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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P방법론을 이용한 녹색기술 인력정책 방향성 도출
 Derivation of HRD Policy Direction in the Field of Green Technology 

Using AHP Methodology
이중만

호서대학교

Jungmann Lee(mann@hoseo.edu)
 요약

본 연구는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학기술 인재양성에 대해서 정부의 인력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으며, 평가항목 간 중요도 분석을 통한 녹색기술 인력정책 방향성 제시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외

9개 부처에서 발표한 “녹색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방안” 핵심 추진과제를 대상으로 계층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37개 세부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된 녹색기술 인력정책과제는 이공계

대학(원)의 녹색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0.284), 녹색 사정회적 기업 육성, 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녹색

교육․연구 연계강화, 녹색 근로자 전환 훈련체제 구축, 전략적 녹색일자리 파트너십 형성 등 인력정책 과

제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평가항목의 중요도는 녹색창의성이 0.384로 가장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녹색산업 성장성(0.277), 지속가능 발전성(0.125), 녹색기술 파급효과(0.089), 글로벌 협업

(0.084), 녹색문화 확산(0.042) 순으로 제시하고 있다.

■ 중심어 :∣녹색성장∣AHP방법론∣녹색기술 인력양성∣녹색 일자리 창출∣민감도분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HRD programs for the government's priorities and HRD

policy direction in the field of green technology to create green jobs. AHP methodology was

employed by looking into "green job creation and HRD programs" announced by government.

The empirical results showed that the most important one among 37 HRD programs was green

education and research capacity building in engineering college and graduate school. And

fostering green social enterprise, green education and research through university-research

collaboration, green workers transition training, strategic partnership for green job are presented

in order in terms of the importance. It suggested green creativity(0.384), green Industry growth

(0.277), s정ustainable development (0.125), green technology spill-over effect (0.089), a global

collaboration (0.084 ), and green cultural diffusion (0.042) as a green technology and HRD policy

direction.

■ keyword :∣Green Growth∣AHP Methodology∣Green Technology HRD∣Green Job Creation∣Sensitivi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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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녹색성장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산업, 기술, 인프라

(사회변화 등) 측면에서 노동시장의 변화가 예상된다.

노동시장에서는 녹색산업을 통한 미래의 새로운 일자

리 창출(그린 칼라 등)이 예상이 되며, 융합기술의 전략

적활용이 가속화 될 전망이고, 열린형(open) 교육 시스

템 활성화, 산업체 인력에 대한 사회적 지식(환경, 에너

지 등) 충전을 위한 기반 재교육 제공 등 녹색성장을 위

한 인프라 재정비와 확충이 필요할 전망이다.

지금 전 세계 선진 각국은 녹색산업·기술을 새 성장

엔진화 하는데 국력을 집중(green race)하고 있다. 자원

과 에너지를 확보함과 동시에 자원 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게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라 인식했기 때문이

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 10년간 신재생 에너

지에 1,500억 달러를 투자, 50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영국은 2020년까지 207조

원을 투자해 신재생에너지 확충 총력전을 펼치기로 하

였다. 독일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에서만 50만명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라고 하며, 프랑스는 2020년까지

발전에서 화석연료를 퇴출한다고 한다. 일본도 국가장

기전략지침인 ‘이노베이션25(‘07.5)를 통해 환경을 경제

성장과 국가공헌의 엔진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히고 있

다[15].

한국의 경우, 8.15 대통령 경축사 중저탄소 녹색성장

천명에 따른 새로운 국가성장전략 모색의 일환으로 수

행된내용 중, 녹색성장 국가발전전략, 녹색산업의 신성

장 동력화, 녹색성장을 위한 연구개발체계의 개선방안,

녹색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촉진방안 등을 발표한 바

있다[2].

