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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commonly agreed that the shipbuilding industry in Korea
contributestothenationalwealthinvariousways.

Thisstudyistosolveacrisisfacingournationtosecure competitive 

power of theshipbuildingindustry inwestern-southernregion.

Tosolvemanpowerproblems of theshipbuildingindustry,firstofall,
itisveryimpotenttocultivatemenoftalent.

 Therefore,educational program to make expert in the field is
necessary.Thisstudysuggestssolutionsforphenomenaandproblem in
western-southernregion..



Theresultshaveproventhesignificance of theshipbuildingindustry 

in western-southern region. and how much it improves business
performancebythesafetygrowth. Moreover,therearesuggestionsof
thesecurecompetitive power causes.

Thisstudy givesagreatmeaning in analyzing arealcaseofthe
western-southernregion.andsuggestingsolutions. Itwillbehelpfulfor
theshipbuildingindustryinthelongrun.

Inthisstudy,tosolve competitive power of theshipbuildingindustry 

inwestern-southernregion,theproblem is presentedanddrawnupa
revitalization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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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1.연구배경

조선산업은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온 대표적 전통산업
이면서도 끊임없는 발전이 요구되고 있는 산업이다.특히,지구상에는 각종
자원이 편재되어 있고 산업 또한 편재되어 있어서 지속적인 자원 이동의 증
가를 요구하고 있으며 선박은 이를 담당하는 유일한 운송수단으로 자리를 지
킬 것이 분명하다.
거친 해상상태에서 자연환경을 극복하며 정시운항을 보장할 수 있어야하며

번잡한 해역에서도 충돌 등의 해양사고를 일으키지 않아야할 뿐 아니라 사고
를 당하더라도 기름유출로 인한 해양오염을 극소화하는 친환경적 설계가 지
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실질적인 시작은 군사혁명 정부가 국가경제를 이끌어

나아갈 국가기간 산업으로 조선산업을 선정되어,철강산업,석유화학공업 등
과 어깨를 같이하며 국가의 산업화를 이끌어 나아갈 대표적 산업으로 선정되
어 국제경쟁에 뛰어들 수 있었다.
1970년대 초반에 조선입국을 기치로 내세운 현대중공업이 울산에 자리하면

서 조선산업은 국민적 꿈을 간직한 산업이 되었다.이와 같은 조선산업에 대
한 국민적 여망이 있었기에 젊고 우수한 인재들이 조선공학에 뜻을 두는 계
기가 되었으며 조선산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이러한 힘을 바탕으
로 선진국의 견제가 있었음에도 설계기술 자립에 성공함으로써 조선산업이
세계역사에 유례가 없는 눈부신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1980년대 초반에는 현대적 조선소가 자리 잡기 시작한지 불과 10년 만에

선박설계에 관한 대표적 국제회의인 PRADS를 개최하였으며,석유파동이후
침체기에 들어있는 세계조선 산업계의 인사들에게 활기에 차있는 한국의 조
선산업을 보여줌으로서 충격을 느끼게 한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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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에는 일본과 선두를 치열하게 다투는 세계조선의 강자가 되었으며
다시 10년이 지난 200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는 이미 일본을 앞질러 명실상부
한 세계 제1의 조선국이 되었다.  

전라남도가 조선산업이 고용창출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착안,추진하고 있
는 조선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도는 더 많은 조선업
체의 유치를 위해 신규 조선산업 단지를 확대하고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 소매를 걷고 나섰다.
실제 전라남도에는 해남 화원에 대한조선을 비롯해 진도 군내에 고려조선,

신안 지도에 신안중공업 등 3개 중형 조선소가 유치됐고 대불산단에 현대미
포조선 등 59개의 기자재 업체가 가동을 하고 있다.
특히 해남 화원에 중형조선소를 건설중인 대한조선은 1차 3만7,000평에 이

어 2단계로 총 30여만평 규모로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또한,최근 서남해안
16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중형급 조선소 입지 5곳과
소형급 조선소 입지 4곳을 확정했다.
중형급 조선소 입지로 확정된 곳은 서부권에 해남 문내(180만평),신안 지

도(30만평),신안 압해(18만평)등 3곳과 중남부권에 고흥 도양(15만평),동부
권에 여수 돌산(12만평)등 모두 5곳이다.
또 소형급 조선소 입지는 서부권에 해남 황산(3만6,000평),중남부권에 장

흥 회진(3만평),동부권에 여수 돌산(2만8,000평)등 모두 4곳이다.   

전남도는 “전남이 중형 조선사업클러스터로 급부상하면서 관련업계 투자자
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며 “조선산업 클러스터가 본격 구축될 경우 오는
2025년까지 연간 9,22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함께 1만2,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산업의 비중은 다른 산업에 대하여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산업으로 자

리를 잡고 있다.또한 매출액면에서 매년 100억불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
산화율이 높아 80%이상의 외화 가득률을 가지는 대표적 산업이 되었다.
조선산업의 본질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종합하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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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또는 해양구조물이라는 복합 대형 시스템을 구축하는 산업이다.   

철강과 같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소재산업이나 조선 기자재 산업뿐만 아
니라 설계,구매,생산에 활용되는 IT 산업 그리고 선박을 활용하는 해운업,
수산업,군수 산업,수주에 필요한 금융 산업 등 다양한 산업을 조화롭게 아
우를 수 있을 때 비로소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산업으로서 뜻을 둔
젊은이들이 정열을 불태우며 국가 경제 전반을 이끌 수 있는 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산업은 단순히 선박 또는 해양구조물을 노동집약적

으로 조립 생산하는 후진국 형 사양산업으로 본질이 폄하되고 있음은 매우
가슴 아픈 실정이다.
독자적 기술로 당당하게 경쟁하여 얻은 우리의 경쟁력을 환율,저임금 등

의 기술외적 요인에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으며,원천기술인 설계기술
보다는 조선소 건설이 뒤늦게 이루어졌기에 가공 및 건조공정이 합리화될 수
있었고 그로인하여 가격경쟁력이 얻어져서 수주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평가되
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수출한 다수의 선박이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 선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수출성장을 저가수주에 기반을 둔 부당한 양
적인 팽창으로 판단하는 EU를 비롯한 선진국들의 WTO제소와 같은 수단으
로 집중적인 견제를 받게 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표적 국가 기간산업인 조선산업에 대한 잘못된 인

식으로 인하여 젊은 세대에게 매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조선산업은 기술 집약형이라는 특질을 가지고 있어서 인력 수급,기술개발,
생산시설의 합리화 등에 실패하면 급속히 쇠퇴하며 재도약이 불가능하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조선산업의 이와 같은 특징으로 어렵게 얻어낸 세계 1위의 기술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난날 조선선진국들이 경쟁력을 상실하
게 된 원인을 분석하여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수립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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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1950년대에 전-용접 블록 건조공법을 포함한 서구의 선진 조선
기술을 도입하고,생산 기술을 고도화시킬 수 있었기에 1960년대에 이르러
세계 제1의 조선국이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전통 산업에 대한 사회적 경시 현상과 타 산업과 비

교하였을 때 저임금이며 노동환경이 나쁘다는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조선공
학 교육으로 우수 기술 인력을 흡수하는데 실패하였다.
또한,단기 불황을 극복하는 방편으로 기존 기술 인력 및 생산 시설의 감

축을 조선회사 별로 강행함으로써 회사는 도산을 면할 수 있었으나 조선산업
이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적정규모를 유지하는데 실패하였다.이로 인
해 일본은 기존 기술 인력이 노령화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으며 1990년대 후
반에 이르러서는 가격경쟁력이 표준화된 우수선박을 중심으로 제조자 입장에
입각하여 수주활동을 집중함으로서 생산원가를 감축하려는 편향된 노력을 하
여 왔다.
결과적으로 단기적 선가경쟁에서는 선두를 지킬 수 있었으나 조선 기술 인

력의 고령화로 이어져서 신기술 개발은 물론 선주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반
영할 수 있는 유연한 선박 설계 및 건조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는 일본에 앞서 영국,미국,프랑스 등의 조선기술 선진 국가들에서 조선

산업이 쇠락하게 된 사례에서 이미 입증된 바 있다.   

한편,중국은 1970년대의 우리나라경제성장 과정을 본받아 대규모 고용창
출 효과가 있으며 타 산업에 큰 파급 효과를 가지는 조선산업을 국가 기간산
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막대한 시설투자를 강행하고 있다.
한편,세계 1위의 조선국가인 우리나라는 세계조선 시장에서 저가를 경쟁

력으로 선박을 수주하고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선
박을 개발함으로써 세계의 조선 기술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는 국제적 의무
를 가지게 되었다.
실제로 최근 ISO,IMO등의 국제기구는 한국의 역할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서 기술력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갈 인재확보가 절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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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는 시점에 놓여 있다.  

근래에 이르러 우리의 조선산업은 EU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통상 분쟁을
제기 받고 있어서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으
며,선진국들은 자국의 조선산업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조선과 관련된 핵심기
술의 유출을 적극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과거와 같이 선진기술의 도입이나 모
방에 의한 차세대 고부가가치 선박 개발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태이다.
우리의 조선산업이 독자적인 조선기술 개발과 차세대 우수 조선기술 인력

육성에 실패하는 경우 지난날의 우리 경험을 본받아 조선공학 교육과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중국에게 세계 1위 조선국가의 위
치를 넘겨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래 조선 핵심기술 개발은 물론 IT 기술 접목 등에 의한 선박 설계·생산

의 효율성과 유연성 제고가 시급히 필요하며,이는 국가 차원의 차세대 조선
기술개발을 위한 기반구축과 차세대 고급 기술 인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교육환경구축을 위해 정부의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대형 복합 시스템인 선박이나 해양구조물을 설계하고 건조하기 위해서는

기계공학,전기공학,산업공학,재료공학 등의 수많은 학문 분야의 지식이 요
구되고 있으나 이들 어느 학문 분야도 조선해양산업 전반을 시스템이라는 관
점에서 접근하여 이끌어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조선산업의 장차를
짊어져야할 핵심 기술 인력은 조선해양공학 교육과정을 통하여 양성되어야한
다.
그러나 조선산업 종사자에 대한 보수를 살펴보면 국내의 인기 있는 다른

분야와 비교할 수준의 대우를 유지하기 어렵고,또한 산업특성상 지방 근무
가 요구되어 생활·교육·문화 환경 등이 수도권과 비교하여 열악할 뿐 아니라
산업분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종사자에게 긍지를 주지 못하는 이유 등으로
외면당하고 있다.  

