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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limate change, shortage of water and environment pollution have become a 
big issue all over the world. In the case of Jeju Island, it is completely de-
pendent on subterranean water for not only drinking water but also public 
water, industrial water and agricultural water because of its hydrogeological 
condition unlike the inland.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rrelations of the ground water with the local economy and industry and 
to evaluate the economical value of the ground water in Jeju Island. The ef-
fect of the water industry was analyzed in a scenario using the regional in-
put-output table. It is forecasted that the economic value of the ground water 
of Jeju Island will be escalated, and thus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range 
of the ground water-based industry to high value-creating businesses con-
nected to tourism and the service industry. A comprehensive countermeasure 
needs to be devised to create economic value and evaluate the quality of life 
of Jeju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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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 인 기후변화, 수자원 부족  오염 등으로 수자원 문제가 매우 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세계 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가 증가하고 인구 증가와 함

께 산업화가 가속화 되면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수자원 확보에 한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재생가능 수자원양1은 1,488m3로 국제인구

행동연구소 기 인 1,700m3에 미달하여 물 부족국가 군에 포함되어 있다. 수자원 양 

뿐만 아니라 수자원 근률, 사회경제요소, 물 이용량, 환경을 고려하여 측정된 물빈곤

지수(WPI: water poverty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 물 이용량과 수자원양은 체 147

개국  106 , 117  수 에 있다2.

  물은 생활, 공업, 농업, 환경 등 거의 모든 산업과 하게 연 되어 있으며 체자

원이 없기 때문에 효율 인 리는 매우 실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물산업의 개념은 

기 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일반 으로 물을 주된 수단 는 간재로 사용하는 

의  물산업과 수도산업과 수도용 장치, 부품, 약품을 생산하는 수도 련 산업, 먹는 

물을 제공하는 생수․정수산업, 물 련 건설업, 물 련 연구개발 컨설 을 제공하는 

서비스산업 등을 포함하는 의  물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의  물산업의 규모

만 고려해도 세계 시장규모는 830조원이며, 국내시장 규모도 1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3.  

1 수자원 국제인구행동단체(PAI: Population Action International)의 Falkenmark 박사는 세계 각

국의 연간 1인당 가용한 재생성 가능 수자원량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세계 국가를 “1,000m3 

이하는 물기근, 1,000~1,700m3를 물부족, 1,700m3 이상을 물풍족” 국가로 분류하 다. 2005년 

기  우리나라 재생 가능 수자원량은 세계 130 임(한국수자원공사(2008, “물과 미래”).
2 권형 (2010), “물 부족  기후변화 비 비용 부담방안”. Journal Water Policy & Economy, 

2010년 12월호 Vol 15. 한국수자원공사.
3 김철회(2010), “물산업 클러스터 구축의 필요성과 과제”.  Journal Water Policy & Economy, 

2010년 12월호 Vol 15. 한국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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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물산업은 산업 체의 다양한 분야를 포 하기 때문에 특정지역의 물산

업이 다른 지역  다른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그동안 국내 물 련 산업의 지역간 혹은 산업간 효과를 분석한 연구로는 가뭄시 

용수공 의 지장으로 인한 산업연  효과를 분석한 최장완 외(2000), 박두호․최한주

(2007), 산업별 물소비량의 직․간  유발효과를 추정한 박창귀․이기훈(2010), 물가격

의 효과를  분석한 이윤 외(2011)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연구들은 모두 한국은행이 

작성한 기존의 산업연 표 혹은 지역산업연 표를 단순히 물 련 산업 심으로 재구

성하여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와 같이 기존의 산업연 표에서 독립  산업으로 

분리되지 않거나 사용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 분석이 불가능하거나 분석결과

의 정 도가 낮다는 한계가 있다. 한 박두호․최한주(2007)를 제외하고는 기존 연구 

 지역의 물 련 산업을 분석 상으로 삼고 있는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이 공식 발표한 2005년 지역산업연 표에서 물 련 산업을 

분리한 소  ‘물산업 심 지역산업연 표’를 추정하여 제주도의 지하수를 비롯한 물 

련 경제활동이 지역경제  산업 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 로 

정책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 범 를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하수4로 선택한 

이유는 제주도의 경우 내륙지방과 달리 화산암 지역의 독특한 수문지질학  특성을 갖

고 있기 때문에 모든 용수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어 제주지역의 산업 반을 견인하는 

가장 요한 구성요소이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5 소득  생활수 의 향

상으로 인구(거주, 객 포함)가 크게 증가하면서 물 수요량도 지속 으로 늘어나고 

있는 등 물의 경제  가치가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지역산업연 표에 한 개  설명과 

함께  물 련 산업을 분리한 지역산업연 표의 추정  결과를 정리한다. 제3장에서는 

제주도의 물 련 산업에 한 지역간  산업간 연 계를 분석하기 해 분석모형

을 도출하고, 제주도의 물 련 산업에 한 수요변화가 래될 경우 경제  효과

를 추정한다. 마지막 제4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도출한다. 

