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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침체 속에서 출발한 이명박 정부는
로벌금융위기에따른고용악화를희망근로프로젝트, 청년인턴제, 일자리

나누기 등 비상 고용 확대와 기초장애인연금제도 도입, 한시적생활보호
제도, 긴급지원제도확대등의조치로적극대처해왔습니다.

내수회복이가시화되고수출이증가하면서전반적인실물경기의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위기상황에서 경험했던 국민생활의 위협요인을 근본적
으로제거하고중산층보호와친서민정책의추진을통해성장잠재력의확충
을위한노력이지속적으로추진되어야할것입니다.

이에국무총리실산하경제·인문사회연구회및5개국책연구원은이명박
정부출범2주년을맞아그동안의국정성과에대한객관적인평가와향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이명박 정부 2년 일자리 창출 및
친서민정책: 성과와과제”를주제로전문가토론회를개최하고자합니다.

본토론회에서는5개국책연구원전문가들의분야별현안에대한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민·관·학·언론계를 대표하는 사회 각계 인사들의 열띤
토론이진행될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부디참석하시어자리를빛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3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김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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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개회식

09:00∼09:30 등 록
09:30∼09:40 개 회 사: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09:40∼09:50 치 사: 김세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09:50~10:00 기조연설: 유 학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SESSION 1 : 중산층 보호와 친서민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

10:00∼10:20 사 회: 정 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발 표: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0:20∼11:20 토 론
학 계: 최 균 (한림대학교 교수) 구인회 (서울대학교 교수)
언 론 계: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정부부처: 배병준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정책선진화 기획관)

SESSION 2 : 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과제

11:20∼11:40 사 회: 김태기 (단국대학교 교수)
발 표: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1:40∼12:30 토 론
학 계: 이종훈 (명지대학교 교수)  이인재 (인천대학교 교수)
언 론 계: 윤기설 (한국경제신문 기자)
정부부처: 이재갑 (노동부 고용정책관)

12:30∼13:30 중식

SESSION 3 :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 확산 필요성과 과제

13:30∼13:50 사 회: 강석훈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발 표: 김태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3:50∼14:50 토 론
학 계: 유계숙 (경희대학교 교수) 최숙희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언 론 계: 박선이 (조선일보 생활미디어 본부장)
정부부처: 이은희 (여성부 인력개발기획과장)

14:50∼15:00 Break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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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4 : 실업자 훈련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도입의 성과와 과제

15:00∼15:20 사 회: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발 표: 최 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교육노동연계연구실장)

15:20∼16:20 토 론
학 계: 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교수)
언 론 계: 박 균 (동아일보 논설위원)
정부부처: 임 미 (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팀장) 

SESSION 5 : 농어촌 삶의질 향상대책 추진 성과와 새로운 도전

16:20∼16:40 사 회: 윤원근 (협성대학교 교수)
발 표: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6:40∼17:30 토 론
학 계: 김정연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병찬 (공주대학교 교수)
언 론 계: 조용래 (국민일보 논설위원)
정부부처: 박병홍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과 과장)

종합토론

17:30∼18:00 사 회: 윤건 (연세대학교 교수)
종합토론

김태기 (단국대학교 교수)
강석훈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윤원근 (협성대학교 교수)

18:00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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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지 부터 ｢정부 2년의 일자리 창출  친서민 정책의 성과 평가 문가 토론회｣를 시작

하고자 합니다. 먼  바쁘신 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김세원 

이사장님께 감사의 말 을 드립니다.

한 바쁜 국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친서민 정책에 한 기조연설을 

기꺼이 허락해 주신 유 학 보건복지가족부 차 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각 세션에서 사회를 맡아 주실 정 순 교수님, 김태기 교수님, 강석훈 교수님, 

유길상 교수님, 윤건  교수님,

발표를 해주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정경희 연구 원님, 한국개발연구원의 유경  

선임연구 원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태홍 선임연구 원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최 섭 실장님, 한국농 경제연구원 송미령 연구 원님께도 감사의 말 을 드립니다.

한 날카로운 토론을 해주실 최 균 교수님 외 여러 토론자와 방청석에 계신 참석자들

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정부 2년 일자리 창출과 친서민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의 검입니다. 

2008년 후반기 이후 로벌 경제 기는 차 극복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회복으로 좋아지던 고용시장은 최근들어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이 다소 증가하는 

등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며, 무역수지는 400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번의 경제 기는 1997년 외환 기 때와는 달리 구조조정과 량해고가 없었기 때문에 

상용직을 포함한 정규직 고용시장 변화에 큰 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임시․일용직, 

자 업 부문의 일자리의 빠른 감소가 취업자수의 빠른 감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빈곤층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4 개회사

일자리감소와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의 소득감소는 사 이

소득에 한 의존도가 높은 노인․장애인․아동과 같은 취약계층의 빈곤율을 높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심으로 하는 노동시장정책과 더불어 친서민 정책을 통해 

경제 기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한 지원을 해왔습니다. 희망근로사업과 긴 지원 

제도 등 한시  지원을 긴 하게 시행하 고,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 생활보장제도 

수 자를 상으로 자활 여, 생계 여를 지 하고, 근로장려세제(EITC)를 통한 근로소득에 

따라 장려 을 세제환  형태로 돌려주고 있으며, 아울러, 소득층 무담보소액 출사업과,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친서민 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검해보는 

것은 출범 2년차인 이명박 정부의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시행한다는 차원에서 뿐 

아니라, 경제 기를 극복해나가고, 이를 계기로 해서 더욱 체계 인 노동시장정책과 복지

정책을 구축하는 데 매우 의미있는 일이 될 것으로 기 합니다. 

이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한국농 경제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5개 국책연구기 의 주 으로 �이명박 

정부 2년 일자리 창출  친서민정책: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노동시장정책과 복지정책의 체계 인 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토론회에서 일자리 정책과 산층․서민 정책에 한 날카로운 평가가 이루어지고 

활발한 토론을 바탕으로 안이 제시되기를 기 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발표자와 사회자,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개회사에 갈음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3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용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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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사

안녕하십니까.

기운이 깃드는 오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이명박 정부 2년의 일자리 창출 

 친서민 정책의 성과 평가 문가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에 하여 매우 의미깊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국정으로 바쁘신 에도 우리 연구회 행사에 참석하셔서 기조연설을 맡아 주실 

유 학 보건복지가족부 차 님께 감사드립니다.

2010년 들어, 로벌 융 기로 인한 경제 기가 차 극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의 토론 주제인 일자리 창출과 친서민정책은 가장 우선 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국정과제  하나로 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제 기를 겪으면서 당 의 우려와는 달리 기존의 사회안 망이 제 로 작동하고, 

한시  책도 시기 하게 기능을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경기가 회복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고, 이러한 시기에는 산층․서민을 한 정책과 일자리 창출 정책이 

핵심 으로 추진되어야 할 국정과제  하나라고 믿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빈곤의 문제에서 상  빈곤의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상  빈곤의 문제는 산층․서민을 상으로 하는 정책  응이 심을 이룹니다. 

그러기 해서는 먼  근로능력자가 실직  고용불안정성으로 인해 빈곤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일자리 창출 등 노동시장정책이 효과 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사회안 망 강화입니다. 고실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안정 인 사회를 꾸려가고 있는 서구사회의 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기 발생한 로벌 경제 기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근로빈곤층과 

산층․서민 가구를 상으로 많은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한시  보호정책 뿐 아니라, 

기존 정책의 강화  새로운 제도 도입을 통해 응을 해 왔습니다. 그 로는 한시생계구호, 

자산담보부융자제도, 희망근로사업, 국민기 생활보장제도와 긴 복지제도의 강화, 근로

장려세제(EITC) 시행 등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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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2년차를 맞이하여, 이러한 근로빈곤층과 산층․서민을 한 정부정책의 성과를 

객 으로 정리해보고, 향후 체계 인 정책 시행을 한 안을 모색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명박 정부 2년의 국정성과 평가 문가 토론회｣는 산층․서민 정책 뿐 아니라 

북정책, 외경제정책 등 각 부문별로 7차에 걸쳐 해당 분야의 연구원과 각 분야 문가

들이 참여하는 규모 문가토론회입니다. 

｢이명박 정부 2년 일자리 창출  친서민정책: 성과와 과제｣토론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회 주 으로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농

경제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참여하고, 문가 분들이 참여해주시는 복지와 노동분야의 

국내 최고 문가들의 토론의 장입니다.

이번 토론회가 정부 정책에 한 객 이고 건설 인 평가와 안제시를 통해 단기 으로 

정부의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서는 한국의 노동정책과 복지

정책을 체계화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 합니다.

오늘 이 귀 한 자리에서 발표를 맡아주실 발표자 그리고 사회를 맡아주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익하고도 풍성한 논의를 해주실 토론자 분들께도 감사말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이 토론회를 훌륭하게 비하여 주신 주 기 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비롯하여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농 경제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5개 국책연구기 의 원장님들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 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3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김 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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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연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가족부 차  유 학입니다.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 창출과 친서민정책｣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  오늘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김세원 이사장님과 한국보건

사회연구원을 비롯한 5개 국책연구기  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에도 발표와 토론에 참석해 주신 문가 여러분들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 을 드립니다.

지난 2년간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라는 국가비 을 가지고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 달려왔습니다. 

도 에 로벌 융 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 으나,  국민이 힘을 

모아 세계 어느 국가 보다도 빨리,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한시생계보호제도로 기에 처한 40만 가구를 지원하고, ‘제2의 

고차 모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 생활보장의 지원요건을 완화하 으며, 긴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등 기에 처한 계층을 한 사회안 망을 촘촘하게 보완하 습니다.

0~4세아 보육료 액지원 상을 차상 계층에서 소득 하  50%까지 확 하고, 차상  

가구의 24개월 미만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도입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한 신용․ 소득층에게 무담보 창업자 을 출하는 미소 융 사업을 시작하여 향후 

10년간 2조원의 기 을 조성할 정입니다.

고용유지지원  수혜 사업장을 7.4배 늘렸고, 정부와 공공기 에 2만 8천명의 청년

인턴을 채용하 으며, 희망근로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25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일자리 나눔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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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분야에 한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힘썼습니다. 

특히 보건의료산업을 일자리 창출의 보고로 인식하고,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와 R&D 

투자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 경제는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빠른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경기변동에 후행 인 고용여건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으며 회복의 온기가 서민들에게까지 해지는 데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상됩니다.

정부는 일할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가장 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단기 인 일자리 보완 책과 근본 인 고용

창출 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 통령 주재 ｢국가고용 략회의｣를 설치하여 “일자리 정부”체제를 구축하고 

범정부 인 역량을 집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1일에 열린 제1차 국가고용 략회의에서는 년 취업자수 증가목표를 당  

망이었던 20만명 비 5만명 이상 증가한 “25만명 + α”로 늘려 잡고 고용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분야는 제조업에 비해 고용창출효과가 높고, 향후 인구고령화와 삶의 질 

향상에 한 국민  심의 증  등 늘어나는 복지욕구에 응한다는 에서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매우 높은 분야입니다.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의 임 과 처우 개선에도 힘을 기울여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규제완화, 재정성과 제고 등을 통해 15만개 내외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등 산업 장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 노력을 통해 빈 일자리를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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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노조 임자  복수노조 제도를 정착시켜 노사 계가 

한 단계 더 성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정과 책임, 참여와 력의 상생  노사 계는 일자리 창출의 근원  기반이 될 것

입니다.

지난 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2년 연속 하락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미래 생산가능인구 감소 기에 한 극 인 

응이 필요합니다.

일과 생활의 조화가 가능한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하여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개발․보 하고, 남녀 모두가 일하기 좋은 직장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유연근무제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가정 양립과 아울러 일자리 나 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다  것으로 기 됩니다.

한 2010년은 그동안 경제성장의 주역이던 ‘베이비붐 세 ’의 은퇴가 시작되는 시기인 

을 감안하여 은퇴세 와 어르신들이 지속 으로 일과 사회참여를 통해 역량을 지속

으로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친서민 정책의 핵심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함께 당분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망인 

소득층에 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 리망 조기 정착으로 같은 산으로 더 많은 소득층을 지원하여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복지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역 을 두겠습니다.

노인․장애인․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희망키움통장｣  ｢행복키움

통장｣을 통해 소득층이 자립의 희망을 가지고 자산을 형성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어업인을 한 삶의질 향상 책도 지속 으로 추진됩니다. 

지난 해 말 확정된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농산어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수행을 해 올해부터 2014년까지 총 34조 5천억원의 투자‧융자 

계획을 세웠으며, 연평균 4조 5천억원의 국비를 투입할 정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 은 기본 인 생활․복지기반이 갖추어지고, 다양한 산업이 발 하며, 

구나 찾고 싶고 살고 싶은 곳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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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 귀빈 여러분,

이명박 정부의 출범 후 2년간은 국내외 으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희망을 발견하고 그 

희망을 키워온 기간이었습니다. 

G20 정상회의 유치와 신속한 경제 기 극복  안정 인 사회안 망 운 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통령 소속으로 <사회통합 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소모 인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기 한 소통과 력의 장도 마련하 습니다.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한 ‘더 큰 한민국’ 원년이 될 년 그리고 앞으로 3년 

동안, 멀리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며, 최고의 복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을 해 

최선을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가 함께 해답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 3. 3.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유 영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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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보호와 친서민 정책: 평가와 발전방향 모색

정경희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원)

1 경제여건과 국민의 삶
  

⧠ 지난 2년간 정부는 로벌 경제 기에 응한 선제  복지정책을 극 으로 추진하여 

경제 기로 발생할 수 있는 빈곤율 증가와 소득분배 악화를 최소화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음.

1997년의 경제 기시에는 량실업으로 분배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었으나 이번 경

제 기에서는 분배 련 지표 등을 큰 변화없도록 리

4  사회보험  기 생활보장제도 등 사회안 망도 기에 응하여 비교  안정

으로 작동시킴으로서 우리제도의 효과성을 검증

 분배지표

지니계수 (도시가구 기준)

0.25

0.3

0.35

시장소득

지니계수

0.274 0.264 0.256 0.269 0.263 0.268 0.272 0.268 0.295 0.303 0.286 0.299 0.298 0.295 0.301 0.304 0.313 0.324 0.325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0.266 0.256 0.248 0.263 0.257 0.262 0.264 0.262 0.287 0.294 0.272 0.286 0.284 0.282 0.285 0.286 0.292 0.3 0.298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 본고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강신욱, 김미곤, 김태완, 노 명, 박세경, 신 웅, 여유진, 윤상용, 이소정, 이윤경, 

이태진, 정경희, 최성은, 최 수(가나다순)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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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위배율 (도시가구 기준)

3.5

4

4.5

5

5.5

6

6.5

시장소득

5분위배율

4.14 3.9 3.79 4.12 3.95 4.09 4.17 4.09 4.94 5.13 4.58 4.92 4.92 5.06 5.23 5.41 5.72 6.12 6.2

가처분소득

5분위배율

3.97 3.72 3.63 3.99 3.82 3.94 3.99 3.94 4.72 4.88 4.19 4.51 4.5 4.56 4.64 4.73 4.85 5.08 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상대적빈곤율 (도시가구 기준)

7

8

9

10

11

12

13

14

15

16

시장소득

상대적빈곤율

8.1 7.6 8.0 9.0 8.5 9.3 9.6 9.3 12.2 13.1 10.8 11.8 11.4 12.8 13.7 14.1 14.7 15.6 15.4

가처분소득

상대적빈곤율

7.5 7.2 7.3 8.4 8.1 8.9 8.8 8.9 11.7 12.4 9.8 10.6 10.3 11.3 12 12.3 12.5 13 12.6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 복지 산은 경제불황과 재정긴축에도 불구하고 일반 산 증가율보다 높게 편성됨. 

복지 산 증가율이 무 높다는 주장과 부족하다는 양극단의 주장이 있으나 제한

인 경제  재정여건과 높은 복지수요를 하게 감안하여 비교  정선을 유지

한 것으로 단됨.     

⧠ 기 을 포함한 보건복지분야의 사회 산은 2007년 61.4조원에서 2010년 81.2조원으로 

증가하여 약 32.2% 증가

이는 역  가장 높은 비 이며, 보건복지분야 사회 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도 7.9%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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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각 연도

 

보건복지분야 사회 산 증가율은 GDP성장률을 상회하는 수 으로 증가

2008년 이후 사회 산 증가는 주로 사회보험 성숙과 경제 기에 응한 취약계층 

지원, 출산고령화에 비한 보육지원, 기 노령연 과 장기요양보험 등의 도입에 

기인

8.8

24.0

3.1
4.0

10.2
10.3

9.6 10.3

5.6

2.25.1

0

5

10

15

20

25

30

2007 2008 2009 2010

보건복지예산증가율(%) 총지출증가울(%) GDP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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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 소  산은 2008년 16.5조원에서 2010년 19.7조원으로 19.8% 증가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 소  산 에서는 출산 극복을 한 보육 련 비 의 

증가와 기 노령연   장기요양보험 확 , 증장애인연 제도 도입 등 취약계층 

지원을 한 산의 증가가 특징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분야별 세출예산(2008～2010년)

구  분 2008년 2009년1) 2010년

총  계 16,477,186 19,899,843 19,737,416

총지출 16,303,308 19,709,983 19,404,514

사회복지
12,153,549

(74.5%)

14,568,392

(73.9%)

14,231,321

(73.3%)

기초생활보장
7,264,372

(44.6%)

7,973,099

(40.4%)

7,292,933

(37.5%)

취약계층 지원
2,940,509

(18.0%)

4,124,210

(20.9%)

4,340,616

(22.3%)

공적연금
50

(0.000%)

280

(0.001%)

395

(0.002%)

보육, 가족, 여성
1,583,417

(9.7%)

1,838,316

(9.3%)

2,154,481

(11.1%)

사회복지일반
365,201

(2.2%)

632,487

(3.2%)

442,896

(2.2%)

보건
4,149,759

(25.5%)

5,141,591

(26.0%)

5,173,193

(26.6%)

보건의료
619,837

(3.8%)

963,871

(4.8%)

853,642

(4.3%)

건강보험
3,529,922

(21.7%)

4,177,720

(21.1%)

4,319,551

(22.2%)

내부거래 173,878 189,860 332,902

회계, 계정간 거래 102,156 117,838 118,910

기금전출금 71,722 72,022 213,992

  주: 추경예산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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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우리나라의 총사회복지지출 수 은 112조 1,720억원으로 GDP 비 10.95%

총사회복지지출은 1990년 추계 이후 연평균 17.5% 증가하는 등 빠른 증가율을 기록

그러나 OECD 평균은 23.7%로서 우리나라 총사회복지지출 수 은 멕시코를 제외

하면 아직은 가장 낮은 수   

총사회복지지출 수준과 연평균증가율의 국제비교

(단위: GDP 대비 %, %)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 2010.

⧠ 로벌 융 기 속에 출발한 이명박 정부는 로벌 융 기에 따른 고용악화를 희망

근로 로젝트, 청년인턴제, 일자리 나 기 등 비상 고용확  조치로 처하여 왔음.

그러나 이들 긴  조치가 완료되는 ’10년에는 일자리 축소 상이 나타나면서 일반 

국민의 체감 경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 이 있음(삼성경제연구소, 2009).

가계소득은 정체된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지속 으로 증가하면서 가계 부담으로 작

용할 수 있으며, ’10년 상반기 에는 임 임상, 공공요  상승 등 비용 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박이 높아질 것으로 상되는 바, 산층과 서민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임.

－그간 정부의 고용확  노력으로 공공서비스 부문의 취업자 수가 늘어나면서 ‘09.8

월 이후 취업자 수는 년 동월에 비해 소폭 증가하 으나, 민간 부문의 고용회

복에 의한 소비의 자생  회복력은 여 히 미흡한 상태임(삼성경제연구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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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취업자 수 증감 추이

  주: 1) 전년 동월 대비 증감 수이며, 단위는 만 명임.

     2) 공공부문 일자리를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으로 한정하였음.

자료: 통계청, KOSIS., 삼성경제연구소, 2010. 재인용.

⧠ 내수 회복이 가시화되고 수출이 증가하면서 반  실물경기의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

나, 기상황에서 경험했던 국민생활의 요인을 근본 으로 제거하고 산층 보호와 

친서민 정책의 추진을 통해 성장잠재력의 확충을 한 노력이 지속 으로 경주되어야 

할 것임(KDI, 2009).

국내경제는 융 기 타계를 한 경기부양 등의 효과로 ’09년 1/4분기를 으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생산, 소비, 투자 등 실물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음.

－ ’10년 경제성장률은 4.3%로 잠재성장률을 소폭 상회할 망이나, 국내경제에 직

간  향을 미치는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은 여 히 상존하고 있어, 년 동기 

비 경제성장률은 ‘10년 상반기에 고 에 도달한 이후 차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망되고 있음.

－경기상승세 약화 망의 주요 원인으로 내구재소비 증가세의 약화  융 기 

이후 경기회복의 고용확  효과 미흡 등에 따른 내수회복 부진을 꼽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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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별 경제성장률 변화 추이

자료: 한국은행, ECOS., 통계청, KOSIS, 삼성경제연구소 재인용.

⧠ 이러한 망은 산층 보호와 친서민 정책의 지속 인 추진과 내실화의 필요성을 보여

주는 것임.

따라서 지난 2년간 산층 보호와 친서민 정책의 추진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발 방

향을 모색해보는 것이 의미있는 시 임. 

2 이명박 정부 출범시의 정책적 과제

⧠ 이명박 정부 출범시 산층 보호와 빈곤의 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하여 해결

해야 했던 당면 정책  과제를 크게 소득보장정책,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하 방지 정

책으로 나 어 살펴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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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소득보장 정책

1) 기초보장제도

⧠ 기 생활보장은 국민의 최소한의 안정 인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가의 지속성장동력(sustainable development)을 확보하는 것으로 최후․최소

한의 사회안 망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함.

그러나, 그 당시 제도로서는 커버하지 못하는 사각지 가 여 히 넓게 분포하고 있

었음. 

－빈곤율이 최근 몇 년 동안 지속 으로 상승함에 따라(2006년 14.6%, 2007년 

13.8%, 2008년 15.1%),  제도를 유지할 경우 사각지 는 더욱 확 될 우려 

존재.

이에 이명박 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부양의무자 기 을 단계 으로 완화해 나감

으로써 빈곤의 사각지 를 축소해나갈 것을 제시하 음.

－ 한, 수 자들  근로능력자의 경우 빈곤덫에 빠지지 않도록 고용알선, 직업훈련, 

보육 등 제반 서비스와의 유기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요한 과제로 제기됨. 

⧠ 세계 인 경제 기에 응하여 긴 한 기가정과 일시 인 빈곤 험 혹은 빈곤 가정

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재도약의 발 을 마련해 주는데 기여하도록 기 보장

제도의 보완이 요구되었음.

세계 인 경제 기로 량실업과 세자 자의 폐업 등으로 빈곤이 크게 증가될 것

으로 우려되었음. 

이에 따라,  정부는 직  고용 창출 이외에도, 일시 으로 빈곤에 빠진 기 

가구들에 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내놓았음. 

－ 표 으로, 긴 지원제도의 자격기 을 완화하고, 한시생계보호제도와 재산담보

부 생계비 융자 지원제도를 한시 으로 신설하 음. 

2) 근로장려세제(EITC)

⧠ 소득 근로자가구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근로소득이 일정수  이하인 가구



이명박 정부 2년 일자리 창출 및 친서민정책           25

(면세  이하 가구)에 해서도 여(근로장려 )를 지 함으로써 근로활동을 장려

하고 근로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인 근로장려세제(EITC)의 정부 출범시 당면 과제는 제

도 발 과정에서 당면한 과제와 로벌 경제 기 상황에 응하기 한 과제로 구분될 

수 있음. 

제도 발 과정에서 당면한 과제

－근로장려세제 도입 결정  시행방안 마련 당시, 최  3년(2008～2010) 동안은 

일용근로자에 한 소득 악률 제고, 근로장려  신청  여지  차 등 정책

집행 과정에 한 시범운 의 성격을 지님으로써, 자녀 2인 이상인 무주택 근로

자가구만을 상으로 제한 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정됨.

－이에 따라, 2011년 귀속분 근로소득(2012년 신청  지 )부터 당  계획 로 

부양아동 기  완화, 무주택 조건의 폐지 등을 통해 아동이 있는 근로자가구 

체를 상으로 확 해야 하는 당면 과제를 안고 있었음.

－ 여수  인상  용 상 소득구간 확 , 맞벌이가구에 한 용범  확 , 

아동 수에 따른 차등 여 등에 한 계획은 참여정부 당시 수립된 바 없으며, 

이명박 정부는 제도 발 을 한 확  필요성  다양한 과제에 직면하 음.

로벌 경제 기 상황에 응하기 한 과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직면한 로벌 경제 기로 인한 근로빈곤층 등 서민생활 

안정을 한 지원방안으로서 당  계획된 근로장려세제의 시행방안  여체계

를 확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됨.

3) 미소(美少)금융 

⧠ 외환 기 이후 10여년간 양극화가 심화되어 산층이 엷어지고 소득층으로 락한 서

민층이 증가

특히, 자활의지는 있으나 신용등 이 낮아 제도권 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신용

층이 로벌 융 기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신용등 이 낮은 서민들은 상 으로 출이 용이한 불법사 융 등을 이용하게 

되고 이에 따라 높은 이자부담과 불법 추심행 에 시달리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

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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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2000년부터 본격 으로 시작되어 일부 시민단체(신나는 조합, 사회연 은행 등)

들의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소득층 자활지원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던 소득

층 자활과 탈빈곤을 돕기 한 마이크로 크 딧 즉 미소 융사업을 극 으로 제도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4) 노후소득보장

⧠ 격한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의 규모와 고령화율이 증하고 있음. 노인은 빈곤 수 이 

타 국가에 비하여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타 인구집단에 비하여도 매우 높고(OECD, 

2009), 소득구성에 있어 사 의존도가 높은 집단임(정경희 외, 2004, 2009). 

따라서 경제 기로 인하여 노인자신의 경제상황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주부양자인 

자녀의 부양능력 약화도 동시에 발생할 것으로 상되었음.

－청장년층의 실업 증 에 따라 노인의 경제활동 기회도 축소되어 근로소득이 감소

될 것이며, 이러한 자녀의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사 이 소득의 감소도 상됨.

기존의 경로연 은 지 상범 가 소하고 지 액이 어 안정 인 노후소득보장

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200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하  60%(2009

년부터는 70%)에게 조세(국비  지방비)로 국민연 가입자 평균소득의 5% 상당

의 정액연 을 지 하는 기 노령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 노령

연 법이 마련되어 있었음.

－기 노령연 제도의 성공 인 도입과 더불어 기 연 과 범주  공공부조의 

간  성격을 갖고 있는 것에서 발생하는 소득보장체계 내에서의 기 노령연 제

도의 성격과 상의 명확화가 요구되었음.  

⧠ 2007년 국민연  재정안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재정 불안정 요인 상존 

국민연  재정안정화 법안이 ‘더 내고 덜 받는’ 당  방안이 아닌 ‘그 로 내고 덜 

받는’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변형되어 통과됨에 따라 장기 인 에서의 재정 불

안정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음. 

－소득 체율 인하만 이루어졌을 뿐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 인 재

정 불안정 상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차원에서 민․  이동에 따른 공 연 제도간 가입기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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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필요

－일반 국민들이 가입하는 국민연 과 공무원 등 특수직역 종사자들이 가입하고 

있는 특수직역연  간의 가입기간 연계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었음.   

국민연 의 잠재 인 연  사각지 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체 국민연  가입 상자 1,800여만명  약 500만명에 달하는 보험료 납부

외자에 한 책 마련이 시 함.

－그 로 방치할 경우 무연  는 연 자로 락하게 되어 퇴직 후 노후빈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성숙단계에 진입하여 연 재정 불안정 문제가 심각한 공무원연  등 특수직역연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

－ 고령사회에서도 지속 가능한 연 개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장애인 소득보장

⧠ 2008년 말 재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은 224만여명으로 인구의 4.5%에 해당하며, 

인구 고령화  장애인복지서비스 확 로 등록장애인 수가 지속 으로 증가하여 2010

년 256만명, 2015년에는 323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근로무능력 증장애인은 소득 활동이 어려워 생활실태가 열악한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 계층으로 락할 가능성이 농후함.

