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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한국고용정보원은 현장과 통계를 중심으로 고용정책에 관한 실용적인 연구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국가의 고용정보망을 운영하는 일자리 전문기관으로 우

리나라의 고용정책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 노동시장의 분석과 진단, 각종 노

동시장 정책프로그램(LMP)의 전달을 위한 고용정보망의 운영 등 정부의 고

용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 피드백 등 고용정책 전반에 걸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불 수준에 있는 OECD 중요한 회원국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책과제입니다. OECD 선진국들의 경험에 의하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종합적 정책과 접근이 요구되는 과제로서 부분적으로 접근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정책과제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현시점에서 우리나라 고용정책의 전반을 

정리해 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평가해보기 위해 현재뿐만 아니라 지난 20년간 

추진된 고용정책을 정리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추진 배경에는 개도국

으로부터의 한국의 고용정책에 대한 관심 증가도 한몫했습니다. 많은 후발 

개도국들에서 한국의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실업급여 등 한국의 고용정책 

제도와 운영에 대해서 이를 배우려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도 한국의 고용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고용정책에 대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지만, 고용

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다룬 연구는 매우 드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고용정책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소개하는 이번 연구는 중앙정부의 고용정책을 



수립하는 정책 입안자뿐만 아니라 연구자, 자치단체 공무원, 일반 국민들에 

이르기까지 미력하나마 우리나라의 고용정책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고용정책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거시적인 고용정책의 흐름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프로그램별, 대상별 고용정책, 

고용정책 평가체계 등 세부 고용정책의 흐름을 살펴보고 내용과 특징을 소개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선행연구, 정부자료, 해외자료, 각종 

통계자료 등 다양한 문헌 자료들을 중심으로 해당 분야에 대해 종합적으로 

내용을 정리하고자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긴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고용정책 전반을 들여다보는 것은 매우 광범위한 

작업입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2000년 이후 각 정부를 거치면서 진행되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부족함이 많지만 본 연구의 내용이 우리나라의 고용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고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국민들로부터도 더욱 신뢰받고, 

보다 체감될 수 있는 고용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연구의 현실적인 제약으로 모든 부분을 다루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들이 이어져 우리나라 고용정책이 한 걸음 더 

국민들 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 진행에 있어 많은 분들께서 주신 아낌없는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각 부문에 대한 원고 자문을 

주신 자문위원님들과 원내 기획정보화본부 및 연구본부 관계자분들, 연구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 주신 고용노동부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으로 연구가 끝까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담당 연구진들께도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12월 31일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이 재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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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

요  약

머리말

이 연구는 한국 고용정책의 큰 흐름과 전략들에 대해 주요 분야별로 종합적

으로 살펴보고 정리하는 데서 출발하고자 했다. 특히 거시적인 고용정책의 

흐름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프로그램별, 대상별 노동시장 정책, 고용정책 평가

체계 등 세부정책들의 흐름을 살펴보고 내용과 특징을 소개함으로써 한국의 

고용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 중 하나는 노동이다. 개인의 

노동이 온전히 펼쳐지기 위해서는 고용을 통한 일자리의 형태로 잘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고용은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과 일할 사람을 찾는 사람 

사이의 일치(matching) 여부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한 국가의 고용정책은 고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전이자 실질적인 계획이며,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부 스스로가 국가의 도전과 기회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고용정책은 단순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이 아니며 사회･경제 

문제를 포괄하는 모든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만큼 한 

사회의 고용정책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반영하여 수립해야 하는 까다롭고 

어려운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고용정책이 수립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다. 특히 90년대 말 외환위기를 시작

으로 커다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고용정책 또한 큰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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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실업대책을 통해 실업자의 안정을 찾기 위한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중심의 

전통적인 고용정책에서 실업자를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중심의 고용대책으로 변화해 온 것이 그 예이다. 

그러한 변화 속에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고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도 국민에게 체감될 수 있는 고용정책의 

개발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진행되어 온 분야별 고용정책의 흐름과 내용, 특징 

등을 살펴보기 위해 기존 선행연구, 정부자료, 해외자료, 각종 통계자료 등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크게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1부는 도입부로 1장에서 이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의 구성을 소개

하고, 2장에서는 2000년 이후 각 정부를 거치면서 수립된 고용전략을 소개

하였다. 2부는 한국의 고용정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크게 노동시장 

프로그램(LMPs, Labor Market Programs)별 부문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으며, 

3부에서는 주요 대상별 고용정책을 청년, 고령자, 지역･산업 고용정책에 국한

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4부에서는 앞서 정리한 다양한 고용정책의 일환

으로 수행되는 정책 사업들에 대한 평가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제1부

외환위기 직후 2000년대 이후 들어선 각 정부의 고용전략 추진개념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노무현 정부에서는 당시 구조

적인 문제로 제시된 청년실업과 노동시장 양극화로 인한 고용불안 등을 해소

하기 위해 청년실업 종합대책,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 등 일자리 만들기를 

중심으로 한 고용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로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을 체결하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노무현 정부에서는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목표로 하는 고용

전략을 처음으로 수립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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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이명박 정부에서는 ‘2020 국가고용전략’을 수립하고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4대 고용전략을 수립하였다. 첫 번째 

경제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용 친화적 경제･산업 정책을 

강조하고 추진하였다. 두 번째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기업의 

고용여건 개선 등을 위한 공정하고 동적인 일터 조성을 위한 전략이다. 세 번째는 

고용률 증대로 성장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취약인력의 활용과 직업능력개발 

강화를 강조하는 전략이다. 네 번째는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근로유인형으로 사회안전망을 개편하는 전략이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박근혜 정부에서는 ‘고령화･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용률 제고가 관건이라는 문제 의식을 갖고 종합 고용전략인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 전략에서는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의 개혁, 핵심인력의 고용가능성 제고,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연대와 책임 강화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한 고용률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의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자리 중심의 포용적 경제를 

비전으로 하고 일자리-성장-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여 소득주도･고용창출형･

동반･수출내수균형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구축하여 

일자리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비, 상생형 생태계와 혁신성장기반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의 창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일자리의 

질 제고, 청년･여성･신중년 등 취업 애로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이 그것이다.

2000년 이후 각 정부의 고용전략을 비교해 보면 성장과 고용(일자리), 복지가 

선순환 구조로 이루어지도록 정책을 디자인한 것이 공통점으로 나타난다. 다만, 

그 안에서 강조된 세부 정책과 사업들은 각 정부의 정책이념에 따라 각각 

특성을 갖고 운영되어 왔으며 해당 정부의 고용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목소리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2부

2부에서는 한국의 고용정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세부 노동시장 

프로그램(LMPs, Labor Market Programs)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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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제도

실업보험 제도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을 하나의 제도적 틀 속에 

포함시켜 한국 노동시장 프로그램 운영의 근간으로 볼 수 있는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내용과 특징을 소개하고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주요 쟁점에 대해 살펴

보았다. 

1995년 시행된 한국의 고용보험 제도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과 

실업급여 제도를 동일 제도에서 포괄하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실업급여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촘촘하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에서 그 특징이 

있다. 한국의 고용보험사업은 (1)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2)실업급여, 

(3)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모성보호 급여로 구분된다.

우선 고용안정사업은 고용창출의 지원, 고용조정의 지원, 지역고용의 촉진, 

고령자등 고용 촉진의 지원,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기능을 한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피보험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에 대한 지원,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건설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기능을 하고 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도와주는 사업으로 구직급여, 취업

촉진수당,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성보호급여제도는 모성보호와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2001년 

11월 고용보험사업에 신규로 도입되었으며,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수총액의 

3.0% 범위 내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

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실업급여･모성보호급여는 노･사가 보험료의 

1/2을 각각 부담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가 보험료의 전액을 

부담하는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보험 사업들은 고용보험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실업급여, 자영업자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요약  v

고용보험사업의 집행업무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6개 지방 고용노동청의 100개 

고용센터가 취업알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 기타 

노동시장정책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들이 각각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의 일부, 고용정보망 관리 및 고용보험사업의 

평가 및 모니터링, 직업능력개발훈련 평가, 고용보험 적용업무를 맡고 있으며, 

고용보험료 징수는 2011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 징수하고 있다. 

고용보험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차관을 위원장

으로 하고 노･사･정 및 공익 대표 각 1/4씩 구성된 고용보험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상 한국의 고용보험제도와 관련한 주요 쟁점을 살펴보면, 1)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업자가 많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한 문제, 2)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지원 약화, 3) 고용보험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로 고용보험사업이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유사한 사업과 지원금이 남발되는 부작용과 고용센터의 

행정업무 부담 증가로 고용서비스 기능의 약화, 4) 고용보험 재원과 일반재정원 

간 칸막이로 발생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사업의 사각지대 문제, 5) 점점 심각

해지고 있는 고용보험 재정 위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면서 실제 

가입이 되고 있지 않은 사람을 최대한 가입이 되도록 유인하는 정책과 행정적인 

적용 가능성 때문에 당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대상자를 최대한 고용

보험 적용 대상에 포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사각지대 최소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금급여보다는 고용서비스를 통한 실업 예방과 

재취업 지원에 역점을 둔 고용보험제도 운용을 지향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순효과가 낮은 고용보험사업을 대폭 정비하고, 수요자인 사업주와 

근로자･취업자･구직자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

하게 재구조화도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재원간의 칸막이 때문에 발생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관련 사업에 관한 한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를 일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고용보험 재원 조달방식의 합리화를 통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활성화를 이루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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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고용보험사업의 건전한 운용과 재원 조달을 염두에 둔 실업급여 

운용을 통해 고용보험재정의 위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구직급여는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서 실업급여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또한 실직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부상･질병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수급자격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상병급여제도와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하는 연장급여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취업

촉진수당은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실직자가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직장을 구

하도록 유도･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서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

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구분된다.

운영현황을 보면, 구직급여 지급실적은 제도 도입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온 반면, 훈련연장급여는 2018년 수급자 수가 21명으로 사실상 거의 활용

되지 않았다. 취업촉진수당 중 조기재취업수당은 제도 도입 이후 지급금액과 

지급요건 등이 완화되면서 2009년까지 지급 실적이 꾸준히 증가했고 이후 

등락을 반복하면서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한편, 우리나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한국의 경우 피보험기간이 12개월에서 6개월로 햐향조정되면서 

상대적으로 수급자격이 엄격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지급기간은 

비교 대상 국가들 중에서 한국이 240일로 가장 짧았으며 지급 수준 역시 비교 

시점에서 급여 산정 기준 소득의 50%로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GDP 대비 고용보험(실업부조 포함) 지출액을 주요 OECD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비교 대상 국가들 중에서 다섯 번째로 낮았다. 

다만, 최근의 실업급여 포괄범위가 확대, 지급 자격 완화, 수급기간 및 지급 

수준 확대 등의 추세가 반영될 경우 한국은 OECD 평균 수준에 보다 더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급여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긍정적 효과와 실업기간 연장으로 인한 

실업률 상승 등의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수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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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간, 수급 자격 포괄범위 등을 설정하는 적절한 기준에 대한 다양한 이슈

들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한 이슈로는 1) 실업급여의 적정성 문제는 최적 실업급여 수준과 수급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와 관련된 실업급여의 적정성 문제, 2) 플랫폼 

노동과 같은 비전형적인 근로형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실업급여 

포괄범위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의 문제, 3) 경기변동에 대한 실업급여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문제, 4) 실업급여와 활성화(Activation) 문제로서 노동시장프로그램 

내에서 수동적 노동시장 조치(PLMPs)와 적극적 노동시장 조치들(ALMPs)간의 

상호 보완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의 문제, 5) 실업급여와 다른 사회안전망

과의 연계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의 문제를 들 수 있다.

□ 고용서비스

고용서비스는 모든 국민에게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능력이 부족한 구직자에게는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켜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갖도록 지원하며, 기업에게는 필요한 인재를 적기에 

찾아줌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인력의 채용과 관리 등 필요한 컨설팅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는 일을 하는데 필요한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하여 제공

함으로써 개인의 평생직업생활과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의 위험을 줄여주는 

일련의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고용서비스가 갖는 중요성은 1)노동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며, 2)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접근을 지원하여 노동시장의 형평성(equity)을 

제고하고, 3)취업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 경영상의 사유로 기업구조

조정과 고용조정이 발생하는 경우에 구조조정의 충격을 완화하여 사회안정에 

기여하며, 4)실업자의 조기 재취업을 지원하여 실업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복지 

수급자들이 사회보장급여에만 의존하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재정건전성을 높여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주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고용서비스의 주요 영역은 첫째, 직업소개이다. 직업소개는 고용

서비스기관이 구직자가 적합한 일자리를 찾고, 구인자가 필요한 인재를 찾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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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중개하여 구직자와 구인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이다. 둘째 구직･구인 정보, 산업별･지역별 고용동향, 노동시장 정보, 직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정보, 직업능력개발훈련 정보,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 및 그 밖의 고용･직업에 관한 정보 등 일련의 노동시장정보(labor 

market information: LMI)제공이다. 셋째,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

하여 노동시장이 활력 있게 작동하여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안정된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일할 의욕이 미약한 사람에게는 일할 의욕과 동기를 부여하여 

‘일을 통한 복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반 적극적 노동시정정책 프로

그램의 집행이다. 넷째, 실업급여, 실업부조, 실업보험저축계좌제 등 실업자에게 

실업기간 동안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수당적인 실업자 소득보상제도의 

집행이다. 

우리나라 고용서비스의 발전과정을 보면, 일제시대 조선총독부가 1922년에 

공공직업소개소인 경성직업소개소를 개소하면서 시작되었다. 광복 이후 1961년

까지 공공직업소개소를 중심으로 한 고용서비스의 맹아기로 볼 수 있다. 

1960년대 초반부터 1997년까지는 고용서비스의 여명기로서 이 시기에는 직업

안정법 제정 및 노동청 소속 국립직업안정소 설치, 노동청의 노동부 승격, 고용

보험법 제정을 통한 고용서비스 발전의 계기 등을 마련하였다.

1998년 이후부터 고용서비스의 확충 및 발전기로 볼 수 있다. 이 시기 동안

에는 고용안정센터 설치를 통한 취업알선, 고용보험 전산망 구축, 직업훈련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로의 개편(HRD-net), 국가

취업포털인 Work-net이 개통, 고용센터의 대규모화 추진,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제도 도입, 외국인근로자 관리를 위한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운영,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고용서비스 프로그램인 ‘취업성공

패키지’ 도입, 고용과 관련된 일체의 서비스는 물론 고용과 관련된 복지 서비스

까지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고용복지+센터 설치되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19.5월 현재 중앙부처에서 운영하는 공공고용서비스

기관은 총 990개소,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고용서비스 기관은 232개

소로 총 1,222개소의 공공고용서비스 기관이 정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고용서비스 기관은 총 14,47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인 공공고용



요약  ix

서비스 기관은 고용(복지+)센터, 한국고용정보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제대군인취업지원센터, 국방전직교육원, 노인

인력개발원, 지역사활센터,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센터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고용서비스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면, 우선 고용센터의 과도한 행정

업무 확대 등으로 인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의 미흡을 들 수 있다. 한편 

원스톱 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고용복지+센터 참여기관 간의 

거버넌스 미비로 인한 체계성 취약의 문제점도 있다. 한편 중앙부처 및 자치

단체 고용서비스 담당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과 고용서비스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전문 서비스제공의 한계가 있다. 더불어 2005년부터 고용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통해 공공고용서비스 민간위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양질의 민간위탁시장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고용센터의 행정업무와 인력 효율화, 고용서비스 제공 프로

세스의 효율화,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통한 고용센터 서비스 기능의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고용복지+ 센터의 통합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유사･중복적 

서비스의 조정, 서비스 사각지대의 해소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고용

서비스 담당자의 전문직렬화, 양성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및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 효율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직업훈련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제도는 1967년 ｢직업훈련법｣ 제정으로 정식도입 되었다. 

이후 1976년 산업사회에 필요한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정책적 목적으로 사업

주에 대한 직업훈련의무제를 근간으로 하는 ｢직업훈련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 직업훈련의 발전과정을 보면, 1970년대는 직업능력개발의 태동기로 

공공 훈련기관을 통한 기능공 양성의 출발이 되었고, 1980년대에는 직업능력

개발의 성장기로 기간산업의 다기능 기술･기능인력 양성 및 재직자 향상 훈련의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990년대는 직업능력개발의 전환기로 모든 

근로자의 생애단계별 직업능력향상 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는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 개편 등을 통한 직업능력개발 체제의 효율성 강화 등을 

통한 직업능력개발의 혁신기로 볼 수 있다. 이후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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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신성장 동력 분야 인력양성, 일학습

병행제 및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확산, 4차 

산업혁명 대비 선도인력 양성, 혁신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기반 

마련 등을 통해 직업훈련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직업훈련사업은 크게 재직자 대상훈련과 실업자 대상훈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직자 훈련은 사업주직업훈련과 같은 기업지원, 내일배움

카드제와 같은 개인지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과 같은 공동훈련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직자 훈련은 구직자 내일배움카드제와 같은 민간

훈련과 다기능기술자 양성훈련과 같은 공공훈련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2019년 기준 중앙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은 37개 세부

사업으로, 2조 원 가량의 예산투입을 통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직업훈련과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다양한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교육훈련 투자와 기업성과를 살펴본 다수의 연구에서 교육훈련투자가 조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이 있다는 것과 개별 근로자의 직업훈련의 성과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취업이나 임금효과가 관찰된다는 연구 등을 통해서는 직업훈련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볼 수 있다. 반면, 사업주훈련 지원여부가 

기업의 1인당 교육훈련비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직업훈련의 

임금효과가 존재하지 않거나 임금효과가 특정계층에서만 관찰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직업훈련 사업과 관련된 문제점은 아직도 전반적으로 직업훈련투자 수준이나 

훈련의 성과는 미흡하며, 훈련사각지대와 부문 간 훈련격차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직업훈련정책 강화에 힘입어 사업주훈련 및 근로자의 직업훈련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2010년대 들어 정체상태에 있다거나, 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직업훈련 참여율 격차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 직업훈련에 

대한 재정 투입은 증가하고 있으나 성과 실현에는 여전히 한계가 많다는 점,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주훈련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점, 근로자의 

스스로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활용도가 매우 낮다는 측면이 

그것이다. 

정부는 2017년말 ‘혁신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제3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직업훈련 생태계 조성하고, 포용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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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의 직업능력개발, 평생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기반 구축, 직업능력개발 

인프라･거버넌스의 혁신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2019년 4월에는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신기술 관련 새로운 일자리가 요구하는 현장 엔지니어와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신기술분야 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재학-구

직-재직-재취업 생애단계별 평생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의 생애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통해 학습권을 보장하며, 직업훈련의 최종 수요자인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직업훈련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직업능력

개발 인프라를 개선하는 정책노력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직접능력개발의 혁신을 

이루고자 한다.

□ 고용안정사업

고용안정사업은 실업급여의 소극적･사후적 구제수단을 보완하는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의 핵심수단으로서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고용안정사업은 

기업의 고용조정 과정에서의 충격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고용조정 지원과 고령자･여성 등 노동시장 잠재인력 및 취약계층의 취업

촉진을 위한 고용촉진 지원, 근로시간 등 직무체계와 고용환경 개선 등을 

통해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고용창출 지원, 그 밖에 여성근로자, 건설 근로자의 

고용여건개선 등을 위한 지원 등이 있다. 

우리나라 고용안정사업은 1995년 고용보험 도입 시 6개의 장려금이 신설

되었고, ʼ97년 다양한 장려금 제도가 추가되면서 본격화되었다. 고용안정사업은 

성격상 범위의 광범위성으로 인해 고용보험 사업 중에서도 가장 많은 제도적 

변화를 겪어 왔다. 특히 고용안정 사업은 현장의 다양한 수요가 반영되어 

지원금의 종류가 너무 많고 복잡한 문제, 부정수급, 사중손실 등 문제로 인해 

2011년부터 복잡하고 다양한 사업을 통･폐합한 개선된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후 2016년에는 고용안정사업 통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였고, 2017년부터는 고용안정사업을 유형별로 통합･단순하게 개편하는 

개선 과정을 거쳤다.

고용안정사업은 지급방식에 따라 사업주를 지원하는 장려금과 구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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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는 장려금으로 나뉜다. 사업주 지원방식은 주로 취업이 어려운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는 이들 계층에 대한 기업의 노동수요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반면, 근로자 지원방식은 노동공급을 촉진시키는 방식이다. 노동수요가 

있으나 근로조건의 문제 등으로 해당 부문에 필요한 인력이 유입되지 않은 경우 

혹은 노동공급자의 임금이 해당 부문의 노동수요와 맞지 않아 구직을 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고용안정사업은 대부분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개인에 대해 직접 지원하는 장려금 형태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신설되고 있다.

사업주 지원제도는 크게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안정장려금이 

있다. 우선 고용창출장려금은 고용촉진장려금, 시간선택제 신규고용지원, 일자리

함께하기지원,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를 

지원하거나 무급휴직 및 현저히 낮은 법정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를 대상

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안정장려금은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근로자 지원제도는 크게 근로자 직접지원 고용안정장려금과 모성보호

육아지원사업으로 대표된다. 우선 근로자 직접지원 고용안정장려금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소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장년 근로자의 점진적 퇴직과 

인생 2･3모작을 지원하는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과 사업주, 재직자 동시 지원 

사업으로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에게 장기근속 및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

에는 우수인재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제도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있다. 

모성보호 육아지원은 일가정양립, 경력단절 완화 등을 위해 재직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고용장려금 사업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 유산사산휴가급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육아휴직급여, 배우자출산휴가급여 등의 세부사업이 있다.

우리나라 고용안정사업의 예산은 2015년 2조7천억에서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

장려금과 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대규모 사업의 신설로 2019년 6조 원 규모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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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시한 고용안정사업들에 대해 그간 공통적으로 지적되어 온 문제점

으로는 1) 사중손실 등으로 인한 미미한 순고용효과, 2) 낮은 고용유지율, 3) 직업

능력개발사업 등 다른 고용보험사업 및 고용서비스와의 연계 미흡, 4) 공급자 

중심의 과다한 사업의 나열과 어렵고 일관성 없는 지원기준 등으로 인해 고용

센터에서의 행정부담 가중 및 수요자의 활용 곤란, 부정수급 증가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고용･복지 통합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용･복지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 및 

수요자의 편의성 증대, 맞춤형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통한 기업 대상 노동

시장정책의 효과성 제고, 서비스 전달기관에서의 행정부담 경감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역량 집중, 사업의 지속성 여부 판단을 위한 일몰제 도입 등의 검토 등을 

통해 고용안정사업 운영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직접일자리사업

직접일자리사업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y: ALMPs)의 

한 유형으로 ‘구조적으로 효과적인 직접일자리사업’과 ‘사회적으로 통합적인 

직접일자리사업’을 동시에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 

영역으로 정의된다(Sommer and Rosenthal, 2012).

직접일자리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민간부문 노동시장 문제점 해소뿐만 아니라 

실업상태에 있으면서 경제활동인구로서 전문적 자격조건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의 고용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직접일자리사업은 장기실업자의 사회적 통합(inclusion)을 위해 노동시장

에서 배제되어 있던 특정 취약계층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하나의 고용단계

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또는 일자리사업은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직접일자리사업에 많은 재정지출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해서 직접일자리 비중이 높은 편이다. 

OECD 회원국의 경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재정지출 대비 직접일자리 재정

지출은 평균은 13.2%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8.9%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또한 

GDP 대비 지출 현황을 보더라도 2015년 현재 우리나라는 GDP 대비 직접일자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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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은 0.20%인데 반해, OECD 평균은 0.07%에 불과하다.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체계가 미흡하여 소득보전 일자리사업 등의 비중이 높고 노인일

자리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OECD 국가의 공공서비스 일자리사업은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도입되었으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고용창출에 기여하지 

못했다. 1990년대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와 스웨덴 

등은 GDP 대비 재정지원 비율이 아주 높았고, 그 상당 부분을 공공서비스 

일자리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이 성인 실업자의 

전반적 실업률을 낮추는데 효과적이지는 못했지만, 취업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인구로 유인할 목적으로 엄격하게 지원한 결과,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 또는 

차별을 방지하는 사회통합 전략의 일환으로 작동했다.

직접일자리사업 성과는 참여 단계와 참여 이후 노동시장 이전효과 등으로 

크게 구분해야 한다. 우선 직접일자리사업은 국가 또는 공공부문이 고용주가 

되어 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직접 고용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직접적 

고용효과를 낳는다. 그러나 재정투자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일자리 창출이 확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impact)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으로 

근본적인 노동시장의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직접일자리사업은 취업취약계층의 소득보전과 고용기회를 동시 제공하는 

사회통합 목적을 갖고 있다. 때문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가운데 취업취약

계층 또는 저소득계층 비중은 노동시장 효과와 구분되는 정책성과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직접일자리사업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과 함께 민간부문 노동시장으로의 이전(transfer)을 촉진하는 디딤돌로서 

작용한다고 봐야 한다. 때문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이후 민간부문 노동

시장으로 이전 수준 또는 비율(취업률)은 고용성과를 검증하는 데 유용하다.

우리나라 직접일자리사업은 거시경제의 일시적 경기안정화 수단으로서 취업

취약계층의 소득보전과 일자리 기회 제공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하는데 지원 

및 참여기간이 ‘장기화’ 되어있다. 이른바 직접일자리사업의 회전문 현상과 잠김 

효과가 해소되지 않은 채 여전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나 안전 및 환경 등과 같은 고유 사업을 직접일자리사업으로 추가

하여 추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처럼 직접일자리사업이 취업취약계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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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으로서 정체성을 상실하면서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

하고, 거시노동시장의 일자리 창출에도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

하고 있다.

수출 의존적 한국경제의 노동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취업

취약계층의 소득보전과 일자리 기회 제공은 노동시장정책의 핵심 과제이며, 

특히 노인인구의 사회안전망이 취약하기 때문에 노인일자리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은 직접일자리사업의 주요 과제이다.

직접일자리사업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일자리사업으로 관리되는 것이 부적절한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 

사업 5개는 관리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1) 다만, 노인일자리사업은 저소득 

노인계층을 위한 소득보전 수단으로서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둘째, 

직접일자리 상시화 방지를 위한 일몰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성과가 부진한 직접

일자리사업은 일몰제를 도입하고, 신규 직접일자리사업은 한시사업으로 추진 후 

성과에 따라 지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성과평가 결과가 부진한 사업은 기한

(1~3년 내외)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 성과를 감안하여 사업 재설계･폐지를 

추진한다. 셋째, 공공업무지원･인턴형 참여 시 관련직무･훈련･직업경로 정보를 

제공하고, 고용서비스 연계여부를 성과지표에 반영도 검토되어야 한다. 마지막

으로 직접일자리사업은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의 소득보전 등 사회통합 기능을 

유지하고, 향후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에 맞춰 운영되어야 한다. 예컨대 소득보전 

기능만 있는 직접일자리사업은 실업부조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이 지속적

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제3부

3부에서는 주요 대상별 고용정책을 청년, 고령자, 지역･산업 고용정책에 

국한하여 살펴보았다. 대상별로 고용정책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청년, 여성,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비정규직, 지역별, 산업별 등 다양한 정책 대상이 있고 

1) 현재 직접일자리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바우처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 장애아동가족지원(발달재활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19년 1조 6,934억 원, 

인원 17.7만 명) 등 5개이다.



xvi  한국의 고용정책과 전략

이들을 위한 고용정책이 많이 있지만 연구의 진행 여건상 이 연구에서는 청년

고용정책, 고령자고용정책 및 지역･산업고용정책에 초점을 맞춰 다루었다.

□ 청년고용정책

청년 고용문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지만 

단시간에 획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 저하,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고착화, 고학력화 및 일자리 

미스매치, 인구구조의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년 고용문제는 노동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정책조합의 실행과 구조적 문제의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리나라 청년 고용정책은 외환위기 이후 고용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도입된 이후,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계속 추진

되어 왔다. 정부마다 국정철학이 다르고 청년층 노동시장 상황에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청년 고용정책에도 차별성이 존재한다.

청년 고용문제에 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외환위기 이후이다. 

김대중 정부는 청년 실업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1년 12월 ｢청소년 종합실업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였다. 당시 정부는 청년 실업문제가 단순한 경기적 

요인이 아닌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구조적 요인으로 지적된 

것은 ① 대졸 인력의 과다공급과 ② 학교교육과 산업수요의 괴리, 이공계 진학

기피 등을 포함한 전공 간 수급불일치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정책은 ①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직장체험을 제공하는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도입 ② 학교교육과 산업인력수요 간의 괴리 문제에 대처

하기 위한 취업유망분야 직업훈련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 ③ 인력수급전망과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실시, HRD-Net과 Work-Net의 개선･확충 등 고용

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을 진행하였다.

청년층 고용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 청년 고용대책을 수립한 것은 제

16대 노무현 정부가 처음이다. 정부는 2003년 9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청년

실업 현황과 대책｣을 발표하였다. 2004년 3월에는 청년 고용확대와 직업능력

개발지원을 위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청년 고용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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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자 정부는 2005년 1월 교육인적자원부 등 6개 부처가 공동으로 ｢청년고용

촉진대책-학교･노동시장 이행 원활화를 중심으로｣를 제시한다. 이 대책은 

일시적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단기대책보다는 학교･노동시장 이행 원활화를 

중심으로 청년 고용을 중장기적･지속적으로 촉진･안정시키기 위한 청년 ‘고용’ 

대책의 관점에서 정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이후 2006년 3월 

｢해외취업 촉진대책｣, 2006년 4월에는 ｢고졸 이하 청년층 고용촉진대책｣, 2007년 

4월에는 ｢청년실업대책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통해 청년 고용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시작한 제17대 이명박 정부는 2008년 4월 청년의 

해외취업 지원 강화 대책인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계획｣으로 청년 고용 대책을 

시작하였다. 이어 2008년 8월 종합대책인 ｢청년고용 촉진대책｣을 제시한다. 

이명박 정부는 청년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최근 경기부진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청년 취업애로계층에 특화된 정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학교교육 개혁, 경제･산업구조 선진화를 통해 청년고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정책방향을 설정하였다. 2009년 3월에는 ｢청년고용 촉진

대책｣을 보완하여 취업장려수당 신규 도입,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확대 

운영 및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년고용 추가

대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2009년 10월에는 산업현장의 구인난과 청년층의 

구직난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인력수급의 불일치(mismatch) 문제에 근원적

으로 대처할 목적으로 ｢청년･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대책｣을 발표하였다. 

이후 2010년 10월 ｢청년 내일 만들기 1차 프로젝트｣ 발표, 2011년 5월 ｢청년 

내일 만들기 2차 프로젝트｣ 발표, 2011년 9월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방안: 학력의 벽을 넘어 실력중심 사회로｣발표 등을 통해 취업기회의 균등, 

능력･실적에 따른 대우 등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제18대 박근혜 정부도 이전 정부들과 같이 청년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

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우선 정부는 2013년 10월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대책｣ 발표를 통해 일학습병행, 취업성공패키지,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 구축 등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설계하였다. 이어 

2013년 12월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통해 일학습

병행제 확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을 통한 스펙초월 문화 확산, 해외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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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편 등을 제시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여러 분야의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2014년 4월에는 

｢학교에서 직장까지: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을 발표하여 노동공급 측면

에서는 청년층의 조기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노동수요는 경기활성화 

및 서비스 산업 규제개혁을 통해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후 2014년 

11월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방안｣, 2015년 6월 ｢인문계 전공자 취업촉진 방안｣, 

2016년 4월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 2017년 3월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등의 청년 고용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였다.

현 정부인 19대 문재인 정부는 2018년 3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였다. 

｢청년 일자리 대책｣은 청년 고용정책의 방향과 추진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발표된 ｢청년고용촉진방안｣,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방안｣은 각론적 내용을 제시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재난 수준의 청년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특단의 한시적 

대책과 구조적 과제 대응을 병행하는 것을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즉, 인구구조적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세제･금융･제도개선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추진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한 산업･교육･노동시장에서의 구조적 과제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청년 일자리 대책｣은 당면과제 대응을 위한 4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

하고 있다. ① 취업 청년 소득･주거･자산형성 및 고용증대기업 지원 강화, ② 

창업 활성화, ③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④ 즉시 취･창업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이다. 이 대책은 청년 고용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구조적 과제의 대응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① 선택과 집중 투자로 미래 먹거리 육성 및 일자리 

수요 창출, ② 사회보상체계 혁신으로 창업 및 중소기업 여건 근본적 개선, ③ 

인적자본 고도화,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교육훈련 체계 혁신, ④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과제 지속 추진이 그것이다. 

정책수단의 측면에서 본 문재인 정부의 청년 고용정책의 특징은 청년 고용

보조금 제도, 청년층 소득형성 지원 및 청년층 구직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 신규채용에 대한 고용보조금 제도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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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에의 취업유인을 

높이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

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의 정책 사업이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해 온 청년 고용정책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청년 고용문제의 원인에 대해 정부는 비교적 일관되게 청년 고용

문제를 높은 대학진학률이라는 노동공급 측면과 청년층 선호 일자리 감소라는 

노동수요 측면이 결합되어 발생한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고 있다. 둘째, 정부는 

청년 고용을 단기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단기대책과 청년 고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조개혁 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한다는 기조를 유지하였다. 셋째, 

정부가 그간 시행하였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과 사업들에 관해서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공존한다. 그러나 엄밀한 정책효과의 판단을 

위해서는 평가방법과 성과관리 체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청년 고용문제는 구조적･제도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표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쉽게 해결될 수 없다. 미시 정책의 개발과 함께 경제

혁신과 규제 완화, 노동시장 구조개혁 및 제도 개선 등의 거시과제 추진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고령자고용정책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 진행 속도로 인해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2%를 차지하며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한국은 사회안전망의 부실로 고령자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고령자의 일자리 공급은 만성적

으로 부족하고 이 또한 임시･일용직 등의 비정규직 등 열악한 일자리에 집중화

되어 있는 현실이다.

고령자의 문제는 복지, 노동, 사회 제반에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고령자 

일자리를 위한 국가 차원에서의 적극적 대안이 필요하다.

그간 한국에서는 고령자 세대의 소득 보장, 사회참여, 고령 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해왔으며, 정부도 이에 대응하여 다양한 

고령자 고용정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에서는 고령자의 소득보충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고령자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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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회활동 사업’을 2004년부터 시작하였다. 2004년 도입 당시 공익 참여형, 

공익 강사형, 인력 파견형 및 시장 참여형으로 시작하였으나 이후 활동 유형이 

세분화되면서 시니어 인턴십, 고령자 친화기업 등의 시장자립형 고령자 일자리 

사업이 포함되었으며 2017년에는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 기업 

연계형 사업 등으로 확대되었다. 고령자 취업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

패키지는 중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참여자 특성별 맞춤형 취업 프로

그램을 지원한다. 또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사업은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광역 단위의 12개 센터와 업종별 센터 1개를 운영 중으로 기업 맞춤형 인재 

추천, 중장년을 위한 생애경력설계서비스부터 퇴직예정 중장년을 위한 전직스쿨

프로그램, 구직자 재취업 지원을 위한 재도약 프로그램 등의 종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고령 근로자의 경우 1~4명의 소기업에서 근로하고 있는 고령층이 대다수이다. 

따라서 고령 근로자가 접하는 노동시장의 경우 각종 노동규제의 사각지대에 

처하기 쉽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 변화하고 있는 노동

시장의 환경에 발맞춰 고령자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고령자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모색하고 노동 

공급과 수요의 특성을 고려한 매치 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최저

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일자리 보존이 어려운 고령자

들의 일자리 현장의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근래 고령자 고용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 중 하나는 60세 정년보장 

제도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고령자 고용법 개정(2013.5)을 통해 

포함된 ｢정년 60세 이상 의무제｣는 2016년에 1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으며, 

2017년에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어 전 사업장에서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 ｢정년 60세 이상 의무제｣ 발효 이래로 고용지표 악화, 기업인건비 부담, 노조 

유무에 따른 양극화 심화 등의 부정적인 연구도 있는 만큼 차후 정년 60세 도입 

시 기존 제도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였던 부작용을 반면교사로 삼아 임금체계 

개선, 고령 생산성 제고를 위한 직무설계 개선 등 비용 중립화 노력의 의무화를 

전제로 한 정년 연장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자 고용정책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취업 알선을 주로 하는 고령자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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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훈련 등 고령층의 취업 가능성,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동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장년층을 만 60세 이상이 아니라 만 60-64세, 65-69세, 70세 이상 

등 세분화하여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여러 부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령자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통합 정보시스템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정부의 지원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및 활용도 강화가 필요하다. 

기업의 고령 노동력 수요 조사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활용도가 저조하여 정책 인지도가 떨어지는 

상황이다. 다섯째, 인사체계의 연공적 요소에 대한 축소/탈피가 필요하며 연공

급을 “굵고 짧은” 근속 트랙에서 “굵고 길게”로 변화시키기 위한 임금체계와 

직무설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여섯째, 단순한 60세 정년의 65세 정년 연장 등 

논의에 앞서 연령 다양성 관리(Age Diversity Management) 인식이 기업 내 인사

관리에 선제적으로 뿌리내려야 한다. 일곱째, 모든 연령층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각종 노동제도가 고령층과 부정합 하여 고령층 비공식 노동시장이 확대되거나 

법을 준수하면 일자리가 파괴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임금 결정에 있어 통상임금, 

주휴수당 등과 같은 법적 규제가 과도하기 때문에 임금제도의 사법화 경향을 

지양하고 법적 규제를 단순화 및 기초화할 필요가 있다. 

□ 지역･산업고용정책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실제로 발생되고 매칭이 일어나는 곳은 지역과 산업

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70~90년대의 고도 성장기에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자리 수요가 발생하였고, 활발한 노동이동으로 지역･산업에서의 일자리 

매칭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7년 경제외환 위기로 

대량 실업을 경험하게 되었고, 더욱이 경제가 중성장 및 저성장 시대로 전환

되면서 고용 문제가 지역별, 산업별로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당시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적으로는 지방자치의 역사가 짧고, 경제적으로는 

정부주도의 압축 성장으로 산업계 역시 고용생태계에서의 보이스도 취약한 

상황이었다. 특히 한국의 고용정책은 2000년대 초반까지도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정책 전달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지역･산업 특유의 고용 니즈를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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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데 한계가 노정되었고, 이로 인해 인력개발 및 고용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정책 환경에서 한국 

정부는 지역 및 산업 특유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및 산업이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상향식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역･산업 중심의 고용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로 특화된 고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고용정책의 지역별 거버넌스(정책의 수립 및 전달) 구축 문제이다.

고용노동부는 자체적으로 지역 조직(지방 고용노동청 및 고용안정센터)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의 노동수요를 파악하고 지역특화 고용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노동부, 2019)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의 산업계가 주도하는 지역 고용정책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RSC)가 태동되어 현재까지 진화･발전되어 왔다.

노동부는 2006년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고용심의회(위원장: 

자치단체장)’가 지역 고용정책의 거버넌스 역할을 맡도록 추진한 바 있다. 

심의회는 지역고용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부여받았고, 특히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지역에서 구체화하고 시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2010년에는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가 도입되면서 지역,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계기가 되었다. 2011년에는 고용정책

기본법이 개정되어 지역고용심의회가 지역노사민정협의회로 흡수･통합되기에 

이르렀다. 2013년 고용노동부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이를 수행할 기구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공동위원장: 

부단체장 및 사무국 설치기관의 장)를 설치하게 된다. 2016년에는 근로자직업

능력개발법이 개정되어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2006년부터 추진되어 온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지역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계승한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이 새롭게 추진되면서 이를 추진

하는 기구로서 ‘지역고용혁신추진단’(위원장: 자치단체 국장급)이 구성되었다. 

그러나 지역 고용정책 추진 기구의 중복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역고용혁신추진

단은 2016년과 2017년에 지역인자위의 한 조직(혁신추진팀)으로 통합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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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자위 역시 2017년 이후에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산하 하나의 특별위원회 

혹은 분과위원회 형태로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지만. 강제 규정은 아니어서 

지역별로 통합 운영되고 있는 지역도 있는 반면, 현재 개별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도 있는 상황이다.

지역 고용정책의 효율화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고용 거버넌스의 정비가 

향후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 지역 고용 거버넌스에 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형태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어떤 

지역에서는 협의회 운영이 활발한 곳이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인자위가 중요한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도 있다. 그리고 지자체가 제 3 형태의 지역 

고용 거버넌스를 구축하거나 구상하고 있는 지역도 있다.

중앙정부는 지역 고용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심의), 지역특화 고용 및 인력개발 

정책의 추진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지역 고용 거버넌스의 구축을 지원하되,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기보다는 지역 특성에 부합되는 다양한 거버넌스 모델이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 고용 

거버넌스의 형태가 어떠하든 사무국은 지자체의 한 조직이 되어야 하고, 의사

결정 기구에는 반드시 산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구조가 되어야 하며, 더불어 

산업수요를 고려한 지역 고용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심의･

의결 기능이 강화된 거버넌스 구조가 요구된다.

특히 지역 고용정책의 핵심은 지역의 산업 수요에 부합되는 인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 정책이다. 그러나 지역적 관점을 보다 강조하게 되면, 지역의 인구

구조 변화, 청년, 고령자,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지역의 교육훈련 현황 등이 

중심 의제가 되고, 이는 노동공급 중심의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지역에는 산업이 있고, 일자리는 산업이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적 관점을 

보다 강조한 노동수요 중심의 고용정책이 중요하다. 

한편, 우리나라에는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가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하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산업별 인적

자원협의체이고, 다른 하나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위원회이다. 이 두 기구는 각각 독자의 경로를 통해 발전해 나가고 있다. 첫째, 

산업통상자원부가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산업별인적자원협의체(Sector 

Council: SC)는 산업계 주도로 인력 수요를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정부 및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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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기관 전달하여 산업계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설립

되었고, 협의체는 업종별로 업종단체, 대표기업, 관련학계,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형식적으로는 민간 주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역시 산업별 협･단체

(사업주단체), 기업, 근로자단체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인력 및 고용정책 추진에서 산업현장의 수요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산업분야의 대표단체가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 기구이다. 두 산업별 인적

재원개발 거버넌스는 모두 산업 현장의 노동수요를 파악하여 인적자원개발 및 

고용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및 일자리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전달체계의 

일원화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 경우 상기 두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의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제4부 고용정책 평가체계

□ 고용영향평가 체계

고용영향평가는 중앙 부처 및 자치단체의 정책･사업이나 법･제도 등의 수립 

및 추진 등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당초 정책･사업･법･

제도의 고유한 목표를 견지하면서도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측면을 제고하거나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은 모색하는 사업이다.

고용영향평가의 실시는 ｢고용정책기본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2009년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해서 고용영향평가 시행의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되었고, 몇 번의 법령 개정을 통하여 시행 체계를 정비하고 그 역할을 

확대하였다.

고용영향평가는 2~3년 주기로 대행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0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7개의 시범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2012년까지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수행하였다. 

이후 2013년부터는 한국노동연구원이 대행기관으로서 2019년까지 평가를 실시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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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영향평가 실시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대 국민 공모, 산업계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부처 및 지자체 신청 및 

협의 등을 거쳐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당해년에 실시할 평가 과제를 선정한다. 

이후 평가 과제 성격에 맞게 연구팀을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평가가 마무리되면,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소관 부처에 평가 결과를 통보한다. 평가보고서는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

평가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누구나 쉽게 그 결과를 볼 수 있다.

결과를 통보 받은 소관 부처는 평가의 제언 및 권고 내용들을 관련 정책에 

반영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통보한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고용노동부는 소관 부처가 고용노동부에게 통보한 계획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2016년까지는 주로 정부가 시행하는 재정사업들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을 평가 대상으로 삼았다면, 2017년부터는 산업별로 노동

시장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연구주제들을 발굴하여 특정 정책을 시행하게 될 때 

발생하는 노동시장 상황을 추정하고 이에 적절한 정책을 제안하는 내용에 더 

주안점을 두게 되었다. 전자는 시행되고 있는 정책을 대상으로 그 효과를 검증

하는 사후 평가 성격이 크다면, 후자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정책이 시행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변화를 예측하는 사전 평가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와 같은 재정사업에 대한 사후평가의 주요 내용은 재정사업의 주요 내용, 

양적 평가, 질적 평가, 평가결과의 결합과 정책 권고 도출로 구성된다. 정책 

도입에 따른 사전평가의 주요 내용은 정책의 고유효과 및 이에 따른 고용연계성

(일자리창출경로) 분석, 현행 고용의 양과 질 실태 분석, 향후 산업 변화 또는 

노동시장 변화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설정, 향후 예상 시나리오에 따른 고용의 

양 변화 예측, 개선방안 제언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는 고용친화적 정책을 개발하고자 실시하는 정책 

고용영향평가와는 그 성격을 달리 한다.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는 정부가 지출

하는 예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자리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한다.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는 2016년에 시범적으로 시작했다.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직접고용효과로서 재정사업의 인건비 지출을 통해 직접적으로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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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만들어지는 일자리 효과를 평가한다. 둘째, 간접고용효과로서 산업비 지출

(정부 구매, 조달 등)로 인해 산업별 제품･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 효과를 평가한다. 간접고용효과 평가는 한국은행에서 만들어

내는 산업연관분석표를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셋째, 추가고용효과로서 직접･간접 

효과 외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효과로서, 재정사업 실시의 성과나 결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평가한다.

고용영향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평가를 통하여 적절한 정책들을 제안하여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책 고용영향

평가는 사전 평가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신뢰성 높은 방법론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해 낼 수 있는 과정을 어떻게 담보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개발된 질 높은 정책들을 실제 소관 

부처에서 정책화하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이다. 고용영향평가의 

실효성은 고용부나 고용영향평가센터와는 무관하게 결국 소관 부처의 정책 

의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언된 정책들을 소관 부처에서 정책화

하도록 하는 제도적 체계를 갖추는 것 역시 고용영향평가에게 요구되는 과제

라고 할 수 있다. 고용영향평가센터 역시 보다 정확한 평가를 수행하여 정부 

시책에 따른 일자리 증가와 고용의 질을 개선하고 나아가 정부 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에 더 막중한 책임이 요구된다.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체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저소득층･장기실업자 등 

취업이 어려운 계층의 신속한 취업과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사업 참여자에게 민간일자리 취업(유지)을 위한 서비스(한시적인 

일자리･훈련･보조금)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일자리사업의 유형 구분은 OECD･EU의 노동시장프로그램(LMPs, 

Labor Market Programs)분류 기준을 준용하여 ①직접일자리, ②직업훈련, ③

고용서비스, ④고용장려금, ⑤창업지원, ⑥실업소득 지원 등 총 6가지의 유형

으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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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고용위기 해소를 목적으로 

직접일자리사업 등이 확대되면서 정부 일자리사업은 주요 거시 노동시장 정책

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더불어 일자리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는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일자리 관점에서 평가하여 일자리사업의 국민 체감도를 제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평가 및 효율화의 실시는 ｢고용정책기본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2011년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해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평가와 효율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되었고, 2019년 일부 

개정을 통해 평가와 효율화 방안 마련의 범위 및 역할을 확대하였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목적은 일자리사업의 성과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효율화 체계를 마련하고,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사업 개편 방향을 

제시하며,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체계화와 현장모니터링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데 있다.

일자리사업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성과 

관리나 효율화를 위한 일련의 과정들은 부분적으로 또는 파편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는 2010년부터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여 왔으나, 주로 직접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유사･중복사업의 단순 

통･폐합을 통한 사업 수 줄이기에 집중이 되었고,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검증

하지 않고 효율화를 추진하여 설득력이 부족하고, 예산배분에도 반영되지 

않았으며, 체계적･연속적인 효율화 절차가 없어 매번 일회성 효율화를 추진하고,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모니터링도 미흡했던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17년부터 전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에 근거한 효율화 체계를 본격적으로 준비하였다. 특히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혁신방안｣을 발표('17.8, 일자리委)하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뒷받침

하고 있다.

2018년에는 중앙정부 전체 183개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효율화 

방안 마련을 하였으며, 2019년에는 전체 170개 사업에 대하여 평가 및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일자리사업에 대한 현장모니터링(사업 수행기관･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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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인터뷰)을 실시･강화하여 현장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도출함으로써 평가 

결과에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평가체계를 설계하였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는 5개의 성과등급(S, A, B, C, D)을 부여하고 

유사사업･중복사업･저성과 사업에 대한 정비 및 예산편성, 일자리사업 운영 

개선을 위한 효율화 방안이 마련되어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효율화를 위해 마련된 평가체계는 크게 일자리

사업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협의, 종합적인 고용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기초평가, 특정 일자리사업이나 이슈사항 등에 대해 효율적인 사업운영과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심층평가 연구 등으로 구성된다. 

기초평가는 개별사업에 대한 고용성과 지표를 도출하고 현장모니터링 결과 

및 만족도 조사 결과 등 개별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및 정책제언으로 구성

되며 평가결과는 일자리사업 유형별로 성과등급이 부여되고 예산편성 및 사업

개편 등의 정책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현장모니터링은 일자리사업의 운영현황, 

애로사항, 개선사항 등에 대해 일선에서 참여하고 있는 사업담당자, 수행기관 

담당자,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함으로써 평가작업 및 정책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다. 또한 

현장모니터링은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고용정보원 평가 담당 연구진과 

지역의 고용전문가들로 구성된 현장 모니터링단이 구축되어 협업체제로 운영

되고 있다.

심층평가 연구는 기초평가 결과 및 현장모니터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 및 

이슈 등을 파악하여 주요 일자리사업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인 평가 연구로 

진행되어 일자리사업의 운영개선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참고자료로 관련 

부처에 제공되고 있다.

전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8년부터 

일자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선을 위한 효율화 방안이 매년 마련되고 있다. 

큰 틀에서 일자리사업의 범위 조정이나 유사･중복적인 사업 및 소규모･저성과 

사업에 대한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유형에 따라 효율화를 

위하여 기준 및 요건을 강화하거나 사업내용의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가 보다 정교화, 고도화 되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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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평가 측면에서 사업의 유형별 특성이 반영되고 성과평가가 객관적이면서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평가결과가 국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 절차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한편 자치단체에서 

수행되고 있는 많은 일자리사업도 향후 성과관리 및 평가를 통한 효율화 작업을 

통해 정부일자리사업에 대한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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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한 개인에 있어 ‘노동(勞動)’은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노동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이며, 근로 능력을 갖춘 사람이 국가에 대하여 

근로 기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노동권(勞動權)’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개인의 노동(勞動)이 온전히 펼쳐지기 위해서는 고용(雇傭)을 통해 임금을 

받는 일자리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고용은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과 일할 

사람을 찾는 사람 사이의 일치(matching) 여부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 

노동시장에서 구직과 구인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면 완전고용의 사회가 될 것이며 

일자리를 위한 정책이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현실이기 때문에 국가는 고용정책을 통해 노동시장의 효율화와 이를 통한 사회･

경제･문화의 활성화를 이루고자 한다.

국제노동기구인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한 국가의 고용

정책은 고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전이자 실질적인 계획이며, 이러한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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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하기 위해서는 정부 스스로가 국가의 도전과 기회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고용정책은 단순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이 

아니며 사회･경제 문제를 포괄하는 모든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ILO, 2015).2)

한국은 1993년 고용정책기본법을 제정하여 고용정책의 목적을 법으로 명시

하였다. 이 법에서는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이 그 능력을 최대한 개발･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와 인력의 수급 균형을 도모하여 고용의 안정,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 및 국민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1993. 12. 27, 법률 제4643호)으로 한다’라고 고용정책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용정책의 틀(frame)을 구분하는 기준은 실업보험과 같이 실업

자의 소득보전에 초점을 둔 소극적 노동시장정책(Passive Labor Market Policy)과 

실업자의 재취업에 중점을 둔 취업 알선과 직업훈련 등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Active Labor Market Policy)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3) 

한국은 1994년 고용보험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서는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

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고용

정책의 틀을 운영하기 위한 법 제정을 통해 소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적극적 노동

시장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은 1998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대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커다란 경제위기를 여러 번 겪었다.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고용정책의 방향도 

많이 변화했다. 실업 대책을 통해 실업자의 안정을 찾기 위한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 중심에서 실업자를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적극적 노동

시장정책 중심의 고용대책으로 변화해 온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많은 

노동시장 프로그램들이 실업 대책과 고용대책의 하나로 등장하였고 프로그램 

운영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평가도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

2) ILO. 2015, National employment policies

3) 이재흥, 미국의 고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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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10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사용했던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했다.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진 노사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고용정책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 것이다. 노동부 시절에도 일자리 

문제는 중요한 정책으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부처명에 ‘고용’을 부각해 개칭할 

만큼 고용정책 업무가 강조되면서, 전통적인 노동정책 못지않게 일자리 문제가 

이제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자리매김했다는 상징성이 더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 정부들에서도 일자리 문제는 늘 중요한 이슈였으며, 현 정부 또한 

일자리 정책을 가장 중요한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일자리 전략을 운용해 나아

가고 있다. 

특히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화두가 되면서 일자리 문제는 전 세계 

국가들이 직면해 있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많은 국가가 

미래의 일자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전망하고 있으며 새로운 고용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자리 문제와 이를 풀기 위한 고용정책의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그동안 다양한 일자리 문제들이 쏟아져 나왔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러한 정책들의 역사적인 배경과 흐름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해하는 작업은 향후 더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학습의 과정으로

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그간 한국의 고용정책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매우 긴 역사이고 광범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2000년 이후 각 

정부를 거치면서 진행되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소개

하면서 정책의 흐름과 변화, 특징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노동시장 프로그램(LMPs)을 중심으로 한 고용정책과 노동시장 이행 

측면에서의 주요 대상별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정책을 한국에

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개선하고 있는지를 정리하면서 향후 고용정책 수립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개선방안들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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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이 연구는 한국 고용정책의 큰 흐름과 주요 분야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자 했다. 특히 거시적인 고용정책의 

흐름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정책 프로그램별, 주요 대상별 노동시장 정책 등 

세부적인 고용정책들을 소개함으로써 한국의 고용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한국 고용정책의 흐름과 내용, 특징 등을 살펴보기 위해 기존의 선행연구, 

정부 발간자료, 해외자료, 각종 통계자료 등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에 대하여 가급적 종합적으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보고서는 크게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도입부로 1장에서 이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의 구성을 소개하고, 

2장에서는 2000년 이후 각 정부를 거치면서 수립된 고용전략을 소개하였다.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등 각 정부에서 수립되고 

추진된 주요 고용전략을 소개하고 각 정부가 추진한 고용전략의 특징을 살펴

보고자 하였다.

2부는 한국의 고용정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크게 노동시장 프로

그램(LMPs, Labor Market Programs)별 부문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으며, 1장

에서는 실업보험 제도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을 하나의 제도적 틀 속

에 포함시켜 우리나라 노동시장 프로그램 운영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 한국의 

고용보험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2장에서는 전통적인 실업 대책 정책으로 볼 수 

있는 실업급여 제도의 종류와 현황,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3장에

서는 취업 알선, 노동시장 정보제공 등 구직자와 구인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

하는 한국의 고용서비스 정책에 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4장에서

는 구직자나 재직근로자 등 개인이 직업능력을 개발함으로써 고용 가능성을 높

이고 재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훈련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5

장은 기업의 고용조정 과정에서의 충격을 완화, 근로자의 고용안정, 취약계층의 

취업 촉진, 고용환경 및 고용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고용안정사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 6장에서는 실업자를 노동시장으로 이끌기 위한 대표적인 



제1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7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인 직접일자리사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3부에서는 주요 대상별 고용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대상별로 고용정책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청년, 여성,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비정규직, 지역별, 

산업별 등 다양한 정책 대상이 있고 이들을 위한 고용정책이 많이 있지만, 

연구의 진행 여건상, 이 연구에서는 청년고용정책, 고령자고용정책 및 지역･

산업고용정책에 초점을 맞춰 정리하였다. 

우선 1장에서는 최근 일자리 문제에 있어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청년 고용정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청년 고용문제가 

단시간에 획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간 각 정부에서 

진행되어오고 현 정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 관련 고용정책 및 정책사업을 

살펴봄으로써 청년 고용정책에 관한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고령

자를 위한 고용정책을 살펴보았다. 한국의 고령자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고령자의 일자리 공급은 만성적으로 부족하고 일자리의 

질은 임시･일용직 등의 비정규직에 집중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령자를 위한 고용정책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지방분권화가 강조되고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실제로 발생되고 

매칭이 일어나는 곳은 지역과 산업이기 때문에 지역별, 산업별 고용정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한국의 지역고용정책의 특징을 살펴

보기 위해 특히 지역･산업 고용정책의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춰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4부에서는 앞서 정리한 다양한 고용정책의 하나로 수행되는 

정책 사업들에 대한 평가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1장에서는 정부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고용 

친화적 방안을 개발하고 정부 재정지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자리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고용영향평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최근 들어 중앙정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전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로 도입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체계에 대한 도입배경 및 평가 

프로세스를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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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한국 정부의 고용전략

제1절 서론

이 장에서는 그간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고용전략의 추진개념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고용정책은 경제 개발이 본격화된 1960년대 이후 시행

되었다.4) 2000년대 이전까지의 고용정책을 큰 틀에서 보면 경제성장을 뒷받침

하는 인력공급정책에서 인력수급의 불균형 해소와 고용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정책으로의 변화로 요약될 수 있다.

60년대부터 70년대 초반까지 연평균 7.1%의 높은 경제성장에 따른 기능

인력의 부족 등 고성장･고실업기를 거쳐, 70년대는 기간산업 및 수출산업인력의 

증대로 대표되는 고성장･중실업기를 겪었으며, 80년대는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 집약적 산업으로의 이동과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 등 3저 현상으로 인한 

경제호황 등으로 중성장･중실업기를 경험하였고, 90년대 들어서 다시 경기

침체와 함께 중고령화, 고학력화, 제조업 고용위축, 청년층 고용불안 등 노동

4) 우리나라 고용정책의 변천과 향후 과제(노무현사료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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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구조적 변화 등을 겪었다. 

<표 1> 고용 연표

1970년대 이전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정치･경제 등 

･대한민국 정부수립(48) 

･IMF, IBRD 가입(55) 

･제3공화국 출범(63) 

◦고용정책 등 

･직업안정법(61)

◦정치･경제 등 

･제4공화국 출범(72) 

･제1차 석유파동

($2.99 →$11.59, 73) 

･제2차 석유파동

($13.66 →$27.88, 79) 

◦고용정책 등 

･국가기술자격법(73) 

･기능대학법(77)

◦정치･경제 등사건 

･제5공화국 출범(81) 

･제6공화국 출범(88) 

◦고용정책 등 

･한국산업인력공단법

(81) 

･산업안전보건법(81) 

･최저임금법(86) 

･남녀고용평등법(87) 

･기능장려법(89) 

◦정치･경제 등 

･WTO체제 출범(95) 

･IMF구제금융 지원(97) 

･국민의 정부 출범(98) 

◦고용정책 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90) 

･고령자고용촉진법(91) 

･고용정책기본법(93) 

･고용보험법(93) 

･건설근로자의고용

개선등에관한법률(96) 

･자격기본법(97) 

･직업교육훈련촉진법

(97) 

･노동조합노사관계

조정법(97) 

･근로기준법(97)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98) 

자료: 우리나라 고용정책의 변천과 향후 과제(노무현사료관, 2006) 자료 중 고용연표 재구성

이후 90년대 말인 1998년의 외환위기, 2003년 카드대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커다란 경제위기를 겪었다. 특히, 1998년 

위기 이후 그동안 실업자 중심의 실업 대책으로 운영해 왔던 고용정책 또한 

실업자를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적극적인 고용정책으로 바꾸는 고용

전략이 본격적으로 수립되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고용전략을 실천

하기 위해 다양한 노동시장 프로그램(LMPs, Labor Market Programs)을 구축하고 

변화를 주며 운영해 오고 있다.

이 장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 각 정부에서 수립된 고용전략을 소개하고자 

한다. 즉, 노무현 정부(2003~2008), 이명박 정부(2008~2013), 박근혜 정부(2013~2017), 

문재인 정부(2017~현재) 등 각 정부에서 추진되었거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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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고용전략을 소개하고 각 정부 고용전략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각 

정부에서 수립된 고용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적인 정책은 매우 많지만 

여기서는 각 정부 고용전략의 구성 틀과 추진개념만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늠

하며 그간 진행되어온 세부적인 고용정책들에 대해서는 2부에서 다루기로 한다.

이 장에서 활용된 각 정부의 고용전략 관련 내용은 해당 정부에서 발행한 

사료 및 보도자료 등을 주로 인용하고 재구성하였음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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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노무현 정부 고용전략 (2003~2008)

2003년 시작된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3대 국정지표로 삼았다. 이중 

노동정책 추진은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에 초점을 두고 노동시장과 노사

관계를 선진화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운영하였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경제위기 이전과 이후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고용정책의 

변화가 갖는 함의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즉, 1997년 경제위기 이전의 고용정책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을 보면 일자리나 

고용을 뚜렷한 정책목표로 삼아 추진된 정책들이 그리 많지 않았으며, 고용

정책의 주된 목표는 주로 경제성장과 산업 확대에 필요한 노동력 공급을 위해 

기능･기술인력 양성이나 저숙련 인력에 대한 취업 알선이 고용정책의 주요 

내용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5).

한편, 1997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대량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민의 정부는 실업 대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고용 관련 정책들을 도입･추진

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고용 관련 정책들은 경제･산업정책과 고용정책 간, 

그리고 다양한 고용관련 정책 간의 상호관련성까지 고려하면서 체계적･종합적인 

형태의 일자리-고용정책의 구조를 고민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때, 일자리와 

고용의 문제를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상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부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6)

이와 같은 배경으로 노무현 정부에서는 일자리창출 정책을 핵심 정책과제 

설정하고, 당시 구조적인 문제로 제시된 청년실업과 노동시장 양극화로 인한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만들기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활성하기 

위해 법･제도, 의식･관행 등을 혁신함으로써 노사관계의 선진화와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

노무현 정부 초기 중점 추진된 노동정책은 7대 과제로 정리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다. 

5) 노무현 사료관,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일자리창출

6) 노무현 사료관,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일자리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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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자리 만들기, ②노사갈등관리를 통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 ③주 40시간 

근무제, ④외국인 고용허가제, ⑤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⑥퇴직연금제, ⑦비

정규직 보호법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핵심 고용전략으로 볼 수 있는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노력은 투자 

활성화 등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해 추가 일자리를 

발굴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노사정 사회협약과 

범정부적인 일자리 창출 대책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을 중요 과제로 삼았다.

세부적으로는 2003년 발표된 ‘청년실업종합대책’과 2004년 발표된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 및 ‘일자리만들기 노사정 사회협약’ 체결을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이 있으며, 2006년에는 일자리창출과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 고용

전략을 처음으로 수립하였다.

1. 청년실업 종합대책

우선, ‘청년실업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에서는 당시 

청년 실업 증가의 원인을 공급 측면에서는 양적인 증가와 질적인 저하를 문제로 

보고 있다. 즉, 대졸 청년 인력의 공급이 크게 증가했으나 대졸 인력의 질적 

수준은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반면, 수요

측면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는 감소하고 경력직을 선호하는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즉, 기업들은 구조조정 등으로 일자리는 감소한 반면 신입사원보다는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고, 이에 따라 숙련인력이 대기업으로 유출되어 중소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보수와 근무환경이 취약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이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청년실업종합대책’에서는 청년실업은 경제성장 둔화 

및 인력수급의 미스매치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임을 적시하고 청년실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①성장 잠재력을 확충하여 새로운 

일자리의 지속적인 창출, ②산학협력을 강화하여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육성, ③학교에서 직장까지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과 노동시장 인프

라를 완비하는 중장기 대책 추진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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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정책을 보면, 우선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제공을 위해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사회적 일자리 제공, 신규 공직 채용 확대, 임시적 일자리 제공 정책을 

수립하였다. 또한 직장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내 인턴 및 해외인턴 및 

연수확대 등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수립했다. 민간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는 고용지원, 경제단체 및 대기업에는 청년 고용 확대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직업훈련 부분은 대상 및 업종별로 특화된 맞춤형 훈련을 

확대하면서 훈련과 채용서비스를 연계하는 청년채용패키지 사업 등을 추진

하였고, 10대 차세대 성장산업에 부응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

하고,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라 문화･관광･레저 등 서비스 산업의 자격 

종목을 개발, 운영하였다. 취업 알선 부분은 청년구직자의 개인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면서, 고용안정센터에 청년취업지원실을 설치하여 

취업 알선-직업지도-직장체험프로그램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였고 Work-Net을 

통해 청년층 구직활동 지원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중･장기 대책으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 확대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일자리 나누기

(Work Sharing)를 통해 고용 창출을 이루고 고용 창출효과가 큰 문화･관광･레저 

등 문화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다음으로 

고용 흡수력이 높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보고 중소기업 육성과 인력양성기능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마지막

으로는 직업지도 강화, 청년 고용 인프라 구축 등 청년취업 확충을 위한 노동

시장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2.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

다음으로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으므로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노동시장을 안정시키고 기업의 투자와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부 전략으로는 우선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에서 

일자리를 최대한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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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을 전략으로 삼았다. 또한 중소기업의 육성과 

투자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등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추가적인 일자리 발굴을 위해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 추세를 적극적

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근로시간 단축과 교대 근무제 개선을 

통하여 일자리 나누기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를 최소화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취약계층의 복지와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

하는 차원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중장기적으로 고용 창출의 효과가 가시화될 때까지는 보완적으로 공공부문의 

취업 지원 기능을 한시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을 추구했다.

