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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역현황 및 여건분석

제1절 지역현황

1. 지리적 여건 및 자연환경

1) 지리적 여건

(1) 공간적 위치

Ÿ 경상남도는 한반도의 동남단에 위치하여 동쪽으로는 부산·울산광역시와 남쪽으로는 남해와 접해 

있으며, 북쪽으로는 대구광역시의 달성, 경북의 청도, 고령, 성주, 김천과 접경하고 있고, 서쪽은 

소백산맥을 경계로 전라북도의 무주, 장수, 남원, 전라남도의 구례, 광양과 접하고 있음

Ÿ 경상남도의 지리적 좌표는 북위 34도 29분에서 35도 54분, 동경 127도 34분에서 129도 13분에 걸

쳐 있음. 위도상 비슷한 지역은 일본의 교토(京都)와 나고야(名古屋), 지중해상 키프로스(Kypros), 

미국의 오클라호마(Oklahoma) 등과 비슷함

구 분 지 명 극 점 연장거리

극 동 양산시 웅상읍 용당리 산66
동경 129도 13분,
북위 35도 24분 동서거리

150km
극 서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산372

동경 127도 34분,
북위 35도 18분

극 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산442
동경 128도 05분,
북위 34도 29분 남북거리

158km
극 북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산17

동경 127도 53분,
북위 35도 54분

<표 1-2-1> 경상남도의 경위도상 위치

(2) 지경학적 위치

 환태평양경제권의 관문이자 환동해·환황해경제권의 연결지역

Ÿ 경상남도는 한국의 일본의 큐슈권, 중국의 상하이권으로 형성되는 환태평양경제권의 지리적 관문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환황해경제권과 환동해경제권의 연결지역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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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 남부권의 중심지역

Ÿ 국토발전전략과 공간구조 측면에서 볼 때 경상남도는 동남광역경제권, 남해안선벨트, 영남경제공동

체 등 광역적 국토발전전략을 위한 3대 광역권의 핵심지역으로 국토 남부권의 중심지역에 해당됨

<그림 1-2-2> 지경학적 위치

 

<그림 1-2-3> 국토 남부권의 중심

2) 자연환경

(1) 지형․지세

Ÿ 경상남도의 동쪽에는 태백산맥의 여맥(餘脈)이 뻗어 있고, 중앙부에는 낙동강이 흐르며, 서쪽에는 

비교적 험준한 소백산맥이 호남지방과 경계를 이루고 있음

Ÿ 지대는 표고(標高) 100m 이하의 저지대가 37%, 100~500m 지대가 49%, 500∼1,000m의 지대가 

12%, 1,000m 이상의 고지대는 2%에 불과하고, 동부 산악 지대는 태백산맥의 여맥(餘脈)인 천황산

(1,189m), 신불산(1,209m) 등 산악들이 발달해 있음

Ÿ 중앙 저지대는 낙동강 강변 지대로 낙동강은 본도에 들어와서 각 지류를 합하여 남해로 유입됨.  

하류의 김해 지방에서 삼각주 평야를 이루고 있으며, 서부 산간지대는 경남에서 가장 험준한 지역

으로 소백산맥의 지리산(1,915m), 덕유산(1,614m), 백운산(1,279m) 등 고봉(高峯)이 이어 있으며, 특

히 지리산 주변이 가장 험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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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4> 표고 <그림 1-2-5> 경사

(2) 해안 및 하천

Ÿ 경상남도의 해안선은 침강리아스(Rias)식 해안으로 다도해와 접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총 537개

의 도서로 이루어져 있음

구 분
해안선

(도서포함)

도서현황

계 유인도 무인도 면적 인구

창원시 292 49 8 41 3.39 1,116

통영시 638 250 42 208 90.87 7,981

사천시 174 45 10 35 4.88 1,398

거제시 443 73 10 63 21.66 3,093

고성군 186 23 2 21 1.38 38

남해군 306 75 3 72 2.49 121

하동군 73 22 1 21 1.24 153

소계 2,111 537 76 461 125.91 13,900

<표 1-2-2> 해안선 및 도서현황(단위 : ㎞, 개소, ㎢, 인)

Ÿ 경상남도는 낙동강을 비롯하여 섬진강 등 10개소의 국가하천과 함양 위천 등 674개소의 지방하천 

등 총 684개의 하천이 입지하여 있음. 총 유로연장은 4,220.5㎞로 전국 하천 30,242.9㎞의 13.9%를 

차지하고 있음

Ÿ 수계별로는 낙동강 수계 하천이 491개소 3,266.3㎞, 섬진강 수계 하천 22개소 180.6㎞, 회야강 8개

소 28.4㎞, 기타 173개소 745.2㎞로서 낙동강 수계가 도내 하천 총연장의 77.4%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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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별
계 국가 지방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계 684 4,220.5 10 440.6 674 3,779.9

낙동강 481 3,266.3 7 386.6 474 2,879.8

섬진강 22 180.6 1 33.6 21 147.0

회야강 8 28.4 - - 8 28.4

기타 173 745.2 2 20.4 171 724.7

자료 : 도정백서, 2011(2009.12.31 기준)

<표 1-2-3> 수계별 하천현황(단위 : ㎞)

<그림 1-2-6> 경상남도 하천 현황

2. 인구 현황

1) 총인구 및 인구변화(주민등록인구 기준)

(1) 총인구

Ÿ 경상남도의 총인구는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2010년 3,290,536인이며, 이는 전국인구(50,515,666인)

의 6.5%에 해당됨. 전국 면적대비 경상남도의 비율인 10.5%보다는 낮은 인구비율을 보이고 있음

Ÿ 총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95 - ’00년과 ‘00 - ’05년에는 전국의 증가율에 다소 못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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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보였으나, 최근 ‘05 - ’10년 기간에는 전국(0.7%) 보다 다소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

음. 인구비중은 1995년 이래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전국 대비 6.5% 정도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음

구 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연평균 증가율(%)

‘95~’00 ‘00~’05 ‘05~’10

전국인구 45,858,029 47,732,558  48,782,274  50,515,666  0.80 0.44 0.70

경남인구
(전국 대비 비중)

2,982,504
 (6.5)

3,094,413
(6.5)  

3,160,431
(6.5)  

3,290,536
(6.5)  

0.74 0.42 0.81

주   : 1995년 경남인구는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경남의 인구로 정리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 인구통계 보고서(해당년도)

<표 1-2-4> 전국대비 경남인구비중 추이(1995-2010) (단위 : 인, %)

(2) 시군별 인구

Ÿ 2010년 기준으로 도내 인구의 시군별 비중은 창원시(33.1%), 김해시(15.3%), 진주시(10.2%)의 순으

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구비중이 낮은 순서는 의령군(1.1%), 산청군(1.3%), 함양군(1.5%) 등의 순으

로 나타나고 있음

Ÿ 2000년 이후 창원시의 연평균 증가율은 미약하게 증가(0.04%)하였으나 경남도 전체인구 대비 비중

은 감소(35.1% ⟶ 33.1%)하였음. 김해시(3.89%), 양산시(3.0%), 거제시(2.7%), 함안군(0.36%), 통영

시(0.25%)를 제외한 시군의 인구는 감소추세에 있음

<그림 1-2-6> 시ㆍ군별 인구성장률(20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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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0년 2005년 2010년
연평균 증가율

‘00~’05 ‘05~’10 ‘00~’10

경남 3,094,413(100) 3,160,431(100) 3,290,536(100) 0.42 0.81 0.62 

창원시 1,086,209(35.1) 1,086,530(34.4) 1,090,181(33.1)  0.01 0.07 0.04 

진주시 341,822(11.0) 336,234(10.6) 335,037(10.2) -0.33 -0.07 -0.20 

통영시 136,864(4.4) 132,795(4.2) 140,297(4.3) -0.60 1.11 0.25 

사천시 119,326(3.9) 111,293(3.5) 114,148(3.5) -1.38 0.51 -0.44 

김해시 343,617(11.1) 443,017(14.0) 503,348(15.3) 5.21 2.59 3.89 

밀양시 124,574(4.0) 113,636(3.6) 110,479(3.4) -1.82 -0.56 -1.19 

거제시 174,981(5.7) 195,609(6.2) 228,355(6.9) 2.25 3.14 2.70 

양산시 193,552(6.3) 222,299(7.0) 260,239(7.9) 2.81 3.20 3.00 

의령군 34,490(1.1) 31,099(1.0) 30,162(0.9) -2.05 -0.61 -1.33 

함안군 64,846(2.1) 61,376(1.9) 67,207(2.0) -1.09 1.83 0.36 

창녕군 73,019(2.4) 64,672(2.0) 61,714(1.9) -2.40 -0.93 -1.67 

고성군 63,423(2.0) 56,189(1.8) 57,231(1.7) -2.39 0.37 -1.02 

남해군 59,762(1.9) 51,825(1.6) 49,328(1.5) -2.81 -0.98 -1.90 

하동군 59,556(1.9) 53,131(1.7) 51,509(1.6) -2.26 -0.62 -1.44 

산청군 40,997(1.3) 36,294(1.1) 35,591(1.1) -2.41 -0.39 -1.40 

함양군 46,376(1.5) 41,535(1.3) 41,197(1.3) -2.18 -0.16 -1.18 

거창군 69,744(2.3) 64,735(2.0) 63,421(1.9) -1.48 -0.41 -0.95 

합천군 61,255(2.0) 58,162(1.8) 51,092(1.6) -1.03 -2.56 -1.80 

주   : ( )의 수치는 경남전체 인구 대비 비중임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 인구통계 보고서(해당년도)

<표 1-2-5> 시ㆍ군별 인구분포 현황(2000-2010) (단위 : 인, %)