－ 18세 이상 1~2  등록장애인은 51만명으로서 18세 이상 체 등록장애인의 

23.4%임.

－ 1~2  장애인의 월평균 개인 소득은 39만 5천원으로서 65세 이상 노인의 58만 

4천원보다 낮은 수 임(2008년 실태조사).

장애로 인한 경제  비보장에 응하는 소득보장제도로서 장애 여(disability 

benefit)가 운용되고 있으나 낮은 여 수   범 한 사각지 가 상존하고 있음.

－국민연 의 장애연 , 장애수당 등 장애 여를 수 하고 있는 장애인은 18세 이

상 등록장애인의 23.2%에 불과함(‘08년 기 ).

－따라서 이들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해주기 한 제도  보완이 요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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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자리 창출

⧠ 지난 수년간 정부는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미취업빈곤층 상 자활사업 내실화, 

노인․장애인 상 일자리 사업을 확 하여 왔음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사업은 ‘맞춤형‧ 방형‧통합형 복지 략’의 달성을 

해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국민의 다양하고 높아진 서비스 수요‧욕구에 효과 으로 

응하는 동시에, 고용창출 목표를 달성하는 정책추진 기반을 제공하 음

자활사업은 기 생활보장 수 자  차상 층을 상으로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이

를 토 로 탈수 ․탈빈곤을 진하는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기틀을 다지는 역할을 

하 음. 특히 사회  일자리 사업 등 근로빈곤층 상 고용지원 사업을 확산시키는 

기폭제의 역할을 하 음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인구고령화와 노인빈곤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동시장 진입 진 

 사회공헌형 일자리 제공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

며, 이를 통해 노인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여 왔음

장애인 상 일자리 사업은 증장애인을 상으로 하는 복지일자리 등을 확 하고,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 생산품에 한 매를 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왔음

⧠ 그러나 향후 5년간 우리사회의 고용여건 망에 비추어 볼 때 사회서비스를 심으로한 

고용창출 잠재력 극 화가 요구되는 것으로 

제조업과 농업부문에서의 고용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상됨. 미국발 융 기에 따

른 충격은 완화되고 있으며, 수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에서 정 인 측면

이 있음. 하지만 고용여건의 개선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임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수년간 지속된 내수침체와 향후 더욱 심화될 내수부진은 도

소매업종과 음식숙박업 부문 자 업자의 산과 실직문제를 야기할 험성이 있으

며, 특히 노인  장애인 인구  세자 업자의 비 이 높다는 을 감안할 때, 

취약계층에게 큰 향을 미칠 것임

산업업종  상 으로 고용창출 잠재력이 있으며, 시장여건이상으로 정부재정의 

향을 받는 업종이 사회서비스 업종임

－그 에서도 사회서비스 부문에 한 투자 확 는 고용창출에 매우 큰 효과를 

미치는 경향이 있음



이명박 정부 2년 일자리 창출 및 친서민정책           29

－이는 노동시장이 격하게 축되는 경우, 재정투입을 통해 취업기회를 확 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심 분야가 사회서비스 분야라는 것을 의미함

⧠ 한 산층 감소에 따른 빈곤층 증가에 따라 근로빈곤층 상 소득보장과 취업지원을 

보다 유기 으로 연계하는 탈빈곤정책을 강화함으로써 패자부활을 용이하게 해야 할 필

요성이 강하게 제기됨.

근로빈곤층 상 취업지원정책을 강화하기 하여 자활지원제도를 기 생활보장제도

에서 분리한 독립법으로 제정하려는 각종 법안발의가 2005년 이후 수차례 있었음

   ※ 자활지원 련 법안 제출은 지난 두 정부 하에서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들이 모

두 제출

이에 자활지원제도를 기 생활보장제도에서 분리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의 탈빈곤을 

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별 여체계 도입’을 선공약으로 제시하 음. 

  다. 소득격차 심화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방지 정책

    

⧠ 소득격차의 심화는 빈곤층의 양산 이외에도 국민 생활의 반에 걸쳐 심각한 부작용을 

발하고, 건강불평등, 주거의 불안정, 교육기회의 양극화를 확산시킴으로써 빈곤의 

물림 가능성을 증 시킬 수 있음. 

따라서 소득격차 심화가 삶의 질의 하로 직결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복지정책

의 수행이 요구되었음. 

1) 보건의료보장

⧠ 건강보험 보장률이 선진국의 보장률과 비교하면 아직 미흡한 수 이며, 체납세 도 여

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선진국과 비교 가능한 OECD 기  국민의료비  공공의료비 비 은 54.9%(2007

년 기 )로 OECD 평균 72.8%에 비해 낮은 수

건강보험료 체납세 도 2008년 12월말 체 지역가입세 의 25%로 다시 증가하여 

체납액은 1조 5,831억 원에 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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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경제 기로 인해 산층이 소득층으로 락하여 보험료 체납이 증가하고, 비

여 본인부담 등으로 인해 의료이용에 제약을 받는 계층이 늘어날 것으로 단됨.

경기침체는 실업이나 휴폐업 등 일시 인 소득상실로 이어지고 건강보험에서는 보

험료 체납세 가 증가할 것으로 상됨.

향후 보험 여 확  등을 통해 보장성을 확 해 가지만, 신기술 개발로 비 여 

역이 확 되고, 인구고령화와 질병양상의 변화로 고액 증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이

로 인한 비용부담이 여 히 과 할 것으로 상됨

이러한 과 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가계소비가 둔화되고 가계경제가 어려워 산층

이 빈곤층으로 락할 우려가 제기됨

⧠ 한편, 고령화의 진 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

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가족의 복지증진을 해 노인장기요양보

험 도입이 비되고 있었음.

2007년 4월 2일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 4월 27일 공포되었

으며, 2005년부터 3차년도의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었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에 따라 시설  인  인 라를 확보하는 등의 원활한 제

도 도입을 한 비작업이 요구됨.

2) 주거복지 

⧠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발 즈음에 주택산업은 참여(노무 )정부의 시장개입에 따른 거래

축, 그리고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정부의 주거정책의 과제는 시장규제의 

해제와 새로운 주택공 로그램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심으로 추진계획이 마련되었음

시장규제와 련하여 재건축 규제 완화, 투기  투기과열지구 해제, 용 률 상향 

등을 추진하고, 새로운 주택공 로그램으로 지분형 분양주택제도, 구임 주택, 

신혼부부 보 자리주택 등 다양한 방식의 공 계획을 마련함. 

특히 09년 경제여건을 고려한 서민주거안정 책으로 공공임 주택의 임 료 동결, 

주택자 의 리융자, 긴 주택제공 등과 함께 이 의 맞춤형임 주택인 다가구 매

입( 세)임 주택, 단신임 주택 등의 물량 확  계획도 추진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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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무주택 서민과 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해 공공분양  임 주택을 수요자 

맞춤형 ｢보 자리 주택｣으로 통합하고, 향후 10년간 총 150만호(연평균 15만호) 공  

계획

무주택 서민․신혼부부 등의 자가보유를 높이기 해 기존 분양가 비 15%내외 

렴한 부담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공

공공임 주택은 소득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임  공  재개, 세

형  지분형 등으로 다양화

수요자들이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  약방식의 맞춤형 

주택공  추진

수요자 부담 완화를 해 재정  융지원 폭 확

보금자리주택 건설 및 공급계획(2009~2018)

유 형 호 수 프로그램 내용

분양주택 70만 ․중소형 저가주택 공급

임대

주택

공공 임대

(10년 임대)
20만

․10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

․‘지분형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하여 서민들의 점진적 자

가소유를 촉진 (능동적 복지 구현)

장기 전세

(10～20년 임대)
10만

․월임대료 부담이 없는 ‘장기 전세형’으로 공급하여 수요

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기회 부여(도심위주로 공급)

장기 임대

(30년 이상)
50만

․국민임대 40만 : 시중가의 60～70%로 공급

  (소득에 따른 차등임대료제, 전세․월세 선택제)

․영구임대 10만 : 최저소득층을 위해 공급재개(재정지원으

로 시중가의 30%로 공급)

3) 교육복지

⧠ 세계 인 경제 기에 따른 소득층 증가 가능성이 상존하고 이에 따른 교육복지사업 

수요 확 가 상   

최근 가족배경이 인 자본의 형성에 미치는 향력은 오히려 증 되고 있어 빈곤과 

불평등의 세 간 이 상 심화되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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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개선(2008년 11월 적용) 사항>

   ◎ 재산기준 중 기초공제액: 수급권자 가구 기초공제액의 2.5배 → 3.5배

   ◎ 소득기준 중 부양능력 미약가구에 대한 부양비: 40% → 30%

   ◎ 출가한 딸 등에 대한 재산기준 부과: 금융재산 2억 미만

－빈곤에 따른 학습 결핍, 부 한 교육여건 등으로 인한 교육소외 계층이 증가하

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정보격차(digital devide)와 학습격차(learning devide)는 

빈곤세습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악됨

－소득분  하  40%의 경우 미래세 의 경쟁력 제고를 해 필요한 교육 련 지

출의 증가율이 상 으로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소득분  상  40%와 비교

하여 그 비  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빈곤의 물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

음( 경제연구원, 2008)

∙소득분  하  40%의  명목 기   연평균 교육비 지출 증가율(’95∼’08년)

은 5.94%로 체 평균 증가율 6.89%와는 0.95%p의 차이가 있으며, 체감 

기 으로 교육비 지출 증가율이 1.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경기침체  소득격차 심화로 소득층에 한 학자  지원 필요는 지속 으로 증가할 

것으로 상됨.

3 중산층 보호와 친서민 정책의 성과
 

 

  가. 소득보장제도 확충을 통한 중산층 및 서민보호

1) 기초보장제도

⧠ 제도 인 측면에서, 정부 들어 기 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  완화가 이루어졌음. 즉, 

2008년 10월에 부양의무자의 재산기 , 소득기 이 완화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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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기로 인하여 긴 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크게 증가할 것에 비하여 기존의 긴

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을 완화하 음. 

지원요건 확 : 휴폐업 자 업자2)(2009.1.)․실직자3)(2009.6.) 기사유 추가, 융

재산 기 완화(120만원 → 300만원)(2009.2.)4)

여범  확 : 생계․의료․주거 등 → 교육 지원 추가(2009.5.)

여기간 확 : 1~4개월 → 1~6개월(2009.5.)

⧠ 경제 기로 생계에 을 받는 가구로, 가구내 노인․장애인․ 증질환자 등 근로능력

이 없는 소득층에 하여 한시생계보호제도를 한시 으로 신설하 음. 

여액: 가구원수별로 12~35만원, 최장 6개월

소요 산: 국비 4,181억원(국고보조율: 서울 50%, 지방 10%)

⧠ 경제 기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 으나 처분하기 어려운 재산을 보유한 

비수 빈곤층을 상으로 재산을 담보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

원제도를 신설함. 

자격기 : 소득 최 생계비 이하, 재산 2억 이하인 가구

융자조건: 출 리 3%, 2년 거치 5년 상환( 도상환시 수수료 면제)

융자한도: 최고 1천만원(일시지  혹은 분할지   선택 가능)

⧠ 산 측면에서, 경제 기로 증가하는 최 빈곤층을 보호하기 하여 약 8,400억원의 기

보장 련 산을 추가로 편성하 음. 특히, 추경 산에서는 본 산에 없었던 재산담

보부 생계비 융자와 한시생계보호 항목을 추가하여 편성하 음.  

기 수 자 수 상: 본 산 1,586천명 → 추경 1,632천명(47천명 확 )

긴 복지지원 가구 상(목표) 규모: 49천건

한시생계보호 가구 상(목표) 규모: 46만 가구, 100만명

2) 2008년 10월 이후 휴․폐업 신고 후 1개월이 경과한 자로 국세청 사업등록자  휴․폐업 신고  종합소득

액이 2,400만원 이상인 자

3) 2008년 10월 이후 실직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실직  6개월 이상 근로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월 평균 임 이 24만원 이상인 자

4) 2009년 8월에는 휴․폐업자의 청산된 임차보증 을 기존의 융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고, 일용직 근로자 

지원확 를 해 실직 확인방법을 다양화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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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 수혜 상 규모: 20만가구

2009년 기초생활보장부문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총계
기초생활

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 자활지원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

한시생계

구호

‘09 예산 7,135,490 3,336,886 3,418,631 51,532 328,441 - -

‘09 추경예산 7,973,099 3,432,686 3,510,631 153,312 394,470 63,900 418,100

자료: 보건보건복지가족부,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김미곤(2010) 재인용

⧠ 2009년 들어 5월까지 수 자가 증하는 경향을 보 으나, 이후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음. 

2008년 말 1,530천명이던 수 자는 2009년 5월 1,573천명까지 증가, 3월 13,331

명, 4월 13,156명이 증가하 음. 그러나 이후 증가세는 크게 둔화되어 5월 3,533

명, 6월 38명, 7월 1,882명 증가하는데 그침. 

수 자 수 증가가 정체된 이유는 경제 기의 단기  여 가 상했던 것만큼 크지 

않았고, 희망근로, 한시생계보호를 통해 우선 보호되었으며, 업무과정으로 인한 발

굴 곤란  감사에 따른 재량 축 등의 향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기초보장 수급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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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보건보건복지가족부 (2009. 9. 8) “민생안정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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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복지지원의 경우, 2009년 7월 기 으로 35,936건으로, 2008년 동기 비 135% 

증가하 음. 

이  21,588건이 의료 용도로 체의 60%를 차지하 으며, 다음이 생계(12,632

건), 장제(1,388건), 주거(297건)의 순이었음. 

그러나 휴․폐업  실직자 지원은 4,615건으로 당  목표건수 49천여건(휴폐업 

4,427건, 실직 188건)의 9%에 불과하 음. 

이는 당  경제 기로 인해 량실업이 발생할 것으로 상하 으나, 실제 실업율

이 높지 않아 지원 상자가 상보다 많지 않은 상황이고, 희망근로 등 일자리 사

업, 지자체 특수시책사업 등이 우선 으로 근로능력자에게 연계 지원된 데서 주요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여 히 조건이 까다롭게 설정되어 있어 문턱이 

높은 것도 수 자 조의 원인이라 할 수 있음. 

⧠ 상 으로 근로무능력자를 주 상으로 하는 한시생계보호와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지원을 신청한 가구는 상당히 많았음. 

2009년 8월 기 으로 404,986가구가 신청하여, 이  242,664가구에 해 지원이 

결정됨(당  458,900가구를 목표로 산 배정). 

2009년 9월 기  신청건수는 6,211건, 출실행은 3,485건, 평균 출 액은 963만

원이었음. 

이와 같이, 긴 지원에 비해 한시생계보호와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의 실 이 

상 으로 우수한 것은, 이들 정책이 긴 지원에 비해 조건이 덜 까다롭고 홍보매

체를 히 활용하여 국민 홍보가 비교  잘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2) 근로장려세제 (EITC)

⧠ 경제 기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지원 방안으로 최  여신청(2009년 5월)  지

(2009년 9월) 이 인 2008년 말 세법 개정을 통하여 여수  인상  자격조건 완화

를 통한 용 상 확  등 근로장려세제 확  개편을 추진함.

⧠ 이명박 정부는 경제 기 상황에 신속하게 응하여 근로빈곤층 등 서민생활을 안정시키

기 한 방안  하나로, 2008년말 세법 개정을 통해 근로장려세제의 선정기 을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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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하여 용 상  여수 을 확 (2009년 여신청  지 부터 용)하 음. 

⧠ 근로장려세제 확  시행으로 인한 소득 악 제고

한편, 근로장려세제 도입  시행 비 과정에서 세법개정을 통하여 주요 정책 상

인 일용근로자에 한 소득 악 방안을 마련하여, 일용근로자에 한 지 조서 제

출의무를 부과하는 등 근로자에 한 소득 악 수 이 차 으로 개선되었음.

이러한 소득 악 인 라 구축의 성과는 사회복지통합 리망 구축 시 연계  활용

되는 등 복지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는데 정 인 향을 미침.

⧠ 이명박 정부 근로장려세제 확  개편의 성과 

2009년 근로장려  신청  지  황

－총 72만4천 가구가 5,582억원의 근로장려 을 신청하여, 평균 신청 액은 77만

원임.

∙  가구(1,667만 가구)의 4.3%이며, 근로자 가구(1,032만 가구)의 7.0%를 

차지함. 

신청가구의 근로형태는, 상용근로자 29만2천가구(40.3%), 일용근로자 31만7천가구

(43.8%)로, 불안정하고 소득수 이 낮은 일용근로자 가구가 가장 많이 신청하 음.

한편, 근로장려  신청가구에 한 심사를 통하여 2009년 9월 체 신청가구의 

81.5%인 59만1천 가구에 해 총 4,537억원의 근로장려 을 지 하 음.

－가구당 평균 근로장려  지 액은 77만원이었으며, 수 요건을 갖추지 못한 13

만3천 가구(18.5%)는 지 상에서 제외되었음. 

－제외 사유로는 재산기  과가 39.8%로 가장 높았으며, 소득기  과가 

36.1%, 비근로자 신청사례 8.3%, 부양자녀 기  부 합 7.5% 순서로 나타나 

재산기   용범  소득기  완화를 통한 제도 확 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2009년 근로장려  수 자의 만족도가 약 82.4%로 매우 높으며(매우 만족 37.0%, 만

족 45.4%), 근로장려 이 소득 근로자가구의 생활에 실질 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됨.

근로장려 에 해서 ‘실질 인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90.3% 으며, 특히, 최

여 수 인 120만원을 받은 수 자의 경우에는 98.4%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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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가구는 근로장려 을 생활비(60.8%)로 사용하 으며, 자녀 교육비에 사용

한 경우도 30.7%에 이르 음.

   

3) 미소(美少)금융

⧠ 정부는 융소외자 지원에 해 극 인 정책과 모습을 보이고 있어, 2008년에 

New Start란 기치아래 신용회복기 을 이용한 지원, 신용불량자 기록 삭제 등 신용정

보 개선, 상호 축은행과 신 의 규제완화, 융소외자 자활네트워크 구성을 발표

이후 2009년 미소 융 앙재단을 설립하여 민간의 재원을 기 으로 하는 미소 융

을 통한 소득층  세자 업주들에 한 지원 강화

와 같은 정부의 노력들은 일정부문 의의를 가질 수 있고 융소외계층에게 일을 

할 수 있다는 희망과 탈빈곤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한다는 에서 의의가 있음

⧠ 2009년 9월 정부는 기존 소액서민 융재단(구 휴면 리공단)을 미소 융 앙재단으

로 확  개편하여, 2010년 상반기까지 20～30개의 비 리 사단법인 형태의 지역법인을 

설립하고, 향후 200～300개까지 늘리는 것을 정

미소 융 앙재단은 마이크로 크 딧 정책방향 결정, 사업 가이드라인 설정, 컨설 , 

교육, 정보의 통합 리 등 총  기능 수행

미소 융 앙재단은 재계‧ 융권의 기부 을 받아 이를 재계‧ 융권이 자율 으로 

운 하는 미소 융재단에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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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조건

영세사업자 

운영자금

영세사업자에 대해 원재료 구입, 시설 개․보수 

자금 등 운영자금 지원

1천만원 이내 5년 상환

시장금리 이하

(2～3% 낮은 금리)

전통시장 상인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영세상인 운영자금 지원
상인당 5백만원 3년 상환

시장금리 이하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검증을 받아 성공가능성이 높은 소규

모 업체를 연계하여 권리금 등 창업자금 지원

5천만원 이내 5년 상환

시장금리이하

창업자금
창업을 하거나 기존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이 필

요한 경우 임차보증금 지원

5천만원 이내 5년 상환

시장금리 이하

공동대출 자활추진단체에 대해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 
1억원 이내 5년 상환

시장금리 이하

사회적 기업
사회적육성기업법에 의해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

에 대해 운영자금 등을 지원

1억원 이내 5년 상환

시장금리 이하

구분 설립일 재단명 장 소 비 고(지부)

기업‧은행권 

재단 및 지부

(14개)

2009. 12. 15 삼성미소금융재단 수원 팔달문시장
수원 

권선구(12.16)

2009. 12. 17

우리미소금융재단 서울 을지로2가

국민미소금융재단 대전 은행동

신한미소금융재단 경기 부평

2009. 12. 18 현대차미소금융재단 서울 경동시장

2009. 12. 21
LG미소금융재단 경기 파주

하나미소금융재단 서울 종로 관수동

2009. 12. 23 SK미소금융재단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2009. 12. 24 포스코미소금융재단 서울 화곡동 까치산시장
포항(1.8), 

광양(1.11)

2009. 12. 29 기은미소금융재단 경기 안산

2009. 12. 30 롯데미소금융재단 서울 남대문시장 입구

미소금융지원사업 내용

자료: 금융위원회(2009), 미소금융 확대방안 발표자료

미소금융지역법인 설립현황(201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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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립일 재단명 장 소 비 고(지부)

중앙재단 

지역지점

(7개)

2009. 12. 24 서울서초구지점 서초동 1542-19

2009. 12. 28 충북청주지점 석교동 126-156

2009. 12. 30 서울은평구지점 녹번동 84

2009. 12. 31 광주서구지점 양동 96-4

2010. 1.  6 대구서구지점 내당동 871-2

2010. 1. 12 강원춘천지점 효자1동 682-8

2010. 1. 15 부산중구지점 부평동2가 2-1

자료: 금융위원회(2010), 1월보도자료

미소금융지원현황(2009.12～2010.1.15)

(단위: 명)

방문 상담 신청자격자 대출건수 대출금액

13,400 8,100 2,440 24 1억 1,800만원

자료: 금융위원회(2010), 1월보도자료

⧠ 미소 융제도의 문제 으로는 다음과 같은 들이 지 되고 있음.

지역법인이 200～300개로 늘어날 경우 거의 시군구에 한개씩 배정되고 일부지역은 

두개 이상의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지역법인의 과도한 집 으로 인한 법인들간의 경쟁과 유사업종에 한 

복지원 혹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음

－ 한 농어  군지역의 경우 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가 없을 

정도로 사업 으로 열악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 실이므로 지역법인들이 

농어 지역에 설립될 경우 과연 그 기능을 제 로 발휘할 수 있을지에 한 검

토가 필요

재 정부는 지역법인당 약 2～5명의 자원 사자를 두고 융소외계층을 지원하며 

상담  리는 소상공인진흥원 소속 문가(Relationship Manager: RM)들의 지

원을 받는 것으로 하고 있음

－먼  지역법인에 소속된 직원들의 경우 자원 사자를 활용하고 실비의 임 만을 

지 하는 방안은 최소의 경비를 통해 지원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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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지역법인 직원들의 소속감을 떨어뜨리고 다른 곳으로 이 하기 

해 단순히 거쳐 가는 정도로 인식하면 미소 융의 원래 목표를 제 로 살

리기는 어려움

∙이와 비슷한 사례는 기 보장제도의 자활지원사업을 돕기 한 지역자활센터

의 경우를 통해 살펴볼 수 있음. 지역자활센터의 경우 소속된 직원들의 근무

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오랜 기간 일을 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고 잦은 이

직으로 인해 자활지원 로그램에 한 이해와 수 자들과의 소통상의 어려움

으로 인한 문제들이 제기(이태진 외, 2008). 

－소상공인지원센터의 RM인력 활용을 통해 자 지원을 받은 상자에게 각종 창

업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재 소상공인지원센터 국 74개지역본부에 약 300명 정도의 상담사가 창업

에 한 지원을 하고 있음. 반면에 정부가 지원을 상하고 있는 상자는 10

년간 약 20～25만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어 사업 기 10%의 상가구를 

상시 상담사 1인당 약 67～83가구를 담당하게 됨

∙만약 20%로 상자가 확 될 경우 1인당 담당인력은 배가 될 수 있다는 

에서 내실 있는 창업상담과 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 한 지역미소 융재단과 소상공인지원센터간의 연계망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그 기능을 제 로 발휘할 수 없을 것임 따라서 장기 으로 인력수 과 문

가 양성을 한 제도  기반, 지역 연계 네트워크가 함께 마련 필요

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지원내용은 세자 업주와 신용계층의 세사업장 

운 자 지원, 창업지원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자 업  서비스업의 비 이 만의 

16.1%에 비해 우리나라는 27.1%로 1.7배, 기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2～3

배 정도 자 업자에 한 비 이 높음

－이와 같은 과도한 자 업 종사자 규모는 비슷한 업종을 양산하고 자 업종사자

들간의 출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지속 으로 사업을 유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쉽고 폐업‧휴업으로 몰릴 수 있는 개연성을 높인다는 문제를 지님

정부에서 지원을 상하고 있는 융소외의 소득층은 인 자본축 이 낮거나, 일

반 노동시장에서 여러 사유(구조조정, 실업 등)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벗어난 상계

층이라 할 수 있음

－충분한 지원과 창업 로그램이 없으면 자 업주들간의 경쟁에서 이겨내고 견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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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여건마련이 쉽지 않음

－ 실 인 사항을 고려시 미소 융지원사업의 부분을 자 업  서비스업에 

한 지원이 아닌 직업훈련, 재취업 상담 등과도 함께 연계하여 서비스업보다는 노

동시장으로 재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함께 마련해 주는 방안을 고려

4) 노후소득보장: 기초노령연금과 공적연금

⧠ ‘08년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 상으로 기 노령연  신청  지  시작, ’08년 7월부

터 65세 이상 노인으로 기 노령연 의 상자 확   여 수  인상.

⧠ 소득기  완화(2010. 1): 선정기 액(월소득평가액+재산의 월소득환산액)

2009년 68만원(노인부부 108.8만원) → 2010년 70만원(노인부부 112만원)

기 노령연  지 상: ‘08년 : 65세 이상 노인의 60%(301만명) → 2009년 65

세 이상 노인의 70% 363만명 → 2010년 375만명(12만명 증가)

⧠ 여액 인상(2010. 4)

연도별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연금액(만원) 8.4 8.8 9.1

⧠ 기 노령연  도입으로 인해 공 연  수 률이 크게 높아짐(‘07년 33.6% → ’08년 

74.4%)

⧠ 기 노령연 의 도입으로 노인 체의 가구소득  개인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노인 체의 가구소득은 2007년에 비해 5만 2천원이 증가하 으며, 개인소득은 3만 

5천원이 증가(정경희 외, 2009)

⧠ 그러나 기 노령연 의 여수 이 낮고, 노후소득장의 사각지 는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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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9월 재 국민연  평균 노령연 월액 : 241천원

*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5%로 OECD 국가(평균13.3%)  가장 높음(OECD, 2008)

⧠ 노인빈곤을 방하고 국민연  제도의 사각지 를 효율 으로 해소하기 해 기 노령

연 의 역할과 범 에 한 조정  국민연 과의 계 재정립 필요성 제기. 

국민연 과 기 노령연 의 재구조화를 한 원회를 구성하여 제도 발 방향을 

논의하 음.

－소 원회에서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선별 인 공공부조안(1개안), 기 연 으로

의 환방안(3개안)을 도출하 으나, 이후 이를 구체화하기 한 논의가 없었음.  

공 연 간 가입기간 연계법이 2009년 1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2009년 하반

기부터 연계법이 용되고 있음.

－상이한 직역으로의 직장 환에 따라 발생하 던 연 사각지  문제 상당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기반 조성 

2009년말 공무원연 법이 통과되어 지 보다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이 이루어졌음.

－그러나 재정안정성 측면에서 근본 인 책과 거리가 있는 계로 추가 인 개

이 불가피함.

5) 기초장애연금

⧠ 이명박 정부는 18  선 공약  100  국정과제인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의 핵심

인 정책으로서 기 장애연 의 도입을 지속 으로 추진해 왔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연구 용역 결과를 토 로 ｢ 증장애인 기 장애연

법(안)｣을 2009년 7월 말 입법 고하 으며, 이후 공청회, 자문 원회 등을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음.

－ 2010년 정부 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0년 7월에 시행될 기 장애연

의 주요 내용이 확정된 상태임. 

기 장애연 은 기존 장애수당을 확 한 것으로서 소득보  여로서 기본 여와 

추가비용 여로서 부가 여로 구성되었음. 

