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보험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1. 산업유형별 일자리 창출 효과

가. 산업연관분석 개요 및 활용

■  산업들은 생산활동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맺게 되고 이 과정에서 부가가

치, 고용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산업연관분석은 이런 산업간 연관 관계를 파악하

는 데 유용함(한국은행(2014), p. 3)

〇 (산업연관분석 장점) 특히 최종수요를 통해 유발되는 생산, 고용, 소득 등에 대

한 산업 간 파급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상 장점이 있음(김경섭·정

상범 2016)

■ 본고는 산업연관표 중 고용표를 활용하여 산업별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며, 고용표의 특징과 한계는 다음과 같음

〇 (고용표의 특징) 산업연관분석상 취업자/피용자 수42)는 전업환산 기준에 의한 

것이므로 실제 취업자/피용자와 다를 수 있음(한국은행(2014), p. 42)

- 따라서, 산업 내 비정규직, 임시·일용직, 시간제 근로자가 많을수록 환산된 취

업자/피용자 수는 실제 수치보다 적음

〇 (고용표의 한계) 고용표의 특성상 세부 업종까지 구분해 내기 어렵고,43) 과거 

42) 산업연관분석상 취업자/피용자 수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지역
별고용조사, 경제총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등 고용관련 각종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함
(한국은행(2019), p. 173)

43) ‘투입산출표의 생산자가격 기본부문’을 활용하여 381개 업종으로 구분되고 있지만, 보험산
업의 경우 공제산업이 포함되나, 업종 세분화에 한계가 있음(<부록 표 Ⅴ-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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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에 의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추론을 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음

■ 일반적으로 산업연관분석에 의해 추정하는 효과는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

과, 노동유발효과(취업, 고용유발효과) 등이 있으나 여기서는 노동유발효과인 취업

(고용)유발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봄

나. 산업유형별 고용/취업유발계수44) 변화 추이

■ 1995~2017년 동안 우리나라 전산업의 고용(취업)유발 효과45)는 산업 전반에 걸친 

자동화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〇 (정의) 고용(취업)유발효과는 생산액(판매액) 10억 원을 생산할 경우 유발되는 

노동력(피용자 혹은 취업자 수)임

- 이때 유발되는 노동력은 해당 산업뿐만 아니라 유관 산업의 노동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각각 직접유발효과, 간접유발효과라고 함

〇 (효과) 1995~2017년 동안 산업별 고용(취업)유발계수는 24.24명(36.8명)에서 2017

년 7.59명(11.04명)으로, 22년 동안 16.65명(25.76명) 감소함(<그림 Ⅲ-1>, <그림 Ⅲ

-2> 참조)46)

- IMF 외환위기 기간이 포함된 1995~2000년에 타 산업에 비해 금융/보험산업의 

고용/취발유발계수는 급격히 감소한 후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음

44) 노동유발계수는 취업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로 구분되며, 이와 관련된 전문용어는 <부록 I> 

용어 정리를 참조 바람

45) 고용은 피용자를, 취업은 모든 경제활동자(근로자, 자영자 등)를 대상으로 함

46) 통계수치 등 세부사항은 <부록 Ⅳ>를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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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주요 산업별 고용유발계수

(단위: 명/10억 원)

<그림 Ⅲ-2> 주요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단위: 명/10억 원)

주: 1) 고용(취업)유발계수 = 최종수요에 의한 고용(취업)유발 인원(명) / 국산품 최종수요액(10억 원)

2) 2015년 이후 산정방식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동일 연도일지라도 과거 추정치와 다를 수 있음
3) 전산업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을 참조 바람
4) 세부 통계 수치는 <부록 Ⅳ> 참조 바람

자료: 산업연구원/산업별통계/주제별통계/산업연관관계/고용유발계수(산업별)

■ 금융/보험산업의 고용창출 수준은 다른 산업에 비해 IMF 외환위기 이전에는 높았

으나, 이후 구조조정 및 IT 활용 등으로 급감함47)48)