(3) 도시인구

Ÿ 경상남도의 도시인구는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음

 경상남도의 도시화율은 2000년 79.7%, 2005년 84.4%, 2010년 84.5%로 나타나 최근 들어 도시화

율 증가세가 정체상태에 있음. 2010년의 84.5%의 경남 도시화율은 전국평균의 90.9%에 해당하

는 수치임

 2000년–2005년 사이의 도시인구 증가율은 연평균 1.49%로 나타났으나, 2005년-2010년 기간에는 

연평균 0.83%로 점차 둔화되고 있음

Ÿ 비도시지역인구는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는 –4.85%의 많은 감소세를 보였으나,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0.71%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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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0년 2005년 2010년
연평균 증가율

‘00~’05 ‘05~’10

경남 전체 3,108,674 3,160,431  3,290,536 0.33 0.81 

도시인구 2,477,250  2,667,951 2,780,310 1.49 0.83 

비도시인구 631,424 492,480 510,226 -4.85 0.71 

도시화율 79.7 84.4 84.5 - -

주   : 도시지역은 행정구역상 도시가 아닌 국토계획법상 4개 용도지역 중 하나를 의미함. 도시인구는 도시지역에 거주하
는 인구를 의미함

자료 : 국토해양부, 도시계획현황(해당년도)

<표 1-2-6> 도시인구 변화추이(2000~2010) (단위 : 인, %)

2) 인구구조

Ÿ 2010년 기준 경상남도의 인구구조는 15세 미만의 인구가 16.6%로 전국 평균(15.9%)보다 조금 높은 

반면 15-64세의 인구는 71.6%로 전국 평균(73.2%)보다 낮고, 65세 이상 인구는 11.8%로 전국 평균

(10.9%) 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Ÿ 15세 미만 인구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나, 경제활동인구인 15-64세 인구가 전국 평균에 비

해 낮아 지역경쟁력 강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또한,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

고 있어 고령인구의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연령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전국 경남 전국 경남 전국 경남 전국 경남

계
45,858,029

(100)
2,982,504

(100)
47,732,558

(100)
3,094,413

(100)
48,782,274

(100)
3,160,431

(100)
50,515,666

(100)
3,290,536

(100)

15세
미만

10,477,476
(22.9)

686,773
(23.0)

9,958,802
(20.9)

660,028
(21.3)

9,257,949
(19.0)

622,109
(19.7)

8,019,969
(15.9)

547,606
(16.6)

15~64세
32,715,312

(71.3) 
2,085,261

(69.9)
34,418,140

(72.1) 
2,173,082

(70.2)
35,199,801

(72.1) 
2,214,424

(70.1)
36,989,345

(73.2) 
2,354,282

(71.6)

65세
이상

2,665,241
(5.8)

210,470
(7.1)

3,355,616
(7.0)

261,303
(8.5)

4,324,524
(8.9)

323,898
(10.2)

5,506,352
(10.9)

388,648
(11.8)

주   : 1995년은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경남의 인구로 정리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 인구통계 보고서(해당년도)

<표 1-2-7>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1995-2010) (단위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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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2011년
<그림 1-2-7> 전국 대비 경남의 연령별 인구비율 피라미드

3. 지역경제 현황

1) 지역총생산

Ÿ 경남의 지역내 총생산(GRDP)은 명목가격 기준의 경우 2000년 39,600십억원에서 2005년 58,251십억

원, 2009년 77,213십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실질가격 기준으로는 2000년 46,836십억원, 2005년 

58,251십억원, 2009년 68,383십억원으로 연평균 4.29%가 성장하였음

Ÿ 경남의 지역내총생산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명목가격 기준으로는 2000년 6.6%에서 2009년 

7.2%로 증가하고 있으나, 실질가격 기준의 경우에는 2000년과 2009년 모두 6.8%로 동일한 비중을 

유지하고 있음

    



제1편 제2장  지역현황 및 여건분석

21

구 분 2000년 2005년 2009년
연평균 성장률

'00~'05 '05~'09 '00~'09

전국
GRDP

명목 603,733 869,305 1,065,665 7.56 5.22 6.52

실질 694,628 869,305 999,311 4.68 3.55 4.18

경남
GRDP

명목
39,600
(6.6)

58,251
(6.7)

77,213
(7.2)

8.02 7.30 7.70

실질
46,836
(6.8)

58,251
(6.7)

68,383
(6.8)

4.46 4.09 4.29

<표 1-2-8> 지역내 총생산(GRDP) 추세 (단위: 십억원, %)

2) 산업 및 취업구조

(1) 산업구조(실질 GRDP 기준)

Ÿ 경남의 실질 GRDP 기준으로 살펴 본 산업구조는 1985년 1차 산업 10.6%, 2차 산업 39.7%, 3차 

산업 41.6%였으며, 2010년에는 1차 산업 4.3%, 2차 산업 41.9%, 3차 산업 45.5%로 1차 산업이 대

략 6% 감소, 2차 산업 2% 증가, 3차 산업 4% 증가를 보이고 있음

Ÿ 일반적으로 각 산업비중의 변화를 경제발전단계별로 볼 때 경제적인 발전정도가 높을수록 1차 산

업에 대한 2차 산업, 2차 산업에 대한 3차 산업의 가중치가 커지게 되는데, 경남의 산업구조도 1

차 산업과 2차 산업의 비중이 줄고 3차 산업이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경제발전

이 진행되고 있음

Ÿ 다만, 2005년을 기점으로 전체 GRDP 대비 2차 산업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2005년 

37.7% → 2010년 41.9%)에 있는 반면, 3차 산업의 비중은 2005년 49.1%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2010년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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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1985 10.6 39.7 41.6 

1986 9.4 41.7 40.5 

1987 7.6 43.6 40.2 

1988 7.5 44.2 39.8 

1989 6.9 43.0 40.6 

1990 5.9 43.2 41.7 

1991 5.2 43.0 42.3 

1992 5.5 44.0 42.7 

1993 5.2 44.7 42.5 

1994 4.7 44.1 43.5 

1995 5.0 41.6 45.3 

1996 4.6 43.7 43.6 

1997 4.2 42.9 44.9 

1998 6.4 36.3 50.1 

1999 7.0 37.1 48.5 

2000 5.8 38.3 48.2 

2001 6.1 38.9 47.4 

2002 5.6 37.2 48.8 

2003 4.8 37.3 49.4 

2004 5.1 38.0 48.7 

2005 5.3 37.7 49.1 

2006 4.9 38.8 48.5 

2007 4.8 38.4 48.8 

2008 4.7 39.1 47.4 

2009 4.9 39.1 47.7 

20101) 4.3 41.9 45.5 
주 : 통계청 잠정치. 실질 GRDP 기반 산업비중

<표 1-2-9> 연도별 산업비중 (단위: %)

(2) 취업구조

Ÿ 경상남도의 취업구조는 2009년 현재, 1차 산업 취업자가 191천명으로 전체 산업별 취업자의 12.6%

를 차지하여 전국 평균 7.0%에 비해 높고, 2차 산업은 471천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31%로 전국 평

균 23.7%보다 높은 반면, 3차 산업 취업자는 56.4%로 전국 평균 69.3%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

고 있음

구 분 계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전국
23,506
(100)

1,648
(7.0)

5,579
(23.7)

16,279
(69.3)

경남
1,520
(100)

191
(12.6)

471
(31.0)

858
(56.4)

주 :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1차 - A코드, 2차 - B, C, F코드, 3차 - 그 외)
자료 : 2010년 경상남도 통계연보, 2010년 한국통계연감

<표 1-2-10> 전국과 경남의 취업구조 비교표(2009) (단위 : 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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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경남지역의 취업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 이후 1차 산업의 비중이 15.7%에서 2010년 12.6%

로 조금 낮아졌으며, 2차 산업과 3차 산업은 조금 높아지고 있음

<그림 1-2-8> 경남의 취업구조 변화(2000~2009)

3) 지역별 특화산업 입지계수(LQ)

Ÿ 경상남도의 시·군별 특화산업을 파악하기 위해 제조업 종사자수 기준의 입지계수(LQ)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음

Ÿ 경남지역은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담배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음료 제조업부문에서 특화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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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식료 
제조

음료 
제조

담배 
제조

섬유
제조

의복, 
의복
액세
서리 
및 

모피 
제조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

목재 
및 

나무
제품 
제조

펄프, 
종이 
및 

종이
제품 
제조
업

인쇄 
및 

기록
매체 
복제

코크
스, 

연탄 
및 

석유
정제 
제조

화학
물질 
및 

화학
제품 
제조

의료
용 

물질 
및 

의약
품 

제조

고무
제품 
및 

플라
스틱
제품 
제조

비금
속 

광물
제품 

1차 
금속 
제조

금속
가공
제품 

전자
부품, 
컴퓨
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전기 
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
차 
및  

트레
일러 

기타 
운송
장비 

가구 
제조

기타 
제품 
제조

경남 0.8 1.0 2.0 0.4 0.1 0.3 0.7 0.6 0.2 0.3 0.3 0.1 0.9 0.8 1.1   1.5 0.2 0.8 0.9 1.6 0.8 4.3 0.4 0.3

창원 0.2 0.0 0.0 0.0 0.0 0.0 0.6 0.1 0.3 0.0 0.0 0.0 0.2 0.2 1.1 1.8 0.3 1.7 2.1 3.0 1.2 1.6 0.1 0.1

마산 0.5 11.4 0.0 0.4 0.0 0.0 0.7 0.8 1.0 0.0 0.2 0.0 0.8 0.9 0.5 0.9 1.7 1.3 1.8 1.8 0.6 0.7 0.1 0.4

진주 0.8 1.2 0.0 2.4 0.1 0.0 0.0 5.7 0.0 0.0 0.5 1.1 1.3 2.8 1.3 0.5 0.0 0.2 0.1 2.3 1.5 0.2 0.3 0.0

진해 0.6 0.0 0.0 0.1 0.0 0.0 0.0 0.0 0.0 0.0 0.1 0.0 0.2 0.8 4.4 0.8 0.0 0.6 0.1 0.3 0.0 9.3 0.0 0.7

