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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은 대표적인 지식산업이면서 동시에 개인, 기업 및 정부에 이르는

각 경제주체의 지식창출과 활용 그리고 파급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21세

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기간산업으로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연구개발 및 지적노

동의 투입이 월등히 높은 지식집약적인 고부가가치산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프

트웨어가 갖는 속성과 소프트웨어산업이 갖는 경제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우

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의 현주소에 대한 동향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구조가 어떻게 변해 왔는가에 대해 IT산업을 IT기기산업, IT서비스업, 소

프트웨어산업으로 구분하여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 2005년 그리고 2009년도 산업연관표를 통하여 IT산업내의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과거 10년간 구조변화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산업 구조변

화의 분석결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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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제적 특징 

소프트웨어의 속성을 OECD[1]는 비체화성, 보완성, 

누적성 그리고 짧은 기술주기와 같이 네 가지로 규정하

고 있다. 먼저 비체화성이란 일단 개발된 제품 및 서비

스가 재생산되기 위해서 지불해야하는 비용이 거의 지

불되지 않거나 매우 적은 비용이 소요되는 속성을 말한

다. 보완성을 갖는 제품 및 서비스는 다른 제품 및 서비

스가 필요하며, 다른 제품 및 서비스와 공진화 또한 필

요로 한다.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제품이 

필요하며, 한 소프트웨어는 다른 보완적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게 된다. 소프트웨어의 또 다른 특성은 누적적 성

격이 강하게 존재한다. 완성된 그리고 최근에 개발된 소

프트웨어는 초기 소프트웨어와 매우 다른 형태를 갖게 

된다. 그러나 어떤 소프트웨어도 초기에 만들어진 소프

트웨어로 지속됨이 없이 자기강화를 하는 누적성을 갖

게 된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의 특징은 기술주기가 

매우 짧다는 점이다. 어떤 소프트웨어도 장기간 사용되

는 경우가 매우 드물며 소프트웨어제품 및 서비스의 수

평적인 기술변화와 수직적 기술변화가 매우 빠르게 이

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소프트웨어는 전통적으로 경제학적 분석에 기본이 되

어 왔던 기존의 전통적인 재화 및 서비스와 비교할 때 

네트워크 구조, 네트워크 외부성, 규모의 경제, 전환비

용(switching cost) 및 잠금효과(lock-in effect) 그리고 

무임승차(free riding)의 문제와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

다. 

네트워크 구조란 각 단계 혹은 부문에서의 개별제품

은 그 자체적인 효용을 갖기 보다는 네트워크상에서 서

로 결합하여 소비자에게 효용을 창출하는 것이다. 네트

워크를 구성하는 부문별 소프트웨어들은 동일한 부문 

내 타 제품들과는 대체재의 관계를 갖지만 서로 다른 부

문의 제품들과는 보완재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

이 네트워크 구조가 갖는 특징이다. 소프트웨어는 단독

으로 사용되어서는 경제적인 가치가 존재하지 않고 하

드웨어, 응용 애플리케이션, 사용자의 능력 등과 보완적

으로 작용하여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여 소비되는 상

품이다. Katz and Shapiro[2]는 이를 시스템경쟁(system 

competition)이라 칭하였다. Microsoft사에 의한 소프트

웨어산업의 독점화는 바로 네트워크 특성에 근거한 지

렛대효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네트워크 효과란 특정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증가할수록 개개 이용자의 가치(또는 효용)는 물론 네트

워크의 총 가치(모든 이용자의 가치의 총합)도 급증하는 

효과를 의미하는데 이를 네트워크 외부성(network 

externality)이라 한다[3]. Katz and Shapiro[4]는 네트

워크 외부성은 직접 네트워크 외부성과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의 두 종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직접 네트워