이와같이, 전 세계적으로 녹색성장에 대한 정책적 지

향이 나타나고 있으나, 당위적 선언적인수준에서 정책

실천적인 지향으로만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에

대한 강조가 주어지고는 있으나, 현재 그 녹색성장

(green growth)의 내용은 명확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

간의 지식기반경제(knowledge based economy)라는 패

러다임에 대해, 녹색성장(green growth) 혹은 녹색경제

(green economy)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등장하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개념 정립이

없으며 녹색성장에 대한 인력양성 및 활용에 대한논의

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기존의 국가전략 차원의 인력양성 연구는 6T,

차세대 성장동력 등에 국한되어있으며, 최근 급부상하

고 있는 녹색성장 분야에 대한유망한 녹색기술도출 및

인력양성 연구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어, R&D

와 인력양성 연계에 대한 합리적인 연구가절실하여녹

색성장을 위한 과학기술인력 양성모델을 구축하고 정

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있다. II장에서는 녹

색성장 개념, 녹색성장에 따른 고용 창출, 녹색 기술인

력 양성 및 활용 등을 이해할수있는 이론적배경을 제

시할 것이다. III장은 본 연구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수

집하여분석을 위한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설명할것이

며, IV장에서는 연구분석에 대한 결과를 보여줄 것이

다. 그리고 마지막장인 V장에서는 결론및 연구의 한

계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념적 기초에 대해서 [7]은 녹색

성장 개념의 이념적 기초를살피기 위해 이제껏국제사

회에서나 우리 사회에서 지배적인담론으로 부상한 지

속가능한 발전 개념과 생태근대화와 비교 분석하여이

두개념과어떠한관계에 있는지 이론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정부가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다양한 사업

들에 대한검토와 분석을퉁해실제로 녹색성장 개념이

어느정도 진정성 있게 추구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녹색

성장에 대한 법안에 대해서 [8]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

본법안이 출현하면서 녹색성장 개념이 지속가능발전

개념에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개념과 정책적실체적

으로 겹칠 수 있더라도 그 개념과 범주가 서로 다르다

는 전제아래 지속가능 발전과 녹색성장의관계를 분석

하였고 양자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고

찰하였다.

녹색기술의 중요성의 경우, [4]는 저탄소 녹색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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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여하는 녹색기술을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이 선순

화되는 전략적 구심점으로특히 우리의 강점인 IT, BT,

NT기술을 녹색 기술 연결할 경우 제조업 중심의 산업

규제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킬수있는 녹색성

장에 필요한 녹색기술에 중요성을 기술하였다.

녹색성장에 따른 고용창출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

면, [10]는 지속가능한 노동의 개념이무엇인지를 정의

하였고,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재생가능 에너지 분야의

일자리 창출효과, 인력양성과 고용구조 등을 기술하고

분석하며 미비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

에서의 녹색성장 전략과 인식의 문제점, 재생가능에너

지 육성과 고용창출 계획의 허와 실을 지적한다. 더불

어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거버넌스 체계의 중요성

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인 안전

망을 위한 단기적인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형태의

한국형뉴딜사업1)도 중요하지만, 정부의초기비용투자

를 통해 기업의 투자 유도가 필요한 녹색산업은 신 성

장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되어야할것이다. 또한, 기상학자, 풍력 측정

가, 공학자, 전기기술자, 컴퓨터전문가 등이 신기술 발

전으로 형성되는 녹색일자리2)로 등장하고 있다.

녹색기술 인력양성의 경우, [11]는 정부의 녹색성장

에 기반한 성장동력 창출의 도모와 인력양성을 위해 자

동차산업을 중심으로, 그린카관련 전문기술인력 양성

을 위한 대학 교과과정 개선의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

며, 특히 대학교과의 개선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작성

되었다. 그리고 [9]은 공공시설로서 학교시설이 최우선

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비전에 부합되는 시설

변화가절실이 요구되고, 또한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학교시설의 변화는 대국민 홍보측면에서의 효과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되는 교육적 파급효과는 미래의

국가경쟁력 제고에큰영향을 가져다줄것으로 연구되

고 있다.