우리의 조선업계는 세계 1위의 생산물량을 담당하기 위한 기능직 충원과
함께 조선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직 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할 계획이며,특



- 6 -

히 조선공학 기술 인력은 대학졸업자보다는 차세대 고부가가치 조선기술 개
발을 담당하게 될 대학원 졸업이상의 고급기술인력 채용이 두드러지게 증가
되어 2010년에는 현재의 2배 이상 인력을 충원할 것을 계획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공계 기피 현상과 전통산업 경시 현상 등으로 인하여 대학에서

양성되는 우수 조선기술 인력은 점차 줄어들고 있을 뿐 아니라 주요 대학에
서 양성되는 대학원과정에 재학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학생수의 증가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기업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퇴직인원의 대체
충원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 조선기술 인력의 충원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을 책임질 우수 조선기술 인력의 원활한 수급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일본이 조선 기술인력 육성에 실패하여 가격경쟁
력을 생산성 향상으로 지켜왔으나 인력의 노령화로 인하여 더 이상의 기술
및 가격경쟁력을 가지지 못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후발 중국이 우리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할 것임이 자명하다.
또한,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차세대 고부가가치 조선기술을 개발할 능력과

자질을 갖춘 대학원 출신 이상의 고급 기술자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는 조선공학 전공 석사 및 박사과정 학생의 사기를 진작하는 한편,장학금과
생계비 등을 지원하여 수학기간 중 산학 연계연구 등에 적극 참여케 하고,
국제학술 동향의 조기파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병역 특례제도와 연계하여
조기 인력양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부의 인력 양성지원 시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남권의 현대삼호중공업이 지난해 1천 5백억원 이상 흑자를 내고 국내 조

선대기업의 수주량이 세계 5위권까지 휩쓸고 있는 호황국면 속에서도 협력업
체는 도산하고 있다.
인력이 부족해서 인건비는 올라가고 전문공정에 관계없이 닥치는대로 일감

을 확보해서 작업 능률은 떨어지는 것이 선박블럭 제작업체 부도의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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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이다.1차 외주업체가 다시 재하도급을 줘서 단가가 일단 저하가 되고
조선업이 활성화돼서 물량이 늘어나서 기능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인력을 구
하느라 고임금으로 하다보니까 단가는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협력업체가 전
문 공정에 관계없이 이 회사,저 회사에서 일감을 확보해 일을 맡기다보니
작업의 숙련도를 높일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우리 조선산업의 지속적 세계 1위 유지는 물론이고 지금까지는 경제적 여
건이 불분명하여 투자를 서두르지 않았던 호화 유람선,초고속선,쇄빙 상선,
레저용 소형선박 등 차세대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을 신규로 개척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내딛는다면 의욕이 있는 젊은 인재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매력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들의 노력으로 조선기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차세대 우수 기술 인력을 조선산업으로 끌어들이고 육성함으로서 소득 3만불
시대를 이끄는 21세기형 첨단기술 산업으로 거듭나고,세계 1위 경쟁력을 지
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므로 고속화,대형화,고급화를 지향하
는 미래 고부가가치 선박 기술 개발과 이를 추진하는 과감한 투자 강화가 필
요하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요인이 있으나,무엇 보다 시급하고 당

면 과제로서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새로운 선형을 개발하고,공법 개
선과 효율적 선박 건조 관리를 통하여 선박 건조 원가를 줄이고 고부가가치
선을 선점하여 나아가야한다.이를 위하여,본 논문에서는 서남권 조선업 전
문인력 양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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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목적 및 필요성

111)))여여여건건건 변변변화화화
지금 세계는 정보화,세계화와 더불어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세계화(Globalization)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그리고 동아시아의 역동적 발전 진행,고속형 국토로의 전환,지역균
형발전 특별법 제정 등으로 신국토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기이다.따라서 국토경영의 패러다
임이 기존 패러다임에서 신국토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시도되고 있다.

기존 패러다임

➡

신국토 패러다임

• 국가주도 양적성장

• 수도권 집중형

• 지역획일화 및 단계적 발전

• 개발위주 성장

• 국내적 시각

• 지역주도 질적 성장

• 다핵 ․분산형 구조

• 지역별 특성화 및 연계 발전

• 친환경적 발전

• 국제적 발전

【그림 3】 국토경영의 패러다임 변화

목포권은 서해안고속도로 개통,호남선철도개량(KTX 운행),무안국제공항건설,목포신외
항건설,광주-무안 고속도로 건설진행,목포-광양고속도로 건설진행,남해안 관광일주도로
건설계획 등으로 접근성이 향상되고 있으며,이와 함께 전남도청의 남악신도시로 이전,국가
균형발전 전략으로서 일명 「J프로젝트의 추진」,기업도시건설,해양관광레져 개발 등으로
목포지역 은 국토중심지역으로 부각될 것이며,이에 따른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의 수립이 요
구되고 있다.또한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으로 서남권에 속한 목포지역이 전략적 산업기지로
부상하고 있으며,최근 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 등이 입지함에 따른 대불산업단지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면서 목포지역의 산업구조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동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목포지역에 있어서 접근성 증대,산업구조의 변화 등이 이루어지면서 지역내
노동시장의 구조도 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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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 목목목적적적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지역전략산업의 육성 등에 의한 목포지역의 성장 발전은 3대 생
산요소의 하나인 노동에 대한 적절한 수급조절 및 우수한 인력개발에 의해서 뒷받침 되어져
야 할 것이다.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 및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로 국가균형발전전략 및 지역혁신전략의 측면에서 서남권 조선업의 인적 자원이 합리
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노동시장의 구조와 위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로 국내외적인 개방과 시장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목포지역 차원의 조선노동인력
시장에서 어떠한 인력수급정책이 수립되어져야 할 것인가를 검토한다.
셋째로 인적자원의 산업별,직종별,업종별로 적정한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

시하여 목포지역 조선산업 노동인력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높아지도록 한다.
넷째로 목포지역 조선업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제고,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적극적 조선노동시장 정책과제와 그 추진방안을 제시한다.
다섯째로 교육과 직업훈련,그리고 취업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목포지역의
고용․능력개발 추진체계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333)))연연연구구구 필필필요요요성성성
국가균형개발의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는 목포지역의 각종개발사업(J프로젝트,기업도시건
설,신 외항건설,조선소 클러스터,신도청의 입지,대불산업단지의 활성화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에 필요한 적정한 노동인력의 수급전망이 필요하다.
따라서,지역에 필요한 노동의 적정 공급은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바,중․장기
적인 인력수급 전망하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양질의 인력이 육성되지 않으면 안되며,
지역경제 및 지역노동시장의 활성화는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져야 한
다.이를 위해 목포지역에서는 노동력수요기반의 개발과 더불어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위한 목포지역 고용․능력개발 추진체계의 수립과 활성화가 필요하다.
지역노동시장은 지리적․공간적으로 시장이 분할된 분단노동시장(Segregated Labor
Market)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신고전학파 모형에서 가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노동의 동
질성을 전제로 하는 지역노동시장에 대한 분석은 현실적 적합성을 결여하고 있고,특히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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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역은 산업화과정에서 저성장 및 저발전이 이루어진 곳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목
포지역 노동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역적 적합성을 갖는 연구가 필요하다.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이 제도화되면서 각종 정책이 탈중앙화를 지향하고 있으며,이제 지
역의 발전은 환경변수의 제약하에서 지역주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므로 지역
노동시장도 지역민이 주체가 되어 적극 개입해야 아며,향후 전략적 산업입지가 될 목포지
역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직업훈련 수급전망,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과제 개발 등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지역불균형 발전의 한 요인으로 인적자본(HumanCaptial)과 인적자원(Human
Resources)의 불균형적 배분을 들 수 있다.따라서 목포지역의 성장과 발전에 휴먼웨어
(HumanWare)가 작용하는 역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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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서남권 지역 노동시장에 대한 기존의 이론과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를 위해 지역노동시장
의 형성과 2중 구조,지역고용성장 측정이론,지역노동정책에 대한 학설 등이 활발히 검토
되고 있다.
또한 생산시장과 지역노동시장의 관계를 보면,지역고용성장은 지역생산증대에 대한 의존
성이 높으며,지역생산은 지역생산자의 경쟁력에 의존하고 있으며,지역고용성장은 특정지역
의 인구집중을 야기하고,지역노동시장은 지역균형성장면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2-1】 지역생산시장과 지역노동시장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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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지역노동시장 체계

목포지역의 경제환경과 노동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면,노동력 수요구조의 변화,노동력 공
급구조의 변화,노동조건의 변화 등에 의존하고 있다.
지역노동시장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문헌을 고찰하고,기업,교육기관,직업훈련기관 등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며,공공기관의 발행한 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서남권 노
동수요의 전망에 대응하여 적절한 노동공급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며,산업별,직종별,연령별,
학력별,노동인력공급대책 방안 등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서남권 조선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설문지 배포 후 조사자의
직접방문 면접조사와 조사대상업체에 대해서 조사 이전에 전화로 사전 접촉한 후 직접 업
체를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며,정량적 조사(설문지 조사)와 정성적 조사(면접에 의한
인력수급에 대한 문제점)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설문지상의 조사내용은 사업체의 경우,사업체 일반현황,이직․인력충원현황 및 향후 계
획,지역직업능력개발 정책환경 및 정책방향 등의 조사가 요구되며,교육훈련기관의 경우,
기관 현황과 직원 및 시설 현황,노동부 지원 실업자훈련 개설 희망관련 조사,노동부 지원
실업자훈련 개설 희망관련 그리고 기타 일반 설문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또한,개인 대상
교육훈련 요구조사를 위해 직업경험(취업 및 창업)관련 질문,취업이나 창업 관련 질문,교
육훈련 이수경험 관련 질문,희망 교육훈련 관련 질문,응답자의 특성 관련 질문을 실시함으
로서 서남권 조선인력 수요창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조선인력양성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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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 경제환경과 노동시장의 변화는 사업체와 그 종사자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
타내고 있으므로,노동력의 수요 기반인 사업체와 그 종사자의 동향을 통해 노동력 수요
구조를 조사하여야 한다.목포지역의 사업체와 종사자는 목포시에 집중되어 있으며.2006년
기준으로 목포지역의 사업체는 47,533개소이고,종사자는 163,794명인데,그 중 목포시가 각
각 38.8%,38.4%를 차지하고 있다.
목포시 다음으로 사업체가 많은 곳은 해남군,완도군,영암군 등의 순서임.영암군은 사업
체 비중에서는 목포지역에서 네 번째 위치에 있지만 종사자는 두 번째 위치에 있는데,이는
목포지역 통계에서 지극히 예외적인 값으로 (주)현대삼호중공업의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2-1>2005년 목포지역 시군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단위:개소,명,%)