크 외부성은 동일 제품을 소비하는 사람의 숫자가 증가

하는 것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초래되는 경우다. 전화나 

팩스 등으로 대표되는 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와 온

라인 서비스, 인터넷 등이 직접 네트워크 외부성의 전형

적인 사례들이다.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은 보완재

(complementary goods & services)의 숫자나 종류가 증

가함에 따라 그 제품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이다. 컴퓨터 

서비스는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의 대표적인 예다. 네트

워크의 외부효과는 생산의 관점에서 언급되는 규모의 

경제와 비교하여 수요측면에서 발생하는 규모의 경제

(economics of scale)로 해석 된다. 외부효과의 반복적 

특성은 수요측면에서 규모의 경제를 심화시켜 결국 시

장을 독점적 구조로 만드는 원인이 된다. 전 세계적으로 

OS 시장은 매우 강한 독점적 시장구조를 이루고 있으

며, 응용소프트웨어의 경우 전체적으로 매우 경쟁적인 

시장구조이기는 하지만 개별 소프트웨어의 경우 소수의 

제품이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시장에서 네트

워크 외부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규모의 경제란 소프트웨어의 생산을 위하여 대규모의 

고정비용(fixed cost)이 소요되나 가변비용 및 한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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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ginal cost)이 거의 들지 않는 특징을 의미한다. 소

프트웨어는 제품이 생산되기 전 연구개발 단계에 거의 

모든 투자가 집중되며, 일단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제품

의 형태로 대량생산하는 데에는 대체로 복제비용 정도

의 무시할만한 한계비용만이 존재한다.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산업의 경우 독과점적인 산업구조적 특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

는 시장에서는 시장의 ‘크기’가 매우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하게 되어, 더 많은 사용자를 가진 제품이 품질경쟁

력을 갖게 되고, 단위 생산비용이 낮아짐으로 더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가격경쟁력을 갖게 된다

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후발주자가 기존 시장에 진입

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되거나 보다 앞선 기술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소프트웨어산업은 사용하는 상품을 전환할 때 

가격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즉 소비전환 비용

이 비교적 큰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전환비용 및 잠금 

효과가 존재이다. 개인 및 기업 등 소비자가 하나의 소

프트웨어에서 다른 소프트웨어로 바꾸는 경우 비록 기

능이 유사하다 하더라도 학습비용이 발생하고 소프트웨

어가 경험재의 성격을 갖고 있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높은 전환비용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는 소비자를 기존의 사용 제품에 고착시키는 잠금 효과

가 작용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연구개발 경쟁의 성격을 가지면서

도 개발된 제품은 쉽게 복사할 수 있으므로 무임승차로 

인한 시장실패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무임승차로 인한 시장실패(market failure)는 지적재산

권을 보호하는 특허제도를 통해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

어의 경우처럼 네트워크 외부성이 있을 때에는 이러한 

특허제도가 경쟁기업들 간에 발생하는 네트워크 외부성

을 차단하여 기업의 이윤과 소비자의 효용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허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호환성

을 가진 경쟁기업들 간에 나타나는 수요의 외부효과가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산업은 무임승차로 

인한 기술개발의 인센티브 저하 문제와 지적재산권 제

도로 인한 호환성의 제한으로 감소하는 소비자 효용의 

문제를 동시에 고려한 새로운 정책적 대안모색이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II. 소프트웨어산업의 현 주소  

소프트웨어란 ‘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

변 장치에 대하여 명령·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포

함)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및 

기타 관련 자료’라고 정의 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산업

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이

라고 정의 되고 있다(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그

러나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IT산업이 타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역할이 강조되어오다, 창

조사회에서 IT는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경제사회 전 

영역에 투입되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핵심동력으

로 강조되기 시작하였고, 특히 IT산업 중에서도 소프트

웨어산업은 창조경제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상상력과 창의력 실현의 도구인 소프트웨어가 창조경

제의 핵심방향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소프트웨어는 창의

력‧상상력 기반의 창조지식 창출도구인 동시에, 제품 

고도화와 서비스 혁신의 핵심가치로 新패러다임 견인의 

주역으로 등장하였다. 특히 C-P-N-D의 가치사슬 간 

연계가 강화되면서 소프트웨어는 그 한가운데 있으며,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IT시장을 주도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이 시가총액 세계 

100대 기업 중 소프트웨어기업 비중이 ‘90 15%에서 ‘12 

37%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국외 시장변화와 달리 



 

72  전자통신동향분석 제29권 제2호 2014년 4월  

국내 소프트웨어의 글로벌 경쟁력, 新성장모델 주도는 

여전히 미흡하게 발전하고 있다. 먼저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1.3조불, ‘12)은 반도체의 4배, 자동차의 1.5배로 

매우 큰 시장임에도, 특정국가에 종속(미국-패키지소프

트웨어, 독일·일본-임베디드소프트웨어)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소프트웨어기업의 영세성, 핵심 소프트웨어 기