4 제주도의 지하수는 연간 최  271백만 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실제 117백만 톤을 이용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성명환 외(2010) 참조
5 제주특별자치도는 고품질 지하수를 기반으로 한 물산업을 제주도의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

성하기 하여 2008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육성 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5+2 역경

제권 선도 산업으로 물산업 로젝트를 추가로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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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산업 심 지역간산업연 표의 추정

2.1. 지역산업연관표의 유형

  지역산업연 분석(regional interindutry analysis)은 지역간 상이한 생산기술구조나 

교역 계를 반 하여 지역간  산업부문간 상호의존 계에 기 하여 경제 체  지

역경제의 구조와 순환흐름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지역산업연 분석은 지역

산업연 표(regional input-output table)라는 통계표에 기 하는데, 이것은 보통 타 지역

과의 거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첫째는 지역내 생산

하는 재화나 서비스와 해외로부터의 수입이나 타 지역으로부터 이입하는 재화나 서비

스의 구별 여부에 따라 경쟁형과 비경쟁형으로 나 어진다. 경쟁형이란 지역내와 지역

외의 재화나 서비스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취 , 를 들어 국내산 감귤이나 해외

수입품 감귤을 동일하게 취 하는 것이며, 비경쟁형은 이들을 서로 다른 재화나 서비

스로 취 하는 것이다. 

  둘째는 타 지역의 고려여부에 따라 지역내산업연 표(intra-regional input-output 

table)와 지역간산업연 표(inter-regional input-output table)로 나  수 있다. 자는 한 

지역의 생산기술구조만을 나타내는 표인 반면, 후자는 2개 지역 이상의 생산 활동에 

한 투입·산출구조  지역간 상호의존 계를 표시한 것을 의미하며, 다지역 산업연

표(multi-regional input-output table)라고도 한다. 지역내산업연 표에서는 해당 지역 

내에서의 산업부문간 거래 계는 상세히 표시되지만 다른 지역과의 거래 계는 이출 

는 이입으로 일  계상되므로 어느 지역의 어느 산업부문간의 거래 계인지는 악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생산 활동에 한 지역 간 상호의존 계까지 분석하기 

해서는 국민경제를 몇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간  산업간 거래 계를 함께 

기록한 지역간산업연 표의 이용이 필수 이다.6 

2.2. 물산업 중심 지역간산업연관표의 추정방법

  본 에서는 지하수 등을 포함하는 물산업의 산업간  지역간 연 효과를 분석하기 

6 지역산업연 표에 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은행(2009), 서정룡․이우기(2005)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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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 단계로 한국은행의 지역산업연 표에서 물 련 산업을 독립된 부문으로 분

리하고자 한다. 즉, 제주도의 산업별 물이용 황에 한 장조사, 통계청, 한국농어

공사 등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제주도  기타 지역의 물 련 산업들을 독립 인 산

업으로 분리한 소  ‘물산업 심의 지역간산업연 표’를 추정하는 것이다. 

  제주도의 물 련 산업에 분석의 을 두기 해서 지역 구분은 제주지역과 비제

주지역 2개 지역간산업연 표로 통합하 다. 산업분류는 한국은행 2005년 지역간산업

연 표7의 세분류인 168부문을 기 로 하 으며, 물 련 산업은 제주도의 물 산업 활

동에 한 활용도와 한국은행의 산업연 표 상 산업분류  유사산업 투입-산출구조 

등을 고려하여 먹는샘물 산업과 수도사업으로 분리하 다(표 1 참조). 

표 1.  통계분류상 물 련 산업  정의

표 산업분류상 

물 련 산업

(통계청)

표 산업분류상

산업 정의

산업연 표(168) 상의 

련 산업

(한국은행)

작물재배지원

서비스업(01411)

수수료 는 계약에 의하여 밭갈기, 작물심기, 농약

뿌리기, 가지치기, 작물 수확하기 등 작물재배에 수

반되는 활동을 제공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며, 운

자와 함께 농업용 기계  장비를 제공하는 활동과 

농업용수 공 활동이 포함됨.

농림어업서비스(011)

먹는샘물생산업

(11202)

천연먹는샘물을 생산하여 병 는 기타 포장용기

에 포장하는 산업 활동을 말함.

<제외> 천연탄산수를 생산하여 용기에 포장하는 

산업(11209)

음료수  얼음(032)

생활용수공 업

(36010)

수요자에게 생활용수를 공 하기 하여 취수, 집

수, 정수  수를 하는 산업 활동으로 이러한 생

활용수는 배 시설에 의하여 공 됨.

