면, 자격 요건을 갖춘 지원자들을 많이 유인할 수 있는 채용 제도
와 신뢰성 있고 타당성 있는 선발 방법은 새로운 근로자들이 소유하는
숙련의 수준과 형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기본숙련 훈련, OJT,
코칭, 멘토링 같은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훈련들은 근로자들의 숙련형
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회사의 인적자원관리 제도들은 근로자들을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영리하게 일하도록 독려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동기
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개인이나 집단의 성과를 측정하는 성과
평가 제도의 활용, 이러한 성과 평가결과를 이용한 인센티브 보상 제도,
근로자들의 능력에 중점을 맞춘 내부승진 제도, 근로자들의 이해관계
를 주주의 이해관계와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기능을 하는 보상 제도들
(우리사주제, 이윤분배제, 성과분배제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행위를
동기화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들의 이러한 능력과 동기를 발
휘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조직 구조가 필요하다. 다기능팀(crossfunctional team), 직무 순환, 작업 품질조(quality circle)와 같은 제도들
을 통해 근로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근로자들의 직무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업의 실질적인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시장, 혁신과 기술, 그리고 작업조직 및 인적자원의 세 가지 요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하여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기업
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러한 요인들
이 시장의 개척 및 유지, 기술의 개발과 혁신, 인력개발 등을 통해 어떻
게 기업의 성공으로 연결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생산자서비스 분야에서 성공한 기업들의 성공메커니즘을 설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해당 분야의 기업들이 성공적인 기업 운영을 위해서는 어떠
한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어떠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
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는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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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우수기업 사례

1. 삼구아이앤씨
삼구아이앤씨는 1976년 전문 용역 회사를 시작한 이래 35년간 전문
용역(아웃소싱) 서비스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직이나 기업의 임원
진에 대한 아웃소싱을 담당하는 민간고용중계업체인 헤드헌팅사(headhunters)68)와 같은 고부가가치의 영역과 달리 당사의 주요 사업 영역은
저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도급 수주 및 인력공급이기 때문에 부가가치
수준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는 8개의 계열사와 전국 7개 지사를
갖추고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당사는 자산관리(PM), 건물종합관리(FM), 경비, 미화, 시설관리, 물
류․유통 아웃소싱, 호텔 및 병원 아웃소싱, 리조트․연수원 아웃소싱,
컨트리클럽 아웃소싱, 업무 도급, 근로자파견, 조리보조 및 외식, 노인요
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웃소싱 및 도급 사업을 시행하는 종합 아웃소
싱 서비스 업체로서 해당 분야에서는 선구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다.
2011년 3월 기준으로 11,042명의 직원(현장 10,928명, 본사 124명)을 보
유하고 있었고, 자본금 22억 원에 자산 총액은 2010년 12월 기준으로
181억 원이었으며, 2010년 연간 매출액은 1,900억 원 수준이었다. 2011
년에는 매출액 2,500억 원을 예상하고 있어, 우리나라 약 350만 개 기업
68) 민간고용중계업체(private employment agency)의 특별한 형태로 중역탐색 회사
(executive search firm: ESF)라고도 불리며 다른 고용중계업체와 달리 이미 다
른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활동한다. 전문직이나 회사의 중
역들의 경우 자신들이 이직 의사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를 꺼리기 때문에 헤
드헌터 회사가 현 회사와 고용 의사를 가진 회사 간의 일종의 비밀창구(confidentiality buffer)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경제침체로 인한 고용수준
감소와 저비용 온라인 구직 방법의 발달로 많은 타격을 입고 있다. 헤드헌팅업
에서는 보통 첫해 연봉의 약 20～50% 정도를 중개수수료로 지불하고 있다
(McConno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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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중 매출액 규모로는 1,000대 기업 진입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영업
이익은 12억 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69)
삼구아이앤씨의 주요 사업은 인재파견(근로자파견) 분야보다는 인력
공급(도급)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인재파견은 주로 인적자원(사람)을 보
충하는 방식이고, 인력공급70)은 청소․경비․요리 등 업무 자체를 외부
업체에 도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71)
우리나라의 생산직 인력중개업은 약 35,000개의 업체가 존재할 정도
로 거의 업체의 난립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업계의 특성이
진입장벽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첫째, 창업 자본이 거의 필요
하지 않은 업종이다. 다른 산업과 달리 별다른 자본 없이도 사업등록만
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장치산업이 아
니기 때문에 별다른 장비나 기계 등이 없이도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이 저자본 창업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셋째, 별다른 기술이 없이도 창업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진다. 대부분의 도급 업종이 경비나
청소 같은 단순 노무직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육체적인 능력만 있으면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업종의 특성으로 인해 하루에도 몇
개의 사업체가 생기고 없어진다고 할 정도로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고
따라서 시장이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다.
생산직 인력중계업은 많은 업체들이 존재하고 시장 진입장벽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다. 절대적인 업
체의 수 자체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을 필요로 하
69) 당사의 영업이익이 매출 규모에 비해 상당히 적은 것은 업계의 특성이 저부가가
치 중심의 산업 분야로 집중되어 있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직 근로자
들에게 4대 보험을 제공하는 등 상대적으로 호혜적인 대우를 해주고 있다는 점에
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70) 인력공급은 이러한 의미에서 흔히 아웃소싱(outsourcing)이라고 불린다.
71) 두 가지 업무 방식의 기본적인 차이는 근로자파견은 원청 관리회사의 지시를 받
고 생산활동을 하는 반면, 도급은 모든 공정을 스스로 관리감독하면서 생산활동
을 한다는 것이다, 즉, 관리의 주체에 있어 차이가 난다. 법적인 차이는 도급은 허
가 사항이 아니고 신고만 해도 사업이 가능한 반면, 근로자파견은 고용노동부에
허가를 득해야 하며 업무 또한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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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서비스의 품질 등에 있어서도 별다른 차별
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72) 따라서, 일반적으로 업체의 교체가 빈번하
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새로운 업체와의 계약과 재계약이 거의 일상화되
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용 기업의 입장에서는 품질의 차별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가격이 싸거나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가 있으면 언제
든지 교체가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업종의 특성으로 인해 인적 네트워
크(network)가 상당히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된다. 보통 대기업의 도급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의 회장 정도는 알아야 거래를 하고 계약을 성사시
킬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 기업의 입장에서도 기존 업체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쌓이고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제고된다면 잘 알지 못
하는 새로운 업체보다는 기존 업체와 재계약을 맺을 유인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 분야를 개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 거래를 하고 계약을 한 고객에게 신뢰감과 만족감을 제공하여 재계
약을 통해 고객을 유지하는 활동이 인력중계업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삼구아이앤씨의 경우 이러한 고객 유지 활동에서 매우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현재 거래하고 있는 기업들 중 31개의 기업이 상장회사인
데 이들 기업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이다. 이러한 기
업들은 신세계(1997년부터 거래하였고 거래 규모는 약 400억 원), 대한
항공(1986년부터 거래하였고 거래 규모는 약 200억 원), 현대, 신도리코
(1980년부터 거래 시작), SK(2000년부터 거래하였고 거래 규모는 약
260억 원), 농심(1983년부터 거래 시작), 삼성 에버랜드 등을 포함한다.
대부분 당사와 소규모 단위로 거래를 시작하였다가 점차적으로 거래를
늘려온 경우다. 대한항공의 경우 처음에는 60명 정도로 시작하였지만
현재 약 800명 정도의 계약을 유지하고 있으며, 신세계의 경우 26명으
로 시작하여 현재 약 3,000명 정도의 계약을 맺고 있고, SK의 경우에도
72) 인력 도급은 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기존 업체와의 재계약도 있지만 신
규 업체와의 계약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대부분의 경우 계약 업체가 바뀌더라도
현장 인력을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장 인력은 그대로이고 관리
하는 업체만 바뀌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즉, 업체의 이름만 바뀌고 건물, 사람,
장비는 그대로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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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50명 수준으로 시작하여 현재의 거래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이는 당사와 한 번 거래를 시작하면 장기 고객이 되는 현상을 창출하였
다. 이러한 현상은 당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경영철학과 업계의 기준
상 파격적인 근로자에 대한 대우 등에 기인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
력을 통하여 삼구아이앤씨가 관리하면 사람(도급 인력)의 태도가 달라진
다는 업계의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당사와 계약을 시작한 기업들이 지
속적으로 계약을 늘려간다는 사실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일화는 대학교들과의 계약에서도 존재한다. 대학들은 주로
입찰공고를 통해 계약을 하며, 도급 인력은 계속 같은 학교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지만 업체는 지속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 대학
과의 재계약 과정에서 도급 인력들의 노조 결성 시도가 있었다고 한다.
학교 측에서는 노조 결성 시도를 막도록 당사에 압력을 가하기도 하였
다. 도급 직원들의 주장은 당사가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다른 업체가 들
어오면 직원들의 힘이 약해지고 근로조건이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 노조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만약 당사가 계속
관리하게 되면 굳이 노조를 결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노조 결성을 포
기하겠다고 하였다고 한다. 결국, 당사는 이 대학과 3년 단위 재계약을
하였다고 한다. 이는 당사가 관리는 도급 직원들이 당사에 대해 얼마나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기업과 근로자 간
의 높은 신뢰의 형성은 뒤에 설명될 당사의 독특한 경영철학과 운영 방
식에서 기인한다고 하겠다.
생산직 인력중개업은 전통적으로 저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되어 왔
다. 생산직 인력중개업의 주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장직 근로자들
의 임금수준이 기본적으로 낮기 때문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원천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73) 업무 자체가 특정한 기술이나
73) 이러한 이유로 인해 미국의 경우 생산직 근로자들에 대한 인력 중개는 미고용서
비스국(U.S. Employment Service: USES) 협력하의 지방 주정부 고용사무소
(local state employment office)에서 소개비용 없이 지원하고 사무직 근로자들의
인력 중개은 민간고용중개업체에서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이루어지고 있다. 공
공인력중개 서비스는 실업보험 수급을 받는 실업의 상태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민간인력중개 서비스는 실업 여부에 상관없이 이용 가능하다. 지방 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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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단순한 육체적인 능력에 기초하기 때문에 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부재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급 인력
의 특성 또한 상대적인 저학력, 고령, 단순 노무로 특징지어진다. 대부
분 흔히 아저씨 혹은 아줌마로 불리는 인력들이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보상수준 또한 거의 최저임금 수준
의 저임금에 머무르고 있다. 당사의 경우도 도급 직원들은 이러한 특성
을 가지고 있으나 업무 태도나 자세는 경쟁 업체에 비해 다르다고 한다.
삼구아이앤씨의 경영철학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도덕적인 경영이다. 당사에는 현재 10명의 임원이 근무하고 있지만 회
장의 친인척은 전무하다. 회장은 본인 7남매, 부인 6남매의 친인척 관계
를 가지고 있지만 본인을 제외하고는 회사에 관여하는 사람은 단 한 명
도 없다. 현재 사장, 부사장, 전무 등 모든 임원은 모두 초창기에 공채로
입사하여 승진한 직원들이다. 또한, 주식의 44%를 직원들이 소유하고
있지만 회장의 가족들은 단 1주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둘째는 근로자를 소중하게 여기는 정신이다. 특히, 생산직 인력중개
업은 근로자 1인당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를 매우 소홀히 여길 수 있지만 삼구아이앤씨는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이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는 경영철학을 구현하고 있다. 이러한 경영
철학이 생산직 도급 인력에게 더욱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직종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정서가 낮은 사회적 대우 수준을
넘어 거의 인력에 대한 괄시 수준이기 때문이다.74) 따라서, 이러한 업무
를 담당하는 생산직 도급 인력들은 떳떳한 직장인으로서 경제활동을 한
다는 의식을 갖기 어렵고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회사 활동을 한다고 하
부에서 이러한 무료 인력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실업자들을 실업보험 수
급자에서 급여 수급자 신분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것이다.
74) 이러한 인식은 우리나라 전통 문화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유교의 사농공상 의식
과도 관련이 있으며, 역사적으로 과거 신분사회의 양반, 평민, 노비의 사회적 위
계 구조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생산직 도급 인력이 담당하는
업무는 과거 머슴(주로 청소와 경비 업무 담당), 식모(요리와 집안 허드렛일 담
당), 유모(육아 담당), 찬모(요리 담당), 침모(방 정리 담당) 등으로 불리었던 노비
신분이 담당하였던 업무들이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 속에는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에 대한 암묵적인 무시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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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도 어려운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생산직 도급 인력에 대해 당사는 인격적인 대우와 업계 기
준 이상의 근로조건 제공을 통해 회사에 대한 신뢰와 긍정적인 업무 자
세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삼구아이앤씨의 독특한 경영철학에는 창업자이자 CEO인 구
자관 회장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구자관 회장은 스스로를 회장이
나 사장이 아닌 책임대표사원이라고 칭할 만큼 독특한 경영철학을 가지
고 있다. 이러한 그의 경영철학은 개인적인 배경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야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생산직을
경험하였고, 청소용품 공장에서 걸레나 빗자루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
기도 하였다. 1968년 청소용품 공장을 창업한 그는 두 명의 여자 청소원
과 함께 청소서비스 사업을 시작하였다.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는 도급이나 용역이라는 개념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진
입에 있어 아무런 제약이 없었고 사업주와 개별적인 계약만 시키면 사
업을 유지할 수 있었다. 사용 기업들과 신뢰를 구축하면서 계약과 재계
약은 늘어갔고 직원의 규모도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전문적인 생산직
인력도급업으로 전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는 217개의 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으며, 약 930개 정도의 현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삼구아이앤씨의 이러한 지속적인 성
장에는 구자관 회장의 직원들을 일종의 ‘아바타’로 생각하는 인식이 큰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는 모든 직원들이 자신(사장)을 대신하
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한 사장이
직원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자신(사장)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역발상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3만개 이상의 인력중개업체들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직원(도급 직원)에 대한 믿
음과 인격적인 대우를 통해 이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이들의 업무 태도
를 변화시키며, 이를 통해 사용 기업에 신뢰와 만족을 주고 따라서 신규
계약과 재계약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의 특성이 고부가가치 창출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규모의 증가(매출
액의 증가)가 거의 유일한 발전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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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구아이앤씨가 실행하고 있는 독특한 관행은 직원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다. 당사는 임원을 포함하여 본사의 모든 직원들이 도급 직원들을
아저씨나 아줌마가 아닌 ‘선생님’ 혹은 ‘여사님’으로 호칭하고 있다. 또
한 직원들은 창사 이래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서로 인사하도록 교육하
고 있다. 즉, 서로 항상 45도 각도 이상으로 밝고 즐겁게 인사하도록 교
육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사는 현장의 도급 인력에게도 똑같이 적용된
다. 현장 도급 직원들에게 항상 45도 각도 이상으로 깍듯하게 인사하고
항상 감사하다는 인사를 잊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사
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도급 직원들에 대한 인격적인 대우가 도급
직원들로부터 회사에 대한 신뢰를 이끌어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삼구아이앤씨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업무 관행도 운영하고 있다.
이 회사에서는 회장이나 사장이 방문하더라고 일어나지 않고 자신의 업
무를 계속하도록 하고 있다. 서로 눈이 마주치는 경우에만 가볍게 인사
하는 정도로 예의를 지킬 뿐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
을 다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또한, 회장이나 임원들이 부하 직원의 의
자에 앉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상급 직원이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게
되면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더라도 곧바로 업무를 시작하지 못하고 자리
가 날 때까지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부하 직원의 사생활
(privacy)에 대한 침해이며 부하 직원에게 일종의 스트레스를 주는 행
위이므로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과정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도급
인력을 포함하면 인력이 12,000명 수준이기 때문에 회사의 구매 부서에
는 이권이 많이 존재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직원들에게 동․하복을 제
공한다든가, 명절날 선물을 나누어 준다든가 하는 경우에 많은 물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권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당사의 회장이나 임원
은 이러한 구매 과정에 절대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한다. 회장이나 임원
이 물품 구매에 관여하게 되면 담당 직원은 굳이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
경쟁력 등을 고려하고 연구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냥 회장이
나 임원이 원하고 지정하는 업체와 계약만 진행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
러한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게 되면 구매담당 직원은 수 년이 지나더