거시적으로는 구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해 고용 인프라 확충 및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체계 구축 등 노동시장을 구조개선을 추진하는 것을 강조하였고,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의 성공을 위해 노･사･정 간 협력과 신뢰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림 1]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 개념도

                  자료: 2004.2.19.,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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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체결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체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기업하기 좋은 환

경을 조성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 ②고용안정과 격차 완화를 통한 성장기반 확

충, ③취업 애로계층에 대한 일자리 만들기 강화, ④일자리 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한 노사관계 안정, ⑤사회협약의 충실한 이행과 확산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와 

관련된 모든 경제규제의 재검토 및 정비,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 기업의 고용과 

관련된 세제, 금융지원, 장려금 지급 등 기업의 투자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은 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적

으로 노력하고, 개척과 혁신의 기업가 정신을 널리 확산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노조는 일자리 만들기의 핵심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있음을 인식하여 

생산성 향상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노사는 

인력 운용 효율화를 통해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고용안정과 격차 완화를 통한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기업은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최대한 자제하고, 노사는 일자리 나누기에 함께 노력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등 근로계층 간 근로조건 격차를 완화해야 하며,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 소득향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셋째, ‘취업 애로계층에 대한 일자리 만들기 시책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는 

공공･복지･사회서비스 분야의 사회적 일자리를 확충하고, 기업은 청년채용을 

확대하고 여성 근로자의 출산･육아 부담을 완화,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및 취업 인프라 확충을 강화하고, 노사는 기업 실정에 맞는 

임금피크제를 도입, 중･고령 근로자의 계속 고용과 청년층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일자리 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한 노사관계 안정’은 투명경영과 근로자 

참여를 통한 노사동반자 관계를 정립, “법과 원칙” 및 “대화와 타협”의 노사

문화를 정착해야 하고, 노사정은 고용안정-임금안정-노사화합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협약의 충실한 이행과 확산’을 위해서는 일자리 만들기를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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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기민관합동위원회”(국무총리주재)를 구성･운영하며, 일자리 만들기 사회

협약의 확산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일자리창출과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 고용전략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는 저성장･저고용, 인구 고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등에 대해 단순히 성장에만 의존하는 일자리 창출 전략에서 벗어나 새로

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극복하

기 위한 대책으로 2006년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한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 

구조의 국가 고용전략을 처음으로 수립하였다. 즉, 고용의 문제를 경제･산업의 보

조적인 문제가 아닌 독립적인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위해 본격적으로 고용

정책 프로그램 및 인프라의 구축을 시작한 것이다(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2006).

노무현 정부 고용전략이 지향하는 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 

창출력의 극대화이다. 이를 위해 경제주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고용불안 심리를 

완화하여 노동시장의 유연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았다. 둘째 노동시장 이

중구조화의 극복이다. 이를 위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이

동성을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셋째, 고령자와 여성 등 잠재인력의 경제

활동 참여 촉진이다. 이를 위해 경제･산업정책, 노동시장정책, 교육정책 등이 

종합적으로 연계된 전략적 체계를 갖춰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2] ‘고용전략 목표 및 과제’

자료: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일자리창출과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고용전략’,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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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이명박 정부 고용전략 (2008~2013)

2008년 시작된 이명박 정부에서는 2010년 최초의 종합고용대책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는 1) 일자리 부족과 낮은 고용률 등 일자리 창출력의 약화, 2) 

노동시장 이중구조화와 소득분배의 악화, 3) 인력수급불일치 등을 노동시장의 

핵심적인 문제와 과제로 진단했다. 또한 미래의 위험으로는 세계화, 급속한 

기술혁신, 저출산･고령화를 제시하면서 새로운 고용전략을 모색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수립된 종합고용대책이 ‘2020 국가 고용전략’이다.7)

우선 일자리 창출력의 약화는 그동안 수출 및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성장 체계의 한계와 서비스업의 경쟁력 취약, 경직적인 노사관계 및 장시간 

근로 등에 기인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 때문에 결국 낮은 

고용률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다.

다음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는 대･중소기업 등 기업 간 격차가 심화하고, 

대기업과 정규직 노사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동시에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심화됨으로써 분배구조의 약화를 가져온다는 문제의

식이다.

마지막으로 인력수급 불일치는 우리 사회의 높은 대학진학률로 노동시장 

격차 확대에 따른 진로선택의 단선화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력

수급(Job Matching)의 기능이 취약해 짐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MB정부는 이러한 노동시장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20 국가고용전략’ 

수립 종합대책체계 구축하게 된다. 이 전략은 성장-고용-복지 선순환체계 

복원을 주요목표로 설정하고, 국민의 단절 없는 직업 생활을 위해 2020년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일자리 중심의 정책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래의 [그림 3]은 ‘2020 국가고용전략’의 추진체계를 나타내고 있다.

‘2020 국가고용전략’은 크게 네 가지의 정책 전략을 바탕으로 한다.

7) 관계부처합동, ｢2020 국가고용전략｣,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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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020 국가고용전략’ 추진 개념도

        자료: 관계부처합동(2010.10) ‘2020 국가고용전략’

1. 고용 친화적 경제･산업정책

첫 번째 전략으로 ‘성장→고용’을 위한 고용 친화적 경제･산업 정책을 강조

하고 있다. 즉, 경제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용 친화적 경제･

산업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를 위해 경제･산업 등 제반 정책은 고용효과를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점검 및 평가를 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① 예산 편성 및 조세제도 개선 등 성장과 고용의 상호 선순환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 창출효과를 중요한 목표와 평가 기준으로 설정하고, 

② 사회서비스업 개선 및 전문직 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 등 고용 창출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중소기업’에 대한 제도 개선과 지원을 강화하며, ③ 지역 일자리 

공시제 도입･확산 등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기업의 주도적 역할 강화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고, ④ 고용영향평가 강화 등 

일자리 창출 및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정책추진을 뒷받침

하기 위해 노동시장 평가･조사･분석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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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역동적인 일터조성

두 번째 전략으로 ‘고용→복지’를 위한 공정하고 역동적인 일터 조성을 

강조한다. 즉,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고용여건을 개선

하기 위한 원･하도급과 노동시장의 공정질서 확립하기 위한 사내･건설 등 

하도급 특성별로 개선방안 마련과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익 보호 강화를 강조

하였다. 또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고용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유연 근로시간제 확산, 파견 등 불합리한 고용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①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고 건설하도급 고용 

관행을 개선하는 등 사내･건설 하도급이 노동시장과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미치는 특성을 감안하여 차별화된 대책 추진하며, ② 노동시장에서 

근로자의 기본권익 보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장애가 되는 고용 관련 

제도와 노사 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서면 근로계약,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등 근로 권익 보장을 강화하고, 임금 및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

하며, 근로시간의 유연화와 고용규제 합리화, 고용 창출형 상생의 노사관계 

확산 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취약인력의 활용과 직업능력개발 강화

세 번째 전략으로 ‘고용→성장’을 위한 취약인력의 활용과 직업능력개발 

강화를 강조한다. 즉, 고용률 증대로 성장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취약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직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가사･육아 부담), 

고령자(숙련인력)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지원 강화 및 ‘평생직업

능력개발체제’구축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①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해 출산･육아 부담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확대하기 위해 부분 

육아 휴직제 등을 도입하였다. 또한, 직장보육 시설 확대 등 보육 등의 지원

제도를 고용 친화적으로 개선, 여성 친화적인 상용형 시간에 일자리 창출, 

돌봄 서비스 일자를 활성화하며, ②청년 정책으로는 고학력화에 따른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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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수요와 공급 차원의 대책을 강화하고 특히 취약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공공 부분의 청년층 고용기회 및 

청년인턴제를 확대하였다. 또한, 대학의 자율적 구조조정 촉진을 지원하여 

청년층 인력공급구조를 개선하고 취약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취업 지원을 강화

하였다. ③고령자 고용정책은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여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은퇴 이후에는 ‘일’과 ‘사회공헌’의 선택기회를 

제고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도입, ‘전직지원 장려금’제도를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정년제도 개편방안을 강구하였다. 또한, 고령자의 

재취업 및 ‘사회공헌’등의 선택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④한편, 국민의 단절 없는 능력개발 지원을 위해 훈련전달 체계를 효율화

하고 취약계층･중소기업에 대한 능력개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개인별 계좌를 

통해 필요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제’를 도입하고, 취약계층 훈련 

강화 및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위한 공동훈련모델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4. 근로유인형 사회안전망 개편

마지막 전략은 ‘복지→고용･성장’을 위한 근로유인형 사회안전망 개편이다. 

이는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근로유인형으로 사회안전망을 

개편하는 전략으로 기초생활 보장제도 개선, 근로 빈곤층의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정책 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재정지원 일자리 사회안전망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고용과 복지의 연계를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내 일자리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이들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을 촉진하며, 상담-훈련-알선

으로 구성된 패키지형 취업 지원을 저소득층 중심으로 확대하고, 근로장려금액 

인상 등 근로장려세제(EITC) 개선을 추진하였다. ②근로 능력과 의사를 가진 

국민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일’하는 모든 국민이 사회안전망에서 배제

되지 않도록 사각지대 해소를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고용센터-지자체-민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국가 고용 서비스망 구축을 추진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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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합리화를 통한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일자리 중개 산업을 육성

하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 허용 추진 등 사회보험 확충 및 효율화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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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박근혜 정부 고용전략 (2013~2017)

2013년 시작된 박근혜 정부에서는 일자리는 국민의 삶의 기반이자 행복의 

전제 조건임을 강조하면서 고용전략을 수립한다. 정부는 일하고 싶은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책무이며, 고령화･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용률 제고가 관건이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종합고용전략인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고용률 70% 로드맵’을 추진한 세부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다. 1990년대 이후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성장률이 점차 하락하면서, 고용률은 2003년 이후 

10년간 63~64%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구체적으로는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고용창출력을 약화시켜왔고, 

고용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 남성 가장의 

장시간 근로에 의존한 근로문화는 고용 창출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여성의 경력단절, 청년의 고학력화, 베이비붐 세대의 조기 

퇴직 등 취업 애로 요인이 구조화되는 가운데, 기존의 고용 창출 시스템으로는 

고용률 70% 달성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용 창출 패러다임의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요약하면, 고용률 70% 로드맵은 기존 고용 창출 시스템(남성･장시간 근로･

제조업, 대기업)의 중심축을 여성･창조경제(서비스업･중소기업)로 이동시키고, 

장시간 근로 해소를 통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시간제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적 연대를 기반으로 노사정이 함께하는 일자리 창출의 

비전을 담고 있다.

아래의 [그림 4]는 ‘고용률 70% 로드맵’의 추진체계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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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 개념도

       자료: 관계부처합동(2013.6) 고용률 70% 로드맵

‘고용률 70% 로드맵’은 2017년까지 총 238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하여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크게 네 가지의 정책 전략을 바탕으로 한다.

1.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첫 번째 전략은 창조경제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①창업자금 조달체계를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M&A 활성화와 

연대보증 폐지 등 새로운 재도전 환경을 조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②신직업, 

신산업 ｢새로운 직업 발굴 TF｣를 통해 규제 완화･자격증 신설･시장 활성화 

등의 방법으로 미래 유망직업 500개 발굴을 계획하였다. 다음으로 ③유사･중복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통합･고용 창출 형으로 개편하고, ’14년부터 ｢중소기업 

예산 사전분석 및 조정제도｣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④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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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건의 핵심규제완화와 공공분야 정보공개를 통해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하고, 서비스업 R&D 투자를 ’17년 2배까지 확대하는 것을 계획하였다.

2.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

두 번째 전략은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고 유연한 근로문화를 도입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일･가정 양립 문화의 확산과 함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①장시간 근로 해소(’17년 목표 1,900시간)를 위해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에 휴일근로를 포함시키고, ‘근로시간 특례업종(12개)’을 합리적으로 

조정･축소하며, 사무직 근로자의 포괄임금제를 개선함과 동시에, ②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지원･확산하며, ③유연 

근무를 확산하기 위하여 스마트워크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 핵심인력의 고용 가능성 제고

세 번째 전략은 여성, 청년, 중･장년층의 핵심인력이 다 함께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일할 수 있도록 걸림돌을 제거하고, 대상별 특화 프로그램을 적극적

으로 지원하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①고용과 복지의 연계 차원에서 일하는 것이 더 유리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를 개편하고, 자립･자활 서비스 지원대상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하고, 취업성공패키지의 확대 및 내실화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프로그램을 확충하고자 하였다. 또한 ②육아휴직과 공공 및 직장

보육서비스가 대폭 확대･강화하고 여성 친화 직종인 사회서비스 일자리 25만 개 

창출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산업육성방안｣과 열악한 돌봄 서비스 

근로여건 및 품질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③청년은 청년층의 

인구감소 추세를 고려하여 조기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가동

하였다. 특히 한국형 도제제도인 ‘일･학습 Dual 시스템’(현장훈련+이론강의)을 

도입하고(｢일･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근로 장학금 및 중소기업 희망

사다리 장학금의 확대와 근로 경험의 학점 인정 등을 통해 대학의 일･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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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역할을 강화하였다. 마지막으로 ④중장년층은 베이비붐 세대의 60세 

정년 정착과 퇴직 후 제2의 인생 설계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60세 정년제 조기도입을 위한 정년연장지원금 시행, 장년층(50세 

이상)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도입하여 퇴직 이후를 대비하도록 하고, 생애 

재설계 지원시스템(관계부처 합동)을 구축하는 전략이다.

4.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연대와 책임 강화

네 번째 전략은 일자리의 질 제고 차원에서 근로 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

하고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① 징벌적 금전보상제도의 도입을 위한 기간제법 및 파견법 

개정과 공공기관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 등을 지속 추진하고, ②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택배･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업무종사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포함한 종합적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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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문재인 정부 고용전략 (2017.5~현재)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는 개인의 인적자본 축적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소득을 높이고 국가의 경제성장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원동력이며, 우리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양극화･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의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저성장 고착화 등으로 일자리 창출 기반이 

지속해서 약화되고 있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근로환경의 열악함 등 고용의 

질 저하가 계속되고 있고, 이로 인한 취업 애로와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등에 대비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과 진단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중심의 포용적 

경제를 비전으로 하고 일자리-성장-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여 소득주도･

고용창출형･동반･수출내수균형 성장을 고용전략의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특히, 일자리 정책의 추진력 확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일자리

수석실을 신설하고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구축함으로써 향후 일자리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일자리 로드맵의 기본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비이다. 

이를 위해 재정･세제 등의 정책수단이 일자리효과로 이어지도록 국정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재취업 기회의 충분한 확보를 위한 일자리 안정망 확충과 기업이 

필요로 하고 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공급하는 한편, 4차 산업

혁명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상생형 생태계와 혁신성장기반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

하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이 규제･자본의 부담 없이 

창업･신산업･고부가서비스업 창출로 이어지는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현장인력을 확충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셋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서 비정규직 감축,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 등 차별 없는 

일터를 조성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가정 양립 및 휴식이 있는 삶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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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 청년･여성･신중년 등 취업 애로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전략이다. 

이를 위해 대상별 맞춤형 정책대응을 통해 청년 고용 애로･여성 경력단절을 

해소하고 신중년 인생 3모작 여건을 조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은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중점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100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10대 중점과제는 

‘일자리 인프라구축’,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의 5개 분야에 걸쳐 선정되었다.

[그림 5]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로드맵 추진 개념도(’17.10)’

자료: 일자리위원회(2019), 일자리정책(www.jobs.go.kr)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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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자리 인프라구축

첫 번째 전략은 ‘일자리 인프라구축’이다. 이를 위해 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과 ②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혁신형 인적자원 개발 과제를 추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고용

영향평가’ 및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평가’ 등 일자리 중심의 평가 및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세제지원 제도 및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며, 공공조달 및 인허가에 일자리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정부 업무평가에 일자리 중심 

기관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계를 확충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다음으로 ‘일자리 안정망 강화 및 혁신형 인적자원 개발’ 과제를 위해서는 

두루누리 사업 확대, 청년구직촉진수당 등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구직급여인상, 산재보험 지급요건 완화 등 고용 안전망 

보호 수준을 강화하며, 실업자의 노동시장 복귀지원을 귀한 고용서비스 혁신, 

현장 수요 맞춤형･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하기 위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편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 체제 마련과 체계적인 

미래인재 육성･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세부 과제들이 담겨 있다. 

2.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두 번째 전략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며 안전･사회복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청년층의 일자리 애로를 완화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이다. 

이를 위해 공공일자리를 81만 명 확충하는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

으로는 현장 민생공무원 일자리인 국가직(경찰, 부사관, 생활 안전, 헌법기관 

등) 10만 명과 지방직(소방, 사회복지, 생활 안정 등) 74만 명을 충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 명 확충하기 위하여 

1단계로 보육･요양･보건 등 수요가 많고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17만 명을 

충원하고, 2단계로 사회서비스 공단 운영 및 문화･체육･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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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추가하여 17만 명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간접

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등 30만 명을 확충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 81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이 추진되고 있다. 

3.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세 번째 전략은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이다. 이를 위해 ④ 혁신형 창업촉진, 

⑤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⑥ 사회적 경제 활성화, ⑦지역 

일자리 창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혁신형 창업 촉진’은 민간 중심의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혁신형 

기술창업을 활성화한다. 또한, 창업위험 분산과 재기를 지원하며, 창업 부담 

및 규제를 혁신하는 세부과제들로 이루어져 있다.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서는 주력 제조업의 고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신산업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한,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투자와 수출을 촉진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기반 구축, 서비스

산업 혁신 및 신서비스 시장 진출과 규제혁신에 대한 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 과제는 사회적 경제의 성장을 위한 지원 및 금융 접

근성 제고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내용과 사회적 경제 분야별로 진출 확대를 

위한 세부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 일자리 창출’ 과제에는 지역의 혁신성장 및 일자리 거점을 구축하고 

지역 투자･사업을 활성화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을 이한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4. 일자리 질 개선

네 번째 전략은 ‘일자리 질 개선’이다. 이를 위해 ⑧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 ⑨ 근로여건 개선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 과제에는 비정규직

법과 제도를 개선하면서 정규직 채용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 및 사내하도급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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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기 위한 세부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견 

참여 통로를 확대하기 위한 노사관계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도 담겨 

있다.

다음으로 ‘근로여건 개선’ 과제는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위한 추진과제 

및 제도개선, 임금체불 근절 및 체불노동자 보호, 공정임금 체계 확립, 주 52

시간 근로 명확화, 일･생활 균형 근로문화 확산 및 근로시간 혁신, 중대 재해 

예방 등 산업안전 혁신, 노사정 대화 활성화 및 노동 존중사회 기본계획 수립 

등 다양한 세부 정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5. 맞춤형 일자리 지원

다섯 번째 전략은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다. 이를 위해 ⑩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청년은 구직-채용-근속 등 부문별로 청년 일자리 애로를 해소

하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나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은 일･생활 균형 확산 및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할 수 있도록 근로

시간 단축 청구권의 확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신중년의 경우 장기근속, 전직 지원 및 신규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신중년 

우선 고용 직종개편 및 적합직무 일자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외국 인력에 대한 적정한 관리체계를 구축

하는 내용과 더불어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용장려금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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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고용보험제도

제1절 고용보험제도의 의의와 특징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제도는 전통적인 실업보험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이 

결합된 노동시장정책의 핵심제도이다.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실업급여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실업보험 제도와는 차별화된다(Yoo Kilsang(1999):6-7).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의 예방과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촉진과 실업의 예방, 생애 

단계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과 촉진,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등 적극적 노동

시장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고용보험제도의 특성은 고용보험법 제1조에서 “이 법은 고용

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그 목적을 밝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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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한국의 고용보험제도는 이러한 고용보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모성보호 급여를 

시행하고 있다.

2.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배경

고용보험제도 도입 문제는 1982년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82~1986)의 

수정 작업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노동부가 1980년대 

초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업보험제도의 도입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당시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수정 작업을 담당하던 경제기획원은 

당시로써는 시기상조이지만 언젠가 도입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중심의 실업

보험제도보다는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구조를 개선하며,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까지 포괄하는 제도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제도의 명칭도 ‘실업보험제도’와 구분하여 ‘고용보험제도’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경제기획원의 제안은 당시 경제기획원과 정부 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이를 계기로 한국에서는 ‘실업보험제도’와 ‘고용보험제도’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계기가 되었다(노동부(2006):325). 

1987년 6.29 선언 이후 민주화가 급진전되고, 사회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하에서 1990년대 초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92~1996) 수립 과정에서 고용보험제도를 1990년대 중반에 도입

하기로 결정되었다(노동부(2006):326-228).

정부는 1992년 3월에 한국노동연구원에게 한국의 노동시장 상황에 적합한 

고용보험제도의 모형을 개발해주도록 요청하였다(노동부(2006):328). 한국노동

연구원은 1992년 5월에 학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을 

발족하여 1993년 5월까지 1년간 연구를 하여 한국의 ‘고용보험제도 실시 방안’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기획단, 1993).

정부는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보험법(안)을 마련

하였고, 고용보험법(안)은 1993년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되어 같은 해 12월 27일에 공포되어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노동부

(2006):32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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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주요 특징

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과 실업급여 제도를 동일 제도

에서 포괄

한국의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 중심의 ‘실업보험’이 아니라 실업보험제도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이 하나의 제도적 틀 속에 포함된 ‘고용보험’ 제도

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이다(Yoo Kilsang(1999):6-7).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의 발생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소극적 차원이 아니라 고용조정의 원활화와 경제의 효율성 제고, 직업안정

기능의 활성화와 인력수급의 원활화, 직업훈련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등 

적극적 고용정책 측면과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의 촉진이라는 전통적 

실업보험 제도를 연계하여 인력의 형성･배분･활용･보존의 제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계획된 것이다. 근로자가 실업하여 소득의 원천을 상실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재취직할 때까지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전통적 

실업보험제도이다. 반면에 한국의 고용보험제도는 전통적인 실업보험제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취업희망자가 적재적소에 취업하여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인자와 구직자에게 구인･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과 지도는 물론 적극적인 구인･구직 알선을 

통하여 취업과 채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고용서비스의 제공 등 적극적 노동

시장정책까지 고용보험제도의 틀 속에 포함하고 있다. 나아가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모성보호를 위한 급여까지 고용보험에 포함하여 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근로자 고용안전망과 평생학습망, 모성

보호의 기능까지 포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중앙정부가 지출하는 노동

시장정책 예산의 약 80%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조달되고 있다.

나. 실업급여의 부작용 방지를 위한 촘촘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한국의 고용보험제도에서는 실업급여가 노동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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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 기간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발생하도록 하여 최소한 18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갖춰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2) 구직급여를 지급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 이후 새로 

180일의 피보험기간을 충족하도록 함으로써 선진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고의적인 반복적 실업급여 수급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3) 실직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공공고용서비스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

하고 구직등록을 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등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상태에 있고,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4)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실업자와 본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에 의한 

실업자에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의적인 자발적 실업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5) 실업의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으로 설정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아주 짧은 실업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부담으로 생계를 유지

하도록 하여 고용보험의 재정을 안정화하고자 하였다.

(6) 적합한 취업알선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 등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의 

적극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을 2~4주 

동안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의 적극적인 구직노력을 

유도하고 있다.

(7)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소정급여일 수 

한도 내에서만 지급하도록 하여 실직 즉시 구직등록을 하여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아 조기에 취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8) 실업급여가 지나치게 관대하지 않도록 하여 실업급여가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 의욕을 낮추어 실업 기간의 증가와 실업률의 증가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가 1995년 7월의 

제도 시행 당시에는 30~210일이었으나 1998년 3월에 60~210일로, 2000년 

1월에 90~240일로, 2019년 10월부터 120~270일로 확대되었다. 실업급여의 

임금 대체율은 제도 시행 당시부터 2019년 9월까지는 이직 전 임금의 

50%였으나 2019년 10월부터 60%로 인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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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촉진 제도의 마련 

한국의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비교적 엄격하게 하여 실업

급여가 노동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을 유도하고 촉진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유인제도를 

두고 있다.

(1) 취업촉진수당제도를 마련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의 조기 재취업 노력을 

유인하여 실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2)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는 경우 당해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기간 동안에는 최장 2년까지 구직급여의 지급을 

연장하는 훈련연장급여제도를 통해 직업훈련 수강을 통한 안정적인 

직업에의 재취업 지원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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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고용보험 적용 범위

1. 고용보험 적용 범위 결정의 주요 기준

고용보험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고용보험 적용범위

(coverage)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는 고용보험사업의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일차적 조건(precondition for eligibility)이 된다.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근로자성 여부

고용(실업)보험은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강제적 고용

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대부분 모든 정규근로자(regular employees)를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되 사업 또는 근로자의 특성 등에 따라 일정한 

예외를 인정한다.

나. 생업을 목적으로 노동시장에 지속적 참여 여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는 생업을 목적으로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사회 통념상 보호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만을 피보험자로 보호하는 것이 

보통이다. 생업을 목적으로 노동시장에 지속해서 참여했는지는 고용기간, 근로

시간, 소득액 등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다. 보호의 실익 여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과 같이 특별법으로 고용안정이 보장된 근로자는 

비자발적인 실업의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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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적용대상 사업장과 피보험자 관리, 보험료 징수 등 집행업무의 

현실적 가능성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행정적으로 적용대상 사업장과 

피보험자 관리, 보험료 징수 등의 집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도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상시근로자 5인 또는 10인 미만의 영세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고용과 임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이 어렵다는 관리 운영상의 

문제를 이유로 제도 시행 초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나라가 많았으나 

고용보험제도가 정착된 국가에서는 기업 규모에 따른 적용 제한은 두고 있지 

않다. 일용근로자, 계절 근로자, 임시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영세 농림어업･

건설공사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방송인･

작가, 가사 서비스 종사자, 자영업자 등이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많은 경우 

제외되는 것은 근로자성 문제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고용보험 적용과 보험료 

징수 등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도 크게 작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 한국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

가. 사업 규모에 따른 적용 범위 확대 추이

1995년 7월 1일 고용보험제도 시행 당시에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상시근로자 70인 이상 사업장에, 실업급여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였다. 건설업은 총공사금액이 40억 원 이상 사업장에 적용

하였다. 이후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었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제도 시행 당시에는 고용노동부 직업훈련국의 

반대로 인해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인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운수･창고･통신업, 서비스업 중 세탁염색업 및 수선업 등 6개 업종 사업주의 

경우에는 실업자 재취직훈련을 제외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신에 사업 내 직업훈련 의무제를 계속 적용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1999년 1월 1일부터 사업 내 직업훈련 의무제가 폐지되어 고용

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완전히 통합되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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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사업장 규모

95.7~96.12 97.1~97.12 98.1~98.2 98.3~98.6 98.7~98.9 98.10~03.12 04.1~현재

실업급여 30인 이상 30인 이상
10인 

이상
5인 이상 5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70인 이상 70인 이상

50인 

이상

50인 

이상
5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건설업의 

총공사금액)

(40억 원 

이상)

(44억 원 

이상)

(34억 원 

이상)

(34억 원 

이상)

(3.4억 원 

이상)

(3.4억 원 

이상)

(2천만 원 

이상)

<표 2> 사업 규모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 추이

나. 적용 제외 사업

사업의 특성상 사업장 및 피보험자의 고용 관계, 보수 등의 파악 관리가 현

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은 고용보험의 적용이 

제외된다(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 및 시행령 제2조).

-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

하는 사업

-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다. 적용 제외 근로자 

고용형태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적용의 실익이 없거나 행정적으로 

고용보험의 적용이 곤란한 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의 적용이 배제된다(고용

보험법 제10조). 

-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실업급여만 적용 제외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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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단, 1개월 미만 동안 일용근로자와 생업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당연 적용 대상

-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단, 별정직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는 최초 임용 3개월 내에 실업급여에 한해 임의

가입 가능)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 외국인근로자 (임의가입은 가능, 일부 체류자격의 경우 당연가입, 임의가입, 

상호주의로 구분 적용)

라. 임시･일용･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적용 범위 변화

제도 도입 당시에는 가입자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계절적 

또는 일시적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1998년 10월 1일부터 계절적 근로자 및 임시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

보험을 적용하였다. 1998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일용

근로자의 범위를 ‘3개월’ 초과에서 ‘1개월’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2004년 1월 

1일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였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시간제 근로자의 범위는 제도 시행 당시에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비교하여 7할 이상인 자(통상근로자의 법정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당시 44시간이어서 주당 30.8시간 이상인 자)로 하였으나 1998년 

10월 1일부터 통상근로자와의 비교 없이 월간 소정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하여 월간 80시간(주당 18시간) 이상인 자로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다. 이어서 

2004년 1월 1일부터는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자(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 포함)로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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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고용보험사업

한국의 고용보험사업은 (1)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2)실업급여, (3)육아

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로 구분된다(고용보험법 제4조). 고용보험제도 

도입 당시의 고용보험사업은 (1)고용안정사업, (2)직업능력개발사업, (3)실업

급여의 세 가지로 시작되었다. 그런데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고용

보험기금 계정의 연계 운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2006년부터 고용안정

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고용보험기금을 통합하여 운용할 필요성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하였다. 또한, 2001년 11월 1일부터 육아

휴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제도가 고용보험사업에 신규로 도입되었다. 육아

휴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제도를 고용노동부는 모성보호급여로 칭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사업의 내용과 설명의 편의상 고용보험사업을 (1)고용안정사업, 

(2)직업능력개발사업, (3)실업급여, (4)모성보호급여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근로자의 수,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을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금이나 

장려금 지원에서 우대하고 있다(고용보험법 제19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12조 

제1항).

1. 고용안정사업8)

고용안정사업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등을 위한 사업이다(고용보험법 제19조). 현행 고용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고용안정사업에는 (1)고용창출의 지원, (2)고용조정의 지원, (3)지역 고용의 

촉진, (4)고령자등 고용 촉진의 지원, (5)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6)고용

정보의 제공 및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7)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이 

있다.

8) 고용안정사업의 상세 내용은 후술하는 제2장 제5장에서 다루게 되므로 본 절에서는 기본적인 

개요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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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용 창출의 지원

고용 창출의 지원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여 고용의 창출을 유도하는 사업이다(고용보험법 제20조).

1.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 훈련 또는 안식 휴가 부여 

등(이하 “일자리 함께하기”라 한다)을 통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2.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3. 직무의 분할,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시간제 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실업자를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하여 새로 고용

하는 경우

4.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성장 유망업종,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5.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를 고용하는 경우

6.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임금피크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8조의

2에 따른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8조의3에 따른 근로

시간 단축 제도의 도입 또는 그 밖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하여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7.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가 근무하기에 적합

한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는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데, 위 제1호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감소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일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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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다(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고용 창출을 

하는 사업주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 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지원금의 신청･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다(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나. 고용조정의 지원

고용조정의 지원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여(고용보험법 제21조) 고용조정 과정에서의 실업의 예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휴업을 통한 고용 유지조치의 경우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1개월간 총 근로시간이 20%를 초과하는 근로

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을 행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는 고용유지 조치를 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 기업 ½)를 최대 180일간 

지급한다. 단축된 근로시간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대규모 기업도 2/3를 지급한다.

휴직을 통한 고용 유지조치의 경우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개월 휴직을 부여하는 고용

유지 조치를 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 수당의 2/3(대규모 기업 ½)를 최대 180일간 

지급한다. 단축된 근로시간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대규모 기업도 2/3 지급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고용 유지조치의 경우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에 고용유지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하는 고용유지 조치를 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훈련

기간 중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3/4(대규모 기업 2/3) 및 훈련비를 최대 180

일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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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업･휴직을 통한 고용 유지조치의 경우 경기의 변동에 따라 사업 

규모의 축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의 휴업･휴직 기간 중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50% 이내에서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이직예정자에게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직접 갖추거나 그 시설을 갖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 지역 고용의 촉진

지역 고용의 촉진은 고용기회가 뚜렷이 부족하거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 사정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그러한 

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그 지역의 실업 예방과 재취업 촉진에 

기여한 사업주, 그 밖에 그 지역의 고용기회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주

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여 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고용보험법 제22조).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사업을 이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한다(고용보험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1.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고용조정의 지원 

등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에 사업의 이전, 신설 또는 

증설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 고용계획을 세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할 것

2. 제1호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한 지역고용계획에 따라 시행할 것

3. 지역 고용계획이 제출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될 것

4.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된 날(이하 이 조에서 “조업

시작일”이라 한다) 현재 그 지정지역이나 다른 지정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그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에 피보험자로 고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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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일 것

6. 지역 고용계획의 실시 상황과 고용된 피보험자에 대한 임금 지급 상황이 

적힌 서류를 갖추고 시행할 것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1/2(대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간 지급하되,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용보험법시행령 제24조 제3항, 제4항). 

라. 고령자등 고용 촉진의 지원

고령자등 고용 촉진의 지원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고용보험법 제23조)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자 고용 연장 지원금9)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의 사업주(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는 

제외)에게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하여 고령자의 고용을 연장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고용보험법시행령 제25조).

1. (정년 연장 지원) 정년을 폐지하거나, 기존에 정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할 것. 다만, 정년 폐지 또는 정년 연장 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의 정년을 폐지하고 정년을 새로 설정하거나, 기존에 정한 

9)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다만, 2016년 12월 31일까지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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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단축한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정년 퇴직자 재고용 지원)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의 사업주

에게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후 정년에 이른 자를 퇴직

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고용(이하 “재고용”이라 

한다)하고 재고용 전 3개월, 재고용 후 6개월 동안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재고용하거나 재고용 

전 3년 이내에 그 사업장의 정년을 단축한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정년 연장 지원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그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

하여 종전의 정년에 이른 후 정년 폐지 또는 연장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지원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  

1. 정년 폐지의 경우: 정년이 폐지된 근로자의 종전 정년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종전 정년이 58세 미만인 경우는 58세가 되는 날)부터 1년

2. 정년이 연장된 경우: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의 종전 정년 일의 다음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정년연장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년

   나. 정년연장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2년

정년 퇴직자 재고용 지원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정년 후 재고용한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한다.  

1. 재고용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6개월

2. 재고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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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10)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60세 이상의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고용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2).  

1. 정년을 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일 것

2. 매 분기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에 대한 매월 말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이 업종별로 고용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3. 사업주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일 당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부칙 제18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을 1회 이상 지

급받고 그 지급 한도 기간 내에 있는 자가 아닐 것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

하여 고시한 금액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비율을 초과하여 고용된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가 분기별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총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에 그 사업의 

근로자 수의 20%(대규모 기업은 10%)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용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2 제3항). 

3)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은 장애인, 여성 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 촉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

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

10)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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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주가 피보험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 제2항).

1.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분

2. 고용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12개월분.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피보험자(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에 대한 

고용기간이 18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고용기간이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인 경우: 18개월분

   나. 고용기간이 24개월 이상인 경우: 24개월분

고용촉진장려금은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피보험자 수를 곱하여 지급하되,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4)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근로시간의 단축 과정에서의 노사의 비용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근로시간의 단축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

이다.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사업주가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과 비교하여 해당 

연도의 임금이 낮아진 경우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날부터 해당 근로자의 고용기간에 한정하여 최대 2년 동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으로 지급한다(고용보험법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 제2항).

5)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등의 실질적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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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사업 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용보험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항).

1.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

휴직등”이라 한다)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

2.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

   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출산전후

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다.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

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6) 고령자 등의 고용환경 개선 지원

고령자 등의 고용환경 개선 지원은 고령자, 여성 또는 장애인인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을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거나 개선하려는 

사업주에게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대부하여 고령자, 여성, 

장애인 고용을 위해 환경을 개선하고 취업을 촉진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7조).

7) 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고용촉진 시설의 지원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담 시설, 어린이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촉진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고용

보험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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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은 건설근로자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24조).

1. 고용상태의 개선을 위한 사업

2. 계속적인 고용기회의 부여 등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안정 사업 

바. 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지원 기반의 구축 등

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지원 기반의 구축 등은 사업주 및 피보험자등에 

대한 구인･구직･훈련 등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훈련 상담 등 직업지도, 직업

소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및 그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배치 등의 사업을 하는 것이다(고용보험법 제33조). 이를 근거로 정부는 한국

고용정보원을 운영하고, 고용정보망으로서 국가노동시장정보시스템인 Work-net, 

직업능력개발훈련 정보망인 HRD-net, 고용보험전산망 등을 운영하고 있다. 

사.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단체가 그 지역에서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34조).

2. 직업능력개발사업11)

직업능력개발사업은 피보험자 등에게 직업 생활의 전 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11) 상세 내용은 후술하는 제4장에서 다루게 되므로 본 절에서는 기본적인 개요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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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지원하여 기업에는 노동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가능하게 하고, 근로자

에게는 직업능력 향상을 통한 실업 예방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서 

한국의 고용보험제도가 적극적 노동 시장정책 차원에서 운용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사업 내 직업훈련 의무

제도에 의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직업훈련실시 의무를 지며, 이러한 

의무를 훈련실시나 분담금 납부 중 선택해야 했었다.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산업화 시대의 기능공 양성 위주의 직업훈련제도가 지식정보화시대의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제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현행 고용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는 (1)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2)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3)직업

능력개발 훈련 시설에 대한 지원 등, (4)직업능력개발의 촉진, (5)건설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이 있다.

가.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을 개발･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인적자원개발 및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다

(고용보험법 제27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대상이 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으로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을 말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1.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2.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3.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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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5.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유급휴가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5일 이상의 유급

휴가를 주어 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

인력을 고용할 것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가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6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8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라. 사업주가 기능･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근로자 중 생산직 또는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주어 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금은 (1)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 

(2)유급휴가훈련 지원 및 유급휴가 훈련자 대체인력 채용 시 임금 지원, (3)일･

학습 병행제 지원, (4)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장비 자금 대부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에 의한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연간 총액은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

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의 100%(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240%)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한다(고용보험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1)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은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

하여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1일 8시간(대기업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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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간)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집체훈련 기준, 자체 또는 위탁)했을 

때 정해진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한다. 지원 

수준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00%(위탁훈련 90% 지원), 상시노동자 1,000인 

미만 기업은 60%(원격훈련 80%), 상시노동자 1,000인 이상 기업은 40%를 지원

한다(단, 외국어 과정은 각 수준별 지원금액의 50% 지원).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1개월 120시간 이상 양성훈련을 실시하면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훈련시간이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 중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한 

경우에는 훈련수당을 지급한다.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

근로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에 대한 훈련에 대해서는 비용을 추가 지원한다.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은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촉진 및 중소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학습 조직화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이 업무 

관련 지식･경험･노하우를 작업장 내에서 체계적으로 축적･확산토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2) 유급휴가훈련 지원 및 유급휴가 훈련자 대체인력 채용 시 

임금 지원

유급휴가훈련 지원 및 유급휴가 훈련자 대체인력 채용 시 임금 지원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대상으로 5일(대기업 60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20시간(대기업 18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훈련생 인건비를 ‘소정 

훈련시간×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50%(대기업 100%)’ 지급하고, 중소기업이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30일 이상 부여하고 1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최저임금액’ 만큼의 

대체인력의 임금을 지원한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장비 자금 대부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장비 자금 대부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의 

기반이 되는 훈련시설 및 장비 확충을 지원(융자)함으로써 훈련 실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훈련법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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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훈련 시설에 60억 원 한도로 소요자금의 90% 범위 내에서 대부를 하고 

있다.

나. 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은 피보험자등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거나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고용보험법 제29조). 

지원방식은 2010년부터 직업훈련바우처인 내일배움카드를 도입하여 개인이 

직접 훈련과정을 선택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약 20만 명의 실업자와 25만 

명의 재직자에게 훈련서비스를 제공해왔다. 2020년부터는 내일배움카드제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확대하여 실업자, 재직자, 특수형태 고용직, 자영업자 등 

경제 활동 상태나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내일배움카드 하나로 통합하여 지원하고, 

지원 한도를 기존의 200~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원 

기간을 기존의 1~3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1)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은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직업훈련기회 확대를 통한 평생 고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훈련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 주도적으로 훈련을 수강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노동자, 비정규직, 이직 예정의 

노동자(180일 이내), 45세 이상 대규모 기업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다.

지원 수준은 1인당 1년간 200만 원(5년간 3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자비 

부담분을 제외한 훈련비를 훈련기관에 지급).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나 고용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의 경우 1년간 150만 원(5년간 

225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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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실업자 직업능력개발 지원은 취･창업을 위해 직무수행능력 습득이 필요한 

실업자 등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재)취직･창업의 촉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이 되는 훈련과정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이다. 지원대상은 고용센터의 상담을 거쳐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 실업자 등에게 취업희망 분야에 따른 훈련 직종을 협의･선정 후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하여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1인당 200만 원까지 실제 훈련비의 20%～95%를 지원한다. 취업

성공패키지 2유형 참여자는 훈련비의 30~95%를, 1유형 참여자는 300만 원 범위 

내 훈련비의 100% 또는 90%를 지원한다. 훈련비 외에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훈련장려금(최대 월 11.6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3)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지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은 국가의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 등의 산업 

분야에서 부족하거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공급하고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내용을 보면, 실업자, 비진학 예정 

고교 3학년 재학생, 대학 졸업예정자, 사업 기간 1년 이상이면서 연 매출 1억

5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 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중 

피보험자격 미취득자) 등을 대상으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기관에는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며, 훈련생에게는 최대 

월 116천 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한다.

4)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은 급격한 산업구조 개편 및 신산업 분야의 

전문 기술인력 수요 증가 등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신기술･고숙련 인력을 양성･공급하기 위한 융합형 고급훈련과정을 운영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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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내용을 보면,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 분야 훈련과정을 운영할 

역량 있는 훈련기관을 공모하여 참여 훈련기관이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발하여 NCS Level 5 이상 고급과정, 복합문제 해결

역량을 갖추기 위해 총 훈련시간의 25% 이상 프로젝트 실습 편성 등의 훈련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훈련기관에 대해 훈련비 전액(NCS 

단가 400% 범위 내)을 지원하고, 훈련생에게는 훈련장려금으로 최대 월 116천

원을 지원하고 있다.

5)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실업자 및 비정규직 등의 장기간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대부지원을 통해 경감함으로써 직업훈련에 전념토록 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지방자치단체 설치 공공직업훈련 

시설에서 실시하는 취업목적 훈련 포함) 중 3주 이상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취약계층(비정규직 근로자, 전직 실업자)에게 월 200만 원 한도(1인당 1,000만 원 

한도,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 지역은 2,000만 원 한도)로 연리 1%, 최대 

3년 거치 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조건의 장기 저리의 생계비를 대부지원하고 

있다.

다.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에 대한 지원 등

고용노동부 장관은 피보험자 등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의 설치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의 설치 및 장비 

구입･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30조). 

라.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피보험자 등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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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31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2조). 

1.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 사업

2. 자격검정 사업 및 ｢숙련기술장려법｣ 에 따른 숙련기술 장려 사업

3.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5.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 매체의 개발･편찬과 보급사업

6.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나 그 연합체가 협력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사업

7.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제 지원사업

8. 사업주, 사업주단체 또는 대학교 등이 근로자를 위하여 수행하는 직업

능력개발사업

9.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및 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사업

10.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설치･운영비 지원

11. 그밖에 직업능력개발의 촉진을 위한 사업

마. 건설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건설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은 건설근로자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를 위하여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고용보험법 제32조).

3. 실업급여1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불가피하게 

실업을 당하였을 경우에 상실된 소득의 일부를 보상하여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12) 상세 내용은 후술하는 제2장에서 다루게 되므로 본 절에서는 기본적인 개요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제1장 고용보험제도  59

재취업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한국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고, 취업촉진수당은 다시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로 구분된다(고용보험법 제37조). 

가.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실업급여 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급여로서 피보험자의 

실업기간 중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1)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일반고용보험피보험자의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용보험법 제40조).

①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었을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이직 사유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이직이나 본인의 중대한 자기 

귀책 사유에 의한 해고 등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고용

보험법 제40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

내역이 없을 것

2.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 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 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

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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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는 수급자격자,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거부하는 수급자격자, 직업

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지도를 거부하는 수급자격자

에게는 1개월의 범위에서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60조).

2) 구직급여 수준

구직급여는 실업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이다(고용보험법 제46조). 

2019년 9월 30일까지는 구직급여는 실업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50%였다. 

구직급여액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상한액과 하한액을 

설정하고 있다(고용보험법 제45조 제5항 및 제46조 제2항). 2019년 11월 현재 

구직급여 일액 상한액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8조 제1항의 급여기초임금일액 

11만 원의 상한액의 60%인 6.6만이다.

구직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일액의 80%이다(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 

구직급여의 하한액은 1998년 9월 17일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이직 당시 

최저임금일액의 70%로 처음 규정되었다가 1999년 12월 31일에 다시 최저임금

일액의 90%로 상향조정되었으며, 2019년 10월 1일부터 최저임금일액의 80%로 

하향 조정되었다.

3) 소정급여일 수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의 다음날

로부터 12월의 수습 기간 내에 7일간의 대기기간이 경과한 다음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된다(고용보험법 50조 제1항).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 수는 피보험기간 및 이직일 현재의 연령 등에 따라 

<표 3>과 같이 120~270일이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 수는 고용보험제도 시행 

당시에는 <표 4>와 같이 30~210일이었으나 1998.3.1에는 <표 5>와 같이 60~210

일로, 2000.1.1에는 <표 6>과 같이 90~240일로 증가하였다가 2019.10.1. 이후 

120~270일로 증가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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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표 3> 구직급여 소정급여일 수(2019.10.1. 이후 현재)

비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50세 이상인 것으로 보아 위 

표를 적용한다.

피보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25세 미만 30일 60일 90일 120일

25세 이상 30세 미만 60일 90일 120일 15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50일 180일 210일

<표 4> 구직급여 소정급여일 수(1995.7.1.~1998.2.29)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30세 미만 6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6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표 5> 구직급여 소정급여일 수(1998.3.1.~1999.12.31)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표 6> 구직급여 소정급여일 수(2000.1.1.~201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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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직급여의 연장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정급여일수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구직급여가 연장되는 사유로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의 세 가지가 있다.

첫째, 훈련연장급여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의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직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이 특히 필요한 경우 그 수급

자격자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하고, 훈련기간 중 최대 2년

까지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직업훈련 수강을 지원함으로써 직업훈련 수강을 촉진

하고 안정적인 직업에 재취업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고용보험법 제51조).

둘째,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에게는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60일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52조).

셋째, 특별연장급여는 고실업의 시기에13)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고실업의 

기간 동안 모든 구직급여수급자에게 60일의 범위에서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는 제도이다(고용보험법 제53조). 특별연장급여는 외환위기 이후 

고실업 시기였던 1998년 7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지급된 적이 있다.

나.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직급여를 

받는 수급자격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부가급여적인 성격의 것으로서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4가지가 있다.

13)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4조(특별연장급여 지급)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는 그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매월의 구직급여 지급을 받은 자의 수를 해당 월의 말일 피보험자 수로 나누어 얻

은 비율이 연속하여 3개월 동안 각각 3%를 초과하는 경우

2. 매월의 수급자격신청률이 연속하여 3개월 동안 1%를 초과하는 경우

3. 매월의 실업률이 연속하여 3개월 동안 6%를 초과하는 경우

4. 실업의 급증 등에 따른 고용 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연장급

여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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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1/2을 지급하여 수급자격자의 

조기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고용보험법 제64조, 동 시행령 제 84조, 

제85조).

2) 직업능력개발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교통비, 식대 등 직업훈련 등의 수강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수급자격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을 촉진하여 조기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고용보험법 제65조, 

동 시행령 제 88조).

3) 광역 구직활동비

광역 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원하여 

수급자격자의 광역에 걸친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조기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고용보험법 제66조, 동 시행령 제 89조).

4) 이주비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하여 수급자격자의 

조기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고용보험법 제67조, 동 시행령 제 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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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임의적용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제도가 2011.7.21.에 도입되었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은 제외한다(고용보험법 제 제69조의2). 

1) 자영업자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구직급여는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 3).

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년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폐업 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2)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준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이었던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 액은 그 수급

자격자의 기초 일액의 60%로 한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5). 

3) 자영업자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 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이었던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 

수는 7일간의 대기기간이 경과한 다음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10일간 지급

된다. 2019.9.30.까지는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90~180일이었으나 

2019.10.1.부터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20~210일로 증가되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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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피보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소정급여일 수 90일 120일 150일 180일

<표 7> 자영업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 수(2011.7.21.~2019.9.30.)

구  분

피보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소정급여일 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표 8> 자영업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 수(2019.10.1.~현재)

4. 모성보호급여

2001년 11월 1일부터 모성보호와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성

보호 급여제도가 고용보험사업에 신규로 도입되었다. 모성보호 급여로는 육아

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제도가 있다.

가.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는 육아로 인한 취업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방지하여 근로

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

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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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고용보험법시행령 제95조 제1항).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일 월 통상

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일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 원, 하한액 70만 원)

그런데 육아휴직을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순차적으로 활용하여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2014년 10월 1일부터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 원)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이른바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라는 육아

휴직급여 특례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고용보험법시행령 제95조의2).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육아기에 사용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하고, 국가는 단축 근무자의 급여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취업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제도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한 

피보험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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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50만 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이다(고용보험법시행령 제104조의2).

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출산 전후 휴가 급여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으로 

인한 여성 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는 

출산 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받은 경우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고용보험법 제75조 제1항).

출산 전후 휴가 급여는 (1)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의 임금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최초 60일을 초과한 3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통상임금 상당액(상한액 180만 원, 하한액 최저임금액)을 지급한다. (2)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 기간 전 기간 

중에 고용보험에서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통상임금 상당액(상한액 180만 원, 

하한액 최저임금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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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고용보험 재정 

1. 고용보험료율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수총액의 

3.0% 범위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

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는 노･사가 보험료의 1/2을 각각 부담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은 사업주가 보험료의 전액을 부담한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1995년 고용보험제도 시행 당시에는 실업급여 보험료는 임금총액의 0.6%, 

고용안정사업 보험료는 0.2%,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0.1~0.5%로 출발하였다. 

1997년 말에 발생한 한국의 외환위기 이후 실업률이 상승하고 실업급여와 고용

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급액이 급증하자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임금총액의 

1.0%(근로자 0.5%, 사용자 0.5%),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을 0.3%(사용자 전액 

부담),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0.1~0.7%(사용자 전액 

부담)로 인상하였다. 2002년 말에는 실업률이 3%대로 안정적으로 하향 유지됨에 

따라 2003년부터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임금총액의 1.0%(근로자 0.5%, 사용자 

0.5%)에서 0.9%(근로자 0.45%, 사용자 0.45%)로, 고용안정사업 보험료율을 

0.3%(사용자 전액 부담)에서 0.15%(사용자 전액 부담)로 인하하였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2009년부터 실업급여 수급자와 모성보호급여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위기가 발생하자 정부는 고용산재

보험료징수법을 개정하여 2011년 1월부터는 고용보험료 부과기준을 종전의 

피보험자 임금총액에서 보수총액으로 변경하여 성과급에 대해서도 고용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1년 4월 1일부터 실업급여 고용보험료를 보수

총액의 0.9%에서 1.1%(근로자 0.55%, 사용자 0.55%)로 인상하였다. 2013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고용보험료를 보수총액의 1.1%에서 1.3%(근로자 0.65%, 사용자 

0.65%)로 인상하였다. 실업급여 재정위기가 지속되고 2019년 10월 1일부터 

구직급여 소정급여일 수 증가와 지급수준 인상이 겹치자 실업급여 고용보험료를 

보수총액의 1.3%에서 1.6%(근로자 0.80%, 사용자 0.80%)로 인상하였다. 한국의 

고용보험료율 변화추이를 보면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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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는 모성보호급여는 2001년 11월에 도입될 당시에는 

일반회계와 실업급여계정에서 1/2씩 부담하기로 정부 내에서 합의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200억 원만 일반회계에서 지원되었다.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은 2006년 이후 6년간 100억 원을 유지하다가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위기가 계속되자 2012년 150억 원, 2013년 250억 원, 2014년 350억 원, 2015년 

700억 원, 2019년 1,400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다(고용노동부(2019):174).

구          분
1995.7~1998.12 1999.1~2002.12 2003.1~2005.12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3% 0.3% 0.5% 0.5% 0.45% 0.45%

고용안정사업 - 0.2% - 0.3% - 0.15%

직업

능력

개발

사업

150인 미만 기업 - 0.1% - 0.1% - 0.1%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0.3% - 0.3% - 0.3%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 0.5% - 0.5% - 0.5%

1000인 이상 기업 - 0.7% - 0.7% - 0.7%

<표 9> 고용보험료율 변화 추이

구          분

2006.1.1.~
2011.3.31

2011.4~
2013.6.30

2013.7.1~
2019.9.30

2019.10.1.~
현재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 0.45% 0.45% 0.55% 0.55% 0.65% 0.65% 0.8% 0.8%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 0.25% - 0.25% - 0.25% -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0.45% - 0.45% - 0.45% -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 0.65% - 0.65% - 0.65% - 0.65%

1000인 이상 기업 - 0.85% - 0.85% - 0.85% - 0.85%

주: 2005년까지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독립된 계정으로 관리했으나 2006.1.1부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 통합으로 규모별 요율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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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은행에 고용보험기금계정을 설치하고, 고용보험기금

계정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실업급여, 자영업자의 고용안정･직업

능력개발 사업 및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로 구분하여 관리한다(고용보험법 제82조).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고용보험기금의 여유자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의 

적정규모는 (1)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은 해당 연도 지출액의 1배 이상 

1.5배 미만, (2)실업급여 계정의 연말 적립금은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을 유지하여야 한다(고용보험법 제84조). 

한국은 고용보험기금을 매우 안정적으로 운용하여 왔으나 2003년부터 정부가 

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고용보험의 기능을 강조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 노력 의무를 완화하고,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의 고용

위기 상시화 등으로 인하여 고용보험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부터 누적적립금의 규모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2009

년부터 실업급여 적립금 배율이 법정 적정 적립금 배율을 하회하는 재정위기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고용보험사업 계정별로는 2017년 말 현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의 연말 적정적립금 배율은 1.4로서 적정적립금 배율인 

1.0 이상 1.5 미만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실업급여 적립금 배율은 1.1로서 

적정적립금 배율인 1.5 이상 2.0 미만의 수준으로 밑돌고 있다. 



제1장 고용보험제도  71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체
연말적립금 84,486 91,197 93,635 87,871 82,173 62,583 52,117

적립금배율 3.5 3.1 2.4 1.9 1.6 0.9 0.9

고용안정･

직업능력

연말적립금 35,057 38,368 38,238 33,543 31,506 27,272 25,995

적립금배율 4.4 3.7 2.4 1.7 1.7 1.2 1.3

실업급여
연말적립금 49,429 52,829 55,397 54,328 50,667 35,311 26,122

적립금배율 3.1 2.8 2.4 2.0 1.6 0.8 0.7

<표 10> 연도별 고용보험사업별 적립금 추이

(단위 : 억 원, 배율)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연말적립금 47,008 53,350 59,679 73,361 82,106 95,850 102,544 

적립금배율 0.8 0.9 0.9 1.0 1.0 1.1 1.1

고용안정･

직업능력

연말적립금 29,635 36,100 39,207 43,928 44,351 46,272 44,338 

적립금배율 1.7 2.3 2.1 2.2 1.7 1.5 1.4

실업급여
연말적립금 17,373 17,250 20,472 29,433 37,755 49,578 58,207 

적립금배율 0.4 0.4 0.4 0.6 0.7 0.8 0.9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백서�,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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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고용보험 전달체계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한다. 고용보험사업의 집행업무는 고용

노동부 산하의 6개 지방고용노동청의 100개 고용센터가 취업알선,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 기타 노동시장정책의 집행을 담당

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일부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보험전산망, 직업능력개발정보

시스템인 HRD-net, 노동 구인･구직 정보를 포함한 시장정보시스템인 Work-net, 

재정지원일자리정보시스템인 일모아시스템 등 고용보험사업 집행에 필요한 고용

정보망을 운영하고, 고용보험사업의 평가와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기술

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평가를 통한 질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고용보험 적용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고, 고용보험료 

징수는 2011년 1월부터 다른 사회보험료와 함께 건강보험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 징수하도록 하였다.

고용보험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차관을 위원장

으로 하고 노･사･정 및 공익 대표 각 1/4씩 구성된 고용보험위원회를 두고 있다. 

고용보험급여에 관한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6개 지방고용노동청에 

고용보험심사관을 두고, 중앙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를 두어 이의신청에 대한 

권리구제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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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고용보험제도의 주요 쟁점 

1. 사각지대 문제 

2019년 7월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743천 명으로서 피보험자 비중은 

취업자 대비 50.2%, 임금근로자 대비 66.8%, 상용･임시근로자 대비 72.0%이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실업자는 508천 명으로서 같은 기간의 실업자 1,097천 명 

중 46.3%가 실업급여를 받았다.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와 실제 피보험자 수가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자 중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업자가 

많다는 점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다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1)실업급여를 모든 

경제활동인구에게 적용하지 못하는 실업급여 특성과 고용보험을 통한 보호의 

실익이 없어 당연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적 적용 제외의 문제, (2)법적으로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지만 실제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가입 문제, 

(3)실업급여의 법적인 수급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업급여 신청요건 및 

수급 자격의 엄격성 문제, (4)실업급여의 수준과 소정급여일 수가 일정 기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실업급여의 법적인 적용 제외와 관련해서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가 

2018년 기준으로 674만 명으로서 취업자의 25.1%나 되고 이들의 대부분이 

실업급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이는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아직 

크다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에서 오는 문제로서 이들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문제 해소 차원의 접근보다는 2020년에 도입될 예정인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해결하여야 할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관계 법령에 의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약 141만 명: 취업자의 5.3%)은 

고용보험을 통한 보호의 실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들은 별도의 법령에 의해 고용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라고 보기 어렵다.

셋째, 취업자 중 비공식 부문 취업자, 초단시간근로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

자가 2018년 기준으로 약 524만 명(취업자의 19.5%)인데, 이들은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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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문제의 핵심이다. 이들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입을 유도하고 있으나 효과가 제한적이며, 고용보험제도의 개선을 

통해 실업급여의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여지가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면서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업자는 2018년 

기준 43만 명으로서 실업자의 40.1%이다. 이들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라고 보고 

실업급여를 이들 모두에게 지급하려고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요건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없애고 무제한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실업급여의 재정 건전성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해소에 한계가 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완화 문제는 고용

보험의 지속 가능성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업자 중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이 100%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업급여의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 데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2.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지원 약화

한국의 고용보험제도는 적극적 및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주요 수단을 

포괄하고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고용보험제도의 틀 속에 포함한 것은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실업급여 수급자와 취업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위한 고용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제도 운영과정에서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취업 지원 서비스는 

약화되고 실업급여 수급자의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약화되고 있다14). 고용

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도 취업 지원과 연계는 약화되고 현금 지원 중심

으로 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 내부자료에 의하면 실업급여 수급자의 99.9%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는 일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대로 심사

14) 고용노동부 내부자료에 의하면 구직급여 수급자의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이 2008년 38.8%에서 

2017년 29.9로 하락 추세에 있다. 또한, 고용센터를 이용한 취업자 중 알선취업자 비중은 

2017년에 2.7%까지 하락하였다. 또한, 2019년 7월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자의 99.6%가 실업

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한국고용정보원(2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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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채 현금급여 중심으로 실업급여를 운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은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 촉진 서비스(activation)가 강화되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유길상(2013):394-395)과는 배치된다.

3. 고용보험사업의 지속적인 확대와 고용센터의 행정 기관화

한국의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인 고용

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모성보호급여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

보험사업체계는 한편으로는 고용위기 시에 고용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

하는데 기여를 한 측면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고용보험사업이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유사한 사업과 지원금이 남발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실업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고용보험사업이 확대

되면서 일선 고용센터에서는 각 사업의 수급요건을 확인하고 현금급여를 지급

해야 하는 행정 부담이 커져 고용센터가 본연의 취업 지원보다는 행정 기관화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고용보험과 일반재정 등을 통한 2019년 일자리사업(170개) 예산이 22조 9천억 

원에 이르지만 노동시장정책사업의 과잉과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 등 현금급여 

위주의 사업 집행으로 일선 고용복지+센터에서 행정업무 부담이 증가하면서 

고용 성과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미흡하고 ‘나눠주기식 정책’

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용노동부(2019b):3-8). 

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고용장려금과 보조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인지도가 낮고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비판이 많다. 또한, 지원 요건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며 수시로 변경되어 기업이 활용하기가 곤란하며, 인지도가 

낮아 집행률이 30%대에 불과한 사업들도 많아 국회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고용노동부(2019b):7). 

4.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사각지대와 고용보험 재원 조달방식

고용보험사업 중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 제도는 기본적으로 피용자를 대상

으로 한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의 원리를 적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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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을 통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역할이 

크다. 그러나 실제 고용보험제도 운용과정에서는 고용보험피보험자와 피보험

자였던 자를 일차적인 보호 대상으로 하면서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확대하면서도 가급적 일반재정을 이용하여 지원하려고 노력해왔다. 그 

과정에서 일반재정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여 청년 장기 니트(NEET), 영세기업

근로자, 서비스업 종사자, 비정규직, 자영업자, 경력단절 여성, 조기 퇴직한 

장년층 등에 대한 노동시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애로가 발생하고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였다.

실업급여, 직업훈련, 고용안정 및 모성보호의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해소

하고, 제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로 새롭게 대두될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적극적

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원 간의 칸막이 때문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사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

5. 고용보험 재정위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7년 말 현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의 

연말 적정적립금 배율은 1.4로서 적정적립금 배율인 1.0 이상 1.5 미만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실업급여 적립금 배율은 1.1로서 적정적립금 배율인 1.5 이상 

2.0 미만의 수준을 밑돌아 2009년 이후의 실업급여 계정 재정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2019년에는 실업급여 신청자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2019.10.1.부터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연장하고, 구직급여의 임금 대체율을 실업 

전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고용보험료율을 

0.3% 포인트 인상했으나 재정위기는 더 심화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고용보험 

재정위기는 고용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갑작스러운 고용상황 

악화에 대한 대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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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과제 

1.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고용보험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면서 실제 

가입이 되고 있지 않은 사람을 최대한 실제 가입이 되도록 유인하고 고용보험의 

보호 실익이 있지만, 행정적인 적용 가능성 때문에 당연 적용 대상에서 제외

하고 있는 대상자를 최대한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먼저 시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캐나다와 같이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

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라도 근로시간을 단위로 고용

보험을 적용하고, 실업급여 수급요건 규정 방식을 일(日) 단위에서 근로시간 

단위로 변경하며, 복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경우 모든 근로 사업장의 근로

시간을 합산하여 수급요건을 인정하고, 일 해왔던 일부 사업장에서 이직하여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하락한 경우 부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방식

으로 사각지대를 줄여갈 필요가 있다.

현재 고용보험 임의적용 대상인 외국인 근로자도 비자 유형과 관계없이 당연 

적용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와 외국인 근로자 증가 추세에 적합할 

것이다.

예술인과 특수고용노동자 등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되 재원조달방식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임의 적용되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되,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의 경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효과는 미미하므로 추가 확대보다는 2020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과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적용시키는 방안이 적합할 것이다.

계급정년제를 시행하고 있는 장교와 직업군인인 하사관 등에게는 군 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복귀하는데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 당연 적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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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

고용보험제도의 설계 당시 지향했던 기본 원칙과 철학을 재음미해보면서 

현금급여보다는 고용서비스를 통한 실업 예방과 재취업 지원에 역점을 둔 

고용보험제도 운용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현금급여 지급을 우선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의 실업 기간이 길어지는 

등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특히 정부가 2017년부터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연장, 임금 대체율 상향 조정,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실업부조 제도의 도입 등 관대한 실업자 사회안전망 확충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급자에 대한 

적극적 취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3. 고용보험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유사 중복사업의 통합 

단순화

순효과가 낮은 고용보험사업을 대폭 정비하고, 수요자인 사업주와 근로자･

취업자･구직자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게 

재구조화가 시급하다(유길상(2012):153-155).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사업의 재구조화의 한 방법으로 고용보험기금과 일반

재정 재원으로 시행하고 있는 단편적인 수많은 공급자 중심의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과 재직자 지원프로그램을 (가칭) ‘구직자 및 취업자 맞춤형 패키지 

사업’으로 통합 단순화하여 맞춤형 고용･복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유길상(2012):153-155).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과 일반재정 재원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인 다수 기업지원 프로그램들을 (가칭) ‘기업 맞춤형 

패키지 사업’으로 재구조화하여 중소기업의 일자리 질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유길상(2012):15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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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용보험 재원 조달방식의 합리화를 통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활성화

현행대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의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

하고, 실업급여와 모성보호 비용은 노사가 공동 부담하는 방식을 유지하는 한 

재원 간의 칸막이 때문에 발생하는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가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관련 사업은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를 일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

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클라우드워커 등 새로운 고용형태에 따른 사각지대 확대 가능성에 적극적

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문제를 재원조달방식의 

개선과 연계하여 고용보험료 재원조달방식을 노사정 3자 부담체제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고용보험 재정의 안정과 지속 가능성 확보

고용보험의 건전한 운용은 고용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예측하기 

어려운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따라서 고용보험사업의 

건전한 운용과 재원 조달을 염두에 둔 실업급여 운용을 통해 고용보험 재정의 

위기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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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실업급여

제1절 기본 체계

고용보험법상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실직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구직활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실업급여는 일반적

으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구직급여는 실직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서 실업급여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또한, 실직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부상･질병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수급자격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상병급여제도와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하는 

연장급여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실직자가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도록 유도･지원하기 위하여 지급

하는 급여로서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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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실업급여 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급여로서 피보험자가 실업 

시 재취업 활동 기간 중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이다. 구직

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피보험자가 경영상 

해고,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이직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한 피보험단위 기간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구체적인 지급

수준과 지급 기간은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이다. 특히 

2019년 10월 1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지급수준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1일 최고액 66천원)로 상향조정되었다. 지급 기간 역시 피보험자의 

피보험기간 및 연령 구간을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고 90~240일 동안 지급

되던 것을 120~270일까지 확대하였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1~4주에 

1회씩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하고, 구직급여의 지급

액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짜 수 분에 대해 지급한다.

2019. 10. 1. 이전 이직자 2019. 10. 1. 이후 이직자

지급수준 평균임금의 50% 평균임금의 60% 

지급기간 90-240일 120-270일 

하한액 최저임금의 90% 최저임금의 80% 

상한액 66,000원 

실직자 연령 구분 
3구간 : 30세 미만, 30-50세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2구간 :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 

<표 11> 구직급여의 주요 개정(2019. 10. 1.) 사항  

수급자격자가 수습 기간 중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7일 이상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ʻ상병급여ʼ를 지급받을 수 있다. 상병

급여는 ʻ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ʼ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ʻ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ʼ에 대하여 수급자격자의 청구(청구기간：상병이 

치유된 후 14일 이내, 다만 상병 기간이 수습 기간을 넘길 경우에는 수급 

기간종료 후 30일 이내)에 의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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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장급여 

연장급여제도는 취업능력의 부족,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조건이나 실업의 

급증 등과 같은 고용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소정급여일수로는 실직자의 보호가 

부족한 경우를 대비하여 설계한 것으로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

연장급여로 구분된다. 훈련연장급여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지시를 할 경우 

훈련을 받는 기간(최대2년)동안 구직급여일액의 100%를 연장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개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소정급여일 수가 종료될 때까지 취업하지 

못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등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에게 구직급여 일액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특별연장급여는 실업의 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일액의 70%를 연장하여 지급하는 

제도로서, 외환위기 당시 1998년 7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3차례 발동되어 

지급된 이후 현재까지 발동된 사례는 없다. 다만,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신청자가 급증하면서 대량 실업을 우려하여 특별연장급여 

예산(6,606억 원)을 마련하였으나 예상보다 실업률이 높지 않아 집행을 유보한 

바 있다.

