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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서 론 

21세기에 이르러 세계화와 정보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가속 

화됨에 따라 지식과 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에 대한 전략을 수 

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수명의 증가로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추이는 경제활동인구 

의 감소로 이루어지며 희소해진 인적자원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국가경 

士 본 논문은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한 ‘제주지역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관한 연구（2012.08)' 
를 수정·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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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인적자원의 현황파악과 인력의 개발 및 활용 등의 인력수급전망에 대한 

관심이 높아겼으나， 우리 실정에 적합한 예측방법과 기초통계 인프라의 구축 미비로 인 

한 예측상의 한계가 크게 가선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제주지역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통해 미래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정보를 졔공함으로써 교육서비스 시장 참여자들이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 

록 유도하여， 단기적으로는 제주지역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적합한 인력의 양성과 공급의 흐름을 탐색하여 경제 전쳬적으로 

불필요한 과잉투자를 예방하는 등의 보다 효율적인 정책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 

로써 앞으로 제주지역 사회 및 경제 전쳬의 효율성을 달성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샬증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1989년∼2011년으로 주로 통계청， 한국고용정보 

원 등의 홈페이지에 공표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추정방법으로는 통상최소자승법（OLS）을 

사용하였고， 분석프로그램으로 Eviews Ver.5를 사용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국내외 인력수급전망 연구동향 및 인력수 

급전망 모형방법론을 살펴보았고， 제3장에서는 제주지역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특성을 

통해 제주지역의 경제상황을 파악하였다． 제4장애서는 제주지역 인력수급 전망을 실행 

하여 인력수요와 인력공급 예측을 통해 제주지역 인력수급 불알치 잔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전망결과를 요약하고 전망의 시사점과 한계점을 살 

펴보고 향후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II . 국내외 인력수급전망 연구 

2.1. 국외 인력수급전망 연구 

주요 해외 선진국 정부는 정부 산하 독립연구소를 지정하여 인력수급전망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인력수급모형을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잘 활용하는 국가들로는 미국，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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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네덜란드， 일본 등이 있다． 이들 선진국의 인력수급전망모형은 상당히 정교한 수준 

의 모형을 사용하여 장래의 숙련 수요를 예측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추세이며， 급격 

한 사회변화와 전망 자쳬가 갖는 한계점을 고려하여 향후 직면하게 될 교육 및 노동시 

장의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선진국의 인력수급전망 모형들은 다부문 거시계량경제모형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인력수급전망이 갖는 의의와 인식차이에 따라 인력수급전 

망 모형의 구조와 전망방법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계량경제학 모형을 이용하는 방법 

이 인력수급 전망의 주된 방법이지만， 설문조사 방법， 숙련에 대한 회계감사 방법， 전문 

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델파이（delphi) 방법， 사례연구 방법， 특정 그룹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 등의 다양한 방법들이 활용되고 있다(Tessaring, 1998; Wilson, 2001) 

또한 인력수급전망 모형의 기능적 측면1）에서 국가마다 차이가 나타나는데， 미국의 노 

동통계국 BLS(Bureau of Labor Statistics) 모형은 과거에 주로 정책기능에 초점을 맞 

추었으나 최근에는 정보의 기능을 함께 중시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인력수급전망 모형 

과 네덜란드의 ROA(Researchcentrum voor Onderwijsen Arbeidsmark) 모형은 정보 

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선진국에서는 주로 5-JO년 주기의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하고 있으며， 1∼ 5년 주기로 

갱신전망을 실시하고 있다． 주로 소요인력접근법（manpower requirements approach）을 

사용하여 생산목표량 달성에 필요한 노동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현재의 인력구조 파 

악， 목표연도 공급규모 추정， 경제부문별 고용 수준 추정 및 교육자격·직업별 노동수급 

예측 등 7단계로 진행하고 있다． 

2.2. 국내 인력수급 전망 연구 동향 

국내 인력수급 전망에 관한 연구는 방법론과 목적에 따라 크게 두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산업연관분석（Input-Output Analysis）에 기초한 중장기 인력수 

1) 인력수급전망 모형의 기능적 측먼에는 정책기능과 정보기능이 있다． 인력수급전망 모형에 따라 어딴 기능 

에 더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치만， 정책기능과 정보기능이 상존하는 것이 보통이다． 

정책기능이란 정부의 정책결정권자가 교육노동시장정책을 비롯한 주요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도 

구로서의 기능이며， 정보기능은 인력수급 불일치 등 장래의 노동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한 

정보를 교육훈련기관이나 일반인에게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잘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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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에 관한 연구이고， 두 번째 방법은 노동시장의 중단기적인 예측을 통한 인력수급 전망 

이다． 

산업연관분석에 의한 중장기적 경제전망은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공급과 수요를 산 

업별로 예측하여 중장기 국가주요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이 가능하다． 대표적 

인 산업연관분석에 의한 인력수요 전망은 총량모형， 가격기술모형， 수요공급모형으로 구 

성되어 있는 한국개발원（KDI）의 “한국경제의 다부문모형”을 들 수 있다． 이 같은 산업연 

관분석은 거시경제모형의 취약점인 중장기적 강제예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급속한 구조변화 상황에서 거시계량 모형은 구조식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실용성의 한계 

를 지니고 있다． 

노동시장의 중단기적인 예측을 통한 인력수급 전망에 대한 시도는 한국교육개발원 

(1978), 김중수 외（1986), 박명수（1991), 박영범（2000), 강순희 외（2000), 정인수 외 

(2003), 안주엽（2005), 장창원 외（2005), 이강진 외（2006), 박천수 외（2008), 권우현 외 

(2010) 등이 있다． 

꼬． 제주지역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특성 

3.1. 제주지역 산업구조의 특징 및 변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제주지역의 총부가가치 추이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2010년 현재 제주지역 총부가가치는 8조 빅770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별로는 사 

엡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가 3조 4,120억원으로 가장 높고， 전기．운수·통신，금융이 1조 

히220억원， 농림어업이 1조 3,690억원，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이 1조 긔670억원， 건설업 

기070억원， 광공업 히01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제주지역 산업별 부가가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전기·운수·통신，금융 

이 연평균 5.7%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는 연평균 5.0% 증가， 도소매·숙박 음식점업 3.8% 증가， 광공업 1.6% 증가， 건설업 

1.0% 증가， 농림어업 以8%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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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의 총부가가치 추이를 보면， 1차 산업과 3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2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표 1> 제주지역 산업별 GRDP 현황 

（단위 : m억원， %) 

2000 2005 2010 
연평균 증감《10억） 연평균 중가율《％) 

'01-.05 '06-·10 '01-. 10 '01-05 06-'10 101_h1o 

총부가가치（기초가격） 5,93 1 7,253 8,477 264.2 245.0 254.6 4.1 3.2 3.6 	' 

농림어업 1.267 1,356 1,369 17.9 2.5 10.2 1.4 0.2 0.8 

광공업 258 247 301 -2.1 10.8 4,3 -0.8 4.0 L6 

건설업 641 722 707 16.2 -2.9 6.6 2.4 0.4 1.0 

도소매．숙박 옴식점업 802 971. 1,167 33.9 39.2 36.5 3.9 3.7 3.8 

사업 ·개인·공공서 비스 

및 기타 
2,091 2,762 3,4 12 1.34.1 130.1 132.1 5.7 4.3 5.0 

전기운수·통신금융 873 1，그 95 1,522 64.4 65.3 64.8 6.5 4,9 6.7 

자료： 통계청． KOSIS 통계포털 

제주지역 산업구조를 산업별로 17개 산업으로 세분화하면 ＜표 2〉과 같다． 2010년 현 

재 제주지역의 경우 농림어업이 16.1％로 가장 높고，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1.0%, 도소매업 以3%. 건설업 8.3%, 부동산 임대업 7.4%, 교육서비스 z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광업으로 0.2%롤 차지하고 있다． 

