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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실

〈요

약〉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
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국가적 현안이 되고 있다. 그동안 성장엔진의 역할을
수행해 온 제조업이 점차 그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서비스업을 그 대안으로
모색하게 되었다. 서비스업이 중요한 것은 서비스업의 생산 및 고용이 경제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확대되는 등 세계 경제의 기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서비스업 발전의 근간이 되고 있는 경제의 정
보화 및 지식기반화도 서비스업의 잠재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처럼 서비스업의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도 많다. 본질적으로는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가속도가
제조업에 비해 현저히 낮아 제조업을 대체할 수준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아울러 취약한 서비스 고용구조, 미흡한 서비스
중간투입, 제한된 서비스무역, 경쟁력 취약 등도 서비스업을 성장엔진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요인들이다.
따라서 서비스업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비스업
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또
한 서비스시장을 개방하고 경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
다. 특히 서비스부문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
의될 필요가 있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 내부구조를 고부가가치형
구조로 전환하는 것도 시급히 요구되고, 아울러 각종 제도나 인프라 개선, 서
비스업 전문인력 확보 방안 모색 등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다.

1) 이 글은 2007년 2월 14일 산업연구원(KIET)에서 개최한 서비스산업 정책간담회에서 발표된
자료를 정리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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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 배경
현재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성장잠재력이 계속 떨
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경제의 잠
재성장률은 1980년대 7.5%, 1990년대
6.2%, 2000년대에는 5%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
장동력 확충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
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혁신
(institutional innovation)이 중요하다.
이는 또한 우리가 선진경제로 진입하
기 위한 핵심 요건이기도 하다.
그동안 한국 경제에서 성장엔진으
로서의 기능을 수행해 온 제조업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고 있어, 그 대안
으로서 서비스업을 성장동력으로 활
용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시급한 실
정이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매우 높
은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지속
적으로 줄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그러나 경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서비스업이 성장엔진으로
서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서
비스업의 저조한 생산성 증가가 서비
스업을 성장엔진으로 활용하는 데 가
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내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
율은 1980년대 연평균 2.8%에서 1990
년대에는 1.6%로 오히려 축소되었다.
선진국과의 노동생산성 비교에서도

한국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매우 낮게
나타난다. 한국 서비스업의 노동생산
성을 100으로 할 때 미국은 242, 일본
은 184, 네덜란드는 151 수준이다.
따라서,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 연
구개발, 시장확대, 시장개방, 경쟁촉진
등 경쟁력을 강화하여 서비스업을 새
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한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된다.
또한 서비스업은 고용흡수력이 높아
고급인력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에도 매우 중요하다. 2000년 기준 투입
산출표에 따르면 산출액 10억 원당 직
간접 취업자 수가 서비스업이 24.3명인
반면 제조업은 14.4명에 불과하다.
서비스업의 저조한 생산성이 국가
발전에 매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는 점은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인 일
본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
다. 일본경제재정자문회의가 2006년 6
월 발표한 「경제성장전략 大綱」
에서
는 일본 경제의 약 70%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서, 또 국제
경쟁력 관점에서 비효율이 현저하여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이 선결과제
임을 밝히고 있다.

(1) 성장엔진으로서의 제조업의 한계
그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온 제조업은 투자의 부진, 생산비용의
증가, 설비의 해외이전 등 내외 여건
의 악화로 성장엔진으로서의 기능을
2007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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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에 대한 일본의 대응
일본의「경제성장전략 大綱」(2006. 6. 26, 일본경제재정자문회의)
- 향후 10년간 일본의 경제성장 목표 및 중장기 경제정책을 종합
- 목표 : 규모의 경제를 초월한 질의 경제 실현을 지향(풍요롭고 강하며 매력 있는 경제)
- 기본방향 : 민간수요 주도의 지속적ㆍ안정적 성장을 지향하는‘일본형 경제성장 모델’
로서 ①
생산성 향상, ② 기술혁신, ③ 해외경제 역동성 활용
- 생산성 향상
ㆍ일본 경제의 약 7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이 선결과제
ㆍ일본의 서비스산업은 국내 제조업 대비 및 국제경쟁력 관점에서 비효율이 현저
-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 전략
ㆍ영상, 콘텐츠, 유통, 관광, 건강복지, 교육 등 유망 서비스업종을 지정
ㆍ관련제도 개선 및 시장활성화 지원 등을 추진하여 현재 380조 엔의 시장규모를 2015년까지
450조 엔 규모로 확대
ㆍ영상ㆍ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방송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
을 추진(2015년 콘텐츠 시장 규모 18조 엔 기대)
ㆍ외국인 여행자에 대한 비자발급 확대 검토

