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T 인력 고용 현황 및 시사점 



 

01 OECD 국가의 ICT 고용 현황 
  

02국내 ICT 인력의 고용 구조 
  

03국내 ICT 인력의 고용 현황 
  

04 결론 및 시사점 

목차 



01 OECD 국가의 ICT 고용 현황 



01 01 02 03 04 

ICT란?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의 약자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의 합성어 
•정보통신기술이라 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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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국가의 ICT 고용 현황 

 OECD국가들의 총 산업 인력   1,500만 명 
                      ICT 서비스업 1,000만 명 
                      ICT  제조업     450만 명 

1,000

만명 

450만

명 

약1500

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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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직업 인력 현황> 

OECD ICT 전문가 및 사용자에 대한 정의 

• ICT 시스템 계발,운영,유지 능력보
유 

• ICT관련 업무로 구성 

ICT전문
가 

• 고급의 산업에 특화된 소프트웨어 
도구 능숙하게  사용  

• ICT가 주요 직무가 아니라 도구로 
사용 

고급 사
용자 

• 브라우저,이메일 클라이언트 등 인터넷 
관련 일상적 도구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사용자 

• ICT가 주요 업무가 아니라 도구로 사용 

기본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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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산업인력은  
 
                    현재 
  

          약 100만 7천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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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제조업>                 
            50.9%에서 

                          47.2%로 감소 
 

<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 

              14.7% 에서  

                          24.6%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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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산업 인력의 고용 추이(2005~2010) 

ICT 제조업 -21,628 

통신서비스 -14,660 

소프트웨어 및 정보서
비스 업 

87,021 

콘텐츠 5,928 

ICT 임대 및 도소매 
업 

18,191 

ICT  산업 74,852 

전 산업 대비 비중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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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직업 인력 고용 추이 

시스템 개발자 
 
 2008년 18만 7천명       2011년 24만 5천명  
                               증가 
 
정보 시스템 운영자 
     

    2008년 5만5천명         2011년 7만 2천명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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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딩 컴퓨팅 이란? 

Pc나 개개인의 서버가 대규모 컴퓨
터 집단으로 옮겨간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굳이 pc 에 소프트웨어를 내
장해 놓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프로그
램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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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ICT 직업 인력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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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별 임금 수준 

시간외 근무 

평균 근속년수 

기업의 인력 미충원 현황 및 인력 부족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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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별 임금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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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별 임금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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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외 근무&평균 근속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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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외 근무&평균 근속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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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인력 미충원 현황 및 인력 부족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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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ICT 소프트웨어 인력 부족률 심각 
 
2.타 산업에서의 ICT 인력의 고용 비중이            
낮음 
 
3.ICT 인력이  타 산업에서 활동하는 비중에 대한 
고찰이 실질적인 ICT 기술의 활용 수준을 판단하
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  



04 01 02 03 04 

박근혜‘일자리 창출’ 공약 

'일자리 창출' 공약실천에 초점 :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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