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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들어 경제는 성장하고 있지만 고용이 늘지 않는 ‘고용 없는 성

장’이 지속되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다. 또한 창

출되는 일자리가 고임금이나 상용직보다 저임금, 고용 안정성이 낮은 일

자리들이 창출되고 있어 일자리의 양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질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효성있는 일자리 정책을 위하여 일자

리 창출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는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역노동시장권을 대상으로 일자리 현황을 파악하고 일

자리의 양과 질을 고려한 일자리 지수를 통해 지역노동시장권별 일자리

특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노동시장권을 규모별로 세 그룹으로

구분하여 각 그룹 내에서 지역노동시장권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성

장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별로 지역경제성

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사업체조사의 원시자료

를 활용하여 창업 사업체와 창출된 일자리를 누적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의 공간단위는 실제 노동시장의 수급을 최대한 반영한 지역노동시장권으

로 설정하였다. 지역노동시장권별 일자리 창출의 격차를 보면 상위 10%

지역노동시장권에서 일자리의 80% 이상을 창출하고 있고, 각 지역별 일

자리 창출율도 대도시권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노동시장권별로 창

출되는 일자리의 질이 상당히 차별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성장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일

자리 양과 일자리 질 모두 지역경제성장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중소 지역노동시장권에서는 일자리 질이, 농어촌 지역노동시장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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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질보다 일자리 양이 지역경제성장과 더욱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였다. 이는 중소도시 규모이상의 도시권에서는 일자리 질을 고려한 정책

이 효과적이고, 농어촌 및 소도시권에서는 일자리 질을 고려하기에 앞서

일자리 양을 늘리는 정책이 지역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말해준

다. 즉, 일자리 양만을 늘리는 정책보다는 양과 질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

하는 정책을 추진할 때 지역경제 발전에 더욱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일자리 정책은 재정지원을 통한 공공근로형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같은 일자리의 양적 증가에만 초점을 두어왔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일자리 질적 성장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더 효율적

이고 효과가 클 것이다. 따라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지

원 정책도 지역특성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지역노동시장권별

특성에 따라 첨단산업 및 고차서비스업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거나, 사

업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 지역노동시장권의 경우 기업 유치를 위

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등의 인프라를 확충한다면 좀 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 주요어 : 일자리 창출, 지역노동시장권, 일자리 양, 일자리 질,

일자리 지수, 지역경제성장

◆ 학 번 : 2013-2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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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경제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자리 문제는 우리나라뿐

만아니라 세계 각국의 주요한 정책적 화두이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국

정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일자리 확충을 주요 정책 목표

로 삼고 2017년까지 238만개 새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창조경제 활성화’, ‘여성의 경제활동 기회 확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늘리기’ 등 과제를 로드맵의 3대 핵심으로 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도 일자리 창

출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유럽 최초로 ‘직장순환

제’를 도입하여 화제를 모았고, 그 효과가 입증되자 유럽 여러 나라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 영국도 고용지원통합서비스로 ‘뉴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미국은 인력투자법(WIA)에 의한 원스톱 고용서비스센터

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일자리창출 논쟁에 있

어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일

자리 평가에 있어 ‘좋은 일자리’의 창출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일자

리 질’에 대한 개념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괜찮은 일(decent work)’개

념에서 출발하여 유럽연합(EU)의 ‘노동의 질(quality in work)’ 개념으로

발전해 왔다. 이들은 일자리 질 개념과 측정지표에 대하여 각기 다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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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내세우고 있으나, 지역노동시장에서 양적, 질적 수준의 종합적인 분

석이 필요하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실업 재발생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자리 질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일자리 창출 정책방향은 단기적인 실업률 하락 효과만 있을

뿐 장기적인 고용개선과 경제성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 청년드림(2012)은 ‘산업구조’, ‘고용구조’, ‘직업교육 인프

라’, ‘정부제도 및 규제’, ‘사회문화 인프라’ 등 5개 영역 39개 지수를 비

교 평가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경쟁력 지수’를 선정하고, 이 지수를 적

용해 OECD 34개 회원국 중 주요 20개국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

라의 일자리 창출 경쟁력은 OECD 20개국 중 16위를 차지하였고, 특히

고용구조와 사회문화 인프라 부문에서 20위를 차지하며 낮은 경쟁력을

보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 높

아지면서 특히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평균 근속연수가 크게 하락하여 고

용 안정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1980년대까지 7.8%를 유지하였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00년대

들어와 4∼5% 내외로 감소하였고, 2012년에는 2%대까지 떨어졌다.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경제력, 인구규모가 큰 20개 국가를 대

상으로 평가(5점 만점)

자료: 동아일보 청년드림(2012) 자료를 재구성함.

그림 1-1. 일자리 창출 경쟁력 종합평가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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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해당년도.

그림 1-2. 전국 경제성장률 및 일자리 창출 추이

이렇게 경제성장률 자체가 크게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또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상대적

으로 늘지 않는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도 나타나면서 이에 대

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더 나아가 창출되는 일자리가 고임금직, 상용

직보다 저임금직 또는 고용 안정성이 낮은 임시 및 일일직 등의 일자리

들이 창출되고 있다는 점도 부각되고 있다.

IMF 위기 이후 상위 일자리라고 규정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급

격하게 비정규직 고용관계로 대체되면서 고용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고,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 창출되는 일자리와 비수도권, 중소도시에서 창출

되는 일자리가 점점 더 차별화되고 있어 지역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의 산업 및 고용 구조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하고 선

순환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즉, 산업 측면에서의 일괄적인 일자리 정책보

다는 해당 지역의 산업 및 직종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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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일자리 창출에 관한 방안 및 정책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도시 및 지역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으며, 지역을 고려하는 경우 시·도 단위나 또는 시

군 단위의 행정구역별로 일자리 창출 현상을 분석하고 있어 실제 노동시

장과는 다르다는 문제점이 있다. 자신이 거주하는 행정구역 내에서 일자

리를 갖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통근하는 근로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통근권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지역노동시장에 맞

는 권역을 설정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갖고 연구

를 진행하였다. 첫째, 실제 일자리 창출은 지역별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양과 질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 둘째, 지역노동시장권의

규모에 따라 일자리 창출의 특성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셋째, 일자리 창

출의 양과 질은 지역경제성장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가이다.

이러한 연구 질문을 토대로 본 연구는 지역노동시장권별 일자리 창

출을 비교하고 그것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토대로 지역노동시장권을 설정

하고 지역노동시장권별 일자리 양과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일자리 지수’를 적용하여 지역노동시장권별 일자리 지수를 비교하고 지

역노동시장권을 규모에 따라 광역, 중소 및 농어촌 세 그룹으로 나누어

그룹 간 편차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광역권의 중심도시와 주변도시간

의 일자리 창출의 차이를 보고, 창출 일자리의 업종별 특성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지역노동시장권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성장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별 일

자리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5 -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자료

본 연구에서는 지역노동시장권별 일자리 창출을 일자리 양(量)과 질

(質)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어느 지역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

되었는가는 단순히 고용기회의 발생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자리의

양은 기업의 관점에서 기업입지 및 투자에 대한 관심사가 될 수 있다.

반면에 지역별 창출된 일자리의 질은 종사자의 관점에서 더 중요한 의의

를 갖고 있다. 특히 창출된 일자리가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일

자리의 양보다는 오히려 일자리 질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의 양과 일자리의 질의 특성을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지역노동시장권별 일자리 창출의 종합적인 특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일

자리의 양과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선형표준화 방

법을 이용하여 각각의 일자리 양과 질 지수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이

를 종합한 일자리 지수를 산출하여 지역노동시장권별 일자리 지수를 비

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전국적인 차원과 규모별로 구분한 지역노동시장

권을 대상으로 일자리 지수와 지역경제성장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전국사업체조사』의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일자리 창출

특성을 분석하였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데이터는 매년마다 조사되는 사

업체 기초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며, 이 데이터에는 매년 창업하는

사업체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전국사업체조사』는 1년 주기로

수집하고 사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조직형태, 사업체 구분, 사업장 변

동, 사업의 종류, 종사자수, 시·도 자율항목 등과 같은 조사사항을 포함

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9차 개정이 적용된 2007년부

터 2012년까지 각 해당년도의 창업 사업체 데이터를 추출한 후 6개년의

데이터를 합산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의 공간단위로는 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토대로 설정한 지역노

동시장권(Local Labor Market Area; LLMAs)을 기준으로 하였다.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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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상 시군구 단위의 국지적 노동시장은 근로자의 실제 노동시장 행위

가 발생하는 지역과 거주하는 지역 간 행정구역의 불일치 문제를 내포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구역 기준이 아닌 통근권에 맞게 설정한 지

역노동시장권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제 3 절.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6개의 장으로 이루어졌다. 제 1장은 지역노

동시장권의 일자리 창출 격차와 일자리 창출이 지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 연구배경과 목적을 제시하였다. 제 2장은

창업과 지역경제성장간의 관계, 일자리 질의 개념 그리고 지역노동시장

권 설정에 관한 이론 및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제 3장에서는 선행연구

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는 일자리의 양과 질 지표를 선정하고, 선행연

구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지역노동시장권을 설정하였다.

제 4장에서는 지역노동시장권별로 일자리 창출을 양과 질적 측면에

서 살펴보고 일자리 지수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지역노동시장권의 일자

리의 양과 질 지수가 지역경제성장지표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규모에 따라 지역노동시장권을 구분하여 그

룹내 일자리 창출을 비교하고 지역경제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규모에

따라 광역, 중소, 농어촌으로 지역노동시장권을 나누어 일자리의 양과 질

을 살펴보고 광역 지역노동시장권 중 7대 광역권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지역별 업종별 일자리 창출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6장에서는 연

구의 분석결과를 모두 요약하고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지역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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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시

- 연구의 방법 및 자료 제시

- 연구내용 제시

ê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 창업과 경제성장간의 관계, 일자리 질의 개념에 대한 정리

- 일자리의 질, 지역노동시장권 설정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ê

지역노동시장권 설정과 일자리 지표 선정

- 선행연구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노동시장권 재설정 

- 일자리 양과 일자리 질의 지표 및 측정항목 설정

ê

지역노동시장권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성장 간의 관계 분석 

- 일자리 양과 일자리 질 측정, 일자리 지수 산출 및 공간분포 확인

- 일자리 양, 질 지수와 지역경제 지표 간의 상관관계 분석

ê

 지역노동시장권 규모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성장 간의 관계 분석 

- 지역노동시장권 규모별 분류 및 각 일자리 양, 질 지수 산출 비교

- 지역노동시장권내 지역별 일자리 양, 질 지수 비교 및 지역별 특화
산업을 추출하여 지역별 산업별 특성 분석

ê

결론 및 시사점 도출

- 연구 결과의 요약

- 시사점 도출

그림 1-3.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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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제 1 절. 이론적 배경

1. 창업과 경제성장

창업활동이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한다는 논리는 Schumpeter(1934)

의 ‘창조적 파괴 과정’에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1) 즉, 창업기업은

불확실하지만 수익성이 높은 새로운 사업기회에 도전하며, 생산성이 낮

은 기존 기업을 대체함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

면에서 창업활동을 노동, 자본, 기술에 이어 네 번째 생산요소로 간주해

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양현봉 외, 2009).

창업활동이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한다는 실증분석 결

과는 국내·외 연구에서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창업이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로 Fritsch and Mueller(2004)

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창업이 고용증가율에 미치는 효

과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창업 자체가 단기

적으로 고용증가를 유발하는 직접효과(direct effect)를 가져오지만, 그

다음에는 시장경쟁으로 인한 창업기업 자체의 시장퇴출 또는 경쟁력이

1) Schumpeter(1934)의 창조적 파괴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라는 저서를 통해 제시되었으며, 창조적

파괴란 시장경제의 근간이 되는 기업가 정신을 통해 시장질서가 끊임없이 탈바꿈

하는 과정, 즉 계속되는 기업가의 도전과 노력으로 기존에 존재하던 제품, 생산과

정, 그리고 시장관행과 구조 등이 파괴되는 현상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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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한 기존 기업의 시장퇴출을 가져오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가 나타난다. 장기적으로는 창업기업이든 기존 기업이든 시장경쟁을 통

하여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경우 고용증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

는 공급 측면의 효과(supply-side effects)를 가져오게 된다. 궁극적으로

창업율의 누적효과는 고용증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제하였

다. 또한 이들이 독일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Fritsch and Mueller 연구

(2008)에 따르면 높은 지역에서의 창업은 고용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만, 노동생산성이 낮은 지역에서의 창업은 지역고용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2-1 참조). 즉, 창업이 지역

고용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지역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되어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이밖에도 영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Van Stel and Storey(2004)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1980년대에는 창업과 고용창출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1990년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 관계

가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창업 이후 시간의 흐름

창
업
이
 고
용
성
장
에
 미
치
는
 영
향

노동생산성이 
높은 지역

노동생산성이 
 낮은 지역

노동생산성이 
중간인 지역

자료: Fritsch and Mueller(2008), p.22

그림 2-1. 창업이 지역고용변화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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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분석한 김원규(2012)의 연구결과에 따르

면, 창업율과 경제성장 및 고용증가율 간의 관계에서 창업율의 증가는

시차를 가지면서 경제성장 및 고용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 Fritsch and Mueller(2004)의 가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와 같이 창업활동이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내·외 관련 연구에서 대체로 일치된 견해

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윤재(2005)는 경제성장과 창업활동 간의 상관관계는 높지만

인과관계의 모호성을 지적하면서 창업활동이 경제성장의 결정요인이라기

보다 그와 반대로 경제성장으로 인해 창업활동이 결정될 수 있다고 보았

다. 그리고 Stam 외(2011)의 연구에서도 창업활동이 경제성장 및 고용창

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점에 대해 일반 창업활동이 아닌 혁신형

창업활동만이 유의미한 관계가 있으며, 특히 저소득 국가 보다는 고소득

국가일수록 혁신형 창업활동이 고용창출 및 경제성장에 더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게 됨을 강조하였다.

2. 일자리 질에 대한 개념과 구성요소

일자리 질(quality of job)에 대한 논의는 1997년 국제노동기구

(ILO)의 제87회 국제노동회의 사무총장보고서(the Report of the

Director-General)에서 ‘decent work’란 용어가 처음 사용되면서 이루어

졌다. 이 개념은 ‘자유롭고 공평하며 안전하고 인간적 품위가 존중되는

조건 속에서 남녀 모두 종사하는 생산적인 일’을 지칭하는데, 여기서

‘decent’가 의미하는 바는 경제성장이나 사회발전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아직까지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합의적인 개념을 정의하기는 어렵

다. 그러나 이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바는 단순한 고용여부가 아니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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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고용되었는지에 대한 고용의 질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는 점에 의

의가 있다.

