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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및 정책 환경 분석

Ⅰ

1

개 요

분석 배경 및 목적

정부는 우리의 현 상황을 저성장 기조 고착화, 고용 없는 성장 등으로 일자리
창출 역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으로
진단하고 있다.1)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성장률이 빠르게 둔화되는 가운데 노동시장
이중구조 ․ 근로환경 열악 등으로 고용의 질이 저하되고 있으며, 고용의 양적·질적
악화로 취업애로 및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2)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청년세대는 취업난과 일자리의 불안정성, 비정규직의 증가 등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 청년세대인 15∼29세 실업률은 2012년 7.5%에서, 2017년 9.8%로 2.3%p
증가하였으며3), 관련 통계가 발표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청년층의
첫 일자리 근속기간은 2004년 17개월에서 2017년 14개월로 감소하였으며, 청년 니
트족(NEET)4)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청년 실업은 청년의 사회진출을 가로막아
생산성 저하와 세대 간의 갈등 문제 등을 야기하면서 사회활력도를 저하시킨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일자리는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직업
을 의미한다. 직업이 없어도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다면, 일자리는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는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항목이다. 따라서 ｢대한민국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
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적 ․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근로조건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문재인 대통령 주재 일자리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노사단체, 민간
전문가 등이 모여 정부 일자리정책 추진방향 논의, 위원회 운영세칙 의결 -”, ｢보도자료｣, 2017. 6.
21.(수), p.2.
2) 일자리위원회 ․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2017, pp.2~4.
3) 2018년 5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10.5%이다.
4)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신조어(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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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2010년 7월에 유사 ․ 중복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들을 통합 ․ 단순화하
고 효율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제1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수립
한 이후 2016년 11월까지 5차례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2017년 8월에는 ｢재
정지원 일자리사업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2017년 10월에 미래변화를 선도하여 일
자리를 늘리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여 일자리 질을 개선하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은 일자리의 양과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들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혁신
방안｣을 포함하여 경제 ․ 산업 ․ 사회정책 전반을 담고 있다.
일자리정책은 고용 유지 ․ 안정 및 확대,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보조, 실업자 재
취업에 관련되는 일련의 정책이므로, 완전고용을 달성하고자 하는 거시경제정책으
로부터 노동시장정책, 인력개발정책, 미시적 인력정책, 임금정책은 물론 노사관계
내지 노동복지에 이르는 광범위한 문제들까지 다루어야 한다. 따라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은 노동시장에 직접 관련되는 것뿐만 아니라 산업생산수준에 영향을 미
치는 부문을 다루고 있으므로, 로드맵 관련 재정사업의 예산규모는 2017년 기준
189개 사업 18조원에서 2018년 24조원으로 증가하였다.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발표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는 일자리정책과 관련된
재정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국회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자리정책 재정사업 분
석｣ 보고서를 기획하였다. 동 보고서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포함된 재정사
업을 중심으로, 기존 일자리사업에 대한 재정투입과 산출, 파급효과, 부처별 업무
현황 등을 분석하여 예 ․ 결산 심사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본 보고서는 총 5권으로 구성된다. (1권)총괄에서는 일자리 상황 진단 후, 주요
영역 및 재정사업 현황, 해외 사례 및 전반적인 정책 환경 등에 대한 총괄적인 분석
을 수행하고, 영역별 정부 재정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일자리 사업을 크게 (2권)일자
리 인프라 구축, (3권)일자리 창출, (4권)일자리 질 개선, (5권)맞춤형 지원으로 분류하
고, 각 영역별로 재정사업 분석 및 중점투자방향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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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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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내 일자리 상황을 ① 저성장 고착화 등으로 일자리 창출기반 지속
약화, ② 노동시장 이중구조, 근로환경 열악 등 고용의 질 저하, ③ 고용의 양적 ․ 질
적 악화에 따른 취업애로 및 소득양극화 심화, ④ 4차 산업혁명 등에 대비한 패러
다임 변화 필요 등으로 진단하고, 2017년 10월에 미래변화를 선도하여 일자리를 늘
리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여 일자리 질을 개선하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일자리 로드맵 기본방향은 다음 표와 같이  4차 산업혁명, 저출산 ․ 고령화
등 미래변화에 선제적 대응,  상생형 생태계와 혁신성장기반 구축으로 지속가능
한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일자리 질 제고,
 청년 ․ 여성 ․ 신중년 등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설정되었다.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의 기본방향]
 4차 산업혁명, 저출산 ․ 고령화 등 미래변화에 선제적 대응





재정 ․ 세제 등 정책수단이 일자리효과로 이어지도록 국정시스템 재설계
전직 ․ 실업에 대한 불안을 덜고 재취업 기회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일자리
안전망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
기업이 필요로 하고 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공급하는 한
편,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

 상생형 생태계와 혁신성장기반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이 규제 ․ 자본의 부담 없이 창업 ․ 신산업 ․ 고부가
서비스업 창출로 이어지는 일자리 생태계 조성
제3섹터인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여 새로운 일자리 돌파구 마련
국민요구에 부응하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현장인력을 확충하여 국
가경쟁력과 민간부문 생산성 향상을 지원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일자리 질 제고




비정규직 감축,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 등 차별 없는 일터 조성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 ․ 가정 양립 및 휴식이 있는 삶 보장

 청년 ․ 여성 ․ 신중년 등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대상별 맞춤형 정책대응을 통해 청년 고용애로 ․ 여성 경력단절을 해소하
고 신중년 인생 3모작 여건 조성

자료: 일자리위원회 ․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2017,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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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서 제시된 일자리 상황과 대책을 정리하면 아래 그
림과 같다. 정부는 저성장 고착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생형 생태계와 혁
신성장기반을 구축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근로조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취업애로 해소를 위해 취업취약계
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4차 산업혁명 등에 대비하여 국정시스템 재설
계 및 일자리 안전망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일자리 상황과 대책]
일자리 상황
원 인

저성장 고착화 등

⇀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대책
현 상

방 향

일자리

지속가능한

창출기반

⇒

지속 약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근로환경 열악 등

고용의 양적 ․
질적 악화

4차 산업혁명
등에 대비

⇀

고용의 질
저하

⇒

⇒

심화

⇀

패러다임
변화 필요

일자리 질
제고

맞춤형
지원

⇀

⇒

선제적
대응

상생형 생태계와
혁신성장기반 구축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근로조건 개선
청년 고용애로 ․ 여성

⇀ 경력단절 해소
신중년 인생 3모작 여건 조성
국정시스템 재설계

미래변화에

자료: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2017)을 바탕으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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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출

취업애로 및
⇀ 소득양극화

일자리

대 책

⇀

일자리 안전망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
인적자원 공급

3

일자리정책 주요 내용

가. 역대 정부의 일자리정책
고용은 경제의 전반적인 동향과 표리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자리정책이란
노동시장에 직접 관련되는 것뿐만 아니라 산업생산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문
을 포괄하게 된다. 또한 일자리정책을 광의로 보면 완전고용을 달성하고자 하는 거
시경제정책으로부터 노동시장정책, 인력개발정책, 미시적 인력정책, 임금정책은 물
론 노사관계 내지 노동복지에 이르는 광범위한 문제들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정의
하기도 한다.5)
우리나라의 일자리정책은 IMF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실업문제에 대한 대응과
경제의 고용창출력 저하에 따른 고용취약계층 확대에 따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중
직접 일자리 창출 정책에 중점을 두었다. 정부는 실업자가 급증함에 따라 1998년 3
월 고용유지지원,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실업자에 대한 생활
안정지원을 기본구조로 한 종합실업대책을 마련하였다. 1999년 들어 실업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중장기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보다 포괄적인 실업대책을 마련
하고, 중장기정책을 기저로 실업대책의 기본방향을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취업능력
제고, 사회안전망 확충, 실업대책 전달체계 확충으로 설정하였다.
2002년 정부의 실업정책은 외환위기 이후 추진해 온 실업대책사업을 마무리하
고, 대상별 특성화된 고용안정대책으로 전환하였다. 즉, 그동안 양적위주의 실업감
소라는 실업정책에서 벗어나 질적인 고용안정에 입각한 고용안정대책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이전까지 추진되어 왔던 실업대책사업에 대한 효과성 등을 기초
로 하여 공공근로 등 단기일자리 제공사업 등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였으며, 대량실
업 극복과정에서 관심이 부족하였던 고령자, 청소년, 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선별하여 집중 지원을 추진하였다.6)

5) 윤용중 ․ 서재만,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정책의 성과와 과제｣, 일자리정책 연구 제1호, 국회예산
정책처, 2010, pp.11~12.
6) (구)노동부, ｢국민의 정부 5년(1998~2002) 실업대책백서｣, 2003, p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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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정부는 2006년에 성장-고용-분배의 선순환을 위한 ｢국가고용전략｣를 발표
하였으며, 2010년에는 2020년까지 고용률 70%를 목표로 하는 ｢2020 국가고용전략｣
을 공표하였다. 또한 2013년에는 고용률 70% 목표 연도를 2017년까지 앞당기는
｢고용률 70%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일자리 관련 중장기 계획 주요내용]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사람입국 일자리위원회 운영
(’05.10.~)

•국가고용전략회의 운영
(’10.1.~)

•국가고용전략(’06.11.)

•2020 국가고용전략(’10.10.)

박근혜정부
•고용률 70% 로드맵(’13.5.)
•노동개혁(노사정대타협) 추진

< 주요 내용 >
•비전: ｢성장-고용-분배｣ 선순환

•비전: 내 일로 행복한 나라

•목표: 고용률 70% 달성

① 고용을 고려한 경제 ․ 산업
정책(중소기업 혁신, 고용
효과가 높은 산업 투자 증
대, 서비스업 혁신)
② 유연 ․ 안정노동시장 구축
(고용서비스 선진화,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노동시장 유연화)
③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체제 마련(산업별 인력양성
방안 강화, 실업계고 ․ 전문
대 정상화)
④ 일자리창출평가시스템 정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모니
터링, 고용영향평가 도입)

① 고용친화적 경제 ․ 산업정책
(고용확대형 재정 ․ 산업정
책, 유망 중소기업 집중 지
원, 사회적 기업 육성,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② 노동시장 공정성, 활력제고
(임금 ․ 고용 유연성 제고,
고용 파견 ․ 기간제 규제 합
리화, 상생노사관계)
③ 취약인력 활용, 직업능력개
발 강화(일 ․ 가정양립,
시간제일자리 확대, 고령자
고용의 질 제고 등)
④ 근로유인형 사회안전망 확
충(EITC 개선, 기초생활수
급자 탈수급 촉진,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감면
등)

①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창
업 활성화, 신산업 발굴 육
성,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서비스산업 선진화,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등)
② 근로시간 개혁(장시간 근로
개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③ 여성 ․ 청년 등 비경활인구
고용가능성 제고(근로빈곤
층 자립지원, 여성경력단절
예방, 청년조기노동시장진
입, 정년연장 등)
④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연대
와 책임 (근로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 일자리창출 정부
책임성 강화, 고용친화적
정책기반 조성 등)

자료: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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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주요 내용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국정과제), 일자리 관련 현안 및 중장기 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일자리 창출, 일자
리 질 개선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주요 5대 분야에 대해 10대 중점과제 및 100
개 세부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연차별 이행목표와 법령 제 ․ 개정, 별도대책 수립 등
이행계획을 설정하여 차질 없이 실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의 10대 중점과제]
분

야

10대 중점과제

일자리
창출

12개

②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혁신형 인적자원 개발

10개

③ 공공일자리 확충

7개

④ 혁신형 창업 촉진

6개

⑤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 ․ 서비스업 육성
민간

⑥ 사회적경제 활성화
⑦ 지역일자리 창출

19개
6개
10개

⑧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

5개

⑨ 근로여건 개선

9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

추진과제

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
일자리 인프라
공공

100개 세부

 청년 ․ 여성 ․ 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16개

자료: 일자리위원회 ․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2017.

정부는 기존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의 차별점을 다음 표와 같
이  일자리의 양적 확대보다는 일자리의 질 제고를 최우선,  ‘양질의 일자리 →
성장 동력’이 되는 소득주도성장 전략,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변화에 대해 선제
적으로 대응,  현장 공무원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노동계 ․ 경영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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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의 차별점]
 일자리의 양적 확대보다는 일자리의 질 제고를 최우선




상시 ․ 지속, 생명 ․ 안전 업무에 대한 정규직 채용 원칙을 확립
차별시정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비정규직 차별 제로화를 실현하고,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연차 ․ 퇴직급여 지급

 ‘양질의 일자리 → 성장 동력’이 되는 소득주도성장 전략




｢고용률 70% 로드맵｣ 및 이전 고용전략들은 ‘성장 → 일자리’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을 위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조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처우 개선, 국가제도 전반의 고용친화적 조정 등 양질
의 일자리창출을 최우선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새로운 산업, 기업에 더 좋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신산업 혁신형 중소기업
생태계 육성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을 위한 미래 유망분야 중심 공공 ․ 민간 훈련 확대,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체제 마련

 현장 공무원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국민의 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나 인력이 크게 부족한 소방, 경찰, 보건
의료 공무원 인력 확충 17.4만명
보육 ․ 요양 ․ 문화 ․ 환경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확충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근무시간 단축 등을 통한 공공기관 인력 30만명
확충(정규직 전환 20만명, 공기업 인력충원 등 10만명)

 노동계 ․ 경영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노동계(3회) 및 경영계(1회) 회의, 관계부처 및 전문가 회의(10여회) 등

자료: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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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규모 및 부문별 예산 현황

정부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관련 재정사업 규모를 공식적으로 집계 ․ 발표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각 부처로부터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상 중점과제 및 세
부추진과제와 관련된 재정사업 예산을 제출받아 취합한 결과, ｢일자리정책 5년 로
드맵｣ 관련 예산은 2018년 기준 24조 1,959억원으로 2017년 18조 3,861억원 대비
31.6% 증가하였다.
5대 분야별 예산을 살펴보면, ‘일자리 질 개선’ 관련 예산규모는 2017년 537억
원에서 2018년 3조 265억원으로 55배 증가하였으며, ‘민간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
규모는 2017년 4조 9,902억원에서 2018년 4조 7,707억원으로 4.4% 감소하였다.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5대 분야별 예산]
(단위: 백만원, %)

2018

10,436,131

12,448,794

2,012,663

19.3

공 공

1,448,521

1,906,811

458,290

31.6

민 간

4,990,231

4,770,662

△219,569

△4.4

53,672

3,026,528

2,972,856

5,538.9

1,457,577

2,043,068

585,491

40.2

18,386,132

24,195,863

5,809,731

31.6

일자리 인프라 구축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
합

계

증 감

2017

5대 분야

B-A

(B-A)/A

1)
2)

주: 1) 예산 감소의 주요 원인은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등의 사업 예산규모가 2017년 9,750억원에서
2018년 6,115억원으로 감소한 것에 있음
2) 예산 증가의 대표적인 원인은 ‘근로여건 개선’ 과제와 관련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예산이 2조
9,708억원 규모로 신설되었기 때문임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17년 기준 10대 중점과제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혁신적 인적자원 개발’ 예산이 10조 4,324억원으로 가장 많고,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 서비스업 육성’ 예산 3조 2,971억원, ‘청년, 여성, 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예산 1조 4,576억원 순이다. 2018년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은 10대 중점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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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년대비 112배 증가한 ‘근로여건 개선’이며, ‘혁신형 창업 촉진’ 예산은 전년대
비 25.6% 감소하였다.7)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관련 중점과제별 예산]
(단위: 백만원, %)

10대 중점과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

2017

2018

증 감
B-A

(B-A)/A

3,774

5,160

1,386

36.7

10,432,357

12,443,634

2,011,277

19.3

공공일자리 확충

1,448,521

1,906,811

458,290

31.6

혁신형 창업 촉진

1,179,925

878,178

△301,747

△25.6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 서비스업 육성

3,297,080

3,399,494

102,414

3.1

30,517

47,450

16,933

55.5

482,709

445,540

△37,169

△7.7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없는 일터 조성

27,032

27,947

915

3.4

근로여건 개선

26,640

2,998,581

2,971,941

11,155.9

1,457,577

2,043,068

585,491

40.2

18,386,132

24,195,863

5,809,731

31.6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혁신적 인적자원 개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