시군별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당
종사자

계계계 47,533 100.0 163,794 100.0 3.4
목포시 18,977 39.9 64,082 39.1 3.4
장흥군 3,276 6.9 10,154 6.2 3.1
강진군 3,130 6.6 9,502 5.8 3.0
해남군 5,382 11.3 18,041 11.0 3.4
영암군 3,490 7.3 19,059 11.6 5.5
무안군 3,426 7.2 12,801 7.8 3.7
완도군 4,227 8.9 14,459 8.8 3.4
진도군 2,606 5.5 7,251 4.4 2.8
신안군 3,019 6.4 8,445 5.2 2.8

자료 :전남,2006전남통계연보.2006통계연보(시군별)

목포지역에서 노동력 수요자인 사업체가 최근 감소하고 있고,종사자 수는 큰 폭으로 감소
하였으며,.이는 목포지역의 노동력 수요기반이 취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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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 수요의 요체라 할 수 있는 공단으로 목포지역에는 국가산단,지방산단,농공단지가
있으며,.이의 활성화와 확대 발전은 노동력 수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최근 목
포지역에서 국가산단과 지방산단의 활성화는 노동력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
여주고 있다.목포지역에는 국가산단이 영암군에 1개 있으며,입주업체는 2004년 110개,
2005년 137개,2006년 153개로 증가하였다.종업원 수도 같은 기간에 1,918명에서 2,504명으
로 증가하였으며,.불과 2년 사이에 입주업체는 43개 증가하고,종업원수는 586명이 증가하
였다.(표 2-2)이같이 목포지역의 국가산단은 최근에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어 노동수요를 창
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2>목포지역 연도별 국가산단 현황
(단위:개소,명,%)

지역 연도 단지 수 입주업체 수 종업원 수 입주업체 당 종업원 수

영암 2004 1 110 1,918 17.4
2005 1 137 2,089 15.2
2006 1 153 2,504 16.4

자료 :전남통계정보시스템.

입주업체당 종업원 수는 20명이하로 나타났으며,2004년 17.4명에서 2005년 15.2명,2006년
16.4명임.2005년에서 2006년 사이에 추가 입주한 업체는 16개인데,추가로 증가한 종업원
수는 415명이어서 추가 입주업체당 추가 종업원 수는 약 26명으로 나타났다.최근에 입주한
업체는 비교적 많은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목포지역 지방산단은 목포와 영암에 각각 1개가 있으며,(표2-3)지방산단 전체로 보면,입
주업체가 2004년 8개에서 2006년 38개로 증가하였다.그리고 같은 기간에 종업원 수도 6,237
명에서 7,631명으로 증가하였으며,목포지역 지방산단에 입주업체와 종업원수의 증가는 향후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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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의 지방산단 입주업체는 소규모 업체이며,입주업체는 2004년 6개에서 2006년 36개로
증가하였고,입주업체당 종업원 수는 같은 기간에 30.8명에서 8.6명으로 감소하였으며,소규
모업체가 많아서 노동력 수요에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영암의 지방산단 입주업체는 대규모 업체로서,2개의 업체가 입주해있는데,종업원
수가 2004년 6,052명에서 2006년 7,322명으로 증가하였고,같은 기간에 약 1,270명이 증가하
였는데 대형 사업장이어서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표 2-3>목포지역 연도별 지방산단 현황
(단위:개소,명,%)

구분 연도 단지 수 입주업체 수 종업원 수 입주업체 당 종업원 수

합계

2004 2 8 6,237 779.6
2005 2 10 6,141 614.1
2006 2 38 7,631 200.8

목포

2004 1 6 185 30.8
2005 1 8 271 33.9
2006 1 36 309 8.6

영암

2004 1 2 6,052 3,026.0
2005 1 2 5,870 2,935.0
2006 1 2 7,322 3,661.0

자료 :전남통계정보시스템

목포지역에서 신안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에는 농공단지가 적어도 1개 있다.(표2-4)시․
군별 농공단지를 보면,무안군이 3개로 가장 많고,그 다음이 영암군과 완도군이 각각 2개,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각각 1개이다.목포지역에는 모두 12개의 농공단지가 있다.
농공단지의 입주업체를 보면 2004년 293개에서 2005년 311개로 증가하였으며,2006년에는
281개로 감소하였고,2006년 기준으로 입주업체가 가장 많은 지역은 무안군으로 87개 업체
이고 그 다음이 완도군으로 82개 업체이며,그 다음은 목포시로 47개 업체이다.
농공단지의 종업원수를 보면 2004년 4,253명에서 2005년 4,012명으로 감소하였다가 2006년
에는 4,583명으로 증가하였고,이는 입주업체의 변동과는 정반대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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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기준으로 종업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완도군으로 1,412명이고,그 다음이 무안군으
로 1,105명이며,그 다음은 목포시로 1,073명으로 나타났다.
입주업체당 종업원수는 목포지역 전체로 보면 2004년 14.5명,2005년 12.9명,2006년 16.3
명으로 나타났으며,입주업체의 규모가 작아 2006년 기준으로 입주업체당 종업원수가 10명
이하인 지역은 장흥군,강진군,해남군,진도군 등이고,20명 이상인 지역은 목포시,영암군
등임.영암군의 경우 2006년 기준 입주업체당 종업원 수가 34.8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가
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지역 농공단지의 입주업체가 일정하지 않고 매년 변동하는 현상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의 경영전반이 안정되어 있지 않음과 노동력 수요 능력이 크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
각되며,예를 들어,무안군의 경우 농공단지의 종업원수가 2004년 1,423명에서 2005년 1,175
명으로 2006년 1,105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고,입주업체당 종업원 수도 같은 기간에 18.0
명에서 12.7명으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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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4>목포지역 연도별 농공단지 현황
(단위:개소,명,%)

구 분 연도 단지 수 입주업체 수 종업원 수 입주업체 당 종업원 수

합계
2004 12 293 4,253 14.5
2005 12 311 4,012 12.9
2006 12 281 4,583 16.3

목포시
2004 1 47 1,102 23.4
2005 1 46 1,042 22.7
2006 1 47 1,073 22.8

장흥군
2004 1 15 62 4.1
2005 1 15 91 6.1
2006 1 11 59 5.4

강진군
2004 1 13 86 6.6
2005 1 13 94 7.2
2006 1 13 84 6.5

해남군
2004 1 16 107 6.7
2005 1 21 107 5.1
2006 1 16 129 8.1

영암군
2004 2 24 673 28.0
2005 2 25 626 25.0
2006 2 19 661 34.8

무안군
2004 3 79 1,423 18.0
2005 3 87 1,175 13.5
2006 3 87 1,105 12.7

완도군
2004 2 93 761 8.2
2005 2 98 833 8.5
2006 2 82 1412 17.2

진도군
2004 1 6 39 6.5
2005 1 6 44 7.3
2006 1 6 60 10.0

자료 :전남통계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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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서서서남남남권권권지지지역역역 산산산업업업인인인력력력 전전전망망망

111...서서서남남남지지지역역역의의의 미미미래래래 인인인구구구추추추계계계
목포지역 1시 8군의 인구증감 추세에 있어서 1990년를 기점으로 2003년도에 이르기까지의
경향을 이용하여 미래(2010년,2015년)의 인구를 추계한 것으로,추계방식은 등차급수식,등
비급수식,지수함수식 등으로 조사되었다.(표 3-1)

<표 3-1>목포지역의 인구추계
(단위:명,%)

연도별

지역별
1990 2003

등차급수식 등비급수식 지수함수식

2010 2015 2010 2015 2010 2015

목포시 253,423 241,460 235,375 231,029 235,275 230,955 235,286 230,974

무안군 90,579 63,681 53,518 46,258 52,691 46,023 52,677 46,002

영암군 68,815 63,267 60,521 58,560 60,486 58,576 60,453 58,520

해남군 134,295 90,197 74,286 62,921 72,773 62,428 72,806 62,477

강진군 70,579 44,747 35,914 29,605 35,022 29,399 34,999 29,366

장흥군 68,288 48,002 40,307 34,811 39,689 34,649 39,708 34,676

완도군 85,793 61,258 51,824 45,086 51,089 44,876 50,673 44,252

진도군 54,616 38,382 32,229 27,835 31,735 27,705 31,750 27,726

신안군 102,241 50,769 37,016 27,192 34,832 26,613 34,837 26,621

계 928,629 701,763 620,990 563,297 613,592 561,224 613,189 560,614

주 :1990～2003년가지의 인구변화를 참고하여 추계함
자료 :각 시군,통계연보에 의거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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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포시
2003년 → 2010년 → 2015년

◦ 등차급수식 :241,460명 → 235,375명 → 231,029명
◦ 등비급수식 :241,460명 → 235,275명 → 230,955명
◦ 지수함수식 :241,460명 → 235,286명 → 230,975명

2)목포지역(1시 8군)
2003년 → 2010년 → 2015년

◦ 등차급수식 :701,763명 → 620,990명 → 563,297명
◦ 등비급수식 :701,763명 → 613,592명 → 561,224명
◦ 지수함수식 :701,763명 → 613,189명 → 560,614명

2.취업 및 창업 의향
취업이나 창업 의향에 대한 질문에서,전체 응답자 중 92.3%(108명)가 취업,3.4%(4명)가
창업에 뜻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별로 살펴보면,24세 이하,40～44세,45～49세
의 연령층에서 전원(100.0%)이 취업을 희망하며,35～39세 및 5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도 각
각 90.0%(10명)및 92.9%(13명)의 높은 비율로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며,창업 의향을 가진
남성 비율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3-2)

3.최근 직장 근무기간
최근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에 대한 질문에서,전체 응답자의 61.0%(50명)가 3년 이내의 직
장근무의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별로 보면 20대 연령층에서 3년 이내의 직장
근무경력의 비율이 높아 24세 이하의 경우 100%(6명),25～29세의 경우 84.7%(11명)를 차지
하고 있으며,성별 경향을 보면 3년 이내의 근무경력에서 남성이 59.7%로 여성 63.4% 보다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으나,10년 이상의 경우 여성은 전무하나 남성은 11.5%를 나타냈다.
특히 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6개월～1년 이내의 근무기간이 다른 근무기
간에 비해서 가장 높은 비율(16.7%)을 보임.학력에 따른 근무기간 분포에서는 큰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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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으며,고르게 분포되어 있다.(표 3-3)

<표 3-2>취업 희망자
(단위:명,%)

구 분 취 업 창 업 둘 다 원하지 않음

전 체 117(100.0) 108(92.3) 4(3.4) 5(4.3)