360

고용구조 선진화를 위한 서비스산업의 일자리창출 역량제고 방안(Ⅲ)

라도 구매 업무를 거의 배우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회장이나 임원이
구매 과정에 관여하지 않게 되면 구매담당 직원은 최선의 구매행위 결
정을 내리기 위해 품질이나 가격 등 다양한 요인들을 비교하고 분석하
여 가장 최선의 구매를 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회장
이나 임원도 행사하지 않는 이권에 감히 욕심을 낼 수 없다는 것이다.
당사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가 청소이기 때문에 일 년에 청소용품 구매
로만 약 30억 원 정도를 사용한다. 회장의 친인척 중에 청소용품 사업을
운영하는 친인척이 있지만 당사에 납품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한다. 공
정한 경쟁을 통한 납품은 가능하지만 별도의 과정을 통한 특별한 납품
과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업무를 하게 되면 구매담당
직원은 해당 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며, 어느 기
업에 가더라도 인정받고 근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삼구아이앤씨는 우리나라 생산직 인력중개 업계에서는 보기 드물게
거의 모든 직원들(도급인력 포함)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인력을 운영
하고 있다. 약 12,000명의 전체 직원들 중 비정규직 파트타임 직원은 약
80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또한 전 직원(도급직원 포함)들에게 4대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75) 인력중계 업계의 특성을 고려하면 직원에 대
한 적지 않은 투자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또한 정식으로 남는 이익 이외
에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직원들과 공유하겠다는 당사 회장의 경영 철
학의 일부이기도 하다. 때문에 작년의 경우 1,7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지만 순이익은 약 12억 8천만 원에 불과하였다.
삼구아이앤씨는 본사 규모가 120명 정도의 중소기업이고, 업계의 특
성이 고급 수준의 인적자원관리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 조직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다. 주어진 범위 내에서 도
급 직원에 대해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본사의 주요 미션이

75) 정규 직원에 대한 4대 보험 보장은 기업의 기본적인 의무이기는 하지만 인력공급
업의 경우 도급 인력의 인건비가 거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들이 도급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운영하고 기업복지 수준을 최소화하고 있다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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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목표라고 할 수 있다.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
중의 하나는 전담 관리자(manager)라고 할 수 있다. 인력을 공급하는
업계의 특성상 사업장(현장)이 다양하고 또 지리적으로도 분산되어 있
어 중앙집중적인 관리가 어려운 것이 인력공급업 관리의 속성이다. 당
사의 경우에도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이 230개 기업이고 현장 수가 약
900개이며 이러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약 12,000명 수준에 달하
고 있다. 따라서, 현장근무 인력들의 상황이 서로 다르고 요구와 필요
정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하면 다양성을 무시
한 획일적인 관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수렴하고
이를 관리에 반영한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전담 관리자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각 구역별로 이를 전담하는 관리
자를 두고 이 관리자가 중간에서 현장과 본사의 매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현장의 요구를 본사에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전
담 관리자의 역할이며 이러한 역할이 활성화될 경우 본사에서는 다양
한 현장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수렴하여 도급 직원들에게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고, 현장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요구를 직접적으
로 전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통로(communication channel)가 확보
되어 만족도가 제고되고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본사의 업무 구조는 크게 두 분야로 구분되어 있다. 운영직은 주로 현
장을 관리하는 분야이고, 지원직은 운영을 지원하는 스태프(staff) 기능
을 수행한다. 현장에서의 업무가 비교적 빠른 시간에 시작되고 이에 대
한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본사의 출근 시간도 빠른 편에 속한다고
한다. 출근 시간도 회장은 7시, 임원은 7시 30분, 직원은 8시 식으로 지
정되어 있다.
삼구아이앤씨는 기업문화 또한 독특하고 과감하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감사를 느끼며 책임감을 다하는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직원
들 간의 유쾌한 업무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고 있다. 조직 내의 불필요한
위계 등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가족 같은 분위기를 유지하고자 한다. 일
례로 회식 장소에 가면 서로 소주잔을 던져서 주고받으며 회식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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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한다. 즐거운 회식 자리에 와서 임원들 앞에 와서 줄을 서며 자
신의 차례를 기다리게 되면 직원들에게는 즐거운 회식 자리가 아니라
의무적인 행사의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회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회장과 직원들의 아이디
어라고 한다.
삼구아이앤씨의 선발 및 채용 제도는 <표 8-1>에 정리되어 있다. 인
재상은 고객정신, 도전정신, 주인정신, 협동정신 등을 강조하며, 인사관
리, 총무, 마케팅, 경영기획 등의 분야에 대해 모집을 하고 있다. 채용 절
차는 서류전형, 인․적성 검사, 팀장 면접, 임원 면접, 책임대표사원(회
<표 8-1> 삼구아이앤씨의 선발 및 채용제도

인재상

1. 고객정신(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세)
2. 도전정신(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
3. 주인정신(책임/권리/참여의식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세)
4. 협동정신(서로 힘을 합하는 자세)

모집분야

- 인사/노무관리(아웃소싱 전문 매니저)
- 총무
- 마케팅
- 경영기획

채용방법

1차:
2차:
3차:
4차:
5차:

응시자격

- 4년제 대졸 예정자/기 졸업자로서 전 학년 성적평균 평점 3.0 이상
- 전공불문
- 공통사항
․군필자 또는 면제자
․토익성적 증명서(2년 이내)
․성적 증명서(고등학교, 대학교)
․운전면허증 소유자
- 우대사항 : 경비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노동시장의
유연성

- 정기적 신입채용
- 필요한 경우 경력직 및 우수한 현장 근로자 본사직 채용
- 순환근무 방식으로 근무자 개개인의 업무 유연성 확보

서류전형
인․적성 검사
팀장 면접
임원 면접
책임대표사원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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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면접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전공은 불문이고 일부 자격증에 대해
우대를 하고 있다. 주로 정기적인 신입 채용을 실시하고 있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경력직을 수시로 채용하거나 우수한 현장직 근로자를 본사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 본사 직원들은 희망직무를 조사하여 최대한 본
인들이 희망하는 부서에서 희망하는 직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고 순환
근무 방식을 통해 개개인의 업무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인력공급업 분야이기 때문에 별다른 기술을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사
용기업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현장직 근로자에 대하여 적정한 수
준의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입 경비의 경우에 별도의
경비 교육을 시킨다든지 CS담당 전임강사를 통해 고객서비스 교육을
시키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당사의 월별 고객서비스 교육의 주제는
<표 8-2>에 정리되어 있다.
현장 인력의 경우에는 재계약이 이루어져야만 당사 직원으로 신분이
유지되기 비자발적인 이직은 수시로 이루어지지만 회사에 대한 충성도
가 높은 현장 근로자의 경우 당사와의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새
로운 업체로 가지 않고 당사를 따라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업계 전반
의 임금수준이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이긴 하지만 당사에서는
정규직 직원으로 4대 보험을 제공하며, 업계의 기준에 비해 임금 수준
도 높은 편이라고 한다. 근로자들의 조직 충성도가 높은 또 다른 이유라
고 할 수 있다.
본사 직원들의 경우도 출근 시간이 상대적으로 빠르고 현장 수와 현
장 근로자 수가 많기 때문에 업무량은 많지만 업계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수준과 가족적인 업무 분위기 등으로 인해 이직은 높지 않고
애사심도 높은 편이다.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우수 사원을 선발하
여 선물을 제공하는 등의 이벤트성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회사 홈페
이지 게시판에 현장 직원이나 고객들의 의견에 댓글을 달아주는 직원들
을 선발하여 별도의 포상을 제공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장 근
로자와 고객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회사의 정책 의지의 표현
이며, 본사 근로자들에게는 일종의 보너스와 같은 의미의 추가적인 보
상이 된다. 현장직 직원 7,000명 돌파 시 모든 본사 직원들에게 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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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 삼구아이앤씨의 CS(customer service)교육 주제
서비스 테마

주요 교육 내용

* 상반기 목표 : 기본적인 서비스 동작과 표현 다지기
- 서비스인의 모습
1월 서비스 마인드 구축하기 - 직업의식 확립 및 서비스 마인드 갖기
- 서비스의 이해와 고객의 가치/필요성 인식
2월 우리의 고객 알기

- 내부고객/외부고객
- 사회적 환경변화와 고객 욕구변환 인식

- 표정 관리의 중요성
3월 호감주는 표정 만들기 - 상대에게 호감 주는 첫인상 이미지 연출
- 친절한 인상을 주는 표정 연출(스마일 훈련)