청년, 여성, 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합

계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관련 재정사업은 2017년 사업 기준으로 14개 부처
소관 189개 사업이다. 각 부처별로 2017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고용노동부 예산
이 11.7조원으로 가장 많고, 2018년 고용노동부 예산 증가률도 47.1%로 가장 높다.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은 2017년 2.4조원에서 2018년 2.1조원으로 13.8% 감소하였는
데, 감소한 사유는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등8)의 사업 예산규모가 2017년 9,750억원
에서 2018년 6,115억원으로 감소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7) 감소한 사유는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등의 사업 예산규모가 2017년 9,750억원에서 2018년 6,115억
원으로 감소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8)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는 여러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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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관련 부처별 예산]
(단위: 개, 백만원, %)

사 업 수
부 처 명

예 산

2017

2018

고용노동부

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증 감

2017(A)

2018(B)

33

11,731,663

17,260,587

5,528,924

47.1

32

38

833,025

777,024

△56,001

△6.7

4

9

47,704

69,128

21,424

44.9

보건복지부

21

26

1,447,514

1,905,823

458,309

31.7

산업통상자원부

25

27

747,869

662,098

△85,771

△11.5

해양수산부

6

11

214,178

328,544

114,366

53.4

농림축산식품부

5

5

20,196

20,063

△133

△0.7

문화체육관광부

15

17

181,587

213,310

31,723

17.5

중소벤처기업부

16

20

2,418,946

2,085,580

△333,366

△13.8

환경부

11

11

403,448

444,413

40,965

10.2

여성가족부

4

4

141,093

163,569

22,476

15.9

국토교통부

18

20

174,783

240,611

65,828

37.7

방위사업청

4

5

24,126

24,753

627

2.6

통계청

0

1

0

360

360

-

합 계

189

227

18,386,132

24,195,863

5,809,731

31.6

교육부

B-A

(B-A)/A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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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외 사례

가. 해외 주요 국가의 일자리정책 현황
본 절에서는 해외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정책들을 노동시장정책9)과 고용정책’10)
중심으로 살펴보고, 국내 고용확대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해외 주요
국 사례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스페인의 일자리정책 가운데 우
리나라 일자리정책과 유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
은 장신철(2011)11), 성균관대학교 HRD센터(2014)12), 윤윤규 외(2014)13), 강유덕 외
(2015)14), 김종진(2016)15) 및 이희용(2017)16) 등이 있는데, 본 절은 기존 연구에서 제
시된 내용을 중심을 작성하고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9) OECD의 노동시장정책 분류에 의하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① 공공고용서비스와 행정 ② 직
업훈련 ③ 일자리 나누기 ④ 고용 인센티브 ⑤ 장애인 통합 ⑥ 직접적 일자리 창출 ⑦ 창업 인
센티브로 구분되며, ⑧ 실직자 소득보장 및 지원 ⑨ 조기은퇴 등 실업보험 형태의 소극적 노동시
장정책과는 차이가 있다.
10) 노동시장정책은 노동시장이 효율적 기능을 달성하고 불안정을 교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실업
자 ․ 비자발적 실직의 위험에 처한 취업자 ․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따
라서 노동시장정책은 노동시장에서 특정 그룹을 선호하도록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일반 고용정
책과 구별된다.
<http://ec.europa.eu/eurostat/web/labour-market/labour-market-policy>
“Labour market policy (LMP) statistics provide information on labour market interventions which are defined
as ‘Public interventions in the labour market aimed at reaching its efficient functioning and correcting disequilibria
and which can be distinguished from other general employment policy interventions in that they act selectively
to favour particular groups in the labour market’. The scope of LMP statistics is limited to public interventions
which are explicitly targeted at groups of persons with difficulties in the labour market: the unemployed, persons
employed but at risk of involuntary job loss and inactive persons who would like to enter the labour market.”
11) 장신철, ｢OECD 국가의 노동시장정책｣, 고용노동부 ․ 한국고용정보원, 2011.
12) 성균관대학교 HRD센터, ｢선진국 고용정책의 일자리 창출 효과 연구｣, 고용노동부, 2014.
13) 윤윤규 · 정승국 · 노용진 · 황준욱 · 우종원, ｢지역고용정책 해외사례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4.
14) 강유덕 · 이철원 · 오태현 · 이현진 · 김준엽, ｢저성장시대의 고용확대 정책: 유럽 주요국 사례 및 실
증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15-2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15) 김종진, ｢[연구노트] 외국 지자체 노동정책 사례와 시사점｣, 한국노동사회연구원, 2016.
16) 이희용, ｢경북지역 청년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 연구용역｣, 경상북도 ․ 영남대학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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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미국의 핵심적 고용 ․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은 크게 노동중개, 취약계층 훈련 ․
고용서비스, 실업보험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노동중개서비스는 와그너-페이
저법(Wagner-Peyser Act)에 근거하여 구직-구인 연결 및 취업알선을 주로 수행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 고용서비스는 인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
WIA)에 의해 규정된다. 실업보험은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에 따라 실직기
간 중 생활상 어려움 완화, 실업자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한다. 와그너-페이저
노동중개서비스와 실업보험은 1930년대에 도입된 이래 비교적 안정된 형태를 유지
한 반면, 취약계층 훈련 ․ 고용서비스는 1960년대에 도입된 이후 비교적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는데, 특히 1998년 인력투자법(WIA) 제정으로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였다.
위에서 설명한 세 가지 핵심적인 고용 ․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 외에도 지역 수
준에서 전달되는 다수의 노동부 프로그램이 있으며, 노동부 외에도 교육부, 보건서
비스부, 주택도시개발부 등 정부 부처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훈련 ․ 고용서비스 프로
그램들을 운영한다. 그러나 각 부처별로 지원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역에서
분산적으로 운영되어 사업 중복성 및 비효율성의 문제가 나타나면서 최종 전달단위
인 지역 수준에서 사업 효율성 및 성과 제고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 간의 연계
성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WIA에서는 지역 인력투자위원회(WIB)
와 원스톱고용센터(one-stop career center)가 지역에 혼재하는 다양한 고용 ․ 훈련프
로그램들을 조정 ․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부 외의 다
양한 부처별 프로그램들도 지역 원스톱고용센터의 파트너 기관으로 참여하면서 지
역 원스톱시스템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연방사업을 관리하는 지역 원스톱고용센터는
다양한 부처별 프로그램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혼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파트너십에 기초하여 조정 ․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는 점이다. 즉 다양한 부처별 고용 ․ 훈련서비스는 해당 부처의 책임 하에 독립적인
운영 ․ 관리 ․ 평가가 이루어지며, 지역의 원스톱고용센터는 파트너쉽에 기초하는 느
슨한 방식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조정 ․ 연계함으로써 성과를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연방주의에 기초하므로 고용 ․ 훈련프로그램의 결정 ․

∙ 15

집행 ․ 전달은 사실상 주 또는 카운티(county) 단위에서 이루어지며, 연방정부는 주
로 자금지원, 기술적 지원 및 감독기능을 담당한다. 여기서 고용 ․ 훈련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라 분권화 수준이 다른데, 실업보험이나 와그너-페이저 노동중개서비스는
주정부 중심의 분권화체계(1차 위임체계)인 반면, WIA에 근거하는 취약계층 고용 ․
훈련프로그램은 카운티정부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화체계(2차 위임체계)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뉴욕 등 일부 주를 중심으로 와그너-페이저 노동중개서비스, 실업보
험, WIA 고용 ․ 훈련서비스를 지역 원스톱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기능적 조정을 통해
통합적으로 운영하려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청년실업이 사회불안 및 경제 활력 저하 등을 초래하므로, 미국은 주로
저소득층 및 비진학 청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용정책을 추진하고 있
다. 대표적인 WIOA(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프로그램은
14~24세 사이의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지식, 기술, 정보를 제공하여 취업을 돕
도록 지원하는 국가사업이다. 경제적, 교육적 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고교졸업 학력
취득 및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한 학업 성취도 향상, 각종 직종 관련 교육과 직업 훈
련을 지원한다. 또한 직장 체험 및 일자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숙련된 인력을 배
출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업주들이 이들을 채용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는 등의
지역연계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WIOA 프로그램]
구 분
대 상

내 용

Youth Program

Job Corps

Youth Build

14~21세

16~24세

16~24세

저소득 저학력 취약층

저소득 저학력 취약층

저소득 저학력 취약층

학업, 하계취업기회,

교육, 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 및 직업훈련,

지원, 후속지원,

직장경험, 재활 및 상담,

건설분야 취업 관리

직업훈련 등

기숙사 제공

감독, 멘토링, 후속지원

자료: https://www.doleta.gov/performance/results/#eta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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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영국은 기업의 부담을 줄여 국가 경제성장을 꾀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표방하고
있다. 그런데 2011년 고용평등규정(Employment Equality Regulations 2011)을 통해
65세 의무정년제를 폐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을 더 이상 종용할 수 없게
되었다. 사용자단체인 영국산업연맹(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 CBI)과 관리
자협회(Institute of Directors, IoD) 등은 의무정년제 폐지가 기업 활동을 장려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 의지와는 양립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하였고,
AgeUK와 같은 고령자단체나 영국노동조합회의(Trade Union Congress, TUC) 등은
환영하였다.
그런데 정부공공단체인 ‘노사분쟁 조정 및 중재 서비스’(Advisory, Coalitionand
Arbitration Service, ACAS)가 출간한 의무정년폐지 관련 사용자 가이드에 따르면,
사용자는 고령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고 이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해고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어 변화된 규정이 근로자의 권리만을 보호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편의 증진을 포함하고 있다. 참고로 의무정년의 폐지는 2020
년까지 국민연금수급연령을 66세까지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금법안과 함께 발
표되었다.
영국은 복지로부터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프로그램으로 18~24세의 실업자는 강
제적으로 참여하여 취업으로 연결하는 정책패키지인 청년뉴딜정책(1998년 실시)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임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청년계약제도(2011
년 실시)를 통해 청년고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뉴딜정책(The New Deal for Young People)은 6개월간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이 실업급여의 수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에 반드시 들어와야
하는 조건을 부여하고, 전문지도교사들의 1대 1 밀착 상담과 체계적 훈련을 통해
취업이 될 때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청년계약정책(Youth Contract Policy)은 정
부의 워크(Work)프로그램에 참가한 18~24세 청년실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1
인당 최고 2,275파운드를 지급하여 고용을 장려하는 제도이다. 영국 정부의 청년
계약제도는 하나의 정책브랜드로 청년니트족에 대한 지원, 임금 보조금, 잡 센터 직
원의 관리, 견습 수당 등 다양한 청년고용정책수단을 통합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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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우, 청년층 고용이 저숙련 ․ 저임금 일자리에 집중되고 경쟁 가능성
증가, 직무 유경험자를 원하는 사용자, 그에 따른 기회부족 등의 일자리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학습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는 형태의 견습생 제도를 도입 ․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의 진행과정에 런던 지역의 경우 관내 사업자들이 견습생보다는
인턴쉽을 선호한다는 점을 파악하여 조금 더 유연한 인턴쉽 제도 도입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대기업에게 견습세를 부과하여 그 재원으로 2020년까지 견습직 청년 일
자리 300만개 창출을 목표로 사업 참여자, 위탁사업자, 고용사업주 각각에게 노동성
과에 따라 보상을 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3) 독일
독일은 과거의 노동사무소를 고용센터로 변경하여 실업자를 위한 One-Stop-Shop
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노동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교육수준이 낮은 구직자, 장기
실업자에 대한 구직기회 제공을 가장 우선적인 정책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2005년
부터 실업부조와 사회부조를 통합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사회부조수급자를 실업자로
새로 등록하여, 이들이 실업급여를 감액 없이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사무소에 실
업자로 등록하는 동시에 구직노력을 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하게 되는 청년구직자에 대한 대책으로는 학교교육 및
직업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으로 청소년직업센터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채택하였다. 또한 독일은 직업교육의 다양화, 교육과정의 유연화,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를 통해 이원화된 직업훈련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
며, 산업현장과 학교 수업을 통한 3년제 직업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원적 직
업훈련제도(Dual System)의 학교 수행 프로그램 및 정책은 아래 표와 같이
Jobstarter 프로그램, EQJ(Einstigsqualifizierung Jugendlicher) 프로그램, 직업자격 전
망 프로그램 및 양성훈련 인센티브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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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적 직업훈련제도의 학교 수행 프로그램 및 정책]
구 분
Jobstarter 프로그램

EQJ (Einstigsqualifizierung
Jugendlicher) 프로그램
직업자격 전망 프로그램
양성훈련 인센티브

세부내용

직업훈련 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역 차원의 거
버넌스를 개선하는 데 초점
훈련장소를 찾지 못한 25세 이하 청년들에게 보조
금을 지불하고, 훈련장소를 제공한 기업들에게 인
센티브를 부여
양성훈련에서 배제된 청년층을 직업훈련에 포함
훈련수당 및 훈련 보너스를 제공

자료: 이희용, ｢경북지역 청년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 연구용역｣, 경상북도 ․ 영남대학교, 2017, p.4.

이원적 직업훈련제도가 지속되는 이유는 직업훈련 협약을 통한 훈련장소 공급
의 확대, 훈련 직종의 개발과 현대화, 모듈개발 등을 통한 잠재적 이탈자의 통합,
양성훈련과 다른 직업훈련 또는 교육과의 연계 강화 등 프로그램 내 ․ 외에서 지속
적인 개선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혁신활동은 학교 교육과 기업에서의 현장실습이 조화된 이원
화된 직업훈련 교육을 통해 숙련된 인력을 배출하고 있으며 사회, 경제, 교육제도
정착 및 중요 교육 분야로 간주되고 있다.

(4) 프랑스
프랑스는 상시근로자 5천명(프랑스 국내 기업) 또는 1만명(다국적 기업) 이상의
주식회사는 의무적으로 근로자 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단시간 근
로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 24시간을 최소근로시간으로 설정하여, 전일제 근로를 찾
지 못하여 할 수 없이 단시간 근로를 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있다.
기간제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초단기 기간제근로계약에 대해서 사용자의 실업
보험 분담금을 할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3년 5월 29일에 관
련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근로계약의 기간에
따라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실업보험료율은 아래 표와 같이 할증된다. 반대로,
26세 미만의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고용한 경우, 사용자의 실업보험 분담금은 3개
월(50인 미만 기업은 4개월)동안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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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근로 계약 기간에 따라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실업보험료율]
근로 계약 기간
근로 계약의 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근로 계약의 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인 경우
관행상 기간제가 허용되는 업종의 경우

실업보험료율

7%로 할증
5.5%로 할증
3개월 이하에 대해서 4.5%로 할증

자료: 성균관대학교 HRD센터, ｢선진국 고용정책의 일자리 창출 효과 연구｣, 고용노동부, 2014, p.28.

프랑스는 청년층이 장기적인 직업전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 도전과 탐색의 기
회를 제공하는 일자리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2015년에 ‘더 자유롭게, 그러나 더 안
전하게’라는 모토를 담은 고용정책을 통해 견습생제도와 구직자 직업교육, 기업부담
감소를 위한 세 가지 정책을 수립하였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계약직이나 정규
직 청년을 고용했을 때 최대 2년 동안 연 2,000유로를 기업에 지원한다. 또한 각 지
역마다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시범활용을 하도록 유도하여 지역 간 경쟁을 통해
고용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제공하고 있다.