술경쟁력 약화 등으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중소 소프트웨어기업이 전체 소프트웨

어기업의 과반(50.2%)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500대 

소프트웨어기업 중 국내 기업은 티맥스소프트(295), 핸

디소프트(306), 안철수연구소(309), 더존비즈온(310)에 

4개에 불과(IDC, 2013)하다. 또한 기술격차가 운영체제

(OS)는 3.27년, 빅데이터 2.63년, 인공지능 1.98년으로 

세계적인 소프트웨어국가나 기업에 비해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  

소프트웨어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표 1> 참조), 2012년 우리나라 실질 경제성장율이 2.0%

인데 반해 소프트웨어산업 GDP는 전년대비 5.3%의 성

장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프트웨어산업 

명목 GDP는 17.8조원으로 그 비중은 1.4%에 불과하지

만 소프트웨어산업의 GDP 성장기여율은 3.5%로 높게 

나타났다. 

산업분류상 소프트웨어산업은 패기지소프트웨어와 IT 

서비스로 나누며, 광의로 해석 시 임베디드소프트웨어

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세계 소프트웨어시장

은 전년대비 4.3% 성장한 1조 200억 달러 규모이며, 한

국은 98억 달러 규모로 세계시장 대비 국내시장 규모가 

1.0%에 불과하며(2012년 기준), 패기지소프트웨어의 

경우 0.8%에 불과하고, IT 서비스의 경우 1.0%를 차지

<표 1> 소프트웨어산업의 성장률 및 비중[5]  

(단위: 조원/%)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P

실질 경제성장률  5.2   5.1   2.3   0.3   6.3  3.7  2.0 

소프트웨어산업 실질 GDP 성장률 10.8   2.2   4.0   5.0  0.4  9.1  5.3 

소프트웨어산업 명목 GDP(비중) 
12.1 
 (1.3) 

13.0 
 (1.3) 

13.7 
 (1.3) 

14.5 
 (1.4) 

15.0 
 (1.3) 

16.7 
 (1.3) 

17.8 
 (1.4) 

소프트웨어산업 GDP 성장기여율 2.6  0.6  2.3 20.7  0.1  3.2  3.5 

<출처>: SW산업 주요통계(2013. 3.) 재인용 

<표 2> 세계 소프트웨어시장 전망  

(단위: 억달러/%)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E 2014E 2015E

패키지소프트웨어 3,129  3,094  3,313  3,526   3,739  3,977  4,242   4,538 

IT서비스 6,101  5,950  6,082  6,287   6,495  6,749  7,051   7,366 

합계 9,231  9,044  9,395  9,813  10,234 10,726 11,293  11,904 

<출처>: IDC(2013. 2.), SW산업 주요통계(2013. 3.) 재인용 

<표 3> 국내 소프트웨어시장 전망  

(단위: 억달러/%)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E
 2014

E
 2015

E
 

패키지소프트웨어 27  28  28  29  31   33   35   37  

IT서비스 58  56  61  65  67   70   73   76  

합계 85  84  89  94  98  103  108  113  

<출처>: IDC(2013. 2.), SW산업 주요통계(2013. 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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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광의의 개념으로 임베디드소프트웨어 포함 시, 

세계시장 대비 국내시장 규모는 2.2%로 증가(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국내 비중은 10.6%임)한다(<표 2>, <표 

3> 참조). 

2012년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수출규모는 전년대비 

23.5% 증가한 22.4억 달러에 이르며, 패키지소프트웨어

의 경우 보안업체들의 수출지역 확대와 시스템통합(SI) 

업체들의 솔루션 기반 사업확대로 전년대비 147.3% 증

가한 8.2억 달러에 이른다. IT서비스의 경우 소프트웨

어진흥법의 발효로 인한 대형 IT서비스 업체들의 해외

진출 본격화로 전년대비 30.1% 증가한 14.3억 달러에 

이른다(<표 4> 참조). 

소프트웨어시장의 상대적 규모를 보면, 세계 패키지

소프트웨어 시장은 423조원(2012년 기준)으로 휴대폰 

시장의 1.5배(279조원), 반도체 시장의 1.2배(361조원)

에 이르며, 국내 패키지소프트웨어 시장은 3.5조원

(2012년 기준)으로 세계시장 대비 0.8%에 불과하며, 패

키지소프트웨어기업 중 매출이 300억 초과하는 기업이 

44개에 불과하고 전체 2,180개의 패키지소프트웨어기

업 중 50%에 이르는 기업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이다. 