통영 1.8 0.2 0.0 0.0 0.1 0.0 0.1 0.0 0.0 0.0 0.1 0.0 0.1 0.2 0.0 0.8 0.1 0.0 0.0 0.0 0.0 12.9 0.1 0.0

사천 1.3 0.4 34.0 0.0 0.0 0.0 0.1 0.9 0.0 0.0 0.1 0.0 0.0 0.7 0.5 0.4 0.6 0.0 0.4 1.4 0.4 8.1 0.0 0.0

김해 0.8 0.0 0.0 0.8 0.1 1.4 1.7 0.8 0.2 1.0 0.7 0.1 1.9 0.8 1.4 1.9 0.1 0.3 0.8 2.0 1.1 0.5 1.2 1.1

밀양 1.5 2.0 0.0 2.9 0.0 0.0 0.7 0.9 0.4 0.8 0.4 0.0 1.7 6.3 1.1 1.2 0.1 0.3 0.2 1.0 0.9 0.3 0.8 1.1

거제 0.3 0.0 0.0 0.1 0.0 0.0 0.1 0.0 0.0 0.0 0.0 0.0 0.0 0.2 0.2 1.4 0.0 0.0 0.0 0.0 0.0 13.9 0.0 0.0

양산 1.3 1.6 7.0 1.4 0.6 0.3 0.4 1.4 0.0 1.3 1.0 0.4 3.4 1.0 1.3 1.4 0.2 1.3 0.7 0.7 0.9 0.2 1.3 0.1

의령 2.6 3.8 0.0 0.5 0.0 0.0 0.0 4.9 1.2 0.0 0.3 3.6 0.2 1.7 1.1 2.1 0.0 0.0 0.6 0.7 1.0 1.8 0.0 0.0

함안 0.9 1.8 0.0 0.4 0.0 0.0 0.9 1.1 0.1 1.0 1.0 0.3 0.4 1.4 3.0 2.0 0.1 0.5 0.5 2.9 0.5 0.5 0.4 0.7

창녕 2.9 0.0 0.0 0.4 0.0 0.0 0.0 1.0 0.0 0.0 1.3 0.0 0.8 1.7 1.7 1.3 0.1 0.0 0.3 1.5 2.0 0.1 1.3 1.8

고성 3.3 0.6 0.0 0.0 0.0 0.5 0.6 0.0 0.0 0.0 0.4 0.0 0.0 0.4 0.3 1.1 0.0 0.9 0.0 0.0 0.0 9.8 0.6 0.0

남해 6.3 0.0 0.0 1.8 0.0 0.0 0.0 0.0 0.0 0.0 1.4 4.8 0.0 1.6 1.2 0.8 0.0 0.0 0.0 0.0 0.0 4.0 0.0 0.0

하동 4.8 25.6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7 11.0 0.7 0.0 0.0 0.0 0.0 0.0 0.0 1.1 0.0 0.0

산청 2.2 26.8 0.0 0.6 0.0 0.0 3.7 1.2 0.0 0.0 0.8 0.0 0.0 12.1 0.0 0.0 0.0 3.0 1.0 0.0 0.0 0.0 0.0 12.6

함양 4.6 12.8 0.0 0.4 0.0 0.0 0.0 0.6 0.0 0.0 0.3 0.0 0.0 14.3 0.7 1.1 0.0 0.0 0.0 0.1 0.0 0.0 0.0 0.0

거창 10.1 13.8 0.0 0.0 0.0 0.0 3.0 0.0 0.0 0.0 0.0 0.0 0.0 4.4 1.6 0.3 0.0 0.0 0.0 0.3 0.0 0.0 0.0 0.0

합천 1.8 11.6 0.0 4.6 0.0 0.0 0.0 0.0 0.0 0.0 0.6 0.0 0.3 18.7 0.0 0.0 0.0 0.0 0.0 0.2 0.0 0.0 0.0 0.0

주   : 종사자기준
       산업특화계수(LQ) = 지역의 산업별 구성비 / 전국의 산업별 구성비
       LQ > 1이면 전국에 비해 「특화」, LQ = 1이면 전국에 비해 「평균」, LQ < 1이면 전국에 비해 「비특화」
자료 : 통계청, 경제통계국 산업통계과, 2010.

<표 1-2-11> 경상남도 제조업의 시ㆍ군별 입지계수(종사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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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문 및 사회환경

1) 토지이용 

(1) 지목별 토지이용

Ÿ 경상남도의 2009년 지목별 토지이용 실태를 보면, 도시용 토지가 전체면적의 6.4%, 농업용 토지가 

19.1%, 임야 67.4%, 기타 7.2%의 이용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Ÿ 토지이용실태를 전국과 비교하면, 경남의 도시용 토지와 농업용 토지이용 비중은 전국 평균 보다 

낮은 반면 임야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지역 토지에 대한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이 필

요함

구 분 총면적 도시용 토지 농업용 토지 임야 기 타

전 국
99,897.4

(100)
6,871.0
(6.9)

20,844.5
(20.9)

64,472.0
(64.5)

7,709.9
(7.7)

경 남
10,532.1

(100)
674.9
(6.4)

2012.1
(19.1)

7,082.2
(67.3)

762.9
(7.2)

주   : 도시용 토지(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체육용지, 공원), 농업용 토지(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기타(도시용, 
농업용, 임야를 제외한 토지)

자료 : 2010년 한국통계연감

<표 1-2-12> 전국과 경남의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2009) (단위 : ㎢, %)

(2) 도시지역

Ÿ 경상남도의 도시지역 면적은 1,845.98㎢로 경남 전체면적의 17.53%에 해당됨. 이는 전국의 도시면

적 비율인 16.92%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

Ÿ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의 분포를 살펴보면, 녹지지역이 81.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거지역이 

10.45%, 공업지역이 4.52%, 미지정지역이 2.37%, 상업지역 1.4%의 순으로 나타남

Ÿ 용도지역 분포의 특징을 전국 비중과 비교하여 보면, 주거지역의 경우 경남의 비율은 10.45%인데 

비해 전국은 12.29%로 나타나 경남의 주거비율이 낮고, 녹지지역의 경우 전국과 비교하여 많은 녹

지비율을 보유하고 있음

구 분
도시지역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지역

전국
16,901.61

(100)
2,077.97
(12.29)

261.24
(1.55)

788.55
(4.67)

12,633.98
(74.75)

1,139.86
(6.74)

경남
1,845.98

(100)
192.92
(10.45)

25.84
(1.4)

83.51
(4.52)

1,500.02
(81.26)

43.68
(2.37)

자료 : 국토해양부, 2009 도시계획현황, 2010

<표 1-2-13> 도시지역의 용도지역 현황(2009) (단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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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도시지역

Ÿ 경상남도의 비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농림지역이 54.68%로 가장 높고, 관리지역 

23.98%, 자연환경보전지역 21.34%로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구 분
비도시지역

계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전국
89,042.92

(100)
25,969.99
(29.17)

51,047.12
(57.33)

12,025.81
(13.51)

경남
9,931.45

(100)
2,381.45
(23.98)

5,430.63
(54.68)

2,119.36
(21.34)

자료 : 국토해양부, 2009 도시계획현황, 2010

<표 1-2-14> 도시지역의 용도지역 현황(2009) (단위 : ㎢, %)

2) 사회간접자본시설

Ÿ 경상남도의 계획도로연장은 2010년 12,726km로서 전국 비중의 12.1%이며, 도로 포장률은 68.7%로 

전국 평균 79.8%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Ÿ 대표적 생활환경지표인 상·하수도 보급률을 살펴보면, 2009년 상수도 보급률은 전국 평균 93.5%

에 비해 경남은 87.2%로 낮지만 연평균 증가율은 전국의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높아 향후 전국 

평균에 근접할 것으로 기대됨. 하수도 보급률은 2005년에서 2009년 사이 연평균 4.62%의 증가율을 

보여 2010년에는 전국 평균 75.4%를 상회하는 75.7%의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음

Ÿ 경상남도의 주택보급률은 구 주택보급율 기준으로 2010년 121.8%로 나타나 전국 평균 112.9% 보

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구 분
년 도 연평균 증가율

2000 2005 2010 ‘00-‘05 ‘05-’10

도로 포장률
전국 75.8 76.8 79.8 - -

경남 65.6 66.6 68.7 - -

상수도 보급률
전국 87.1 90.7 93.5 0.8 0.8

경남 74.6 82.6 87.2 2.1 1.4

하수도 보급률
전국 63.4 68.2 75.4 1.49 2.55

경남 58.1 63.2 75.7 1.7 4.62

주택 보급률
(구 주택보급율)

전국 91.9 100.0 112.9 1.72 2.46 

경남 100.3 107.5 121.8 1.39 2.52 

주   : 상ㆍ하수도 보급률은 2009년 자료임
자료 : 도로포장률(국토해양부 도로현황조서, 해당년도), 주택보급률(인구주택총조사, 해당년도) 상ㆍ하수도보급률(환경부 

상ㆍ하수도 통계, 해당년도)

<표 1-2-15> 전국과 경남의 생활환경지표 비교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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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시설

Ÿ 2008년 현재 전국 사회복지시설은 총 3,228개소가 있으며 141,952명이 수용되어 있음. 경남지역 사

회복지시설 수와 수용인원의 전국 대비 비중은 6 - 7%대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음

Ÿ 유형별 시설수 비중은 노인복지시설이 62.6%, 아동복지시설이 14.1%, 장애인복지시설이 12.1%, 여

성복지시설이 7.6%, 정신질환자요양시설이 2%, 부랑인시설이 1.5%를 차지함

Ÿ 유형별 수용인원수 비중은 노인복지시설 57.2%, 장애인복지시설 13.8%, 아동복지시설 13.4%, 정신

질환자요양시설 8.4%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구분

총 계 아동복지 시설 노인복지 시설
장애인복지 

시설
여성복지 시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부랑인시설

시설수
수용인

원
시설수

수용인
원

시설수
수용인

원
시설수

수용인
원

시설수
수용인

원
시설수

수용인
원

시설수
수용인

원

전국
3,228
(100)