(5) 일본
일본은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고 경제를 선순환구조로 만들기 위해, 경제 호전을
기업수익 확대와 임금인상으로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기업의 임금인상을 촉진하
기 위해 소득확대촉진세제를 확충하고, 기업의 수익이 임금인상으로 연결되도록 부흥
특별법인세를 1년 앞당겨 폐지하였다. 또한 경제계에 임금인상 등을 요청함과 동시에
지방의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에 미치는 효과를 포함하여 임금인상 상황을 추적하
여 공표하였다.
노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원적인 고용형태를 고정화하지 않고, 각각
직장의 필요에 따라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나 처우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
의 정규직 실현 ․ 보급과 인사처우제도의 보급 ․ 활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이 그들의 의욕과 능력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통로를 적극적으
로 확장하였다. 정부는 경력 상승 조성금의 확충 등을 통해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기업은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계약사원, 파견노동자, 단시간 근로자/아르바
이트, 촉탁 등의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필요한 인재육성투자를 실시함과 동시에 업
적과 능력을 평가하여 처우에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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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업능력개발시책을 충실히 시행하고 있다.
또한 생산성 향상과 인재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업은 설비투자나 연구
개발을 적극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종업원의 고용형태에 따라 전문성이나 지식의
축적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추진한다. 여성 및 다양한 인재 활용을 꾀함과 동
시에, 개개인의 희망과 기업 경영상 필요에 따른 유연한 근로 형태의 실현을 향해
노사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일 ․ 가정 양립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자는 자신의 직업
능력 향상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중장기적인 경
력형성을 지향하면서 자기개발을 통한 능력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다양한 직업훈련을 통해 직업인을 육성하는 듀얼시스템과 청년을 고용
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트라이얼 제도를 청년고용정책으로 도입하였다.
듀얼시스템은 고졸 이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5개월, 1년, 2년 코스 등의 다양한 직
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훈련방법도 1주에 2일은 학습, 3일은 실습으로 구성하
여 현장실무에 맞게 제공한다. 수행기관도 학교, 기업, 업종별 단체 등에 맡김으로
써 지역과 노동시장수요에 맞게 실시하고 있다.
신규졸업자와 기졸업자에 대한 취업 활동 지원은 공공직업안정소인 헬로우 워
크가 담당하고 있으며, 구인정보 제공 및 취직지원 세미나, 면접회 등 구직활동지원
과 함께 전문상담원의 구직상담을 지원한다. 특히 프리터(Freeter)17), 니트(Neet)를
위한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청년취업기관과의 네트워
크를 구축하고, 전문적인 상담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취업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취직 후에도 정착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청년창업지원을 위해 일본정책금융공사를 통해 저금리 정책자금을 융자
하고 있으며, 창업예비자 및 창업 5년 미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무담보 신용보증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엔젤투자자의 역할이 중요
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엔젤투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창업 이후 3년 이내의 창업
기업에 엔젤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시점에서는 출자액 상당의 금액을 소득공제하며,
소득공제 상한액은 총소득액의 40% 또는 1,000만 엔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17) 영어의 ‘자유로움’을 뜻하는 프리(free)와 독어의 ‘노동자’를 뜻하는 ‘아르바이터’(arbeiter)를 합성한
일본의 신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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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높은 경제성과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률 감소와 고용률 증가
를 통해 이루어졌다. 네덜란드 방식의 고용모델은 임금억제 전략과 저숙련 파트타
임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기본으로 하는 노동집약적 성장모델이다.
1990년대 네덜란드의 높은 고용률은 파트타임 일자리, 특히 여성들의 파트타임
일자리를 통해 실현 가능했다. 게다가 법적 보호 장치를 통해 풀타임 근로자와의
차별을 두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법적 보호 밖에 있는 소수인종, 유연노동자 등
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은 더욱 취약해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동집약적 성장모델의 경우 기업의 기술개발보다는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저
비용 경제체제로 지속가능할지에 관한 비판을 받고 있다.

(7) 호주
‘직업 교육 및 훈련’(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VET)은 학교 교육과
직업훈련이 병행되는 형태로 호주가 가장 체계적으로 운영 중이다.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협력 하에 인적자원의 직업전환능력 제고, 직업교육 및 훈련에 대한 투자증
대, 공공직업 훈련과 훈련비용의 가치 극대화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숙련
인력 양성을 위한 과정과 직무능력 중심의 훈련을 통해 산업계나 기업 요구 충족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재원은 공공훈련기관 뿐 아니라 민간기관에도
배정되어 훈련기관 간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8) 덴마크
덴마크는 청년층의 능력 및 자격을 향상시키는 가이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간단한 가이드와 능력증대프로그램, 교육과 훈련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
며, 정보교류, 기업 내 근로경험, 구직활동, 면접 인터뷰, 일자리 시험 등과 함께 교
육 활동도 포함하고 있다. 주로 청년가이드센터(Youth Guidance Center)를 중심으
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센터를 지원하고, 센터 근무자들은 학교로 찾아가서 취
업을 지원한다. 중앙정부 ․ 지방정부 ․ 교육기관 ․ 고용지원센터 ․ 청년가이드센터가 모
두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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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덴마크 정부에서는 청년층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을 위해 18~19세 청년에
대해서 실업 1주일 이후에 개별상담을 진행하고 2주 이내 상태 진단, 한달 이내에
교육 기회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가이드 제도를 강화하였다. 또한 18~30세에 대
한 특별조치로, 고용지원센터에서 12개월 이상 공공지원을 받은 30세 이하 청년들
이 민간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새롭게 졸업하는 30세 이하 청년층에 대
해서는 실업한지 6주 후에 고용지원센터에 등록하도록 하여 장기실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 ․ 지원하고 있다.

(9) 스페인
고용성과에 있어 모범적인 사례를 고찰하는 것 뿐 아니라 한국과 비슷한 노동
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 스페인과 같은 나라들을 살펴보는 것 또한 의미
를 갖는다. 스페인의 경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고용성과를 저해하는 큰 요인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다. 임시직 계약은 낮은 인센티브로 인한 생산성 저하, 고용 불
안정성의 요인으로 근로자, 기업 모두에게 해로운 제도이며, 단일 정규직 계약 제도
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정규직 근로자 해고를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스페인 노동시장은 민감한 정규직 계약을 건드리기보다는 임시
직 계약의 형태를 유지하며 임시직 해고를 보다 어렵게 하자는 방향으로 개혁이 추
진되고 있어, 기업의 부담은 증가시키고 고용 창출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
판을 받고 있다. 또한 실업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적극적 노동
시장정책의 효과를 사실상 거두지 못하고 있어, 모든 실업자들을 위한 정책을 시행
하기 보다는 오랜 기간 실업 상태에 있는 저숙련 노동자에게 초점을 맞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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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외 주요 국가의 일자리정책 시사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 주요 국가들은 자국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일
자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자유시장원칙 하에 노동중개, 취약계층 훈련 ․ 고
용서비스, 실업보험 중심의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하고, 네덜란드는 높은 복지수준을
바탕으로 임금억제 전략과 저숙련 파트타임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기본으로 하는
노동집약적 성장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실업부조와 사회부조를 통합하여 근
로능력이 있는 사회부조수급자를 노동시장에 참여토록 하고 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다양한 일자리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통점도 보이고
있다. 일자리정책의 공통점은 저소득 ․ 저학력 계층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학교교육
과 직업훈련이 병행된다는 것이다. 또한 청년 취업을 위한 능동적 정책을 추진한다
는 점이다. 미국의 WIOA 프로그램은 저소득 ․ 저학력 취약층을 대상으로 하며, 독
일도 노동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교육수준이 낮은 구직자에 대한 구직기회 제공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호주와 독일은 ‘직업 교육 및 훈련’을 시행하
고 있다.
특히 공공에서 청년취업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영국
및 덴마크는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들을 고용센터 등에서 직접 관리하는 체계를 구
축하고 있으며, 일본은 공공직업안정소인 헬로우 워크가 신규졸업자와 기졸업자에
대한 취업 활동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은 구인정보 제공 및 취직지원 세미나,
면접회 등 구직활동지원과 함께 전문상담원의 구직상담을 지원한다. 특히 프리터
(Freeter) 및 니트(Neet)에 대한 구직활동 지원을 하고, 취직 후에도 정착지원을 실
시하고 있다.

24 ∙

Ⅱ

정책 환경 분석

고용률 현황

1

2010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낮아짐에 따라 국내 고용증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2015년부터 경제성장률보다 고용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고용탄력성1)
도 감소하였다.
경제성장에 따른 취업자의 증가는 경제성장률과 고용탄력성 두 가지 요인의
관점에서 분석이 가능하다.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또한 동일한 성장률이라면 고용
탄력성이 클수록 경제성장과정에서 취업의 증가폭이 크게 나타난다. 연도별 경제성
장률, 고용(취업자)증가율 및 고용탄력성을 살펴보면, 2015년부터 경제성장률보다
고용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고용탄력성도 감소하였다.

[연도별 경제성장률, 고용증가율 및 고용탄력성]
(%)

(고용탄력성)

0.8

8
7

0.387

6

0.6
0.4
0.2

5
4

3.1

3
2

1.2

0.0
-0.2
-0.4

1

-0.6

0

-0.8
-1.0

-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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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007

경제성장률

2009

2011

고용증가율

2013

2015

2017

고용탄력성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 고용탄력성 = 고용증가율 / 경제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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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에 따른 취업증가의 정도는 경제성장률 대비 고용증가율로 측정되는
고용탄력성의 개념으로 측정하는데,2) 국내 고용탄력성은 2011년 이후 0.304~0.759
수준이다. 고용증가율이 음()이였던 2003년과 2009년을 제외하면, 2001년부터 2017
년까지 고용증가율은 양(+)의 상태에 있었다. 경제성장률은 2001년 이후 양(+)이었
으므로, 고용탄력성은 대부분 양(+)의 상태를 유지하였다.
[연도별 경제성장률, 고용증가율 및 고용탄력성]
(단위: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경제성장률

4.5

7.4

2.9

4.9

3.9

5.2

5.5

2.8

0.7

고용증가율

2.08

2.86

△0.04

2.07

0.66

1.56

1.61

0.91

△0.37

고용탄력성

0.463

0.386

△0.02

0.422

0.168

0.301

0.292

0.324

△0.52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경제성장률

6.5

3.7

2.3

2.9

3.3

2.8

2.9

3.1

3.0

고용증가율

1.46

2.06

1.75

1.38

2.36

1.09

0.88

1.20

1.38

고용탄력성

0.224

0.556

0.759

0.475

0.716

0.388

0.304

0.386

0.454

평균
(최근 5년)

자료: 통계청

경제성장과 양(+)의 고용탄력성에 의해, 고용률3)은 다음 그림과 같이 2009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다. 2017년 고용률은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59.79%이다. 남성
고용률은 2014년 69.35%에서 2017년 68.88%로 다소 감소하였지만, 여성 고용률은
2000년 46.97%에서 2017년 50.73%로 상승하고 있다. 전체 고용률은 2003년과
2009년에 감소하였으나, 2000년 57.07%에서 2017년 59.79%로 상승하였다.

2) 최창곤, “경제성장의 고용창출효과: 산업별 취업탄력성비교분석”, ｢경제학 공동국제학술대회｣,
2008, pp.95~110.
3) 고용률 = 취업자수 / 15세 이상 인구(생산가능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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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고용률(15세 이상)]
(%)

70

68.88

67.59

65
60

59.79

57.67

55
50.73
47.80

50
45
40
2000

2002

2004

2006
전체

2008

2010

남성

2012

2014

2016

여성

자료: 통계청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높은 고등교육기관 진학
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15~29세 남성의 고용률은 군의무복무에 의해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30~59세의 고용률을 살펴보면, 2000년 이후 72.25%에서
76.22%로 증가하였다.
[연도별 고용률(30~59세)]
(%)

85
80
75
70
65
60
2000
30~34세

2002

2004
35~39세

2006
40~44세

2008

2010

45~49세

2012
50~54세

2014
55~59세

2016
평균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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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30~59세 남성의 고용률은 2000년부터 2017년까지
87.86~89.27%이다. 30~59세 여성의 평균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연
령대별로 여성 고용률을 살펴보면, 40대 초반을 제외한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상승
하고 있다.

[연도별 고용률(30~59세)]
(a) 남성
(%)

95
90
85
80
75
70
2000

2002

30~34세

2004
35~39세

2006
40~44세

2008

2010

45~49세

2012
50~54세

2014

2016
평균

55~59세

(b) 여성
(%)

70
65
60
55
50
45
2000
30~34세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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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2004
35~39세

2006
40~44세

2008

2010

45~49세

2012
50~54세

2014
55~59세

2016
평균

한편 30~59세 연령층의 실업률은 고용률 상승에 따라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0~34세 실업률은 2016년부터 상승 추세에 있으나, 30~59세 평균 실업률은
2%대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30대 초반 실업률이 2016년 이후 상승하는 추세를 보
이고 있는데, 30대 후반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도별 실업률(30~59세)]
(%)

5
4
3
2
1
0
2000
30~34세

2002

2004
35~39세

2006
40~44세

2008

2010

45~49세

2012
50~54세

2014

2016

55~59세

평균

(단위: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3.50

3.04

2.36

2.50

2.61

2.84

2.54

2.47

2.45

남 성

3.98

3.50

2.66

2.67

2.79

3.05

2.94

2.79

2.81

여 성

2.70

2.28

1.87

2.23

2.33

2.44

1.92

1.97

1.87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2.87

2.83

2.55

2.37

2.26

2.51

2.57

2.50

2.48

남 성

3.28

3.10

2.70

2.55

2.43

2.43

2.50

2.54

2.48

여 성

2.23

2.44

2.34

2.11

1.98

2.63

2.66

2.42

2.49

주: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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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률 현황

2

청년의 고용률은 전체 인구에 비해 낮고 최근 10년간 그 격차는 확대되었으며,
실업률은 증가 추세에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청년(15~29세)과 전체 인구의 고용 현황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경제활동참가율4)과 고용률5)은 46.7%와 42.1%로서 전체인구의 69.2%와 66.6%에 비
해 22.5%p와 24.5%p 낮으며, 실업률6)은 9.8%로서 전체인구 3.8%에 비해 6.0%p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청년과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참
가율 격차는 2008년 20.8%p에서 2017년 22.5%p로 확대되었고, 고용률 격차는
22.1%p에서 24.5%p로 확대되었으며, 실업률 격차는 3.8%p에서 6.0%p로 확대되었다.

[청년 고용 동향]
(단위: %, %p)

청년(A)
연 도

경제활동
참가율

전체(B)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차이(A-B)
경제활동
고용률
실업률 고용률
참가율

2008

45.4

7.1

41.9

66.2

3.3

64.0

△20.8

3.8

△22.1

2009

44.2

8.0

40.6

65.5

3.8

63.0

△21.3

4.2

△22.4

2010

43.9

7.9

40.4

65.9

3.8

63.4

△22.0

4.1

△23.0

2011

43.8

7.6

40.4

66.2

3.5

63.9

△22.3

4.1

△23.5

2012

43.5

7.5

40.3

66.5

3.3

64.3

△23.0

4.2

△24.0

2013

42.9

8.0

39.5

66.8

3.2

64.6

△23.9

4.8

△25.1

2014

44.5

9.0

40.5

68.0

3.6

65.6

△23.5

5.4

△25.1

2015

45.3

9.1

41.2

68.4

3.7

65.9

△23.1

5.4

△24.7

2016

46.3

9.8

41.7

68.7

3.8

66.1

△22.2

6.0

△24.4

2017

46.7

9.8

42.1

69.2

3.8

66.6

△22.5

6.0

△24.5

주: 청년은 15~29세의 인구를 말하며, 전체는 만 15세 이상 인구를 말함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 경제활동참가율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 +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5) 고용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6) 실업률은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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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청년 실업률은 2008년 7.1%에서 2017년 9.8%로 증가하고 있으며, 체
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7) 추이를 보면, 2015년 21.1%에서 2017년
21.6%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청년과 전체 인구의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 격
차는 10.7%p로서 실업률 격차 6.0%p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 추이]
(단위: %, %p)

구 분
전체(A)
청년층(B)
B‒A

2015

2016

10.7
21.1
10.4

2017

10.4
21.5
11.1

10.9
21.6
10.7

주: 고용보조지표3 =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실업자 + 잠재경제활동인구) ÷ 확장경제활동인구 × 100
자료: 통계청의 각년도 ｢고용동향｣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2016년 OECD 기준(15~24세)으로 우리나라 청년 고용률은 26.7%로서,
미국 50.7%, 독일 46.9%, 영국 50.5%, 일본 45.3%, OECD 평균 41.4% 등에 비해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청년에 대한 연령층을 확대 ․ 세분화시켜 살펴보면, 우리
나라의 경우 15~19세 고용률은 8.0%, 20~24세 46.0%, 25~29세 69.6%, 30~34세
74.7%로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상승하고 있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OECD 평균과
의 격차도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층 연령이 낮아질수록 고용률이 낮아
지는 것은 높은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군 의무복무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8)
[청년 고용률 국제비교]
구 분
15~24세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한국

26.7
8.0
46.0
69.6
74.7

일본

45.3
16.6
67.2
84.0
81.3

미국

50.7
29.7
64.6
76.7
78.2

독일

46.9
26.7
63.7
78.3
82.2

캐나다

56.7
40.3
68.0
79.3
81.5

(단위: %)