4월 단정한 용모 & 복장

- 단정한 용모가 주는 신뢰감 인식
- 깔끔하고 단정한 용모, 복장 연출 방법
- 현재 용모 자기진단 및 이미지 관리법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 및 반성)

5월 올바른 인사하기

- 인사의 중요성
- 올바른 인사법 소개 및 실습

6월 올바른 호칭 사용하기

- 호칭 매뉴얼 전달
(직급/직책/그 외 유형에 근거)

- 고객맞이-안내-배웅 단계별 접점응대기법
7월 공손한 접객응대매너 - 바람직하지 않은 고객응대 행동 진단 및 처방
- 공손하고 세련된 고객응대 자세 실습
* 하반기 목표 : 고객감동 추구

8월 친절서비스 화법

- 정중한 화법 및 경청
- 효과적인 의사소통
- 부드럽고 상냥한 말씨 익히기
- 칭찬 화법

- 다양한 고객응대 사례 소개
9월 상황별 고객응대 기법 - TA를 통한 유형별 서비스방법 제시
- 우리 사업장 상황별 고객응대 매뉴얼 만들기

10월 고객불만 처리기법

- 클레임의 영향과 소득
- 고객 불만의 사례/서비스 실패의 사례
- 불만고객과의 대화기법 및 응대 skill
- 효과적인 불만처리 기법 찾기

11월

고객감동 서비스
만들기

- 고객감동 사례 소개
- 우리 사업장 고객응대 매뉴얼 만들기

12월

우리사업장 서비스
평가

- 우리업장 최고의 서비스맨은?(시상식)
- 연간 서비스에 대한 반성 및 개선사항 토의
- 신나는 일터 만들기 동기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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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명 돌파 시 80만 원을 아무런 예고 없이 직원들 월급 계좌로 입금
시켜 주는 등의 서프라이즈(surprise) 보상을 통해 본사 직원들의 사기
를 향상시키기도 하였다.

2. 이스트소프트
주식회사 이스트소프트는 1993년 창업한 비교적 역사가 짧은 신생 기
업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76) 자본금은 2010년 12월 기준으로 약 25억
원 수준이며, 근로자 수는 20101년 12월 기준으로 299명이다. 당사는
모든 PC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넘어선 혁신적 효용을 제공하는 ‘인터넷
소프트웨어’와 참신한 기획력과 첨단기술력으로 사용자에게 ‘인터넷 게
임’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상품은 알툴즈(www.altools.co.kr), 인터넷디
스크(www.internetdisk.com), 비즈하드(www.bizhard.com), 카발온라인
(www.cabal.co.kr), 하울링쏘드(www.howlingsword.co.kr), 시큐어디스
크(www.securedisk.co.kr), 줌(www.zum.com) 등이 있다. 2011년 1분기
매출액은 7,383백만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4% 성장한 실적을 시현하
였고, 매출 구성은 ‘인터넷 소프트웨어’가 45.1%인 3,330백만 원, ‘인터넷
게임’이 54.9%인 4,054백만 원이다.
이스트소프트는 1993년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설립되어 초기에는 한
글 워드프로세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였다.77) 이를 위해 나라소프트, 한
메소프트와 한글 워드프로세서 개발을 위한 컨소시엄을 결성하기도 하
였다. 한글 워드프로세서 개발 사업에서는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하
였지만 1999년 ‘알집’을 개발하면서 컴퓨터 유저들에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였다. 이후 ‘알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2000년 ‘알씨’,
2001년 ‘알패스’, 2002년 ‘알맵’, 2004년 ‘알쇼’, 2005년 ‘알송’과 ‘알엑스’,
2007년 ‘알툴바’, 2007년 ‘알약’ 등 컴퓨터 유저들의 컴퓨터 사용을 편리
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활동
76) 우리나라의 IT 발전기가 1990년대 중후반임을 감안하면 업계의 상황에 따른 기
업의 연혁이라고 볼 수 있다.
77) 당시 글 등 한글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한창 왕성하던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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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시장이 커진 게임 산업
에도 진출하여 2005년 ‘카발온라인’, 2010년 ‘하울링쏘드’라는 MMORPG
(Massive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을 출시하여 운영하
고 있다.
산업의 특성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우 IT 산업 발전의 핵심적인 요
소로 소프트웨어의 경우 기업가 정신을 통해 일정한 성장을 하게 되면
산술적으로 예측하지 못했던 큰 성공이 가능하여 보상이 매우 큰 특징
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소프트웨어 산업은 고급 인적자원의 육성과 투
자가 가장 핵심적이기 때문에 단일 제품 실패 시의 하드웨어나 설비 투
자가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타 산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위험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투자되는 초기
비용은 타 산업에 비해 낮은 편이며, 주로 제품 생산 전 연구개발 단계
에 투자가 집중되며,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는 동일한 제품을 복제하는
비용만 소요되므로 원가 비중이 낮아 투자대비 효율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 확대 및 인터넷 사용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소프트웨어가 인터넷상에서 판매되고 유통되는 비율이 갈
수록 높아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를 갖
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에서는 소프트웨어를 획득하기
위한 사용자 접근성이 매우 높아 간단한 방법으로도 소프트웨어를 쉽게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오프라인 방식의 소프
트웨어 유통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저렴해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경기변동에 있어서도 특징을 보인다. 소프트웨어
의 경우 사용자들이 시기와 관계없이 일상에서 빈번하게 사용하기 때문
에 사용성 측면에서는 경기변동에 따라 큰 변동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알집, 알약 등 알툴즈 소프트웨
어와 인터넷디스크 솔루션을 구매하는 시기가 소프트웨어 구매 관련 예
산이 집행되는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당사
의 매출 역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경기변동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구매와 관련된 예산의 규모가 변동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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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당사의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일반 업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유틸리티 중심이기 때문에 구매 시기나 경기변동에 따른 변화는 상대적
으로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게임 산업의 경우 고부가가치 산업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한계비
용’이 타 산업 분야보다 매우 낮게 소요되는 특징을 지닌다. 온라인 게
임 개발 초기에는 게임엔진, 서버, 그래픽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지만 개발 완료 후 상용화 서비스에는 적은 비용
만으로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가령, 특정 온라인 게임의
사용자가 1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증가했을 때 게임서버 증설, 서비스
인원 추가 등의 비용만으로 서비스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군 증
대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게임은 제
작 과정에 있어서 기획, 시나리오, 프로그래밍, 그래픽, 배경 음악 등이
서로 어우러진 복합 산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게임은 인터넷을
통한 쌍방향식(interactive) 접근 방식이어서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비
디오 등의 다른 장르에 비해 사용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
며, 주변 산업과 그 연관성이 깊어 시너지 효과에 기반을 둔 새로운 부
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멀티형 산업으로서 최근의 마케팅 조류인 One
Source Multi-use에 적합한 산업 전후방을 주도하는 기반 산업이라 할
수 있다.78)
게임 산업 또한 경기변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온라
인 게임의 경기변동은 학교의 방학 시즌과 겨울철 외부 활동이 적어지
는 시기에 게임의 이용자가 가장 많이 증가하며, 학교의 개학 및 시험
기간에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하지만 게임의 특성이 학
생중심이냐 혹은 성인 중심이냐에 따라 증가 및 감소 추세의 비율이 달
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일반 산업 분야와 달리 일반 사회 경기에 큰 영향
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즉, 온라인게임 산업 분야는 국가 경제의
호재와 악재로 인하여 매출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매출에 영향을 주
는 계절적 경기변동만 있다고 할 수 있다.
78) 이러한 측면에서 게임 산업은 문화 산업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문화 산업의 특성에 대해서는 2010년 보고서(강순희 외, 2010)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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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트소프트의 시장점유율은 인터넷 소프트웨어 사업 분야에서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코리안 클릭이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제공한
정보(표 8-3)에 따르면 알툴즈 7개 제품 중 5개 제품이 사용자 수 기준
으로 국내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표 8-3> 이스트소프트의 인터넷 소프트웨어 시장점유율
사용자 수(명)

순위

알집(압축 프로그램)

14,874,707

1위

알약(통합 백신 프로그램)

17,438,026

1위

7,776,640

1위

13,429,284

1위

662,387

1위

4,415,484

2위

640,342

6위

알씨(디지털 이미지 관리 및 뷰어 프로그램)
알툴바(검색 및 웹 서핑 지원 프로그램)
알FTP(FTP프로그램)
알송(음악 재생 프로그램)
알쇼(동영상 재생 프로그램)
자료 : 코리안클릭 2011년 3월 기준.

알툴즈 제품 외의 소프트웨어는 관련 서비스 가입자 수, 매출 규모 등
의 정보가 시장에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시장점유율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인터넷 소프트웨어 사업의 제품군인 ‘알툴즈’의 경우 PC를 사용하는
데 필수적인 유틸리티 소프트웨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목표 시장의 규모
는 PC 보급대수 및 이용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인터
넷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유통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온라인 서비스와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부각되고 있어 인터넷 이용률 또한 주요한
시장 지표가 될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http://isis.nida.or.kr/)의 조
사에 의하면 2010년 12월 현재 국내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는 약
1,722만 명 수준이며, 총 인터넷 이용자 수는 3,701만 명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무료 시장은 국내 인터넷 가입
자와 인터넷 이용자 전체가 당사의 목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당사의
주요 고객은 크게 개인사용자, 기업 및 정부, 공공기관, 교육기관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알툴즈 제품의 라이센스(license) 정책은 모든 개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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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는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기업이나 정부기관 등
에서는 유료로 구매해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개인 사용자는 제
품의 브랜드 인지도나 제품의 충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업이나 정부, 공공기관은 수익을 얻는 데 필수적인 고객이라고 할 수
있다.79) 특히, 2009년부터 해외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일
본․미국 등 주요 국가의 사용자들이 새로운 고객이 되고 있다. 지역적
인 측면에서 보면 대다수의 기업이나 정부,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이 서
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영업 지역은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그 외 인터넷 소프트웨어 사업의 주요 목표 시장은 업무용 시장 중에
서 기업의 규모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비즈하드’는 중소기업을 타깃으
로 한 B2B 모델이며, ‘인터넷 디스크’는 대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한 독
립 구축형 모델이다. 지역적인 측면에서 목표 시장의 특성은 앞서 설명
한 ‘알툴즈’ 제품군과 동일하게 대다수의 기업이나 정부, 공공기관, 교육
기관 등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영업
지역은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인터넷 게임 사업은 국내 PC방 사용자를 기준으로 한 순위를 게임트
릭스(www.gametrics.com)에서 제공하지만, 당사의 주력 온라인 게임
인 ‘카발온라인’을 즐기는 게이머들의 성향이 PC방이 아닌 일반 가정에
서 즐기는 유저가 많으며, 2010년 게임 사업 전체 매출에서 해외 매출
비중이 약 47%인 관계로 다른 경쟁사와의 경쟁시장을 정의하고 객관적
인 시장점유율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카발온라인’과 ‘하울링쏘드’의 국내 목표 시장은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해외 목표 시장의 진출은 대상 국
가 혹은 사용 언어권 국가로 분리되어 해당 국가마다 배급사와의 계약
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다. 1999년 이후 국내 온라인 게임 시장이 급격하
게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은 PC방 등 인터넷 인프라의 확충과 흡인력
79) 개인 사용자가 증가하게 되면 동일한 방식으로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필요한
응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들은 사용법이 익숙한 소프트웨어 프로그
램을 설치하거나 구매하게 되기 때문에 유료 판매를 증대시킬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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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게임 방식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국내 PC방의
폭발적 증가는 시간당 1,000～2,000원의 저렴한 사용료로 전용회선과 다
양한 컨텐츠를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온라인 게임이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였다. 또한 CATV, ADSL 등 초고속 통신의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가정에서의 온라인 게임 사용 인구가 증가했으며, 온라
인 게임은 혼자서 하는 게임과는 달리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람들과 상
호작용을 통해 게임을 진행하는 방식이므로 그 흡인력(가입자 로열티)
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때때로 게임 사용자는 사이버 캐릭터와
실제 자신을 혼동하는 경험을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인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기꺼이 유료로 게임에 참가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소프트웨어 사업의 특성상 기존 제품의 지속적인 업데이트에 따른 새
로운 버전의 출시가 기존 버전 구매 고객의 업그레이드(재구매)를 유도
하고 신규 고객을 창출하여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우 높은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다. 이에 따라 당사에서는 여러 가지 업
그레이드 작업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2010년 말에 출시한 알약
2.5 등의 업그레이드 버전의 영업을 강화할 예정이며, 해외시장을 겨냥
해 알약, 알집 8.0 등의 해외버전도 출시할 예정이다. 또한 게임 사업 부
문에서는 2010년 3월 중에 상용화한 신작 게임 하울링쏘드의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제품의 판매 방법은 상기 판매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며, 판매(결제)조
건은 각 판매 방법에 따른 개별계약 등에 따라 결정된다. 당사의 판매전
략은 인터넷 소프트웨어 사업에서는 알약 2.5의 라이선스 판매 및 알툴
즈 제휴 서비스 다각화를 통해 매출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인터
넷 게임 사업에서는 국내외에서 보다 다양한 컨텐츠 확장을 통해 카발
온라인의 매출을 안정적으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스트소프트는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위치와 기술력 등으로 인해 상
대적으로 유리한 투자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0년 산은캐
피탈과 이머시스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였고, 2000년과 2001년에는 케
이티하이텔(주)(KTH)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2005