1) 96만 개의 일자리 중 92만 개가건설관련 노동으로토목 공사가끝

나자마자 바로 사라질일자리 임(전문기술․관리직은 3만 5270개로

약 3.7%, 서비스․사무직은 4994개로 0.5%)[3]

2) 녹색 일자리유형: 신 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바이오 화학생물연

료), 환경(대기오염, 폐기물관리, 수처리 및폐수처리), 대중교통, 건

물개조에 필요한 인력임[3]

현재 ‘녹색기술 연구개발종합대책을 위한 연구’가 진

행 중인 가운데, 본 연구는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

책을 위한 연구가 취약한 인력양성 및 활용 부문에 집

중하고자 한다. 녹색기술 연구개발종합대책을 위한 연

구에서는 미래사회 변화와 녹색성장의 필요성, 국내외

추진동향, 기획 및 전략 분석의틀, 녹색기술의 개념및

범위, 국내녹색기술의 투자 및 경쟁력현황 등이 다루

어지고 있다[12].

본 연구에서는 녹색기술 인력정책 방향성을 도출하

기 위해서 다음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1)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위한 정부의 인력정책과제의 우선순위 결정

(2) 녹색기술 인력정책 과제에 대한 평가항목 간 중

요도 분석을 통한 녹색기술 인력정책 방향성 제시

III. 연구방법론
계층분석(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은 다수

의 속성들을 계층적으로 분류하여각 속성의 중요도를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함으로써 최적의 대안

을 선정하는 기법이다. [13]에 의해서 개발한 이 기법의

특징은 첫째, 정성적(qualitative criteria)기준과 정량적

(quantitative criteria)인 기준을 비율척도를 통해 측정

하기 때문에 이해하기쉬운 요인과 명확한 구조를갖고

있고, 둘째 복잡한 문제를 여러 계층으로 나누어 작은

요소로 분해(decomposition)함으로서 부분적인 관계를

단순한 쌍대 비교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한다.

녹색인력 정책과제에 대한 핵심인력 정책과제 도출

및 우선 순위 선정은 계량화가어렵고 의사결정과관련

한 많은 이해집단이 존재(정성적인 요소)하며, 다양한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다. 계층분석은 평가위원의 주관

적 견해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다수의 평

가항목을 다수의 의사결정 대안으로 우선 순위를 최종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계량적인 요소와 정성적인 요소

를 동시에 고려할수있어계층분석을 평가방법으로 선

택하였다.

쌍대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평가항목인 상위요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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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소들에 대해서 각 요소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비

교할 행렬을 설정한다. n개의 요소들을 각각 A1, A2,

...., An이라 하고 각 요소들의 중요도를 W1, W2, ....,

Wn이라 하면, 쌍대 비교로부터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은 행렬 A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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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결정자의 쌍대비교에 의해 행렬 A=(aij)가 이루

어지며, aij는 Wi/Wj의 추정치, aji=1/aij로 표현되며,

Wi와 Wj는 i번째 속성과 j번째 속성의 중요도를 나타

낸다. 여기서주대각선의 원소는모두 1이 되는 역수행

렬(reciprocal matrix)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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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렬 A에 상대중요도를 나타내는 열 벡터 W*=[W1,

W2, ...., Wn]을 곱한 결과는 AW*=nW*가 된다.

1=åwi (3)

∑Wi=1 이 되도록 Wi를 ∑Wi로 나누어 정규화

(normalization)한다. (2)는 (A-nI)W=0과 같은 특성방

정식(characteristic equation)으로 표현되며, 행렬 A가

완전한 기수적 일관성(cardinal consistency)이 있다면

특성방정식의 근 λi(i=1,2, ..., n)는 가장큰근 하나만이

n의 값을 가지며(λmax=n), 나머지 근들은 모두 0이다.

(2)식을 다시 쓰면,

AW*=λmaxW* (4)

일반적으로 다수의 쌍대비교를 통하여 행렬을 구성

할 때 인지력의 한계로 인하여완벽하게논리를 일관되

게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행렬 A의 논리적 모

순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수적 일관성정도를 측정한

다.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은 다음과 같다.