3.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

자가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남기고 안정된 직업에 조기 재취업한 경우에 

일정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한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설계되었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i)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고, ii)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남은 소정

급여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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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상병급여

실업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취업촉진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   주   비 

[그림 6] 실업급여 제도의 기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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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운영현황

1. 구직급여

가. 지급 요건 및 지원 수준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피보험자가 경영상 해고,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이직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일정기간 동안의 피보험단위 

기간을 충족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직장을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장기간 계속된 임금체불･휴업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소정급여일수란 하나의 수급자격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로 2019년 10월 1 이후 이직자부터 수급자격자의 피보험기간과 

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된다. 단 2019년 

10월 1일 이전 이직자의 경우 기존과 같이 90일에서 240일로 적용된다.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19. 10. 1 이전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이직일 

’19. 10. 1 이전 

30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표 12>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 수 

구직급여일액은 원칙적으로 급여기초임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다. 즉,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상한액 5만 원까지 지급하고,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이직 

당시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간급 최저임금의 90%를 곱한 금액(최저 구직급여

일액)보다 낮은 경우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하한액으로 지급한다. 한편, 

구직급여일액 상한액은 2015년도에 40,000원에서 43,0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2016년도에는 43,416원, 2017년도에는 50,000원. 2018년에는 60,00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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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가장 최근인 2019년부터는 66,000원으로 인상됨으로써 한 달 최대 204만 

6천원(31일 기준)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급여기초임금일액은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일액을 말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평균임금, 통상임금 

또는 기준보수에 의해 산정된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하여 

산정하며, 최종 이직일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한다.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1~4주에 1회씩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하고 구직급여는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 분에 

대해 지급한다.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지시 등으로 직업능력 개발훈련 등을 

수강하고 있는 경우에는 1월에 1회 실업 인정을 받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 인정 일을 변경한 경우나 증명서에 의한 실업 인정 등의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실업 인정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구직급여 수급자의 특성별 

재취업지원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실업인정, 2차, 3차 실업인정 시에 

별도의 재취업 활동 없이 집체 형식의 교육으로 실업인정을 하고 있다. 2014년

부터는 4차 실업인정 일을 기준으로 1단계는 인터넷 실업인정을 원칙으로 하여 

수급자의 자기 주도적 재취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2단계는 출석 실업인정을 

원칙으로 하여 수급자에 대한 심층 상담을 통한 적극적인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였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을 통해서도 실업인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나. 지원실적 : 지급인원(건수) 및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실적은 제도 도입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왔다. 2000년의 

지급실적은 수급자 수 29만 5천 명, 지급액 437십억 원에 불과했으나 매년 꾸

준히 증가하여 2008년에는 수급자 수가 98만 2천 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지급액은 2조 5천억 원으로 5.6배가량 증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2009년 수급자 수는 129만 4천 명으로 증가했고 지급액 역시 3조 6

천 원으로 제도 시행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9년 이후 수급자 수는 120만 명 

내외로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급액은 지급일액 한도액이 인상되면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에는 6조 4천억 원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86   제2부 노동시장 프로그램

[그림 7] 구직급여 지급 추이
(단위 : 십억원, 천명) 

자료 : 고용보험DB

2. 연장급여

가. 지급 요건 및 지원 수준 

연장급여는 개인별 또는 환경적 여건상 재취업이 특히 어려운 수급자격자

에게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하는 제도로, 사유 및 요건에 따라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로 구분된다. 

훈련연장급여 지급요건은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용이

하다고 인정될 것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증이 없거나 그 기술에 

대한 수요가 없을 것 ③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④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하였을 것 등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2008년 3월 21일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지급수준을 당초 구직급여 

일액의 7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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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요건 수급액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 개발

훈련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

◦ 구직급여일액의 100% 

(최대 2년)

개별연장급여

◦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소개 등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못하는 등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

◦ 구직급여일액의 70%

특별연장급여

◦ 실업 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기간 동안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 구직급여일액의 70%

   - 60일 범위 내

<표 13> 연장급여 지급 요건

2009년 개별연장급여 수혜범위 확대를 위해 추경을 통하여 130억 원의 

예산을 확보(당초 9억 원 포함)하였고, 2009년 2월 5일 고시 개정을 통해 지급

기준을 완화 (이직 전 평균임금：5만 원 → 5.8만 원 이하인 자, 재산이 없는 

경우 부부합산 재산액 6천만 원 → 1억 원 이하인 자, 재산이 있는 경우：

부부합산 재산세액 3만 원 → 7만 원 이하인 자)하였고, 2010년 2월 8일 ｢고용

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급요건을 추가 완화(직업소개 3회 → 직업소개 

요건에 심층 상담이나 집단 상담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하여 3회, 부양가족 

요건에 소득이 없는 배우자 및 학업 중인 사람을 추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경우 요건 삭제)하였다. 이후 2015년 9월 25일 고시 개정을 통해 지급

기준을 다시 완화(이직 전 평균임금：5.8만 원 → 6.3만 원 이하인 자, 재산이 

있는 경우 부부합산 재산세액：7만 원 → 12만 원 이하인 자)하였다. 

나. 지원실적 : 지급인원(건수) 및 지급액 

훈련연장급여는 2018년 수급자 수가 21명으로 사실상 거의 활용되지 않는 

제도이다. 개별연장급여는 활용실적이 다소 높은데, 2009년에는 수급자 수가 

5천 명을 상회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1천 명 내외의 안정적인 지급실적을 

보이며, 2018년 수급자 수 1,049명에 지급액이 약 26억 원의 실적을 보였다. 

특별연장급여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한시적으로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한 번도 시행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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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수급자 수 금액 수급자 수 금액 수급자 수 금액

1998 21 97 2 2 113,327 82,336

1999 25 43 459 198 294,573 216,099

2000 2 2 1,214 620 27,891 5,880

2001 10 6 794 482 1 

2002 11 22 478 339  

2003 0 0 231 180  

2004 2 5 177 153  

2005 19 22 270 239  

2006 30 61 628 658  

2007 40 88 675 812  

2008 52 126 262 333  

2009 61 166 5,187 7,685  

2010 42 118 4,626 6,816  

2011 24 77 2,678 4,066  

2012 21 70 1,579 2,496  

2013 10 33 1,151 1,901  

2014 5 22 944 1,638  

2015 7 24 1,039 1,966  

2016 10 47 1,060 2,176  

2017 10 48 1,004 2,215  

2018 21 93 1,049 2,558  

<표 14> 연장급여 지급실적

(단위 : 명,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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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업촉진수당

가. 지급 요건 및 지원 수준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한 조기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도입된 제도로서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및 이주비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조기재취업수당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동 급여는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남기고 안정된 직장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남은 소정급여

일수의 일정액을 지급함으로써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고자 도입하였다.

구분 요건 수급액 

조기재취업

수 당

◦ 대기기간이 지난 후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

하여 고용된(사업을 영위한) 경우

◦ 구직급여 잔여 소정

급여일수의 1/2 지급

직 업 능 력

개 발 수 당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시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

◦ 훈련기간 중의 교통비, 

식대 등 -5,800원/1일

광 역 구 직

활 동 비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의해 구직활동을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50km 이상)에서 할 경우

◦ 숙박료：실비 

◦ 운임：실비(교통수단별 

중등급)

이 주 비

◦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실비(5톤 초과 시 5톤

까지 실비 + 7.5톤까지 

실비 50%) 지급

<표 15> 취업촉진수당 지급 요건

조기재취업수당은 1995년 고용보험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제도로서 당시에는 

구직급여 미지급일수의 1/2 이상 남기고 1년 이상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에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3을 지급하였다. 이후 조기에 재취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지급금액 상향(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3 지급 → 1/2, 1997.12.), 계속 

고용요건 완화(1년 이상 → 6개월 이상, 2000.2.),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건설업 또는 어업 등에 취업할 경우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00% 지급(2001.7.) 

등의 제도개선이 있었다. 2002년부터 자영업자에게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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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제도가 도입되었고, 2005년부터는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 지급에서 

재취업 시점에 따라 조기 취업할수록 많이 지급하는 차등 제도가 도입되면서 

지급 규모가 매년 급증하였다. 이에 지급 규모의 증가 등으로 동 제도가 구직

급여 수급자의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유인하는 제도로서 효과는 있을 수 있

으나 사중손실 축소 등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재취업 시점에 따른 차등 지급에서 다시 

1/2 지급으로 일원화(단, 장애인 및 재취직 당시 55세 이상은 2/3)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지급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수급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구직급여와 중복 등 제도 효율성이 낮다는 비판에 따라 2013년 12월부터  i) 

고용유지 기간을 12개월로 요건 확대 ii) 재취업 전날 기준 잔여 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으로 강화 iii) 지급수준은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로 단일화 

하는 등의 제도를 개선하여 수급자의 조기재취업촉진과 장기근속 유도 등 

사중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지급기준을 개편하였다. 한편 2004년부터 일용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아 왔으나 일용근로자는 법상 ʻ1개월 미만 고용되는 

자ʼ로서,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취지 등을 감안하여 

2011년 1월부터 고용이 불안정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을 

제한하였으나, 2014년 5월부터는 건설 일용근로자도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1개월에 10일 이상 근로 시 계속 근로로 인정)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나. 지원실적 : 지급인원(건수) 및 지급액 

조기재취업수당 제도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조기에 재취업하는 경우, 그로 

인해 지급받지 못하는 구직급여액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급여로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 촉진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제도가 변경되면서 제도 전반의 효과성 및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다. 국회에서도 조기재취업수당 자체가 조기 재취업 

가능성이 높은 수급자에게 지급되어 사중손실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제도 도입 이후 지급금액과 지급요건 등이 완화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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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까지 지급 실적이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2010년 2월 지급 기준 강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2009년 5,171억 원까지 증가했던 지급액이 2010년 1,987억 

원으로 감소했으며, 수급자 수 역시 2009년 22만 1천 명에서 2010년 9만 2천 

명으로 급락했다. 이후 2013년까지 소폭 증가하다가 다시 지급요건이 강화

되면서 되면서 2014년에는 1,754억 원으로 2013년 대비 32.4% 감소하였다. 

2015년 이후부터는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 대상 확대 조치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8년 지급액은 2,295억 원 지급자 수는 

7만 6천 명 수준을 기록하였다.

[그림 8]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추이
(단위 : 억원,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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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해외의 실업급여 현황

1. 실업급여 수급자격 

OECD 주요 국가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관한 최근 경향15)을 살펴보면, 

<표 16>과 같다. 비교 대상 국가들은 스웨덴을 제외하고 모두 의무가입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기간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피보험기간이 12개월에서 6개월로 하향 조정되면서 

상대적으로 수급자격이 엄격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대지급 

기간은 비교 대상 국가 중에서 한국이 240일로 가장 짧았다. 네덜란드가 38개

월로 최대수습 기간이 가장 길었으며, 프랑스･독일･스위스 등도 24개월로 

나타났다. 반면 최대지급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국가는 캐나다 9개월, 일본 

12개월 등으로 나타났다. 지급수준 역시 비교 시점에서 급여 산정 기준 소득의 

50%로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급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는 

스웨덴(80%), 네덜란드(75%) 등이며, 낮은 국가들은 캐나다(55%), 독일(60%)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OECD 국가의 GDP 대비 고용보험(실업부조 포함) 지출액을 살펴보면 

[그림 9]와 같다. OECD 평균 고용보험 지출액은 2006년 0.62%에서 2016년 

0.67%로 증가했다. 2016년 고용보험 지출액 비중이 높은 국가는 프랑스(1.96%), 

스페인(1.78%), 네덜란드(1.68%), 핀란드(1.64%)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출액 

비중이 낮은 국가들로는 폴란드(0.12%), 미국(0.16%), 일본(0.16%), 헝가리

(0.24%)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2016년 GDP 대비 고용보험 지출액은 0.3%로 

비교 대상 국가 중에서 다섯 번째로 낮았다. 그러나, 2006년 시점에서 가장 

낮은 수준(0.21%)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실업급여의 재정지출 비중이 증가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의 실업급여 포괄범위가 확대, 지급 자격 완화, 

수습 기간 및 지급수준 확대 등의 추세가 반영될 경우 한국은 OECD 평균 

수준에 보다 더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15) 관련 연구로는 Venn(2012), Immervoll & Knotz(201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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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여요건
최대 

지급기간 
지급수준 특례

한국 18개월 간 180일 240일 50% 훈련･개별･특별연장급여

스웨덴 12개월 간 6개월 300일
80%(201일부터

70%)

유자녀 가구:

지급기간 연장 및 급여 가산

프랑스 28개월 간 4개월
24개월(50세 

이상 36개월)
57~75%

독일 
2년 간 12개월

(저임금: 기여요건 없음)
24개월 60%

유자녀 가구:

급여 가산

네덜란드
36주 간 26주

(급여별로 다름)
38개월

75%(셋째 

달부터70%)

스위스 24개월 간 12개월 24개월 70%
유자녀 가구:

급여 가산

캐나다 1년 간 630시간 9개월 55%
유자녀 저소득

가구: 급여가산

일본 2년 간 12개월 12개월 50~80%
질병, 출산, 육아 사유 시 

지급기간 연장

<표 16>  주요 국가의 고용보험(Unemployment Insurance) 비교

자료: OECD의 Benefits and Wages: Country policy descriptions(2016)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표 24> p. 51. 

[그림 9] 주요 국가의 GDP 대비 고용보험(실업부조 포함) 지출액 비교
(단위 : %)

자료 : Public expenditure and participant stocks on LMP[그림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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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급여 포괄범위의 최근 추이16)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그림 10] 참조). 실업급여 수급자 수가 증가한 데는 

신규 실업자의 진입이 증가한 것에도 원인이 있지만, 장기 실업자들이 그대로 

남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실업급여 수급자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업은 높고 장기실업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실업급여의 포괄률이 낮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11]과 같이 금융위기 이전에는 OECD 국가들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생산

가능인구의 비중이 2.5%에 불과했지만, 2014년에는 3.5%로 증가했다. 생산가능

인구 중 실업급여 수급자의 비중이 1% 미만인 국가들은 헝가리, 일본, 폴란드, 

슬로바키아 공화국, 터키 등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아일랜드와 핀란드는 생산

가능인구 중 실업급여 수급자 비중이 1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의 

경우 생산가능인구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비중이 2007년 0.7%에 불과했으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금융위기 이후 2014년 1.0%로 증가했다. ILO 기준 

실업자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비중으로 산출된 실업급여 포괄률을 살펴보면 

OECD 평균 58.2%에서 58.6%로 소폭 증가했지만, EU 회원국은 2007년 63.8%

에서 2014년 61.9%로 소폭 감소하였다. 반면 한국은 2007년 30.6%에서 2014년 

38.4%로 증가함으로써 앞서 생산가능인구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비중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기여수준이 가장 관대한 

점수 1~5점(가장 엄격)까지 살펴본 결과, 한국은 이용 가능성은 0.08로 관대하고, 

모니터링 수준은 1.33점으로 엄격하며, 인정요건은 0.78로 관대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OECD 국가 중에서 중간 정도 수준에 해당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최근 OECD 국가들에서 실업급여 포괄범위가 감소하는 것은 고령

화와 같은 인구 구성 효과 외에 예산절감 혹은 취업 인센티브를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업급여 관대성을 약화시키는 정책 변화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데 기인한다. 

16)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OECD(2018) Employment Outlook 제4장을 참고하기 바람.



제2장 실업급여  95

[그림 10] 실업급여 수급자 추이 

       자료 : OECD(2018) Emp. Outlook 2018 ch 4. 

[그림 11] 실업급여 수급자 비중: 2007년 vs. 2014년  

자료 : OECD(2018) Emp. Outlook 2018 ch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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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과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실업급여는 실직 기간 동안 최소한의 소득 지원을 통해 

실업자를 보호하고 실업자 가구의 생계를 유지하고, 저소득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방지하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한다. 실직 기간 동안의 소득 

지원은 재취업을 위해 보다 많은 시간은 구직활동과 교육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러나 실업급여 제도가 긍정적인 효과만 갖는 것은 아니다. 

실업급여는 지급 기간이 지나치게 길 경우, 실업 기간을 과도하게 연장시킬 

수 있고 실업률도 증가한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실업급여가 더 나은 

일자리와 숙련 향상을 보장한다는 확실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가 자신의 구직활동을 과장

할 수도 있다(Moffitt, 2014). 

이와 같이 실업급여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수준과 지급 기간, 수급 자격 포괄범위 등을 설정하는 

적절한 기준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자신의 능력과 숙련에 맞는 일자리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교육훈련과 

고용서비스 등과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들의 효과적인 연계방안이 

점차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과 노동시장 구조변화 

등으로 인해서 비전형적인 근로 형태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업급여를 

포함한 사회보험 체계의 전반적인 재설계가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첫째, 실업급여의 적정성 문제이다. 실업급여의 적정성 문제는 최적 실업급여 

수준과 수습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와 연관된다. 한국의 경우 2019년도 

고용보험기금 기금 운용계획안에 따르면,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 사업을 적용하며,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연장하고, 구직

급여의 지급금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실업급여 보장성 확대에 따른 국회예산정책처(2018)의 추가재정 소요 

전망 결과는 2019년에 7.6조 원, 2020년에 8.5조 원 등으로 추계된다. 이와 같

이 실업급여에 대한 재정지출이 증가하더라도 아직은 OECD 평균에 못 미치

는 수준이지만 향후에는 적정성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치열한 이슈

로 부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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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실업급여 포괄범위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의 문제이다. 실업급여의 

사각지대가 많다면 실업급여가 전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조건을 완화할 경우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긍정적 효과는 비공식 부문과 사각지대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도덕적 해이에 따른 부정수급의 증가와 재정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도 존재한다. 실업급여의 포괄범위와 

관련된 또 다른 이슈는 4차 산업혁명과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따라 플랫폼 

노동과 같은 비전형적인 근로 형태가 증가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근로자성 

자체도 모호하지만, 사용자를 특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증가시키는 도전이 될 수 있다(OECD, 2018, The Future of Social Protection). 

셋째, 경기변동에 대한 실업급여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특히 대대적인 

경기불황기에 있어서 실업급여가 보다 관대한 방향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연장급여 제도를 보다 실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 번도 사용된 바 없는 특별연장급여, 그리고 지원 자격의 엄격성으로 인해 

활용도가 매우 미미한 개별연장급여와 훈련연장급여 등에 대해서도 고용위기 

지역 등에 대해 한시적-국지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실업급여와 활성화(Activation) 문제이다. 노동시장프로그램 내에서 수동적 

노동시장 조치(PLMPs)인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창업지원, 고용장려금, 

직접 일자리 사업 등과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 조치들(ALMPs)간의 상호 보완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와 연관된다. 특히 고용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것은 

실업급여의 부정적 효과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수단으로 언급되고 있다. 

다섯째, 실업급여와 다른 사회안전망과의 연계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의 

문제이다. 기초생계급여, EITC, 두루누리 사업과 같이 소규모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최근에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한국형 실업부조 등도 이러한 영역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한편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도덕적 해이를 증가시키면서 국가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실업급여 제도 및 적극적노동시장 조치들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근로

유인을 제고하면서도 사회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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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고용서비스

제1절 고용서비스의 개념과 의의 

1. 고용서비스의 개념

가. 한국의 관계 법령에서의 고용서비스 정의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1항은 고용･직업 및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제공, 

인력수급 동향･전망에 관한 조사･공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기술자격 검정, 

실업 예방,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산업･직업･지역 간 근로자 

이동의 지원, 실업기간 중 소득 지원과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소개･직업지도･

직업훈련,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 부족의 예방,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 이러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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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를 “고용서비스”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9호는 

고용서비스를 “구직자 또는 구인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 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1항과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9호의 

정의를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법령은 고용서비스를 (1)고용정보의 제공, (2)직업

소개와 직업지도, (3)직업능력개발, (4)재취업 지원, (5)취업취약계층의 고용 

촉진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선행연구에서의 고용서비스 정의 

ILO(2001)는 고용서비스의 영역을 (1)직업소개, (2)노동시장정보 제공, (3)노동

시장 조정 프로그램의 집행, (4)실업급여의 지급과 재취업 지원의 4개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OECD(2001)는 고용서비스의 영역을 (1)직업소개, (2)노동시장

정보 제공, (3)노동시장 프로그램의 집행, (4)실업자 소득지원 프로그램의 집행

으로 제시하였다. Balducchi, et.al.(2004)는 고용서비스의 영역을 (1)직업소개, 

(2)노동시장정보 제공, (3)노동시장 조정프로그램의 집행, (4)실업보상제도의 

집행의 4개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표현만 미세하게 

다를 뿐 내용에 있어서는 거의 동일하다. 즉 고용서비스를 고용을 지원하는 

(1)직업소개, (2)노동시장정보 제공, (3)노동시장 조정프로그램의 집행, (4)실업

보상제도의 집행의 4개 영역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다. 환경변화에 대응한 고용서비스 영역의 확대 

고용서비스는 산업혁명 이후 등장한 산업화의 산물이다. 1차 산업혁명 이후 

산업화에 따라 사람을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와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구직자의 

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직업소개기관이 등장한 것이 고용서비스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즉 고용서비스는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직업소개서비스에서 

시작되었으며, 직업소개는 가장 좁은 의미의 고용서비스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직업소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인정보와 구직정보, 노동시장 

동향 등의 정보가 충분하게 확보되어 제공되어야 하므로 구인･구직정보 등 



100   제2부 노동시장 프로그램

노동시장정보의 수집･분석･제공이 고용서비스에 포함되게 되었다. 20세기 

들어 실업(고용)보험제도, 실업부조제도 등의 시행으로 실업자 소득보상제도의 

집행업무가 고용서비스 범위에 포함되게 되었다. 1960년대 후반 적극적 노동

시장정책의 등장과 더불어 직업훈련 등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의 집행이 고용

서비스의 중요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1970년대 이후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구인･구직

정보뿐만 아니라 구직자와 구인자의 눈높이를 조절하고 직업 및 진로지도를 

위한 다양한 노동시장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인터넷과 전산망을 이용한 

고용정보망 구축을 통한 노동시장정보 제공이 고용서비스의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1990년대 이후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과 모바일 고용서비스가 

활성화되었다. 

1990년대에는 실업급여와 실업부조 수급자 등의 장기실업 문제가 대두되자 

실업급여와 실업부조 수급자의 적극적인 구직노력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활성화

(activation)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심층상담, 진로지도, 구직 기술, 직업훈련과의 

연계, 고용보조금과 징검다리 일자리의 활용, 보육서비스, 복지서비스 등과의 

연계 등이 포함된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로 발전되고 확장되면서 복지제도의 

개혁과 고용서비스 개혁이 상호 연계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특히  

Schmid(2010)는 노동시장이행론(transitional labor market: TLM)의 관점에서 생애

주기별 다양한 형태 간의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의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련의 서비스를 고용서비스의 영역을 확대하여 정의하였다. 

이처럼 고용서비스는 고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기술변화와 경제사회발전에 

따른 서비스 수요의 변화에 따라 개념과 범위도 변화해온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유길상, 2012). 

고용서비스는 모든 국민에게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능력이 부족한 구직자에게는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켜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갖도록 지원하며, 기업에게는 필요한 인재를 적기에 

찾아줌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인력의 채용과 관리 등 필요한 컨설팅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는 일을 하는데 필요한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하여 제공

함으로써 개인의 평생직업생활과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의 위험을 줄여주는 

일련의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유길상,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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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서비스의 의의

고용서비스가 갖는 중요성은 다음과 같은 주요 역할을 수행한다(Thuy, et. 

al., 2001:21-22). 

첫째, 고용서비스는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 

고용서비스는 사람을 채용하고자 하는 구인기업과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구직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며 취업알선을 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인력

수급이 원활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진한다. 노동력의 지역, 산업, 

직종 간 이동을 원활하게 하여 노동력의 합리적인 이동과 분배를 촉진한다. 

둘째, 고용서비스는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접근을 지원하여 노동시장의 형평성

(equity)을 제고하고, 취업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직업수행역량이 

부족하여 본인에게만 맡겨놓을 경우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 취업하기 어려워 

빈곤의 함정이나 비정규직의 함정에 빠질 우려가 크다. 이러한 취업취약계층

에게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하여 취업에 성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최선의 복지가 될 수 있다.

셋째, 고용서비스는 경영상의 사유로 기업구조조정과 고용조정이 발생하는 경우에 

구조조정의 충격을 완화하여 사회안정에 기여한다. 근로자가 예기치 않게 고용

조정이 발생하여 일자리를 잃게 될 경우에 고용서비스는 실업자에게 직업소개, 

재취업 지원, 심리안정,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제공, 실업급여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업자에게 다시 새로운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넷째, 고용보험, 실업보험, 실업부조 등 실업자를 위한 소득보상제도가 시행

되는 국가에서 고용서비스는 이러한 실업자 소득보상제도의 수급자가 조기에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이들의 실업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복지 수급자들이 사회보장급여에만 의존하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재정건전성을 높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 제고에 기여한다. 

고용서비스의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한국 정부는 고용서비스를 “개인의 

직업 활동과 기업의 인재 확보를 지원하고 국가인적자원의 흐름을 조절하는 

노동시장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국가적 인프라”라고 하였다(노동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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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고용서비스의 주요 영역

1. 직업소개

직업소개는 고용서비스기관이 구직자가 적합한 일자리를 찾고, 구인자가 

필요한 인재를 찾을 수 있도록 중개하여 구직자와 구인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직업안정법(제2조의2 제2호)은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직업소개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유길상, 2019).  

첫째,구직자에게는 구직기간 단축과 구직비용의 절감 및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 가능성을 높여주고, 구인자에게는 구인기간의 단축과 구인비용의 절감 

및 더 적합한 인재를 구할 확률을 높여줌으로써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촉진하고 

구인･구직의 경제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둘째, 구직자와 구인자의 정보 부족을 보완하고, 구직자와 구인자에게 서로 

더 적합한 일자리와 인재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더 나은 

job matching을 촉진함으로써 구인자-구직자 간의 불완전한 정보에 의한 잘못된 

선택에 따른 상호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셋째, 구직자와 구인자에게 충분한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 또는 시장임금과 의중임금(reservation wage)의 격차 등으로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기간을 단축하여 실업자의 감소 및 복지비용의 감축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넷째, 구직자와 구인자에게 인력수급동향, 지역고용동향, 일자리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빈 일자리 채우기 등 고용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섯째, 노동력의 지역･업종･직종 간 이동 또는 좀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직장 정착률(고용유지율)과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여섯째,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직업소개 및 취업알선 서비스는 구직자가 그 

능력과 소질에 알맞은 직업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직업적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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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심리검사, 직업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진로 및 직업 지도, activation, 개인별 

맞춤 취업전략(Individual Action Plan : IAP) 수립, 구직기법 지도와 조언, 동행

면접, 생계지원, 육아지원, 심리치료 등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 제공 등과 

연계되어 일을 통한 자립과 자아실현을 지원함으로써 고용률 제고와 복지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일곱째, 구인기업에 대한 구인알선 서비스는 단순한 직업소개 차원을 넘어 

구직자가 기피할 구인기업의 여러 요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과 병행함으로써 

구인기업의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촉진할 수 있다. 

2. 노동시장정보 제공

가. 노동시장정보의 개념

노동시장정보(labor market information: LMI)는 고용과 노동시장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구직･구인 정보, 기업의 채용 및 임금 동향 정보, 산업별･

지역별 고용동향 및 전망에 관한 정보, 구직자에 대한 취업 지원과 진로지도 

및 직업 상담 정보, 인력 수급의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정보, 고용보험 동향 정보, 

직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정보, 직업심리검사 정보, 교육훈련기관의 학과･과정 

및 취업률 등에 관한 정보, 구인자에 대한 구인 지원 정보, 고용정책에 관한 

정보, 경제 및 산업동향에 관한 정보, 인구 동향 및 인구구조 변화에 관한 정보, 

고용 및 복지 관련 정책과 사업에 관한 정보, 그 밖의 고용･직업에 관한 일체의 

정보가 LMI에 해당된다(유길상, 2019). LMI는 한국의 Work-net과 같이 국가취업

포털플랫폼(National Job Matching Platform)을 핵심으로 국가통계 플랫폼, 직업 

및 인력수급전망 플랫폼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 제공된다. 

한국의 고용정책기본법 제3장에서 ‘고용정보 등의 수집･제공’에 대해 규정

하고, 동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과 구인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구직･구인 정보, 산업별･지역별 고용동향, 노동시장 

정보, 직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정보, 직업능력개발훈련 정보,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 및 그 밖의 고용･직업에 관한 정보(이하 “고용･직업 

정보”라 한다)를 수집･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직업안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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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고용정보의 수집･제공 등) 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의 

각종 고용정보를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여 구인자, 구직자, 

그밖에 고용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LMI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되는 비중이 높아지게 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LMI에 대한 셀프 서비스 

접근을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인터넷과 모바일(mobile) 기술의 발전은 

국가취업포털에 구인자와 구직자들이 스스로 등록하고 이력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인터넷과 모바일 구인･구직등록 시스템을 정교하게 발전시켜 노동시장

에서 경쟁력이 있는 일반 구인･구직자들은 직접 구인･구직 정보를 검색하여 

취업하거나 구인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셀프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있다. 

그 대신 취업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공공고용서비스기관(PES)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 PES가 직접 대면상담을 통해 서비스하는 

대상은 장기실업자, 고용조정 전직자(轉職者),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개별화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

나. 노동시장정보 제공의 중요성

LMI는 국가, 구직자, 기업, 고용서비스 종사자 등에게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기여를 한다(유길상, 2019; Woltermann, 2012:13). 

첫째, 국가적으로는 경제산업정책, 중장기 인력수급계획, 고용정책, 사회보장

정책, 교육훈련정책 등의 수립, 각급 학교의 신설과 교육과정의 개편, 진로 및 

교육, 직업훈련계획의 수립 등 국가의 주요 정책의 수립과 추진의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구직자와 구인기업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인력 

수급과 노동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한편 인력의 합리적인 배분과 인력 활용을 

촉진해 구직･구인 활동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구직기간과 

구인기간을 단축하여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한다. 공개된 국가고용정보

망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투명한 노동시장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노동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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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구직자와 청소년들에게는 구인정보, 직업정보, 직업교육훈련정보, 학과

정보, 인력수급전망 정보 등을 제공하여 진로계획과 직업선택, 취업 준비, 교육

훈련 수강, 구직활동과 일자리 선택 등 자신의 진로를 올바르게 결정하고, 

취업을 촉진하며, 잘못된 취업으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구직기간을 단축

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노동시장의 변화와 채용 패턴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구직자의 직업역량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게 하여 구직자와 청소년들이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   

셋째, 기업에게는 중장기적인 사업계획과 투자계획, 인력채용계획,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 기업의 인재상에 맞는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넷째, LMI는 직업상담원, 교육훈련기관, 학부모, 청소년, 고용정책 입안자, 

연구자 등에게도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직업상담원들이 구인자와 

구직자의 눈높이를 조절하고,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LMI는 각급 교육기관과 직업훈련기관들이 경제 

및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적합한 교육훈련과정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본방향을 제시해주며, 학부모와 청소년에게 진로 및 진학과 

전공, 직업 및 직장 선택의 기본 정보를 제공한다.

다. 효율적인 노동시장정보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

노동시장정보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이 노동시장

정보시스템(labor market information system: LMIS)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LMI는 매우 다양한 기여를 하는 중요한 국가 인프라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LMIS를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LMIS가 효과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Yoo, et. al., 2019).

첫째, LMIS는 구인자와 구직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빈 일자리와 구직자에 대한 정보 등 LMI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가 풍부

하면 풍부할수록 LMIS는 더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다.

둘째, LMIS를 통해 수집되어 제공되는 노동시장정보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정보의 품질관리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등록된 구인정보와 구직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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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를 실시간으로 검증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잘못 입력된 정보, 불법이나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 정보, 

이미 취업이나 채용이 끝난 정보 등은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LMIS는 고객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고객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객의 불편사항을 실시간

으로 접수하여 응대하고 개선해나가야 하며, 화면 구성이나 서비스 내용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이용하기 쉽게 구성해야 하며, 고객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모바일과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한 편리한 서비스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발

하여 제공해야 한다. 대국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더 많은 사람과 

기업이 LMIS를 이용하게 해야 한다.

넷째, 온라인 고용정보망과 오프라인의 공공고용서비스기관 간의 연계가 

원활해야 한다. 양자 간의 연계가 원활할수록 LMIS에 보다 많은 신뢰할만한 

정보가 축적되고 더 많이 활용된다. 따라서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을 잘 발전

시키고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이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LMI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개선하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공공

고용서비스기관이 LMIS를 운영하는 것이 보통이다.

다섯째, LMIS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고용서비스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LMIS가 구직자가 알고 싶어 하는 채용정보, 기업의 인력 채용 경향의 

변화 정보, 채용기업의 경쟁력과 재무상황, 현재와 미래 발전 가능성 및 기업

문화 등에 대한 기업정보, 주요 산업과 직종의 미래 전망과 인력수급 전망 

정보, 미래 직업세계의 변화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면 더 많은 구직자

들이 LMIS를 이용할 것이다. 

여섯째, LMIS는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채용 정보 포털,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민간취업포털과 정보를 주고받는 파트너십을 구축하면 

보다 많은 질 좋은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상호 강점을 활용할 수 있다. 

일곱째, LMIS를 기획하고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LMIS의 정보의 

품질을 모니터링하고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노동시장동향 정보 등 고객이 

필요로 하는 고용정보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는 R&D 인프라와 

고용정보망 운영 인프라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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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째, LMIS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관리 및 정보보안 시스템(data management and information 

security system)을 구축하여야 한다. 컴퓨터 하드웨어 및 서버의 용량, 정보의 

백업시스템(backup system), 데이터 품질 및 보안 관리 시스템, 해킹 등으로

부터의 정보보안 체계, 재해복구시스템(disaster recovery system) 등의 기술적 

보안체계, LMIS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의 시설보안체계, LMIS를 

관리하는 직원들의 정보보안 의식 등 관리적 보안체계를 잘 갖추고 있어야 한다. 

아홉째, LMIS 발전전략이 국가의 경제사회발전 전략, 고용정책, 고용서비스

정책 등 상위정책과 전략과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LMIS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라. 한국의 고용정보망 

1) 고용보험 전산망17)

고용보험은 고용보험업무를 처리하는 지방 관서 및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등에 정보망을 연결하여 보험업무 처리 등에 이용하고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www.ei.go.kr)를 통하여 보험가입 여부 확인, 고용보험 취득･상실신고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2004년 고용보험전산망을 개방형시스템으로 재구축하여 서비스를 개통하였

으며, 2006년 고용보험 시스템 성능고도화 사업을 통하여 최적의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최적화 전략을 적용함으로써 고용보험시스템 성능 혁신, 데이터 

처리의 신뢰도 제고 및 업무처리 시간 단축에 기여하였다.

2007년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추적성 확보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개인정보 조회내역 기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용보험전산망에서 보유한 

개인정보 보호의 기틀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및 내부 사용자의 

접근 편이성 강화를 위한 성능고도화, 업무지식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고객 

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008년에는 사회보험 적용･징수 일원화방안 확정(2005.11.29, 국무회의 의결) 

17)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백서｣의 내용을 인용하여 재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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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 의한 “사회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일원화 추진방안” 

시달(2006.6.15)에 따라 4대보험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장관리번호를 

일원화하여 연계기반을 강화하였다.

2010년에는 고용보험제도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와 더불어 고용안정사업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고용창출지원위탁･재량사업 사용자

(위탁기관, 전자민원인)시스템 신규구축 (각 5개 사업), 통합지원금 행정지원과 

전자민원 신규구축(각 8개사업) 및 기존 지원금(32개 사업) 공통개편사항 반영 

등 고용안정지원금 시스템 신규 구축으로 대국민 서비스에 크게 기여하였다.

2011년에는 피보험자 고용보험 과태료부과 지침이 개정(2011년 1월)됨에 따라 

징수 업무를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시스템에 적용하였으며, 

2013년에는 고용보험 전산장비 노후화에 따른 잠재적 대민 서비스의 중단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차세대 고용보험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하여 고용보험 

전산망을 전면 개편했다. 2014년부터는 1)대국민이 이용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이용자별로 메뉴를 시각화하고 재구성 하여 접근성을 향상, 2) 모바일 서비스를 

신규 구축하여 고용보험 제도안내, 실업급여 모의계산, 민원신청, 일용근로자 

출근내역을 누구나 장소와 시간에 제약받지 않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 

3)신고포상금 지급처리 전산관리를 통해 각종 통계취합 등 업무처리의 신속성 

증대, 4)모성보호 업무 등 24개 업무에 대하여 화면이 분리되어 빈번한 화면이

동으로 업무 효율성이 저하됨에 따라 화면 통폐합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복잡한 처리과정은 줄이고 편의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고용보험 

부정수급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정수급 업무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지원금 중복수혜 등 유형별 사전 대응을 위한 경보 기능을 강화하여 부정수급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2015년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재취업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던 

취업사실 신고ʼ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월 평균 약 1,300건의 취업사실 

신고서가 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고되었다.

아울러, 실업급여 수급자의 지급 통지서를 고용보험전산망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게 하여 국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집이나 회사에서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해 손쉽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고용센터에서 처리하는 피보험자 상실 신고서 등록 업무를 자동으로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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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고, 고용보험 임의가입자에 대한 반려 통지문을 우편 서식으로 자동 

출력해 발송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고용센터 직업상담원들의 업무량 감소 

및 업무처리 효율성을 증대시켰다.

2016년에는 취업지원 기능 강화를 통해 수급자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촉진

시키기 위한 ʻ실업인정 업무 지침ʼ이 개편됨에 따라, 고용보험시스템을 개선했다. 

실업인정 전용 접수창구를 신설하고, 오프라인뿐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하는 등 실업인정 프로세스도 개편했다. 

또한, 모성보호 모바일 서비스도 개편했는데, 민원 신청 시 신청인이 선택

한 방식에 따라서 접수센터와 처리 담당자가 지정된다. 고용보험 상실자 사후

미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도 개발했다.

고용보험 모바일 서비스도 확대되었다. 기존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었던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실업급여 수급내역 조회를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실업인정 신청을 모바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실업인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 시켰다.

2) 워크넷 시스템

워크넷(www.work.go.kr)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국가취업

포털로서 1998년 11월 27일 서비스를 시작하여 구인･구직정보, 직업･진로정보, 

직업훈련정보, 고용복지정책정보, 인재정보 등을 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워크넷은 한국에서 가장 많은 기업의 채용정보와 구직자의 구직정보를 제공

하여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하는 잡매칭을 지원하는 국가잡매칭플랫폼이다. 

구인기업으로부터 직접 채용정보를 등록받아서 제공할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주요 민간취업포털과도 연계하여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채용정보와 구직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구직자는 워크넷에 등록된 구인 정보를 검색하여 온라인과 모바일로 입사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적합한 일자리가 없을 경우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하여 적합한 구인자를 찾아 나설 수 있다. 구인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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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에 채용공고를 하여 적합한 인재가 응모하도록 하고, 등록된 구직자 

정보를 검색하여 인재를 채용할 수 있다. 

워크넷은 정부가 운영하는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취업포털이다. 워크넷에서 

제공되는 구인 정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다단계의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워크넷에 등록된 채용정보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지, 

다단계 판매업에 해당되는지, 미풍양속에 저해되는지, 성･학력･연령 등의 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고용센터의 직원의 검증, 워크넷 정보검증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검증, 한국고용정보원의 워크넷 모니터링 전담팀에 의한 검증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신뢰할 수 있는 일자리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 

워크넷은 맞춤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구직자가 희망 직종, 지역, 임금, 

학력 등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선택하여 일자리 검색조건을 설정하면, 한 번 

설정한 검색조건이 웹과 모바일 기기에서 상호 연동되어 언제나 쉽게 검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나만의 맞춤 검색 메뉴에 맞는 

내 주변 일자리 정보 알림, 관심 기업 채용 정보 등록 알림, 맞춤 채용 정보 

등록 알림 등 스마트폰의 자동알림 기능을 통해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워크넷은 구인･구직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료 직업심리검사와 직업･진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직업정보시스템, 한국직업전망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직업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주요 직업과 학과에 대한 동영상 등 

직업과 진로지도에 관한 다양한 정보까지 제공받을 수 있으며, 어떤 직업과 

진로가 나에게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23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본인의 특성에 맞는 온라인 직업심리검사를 받고 결과해석에 대한 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워크넷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정보망인 HRD-net과 연계하여 구직자가 필요한 

직업훈련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구직자가 알고 싶어 하는 주요 

고용복지정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워크넷은 기업신용평가정보와 연계하여 2018년 말 현재 412만개의 기업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기업문화 등의 정보까지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제공하여 구직자는 구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의 상세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특히 2019. 3월부터 챗봇(Chatbot)을 시범 오픈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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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검색 없이 간단한 대화를 통해 일자리를 찾거나 센터안내, 워크넷 

이용안내, 고용복지정책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산업 고도화에 따른 

직무중심 기반 채용트랜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한 보다 정밀한 직무중심 기반의 매칭서비스 준비를 시작하였다. 2018년

에는 947개 직무를 대상으로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직무 데이터 사전을 

구축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직무에 적합한 표준직무기술서 추천 모델을 정립

하였다. 이를 확장하여 2019년 현재 구직자의 직무역량과 구인기업의 희망 

직무역량을 비교･분석하여 직무 중심으로 구인･구직자를 매칭해주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2020년 하반기 서비스를 예정하고 있다.

[그림 12] 직무중심 일자리매칭 시스템 구축 (2020년 하반기 예정)

3) 직업훈련정보망(HRD-Net)

직업훈련정보망(HRD-Net)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6조(직업능력개발정보망의 

구축)에 의거 하여 구축한 포털 사이트로, 직업훈련에 관한 제반 정보를 온라인

으로 제공해주는 시스템이다. 즉, 구직자나 실업자 등 직업훈련을 받고 싶어 

하는 수요자들에 직업훈련프로그램 과정, 자격시험 및 직업정보, 직업훈련 관련 

주요 통계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취업률･평가등급･만족도 등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구직자 훈련 참여절차 안내와 나에게 적합한 훈련, 웹툰

(Webtoon) 등 정보취약계층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와 ‘훈련-

자격-일자리’ 정보를 연계한 통합 고용정보도 서비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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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Net은 1997년 노동부 홈페이지에 직업훈련정보를 제공하면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1998년 11월에는 워크넷으로 옮겨 직업훈련정보를 제공했으며 같은 

시기 대전･충남･충북지역에서 내일배움카드 전신인 직업훈련카드를 시범 도입

하였다. 직업훈련카드제도는 구직자,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일정한 금액의 훈련

비를 지원하여, 그 범위 이내에서 직업 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관리 하는 제도였다. 1999년 독립적인 직업훈련

정보망(JT-Net)을 구축한 후 2001년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직업훈련

정보망 명칭을 JT-Net에서 HRD-Net으로 변경한 후 2003년 1월부터 HRD-Net 

종합정보망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2004년 11월에는 HRD-Net 인트라넷(내부망)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2006년

에는 HRD-Net 포털 서비스를 개시하고 근로자 능력개발 카드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08년에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시범서비스를 했고, 2010년에는 

HRDNet 모바일 홈페이지 서비스를 만들었다. 

2011년에는 HRD-Net과 직업능력지식포털을 연계한 통합 HRD-Net을 구축

하였다. 통합 HRD-Net을 만들기 전에는, 정부 지원 훈련정보와 행정업무 지원 

중심의 HRD-Net(한국고용정보원 운영)과 중소기업 학습지원 중심의 직업능력

지식포털(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을 각각 운영함에 따른 예산낭비와 정보 

검색의 불편함이 상존하였다. 특히 복잡한 메뉴, 콘텐츠 중복, 불필요한 서비스 

구성 등으로 사용자 편의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훈련･자격･일자리 정보 

연계를 통한 통합 맞춤정보 서비스도 미흡했다. 이에 ‘훈련-자격-일자리’ 통합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 HRD-Net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직업훈련, 국가

기술･전문자격, 일자리 정보를 통합･제공하고 한국고용직업 분류체계(KECO) 

기준으로 연계하여 관련된 정보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e-learning 콘텐츠, 직업방송강의 등 다양한 학습 콘텐츠와 훈련･자격･일자리

정보를 연계하여 통합 맞춤정보로 제공하며 다양하게 무료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2012년에는 ‘모바일 HRD-Net’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태블릿기기 이용이 확산됨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직업능력개발 통합 정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국민 만족도를 

높였다. 이후 2013년에 통합 HRD-Net과 모바일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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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였다.

2014년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스템을 구축, 온라인을 통해 근로자

카드를 신청하도록 했으며, 신 직업훈련체제 기반 중심인 ‘일학습병행제’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HRD-Net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였다. 

2015년에는 스마트폰 QR코드 출결관리 앱을 출시하였고, 같은 해 차세대 

HRD-Net 시스템 구축을 착수해 2017년 3월 서비스를 오픈하였다. 이 서비스의 

가장 핵심적인 개편사항은 취업을 목표로 직업훈련에 참여를 희망하는 훈련

수요자가 합리적으로 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Informed choice) 제공정보 

항목을 확대한 것이다. 훈련참여를 위해 HRD-Net에 접속하여 관심 있는 과정을 

검색하면 기존에 제공되던 훈련과정별 ‘취업률’ 정보 외에 ▸훈련수강 후 취업처 

임금 평균, ▸훈련기관 직종별 취업률 ▸훈련과정에 대한 수강생 만족도, ▸훈련

과정의 NCS 수준, ▸훈련 참여자 평균연령, ▸교･강사 정보 ▸관련 자격증 등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또한, 워크넷을 비롯한 다른 고용

정보시스템과의 정보연계도 확대･강화되었다. 훈련생이 HRD-Net에서 훈련

과정을 선택하면, 워크넷과 Q-Net(국가전문자격 홈페이지)의 관련 일자리 정보, 

자격증･직업, 관련 학과 등의 종합정보가 제공된다. 대국민 편의기능 확대와 

함께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센터 등의 직업훈련 담당자의 업무처리 효율성도 

대폭 개선되었다. 특히, 비용지급이나 행정업무처리를 위해 HRD-Net과 고용

보험시스템･인력공단시스템을 오가며 하던 업무를 HRD-Net 상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연계하였으며, 종전 오프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던 민원처리 

업무도 전자결재 프로세스를 제공하여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하였다.

2018년에는 스마트 폰을 활용한 대민 편의 기능을 한층 강화하였다. 먼저 

구직자 및 재직자, 자영업자가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고 정부지원 훈련을 받기 

위해 고용센터 방문 전 시청해야하는 교육 동영상을 HRD-Net 모바일에서도 

시청할 수 있게 하였으며, 블루투스 기술을 활용한 비콘 출결시스템을 신규 

구축하여, 기존 출결시스템 이용에 따른 사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부정출결 예방

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2020년 1월부터는 그간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되어 운영되었던 내일배움

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되었다. 이에 따라 실업자와 재직자,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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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 근로자까지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과 자개계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2020년 9월까지 모바일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관련 

모든 민원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발이 진행 중이다.

4) 외국인고용관리 시스템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993년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

운영하였다. 그러나 국내 외국인 근로자 36만 명 중 불법체류자가 29만 명에 

달하는 등 각종 사회문제와 사회적비용이 증가하여,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

하고, 2007년 고용허가제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인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E-9, H-2)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인력 수급을 보장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에 전산시스템의 개발･운영사업을 위탁하고 있으며, 한국

고용정보원은 외국인근로자의 도입･체류･귀국 관리를 위해 ｢외국인고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의 역사를 보면, 우선 2004년 8월부터 고용센터의 ｢내부 

행정지원시스템｣과 ｢외부 대민홈페이지｣, 현지 외국인 근로자의 구직명부를 

관리하기 위한 ｢구직자명부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였다. 시행 초기에는 

현지 송출국가의 네트워크 환경이 불안정하여, 자체적으로 구직자명부를 관리

하고, 이를 비정기적으로 영문 홈페이지를 통해 EPS서버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였다. 2007년에는 EPS 고도화를 추진하여 캄보디아 등 4개국에 

대하여 ｢모국어 홈페이지｣를 신규 구축하고 기존 영문 홈페이지를 개선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지 외국인근로자에게 고용허가제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고용허가제 이해를 높였다.

2009년부터는 대행기관 방문을 통한 고용지원 신청을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하였다. 또한 대행 수수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자결제서비스 전문업체와 연계하여 수수료 납부서비스도 신규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사업주의 고용지원 신청과 수수료 수납 및 정산의 처리기간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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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업주의 업무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내부 행정지원시스템과 

외부 대민홈페이지의 전면 개편사업을 통해 업무프로세스 및 데이터 모델 

재설계에 따른 프로그램 재개발, 사업주의 온라인 민원신청 기능 추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등을 구현하였다. 이를 통해 업무담당자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대국민 민원 서비스를 개선함에 따라 사용자 만족도도 높아졌다.

한편, 신규외국인력을 배정받기 위해서 고용센터에 장기간 사전 대기하는 

불편함을 예방하기 위해서 2012년에 점수제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점수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외국 인력이 필요한 정도, 모범적인 외국인 고용의 징표 

등을 점수 항목으로 수치화하여 정부 정책 목표달성에 기여 하였다. 점수제는 

기본항목과 가점, 감점 항목으로 구성되어 고득점의 사업장에 신규외국인력 

배정우선권을 주는 시스템으로 사업장에 자발적인 외국인력관리를 유도하면서 

공정한 신규외국인력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축되었다.

2013년에는 모바일 EPS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국내 

사업주나 외국인근로자가 모바일 기기만 있으면 언제든지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정보를 조회하고, 민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2014년에는 모바일 EPS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대민홈페이지에서만 제공하던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구인･구직 정보 조회 기능을 모바일 EPS에서도 가능하게 하였다. 근로자는 

사업장의 장소, 업종, 급여 등 구인정보를 확인하고 사업장은 근로자의 희망 

근로조건과 구직정보를 빠르게 조회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일반 외국인근로자(E-9)를 위하여 고용허가제 제도소개 및 자주 묻는 

질문 등의 정보를 송출국가 언어(15개 국어)로 번역하여 서비스를 하였다. 각종 

모바일 알림(PUSH)서비스도 대폭 확대하여, 민원 처리 상태나 고용변동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알림을 제공해주어, 고용센터에 직접 연락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다양화되는 사용자들의 컴퓨팅 환경과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안 요구 따라 

2020년 5월 오픈을 목표로 현재 EPS는 재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5) 국가일자리정보 플랫폼

기존의 고용정보 인프라는 고용정책 및 전략수립을 위한 가치 있는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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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였고, 특히 고용정보의 기반인 ‘기업-사업장’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또한 고용현황과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핵심정보의 오류가 

많아 데이터 활용이 어려웠다. 그리고 고용 관련 각 행정시스템들은 행정업무 

처리목적으로 운영되어, 고객 중심 서비스 제공과 정책 결정을 위한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었고, 시스템 간 칸막이로 데이터표준 등이 없어 통합적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의 연계･활용이 곤란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7년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의 세부과제로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추진을 시작하였다.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구현을 위한 핵심정보 생산과 더불어 생산한 핵심정보를 공공 

및 대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용

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일자리 관련 정보의 연계와 공유를 위한’ 공통기반 

마련, 고용노동부 및 관계 기관의 일자리 관련 정보시스템이 하나의 정보시스템

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허브(HUB) 기능을 고용정보원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고용정책기본법 개정)하였고, 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단계별(4단계) 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한 후 2018년 1단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현재 2단계 추진 중에 있다.

향후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이 구축 되면 1) 개인별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2) 기업정보 등 노동시장 정보 공개로 정보 불균형 해소, 3) 지역별 고용현황 

등 실시간 노동시장 모니터링의 가능, 4) 일반인의 일자리 핵심데이터 접근 

가능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등 진일보된 고용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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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개념도

3. 노동시장조정프로그램의 집행

노동시장조정 프로그램은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노동

시장이 활력 있게 작동하여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안정된 고용기회를 제공

하고, 일할 의욕이 미약한 사람에게는 일할 의욕과 동기를 부여하여 ‘일을 통한 

복지’(workfare)를 구현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active labor market policy)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실업자 및 재직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과 경력개발 지원,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지원을 위한 고용촉진 장려

금과 고용보조금 지급, 고용조정과정에서의 실업 예방을 위한 고용 유지 지원,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심층상담과 맞춤형 구직 지원, 청소년 등에 대한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재정에 의한 직접 일자리 창출 및 근로경험 기회의 제공, 중장년

층이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임금체계 개선 

지원, 정년연장 및 점진적 은퇴 지원, 여성 및 고령자 친화 작업장 혁신 지원, 

일터 혁신 지원, 해고(예정)자에 대한 전직 지원, 고용위기 지역과 업종에 대한 

특별지원, 창업지원, 청년･여성･고령자･장애인 등의 고용 촉진 지원, 보육 



118   제2부 노동시장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 및 직장 보육시설 지원, 육아휴직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및 대체인력 채용 지원, 임신･출산 후 계속 고용지원 및 직장 적응 지원, 

산전후 휴가 급여 등은 대표적인 노동시장조정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노동시장조정 프로그램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구인･구직 알선, 노동시장정보 제공, 실업급여 지급을 넘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프로그램의 양과 질이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노동시장조정 

프로그램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들이 현금급여에만 안주하지 않고 일을 통한 

자립과 자아실현을 구현하고자 하는 ‘일을 통한 복지’ 정책의 추진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또한, 고용의 안정과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는 급변하는 기술변화에 대한 적응력(adaptability)과 취업역량(employability)

을 배양하는 것이 지식정보화 시대,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앞으로도 그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4. 실업자 소득보상제도의 집행

실업자 소득보상제도는 실업급여(unemployment benefits), 실업부조(unemployment 

assistance), 실업보험저축계좌제(unemployment insurance savings account) 등 

명칭과 형태에 관계없이 실업자에게 실업기간 동안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수당적인 지원 제도를 의미한다. 

실업자 소득보상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실업보험(고용보험의 ‘실업급여’)은 

실업 후 공공고용서비스기관 또는 실업보험기금사무소에 실업자 등록을 하고 

적극적인 구직 노력을 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실업(고용)보험의 

도입과 운영은 각국에서 공공고용서비스 발전의 계기를 제공하였다. 실업급여 

수준은 실업 전 임금 수준과 연계하는 것이 보통이다. 실업급여 지급에 필요

한 재원은 주로 노사가 부담하는 실업(고용)보험료 수입에 의해 조달된다. 

실업부조는 조세에 의한 저소득 실업자 소득보상제도이다. 실업부조는 초기엔 

구직활동과 관계없이 현금급여만 제공하였고, 지급기간도 무제한적인 경우가 

많았으나 관대한 실업부조제도가 수급자의 구직활동 노력을 게을리 하게 하여 

장기실업의 원인이 되고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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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적극적 구직활동을 의무화하고 지급기간도 제한하는 국가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실업부조를 실시하는 국가들은 실업(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연계하여 실업보험을 1차적인 실업자 소득보상제도로 활용하고,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실업급여를 소진한 저소득 실업자에게 

2차적으로 실업부조를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호주, 뉴질랜드 등 

실업부조 자체만 시행하는 국가도 다수 있다. 실업부조의 급여수준은 실업

급여보다 다소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은 2020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는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실업보험저축계좌제는 실업(고용)보험 재정의 불안정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개인 명의의 실업보험저축계좌에 매월 노사가 임금의 일정 

비율을 강제 저축하도록 하고, 실업 시 본인의 저축계좌에서 인출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실업보험저축계좌에의 기여는 사업주 단독, 

노･사 공동 또는 노･사･정 공동으로 하는 형태가 있다. 실업보험저축계좌는 

정부의 감독하에 금융기관에 투자된다. 실업보험저축계좌제는 실업급여나 

실업부조제도가 실업자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초래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예방

하고, 실업보험 재정 불안정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실업이 빈번한 고용 불안정 계층의 보호에 한계가 있다. 실업보험저축계좌제는 

개인의 특수한 저축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고용서비스

와는 관계가 없이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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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한국의 고용서비스 발전 과정18) 

1. 고용서비스의 맹아기(1922~1961년) 

가. 일제 시대의 공공고용서비스 

한국에서의 고용서비스는 일제시대 조선총독부가 1922년에 공공직업소개소인 

경성직업소개소를 개소하면서 시작되었다. 1935년까지 모두 8개소의 공공직업

소개소가 전국에 설치 운영되었지만 그 취급 직종이 일용노동자 등 일부 직종에 

국한되어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1940년부터 일본 독점자본에게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제공하도록 하는데 공공직업소개소를 이용하였고, 1944년 9월에 ‘국민징용령’을 

실시하여 한국인을 강제로 징용하는 데에도 공공직업소개소가 동원되었다. 

일제시대 강제 징용의 아픔을 경험한 한국인들은 ‘공공직업소개소는 나쁜 것’

이라는 반감을 갖게 되었고, 이는 한국이 독립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고용서비스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나. 광복 이후 1961년까지의 공공고용서비스 

1945.8.15. 광복 이후 해외동포의 귀환(189만 명), 월남인구(165만 명) 등으로 

인해 노동공급은 급증한 반면에 일본인 사업장의 폐쇄, 남북 분단 등에 따른 

사업장 급감 등으로 노동수요는 급감하여 높은 실업률과 광범한 잠재실업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실업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2개 도시에 일제 때부터 

운영되던 공공직업소개소가 계속 운영되어 단순노무자 등에 대한 직업소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1950년대에는 6.25 전쟁 중 남하한 피난민(180만 명)과 해외귀환동포(150만 명) 

등 330여만 명에 달하는 피난민과 상이군경, 전몰군경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생계부조사업이 실시되었고 공공직업소개소를 16개소로 확대하였다. 이 시기의 

직업소개는 단순노무자나 접객종사원, 취사인 및 유모 등이 주 대상이었고, 

빈민구제가 우선이었다. 

18) 이 부분은 유길상(2019)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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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서비스의 여명기(1962~1997년) 

가. 1962~1970년대 중반의 공공고용서비스 

1962년 경제개발5개년 계획의 시행과 더불어 산업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인력개발과 양성된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가 주요 현안으로 등장하였다. 이에 

정부는 1961년 12월 6일에 직업안정법을 제정･공포하여 직업안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1963년 8월 31일에는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노동청으로 

승격하고, 노동청 내에 직업안정국을 신설하였다.

1962년 2월에는 직업안정법시행령에서 직업안정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1963년에 지자체에 44개소의 공공직업소개소를 설치하고, 

운영비의 1/2을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1967년 3월 30일에 직업안정법을 개정하여 지자체 공공고용서비스

기관을 노동청 소속의 국립직업안정소로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1968년 8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던 44개 직업안정소를 노동청장 소속의 독립된 25개 

국립기관으로 개편하고, 직원들을 전문직 공무원으로 전환하였으며, 각 지방자치

단체는 계속 무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1970년에 직업안정기관을 노동청 소속의 독립적인 기관에서 노동청 

지방조직으로 흡수･통합하고, 직원들도 전문직 공무원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였다. 1972년에는 공공직업안정소를 노동청 지방사무소 내의 직업안정

과로 축소하였다. 이러한 변화 결과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의 위상이 낮아지고 

고용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 1970년대 중반~1987년의 공공고용서비스 

정부는 지방노동사무소의 직업안정과를 1970년대 중반의 34개에서 1980년대

에는 41개소로 확대하였다. 1979년 6월에는 노동청 소속의 독립된 중앙직업

안정소를 신설하여 고용정보의 수집과 활용, 적성검사･직무분석･직업지도 

등에 대한 연구, 직업사전 편찬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노동청은 1970년대 후반에 지방노동사무소 직업안정과를 지방노동사무소에서 

분리된 직업안정소 체제로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1979년에 2개소,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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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14개소, 1981년에 2개소 등 18개소를 지방노동사무소에서 분리 운영하였다. 

그러나 1982년부터는 직업안정과를 다시 지방노동사무소의 직업안정과로 통합

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1981.4.8.에 노동청을 노동부로 승격하였다. 1982.4.3.에는 직업안정법이 

대폭 개정되었다. 개정된 직업안정법은 노동부장관은 ‘고용동향에 관한 사항, 

노동력 수급전망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고용안정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여 직업안정행정을 종전의 직업소개사업 중심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을 분석하고 산업사회의 인력수급을 예측하며 계획, 조절

하는 기능까지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1982년 11월에는 영세실업자를 위한 

일일취업안내소를 서울, 부산, 광주 등에 개설하였다.

일반직 공무원에 의한 취업알선실적이 계속 부진하자 정부는 1986년부터 

전문 상담공무원에 의한 취업알선 전담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86년 10월부터 1990년의 기간에 대도시에 6개 전문 취업인력센터를 

설치･운영하였다.

다. 1988년~1997년의 공공고용서비스 

1987년 6월의 민주화 항쟁으로 1988년 2월에는 새로운 헌법에 의하여 제6

공화국이 탄생하였다. 1962년부터의 지속적인 고도 성장으로 1988년부터는 

실업률 2% 시대의 완전고용이 실현되었다. 농어촌으로부터의 노동력 무제한 

공급시대가 197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소득수준 향상과 고학력화에 

따른 3D 업종 기피 현상이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면서 생산직 인력부족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인력수급의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1년 3월 25일에 노동부에 

고용정책실을 신설하고, 1991년 11월에는 전국 시･군･구 민원실에 취업정보

센터와 읍･면･동 사무소에 취업상담창구를 설치하였다. 1992년에는 한국산업

인력공단의 본부 및 각 지방사무소에 취업정보센터를 개설하고 직업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1993년 12월에 ｢고용보험법｣을 제정･공포하여 1995.7.1.부터 시행하였다. 고용

보험제도는 노동시장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고용서비스 발전의 계기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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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고용보험제도의 시행을 위해 46개 지방노동관서의 산재보험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하고, 그 대신에 고용보험과를 신설하였다. 

고용보험제도 시행에 맞춰 1995년에 중앙직업안정소를 중앙고용정보관리소로 

확대 개편하여 고용보험전산망 관리･운영과 직업지도 및 직업적성검사기법의 

개발･보급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1990년대 들어 전문적인 취업알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었으나 

행정직 공무원이 제공하는 지방노동관서 직업안정과가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자 노동부는 1996년 7월에 지자체가 시설을 제공하고 전문직 상담원이 

취업알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노동부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공하는 

인력은행을 설치･운영하였다. 인력은행은 민간전문상담원이 심층상담과 취업

알선을 담당하는 중앙-지방 협업모델로서 높은 취업성과를 달성하면서 1999년

에는 20개소에 이르렀다.

3. 고용서비스의 확충 및 발전기(1998년 이후)

가. 외환위기의 발생과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의 확충 

1997년 11월에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1988년부터 1997년까지 10년 동안 2% 

대를 유지하던 실업률은 1997년 12월 3.1%에서 1998년 1월 4.5%, 2월 5.9%, 

4월 6.6%, 5월 6.8%, 7월 7.6%, 12월 7.9%, 1999년 2월 8.6%로 급상승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실업급여 지급의 원활화와 실업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는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을 대폭 확충하기 시작하였다. 46개 

지방노동관서의 ‘고용보험과’와 ‘직업안정과’를 통합하여 고용안정센터를 설치

하고, 취업알선, 고용보험, 직업훈련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로 개편하였다. 급격한 공무원 충원의 어려움과 인력은행의 경험을 

살려 고용안정센터의 인력은 전문상담원과 공무원이 공동으로 근무하는 형태로 

출발하였다. 고용안정센터는 1998년에 99개소, 1999년에 122개소, 2000년에 

126개소, 2001년에 168개소로 확대되었다.

1998년에는 국가취업포털인 Work-net이 개통되었다. 정부는 2000~2002년에는 

인력은행을 고용안정센터로 통합하였다. 정부는 노동부가 직영하던 중앙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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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소를 2002년에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로 이관하고, 명칭을 ｢중앙고용

정보원｣으로 개칭하였다. 

나. 고용서비스 선진화 추진(2005~2008)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양적으로 확대된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05년 4월 6일에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국정과제로 추진하였다. 우선 고용지원센터를 ‘고용센터’(Job Center)로 개명하고, 

고용센터의 시설을 고객이 접근하기 좋은 위치에 현대적인 시설로 단계적으로 

이전하거나 확장하여 시설 면에서는 세계적 수준을 갖추었다. 고용센터의 

민간직업상담원을 2006년에 공무원으로 전환하였다. 소규모 고용센터를 적정 

규모로 통합하여 대형화를 추진하던 것을 가속화하였다. 이에 따라 고용센터의 

수가 2001년의 168개소를 정점으로 2003년 155개소, 2004년 118개소, 2006년 

85개소, 2008년 82개소로 감소되었다. 고용센터의 직원을 2005년 2,500명에서 

2008년 3,214명, 2012년 4,769명으로 증원하였다. 고용서비스에 대한 성과평가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고용노동부 이외에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도 대상자와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서비스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 발전을 지원하여 

고용서비스를 유망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

제도를 도입하고, 우수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대학의 

진로지도 및 취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의 취업 지원부서 확충을 

권장하고, 대학의 취업 지원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2006년 3월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중앙고용정보원을 독립 출연기관인 한국

고용정보원으로 전환하여 국가고용정보의 허브기관으로 육성하였다.

다. 취업성공패키지 시행(2009년 이후) 

2009년에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고용서비스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를 도입하였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개인별 취업애로요인을 진단하여 최장 1년간 ｢(1단계)상담･

진단･경로 설정 → (2단계)직업훈련･인턴 등 직업능력 증진 → (3단계)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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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을 단계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취업성공패키지는 2009년에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된 이래 높은 성과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었다. 취업성공패키지 실적은 2009년 이후 꾸준히 성장하여 

참여자는 2009년 9,082명에서 2018년 308,228명으로 10년 만에 약 34배로 확대

되었으며, 예산도 사업 시작 초기인 2009년 46억 원에서 2018년 기준 5,017억 

원으로 약 109배로 대폭 증가하였다.

지원대상과 관련하여 2012년부터는 청년층과 중장년층에게도 취업성공패키지를 

확대 시행하면서 기존의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를 

‘취업성공패키지Ⅰ’으로, 청년층과 중장년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성공

패키지를 ‘취업성공패키지Ⅱ’로 구분하였다.