점차 상실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성
장엔진의 마땅한 대안이 없는 가운데
제조업이 약화됨으로써 경제 전체의
성장은 물론 고용능력의 저하가 야기
된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투자부진으
로서 한국 제조업의 설비투자는 지난
5년간 정체된 상태이다. 국내 설비투
자는 1990∼1997년 기간 중 연평균
7.8% 증가했지만, 2000∼2005년 기간
에는 연평균 1.1% 증가에 불과하다.
외환위기 이후 특히 철강, 자동차, 화
학 등 전통 주력 제조업의 설비투자
비중이 종전 10% 수준에서 5.1%로
감소하였다.
전통제조업의 투자가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제조부문의 국내투자비용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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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과 그로 인한 해외투자의 확대라
고 할 수 있다. 공장신설비용 증가,
인건비 상승, 환경 및 공장입지 관련
규제 증가와 같은 내부요인과 무역마
찰 및 환율변동 회피를 위한 해외 투
자 증가와 같은 외부요인이 복합적으
로 작용한 결과이다.
또한 제조업은 기술발전에 따른 효
율증가로 인해 생산성은 높지만 고용
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제조업
의 고용창출 효과가 낮아진 것은
1990년대 초반부터이고, 한국의 경우
IT 호황을 보인 2001년 이후 제조업
고용이 감소하고 있다.
반면,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훨
씬 더 고용흡수력이 높은 편으로 외환
위기 당시 일시적인 감소세를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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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서비스산업의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또한 일자리 창출에 영
향을 미치는 경기요인도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모든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업종별로 차이
가 있다. 교육, 보건, 복지 등 사회서
비스의 고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도소매업의 일자리는 2002년을 정점
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금융 및 보
험업 고용은 외환위기 이후 시작된
구조조정이 아직 진행되고 있어 현재
로는 단정하기 어려우나 전반적으로
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2) 서비스업의 성장잠재력
선진국에 비해 국내 서비스업이 크
게 낙후되어 있다는 점은 역설적으로
우리 서비스업의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2003년
을 기준으로 할 때 국내 서비스업의
GDP 비중은 57.2%로서 OECD 평균
67.6%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고,
고용비중도 63.5%로서 OECD 평균
67.7%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국내 서비스업이 취약하다는 사실
은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낮다는 점으
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즉, 한국 서비
스업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은 물론 제
조업 강국인 일본보다도 크게 낮은
상태이다. 서비스업 취업자 1인당 부
가가치 생산액을 비교해 보면 2003년

을 기준으로 한국이 3만 300달러, 미
국은 6만 800달러, 그리고 일본도 5만
5,400달러로서 우리보다 높다.
이처럼 국내 서비스업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지만, 그 발전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경제환경을 통해서도 충분히 설
명될 수 있다. 그 중요한 한 가지는
경제의 서비스화인데, 이는 지식기반
화와 더불어 점진적이고도 지속적으
로 진행되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아울
러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여가시간
확대, 문화ㆍ레저활동 증가 등 생활패
턴의 변화도 서비스 수요를 지속적으
로 확대하는 요인이다.
우리가 고부가가치형 지식기반서비
스업을 중심으로 서비스부문의 성장
을 추구한다면, 향후 경제 전체의 성
장은 물론 고용 부문에서 새로운 활
로가 개척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다. 최근 2000∼2005년 기간 중 국내
서비스업의 성장률은 연평균 7.7%로
국내총생산 증가율 6.9%를 상회한다.
향후에는 경제 전체의 성장이 서비스
업의 발전과 경쟁력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서비스부문의 부가가치생산 및
생산성 현황
(1) 서비스업의 완만한 성장세
국내 서비스부문의 부가가치생산은
2007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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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GDP 생산비중 추이(명목기준)

자료 : 한국은행.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그 속도
는 매우 완만한 편이다. 지난 1980∼
2005년 기간 중 서비스업의 명목 부
가가치생산 증가율은 연평균 13.7%
로서 제조업의 13.6%와 비슷한 수준
이다.
서비스부문의 GDP 비중은 명목기
준으로 1980년대에 47% 수준을 유지
하다가 1990년대 들어 다소 확대되어
2005년 현재 56.4%이다. 서비스업을
GDP 비중으로 제조업과 비교해 보
면, 1980년대에는 대체로 비슷한 성
장세를 보이지만 1990년대 이후로는
서비스업이 제조업을 다소 상회한다
(<그림 1> 참조).
이처럼 서비스업의 생산은 외형상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를
실질개념으로 보면 매우 저조한 성장
을 실현한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2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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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실질기준으로 본 서비스업의 부
가가치생산 증가율은 연평균 6.2%로
서 제조업의 9.3%는 물론 전 산업의
6.6%보다 저조하다.
또한 경제구조 면에서도 서비스업
부가가치생산의 GDP 비중은 1980년
57.4%였으나, 25년이 지난 2005년에
는 52.4%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반면,
제조업은 선진국의 경우와는 달리 같
은 기간 17.4%에서 32.4%로 증가하
였는데, 이는 제조업의 성장에 기인한
것보다는 서비스업의 발전 부진이 더
큰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2>
참조).
국내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생산활
동이 저조한 것은 비단 국내적인 현
상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비교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OECD 국가들과 비
교할 때 한국 서비스업의 GDP 비중

서비스산업 성장동력화의 한계와 대응방안의 모색

<그림 2>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GDP 생산비중 추이(실질기준)

자료 : 한국은행.

은 비교 10개국 중 최하위이다.
한국 서비스산업의 1990년대 기간
평균 GDP 비중은 51.3%로서 1980
년대보다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이는
폴란드 58.7%보다도 낮은 수치이다

<표 1>

(<표 1> 참조). 이처럼 한국 서비스산
업이 취약한 것은 제조업 중심의 경
제발전 전략을 추구한 결과로 보이며,
향후 정부의 서비스산업 정책의 실효
성 여하에 따라 서비스업이 확대될

주요 OECD 국가의 서비스업의 기간평균 GDP 비중
단위 : %
1980∼1990

1990∼2001

한국

45.9

51.3

미국

68.1

73.8

일본

58.0

64.7

영국

60.0

69.0

프랑스

65.0

71.2

독일

59.3

67.2

이탈리아

61.2

67.8

폴란드

-

58.7

헝가리

-

62.1

슬로바키아

-

59.2

자료 :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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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고용비중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여지는 큰 편이라고 할 수 있다.

