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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론 

최근 세계경제의 구조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서비스부문 성장이라는 공통점이 관찰되고 

있으며， 선진공업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취업인구의 걸반 이상이 서비스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서비스산업의 증가 현상은 지속되고 있으며 소비자 수요의 다변화로 

인한 업종의 다양화가 나타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관광산업은 서비스부문의 핵심산업이며， 미래 성장산업으로쩌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관광산업을 국가의 잔략 

산업으로 집중 육셩하고 있는 추세로 글로벌시대로의 진입과 함께 국가경챙력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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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관광산업은 노동집약형의 인적의존도가 높은 산업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적서비스의 품질이 곧 관광상품의 경챙우위를 갈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박정호． 

박친영， 2010). 

이에 관광기업들은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서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기업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토 인적자원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되고 있다（고미영·정철， 2013; 오미숙， 2003). 

하지만 관광산업의 급격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관광분야 인적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요구 

수준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관광사업체와 교육기관 간에는 인적자원의 질적수준 격차 

(service gap）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관광산업분야의 자격쳬도중 전문자격은 관광진흥법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 등에 

의한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가 있으며， 

기술자격으로는 컨벤션기획사， 자격인정은 국외여행인솔자 등이 있다． 그러나 한국직업능력 

개발원의 국가자격제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호텔서비스사를 게외한 대부분의 자격이 칙무의 

전문성이나 고용안정성 등에서 국가자격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김현주， 

2013). 

제주의 경우 2013년 기준 10인 미만 사업자가 전체 사업자의 93％이며， 3차산업의 비중이 

73.7％에 달하는 등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매우 높으나， 인적자원 양성의 측면에서 잔문 

프로그램의 부재와 지도기관 및 지도강사의 전문성이 공인되지 않은 점（김수연， 200聊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관광산업의 인적자원 양성은 관광산업의 질적 발전에 있어 직접적으로 중요성이 매우 

높으며， 관광산업에서의 글로벌 서비스마인드 강화는 전 산업 인적자원에 대한 경챙력 향상의 

모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관광분야의 산업적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관광분야 재직자 직업훈련 교육현황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광분야 인적자원 양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내 산업구조와 한국고용정보원 HRD-Net의 1DB 및 지역내 대학·기관들의 

직업훈련 교육현황을 종합해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제주지역 관광 

산업 인적자원 양성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제주 

지역 관광산업 인적자원 육성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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ㅍ． 이론적 고찰 

2,1 인적자원개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사회의 양극화 등의 환경변화는 삶의 질 향상과 

경제발전을 위해 인적자원 정책이 매우 중요함을 일깨워주고 있다《오헌석외， 2009; 강병구， 

2008; 진미석， 2009; 진미석외， 2007). 

우리나라에서도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지식기반사회의 

경챙력은 해당 국가나 지역이 어느 정도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활용하느냐와 칙결된 문제 

로 간주되고 있다《김정렬외 2008). 특히 인적자뭔（Hman Resource）은 물적자원에 비해서 

국제직지역적 이동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인적자원이 지니는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Boyne & Poole, 1999;GiIley & Eggland, 1989; 김정렬외， 2008). 

인적자원에 대해 OECD(2001）는 인적자본이라는 개념으로 ‘개인에게 통합되어 개인적· 

사화작경제적 복지창출을 촉진하는 지식·기술·능력 및 속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인적자원 

개발기본법에서는 ‘국민 개개인， 사회 및 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지식·기술·정보 등 인간이 

지니는 능력과 품성’으로 명시하고 있다． 

Bryant(1990）는 인적자원을 ‘학교교육， 칙장내 훈련， 건강유지를 위한 노력， 칙장이나 

지역적 이주， 정보수집 및 경험축적을 위한 활동 누다섯가지의 투자형태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김현주， 2008). 

김기혁（2006）은 인적자원에 대한 개념을 계획·예측과 개발， 활용분야로 구분해 인력의 

충원 및 선발， 직업훈련과 칙무능력 증진， 승친 및 보상 등으로 다음의 ＜표 1〉과 같이 설명 

하고 있다． 

＜표 1> 인적자원의 개념 

인떡자원 

겨燻l／여隱 개볕玄인자준비） 횔용（배ㅊ볕용） 

충원 -I -

- 승진 

선발 교육 자식 평가 

훈련 개발 7숱 전임 

경력증진 l 증징가！선 - 보상 

자료 : 김기혁（2006), 11-IRD가 경챙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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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직업훈련제도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제도는 1967년 「직업훈련법」 제정으로 정식 도입되었으며， 1976년 

「직업훈련기본법」 이 제정되어 시행되면서 직업훈련제도의 틀이 확립되었다． 이후 1995년 

7월 「고용보험법」 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이 도입되었으며 직업훈련의 중점도 기능인력 

양성에서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로 확대 발전되었다． 

1995년 이후 칙업능력개발사업과 직업훈련의무제의 일원화， 칙업능력의 개발.향상에 관한 

새로운 직업훈련제도의 틀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997년 12월 「근로자칙업훈련 

촉진법」 제정이후 2004년 12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으로 변경되어 현개까지 시행되고 

있다（한국고용정보원， 2014.12). 

