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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는 고용과 성장이 엇박자를 내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가 내걸고 있는‘창조경제’
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여 진다.
창조경제는 ICT 등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등을 창출하자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에 개별 산업으로 존재하면서도 타산업과 융합되어 있는 인터넷 경제를 인터넷
기반∙인터넷 접속∙인터넷 활용산업으로 분류하여 일자리 창출효과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다.
이에 따르면 ⅰ) 인터넷 경제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전체 산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앞서고 있으며, ⅱ) 세부적으로는 인터넷 활용산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효과가
인터넷 경제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견인하고 있고, ⅲ) 개별 기업 단위로 인터넷 활용에
대한 일자리 창출효과를 분석해 보면 제조업에 속한 기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Ⅰ. 서론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고용 없는 성장’
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GDP대비 고용탄력도(2004년�
2008년)1가 0.22에 머물러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중에서 가장 낮다는
아시아개발은행의 발표2나 2010년 취업유발계수가 12.3명으로
전년대비 1.1명 감소했다는 한국은행의 발표3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1 일정 기간 GDP 성장률의 단위당 증감(%포인트) 대비 고용 변화율 증감.
2 Economy Insight 19호.(2013년 11월 26일 현재, http://www.economyinsight.co.kr/

news/articleView.html?idx).
3 한겨레신문, 2012년 5월 30일 기사(2013년 11월 26일 현재, http://www.hani.co.kr/

arti/economy/economy_general/535405.html).

10

박근혜 정부가 출범과 함께 창조경제(Creative Economy)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것은 이러한 경제성장과 고용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정부는 창조경제의 개념을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가치로 두고 새로운 부가가치∙일자리∙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경제’혹은‘국민의 창의성과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경제’
로 설명4하고 있다. 이러한 창조경제에
관한 최근의 설문조사5에서는 ⅰ) 창조경제의 개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ⅱ) 추진할 만하며, ⅲ)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창조경제의 개념을 경제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우선, 경제란 경제주체의 유상적 생산
활동으로 정의되며, 그 규모는 GDP로 측정된다. 이러한 개념을
적용해 보면, 창조경제란 경제주체의 기존의 생산활동에 대하여
창조성∙ICT∙과학기술을 융합시켜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것으로서 이는 GDP도 성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것을 다시 산업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산업이란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 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단위의 집합으로 정의되며, 각 산업 최종산출물의 부가가치의

4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 2013년 11월 18일 현재.(https://www.creativekorea.or.kr/

content/intro_1).
5 중앙일보, 2013년 11월 14일 기사(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

2013/11/14/12720001.html?cloc=olink|article|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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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합이 GDP이다. 이러한 산업 개념을 적용해 보면 창조경제란
각 산업별 산업 활동에 대하여 창조성∙ICT∙과학기술의 융합시켜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것으로서 이것 역시도
GDP를 성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개념들은
[그림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a)

(b)

[그림 1] 경제(a) 및 산업(b) 측면의 창조경제 개념

한편, 관련된 해외 설문조사6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창조경제
실현에는 5년 이상이 소요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통신 및 ICT
분야가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과
관련하여 정보통신과 ICT가 산업내 자체 일자리 창출이 아닌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토대로 발전해야한다는 동 설문조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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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은 [그림 1]의 해석과 동일하다. 즉, 창조경제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그 핵심수단인 ICT가 ICT산업 자체내에서의
일자리 창출만이 아니라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ICT산업과 일자리 창출과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창조경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ICT산업은 통계청에 의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42개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특수분류로 분류되어 있어, 7 ICT
산업으로 분류되는 산업내 일자리 변화 추이 분석에는 유용하지
만, 타산업과 융합에 의한 일자리 창출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산업내 일자리와 타산업과의 융합에 의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인터넷 경제를 산업적으로
분류하여 실증분석에 이용한다.