연 령 별

24세이하 25(21.4) 25(100.0)
25-29세 29(24.8) 27(93.1) 2(6.9)
30-34세 14(12.0) 11(78.6) 1(7.1) 2(14.3)
35-39세 11(9.4) 10(90.9) 1(9.1)
40-44세 8(6.8) 8(100.0)
45-49세 10(8.5) 10(100.0)
50-54세 6(5.1) 4(66.7) 1(16.7) 1(16.7)
55세이상 14(12.0) 13(92.9) 1(7.1)

성 별 남 성 68(58.1) 62(91.2) 3(4.4) 3(4.4)
여 성 49(41.9) 46(93.9) 1(2.0) 2(4.1)

학 력 별

중졸/고교중퇴 28(23.9) 25(89.3) 3(10.7)
고졸/전문대중퇴 24(20.5) 22(91.7) 2(8.3)
전문대졸/대학중퇴 20(17.1) 20(100.0)

대졸이상 45(38.5) 41(91.2) 2(4.4) 2(4.4)

결혼여부
미 혼 61(52.1) 58(95.1) 2(3.3) 1(1.6)
기 혼 54(46.2) 48(88.9) 2(3.7) 4(7.4)

별거/이혼/사별 2(1.6) 2(100.0)

가정위치

가구책임짐 40(34.2) 36(90.0) 2(5.0) 2(5.0)
배 우 자 13(11.1) 11(84.6) 2(15.4)
가족구성원 56(47.9) 53(94.6) 2(3.6) 1(1.8)
독 신 8(6.8) 8(100.0)

수 입

100만원미만 60(51.3) (95.0) (1.7) (3.3)
100-199만원 19(16.2) (78.9) (15.8) (5.3)
200-299만원 19(16.2) (100.0)
300만원이상 19(16.2) (89.5)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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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최근 직장 근무기간
(단위:명,%)

구 분 6개월
이내

6개월
～1년이내

1～2년
이내

2～3년
이내

3～4년
이내

4～5년
이내

5～8년
이내

8～10년
이내

10년
이상

전체 82(100.0) 6(7.3) 11(13.4) 20(24.4)13(15.9)9(11.0)5(6.1) 8(9.8) 4(4.9) 6(7.3)

연
령
별

24세이하 6(7.3) 1(16.7) 3(50.0) 2(33.3)
25-29세 13(15.9) 1(7.7) 1(7.7) 6(46.2) 3(23.1) 2(15.4)
30-34세 14(17.1) 2(14.3) 1(7.1) 5(35.7) 2(14.3)1(7.1) 1(7.1) 2(14.3)
35-39세 11(13.4) 1(9.1) 2(18.2) 5(45.5) 1(9.1) 1(9.1) 1(9.1)
40-44세 8(9.8) 1(12.5) 1(12.5) 1(12.5) 2(25.0) 1(12.5) 2(25.0)
45-49세 10(12.2) 2(20.0) 1(10.0) 1(10.0) 4(40.0) 1(10.0) 1(10.0)
50-54세 6(7.3) 1(16.7) 3(50.0) 1(16.7)1(16.7)
55세이상 14(17.1) 1(7.1) 2(14.3) 3(21.4)3(21.4) 1(7.1) 4(28.6)

성
별

남성 52(63.4) 4(7.7) 9(17.3) 11(21.2)7(13.5) 7(13.5)2(3.8) 5(9.6) 1(1.9) 6(11.5)
여성 30(36.6) 2(6.7) 2(6.7) 9(30.0) 6(20.0) 2(6.7)3(10.0)3(10.0) 3(10.0)

학
력
별

중졸/
고교중퇴 28(34.1) 3(10.7) 3(10.7) 3(10.7) 3(10.7) 3(10.7)2(7.1)6(21.4) 1(3.6) 4(14.3)
고졸/

전문대중퇴 23(28.0) 3(13.0) 3(13.0) 5(21.7) 1(4.3) 3(13.0)3(13.0)1(4.3) 2(8.7) 2(8.7)
전문대졸/
대학중퇴 17(20.7) 3(17.6) 7(41.2) 4(23.5) 1(5.9) 1(5.9) 1(5.9)
대졸이상 14(17.1) 2(14.3) 5(35.7) 5(35.7) 2(14.3)

결
혼
여
부

미혼 26(31.7) 1(3.8) 3(11.5) 10(38.5)8(30.8) 1(3.8) 1(3.8) 1(3.8) 1(3.8)
기혼 54(65.9) 4(7.4) 7(13.0) 10(18.5) 5(9.3) 8(14.8)4(7.4)7(13.0) 4(7.4) 5(9.3)

별거/이혼/
사별 2(2.4) 1(50.0) 1(50.0)

가
정
위
치

가구책임짐 40(48.8) 3(7.5) 9(22.5) 6(15.0) 2(5.0) 4(10.0)3(7.5)6(15.0) 2(5.0) 5(12.5)
배우자 13(15.9) 1(7.7) 3(23.1) 3(23.1) 3(23.1)1(7.7) 2(15.4)
가족구성원 22(26.8) 2(9.1) 10(45.5)7(31.8) 1(4.5) 1(4.5) 1(4.5)
독신 7(8.5) 2(28.6) 1(14.3) 1(14.3) 1(14.3) 1(14.3) 1(14.3)

수
입

100만원미만 48(58.5) 5(10.4) 8(16.7) 5(10.4) 5(10.4) 6(12.5)4(8.3)7(14.6) 2(4.2) 6(12.5)
100-199만원 12(14.6) 2(16.7) 7(58.3) 1(8.3) 1(8.3) 1(8.3)
200-299만원 12(14.6) 1(8.3) 4(33.3) 4(33.3) 2(16.7)1(8.3)
300만원이상 10(12.2) 1(10.0) 4(40.0) 3(30.0) 1(10.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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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조조조선선선인인인력력력 수수수급급급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실실실증증증 분분분석석석

1.설문조사대상 업체 현황
111)))지지지역역역별별별 조조조사사사대대대상상상 업업업체체체수수수

<표 4-1>지역별 조사대상 업체수
(단위:개소)

구 분 목포 강진 무안 영암 신안 완도 장흥 해남 진도 계

업체수

구성비

222)))조조조사사사 진진진행행행사사사항항항
기업체의 경우,목포지역 120개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교육훈련기관은 (재)한국
직업전문학교를 비롯한 10개 기관을 조사대상으로 하였고,개인대상 교육훈련 요구조사를
위해 조사대상 목표량은 100여명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였고,목포지방노동사무소 고용안
정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222...기기기업업업체체체 인인인력력력 및및및 직직직업업업훈훈훈련련련 수수수요요요조조조사사사
기업체 인력 및 직업훈련수요조사는 노동부 ‘노동력수요동향조사’대상 사업체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며,노동력수요동향조사 대상 기업체는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부문을 제외한
전 산업의 전체 근로자(상용,임시․일용,외국인근로자)5인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이를 위한 표본설계는 적정한 표본의 규모를 산출하기 위하여 신뢰구간 추정식을 사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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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적정 표본의 크기 N=모집단의 크기
e=유의수준 P=모집단의 비율 (일반적으로 0.5로 사용)
k=신뢰수준 계수

이에 따라 목포지역 사업체에 대한 95% 신뢰수준에서의 적정 표본수는 약 120개로 산정
되었으며,업종별,종사자 규모별 할당,산업대분류(제조업은 중분류)를 기준으로 사업체수를
기준으로 한 비례할당 원칙에 의거.단,인력수급 조사이므로 종사자규모가 큰 기업 및 지역
내 집중 전략사업에 대해서는 오버 샘플링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사업체 현황을 보면,조사대상 사업체를 목포지역 사업체의 분포 및 노동력수요
동향조사 대상 사업체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표4-2) 과소 표집된 규모는 5～9인 사업체
이며,과다 표집된 규모의 순서는 30～99인,100인 이상,10～29인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종업원 규모별 모집단 및 표본업체 현황(사업체수 기준)
(단위 :개소,%)

전 체
종업원 규모 종업원 규모

5-9인 10-29인 30-99인 100인 이상

사업체기초
통계조사 표본 사업체기초

통계조사 표본 사업체기초
통계조사 표본 사업체기초

통계조사 표본 사업체기초
통계조사 표본

6,358
(100.0)

116
(100.0)

3,840
(60.4)

25
(21.6)

1,936
(30.5)

41
(35.3)

518
(8.2)

35
(30.2)

64
(1.0)

15
(12.9)

주1(표본집단):사업장 규모는 조사시점 기준이지만,조사결과 5인 미만 업체로 드러난 5개 업체는 분석
편의상 5～9인 범주에 포함시킴(이들 사업장도 표본추출 시점엔 5인 이상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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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모집단):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A농업 및 임업(01~02),N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76)등의
사업체는 제외함.
자료:통계청,2006사업체기초통계조사(원자료).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28.7%로 나타나며,종사자 규모가 30～99명인 사업체에서 인
건비 비중(43.1%)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4-3)

<표 4-3>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단위:개소,%)

구 분 전 체
종사자 규모

5～9명 10～29명 30～99명 100명 이상
응답사업체수 97 22 32 29 14

평균 28.7 28.8 18.1 43.1 19.8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평균은 2.81%로 나타나고 있어 지역내 사업체의 연구개발비가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다.(표 4-4)

<표 4-4>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단위:개소,%)

구 분 전 체
종사자 규모

5～9명 10～29명 30～99명 100명 이상
응답사업체수 16 - 4 6 6

평균 2.81 - 3.4 2.2 0.8

매출액 대비 교육훈련비 비중은 평균 0.099%로 나타나고 있으며,(표 4-5)인건비 대비 교
육훈련비 비중은 평균 1.21%로 나타났다.(표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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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매출액 대비 교육훈련비 비중
(단위:개소,%)

구 분 전 체
종사자 규모

5～9명 10～29명 30～99명 100명 이상
응답사업체수 29 4 10 8 7
평균 0.099 0.24 0.082 0.047 0.097

<표 4-6>인건비 대비 교육훈련비 비중
(단위:개소,%)

구 분 전 체
종사자 규모

5～9명 10～29명 30～99명 100명 이상
응답사업체수 31 3 12 9 7
평균 1.21 4.84 0.78 0.31 1.44

2006년 기준 사업체의 총 교육훈련비용 대비 노동부 고용보험 환급액 비율은 다음과 같
다.전체 비용중 노동부 고용보험 환급액 10% 미만과 30-40% 이하라고 응답한 경우가 각
26.7%(4개소)나 되고 있다.(표 4-7)
교육훈련비 대비 회사자체부담금 비율이 90～100%에 이른다는 응답이 58.1%(18개소)나 되
고 있으며,(표 4-8) 정부의 지역특화지원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8.6%(10개소)에 지나지 않았다.(표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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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2004년 교육훈련비 대비 노동부 고용보험 환급액 비율
(단위 :개소,%)