〇 (글로벌 금융위기 제한적) 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모든 산업의 고용창

출 효과를 감소시키는 경향은 있으나, IMF 외환위기 같은 경제적 충격으로 나

타나지는 않음

〇 (충격과 지속기간 구분) 이를 통해 볼 때 IMF 외환위기 전후의 급격한 일자리 수 

감소는 ‘경제적 충격(Shock)’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이후의 일자리 수 

감소는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사회경제 환경에 따른 감소 현상으로 이해됨

47) <부록 Ⅳ>에서 1995~2000년 동안 전산업의 고용(취업)유발계수가 감소하였으며(고용유발계
수: 24.24→13.64), 특히 금융/보험산업(고용유발계수: 33.59→14.81)이 급감함

48) 김종국·송덕진(2008)은 IMF 외환위기로 인해 다른 산업에 비해 금융산업은 구조조정, 업무
효율 향상 과정에서 고용인력이 감소한 것으로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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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농림수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금융/보험

1995년 14.72 20.77 27.25 33.59

2000년   8.33 (-43.4) 10.11 (-51.3) 16.11 (-40.9) 14.81 (-55.9)

2005년   7.54   (-9.5)  7.68 (-24.0) 13.14 (-18.4)   9.89 (-33.2)

2010년   5.12 (-32.1)  5.44 (-29.2) 11.73 (-10.7)   9.81   (-0.8)

<표 Ⅲ-1> 주요 산업의 고용유발계수 비교
(단위: 명/10억 원)

주: 1) 고용유발계수 = 최종수요에 의한 고용유발 인원(명) / 국산품 최종수요액(10억 원)

2) 2015년 이후 산정방식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동일 연도일지라도 과거 추정치와 다를 수 있음
3) 전산업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를 참조 바람 
4) (  ) 안은 5년 전에 비해 변화한 비율임. 2000년 (  ) 값은 1995년에 비해 얼마나 변화한 것인지 보는 것으

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상황을, 2010년 값은 금융위기 상황을 예상할 수 있음
5) 세부 통계 수치는 <부록 Ⅳ>를 참조 바람

자료: 산업연구원/산업별통계/주제별통계/산업연관관계/고용유발계수(산업별)

2. 보험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가.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서 산업연관표(2015년 실측표 기준 활용) 2017

년 연장표/부속표/고용표(통합대/중/소분류)를 활용함49)

〇 (비교 산업군) 일반적으로 산업 간 비교 시 제조업을 비교대상 산업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50) 제조업, 비금융산업, 금융/보험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금융/보험산업’은 산업연관표 부속표의 소분류에 의해 ‘일반금융’, ‘보험산업’, ‘기

타금융서비스(금융보조)’로 분류되므로 이를 활용함(한국은행 2019)

〇 (일반금융) 금융서비스 취업자(피용자) 수는 ‘중앙은행 및 예금취급기관’, ‘기타 

금융중개기관’ 등의 합산 값으로 산출하였음

49) 표준산업분류는 금융/보험업 항목에 사회보장보험이 포함되어 있으나 산업연관표상 금융/

보험업에는 제외됨. 즉, 사회보장보험업, 공적연금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서비스’

에 포함됨(한국은행(2019), p. 39). 산업연관표상 연금기금은 은행, 보험, 증권사가 관리하
는 퇴직연금만 포함됨(한국은행(2019), p. 128)

50) http://www.fsi.or.kr/01/03.asp 등에서와 같이 서비스산업 취업자 수의 비교를 제조업 및 
전체 산업과의 비교를 통해 산업별로 비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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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보험산업) 보험서비스 취업자는 일반 생명보험, 손해보험뿐만 아니라 우체국 

보험, 각종 공제도 포함되어 있으나 보험모집인은 제외됨

- 이로 인해 보험서비스 취업자를 생명보험, 손해보험으로 정확히 구분해 내는 

것은 산업연관분석체계상 불가능함

〇 (산업유형 재분류) 산업연관분석을 위해서는 보험산업 외 다른 산업도 존재해

야 하므로 농림수산, 제조업, 비금융서비스, 일반금융, 보험산업, 금융보조의 6

개 산업유형으로 재구분함(<부록 표 Ⅴ-1> 참조)