2000년∼2010년간 지역 내에서 비중이 중가하는 산업으로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 

련서비스업（연평균 7.7% 중가）, 사업서비스업（연평균 6.0% 중가）,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연평균 5.9% 중가）. 정보 및 통신업（연평균 2.8% 중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 

비스업（연평균 2.4% 중가）, 운수업（연평균 2.1% 증가）, 도매 및 소매업（연평균 1.3% 증 

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연평균 α8% 증가）, 금융 및 보험업（연평균 α7% 

중가）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기간 감소하는 산업은 광업（연평균 6.7% 감소）, 농림어 

업（연평균 2.8% 감소）, 건설업（연평균 z6% 감소）. 제조업（연평균 1.6% 강소）, 숙박 및 

음식점업（연평균 1.6% 감소）, 부동산 및 임대업（연평균 α8% 강소） 순이었다． 교육서비 

스업과 기타서비스업은 동기간 별다른 변화 없이 동일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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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제주지역 산업별 GRDP 비중 추이 
（단위 : %) 

- 
2000 2005 2010 

연평균 중감《％) 연평균 중71t(%) 	1 

01-.05 '06-10 '01 	10 .01-.05 06-.10 'oi-'ioj 

농림에업 21.4 18.7 16.1 -0.5 -0.5 -0.5 -2.7 2.9 -2.8 

쾅업 0.4 0.3 0.2 0.0 0.0 0.0 -5.6 -7.8 6.7 

제조업 4.0 3.1 3가 -0.2 0.1 -0.1 5.0 1.9 -1.6 

전기，가스，중기 및 수도사업 1.3 L9 2.3 0.1 0.1 0.1 7.9 3.9 5깅 

긴설업 10.8 10.0 8.3 -0.2 -0.3 0.3 1.5 -3.7 -2.6 

도매 및 소매업 8.2 8가 9.3 0.0 0.2 以1 0.5 2.1 L3 

운수업 5.7 5.5 7D 0.0 0.3 0:' -0.7 4.9 2.1 

숙박 및 옴식첨업 53 4.9 4.5 0.1 -0.1 -0.1 -1.6 -1.7 1'6 

정보 및 통신업 L9 z7 25 0.2 0.0 0그 7.3 1.5 2.8 

금융 ,! 보험업 5.8 6.2 6.2 0.1 0.0 0.0 L3 0.0 以7 

부동산업 및 임대업 8.0 7.7 74 -0.1 -0.1 0.1 -0.8 -0.8 -0.8 

사업서비스업 1.4 2.1 2.5 α1 0그 0.1 8.4 3.5 6.0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0.2 10.7 11.0 0.1 0.1 0.1 L0 0.6 0.8 

교육서비스업 7.3 77 T3 0.1 -0.1 0.0 L1 -1.1 0.0 

보건업 및 사희복지서비스업 4.2 4.4 53 0.0 0.2 0.1 0.9 3.8 z4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사비스업 z2 3.4 4.6 0.2 0.2 0.2 9.' 6.2 7.7 

기타서비스업 2D 2그 2刀 0.0 0.0 0.0 L0 1.0 0.0 

자료： 통게칭． KOSIS 통계포털 

3.2. 제주지역 노동시장 특성 및 변화 

3.2.1. 산업별 취업자 

제주지역의 산업별 취업자 현황 및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표 3＞와 같다． 제주지역 

전산업 취업자수는 2000년 261천명에서 2011년 290천명으로 연평균 2.6천명（연평균 

1.0% 증가） 증가하였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의 경우 동기간 70천명에서 62천명으로 연 

평균 α7천명（연평균 1.1% 감소） 감소하였으며． 광공업은 동기간 9천명에서 10천명으로 

연평균 0.1천명（연평균 α8% 증가） 증가하였다． 건설업은 동기간 25천명에서 25천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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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동일한 수준이며． 도소애·숙박 응식점업은 동기간 71천명에서 64친명으로 연평균 0.6 

천명（연평균 α9% 감소） 감소， 사엡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는 동기간 56천명에서 101 

천명으로 연평균 4.1천명（연평균 5.5% 증가） 증가， 전기·운수통신·금융은 동기간 30천명 

에서 28천명으로 연평균 α2천명（연평균 0.6% 강소） 감소하였다． 

이처럼 2011년 기준 제주지역 취업자의 경우 1차 산업（농림어업） 취업자가 62천명， 2 

차 산업（광공업， 건설업） 취업자가 35천명， 3차 산업（도소마숙박 음식점업， 사업·개인．공 

공서비스 및 기타． 전가운수통신·금융） 취업자가 193천명으로 나타나 고용에 있어서도 

1.3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제주지역 산업별 취업자 현황 및 비중 추이 

（단위 : 천명． %) 

2000 2005 2011 
연평균 중 I.《천명， %) 연평균 중가율（%) 

'01_los '06-.11 'Ol-'li '01-los '06-111 '01-'1i 

전산업 
261

(100.0) 

284

(100.0) 

290

(100.0) 枋 柵 

1.0 

(0.0) 

2.6

(0.0) 나ㅃ 

0.3

(0.0) 

m 

(0.0) 

농림어업 
沁 

(26.8) 

67

(23.6) 

62

刪 

0.6 

(-0.6) ㅔ 跏 

-0.7 

(-0.5) 

-0.9

(-2.5) 

-1.3

(-1.6) 

- 1.1

(-2.0) 

9 

(3.5) 

11

(3.9) 

10

(3.4) 

0.4

(0.1) 

-0.2 

(-0.1) 刪 ㅃ 

3.7

(2.0) 

- 1.6

(- 1.9) 

0.8 

卜（〕．2J 
광공업 

건설업 
25

(9.6) 

22

刪 

25

(8.6) 

-0.6 

(-0.4) 

0.5, 

(0.1) 

0.0

剛 

-2.5

(-4.1) 

2.2

(1.8) 

0.0

(-0.9) 

도소매·숙박 응식점업 
71

(27.2) 

石 

(26.4) 여 刪 

0.8 

(-0.2) 

- 1.8

(-0.7) 

-0.6 

(-0.5) 

〃1.1

(-0.6) 

-2.6

(-2.9) 

-0.9

(-1.9) 

사업．개안공공서비스 및 기타 
56

(21.4) 

82

(28.9) 

101

(34.8) 

5.2

(1.5) 

3.2

(1.0) 

4.  1

(1.2) 

7.9

(6.  1) 

3.5

(3.2) 

5.5

(4.5) 

전기·운수·통신．금융 
30

(11.5) 

27

(9.5) 

28

(9.7) 

-0.6 

(-0.4) 

0.2

(0.0) 

-0.2 

(-0.2) 

-2.  1

(-3.7) 

脯 

(0.3) 

-0.6

(- 1.6) 

자료： 통계청， KOS!S 통계포털 

제주지역 산업별 취업자 비중은 2011년 현재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가 34.8% 

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소아숙박 음식점업 22.1%, 농림에업 21.4%. 