구 분 업 체 수 비 율
응답사업체수 15 100
1-10% 이하 4 26.7
10-20% 이하 1 6.7
20-30% 이하 - -
30-40% 이하 4 26.7
40-50% 이하 - -
50-60% 이하 2 13.3
60-70% 이하 3 20.0
70-80% 이하 1 6.7
80-90% 이하 - -
90-100% 이하 - -

<표 4-8>2004년 교육훈련비 대비 회사자체부담금 비율
(단위:개소,%)

구 분 업체수 비 율
응답사업체수 31 100%

1-10% 이하 - -
10-20% 이하 1 3.2
20-30% 이하 2 6.5
30-40% 이하 2 6.5
40-50% 이하 2 6.5
50-60% 이하 1 3.2
60-70% 이하 3 9.7
70-80% 이하 - -
80-90% 이하 2 6.5
90-100% 이하 18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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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정부의 지역특화지원사업의 지원수혜 여부
(단위 :개소,%)

구 분 업체수 비 율
전 체 116 100

지원을 받고 있다 7 6.0
현재는 받지 않으나,과거에 지원받은 경험이 있다 3 2.6
지원을 받지 않으며,과거에도 지원받은 경험이 없다 106 91.4

<표 4-10>2007년-2010년 사업체 직업분류별 채용 증가전망

구 분 개 소(%)
응답사업체수(업종별 분류기준) 44(100.0)

1-10% 이하 9(20.5)
11-20% 이하 5(11.4)
21-30% 이하 3(6.8)
31-40% 이하 1(2.3)
41-50% 이하 7(15.9)
51-60% 이하 -
61-70% 이하 1(2.3)
71-80% 이하 1(2.3)
81-90% 이하 1(2.3)
91-100% 이하 6(13.6)
101% 이상 9(20.5)

평 균 79.66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한 사업체 직업분류에 있어서 10% 이하로 전망한 사업체가 전체의
37.5%(9개)이며,평균 26.88% 정도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표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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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2007년-2010년 사업체 직업분류별 채용 감소 전망

구 분 개 소(%)

응답사업체수 24(100.0)

1-10% 이하 9(37.5)

11-20% 이하 4(16.7)

21-30% 이하 3((12.5)

31-40% 이하 0

41-50% 이하 8(33.3)

51-60% 이하 0

61-70% 이하 0

71-80% 이하 0

91-100% 이하 0

101% 이상 0

평 균 26.88

이직 및 인력충원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면,조사대상 사업체의 총 근로자수는 9,008명으
로 나타났으며,이중 남성은 77.5%,여성은 22.5%로 나타났다.상용근로자의 성별 분포에 있
어서도 남성이 79.4%,여성이 20.6%이고,기타 상용이외 근로자의 성별 비율에서는 여성이
58.5%,남성이 41.5%로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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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2005년 인력현황-근로자수(총계(남,녀),상용(남,녀),기타(남,녀)수 및 비율)
(단위:개소,%)

구 분

근로자 유형

전 체 상 용 기 타
근로자수 비율 근로자수 비율 근로자수 비율

남 6,984 77.5 6,785 79.4 189 41.5
여 2,024 22.5 1,758 20.6 266 58.5

합 계 9,008 100.0 8,543 100.0 455 100.0

충원지역은 사업장 소재지역이 전체 72.0%(296개)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전국단위 수요충원에 응답하였는데,이는 표본사업체 중 사업체의 지역내 지사,또
는 영업소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표 4-13참조)

<표 4-13>수요충원지역

구 분 개 소(%)

사업장 소재지역(시/군/구) 296(72.0)
소재지가 속한 광역시/도 지역 17(4.1)
인접광역시/도 지역 10(2.4)

전국단위 88(21.4)

합계(응답사업체수-복수응답) 411(100.0)

인력 수급/교육훈련 현황을 보면,사업체들의 평상시 인력채용방식은 ‘다른 기업으로부터
스카웃 또는 경력자 공개채용(26.8%)’과 ‘신규졸업자 채용후 체계적 교육훈련으로 양성
(24.9%)‘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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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수요충원방식

구 분 개 소(%)

신규졸업자 채용후 곧장 업무 배치 63(15.4)
신규졸업자 채용후 체계적 교육훈련으로 양성 102(24.9)
재직 근로자의 재교육/재배치를 통해 확보 56(13.7)
다른 기업으로부터 스카웃 혹은 경력자 공개채용 110(26.8)

외주/하청 등으로 해소 14((3.4)
거래기업(모기업)으로부터 인력지원 -
해외전문인력 유치 11(2.7)
외국인 근로자(산업연수생 포함)채용 1(0.2)

기타 주위소개/구인광고(지역신문,정보지) 53(12.9)

합 계(응답사업체수-복수응답) 410(100.0)

직업관련 교육기관의 졸업생 숫자가 노동시장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고 응답한 경우보다도
대체로 비슷하거나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4-15)

<표 4-15>직업 관련 교육기관의 졸업생 숫자 대 수요 비율
(단위:개소,%)

구분
사업장 소재
지역
(시/군)

소재지가 속한
광역시/도 지역

인접 광역시/도
지역 전국단위 국외

①대단히 부족 53(13.9) 30(8.6) 30(10.0) 43(15.8) -

②다소 부족 79(20.7) 92(26.4) 63(21.1) 35(12.8) 1(25.0)

③비슷한 편 74(19.4) 87(25.0) 88(29.4) 65(23.8) 1(25.0)

④다소 많음 117(30.7) 98(28.2) 77(25.8) 69(25.3) 2(50.0)

⑤대단히 많음 58(15.2) 41(11.8) 41(13.7) 61(22.3) -

응답사업체수(복수응답) 381(100.0) 348(100.0) 299(100.0) 273(100.) 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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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학 우수인력양성에 대한 평가의 경우,부정적 평가(매우 미흡,다소 미흡)가 52.2%
이고 반면 긍정적 평가(다소 좋음,매우 좋음)는 11.3%에 불과하였다.(표 4-16)

<표 4-16>지역대학의 우수인력 양성
(단위:개소,%)

구분 매우 미흡 다소 미흡 보통 다소 좋음 매우 좋음
전체 115 20(17.4) 40(34.8) 42(36.5) 13(11.3) -

산업별
제조업 36 7(19.4) 12(33.3) 14(38.9) 3(8.3) -
비제조업 79 13(16.5) 28(35.4) 28(35.4) 10(12.7) -

규모별

5-9인 24 4(16.7) 10(41.7) 9(37.5) 1(4.2) -
10-29인 41 10(24.4) 14(34.1) 12(29.3) 5(12.2) -
30-99인 35 4(11.4) 12(34.3) 15(42.9) 4(11.4) -
100인 이상 15 2(13.3) 4(26.7) 6(40.0) 3(20.0) -

지역 직업훈련기관의 인력양성기능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부정적 평가(40.9%)가 긍정적
평가(11.3%)보다 3.6배 이상 많게 나타났다.(표 4-17)
<표 4-17>지역 직업훈련기관의 인력양성 기능

(단위:개소,%)

구분 매우 미흡 다소 미흡 보통 다소 좋음 매우 좋음

전체 115 16(13.9) 31(27.0) 55(47.8) 12(10.4) 1(0.9)

산업별
제조업 36 3(8.3) 8(22.2) 18(50.0) 6(16.7) 1(2.8)
비제조업 79 13(16.5) 23(29.1) 37(46.8) 6(7.6) -

규모별

5-9인 24 5(20.8) 9(37.5) 7(29.2) 3(12.5) -
10-29인 41 8(19.5) 9(22.0) 20(48.8) 4(9.8) -
30-99인 35 3(8.6) 10(28.6) 18(51.4) 4(11.4) -
100인 이상 15 - 3(20.0) 10(66.7) 1(6.7)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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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센터의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보면 ‘미흡하다’는 부정적 평가는 전체의 32.1%이
며,‘좋다’는 긍정적 평가는 24.4%,그리고 ‘보통’이라는 평가는 43.5%로 나타났다.(표4-18)

<표 4-18>고용안정센터의 서비스
(단위:개소,%)

구분 매우 미흡 다소 미흡 보통 다소 좋음 매우 좋음

전체 115 9(7.8) 28(24.3) 50(43.5) 24(20.9) 4(3.5)

산업별
제조업 36 1(2.8) 3(8.3) 17(47.2) 13(36.1) 2(5.6)
비제조업 79 8(10.1) 25(31.6) 33(41.8) 11(13.9) 2(2.5)

규모별

5-9인 24 3(12.5) 8(33.3) 12(50.0) - 1(4.2)
10-29인 41 4(9.8) 10(24.4) 17(41.5) 9(22.0) 1(2.4)
30-99인 35 2(5.7) 9(25.7) 14(40.0) 9(25.7) 1(2.9)
100인 이상 15 - 1(6.7) 7(46.7) 6(40.0) 1(6.7)

지역내 노․사․정․민 협력에 대한 평가에서도 부정적 평가(40.1%)의 비율이 긍정적 평
가(13.9%)의 비율의 3배가 높게 나타났다.(표 4-19)

<표 4-19>지역내 노․사․정․민 협력
(단위:개소,%)

구분 매우 미흡 다소 미흡 보통 다소 좋음 매우 좋음
전체 115 9(7.8) 37(32.3) 53(46.1) 15(13.0) 1(0.9)

산업별
제조업 36 3(8.3) 11(30.6) 16(44.4) 6(16.7) -
비제조업 79 6(7.6) 26(32.9) 37(46.8) 9(11.4) 1(1.3)

규모별

5-9인 24 1(4.2) 9(37.5) 14(58.3) - -
10-29인 41 5(12.2) 8(19.5) 20(48.8) 7(17.1) 1(2.4)
30-99인 35 2(5.7) 15(42.9) 13(37.1) 5(14.3) -
100인 이상 15 1(6.7) 5(33.3) 6(40.0) 3(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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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 협력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긍정적 평가(좋음)이 29.6%로 부정적 평가 26.9%
보다 약간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표 4-20)

<표 4-20>노․사간 협력
(단위:개소,%)

구분 매우 미흡 다소 미흡 보통 다소 좋음 매우 좋음
전체 115 5(4.3) 26(22.6) 50(43.5) 26(22.6) 8(7.0)

산업별
제조업 36 2(5.6) 8(22.2) 14(38.9) 8(22.2) 4(11.1)
비제조업 79 3(3.8) 18(22.8) 36(45.6) 18(22.8) 4(5.1)