 분야 Decent work 지표

고용기회

- 경제활동참가율
- 고용률 
- 실업률
- 청년고용률
- 비농업부문 임금노동 비율

철폐되어야 할 
노동

-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 비율
- 임금 노동 또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아동 비율

적당한 수입과 
생산적 노동

- 저임금 고용 비율
- 주요 직종 평균 수입 (earnings)

적절한(decent) 
노동시간

- 장시간노동비율
- 시간관련 과소고용 비율(time-related underemployment)

고용 안정성
-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임금노동자 비율
- 임시 임금노동자 비율(employees with temporary work)

일과 가정의 양립 - 의무교육 연령 이하의 아동을 가진 여성들의 취업률

고용 평등
- 성별 직종 분화
- 경영 행정 직종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안전한 작업환경
- 치명적 부상빈도
- 근로감독관 비율
- 산업재해보험 적용을 받는 임금 근로자 비율

사회보장

- 공공사회보장 지출(GDP 대비)
- 현금소득보전 지출(GDP 대비)
- 현금소득보전 수혜자 비율
- 현금 수혜자 비율(65세 이상)
- 연금 가입자 비율(경제활동 인구 대비)
- 평균 연금액(중간 또는 최소수입 대비)

사회적 대화
- 노조가입률
- 단체입금협약 적용률
- 파업과 직장폐쇄 빈도

경제사회적 맥락 - 비공식 고용

자료: 이상헌(2005), “Decent work : 무엇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국제노동브리

프」, 3(7): p.6

표 2-1. ILO의 일자리 질(Decent work)과 관련된 29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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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에서 ILO는 [표 2-1]에서와 같이 11가지 분야에서 29개

지표를 제시하여 현재 여러 가지 개념적 적실성과 통계가능성을 실험하

고 있다(이상헌, 2005). 유럽연합(EU)은 2000년 ‘리스본 전략’이라는 이름

아래 지속가능한 성장과 함께 더 많은 일자리와 사회적 통합을 지향하는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선언하고 이와 함께 사회정책 아젠다에서 ‘근

로생활의 질(quality of work life)’이라는 개념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EU는 2001년 ‘노동의 질(quality in work)’이라는 개념 하에 고용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였다. 구체적인 노동의 질 측정기준으로 총

10개의 지표를 하위영역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각각의 항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표 2-2] 와 같다.

ILO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는 일자리를 평가함에 있어 모든

국가와 계층을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 기준을 제시한 반면, EU의 ‘노동

의 질(quality in work)’은 유럽이라는 비교적 동질적인 집단 내에서 비

교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방하남 외, 2007). 그동안 일자리는 일차적으로

생계를 위한 경제적 보상의 도구이면서도 직업인으로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고, 인격체로서 느끼는 직무에 대한 만족도의 근원이 된다

는 점에서 개인의 삶에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고려되었다(방하남

ㆍ이상호, 2006). 그래서 서구 국가들에서는 일찍부터 ‘좋은 일자리(good

job)’에 대한 개념들과 측정방법들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

되어왔다. ‘좋은 일자리(good job)’는 Jencks et al.(1988)의 “어떤 일자리

가 좋은 일자리인가?”에서부터 개념이 정립되기 시작하여 경제학, 사회

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연구되면서 다차원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좋은 일자리(good job)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좋은 일자리’로 이해되므로 세계화된 경제체제에서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발생하는 근로 빈곤계층의 근로의 권리나 고용기회, 근로조

건 등에 대하여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문순영,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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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핵심지표

본질적인 
일자리의 질

1～10분위 소득, 미취업자 5개 집단의 이행확률

숙련, 평생교육, 
경력개발

경제활동인구 중 교육훈련에 참가하는 인구의 비중

양성평등
주당 15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중 
여성 시간당 소득/남성 시간당 소득

직장 보건과 
안전

근로자 10만 명당 재해 발생자 수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

전체 피용자 대비 시간제 근로자 비중
전체 피용자 대비 계약직 근로자

노동시장 
접근가능성과 

통합

고용/실업/비경활 각각의 집단의 1계 마크로프 이행확률
(t-1기의 상태를 100% 기준으로 산출)

직업조직 및 
일과

생활의 균형

자녀가 없는 개인의 고용률 대비 0～6세 아동을 가진 부
모의 고용률과의 격차(20～50세 연령집단 중 성별 수치)

사회적 대화와 
노동자 참여

핵심지표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노조조직률과 단체교섭 
적용률을 맥락 지표로 제시하고 있음.

다양성과 
비차별

핵심지표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다음을 맥락지표로 제시.
55～64세 고령자의 고용률 갭(비교집단 제시 없음), 
전체 피용자 대비 장애인의 고용률과 실업률 갭 논의중

전반적 
업무성과

고용인구 1인당 GDP 수준 변화와 1인당 근로시간 증가
율로 측정된 노동생산성 증가율

자료 : 방하남 외 (2007), 고용의 질, 한국노동연구원, p.19에서 편집.

표 2-2. EU의 Quality In Work(QW) 차원의 핵심지표

OECD(2003)에서는 실업과 일자리가 없는 상황을 감소시키기 위하

여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more and better job)’을 제공하자는 주장과

함께 ‘더 좋은 일자리(better job)’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는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며, 아울러 취약집단의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Bonnet et al.(2003)은 일자리 각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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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의 ‘안전성’ 측면에서 7가지 차원에 기초한 지표들을 구성하였으

며, 각 차원들은 투입(input)-과정(process)-산출(output) 변수들로 나누

어 보았다. 투입변수는 단결권, 노동권, 노동관련 위험, 불평등, 해고 등

과 관련된 ILO 헌장, 국내 및 국제적 기본법 등의 존재 유무로 구성된

법과 제도 관련 변수이고, 과정변수는 해당 지표에 대한 공공지출액 등

과 같은 자원투입 수준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성과변수는 투입변수와 과

정변수들이 효과적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지표들로서 실업률, 단체교섭

적용률, 연금 수급률 등으로 구성된다(방하남 외, 2007, p.35). 국내에서는

방하남 외(2007)의 연구에서 고용의 질에 측정을 위한 세부영역 지표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 세부영역은 직무ㆍ직업특성, 고용안정, 발전가능성,

경제적 보상, 근무조건, 작업장 내 관계로 나누어서 하위변수들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제 2 절. 선행연구 고찰

1. 일자리 질과 관련된 연구

일자리의 질과 관련한 연구들을 보면 주로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

자리(good job and bad job), 국제노동기구(ILO)의 ‘괜찮은 일(decent

work)’, 유럽연합(EU)의 ‘노동의 질(quality in work)’ 등의 관점에서 연

구되고 있다(표 2-3 참조). 1997년 국제노동기구(ILO)의 제 87회 국제노

동회의 사무총장보고서(the Report of the Director-General)에서 ‘decent

work’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괜찮은 일자리’에 대해 연구한 학

자들은 ILO에서 제시한 개념을 활용하여 노동시장과 일자리의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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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옥금(2006)은 ‘괜찮은(decent)’을 ‘좋은(good)’보다는 낮은 개념이면

서 ‘나쁘지 않은’ 이라는 개념으로 해석하고, ILO의 개념을 바탕으로 적

절한 임금, 고용의 안정성 및 지속성, 사회보장이라는 세가지 요인으로

‘괜찮은 일자리’를 정의하였다. 이성균(2008)은 적절한 임금과 생산적 노

동, 고용의 공평한 처우, 노동의 안정성과 혜택, 사회보험 가입이 가능한

일자리를 개념으로 ‘괜찮은 일자리’를 판단하였다. 그는 ‘괜찮은 일자리’

를 구체적으로 중위임금의 50%이상,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휴

일 가운데 2가지 이상의 혜택을 받는 경우, 정규직 고용주 전일제 근로

자,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가입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정의하였다.

방하남 외(2007)은 고용의 질에 대한 평가는 적용되는 대상과 관점

에 따라 다양한 의미와 차원을 가질 수 있으므로 적용대상을 거시적(국

가)차원, 기업, 개입에 따라 고용의 질 평가 체계를 분류하였다. 노용환

ㆍ신종각(2007)은 양적 고용지표에 대한 보완 수단으로서 ‘고용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단일지표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고용의 질에 영향을 끼

치는 요인들을 고용의 기회, 고용의 안정성, 소득의 안정성, 사회적 보호

등 네 가지 범주에 의해 11개를 선정하였고, 추가적인 데이터 수집 비용

과 노력없이 기존에 장기 시계열 자료로 공개되어 온 거시총량 자료만으

로 고용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개별지표 선정에 있어서 기준 적용의 미흡, 성과 평가 지표로 사용하기

부적절한 거주지 기준과 사업체 기준의 혼용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김을식 외, 2010). 남춘호(2011)는 동일한 측정 지표체계를 이용하여 고

용의 질을 측정하고 2001년-2008년 간 고용의 질의 불평등과 양극화 추

세를 분석하고 그 요인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지금까지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고용의 질 또는 양질의 일자리 개

념에 대해서는 큰 맥락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

제 적용에서 각각의 개념들을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측정지표를

선정하는 것은 아직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다. 또한 선정된 지표를 객관

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는데도 한계가 있어 대다수의 연구

에서 일자리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종합적 자료의 구축이 필요함을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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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고 있다.

ILO의 Decent 
Work

EU의 Quality Work
OECD의

Better jobs
Bonnet et al. 

(2003)
방하남 외 

(2007)

고용기회
(철폐되어야 

할 노동)

본질적인 일자리의 
질, 노동시장 접근 

가능성과 통합

고용불안정
(합의)

노동시장 
안정성

고용기회

일자리의 
안정성

유연성과 안정성 - 고용 안정성 고용안정

- 
숙련, 평생교육, 

경력개발
-

숙련재생산 
안전성,

직무안전성(
일부)

능력개발

적절한 
소득과

생사적 노동

직접적인 비교지표는 
없으나 전반적 

업무성과 차원에서 
노동생산성 지표를 

다루고 있음

저임금 
고용과 
임금 

불평등

소득안정성 소득불평등

적절한 
근로시간

- -
작업조건의 

안전성 근로
조건

노동
시간

안전한 
작업환경

직장보건과 안전
근로조건의 

지표
작업조건의 

안전성
작업
환경

고용상의 
공정처우

양성평등
다양성과 비차별

-
직무안전성(

일부)
고용평등

일과 가정의 
양립

작업 조직 및 일과 
생활의 균형

-

남녀평등 
차원에서 
투입과 

가정변수로 
다룸

일과 가정의 
양립

사회적 
대화와 
작업장 

노사관계

사회적 대화와 
노동자 참여

-
발언대표제 

안전성
참여 및 

발언

사회보장 - - - 사회보장

자료 : 방하남 외 (2007), p.39를 재구성함.

표 2-3. 일자리 질을 나타내는 9가지 차원의 지표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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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노동시장권 설정과 관련된 연구

경제학자 Kaldor(1970)는 “경제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단위로서의

지역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지역연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 하

나로 지적하였다.2) 이러한 인식하에서 서구에서는 오래 전부터 지역단위

의 문제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지역노동

시장이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갖는다고 전제한다면, 어떤 공간적 범위를

지역노동시장으로 볼 것인가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Maggioni and Gambarotto(2006)는 지역노동시장을 정의하는 방식을 크

게 외생적 접근과 내생적 접근으로 구분하고 있다. 외생적 접근방법은

전통적으로 지역노동시장 연구에서 가장 널리 통용되어 온 방법이다. 예

를 들어, EU 통계청(Eurostat)에서 인구규모에 따라 유럽 전역을 3단계

의 위계적 통계권역으로 구분한 NUTs(Nomenclature of Territorial

Units for Statistics)는 외생적 접근방법으로 설정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내생적-기능적 접근방법의 경우 노동자들의 구직

행태와 구직자들의 구인행태들이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서 이루어고 있다

는 점에 초점을 둔다.

지역노동시장권을 설정한 대표적인 국가는 영국이다. 2001년 영국

센서스 통근자료를 분석한 Coombes and Bond(2008)에 따르면, 통근거

리가 멀어질수록 통근자의 비중이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20km를 넘어서

면 급격하게 통근자 수가 감소하는 데, 이를 기준으로 지역노동시장을

정의할 수 있는 물리적 경계로 설정할 수 있다. 노동력 수급의 공간적

행태를 주거지와 일자리 간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이라고 가정할 때, 지역

노동시장권은 통근행태를 통해서 가장 적절하게 파악될 수 있다(윤윤규

2) Kaldor, N. (1970), “The Case for Regional Policies”, 17(3): 337-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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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012).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노동 수급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고려 없

이 행정구역 단위로 노동시장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최근 지역발전에 대

한 관심이 증가하고 행정구역에 기반한 연구 및 정책 수립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지역노동시장권 설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상호, 2008). 국내에서는 박진희(2005)의 연구를 시작으로 지역노

동시장권의 설정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노동시

장권 설정 기준으로 통근비율만을 사용하여 137개 지역노동시장권을 설

정하였다. 그러나 1차 범주화에서 나타난 비독립 지역노동시장을 단순히

직주비율을 이용하여 근무지역과 주거지역으로 판정함으로써 지리적 연

계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이상호(2008)는 통근비율

과 거주지 취업자 수 기준을 사용하여 122개의 지역노동시장권을 설정하

였는데, 취업자 수가 많은 지역은 자체 통근비율을 하향 조정하였다. 그

러나 고용정책의 관점에서 독립 지역노동시장과 어떻게 달리 취급할 것

인가에 대해서 기준이 불분명하고, 취업자 수를 고려하기는 했으나 취업

자 수가 많은 경우에 자체 통근비율을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한 논리적 근

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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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지역노동시장권 설정 및

일자리 지표 선정

제 1 절. 지역노동시장권의 설정

‘노동시장’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만나는 시장으로 근로자는 직업

을 구하고, 사용자는 일할 사람을 구하는 시장이다. OECD(2002)에 따르

면 지역노동시장(local labor markets)을 중심지와 이를 구성하는 구성단

위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포함할 것을 목적으로 그어진 경계로서 ‘기능적

노동시장(functional labor markets)’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Casado-Diaz(2000)는 지역노동시장권은 '일자리를 구하는 노동자와

노동력을 구하려는 사용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상호작용이 일어

나는 지리적 범위'로 정의하고, 이러한 접근법을 통한 지역노동시장의

인식은 전형적으로 취업자의 통근패턴을 기초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OECD(2002)에 의하면,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통근변수를 이용하여 ‘기능

지역(functional region)’을 구분하고 이러한 기능지역 중 통근변수를 기

준한 기능지역을 ‘지역노동시장권(Local Labor Market Areas)'이라 정의

하고 있다. 영국의 통근지역(Travel-to-work areas), 프랑스의 고용구역

(the employment zones), 이탈리아의 지역노동체계(the local labor

system)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김을식 외, 2011).