제8장 생산자서비스 분야 기업성공 사례

371

[그림 8-1] 이스트소프트의 조직도

년에는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신주 발행을 하기도 하였고, 2006년에는
우리사주조합 신주 발행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당사는 2008년 코스닥에
상장 등록되었다.
당사의 조직도는 [그림 8-1]과 같다.
이스트소프트의 연구개발 활동은 부설연구소인 (주)이스트소프트 부
설 소프트웨어기술연구소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당사의 주요 고객은 일반 PC 사용자이다. 하지만, 일반 PC 사용자는
무료로 상품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의 주요 이윤은 기업이나
관공서, 학교 등 기관 사용자에 대한 라이센스 판매에서 창출된다. 일부
광고나 제휴서비스 등을 통해서도 일부 이윤이 창출되기도 한다. 일반
PC 사용자는 무료로 제품을 이용하기는 하지만 제품에 대한 피드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각 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블로그나 페이
스북 그리고 고객센터 등을 이용하여 제품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피드백 정도들은 제품의 문제점, 사용상의 문제점,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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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4> 이스트소프트의 주요 제품 현황
(단위 : 백 만원)
사업
부문

인터넷
소프트
웨어

인터넷
게임

매출
유형

품목

구체적 용도

주요 상품

매출액(비율)

제품

알툴즈패키지

압축, 파일전송 등의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알집, 알씨
등

1,706( 23.1%)

서비스

알툴즈서비스
& 광고

알툴즈 제품에서 파생된 알씨 사진
부가 서비스 및 광고
인화 등

1,265( 17.1%)

기타

인터넷디스크 등

웹 스토리지 솔루션 및
서비스 등

인터넷
디스크 등

서비스

카발온라인
& 하울링쏘드

MMORPG

카발온라
인등

전체

358( 4.8%)
4,054( 54.9%)
7,383(100.0%)

<표 8-5> 이스트소프트의 매출 실적
(단위 : 원)
사업
부문

매출
유형
제품

품목

알툴즈패키지

인터넷
알툴즈서비스
소프트 서비스
& 광고
웨어

기타

인터넷디스크
등

인터넷
카발온라인
서비스
게임
& 하울링쏘드

전체

구분

2011 1/4분기

2010

2009

수출

6,947,500

38,563,066

20,312,342

내수

1,699,288,029

5,121,008,711

4,370,465,166

전체

1,706,235,529

5,159,571,777

4,390,777,508

수출

-

-

-

내수

1,265,170,143

5,245,085,631

3,341,142,971

전체

1,265,170,143

5,245,085,631

3,341,142,971

수출

-

-

17,439,449

내수

358,094,912

1,547,575,296

1,525,340,037

전체

358,094,912

1,547,575,296

1,542,779,486

수출

1,710,169,809

8,199,352,223

6,643,065,590

내수

2,343,807,947

9,125,233,411

8,462,993,822

전체

4,053,977,756

17,324,585,634

15,106,059,412

수출

1,717,117,309

8,237,915,289

6,680,817,381

내수

5,666,361,031

21,038,903,049

17,699,941,996

전체

7,383,478,340

29,276,818,338

24,380,759,377

주 : 제19기 1분기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기반으로 작성하였으며, 제18
기 및 제17기는 한국회계기준(K-GAAP)을 기반으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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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6> 이스트소프트의 판매 경로
(단위 : 원)
매출
유형

품목

제품 알툴즈패키지

구분

판매 경로

수출 (www.altools.com)→기업, 교육기관 등

6,947,500(0.09%)

총판사업자→기업, 교육기관, PC방
국내 (www.g2b.go.kr)→정부/공공기관 등
(www.altools.co.kr)→기업, 교육기관 등

1,699,288,029(23.01%)

수출 당사→퍼블리셔(계약금, 수익배분 로열티 등)
카발온라인
직판(www.cabal.co.kr)→캐쉬아이템 구매
서비 &하울링쏘드 국내
당사→PC방
스
알툴즈서비스
국내 & 광고
기타

판매 경로별
매출액(비중)

수출 당사→(리셀러)→소비자
인터넷디스크
당사→(리셀러)→소비자
등
국내
당사→인터넷디스크 솔루션 설치업체
전체

1,710,169,809(23.16%)
2,343,807,947(31.74%)
1,265,170,143(17.14%)
358,094,912(4.85%)
7,383,478,340(100.00%)

로그램의 버그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제품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더 나
은 업데이트 버전을 출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당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의 원천은 연구개발 인력의 기술력에 있다
고 볼 수 있다. 직원들의 주요 연령대는 30대이고, 대부분 대졸 인력으
로 구성되어 있다. 이스트소프트는 중소기업으로는 독특하게 주로 신입
사원을 뽑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사회 초년생을 뽑아 기업과 함께 커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CEO의 철학이기 때문이다. 신입 사원은
입사하게 되면 3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치게 되고, 처음 1년 동안은 회사
에서 지정하는 멘토링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멘토로 지정된 선배 직원
은 신입 직원이 회사에 잘 적응하며 업무를 배울 수 있도록 기술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멘토링에 사용되는 점심, 영화, 선물
등의 비용은 회사에서 지원한다. 신입 사원의 경우 약 1～2년 정도의 교
육훈련과 실무 경험을 쌓으면 실무에서 자기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수
준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기획, 개발, 품질 테스트, 시장 출시, 피트백, 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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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이 중 기획 및 개발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
에 회사 전체 인력의 약 60～70% 정도가 이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이
분야에서 얼마나 창의적이고 시장에서 유저들에게 흥미를 제공할 수 있
는 상품을 기획하고 개발하느냐가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의 성패를 좌우
하기 때문이다.
소트프웨어 개발은 업종의 특성상 교육훈련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훈련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월
1회 개발자 세미나를 통해 프로그램 개발의 노하우와 개발 과정에서 겪
게 되는 문제점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실시
하고 있으며, 직종별로는 별도의 스터디 그룹을 구성하여 별도의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외부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비용을 회사에서 지
원하고 있다.
이스트소프트는 몇 명의 아르바이트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규직으로
직원을 모집하고 채용한다.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충성심과 애착심 등
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상 제도는 사업부별 조직
성과와 개인 역량에 따른 개인 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상된다. 성과
급은 현금과 일부 5년 제한 회사 주식으로 부여된다. 그리고 업종의 특
성상 특허가 중요하기 때문에 특허와 관련된 아이디어나 활동의 경우에
는 별도의 보상이 주어진다.
직무관리는 3개월에 한 번씩 자신의 업무를 정리하여 경력 기술서를
작성하고 반기별로 자체 평가와 직무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원하는 업무를 파악하여 근로자들의 자질에 맞는 업무를 담당할 수 있
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근로자들이 젊은 편이고 가족과 같은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
에 조직의 분위기는 밝고 열린 문화를 가지고 있다. 특히, 위계적 조직
에서 나타나는 강압적인 분위기나 하위직 근로자들의 느끼는 답답함 같
은 것들을 느끼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조직 문화의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스트소프트의 경우, 아직까지 기업의 규모는 중소기업 수준에 머물
러 있지만 젊고 밝은 기업 문화와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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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철학, 그리고 상대적으로 풍부한 복지 제도 등 근로자들의 근무 의욕
을 고취시키는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열정
을 가지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의 분위기 조성되어 가
고 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기업에
대한 애착과 열정 없이는 장기적인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어
렵기 때문이다.
<표 8-7> 이스트소프트의 연구개발 비용
(단위 : 원)
원재료비

-

인건비

-

-

-

1,318,729,925 4,338,454,241 3,241,158,163

-

감가상각비

71,721,609

387,623,018

286,315,506

-

위탁용역비

-

-

-

-

258,632,912 1,118,442,236 1,371,492,713

-

1,649,084,446 5,884,519,495 4,898,966,382

-

기타
연구개발비용 계
판매비와 관리비
회계
처리

-

제조경비

-

-

1,649,084,446 5,884,519,495 4,898,966,382

-

개발비(무형자산)
연구개발비/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

-

-

-

-

22.33%

20.10%

20.09%

-

주 : 제19기 1분기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기반으로 작성하였으며, 제18
기 및 제17기는 한국회계기준(K-GAAP)을 기반으로 하였음.

<표 8-8> 이스트소프트의 연구개발 실적
1 웹 스토리지 솔루션 개발

04.01～상시 진행 상품화

상용 서비스 중

2 메신저 개발

04.01～상시 진행 상품화

상용 서비스 중

3 아이디스크 서비스 개발

04.01～상시 진행 상품화

상용 서비스 중

4 ICFS 개발

04.01～상시 진행 상품화

상용 서비스 중

5 기업용 웹 스토리지 서비스 개발 05.01～상시 진행 상품화

상용 서비스 중

6 P3 모듈 개발

06.05～상시 진행 상품화

상용 서비스 중

7 WID 개발

07.01～07.12

상품화

상용 서비스 중

8 웹메일 서비스 개발

07.03～07.10

상품화

상용 서비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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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8>의 계속
9 압축 알고리즘의 비교 분석에 관한 연구 05.05～05.08

연구과제 수행완료 연구과제에 활용

10 압축 알고리즘의 개선방안 연구 06.07～07.06

연구과제 수행완료 연구과제에 활용

11 파일 압축 및 해제 프로그램

99.03～상시진행

상품화

알집

12 압축 알고리즘 및 포맷 개발

07.01～07.12

예정

알집

13 이미지 뷰어 관리 프로그램

00.02～상시 진행 상품화

알씨

14 동영상 플레이어

04.06～상시 진행 무료

알쇼

15 음악 재생 프로그램

04.06～상시 진행 무료

알송

16 FTP 프로그램

00.01～상시 진행 상품화

알FTP

17 인터넷 패스워드 관리 프로그램 01.02～상시 진행 무료

알패스

18 온라인 지도 및 네비게이터

02.04～06.05

알맵

19 IE Helper 툴바

07.06～상시 진행 무료

알툴바

20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

07.01～상시 진행 상품화

알약

21 카발온라인 클라이언트

03.01～상시 진행 상품화

상용 서비스 중

22 카발온라인 서버

03.01～상시 진행 상품화

상용 서비스 중

23 게임 런처

03.01～상시 진행 상품화

상용 서비스 중

24 오브젝트 매니저

03.01～상시 진행 연구과제 수행완료 개발툴로 사용 중

25 맵 에디터

03.01～상시 진행 연구과제 수행완료 개발툴로 사용 중

26 데이터 인크립터

03.01～상시 진행 연구과제 수행완료 개발툴로 사용 중

27 채팅 시스템

05.08～상시 진행 연구과제 수행완료 상용 서비스 중

28 서버 모니터(Tools)

05.08～상시 진행 연구과제 수행완료 모니터링 툴로 사용 중

29 RPT로그 뷰어

06.10～상시 진행 연구과제 수행완료 개발툴로 사용 중

30 Script Validator

06.09～상시 진행 연구과제 수행완료 개발툴로 사용 중

31 UpdateMaker

03.08～상시 진행 연구과제 수행완료 개발툴로 사용 중

32 게임 다운로더

05.08～상시 진행 연구과제 수행완료

33 퀘스트 뷰어

06.01～상시 진행 연구과제 수행완료 운영툴로 사용 중

34 카발매니저

03.01～상시 진행 연구과제 수행완료 운영툴로 사용 중

상품화

당사/배급사
배포용 사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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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9> 이스트소프트의 주요 지적재산권(특허권)
1