－지 상은 소득인정액이 최 생계비 150% 이하 계층으로서 장애등 이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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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 자폐성 장애 3 인 복장애 포함)인 증장애인 약 33만명이며, 최고 월 

15.1천원의 기 장애연 이 지 될 정임.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비교

장애수당(기존) 장애인연금(2010. 7 이후)

지급대상 차상위 (최저생계비 120% 이하) 최저생계비 150% 이하

지급인원 23만명 33만명

지급월액 (기초/차상위/신규) 13/12/0만원 15/14/9만원

⧠ 기 장애연 의 도입은 공  소득보장제도에 있던 소득 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제고

하고 자립을 진하여 사회 통합을 실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망됨. 

기 장애연  시행으로 인해 장애 여 수 율은 2007년 22.0%에서 2010년에는 

29.3%로 7.3%p 증가할 망이며, 장애인 상 빈곤율은 2007년 39.6%에서 2010

년에는 37.8%로 약 1.8%p 감소할 망임. 

더불어 기 장애연 의 도입은 다른 OECD 회원국에서처럼 우리나라도 상호보완  

계의 다층의 소득보  여와 독립 인 추가비용 여 제도를 갖춘 완성된 장애 

소득보장체계의 틀을 구축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옴.

그러나 2010년 장애인복지 산안에 반 된 기 장애연 의 개요는 지난 7월에 보

건복지가족부가 입법 고한 안보다 지  규모  지 액 등의 측면에서 상당부분 

후퇴한 것으로서 학계의 비   장애계의 반발을 래하 음.

－보건복지가족부 원안은 소득인정액 기  증장애인의 하  70% 이하를 지  

상으로 설정하 으며, 부가 여의 지 수 을 기 보장 수 자 15만원, 차상  

수 자 12만원, 차상  과 수 자 10만원으로 설정하 으나 기획재정부와의 

산 의 과정에서 결국 축소되었음.

  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중산층 및 서민보호

1)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의 규모가 지속 으로 확 되면서 2009년 재 45개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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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업을 통해 131천명에게 고용기회를 제공

내외  여건 변화에 따르는 경제산업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서비스분야

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보건복지 서비스 수요 확충의 정책  심이 상호 상승 작

용한 결과

소득, 숙련 근로자  세자 업자, 여성, 장애인, 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

에 친화 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서비스 자 바우처 사업은 서비스 상자의 확   서비스 

내용의 다양화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의 확충  일부 서민 산층을 포함하는 

보편  서비스 제공의 계기를 마련

주무부처
2008년 2009년

주무부처
2008년 2009년

예산 일자리 예산 일자리 예산 일자리 예산 일자리

보건복지가족부 494,315 69,796 551,798 71,768 문화재청 3,525 686 10,398 979

행 안 부 9,005 833 7,695 853 문화관광부 59,372 6,742 79,543 9,467

교 육 부 4,961 119 5,475 139 환 경 부 86,085 705 111,924 3,881

노 동 부 141,337 12,636 190,174 15,675 산 림 청 307,004 20,775 372,411 28,728

[2009년 본예산 기준 ]

총 투입예산:  1,329,418백만원 일자리 창출수:  131,490개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예산 및 일자리 창출 현황

(단위: 백만원, 명)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2009)

⧠ 최근 정부는 규제완화, 신규제도 도입  화 , 재정성과 제고 등을 통하여 보건복지 일

자리를 획기 으로 늘이기 한 계획을 수립하 음. 

서민부담이 큰 간병서비스의 단계  제도화로 2010년 1만개 내외의 일자리 창출

－ 1단계(2010년): 병원내 간병서비스를 비 여 상에 포함, 사 거래가 아닌 ‘병

원을 통한 공식  서비스’로 환

∙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실시, 업무범 ‧역할정립 등 제도화 기반 구축

－ 2단계(2011년 이후): 간병서비스 재원조달 방안 마련(건강보험 여화, 표 화된 

민간의료보험 등 다양한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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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내실화

－요양 상자 확  등으로 약 5만개의 일자리 창출

－ 상자 확 : 2009년 28만명 → 2010년 38만명

재정지원 일자리

－보건복지 분야 서회서비스 일자리(1만개) 확충  탈빈곤 일자리 내실화(자활근

로 1.7만개, 자활공동체 역화‧기업화)

사회복지시설 인력

－보육 등 사회복지시설 인력 1.5만개 내외 증가

규제완화  산업지원

－해외환자 유치 등 의료산업 지원, 보장성 확  등을 통한 시장일자리 창출(2만개 

내외)

2010년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창출 계획

(단위: 만명)

2009년 2010년 증감

112.9～117.2 12.9～17.2

보건 및 사회복지업 취업자수 100 115내외 15내외

<규제완화 등> 47.4 50～52.4 2.5～5

○ 병․의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 44.9 46~47.4 1~2.5

○ 보건산업 육성 등 기타 시장일자리 2.5 4~5 1.5~2.5

<신규제도도입 및 확대> 16 22～23.5 6～7.5

○ 간병서비스 제도화 등 신규제도 도입 - 1내외 1내외

○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실화 16 21~22.5 5~6.5

<재정성과 제고> 36.5 40.9～41.3 4.4～4.8

○ 사회서비스일자리(돌봄 등) 확충(재정지원) 7.2 8.2내외 1내외

○ 탈빈곤 일자리(자활근로,광역자활공동체 기업화) 4.8 6.8~7 2~2.2

○ 보육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4.5 25.9~26.1 1.4~1.6

자료: 보건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분야 고용전략회의 자료, 2010.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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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활사업

⧠ 자활사업은 미취업수 자  실직빈곤층에게 자립기회를 제공

‘08년말 자활사업은 조건부수 자  차상 계층 등 68천명에게 소득보장과 연계

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참고로 근로능력 수 자는 27만 6천명, 미취업 수

자는 약 10만명 규모)

자활사업 참여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에 38%, ‘사회 일자리형 자활근로’에 

30%, ‘시장형 자활근로’에 12%, ‘자활공동체’에 9%, 노동부 ‘자활직업훈련사업 

등’에 3.2% 참여

⧠ 자활사업은 근로능력 수 자의 탈수 ․탈빈곤에 다음과 같이 기여

자활성공률은 ‘04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으며 ‘08년 6.7% 수 이며, 실질  자활성

공율은 약 15%에 육박. 이는 기 보장제도 탈수 율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수치

연도별 자활성공률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자활성공률 6.9 6.8 5.4 5.5 6.0 6.3 6.7

지 까지 드러나지 않던 효과  하나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탈수  의지가 별다른 

개입 없는 취업수 자에 비해 훨씬 강하게 나타난다는 . 

⧠ 지난 10년간 확인된 자활사업의 한계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음.

복지의존성 증가: 취업수 자는 소득노출을 우려하여 비공식부문으로 취업하는 경

향이 증가하고, 이것이 자활사업 참여자의 탈수 에도 부정 으로 작용

근로유인체계 미비: 자활사업 참여자에 한 획일  여체계는 사업참여 과정에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데 한계가 있음

근로능력 정체계 취약: 자활사업 참여자에 한 체계 인 기상담이 취약하여 

한 취업지원 로그램으로의 연계가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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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체계의 분 성: 보건복지가족부와 노동부의 지원체계가 분 으로 작용함에 

따라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한계

  다. 소득격차 심화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방지 정책

1) 보건의료보장

⧠ 사각지  해소를 한 의료안 망 구축을 해 건강보험  의료 여의 부족한 보장성

을 보완하기 해 소득층에게 다양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사각지  해소를 해 소득측에게 일시 을 보험료를 경감해 주는 방안을 시행하

음.

－ 2009년 7월부터 소득층의 건강보험료를 1년간 50% 경감해 주고 있음.

－하지만 이는 한시 인 조치로 지속 은 체납세 을 감소시킬 방안 마련이 필요

그러나 사업마다 상자 선정기 , 리운  체계가 달라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측면에서 보완 필요

이를 개선 방안 마련을 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구체 인 방안 마련을 해 지속

으로 노력하고 있음.

하지만 사업마다의 특수성 등으로 계획 로 추진하기 어려운 한계 이 있음.

한 의료안 망 구축을 한 의료안 망 기  설치도 기 을 마련하기 힘든 한계

으로 진행이 어려운 상태임.

⧠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해 2009∼2013년 까지 보장성 강화계획을 마련하 고, 이

를 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랜 실무TF  기획단을 구성․운 하 음.

이미 2009년에 암환자 본인경감(10→5%),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 경감(20→

10%), 본인부담 상한 액 인하 등 다양한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행되었음.

－이러한지속 인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행되어 입원  고액․ 증환자에 한 보

장성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아직 선진국에 비해서는 미흡

보장성강화의 장애요인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보험료 부담, 비 여진료비의 

속한 팽창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한 지속 인 보장성 확 를 해서는 국민동의 하에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고,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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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원 확보 마련이 필요함

⧠ 건강보험은 정부 이후 안정 인 재정운 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하지만 행과 같은 낮은 보험료 수 을 그 로 유지하는 한 건강보험 재정의 지

속가능성에 한계가 있고, 보장수 을 높이기 어려움.

지출측면에서는 노령화, 만성질환 증가, 의료욕구의 다양화, 신의료기술 발 , 의료

자원의 증가 등에 따라 2003년 이후 연평균 두자리수의 여비 증가율이 지속됨

수입측면에서 보험료 인상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국고의 지원도 계속 답보 상

태에 있어 건강보험 재정운 이 어려워질 요인들이 많음.

⧠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공  제도에 의해 요양서비스를 받는 

상자가 격히 증가하 으며, 수  노인의 건강상태 호 , 요양환경 개선과 보호자의 

심리‧경제  부담 감소 효과와 함께 사회  일자리 창출의 효과 등이 나타남. 

서비스의 수 상자는 노인의 5.5%(2009년말 재)까지 증가하 으며, 노인장기요

양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하는 서비스에 해 시설서비스는 89.6%, 재가서비

스 93.4%의 만족도 수 을 나타남(노인장기요양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2009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이해 요양보호사를 비롯하여 교육기  종사자, 

장기요양 리 요원 등 등 사회서비스 분야 10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

가 발생함.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비 당시 서비스 인 라의 시 한 확충을 해 기  설치 요건

을 폭 완화한 결과, 요양기 의 난립으로 인해 수 자 확보를 한 과당경쟁, 여비

의 부당허  청구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음. 

요양보호사 교육기 의 과다 설립과 자격 취득의 수월성으로 인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의 직  서비스 제공인력인 요양보호사가 과다 배출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서비스

의 질 하락, 요양보호사 근로 여건의 열악성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제도는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 한 수발, 보호 기능의 사후  처 

심이며, 방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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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복지

⧠ 2009년 국토해양부는 사업승인(건축허가) 기 으로 보 자리주택 145,974호를 공 하

여 계획물량 14만호를 과(104.3%) 달성함.

수도권에서 체 공 량의 70.8%인 103,328호가 공 되었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

에서 29.2%인 42,646호가 공 (※공 물량 14.6만호에는 다가구․부도주택 등 매

입 9,900호(6.8%) 포함)

－ 2009년 승인된 주택은 2012년부터 입주가 시작됨.

2010년에는 보 자리주택 18만호를 공 할 계획임.

－수도권 14만호(보 자리주택지구 8만호, 신도시․도심 등 6만호), 수도권 이외의 

지역 4만호 수 이 공 될 정임.

－ 한, 보 자리주택 공 계획 18만호에 추가하여 도심내 최 소득층을 한 맞

춤형 임 주택인 다가구매입 주택 7천호, 세임 주택 13천호를 공 할 계획임.

⧠ 보 자리주택 이외에도 도심내 최 소득층이 시세의 30% 수 으로 임 료를 지불하고 

거주할 수 있는 기존주택․소년소녀가정․신혼부부 세임 주택도 14,145호를 공 하

여 당  목표량 13천호를 과 달성함.

유형별로는 기존주택 세임  7,820호, 소년소녀가정 세임  1,065호, 신혼부부 

세임  5,260호 공

⧠ 취약계층을 한 맞춤형 주택공

노숙인, 쪽방거주 단신자 등의 주거취약계층을 한 공공임 주택은 ‘09년 기  공

량은 378호이며, 입주물량은 314세 (가족포함 448명)임.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주거지원사업으로 ‘07~’12년 계획 공 량은 5,173호이

며, ‘09년 기  입주물량은 717호임.

긴 주거지원사업은 경제 기상황에서 기가구 증가에 응하여 서민계층 보호와 

산층 빈곤추락 방지를 해 신빈곤층 등 취약계층(긴 지원 상자)에게 임 주택

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09년 기  공 량은 2,000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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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층 주거정책의 한계

맞춤형 임 주택별 입주 상 측면에서 차별성이 크지 않은 쪽방비닐하우스 임 주

택 정책과의 통합을 통해 체계 인 자립 책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비닐하우스주민과 임 주택 정책과의 상 계도 쪽방주민의 양상과 유사한 측

면이 많음. 일자리와 자녀 학교 문제 등으로 거주지 인근의 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개발사업의 추진과 무 하게 해당 구역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의견이 많은 에서도 유사 을 보이고 있음.

－쪽방주민의 경우 동일 생활권내에서 주택이 공 되지 못하고 있는 이 가장 큰 

문제인 반면, 쪽방이 집해 있는 구도심지역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의 매입이 거의 진척되지 못해 상당수 주민이 이주를 거부하고 있

는 실정임. 

－최  10년인 입주기간 내 지역사회 재정착이라는 목표가 얼마가 이루어질 것인

지에 해 살펴 야하며, 시범사업인 300호 입주 완료 후 후속 공 책의 부재

로 인해 최  입주자에게만 입주기회가 부여되고 그 이후에는 일부 공가 입주만 

선별 으로 가능한 일회성 정책이 아닌지에 한 우려가 제기됨.

3) 교육복지

⧠ 기 생활보장제도 상의 교육 여(보건복지가족부)

기 보장 수 가구에 한 학비지원을 통해 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

여 수 (‘10년 기 )

－고등학생: 입학 , 수업료, 교과서 (112.3천원/인), 학용품비(46.6천원/인)

－ 학생: 부교재비(34천원/인), 학용품비(46.6천원/인)

‘08년 산안 기  851억7천만원 소요. 기 생활 여 지원액의 약 2.8%

⧠ 방과후 활동지원(보건복지가족부)

빈곤, 결손 가정의 아동에게 보호, 학습지원, 식, 문화, 상담, 지역사회 연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운



이명박 정부 2년 일자리 창출 및 친서민정책           51

⧠ 무상교육비 지원(교육과학기술부)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사업 : 국립유치원에 다니는 소득층 자녀에 한 교육

비 지원

만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 사업 : 국립유치원에 다니는 소득층 자녀에 한 차

등교육비 지원

   ※ 차등지원 - 1층(100%), 2층(100%), 3층(80%), 4층(60%), 5층(30%)

두 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 : 국립유치원에 다니는 소득층 자녀에 한 둘째 자녀 

이상에게 교육비 지원을 한 사업비 

⧠ 방과후 학교 운 (교육과학기술부)

국립학교  국립  부설 ․ ․고 소득층 자녀 자유수강권 지원

⧠ 취업후 상환 학자 출제도(교육과학기술부, 한국장학재단)

학자  출을 원하는 학생에게 등록  실소요액과 생활비를 출해주고, 졸업 

후 상환기  이상 소득발생시 부터 출 원리 을 분할하여 상환하게 하는 제도

출범 : 등록 (소요 액)+생활비(연간 200만원 이내). 단 생활비 지원조건은 소

득분 별로 차등화.

재정지원 규모: 2014년까지 매년 약 1조 6,000억원의 재정 투자 계획 

든든학자금 재정지원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2010
2010～2014

(연평균)

2015～2019

(연평균)

2020～2029

(연평균)

현  행(A) 5,017 6,876 9,310 12,996

개선안(B) 8,222 15,923 28,390 29,376

추가 소요(B-A) 3,205 9,047 19,080 16,380

 

출 리: 연 5.7%

신청자격

－소득 7분  이하(8분  이상은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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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학기 12학  이상, 평  80/100(B학 ) 이상 이수

소득층․농산어  학생 식지원

4 향후 정책 과제

  가. 소득보장

1) 기초보장제도의 개선

⧠ 지난 2년 동안 기 보장은 제도의 장기  비  제시보다는 경제 기에 응한 임시

․응  조치 주로 시행되어 왔음. 

이러한 임시 ․응  조치가 긴 한 기 가구의 생계 지원에 일정 정도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지만, 경제 기의 단기  충격 여 가 상보다 크지 않았고, 제도의 

조건(특히, 재산기 )이 여 히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한시 으로 운 되었기 때문

에 큰 성과를 기 하기는 어려움. 

경제 기 국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면서 좀 더 체계 이고 안정 인 기 보장의 

장기 비 을 심으로 제도를 개선․발 시켜나갈 필요가 있음. 

⧠ 국민기 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 사회안 망으로서 기능하는 만큼, 한편으로는 사각지

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타 제도와의 연계성을 강화하

고 여체계를 개선함으로써 빈곤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기 보장 사각지 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 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 을 좀 더 근

본 으로 개선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기 노령연 , 공  연 , 실업 여, 근로장려세제 등 소득보장제도, 장기요양보험, 

보육서비스 등의 사회서비스, 구직 알선, 직업훈련, 고용장려 , 자활 등의 극  

노동시장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사회복지통합 산망이 가동됨에 따라 각종 여의 수  상황 악이 좀 더 용이

해짐에 따라, 제도 연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 됨.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 문직에 한 양 ․질  수 을 높임으로써 좀 더 소



이명박 정부 2년 일자리 창출 및 친서민정책           53

득층의 욕구에 응 이고 효율 인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

⧠ 단기 정책과제: 근로장려세제의 미시 (parametric) 확  추진

소득기 의 2,000~2,500만원 수 으로 상향 조정, 근로소득 증가에 따라 근로장려

이 일정 비율로 지속 으로 증가하는 증구간의 확   여증가율 상향 조정

재산기  완화를 통한 용 상 확   근로빈곤층의 자산축  유도 

사회보험료 부담(근로자 부담분 약 7~8% 수 )을 반 하여 실질 으로 소득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한 여수 으로 상향 조정

부양아동 1인  2인이상 가구로 구분하여 부양아동 수에 따라서 최 여액, 용 

소득기 , 재산기  등에 있어 차등 여 체계를 운 함으로써 가구여건에 따른 형

평성 제고

홑벌이 가구와 별도의 여체계를 구성해 맞벌이 가구에 용되는 소득기 을 상향 

조정(홑벌이 가구의 약 1.2~1.5배)함으로써, 부부합산으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참

가에 한 근로장려세제 용 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장기 으로 여성의 근로활

동 장려해야 함.

근로빈곤층의 일상생활에 한 소득지원 책으로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시차를 단축

하여 근로활동을 장려하기 해 여지  시   주기에 한 개선방안 검토 필요

⧠ 장기 정책과제: 근로장려세제의 구조 (structural) 개편 추진

세 자 사업자에 한 조기 용 검토  부양아동이 없는 청년층  고령층 

상의 새로운 근로장려세제인 YEITC(Youth-EITC) / SEITC(Senior-EITC)의 도

입을 추진

3) 미소(美少)금융의 내실화

⧠ 미소 융사업이 기에 안정화되고 실질 으로 소득층의 자립‧자활을 도모하기 해

서는 인력, 산망, 네트워크 등에 한 연계와 확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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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2000년  반부터 민간에서 미소 융사업을 개하고 있었으며, 소기의 성과도 

거두고 있음

민간 미소 융사업자들과의 연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사 에 문제  발생에 

비하고 사업의 성공사례에 한 벤치마킹

⧠ 미소 융사업에 한 안정  운 과 부정수  방지를 한 지속  모니터링  평가 실시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추가 인 사업아이템과 지원방안들에 한 모색

⧠ 창업자  융자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 극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고용 로그램과 연

계망 구축 

4)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

⧠ 국민연 과 기 노령연 의 재구조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양 제도의 바람직한 통합

방안 모색 필요. 

｢국민연 개 원회｣ 산하에 문가 심의 소 원회 설치, 다양한 문가그룹의 의

견을 수렴해 �선별  공공부조안�과 �보편  기 연 안� 에서 바람직한 방향 채택

    * (선별  공공부조안) 기 노령연 은 빈곤노인층을 선별, 집  지원하여 노후 

빈곤을 해결하고  국민연 은 주 소득보장제도로 운 하자는 견해

    * (보편  기 연 안) 체 노인에게 1인 1연 을 국가가 담보하여 사각지  해

소  세  간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견해

국민연 과 기 노령연 의 계를 명확히할 필요가 있음.

－보편 인 제도 용의 기 연 으로 환시킬 것인지, 아니면 상자를 

Targeting 하는 선택 인 공공부조제도로 환시킬 것인지에 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함.

－정부의 재정여력과 후세 의 부담, 한 노후소득 보장 에서 종합 으로  

단하여야 할 것임.  

⧠ 공무원연  등 특수직역연 의 재정 상황에 한 객 인 검의 필요성

장기 에서 재정불안정이 불가피한 특수직역연 의 재정상황에 한 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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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가 심의 재정계산 원회를 구성하여 재정평가를 

시도하여야 할 것임.

⧠ 국민연 의 잠재 인 연  사각지  최소화 측면에서 취약계층에 한 보험료 지원제도

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소득 지역가입자, 일용 근로자에 한 보험료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통한 제도 참여율을 제고시켜야 할 것임.

5) 기초장애연금제도의 내실화

⧠ 기 장애연 이 주요 OECD 회원국에서처럼 운용하는 공 연 의 사각지 를 해소하는 

장애 여로서 운용되기 해서는 지  상과 지 액을 확 할 필요가 있음.

우선, 지  상과 련하여, 재 법률안에 명시되어 있는 1  이내 직계 족 자

산조사 조항을 삭제하고 기존 장애수당  기 노령연 과 같이 자산조사의 범 를 

본인과 배우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증장애인의 평균 소득이 매우 낮음을 감안하여 지속 으로 지  상

을 확 하되, 우선 으로 당  보건복지가족부안에서 설정하 던 것처럼 소득 하

 70%까지 확 하는 것이 바람직함.

지 액의 경우, 국민연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과 연동되어 매년 지 액이 인상되

는 기본 여와 달리 부가 여는 지 액 인상이 불확실하다는 에서, 기존 장애수

당의 지 액인 월 15만원을 목표로 매년 지속 으로 인상할 수 있는 법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 기 장애연 이 수  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근로무능력 증장애인에 한 정 시스

템을 개선하여 선정 과정을 보다 엄격히 하고, 고용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재는 의학  손상  기능 제약 심의 장애 정에서 증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근로무능력 장애인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이는 문 인 근로능력평가를 강조하고 

있는 주요 OECD 회원국의 동향과 비교해 보면 근 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기존 장애 정시스템을 단기간에 면 으로 개편하기 어려운 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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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은 1~2   3  복 장애인을 직업  증 장애인으로 간주하여 기

장애연  수  상으로 하되, 

－ 장기 으로는 근로능력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수  상 선정을 보다 엄격히 

하고, 고용서비스와의 연계를 극 도모할 필요가 있음.

－고용서비스와의 연계와 련하여, 근로능력평가 결과 부분  근로능력이 있는 장

애인을 상으로 일정 기간 기 장애연 을 지 하되, 동 기간 동안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 으로 장애인이 취업을 통해 탈수 을 유도하도록 함.

  나. 일자리

1)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 향후 략은 사회서비스 공 을 확 하고, 이를 통해 실직계층에게 취업기회를 확 하

는 선순환 략을 강화해야 할 것임.

지난 수년간 우리사회에서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 한 방기  학 가 증가하

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에서 이 집단에 한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사회

서비스 확 가 필요함

사회서비스 확 는 취약계층에 한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서비스 수요 

악․교육훈련 강화․서비스 품질체계 강화｣를 근간으로 사회서비스 시장형성을 

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을 두어야 할 것임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각  략 필요

－규제완화 혹은 강화 등을 통한 비 산 일자리: 보건의료 서비스와 보육서비스 등

－고령화와 출산 등에 응하기 한 제도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로 선진국에 비

하여 조한 보건복지 서비스의 도입 혹은 확충: 노인 장애인 보육 등 돌  서

비스 일자리 창출

－민간 심의 보건복지 산업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궁극 으로 좋은 일자리이지만 

련 산업의 발 을 해서는 R&D 등 정부의 기투자 필요

2) 자활정책

⧠ 자립 진지원제도(가칭) 도입: 근로빈곤층 상 소득보장  취업지원 로그램을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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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둘러싼 제도  환경 한 바꾸어야 할 것임.

빈곤층 상 소득보장제도는 상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로 문화시켜야 할 필

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노인  장애인 빈곤층에 한 소득보장은 기 보장제도의 생계 여와 기 노령

연 제도  기 장애연 제도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개편

－근로빈곤층에 한 소득보장은 별도의 생계 여제도로 분리하고 근로장려세제 

 양육수당(아동수당)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개편

자립 진지원제도는 소득보장제도를 취업지원 로그램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제재(Sanctions)와 유인(Incentives)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생계 여는 취업성과를 고려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취업지원 로그램 내부에 인

센티 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

－취업지원 로그램은 기술자격 취득, 취업  창업성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로

그램 내부에 성과체계를 도입하여 소득증가를 실

자립 진지원제도를 규정하는 련 복지제도로 탈수  이후에도 주요 물 여를 

보장하는 방안과 근로장려세제를 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근로빈곤층 상 물 여  주거 여, 교육 여, 의료 여는 탈수  이후에도 

욕구에 따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

－근로장려세제는 취업수 자  자활사업 참여자에게도 용함으로써 실질 인 

근로소득 증가가 가능하도록 개편

⧠ 지원 상의 진  확 : 근로빈곤층 지원제도는 단기 으로 보장수 을 확 하는 략

보다 용 상을 확 하는 수평  확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임

기상황에 처한 근로빈곤층이 사회보장제도에 포착될 수 있도록 제도의 기본 틀을 

확 해야 빈곤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 것임.

－근로빈곤층이 기 보장제도 수 자가 되지 않더라도 기상황에 처하기 에 조

기개입을 하려면 사회보장제도 리체계를 통한 포착이 필요

근로빈곤층을 상으로 여를 확 하는 략은 사회  합의를 도출하기 쉽지 

않다는 에서 <근로연계복지제도>의 수평  확 방식이 바람직

－소득보장과 취업지원의 연계는 동일한 재원을 투입하더라도 제도의 효과성과 사

회  합의도출이 더 용이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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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년간 분 으로 확 되어 왔던 근로빈곤층 상 취업  창업지원 로그램을 

통합 으로 개편

재정에 의존한 일자리 창출사업(자활근로, 사회  일자리 등)을 단일한 로그램으

로 통합하여 성과 체계를 도입하고 사회보험제도를 용

직업훈련사업은 기존의 취약 인 소득보장 로그램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재 경

합 인 보건복지가족부와 노동부의 로그램을 통합

창업지원 로그램은 시장변화에 한 유연한 응이 제되어야 한다는 에서 마

이크로-크 디트 기 ( 는 미소재단)과의 연계를 강화

⧠ 근로빈곤층 상 소득보장  취업지원 로그램의 효과  운 을 해 고용  복지

달체계를 지자체 단 에서 통합

근로빈곤층 상 기상담을 강화하기 해서는 근로능력 정→직업능력 정을 연

계한 Gateway를 구축해야 할 것임

이를 해 기 자치단체 차원에서 사회복지 담공무원과 직업상담원이 근로빈곤층

에 한 사례 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달체계를 구축

  다. 소득격차 심화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방지 정책 

1) 보건의료보장

  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 의료안 망 구축을 한 사각지  해소 방안으로 보험료 체납자 축소, 의료안 망 확충, 

의료 여 내실화 등을 추진해야 할 것임.