영국의 통근지역은 10년마다 조사되는 인구센서스를 통해 수집된

고용과 통근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여 구축되며, 2007년 기준 243개의

TTWAs가 1991년의 인구센서스에 기초하여 존재하고 있다. 각국의 정

의 기준은 3,500∼20,000명의 취업자 규모를 가지며, 그 지역에서 거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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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일하는 사람의 수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전체 노동자의 75%이면서

또한 그 지역에 고용된 전체 노동력의 75%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취업자 규모가 25,000명을 넘는 지역에서는 66.7%만큼의 자급률

(self-containment)도 허용되며, TTWAs는 연방 내의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의 경계에도 제약을 받는다. 프랑스의 고용구역은

전국을 겹치거나 누락됨이 없이 세부 구역으로 세분되어 각각의 구역은

거주자의 대다수가 그 지역 내에서 직장을 갖고 있으며 그 지역에 위치

한 기업들이 필요한 노동력의 대부분을 그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지역으

로 정의한다. 지역노동시장의 경계를 설정할 때 범위는 특정지역에 거주

하는 취업자 다수가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업무지로 통근하는 소위 노동

력 수급의 ‘자급비율(SCR; self- containment rate)’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의 조건이 필요하다. 노동시장의 지역적인 완결성 또는 노동력 자급

자족의 폐쇄성을 나타내는 자급비율 SCR은 선행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지표로 설명하고 있다(Casado-Diaz, 2000; Smart, 1974).

§ 노동 수요 자급률 (HSC; housing self-containment)

노동 수요 자급률이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지역에서 일하

는 취업자’를 ‘역내 거주자 총수’ 혹은 ‘역내 통근자 총수’로 나눈 값으로

이는 한 지역이 어느 범위까지 그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거를

제공하는지를 나타낸다. HSC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은 거주자 중 취업자이고, 은 유출통근자, 은 유입통근자이다. 이 지

표는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 중 동일지역 거주 비중이 높을수록 높게 나

타난다.

     

   
× 

  거주자중취업자수
  유출통근자
  유입통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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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공급 자급률 (ESC: employment self-containment)

노동 공급 자급률은 일정 지역에 거주 취업자 중 지역 내에 취업

한 비율로 정의한다. 이는 한 지역이 어느 범위까지 그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가를 나타낸다. ESC는 다음과 같은 식

으로 정의된다. 노동 공급의 자급률이 높을수록 그 지역은 폐쇄적이라는

것을 나타내며, 반대로 노동공급의 자급률이 낮을수록 그 지역은 개방되

었음을 알 수 있다(김을식, 2010).

 

   
× 

  거주자중취업자수
  유출통근자

§ 직주비율 (HWR: Home Work Ratio)

직주비율은 지역기능을 주거지역과 노동지역만으로 구분하기 위해

서 정의한 지표로, 한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의 수와 관련하여 노동

수요와 공급 간의 조화의 정도를 나타낸다. 즉, 한 지역에서 거주하는 근

로자 또는 취업자 수에 대한 유입통근자와 유출통근자 간의 차이의 비율

이다. 이것은 한 지역이 주로 주거지역인지 업무지역인지에 대한 하나의

척도를 보여주는데, 음(-)의 비율을 갖는 지역들은 주로 주거를 위한 지

역이며 양(+)의 비율을 갖는 지역은 주로 업무를 위한 지역이다. '0'의

비율을 갖는 지역들은 유출통근자와 유입통근자 사이에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직주비율의 의미는 오직 유입과 유출 통근자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아닌지를 나타낼 뿐이므로 관련된 노동 수요와 공급의 자

급률을 토대로 지역노동시장을 측정하고 직주비율로 지역의 성격을 판단

한다(김을식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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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중취업자수
  유출통근자
  유입통근자

대부분의 경우 노동 수요와 공급 모두 75%(대도시의 경우는 70%)

이상이 그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면 독립적인 노동시장으로 간주한다(이

상호, 2008). 만일 어떤 단위 지역이 독립적으로 지역노동시장으로서 인

구규모 및 최소 자급률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인근 지역과 통합하기 위

한 평가기준으로 통근강도를 사용한다. 통근강도에 따라 단위지역 i를

중심지 j에 통합시키는 것이다. 통근강도를 산출하는 가장 보편화된 방

법은 거주지와 통근지 간에 구성된 통근행렬로부터 두 지역 간의 상대거

리를 구하여 각 지역별 통근강도를 수량화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

으로 통근강도가 가장 높은 두 지역부터 통합시키는 과정을 반복하여 최

종적으로 지역노동시장권을 판별한다.

자료: 김을식ㆍ좌승희(2009), 지역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징, p.16 재구성함.

그림 3-1. 지역노동시장권의 설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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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차원의 고용정책을 마련할 때 지역노동시장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그러나 지역노동시장을 시군구 단위에서 분석하는지,

또는광역시도 단위에서 분석하는 가에 따라 그 함의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고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공간단위의

설정이 매우 필수적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지역노동시장권은 근로자의

거주지와 업무지의 불일치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으며, 설정된

지역노동시장권은 통계적인 요건3)을 충족시키고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

에 경제학 분야에서도 공간적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분석 결

과가 달라질 수 있는 수많은 연구에서 지역노동시장권 개념의 활용도는

증가하고 있다(이상호, 2008).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TTWA 설정방법을

이용하여 인구 5만명 기준 및 노동수급 자급률 70∼75% 기준으로 제시

한 이상호(2008)의 지역노동시장권 설정방법을 적용한 결과를 토대로 하

되, 2012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보정하여 총 121개의 지역노동시장권을

설정하였다(그림 3-2 참조).

3) ‘서로 중첩되지 않으면서(mutually exclusive)’도 ‘전국을 빠짐없이 포괄하므로

(exhaustive)’ 통계적인 척도로서의 요건을 잘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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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권

춘천권

청주권

홍천군

부산권

대구권

인제군

안동시

평창군

경주시

상주시

봉화군

횡성군

합천군

충주시

순천시

천안아산

정선군
삼척시

의성군

포항시

영월군

광주권

목포권

울산권

화천군

강릉시

김천시

울진군

제주시

공주시

해남군

영천시

문경시

대전권

제천시

양평군

원주시

마산창원

연천군

영동군

청송군

영양군

밀양시

거창군

속초권

구미칠곡

산청군

진안군

화순군

단양군

전주완주

철원군

평택안성

남원시

영덕군

양구군

서산시

함양군

진주시

당진시

정읍시

괴산증평

청도군

하동군

영주시

예천군

서귀포시

보성군

고흥군

인천권

양양군

무주군

부여군

장흥군

성주군

군위군

고창군

여주군

임실군

보은군

금산군

보령시

곡성군

예산군

옥천군

장수군

창녕군

고성군

장성군

김제시

익산시

강진군

순창군

청양군

영광군

부안군

이천시

논산계룡

홍성군

담양군
구례군

광양시

태안군

거제시사천시

함평군

진도군

서천군

군산시

강화군

여수시남해군

태백시

동해시

통영시

태안군

완도군

인천권

신안군

울릉군

여수시

고흥군

신안군

신안군

신안군

신안군

옹진군

강화군

신안군

신안군

강화군

완도군

신안군
신안군

완도군

완도군

완도군

신안군

여수시

옹진군옹진군

진도군

통영시

통영시

옹진군

신안군

신안군

옹진군
옹진군

옹진군옹진군

자료: 이상호(2008) 연구를 바탕으로 2012년 행정구역 기준으로 보정하여 설정함.

그림 3-2. 지역노동시장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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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일자리 양과 일자리 질 지표 선정

일자리의 양은 창업된 기업체와 종사자수로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

으나, 일자리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

여야 한다. 지역별 일자리 질을 분석한 연구를 보면 국제노동기구의

‘Decent work’, EU의 ‘Quality in Work’와 UNECE의 ‘Quality of

Employment’의 지표와 세부항목을 바탕으로 지표를 선정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지역노동시장권별 일자리 창출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일자리

양을 나타내는 ‘고용기회’ 지표와 일자리의 질을 나타내는 ‘고용 안정성’,

‘임금 보상’, ‘생산성’ 지표를 선정하였다(표 3-1 참조).

구분 지표 측정항목 측정방법 자료출처

양
고용
기회

일자리 
창출율 년총종사자수

∼년창업종사자수의합
×

전국사업체 
조사

(통계청)

질

고용
안정
성

상용종사자 
비율

∼년창출된임금근로자수의합
∼년창업상용종사자수의합

×

(임금근로자 = 상용 + 임시 및 일일 
종사자수)

전국사업체 
조사

(통계청)

임금
보상

고임금산업 
종사자 
비율
∼년창업종사자수의합
∼년창업고임금산업종사자수의합

×

근로실태
조사

(고용노동부)

생산
성

고부가가치
산업 

종사자 
비율

∼년창업종사자수의합
∼년창업고부가산업종사자수의합

×

기업활동
조사

(통계청)

표 3-1. 일자리 양과 일자리 질 지표 및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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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기회

고용기회는 일자리의 양적인 측면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써

고용기회 지표는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과 15∼29세 이하 실업

률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측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용기회를 일

자리 창출율로 측정하였다. 일자리 창출율은 각 지역노동시장권별로

2007∼12년까지 신규 사업체에서 창출된 종사자수를 2012년 기준으로

등록된 각 지역노동시장권의 총 종사자의 수로 나눈 값으로 산출하였다.

전국 사업체조사 자료는 등록한 사업체의 정보를 제공하므로 (폐업 정보

는 알 수 없어 폐업은 고려하지 않았음), 전체 일자리에서 2007년 이후

창업으로 창출된 일자리의 비중을 창업에 의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

정도로 비교해 볼 수 있다.

2. 고용 안정성

고용 안정성은 현재의 고용상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인지를 판단하

는 기준으로, 외환위기 이후 고용이 불안정한 형태의 일자리가 증가하면

서 일자리의 질의 평가에 고용 안정성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고용 안

정성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수량화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기존

연구를 보면 고용 안정성을 임시직 비율과 재직기간 1년 미만인 임금근

로자 비율을 사용하여 측정한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지역

노동시장권의 임금 근로자 가운데 상용 종사자 비율로 상정하였으며, 임

금 근로자는 상용 종사자와 임시 및 일일 종사자를 임금 근로자로 간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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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금 보상

노동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인 임금수준은 고용 안정성과 더불어 일자

리의 질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용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여 산업 대분류별 근로일 당 평균 임

금을 산출하였다. 한국 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이 적용된 2009년부터

2012년의 자료를 활용하여 전국단위의 정액급여를 정규 근로일수로 나누

어서 산출하였다. 산업 별로 산출된 임금을 임금 격차가 심한 구간을 변

곡점으로 보고 3분위로 나누었다. 그 결과 고임금 산업은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분류된 고임

금 산업의 창업 종사자의 수를 각 지역노동시장권의 총 종사자의 수

(2012년 기준)로 나눈 값으로 임금 보상 지표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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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류별 평균 임금(원)주 구분

D.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35∼36) 157,559 고임금

K. 금융및보험업(64∼66) 150,982 고임금

M.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70∼73) 141,286 고임금

J.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58∼63) 140,727 고임금

P. 교육서비스업(85) 131,661 고임금

A. 농업,임업및어업(01∼03) 108,894 중임금

F. 건설업(41∼42) 106,496 중임금

B. 광업(05∼08) 102,977 중임금

G. 도매및소매업(45∼47) 101,296 중임금

E.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37∼39) 90,428 중임금

Q.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86∼87) 90,135 중임금

C. 제조업(10∼33) 88,406 중임금

N.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74∼75) 88,068 중임금

R.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90∼91) 87,650 중임금

L. 부동산업및임대업(68∼69) 85,740 중임금

H. 운수업(49∼52) 85,465 중임금

S.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94∼96) 82,255 중임금

I. 숙박및음식점업(55∼56) 66,382 저임금

주1) 평균임금 = 전국 2009년~12년 평균 월 정액급여 / 정규 근로일수 로 산출함.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09∼12년 평균)

표 3-2. 산업별 평균임금 및 임금 구분

4. 생산성

창출된 일자리의 생산성은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며 일자리

의 질적 측면에서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

도 그 창출된 일자리의 생산성이 낮다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

미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산성 지표를 측정하기 위해 2007년∼2012

년 기간 동안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기업활동조사의 각 산업별 총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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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총 종사자수로 나눈 1인당 부가가치금액을 매년마다 산출하고 그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각 산업별 1인당 부가가치액을 기

준으로 하여 1억원 이상을 나타내는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산업, 금

융 및 보험업, 제조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을 고부가가

치 산업으로 선정하였다.

