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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의 미래상과 계획목표

제1절 계획의 비전과 목표

1. 계획의 비전

성장과 복지의 순환,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사회 경남 !!!

■ 지역발전의 패러다임 전환

<그림 2-1-2> 지역발전의 패러다임 전환

Ÿ 지금까지 국가 산업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 온 경남은 풍부한 산업입지 조건을 기반으로 제

조업 위주의 양적·물적 성장전략을 추진해 왔음

Ÿ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의 진전, 인구증가의 정체 등 사회경제적 성장잠재력이 점차 저하되어 갈 

것이 예상되며, 그 동안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의 악화, 그리고 성장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의 증가

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 등 많은 과제를 노정해 오고 있음

Ÿ 따라서, 앞으로 가야 할 우리의 미래는 지금까지의 팽창적 개발시대를 벗어나 사회와 경제, 그리

고 공간이라는 지역발전의 구성요소가 통합되는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에 기초하여야 할 것임

■ 미래 지역발전의 실천 가치 : 지속가능한 순환사회

Ÿ 본 계획에서는 계획의 비전을 “성장과 복지의 순환,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사회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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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으로 설정함

Ÿ 이는 사회·경제·공간 등 지역발전 3요소의 선순환 시스템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의미

하는 것임. 즉, 성장과 복지, 녹색산업과 전략산업, 개발과 보전 등 지역발전의 실천가치가 지속가

능한 선순환을 이루는 구조를 지향함 

 사회 :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경제 : 기존 전략산업과 녹색산업의 동반성장

 공간 : 개발과 보전의 조화 / 인간과 환경의 공존 추구

Ÿ 또한, 민선 5기 경남도정의 지역발전 철학인 번영 패러다임의 포괄적 개념화를 통해 미래발전의 

새로운 가치로 정립하고자 함

<그림 2-1-3> 지속가능한 순환사회의 개념

2. 계획의 목표

① 건강하고 안전한 녹색환경

Ÿ 점차 심화되어 가는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지역차원의 효율적인 기후변화 대응 추진체계 구축 및 

환경정책 추진

Ÿ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재해의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도민을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편

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방재체계 구축 

② 더불어 나아가는 균형발전

Ÿ 지역발전을 위한 공평한 기회의 균형과 지역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확립하고 기본적인 삶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균형잡힌 경남 구현 및 도민 통합과 성숙한 지역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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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

Ÿ 경남의 2대 도시권을 인재·자본·정보가 모이고 집적되는 지역발전의 핵심지역(Mega City- 

region)으로 육성 

Ÿ 활력있는 농축수산업 육성(일터), 살기좋은 농산어촌 정주여건 개선(삶터), 깨끗한 농촌성(Rurality) 

보존과 유지(쉼터) 등 농어촌의 산업적 경쟁력과 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전체가 활력 넘치는 

균형발전 달성

③ 다함께 누리는 복지

Ÿ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평생건강의 개념을 확대하고 의료서비스의 다양화·고급화 추구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권리 보장

Ÿ 생활복지 강화를 통해 보편적 복지의 저변을 확대하고 개인별 맞춤형 복지의 제공을 통해 다함께 

누리는 체감복지 실현

Ÿ 여성정책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제고하고, 이해를 넘어 상생의 다문화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여성이 

행복하고 가족이 안전한 여성친화적 지역환경 구축

④ 세계 속으로의 도약

Ÿ 지역발전의 광역화시대에 부응하고 장기적 성장동력의 확충을 위해 기능적 + 공간적 연계협력을 

통한 경남과 주변 지역의 통합적 상생발전 추진

Ÿ 개방경제로의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동북아시아 경제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개방형 경제구

역(FTZ, FEZ 등)의 활성화 및 과학기술 역량 제고 추진

⑤ 지속가능한 성장

Ÿ 기계·조선·항공 등 기존 전략산업의 구조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첨단 수송기기 생산의 

동북아 거점 육성

Ÿ 풍력·연료전지·태양광 등 신에너지 장비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녹색성장시대를 선도할 그린 

신성장동력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

⑥ 매력적인 문화창조

Ÿ 21세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고품격의 문화․예술 기반 확충

Ÿ 새로운 관광 트렌드에 따라 지역특성을 살린 테마관광 개발 및 관광경남을 선도할 창조적인 명품

관광 프로젝트 개발

Ÿ 지역간 고유의 역사문화적 맥락을 연계하여 경남의 역사문화적 정체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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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계획지표 설정

1. 인구지표

1) 인구지표 전망

 인구지표 전망의 전제

Ÿ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2010년에 고령인구 

비율이 12.2%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15년에는 14.0%, 2030년에는 25.7%의 초고령사회