Ⅱ. 인터넷 경제 일자리의 실증분석
1. 인터넷 경제 일자리의 개념 및 추계방법
인터넷 경제에 대해서는 CREC(1999)나 OECD(2012) 등의
다양한 정의가 있다. 특히, OECD는 인터넷 경제를 ⅰ) 인터넷을
6 전자신문, 2013년 11월 6일 기사(http://www.etnews.com/news/economy/

economy/2858637_1493.html).
7 통계청 홈페이지, 정보통신기술(ICT)산업 특수분류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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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게 하는 활동, ⅱ) 인터넷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활동,
ⅲ) 인터넷으로 인한 모든 기타 활동의 3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OECD의 정의 중 범위를 특정하기가 곤란한 ⅲ)을
제외하고 ⅰ)과 ⅱ)를 인터넷 경제로 정의하고 이에 해당하는
산업을 인터넷 장비, 인터넷 접속, 인터넷 활용으로 구분한다.
이상을 표현한 것이 [그림 2]이다. 여기서 좌측의‘인터넷 활용’
은
전산업에 걸친 즉 타산업과 인터넷 산업의 융합효과를 나타내며,
우측의‘인터넷 장비’
,‘인터넷 접속’
,‘인터넷 활용’
은 개별 산업
내의 효과를 의미한다.
한편, 인터넷 경제 일자리는‘인터넷 관련 경제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관련 기업에서 고용하는 일자리’
로 정의하며,
데이터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산업별 일자리 데이터를 기본적
으로 사용하였다. [그림 2]에서의 인터넷 경제 일자리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하나는 수평적 추계
(horizontal estimation)로써 인터넷 사용자 및 기업들이 인터넷
경제 활동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인터넷 장비(전송, 단말, SW) 및
인터넷 접속(유무선 및 방송 서비스, 기타)은 기존의 산업분류 및
이에 속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인터넷경제 일자리를 추계하였다.
다만, 여기에는 산업내 인터넷 활용(인터넷포털, 온라인 정보제공,
온라인 콘텐츠)도 포함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수직적 추계
(vertical estimation)이다. 인터넷 활용 중 기업에서 웹 기획/관리
및 전자거래를 위해 고용한 일자리는 그 특성상 여러 기업 및
산업을 아우르는 형태로 추계되어야 하므로, 기존의 산업별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동일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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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산업에 걸쳐 있는 인터넷 활용 부분을 분리하여 추계하였다.
이상에서 설명한 인터넷 경제의 구성 산업 및 일자리 추계방법을
정리한 것이 <표 1>이다.

[그림 2] 인터넷경제의 산업분류

본고에서 인터넷 경제 일자리를 추계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ⅰ) 경제총조사/전국사업체조사에서 해당 일자리가 파악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적용하였다.8 ⅱ) 그렇지 않은 경우, 즉 특정
산업이 인터넷 활동을‘포함’
하고 있는 경우에는 경제총조사/
전국사업체조사의 세세분류의 일자리에 방송통신산업통계나
콘텐츠산업통계 등의 매출액 비중을 적용하였고, 동질적인 산업
의 비율이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에서의‘(근로자/매출)’
ⅲ) 특정 산업이 인터넷 활동을‘포함’
하고 있고, 동시에 다른

8 각 조사의 일자라는 총근로자를 기준으로 한다. 이에는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를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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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인터넷 경제의 산업 및 일자리 추계
인터넷 경제
대분류 소분류
전송

인
터
넷

단말

장
비
SW

인
터
넷

유무선
및
방송
서비스

접
속

기타

세부내용

추계방법

- 전송기기
- 네트워크장비

- (전체 유선통신기기 대비 매출액 비율)을
유선통신장비제조업(26410) 근로자에 적용

(1) 유선통신
- VOIP/영상전화기

- (전체 유선통신기기 대비 매출액 비율)을
유선통신장비제조업(26410) 근로자에 적용

(2) 무선통신

- 이동전화기제조업(26422) 근로자 전체
적용

(3) 정보기기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263) 근로자
전체 적용

(1) 인터넷 소프트웨어

-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58221)
근로자 전체 적용

(2) 웹호스팅, 과금,
콘텐츠 솔루션 등

-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63112) 근로자
전체 적용
-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62090) => (1)에 포함

(1) 유선통신
- 인터넷전화(기간)
- 초고속망서비스
- 전용회선서비스

- (전체 유선통신서비스 대비 매출액 비율)을
유선통신업(62120) 근로자에 적용

(2) 무선통신
- 데이터통신(2G)
- 데이터통신(3G)
- 전체 무선통신서비스 대비 매출액 비율)을
- 무선 초고속인터넷 무선통신업(61220) 근로자에 적용
서비스
- 무선데이터통신
(3) 통신재판매
- 인터넷전화 (별정)
- 인터넷접속서비스
- 무선통신재판매
(MVNO)