영국

50.5
34.4
67.5
81.4
83.1

호주

59.1
44.1
71.1
78.4
79.6

프랑스

OECD
평균

29.25
9.7
48.4
74.7
77.7

41.4
23.2
57.3
73.7
76.7

주: 2016년 기준
자료: OECD DATA(https://data.oecd.org/emp/employment-rate-by-age-group.htm#indicator-chart)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7) 고용보조지표3은 실업률을 보완하는 보조지표로서 가장 포괄범위가 넓어 ‘확장실업률’로도 지칭되
고 있다.
8) 현대경제연구원, ｢고용률 및 노동시장정책의 OECD 비교와 시사점｣, 201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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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현황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규모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인데, 2014년
이후 다시 비정규직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도 특히 시
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2004년 8월 이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2014
년 이후 비정규직의 비중은 증가 추세이고 비정규직의 절대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654만 2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9만 8천명이
증가하였다.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32.9%로 전년 동월대비
0.1%p 상승하였다.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및 비중 추이]
(단위: 천명,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근거하면, 2017년 8월을 기
준으로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는 266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
만 7천명(7.1%) 증가하였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9)가 차지하는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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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04년 이후 상승하는 추세이며, 2017년 기준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전체 비정
규직 근로자의 40.7%로 전년동월대비 2.2%p 상승하였다. 한시적 근로자 중 기간제
근로자는 292만 5천명으로 전년 대비 5천명 감소(△0.2%)했지만, 비기간제 근로자
는 78만 3천명으로 5만 6천명 증가(7.7%)10)하였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비전형 근로자는 209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만 9천
명(△5.8%) 감소하였다. 비전형 근로자를 근로형태별로 살펴보면 일일근로자는 7만
1천명(△8.2%), 파견근로는 1만 5천명(△7.6%), 가정내근로는 1만 2천명(△28.9%)
감소하였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규모 추이]
(단위: 천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9)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시간제 근로자를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
10)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자이고, 비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반복갱신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계
약만료, 일의 완료, 이전 근무자 복귀, 계절근무 등)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단기기
대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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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근로형태별 규모(2016-2017)]
(단위: 천명, %)

2016. 8
구 분

2017. 8

증감
증감률

규모(A)

구성비

규모(B)

6,444

100.0

6,542

100.0

98

1.5

◦ 한시적근로자

3,657

56.7

3,708

56.7

51

1.4

- 기 간 제

2,930

45.5

2,925

44.7

△5

△0.2

- 비기간제

727

11.3

783

12.0

56

7.7

◦ 시 간 제

2,483

38.5

2,660

40.7

177

7.1

◦ 비전형 근로자

2,220

34.5

2,092

32.0

△129

△5.8

- 파견근로

201

3.1

186

2.8

△15

△7.6

- 용역근로

696

10.8

688

10.5

△8

△1.2

- 특수형태근로

494

7.7

493

7.5

△1

△0.3

- 일일근로

863

13.4

792

12.1

△71

△8.2

42

0.6

30

0.5

△12

△28.9

비정규직근로자(전체)

- 가정내근로

구성비

증감
(B-A)

(B-A)/A

주: 비전형 근로자 전체 규모 및 구성비는 일부 중복되는 각 유형별 근로자를 제외한 순계로, 각
유형별 근로자 규모 및 비중의 합계와 불일치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2018. 8

우리나라 임시직 근로자의 규모는 2015년을 기준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22.3%로 폴란드, 스페인 다음으로 OECD 국가 중 3번째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OECD의 임시직 근로(temporary employment) 통계는 ‘고용의 한시성’에 주목하여 집
계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비정규직 근로자 보다는 좁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11).
OECD는 임시직 통계 외에 시간제 근로에 대한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2015년을
기준으로 네덜란드, 스위스, 호주, 영국에서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한국은 전체 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높지 않은 편으로, OECD 평균
16.8%에 비해 낮은 편(10.6%)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전체 취업자 중 시간제 근
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4년 한국에서 시간제 근로자
의 비중은 8.4%였지만, 2015년 10.6%로 증가하였다.
11) 통계청에서는 매년 8월 기간제 근로자, 단기기대 근로자, 파견 근로자, 일일 근로자 규모를 산출
하여 OECD에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OECD 비정규직 통계에는 반복갱신 근로자, 시간제 근로
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가 제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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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주요국 임시직과 시간제 근로자 비중(2015년 기준)]
(단위: %)

주: 임시직 근로자 비중은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이며, 시간제 근로자(주 30시간 근로 이하) 비중은
전체 취업자 대비 비중임
자료: OECD 통계<stat.oecd.org>

[시간제 근로자 비중 추이]
(단위: %)

주: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전체 취업자 중 시간제 근로자(주 30시간 미만 근로) 비중임
자료: OECD 통계<stat.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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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의 근로 여건은 좋은 편이 아니다. 2017년 8월을 기준으로 비정
규직 중 한시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52.2%였지만,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17.1%였다. 또한 한시적 근로자의 59.4%가 퇴직급여를 받고 있었지만, 시간제 근로
자의 퇴직급여 수혜율은 19.2%였다.
[근로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및 근로복지 수혜율]
(단위: %)

구 분

사회보험 가입률 (2017.8)
국민
건강
고용

근로복지 수혜율 (2017.8)
퇴직
시간외
유급휴일
상여금
급여
수당
(휴가)

연금

보험

보험

< 임금근로자 >

69.0

74.2

71.2

72.5

70.7

47.7

61.2

◦ 정 규 직

85.0

88.4

85.9

87.8

86.2

59.2

75.7

◦ 비정규직

36.5

45.3

44.1

41.5

39.1

24.2

31.7

- 한 시 적

52.2

64.7

61.3

59.4

51.6

33.5

47.0

기 간 제

52.9

67.2

62.3

61.3

52.0

34.4

49.4

비기간제

49.6

55.3

57.9

52.2

50.1

29.9

37.8

- 시 간 제

17.1

21.7

23.0

19.2

21.4

11.3

11.1

- 비 전 형

20.2

33.3

30.0

31.3

29.6

16.2

21.4

주: 1. 국민연금 가입률은 직장가입자만 집계한 수치임(특수직역 연금은 포함, 지역가입자, 수급권
자 및 피부양자는 제외)
2.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 적용 제외자인 주당 소정 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 자가 포함
되어 실제 가입대상을 기준으로 한 가입률 보다 낮음
3. 퇴직급여는 ’15년부터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수혜여부로 파악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2017. 11

한편, 우리나라의 시간제 근로자 중 자발적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은 다른 나라
에 비해 낮은 편이고, 가구 내에 시간제 근로자가 많아지면 빈곤을 경험할 가능성
도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12).

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은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하여 가구 내 시간제 근로자 비율(전체 취
업자 수 대비 시간제 근로자 수)이 높을수록 빈곤할 확률이 높다고 분석하였다(한국보건사회연
구원, ｢시간제 일자리 확산이 소득불평등과 빈곤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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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주요국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 비중(2012년)]
(단위: %)

주: 전체 시간제 근로자 중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 비중임
자료: OECD 통계(<stat.oecd.org>)와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12. 8)｣를 토대로 국회
입법조사처(｢시간제 일자리의 현황과 입법 ․ 정책적 개선 방안｣, 2014. 12) 작성

참고로, 네덜란드는 임금, 초과근로수당, 보너스, 훈련 등과 같은 고용조건에
있어서 시간제와 전일제를 동일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임금격차도
낮은 편이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고 전일제를
희망한다는 비율도 낮다는 분석이 있다13). 일본의 경우 ｢단시간노동자의 고용관리
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통상노동자와 동일시되는 단시간 노동자에 대해 임금의
결정, 교육훈련의 실시, 복리후생시설의 이용, 기타 대우에서 통상노동자와 차별적
취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14).

13) OECD, Employment Outlook, 2010.
14) 국회입법조사처,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4): 일본의 사례와 시사점”, ｢이슈와 논점｣, 201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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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미스매칭

학력 미스매칭은 연령이 높고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학
력별로는 전문대졸(39.4%)이 중졸(26.4%), 고졸(24.0%)과 4년제 대졸 이상(23.8%)보
다 미스매칭이 높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기관15) 취학률16)은 1990년 52.5% 수준이었으나, 2008년에
는 70.6%를 기록하였고, 2017년에는 67.6%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높아진 고등교
육 취학률에 따른 고학력자 공급의 증가, 구인 ․ 구직난의 공존 현상 등으로 양적 미
스매치(Job Mismatch) 문제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여 왔으며, 또한 적정 일자리 이
하에 취업하거나 전공과 일치하지 않는 직종에 종사하는 등 청년층의 질적 미스매
치(Skill Mismatch) 문제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학력과 일자리 질의 미스매칭과 관련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4)은 연령이
높고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학력 미스매칭이 높게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어, 과잉
학력 문제는 청년층에만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연령별 학력 미스매치를
살펴보면, 고용률이 높은 40~54세는 32.1%, 55~65세는 33.4%로 30대 미만 청년층
(20.7%)과 30대(22.3%)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17) 과잉 학력은 일자리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40세 이상 핵심연령대와 55세 이상 고령자 집단의
상당수는 자신의 학력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
다. 학력별로는 전문대졸(39.4%)이 중졸(26.4%), 고졸(24.0%)과 4년제 대졸 이상
(23.8%)보다 미스매칭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18)

15) 고등교육기관의 취학률은 전문대학, 교육대학, 일반대학, 각종 학교(전문대학 및 대학 과정) 등을
포함하여 계산된 것이다.
16) 취학률 = (취학 적령 재적 학생수 ÷ 취학 적령 인구) × 100.
취학 적령 인구: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기준.
취학 적령: 유치원 만 3-5세, 초등학교 만 6-11세, 중학교 만 12-14세, 고등학교 만 15-17세, 고등교
육기관 만 18-21세.
17)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학력 및 스킬 미스매치와 노동시장 성과｣, KRIVET Issue Brief 2014 51호, 2014.
1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학력 및 스킬 미스매치와 노동시장 성과｣, KRIVET Issue Brief 2014 51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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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학력 ․ 기업 규모별 과잉 학력의 분포]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학력 및 스킬 미스매치와 노동시장 성과｣, KRIVET Issue Brief 2014
51호, 2014.

한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종학교 전공과 일자리 일치 여부 조사에서 최
종학교 전공과 일자리가 매우 일치한다는 응답 비율은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
승하고 있다.

[최종학교 전공과 일자리 일치 여부(15~29세)]
(%)

5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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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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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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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그런대로 일치

2012
약간 불일치

2014

2016
매우 불일치

자료: 국가통계포털(경제활동인구조사 ‒ 청년층 부가조사 ‒ 성별 최종학교 전공일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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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분석 요약
[일자리정책 재정사업 분석(Ⅱ~Ⅴ)을 요약]

Ⅰ

일자리 인프라 구축

일자리 인프라 구축 개요

1

정부는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조직, 법제, 통계 등 인프라를 강화하고,
재정 · 세제 · 금융 등 지원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하며, 각종 평가제도를 일자
리 중심으로 정비하여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1) 일자리정책 5년 로드
맵 10대 중점과제 중 첫 번째 중점과제인 ‘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은
정책의 수립-집행-평가-보상 전(全)단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두 번
째 중점과제인 ‘②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혁신형 인적자원 개발’은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전망을 확충하고, 기업의 수요와 미래 일자리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적자원 공급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관련 재정사업 규모를 공식적으로 집계 ․ 발표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각 부처로부터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상 중점과제 및 세
부추진과제와 관련된 재정사업 예산을 제출받아 취합한 결과, ｢일자리정책 5년 로
드맵｣의 ‘일자리 인프라 구축’ 관련 예산규모는 2018년 12조 4,48억원으로 2017년
예산 10조 4,361억원 대비 19.3% 증가하였다.
[일자리 인프라 구축 관련 중점과제별 예산]
(단위: 억원, %)

10대 중점과제
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

2014

2015

2016

2017(A)

2018(B)

(B-A)/A

28

32

34

38

52

36.7

②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혁신형 인적자원 개발

86,425

95,802

100,448

104,324

124,436

19.3

합

86,453

95,834

100,482

104,361

124,488

19.3

계

자료: 각 부처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 제2차 일자리위원회 1호 안건
(2017. 8. 8), 2017,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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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추진과제별 분석 요약

가.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
(1) 고용영향평가 강화
정부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서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시스템을 구축하
기 위해 고용영향평가 등 재정사업의 일자리 중심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첫째, 중앙행정기관은 법률에 따라 자체적으로 고용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고용효과에 집중하여 고용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고용영향평가 시행주체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1항 ․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고용노동부장관’이다.
그러나 2018월 3월 기준으로 자체적으로 고용영향평가를 수행한 중앙행정기관은
없으며,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고용영향평가를
의뢰하고 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고용영향평가를 수행한 일부 정책들은 고용효
과보다는 경제효과를 주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고용효과
에 집중하여 고용영향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부처는 정책 추진의 주목
적을 중심으로 고용영향을 포함한 정책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를 수행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사업은 저임금 사업으로 분류될 수도 있으므로, 중
장기적으로 생산성과 경제발전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재정사업의 고용효과를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관심을 갖는 재정투자의 고용효과는 고용(취업)유발계수를 통해 추정된
다. 고용(취업)유발계수는 고용표의 피용자(취업자)수2)를 산출액으로 나눈 계수로서
1단위 생산에 직접 필요한 노동량을 의미하며 노동생산성과는 역의 관계에 있다.
2) 피용자: 순수 임금근로자 인원
취업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를 모두 합한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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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고용(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산업은 1인당 생산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
다. 1인당 생산성이 낮으면, 임금 수준도 낮을 수 있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는 고용(취업)유발효과가 높은 업종에 대한 재정투자가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취업)유발효과가 높은 업종은 노동생산성이 낮아 저임금 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어, 고용(취업)유발효과가 높은 업종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는 저임금 일자리를 증
가시킬 수도 있다.

셋째, 해외에서는 고용영향평가를 고용창출과 관련된 사업에 한정하거나 사업
타당성조사 시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다.
해외 국가들의 고용영향평가는 고용창출을 주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
여 사전평가-중간점검-사후평가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목적과 배경 하에
서 추진되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해 고용영향 하나만을 갖고 평가할 경우 당초의 정
책 취지와 다르게 정부기관 및 지자체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평가비용만 낭비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2) 타당성심사시 일자리 지표 강화
‘타당성심사시 일자리 지표 강화’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시 정
책성 분석 내 포함된 일자리 지표 배점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8월에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방안｣에
일자리 지표 배점을 상향 조정하였다.

첫째,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성 분석 가중치를 높이고 있으나, 예비타
당성조사 결과는 경제성 분석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8월에 저성장 ․ 저금리 추세 및 재정규모 증대 등 경제 ․
재정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사회적 가치(고용 ․ 환경 ․ 안전)를 조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편하였다. 그런데 2017년 국회에 제출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이 수
행한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B/C가 0.9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기준인 AHP = 0.5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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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행하는 R&D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B/C가 0.8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예비
타당성조사 통과 기준인 AHP = 0.5를 초과하였다.
둘째, 제도 개선 이후 시행된 예비타당성조사의 일자리 지표 가중치가 3.8~10.0%
이므로, 기획재정부는 향후 일자리 지표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일자리 지표 가중치를 설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8월에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를 통해 일자리 지표 배점
의 상향 조정 내용을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개선 방안｣에 수록하고, 2017년 9월에
｢예비타당성조사운용지침｣을 개정하여 2017년 12월까지 변경된 지침을 기준으로
11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의 고용효과분석
가중치는 정책성 분석의 하위 항목으로, 정책성 분석 가중치 범위 내에서 평가자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2017년 12월까지 변경된 지침을 기준으로 시행된 11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가운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6개 사업은 모두 경제적
분석 결과인 비용편익비(B/C)가 1.0보다 높은 사업들이며, 고용유발효과는 낮은 사
업들이다.

(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혁신
정부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3)을 혁신하기 위해  일자리사업 총괄 ․ 조정 기
능 강화,  수요자 중심 일자리사업 개편 ․ 운영,  일자리사업 평가 ․ 모니터링 강화
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사 ․ 중복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 ․ 폐합, 전달체계 효율화 등
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상반기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효율화 방
안’을 수립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3)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중앙행정기
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
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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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공공개입을 통해 노동시장의 효율적 기능을 달성
하고 불안정을 교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정부 개입이 필요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노동시장정책을 위한 사업이다. 유럽연합에 따르면, 노
동시장정책은 공공개입을 통해 노동시장의 효율적 기능을 달성하고 불안정을 교정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노동시장의 특정 그룹을 위해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고용정
책과 구별된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설정하고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는 노동
시장의 효율적 기능 달성과 불안정을 교정하는 것과 무관하며 지원대상도 불분명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관련 사례들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의 ‘직장어린이집지원’
은 노동시장의 효율적 기능 달성 측면보다는 복지사업의 성격이 강하다. 국토부의 항
공전문 인력양성, 문체부의 예술인력육성 등은 일자리사업이라기 보다 인력양성사업
으로 간주될 수 있다.