한편,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사업19)이 취업성공패키지로 통합되어 

저소득층 대상 종합고용서비스 사업으로 발돋움하였다. 또한 민간위탁기관과 

공동으로 진행하던 취업성공패키지Ⅰ을 고용센터가 단독으로 진행하고, 청･

장년층을 담당하던 취업성공패키지Ⅱ를 민간위탁기관이 수행하도록 역할을 

재조정하면서 종합고용서비스 사업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라. 고용복지+센터 설치･운영(2014년 이후) 

외환위기 이후 고용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고용서비스 전달

체계가 부처별･지자체별로 무분별하게 확충되었다. 그러나 부처별･프로그램별 

칸막이가 심하여 전달체계와 프로그램 숫자는 많아도 상호 연계 없이 단편적

이고 분절적으로 제공되어 국민은 어느 기관에서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도 알기 

어렵고,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므로 국민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할 뿐만 아니라 효과도 낮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기존 

고용서비스 전달체계가 가진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고용복지서비스기관을 융합한 고용복지+센터를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고용복지

+센터 한 곳만 방문하면 고용과 관련된 일체의 서비스는 물론 고용과 관련된 

19) 저소득층에게 개인별 맞춤형 취업(창업)지원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돕는 성과

중심 자활사업으로 희망리본사업과 정부재정일자리사업(취성패, 공공근로, 자활근로 등)은 중복

참여 불가(고용노동부b,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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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비스까지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고용복지+

센터는 한국 최초의 통합형 원스톱 고용복지 서비스센터이다. 고용복지+센터는 

2014년 10개소를 시작으로 하여 2017년까지 98개소로 확대되었다.

고용복지+센터의 서비스 특성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통합 서비스’

로서 한 공간에서 다양한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방문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둘째, ‘원스톱 서비스’로서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필요･적합한 

고용･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 획득, 서비스 상담･신청･수령이 가능하다. 셋째,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한 자립 지원’으로서 근로빈곤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한다. 넷째, ‘협업’으로서 참여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 고용복지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너지를 제고한다20).

정부는 2019년 6월 4일에 “공공고용서비스 발전방안”(관계부처 합동, 2019)

에서 고용복지+센터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개인별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고용복지+센터의 연계･협업 시스템 강화, 고용복지+센터의 확충을 통한 이용자 

편의성 제고와 접근성 제고, 기업 맞춤형 채용지원 서비스 제공, 고용서비스 

종사자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 http://www.moel.go.kr/policyinfo/new/support/view_content01.jsp, 검색일자 2017.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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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1. 개관

2019년 5월 말 현재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의 현황은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다. 

중앙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되어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합동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고용복지⁺센터 98개소와 아직 고용복지⁺센터로 전환하지 않은 

고용센터 2개소 등 100개소의 고용(복지+)센터가 가장 핵심적인 국가고용서비스

기관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서비스 제공과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노동시장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관련 조사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청년층에 특화하여 고용노동부와 지자체 및 대학이 매칭펀드로 주요 대학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대학일자리센터가 101개소 있다. 중장년층과 고령자를 대상

으로 취업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위탁사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32개소의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와 44개소의 고령자인재은행, 

보건복지부가 위탁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194개소의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가 

있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지자체가 

협력하여 위탁사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여성새일센터가 155개소 있다. 장애인의 

직업훈련과 취업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단 지사 

20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49개소의 지역자활센터에 기초

생활수급자의 상담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위탁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

주민의 취업을 지원하는 하나센터(25개소)를, 법무부는 출소자의 취업지원을 

위한 법무보호복지공단의 24개 지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선원의 취업지원을 위한 선원복지고용센터(1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제대

군인의 취업지원을 위해 국방부는 국방전직교육원(1개소)을,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지원센터(7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주민을 위한 일자리센터(17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들도 자체 일자리센터(215개소)를 설치･운영

하고 있다.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은 14,476개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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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관 현황 방식

중앙

부처

(990개)

고용노동부

(483개)

전체 고용(복지+)센터 100개(5,669명) 공공

전체

(노동시장정보시스템)
한국고용정보원 1개(477명) 공공

청년 대학일자리센터 101개(636명) 민간

고령자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32개(252명) 민간

고령자인재은행 44개(97명) 민간

여성
새일센터(여가부 공통) 158개(1,242명)

공공 

37개, 

민간 

121개

대체인력뱅크 3개(39명) 민간

장애인 장애인고용공단 44개(265명) 공공

보건복지부

(449개)

기초생활수급자 지역자활센터 249개(1,490명) 민간

노인

노인인력개발원 6개(117명) 공공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194개(265명) 민간

통일부

(25개)
북한이탈주민 하나센터 25개(35명) 공공

법무부

(24개)
출소자 등 법무보호복지공단 24개(75명) 공공

해양수산부

(1개)
선원 선원복지고용센터 1개(58명) 민간

국방부

(1개)
제대군인

국방전직교육원 1개(42명) 공공

국가보훈처

(7개)
제대군인지원센터 7개(109명) 공공

지방

(232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

(232개)
일자리센터 232개 공공

<표 17> 공공고용서비스기관 현황(2019.5 현재)

자료：관계부처 합동(2019.6.4.), “공공고용서비스 발전방안”, 17쪽을 수정.

2. 고용(복지+)센터

고용복지⁺센터는 고용부의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제대군인취업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센터와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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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팀, 서민금융센터 등 지역의 다양한 참여기관이 한 공간에 모여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복지+센터에 참여하는 기관은 지역 특성에 따라 다소 

다르나 대체로 유사한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참여 모형은 [그림 

14]와 같다. 

[그림 14] 고용복지+센터 참여기관 및 체계도

   자료: http://www.moel.go.kr/policyinfo/new/support/view_content01.jsp (2017.8.19.)

고용센터･고용복지+센터는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의 소속기관이자 한국의 

가장 중추적인 공공고용서비스 중추기관으로서 2019년 5월 현재 100개소가 있다. 

고용센터의 직원은 2019년 5월 현재 5,669명(공무원 3,243명, 직업상담원 1,473명, 

무기계약직 189명, 기간제 81명)이다. 고용센터는 구인처 발굴과 구직자 등록, 

구인･구직정보의 관리, 취업상담과 알선, 기업의 인재 채용 지원, 고용보험

사업인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모성보호사업의 집행, 취업

성공패키지 등 일반재정에 의한 노동시장정책 집행, 외국인고용허가제 운영, 

노동시장 정책 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조사,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 등 지역협력사업의 추진, 관할 권역의 고용동향 분석 및 노동시장 

조사･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고용복지+센터 참여기관은 각 기관의 지위, 조직･인사･예산 등의 독립성을 

유지한 기관 간 협의체로서 고용복지+센터에 입주한 각 기관이 각자 고유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용서비스 기관 간, 고용서비스 기관과 복지서비스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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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필요한 서비스를 상호 연계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복지+센터의 

장은 고용센터 소장이 담당하여 기관 간 의견 조정 및 대외적 대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고용센터 소장이 고용복지+센터의 장으로서 다른 참여기관 

직원에 대해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고용복지⁺센터는 높은 만족도와 취업알선 실적을 보여 한국에서도 원스톱 

고용복지서비스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 통합 거버넌스 체계가 

없이 여러 참여기관이 한 장소에 위치하는 물리적 통합에 그치고 있어 화학적 

결합을 통한 진정한 원스톱 고용복지서비스로의 발전이 과제로 남아 있다. 

또한 고용복지⁺센터 수가 전국적으로 98개소에 불과하여 주민과의 물리적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약 70개소의 

고용복지+센터와 지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관계부처 합동(2016):12).

3.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

으로서 ①고용 동향, 직업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②인력 

수급의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③국가 노동시장정보시스템인 워크넷

(Work-net), 고용보험사업 전산망, 직업능력개발훈련 전산망(HRD-net), 외국인

고용허가 전산망,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전산망 등 고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④직업지도, 직업심리검사 및 직업상담에 관한 기법(技法)의 연구･개발 및 보급, 

⑤고용서비스의 평가 및 지원 등을 담당하는 고용정보의 허브기관이다(고용

정책기본법 제18조 제4항).

4.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에 의거하여 추진해온 여성새로일하기

센터는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및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직업상담, 구인･구직관리,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9년 5월 현재 158개소가 운영 중이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참여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89개소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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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 지원과 직업능력개발에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현재의 집단상담이나 구직상담 등이 센터를 찾아오는 평균적인 

경력단절 여성에 주로 맞추어지는 상황에서 증가하고 있는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요구를 맞춘 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용센터의 취

업성공패키지, 지자체 일자리센터 등이 중복적인 서비스 경쟁을 하는 것도 해

결해야 할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5.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퇴직과 중장년층의 조기퇴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32개소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 중에서 노사

발전재단이 직영하는 곳이 12개소, 경영단체가 운영하는 곳이 20개소이다.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32개소 중 30개소의 컨설턴트들이 고용복지⁺센터에 

입주 혹은 파견하여 근무하고 있다.

6. 대학일자리센터

대학일자리센터는 대학 내 진로지도 및 취･창업 지원 기능을 통합･연계하고, 

대학 밖의 청년 고용서비스 기능과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청년층의 취업문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15년 10월에 추경사업으로 전국 21개 대학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다. 2016년 2월에 20개 대학을 추가 선정하여 전국 41개 

대학으로 확대하였다. 2017년에는 20개 대학과 소형사업 대학 10개교를 추가 

선정하여 전국 71개 대학으로 확대하였다. 2018년에는 30개 소형사업 대학을 

추가 선정하여 2019년 5월 현재 전국 101개교(대형 61개교, 소형 40개교)가 

대학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18년부터 취업지원관, 대학청년고용센터 

등 기존의 대학 일자리 지원 사업을 대학일자리센터로 통합하였다.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사업공고를 하여 응모한 대학을 대상

으로 심사를 한 후 고용센터-대학-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하여 대학이 대학 내에 

대학일자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고용노동부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지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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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고 한국고용정보원과 함께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컨설팅･모니터링을 하며,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사업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비 조달방식은 정부･대학･자치단체 매칭 방식이다. 즉 ‘정부 50% + 대학･

자치단체 50%’ 방식이며, 대학･자치단체 매칭 비율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정부지원(50%)･대학(25%)･자치단체(25%) 매칭 방식으로 조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7. 기타 중앙정부 지원 고용서비스기관

제대군인, 장애인, 출소(예정)자, 선원, 고령자, 노인, 근로빈곤층, 북한이탈주민 

등 특정한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서비스

기관들을 중앙정부가 직접 설치 운영하거나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서비스기관으로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체계적인 전직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취업지원센터(7개소)와 국방부의 국방전직교육원

(1개소), 장애인 취업 지원을 위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개 지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출소자, 출소예정자 및 보호관찰대상자 등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복지보호공단(24개 지부/지사), 선원에 대한 고용서비스를 제공

하는 선원복지고용센터(1개소), 50세 이상의 취업취약 장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인재은행(44개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인력개발원(6개 지역본부),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위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194개소), 각 지역에서 

근로빈곤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빈곤 탈출을 지원하는 지역자활센터(249개소),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센터(25개소) 

등이 있다.

8.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센터

17개 광역지자체와 215개 기초 지자체가 지역 주민을 위한 일자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중앙부처와 광역 지자체, 광역과 기초 지자체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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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역할 분담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 단위에서 지자체 일자리 사업을 놓고 

중앙부처-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일자리센터를 설치하면서 국가 

일자리센터와 서비스 중복 및 경쟁으로 비효율성을 초래하거나 서비스 사각

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중앙-지방 간 역할 분담이 

불명확하고, 협업을 제도화할 법적･제도적 시스템이 미흡하며, 중앙정부의 

지원과 조정 권한이 불확실한데 크게 기인한다. 또한 광역-기초 고용서비스기관 

간 서비스 중복과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 광역 일자리센터가 지역 단위에서 

허브기능을 하기보다는 별도의 더 큰 일자리조직으로서 오히려 기초지자체와 

서비스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32개 지자체 일자리센터 중 30인 이상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9개소(3.9%)에 불과하고, 5인 미만이 116개소

(50.0%)에 달할 정도로 지자체 일자리센터가 매우 영세하다. 

지자체 일자리센터의 공무원은 순환보직으로 전문성 축적이 어렵고, 민간

상담원은 대부분 위탁업체의 단기 계약직이라 전문성이 부족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곤란하여 전반적인 서비스 역량이 미흡하다. 

1인 1~5인 미만 5~10인 미만 10~30인 미만 30인 이상 계

기초 12 (5.6) 114 (53.0) 54 (25.1) 39 (18.1) 8 (3.7) 215 (100)

광역 0 (0) 2 (11.8) 7 (41.2) 7 (41.2) 1 (5.9) 17 (100)

총계 12 (5.2) 116 (50.0) 61 (26.3) 46 (19.8) 9 (3.9) 232 (100)

<표 18> 지자체 일자리센터 총인원 분포 현황 (2018년 4월 기준)

(단위: 개소(%))

자료: 유길상, 안상훈, 김동헌, 김종숙, 김수완, 박혁(2018), �중앙-지방-민간 협업을 통한 고용서비스 

발전방안 연구�, 고용노동부･한국노동경제학회, 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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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한국 고용서비스의 주요 쟁점 

1. 고용센터의 행정기관화와 맞춤형 고용서비스의 미흡

고용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일자리 대책을 확대하면서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이 

급증하고 일자리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자리 예산은 2013년 

11.0조 원에서 2016년 15.8조 원(추경 제외), 2019년 22.9조 원으로 증가하였다

(고용노동부(2019.7.16.):3). 일자리 대책 강화의 중요 수단이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신설과 확대로 이어지면서 일선 고용센터에서의 행정업무 부담은 급증하고 있다. 

반면에 고용정책을 전달하는 고용센터의 인력 충원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2017년 실업급여 수급자 127만 명이었는데, 실업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센터의 직원은 546명에 불과하여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유길상 외(2018):32). 그 결과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은 2017년에 29.9%로 [그림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락하고 있다.

534

746

952 899
959 942 937

163
290 304 312 306 293

208

30.5

38.8

31.9
34.7

31.9 31.1
29.9

0

10

20

30

40

50

0

500

1,000

1,500

2005 2008 2010 2013 2015 2016 2017

구직급여 수급 종료자 수급기간 중 재취업자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

(천명) (%

)

[그림 15]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 추이(2005∼2017년) 

  자료: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정부는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할 때마다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강조하

고 있지만 정작 일선 고용센터에서는 인력의 절대 부족과 담당자의 역량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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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등으로 인해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더욱 힘들어지는 환경

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2. 고용복지+센터 참여기관 간 거버넌스 미비

고용복지+센터가 한국형 고용복지 원스톱 서비스 모형으로서 높은 취업 

성과와 만족도를 보이고 있지만 참여기관 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일사분란한 서비스 체계로서의 거버넌스는 아직 구축되지 못한 상태다. 고용

복지+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중앙부처 간 및 공공기관 간, 그리고 중앙

부처와 지자체 간의 역할분담, 참여기관 간의 협업과 서비스 간의 연계, 참여

기관 간의 고용정보망 접근 권한과 의무, 참여기관을 하나의 팀처럼 일사분란

하게 운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제, 그리고 참여기관에 대한 서비스 비용 

지급과 성과보상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아직 없는 어정쩡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 결과 고용복지+센터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표 17>에서 본 바와 같이 

여전히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는 각 부처별･지자체별로 별도의 일자리센터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 고용복지+센터 내에 입주한 고용센터와 지자체 일자리

센터, 새일센터 등이 취업알선이라는 동일한 서비스를 중복적으로 제공하는 

문제점도 지속되고 있다.

3. 고용서비스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노동시장의 환경이 급변하고, 고용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고용서비스 종사자는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고객의 수요에 

맞춰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고용센터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에 의해 고용서비스와 노동시장정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고용센터 소장과 직원들이 임용되기도 한다(유길상 외

(2018):31). 이러한 현상은 지자체 일자리센터의 공무원들의 경우 더 심각하다. 

그동안 정부는 고용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인력의 양성과 

기존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향상에 노력하였으나, 양적･질적 측면에서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이에 정부도 고용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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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육기관의 체계적인 교육이 부족해서 급변하는 시장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2019):5).

4. 공공고용서비스 민간위탁의 질적 수준 미흡

2005년의 고용서비스 선진화 방안에서 공공고용서비스 민간위탁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 이래 2006년부터 시작된 공공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은 증가 

추세에 있다. 고용노동부가 공공고용서비스를 민간기관에 위탁한 규모는 2018

년에 1,612개 기관에 2,979억 원이었다(유길상 외(2018):124). 그러나 한국의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공공고용서비스와 민간 위탁사업의 역할 구분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고용센터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적 선택으로서 민간위탁이 

활용되면서 양질의 민간위탁시장을 형성하지 못하고 민간고용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미흡하였다(유길상 외(2018):127).  

둘째, 민간위탁사업을 매년 공모와 계약을 하는 방식이 주가 되면서 민간

기관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게 하고, 이는 

고용서비스의 성과와 질적 수준을 높이기 어렵게 하고 있다(유길상, 2014). 

셋째, 민간위탁기관 종사자에 대한 낮은 처우와 전문성 부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유길상 외(2018):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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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과제 

1. 고용센터의 서비스 기능 강화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실업문제가 지속되면서 고용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계속 커지고 있다. 그런데 고용대책의 확대를 시장 

기능을 살리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의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노동시장 프로

그램으로 계속 확대하면서 고용센터의 행정부담이 커지고 취업 지원 서비스와 

직업능력개발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더욱 어려워지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지능정보사회로의 진입이 시작되면서 직업과 

직무의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맞춤형 고용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한 고용복지+센터의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첫째, 고용센터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는 노동

시장 프로그램들을 사업효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사업성과가 낮은 사업들은 

대폭 정비하여 고용센터의 행정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용센터의 인력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의 

고용센터 인력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흡하여 고용서비스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현재의 공무원 조직을 계속 유지하는 한 공무원의 

대폭 증원을 통한 고용센터 인력 확충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도 그동안의 

경험이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고용센터를 계속 공무원 조직으로 유지할 

것인지도 재검토할 때가 되었다. 

셋째, 실업자 프로파일링제도를 도입하여 스스로 구직활동을 하기 어려운 

구직자를 선별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한 고용서비스의 효율화를 통해 서비스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

넷째, 온라인과 모바일 고용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오프라인 고용서비스의 

부담을 경감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고용복지+센터의 서비스 프로세스를 재설계하여 행정처리 중심이 

아니라 취업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서비스간의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여섯째, 고용서비스 종사자의 양성과 기존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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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투자와 교육훈련 인프라를 확대하여 고용서비스 종사자의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2. 고용복지+센터의 통합 거버넌스 구축

고용복지+센터 참여기관들이 통합 거버넌스 하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고용복지+

센터를 공무원 조직으로 유지할지 다른 공공기관의 형태로 전환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통합 거버넌스는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와 같이 중앙부처 간, 중앙과 지자체 간에 유사한 고용서비스를 

중복적으로 제공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부처 간, 중앙과 

지자체 간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하게 조정하되 지자체와의 협업체계가 필수적일 

것이다. 지자체가 고용복지+센터의 운영에 참여할 경우 당해 지역의 고용복지

+센터 참여기관의 인건비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고, 지자체가 주도하는 

고용복지+센터에 중앙정부가 지원하여 지자체가 주도하는 고용복지+센터도 

가능하게 하고, 지자체 고용서비스기관에 대한 중앙부처의 재정적 지원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고용복지+센터는 일정 범위 내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각 고용복지+센터 예산의 

일정 비율(예: 20%)을 지역 특화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율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고용서비스 담당자의 역량 강화

고용서비스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

첫째, 고용서비스기관 종사자에 대한 인사를 순환보직 공무원으로 하지 말고 

고용 분야의 전문직렬화 하고 고용정책과 고용서비스 업무 분야에 장기 근속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전문역량이 축적되고 이를 서비스에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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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고용서비스를 전담할 학부 수준의 전문인력 양성학과를 설치하고, 이 

학과를 졸업한 사람에게는 과정이수형 전문자격을 부여하여 신규고용서비스 

인력을 양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고용서비스 담당자의 역량이 고용정책의 성패를 결정한다고 보고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존 현장 실무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재교육

과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공공고용서비스 민간위탁의 효율화

첫째, 공공고용서비스와 민간 위탁사업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민간

기관이 더 잘 할 수 있는 서비스에 민간기관의 역량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공공과 민간의 협업을 통한 고용서비스 성과 제고를 지향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민간위탁사업을 무조건 배척하거나 무조건 확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하면서 고용서비스의 장기 발전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양질의 민간고용서비스 시장을 발전

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이 성공하려면 위탁기간을 장기화하고 

위탁비 체계와 지급 구조를 더 나은 성과를 유도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의 

성공조건에 맞추어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유길상(2014):64-66).  

셋째, 민간위탁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근로조건과 처우를 개선

하여 우수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사업의 세부 계약

조건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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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직업훈련

제1절 직업훈련의 개요

1. 직업훈련의 의의 및 관계 법령 

제4차 산업혁명과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은 지식과 정보의 창출･공유･활용

능력이 국가와 기업은 물론 개인 경쟁력의 근원임을 확인시키고 있으며, 지능

정보화에 기반한 플랫폼 경제 및 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진전은 노동력 수급

구조와 고용관행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ʻ평생직장ʼ이 ʻ평생직업ʼ 개념으로 바뀌고, 기업 내부 구성원에 대한 장기 

고용관행이 상시고용, 경력자 채용 우대 등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기반한 고용

가능성(employability) 중심 고용관행으로 바뀌면서 산업 맞춤형 직무능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기업 내부에서도 기존의 관료적･분업적 

생산조직체계가 수평적･종합적 조직체제로 변화되면서 현장 조직구성원의 

지적, 기능적 능력의 재구조화와 제고를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지능정보화의 

급격한 진전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디지털 접근과 활용기회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은 고용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취업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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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킴으로써 소득을 향상시키고 노동시장과 사회통합을 촉진하여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적 기여를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경제체제 및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개인은 물론 기업이 능동적

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관계법령과 고용보험제도를 

포함한 각종 제도를 통하여 기업 또는 미취업자, 재직근로자 등 개인이 직업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직업훈련정책의 취지를 

반영한 제도가 바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이며 현행 주요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구분 주요 내용

국가기술자격법

(1973.12.31. 제정, 

2016.12.27. 개정)

◦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해 규정
  - 국가기술자격취득자 교육훈련제도 도입, 검정시설 지원 근거 마련, 

수탁기관 위탁취소 절차 등 정비, 자격증 대여 알선자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등

한국산업인력공단법

(1981.12.31. 제정,

2011.3.9. 개정)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설립근거법

  - 주요기능：훈련지원, 자격검정, 기능장려 등

  - 기타 임원, 이사회, 업무지도･감독 등 규정

숙련기술장려법

(1989.4.1. 제정,

2016.1.27. 개정)

◦ 숙련기술장려와 숙련기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기능경기대회, 기능올림픽 대회, 계속

종사장려금지원 등

고용보험법

(1993.12.27. 제정,

2016.12.27. 개정)

◦ 고용보험기금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 관련 사항을 규정
  - 사업주훈련, 재직자훈련, 실업자훈련 등 각종 지원 사업

자격기본법

(1997.3.27. 제정,

2016.12.20. 개정)

◦ 자격제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해 규정
  - 국가 및 민간자격의 관리･운영 체계 정립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및 활용 근거 마련
  - 국가역량체계(NQF) 구축 근거 마련 등

직업교육훈련촉진법

(1997.3.27. 제정,

2017.7.26. 개정)

◦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연계 근거법

  - 주요기능：현장실습 운영 등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1997.12.24. 제정,

2016.1.27. 개정)

◦ 직업능력개발훈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
  - 훈련시설, 훈련과정 인정, 훈련과정 평가 등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에

관한 법률

(2019.8.27. 제정,

2020.8.28. 시행)

◦ 일학습병행훈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근로자신분 명확화, 외부평가합격시 계속고용의무 부여, 차별처우

금지 등 학습근로자 보호 근거 마련 및 일학습병행 자격 부여 등

<표 19> 현행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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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훈련제도의 발전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제도는 1967년 ｢직업훈련법｣ 제정으로 정식도입 되었

으며, 1976년에 사업주에 대한 직업훈련의무제를 근간으로 하는 ｢직업훈련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으로 직업훈련제도의 틀이 확립되었다. 

｢직업훈련기본법｣은 산업사회에 필요한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법 시행 후 20여 년 동안 상급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을 양질의 

기능인력으로 양성하여 국가기간산업분야에 공급함으로써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동시에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장애인, 주부, 고령자, 

실업자 등에 대하여 직업훈련의 기회를 확대하여 왔다.

한편 세계화･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각국의 기업들은 기술혁신과 

ʻ노동력의 질ʼ 향상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ʻ노동력의 질ʼ 향상은 기업의 경쟁력

뿐만이 아니라 근로자의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발전의 

핵심과제로 부각되었다.

우리나라는 과거 ʻ노동력의 질ʼ 보다는 ʻ노동력의 양ʼ과 저임금에 기초한 경제

성장 전략을 펼쳐왔으나, ʻ기술혁신우위ʼ의 시대를 맞아 이를 주도해 나갈 기술

인력의 양성･개발･관리가 핵심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특히 한 차원 높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자가 주도하는 ʻ고급기술혁신ʼ을 동시에 추구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러한 국내외 직업훈련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1995년 7월 ｢고용

보험법｣에 직업능력개발사업이 도입되었으며 직업훈련의 중점도 기능인력양성

에서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로 확대 발전되었다. 또한, 1995년 이후 이원

화로 운영 중이던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직업훈련 의무제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었고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에 관한 새로운 직업훈련제도의 틀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새로운 직업능력개발체제를 

구축하고자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을 폐지하고 1997년 12월 24일 ｢근로자직업

훈련촉진법｣을 제정하여 1999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은 

2004년 12월 31일 법 명칭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변경하였다.

2017년에는 실력 중심 사회의 핵심 기제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897개를 

확정･고시하고, 지속적으로 인력 수요가 있는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해 50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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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를 추가 개발하였다. 그리고 입사지원서,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 항목을 걷어

내고, 실력(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인 편견 없는 채용,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이 전체 공공기관에서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산업

계 중심의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제도인 일학습병행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7

년 현재 11,688개 기업이 57,423명을 채용하여 NCS 기반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에 이르렀다. 아울러 글로벌 경쟁 심화, 4차 산업혁명 및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직업훈련 시스템이 노동시장과 산업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며, 성과 지향

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직업능력개발 훈

련 제도개편안｣을 마련하여 신산업 분야 인력양성 기반을 대폭 확충하도록 하

는 한편 노동시장･산업수요에 신속히 대응하는 훈련공급시스템을 마련하였다.

<표 20> 직업훈련제도 발전 경과

연도 주요 내용

1970년대 (직업능력개발 태동기)：공공 훈련기관을 통한 기능공 양성

1980년대 (직업능력개발 성장기)：기간산업의 다기능 기술･기능인력 양성 및 재직자 향상 훈련

1990년대 (직업능력개발 전환기)：모든 근로자의 생애단계별 직업능력향상 지원

2000년대 (직업능력개발 혁신기)：지원대상･방식 개편 등을 통한 직업능력개발 체제의 효율성 강화

2007년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확립 등 직업능력개발의 중장기 정책방안 마련 등 직업

능력 개발 체제 기반 마련

2008년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시범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체제 기반 구축

2009년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전국 확대 등 시장 친화적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2010년 미래 대비･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2011년 신성장 동력 분야 인력양성

2012년 미래산업분야 인력양성 기반 확충

2013년 능력중심 사회를 위한 사회 만들기를 위한 여건 조성

2014년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기반 확충 및 공감대 형성

2015년
일학습병행제 및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확
산을 통한 능력중심 사회의 제도적 기반 마련

2016년 4차 산업혁명 대비 선도인력 양성

2017년 혁신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기반 마련

출처: 고용노동백서(2018)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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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업훈련의 체계 

현재 우리나라 직업훈련사업은 크게 재직자 대상훈련과 실업자 대상훈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직자 대상훈련은 기업이 재직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

하기도 하지만 근로자 스스로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실업자 대상 훈련은 전직자･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고 노동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훈련이다. 

정부 직업훈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 체계는 아래의 [그림 16]과 같다. 고용노동부를 포함하여 정부의 

직업훈련사업은 상당 부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 지원되고 있다. 

[그림 16] 직업능력개발사업 체계

출처: 한국고용정보원(2019), 2018 직업능력개발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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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대표적인 직업훈련사업인 사업주 직업훈련지원, 재직근로자 직접

지원인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제, 그리고 실업자에 대한 지원제도로서 구직자 

내일배움카드제(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기타 국가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일학습병행제, 지역･산업 맞춤형훈련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하자.

가. 사업주 직업훈련지원

- (사업개요) 사업주가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채용예정자 등을 위해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실시에 따른 비용 일부를 지원

- (지원대상) 소속근로자,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 (훈련방법) 자체훈련시설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훈련기관에 위탁, 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

(인터넷, 우편, 스마트), 혼합훈련 등의 방법으로 실시

- (비용지원) 훈련개시 7일 전(자체훈련은 5일 전)까지 훈련장소를 관할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분사무소에 신청하여 훈련 실시, 사업주 및 훈련기관이 훈련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

공단 지부･지사에 훈련비용 지원신청

나.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제

- (사업개요) 재직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경우 수강비용을 지원

- (지원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

근로자, 180일 이내 이직예정자, 대규모기업 45세 이상인 자, 육아휴직중인 자, 고용보험 임의

가입 자영업자 등

- (지원내용) 고용센터에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본인이 원하는 훈련기관(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훈련과정 개설)에 제시하여 훈련받고, 훈련기관은 정부로부터 훈련비를 지급받는 형태의 

능력개발 지원제도

- (지원수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를 신청/발급받아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1인당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훈련과정에 따라 60~100% 지원(근로자수강지원금/(구)능력개발카드/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등을 모두 합산

하여 해당 보험년도 200만 원, 5년간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다. 구직자 내일배움카드제(직업능력개발계좌제)

- (사업개요) 구직자에게 일정금액을 지원, 자기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제도목적) 구직자(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에게 일정금액을 지원, 그 범위 내에서 자기 주도적

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별 훈련이력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체계

<표 21> 직업훈련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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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

- (훈련대상) 미취업 구직자, 비진학 예정의 고3 재학생 및 대학졸업예정자, 제대예정군인 등의 

구직자 중 고용센터의 상담을 거쳐 훈련의 필요성, 적합성이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취업희망

분야와 관련 있는 훈련 직종을 협의･선정 후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 (훈련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 통합심사 등을 거쳐 적합성을 인정받아 공고되어 세부훈련정보를 

공개한 ‘계좌적합훈련과정’

- (지원내용)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간 훈련비의 20~95%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훈련장려금은 

단위기간(1개월)마다 소정출석일수의 80%이상 출석하는 훈련생에게 1일 훈련시간 및 출석일수에 

따라 월 116천 원 한도로 지원

라.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 (사업개요) 국가기간산업이나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부족 직종에 대한 전문기술인력 양성 훈련

- (훈련대상) 미취업 구직자, 비진학 예정의 고3 재학생 및 대학졸업예정자, 단시간근로자, 제대

예정군인 등의 구직자 중 고용센터의 상담을 거쳐 훈련의 필요성, 적합성이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훈련비 등 지원

- (훈련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 통합심사 등을 거쳐 적합성을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지방고용노동

관서의 장이 훈련위탁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훈련과정

- (지원내용) 훈련비 전액 지원, 훈련장려금은 단위기간(1개월)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 출석한 

사람에게 월 최대 116천 원 지원

마.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 (지원대상) 다수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당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

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업 및 사업주단체 등

- (지원과정) 재직근로자 향상훈련 또는 채용예정자에 대한 양성훈련

- (지원내용) 훈련시설･장비비: 연간 15억 한도(소요비용의 80%), 운영비: 연간 4억 한도(소요비용의 

100%, ※ 전담인력 인건비는 80%), 프로그램 개발비: 연간 1억 한도(소요비용의 100%)

바. 일학습병행제

- (지원대상) 참여기업 :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이(단독기업형 : 50인)면서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자체 인력양성의지가 높은 기술기업(원칙)

  * 우수기술보유기업, 기업발굴 전담기관(부처전담기관, 지역인자위) 추천기업,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기업군(일학습병행제 특화업종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수 5명까지 예외 적용 

가능

- (유형) 

  ･ 재직자 대상

    <단독기업형> 명장기업, 우수기술기업 등 개별 기업에서 현장훈련(OJT)과 현장외 훈련(Off-JT) 

실시

    <듀얼공동훈련센터형> 대기업･대학･산업별단체 등이 여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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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생애에 걸친 직무역량개발(평생직업능력개발), 직업훈련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재직자, 실업자 등 고용 형태에 따라 

지원대상과 내용을 달리하던 직업능력개발체제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실업자와 재직자를 구분하여 지원하던 내일배움카드제를 2020년부터는 통합하여 

하나로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제’가 마련되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등 

센터에서 현장외 훈련(OFF-JT) 실시･지원

  ･ 재학생 대상

    <고교 단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특성화고 2∼3학년 대상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직업교육+

도제훈련→현장성제고

    <고교+전문대> 

      (Uni-Tech) 고교과정과 전문대 과정을 통합하여 기간단축 및 조기입직 유도

      (P-Tech) 도제학교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지역 폴리텍, 전문대 등과 연계하여 융합･신기술 

중심의 고숙련훈련과 학위취득을 지원

    <전문대 단계> (전문대 일학습병행제) 전문대 2학년 직업교육 중심으로 운영되고, 조기취업이 

가능한 전문대학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학습병행제

    <대학교 단계> (IPP형 일학습병행제) 4년제대 3∼4학년 학생이 학기제(4∼6月) 방식 장기현장

실습 + 일학습병행제 참여

- (지원과정) 채용자에 대한 양성훈련(1년~4년)

- (지원내용) 학습기업에서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과정 개발,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등 훈련인프라 구축 지원 및 훈련비, 전담인력 수당 지원

    <기업 지원 내용> ① 인프라 구축 지원(훈련과정 개발, 학습도구지원･컨설팅), ② 훈련지원금

(현장훈련(OJT) 비용, 현장 외 훈련(OFF-JT) 비용, 일학습병행 훈련지원금(월 40만원 한도), ※ 

현장훈련 및 현장외훈련 비용은 1,000인 이상 기업은 차등 지원, ※ ‘일학습병행 훈련지원금’은 

1,000인 이상 기업 지원 제외), ③ 기업 전담인력지원(기업현장교사 수당(연400∼1,600만원), 

HRD 담당자 수당(연300만원),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교육

사. 지역･산업 맞춤형 훈련

- (사업개요) 지역별 기업의 인력수요에 기반한 산업계 주도의 새로운 인력양성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단위에 지역상의･경총 등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계를 중심으로 자치단체･노동단체･지방고용

노동관서･지방중소벤처기업청･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 : Regional 

Skills Council)를 구성, 공동수요조사 → 공동훈련 → 채용에 이르는 인력양성체계 구축.

  ※ 2019년 현재 전국에 16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성, 운영 중

- (지원내용)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인건비, 수요조사비, 운영비 등 연간 6억 원 한도), 지역 공동

훈련센터(① 훈련시설･장비 구축비용: 연간 15억 원 한도 (공동훈련센터 20% 대응투자), ② 운영비

(인건비 포함): 연간 최대 3억 원 한도 (인건비는 대응투자 20%), ③ 프로그램개발비: 2억 원 한도, 

④ 훈련비: 사업주훈련 환급방식(사업주 훈련단가) 또는 실비지원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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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학습권 보장)이 중요하며, 또한 기존 실업자와 재직자 

구분 방식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으로는 특고･자영업자 및 입･이직이 빈번한 경우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워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이다. 2020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그간 

분리 운영하던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개편할 뿐만 아니라 카드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지원금을 300~500만 원으로 한도를 

상향하되, 훈련생의 책임성 강화, 훈련 과수요 억제 등을 위해 자부담을 인상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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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직업훈련사업의 현황

1. 중앙부처 직업훈련사업 

2016∼18년 우리나라의 전체 직업훈련사업을 중앙부처 사업 중심으로 살펴

보면, 고용노동부 사업이 전체 9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의 직업훈련

사업은 사회경제적 수요에 부응하여 프로그램이 신설되기도 하는데, 2018년의 

신규 사업은 신기술 등 산업전문인력(고용부･산자부), 스마트 플랫폼(고용부), 

신중년(고용부), 청년귀농(농림부) 등이 있다.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사업수 훈련예산 사업수 훈련예산 사업수 훈련예산

1 고용노동부 18 1,777,252(92.5) 16 1,961,926(87.4) 15 1,775,273(87.3)
2 교육부 - - 2 97,827(4.4) 2 84,380(4.2)
3 중소벤처기업부 12 33,471(1.7) 11 48,512(2.2) 11 41,309(2.0)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 22,016(1.1) 14 33,684(1.5) 13 34,984(1.7)
5 여성가족부 1 15,800(0.8) 2 19,598(0.9) 2 21,617(1.1)
6 산업통상자원부 7 10,583(0.6) 8 22,431(1.0) 7 20,593(1.0)
7 농림축산식품부 8 22,941(1.2) 7 20,066(0.9) 7 19,397(1.0)
8 문화체육관광부 13 15,848(0.8) 11 14,041(0.6) 11 12,637(0.6)
9 법무부 3 5,314(0.3) 3 7,969(0.4) 3 6,185(0.3)
10 농촌진흥청 1 3,170(0.2) 2 5,084(0.2) 2 5,159(0.3)
11 국가보훈처 2 4,988(0.3) 1 4,651(0.2) 1 4,420(0.2)
12 국토교통부 1 1,260(0.1) 2 1,937(0.1) 1 1,737(0.1)
13 보건복지부 4 3,276(0.2) 4 3,490(0.2) 4 1,691(0.1)
14 식품의약품안전처 1 446(0.0) 2 978(0.0) 2 904(0.0)
15 환경부 4 2,173(0.1) 1 810(0.0) 1 810(0.0)
16 국방부 - - 1 200(0.0) 1 702(0.0)
17 해양수산부 3 1,111(0.1) 3 1,150(0.1) 3 540(0.0)
18 산림청 3 2,032(0.1) 3 1,464(0.1) 3 420(0.0)
19 특허청 3 1,064(0.1) 2 571(0.0) 2 미확인
20 경찰청 1 197(0.0) 1 455(0.0) 1 미확인
21 통일부 2 1,684(0.1) 1 259(0.0) 1 미확인
계 21개 부･처･청 96 1,921,681(100.0) 93 2,245,818(100.0) 89 2,032,758(100.0)

<표 22> 중앙정부의 부처별 직업능력개발사업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주: 1) 1억 원 직업훈련사업임.

    2) 제외 사업: 특성화대학과정 운영 및 대학･교육훈련기관 등에 대한 R&D･연구비･기자재･장학금, 

일반인 대상 교양강좌 및 지식 전달 성격의 교육사업

출처: 직업능력심사평가원(2018). 중앙부처 직업훈련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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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현재 기준으로 정부 재정을 통해 진행되는 직업훈련사업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23>과 같다. 즉, 10개 부처에 37개 세부사업이 있으며 예산은 1조 

9,600억 원이다. 고용부가 15개 사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과기부 8개, 문체

부가 3개, 법무부 2개, 산업부 2개, 여가부 2개, 교육부 2개, 중기부 1개, 식약처 

1개, 방사청 1개 순으로 각각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훈련사업을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재직자훈련, 실업자(구직자)훈련, 신규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기타 북한이탈주민, 농업인, 장애인 등과 같은 특정집단 

대상의 직업훈련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용부는 신규 및 전직실업자와 사업주 

훈련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 및 신규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다른 부처는 해당 부처 사업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일부는 취업취약계층(탈북민, 경력단절여성, 

수감자, 국가유공자 등)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대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주훈련의 경우 재직근로자, 취업예정자가 주 대상이며, 실업자훈련은 신규 

및 전직실업자가 대상인 반면, 직업교육 분야는 훈련 집단을 특정화하지 않았

지만 대부분 해당분야 전문 인력 양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학 및 

대학원생 등 청년층이 주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직업훈련은 상대적

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갖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등 특정집단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집단을 특정화시켰다는 점에

서는 차이가 있지만 훈련내용은 일반 실업자훈련과 큰 차이가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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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세부사업 19년 본예산

1

고용부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414,661

2 전직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1 388,426

3 전직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2 209,197

4 건설근로자기능향상및취업지원 6,826

5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192,094

6 근로자능력개발지원 95,323

7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 57,495

8 산재근로자 재활복지 지원 1,156

9 신규실업자등직업훈련(지특) 288

10 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 88,946

11 일학습병행운영지원 84,598

12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원(제주) 212

13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108,300

14 장애인직업능력개발 61,627

15 인문특화청년취업아카데미 21,121

16

과기부

우주기술산업화및수출지원사업(R&D) 400

17 이공계전문기술인력양성(R&D) 11,927

18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R&D) 700

19 DB산업육성 2,100

20 스마트미디어산업 육성기반  구축(정보화) 269

21 국가연구시설장비선진화지원 3,325

22 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 590

23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사업 28,000

24
교육부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R&D) 30,000

25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R&D) 78,787

26

문체부

MICE산업육성지원 355

27 관광산업 일자리 활성화 및  단체지원 923

28 게임산업 육성 2,500

29 방사청 방산분야 인프라 및 상생협력 427

30
법무부

갱생보호활동 650

31 직업훈련 4,044

32
산업부

지역전문가 양성 및 공급 3,073

33 산업기술혁신기반구축 370

34 식약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지원 989

35
여가부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18,260

36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3,459

37 중기부 산학협력기술･기능인력양성 39,554

<표 23> 2019년 기준 직업훈련사업 현황

(단위: 백만 원)

자료: 고용노동부(2018), 2019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세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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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현황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크게 기업 또는 근로자 

스스로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직자 훈련과 전직자･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고 노동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업자 훈련

으로 구분된다. 2018년 재직자 훈련 중 지원건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유급휴가훈련 포함)은 4,602,826명에게 585,310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근로자 능력개발지원은 311,401명에게 95,137백만 원이 

지원되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근로자 능력개발지원은 지원건수 및 

지원금액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한편, 2018년 실업자 훈련은 277,109명에게 776,149백만 원이 지원되어 전년 

대비 지원인원은 4.7% 감소, 지원금액은 18.6%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신규･

전직실업자훈련,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모두 전년 대비 지원인원은 감소, 

지원금액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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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업자 직업훈련의 취업 성과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자가 재취업이나 창업을 목적으로 훈련에 참여한다고 

가정할 때, 성과지표 중에서는 취업이 가장 중요한 훈련성과의 평가 기준이 

된다. 

2018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전체 취업률은 65.7%로, 인력수요가 

부족한 기능 관련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훈련 후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별 취업률을 살펴보면 남성 취업률(65.9%)과 여성 

취업률(65.3%)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연령층의 

취업률이 69.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30대(66.0%), 50대(59.2%), 40대(58.8%) 

등의 순으로 나타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취업률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훈련직종별 취업률 현황을 살펴보면, 기계 분야가 72.0%로 

가장 높은 취업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재료(71.3%), 정보통신(69.8%), 인쇄･목재･

가구･공예(66.7%),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64.2%), 전기･전자(64.0%), 보건･

의료(6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림어업(26.1%) 분야에서의 취업률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영업판매(30.8%), 섬유･의복(56.2%), 건설

(59.2%)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취업률을 기록하였다.

한편, 내일배움카드제의 경우 취업 성과 분석대상은 훈련 횟수와 관계없이 

직업훈련 데이터 상의 취업 일자가 존재하는 훈련생이며, 취업률은 마지막으로 

수료한 훈련과정 종료일부터 6개월까지의 취업 여부를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2018년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전체 수료자 취업률은 52.6%로 나타난 가운데, 

인적속성별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이 53.1%로 남성의 51.1% 보다 다소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20대의 취업률이 57.0%로 가장 높고, 60세 

이상 연령층의 취업률이 45.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훈련직종별 취업률 

현황을 살펴보면,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분야의 취업률이 72.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금융･보험(63.5%), 보건･의료(58.5%) 분야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기계, 경영･회계･사무, 건설, 재료,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분야가 50% 이상의 취업률을 보인 직종으로 

나타났다. 반면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직종들은 교육･자연･사회과학(27.5%), 

농림어업(35.5%), 인쇄･목재･가구･공예(36.1%)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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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주요 국가의 직업훈련제도와 동향

정치･경제적 제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적자원개발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은 주요 선진국들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특히,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진전에 따라 새로운 기술변화로 인한 다양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위를 선점하고자 노력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 

여기에서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경제사회발전 과정에서 주로 주목하여 

온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호주, 그리고 중국의 인적자원개발 제도와 최근 

동향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21).

1. 미국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학교 일반교육이 중심인 국가이다. 따라서 직업교육

훈련도 주로 정규교육 체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교육체제는 주(state)마다 다른 학제를 취하고는 있으나, 대학교 

이전까지 12년의 의무교육은 동일하다. 중등교육은 일반적으로 7~12학년으로 

일반적으로 인문계 고등학교, 종합고등학교(Comprehensive high school), 17개 

주에만 있는 기술 및 직업 고등학교(Vocational high school)로 나누어진다. 

종합고등학교의 직업과정(‘career academy’)은 학교 졸업 후 바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취업하거나 아니면 기술계통의 대학에 진학하여 해당 분야의 직업

교육을 계속 이수하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기술 및 직업고등학교는 

졸업 후 취업 가능한 기능을 습득시키는 곳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고등단계 

직업교육은 2년제 직업 및 기술전문대학(Vocational/Technical Institution)과 2년제 

초급 및 지역사회대학(Junior or Community College), 4년제 단과대학 및 종합

대학(Colleges and university) 등에서 제공된다. 정규학교 이외로 중등단계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도 참가할 수 있는 지역 직업 기술센터(Area Voc-tech 

centers)가 있다. 

21) 본 내용은 최지희 외(2019), 4차 산업혁명 대비 OECD 주요국가 등의 인력양성을 참고하여 

수정,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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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미국 직업교육훈련은 학사 학위보다 낮은 학력, 즉 고등학교 졸업 

후 특정한 직업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지식 및 기술을 습득시키는 데 목적을 

두었다. 그런데 1980년대 초에 미국 전역에서 교육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미국의 학교가 위험에 처해 있다�, 1983년)되었다. 고용주들이 고등학교가 

직업에서 요구하는 기술, 능력과 지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미국은 독일과 같은 선진국들의 교육제도 등을 참고하여 교육개혁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미국의 직업교육은 학생들이 특정 직업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물론, 학문적 고등교육과 직업교육을 포괄하는 것으로 좀 더 

광범위하게 변하였으며,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용어를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CTE)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미국 직업교육훈련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미국 고등학생의 약 85%는 CTE 

경험이 있다고 한다. 중등교육 수준의 CTE 프로그램은 주로 종합고등학교의 

선택 과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일부 주에서는 다수의 지구가 공유하는 지역 

CTE센터가 있다. Career academy는 CTE를 제공하는 가장 보편적인 형식인데, 

이 교육기관은 소규모 학습 커뮤니티로서, 학생들은 공학, 비즈니스 및 예술과 

같이 주제별로 일반교육과 CTE를 모두 학습하게 된다. 많은 전통 고등학교 

학생들처럼 career academy 학생들도 지역 고용주와 함께 현장 기반 학습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국에는 약 8,000여개의 career academy가 있다. 중등 과정 

이후에, CTE 교육은 주로 지역사회나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이루어지며, 학생

들은 수료증이나 준 학사 학위를 취득 할 수 있는데, 학생들에게 중등 후 

CTE 서비스의 양과 질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직업교육은 (a) 접근이 용이하고, (b) 기술적 교육이 주를 

이루고, 2년 이상의 자격을 요구하며, (c) 차세대 숙련공 및 준숙련공에게 직업과 

관련한 기술을 학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등 

최근의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미국의 직업교육 트렌드 또한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으며, 특히 자신과 직업 세계에 대한 

직업 관련 정보 제공과 상담(Career Navigation), 책임감, 주도권, 대인관계능력 

등의 직업윤리(Work Ethic), 창의력과 혁신(Innovation) 등이 CTE 프로그램에서 

강조되고 있다. 

미국의 직업교육훈련 서비스는 취업을 원하는 모든 구직자와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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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을 원하는 모든 고용주를 지원하고 있다. 이때 구직자 대상 서비스로는 

기능･능력･태도에 대한 평가, 직업진로상담, 구직 워크숍 개최, 직업알선, 훈련 

제공 등이 있다. 한편 고용주에 대한 서비스 내용으로는 구직자 소개, 직무

재설계 지원 등이 있다.

미국의 고용 관련 직업교육훈련 서비스는 와그너-페이셔 프로그램

(Wagner-Peyser)과 인력투자법(WIA) 프로그램이 골격을 이루고 있다. 1933년에 

제정된 와그너-페이셔법과 1998년에 제정된 인력투자법에서 규정된 고용서비스가 

현재 미국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법적 기반을 이루고 있다. 이들 2개 프로그램의 

소관부처는 노동부이며, 연간 35억 달러의 예산으로 매년 270만 명 이상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력투자법은 연방-주-지역의 협력에 기반을 둔 서비스 

체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연방정부는 미 노동부 고용훈련청(ETA)을 통해 직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주정부에게 교부하고 집행을 관리

한다. 각 주는 연방 지원금 활용에 대한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금의 대부분을 

‘지역인력투자구역(LWIA)’으로 배분한다. 각 LWIA는 지역 내 위원회를 통해 

연방법, 연방전략계획, 주 전략계획에 부합하는 지역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하청 

계약을 통해 지역 내 기관들에게 직업교육훈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모든 

서비스는 LWIA가 설립･관리하는 ‘원스톱 고용센터(One-Stop Career Centres)’를 

통해 제공된다. WIA는 원스톱 고용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의무서비스로 16개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범주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 16개 프로그램 중에는 

와그너-페이셔 법에 규정된 고용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으며, 많은 주가 원스톱 

고용센터를 통해 ‘한시적 빈곤가정 지원(TANF)’ 대상자 등에 대해 독자적인 

추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각 지역은 WIA에 규정된 모든 의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소한 1개의 원스톱 고용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의무 프로그램과 

관련된 협력기관은 원스톱 고용센터의 발전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된다. 원스톱 고용센터는 의무 서비스 외에 TANF나 식량배급 

프로그램 등의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WIA는 원스톱 고용센터 내에서 16개의 

의무 프로그램을 모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규정을 전적으로 준수

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2007년의 전국단위 조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13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WIA에 근거하여 미국 전역에는 약 600개의 

LWIA가 구성되어 있고, 약 3,000개의 원스톱 고용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지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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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내용은 훈련(Training)과 견습(Apprenticeship)으로 

구분될 수 있다.

종합하여 보면, 미국의 직업교육은 특정 직업에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교육했던 전통적인 교육체제에서 벗어나, 21세기의 급변하는 직업 세계와 

세계화에 대비하여, 다양한 직업에서 응용할 수 있는 기초능력과 전문 직업에서 

필요한 직업 능력을 교육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특히, 고도로 발달하고 있는 

첨단 기술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첨단 기술교육이 고등학교에서는 

물론 대학에서까지 확대･실시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전문대학 및 일반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학문적 이론 교육도 제공하는 통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최근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특정한 

국가적인 인재개발 정책을 운영한다기보다 제조업 부활(‘Manufacturing USA’)을 

필두로 하는 국가적 과제의 맥락에서 STEM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훈련과 관련

해서는, 주 혹은 지역별로 재직자 및 구직자들이 다양한 훈련 및 도제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우리나라의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비슷한 역할을 

담당하는 WIB(Workforce Investment Board)이 매우 큰 역할을 한다. 즉, 지역 

내 다양한 경제 개발 및 훈련 주체들과 효과적인 소통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내에서 숙련 수요를 파악하고, 수요가 높은 직업에 대한 훈련 정책을 세우는데 

협조하고 있다. 한편 온라인 교육이 진화한 형태인 MOOC는 직업교육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진화는 직업교육에 이러닝 교육, 모바일 

학습, 시뮬레이션, 3D교육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MOOC를 활용한 플립러닝의 활용은 기업 교육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 독일

독일은 듀얼시스템을 주축으로 하여 인력을 양성하는 국가이다. 이러한 

듀얼시스템이 지속될 수 있는 이유는 이를 통해 양성된 인력이 독일의 주를 

이루는 중소기업의 인력들로 채용되어 기업을 이끌어가기 때문이다. 

독일의 일반교육은 주정부가 담당하며, 직업교육훈련은 연방정부가 담당한다. 

따라서 일반교육은 16개 주마다 조금씩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직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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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은 연방차원에서 통일되어 있다. 독일 VET의 주요 이해관계자 역할을 조금 

더 살펴보면 먼저 연방정부인 연방교육연구부(BMBF)는 연방직업훈련법에 

근거하여 이원화 제도를 총괄한다. 도제훈련의 경우 직종마다 소관 부처가 따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BMBF는 이원화 제도 중 기업에서 운영되는 현장훈련을 

책임지는데, 특히 훈련직종, 훈련규정 및 훈련기준(출제기준) 등을 마련하고 

재정적 지원(연구프로젝트, 시범사업, 정보의 관리 및 제공)을 담당한다. 주정부의 

역할로서 주 교육부는 학교기반 직업교육을 책임지고 있으며, 16개 주정부가 

다양하게 설계하는 학교 직업교육 정책이 조화를 이루도록 주교육부장관 협의회

(KMK)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KMK는 이원화 제도에 있어 연방정부가 마련하는 

훈련(출제) 기준과 주정부의 직업교육 커리큘럼 기준이 상호간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한다. 또 주 정부는 VET와 관련한 주요 위원회에 연방정부, 기업대표, 

근로자대표와 함께 참여한다. 사회적 파트너로서 기업 대표 및 근로자 대표는 

연방차원에서, 혹은 지역, 업종 및 기업차원에서 VET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이 사회적 파트너는 연방정부 및 주정부와 함께 BIBB 중앙

위원회에 참여하여 VET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해 의사결정을 한다. 그리고 이 

사회적 파트너는 이원화 제도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주기적으로 숙련수요의 변화를 파악하여 VET의 컨텐츠를 

현장성 있게 수정･보완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직업교육훈련(VET) 제도는 학교 중심의 전일제 VET, 그리고 학교와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도제훈련인 이원화 제도가 있으며, 이 이원화 제도는 독일 

VET의 핵심이다. 이러한 이원화 제도는 고용주, 노동조합 및 정부가 사회적 

대화(합의)를 통하여 이끌어 나가는데, 특히 독일 사회적 파트너인 기업대표, 

근로자 대표인 노조는 VET의 형태와 내용 구성을 책임지고 있다. 한편 독일

연방직업훈련연구소(BIBB)의 경우, 독일 VET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중간자적 역할을 한다. 나아가 BIBB는 독일 정부에게 기업 현장훈련과 관련한 

주요 이슈 및 정책을 제안하고 훈련기준 및 훈련규정을 만드는 데 관여하고 

있다. 그 외 또 다른 주요 이해관계자는 독일의 직능단체인데, 이 직능단체는 

현장 훈련을 담당하는 기업을 대변하고, 또 기업의 현장 훈련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도제훈련을 수료하는 도제생 대상의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증 발급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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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중등교육단계 VET는 직업전문학교(Berufs fachschule)의 전일제 직업

교육과 도제훈련(이원화 제도)이다. 도제훈련은 학습의 장소가 기업의 현장과 

직업학교로 나누어져 운영되므로 이원화 제도(dual system)라 불리고 있다. 

도제생은 직업훈련 규정에 따라 기업에서 주 3∼4일의 훈련을 받으며, 기본 

교과 계획에 기반하여 직업학교에서 주 1∼2일의 교육을 받는다. 훈련직종마다 

도제훈련의 기간은 조금씩 다른 편이며,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3년 또는 3.5년이 

걸리지만 도제훈련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제생에게 요구하는 학력 조건은 존재

하지 않는다. 훈련직종은 전일제 직업학교 및 도제훈련에 따라 다르다. 먼저 

전일제 직업학교의 경우는 의료, 사회복지, 미디어 분야의 직종인 반면, 도제

훈련의 경우는 주로 상공업 및 기술 분야 직종이다. 도제훈련 관련 직종 수는 

2018년 현재 총 326개이다. 그리고 도제훈련 참여를 위한 계약체결 건수는 

2017년 현재 523,300건이며, 이중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해지율은 25.8%이다. 

도제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도제생 수는 1,323,894명으로(2017년 기준)이며, 

도제생은 교육훈련기간 동안 평균 876유로의 훈련수당을 받고, 도제훈련을 

마치고 채용되는 비율은 68%이다. 한편 도제생을 훈련시키는 도제훈련 참여 

기업 수는 2016년 기준으로 426,375업체(전체 기업의 19.8%)이며, 이는 전년도 

20.3%에 비하면 다소 감소한 것이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250인 미만 중소

기업에 도제생이 많은 편이다(71.2%). 1∼9인 기업은 18%, 10∼49인 기업은 26%, 

50∼249인 기업은 27.2%, 250인 이상은 28.8%이다.(BIBB(2018). Daten report 

zum Berufsbildungs bericht 2018; https://de.statista.com/statistik/daten/studie 

/156916/umfrage/anzahl-der-auszubildenden-in-deutschland-seit-1950/(2019. 

01.02)

독일의 중등단계 도제훈련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성공적 모델인데, 이러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있다(이동임 외, 2016). 먼저, 도제훈련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데 정부는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기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즉, 도제훈련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도제훈련이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좀 더 발생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편익이 더 발생함을 보여주고(훈련생 1명당 기업이 부담하는 순 비용이 5,398

유로, 훈련 이후 발생하는 편익이 1년에 9,382유로) 기업으로 하여금 도제훈련 

참여가 비용의 개념이 아닌 투자로 여기도록 하고 있다. 둘째, 독일 도제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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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은 기업의 현장 훈련교사에 달려 있으므로 훈련교사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 도제훈련교사의 자격 요건은 상당히 까다롭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현장의 높은 직무수행능력뿐만 아니라 훈련교사로서의 적합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훈련교사는 도제훈련의 전제 조건에 대한 

검토 및 훈련 계획, 훈련 준비와 도제생 채용 업무, 훈련 수행, 훈련 마무리 

등에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자격시험을 통해 검증받아야 한다. 셋째, 

도제생의 중도탈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퇴직자들의 멘토 시스템을 도입하여 도제훈련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제생들이 도제훈련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한 도제생에게 한 명의 

멘토가 배당되는 개별적인 자원봉사 서비스이다. 넷째, 수료한 도제생의 다양한 

경력 경로를 마련하고 있다. 이수자의 높은 취업률과 고등교육 단계로의 연계를 

통한 진학률 증가는 이원화제도의 매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고등교육단계 VET에는 중간 경영층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전문학교

(Fachschule), 보건산업의 중간 인력을 양성하는 보건학교 및 고등교육 이원화 

제도가 있다. 특히 최근 대학 이원화 제도는 양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독일의 대학 이원화제도는 약 40여 년 전부터 시작

되었다. 이는 대학교육의 학문적인 부분과 VET의 실무적인 부분을 하나의 제도 

속에서 결합시킨 형태이며, 중등단계 이원화제도와 동일하게 학생들은 기업과 

대학이라는 두 개의 장소에서 학습하고 있다. 독일의 중등 이원화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제도이지만, 독일 내에서 현재 인구통계학적인 

측면과 대학교육 선호라는 시대적인 트렌드로 도제생 및 참여기업의 수가 

줄어드는 문제에 직면하였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적합한 도제생을 찾기가 

힘들어 도제훈련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대학 이원화 제도가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부각되고 있다. 대학 

이원화 과정 수는 (BIBB Ausbildung Plus 프로젝트 등록 수 기준) 2004년 약 

500개 과정에서 2016년 1,592개 과정으로 증가하고, 참여 학생 수는 2004년 약 

41,000명에서 2016년 100,739명으로 증가하였고, 참여 기업 수도 2004년 18,168

업체에서 2016년 47,458업체로 증가하였다.

이원화제도 이외로 독일에서 젊은 층 숙련근로자의 경력개발을 위해 계속

직업교육훈련(CVET)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CVET을 통해 경력을 개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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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목표도 세울 수 있어 직업생활에서의 발전과 성공을 위한 열쇠이다. 

CVET에는 course, 재교육, 마이스터 과정 같은 직업관련 훈련과정을 포함하여 

외국어과정, 학교졸업장 취득을 위한 과정, 혹은 취미 중심의 교육과정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많은 과정에 대해 정부 지원이 존재한다. 이론적으로 

CVET은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일반적인 

CVET이다. 이는 직접적으로 직업과 연관되지 않지만 노동시장에서 특히 중요한 

외국어코스, 미디어 역량과정, 팀워크 같은 핵심역량에 대한 교육을 말한다. 

둘째는 직업관련 CVET이다. 이는 직접적으로 직업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직업

적인 지식을 보완하거나 심화과정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전에는 향상교육

(Fortbildung)이라고도 하였으나 현재는 사회법전 III에 근거하여 계속직업교육

훈련(CVET)으로 통일하였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직업관련 CVET을 다시 재교육, 

승진교육 그리고 적응교육으로 구분하고 있다. 세 번째는 대학에서의 CVET이다. 

즉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CVET를 통해 그들의 지식을 업그레이드하고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학에서의 CVET는 대학 졸업생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직업적인 향상을 위해 학문적인 방법과 성과를 원하는 이들도 참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업훈련 이수생이 석사 학위까지 받고 졸업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는 IT-CVET시스템을 들 수 있다. 이론적으로 CVET의 분류는 이와 같지만, 

연방교육연구부가 지원하는 ‘독일의 CVET 현황(Weiterbildungsverhalten in 

Deutschland)27)’에서는 CVET를 ‘직업관련 CVET’, ‘개인별 직업관련 CVET’ 

그리고 ‘직업과 관련이 없는 CVET’로 구분하기도 한다. 

독일의 양성훈련시스템의 성공요인은 1) 요구되는 직무역량에 관한 표준화 

및 검증하는 시스템에 있어 정치적･사회적으로 협력하고 동의하는 구조, 2) 

도제훈련시스템의 70%가 기업에서 직접 담당, 기업은 사회적인 일자리 창출 

요구에 부응, 3) 양성훈련 후 자격검정 시 투명성, 어떤 주에서 자격을 받아도 

기업들이 신뢰하는 전국적인 수준의 표준화, 4) 기업과 학교에서 수행되는 교육

훈련의 밸런스, 교육적인 내용의 학습도 함께 추진되는 것이 중요, 5) 훈련

규정의 체계화를 위해 다른 연구소, 기업 등과 협업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독일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훈련참여의 격차가 존재하는데,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다수 기업이 참여하는 초기업 훈련시설에서 도제훈련을 

제공하는 모델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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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인력개발의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독일 경제의 경쟁력은 전체 기업의 99.6%인 중소기업, 그리고 제조업

에서 나타나고 이것이 가능한 것은 여기에 도제훈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제훈련으로 청년실업률을 EU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지

시키고 고용률을 높이는 배경이기도 하다. 듀얼시스템을 통해 양성된 인력의 

비중과 역할이 크므로 4차 산업혁명 대비 인력양성 정책에서도 인더스트리 

4.0 정책은 노동 4.0, 그리고 VET 4.0으로 이어지게 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330개 전체 도제직종의 현대화, 이를 위한 노사정간 파트너십 등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독일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독일 VET와 고용을 연계시키는 

또 다른 배경이 있다. 일반적으로 독일은 직종별 노동시장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구직자가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직종의 교육훈련과 자격

취득이 필수적이다. 독일의 훈련 직종은 직업원칙에 따라 만들어지며, 훈련 이후 

실시하는 자격검정 분야도 훈련 직종과 같이 직업원칙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자격의 구성범위, 내용 등은 직업을 구성하고 있는 직무의 크기 및 내용과 

밀접하므로 자격취득자가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용이하고, 동일한 직종에서 

자격의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결론적으로 독일 자격의 분류는 직업훈련분류와 

동일하고 이 둘은 기본적으로 직업분류 원칙을 따르고 있다. 둘째, 독일의 

VET가 현장성이 높고 성과가 높은 것은 사회적 파트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즉 숙련수요를 파악하여 VET를 설계하고 운영하는데 기업의 대표

(직능단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아울러 근로자의 대표(노동조합)와 협업을 

잘하기 때문이다. 셋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독일은 외국 이민자를 미국 

다음으로 많이 받아들이고 있으며, 노동시장에서 청년층 이민자의 노동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민자의 증가를 훈련시장의 새로운 기회로 받아

들이면서 이민자의 자국에서 직업경험 및 자격취득을 인정하는 적극적인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넷째, 독일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직면하여 3차 산업혁명

시기를 되돌아보면서 다시 학습을 하고 있다. 즉 독일은 3차 산업혁명 당시의 

상황을 최근의 4차 산업혁명에 반영하여 대책을 세우고 있다(직업교육훈련 4.0 

연구). 당시 독일은 1970년대 3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회(컴퓨터를 이용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기술과 혁신으로 인한 가치창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Industry 4.0 시대의 기회를 기술적인 발전과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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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문화적 변화, 고도로 차별화된 교육제도에서의 변화 사이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관계에서 찾고 있다. 다섯째, 독일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국가정책 

방향을 외부환경에 대응하기보다는 어떻게 독일을 스스로 디자인해 나가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독일은 기업 현장이 완전 자동화되어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 상태는 결코 원하지 않으며 근로자와 기계가 함께 일하는 협업을 매우 

중시하므로(근로자 일자리 창출, 로봇과의 협업이 4차 산업의 성공으로 간주) 

이에 맞추어 VET 4.0을 준비하고 있다. 여섯째, 독일은 새로운 디지털화 직업

세계 속에서 VET 활성화 방향으로 훈련생의 미디어 역량(Media competence) 

및 사회적 역량 배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현장교사의 미디어 역량 배양을 위해 많은 노력하고 있다. 일곱째, 독일은 빠른 

기술변화로 인해 skill mismatch를 해결하기 위해 숙련수요를 조기에 인식하는 

시스템(숙련수요 조기인식 시스템)을 구축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훈련직종 

및 자격종목의 현장성을 강화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숙련 조기인식의 대표적인 

방법은 BIBB가 새로운 숙련수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또 BIBB는 

2025년까지 IAB와 함께 노동시장 현황을 예측하고 숙련인력의 부족을 파악

하고자 하며, 또 기업체 패널조사를 통해 숙련변동을 조기에 진단한다. 아울러 

구인-구직 광고를 분석하여 질적인 숙련인력 수요를 조사한다.

3. 프랑스

프랑스는 독일과 달리 현장보다는 학교기반 훈련이 중심이 된 직능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노사정 파트너십은 독일처럼 발달되어 있으나 독일이 

듀얼 시스템을 비롯하여 양성훈련(initial VET) 시스템이 잘 갖춰진 것으로 

유명한 반면 프랑스는 평생교육훈련 또는 향상훈련(continuing VET) 시스템이 

잘 갖춰진 것으로 유명하다. 