산업분류
부가가치

(만원/인당)
구분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35∼36) 33,552 고부가

K. 금융 및 보험업(64∼66) 23,401 고부가

C. 제조업(10∼33) 12,523 고부가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63) 12,379 고부가

B. 광업(05∼08) 9,782 중부가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9,601 중부가

G. 도매 및 소매업(45∼47) 9,202 중부가

A.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8,945 중부가

H. 운수업(49∼52) 8,216 중부가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8,086 중부가

E.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37∼39) 7,351 중부가

F. 건설업(41∼42) 7,247 중부가

L.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5,993 중부가

S.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94∼96) 5,101 중부가

P. 교육 서비스업(85) 4,789 저부가

I. 숙박 및 음식점업(55∼56) 3,874 저부가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 2,584 저부가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1,262 저부가

자료 :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07∼12년 평균)

표 3-3. 산업별 인당 부가가치 금액 및 부가가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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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간의 관계

제 1 절. 지역노동시장권의 일자리 창출 격차

1. 일자리의 양 분석

본 연구에서는 지역노동시장권의 일자리 창출 현황과 지역별 일자

리 창출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2007년∼2012년 동안 지역노동시장권별로

창업 사업체와 창출된 일자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난 6년 동안 약

266만 이상의 사업체가 창업하였고, 약 825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

로 나타났다. 창출된 일자리의 양을 보면 권역이 가장 넓은 서울권과 대

도시권에서 주로 창업이 발생하여 일자리가 상당히 늘어났음을 알 수 있

다. 서울권은 총 1,059,087개의 사업체와 3,429,085명의 고용이 창출됨으

로써 전국의 41.5%의 일자리가 서울권에서 창출되었다. 특히 상위 10%

지역노동시장권에 창업 및 일자리의 80%가 집중됨으로써 고용기회의 지

역적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지역노동시장권별로 고용기회의 창출 격차를 비교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율4)을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전국적으로 보면 일자리 창출율

은 평균 35%를 보이는 가운데 통영시가 67%로 가장 높은 일자리 창출

율을 보이고 있다. 7대 광역 지역노동시장권에서는 광주권이 일자리 창

4) 일자리 창출율 = 창업된 사업체의 07∼12년 누적 종사자의 수 / 2012년 총 종사

자수 (2007년 이후 창업된 기업체가 2013년까지 지속되고 있는지, 또는 기존 사업

체에서 얼마나일자리가 증가되었는가에 대한 개별 사업체별 데이터 부재로 인해

2012년 시점의 총 종사자수를 분모로 정의하여 측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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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서울권이 가장 낮게 나타나 절대적인 일자

리 창출량과 창출율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대도시권의

일자리 창출율은 45% 내외로 대체적으로 전체 평균과 비슷한 창출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대도시권의 경우 본래의 노동시장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절대적인 고용기회(창출되는 일자리)가 크지만, 이에 반해 상대적

으로 전체 일자리에서 창업으로 인해 창출된 일자리의 비율인 일자리 창

출율은 다소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창업일자리 수

714 - 100000

100001 - 300000

300001 - 750000

750001 - 3429085

100
Kilometers

¯

일자리 지수

양과 질 모두 평균이상

양 평균미만, 질 평균이상

양 평균이상, 질 평균미만

양과 질 모두 평균미만

¯

창업 종사자수 (명)

일자리 창출율(%)

15.9 - 26.0

26.1 - 35.0

35.1 - 43.0

43.1 - 66.9

100
Kilometers

¯

일자리 지수

양과 질 모두 평균이상

양 평균미만, 질 평균이상

양 평균이상, 질 평균미만

양과 질 모두 평균미만

¯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07년~2012년 자료를 재구성함.

그림 4-1. 창업 종사자 수와 일자리 창출율 (2007∼2012년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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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비중(%), 일자리 창출율(%)

순위
지역노동
시장권

창업 
사업체수(비중)

창업 
종사자수(비중)↓

일자리 창출율

상 위 
10%

1 서울권  1059087 (39.7)  3429085 (41.5) 44.2

2 부산권  237219 (8.9)  734812 (8.9) 46.4

3 인천권  201598 (7.6)  616857 (7.5) 50.4

4 대구권  157175 (5.9)  445028 (5.4) 47.4

5 광주권  90447 (3.4)  281385 (3.4) 51.3

6 대전권  88603 (3.3)  263163 (3.2) 46.3

7 울산권  63364 (2.4)  205570 (2.5) 45.5

8 마산창원  62552 (2.3)  197780 (2.4) 43.7

9 천안아산  48890 (1.8)  174621 (2.1) 48.6

10 청주권  56793 (2.1)  166952 (2.0) 44.3

11 전주완주  41028 (1.5)  116867 (1.4) 47.5

12 평택안성  35743 (1.3)  114328 (1.4) 43.7

소계  2142499 (80.4)  6746448 (81.7) 45.7

전체 합계  2666161 (100)  8255423 (100) 44.5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07년~2012년 자료를 재구성함.

표 4-1. 상위 10% 지역노동시장권의 일자리 창출 비교

2. 일자리의 질 분석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의 질을 ‘고용 안정성’, ‘임금 보상’, ‘생산성’의 관

점으로 평가지표를 선정하여 지역노동시장권의 일자리 질을 분석하였다.

고용 안정성은 상용 일자리일수록 고용 안정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임

금 근로자 중 상용 근로자의 비율을 측정하였다. 임금 보상은 고임금산

업의 종사자 비율을, 생산성은 고부가가치 산업의 종사자 비율을 측정하

여 분석하였다.

고용 안정성 측면의 일자리 질은 전반적으로 군지역이 높게 나타났으

며, 군위군이 8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7대 광역 지역노동시장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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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울산권이 81.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산권이 78.7%로 가장 낮

게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 평균 이상의 상용비율을 보이고 있다. 임금

보상 측면에서 일자리 질은 서울권이 1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

음으로 광주권, 대전권 순으로 주로 대도시권에서 높게 나타났다. 생산성

은 경남 고성군, 금산군이 5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통영시와

거제시 역시 상위권에 속함으로써 주로 고부가가치 산업군에 속하는 제

조업이 발달한 지역에서 생산성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세 가지 항목을 종합하여 일자리 질 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선형표준화(linear scaling methodology)방법을 사용하였다. 선형표준화는

세부항목의 값을 0∼1 사이의 값을 가지도록 정규화하는 방법으로 지표

를 종합화하는 경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지표는 세

부항목의 값이 클수록 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가정하므로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표준화하였다. 일자리 질 지수는 표준화한 일자

리 질 지표의 측정값을 합산하고 이를 다시 0∼1사이의 값으로 표준화시

켰다.

  

 

여기서   지역별 세부항목값   세부항목을정규화한값임

이렇게 일자리의 질 지수를 산출한 결과 금산군이 가장 높게 나타

났고, 다음으로 서울권이 높게 나타났다. 금산군은 고부가가치 산업의 비

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일자리의 질이 높게 평가되었다. 금산군은

노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7억 여원을 투입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홍삼 등 식품제조업에 주력을

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자체의 노력으로 최근 ‘전국 지자체 일자리 경

진대회’에서 지역맞춤형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이는 지역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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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예시해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서울권은 고임금 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임금 보상 측

면에서 높게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장수군, 울산권, 광주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로 광역 지역노동시장권이 일자리의 양뿐만 아니라 일자리

의 질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일자리 질 지수의 분포를 보면 상대

적으로 강원과 경북이 낮게 나타나고 서울권-부산권을 잇는 경부축과

서울권-광주권을 잇는 호남축이 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산업·경제의 발달과 유사한 공간 패턴을 보여준다.

 지표

순위

고용 안정성 임금 보상 생산성 일자리 질
(일자리 질 

지수)
(상용종사자 

비율)
(고임금산업 
종사자 비율)

(고부가가치 산업 
종사자 비율)

1 군위군 (82.6) 서울권 (16.5) 경남 고성군 (51.1) 서울권(1.00)

2 장수군 (82.3) 광주권 (14.8) 금산군 (50.5) 울산권(0.96)

3 의령군 (81.9) 대전권 (13.6) 통영시 (41.4) 금산군(0.95)

4 울산권 (81.6) 진안군 (13.6) 성주군 (39.3) 거제시(0.94)

5 옥천군 (80.9) 영광군 (13.3) 창녕군 (33.4) 장수군(0.92)

6 임실군 (80.8) 순천시 (13.1) 거제시 (33.1) 광주권(0.91)

7 예산군 (80.6) 전주완주 (12.9) 장성군 (30.5) 고성군(0.90)

8 김제시 (80.3) 춘천권 (12.7) 의령군 (30.5) 대구권(0.89)

9 익산시 (80.2) 대구권 (12.5) 사천시 (28.8) 천안아산(0.88)

10 대전권 (80.0) 울산권 (12.0) 천안아산 (28.1) 대전권(0.87)

표 4-2. 상위 10위 지역노동시장권의 일자리 질 지표 및 지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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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Kilometers

¯

상용 종사자 비율(%)

67.8 - 73.7
73.8 - 76.7
76.8 - 79.0
79.1 - 82.6

고용 안정성

고임금산업 종사자 비율(%)

1.0 - 5.0
5.1 - 8.0
8.1 - 11.0
11.1 - 16.5

임금 보상

100
Kilometers

¯

일자리 지수

양과 질 모두 평균이상

양 평균미만, 질 평균이상

양 평균이상, 질 평균미만

양과 질 모두 평균미만

100
Kilometers

¯

일자리 지수

양과 질 모두 평균이상

양 평균미만, 질 평균이상

양 평균이상, 질 평균미만

양과 질 모두 평균미만

고부가가치 종사자 비율

0.8 - 8.0

8.1 - 14.0

14.1 - 20.0

20.1 - 51.1

생산성

100
Kilometers

¯

일자리 지수

양과 질 모두 평균이상

양 평균미만, 질 평균이상

양 평균이상, 질 평균미만

양과 질 모두 평균미만

100
Kilometers

¯

일자리 지수

양과 질 모두 평균이상

양 평균미만, 질 평균이상

양 평균이상, 질 평균미만

양과 질 모두 평균미만
100

Kilometers

¯

일자리 질 지수

0.00 - 0.42
0.43 - 0.62
0.63 - 0.78
0.79 - 1.00

일자리 질 지수

그림 4-2. 지역노동시장권의 일자리의 질 지표 및 일자리 질 지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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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자리 지수 분석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노동시장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을 양과 질적 측면으로 나누어 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합산하여 최종적으

로 일자리 지수를 산출하였다. 즉, 일자리 지수는 일자리 양 지수와 일자

리 질 지수를 합산하여 산출하였으며, 일자리 양 지수는 고용기회를 지

표로 측정하였고, 일자리 질 지수는 고용 안정성, 임금 보상, 생산성을

지표로 측정하여 산출하였다.

일자리 지수는 일자리 창출율이 가장 높은 통영시가 1위로 나타났

고, 광주권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로 광역권이 일자리 지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군지역에서는 금산군과 경남 고성군이 일자리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일자리 지수의 공간패턴을 보면, 서울권과 부산권을 중심

으로 근접한 대도시권이 높게 나타나고 산간 내륙지역에서 일자리의 양

과 질이 낮게 나타나 지역 간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일자리의 양과 질 지수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보기 위해 일자리 양

과 일자리 질 지수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일자리 지수를 유형화하였다.

즉, 일자리 양을 X축, 일자리의 질을 Y축으로 설정하여 4사분면으로 일

자리 특성에 따른 지역을 구분하였다. 그 결과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

평균 이상으로 나오는 1사분면에 속한 지역은 대표적으로 서울권을 포함

한 광역 도시의 지역노동시장권으로 주로 도시노동권이거나 인구규모가

큰 지역노동권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의 창출은 낮으나 상대적으로 일자

리의 질이 평균이상인 2사분면에 속한 지역은 대체적으로 전북과 전남에

분포되어 있고, 반대로 일자리의 질보다 양적인 측면이 우세한 4사분면

에 속한 지역은 경기도와 강원도에 주로 분포되어 나타났다.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3사분면 지역은 대다수 군 지역으로

강원도와 경북, 전남의 농·어촌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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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일자리 지수 유형화에 따른 지역노동시장권 구분

100
Kilometers

¯

일자리 지수

0.24 - 0.70
0.71 - 1.00
1.01 - 1.30
1.31 - 1.69

100
Kilometers

¯

일자리 지수 유형화

a. 양과 질 모두 평균이상

b. 양 평균미만 질 평균이상

c. 양 평균이상 질 평균미만

d. 양과 질 모두 평균미만

그림 4-4. 일자리 지수 및 일자리 지수 유형화 공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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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지수

일자리 양 
지수 일자리 

질 지수

일자리 질 지표

고용기회
고용 

안정성
임금 
보상

생산성

일자리지수 1

일자리 양 지수 .852** 1

일자리 질 지수 .866** .476** 1

고용 안정성 .663** .294** .834** 1

임금 보상 .629** .436** .641** .369** 1

생산성 .468** .238** .560** .297** -.092 1
**: = 0.01 수준에서 유의함

표 4-3. 일자리 지표와 지수 간의 상관관계

일자리 지표와 일자리 지수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모두 양의 방향을

보이고 있어 일자리 지수와 일자리 지표들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고용기회는 고용 안정성, 임금 보상, 생산성 측면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일자리 양과 질이 상관성이 높음을 말해준

다. 그러나 일자리 질 지표 중 생산성과 임금 보상 지표는 서로 유의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제조업의 경우, 부가가치는 높게

나타나나 평균임금은 높게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이 둘의 상관관계가 유

의하지 않다고 풀이할 수 있다.