둘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범위를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창출과 안정을 직 ․
간접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직접일자리사업 50개 가운데 취약
계층참여목표비율이 35% 이하인 사업이 20개에 이른다.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구체
적인 범위 및 분류를 마련해야 하며, 취업취약계층의 정의 및 사업별 고용비율·고
용방법 등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사업이지만, 동 법률은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지원을 요구한다. 고용노
동부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범위를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창출과 안정을 직·간접
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과학기술연
구회연구 운영비지원’ 및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등노후복지지원(가사·간병지원)’
의 취약계층 참여 목표비율은 1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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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혁신형 인적자원 개발
(1)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정부는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
고용산재보험 비(非)적용대상자의 고용안전망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며, 소규모 사업
장, 저임금근로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한 지원대상 확대
및 미가입자 중심으로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정부는 청년구직촉
진수당의 지원금액 및 대상을 확대하여 저소득 근로능력빈곤층까지 포괄하는 한국
형 실업부조로 단계적 전환할 계획이다.

근로형태별로 고용보험 가입률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업장 규모에 따른 지원과
함께 기간제 근로자 등 근로형태에 따른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이 시행된 2012년 7월 이후 10인 미만 사
업장 사회보험 가입률이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2017년 고
용보험 가입률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시행에 따라 2012년 이후 14.8%p 상
승하였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률은 0.6%p 상승하였고,
기간제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5.3%p 하락하였다.

(2) 고용산재보험 보호수준 강화
정부는 고용보험 보장성을 2022년까지 OECD 주요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구직급여를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인상하고, 구직급여 지급일수를 현행 90∼240
일에서 30일 이상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초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4)하고, 중소 영세기업 근로자 공적퇴직연금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보장
성 확대와 함께 이에 따른 재정수지를 감안하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
하고, 구직급여 상 ․ 하한액 및 실업급여 기여요건, 보험료율 조정 등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추가로 산재보험의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복귀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4) (예시)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로 → 24개월간 180일 이상 근로

48 ∙

첫째, OECD 주요 국가별로 고용보험 보장성 수준 및 보험료율에 차이가 있
으므로, 2022년까지 OECD 주요국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정책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주요국의 실업급여 상 ․ 하한액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프랑스의 실업급여 수준
은 평균임금의 57~75% 수준이지만 상한액이 983만원/월이며, 독일의 실업급여 수
준은 평균임금의 60% 수준이지만 상한액은 258만원/월이다. 프랑스는 실업급여 상
한액을 높게 설정하고 있지만, 보험료 부담비율도 높다. 실업급여액 수준을 높이는
것은 보험료율 상승을 동반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실업급여로 통칭되는 구직급여는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므로, 부
양가족 구성 조건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데, ｢고용보험법｣ 제1조는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 실시를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소득인정액 기준을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하고 있는
데, 구직급여 산정방식에는 가구원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3) 공공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정부는 공공 고용서비스를 OECD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담당인력의 전문성
제고 등의 공공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상담 전문인력 충원, 직업상담원처우개선 및 지역일자리 발굴 기능 강화를 통
해 양질의 취업상담 ․ 알선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등으로 실
업급여 지급에서 구직자 취업지원 중심으로 고용센터의 업무기능을 개편한다.
정부는 민간위탁 고용지원 서비스의 품질 제고도 추진하고 있다. 취업성과 제
고를 위한 민간위탁 기관 품질기준을 마련 ․ 인증하고, 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상
담사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첫째, 공공 고용서비스는 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실직으로 인한 구직자 서
비스로 이루어져 청년층에게 미흡한 수준이며, 공공 고용서비스를 통한 취업은 저임
금일자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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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공공고용서비스를 통한 입직경로 비율을 살펴보면, 핀란드 43%(’07),
일본 23%(’07), 영국 27%(’07)이며, 2016년 상반기 기준으로 국내 공공직업알선기관
을 통한 구직은 23.7% 수준으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다. 그런데 공공 및 민간
직업알선기관, 학교내 취업소개기관, 취업박람회 등 고용서비스를 이용하여 취업한
청년층 취업자는 11.4% 수준이다. 또한 공공 고용서비스의 일자리정보망인 워크넷
을 통한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경비 및 청소 관련직의 구인 및 취업 비율은 각각
16.0%, 23.9%로 타 직종과 비교하여 가장 높다. 신규 구인을 많이 하는 산업은 제
조업이 압도적으로 많다. 공공 고용서비스를 통한 제조업체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구인인원비율이 50%에 이르지만, 취업자 비율은 3% 미만에 머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체가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net.go.kr)을 통
해 최소 2주 전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완료해야 외국인 노동자를 배정 받기 위한 접
수가 가능한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민간직업소개소가 전문적 자격을 요구하는 일자리와 그에 적절한 구직자
의 알선에 집중하고, 공공직업안정기관은 건설일용직, 간병인 및 가사도우미 등 취
업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알선하는 것에 보다 특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들은 민간직업소개소가 전문적 자격을 요구하는 일자리와 그에 적절한
구직자의 알선에 집중하고, 공공직업안정기관에서 자격요건이 낮은 일자리를 알선
하는 것에 특화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건설일용직 등 취업취약계층
인 일용직 일부를 민간 고용서비스에서 담당하는 구조이며, 운영방식도 직종에 따
라 달라 간병인, 가사도우미는 월회비 방식으로, 건설일용직은 급여일정비율의 소개
수수료방식(대불제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4) 혁신형 인재 양성
정부는 혁신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생 선택권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희망학
교 중심으로 자유학년제 ․ 연계학기 운영을 확대하며, 대학의 자율적 혁신지원을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가 청년 예비창업자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대학창업기업 투자를 통해 안정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펀드 확대를 지
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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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혁신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혁신형 인재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들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 ․ 경제적 환경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부는 ‘혁신형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히고,  고교학점제 도입,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대학학사제도 개선,  대학창업
활성화 및  창업 장학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혁신형 인재’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다. 혁신형 인재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상
태에서 혁신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정책은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정책이 될
수 있다.

둘째,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금’은 타 장학금과 중복 지급되기 때
문에 1인당 지급액은 100~1,500만원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매년 신청인원
및 지원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금’ 사업은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재학생 학비부담 경감 및 대졸자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등록금 전액 및 학기당 취 ․ 창업지원
금 200만원인데, 1인당 지급액은 100~1,500만원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평
균 지급액은 670만원 수준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타 장학금과 중복 지급되어 나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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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개요
일자리 창출 분야는 크게 ‘공공일자리 창출’과 ‘민간일자리 창출’로 구분된다.

우선 공공일자리 창출 부문을 살펴보면, 정부는 향후 5년간 공공일자리 81만명을
확충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안전 ․ 사회복지 등 국민생활 접점 분야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제고하여 청년층의 고용애로를 완화하
겠다는 입장이다. 민간일자리 창출 부문은 ① 혁신형 창업촉진, ②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 ․ 서비스업 육성, ③ 사회적경제 활성화, ④ 지역일자리 창출의 4개 중점
과제로 구성된다.
정부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과 관련된 재정사업 규모를 공식적으로 집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각 부처별로 로드맵상 중점과제 및 세부추진과제와 관련된
재정사업 예산을 제출받아 취합한 결과,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규모는 2018년 6조
6,775억원으로 2017년도 예산 6조 4,388억원 대비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관련 예산]
(단위: 억원, %)

10대 중점과제

2014

2015

2016

2017(A)

2018(B)

③ 공공일자리 확충

8,961

9,953

11,499

14,485

19,068

31.6

④ 혁신형 창업 촉진

1,050

2,105

1,113

11,799

8,782

△25.6

23,226

25,187

29,343

32,971

33,995

3.1

-

-

-

305

475

55.5

2,263

4,188

4,827

4,827

4,455

△7.7

35,500

41,433

46,782

64,388

66,775

3.7

⑤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 ․ 서비스업 육성
⑥ 사회적경제 활성화
⑦ 지역일자리 창출
합 계

(B-A)/A

자료: 각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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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추진과제별 분석 요약

가. 공공일자리 확충
(1) 현장 민생공무원 일자리 확충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있어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2
년까지 현장 민생공무원 중심으로 국가직 10만명, 지방직 7.4만명 등 총 17.4만명의
공무원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첫째, 정부는 17.4만명 공무원 충원에 향후 5년간 17조원의 재원이 소요된다는
입장이나 중장기적으로 건전한 국가재정운용을 위해 장기소요재원을 전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공무원 충원에 소요될 인건비는 신규로 충원될 공무원의 직급 ․ 직렬 등에 따라
그 규모가 달라지며, 퇴직 후에도 공무원연금을 충당하기 위한 국가부담금이 발생
한다. 향후 재원소요를 고려하여 국가재정운용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을
감안할 때, 단기 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무원 확충에 소요되는 장기소요
재원을 전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직 공무원 충원에는 상당한 규모의 지방재정 부담이 발생하므로, 향
후 국가와 지자체 간 재원부담 책임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인 협의
가 요구된다.
공무원 확충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졌으므로,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향
후 지방재정 부담분의 일부를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현
재까지 지방공무원 충원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문제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교육부)
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식적인 협의는 이루어진 바 없으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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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정부는 보육 ․ 요양 ․ 보건 등 수요가 많고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일자
리 17만개를 확충하고, 사회서비스진흥원을 설립하여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하는 한편
문화 ․ 체육 ․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첫째, 질 낮은 민간 사회서비스 시설의 난립 및 시설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
선하기 위한 정책의 의도는 바람직하나, 이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적합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민간이 제공해오던 사회서비스 영역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
우,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공공부문의 역할이 확대됨
에 따라 민간과는 다른 비효율이 발생하거나,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해낼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서비스 2단계 계획은 장래에 상당한 규모의 재원이 소요될 것이므로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소요재원을 추계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
치단체의 현실적인 재원조달 방안 또한 미리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1단계 17만명 일자리 확충에 10.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
망하였으나, 사회서비스 2단계 17만명 일자리 확충의 경우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
지 않아 현재까지 소요재원을 전망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2단계 계획은 사
회서비스진흥원을 전국 17개 시 ․ 도별로 설치하고, 보육 ․ 요양 ․ 재가 등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향후 상당한 규모의 재원
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면 이에 근거하여 중
장기 재원소요를 정확히 추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공공기관 인력 충원
정부는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제고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2년
까지 공기업 ․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의 인력을 6~8만명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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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공기관 인력 확충이 공공부문의 과도한 비
대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관리 ․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
였으나, 기획재정부는 2018년부터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없이 주무부처 협의만으로
증원이 가능하도록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 및 개정하였
다. 공공부문의 인력 증원은 일단 채용한 이후에는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사실
상 불가능하므로, 필요성이 낮은 부문에 인력을 확충한 경우 향후 지속적인 재정부
담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차적 통제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나. 혁신형 창업 촉진
(1) 민간 중심 창업생태계 조성
정부는 벤처확인제도를 민간 주도 방식으로 개편하며, 민간 투자를 전제로 선
정하는 TIPS1) 모델을 확산하고, 접근성이 우수한 장소에 메이커스페이스2)를 조성
하여 창업활동을 촉진할 계획이다.

첫째, 민간 주도의 벤처확인제도 개편을 위해 혁신성 ․ 성장성 높은 창업기업의
벤처제도 혜택 확대, 벤처창업 자금의 원활한 연계 지원 등 효과적인 벤처지원 방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증 및 대출 중심의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민간 주도 방식으로 개편될 경우
성장가능성 있는 벤처기업의 지원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민간 분야의 특성상 모험성보다는 수익성 중심의 평가를 지향할 가능성도 있
으며, 외부 자원획득의 수단으로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악용함으로써 정책 수혜의
편중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전반적인 벤처지원제
도의 개선 방안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성공벤처인 등 민간 (운영사)을 활용하여 창업팀 선별, 민
간투자-정부R&D를 연계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2)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기에 필요한 도구 ․ 장비를 갖춘 창작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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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합리적인 TIPS운영사 간 경쟁을 유도하여 우수한 창업팀 발굴을 도모하
고, TIPS 운영사와 창업팀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과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적
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정부는 민간 중심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TIPS 사업의 재정투자를 확
대할 계획3)이므로, TIPS운영사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합리적인 방
식으로 TIPS 운영사 간 경쟁을 적극 유도하고 우수한 창업팀 발굴로 연계될 수 있
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TIPS 운영사는 정부지원 대상 창업팀을 발굴하
고, 엔젤투자, 보육 등을 지원하는 핵심 권한으로 인해 창업팀에 대한 상대적인 우
월적 지위, 정보의 비대칭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창업팀과 TIPS운영사
간 공정한 투자계약과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은 기존 유사 사업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와 함께 창업과 고용창출 등의 질적인 성과창출, 자립화 방안 등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
무한상상실, 시제품제작터 등 기존 유사 사업의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활성화되
지 못한 원인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 사업화 지
원을 통한 창업과 고용창출의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
으로 메이커 스페이스의 자립화를 위한 구체적인 수익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2) 혁신형 기술창업 활성화
정부는 교수, 연구원, 기업기술인력 등이 손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대
상별 특성에 맞는 지원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창업자와 근로자의 동업
자적 성장 촉진을 위해 우리사주 등 성과공유 컨설팅을 실시하고, 우리사주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공영 홈쇼핑의 혁신제품 방송시간을 확대하고,
공공조달의 창업초기․혁신기업 구매 확대를 위한 제도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3) 최근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2018.4.)에서 TIPS 지원 대상을 단계적 확대(現 ’18. 200개社 → ’22.
500개社)하고 ‘Post-TIPS’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TIPS 졸업팀 중 후속투자 유치 또는 청년일자리 성
과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성장(Scale-up)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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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다양한 창업지원 제도의 도입에 따라 교원과 학생의 창업 건수가 크
게 증가하였으나, 창업기업 당 매출액, 고용인원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창업의 질
적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교원 창업 지원제도 확산에 따라 대학당 교원 창업 건수도 2013년 49건에서
2016년 194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창업기업당 고용인원은 2013년 2.17명에서
2016년 1.29명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당 학생창업기업수도 2012년 3.11
개에서 2016년 6.11개로 증가했지만,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2012년 1,481만원에서
2016년 1,205만원, 기업당 평균 고용인원은 2012년 1.18명에서 2016년 0.33명으로
감소하여 창업의 질적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창업위험 분산 및 재기 지원
정부는 민간자본이 투자하기 어려운 청년창업, 재기지원, 지방 등 분야에 대해
모태펀드를 출자하여 펀드 조성을 확대하고, 기술보증기금의 투자기능 강화, 벤처투
자 규정을 일원화,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파산 시 압류재산 제외 범위를 현
실화 할 계획이다.

첫째, 사업실패 가능성이 높은 창업초기기업, 지방기업의 모태펀드 투자 비중
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연도별 모태펀드 수익률 지표(Multiple, IRR)가 감소추세
에 있어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모태펀드의 창업초기기업(3년 이하) 투자 비중과 지방기업 투자금액 비중을 살
펴보면 전체 벤처캐피탈의 투자 비중보다 낮거나 유사한 수준을 보고 있어 시장실패
영역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공공성 확보라는 정책목표 달성은 다소 미흡한 것으
로 보여진다. 연도별 Multiple, IRR 지표 수치를 살펴보면, 2013년 Multiple 1.49,
IRR 18.98%를 기점으로 계속 감소추세에 있어 그 원인과 대응방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연대보증 폐지로 인해 기업의 자금조달 기회가 축소되거나, 기업의 도덕적
해이 심화 등 정책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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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제도 폐지는 인적담보가 없는 대신 대출심사기준이 강화되어 기업에
게는 자금조달 기회가 더 축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업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
체계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출 기업의 경우 상환부담을 지지 않게 되면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제기되고 있어 정책자금 운용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 ․ 서비스업 육성
(1)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중견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8년 2월 ｢중견기업 비전 2280｣
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월드챔프 1조 클럽 80개 육성 및 중견기업 수를 5,500개
로 확대하여 양질의 일자리 13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고용창출 수준은 해외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낮고,
수출 등 글로벌 혁신역량은 상당히 취약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중견기업 수는 전체기업의 0.1%(3,558개, 2015년)로 독일(0.57%) ․
일본(0.55%)의 1/5 수준이고, 중견기업의 고용인원도 전체 고용의 5.5%(115만명,
2015년)로 일본(14%) ․ 프랑스(24%) 등 주요국과 비교 시 미흡한 수준이다. 또한, 중
견기업의 56%가 수출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글로벌
혁신역량은 상당히 취약한 수준으로 보인다.

둘째,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진입하는 순간 지원이 급감하고 규제가 급증
하여 성장을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견기업 업계
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부는 규모 중심의 중소기업 ․ 대기업 위주의 이분법적 정책 ․ 제도로 인하여 성
장사다리 작동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부담을 가중
시키는 제도 ․ 법령을 개선하여 ‘중소 → 중견 → 글로벌기업’으로의 성장디딤돌을 강화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현장에서 중견기업들이 원하는 개선사항이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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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는지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중소기업 혁신성장
중소기업 혁신성장 세부추진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하부과제는 총 8개로, ①
R&D 지원 2배 확대, ② 스마트공장 2만개 보급 및 고도화, ③ 테크노파크 특화,
④ 약속어음 제도의 단계적 폐지, ⑤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제도 강화, ⑥ 기술개발
제품 공공구매 확대, ⑦ 직접생산 확인 완화, ⑧ 온라인수출 통합지원플랫폼 구축으
로 구분된다.