수도사업(122)

산업용수공 업

(36020)

수요자에게 공업용수  상업용수를 공 하기 

하여 취수, 집수, 정수  수를 하는 산업 활동으

로 이러한 산업 용수는 배 시설에 의하여 공 됨.

<제외> 농업용수공   농업용 개시설운

(01411)

수도사업(122)

  주: ( )안은 각각의 분류코드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2008), 한국표 산업분류; 한국은행(2008), 2005년 지역산업연 표.

7 한국은행에서는 2007년에 우리나라 최 로 실지조사방법으로 작성한 2003년 지역산업연 표

를 발표하 으며, 2009년에 발표한 2005년 지역산업연 표는 2003년 지역산업연 표 편제 경

험과 매년 산업연 표 작성으로 축 된 간  추계방식을 용하여 16개 시도로 세분화함. 지

역산업연 표에는 산업을 168개로 세분하고 있기 때문에 세분류 산업별 지역별 경제  효과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데, 물산업의 경우 독립된 산업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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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어업서비스는 농업용수 이외 다른 이질 인 서비스8가 포함되어 있어 농업용수

만을 추출하여 투입구조가 유사한 산업용수 공 업인 수도사업으로 통합하 다. 농업

용수만을 추출하기 해 제주도의 경우는 2005년 공공농업 정 516개소의 지하수 사

용량을 품목별로 조사하여, 톤당 140원을 용한 지하수 취수원가를 추정하 고, 비제

주지역의 경우는 농어 공사의 2005년 농 용수개발사업 집행실 에서 농 용수유지

리원 보조 을 차감한 것을 농업용수 총사용액으로 간주하 다. 

  이 게 추정한 품목별 농업용수 사용에 따른 지불액(취수원가)은 산업연 표 168부

문 가운데 농업부문인 벼, 맥류·잡곡, 채소·과실, 기타식용작물, 비식용작물, 낙농·육유, 

기타축산 등으로 재분류하여 간투입으로 배분하 다. 부연하면, 제주지역의 경우는 

상기와 같은 추정결과에 입각하여 농업용수 지불액은 농림어업서비스의 간투입액에

서 차감하고 이를 농업부문별 수도사업의 간투입액에 더하 다. 비제주지역의 농업

용수 지불액은 농림어업서비스의 농업부문별 배분비 을 기 으로 농업용수 총사용액

을 배분한 다음 농림어업서비스의 간투입액에서 차감하고 농업부문별 수도사업의 

간투입액에 더하 다9.

표 2.  제주도  비제주지역의 농업부문별 농업용수 사용 지불액 추정

지역구분 벼
맥류･

잡곡

채소･

과실

기타

식용작물

비식용

작물

낙농･

육우

기타

축산
계

제주

지역 

지하수사용량
(톤)

43.5 535.7 27,311.4 752.1 105.8 - 368.5 29,116.9

사용액
(백만 원)

6.1 75.0 3,823.6 105.3 14.8 - 51.6 4,076.4

비 (%) (0.1) (1.8) (93.8) (2.6) (0.4) - (1.3) (100.0)

비제주

지역 

사용액
(백만 원)

198,074 4,827 88,288 8.828 3,798 17,415 25,496 346,719

비 (%) (57.1) (1.4) (25.5) (2.5) (1.1) (5.0) (7.4) (100.0)

 주: 1) 제주지역은 공공농업 정 516개소의 2005년 지하수 사용량을 조사하여 톤당 140원을 용하

고, 비제주지역은 한국농어 공사의 2005년 농 용수개발사업에 투입된 산집행실 에서 농

용수유지 리원 보조 을 제외한 것이며, 농업세분류는 비제주지역 농림어업서비스의 간투입 

비 을 기 으로 배분함. 

     2) 연간 사용 기

자료: 통계청(2008), 한국표 산업분류; 한국은행(2008), 2005년 지역산업연 표.

8 농업용 기계장비 운 업  기타 작물재배 련 서비스업.
9 한편, 농림어업서비스와 수도사업의 투입구조는 제주지역  비제주지역 모두 기존의 투입구

조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며, 단지 농림어업서비스에서 차감된 농업용수 사용액을 수도사

업의 간투입, 부가가치  생산의 증가로 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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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샘물산업의 경우는 168부문 기 의 지역산업연 표에서 “음료수  얼음” 산업

에 포함된 것을 2005년 국산업연 표의 기본분류(403산업분류)에 기 하여 “비알콜

성 음료” 산업과 “물  얼음” 산업 2개로 분리하 다10. 비제주지역의 “비알콜성 음

료”와 “물  얼음”에 있어서 투입구조  배분구조는 국산업연 표의 투입구조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 다11. 