규모별

5-9인 24 - 5(20.8) 14(58.3) 3(12.5) 2(8.3)
10-29인 41 4(9.8) 8(19.5) 14(34.1) 11(26.8) 4(9.8)
30-99인 35 1(2.9) 8(22.9) 18(51.4) 7(20.0) 1(2.9)
100인 이상 15 - 5(33.3) 4(26.7) 5(33.3) 1(6.7)

지역직업능력개발의 정책방향을 보면 지역 직업능력개발 정책방향 중 가장 중요한 정책방
향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지역특화산업에 필요한 인력양성’이 55.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지역중소기업의 인력양성 및 능력개발’이 32.2%,그리고 ‘지역내 취약계층의 능력
개발’이 12.2%로 나타났다.(표 4-21)
지역 직업능력개발 정책방향 중 가장 중요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정책 수단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제 1순위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항목
은 41.7%를 보인 ‘지역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행․재정지원’이며,다음으로는 ‘지방대학의 우
수인력 양성기능 활성화’항목이 30.4%이다.(표 4-22)
지역 직업능력개발 정책방향의 효과적인 정책수단의 제2순위에 대한 응답결과에서는 역시
‘지역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행․재정지원’항목의 비율이 26.1%로 가장 높고,다음으로 ‘지역
내 동종업체간 협력지원’(19.1%),‘지방대학의 우수인력 양성기능 활성화’(13.9%)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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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지역 직업능력개발 정책방향
(단위:개소,%)

구 분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양성 및 능력개발

지역 전략․특화산업에
필요한 인력양성

지역내 취약계층의
능력개발

전체 115 37(32.2) 64(55.7) 14(12.2)

산업별
제조업 36 18(50.0) 15(41.7) 3(8.3)
비제조업 79 19(24.1) 49(62.0) 11(13.9)

규모별

5-9인 24 6(25.0) 13(54.2) 5(20.8)
10-29인 41 14(34.1) 22(53.7) 5(12.2)
30-99인 35 14(40.0) 18(51.4) 3(8.6)

100인 이상 15 3(20.0) 11(73.3) 1(6.7)

<표 4-22>지역 직업능력개발 정책방향 중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1순위)
(단위:개소,%)

구 분

지역
직업능력개
발을 위한
행․재정
지원

지방대학의
우수인력
양성 기능
활성화

지역
직업훈련
기관의
인력양성
기능

고용안정
센터
서비스
혁신

지역내
동종업체
간 협력
지원

지역내
노․사․
정․민
협력지원

노․사
협력
지원

전체 115 48(41.7) 35(30.4) 14(12.2) - 6(5.2) 11(9.6) 1(0.9)

산업별
제조업 36 15(41.7) 9(25.0) 8(22.2) - 2(5.6) 2(5.6)

비제조업 79 33(41.8) 26(32.9) 6(7.6) - 4(5.1) 9(11.4) 1(1.3)

규모별

5-9인 24 13(54.2) 2(8.3) 3(12.5) - 2(8.3) 3(12.5) 1(4.2)

10-29인 41 14(34.1) 18(43.9) 5(12.2) - 3(7.3) 1(2.4)

30-99인 35 13(37.1) 10(28.6) 5(14.3) - 1(2.9) 6(17.1)

100인 이상 15 8(53.3) 5(33.3) 1(6.7) - -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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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지역 직업능력개발 정책방향 중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2순위)
(단위:개소,%)

구 분

지역
직업능력개
발을 위한
행․재정
지원

지방대학의
우수인력양
성 기능
활성화

지역
직업훈련기
관의
인력양성
기능

고용안정센
터 서비스
혁신

지역내
동종업체
간 협력
지원

지역내
노․사․
정․민
협력지원

노․사
협력
지원

전체 115 30(26.1) 16(13.9) 18(15.7) 9(7.8) 22(19.1) 12(10.4) 8(7.0)

산업별
제조업 36 10(27.8) 7(19.4) 6(16.7) 2(5.6) 8(22.2) 1(2.8) 2(5.6)
비제조업 79 20(25.3) 9(11.4) 12(15.2) 7(8.9) 14(17.7) 11(13.9) 6(7.6)

규모별

5-9인 24 3(12.5) 6(25.0) 3(12.5) 6(25.0) 3(12.5) 3(12.5)
10-29인 41 13(31.7) 4(9.8) 6(14.6) 4(9.8) 8(19.5) 5(12.2) 1(2.4)
30-99인 35 14(40.0) 6(17.1) 2(5.7) 2(5.7) 5(14.3) 3(8.6) 3(8.6)
100인 이상 15 3(20.0) 3(20.0) 4(26.7) - 3(20.0) 1(6.7) 1(6.7)

지역직업능력개발정책 정책추진의 장애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우수인력의 외부유출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다’는 부정적 평가가 65.2%로 높으며,‘문
제가 되지 않는다’는 긍정적 평가는 13.9%에 불과하다.(표 4-24)

<표 4-24>지역우수인력의 외부유출
(단위:개소,%)

구분 젼혀 문제
안됨

별로 문제
안됨 보통 다소 문제가

됨
매우 심각하게
문제가 됨

전체 115 1(0.9) 15(13.0) 24(20.9) 50(43.5) 25(21.7)

산업별
제조업 36 1(2.8) 4(11.1) 6(16.7) 17(47.2) 8(22.2)
비제조업 79 - 11(13.9) 18(22.8) 33(41.8) 17(21.5)

규모별

5-9인 24 - 4(16.7) 6(25.0) 11(45.8) 3(12.5)
10-29인 41 1(2.4) 7(17.1) 11(26.8) 19(46.3) 8(19.5)
30-99인 35 - 11(31.4) 6(17.1) 14(40.0) 9(25.7)
100인 이상 15 - 4(26.7) 2(13.3) 9(60.0) 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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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업의 인식부족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 평가가 69.5%이고,긍정적 평가는 6.1%에 지
나지 않는다.(표 4-25)

<표 4-25>지역기업의 인식부족
(단위:개소,%)

구분 젼혀 문제
안됨

별로 문제
안됨 보통 다소 문제가 됨 매우 심각하게

문제가 됨
전체 115 - 7(6.1) 28(24.3) 58(50.4) 22(19.1)

산업별 제조업 36 - 3(8.3) 5(13.9) 18(50.0) 10(27.8)
비제조업 79 - 4(5.1) 23(29.1) 40(50.6) 12(15.2)

규모별

5-9인 24 - - 7(29.2) 11(45.8) 6(25.0)
10-29인 41 - 3(7.3) 11(26.8) 20(48.8) 7(17.1)
30-99인 35 - 1(2.9) 9(25.7) 18(51.4) 7(20.0)
100인 이상 15 - 3(20.0) 1(6.7) 9(60.0) 2(13.3)

중앙과 지방의 정책연계 부족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 평가가 58.3%이고,긍정적 평가는
0.9%에 불과하였다.(표 4-26)

<표 4-26>중앙과 지방의 정책연계 부족
(단위:개소,%)

구분 젼혀 문제
안됨

별로 문제
안됨 보통 다소 문제가 됨 매우 심각하게

문제가 됨
전체 115 - 1(0.9) 47(40.9) 50(43.5) 17(14.8)

산업별
제조업 36 - - 14(38.9) 15(41.7) 7(19.4)
비제조업 79 - 1(1.3) 33(41.8) 35(44.3) 10(12.7)

규모별

5-9인 24 - 1(4.2) 9(37.5) 12(50.0) 2(8.3)
10-29인 41 - - 11(26.8) 23(56.1) 7(17.1)
30-99인 35 - - 20(57.1) 8(22.9) 7(20.0)
100인 이상 15 - - 7(46.7) 7(46.7)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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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 관련기관들 간 연계 부족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 평가가 52.2%이고,긍정적 평가는
7.9%로 나타났다.(표 4-27)

<표 4-27>지역내 관련기관들 간 연계 부족
(단위:개소,%)

구분 젼혀 문제
안됨

별로 문제
안됨 보통 다소 문제가 됨 매우 심각하게

문제가 됨
전체 115 1(0.9) 8(7.0) 46(40.0) 50(43.5) 10(8.7)

산업별
제조업 36 1(2.8) 3(8.3) 12(33.3) 14(38.9) 6(16.7)
비제조업 79 - 5(6.3) 34(43.0) 36(45.6) 4(5.1)

규모별

5-9인 24 - 2(8.3) 9(37.5) 11(45.8) 2(8.3)
10-29인 41 1(2.4) 1(2.4) 17(41.5) 19(46.3) 3(7.3)
30-99인 35 - 3(8.6) 14(40.0) 14(40.0) 4(11.4)
100인 이상 15 - 2(13.3) 6(40.0) 6(40.0) 1(6.7)

능력개발 시설․인프라․재정 부족에 대한 평가는 ‘문제가 된다’는 부정적 평가는 63.4%
이고,‘문제가 돠지 않는다’는 긍정적 평가는 2.6%로 나타났다.(표 4-28)

<표 4-28>능력개발 시설․인프라․재정 부족
(단위:개소,%)

구분 젼혀 문제
안됨

별로 문제
안됨 보통 다소 문제가 됨 매우 심각하게

문제가 됨
전체 115 1(0.9) 2(1.7) 39(33.9) 45(39.1) 28(24.3)

산업별
제조업 36 - 2(5.6) 12(33.3) 16(44.4) 6(16.7)
비제조업 79 1(1.3) - 27(34.2) 29(36.7) 22(27.8)

규모별

5-9인 24 - - 11(45.8) 10(41.7) 3(12.5)
10-29인 41 - - 13(31.7) 17(41.2) 11(26.8)
30-99인 35 1(2.9) - 14(40.0) 8(22.9) 12(34.3)
100인 이상 15 - 2(13.3) 1(6.7) 10(66.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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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관심 및 역량 부족에 대한 평가는 ‘문제가 된다’는 부정적 평가가 54.8%이고,
긍정적 평가는 3.5%에 불과했다.(표 4-29)

<표 4-29>지자체의 관심 및 역량 부족
(단위:개소,%)

구분 젼혀 문제
안됨

별로 문제
안됨 보통 다소 문제가 됨 매우 심각하게

문제가 됨
전체 115 1(0.9) 3(2.6) 48(41.7) 52(45.2) 11(9.6)

산업별
제조업 36 1(2.8) 1(2.8) 15(41.7) 14(38.9) 5(13.9)
비제조업 79 - 2(2.5) 33(41.8) 38(48.1) 6(7.6)

규모별

5-9인 24 - - 10(41.7) 12(50.0) 2(8.3)
10-29인 41 1(2.4) 1(2.4) 19(46.3) 16(39.0) 4(9.8)
30-99인 35 - 2(5.7) 12(34.3) 16(45.7) 5(14.3)
100인 이상 15 - - 7(46.7) 8(53.3) -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미흡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 평가가 58.2%이고,긍정적 평가는
2.6%에 불과하다.(표 4-30)