10-1016776

2011. 02. 15

상위 호환성 보장형 압축 및 복원 방법 및 장치

2

10-0996955

2010. 11. 22

가상 키보드를 이용한 보안 방법

3

10-0996839

2010. 11. 22

컴퓨터 백신 데이터베이스 자동검증 시스템 및 검증 방법

4

10-0887602

2010. 01. 14

압축 포맷의 파일 압축과 복원장치 및 방법

5

10-0908404

2009. 07. 13

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의 방어 방법 및 방어 시스템

6

10-0905434

2009. 06. 24

실시간 색인정보 추출 기능을 갖는 파일 업로드 방법 및 이를 이용
한 웹 스토리지 시스템

7

10-0887602

2009. 03. 02

인터넷을 통한 가사 검색 및 가사 제공 시스템

8

10-0804131

2008. 02. 11

JPEG 이미지 파일에 URL 링크 정보를 삽입하는 기술

9

10-0766056

2007. 10. 04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이용한 광고 시스템

10

10-0719285

2007. 05. 11

웹 스토리지의 분산 파일관리 시스템

11

10-0601912

2006. 07. 10

뷰어가 결합된 컨텐츠 파일을 기록한 기록매체

12

10-0354784

2002. 09. 17

인터넷 사이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방법

3. 제일기획
제일기획은 1973년 1월에 설립된 광고대행사로 광고대행, 행사기획,
광고제작 등의 사업 영역에서 인쇄, 출판, 광고물 제작 및 광고대행업을
하는 삼성그룹 계열의 광고대행 업체로서 1998년 3월 증권거래소에 상
장하였다. 2011년 7월 현재 1,074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1978년 7월 대학생광고대상대회를 개최하였으며, 1979년 ｢광고연감｣
을 발간하였고, 1987년 국내 최초 해외 광고제 본상을 수상하였다. 1988
년 국내 최초로 해외사무소를 일본 도쿄에 개설하였다. 1991년 5월 미
국 피츠버그대학교에 마케팅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하였고, 11월에 부
설 마케팅연구소를 설립하였다. 1992년 미국 뉴욕에 현지법인을 설립하
였고, 1994년 제1회 대한민국 광고대상 등 국내에서 열린 모든 광고대
상을 석권하였다. 2000년 3월 인터넷 통합 마케팅 모델 ‘IME(Internet
Marketing Enabler)’ 서비스를 시작하고, 7월 중국 현지법인 삼성광고
유한공사를 출범하였으며, 8월 국내 광고업계 최초로 브랜드 컨설팅 전
담 조직을 신설하였다. 2001년에는 매경-부즈알렌 지식경영 대상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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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오피스 대상을 수상하였다. 2002년 7월 러시아 모스크바에 현지법인
을 설립하였고, 2000년 대한민국 광고대상에서 업계 최초로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였고, 2011년 6월에는 세계 3대 광고제의 하나인 칸 크리
에이티비티 페스티벌에서 국내 업계 처음으로 미디어 부문 대상을 수상
하였다.
당사는 1974년 국내 1위의 취급고(광고 회사에서의 일종의 매출 개
념)를 달성하였고, 1970년대에 취급고 100억 원, 1980년대에 취급고
1,000억 원, 2002년 취급고 1조 원, 2007년 취급고 2조 원을 돌파하였다.
주요 사업은 광고대행으로 인쇄, 출판, 장치(공연장 설치 제외), 광고
물 제작 및 광고대행, 문화, 기타 영화의 제작 및 수출입업, 흥행사업,
라디오, TV(CATV 포함) 프로그램 제작 및 수출입업, 무역업(CATV
프로그램 제작 등), 조사 및 정보 관련 서비스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사
업 부문은 국내 부문, 해외 부문, Cross Media 부문의 크리에이티브
(Creative), 전략(Strategy), 디지털, BTL, 미디어 등 전문 영역을 유기
적으로 연결하여 통합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는 마케팅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해외 광고업을 위하여 미국․중국․홍콩․러시
아․브라질․인도․영국․프랑스․멕시코․독일․태국․싱가포르․아
랍에미리트․우크라이나․캐나다․스페인․이탈리아․오스트리아․네
덜란드․터키․폴란드․남아프리카공화국․오스트레일리아 등지에 현
지법인, 지점, 사무소 등을 두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26개국 31개의 해
외 거점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광고 상품으로는 NHN의 “me2day” 캠페인, KT의 “발로 뛰
겠소” 캠페인, 삼성화재 “당연히” 캠페인, 2002년 한일월드컵 개막식, 삼
성전자의 전자제품 광고 등이 있다.
당사의 재무성과를 [그림 8-2]에서 살펴보면, 2007년 세계 금융위기
로 인해 매출과 순수익이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이후 다시 회복세를 보
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광고시장은 작년(2010년)의 경우, 국내 총 광고비가 전년
에 비해 16.5% 정도 증가한 8조 4,501억 원으로 사상 최초로 8조 원을 돌
파하였다. 매체별 광고비의 성장률은 인터넷 광고가 24.5%, 케이블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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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 제일기획 재무성과 도표
(단위 : 십억 원)
Revenue

Net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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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3.8%, 옥외광고 19.9% 성장을 기록하였고, 매체별 광고 집행 금액은
TV 광고가 1조 9,307억 원, 신문광고, 1조 6,438억 원, 인터넷 광고 1조
5,470억 원 등이었다.
올해는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어 경제성장률과 상관관계가 높은 광고
시장이 전년과 같은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해는 정부의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광고 관련 규제완화,
종합편성채널 방송, 민영 미디어랩의 도입에 따른 자율 시장 기반의 확
대 등이 광고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률 전
망 및 광고주 설문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에 따르면 2011년 총 광고
시장 규모는 2010년에 비해 최소 1.5%에서 최대 3.5% 상승한 8조 5,700
억 원에서 8조 7,5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일기획은 광고회사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중시한다. 하지만, 제일
기획은 특히 “activating idea”, 즉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아이디어, 고객과 시장으로부터 성공적인 반응을 이끌
어낼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를 강조한다. 당사의 관점에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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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 제일기획 취급고 분석
2009

2008

2007

200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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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0> 국내 광고시장
(단위 : 십억 원, %)
2005

2006

2007

2008

2009

2,149

2,183

2,120

1,899

1,670

268

279

165

276

223

신문

1,672

1,701

1,750

1,658

1,500

잡지

437

451

485

480

438

매체계

4,527

4,624

4,620

4,315

3,833

제작 및 프로모션 기타

1,474

1,558

2,393

1,405

1,361

케이블 TV

487

672

810

860

779

인터넷

567

567

105

121

128

7,054

7,790

7,928

7,797

7,256

810

855

895

917

926

11.5%

11.0%

11.3%

11.8%

12.8%

TV
라디오

국내 광고시장 총계
국내 제일기획 취급고 총계
제일기획 M/s

[그림 8-4] 제일기획 시장점유율
(단위 : 조)
7.0%

7.7%
7.9%

7.7%

7.2%
12.8%

11.8%
11.5%
11.0%

YEAR

2005

2006

11.3%

2007

2008

2009

디어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아이디어
를 직접 실행할 수 있어야 의미 있는 아이디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일기획의 비전은 “The worldwide idea engineering group”이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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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치 있는 결과로 실행해 낼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그룹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수많은 아이디어
중에서 고객에게 꼭 필요한 아이디어, 세상에 없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고 하겠다.
제일기획의 직원들은 제일기획만의 독특한 행동규범을 가진다. ‘CHEIL
WAY’로 명명되어 있는 이 방식은 다른 경쟁사들과 차별화를 만들어내
는 동인으로 작용하며, 제일기획의 근로자들에게 내재화되어 있는 의식
과 행동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선 ‘self-evolving’의 단계로 스스로 진화를 멈추지 않는 것, 두 번째
‘proactive’로 선수를 둠으로써 판을 주도하는 것, 세 번째 ‘confidence’로
배짱과 자신감으로 승리를 부르는 것, 네 번째 ‘challenge’로 도전과 경
쟁, 싸움을 즐기는 것, 다섯째 ‘passion’으로 지독한 열정으로 반드시 해
결책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당사 직원들만의 행동규범은 다른
경쟁사들이 모방하기 어려운 것으로 당사의 지속가능 경쟁우위 창출의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일기획은 또한 광고 회사에 맞는 재미있고 독창적인 봉사활동을 하
고 있다. 다양한 봉사활동을 메뉴로 하여 구성된 “Love Buffet”을 통해
임직원들이 하고 싶은 봉사활동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
으며, 삼성그룹 공통 사회공헌 활동인 헌혈캠페인, 자원봉사 대축제, 연
말 이웃사랑 캠페인 등을 통하여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
고 있다. “Love Buffet”은 영/유아, 아동/청소년, 장애인, 지역사회 등 다
양한 대상에 대한 봉사활동을 팀, 본부, 개인별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
는 봉사 프로그램이다.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호응이 좋은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유지
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문적인 봉사활동으로 “love design”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관내 중소기업, NGO 등에 CI(corporate identity)를 제작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우수한 제품 및 서비스를 가지고 있
으면서도 낮은 인지도로 인해 판매와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브랜
드 약자’ 기업들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국내 최대 종합광고 회사라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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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을 살려 1996년부터 CI 무료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 소외계층의
취업과 자립을 위한 사회적 기업, 용산구청의 추천을 받은 우수 중소기
업, 각 지역 특산물을 살린 마을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09년
까지 210개의 CI를 지원하였다.
당사는 또한 작년 파격적인 호칭 파괴를 시도하였다. 제일기획 직원
명함에는 직급 호칭이 딱 하나밖에 없다. 바로 ‘프로’라고 하는 호칭이
다. 작년 3월 1일자로 제일기획은 이른바 사원, 대리, 차장, 국장, 수석으
로 이어지는 일반적인 기업들의 수직적 직급 체계 대신 직급을 C1. C2.
C3로 단순화하고, 모든 호칭을 ‘프로’로 단일화시켰다. 사장부터 사원까
지 모두 ‘프로’로 호칭되는 것이다. 제일기획의 프로 호칭은 3월 1일자로
전격 단행된 것이 아니다. 2007년 제일기획 최초의 공채출신 사장인 김
낙회 사장이 취임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 경영 사례를 선보였고, 프로
호칭 또한 아이디어 경영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이미 시행되어 왔다.
이미 3년 전부터 상대방을 호칭할 때 직급 대신 ‘프로’로 부르는 것이
일반화되었던 제일기획이 이번 3월 1일자로 인사 시스템 및 명함까지
프로 호칭을 공식화한 것이다. 제일기획 김낙회 프로(사장)는 “아이디어
는 직급 고하를 떠나 누구나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데, 보통 수직
적인 직급 체계에서는 아이디어 발상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서 “이번 제일기획의 프로로의 호칭 통일은 일과 역할 중심의
수평적인 직급 체계를 통해 누구나 좋은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하며
활발한 소통으로 인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넘실거리는 아이디어 회사
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 하나의 획기적인 과정혁신 중의 하나는 올해 실시한 ‘스마트 아이
디어 오피스’ 사업이다. 다양한 직종간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업
무 효율과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 아이디어 오피스’를 조성한
것이다. ‘스마트 아이디어 오피스’의 핵심은 ‘소통’으로 각 파트별 경계
를 없애고 다양한 직종과 분야가 쉽게 협력할 수 있도록 재미있고 자유
로운 협업 공간을 조성하여 유연하고 역동적인 조직문화에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얻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사무실 전체를 하나의 길로 연
결시켜 자연스럽게 각 부문과 소통하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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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어 올레길’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이 길을 따라 창의력과 상상력을
높일 수 있는 재미있고 시험적인 소통 공간을 마련하였다. 예를 들어,
부서 간의 우연한 만남과 소통을 촉진시키기 위한 ‘아이디어 라운지’를
조성하였다. 마치 드라마 세트와 같은 인테리어로 꾸며진 이 장소는 서
가, PC룸, 조약돌 스툴, 벤치 테이블, 펜턴트 조명 등이 설치되어 독서와
사색은 물론 정보 검색, 동료와의 대화 등 직원들이 자유롭게 정보와 지
식을 공유할 수 있는 열린 소통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5～6명이
미팅할 수 있는 ‘오픈 라운지’는 독특한 형태의 디자이너 테이블과 의자
를 배치하여 직원들의 창의적인 작업을 제공하고 있다. 사무실 중간중
간에는 ‘토크 포인트’를 설치하여 수시로 퀵 미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회의실 역시 정규 프리젠테이션 룸과 회의 룸 외에도 캐쥬얼한 분위기
의 이색 미팅 룸과 미디어 화상 회의실 등 다양한 형식의 회의실을 종
류별로 갖추어 상황에 적합한 회의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당
사는 작년, 언제 어디서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모바
일 소통시스템인 i-pub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표 8-11> 제일기획 재무정보
(단위 : 십억 원, %)
2006

2007

2008

2009

2010

매출액

5,521

5,146

5,753

5,403

6,146

매출원가

3,890

3,518

3,906

3,582

4,026

매출총이익

1,631

1,628

1,847

1,821

2,120

판매비와 관리

1,030

1,231

1,515

1,346

1,562

영업손익

600

397

332

475

558

영업외수익

408

477

1,056

652

892

영업외비용

59

70

307

124

112

법인세차감전

949

804

1,082

1,002

1,338

당기순이익

704

590

875

910

1,050

주식배당금

280

240

320

340

340

액면배당률

140%

120%

160%

170%

170%

주 : 2010년도 상반기중 25 : 1 액면분할 실시/주식배당금은 원 단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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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들로 인하여 당사는 꾸준한 매출 증가와 매출 총이익 증
가를 기록하고 있다.