보험료 체납자 축소를 해

－ 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확 하고,

－기타 사회단체, 종교재단, 민간기업과 소득 취약계층 연계하여 보험료를 지원

하는 방안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역사회복지 의체"에 극 참여하여 각 기 들이 보험

료 지원 사업에 참여토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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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들은 기 생활수 자로 환 요청하여 의료 여 수 혜택 

보장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

의료 안정망 확충을 해 다양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체계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하

고 사업간 사각지  해소

－국가 의료비 지원사업 수혜자  지원  지  내역 등을 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의료비 지원사업 확   체계화

∙긴 지원 제도의 의료비 지원사업 정비  확  운

∙의료 여 행려환자 지원, 외국인등 무료진료, 응 의료 불사업의 통합․조정

을 통한 사각지  완화 책 수립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한 빈곤 추락 방지  탈빈곤 지원

－의료비 지출 부담으로 인한 빈곤층 추락을 방할 수 있도록 고액의 본인부담 

진료비에 한 지원 방안 마련 

－수 자가 소득 증가로 차상 계층에 진입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은 수 자와 동일

한 의료보장 수 을 유지하여 근로활동 유인 제공  자립기반 마련 지원 추진

의료 여 내실화 등을 해 사례 리 강화  근방식 다양화 필요

－ ` 장기 으로 건강수 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거동 불편자, 약물의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약물 과다 복용자, 필요이상의 진료를 받아 재정을 악화시킬 개연

성이 높은 사람, 그리고 만성질환자(고 압․당뇨 환자) 등에 하여 집  사례

리 실시

－특히 장기입원 환자  리가 필요한 상의 범 를 확 하여 집  리 

－이를 해 의료 여 리사  사례 리 상자 수 확 할 필요가 있음.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은 건강보험 정책심의 원회 계획과 사회보장 5개년 계획에 

따라 2013년까지 지속 으로 실행해 나가야 할 것임.

암환자 본인부담률 인하(10→5%, '09년 12월), 심장질환․뇌 질환 본인부담률 

인하(10→5%, ’10년), 증화상 증질환군 포함(’10년), 병용투약 항암제, 다발성 

골수증 등 항암제 보험 용('10년)

희귀난치질환자에 한 본인부담률 인하(20→10%, '09년 7월), 결핵환자를 희귀난

치질환자에 포함('10년)

골다공증․골 염․당뇨병치료제  소아당뇨 리 소모품 보험 용('11∼’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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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스쿠터 장애인 보장구 여확   동휠체어 소모품 보험 용('10년)

MRI검사  수요가 많고 진단효과가 높은 척추  질환 보험 여 확 (’10년)

노인 치아결손 환자의 음식물 섭취기능을 회복하는데 필수 인 노인틀니를 2012년 

보험 용 목표로 추진

⧠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도모하고 건강보험의 당기재정수지 균형과 수지 개선방안 마련

이 필요

이를 해 정한 수 의 보험료 인상  재원조달 확보 방안 마련 필요

2011년까지 한시 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국민건강증진기  지원에 한 안 

마련 필요

⧠ 의료 여의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이 필요

의료 여기 의 허  부당청구를 신고한 수 권자 는 내부고발자 등에 한 신고

보상 제 강화

수 권자 의료이용 실태, 시군구별 진료비 증가율 등을 시군구에 주기 으로 제공하

는 등 계기 (건보공단-심평원-보장기 ) 간 정보 공유체계 구축  사례 리 강화

시군구의 수 권자 자격 리 강화를 한 앙 장 검 실시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인구의 증가  서비스에 한 권리의식 향상, 부모부양의식의 변화와 함께 향후 

여 상자의 확 정책으로 인하여 여 상자는 계속 으로 증가할 것이며, 그에 따른 

재정의 안정  운 을 통한 제도의 지속가능성의 보장을 필요로 함. 

속히 증가하는 여 상자와 그로 인한 재정 기 해소를 한 방안으로서 재정

감을 한 재가보호를 우선 으로 제공하며, 기능의 악화를 방지하기 한 방

정책 강화를 필요로 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들로부터 만족할 수 있는 일정수  이상의 서비스 질 

확보를 해, 서비스의 공 과 수요의 균형조 , 질 높은 인력 양성을 한 제도의 

수정 등을 필요로 함. 

－ 한 서비스 공 기 의 불법․부당행  근 을 한 강도 높은 평가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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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2) 주거정책

⧠ 바우처방식의 주거 여제도 운

높은 주거비 부담 는 체납형 퇴거 기 가구의 주거비 지불능력 신장을 통한 고용 

 생계안정

최 생계비 140% 이하 비수 빈곤가구에게 주거 여를 바우처방식으로 지원

⧠ 맞춤형 임 주택 통합화  활성화

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혹은 인근에 최근 입법을 통해 도입이 확정된 원룸형, 기

숙사형 임 주택 등의 형태로 1～2인 가구가 입주 가능한 염가임 주택을 기존 쪽

방거주가구수를 감안하여 일정 호수 공 하는 등의 안이 필요함. 

사 인 주거빈곤 방책 마련

－제도상으로는 다양한 지원 상 유형이 언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까다로운 세부 

자격기 으로 인해 요건에 맞는 지원 상자가 되기 어려움( 를 들어, 장기실직

이나 질병 등으로 인한 임 료 연체로 긴  퇴거 기에 놓인 가구는 이 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없음).

상 요건의 조정, 일반 임 아 트의 공가 활용 등 제도의 의의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필요함. 

－지원유형  세임 는 특별한 주거박탈 기상황에 처해 있는 가구입장에서 상

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주택물색과 임 차 계약 체결을 상가구가 직  

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상자로 결정되어도 집이 없어 입주를 하지 못하는 상

황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임. 

⧠ 고용 진주택 제공

맞춤형임 주택의 일부물량을 고용 진주택 는 사회서비스주택으로 활용. 이는 

소득감소 보완하고 주거상실 방과 극  고용지원이 결합하여, 단계  주거자립 

유도를 한 사  개입임

주거지원을 통한 극  근로유인 정책패키지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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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희망(행복)키움통장 로그램(자산축 )과 일자리 로그램(직업

훈련, 직업알선, 희망근로 등)과 주택바우처 는 주택공 정책과 결합하여 운

3) 저소득층 교육지원 및 학자금융자의 정책 과제

⧠ 소득층 고생 상 학비지원 필요 

, 고등과정의 등록 을 액 지원받는 기 생활보장수 가구 재학생에 비해 비수

 소득층 가구에 한 지원이 상 으로 조

특히 고교생 상 수업료  학비지원 상이 지나치게 소득층(하  10%)에만 

집 됨. 

고교진학률이 높은 실에서 지원 상 계층을 확 (최소한 하  50%까지)할 필요 

⧠ 소득층 아동 상 식비 지원 확

재는 기 생활 수 자  꼭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해 담임교사

의 가정방문을 거쳐 지원

식비 지원의 조건의 지나치게 엄격하고 수혜학생에 한 낙인효과 발생 우려

등학교부터 식비 지원 상의 범 를 단계 으로 확 하고, 장기 으로는 , , 

고에 한 무상 식 실시

⧠ 학 학자  융자제도의 개선

새로 시행되는 취업 후 학자  상환제도는 학자  지원(융자)의 상을 확 하고 지원

방식을 소득  발생 후 상환방식으로 했다는 에서 이 의 제도에 비해 진 된 제도임. 

－특히 소수의 계층에 무상지원 심의 제도를 시행하던 것을 산층을 포함하는 

범 한 계층을 상으로 했다는 은 정 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용 리가  기존의 소득층 상 학자  융자에 용되던 수 보다 높아 

향후 상환부담이 클 것으로 상됨. 특히 소득 3～5분 의 리부담 증가폭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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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학자금 융자제도의 적용금리

소득구분 학생부담 정부부담

소득 1～2분위 0.0%(무이자) 7.3%(전액지원)

소득 3～5분위 3.3 4.0

소득 6～7분위 5.8 1.5

소득 8～10분위 7.3 -

평균부담금리 4.5 2.8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과 한 이자 부담을 완화시키기 해 이자율의 하향 조정이 필요하며, 학자  융자

의 취지에 부합되게 신청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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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과제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 원)

1 서 론

일자리 창출은 MB정부 출범의 근원 인 명제로 볼 수 있다. 즉, 성장을 일자리 창출

의 근원으로 보고 연 평균 7%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면 연간 60만개의 추가 인 일자

리의 창출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2008년 반 미국의 서 라임 모기지 사태에

서 시작된 융불안은 동년 9월 리만 라더스 산보호 신청을 계기로 로벌 융․경

제 기를 래하 다. 이에 따라 MB정부는 이러한 근원 인 명제의 달성을 한 근

을 하기도 에 기극복을 한 비상경제체제로 환하게 되었다.

따라서 MB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재의 상황에서 기극복을 한 정책이 얼마나 

효율 으로 잘 시행되었냐와 기극복 후 고용창출을 한 정책을 얼마나 잘 비하고 

있느냐에 한 평가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융 기극복을 한 MB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내용과 실 을 평가하고 

일자리 정책에 한 향후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최근의 고용현황

참여정부 시 에는 연평균 25만명 정도의 취업자수가 증가되었으나 MB정부가 집권한 

2008년도 상반기 들어 취업자 증가폭이 20만명  이하로 크게 둔화되었고, 2008년 9월 

이후에는 10만명 이하로, 12월부터는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이러한 추세는 2009년에도 

이어져 상반기에는 평균 14만명 이상의 취업자 감소폭을 기록하고 있다. 결과 으로 

2009년은 융 기의 여 로 0.2%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수가 7만 2천명(2008년 

비 -0.3%)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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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009

연간 12월 연간 9월 10월 11월 12월

경제활동인구증감

     취업자증감

     실업자증감

131( 0.5)

145( 0.6)

-14(-1.7)

39( 0.2)

-12(-0.1)

51( 6.9) 

48( 0.2)

-72(-0.3)

119(15.5)

174( 0.7)

71( 0.3)

103(14.3)

73( 0.3)

10( 0.0)

63( 8.6)

59( 0.2)

-10( 0.0)

69( 9.3)

31( 0.1)

-16(-0.1)

48( 6.0)

비경제활동인구증감 297( 2.0) 424( 2.8) 447( 2.9) 335( 2.2) 437( 2.9) 451( 3.0) 481( 3.0)

경제활동참가율 61.5 60.4[61.1] 60.8 61.3[61.0] 61.3[60.7] 61.1[60.7] 59.7[60.4]

실    업    률 3.2 3.3[3.3] 3.6 3.4[3.6] 3.2[3.4] 3.3[3.5] 3.5[3.5]

고    용    률 59.5 58.4[59.1] 58.6 59.2[58.8] 59.3[58.7] 59.1[58.5] 57.6[58.3]

주: 1) (  ) 안은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2) [  ] 안은 계절조정.

〈표 1〉 최근 주요 고용지표 추이

(단위: 천명, %)

참여정부 5년(2003～2007) 동안 평균 4.4% 경제성장에 연평균 취업자 증가가 25.3만

명이었던 을 감안할 때, 1% 성장 시 취업자 증가는 약 5.7만명으로 추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추이가 계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2009년도 성장률은 0.2% 으므로 약 

1.1만명의 취업자 증가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융 기로 인한 취업자수의 감

소는 과거의 추이보다 더 축된 수치이다.

〔그림 1〕 계절조정 전년동월 대비 취업자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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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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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증가폭은 2007년 하반기부터 둔화되기 시작하 지만, 실업률은 2008년까지 

3% 반의 낮은 수 을 유지하다가 최근 들어 다소 상승하고 있다. 외환 기와 카드

란 때 모두 취업자 감소세가 완화되어 고용이 회복될 조짐을 보인 시기에 실업률이 고

을 기록하 다. 이는 고용여건이 악화되면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여 실업률 상승을 억

제시키다가, 고용여건이 호 될 때 이들이 구직에 나서 실업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늘어나

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기 까지는 실업자 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단된다.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노동시장의 충격이 임시․일용근로자와 세자 업자 등 취약계

층에 집 되고 있는 도 카드 란 시기와 유사한 특징이다. 통상 으로 경기변동에 따른 

임 근로자의 고용조정은 일용직→임시직→상용직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소비증가율 변화

에 한 고용조정의 시차를 보면, 일용직은 동분기, 임시직은 1분기 후, 상용직은 2분기 

후에 반응도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 이다. 임시․일용직은 최근까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비해,5) 상용직은 증가세가 둔화되기는 하 지만 임 삭감․고용유지지

원 ․신규채용 감소 등으로 완충하여 본격 인 고용조정이 일어나지는 않은 상황이다. 

외환 기 때에는 속한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상용근로자의 량해고가 고용감소를 주도

하 고, 카드 란 때에는 민간소비의 락으로 내수업종의 일용근로자가 감하 다.

둘째, 경기상황에 비하여 실업자의 증가가 크지 않다는 이다. 이는 부분 으로 여러 

실업 책이 작동한 결과로 여길 수도 있지만, 기본 으로는 비경제활동인구가 크게 증가

5) 2009년 5월 이후 임시직의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극 인 재정투입을 통한 일자리의 창출(희

망근로, 청년인턴 등)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단되고 있다. 그러나 단기 인 일자리 사업의 계약 만료시 인 

2009년 12월 이후 다시 임시직이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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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2009년 3월에는 비경제활동인구의 조사기 이 변경된 1999년 6월 이후 비경제활동인

구가 최  증가(525천명) 폭을 기록하 다. 증가 추이가 완화되기는 하 지만, 4월에도 

비경제활동인구는 515천명 증가하 다. 이후 증가추세가 낮아지기는 했으나, 12월에 481

천명 증가를 보 다. 이러한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 정도는 2009년 부터, 이 과는 반

로 15세 이상의 생산가능인구의 증가폭을 상회하고 있다(2009년 1～5월). 이는 불황이 

닥치면 취업사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취업을 포기하는 실망실업효과(discouraged 

workers effect)와 어려워진 가계를 돕기 한 부가노동효과(added workers effect)가 

경합을 하게 된다. 실증 으로는 실망실업효과가 부가노동효과를 압도하는 것이 일반 이

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취업자가 실업자를 거치지 않고 비경제활동인구

로 빠지는 상이 상당히 보편 이다. 재의 상황은 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실업자의 

증가가 경기 인 상황보다 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가 여성 30～40 에 두드러지고 있어 이러한 상들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15세 이상 체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그리고 경제활동인구는 취업

자와 실업자로 구분된다. 따라서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취업자의 감소에도 불

구하고 실업률을 그리 높이지 않는 결과를 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실업률(실

업자/경제활동인구)을 좋은 고용지표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외국과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고용률(취업자/15～64세 인구)을 요한 고용지표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용률(15～64세 인구 기 )은 2009년 62.9%로 2008년 63.8%에 비하여 

0.9%p 감소한 수치이다. 선진 외국의 고용률이 70% 이상임을 고려할 때, 재 우리나

라는 실업 문제보다 일자리 창출 문제가 더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고용률이 선진외국에 

비하여 낮은 기본 인 이유는 기혼여성과 청년층의 고용률이 낮기 때문이다.

셋째, 자 업자가 취업자 감소를 주도하 다. 자 업 취업자의 감소는 최근 몇 년간 계

속되어 온 상으로 생산성이 낮은 자 업이 구조조정 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상은 우리나라의 취업자 비 자 업자 비율이 25% 내외로 선진외국과 비교해 

두 배 이상이고, 자 업자의 생산성은 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경기

인 요인과 계없이 지속될 상으로 여겨진다. 문제는 이들이 기본 사회안 망인 고용

보험에 편입되어 있지 않아 실업 후 체계 인 직업훈련이나 취업알선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향후 이들에 한 기본 사회안 망을 구비하는 것은 이들의 미래 일자리를 

하여 경기상황과 계없이 요한 정책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경기  요인에 의한 실업이 길어지거나, 비경제활동 인구로의 기간이 길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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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자본은 쉽게 훼손되기 때문에 경기  실업이 구조  실업으로 환될 수도 있다. 

한 실업 책만으로 고용률의 증가를 기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3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정책추진과 국가고용전략

  가. 추진경과 및 현황

1) 금융위기시의 고용정책

융 기극복을 한 노력은 2009년에 추경 산안을 조기 편성하고 일자리 나 기와 

희망근로 등을 통해 고용 기 극복 책을  추진한 것으로 시작된다. 임 을 감하여 

고용을 늘리는 일자리 나 기 책은 공공부문부터 시작되었으며, 청년․실직자 등 취업

애로계층의 실업극복 노력을 극 지원하 다. 이를 통해 기업의 고용유인을 높이고, 일

자리 나 기를 민간 기업으로 확산시키기 해 노력했다. 이의 바탕에는 노와 사의 주도

로 출범한 노사민정 비상 책회의에서 2009년 2월 23일 ‘경제 기 극복을 한 노사민

정 합의문’의 채택을 통해 마련된 ‘일자리 유지․나 기를 한 노사의 실천  정부의 

지원방안’이 기폭제의 역할을 하 다. 한 정부는 로벌 융 기를 맞아 2009년 1월

부터 비상경제정부체제를 선포하고 비상경제 책회의를 신설 운 하여 2009년에만 40차

례의 회의를 개최하 다. 이 회의는 2010년 들어 6개월 더 연장되어 운 되고 있으며, 

국가고용 략의 수립을 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범정부  고용 기 극복 응체계를 구축하여 일자리 책의 체계  리를 

하여 총리실에 ｢고용 책 TF｣를 운 (‘08. 12～)하여 추진상황 검  부진사업 개선․

보완을 추진하 다. 여기에서는 일자리 사업을 분류(26개 부처․청 227개 사업)하여 일

자리 사업 통합 리시스템을 구축, 추진실   복수혜 등을 리하 다. 한 장

검을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청년창업, 희망근로사업 등에 한 정책평가  개선․보

완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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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0년 제 1차 국가고용전략

성장이 고용을 창출한다는 인식하에 기존 MB 정부 고용 략의 기본입장은 성장 주

의 정책이었으나, 2010년 1월 21일에 개최된 제 1차 국가고용 략회의를 계기로 고용친

화  성장 정책으로 정책기조가 변화하 다. 즉, 성장률의 하뿐만 아니라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력의 하를 해소하기 한 근본 인 마련에 한 고민이 시작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 고용창출의 목표가 단기와 장기로 골고루 제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구체 인 

구분을 통해 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기존의 고용정책보다는 진일보한 측면을 보이고 

있다. 즉, 융 기에서 벗어나고 있으나 고용사정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2010년에 

고용회복을 한 단기 계획과 2015년까지 고용률 60% 달성을 한 구조  개 을 동시

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나. 평 가

1)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의 효과

재의 고용상황은 과거 외환 기 때 보다는 나은 상황이나 작년 하반기 이후 취업자

수 감소의 정체 상은 희망근로 등 정부의 재정투입 일자리 창출에 의한 고용증가에 기

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 으로 고용사정이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희망근로 로젝트가 시작된 2009년 6월 이후 공공행정부문의 취업자가 폭 

증가하여 2009년 6월 이후 월평균 약 25만 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냄으로써 경제 기하

에서 고용증 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 공공행정부문의 취업자증감추이

(전년동월대비, 만명)

2009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체 취업자 -10.3 -14.2 -19.5 -18.8 -21.9 0.4 -7.6 0.3 7.1 1.0 -1.0 -1.6

-공공행정부문 0.3 2.9 6.9 7.2 8.9 26.8 31.9 32.1 32.6 33.2 31.8 15.1

자료: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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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희망근로의 고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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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국가별 성장률과 실업률, 고용 증가율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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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외국에 비하여 빠른 회복세

우리나라는 호주와 더불어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외환 기 때의 경험

과 융 기이후  정부의 기에 한 과감한 선제 인 책이 작동한 것으로 단된다. 

2009년 재 부분의 선진국에서 실업률은 상승하고 성장률과 고용증가율은 마이 스를 

기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호주는 성장률과 고용증가율이 러스로 환되고 있다.

  라. 보완이 필요한 점

융 기 이후 가장 표 인 일자리 련 정책은 희망근로와 인턴지원으로 표되는 

재정지원 일자리의 창출이다.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들에게 고용 기회를 확 하기 한 수단으로써 공공부문에서 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역사가 오래된 행이다. 직  고용창출은 100% 고용보조

과 동일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자원 분배  에서 보았을 때 그것의 효과는 

통  한계 고용 보조 과는 다르다. 이는 어떤 일자리가 생기는지가 시장에서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직  일자리 창출 로그램에 한 평가 연구의 결과는 실망스럽다. 특

히 생계비의 지 과 일자리의 경계가 모호한 “근로 복지 제도(workfare)” 로그램이 추

후 민간부문에서 정규직 고용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고 있다(Card 

et al.[2009]; Martin and Grubb[2001]). 이들 로그램으로 인한 잠 효과(lock-in 

effect)의 규모는 큰 것으로 나타나며, 보조 이 없는 정규직으로의 이동을 해하는 것

으로 밝 졌다. 이는 노동자들이 정부 지원 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서 구직활동을 소홀

히 하게 되고, 이러한 로그램의 매니 들 한 참가자(그들의 피고용인)들이 정규 일자

리를 찾는 것을 도와  인센티 가 없기 때문이다. 몇몇 나라에서는 아직도 주요한 능동

(active) 노동 시장 정책  하나로 쓰이고 있으나, 이러한 실망스러운 결과로 인해 최

근 몇 십 년 동안은 많은 국가들이 직  일자리 창출 략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 그

러나 극심한 침체기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부작용이 덜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구직자

들이 일반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특히 어려워지기 때문이다(Gregg and Layard[2009]).

역사 으로, 직  일자리 창출 략은 경제 침체기 때 더욱 강화되었다. 재도 이러

한 패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재의 경제 기 상황의 응책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창

출 로그램을 확  시키고 있다( : 한국, 멕시코, 스페인). 이러한 정책의 주요 이 은 

취직이 어려운 이들이 노동 시장과 단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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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무제(mutual oblization) 시행의 기본인 활성화(activation)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극

심한 노동 시장 침체기에서의 정책 방향에 한 신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Gregg 

and Layard[2009]). 좋은 로그램 디자인은 잠 효과를 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를 들어, 구직 활동 지원과 연계된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혜택을 감시키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구직 활동을 의무화시키는 것이다

(Gregg[2009]). 그러나 그러한 로그램은 언제나 임시 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그 지 

않을 경우 구 인 실업 보조(subsidized permanent unemployment)로 락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직  일자리 창출의 임시  확장은 고용 시장이 축되었을 때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노동 시장 상태가 호 되었을 때에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가 회복될수록 그 시행 규모가 작아져야 한다.

에서 논의된 사항은 국가고용 략의 2010년 고용회복 로젝트의 추진과정에서도 

유효하다. 2010년의 계획은 재정지원 일자리의 계속지원 등 기존의 책을 좀 더 체계

으로 정비한 과 기업의 고용유인을 높이기 한 ｢고용투자세액제도｣(고용이 순증가한 

기업에 한 법인세 감면)의 도입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 책이 2009년의 

책과 마찬가지로 기이후 지속 인 고용으로 이어지게 하는 방안을 아직 구체 으로 마

련하지 못하고 있다. 한 법인세의 감면은 사회보험료의 감면 등 기업에 직 인 인건

비의 감면과는 달리 직  고용으로 이어지는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이 일반 인 견해이

나 재원의 문제로 취약계층의 사회보험료 감면을 통한 기업의 노동수요 진작에는 아직 

근하지 못하고 있다.

장기 책은 산업과 조세, 교육과 노동시장  일자리 계기능 등 필요한  분야를 

히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 인 실행방안은 아직 마련 에 있다. 를 들면, 

리병원의 허용과 같이 서비스선진화를 한 규제개 은 부처 간의 이해 계가 걸린 문제

인데 이에 한 명확한 방향이 아직 세워지지 않고 있다. 한 고용서비스업의 활성화를 

하여 민간 탁을 증가하는 방향으로 잡  있으나 공공과 민간 고용서비스의 역할 정립 

등에 한 사항은 아직 논란 에 있어 추가 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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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

  가. 단기 과제

재정지원일자리의 창출은 큰 틀에서 기업의 노동수요를 진작하는 방향으로 통일된 지

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희망근로와 같은 단선 이고 직

인 일자리의 지원보다는 해당근로자에게 일정한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 효과

이며,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장기 으로 노동시장에 남아있게 하려면 기업에서 필요로 하

는 기본 인 기능을 습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고용지원  련 제도는 번 융 기 때 시행된 희망근로나 인턴제도외

에 고용보험사업에서 오래 동안 시행되었다. 극  노동시장의 핵심인 고용안정  직업

능력개발사업은 약 140여개에 이르는 복잡한 사업구조와 성과가 입증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정책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여 효과성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용창출과 고용안정 련 사업은 업종별·근로자 종류별·기업규모별 등으로 지나

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극  노동시장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고용보험에 하

여 재정건 성 문제와 방만한 사업에 따른 정책의 효과성에 한 의문이 동시에 제기되

고 있다. 이는 고용 진장려   지원 에 한 심층평가 결과 그 효과가 미미하거나 

사 손실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되기 때문이기도 하다(한국개발연구원[2009]).

따라서 인턴제  희망근로와 련이 있는 고용보조 제도 등을 체계 으로 정리하여 

취약계층의 노동수요를 장기 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공 측면의 일자리 정책보다 소득층의 추가 인 고용 

차원에서 기업의 노동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단순하면서도 규모의 정책이 필요하다.

이와 련하여 미국의 경험과 그에 한 정 인 평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공 측면의 정책인 EITC, 교육  직업훈련의 진은 소득층의 소득보조에는 효

과가 있으나 취약계층의 신규취업확 에는 효과가 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공  

측면 일자리 정책에 의해 창출된 일자리의 1/3∼1/2 정도는 기존의 일자리를 체한 것

이다. 그러나 수요 측면의 정책에 의해 고용된 사람의 2/3 정도에 해서는 고용과 소득

을 증가시키는 주요한 원천으로 악되고 있다. 수요측면의 표  정책은 1983～1989

년 사이에 미국 미네소타 주에서 실행된 체계화된 임 보조  정책(MEED: Minesota 

Employment and Economic Development)이다(Bartik[2001]). 미국의 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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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에서, MEED는 가장 많은 보조 과 일자리 유지를 한 요구조건, 경제 발

과 일자리 창출에 한 강조, 소규모 기업에 한  등을 강조한 가장 두드러지는 

로그램으로, 민간 부문의 고용주들에게 보조  제공이 종료된 6개월 이후 어도 1년간 

보조 이 지 된 근로자를 더 고용하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사업의 경우 노동수요의 

증가를 해 고용주에게 비용효과 이고 물가상승이 없도록 고용보조 을 지 하기 해

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① 목표 집단을 분명히해 추

가 인 고용에 해서만 보조 을 지 하고 고실업지역 노동시장을 상으로 할 것, ② 

인 이션 효과를 최소화시킬 것, ③ 보조 을 법률화시켜 불황기에 신속하기 반 하게 

할 것, ④ 기업규모와 계없이 그리고 공공기업  비 리기 까지 포함하는 모든 고용

주를 상으로 할 것 등 4가지의 원칙을 제시하 다.

고용보조 과 련하여 두 번째로 언 하고 싶은 것은 사용자의 사회보장 분담  지원

을 통한 취약계층의 고용지원이다. 이는 경기침체기에 노동수요의 탄력성이 일반 인 조

세감면보다 높은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사회안 망의 보

완과 고용의 창출 양자 측면에서 효과 인 고용보조  지원 방법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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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고용보험사업 체계도(2008. 12. 31 현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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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은 OECD 국가를 상으로 최근 30년간 생산량을 일정하게 유지했을 때 노

동비용의 변화가 노동 수요에 미친 동시성 향(contemporaneous impact)에 한 추정

치이다(OECD[2009]). 여기에서는 두 가지의 주요한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 첫 번째로, 

지난 30년간 OECD의 평균 노동비용의 변화에 따른 노동 수요 반응도는 2배 이상 증가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추정치는 보조 의 향으로 여의 1%가 삭감될 경우 

고용이 0.6%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비용에 한 노동 수요의 민감도는 경

제 축소기 때 높아지고, 확장기 때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기  

향은 노동 수요에 한 비용반응도(cost-responsiveness)의 장기  증가 추이에 비해 

작은 편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용자의 사회보험 분담  감이 단기 으로 노동 수요를 

진하는 효과가 지난 몇 십년간 증가했을 가능성과, 더욱 잠정 으로, 침체기 때 그 효

과가 더욱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그림 6〕 노동 수요의 단기 탄력성의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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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OECD(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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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장기 과제

1) 고용률의 현황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2008년 재 63.8%로 OECD 평균 66.5%에 미치지 못할 뿐 만 

아니라 고용성과가 좋은 나라들의 고용률이 70%이상임을 볼 때 그 성과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국제비교를 하여 생산가능 인구를 15∼64세로 정의하여 국가( 는 경제권)별 고

용률을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진국에 비

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84   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과제

〔그림 7〕 주요 경제권 또는 국가의 고용률(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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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5～64세 인구 대상 통계임(영국과 미국은 16～64세 기준임).