<표 4-30>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미흡
(단위:개소,%)

구분 젼혀 문제
안됨

별로 문제
안됨 보통 다소 문제가 됨 매우 심각하게

문제가 됨
전체 115 - 3(2.6) 45(39.1) 45(39.1) 22(19.1)

산업별
제조업 36 - 2(5.6) 13(36.1) 15(41.7) 6(16.7)
비제조업 79 - 1(1.3) 32(40.5) 30(38.0) 16(20.3)

규모별

5-9인 24 - - 12(50.0) 9(37.5) 3(12.5)
10-29인 41 - 1(2.4) 16(39.0) 18(43.9) 6(14.6)
30-99인 35 - 1(2.9) 13(37.1) 10(28.6) 11(31.4)
100인 이상 15 - 1(6.7) 4(26.7) 8(53.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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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권적 정책에 대한 평가는 ‘문제가 된다’는 부정적 평가가 52.1%이고,‘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긍정적 평가는 5.2%에 불과함.(표 4-31)

<표 4-31>중앙집권적 정책
(단위:개소,%)

구분 젼혀 문제
안됨

별로 문제
안됨 보통 다소 문제가 됨 매우 심각하게

문제가 됨
전체 115 - 6(5.2) 49(42.6) 38(33.0) 22(19.1)

산업별
제조업 36 - 3(8.3) 16(44.4) 10(27.8) 7(19.4)
비제조업 79 - 3(3.8) 33(41.8) 28(35.4) 15(19.0)

규모별

5-9인 24 - 1(4.2) 11(45.8) 10(41.7) 2(8.3)
10-29인 41 - 2(4.9) 13(31.7) 16(39.0) 10(24.4)
30-99인 35 - 2(5.7) 18(51.4) 8(22.9) 7(20.0)
100인 이상 15 - 1(6.7) 7(46.7) 4(26.7) 3(20.0)

기타 목포지역발전에 필요한 부분 및 장애요인은 다음과 같다.(표 4-32,표 4-33)

<표 4-32>목포지역 직업능력개발을 활성화하는데 있어서의 장애요인과 발전방안

연 번 내 용

1 대불공단 활성화로 고용창출 시급(각종 행정적 규제완화 및
공장부지 처리장에 관한 임대 방안 강구)

2 목포지역 대학 및 전문대 수업실습 시간 부족으로 전문가능인력 양성이
어려우니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수업시수단위 최대 확보

3 생계우선자(가계책임자)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및 소득보전

4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유치 및 기존기업 현행유지를 위한 다양한
지역내 개별능력개발 교육 프로그램 제시

5 지역내 인재(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설치
6 지역민에 대한 장기적인 안정정책 및 지원 미비
7 지역특성상 직업선택 폭이 좁으며,조선업에 대한 집중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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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3>목포지역경제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

연번 내 용

1 전남관광산업의 체계적 구축
2 구도심 존폐위기에 대한 인식

3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지원 차등화 및 인력유지,관리비 등 정책지원금의 지원

4 대불산단의 생산성있는 공장과 근로자의 타도시 유출이 없이 인재 및 교육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노력이 필요

5 목포-광주간 고속,산업도로 개설 및 정비
6 목포지역 관광산업 코스개발로 지역 서비스업체 활성화

7 지역발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정서가 반영되어진 정책 생산

8 보육사업의 장래를 위해서 교사들에 대한 지원책이 부족하며,운동기구,학습자료 등
자료제공이 절실히 필요함

9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및 인력공급체계 시급

10 인구유입을 위한 기본계획 및 정책적인 노력 필요
11 자치단체 고급인력이 외뷔로 유출되지 않을 정도의 산업기반시설 확충

12 전국적인 교통망 체계 확충

13 전문적인 교육기관으로 기업체 고용인력으로 실업문제 해결

14 중앙정부의 관심과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15 중소기업,대기업간 균형입주 및 과다경쟁 방지위해 판매단가 전국적인 확정단가 유지

16 중앙정부 지역전략산업계획에 의해 자치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발전전략을 동시에 세워야 함

17 지방의 경제형태에 알맞게 정부지원이나 지자체간 협력하에 자차단체장이 교체에도
변하지 않는 부동적인 정책이 필요

18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지역간 단합,지역직업개발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기관의 인력양성 장기계획 마련

19 지역내 기존기업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20 지역여건에 맞는 특화산업개발
21 도서지역주민 교통비 체계 개선,연안여객선 운임 정부지원

22 지역이양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지원
23 해양,도서지역으로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 및 대어민지원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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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충원계획은 훈련수요를 직종으로 보면,목포지역 [기업체 인력 및 직업훈련 수요 조
사]]]에서 외부훈련 수요 인원이 1명 이상인 사업장은 1개로 대형조선업체의 협력업체임.그
리고 그 직종도 운송장비정비원 하나 밖에 없음.나머지 직종은 외부훈련수요가 없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훈련분야는 운송장비제조이고 훈련직종은 조선분야임.조사값은 15명이고,
추정값은 21명으로 나타났다.(표 4-34).

<표 4-34>훈련직종별 외부훈련기관 이수자 2006년 충원계획

훈훈훈련련련분분분야야야 훈훈훈련련련직직직종종종명명명 훈훈훈련련련코코코드드드 조조조사사사값값값 추추추정정정값값값

운송장비제조 조선분야 1002 15 21

주 :목포지역 [기업체 인력 및 직업훈련 수요 조사]에서 외부훈련 수요 인원 1명 이상인
사업장은 1개로 대형조선업체의 협력업체임

조선업종의 인력수요는 조선업종의 인력수요 전망을 보면,2006년 기준으로 9,037명이 조
선업종 인력이며,(표 4-35) 조선소 클러스터에 따른 조선기능인력의 수요는 매우 많을 것으
로 전망된다.

<표 4-35>서남권 조선인력 현황(2006년 기준)

구 분 기술직 사무직 기능직 하도급 계

대형 1사 357 446 2377 4328 7508

소형 31사 125 184 294 926 1529

계 482 630 2671 5254 9037

조선기능인력의 수요는 2006년 2,141명,2007년 2,575명,2008년 2,476명으로 전망됨.공급
에 비해 초과수요가 2006년에는 951명 발생하고 2008년에는 1,286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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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되고 있고,.조선기능인력의 공급이 수요에 미치는 못하는 상황으로 전망된다.(표 4-36)

<표 4-36>향후 서남권 조선 기능인력 수급 전망

구분 2006 2007 2008

수요(A)

기존업체 2141 1315 1216

신규업체 1260 1260

소계 2141 2575 2476

공급(B)

현대삼호 500 500 500

목포기능대 650 650 650

생산설계인력양성사업 40 40 40

계 1190 1190 1190

초과수요(A-B) 951 1385 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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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분분분석석석결결결과과과 및및및 조조조선선선인인인력력력 양양양성성성의의의 시시시사사사점점점

1.인력수요 전망
목포지역에 소재하는 기존 기업의 인력정책 기조는 현행 인력 유지 또는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며,기존기업에서 인력수요의 확대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기존기업이 말하는 인
력은 정규직을 뜻하므로 기존기업은 정규직을 현행수준으로 유지하거나 감축하고자 한다.
목포지역의 대표적인 대형조선소는 총량규모의 인사원칙을 관철하고 있으며,정규직 이외
의 인력수요,즉 외주,하도급 등에 대한 수요는 증가가 예상되나,본 연구의 기업체 조사에
따른 목포지역 기존기업의 중․장기 인력 수요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될 것으로 전
망된다.2007～2010년 기간의 인력수요도 현행수준을 유지하거나 약간 증가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정성적 분석의 결과와는 달리 2010년까지의 채용전망에 대해 현행 유지 또는
증가시키겠다는 응답한 기업체가 많았다.서남권 소재 조선업체는 대부분 인력을 목포지역
에서 충원하고자 하고 있다.
목포지역 조선업 부문에서는 경력사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대형조선소
의 협력업체 등에서 중소형 조선업체의 경력사원을 스카웃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조선
소 클러스터에 따른 중형조선소의 활성화,무안의 산업교역형 기업도시,해남․영암의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 등이 구체화되면 목포지역의 인력수요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업종의 기능인력과 관광관련 직종의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산
업교역형 기업도시 선정에 따라 물류유통과 무역자동화 등과 관련되는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업종의 인력수요 전망을 보면,조선기능인력의 수요는 2006년 2,141명,2007년 2,575명,
2008년 2,476명으로 전망되며,공급에 비해 초과수요가 2006년에는 951명 발생하고 2008년에
는 1,286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선기능인력의 공급이 수요에 미치는 못하는 상
황으로 전망된다.
전국적 추세에 따른 저출산과 노령화,그리고 인구유출에 따라 인력공급능력의 저하가 전
망되며.목포지역은 노령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인력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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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인력공급에 비해 도청입지,목포지역 개발계획 등에 따라 인력수요에 대한 증가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이며,향후 증가하는 인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양적공급확대를 위
해 외부로부터 양질의 노동력을 갖춘 청장년층의 인구유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직업교육기관과 산업체의 연계를 강화하고 교육훈련을 통해 기존 노동력의 질을 제고하여
질적 공급이 확대되어야 하며,교육훈련기관 실태조사에 따르면,2007～2010년에 개설하기를
희망하는 과정은 총 58개 과정으로 재취직훈련 26개,취업훈련 20개,정부위탁훈련 10개,고
용촉진훈련 2개 순이며,자활직업훈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총 훈련인원은 2,023명인데,
재취직훈련 900명,취업훈련 680명,정부위탁훈련 383명,고용촉진훈련 60명으로 나타났다.