- (전체 통신재판매 대비 매출액 비율)을 무선
통신업재판매업(61291)에 적용

(4) 방송서비스
- IPTV서비스

- (전체 유선방송서비스 대비 매출액 비율)을
유선방송업(60222)에 적용

- PC방

- 컴퓨터게임방운영업(91222) 근로자수 전체
적용

16

<표 1> 계속

인터넷 경제
대분류 소분류
인터넷포털
온라인
정보제공

인
터
넷
활
용

세부내용

추계방법

- 인터넷포털

-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120) 근로자수 전체 적용

- 온라인정보제공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63991) 근로자수 전체 적용

(1) 출판

- 그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63999) 일부

(2) 만화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63991) 포함됨

(3) 음악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63991) 포함됨

(4) 게임

-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21)

(5) 영화
- 온라인영화

- (전체 영화산업 대비 온라인영화 매출액
비율)을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59130)에 적용

온라인
콘텐츠

- (전체 애니메이션산업 대비 온라인 애니메이션
매출액 비율)을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6) 애니메이션
제작업(5911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59120), 영화,
- 온라인 애니메이션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59130)
등에 적용

산업별
전자거래

(7) 광고
- 온라인 광고

- (전 광고업 대비 온라인 광고업 매출액
비율)을 광고업(713)에 적용

(8) 방송

- 인터넷 접속서비스, 온라인정보제공에 포함

(9) 지식정보

- 인터넷포털, 온라인정보제공에 포함

(10) 콘텐츠 솔루션

- 인터넷장비(SW)에 포함

수직적 추계

산업별 웹
수직적 추계
기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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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존의 연구 등을 통해 적절한
비율을 가정하여 추계하였다. ⅳ)일자리 및 이의 기준이 되는
산업분류만을 포함하고, 도소매업과 부품 등은 제외하였다.
ⅴ) 수직적 추계로 일자리를 추계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하나는 업종별 전자거래 일자리이고, 다른 하나는 웹 기획/관리
일자리이다.9 이 중에서 산업별 전자거래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정보화통계 중 산업별/규모별 전자상거래 매출 기업의 비율과
경제총조사 중 전자상거래 매출액 비율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추계하였고, 산업별 웹 기획/관리 부분은 기본적으로 정보화통계
중 산업별/규모별로 홈페이지 보유 기업 비율과 이비즈니스 조사
중 IT인력의 비율을 이용하여 추계하였다.
이상의 ⅰ)�ⅴ) 중에서 특히 ⅴ)의 방법은 창조경제에서 의미
하는 융합에 해당하는 핵심 개념이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하기로 한다.
산업별 전자거래 일자리는 다음과 과정을 통해 추계하였다.
먼저, 정보화통계를 통해 산업별/규모별 전자상거래 판매를 하는
기업수의 비율을 구하고, 이에 전국사업체조사에서 발표되는
산업별/규모별 근로자수를 곱하였다. 이 수치는 산업별/규모별
전자상거래 판매를 하는 기업의 총 근로자수로 이를 산업별 합산
하면, 산업별 수치가 도출된다. 그리고 위의 수치에 산업별 (전자
상거래 매출액/전체 매출액) 비율을 적용하였는데, 이 통계치는

9 물론 이외에도 다양한 인터넷 경제 일자리를 고려할 수 있지만, 본고의 목적이 인터넷 경제

일자리 실증분석을 통한 시사점 제공이라는 점과 위의 두 가지 일자리가 수직적 추계방법의
특성상 각 산업/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자리라는 점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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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의 경우에는 경제총조사에서 발표되었지만, 다른 연도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조사 및 기업활동조사를
이용하여 추정하여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소위 전자상거래 인력
조정계수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그 이유는 동일한 매출을 위해
필요한 인력 수요가 오프라인에 비해 온라인의 경우가 작기 때문
이다. 그러나 이 계수를 산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OECD(2012)에서와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일자리
당 매출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최종적으로 산업별 전자거래
일자리를 추계하였다.
산업별 웹 기획/관리 일자리는 정보화통계를 통해 산업별/규모별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수의 비율을 먼저 구하고, 이에
전국사업체조사에서 발표되는 산업별/규모별 근로자수를 곱하였다.
이 수치는 산업별/규모별 홈페이지가 존재하는 기업의 총 근로자
수로서 이를 산업별 합산하면 산업별 수치가 도출된다. 그리고
위의 수치에 e비즈와 IT활용조사에서 발표되는 산업별 (IT인력/
총근로자) 비율을 적용하였다. 이 비율 역시 일종의 인터넷인력
조정계수로 조정을 해야 하지만, 산출하기가 어려우므로 IT인력이
인터넷과 관련한 웹기획/관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산업별 웹 기획/관리 일자리를 추계하였다.