141,952
(100)

365
(11.3)

18,275
(12.6)

2,144
(66.3)

77,348
(53.2)

403
(12.5)

23,175
(15.9)

221
(6.8)

5,878
(4.0)

58
(1.8)

12,228
(8.4)

43
(1.3)

8,495
(5.8)

경남
198
(100)

9,639
(100)

28
(14.1)

1,287
(13.4)

124
(62.6)

5,516
(57.2)

24
(12.1)

1,329
(13.8)

15
(7.6)

396
(4.1)

4
(2.0)

806
(8.4)

3
(1.5)

305
(3.2)

비율 6.1 6.8 7.7 7.0 5.8  7.1  6.0 5.7 6.8 6.7 6.9 6.6 7.0 3.6 

자료 : 경상남도, 경남통계연보, 2009

<표 1-2-16> 전국과 경남의 사회복지시설 분포현황(2008) (단위 : 개소, 명, %) 

4) 문화․관광자원

Ÿ 경상남도에는 4개소(지리산, 가야산, 덕유산, 한려해상)의 국립공원과 2개소(가지산, 연화산)의 도립

공원이 분포되어 있음

Ÿ 대표적인 가야문화권의 중심지역인 경상남도에는 총 1,567점의 국가·지방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

료 등이 존재하고 있음

Ÿ 22개소의 지정관광지와 2개의 관광특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8개의 대규모 향토문화축제가 매년 개

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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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개소수 분 포 지 역

자연
자원

국ㆍ도립공원 6개소
국립공원(4개소) : 지리산, 가야산, 덕유산, 한려해상
도립공원(2개소) : 가지산, 연화산

온천 3개소 부곡, 마금산, 가조

역사
문화
자원

문화재 1,567점
국가지정문화재(269점), 지방지정문화재(751점), 
문화재자료(510점), 등록문화재(37점)

향토문화축제 8건
하동 야생차문화축제(5월), 산청 지리산한방약초축제(5월), 
통영 한산대첩축제(8월), 진주 남강유등축제(10월), 
김해 분청도자기축제(10월) 등

관광
자원

지정관광지 22개소 도남, 당항포, 표충사, 수승대, 마금산, 송정 등

관광특구 2개소 창녕 부곡온천, 통영 미륵도

자료 : 경상남도 도정백서, 2011

<표 1-2-17> 관광자원 분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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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9> 국토형성의 기본골격

제2절 관련 상위계획의 주요 내용

1. 제4차 국토종합계획(2011-2020)

1) 계획의 비전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글로벌 녹색국토』

2) 계획의 목표

■ 경쟁력 있는 통합 국토

■ 지속가능한 친환경 국토

■ 품격있는 매력 국토

■ 세계로 향한 열린 국토

3) 추진전략

Ÿ 국토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 및 광역

적 협력강화

Ÿ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국토공간 조성

Ÿ 쾌적하고 문화적인 도시·주거환경 조성

Ÿ 녹색교통․국토정보 통합 네트워크 구축

Ÿ 세계로 열린 신성장 해양국토 기반 구축

Ÿ 초국경적 국토경영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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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남권 발전방향 : 환태평양 시대의 항만ㆍ물류 및 기간산업 중심지

(1) 기본목표 

■ 동북아 국토개방 및 국제교류 중심지

■ 동북아 국제무역·금융·컨벤션산업 중심지

■ 동북아 해양문화·생태관광의 국제거점 

■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지식기반산업 중심지 

■ 환동해 녹색에너지 성장 거점

(2) 권역의 발전방향

① 동북아 국제 비즈니스 및 금융산업의 거점 육성

Ÿ 동북아 물류 비즈니스 거점기능 강화를 위하여 신항만을 중심으로 포트 비즈니스 밸리(Port 

Business Valley) 육성 

Ÿ 동북아 선도 금융거점 육성을 위하여 부산 금융중심지에 해양·파생 특화금융 거점 구축

Ÿ E-해양금융허브를 통한 해양관련 전자금융의 국제화로 전자상거래의 전자결재 수요에 대응

Ÿ 지역특화 파생상품 개발의 집중 투자 및 상품거래소 설립으로 신상품시험상장 제도 도입

Ÿ 선박금융 및 자금조달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해운관련 산업발전을 위한 선박투자회사를 통한 선박

금융 활성화

② 환태평양시대 유라시아 관문역할을 위한 교통 및 항만물류 인프라 구축

Ÿ 국토 개방거점으로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항만물류 중심기지 구축과 복합운송체계 및 교통인프

라 구축

Ÿ 지역간 산업물류 및 관광자원의 연계 강화를 위한 동남권 환상형 내륙순환도로 구축 및 지역 교

통난 해소

③ 동북아 신성장 전략산업벨트 및 초광역 산업클러스터 구축

Ÿ 신성장동력 및 수송기계산업 육성과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을 촉진할 신성장 전략산업벨트 구축

Ÿ 주력산업의 고부가치화 및 첨단지식기반산업 전환으로 국가기간산업의 거점역할을 위한 동남권 초

광역 산업클러스터 구축

Ÿ 국제물류산업 육성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자유무역지역 역할 증대와 첨단산업(메카트로닉스, 생

명공학 등) 위주로 산업구조 고도화

Ÿ 동남권의 관련 연구개발 기관과의 연계성 강화 및 협력을 통한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동남권 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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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클러스터 조성 추진 

Ÿ 지역 전통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초광역 산업클러스터 구축

④ 녹색성장의 동력 및 성장거점 육성

Ÿ 동남권의 주력산업에 대해 저탄소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및 녹색기술산업 유치를 통해 

에너지 클러스터를 구축

Ÿ 생태공원 조성, 상·하수도 서비스 품질 향상,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체계적 폐기물 처리 및 자

원화 추진으로 맑고 쾌적한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 조성

Ÿ 기존 개별입지의 집적지 재정비를 통한 산업단지화 추진 및 생태산업단지 네트워크 구축 

Ÿ 충전시스템 구축 및 디젤하이브리드차, CNG버스 보급 확대 등 그린카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

성

Ÿ 동북아 해양문화·관광거점 육성을 위한 동북아 국제 관광루트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과 동북아시

아의 국제적 해양레저관광클러스터 구축 

Ÿ 문화·관광콘텐츠화를 통한 역사문화·생태관광거점을 육성하고, 권역내 특화 관광루트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 특화축제강화 및 문화·관광콘텐츠 개발ㆍ육성

Ÿ 동남권 신성장거점지역 설정 및 주요 전략산업과 연계 강화와 상호 보완성 제고

Ÿ 낙후지역의 기본적 생활서비스 시설의 우선입지 및 균형입지 추진

⑤ 협력 거버넌스 및 제도적 기반 구축

Ÿ 광역자치제 구성 및 광역 거버넌스 기구 설치 등을 통해 타 권역과의 협력 시스템 구축

Ÿ 광역경제권의 효율적 지원과 관리를 위한 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광역산업 중심의 산업별 광역 

산·학·연·관 협의체로 확대·연계

Ÿ 초국경 광역경제권(동남권-큐슈권)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새로운 발전축 형성 및 동북아 핵심 경제

권으로 도약을 통한 동북아 통합경제체제의 새로운 상생 발전모델 제시  

Ÿ 동남권 새로운 특화산업 발굴·육성과 광역교통망 구축 및 신항만 운영합리화 사업 등 공동 추진 

Ÿ 생활기반시설의 확충하여 권역내 도시와 농어촌간의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한 제

도적 기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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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 2차 수정계획(2001～2020)

1) 계획의 목표

■ 21세기 글로벌 교통물류 강국도약을 위한 세계 일류수준의 도로·철도·공항·

항만  등 교통기반시설 확충

■ 상호연계되고 효율적인 국가종합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육상․해상․항공교통의 통합 

네 트워크 구축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통혼잡비용․물류비용․교통사고비용 등 교통물류활동으

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의 감축

■ 미래사회 대비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구현

2) 추진전략

① 부문간 효율적 스톡 조정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Ÿ 국가교통체계의 종합조정 및 효율성 강화

Ÿ KTX 중심 철도고속화 및 도로기능 효율화

Ÿ 항공․해운․물류 경쟁력 강화

② 교통연계성 강화를 위한 인터모달리즘 구현

Ÿ 교통수단간 연계환승체계 강화

Ÿ 물류거점 연계교통체계 구축

③ 21세기 글로벌 교통․물류 강국 실현

Ÿ 육․해․공 통합연계 국제교통망 구축

Ÿ 국제 교통․물류시장 통합대응

④ 저탄소 녹색성장형 교통체계 구축

Ÿ 녹색성장 교통체계 전환

Ÿ 미래형 교통기술 개발 및 구현

⑤ 선진국 수준의 교통서비스 제공

Ÿ 교통안전, 재난대응 및 보안체계 강화

Ÿ 교통서비스의 사회적 형평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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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0>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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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12～2021)

1) 계획의 비전

글로벌 녹색한국을 선도하는 품격있는 선진관광

2) 계획의 목표

■ 한국문화가 생동하는 창조관광

■ 관광자원의 보전과 재생을 유도하는 녹색관광

■ 국민의 생활 속에 스며드는 생활관광

■ 책임과 참여로 정의사회를 실천하는 공정관광

■ 성장동력산업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관광

3) 추진전략

① 품격관광을 실현하는 관광개발 정책효율화

Ÿ 공공과 민간의 균형발전 유도, 경쟁력을 강화하는 관광개발 체계 개선

Ÿ 체계적 관광자원 개발․운영을 위한 관련제도의 실효성 확보

② 미래 환경에 대응한 명품 관광자원 확충

Ÿ 미래관광 개발을 선도하는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환경 구축

Ÿ 관광공간, 관광콘텐츠 확대를 통한 관광개발 영역 확장

③ 문화를 통한 품격있는 한국형 창조관광 육성

Ÿ 고품격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한국문화 명품화 및 세계화

Ÿ 지역의 고유문화를 활용한 새로운 관광지역 창출

④ 국민이 행복한 생활관광 환경 조성

Ÿ 여가문화 정착과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

Ÿ 소득수준, 연령별 특성, 사회적 계층을 고려한 관광개발 유도

⑤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관광확산

Ÿ 자연자원에 기반한 녹색관광지역 확충 및 생태적 지속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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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관광자원의 친환경적 관리운영 방식 활성화