를 예견하고 있음

Ÿ 통계청이 2005년 기준으로 발표한 인구추계에서는 2018년을 정점으로 국가전체의 절대인구가 감소

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이 기준에 따를 경우, 2020년 조성법에 의한 경남의 인구전망은 약 

312만명으로 예상되어, 2010년 인구에 비해 연평균 0.11%가 감소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음

Ÿ 그러나, 최근 2011년 11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전국인구(2010년 기준)의 장래추계에서는 2005년 예

측에 비해 더 높은 수치로 발표되어 인구성장의 고점이 이동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음. 즉, 2025년

까지 전국의 인구는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Ÿ 다만, 각 시도별 추계인구는 현재 시점에서 아직 발표되지 않아 경남도의 인구는 2005년 기준 전

국대비 비중을 고려하여 전망하였음. 이러한 전제에 따른 경남도의 2020년 장래인구는 조성법에 

의해 추계할 때 약 325만명으로 이는 2010년 인구에 비해 연평균 0.25%가 증가된 것임

구분 2010 2015 2020
연 평균증가율
(2010~2020)

2005년
기준

전 국 48,874,539 49,277,094 49,325,689 0.18

경 남 3,140,817 3,141,472 3,123,930 -0.11

전국대비 비중 6.43 6.38 6.33

2010년
기준

전 국 49,410,366 50,617,045 51,435,495 0.40

경 남 3,177,087 3,229,367 3,255,867 0.25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의 연령별 (시도) 추계인구에 제시된 수치

<표 2-1-1> 통계청의 인구지표 전망(단위 : 명, %)

2) 장래인구 추계 및 계획인구 설정

(1) 장래인구 추계

 총조사인구기반

Ÿ 총조사인구기반은 과거의 인구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통계청의 2010년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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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전망한 것이며, 2010년 인구는 2005년도 기준 전국대비 비중이 2010년에

도 유지될 것이라고 가정하여 추정하였음

Ÿ 추정결과 2010년 약 3,177천명에서 2015년에는 약 3,229천명, 2020년에는 약 3,256천명으로 나타나, 

연평균 0.25%가 증가되며 절대인구가 크게 변하지 않는 인구성장의 안정화기간이 도래할 것으로 

전망됨

구 분 2010년 2015년 2020년
연평균증가율

'10~'15 '15~'20 '10~'20

전국인구 49,410 50,617 51,435 0.48 0.32 0.40

경남인구
3,177
(6.5)

3,229
(6.5)

3,256
(6.5)

0.33 0.17 0.25

자료 : 전국인구는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의 가정별 연령별(전국) 추계인구에 제시된 수치(2010) 
       경남인구는 2005년도 기준 전국대비 비중을 적용하여 추정함(2012년 발표결과에 따라 변경예정)

<표 2-1-2> 통계청 추계인구에 의한 인구지표 전망(단위: 천명, %)

 주민등록인구기반

Ÿ 주민등록인구기반으로는 코호트법, 시계열분석, 등차수열, 등비수열,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 5가지

의 인구추계방법을 활용하여 추계하였음 

Ÿ 추계결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가 336만으로 가장 낮고, 코호트법이 340만, 등비수열 345만, 

시계열분석이 350만, 등차수열이 355만 등으로 추계되어 336만 - 355만 정도의 인구성장이 예상

됨. 연평균 증가율은 0.35% - 0.76% 정도로 추계됨

 사회적증가분

Ÿ 경남의 사회적 인구증가분은 2001년 약 3,104천명에서 2005년에는 약 3,139천명, 2010년에는 약 

3,221천명으로 변하여, 연평균 0.37%가 증가하고 있음

구 분 2010년 2015년 2020년
연평균증가율

'10~'15 '15~'20 '10~'20

전국 인구 49,410 50,617 51,435 0.48 0.32 0.40

경남

코호트 방법
3,291
(6.7)

3,334
(6.6)

3,409
(6.5)

0.26 0.45 0.35

시계열분석
3,274
(6.7)

3,403
(6.8)

3,509
(7.0)

0.78 0.62 0.70

등차수열기반
3,291
(6.7)

3,421
(6.9)

3,551
(7.1)

0.78 0.75 0.76

등비수열기반
3,291
(6.7)

3,371
(6.8)

3,454
(6.9)

0.48 0.49 0.48

로지스틱
회귀분석기반

3,225
(6.6)

3,296
(6.6)

3,368
(6.7)

0.44 0.43 0.43

<표 2-1-3> 통계청 주민등록인구에 의한 인구지표 전망(단위 : 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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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통계청 추계 및 주민등록인구에 기반한 인구 추계