RIn
n

RI
CICR 1

1
max

-

-
== l

(5)

일관성 지표(consistency index)는 고유값에서 n(요

소의 수)를 뺀 값을 n-1로 나눈 값이고 무작위 지수

(random index)는 1에서 9까지 정수들을 무작위 추출

하여 역수 행렬을 작성한 후 이로부터 일관성 비율을

구한다. 일관성 비율이 10%이내일 경우에만 서수적 순

위에 무리가 없는 유의성있는 결과가 된다. 행렬 A의

일관성이 신뢰할 만한 수준이면 도출한 의사결정요소

의 상대 가중치를 총합한다.

Saaty의 계층분석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첫째, 의사

결정 목표를작은 요소별(상위요소, 하위요소 등)로 분

해(decomposition)한다. 체계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포괄적인 목표를 상위목표로 놓고 소 목표를 계층으로

나누어 의사결정 계층(decision hierarchy)을 설정한다.

둘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의사결정대안(alternative

mapping)을 설정하고 의사결정 요소들 간의 쌍대비교

를 한다. 9점 척도3)를 사용하여 쌍대비교를 통하여 상

위항목에 기여하는 정도를 결정한다. 셋째, 평가항목간

의 중요도를 분석하고 의사결정 대안들의 상대적인 가

중값을 종합화(synthesis)하여 우선순위를 평가

(evaluation)한다. 이 단계에서는 일관성 비율을 체크하

고 유정의성을 검정한다[5].

IV. 실증 분석결과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인재양성을 핵심 인력

정책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문제에 대해서 고려해야할

3) 1: 같은 정도로 중요, 3: 약간중요, 5: 매우 중요, 7: 극히 중요, 9: 절대

적으로 중요, 2, 4, 6, 8: 중간정도로 중요(1, 3, 5, 7, 9의 중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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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계(level)의 요소(elements)는 다음과 같은 계층구

조(decision hierarchy)를 가지고 있다. 가장 상위계층

은 평가목표(goal), 그 밑에는 영역, 과제, 세부과제 등

핵심과제 후보군인 의사결정 대안들(alternatives)들을

설정하며, 각 요소들은 상호 독립적(independent)임을

가정한다.

1. 평가 계층도 설정(Decision Hierarchy)

그림 1. Decision Hierarchy 

본 연구를 위해서 녹색인력정책과제는 [1]에서 발표

한 “녹색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방안”내용 중 녹색

일자리 창출 기반조성, 녹색 직업능력개발 확대, 핵심

녹색인재 양성 등 핵심 추진과제를 대상으로 4개영역,

13개 과제, 37개 세부과제로 재정리를 해서 분석을 하

였다. 최종적인 의사결정 대안을설정하기 위해서 녹색

기술 인력양성정책전문가4)가 중심이 되어녹색 일자리

창츌을 위한 과학기술인재양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

요로 하는 녹색 인력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쌍대비교 과정에 집단이참여할 경우 전체

동의를 거쳐 평가해서 중요도를 산출하거나, 개인마다

다르게 평가할 경우 각자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기하평균(geometric mean)을 이용하여종합하는두가

지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방법을 채택하

여 설문지를 통해 평가한 후에 이를 다시 종합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쌍대비교 행렬에 대해 일관성 비율

(consistency ratio)을 구한 결과, 20명 모두 유의성 있

4) 가능한 한 산업계의 의견을많이 반영하기 위해서 산업계(10), 학계

(6), 연구소(4)의 녹색 기술분야 인력 전문가 집단 20명으로 구성하

였다.

는 10% 이하의 결과를 보였다.

2. 최종 우선순위(Priority Setting)
표 1. 영역별 인력정책과제 우선순위5)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학기술 인재양성에 대한

정부의 인력정책과제의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영역에

대한 중요도는 영역 2(창의적이고 협업하는 녹색 인재

양성)가 0.568로 가장 높으며, 영역 1(다양한 녹색 일자

리창출)이 0.252, 영역 3(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녹색직업

능력개발 확대)이 0.120, 영역 4(녹색문화 확산을 위한

인프라 재정립)가 0.059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녹색 인

재양성을 통해 녹색기술 개발 및 녹색산업이 형성되어

결과적으로 녹색일자리가 창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

재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영역별로는 [영역 1]에서는 바로 제공할수있는온

라인 및 오프라인취업지원, 녹색 사회적 기업 육성, 산

림분야 녹색일자리 등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녹

색일자리 고용 촉진이 시급성차원에서 중요도가 높았

다. [영역 2]에서는 녹색 핵심연구개발 인력양성이 다른

산업분야나 기능 인력양성 보다 중요하고 녹색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고급인력 부족 때문에 중요도가