⑥ 관광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

Ÿ 미래환경 변화에 대비한 남북한 관광개발 기반 확충

Ÿ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관광교류 확대로 상생과 공동발전 도모

4) 광역관광권 추진전략

(1) 부․울․경 관광권 : “해양레저·크루즈관광 중추지역”

Ÿ 동북아 크루즈 관광의 허브 구현

Ÿ 남해안의 해양자원을 활용, 경쟁력 있는 해양·휴양관광 육성

Ÿ 지역산업 연계형 산업관광 및 MICE 산업 육성

Ÿ 산·강·바다가 어우러지는 생태관광 연계벨트 조성

(2) 시․도별 개발 전략 

 경상남도 : 사계절 관광휴양 중심지

Ÿ 한려해상의 수려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 기반 구축

Ÿ 가야·불교문화 등을 활용한 역사·문화관광 기반 조성

Ÿ 우포늪을 중심으로 낙동강 생태관광 기반 조성

Ÿ 지리산권과 해양을 연결한 보양․휴양 관광벨트 구축

5) 초광역 관광벨트 추진전략

□ 남해 다도해안을 연계하는 ‘남해안 관광벨트’

Ÿ 해안권-제주-중·일 등 근해 및 세계 주요지역을 연결하는 국제크루즈 항로를 개설하고 국제선사 

유치 및 관광상품 개발

Ÿ 남중권(여수·순천·광양·사천·하동·남해)을 중심으로 동서통합 및 지역발전 거점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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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1> 초광역 관광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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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남광역경제권 발전계획(2009～2013)

1) 계획의 비전

환태평양시대 세계 제일의 기간산업 및 물류·교통의 중심지

2) 계획의 목표

■ 산업 및 관광의 융합기지화를 통한 신성장벨트 구축

■ 환태평양 고부가 클러스터 형성 및 물류․교통 인프라 구축

■ 지역적 특성을 제고한 첨단 해양산업의 세계 일류화

■ 저탄소․녹색성장을 통한 살고 싶은 동남권 조성

■ 초국경 경제권과의 네트워크 구축 

3) 추진전략

① 산업 및 관광의 융합기지화를 통한 신성장벨트 구축

Ÿ 융·복합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Ÿ 동남권 특화 관광의 창출

Ÿ 융합부품․해양․자동차․조선산업의 특성화 창출

② 환태평양 고부가 클러스터 형성 및 물류ㆍ교통 인프라 구축

Ÿ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별 클러스터 강화

Ÿ 국제복합 교통망 확보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Ÿ 기존 주력 기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구축

③ 지역적 특성을 제고한 첨단 해양산업의 세계 일류화

Ÿ 해양·자연·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관광자원 연계벨트 구축

Ÿ 휴양·레저·크루즈 등 복합 국제해양관광 허브 구축

④ 저탄소․녹색성장을 통한 살고싶은 동남권 조성

Ÿ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명품 Green 공간 확보

Ÿ 저탄소․친환경 녹색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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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초국경 경제권과의 네트워크 구축

Ÿ 시장·기술·생산체계의 국제적 분업체계 육성

Ÿ 초광역권(큐슈) 시장과 연계한 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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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여건변화 전망 및 기존 도종합계획의 진단

1. 미래 여건변화에 대한 전망2)

1) 지구적 차원의 패러다임 전환

 전지구적 기후변화와 자원위기 심화

Ÿ 화석연료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지구 온난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우려 고조

 교토의정서(1997), 발리로드맵(2007)3) 등 글로벌 차원의 대응논의 확산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 요구 심화

 탄소배출권 확보,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범세계적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며, 에너지 수요 증가

에 따라 한정된 에너지 자원 고갈에 대한 위기감 고조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의 매장량이 한계에 도달하여 에너지 확보경쟁이 치열해질 전망

<그림 1-2-12> 연대별 자연재해 피해 현황

 자료 : 국토해양부. 2008. 「기후변화 대응 국토공간계획 평가 및 과제」.

Ÿ 기후변화에 따라 물부족, 수해가 빈발하고 하천자원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전망

2) 제4차 국토종합계획(2011-2020)에서 요약 발췌하였음.

3) 2007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교통의정서가 만료되는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체제 협상의 기본방향과 일정에 대한 규칙으로 채택한 협약. 기존의 교토의

정서는 38개국 선진국을 참여대상으로 한정했던 반면, 발리로드맵 채택으로 인해 2012년 이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게 됨. 발리로드맵 채택에 따라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 의

무국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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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부족(2016년 10억㎥)에 대비한 충분한 수자원 확보 필요

 수해복구 위주의 치수대책에서 사전예방 투자로 전환 요구

 국토공간 디자인과 품격 향상을 위한 수변공간의 체계적 정비 필요성 증대 예상

 거대 지역경제권 중심의 신개방 경쟁체제 가속화

Ÿ 전방위적인 FTA 추진이 확산되고, 경제 블록화 등으로 글로벌 교역 및 투자가 확대될 전망

 한-미, 한-EU 등 글로벌 FTA시대의 확산으로 국경을 초월한 국가간 지역경제통합 가속화

 대외 수출시장이 확대되는 한편 산업경쟁력 확보 및 외국자본 유치가 중요시될 전망

Ÿ 세계화·개방화의 진전으로 지역간 경쟁이 보다 가속화 될 전망

 기존의 국가간 경쟁체제에서 지역이 직접 세계시장에서 타지역과 경쟁하는 체제로 전환됨에 따

라 지역간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광역단위 지역경제권 형성 심화

 지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산업 육성, 매력있는 생활환경, 양호한 인프라, 우수인재 보유 

등이 보다 중시될 전망

2) 한국의 사회적 변화

 인구감소 및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

Ÿ 향후 절대인구는 2018년을 기점으로 감소하여, 2020년경 연령대별 인구구조는 역사다리꼴로 변화

할 것으로 전망 

 2018년 4934만 명을 정점으로 인구가 점차 감소하여 2030년 4863만 명에 이를 전망4)

Ÿ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2020년에는 고령화율 15.6%에 이를 것으로 전망

 한국의 고령화 속도5)는 OECD국가 중 1위(프랑스 115년, 스웨덴 85년, 일본 24년, 한국 18년)로 

급속히 진행될 전망

Ÿ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라 경제성장 시스템과 산업, 기업 및 개인의 행동양식 등 경제·사회 모

든 분야에 걸쳐 근본적 변화 예상

 도시기반시설 정비, 다양한 정주 및 교통환경 구축 등 대응전략 마련 필요

 경제저성장시대의 도래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량공급 위주의 공공정책이 한계를 노정

4) 통계청. 2009.1.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분석 및 시사점」.

5) 고령화 속도 :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14%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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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3> 총인구의 감소 및 고령사회 진입

자료 : 통계청. 2009.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분석 및 시사점」. 재구성.

 교통·생활 혁명으로 U-Green 통합형 시대 전개

Ÿ 에너지 절약형 교통체계 및 정보통신기술이 연계 발전하는 유비쿼터스-그린(Ubiquitous-Green) 통

합형 시대가 본격 전개될 전망

 신속·안전한 이동 및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해 교통기술과 IT기술이 결합된 지능형교통시스템

(ITS)6), 스마트하이웨이 구축 등이 보다 확대될 전망

Ÿ 고속철도, 스마트 하이웨이 등 저탄소 고속교통망의 구축으로 통근권, 경제·여가활동의 공간적 

범위가 대폭 확대되는 등 생활패턴의 변화 예상

 2017년까지 경부 및 호남고속철도가 완공되어 고속교통망이 확대됨에 따라 전국 1시간 30분대 

생활권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

 환경, 문화 등 삶의 질에 대한 요구 증대

Ÿ 환경관련 국민의식 변환, 소득증대 등에 따른 소비행태 변화로 국민의 시간 및 공간이용 패턴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전망

 경제, 산업의 양적 발전에서 문화적 질적 생활환경의 추구와 환경보전과 개발이 어우러진 지속

가능한 국토공간에의 요구 증대

 늘어난 여가시간과 소득을 생산적인 문화활동으로 소비하기 위한 여가·문화공간 수요 및 쾌적

한 환경에 대한 요구 증대 예상

Ÿ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생활기반시설의 배려 필요성 증대 

 고령인구를 위한 정주 및 여가시설 공급, 장애인 편의성 증대 등을 위한 생활시설공급 등이 더

6) ITS :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전자, 정보, 통신, 제어 등의 기술을 교통체계에 접목시킨 지능

형 교통 시스템. 신속, 안전, 쾌적한 차세대 교통체계를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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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중요한 가치로 부각

 남북 교류 및 유라시아-태평양 협력기반 강화

Ÿ 환태평양권과 유라시아간 교류 증진에 따라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 증대

 2030년 한국의 GDP는 전세계 GDP의 2%, 한·중·일 경제권은 42%에 이를 전망

 동북아경제권이 EU, NAFTA와 더불어 세계 3대 경제권의 하나로 성장하면서 역내 중추지위 확

보가 중요시될 전망

Ÿ 남북한 긴장이 지속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상호간 신뢰확보 및 호혜적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한반도의 경제적 통합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필요성 증대

3) 국토환경의 현안문제 및 과제

 기후변화 대응 미흡 및 에너지 과소비형 국토공간의 지속

Ÿ Post 2012체제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간구조 개편 및 제도적 기반 구