(2) 서비스부문의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
부가가치생산과는 달리 서비스부문
의 고용은 절대규모나 증가율에 있어
제조업보다 훨씬 높은 증가세를 보이
고 있다. 서비스업의 고용은 2005년
1,490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 수의

<표 2>

65.2%를 점유하는 반면, 제조업은
423만 명으로 18.5% 점유에 불과하
다(<그림 3> 참조).
고용 증가세도 지난 25년간 서비스
업은 연평균 4.3% 증가한 반면, 제조
업은 연평균 1.3% 증가에 그쳤다. 서
비스산업의 고용증가 현상은 1990년대
에 고용이 오히려 감소한 제조업과 비
교해 볼 때 더 부각된다. 즉, 1990년대
에 제조업의 고용은 연평균 2.1% 감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연평균 고용 증가율 비교
단위 : %
전 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1980∼2005

2.03

1.28

4.29

1980년대

2.80

4.97

5.27

1990년대

1.41

-2.070

4.42

2000년대

1.98

0.80

3.05

자료 : 통계청 자료를 정리.

26

KIET 산업경제

서비스산업 성장동력화의 한계와 대응방안의 모색

소한 반면, 서비스업 고용은 4.4% 증
가한 것이다(<표 2> 참조).

(3) 서비스업의 저조한 생산성
서비스업은 실질생산의 GDP 비중
정체에도 불구하고 노동투입 비중은
계속 증가하여 제조업과의 노동생산성
격차가 1990년대 중반 이후 확대되고
있다. 지난 25년간 서비스업의 노동생
산성은 실질기준으로 연평균 1.7% 증
가에 그쳤는데, 이는 제조업의 7.7%는
물론 전 산업 4.5%에도 훨씬 못 미치
는 수준이다(<그림 4> 참조).
한편, 기술적 요인을 반영하는 총요
소생산성(TFP) 증가율 추이도 제조
업에 비해 서비스업이 매우 저조하다.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1980년대
연평균 3.5%에서 1990년대 5.0%로
<그림 4>

상승하였으나 서비스업은 같은 기간
1.7%에서 0.4%로 하락하였다.
실질기준에서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생산의 정체 현상은 명목 생산의 확
대가 대부분 가격상승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로 2000년대에 들어 제조업의 가격상
승 둔화는 서비스업의 상대적인 가격
상승을 유발하여 서비스업의 실질기
준 생산비중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국내 서비스업의 저조한 노동생산
성은 구매력평가지수(PPP)를 적용하
여 계산한 국제비교에서도 확인이 가
능하다. PPP를 적용하여 1995∼2002
년 기간 중 한국의 노동생산성을 다
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멕시코와 슬로
바키아를 제외한 모든 비교 국가들보
다 낮은 실정이다(<표 3> 참조).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추이 비교
단위 : 실질가격 기준, 100만 원/명

자료 :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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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PPP를 적용한 서비스업 생산성의 국제비교
단위 : 지수

한국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평균.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프랑스

201.4

199.3

199.8

203.9

198.9

197.2

196.3

190.5

198.4

독일

170.3

170.1

171.0

175.0

171.5

170.2

171.0

166.0

170.6

헝가리

96.4

98.3

99.6

104.0

100.1

100.1

103.5

103.1

100.6

이탈리아

213.3

210.4

212.1

216.1

209.5

208.6

208.1

198.2

209.5

일본

187.4

188.3

189.1

192.0

188.0

186.2

187.6

183.2

187.7

멕시코

88.1

84.6

86.6

85.9

87.7

90.3

88.9

-

87.4

폴란드

101.1

102.3

100.1

100.5

103.6

106.9

107.8

107.6

103.7

슬로바키아
미국

80.1

77.1

88.3

91.7

90.5

90.9

93.0

99.6

88.9

202.1

203.5

207.7

213.4

211.6

214.5

216.9

-

210.0

자료 : OECD,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 2004.

3. 서비스업 성장동력화의 한계
(1) 취약한 서비스 고용구조
서비스부문의 고용이 계속 증가하
고는 있으나, 취업구조는 여전히 선진
국에 비해 후진적이다. 특히 생산성이

<표 4>

높고 부가가치 창출력이 높은 생산자
서비스2)의 비중이 11%로서 선진국
평균 17%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또
한 교육, 의료, 사회복지 등 복지국가
구현과 관련된 사회서비스는 13%에
불과하여 선진국 평균 2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표 4> 참조).

서비스산업의 취업구조 비교(2003년 기준)
단위 : %, %포인트
서비스산업

유통서비스

생산자서비스

사회서비스

개인서비스

20.3

16.8

24.1

13.2

한국

23.5

11.2

12.6

16.2

63.5

차이

+3.2

-5.6

-11.5

+3.0

-9.8

선진국

전체
73.3

자료 : 김현정,「서비스산업의 신성장동력 가능성 분석」
, 한국은행, 2006.
주 : 1) 선진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2002년), 이탈리아, 일본의 평균.
2) 사회서비스와 개인서비스는 일본을 제외한 4개국 평균.