첫째, 중소기업 R&D의 양적인 확대 뿐 아니라 질적 수준 제고 노력을 기울이
고, 잠재성 있는 기업이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유의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R&D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KDI의 정책연구보고서4)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규모는
절대액에서 독일 ․ 일본을 능가하며, OECD 국가 중 미국 다음인 2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잠재성과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지원에서 배제되
지 않도록 지원대상 선별에 균형을 추구하는 한편, 고용창출을 위한 강제적인 방침
에만 중점을 두기 보다는 인센티브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스마트공장 기술개발 업무와 보급 ․ 확산 업무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
벤처기업부로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두 부처 간 긴밀한 연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
고, 스마트공장 보급을 위한 재정 투입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으므로 사업 성과관
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의 스마트공장 지원정책은 크게 산업통상부가 중심이 되어 수행하는 기술
개발(R&D) 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수행하는 보급 사업으로 구분되고 있어, 일관
4) 이성호, “중소기업 R&D 지원의 정책효과와 개선방안”, ｢KDI FOCUS｣, 제89호, 201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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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있는 정책으로 수혜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긴밀한 연계와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스마트공장 보급을 위한 중소벤처
기업부의 재정지원 규모가 급증하면서 스마트공장 도입효과가 일부 하락하는 모습
을 보인 바 있으므로,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지원을 위한 통합플랫폼이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
으므로, 운영주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지원을 위한 통합플랫폼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고비즈
코리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바이코리아, 한국무역협회의 트레이드코
리아 등이 있으며, 이들 3개 플랫폼은 각각 상당수의 등록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분
산된 플랫폼 운영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표 플랫폼으로서의 인지도가 낮아지고 비
효율적인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단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운영주체 간 긴밀한 협력
을 통해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3) 미래형 신산업 육성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형 신산업의 조기 사업화를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으로, ICT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친환경 ․ 스마트
카, 드론 등 신산업을 조기 사업화한다는 입장이다.

첫째, 미래형 신산업의 등장으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
지만,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소멸하는 일자리도 있으므로, 정부가 중장적인 대책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신산업의 등장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기존의 일자리를 대체하거
나 구축하는 효과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신산업 육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
의 긍정적인 효과 뿐 아니라 기존 일자리 감소라는 부정적인 효과도 종합적으로 고
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자가 직접 문제해결에 필요한 기술 ․ 예산을 결정하고 연구개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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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의 ICT R&D 체계 혁신은 바람직하나,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제도가 안정
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고, 민간 주도의 R&D 과제를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정부의 평가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문제해결에 필요한 기술 및 예산을 민간에서 스스로 결정하여 제안하는 방식
으로 R&D 지원체계를 전환할 경우, 민간제안의 합리성과 성공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문적인 평가역량이 요청되며, 지원체계가 근본적으로 전환되는
만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원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민간 주도
의 R&D로의 전환을 급진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변화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미래에 드론이 활용될 수 있는 연계산업 영역을 발굴하고 사업화 가능성
을 시급히 모색하여 국내 드론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가 있다.
정부가 드론이 어떤 다른 산업에 연계하여 사업화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연
구를 지원하고 국내 업체가 풍부한 민간투자를 유치하도록 뒷받침하여, 이를 바탕
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리고 공공수요를 창출
하여 드론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은 국내 영세업체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나, 중장기적으로 국내 드론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국
민간의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4) 서비스산업 혁신 및 신서비스 시장 창출
정부는 그간 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산업 혁신이 답보 상태에 있고 이
로 인해 일자리 창출이 저해되고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문제 인식 아래, 서비스산업
혁신 부진의 원인을 서비스 R&D 투자부족과 규제 등으로 판단하고 2018년 2월
｢서비스 R&D 추진 전략｣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종합적인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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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고용창출 여력이 큰 특성을 지니나, 우리나
라의 서비스산업은 고용의 질과 노동생산성이 매우 낮다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 매출 10억원 당 직 ․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인원은 17.3명으로 제조
업(8.8명)에 비해 약 2배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서비스산업 고용의 질을 살펴
보면, 서비스업(건설업 제외)의 정규직 임금근로자 비중은 64.2%로 제조업 비중
(86.0%)과 비교 시 20%p 이상 낮고, 평균임금 수준 및 임금상승률도 제조업에 비
해 낮아 고용의 질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민간 부문에서 자발적으로 서비스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
가 실효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을 고부가가치
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혁신을 이끄는 힘은 R&D 투자이므로, 서비스 R&D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R&D 지원제도를 서비스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서비스 기업의 영세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며, 부가가
치 창출효과가 높고 타 산업과의 연계성이 강한 서비스업 분야를 중심으로 서비스
R&D 투자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유경제 흐름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공유경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
고, 공유경제를 통한 사회적 후생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규제와 진흥이 균형을 이
룰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향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공유경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의
공유경제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유경제의 도입
은 기존사업자와 공유경제 서비스 제공자와의 마찰을 유발하므로 공유경제 현실화
에 대응하기 위한 새롭고 구체적인 제도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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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회적경제 활성화
(1)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정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제도가 분산되어 비효율을 야기함에 따라 정부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나, 이에 앞서 통합 지원체계에 포함될 사회적경제
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체계가 부처·지자체별로 분산되어 있음
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비용 유발, 정책 연계성 저조, 민관 협업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부
처별로 분산된 지원제도를 재정비하여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
다. 현재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의에 대해 합치된 의견이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의 4개 사회적경제기업 유형을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다. 그러나 이 밖에 농협, 수협, 신협, 영농조합법인, 사회복지법인, 자활센터
등도 넓은 의미의 사회적경제기업에 포함되므로 어느 유형의 사회적경제기업까지를
통합 지원체계 내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2) 사회적경제 금융접근성 제고
사회적경제가 자생적으로 발생한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가치
에 대한 민간의 투자가 미흡한 상황으로, 현재는 민간재원 활용보다는 공공재원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금융 지원체계 내에서 주로 수행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
적경제기업의 금융접근성이 취약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2018.2.8.)을 발표하였는데, 추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투자가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정
책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일부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다년도에 걸쳐 다수의 정책자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모태펀드는 다수의 자펀드에서 동일 업체에 대해 중복 투자하였다. 기업의
성장 가능성, 사회적가치 창출 가능성, 민간 금융권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보다 다양한 기업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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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회적금융을 제공하는 기관마다 사회적가치에 대한 상이한 평가 기준으
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평가 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합리적
인 평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각 기관에서 사회적가치를 고려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거나, 일반 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를 수행하는 등 재량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투자여부
를 결정하고 있다. 개별 지표들이 평가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설정된 것이기는
하나, ① 사회적가치에 대한 평가 비중의 적정성, ② 평가 방식의 합리성, ③ 평가
지표의 타당성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사회적가치라는 비계량 지표에
대한 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사회적금융은 정부 및 공공재원을 중심으로 기존의 중소기업
· 서민 정책금융 지원체계 내에서 수행 중에 있으나,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경제의 기본 취지가 민간 중심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 있
으므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또한 민간 주도로 운영되고 정부는 간접
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보다 근본적으로는 민간
의 자금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소관부처 및 지원체계별로 분절화되어 있는 DB 시
스템을 통합하여 구축하고, 사회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방식 마련을 지원
하는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민간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수행할 필
요가 있다.

(3)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사회적경제 판로지원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공공조달
및 민간 시장에서의 구매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로, 국가·지자체의 사회적경
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촉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제도 개편, 민간 시장에서의 사회
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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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규모 및 판로지원에 대한 수요를 고려할 때,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제고 방안으로 효과적인 판로지원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
로 보인다.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액 규모가 협소하다는 점과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이 판로지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판로지원을 일정부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규모의 영세성, 경영의 취약성, 시장 수요에 비한 공급
과다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가진 본질적인 한계에 의해 매출액이 증가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판로개척과 함께 근본적인 문제 개선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적경제기업이 여러 판로지원 사업에 중복 참여하고 있으므로, 보다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이 판로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동일한 기업이 여러 판로지원 사업에 중복 참여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보다 다양한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적기업을 제외한 타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판로지원 사업의 효과 제고 및 다
양한 사업 아이디어 발굴 등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공공부문 우선구매 촉진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편이 추진 중에 있는데,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
히 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는 특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타 기업
에 비해 일종의 우대를 지원해주는 것이므로,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해 실질적인 노
력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우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인증 후 사후관리를 철
저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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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역일자리 창출
(1) 연구개발특구 활성화
최근 정부는 지역의 거점 핵심기관을 중심으로하는 소규모 범위의 ‘강소특구
(InnoTown)’ 모델을 마련하였다. 또한, ‘특구 규제혁신 제도’를 통해 특구 내에서
신기술과 신제품의 안전성 검증과 실증(시범사업)을 거쳐 시장진출까지 ‘네거티브
규제방식(원칙허용 ․ 예외금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 외 특구별 특화분야를 탈피
하여 모든 특구가 추구할 특화분야를 설정하고 특구 내 혁신기업을 선정하여 맞춤
형 혁신성장 중점 지원, 특구별 육성협의체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여러 지자체에 강소특구의 무분별한 지정이 우려되므로, 합리적인 강소특구
의 지정기준과 총량면적 관리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강소특구모델은 기존의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요건을 완화한 것으로 여러 지자
체의 연구개발특구 지정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 무분별하게 지정될 가능성이 높
다. 정부는 ‘특구 지정 면적 총량관리제’를 도입하여 일정한 면적 내에서 지정·운영
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핵심기관의 기준, 강소특구 면적 총량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과 방안은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소기업의 양적 확대보다는 기술혁신성과 성장가능성을 중심으로 연
구소기업을 발굴하고, 차별화된 기술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연구소기업 설립 확대에 비해 매출, 고용 등 경영성과 규모가 축소되고 있어
연구소기업 양적 확대 위주의 정책추진에 대한 성과를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연구소기업을 포함한 특구 내 입주기업의 설립유형별, 성장단계별 차별
화된 기업지원 프로그램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특구육성사업에 지자체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게 책임과 권
한을 일부 부여하는 등 혁신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구 지정이후 특구 내 대학이나 연구기관, 지자체의 역할과 기능이 명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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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특구육성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중심으로 추진
되고 있어 지역의 다양한 기업지원자원(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의 연계
와 활용이 미흡하다. 이에 정부는 특구별 ‘특구육성협의체’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
나 특구 협의체의 역할이 정책에 관한 의견 조정과 제안 등에 한정되어 있다. 이에
정부는 특구별 협의체의 구체적인 운영방안 수립 시 지자체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
록, 지자체 주도로 사업을 기획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일부
부여하는 등 혁신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
이전공공기관 및 지역별로 채용 환경이 상이하므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정
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대학이 양질의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성격이 달라 지역 내에서 질 높은 인력을 충분히
수급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전공공기관과 해당 지역대학의 협력
을 통하여 실무현장체험, 인턴쉽 등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대학이 혁신도시별로 수요 맞춤형 학과를 개설
하는 등 양질의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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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1

일자리 질 개선

일자리 질 개선 개요

일자리 로드맵상에서 일자리의 질 개선은 2개 중점 과제인 ‘비정규직 남용 방
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 및 ‘근로여건 개선’ 과제 아래에 15개의 세부추진과제
로 이루어져 있다.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은 우리경제의 일
자리창출 동력을 제약하는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책 수단을 제시
한 과제이며, ‘근로여건 개선’ 과제는 저임금 근로, 임금체불, 장시간 근로, 산업재해
와 같이 일자리의 질을 악화시키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일 ‧ 생활 균형과 노동
이 존중받는 사회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추진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관련 재정사업 규모를 공식적으로 집계 ․ 발표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각 부처로부터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상 중점과제 및 세
부추진과제와 관련된 재정사업 예산을 제출받아 취합한 결과, ‘일자리 질 개선’ 관
련 예산규모는 2017년 537억원에서 2018년 3조 266억원으로 55배 증가하였다. 동
과제와 관련한 급격한 예산 증가의 대표적인 원인은 ‘근로여건 개선’ 과제와 관련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2조 9,708억원 규모로 신설되었기 때문이다.

[일자리 질 개선 관련 예산]
(단위: 백만원, %)

10대 중점과제
⑧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
⑨ 근로여건 개선
합

계

2015

2016

2017(A)

2018(B)

(B-A)/A

25,261

27,173

27,032

27,947

3.4

2,563

15,388

26,640

2,998,581

11,155.9

27,824

42,561

53,672

3,026,528

5538.9

주: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사업 이외에도 ｢일자리 로드맵 과제관리카드｣를 참고하여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을 포함함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및 ｢일자리 로드맵 과제관리카드｣를 참고하여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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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추진과제별 분석 요약

가.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
(1) 정규직 채용 여건 조성
정부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의 10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을 선정하였고, 해당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의 정
규직 채용 분위기를 조성 및 확산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018년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인을 위해 재정 ․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인상(월
최대 80만원 → 90만원) 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
과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원 대상 기업 및 관련 노동시장에 대한 실태분석 등을 통해 정규직전
환 지원사업의 참여 유인 제공 등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정규직전환 지원사업은 2015년에 시행된 이래 집행실적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
2015년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 비율은 4.8%에 불과하고, 2016년에는 21.7%로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동 사업의 집행률은 지원 대상 확대(2016년 9
월부터 사내하도급 근로자, 특수형태업무종사자 포함), 지원 요건 완화(정규직 전
환후 임금이 최저임금 120% → 110%) 및 지원 수준 증가(’15년 연 최대 720만원 →
’17년 960만원)와 함께 개선되어 왔다. 따라서 2017년 집행률은 2016년에 비해서는
다소 개선되었지만 48.5%로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동 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원인을 보다 근본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 2017년 예산 편성 시 고용노동부는 4,474명이 8개월 동안 정규직전환지원금
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실제로는 4,691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평균 지원 기
간이 1.2개월(사내하도급근로자)~5.7개월(기간제 근로자)에 불과했다. 따라서 지원
근로자 유형별로 실제 지원 기간이 짧은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여, 그 결과를 집행
률 제고를 위해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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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정규직 채용 및 전환에 대한 재정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중소기업 사업
주 및 근로자), 지원 유형(세제지원, 보조금 지급), 노동시장 구조 등을 고려하여 사
업의 타당성과 지원 대상 및 규모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고용증
대세제,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금 등과 같이 정규
직 채용 및 전환 지원과 관련한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사업
들은 일반적인 고용창출 및 안정 장려금과는 달리 정규직 채용 혹은 전환에 조건부
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정규직 채용분위기 조성․확산이라는 유사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업간의 비교․분석과 노동시장 구조 분석을 통해 면밀한 제도 설계와
성과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의 수준이 높고 정규직과 비정
규직의 이중노동시장 구조가 뚜렷한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 정규직 전환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노동시장 구조로 인해 기업이 지원금이 없어도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신청한다면 보조금의 사
중손실은 커질 것이다. 따라서 지원금 지급 방식 이외에 비정규직이 함정(trap)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정규직으로 가기 위한 가교(stepping stone)가 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중소기업 노동시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
소기업에서 이직률이 높은 원인을 파악하여 정규직 채용 및 전환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 설계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규모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며,
2014년 이후 다시 비정규직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도
특히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시간제 근로자의 사회보장 및
근로복지 수준이 낮아 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전체 취업자 중 시간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
는 추세이다. 2004년 한국에서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은 8.4%였지만, 2015년 10.6%
로 증가하였다. 그런데 비정규직 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2017
년 8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률 17.1%, 고용보험 가입률 23.0% 등)과 근로복지 수혜
율(퇴직급여 수혜율 19.2%, 시간외 수당 수혜율 11.3% 등)이 낮은 편이다. 또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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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는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2012년 기준
한국 56%, 그리스 43.6%, 일본 18.3%, 독일 14.1%)이고, 가구 내에 시간제 근로자
가 많아지면 빈곤을 경험할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따라서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
건 개선을 위한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나. 근로여건 개선
(1) 최저임금의 인상 및 최저임금제도 개선
정부는 임금을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 실현의 출발점으로 삼고 내수확대
및 양극화 개선 기반의 구축을 위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추진하고 있다. 최저임
금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정부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 추진하고, 최저임
금 준수율 제고를 위해 현장지도, 자율적 근로조건 개선 지원, 명단공개 ․ 신용제재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저임금의 인상 및 최저임금제도 개선 과제와 추진과 관련
하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홍보와 모니
터링을 포함한 충분한 사업관리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저임금 근로 문제 해결과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을 목표로 하여 정책을 추진 중이다. 2018년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2017년
(6,470원)에 비해 16.4% 증가하였는데, 최근 20년의 기간 동안 2001년 다음으로 가
장 높은 인상률이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
원(2018년 본예산 2조 9,708억원) 등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소상공인 및 영세중
소기업 지원정책을 대폭 확대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중소 ․ 영세기업에 적절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
력하고, 집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개선이 필요한 영역은 즉각적으로
개선하여 중소 ․ 영세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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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최저임금 수준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
자(미만율)가 증가하고 있어 최저임금 준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최저임금 미만율)은 2012년에 하락하였지
만, 2013년 이후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3.6%에 달한다. 특히, 4인 이하 사업장은 영향률과
함께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아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취약근로계층의 일자리
질은 향상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최저임금제도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집행방안을 강구하되,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소
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악의적으로 최저임금제를 지키지 않는
기업을 효과적으로 선별할 방안을 마련하고 시정조치의 효과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
할 필요성이 있다.