  한편, 재 제주도에서는 수산양식에서 양식업자들이 상당히 많은 양의 염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취수비용만을 자체 부담하고 있어 타 산업에 비해 낮은 비용을 지불

하고 있다. 물의 경제  효과를 분석하기 해서는 이를 고려해야하므로 염지하수의 

톤당 가격은 2005년 기 으로 2.5원으로 산출하 다12.

2.3. 물산업 중심 지역간산업연관표의 추정결과

  상기와 같은 방법에 의해 물산업 심 2지역간 산업연 표를 재작성한 결과에 따르

면, 제주도 물산업의 총산출액은 1,053억 원이며 부가가치가 568억 원, 취업자기 의 

고용은 394명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물산업 내에서 먹는샘물산업의 총산출액, 부가

가치  고용은 650억 원, 323억 원  121명 규모인 반면, 수도 사업은 각각 403억 

원, 245억 원  273명인 것으로 추정되어 산출액에서는 생수산업이 수도사업보다 크

나 고용에서는 수도사업이 큰 것으로 추산되었다. 

  한편, 2005년을 기 할 때 우리나라 물 련 산업  제주도의 먹는샘물산업만이  

23억 원의 수출실 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면 향후 더 큰 부

10 통계청의 국사업체통계에 의하면 2005년 제주도에는 비알콜성 음료와 련된 사업체가 부

재한 것으로 나타나, 제주도 먹는샘물산업의 투입구조와 배분구조는 2005년 지역간산업연

표의 “음료수  얼음”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음.
11 국산업연 표의 작성 시 먹는샘물 등은 각 산업의 간재로 취 하지 않고 가설계정인 가

계외소비지출로 취 하고 있어 먹는샘물산업의 산업간 지역간 연 계를 보다 정 하게 분

석하기 해 물산업의 배분구조상 가계외소비지출로 처리된 부분을 각 산업의 산출액을 가

치로 하여 개별 산업으로 배분함.
12 산업연 표의 작성 원리상 독립 으로 조사한 비용을 추가할 경우, 산업별 수 균형을 유지하

는 산업연 표의 체 인 투입-산출 구조가 변화하게 되므로 사실상 용하기 불가능하다는 

문제 이 있기 때문에 2005년 산업연 표 상에서 별도로 취 하고 있는 비용항목을 용으로 

사용하여 분석하 음. 즉, 각 산업의 간재로 취 하지 않는 부분을 모두 총 하여 하나의 

부문으로 설정한 가설계정인 가계외소비지출을 이용하여 수산양식부문에서 가설계정인 가계

외소비지출의 투입인 78.2억 원을 염지하수의 투입으로 용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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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표3).

표 3.  물산업을 분리한 2지역 간 비경쟁수입･이입형 산업연 분석 결과, 2005년 기  

단 : 백만원

　구분

간수요
최종수요

총수요 총산출
제주 비제주

제주 [물산업]
(먹는

샘물)
(수도) 비제주 [물산업]

(먹는

샘물)
(수도) 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계

간

투

입　

제주 2,391,308 14,586 6,724 7,862 2,566,539 1,882 189 1,694 4,957,847 5,528,495 541,611 2,837,510 0 8,907,615 13,865,463 13,865,463 

[물산업] 32,812 4,427 516 3,911 23,611 414 3 411 56,423 16,553 2,334 29,967 0 48,854 105,277 105,277 

(먹는샘물) 7,090 34 21 12 21,775 12 1 11 28,865 4,968 2,330 28,856 0 36,155 65,020 65,020 

(수도) 25,722 4,393 495 3,899 1,837 402 2 400 27,558 11,585 3 1,111 0 12,699 40,257 40,257 

비제주 3,507,193 33,423 25,838 7,586 943,321,621 1,784,049 144,300 1,639,749 946,828,814 2,545,421 0 762,786,403 342,783,834 1,108,115,659 2,054,944,472 2,054,944,472 

[물산업] 13,842 2,392 268 2,124 3,086,312 648,163 4,237 643,926 3,100,154 6,753 0 1,126,135 11,292 1,144,180 4,244,334 4,244,334 

(먹는샘물) 3,164 2 1 1 207,174 116 6 109 210,337 542 0 60,325 10,280 71,147 281,485 281,485 

(수도) 10,678 2,390 267 2,123 2,879,138 648,048 4,231 643,817 2,889,817 6,211 0 1,065,811 1,012 1,073,033 3,962,849 3,962,849 

수입 543,138 467 200 266 264,497,984 35,809 161 35,648 265,041,122 519,243 0 67,086,012 0 67,605,255 332,646,377 332,646,377 