제3절 소 결

이상으로 우리나라 생산자서비스업의 몇몇 기업들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생산자서비스 업종에서의 기업의 성공 요인을 모색하기 위하여
각 세부 업종별로 특징적인 기업들을 선발하였다. 인력공급업 분야에서
는 윤리적이고 인격적인 경영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삼구아이앤씨를 선
정하였고, 연구개발업 분야에서는 기업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일반 컴
퓨터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인 ‘알’ 시리즈로 잘
알려진 이스트소프트를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서비스 부문에서
는 광고 분야를 선택하였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광고 업체인 제일기
획을 선정하였다.
삼구아이앤씨의 경우, 업종의 특성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어려운
저부가가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파견 및 용역 근로자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본사와의 신뢰와 유대감을 강화하고 이
를 통해 파견 기업으로서의 명성과 사용 기업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력은 사용 기업의 신뢰와 계약 재갱신으로 이어져 꾸
준한 매출 유지 및 증가로 연결되고 있었다. 또한 CEO의 윤리적인 경
영에 대한 철학과 조직 운영이 기업의 경쟁력의 원천으로 자리잡고 있
었다.
이스트소프트의 경우, 기업의 역사나 규모는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컴퓨터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자
하는 목표와 근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개발 잠재력, 그리고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젊은 CEO의 철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직원
들이 열정을 가지고 창의력을 발휘하여 꾸준히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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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기획의 경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광고 업체로서 참신하고 독특
한 광고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이러한 창작활동의 이면에는 직원
들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의 모든 중심을 창조경영에 맞
추고 있는 기업의 지원이 자리하고 있었다. 근로자들의 전문성을 중시
하고, 이러한 전문성을 기업과 고객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발휘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업들은 사업 분야도 다르고 기업의 성격도 다르지
만 한 가지 공통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근로자들을 기업의중
심으로 생각하고, 직원들이 본인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을 기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생산자서비스
업은 업종이 다양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성격의 기업들이 혼재되어 있
지만 한 가지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은 직원들이 기본적인 능
력을 갖추고 또 이러한 능력을 회사를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
어야만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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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생산자서비스업의 고용창출 전략과 정책과제

1. 고용에 있어 생산자서비스업의 중요성
산업을 불문하고 우리나라에서 일자리창출 여력이 약화되는 것은 추
세적 현상으로 보인다. 우리 산업 전체적으로 10억 원어치를 생산하기
위하여 직접 고용되는 취업자 수를 의미하는 취업계수나,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고용까지를 포함하는 취업유발계수를 보더라도 2000년 이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 취업계수를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하락하고
있으나 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또한 취업
유발계수도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하여 크며, 그간 제조업은 일자리가
감소하거나 정체되고 있음에 비해 서비스업에서는 일자리는 증가하고
있어 서비스 부문이 전체 일자리 감소의 완충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이제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부문에서 일자리창
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서비스업에서의 일자리창출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궁극적으로는 서비스 산업의 지속적 경쟁력 확보, 즉 고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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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과 함께하는 고용창출이어야 한다. 그간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은
부가가치가 낮아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낮은
노동생산성과 부가가치가 그나마 서비스업에서의 상대적으로 풍부한
고용흡수의 원동력이 되어 왔던 측면도 있다. 총부가가치에서 부가가치
가 차지하는 비중은 제조업의 경우에는 증가하고 있으나 서비스업은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는 제조업이 지속적으로 기술혁신 등을 통해 고부가치화
를 추구한 반면, 글로벌 경쟁에 상대적으로 노출되지 않은 서비스업은
혁신이 미흡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국의 서비스업 부가가치
수준은 OECD 30개국 중 거의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측면
에서 보면 한국의 서비스업은 부가가치를 높이면서도 고용창출력을 배
가하는 질적 성장을 모색해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편, 서비스업 내에서 일자리창출 여력도 모두가 같지는 않다. 도소
매, 음식․숙박업 등의 개인서비스업이나 운수․통신․금융업 등에서의
일자리 성과는 부진한 반면, 사업서비스업으로 대표되는 생산자서비스
업, 공공서비스업 등이 서비스업의 일자리창출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서비스업 가운데 생산자서비스업은 혁신을 추동하여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 들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다. 특히 연구개발을 비롯해 디자인, 법률․회계, 정보서비스 등 전
문사업서비스 분야는 전산업에 걸쳐 산업연관 효과도 높고 산업 혁신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분야다. 더구나 생산자서비스업은 높
은 고용탄성치를 보여주고 있어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
로 클 뿐 아니라 산업연관 효과도 높아 타 산업에의 고용유발 효과도
큰 분야다. 이는 생산자서비스업이 산업의 발전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역량이 큰 분야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고용 및 부가가치 비중
에서 보면, 우리나라 생산자서비스업은 국제비교에서 둘 모두에서 상대
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은 분야임을 보
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 측면에서 생산자

제9장 결 론

389

서비스업은 그동안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이들 업종에서 고용은 증가하고 있으나 생산성 증가가 크게 둔화되어
혁신을 선도하는 기능에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산업의 경쟁력
및 고용의 질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더구나 산업경쟁력을 강화
하면서 동시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쉬운 일
이 아니다. 여기에다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생산자서비스업은 인력공급
업으로부터 회계․법률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매우 이질적이고 다양한
업종을 포괄하기 때문에 고용구조 및 특성이 세부 업종별로 매우 상이
하며 고용창출 능력에서도 업종 간 편차가 매우 크다.
이는 고용창출에 있어서 생산자서비스업의 중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 산업의 발전 전략으로부터 일자리창출 역
량을 진단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2. 생산자서비스업의 특성과 고용창출 역량
이제까지의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우리나라 생산자서비스업 전체로
보면 고용창출 효과는 크나 여전히 저부가가치 산업 영역에 머물고 있
다. 즉, 저숙련 노동투입 중심으로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고용을 많이 흡
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 부문의 경쟁력 제고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추구되어야 하는바, 고숙련 전문인력의 투입에 의한 고부가가치
화를 통하여 달성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생산자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좋은 일자리의 창출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전략
이기도 하다. 이제 앞의 논의를 종합하여 생산자서비스업의 산업과 고
용의 특성, 그리고 고용창출 역량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2009년 현재 생산자서비스업 사업체 수가 전산업 사업체 수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8.8%이며, 종사자 수의 비중은 17.7%이다. 사업체
수는 부동산 및 임대업이 생산자서비스산업 사업체의 43.5%를 차지하
지만, 종사자 수로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사자가가 24.5%, 사
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종사자가 23.5%, 금융 및 보험업 종사
자가 22.9%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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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생산자서비스 부문에서의 고용변화는 고용 비중이 큰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전문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
가하였다. 이외에도,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과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 연구개발업에서도 종사자 수가 30% 이상 크게
증가하였으나 그 고용 비중이 작기 때문에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다. 즉 생산자서비스 부문에서의 고용성장은 고부가가치
업종과 저부가가치 업종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나, 저부가가치 업종
의 고용성장이 수적으로 고부가가치 업종을 능가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고용보험 취득과 상실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과
금융 및 보험업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이 업종에서 채용과 이직
이 원활함을 알 수 있다. 고용보험 순수 취득자 수로 보면, 사업시설관
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순수 취득자 수가 감
소하고 있어 순고용이 둔화되고 있다. 순수 취득자의 사업장 규모별 분
포를 보면, 500인 이상 기업은 10% 수준에 불과하며, 62%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실제 고용이 증
가했음을 보여준다.
넷째, 생산자서비스 업종의 연령별 인력구조를 보면, 전문직을 주로
고용한 기업과 단순직을 고용한 기업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금융
보험업의 인력구조는 정규직 중심의 인력구조로서 비정규직 및 단기근
속자의 규모가 작고, 60세 정년 이후 고령자 고용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데 비해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청장년 중심의 인력구조를 갖지만, 비정규직 또는 단기근속
자의 비율이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저부가가치 업종인 부동산 및 임대
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연령별 인력구조
가 모두 40대 이상의 중고령 인력의 규모가 크고 모든 연령대에서 비정
규직 및 단기 근속자의 비율이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다섯째, 생산자서비스 부문의 업종이 고부가가치 업종과 저부가가치
업종으로 구분됨에 따라, 이 부문의 직종도 저임금 직업과 고임금 직업
이 혼재되어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전문가와 사무직의 경우에는 임
시․일용근로 형태의 비정규직 비율이 낮은 반면, 창작 및 공연관련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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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 배달원, 부동산 중개인, 판매원, 계기검침 및 수금원, 경비원, 청소
원 등의 직업에서는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직업의 비정
규직 비율은 비생산자서비스 부문에 비교할 때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
이다.
여섯째, 다른 조건이 유사할 경우 생산자서비스 부문의 임금수준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약 9.3% 정도 높으며, 비생산자서비스 부문에 비
해서는 약 12.5%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산자서비스 부문 내
부에서는 임금수준이 금융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출판, 영
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부
동산 및 임대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생산자서비스업의 인적자원관리 제도 역시 업종의 특성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능력수준과 동기수
준이 달라지게 되고, 기업의 역량수준도 달리 나타나고 있다. 금융 및
보험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 다른 생산자서비스 분야에 비
해 교육훈련, 경력개발을 포함한 전반적인 인적자원관리에 있어서 더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생산자서비스업의 고용증가는 고부가가
치 업종에서도 나타났지만, 고용 비중으로 살펴보면 전형적인 저부가가
치 업종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한 것임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업종은 이직률이 높고 비정규직 고용이 많으며,
중고령층 고용이 일반화되어 있고 또한 주로 인력공급업의 고용성장에
의해서 주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 방향에 있어 고용의 질을 제고
하는 측면을 더욱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고부가가치 업종에 속
하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고용도 증가했지만, 고용보험 취득
과 상실을 고려한 순수 취득자의 변화로 보게 되면 그 증가 추세가 둔
화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업종의 인력 구성은 고학력 청장
년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동시에 청장년층에서 단기근
속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러한 업종에서 금융보험업과 같
이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되지 못하고. 청장년 전문인력이 고용안정성이
나 근로조건의 문제로 인하여 잦은 이직을 선택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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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부가가치 업종에서 지속적인 고용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고용안정성과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한편, 생산자서비스업의 일자리창출 역량을 보면, 현재 생산자서비스
업의 고용 비중은 G7 국가와 약 5%포인트 정도 격차가 나고 있지만 향
후 10년 정도면 G7 국가의 생산자서비스업의 취업자 비중을 따라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생산자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2011～20년의 10년 기간 동안 41.9% 증가하여 약 4,871천 명에 이를 것
으로 전망된다.