쟌기운수통신·금융 9.7%, 건설업 &6%, 광공업 3.4%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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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경제활동 창가율， 고용률 및 실업률 

제주지역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및 실업률 추이는 ＜표 4＞과 같다． 먼저 제주지역 

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1년 현재 66.7％로 전국 60.9％에 비해 5.8%p 높으며， 고용률 

또한 2011년 현재 65.8％로 전국 59.1％보다 6.7%p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제주지 

역 실업률의 경우 2011년 현재 1.3％로 전국 실업률 &0％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4> 제주지역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및 실업률 추이 

（단위 : %) 

구분 2000 2005 2011 
연평균 증감＜%) 연평균 중가율《％) 

'01-'05 b06-.11 '01-'11 '01_los 06_Ill 01-Ill 

경제활동 전국 

참꺼콰 제주 제주 67.6 

61 61.9 

69.9 

60.9 

66.7 

0.2 

0.5 

0.2 

0.5 -0.1 

0.0 0.3 

0.7 

-0.3 

-0.8 

0.0 

-0.1 

0.1 -0.2 

-0.6 
고용률 

0.- 2읠 2,5 

9.1 
실업률 

6.1 

자료： 퉁계챵． KOSIS 통계포털 

3.2.3. 직종별 취업자 

한국표준직업분류（KSOC）에 따른 제주지역 취업자 증가율을 보면， 전문가는 2000년 

25천명에서 2011년에는 44천명으로 연평균 1.7천명（연평균 5.3% 증가） 증가 하였으며，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는 동기간 18천명에서 26천명으로 연평균 0.7천명（연평균 

3.4% 증가） 증가， 서비스 종사자는 동기간 30천명에서 38천명으로 연폈균 α7천명（연평 

균 2.2% 증가） 증가． 단순 노무 종사자는 동기간 37천명에서 44천명으로 연평균 0.6천 

명（연평균 1.6% 중가） 중가， 사무 종사자는 동기간 30천명에서 35천명으로 연평균 α5 

천명（연평균 1.4% 증가） 증가 하였다． 

반면． 관리자는 2000년 5천명에서 2011년 4천명으로 연평균 0.1천명（연평균 2.0% 

감소） 감소하였고． 판매 종사자는 동기간 34천명에서 29천명으로 연평균 α5천명（연평 

전국 

제주 

쟌국 

제주 

58.5 

66.1 

4.1. 

2万 

68.3 

59.7 

3.5 

2.3 

59.1 

65.8 

1.3 

3 -0.1 

-0.1 

0.2 

以4 

-0.1 

-0.4 

-0.1 

-0.2 

0.1 

0.0 

0.1 

0.1 

0.4 

0.7 

3.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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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1.4% 감소） 강소，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종사자는 동기간 61천명에서 2011년 52천 

명으로 연평균 α8천명（연평균 1.4% 감소） 감소，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 동기 

간 22천명에서 19천명으로 연평균 《). 3천명（연평균 1.3% 강소）이 감소하였다． 

〈표 5> 제주지역 직종별帆Soc) 취업자 및 중가율 

（단위 : 천명． %) 

2000 2005 2011 
연평균 중감伋크명） 안평균 증가율《％) 	ㅣ 

.01-.05 .06-.11 '01-Ill 'O1-'05 '06-뺨 11 ioi_tlfll 

계 261 284 290 4.6 L0 z6 L7 0.3 L0 

관리자 S 5 4 0.0 -0.2 -0.1 0.0 -3.7 2.0 

전문가 25 34 44 1.8 1.7 1.7 6.3 4.4 5.3 

사무 종사자 30 31 35 0.2 0.7 0.5 0.7 2.0 1.4 

서비스 종사자 30 38 38 1.6 0.0 0.7 4.8 0.0 2.2 

판매 종사자 34 35 29 0.2 1.0 -0.5 0.6 -3.1 -1.4 

농업， 임업 및 어업숙란 종사자 61 61 52 0.0 -1.5 0.8 0.0 -2.6 -1.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8 24 26 1.2 0.3 0.7 5.9 L3 3.4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2 19 19 -0.6 0.0 -0.3 2.9 0.0 1.3 

단순 노무 종사자 37 37 44 0.0 L2 0.6 0.0 2.9 1.6 

자료： 훙계청， KOSIS 통계포털 

3.2.4. 직업별 취업자 

한국고용직업분류（KECO）에 따른 직업비중을 보면， 2009년 현재 제주지역은 농림어업 

관련직 취업자가 35.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경영， 회계， 사무 

관련칙이 10.0%, 운전 및 운송 관련직 &3%, 영업 및 판매 관련칙 &0%, 응식서비스 

관련직 6.5%, 건설 관련직 5.7%.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 관련직 4.6%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직업별 취업자 비중은 3.0％내외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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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제주지역 직업별（KECO) 취업자 비중 추이 

（단위 : %) 

l구분 2X)1 2oO2 2（〕： )3 2GXD4 2W5 2(xx3 2Oo7 2（〕：〕 8 2α9 1 

’관리직 2.5 1.0 1.0 0.7 0.7 0.6 以7 0.7 

경영， 회계． 사무 관리직 8.2 8.4 11.5 5.5 7.2 7.8 7.3 11.1 10.0 

금융． 보험 관련직 1.8 2.9 3.3 1.6 2.5 L0 L8 2.7 2.8 

교육，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젼구관련칙 4.1 3刀 5.8 3.6 3.1 4.7 4.0 5.9 46 

법률， 경찰． 소방， 교도 관련직 L7 L4 L8 0.9 0.9 0.6 0.7 3.4 0.8 

보건． 의료관련직 1.6 1.5 z4 0.8 2.4 23 2.6 2.1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칙 1.6 0.5 0.8 L3 L3 2.4 2그 2.8 L5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0.7 0.5 0.4 0.7 以6 1.3 0.8 1.8 1.0 

관련직 6.1 6.4 9.2 9.8 7.1 6.6 6.9 6.6 8.3 운전 및 운송 

영업 및 판에 관련직 14.2 13.6 11.3 10.1 10.2 11.2 10.5 12.3 8.0 

경비 및 청소 관련직 1.4 2.3 2.6 2.3 2.9 3.7 32 42 3.1 

비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콴련직 5.8 32 5.6 5.1 4.7 4.2 3D 5.5 z6 

음식서비스 관련직 6.8 5.4 5.9 5.4 6.8 9.8 6.2 8.6 6.5 

건설 관련직 7.4 6.7 73 6.5 6.6 5.6 5.4 5.0 5.7 

기계 관련직 z4 1.7 1.6 0.7 L8 L5 L8 L2 1.6 

재료 관련직（긍속 유리， 첨토 시얜트） 『 0.7 0.2 0.3 0.8 0.4 0.6 0.2 

화학 관련직 0.1 0.1 0.1 0.1 0.1 0.1 0.1 0.1 0.1 

섬유 및 의복 관련직 0.4 0.4 0.3 0.1 0.5 0.9 1.4 L0 0.7 

전기， 전자 관란직 L4 L3 L7 1.7 0.8 0.9 1.9 L7 L9 

정보통신 관련직 0.4 L2 0.9 0.8 0.4 0.7 0.6 0.8 以4 

식품가공 관련칙 L4 0.2 0.8 0.8 0.5 0.8 10 L0 0.3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긱 1.3 1.7 1.2 L1 L0 2.2 L2 L0 L2 

농림어업 관란직 28刀 36.4 23.7 39.5 39.2 29.6 36.4 19.9 35.4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산업별긱업별고용구조조사 

w. 제주지역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4.1. 제주지역 인력수요 전망 

제주지역 인력수요전망은 산업별 GRDP 전망과 산업별 취업계수 자료를 활용하여 

2011년∼2020년까지 전망치를 예측하고， 산업별 GRDP 예측치와 취업계수 예측치를 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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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취업자 수를 전망한다． 칙종별， 직업별 인력수요 전망은 각 부문별 산업 내 비중을 