높았다. 그리고 [영역 3]에서는 기존산업의 녹색인력 전

환 강화가 다른부문보다 시급하기 때문에 중요도가 높

았고, [영역 4]에서는 녹색기술 투자확대를 통한 우수인

재 양성기반 확대가 다른인프라 요인보다 중요하게 판

단되었다.

5) <표 1>에서 표시한 L은 영역별중요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G는 영

역내 중요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모두 합하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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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세부과제별 우선순위

세부 과제별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37개의 세부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된 기술은 중요도 가중치

0.284를 얻은 이공계 대학(원)의 녹색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로 나타났으며, 녹색 사회적 기업 육성, 학․연 협

력 활성화를 통한 녹색 교육․연구 연계강화, 녹색 근

로자 전환 훈련체제 구축, 전략적 녹색일자리 파트너십

형성 등 인력정책 과제 순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살

펴보면, 인재양성 영역에서는 이공계 대학(원)의 녹색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와 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녹

색 교육 및 연구 연계강화, 일자리 창출 영역에서는 녹

색 사회적 기업육성 및 전략적 녹색 일자리 파트너쉽

형성, 재 교육영역에서는 녹색 근로자 전환 훈련체제

구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프라 영역에서는 녹색기술

기초․원천 투자 확대를 통한 우수인재유치에 대한 정

책과제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이공계 대학(원의 녹색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의 경우, 녹색기술 관련 고급 기술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며 중장기적으로도 녹색산업 시장형성 및 수요

확산에 대비하여이공계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여건이 필

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녹색

교육 및 연구 연계강화정가 필요한 이유는 녹색기술의

경우, 기후변화 예측, 수력, 석탄액화(Carbon To

Liquid, CTL), CO2 포집 등 기술영역 및 규모가 커 일

반 대학에서 실습 및 현장교육이 어려운 점이 있어 이

를 위해 관련 산업체 및 연구소와의 협력이 필수적이

다. 따라서 정부에서 각 지역별 또는, 분야별로 대규모

현장실습센터 등을 구축하여 관련 대학이 공동으로 이

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며, 녹색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체 및 연구소와의 대학 간의 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교육을 위한 교육거점센터등 운

영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녹색 사회적 기업육성이 필요한 이유는 녹색산

업은초기이고 정부의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매우 높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재활용 및 폐기물관리 등

환경분야중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분야에 새로운 사

회적 기업 모델을 전략적으로 발굴 및 육성을 해야 한

다. 또한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역차원에서 친

환경, 재생에너지 활용사업 등 민간단체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녹색 고용창출 사업을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녹색산업의 수요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계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산업별 특화훈련 지원이 필요하

다. 녹색기술에 대한 산업체 재교육도 기존 산업(건설,

자동차, 철강, 화학 등)의 녹색화가 시급한 분야부터기

술향상 및 숙련전환이 요구되며, 비 녹색 산업에서 퇴

출되는 노동력에 대한 재훈련을 통해 녹색산업으로 원

활하게 이동하도록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녹색기술 기초․원천 투자 확대를 통한 우

수인재유치가 중요한 이유는현재 대학6)의 정부수탁

연구비 중 기초연구비중은 47.1%, 정부 연구개발 예산

의 44.6%가 투입되는 출연연구소7)의 기초연구 비중은

22.6%에 불과하여 미래 녹색성장을 주도 할 IT, NT,

BT 등 융합 녹색기술 개발에 투자가 필요한실정이다.