- 1, 2차 산업은 각각 하나의 산업유형으로 농림수산(1차 산업), 제조업(2차 산업)

으로 하였으며, 서비스는 비금융서비스와 금융서비스로 구분함

- 금융서비스는 일반금융(은행, 금융투자)과 보험산업, 금융보조로 구분하였음51)

■ 생산유발계수 산출, 노동계수 산출, 노동유발효과 추정의 3단계로 보험산업의 일

자리 유발 효과를 추정할 수 있음

〇 (생산유발계수) 생산유발계수는 어떤 상품의 최종수요가 1단위(10억 원) 발생하

였을 때 이를 충족하기 위해 해당 상품을 만드는 부문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액을 의미함

- (산식) 생산유발계수는 ‘역행렬 계수’라고 불리며, 단위행렬인 ‘ ’에서 

투입계수행렬()을 뺀 행렬의 역행렬로 표현됨52)

〇 (노동계수) 취업(고용)계수는 특정 산업부문 1단위(생산물 10억 원)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취업자(피용자) 수를 의미함

- (산식) 취업계수는 ‘취업자 수(명 단위)’를 ‘산출액(10억 원 단위)’으로 나누어 산

출하며, 고용계수는 피용자 수로 산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53)

〇 (노동유발효과) 고용(취업)유발효과는 생산액(판매액) 10억 원을 생산할 경우 

유발되는 노동력(피용자 혹은 취업자 수)임

51) 주의할 점은 금융보조서비스업 종사자의 대부분이 보험설계사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보
험산업 체계로 포함할 수 있으나, 산업분류의 한계로 여기서는 별도의 산업군으로 구분됨

52) 세부적인 내용은 한국은행(2014) 등을 참고하기 바람

53) 취업자 수는 피용자와 자영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취업계수가 고용계수보다 항상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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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식) 취업 및 고용유발효과는 각각       ,       로 산출됨

    * 단,: 생산유발계수, · : 취업계수 및 고용계수의 대각행렬

- 이때 유발되는 노동력은 해당 산업뿐만 아니라 유관 산업의 노동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각각 직접유발효과, 간접유발효과라고 함

나. 분석결과

1) 취업(고용)계수 산출

■ 취업(고용)계수 산출을 위해 취업자(고용자) 수와 투입비용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표 Ⅲ-2>와 같음

〇 (취업/피용자 수) 취업자(피용자) 수를 보면 농림수산업 1,244천 명(96천 명), 제

조업 3,945천 명(3,416천 명), 비금융 18,442천 명(13,413천 명), 일반금융 313

천 명(306천 명), 보험산업 245천 명(232천 명), 금융보조 161천 명(142천 명)으

로 나타남

〇 (투입계) 산업별 투입된 비용을 보면, 농림수산업 61조 원, 제조업 1,813조 원, 

비금융 2,122조 원, 일반금융 94조 원, 보험산업 49조 원, 금융보조 29조 원으로 

나타남

주요 산업유형 취업자 수 피용자 수 투입계

농림수산 1,244 (5.1) 96 (0.5) 61,468 

제조업(광공산품 등) 3,945 (16.2) 3,416 (19.4) 1,813,050 

비금융서비스 18,442 (75.7) 13,413 (76.2) 2,122,180 

금융
서비스

일반금융(은행, 금융투자) 313 (1.3) 306 (1.7) 93,929 

보험서비스 245 (1.0) 232 (1.3) 48,966 

기타(금융보조)* 161 (0.7) 142 (0.8) 28,849 

계 24,350 (100.0) 17,605 (100.0) 4,168,442 

<표 Ⅲ-2> 산업유형별 취업자 현황(2017년)
(단위: 천 명, %, 10억 원)

주: 1) 집계방식에 의해 한국은행 취업자 수와 통계청 등 전체 취업자 수 추계에 다소 차이가 있음
2) 위 취업자는 상품기준 분류체계를 따른 것임
3) *는 ‘금융/보험보조서비스’를 의미하며, 설계사, 방카 등 금융서비스 종사자가 포함됨(이하 동일)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부속표/고용표/통합소분류를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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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산업별로 10억 원의 상품을 생산해 내는 데 필요한 취업자(피용자) 수는 보험