칙업훈련은 크게 재직자 훈련（향장훈련）과 실업자 훈련（양성훈련）으로 구분되어 있다． 재칙자 

훈련（향장훈련）은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장을 위하여 사업주 또는 근로자 스스로 훈련을 받는 

경우 정부가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에 반해 살업자 훈련（향상훈련）은 

실업자의 취업능력 또는 기초 칙무능력 향장을 위해 정부가 훈련기관에 실업자 훈련을 위탁 

하거나 실업자가 스스로 훈련을 받는 경우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칙업능릭개발종합정보망（HRD-Net)1)에서 집계되는 재칙자 

훈련사업으로는 사업주능력개발지원과 중소기업특화사업， 근로자직무능력항상지원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칙업능력개발사업 유형 

구분 

ㅈ胚짜훈귿炙향상騈견） 실덥자 훈련（양상훈련） 

사업주 
늠력개발자원 

중소기업 

특화사겁 
근로ㅈㅌ탭늘 - 국가7맏전략 - 

즈階훈령」 

실옅자 	- 
X P」훈련 	- 

공공훈련 
력개일灌런레 - 

내용 

泂푸，Tㅉ 
근로ㅈ扈 
ㄷ腔土으로 

7C-ㄴ啄曆in 

ㅡ뼙멉

족한

貝ㅕ 
ㅡ귁국중작，

. 

)JOIAkI 0
X4MlAI

xF7  I&I2
ajo] 

懺

미ㅈ
7

I颱
JA
o ia-* 

리R
dll
Aㄷ덥

Al0 

ㅂ∼Pj컨 

학까탈중해

L-0A 

鄒)O1-c-v00=0 

拗鬪一과-1 
ㅈ因匣련人별 

에서 작섭 

실시 혹은 =CF7
IXE- 

'- 

o0
1F 

o은lcd=1 

훈련가굔뻬 

위탁 실시 

알국개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2014.12). r2013 직업능력개발 통계연보」 를 참고하여 재작성‘ 

직업능력개발종합정보망（HRD-Net）은 한국고용정보원이 직업훈련정보를 제공하고 직업훈련행정을 지원 

하기 위하여 2003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전산망이다． 

2014년부터‘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과‘ 개직자 내얄배움카드제’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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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등장과 개념 

박근혜 정부는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구현과 전문인재 양셩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라는 국정 철학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칙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의 구축과 확산을 추진해 오고 있다． 

국가칙무능력표준（자격기본법， 2013）이란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 

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 부문별·수준별로 쳬계화한 것을 말한다． 

즉 산업 현장의 칙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지식·기술·태도）을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직업훈련기관의 칙업훈련 

과정 편성 및 -3펭가도구 개발， 자격검정기관에서는 자격제도 개선과 검정 및 출제기준으로， 

기업체에서는 소拓구 및 재직자의 인사고과 및 경력개발 등（김동연·김친수， 2013）에서 현개 

부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부에서 이러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을 추진하는 주된 배경（배창옥， 2013; 권삼수， 

2013）은 크게 세가지로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산업 사회의 수요에 부응하는 지식과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인적자원개발의 필요성이다． 둘카， 현재의 직업훈련과정과 

자격제도가 칙업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셋째，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국가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데 직업훈련제도와 

자긱제도가 효과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가장 큰 이유는 

칙업훈련과 자격제도에 산업 현장의 요구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공급자 중심의 칙업 

훈련 및 자격제도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김진실， 2013). 또한 직업훈련과 자격을 이원화된 

제도로 운영하는 데서 생긴 연계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다《조정윤， 2002). 이에 산업계가 

주쳬가 되어 산업 현장의 의견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만들어 이를 교육과정， 훈련기준， 자격 

기준을 적용하여 교육－훈련－자격이 연계되어 훈영될 수 있는 제도 마련 방안으로 국가직무 

능력표준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관광분야에 대한 국가칙무능력표준 모듈은 여행서비스.숙박서비스， 컨벤션， 관광레저서비스 

분야와 소믈리에 및 바리스타·바텐더 등 식음료서비스분야가 2013년에 개발되었으며， 유사 

분야로 식음료조리·서비스가 2014년 개발되어 2015년 보완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활용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과 자격검정기관， 기업체 등에서의 

적극적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급격한 환경변화에 만감한 관광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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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산업적 특성과 실정에 부합된 후속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쳬기되고 있다（김동연 외， 

2014). 