축 미흡

 에너지 과소비형 공간구조, 도로 중심의 교통체계 등으로 인해 전체 온실가스의 42%가 건물·

교통 부문에서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

 도심내 주거·상업지역 등의 일률적 구분(zoning), 승용차 위주 교통체계 등으로 보행·자전거·

대중교통의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어 해결방안 마련 필요

Ÿ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라 한정된 에너지 자원 고갈에 대한 대비책 마련 필요

 에너지 가격 급등, 에너지 자원 확보 등에 관한 대비책 마련과 해양자원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가 필요

Ÿ 녹색성장 정책의 본격 추진에 부합하는 국토발전전략 마련 미흡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미래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이후 녹색성장국가전략 등이 본격 추진됨

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전략 마련 필요

Ÿ 국토의 이용 및 개발과정에서 야기되는 자연환경 및 생태계 훼손, 국민의 생활환경 악화를 방지하

기 위한 통합적 국토관리방안 미흡

 강, 산림, 연안 등 생태계 구성요소별 특성 및 연결성을 고려하지 못한 개발로 국토관리네트워

크의 단절이 초래되고 있어 국토 환경을 유지·개선하기 위한 통합적 관리방안 필요

Ÿ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재해에 대한 종합적 방재시스템 및 체계적 대처방안 미흡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및 재난의 반복·대형화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 대비태세 마련 및 사

전예방 투자 확대 필요

 유라시아-태평양 관문국가 성장을 위한 글로벌 국토기반 취약

Ÿ 유라시아-태평양 중추국가 지위 선점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미흡

 수도권 과밀해소 및 집중완화를 위한 경직적·물리적인 규제로 국제경쟁을 선도해야 할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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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쟁력 저하

 국가 및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을 

발전적으로 수용·보완할 수 있는 계획 마련 필요

Ÿ 지경학적 위치는 우수하나 각종 규제, 높은 토지비용, 취약한 인프라, 경직된 노동시장, 불편한 생

활여건 등으로 실제 투자유치 성과는 미흡

 다기화된 토지이용계획, 복잡한 용도지역 구분, 엄격한 행위 제한 등으로 토지 확보 및 이용에 

많은 시간과 비용 소요

 매력있는 생활환경, 양호한 인프라, 우수인재 유치 등을 위한 전략 마련과 투자유치 제도 정비 

필요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대비한 국토관리 기반 미흡

Ÿ 인구감소 및 고령화시대의 도래에 대비한 새로운 국토관리 기반 형성 미흡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도시공간구조 및 토지이용 패턴 변화, 주택수요의 변화 등에 대응

한 새로운 전략 마련 필요성 증대

 외국인 근로자 유입 등 외국인 정책에 따른 정책수립 필요성 증대

Ÿ 저성장시대 도래에 대비한 국토관리 패러다임 전환 미흡

 글로벌 금융위기 및 세계 경기침체 장기화, 생산인력 감소 등으로 저성장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량공급 위주의 개발 패러다임 지속

 대규모 개발 및 공급주도형 국토관리 방식에서 탈피해 실수요를 고려한 새로운 국토이용 및 관

리 방식 정립 필요

 인구감소 및 저성장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토지이용전략과 수요맞춤형 국토공간 조성

 지역의 자립적 통합발전 기반 취약 

Ÿ 광역화되는 산업·경제활동에 대응해 도시지역과 주변지역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광역적 공

간관리의 미정착

 도시주변의 개별적 개발행위로 인한 도시경관의 훼손 및 농지, 산지의 효율적 보전·활용 곤란

 지역간 개발 및 갈등을 광역적인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광역적 협력수단 및 협

상문화의 형성이 미흡

Ÿ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지속적인 인구유출 및 성장기

반의 미비 등으로 인해 발전 잠재력이 취약

 2008년 현재 전국 인구의 49.1%(2475만명), 제조업체의 56.9%가 수도권에 집중

 지방의 산업구조는 수도권과의 교역을 통해 발전을 도모하는 교역형 경제구조 형성7) 

Ÿ 고속철도 등 초고속 교통망의 확충에 대응한 국토공간구조 재편 전략 미흡

 초고속 교통망의 확대로 전국 1시간 30분대 생활권 시대에 진입하여 기업 및 국민의 활동공간

7) 한국은행, 2007. 「지역간 산업연관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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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공간구조 형성 필요

 산업 및 인구의 재배치, 생활권 확대 등 국토공간구조 재편을 위한 전략 마련 필요

 양질의 정주환경 및 사회통합 기반 미흡

Ÿ 주택보급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선진국에 비해 주택재고가 부족하고 지역별 수급 불균형과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문제는 상존

 인구 천인당 주택수는 350호(2009년)로 선진국의 70% 수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206만 가

구로 전체 일반가구의 13%를 차지

 선진국형 정주환경 및 주거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새로운 주택정책 방향 설정 필요

Ÿ 성장 위주의 도시개발로 인해 국토경관의 품격이 저하되고 도시의 역사적·문화적 유산이 어우러

진 고품질의 정주환경 조성이 미흡

 아파트 건설 위주의 획일적인 도시개발로 개성있는 도시경관 형성 미흡

 지역의 역사·문화 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유지·보존하기 위한 전략 마련 필요

Ÿ 여가·문화에 대한 수요는 점차 다양화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적정시설 공급 및 자원 활용은 미흡 

 적정 수준의 문화·여가시설 공급 및 강, 산, 해안 등 수려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여가·문화 

환경 조성 필요

Ÿ 고령인구, 장애우,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생활기반시설이 불충분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도시설계 기준 마련, 교육 및 복지시설 공급 확대 등 필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성장선도형 산업기반 미흡

Ÿ 녹색성장을 미래 한국의 신성장동력으로 설정하였으나 이를 육성하기 위한 성장기반 조성 미흡

 IT 산업, 나노산업, 생명공학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환경산업, 문화관광산업 등 신성장산업이 

부상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공간정책은 미흡

 신성장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산업용지 및 지원시설 조성 방안 마련 필요

Ÿ 대도시 산업단지의 노후화로 인하여 도시형 산업의 특화발전 미흡

 기존 도심산업단지는 노후화되어 첨단 신성장산업 입지 자체가 곤란하여 도시경쟁력 저하의 원

인으로도 작용

Ÿ 육지부 중심의 국토이용 전략으로 해양영토 및 자원관리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미흡

 해양영토에 대한 관리 강화와 함께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해양자원의 발굴·활

용 및 산업화전략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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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도종합계획의 성과진단

1)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

Ÿ 지난 2008년 수립된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2008 – 2020)에서는 계획의 비전을 “인간․
환경․지식 중심의 남해안시대 중추 경남”으로 설정하여, 인간과 환경 그리고 지식의 3대 개념을 

도정의 중요 가치로 설정한 바 있음

Ÿ 이는 21세기가 시작되면서 나타난 다양한 사회적 환경변화와 미래 중요 가치를 토대로 설정한 것

이며, 당시 민선 4기의 핵심적인 발전전략인 남해안시대를 도종합계획의 비전으로 채택한 것임

Ÿ 또한, 비전 달성을 위해 ① 기술‧정보주도의 첨단경남, ② 세계와 하나되는 열린경남, ③ 자연과 

공생하는 환경경남, ④ 삶의 질을 높이는 자치경남, ⑤ 남해안시대의 거점경남 등 5가지의 목표를 

설정하여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바 있음

<그림 1-2-15> 도종합계획 수정계획의 비전과 목표

Ÿ 세부적인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음

 기술 정보주도의 첨단경남 실현을 위해 전략산업 첨단화,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집적화, 산업구조 

고도화, 기술연구기반 확충 등의 전략을 제시하였음

 세계와 하나되는 열린경남을 위해서는 대외지향적 교통망 구축, 지역교통체제 확충, 유통·물류 

혁신, 국제교류 활성화, 정보화 기반 구축 등의 전략을 제시하였음

 자연과 공생하는 환경경남을 위해서는 건강한 자연환경 보전관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매력

있는 경남경관 조성 등의 전략을 제시하였음

 삶의 질을 높이는 자치경남을 위해서는 사회 취약계층 복지체계 확립, 문화예술산업 활성화, 관

광시설 및 프로그램 선진화, 재난대응 역량 강화 등의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음

 남해안시대의 거점경남을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 도모, 지역간 협력체제 구축, 도시별 개성을 

갖는 특성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실현, 지역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 등의 전략을 제시하였음

Ÿ 전체적으로 산업구조 전환, 교통망 확충, 환경 및 경관관리, 복지 및 문화관광, 균형발전, 인적자

원 등 21세기 도정발전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전략과제를 제안한 것으로 진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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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지표

Ÿ 2008년 수립된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제시된 계획지표를 인구와 경제지표 중심으

로 현재 시점에서 평가해 보면, 먼저 인구는 당시 2010년의 경남도 인구를 314만으로 계획한 바 

있는데 2010년 현재의 인구가 추계인구 기준 318만으로 약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구분

단위
기준
연도
2006

도종합계획(2008) 지표
2010
현재

비고
대분류 소분류 2010 2016 2020

인구
지표

총인구 만명 312 314 314 315 318 초과

평균수명 세 79.2 79.1 80.1 81.0 80.6 초과

경제
지표

지역총생산 10억원 61,735 104,650 144,900 191,475 77,213 미달

1인당 지역총생산 천원 19,787 29,900 40,250 51,750 24,590 미달

수출액 백만불 31,338 35,300 71,000 105,000 58,379 초과

수입액 백만불 18,186 25,332 50,951 76,327 30,274 초과

GRDP대비 R&D비중 % 2.0 6.8 7.2 8.0 1.8 미달

<표 1-2-18>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의 계획지표 평가

Ÿ 경제지표 중 지역 총생산은 104조로 계획하였으나, 2010년 현재 실질기준 77조로 약 70% 정도의 

달성도를 보이고 있음. 또한, 1인당 GRDP 역시 2,990만원 정도를 목표로 삼았으나 2010년 현재 

2,460만원 정도의 달성도를 보이고 있음

Ÿ 반면, 수출과 수입은 상당한 초과달성도를 보이고 있음. 2008년 계획에서는 353억 달러를 수출할 

것으로 설정하였으나, 2010년 584억 달러를 수출하였고 253억 달러의 수입액을 예상하였으나 2010

년 현재 303억 달러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음

Ÿ 전체적으로 인구지표는 계획대비 적정한 수준으로 추계된 것으로 진단할 수 있으나, 경제지표는 

총생산 관련 지표가 상당 수준 미달되었고, 수출수입액은 초과 달성되어 경제지표 전반에 대한 재

설정이 필요함

Ÿ 경제지표의 목표치와 실제의 차이는 계획수립 당시의 지역여건이 IMF 외환위기가 있던 시기를 제

외하면 1990년 이후 보여 온 지속적인 고성장(연간 10% 내외의 경제성장)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한 때문으로 보여지며, 수출액의 초과 달성은 최근의 조선경기 활황에 따른 지역 조선산업의 