2. 인터넷 경제 일자리의 추이 및 예측
앞에서 기술한 인터넷 경제 일자리 추계방법에 따라 각 구성
산업의 일자리를 추계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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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인터넷 경제 일자리 추이 및 예측
인터넷 경제 산업
대분류 소분류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CAGR(%) 2013년 2014년 2015년

전송

1,470

1,448

1,279

1,287

1,154

838

-10.63

669

598

535

단말

71,066

61,192

63,609

60,398

65,737

63,139

-2.34

60,222

58,814

57,440

SW

125,081 132,384 130,363 135,293 154,586 159,734

5.01 176,149 184,979 194,251

소계

197,617 195,024 195,250 196,978 221,477 223,712

2.51 237,041 244,392 252,226

유무선
및 방송

18,814

19,023

19,356

18,547

21,408

23,034

4.13

24,975

26,007

27,081

기타

52,787

51,346

47,364

44,951

40,371

42,750

-4.13

39,292

37,669

36,113

소계

71,601

70,369

66,720

63,498

61,779

65,784

-1.68

64,267

63,676

63,194

18,842

22,114

22,477

25,431

27,006

28,590

8.70

33,779

36,717

39,910

16,802

18,822

24,558

28,613

32,470

36,534

16.81

49,845

58,221

68,006

30,668

34,772

40,114

55,987

67,905 100,853

26.88 162,364 206,011 261,391

67,365

67,637

74,234 114,013 136,154 147,712

17.00 202,214 236,596 276,825

133,678 143,345 161,383 224,044 263,535 313,689

18.60 448,202 537,545 646,131

인터넷경제 일자리 402,895 408,738 423,353 484,520 546,791 603,184

8.41 749,510 845,613 961,551

전산업 일자리 15,435,766 15,943,674 16,288,280 16,818,015 17,647,028 18,093,190

3.23 17,647,028 18,093,190 18,093,190

인
터
넷
장
비

인
터
넷
접
속

인
터
넷
활
용

인터넷포털
온라인정보제공
온라인
콘텐츠
산업별
전자거래
산업별 웹
기획/관리
소계

인터넷경제
일자리 비중

2.61%

2.56%

2.60%

2.88%

3.10%

3.33%

-

4.25%

4.67%

5.31%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2011년까지 우리나라의
06년 약 1,544만 개에서 ’
11년 약1,809만 개로
전체 일자리수는 ’
CAGR(연평균복합성장율) 기준 3.23% 증가하였으나, 인터넷
경제 일자리수는 동기간중 약 20만 개가 증가하여 연평균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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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고용없는 성장’시기에도
인터넷 경제 일자리는 여타 산업에 비해 꾸준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a)

(b)

[그림 3] 인터넷 경제 일자리 및 구성 산업의 일자리 추이

이와 같은 인터넷 경제 일자리의 가파른 증가로 인해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동 기간중 2.61%에서 3.33%로
증가하였으나, 인터넷 경제의 구성 산업별로 보면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즉, 인터넷 장비 및 접속 산업은 동기간중 각각
2.51%, -1.68%의 증가율을 보이는 반면 인터넷 활용 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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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인터넷 경제 일자리의
대부분은 인터넷 활용 산업의 일자리에 의하여 견인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을 알기 쉽게 표현하면 [그림 3]과 같다.
한편, 전체 인터넷 경제 일자리에서 그 비중이 ’
06년 33%에서
11년 52%로 급증한 인터넷 활용 산업의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산업과 융합되어 있는 산업별 전자거래 및 산업별 웹 기획/
관리의 일자리의 증가 추이는 산업내로 파급효과가 국한되어 있는
인터넷 경제 구성 산업의 일자리 증가 추이를 압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4] 인터넷 활용 산업의 세부 일자리 추이