제 2 절.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간의 관계

지금까지 일자리의 창출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간주되어 정부나 지자체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의 창출이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 일자리 특성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각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파악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 실제 지역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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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자리 양과 일자리

질로 일자리 특성을 나누어 지역경제와의 상관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

에서는 지역경제의 지표를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지역내총생산(GRDP)

지표가 아닌 지역별 부가가치를 지표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으

로 GRDP는 지역경제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그러나

GRDP는 지역의 산업구조에 따라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자리 창출이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력을 분석

하기 위해 부가가치를 지역경제 지표로 활용하였다. 이는 고부가가치 일

자리 창출이 지역의 부가가치 증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부가가치

를 통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별 부가가치는 우리나라 전체의 산업구조를 파악하고 경제정책에 반영하

기 위해 2011년에 최초로 실시한 경제총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2010

년 시군구 집계자료를 기준으로 하였고, 부가가치 산정기준은 합산법을

이용하였다. 이 합산법은 경제총조사 이전까지는 제공되지 않았던 시군

구별 부가가치 자료를 산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부가가치  인건비임차료세금과공과감가·대손상각비영업이익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일자리 양과 질

모두 지역의 부가가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표 4-4참조). 이로써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유효함을

알 수 있었다. 분석결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간의 상관계수는 일자

리 양이 0.195, 일자리 질이 0.298로 유의하게 나왔으며, 서로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일자리 양보다는 일자리 질적

인 측면에서 지역경제성장간의 관계가 좀 더 강한 상관성을 보이고 있

다. 따라서 일자리 양적인 증가보다는 일자리 질적 향상이 지역경제성장

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

키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으로 일자리의 양뿐만 아니라 일

자리의 질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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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지수

일자리 양 
지수 일자리 

질 지수

일자리 질 지표

고용기회
고용 

안정성
임금 
보상

생산성

부가가치 .288** .195* .298** .173 .390** .037

*,**: = 0.05, 0.01 수준에서 유의함

표 4-4. 일자리 지수와 지역경제 간의 상관관계

제 3 절. 소결

본 장에서는 지역노동시장권별 일자리 창출의 현황과 지역별 특성

을 살펴보고, 그것이 지역경제성장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석하

였다. 2007년 이후 6년 동안 창업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등록된 종사자수

를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로 정의하고 분석하였으며, 각각의 일자리 양과

질 지표를 선정하여 일자리 지수를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먼저, 전체적으

로 6년 동안 지역노동시장권의 일자리는 8,255,423개 창출되었고, 그 중

41.5%가 서울권에 집중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창업 종사자수 비율을 기

준으로 상위 10% 지역노동시장권에 전체 창출 일자리의 81.7%가 집중

되는 등 일자리 창출의 지역적 편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일자리 양의 지표로 일자리 창출율을 선정하였으며, 일자리 창출율

은 분석기간의 종결시점인 2012년을 기준으로 총 종사자수에서 창업 종

사자수의 비율로 산출하였다. 일자리 창출율은 통영시가 가장 높게 나타

났고, 대도시권의 일자리는 대체적으로 평균과 비슷한 창출율을 보이며

절대적인 일자리 창출량에 비해 창업으로 창출된 일자리 비율은 상대적

으로 낮게 나타났다. 일자리의 질은 ‘고용 안정성’, ‘임금 보상’, ‘생산성’

측면으로 평가하였으며, 일자리 질의 지수는 각각의 측정항목을 선형표

준화 방법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고용 안정성은 전반적으로 군지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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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났고, 임금 보상은 서울권이 높게 나타났다. 생산성은 경남고성

군과 금산군이 높게 나타나 주로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이 생산성이 높게

평가됨을 알 수 있었다. 일자리 질 지수는 서울권이 가장 높고 주로 광

역 지역노동시장권이 높게 나타나 우리나라 산업·경제 분포패턴과 유사

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일자리 양과 질의 지수를 합산한 일자리 지수는 일자리 창출율이

가장 높은 통영시가 일자리 지수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광주권이 높

았다. 일자리 양과 질을 평균을 기준으로 유형화하면, 인구규모가 큰 도

시노동권이 일자리 양과 질 모두 평균 이상으로 평가되었고, 반면 강원

도, 경북, 전남의 농어촌 군지역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서 모두 평균 미만

의 낮은 지수를 보였다. 지역노동시장권별 일자리 창출은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대도시권과 농어촌지역이 큰 차이를 보임으로써 일자리

창출의 지역 간 격차를 알 수 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는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따라서 일자리 창출이 지역경제성장에 영향을 준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일자리 창출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유효

하다는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다. 특히 일자리 양보다는 일자리 질이 지

역경제와 좀 더 유의하게 나타나 지금까지 일자리의 양을 늘리기 위한

정책 위주의 노력에서 일자리의 질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

사점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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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지역노동시장권 규모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간의 관계

앞에서는 121개 노동시장권별 일자리 양과 일자리 질을 분석하였다.

각 지역노동시장권은 규모의 차이가 크고 규모에 따라 일자리 특성은 다

르게 나타날 수 있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다를 수 있다. 따라

서 이 장에서는 지역노동시장권의 규모에 따른 일자리 창출의 특성을 살

펴보기 위해 지역노동시장권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7대 광역시를 포함한 지역노동시장

권 및 창업 종사자수가 15만명 이상인 지역노동시장권을 광역 지역노동

시장권, 중심도시가 1만명 이상인 시 경우를 중소 지역노동시장권, 군이

중심도시인 경우 농·어촌 지역노동시장권으로 분류하여 일자리 창출을

살펴보았다. 또한 각 그룹 내 지역노동시장권의 일자리 창출을 비교하기

위하여 그룹별 지역노동시장권의 일자리의 양과 질, 일자리 지수를 재산

출하였다. 지수 산출방법은 앞의 분석방법과 동일한 선형표준화방법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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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준 지역노동시장권

광역 
지역노동
시장권
(10개)

7대 광역시를 포함한 
지역노동시장권 및 
창업 종사자수가 
15만명 이상인 
지역노동시장권

서울권, 부산권, 대구권, 인천권, 대전권, 
광주권, 울산권, 청주권, 천안아산, 마산창
원 

중소 
지역노동
시장권
(42개)

광역 
지역노동시장권을 
제외한 시 단위의  
지역노동시장권

평택안성, 이천시, 춘천권,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속초권, 충주시, 
제천시, 공주시, 보령시, 서산시, 논산계룡, 
당진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전주완주,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목포권,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칠곡,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거제시, 
서귀포시, 제주시

농·어촌 
지역노동
시장권
(69개)

광역, 중소 
지역노동시장권을 
제외한 군 단위의 
지역노동시장권

강화군, 옹진군, 여주군, 연천군, 양평군,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양양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증평, 단양군,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표 5-1. 지역노동시장권 규모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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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지역노동시장권 규모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영향 분석

1. 광역 지역노동시장권

광역 지역노동시장권은 7대 광역시와 창업종사자 수가 15만명 이상

인 청주권, 천안아산, 마산창원을 포함하여 총 10개 권역을 설정하였다.

광역 지역노동시장권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을 분석한 결과 일자리 양

은 광주권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자리의 질은 울산권이 가장 높게 나

타났다. 일자리의 양과 질을 합산한 일자리 지수는 광주권, 울산권, 서울

권 순으로 나타났으며,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권에서 천안아산이 일자리

지수가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광주권, 부산권, 인천권, 천안아산

은 일자리 질보다 양에서 우세한 면을 보이고, 서울권, 울산권, 마산창원

은 일자리의 질이 우세한 경향을 보였다. 천안아산은 창출된 일자리 중

고부가가치 산업의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제조업군에 속하는 일자리가 많이 창출하여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천안아산은 삼성, 현대 등과 같은 대기업이 입지해 있어 제조업이 발달

하였고, 제조업 중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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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광역 지역노동시장권의 일자리 양과 일자리 질 분포

지역노동
시장권

일자리 양 일자리 질

일자리 지수일자리 
창출율(%)

상용 
비율(%)

고임금 
비율(%)

고부가 
비율(%)

서울권 44.2 79.7 16.5 14.4 0.93

부산권 46.4 78.7 11.5 15.8 0.36

대구권 47.4 79.9 12.5 15.6 0.94

인천권 50.4 79.2 10.5 16.2 0.89

대전권 46.3 80.0 13.6 9.5 0.68

광주권 51.3 79.4 14.8 12.1 1.44

울산권 45.5 81.6 12.0 17.7 1.24

청주권 44.3 79.8 10.5 15.8 0.26

천안아산 48.6 78.6 9.5 28.1 0.93

마산창원 43.7 79.6 10.5 20.1 0.32

표 5-2. 광역 지역노동시장권의 일자리 양과 일자리 질 지표

일자리 질 지표와 지수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일자리 질 지수와 고

용 안정성 지표가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그 외에는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지표간의 상관관계에서 임금 보상은 생산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그 관계가 음(-)의 관계를 나타나서 생산성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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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향상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광역 지역노동시장권을 대상으로

한 분석은 10개의 지역노동시장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으로, 통계적 표

본이 작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지역적 특성을 찾아내는데 한계가 있

다.

광역 지역노동시장권의 경우 일자리 양과 일자리 질 지수 모두 지

역경제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일자리 질 지표 중

임금 보상 지표만이 유일하게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광역 지역노

동시장권에서 창출된 일자리의 임금 보상이 지역경제성장과 유의한 관계

를 보인 것은 광역 및 대도시권에서는 고임금 일자리와 지역경제성장이

서로 영향을 많이 주고받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지역경제 지표가 일자리

양과 질 지수와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으므로 일자리 양 또는

일자리 질이 지역경제성장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광역 지역노동

시장권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요인들은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많은 요

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만으로 지역경제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또한 광역 지역노동시장권은 10개의 지역노동시장권으로 구성되

어 있어 통계적으로 표본이 작아 상관관계를 분석하는데 한계를 지닌다.

　
일자리 
지수

일자리 양 
지수 일자리 

질 지수

일자리 질 지표

고용기회
고용 

안정성
임금 
보상

생산성

일자리지수 1

일자리 양 지수 .616 1

일자리 질 지수 .560 -.308 1

고용 안정성 .294 -.374 .749* 1

임금 보상 .455 -.012 .562 .247 1

생산성 -.082 -.022 -.076 -.303 -.671* 1

* : = 0.05 수준에서 유의함

표 5-3. 광역 지역노동시장권의 일자리 지수와 지표 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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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지수

일자리 양 
지수 일자리 

질 지수

일자리 질 지표

고용기회
고용 

안정성
임금 
보상

생산성

부가가치 .108 -.327 .474 .009 .654* -.138

*: = 0.05 수준에서 유의함

표 5-4. 광역 지역노동시장권의 일자리 지수와 지역경제 간의 상관관계

2. 중소 지역노동시장권

중소 지역노동시장권은 광역 지역노동시장권을 제외한 시 단위의

도시권으로 총 42개의 중소 지역노동시장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중

소 지역노동시장권은 통영시가 일자리 창출율이 67%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나 일자리 질은 하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일자리

는 많이 창출되고 있으나 창출되는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아님을 말해

주는 것으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렵다. 반

면에 거제시는 일자리 양과 질 모두 상위에 속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

출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의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김제시는

일자리의 양에서는 하위에 포함되어 있으나 일자리의 질에서는 상위에

포함되어 창출된 일자리가 양보다 질적인 측면에서 우세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일자리의 양과 질 분포를 보면 대체적으로 일자리의 양은 통영

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평균이하의 일자리 창출을 보이고 있고, 일자리의

질 또한 평균이하에 좀 더 밀집되어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중소 지

역노동시장권 중 거제시, 전주완주, 순천시, 춘천권, 원주시는 일자리 양

과 질 모두 상위에 속해 비교적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 48 -

일
자
리
 질
 지
수

일자리 양 지수

그림 5-2. 중소 지역노동시장권의 일자리의 양과 일자리 질 분포

순위
지역노동
시장권

일자리 양↓
지역노동
시장권

일자리 질↓

일자리 
창출율(%)

상용 
비율(%)

고임금 
비율(%)

고부가가치 
비율(%) 

상위
10개

1 통영시 66.9 거제시 78.9 9.6 33.1

2 원주시 51.8 익산시 80.2 11.4 15.8

3 거제시 50.1 전주완주 79.0 12.9 10.2

4 군산시 47.7 순천시 78.8 13.1 9.1

5 전주완주 47.5 진주시 80.0 11.4 8.6

6 순천시 47.2 경주시 80.0 8.1 22.8

7 춘천권 46.1 김제시 80.3 8.4 19.4

8 목포권 45.8 구미칠곡 78.9 8.5 25.6

9 제주시 45.9 춘천권 77.8 12.7 9.2

10 제천시 44.4 원주시 78.9 11.1 9.4

하위
10개

33 공주시 36.3 김천시 76.4 6.2 22.3

34 정읍시 36.1 통영시 72.7 5.7 41.4

35 영천시 35.7 논산계룡 76.6 7.3 13.2

36 당진시 34.8 당진시 75.8 7.9 13.2

37 상주시 34.8 삼척시 76.1 8.0 11.1

38 문경시 34.3 영주시 76.0 8.6 8.9

39 남원시 34.0 서귀포시 77.5 7.1 4.4

40 여수시 33.9 사천시 72.6 5.7 28.8

41 삼척시 32.4 보령시 75.3 6.7 8.1

42 김제시 32.4 속초권 74.1 7.8 7.4

표 5-5. 상·하위 10개 중소 지역노동시장권의 일자리 양과 일자리 질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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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지수

일자리 양 
지수 일자리 

질 지수

일자리 질 지표

고용기회
고용 

안정성
임금 
보상

생산성

일자리지수 1

일자리 양 지수 .638** 1

일자리 질 지수 .817** .078 1

고용 안정성 .375* -.353* .750** 1

임금 보상 .618** .169 .674** .338* 1

생산성 .316* .351* .146 -.196 -.391* 1

*, **: = 0.05, 0.01 수준에서 유의함

표 5-6. 중소 지역노동시장권의 일자리 지수와 일자리 지표 간의 상관관계

일자리 지수와 일자리 지표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일자리 지수는

일자리 양과 질 지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일자리 질은 고용 안

정성과 임금 보상 지표와 유의하게 나타났다. 고용 안정성은 임금 보상

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으로써 고용 안정성과 임금은 비례하여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생산성 지표는 임금 보상과 음(-)의 관계로

나타남으로써 생산성이 임금의 향상과는 다르게 영향을 끼침을 엿볼 수

있다.