프랑스에서 초중등학교와 고등교육은 국가교육 고등교육 및 연구부의 책임하에 

있다. 계속직업훈련은 노동고용업무훈련 및 사회적대화부의 관할 하에 있다. 

초기 교육의 각 경로에서 학생들은 시험을 봐서 자격을 취득하는데, 만8천 

개의 일반 혹은 직업교육자격이 있다. 하위 중등교육에서 Brevet des collèges는 

낮은 일반교육자격이다. 이 자격이 없어도 상위 중등교육이나 상위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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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기회가 있다. 다음 단계 교육은 대학 학위나 석박사 학위로 접근하는 것이다. 

동일한 수준에서 여타 과정들이 다양한 훈련 제공자들 사이에서 가능하며, 

그랑제꼴과 같은 경영전문대학원, 보건 의료 과정들이 있다.

프랑스 청년은 1990년대 중반까지 자격 수준이 높아졌다. 2011∼14년 사이 

중등 후 혹은 제3교육 이수자는 44%였고, 중등학위를 가진 자는 41%, 교육

자격이 없는 자는 8%였다. 1970년 그 비중은 각각 16%, 44%, 40%였다. 유럽

연합의 리스본 전략은 최저 자격으로 중등학교를 설정하였다. 프랑스는 2014년 

중등 자격이 없는 20∼24세 청년 비중이 12%였다. 초기 교육의 각 경로에서 

학생들은 시험을 봐서 자격을 취득하는데, 1만 8천개의 일반 혹은 직업교육

자격이 있다. 하위 중등교육에서 Brevet des collèges는 낮은 일반교육자격이다. 

이 자격이 없어도 상위 중등교육이나 상위 수준으로 갈 기회가 있다. 다음 단계 

교육은 대학 학위나 석･박사 학위로 접근하는 것이다. 동일한 수준에서 여타 

과정들이 다양한 훈련 제공자들 사이에서 가능하며, 그랑제꼴과 같은 경영전문

대학원, 보건 의료 과정들이 있다. 전기중등교육은 4년 제공되며, 마지막 해에 

이후의 교육 경로를 선택한다. 교육경로는 세 가지이다. 첫째 일반 교육과정은 

일반후기중등교육(바칼로레아, BAC)를 받는 것이며, 더 상위의 교육을 받게 된다. 

둘째 기술후기중등교육(기술 바칼로레아)의 경로는 EQF 5수준인 BTS와 DUT 

학위를 받는 공부를 하게 된다. 이후 기사 학사(EQF 6수준) 및 석사(EQF 7수준) 

공부를 할 수 있다. 셋째 직업과정으로 다양한 직업 자격을 준비하는 교육이다. 

전문숙련 자격인 CAP와 직업 바칼로레아, 공예 분야 이수증(Brevet des 

métiers d’arts)가 있다. CAP 자격은 취업할 수도 있고 직업 바칼로레아 취득을 

위해 더 공부할 수도 있다. 직업 바칼로레아 역시 취업할 수도 있고 더 공부할 

수도 있다. 고등교육은 유럽의 고등교육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국내의 고등

교육 학위는 3수준으로 조직되어 있다. 학사, 석사, 박사 학위이다. 여기에 2년의 

기술학위가 있는데 DUT와 BTS 이다. 학사 학위(Licence)는 EQF 6수준으로 

대학에서 6학기 공부 혹은 경험학습 인증(VAE)으로 취득하는 국가고등교육

자격이다. 처음에는 학문과 직업 프로그램이 섞인 공통의 학제간 핵심 과목으로 

공부를 하다가 점차로 교육과정은 전공 중심으로 특화된다. 학위 취득자는 석사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 석사 학위는 EQF 7수준으로 120 학점을 4학기에 

들어야 한다. 학사학위소지자와 경험학습 인증자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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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직업교육훈련(IVET)은 중등 상위에서 제3교육(고등단계)까지 제공된다. 

양성직업교육훈련이 종료된 뒤에는 계속직업교육훈련(CVET)은 청년들과 성인들

에게 노동시장 자격을 제공한다. IVET와 CVET는 다양한 부처에서 각기 재원을 

가지고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제공하고 있다. 도제훈련을 포함하는 양성직업

훈련은 중등과 제3단계에서 제공된다. VET 교강사들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다양한 IVET 기제에서 급여를 받는다. CVET는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취약자를 위한 훈련으로 구성되며, 다양한 경로와 이동 기회가 있다. 중등 

후기와 고등교육에서 주어지는 양성직업교육훈련은 유연하다. 전기 중등 이후 

숙련 고용과 기술자로 준비시키는 경로가 있다. 직업 이수증을 취득한 뒤 보다 

상위의 교육이 가능하다. 국가교육부와 고등교육부가 직업 자격과 대학 학위를 

수여한다. 이 자격들은 국가적으로 통용되며 시효가 없다. 전기 중등교육 이후 

직업과정은 전문직업자격인 CAP와 직업바칼로레아, 공예분야 이수증(BMA)을 

받는 세 가지로 구성된다. 먼저 CAP(Certificat d’aptitude professionnelle)는 

EQF 3수준으로 그 소지는 그 분야의 인증된 노동자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산업과 통상, 서비스 부문에 약 200개의 CAP가 있다. CAP는 바로 취업할 

기회를 갖거나 BM(brevet de maitrise)나 바칼로레아를 얻기 위한 후기중등

교육을 학교나 도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직업 바칼로레아

(Baccalauréat professionnelle)는 EQF 4수준으로 특정 직업인의 성공적 후보자가 

되었음을 증빙하는 것이다. 3년간 교육으로 90개의 전문 자격을 제공한다. 

2014/15년 21,800명의 후보가 나왔다. 직업 바칼로레아의 성공률은 82.2%이다. 

BMA(Brevet des métiers d’arts)는 전통 기법 보존과 전수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기술에 주는 자격으로서 22개의 특별 기술자격이 있다. 고등교육에서의 

직업과정은 BTS와 DUT를 받는 기술후기중등교육이 있다. DUT(Diplôme 

universitaire technologique)는 EQF 5수준 자격으로 바칼로레아 취득자에게 열려 

있는 2년의 직업 학위이며, 24개의 전문 분야가 있다. 대학에 부속된 IUTs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 생산과 응용조사 및 용역 등 부문에서 기술적 전문적 

관리를 담당하도록 준비시킨다. 학생들이 학사 학위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고등교육부에 의해 개발된 주요한 직업자격의 예로는 전문기술이수증

(BTS: Brevet de technicien supérieur)가 있고 EQF 수준 5이다. 고등교육부는 

국가자격체계에서 1∼3수준(각기 EQF 5∼7 수준)에 이르는 다른 직업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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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다. BTS는 소위 직업 리세(lycée)의 상위 기술 과정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취득한다. 이 과정은 바칼로레아 취득자에게 열려 있으며, 전문적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며 한두 개의 인턴십을 포함한다. 모든 영역에 88개의 자격이 있다. 

자격취득 후 직업 학사 학위를 위해 더 공부할 수 있다. 직업 학사 학위(Licence 

Professionnelle)는 대학에 의해 발행되는 국가 자격이다. 이 과정은 바칼로레아 

취득자와 BTS, DUT 졸업자에게 열려 있다. 1년 2학기의 수업으로 이론과 실습, 

그리고 12-16주의 일경험, 프로젝트의 완성을 해야 한다. 표준적 교육과정에서 

직업학사와 석사는 풀타임 학생, 혹은 도제 지위로서 접근 가능하다. 2012∼14년 

졸업자 중 전기중등학교 졸업장 소지는 14%, 후기중등학교 졸업장(바칼로레아, 

CAP, BEP) 소지는 42%, 고등교육 졸업장(DUT, BTS, 학사, 석박사 등) 소지는 

44%였다.

청년들은 IVET 자격을 직업학교(lycée)와 도제훈련센터(CFA: centre de 

formation des apprentis)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아 취득할 수 있다. 직업학교

(lycée)의 CAP 프로그램은 2년 2,300시간으로 구성되며 실질적 직업훈련을 

포함하는데, 직업훈련은 과정 중, 실제 일과 워크숍 활동에서 이루어진다. 420∼

560시간이 인턴십에 배정된다. 도제는 기업에서 훈련을 받거나 CFA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다. 도제 계약은 16∼25세 청년들이 가능하며 국가직업자격 목록

(RNCP)에 등록된 자격 혹은 학위 취득을 목표로 한다. 도제는 교과 시간의 20∼

75%를 기업에서 보내야 한다. 도제 감독관은 지식과 능력으로 나누어 도제훈련 

수료의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CFPA에서의 훈련 시간은 CAP의 경우 2년에 최소 

800시간 이상, 3년의 직업 바칼로레아에서는 1,85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직업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분야에서 다년간의 실습 경험 혹은 일정한 자격 수준 이상이 됨을 보여야 

한다. 매년 교육부는 국가훈련계획(PNF: Plan national de formation)을 준비

하면서 교사 수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한다. 도제훈련을 위해서 교사가 

되기 위한 국가 시험은 없다. 훈련센터가 스스로 채용한다. 그렇지만 일반 

교사 지원자는 공공 기관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은 자격을 소지해야 하며, 기술, 

실습 강사는 도제가 취득할 분야의 자격을 가지고 관련 분야에서 수년간의 직업

경험이 있어야 한다.

프랑스의 계속직업교육훈련(CVET)은 청년과 취업자, 구직자에게 국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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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과정과 기타 자격과정에 대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 자격 취득은 

교육훈련은 물론 경험학습인증(VAE)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자격은 없지만 

전문적 숙련을 얻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도 있다. 경험학습인증(VAE)은 2002년에 

시작되었다. 이 수단으로 개인들은 자격과 전문직업 이수증 취득에 제3의 길을 

갖게 되었다. VAE를 통해 누구나 자신의 직업 경험에 기초하여, 관련 자격이나 

이수증 취득이 가능해졌다. 신청자는 유관 자격 전문 심판관과 인터뷰를 거쳐야 

한다. 2012년에 약 6만여개의 CVET 제공기관이 있었고, 그해 매출액은 136억 

유로에 달하였다. 이들의 97%는 민간조직이며, 9백만을 훈련시켰는데 이는 

피훈련자의 87%에 해당한다. 민간의 영리 훈련기관은 2012년 전체의 54%를 

차지하며,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민간의 비영리 조직(협회, 노조, 협동조합, 

재단 등)은 훈련기관의 1/5을 차지하는데, 훈련시장 매출의 25%를 차지하였다. 

개인 훈련제공자는 전체의 23%인데, 훈련생의 10% 미만을 가르쳤고, 매출의 

3%를 차지하였다. 국공립의 훈련기관은 전체 훈련기관의 3%인데, 훈련생의 

14%를 가르쳤고, 매출의 21%를 차지하였다. 국공립의 훈련기관으로 국가교육

부의 GRETA, 고등교육부의 CNAM, 경제 부처의 CCI consula 학교, 국가 성인

직업훈련협회인 AFPA(주로 고용부 자격 과정 제공), 모든 대학 등이 있다.

프랑스에서는 사회적 파트너에 의해 자격이 인정되고 운영되는 직업훈련 

기제가 있다. 프랑스에서 훈련시장은 자유롭다. 훈련기관은 조직 과정이나 

자격에 대해 국가에 대해 어떤 의무도 지니지 않는다. 사회적 파트너에 의해 

운영되는 세 가지 주요한 자격에는 CQP, 전문기사(titres d’ingénieur diplômé), 

MBA가 있다. 직업자격이수증(CQP: Certificats de qualification professionnelle)은 

관련되는 단체교섭이나 업종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업종별 협회(통상은 CPNE)가 

만들고 관리한다. 이 자격은 국가자격 등록체계(RNCP)와는 별개로 분류된다. 

전문기사는 엔지니어로 일할 수 있는 자격증인데, 바칼로레아 취득 이후 최소한 

5년의 교육을 더 받아야 한다(EQF 7수준). 공립과 사립의 엔지니어 학교에서 

교육이 제공된다. 전문기사는 학문적 소양과 직업적 소양을 모두 갖추고 있음을 

의미하며, CTI(commission des titres d’ingénieur)에서 교육과 자격을 관리한다. 

MBA는 60개의 경영전문대학원에서 국가인증의 자격을 수여한다. 국가교육부의 

인증 절차를 거치며, 국가자격의 가치를 갖는 학위이다. 이들 그랑제꼴은 민간

조직이 운영한다. 이 자격은 프랑스나 외국의 LMD(Licence-Master-Docto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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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2010년 이후 프랑스는 VET에 기초능력과 경력관리 숙련을 추가하였는데, 

이는 자격이 없는 교육훈련의 기제이다. 이는 국공립의 교육훈련기관에서 

담당하며, 고용이 문제가 되는 특정 범주의 사람들이 일에 통합 재통합되는 

것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규교육 조기이탈자와 청년 보장 기제, 기초

능력 기제 등이 2015년 이후 가동되었다.

직업교육훈련의 촉진을 위하여 프랑스 정부는 첫째로 교육과 진로선택 

결정에 필요한 자원과 도구를 직업인들과 대중에게 제공하며, 둘째로 모든 

시민에게 경력과 훈련의 기회, 경력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 훈련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이며 접근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고, 

셋째로 기업과 직업기관들에게 특별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하여 직업

훈련과 직무숙련의 개발을 장려한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프랑스의 

강점이라 할 수 있는 평생교육훈련 또는 향상훈련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있다. 

개인훈련계좌를 새로운 직능수요에 맞추어 개인이 보다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으며 특히 빠른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적응할 만한 일반적 

기술과 능력을 갖추기 힘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다. 

4. 일본

일본의 경우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에 대응하여 소사이어티 5.0 전략의 

수립을 통해 산업분야의 발전에 맞춰 인재개발 시스템, 그리고 연결된 사회제도

까지를 개혁하려는 상당히 방대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주목할 만한 

것은 대학 등 인재양성 단계에서 교육제도의 개혁과 인력의 활용에 관한 부분이다. 

인력 활용의 경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활용함에 있어 해외 인재의 

유입을 통해 이를 적극 활용하는 반면 여성, 노약자, 그리고 외국인 등의 인력의 

활용을 통해 부족한 인력 및 산업기술의 발달로 불필요해진 업무의 공백을 메우려 

하고 있다. 물론 일본에서도 자동차 자율주행 등 핵심적인 산업분야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혁신 등 4차 산업혁명의 산업적 대처는 이뤄지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인력양성 측면에서의 대체는 현재까지는 매우 포괄적이며 실행 여부는 

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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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국

중국은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로 1인당 GDP 1만 불을 눈앞에 두고 있는 

국가이다. 세계 최고의 인구 규모로 인해 미국과 함께 G2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며 특히 우리나라와는 무역 및 인적 교류 등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중국의 기술･직업교육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현재까지 수정 

및 개선을 통해 꾸준한 발전 과정을 거쳐 오고 있다. 1963년 중앙정부는 일반

교육과 기술 및 직업교육이 균형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교육정책 

초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문화혁명 기간 동안 기술학교가 노동자 및 농촌 가정의 

자녀들에게 열등한 교육을 제공하려는 시도로 간주되어 기술학교는 폐교되었고 

많은 직업학교도 폐교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였다. 중국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1976년 일반계 고등학교가 중등학교 전체 중 94.2%(49,215개소)를 차지

하는 데 비해 중등 직업학교와 기술학교는 중등학교 전체 중 5.8%(3,052개소 

75)를 차지하고 있어 문화혁명 기간 동안 상당한 영향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동 기간 중등 교육기간을 6년에서 4년으로 단축함에 따라서 

중등학교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 결과 한정된 자원에서 넓은 재정

배분이 이루어지면서 교육의 질은 하락하였다. 결과적으로 문화혁명 기간 동안 

나타난 중등교육의 단일구조는 직업교육 발전을 저해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을 낮추는 원인을 제공했다.

그러나 1978년 개혁･개방정책의 시작으로 직업교육도 활력을 받게 된다. 

등소평은 1978년 전국교육회의에서 교육은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며 

농업학교, 중등 직업학교 및 기술학교 등 다양한 교육시스템을 이용해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인적자원을 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기술･직업교육의 

정책적 중요성의 인식하에 1996년 �직업교육법�이 발효되었다. �2005년 10월 

공포된 직업교육 발전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에서는 “직업교육을 경제사회 

발전의 주요 기반과 교육사업의 중점전략으로 삼는다.”라고 제시하여 직업

교육의 전략적 지위를 확립시켰다. 최근 2014년�현대화 직업교육 시스템 규획�

에서는 2020년까지 중국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세계 수준의 현대 직업 교육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정책문서에서는 기술･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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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제공 및 개발에 있어 산업계 관계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직업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비율이 2020년까지 80% 

이상을 목표로 기술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기술･직업교육훈련(TVET)은 고용 가능성을 높이고 중국의 사회 

경제적 개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직업교육훈련은 크게 초등

직업교육훈련(중학교), 중등직업교육훈련(고등학교), 고등직업교육훈련(대학교) 

총 3단계로 나누고 있다. 그 중 중등직업교육훈련학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초급단계의 기술･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초등직업학교는 초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3년에서 4년 동안 교육이 진행된다. 초등직업학교는 기본적

으로 저개발 농촌 지역에 주로 위치해 있으며, 농촌의 노동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기초적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농업인 및 노동자를 양성하고 있다. 

또한, 초등직업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을 대중화시키기 위한 정책노력의 일환 중 

하나이다. 즉, 초등직업학교는 의무교육이 대중화되지 않은 일부 저개발 지역

에서 기초기술 및 직업교육을 통해서 의무교육의 이행을 추진하고 해당 지역의 

경제 발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개발 지역의 주요 직업과 연계하여 노동자를 

양성하고 있다. 중등직업교육학교는 주로 중급 기술자, 관리 직원 및 근로자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등직업학교 졸업생은 졸업 후 노동시장에 진출하거나 

고등 전문학교 및 일반 대학교 입학시험에 등록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다. 

중국의 중등직업교육학교 수는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직업계중학교는 지속적인 감소로 2016년 16개 학교만 남아있다. 

이는 중국의 산업구조 및 경제 상황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통중전학교는 3,398개로 전체 중등직업교육학교의 31%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직업고중학교는 3,726개로 

전체 중등직업교육학교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공학교는 2,526개로 전체 중등직업교육학교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직업교육 및 훈련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직업교육 및 특성화교육에 

중점을 둔 교육부와 기술훈련에 중점을 두는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로 나누어져 

있지만 이 외 다른 여러 정부기관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고등

교육실과 직업 및 성인교육실로 나뉘고, 산하 직업기술교육중앙연구소는 교육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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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소속의 직업능력

개발부는 기술대학 및 기술고등학교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및 책임을 

맡고 있으며 직업표준개발, 자격평가 및 자격발급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자격시스템은 교육부에서 관장하는 교육자격과 인력자원 및 사회

보장부에서 관장하는 직업자격으로 나눌 수 있다. 직업자격은 1993년 처음으로 

소개되었으며 초급, 중급, 고급, 기술자, 고급기술자로 총 5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직업자격인증서는 특정 직업에 필요한 기술 단위를 기반으로 

주어진다. 시험은 정부가 승인한 평가기관에 의해 수행되며 필기시험과 실기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의 경우 현대식 도제제도를 교육부가 2014년에 도입하였다. 2015년 8월 

1차 시범사업에 지역, 기업, 학교, 협회 단위에서 총 165개 시범사업 대상을 

발표하였으며, 2017년 8월에는 2차 시범사업에 총 203개 시범사업 대상을 발표

하였다. 2018년 8월에는 3차 시범사업에 총 194개 시범사업 대상을 발표하였다. 

주요배경은 학교와 기업이 협력해 인재를 양성하는 산학협력교육을 보완하고, 

창의적인 기술과 기능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기업과 공동의 교육과정 기준 및 평가 계획을 마련하는 등 협력의 강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현대식 도제제도와 함께 우리나라의 고용노동부와 기획

재정부에 해당하는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와 재정부에서도 2015년부터 기업

주도의 기업 신형도제제도를 만들어 운영 중에 있다. 기업 신형도제제도는 총 

3단계에 걸친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는 시작 단계로서 시범사업 

통지서를 발행하여 시범사업 확정을 통해 사업을 준비한다. 2단계는 실시단계로서 

각 성 지도부는 시범사업 시행세칙을 제정하고 관련 정책제도를 완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3단계는 마무리 단계로서 각 성별 시범사업 결과에 대해 

현행의 기업신형도제제도에 대한 정책을 수정･보완한다. 인력자원 및 사회

보장부와 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말까지 정부 인센티브 확대, 기업투자 

확대, 교육기관 적극 참여 등을 토대로 50만 명 이상의 기업 견습생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인력양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데, 그 특징은 타 인력정책과 함께 중국의 보다 큰 인력양성 정책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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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타 정책들과 정합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10억이 

넘는 인구 규모에서 중앙의 정책이 지방의 하위 행정단위까지 전달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한데, 중국의 계획경제의 틀은 이러한 점에서 

유용성을 지니고 있다. 중국의 인력양성 정책에 있어서의 커다란 과제는 전체 

인력구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고급인력의 부족이 모든 국가들의 공통적인 과제라면 중국의 경우는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초중급 기술 인력의 양성이 주요 과제이다. 특히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TVET의 위상이 사회적으로 낮고 급속한 고학력화로 인해 

초중등 단계의 직업교육체계를 제대로 정비하지 못하고 현 단계에 이른 중국

으로서는 상당한 비중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인력을 어떻게 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양성시키는가가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부터 시작되고 있기는 하지만 도제제도의 실시 등과 같이 산업체가 

참여하는 선진화된 VET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6. 호주

호주의 경우는 일반교육이 중심이 된 인력양성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자격

제도와 훈련기관의 인증을 통해 직업교육훈련이 정규교육으로서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례라 볼 수 있다. 이는 호주가 후발 주자로서 부족한 

인력을 활용하고 직업교육을 촉진시켜야 할 국가적 요구에 따라 적극적으로 

제도를 정비한 결과이다. 호주 사례는 호주의 훈련제도가 우리나라의 NCS와 

유사한 훈련패키지 자격 과정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시사

점을 준다고 볼 수 있다. 

호주에서 직업훈련을 통해 숙련을 획득할 수 있는 경로는 다양하다. 첫째, 

일반계고 교육을 통해 직업과 관련된 능력을 습득하거나, 일반계고에서 제공되는 

직업교육훈련 과정(VET in schools)을 통해 직업기술을 습득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호주의 공공훈련기관(TAFE)이나 인증 받은 민간훈련기관을 통해 VET 모듈(능력

단위: 자격의 일부) 단위의 직업능력과정을 이수하는 방법이다. 셋째, 호주의 

공공훈련기관(TAFE)이나 인증된 민간훈련기관을 통해 자격증이나 디플로마를 

받을 수 있는 VET 과정(전체)을 이수하는 방법이다. 넷째, 인증 훈련기관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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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제제도나 훈련생제도에 참여하는 방안으로, 이때 대부분 집체훈련과 현장

훈련이 동시에 제공되게 된다. 다섯째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전문적인 능력을 

습득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여섯째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훈련(사내

훈련)으로서 사내훈련의 형태는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하는 정규 과정인 

경우, 구조화되기는 했으나 자격 취득과정은 아닌 경우,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비구조화된 OJT인 경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호주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이를 통해 직업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는 

매우 다양한 만큼, 호주에서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기관들의 경우도 매우 다양

하다. 또한 다양한 직업훈련 이수 경로에서 볼 수 있듯 호주에서 직업훈련 

참여는 주된 학습경로 중의 하나이며 참여율이 매우 높다. 

OECD 국가 중 호주는 우리나라와 같이 학교 기반의 훈련제도를 가진 국가로 

정규 교육기관이 주된 직업훈련기관이 아닌 국가들 중 상당히 높은 직업교육

훈련 참여율을 자랑하고 있다. 이처럼 호주의 직업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원인은 호주의 자격제도와 관련이 깊다. 호주에서 직업교육훈련 과정은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의 취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호주의 직업훈련기관으로서는 2017년 기준으로 대표적 공공 직업훈련기관인 

TAFE가 41개, 대학이 13개, 고등학교 398개, 지역교육센터 442개, 사내훈련원 

143개, 그리고 사설훈련기관 3,156개로 나타나고 있다. 자격취득자의 비중을 

AQF 수준과 종류에 따라 보면 수료증 III이 가장 비중이 높고, 수료증 II, 수료증 

IV, 디플로마 순으로 나타나며, 석사학위 이상도 15.1%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국가자격(AQF)에 속하는 과정 등록자수는 전체의 81.5%에 

달하며 나머지는 비국가자격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중 대부분은 

국가자격은 아니라도 기타자격의 수여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자격과정 등록자 중 훈련패키지 자격과정 등록자는 74%에 달하고 훈려

패키지 외 국가인증 훈련과정 등록자도 10.9%에 달한다. 전체 자격과정 등록자 

수는 2017년 기준 약 340만 명 정도로 나타난다.

호주의 VET 제도의 주요 특성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가 직업

교육훈련에 대한 확실한 정책 방향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호주가 가지고 있는 자격제도, 직업훈련기관의 특성 등은 국가가 숙련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뚜렷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과 관련이 깊다. 둘째, 직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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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이 전체적으로 평생학습을 향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호주의 교육체계와 

자격제도에서 본 것과 같이 호주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경로를 마련해 놓고 있어 평생학습을 위한 최대한의 

경로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다양한 경로와 다양한 훈련기관을 

제공하여 수요자의 편의를 돕고 있다. 셋째, 직업훈련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직업훈련을 통해 석사학위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가 개방되어 있어 직업훈련이 자칫 저숙련 수준에 머무르는 것을 지양하려 

노력하고 있다. 넷째, 기본적으로 능력중심의 훈련제도(CBT)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능력중심의 훈련은 과정 못지않게 결과와 성과

(outcomes) 훈련의 초점이 두어지므로 평가인증의 기능이 중요하게 되며, 또한 

이때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직접적인 수요자인 기업과 산업계의 참여가 

중요해지게 된다. 따라서 훈련에서 산업계의 역할(Industry Skill Council)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계 인사로 구성된 AISC는 호주의 훈련패키지 

자격을 인증하고 신규 훈련패키지 개발을 승인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구로서 훈련패키지 제도 자체가 호주의 능력중심훈련의 기조와 산업계의 

위치를 입증해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호주 한 지역에서의 VET 과정의 이수가 

전국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국가 VET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나라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제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호주는 우리와 같이 학교기반 훈련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산업계가 

수요를 반영하여 훈련과정의 기반이 되는 훈련패키지(훈련기준으로서 우리의 

NCS)를 개발하고 이를 훈련기관이 전달하는 이원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독일이 산업계가 훈련기준을 개발하고 동시에 훈련을 제공하는 일원적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즉 산업계의 훈련기준이 훈련기관에 전달되어 훈련

과정에서 실제적 변화가 이뤄지는 데는 일반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게 된다. 

한편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부문의 기술적 수요 변화가 훈련과정에 전달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시차의 문제가 더 증폭되게 되며 이는 호주의 경우 상당한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호주는 훈련패키지 기반의 자격

과정들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4차 산업시대의 기술적 수요 변화를 분석

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식, 그리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산업 분과

(Industry Reference Committee)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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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직업훈련의 성과와 한계

1. 직업훈련사업의 성과

직업훈련은 직업훈련 대상에 따라 훈련목적이 상이하고 직업훈련 내용 및 

직업훈련 참여자에 따라 훈련성과가 상이하며, 또한 성과평가에 사용한 자료와 

방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어 그간 직업훈련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결과는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직업훈련은 개인 입장에서 보면, 실업자의 경우 실업탈출 또는 

재취업, 재직자의 경우 고용의 안정성, 임금증가 등 근로조건 개선 등을 기대할 

것이다. 하지만, 사업주훈련은 기업의 필요에 의해 실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신기술도입에 따른 적응능력 제고나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생산성 향상을 통한 매출이나 이윤 증대 등 기업성과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실업자훈련은 고용상태의 변화나 훈련 전후 임금 차이를 통해 훈련성과를 

측정할 수 있지만 사업주훈련의 성과는 평가가 용이하지가 않다. 일반적으로 

기업 재무성과나 훈련참여자의 임금효과 혹은 이직률 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으나 정확한 성과측정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간 직업훈련의 

성과평가는 대부분 실업자나 훈련참여자의 임금효과 등 개인의 효과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의 직업훈련 개입이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일부 연구가 존재하는데, 직업훈련 성과를 분석한 대표적인 기존 연구를 중심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업주훈련을 살펴보면, 이병희･김동배(2004)의 

분석에 따르면 사업주훈련 지원을 받은 기업이 받지 않은 기업에 비해 근로자 

1인당 교육훈련비가 크게 높음을 지적하고 있다. 신규지원 > 계속지원 > 계속 

비지원 = 지원 중단기업 순으로 교육훈련비가 증가해 정부의 정책개입이 훈련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존재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본 분석은 표본의 

대표성 문제가 존재한다. 김안국･김경민(2006)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인적자원

기업 패널 자료를 이용해 분석하였는데 이 분석에서도 근로자 1인당 받은 

사업주훈련지원비가 많을수록 기업의 1인당 순교육훈련 투자비를 순증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효과는 업종별로 상이했는데 제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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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산업에 비해 크다고 한다. 그러나 고용보험DB와 신용평가회사의 재무정보를 

연결해 분석한 연구(김안국, 2008)에서는 사업주훈련 지원여부가 기업의 1인당 

교육훈련비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재정지원이 근로자 1인당 교육훈련비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키지만 유사한 특성을 

가진 기업군간 비교 시 교육훈련비의 증가의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창희･유경준(2009)은 고용부의 2008년 기업체 노동비용조사와 

기업체 직업훈련 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이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수준과 그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법정부담금/지원금의 격차(즉, 순지원율)는 기업의 직업훈련여부, 기업의 직업

훈련 실시 근로자비율, 근로자 1인당 총 훈련비용 및 기업의 매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원사업의 현재 요율체계가 

기업의 근로자 훈련결정과 기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반가운(2013)은 고용부의 2009∼2010년 기업 직업훈련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해 

고용보험 사업주직업훈련지원제도가 기업의 교육훈련투자를 촉진하고 촉진된 

교육훈련투자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가를 분석하고 있는데, 정부지원이 

기업의 교육훈련투자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기업에서는 중소기업에 비해 분명히 

관찰되지 않았으며, 교육훈련투자는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기업 성과를 향상

시키지만 정부지원을 통한 교육훈련투자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더욱 

분명한 효과가 나타남을 보이고 있다. 교육훈련투자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정부지원을 통한 교육훈련투자의 성과향상 효과는 훼손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

규모에 따른 분담금/요율을 재조정해 사업주훈련 지원제도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김호진(2014)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인적자본기업패널(HCCP) 3∼4차년 자료를 이용해 기업의 HRD가 재무 및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재무적 성과는 1인당 매출액으로 

측정하고 비재무적 성과는 직원 직무능력, 노동생산성, 회사 이미지, 직원 의욕, 

직원 이직 방지의 5개 항목을 합산하여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기업의 재무적 

성과는 대체로 기업 특성변인들로부터 영향을 크게 받는 반면 비재무적 성과는 

HRD 제도시행 및 활용수준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HRD 활동의 

성과는 기업이 다양한 HRD 활동을 얼마나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는가에 

달려있으나 기업의 규모나 산업유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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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HRD를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교육훈련 투자와 기업성과를 살펴본 다수의 연구에서 교육훈련

투자가 조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세형(2010)은 충청

지역 139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인적자원개발투자와 조직성과 간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기업의 인적자원개발투자는 1인당 순이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이 인적자원개발과 조직성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을 보이고 있다. 신건권 외(2003)의 연구에서도 교육훈련비 투자는 

기업의 경영성과인 매출총이익률과 경상이익에 모두 양(+)의 영향을 미쳤으며 

김미란･김민경(2008)의 연구에서는 교육훈련을 통한 숙련향상이 근로자의 승진

확률을 높이고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집단의 임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순희(2010)에 따르면 1인당 교육훈련비 증가가 높은 

사업체일수록 1인당 매출액, 1이당 당기순이익, 1인당 영업이익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이직률도 낮았다. 노용진･정원호(2006)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 패널 자료를 이용해 교육훈련의 생산성효과를 검증한 결과, 1인당 교육

훈련비의 증가가 1인당 매출액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고정효과모형과 최소자승모형을 통해서도 교육훈련이 생산성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유연적 작업조직과 제품시장의 

특성이 이러한 영향을 정(+)으로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재무적 

성과에 주목한 정진철(2008)에 따르면 인적자본투자와 이직률은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직률은 투자와 성과를 중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직률 수준이 낮을 경우에만 인적자본개발에 대한 투자가 조직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배진한(2009)의 분석에서도 중소

기업의 HRD노력이 이직률을 낮추며 노동생산성과 경영성과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의 S-OJT가 조직몰입과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전은지 외(2011)에 따르면 S-OJT프로그램 특성

요인이 중소기업 종업원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며, 이직의도에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교육훈련 효과가 미미하거나 없는 경우도 

있으며 효과가 있더라도 매개변수나 조절변수에 의해 영향 정도에 차이가 있는 

사례들도 존재한다(김종관･배상림,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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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개별 근로자의 직업훈련의 성과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취업이나 

임금효과가 관찰된다는 보고가 많다. 이병희(2000)는 실업자훈련 이수자의 노동

시장 성과를 훈련 참여자와 비참여자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였는데 훈련 참여자 

재취업확률을 유의하게 높이나 훈련분야로의 취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강순희･노흥성(2000)의 분석에서는 직업훈련이 취업 

및 임금에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석원(2003)의 분석

에서는 취업보다는 임금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김안국(2002), 김강호(2009)의 연구에서도 임금효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창완･김형석(2007)은 한국노동패널 제 1∼8차 자료를 이용해 18∼65세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이 임금이 미치는 효과를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직업훈련이 임금에 유의한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특성에 따라 효과가 상이했는데 여성과 비정규직은 

남성이나 정규직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 유경준･정완교(2009)는 한국노동패널 

1998∼2007년 10년간의 자료를 이용해 사업주훈련에 대한 정부 지원이 훈련을 

받은 개별 근로자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정효과모형으로 살펴보았는데 

분석결과 훈련을 받은 근로자가 받지 않은 근로자에 비하여 훈련여부에 따라 

순수하게 증가된 임금이 약 2% 정도임을 보이고 있다. 채창균(2009)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시자료를 패널로 연결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훈련참여와 훈련성과를 분석했는데, 분석결과 비정규직의 직업훈련이 

정규직 전환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임금에는 3.7%의 상승효과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유경준･강창희(2010)도 채창균(2009)과 동일한 자료를 

이용하여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직업훈련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패널 고정효과

모형과 비모수 매칭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했다. 분석결과 직업훈련이 임금을 

월 평균 2.6∼9.8% 정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직업훈련의 임금효과가 존재하지 않거나 임금효과가 특정계층에서만 

관찰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전재식(2008)의 분석에서는 직업훈련이 취업확률은 

높이지만 임금이나 고용안정성을 높이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선택편의를 통제하기 위하여 임금함수의 1차 차분을 종속변수로 하여 훈련의 

임금효과를 추정한 김안국(2002)에 따르면 훈련의 임금효과가 유의하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다만 표본을 계속 근로자와 이직경험자로 구분하여 추정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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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자의 경우 임금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지만 이직경험자는 임금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오영훈(2006)은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업훈련 실태조사를 이용해 취업 및 임금효과를 분석

하였는데, 자격취득 및 취업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훈련수료여부와 

사업주훈련으로 나타났고 취업가능성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에 비해 일반

계층이 훨씬 높았다. 훈련 중에서도 고급훈련과 직무향상 훈련의 임금효과가 

크고 정보통신 관련 자격증 취득도 임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훈련은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가능성, 임금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나 저소득층에 비해 일반계층에서 직업훈련 효과가 큼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상준･권태희(2011)는 직업훈련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재직자 직업훈련은 정규직근로자에게 정규직 지속

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일정수준 임금격차를 개선시킨다고 한다. 비정규직의 

경우 임금효과가 발견되고 있지만 훈련참여자와 비참여자의 훈련 전 임금을 

고려하여 분석하면 임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정규직 전환은 

제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재호(2016)는 한국노동패널 제 4∼17차 자료를 

이용해 직업훈련의 임금효과가 시행주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분석하

였는데, 기업주도 훈련의 임금효과가 가장 높았고 개인주도 훈련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정부주도훈련과 임금과의 관계는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여 

정부주도 훈련으로 인한 임금상승의 효과를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분석기간을 

t+1로 확대한 결과 정부주도 훈련도 임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어 정부주도 훈련의 임금효과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서윤(2014)은 노동패널 4∼12차년 자료를 이용해 실업자훈련이 

재취업 임금, 재실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분석결과 직업훈련 참여

집단의 재취업확률이 비교집단에 비해 매우 유의한 수준으로 높았으나 이전 

임금회복률은 비교집단에 비해 낮았고 재실업 위험에 있어서는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이 

재취업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이탈을 억제

하는 역할은 있으나 임금이나 고용안정성 같은 고용의 질을 확보하는 기제로

서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실업자훈련의 성과를 보면 계좌제가 도입되기 이전의 실업자훈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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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3.5%, 2008년 71.6%, 2009년 69.0%로 비교적 높은 취업률을 보였으나

(유길상 외, 2011), 계좌제 도입 이후 취업률이 크게 하락하였고 훈련분야와 

동일한 분야로 취업한 자의 비율이 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HRD-net을 

분석한 윤희숙(2014)에 따르면 2013년 훈련 참여자의 취업률이 3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더구나 계좌제 취업자 중 훈련분야가 아닌 직종에 

취업한 자가 6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정재호 외, 2013), 계좌제 도입 

이후 특정직종에 훈련생이 몰리는 현상이 존재하지만 해당 분야 취업률은 높지 

않은 것도 확인되고 있다. 실업자훈련이 경영, 회계 및 사무관련직, 음식서비스

관련직, 보건 및 의료관련직 등 특정 직종에 쏠리는 현상이 존재하는데 해당 

직종의 취업률은 평균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윤희숙(2014)은 공적

지원의 규모와 범위가 커서 취업이 절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훈련을 받는데서 

원인을 찾고 있다. 광범위한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훈련기회를 후하게 제공함

으로써 열악한 훈련기관을 연명시키고 훈련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

온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자부담비용 수준에 따른 취업률을 살펴본 결과, 

자부담 수준이 높을수록 취업률이 상승하고 반대로 정부부담 비용이 높을수록 

하락하는 추이를 보여줘 훈련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정 훈련생을 선발할 

수 있는 기제가 존재해야 함을 보이고 있다.

한편,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실태를 분석한 류기락 외(2012)의 결과는 직업

훈련이 취업이나 취업의 질에 미친 영향이 복합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인 

취업에 미치는 효과는 작았지만 상용직 취업이나 정규직 일자리로의 이행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 유입

비율이 높아 그 효과를 제한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직업훈련사업의 문제점 

사업주 및 실업자훈련 성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직업훈련이 실업자의 

재취업과 근로자 역량개발을 통한 경영성과 제고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전반적으로 직업훈련투자 수준이나 

훈련의 성과는 미흡하며, 훈련사각지대와 부문 간 훈련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직업훈련사업의 문제점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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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정부의 직업훈련정책 강화에 힘입어 사업주훈련 및 근로자의 직업훈련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2010년대 들어 정체상태이다. 사업장의 재직자 직업

훈련 참여율은 2005년 9.7%, 2010년 16.6%(이혜승, 2013)이었으나 2015년 14.2%로 

나타나 사업장의 직업훈련 참여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기업 중 40.8%가 근로자 숙련부족으로 사업에 영향을 받는다는 실태조사 결과에 

비춰볼 때 아직 훈련실시율이 과소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2015년 기준 재직자 

대상 교육훈련을 실시한 기업이 48.2%에 그쳤지만 2017년에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 기업이 64.7%로 나타나 직업훈련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정도가 증가

하고 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1). 그러나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로 

혁신역량을 갖추기 위한 직업훈련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의 훈련참여율이 15%대에 그치고 있음은 우려할만한 상황이다. 이는 

다른 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직업관련 학습참여율은 ’12년 이후 지속 

확대되었으나, 평생학습참여율의 하락과 함께 ’16년에는 17.3%로 급감하고 있다. 

특히, 중고령층의 직업교육훈련 참여가 저조하고, 기업의 직업훈련 투자가 약화

되고 있는 것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참여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그림 18]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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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으로 창의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고 새로운 노동시장 상황에 맞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훈련투자율이 

정체되고 있는 것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시대적 요구와 괴리된 현상이다.

둘째, 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직업훈련 참여율 격차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2015년 기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대비 사업주훈련 참여율은 20.3%로 나타

났는데 사업주 지원사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훈련참여율이 대기업에 비해 낮다. 

1,000인 이상 규모에서 가장 큰 참여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150∼

299인, 500∼999인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직업훈련이 사업주훈련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인력이나 재정, 훈련여건 등에서 상대적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의 참여율이 낮기 때문이다. 정부가 훈련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훈련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학습조직화, S-OJT, 유급

휴가훈련, 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 등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그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 사업주단체 등을 중심으로 훈련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훈련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실업자의 경우에도 전체 참여자는 정체되고 있는데, 청년･대졸자 

중심으로 훈련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실업자훈련 전체 참여자는 22만 명 수준에 

정체되어 있으나 29세 이하 청년층의 참여 비율은 41.9%(’13)→44.4%(’14)→

48.3%(’15)→48.3%(’16) 등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졸자의 비율도 45.8%(’13)→

47.2%(’14)→48.6%(’15)→49.3%(’16)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셋째, 직업훈련에 대한 재정 투입은 증가하고 있으나 성과 실현에는 여전히 

한계가 많다. 전 부처 직업훈련 예산 규모는 2013년 13,950억 원에서 2017년 

22,458억 원으로 연평균 10%이상 증가하여 왔다. 일자리 사업예산 중 직업훈련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12.4%에서 2017년 13% 수준으로 매년 유사한 

비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실업자훈련의 평균 취업률은 2017년 현재 55.0%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이 역시 직종별, 연령별로 격차가 매우 크다. 예를 들면, 

법률 직종은 취업률이 79.3%인 반면, 화학 직종은 33.9%에 그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20대는 62.7%이나 60대는 45.2%에 머물고 있다. 

직업훈련의 성과가 부진한 원인으로는 직업훈련이 산업수요에 제대로 부응

하지 못하다는 것이 근본 원인인데, 그 배경으로는 훈련기관의 참여는 다양해

졌으나 대형화･전문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22), 정부지원 훈련시장 활동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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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강사 32,428명(추정, ’17년 활동 교･강사) 중 훈련교사는 6,953명에 불과

(21.4%)하듯이 훈련 교강사의 질이 낮다는 점, 훈련비 지원제도의 경직성 등이 

지적되고 있다. 사업주훈련 내용을 살펴보면 사무직과 서비스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데 이 역시 지능정보화사회에서 요구되는 신기술 훈련과정 

수요에 부합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이는 훈련비지원제도의 경직성으로 산업

수요에 부응한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보다는 저가･단기위주의 훈련을 공급

하는 것이 유리하게끔 되어 있는 제도적 문제로서 질 낮은 훈련의 과다 공급과 

낮은 훈련효과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방식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훈련유형별 실적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주훈련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데, 향후에는 개별 근로자 수요를 반영한 훈련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사업주훈련이 전체 

훈련인원의 91.2%, 지원금액의 54.3%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주훈련은 기업이 

경영전략에 의거해 재직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이므로 비교적 산업구조 

변화를 잘 반영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주훈련 내용을 여전히 신규 입사자 

대상의 입직교육과 승진･전환 배치자 대상의 직무교육, 법정의무교육의 비중이 

여전히 많다. 신규 입직자 및 신규직무배치 교육도 필요하지만 변화하는 상황에 

맞추어 재직근로자의 직업기본역량이나 숙련향상을 지원하는 직업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소통능력과 창의적 사고, 정보처리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이나 개별 근로자의 직업경로에 맞게 체계화된 훈련 프로그램을 

구비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근로자의 스스로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활용도가 매우 

낮다.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원실적을 보면 지원인원은 2011년 29만 

건에서 2015년 33만 건으로 증가했으나 2016년 29만 건으로 다시 감소하고 있다. 

지원예산은 2011년 598억 원에서 2016년 795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 대비 근로자훈련 참여율이 2015년 기준 2.7%에 그쳐 

근로자 개인 자신의 필요에 의해 훈련에 참여하는 비율이 매우 낮음을 보이고 

22) 2015년 기준으로 연 훈련인원 수가 500명 이상인 훈련기관 비중은 13%에 불과하다(고용노동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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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제 참여율이 낮은 것은 자신의 직업경로에 맞춰 

체계적인 능력개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져야 하나 현재는 사업장 기반의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프로그램 중심으로 훈련이 제공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근로자 스스로 자신의 직업역량을 진단 후 자신의 직업역량에 맞는 직

업훈련을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경력개발 정보가 있어야 하나 다소 미

흡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9년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입을 

결정(4.10.)한 이후 전문가･유관기관 논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민

내일배움카드 시행계획｣을 확정･발표(11.19.)하여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특고 등 훈련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체계적인 훈련상담을 

통해 전국민이 자신의 직업경로에 맞는 평생직업능력개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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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과제

정부에서는 2017년 말 ｢혁신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제3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하였고, 2019년 4월에는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직업능력

개발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향후 직업훈련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리하여 본다.

1. 제3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

2017년 말 발표한 ｢혁신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제3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은 

‘미래를 선도하는 인력양성을 통한 사람･노동중심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

하고 ‘1. 4차 산업혁명 직업훈련 생태계 조성’, ‘2. 포용과 사회통합의 직업능력

개발’, ‘3. 평생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기반구축’, ‘4. 직업능력개발 인프라･거버넌스 

혁신’등 4개 전략의 16개의 세부 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전략별 세부과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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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미래를 선도하는 인력양성을 통한 사람･노동중심 사회 구현

목표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직업능력개발 시스템 혁신

∎ 포용과 통합을 위한 전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 활성화

 1. 4차 산업혁명 직업훈련 
생태계 조성

 2. 포용과 사회통합의 
직업능력개발

 3. 평생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기반 구축

1. 스마트 직업훈련 생태계 
구축

2. 신산업･신기술분야 훈련 
확대

3. 미래사회 변화 적응능력 
제고

4. 숙련과 자격체계 최신화 

1. 중소기업 노동자 훈련참여 
활성화

2. 직업훈련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3. 실력중시･기술우대 사회 
기반 조성

4. 글로벌화와 인력이동 대응

1. 개인 주도형 HRD서비스    
구현  

2. 직업교육-직업훈련 연계 
강화

3. 청년층 숙련강화 기회 확대
4. 전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

4. 직업능력개발 인프라･거버넌스 혁신

 1. 공공직업훈련 전달체계 위상 정립
 2. 건실한 민간훈련시장 육성
 3. 훈련 교･강사 역량 향상
 4. 직업훈련 거버넌스 강화･확충

외 부 환 경

4차 산업혁명 도래 초고령사회 진입 직업훈련 부분의 격차 등

∙ 급속한 기술변화와 일자리 
변동성 증대

∙ 요구되는 직무역량의 
급격한 변화

∙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 
확대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훈련자원 부족

∙ 고령화로 지속적 
인적자원개발 요청 증가

∙ 성장동력 감소에 대응 
필요성 증가

∙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격차 지속

∙ 국가 간 인력이동 확대

[그림 19] 제3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의 비전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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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4차 산업혁명 직업훈련 생태계 조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훈련으로의 전환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신산업･신기술 분야 및 미래사회 대응역량 제고 훈련을 확대하고 국가직무

능력표준(NCS)과 자격체계의 신설･개편을 통해 노동시장의 신호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스마트 직업훈련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을 구축

하고 가상훈련 콘텐츠를 개발･보급, 활성화하며, 통합훈련정보시스템을 고도화

한다는 것이다. 신산업･신기술분야 훈련 확대로서는 청년층 대상 미래 유망분야 

훈련 확대와 신산업･신기술 분야 재직자 훈련 확대 유도 내용을 담고 있다. 

미래사회 변화 적응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미래 노동시장 전망･예측 기능을 강화

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SW 역량강화 훈련을 확대하며, 미래사회 필수 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숙련과 자격체계 최신화로서는 현장

기반 NCS 개발･활용체제 구축, 자격과 현장의 밀착성 강화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나. 포용과 사회통합의 직업능력개발

직업능력개발의 포용성 제고와 사회통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조화되고 

있는 기업별 직업훈련 격차를 해소하고 직업훈련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며, 

직무역량에 기반한 블라인드 채용 및 숙련기술 우대사회를 조성하고자 하고 있다.

먼저 중소기업 노동자의 훈련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체계적 현장훈련을 

지원하며 직업훈련 지원인프라를 강화하고, 기업 현장수요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훈련을 촉진한다고 한다. 직업훈련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로서는 비정규직 유형별 맞춤형 지원, 내일배움카드제 발급대상 및 범위 

확대, 신중년 특화훈련 및 경력활용 기회 확충, 공공훈련기관 프로그램의 여성 

수혜율 확대, 전직지원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실력

중시･기술우대 사회기반 조성을 위하여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

인드 채용을 강화하고, 미래 숙련기술인 육성과 숙련기술 장려를 위하여 진로

교육 등 인프라를 강화하며 기능경기대회 인식 제고와 국제적 선도를 꾀하고, 

글로벌화와 인력이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청년 맞춤형 해외취업지원 체계화, 

다문화사회 대비 인력육성체계･직업능력개발 모델 국제 전파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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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생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기반 구축 

전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업능력진단-생애경력

설계-적합훈련 매칭 등 개인별 맞춤형 HRD 진단과 지원을 설계하며,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고도화하는 한편, 전국민 평생직업능력

개발체제를 마련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개인주도형 HRD서비스를 구현하는데, 개인별 HRD 진단

서비스를 실시하고, 전국민 HRD 진단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한다. 직업

교육-직업훈련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직업･진로교육 내실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특성화고)와 산업계(ISC)와의 연계 강화 등 고교단계의 직업훈련을 

활성화하며, 청년층 숙련 강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고숙련 일학습병행제

(P-TECH) 추진, 전문대･4년제 재학생을 대상으로 일학습병행 기업 매칭 및 

체계적 현장훈련 기회 제공 확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19. 8월), 일학습병행 추진 인프라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전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의 연계 강화, 

노동자의 직무역량을 공정하게 측정하는 역량체계(SQF) 마련, 직업훈련-학점

은행제 연계 추진, 비경제활동인구의 직업기초역량 제고 및 학습 촉진, 중･장기 

(가칭) �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한다. 

라. 직업능력개발 인프라･거버넌스 혁신

직업능력개발 인프라･거버넌스 혁신 전략의 주요 내용은 공공-민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토대로 직업훈련의 품질을 제고하고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능력개발 

체제 구축 및 관계기관 협업을 제고하는 것이다. 

먼저, 공공직업훈련 전달체계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폴리텍대학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인력양성 주도하는 기관으로, 한기대는 직업능력개발 종합지원 허브

(HUB) 기관化, 산업인력공단은 기업 HRD 향상･컨설팅 지원을 위한 고품질 

서비스기관化를 내세우고 있다. 건실한 민간 직업훈련시장 육성을 위하여 훈련

품질 관리시스템을 강화하고, 기업주도 훈련은 규모별 특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개편하고자 한다. 훈련 교･강사 역량 제고로서 신산업･신기술 분야 교･강사 

양성, 훈련 교･강사 재교육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직업훈련 거버넌스 강화･확충



제4장 직업훈련  

191

으로서 범부처 직업훈련정보 통합관리, 지역･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역할 

확대,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인식･문화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2.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직업능력개발 혁신 방안

제3차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정책을 수립, 추진하면서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을 구상하게 된다. 고용노동부의 

대통령 업무보고(’18.12.11)에 기본방향, 발표시기를 포함하였고, 이에 기초

하여 일자리위원회에 ｢직업능력개발 T/F｣를 구성하여 논의한 결과로서 2019년 

4월에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직업능력개발 혁신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서는 직업능력개발 혁신의 기본방향으로 세 가지를 내세우고 있다. 

첫째, 신기술 관련 새로운 일자리가 요구하는 현장 엔지니어와 융합인재를 양성

하기 위해 신기술분야 훈련기회를 대폭 확대한다고 한다. 사업 확대, 신규사업 

도입, 제도개편 등을 통해 전체 직업훈련 중 신기술분야 훈련 비중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둘째, ‘재학-구직-재직-재취업 ’ 생애단계별 

평생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의 생애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통해 학습권을 

보장한다고 한다.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생애단계별 

훈련･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현행 직업훈련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셋째로는 직업훈련의 최종 수요자인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직업

훈련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이다. 산업계와 

기업의 인력수요 반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훈련기관, 훈련교･강사 등 훈련의 

전달체계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 신기술분야 훈련기회 대폭 확대

신기술분야 인력 양성훈련 확대를 위하여 청년등 구직자 대상 신기술분야 

양성훈련 확대, 산업의 디지털화에 따른 노동자의 적응훈련 확대, 스마트공장 

확산에 대응한 인력양성･직무전환 지원, 기존 직업훈련의 ICT 접목 등 질적 

향상, 신기술분야 훈련의 거버넌스 구축 등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산업의 

디지털화에 따른 노동자의 적응훈련 확대로서, 중소기업 컨소시엄 공동훈련

(2018년 12.4만개기업 ･ 25.2만 명)을 신기술분야 훈련 중심으로 재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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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 훈련 프로그램에 현장의 기술적 변화 등을 반영한 신기술분야 

훈련 콘텐츠를 확대하며, 고숙련･신기술분야 훈련을 우대 지원하고, 산업단지 

공동훈련센터에서 신기술･신산업분야 훈련을 제공하며, 새로운 기초 직무역량인 

ICT 활용역량의 습득 기회를 확대한다고 한다.

이외로 스마트공장 확산에 대응한 인력양성･직무전환 지원, 기존 직업훈련의 

ICT 접목 등 질적 향상, 신기술분야 훈련의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국민의 생애 직업능력개발지원

먼저, 2020년에 현행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

개편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도입한다고 한다.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국민이면 실업자, 재직자, 특고, 자영업자 등 모두에게 고용센터의 상담･심사를 

통해 유효기간 5년의 300~500만원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5년후 재발급 

신청가능)하는 것으로서 훈련대상을 확대하고, 카드유효기간 상향 조정하고 

있다. 동시에 자기부담률을 평균 30~40%수준으로 상향하여 훈련생의 책임성 

및 훈련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고 있다.     

재학단계 직업능력개발로서 일터 중심 학교 혁신, 미래유망분야 학과 개편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다. 학교교육이 산업현장의 변화의 속도에 뒤쳐지지 않도록 

직업훈련의 제도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원하는 것으로서 일학습병행제를 

확대하고, 재학생대상 특화훈련, 폴리텍 개편(2년 학위과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직단계에서는 과수요는 줄이고 필요한 훈련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하여 그간 

양적으로 팽창해온 구직자･실업자 훈련을 질적으로 개선하여 보다 생산적인 

분야의 훈련을 확대하고자 훈련계좌 사전배정제를 상시화하고 신기술분야 훈련 

확대 등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 개편한다고 한다. 

재직단계에서는 중소기업 재직자･자영업자의 훈련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는데, 모든 중소기업 재직자(자영업자･특고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도입하여 중장기적인 역량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고용보험의 유급휴가훈련제를 확대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장기유급훈련 확산을 

위한 훈련비･임금(훈련생+대체인력) 등을 지원한다고 한다.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노동자의 훈련청구를 반영하여 훈련계획 수립･시행시 우대 지원하고, 중소

기업의 훈련계획 수립, 훈련참여에 따른 행정적 부담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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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 체계적훈련지원센터를 사업주단체인 대한상의 등을 전달

체계로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이･전직이 잦아 재직자의 직무능력 개발에 소극적이므로 우수 HRD 기업의 공공

조달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재직자의 교육 참여 촉진을 

위해 계약학과 운영대학의 실시간 원격수업 활성화 지원 및 현장 직무의 학점

인정을 유도한다고 한다. 또한,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직무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특화훈련과정을 신설･운영하며, 소상공인의 무분별한 창업방지 및 

준비된 성공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기본교육 및 창업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을 확대한다고 한다. 이외로 스마트 기기 및 웹접근성이 확보된 통합교육

시스템 구축으로 소상공인에게 시･공간 제약 없는 교육 환경을 지원한다고 한다. 

재취업･평생학습 지원을 위하여 인생다모작 지원, 학습지원체계 구축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재취업을 위한 전직지원, 대상별 맞춤형 지원, 평생학습 지원 

등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다.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개선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최종 수요자인 산업계와 기업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는 체계 구축이 핵심이기에 산업계 접점으로서 지역･

산업별 인자위의 역할･기능을 대폭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교육･훈련과정 설계

시 기준이 되는 NCS는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개발하였으나, NCS의 활용 

확산 등을 위한 품질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국가직무

능력표준(NCS)의 품질 제고를 위하여 NCS 품질관리단을 구성･운영하여 NCS의 

현장 적용 애로요인 해소 등 개선방안을 마련･발표하였으며 지속적인 품질

관리를 꾀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의 실무역량 중심･현장성 제고를 통한 신호

기능 강화를 위하여 과정평가형 자격을 확산하고 NCS를 기반으로 자격의 

분할･통합을 적극 추진한다고 한다. 훈련기관･교사의 역량제고, 훈련상담원 

확충 등 전달체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훈련기관 및 훈련 교･강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훈련상담원을 확충하며, 직업훈련 심사평가 기능의 내실화를 위하여 

직업능력심사평가원(현재한국기술교육대 소속)의 전문성･책임성･독립성을 

강화하고, 또한 온라인 직업훈련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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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고용안정사업

제1절 개요

1. 고용안정사업의 의의 및 배경

고용안정사업23)은 실업급여의 소극적･사후적 구제수단을 보완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수단으로서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고용안정

사업은 기업의 고용조정 과정에서의 충격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고용조정 지원과 고령자･여성 등 노동시장 잠재인력 및 취약

계층의 취업촉진을 위한 고용촉진 지원, 근로시간 등 직무체계와 고용환경 

개선 등을 통해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고용창출 지원, 그 밖에 여성근로자, 건설 

근로자의 고용여건개선 등을 위한 지원 등이 있다. 

사업의 성격상 범위의 광범위성으로 인해 그동안 고용안정사업은 고용보험 

사업 중에서도 가장 많은 제도적 변화를 겪어 왔다. 노동시장 상황이 악화될 

23) 고용안정사업은 취약계층의 고용촉진 기반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여,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시에 위기극복과 근로자의 

실업예방에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고용노동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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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마다 새로운 정책수요가 대두되어 왔고 이에 따라 수요에 부합하여 새로운 

사업들이 시행되어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이 이루어져 

왔으나 한편으로는 제도가 복잡해지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다.24). 즉, 그동안 

고용안정사업은 현장의 다양한 수요가 반영되어 지원금의 종류가 너무 많으며 

복잡하였고, 부정수급, 사중손실 등이 사업의 문제점으로 거론되어 왔다. 이에 

부정수급과 사중손실을 차단한 실효성 있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용

안정사업 개편 작업을 추진하였으며, 2011년부터 복잡하고 다양한 사업을 통･

폐합한 개선된 제도를 시행하였다.

2011년 제도개편에 따라, 사중손실 및 부정수급, 효과성 논란을 상당부분 

해소하였으나, 지원요건 강화 등으로 인해 사업주가 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 

제도 보완이 요구되었고, 2012년도에는 고용안정사업의 본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근로자 및 사업주의 제도접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경영사정이 어려워진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무급휴업･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ʻ무급휴업･휴직근로자 

지원제도ʼ를 통해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이 동시에 제고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6년에는 고용안정사업 통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였고, 2017년부터는 고용안정사업을 유형별로 통합･단순하게 개편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ʻ고용창출장려금ʼ으로,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은 ʻ고용안정장려금ʼ으로 통합하였다. 다만, 지원대상 및 요건이 

상이한 ʻ고용유지지원금ʼ과 일부 한시사업 등은 기존과 같이 유지하였다. 각 

사업별로 달랐던 지원의 내용도 인건비･임금증감액 보전･간접노무비 등으로 

통일하여 일원화하였다.

24) 고용노동부(2016), 고용보험 20년사 1995~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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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제도 변화

1995년 7월 ◦ 고용보험 도입 시 6개 장려금 신설, ̓97년 다양한 장려금 제도 신설

1998년 7월 ◦ 고용유지지원금 신설 및 각종 장려금 통･폐합

2004년 10월 ◦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에 따라 고용창출지원을 위한 장려금 신설

2008년 9월 ◦ 활용도가 현저히 낮거나,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통･폐합 또는 재량사업으로 전환

2010년 12월
◦ 복잡하고 다양(16개)한 사업을 통･폐합하여 간소화, 의무지출지원금을 축소하여 

제도 탄력성 제고, 실업자의 재취업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2011.1.1.
부터 시행)

2011년 9월 ◦ 고용환경개선금 지원확대

2011년 12월 ◦ 장시간근로개선을 위한 교대제전환 지원수준 상향조정(2012.1.1.부터 시행)

2012년 1월
◦ 노동시장 악화시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수준 상향조정
◦ 고용촉진지원금 고용유지기간 요건 완화

2012년 3월 ◦ 자영업자 전직지원사업 시행

2013년 1월
◦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주기 단축 및 일부 취약계층에 대하여 1년 이상 계약직 허용
◦ 고용창출지원사업 제도 개편

2013년 4월 ◦ 무급휴업･휴직근로자 지원제도 시행

2014년 1월
◦ 고용유지지원사업 중 ̒인력재배치̓ 지원사업 폐지
◦ 고용창출지원사업 개선

2014년 10월 ◦ 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기준 개편

2015년 1월 ◦ 고용창출지원사업 개선

2015년 9월 ◦ 고용창출지원사업 개선

2017년 1월 ◦ 고용안정사업 통합개편

2017년 8월 ◦ 고용창출장려금 개선

<표 25> 그간의 주요 제도 변화

출처: 고용노동백서(2018)에서 재구성

2. 고용안정사업의 기본체계 및 종류, 내용

고용안정지원사업은 크게 고용조정 지원(고용유지지원금), 고용안정 지원(고용

안정장려금), 고용창출 지원(고용창출장려금)의 3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고용조정 지원(고용유지지원금)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술진보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조정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을 유지시키기 

위한 사업이고, 둘째, 고용안정 지원(고용안정장려금)은 재직 근로자가 안정적

으로 장기간 일할 수 있도록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며, 셋째,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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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 지원(고용창출장려금)은 교대제와 장시간 근로의 직무체계를 개선하여 

일자리 수를 늘리고, 신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정규직전환지원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고용안정사업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고용창출장려금 지역･성장산업 고용지원

전문인력 고용 지원

장년고용 지원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출산전후휴가급여

유산사산휴가급여

모성보호 육아지원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배우자출산휴가급여

[그림 20] 2019년 고용안정 지원제도 체계도

자료: 고용노동부

가.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은 통상적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및 장년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

형태를 변경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한다.

그간 교대제전환지원금,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금 

제도는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의무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져 사중손실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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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는 의무지출제도를 폐지하였고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심사하고 승인하여 

재량적으로 지원하는 고용창출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였다. 고용창출 지원제도는 

일자리 함께 하기 지원,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 고용환경개선 지원, 지역･

성장산업 고용지원, 전문인력 채용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017년에는 고용장려금 통합 개편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은 ʻ고용창출장려금ʼ으로 통합하였다. 고용창출장려금은 

고용촉진장려금, 시간선택제 신규고용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지역･성장

산업 고용지원, 전문인력 채용지원, 장년고용지원금,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으로 개편하였다.

나.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훈련, 무급휴업･휴직 등)를 실시할 경우 지원금을 지원

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고 생계안정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 제도 이용률이 급증하는 등 고용

유지를 위한 안정장치로서 인식되었으나, 노동시장의 상황에 따른 지원수준을 

변경하는 시행령 개정에 시일이 걸리고 변경 여부가 정책적 판단에만 맡겨져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이 낮았다.

이에 2012년에는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 개정을 거치지 않고 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동안 지원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경영사정이 어려워진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무급휴업･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ʻ무급휴업･휴직근로자 

지원제도ʼ를 통해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이 동시에 제고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2013.1.1. 고용보험법 개정).

다.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은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제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

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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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환 또는 재고용하여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7년 고용장려금 통합 개편에 따라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은 ʻ고용안정장려금ʼ으로 통합되었으며,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으로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이 있다.

라. 모성보호 육아지원

모성보호 육아지원은 출산, 육아로 인한 여성 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고용 기피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모성보호의 사회분담화 차원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내역사업으로 출산

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이 있다.

여성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고용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01년

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를 

부여받은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분, 그 외의 기업은 30일분의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지급(상한액 150만원)이 가능하다.

육아휴직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2014년 10월부터는 육아휴직 특례(“아빠의 달”)를 만들어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첫 달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 원)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2016년 1월부터는 아빠의 달 적용 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였고, 2017년 7월

부터는 둘째 자녀에 대한 아빠의 달 상한액을 200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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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운영현황

고용장려금은 지급방식에 따라 사업주 지원 장려금과 구직자 지원장려금으로 

나뉜다. 사업주 지원방식은 주로 취업이 어려운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는 이들 계층에 대한 

기업의 노동수요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반면, 근로자 지원방식은 노동공급을 촉진시키는 방식이다. 노동수요가 

있으나 근로조건의 문제 등으로 해당 부문에 필요한 인력이 유입되지 않은 

경우 혹은 노동공급자의 임금이 해당 부문의 노동수요와 맞지 않아 구직을 

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고용안정사업은 대부분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직접지원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해외 국가들에서도 고용보조금은 기본적으로 

고용주지원 방식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해외 고용안정사업 사례에 대해서는 제3절 해외의 고용안정사업 현황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1. 사업주 지원제도 및 사업 현황

가.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대부분의 세부사업은 사업주 지원사업에 속한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 고용촉진장려금, 시간선택제 신규고용지원, 일자리함께하기지원,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이 있다.

시간선택제 신규고용지원은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모든 

사업주25)이고, 최대 1년 동안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연간 720~840만 원을 

25) ※ 지원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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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다.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의 경우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순환제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최대 

3년간 증가 근로자 1인당 연간 480~1,200만 원이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의 

경우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고, 사업장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신규고용 청년근로자 증가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나.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와 

무급휴직 및 현저히 낮은 법정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이다. 휴업의 경우 

1개월간 총 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3분의 2(대규모기업은 1/2~2/3)를 지원한다. 

휴직의 경우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된 휴직

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를 지원한다. 무급휴업･휴직의 경우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한도는 1일 상한액 6.6만 원(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7만 원)이며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무급휴업･휴직은 총 

180일)이다.