산업이 제조업이나 일반금융업(은행 등)에 비해 높음

〇 (취업계수) 10억 원을 산출하기 위해 제조업은 2.2명, 일반금융은 3.3명, 보험산업

은 5.0명, 금융보조는 5.6명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됨54)

〇 (고용계수) 10억 원을 산출하기 위해 제조업은 1.9명, 일반금융은 3.3명, 보험산업

은 4.7명, 금융보조는 4.9명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됨

〇 (특징) 한편, 농림수산업은 사업의 특성상, 취업계수는 높고 고용계수는 매우 낮

은 것으로 나타남

- 즉, 고용계수가 낮으므로 임금근로자(피용자)의 필요성은 적은 데 반해 취업계

수는 높으므로 자영업자 및 비정규직55) 근로자가 많이 필요함을 보여줌

구분 농림수산업 제조업
서비스

비금융 일반금융 보험산업 금융보조

취업계수 20.2 2.2 8.7 3.3 5.0 5.6 

고용계수 1.6 1.9 6.3 3.3 4.7 4.9 

<표 Ⅲ-3> 산업별 취업계수/고용계수
(단위: 명/10억 원)

주: 세부자료 산출 방법 및 통계수치는 <부록 Ⅴ>를 참조 바람

2) 취업(고용)유발계수 산출

■ 산업별 생산유발계수를 보면, 산업 내 생산유발효과는 모두 1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타 산업에도 대부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〇 취업(고용)유발계수는 산출된 생산유발계수의 행렬계산에 의해 산출됨

54) ‘산업유형별 취업자/피용자 수’에 ‘산업유형별 총투입계’를 곱하여 산출하며, 취업자/피용
자 수와 총투입계의 세부통계는 각각 <부록 Ⅱ>, <부록 Ⅲ>을 참조 바람

55) 한시제, 시간제 근로자 및 비전형(파견, 용역, 특수형태근로자, 가정 내 근로 등)으로 대부
분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취약한 근로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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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산업별 생산유발계수 행렬: (I-AD)-1

구분
농림

수산업
제조업

서비스
비금융 일반금융 보험산업 금융보조

농림수산  1.057 0.029 0.013 0.004 0.012 0.003 

제조업(광공산품 등)  0.450 1.572 0.306 0.104 0.340 0.096 

비금융서비스  0.220 0.282 1.365 0.283 0.926 0.266 

금융
서비스

일반금융  0.032 0.021 0.034 1.055 0.130 0.058 

보험서비스 -0.005 0.004 0.006 0.003 1.049 0.006 

기타(금융보조)* -0.001 0.004 0.006 0.025 0.600 1.062 

주: 1) (산업별) 취업(고용)계수 = 취업자 수(피용자 수) × 총투입계(10억 원)

      2) 총투입계 = 중간투입계 + 부가가치계(피용자보수 + 영업잉여 + 고정자본소모 + 생산세)

      3) 세부자료 산출 방법 및 통계수치는 <부록 Ⅴ>를 참조 바람

■ 총 취업유발효과를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은 6.6명, 일반금융은 6.4명, 보험산업은 

18.1명, 금융보조는 8.7명으로 추정됨

〇 (직접효과) 동일 산업 내 취업유발효과인 직접효과를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은 

3.4명, 일반금융은 3.5명, 보험산업은 5.2명, 금융보조는 5.9명으로 추정됨

〇 (간접효과) 타 산업에 미친 취업유발효과인 간접효과를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은 3.1명, 일반금융은 2.9명, 보험산업은 12.8명, 금융보조는 2.8명으로 추정됨

〇 (특징) 보험산업은 직접적 취업유발효과도 상당하나, 다른 산업의 취업을 활성

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강하다는 특징이 있음

구분 농림수산업 제조업
서비스

비금융 일반금융 보험산업 금융보조

직접효과
1)

21.4 3.4 11.9 3.5 5.2 5.9 

간접효과2)
3.0 3.1 1.1 2.9 12.8 2.8 

총효과 24.3 6.6 13.0 6.4 18.1 8.7 

<표 Ⅲ-5>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단위: 명/10억 원)