正． 제주지역 관광산업의 인적자원 양성 현황과 문제점 

3.1 제주의 관광산업 

3,1.1 제주지역 산업구조 

제주지역의 산업구조는 「서비스업의 편중」 과 「규모의 영세성」 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2013년 기준 제주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13조 긔000억 원 

이었으며， 실질적인 경제성장률은 4.9％를 기록해 잔국 3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1·2차 산업은 줄어들고 3차 산업은 늘어나는 산업구조 편중현상이 더 심해져 일자리 

창출 및 경제규모의 팽창 등어I서 한계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3차산업 편중현상이 고착화 양상을 보이먼서 지역경제와 고용측면에서 관광산업 

을 중심으로 한 3차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3> 제주지역 생산구조 비중 

（단위： %) 

구 분 乙11년 2012년 2013년 

농림어업 16.5 沮1 15.0 

광겁 및 저匡업 2.7 a7 z8 

간설업 ㅈ4 a0 a5 

서바스업 및 기타 724 72.2 召7 

자료 2014년 12월 26일 제민일보 보도자료 인용． 

또한 제주지역 전체사업체에 대한 종사자 규모별 비중을 살펴보면， 9인 이하 사업쳬가 

전체 사업쳬에서 약 93％를 차지하고 있어 규모의 영세성을 보여주고 있다． 

1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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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013년 제주지역 종사자 규모별 사업쳬 현황 

（단위： 개， %) 

기옅：쩨 수 H읕 종사자 규모별 

- 겨 51,727 UI1（〕O 枉끄w 
1-4명 4긱555 82.27 

驪04 5-9명 5,571 10.77 
10∼i 9명 a（万3 3.97 

a68 20-49명 1,102 2.13 
50-99명 3기 (1留 

10J-2 〕명 117 0.23 

0.29 
J:)O－騙D명 20 0.04 
딨：C※D명 4 0.01 
tα刀명 아상 4 0.01 

자료 통계청， " 전국사업쳬 총조사“ . 

3.1.2 제주지역 관광산업의 고용동향 

제주방문 관광객에 의해 유발된 도내 관광산업 평균 종사자수는 2013년 32.9천명〈잠정치） 

으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12.1천명 증가하여 매년 1.7천명 청도 신규 고용이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 제주본부， 2014). 

자료 한국은행 제주본부（2014), “제주방문 관광객의 경제적 파급효과분석”， 제주경제브리프． 

I그림 1J 2013년 제주지역 관광산업 고용증가 및 종사자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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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 살펴보면 고용증가의 46.8%(5,656밍）가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이 

16.1%(1,946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이 15.0%(1,80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광수입 비중이 가장 큰 소매업의 고용증가는 12.6%( 1,524명）로 타 업종에 비해 

작게 나타났다． 

관광객에 의한 관광산업 고용효과는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등 여타산업에 비해 크게 

나타났으며， 2007부터 2013년까지 전 산업 신규고용 51.0천명（19.0% 증가）에 대한 관광 

산업의 고용기여도는 4.5%p（기여율 23.7%）로 가장 높았다． 

蜜천명〕 

자료 : 한국은행 제주본부（2014), “제주방문 관광객의 경제적 파급효과분석”， 졔주경제브리프． 

［그림 기 2007년∼2013년 업종별 고용증가 

3,1,3 제주지역 관광산업의 범주 

한국은행 제주본부（2014）는 게주방문 관광객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관광 

산업의 범주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관광산업 특수분류”와 관광과 칙접 관련이 있는 업종을 

추가해 32개 업종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재）게주테크노파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산업발전종합계획（2014-2018）을 

수립하먼서 주력산업으로 “관광디지털콘톈츠산업”을 제시하면서 총 14개 업종을， 협력 

산업인 “휴양형 MI CARE산업”으로 15개 업종을 범주로 설정하고 있다． 

이처럼 관광산업은 산업의 특수성과 지역의 산업육성 여건에 따라 그 범주가 변화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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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l저際티臼노파크 효F극은행 지I 본부 
흰R표준산겁분류 琰븐류 흰R표준쒼멉분류 서l너隱츠류 