[물산업] 16 0 0 0 2,692 2 0 2 2,708 182 0 13,152 0 13,334 16,042 16,042 

(먹는샘물) 14 0 0 0 1,337 2 0 2 1,351 27 0 2,646 0 2,673 4,024 4,024 

(수도) 2 0 0 0 1,355 0 0 0 1,357 155 0 10,506 0 10,661 12,018 12,018 

계 6,441,639 48,476 32,762 15,714 1,210,386,144 1,821,740 144,650 1,677,091 1,216,827,783 8,593,159 541,611 832,709,925 342,783,834 1,184,628,529 2,401,456,312 2,401,456,312 

 부가가치계 7,425,824 56,802 32,259 24,543 844,558,328 2,422,594 136,835 2,285,759 851,984,152 　 　 　 　

 총투입액 13,865,463 105,277 65,020 40,257 2,054,944,472 4,244,334 281,485 3,962,849 2,068,809,935 　 　 　 　

 취업자수(명) 203,894 394 121 273 17,397,958 25,475 780 24,694 17,601,852 　 　 　 　 　 　 　

자료: 한국은행(2008), 2005년 지역산업연 표.

  한편, 제주도 물산업은 국 물산업과 비교했을 때 총산출액, 부가가치  고용에서 

각각 2.4%, 2.3%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먹는샘물산업의 총산출액, 부

가가치  고용 비 은 각각 18.8%, 19.1%  13.4%로 나타나 국 비 큰 비 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수도 사업은 1.0%, 1.1%  1.1%로 매우 낮은 

수 인 것으로 추정되었다(표4).

표 4.  제주도 물 련 산업의 경제  치, 2005년 기

구분

제주도 내 비 (%) 국 비 비 (%)

물산업 물산업
먹는샘물 수도사업 먹는샘물 수도

총산출 0.76 0.47 0.29 2.42 18.76 1.01

부가가치 0.76 0.43 0.33 2.29 19.08 1.06

고용 0.19 0.06 0.13 1.52 13.43 1.09

수출 0.43 0.43 - 100.00 100.00 -

자료: 한국은행(2008), 2005년 지역산업연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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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주도 물 련 산업의 수요구조는 먹는샘물산업의 경우 최종수요가, 수도사

업은 간수요가 상 으로 크며, 지역별로는 먹는샘물산업의 경우 비제주지역의 수

요가, 수도사업은 제주도 자체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먹는

샘물은 산업 활동 과정에 간재로 44.4%, 최종재로 55.6%가 각각 소비되고, 지역별로

는 제주지역에 22.1%( 간재로 10.9%, 최종재로 11.2%), 비제주지역에 77.9%( 간재

로 33.5%, 최종재로 44.4%)가 소비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제주도의 수도사업에서 생산되는 물은 간재인 산업용수로 68.5%, 최종재인 생활

용수로 31.5%가 각각 소비되며, 지역별로는 제주지역에 92.7%( 간재로 63.9%, 최종

재로 28.8%), 비제주지역에 7.4%( 간재로 4.6%, 최종재로 2.8%)가 소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5). 

표 5.  제주도 물 련 산업의 수요구조, 2005년 기

구분
간수요(%) 최종수요(%) 총수요

(%)제주 물산업 먹는샘물 수도 비제주 계 제주 비제주 계

물산업 31.2 4.2 0.5 3.7 22.4 53.6 17.9 28.5 46.4 100.0

먹는샘물 10.9 0.1 0.0 0.0 33.5 44.4 11.2 44.4 55.6 100.0

  수도 63.9 10.9 1.2 9.7 4.6 68.5 28.8 2.8 31.5 100.0

자료: 한국은행(2008), 2005년 지역산업연 표.

3. 제주도 물 련 산업의 경제  효과 분석

3.1. 분석모형의 설정

  산업연 모형은 일반 으로 특정산업 혹은 모든 산업에 한 최종수요가 변화할 때 

각 산업이 생산물 한 단 를 생산하기 해서 투입한 간투입의 구성비를 나타내는 

간투입계수(intermediate coefficients)를 매개로 산업간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며, 

지역간산업연 모형은 여기에 지역을 추가한 개념이다. 부연하면 지역간산업연 표에

서는 간투입물이 공 지역에 따라 지역내 생산품, 기타지역 생산품  해외로부터의 

수입품으로 구분되고, 이에 따라 간투입계수도 지역내 투입계수, 지역간 투입계  

수입투입계수로 나 어지며, 이들 투입계수가 최종수요에 의한 지역간  산업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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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분석에 기 가 된다.13

  이러한 지역간산업연 모형은 지역별  산업별 균형산출량을 구하는 연립방정식체

계를 의미하는데, 지역산업연 표의 유형이나 외생부문의 설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모형을 도출할 수 있다.14 한편, 경제  효과의 근간이 되는 경제  순환은 산업  

상호의존 계에 의한 산업간 순환과 인즈의 승수이론에 기 한 소득-소비의 소득순

환을 포함하는데, 통상 인 산업연 모형은 산업간 순환만을 고려한다는 한계가 있

다.15 이에 여기서는 제주도 물산업의 경제  효과를 분석하기 해 지역간  산

업간 상호의존 계뿐만 아니라 소득-소비의 승수  계를 포 으로 고려하기 하

여 가계소비를 내생화한 지역간산업연 모형을 도출하여 이용한다. 