예측하고， 예측된 부분별 비율을 전산업 취업자 수를 곱하여 전망한다． 

4,1,1. 제주지역 산업별 GRDP 전망 

제주지역 지역총생산（GRDP) 전망은 앞에 설명된 공적분 회귀모형을 활용한 예측치 

자료와 지수 평활법을 활용하여 예측된 자료를 평균하여 전망하였다． 

2000년 대비 2020년 산업별 GRDP 규모가 많이 증가할 산업은 사업‘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가 2조 히700억원， 전기·운수．통신·금융이 1.조 毓330억원， 도소매．숙박 음식점업이 

의280억원， 농림어업이 2.950억원， 건설업이 2,780억원． 광공업이 긔060억원 증가할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제주지역 GRDP는 2010년 8조 빅770억원에서 2020년 11조 4.560억원으로 2 

조 孰79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연평균 2,980억원（연평균 3.1% 증가） 증가할 전망 

이다． 

〈표 7> 제주지역 산업별 GRDP 전망 

（단위 : 10억원， %) 

2000 2010 2015 2020 
연평균 중강n0억원） 연평균 증가율（%) 

'Il-IS 16-'20 '11-'20 11-탭 15 '16-'20 11-뺨 20 

전산업 5,93 1 8.477 10.067 11.456 318 278 298 3.5 2.6 3.1 

농림에업 1.267 1.369 1.503 1,562 27 12 19 L9 0.8 L3 

광공업 258 301 341 364 8 5 6 2.5 1.3 L9 

건설업 641 707 828 919 24 18 21 3.2 2.1 2.7 

도소매·숙박 옴식점업 802 1,167 1.4 58 1,730 58 55 56 수5 3.5 出0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2,091 3.412 4.122 4.761 142 128 135 3,9 2.9 3.4 

진기 ·운수·통신4금융 873 1,522 1,885 2.206 73 64 68 4.4 3.2 3.8 

4.1.2. 제주지역 산업별 취업계수 전망 

제주지역 산업별 인력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산업별 취업계수2) 전망이 필요하다． 취 

2) 취업계수＝취업자수／GRDP이며， “부가가치 10억원을 창출하는데 소요되는 취업자의 수”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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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수는 최적 고용량뿐만 아니라 산업별 인력수요를 반영하기 때문에 유용한 변수이다． 

산업별 취업계수 시계열 추세를 이용하여 2020년까지의 취업계수를 예측하였는데， 산 

업별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기본모형 

V = a + fl1t + fl2t2 + /93 Y+ ur 

y= 취 업 계수， t = 紬nc, Y= GilD]' 

＜표 8〉과 같이 취업계수 전망을 살펴보면， 전산업 취업계수는 2010년 33.5명에서 

2020년 27.7명으로 연평균 α58명（연평균 1.9% 강소） 감소할 전망이다． 산업별로는 도 

소매．숙박 음식점업이 2010년 60.8명에서 2020년 28.5명으로 연평균 &24명（연평균 

휘3% 감소）으로 가장 크게 감소할 잔망이며， 전기·운수·통신·금융은 2010년 18.4명에서 

2020년 9.8명으로 연평균 α86명（연평균 6.1% 감소） 감소， 건설업은 2010년 35.4명에 

서 2020년 33.0명으로 연평균 α24명（연형균 0.7% 강소） 감소， 광공업은 2010년 33.2 

명에서 2020년 31.5명으로 연평균 α1.8명（0.5% 강소） 감소， 농림어업은 2010년 40.9명 

에서 2020년 39.8명으로 연평균 0.11명（0.3% 감소）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는 2010년 27.5명에서 2020년 31.3명으로 연평균 α37명 

（연평균 1.3% 중가） 증가할 전망이다． 

＜표 8> 제주지역 산업별 취업계수 전망 
（단위 : 명． ％〕 

2000 2010 2015 2020 
연평균 중감（명） 연평균 중가율《％) 

11- '15 46-20 '11-20 뺨 1 1-*15 16-.20 11-20 
구 

전산업 44.0 33.5 30.4 27.7 －以63 -0.54 0.58 -2.0 -1.8 1.9 

농림어업 55.3 40.9 39.8 39.8 -0.22 0.01 -0.11 -0.5 0.0 0.3 

광공업 35.0 33.2 32.9 31.5 -0.06 -0.29 -0.i8 -0.2 -0.9 0.5 

건선업 39.0 35.4 33.5 33.0 -0.37 -0.10 -0.24 1.1 0.3 0.7 

도소애4숙박 옹삭첨업 88.6 60.8 42.2 28.5 3.72 2.75 -3.24 -7.0 -7.6 -7.3 

사업4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26.8 27.5 287 31.3 0.23 0.51 0.37 α8 1.7 L3 

전기 ·운수．통신·금융 34.3 18.4 13.8 9.8 -0.93 -0.79 -0.86 -5.6 -6.6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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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제주지역 산업별 인력수요 전망 

산업별 인력수요 전망은 위에서 추정된 산업별 GRDP 전망치와 취업계수 전망치를 곱 

하여 도출한다． 제주지역 전산업의 취업자 수는 2010년 284천명에서 2020년 317명으 

로 연평균 &3천명（연평균 1.1% 증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별로는 사업·개안공공서비스 및 기타가 동기간 94천명에서 149천명으로 연평균 

5.49천명（연평균 4.7% 증가）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 

설업은 동기간 25천명에서 30천명으로 연평균 α53천명（연평균 1.9% 증가） 증가． 광공 

업은 동기간 10천명에서 11천명으로 연평균 《). 15천명（연평균 上4% 증가） 증가， 농림어 

업은 동기간 56천명에서 62천명으로 연평균 0.62천명（연평균 1.0% 증가） 증가할 것으 

로 전망 된다． 반면． 도소매·숙박 음식점업은 연평균 2.17천명（연평균 &6% 감소） 강소 

할 전망이마． 전기 운수·통신금융은 연평균 α64천명（연평균 2.6% 감소） 강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제주지역 산업별 인력수요 전망 

（단위 : 천명 , %) 

2000 2010 2015 2020 
연평균 중강（천명） 안평균 증가율（%) 	ㅣ 

11_IS 16-20 11-20 '11-15 16-20 '11-20 ㅓ 

쟌산업 261 284 306 317 4.31 2.30 3.30 LS 0.7 L1 

농림어업 70 56 60 62 0.78 0.46 0.62 L4 0.7 L0 

광공업 9 10 11 0.25 0.04 0.15 2.4 以4 1.4 

건설업 25 25 28 30 0.55 0.52 0.53 2그 1.8 L9 

도소매·숙박 옴식점업 71 71 52 49 1.89 -2.45 -2.17 -2.8 -4,3 3.6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56 94 118 ㅐ9 4.87 6.12 5.49 4.7 수7 4.7 

전기 ·운수·통신긍융 30 28 26 22 -0.41 0.87 -0.64 -1.5 -3.6 -2.6 

4.1.4. 제주지역 직종별 인력수요 전망 

제주지역 직종별 인력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직업별 비중 전망이 필요하다． 시계열 

추세를 이용하여 2020년까지의 직업별 비중을 전망하였는데， 직종별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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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모형 

y =cE+/31t+1L1 

〃 = 직 종발 비 중 , t = year 

제주지역 직종별 인력수요 전망을 보면，2010년∼2020년간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직 

종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전문 

가．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이며， 감소하는 산업 

은 판매 종사자， 관리자로 예상된다． 

사무 종사자는 2010년 35천명에서 2020년 42천명으로 연평균 α68천명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 종사자는 동기간 36천명에서 43천명으로 연평균 α68천명 증 

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는 동기간 24천명에서 29천명으로 연평균 0.47천명 증 