다른 하나는 <표 2> 인터넷 경제의 소분류중에서 CAGR이 (-)인
산업과 (+)인 산업의 비교이다. 인터넷 경제의 구성 산업 중
CAGR이 (-)인 산업들은 단순 제조 및 서비스 쪽에 가깝고, (+)인
산업들은 고부가 서비스 산업에 가깝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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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2011년까지의 CAGR을 이용하여 2013년~2015년의
항목별 인터넷 일자리를 예측한 결과는 [그림 4]와 같으며, 2015년
인터넷경제 일자리는 961,551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약
5.31%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터넷 경제의 구성 산업
중 인터넷 활용 산업의 일자리가 646,131명을 차지하여 전체
인터넷 경제 일자리의 67.2%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세가 가파를
것으로 예상된다.

(a)

(b)

[그림 5] 향후 인터넷 경제의 일자리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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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기업의 인터넷 활용에 관한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
앞에서는 2006년�2011년까지의 인터넷 경제 및 그 구성 산업의
일자리 추이를 살펴보고, 향후 2015년까지의 일자리 변화 추이를
예측해 보았다. 그러나 이것은 거시적인 측면의 분석으로서 실제
인터넷을 도입한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는 알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즉, 개별 기업의 데이터보다는 산업 데이터를 중심
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인터넷 활용에 대한 보다 상세한 단위의
변화는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
<표 3> 데이터 세부내역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 기업수(개)

10,270

10,277

10,624

10,570

10,741

EA 도입 기업수(개)

4,741

5,754

6,471

6,839

7,369

근로자수(명)
근로자 1인당 임금비용(백 원)
매출액(백만 원)
유형자산(백만 원)

3,042,140 3,018,899 3,362,602 3,405,204 3,522,302
274,455

313,327

357,007

348,806

524,145

13,715,729 14,708,778 26,362,989 22,784,650 23,749,522
993,264 1,288,922 1,502,202 1,696,183 1,991,399

주 : 1) 근로자수 : 상용근로자와 임시직근로자를 포함한 기업의 총 근로자수.
2) 1인당 노동자의 임금비용 : 급여+퇴직급여+복리후생비.
출처 : 기업활동조사 각년판.

여기에서는 인터넷 활용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활용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가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 DID)10과
내생성을 적절히 통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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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2006년~2010년의 기업활동조사11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동 자료의 인터넷 비즈니스 시스템 도입여부 항목을 기업의 인터넷
활용에 대한 변수로 이용하였다. 분석을 위한 주요 데이터는
<표 3>과 같다.
<표 4> 변수 설명
변수 설명

변수명

설명

종속변수

lntlab

총 노동자수에 자연로그를 취함,

EA
설명변수

EA06

EA 사용유무
EA를 시작한 기업에 대한 더미변수

EA06y07-EA06y10 EA 사용유무(2006년 기준)에 대한 연도더미의 교호항
y2007-y2010

연도더미

lnwl

총 노동자수에 대한 총 임금(일인당 임금)에 자연로그를 취함

lny

매출액에 대해 자연로그를 취함

lnk

유형자산에 대해 자연로그를 취함

통제변수

산업더미

대분류 기준 산업더미

본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와 그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종속변수(lntlab)는 가업의 총 근로자수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으로 하고, 설명변수 EA(Enterprise Application: 기업용 어플리
케이션)는 기업이 인터넷 비즈니스 시스템을 사용하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이며, EA06은 EA를 2006년부터 시작한 기업에
대한 더미변수이고, EA06y07~ EA06y10 등은 이중차분법에서

10 사회과학에서 새로 도입된 정책이나 제도와 같은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 프로그램평

가의 추정방법.
11 2006년부터 통계청에서 상용근로자 50인 이상이며 자본금 3억 원 이상인 13,120개 기

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재무상황, 일반 경영 상황과 함께 경영 방향 등을 발표하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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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핵심적인 인터넷 활용의 효과를 나타내주는 EA 사용 여부
(2006년 기준)와 연도더미의 교호항(Interaction Term)이다. 다음
으로 통제변수 y2007~y2010는 연도더미이며, lnwl는 근로자 1인당
임금비용의 자연로그치, lny는 매출액에 대한 자연로그치, lnk는
유형자산에 대한 자연로그치이다. 마지막으로 산업더미는 산업
대분류를 기준으로 나눈 변수이다. 이상을 정리하면<표 4>와 같다.
각 데이터의 기초통계량은 <부록 표 1>에 제시되어 있으며,
회귀분석식은 아래와 같다.