중소 지역노동시장권에서는 일자리 지수와 지역경제 지표 중 부가

가치만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일자리의 양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반면, 일자리의 질 지수는 지역경제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중

소 지역노동시장권의 경우는 일자리 양보다는 일자리 질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말해준다. 즉, 중소도시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활

발하진 않지만 상용일자리나 고임금, 고부가가치 산업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수록 지역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중소 지역노

동시장권의 경우 일자리 질을 고려한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며 질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지역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시사해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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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지수

일자리 양 
지수 일자리 

질 지수

일자리 질 지표

고용기회
고용 

안정성
임금 
보상

생산성

부가가치 .384* .067 .448** .198 .347* .169

*, **: = 0.05, 0.01 수준에서 유의함

표 5-7. 중소 지역노동시장권의 일자리 지수와 지역경제 간의 상관관계

3. 농·어촌 지역노동시장권

농·어촌 지역노동시장권은 군단위의 총 69개의 지역노동시장권이

포함된다. 일자리 양과 일자리 질의 분포를 보면, 여주군은 일자리 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반면에 진안군은 일자리 양은 가장 낮으나 일자리

질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일자리 창출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창출된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임을 말해준다. 이외에도 경남 고성군,

영광군, 고창군이 지역노동시장권에서 일자리 질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경남 고성군, 고창군, 화순군, 순천군은 임금 근로자 중 상용 근로자 비

율이 80% 이상으로 고용 안정성이 높게 나타났고, 경남 고성군과 금산

군은 고부가가치 비율이 50% 이상으로 나타나 생산성 측면에서 일자리

질이 높게 평가되었다. 이는 농어촌 지역노동시장권에서 경남 고성군이

질이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었음을 말해준다. 고성군은 위치 면에서 통영

시와 거제시로 들어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어 조선업이 발달한 통영·

거제시에서 창출된 제조산업 일자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농어

촌 지역노동시장권은 대체적으로 일자리의 양과 질이 평균이하에 밀집되

어 있어 농어촌 지역노동시장권의 일자리 창출이 열악한 상황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여주군은 일자리 창출량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자

리 질 지수는 평균 이하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지역은 일자리 창출의

영향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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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리
 질
 지
수

일자리 양 지수

그림 5-3. 농어촌 지역노동시장권의 일자리 양과 일자리 질 분포

순
위

지역노동
시장권

일자리 양↓
지역노동
시장권

일자리 질↓
일자리 

창출율(%)
상용 

비율(%)
고임금 
비율(%)

고부가가치 
비율(%)

상위
10개

1 여주군 51.4 경남 고성군 82.6 4.0 51.1

2 양평군 48.9 영광군 77.0 13.3 20.5

3 연천군 44.7 고창군 82.3 7.0 15.4
4 고성군 44.3 장수군 77.5 11.2 14.6

5 철원군 41.4 화순군 80.9 8.8 12.5

6 금산군 40.9 장성군 76.8 7.6 30.5

7 창녕군 39.6 순창군 80.8 5.9 18.3

8 화순군 39.4 금산군 73.1 3.9 50.5

9 성주군 38.5 진안군 73.2 13.6 11.5

10 양양군 38.4 영동군 79.7 7.9 9.4

하위
10개

60 장흥군 21.2 영월군 73.3 4.3 8.9

61 강진군 21.1 울릉군 74.6 3.1 8.4

62 고흥군 21.4 부여군 70.6 5.1 9.1

63 장수군 20.6 무주군 74.1 3.4 3.4

64 청양군 20.5 보성군 73.3 3.4 6.3

65 울릉군 19.1 울진군 69.9 6.0 5.7

66 봉화군 19.2 남해군 69.9 5.1 6.5
67 곡성군 18.8 봉화군 71.8 2.9 6.3

68 신안군 17.2 진도군 67.8 4.8 6.9

69 진안군 15.9 옹진군 72.0 1.0 0.8

표 5-8. 상·하위 10개 농·어촌 지역노동시장권의 일자리 양과 일자리 질 지표



- 52 -

일자리가 많이 생겼지만 창출된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질이 낮은 일자리

라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다.

농어촌 지역노동시장권의 일자리 지표와 일자리 지수 간의 상관관

계를 보면 일자리 양과 일자리 질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일자리

질 지표와 일자리 질 지수만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는 일자리의 창출과 좋은 일자리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농·어촌 지역노동시장권에서는 그 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는 일자리 질과 무관한 일자리들이 산발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농어촌이라는 지리적 환경이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기 어려운 환경

임을 시사해준다.

농·어촌 지역노동시장권의 주 산업은 농·임·어업이다. 그 결과 일자

리 질과 지역경제 간의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 중소 지역노동시장권

과는 달리 농어촌 지역노동시장권에서는 일자리 양이 지역경제 지표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농·어촌 지역노동시장권의 경우

대부분 일자리 창출이 낮기 때문에 일자리의 양적인 창출도 지역경제성

장에 크게 영향을 미침을 말해준다. 즉, 일자리 질을 고려하기에 앞서 일

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것이 지역경제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따라

서 일자리의 창출이 낮은 농·어촌 지역노동시장권의 경우에는 일자리의

질을 고려한 일자리 정책 보다는 절대적인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사업체조사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사업체로

등록하지 않는 농·임·어업 종사자들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 지역

노동시장권의 전 종사자 수를 대표하는데 한계가 있다. 하지만 지역경제

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은 농·임·어업 보다는 그 외의 산업의 영향이 크

므로 본 연구의 분석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정

보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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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지수

일자리 양 
지수 일자리 

질 지수

일자리 질 지표

고용기회
고용 

안정성
임금 
보상

생산성

일자리지수 1

일자리 양 지수 .805** 1

일자리 질 지수 .717** .164 1

고용 안정성 .515** .136 .696** 1

임금 보상 .256* -.061 .498** .034 1

생산성 .490** .209 .568** .135 -.111 1

*, **: = 0.05, 0.01 수준에서 유의함

표 5-9. 농어촌 지역노동시장권의 일자리 질 지수와 일자리 지표 간의 상관관계

　
일자리 
지수

일자리 양 
지수 일자리 

질 지수

일자리 질 지표

고용기회
고용 

안정성
임금 
보상

생산성

부가가치 .485** .453** .275* -.015 .209 .318**

*, **: = 0.05, 0.01 수준에서 유의함

표 5-10. 농어촌 지역노동시장권의 일자리 지수와 지역경제 간의 상관관계

제 2 절. 지역노동시장권 내 지역별 산업별 일자리

창출 비교

지금까지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역노동시장권의 일자리 창출과 규모

에 따른 지역노동시장권의 일자리 창출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광역 지역

노동시장권의 경우 광역시를 포함한 중심도시와 여러 주변도시가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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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노동시장권으로 형성되고, 동일 권역 내에서도 일자리 창출 특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광역 지역노동시장권 중 7대 광역

시를 포함한 지역노동시장권을 대상으로 창출된 일자리의 양과 질이 권

역 내부의 중심도시와 주변도시 간에 어떠한 차이를 갖는가를 분석하였

다. 또한 지역별 창출된 일자리가 갖는 산업적 특성을 세부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각 지역노동시장권 내의 도시들 간의 비교를 위해 권역 내

도시들을 기준으로 일자리 양과 일자리 질 지수를 표준화하여 재산출하

였다.

1. 서울권

서울권은 중심도시인 서울시를 포함하여 수도권의 총 23개시가 하

나의 지역노동시장권을 이루고 있고, 서울시는 서울권 전체 일자리의

53.2%를 차지하고 있다. 일자리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일자

리 창출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자리 질적 측면에서는 최상위에

속하고 있다. 주변도시 중 오산시는 일자리 창출율이 66.7%로 일자리 양

지수는 가장 높으나 일자리 질이 낮게 나타나고, 안양시, 고양시, 구리시

는 서울권에서 일자리 양과 질 모두 상위로 나타났다. 종합적인 일자리

지수 분포를 보면 서울시를 중심으로 주로 서울시에 근접한 도시들이 일

자리 지수가 1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근접도시 중 과천시, 의왕시는 낮

은 일자리 지수를 보였다. 오산시는 주변도시 중 일자리지수가 높게 나

타나 일자리 창출에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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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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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4. 서울권의 일자리 지수 공간분포

일자리 양 지수
평균

평균

일
자
리
 질
 지
수

그림 5-5. 서울권의 일자리 양과 일자리 질 지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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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지역

일자리 양

지역

일자리 질

일자리 
창출율(%)

상용 
비율(%)

고임금 
비율(%)

고부가가치 
비율(%) 

1 오산시 66.7 안양시 81.1 16.8 13.0

2 의정부시 63.5 성남시 78.8 18.9 12.6

3 고양시 62.7 서울시 81.9 19.7 13.2

4 남양주시 60.1 화성시 77.8 10.8 27.0

5 구리시 59.8 시흥시 78.9 7.4 28.0

6 동두천시 56.4 파주시 78.3 11.1 22.1

7 수원시 52.6 고양시 79.0 15.4 10.2

8 안양시 51.6 의왕시 78.7 12.8 13.7

9 안산시 49.7 광주시 77.6 6.8 26.9

10 광명시 49.6 구리시 78.2 14.8 9.7

11 하남시 49.5 양주시 77.3 6.4 27.2

12 용인시 49.1 하남시 81.0 8.0 11.4

13 성남시 47.1 광명시 78.6 12.7 9.9

14 양주시 46.7 군포시 76.2 12.5 17.8

15 시흥시 46.5 포천시 76.2 4.6 31.7

16 군포시 46.2 용인시 77.1 15.4 7.4

17 의왕시 43.5 안산시 76.1 9.0 19.4

18 광주시 42.8 과천시 79.9 9.9 5.3

19 파주시 42.0 남양주시 75.7 11.4 13.8

20 과천시 40.3 의정부시 77.1 11.8 7.8

21 서울시 47.2 수원시 74.3 15.3 9.1

22 화성시 39.1 오산시 73.8 9.0 7.8

23 포천시 38.4 동두천시 72.9 6.4 8.5

표 5-11. 서울권의 일자리 양과 일자리 질 지표

　
일자리 
지수

일자리 양 
지수 일자리 

질 지수

일자리 질 지표

고용기회
고용 

안정성
임금 
보상

생산성

부가가치 .106 -.273 .490* .404 .475* -.032

*: = 0.05 수준에서 유의함

표 5-12. 서울권의 일자리 지수와 지역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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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일자리 지표와 지역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

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임금 보상 측면의 고임금 산업의 종사자 비율과

지역경제성장 지표가 유의하게 나타나고, 전체적인 일자리의 질이 지역

경제성장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냄으로써, 서울권의 경우 일자리의

질 특히, 임금 보상 측면의 일자리 질이 지역경제성장과 가장 상관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분석한 광역 지역노동시장권과 지역경제

성장간의 분석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결과이다. 10개 지역노동시장권의

표본으로는 알 수 없었지만 서울권에 포함된 23개시를 독립적으로 분석

한 결과 일자리 질이 지역경제와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음을 말해준다.

서울권의 산업별 일자리 창출을 보면 음식점 및 주점업이 약 22%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업이 15%로 높게 나타났

다. 이는 전국의 산업별 일자리 창출과 매우 비슷한 형태로, 고임금산업

군(群)에 속하는 교육서비스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자리 질과는 무관한

산업이 주를 이룸으로써 대체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의 질이 좋은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서울권을 비롯한 광역 도시권에서는 일자리의 질이

보다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고임금 일자리와 같은 좋은 일자

리의 창출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

그림 5-6. 서울권의 산업별 상위 10위 창업종사자 비율

서울권의 일자리의 산업별 특성을 보기 위해 지역별로 창출된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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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기준으로 어떠한 산업이 특화되어 나타나는가를 분석하였다. 지역

의 특화산업을 추출하기 위해 산업을 중분류를 기준으로 나누고 산업의

입지상 계수(Location Quotient coefficient, LQ)를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입지상 계수로 측정되는 산업의 지역 특화도는 산업의 상대적인 집중도

를 나타내며, 산업별 입지상 계수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지역의산업에종사하는종사자수

   지역의전체종사자수


  전국또는지역노동시장권의산업에종사하는종사자수
   전국또는지역노동시장권의전체종사자수

2007∼2012년 기간 동안 창업으로 인해 고용된 종사자 수를 대상으

로 산출하였으며, 기준 지역에 따라 전국 또는 지역노동시장권의 비율을

분모로 설정하였다. 보통 입지상 계수가 1보다 큰 산업의 경우, 지역의

산업이 분모로 설정한 전국 또는 광역권에 비해 특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먼저 서울권의 창업 특화산업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국을 분모로 설

정하고 입지상 계수를 산출한 결과, 출판업이 가장 특화되었고,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컴퓨터 관련 및 의복 관련 업 순으로 나타났다. 의복 관련

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

속하는 산업으로 이는 고부가가치 산업과 고임금 산업에 해당하는 산업

군이다. 제조업 또한 고부가가치 산업에 속하는 산업군으로써 서울권은

전국과 비교하여 고부가가치와 고임금 산업군이 특화되었음을 알 수 있

다.



- 59 -

산업(중분류)
종사자 

수
서울권 종사자 

비율
전국 종사자 

비율
입지상 
계수

58.출판업 46022 1.34 0.69 1.94

60.방송업 5534 0.16 0.08 1.92

63.정보서비스업 10277 0.30 0.17 1.81

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
스템 통합및관리업

16316 0.48 0.27 1.79

14.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48522 1.42 0.80 1.78

표 5-13. 서울권의 상위 5위의 창업 산업 특성

지역별 창출일자리 산업 특성

C.제조업

J.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금융 및 보험업

M.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O.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교육서비스업

¯25
Kilometers

포천시

화성시

서울시

용인시

파주시

광주시

남양주시

양주시

고양시

성남시시흥시

수원시
안산시

하남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안양시
의왕시

안산시

오산시

광명시

군포시

과천시

구리시

0 25 Km

서울권 창출 일자리의 특화 산업

C.제조업

J.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금융 및 보험업

M.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O.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교육서비스업

¯

주) 서울권 지역의 창출 일자리가 주로 어떠한 산업에 특화되어 나타나는가를 나타내는 그

림으로, 지역별 상위 특화산업이 두드러지거나 공통적으로 속하는 산업의 대분류로 집계하

여 공간 분포를 나타냄.

그림 5-7. 서울권 내 창출 일자리의 특화산업에 대한 공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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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화산업(입지계수) 특성*

서울시
출판업(3.02),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2.89), 컴퓨
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2.64),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2.54), 전문서비스업(2.49)

J

수원시
통신업(4.93), 연구개발업(4.85), 사업지원 서비스업(1.91),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1.4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1.37)

J

표 5-14. 서울권 내 도시별 창출 일자리의 특화 산업

좀 더 세부적으로 서울권 내의 중심도시와 주변도시와의 특화산업

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권에 포함된 23개시를 대상으로 입지상 계

수를 산출하여 상위의 산업을 살펴보았다. 입지상 계수가 1 이상 값을

기준으로 계수가 높은 순으로 5개 산업을 선정하되, 종사자 수가 100명

이하인 산업은 제외하였다. 특화산업을 중분류 기준으로 추출한 후 각

지역별 특화산업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특화가 두드러진 산업이나 다

수의 특화산업이 속하는 산업군을 대분류 기준의 산업으로 집계하였다.