2) 생산자서비스는 통신, 금융보험, 부동산, 기계장비 임대, 광고, 사업서비스, 방송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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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미국·일본·한국 제조업의 서비스 중간투입 비중 비교
단위 : %
미국

일본

한국

1987

1999

1985

2001

1985

2000

24.3

29.9

24.9

31.4

10.2

14.2

자료 : 신창식ㆍ조한상,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연관구조 및 경쟁력 분석”
, 「조사통계월보」
, 한국은
행, 2003. 6.

이처럼 서비스산업 내부의 고용구
조가 취약한 것은 가치창출력이 높은
지식기반서비스 부문의 발전이 저조
한 데에 기인한다. 그 결과, 서비스업
고용의 상당부분이 부가가치 창출력
이 저조한 생계형 자영업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2) 미흡한 서비스 중간투입
우리의 경우 생산과정의 서비스화
정도가 매우 낮은데, 이는 제조업을
포함하여 다른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생산과정
의 서비스 중간투입 수준은 선진국의
절반에 불과하며, 그 비중이 2000년
현재 14%로서 선진국 30%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표 5> 참조).
생산과정에서 서비스 중간투입은 세
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
는 전통적인 제조기능만으로는 새로
운 가치창출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 중간투입이 증가하는 추세
를 감안할 때, 서비스업의 경쟁력 제
고는 제조업을 비롯하여 경제 전체의

효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특히 물류, R&D,
법률, 컨설팅 등 기업경영을 지원하는
지식기반 비즈니스서비스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

(3) 저조한 서비스업 생산성 증가
서비스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원으로
활용하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은 서비
스업의 생산성 증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서비스업은 노동생산성은 물론
총요소생산성(TFP)에 있어서도 제조
업에 비해 그 증가율이 현저히 낮다.
서비스업에서의 더딘 노동생산성
증가는 자본투입에 의한 생산의 규모
의 경제화 및 표준화가 어려운 서비
스업 생산방식의 본질적인 특성에 기
인한다. 서비스업은 노동-자본 대체관
계가 제조업에 비해 훨씬 저조하며,
이는 곧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를
억제하는 요인이다.3)
최근 산업 간 생산구조의 재조정을
통해 제조업의 비생산적인 활동을 서
비스업에 아웃소싱하는 경향이 증가
2007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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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데, 이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생산성 격차를 오히려 확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서비스업은
기술진보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의 기회가 제조업
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처럼 서비스업은 생산성 향상 능
력이 낮기 때문에 서비스 비중이 높은
선진국 경제는 성장률이 낮아지는 구
조를 가지게 된다.4) 그러나 서비스업
의 비중이 확대된다고 해도 비즈니스
서비스와 같이 서비스업이 중간투입
을 생산하는 구조라면 경제 전체의 성
장률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5)
<표 6>

(4) 제한된 서비스무역
서비스업을 성장엔진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또 다른 요인은 상품과 달리
서비스부문은 교역이 자유롭지 못하
다는 점을 들 수 있다. WTO에서 규
정하는 서비스교역의 네 가지 형태
중 전통적인 개념의 무역은 국경 간
거래에 한정되며, 그 규모도 크지 않
은 실정이다.6) 서비스무역은 그 규모
가 아직 상품무역의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2005년의 경우 수
출은 23.1%, 수입은 21.8% 정도이다
(<표 6> 참조).

세계 전체의 서비스 및 상품 무역 규모
단위 : 십억 달러

상 품

서비스
서비스/상품
비중(%)

2001

2002

2003

2004

2005

수출

6,186

6,486

7,578

9,203

10,431

수입

6,481

6,740

7,857

9,556

10,783

수출

1,493

1,601

1,828

2,186

2,414

수입

1,491

1,578

1,796

2,131

2,347

수출

24.1

24.7

24.1

23.8

23.1

수입

23.0

23.4

22.9

22.3

21.8

자료 : WTO Online DB.

3) Ten Raa, T. & Schettkat, R.(2001)(Eds.), The Growth of Service Industries, UK: Edward Elgar.
4) Baumol, W. J.(1967).“Macroeconomics of unbalanced growth: The anatomy of urban
crisis,”American Economic Review, 57: 415∼426. 이 논문에서 보몰은 생산성이 낮은 서비
스부문으로 자원이 이동하면 경제 전체의 성장률이 저하된다고 주장한다. Baumol, W. J.,
Blackman, S. A. B., & Wolff, E. N.(1985).“Unbalanced growth revisited: Asymptotic
stagnancy and new evidence,”The American Economic Review, 75(4): 806∼807. 이 논문
에서도 저자들은 20여년 전 보몰이 주장한 이론의 타당성을 상당수 확인한다.
5) Oulton, N.(2001).“Must the growth rate decline? Baumol’
s unbalanced growth revisited,”
Oxford Economic Papers, 53: 605∼627.
6)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에서 규정한 서비스교역의 네 가지 형태(modes)는 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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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주요국의 서비스무역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 %
2001

2002

2003

2004

2005

프랑스

10.6

10.2

9.7

9.7

9.9

독일

12.1

12.4

12.0

12.1

12.7

일본

3.5

3.7

3.7

4.2

-

한국

13.5

12.3

12.4

13.6

13.3

룩셈부르크

178.9

170.5

161.5

183.8

205.2

영국

15.3

15.4

15.4

16.1

16.3

미국

5.3

5.3

5.4

5.6

5.8

자료 : OECD.