～괸광신업 
. 종합소매업 
. 괸광 민여I 및 선물용품 소매업 
셔츠 및 기타으陽 소□It겁 
운동 및 경7 隱품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운송장비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저푿 소매업 
정기 .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수샹운송업：화물 저l오D／흼怜핑운송압화물저（외） 
괸굉숙빅겁 
일빈目삭점업 
주점업 
ㅈ曆차임대업 
스포츠 및 러臼리에이션용품 임대업 
기타 운송장키 임대업 
여행ㅅ隧」 

기타 嶢蝗조 및 OlP才서바스업 
전시 및 흔少，）거행업 
H뭍관 운영업 
사적지 괸리 운영업 

. 신a 및 동물원 운영업 
자간공원 운영업 
유운씨 및 테먀따크 운영업 
공연사설 운영업 
경주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 오락장 운영업 
기타 음삭점엡I玳스트푸드업 등） 
기타 운송괸련 서바스얍공항 터미널 등） 

. 이□呂업 / 마사지업 등 

~ 관광디지털콘텐츠 
온라인 」 모바일 게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器&n00' ㅌ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일반 영화 및 비다오물 저땁겁 
애니메이션 驥 및 비다오물 지 1겁 
광고 鱗 및 비다오물 지降I겁 
빙송 프로그램 저짝겁 
자싣짜 벋0업 
유츤脣쒼업 
컴퓨티 프로그2거밍 서바스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바스업 
사각 디차인업 
ㅂ긍연 oll 가 
그외 기타 칭작 및 여숱관련 서바스업 
H뭍관 운영업 

~ 휴양형 MCAJ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굉숙박사설 운영업 
출장 음식 서바스업 
기타 정보7 階 및 컴퓨E湜영 관련 서바스업 
데이터베아스 및 온라인정보 저공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번역 및 통역저바스업 

. 일반 및 국외 여행샤겁 

. 국내 여행사겁 
기타 여행보조 및 olI갹 서바스업 
전시 및 헹나 대행업 
공연 7I4업 
골프짇운영업 
종합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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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기관별 제주지역 관광산업 범주 

3.2 제주지역 관광산업 인적자원 육성현황 

2014년 6월 기준 제도권의 지정 등록된 관광사업쳬3）의 관광종사자는 34,457명으로 전체 

산업 종사자 수의 11.4%, 3차산업 종사자 수의 15.2％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관광종사원 

자격증제도가 시행된 1962년부터 2014냔 6월까지 도내 관광종사원 자격증 소지자는 호텔 

종사원 18,726명， 관광통역안내사 L458명， 국내관광안내사 14,256명， 컨벤션기획사 17명 

3) 여행업， 콴쾅숙박업， 관꽝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콴쾅편의시설업 종사자 수《파트타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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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모두 34,457명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 관광종사원 자격증 취득자 활동현황 	
다위： 엮， %) 

구 분 전 국 제 주 eo인p원 비 율 

호텔俉사원 

소 계 104,447 18,726 3,470 1a5 
362 24 枉〕 z셔.7 호텔경영사 

4,256 201 J) 149 호텔관라사 

호텔서바스싸 驪〕，829 iasoi 3.43〕 1a5 

괸광귄나싸 

괸굉통역 

인나싸 

소 계 25,407 1,458 261 17.9 

영어 6,878 162 35 21.6 

알본어 珊254 756 184 24.3 

중국어 q5% 536 38 7.1 

기타 552 4 4 1% 

국각 尸」광인내사 a긱567 14256 1,012 7.1 

컨벤션가획入K1급 · 2급） 1,612 17 6 35.3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2014),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계획（2014-2018)j . 

도내 관광종사원 교육은 제주관광공사가 주로 전담하고 있고， 수강자는 도내 관광관련 

종사자를 망라하는 집체교육의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쳬 관광관련 업체 종사자 추정치인 

4만 6천 여명의 12％에 해당하는 楓658명이 수강하였고 여기에 투자금액은 179,015천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체주관광공사의 관광종사원 교육현황 	
（단위： 천원， 명） 

연 도 교육주제 L隱 예산액 집행액 인 원 

2012 
친떨교육 및츰형 곤H걍종사원 긱C;wJ 38,319 1,567 

역량개빌！교육 

2013 
중국《）l교육 / 쵠떨교육 

역랑개발교육 / 우수괸광 헌장」고육 

자격대학생 듀組，사업 

iio,cn 95,323 2,370 

2014 
중국《가교육 / 역링개발교육 

친절교육 및 紛ㅊ牀l교육 

우슈곤士광현장교육 

120,α刃 45.373 1,781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14).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계획（20 14-2018)」 · 