구 분 2001년 2005년 2010년
연평균증가율

'01~'05 '05~'10 '01~'10

경 남 3,103,705 3,138,532 3,220,983 0.22 0.52 0.37

<표 2-1-4> 경남의 사회적증가분(단위 : 명, %)

(2) 계획인구 설정

 통계청 추계인구 기반 계획인구

Ÿ 분석작업에 의해 통계청 추계인구(인구총조사 자료) 기반 2020년의 경남인구는 325만명으로 추계

되었음

Ÿ 따라서, 2020년 경상남도의 계획인구는 추계된 325만명을 1안으로 검토하고, 시계열 추계의 95% 

신뢰수준(±15만명 내외의 오차)과 진주 혁신도시 건설로 인한 서부지역의 사회적 인구성장, 일자

리 창출, 출산지원대책, 귀농귀촌정책 활성화 등 향후 관련 정책추진을 통해 15만명 정도의 자연

적·사회적 증가를 거둘 것을 목표로 하여 340만명의 계획인구를 2안으로 검토한 후 2안인 340만

명을 2020년의 계획인구로 제시함

구 분 1안) 2안) 

2020년 경남인구 325 340

<표 2-1-5> 추계인구 기반 2020년 경남 계획인구(단위: 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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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기반 계획인구

Ÿ 주민등록인구 기반 코호트방법, 시계열분석, 추세분석을 고려한 2020년 경남 인구는 대략 336만에

서 355만명 사이로 추정되었음. 2010년 현재 주민등록인구와 추계인구의 차이인 11만명과 인구총

조사에 의한 추계인구 기반의 계획인구 340만명을 고려하여 1안 350만명과 2안 355만명을 대안으

로 검토한 후 1안인 350만명을 주민등록인구 기반의 계획인구로 제시함

구 분 1안) 2안) 

2020년 경남인구 350 355

<표 2-1-6> 주민등록인구 기반 2020년 경남 계획인구(단위 : 만명)

Ÿ 이상과 같이, 2020년 경상남도의 계획인구는 현재 대비 추계인구 기반으로 볼 때는 22만명, 주민

등록인구 기반으로 볼 때는 20만명이 증가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추계인구 대비 약 15만명 

정도의 증가를 거두어야 달성가능한 목표치임

Ÿ 따라서, 진주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과 함께 출산율 정책 강화를 통한 자연적 증가, 귀농귀촌 

및 일자리 창출 정책강화를 통한 인구유입에 따른 사회적 증가를 통해 달성해야 할 것임. 또한, 

이러한 인구정책을 통해 생산가능연령대의 인구를 증가시킴으로써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

할 수 있는 인구구조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임

<그림 2-1-4> 2020년 경남 인구구조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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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지표

1) 경제성장 계획목표 설정(실질가격 기준 GRDP)

 향후 GRDP 전망

Ÿ 과거의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통계청의 지역내총생산 2005년 기준가격 자료

를 기반으로 시계열분석, 변이할당분석, 등차수열분석, 등비수열분석 등 4가지 통계적 방법을 활용

하여 GRDP를 전망하였음

Ÿ 또한,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률은 장기전망을 위한 정부의 공식적인 장기 GDP 성장목표가 제시되

지 않고 있으므로, 비전 2030과 비전 2040에서 KDI가 추계하고 있는 연평균 4.2%의 성장률을 비

교지표로 활용하였음

Ÿ 시계열분석의 결과 경남의 GRDP는 2020년 96,627십억원으로 연평균 3.24%가 성장하여 전국에 비

해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음. 변이할당분석의 결과 역시 2020년 108,017십억원으로 

연평균 3.96%가 성장하여 전국에 비해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등차수열분석 결과에서

도 동일한 추세인 2020년 103,184십억원, 연평균 3.49%가 성장하여 전국에 비해 낮은 성장률을 보

일 것으로 전망되었음

Ÿ 등비수열기반에서는 2020년 115,990십억원으로 연평균 4.71%가 성장하여 전국에 비해 높은 성장률

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음. 이 경우 경남의 GRDP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0

년 6.9%에서 2015년 7.1%, 2020년 7.2%로 미세한 증가추세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2010년 2015년 2020년
연평균 성장률

'10~'15 '15~'20 '10~'20

전국 1,064,815 1,308,015 1,6061,761 4.20 4.20 4.20

경남

시계열분석
70,270
(6.5)

84,668
(6.4)

96,627
(6.0)

3.80 2.68 3.24

변이할당분석
73,228
(6.9)

88.938
(6.8)

108,017
(6.7)

3.96 3.96 3.96

등차수열
73,228
(6.9)

88,206
(6.7)

103,184
(6.4)

3.79 3.19 3.49

등비수열
73,228
(6.9)

92,162
(7.1)

115,990
(7.2)