특히, 수출의존적인 경제구조에서
서비스수출 규모가 미미한 한국의 입
장에서는 서비스업을 성장엔진으로
활용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서비스무역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세계적으로도 아직 낮은 수준인
데, 서비스 선진국인 미국도 그 비중
이 6%에 미치지 못한다. 한국의 경우
그 비중이 2005년 현재 13.3%로서
독일과 비슷한 수준이나, 룩셈부르크
는 205%로서 예외적으로 높은 비중
을 보인다(<표 7> 참조).

(5) 서비스업의 대외경쟁력 취약
요인
국내 서비스업이 대외경쟁력을 확

보하지 못한 데에는 많은 요인이 복
합적으로 작용한다. 제도적인 것도 있
고 문화ㆍ사회적인 것도 포함되나 아
직은 제도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서비스기업의 규모가 영세
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규모가
크다고 반드시 효율이 높다고 볼 수
는 없지만, 국제경쟁력 면에서는 중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서비스업에서
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의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와 같은 글로
벌기업이 없다. 지난 10년 동안 포천
(Fortune) 100대 기업 중에는 서비스
기업이 세 배나 증가하였으나, 한국
서비스기업은 하나도 포함되지 못하
였다.7) 이는 그만큼 우리 서비스기업

간 공급(cross-border supply),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자연인의 이동(movement of natural persons)이다.
7) 전국경제인연합회,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및 정책과제,”CEO Report, CER 2006-32,
20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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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모가 영세한 것을 반영한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서비스업에 대
한 과도한 규제와 시장보호로 인해
경쟁여건이 취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서비스업 규제가 과다하면 그
부작용으로 발전속도가 느려지고, 외
국인 직접투자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8)
세 번째는, 과도한 규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지만 시장개방의 정도가 매우
낮은 것도 경쟁여건을 취약하게 만드
는 요인이다. 서비스부문의 규제, 시
장보호, 경쟁제한 등은 국내외 투자자
들의 투자마인드를 위축시키는 직접
적인 요인이다.
네 번째로는, 방송ㆍ통신 융합분야,
U-City, 텔레매틱스, 의료관광 등 융
합 및 복합 서비스에 대한 제도미비
도 서비스부문의 성장을 제약하는 요
인이다.9) 이는 제도가 현실을 시의적
절하게 뒷받침하지 못한 데서 발생하
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나친 공공재적 인식을 들 수 있다.
교육, 의료, 보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
는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산업
적 발전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영리의료
법인 불허, 외국인의 교육시장 진입규

제, 사회서비스의 민간공급 억제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아울러 의료, 법률 등 일부 인기 있
는 서비스부문에 고급인력이 집중되
면서 인적자원 배분의 왜곡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서비스업의 경쟁
력 취약 요인이다.

4. 서비스업 성장동력화를 위한
방안
(1)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국내 서비스업이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현안은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향상하여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수
록 경제성장 동력의 약화는 불가피해
진다. 한국 서비스업의 GDP 비중도
현재는 60%에 미달하지만, 조만간
그 비중이 60% 이상으로 높아질 것
이다.
따라서, 정책역량의 대부분을 서비
스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방안에 집
중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 그 중
에서 특히 규제완화, 시장개방, 경쟁

8) 삼성경제연구소,“서비스분야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의 조건,”SERI 경제 포커스, 제119호, 2006.
11. 27.
9) 전국경제인연합회, 2006,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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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 제도개선 등 서비스업 경쟁여건
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2005년 5
월 OECD 각료회의가 채택한 보고서
는 서비스산업 성장을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 중 하나가 ‘생산성 제고를
위한 규제완화와 경쟁촉진’
이라고 지
10)
적한다.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한
국의 현실에서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
출이 부진한 가운데 제조업 고용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
회적 문제이다. 특히 고급인력을 흡수
할 수 있는 양질의‘괜찮은’일자리
가 서비스업에서 창출되지 못하고 있
어 취업구조의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
서비스산업 경쟁력은 우수한 인재
에서 창출되므로 창의성이 풍부한 고

<표 8>

급인력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도 매
우 중요한 현안이다. 문화적 감각과
언어 감각이 뛰어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문화적 개방성을 높이고 우수한
외국인 인력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
요가 있다. 외국인 고용이 단순히 우
리의 일자리를 잠식할 것이라는 부정
적인 인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오히려
외국인들이 우리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이는 곧 새로운 일
자리를 창출하는 요인이 된다는 긍정
적인 사고가 필요한 것이다.

(2) 서비스부문 생산성 향상
서비스부문의 생산성 제고는 산업구
조 고도화 및 성장동력 확충 면에서도

주요국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 비교
단위 : 2003년 구매력평가(PPP) 기준 지수

서비스

도소매
숙박

운수
창고
통신

금융
보험

부동산
사업
서비스

교육

의료
복지

기타

미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프랑스

78.9

74.9

69.0

69.2

75.4

101.6

109.1

78.9

79.3

독일

71.2

52.6

71.9

53.5

74.4

94.4

77.6

119.4

62.8

한국

40.9

24.7

54.1

66.1

38.8

63.4

80.5

41.0

63.0

제조업

자료 : 정종인 외,“우리나라 지식기반서비스업의 현황 및 발전방향,”
「한은조사연구」
, 2006-10, 한국
은행.
주 : 미국(=100) 대비 노동생산성 지수.