   자료: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09에서 작성.

한편, 고용률을 연령 와 성별로 구분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청년층 고용률은 여타 국

가에 비하여 히 낮으며,6) 한 년층의 고용률도 여성의 낮은 고용률로 인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낮다. 한편, 55세 이후는 다른 나라와 비슷한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향후 고령화를 비한 생산력의 확 를 하여 청년층과 기혼여성

의 고용률을 높여야 하는 커다란 과제를 안고 있다.

〔그림 8〕 주요 국가의 연령계층별 고용률(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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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5～64세 인구 대상 통계임(영국과 미국은 16～64세 기준임).

   자료: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09에서 작성.

6) 한국 남성의 경우 군입 라는 특수한 조건이 있으나, 이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청년층의 고용률은 외국에 비하여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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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주요 국가의 성별계층별 고용률(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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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5～64세 인구 대상 통계임(영국과 미국은 16～64세 기준임).

   자료: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09에서 작성.

2) 외국의 경험

높은 고용률을 달성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 어떠한 경로로 높은 고용률을 달성하게 되

었을까? 높은 고용률을 달성한 외국의 경우도 처음부터 높은 고용률은 달성한 것은 아니

며, 1970년  1, 2차 석유 기(oil shock)이후 유럽 부분은 나라들은 낮은 성장률과 

높은 실업률이 장기간 계속되었다. 이러한 낮은 고용률과 고실업을 극복하기 해 

OECD를 심으로 고용창출 략들이 1990년  반부터 강력하게 권고되었다.

일자리 창출 문제의 원인과 해법이 무엇인지 알기 해서는 먼  고용없는 성장

(jobless growth)과 근로빈곤(working poor)의 문제를 경험한 두 가지의 외국 사례를 구

체 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70년   두 차례에 걸친 오일쇼크 이후 서구유럽과 미국은  다른 경험을 하

다. 유럽 륙의 부분 국가들은 1980년  반까지 성장은 정체되고 실업률이 두자리

수로 아주 높아지는 유럽경화증(Eurosclerosis)을 경험하 다. 그 후 1990년  반까지 

약 10년 동안 성장률은 다소 회복되었으나 실업률은 감소되지 않고 고용이 정체되는 고

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을 경험하 다.

이러한 상의 원인으로 주로 언 되었던 은 유럽의 복지병과 노사 계의 경직성이

었다. 실제로 유럽경화증은 1980년  에 독일의 학자인 기르쉬(Giersch)에 의해 명명

된 말로, 기르쉬는 당시 유럽의 높은 실업률을 유럽복지국가의 의도되지 않은 부산물로 



86   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과제

보았다. 즉, 일을 하지 않아도 국가로부터 복지 혜택을 받아 생계에 지장이 없어 근로의

욕이 해되고, 복지혜택의 원천은 기업의 사회보장 분담 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업의 입

장에서는 고용에 한 비용은 높아지게 된다. 한 강력한 노동조합의 존재는 근로자에 

한 지나친 고용보호를 유발시켜 해고를 어렵게 만들어 기업에  다른 비용을 부담하

게 하 다. 따라서 이러한 복지국가의 폐해, 즉 기업에 한 지나치게 높은 조세부담과 

규제가 고용창출을 해하 던 것이다.

이후 유럽은 이러한 문제에 한 꾸 한 개 을 통하여 2000년  반까지 10년 동안 

비록 성장 시 에 돌입하 으나 실업이 차 감소하고 고용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성

장 고용창출(job-rich low-growth)을 경험하 다.

〔그림 10〕 1970년대 중반이후 노동비용과 고용의 변화 : 미국과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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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IMF(1999)

반면, 미국은 몇 차례의 경기변동은 있었지만 꾸 한 고용창출이 이루어졌으나 소득불

평등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근로빈곤층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 다. 즉, 원하면 일을 할 

수는 있었으나 일을 하여도 빈곤수 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두 자리수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유럽과 달리 복지국가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시장경

제의 기본 원리에 맡겨 두어 자생존의 원칙이 노동시장에 작동한 결과이다.

이와 같이 서구 유럽에서는 고실업이, 미국에서는 소득불평등 격차의 확 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두 가지 다른 상의 공통된 원인은 바로 기술진보이다. 기술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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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고숙련 근로자에 한 수요는 증가하고 숙련 근로자에 한 수요를 감소시키

기 때문에 숙련 근로자는 임 을 감수하든지 실업을 겪든지 양자택일의 상황에 직면

하게 된다. 그 결과 미국은 자, 서구 유럽은 후자의 경로를 걷게 된 것이다.7)

〔그림 11〕 OECD 국가들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 수준(2000년대 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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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국가들은 소득 불평등도인 지니계수의 증가 순으로 나열되었음. 데이터는 가구 가처분소득(현금기준)의 분배를 나

타내며, 가구소득은 가구 규모로 조정.

 자료: 수치는 OECD(2008).

3) 한국에의 적용가능성 탐색

최근 재논의 되고 있는 OECD고용창출 략에서 나타난 OECD국가의 경험과 권고사

항8)을 바탕으로 한국에의 용가능성을 탐색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  ① 안정 인 거시경제정책의 시행, ② 노동력의 기능수 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한 효율 인 직업훈련의 실시  도제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동 

원활화, ③ 상품시장의 경쟁 진, ④ 기업활동제고를 한 규제완화, ⑤ 연간단 의 유연

한 근로시간제의 추구 등 큰 틀에서 쟁 이 없는 사항은 지속 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

7) 세계 인 소득불평등도의 확  상에 하여 기술진보가 아닌 국제무역의 확 로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있었

다. 그러나 소득불평등도 확 가 각 나라에 있어 소득불평등도의 확 가 주로 산업 간의 불평등도보다 산업내의 

불평등도의 확 에 기인한 것으로 밝 졌기 때문에 잘못된 견해이다.

8) OECD는 1994년 10  일자리 창출의 기본 인 략을 권고한 바 있으며, 2006년에는 이를 재평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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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노조∩대기업∩정규직 (유노조∪대기업∪정규직) 
- 

(유노조∩대기업∩정규직)

무노조∩중소기업∩비정규직 전체 평균

월평균임금 325.7 199.7 113.8 185.4 

(100.0) (61.3) (34.9) (56.9)

이동성지표

근속기간 12.3 5.5 1.7 5.0 

신규채용률 5.4 27.5 63.1 35.6 

사회보험적용

국민연금 99.0 80.5 44.3 72.1 

건강보험 100.0 97.5 93.0 96.4 

고용보험 77.7 66.3 32.3 57.9 

부가급여

퇴직금 99.1 71.9 28.8 62.2 

상여금 97.7 68.4 21.3 57.8 

라고 여길 수 있다.

여기에서는 상품시장의 경쟁 진이 왜 고용창출에 요한지에 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고용유연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 이 많았는데 실제로 문

제가 되는 곳은 체의 7%에 불과한 노조가 조직된 기업의 정규직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은 소기업, 무노조, 비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임 을 3배 가까이 받고 있으며, 고용

보험 가입 비율도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9)

재 이 부분에서는 기업에 집 된 노사 계가 립  구도를 탈피하지 못함으로 인

해 기업의 고용 창출력도 크게 축되고 있다. 즉, 기업 노조근로자들은 고임 에 높

은 고용보호룰 받고 있는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외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소업체, 무노조, 비정규 근로자  구직자의 권익은 오히려 심각

하게 침해하는 내부자/외부자 문제(insider/outsider problem)를 유발시키는 한편, 노동시

장의 이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표 3〉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 부문별 차이(2009. 3)

(단위: 만원, %, 명)

9) 김 일(2007a)에 의하면 시장 지배력이 높은 부문일수록 노조 조직률과 노조의 임  인상효과가 두드러진다. 이

와 같이 시장경쟁(market competition)이 부족한 부문에 노조가 집 됨에 따라 노사 계가 “공생을 한 생산  

조”의 양상보다는 “독  지  배분에서의 우  확보를 한 립”의 양상을 지니게 된다(Pencavel[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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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노조∩대기업∩정규직 (유노조∪대기업∪정규직) 
- 

(유노조∩대기업∩정규직)

무노조∩중소기업∩비정규직 전체 평균

시간외 수당 90.9 49.6 15.0 43.2 

유급휴가 96.3 63.1 21.1 54.1 

근로자수 1,144,631 10,583,499 4,347,459 16,075,589 

   (%) (7.1) (65.8) (27.0) (100.0)

  주: 이인재(2009)를 기반으로 재작성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9.3에서 계산

한 기업 내에서 정규직에 한 고용 보호가 강화될수록 비정규화가 유발되며, 

기업 노조 근로자의 임 이 상승할수록 기업의 하청 소업체에 한 하청단가 하락 

압력은 가 되고 있다. 하청단가가 하락한 만큼 기업의 채산성이 제고되었다면 기업

의 고용증 로 연계되어야 하지만, 노조의 임 인상으로 인해 하청단가 하락 효과가 상쇄

되면서 채용이 축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기업 정규직 노조 근로자의 신규 채용률이 

가장 낮아지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부분의 구직자들이 상 으로 열악한 무노조 

소기업 부문으로 하향취업할 수밖에 없는 양상을 빚어내고 있다(이인재[2009]).

따라서 이 부분은 공정한 노동시장과는 거리가 멀고 상품시장의 독  구조에 따라 

과이윤이 발생되면 고용의 증가보다는 내부자인 조합원의 보호를 해 발생된 과이

윤을 소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해당 기업과 련되는 소하청기업의 고용창출을 역

행하는 구조가 성립하게 된다. 

이러한 7% 근로자외 나머지 93%의 근로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시장의 경쟁압력에 노출되어 있는 근로자이다.

이와 더불어 비정규직의 문제도 본질 으로 이러한 보호 받는 소수의 근로자가 존재하

기 때문에, 이들에 한 과보호를 해소하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기본 인 조치로 인식할 수 있다. 즉, 이러한 기업 근

로자의 과보호 이면에는 독 인 상품시장의 구조가 자리 잡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에서 지 한 당연히 해소되어야 할 5가지 사항 이외에 노동시장의 직

인 유연안정성(flexicurity)의 추구와 련된 한 고용보호수 과 근로의욕고취를 

한 조세  부가 여제도의 개선과 고용보호법을 심으로 고용창출을 한 과제를 논의

하면 다음과 같다.

고용보호제도의 존재이유는 일반균형모형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으나 복지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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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①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에 한 근로자의 소득보호 과, ② 불황기에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업의 사회  책임을 고양시키는 역할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해고에 

한 사 비용보다 사회 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공공재의 성격으로 세 을 통해 실업보

험을 제공하는 것과 유사하게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고용보호제도는 고용창출에 부정 인 효과를 화시킬 수 있다면 복지의 향상

에 도움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외국의 경험에서 발생한 두가지 문제 - 유럽의 고실업과 미국의 근로

빈곤 - 에서 미국의 문제는 경제학에서 해법을 찾기는 어렵다. 경제학에는 두터운 산층 

형성을 통한 사회통합이 그 사회를 성장지향 으로 이끈다는 논의는 있으나, 성장과 형평

의 계에 한 특별한 함의를 제공한다든지, 소득불평등도가 성장에 어떠한 향을 미치

는지에 한 논의는 불행히도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유럽의 상황은 

바람직하지 못하 기 때문에 복지병과 고용 련 규제는 해소되어야 실업도 고 고용도 

증가한다는 견해가 정립되었다.

이 문제에 한 부분의 유럽 국가들의 기본 인 근 방법은 취약계층에 한 사회

안 망은 국가에서 제공하고 국민에게는 이러한 당근을 바탕으로 근로의 의무를 부과하

는 상호의무제(mutual obligation)를 정립하는 것이었다. 상호의무제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다양한 방법을 용하여 복지혜택보다는 근로를 할 수 있게 하는 활성화

(activation) 정책을 시행하게 하는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언 한 바와 같이 재 우리나라의 취약계층 근로자( 세자 업자와 비정규직 등)

들은 사회안 망의 사각지 에 놓여 있다. 취약계층 근로자를 사회보험에 편입시키기 

해서는 기업이 일정한 사회보장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임 수 을 높이는 것과 동일

하기 때문에 기업은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에 한 이러한 부담을 꺼리게 된다. 따라서 

사회보험의 가입이 임 에 한 비례 인 증가를 래하면 기업은 고용을 회피하게 되기 

때문에 취약계층 근로자에 한 보험재원은 일반조세로 충당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

다. 한 유사한 이유로 지나치게 높은 최 임 제의 시행은 취약계층의 고용을 해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 인 사회안 망이 확충된 경우에는 최 임 수 을 높게 하지 않는 

신 생산성 수 이 낮은 근로자들이 취업하여 일을 하고 최 생계비보다 낮은 임 을 

받는 경우 생계비와의 차액을 보 해 주는 근로장려수당(in-work benefit)을 지 하는 근

로장려세제(EITC)의 확  도입이 필요하다.

한편, 상호의무제의 시행을 해서는 제 로 된 고용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하다. 재 

우리나라의 복지 련 서비스는 주로 보건복지부가, 노동 련 서비스는 주로 노동부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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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와 노동 서비스는 통합 제공되어야 하며, 기본 인 상담을 통해 

근로능력이 없어 기 인 생계비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생계비를, 직장이 필요한 사람에

게는 취업알선을,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훈련을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나 고용서

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것이다. 재 우리나라는 복지·고용 련 서비스가 느슨하게 연계되

어 있어 문제가 발생한 사람이 어디로 가야 할지 는 이러한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야 

할 지 부터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우리나라는 이러한 복지  고용의 통

합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문 인 인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력을 어떤 

방식으로 채용할 지에 한 숙제도 가지고 있다. 고용서비스의 확충은 그 자체로 고용을 

증가시키고, 타인의 고용증가에 도움을 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주기 때문에 시 히 해결

해야 할 기본 인 과제이다.

한 고용보호수 과 련해서는 한국은 형 으로 정규직의 높은 수 의 고용호보법

제는 그 로 두고 비정규직의 고용보호법제 완화를 추구하여 추가 인 고용창출에는 별 

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정규직/비정규직의 이 노동시장의 강화를 래한 국가로 지목

되고 있다.

이에 한 해결을 해 참고할 만한 제도가 기업에게 해고의 비용에 한 사법  불확

실성(judicial uncertainty)을 이는 네덜란드식의 이 인 해고제도이다. 이외에도 유연

안정성 제고의 일환으로 오스트리아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인 축계좌제(individual 

savings accounts)가 있다.

한국의 경우 부당해고에 한 민사상 보상제도는 노동조합과의 충돌로 인하여 잘 사용

되고 있지 않다. 2007년 7월 개정된 노동 원회법에 부당해고에 한  보상제도가 

도입된 바 있으나 이는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다.10)

한 한국의 퇴직 제도는 개인 축구좌제와는 달리 이직시 계속 인 유지가 되지 않

다. 한 퇴직연 의 경우 근로자가 운 하는 확정기여형은 립  이동이 가능하나 사

용자가 립하는 확정 여형은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이다.

결론 으로 한국은 과보호되고 있는 기업과 공공부문 근로자의 고용보호수 을 낮추

어야 하며, 과소보호되고 있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보호를 하여 사회보험을 이들에게 확

용하여 이  노동시장의 확 로 인한 빈곤수 을 낮추어야 할 것이다.

10) 법원의 례(삼익악기)는 부당해고시 원직 복귀 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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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ia(Individual savings accounts)

○ 오스트리아는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개인 축계좌제(individual savings accounts)로 환

하여 해고비용의 측이 가능해지는 시스템으로 제도를 개편함.

－과거에는 고용계약 해지시 근로자에게 지 되는 별 은 어도 3년 동안 고용 계를 유

지한 경우에 지 되며, 별 의 규모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고용계약 기간에 근거하여 

지 됨.

－개인 축계좌는 2003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사용자들은 근로자의 개인계좌에 여의 

1.5377%를 부담해야 함. 

－최소 3년 이상 일한 근로자의 해고시 근로자는 개인계좌에서 별 을 받을지에 해 선택

할 수 있음. 

－ 한 3년 이상 일한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첫 직장에서 3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해

고되거나 자발  이직시에도 계속 인 유지가 가능

－이 제도는 근로자의 체 고용기간동안 계좌에 립이 되므로 퇴직 축의 한 형태임.

－사용자 입장에서 이 제도는 해고에 한  비용을 낮추어 주며, 채용시 별 과 

련된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주나 개인계좌에 한 사용자의 분담은 근로자의 임 감소로 보

충되지 않는 한 사용자의 노동비용을 증가시키게 됨.

－근로자 입장에서 이 제도는 이직을 하더라도 별  계좌를 계속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직

비용이 감소되는 장 이 있음.

Netherlands(Dual system)

○ 원래 네덜란드에서는 근로자를 퇴직  없이 해고하기 해서는 국가기 의 허락이 필요하나, 

이 경우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해고가 거 되기 쉽고, 부당해고에 한 보상과 재고용 결이 

나오는 등 불확실성이 많았음.

○ 네덜란드의 해고와 련된 조항은 CWI 차 는 법원의 차를 거치는 이  시스템(dual 

system)으로 운 됨.

－지정된 정부기 (the Centre for Work and Income : CWI)으로부터 해고에 해 사 허

가를 받은 경우 별  없이 해고할 수 있음. 그러나 이 차는 느리며, CWI가 해고요청

을 거부하거나 이 차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들이 법원에 부당해고에 한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존재함.

－ 1970년부터는 민법조항(불가피한 사유나 변화된 환경 조항)을 용하여 지방법원에 해고를 

청하게 되었고, 법원은 사용자의 청원을 인정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일정한 별 을 지

하게 하 음.

－통상의 경우 이 별 은 상당히 높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방법이 빠르고 측가능하

기 때문에 선호하게 되어 1980년  말에는 해고요청의 10% 미만만을 법원에서 다루었으

나 2002년에는 약 50%를 다루게 되었음.

－즉, 사용자들은 CWI 차보다 법원을 통한 차를 차 더 선호하게 되는데, 이는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지만 측가능하고 신속하게 처리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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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및 시사점

본고는 융 기 이후 우리나라의 고용 황을 살펴보고 MB정부의 일자리정책에 한 

평가를 기반으로 향후 고용창출을 한 기본 인 과제를 제시하 다.

2009년 재 우리나라는 0.2%의 성장률 하에서 취업자 수가 2008년 비 7만 2천명 

감소(-0.3%)하 다. 융 기 기의 망은 이보다 훨씬 악화된 수치 으나 선제 이고 

과감한 기 응을 통해 호주와 더불어 OECD 국가 에서 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의 

회복이 가장 양호한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융 기 시의 일자리 정책은 희망근로와 인턴의 채용으로 표되는 단기 인 재정지

원 일자리의 창출이다. 평상시의 이러한 정책은 다양한 부작용(사 손실, 잠 효과 등)으

로 유용하지 못한 정책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기 시에는 고용증가의 효과가 상 으로 

크고, 취약계층이 노동시장에서 단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국민에게 정부정책에 

한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정책으로 평가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유용성에 

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노동시장 상황이 호 되

었을 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 회복될수록 그 규모가 작아져야 하며 장기

인 고용정책과 연계되어야 비용효과 인 정책으로 환될 수 있다.

한편, 2010년 1월에 발표된 국가고용 략은 기존에 시행된 일자리 창출 정책의 경험을 

바탕으로 단기 정책과 장기 정책이 효과 으로 나 어져 제시되고 있다는 에서 기존의 

정책보다 진일보하 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효과를 좀 더 높이기 해서는 다

음과 같은 단기  장기 정책에 있어서 보완이 요청된다.

먼 , 단기 책에 한 재정지원 일자리의 지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단기 정책의 

효과 인 연계를 하여 기존의 고용사업의 지원 로그램을 체계화하여 기업의 노동수

요확 를 한 지원에 을 맞추는 것이 효과 이다. 즉, 주로 정치 인 목 으로 시행

된 기존의 수십 개에 이르는 고용보험사업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정비하여, 

기업이 취약계층 근로자를 추가 으로 채용하여  일정기간 고용하 을 경우 임 의 일부

를 지원해 주는 단순하면서도 통합된 정책집행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에게 직업능

력개발을 동시에 지원하고 기업에 지속 인 고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단기 으

로 기업의 법인세 감보다는 사용자의 사회보험분담  감이 일자리 창출에 유리하므

로 장기 으로 생산성이 낮은 취약계층 근로자의 취업 진과 이들에 한 사회안 망의 

확 와의 연계차원에서 극 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한 장기 책에 한 일자리 창출정책의 방향은 성장이 일자리 창출의 필요조건이기 



94   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과제

때문에 잠재 성장률의 높이는 여러 경제  산업 정책의 추구는 지속 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고용탄력성을 높이는 여러 정책들이 동시에 추구되어야 일자리 창출의 

충분조건이 만족된다. 따라서 일자리 정책의 장기 인 목표는 복지병과 노사 계의 경직

성 등 서구유럽의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하며, 미국과 우리나라가 동시에 겪고 

있는 근로빈곤층의 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문제에 한 주요 유럽 국가들의 기본 인 근 방법은 취약계층에 한 사회안

망은 국가에서 제공하고 국민에게는 이러한 당근을 바탕으로 근로의 의무를 부과하는 상

호의무제(mutual obligation)를 정립하는 것이었다. 한편, 상호의무제의 효과 인 수행을 

해서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사회안 망에 한 정부의 극 인 개입이 필요하다. 취약

계층의 사회보험의 가입이 임 에 한 비례 인 증가를 래하면 기업은 고용을 회피하

게 되기 때문에 취약계층 근로자에 한 보험재원은 일정부분 일반조세로 충당하는 방안

이 검토되어야 한다. 한 유사한 이유로 지나치게 높은 최 임 제의 시행은 취약계층의 

고용을 해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 인 사회안 망이 확충된 경우에는 최 임 수 을 

높게 하지 않는 신 생산성 수 이 낮은 근로자들이 취업하여 일을 하고 최 생계비보

다 낮은 임 을 받는 경우 생계비와의 차액을 보 해 주는 근로장려수당(in-work 

benefit)을 지 하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확  도입이 필요하다.

한 우리나라에 반 인 복지병의 우려는 지만 유노조 기업의 정규직 근로자에 

한 과보호는 비정규직 문제의 근원으로 작용하여 고용창출을 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 유연화 조치는 과거 유럽복지 국가에서 발견되는 내부자/외부자 문제의 폐해

를 해결하기 해 필수 일 것이다. 따라서 정규직의 고용보호 완화를 해서는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들에서 용하고 있는  보상을 통한 해고제도의 도입을 극 으로 검

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당장 필요하지만 앞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많은 시간과 돈(재정지출)

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부터의 강력한 반발이 상

되기 때문에 고용문제가 시 한 상황에서는 흔히 단기 인 처방이 취해진다. 그러나 단기

처방은 임시방편 이어서 장기 인 효과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보다 근원 이고 장

기 인 일자리 정책에 노력을 더 경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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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양립형 일자리 확산의 필요성과 정책과제

김태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가족정책연구실장)

1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의 필요성

  가. 최근 사회경제환경 변화와 일자리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사회구조가 격히 변화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변화 에서 

출산 고령화 문제는, 장기 으로 노동력부족으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노인에 한 

사회  부양부담 증으로 세  간 갈등 심화, 사회보험 지출 증가 등 경제, 복지, 교육,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향을 미칠 것으로 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에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2%)로 진입하 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14.3%) 그리고 2026년에는 고령사회(20.8%)로 환될 것으로 

망된다(그림 1). 이에 따라 OECD 회원국 에서 최  수 인 출산율에 한 국민의 

체감도와 정책  심이 상당히 높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 으로 낮은 고령

인구비율로 인해서, 고령화문제에 한 국민의 체감도와 정책  심은 다소 낮은 실정이

다.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추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

라, 지 은 체감도와 심이 다소 낮더라도, 정한 시기에 한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상당히 요하다. 특히 출산율과 여성인력활용율을 동시에 제고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련 사회인 라를 지속 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구구조 이외에 최근 우리 경제환경도 크게 변화되어 경제의 일자리창출능력이 지속

으로 하되고, 경제구조도 성장구조로 환되고 있다. 1980년부터 10년 단 로 구

분하여 경제성장율 1%당 일자리창출율을 나타내는 고용의 성장탄력성(employment 

elasticity)을 보면, 1980년  0.36, 1990년  0.21, 그리고 2000~08년 0.29를 나타내었

다. 즉,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이 1990년 에 크게 낮아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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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그러나 외환 기로 인해 량실업이 있었던 1998~99년을 제외하면, 1980년 이

후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은 지속 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표 1).11)

〔그림 1〕 주요 선진국의 인구고령화 추이

(단위: %)

   주: 전체 인구에 대한 65세 인구 구성비

 자료: UN, Population Database(http://esa.un.org/unpp/);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7.

 성별로 구분해서 일자리창출율을 보면, 1980년 이후 경제성장률에 따른 여성일자리 

창출율은 남성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경제성장율 1%당 고용증가율의 변화 추이를 남녀

별로 구분해서 보면, 남성고용증가율은 1980년  0.30에서 2000년  0.27로 상 으로 

소폭 하락하 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에 여성 고용증가율은 남성보다 여 히 높으나, 고

용탄력성의 하락폭은 같은 기간에 훨씬 커서 0.47에서 0.31로 하락하 다. 그 결과 2000

년 의 경제성장율 1%당 남녀 고용증가율은 남성 0.29, 여성 0.31로 큰 차이가 없었다. 

한 산업별로 여성고용탄력성을 보면 1980년 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과 함께 

이들 부문의 높은 고용창출능력에 의해서 여성고용이 증가하 다. 그러나 1990년 와 

2000년 에는 농어업과 제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성고용율이 거의 증가하지 않고, 

11) 고용탄력성은 특정한 부문의 총산출물 혹은 부가가치로서 나타낼 수 있는 산출물 1%포인트 변화에 한 체, 

여성, 남성 혹은 농업, 공업, 서비스에 종사하는 취업자 1%포인트 변화를 나타냄. ILO(2008), ｢The Key 

Indicators of the Labour Market (K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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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의 성장과 높은 고용창출력으로 인해서 여성고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능력의 하락과 함께 경제구조도 차 성장구조로 환

하고 있다. 즉, 1980년  연평균 7.7%를 달했던 경제성장률은 지속 으로 하락하여 

2000년 에는 4.8%를 기록하 다(표 1). 이와 같이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능력 하와 

함께 성장 경제구조로 환됨에 따라, 향후 과거와 같은 여성 일자리 창출이 힘들 것

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일자리부족 상황에서 지 과 같은 장시간 일제 심의 노

동시장 상황이 지속되면, 일자리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근로 질(QoL)은 더 나빠질 것

으로 보인다.

〈표 1〉 연도별 고용탄력성 추이(연평균증가율)

(단위: %)

1980~’89년 1990~’99년 2000~’08년

 경제성장률 7.7 6.3 (7.5) 4.8 

 고용증가율

전체 2.8 1.3 (2.3) 1.4 

남성 2.3 1.2 (2.2) 1.3 

여성 3.6 1.4 (2.4) 1.5 

 고용탄력성

전체 0.36 0.21 (0.31) 0.29 

남성 0.30 0.19 (0.29) 0.27 

여성 0.47 0.22 (0.32) 0.31 

  주: 1990～99년의 ( ) 숫자는 ’98년과 ’99년을 제외한 1990～97년 기간의 수치임.

자료: 통계청(2009), ｢KOSIS｣, 한국은행(2009), ｢경제통계시스템｣을 기초로 작성함.

이 외에도 최근 우리나라의 생산  소비형태도 변화하고 있다. 즉, 주요 선진국과 같

이 ‘하루 24시간, 주 7일’동안 계속해서 생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24/7 경제(24/7 

economy) 부문이 확 되고 있다(표 2 참조). 이러한 24/7경제에서는 기업들이 보다 다

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보다 비용효율 인 방식으로 인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유연한 근로시간  근무방식(flexible work arrangement)을 도입․시행하고 

자 하는 기업들이 증가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근로자의 의식도 많은 변화를 보

여, 과거의 일 심에서 일과 삶을 병행(work and life balance)하고자 하는 근로자 수

가 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생산  서비스 제공 형태, 근로자 의식의 변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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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도 유연한 근로  근무형태를 가진 일자리에 한 수요와 

공 이 지속 으로 증가할 것으로 망된다.