Yi,t �β0+β1EAi,t +β2YEAR+γXi +εi,t

여기서 종속변수는 자연로그를 취한 총근로자수(상용근로자+
임시직근로자)이며, 설명변수는 EAi,t 로 EA사용 유무에 따른 더미
변수이며, 통제변수로는 각 연도별 특성을 통제하는 연도더미
변수, 총노동자수의 자연로그, 총매출액의 자연로그, 유형자산의
자연로그, 산업더미이다.
먼저 위의 모형을 패널분석을 위하여 패널 데이터의 특성을
살린 추정결과는 <부록 표 2>와 같다. 패널분석은 오차항을 확률
변수로 취급하는지 혹은 상수로 취급하는지에 따라 임의효과모델
(random effect model)과 고정효과모델(fixed effect model)로
구분된다. <부록 표 2>로 판단해 보면 고정효과 및 임의효과
모형에서 인터넷 비즈니스 시스템의 사용 여부로 측정한 기업의
인터넷 활용이 일자리에 영향을 미쳤다는 유의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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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패널분석을 <부록 표 3>과 같이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비제조업에서는 인터넷 활용이 기업의 일자리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지만, 제조업에서는 인터넷
활용이 기업의 일자리를 연평균 0.9~1.2%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는 인터넷 활용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즉 인터넷
비즈니스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구분하여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이를 위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Yi,t �β0+β1EA06i,t +β2YEARt +β3(EA06i,t∙YEARt)+γXi +εi,t

추정 결과는 <부록 표 4>와 같으며, 이에 따르면 2006년 인터넷
활용 기업이 1년 후에 일자리를 약 1.4%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이후의 효과는 유의미하게 도출되지 않는다.
그런데 인터넷 활용에 대해 이중차분법을 사용하는 경우 정책
이나 처방에 활용할 경우에 비해 내생성이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인터넷 비즈니스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업은 수익
이나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만일 이것이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거꾸로 일자리가 많은 기업이 시스템을 더욱 많이, 자주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생성을 간단한 방법으로 통제한 실증분석을
할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는 <부록 표 5>와 같다. 즉,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규모가 일정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내생성을 통제하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종업원수 200~30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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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기업을 대상으로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다시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경우 인터넷 활용이 향후 4년 동안
연평균 1.5% 정도, 누적적으로 약 6% 정도의 일자리를 인터넷
활용이 미비한 기업에 비해 추가적으로 창출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제조업에 집중하면 인터넷 활용기업이 연평균 3%,
누적적으로는 약 12% 정도 일자리를 더 창출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Ⅲ. 결론
본고에서는 창조경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제공을 위하여 인터넷 경제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거시적 규모 추계’접근방법을 통한 우리나라
인터넷 경제 일자리 추계 방법론과 그 결과를 제시하였고, 다음
을 위하여 국내 기업의 인터넷
으로는‘개별적, 미시적 효과 분석’
활용이 일자리 창출에 가져오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6년�2011년까지 우리나라의 전체 일자리수는 ’
06년
11년 약 1,809만 개로 CAGR(연평균복합성장율)
약 1,544만 개에서 ’
기준 3.23% 증가하였으나, 인터넷 경제 일자리수는 동기간 중 약
20만 개가 증가하여 연평균 8.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고용없는 성장’시기에도 인터넷 경제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
증가율 보다 2.6배 정도 높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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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인터넷 경제 일자리 전체는 연평균 8.41% 증가하여 우리
나라 전체 일자리의 증가에 기여하였으나, 인터넷 경제를 구성하는
세부 산업 즉, 인터넷 장비 산업, 인터넷 접속 산업, 인터넷 활용
산업의 일자리 증가율을 보면 각각 2.51%, -1.68%, 18.60%로
상이하다. 이를 통해 다시 인터넷 경제 일자리의 증가를 견인해
온 것은 인터넷 활용 산업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전체 인터넷 경제 일자리에서 그 비중이 ’
06년 33%에서
11년 52%로 급증한 인터넷 활용 산업의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
타산업과 융합되어 있는 산업별 전자거래(26.88%) 및 산업별
웹 기획/관리(17.00%)의 일자리 증가 추이가 개별 산업내로 파급
효과가 국한되어 있는 인터넷 포털∙온라인 정보제공(8.70%)이나
온라인 콘텐츠(16.81%)보다 높다는 것이다.
넷째, <표 2>에서 인터넷 경제의 소분류 중 CAGR이 (-)인 산업과
(+)인 산업의 성향을 비교해 보면 CAGR이 (-)인 산업들은 단순
제조 및 서비스 쪽에 가깝고, (+)인 산업들은 고부가 서비스 산업에
가깝다는 것이다.
다섯째, 2006~2011년간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13~15년의
인터넷경제 일자리를 예측하면, 2015년 인터넷경제 일자리는
961,551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약 5.31%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문별로는 인터넷 활용 일자리가 646,131명으로 전체
인터넷경제 일자리의 67.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섯째, 인터넷 활용 여부를 기준으로 개별 기업을 분석한
결과, 인터넷 활용 기업이 그렇지 못한 기업보다 향후 4년 동안
연평균 1.5% 정도, 누적으로는 약 6% 정도의 일자리를 더 창출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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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다. 특히, 제조업에 국한하면 인터넷 활용기업이 연평균
3%, 누적으로는 약 12% 정도의 일자리를 더 창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 인터넷 경제의 일자리 창출 효과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는
창조경제의 성공적인 실현 즉,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시사하고 있다. 우선, 창조경제의 핵심수단인 창조성∙
ICT∙과학기술을 통하여 구현되는 창조 산업은 그 자체가 하나의
개별 산업에 머무르는 경우보다 여타 산업과 융합되어 나타나는
것이 일자리 창출효과가 뛰어나고 또한 지속된다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창조 산업이 등장하면서 그와 연관성이 높은 장비의 제조
또는 서비스 공급에 대한 일자리가 초기에 증가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를 응용, 활용하는 부문에서의 일자리가 증가한다는 특징때문
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새로이 등장한 창조
산업의 활용 즉 타산업과의 융합에 있어서 기업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조업에 속한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융합 혹은 활용이
이루어져야 일자리 창출효과가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과
소규모∙벤쳐기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분석하기에는 과거의
데이터가 부재하다는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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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표 1> 기초통계량
변수명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lntlab