10) 이 보고서에서 한국은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와 함께 서비스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미흡한
국가로 지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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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요하다. 한국 서비스업의 노동
생산성은 2003년을 기준으로 미국의
41% 수준에 불과하다(<표 8> 참조).
아울러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의 노
동생산성 격차도 1990년대에 들어 더
욱 확대되는 추세이다(<표 9> 참조).
서비스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
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에
서 경험하였듯이 기술은 노동생산성
뿐만 아니라 총요소생산성(TFP)을
제고하는 요인이다. 특히 IT, BT 등
신기술이 서비스부문의 생산성 향상
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그 현황을 파

<표 9>

악하고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서비스혁신을 정책의 근간으로 정
립하고,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되어 있
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정립되지 않은
서비스 R&D 개념을 도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IT기술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1995년
을 기점으로 하여 서비스부문의 생산
성이 제조업 생산성을 능가하기 시작
한 것을 알 수 있다(<표 10> 참조).

(3) 개방 및 경쟁시스템 도입
우리 경제가 지향해야 할 장기적인

주요국의 제조업-서비스업 간 노동생산성 증가율 격차
단위 : 연평균 %

1980년대
1990년대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미국

일본

한국

제조업

2.79

2.76

4.57

3.50

3.83

6.60

서비스업

1.61

0.18

0.83

0.33

2.20

2.79

제조업

3.70

2.12

2.90

4.88

2.97

9.85

서비스업

0.29

0.78

1.97

1.09

0.99

1.56

자료 : 김현정,「서비스산업의 신성장동력 가능성 분석」
, 한국은행, 2006.
주 : 노동생산성은 실질부가가치를 취업자 수로 나눈 값으로 측정.

<표 10>

IT기술로 인한 서비스부문의 생산성 향상(미국의 예)
단위 : %

노동생산성
총요소생산성

1987∼1995

1995∼2001

제조업

1.8

2.3

서비스업

0.7

2.6

제조업

1.2

1.3

서비스업

0.3

1.5

자료 : Triplett & Bosworth, Productivity in the U.S. Services Sector,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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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하에서 개방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개방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
요하다. 상당수의 국내 서비스업은 정
부의 시장보호에 안주하여 개방에 소
극적이다. 이는 결국 개별 주체의 이
익을 위해 경제 전체의 이익을 외면
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개별
주체의 이익과 경제 전체의 이익이
충돌할 때, 그 차이를 조화시키는 것
이 정부의 역할이다.
서비스업의 특성과 각종 사회적 여
건으로 인해 지금까지 서비스업을 과
도하게 보호해 왔으나, 이제는 이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 서비스시장
개방시 선진기업의 국내진출로 단기
적으로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러
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경제 전
체로 서비스가격 하락과 품질 향상을
통해 소비자 후생 개선 및 생산원가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외국 서비스기업의 국내진출은 경
쟁을 활성화하고 선진 경영기법의 학
습 기회를 확대하여 서비스업 발전의
계기를 제공한다. 장기적으로도 효율
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서비스업 및
사회전반의 개혁촉진, 경쟁을 통한 효
율적 자원배분과 생산성 제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ㆍ미 FTA 등 자유무역협정을 적
극적으로 추진하여 이를 통해 이루어
지는 시장개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야 한다. 자유무역협정은 제조업보다
도 서비스업에서 더 큰 효과가 발생

한다. 서비스나 투자는 눈에 보이는
상품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
서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간과되기
쉬운 부문이다. 비록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직접적인 효과를 얻기가 어려워
도 경제구조 효율화에 기여하는 바는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ㆍ미 FTA에 능동적으로 대
처함으로써 대외개방을 의료, 교육,
금융 등 핵심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
요하다. 선진국에 비해 경제 내 비중
이 특히 낮은 교육, 의료, 사회복지
등 사회서비스부문을 확충하는 계기
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성
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온 사회서비스
부문에 과감하게 시장원리를 도입하
고, 산업적 접근 및 개방을 통해 경쟁
력을 제고해야 한다.

(4) 외국인 직접투자의 활성화
각종 인센티브 강화, 규제정비 등
제도개선을 통해 지식기반서비스를
중심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확
대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상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등에 10년
간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조세감면제
도의 적용범위를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예로 들
수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와 관련하
여 투자관련 FTA 협정은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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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미를 내포한다.11) 과거에는 양자
간 투자협정(BIT : bilateral investment treatment)을 통해 투자관련
이슈를 다루었으나, 최근에는 FTA
협상 과정에서 투자이슈를 함께 처리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FTA를 통한 투자협정은 아래의 세
부분과 각 규정들에 대해 예외를 인정
하는 유보리스트로 구성된다. 세 부분
은 협정상의 의무를 규정하는 부분
(section A), 투자분쟁 해결절차를 규
정하는 부분(section B), 각 용어에 대
한 정의를 규정하는 부분(section C)
을 말한다.
협정상 의무를 규정한 부분(section
A)에서는 내국민 대우, 간접수용 및
보상, 이행요건 부과금지에 유의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내국민 대우에 있
어 주법이 연방법에 우선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기업들이 내국민 대우를 받
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특정조치가 간접수용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되면 정부가 관
련 외국업체들의 피해액도 보상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이행요
건(performance requirement) 부과
금지는 투자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투
자자에게 일정한 영업상의 의무를 부
과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이다.12)
투자분쟁 해결절차를 규정한 부분

(section B)에서는 투자자와 국가 사
이의 소송 제도가 이슈이다. 양국 기
업이 상대국에서 행하는 정상적인 경
영활동을 상대국 정부가 임의로 제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쟁이 발생하면 투자자는 투자유치
국 정부를 국내 구제절차나 국제중재
절차에 제소할 권리를 보유한다.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한 부분
(section C)에서는 해당 FTA의 투
자협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투
자의 종류를 다룬다. 여기에는 투자의
범위에 사채나 지적재산권을 포함시
킬 것인지의 여부, 세이프가드의 허용
여부, 국제중재절차를 담당할 기관의
범위 등이 포함된다.