또한 패키지소프트웨어기업 중 상위 5사가 세계시장의 

41.3%를 차지하며, 국내시장에서는 상위 4개 다국적기

업이 32.2%를 차지하고 있고, IT 서비스의 경우 상위 5

사가 세계시장의 19.3%를 차지하고, 국내시장은 산업

의 특성상 국내 상위 3개사 60.3%를 차지하고 있다(<표 

5> 참조). 

또한, 소프트웨어 산업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지식화, 지능화 추세에 따라 산업, 과학, 사

회 전반에 걸쳐 소프트웨어의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新

소프트웨어시장으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으

로 소프트웨어 산업을 독립형(패기지소프트웨어), 중간

재(임베디드소프트웨어), 부속형(IT서비스)으로 나누었

으나, 소프트웨어가 지적자산과 접목하여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산업 간 융합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그리고 산업, 과학, 사회 전반에 걸쳐 활용되면서 새로

운 거대 新소프트웨어산업을 창출하면서 소프트웨어산

<표 4>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수출현황[7]  

(단위: 억달러/%)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P 
CAGR 

(07-12)

패키지소프트웨어 
수출액 

(성장률) 

 1.5 

(26.2) 

  1.3 

(-9.6) 

 1.6 

(20.0) 

 3.0 

(89.2) 

 3.3 

 (8.7) 

  8.2 

(147.3) 
40.7 

IT서비스 
수출액 

(성장률) 

 6.3 

 (3.7) 

  7.9 

(24.6) 

 8.6 

 (9.5) 

10.4 

(19.9) 

11.0 

 (5.8) 

14.3 

(30.1) 
17.6 

합계 
수출액 

(성장률) 

 7.8 

 (7.4) 

  9.2  

(18.1) 

10.2  

(11.0) 

13.4  

(30.7) 

14.3  

 (6.5) 

22.4  

(57.2) 
23.5 

<출처>: IT산업 주요통계(2013. 3.) 

<표 5> 소프트웨어분야별 상위기업 시장점유율(’11년 기준) 

구분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합계 

패키지 

소프트웨어 
세계 

MS 
17.8% 

IBM 
 8.7% 

Oracle 
 8.1% 

SAP 
 4.8% 

Symantec 
2.0% 

41.3% 

 
국내 

MS 
10.8% 

Oracle 
 9.7% 

IBM 
 7.0% 

SAP 
 4.7% 

더존비즈온 
2.8% 

35.0% 

IT서비스 세계 
IBM 

 7.1% 
HP 

 4.2% 
Fujitsu 
 3.0% 

Accenture 
 3.0% 

CSC 
1.9% 

19.3% 

 
국내 

삼성SDS 
28.1% 

LG CNS 
18.5% 

SK C&C 
13.7% 

IBM Korea 
 6.6% 

KT 
5.4% 

72.2% 

<출처>: IT산업 주요통계(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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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지식집약적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으로 부상하고 있다.  

新소프트웨어산업은 기존의 IT서비스와는 달리 실시

간으로 발생하는 대용량 데이터를 분석하는 빅데이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자원을 가상화하여 서비스를 제

공하는 클라우드, 각종단말기에 음석 등이 인식되는 지

능형소프트웨어, 기존의 정보보안을 넘어서 타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융합보안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외에도 자

연스런 UI/UX 기술 및 가상 및 증강현실을 제공하는 

실감소프트웨어, 웨어러블 컴퓨팅, 의류형/신체부착형 

컴퓨팅과 같은 휴먼/미래 컴퓨팅, 기존의 응용소프트웨

어의 기능이나 성능을 고도화하거나 혁신적 개념의 소

프트웨어나 앱으로 발전시키는 응용고도화 소프트웨어, 

스마트기기에 내장되어 구동하는 기기내장형 소프트웨

어 분야 등으로 발전하고 있다. <표 6>은 이러한 新소프

트웨어산업에 대한 시장전망을 정리한 것이다. 