 앞에서 추정한 2개 지역(k=제주, s=비제주)간 비경쟁수입․이입형 산업연 표로부터 

지역간 국산투입계수를　 , 지역별 산출액을　, k지역과 s지역 각각에 있어서 국산

품최종수요를　민간소비부문( )과 투자․기타부문( )으로 나 어 표 하면 2개 지역

의 산업별 산출균형식은 다음과 같이 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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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각 k, s지역 생산품의 k, s지역 투입계수행렬

    
 , 

 , 
 , 

 = 각각 k, s지역 생산품의 k, s지역 민간소비벡터

    
 , 

 , 
 , 

 = 각각 k, s지역 생산품의 k, s지역 기타 최종수요벡터

 각 지역의 생산활동에는 노동이 투입되며, 가계는 각 생산부문에 노동을 제공하고, 그 

가로 소득을 얻으며, 이를 소비활동을 해 사용하는데, 이러한 소득-소비의 순환

계를 고려하면 지역별 민간소비는 다음과 같이 다시 쓸 수 있다. 


 =

⋅
 ⋅

⋅,    
 =

⋅
 ⋅

⋅


 =

⋅
 ⋅

⋅,    
 =

⋅
 ⋅

⋅

13 한국은행, 2005년 지역산업연 표, 2009, p12에서 인용.
14 지역산업연 모형의 다양한 유형  활용에 해서는 Miller and Peter(1985), 안홍기, 이진면

(2002)을 참조.
15 경제순환과 련하여 온티에 의 산업연 분석과 인즈의 승수이론과의 계에 한 자세

한 설명은 한국은행(2007) pp.88-89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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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각각 k, s지역의 평균소비성향

  
 , 

 , 
 , 

  = 각각 k, s지역의 민간소비  산업별 k, s지역 생산물에 

한 민간소비 구성비

   
 , 

  = 각각 k, s지역의 산업별 총산출 비 피용자소득의 비율

   산출균형식에 지역별 민간소비식을 입하고, 산출량(X)에 하여 풀면 효과

를 분석할 수 있은 균형방정식체계가 유도된다. 

                                               (2)

단,  = 



 




⋅
 ⋅

 
⋅

 ⋅



⋅

 ⋅
 

⋅
 ⋅



  그리고 동일하게 지역별 부가가치  피고용자 벡터를 와 , 지역별 부가가치 

 노동 투입계수    와   의 각행렬을  와  라고 하면 

  와   가 되므로 여기에 의 산출균형식을 입하면 다음과 같은 

지역간 부가가치  고용 유발계수가 각각 유도된다.

                                       (3)

                                       (4)

  상기의 식을 이용하면 제주 혹은 비제주 지역의 특정 산업에 한 수요가 변화할 경

우 제주  비제주 지역의 산업별 생산, 부가가치  고용에 한 효과를 계산할 

수 있다. 를 들면, 제주도 내에서 감귤이나, 먹는샘물과 같은 제주도 생산물에 한 

수요가 증가하면 이들 산업에 투입되는 지하수의 수요가 증가하며, 이를 충족하기 

해 물산업의 생산 활동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용수 생산에 필요한 노동과 자본뿐만 아니라 간재의 투입을 증가시킴으로써 

물산업에서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며, 한 간재를 생산하는 제주도 내외의 타 

산업에 한 생산 증가를 래하게 된다. 그리고 각 산업에 투입한 노동의 가로 얻은 

소득은 다시 소비증가로 이어져 최종수요의 증가를 통해 지역별 산업의 생산, 부가가

치, 고용을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산업간  소득-소비의 순환  과정은 연쇄 이고, 속성을 가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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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작아져서 특정 값으로 수렴하게 된다. 상기 (2)-(4)의 식은 이러한 수렴 값을 산출하

는 것으로 여기서는 분석의 편의상 산업간 효과를 1차 , 소득-소비의 승수효과

를 2차 , 그리고 이들을 합한 효과를 총 효과로 정의한다. 