3. 주요 녹색인력 정책과제의 평가항목간 중요도
본 연구에서는 녹색성장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산업,

기술, 인력양성, 인프라측면에서 요구되는 녹색기술 인

력정책과제에 대한 평가항목으로서 녹색창의성, 녹색

산업 성장성, 지속가능 발전성, 녹색기술 파급효과, 글

로벌 협업, 녹색문화 확산 등이 고려되었다.

6) 미 대학의 경우, 정부 수탁 연구비의 71.7%를 기초연구비로 활용

7) 출연(연) 연구개발은 기초 22.6%, 응용 28.4%, 개발 49%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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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녹색성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인재양성 Keyword[6] 

녹색 창의성은 녹색산업자체가 녹색기술 및 친환경

비즈니스모델등을 통해 신 시장을 창출하는 산업으로

새로운 도전과 창의성이 필요하며, 저탄소 사회에서는

효율성과 함께 가치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요

소로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지식과는 다른 신 지식 창

출이 가능해야 한다. 녹색산업 성장성은 기존 비 녹색

산업이 축소하면서 녹색산업화 되고, 기존 녹색산업이

팽창되며, 신규 녹색산업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됨에 따

라 녹색산업이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이 되고 있으며,

녹색산업이 미래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되

고 있어 녹색산업 성장성은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되고

있다. 지속가능성은 기존산업의 녹색융합화에 따른 기

존인력의 녹색전환교육을 말한다.

그리고 녹색기술 파급효과는 녹색기술(green

technology)이 융합기술의 그린 웨이브(Green Wave)

로서 5T(IT, BT, ET, NT, CT)의 각 분야를 효과적으

로 연계 융합할수있는유일한 기술적 대안이 되고 있

어, 환경, 에너지, 복지분야등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해

녹색기술의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글로

벌 협업은 환경문제를 위해서 전 지구적인 대응만이유

일한 해법으로 글로벌 협력이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선

진국과의 녹색 기술격차가큼에 따라, 융합지식, 그린지

식 교류를 위한 공동 R&D 프로젝트를 통한 인재교류

가 활발해 지고 있어글로벌 협업은 중요한 평가항목이

다. 녹색문화 확산은 산업체 인력에 대한 사회적 지식

(환경, 에너지 등) 충전을 위한 기반 재교육이 필요하

고, 저탄소 사회 패러다임의 당위성 및 지속가능한 발

전을 위한 녹색성장 필요성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저

변교육 확대 등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파급효과를말한다.

녹색인력양성 전문가 그룹의 설문을 통해 평가항목

(criteria 혹은 factors)간의 중요도를 분석하였는데, 녹

색창의성이 0.3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녹색산업 성장성(0.277), 지속가능 발전성(0.125), 녹색

기술 파급효과(0.089), 글로벌 협업(0.084), 녹색문화 확

산(0.042) 순으로 중요도를 평가했다. 이 결과는 녹색기

술 인력양성전문가 그룹이 국가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인력정책과제를 고려할 때, 다른 요인보다 녹색창의성

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알수있다. 그 이

유는 녹색기술 인재양성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것은

녹색산업 및 기술이 신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기술과

녹색기술의 융합을 통해 녹색기술화해야 하기 때문에

도전과 창의성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저

탄소사회는 기본적으로 지식기반 사회의 특성과 유사

하므로 인력의 대량 공급인 양적인 인력정책을 통해 발

전하는 모델이 아니라 질 위주의 인력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녹색창의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표 4. 영역별 주요과제의 평가항목간 중요도 분석
영역별

의사
결정대안

평가항목

영역1
① 녹색일
자리 고용
촉 진
(0.252)

① 녹색 산업성장성(녹색일자리창출)      (0.564)
② 녹색 창의성                          (0.076)
③ 글로벌 협업                          (0.193)
④ 지속 가능 발전성(녹색 직무전환)       (0.078)
⑤ 녹색문화 확산(사회적 문화적 파급효과)  (0.501)
⑥ 기술적 파급효과                      (0.015)

영역2
② 녹색 핵
심 연구개
발 인력양
성(0.354)