서울시는 출판업이 서울권에서 해당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역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

보서비스업 군이 높게 나타나 일자리 질이 좋은 고임금, 고부가가치 산

업의 일자리가 서울시를 비롯한 인근 대도시에서 특화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서울권의 대다수 도시들에서 고임금 또는 고부가가

치 산업이 특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즉, 서울권의 중심부는 정보서비스업

종이 특화되어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과천시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

장행정 업종이 입지상 계수가 월등히 높게 나타남으로써 산업 특화가 두

드러지게 나타났다. 구리시는 보험 및 금융업, 용인시는 교육서비스업,

그 외 서울권의 대다수 주변부는 주로 제조업 관련 업종의 일자리가 특

화되어 창출되었다. 전체적으로 서울권의 창출된 일자리의 특화 산업은

고임금 또는 고부가가치 산업군이 많았으며, 이는 서울권의 일자리 질이

높게 평가된 결과를 뒷받침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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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정보서비스업(8.5), 연구개발업(3.4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2.93),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79), 출판
업(2.77)

J

의정부시
사회복지 서비스업(1.87),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1.86), 의
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1.8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1.6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1.58)

C

안양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3.21), 전기장비 
제조업(3.14),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42), 공공행
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2.4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1.93)

C

광명시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2.3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
업(2.17), 사회복지 서비스업(1.63), 교육 서비스업(1.55), 전기장비 
제조업(1.51)

C

동두천시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6.3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5.7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2.6), 사회복지 서비스업
(2.35), 부동산업(1.6)

C

안산시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5.59), 사업지원 
서비스업(2.9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2.1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1.98),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1.78)

C

고양시
방송업(13.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3.39), 펄프, 종이 및 종
이제품 제조업(3.2), 기타 제품 제조업(2.08),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1.91) 

J

과천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71.9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
스템 통합 및 관리업(10.53),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5.78),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3.52)

O

구리시
보험 및 연금업(3.08),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1.99), 기타 개
인 서비스업(1.56),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1.53),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1.47) 

K

남양주시
가구 제조업(9.8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2.56), 기타 
제품 제조업(2.2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2.06), 사회복
지 서비스업(1.68)

C

오산시
사업지원 서비스업(4.58), 사회복지 서비스업(1.49), 전자부품, 컴
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1.4),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
인 운송업(1.31),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1.21)

N

시흥시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6.5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
구 제외(4.63),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4.62),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4)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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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3.98), 전자부품, 컴퓨터, 영
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3.78),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
조업(3.29),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3.22), 전기장비 제조업
(2.76)

C

의왕시
연구개발업(5.54),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5.44), 창
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4.1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65), 전기장비 제조업(2.69)

M

하남시
도매 및 상품중개업(4.00), 기타 제품 제조업(3.20), 가구 제조업
(2.90),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2.8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7)

C

용인시
교육 서비스업(1.91), 사회복지 서비스업(1.87), 펄프, 종이 및 종
이제품 제조업(1.83), 연구개발업(1.8),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1.7)

P

파주시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9.5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7.76), 가구 제조업(6.97), 기타 제품 제조업(3.57), 목재 및 나무
제품 제조업;가구제외(3.33)

C

화성시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9.4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5.18),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4.4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4.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4.19)

C

광주시
가구 제조업(14.48),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8.41), 비
금속 광물제품 제조업(6.6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5.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4.37)

C

양주시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18.57),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7.87),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4.7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3.5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2.89)

C

포천시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17.85), 가구 제조업(17.43), 비금속광
물 광업;연료용 제외(16.69),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7.26),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5.34)

C

* 특화산업을 추출한 후 산업을 대분류 기준으로 집계하여 특성을 분석함.

C : 제조업

J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 금융 및 보험업

M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O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 : 교육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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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대 광역 지역노동시장권

서울권을 제외한 6대 광역 지역노동시장권(이하 광역권)의 일자리

양과 질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광역권 중 대전권, 광주권, 울산권은 중심

도시와 주변도시가 각각 하나의 도시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의 광역 지역노동시장권의 지역별 일자리 양과 질 지수의 분

포를 분석하였다. 부산권은 김해시가 일자리 양과 질이 가장 높았고, 대

구권은 대구광역시가, 인천권은 부천시가 일자리 양과 질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일
자
리
 질

부산권

일
자
리
 질

대구권

일
자
리
 질

인천권

그림 5-8. 일자리 양과 일자리 질 지수 분포 (부산권, 대구권, 인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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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권을 제외하면 부산권, 인천권 모두 중심도시가 아닌 주변도시

에 서 일자리 양과 질이 높게 나타나 지역노동시장권의 모든 중심도시가

좋은 일자리 창출의 선두지역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광역권의 각 도시 별 일자리 창출율을 보면 인천권의 경우 부천시

가 56.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광주권의 경우는 나주시가

27.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상용비율은 평균 약 80%로 대체적으로 비

슷한 비율을 보이고, 고임금산업의 비율은 광주광역시가 가장 높게 나타

났다. 고령군은 고임금산업의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고부가가치

산업의 비율은 광역권 도시 중 가장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지역노동
시장권

지역
일자리 양 일자리 질

일자리
지수

일자리 
창출율(%)

상용 
비율(%)

고임금 
비율(%)

고부가가치 
비율(%) 

부산권

부산광역시 46.3 78.5 12.2 13.5 1.10 

기장군 39.8 77.4 7.8 18.1 0.00 

김해시 50.6 80.1 9.7 26.2 2.00 

양산시 42.1 79.4 8.6 20.6 0.77 

대구권

대구광역시 49.7 80.2 13.4 13.7 2.00 

달성군 36.6 78.0 6.8 30.9 0.60 

경산시 38.9 77.2 7.9 20.7 0.38 

고령군 32.2 78.7 3.9 43.6 0.62 

인천권

인천광역시 49.2 79.6 10.2 14.2 0.92 

부천시 56.8 78.5 11.8 18.0 2.00 

김포시 43.6 77.9 9.4 27.9 0.00 

대전권
대전광역시 47.9 80.0 13.9 9.2 1.00 

세종시 28.4 80.9 8.5 13.8 1.00 

광주권
광주광역시 52.6 79.4 15.1 12.0 2.00 

나주시 27.8 78.1 7.8 15.7 0.00 

울산권
울산광역시 46.7 81.7 12.9 16.9 2.00 

울주군 40.1 80.9 7.7 21.8 0.00 

표 5-15. 6대 광역 지역노동시장권의 일자리 양과 일자리 질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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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권의 일자리 창출의 업종 별 특성을 보기 위하여 각 지역노동

시장권의 산업별 입지상 계수를 산출하였다. 산업별로 입지상 계수가 2

이상이면서 지역 종사자수가 1000명 이상인 산업을 추출하여 지역노동시

장권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입지상계수가 클지라도 종사자수가 1000명

미만은 전체적인 일자리 창출에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고, 종사자수가

1000명 미만의 산업은 특화산업에서 제외하고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광

역권의 특화산업은 대체적으로 일자리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고부가가치

산업 군으로 이는 서울권을 포함한 광역권의 일자리 질이 높음을 말해주

고 있다.

부산권은 부산이 무역 항구도시인 만큼 가방 및 신발 제조업을 바

탕으로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수상운송업이 특화되어 일자리가 창

출되었고, 대구권은 섬유제품 제조업, 인천권은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등

산업이 특화되어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대전권은 세종특별자치시청과 대

덕연구단지를 포함하고 있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업과 연구

개발업이 특화되어 나타났다. 광주권은 보험 및 연금업이 특화되어 나타

남으로써 고임금, 고부가가치 산업군의 일자리 창출이 특화되어 나타났

고, 울산권은 산업단지의 밀집지역으로 제조업 군이 특화되어 일자리 질

에 영향을 미치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특화지역임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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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노동
시장권

산업
종사자

수
종사자 
비율(a)

종사자 
비율(b)

입지상 
계수
(a/b)

구분

부산권

52.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12786 1.74 0.82 2.13 -

15.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5106 0.69 0.20 3.51 고부가

50.수상 운송업 1215 0.17 0.04 3.96 -

대구권
13.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7446 1.67 0.45 3.73 고부가

인천권

45.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9012 1.46 0.67 2.17 -

16.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1769 0.29 0.11 2.60 고부가

대전권

84.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573 0.98 0.46 2.14 -

70.연구개발업 2117 0.80 0.38 2.09 고임금

광주권 65.보험 및 연금업 6473 2.30 1.03 2.24
고임금,
고부가

울산권

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8630 4.20 0.78 5.41 고부가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860 2.85 0.53 5.38 고부가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1880 0.91 0.25 3.71 고부가

주) a : 지역노동시장권의 i산업 종사자 수 / 지역노동시장권 종사자 수의 합 * 100 으로 산출

b : 전국의 i산업 종사자 수/ 전국 종사자 수의 합 * 100으로 산출

표 5-16. 6대 광역 지역노동시장권의 창업 산업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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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소결

본 장에서는 규모에 따른 지역노동시장권의 일자리 특성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지역노동시장권을 규모에

따라 광역, 중소, 농어촌 지역노동시장권 세 그룹으로 나누어 그룹 내 일

자리 창출을 비교하였다. 그룹별로 살펴본 결과, 광역 지역노동시장권에

서 일자리 양은 광주권, 일자리 질은 울산권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중소

지역노동시장권에서는 통영시가 일자리 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일자리 질은 하위에 포함되어 양과 질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반면

거제시는 일자리 양과 질 모두 상위에 속해 바람직한 일자리 창출의 모

습을 보였다. 농어촌 지역노동시장권은 경남 고성군이 고용 안정성과 생

산성 측면에서 높게 평가되어 상대적으로 질이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어촌 지역노동시장권은 대체적으로 일자리

의 양과 질이 평균이하에 밀집되어 있어 일자리 창출이 열악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노동시장권 내에서도 중심도시와 주변도시간의 일자리 창출은

다른 특성을 보일 수 있으므로 서울권을 포함하여 7대 광역시의 지역노

동시장권을 권역 내 지역별 업종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서울

권에서 서울시는 서울권 일자리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일자리 질

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권에서 오산시가 일자리 창출율이 가장 높았으며,

일자리 지수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근접 지역들이 높게 나타나고, 중심도

시에서 멀어질수록 점차 낮아지는 전형적인 단핵도시의 모습을 보였다.

업종별 일자리 창출은 서울시를 중심으로 근접지역에서는 출판, 영상, 방

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군이, 주변부에서는 제조업군이 특화된 모습을

보였다. 서울권을 제외한 6대 광역 지역노동시장권 역시 대부분 중심도

시가 일자리 창출의 선두지역으로 나타났지만 부산권, 인천권에서는 각

각 김해시, 부천시가 일자리 창출에서 높게 평가되었다. 광역권의 특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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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대체적으로 일자리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고부가가치 산업 군으로

이는 서울권을 포함한 광역권의 일자리 질이 높음을 말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창출된 일자리가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앞서 분석한 일자리의 양과 질 지수를

이용하여 지역경제 지표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지역노동시장권 전

체로 봤을 때 일자리 창출은 지역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일자리 양보다는 질적인 측면이 조금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지역노동시장권의 규모별로 나누어 보면, 서울권을 포함하여 중소도

시 이상의 지역노동시장권에서는 일자리 질이 지역경제성장에 유의한 영

향을 끼치고, 반면에 군단위의 소도시 지역노동시장권에서는 일자리 질

보다 양이 지역경제성장에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

로 일자리 창출은 지역경제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나 지역별로

일자리 양과 질이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남으로써 지역별 특성에

맞춘 차별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지금까지 일

괄적으로 일자리의 양만을 늘리기 위해 정책이나 지원을 펼쳤다면, 앞으

로는 지역에 따라 일자리의 질을 고려한 일자리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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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시사점

제 1 절. 결론

최근 들어 고용의 양적 증가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창출

되는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보면 고임금이나 상용직 보다 저임금, 고용

안정성이 낮은 일자리들이 창출되고 있어 일자리 양뿐만 아니라 일자리

질과 관련한 일자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더 나아가 수도권 및 대도시

에서 창출되는 일자리와 비수도권과 중소도시에서 창출되는 일자리가 점

점 더 차별화되고 있어 일자리 창출의 양극화 또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토대로 지역노동시장권을 설정하

여 지역노동시장권별 창출된 일자리 특성을 비교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

역경제성장간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창출되는 일자

리 양뿐만 아니라 일자리 질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일자

리 지수’를 적용하여 지역노동시장권별 일자리 지수를 비교하고, 일자리

창출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일자리의 총량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일자리 질적인 측

면에서 임시 및 일일 종사자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여 고용의 안정성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다. 창출된 일자리를 보아도 양질의 일자리로 보기

어려운 음식점, 도소매업 등 자영업 위주의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

장 높고, 총 일자리의 약 80%가 상위 10%에 해당하는 지역노동시장권

에 집중되어 있어 일자리 질의 하향과 고용양극화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역노동시장권의 창출된 일자리를 고용기회, 고용 안정

성, 생산성, 임금 보상 측면으로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도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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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자리의 양뿐만 아니라 일자리 질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지

역노동시장권 중 교류가 큰 지역에서 고임금, 고부가가치의 일자리가 상

대적으로 많이 창출되는 반면에 상용직의 일자리 비율은 인구규모가 작

은 지역노동시장권에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제조업

의 일자리가 증가한 지역노동시장권의 경우는 저임금의 일자리도 함께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 일자리의 근로여건 만족도에 대하여 조사한 연구결

과를 보면 근로여건에 대하여 불만족 한다는 견해보다는 만족한다는 비

율이 약간 더 높았으며, 그 비중이 주로 대도시권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

다. 이는 고용이 안정적이고 임금이 높을수록 근로여건에 대해 만족할

확률이 높음을 고려할 때 결국 일자리 질이 좋을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

타나는 것이며 일자리 질은 주로 대도시권에서 높게 나타날 것을 예상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예상과 같이 실제 일자리 질은 서울권이 가장 높

게 나타났고, 주로 광역 지역노동시장권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산업·경제의 발달과 유사한 공간 패턴을 보인다.