III. 소프트웨어산업 구조분석 

1. 구조분석 방법론 

한 나라의 경제에서 특정산업의 지위 및 역할을 분석

하는 데 중요한 분석도구로 산업연관표가 활용되고 있

다. 한 나라의 경제가 여러 산업의 연관구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관점에서 산업연관표의 유용성은 일찍

이 중농주의 학파의 쿤네(Quesnay)가 국가경제의 작동

을 설명하기 위하여 경제행위에서 자연법적 철학을 적

용한 경제표(The Tableau Economique)에서부터 발전

하였다 그러나 산업연관표를 보다 정교한 분석방법론으

로 발전시킨 레온티에프[9]는 여러 산업 간의 연관구조

를 바탕으로 하는 산업연관표 작성 및 분석방법을 적용

하여 미국산업의 투입 및 산출구조에 파악함으로써 핵

심적 경제 분석방법론으로 발전하였다.
1)
 

본 연구에서는 기존 산업연관 분석방법론으로 많이 

활용되는 산업연관표의 거시적 정보를 이용하여 우리나

라 소프트웨어산업의 장기간 산업구조 변화분석을 실시

하고자 한다. 특정산업의 구조변화는 비교적 장기에 걸

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2000년도, 2005년도 그리고 

2009년도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산업효과를 측정하

여 비교하였다.  

산업연관분석은 분석단위인 1년간 투입과 산출의 관

계가 일정하다는 가정에서 산업수요의 변화에 대한 각 

산업의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분석방법이

다. 산업연관 분석관점에 따라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

치유발효과 그리고 고용유발효과를 측정하여 시간별 그

리고 산업별로 측정계수를 비교하는 일반 균형방법이다

[11]. 

본 산업연관 분석모형을 설명하기에 앞서 몇 가지 산

업연관표의 활용방법에 대한 유의사항이 존재한다. 먼

<표 6> 新소프트웨어 시장전망[8] 

 (단위: 억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CAGR  

빅데이터 12,321  13,688  17,207  30,609  33,086  36,707 21.9% 

클라우드  21,308   26,378   33,120  41,845  46,921  52,445  19.7% 

지능형소프트웨어  5,236    6,132    7,116    8,220    9,528   10,920  15.8% 

정보보안  55,405   69,195   83,246 100,804 123,354 153,454  22.6% 

합계  94,269  115,393  140,689 181,478 212,889 253,526  21.9% 

<출처>: SW성과와 향후과제(2012.)  

1) Blaug[10]는 중농주의에서 발견한 경제표는 후에 국가경제의 균

형적 방법론의 선구자인 아담스미스 그리고 알라스 및 레온티에프

에 큰 영향을 미침을 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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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산업연관 분석방법에는 여러 가지 분석방법이 존재

한다. 이 분석방법에는 수요형, 공급형 그리고 혼합형이 

제시되고 있다[12]. 둘째, 산업부분의 분류가 산업연관

표마다 다르게 제시될 수 있다. 한 예로 2000년도에 

404 부분이 제시되었으나, 2005년도에는 403 부분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이를 재분류하고 통합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셋째, 산업연관표의 실측표와 연장표의 차이

이다. 실측표는 직접 자료를 추계하여 작성하나, 연장표

는 실측표에 근거하여 몇 가지 기법을 이용하여 확정한

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연장하는 방법으로 RAS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2)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산업을 외생화하여 산업연

관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방법의 장점은 소프트웨

어산업을 외생화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산업에서 발생하

는 직접효과와 타 산업의 파급을 말하는 간접효과를 측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외생화 분석방법

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생산 활동증가에 따른 다른 산업

의 파급효과를 측정하기 알맞은 분석방법이다. 

<표 7>의 외생화 산업연관표 분석모형을 이용하여 소

프트웨어산업의 생산량 변화에 따른 생산유발, 부가가

치유발 그리고 고용유발계수를 측정할 수 있다. 소프트

웨어산업의 생산량이 1단위 더 추가적으로 증가함에 따

라서 각 생산, 부가가치 그리고 고용이 얼마나 증대하는

지를 보여주는 유발계수는 <표 8>과 같이 측정된다. 

여기서 는 투입계수행렬을 나타내며, 는 부가

가치계수행렬을 그리고 은 고용계수를 말한다. 