3.2. 시나리오의 설정 및 파급효과 추정

  제주도의물 련 산업이 부문별 산업에 미치는 경제  효과를 분석16하기 해

서 2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 다17. 첫 번째 시나리오는 채소  과실 수요가 1,000억 

원 증가하는 경우 경제  효과를 추정한다. 이는 제주도 2005년 채소  과실( 부

분 감귤) 매출액(=총산출 1조 1,050억 원)이 약 10%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제주도 수요가 1,000억 원 규모 증가하는 경우로 이것 한 제주

도 2005년 음식   숙박업의 매출액(=총산출 9,600억 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수

이다.

  추정 결과, 제주도 감귤에 한 수요가 1,000억 원 증가할 경우 이로 인한 경제  

효과는 총 효과 기  제주도 생산이 1,174억 원 유발되며, 부가가치 706억 원, 고

용 1,027명이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 으로는 총 효과를 기 으로 생산 

1,883억 원(수요증가액의 1.6배), 부가가치 963억 원, 고용 1,587명이 창출될 것으로 추

정되었다. 

  제주와 비제주도지역 간의 효과 비율은 생산이 62.3%  37.7%, 부가가치 73.3%  

26.7%, 고용 64.7%  35.3%이다. 제주도먹는샘물산업  수도 사업에 한 효과는 생

산이 각각 0.5억 원과 4.3억 원, 부가가치 0.2억 원과 2.8억 원, 고용은 먹는샘물산업에

는 거의 없으며, 수도 사업에는 3명 정도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 제주도의 ‘채소  과실’과 ‘음식   숙박업’은 각각 제주도의 표 인 산업인 ‘감귤’과 

‘ 산업’을 포 하거나 히 련된 산업임과 동시에 이들의 간재로 지하수를 많이 사

용하기 때문임. 앞에서 추정한 2지역간 산업연 표에 입각할 경우 이들 두 산업의 제주지역 

간투입액에서 물산업이 차지하는 비 이 각각 3.9%와 3.7%이며, 물산업의 제주지역 간

수요에서 이들 산업이 차지하는 비 은 각각 12.8%와 20.8%에 이름.
17 제주도  비제주도지역의 음식   숙박업에 한 수요 증가를 시나리오로 설정한 것은 산

업 용수에 한 수요가 많고, 객이 증가할수록 제주도 농수산물의 수요가 증가하며, 특히 

제주도는  련 산업의 비 이 높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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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제주도 채소  과실(감귤) 수요 1,000억 원 증가 시 지역별 효과

단 : 백만 원, 명, (%)

구분

생산(총산출) 부가가치 고용 

1차 2차 
총효과

1차 2차 
총효과

1차 2차 
총효과

제주
112,391 4,978 117,369 67,721 2,846 70,567 953 74 1,027 

(68.4) (20.6) (62.3) (79.9) (24.6) (73.3) (73.2) (25.9) (64.7)

비제주
51,825 19,155 70,981 17,002 8,703 25,705 349 211 560 

(31.6) (79.4) (37.7) (20.1) (75.4) (26.7) (26.8) (74.1) (35.3)

국
164,216 24,133 188,349 84,724 11,549 96,272 1,303 284 1,58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7.  제주도 채소  과실(감귤) 수요 1,000억 원 증가 시 제주도 산업별 효과

단 : 백만 원, 명

구분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고용유발

1차 2차
총효과

1차 2차
총효과

1차 2차
총효과

채소과실 100,050 138 100,188 62,480 86 62,567 771 1 772

기타 농림어업 873 114 987 476 52 528 45 3 52

업 2 - 3 1 - 1 - - -

먹는샘물 37 12 49 18 6 24 - - -

수도 394 31 425 260 20 280 3 - 3

제조업 1,612 164 1,776 387 37 423 8 1 8

력가스 756 95 851 361 46 407 1 - 1

건설업 98 46 144 47 22 69 1 1 2

도소매업 518 208 726 315 127 442 20 8 28

음식숙박 444 340 784 171 126 298 13 10 23

기타 서비스 7,608 3,828 11,436 3,205 2,322 5,527 90 48 138

계 112,391 4,978 117,369 67,721 2,846 70,567 953 74 1,027

  두 번째 시나리오인 제주도 18 수요가 1,000억 원 증가 할 경우 경제  효과

는 제주도의 생산이 1,387억 원 유발되며, 부가가치는 654억 원, 고용은 3,171명이 창

출될 것으로 나타났다. 국 으로는 생산 2,484억 원(수요증가액의 2.5배), 부가가치 

18 부문은 숙박업과 음식업에 한정하여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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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억 원, 고용 4,474명이 창출될 것으로 추산된다. 