주: 1) 직접효과는 동일 산업 내 취업유발효과를 의미함
2) 간접효과는 해당산업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산업 간 취업유발효과를 의미함
3) 세부자료 산출 방법 및 통계수치는 <부록 Ⅴ>를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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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고용유발효과를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은 4.9명, 일반금융은 5.6명, 보험산업은 

14.8명, 금융보조는 7.3명으로 추정됨

〇 (직접효과) 동일 산업 내 고용유발효과인 직접효과를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은 

3.0명, 일반금융은 3.4명, 보험산업은 5.0명, 금융보조는 5.2명으로 추정됨

〇 (간접효과) 산업 간 고용유발효과인 간접효과를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은 1.9

명, 일반금융은 2.1명, 보험산업은 9.9명, 금융보조는 2.1명으로 추정됨

〇 (특징) 보험산업의 고용유발효과는 취업유발효과와 마찬가지로 간접효과가 크

다는 점에서 유관 산업의 고용을 활성화하는 데 긍정적일 것으로 보임

구분 농림수산업 제조업
서비스

비금융 일반금융 보험산업 금융보조

직접효과
1)

1.6 3.0 8.6 3.4 5.0 5.2 

간접효과2)
2.3 1.9 0.8 2.1 9.9 2.1 

총효과 4.0 4.9 9.4 5.6 14.8 7.3 

<표 Ⅲ-6> 산업별 고용유발계수
(단위: 명/10억 원)

주: 1) 직접효과는 동일 산업 내 취업유발효과를 의미함
   2) 간접효과는 해당산업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산업 간 취업유발효과를 의미함
   3) 세부자료 산출 방법 및 통계수치는 <부록 Ⅴ>를 참조 바람

3) 보험산업의 유관 산업 고용에 미치는 효과

■ 보험산업의 간접적 고용유발효과(간접효과)는 9.9명으로 제조업, 비금융, 일반금융

업에 비해 높으며, 이 중 비금융서비스에 5.85명, 금융보조서비스에 2.94명,56) 제

조업에 0.64명의 고용을 창출시킴(<표 Ⅲ-7> 참조)

〇 (보험산업의 강한 산업 연관) 보험산업의 판매(생산) 증가는 비금융서비스의 고

용 증가 등 다른 산업의 고용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침

〇 이에 반해, 비금융서비스는 총고용 효과(9.4명) 중 대부분이 직접고용(8.6명)이

라는 점에서 타 산업에 대한 고용파급효과는 미미함(<표 Ⅲ-6> 참조)

56) 설계사로 구성된 금융보조서비스보다 비금융서비스에 대해 보험산업의 간접 고용유발효과
가 높은 이유는 두 산업의 규모의 차이에서 유추할 수 있음. 금융보조는 비보험서비스에 
비해 총투입계 기준으로 1.4%에 불과하여 적은 규모이기 때문임(<부록 표 Ⅲ-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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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농림수산업 제조업
서비스

비금융 일반금융 보험산업 금융보조

농림수산업 - 0.05 0.02 0.01 0.02 0.01 

제조업  0.85 - 0.58 0.20 0.64 0.18 

서비스

비금융  1.39 1.78 - 1.79 5.85 1.68 

일반금융  0.10 0.07 0.11 - 0.42 0.19 

보험산업 -0.02 0.02 0.03 0.01 - 0.03 

금융보조 -0.01 0.02 0.03 0.12 2.94 -

간접효과 계 2.3 1.9 0.8 2.1 9.9 2.1 

<표 Ⅲ-7> 산업별 간접고용유발계수 행렬
(단위: 명/10억 원)

〇 (비금융서비스 구성 요소) 비금융서비스를 구성하는 세부 업종은 부동산/임대, 

IT/교통/통신, 음식/숙박업, 보건/의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57) 이들 산업

에 미치는 보험산업의 간접 고용유발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분석됨

- 보험산업 매출액 발생을 위해 각 산업의 구매비용을 보면, 부동산/임대가 

27.3%, IT/교통/통신이 17.9%, 음식/숙박업이 12.5%, 보건/의료가 2.0%로 이들 

산업의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58)