(5) 서비스산업의 구조조정
생산성이 높은 지식기반서비스 위
주로 서비스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
고, 지식기반서비스업을 고급인력의
흡수창구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식기반서비스는 2005년 현재 명목
GDP의 26%, 전체 취업자의 23% 점
유에 불과하나, 전통서비스는 각각
30%와 42%를 점유하고 있다.
지식기반서비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생산자서비스의 비중은 선진
국에 비해 5∼10%포인트 낮고, 고용

11) 투자협정 관련 부분은 다음 자료를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김형주,“한미 FTA와 서비스ㆍ투자
시장 개방,”
「LG 주간경제」
, 2006. 9. 13.
12) 국산부품 의무사용 비율, 스크린쿼터, 방송쿼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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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도 2003년 현재 11.2%로서 선진
국 평균 16.8%에 크게 미달한다.13) 생
계형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전통서비
스는 사업전환 등 구조조정을 적극적
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지식기반서비스는 성장세가 높고
지식집약도가 높아 부가가치 창출력
이 높은 부문이다. 또한 지식기반서비
스는 제조업이나 다른 서비스 또는
다른 산업의 중간재로 투입되는 비율
이 높아 산업 전반의 구조고도화와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 1980∼
2005년 기간 중 지식기반서비스는 연
평균 8% 성장하여 제조업 성장률
8.9%에 육박하는 성장세를 보였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전문지식과 기
술을 요하는 직종이 많아 다른 서비
스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
능하고, 이 부문의 발전은 경제 전체
의 일자리 수준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취업유발계수를 보면, 2000
년을 기준으로 부가가치 생산 10억
원당 지식기반서비스가 19명으로 제
조업 14.4명보다 높게 나타난다.
한국은행에서 수행한 한 연구의 결

과는 지식기반서비스의 육성이 경제
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단적으로
나타내 보인다. 이에 따르면, 지식기
반서비스의 경상 GDP 비중을 2005년
현재의 26%에서 2020년 35%로 높이
고 고용비중도 현재의 23%에서 30%
로 높이는 것을 가정한다. 이럴 경우
명목 부가가치는 현재의 187조 원에
서 797조 원으로 증가하고, 고용도 현
재의 528만 명에서 832만 명으로 증
가하여 향후 15년간 304만 개의 일자
리가 새로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
다.14)
사회서비스부문의 확충도 매우 중
요한 과제이다. 대표적인 지식기반서
비스인 보건ㆍ사회복지, 교육 등 사회
서비스 분야는 성장성은 높으나 상대
적으로 노동집약도가 높은 부문이다.
그러나 사회서비스는 복지국가 실현
에 매우 중요하며, 사회적 자본 및 인
적자본 축적과 밀접히 연관되어 장기
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에 필요 불가결
한 요소이다.15)
지금까지 공공성만을 지나치게 강
조하여 온 사회서비스 분야에 시장원

13) 생산자서비스(producer services)는 다른 경제주체의 중간수요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로서 비즈
니스 및 전문직 서비스, 금융서비스, 보험서비스, 부동산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Elfring(1988).
Service Sector Employment in Advanced Economies: A Comparative Analysis of It’
s
Implications for Economic Growth, Adelershot, UK: Gower Publishing Company Limited.
14) 김현정,「서비스산업의 신성장동력 가능성 분석」
, 한국은행, 2006. 이 보고서에서 명목 GDP 증
가율 연평균 8%(1990∼2005년 평균은 10.2%), 취업자 증가율은 1.3%(1993∼2005년 기간 평
균과 동일 수준)를 가정하였으며, 2005년 현재 명목 GDP는 718조 원, 경제 전체 취업자 수는
2,286만 명이다.
15)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공동
행위(collective action)를 가능케 하는 규범 및 네트워크를 지칭하고, 사회적 자본이 풍부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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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도입하는 등 경쟁 및 투자를 촉
진하여 이 부문의 산업적 발전을 추
구할 필요가 있다. 사회서비스부문은
대표적인 지식기반서비스로서 이 부
문의 취약은 서비스업 전반의 발전을
억제하는 요인이 된다. 특히 진입규제
완화, 대외개방, 외국자본 투자 활성
화를 통해 사회서비스 수요의 다양
화·고급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6) 제도 및 인프라 개선
국내시장을 전제로 정립된 규제체
계를 글로벌시장을 전제로 재정립하
고, 글로벌 개방경제 환경에 적합한
규제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서
비스업에서도 이제는 시장개방이 불
가피한 상태에 이르러 국제관행이나
국제표준하에서 국내 규제를 재정립
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것이다.
FTA 등 산업환경의 변화 또는 새
로운 사업의 등장에 기민하게 대응
할 수 있는 규제체계의 정립이 중요
하다.
국내 서비스부문의 발전이 더디고
외국인 직접투자가 저조한 것은 경쟁
국에 비해 각종 규제 및 제한 조치가
과다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 서비스부
문의 규제를 OECD 28개국을 대상으