일자리 지수를 유형화하여 보면, 인구규모가 큰 도시노동권이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평균 이상으로 평가되었고, 반면 강원도, 경북, 전

남의 농어촌 군지역이 대체적으로 일자리의 양과 질에서 평균 미만의 낮

은 지수를 보임으로써 지역노동시장권별 일자리 창출은 양과 질적인 측

면에서 대도시권과 농어촌지역이 큰 차이를 보임으로써 일자리 창출의

지역 간 격차를 알 수 있다. 또한 지역노동시장권 내 주변도시에 비해

중심도시의 일자리 양과 일자리 질이 높게 나타나 지역노동시장권 내에

서도 격차를 볼 수 있다. 결국 지역별로 일자리 특성은 다르게 나타나며,

이는 지역경제성장에도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성장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국적

으로 일자리 양과 일자리 질 모두 지역경제성장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인 반면 중소 지역노동시장권에서는 일자리 질이, 농어촌 지역노동시장

권에서는 일자리 질보다 일자리 양이 지역경제성장과 더욱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였다. 즉, 지역노동시장권의 일자리의 창출은 양과 질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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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지역경제성장에 영향을 주고받지만, 서울권을 포함하여 중소도시

이상의 지역노동시장권에서는 일자리 질이 지역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

을 끼치고, 반면에 군단위의 소도시 지역노동시장권에서는 일자리 질보

다 일자리 양이 지역경제성장과 상관성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더 크게 작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일자리 창출은 지역경제와 서로 밀

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나 지역별로 일자리 양과 일자리 질이 미치는 영

향력이 다르게 나타남으로써 지역별 특성에 맞춘 차별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제 2 절.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노동시장권별로 창출되는 일자리

특성, 특히 일자리 질이 상당히 차별화되어 나타나고 있고 그로인해 지

역노동시장권별 일자리 정책의 발전 방향 수립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역노동시장권의 규모에 따라 일자리 양과 일자리 질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점을 볼 때 대도시권에서 창출된 일자리

가 임시직 또는 저임금, 저부가가치의 일자리라면 지역경제성장에 긍정

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반면에 농·어촌 지역노동시장권

경우 일자리 질을 고려하기에 앞서 물리적인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며 질

이 낮은 일자리라 할지라도 일자리 양이 늘어나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지역노동시장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절

대적인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정책도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을 말해준

다. 즉, 양적 공급 측면의 일자리 정책보다는 질적 측면의 일자리 정책이

중소규모 이상의 지역경제에는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일자리 양만을 늘리는 정책보다는 지역에 맞춰 양과 질적 측

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을 추진할 때 더욱 지역경제 발전에 효과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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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따라서 지역노동시장권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일자리 정책이

요구된다.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자체가 지역의 여건

에 맞는 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앙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 정책은 지역의 현실을 정확히 반

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투입된 재정의 효과가 기대보다 작을 수 있다. 중

소 지역노동시장권의 경우 일자리 수는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지만 대체

로 재정지원에 의한 임금이 적은 한시적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자리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수단형 일자리이기

때문에 임금이 적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할 우려가 크다. 특히 지금

까지 우리나라의 일자리 정책은 재정지원을 통한 공공근로형 일자리, 시

간제 일자리 같은 일자리의 양적 증가에만 초점을 두어왔다는 점을 감안

해 볼 때 일자리 질적 성장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

가 클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인구규모가 큰 지역노동시장권에서 상용

종사자 비율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일자리 창출정책에서 고용

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상용직 증

가를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해야 하며 소득 증가와 일자리를 통한 자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정책 과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역 일

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지원 정책에서도 차별화된 접근이 필

요하다. 지역노동시장권별 특성에 따라 첨단산업 및 고차서비스업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거나, 사업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 지역노동시장

권의 경우 기업 유치를 위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등의 인프라를 확충

한다면 좀 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일자리 양과 일자리 질을 고려한 ‘일자리 지수’를 개발하

고 이를 적용하여 우리나라 지역노동시장권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성

장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를 지닌다.

첫째, 지역의 일자리 생성을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창출뿐

만 아니라 사업체의 확장·축소에 의한 일자리의 팽창 및 감소에 대하여

구분할 필요가 있으나 자료의 한계로 인해 이를 구분하여 분석하지 못했



- 73 -

다.

둘째, 일자리의 질적 평가 중에 근로 임금에 관련한 자료만을 사용

하여 자영업이나 농업관련 종사자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였

고, 일자리 질을 구분하는 기준을 산업의 대분류로 집계함으로써 산업의

세세한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예로, 제조업에도 고부가가치

의 제조업과 저부가가치의 제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대분류 기준의 산업특성을 반영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산정함으

로써 산업의 세부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 중소 규모이상의 도시권에서는 일자리

질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하지만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한다 하

여도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는다면 구인과 구

직의 미스매치가 더욱 커질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

한 본질적인 노동시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은 실효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본 연구는

본질적인 노동시장의 문제를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일자리를 분석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연구의 한계와 문

제점을 갖는다. 추후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만한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연

구가 진행된다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할 때 좀 더

제언할만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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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as ‘Jobless growth' where economy develops while

employment does not increase continued creating jobs has become an

issue. And various policies for job creation are announced in order to

revitalize local economy. Moreover, jobs being created are the ones

low in both wage and employment stability rather than the ones with

high wage and of full-time employee; not only quantities of jobs

available but also qualities of jobs are getting attention. I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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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ion, in order to establish an effective policy to create jobs a

study that comprehends the current conditions of job creation and

that examines the relation between job creation and local economy is

essential to conduct. This study researches the present condition of

job openings targeting Local Labor Market Areas(LLMAs) and tries

to compare the characteristics of jobs by LLMAs through the job

index in which both quantities and qualities of jobs are considered.

Also, LLMAs are divided into three groups by sizes to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job creation and growth of local economy in each

group. Based on the analysis, this study aims to suggest a point

about job creation policy that can lead the local economy to grow

and prosper.

This research utilizes primitive data collected from 2007 to 2012

by National Census on Establishments to analyze number of

establishments and of jobs created. LLMAs that can reflect the

supply and demand of labor market to the most were set as a spatial

unit of this analysis. Looking at the gap of job creations by LLMAs,

it is found out that the upper 10% of LLMAs creates more than 80%

of jobs, and job creation ratio by each region is also high at

metropolitan areas thus showing the regional gap. In addi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jobs created, particularly a quality of job is

differentiated considerabl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n the relation of job creation with

local economy growth, meaningful nationwide correlation between

quantity and quality of jobs and local economy growth was

concluded. However in more than medium size of LLMAs quality of

jobs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local economy growth and so had

quantity of jobs in LLMAs of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 This

points out that a policy considering a quality of job is effective in

cities of a medium size or even bigger size and that a policy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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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ands the a quantity of job available rather than its quality can be

effective for fostering local economy growth in an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 That is, Establishing a policy that respects both the

quality and quantity of jobs at the same time will be much more

powerful for local economy development than encouraging a policy

that only cares for expansion of the quantity of job openings.

So far the job creation policy in Korea has been focusing only

on increase in quantity of jobs such as part-time job policy and

public service typed job policy through financial support. When

considering this situation taking qualitative growth of job into

account will be far effective and productive. Therefore, differentiated

approach in a policy for job creation is critically necessary in order

to create local jobs. Jobs that can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further

will be created if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actualized:

- to reorganize the industrial structure to the high-tech industry

or advanced service industr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by local

labor market,

- to expand infrastructures such as industrial complex and

agricultural industrial complex, advantageous to attract enterprises in

order to increase business activities in case of LLMAs that relatively

has a small number of establishments.

◆ keywords : Job creation, Local Labor Market Areas

(LLMAs), Quantity of job, Quality of job, Job index, Local

economy growth

◆ Student Number : 2013-2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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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0 종로구 1 서울권 21060 동래구 2 부산권 32030 강릉시 17 강릉시 36310 담양군 69 담양군
11020 중구 1 서울권 21070 남구 2 부산권 32040 동해시 18 동해시 36320 곡성군 70 곡성군
11030 용산구 1 서울권 21080 북구 2 부산권 32050 태백시 19 태백시 36330 구례군 71 구례군
11040 성동구 1 서울권 21090 해운대구 2 부산권 32070 삼척시 20 삼척시 36350 고흥군 72 고흥군
11050 광진구 1 서울권 21100 사하구 2 부산권 32310 홍천군 21 홍천군 36360 보성군 73 보성군
11060 동대문구 1 서울권 21110 금정구 2 부산권 32320 횡성군 22 횡성군 36370 화순군 74 화순군
11070 중랑구 1 서울권 21120 강서구 2 부산권 32330 영월군 23 영월군 36380 장흥군 75 장흥군
11080 성북구 1 서울권 21130 연제구 2 부산권 32340 평창군 24 평창군 36390 강진군 76 강진군
11090 강북구 1 서울권 21140 수영구 2 부산권 32350 정선군 25 정선군 36400 해남군 77 해남군
11100 도봉구 1 서울권 21150 사상구 2 부산권 32360 철원군 26 철원군 36010 목포시 78 목포권
11110 노원구 1 서울권 21310 기장군 2 부산권 32370 화천군 27 화천군 36410 영암군 78 목포권
11120 은평구 1 서울권 38070 김해시 2 부산권 32380 양구군 28 양구군 36420 무안군 78 목포권
11130 서대문구 1 서울권 38100 양산시 2 부산권 32390 인제군 29 인제군 36430 함평군 79 함평군
11140 마포구 1 서울권 22010 중구 3 대구권 32060 속초시 30 속초권 36440 영광군 80 영광군
11150 양천구 1 서울권 22020 동구 3 대구권 32400 고성군 30 속초권 36450 장성군 81 장성군
11160 강서구 1 서울권 22030 서구 3 대구권 32410 양양군 31 양양군 36460 완도군 82 완도군
11170 구로구 1 서울권 22040 남구 3 대구권 33020 충주시 32 충주시 36470 진도군 83 진도군
11180 금천구 1 서울권 22050 북구 3 대구권 33030 제천시 33 제천시 36480 신안군 84 신안군
11190 영등포구 1 서울권 22060 수성구 3 대구권 33320 보은군 34 보은군 37011 남구 85 포항시
11200 동작구 1 서울권 22070 달서구 3 대구권 33330 옥천군 35 옥천군 37012 북구 85 포항시
11210 관악구 1 서울권 22310 달성군 3 대구권 33340 영동군 36 영동군 37020 경주시 86 경주시
11220 서초구 1 서울권 37100 경산시 3 대구권 33360 괴산군 37 괴산증평 37030 김천시 87 김천시
11230 강남구 1 서울권 37370 고령군 3 대구권 33390 증평군 37 괴산증평 37040 안동시 88 안동시
11240 송파구 1 서울권 23010 중구 4 인천권 33011 상당구 38 청주권 37050 구미시 89 구미칠곡
11250 강동구 1 서울권 23020 동구 4 인천권 33012 흥덕구 38 청주권 37390 칠곡군 89 구미칠곡
31011 장안구 1 서울권 23030 남구 4 인천권 33310 청원군 38 청주권 37060 영주시 90 영주시
31012 권선구 1 서울권 23040 연수구 4 인천권 33350 진천군 38 청주권 37070 영천시 91 영천시
31013 팔달구 1 서울권 23050 남동구 4 인천권 33370 음성군 38 청주권 37080 상주시 92 상주시
31014 영통구 1 서울권 23060 부평구 4 인천권 33380 단양군 39 단양군 37090 문경시 93 문경시
31021 수정구 1 서울권 23070 계양구 4 인천권 34020 공주시 40 공주시 37310 군위군 94 군위군
31022 중원구 1 서울권 23080 서구 4 인천권 34030 보령시 41 보령시 37320 의성군 95 의성군
31023 분당구 1 서울권 31051 원미구 4 인천권 34011 동남구 42 천안아산 37330 청송군 96 청송군
31030 의정부시 1 서울권 31052 소사구 4 인천권 34012 서북구 42 천안아산 37340 영양군 97 영양군
31041 만안구 1 서울권 31053 오정구 4 인천권 34040 아산시 42 천안아산 37350 영덕군 98 영덕군
31042 동안구 1 서울권 31230 김포시 4 인천권 34050 서산시 43 서산시 37360 청도군 99 청도군
31060 광명시 1 서울권 25010 동구 5 대전권 34060 논산시 44 논산계룡 37380 성주군 100 성주군
31080 동두천시 1 서울권 25020 중구 5 대전권 34070 계룡시 44 논산계룡 37400 예천군 101 예천군
31091 상록구 1 서울권 25030 서구 5 대전권 34310 금산군 45 금산군 37410 봉화군 102 봉화군
31092 단원구 1 서울권 25040 유성구 5 대전권 34330 부여군 46 부여군 37420 울진군 103 울진군
31101 덕양구 1 서울권 25050 대덕구 5 대전권 34340 서천군 47 서천군 37430 울릉군 104 울릉군
31103 일산동구 1 서울권 29010 세종시 5 대전권 34350 청양군 48 청양군 38030 진주시 105 진주시
31104 일산서구 1 서울권 24010 동구 6 광주권 34360 홍성군 49 홍성군 38050 통영시 106 통영시
31110 과천시 1 서울권 24020 서구 6 광주권 34370 예산군 50 예산군 38060 사천시 107 사천시
31120 구리시 1 서울권 24030 남구 6 광주권 34380 태안군 51 태안군 38080 밀양시 108 밀양시
31130 남양주시 1 서울권 24040 북구 6 광주권 34080 당진시 52 당진시 38090 거제시 109 거제시
31140 오산시 1 서울권 24050 광산구 6 광주권 35020 군산시 53 군산시 38310 의령군 110 의령군
31150 시흥시 1 서울권 36040 나주시 6 광주권 35030 익산시 54 익산시 38111 의창구 111 마산창원
31160 군포시 1 서울권 26010 중구 7 울산권 35040 정읍시 55 정읍시 38112 성산구 111 마산창원
31170 의왕시 1 서울권 26020 남구 7 울산권 35050 남원시 56 남원시 38113 마산합포구 111 마산창원
31180 하남시 1 서울권 26030 동구 7 울산권 35060 김제시 57 김제시 38114 마산회원구 111 마산창원
31191 처인구 1 서울권 26040 북구 7 울산권 35011 완산구 58 전주완주 38115 진해구 111 마산창원
31192 기흥구 1 서울권 26310 울주군 7 울산권 35012 덕진구 58 전주완주 38320 함안군 111 마산창원
31193 수지구 1 서울권 31070 평택시 8 평택안성 35310 완주군 58 전주완주 38330 창녕군 112 창녕군
31200 파주시 1 서울권 31220 안성시 8 평택안성 35320 진안군 59 진안군 38340 고성군 113 고성군
31240 화성시 1 서울권 31210 이천시 9 이천시 35330 무주군 60 무주군 38350 남해군 114 남해군
31250 광주시 1 서울권 23310 강화군 10 강화군 35340 장수군 61 장수군 38360 하동군 115 하동군
31260 양주시 1 서울권 23320 옹진군 11 옹진군 35350 임실군 62 임실군 38370 산청군 116 산청군
31270 포천시 1 서울권 31320 여주군 12 여주군 35360 순창군 63 순창군 38380 함양군 117 함양군
21010 중구 2 부산권 31350 연천군 13 연천군 35370 고창군 64 고창군 38390 거창군 118 거창군
21020 서구 2 부산권 31370 가평군 14 춘천권 35380 부안군 65 부안군 38400 합천군 119 합천군
21030 동구 2 부산권 32010 춘천시 14 춘천권 36020 여수시 66 여수시 39020 서귀포시 120 서귀포시
21040 영도구 2 부산권 31380 양평군 15 양평군 36030 순천시 67 순천시 39010 제주시 121 제주시
21050 부산진구 2 부산권 32020 원주시 16 원주시 36060 광양시 68 광양시

<부록 1> 지역노동시장권 코드 (1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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