다.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용안정장려금의 대표적인 세부사업으로는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이 있다.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은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학습, 간병, 자녀보육 

등)에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자율적

으로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

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이다. 임금감소 보전 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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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를 통해 근로자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주 15~25시간 근무 근로자의 

경우 월 최대 40만 원, 주 25~35시간의 경우 월 최대 24만 원(단, 임신 근로자는 

주 15~30시간: 월 40만 원)이다. 간접노무비의 경우 우선지원･중견기업에 한해 

전환형 근로자의 인사･노무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1인당 월 20만 원(정액) 

추가 지원하며, 대체인력 지원금은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의 대체인력을 채용

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지원금액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최대 60만 

원, 대규모기업은 월 최대 30만 원(임금의 80%한도)이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근로

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중 대체인력 

활용을 지원하여 육아휴직 등 활용률을 제고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육아휴직 부여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10~40만 원을 지급하며,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사용 기간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에 대체인력 

1인당 월 30~120만 원을 지원한다.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의 경우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을 위해 유연

근무제를 도입･활용하는 우선지원･중견기업 사업주에게 활용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 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 또한, 재택･원격근무를 도입･확대 시행

하려는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에 시스템 구축비용 최대 2천만 원을 지원(시스템 

구축비의 50% 한도)한다.

정규직 전환 지원은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6월 이상 고용되고 고용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제, 파견･사내하도급근로자･특수형태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임금증가 보전금(임금상승분의 80%, 월 

60만 원 한도 지원)과 간접노무비(임금수준과 관계없이 지원기간 동안 월 30만 원 

지원)를 최대 1년간 지원한다.

2. 근로자 지원제도 및 사업 현황

근로자를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사업은 고용안정장려금의 몇 가지 세부사업과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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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로자 지원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중에서는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과 청년내일채움

공제가 재직자 지원 사업에 속한다.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사업목적은 근로시간단축으로 감소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장년 근로자의 점진적 퇴직과 인생 2･3모작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임금이 감소된 50세 이상의 

근로자 및 사업주이다.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단축 전후 임금 차액의 1/2을 

최대 2년간 연 1,08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사업주에게는 근로시간 단축 적용 

근로자 1인당 최대 2년간 월 30만 원의 간접 노무비를 지원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사업주, 재직자 동시 지원 사업으로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에게 장기근속 및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에는 우수인재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청년이 중소･중견기업에서 2년 또는 3년간 근속하면서 매월 

자기부담금 적립시 정부와 기업이 같이 적립하여 목돈마련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 및 고용

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으로 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이다. 가입기간에 따라 2년형과 3년형으로 나뉘며, 청년･정부･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이 이루어진다.

2년형의 경우 청년에게는 2년간 900만 원을 지원하고 기업에는 2년간 채용

유지지원금 500만 원을 지원한다. 이중 400만 원은 청년에게 적립, 100만 원은 

기업에 실 지원한다. 3년형의 경우 청년에게 3년간 취업지원금 1,800만 원을 

지원하며 기업에는 3년간 채용유지지원금 750만 원을 지원한다. 이중 600만 

원은 청년에게 적립하며 150만 원은 기업에 실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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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형 3년형

청년

◦ (지원 요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3개월 이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단,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
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 (지원수준 및 기간) 2년간 취업지원금 
900만원 지원

◦ (지원 요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3개월 이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지원수준 및 기간) 3년간 취업지원금 
1,800만원 지원

기업

◦ (지원 요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단,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지원수준 및 기간, 2년형)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500만원 지원(이중 400만원은 청년에게 

적립, 100만원은 기업에 실 지원)
◦ (지원수준 및 기간, 3년형) 3년간 채용유지지원금 750만원 지원(이중 600만원은 청년에게 

적립, 150만원은 기업에 실 지원)

<표 26> 청년내일채움공제

나. 모성보호 육아지원

모성보호 육아지원은 재직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고용장려금 사업

으로 세부사업으로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유산사산휴가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육아휴직급여, 배우자출산휴가급여가 있다.

모성보호장려금의 대표적인 내역사업인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는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로, 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휴가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 신청한 근로자이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출산전후 휴가 

90일 중 사업주 유급의무 60일을 초과하는 기간(30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원

한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90일에 대해 통상임금을 지원

하며, 사업주는 유급 의무 60일 동안 급여 차액분을 지원한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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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또 다른 내역사업인 육아휴직급여의 지원대상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

하는 근로자이며, 육아휴직 개시일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동시에, 휴직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 신청한 근로자이다.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지원받고, 남은 기간은 통상임금의 50%를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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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고용안정사업 지원실적 

2017년 고용안정지원사업은 534,734명에 대하여 722,501백만 원이 지원되어 

전년 대비 지원인원은 32.9%, 지원금액은 11.1%가 증가하였다. 

‘청장년인턴제정규직전환지원금’과 ‘지역고용촉진장려금’에서는 지원인원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청년내일공제지원금’, ‘고용

촉진장려금’ 등에서 지원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전체 지원인원은 전년 

대비 132천 명 증가하였다. 

지원금액은 ‘고용촉진장려금’,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세대간상생고용지원금’ 

등에서 전년 대비 증가하며 전체 지원금액은 전년 대비 72,265백만 원 증가

하였다. 전체 지원금의 33.1%를 차지하고 있는 ‘고용촉진장려금’은 장애인, 

여성가장 등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채용하는 사업주

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로 2013년부터 

지원인원과 지원금액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2006년에 도입되어 지원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 12월에는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을 위하여 정년보장형은 폐지하고, 

정년연장형･근로시간단축형･재고용형 등 지원유형을 다양화하고 지원기간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5년 12월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시를 개정하여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하며, 지원대상 근로자의 연 

소득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지원실적이 

크게 증가하였다. 2015년 8월 말부터 시행된 ‘세대간상생고용지원금’은 임금

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노사간 협력을 통해 기업의 채용 여력을 확대

하여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원인원과 

지원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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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체
436,492 333,185 373,638 373,729 309,559 373,132 402,256 53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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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유지지원금 107,140 54,650 85,699 63,815 77,319  63,810  48,927 60,596

전직지원장려금 701 567 35 - - - - -

재고용장려금 15 - - - - - -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4,236 4,879 293 6 1 - - -

교대제전환 714 193 38 - - - -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2,936 3,005 405 25 - - - -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19,174 12,243 2,777  669 7 - - -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장려금 80 3 33 - - - - -

고용창출지원사업 - 691 3,339 3,721 16,801 44,661 43,149 51,435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217,540 187,752 210,164 215,965 79,442  74,347  78,694 103,882

임금피크제보전수당 4,248 4,723 5,319  5,066 5,963 7,349 15,059 21,896

고용촉진장려금 41,465 15,639 5,540  12,730 43,143 69,648 91,406 108,875

육아휴직등장려금 18,379 19,414 24,329 28,466 16,379 22,634 3,704 5,223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 48 - - - - 　- - -

지역고용촉진장려금 2,436 2,230 223 22 289 207 95 17

근로시간단축지원금 - - - - - - 655 2,308

세대간상생고용지원금 - - - - - 13 9,341 21,196

보육교사임금지원 16,980 26,753 35,151 43,032 53,570 62,105 80,508  91,974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지원 379 443 293 212 - - - -

건설근로자계속고용지원금  21 - - - - - - -

청장년인턴제정규직전환지원금 - - - - 16,645 28,359 30,718  29,955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금 - - - - - - - 14,571

청년내일공제지원금 - - - - - - - 22,514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 - - - - - - 292

<표 27> 고용안정사업 지원 연인원 현황

(단위: 명%)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7년 고용보험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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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체
334,028 267,581 249,294 285,005 400,911 538,368 650,236 72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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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유지지원금 52,127 24,807 33,644 27,092 39,795 33,003 33,861 51,814

전직지원장려금 1,283 1,125 49 - - - - -

재고용장려금 11 - - - - - -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7,340 8,538 511 11 2 - - -

교대제전환 1,258 335 66 - - - -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30,937 44,271 8,516 180 - - - -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43,894 26,517 5,826 1,485 13 - - -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장려금 117 5 55 - - - - -

고용창출지원사업 - 7,919 22,092 26,503 40,711 59,115 74,675 42,551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43,688 39,848 45,965 57,814 31,108 34,728 31,912 30,386

임금피크제보전수당 7,861 8,624 9,763 9,985 12,496 14,629 31,136 54,289

고용촉진장려금 52,326 19,650 15,254 29,653 84,332 143,412 186,219 239,444

육아휴직등장려금 32,205 31,589 44,259 52,228 54,041 77,829 76,320 78,448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 23 - - - - - - -

지역고용촉진장려금 3,462 4,002 414 42 526 345 139 29

근로시간단축지원금 - - - - - - 216 809

세대간상생고용지원금 - - - - - 25 17,610 35,624

보육교사임금지원 17,958 21,680 28,879 35,895 47,514 54,692 57,623 63,252

직장보육시설설치지원 9,859 12,383 16,969 26,387 24,984 29,805 38,585 40,539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 27,008 13,299 17,010 17,652 10,335 594 70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지원 2,655 2,989 23 13 - - - -

건설근로자계속고용지원금 17 - - - - - - -

청장년인턴제정규직전환지원금 - - - - 55,054 90,191 101,871 60,412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금 - - - - - - - 6,139

청년내일공제지원금 - - - - - - - 17,341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 - - - - - - 1,425

<표 28>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현황

(단위: 백만원,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7년 고용보험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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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고용안정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26)

고용안정사업은 크게 고용유지지원, 고용창출지원, 고용촉진지원의 세 기능을 

가지고 있다. 고용유지지원은 실업예방을, 고용창출지원은 일자리 창출지원을, 

그리고 고용촉진지원은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제도로 운영

되고 있다. 고용안정사업은 범위의 광범위성으로 인해 그동안 고용보험사업 

중에서도 가장 많은 제도적 변화를 겪어 왔다. 또한 사업 실적이 수급요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도 설계 시에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지만 활용실적이 

낮아지면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원요건이나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는 등 매우 다양해지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운영 되어 

왔다. 즉, 고용안정사업은 노동시장 상황이 악화될 때마다 새로운 정책수요가 

대두되어 왔고, 그때마다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게 되면서 제도가 매우 방만해

지는 경향을 보여 왔다27).

그간 많은 연구를 통해 고용안정사업에 대해 공통적으로 지적되어 온 문제점

으로는 1) 사중손실 등으로 인하 미미한 순고용효과, 2) 낮은 고용유지율, 3)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다른 고용보험사업 및 고용서비스와의 연계 미흡, 4) 

공급자 중심의 과다한 사업의 나열과 어렵고 일관성 없는 지원기준 등으로 

인해 고용센터에서의 행정부담 가중 및 수요자의 활용 곤란, 부정수급 증가 

등이 있다.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통한 고용성과의 제고가 현재의 고용

안정사업을 통해 제대로 달성가능한가의 문제는 고용안정사업의 기능적 역할을 

고려할 때 보다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26)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2016), �고용보험 20년사� 및 금재호 외.(2013) �고용보험의 적극적 기능

강화를 위한 고용안정사업의 개편방안�의 일부 내용을 재정리한 것임을 밝혀둔다.  

27) 청년실업이 문제가 되면 청년고용촉진 장려금의 도입, 청년인턴제 도입 등 수많은 청년 고용

촉진 프로그램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왔고, 고령자 문제가 제기되면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이나 고령자 다수고용장려금, 정년연장 장려금, 임금피크제 지원금 

등 수많은 고령자 고용촉진 프로그램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포함되어 왔으며, 여성 

고용이 문제가 되면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도입 등 수많은 여성 고용촉진 프로그램이 고용

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포함되는 등 고용위기가 쟁점이 될 때마다 새로운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정치권과 행정부 내부의 압력에 따라 새로운 프로그램이 추가되면서 고용안정･직업

능력개발사업의 세부 프로그램은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져 왔으며, 이러한 경향은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금재호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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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즉, 고용안정사업의 개선방향은 

고용안정사업의 기능 정립과 이러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맞춤형 고용･복지 통합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용･복지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 및 수요자의 편의성 증대가 필요하다. 즉, 기존에 산발적

으로 수행되고 있는 구직자 및 취업자 지원 프로그램과 재정지출을 집약하여 

취업취약계층의 취업 촉진 및 근로빈곤층의 더 나은 고용으로의 이행을 지원

하는 ‘희망사다리’로서 체계화함으로써 맞춤형 고용･복지 통합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용･복지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요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기업을 대상으로 한 노동시장정책의 효과성 제고가 필요하다. 기존에 

산발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기업 지원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을 집약하여 중소

기업의 구조개혁과 이를 통한 고용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 양극화 완화 등의 

노동시장 선진화를 유도하기 위한 맞춤형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서비스 전달기관에서의 행정부담 경감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 여러 부처와 부처 내 정책 담당자별로 유사한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상호 연계 없이 중복적으로 개발하여 일선기관에서의 행정부담의 

증가와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프로그램을 

통폐합하여 서비스를 받는 국민을 중심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사 사업을 패키지화하여 일선 서비스 전달기관에서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서비스 제공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오랜 기간 동안 고용안정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사업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되어 왔다. 이는 노동시장 환경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고용안정사업의 기능에 대한 다양한 수요의 요구에 기인하기도 한다. 

고용안정사업이 새롭게 정립되어서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신규 사업이 

만들어지더라도 나름의 원칙을 세워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어떤 사업

이든지 신규 사업으로 진입하게 되면 사업의 성과가 아닌 실적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만들게 되고 이에 따라 시장 여건과 관계없이 사업이 지속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 사업이 만들어지면 일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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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도입하여 일정 기간 실시한 이후 사업의 지속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사업이 지속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몰제를 적용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토 및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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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직접일자리사업

제1절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y)은 스웨덴에서 1950년대 

랜-마이드너모델(Rehn-Meidner Model)의 연대임금정책과 함께 실시되면서 전후 

복지국가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했다. 스웨덴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1914년 

정부자문기구였던 실업위원회에 의해 최초 도입되었다(신정완, 2000). 초기 실업

위원회는 노동노선(labour line)이라고 불리기는 했지만, 실업자에 대한 현금지급 

대신 적극적 직업알선이나 공공근로와 같은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친기업적인 

고용정책으로 전환했다. 이와 같은 정책 기조 변화는 실업위원회가 정부와 

고용주 중심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실업자에 대한 현금 지급이 위원회의 

이념적 지향과 맞지 않았고, 1930년대 세계 대공황과 맞물리면서 그것을 위한 

재정도 사실상 넉넉지 않았던 당시 경제 사정이 반영된 것이다.

스웨덴 렌-마이드너모델은 긴축재정정책, 연대임금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이 핵심 구성 요소이다. 연대임금정책은 1938년 살츠바덴(Saltsjobaden) 

노사협약에서 최초 도입된 후 산업별 임금협상의 기준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여 

1950년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함께 결합하면서 노동정책의 하나로 기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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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28) 연대임금정책은 산업이나 기업의 수익성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이 적용되어 수익성이 높은 성장산업과 기업엔 유리하고, 한계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와 같은 거시경제정책의 제도 구성에 따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연대임금정책의 표준 시장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낙후 부문 

산업 또는 한계기업을 퇴출시키는 구조조정에서 발생하는 실업 문제에 적극적

으로 대응하는 정책으로서 의미한다.

스웨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실업자 고용촉진과 산업간･직종간･지역간 

노동이동을 조정하는 인력수급정책과 결합한 거시경제정책으로 작동했다. 연대

임금정책으로 한계기업에서 발생한 실업자를 고수익 기업으로 효율적으로 

이동시키는 고용정책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핵심 부분이다. 국가가 실업자에 

대한 직업알선과 직업훈련, 그리고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는 측면에서 당시로써 기존 실업보험 또는 실업부조와 완전히 구별되는 

노동시장정책이다. 더 나아가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불황기에 새로운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 창출하고, 호황기에 인력수급불균형의 조정을 통해 실업을 억제

하고 고용수준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정책 수단이었다.

28) 1938년 스웨덴 경영자 협회(SAF)와 노동조합총연맹(LO) 사이에 체결된 ‘살츠바덴’ 기본 협약은 

새로운 노사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열었다. 살츠바덴 노사협약은 노사관계와 단체교섭에 대한 

게임규칙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가개입이 없이 노사가 함께 문제들을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향후 수십 년간 노사문제에 대한 3자적 접근보다는 당사자 

간의 양자적 해결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는 것이었으며, 노사협조 발전의 기초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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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직접일자리사업 현황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서 노동시장정책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구분된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y: 

ALMP)은 실업자의 구직활동 및 직업훈련, 취업취약계층의 소득보전과 일자리 

기회 제공 등 직접일자리사업,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고용장려금, 

그리고 창업지원금 등 거시경제의 안정화를 위한 것이다.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Passive Labour Market Policy; PLMP)은 실업자나 구직자의 소득유지 및 지원을 

담당하는 실업급여정책이 핵심이다.

직접일자리사업은 ‘구조적으로 효과적인 직접일자리사업’과 ‘사회적으로 통합

적인 직접일자리사업’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고용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 

영역으로 정의된다(Sommer and Rosenthal, 2012)29). 직접일자리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민간부문 노동시장 문제점 해소뿐만 아니라 실업 상태에 있는 경제활동

인구로서 전문적 자격 조건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의 고용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직접일자리사업은 복잡성과 이질성을 가진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장기실업자의 사회적 통합(inclusion)을 위해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있던 

특정 취약계층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하나의 고용단계이다.30) 현실에서 

직접일자리정책은 개인의 고용가능성(employment-ability)을 유지 또는 강화하고, 

기존 능력과 숙련을 실현할 수 있는 결과로서 신규채용과 추가적 훈련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고용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직접일자리사업은 

실업자에 대한 하나의 대체노동시장을 형성한다.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창출은 

일-복지 방향성을 강화하며, 이전지출에 대한 하나의 수용 가능한 보상으로서 

기능한다.

29)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또는 일자리사업은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직접일자리사업에 대한 정의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뒤에서 

상세하게 다루게 되겠지만, 실제 한국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직접일자리사업에 가장 

많은 재정지출을 하고 있다.

30) 장기실업자의 장기실업단계(length phase of unemployment)는 고용단계와 섞여있으며, 궁극

적으로 고용에 의해서만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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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합계

직접
일자리

직업
훈련

고용
서비스

고용
장려금

창업
지원

실업소득
유지지원

예산
37,713 19,610 9,867 57,883 25,098 79,139 229,308

(16.4) (8.6) (4.3) (25.5) (10.9) (34.5) (100.0)

사업수
40 37 36 24 23 - 170

(13) (10) (11) (6) (9) - (24)

<표 29>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규모 및 비중 현황(2019년 기준)

(단위 : 억 원, %)

자료 :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활용

2019년 6월 현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Labour Market Policy Measures)은 24개 

부처 170개로서 정부 예산은 22.9조 원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자리사업 

예산은 9조 원가량 증대되었으나 프로그램 또는 사업 수는 44개가 줄어들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 평가를 통한 효율화 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노동시장정책 재정투자 효율성이 꾸준하게 제고된 결과이다. 일자리 재정지출의 

효율성(budget efficiency)과 효과성(employment effectiveness)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전개되었음에도 한시적･임시적 일자리 기회 제공 수단

으로서 직접일자리사업에 대한 혁신과 개혁은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나라는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해서 직접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출 

비중이 비교적 높다. 다시 말해 직접일자리사업 재정지출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재정지출에서 직접 일자리 창출 비중이 OECD 평균은 13.2%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8.9%에 달한다(<표 30> 참조). 2015년 현재 직접일자리사업 재정

지출은 GDP 대비 0.20%인데 반해, OECD 평균은 0.07%에 불과하다. 취업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체계가 미흡하여 소득보전 일자리사업 비중이 높아 노인

일자리사업 등이 지속해서 확대된 결과이다. 특히 2017년 이후 청년 노동시장의 

고용 사정이 악화하면서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고용장려금 재정투자가 확대

되었다. 정부에 의한 직접적 일자리 창출이 주요 고용정책으로 추진되어 고용

가능성 제고를 위한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에 대한 재정투자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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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네덜란드 미국 OECD

DJC
2009 9.6 15.3 6.0 13.3 62.8 14.5 6.3 10.9 

2014 9.5 20.2 3.0 11.8 48.9 3.6 0.0 13.2 

PES
2009 27.4 25.5 38.0 20.0 2.3 31.8 25.0 25.5 

2014 29.7 26.3 56.1 41.2 6.7 33.7 18.2 24.5 

Training
2009 23.3 37.8 35.0 3.3 18.6 10.9 31.3 20.0 

2014 21.6 36.4 31.8 5.9 17.8 8.4 27.3 18.9 

<표 30> OECD 주요 국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유형별 재정지출 구성비(ALMP=100)

(단위; %)

자료: OECD Statistic Database(2017.2.7. 기준 작성)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직접일자리 36.7 34.2 33.0 33.5 32.5 25.4 26.3 24.3 24.3 25.1 

직업훈련　 18.4 18.9 18.5 16.8 18.2 19.4 19.6 20.2 16.4 13.1 

고용서비스　 4.8 4.8 5.2 5.5 6.1 6.9 6.9 7.2 7.2 6.6 

고용장려금　 18.2 17.4 21.8 23.3 23.8 27.0 28.1 28.5 31.0 38.5 

창업지원　 21.9 24.6 21.4 20.8 19.4 21.2 19.1 19.8 21.1 16.7 

소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ALMP 63.5 63.0 65.6 67.4 67.2 64.5 63.6 65.2 65.9 65.5 

PLMP 36.5 37.0 34.4 32.6 32.8 35.5 36.4 34.8 34.1 34.5 

<표 31>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유형별 재정지출 구성비 추이(ALMP=100)

(단위: %) 

자료: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직접일자리사업은 거시경제의 일시적 경기 안정화 수단으로서 취업취약계층의 

소득보전과 일자리 기회 제공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데 지원 금액이 증가하고 

참여기간이 ‘장기화’하고 있다. 이른바 직접일자리사업의 회전문 현상과 잠김 효과가 

해소되지 않은 채 직접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나 안전 및 환경 등과 

같은 정부 고유 공공서비스나 행정서비스를 직접일자리사업으로 변형하여 추진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이처럼 직접일자리사업이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으로서 정체성을 상실하면서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하고, 민간부문 노동

시장에서 일자리 창출에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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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해외 직접일자리사업 경험과 교훈

OECD 국가 공공서비스 일자리사업은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도입되었으나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했다. 1990년대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와 스웨덴 

등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재정지출이 아주 높았고, 그 상당 부분을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부문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사회서비스 직접 일자리 창출이 성인 실업자의 전반적 실업률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지는 못했지만, 취업취약계층을 경제활동인구로 유인할 목적으로 

엄격하게 지원한 결과,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 또는 차별을 방지하는 사회통합 

전략으로 작동했다.

국가별 사례를 살펴보면31), 1990년 네덜란드는 3년간 장기실업 상태의 구직자

에게 마지막 휴식처의 일자리를 제공(job of last resort)하는 Labour Pools라는 

일자리사업을 도입하여 추진했다. 이 일자리사업은 공공기관이 취업한 실업자

에게 정년보장 고용계약을 보장하도록 했지만, 사중손실과 대체효과 등이 

심각하게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초 2년 이후 참여자의 12%만이 고용계약을 

완수했다. 고용유지와 성과가 저조하였던 Labour Pool Program은 네덜란드가 

새로운 일자리사업을 모색하게 되는 발전의 계기로 작용했다(주무현 외, 2014)

1998년 벨기에는 실업 및 사회복지 급여 수급자를 민간부문 일자리로 보내기 

위해 “Progression to work”과 “Smet”라는 두 개 직접일자리사업을 추진했다.3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근로자는 실업급여 또는 사회복지급여를 계속해서 받으

면서 공공부문 일자리에 취업했다. 일자리사업과 노동시장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10개월 이상 저숙련 실업자에게 일자리와 직업훈련이 제공되었다. 자치

단체가 지역고용위탁기관을 설치하여 3년 이상 실업자의 실업 등록기관으로 

운영하고, 지역고용위탁기관이 기존 정규 노동시장이 아닌 일자리에 장기실업자를 

31) 네덜란드, 덴마크와 핀란드 경험과 사례는 Brodsky(2000)에서 재정리한 것임.

32) Progression to Work은 실업률이 특별히 높은 도시지역에서 장기실업자를 위해 공공부문과 

비영리기관 일자리를 추가적으로 새롭게 만드는 일자리사업이었다. 둘째, Smet 일자리사업은 

민간부문에서 정상적으로 창출될 수 없는 일자리를 제공하지만, 다른 일자리나 기존 일자리를 

구축하거나 대체하지 않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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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하여 가사노동, 정원사 노동, 환자 돌봄 등 일자리를 제공했다. 3년 이상 

장기실업자에게 매월 최대 45시간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나, 참여자의 실업 상태 

유지와 정부 지원 문화에 안주하는 경향을 증대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이런 

비판에 따라 지역고용위탁기관은 참여자가 무기 고용계약을 맺으면서 실업보험

제도에 따른 보조금 대신 임금을 받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직접일자리사업이 

시작되었다(Boey, 2014).

덴마크는 노동시장 개혁과 분권화를 통해 고용률을 근본적으로 제고하였다. 

1993-1994년 노동시장 개혁은 지역노동시장 담당자에게 지역 요구에 맞는 

일자리사업의 기획 및 집행 권한을 제공했다. 실업자 대상 고용활성화조치는 

직업훈련 또는 pool jobs 형태를 취했다. pool jobs은 환경보호, 문화활동, 교육과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한 공공서비스에서 창출된 일자리를 의미한다. 3년간 

일자리가 제공되고, 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에서 90%는 국가가 

지원했다. 임금은 실업급여와 같은 수준에서 설정했다. 공공고용서비스(Public 

Employment Service) 기능 강화와 개인별 실천계획(IAP)을 통해 실업자의 요구에 

맞는 활성화 수단이 활용되었다.

1990년대 핀란드는 직접일자리사업에서 직업훈련사업으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중심이 이동했다. 하지만 공공서비스 일자리가 여전히 노동시장정책의 

핵심 요소이었지만, 1997년 초반 핀란드 정부는 실업자가 직접일자리사업 

참여를 통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을 축소했다. 1998년 노동법은 

직접일자리사업을 장기실업자의 욕구에 맞추는 대신 경기침체에 따른 대량

실업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설계했다. 그리고 핀란드는 

고용보조금과 노동시장 지원을 결합하는 노동법을 추진하여 노동시장정책의 

재정지원은 12개월 동안 연합회, 가계, 지방정부와 기업에 임금을 지원하여 

서비스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했다.

네덜란드는 훈련과 교육을 Melkert Jobs사업으로 통합하고, 일자리사업에서 

탈출할 경우 보너스를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 조치도 시행했다.33) 일자리는 

고실업률 지역(특히 대도시지역)에 집중되었고, 재정지원 50%는 실업급여수당

33) Melkert jobs사업은 네덜란드 고용부장관 이름을 따서 붙인 것으로 1년 이상 장기실업자를 

정책대상 집단으로 설정하고, 공공안정성 제고, 장애인 및 고령자 돌봄 개선을 위해 노숙자 

및 위기청년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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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절약된 금액이고, 최저임금을 지급하며 주당 32시간 근로를 시행했다.34) 

일자리사업 집행기관의 협력 부족, 참여자 동기부여 결여, 전체적인 실업 가능성 

등으로 인해 집행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Melkert Jobs사업은 노동시장으로 돌아

가려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수단이다. 1998년 Melkert jobs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구직자통합법(Jobseekers Integration Act)은 직접일자리사업을 통합하고, 

자치단체에 실업자의 노동시장 통합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에 대한 재량권을 

제공한다. 구직자통합법에 의해 창출된 일자리의 3/4은 공공부문과 비영리기관에 

있고, 1/4만이 민간부문 일자리이다. 고용계약은 양성훈련과 재정적 유인 수단을 

결합하여 정규 노동시장으로 돌아갈 때 제공된다. 장기 일자리사업은 일자리 

체험을 위한 직업훈련과 한시적 취업으로 구성되고, 최종적으로 정규 일자리로 

이동하는 것이었다.

1990년대 공공서비스 부문 직접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실업 문제를 해소하려던 

대부분 국가는 고용활성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

하였다. 장기실업자를 일자리사업에 임의로 알선하기보다 실업자 욕구와 지역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분석하고, 취약계층에게는 개별실행계획(IAP) 수립을 통한 

고용가능성을 제고시키는 정책 수단 개발과 집행으로 전환이 이뤄진 것이다. 

대표적 사례가 직업훈련과 구직활동지원을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과 통합 

운영하는 것이었다.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스웨덴과 스위스는 공공고용서비스

(PES) 기능을 강화하여 공공서비스 일자리사업이 민간부문 일자리로 이동하는 

중간 단계로 설계하는 데 주력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은 점차 지역과 

공동체를 기반으로 추진되는 결정적 계기로서 작동하기 시작했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지역노동시장의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공동체에 의해 주로 추진되기 시작했던 것이다(Martin, 2014; 주무현 외, 2014).

34) 정규직 노동시장 근로시간은 36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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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직접일자리사업의 노동시장 및 고용성과 분석

2017년 정부는 역사 처음으로 모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고용성과를 직접 

평가하였다. 노동시장의 일자리 창출과 유지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174개 일자리사업의 고용성과를 평가하고 참여자 만족도를 조사했다. 

이제까지 부분적으로 시행되었던 일자리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고용성과가 

최초로 평가된 것이다. 고용성과 평가대상은 재정지원 8.5조 원 100개 일자리

사업에 대해 실시되었고, 나머지 일자리사업은 참여자 만족도 등에 기타 평가 

기준이 적용되었다. 기타 만족도 평가대상 일자리사업은 2.6조 원 74개로 일자리 

인프라 등 간접 고용성과를 창출했다. <표 32>에서 고용성과는 해당 일자리

사업이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기타는 직접적 일자리 

창출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인프라 및 운영비 지원 사업을 의미한다.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전체

예산

고용1) 성과
25,295 8,429 2,692 27,069 21,678 85,163

(93.4) (37.5) (33.7) (85.0) (98.5) (76.5)

기타2)
1,774 14,029 5,308 4,795 325 26,231

(6.6) (62.5) (66.3) (15.0) (1.5) (23.5)

합계 27,069 22,458 8,001 31,863 22,004 111,394

사업수

고용 성과
40 19 11 14 16 100

(80.0) (36.5) (34.4) (73.7) (76.2) (57.5)

기타
10 33 21 5 5 74

(20.0) (63.5) (65.6) (26.3) (23.8) (42.5)

합계 50 52 32 19 21 174

<표 32> 고용성과 도출 기준의 일자리사업 현황

(단위 ; 억원,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 성과 평가 현황자료에서 추출

주 : 1) 고용성과 예산이나 사업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으로서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일자리사업이 여기 해당한다.

주 : 2) 직접 일자리 창출에 관계되지 않는 각종 고용서비스와 지원 사업이 여기 해당한다. 고용

서비스는 실업자나 구직자에게 취업알선이나 취업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고용

가능성을 높이면서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고용서비스는 필요하고, 고용

서비스 재정투자가 증대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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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예산이 일자리 직접 창출하지 않는 간접적 고용행정 및 수단에 투입

되고 있다. 직접 일자리 창출 또는 유지 기준에 따라 일자리사업을 분류하면, 

직접일자리사업 예산의 6.6%만이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지 않는 사업에 투입되지만, 

직접적으로 고용성과를 발생하지 못하는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가 각각 62.5%와 

66.3%에 달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일자리 예산의 효과적 집행과 운용에 있어 

비효율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때문에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유지하지 못하는 일자리사업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고용서비스는 

일자리 창출과 직접 관련되지 않더라도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해소와 장기실업자 

취업 촉진 상담 등을 위해 더욱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직접일자리사업 성과는 참여 단계와 참여 이후 민간부문 노동시장으로 고용 

또는 참여 등으로 크게 구분해야 한다. 우선 직접일자리사업은 국가 또는 공공

부문이 고용주가 되어 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직접 고용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직접적 고용효과를 낳는다.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월별 또는 

연간 규모는 주요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재정투자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것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impact)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이다. 노동시장의 고용효과가 항상 유지되거나 개별 노동자의 

고용이 안정적으로 지속한다고 보기 힘들다.

앞서 언급했듯이 직접일자리사업은 취업취약계층의 소득보전과 고용 기회를 

동시 제공하는 사회통합이 주요 목적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서 직접

일자리사업은 참여자 노동이동(enter into labour market)을 정책 목적으로 

설정할 경우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 또는 저소득계층은 

정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직접일자리사업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수단

으로서 통상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없고, 국민경제의 소득구조와 인구구조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회정책과 고용정책의 공통부분이다. 그렇지만 

직접일자리사업도 노동시장으로의 진입과 함께 민간부문 노동시장으로의 이전

(transfer)을 촉진하는 디딤돌로서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과 기준은 

훼손될 수 없다.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이후 민간부문 노동시장으로 이전 

규모가 고용성과와 정책효과를 검증하는 기준으로 작용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소득분배와 사회복지, 노동시장의 고용효과 등을 고려해서 직접일자리

사업은 설계되거나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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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시작과 종료 단계를 구분하여 도출되는 핵심 성과

지표는 취업취약계층 참여 비율, 취업률, 고용유지율 및 취업 소요 기간 등이

라고 볼 수 있다. 2016년과 2017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인원은 각각 669천 

명과 743천 명으로 노동시장에서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낳았다. 이미 

지적했듯이 직접일자리사업의 노동시장 파급효과(inducement effect)와 전이효과

(spillover effect)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재정투입에 따른 일시적･단기적 

효과에 머문다. 그 때문에 직접일자리사업은 재정투입에 따른 직접적인 근로자 

또는 취업자 수 그 자체가 고용효과라고 볼 수 있다.

<표 33>에서 보는 것처럼 직접일자리사업에 의한 일자리는 연평균 441천 명에 

이른다. 직접일자리사업은 매년 1~2월에 참여자 모집 기간을 거쳐 3월부터 

본격적으로 참여한다. 12월에는 대부분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매월 참여 

인원이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연인원(Man Year) 개념으로 환산하면 441천 명이다. 

매월 참여인원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일모아시스템에 등록된 참여 인원이다. 이와 

같은 참여자를 취업자로 간주하면 최소 136천 명에서 최대 523천 명까지 일자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는 고용주가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이기 때문에 공공부문 취업자로 분류된다. 직접일자리사업 월별 참여인원을 

연인원(Man-Year)으로 환산하면, 전체 취업자의 1.8%를 차지한다.

직접일자리 참여자 취업자 참여자 비중

1월 136 24,003 0.57 

2월 165 23,937 0.69 

3월 492 23,991 2.05 

4월 505 24,215 2.08 

5월 511 24,431 2.09 

6월 515 24,505 2.10 

7월 520 24,565 2.12 

8월 523 24,478 2.14 

9월 498 24,475 2.03 

10월 506 24,516 2.06 

11월 506 24,566 2.06 

12월 418 24,417 1.71 

연간 참여자 441 24,342 1.81 

<표 33> 2016년 직접일자리 참여자와 15-64세 취업자 월별 추이

(단위 : 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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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일자리사업은 비경제활동인구와 장기실업자를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대부분 고용정책은 고용보험 가입 실업자를 주요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반면에 직접일자리사업은 경력단절여성이나 청년에게 

일자리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저소득 노인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

하여 소득을 일부 보전하는 사회통합 기능을 수행한다. 이로 인해 직접일자리

사업을 통해 비경제활동인구 참여가 높을수록 노동시장 유입 촉진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표 34>에서 보듯이 2015년 현재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이전 경제활동 상태로서 비경제활동인구와 장기실업자가 각각 41.8%와 

33.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는 소득분배가 양극화되어있고, 사회보장

제도가 취약하기 때문에 직접일자리사업은 단순히 일자리 창출 수단이 아니라 

소득보전과 함께 노동시장 진입 촉진 수단으로서도 작동하고 있다.

2013 2014 2015

비경제활동인구1) 49.1 47.5 41.8

장기실업자2) 34.0 33.5 33.9

<표 34>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이전 경제활동상태 추이

(단위: %) 

주 : 1) 비경제활동인구는 고용보험 가입 경험이 전혀 없는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의미한다.

주 : 2) 장기실업자는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 이력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자료: 일모아시스템DB-고용보험DB 연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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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과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다음과 

같은 기준과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고용성과 연동형 일자리사업 

재정비 기준 마련과 함께 예산 편성이 연계되어야 한다.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민간부문 일자리로 이전효과는 아주 낮다. 다시 말해 직접일자리사업이 장기

실업자의 민간부문으로 이동을 위한 디딤돌 또는 한시적 일자리로서 작용하지 

못하고, 하나의 직업 또는 일자리로 인식되는 잠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직접

일자리사업의 합리적 축소와 함께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의 고품질 또는 고도화 

재정투자가 절대 필요하다. 한시적 단기적 직접일자리사업 예산을 고용서비스로 

전환하여 재정운용의 균형성과 효율성 제고에 활용되어야 한다.

둘째, 일자리사업의 유형별･대상별 재정투자가 조정되어야 한다. 취업취약

계층 지원 강화는 물론이고, 청년고용정책이 집중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대상에 따른 재정투자 효율화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주기적･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한 유연한 재정투자가 운용되어야 한다. 

향후 3~4년간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투자 증대가 필요하다. 정책대상 세부화 및 구체화가 있어야 

한다. 청년, 여성 및 베이비부머 세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재정지출이 

있어야 한다.

셋째, 고용성과 중심의 일자리사업 운영 및 평가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일자리사업 고용성과 등급제를 도입하여 미흡 사업의 구조조정, 우수 사업 

예산 집중 및 확대 등이 있어야 한다. 고용성과 미흡 일자리사업에 대한 구조

조정을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는 불가피하다.

직접일자리사업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직접일자리사업은 

노동시장정책의 효율성 제고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일자리사업으로 관리

되는 것이 부적절한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 사업 5개는 관리범위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35) 다만, 노인일자리사업은 저소득 노인계층을 위한 소득보전 

35) 현재 직접일자리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바우처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역

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 장애아동가족지원(발달재활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19년 1조 6,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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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으로서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직접일자리 상시화 방지를 위한 일몰제(sun-set)가 도입되어야 한다. 

고용성과가 부진한 직접일자리사업은 일몰제를 도입하고, 신규 직접일자리

사업은 한시 사업으로 추진 후 성과에 따라 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고용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기한(1~3년 내외)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 고용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사업 재설계･폐지를 추진해야 한다.

셋째, 공공업무지원･인턴형 참여 시 관련 직무･훈련･직업경로 정보를 

제공하고, 고용서비스 연계 여부를 성과지표에 반영도 검토되어야 한다. 직접

일자리사업은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의 소득보전 등 사회통합 기능을 유지하고, 

향후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에 맞춰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바우처형 직접일자리사업은 보육･요양･돌봄 서비스 등 정부 고유 상시 

사회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직접일자리사업에서 바우처형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은 제외되어야 한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사업은 정부 고유 공공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일자리사업

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실 때문에 상대적 저임금 또는 질 낮은 일자리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현실 세계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하나의 직업이고, 상시 

일자리이며,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인식이다. 사회복지 바우처형 직접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 참여자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다. 

바우처 관련 직접일자리사업은 참여자에게 ‘하나의 직장 또는 상시 일자리이며,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로 인식되고 있다.

직접일자리사업은 노동시장 성과 기준에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대부분은 고용활성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 일자리로 이동하기 힘든 취업취약계층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고용

성과 등과 같은 획일적 기준에서 평가하기보다 유사중복 직접일자리사업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한 통합과 조정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접근 방법이다. 유사중복 직접일자리사업으로 인한 재정건전성이 훼손되고 

참여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부분적으로 발생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직접일자리사업이 정부의 주변화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억원, 인원 17.7만명) 등 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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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크게 경계해야 한다. 문화재청과 산림청은 애초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이지만, 계절적 요인이나 단속적 업무 특성으로 인해 상시 노동자를 채용

하지 못하는 경우 직접일자리사업으로 대체하여 활용하고 있다. 예컨대 산림

재해예방 등 업무 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일자리사업을 신설하였다고 

본다. 이처럼 정부의 고유 업무 성격이 강한 경우는 직접일자리사업 대신 상시 

고용을 통해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 퇴직과 함께 노인 인구가 계속 증대하면서 취약계층 

일자리 기회 제공이 더욱 중요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경제성장 전망이 

불투명하고, 청년 노동시장의 고용 여건이 당분간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무엇보다 세계경제에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한국경제의 

산업구조 재편과 함께 일자리 사정이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고용구조 변화 시기에 취업취약계층의 소득보전과 

일자리 기회 제공은 노동시장정책의 핵심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당분간 직접

일자리사업에 대한 정책 수요는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인인구의 

사회안전망이 취약하기 때문에 노인일자리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직접일자리사업은 노동시장의 한시적･임시적 수단으로 일자리 기회 

제공과 함께 저소득계층의 소득보전, 그리고 노동시장의 고용률 유지 등 다양한 

정책 목적을 위해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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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청년고용정책

제1절 서론

청년 고용문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다. 

최근의 청년 고용지표의 추이는 그다지 좋지 않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업률도 함께 증가하여 9% 후반 수준으로 

높아졌다.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018년 22.8%(고용보조지표3)로 공식 실업률 

9.5%의 두 배가 넘는다. 정부의 적극적 정책개발과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청년 고용상황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청년 고용문제는 단시간에 획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잠재

성장률 하락에 따른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 저하,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고착화, 

고학력화 및 일자리 미스매치, 인구구조의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문제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년 고용문제는 노동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

으로, 효과적인 정책조합의 실행과 구조적 문제의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

해야 한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부의 청년 고용정책의 방향과 

정책수단을 분석한다. 첫째, 과거 정부의 청년 고용정책을 개관한다. 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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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모두 청년 고용문제를 고용정책의 주요 아젠다로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각 정부의 청년 고용정책 방향과 주요 정책수단이 무엇

이었는지를 살펴본다. 둘째, 현 정부의 청년 고용정책을 살펴본다. 현 정부 

청년 고용정책의 특징과 주요 정책사업을 소개한다. 그리고 과거 정부의 청년 

고용정책과의 차이점을 살펴본다. 셋째, 이상의 논의로부터 청년 고용정책에 

관한 함의를 도출한다. 

[그림 21] 청년층 고용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제1장 청년고용정책  

231

[그림 22] 청년층 실업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보조지표 연령층 2015 2016 2017 2018

고용보조지표 1(%)
전체(15세 이상) 5.5 5.5 5.7 6.1

청년층(15-29세) 10.7 11.6 11.7 11.4

고용보조지표 2(%)
전체(15세 이상) 9.4 8.9 9.1 9.5

청년층(15-29세) 20.6 20.5 21.1 21.0

고용보조지표 3 (%)
전체(15세 이상) 11.2 10.7 11.0 11.6

청년층(15-29세) 21.9 22.1 22.7 22.8

<표 35> 청년층 고용보조지표 

주: 고용보조지표1은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를 실업자에 포함시켜 계산. 고용보조지표2는 잠재취업

가능자와 잠재구직자를 실업자에 포함시켜 계산. 고용보조지표3은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잠재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를 실업자에 포함시켜 계산. 2015년부터 공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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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역대 정부의 청년층 고용정책

청년 고용정책은 외환위기 이후 고용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도입된 이후,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계속 추진되어 왔다. 

정부마다 국정철학이 다르고 청년층 노동시장 상황에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청년 고용정책에도 차별성이 존재한다. 역대 정부별로 청년 고용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청년 고용문제에 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외환위기 이후이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한국경제와 기업이 고속성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용

문제가 화두가 된 적은 없었다. 그러나 금융부문의 위기가 확산되고, 주요 

대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실업문제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청년 실업률(1주 기준)은 1997년 5.7%에서 1998년 

12.2%로 급등하였다. 청년 실업률은 이후 다시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맞물려 노동시장의 난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청년 실업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1년 12월 ｢청소년 종합

실업대책｣을 수립해 추진하였다. 당시 정부는 청년 실업문제가 단순한 경기적 

요인이 아닌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구조적 요인으로 지적된 

것은 ① 대졸 인력의 과다공급과 ② 학교교육과 산업수요의 괴리, 이공계 진학

기피 등을 포함한 전공 간 수급불일치이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School-to-Work)’지원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었다

(이재갑, 2002).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정책은 ①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

으로 정부기관･공기업･대기업체에서의 2-6개월간 연수를 통해 직장체험을 

제공하는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도입 ② 학교교육과 산업인력수요 간의 

괴리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IT, 무역, 문화산업 등 취업유망분야 직업훈련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 ③ 인력수급전망과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실시, HRD-Net과 

Work-Net의 개선･확충 등 노동시장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조절을 

가능하게 하는 고용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을 진행하였다.

청년층 고용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 고용대책을 

수립한 것은 제16대 노무현 정부가 처음이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9월에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청년실업 현황과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에서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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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문제의 원인을 ① 노동공급 측면 대졸자 공급의 급격한 증가, ② 노동

수요 측면 ‘버젓한 일자리(decent job)’의 감소와 경력직 선호에서 찾고 있다. 

즉, 청년실업 문제를 경제성장의 둔화 및 인력수급의 미스매치에 따른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였다. 정부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대책으로 ①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의 지속적 창출, ② 산학협력을 강화하여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육성 및 ③ 학교에서부터 직장까지 원활히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과 노동시장 인프라의 완비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중장기 대책이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①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

(사회적 일자리 제공, 공무원 채용 확대), ② 경력직 채용추세에 맞추어 직장

체험 기회 확대(국내 인턴 활성화, 연수제도, 해외근무 경험기회 확대)와 ③ 

취업에 있어서의 마찰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기능 

활성화 등의 단기대책도 함께 추진하였다. 

2004년 3월에는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고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청년실업해소 

및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유효

기간이 2008년까지인 한시법이었다. 이 법은 대통령소속하에 청년실업대책특별

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담 행정조직을 두기로 하였으나, 구체적인 정책추진보다는 

정부의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의지를 표명한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법의 성격이 

강하였다. 이 법은 2009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으로 개정되었다. 

이러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 고용문제가 개선되지 않자 정부는 

2005년 1월 교육인적자원부 등 6개 부처가 공동으로 ｢청년고용촉진대책-학교･

노동시장 이행 원활화를 중심으로｣를 발표한다. 정부는 이 대책이 일시적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단기대책보다는 학교-노동시장 이행 원활화를 중심으로 청년 

고용을 중장기적･지속적으로 촉진･안정시키기 위한 청년 ‘고용’ 대책의 관점에서 

수립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대책은 노동시장 수요에 맞는 대학의 구조

개혁 추진과 함께 ①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청년층 학력단계별 지속적 진로･

직업지도 등 직업세계 경험을 통한 직업관･직업의식 확립 ②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서는 영국의 청년뉴딜(New Deal for Young People)과 유사한 

형태의 개인별로 특화된 종합취업지원 서비스(YES: Youth Employment 

Service) 도입 추진 및 대학 내의 취업지원 강화 ③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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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의 단계적 확대 및 비효율적으로 평가된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사업의 

축소･폐지를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정책목표는 청년취업 애로층의 

감소와 당시 11개월이던 청년층 취업소요기간의 단축이었다.

2006년부터는 이러한 종합대책의 각론적 성격을 지니는 분야별 대책이 마련

되었다. 먼저 2006년 3월 ｢해외취업 촉진대책｣이 발표되었다. 정부는 대졸자 

공급초과 해결 방안의 하나로 해외취업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① 해외 구인수요에 맞추어 지역별･직종별 맞춤형 연수 확대(간호사-

미국, 항공승무원-중동국가, IT인력-일본 등) ② 해외취업을 위한 대학교육과정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언어장벽 해소 ③ 재외공관과 KOTRA 등을 이용한 

구인업체 개척활동을 강화하여 해외 구인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 등이 제시

되었다. 이어서 2006년 4월에는 ｢고졸 이하 청년층 고용촉진대책｣이 발표되었다. 

정부는 고졸이하 청년층에 상대적으로 유휴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아,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화의 우려가 높지만 대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고 판단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취업 취약청년에 대한 개인별 종합취업

지원서비스(YES: Youth Employment Service) 제공과 실업계고 취업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운영 등 ‘고졸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취업지원시스템 

구축’ ② 명문 특성화고 확대, 협약학과 사업 추진, 공고-기업 연계 맞춤형 인력

양성 등 ‘실업계 고교 취업경쟁력 제고’ ③ ‘비진학 청소년 및 중도탈락자에 

대한 지원’ ④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과 인식 개선 등을 통한 ‘청년층의 중소

기업 입직유도 강화’ 등의 정책이 추진되었다.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4월에는 ｢청년실업대책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이 

발표되었다. 청년실업 문제가 인력수급 불일치와 눈높이 조정 실패 등 구조적 

요인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진단에 기초하여 ① 산학협력 활성화 추진 ② 

대학 취업률 공표 의무화 ③ 전문계고 특성화 확대 추진 ④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연장 운영 및 개선 ⑤ 취약청년층 고용지원네트워크 구축 강화 ⑥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의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

노무현 정부 시작 전해인 2002년의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구직기간 4주 기준)은 

각각 45.2%와 7.0%였다.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의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은 

각각 43.2%와 7.2%이다. 고용률은 2.0%p 감소하고, 실업률은 0.2%p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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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고용사정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시작한 제17대 이명박 정부는 청년의 해외취업 지원 

강화로 청년대책을 시작하였다. 2008년 4월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계획｣을 발표한다. 이 계획은 향후 5년간 해외취업 5만 명, 해외인턴 3만 명, 

해외 봉사활동 2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해외취업연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간, 지원내용과 대상을 달리하는 

여러 형태의 해외취업, 해외인턴 및 해외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추진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종합적인 청년고용 정책은 2008년 8월에 발표된 ｢청년고용 

촉진대책｣에 제시되어 있다. 이 대책은 청년 고용문제의 원인을 ① 노동공급 

측면에서의 고학력 청년의 과잉공급 ② 노동수요 측면에서의 청년층 선호 

일자리 감소 ③ 수급 불일치 측면에서의 양적･질적 미스매치 지속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이전 정부와 문제의식을 같이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당시의 경기부진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청년 취업애로계층에 특화된 정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학교

교육 개혁, 경제･산업구조 선진화를 추진하여 청년고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한다는 정책방향을 설정하였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① 정부지원 청년인턴제 

도입, 청년 창업지원 및 사회적 기업가 육성, 분야별 우량 중소기업 발굴, 

해외취업 확대 등 ‘청년 친화적 일자리 지원’ ② 한국형 마이스터 고교 육성, 

대학 취업률 공표 확대, 산업단위 훈련-고용 원스톱 지원, 문화･정보통신･환경･

첨단의료 같은 미래 핵심산업의 청년리더 양성방안 마련 등 ‘직장체험 확대 

및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③ 취업애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청년 뉴-스타트 프로젝트 추진과 직업･취업 관련 고용정보 제공 강화 등 

‘청년고용 인프라 확충을 통한 미스매치 완화’가 설정되었다. 중장기 추진과제

로는 ① 노동수요 측면에서 ｢서비스 산업 선진화｣및 ｢분야별 일자리 창출 방안｣ 

추진 ② 노동공급 측면에서 대학간 통폐합 및 유사･중복 학과 통합 등 대학 

구조개혁 추진 ③ 고용인프라 측면에서 정부 시행사업의 대폭적 민간위탁, 

유료 직업소개 사업의 가격규제 완화 등 민간고용서비스 시장의 적극 육성이 

추진되었다.

이듬해인 2009년 3월에 발표된 ｢청년고용 추가대책｣은 ｢청년고용 촉진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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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① 중소기업 빈 일자리에 취업하는 취약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취업장려수당 신규 도입,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확대 운영 

및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 인상 등의 ‘취약청년 취업지원 확대･강화’ ② 대학내 

교육훈련지원 사업(Stay-in-School Program) 실시 등 ‘교육훈련 및 창업지원’ 

③ ‘청년인턴 확대지원’ ④ 학습보조인력, 조교 등 ‘청년특성에 부합하는 단기

일자리 제공’ 등이다.

이어서 정부는 2009년 10월 산업현장의 구인난과 청년층의 구직난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인력수급의 불일치(mismatch) 문제에 근원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년･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대책｣을 발표한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취업지원 및 산학연계 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① 대학 취업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청년구직자 DB 구축 및 부처가 가지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 정보 DB 구축 ② 청년을 위한 맞춤형 홈페이지 구축, 고용지원

센터의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및 대학의 취업지원관 등 활용지원 ③ 산학간 협약, 

기업 채용 수요에 따른 맞춤훈련 실시 등 산학 연계형 교육･직업훈련 실시 ④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등의 과제가 추진되었다. 

2010년 10월에는 ｢청년 내일 만들기 1차 프로젝트｣가 발표되었다. 이 프로

젝트는 그간 시행된 청년고용대책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청년실업자의 

급격한 증가를 막는 등 단기적으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으나, 경제의 고용

창출력 저하, 고학력화에 따른 일자리 미스매치 심화, 대학 구조조정 지연 

등으로 인해 근본적인 고용 개선 효과는 미흡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프

로젝트에서 설정한 청년 고용정책의 방향은 ① 경제성장으로 민간부문의 고

용창출력을 높여 청년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② 청년의 직업경쟁력을 높이도

록 지원하며, ③ 민관 공동으로 청년친화적 일자리를 확충한다는 세 가지이다. 

주요 추진과제는 ① 청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과 펀드 조성 등 청년창업 지원, 에

너지･자원, 연구개발 등 신시장 개척이 유망한 분야의 공공기관 채용 확대, 소

방, 치안, 특허심사,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증원 및 채용 확대, 중소기업 청

년취업인턴 확대, 해외취업 활성화 등을 통해 ‘청년친화적 일자리’를 대폭 늘리

고, ② 민간부문에서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간의 인재육성 파트너십 확립

과 ｢세대간 일자리 나누기 모델｣의 자율적 확산을 통해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

하며, ③ 대학의 취업에 대한 책임강화,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기업과 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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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의 청년취업 아카데미 개설,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 촉진 등 ‘학교에서 

일로의 이행을 원활화’하는 정책 시행 등이다. 

이어서 2011년 5월에는 ｢청년 내일 만들기 2차 프로젝트｣가 발표되었다. 이 

대책은 1차 프로젝트가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의 기회를 늘리는데 주력했다면, 

2차 프로젝트는 청년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후, 교육훈련을 통해 자기개발과 

재도약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주요 내용은 

① 사내대학, 계약학과, QWL 밸리 확대,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도입 등 ‘일터 

학습의 장 확충’ ② 일자리 종합 정보망 구축, 일-훈련-자격 분류체계 개편, 

청년인턴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금 확대 등 중소기업 청년취업 

유인제고, 초중고 진로지도 강화 등 ‘청년층 일자리 미스매치 개선’ ③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확대, 기업의 직무능력 중심(인턴→채용)의 

채용문화 확산 등 ‘지방대생의 사회진출 기회 확대’ ④ 창업선도대학 육성, 

중소벤처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공동채용 등 ‘청년 벤처 창업과 공동채용 

확대’이다. 

정부는 2011년 9월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방안: 학력의 벽을 

넘어 실력중심 사회로｣를 발표한다. 이 방안은 취업에 능력보다 학력이 우선시

되고 대학진학률이 80%에 이르는 등 ‘학력지상주의’로 인한 사회적 폐단이 심각

해지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고, 능력에 따라 취업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으며 

능력･실적에 따라 대우를 받는 ‘열린 고용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주요 추진 과제는 ① 체험형 진로지도 체계 구축과 현장교육을 

통한 취업능력 강화 등 ‘직업인으로서 다양한 꿈 키우기 지원’ ② 고졸 취업기회 

확대, 인턴을 통한 채용방식을 위시한 ‘직무능력 중심 채용관행 확산’ ③ 고졸 

입사 후 4년 이상 근무자는 대졸과 동등한 지위 부여, 대학의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 등 ‘발전의 기회가 개방된 인사관리 정착’ ④ 전문기술 기능인 우대와 

경력이 학위로 이어지는 체계 구축 등 ‘능력 중심 사회적 여건 조성’이다. 

이명박 정부 시작 전해인 2007년의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은 각각 43.2%와 

7.2%였다.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의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은 각각 40.3%와 

7.5%이다. 고용률은 3.2%p 감소하고, 실업률은 0.3%p 증가하였다. 여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지만, 구조적 요인

으로 인해 2000년대 전반에서부터 이어진 청년 고용률 감소 추세와 7%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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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실업률이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18대 박근혜 정부도 이전 정부들과 같이 청년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우선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0월 청년 고용정책이 

다수 포함된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은 

국정목표인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미스매치 완화가 중요

하다고 판단하고, 중소제조업의 3대 불일치, 즉 숙련, 보상, 정보 불일치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① 중소기업 현장인력의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해소, 일･학습 병행과 선취업 확산,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및 숙련 외국인력 적정공급, 퇴직 전문인력과 여성의 

중소기업 연계강화 등 ‘숙련 불일치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공급’ 

② 산업단지 공동 복지시설 및 정주여건 개선 등 ‘보상 불일치 해소를 위한 

대･중소기업 간 고용환경 격차 완화’ ③ 중앙-지방-민간의 통합일자리 정보망 

구축, 강소기업 일자리 정보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정보 미스매치 해소와 

장기재직 유도 인센티브 제공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등 ‘정보 

불일치 해소를 위한 정보 미스매치 해소 및 인력양성체계 구축’이다. 

이어 정부는 2013년 12월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은 과거와 같은 거시적･포괄적 대책을 지향하기 보다 

청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초점을 두었다고 밝히고 있다.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으로 

제시된 것은 ① 선취업･후진학 문화 확대를 위한 대학의 취업경험자 및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 일･학습 병행제 확대, 고교 진로교육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등의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앞당기기’ ②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개발을 통한 스펙초월 채용문화 확산, 중소기업 취업 인센티브 강화 및 

산업단지 혁신, 지자체의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소셜벤처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 해외취업사업을 개편한 K-Move 추진 등 ‘일자리 만들고 보상시스템 

바꾸기’ ③ 청년전용창업펀드 조성, 창업관련 재정과 세재지원 방식 개편, 

청년 기업가 연대보증 폐지, 창업실패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청년의 창업 

열기 되살리기’이다. 

2014년 4월에는 ｢학교에서 직장까지: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이 제시

되었다. 이 대책은 교육･훈련, 구직･취업, 근속･전직의 청년의 일자리 단계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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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 고리’를 찾아내어 해소하고자 하였다.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청년층의 조기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경기활성화 및 서비스 

산업 규제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①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의 기업맞춤형기반 확대, 일･학습 병행 

활성화, 스위스 직업교육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직업학교 시범도입, 일반고 직업

교육확대, 직업훈련기관 진입요건 및 평가 강화를 통한 질적 수준 제고, 청년 

실업자 훈련 지원 확대 등 ‘학교교육과 직업훈련 내실화’ ② 찾아가는 오프라인 

정보서비스 강화, 워크넷의 강소기업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 청년인턴 기업 

확대와 공공기관의 스펙초월 채용형 인턴제 확산, 후진학 제도 도입･확대, 사내

대학 확대, 청년 선호 서비스 산업 규제완화, 청년고용기업 지원확대, 청년창업 

지원 강화, 해외취업 지원 등 ‘선취업･후진학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③ 중소

기업 청년 재직자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소득증가 및 자산형성 촉진방안 마련, 

산업단지 환경 개선, 군입대 경력단절 방지 대책 보완 등 ‘중소기업 장기근속 

및 경력단절 방지’이다.

정부는 2014년 11월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이는 그간 

추진해온 K-Move 사업의 보완대책이다. 국가별 전략적 해외 일자리 개척, 

해외취업 단계별 지원 체계화, 해외취업 전달체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어 12월에는 ｢능력중심사회 조성 방안｣이 발표되었다. 이는 정부가 

국정과제인 ‘능력중심사회 실현’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오던 선취업･

후진학 확대, 국가직무자격표준(NCS)과 일학습 병행제, 스펙초월 능력중심 

채용문화 확산 정책 등을 종합하여 체계화한 성격을 지닌다. 추진과제들은 

‘학교의 현장중심 교육과 취업역량 강화’와 ‘기업의 능력중심 채용･보상･거버

넌스 구축’의 두 부분으로 분류되어 있다.

2015년에는 정년연장 시행을 앞두고, 청년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들이 추진되었다. 먼저 2015년에는 6월에는 ｢인문계 전공자 

취업촉진 방안｣이 발표되었다. 정부는 당시의 높은 청년 실업률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어 왔고, 여기에 정년연장 등 노동시장 불확실성이라는 

단기적 충격이 더해져 발생한 결과로 진단하고, 특히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문계 전공자(인문, 사회, 예체능)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

하였다. 이 방안의 주요 골자는 ① 대학 저학년부터 진로지도 강화 및 역량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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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② 재학 중 유망업종의 융합기술교육･훈련 참여기회 확대 ③ 대학 졸업 

전부터 종합적인 취･창업 지원이다. 정부는 한 달 후인 2016년 7월에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제시하였다. 이 대책은 20대 인구가 베이비부머 

자녀세대(에코세대)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하여 대졸자의 노동시장 진입이 

확대되는 반면, 2016년 정년연장 시행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향후 

3-4년간 ‘청년 고용절벽 사태’가 우려된다는 문제의식 하에 단기간 내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마련되었다. 이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① 명예퇴직 교원 충원, 간호인력, 어린이집 보조･대체 교사, 시간선택제 공무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및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 운영, 청년인턴제 확대 등 민간부분 일자리 창출 

지원 및 노동시장 개혁과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화 청년층 선호 일자리 창출 

등 ‘정년연장에 따른 단기적 고용충격 완화’ ② 일학습 병행제 지속 확산, 산업

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을 위시한 산업수요에 기반한 대학개혁 등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 등 미스매치 해소’ ③ 청년 일자리 사업 통폐합(34개→

18개), 청년고용+센터 확대 및 청년 원스톱･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신설, 

K-Move 사업 재정비 등 ‘청년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및 효율화’이다. 같은 해 

11월에는 2014년에 이어 ｢청년 해외취업 촉진대책｣이 다시 발표되었다. 이 

대책은 기존의 K-Move 사업의 질적 개선을 추구하였고, 국가별･직종별로 

차별화된 해외취업 전략을 마련한 점이 특징적이다. 국가 간 자격 상호인정과 

취업비자 발급요건 완화 등 제도적 장벽 완화도 지속 추진과제로 제시되어 있다.

정부는 2016년 4월에는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은 정부가 추진하던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지연으로 일자리 창출 여건이 

마련되지 않고, 정부의 일자리사업은 정책 실효성과 체감도가 낮다는 판단 하에 

수요자 관점에서 일자리 정책을 내실화･효율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①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별로 구인･구직 매칭, 대기업이 참여

하는 고용디딤돌 사업 추진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업수요를 발굴하여 취업 

연계’ ②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및 근속을 위한 경제적 

지원’ ③ 산학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 확산, 청년 친화 강소기업 

선정･홍보 등 ‘청년 눈높이에 맞는 진로지도, 취･창업 지원과 일자리 정보 

제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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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에는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이 발표되었다. 이 방안은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보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완방안으로는 ① 고용지원서비스와 직접일자리 재정지원사업에 ‘취업취약청년 

우선지원’ ② 기초고용질서 확립과 불공정 채용방지 등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 ③ 청년내일채움공제 활성화, NCS 기반 능력중심채용 확산을 위한 제도 

보완 등 ‘중소기업 근속 지원 및 채용연계 강화’ ④ 창업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창업 실패자 지원 등 ‘창업 활성화’ ⑤ 정원의 5% 이내로 공공기관 비정

규직 관리, 공공부문 신규채용 등 ‘공공부문 고용확충’이다.

박근혜 정부 시작 전해인 2012년의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은 각각 40.3%와 

7.5%였다.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고용률은 41.7%와 실업률은 9.8%이다. 

고용률은 1.4%p 증가하였지만, 실업률은 2.3%p 증가하였다.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청년층 취업애로계층의 축적과 정년연장 등의 

제도적 변화가 이 같은 청년층 고용률 지표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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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시 대책

노무현 
정부(2003-2007)

2003년 9월 청년실업 현황과 대책 

2004년 3월 ｢청년실업해소 특별법｣ 제정 

2005년 1월 청년고용 촉진대책

2006년 3월 해외취업 촉진대책

2006년 4월 고졸이하 청년층 고용촉진 대책

2007년 4월 청년실업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이명박 정부 
(2008-2012)

2008년 4월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계획

2008년 8월 청년고용 촉진대책

2009년 3월 청년고용 추가대책

2009년 10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으로 개정 

2009년 12월 청년･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대책

2010년 10월 청년 내일 만들기 1차 프로젝트

2011년 5월 청년 내일 만들기 2차 프로젝트

2011년 9월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방안

박근혜 정부
(2013-2016)

2013년 10월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대책

2013년 12월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2014년 4월 학교에서 직장까지: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대책

2014년 11월 청년 해외취업 촉진방안

2014년 12월 능력중심사회 조성방안

2015년 6월 인문계 전공자 취업촉진 방안  

2015년 7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2015년 11월 청년 해외취업 촉진대책

2016년 4월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

2017년 3월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

문재인 정부
(2017~현재)

2018년 3월 청년 일자리 대책

2019년 7월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

2019년 7월 청년정책추진단 설치(국무조정실)

2020년 1월 ｢청년기본법｣제정

<표 36> 역대 정부의 청년 고용대책 

주: 김기헌(2017), 한요셉(2017), 이승렬(2017)에서 재구성 및 필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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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현 정부의 청년층 고용정책

19대 문재인 정부는 2018년 3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였다. 2017년 

7월 발표된｢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도 

청년 고용문제와 관련이 있으나, 청년 고용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 정책은 

아니다. ｢청년 일자리 대책｣은 청년 고용정책의 방향과 추진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발표된 ｢청년고용촉진방안｣,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방안｣은 각론적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 대책은 청년 고용부진이 ① 기술혁신과 자동화 등에 따른 사무직･생산직 

일자리 감소 ② 기존 주력산업의 고용창출력 둔화, 신산업 창출 지체 등으로 

인한 민간수요 위축 ③ 외환위기 이후 산업성숙화 등으로 대기업 신규채용 위축 

④ 교육 동질화 등으로 대기업과 공공부문 등 청년의 선호쏠림 지속 ⑤ 과도한 

정규직 보호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제약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인구학적 요인인 에코세대의 20대 후반 유입(약 39만 명)이 발생

하여 구직경쟁 격화와 청년 일자리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재난 수준의 청년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특단의 한시적 대책 추진과 

구조적 과제 대응을 병행한다는 것을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즉, 

인구구조적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세제･금융･제도개선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추진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한 산업･교육･노동시장에서의 구조적 과제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책목표는 2021년까지 청년 18~22만 명 추가 고용을 창출하고, 청년 

실업률을 8% 이하로 안정화하는 것이다.