로 지수화한 연구결과를 보면, 한국의
서비스 규제가 과다함을 확인할 수
있다(<표 11> 참조).16) 외국인 소유제
한, 인허가 절차, 이사회 구성 제한,
인적이동 제한, 국산품 사용의무 부과
등이 주요 요인이다.
또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기능
적 융합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
가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
화는 꾸준히 진행되어 온 현상으로
산업경쟁력의 결정적 요인으로 인식
되고 있다. 철강, 자동차 등 핵심제
조업의 부가가치는 50% 이상이 서
비스기능에서 창출된다는 연구결과
가 다수인 것을 보면, 제조업과 서비
스업을 구분하여 전략이나 정책을 수
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현재 분리 운영되고 있는 제조업 정
책과 서비스업 정책을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처 간 중복규제 정비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이다. 통신-방송 융합에
따른 신규서비스, 신기술에 의해 새롭
게 생성되는 융합ㆍ복합 서비스는 관
할권이 중복 내지는 모호하여 이 분
야의 발전을 더디게 하고 있다. 굳이
신기술분야가 아니더라도 물류, 디자
인 등은 복수의 부처가 관련되어 중
복규제 문제를 야기한다.

록 거래비용 절감 및 지식ㆍ정보 공유가 원활하여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동일한 투입으로 보
다 많은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16) Golub, Stephen S.(2003).“Measures of restrictions on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for OECD countries”
, ECO/WKP(2003)11,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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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OECD 국가의 업종별 FDI 제한지수(1998/2000)
OECD
평균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영국

미국

비즈니스

0.132

0.025

0.025

0.025

0.250

0.131

0.025

0.050

정보통신

0.372

0.225

0.125

0.075

0.625

0.525

0.025

0.050

유통

0.149

0.092

0.075

0.092

0.150

0.325

0.092

0.050

금융

0.184

0.085

0.085

0.162

0.188

0.452

0.085

0.150

음식숙박

0.099

0.025

0.025

0.025

0.150

0.075

0.025

0.050

수송

0.331

0.180

0.098

0.164

0.362

0.399

0.164

0.539

제조업

0.087

0.025

0.025

0.025

0.150

0.075

0.025

0.050

합계

0.182

0.084

0.074

0.097

0.230

0.260

0.064

0.169

자료 : Golub, Stephen S., 2003.
주 : OECD 28개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수는 0∼1 사이로서 지수가 높을수록 규제강도가 높음
을 의미.

<표 12>

서비스업 관련 부처 간 중복규제 개선 필요 분야(예시)
내용 및 문제점

방송·통신
융합분야

U-City

- IPTV, DMB 등은 현행 통신, 방송법상 규제기관의 중복 승인
절차 필요
IPTV의 경우 통신과 방송에 대한 정의, 부처 간 관할권 문제
등으로 상용화 지연
- 홈네트워크, u-Health, u-교육 등 관련 부처 간 협조체제 구축이
시급

주요 관련부처

방송위, 정통부

건교부, 산자부,
정통부, 지자체

텔레매틱스

- 인프라 구축, 제도개선, 클러스터 육성, R&D 표준 등에 5개
부처 이상 관련

건교부,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재경부

디자인

- 산업디자인, 공공디자인, 간판 등 분야별로 여러 부처가 분산
관리

건교부, 문광부,
산자부, 지자체

물류

- 육상, 항공, 해상 등 분야별로 여러 부처가 분산 관리함에 따라
효율적인 국가물류체계 기대 곤란
부처별로 추진 중인 RFID 사업을 총괄 관리할 범국가적 조정
기구 필요

건교부, 산자부,
해수부

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전략 및 정책과제,”CEO Report, 2006. 12,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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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비스업 전문인력 확보
우선 고급 서비스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서비스업
의 경쟁력은 지식경쟁력에 좌우되며,
따라서 고급인력 양성에 정책의 초점
을 둘 필요가 있다. 특히 고등교육의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지식
서비스부문에서 고급인력들을 흡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
하다. 또한 제조기능이 서비스기능과
결합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공학과 경
영학이 접목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17)
지식경영의 활용을 촉진하고 연구
개발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서비스업의 성장은 지
식기반경제의 확산과 무관하지 않다
는 점에서 특히 중소 서비스기업들이
지식경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식기반서비스의 경쟁력 원
천은 우수한 인적자원과 이들이 창출
하는 지식과 아이디어이며, 이 부문의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서비
스부문의 혁신 및 연구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서비스부문의 혁신과 연구
개발 촉진을 위해서는 마케팅, 디자
인, 설계, 엔지니어링, 로지스틱스 등
유망 서비스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자금 및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7) 정부는 고급 서비스인력 양성을 위해 경영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6년 3월 현
재 인가를 신청한 경영전문대학원 16개 대학 중 6개 대학과 물류전문대학원 1개 대학을 확정하
였으며, 금융전문대학원을 KAIST에 위탁하기로 하였다(경제정책조정회의 안건, 2006. 3. 24).

40

KIET 산업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