가， 단순 노무 종사자는 동기간 41천명에서 47천명으로 연평균 α57천명 증가． 전문가 

는 동기간 42천명에서 47천명으로 연평균 0.48천명 증가，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 

자는 동기간 48천명에서 53천명으로 연평균 α5천명 증가，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 

사자는 동기간 22천명에서 22천명으로 연평균 α03천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반 

면 판매종사자는 동기간 33천명에서 32천명으로 연평균 0.12천명 강소할 것으로 예측 

되었고， 관리자는 3천명에서 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 되었다． 

〈표 10> 제주칙역 직종별 인력수요 전망 
（단위 : 천멍． %) 

2000 2010 2015 2020 
연평균 중강（천명） 얀鱗군 중가율（%) 

'11_IS 16-20 11-떼 20 11-15 16_쉽 20 빵 11-쉽 20 
' 

계 261 284 306 317 4.40 2.20 3.30 LS 0.7 

관리자 5 3 3 3 0.02 -0.03 0.00 0.7 -0.9 0.1 

전문가 25 42 43 47 0.26 0.69 0.48 0.6 L6 L 1 

사무 종사자 30 35 40 42 0.92 0.44 0.68 z5 L8 

서비스 종사자 30 36 41 43 L00 0.37 0.68 2.6 0.9 L8 

판매 종사자 34 33 32 32 -0.26 0.02 0.12 -0.8 0.1 -0.4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61 48 53 53 1.06 0.05 0.50 2.1 0.1 L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8 24 27 29 0.61 0.33 0.47 2.4 L2 1.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2 22 22 22 -0.02 0.08 0.03 0.1 0.4 0.1 

단순 노무 종사자 37 4 】 45 47 0.70 0.44 0.57 L7 L0 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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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제주지역 직업별 인력수요 전망 

제주지역 직업별 인력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직업별 비중 전망이 필요하다． 시계알 

추세를 이용하여 2020년까지의 칙업별 비중을 전망하였는데， 직업별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기본모형 

2/ = α + βlt + u舌 

〃 = 직 업 별 비 중 , t = time 

제주지역 직업별 인력수요 전망을 보면， 2010난부터 2020년까지 인력수요가 증가하 

는 직업은 섬유 및 의복 관련직 연평균 7.7% 증가，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연 

평균 7.1% 증가， 재료 관련직 연평균 5.3% 증가， 보건， 의료관련직 연평균 生8% 증가， 

음식 서비스 관련칙 연평균 3.6% 증가， 전기， 전자 관련직 연평균 3.5% 증가，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칙 연평균 z8% 증가， 경비 및 청소 관련직 연평균 2.8% 증가， 경영， 회계， 

사무콴리직 연평균 2.7% 증가，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연평균 1.7% 증 

가，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연평균 1.5% 증가， 농림어업 관련직 연평균 α9% 증가， 금융， 

보험 관련직 연평균 α7% 증가， 법률， 경찰， 소방， 교도 관련직 연평균 0.5% 증가할 것 

으로 전망된다． 

반면， 인력수요가 감소하는 직업은 관리직 연평균 16.5% 감소， 건설 관련직 연평균 

8.1% 감소， 정보통신 관련직 연평균 8.1% 감소，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직 

연평균 7.5% 감소， 화학 관련직 연평균 2.6% 감소， 식품가공 관련직 연평균 1.1% 감소，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연평균 1.0% 감소， 기계 관련직 연평균 

0.6% 감소， 영업 및 판매 관련직 연평균 0.5% 감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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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제주지역 칙업별 인력수요 전망 
（단위 : 천명． %) 

200) 2010 2015 2020 
연띵균 증감《천명》 연평균 중7)t%) 	ㅣ 

11-15 1〔샅20 11-20 11-15 '16-'20 '11-'20l 
Ll 계 264 284 306 317 4.40 2.20 3.30 L5 0.7 

관리칙 7 0 0 0.11 -0.05 -0.08 16.2 -l〔18 크65 

강영， 회계 사무 관리칙 22 27 31 35 0.88 0.73 〔〕．8l 3』 z3 2.7 

금융， 보헙 관련직 5 6 7 7 0.07 0.02 0.04 L0 0.3 0.7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13 15 16 031 0.19 0.25 22 L2 L7 

밥률 경찰， 소방． 교도 관련직 5 4 4 0.03 0.01 0.02 0.8 0.3 以5 

보간 의료관련직 4 7 9 α42 0.40 0.41 5￡ 4그 43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4 6 7 8 0.22 0.15 0.19 3.6 2.3 2.8 

문화． 예슬， 디자인． 방송 관랸직 2 4 6 8 0.40 0.40 0.40 8.4 5.8 7.1 

운전 및 운송 관련칙 16 22 24 25 0.43 0.28 0.35 L9 L2 L5 

영업 빛 판매 관련직 38 27 26 26 0.09 -0.17 -0.13 -0.3 -0.7 -0.5 

징바 및 칭소 관련리 4 '3 34 0.41 0.28 0.34 3忘 2그 2尨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직 15 10 7 4 0.47 -0.58 0.52 -5.3 -9.5 -7.5 

옹식서비스 관련칙 18 22 28 32 1.0) 0.90 0.96 4.1 3.' 蠶6 

건설 콴련직 19 10 6 -0.69 0.86 -0.78 -5.7 -10.4 8.1 

기계 관련칙 6 4 4 -0.02 -0.03 -0.02 -0.5 -0.8 0.6 

재료 관련직（금속， 유리 점토 시멘트） 2 2 3 4 0.15 0.15 0.15 6그 璥5 5.3 

화학 관련직 0 0 0 0 0.00 0.00 0.00 -2.5 27 -2.6 

섬유 ,! 의복 관련직 1 3 5 7 0.35 0.35 0.35 9그 6.2 7,7 

전기． 전자 관란직 4 5 6 7 α21 0.19 0.20 4.0 3.0 3.5 

정보롱샨 관련칙 1 1 1 】 -0.07 -0.09 0.08 -5.7 크0.4 8그 

식풍가공 관련직 4 2 2 2 -0.02 -0,02 -0.02 -1D L3 -1.1 

환강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칙 3 3 3 3 0.02 -0.05 -0.03 -0.5 -1.4 -1.0 

농림어업 관련직 74 90 96 98 1.13 0.48 0.81 L2 0.5 0.9 

4.2. 제주지역 인력공급 전망 

제주지역 인력공급전망은 먼저 연령별． 성별， 학력별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참가율 

자료를 활용하여 2012년∼2020년까지 전망치를 예측하고． 전망을 통해 나타난 생산가능 

인구 예측치와 경제활동참가율 예측치를 곱하여 경제활동인구를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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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제주지역 생산가능인구 전망 

통게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에서 1989년부터 2011년까지 생산가능인구 자료를 활용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령별， 성별， 학력별 자료를 이용해서 1989년∼2011년 자료 

를 활용하여 추세식을 OLS를 적용하여 추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2012년부터 2020년까 

지 연령별， 성별， 학력별 생산가능 인구를 전망하였다． 

연령별 생산가능인구 전망에 활용된 자료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에서 1989 

년∼2011년 연령별 생산가능인구 자료를 활용하였고， 연령별 구성은 15-29세， 30-39 

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세 이상으로 분류하여 추세식을 이용하여 추정 및 

전망을 하였다． 제주지역 연령별 생산가능인구 추정식은 아래와 같다. 