(2) 공정임금 체계 확립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 실현의 일환으로 공정임금 체계의 확립과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구체적으로 업종 ․ 산업별 직
무평가 표준안을 개발 ․ 보급하고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업종별 협회 등을 활
용하여 공정임금체계를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직종 · 직급별 임금정보 제공, 임금분
포 공시제 등 기업이 자율적으로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임금정보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정임금 체계 확립 과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부는 직무와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받는 임금체계 확산을 목표로
임금분포 공시제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정임금(체계)의 정의에 대한 사회적 논의
는 부족한 편이다. 향후 공정임금(체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관
련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공정한 임금체계는 일자리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이다. 그런데 우
리나라는 대 ․ 중소기업(2017년 전 산업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 대비 30~99인 사
업장의 시간당 임금은 63.5%, 100~299인 사업장의 임금은 68.6% 수준), 정규 ․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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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직(2017년 기준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평균 명목 임금은 68.5% 수준), 남 ․ 여
성(2017년 기준 남성 대비 여성의 상대적 임금은 64.7% 수준) 사이에서 임금 격차
가 큰 편이다. 또한 임금의 연공성도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이어서, 특히 1년 미만
근속자, 비정규직, 여성 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어떤 임금체계가 우리나라에 적합한지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
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2018년도 하반기 ‘공정임금 및 공정거래질서 구축 정책패키
지’ 마련에 앞서 공정한 임금(체계)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고, 그에 따라 장 ․ 단기적
인 목표를 설정하여 구체적인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이 실질적으로 활용가능한 노동시장 임금정보를 제공하여 활용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기업 인사담당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임금정보는 직종 ․ 직급별 임금정보이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부터 임금근로시간정보시스템을 통해 직급별 임금정보를 검색
할 수 있게 하였고, 임금직무센터를 통해 2016년부터 ‘직종 ․ 직급별 임금정보’를 제
공하고 있다. 그러나 임금근로시간정보시스템은 직급별 임금정보 검색 기준이 100인
이상 사업체로 제한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직종 ․ 직급별 임금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직종별로 표준적인 직급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있으므로 향후 직
종 ․ 직급별 임금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임금정보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고 알려진 국가들은 공공부문 뿐만 아니
라 민간부문에서도 다양한 임금정보가 구축되어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임
금정보 제공의 지속가능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의 임금정보가 원활히 생
산, 배포,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과 동시에 임금관련 통계조사 현황에 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보여주어 활용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셋째, 임금체계가 없는 중소기업이 많으므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금체계
구축 및 개편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2015년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결과, ‘임금체계가 없다’는 기업이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2.3%였지만, 1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47.0%(30~99인 사
업장은 8.2%, 10~29인 사업장은 15.1%, 5~9인 사업장은 28.4%)이었다. 즉,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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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규모가 작아질수록 임금체계가 아예 없거나 최저임금이
사실상의 임금체계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규모별
로 별도의 임금체계를 도입하지 않는 사유와 임금체계가 없는 경우 대응방식에 대
한 조사를 통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금체계 구축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이 있다.
임금체계의 구축 및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재정 사업
이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2018년 계획액 기준 65억 3,900만원) 사업이다. 그러나
2018년 1 ․ 2차 일터혁신 컨설팅 선정 사업장 현황을 보면, 공공기관들이 다수 포함
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재정적 여력이
부족하여 인적자원관리에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청률과 지
원율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3) 근로감독 강화
정부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통해 직 ․ 간접적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할 계
획을 밝히고 있다. 첫째, 사내하도급 노동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세부
과제 중 불법파견 감독 강화와 관련하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둘째,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 준수율이 낮아질 것에 대비하여 최저임금 전담감독관을 지정
할 계획이다. 셋째,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자료요청 및 감독결과 공표 근거를 마련
할 계획이다. 넷째, 장시간 근로 업종, 연장근로의 한도를 적용 받지 않는 근로시간
특례업종 등 예외 부문을 중심으로 지도 ‧ 감독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근로감독
강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근로감독관 증원에 따라 근로감독관 1인당 근로자 수는 감소하고 있으
나, 근로감독관들은 여전히 신고사건의 처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의 업무 분석을 통해 사전 ․ 예방적 근로감독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할 필
요성이 있다.
한국의 근로감독관들은 상대적으로 사전적 ․ 예방적 근로감독 보다 신고사건의
처리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다. 그런데, 신고사건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건
이 임금체불이고, 체불임금 관련 신고사건(접수건수 기준)이 증가하는 추세이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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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8.6만건 → ’17년 21만건).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과 관련한 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 업무상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근로감독관이 효과적
으로 업무를 수행할 방안을 마련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일자리 로드맵에 따르면 근로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는
근로감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근로감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 근로감독을 확대할
예정이다. 실제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에 디지털 증거분석팀을 설치
하여 운영하기 시작한 2016년에는 2015년에 비해 법위반 적발률과 사법처리 및 과
태료 부과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다만, 이러한 감독 실적의 증가가 감독 노
력 강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디지털 증거분석 등 스마트 근로감독에 의한 것인
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추가적으로 5개청(중부청, 부산청, 대구청, 광주청, 대전
청) 광역근로감독과에 디지털증거분석팀을 신규로 설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디지털
증거 수집에 대해서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
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디지털증거 수집과 분석을 강화하기 이전에 관련 지침과
규정을 점검하고 철저히 지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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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맞춤형 일자리 지원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개요

1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10대 중점과제 중 열 번째 중점과제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은 청년 ․ 여성 ․ 신중년1) ․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정책대응을 통해 청년 고용
애로, 여성 경력단절을 해소하고, 신중년 인생 3모작 여건, 장애인 고용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동 중점과제는 청년 ․ 여성 ․ 신중년 ․ 장애인 등 4개 부문의 18
개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 중점과제를 통해, 청
년 ․ 여성 ․ 신중년 ․ 장애인 등 핵심정책대상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삶의 질
개선 인적자본 축적 기회를 제공하고, 보상 ․ 숙련도 ․ 정보 등 구인-구직자간 미스매
치 요인 및 대상별 취업애로 요인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관련 재정사업 규모를 공식적으로 집계 ․ 발표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각 부처로부터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상 중점과제 및 세
부추진과제와 관련된 재정사업 예산을 제출받아 취합한 결과, ｢일자리정책 5년 로
드맵｣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 관련 예산은 2014년 8,342억원에서 2016년 1조 614
억원, 2018년 2조 431억원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맞춤형 일자리 지원 관련 예산]
구

분

맞춤형 일자리 지원
- 청 년
- 여 성
- 신중년
- 장애인

2014

8,342
6,213
342
1,787

(단위: 억원, %)

2015

2016

2017(A)

2018(B)

10,181
53
7,803
504
1,821

10,614
59
8,023
550
1,981

14,576
2,077
9,755
599
2,145

20,431
5,580
11,521
688
2,641

(B-A)/A

40.2
168.7
18.1
14.8
23.1

주: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예산내역을 집계한 것임
자료: 각 부처
1) 그동안 5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자, 65세 이상인 사람을 노인으로 칭해왔는데 이런 명칭은 은퇴
한 사람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초래하여 왔다는 인식 하에, 정부는 2017년 8월 ｢신중년 인생 3
모작 기반구축 계획｣을 마련하면서 5060세대를 신(新)중년이라는 용어로 명명하며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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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추진과제별 분석 요약

2
가. 청년

(1) 청년의 고용촉진
첫째, 청년의 고용률은 전체 인구에 비해 낮고 최근 10년간 그 격차는 확대되
었으며, 각종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증가 추세에 있다.
2017년 기준 청년(15~29세) 고용률은 42.1%로 전체 인구 66.6%에 비해
24.5%p 낮으며 이러한 고용률 격차는 2008년 22.1%p에서 24.5%p로 확대되고 있
다.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2013.6)｣에서는 2017년까지 청년 고용률을 47.7%
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으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청년 실업률은 2008년 7.1%
에서 2017년 9.8%로 증가하고 있으며,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도
2015년 21.1%에서 2017년 21.6%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정부는 10차례의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을 마련 ․ 시행하고 있으나,
청년 실업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등 성과가 충분하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청년의 직장 선택 시 국가기관 ․ 공기업 ․ 대기업 선호도가 집중되고 있는
데 비해,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리는 미스매치 현
상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이 선호하는 직장은 2017년 기준으로
국가기관 25.4%, 공기업 19.9%, 대기업 15.1%의 순으로 나타났고 중소기업은 3.7%
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의 신입사원 경쟁률은 38.5대 1로서, 300인 미만 기업의 5.8대 1에
비해 크게 높으며, 이러한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반면, 기업규모별로 미충원율(구인인원 대비 미충원인원)를 살펴보면 300인 미
만은 13.2%이고, 300인 이상은 5.1%로서,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구인문제가 상대적
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서, 이러한 구직-구인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
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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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청년 구직 및 중소기업 구인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2017년 추경을 통해
시작한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의 성과향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이 청년 세
명 채용시 한 명분의 임금(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2017년 기준). 2017년도에는
900명의 추가고용 인원에 대해 장려금 지급을 계획하였으나 실적은 292명(32.4%)이었
고, 2018년도에는 20,000명 계획 대비 3월말까지의 실적은 653명(3.3%)이다.
동 사업 예산은 2017년 48억원에서 2020년 6,485억원으로 증가하여 2022년까
지 총 2.3조원이 투입될 계획인데, 성과향상을 위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청년의 장기근속 확대
첫째, 청년의 평균근속기간은 줄어들고 있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조기
퇴사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장기근속을 높이기 위한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 부가조사결과｣에 따르면, 청년의 첫 직장
에서의 근속기간은 2003년 23.0개월에서 2010년 19.4개월, 2017년 18.7개월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첫 직장에서의 근로형태를 살펴보면, 상
용직의 비율은 2004년 66.9%에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7년 60.8%로 전반적으로 낮
아지고 있는 등 청년층 첫 직장에서의 안정성은 저하되고 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300인 미만 기
업의 신입사원 1년내 퇴사율은 2016년 기준 32.5%로서, 300인 이상 기업의 9.4%에
비해 23.1%p 높으며, 이러한 격차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퇴사율을 낮추고 장기근
속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특성별로 신입사원의 조직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기존 청년취업인턴제에 비해 고용유지율 등 청
년 근속효과가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사업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
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을 개편하여
2016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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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사업을 통한 청년의 근속현황을 살펴보면, 6개월 고용유지율의 경우 청년
취업인턴제 시행 2009 ~ 2013년 기간 중 78.1~79.7%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
2016 ~ 2017년 기간 중 86.7 ~ 90.5%로 약 10%p 정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12
개월 고용유지율에서도 청년취업인턴제 시행기간 중 57.7 ~ 59.2%에서 청년내일채
움공제 시행기간 중 73.2 ~ 89.9%로 약 20%p 정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3) 공공기관 청년고용 확대
첫째, 공공기관 청년고용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나, 청년고용이 2014년부터 의무
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이행 기관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일부 기관의 경우 연례
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도는 청년고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고용촉진
법｣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게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2014년부터는 공공기관 등의 청년고용 관련 ‘노력’ 조항
을 ‘의무’ 조항으로 변경하고, 고용대상 청년연령도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하
여 적용하고 있다.
최근 6년간 정원 대비 청년고용 비율은 2012년 3.3%에서 2017년 5.9%로 증가
하고 있어, 법령 기준인 3.0%를 초과하여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기관별
로 살펴보면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이 20% 이상 계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13개 기관은 최근 3년간 연속으로
청년의무고용을 미이행하고 있다.

둘째,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어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도 외에도,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에 따라서 공공기관 이전지역에

2) 기존에 추진하였던 청년취업인턴제(2006~2016) 사업이 고용유지율이 낮고 일부 기업이 인건비 절
감 목적으로 참여하여 손실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지원 방식을 ‘기업중심 ․ 현금지급’에서 ‘근
로자중심 ․ 자산형성’ 방식으로 개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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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예정)한 자를 채용하는 제도이다.3)
최근 4년간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10.2%
에서, 2015년 12.8%, 2016년 13.3%, 2017년 14.2%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
별로 살펴보면, 부산 31.3%, 대구 24.9%, 경북 18.7%의 순으로 지역인재 채용비율
이 높았고, 울산 4.5%, 세종 4.6%, 제주 6.4%의 순으로 낮은 등 지역별 편차가 크
게 나타나고 있다.4) 정부와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저조한 기관에서는 개선노력을 기
울일 필요가 있다.

(4) 청년의 해외진출 촉진
첫째, 청년의 해외취업자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연봉도 증가 추세에 있지
만, 2016년 기준으로 국내 대졸 초임보다는 다소 낮고 국가별 편차는 큰 것으로 나
타났다.
청년 해외취업자는 2013년 1,607명에서 2015년 2,903명, 2017년 5,118명으로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취업자의 평균 연봉은 2013년 2,703만
원에서 2014년 2,543억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015년 2,576억원, 2016년 2,686억원,
2017년 2,900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우리나라 대
졸 초임 분석 결과｣에 따른 대졸 초임(연봉)은 2015년 2,700만원, 2016년 2,719만원
으로서, 해외취업자의 평균 연봉은 국내 대졸 신입 초임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취업자의 국가별 연봉 현황5)을 살펴보면, 취업자수가 가장 많은 일본은
2,651만원, 두 번째로 많은 싱가포르는 1,709만원, 미국 2,637만원, 호주 3,410만원,
베트남 3,557만원, UAE는 4,034만원 등으로 국가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6)
3)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제도는 2017년까지는 권고 규정이었으나 2018년부터는 의무화되었고,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2018년 18.0%에서, 2020년 24.0%, 2022년 이후 30.0%로 규정
되어 있다.
4) 국회예산정책처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평가(2016)｣에 따르면,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저조한 사
유는 해당지역에 관련분야 적격자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공공기관과 지역대학과의 교육 ․ 연구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5) 2017년도 K-Move 스쿨 취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된 것이다.
6) 고용노동부는 2017년의 경우 국내 대졸 초임이 발표되지 않아 정확한 평균연봉을 알 수 없지만,
2016년까지 국내 대졸초임이 약 2,700만원이었음을 고려할 때 2017년 해외취업 평균연봉 2,900만
원은 국내 대졸초임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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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해외취업자 사후관리에 있어서 응답률을 높이는 등 사후관리 조사의 신
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은 청년 해외취업자 사후관리를 위해 ｢해외
취업자 사후관리 조사｣, ｢K-Move 취업처 현황조사｣ 등 각종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개 조사 결과 만족도를 비교해보면, 2017년도 기준으로 해외취업자 사후관리 조사
에서는 66.8점(100점 만점)이었고, K-Move 취업처 현황조사에서는 56.0점이었다.
조사대상 및 응답률을 보면, 해외취업자 사후관리 조사에서는 조사가능한
5,907명 중 1,313명이 응답하여 응답률은 22.2%였고, K-Move 취업처 현황조사에서
는 조사가능한 941명 중 220명이 응답하여 응답률은 23.4%였다. 이와 같이 조사
주체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만족도 등 조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응답
률도 22% 수준으로 사후관리 조사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여성
(1) 차별없는 여성일자리 환경구축
첫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OECD 국
가 및 남성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50세 이상 중고령층 취업자 증가가 근래 여성
고용률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년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8년 54.7%에서 2017년 59.1%로 증
가하고 있고, 고용률은 같은 기간 중 53.2%에서 56.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2017년 기준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남성에 비해 각각 20.1%p,
19.2%p 저조한 실정이다. 정부는 ｢제5차(2013~201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에서는 2017년까지 여성고용률을 60%까지 확대하기로 밝힌 바 있으나,
2017년 여성 고용률은 56.9%로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2016년 기준 우리나
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8.4%로서 OECD 평균 63.6%에 비해 낮으며, 고용률은
56.2%로서 OECD 평균 62.8%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 연령별 여성 취업자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10대 ․ 20대 ․ 30대 ․ 40대
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데 비해, 50대(20.9% → 22.9%)와 60대(12.7% → 15.6%)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2 ∙