〈표 2〉 24/7 경제 (24/7 Economy)의 근로상황      

․ 일주일에 7일, 24시간 일하는 경제로서 야간 혹은 심야 시간에 근로하는 노동력에 대한 수요

가 증가하고 있음.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이러한한 일자리수요는 대부분이 지역노동시장에 있는 

저임금직종 즉, 간호사, 음식서비스, 레크리에이션과 오락에 종사하는 서비스직종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24/7동안 서비스를 제공받는 혜택을 보고, 기업주도 24/7동안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상당수의 근로자들은 그들이 희망하지 않는 늦은 시간에 

일을 해야 함.

․ 맞벌이의 경우 배우자가 서로 다른 시간에 교대제 근무를 하면서, 가사노동이 연장됨. 배우자

들은 전체 가사노동 시간의 증가와 함께 스스로 돌보아야 하는 반면, 가사노동의 성별 재분배

는 확대됨. 그러나 가족이 저녁을 같이 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보육이 보다 복잡해지고 그리고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줌.

 자료: 김태홍 외(2009).

    나. 일․가정양립형 일자리 정책의 필요성

   

  1) 일 ․ 가정양립형 일자리 개념

 일․가정양립형 일자리는, 개별근로자가 자신이 희망하는 시간 (기간)에 원하는 시간

(기간)만큼 일하되 직업의 안정성  경력개발은 다른 근로자와 동등하게 유지되고, 일과 

삶(가정)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평등한 가족  노동생활을 할 수 있는 일자리을 말

한다. 이에 따라 일․가정양립형 일자리는, 양질의 근로시간  근무형태와 함께 고용형

태의 자발 인 선택, 그리고 동등한 처우와 기본 인 권리 보장과 같은 요건이 모두 충

족되어야 한다(그림 2).



이명박 정부 2년 일자리 창출 및 친서민정책           103

〔그림 2〕 일․가정양립형 일자리의 요건

만일 양질의 근로시간  근무형태가 보장되더라도 고용형태를 자발 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동등처우와 기본 인 노동권이 충족되지 않으면, 

근로자가 희망하는 시간 (기간)에 일할 수는 있어도 직업안정성과 경력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다. 한 단기 으로는 일․가정양립형 일자리를 특성을 가지나, 근로자의 개별 인 

상황이나 생애주기가 변화되면 그와 같은 특성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근로시

간이나 근무형태, 그리고 고용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일․가정양립형 일자리 개념은, 최근 정부가 추진․확산하고자 하는 일자리

인 퍼 잡(purple job), 유연근로  근무제(flexible work) 등을 포 하는 것이다. 

2) 정책의 필요성

앞에서 언 했듯이 우리 경제는 차 성장구조로 환하고, 경제의 고용창출능력도 

지속 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단시간근로 등과 같은 유연근로 

 근무제도 등은 일자리나 기 형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다. 이러한 일자리는, 개인

인 선호나 가족책임, 연로, 장애 등의 이유, 일시 인 능력개발 때문에 일제 혹은 상

용직으로 일할 수 없는 다양한 집단에게 노동시장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유럽연

합(EU)은 인구고령화로 인해서 여성  고령자 고용 진이 요한 정책 목표로 설정하

고 있다. 즉, 유럽연합은 리스본 략(Lisbon Strategy)의 목표를 2010년까지 여성고용율 

60%, 고령자고용율 50% 이상을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략목표를 달성하기 

해서, 유럽연합의 많은 국가들은 일․가정양립형 일자리 확산을 한 지속 인 정책 시행

과 제도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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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 국가 에서 가장 낮아서 2008

년 1.19(OECD 평균 1.65, 2006년 기 )인데, 이러한 낮은 출산율의 원인  하나로 여

성고용율을 들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와 일본은 여성고용율과 출산율이 부(-)의 상 계

를 보임. 주요 선진국도 과거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출산율은 여성고용율과 역 계를 보

다. 그러나 일․가정양립과 련된 다양한 정책의 시행과 제도 도입으로, 이들 국가는 

1980년 를 기 으로 출산율이 정 수 을 유지하면서 여성고용율도 높은 구조를 보이

고 있다(그림 3). 우리나라도 여성고용율 증가, 출산율 회복 그리고 미래세 의 건 한 

육성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해서는 일․가정양립형 일자리를 확산하는 것이 

시 하다.

〔그림 3〕 출산율과 여성고용율의 상관관계

<1980년>                                      <2006년>

자료: 고용률은 유럽 국가들은 ELFS(2006), 비유럽국가들은 OECD Employment statistics 그리고 출산율은 UN과 

Eurostat, 인구통계국.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기업들은 이미 1970년 부터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을 지원하는 

제도  로그램을 도입․운 하 고, 그 이후 유연근로  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일․

가정양립형 일자리를 지속 으로 확 하여 왔다. 여러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일․가

정양립형 일자리는 근로자의 사기를 제고시키고, 우수인재의 확보  유지, 기업이미지와 

생산성 제고, 근로자의 이직을 낮춤과 동시에 스트 스와 사고 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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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한 일․가정양립형 일자리 확산은, 사업장내에 양질의 근로시간을 정착시켜 

장시간노동 행 해소로 근로자의 정신 , 신체  건강 향상, 민첩한 업무 수행 등으로 노

동생산성 제고, 산업재해 감소로 비용 감효과를 가져옴과 동시에 운 사  항공기조정

사 등의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일반인의 안 을 하는 건수도 이는 효과도 있다. 

이 외에도 일․가정양립형 일자리는, OECD 회원국 에서 우리나라와 일본만이 가지

고 있는 여성고용의 구조 인 문제인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 을 완화시키고 지속

인 경력개발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여성이 가족책임을 부분 부담하고 있는 우리나

라와 일본의 경우 일․가정양립형 일자리를 통한 여성의 경력단  완화와 경력단 은 노

동시장의 남녀임 격차 해소, 남녀직종격리 등의 구조 인 문제를 해소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여성고용구조 개선  노동시장의 젠더형평성 제고

를 해서도, 일․가정양립형 일자리의 확산이 필요하다.

2 일․가정양립형 일자리의 현황과 특징

  가. 우리나라 여성의 고용현황

OECD 회원국의 여성인력활용율을 보면, 반 으로 지속 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

이나 국가별로 활용수 과 정도는 여 히 상당한 편차를 보인다. 2008년 아이슬란드, 노

르웨이, 스 스 등의 여성고용율은 70% 이상인데 비해, 터키는 23.5%, 우리나라는 

53.2%로 여성인력활용율이 낮은 국가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특히 졸여성의 인력활용율

이 62.8%로 OECD 회원국 에서 가장 낮았다.12)

그리고 여성의 단시간근로자 비율을 보면, 네덜란드는 59.9%이고, 스 스, 독일, 국 

등은 35% 이상인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여성근로자의 13.2%만이 단시간근로를 하고 있

다. 이러한 국가별 여성인력활용율의 차이는, 평등한 고용기회의 제공, 차별 인 고용 행

과 기업문화 그리고 출산․육아 등 가족책임의 지원 정도  일․가정양립형 일자리 확

산 정도 등의 차이에 기인한다.

12) 2008년 25~64세 기  우리나라 졸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은 91.9%임. 그리고 다른 나라의 졸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스웨덴 90.7%, 네덜란드 86.7%, 국 87.7%, 호주 81.3%, OECD 평균 82.6%, 멕시코가 

76.0%임. OECD(2009), pp.26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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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주요국의 남녀고용율(15～64세 기준)(2008년)

  (단위: %)

   자료 : OECD(2009), 2009 OECD Employment Outlook.

OECD 회원국을 상으로 여성근로자 에서 주40시간 이상 일하는 여성 비율을 보

면, 노르웨이(8%; 2007년 기 ), 네덜란드(12.0%), 덴마크(18.0%) 등의 국가는 20% 이

하이다. 그리고 OECD 회원국 평균은 49%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여성근로자의 

77%가 주 40시간 이상을 일하고 있다 그리고 주당 50시간 이상을 일하고 있는 여성근

로자 비율도 27%로서, OECD 회원국 에서 터키 다음으로 장시간근로자를 하는 행

이 있음을 간 으로 나타낸다.

근로자의 장시간근로는 개별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킴과 동시에 작업장의  안  감소 

 산업재해 발생을 통해서 기업의 비용 증가를 가져온다. 뿐만 아니라 정 근로시간으

로 인한 일자리나 기 효과를 억제시켜, 고용 특히 여성고용 증가에 부정 인 향을 미

친다. 이와 함께 장시간 근로 행을 가진 노동시장에서 여성인력활용율이 증가하면, 부모 

특히 취업모가 자녀와 함께 하거나 혹은 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어들고, 남녀근로자의 

근로의 질(QoL)에도 부정 인 향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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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주요국의 주당 근로시간별 여성근로자 분포(2007)

      (단위: %)

   자료: OECD(2009), Family DB.

         

우리나라 여성인력활용과 련된  다른 특징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상 으로 

큰 남녀임 격차이다. 우리나라 여성근로자의 월평균 임 총액은 2008년 1,681천원인데, 

이와 같은 임 수 은 남성의 66.5%(2,381천원) 수 이다. 그 동안 남녀임 격차(gender 

pay gaps)는 지속 으로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남녀임 격차는 여 히 상

당히 크다.13) 우리나라의 남녀임 격차가 큰 원인은, 노동생산성이나 성과에 계없는 비

합리 인 남녀임 차별도 있지만 일․가정양립과 장기간 노동 행으로 인한 출산․육아

기 퇴직과 이로 인한 여성의 고임   상 직의 낮은 진출에 있다.

  나. 일․가정양립 일자리 현황

우리나라 유연근로시간  근무제도의 황과 수요를 보면, ‘08년 우리나라 기업의 

23.7%가 시간제를 활용하고 있었다(노동부, 2008).14) 여성취업자 에서 시간제근로자 

비율은 13.2%(2008년)로 OECD 회원국 에서 가장 낮은 수 을 보 다. 사업체를 

13) 우리나라 남녀임 차이 33.5%, OECD 평균은 17.6%(2006년), EU 회원국 에서 남녀임 차이가 상 으로 

높은 독일, 국, 오스트리아 등도 20% 내외임.

14) 조사 상업체수가 500개이고, 기업의 표본추출율이 상 으로 높음에 따라 표성에 한계가 있음. 노동부

(2008), 일․가정 양립지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한국리서치연구소, 미발간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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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한 시간제 확산 책으로는 고용에 따른 사회보험료 등 간 비용 경감(50.0%), 

시간제에 한 풍부한 구직정보 제공(30.7%), 근로활용제도에 한 컨설 (7.9%), 근로

활용 모델 개발  보 (4.0%) 등이었다.

〔그림 6〕 주요국의 여성 시간제 비율 (2008년)

  

     주: 미국은 2007년, 멕시코 2004년 기준

우리나라 시간제근로자의 경우, 62.0%(2009년)가 비자발 으로 시간제를 선택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주요 선진국의 비자발  시간제 선택비율은 상 으로 낮았다. 

특히 시간제 비율이 높은 네덜란드, 스 스, 국 등은 비자발 으로 시간제를 선택한 근

로자 비율은 상당히 낮았다. 이에 비해 시간제고용 확산율이 낮은 국가들 즉, 우리나라, 

그리스, 랑스, 스페인 등은, 비자발  시간제비율이 상당히 높은 특징을 보 다.

시간제비율이 낮은 국가들은 체로 10년 에 비해 비자발 으로 시간제 선택한 비율

이 증가하 다. 이에 비해 시간제비율이 높은 국가는 비자발  선택비율이 감소하 다. 

한 비자발  시간제 선택사유를 보면 시간제 비율이 높은 국가는 ‘자녀․가족간호’, 

‘가족책임․개인  사유’ 등의 비율이 높은데 비해, 낮은 국가는 ‘풀타임을 구할 수 없어

서’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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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주요국의 비자발적 시간제 비율 변화 추이

  

  (단위: %)

   주: 영국은 2007년 기준, 한국은 2009년 8월 기준 자료임.

 자료: Eurostat(2010년 1월 기준 DB), 한국: 통계청(2009년 9월)

    

우리나라에서 탄력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비율은 19.1%, 향후 탄력근무제를 활용

할 계획이 있는 기업비율이  65.1%이다. 그리고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근로자 비율은 

17.2%이었다. 

주요 선진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1년 기 으로 탄력근무제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탄력근무제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비율은 국가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인다. 그러나 체

로 시간제가 활성화된 국가는 탄력근무제 근로자 비율이 낮아서, 네덜란드 0.1%(2004

년), 노르웨이 2.3%, 덴마크 2.3% 등이었다. 1년 단  탄력근무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스웨덴(31.0%), 포르투갈(25.3%), 오스트리아(22.3%) 등의 국가는 직종에 계없이 탄

력근무자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제도 도입비율이 낮은 국가에서는 상 으로 리직을 

심으로 활용되고 있는 특징을 보 다.15)

15) 핀란드는 제도 활용 근로자비율은 15.5%인데, 서비스․ 매직의 경우 30.3%가 활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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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주요국의 (1년 단위) 탄력적․재택근무자 비율(2008년)

  (단위: %)

 자료: Eurostat(2010년 1월 기준 DB), DS-074601, DS-073563.

재택근무제는 기업경 차원에서는 사무실 공간의 약, 종업원 사기진작과 결근율  

이직률 감소, 업무성과에 기 한 리 등을 통해 기업성과를 제고시킨다. 그리고 근로자 

차원에서는 통근시간과 경비 감, 스트 스 감소, 일과 삶의 조화, 근무환경 개선, 장애

인 등 신체  제약이 있는 집단의 취업기회를 제고시킨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는 

교통 혼잡 경감, 공기를 청정하게 하는 환경 개선효과를 가져온다. 우리나라에서 재택근

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비율은 5.0%%이고, 향후 활용계획이 있는 기업비율이 6.9%

이었다. 주요 선진국의 재택근로자 비율을 보면 국, 오스트리아, 핀란드, 랑스 등이 

상 으로 높았다. 이에 비해 그리스, 터키, 포루투갈 등은 스페인, 이태리 등 남부 유럽

국가의 활용률은 상당히 낮았다.

선택근로시간제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비율은 12.5%(’08년)이고, 향후 활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비율이 16.1%이었다. 주요 선진국의 가족책임 등으로 출․퇴근시간 조정 즉, 

선택  근로제도를 통상 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로자비율은 네덜란드 88.5%, 덴마크

(66.2%), 노르웨이 59.5%, 아일랜드 57.9%로 상당히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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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선진국의 정책현황과 특징

  가. 국제기구의 지침 및 협약

국제노동기구(ILO)는 총회에서 유연근로와 련된 여러 가지 약을 제정하고, 권고안

을 채택하 다. 이에 따라 회원국은 유연근로제도의 활용과 보호방안을 논의하고 련 입

법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ILO는 ｢시간제 근로에 한 약｣(1994.6.24), ｢

가내근로에 한 약｣(1996.6.20), ｢민간직업소개업체 약｣(1997.6.19) 등에서 단시간

근로자, 임시직, 가내근로자, 견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차별 지, 그리고 통상근로자와 

동등한 모성보호 등을 규정하 다. 

유럽연합(EU)도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 부속문서인 사회정책부문의 약에 따라 

1995년부터 ‘근로시간  유연성과 근로자의 안정’에 한 의를 시작하 고, 1995년 ‘육

아휴직’에 한 상을 타결하 다. 1991년에는 텔 워크에 한 지침을 채택하고, 2002

년 기본 약을 체결하 다. 텔 워크 지침의 주요 내용은, 텔 워크에 법률과 단체 약이 

보장하는 동일한 근로조건 보장, 직무상 사용된 데이터 보호조치 강구의무,  텔 워크의 

라이버시, 설비  건강과 안  련 규정, 텔 워크의 정보제공  교육훈련기회 보장 

규정, 텔 워크의 사용사업장 근로자와 동일한 집단  권리보장 등을 담고 있다. 

그리고 1997년에는 단시간근로에 한 기본 약에 합의하고, 지침을 채택하 다. 이러

한 단시간근로 련 지침의 주요내용은, 단시간근로를 이유로 비교 가능한 일제 근로자

보다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는 차별 지원칙, 단시간근로자에서 일제 환이 가능

하도록 정한 시기에 정보제공, 직업기회  이동가능성을 제고하는 직업교육 등을 제공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 유럽연합은 기간제근로에 한 상에 착수, 1999년에  '기간제근로에 한 지침'

을 채택, 법  효력을 갖게 되었으며, 2008년에는 견근로자에 한 지침은 각료회의를 

통해 기본합의를 하고 지침을 채택하 다. 기간제근로자 련 주요 지침의 내용을 보면,  

기간제근로자에 한 차별 지 규정, 남용방지와 련해서 계약갱신을 정당화할 객 인 

사유, 연속 인 기간제 계약의 총 합산기간의 최 한도(총기간제한), 계약 갱신의 횟수 

한도(반복갱신 회수제한) 등의 조치  하나 이상을 도입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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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외국의 정책 현황과 특징

개별국가별 주요 정책 도입  황을 보면, 먼  네덜란드는 1982년 실업증가를 막기 

해, 임 억제정책과 함께 근로시간단축을 추진하는 노사정 약(1982년 Agreement 

Wassenaar)을 하 다. 이러한 약으로 인해서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에서 38시간으로 

단축되고, 주 30시간미만 시간제가 증가하 다. 그리고 ‘99년 유연안정성법(Flexibility 

and Security Act)의 시행으로, 기간제 고용계약을 3번 연속계약 혹은 연속계약기간을 3

년 이상 하면 구계약으로 환된다. 

2000년에는  근로시간조정법(Working Hours Adjustment Act 2000)에 의해 근로시

간을 단축 혹은 늘일 수 있는 근로시간조정청구권, 단시간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간의 차

별 지, 자녀양육을 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휴가 등이 도입됨에 따라, 근로

시간  근무형태의 다양화가 진되었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는 시간제고용이 확산되어 

왔는데, 2002년까지 정부는 보육지원을 통해 일․가정 양립이 필요한 여성, 그리고 학자

지원 감소를 통해 학생을 심으로 극 인 시간제고용 확산 정책을 실시하 다. 그 

결과 2008년 시간제고용비율은 47.3%(남성 23.9%, 여성 75.3%)이다.16)

네덜란드는 주5일 근무가 부분이나, 공공행정  융서비스업을 심으로 ‘주 4일, 

1일 9시간’ 형태로 주36시간 일하는 사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사업체 부분은 근로자의 

일과 삶 양립을 해 유연근로시간제도를 허용하고17), 휴가 축제도(Levensloopregeling)

는 확산되어 있지 않으나, 기업주들이 계  업무, 기치 않은 업무량에 따른 근로시간 

조정을 해 사용한다. 재택근무제를 사용하는 근로자는 0.4%, 원격근무(teleworking) 

4.1%이고, 호출근로(on-call work) 1.7%(2006년)인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주당 

정해진 시간 혹은 특정한 시간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국의 경우 풀타임 남성의 주당 실근로시간은 1997년 40.7시간에서 ’07년 39.0시간, 

여성은 34.7시간에서 33.8시간으로 감소함. 동일한 기간에 남성 시간제는 14.9시간에서 

15.3시간, 그리고 여성은 15.3시간에서 15.6시간으로 약간 증가하 다. 시간제가 없는 사

업체 비율은 1998년 21%에서 ’04년 17%로 감소하 다. 국 노동조합은 장시간근로가 

보건과 안 , 일․가정양립에 부정 인 향을 미침에 따라, 시간제근로에 호의 이다. 그

리고 시간제근로자 규제(Part-time Workers Regulations 2000)를 통해서 임 , 연 , 그

리고 고용보호에 있어서 동등보호를 보장한다.

16) 기간제 비율: ’00년 13.7%(남성 11.2%, 여성 16.8%)에서 ’08년 18.2%(16.6%, 20.0%)임.

17) 유연근무를 남용하지 않도록 1991년 Law on Flexibility and Security에 의해 규제함. 그러나 여 히 남용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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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기업의 32%가 교 제근로자를 가지고 있고, 교 제근로를 하는 근로자비율은 ’06

년 15.7%이다. 국 기업의 74%(2007년)가 풀타임에서 시간제로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

할 수 있는 제도를 갖고 있다. 시차출퇴근제(55%), 일자리나 기(Job-share; 59%), 재택

근무(26%), 집 근로시간(41%) 등의 제도를 가진 기업도 다수 있다(WLB3, 2007년).18)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원격근무제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비율이 ’04년 11%에서 ’07년 

46%로 증가하 고, 자택이나 직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근로하는 원격근무자는 ’97년 

230만명에서 ‘07년 320만명으로 증가하 다. 국의 근로자도 근로시간과 시기, 재택근무 

등을 포함해서 근무형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사업주는 합리  이유 즉,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고객 수요, 직원의 업무배분, 업무의 질과 성과에 

문제가 있거나 노동력 부족, 구조조정이 계획된 경우에만 거부가 가능하다.19)

랑스는 높은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노동비용 

감축을 해서 근로시간제도를 개편하고, 그리고 근무형태를 다양화 하는 정책을 추진하

다. 1992년 주당 19〜30시간 시간제를 고용한 사업주의 사회보험료를 30% 감면,  

’93년 임 에 한 추가 인 감면으로 랑스 시간제 고용은 크게 증가하 다. 한 

서비스업 성장도 시간제 확 에 기여하 다. 시간제 고용비율은 1998년 18%로 가장 높

았다. 1998년과 2000년에는 일자리나 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일과 삶의 균형, 노

동 강도 강화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를 해 근로시간을 주35시간으로 단축하

다.20) 한 ’05년에는 유 휴가를 기한에 계없이 축 하여 사용할 수 있거나 혹은 휴

가  휴일에 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로시간계좌제를 도입했다. 

독일은 1980년  후반부터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기 시작하여, 재 상당수의 기업이 유

연근무제를 운 하고 있다. 그리고 시차출퇴근제, 재량근로제를 운 하고 있는 기업도 다

수 있음. 최근에는 오  6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에 퇴근하는 근무형태가 늘어나고 있

다. 2001년부터 시간제에 한 차별 지, 종업원 수 15인 이상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권을 부여한 시간제법(TzBfg)을 시행했다.21) 경 상의 이유나 

다른 시간제근로와의 경합 문제가 없으면, 합한 직 에 인력충원을 할 경우 근로시간 

연장을 희망하는 시간제근로자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시간제법 9조). 그 결과 남

성시간제비율이 ’01년 4.6%에서 ’06년 8.7%, 여성은 같은 기간에 38.4%에서 45.4%로 

18) The Third Work-Life Balance Employer Survey (WLB3, 2007), 1,462개 사업체 조사결과.

19) The Flexible Working (Eligibility, Complaints and Remedies) Regulations 2002, Work and Families 

Act, 2006. 

20) 랑스 근로시간단축법: 1998년 Aubry 1, 2000년 Aubry 2 laws 

21) 시간제법(Teilzeit und Befristungsgesetz): 사업주는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조직, 업무, 안  혹은 높은 노동

비용 등과 같은 경 상의 이유로 거 을 할 수 있음. 법은 노사 상호 만족스러운 동의를 제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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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 다.

2003년 하르츠법(Hartz Gesetz Ⅰ,Ⅱ)에 의해 미니잡(Mini-Job;월 400유로 이하 일자

리)에 해 조세와 사회보장제도의 용 제외(사업주는 지 하는 임 의 30.1%를 사회보

장비로 납부), 미디잡(Midi-Job; 400-800유로)에 해서는 세 의 경감을 통해, 임시직이 

크게 확 되었다.22)월 400유로 이상인 시간제는 정규 시간제(regular part-time)로, 사회

보장의 용 상이다. 이러한 시간제는 소매업, 호텔  음식료업 그리고 공공부문을 

심으로 확산되어 있다. ’07년 체근로자의 60%는 녁에, 81.8%는 일요일에 근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체근로자의 49%(1,730만명)가 유연근로형태로 일하고 

있다. 근로시간계좌제와 근로일계좌제의 용 상인 남성근로자 비율은 각각 18.7%, 

21.3%(’04년)임. 이에 비해 여성은 각각 18.0%, 17.5%이다. 독일 기업의 40%가 주단

 탄력 근로제를 제공하고 있는데, 보험업(50%), 호텔  음식 (47%), 소매업(43%)

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다. 한 시차출퇴근제를 가진 기업비율은 33.0%인데, 상 으로 

많이 활용하는 업종은 출   기기술업(75%)이고 활용비율이 낮은 업종은 소매업

(19%)과 건설업(9%)이었다.

일본은 치열한 기업경쟁과 산업구조 변화로 다양한 근로형태에 한 수요와 실근로시

간의 증가, 고령화로 인해 여성․고령자․장애인 등 다양한 잠재인력 활용의 필요성이 증

가하 다. 이에 따라 각 개인의 생애단계에 상응하는 다양한 취업형태의 선택이 가능함과 

동시에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해서, 일과 삶의 조화가 가능한 정

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2007년에 련 행정부처, 경제계, 노동계, 지방공공단체 등

으로 구성된 ｢민․  최고(Top)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발 을 해서는 국민의 일과 삶의 

조화가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일과 삶의 조화(워크・라이 ・밸런스) 헌장｣, ｢일과 삶

의 조화 추진을 한 행동 지침｣을 마련하 다.

일본의 유연근로제도 황과 일과 삶의 조화를 한 구체 인 정책을 보면, 먼  ’06

년 소기업의 근로시간 개선을 해 사업주단체를 이용하여,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장시

간근로를 하고 출산  육아를 담당하는 20  후반에서 30  근로자의 근로시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08년에는 사업주로 하여  주 40시간제도 도입, 일자리나 기, 재택근무, 

원격근무 활용 등을 노력을 하도록 구하는 ｢근로시간 등 설정 개선 지침｣을 제정, 시

달하 다. 일본은 ’08년에 ‘단시간근로자의 고용 리 개선 등에 한 법률’을 일부 개정

하 는데, 주요 내용은 노동조건  문서교부  설명의 의무화, 동등한 처우 즉, 임 , 

복리후생시설 이용, 직업교육훈련의 확보, 정규직근로자로의 환을 진, 고충처리  분

22) 2007년 9월 기 : 미니잡 종사자 수는 700만명임. 이 에서 64.3%가 여성임. Weinkopf, Claudia(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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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해결 지원 등이다. 그리고 ’07년 ‘일과 삶의 병행을 한 헌장’에서 단시간정사원제도 

도입 기업비율은 2012년 10%, 2017년 25%를 목표로 설정하 다.

일본의 시간제근로자 비율은 ’90년 15.2%(남성 7.5%, 여성 27.0%)에서 ‘08년 

26.1%(14.3%, 42.6%)로 지속 으로 증가하 다. 여성 시간제 활용률이 높은 업종은 도

소매업(여성시간제의 25.9%), 의료․복지업(16.8%), 서비스업(16.1%) 등이고, 여성(남성)

단시간근로자와 풀타임간의 임 격차는 70.3%(53.3%)이다. 육아를 한 단시간근무제도

가 있는 기업비율은 ’05년 31.4%에서 ’08년 38.9%로 증가하 고, 제도가 있는 기업 

에서 여성 이용자가 있는 기업비율이 ‘08년 12.9%이었다. 일본은 1987년 주40시간, 주5

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유연근로시간제도로 탄력  근무제 확산, 선택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제를 도입하 다. ’08년 1년 단  탄력  근무제 도입비율은 35.8%( 용근로자비율 

49.3%), 1개월 단  14.4%(24.4%)이고, 1년 단  제도 활용률이 높은 업종은 교육․학

습지원업(50.9%) 건설업(55.6%)이었다. 시차출퇴근제 도입 기업비율이 4.9%이며, 활용

률이 가장 높은 업종은 정보통신업(23.3%), 기․가스․수도업(11.3%)이었다. 텔 워크

를 도입한 기업비율은 15.0% (’07년)이며, 미실시기업은 ‘ 당한 업무가 없음’, ‘근로시

간 리의 어려움’, ‘의사소통의 부족’, ‘정보기 유지 어려움’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 체 근로자 에서 29.6%(남성 29.3%, 여성 29.9%, ’04년)는 어느 정

도 자신의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근로시간이 유연한 근로자 비율은 ’85년 

13.6%에서 ’01년 30.7%로 증가한 이후,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BLS; 2007). 한 근

로자의 17.7%(남성 19.1%, 여성 16.1%)가 교 제 근무를 하는데,  가장 일반 인 교

제는 오후 2시〜자정까지 근무하는 녁교 제(6.8%)이다. 교 제를 하는 이유는 학교등

교  육아시간 등과 조정 가능, 높은 임  등이다. 원격근무자 비율은 ’00년 12.4%에서 

’07년 26.3%로 증가하 다.23) 이러한 증가는 원격근무 네트워크기술 발달, 재택근무희망

자 증가, 자상거래의 확 , 자통신기기를 업무에 사용하는 차세 근로자의 등장, 일․

가정 양립 희망 근로자 증가, 환경문제에 한 심 증가 등에 기인한다(Business Labor 

Trend 2008. 2).