3. 생산자서비스업의 고용창출 전략과 과제
이미 지적하였듯이, 생산자서비스업에서의 고용 전략의 방향은 고부
가가치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즉, 고용친화적
인 산업정책이 고용 전략에서도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고용 전략의
최대 목표가 고용 극대화라 하더라도 고용 증가에 상응하는 생산성 증
가가 수반되지 않으면 그러한 고용 확대는 지속가능하지 않거나 고용의
질을 떨어뜨려 고용구조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즉 고용과 생산성
의 동반 성장을 위한 전략 수립이 고용 전략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질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러한 방향하에서 생산자서비스업의 고용창출 전략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첫째, 생산자서비스 분야 세부 업종별 다양성과 이질성을 고려한 맞
춤형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생산자서비스업 가운데에서도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관련업과 부
동산업 등은 대체로 고용 증가가 생산성 증가를 수반하면서 이루어졌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부문에서의 과제는 기본적인 생산 및 고용
구조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시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될
것이다.
반면에 컨설팅, 조사, 인력공급업 등 사업지원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고용은 비교적 많이 증가하였으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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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은 그다지 증가하지 못했거나 오히려 감소한 업종이다. 이들 업
종에서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덜 생산적인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은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는 있지만 저부가가
치 수요에 집중되어 있거나, 공급 측면에서 고부가가치 수요를 견인해
내고 있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다. 이들 부문은 진입장벽이 낮아 상대적
으로 입직 및 창업이 쉽고, 제조업의 발전 등으로 수요가 확대되면서 고
용이 많이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그만큼 사업이 불안정하고 영세한 경우
가 많다. 이 유형의 서비스시장을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의
강구와 그에 부응하는 양질의 노동력 공급을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
다. 이와 관련하여 스웨덴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 대표적인 생산자서비스로 정
착하였다. 스웨덴에서는 각종 경영 관련 컨설팅, 마케팅 대행 등 고급
전문인력이 서비스 생산의 주요 투입 요소가 되는 고부가가치 업종이
총 사업서비스 고용의 과반수를 차지하나 한국은 인력․경비․청소 등
단순 사업지원서비스가 총 사업서비스 고용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특히 스웨덴에서는 IT 제조기업에 시장조사 및 전망 분석, 협력업체 소
개, 제품에 대한 기술적 조언, 법률 상담 등의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
하는 IT컨설팅이 발달하고 있다. 여기서는 경쟁력을 가진 IT 제조업에
연구기관과 사업서비스 기업을 집적시킨 산업 클러스터의 발달과 공격
적 R&D 활동, 양질의 고등교육 등이 이 분야의 고부가가치와 높은 고
용을 동시에 창출하는 원천이 되고 있다고 한다.80)
또한 인력공급업의 경우에는 적절한 규제 조정을 통하여 전문화를 바
탕으로 한 대형화와 사업 다각화를 꾀하여 부가가치를 올리면서 일자리
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 민간고용서비
스 시장은 양적으로 급성장했으나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고 전문성이 떨
어져 서비스의 질이 낮고 종사자의 근로조건도 취약하다. 먼저 인력공
급업과 관련된 가격, 업역 등에 관한 시장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고용서
비스 내용을 다양하고 고급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인력공급업이 노동
력 상품의 거래를 주로 하는 서비스인 만큼 다른 산업과는 달리 공공성
80)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손민중(2009)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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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시장성을 조화시키는 방안이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제7장에서
거론하였다시피 사업자의 엄격한 도덕 윤리와 책무성을 확보하도록 하
는 것 이외로 금융감독에 해당하는 고용서비스 기업 감독 방안을 마련
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생산자서비스업으로서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는 대체로 투
입노동을 줄임으로써 산출 효율을 증가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일종
의 구조조정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위적인 개입은 오히려 장
애가 될 수 있다. 다만, 과도한 진입규제와 영업규제를 완화해 투자확대
를 유도하고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
도한 규제완화의 결과로 최근 금융위기를 겪은 선진국과 달리 본래 규
제가 강한 한국은 규제완화가 아직도 필요한 방향이라 본다. 특히 은행
업은 증권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가가치 창출이 미흡하지만 사업 리스
크가 적어 고용안정성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창출에 유리한 측면이 있음
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외로 고용 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모두 상대적으로 저조한
생산자서비스 업종이 있다면 이 경우에는 더 이상의 산업의 양적 확대
가 한계에 봉착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고용 측면에서의 정책적
노력에 앞서 업종의 선진화․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시장을 재편하는 것
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면서도 시급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체계적인 인력양성 시스템의 구축이다. 이는 유형과
관계없이 거의 모든 생산자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일자리창출을
함께 꾀함에 있어 필요한 전략이자 과제다. 노동이 상품의 품질 자체인
서비스 산업의 특성상 고용 증가를 동반하면서 고부가가치를 이루고 있
는 분야에서는 성장을 선도하고 지속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그렇지 않
은 분야에서는 혁신을 꾀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
기 위한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분야별 고부가가치화를 꾀하는 전략하에서 인력수요에 기초하여 정
규교육, 특히 고등교육기관, 연구기관, 민간 전문교육훈련기관 등과 산
업체의 협력을 통해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분야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앞서 소개하였던 스웨덴의 경우에는 대학이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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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 내 입주 기업들과 적극적인 산학협력을 통해 필요한 인력공급
및 연구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전형적인 산학 클러스터의 사례를 보여주
고 있다. 또한 양성된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자격과 직무능력에 따라 보
상수준이 결정되도록 하는 직무 중심의 인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
다. 고용이 불안정하고 이직이 잦은 사업지원서비스 분야에서는 노동시
장의 특성을 고려해 개별기업 대신 관련 협회 또는 전문기관이 인력양
성과 고용 정보제공 등의 고용서비스 기능까지 제공하도록 하는 시스템
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품개발 및 운
용, 자산관리, 리스크 관리 등 금융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
하여 교육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전문직 제도의 도입과 직무별 채용 등
인사 제도를 개선해 금융 전문인력의 양성을 촉진하고, 과감한 인센티
브를 통해 해외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제2절 시리즈 연구의 종합과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2009년 기획된 ｢고용구조 선진화를 위한 서비스 산업의 일
자리창출 역량제고 방안｣의 시리즈로서 3개년 계획의 최종 연구가 되기
에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 내용을 종합하고 서비스 산업 전반에서의
일자리창출 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년차 연구에서는 전체 서비스 산업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
서비스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용구조상 변화의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노동생산성, 숙련, 노동이동 등 다양한 분석지표를 이용하여
서비스 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창출 여력을 탐색하였다.
여기에서는 우리 경제가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하면 고용 없는 성장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서비스업이 성장해야 고용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
는 것을 분석을 통하여 밝혔으며, 서비스업의 성장을 추동하는 동력은
일차적으로는 서비스 수요의 확대라는 사실에서 일자리창출의 여력을
분석하였다. 서비스 수요의 확대 가능성은 가계의 최종 소비지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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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탄력성의 크기, 총수요의 분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검토하였는
데, 그중에서도 특히 생산자서비스업은 소득탄력성이 높고 가격탄력성
은 낮아 소득 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 및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클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숙련구조를 인지적 숙련, 육체적 숙련, 미세 숙련, 상호적
숙련 등 네 가지 차원의 지표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서비스 부문에서는
전문화로 인한 고숙련화, 아웃소싱에 의한 탈숙련화가 복합적으로 작용
하여 한편에서는 고숙련 노동이 만들어지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육체노
동을 수반하는 저숙련 노동도 함께 양산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하지
만 전체적으로는 서비스업 내에서 인지적 숙련이 감소하고 저숙련 노동
수요가 증가하는 업종 위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서비스
부문에서 탈숙련화가 진행되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서비스 산업의 인적자원관리, 인력양성 및 자격제도, 고용서비스도
서비스 분야별로 분석을 하였는데, 같은 서비스 산업이라고 할지라도
유통서비스, 생산자서비스, 사회서비스, 개인서비스 분야는 인력의 유입,
이직관리, 숙련형성 및 교육훈련, 고용서비스 등에 있어 각기 상당히 다
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각 분야들은 자신들의 업종 특성에 맞는 노동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도 서비스 산업에 대한 일률적인 접근보다는 각 분야의 특색에 맞는 세
분화되고 특성화된 시스템 구축 방안이 모색하여야 함을 제안하였다.
2년차 연구에서는 1차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업 중 문화 산업과
관광 산업을 전략서비스 부문으로 선택하여 이들 업종에서 서비스의 양
적 확충과 질 제고를 함께 도모하는 일자리창출 방안을 모색하였다. 문
화 산업과 관광 산업은 소득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서비스수요가 급속히
확대되고 고부가가치 창출의 가능성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
다. 하지만 이들 산업은 영세성과 전문성 부족, 기업 간․산업 간 협업
문화의 미정착 등으로 인해 산업 발전에 한계가 있으며, 특히 고부가가
치 창출에 있어 인적자원이 그 어느 부문보다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인적자원개발 체제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여 필요한 양질의 인력을 충
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 부문에서 산업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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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양질의 고용확대가 함께 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 의식하에서 2년차 연구에서는 문화 산업과
관광 산업의 범주의 식별과 분류, 현황과 특징, 발전 방안 등의 산업연
구 및 실증분석을 시도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산업의 고용창출 전략 모
색의 일환으로 이 분야 직업전망과 인력양성 방안, 그리고 이 분야 네
개 기업 및 유형별 사회적 기업의 사례연구를 수행하고 분석 결과를 토
대로 일자리창출 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화 산업과 관광 산업의 분류체계가 정비되지 않아 분석이 어려운
가운데 국제비교와 가용한 통계의 조작적 정의를 통하여 이들 각 산업
의 고용 현황을 밝혔으며, 무엇보다도 국제기준과 유사하게 보편적인
접근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산업의 범주화, 분류체계 및 조사 방
식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문화 산업의 특성을 SWOT
분석을 통하여 분석하고 지적재산권 보호와 공정경쟁 강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 창의적 영역의 분업화, R&D 확대, 정보비대칭 축소를 통한 자
금조달의 원활화 등을 통한 시장창출, 그리고 글로벌 진출 및 상호교류
전략을 과제로서 제시하였다. 관광 산업의 현황은 경쟁력지수, 노동생산
성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생산성과 국제경쟁력이
낮은 관광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우선은 기업 주도의 가격경쟁력, 인적
자원경쟁력, 기술경쟁력 제고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는 시장창출지원책
으로서 벤처지원, 창업촉진 등을 포함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
지속적인 규제완화정책을 펼쳐 나가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 산업
의 고용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였는데, 문화 산업의 경우에는 핵심 문화
인력의 평균 연령이 낮고 임금수준은 높으나 일자리 유지율과 평균 근
속기간은 상대적으로 낮기에 이들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책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영세 자영부문 지원책을 강구하고 이들 부문 이
직자가 성장 부문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및 고용지
원서비스를 강구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관광 산업의 경우에는 소규모
일지라도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는 관광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의
식적이고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인력관리 및 인력양성과 관련하여서는 유망직업을 제시한 후 이와 연

398

고용구조 선진화를 위한 서비스산업의 일자리창출 역량제고 방안(Ⅲ)