기본모형 Yt = a+fl1y_1 + β2t+u 

Yt = 연령 별 생산가능인구， Yt ] = 전시 점의 연령 별 생산가능인구， 七 = time 

제주지역 연령별 생산가능인구 전망을 살펴보면 〈표 12〉에 나타나 있는 갓과 같이 

전쳬 생산가능인구는 2010년 438천명에서 연평균 2.6천명（연평균 α6% 증가） 증가하여 

2020년에는 464천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65세 이상은 2010난 66천명에서 연평균 2.4천명 증가하여 2020년에는 90천명에 이 

를 전망이며， 40-49세는 동기간 91천명에서 연평균 1.6천명 증가하여 107천명에 이를 

것이며， 50-59세는 동기간 70천명에서 연평균 上2천명 증가하여 82천명으로， 60-64세 

는 동기간 24천명에서 연평균 α4천명 증가하여 28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30-39세는 2010년 84천명에서 연평균 1.6천명 감소하여 2020년에는 68천명에 이를 

전망이며， 15-29세는 동기간 102천명에서 연평균 1.1천명 감소하여 91천명에 이를 것 

으로 예상된다． 

연령별 증가율을 보면 2010년∼2020년간 65세이상 연령이 연평균 3.2% 증가할 전망 

이며， 40-49세， 50-59세， 60-64세는 각각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30-39 

세 연령은 연평균 2.1% 감소하고， 15-29세 연령은 연평균 1.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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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제주칙역 연령별 생산가능인구 전망 

（단위 : 천병． %) 

2(X刀 2030 2015 2020 
연평균 증강（천명〕 연떵균 중가욜（％》 	l 

'Ol-' 30 31-15 	'16-20 '11-'20 '0 I -' 30 11-'15 	16-20 11-20 I 

게 395 438 455 464 4.3 3.4 1.9 2.6 L0 0.8 0.4 0.6 

15-29세 321 102 96 9l -1.9 -1.3 -0.9 -1.1 -1.7 1.3 -1.0 -L1 

30-39세 93 84 75 68 -0.9 L7 -1.5 3.6 -1.0 -2.1 2.1 -2.1 

40-4 9세 68 91 100 307 z3 1.8 I.4 L6 3.0 L9 L4 L6 

50-59A11 49 70 79 82 2.! L8 0.6 L2 3.6 2.5 0.8 L6 

60-64세 21 24 26 28 α3 0.5 0.3 0.4 L3 '.9 L2 L6 

65세이상 43 66 78 90 23 2.5 z3 2.4 4갸 3.5 2.8 3.2 

성별 생산가능인구 전망에 활용된 자료는 통계청 r경제활동인구조사』 에서 1989 

년∼2011.년 성별 생산가능인구 자료를 활용하였고， 성별 구성은 낭자， 여자로 분류하여 

추세식을 이용하여 추정 및 전망을 하였다． 제주지역 성별 생산가능인구 추정식은 아래 

와 같다． 

기본모형 Ye = ck+/311j1_1 +fl2t+ur 

Ye = 성 별 생산가능인구， Vt-i ; 전시 점 의 성 별 생산가능인구． t = time 

〈표 1.3＞은 제주지역 성별 생산가능인구 전망을 나타낸다． 남성의 경우 2010년 21.3천 

명에서 2020년 228천명으로 연평균 1.5천명 중가하였고， 여성은 2010년 224천명에서 

2020년 237천명으로 연평균 1.3천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남성은 2010년∼2020년간 α7%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 

되며， 여성은 동기간 α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3> 제주칙역 성별 생산가능인구 전망 
（단위 : 천명． %) 

I 2000 2030 2035 2020 
연鱗굿 중감（천멍） 안평균 중가율（%) I 

'ol-,lo 11-'lS 	'16-20 'II -'20 ,0l-,l0 11-,15 	I 6-'20 II -'20I 

게 395 438 455 464 4.3 3.4 L9 2.6 1刀 0.8 0.4 

낭 188 幻3 222 228 25 L9 L0 工5 1.3 0.9 0.5 0.7

0. 아 206 224 231 237 L8 1.3 L2 1.3 0.8 α6 0.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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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별 생산가능인구 전망에 활용된 자료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에서 1989 

년∼2011년 학력별 생산가능인구 자료를 활용하였고， 학력별 구성은 중졸이하， 고졸， 초 

대졸． 대졸이상으로 분류하여 추세식을 이용하여 추정 및 전망을 하였다． 제주지역 학력 

별 생산가능인구 추정식은 아래와 같다． 

기본모형 Vt = α＋β】跳－ 1 +p2t+靭‘ 

Vt = 학력 별 생산가능인구， 騙－ 초 = 전시 점 의 학력 별 생산가능인구， I = time 

제주지역 학력별 생산가능인구 전망은 ＜표 14＞과 같다． 2010년∼2020년간 생산가능 

인구가 중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력은 초대졸． 대졸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고졸과 중졸 

이하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대졸은 2010년 63천명에서 연평균 3.4천 

명 증가하여 2020년에는 97천명에 이를 전망이며， 대졸이상은 동기간 64천명에서 연평 

균 2.2천명 증가하여 86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 

으로 예상되는 고졸은 2010년 152천명에서 연평균 1.6천명 감소하여 2020년에는 136 

천명에 이를 것으로 나타나며， 중졸이하는 동기간 158천명에서 연평균 1.1천명 감소하 

여 147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학력별 연평균 중가율을 보면 2010년∼2020년간 초대졸이 연평균 4.4.% 증가할 전망 

이며， 대졸이상은 연평균 3.0% 증가할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고졸은 연평균 1.1% 감 

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졸이하는 연평균 α7% 강소할 전망이다． 

〈표 14> 제주지역 학력별 생산가능인구 전망 

（단위 : 천명． %) 

학 헙” 벌 

날 

2000 2010 2015 2020 
얀평균 증강《천명》 연켱균 중7반（%) 	- 

'01-tb o 'll-'lS 〕6 20 '11-'20 'OI 	' JO I1-,b5 16-20 11-·20l 
계 395 438 455 464 43 3.4 L9 2.6 L0 0.8 0.4 0.6 	' 

162 158 150 147 -0.4 -1.7 -0.5 -l.1 -0.2 -1.1 -0.4 -0.7 증촐이하 

고좀 153 152 142 136 -0.1 -2.0 -1.2 -1.6 '-0.1 -L4 0.8 -1.1 

초대졸 34 63 80 97 2.9 3.5 33 3.4 6계 5刀 3.8 4.4 

대졸이상 46 64 77 86 L8 2.6 L8 22 3.4 3尨 2.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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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제주지역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1989년부터 2011년까지 제주지역 연령별， 성별， 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 자료를 활용 

하여 추세식을 OLS를 적용하여 추정하고，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경제활동참가율을 

전망하였다．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전망에 활용된 자료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에서 1989 

년∼2011년 연령별 경제활동창가율 자료를 활용하였고， 연령별 구성은 15-29세， 30-39 

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세 이상으로 분류하여 추세식을 이용하여 추정 및 

전망을 하였다． 제주지역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정식은 아래와 같다． 

기본모형 〃＇ = α＋βl址키 ＋β2t＋쐐굿 

Yt = 연령발경제활동참가율， Yti : 전시점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t = time 

제주지역 경제활동참가율은 2010년 65.8％에서 2020년 68.5％로 연평균 0.3%p（연평 

균 0.4% 증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강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는 연령은 65세 이상 연령（연평균 

1.9% 증가）,60-64세 연령（연평균 α4% 증가）,15-29세 연령（연평균 0.3% 증가）, 

50-59세 연령（연평균 α2% 증가）으로 예상되며． 30-39세（연평균 0.2% 감소）는 경제활 

동참가율이 감소할 전망이다． 40-49세는 강제활동참가율 변화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 

된다． 

65세 이상은 2010년 44.7％에서 연평균 α9%p 증가하여 2020난에는 54.2％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으며， 60-64세는 동기간 66.8％에서 연평균 0.3%p 증가하여 69.6％로， 