수출액 증가가 큰 몫을 담당한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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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지역의 미래에 대한 경남도민의 요구

1. 주민의식조사 개요

 조사목적

Ÿ 경상남도 도민이 바라는 지역의 미래 발전방향과 전략을 모색하고, 계획 수립과정에 있어서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및 개발계획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

 조사설계

Ÿ 주민의식 파악을 위해 설정한 조사설계는 다음과 같음

구   분 내   용

모집단  경상남도 거주자  약 320만명 (국가통계 포털 2009년 기준) 대상

표본크기  1,000부 (현장 면접조사) / 경상남도민  1,000명 대상

표본추출방법  지역별 배분 후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

표본오차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0.5%임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직접면접 조사

조사기간  2011년 12월 15일～ 12월 28일(14일간) 

<표 1-2-19> 조사설계 내용

2. 도민들이 바라는 경남의 미래

1) 지역의 발전수준

 주거분야

Ÿ 현재의 경상남도의 주거환경에 대한 발전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은 ‘보통’이 가장 높게(56.2%) 나타났고, ‘낮음’

과 ‘우수’는 비슷한 평가를 내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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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19.7

56.2

18.4

1.9

매우낮음

낮음

보통

우수

매우우수

<그림 1-2-15> 주거분야 발전수준 평가

   

 경제분야

Ÿ 현재의 경상남도의 경제적 발전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은 ‘보통’이 가장 높게(42.3%) 나타났고, ‘낮음’이 29.0%, 

‘매우 낮음’이 5.7%로 평가되고 있음

5.7

29

42.3

21.5

1.5

매우낮음

낮음

보통

우수

매우우수

<그림 1-2-16> 경제분야 발전수준 평가

 교통인프라분야

10.1

30.9

39.2

17.8

2

매우낮음

낮음

보통

우수

매우우수

<그림 1-2-17> 교통인프라분야 발전수준 평가

Ÿ 현재의 경상남도의 교통인프라 발전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평가는 ‘보통’이 3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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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음’이 30.9%, ‘매우 낮음’도 10.1%로 평가하여 교통인프라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문화관광분야

Ÿ 현재의 경상남도의 문화관광분야 발전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평가는 ‘보통’이 4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낮음’이 30.3%, ‘매우 낮음’도 10.5%로 평가하여 교통인프라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10.5

30.3

41.3

16.4

1.5

매우낮음

낮음

보통

우수

매우우수

<그림 1-2-18> 문화관광분야 발전수준 평가 

 사회복지분야

Ÿ 현재의 경상남도의 사회복지분야 발전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평가는 ‘보통’이 (4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낮음’이 28.6%, ‘매우 낮음’도 7.4%로 평가되어 체감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7.4

28.6

44.8

17.3

1.9

매우낮음

낮음

보통

우수

매우우수

<그림 1-2-19> 사회복지분야 발전수준 평가

2) 지역의 미래

 미래모습

Ÿ 앞으로 경상남도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문화 

중심지역’이 23.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첨단산업 중심지역’이 20.9%, ‘교육/연구 중심지

역’이 20.2%의 순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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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20.9

16.2

23.9

4.1

5.8

20.2

제조업 중심지역

첨단산업 중심지역

관광 중심지역

문화 중심지역

항만물류 중심지역

농어업 중심지역

교육/연구 중심지역

<그림 1-2-20> 지역의 바람직한 미래모습

 미래발전의 중요 가치

Ÿ 경상남도의 미래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균형성장’이 21.9%로, ‘경제발전’이 21.4%의 순으로 나타났음

21.4

8.8

17.4

15.8

21.9

8.2

6.5

경제성장

환경보호

사회복지

지역개발

균형발전

지역/계층간 갈등 해소

세계화/광역화

<그림 1-2-21> 지역발전의 미래가치

 미래의 중요 산업

Ÿ 경상남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앞으로 어떤 산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조선/기계/항공산업’이 24.5%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금융/교육/

서비스산업’ 18.8%, ‘신재생에너지산업’ 17.7%의 순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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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17.7

14.6

18.8

11.3

13.1

조선/기계/항공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전자/바이오/로봇산업

금융/교육/서비스산업

농업/임업/어업

해양관광/레저산업

<그림 1-2-22> 지역의 미래 중요 산업

 지역개발의 정책방향 

Ÿ 앞으로 바람직한 지역개발을 위해 경상남도가 해야 할 일들 중에 어떠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의 답변으로 ‘경남 전체 균형개발’이 43.4%, ‘환경보호와 개발의 조화’ 17.6%의 

순으로 나타났음

43.4

11.3

7.2

9.6

10.9

17.6

경남 전체 균형개발

남해안지역 개발

내륙지역 개발

도시지역 개발

농어촌지역 개발

환경보호와 개발의 조화

<그림 1-2-23> 지역개발의 정책방향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Ÿ 앞으로 경상남도의 농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어떤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

까?의 답변으로 ‘생태/환경 중심의 관광산업 육성’이 24.8%, ‘과학 첨단 농어업 육성’이 

20.2%의 순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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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20.2

24.8

16.9

6.2

15.6

무공해 청정 농수산업 육성

과학 첨단 농어업 육성

생태/환경 중심의 관광산업 육성

도시 배후 전원/여가지역으로 개발

전통적 역사문화환경 보전

인구유입 지원(귀농귀촌)

<그림 1-2-24> 농어촌 활성화의 정책방향

 행정분야의 역량강화

Ÿ 앞으로 경상남도 및 시군의 행정이 어떤 분야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의 답변으로 ‘경

제/산업발전분야 행정역량 강화’이 28.9%, ‘복지분야 행정역량 강화’ 28.4%의 순으로 나타났음

28.9

28.4

12.7

8.4

15.3

6.3

경제/산업발전분야 행정역량 강화

복지분야 행정역량 강화

환경분야 행정역량 강화

개발/건설분야 행정역량 강화

문화/관광분야 행정역량 강화

정보화분야 행정역량 강화

<그림 1-2-25> 강화되어야 할 행정분야

3. 도민 의식조사결과의 시사점

1) 지역발전수준의 평가

Ÿ 경상남도의 현재 발전수준에 대한 지역주민의 평가결과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중간정도의 평가를 

내리고 있음. 그러나, 경제·사회복지·문화관광·교통인프라 등의 항목에서는 낮음 혹은 매우 낮

음에 해당되는 부정적 평가도 다수 나타나고 있어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정책추진이 요구되

고 있음

2) 지역의 미래에 대한 요구

Ÿ 도민들이 바라는 경남의 미래 모습은 문화 중심지역, 첨단산업 중심지역, 교육/연구 중심지역의 

순으로 나타나 지금의 제조업 중심지역에서 변화를 가져올 것을 희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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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향후 경남의 미래발전을 위해 특히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가치로는 균형발전과 경제성장, 사회복

지의 순으로 나타나 도내 전체의 불균형발전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 그리고 성장의 열매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지강화를 원하고 있음

Ÿ 경상남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미래의 중요한 산업은 조선/기계/항공산업, 금융/교육/서비

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순으로 나타나 현재의 주력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상

대적으로 부족한 3차 산업의 강화, 그리고 미래 신성장동력인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기대가 큼

을 알 수 있음. 다만, 첨단산업 중심지역의 미래를 희망하는 문항과 연결시켜 해석하면 현재의 주

력산업인 조선/기계/항공산업의 첨단화에 대한 요구도 동시에 가지고 있음

Ÿ 낙후된 농어촌 지역에 대한 대책으로는 생태/환경 중심의 관광산업 육성, 과학 첨단 농어업 육성, 

전원지역으로 개발 등의 순으로 나타나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농어촌의 미래발전방향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 다만, 그 차이가 크지 않아 매우 다양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음

Ÿ 향후 경남도의 행정분야 중 ‘경제/산업발전분야와 복지분야의 행정역량이 중점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어, 지속적인 지역의 성장과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의 강화를 동시에 요구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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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지역의 발전잠재력 및 계획과제 도출

1. 지역의 발전잠재력 분석(SWOT) 

가. 강점요인

 동북아시아의 국토관문

Ÿ 경남은 동북아시아의 지경학적 요충지임. 신항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등 국제적인 개방거점을 통해 환태평양 경제권의 중심지역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음

Ÿ 또한 신국제공항 건설, 부산·경남·전남 등 남해안권을 연결하는 횡축의 광역교통망과 영남 내륙

으로 연결되는 종축의 교통축이 완비될 경우 교통․물류․관광의 전 분야에 걸친 국토 남부 광역경제

권의 핵심적인 발전거점이 될 수 있음

 첨단 제조업 ‧ 미래형 신산업의 메카

Ÿ 경남은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서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여 세계적인 산업지대로 발전해 왔음. 창

원국가산업단지 등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 기반위에 지식기반기계산업, 로봇산업, 지능형홈산업, 바

이오산업 등 4대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산업발전이 진행되어 왔음

Ÿ 최근에는 그 동안의 산업발전역량과 기반을 바탕으로 해양플랜트·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 신