  제주와 비제주도지역 간의 효과 비율은 생산이 55.8%  44.2%, 부가가치 58.9%  

41.1%, 고용 70.9%  29.1%이다. 제주도먹는샘물 산업에 한 효과는 생산 2.4억 원, 

부가가치 1.0억 원 정도이며, 수도 사업에는 생산 6.8억 원, 부가가치 4.2억 원, 고용 

5명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제주도  수요 1,000억 원 증가 시 지역별 효과

단 : 백만 원, 명, (%)

구분

생산(총산출) 부가가치 고용

1차 2차 
총효과

1차 2차 
총효과

1차 2차 
총효과

제주
124,664 14,035 138,700 57,395 8,028 65,423 2,964 208 3,171 

(63.5) (27.0) (55.8) (66.6) (32.3) (58.9) (76.9) (33.5) (70.9)

비제주
71,735 38,004 109,739 28,806 16,835 45,641 890 413 1,302 

(36.5) (73.0) (44.2) (33.4) (67.7) (41.1) (23.1) (66.5) (29.1)

국
196,400 52,039 248,439 86,201 24,863 111,064 3,854 620 4,47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9.  제주도  수요 1,000억 원 증가 시 제주도산업별 효과

단 : 백만 원, 명

구분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고용유발

1차 2차
총효과

1차 2차
총효과

1차 2차
총효과

채소과실 2,170 372 2,542 1,355 232 1,588 17 3 20

기타 농림어업 2,772 308 3,082 1,156 145 1,301 107 11 118

업 5,313 404 5,716 1,143 84 1,226 16 2 18

먹는샘물 1 2 2 - - 1 - - -

수도 596 87 683 364 53 417 4 1 5

제조업 401 86 487 172 34 206 2 - 3

력가스 1,150 271 1,421 555 130 685 2 - 2

건설업 489 131 620 234 63 297 5 1 7

도소매업 1,876 582 2,458 1,141 354 1,495 71 22 94

음식숙박 100,292 955 101,247 46,011 354 46,365 2,671 28 2,699

기타 서비스 9,605 10,838 20,443 5,264 6,578 11,842 68 137 206

계 124,664 14,035 138,700 57,395 8,028 65,423 2,964 208 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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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결론

  지역산업연 표은 단일지역에서 측정 할 수 없는 지역내 효과와 부문효과, 지역간 

효과를 포함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산업구조와 지역간 산업의 연 성을 악하는 데 

바람직한 분석방법이다. 하지만 지역간투입산출모형을 한 자료 수집이 어렵고 국

이나 단일지역에 비해 계수를 정확히 추계하기가 힘들다는 단 이 있다. 

  연구 결과, 제주도 먹는샘물산업의 총산출액(650억 원)과 부가가치액(323억 원)은 수

도사업의 총산출액(4,033억 원)과 부가가치액(245억 원)보다 높았으며, 고용창출 부문

은 반 로 수도사업(273명)이 먹는샘물산업(121명)보다 경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먹는샘물산업을 특화시켜 성장잠재력을 극 화시킬 필요가 있다. 를 들

어, 고부가가치 창출을 해서 고 화․다원화를 통한 시장 확  략을 장기 으로 

추진하고 미네랄이 다량 함유된 염지하수를 이용하여 기능성 상품, 병입수, 기능성 음

료 등을 개발하는 상품화 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농업부문(감귤 수요  수출 증가), 부문과 음료제조업(먹는샘물)에 한 

생산, 부가가치, 고용 유발효과를 지역별․산업분류별로 비교․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수요(1,000억 원)가 증가 하 을 때 생산(총산출)유발 효과가 상 으로 높은 것

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타 지역에 비해 ․서비스업의 비 이 높다

는 지역  특성을 반 한 결과이다. 반면에, 감귤 수요(1,000억 원)가 증가하 을 때는 

부가가치가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제주도 표 특산물인 감귤

의 가공,  상품화 등 다양한 후방 련 산업에 한 집  투자․육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주지하수는 제주지역의 자연생태계학  환경을 유지하는 등 여러 가지 역할을 수

행하고 있으나 최근 제주도의 인구 증가, 농업 형태의 변화 등으로 물 수요량이 

꾸 히 늘어나면서 지하수의 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제주지하수가 제주지역의  

사회, 경제, 산업에 미치는 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지하수의 경제  가치에 한 평가

는 무한 실정이었다. 이에 논문은 제주지하수와 직간 으로 연 된 산업의 수요변

화에 따른 경제  효과 분석을 통해 제주도 물산업의 경제  가치를 평가하 으

나, 기 자료의 부족으로 제주지역의 물 공 구조를 정 하게 반 하지 못하 다는 한

계를 가진다. 따라서 제주지역 물산업의 안정 인 내수기반을 유지하기 해서는 먼  

제주지역 물 순환 구조를 정확히 악할 수 있는 물산업 련 기 자료를 정비할 필요

가 있다. 이를 통해 제주지역의 자연 환경  특성을 반 한 제주지하수의 산업화 정책

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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