｢청년 일자리 대책｣은 당면과제 대응을 위한 4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

하고 있다. 첫째, 취업 청년 소득･주거･자산형성 및 고용증대기업 지원 강화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정규직 신규채용에 대한 지원금과 중소기업 취업 청년 한시적 

소득세 면제 등 신규고용 지원 및 세금 면제,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청년을 위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확대, 중기 청년 전월세 보증금 저리 대출과 산업단지 중기 

청년에 대한 교통비 지원, 중소･중견 기업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내일채움

공제, 청년 신규고용 대기업 세금감면과 공공기관 채용 확대 등이 구체적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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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으로 제시되어 있다. 

둘째, 창업 활성화이다. 이를 위해 창업자에 대한 융자와 정책 펀드 자금지원과 

세무･특허 서비스 지원,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한시적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벤처캐피탈이 선투자하고 정부가 매칭하는 민간주도 창업지원(TIPS) 사업의 

단계적 확대, 대기업의 창업･벤처기업과의 협력 유도 등이 추진된다. 

셋째,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이다. 지역 민간기업 및 산단활성화, 지역사회 

공헌 등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과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청년 공간･자금 

지원, 해외 취･창업 및 장기 해외봉사단 확대, 공유경제, 원격의료, 4차 산업혁명 

분야 등 신산업 창출을 통한 청년 선호 일자리 확대 등이 추진 과제이다. 

넷째, 즉시 취･창업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이다. 군 장병의 전역 후 

지역 중소기업 취업 지원을 위한 군부대-지역 중소기업간 취업연계형 훈련 

프로그램 실시, 후학습 희망 청년에게 학비지원과 민간기업 주도형 일학습

병행제 참여 청년 훈련비 등 지원,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1만 명 양성 등이 

구체적 방안이다. 

이 대책은 청년 고용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구조적 과제 대응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① 선택과 집중 투자로 미래 먹거리 육성 및 일자리 

수요 창출, ② 사회보상체계 혁신으로 창업 및 중소기업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 ③ 인적자본 고도화,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교육훈련 체계 혁신, ④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의 과제들을 임기 중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다음으로 청년 일자리 대책의 후속 방안으로 2019년 7월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이 제시되었다. 이 방안은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청년 고용상황이 

일부 개선됐지만, 청년들의 체감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정책을 

보완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계층 이동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 방안은 일자리, 주거, 주거, 취약청년 

자립 지원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영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 영역은 창의와 도전의 기회를 제공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新직업 Making Lab을 신설하여 청년들의 아이디어에 기반한 新직업

창출을 지원하고, 청년전용창업 융자를 확대하여 청년 창업자가 생계 걱정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저리 융자자금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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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주거 영역은 교통요지에 저렴한 주거지를 공급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공공청사 복합개발, 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등을 통해 교통요지에 

저렴한 주거 공급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책대출 및 보증 시 낮은 금리 

적용받는 신혼부부 인정범위를 혼인기간 5년에서 7년 이내로 연장하고, 취약

청년 및 신혼･다자녀부부 대상 우대금리(최대 0.5%p)를 신설하였다. 

셋째, 교육 영역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선취업-후학습 장학금을 확대하고, 대학의 진로체험제 도입을 

통해 대학생들의 진로탐색 활동에 학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 고교 졸업생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지원 인원을 확대하였다. 

넷째, 취약청년의 자립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하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이 본인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해 탈빈곤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저축계좌를 신설하였다. 또한 

저소득･저신용 청년의 생활자금을 대출해주는 청년･대학생 햇살론을 2020년 

재출시하도록 하였으며,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연체자 지연 배상금 

부과체계를 가산금리 방식으로 개편하였다. 

한편, 2020년 1월에는 청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법령인 ｢청년

기본법｣제정안이 국회를 통과(’20. 1. 9) 하였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만 

19~34세로 정하고, 청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청년의 정책참여를 확대하는 등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청년정책에 있어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청년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 청년정책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청년’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무총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분석･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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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여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공표하고 보고서는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종합적

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청년정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국무조정실에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 2명, 

위원은 관계부처 장관 및 협의체가 추천하는 지자체장,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등 

4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도지사는 지역의 청년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년 위원을 위촉하며, 관계 중앙

행정기관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의 기조는 공공부문의 확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7년 10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마련

하였으며, 202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즉, 경찰, 소방, 사회복지 등 국가직과 지방직 현장 민생공무원 17.4만 명, 

간접고용의 직접고용전환 등 30만 명,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34만 명 등의 구체적 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청년 일자리 대책｣에서 명시적

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청년 고용문제도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를 통해 

상당 부분을 해소한다는 기본방향은 분명하다. 

정책수단의 측면에서 본 문재인 정부의 청년 고용정책의 특징은 청년 고용

보조금 제도, 청년층 소득형성 지원 및 청년층 구직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정책은 이전 정부에서 시작되었거나 비슷한 성격의 제도가 

존재하던 정책이나, 문재인 정부가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첫째, 청년 신규채용에 대한 고용보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이 그것이다. 이 사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이다. 지원요건은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② 기업전체 근로자수(피보험

자수) 증가이다. 지원수준은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 원을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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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는 것이며, 기업당 최대 90명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지원수준을 비교적 

높게 책정하여, 기업의 청년 노동수요 확대를 유도하려 하고 있다. 

둘째,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에의 

취업유인을 높이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그것이다. 이는 일종의 청년에 대한 고용보조금이며, 고용보조금이 본인, 기업 

및 정부가 공동적립하는 기금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지원액수가 작기는 하지만 기업에도 채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므로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의 성격도 동시에 가진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이전 정부에서 

기획되어 2016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17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지원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이다. 지원내용은 2년형과 3년형에 차이가 

있다. 2년형은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 원(매월 12만 5천 원)을 적립하면 정부

(취업지원금 900만 원)와 기업(400만 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하고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 원+이자를 수령하는 방식이다. 3년형은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 원(매월 16만 5천 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1,800만 원)와 기업

(600만 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하고 3년 후 만기공제금 3,000만 원+이자를 

수령하는 방식이다. 기업에게는 채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는데 2년형은 500만 원

(이 중 400만 원은 적립), 3년형 750만 원(이중 600만 원은 적립)이다. 

셋째, 청년층 구직활동 지원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가 그것인데, 이는 

2017년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와 연계한 구직촉진수당(30만 원, 3개월) 도입과는 

별도로, 2019년부터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미취업 청년에게 지원금(50만 원, 

6개월)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2020년부터 이 제도를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청년층 구직활동지원금의 사업

목적은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만 18~34세)에게 청년구직

활동지원금을 지원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① 만 18~34세 청년 중 ②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③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생애 1회 지원된다. 지원내용은 월 50만 원 × 6개월이다. 지원 

중 취업하면 지원을 중단하며, 취업 후 3개월 근속하면 취업성공금을 지급한다. 

지원금 사용에는 유흥･도박 등 일부 업종 제한이 있으며, 현금화가 불가능한 

클린카드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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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현재 고용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진로탐색, 직무능력키우기, 일경험 

기회, 해외취업 등의 청년 고용정책과 사업들은 <표 37>에 요약하여 제시되어 

있다. 표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고용부 이외의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고용 프로그램도 다수 존재한다.

정책영역 사업 내용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 지원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 [대상]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개요]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내일 
채움공제

◦ [대상]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개요]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자산
형성 방식의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유도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 [대상]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생애1회) 대상

◦ [개요]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만 18~34세)
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

온라인 청년센터
◦ [개요] 청년정책･공간 정보 및 정책안내･상담을 제공하는 
온라인 홈페이지(www.youthcenter.go.kr) 및 모바일 App 
구축

오프라인 
청년센터

◦ [대상] 청년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불문)
◦ [개요] 지역별 청년친화 공간을 활용해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정책 체감도 
및 역량 강화

진로탐색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 [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산업대학, 전문
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 조직을 갖추고 있는 
대학

◦ [개요] 대학 내 진로지도 및 취･창업 지원 기능의 공간적 
일원화, 기능적 연계 등 원스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지원으로, 대학의 취･창업 지원역량 강화 및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 지원

<표 37> 청년 고용정책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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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영역 사업 내용

직무능력 
키우기

청년취업
아카데미

◦ [대상] 참여과정 분야의 전공 및 전공수준의 졸업(예정)자, 
인문･사회･예체능계열 졸업(예정)자,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 등

◦ [개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대학생
졸업(예정)자에게 제공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진입 등 
청년고용 창출

일학습 병행제

◦ [대상] 해당 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

◦ [개요] 기업이 청년 등을 선채용 후 NCS기반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학교･공동훈련센터의 보완적 이론교육을 통해 
숙련형성 및 자격취득까지 연계하는 새로운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제도

일경험기회
중소기업
탐방프로그램

◦ [대상] 만 15세～34세 미취업 청년 1만명, 유･무료직업소개
업자,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청년고용촉진 비영리 법인 등

◦ [개요]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세계 및 산업현장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중소･강소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및 노동시장
으로의 조기진입 유도

해외취업 해외취업지원

◦ [대상]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로 해외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등

◦ [개요] 해외취업 희망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연수 등 
구인수요에 맞는 인재로 양성, 해외일자리 매칭 등을 통하여 
해외취업으로 연계

<표 37> 청년 고용정책 사업(계속)

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policy/policyinfo/young/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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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과제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하여 온 청년 고용정책을 역사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제 

청년 고용정책의 변천 과정에서 발견되는 특징과 시사점을 청년 고용문제의 

원인 진단, 청년 고용정책 방향과 수단, 청년 고용정책 프로그램 효과의 세 가지 

관점에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청년 고용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에 관해서 정부는 비교적 일관적인 

진단을 내려왔음을 알 수 있다. 청년 고용문제는 구조적 문제라는 것이다. 즉, 

청년 고용문제는 높은 대학 진학률로 인한 대졸자 증가라는 노동공급 측면과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 감소라는 노동수요 측면이 결합되어 발생된 것이다. 

그 결과 노동시장에 인력수급의 불일치(mismatch)가 발생하여 중소기업의 구인

난과 청년층의 구직난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처한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 원인이 제시된다.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박근혜 정부는 에코세대의 출현과 정년연장 등의 

제도적 변화, 문재인 정부는 기술변화와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변화가 노동공급 

또는 노동수요 측면의 추가적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원인의 

저변에는 경제구조, 교육제도 및 노동시장 구조 등의 근본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에 관해서도 정부들은 비교적 일치되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둘째, 청년 고용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단은 무엇인가? 정부는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단기대책과 청년 고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조개혁 

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한다는 기조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정책의 기본방향에는 

차이가 있다. 청년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의 일자리 역할을 강조하는

가와 규제완화 등을 통한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는가는 정부의 

철학에 따라 다르다. 진보정부는 상대적으로 전자의 역할을 강조한 반면, 보수

정부는 후자를 적극 추진하고자 하였다. 물론 정부의 성격에 관계 없이 모든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통해 청년 고용문제를 완화하고자 하였으나, 공공

부문이 창출하는 일자리의 규모와 성격은 매우 달랐다. 진보정부는 공공부문을 

일자리를 항구적으로 대폭 늘려 청년 고용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 반면, 

보수정부는 청년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보조정책으로 한시적 성격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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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정책수단에서는 연속성이 보인다. 이전 정부에서 개발･추진한 청년 

정책 프로그램이 대부분 다음 정부에서도 내용이 보완되면서 추진되고 있다. 

예를 들어, 청년층 해외취업지원사업은 종전에 산업인력공단이 추진하여 오던 

사업을 노무현 정부에서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으로 체계화한 정책으로 이명박 

정부에서는 글로벌 리더양성, 박근혜 정부에서는 K-Move로 브랜드화 되었고, 

현 정부의 해외취업지원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청년층 고졸자의 취업지원은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관련하여 모든 정부가 관심을 가진 제도이다. 이는 전문계 

고등학교의 개편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어 왔다. 노무현 정부에서 실업계고 취업

지원 및 취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성화 확대 등의 대책이 시작된 후, 이명박 

정부에서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과 고졸 취업기회 확대, 박근혜 정부에서는 

선취업･후진학 확산과 일학습 병행제가 중점적으로 추진되었으며, 현 정부

에서는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청년 창업펀드 조성 

등 청년 창업 활성화 정책과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이전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되거나 시작된 것을 현 정부가 이어받은 것이다. 이밖에도 교육･훈련체계의 

개편, 고용센터와 대학의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산업단지와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 등도 계속 추진되고 있는 정책 프로그램이다. 물론 예외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청년인턴사업은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직장체험 사업으로 도입되었던 

것으로 경력직 채용추세에 맞추어 직장체험 기회 확대방안으로 이후 정부에서 

확대되었으나, 2017년부터는 중단되었다. 

셋째, 정부가 그간 시행하였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과 사업들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가?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은 크게 직접 일자리 창출, 

직업능력개발,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으로 구분된다. 이는 이른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rogram: ALMPs)에 해당한다. 

그리고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는 실업급여와 실업부조가 포함된다. 우리

나라에는 실업부조제도가 아직 도입되지는 않았으나, 유사한 성격을 지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이미 지급되고 있고, 서울특별시의 청년수당과 경기도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같은 지자체의 사업도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정부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년 고용정책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해서는 그동안의 수행된 평가와 연구

들을 정리한 연구가 존재한다(윤희숙외, 2015; 이승렬 2016; 한요셉, 2017).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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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에 따르면, 공공고용서비스와 대학의 취업지원서비스는 청년층의 취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며, 청년취업성공패키지는 학력과 제공받는 서비스에 

따라 취업성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부정적으로 

평가한 연구가 많으며, 청년층 직업훈련 정책의 효과에 관해서는 정책에 따라 

상이한 평가가 존재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고용효과와 장기근속 유지 

효과에 관해서는 현재 일부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이성희외, 2017).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청년층 프로그램의 성과 차이를 

보여준다기보다는 프로그램별 참여자의 특성에 따른 선택효과(selection effect)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중 청년과 관련된 고용보조금 사업과 

실업급여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의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효과에 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평가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현재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고용보조금의 고용효과(규모효과와 대체효과) 및 사중손실

(deadweight loss)의 규모에 관한 분석과 청년층 구직활동지원금의 취업촉진 

효과에 관해서는 엄밀한 정책효과 평가를 통해 향후 추진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지금까지의 청년 고용정책 프로그램의 평가 및 연구는 엄밀한 

방법론에 입각하여 수행되지 못하였다. 우선 정책 프로그램의 성과관리가 부

실하거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정책 효과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가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방법론적으로도 통제집단(control group)과 처치

집단(treatment group)의 적절한 선정을 통한 정책프로그램 참여자의 특성 통제

가 지금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 평가방법의 개선

과 적용은 청년 고용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 절에서는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정책에 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청년 고용

문제는 구조적･제도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표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쉽게 해결될 수 없다. 현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미시 

정책의 개발과 함께 경제혁신과 규제완화, 노동시장 구조개혁 및 제도개선 등의 

거시과제를 추진해야 한다(이인재, 2009; OECD, 2013; 윤윤규외, 2017; 김유빈 

2018; OECD, 2019). 그간 정부는 다양한 미시 프로그램을 발전시켜왔으나, 거시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지는 못하였다. 청년 고용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앞으로 거시과제의 추진에 정부의 자원과 역량을 좀 더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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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고령자고용정책36)

제1절 고령자 노동시장 현황과 고용정책의 배경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 진행 속도로 인해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통계청(2017)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감소하여 65세 이상 고령자 1명을 

생산가능인구 5.3명이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의 62%는 생활비를 직접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림 23]부터 [그림 25]를 보면 고령자들의 취업자 수, 고용률, 경제활동

참가율 관련 지표가 모두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사회안전망의 부실로 고령자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고령자의 일자리 공급은 만성적으로 부족하고 이 또한 임시･일용직 등의 비정규

직에 집중화되어 있는 현실이다.

36) 본 절은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고령자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고령자 인력개발원, 조준모 

외, 2018)의 내용을 기초로 본 연구의 내용에 맞게 가감 보완하였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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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의 고령자 인구는 6.25 전쟁 휴전 직후 태어난 세대와 이후 경제

개발과정에서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들이 주로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저성장-

일자리 부족이라는 경제적 상황 속에서 대규모로 주된 일자리에서 퇴출하고 

있으며 산업 4.0과 같은 기술적 변화에도 미처 대처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 

스마트 IT 기술에 완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령자 일자리로 진입하여 이후에 

배출되었던 이전 세대와는 달리,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전환기형 고령자 일자리 

대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고령자 일자리는 취약한 사회안전망,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자 자살률, 건강 상실로 인한 사회문제 유발, 고령자 인적자본의 

미활용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복지, 노동, 사회 제반에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고령자 일자리를 위한 국가 차원에서의 적극적 대안이 

필요하다. 

[그림 23] 연령대별 취업자 증감 수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조사 (2016.12~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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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15~64세 및 고령층 고용률 증감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조사 (2018.08)

생계 목적으로 노동 공급을 지속하는 고령층의 비중이 높은 실정에서 고령자 

일자리의 양적 확대는 중요한 정책 과제이다. 주된 일자리에서의 직무 경험과 

무관한 단순노무직･임시･일용직에 종사하는 고령층의 비중이 높은 현실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가 고령자 고용과 대체관계에 놓여 

고령자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된다(이소현･임업, 2017).

[그림 25]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60세 이상) 

    자료: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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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령자 일자리의 양이 증가한 부문에서도 질은 도리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임금근로자의 연령대별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60세 이상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고령자 일자리의 상당 부분은 농어업에서 창출되고 

있다(통계청, 2017). 또한, 최근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은 남녀 모두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의 비공식 노동시장에서 근무함으로써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중도 높다. 

정년퇴직은 장기근속 후 연금생활을 하는 완전은퇴(Full retirement), 임금

피크제 및 근로시간 단축을 동원한 점진은퇴(Gradual retirement), 조기 퇴직 

후 생계보장의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전전긍긍하는 메뚜기형 은퇴(Hopping 

type retirement)의 총 3가지 형태를 보인다. 이 중에서도 한국의 경우 메뚜기형 

퇴직 패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Cho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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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고령자 고용정책의 기본 체계 및 내용

그간 한국에서는 고령자 세대의 소득 보장, 사회참여, 고령 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해왔으며, 정부도 이에 대응하여 다양한 

고령자 고용정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에서는 고령자의 소득보충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고령자 일자리 

및 사회활동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고령자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일하기를 

희망하는 고령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고령자의 소득 창출 및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2013년 국정과제로 선정된 고령자 일자리 및 사회활동 사업은 고령자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인해 2004년부터 만 60세 이상 고령자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고령자 일자리 사업 유형은 시니어 인턴십, 고령화 

친화 기업, 기업 연계형(민간 경상 보조)과 시장형 사업단과 인력파견형(자치

단체 경상 보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4년 도입 당시 공익 참여형, 공익 

강사형, 인력 파견형 및 시장 참여형으로 시작하였으나 이후 활동 유형이 

세분화되면서 시니어 인턴십, 고령자 친화 기업 등의 시장자립형 고령자 일자리 

사업이 포함되었으며 2017년에는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 기업 

연계형 사업 등으로 확대되었다. 이로 인하여 고령자 일자리 사업에 대한 예산 

규모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고령자 일자리 및 사회활동 사업 

전담인력 또한 2012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재정 지원을 받는 

고령자 일자리 수행기관과 사업단 수 역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기준 수행기관의 수는 1,224개, 사업단 수는 7,200개이며 누적 전담 인력 수는 

3,063명이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7). 

2017년 기준 고령자 일자리 및 사회활동 사업은 크게 고령자의 일자리와 

사회활동으로 구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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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형 주요 내용
예산
지원

활동 
성격

고령자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

고령자 
사회
활동

공익활동
고령자가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활동

자치단체
경상보조

봉사

재능
나눔활동

재능을 보유한 고령자가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성격의 
각종 활동

민간
경상보조

고령자 
일자리

시장형
(취창업)

시장형 
사업단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고령자 일자리

자치단체
경상보조

근로

인력
파견형
사업단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
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자치단체
경상보조

시니어
인턴십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령자의 직업능력 강화 
및 재취업 기회를 촉진

민간
경상보조

고령자 
친화기업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 설립지원

민간
경상보조

기업
연계형

기업이 적합한 고령자 일자리를 창출
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직무모델 
개발, 설비 구입 및 설치, 4대 보험료 
등 간접비용을 지원

민간
경상보조

<표 38> 고령자 일자리 및 사회활동 사업 유형과 주요 내용 

자료: 보건복지부(2018), 2018년 고령자 보건복지 사업안내(II). p.4.

고령자 취업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는 중장년 미취업자를 대상

으로 한 참여자 특성별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의 성과를 

보면 2017년 기준 목표인원 35,000명, 참여인원 19,810명, 취업률 84.3%, 6개월 

고용유지율 58.3%로 성과가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최근 신설된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수당 프로그램으로 말미암아 취업성공패키지의 참여가 감소하고 있으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2020년부터 실시되는 국민 취업지원 제도로 이관이 

예상되어 과거 프로그램의 안정적 성과는 불안정해지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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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유형 지원 대상

Ⅰ유형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차상위(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③ 기타 특정 취약계층(/노숙인,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청년 
니트족, 신용회복지원자, 건설일용근로자,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 등)

Ⅱ유형
① 청년층: 18~34세(소득무관)
② 중장년층: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35~69세 가구원

<표 39> 취업성공패키지 유형별 지원 대상

자료: 고용노동부 (2016).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 재작성

고용노동부의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사업은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광역 

단위의 12개 센터와 업종별 센터 1개를 운영 중으로 기업 맞춤형 인재 추천, 

중장년을 위한 생애경력설계서비스부터 퇴직예정 중장년을 위한 전직스쿨프로

그램, 구직자 재취업 지원을 위한 재도약 프로그램 등의 종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를 통하여 만 40세 이상 재직자, 퇴직예정자, 퇴직자를 대상으로 

퇴직 후 향후 진로(재취업, 창업, 귀농, 은퇴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

하고 심리 상담 및 교육 이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구인구직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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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설명 

만 40세 이상 
재직자 및 
구직자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 장년에 진입하는 일정시점에서 본인의 생애경력을 점검하고, 
인생 후반부에 대한 계획수립과 경력관리, 능력개발 활동 
지원 

  - 40대, 50대, 60+ 로 나누어 그에 맞는 경력준비 가이드라인 
제공 

만 40세 이상 
퇴직 예정자

전직스쿨프로그램 

◦ 기업 내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퇴직 후 취업, 창업 등 향후 
진로를 계획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 

  - 해당 기업 맞춤형 운영 
  - 직업체험 등을 통해 진로설정 지원 

퇴직자
재도약
프로그램

◦ 퇴직이후 경력목표에 따라 재취업, 창업귀농귀촌, 은퇴 등 
제 2의 인생설계를 위한 교육 

만 50세 이상 
장년

신중년 인생3모작 
패키지

◦ 생애경력설계 기회 제공 등을 통한 경력관리 능력개발 
지원 

  -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전직스쿨프로그램, 재도약프로그램 
등을 통해 경력 준비 지원 과정이 끝난 후 적합적무 구인
구직 일자리 알선 

만 40세 이상 
금융권 퇴직자

(예정자)

금융 특화 센터
(업종 특화 

전직지원서비스)

◦ 재취업 희망자에게 1:1 맞춤상담 및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전직 준비를 위한 서비스 지원, 맞춤형 전직지원 서비스 

맞춤형 인재 
채용
희망기업

찾아가는 기업 
서비스 

◦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업에 우수한 중장년 인재를 
추천하여 기업 맞춤형 구인과 교육서비스를 운영 

  -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네트워킹 지원 

<표 40>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사업 프로그램 내용

자료: 노사발전재단 (2019.08.25),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Retrieved from

https://www.nosa.or.kr/portal/nosa/majorBiz/senJob/snirWrkCnt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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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운영현황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보건복지부의 고령자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등의 프로그램은 고령자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고령자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경우 만 60세 이상 장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자 일자리의 창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임금 수준이 높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 분야의 프로그램은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령자 일자리 민간분야에서는 전문 서비스형(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지역사회 환경개선 등)에 고령자 인력이 집중되어 있다. 전문 서비스형 일자리는 

여성 고령 근로자의 참여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다.

구분 계

사회활동 노인일자리

공익
활동

재능나눔
활동

시장형
사업단

인력
파견형

시니어
인턴십

고령자
친화기업

시니어
직능클럽

참여자수 429,726 290,625 40,163 77,734 12,557 6,730 1,545 372

비율 100.0 67.6 9.3 18.1 2.9 1.6 0.4 0.1

<표 41> 고령자 일자리 지원사업 유형별 참여자 수

(단위: 명, %)

자료: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7), 2016노인일자리 통계 동향, p.33. 

<표 41>를 통해 2016년에 고령자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한 참여자 수가 

약 43만 명에 육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에는 31만 개 고령자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여 33.5만 개 창출 성과를 나타냈다(보건복지부, 2017).  

취업성공패키지의 고령 근로자 지원의 경우 Ⅰ 유형의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혹은 Ⅱ 유형의 장년층(35~69세 가구원)으로 지원해 왔다. 고령자들은 주로 Ⅰ

유형에 집중되어 있으며, Ⅱ유형의 경우 지원대상이 35~69세로 넓게 정의되어 

있어 고령자 맞춤형으로 지원되지는 않는다. 취업성공패키지의 고령 근로자 

취업 성과를 살펴보면 성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 고령층 지원의 

경우 요양보호사 및 청소미화 등의 부문에 구인 일자리가 많은 반면 남성의 

경우 구인 일자리가 만성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262   제3부 주요 대상별 고용정책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사업의 경우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진로에 대한 

상담 및 경력 설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심리 상담 등과 병행하여 퇴직 

후에도 새로운 진로를 찾고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직업체험 등을 통해 또 다른 경력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구인

구직 서비스는 50대의 퇴직예정자에게 집중하여 프로그램이 설계되어 있다. 

고령자 일자리 및 사회활동 사업은 만 60세 이상의 장년층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구축된 반면에 취업성공패키지는 중장년의 기준을 35세~69세로 

지정되어 있으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사업은 만 40세 이상을 중장년으로 

정의하고 있어 이들 사업 간 지원 대상의 중복성이 존재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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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고령자 고용정책의 주요 쟁점

고령 근로자의 경우 1~4명의 소기업에서 근로하고 있는 고령층이 대다수이다. 

따라서 고령 근로자가 접하는 노동시장의 경우 각종 노동규제의 사각지대에 

처하기 쉽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 변화하고 있는 노동

시장의 환경에 발맞춰 고령자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고령자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모색하고 

노동 공급과 수요의 특성을 고려한 매치 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일자리 보존이 어려운 

고령자들의 일자리 현장의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사업장 규모 　

2017 2018 2018-2017

비중 비중 비중 변화(%p) t-통계량 95% p-값

1-4명 0.6169 0.6236 0.007 0.879 0.38

5-9명 0.1417 0.1245 -0.017 -3.218 0.00

10-29명 0.1295 0.1351 0.006 1.051 0.29

30-99명 0.0733 0.0732 0.000 -0.021 0.98

100-299명 0.0239 0.0249 0.001 0.412 0.68

300-499명 0.0148 0.0188 0.004 1.973 0.05

관측치 8,300 7,927

<표 42> 사업장 규모별 변화

자료: 조준모 외 (2018)

근래 고령자 고용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 중 하나는 60세 정년보장 

제도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고령자 고용법37)이 개정(2013.5)을 통해 

포함된 ｢정년 60세 이상 의무제｣는 2016년에 1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으며, 

2017년에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어 전 사업장에서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 ｢정년 60세 이상 의무제｣ 발효 이래로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 모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정년 이후 고령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37) 공식 명칭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고령자고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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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불안정성 변화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분석은 소수이다. 이에 대한 

연구들 중 남재량(2018)의 연구는 ｢정년 60세 이상 의무제｣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힌다. 특히, 간접경로(정년연장의무화→노동비용상승

→고용감소)를 통한 부정적 고용효과를 실증적으로 포착하고 있다. 실제로 

2016년 이래로 정년 연장에 따른 고직급화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 연공

적인 인사체계에 따른 장기근속 근로자의 조기 퇴출 압력 심화, 기업의 부담 

가중 등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 부족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기존의 연장된 새로운 정년 연령인 60세 이상이 아니라 기존의 정년 

연령인 55세보다도 더 일찍 종료될 수 있다. 

[그림 26] 역대 정부 실업자와 청년실업자

(단위: 명, ※청년실업자: 15~29세)

   자료: 김기찬 박경민, “DJ 이후 고용정책 근간 안 흔들려... 문재인 정부에서 현금 지원 강화”, 

중앙일보,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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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정년 연장×호봉제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켰지만 이를 억제

하기 위한 임금체계 개선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노력은 부족하였다. 남재량

(2017, 2018)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체의 고용 증가율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연령의 법제화에 대해 임금피크제의 

도입과 같은 임금조정이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초래하였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엄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그림 27] 정년퇴직자 및 조기퇴직자 수의 변화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를 이용한 남재량 (2018)의 결과치 

대기업 유노조 사업장과 중소기업 무노조 사업장의 근로조건 격차가 확대됨

으로써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 27]과 같이 

정년연장이 이루어질 경우 이의 실질적 수혜자들은 공공부문 및 대기업 유노조 

사업장 정규직 근로자에 집중될 수 있다. 중소기업 무노조 사업장의 경우 

정년연장이 오히려 정년퇴직자 수를 줄이고 조기퇴직자 수를 늘릴 가능성이 

높다. 한편 대기업 유노조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에 막혀 

고임금 고령인력의 정년은 연장되었지만 고령층 대비 저임금 초봉 인력의 

다수 채용을 억제하는 부작용을 유발하여 우리나라 핵심노동시장의 고용창출

여력을 감소시키는데 일조했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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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후 정년 60세 도입 시 기존 제도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였던 부작용을 

반면교사로 삼아 임금체계 개선, 고령 생산성 제고를 위한 직무설계 개선 등 

비용 중립화 노력의 의무화를 전제로 한 정년 연장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상당수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정년을 연장한 이후 법상 정년을 연장하는 것도 

고용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현장 기업들의 적응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추후 법적 정년을 연장한다고 하여

도 충분한 유예기간과 더불어 60세 정년 법제화 당시처럼 급격히 연장할 것이 

아니라, 1년에 1세 또는 2~3년에 1세 연장 등과 같이 서서히 연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남재량, 2018). 한편 연공적인 인사체계에 대한 변화 

공감대가 형성되어가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연공적인 임금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이슈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직무/역량/성과 중심의 인사체계로의 

점진적 개편을 위한 지속적 노력 또한 필요하다. 

또한, 2017년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60세 이상 

근로자들의 미만율을 추정해보았을 때, 60~64세, 65~69세, 70세 이상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보았을 때 2016년 

기준 42%(20대는 14%, 30대는 5.1%, 40대는 7.4%, 50대는 13.0%)에 이르고 60세 

이상 근로자 중에서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미만율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남성보다는 여성 고령 근로자의 미만율이 높은 실정이다. 고령 노동력 

공급 측면에서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근로 자발성이 낮지 않다. 이는 최저

임금 미만의 임금이어도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 근로자와 고령층의 생산성에 

비해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기업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최저

임금 미만율이 높아지는 것을 시사한다. 고령 근로자들의 경우 임금보다는 일

자리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고 4대 보험 등 보험료 납부 후 혜택의 기대 기간이 

짧고 기초연금 및 생활 보장 지원 대상자에서 감액 및 탈락되는 것을 우려하여 

현찰 임금 계약을 맺고 아르바이트 일자리에서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획일적인 

노동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도리어 비공식 고령자 노동시장을 양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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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60세 이상 근로자들의 성별, 연령별 최저임금 미만율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2017.08,  조준모 외 (2018)에서 재인용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혜택이 고령자 및 고령자 일자리에 돌아

갈지는 불확실하다. 도리어 오히려 2차 노동시장(소기업-비정규직)에 집중 

분포하는 고령자 일자리가 파괴될 우려도 존재한다.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고령층을 오히려 노동시장에서 구축할 수 

있다. 그나마 조기 퇴직을 막고 고령자들을 주된 일자리에 가급적 길게 근무를 

유인하기 위한 임금피크제 예산 또한 최근 급격히 감소하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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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과제 

첫째, 취업 알선을 주로 하는 고령자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직무

훈련 등 고령층의 취업 가능성,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동반할 

필요가 있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의 고령자 일자리 정책을 살펴보면 대부

분의 정책이 고령층의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과 구인구직 매칭 체계를 동시에 

진행한다. 이러한 정책은 정부의 최소한의 보조금을 통해 고령층이 민간분야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정부의 지원이 끝난 이후에도 민간분야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시키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고령층의 

생산성 고취가 없는 구인구직 매칭은 고령 근로자들에게 일시적인 일자리 

제공에 그칠 수 있다. 직무훈련 등을 통해 고령층의 생산성을 높이게 되면 

비교적 높은 임금과 안정된 근로조건을 보이는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에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상담-직무훈련-구인구직 매칭 서비스 

제공 등이 패키지로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 상황에 비추어보았을 때 장년층을 

만 60세 이상이 아니라 만 60-64세, 65-69세, 70세 이상 등 세분화하여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장년층보다는 청년층 중심으로 지원

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의 폭 또한 넓어 장년층에게 맞춤형 지원이 어렵다. 

더구나 취업성공패키지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사업, 고령자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사업과 지원 대상이 중복된다는 문제점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중 

하나를 지원받는다고 하여도 상담과 직업훈련 등 이들의 연령별, 능력별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 체계가 마련되어 있기보다는 단순한 심리 상담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고령자들 중 정신 및 정서불안을 경험하는 경우 고용을 위한 심리 상담 

등에 대한 지원은 없을 뿐만 아니라 상담자와 소통 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상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훈련 직종의 대분류가 

HRD-Net과 워크넷이 함께 제공되어 고령자 일자리 PES (Public Employment 

Service)와 직업훈련체계로는 부족한 상황이다.

셋째, 여러 부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령자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통합 

정보시스템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고령자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지원 내용의 중복성으로 인해 여러 부처 



제2장 고령자고용정책  

269

단위에서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통합적인 고령층 노동력의 수요를 

파악하고 정보 및 맞춤형 심리 상담/직업 훈련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효율적으로 구인구직 매칭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정부의 지원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및 활용도 강화가 필요하다. 

기업의 고령 노동력 수요 조사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활용도가 저조하여 정책 인지도가 떨어지는 

상황이다(조준모 외, 2018). 활용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정책 접근성(행정절차, 

지원 요건)의 어려움이 지배적이다. 중복되는 지원 내용들을 통합화하고 행정 

절차 등을 간결화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지원 프로그램 활용도 및 인지도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 기관들에서 산발적으로 고령자 일자리 정책이 

진행되어 원스톱 서비스를 만들고 홍보하여 고령자들의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고령자 일자리의 양적 확대를 달성되더라도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점이 나타날 수도 있다. 

다섯째, 인사체계의 연공적 요소에 대한 축소/탈피가 필요하며 연공급이 “굵고 

짧은” 근속 트랙에서 “굵고 길게”로 변화시키기 위한 임금체계와 직무설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경제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노사 자치의 

임금체계를 형성하여 노사 자율 역량으로 임금제도를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정년연장에 대한 배경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의 급작스럽게 진행되는 

정년연장은 노동시장의 고용파괴의 부작용을 낳을 것이 자명하다. 2016년 60세 

정년연장법의 노동시장 부작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또한, 임금 결정에 

있어 통상임금, 주휴수당 등과 같은 법적 규제가 과도하기 때문에 임금제도의 

사법화 경향을 지양하고 법적 규제를 단순화 및 기초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단순한 60세 정년의 65세 정년 연장 등 논의에 앞서 연령 다양성 

관리(Age Diversity Management) 인식이 기업 내 인사관리에 선제적으로 뿌리

내려야 한다. 한국경제의 압축 고도성장은 베이비붐 세대의 압축 채용으로 

연결되어 왔지만, 이내 닥쳐온 저성장 시대는 밀레니엄 세대에 대한 노동시장 

저주로 다가왔다. 설상가상으로 정년 연장은 베이비붐 세대 근로자의 대량 

공급으로 밀레니엄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의 문턱을 높였다. 또한, 경직적 노동

제도 및 관행과 유교적 상명하복의 조직문화는 세대 간 인식 격차를 유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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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2019년 7월에 발효되게 하였다. 세대 간 인식 

격차는 성(gender) 및 노사관계 이슈로 결합하여 직장 내 복합 갈등으로 확대

재생산하기도 한다. 세대 간 문화 인식의 격차 상존은 조직문화를 경직화시키고, 

선배의 숙련 전수(Overlapping Generation)를 어렵게 하며 후배의 창의적인 

사고가 경영에 이식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한편 기업들의 글로벌 경영에 

필요한 개방적이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갖추지 못하게 하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훼손하여 결국 고령 근로자와 밀레니엄 세대 모두의 고용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연령 다양성 관리 인식의 우선적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곱째, 모든 연령층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각종 노동제도가 고령층과 부정합 

하여 고령층 비공식 노동시장이 확대되거나 법을 준수하면 일자리가 파괴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임금 결정에 있어 통상임금, 주휴수당 등과 같은 법적 규제가 

과도하기 때문에 임금제도의 사법화 경향을 지양하고 법적 규제를 단순화 및 

기초화할 필요가 있다. 고령 근로자는 연령대별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기업들의 주휴수당 지급 부담으로 인해 고령층 노동시장에 저임금, 

단시간 일자리의 비중이 커질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연령별로 차등적 최저임금 

적용, 근로시간 단축 예외 업종 확대 등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며, 보다 근본적

으로 노동제도 도입 시 고령자 노동시장에 고용영향을 고려하여 고령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법상 맞춤형 보호 방안 수립을 통해 고령 근로자의 양적 고용 확대 

및 질적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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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역･산업 고용정책

제1절 지역･산업 고용정책의 의의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실제로 발생되고 매칭이 일어나는 곳은 지역과 산업

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70~90년대의 고도 성장기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일

자리 수요가 발생하였고, 활발한 노동이동으로 지역･산업에서의 일자리 매

칭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7년 경제외환 위기로 대

량 실업을 경험하게 되었고, 더욱이 경제가 중성장 및 저성장 시대로 전환되

면서 고용 문제가 지역별, 산업별로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적으로는 지방자치의 역사가 짧고, 경제적

으로는 정부 주도의 압축 성장으로 산업계 역시 고용생태계에서의 목소리가 

취약한 상황이었다. 특히 한국의 고용정책은 2000년대 초반까지도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정책 전달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지역･산업 특유의 고용 니즈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노정되었고, 이로 인해 인력개발 및 고용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정책 환경에서 한국 

정부는 지역 및 산업 특유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및 산업이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상향식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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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중반 이후 지역･산업 중심의 고용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지방자치의 역사가 길고 산업화 역시 장기간에 걸쳐 진행

되면서 인력개발 및 고용정책에 있어 지역 및 산업의 참여 수준이 높아져 왔

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일자리위원회, 2019).

이 장에서는 2006년 지역맞춤형 인력개발 사업을 시점으로 한 우리나라에서의 

지역･산업 고용정책의 형성과 진행 과정, 그리고 현 시점에서의 문제와 개선 

방안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지역･산업 고용정책의 전달체계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본고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면, 지역･

산업이라는 중위 단계(meso level)에서 인적자원개발 및 고용정책을 결정하고 

전달하는 기구(거버넌스)를 통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인자위, Sector Council: 

SC)라고 하고, 지역 단위 기구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지역인자위, Regional 

Skills Council: RSC), 그리고 산업 단위 기구는 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산업인자위, 

Industrial Skills Council: ISC)로 한다. 여기서는 지역인자위 및 산업인자위의 

형성과 변화, 그리고 주요 역할과 향후 과제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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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역 고용정책: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우리나라의 경우 60-70년대 산업경쟁력 구축과 강화를 위해 강력한 경제개발

계획이 추진되었고, 이에 따라 산업의 지역별 배치가 집약적으로 이루어졌다. 

가령 울산의 석유화학, 자동차 및 조선산업, 창원의 기계산업, 포항의 철강, 

대구의 섬유 및 전기전자산업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러한 산업의 지역특화 

배치는 고도 성장기에는 산업경쟁력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시대로 전환되면서 특정 산업(가령 조선업)이 

침체되는 경우 그 지역 전체가 경제위기를 맞게 되고, 특히 실업문제가 집중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난 50년간 지역의 노동력을 공급하는 

인구구조 및 교육구조 역시 지역별로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지역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므로, 고용정책 역시 지역의 특수한 노동수요 및 공급구조를 감안하여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게 되었다(이규용 외(2014), 정재호 

외(2015), 노동부(2017, 2019)). 

지역별로 특화된 고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사항은 

고용정책의 지역별 거버넌스(정책의 수립 및 전달) 구축 문제이다(이규용 외

(2014)). 고용노동부는 자체적으로 지역 조직(지방 고용노동청 및 고용안정

센터)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의 노동수요를 파악하고 지역특화 고용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노동부, 2019). 따라서 지방자치

단체 및 지역의 산업계가 주도하는 지역 고용정책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인적자원개발

위원회(RSC)가 태동되어 현재까지 진화･발전되어 왔다. 

법(<별첨 1>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근거한 지역인자위는 2013년에 

설립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지만, 그 이전에도 지역 단위에서 고용정책을 수립･

추진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우선 노동부는 2006년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고용심의회(위원장: 자치단체장)’가 지역 고용정책의 

거버넌스 역할을 맡도록 추진한 바 있다. 심의회는 지역고용정책을 심의･조정

하는 역할을 부여받았고, 특히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지역에서 

구체화하고 시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여기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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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의 하나로 지역 노동시장 연구사업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별로 ‘노동시장 연구포럼’이 구성되어 지역 노동시장에 특화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최초로 도입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후 연구포럼은 

지역인자위가 시행하는 연구 및 조사 사업(지역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 지역내 

인력･훈련 수요 조사, 지역 훈련기관･과정 현황 조사)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

리고 2010년에는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가 도입되면서 지역, 특히 지방자치단

체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2012년부터는 243개 지자체가 100%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일자리 목표를 제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지역 주민에게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지역노사정협의회가 지역노사민정파트너십협의회(지역노사민정

협의회)로 변경되면서 그 기능이 확대되었고, 2011년에는 고용정책기본법이 

개정되어 지역고용심의회가 지역노사민정협의회로 흡수･통합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지역인자위 이전 시기의 대표적인 지역고용정책인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public work) 

혹은 직업훈련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기업 및 창업 지원, 취업연계 

등을 통한 전반적인 고용정책에는 근접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평가된다(노동부, 

2019). 그리고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일년에 몇 번 회의를 하지만, 사무국이 

없어 지역 고용정책의 실제적인 거버넌스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3년 고용노동부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이를 수행할 기구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공동위원장: 부단체장 및 사무국 설치기관의 장)를 설치하게 된다. 

이후 2016년에는 <별첨 1>에서와 같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이 개정되어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2006년부터 추진

되어 온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지역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계승한 ‘지역

혁신프로젝트’ 사업이 새롭게 추진되면서 이를 추진하는 기구로서 ‘지역고용혁신

추진단’(위원장: 자치단체 국장급)이 구성되었다. 그러나 지역 고용정책 추진 

기구의 중복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역고용혁신추진단은 2016년과 2017년에 

지역인자위의 한 조직(혁신추진팀)으로 통합되었고, 지역인자위 역시 2017년 

이후에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산하 하나의 특별위원회 혹은 분과위원회 형태로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강제 규정은 아니어서 지역별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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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되고 있는 지역도 있는 반면, 현재 개별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도 

있는 상황이다.38) 다음 [그림 29]는 지역 고용정책 거버넌스의 변화과정을 

요약해 보여준다.

[그림 29] 지역 고용정책 거버넌스의 변화

지역고용심의회가 지역노사민정협의로 대체되고, 지역인자위가 지역노사민정

협의의 하부 조직으로 통합되게 된 데는 장단점이 있다. 우선 지역에서 지역

고용정책 거버넌스의 일원화가 이루어져 고용정책의 책무성이 분명하게 되었고, 

법(노사관계발전지원법 제3조)에 해당 지역 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회의 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에서는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로 작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협의회의 기능에는 ‘지역 노사관계 안정’ 등이 포함되어 

있어 지역 고용문제에 대한 관심이 분산될 수 있고, 자치단체가 주도하도록 

되어 있어 산업계의 참여가 저조할 수 있다는 단점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노사민정협의회는 사무국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직원이 1-2명에 

불과하고 겸직하는 경우도 많아 협의회 운영을 뒷받침하는 기능이 약하고, 

특히 대부분의 지역고용 사업 예산이 지역인자위 사업에 치중되어 있어 지역

인자위의 입장에서 보면 협의회는 옥상옥으로 보이게 되는 구조이다. 한편 

지역인자위의 사무국은 대부분 지역의 상공회의소 및 경총 등 민간기구에서 

38)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9개는 통합되어 있는데, 부산･대구･경남은 분과위, 인천･광주･

경기･강원･충남･전남은 특별위 형태로 통합되어 있음(고용노동부(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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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고 있어, 협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 일자리지원 사업이 해당 사무국의 

사업으로 보이게 되어 있다. 그리고 지역고용심의회가 노사민정협의회로 대체

되면서 지역 고용정책에 대한 심의 기능이 위축되었다는 점도 그간 지역 고용 

거버넌스의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중의 하나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고용정책의 효율화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고용 거버넌스의 

정비가 향후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 여기에서 지역 고용 거버넌스에 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형태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어떤 지역에서는 협의회 운영이 활발한 곳이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인자위가 중요한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도 있다. 그리고 

지자체가 제 3 형태의 지역 고용 거버넌스(가령 인천의 일자리위원회, 충남의 

일자리진흥재단 등)를 구축하거나 구상하고 있는 지역도 있다. 중앙정부는 

지역 고용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심의), 지역특화 고용 및 인력개발 정책의 

추진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지역 고용 거버넌스의 구축을 지원하되,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기보다는 지역 특성에 부합되는 다양한 거버넌스 모델이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 고용 거버

넌스의 형태가 어떠하든 사무국은 지자체의 한 조직이 되어야 하고, 의사결정 

기구에는 반드시 산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구조가 되어야 하고, 더불어 

산업수요를 고려한 지역 고용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심의･의결 기능이 강화된 거버넌스 구조가 요구된다.

다음에는 지역 고용정책의 가장 중요한 전달 조직인 지역인자위의 역할과 

구성에 대해 살펴보자(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8). 우선 법에 규정된 RSC의 

역할은 지역 인력양성 기본계획의 수립, 지역 내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조사, 

지역 교육훈련 기관 및 과정에 대한 현황 조사,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 관련 

재원 배분 및 조정, 지역 내 인력양성사업의 연계와 평가, 해당 지역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자체단체가 실시하는 인력양성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및 

예산 반영 의견 제시 등이다. 이 법에서 RSC가 지역의 인력양성 측면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2017년 이후에는 일학습병행제 

지원, 지역고용혁신프로젝트 추진 등 지역의 고용정책을 담당하는 분야까지 

지역인자위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해당 RSC는 지역의 산업계, 교육훈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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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당사자(stake holders)가 직접 

참여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인력양성 및 일자리 사업에 산업 수요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계가 다수 참여하고 있으며, 사무국 역시 대다수 

지역인자위에서 사용자단체가 맡고 있다. 다음 [그림 30]은 위원회 사무국 

구조를 요약해 보여준다. 

지역인자위 조직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 실무협의회

사무국

설치기관 : 지역상공회의소, 
지역경영자총협회 등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팀
일학습병행팀

지역혁신프로젝트팀
(지역산업고용정책팀)

※ 지역인자위 연도별 사업 운영 방향 및 사정에 따라 부서명은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그림 30] 지역인자위 조직도

RSC는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해 심의 및 의결을 담당하는 본위원회(지역

인자위) 산하에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이해 당사자 간 긴밀한 의사소통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두고 있으며, 지역의 노동공급을 담당하는 교육훈련기관 간 연계･조정을 위해 

지역인력양성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무국은 지역산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에 설치되어 있는데, 2018년 현재 

전국의 16개 RSC 중 12개 지역에서는 지역상공회의소, 3개 지역에서는 지역

경총에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다만 강원 지역의 경우에는 강원도가 직접 

운영하는 강원도경제진흥원에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사무국은 다시 인력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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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일학습병행 사업을 각각 담당하기 위한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다만, 

일학습병행팀 운영 여부는 지역인자위별로 다름). 사무국은 지역 노동시장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 인력 및 훈련 수요조사, 지역의 훈련공급 현황조사, 그리고 

인력수급 전망과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시행하고 있다.

지역 고용정책의 핵심은 지역의 산업 수요에 부합되는 인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 정책이다. 그러나 지역적 관점을 보다 강조하게 되면,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 청년, 고령자,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지역의 교육훈련 현황 등이 중심 

의제가 되고, 이는 노동공급 중심의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지역

에는 산업이 있고, 일자리는 산업이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적 관점을 

보다 강조한 노동수요 중심의 고용정책이 중요하다. 즉, 일자리의 측면에서만 

보면, “지역이 산업이고, 산업이 지역이다.” 이러한 관점은 2018년 ‘고용위기지역’ 

지정 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2018년 4월 군산, 울산 동구, 거제시, 통영시, 

창원 등 7개 지역이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역 고용위기의 원인이 

지역 산업의 구조조정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 결과 

지역 일자리 문제는 결국 지역의 산업 문제라는 측면을 보다 강조한 정책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는 이전의 지역 고용정책이 주로 인력양성이나 취역

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 노동공급 측면이 강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하고 있다. 

지역의 산업 수요 지원이라는 측면을 보다 강조하는 흐름 속에 주목할 만한 

정책 변화의 사례는 ‘노사상생형 일자리지원사업’과 지역인자위 내에 구성한 

‘업종별 일자리 네트워크’ 사업이다.

지역의 노동수요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지역 고용정책 전환의 기폭제가 된 

것은 2017년부터 추진된 소위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자체와 

지역의 노사가 공동으로 투자 협약을 맺고 추진하면, 중앙정부가 종업원의 

거주, 복지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실질임금을 높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후 ‘노사상생형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지역 고용정책의 또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게 된다. 현재 추진 기관은 

노사발전재단이고, 사업 내용은 지역의 노사상생형 일자리모델 개발과 이행 

방안 마련 등을 위한 컨설팅 사업이다, 이 사업은 컨설팅단을 노사민정협의회 

참여자로 구성하고, 그 결과를 노사민정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협의회를 사업의 거버넌스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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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업종별 일자리 네트워크사업은 2017년 고용노동부(2017)의 ‘지역･산업 

고용실천 전략’에서 비롯된다. 전략의 핵심은 지역의 산업 단위에서 고용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노동시장 이슈는 물론이고, 지역전략

산업 활성화 및 규제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노동수요 측면의 전략도 

포함되어 있다. 이후 이 전략은 2019년 일자리위원회의 ‘지역고용정책 개선

방안’으로 발전되어 나간다(일자리위원회(2019). 방안의 핵심은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지역고용정책을 산업･고용･복지･교육 정책 등을 연계하여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이 주도하되 중앙정부는 지원하고”, 지역

고용 거버넌스 역시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립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 중 주목할 만한 사업이 지역인자위 내에 구성되어 있는 ‘업종별 

일자리 네트워크’ 사업이다(<표 43> 참조, 일자리위원회(2019)). 이는 지역의 

주력산업과 연계된 일자리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주력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지역고용정책 추진한다는 것으로 산업 수요중심으로 지역 고용정책을 전환

한다는 최근의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권 역 주요 업종

수도권
･강원

▸(서울) IT-SW산업, 보건의료
▸(인천) 뿌리산업, 자동차부품업, 항공산업, 표면처리업
▸(경기) 자동차부품업, 반도체업, 자동차･전자･기계, 패키징산업,
섬유산업, 출판인쇄업 등
▸(강원) 레저휴양지식서비스산업, 자동차부품, 의료기기제조업

충청권

▸(대전) 컨택센터산업, 첨단기술산업
▸(세종) 로컬푸드산업
▸(충남) 자동차부품업, 반도체･디스플레이, 식품업(조미김제조업)
▸(충북) 바이오산업, 스마트IT산업 

호남권
･제주

▸(광주) 자동차산업, 가전산업
▸(전남) 조선업, 석유화학철강업
▸(전북) 농생명･농식품산업, 자동차부품업, 미래탄소산업, 정보통신업
▸(제주) 관광업

영남권

▸(부산) 자동차산업, 조선업, 관광･콘텐츠, 도매 및 소매, 관광･숙박 등
▸(대구) 첨단의료산업, 자동차부품업, 철강, 전자, 첨단베어링, 의료서비스
▸(울산) 자동차산업, 조선업, 석유화학, 비철금속
▸(경남) 조선업, 자동차부품업, 기계산업, 항공업
▸(경북) 자동차부품업

<표 43>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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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산업 고용정책: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우리나라에는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가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하나는 산업통상산업부가 지원하는 산업별 인적자원

협의체이고, 다른 하나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이다. 이 두 기구는 각각 독자의 경로를 통해 발전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서는 각 기구의 형성과정과 역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산업통상자원부가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산업별인적자원협의체

(Sector Council: SC)는 산업발전법 제12조(기업경영자원의 개발 촉진 등)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에 

근거하고 있다(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9).39) 이 협의체는 산업계 주도로 인력 

수요를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정부 및 인력양성기관 전달하여 산업계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협의체는 업종별로 업종단체, 

대표기업, 관련학계,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형식적으로는 민간 주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협의체는 2004년 3개 업종(e-biz, 전자, 철강)에서 

구성되어 출범한 이래, 2019년 현재 23개 업종별로 구성되어 있다.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가 협의체에 지원하는 예산은 약 48억원으로, 각 협의체는 

주로 법에 명시된 사업인 ① 산업별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수요에 관한 분석, 

② 산업별 특화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③ 공통 직무표준 및 자격기준의 

개발･제안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그 외에 일부 협의체에서는 

해당 업종에의 채용(해외 취업 포함)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산업별인적자원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업종의 특성을 보면, 표준산업분류의 

틀에서 벗어나 있다는 특징이 나타난다. <표 44>에 있는 협의체 구성 업종을 

보면 전자, 철강, 섬유, 조선, 자동차(부품), SW 등 표준산업분류 체계를 기본

으로 한 협의체가 있는 반면, e-biz, 나노, 절삭공구, 광융합, 뿌리, 에너지절감 등 

표준산업분류 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협의체도 다수 나타나는데, 이는 산업통상

자원부가 실제 산업 현장의 업종 단위를 중시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업종 구성의 특성은 인력수요의 파악이나 교육훈련프로그램의 

39) 산업발전법의 SC는 본 연구에서는 ISC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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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등의 측면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3D프린팅 협의체의 경우 

‘이탈리아 DWS社연계 컨설팅엔지니어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로봇 협의체의 

경우 ‘재직자가 가르치는 실무형 대학(중앙대 학부) 정규 교과목 개발’ 등 

업종별로 특화된 사업을 개발하고 있다는 특징이 나타난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역시 

산업별 협･단체(사업주단체), 기업, 근로자단체 등으로 구성되었고, 특히 인력 

및 고용정책 추진에서 산업현장의 수요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산업

분야의 대표단체가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 기구이다. 인자위의 산업 

단위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는 ISC가 

NCS의 개발 및 개선, 기업 및 교육훈련기관의 NCS 활용 지원, 국가기술자격의 

NCS 기반 개편, 산업별 역량체계(SQF) 구축 등 산업 단위 NCS 개발과 활용의 

중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2014년 9월 고용노동부는 ‘직업능력개발 혁신 3개년 실천계획’을 통해 ISC를 

설립하게 되었고, 2017년 1월 고용노동부 고시로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했지만, 현재까지도 산업인자위 자체에 대한 법적 지위는 확립되어 

있지 않다. 다만,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2조(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근로자단체 및 사업주단체 등이 다음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에 ISC의 지원 근거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 고용노동부가 사업 공모를 통해 경영･회계･사무, 기계, 화학, 재료 

등 11개 산업 분야에서 ISC를 출범시킨 이래 현재 17개의 ISC가 구성되어 있다

(<표 45> 참조). 설립 이후 ISC는 사업 영역을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표준 설정과 

활용에서 더 나아가 직접훈련사업 분야(일학습병행 훈련과정 개발, 공동훈연센터 

운영 등) 및 고용정책 분야(채용지원, 지역인자위와 연계한 지역일자리 혁신사업 

등)로 확대하고 있다. ISC의 사업 영역과 사업별 연계는 <별첨 1> ‘정보기술･

사업관리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중장기 사업 전략’에 잘 정리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국가역량체계(Korea Qualification Framework: KQF)를 정보기술 

산업 단위에서 구현하고자 개발하고 있는 ITSQF(IT Sectoral Qualification 

Framework)이다. 향후 ISC가 각 산업 분야에서 SQF를 구축하고 실제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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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운영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인적자원개발과 고용정책은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두 개의 형태로 각각 발전되어 왔다. 

두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는 모두 산업 현장의 노동수요를 파악하여 

인적자원개발 및 고용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사업 운영 성과를 비교해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SC는 노동의 

양적 수요 및 전망 파악에 다소 강점이 있는 반면, 고용노동부의 ISC는 노동의 

질적 수요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 측면에 다소 강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자는 산업 단위를 세분화하여 살펴본다는 장점이 강한 반면, 후자는 

표준화되어 있는 산업 분류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능력표준 및 노동력의 

국제 비교가 가능한 장점이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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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협의체 업종 사무국(기관) ’19년 예산
(단위: 백만원)

지정년도

1 e-biz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180 ’04.02

2 전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165 ’04.02

3 철강 한국철강협회 430 ’04.02

4 섬유 한국섬유산업연합회 165 ’05.03

5 조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165 ’05.03

6 반도체 한국반도체산업협회 430 ’05.03

7 바이오 한국바이오협회 180 ’05.03

8 로봇 한국로봇산업협회 430 ’09.01

9 나노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 165 ’09.01

10 신재생에너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165 ’09.01

11 자동차(부품)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155 ’12.11

12 SW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165 ’12.11

13 의료기기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155 ’12.11

14 디자인 한국디자인진흥원 165 ’12.11

15 플랜트 한국플랜트산업협회 165 ’12.11

16 3D 프린팅 3D융합산업협회 165 ’15.07

17 절삭공구 대구기계부품연구원 150

’18

18 이러닝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150

19 디스플레이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150

20 광융합 한국광산업진흥회 150

21 뿌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55

22 에너지절감 한국BEMS협회 150

23 건설기계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150

<표 44>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현황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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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C명 대표기관
NCS 분류체계

대 분 류 중 분 류

정보기술･사업관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01. 사업관리 1. 사업관리

20. 정보통신 1. 정보기술

경영･회계･사무 대한상공회의소 02. 경영･회계･사무

1. 기획사무

2. 총무･인사

3. 재무･회계

4. 생산･품질관리

금융･보험 한국금융투자협회 03. 금융･보험
1. 금융

2. 보험

상담 전국고용서비스협회 07. 사회복지 및 종교 2. 상담

디자인･문화콘텐츠 한국디자인진흥원 08. 문화예술･디자인
2. 디자인

3. 문화콘텐츠

관광･레저
한국호텔

전문경영인협회
12. 이용･숙박여행･

오락･스포츠
3. 관광･레저

음식서비스 한국외식업중앙회 13. 음식서비스 1. 식음료조리･서비스

건설 건설근로자공제회 14. 건설 3. 건축

조선･해양
한국조선

해양플랜트협회

14. 건설 8. 해양자원

15. 기계 8. 조선

기계 한국기계산업진흥회 15. 기계

1. 기계설계

2. 기계가공

3. 기계조립･관리

4. 기계품질관리

5. 기계장치설치

뿌리
한국금형공업
협동조합

15. 기계 10. 금형

16. 재료 1. 금속재료

재료 한국철강협회 16. 재료
1. 금속재료

2. 요업재료

화학
한국프라스틱공업
협동조합연합회

17. 화학

1. 화학물질･화학공정관리

2. 석유･기초화학물 제조

3. 정밀화학제품 제조

4. 플라스틱･고무제품제조

섬유제조･패션 한국섬유산업연합회 18. 섬유의복
1. 섬유제조

2. 패션

전기･에너지･자원 한국전기공사협회
19. 전기･전자 1. 전기

23. 환경･에너지 5. 에너지･자원

전자
한국전자정보통신

산업진흥회
19. 전기･전자

2. 전자기기일반

3. 전자기기개발

방송･통신기술
한국정보

방송통신대연합
20. 정보통신

2. 통신기술

3. 방송기술

<표 45> 산업별 인적자원위원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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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그림 31] 정보기술･사업관리 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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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법적 근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2조의2, 3

제22조의2(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이하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지역 인력양성기본계획의 수립

  2. 지역 내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조사

  3. 지역 교육훈련기관 및 과정에 대한 현황 조사

  4.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 관련 재원 배분 및 조정

  5. 지역 내 인력양성사업의 연계와 평가

  6. 해당 지역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인력양성

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및 예산 반영 의견 제시

  7. 그 밖에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3(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역 단위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거나 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수요

조사와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지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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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고용영향평가 체계

제1절 도입 배경 및 의의

고용영향평가는 중앙 부처 및 자치단체의 정책･사업이나 법･제도 등의 수립 

및 추진 등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당초 정책･사업･법･

제도의 고유한 목표를 견지하면서도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측면을 제고하거나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고용영향평가를 도입한 이유는 현재 누구나 체감하고 있는 것처럼 

노동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98년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경제성장률이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성장에 따른 일자리 증가 정도가 낮아지는 

저성장･저고용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일자리 창출력이 현저히 낮아진 반면, 

노동시장의 변동과 불안정성은 커져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졌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정부의 최상위 국정 목표로 설정하고, 반드시 

일자리와 관련된 재정사업이 아니더라도 해당 사업의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의 목표가 보다 노동시장 친화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2010년부터 시작된 고용영향평가는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1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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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한 정책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40)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방안>을 의결하면서 

고용영향평가를 예산･정책･법령 등 국정 전반으로 확대･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고용영향평가는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노동시장 친화적 방안을 

제언하고 권고하는 기존 방식의 평가 외에,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재정 지출로 

인한 일자리 창출 정도를 평가하여 이 결과를 예산편성의 중요 기준으로 활용

하도록 하는 평가가 추가되었다.

이처럼 현재 고용영향평가는 정부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고용친화적 정책을 모색하는 것과 더불어 반드시 일자리와 관련한 

재정사업이 아니더라도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사업에 보다 많은 예산이 

배정되도록 예산 대비 일자리 효과성을 높이는 정책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40) 고용영향평가는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도 핵심 국정 목표였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 

지원 및 모니터링,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평가 등의 정책도구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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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고용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및 체계화

고용영향평가의 실시는 <고용정책기본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2009년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해서 고용영향평가 시행의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되었고, 2014년 개정과 2019년 개정을 통하여 시행 체계를 정비하고 그 

역할을 확대하였다.

먼저 2009년 개정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정책의 분석･평가)에서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였다. 더불어 고용영향평가 대상으로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분석･평가를 요청하는 정책,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이 완료된 정책으로서 정책심의회에서 

분석･평가하기로 심의한 정책 등으로 규정하였다. 즉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평가를 요구하는 정책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한 정책을 

평가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이어 2014년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해서,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직권으로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④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 등을 고용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으로서 추가

하여 고용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하였다. 즉 고용노동부 장관의 직권에 의한 평가 

대상 정책 선정, 그리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 등이 추가되었다.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이 

완료된 정책”을 “시행할 계획 또는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완료된 정책으로서” 

등으로 개정하여,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사전 고용영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시행 전부터 정책이나 제도가 고용친화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평가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한편 평가의 내용에 대해서도 고용의 양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까지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게 요청하고 제공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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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마련하였다. 이 외에도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소관 

부처에게 정책에 관한 제언이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그리고 

제언이나 개선을 권고 받은 소관 부처가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의무 등을 마련하였다.

고용영향평가와 관련한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19년에 이루어졌다. 여기서는 

정부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하였다. 즉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요구서에 포함된 세출예산사업과 기금

운영계획안에 포함된 기금사업 등을 대상으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평가 대상의 확대로 인하여 고용영향평가의 성격도 세분화되었다. 

첫째, 2010년 고용영향평가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현재까지 지속되어온 방식의 

고용영향평가인데, 이는 정부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고용친화적 방안을 개발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이하 정책 고용영향평가로 지칭). 

둘째, <국가재정법>에 따른 세출예산사업과 기금사업 등에 대한 평가는, 정책 

개발이 주목적이 아니고 정부 재정지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자리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하여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사업에 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하여 정부 재정의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는 데에 주안점을 둔다(이하 재정

사업 고용영향평가로 지칭).

연도 대상

2009년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분석･평가를 요청하는 정책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이 완료된 정책으

로서 정책심의회에서 분석･평가하기로 심의한 정책

2014년

2009년의 1에 더하여,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계획 또는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완료된 정책으로서 정책심의회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하기로 심의한 정책
3. 고용노동부장관이 직권으로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4.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

2019년
2014년의 1~4에 더하여, 중앙행정기관의 
1.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포함된 세출예산사업
2.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기금사업

<표 46> 고용영향평가 대상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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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기본법｣에서는 고용노동부를 대신하여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나 

민간연구기관이 고용영향평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0년

부터 2012년까지는 한국고용정보원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는 한국노동연구

원이 고용노동부를 대행하여 수행하고 있다.

사실 고용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정책 등이 고용 또는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한다는 원칙 외에 학술적으로 합의된 연구방법이나 내용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실제 시행에 앞서서 고용영향평가가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될 수 있는지를 모색하는 기초연구를 2006~2009년 

기간에 시행하였다.41)

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은 2~3년 주기로 선정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2010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7개의 시범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2012년까지는 한국고용정보원을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실시하였다. 2013년부터는 한국노동연구원이 대행기관으로 3차례 

연속으로 지정되어 2019년까지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41) 기초연구의 주요한 결과가 2007~2008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고용영향분석･평가 연구시리즈로 

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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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정책 고용영향평가 실시 절차

고용영향평가 실시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대 국민 공모, 산업계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부처 및 지자체 신청 및 협의 등을 거쳐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당해년에 

실시할 평가 대상과제를 선정한다. 2015년까지는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선정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상반기에만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는 산업 이슈, 노동시장 현안, 국제과제 등 평가 시급성이 높은 과제, 

고용의 양 및 질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제언 도출 등 평가 용성이 높은 과제 

등을 기준으로 삼아 선정한다.42)

고용영향평가 대상 과제가 선정되면, 고용영향평가센터 중심으로 평가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진에는 한국노동연구원 소속 연구자와 대학 및 연구소 등 학계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연구자나 자문 등으로 초빙하여 참여한다. 