2.노동시장정책
노동력의 수요구조의 변화로 사업체와 그 종사자의 감소경향,사업체규모의 영세성,산업
구조의 취약성,서남권 공단의 활성화 등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으며,노동력 공급구조의 변
화로서 총인구의 감소경향,미래노동력 인구감소,경제활동인구의 감소,경제활동 핵심연령
층 인구의 감소,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노동조건의 변화로서 전남의 평균에 미달되는 월평균 급여수준,전남 평균에 미달되는 1
인당 부가가치 수준 등이며,도청입지,조선소 클러스터,무안의 산업교역기업도시 선정,해
남․영암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선정 등이 있다.
목포지역은 인력공급보다 일자리 창출이 긴급한 과제이므로 지역의 전략사업이 개발․강
화되어야 하며,인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양적공급확대를 위해 외부로부터 양질의
노동력을 갖춘 청장년층의 인구유입책이 마련되어야 하고,또한 교육훈련을 통해 기존 노동
력의 질을 제고하여 질적 공급이 확대되어야 한다.
양질의 인력 수급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산업체,직업교육훈련기관,학교(고교,대학)등
이 협동차원과 네트워크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실업자의 고학력화와 청년층화에 대응하여 유스워크넷(youth.work.go.kr)의 활용을 강화하
고 청소년,학생 직업,진로가이드,온라인학습,직업심리검사,창업 및 취업 등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여야 한다.
직업훈련 기본 방향은 목포지역 인력수요에 기초한 직업훈련의 개발과 운영,직업훈련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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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자의 능력개발 요구에 맞는 훈련의 개발과 운영,취업 유망 훈련직종의 개발과 운영,취약
계층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영세업체에 취업가능한 훈련직종,소자본 창업이 가능한
훈련직종을 개발하고,직업교육기관과 산업체의 연계를 강화하여 10인이상 사업장에서 수요
가능한 훈련직종 개발이 필요하다.
목포지역의 직업훈련 강화를 위하여 직업훈련정보망의 활용 강화를 위해 직업훈련정보망
(HRD-Net)으로 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인적자원 개발
종합정보망을 활성화하고,목포지역의 직업능력개발 관련하여 패널 데이터(PanelData)를 비
롯한 종합 DB를 구축하며,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훈련직종 개발토록 한다.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인력부족률과 충원계획인원비율이 비교적 높으므로 직업훈련 중
중도에 탈락하는 순탈락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의 개발이 요구되며,순탈락률이 낮고,취
업률이 비교적 높은 여성가장 훈련을 확대하고,자활훈련의 확대하여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
는 현실을 극복하도록 하며 자활훈련은 훈련도중의 순탈락률이 낮은 반면에 취업률이 매우
낮으므로 자활직업훈련생의 취업 제고책 요청된다.
직업별 직업훈련을 조율하여 직업훈련에서 연구개발직,기술직,영업직 등과 관련된 분야
는 확대하고,단순노무직,기능직 등의 분야는 축소해야 한다.목포지역 업체의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기업체 조사에서 오직 한 업체만 외부훈련수요가 있다고
하였는데,이는 목포지역 기업체가 외부 훈련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
으로 보이며,직업교육기관의 출신자에 대한 채용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훈련 수요의 외부훈련 수요로의 전환 방안 개발 요청되며,목포지역의 재직자 훈련의
향상훈련 중 십중팔구는 자체훈련이므로 교육기능의 아웃소싱,직업훈련의 전문화 등의 추
세에 따라 기업체의 자체훈련을 외부훈련기관에서의 훈련을 통해 필요한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경제적이라 판단된다.
지역 전략․특화 산업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해 기업은 지역 직업능력개발 정책 중에서
지역 전략․특화 산업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목포지역에서는 조선
기능인력,물류산업인력,관광레저인력 등의 양성이 요청된다.따라서 교육훈련 종류와 방법
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신규졸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인력수요 충원에 있어서 신규졸업자를 곧장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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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 배치하는 경우보다는 체계적인 교육훈련으로 양성하는 경우가 많으며,재취직훈련의
강화,전직훈련의 강화,그리고 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실업자 훈련의 초점은 창업보다는 취업이어야 하며,조사에 응한 실업자 117명 중 취업을
희망하는 반면에 산업체는 교육훈련기관 출신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취업을 희망하는 실업자가 교육훈련 후 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
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하며,실업자의 고학력화에 대응하는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목포지역에서 재직자에 대한 전문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재직자의 전문교육을 위해 수도권
등으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경력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직자 훈련을 강화하
여야 한다.인력수요충원방식(복수응답)을 보면,‘다른 기업으로부터 스카웃 또는 경력자 공
개채용’이 많으며,자체훈련을 통해 충원을 계획하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사업체가 연령,학
력,성별과는 무관하게, 경력자를 선호하고 있다.훈련무관자의 충원을 계획하는 경우에도
30～40대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성별,학력의 경우 무관하게 채용할 예정이며,경력자를 선
호하고 있다.

3.고용안정정책
목포지역의 고용안정화를 위하여 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www.work.go.kr)과 한국직업정
보시스템(know.work.go.kr)의 활용을 강화하며,인력부족률이 높고 충원계획도 많은 것으로
조사된 100인 미만 사업장을 표적으로 하여 직업안정기능과 직업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과 고용안정센터의 연계를 강화하고,직업알선 기능 및 재직자 훈련의 강화하여 구인
자와 구직자의 미스매치를 줄이고 재직중 훈련을 통하여 장기 근속을 유도하도록 한다.
최초 취업에서 취업자의 적성과 기능이 취업 현장과 잘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전직이
있는 실업자의 대부분은 실업자 훈련을 통해서 다른 직종으로 취업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조사하
여 연구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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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사대상 사업체의 총 근로자수는 9,008명으로 이중 남성은 77.5%,여성은 22.5%로 나
타났다.상용근로자의 성별 분포에 있어서도 남성이 79.4%,여성이 20.6%이며,기타 상용이
외 근로자의 성별 비율에서는 여성이 58.5%,남성이 41.5%로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전체 사업체 중 2010년까지 채용전망을 응답한 사업체는 116개소임.먼저 증가할 것이라
전망한 경우는 44개개소 이며,현행유지라고 응답한 경우는 356개소,감소라고 응답한 사업
체는 24개임.비교적 채용전망에 대해서 현행 유지 또는 증가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서 노장의 수요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다.
(3)사업체들의 평상시 인력채용방식은 ‘다른 기업으로부터 스카웃 또는 경력자 공개채용
(26.8%)’과 ‘신규졸업자 채용 후 체계적 교육훈련으로 양성(24.9%)‘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충원지역은 사업장 소재지역이 전체 72.0%(296개)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전국단위 수요충원에 응답하였는데,이는 표본사업체 중 사업체의 지역내 지사,또
는 영업소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5)직업관련 교육기관의 졸업생 숫자가 노동시장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도 대체로 비슷하거나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6)지역 직업능력개발 정책여건의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지역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행․
재정 지원에 대한 평가의 경우 부정적 평가(매우 미흡하다,다소 미흡하다)가 48.7%이고,반
면에 긍정적 평가(다소 좋음,매우 좋음)는 8.7%에 불과함.지역대학 우수인력양성에 대한
평가의 경우 부정적 평가(매우 미흡,다소 미흡)가 52.2%이고 반면긍정적 평가(다소 좋음,
매우 좋음)은 11.3%에 불과하다.
(7)지역 직업훈련기관의 인력양성기능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부정적 평가(40.9%)가 긍정
적 평가 (11.3%)보다 3.5배 이상 많게 나타났다.
(8)고용안정센터의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보면 ‘미흡하다’는 부정적 평가는 전체의 32.1%
이며,‘좋다’는 긍정적 평가는 24.4%,그리고 ‘보통’이라는 평가는 43.5%로 나타났다.
(9)지역 직업능력개발 정책방향 중 가장 중요한 정책방향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특화산업에 필요한 인력양성’이 55.7%로 가장 높고,다음으로 ‘지역중소기업의 인력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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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능력개발’이 32.2%,그리고 ‘지역내 취약계층의 능력개발’이 12.2%로 나타났다.
(10)지역 직업능력개발 정책 추진의 장애요인을 살펴보면,지역우수인력의 외부유출에 대해
서는 ‘문제가 된다’는 평가가 65.2%로 높으며,‘문제가 되지 않는다’평가는 13.9%에 불과하
다.지역기업의 인식부족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다’는 평가가 69.5%이고,그렇지 않다는 평가
는 6.1%에 지나지 않는다.능력개발 시설․인프라․재정 부족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는 평
가는 63.4%이고,‘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평가는 2.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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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결결결 론론론

교육훈련기관은 기회균등의 차원에서 목포지역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해야 되며,소규모 영세 업체에 취업 가능한 훈련 직종과 소자본 창업이 가능한 훈련직종을
선정․개설해야 한다.훈련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훈련과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훈
련비 속에 직업훈련교사의 인건비가 별도로 책정될 수 있도록 바라고 있다.
기업체의 경우 인력충원상의 일반적 특성 및 경향을 지적할 수 없는 한계점이 존재하며,
업종과 개별 기업체의 사업경영상 특성,형편 및 제반여건이 상이하며,도시지역 또는 농촌
지역 등의 기업 입지상의 주변환경에 따라 인력충원상의 다른 특성을 보인다.기업체 지배
구조상의 유형에 따라 인력충원방식이 상이하며,(지점,공기업 성격의 사업체는 중앙집중식
인력충원 방식임)시대적 상황 또는 국가경쟁 및 지역경제의 형편에 따라 인력충원의 특성
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직률이 높아 대부분 빈번한 이직으로 인한 사업의 어려움을 호소고 있으며,보
편적으로 3D업종과 젊은 연령층에서 심한 이직 현상을 보이고 있다.농촌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체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으로 인력 공급면의 문제를 떠나서 높은 이직률로 인한 인력
수급의 불균형이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3D업종과 젊은층의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및 인센티브의 부여 대책이 요망된다.
고령화 문제는 젊은층의 이직률이 높아짐에 따라 인력의 고령화가 보편적 상황이며,단순
생산직의 경우 여성 근로자의 고령화가 더욱 심화되고,근로자의 고령화로 생산성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고령층 근로자에 대한 전반적 대책 및 재교육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농어촌 지역의 인력확보 문제는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업체들에게는 업종의 종류를 떠
나 전반적인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존재하며,이는 도시로의 인구이동 및 젊은층의 도시 선
호 경향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농어촌 지역소재 기업체들에 대한 안정적 인력공급에 관해서
국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그 일환으로 병역특례자의 근무등과 같은 제도를 활성
화할 필요성이 있다.
경력사원의 채용 문제는 ‘선박 및 보트건조업’에서 특히 경력사원의 스카웃 문제가 발생되
고 있고,특히 목포지역의 중소형 조선업체들은 경력사원을 대규모 선박제조업 및 그 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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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게 빼앗기고 있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수준 높은 조선기능공의 양성을 위해서는 몇몇 업체 등에서 그러한 기능공들의 기
술수준이 타지역에 비해서 낮다고 평가하고 있으므로 조선 관련 기능공들의 기량제고를 위
한 직업교육훈련이 필요하다.
목포지역은 초고령화로 진입하고 있어 향후 노동력의 부족이 예상되므로,목포지역 고령노
동력의 활성화 방안이 요구된다.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하도급 근로자의 증가로 목포지역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와 직업능력의 개발이 필요하며,목포지역 여성노동시장의 전망과
과제로서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동력 부족,여성의 경제활동능력 제고가 필요하며,목포지역
대학졸업자의 취업경로를 분석하여 목포지역 인재의 역외유출,목포지역 인재의 유인책이
도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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