유연근로제의 확산을 한 연방정부공무원의 유연근무  압축근무제 법(Federal 

Employees Flexible and Compressed Work Schedules Act)에 의해서, 연방행정부처

와 노동조합이 합의하면 공무원들은 ‘핵심 근로시간 를 포함하여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와 ‘2주간 80시간의 일을 해야 할 경우 하루의 근

무시간을 10시간으로 연장하여 근무를 함에 따라 출근일 수를 일 수 있는 압축근무제’

23) 1995년 텔 워크에 한 Public Law 104-52를 제정하여, 원격근무 환경 구축을 한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원격근무 연방공무원은 102천명(‘08년 1～12월 기 ), 이들의 64%가 주당 1∼2일 혹은 3일 이상을 재택근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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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용이 가능하다. 미국의 시간제근로자는 3,200만명이고, 이들의 63%가 자발  시간

제근로자이다. 나머지 37%는 풀타임근로를 희망했다. 여성시간제근로자의 45.5%는 보육

문제, 개인 혹은 가족책임 그리고 교육 때문에 선택했고, 남성은 12.3%만 일․가정 양립

문제로 시간제 선택했다. 시간제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업종은 교육  보건서비스

업( 체 시간제의 25.7%), 도소매업(17.9%), 여가산업(15.9%) 등이다.

4 우리나라의 정책 현황과 과제

  가. 정책추진 현황과 방향

우리나라 일과 가정양립 일자리와 련된 정책 추진 황을 보면, 2000년 이후 일과 삶

(가정) 양립을 해하고 있는 근로시간  근무제도를 지속 으로 개선하 다. 즉, ‘03년 

근로자의 건강과 산업재해, 노동생산성 그리고 일과 삶의 병존 등의 문제로 법정근로시간

을 주44시간에서 40시간을 단축하고, 탄력  근로시간제, 선택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

하 다. 그리고 여성근로자 심으로 된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남녀 모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 다. ’06년에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에 한 차별과 남용을 방

지하기 해서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들 근로자에 

한 동등처우, 차별구제 차 등에 한 법  기반을 마련하 다. 그리고 ‘07년에는 ‘남

녀고용평등법’의 법제명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생활의 양립 지원에 한 법률’로 변

경하고,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을 강화하기 한 법  토 를 마련하 다. 

그러나 이러한 일․가정양립형 일자리 확산을 한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실근로시간은 OECD 회원국 에서 가장 길고, 단시간근

로자 비율과 함께 탄력  근로, 선택  근로제, 재택근로 등과 같은 유연근무제의 도입비

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다. 뿐만 아니라 정도는 차이가 있으나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에 한 차별과 남용문제가 여 히 남아 있고, 시간제와 풀타임,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상호 환이 상당히 힘들다.

앞에서 언 했듯이 일․가정양립형 일자리정책은 기본 으로 노동공 에 제약이 있는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의 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일․가정양립형 일자리는 일

자리나 기를 통한 고용창출, 개인 선호나 사정으로 인한 경력단 을 방지함에 따른 고용

유지, 그리고 일과 삶(가정) 양립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최근 일자리 부족,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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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에서 차 일과 삶의 양립을 시하는 방향으로 변화되는 근로자의식, 기업의 인력활

용방식의 다양화 추세에 응하기 해서, 본격 으로 일․가정양립형 일자리 확산 정책

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가정양립형 일자리 확산을 한 세부 정책은, 거시 노동시장의 환경에 따

라 단계 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거시 노동시장환경 변화를 보면, 성장

과 함께 경제의 일자리창출 능력이 지속 으로 감소함에 따라 2010년  반까지는 일

자리 부족 상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2010년  후반부터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서 일자리부족에서 인력부족 구조로 차 환함과 동시에 생산가능인구의 구성이 남성

주에서 차 여성, 장년인력의 구성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취업난이 심각한 2010년  에는, 먼  정부  공공부문을 심으로 육

아, 교육 등을 한 근로시간 단축형 시간제근무, 민간부문은 정규직의 실근로시간 단축 

혹은 정규직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형 근무를 확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체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다. 뿐만 아니라 단축근로자에 한 과근로제한 요건이 용

됨에 따라, 정부부문  민간기업의 장시간 실근로 행을 어느 정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기간제 단시간근로의 경우, 재 노동시장의 일자리부족으로 인해서 시장기능에 의해서 

어느 정도 수 이 조정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업종이나 직종이 아니면, 기간제 단시간

근로 확산 정책은 추가 인 일자리창출이나 일․가정양립과 같은 정책효과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기간제 시간제근로 확산정책은, 단시간 정규직근로자 확산 정책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난 이후에 실시해야 할 것이다. 다만 간호사, 약사 등과 같은 특정 

직종에 인력난을 보이는 의료업과 같은 업종에 해서는, 고용형태에 계없이 인력난 해

소나 근로조건 개선을 한 방안으로서 시간제근로 등의 확산을 한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과 삶의 양립, 고용유지 등의 효과가 있는 유연근무제 즉,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탄력  근로시간제 등의 확산 정책은, 업종이나 직무에 따라 제도의 효과가 달라진다.  

따라서 거시 인 지원정책과 함께 개별 직무나 기업단 별로 특화된 지원정책을 추진하

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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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세부추진과제

1) 공무원 시간제근무 활성화 

주요 선진국 에서 일자리부족으로 실업난이 장기화되는 상황에 일․가정양립형 일자

리 확산 정책을 실시한 국가들은, 근로시간단축과 함께 시간제근로 확산정책을 실시하

다. 즉, 앞에서 언 했듯이 랑스는 ‘97∼’00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창출된 일

자리가 체 고용의 30%를 차지했다. 그리고 네덜란드도 주당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8

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주 30시간미만 시간제일자리가 증가하 다. 우리나라는 이미 법정

근로시간을 ‘98년에 주48시간에서 44시간하 다. 그리고 ’03년에 다시 주40시간으로 단

축하여, ‘08년 7월부터는 20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용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시간단축을 통한 단시간일자리 창출을 해서, 먼  공무원 시간제근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행 공무원은 주당 15～35시간 범 에서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주당근무시간이 25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체 시간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시간제 확산을 해서, 행 근로시간에 비례한 보수, 승진소

요연수를 부여하는 제도에 한시 으로 인센티 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

에 한 한 근무평정제도,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 등을 마련해

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추가 으로 창출되는 체 시간제근로자와 련해서는 해당 직

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한 인력확보와 고용계약 종료 이후 이들의 취업문제 등에 한 

보안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민간기업의 근로시간단축제 활성화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행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를 통해서 정규직의 근로시간단축

과 함께 추가 인 체 시간제 일자리를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해 먼  근

로시간단축 사유를 육아 이외에 가족 돌 , 등학교 학년 돌 , 교육훈련 등으로 확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도 확산을 해서 근로시간을 주 20시간 등 일정 시간 이

하로 단축한 경우에는, 사회보험료 경감, 배우자 공제 제외 소득기 의 상향조정, 보육비 

지원의 확  등의 인센티 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이외에도 시간제 육아서비스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민간기업도 업무공백에 따른 체 시간제근로자의 확충이 필

요한데, 민간고용서비스기 을 통해서 정한 체인력을 확보한 경우 알선비용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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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월20만원 지 하는 체인력지원 의 단계 인 인

상, 체 시간제근로자 등 시간제근로자를 풀타임 정규직으로 고용했을 때 정규직 환지

원 을 지원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한 정규직근로자의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시간제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

다. 재 정부는 근로시간단축을 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소기업을 상으로 지원 제

도를 운 하고24), 연장근로 유인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이 아닌 휴가로 보상하는 보

상휴가제도 도입․실시하고 있다.25)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실근로시간 단축 효과가 상

으로 낮으므로, 장시간근로 행이 있는 일본의 직장의식개선조성 제도나 ｢근로시간 등

의 개선에 한 지침｣을 마련하여 공공  민간 사업주에 시달하는 정책 추진을 통해서, 

근로시간 단축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26)

3) 시간제 등 비정규직 동등처우 보장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시간제근로자 비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고, 

비자발 으로 시간제근로를 선택한 근로자비율은 상 으로 높다. 그리고 시간제근로자

의 부분이 기간제로서 고용안정성이 낮고, 외국과는 달리 정규직 풀타임으로 환이 상

당히 힘들다. 그 결과 상당수의 근로자는 시간제근로에 해 상당히 부정 인 인식을 가

지고 있다. 그리고 기업의 경우 추가 인 리비용과 근로시간에 계없이 근로자수 기

으로 지 하는 기업의 일부 복리후생비, 정부의 제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시간제근로의 확산을 해서는 근로시간이나 고용형태에 따른 각종 기업지원

과 차별 해소가 필요하다.

이를 해 시간제 고용희망 기업에 한 고용 리컨설 , 정규직 주의 인사 리제도 

 정부지원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국단  혹은 지역단  경제

단체가 개별 비정규직 다수 고용 기업과 함께 차별개선을 자발 으로 추진할 경우

에는 제도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균등처우 개선 지원  제도를 도입하

24) 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 : 사업을 시작한지 1년 이상 종업원수 5인 이상 2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근

로시간을 단축한 이후 정규직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면, 추가고용 인원 1인당 분기 180만원 지원(최  단축  

인원의 30%)하는 제도임.

25) 선택  보상휴가제도는 사용자와 근로자 표가 서면합의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해 지 되는 임 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26) 일본 노동보험법의 직장의식개선조성  제도: 소기업이 장시간노동시간 개선을 해 직장의식을 개선하기 

해서 도입한 제도. 노동보험에서 해당 사업주에게 최  1년차 50만엔, 2년 100만엔 총 150만엔을 지원함.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계획서를 후생노동성에 제출하고, 이행한 경우에 지 함.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실시제도 정비를 한 조치(노동시간 등 설정 개선 원회의 설치 등), 직장의식개선을 한 조치, 근로시간 등의 

개선을 한 조치(연차휴가 사용 진, 소정외 근로의 감소, 근로자 상황에 맞는 다양한 근로시간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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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필요하다.27) 그리고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등의 업무나 능력에 상응하는 처

우를 하기 한 평가  자격제도 도입  시행을 진하기 해, 제도 시행 사업주에 

한 지원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외에도 단시간근로자를 풀타임정

규직으로 환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실제 환을 진시키기 해서, 이러한 제도를 도

입․시행한 기업에 해 재정지원을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단시간 등 비정규직근로자의 차별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해서, 상 으로 정보입수가 

어려워서 이들이 차별여부를 단하기 힘든 을 감안하여 차별구제 신청기간을 행 3

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용계약 계에서 불리한 치에 있

는 단시간근로자 등 비정규직의 차별구제 신청이 어려운 을 감안하여, 당해 사업장의 

노동조합 혹은 근로자 표도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4) 유연근무제도의 활성화 

유연근무제도는 각 근무형태마다 제도의 특성이 달라서, 업종이나 직무의 성격에 따라 

제도의 효과가 달라진다. 재택근무 혹은 텔 워크제도의 경우 통근시간이 긴 근로자집단, 

육아부담이 있는 집단, 직장 이외의 장소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집단을 상으로 

제도를 도입, 운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각 유연근로시간  근무제도별로 국내

외 활용 사례  사업체 실태 등을 조사하고, 조사를 기 로 합 직종  상근로자 

집단 발굴하여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 도입이 되어 있지 않거

나 도입 기 상태인 유연근로  근무제도의 경우, 정부  공공부문을 심으로 먼  

시범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별 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먼  텔 워크제도의 경우 각 앙  지방행정기

에 한 텔 워크 활용 계획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28) 이와 함께 원격근무 확산에 필

요한 공무원 복무규정  근무 련 조항을 보완하고, ‘텔 워크 도입  활용에 한 가

이드’를 개발․보 , 재택근무 공무원과 리자의 훈련을 한 ‘온라인 혹은 오 라인 재

택근무 교육훈련 로그램’ 개발과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텔 워크제도 도입 

희망 기업을 상으로, 텔 워크 장소를 지원하거나 혹은 장소 확보와 련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정기간의 총 근로시간(계약시간)을 정해 놓고 근

27) 일본의 경우 경제단체가 고용형태별 차별개선 제도를 도입․운  희망 사업체 모집, 사업단을 구성하고,  고용

형태별 차별개선 제도 도입․운 을 지원하는 사업을 일정 기간(2년간) 실시하면 노동보험에서 2년 한도로 각 

연도 목표달성정도에 따라 매년 최  (구성사업주가 100개 이상인 경우) 1,000만엔 지 하고 있다.

28) 미국은 2000년 공법 359조(Public Law)에서 각 행정부처로 하여  텔 워크제도 실행과 련된 계획을 수립

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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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가 그 범  내에서 시업·종업시각을 스스로 결정하여 근로하는 선택  근로시간제(시

차출퇴근제)의 경우, 근로자 상호간 의사소통이나 업무 의, 근로시간 리, 상 집단 선

정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도 활성화를 해서, 선택  근로제 도입 희

망 혹은 추진 인 기업에 해 자문형 컨설  혹은 컨설 을 제공 혹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근로자의 육아지원 강화

육아지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서 비자발 으로 일․가정양립형 

일자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근무형태에 계없이 육아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해서는 행 임 수 이 높을수록 소득보 효과가 하락하

는 정액 육아휴직 여제도를 일정한 상한과 하한 액을 설정한 정률방식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 양질의 국공립보육시설 부족으로 보육시설 이용 육아휴직자는 휴직

기간이 끝난 이후 보육시설 입소가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에 직  보육

하고, 휴직 이후에 보육시설 입소가 용이하도록, 육아휴직복귀자에게 보육시설 입소순

에 있어서 가 을 주는 등 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성의 육아휴직참여를 

진시키기 해서 육아휴직 여를 정액에서 정률방식으로 개편, 단계 으로 육아휴직

여 수 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일본과 같이 만 1년인 육아휴직기간을 1년 2개월로 연장

하고, 2개월을 아버지에게 할당(papa quota)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29)

교 제, 야간근로, 단시간 근로 등과 같이 유연한 근로형태로 일하는 경우에는, 이에 

맞는 보육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즉 수요자가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간이나 기간만큼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다양화되어야 한다. 이를 해 보육시설의 운

시간을 6시간 이하의 기본형(반일제)과 12시간 연장형(종일제)으로 이원화를 추진하고, 

보육비도 이용시간에 따라 ‘기본형 보육료․보육비’, ‘연장형 보육료․교육비’를 구분하여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육시설 정규 운 시간 외의 추가 인 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보육비

를 포함한 조세․ 부제도가 여성의 취업 인센티 를 제고시켜야 한다. 행 보육비지원

제도에서는 특정 소득구간에서는 취업인센티 가 격히 하락한다. 따라서 행 정부보육

비 지원방식을 가구소득수 에 따라 보육비지원율이 진 으로 감소되는 방식으로 개선

29) 일본: 2010년부터 시행되는 ․마마육아휴직 러스(パパ・ママ育休プラス)제도를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진시키기 해서 도입함.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자녀가 만1세 2개월에 도달할 때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 엄마 산후2개월+육아휴직10개월+아버지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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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것이다. 즉, 보육비 지원 가구소득단계를 세분화하거나, 소득에 비례하는 방식으

로 보육비 지원제도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

6) 일․가정양립형 일자리를 위한 고용서비스 강화

일․가정양립형 일자리는 서로 다른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고용형태별로 특

화된 고용지원서비스 기  지정하여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해 단시간

근로에 해서는 일본의 ‘ 트뱅크’(part bank)와 같은 담 고용지원센터를 지정, 재정 

지원하고, 단시간 담 고용지원센터는 사업주 상 단시간고용 리와 련한 상담과 조언

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외에도 돌 근로자의 취업알선, 고용 리, 능력개발 등을 지원하는 일본의 ‘개호노

동안 센터’와 같은 ‘돌 고용지원센터’, 원격근무 보 을 해서 ‘텔 워크 상담센터’를 

지정, 운 하여 상담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재택근로와 련해서 인터넷

을 통한 능력진단  직업능력개발, 취업 혹은 재취업과 련된 정보 제공하는 웹 사이

트를 개선․운 하는 것이 필요하고, 재택근로 련 세미나 개최, 근무 애로요인에 한 

상담 등의 지원 사업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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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훈련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도입의 성과와 과제

최영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교육노동연계연구실장)

1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추진 배경 

재 정부의 직업훈련 지원은 개인에 한 지원과 사업주에 한 지원으로 구분

－개인 상 지원은 실업자나 재직 근로자가 자율 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련 비용을 지원 

－사업주 상 지원은 사업주가 실업자나 재직 근로자에게 직  혹은 외부 탁 

방식으로 훈련을 실시할 경우 련 비용을 지원

대상 개인 지원 사업주 지원 

실업자

전직‧신규실업자 훈련, 자활‧새터민‧영세자

영업자‧여성가장실업자 훈련, 우선선정직종

훈련

사업주 능력개발 지원사업 중 채용예정자 

훈련, 중소기업훈련 컨소시엄사업 중 양성

훈련 등

재직자 근로자수강지원금제, 능력개발카드제
사업주 능력개발 지원사업, 중소기업훈련 

컨소시엄사업, 핵심직무능력개발지원사업 등

〈표 1〉 정부의 직업훈련 지원 

개인 상 지원  실업자 훈련의 경우, 기존에는 공 기  주도로 운

－훈련기 이 지방 노동 서와 탁계약을 체결한 후 훈련생을 모집, 실시하는 방

식으로 운

－당  지방 노동 서의 훈련생 직  선발-훈련기  탁 차로 설계되었으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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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기 이후 량실업으로 인한 업무량 폭주로 훈련기 의 우선모집을 허용했던 

것이 고착화(나 선 외, 2009)

－이 경우 훈련기 이 공  가능한 범  내에서 훈련이 실시되고, 실업자 개인이나 

기업의 수요는 반 되지 못하는 한계 

그 결과, 실업자 훈련의 효율성  효과성 미흡에 한 문제제기가 지속 

－채창균 외(2008)에 따르면 실업자 훈련이 실업으로부터의 탈출 가능성  훈련 

이후 취업가능성도 높이지만, 첫직장 근속기간․  직장임 수 ․소득 증가에는 

별다른 향을 미치지 못함을 확인

∙노동부의 훈련기  평가에 따라 훈련기 이 취업 실 을 높이기 해 노력하

면서 훈련 이후 취업률은 높아지지만 정작 취업 이후 직장 정착도  생산성 

제고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단

한편, 공  주도 시스템 하에서 정부의 훈련 지원의 경직성이 유지

－실업자 훈련에 한 훈련비 지원은 노동부 고시 기 단가(직종 분류 80여개 직

종별로 시간당 2,000～3,000원으로 한정)와 훈련시간‧인원별 조정계수에 따라 

지원 

－훈련비 기  단가 방식은 행정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  효과가 있으나, 공  

주도 시스템 하에서 훈련 공 자에 한 훈련 수요자의 견제 권한이 제한된 상태

에서, 산업 장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훈련 공 이 지속되는 상황의 한 요인

∙채창균 외(2008)에서는 우리나라 실업자훈련 공공지출의 GDP 비 비 이 

OECD 주요 국가  하  수 이며, OECD 평균과의 격차  반 가량을 

낮은 1인당 훈련 비용의 향으로 설명 

이에 따라 공  주도 시스템과 경직  비용 규제(가격 통제)에 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 으로 제기 

－이와 련된 표  정책으로 훈련 수요자가 직  훈련 공 자를 선택하고, 훈련 

비용도 한 수 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 바우처(Voucher) 방식의 

도입이 90년  말부터 논의(나 선 외, 2009) 

∙ 1998년 직업훈련바우처 제도 도입(이후 출결 리시스템으로 축소),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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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직업능력개발 신 련 통령 보고 등

－이에 따라 당 부터 훈련 기  탁이 이 지지 않았던 재직 근로자의 자율  

훈련에 해서는 수강지원  제도(2003년), 비정규직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2006

년) 등이 도입

－그러나 실업자 훈련의 경우 개인 주도 훈련으로의 환이 가져올 향에 한 

우려 속에 바우처 방식 도입이 지체 

∙기존 실업자 훈련을 탁받았던 훈련기 의 경우, 정부 탁을 받지 못함에 

따라 경 상 불안정성이 확 될 가능성을 우려

직업능력개발에서도 ‘시장 규율’(market discipline)의 강화 필요성에 따라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로 포함 

－특히 ‘수요자 심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의 에서 직업능력개발 계좌제의 도

입을 추진 

－이하에서는 2008년 국정과제로 선정된 이후, 최근까지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추

진 성과를 검토하고, 향후의 발  방향을 모색 

2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개요

 

⧠ 추진 경과

재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평생학습계좌제’의 일환

－국정 과제  평생학습계좌제는 일생동안 능력개발이 가능한 평생학습 인 라 

확충, 평생학습 유인강화 등을 하  과제로 포함

－구체 으로, 개인이 생애에 걸쳐 직업교육훈련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그 결과

를  리하여 생애 재설계  경력 개발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 

실제 국정 과제  평생학습계좌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노동부 사업을 모두 포함 

－교육과학기술부의 평생학습계좌제는 개인의 학습 이력 리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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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부터 17개 지자체의 평생학습 로그램 참여 실  등을 개인별로 

리, 향후 체 평생학습 로그램으로 확 할 정 

－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실업자 개인에게 훈련 참여 비용을 200만원 한

도(총 훈련비 자비 부담 20%)로 지원하고 자율 으로 훈련 과정 등을 결정하여 

참여하는 방식

노동부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실제 추진 경과

－당  국정과제에서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용 상으로 실업자 일부(2008년) 

→ 청소년⋅제 군인, 소기업 근로자(2009~2010년) → 면실시(2011년) 등

의 단계  확 를 계획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2008년 구, 주지역 시범사업 → 2009년 국 상 시

범사업(실업자 훈련 산 30% 이하) → 2010년 실업자 훈련 물량 70%까지 확

 추진  

－ 소기업 근로자 등에 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용 확 와 련하여 2010년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하여 2011년 이후 시행 상

∙다만, 재직 근로자의 수강지원 은 액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나, 실업자의 경

우 신규 실업자-일반회계, 직 실업자-고용보험으로 재원이 상이한 , 체 

고용 정책과 훈련 정책의 연계성 강화 방향 등에 한 검토 등 다수의 쟁

이 존재하는 상황

⧠ 제도 개요 

기존 실업자 훈련 방식과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이하 계좌제)의 운  방식은 다음과 

같은 차이  

－기존 방식에서는 훈련기 이 주도 으로 훈련을 조직하나, 계좌제 하에서는 직  

훈련에 참여하는 개인이 주도 으로 훈련을 조직 

－정부의 역할 한 기존 방식에서는 훈련기 에 한 물량 배정 등을 탈피하여, 

참여 가능 훈련 과정 리스트(ETPL; Eligible Training Program List) 제공  

계좌 발 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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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에 따른 직업훈련 지원방식의 변화

계좌 발   활용 차는 3단계로 진행 

－ 1단계: 계좌취득 단계

∙계좌취득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할 고용지원센터( 국 82개소)를 방문하여 

구직등록을 하고 훈련 상담을 거쳐 훈련필요성이 인정되면 계좌가 발

∙ 1인당 200만원까지 훈련비 지원(총 훈련비의 20% 훈련생 부담), 교통비  

식비는 별도로 지원30) 

∙계좌형태는 신용/체크카드 방식으로서 결제  출결 리 기능을 하며 훈련비

용 산정, 지 업무는 융기 이 처리

－ 2단계: 훈련과정 선택 단계

∙구직자는 합훈련과정목록(ETPL)  련 취업정보를 제공받아  훈련과정을 

선택

∙훈련과정 내용, 시설‧장비‧교사, 취업률, 훈련생 만족도 등에 한 정보는 직

업훈련정보망(HRD-net)에 탑재

30) 행과 같이 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구직자에 교통비와 식비를 지원함. 교통비는 일 4시간 이상 훈련과정의 경

우 80%이상 출석시 월5만원 지 , 식비는 일 5시간 훈련과정의 단 기간(1월) 동안 80% 이상 출석시 월6만

원 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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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훈련참여단계

∙훈련직종명이 기재된 계좌를 들고 합한 훈련기 을 선택, 방문하여 등록한 

후 훈련에 참여 

∙해당 계좌제 훈련과정이 종료되면 훈련생은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다

른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으며, 훈련참여이력 정보는 HRD-net에 축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좌를 발 받거나 출결사항에 있어서 부정이 발생하

면 계좌정지 등 제재 처분 

〔그림 2〕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프로세스

자료: 노동부, 2008. 

계좌제 도입에 한 기  효과 

－ 정  측면에서는 구직자의 훈련 선택권 확 를 통해 훈련기 간 품질 경쟁을 

유도하는데 기여 

∙ 한 훈련비 기 단가 방식을 탈피하여,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품질 수 에 

부합하는 훈련 공 을 유도 

－반면, 훈련기 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훈련 품질 하 가능성, 훈련 참여자의 

계좌 남용으로 인한 재정 효율성 하 가능성 등의 부정  측면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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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행 개편

지원체계
<공급자 중심>

정부 → 훈련기관 → 훈련생

<수요자 중심>

정부 → 훈련생 → 훈련기관

공급기관 한정된 공급기관 다수의 공급기관

훈련프로그램
표준화된 훈련과정

(6개월, 1년 단위로 획일화)

다양한 훈련과정

(훈련기간의 다양화로 필요훈련 조합)

수요자 지원 훈련상담, 정보제공 미흡 훈련상담 및 정보제공 강화

지원방식 참여횟수 제한방식

지원금액 한도 설정방식

(일정비율 본인부담을 통해 책무성 

강화)

지원수준 표준 훈련비 단가 기준 시장가격 기준

〈표 2〉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 전⋅후 비교 요약 

자료: 노동부, 2008. 

3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추진 성과

  가. 추진 실적 

제도 도입 이후 2009년 말까지 계좌 발  인원 16만여명, 훈련 참여 인원 9만여명

의 실 을 보임 

－따라서 비교  제도 도입 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활용되는 상황  

구분 계좌발급인원 훈련실인원 훈련 미참여 인원

총계 161,920 90,770 71,150

09.1.1 ~ 09.3.15 8,549 5,105 3,444

09.3.15 ~ 09.11.30 142,739 78,357 64,382

08.9.22 ~ 08.12.31 10,632 7,308 3,324

〈표 3〉 계좌발급 및 훈련참여현황(2009.12.31 현재)

(단위: 명)

자료: 노동부 내부자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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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발 인원은 남성이 43,836명, 여성이 118,084명으로 여성의 비 이 압도  

－훈련 실시 인원도 남성 22,204명, 여성 69,566명으로 여성이 압도 이며 계좌발

자  훈련 실시 인원 비 도 남성 50.6%, 여성 58.1%로 여성의 활용도가 

높음 

－연령별 훈련실시 인원은 남성은 30세 미만 10,043명, 여성은 30세 이상 24,632

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녀 모두 연령이 높을수록 훈련실시 인원은 감소

구분 계좌발급 인원
훈련실시 인원

계 30세 미만 30~40세   미만 40~50세   미만 50세 이상

계 161,920 90,770 33,216 30,720 18,375 8,459

남 43,836 22,204 10,043 6,088 3,285 2,788

여 118,084 68,566 23,173 24,632 15,090 5,671

〈표 4〉 성별‧연령별 훈련참여 현황(2009.12.31 현재)

(단위: 명)

자료: 노동부 내부자료, 2010. 