산업과 에너지산업으로의 산업구조를 전환하고 있어 향후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보유할 수 있을 

것임

 풍부한 관광·문화자원 보유

Ÿ 경남은 남해, 지리산, 섬진강, 낙동강 등 풍부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대장경, 가야문화 등 세계

적인 가치를 인정받는 역사문화자원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음. 이러한 청정환경과 전통의 문화·역

사자원은 21세기 문화경쟁시대를 맞아 지역발전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나. 기회요인

 동북아시아 경제권의 확대와 한일-한중간 경제협력의 강화

Ÿ 경상남도는 동북아시아경제권의 지속적인 확대와 한일-한중간 경제협력의 강화라는 세계경제의 흐

름 속에서 그 변화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지경학적 조건과 산업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환태

평양경제권의 국제교류 및 관문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

Ÿ 특히, 최근 동남권 차원에서 일본과의 초광역 경제권 구축이 시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풍부한 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경남은 한일해협 경제협력지대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해양자원의 관심 증대

Ÿ 그 동안 개발과 활용에서 벗어나 있던 해양자원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점은 아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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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남해바다를 보유하고 있는 경남에게는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Ÿ 경제성장에 따른 관광패턴의 변화로 요트 등 해양레저스포츠의 가치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을 뿐 

아니라, 해상풍력, 바이오 등 무궁한 해양자원의 새로운 활용을 지역발전의 요인으로 활용할 가능

성이 높은 지역임

 혁신도시, 로봇랜드 등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Ÿ 창원에 건설 중인 로봇랜드는 로봇산업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그 역할이 기대되며, 이를 

통해 산업과 관광이 융합된 국가 로봇산업 발전의 견인차를 담당할 수 있을 것임

Ÿ 또한, 진주에 건설 중인 남가람 혁신도시는 산업기능과 교육, 문화 등 사회 각 방면의 성장을 유

도할 뿐만 아니라 부족한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기업지원지구 등 혁신클러스터의 구성요소를 보

완해 주고 연계체제를 강화할 경우 지속적인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높여 줄 것으로 전망됨

다. 약점요인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지속적 불균형

Ÿ 경상남도는 지리적 여건에 의해 창원을 중심으로 한 동부지역과 부산에 인접한 김해, 양산 등 일

부 지역의 급격한 산업발전에 비해 지리산 인근 지역 등 서부지역은 아직까지 특성화된 발전성과

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음

 독립된 경제권으로서의 규모․경쟁력 미흡

Ÿ 경상남도는 전국 3위권의 경제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나,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는 글로벌 경쟁시

대에 일본,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 비교해 볼 때 독립된 경제권으로서의 규모와 경쟁력은 아직 미

흡한 실정임

Ÿ 즉, 국내의 수도권 또는 동북아시아의 상해, 동경, 북경, 홍콩, 오사카 등과 경쟁하기에는 규모, 

경쟁력 등에서 아직 열위에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접한 부산, 울산, 전남 등과 연계

한 광역경제권의 활성화가 필요함

 IBEC-T(IT, BT, ET, CT) 등 신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 기반 취약

Ÿ 경남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가기간산업의 거점으로 기존 기계, 조선 등 전통적 제조업은 경쟁

력이 있지만, 새로운 21세기형 첨단산업은 부족한 실정임. 기존 산업과 첨단산업을 융복합화 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IT, BT, ET 등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상황임

라. 위협요인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 및 중국의 급성장

Ÿ 2008년 세계경제질서를 붕괴시킨 경제위기로 인해 산업전반에 대한 새로운 미래전략이 요구되고 

있을 뿐 아니라, 기후변화․에너지 위기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임. 또

한, 경남의 최대 산업기반인 조선산업의 경우 중국의 급성장으로 인한 새로운 경쟁력 개발이 필요

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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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체결 및 시장 개방 가속화로 인한 농수산업 등 취약산업 부문의 지속적 악화

Ÿ 최근 농어업 인구의 감소․고령화 및 농수산물시장 개방확대로 인한 경쟁력 저하로 농수산업 부문

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음

Ÿ 이러한 상황에서 농수산업을 둘러싼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어 향후 경남이 가진 잠재력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 농수산업의 미래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Ÿ 경쟁력의 중심이 가격에서 품질로, 생산방식이 토지집약적에서 자본기술집약적으로 전환되는 추세

에 맞추어 농수산업구조를 어떻게 고도화하느냐가 관건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경쟁력 저하

Ÿ 인구고령화와 출산율 저하가 중요한 사회·경제적 화두로 대두되는 현실에서 경남의 군지역은 전

국의 고령인구비율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특히 합천군, 의령군, 남해군 등 일부 

군지역은 30%를 초과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고령인구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Ÿ 향후 복지시설, 요양시설 확대 등 지속적인 복지강화가 요구될 것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

가를 초래할 것임. 아울러 농촌사회의 저출산 및 고령화는 정주기반의 약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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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O) 위협(T)

∙동북아 경제권 확대에 따른 
  사람과 자본이동 확대
∙해양자원개발의 관심 증대
∙농수산물 생산․소비의 
  패러다임 변화
∙주변 아시아 국가(중국 등)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국제
관광 수요증대

∙세계경제 침체와 기후변화 및 
에너지 위기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경쟁력 저하
∙중국 급성장에 따른 
  저부가가치 산업 분야
  경쟁 심화
∙FTA 체결 및 시장 개방 
  가속화로 인한 농수산업 등 
  취약산업 부문의 지속적 
  악화

(SO) 계획과제 (ST) 계획과제

강점
(S)

∙천혜의 자연환경 
∙풍부한 관광, 문화자원 
  보유
∙전통 제조업의 집적․
  특화 및 산업간 
  네트워킹 활발
∙제조업 혁신 및 성장
  동력 창출에 필요한 
  인적자원 보유
∙우수한 거점 항만  
  보유

∙지역자원의 다각적 개발을 통
한 지역경제 활성화

∙국제적인 관광․휴양산업의 거
점 개발(특히, 중국 

  관광객 집중 유치전략)
∙다양한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시너지효과 
  제고
∙항만․물류산업 기반 확충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산업 
  발굴
∙조선, 태양광산업 분야의 
  중국과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고부가가치화
∙지역자원을 바탕으로 한 
  지연산업의 특화 및 연계
∙농업생명식품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WO) 계획과제 (WT) 계획과제

약점
(W)

∙독립된 경제권으로서의 
  규모․경쟁력 미흡
∙해양 및 도서자원 활용 
  미흡
∙IBEC-T(IT, BT, ET, 
  CT) 등 신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  
  기반 취약
∙SOC 투자의 지역간 
  격차
∙수도권 등 국토 내륙권과

의 접근성 미흡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지속적 불균형

∙해양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미
래 성장산업 개발

∙기존산업과 첨단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
∙SOC 투자효과 확대를 위한 
  광역인프라 구축
∙농수산물의 고품질 및 
  브랜드화

∙경쟁력 있는 광역경제권 
  형성
∙철도 등 저탄소형 SOC 
  확충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후계농어업 인력 등의 
  유치를 위한 농어촌 
  정주환경 개선
∙세계적 수준의 산업단지 
  배후주거지 조성을 통한 
  창조인력 유인

<표 1-2-20> 경상남도의 잠재력 분석 및 계획과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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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잠재력 분석결과 및 계획과제 도출

 강점을 기회요소로 하여 지역발전의 잠재자원으로 활용

Ÿ 경남의 강점 중의 하나인 자연 및 문화자원의 다각적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천으로 

활용

Ÿ 다도해와 리아스식 해안, 연안의 갯벌,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등을 활용하여 국제적인 관광·휴양

산업의 거점으로 개발

Ÿ 기계·조선·항공 등 기존에 발달된 산업과 새로운 기술의 융복합화를 통하여 다양한 산업클러스

터 구축을 통한 시너지효과 제고

Ÿ 국제적인 관문지대화를 위해 항만․물류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기반시설을 확충

 강점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강점을 지속적으로 유지

Ÿ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때 우선적으로 지역자원을 바탕으로 한 지연산업의 특화 및 연계가 필

요함

Ÿ 지역의 주요 생산요소를 활용하여 농업생명식품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약점을 기회요소로 전환하기 위하여 자원활용 및 사고의 전환 시도

Ÿ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미래 성장산업을 육성

Ÿ 녹색성장과 연관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존산업과 첨단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

Ÿ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동서간·남북간 연결 강화를 위하여 SOC 투자를 확대하고 광역인프라 구축

Ÿ 농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주요 농수산물의 고품질 및 브랜드화 추진

 약점과 대내외적 위협요인을 타파하기 위하여 통합적 광역경제권 구축 및 여건 마련

Ÿ 부산, 울산과의 경제적 협력체를 구성하고 경쟁력 있는 통합경제권 형성

Ÿ 지역의 녹색성장화를 위하여 철도 등 저탄소형 SOC 확충을 도모

Ÿ 미래 전략산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Ÿ 농수산업 부문의 지속적인 유지와 FTA 이후를 고려하여 후계농어업 인력 등의 유치방안 마련 및 

농어촌 정주환경 개선

Ÿ 기존 산업단지의 재정비와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산업단지 

배후주거지 조성 등을 통하여 여건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창조인력을 유인할 수 있도록 함

Ÿ 해양자원 및 제조업 기반을 바탕으로 한 동북아 관광․경제 중심지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관광수요와 제조업 진출기회 확대 등 주변국가 정세에 맞춘 전략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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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경상남도는 도서자원, 문화자원, 경관자원이 풍부하여 이를 활용한 국제 관광의 거점지대 

역할 수행 가능

 뿐만 아니라 조선해양산업, 항공우주, 로봇산업 등 제조업 기반이 갖추어져 있어 국제적 산업요

충지화 가능

 동북아 중심지에 위치하는 입지적 여건을 활용하여 중국, 일본, 홍콩 등 주변국을 대상으로 한 

타깃마케팅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