52432

4.9453

0.9828

0

11.4685

EA

52432

0.5945

0.4909

0

1

EA06

52432

0.3996

0.4898

0

1

EA06y07

52432

0.0857

0.2800

0

1

EA06y08

52432

0.0780

0.2682

0

1

EA06y09

52432

0.0746

0.2627

0

1

EA06y10

52432

0.0707

0.2564

0

1

y2007

52432

0.1950

0.3962

0

1

y2008

52432

0.2026

0.4019

0

1

y2009

52432

0.2015

0.4011

0

1

y2010

52432

0.2048

0.4036

0

1

lnwl

52432

3.3733

0.5486

-1.9299

9.0199

lny

52432

4.5373

0.8530

-1.3339

11.6049

lnk

52432

3.4804

1.9470

-6.4272

12.1817

산업더미

52432

6.0412

3.9131

1

17

(제조업)

28311

3

0

3

3

(비제조업)

24121

9.6108

3.11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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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 고정효과/임의효과 모형
변수명

임의효과

고정효과

EA

0.0000(0.0043)

0.0042(0.0044)

y2007

0.0136***(0.0033)

0.0146***(0.0032)

y2008

-0.0069**(0.0034)

-0.0054(0.0034)

y2009

-0.0132***(0.0034)

-0.0118***(0.0034)

y2010

0.1196***(0.0039)

0.1207***(0.0040)

lnwl

-0.6298***(0.0039)

-0.6224***(0.0039)

lny

0.4824***(0.0033)

0.4516***(0.0040)

lnk

0.0550***(0.0021)

0.0620***(0.0023)

산업더미

0.0322***(0.0011)

-0.0025*(0.0015)

constant

1.4944***(0.0357)

1.9254***(0.0448)

observation

37220

37220

wald chi2

46514.98

F-value
within R2

4112.53
0.5467

0.5544

주 : 괄호속의 숫자는 추정 오차이며, *, **, *** 각 통계적 유의수준 10%, 5%, 1% 내에서 추정계수가 유의미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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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3> 제조업/비제조업의 고정효과/임의효과 모형
임의효과