계한 문화․관광서비스 분야의 인력양성 체계가 열악함을 밝히고 문
화․관광서비스 분야 직업분류체계 확립, 인재상 정립, 학교교육의 역할
강화,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학습 인프라 구축, 전문가 인증
제 및 자격제도 연계 강화 등을 HRD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문화․관
광서비스 분야 기업 성공사례에서도 재차 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결
국 성공한 기업들은 인재 중심과 존중의 철학이 중심에 있었음을 밝히
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구조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 및 NGO도 사회서비스 확충
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다양한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 기업 가운데 특
히 교육, 문화, 체험여행, 숙박 등 다양한 커뮤니티 서비스와 연결된 문
화․관광 분야 사회적 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
고 향후 발전을 위해서는 인큐베이팅과 같은 상호교류 및 확산 노력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코디네이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3개년도에 걸쳐 이루어진 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일자리창출 전략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우리 경제의 당면한 과제는 고용창출을 동반한 성장인데, 이러
한 측면에서 제조업보다는 고용친화적인 서비스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고용창출의 돌파구를 모
색하여야 한다.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하여 수요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고 산출당 노동투입 비중이 높아 일자리 친화적이다. 더구나 서비스
업은 노동공급의 질이 주된 산출물인 서비스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다는 점에서 서비스업의 고도화 과정에서 특히 고숙련 노동에 친화적이
어서 고용의 질을 제고하고 고학력 청년층 고용 문제를 푸는 데에도 실
마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양적으로 고용이 확대되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이 뒷받
침되어야 산업의 고용구조가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시장이 확대되고 그
결과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서비
스 산업의 고용 전략은 고용과 생산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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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시종일관 이러한 측면에 특히 주
목하여 정책 전략과 과제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셋째, 서비스 산업은 영세소매업에서부터 전문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이질적인 업종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분석과 정책을 모색
함에 있어서 개개의 업종이 직면한 문제에서부터 문제를 푸는 단서에
이르기까지 매우 구체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연구 내내
업종별 특수성을 일차적인 관심사로 두고 업종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접근법을 취하고자 하였다. 업종 간뿐만 아니라 세부 업종 내에서도 분
야에 따라, 업역에 맞추어 정책적 접근을 다르게 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면, 3년차 연구에서 보듯이 같은 생산자서비스업이라 하여도 부가가
치의 정도, 고용창출의 정도에 따라 세부 분야별 특징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는 서비스 산업의 분류체계, 특히 세부 업종의 범주화와 분류체
계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점이다. 이는 3개년 내내 연구의 한계로 작용
하였다. 표준산업분류만으로는 서비스업의 다양한 특성을 포괄하는 데
는 상당한 한계가 있었으며, 특히 2, 3년차 업종별 연구를 함에 있어서
는 국내에서조차 범주와 분류체계가 통일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각
파트별로 조작적 정의에 의하여 분석 범주를 정하고 나름대로의 분류체
계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 하지만 그 근거는 국제적 비교, 선행
연구에 주로 의지하고 있다. 보편적인 개념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
식으로 서비스 산업, 그리고 세부 업종별 분류체계를 재정비하려는 노
력이 필요하다.
다섯째는 서비스업의 성장은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필연적일 수
있지만 구체적인 과정은 변화무쌍하고 매우 역동적이라는 점이다. 재화
에 비해 서비스의 변화 주기가 짧고 정책 변수가 작용할 여지가 많다는
점도 서비스업의 변동성을 증폭시킨다. 이는 항상적으로 변화를 점검하
면서 고용창출에서의 장애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서비스업은 인간의 노동이 핵심 자원이라는
것이다.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투입되고 도전 정신이 작동할 수
있으려면 그에 적합한 인력양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정책대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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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이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여섯째는 규제정책에 대한 재고다. 산업적 측면에서 그간 서비스 산
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강조되어 왔지만 서비스 산업이 가지고 있는 대
인서비스와 감성노동 집약성, 인력관련 서비스의 공공성 측면 등을 고
려할 때 공공성과 시장성을 조화시키는 방안에서 규제정책이 고민되어
야 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사업자의 책무성과 직업윤리가 다른 산
업에 비하여 더 중요한 만큼 이를 키울 수 있는 정책적 노력과 지원방
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서 사회서비스 확충에는 대체로 동의한다고
해도 분야별 성장전략, 즉 우선순위 및 구체적인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커다란 인식차가 존재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모
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규범적(Normative)
인 접근보다는 실증적(Positive) 관점에서 최적의 발전시나리오를 작성
할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는 이에 대하여 일정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기업은 직접적으로 사회서비스 영역만이 아
니라 문화, 관광 분야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주체로서
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에 이에 대하여
는 적극적인 방향에서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3절 연구의 한계와 과제

3개년에 걸쳐 이루어진 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
책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에서는 몇 가지의 한계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서비스 산업, 세부 업종, 특히 분야별 접근에 있어서 분석
범위를 획정하는 것이 가장 큰 연구의 한계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서비스 산업에 대한 세부 분야별 일관된 분류체계에 기초한
연구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분야에 따라 대상 업종의 범위나 분류체계가 일관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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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가 있다.
둘째는 서비스 산업이 가지는 다양성과 이질성으로 인한 분석, 특히
정책 전략이나 과제의 도출의 어려움이다. 영세한 도소매업으로부터 고
부가가치의 전문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또한 동일한 세부 업종 내에서
도 업종 환경이나 생산성, 고용 등이 천차만별이어서 분석이나 정책 제
언을 일반화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다. 이 역시 본 연구의 분석과 논리
전개의 일관성과 구체적 접근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었다.
셋째는 관련한 자료와 정보의 부족 문제로 인한 분석의 한계다. 서비
스 산업, 특히 세부 업종별로 산업 발전과 고용창출을 연계하여 분석한
연구가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한 통계자료도 미흡하였다. 많은
원자료 분석을 시도하였지만 이 경우에도 앞선 범주화와 분류체계의 문
제 등과 겹치면서 분석에 애로가 많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업종별
협회 등의 조사자료, 인터뷰, 사례조사 등을 시도하였지만 이 역시 다양
하고 이질적인 서비스 산업 일반의 특징을 대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
다.
결국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과 함께 가는 고용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는 이제 막 시작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류체계 재정비,
통계조사와 자료의 확충 등을 시도하면서 서비스 산업의 다양한 분야별
로 실증적인 연구가 계속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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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미국의 표준산업분류(SIC)상의 사업서비스 관련 분야
SIC Code

Industry

4812

Radiotelephone Communications

4813

Telephone Communications (No Radiotelephone)

4822

Telegraph &Other Message Communications

4899

Communications Services, NEC

6021

National Commercial Banks

6022

State Commercial Banks

6029

Commercial Banks, NEC

6035

Savings Institution, Federally Chartered

6036

Savings Institutions, Not Federally Chartered

6099

Functions Related To Depository Banking, NEC

6111

Federal &Federally Sponsored Credit Agencies

6141

Personal Credit Institutions

6153

Short-Term Business Credit Institutions

6159

Miscellaneous Business Credit Institution

6162

Mortgage Bankers &Loan Correspondents

6163

Loan Brokers

6172

Finance Lessors

6189

Asset-Backed Securities

6199

Finance Services

6200

Security &Commodity Brokers, Dealers, Exchanges &Services

6211

Security Brokers, Dealers &Flotation Companies

6221

Commodity Contracts Brokers &Dealers

6282

Investment Advice

6311

Life Insurance

6321

Accident &Health Insurance

6324

Hospital &Medical Service Plans

6331

Fire, Marine &Casualty Insurance

6351

Surety Insurance

6361

Title Insurance

6399

Insurance Carriers, N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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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의 계속
SIC Code

Industry

6411

Insurance Agents, Brokers &Service

6500

Real Estate

6510

Real Estate Operators (No Developers) &Lessors

6512

Operators of Nonresidential Buildings

6513

Operators of Apartment Buildings

6519

Lessors of Real Property, NEC

6531

Real Estate Agents &Managers (For Others)

6532

Real Estate Dealers (For Their Own Account)

6552

Land Subdividers &Developers (No Cemeteries)

6770

Blank Checks

6792

Oil Royalty Traders

6794

Patent Owners &Lessors

6795

Mineral Royalty Traders

6798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6799

Investors, NEC

7310

Services-Advertising

7311

Services-Advertising Agencies

7320

Services-Consumer Credit Reporting, Collection Agencies

7330

Services-Mailing, Reproduction, Commercial Art &Photography

7331

Services-Direct Mail Advertising Services

7334

Services-Photocopying and Duplicating Services

7340

Services-To Dwellings &Other Buildings

7350

Services-Miscellaneous Equipment Rental &Leasing

7359

Services-Equipment Rental &Leasing, NEC

7361

Services-Employment Agencies

7363

Services-Help Supply Services

7370

Services-Computer Programming, Data Processing, Etc.

7371

Services-Computer Programming Services

7372

Services-Prepackaged Software

7373

Services-Computer Integrated Systems Design

7374

Services-Computer Processing &Data Preparation

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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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의 계속
SIC Code

Industry

7377

Services-Computer Rental &Leasing

7380

Services-Miscellaneous Business Services

7381

Services-Detective, Guard &Armored Car Services

7384

Services-Photofinishing Laboratories

7385

Services-Telephone Interconnect Systems

7389

Services-Business Services, NEC

8111

Services-Legal Services

8200

Services-Educational Services

8300

Services-Social Services

8351

Services-Child Day Care Services

8600

Services-Membership organizations

8700

Services-Engineering, Accounting, Research, Management

8711

Services-Engineering Services

8731

Services-Commercial Physical &Biological Research

8734

Services-Testing Laboratories

8741

Services-Management Services

8742

Services-Management Consulting Services

8744

Services-Facilities Support Management Services

8748

Business Consulting Services, Not Elsewhere Class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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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생산자서비스산업 사업체 수의 변화
(단위 : 개)
2007～09
증가율

2007

2008

2009

24,425

23,706

24,178

-1.0

11,109

10,516

10,455

-5.9

3,632

3,405

3,393

-6.6

방송업

783

753

739

-5.6

통신업

5,154

5,073

5,123

-0.6

2,415

2,674

3,043

26.0

1,332

1,285

1,425

7.0

37,011

37,493

38,341

3.6

20,417

20,302

20,580

0.8

보험 및 연금업

8,388

8,271

8,179

-2.5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

8,206

8,920

9,582

16.8

124,299

125,078

125,804

1.2

109,459

111,291

112,653

2.9

14,840

13,787

13,151

-11.4

63,808

66,500

67,558

5.9

3,006

3,438

3,496

16.3

29,294

30,648

31,364

7.1

15,638

16,427

16,850

7.8

15,870

15,987

15,848

-0.1

30,146

31,287

32,812

8.8

3,888

4,195

4,717

21.3

26,258

27,092

28,095

7.0

279,689

284,064

288,693

3.2

3,262,925 3,264,782 3,293,558

2.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63)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64～66)
금융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부동산업
임대업; 부동산 제외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0～73)
연구개발업
전문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74～75)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생산자서비스 전체
전산업 전체
자료 : 통계청,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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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생산자서비스산업의 종사자 수의 변화
(단위 : 명)
2007

2008

2009

2007～09
증가율

415,054

420,129

429,109

3.4

184,512

179,058

180,217

-2.3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27,851

27,490

29,068

4.4

방송업

25,713

28,449

27,014

5.1

통신업

103,816

106,726

99,039

-4.6

45,596

50,795

62,512

37.1

27,566

27,611

31,259

13.4

638,528

666,466

682,428

6.9

금융업

265,804

266,631

269,031

1.2

보험 및 연금업

268,071

275,763

269,204

0.4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

104,653

124,072

144,193

37.8

426,978

434,607

444,185

4.0

381,296

389,432

398,609

4.5

45,682

45,175

45,576

-0.2

596,795

689,741

728,398

22.1

연구개발업

101,879

116,226

133,036

30.6

전문서비스업

254,300

297,004

313,335

23.2

194,296

226,340

231,714

19.3

46,320

50,171

50,313

8.6

626,958

661,749

694,417

10.8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128,867

148,966

160,372

24.4

사업지원서비스업

498,091

512,783

534,045

7.2

2,704,313 2,872,692 2,978,537

10.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63)
출판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64～66)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부동산업
임대업; 부동산 제외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0～73)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74～75)

사업서비스 전체
전산업 전체
자료 : 통계청,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

17.0

17.6

17.7

4.3
7.3
3.3

스페인

영 국

미 국

-0.1

이탈리아

0.9

3.2

독 일

네덜란드

1

프랑스

3

0.2

캐나다

한 국

1.9

오스트리아

2005

2.7

8.6

4

0.6

1.3

2.6

6.7

3.9

1.1

4.5

2006

-0.8

5.7

3.6

0.5

7

2

8.8

-0.1

0.4

2.4

2007

1.8

4.5

0.5

2

1.6

-0.3

3.7

..

..

0.3

2008

65-74 금융, 보험, 사업서비스
(부동산업 제외)

<부표 4> 주요국 생산자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

6.1

..

-0.5

-0.7

4.6

0.1

-1.9

..

..

3.3

2009

2.2

4.3

2.2

3.2

5.4

2

2

1.5

2.7

2

2005

2.3

6.3

1.9

2.9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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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 주요국 생산자서비스업의 노동투입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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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6> 주요국 생산자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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