① 녹색 산업성장성(녹색일자리창출)      (0.082)
② 녹색 창의성                          (0.639)
③ 글로벌 협업                          (0.592)
④ 지속 가능 발전성(녹색 직무전환)       (0.228)
⑤ 녹색문화 확산(사회적 문화적 파급효과) (0.068)
⑥ 기술적 파급효과                      (0.219)

영역3
③기존 산
업의 녹색
인력전환  
  (0,230)

① 녹색 산업성장성(녹색일자리창출)      (0.226)
② 녹색 창의성                          (0.180)
③ 글로벌 협업                          (0.072)
④ 지속 가능 발전성(녹색 직무전환)       (0.559)
⑤ 녹색문화 확산(사회적 문화적 파급효과) (0.304)
⑥ 기술적 파급효과                      (0.063)

영역4

④ 녹색기
술 투자확
대를 통한  
 우수 인
재 양성 기
반 확 대
(0.164)

① 녹색 산업성장성(녹색일자리창출)     (0.128)
② 녹색 창의성                          (0.106)
③ 글로벌 협업                          (0.143)
④ 지속 가능 발전성(녹색 직무전환)       (0.135)
⑤ 녹색문화 확산(사회적 문화적 파급효과) (0.127)
⑥ 기술적 파급효과                      (0.603)



AHP방법론을 이용한 녹색기술 인력정책 방향성 도출 357

<표 1>로부터 영역별로 중요도가 높은 핵심과제를

하나씩 선정하였다. 우선순위로 선정된 대부분의 영역

별 핵심 정책과제들은 정책과제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유사한 평가항목에서 중요도 매우 높게 나타나서 조사

결과가 일관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상세하게살펴

보면, 녹색일자리 고용촉진 정책과제의 경우, 일자리 창

출과 관계되는 녹색산업 성장성 평가항목에서 중요도

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녹색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

면 녹색성장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파급효과도 높아질

수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녹색 핵

심 연구개발 인력양성 정책과제도 녹색기술 인력양성

에서 중요시 되고 있는 창의성 평가항목에서 중요도가

가장 높고, 연구개발을 위한 글로벌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산업의 녹색인력 전환 정책과제의

경우, 녹색직무 전환교육을 위한 지속 가능 발전성 평

가항목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기존 산업체

인력들의 녹색성장, 녹색기술 등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

한 녹색문화 확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녹색 기술 투자확대를 통한 우수인재양성 기반 확대 정

책과제는 녹색기술의 기술적 파급효과의 중요도를 높

게 평가하고 있다.

4.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

그림 2. 4대 핵심 정책과제의 평가항목에 대한 민감도분석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은 평가항목에 대한

의사결정 대안의민감도를 보여주는것으로, 위의 그림

은 4대 영역별선정 된 핵심정책과제에 대한민감도 분

석결과이다. 오른쪽의 Y축은 핵심 정책과제에 대한 우

선순위로 녹색 핵심 연구개발 인력양성(0.354), 녹색일

자리 고용촉진(0.252), 기존 산업의 녹색인력전환

(0.230), 녹색기술 투자확대를 통한 우수 인재 양성 기

반확대(0.164)순으로 중요하며, 그 합은 1.0이 된다.

왼쪽의 Y축 막대그래프 는 평가항목의 우선순위로

녹색창의성(0.384), 녹색산업 성장성(0.277), 지속가능

발전성(0.125), 녹색기술 파급효과(0.089), 글로벌 협업

(0.084), 녹색문화 확산(0.042) 순으로 중요함을 의미한

다. 녹색 핵심 연구개발 인력양성 정책과제의 경우, 녹

색창의성(0.639), 글로벌 협업(0.592)이 타 평가항목보

다 중요도가 높은 것은 녹색기술 연구개발측면에서 창

의성과 글로벌 협업이매우 중요한 요소로작용하고 있

음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3. 4대 핵심 정책과제의 기술 및 경제적 파급효과

4대 핵심 정책과제에 대한 기술적 파급효과와 경제적

파급효과 매트릭스(Matrix)도표를 보면, 녹색 기술 투

자확대를 통한 우수인재 양성 기반확대 정책과제는 녹

색 기술적 파급효과가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녹색

일자리 고용촉진 정책과제는 녹색산업 성장성 평가항

목인 경제적 파급효과가매우 높은것으로극명하게 나

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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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어 
녹색성장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녹색기술 인력정책