고정효과

변수명
제조업
EA

비제조업

제조업

0.0123***(0.0046) -0.0094(0.0079) 0.0085*(0.0047)

비제조업
0.0022(0.0082)

y2007

0.0086**(0.0035) 0.0182***(0.0060) 0.0165***(0.0035) 0.0139**(0.0060)

y2008

-0.0363***(0.0036) 0.0234***(0.0062) -0.0169***(0.0037) 0.0160***(0.0062)

y2009

-0.0452***(0.0037) 0.0191***(0.0063) -0.0240***(0.0037)

y2010

0.0850***(0.0044) 0.1492***(0.0069) 0.1192***(0.0046) 0.1352***(0.0070)

lnwl

-0.6059***(0.0051) -0.6394***(0.0060) -0.6119***(0.0052) -0.6246***(0.0061)

lny

0.4504***(0.0039 0.4815***(0.0056) 0.3917***(0.0047) 0.4901***(0.0070)

lnk

0.1075***(0.0029) 0.0340***(0.0031) 0.0803***(0.0032) 0.0434***(0.0036)

constant

1.2711***(0.0400) 2.1277***(0.0569) 2.1502***(0.0532) 1.9301***(0.0732)

Observation

21721

15499

Wald chi2

30372.54

18398.95

F-value
within R2

0.5363

0.5559

0.0103(0.0064)

21721

15499

2542.47

1920.19

0.5413

0.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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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4> 이중차분법을 이용한 고정효과/임의효과 모형
변수명

임의효과

고정효과

EA

-0.0091(0.0139)

-

y2007

0.0067(0.0046)

0.0081*(0.0045)

y2008

-0.0100**(0.0046)

-0.0083*(0.0046)

y2009

-0.0129***(0.0046)

-0.0112**(0.0046)

y2010

0.1170***(0.0049)

0.1186***(0.0049)

EA06y07

0.0141**(0.0065)

0.0141**(0.0064)

EA06y08

0.0063(0.0065)

0.0071(0.0064)

EA06y09

-0.0006(0.0065)

0.0005(0.0064)

EA06y10

0.0051(0.0065)

0.0065(0.0064)

lnwl

-0.6300***(0.0039)

-0.6226***(0.0039)

lny

0.4826***(0.0034)

0.4517***(0.0040)

lnk

0.0550***(0.0021)

0.0620***(0.0023)

산업더미

0.0322***(0.0011)

-0.0025(0.0015)

constant

1.4978***(0.0358)

1.9272***(0.0447)

Observation

37220

37220

Wald chi2

46523.12

F-value
within R2

3085.12
0.5468

0.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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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5> 내생성이 통제된 이중차분법을 이용한 결과모형
(전체/제조업/비제조업의 임의효과 모형)
변수명

전체

제조업

비제조업

EA06

-0.0133*(0.0072) -0.0148(0.0096)

-0.0102(0.0112)

y2007

-0.0060(0.0061)

0.0032(0.0084)

y2008

-0.0064(0.0062) -0.0190**(0.0091)

y2009

-0.0029(0.0063) -0.0256***(0.0090) 0.0169*(0.0087)

y2010

0.0115*(0.0067)

0.0103(0.0094)

0.0149(0.0094)

EA06y07

0.0157*(0.0084)

0.0267**(0.0113)

0.0043(0.0128)

EA06y08

0.0147*(0.0085)

0.0260**(0.0116)

0.0062(0.0129)

EA06y09

0.01494*(0.0086) 0.0338***(0.0115)

0.0019(0.0132)

EA06y10

0.0172**(0.0087) 0.0301***(0.0114) -0.0001(0.0136)

lnwl

-0.0549***(0.0052) -0.0928***(0.0083) -0.0306***(0.0067)

lny

0.0425***(0.0030) 0.0554***(0.0050) 0.0308***(0.0038)

lnk

0.0014(0.0015)

field

0.0046***(0.0007)

constant

-0.0139(0.0087)

0.0051(0.0084)

0.0133***(0.0033) -0.0015(0.0018)

5.1711***(0.0273) 5.0566***(0.0416) 5.2753***(0.0301)

Observation

4747

2682

2065

Wald chi2

248.94

235.14

85.75

within R2

0.1099

0.1869

0.06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