15-29세는 동기간 41.0％에서 연평균 0.1%p 증가하여 42.4％로， 50-59세는 동기간 

76.9％에서 연평균 α1%p 증가하여 78.1％로， 30-39세는 동기간 82.3％에서 연평균 

0.2%p 감소하여 80.8％로， 40-49세는 동기간 84.4％에서 α04%p 감소하여 84.0％에 

이를 것으로 잔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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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제주지역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단위 : %) 

- 
2000 2010 2015 2020 

연평균 증감《％) 연평균 중가율（%) ㅣ 

빵 01_110 ,11-,15 	16-20 II -'20 '0 l' 10 '11_is 	16-'20 '11-'20l 

계 67.6 65.8 68.1 68.5 -0.2 0.5 0.1 0.3 0.3 0.7 0.1 α4 

15-29세 51.2 4L0 43.0 42.4 -1.0 α4 -0.1 0.1 -2.2 L0 -0.3 0.3 

30-394 80.6 82.3 80.9 80.8 0.2 0.3 0刀 0.2 0.2 -0.3 0.0 -0.2 

40-494 83.8 84계 844 84.0 0.1 0.0 -0.1 0.0 0.1 以0 0그 0.0 

50-59세 81.6 76.9 78.5 78.1 0.5 0.3 -0.1 0.1 -0.6 0.4 -0.1 0.2 

60-644 71.4 663 69.9 69.6 -0.5 α6 -0.1 0.3 -0.7 α9 0.1 0.4 

65세이상 4L9 44.7 49.7 54.2 0.3 L0 0.9 0.9 0.6 2.! L7 L9 

성별 켱제활동참가율 전망에 활용된 자료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에서 1989 

년∼2011.년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자료를 활용하였고， 성별 구성은 남자． 여자로 분류하 

여 추세식을 이용하여 추정 및 전망을 하였다． 제주지역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정식은 

아래와 같다． 

기본모형 Ye = a + fl1y1 - + f32t + v. 

Ye. = 성 별 경 제활동참가율， Ye-i : 전시 점 의 성 발 경 제활동참가율． t = time 

제주지역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전망을 살펴보면． 낭성의 경우 2010년 73.9％에서 연 

평균 α2%p 증가하여 2020년 75.6％에 이를 전망이며， 여성은 동기간 58.1％에서 연평 

균 α3%p 중가하여 2020년 61.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남성은 연평균 《). 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성은 연평균 

0.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6> 제주지역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단위 : %) 

2000 2010 2015 2020 
연평균 중감《％〕 연명균 중가율（%) 

01-' 10 11-'Is '16-20 'II -'20 01-,10 '11-IS 녜6-뺨 20 11- .20 

계 67.6 65.8 681 68.5 0.2 05 0.1 0.3 -0.3 0.7 以1 0.4 

낭 75.5 73.9 75.7 75.6 -0.2 0.4 0.0 0.2 -a2 0.5 以0 0,2 

여 60.7 58.1 60.8 61.2 -0.3 0.5 0그 0.3 一〔）.4 0.9 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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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 전망에 활용된 자료는 통계청 r경제활동인구조사』 에서 1989 

년∼2011년 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 자료를 활용하였고， 학력멸 구성은 중졸이하， 고졸． 

초대졸， 대졸이상으로 분류하여 추세식을 이용하여 추정 및 전망을 하였다． 제주지역 학 

력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정식은 아래와 같다． 

기본모형 lit. = C + $iYt i + j32t + it1 

lit = 학력별 경 제활동참가율， Ut -1 : 전시점 의 학력 별 경 제환동참가율， t = timne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는 학력은 고졸（연평균 α3% 증가） 

로 나타났으며， 중졸이하（연평균 α2% 감소）, 대졸이상（연평균 α2% 감소）은 경제활동참 

가율이 감소할 전망이다． 초대졸은 경제활동참가율 변화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졸은 2010년 71.4％에서 연평균 α2%p 증가하여 2020년에는 73.8％에 이를 것으 

로 나타났으며， 중졸이하는 동기간 46.8％에서 연평균 0.1%p 감소하여 45.7％로， 대졸이 

상은 동기간 82.6％에서 연평균 α2%p 강소하여 81.1％로， 초대졸은 동기간 82.9％에서 

연평균 α04%p 증가하여 83.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표 1.7> 제주지역 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단위 : %) 

학력멸 

~ 

20[0 2010 2015 2020 
연평균 증감《％) 연평균 중가휼《％) 

'01-ㅔ 10 11-'15 '16-20 11-.20 01-1 10 11-'15 '16-20 11-'2이 

67.6 65.8 68.1 68.5 -0.2 0.5 0.1 0.3 -0.3 0.7 0그 α4 

중존이하 57,4 46.8 467 45.7 -1.1 0.0 -0.2 -0.1 -2.0 -0.1 -0.4 0.2 

고졸 70.6 71.4 73그 73.8 0.1 0.3 0.2 0.2 0.1 0.5 0.2 0.3 

초대졸 85.3 82.9 83.6 83.3 -0.2 0.! 0.1 0.0 -0.3 0.2 -0.1 0.0 

대졸이상 82.6 82.6 81.7 81.! 0.0 -0.2 0.1 0.2 0.0 -0.2 -0.2 -0.2 

4.2.3. 제주지역 경제활동인구 전망 

제주지역 경제활동인구는 앞에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추정한 생산가능인구전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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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경제활동참가율 전망치를 곱하여 전망한다． 

제주지역 연령별 경제활동01 전망을 살펴보먼 ＜표 18＞과 같다． 2010년∼2020년간 

제주지역 경제활동인구는 2010년 288천명에서 연평균 3.0천명（연평균 1.0% 증가） 증가 

하여 2020년에는 318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2010년 30천명에서 연평균 1.9천명 증가하여 2020년에는 

49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60-64세는 동기간 16천명에서 연평균 α3천명 증가하 

여 20천명으로， 50-59세는 동기간 54천명에서 연평균 1.0천명 증가하여 64천명으로， 

40-49세는 동기간 77천명에서 연평균 1.1천명 증가하여 90천명에 이를 전망이다． 반 

면， 30-39세는 2010년 69천명에서 연평균 1.4천명 감소하여 2020년에는 55천명에 이 

를 것으로 예상되마， 15-29세는 동기간 42천명에서 연평균 α3천명 감소하여 39천명에 

이를 전망이다． 

＜표 18> 제주지역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전망 

（단위 : 천명． %) 

t 

2000 2010 2015 2020 
연평균 중감《찬명〕 연명균 중가율《％) 

01-' 10 11-'Is 16-20 '11-20 01-' 10 1 1-'lS 쉽16-20 11-'20 

계 267 288 310 318 2.1 牛3 L6 3.0 0.8 L5 0.5 L0 

15-29세 62 42 4 1 39 -2.0 0.l -0.5 -0.3 -3.9 -0.3 -1.3 -0.8 

30-394 75 69 61 55 -0.6 L6 -1.3 -1.4 -0.8 -2.5 -2.2 2.3 

40-49세 57 77 84 90 2.0 L5 Ll L3 3끄 L9 L3 L6 

50-594 40 54 62 64 L4 1.7 0.4 L0 3.0 z9 0.7 L8 

60-64세 15 16 18 20 0.! 0.5 0.2 0.3 0.7 z9 L 1 2刀 

65세이상 〕8 30 39 49 L1 1.9 2끄 L9 딨】 5.7 l6 5.2 

제주지역 성별 경제활동인구 전망을 살펴보면 ＜표 19＞과 같다． 남성의 경우 2010년 

157천명에서 연평균 1.5천명（연평균 α9% 증가） 증가하여 2020년에는 172천명에 이를 

전망이며， 여성은 동기간 130천명에서 연평균 1.5천명（연평균 1.1% 증가하여 2020년에 

는 145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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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제주지역 정별 경제활동인구 전망 
（단위 : 천명， %) 