4.71 4.71 4.71

<표 2-1-7> 지역내총생산(GRDP) 전망(실질가격기준)(단위: 십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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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2020년 경남 GRDP 추계 그래프

 향후 GRDP 성장 계획목표

Ÿ 통계청 자료에 의한 2010년 경남의 실질 GRDP 잠정치는 73,228십억원이며, 시계열분석, 변이할당

분석, 등차수열 및 등비수열 추세에 의한 2020년 경남 실질 GRDP 전망치는 96,627십억원에서 

115,990십억원 사이로 추계되었음

Ÿ 추계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시계열 추정치의 연평균 성장률 3.2%, 둘째, 여러 추정법에서 나온 연

평균 성장률 평균인 3.6%, 그리고 국가성장률 4.2%를 고려한 세 가지 안을 검토 대안으로 설정하

였음

구 분 1안) 2안) 3안) 

2020년 경남 GRDP
(연평균증가율)

100,000
(3.2)

104,000
(3.6)

110,000
(4.2)

<표 2-1-8> 2020년 경남 GRDP 전망(실질가격)(단위: 십억원, %)

Ÿ 최종적으로는 경남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질적 성장을 고려하여 연평균 4.2%에 해당하는 2020

년 경남 GRDP 목표를 110조로 제시함. 다만, 이 목표치는 2005년 기준가격으로 물가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지역산업구조 계획목표(실질 GRDP 기준)

 향후 지역산업구조 전망

Ÿ 2020년 경상남도의 지역산업구조를 설정하기 위해 실질 GRDP 기반으로 1차, 2차, 3차 산업비중에 

대한 과거 추세분석 및 2020년까지의 시계열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추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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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시계열분석 결과 1차 산업 비중은 현재보다는 감소하나 2015년 4.7%, 2020년 4.7%로 유지되며, 2

차 산업 비중은 2020년 44.1%로, 3차 산업 비중은 48.5%로 전망되었음

Ÿ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1차 산업 비중은 2020년 3.9%로 감소하고, 2차 산업 비중 역시 2020년 

38.9%로 감소하며, 3차 산업 비중은 2020년 59.2%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

음

구 분 2010년 2015년 2020년

시계열분석

1차산업 5.3 4.7 4.7

2차산업 42.9 44.5 44.1

3차산업 51.8 49.0 48.5

로지스틱
회귀분석

1차산업 4.8 4.3 3.9

2차산업 41.2 40.0 38.9

3차산업 54.5 56.8 59.2

<표 2-1-9> 지역 산업구조 전망(단위 : 십억원, %)

<그림 2-1-6> 2020년 경남 1차 산업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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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2020년 경남 2차 산업 추계

<그림 2-1-8> 2020년 경남 3차 산업 추계

 지역산업구조 계획목표 설정

Ÿ 분석결과 2020년 1차 산업의 비중은 대략 3.9%에서 4.7%사이로, 2차 산업 비중은 38.9%에서 

44.1%, 3차 산업은 48.5%에서 59.2%사이로 추정되었음

Ÿ 분석결과와 향후 경남의 미래 경제성장전략 등을 고려하여 2020년 경남의 지역산업구조는 2010년 

현재의 1차 산업 비중 4.3%, 2차 산업 41.9%, 3차 산업 45.5%인 구조에서 1차 산업의 전략적 육

성, 3차 산업인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증가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지역산업구조 계획목표치

를 제시함

Ÿ 즉, 2020년 경남의 지역산업구조는 1차 산업 비중 5%, 2차 산업 43%, 3차 산업 52%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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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20년 지역산업 구조 목표

1차 산업 비중 5%

2차 산업 비중 43%

3차 산업 비중 52%

<표 2-1-10> 2020년 지역산업 구조(단위 : %)

Ÿ 인구, 경제(GRDP) 등 주요 항목 이외의 복지, 사회기반, 환경, 관광 등 주요 계획분야의 내용을 

반영하여 설정한 2020년 계획지표는 다음과 같음

분야 및 지표 2010 2020

인구 총인구(추계인구) 317만명 340만명

경제
GRDP 73조원 110조원

1인당 GRDP 2,300만원 3,235만원

복지 및 생활환경
지역성평등지수

레벨 4
(최하위그룹)

레벨 2
(차상위그룹)

주택보급율 103.4% 117%

사회기반
도로밀도 1.21 1.43

상수도 보급율 88.8% 95%

환경

온실가스 감축 -
BAU(배출 전망치)
대비 30% 감축

좋은물 달성비율
(Ⅱ등급 이상)

89.7% 94.5%

관광 내외국인 관광객 만족도 3.7
4.0

(80% 수준, 우수)

<표 2-1-11> 인구․경제 등 분야별 계획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