또한 대상 과제가 선정됨과 동시에 그 과제의 소관 부처가 정해지기 때문에 

연구 과정에서 소관 부처와 관련 정책 및 이슈 등에 대한 토론과 의견 수렴 

등이 이루어진다.

평가가 마무리 되면,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소관 부처에 평가 결과를 통보하면서, 평가보고서를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

평가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누구나 쉽게 그 결과를 볼 수 있다.43)

결과를 통보 받은 소관 부처는 평가의 제언 및 권고 내용들을 관련 정책에 

반영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통보한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고용노동부는 소관 부처가 고용노동부에게 통보한 계획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고용영향평가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2017년부터 주안점이 조금 달라졌다. 

2016년까지는 부처 신청이나 협의를 통하여 주로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재정사업들을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2017년에는 정부의 재정사업

보다는 중범위 수준에서 산업별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이나 해당 산업의 고용의 

42)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2조(고용영향평가 대상 정책 등) ①항에서는 고용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할 때는 해당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정도, 평가의 가능성과 정책 분석･

평가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43)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s://www.kli.re.kr/e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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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과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에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 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이와 같은 평가 대상을 발굴하기 위해서 2017년에 26개 산업별로 

노동시장 진단팀을 구성하고 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산업별로 

약 10여 개씩, 약 260여 개의 평가 후보 연구주제들을 발굴하였다. 그리고 매년 

조금씩 후보 과제를 발굴해서 추가하고, 이 후보 과제들 가운데 부처 및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하여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평가 과정을 시기별로 구분해보면, 대상 선정부터 평가 실시까지는 평가 당해

년에 실시한다. 하지만, 대상 선정을 위한 의견 수렴 및 활동은 평가 전년도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고용정책심의회 보고 및 소관 부처 통보부터 모니터링은 

평가 차년도에 실시한다.

모니터링은 2017년까지는 평가 차년도 1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나, 2018년부터는 

고용영향평가 결과의 부처 반영 현황을 보다 잘 파악하고자 2~3년 전에 실시한 

평가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모니터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모니터링은 부처의 정책 반영 여부뿐만 아니라 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에 따른 해당 사업의 성과 및 노동시장에 대한 효과성 등에 대해서까지 

파악하고자 하여 모니터링의 기능을 넓혀가고 있는 중이다.

대상 선정
    

대 국민 공모, 산업계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부처 및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한 선정

     ⇓

평가 실시
    

고용영향평가센터 거버넌스 중심으로 실시
  - 노동시장 연구자 및 대상 과제 분야 전문가 초빙

     ⇓

부처 협의     평가 관련 소관 부처 의견 수렴

     ⇓

보고 및 통보     평가 결과 고용정책심의회 보고 및 소관 부처 통보 

     ⇓

정책 반영     소관 부처의 개선대책 수립 및 시행

     ⇓

모니터링     소관 부처 개선대책 수립 및 시행 현황 파악  

[그림 32] 정책 고용영향평가 실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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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정책 고용영향평가의 주요 내용

앞서 고용영향평가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2016년까지는 정부가 시행하는 

재정사업들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무엇인지를 주로 평가 대상으로 삼았

다면, 2017년부터는 산업별로 노동시장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연구주제들을 

발굴하여 어떤 정책을 시행하게 될 때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연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전자는 시행되고 있는 정책을 대상으로 그 효과를 

검증하는 사후 평가 성격이 크다면, 후자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정책이 시행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변화를 예측하는 사전 평가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평가 내용도 차이가 발생한다.

1. 재정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의 주요 내용

주로 이미 실시되고 있는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후 평가 성격의 

고용영향평가는 재정사업으로 인한 노동시장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 내용을 핵심 

내용으로 구성하였고,44) 주로 2016년까지 시행하였던 정책 고용영향평가가 이 

내용을 따르고 있다.

가. 기초 조사와 전체 얼개 구성

평가 대상의 고유 목적 및 재정 투자를 포함한 시행 계획을 파악하고, 그리고 

이러한 사업의 고용연계 가능성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분석한다.

나. 양적 평가

평가 대상 사업의 고용효과를 양적으로 측정 혹은 추정한다. 양적 평가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추정한다. 첫째, 재정 지출로 인한 직간접 고용효과를 

주로 산업연관분석표를 가지고 분석한다. 둘째, 정책 처치로 인한 효과, 즉 

44) 이상원(2013). �고용영향평가 강화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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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나 개인이 해당 재정사업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실제 정책 참여로 인하여 

인과적인 의미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했는가를 분석한다.

다. 질적 평가

평가 대상 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질적 효과를 측정한다. 질적 평가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 평가하는데, 첫째, 고용 확대, 둘째, 고용의 질적 제고, 셋째, 

원활한 인력 수급, 넷째, 고용의 지속가능성 등이다.45)

라. 평가 결과의 결합과 정책 권고의 도출

위의 결과를 결합하고, 사업의 주무부처에 보다 고용친화적인 정책 권고를 

제시한다. 주로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인 바 고용친화적 예산서 작성에 대한 

개선 방안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2. 정책 도입에 따른 사전 평가의 주요 내용

정부의 재정사업을 주된 평가 대상으로 시행되던 고용영향평가와는 달리 

2017년부터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정책이 도입되었을 때 발생하는 노동시장 

양상을 예측하고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높이거나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

하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됨에 따라 고용영향

평가에 요구되는 내용이 달라졌다. 예를 들어 재정사업이 아닌 관계로 재정 

지출이 산출하는 직간접 고용효과를 산출하지 않는다. 주로 2017년부터 시행한 

정책 고용영향평가가 이 내용을 따르고 있는데, 사전 고용영향평가 성격 연구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46)

45) 고용의 질과 관련한 4가지 평가 항목은 다시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진다. ① 고용 확대: 내국인 

고용, 미취업자 우선 고용, 사업계호기서 작성 방식, 고용 소외 계층의 고용, 초과근로시간과 

직장나누기 등. ② 고용의 질 제고: 직접고용의 안정성, 임금수준, 직접고용에 대한 교육과 

훈련, 근로안전 예산 확보, ③ 인력 수급: 노동시장 교란 방지, 교육훈련을 통한 수급, ④ 

고용의 지속가능성: 정부의 지원 없이 고용이 지속되는 수준 등.

46)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2019). �정책 고용영향평가 

표준매뉴얼�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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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책의 고유효과 및 이에 따른 고용연계성(일자리창출경로) 분석

연구대상 제도 및 정책의 고유 효과가 고용의 양과 질 측면에 어떻게 연결

되는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대상 제도 및 정책과 연관된 산업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산업적 특성을 감안하여 연구대상 제도 

및 정책이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논리적 경로 과정을 제시하고, 그 경로가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나. 현행 고용의 양과 질 실태 분석

연구대상 제도 및 정책 등과 관련한 현 노동시장 실태를 기술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다만 단순 기술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대상 제도 및 정책의 

고유 효과가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효과를 계량 모형을 이용하여 향후 

연구대상 제도 및 정책의 변화(즉 새로운 정책 도입)에 따른 고용 증감을 

추정하는 데에 필요한 수치를 추출한다. 정부 재정이 투입된 것이 아니므로 

산업연관모형이 필수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으며, 연구대상 제도나 정책의 특성에 

맞는 계량모형을 활용하게 된다.

고용의 질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임금, 근로시간, 고용형태, 고용안정, 

성평등, 기타 등등―에 한해서 기술하고 평가한다. 앞의 재정사업 대상의 사후 

평가에 비하여 고용의 질과 관련한 지표가 단순한데, 이는 아직 도입하지 않은 

정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복잡하거나 보다 세분화된 지표에 

대한 자료를 획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평가 항목 평가 지표

1. 임금 명목임금 수준, 임금격차(p10/p50)

2. 근로시간 근로시간, 장시간 근로자 비중

3. 고용형태 정규비정규 비중, 파견･용역 비중

4. 고용안정 근속년수, 1년 미만 근로기간 근로자 비중

5. 성평등 여성고용현황(여성/관리자 비중), 임금격차

6. 기타 산업안전, 사회보험, 일자리만족도, 직업훈련 등

<표 47> 정책 고용영향평가 고용의 질 관련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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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향후 산업 변화 또는 노동시장 변화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설정

고용영향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노동시장에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산업 및 노동

시장 실태 분석을 기반으로 향후 노동시장 변화를 예측해야 한다. 다만 미래는 

다양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바 주요한 산업 및 노동시장 특성에 기반하여 

노동시장 변화를 위한 시나리오를 설정한다. 이 시나리오에는 연구대상 제도 

및 정책의 개선･도입･변화･폐지 등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라. 향후 예상 시나리오에 따른 고용의 양 변화 예측

이처럼 설정한 시나리오에 따라 예상되는 고용의 양(일자리수)과 질(임금, 

근로시간, 고용형태, 고용안정, 성평등, 기타 등)을 예측한다. 여기서는 제도 

및 정책의 고유효과가 시나리오에 따라 어떻게 나타날지 고용연계성에 기초하여 

추정한다.

마. 개선방안 제언

연구대상 제도 및 정책이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개선방안 또는 부정적인 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개

선방안은 고용연계성(일자리창출경로) 개선, 고용의 양 확대, 고용의 질 개선

과 관련한 정책 방안을 장기 및 단기 과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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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정책 고용영향평가 수행 실적

2011년 고용영향평가가 실시된 이후 2018년까지 모두 195개 정책 및 사업에 

대해서 고용영향평가가 실시되었다. 2010년에 시범적으로 7개 평가가 실시

되었고, 2019년 현재 평가가 진행 중인 28개를 포함하면 모두 230개의 정책 

고용영향평가가 실시되었으니, 지난 10년간 1년에 평균적으로 23개 정도의 

고용영향평가가 실시된 셈이다.47) 2014년 이후 2016년을 제외하고 매년 약 

30여개 수준의 고용영향평가가 실시되었다.48) <부표7-1>에는 2017~2019년에 

수행한 정책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들을 산업별로 분류한 것이다.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9개 19개 15개 30개 32개 12개 39개 29개 28개

<표 48> 정책 고용영향평가 평가대상 과제 수

한편 2018년부터는 정책 고용영향평가 과제들을 유사한 주제별로 구분하여, 

고용영향평가가 수행하는 내용을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2018년, 

2019년,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과제가 각각 7개씩, 산업활성화와 관련한 과제 

6개씩 수행했거나 현재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경쟁 및 노동조건 개선 관련 

과제는 2018년 7개를 완료했고, 2019년 6개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인력 양성 및 이동 관련 주제 8개를 평가하였고, 2019년에는 지역활성화 관련 

과제 4개, 규제개선 관련 과제 4개 등을 선정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47) 2010~2012년 평가보고서는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2013~2018년 평가보고서는 한국노동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48) 2016년에는 정책평가 외에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를 위한 연구가 7개가 실시되었고, 더불어 

자체평가 결과 검토를 위한 사업을 하게 되어 정책평가수가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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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019년

주제 과제수 주제 과제수

4차 산업혁명 4 혁신성장(4차 산업혁명) 7

산업활성화 6 산업활성화 6

공정경제/노동조건 개선 7 공정경제/노동조건 개선 6

인력양성･이동 8 지역활성화 4

기타 3 규제개선 등 4

<표 49> 2018~2019년 정책 고용영향평가 주제별 과제 수

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결과는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의 주요 결과를 

알기 쉽게 정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체 보고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를 대행하여 고용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고용영향평가센터 예산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2014년에는 2013년에 비하여 약 9억 원이 크게 증가

하였고, 2017년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방안>으로 인해 고용영향평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함에 따라 2018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하여 약 10억 원 정도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고용영향평가센터의 고용영향평가 전담인력도 2017년 10명에서 

2018년 15명으로 확충하여 3개 팀(평가기획팀, 정책평가팀, 재정사업평가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9.6억 28.9억 31.8억 33.6억 37.7억 47.9억 47.9억

<표 50> 고용영향평가센터 예산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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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의 내용과 수행 절차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는 고용친화적 정책을 개발하고자 실시하는 정책 

고용영향평가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는 정부가 지

출하는 예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자리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평

가한다. 이를 토대로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여 

정부 예산 지출로 인한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자 실시하는 

것이다.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의 일차적인 목표는 정부 재정사업의 일자리 

창출력을 평가하여 예산 편성과 연계하기 위함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정부 예산 

사용의 고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는 2016년에 시범적으로 시작했으며,49) 2017년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방안｣에서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의 

주요 기준으로 활용하여 일자리 효과를 예산편성에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결정

하였다. 그리고 2019년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해50) 재정사업의 예산 

사용으로 인한 일자리 산출 방식의 고용영향평가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고용영향평가 체계적 실시의 계기가 되었다. 평가 대상 사업도 

점차 늘려 약 1천여 개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2019년 기준으로 재정사업 평가대상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다. 첫째, 

2019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전체, 둘째, 2020년 부처 요구액 기준 연간 100억 

이상 SOC 사업, 셋째, 2019년 인력양성, 창업기업지원, 사업화지원, 기업 50% 

이상 참여사업 유형으로 구분한 R&D사업 넷째, 2020년 부처 요구액 기준 연간 

49) 2016년 시범평가에서는 ‘고용영향 자체평가’라는 명칭을 붙였다가 2017년부터 재정사업 고용

영향평가라고 변경하였다. 자체평가라는 명칭은 각 부처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사업담당자가 지침서(고용영향 자체평가 가이드라인)를 참고하여 스스로 담당 사업 예산에 

따른 일자리수를 산출하여 제출하게 했기 때문이다. 2017년부터는 고용영향평가센터가 부처의 

예산요구서를 제출받아 직접 산출한다.

50) 제13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규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포함된 세출예산사업

2.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기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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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 문화･예술 및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사업, 마지막으로 기획

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한 사업 등이 포함된다.51)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직접고용효과로서 재정사업의 인건비 지출을 통해 직접적으로 

고용해서 만들어지는 일자리 효과를 평가한다. 둘째, 간접고용효과로서 산업비 

지출(정부 구매, 조달 등)로 인해 산업별 제품･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간접적

으로 창출되는 일자리 효과를 평가한다. 간접고용효과 평가는 한국은행에서 

만들어내는 산업연관분석표를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셋째, 추가고용효과로서 

직접･간접 효과 외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효과로서, 재정사업 실시의 

성과나 결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평가한다.

이 세 가지 효과를 측정하는 사례를 정부가 실시하는 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을 

예로 들어 살펴보자. 정부가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훈련교사를 

고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건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인건비 지출로 인한 

훈련교사라는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일자리 수는 직접고용

효과에 해당한다. 이때 일자리 수는 예산요구서에서 나타난 해당 사업에서 

채용하는 인원수를 그대로 계산하지 않는다. 일단 해당 일자리의 실제 임금과는 

상관없이 해당 산업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1년 지속되는 일자리로 전환하여 

1개의 일자리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직업훈련의 산업 분류를 사업지원서비스

업으로 하고, 사업지원서비스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3천만 원(월 250만 원)

이라고 한다면, 만약 예산요구서에서 2개월 동안 실시하는 훈련과정의 훈련교사 

인건비 4명의 2,000만 원(250만 원×4명×2개월)을 요구하게 되면, 이는 0.67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간주한다.

한편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 훈련생에게 지급할 훈련 교재를 구입하거나 

제작하여야 한다. 그리고 훈련장비도 구입해야 한다. 이렇게 훈련 교재나 장비를 

제작하거나 구입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데, 이 비용 지출은 관련 

산업의 매출을 발생시킨다. 그 과정에서 해당 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한다. 이로 인해 만들어지는 일자리 수가 간접고용효과이다. 특정 산업에의 

매출이 만들어내는 일자리 수는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161개 소분류 기준표를 

51) 법정 지출 등 경직성 지출, 재난예방･복구사업, 국가 안보･국가간 협력 관련 사업 등은 평가로 

인한 실익이 적다고 판단되어 평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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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여 산출한다. 이것이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에서 측정하는 직접, 간접

고용효과이며, 이는 비용을 지출하면서 만들어진 효과만을 추정한 것이다. 

간접고용효과는 부처에서 제출한 차년도 예산요구서의 예산비목별 또는 항목

별로 대응하는 산업을 식별하고, 사용(예정) 예산만큼 그 산업에서 매출이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일자리 수를 계산한다.

반면 추가고용효과는 이렇게 예산을 사용해서 실업자 직업훈련을 실시하면 

그 사업의 성과로서 실업자들이 취업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실업자

들의 취업 성과를 엄밀히 따져보면, 실업자 직업훈련에 의한 효과와는 상관없는 

요인에 의해서, 예를 들어 참여한 실업자의 능력이 뛰어나서 해당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다른 

경우에는 해당 직업훈련에 참여해서 적절한 능력을 갖추게 되어 취업에 성공한 

이들도 있을 수 있다. 후자의 경우처럼 실업자 직업훈련의 효과를 통해서 

취업에 성공한 이들만이 이 사업의 진정한 추가고용효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추가고용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 참여자뿐만 아니라 이들과 

유사한 특성을 가졌으나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실업자들을 비교집단으로 

구성한 후 적절한 계량 모형을 활용하여 실업자 직업훈련에 의해서만 취업에 

성공한 이들의 비중 및 규모를 구하게 된다. 물론 이 추정은 전년도에 별도의 

연구를 통해서 추정한 수치를 활용한다.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는 매년 5월 중에 이루어진다. 차년도 예산요구서가 

5월 중에 고용부에 제출되면, 고용영향평가센터가 이를 토대로 앞서 설명한 

직접고용효과, 간접고용효과, 그리고 추가고용효과 등을 산출한다. 최종적으로 

이 세 가지 유형에 따라 만들어지는 일자리 수를 측정하여 합한 후에 예산 

10억당 고용효과로 전환한 수치가 만들어진다. 이 결과를 해당 부처에 보내어 

잘못된 내용이 있는지 검토한 후 수정･보완하여 최종 결과를 확정한다.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는 정부 재정사업이 일자리 창출 등 고용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정사업이 보여주는 일자리 성과에 따른 예산 연계를 강화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는 차년도 예산 편성 시 이 

결과를 예산 증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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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과제

고용영향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평가에서 제안한 방안들이 정부 부처나 

지자체에 받아들여져 정책이나 제도로 실시되어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영향평가는 노동시장 시각에서 정부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위주로 시행되다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분화되었다. 

먼저, 산업별 문제점을 해결할 때, 또는 산업 혁신이나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제도나 정책 등이 도입될 때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평가해보는 

연구 성격의 정책 고용영향평가가 그것이다. 다음으로 정부 재정사업에 의한 

예산 지출이 만들어내는 일자리 수를 평가하여 고용효과가 큰 사업들의 예산을 

보다 더 지원하여 재정사업이 고용률 제고에 보다 더 기여하도록 하는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이다. 비록 이 두 평가의 성격은 서로 다르지만, 연구 또는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정책 활용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과제는 지속적으로 

견지해야 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이를 위하여 정책 고용영향평가는 사전 평가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신뢰성 

높은 방법론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 고용영향평가는 사회

과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학, 정책학 등에서 개발되는 

방법론의 활용 및 적용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궁극적으로 

노동시장 친화적인 정책 개발이 목표인 것처럼,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해 낼 수 있는 과정을 어떻게 담보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개발된 질 높은 정책들을 실제 소관 

부처에서 정책화하는 것이다. 사실 이 과제가 정책 고용영향평가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영향평가의 정책 수용성을 파악하고자 

고용노동부는 연구 시행 후 차년도 하반기에 정책 고용영향평가에서 제안한 

연구 결과가 소관 부처에서 얼마나 정책이나 사업으로 이어졌는가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하지만 소관 부처에서 딱히 특별한 이유 없이 제언 방안을 정책화

하지 않더라도 고용노동부에서 대응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하여 고용영향평가의 실효성은 고용부나 고용영향평가센터와는 무관하게 결국 

소관 부처의 정책 의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언된 정책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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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부처에서 정책화하도록 하는 제도적 체계를 갖추는 것 역시 고용영향

평가에 요구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말이 거의 상식처럼 굳어져 가는 상황에서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해짐에 따라 정부 시책에 대한 고용영향

평가의 역할도 더 확대되리라 예상된다. 고용영향평가 센터 역시 보다 정확한 

평가를 수행하여 정부 시책에 따른 일자리 증가와 고용의 질을 개선하고 나아가 

정부 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에 더 막중한 책임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분야 평가 과제

경영･회계･사무
'17 콜센터 고용의 질 개선을 통한 ‘좋은 일자리’ 확대
'18 물류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인력양성

금융･보험
'17 자산관리 자문시장 활성화를 위한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체계 구축
'19 금융분야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교육
'17 기간제 교원의 차별 해소와 채용 제한
'18 연구개발서비스업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이공계 고용 창출

공공･법률
'17 근로시간 단축 및 교대제 개편을 통한 일자리 창출
'18 전역군인 인력양성 및 일자리창출 방안

보건･의료
'17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개정
'17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8 방문건강관리 확대

사회복지

'17 바우처 제도 개선 등 간병서비스 수급시스템 안정화 방안 마련
'18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근로여건 악화에 대비
'19 미취학 아동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19 사회서비스 활성화 

운전･운송
'17 철도고용의 양적･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 변화
'18 항공MRO 산업육성

영업･판매
'17 (유통업)고용구조 개선 및 고용관계 개선
'17 부동산산업의 전문화(부동산 종합서비스, 리츠 활성화 등)를 통한 일자리 창출
'18 상가임대료 안정정책

경비･청소
'17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에 따른 경비인력의 고용유지방안
'18 (경비)교대제 개선을 통한 고용안정 추구

관광･레저
'17 공동체 브랜드 등 영세 미용사업체의 공동발전방안 마련 및 지원
'18 스포츠마케팅 관련 스포츠+IT 융복합을 통해 신직업 일자리 창출
'19 관광복지 및 생활문화 향유

<표 51> NCS 분류별 정책 고용영향평가 과제(2017~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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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평가과제

건설

'17 실질적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건설현장의 일자리 늘리기와 나누기
'18 적정임금제 도입을 통한 건설현장의 “내국인 일자리 지키기”
'19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진입규제 폐지
'19 도시재생뉴딜사업
'19 혁신도시 조성 및 활성화
'19 어촌뉴딜 조성

조선
'17 일자리 희망센터를 통한 재훈련 후 전직 및 재취업 지원
'18 중소조선소 유지를 위한 공공선박 발주 대폭 확대(+마리나산업 육성)
'19 지역산업･ 고용위기대책

기계

'17 원하청 관계 개선 관련 제도
'18 스마트 공장 도입 촉진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변화에 대한 대비
'19 로봇산업 인증 및 실증규제 개선
'19 뿌리산업 원하청개선
'19 완성차 위기
'19 자동차 부품사 구조조정

철강
'17 교대제 개편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창출
'18 철강산업 신소재 개발을 위한 R&D 전문인력 양성 사업

화학

'17 (플라스틱)원료시장에서의 구매협상력 비대칭성 완화 방안
'17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유전자검사 관련 규제 완화
'18 바이오 벤처기업의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일자리 질 향상
'18 (석유화학)베이비부머 세대 대거 퇴직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방안 모색
'18 (정밀화학)지방 중소기업의 신규인력 확보 유인책 마련
'19 고무플라스틱 근로시간 단축 지원

전기
'17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의무공급량 증가
'18 전력산업 수출을 통한 일자리창출 방안

전자
'17 기존산업 분야 기술인력 新성장산업 이동 경력개발경로 구축
'18 정밀의학(Precision Medicine) 구현을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고용확대

환경･안전 '18 생활안전과 재난안전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소프트웨어
'17 요구사항 명확화를 통한 공공SW 제값받기 관행 정착 및 야근, 휴일 근무 등 
장시간근로 문제 해결
'18 공공 SI사업 불공정 하도급 문제 개선방안

방송･통신
'18 5G 네트워크 구축의 고용효과
'19 ICT-SW 산업분야 기술탈취 관련 제도 개편
'19 데이터경제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문화예술･

디자인

'17 4차 산업혁명시대의 프리랜서형 일자리 사회보험 구축
'18 문화콘텐츠 산업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19 한류확산

<표 51> NCS 분류별 정책 고용영향평가 과제(2017~2019년)(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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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평가과제

섬유･의복
'17 기업집적화를 통한 봉제업 신규인력 유입의 고용효과
'18 디자인 플랫폼 구축을 통한 고용확대 방안 마련

인쇄･목재･

가구･공예
'17 공예분야 인력수요 파악을 통한 공예분야 전문성 강화
'18 가구분야 구조변동에 대비한 인력양성 체계 구축

음식서비스

'17 프랜차이즈점 확산이 음식서비스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
'19 배달앱 확산
'18 프랜차이즈 유형별 고용의 질적 양적 효과 정기 모니터링
'18 건전한 프랜차이즈 고용모델 도출 및 육성을 위한 프랜차이즈 고용관계 분석

식품가공
'17 식품가공업체와 대형 유통업체 간 공정거래 관행 정착
'18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농업
'17 귀농귀촌 활성화
'18 청년인구 농어촌 유입 정책
'19 스마트팜 확산

전산업

'19 산업단지 스마트산단 지원
'19 비통신 IoT 사업에 대한 진입 규제 완화
'19 소상공인 자영업자 역량강화
'19 소셜벤처 활성화
'19 온라인 거래 확대 등 소비행태 변화
'19 창업벤처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
'19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19 중소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표 51> NCS 분류별 정책 고용영향평가 과제(2017~2019년)(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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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체계

제1절 도입배경 및 의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저소득층･장기실업자 등 

취업이 어려운 계층의 신속한 취업과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즉 노동

시장 밖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신속히 이동시키는 

한편, 이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사업 참여자에게 민간일자리 취업(유지)을 위한 서비스

(한시적인 일자리･훈련･보조금)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일자리사업의 유형 구분은 OECD･EU의 노동시장프로그램(Labor 

Market Programs. LMPs)분류 기준을 준용하여 ①직접일자리, ②직업훈련, ③

고용서비스, ④고용장려금, ⑤창업지원, ⑥실업소득 지원 등 총 6가지의 유형

으로 구분하고 있다.

직접일자리는실업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소득을 보조하기 위한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직업훈련은 취업에 필요한 직무능력 향상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고용서비스는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할 

일자리를 알선해주는사업이다. 고용장려금은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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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부분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창업지원은 실업자들이 창업을 통해 노동시장으로 원활하게 진입

하도록 돕는 사업이며,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은 실업자에 대한 생계지원 

목적의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고용위기 해소를 목적으로 

직접일자리사업 등이 확대되면서 정부 일자리사업은 주요 거시 노동시장 정책

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더불어 일자리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은 19조2천억 원으로 실업소득이 

35.4%로 가장 많고, 고용장려금(19.7%), 직접일자리(16.6%), 창원지원(12.7%), 

직업훈련(10.7%), 고용서비스(4.9%)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수는 전체 183개 

사업으로 직업훈련(51개), 직접일자리(50개), 고용서비스(34개), 고용장려금(19개), 

창업지원(19개), 실업소득(10개) 순이다.

2019년 일자리사업 예산은 22조9천억 원으로 실업소득이 35.4%로 가장 많고, 

고용장려금(25.2%), 직접일자리(16.4%), 창원지원(10.9%), 직업훈련(8.6%), 고용

서비스(4.3%)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은 전년대비 고용장려금 사업의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특징을 보인다. 이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청년층 지원 장려금 사업이 확대된 영향으로 보인다. 사업수는 전체 170개 

사업으로 직접일자리(40개), 직업훈련(37개), 고용서비스(36개), 고용장려금(24개), 

및 창업지원이(23개), 실업소득(10개)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 합계
직접
일자리

직업
훈련

고용
서비스

고용
장려금

창업
지원

실업
소득

2018

예산액
(비중)

192,312
(100)

31,961
(16.6)

20,645
(10.7)

9,354
(4.9)

37,879
(19.7)

24,475
(12.7)

67,998
(35.4)

사업 수 183 50 51 34 19 19 10

2019

예산액
(비중)

229,308
(100)

37,713
(16.4)

19,610
(8.6)

9,867
(4.3)

57,883
(25.2)

25,098
(10.9)

79,139
(34.5)

사업 수 170 40 37 36 24 23 10

<표 52> 2018~2019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유형별 예산 및 사업 수 현황

(단위: 억 원,개, %)

자료: 고용노동부, 2018~2019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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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자리예산 투자 비중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투자비중은 OECD 평균의 61.5% 수준으로 

취업을 돕는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의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일경험･소득보조 목적의 한시적 저임금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의 

지출비중은 OECD 최고 수준 (33개국 중 3위)을 보이고 있다.

다만, OECD와 우리나라 일자리사업 분류의 차이가 있어, 사업유형별로 과대 

또는 축소보고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직접일자리의 

경우 바우처 서비스 종사자･정규직 전환 필요 일자리 등도 모두 포함하여 과대 

보고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19년에 직접일자리사업 중 

바우처 서비스 종사자가 포함된 사회서비스 유형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한편, 직업훈련 사업은 사업주 환급 등 일반 재직자 훈련을 포함하여 보고되나, 

실업자 훈련사업만 통계에 반영되는 문제가 있다. 고용서비스 사업은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공무원 인건비가 미포함되는 부분이 있어 향후 

국제분류 기준과 우리나라의 일자리사업 유형 분류의 차이에 대해 보다 명확

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분 합계

적극적 노동시장
소극적
노동시장직접

일자리
직업
훈련

고용
서비스

고용
장려금

창업
지원

보호 
지원

OECD 1.20 0.52 0.06 0.12 0.13 0.09 0.01 0.09 0.64

한국 0.64 0.32 0.16 0.03 0.04 0.03 0.03 0.02 0.32

차이 -0.56 -0.20 +0.10 -0.09 -0.09 -0.06 +0.02 -0.07 -0.32

<표 53> 노동시장 프로그램 재정지출 비중 국제비교('17년, GDP=100)

(단위 : %, %p)

*보호 ･지원 :장애인 등 노동능력이 감소된 사람들의 노동시장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한국에서는 동 유형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다른 유형에 포함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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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의 법적 근거 및 효율화 과정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는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일자리 관점에서 평가하여 일자리사업의 국민 체감도를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평가 및 효율화의 실시는 ｢고용정책기본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2011년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해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평가와 효율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되었고, 2019년 일부 

개정을 통해 평가와 효율화 방안 마련의 범위 및 역할을 확대하였다.

[본조신설 2011.7.25]

<2019. 4. 30 일부 개정>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범위, 분류 및 평가기준의 마련

  1의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 중복 조종기준의 마련 및 이에 따른 조정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추진성과 개선

  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 연계성 강화

  6.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 및 그 평가에 따른 제도개선이나 

예산반영에 관한 의견 제시

  7.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정보전산망 운영

  8. 그 밖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심의회에서 정

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제1항 제6호의 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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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의2,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보하여야한다.<신설 2019.4.30.>

  ③ 제2항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통보받은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효율화 방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설계･운영 방안을 조정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반영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4.30>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기존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9.4.30>

  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

체의 장 또는 위탁 기관･단체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1. 매년 자신이 수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사업실적, 예산서, 운영

지침 등 현황 통보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시한 사업개선과 예산반영 의견에 대한 결과의 

보고

  3. 소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통합 정보전산망 관리 및 기존 정보

전산망과의 연계

  4.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참여 여부 확인

  5. 그 밖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심의회에서 정

하는 사항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4.30>

  ⑦ 제6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사업과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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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목적은 일자리사업의 성과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효율화 체계를 마련하고,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사업 개편 방향을 제시

하며,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체계화와 현장모니터링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일자리사업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성과 관리나 효율화를 위한 일련의 과정들은 부분적으로 또는 파편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는 2010년부터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을 실시해 왔으나, 주로 직접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유사･중복사업의 

단순 통･폐합을 통한 사업 수 줄이기에 집중이 되었고,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검증하지 않고 효율화를 추진하여 설득력이 부족하고, 예산 배분에도 반영되지 

않았으며, 체계적･연속적인 효율화 절차가 없어 매번 일회성 효율화를 추진

하고,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모니터링도 미흡했던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52)

이러한 배경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17년부터 전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에 근거한 효율화 체계를 본격적으로 준비하였다. 특히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혁신방안｣을 발표('17.8, 일자리委)하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있다.

2018년에는 중앙정부 전체 183개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효율화 

방안 마련을 하였으며, 2019년에는 전체 170개 사업에 대하여 평가 및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일자리사업에 대한 현장모니터링(사업 수행기관･참여자 심층인터뷰)을 

실시･강화하여 현장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도출함으로써 평가 결과에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평가체계를 설계하였다.

52) 고용노동부, 2018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의 중복을 방지하고 해당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4.30>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제시한 의견 또는 권고의 내용과 그에 

따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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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는 5개의 성과등급(S, A, B, C, 

D)을 부여하고 유사사업･중복사업･저성과 사업에 대한 정비 및 예산편성, 

일자리사업 운영 개선을 위한 효율화 방안이 마련되어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 1차효율화
('10.7.6)

유사･중복사업을 통합･단순화(202→134개)하고 효율화의 법적근거 마련 
(고용정책기본법 개정, '11.6.30)

 ￭ 2차효율화
('11.8.10) 

자치단체 사업도 관리대상에 포함하고, 
｢중앙부처･자치단체 일자리 사업 합동지침｣ 마련 ('11.12.6)

 ￭ 3차효율화
('12.9.7) 

공공근로 유형 일자리사업 공동관리, 중앙부처 직업훈련사업 통･폐합, 민간 
일자리 이동 지원 강화 등 추진

 ￭ 4차효율화
('14.8.25)

일자리사업의 검색･신청･관리가 가능한 통합관리시스템(일모아시스템) 구축,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구직등록 의무화 등 추진 

 ￭ 5차효율화
('16.11.18)

일모아시스템을 활용한 사업 통합관리 강화, 참여자관리 및 취업지원 강화, 
경기변동과 지역 수요를 반영한 물량조정 등 추진

  ※ '17년은 KDI 일자리사업 평가에 따라 일회적 개편 직접일자리(8→3개), 직업훈련(4→2개), 
고용장려금(6→2개), 창업지원(2→1개)

 ￭ 6차효율화
('18.7.31)

전체 일자리사업 '16~17년 참여자 1,151만 명의 정보를 고용보험DB등 행정
자료와 매칭 하여 성과 분석,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및 참여자 현장모니터링을 
통한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바탕으로 일자리사업 구조개편, 운영개선방안을 
마련 (평가결과는 '19년 예산편성 반영) 

 ￭ 7차효율화
('19.5.7)

2019년 기준 170개, 22조 9천억 원 규모의 중앙 정부 전체 일자리사업의 
2017~2018년 성과를 평가. 성과중심의 일자리사업 관리 강화, 성과가 낮거나 
유사･중복성이 있는 12개 사업 중 4개는 폐지하고, 6개는 3개로 통합, 일자리
사업의 재분류 등 효율화 방안 마련

<표 54>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 주요 추진 내용

자료: 고용노동부, 2018~2019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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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프로세스

현재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과정은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평가센터가 협업하여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일련의 

평가과정을 통해 개별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를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평가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평가기준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사업 담당부처에 안내하고 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효율화를 위해 마련된 평가체계는 크게 일자리

사업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협의, 종합적인 고용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기초평가, 특정 일자리사업의 이슈 등에 대해 효율적인 사업운영과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심층평가 연구 등으로 구성된다. 

기초평가는 개별사업에 대한 고용성과 지표를 도출하고 현장모니터링 결과 

및 만족도 조사 결과 등 개별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및 정책제언으로 

구성되며 평가결과는 일자리사업 유형별로 성과등급53)이 부여되고 예산편성 

및 사업개편 등의 정책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현장모니터링은 일자리사업의 

운영현황, 애로사항, 개선사항 등에 대해 일선에서 참여하고 있는 사업담당자, 

수행기관 담당자,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함으로써 평가작업 및 정책개선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다. 또한, 현장모니터링은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고용정보원 평가 

담당 연구진과 지역의 고용전문가들로 구성된 현장모니터링단이 구축이 되어 

협업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심층평가 연구는 기초평가 결과 및 현장모니터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 및 

이슈 등을 파악하여 주요 일자리사업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평가를 하는 연구로 

진행되어 일자리사업의 운영 개선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참고 자료로 관련 

부처에 제공되고 있다.

53) 사업별 평가결과를 종합한 성과등급(S~D)을 부여하고 있으며 예산편성 시 평가결과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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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프로세스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평가센터

1. 사전협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사전협의는 사업 간 유사･중복의 비효율을 방지하고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일자리사업을 

신설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일자리사업 해당 여부 및 기존사업과 

유사･중복 여부를 고용노동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달체계, 성과관리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사전협의 결과 

일자리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된 사업이라도, 일자리사업으로 분류되지 

않을 뿐 기획재정부와 예산관련 협의 진행이 가능하다.

사전협의 대상 사업은 신규사업, 변경사업, 제외사업 등으로 구분되며 협의

대상 지정과 전년도 협의 후 미반영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 요청 등으로 구분

된다. 

우선 신규사업은 ①새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②기존 사업 중 일자리

사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변경사업은 기존 일자리

사업 중 ①사업유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내역사업의 일부를 포함･

제외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제외 사업은 현재 일자리사업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주된 사업 목적이 일자리 창출과 무관하여 일자리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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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보이는 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사전협의 대상 지정은 사업목적･성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전협의 대상을 지정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전년도 협의 결과 동

의 통보를 받았으나,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또다시 예산 반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 내용에 근본적인 변동이 있지 않더라도 반드시 사전

협의 요청양식을 작성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사전협의 시 중요한 사항은 협의 사업의 주된 목적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본래 취지와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일자리사업 유형별 사업

목적에 맞는지를 판단하고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들을 사전에 사업 담당

부처에 안내하고 있다.

유형 사업목적

직접일자리

‣ 취업취약계층이나 특정 목표집단(여성, 청년 등)에 한시적 일경험을 제공하여 민간
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하려는 사업

‣ 퇴직자 등에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자원봉사활동 실비를 지원하는 목적의 
자원봉사형 사업

직업훈련
‣ 구직자 대상 취업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 사업(취업과 직접 연계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닌 경우 비해당)

‣ 중소기업 재직자의 실업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

고용서비스
‣ 사업주 및 구직자(재직자 포함)에 구인･구직 정보제공,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
스가 사업의 주된 목적인 경우

고용장려금
‣ 실업자의 채용 촉진･실직위험이 있는 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거나,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한 자금 지원이 주된 목적인 사업

‣ 육아･출산 등으로 실직위험이 있는 여성에 대한 고용유지 보조금 지원 목적의 사업

창업지원
‣ 직접 현금지원 또는 간접지원(시설제공, 컨설팅 등)을 통해 (예비) 창업자의 창업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사업

<표 5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유형별 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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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 사례

직접일자리

‣ 상시적인 각종 센터 운영지원 및 공공시설물 운영･관리사업
‣ 기관의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한 단순보조･지원인력 채용사업
‣ 특정기간을 단위로 시행되는 각종 통계조사 사업
‣ 박람회 ･ 축제 등 각종 일회성 행사개최 사업

직업훈련

‣ 재직자 대상 전문분야 직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산업인력양성 사업
‣ 취업과 직접 연계 없이 전문분야･특정산업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대학 
과정운영, 대학 내 과정개설, 학위취득 ･ 장학금 지원 사업

‣ 단순 연구 지원 목적으로 대학교･연구기관 등에 운영비･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 일반인 대상 교양강좌 내지 관련지식 전달 성격의 교육사업

고용서비스
‣ 장애인 등에 대한 취업과 연계되지 않는 사회적･의학적 재활프로그램
‣ 일반적인 민원 및 지역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상담사업
‣ 취업지원센터가 아닌 일반 공공기관의 인건비 지원 사업

고용장려금
‣ 고용과 무관하게 기업 ･ 개인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 지역 내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의 운영비 지원 사업

창업지원 ‣ 창업지원 목적이 아닌 공공기관 및 센터 운영 사업

<표 56>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협의 시 유형별 유의사항 

2. 기초평가

가. 만족도 조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기초평가 단계에서 실시되는 만족도 조사는 일자리

사업의 수혜자인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참여자 만족도 조사는 일자리사업에 대한 정량적 성과평가만으로 파악하기 

힘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사업 참여자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를 

측정하여 현장 중심의 정책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는 기본적으로 PCSI(공공기관 고객

만족도조사) 모델을 활용하고 있다. PCSI 모델은 공공부문 고객만족도를 측정

하는 대표적인 조사 모델로, 이를 통해 산출된 분석자료는 공공기관의 고객

만족을 위한 경영혁신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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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PCSI 모델의 기본 구조

자료: 온-나라정책 연구시스템, 고객만족도 조사 모델(PCSI)의 이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표본 설계는 다음과 

같다. 대상 사업의 성격이 상이하고 사업별로 참여자 수도 매우 상이하여 

참여자 수를 바탕으로 표본을 비례 배분할 경우, 참여자가 적은 사업 경우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힘든 문제가 있다. 따라서 만족도 조사 표본설계 

시 제곱근 비례배분을 활용하여 모집단의 표본 규모가 많은 사업은 상대적으로 

적게, 표본 규모가 작은 사업은 상대적으로 표본을 많이 할당하여 유의미한 

샘플 수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제곱근 비례배분에도 유의미한 샘플 수가 

확보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최소 30샘플 이상을 임의로 할당하고 있으며 

모집단이 30샘플 이하일 경우 전수 조사 실시하고 있다.

한편, 참여자의 분포를 반영한 표본 추출을 위해 세부 표본 추출 시 개인 

참여자의 경우, 성, 연령, 지역을 고려하고 있으며, 참여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와 지역을 고려하여 표본을 추출하고 있다. 조사표본은 2018년 1만 명에 

대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9년 조사결과의 대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2만 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문항은 기본적으로 절대적(운영) 

만족도(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수준, 신청절차, 지도 및 점검), 주관적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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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등 공통문항과 사업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사업특성 문항으로 구성하여 5점 척도로 평가를 하고 있다.

구분 세부 조사 내용

공통

일반 사항
참여자 기본 정보(성명, 연령, 학력, 거주지 등)

및 참여 사업명 등 

절대적(운영) 만족도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수준, 신청절차, 

 지도 및 점검 등

전반적 만족도

주관적 만족도

상대적 만족도

직업훈련
인프라 관련 만족도 훈련환경, 훈련과정, 전문성

도움 정도 임금상승, 고용유지, 역량강화

직접 일자리

도움 정도

소득보조, 취업, 숙련향상, 정규직 전환, 
 삶의 보람/활력제고, 고용안정 등

고용서비스
사회복귀, 업무수행 도움, 직장동료와의 협력, 

 근로의욕 제고, 근로환경 개선,  구직기간 단축, 
취업 도움, 인력충원 도움 등

고용장려금
취업도움, 취약계층 고용창출, 숙련인력 확보, 

경영안정, 고용유지, 일가정양립 등

창업지원 창업역량제고, 창업기간 단축, 사업유지

<표 57>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만족도 조사 주요 내용

나. 현장모니터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현장모니터링은 일자리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성과

평가 체계 중 정성평가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 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도출 등 정량평가를 통해 해당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나, 양질의 일자리

(일경험) 및 서비스 제공 등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정량평가 결과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현장모니터링은 사업별로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이를 

정량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효율적인 일자리사업 정책수립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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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사업 수행기관, 위탁기관, 참여자들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정책 운영자와 수요자 관점에서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한다. 실제 

현장의 사업 운영 과정에서 정책 공급자의 의도가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수요자의 관점에서 이를 체감할 수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수요자와 공급자 

간 미스매치를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발견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자리사업 현장모니터링은 현장모니터링단(團)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장모니터링단은 일자리사업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고용정보원 평가 담당 

연구진과 지역의 고용전문가(지역 인적자본개발위원회 소속 고용혁신추진단)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현장모니터링을 위해서는 모든 사업에 해당되는 공통사항 

및 개별 사업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세부 체크리스트로 구성하여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구분 주요 내용

현장모니터링단 구성 ･ 17개 시도단위 모니터링단 구성

⇩

사전교육
･ 모니터링 방법론 및 사례 공유
･ 현장 체크리스트 검토
･ 모니터링 대상사업 배분

⇩

모니터링 대상 선정 및 컨텍

･ 사업별 모니터링 대상 선정
 - 사업 소관부처
 - 수행기관, 위탁기관
 - 참여자(사업장, 근로자, 일반 개인)

⇩

모니터링 실시 ･ 현장 방문 후 정책 공급자 또는 수혜자 인터뷰

⇩

중간점검 및 결과보고

･ 현장 모니터링 진행 중간점검
 - 진행 상황 점검
 - 진행 애로사항 및 협조요청사항 공유
･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전달
･ 현장 모니터링 결과보고
 - 현장 모니터링단 운영 결과 공유
 - 현장모니터링 결과 사업별 주요 이슈 공유

<표 58> 현장모니터링단 운영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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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과평가 지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정량평가는 사업별 고용성과 지표를 도출하여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성과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는 일모아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와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에서 제공한 사업장 및 참여자 정보가 기본이 된다.

사업장 단위 및 개인 단위 평가자료 구축은 고용보험 지원 사업장 리스트나 

프로그램 참여자 리스트를 한국고용정보원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장통계 

DB나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 데이터에 직접 연결하여 분석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만약 고용보험 지원 사업장 리스트나 참여자 리스트를 한국고용정보원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협조를 얻어 사업 담당부처

로부터 참여 사업장 및 참여자 리스트를 전달받아 사업통계 DB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 데이터로부터 해당 사업장과 개인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여 분석 

자료를 구축하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참여자 자료가 취합되면 개인과 사업장의 고유식별 정보를 

고용보험 DB, HRD-net, 워크넷, 기업생멸 DB등의 행정자료와 매칭하여 평가를 

위한 데이터 셋을 구축한다. 평가데이터 셋 구축 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고용

보험DB와의 연계작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자리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관련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는 ① 사업장 

통계와 ② 개인차원의 통계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된다. 

사업장통계 DB에서 추출되는 주요 정보는 사업장 성립일자, 산업, 지역, 규모, 

사업장의 소멸일자, 상시근로자수와 피보험자수 등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 

DB에서 추출되는 주요 정보는 성별, 연령, 고용보험 자격 취득 당시에 신고 

된 월급여액,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자와 상실일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보험

자의 임금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근로자 단위 임금 정보는 근로복지

공단의 보수총액 자료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구축된 평가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 사업 유형별로 취업률, 취업

소요기간, 고용유지율, 임금 수준 등 해당 사업유형에 적용되는 성과지표를 

추출하게 된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①직접일자리, ②직업훈련, ③고용서비스, ④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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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⑤창업지원, ⑥실업소득 지원 등 총 6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사업 평가를 위해 설정된 평가지표를 각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직접일자리사업은 취업취약계층이 장기 실업에서 벗어나 민간 일자리로 

취업하도록 한시적･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낮은 실업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노인 등 특정 계층의 기본적 소득을 보조하는 일자리를  

포함하는 특징을 갖는다. 직접일자리는 공공업무지원형, 소득보조형, 인턴형, 

사회봉사･복지형 등 4개의 세부 유형54)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에 해당되는 

성과평가 지표는 아래의 표와 같다.

세부유형 목 적 평가 지표

공통지표

①취약계층 참여비율

②반복참여율

③참여자 만족도

①공공업무지원
-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고유업무 수행을 보조･지원

하는 일자리 제공

①취업률

②고용유지율

③취업소요기간

②소득보조
- 노인 등 특정 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제공하는 일자리 제공
공통지표만 적용

③인턴

- 청년･여성 등 특정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실무연수 등을 통해 일 경험 습득･경력형성을

지원하여, 관련분야 취업을 지원

①취업률

 - 취업률,

 - 인턴사업장 취업률

②고용유지율

③취업소요기간

④사회봉사･복지
- 퇴직자･청년 등에게 공동체･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 기회와 활동실비 제공
공통지표만 적용

<표 60> 직접일자리사업 성과평가 지표

직업훈련사업은 실업자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거나,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업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직업훈련 

사업은 구직자 훈련, 재직자 훈련, 일･학습 병행 등 3개의 세부 유형으로 구분

되며 각 유형에 해당되는 성과평가 지표는 아래의 표와 같다.

54) 2019년 까지는 사회서비스형, 공공업무지원형, 소득보조형, 인턴형, 사회봉사･복지형 등 5개의 

세부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나, 2020년부터 일자리사업으로 관리되는 것이 부적절한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 사업 5개는 관리범위에서 제외하여 4개 유형으로 범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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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유형 목 적 평가 지표

공 통
①중도탈락률

②참여자 만족도

①구직자 훈련
- 실업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취업가능성을 직접적

으로 높이기 위한 훈련 제공

①취업률

②관련분야 취업률

③고용유지율

④취업소요기간

⑤임금수준

②재직자 훈련 -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 제공 ①고용유지율

③일･학습병행
- 기업이 취업 희망자를 채용하여 이론･실무 

교육을 병행 제공하는 일터기반 학습
공통지표만 적용

<표 61> 직업훈련사업 성과평가 지표  

고용서비스사업은 취업취약계층의 채용･선발을 지원하기 위해 구인･구직

정보 및 취업알선을 제공 사업이다. 고용서비스 사업은 취업지원서비스, 고용

정보 및 인프라, 기타 등 3개의 세부 유형으로 구분되며 성과지표는 취업지원

서비스 영역에 한하여 도출하고 있다.

세부유형 목 적 평가 지표

공 통

①취업률

②고용유지율

③참여자 만족도

①취업지원서비스
- 일자리 알선, 구직기회 제공, 직업훈련 소개, 상담, 

사례관리 등 지원서비스

①알선취업률

②취업소요기간

③임금수준

②고용정보 및

인프라

- 직업･진로정보 제공, 고용정부의 수집 및 제공과 

관련된 전산망, 행정지원 사업
평가 제외

③역량강화
- 취업을 위한 기업탐방, 집단상담, 교육사업 등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제공
평가 제외

<표 62> 고용서비스사업 성과평가 지표 

고용장려금 사업은 취업취약계층의 채용 촉진, 실직위험에 처한 재직자의 

계속고용 지원,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이다. 고용장려금 사업은 고용유지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모성

보호장려금 등 4개의 세부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에 해당되는 성과평가 

지표는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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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유형 목 적 평가 지표

공 통
①고용유지율

②참여자 만족도

①고용유지장려금
- 구조조정 등 경제적 이유로 위험상황에 처한 

재직근로자의 고용을 유지

①기업생존률

②(종료후)고용증감률

②고용안정장려금

- 정규직 전환, 시간선택제,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고용불안을 경험하는 재직근로자의

고용을 안정

①기업생존률

③고용창출장려금
- 사용자 또는 구직자에게 인건비를 보조하여 

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신규채용을 촉진
①(지원시)고용증감률

④모성보호장려금

-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력

단절방지를 지원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공통지표만 적용

<표 63> 고용장려금사업 성과평가 지표 

창업지원 사업은 실업자 등 특정 취업취약계층이 창업을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현금을 지원하거나, 융자･시설･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지원 사업은 창업초기지원, 창업금융, 사업화지원, 인프라 등 4개의 세부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에 해당되는 성과평가 지표는 아래의 표와 같다.

세부유형 목 적 평가 지표

공 통

①유효생존률

②유효창업률

③참여자 만족도

①창업초기지원

- (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 및 컨설팅･멘토링을 통한 창업보육, 기술･

경영상의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

①창업률

②창업금융
- 창업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창업자

에게 운영자금･시설자금을 투･융자

①고용증감률

②임금수준

③사업화 지원
- (예비)창업자의 원활한 창업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 계획수립에서 창업까지 전 단계를 지원

①고용증감률

②임금수준

④인프라

- (예비) 창업자, 초기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창업 

보육시설, 시제품 제작시설, 비즈니스 센터 등 

창업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

①고용증감률

②임금수준

<표 64> 창업지원사업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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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층평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심층평가는 기초평가를 통해 나타난 사업의 문제점이나 

주요 이슈사항들을 토대로 주요 일자리사업(군)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심층적인 

평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18년 심층평가 2019년 심층평가

▴ 직접일자리: 민간일자리 이행효과 중심

▴ 직업훈련: 구직자훈련사업 동종분야 취업에 

관한 연구

▴ 고용서비스: 공공고용서비스 품질개선방안

(여성일자리 중심)

▴ 고용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

채움공제 사업 중심

▴ 고용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

채움공제 사업 중심

▴ 직접일자리: 일자리사업간 연계분석

▴ 직업훈련: 신기술분야 훈련사업 평가

▴ 고용서비스: 실업부조계층 공공고용서비스 

지원프로그램 해외사례 연구

▴ 지자체 일자리사업 성과관리 컨설팅: 대전, 

부산, 광주를 중심으로

<표 6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심층평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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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2018~2019)

전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8년부터 

일자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선을 위한 효율화 방안이 매년 마련되고 있다. 

큰 틀에서 일자리사업의 범위 조정이나 유사･중복적인 사업 및 소규모･저성과 

사업에 대한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유형에 따라 효율화를 

위하여 기준 및 요건을 강화하거나 사업내용의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유형 2018년 효율화 방안 2019년 효율화 방안

체계정비

▴ 일자리사업 범위조정

▴ 유사･중복･소규모･저성과 사업 

통폐합

▴ 자치단체 일자리사업 관리･지원체계 

마련

▴ 유사･중복･소규모･저성과 사업 

통폐합 (12개 사업)

▴ 일자리사업 범위조정

유형별 

운영

개선

직접

일자리

▴ 취업취약계층 참여 확대, 반복참여 

제한 강화

▴ 취업지원･참여자 사후관리 강화

▴ 직접일자리사업 일몰제 도입

▴ 신규 직접일자리사업은 한시사업

으로 추진

직업

훈련

▴ 범부처 훈련 품질관리 체계 마련

▴ 개인･지역별 훈련 정보제공 강화

▴ 구직자･재직자 훈련의 목적･대상 

명확화

▴ 취업성과 향상을 위한 훈련기관･

과정 관리

▴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훈련

여건 조성

고용

서비스

▴ 서비스기관 간 협업･연계 및 기관

관리 강화

▴ 고용서비스 역량･품질 향상

▴ 서비스기관 간 협업･연계 및 초기

상담 강화

▴ 고용서비스 역량･민간위탁 서비스 

품질 향상

고용

장려금

▴ 지원요건 합리화, 운영체계 정비

▴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제재 강화

▴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요건 

정비

▴ 국민들의 장려금 접근성 제고

창업

지원

▴ 창업 – 고용지원 간 연계 강화

▴ 멘토링･컨설팅 통합관리 및 품질 

향상

▴ 지원자 선정의 공정성･전문성 제고

▴ 멘토링･컨설팅 품질관리･수요자 

선택권 보장

예산

배분 및 성과

관리

▴ 성과등급 예산 반영

▴ 성과지표 개선, 현장모니터링 매뉴얼

고도화, 심층평가 강화

▴ 일모아시스템 개편, 일자리사업 

평가시스템 구축

▴ 성과등급 예산 반영

▴ 일자리사업 유형별 핵심지표 설정･

최소성과기준 도입

▴ 일자리사업 평가시스템 구축 추진

<표 66>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사업유형별 효율화 방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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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과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해 노동시장 밖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신속히 이동시키기 한편, 이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목적을 가진다.

이러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은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효과성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일자리사업이 국민에게 양적으로 

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한국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즉 전체 노동시장 프로그램(LPM)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가 3년째 접어들고 있다. 향후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가 보다 

정교해지고 고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일자리사업의 평가를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참여자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소관 부처별로 사업 참여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체계화하고 정부 일자리사업 관리 시스템인 ‘일모아 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일원화되고 표준화된 정보수집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비교평가 측면에서 사업의 유형별 특성 반영 등을 통해 성과평가가 객관적

이면서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현재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는 지표개선 및 최소성과기준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평가결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및 정책이행 절차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소관 부처에서 주도적으로 사업개선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이행할 때 평가결과를 통한 사업 효율화의 완성도는 높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비단 중앙정부의 일자리사업만이 해당

되는 것은 아니다. 자치단체에서 수행되고 있는 많은 사업도 재정이 투입되는 

일자리사업인 만큼 향후 자치단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가 

필요하다. 이 또한 정부일자리사업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효율화 작업 등의 정책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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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2019년 기준 평가대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1. 직접일자리사업

연번 소관부처 사업소유형 및 세부사업명 내역사업

공공업무지원

1 고용부 업종별재해예방 고위험업종안전보건지킴이

2 문체부
문화예술교육활성화 학교예술강사지원

문화예술교육활성화 복지기관예술강사지원

3 문체부 생활체육프로그램지원 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

4 문체부 초등학교스포츠강사배치지원 　

5 산림청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보호지원단

산림재해일자리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림재해일자리 산사태현장예방단

6 산림청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서비스도우미

7 행안부
국가기록물정리 기록물정리사업

국가기록물정리 전자기록물검수･등록체계마련

8 행안부 자원봉사활성화지원(경상) 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사업

사회봉사복지

9 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 　

10 고용부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 　

11 문체부 문화관광해설사육성 　

12 문체부 전통스토리계승및활용 　

13 복지부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 재능활동형

사회서비스

14 복지부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5 복지부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노인돌봄기본서비스

16 복지부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

17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18 복지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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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소관부처 사업소유형 및 세부사업명 내역사업

19 복지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20 여가부 아이돌봄지원 　

소득보조

　 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재능활동형, 대한노인회외사업

21 복지부 자활사업 자활근로사업

22 복지부

장애인일자리지원 복지형 장애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지원 일반형 장애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지원 특화형 장애인일자리

23 산림청 숲가꾸기 공공산림가꾸기

24 특허청 국내지식재산권 보호활동강화지원 온라인위조상품 재택모니터링지원

25 행안부 지역공동체일자리(균특) 　

26 환경부 상수원관리지역관리 하천쓰레기수거사업

27 환경부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 　

28 환경부

환경지킴이 1.자연환경안내원(정규직전환대상제외)

환경지킴이 2.국립공원지킴이(재난구조대제외)

환경지킴이 3.주민감시관리요원

환경지킴이 4.5대강환경지킴이

인턴

29 과기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지원(R&D)
출연연맞춤형인력양성사업

30　 농림부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농식품분야해외인턴십지원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농업법인취업지원

31 농림부 농식품수출시장다변화 식품청년해외개척단

32 농진청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ODA) 글로벌농업인재양성

33 문체부 박물관･미술관진흥지원 등록사립박물관 전문인력지원

34 문체부 예술인력육성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육성

35 복지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일자리운영
지역사회서비스청년사업단

36 산림청 국제산림협력 해외산림인턴지원

37 여가부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구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새일센터지정･운영

(새일여성인턴)

38 해수부 수산물해외시장개척 청년수출개척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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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훈련

연번 소관부처 사업소유형 및 세부사업명 내역사업

39 행안부 공공데이터개방 및 이용활성화지원 빅데이터활용청년인턴십운영

40 행안부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지역정착지원형,

민간취업연계형

연번 소관부처 사업소유형 및 세부사업명 내역사업

구직자훈련

41 고용부
전직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1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전직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1 일반고특화훈련

42 고용부 전직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2
전직실업자능력개발지원, 

기타운영비등

43 고용부 건설근로자기능향상및취업지원 건설일용근로자기능향상지원

44 고용부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 다기능기술자과정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 전문기술과정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 베이비부머훈련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 여성특별과정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 하이테크과정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 신중년특화과정

45 고용부 산재근로자재활복지지원 산재근로자직업훈련지원

46 고용부 신규실업자등직업훈련(지특) 　

47 고용부
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 일반고특화훈련외

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 일반고특화훈련

48 고용부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원(제주) 　

49 고용부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50 고용부 장애인직업능력개발 　

51 고용부 인문특화청년취업아카데미 　

52 과기부 우주기술산업화및수출지원사업(R&D)
우주분야인력양성 및 이해도제고 

(우주기술전문연수)

53 과기부 이공계전문기술인력양성(R&D) 이공계전문기술연수

54 과기부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R&D) SW여성인재수급활성화

55 과기부 DB산업육성 빅데이터청년인재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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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소관부처 사업소유형 및 세부사업명 내역사업

56 과기부 스마트미디어산업육성기반구축 스마트광고산업활성화기반구축

57 과기부 국가연구시설장비선진화지원 연구장비엔지니어양성

58 과기부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사업 　

59 교육부 산학협력고도화지원(R&D)
사회맞춤형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사회맞춤형학과중점형)

60 문체부 관광산업일자리활성화및단체지원 관광전문인력교육

61 문체부 게임산업육성
게임산업정책지원

(게임스쿨(G-스쿨)운영)

62 방사청 방산분야인프라및상생협력 방위산업전문인력양성

63 산업부 지역전문가양성및공급 　

64 산업부 산업기술혁신기반구축 경력단절여성연구원재취업교육

65 식약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지원 의료기기규제전문가(RA)양성

66 여가부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구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2
경력단절여성직업교육훈련

67 여가부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내일이룸학교운영

68 중기부 산학협력기술･기능인력양성 　

72 교육부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전문

대학육성(R&D)
사회맞춤형학과중점형

기타

69 법무부 갱생보호활동 직업훈련

70 법무부 직업훈련 기술지도강사수당은제외

일학습병행

71　
고용부 일학습병행운영지원 　

교육부 산학협력고도화지원(R&D) 조기취업형계약학과 선도대학육성

재직자훈련

73 고용부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74 고용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75 고용부

근로자능력개발지원 　

근로자능력개발지원 자영업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 영세사업장훈련지원

76 과기부 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 클라우드생태계조성-개발자기술교육

77 문체부 MICE산업육성지원
MICE인력양성및업계지원-

MICE전문인력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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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서비스

연번 소관부처 사업소유형 및 세부사업명 내역사업

취업지원

97 고용부
건설근로자기능향상 및 취업지원 건설근로자취업지원(공제회)

건설근로자기능향상 및 취업지원 건설근로자취업지원(고용센터)

98 고용부
장애인취업지원 장애인취업지원(알선)

장애인취업지원 중증장애인지원고용

99 고용부
중장년층취업지원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중장년층취업지원 고령자인재은행

100 고용부

취약계층취업촉진 노숙인취업지원　

취약계층취업촉진 채용박람회

취약계층취업촉진 노숙인･채용박람회 외

101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지원(일반)

102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지원(지특) 　

103 고용부 해외취업지원 　

104 고용부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105 고용부 중증장애인지역 맞춤형취업지원사업 　

106 국방부
취업활동지원 취업지원

취업활동지원 교육사업

107 국토부 물류산업지원 물류기업청년채용박람회

108 보훈처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제대군인취업센터운영

109 보훈처
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장려금

취업지원

110 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지원

111 복지부 중증장애인직업재활 　

112 여가부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3 온라인교육및취업지원

113 중기부 기업인력애로센터활용 청년취업지원 　

인프라

86 고용부 고용전산망관리(정보화) 　

87 고용부 고객상담센터지원 　

88 고용부 고용동향조사분석 　

89 고용부 고용서비스모니터링 　

90 고용부 고용센터인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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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용장려금

연번 소관부처 사업소유형 및 세부사업명 내역사업

91 고용부 일터혁신컨설팅지원 　

92 고용부 직업안정기관운영 　

93 고용부 직업안정기관운영(균특) 　

94 고용부 직업정보제공및직업지도 　

95 중기부 벤처기업경쟁력강화 벤처기업일자리창출지원

96 특허청 수요자중심의 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 취업연계IP지역인재양성

기타

78 고용부 보조공학기기지원 　

79 고용부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설립지원제외

80 고용부
청년취업진로및일경험지원 중소기업탐방

청년취업진로및일경험지원 대학일자리센터

81 고용부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82 고용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83 농림부 농촌고용인력지원 　

84 법무부 갱생보호활동 취업지원비

85 해수부 어업인교육훈련및기술지원 어업인일자리지원

연번 소관부처 사업소유형 및 세부사업명 내역사업

고용안정

114 고용부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창출지원(정규직전환지원)

고용안정장려금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전환)

고용안정장려금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

115 고용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116 고용부
장년고용안정지원금 장년근로시간단축　

장년고용안정지원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117 고용부 장애인고용관리지원 　

118 고용부 직장어린이집지원 공공직장어린이집 등 운영지원

119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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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소관부처 사업소유형 및 세부사업명 내역사업

120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고보) 　

121 고용부 산재근로자재활복지지원 산재근로자대체인력지원

122 중기부 인력유입인프라조성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고용유지

123 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창출

124 고용부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시간선택제신규고용

고용창출장려금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창출장려금 일자리함께하기

고용창출장려금 전문인력채용지원

고용창출장려금 국내복귀기업지원

125 고용부 고용창출장려금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126 고용부 사회적기업육성(균특) 일자리창출사업

127 고용부 세대간상생고용지원 　

128 고용부 장애인고용장려금 　

129 고용부 고용장려금(융자) 　

130 고용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131 교육부 맞춤형국가장학금지원 중소기업취업전제사다리장학금(Ⅰ유형)

132 교육부 고교취업연계장려금지원사업 　

133 국토부 해외인프라시장개척 글로벌청년리더양성

134 산업부 중견기업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 　

135 산업부 지역조선업퇴직자 재취업지원사업 　

136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금지급 북한이탈주민고용지원금지급

모성보호

137 고용부

모성보호육아지원 출산전후휴가급여

모성보호육아지원 유산사산휴가급여

모성보호육아지원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모성보호육아지원 육아휴직급여

모성보호육아지원 배우자출산휴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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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창업지원

연번 소관부처 사업소유형 및 세부사업명 내역사업

사업화지원

138 고용부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139 기상청 기상산업활성화 기상기업창업및성장지원

140 농림부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지원 　

141 문체부 관광사업창업지원및벤처육성 관광사업발굴및지원

142 중기부 창업사업화지원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사업화지원 제외

143 중기부 창업사업화지원 초기사업화지원(창업선도대학)

144 중기부 창업사업화지원 예비창업패키지(기술혁신형)

145 중기부 중소기업재기지원 재도전성공패키지

146 중기부 창업성공패키지 　

147 해수부
해양수산신산업육성 및 

기업투자유치지원
신산업인큐베이팅지원

인프라

148 중기부 창업인프라지원 　

창업금융

149 고용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창업점포지원

150 교육부 대학창업활성화 대학창업펀드조성

151 중기부 재도약지원자금(융자) 재창업자금(채무조정형포함)

152　 중기부
창업기업자금(융자) 청년지원부분제외

창업기업자금(융자) 청년전용

창업초기지원

153 고용부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설립지원

154 중기부 벤처기업경쟁력강화 여성벤처활성화

155 중기부 장애인기업육성 장애인창업육성

156 중기부 소상공인창업지원 생활혁신형창업지원

157 특허청 지식재산기반창업촉진 IP디딤돌프로그램

158 해수부 수산산업창업･투자지원 　

159 해수부 귀어귀촌활성화 　

160 행안부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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