2014년 제주에서 실시된 고용노동부의 재직자 훈련과정은 총 L384개 과정이 개살 

되었으며， 5,938명이 직업훈련과정에 참여해 빅795명（83.5%）이 수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개 사업별로 살펴보먼 ‘사업주 능력개발지원’은 총 315개 과정에 2,054명이 칙업훈련과정에 

참여해 긔630명（79.4%）가 수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소기업특화사업（국가인적자원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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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은 연간 총 50개 과정이 개샬되어 966멍이 참여해 903명（93.5%）가 수료한 것므로 

나타났다． 2014년 4월 통합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019개 과정이 개살되었으며 

2,918명이 훈련과정에 참여해 2,262명（77.5%）이 수료하였다． 전반적으로 재칙자 훈련과정은 

평균 수료율이 75% 이상인 것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중소기업특화사업으로 추진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은 90% 이상의 높은 수료율을 보였다． 

〈표 8> 개직자 훈련과정 및 수료인원 현황 

（단위： 개， %) 

구 분 

사귿-(7:r 
능력개발ㅈ틴 

중소가겁 

특회사겁 

근로자 

雖捨력개발훈련 
전 체 

과장수 b1F 과장수 ㅂ읕 과정수 ㅂ뭍 과장수 ㅂ율 
甕련과정 315 22.76 驥 3.61 1,019 72,63 1.384 1〔xl93 

훈련
인원 

장원 5.137 21.55 1,303 5.45 17,403 7a刀 23,837 iα그m 
실시인뭔 익054 34.59 9：叉 3 16.27 2,918 지요14 5.938 10그m 
수료인원 1,633 &193 33 18.83 2262 4L 17 4795 101〔D 
수료율 租4 田5 77.5 83.47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시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기별로는 2/4 

분기에 가장 많이 개설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4년 4/4분기에 훈련과정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지역별·시기별 재직자 훈련과정 현황 

구 분 

I ID-ENI 	m 

능력개발자원 

중소기업 

특화사겁 

근로차 
진덥능력개빌Fe련 전 체 

과장수 ㅂ읕 과정수 ㅂ읕 과정수 ㅂ뮬 과징수 ㅂ읕 

저厓시 301 95.6 50 1 cno 1,0俎 103.0 1,370 一～ 

사구俓존시 14 4갸 14 1.0 
소 계 315 193.0 以0 193.0 1,019 10그（〕 1,384 193.0 

1/4분기 114 36.2 14 28.0 273 26.8 401 29.0 
갹걱분기 92 29.2 19 3a0 3,x) 30.0 417 33i 
3/4분기 57 i8.i 8 沮0 319 31,3 384 끄8 
4/4분기 52 16.5 9 18.0 121 11.9 182 B겸 
소 계 315 103.0 以C 103.0 1,019 103.0 1,384 103,0 

칙업훈련 방법으로는 자체교육이 81.4%(1, 127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외부기관 위탁 

교육은 18.5%(256개）로 조사되었다． 중소기업 특화사업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모두 

자체교육으로 이루어친 반면． 사업주 능력개발지원으로 진행된 칙업훈련은 사업의 특성상 

위탁교육이 84.3%(256개）로 자쳬교육 18.4%(58개）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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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직업훈련 방법별 현황 
（단위： 7ㅐ， %) 

구 분 

사콥주 
능력개발ㅈ뭔 

중소기업 

특화사겁 

근로자 

직업능력개빌隱련 
전 체 

과정수 ㅂ읕 과or ㅂ읕 과장수 ㅂ뭍 과장수 ㅂ뭍 

자 체 58 1a4 以 103.0 1.019 1(x10 1127 81.4 

위 탁 256 81.3 256 ias 

ㅈ빠위탁 1 q3 1 （끼 

소 계 315 10그0 딨 103.0 1019 1〔n0 1,384 103.0 

겉晁隱련 314 服7 驥 1(x10 1,019 103.0 t383 服9 

혼힙훈련4) 1 q3 ㅣ q1 

소 계 315 io>co 딨 103.0 1019 1 0J.0 1384 103.0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어를 중심으로 외국어과정이 86.42%( 1, 196개）로 가장 많았으며， 

호텔 및 여행사 등 칙무관련 칙업훈련과청이 12.43%(172.개）,CS교육이 1. 16%( 16개） 순 

으로 나타났다． CS교육은 관광공사에 의해 주도적으로 진행된 갓으로 파악되었다． 세부내용 

으로는 관광 및 숙박서비스（외국어교육 포함）이 9169％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표 11> 직업훈련 내용별 현황 