2000 2010 2015 2020 
연떵균 중감《천명〕 연평균 중가율（%) 

01-,10 '11-`15 16-'20 '11-20 01 - '10 .11-35 36-뺙 20 '11-훰20 

계 267 288 310 318 2.3 수3 1.6 3끄 0.8 L5 0.5 L0 

남 142 157 168 172 工5 2.2 以7 L5 L0 L4 0.4 0.9 

여 125 130 140 145 0.5 z0 0.9 L5 0.4 L5 0.7 L1 

2010년∼2020년간 경제활동인구가 중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력은 초대졸， 대졸이상 

으로 나타났으며， 고졸과 중졸이하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초대졸은 2010년 52천명에서 연평균 2.8천명 증가하여 2020년에는 81천명에 이를 

전망이며， 대졸이상은 동기간 53천명에서 연평균 1.7천명 증가하여 70천명에 이를 것으 

로 예상된다． 반면，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졸은 2010년 109천명에 

서 연평균 α8천명 감소하여 2020년에는 101천명에 이를 것으로 나타나며， 중졸이하는 

동기간 74천명에서 연평균 0.7천명 감소하여 67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학력별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2010년∼2020년간 초대졸이 연평균 4.4% 증가할 전망 

이며， 대졸이상은 연평균 z8% 중가할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고졸은 연평균 α8% 감 

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졸이하는 연평균 1.0% 감소할 전망이다． 

〈표 20> 제주지역 학력별 경제활동인구 전망 
（단위 : 천명， %) 

학력벌 2000 2010 2035 2020 
연평균 중감《천명） 연팡균 중가율《％〕 

'0b10 'll-,ls 16-'20 11-뺙 20 '03-' 10 'II-'lS '16-'20 31-20 

겨］ 267 288 310 3m 2그 4.3 3.6 3.0 0.8 15 0.5 1.0 

중졸이하 93 74 70 67 1.9 -0.8 -0.5 -0.7 -2.3 -1그 -0.8 ㅓD 

고졸 108 109 104 101 0그 -1.0 0.6 0.8 0.0 0.9 0.6 0.8 

초대졸 29 52 67 81 23 3.0 2.7 2.8 6.1 52 3.7 4.4 

대졸이상 38 53 53 70 L5 2끄 L4 L7 3.4 3.6 2.1 z8 

빅2.4. 제주지역 인력수급 불일치 전망 

2011년 인력공급은 295천병이고． 인력수요는 293천명으로 초과공급이 2.6천명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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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초과공급 증가추세는 계속 이어져 2015년에는 인력공급이 310천명이고， 인 

력수요는 306천명으로 초과공급이 4.3천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이후 초과 

공급은 감소추세로 돌아서 2020년에는 인력공급이 318천명이고， 인력수요는 317천명으 

로 초과공급이 1.0천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 제주지역 인력수급 및 불일치 전망 

（단위 : 천명） 

ㅣ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 

인력공급（ ：̂겅제활동인구） 295 301 304 307 310 312 314 315 317 318 

인력수요（3:취 」자） 293 297 300 303 306 308 311 313 315 317 

초과공급（A-B〕 z6 3.7 4.5 4；〔 3 43 3.8 3.2 z6 2.1 L0 

예측한 인력수요와 인력공급을 취업자와 경제활동인구를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11-'15기간에는 초과공급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6-'20기간에는 초과공급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ㅐ 제주지역 인력수급 총량 추이 및 전망 

* ．궈 

- 170勸빼刪240no 

빽．외락꿍급［겅체환륭인구》 	눼．·인턱수요胛겸엽지） 

//
‘一∼ 

/ 』，／떻一， 

I-, 
－→，-，一一 V 

LtD jflO Ifll 19922993399409991999199709991999200020011002290319042005 7006200710012009 20102011 2032201320*42015200920072011201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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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기와 같이 인력수급차 전망을 보면 2011년 2.6천명에서 2015년 生3천명으로 

인력수급차가 확대되다가， 이후 2020년까지 인력수급차가 축소되먼서 2020년에는 1.0 

천명의 인력수급차가 발생될 전망이다． 

〔그림 기 제주지 역 인력수급차 추이 및 전망 

뻐h초과곰급《인 턱곰급｀인 벽수요I 

'4
II
10S4 

   

    

    

19ㅎ91990 *991 19$Z 1992 1494 1995 2996 '997 1998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z.1ㅗ刪z2"3之여42.“ 2." 2.17201920쁘020 」 

제주지역 실업률은 2015년 1.4％로 2020난에는 0.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실업 

률이 증가추세에 있다가 2015년 이후에 감소추세로 돌아산 이유는 2015년 이전까지 인 

력공급이 인력수요에 비해 가파르게 증가하여 인력수급차가 벌어짐에 따라 실업률이 증 

가하게 되었고， 2015년 이후 2020년까지 인력공급이 인력수요에 비해 완만하게 증가하 

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인력수급차가 좁혀짐에 따라 실업률도 감소하게 되었다． 

＜표 22〉과 같이 2011년∼2014년까지는 인력수요 증가율이 인력공급 증가율에 비해 

낮게 증가하는 추세지만， 2015년∼2020년까지 인력수요 증가율이 인력공급 증가율에 비 

해 높게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면서， 인력수급차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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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제주지역 실업률 전망 

（단위 :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l 
실업뮨（%) α9 L2 L5 L5 1.4 1.2 1.0 0.8 0.7 0.3 

인릭수요중가율《％) 3.04 1.31 1.01 0.97 0.91 0.84 0.78 0.70 0.63 0.73 

인 력공급중가율（%) 2.46 1.69 1.26 0.98 0.80 0.67 0.58 0.50 0.45 0.40 

V. 결 론 

본 연구는 제주지역 산업구조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지역의 문제점과 과제를 

명확히 하고，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륵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유망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인력수급 중장기 계획 

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제주지멱 특성에 맞는 노동시장의 수급상 

황 변화 예측을 통해 노동시장뿐 아니라 교육서비스시장에서 미래 노동시장의 수요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서비스시장 참여자들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이며， 보다 효율적인 인적자원 투자를 위한 정책적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 

도록 하여 개인과 사회 및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달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최근에 이슈화 되는 제주지역 청년실업 문제를 보먼． 청년실업 문제가 첨예화 될 것이 

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기업유치 및 창업을 통해 지역고용문제를 해결해 

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의 유망 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인력수급 중장 

기 계획을 수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에 맞는 인력대책 개발 및 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제공 노력，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청년 창업지원 정책 등의 노력이 필요 

한 시점이다． 

제주지역 인력수급전망을 통해 단기적으로 지역의 문제점과 과제를 명확히 하고， 인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의 유망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인력수급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토대 

로 삼고자 한다． 이처럼 미래교육－노동시장의 인력수급 변화 정보를 학생， 학부모， 기업， 

교육 및 훈련기관 등에 제공하여 진로 등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인재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정책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 215 - 



216 産經論集 第30輯 

본 연구에서는 지역애서 활용 가능한 기초통계자료의 미비로 인해 전망 범위가 대단 

히 제한적이었다． 인력수급전망을 산업， 직업별로 보다 세분화된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통계자료의 정비 및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러한 요구가 충족되었을 때 인력수 

급전망이 정책기능과 정보기능이라는 목적을 달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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