<표 7> 소프트웨어산업의 외생화 산업연관표 분석모형 

부문 중간수요 외생부분 수입 총 산출 

방송통신 산업 최종수요

국산 중간투입 

 
 

 

 
 

SW 산업 
 

  

 

수입 

 

 

 

 

 

부가가치 
 

총 투입 
 

 

<표 8>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그리고 고용유발효과 

측정모형 

유발계수 측정모형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고용유발  

2) 한국은행은 2005년까지는 끝자리가 0, 5로 끝나는 해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실측표를 작성하고 3, 8,로 끝나는 해를 대상으로 연장표

작성해오다 2006년부터 산업연관표 연장표를 매년 발표하고 있음.

<표 9> 산업연관분석을 위한 우리나라 산업분류표 

부분 명칭 비교

1 농림 수산 광업 

2 섬유산업 

3 화학산업 

4 철강 및 기계산업 

5 자동차 산업 

6 선박 및 항공기 

7 기타 제조업 

8 전력 가스 수도 

9 건설업 

10 도소매 운송 서비스 

11 금융보험 및 기타사업 

12 공공 행정 보건 기타서비스 

13 IT 기기 
방송,통신기기 및 

전자부품 

14 IT 서비스 유선,무선 방송 포함

15 SW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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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소프트웨어산업의 구조변화분석을 위하여 

404 또는 403 부분을 IT산업과 기타 산업으로 재분류하

였고, 다시 IT산업은 IT기기, IT서비스, 그리고 소프트

웨어산업으로 나누어 15개 산업으로 재분류하여 통합

하였다. 따라서 <표 9>는 15개 산업구성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2. 소프트웨어산업 구조변화 

소프트웨어산업의 구조변화를 보기 위하여 IT산업을 

IT기기, IT서비스, 그리고 소프트웨어산업으로 구분하

여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그리고 고용유발계

수를 구하여 그 변화를 <표 10>과 같이 나타냈으며 이

를 (그림 1)로 정리하였다. 

먼저 전체 IT산업의 경우에 생산유발계수는 2000년

도에 1.37에서 2005년도에 1.43, 2009년도에 1.46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IT기기부문의 생산유발계수의 감소세

에도 불구하고 IT서비스와 소프트웨어산업에서 생산유

발계수의 증가에 기인한다. 특히 소프트웨어산업에서 

생산유발계수가 2000년도에서 2005년도에 큰 폭으로 

증가(1.59→ 1.70)하였고, 2009년도에도 구조변화를 유

지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유발계수를 보면 전체 IT산업의 경

우에 2000년도에 0.54에서 2005년 0.51, 2009년도에 

0.47로 감소하였다. 이는 IT기기산업의 부가가치유발계

수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IT서비스와 소프트

웨어 부문에서 부가가치유발계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이러한 부가가치유발계수감소의 주요한 

원인은 해외부분에서 수입증대가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0억원당 고용유발계수는 IT산업에서 2000년도에 

13명에서 2005년도에는 7명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2009년도에는 더욱 감소하여 6명을 나타냈다. 이러한 

감소원인은 IT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빠른 자본심화

(Capital Deepening)가 진행되고 있으며, 자본심화로 인

한 수입증대로 인한 부가가치 감소를 동반하게 된 것으

로 분석된다. IT산업에 대한 세 분류 즉 IT기기, IT서비

스, 그리고 소프트웨어산업의 고용유발계수 감소율을 

보면 IT기기> IT서비스> 소프트웨어산업 순으로 나타나

며,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우 2000년도에 고용유발계수

는 13명에서 2005년도 13명, 2009년12명으로 그 감소

폭이 IT기기나 IT서비스에 비해 훨씬 적게 나타나고 고

<표 10> 우리나라 IT산업 구조변화 

부문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고용유발 
(명/10 억원당)

2000 2005 2009 2000 2005 2009 2000 2005 2009
IT 

산업 
1.37 1.43 1.46 0.54 0.51 0.47 13.14 7.37 6.03

IT 
기기 

2.05 1.78 1.74 0.45 0.53 0.52 13.37 7.38 5.30

IT 
서비스 

1.62 1.69 1.70 0.90 0.86 0.85 13.11 10.17 9.45

소프트웨어 
산업 

1.59 1.70 1.69 0.93 0.80 0.79 13.45 12.80 11.70

 

(그림 1) 우리나라 IT산업 구조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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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유발효과도 타 산업 대비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

되었다.
3)
   

우리나라 IT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변화는 결과적

으로 생산유발계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유발계수와 고용유발계수가 감소하였고, 특히 

고용유발계수의 경우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IT산

업이 국민경제에 대한 IT산업의 핵심역할에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따라서 미래 지속적인 IT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IT산업의 자체 부가가치창출능력을 높

이고, 고용증대방안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수단이 필요

하다고 볼 수 있다.  