의 방향성은 첫째, 현재의 맞춤형인력양성에서 수요지

향적 요소에 창의력이 결합된 형태의 인력양성으로의

전환이 예상되며, IT, ET, BT 등 융합형태의 녹색 기술

인력이 요구됨에 따라 융합기술의 전략적 활용에 따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 즉, 기존의 성장 모델은 자원의 효율

적인 사용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녹색산업은 생태계균

형을 맞추면서 효율성8)과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

략이 필요하며,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창의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 녹색산업 성장성은 기존비 녹색산업이 축소하

면서 녹색산업화 되고, 기존녹색산업이팽창되며, 신규

녹색산업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됨에 따라 녹색산업이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이 되고 있다. 녹색산업이 미래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되고 있어녹색산업 성

장성은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되고 있다. 따라서 그린칼

라를 위한 해외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도 커질 것이

다.

셋째, 기존산정업의 녹색기술 융합화에 따른 기존인

력 전환교육9)이 중요할 전망(산업체 재교육)이다. 지역

의 대다수 그린 아이티(Green IT)를 지원하는 중소업

체들이 영세하고 체계적인 품질관리 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실정으로 지역별, 기술분야별인력수급 체

계와 재활용에 대한 전환교육 시급하다.

넷째, 녹색기술 파급효과는 녹색기술(green

technology)이 융합기술의 그린웨이브(green wave)로

서 5T(IT, BT, ET, NT, CT)의 각 분야를 효과적으로

연계 융합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적 대안이 되고 있어,

환경, 에너지, 복지분야등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해 녹

색기술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다섯째, 글로벌 협업은 환경문제를 위해서 전 지구적

인 대응만이 유일한 해법으로 글로벌 협력이 절대적으

8) 기존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능력이 아닌 새로운 의미의 생태효율

(eco-efficiency)성을 추구하는 녹색 창의성을 갖춘 인력 필요[14]

9)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술에 있어서숙련격차(질적인 Skill Mismatch)

를 줄일 수 있는 교육 훈련체계 정비가 필요함[3]

로 필요하며, 선진국과의 녹색 기술격차가 큼에 따라,

융합지식, 그린지식 교류를 위한 공동 R&D 프로젝트

를 통한 인재교류가 활발해 지고 있어 글로벌 협업은

중요하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글로벌화는 기존의 글로

벌화와 다른 가장 큰 이유는 기존의 글로벌화가 교통,

통신, 기술의 이동이 용이해 지면서 글로벌화 된 반면,

현재의 글로벌화는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글로벌화이며, 이를 선점하는 것이 국가적 경쟁력으로

등장함에 따라 글로벌화 동참이 필요해지고 있다. 따라

서, 우리의 경우 이러한 녹색성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술 및 핵심인력의 글로벌화가 절실해 질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산업체 인력에 대한 사회적 지식(환경,

에너지 등) 충전을 위한 기반 재교육이 필요하고, 저탄

소 사회 패러다임의당위성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녹색성장 필요성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저변교육 확

대 등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파급효과를증대하기 위할

녹색문화 확산이 필요하다. 또한, 실습 장비 등의 구축

이 어려우므로 정부에서 각 지역별 또는, 분야별로 대

규모 현장실습센터등을 구축하여관련 대학이 공동으

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며, 녹색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체 및 연구소와의 대학 간의 교

류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교육을 위한 교육 거점센터

등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주요 녹색기술 인력 정책과제 도

출에 있어서 AHP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평가위원의 구성에 따라 평가항목에 대한 중요도

결과가약간의편차를 보일수있으며 평가대안이많을

경우, 쌍대비교가 기하급수정적으로 늘어나 평가의 일

관성을유지하기힘들다. 그리고 평가요소를 상호 독립

적이라고 가정을 하였지만, 이러한 AHP기법이갖고 있

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System Dynamics,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등 다양한 Tool을 사

용하면 더 나은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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