- 특히, 최근 건강관리서비스의 확대 가능성과 관련하여 건강관리서비스는 보건/

의료와의 관련성 외에 IT산업과도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보험산업이 건강관

리서비스의 고용 확대에 긍정적일 수 있음을 추측하게 함

57) ‘투입산출표의 생산자가격 기본부문’에 총 106개 비금융서비스 항목이 있으며, 이를 부동
산/임대, IT/교통/통신, 음식/숙박업, 보건/의료 등으로 구분함

58) 해당 산업 간 간접고용유발효과 산출에 필요한 취업자(피용자) 수에 대한 통계자료가 없어 
‘투입산출표의 생산자가격 기본부문’에서 제시되는 투입액자료를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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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동산/임대
IT/교통/

통신
음식/숙박업 의료/보건 기타* 전체

구매비용 3,469 2,272 1,591 258 5,119 12,708

비율 27.3 17.9 12.5 2.0 40.3 100.0

<표 Ⅲ-8> 보험산업 매출액 발생을 위한 비금융서비스 구매비용
(단위: 10억 원, %)

주: * 총 106개 비금융서비스 항목 중 기타는 70개 항목의 합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투입산출표/생산자가격/기본부문을 활용함

■ 코로나19가 SAS, MERS와 같은 감염병과 달리 단기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59)

을 고려하면 그 이후 수요 변화에 대응한 일자리 준비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〇 (코로나 이후 산업변화) 특히 코로나19 이후 사이버보험, 간병보험, 의료배상책

임보험 등의 성장이 예상되고 이와 관련 있는 정보통신, 건강관리서비스, 의료, 

바이오 산업의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60)

다. 평가 및 한계

■ 연구결과에 의하면 보험산업의 일자리 창출은 제조업이나 일반금융(은행 등)에 비

해 상대적으로 높아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 산업으로 평가할 수 있음

〇 (코로나19 고려 시) 현시점상 코로나19를 반영한 분석은 불가능하나, 과거 경제

적 충격(예: IMF 외환위기) 전후의 산업연관분석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산업별 

유발계수 값의 차이는 다소 있으나, 그 추세는 유지되어 온 것으로 판단됨

- 이를 고려하면, 본 연구의 추정결과는 코로나19 이후에 영향을 받겠지만, 산업

연관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상 오차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〇 (코로나19 영향 제한적) 한편, 보험산업의 2020년 1분기 수입보험료를 보면, 전

년 동분기에 비해 양호하여 현재까지 코로나19의 영향은 크지 않았다는 점도 

분석결과를 지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표 Ⅱ-9> 참조)

- 다만,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4월 이후의 결과가 아니므로 다소 

59) 김해식 외(2020)

60) 홍민지(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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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판단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해석에 유의할 필요는 있음61)

〇 (충격과 지속기간 구분) 따라서, 코로나19는 경제적 ‘충격 변수’로 보고, 그동안 

지속되고 있던 고령화, 저출산, 저금리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는 ‘지속 변수’

로 보아 일자리 정책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험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보험산업 자체뿐만 아니라 연관성이 높은 타 산업의 일자리도 창출하는 데 효

과적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는 코로나19 미반영, 보험산업 비세분화, 부분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한계는 있음 

〇 (코로나19 미반영) 동 분석결과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코로나19의 상황을 반영

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음

〇 (보험산업 세분화 미반영) 동 분석은 보험산업에 공제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에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〇 (부분적 접근) 고용창출효과 외에 부가가치유발, 생산유발효과 등 다른 효과들

을 고려한 산업별 종합분석이 되지 못한 한계가 있음

- 또한 산업연관분석은 단기적 분석방법으로 고용유발효과를 과장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다른 분석들(예: CGE 모형)과 함께 평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윤윤규 외 2008)

61) 김해식 외(2020)에 의하면, 예정이율 인하를 앞둔 2~3월에는 보험료 인상 전 영업활동 강화로 
인해 수입보험료 실적이 좋으나 4월 이후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김해식 외(2020), p.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