IT기기산업의 경우 생산유발계수는 점진적으로 감소

하였고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증가하였으나, 고용유발계

수의 경우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T

기기산업이 중간재에 대한 국산화율이 낮아 수입유발 

비율이 높고, 부품 소재의 해외의존도가 여전히 높기 때

문에 부가가치유발계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경제파급 효

과가 하락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IT서비

스산업의 경우 생산유발계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

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감소하였고, 고용유발계수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T서비스산업

에 대해서 고용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우 생산유발계수가 점진

적으로 증가한 반면, 부가가치유발계수는 감소하고 고

용유발계수의 경우 타 IT산업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하였다. 소프트웨어산업에 있어 부가가치유발

계수가 하락하는 주요 원인은 해외 소프트웨어 로열티 

지급 등 수입 제품 의존도가 타 산업에 비해 높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소프트웨어산업이 최근에 들어 수출

이 크게 증대하면서 생산유발효과 효과가 증대하고, 중

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유발효과가 타 산업 대비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우리나라의 IT산업은 IT기기산업의 수출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를 이끌어 왔으나, IT기기산업이 중간재 수입 의존

적인 산업구조와 기술구조를 갖고 있어 단위 생산당 국

내경제 파급효과가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IT서

비스나 소프트웨어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심하게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IT산업의 경

제적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IT기기 산업에 대한 

생산유발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유지하면서 상대

적으로 부가가치유발효과가 높은 IT서비스나 소프트웨

어산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고용확대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IV. 시사점 

본 연구에서 살펴본 분석방법은 산업연관표에 의한 

특정 산업구조분석을 거시적이고 포괄적 산업의 투입

(Input)과 산출(Output)정보를 정리한 산업연관표에 의

한 산업구조변화 추이분석으로 적용해보았다. 특히 본 

연구결과는 장기적인 산업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미래 해

당 산업구조변화에 대한 진화방향을 파악할 수 있기 때

문에 중요한 산업구조분석으로 의의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 2005년 그리고 2009년도 산

업연관표를 통하여 IT산업, 특히 소프트웨어산업에 대

한 과거 10년간 구조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가장 중요

한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IT산업구조가 생산유발계수에

서는 점진적으로 증대하였으나, 부가가치창출 및 고용

유발에서는 취약한 구조로 변화하고 있었다. 이는 IT산

업이 수출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

출하는 등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오는 핵심 성장동력이었

으나, 중간재 수입의존적인 산업구조와 기술구조로 단

3) 우리나라 전산업의 경우 고용유발계수는 2005년 10.1, 2009년

8.8이며, 제조업의 경우 2005년 8.3, 2009년7.2이며, 서비스의

경우 2005년 14.2, 2009년 12.9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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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생산 당 국내경제 파급효과가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소프트웨어산업

의 경우 생산유발계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한 반면, 부가

가치유발계수는 감소하고 고용유발계수의 경우 타 IT산

업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하였다. 이는 소프

트웨어산업이 최근에 들어 수출이 크게 증대하면서 생

산유발효과 효과가 증대하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유발효과가 타 산업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구조변화의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정책적 시사점

을 간단하게 제시하면, 미래 바람직한 기술 및 산업 정

책방향은 기술적으로 해외 수입의존도가 높은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2000년도부터 증

가하고 있는 해외기술 의존도는 국내 IT산업의 부가가

치 창출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또한 산업정책적 측면

에서 대기업 중심의 IT산업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부가가치창출과 고용증대에 핵심적 역할

을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IT기기산업의 성장 한계를 방지하고, 

IT서비스업의 새로운 성장축을 마련하기 위해 소프트웨

어와 하드웨어를 융합해 새로운 고부가가치 제품 및 서

비스를 확립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을 마련해야한다. 정

부도 소프트웨어를 한 분야로 떼어내어 육성,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통산업의 혁신이라는 차원에서 소프

트웨어와의 융합활성화로 지원정책의 방향을 잡아 IT기

기산업과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 융합기술을 개발하는 

기술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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