（단위 개， %) 

구 분 

사겁주 
능력개발ㅈ원 

중소7업 

특화사겁 

근로자 

직엡층력개발훈련 
전 체 

과정수 ㅂ읕 과장수 ㅂ읕 과징수 UF 과징수 ㅂ읕 

즈무 48 15.24 49 9&03 75 7.36 172 1 a43 

cs 15 476 1 2.03 16 1.16 

오R《거 252 a).co 944 9264 1.196 없3.42 

소 계 315 1(끄（刀 驥 1CC以〕 1,019 1OJLO 1,384 1w03 

및 관광 숙박서바스 3(：〕0 95.24 13 26.03 956 93.82 1,2邸 91.a 

음식서바스 9 z出 9 mm 63 6.18 81 5.85 

흼곧 6 6 q43 

기타서바스 10 2Q03 10 0.72 

으隱보조 22.03 0.79 

인쇄흩판 3 6.03 3 0.22 

정보통신 3 6.03 3 0.22 

통신실」믄영 1 2.03 1 0.07 

소 계 3巧 10그驥 以 10.W 1.019 1α〕．w 1,384 1（끄03 

1.96 

4) 혼합훈란은 집체훈련과 원격훈련을 병행하는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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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주지역 관광산업 인적자원개발의 문제점 

급변하는 관광환경속에서 인적서비스에 의존도가 높은 관광기업들에게 인재개발과 확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즉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기존의 단순한 업무능력을 갖춘 인력보다는 

다양한 변화에 적응하고 지속적으로 셩장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력이 요구된다． 

제주는 콴광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제주의 관광산업이 질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관광인적자원개발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제주지역 

관광산업에서는 고용증가 및 실업률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질 저하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관광산업내 인적자원개발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고용의 질 저하로 인한 접객서비스의 하락 

관광산업은 직무특성상 고객과의 직접적인 대면하는 업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감정 

노동자라는 인식 때문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인력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관광기업들은 인력채용에 있어 전문적 지식이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인력을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 비청규칙 채용을 선호함으로써 접객 서비스의 수준도 질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葯予모 사업자인 호텔의 경우 호텔서비스가 국가기능칙 

자격으로 분류되어 채용의무성이 배제되어 관광학과를 졸업한 인력들이 ，戮予칙 일자리 찾기 

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관광산업범주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기업의 인적자원 수요 반영 미흡 

최근 관광산업은 융복합화를 통한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이종산업과의 연계가 

진행되어 오면서 관광산업의 범주가 점차 확산되고 그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관광산업의 범주가 확산·축소되는 변화를 겪게 되면서 관광관련 기업의 인적자원 수요를 

측정하기 위한 표본살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의 산업여건을 반영한 지역산업발전 

정책과 기업의 인적자원 수요에 대한 조사대상이 동시기에 통합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블구하고 아직까지는 관광산업의 범주에 속한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인적자원개발을 추진 

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는 실정이다． 관광산업의 범주의 샬정과 함께 최근 급속하게 증가 

하고 있는 중소규모의 숙박업， 음식점， 편의점 등 관광관련 기업들이 증가로 인력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인적자원개발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기라 하겠다． 

셋째， 제주지역 관광산업 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의 부재 

관광산업이 제주의 산업구조상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 인적 

자원개발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부재도 제주관광의 질적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문체점이라 할 수 있다． 2014년 2월 정부의 제2차 관광친흥확대회의에서 미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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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인재 육성으로 병원코디네이터， 의료관광 통역코디네이터， 의료관광 통역사 등의 

양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2014년 제주지역에서 실업자 및 재칙자를 대상으로 한 칙업훈련교육은 제주 

관광공사 및 제주한라대학， 그 외 외국어 학원들에서 이루어졌으나 대부분의 칙업훈련과정이 

중국어교육 및 서비스교육에 국한되어 있고 제주관광공사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이지 못한 

살정이다． 이처럼 관광산업내 교육기관의 분산， 기업내 인력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교육과정， 

산업범주 등 각종 퉁계의 분산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갈하기 위해서는 관쾅 

산업내에서 통합적인 인적자원개발 수행이 가능한 거버넌스쳬계 구축이 필요하다 하겠다＊ 

W. 제주지역 관광산업 인적자원 양성 개선방안 

4.1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입각한 정밀분석 

제주지역내 대규모 관광사업장을 중심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적용한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과 직무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인적자원 양성에 있어 칙업훈련제도와 자격 

게도가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어 온 가장 큰 이유는 칙업훈련과 

자격제도에 산업현장의 요구가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칙업훈련 

이수자와 자격취득자가 산업현장에서 칙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김잔실， 

2013). 