둘째, 여성근로자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이고, 여성의 급여수준은 남성의 약
64% 수준으로 낮으며 OECD 주요 국가에 비해서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으로 여성 취업자의 비정규직 비중은 41.1%로서 남성의 26.4%에
비해 14.7%p 높으며, 이러한 경향은 연도별로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
의 월평균 임금을 비교해보면, 2017년의 경우 남성 임금은 301만원인데 비해 여성
임금은 187만원으로서, 여성의 경우 남성 임금의 64.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수준은 64.0%로서, 미국
81.1%, 독일 82.9%, 영국 82.9%, 일본 74.3% 등 주요 국가에 비해 낮으며, OECD
평균 85.5% 에 비해서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고용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중고령층 ․ 비정규직의 임금근로자가 상대적
으로 많은 점 등이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수준이 정체되고 있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7)

셋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 기관의 여성 고용비율과 관리자 비율은 꾸준
히 높아지고는 있으나, 여성고용차별 정도를 나타내는 유리천장지수가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10년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8) 대상기관의 여성 고용비율은 2008년
33.56%에서 2017년 37.80%로 높아졌고, 여성 관리자비율은 같은 기간 중 12.51%
에서 20.39%로 증가되고 있다. 2017년도의 경우 여성 고용비율은 공공기관(38.27%)
이 민간기업(37.71%)에 비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성 관리자비율은 공
공기관(16.47%)이 민간기업(21.16%)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장내 여성차별 수준을 평가하는 유리천장지수9) 추이를 살펴보면, 조사
가 시작된 2013년부터 5년 연속으로 OECD 국가 중 유리천장지수 최하위에 머무
르고 있어, 사회 ․ 경제 전반에 걸친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7)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 브리프 ~ 여성과 저임금｣, 2018. 2
8)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AA)란, 고용상 성차별 해소 및 고용평등촉진을 위해 특정
성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조치로서, 5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여성고용기준(근
로자 및 관리자 비율)을 충족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9) 영국 이코노미스트紙(The Economist)는 2013년부터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직장 내 여성차별 수
준을 평가하는 유리천장지수(The Glass-ceiling index)를 발표하고 있는데, 유리천장이란 여성들의 고
위직 진출을 가로막는 회사 내 보이지 않는 장벽을 뜻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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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의 경력유지 지원
첫째, 육아휴직의 사용확대와 함께 육아휴직후 고용유지율은 점차 높아지고는
있으나 육아휴직자의 약 1/4은 1년 이내에 중도 퇴직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경우
육아휴직이 제한되고 있어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자수는 2010년 4만 1,729명에서 2017년 9만 123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수는 819명에서 1만 2,043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육아휴직자의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은 2010년 67.6%에서 2016년 76.6%로 증가하고
있지만, 2016년 기준으로 육아휴직자의 약 1/4은 중도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의 ｢일 ․ 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제도가 있는 사업
체 중 비정규직은 육아휴직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답한 비중은 2017년 26.5%이며,
사업장 규모별로는 5~9인 47.9%, 10~29인 45.6%, 30~99인 23.9%, 100~299인
22.2%, 300인 이상 9.6%로서,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비정규직의 육아휴직 적용
이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육아휴직 급여의 확대 등으로 모성보호 육아지원의 재정소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의 재정수지도 향후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되므로 재원부담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예산은 육아휴직 사용 확대 등으로 인해 2017년도 1조
846억원에서 2018년 1조 3,111억원으로 증가되고, 중기재정소요 전망에 따르면
2021년 1조 8,972억원까지 증가될 계획이다. 2001년 7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모
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 적용확대를 위한 촉구 결의안｣이 의결되었는데, 모성보호비
용의 사회부담화가 필요하며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소요비용의 일
정부분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도록 촉구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2002∼2017년간 모성보호급여는 36.4배 증가하고 2017년 기준 실업급
여계정 지출의 14.1%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6.0배 증가
하여 2017년 9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의 ｢2016~2025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
추계 결과(2017. 3)｣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은 2020년부터 당기수지
적자(2,073억원)로 전환되고 2025년에는 적립금 고갈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육아
휴직 등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의 증가하는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용
보험기금의 재정 안정화가 필요하므로 향후 중장기 재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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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성의 경력유지 지원
첫째, 최근 경력단절여성10) 규모 및 비율은 일부 감소되고 있지만, OECD 국
가와는 달리 M-커브 형태의 경력단절현상은 계속되고 있어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7년간 우리나라의 경력단절여성은 2011년 190만명에서 2014년 214만명
까지 증가하였다가 2017년 181만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경력단절여성의 비율은
2011년 19.3%에서 2014년 22.4%까지 증가하였다가, 2017년 20.0%로 감소하고 있
다. 연령별로는 2017년 기준 30~39세가 51.2%로 가장 많고, 40~49세가 32.6%,
15~29세 및 50~54세가 8.1%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M자형 곡선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률은 15~19세부터 25~29세까지 상승하다가 30대에서 최저점으로 떨어
지고 40대 이후 회복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11) 그러나 OECD의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달리 30대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역U
자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의 M-커브 현상은 해결해야 될 과제이다.12)
둘째,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을 위한 새일센터의 구직자 및 취업자수는 증가
하고 있으나 취업률은 저하되고 있고 전일제 근로자의 비중은 낮아지고 시간제 근
로자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양질의 일자리 연계와 취업률 제
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새일센터13) 사업 예산규모가 확대되고
설치수와 취업설계사수도 증가되면서, 이용하는 구인기업, 구직자 및 취업자수는 지
10) 경력단절여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
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경력단
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11) 이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중후반 사이에 결혼 ․ 임신 ․ 출산 ․ 육아로 인해 고용률이 급격히 떨어지
고 자녀 양육시기 이후 다시 노동시장에 입성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용률의
변화추이가 영문 M자를 닮아서 경력단절현상을 M-커브(M-Curve) 현상으로 부르고 있다.
12) M-커브 형태의 연령별 여성 고용률 곡선은 선진국에서 1960~70년대에 나타났지만 대부분 사라
졌고, 주요국 중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나타나고 있다.(Weekly KDB Report,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와 해외사례｣, 2018. 3)
13)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는 2009년부터 시작되어 혼인 ․ 임신 ․ 출산 ․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
절된 여성 등에게 취업 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서비
스를 제공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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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은 2013년 51.4%에서 2015년 49.5%, 2017년
36.4%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14)
그리고,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경력단절여성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기
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전일제)의 비중은 2013년 63.4%에서 2017년 55.4%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비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시간제)의 비중은 같은
기간 중 5.2%에서 14.0%로 증가하는 등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추
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새일센터 취업자의 고용유지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의
경우 3개월 이상 고용유지자의 비율은 86.9%, 6개월 이상 76.7%, 9개월 이상
67.5%, 12개월 이상 58.6%로서, 약 40% 정도는 1년 이내에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셋째, 새일센터의 목적은 현재 30대를 중심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만, 50~60대 고령층의 사업수혜자 비중이 증
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력단절여성을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2017년의 경우 30~39세가 51.2%로 가
장 많았으며, 40~49세 32.6%, 50~54세가 8.1%, 15~29세가 8.1%의 순이었다. 그러
나 새일센터 취업자의 연령별 비중을 살펴보면, 2017년의 경우 40대가 32.4%로 가
장 많았으며, 50대가 27.9%, 30대가 15.3%, 60대이상이 14.6%, 10~20대가 9.8%의
순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30대의 경우 2014년 17.3%에서 2017년 15.3%로 감소하
고 40대도 같은 기간 중 37.6%에서 32.4%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50대는 26.1%에
서 27.9%로 증가하고 있고 60대도 9.0%에서 14.6%로 증가하고 있다.

(4) 여성 일자리 확대 인프라 구축
첫째, 수요가 몰리는 아이들 등하원 시간대에 활용 가능한 아이돌보미의 적극
적인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7년도 기준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대별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7~9
14) 여성가족부는 새일센터 취업률이 낮아진 것에 대해, 매년 취업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여성 유
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찾아가는 상담활동을 통한 구직자를 적극 발굴하여 구직자 증가폭이 취
업자 증가폭 보다 크기 때문에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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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및 16~19시의 등하원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고, 이용자들은 이와 같이 이용시간
이 집중되는 시기에 아이돌보미 부족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느끼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
아이돌봄 사업은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이용자측의 만족도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여성가족부는 수요가 몰리는 특정 시간대에 활용 가능한 아이
돌보미의 적극적인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아이돌보미에 대한 지속적인 처우개선을 통해 경력단절여성 등이 선호하
는 양질의 일자리로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16) 정부지원 비율 상향 등을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 이
용률을 제고하는 한편,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통한 충원 확대를 통해 아이돌봄 사
업을 좋은 일자리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아이돌봄 이용가구수는 2013년 5만
1,393가구에서 2017년 6만 3,546가구로 증가하였고, 아이돌보미 활동인원수도 같은
기간 중 1만 6,393명에서 2만 878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이돌봄 제도 만족도 조사결과를 서비스 이용자측과 아이돌보미로 나누어 살
펴보면, 이용자의 만족도는 2013년 89.5점에서 2017년 88.8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
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아이돌보미의 만족도는 같은 기간 중 52.3점에서 72.4점으로
높아지고는 있지만 이용자측에 비해 16.4~37.2점 낮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아이
돌보미 만족도를 세부내역별로 살펴보면, 2017년 기준 활동수당 만족도는 48.4점으
로서 보수교육 만족도(63.0점), 담당자 전반적 만족도(78.5점), 전문성 및 안내 만족
도(77.4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아이돌보미는 활동수당 만족도 저
하 등으로 인해 50~59세의 중고령층이 2~4시간 미만의 단시간으로 활동하는 일자
리 공급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족친화인증 기관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기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미미한 수준이므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참여 확대 노력이 필요할 것
15) 국회입법조사처,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2014. 7
16) 아이돌봄 제도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5조 등에 따라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며,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서비스 이용료의 일부를 지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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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가족친화인증제도17) 인증 추이를 살펴보면, 인증기관수는 2013년
522개소에서 2017년 2,802개소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기준으로 전체 기
관수 77만 7,757개소 대비 인증기관수는 2,802개소로서 인증비율은 0.36%에 불과
한 실정이다. 기관별 인증비율은 공공기관 113.4%, 대기업 8.6%, 중소기업 0.2%로
서,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인증비율이 미미한 실정이다.18)
정부는 현재 가족친화인증기관에 제공되는 인센티브의 활용도를 점검하고 활
용실적이 높은 인센티브를 발굴 ․ 강화하여 동 제도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
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다. 신중년
(1) 신중년 근로자 장기근속 및 일자리 확대
첫째, 취업자 중 중장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중장년 고용률은 높
은 수준이나, 주된 일자리에서 일찍 퇴직하고 저임금 일자리 위주로 재취업하는 등
고용의 질은 낮은 상황이다.
최근 10년간 중장년층(55~79세) 취업자수는 2008년 441만명에서 2017년 708
만명으로 증가하고 있고, 전체 취업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8.4%에서 26.4%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중장년층 고용률은 66.7%로서 OECD 평균
(58.4%)보다 높은 상황이다. 그런데, 생애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평균 근속
기간은 2005년 20년 10개월에서 2017년 15년 4개월로 감소하고 있고, 퇴직시 평균
연령도 같은 기간 중 53세에서 49세로 감소하고 있는데, 명예퇴직이나 휴 ․ 폐업 등
근로자의 비자발적 요인으로 인한 퇴직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에 따라,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
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18) 이는 공공기관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인증이 의무화되었으나, 대기업 ․ 중소기업 등 기업부문
은 자발적 신청을 통해 인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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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장년 취업자는 다른 연령 취업자에 비해 상용직의 비중(27.1%)이 낮고
임시일용직이나 자영업의 비중이 높으며, 재취업할 경우 단순 노무직의 비중이 증
가하는 등 고용의 질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장년층 취업지원을 위한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와 고령자 인재은행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성과 향상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중장년층 취업지원을 위해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19)와 고령자
인재은행20)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최근 4년간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의
구직자 대비 취업률은 2014년 31.7%에서 2017년 29.1%로 낮아지고 있고, 고령자
인재은행의 취업률도 같은 기간 중 44.6%에서 42.5%로 낮아지고 있다.
셋째, 장년고용지원 사업의 지원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고용유지율은 정체되
고 있으며, 생산단순직 ․ 보건의료관련직 등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장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장년고용지원21)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지원규모는 2013년 6,509명에서 2017년 1만 1,948명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들의 고
용유지율(1년)은 2013년 55.6%에서 2016년 55.5%로 정체되고 있다. 직종별로 살펴
보면 생산단순직이 19.9%로 가장 많았고, 보건 ․ 의료 관련직이 12.3%, 운전 ․ 운송
관련직이 7.0%의 순으로 상대적으로 질적 수준이 낮은 일자리의 비중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장년고용지원사업은 2017년부로 종료되고 2018년부터는 신중년 적합직
무 고용창출장려금22)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기존 장년고용지원사업의 고용유지
율 및 고용의 질 측면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19)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예정)하는 40세 이상 중장년층에게 재취업 및
창업, 생애 설계지원, 사회참여 기회제공 등의 종합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장년층의 고
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20) 고령자 인재은행은 고용센터를 이용하기 어렵고 취업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50세 이상 장년층
에게 취업알선 및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다.
21) 장년고용지원 사업은 장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장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대상 사업주에게 인턴기간과 정규직 전환 이후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9개월간
월 6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22)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창출장려금은 신중년의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도록,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신중년 적합직무는 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데 적합한 직무를 말하며, 경영 ․ 진단 전문가, 광고 ․ 홍보 전문가, 기획 ․ 마케팅 사무원 등 55종이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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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장애인
(1) 장애인 고용확대
첫째,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용률은 정체되고
있으며, 저임금 ․ 비정규직 ․ 단순노무자 등 일자리의 질도 높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3년 50.5%에서 2017년 52.2%로 증가추세에 있
지만, 장애인 고용률은 2014년 50.5%에서 2017년 49.2%로 정체되고 있고, 정부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계획(2012)｣에서 장애인 고용률을 2017년까지 55%
까지 높이겠다고 하였으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2017년 기준 장애인의 월 평균 임금은 178만원으로 전체 인구 242만원의
73.5% 수준으로 낮고, 비정규직의 비중은 59.4%로서 전체인구의 32.9%에 비해 1.8
배 높으며, 장애인 취업자의 직업 유형은 단순 노무 종사자의 비중(27.1%)이 높게
나타나는 등 일자리의 질도 높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양적 ․ 질적 측면
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장애인의 고용환경을 감안할 때, 장애인고용에 대한 정책
적 지원이 개선 ․ 발전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장애인 의무고용제의 성과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
고, 대기업 등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장애인을 위한 대표적인 고용수단으로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23)를 추
진하고 있는데, 최근 8년간(2010~2017년) 정부부문, 공공기관, 민간기업 모두 장애
인 고용률은 증가되고 있으나, 대부분 법정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특히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7년 2.64%로서 정부부문 3.30%, 공공기관 3.02%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기
업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률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부문, 공공기관, 50명 이상
의 민간기업은 일정 비율(의무고용률)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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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업체의 증가 등으로 인해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입
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재원으로 하는 장애인고용기금의 사업비 지출 비중은 감
소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장애인고용기금은 장애인 고용부담금24)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장
려금을 비롯한 장애인 고용촉진 사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최근 7년간 장
애인 의무고용 미달기관 증가 등에 따른 고용부담금 납입 증가로 인해 장애인고용
기금 수입은 2011년 3,543억원에서 2017년 8,339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출 측면에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비롯한 사업비 지출 비중은 2011년 51.8%
에서 2017년 30.7%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정부내부지출이나 여유자금 운용규모는
같은 기간 중 1,289억원에서 5,246억원으로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인 일자리 환경이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
한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도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장애인 고용촉
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장애인고용기금이 정부내부지출이나 여유자금 등에 과다
하게 여유자금으로 적립되고 있어 장애인 취업지원 ․ 직업훈련 등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와 장애인 직접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4)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에서 납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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