2014년 제주관광대학교는 2개 학과 교육과정에 시범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적용 

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12개 학과로 확대해 도입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한국관광 

대학교는 늘어나는 중국인관광객 시장을에 대한 수용태세 차원에서 관광중국어과에 국가 

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교과괏어을 운영해 기초지식과 인셩을 겸비한 관광실무 인력을 양정해 

오고 있다． 

또한 2015년 1월 고용노동부는 2017년까지 전 공공기관을 마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채용모델을 적용하겠다는계획을 발표하였다． 즉 스펙중심의 입사지원서 대신 칙무 

능력을 중심으로 입사지원서와 기술서를 받고， 지식중심의 필기시험도 안성과 종합직무능력 

검사로 구성된 역량테스트로 대체될 예정이다． 이는 곧 능력중심의 인적자원 양성교육 강화를 

위해 정부가 앞장서 국가칙무능력표준의 확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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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지역 주력（협력）산업과의 산업적 범주 일치 

지역산업발전종합게획은 5년간 지역의 주력（협력）산업을 중심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기 

위한 계획이다． 따라서 지역내 관광산업 인적자원개발 방향도 지역산업발전종합계획과 동일한 

산업적 범주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적자완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칙하다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산업발전종합계획（2014.9）에 따르면 현재 관광산업범주에 속하는 

제주의 주력산업은 관광디지털콘텐츠산업으로 “관광·자연， 문화특성과 디지털콘텐츠를 접목한 

서비스상품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ICT산업”이다． 관광디지털콘텐츠산업의 범주는 표준산업 

분류의 세세분류로 온라인·모바일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14개 업종이 포함되어 있다． 2011년 기준 산업규모는 177개 업쳬， 종사자 

윅930명 수준이다． 

또한 제주와 강원도의 깅제협력산업으로는 휴양형 MT CARE산업으로 “기존의 휴양형 

MICE산업과 헬스케어가 협력되는 융합산업으로 MICE와 건강관리， 미용관리 등을 포함하는 

상품의 개발과 마케팅을 포괄하는 산업”으로 설정하였다． 제주는 휴양형 전시산업 및 기획 

운영 서비스를 중심으로 특화시켜 나갈 계획이며， 강원은 의료기기 활용 및 관광서비스 

중심으로 특화시킬 예정이다. 이 산업은 호텔업， 휴양콘도운영업， 종합병원 등 세세분류 

15개 업종으로 범주가 설정되었으며， 산鱗子모는 2011년 기준 긔509개 업쳬， 종사자 

12,863명 수준이다． 

비록 지역내 전쳬 산업적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8％로 낮은 수준이지만 향후 

성장잠재력 및 전문인적자원 수요발생 측면에서 판단해 볼 때 인작자원개발의 방향 샬정에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4.3 지역내 기騙子모 여건에 부합된 훈련수요조사 표본의 설정 

급변하는 관광시장 환경속에서 관광기업들이 관쾅수뵤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관광산업의 

양적성장 뿐 아니라 질적성장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내 인적자원의 양적수급 뿐만 

아니라 질적관리에도 높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제주의 산업구조는 3차산업 편중으로 인해 관광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나며， 

제주지역 전쳬 사업체의 약 93％가 9인 이하 사압체가 규모의 영세성이라는 산업적 특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지역 특성애 맞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는 방향과 함께 지역내 산蛾구모에 부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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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이 진행되어야 한다． 지역내 인적자원개발은 지역의 산업 정체성에 대한 시점과 

성장가능성을 함께 파악하여 쟌략산업 수립의 우선순위들과 연계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지역내 산騙l조의 특성을 고려해 추진되어야 할 걋이다． 즉 지역 주력（협력）산업과의 

동일한 산업적 범주내에서 기업의 규모를 반영한 훈련수요조사의 표본설정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지역내 산업여건에 부합된 정확하고 실질적인 훈련수요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4.4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에 걸맞는 직업훈련과정 개발 

2014년 제주지역에서 관광종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칙업훈련과정은 총 717개 과정 

이었으며， 이중 중국어·영어 등 외국어 과정이 692개（96.5%）였으며， 친절서비스 콴련 과정은 

16개（2.2%), 기타 상품개발 등 실무관련 과정은 9개（1.3%）로 나타났다． 

〈표 12> 2014년 제주지역 관광산업 개직자 훈련과정 현황 

（단위： 개， %) 

구 분 총 계 오R어 츤擢서바스 기 타 

재曆l자 훈련과정 717 m 16 9 

비 율 1 cr3.0 96.5 z2 1.3 

자료： 2014년 RED-Net 재작자 훈련과정 자툐와 졔주관광공사·제주한라대학교의 재직가 교육과정 

자료 참조하여 작성 

관광산업의 범주가 윰복합화로 인해 확산되고 변화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관광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훈련과정은 외국어에 과도하게 편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재직자의 칙무에 따른 

향상을 위한 차별적인 칙업훈런과정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관쾅산업 재직자에 대한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의한 직무분석과 함께 이에 걸맞는 

개직자 칙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이 이루아져야 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에 

대한 개직자에 대한 향장교육과정도 기업실정에 맞는 맞춤형 직업훈련과정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4.5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 구축 

지역내 분산되어 있던 관광산업 개착자 훈련과정을 운영하던 관들의 기능을 통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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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으로 관광산업 인적자원개발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 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주지역인작자원개발위원회는 2014년 12월 제주지역 산업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자체·학계·산업계·인력지원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제주상공회의소내에 설치 

되었다． 위원회에서는 제주지역 TT·BI·관광서비스 기업들을 대상으로 칙업훈련 수요를 조사· 

분석하고 수요조사 갈과를 반영해 칙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훈련기관을 선정·관리하는 

업무를 맡는다． 수요조사 결과와 훈련기관 선정결과를 바탕므로 지역내 연간 인력양성계획을 

수립하는 역할도 함께 담당하게 된다． 향후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제주지역 전산업 

으로 산업수요를 반영한 인적자원개발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관광산업은 제주의 전체산업에 있어 그 의존도가 높고 외부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관광산업 중심의 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 구축은 불가피하며 

현재보다 빠른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V．결론 

2014년 제주지역 관광산업은 관광객 긔200만명을 돌파하며 2년 연속 관광객 긔000만명 

이라는 양적성장을 경험하였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2015년 긔300만명 유치를 목표로 

제주관광의 질적성장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관쾅산업의 호황으로 2007년 

부터 2013년까지 관광산업 일자리는 1만2,000개가 새로 생겼고 취업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용의 질적 측면애서는 관광산업내 일용칙이나 아르바이트의 증가로 인한 고용 

형태의 불안과 함께 관광종사자의 연평균 임금수준도 제조업 종사자애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살정이다． 또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들이 관광산업 업종에서의 근무기피 

현상과 인력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비정규칙의 무자격자를 채용하면서 관광 

산업내 인적서비스의 질적 하락현상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최근 제주지역 관광산업에서 나타나는 인적자원개발 측면애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의 질 저하로 인한 접객서비스의 하락현상이다． 

둘째， 관광산업범주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관광산업내 기업의 인적자원 수요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셋째， 제주지역 관광산업의 인적자원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부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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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역내 관광산업 인적자원 육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다음의 

5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제주지역내 대규모 관광사업장을 중심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적용한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과 칙무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인적자원 양성에 있어 산업현장의 요구가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프로그램 

개발과 관광산업내 직무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내 관광산업 인적자원개발 방향은 지역산업발전종합계획과 동일한 산업적 범주내 

기업들을 마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주력（협력）산업이 지역내 전쳬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수준이지만 향후 성장잠재력과 인적자뭔 수요측면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급변하는 관광시장 환경속에서 관광산업의 질적셩장을 위해서는 지역내 인적자원의 

질적관리에 칩중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주력（협력）산업과의 동일한 산업적 

범주내 기업규모를 반영한 훈련수요조사의 표본설정과 이를 통한 실잘적인 훈련수요 도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관광산업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다양한 직업훈련과정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관광산업 재직자애 대한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의한 직무분석과 함께 이에 걸맞는 

재직자 직무능력 향장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며， 중소기업들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칙업훈련과정 개발도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광산업 인적자원개발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제주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 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관광산업에서는 빠른 외부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 시스템의 개발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칠脾 제주지역 관광산업은 신화역사공원 및 헬스케어타운 등 대규모 개발이 친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다． 즉 관광산업내 대규모 인력수요 및 인적자원의 이동이 발생할 기회가 예상 

되기 때문에 관광산업 재칙자들의 역량개발이 중요한 시기이다． 또한 제주가 2015년 

1,300만명 관광객을 목표로 제주관광이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이어져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적자원 육성에 더욱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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