계좌제 하에서는 복수 과정 수강이 가능한 바, 1개 과정만 수강한 경우가 68,788

명으로 가장 높은 비

－그러나 2개 과정 이상을 수강한 사람이 21,982명으로 체의 1/4 수 에 이름  

훈련실시인원

계 1개 과정 2개 과정 3개 과정 4개 과정 이상

90,770 68,788 16,203 4,057 1,722

〈표 5〉 훈련과정 복수수강 현황(2009.12.31 현재)

(단위: 명)

자료: 노동부 내부자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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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KECO) 훈련기관수
훈련과정 현황

과정수 비율

합계 1,314 4,809

경영ㆍ회계ㆍ사무 481 1,094 22.7%

교육ㆍ자연과학ㆍ사회과학 연구 19 21 0.4%

보건ㆍ의료 91 99 2.1%

사회복지 29 42 0.9%

문화ㆍ예술ㆍ디자인ㆍ방송 365 1,160 24.1%

운전 및 운송 26 35 0.7%

영업 및 판매 12 17 0.4%

미용ㆍ숙박ㆍ여행ㆍ오락ㆍ스포츠 182 421 8.8%

음식서비스 204 481 10.0%

건설 62 96 2.0%

기계 76 174 3.6%

훈련과정은 재까지 10,322개가 신청되었으며, 46.6%인 4,809건이 승인

심사현황
과정 운영현황

년도 신청 승인 불승인

계 10,322 4,809(46.6%) 5,513(53.4%) 2,840

‘09년 9,456 4,280(45.3%) 5,176(54.7%) 2,520

‘08년 866 529(61.1%) 337(38.9%) 320

〈표 6〉 훈련과정 승인 및 개설현황(2009.12.31 현재)

(단위: 개과정)

자료: 노동부 내부자료, 2010. 

직종별 훈련기  수는 경 ‧회계‧사무 분야가 481개소로 가장 많고, 문화‧ 술‧디

자인‧방송 분야가 그 다음

－그러나 훈련 과정 기 으로는 문화․ 술․디자인․방송 분야가 더 많음

〈표 7〉 계좌제 직종별 과정 현황(2009.12.31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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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KECO) 훈련기관수
훈련과정 현황

과정수 비율

재료(금속ㆍ유리 등) 31 51 1.1%

화학 11 19 0.4%

섬유 및 의복 64 137 3.0%

전기ㆍ전자 69 144 2.8%

정보통신 167 535 11.1%

식품가공 88 166 3.5%

환경ㆍ인쇄ㆍ목재ㆍ가구ㆍ공예 등 53 96 2.0%

농림어업 11 21 0.4%

자료: 노동부 내부자료, 2010. 

계좌제 훈련기 으로 선정된 기 은 총 1,314개소로, 기존 664개소 외에 신규 650

개소 추가 선정 

－실제로 계좌제 훈련을 운 한 경우는 기존 541개와 신규 559개 등 총 1,100개소

－계좌제 도입의 당  취지가 훈련 시장 활성화를 해 신규 훈련기 의 진입을 

진하려는 것이었음을 고려할 때, 신규 기  확 는 고무 인 상

선정기관 현황 운영기관 현황

계 기존 신규 계 기존 신규

1,314 664 650 1,100 541 559

〈표 8〉 훈련기관 현황(2009.12.31 현재)

(단위: 개소)

자료: 노동부 내부자료, 2010. 

연도별 계좌제 산은 사업 범  확 에 따라 지속 으로 증가 

－ 2008년 16,125백만원에서 2009년 87,559백만원, 2010년 191,441백만원으로 

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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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08년 예산현액 ‘09년 예산현액 ‘10년 예산계획

계 16,125 87,559 191,441

일반회계 5,925 35,479 48,539

고용보험기금 10,200 52,080 141,902

〈표 9〉 연도별 계좌제 예산현황(2009.12.31 현재)

(단위: 백만원, %)

자료: 노동부 내부자료, 2010. 

2009년 계좌제 집행 실 은 산 비 75% 수

－그러나 목표 인원 비 실시 인원은 1.7배에 이르는 상황

－이는 계좌를 발 받은 후 훈련에 참여하는 시 이 연 에 고르게 분포되면서 

산 집행을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

∙이에 따라 계좌제의 경우 산 수립  집행 과정에서 탄력성을 높이기 한 

조치들이 필요 

구분 예산현액(목표인원) 집행액(실시인원) 집행 실적 

계
87,559

(52,000)

65,545

(90,761)

74.9

(174.5)

일반회계
35,479

(22,000)

20,096

(27,679)

56.6

(125.8)

고용보험기금
52,080

(30,000)

45,449

(63,082)

87.3

(210.3)

〈표 10〉‘09년 계좌제 집행실적(12.31 현재)

(단위: 백만원, 명, %)

※ 일반회계는 당초 14,000명에서 추경으로 8,000명 증원

자료: 노동부 내부자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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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구․광주지역 참여자 훈련 및 취업 성과 

계좌제의 추진 성과를 검토하기 해 구․ 주 지역 참여자에 한 조 모 외

(2010)의 분석 결과를 심으로 검토 

－조 모 외(2010)에서는 2008년 시범 사업 기간 동안 계좌제 사업에 참여한 

주, 구 지역 참여자에 해 고용보험과 HRD-NET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 2008년 9월 22일～2009년 3월 15일 주․ 구 계좌 발 자의  2010년 1

월 25일 재 훈련 참여․취업 상태 등에 하여 분석

<표 3>은 2008년 후반부터 시범실시 되었던 주․ 구지역의 훈련 황을 표시 

－총 계좌발 자 수는 19,174명( 구 10,303명, 주 8,871명), 이  실제 훈련 

참여자는 12,431명으로 발 자 비 훈련 참여인원 비 (실인원 기  훈련 참여

율)은 총 64.8%

훈련 참여자는 총 16,729개 훈련과정에 참여, 이  12,208개의 훈련을 수료

－한 개인이 복수의 훈련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연인원 기 으로 산

출한 연인원 기  수료율은 73%, 각 훈련 과정을 도에 그만둔 연인원 기  

도 탈락율은 18.9%

∙ 도 탈락율은 훈련  조기 취업자를 포함(훈련참여자1 비 조기 취업자 

비  4.6%), 한 훈련 조사 시  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훈련 인 

경우도 있음

〈표 11〉 대구․광주 지역 시범 사업 훈련 현황 (2008.9.1～2010.1.25)

구분
계좌발급자

(A)

훈련참여자1

(B)

훈련 참여율

(B/A*100)

훈련참여자2

(C)

훈련수료자

(D)

수료율

(D/C)

중도포기자

(E)

중도탈락률

(E/C)

광주 8,871 5,743 64.7 6,785 4,847 71.4 1,262 18.6

대구 10,303 6,688 64.9 9,944 7,361 74.0 1,893 18.9

전체 19,174 12,431 64.8 16,729 12,208 73.0 3,155 18.9

  주: 1) 훈련참여자1은 실제 인원, 훈련참여자2는 중복 참여 고려한 연인원, 훈련 수료자 및 중도포기자는 모두 중복 참

여를 고려하여 산출한 연인원 기준. 

자료: 조준모 외(2010), 일부 내용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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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률 분석은 연인원 기 과 실인원 기 으로 실시 

－연인원 기  취업률: 동일 개인이 복하여 훈련에 참여한 경우 각각의 훈련 과

정을 기 으로 연인원 취업자를 산출, 수료 훈련 과정 개수 비 연인원 취업자

의 비율로 연인원 기  취업률을 산출 

－실인원 기  취업률: 동일 개인이 복하여 훈련에 참여한 경우에도 1인으로 간

주하여 실인원 취업자를 산출, 총 훈련 수료자 비 실인원 취업자의 비율로 실

인원 기  취업률을 산출 

－단, 취업률 산출시 취업자는 수료 후 6개월 이내의 취업자로 제한, 이는 수료 6

개월 후 취업자의 경우 훈련 효과를 구별해 내기 어려운 을 반  

구분

취업자1

(연인원) 취업자2

(실인원)

취업률1

(연인원기준)

취업률2

(실인원기준)

취업률3

(실인원기준)
수료후취업 조기취업

광주 1,208 281 1,369 29.0 23.8 32.5

대구 1,496 287 1,372 23.3 20.5 25.5

전체 2,704 568 2,741 25.6 22.0 28.6

〈표 12〉 대구‧광주 지역 시범 사업 취업 현황 (2008.9.1～2010.1.25)

(단위: 명, %)

  주: 1) 취업자1=연인원 기준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자 

     2) 취업자2=실인원 기준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자와 조기 취업자

     3) 취업률1=(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자(연인원)+조기취업자)/(훈련수료자(연인원)+조기취업자)*100

     4) 취업률2=취업자2/훈련참여자1*100

     5) 취업률3=(계좌발급 1년 경과자 중 취업자)/(계좌발급 후 1년이 경과한 훈련참여자)*100

자료: 조준모 외(2010), 일부 내용 수정. 

분석 결과, 계좌제 참여 후 취업 가능성은 30%에 다소 미달 

－취업률1은 연인원 기  취업률로, 복 훈련 참여를 고려하 을 때, (조기취업자

+훈련수료자(연인원)) 에서 (조기 취업자+훈련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자(연

인원))의 비 을 의미

∙취업률1 기 으로 체 취업률 25.6%, 주 29.0%, 구 23.3%로 나타나 

주 지역이 약간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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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률2는 실인원 기  취업률로, 훈련 수료 여부를 불문하고 실인원 기  훈련 

참여자(훈련참여자1) 가운데 실인원 기  취업자(취업자2)가 차지하는 비 을 의미

∙취업률2 기 으로 체 취업률 22.0%, 주 23.8%, 구 20.5%로 취업률 1

과 유사한 양상

∙취업률2의 경우, 계좌제 훈련 참여자  약 1/5정도는 훈련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취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취업률3은 실인원 기  취업률로, 계좌 발  후 1년이 경과한 훈련참여자 가운

데 실인원 기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

∙취업률3 기 으로 체 취업률 28.6%, 주 32.5%, 구 25.5%로 앞서와 

유사 

－이 경우 취업률3은 계좌 발  후 유효기간, 즉 1년이 모두 경과한 상태에서 훈

련 수료 호 6개월 이내에 취업한 사람들의 비 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좌제의 취

업 효과를 악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지표임

∙계좌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추가 훈련 참여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

좌 유효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계좌제 제도 자체의 훈련 후 취업 효과를 정

확히 악하기 어려움 

기존 분석 결과와 비교해 보면 계좌제 훈련 참여자의 취업 실 이 기존 실업자 훈

련과 비교하여 크게 부진하지 않은 것으로 단됨

－최 섭 외(2008)에서는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기 으로, 2004～2006년 직‧신

규 실업자 훈련 수료자의 훈련 시작 이후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취업

률을 분석 

－그 결과, 훈련 시작 후 12개월 재 취업률에 한 직종별 취업률을 평균해 보

면 2004년 29.0%, 2005년 30.6%, 2006년 34.2%로 나타남

－기존 실업자 훈련 방식의 경우 훈련 기간이 3～6개월임을 감안하면, 기존 방식 

하에서 훈련 수료 6개월 후 건강보험 취업률이 20% 후반 혹은 30% 반에 그

쳤을 것으로 단됨 

－활용 자료, 분석 상 시 , 분석 기 의 차이 등에 따라 정확히 악하기 어려

우나, 최소한 계좌제 훈련 참여자의 취업 성과가 기존 방식에 따른 훈련 참여자

의 그것과 비교하여 부진하지 않은 것으로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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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후 12개월 후 18개월 후 24개월 후 

2004년 훈련 참여자 6.4 29.0 35.9 36.2 

2005년 훈련 참여자 11.3 30.6 34.8 37.0 

2006년 훈련 참여자 9.0 34.2 39.5 26.2 

〈표 13〉 훈련 시작 후 경과 시점별 건강보험 가입 취업률

(단위: %)

자료: 최영섭 외(2008), 일부 수정. 

특히, 재 분석 상 자료의 특성을 감안하면 계좌제 훈련의 취업 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단됨 

－우선,  분석의 상이 구․ 주 지역 참여자로, 2008년 기 시범 사업 추

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가능성이 존재 

∙ 2008년 시범 사업이 9월 이후에 시작되었는데, 기존 방식에 따라 훈련 과정

을 운  인 훈련기 들이 취업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심으로 훈련생을 

선발하는 경향을 고려하면, 취업 역량이 상 으로 높은 실업자들이 이미 연

부터 개설되어 있는 기존 실업자 훈련 과정에 참여하 을 가능성

∙훈련기 의 경우 당  계좌제 방식 도입에 소극 이었던 을 감안하면, 계좌

제 훈련 제공 기 들에서 계좌제 훈련 참여자들에 한 극 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을 가능성 

∙ 2008년 말 이후 융 기가 본격화되면서 그 이 에 훈련을 받고 노동시장에 

진출한 경우보다 상 으로 취업 기회가 제한되었을 가능성 

－이상의 가능성을 고려하면 계좌제 기 시범사업 참여자의 취업 성과가 기존 방

식에 비하여 부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음으로 인  속성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성과를 검토 

－실인원 기  훈련 참여율은 여성 66.7%, 남성 49.4%로 여성의 참여율이 남성

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남 

－연인원 훈련 수료율의 경우 여성 73.7%로 남성 69.1%에 비해 여 히 높지만 

훈련 참여율의 차이보다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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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률의 경우에는 반 로 모든 기 에 해 여성의 취업률이 남성보다 낮게 나

타나지만, 취업률3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상 으로 은 것으로 나타남 

연령 별로는 장년층의 참여가 극 이나 취업 측면에서는 상 으로 부진함 

－실인원 기  훈련 참여율은 연령 가 증가할수록 높아지며, 훈련 수료율도 비슷

한 양상을 보여 

－반면 취업률의 경우에는 반 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나며, 특히 취업률3의 경우 20 의 취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14〉 인적 속성별 훈련 성과 (2008.9.1～2010.1.25)

(단위: 명, %)

구분 계좌발급자 훈련참여율 훈련수료율 중도탈락률 취업률1 취업률2 취업률3

성별 

남성
3,601

(18.8)
56.7 69.1 28.42 32.4 26.1 29.9

여성
15,573

(81.2)
66.7 73.7 17.04 24.4 21.3 28.3

연령

별

20세 미만
236

(1.2) 
9.3 42.3 50.00 0.0 0.0 0.0 

20대
4,397

(22.9) 
52.5 57.7 28.40 38.6 25.5 37.1  

30대
5,856

(30.5) 
64.0 70.1 21.00 25.2 20.6 27.8  

40대
4,829

(25.2) 
71.9 75.7 16.44 23.7 21.9 28.6  

50대
3,034

(15.8) 
72.2 85.0 11.64 21.5 22.3 25.3  

60세 이상
822

(4.3) 
83.8 88.5 10.05 19.3 19.2 21.0  

전체
19,174

(100.0)
64.8 73.0 18.86 25.6 22.0 28.6

  주: 1) 괄호안은 비중

     2) 각 수치의 정의는 <표 12>의 정의와 동일. 

자료: 조준모 외(2010),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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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직종별로는 반 으로 서비스 분야의 훈련 참여가 많음

－훈련 직종별로는 복수의 훈련 참여가 가능한 을 고려하여 연인원 기 으로만 검토 

－훈련 참여를 연인원 기 으로 살펴보면, 보건, 의료 련직 21.7%, 경 , 회계, 

사무 련직 20.8%, 음식서비스 련직 19.5%로 이들 직종이 다수를 차지 

－훈련 참여 비  1% 이상인 직종을 상으로 훈련 수료율을 살펴보면, 건설 

련직 - 환경,인쇄,목재,가구,공 생산단순직 - 음식서비스 련직 등의 순으로 

나타남 

－취업률1을 기 으로 취업률을 검토하면 훈련 참여 비  1% 이상인 직종을 기

으로 정보통신 련직 47.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기, 자 련직 39.8%, 

경 , 회계, 사무 련직 34.0% 등의 순

〈표 15〉 훈련 직종별 훈련 성과 (2008.9.1～2010.1.25)

(단위: 명, %)

훈련참여자
2

수료율 중도탈락률 취업률
1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3,321 (19.9) 76.4 21.23 34.0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연구 관련직 46 (0.3) 60.9 39.13 32.4

보건, 의료 관련직 4,051 (24.2) 65.5 9.01 29.8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110 (0.7) 67.3 29.09 35.4

문화,예술,디자인 방송관련직 2,119 (12.7) 72.4 25.53 29.9

영업 및 판매 관련직 94 (0.6) 75.5 22.34 25.4

경비 및 청소 관련직 9 (0.1) 88.9 11.11 0.0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관련직 1,764 (10.5) 68.5 28.00 8.4

음식서비스 관련직 2,984 (17.8) 79.9 17.12 18.8

건설 관련직 173 (1.0) 84.4 14.45 25.3

기계 관련직 21 (0.1) 66.7 33.33 35.7

재료 관련직 88 (0.5) 62.5 37.50 34.5

화학 관련직 2 (0.0) 50.0 50.00 100.0

섬유 및 의복 관련직 237 (1.4) 73.8 21.94 15.3

전기전자 관련직 136 (1.8) 61.0 36.76 39.8

정보통신 관련직 289 (1.7) 75.4 23.53 47.2

식품가공 관련직 876 (5.2) 78.7 17.92 16.0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409 (2.4) 80.0 18.09 19.2

전체 16,729 (100.0) 73.0 18.86 25.6

  주: 1) 괄호 안은 비중

     2) 각 수치의 정의는 <표 12>의 정의와 동일. 

자료: 조준모 외(2010),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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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흥미로운 은 직종별 훈련 참여 비 과 취업률 사이에 뚜렷한 상 계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그림 3 참조)

－직종별 훈련 참여 비 이 노동시장에서의 해당 직종 체 인력 수요에 따라 

향을 받는  외에도, 기 단계에서 아직 취업률을 기 으로 훈련 분야 등을 

결정하는 행이 정착되지 못한 도 향을 미쳤을 가능성

〔그림 3〕 훈련 참여 비중과 취업률의 관계(훈련 참여 비중 1% 이상)

(단위: %)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0 5 10 15 20 25 30

취업률

참여 비중

 

  다. 훈련 참여자의 계좌제 평가 

조 모 외(2010)에서는 계좌제 훈련 참여자와 기존 실업자 훈련 참여자에 해 계

좌제 훈련의 효과 등에 한 조사를 실시 

－그 결과, 계좌제로의 환에 해 계좌제 참여자 3.52 (5  만 ), 실업자 훈련 

참여자 2.68, 두가지 훈련 모두 참여자 3.2 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실업자 훈련 참여자와 계좌제 훈련 참여자의 분할 가능성을 시사, 

즉 기존 방식의 훈련이 자부담을 요구하지 않는 에 따라 상 으로 취약계층

에서 계좌제 훈련에 참여하면서 나타난 상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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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제 참여자 실업자훈련 참여자 양자 모두 참여

전체 100.0 100.0 100.0

전혀 타당 안함 4.4 18.2 8.2

거의 타당 않함 4.9 26.0 6.8

보통 42.1 30.0 50.7

다소 타당 31.2 21.3 26.0

매우 타당 17.4 4.4 8.2

평균 3.52 2.68 3.2

〈표 16〉 실업자훈련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로 전환에 대한 타당성

(단위: 명, %, 점)

자료: 조준모 외(2010), 표 일부 수정.   

제도 환의 효과에 한 평가 결과에서는 체 으로 정  평가 

－훈련 참여자의 다양화와 참여율 제고 3.45 (계좌제 참여자)과 3.0 (실업자 훈

련 참여자), 훈련생의 훈련선택권 확  3.59 과 3.2.3 , 정부의 고용서비스와 

훈련 상담의 연계성에 강화 3.32 과 3.04 , 훈련시장의 진입장벽과 규제 완화 

3.41 과 3.08 으로 계좌제 훈련 참여자의 정  평가가 다소 높지만 실업자 

훈련 참여자도 정  효과를 기  

－다만, 훈련시장의 활성화와 련하여 계좌제 훈련 참여자 3.33 에 비해 실업자 

훈련 참여자 2.94 으로 평균에 다소 못 미치는 평가

계좌제 훈련 

참여자

실업자 훈련 

참여자

직업능력개발 참여자의 다양화와 참여율 제고 3.45 3.0

자기 주도적 훈련선택권의 확대 3.59 3.23

훈련 상담, 정보제공 등 고용지원서비스와 연계강화를 통한 훈련성과 

제고
3.32 3.04

훈련시장의 진입장벽 및 규제 완화 3.41 3.08

훈련 시장의 활성화 3.33 2.94

〈표 17〉 계좌제 방식 전환에 따른 효과 평가 

(단위: 명, %, 점)

자료: 조준모 외(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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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훈련비의 20%로 되어 있는 자부담 수 에 해서는 반 이상이 정 으로 

응답

－다만 응답자의 47.4%가 많다고 응답하여 일부 취약계층에 해서는 자부담 수

에 한 조정이 필요함을 시사 

－자부담율의 상향 조정에 해서는 훈련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응답이 42.0%

로 자부담율 상향 조정에 한 항이 상되나, 반면 최소 1/5 가량의 경우 훈

련 참여에 큰 문제가 없을 망 

계좌제 참여자

전체 844(100.0)

적음  14(  1.7)

적정 430( 50.9)

많음 400( 47.4)

〈표 18〉 훈련비 자부담 책정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자료: 조준모 외(2010).  

〔그림 4〕 계좌제 자부담률이 높아질 경우 훈련참여 의사 여부

자료: 조준모 외(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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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제 훈련 내용에 한 반 인 만족도

－계좌제의 훈련내용이 취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에 해 평균 4.2 으로 

상당히 도움되는 것으로 평가 

－계좌제에 한 반  만족도는 평균 4.05 으로 취업 도움 정도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 

취업도움정도 전반적 만족도

전체 844(100.0) 844(100.0)

전혀 도움 안됨/매우 불만족   4(  0.5)   6(  0.7)

거의 도움 안됨/다소 불만족   9(  1.1)  31(  3.7)

보통/보통 139( 16.5) 177( 21.0)

다소 도움/다소 만족 354( 41.9) 335( 39.7)

매우 도움/매우 만족 338( 40.0) 295( 35.0)

평균 4.20 4.05

〈표 19> 계좌제 교육훈련내용의 취업에의 도움 정도 및 만족도

(단위: 명, %, 점)

자료: 조준모 외(2010), 표 일부 수정.   

  

라. 훈련기관의 계좌제 평가 

한편 계좌제 환 과정에서 훈련기 에 한 부정  향 가능성이 훈련기 으로부

터 제기 

－즉 훈련생 유치를 한 경쟁이 과열되어 가 훈련으로 인한 품질 하, 경 난 

가  가능성 등이 지  

－이러한 부정  향이 실제 추진 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조 모 외

(2010)와 나 선 외(2009)의 훈련기  조사 결과로부터 검토 

우선 계좌제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훈련기 에 해 계좌제 환의 타당성을 평가 

－훈련기 의 경우 3.94 (5  만 )으로 실업자 훈련 참여자(2.68 )  계좌제 

참여자(3.52 )보다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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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관

전체 200(100.0)

전혀 타당 안함  11(  5.5)

거의 타당 않함  22( 11.0)

보통  29( 14.5)

다소 타당  40( 20.0)

매우 타당  95( 47.5)

무응답   3(  1.5)

평균 3.94

〈표 20〉 실업자훈련에서 직업능력개발개좌제로 전환하는 것의 타당성

(단위: 개소, %, 점)

자료: 조준모 외(2010).   

사업목표 달성도 평가 결과,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업자훈련 참여자에 비해 훈

련기 에서의 만족도가 높음

－특히 훈련생의 자기 주도  훈련선택권 확 에 해 평균 4.21 으로 가장 높게 

평가, 훈련상담‧정보제공 등 고용지원서비스와 연계강화를 통한 훈련성과 제고에 

해서는 평균 3.57 에 그침

구분 훈련기관

 - 직업능력개발 참여자의 다양화와 참여율 제고 3.89

 - (훈련생) 자기 주도적 훈련선택권 확대 4.21

 - (정부) 훈련상담, 정보제공 등 고용지원서비스와 연계강화를 통한 훈련성과 제고 3.57

 - (훈련기관) 훈련시장의 진입장벽 및 규제 완화 3.95

 - (훈련시장) 시장가격 지원방식으로 전환 3.84

〈표 21〉 사업목표의 달성도

(단위: 점)

자료: 조준모 외(2010).

이와 련하여, 나 선 외(2009)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제시 

－나 선 외(2009)에서는 계좌제 훈련기  600개를 조사, 품질 향상 3.8 (5  만



이명박 정부 2년 일자리 창출 및 친서민정책           149

), 수업 참여도 3.7 , 기  경쟁력 3.6 , 우수훈련생 모집 3.2 , 신규훈련기

 진입 3.9 , 일반국민인식 3.5  등으로 모든 항목에서 3  이상의 평가 결과

－이는 당  계좌제 시범실시과정에서 훈련기 들의 우려, 즉 경쟁격화와 훈련생모

집 애로 → 훈련기 의 경 난 가  → 훈련공  축소 → 훈련 반의 축 

상보다는 정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함을 의미

 

물론 나 선 외(2009)에 따르면 계좌제의 부정  향에 한 인식도 여

－즉,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실시에 따른 상문제 으로 ‘훈련기 이 사후 리

에 개입하지 못함’(3.0 ), 이로 인해 ‘훈련성과가 낮아지는 상,’(3.0 ) ‘자체 

홍보부족으로 훈련기 의 사기가 하되는 ’(2.9 ) 등을 지

이와 련하여 실제 2009년 계좌제 훈련 운  과정에서 상당수 훈련기 에서 훈련

과정을 개설하지 못하는 사례도 존재 

－나 선 외(2009)에 따르면 훈련과정별 승인인원은 26.1명에 이르고 있으나 훈련

모집인원 13.5명, 재 훈련과정별 수강인원 6.53명으로 훈련생 모집, 유지가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을 확인

－ 한 계좌제 과정으로 승인받았으나 개강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는 훈련생 모

집이 되지 않음이 41.5%에 이름

 〔그림 5〕 훈련기관조사: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실시에 따른 긍정적 효과

3.8 3.7
3.6

3.2

3.9

3.5

1.0

2.0

3.0

4.0

5.0

품질향상 수업참여도 기관경쟁력 우수훈련생모집 신규훈련기관진입 일반국민인식

  주: 5점 척도(최저 1점～최고5점)

자료: 나영선 외(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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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훈련기관조사: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실시에 따른 예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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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3.0 3.0

1.0

2.0

3.0

4.0

5.0

훈련성과낮음 과대경쟁 HRD-net접속지

연

사기저하 훈련생자기부담제 사후관리

  주: 5점 척도(최저 1점～최고 5점) 

자료: 나영선 외(2009). 

교육기관 민간시설 학원 계

훈련승인인원 21.92 26.56 24.03 25.13

훈련모집인원 9.78 14.65 12.53 13.48

중도탈락인원 1.28 1.50 1.02 1.29

현재수강인원 4.91 6.54 6.50 6.52

〈표 22〉 훈련기관 유형별 계좌제 훈련과정의 모집 및 수강현황

(단위: 명)

자료: 나영선 외(2009). 

교육기관 민간시설 학원 계

곧 개강예정 55.9 45.5 54.1 49.5

훈련생 모집이 안됨 38.2 45.5 35.3 41.5

기타 5.9 7.1 8.2 7.3

계좌발급 지연 0.0 1.9 2.4 1.8

계
100.0

(34)

100.0

(156) 

100.0

(85)

100.0

(275)

〈표 23〉 계좌제 과정 개강하지 않은 이유

자료: 나영선 외(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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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훈련 상담원의 상담 과정 평가 

고용지원센터에서 계좌 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훈련 상담원이 제도 시행의 최

일선에서 제도 진행 상황을 평가(최 섭 외, 2010)

－하루 평균 상담원 1인당 면 상담 인원은 11건 내외, 이  40% 정도는 발

되지 않음 

－상담 인원  사 에 훈련분야나 훈련기 을 결정하고 오는 경우가 과반수를 넘

어서며 훈련과정 시작 시 에 임박하여 계좌발 을 요청하는 경우도 3/1을 넘어

서고 있음

－이 과정에서 미리 분야 등을 결정하여 내방함에 따라 민원인의 요구에 못이겨 

발 하는 경우도 10%에 가까워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전국 평균

하루 평균 발급 희망 대면 상담 건수 11.2건

1일 평균 상담자 중, 직업능력개발계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40.26%

1일 평균 상담자 중, 사전에 훈련분야나 훈련기관등을 결정하고 오는 경우 54.87%

1일 평균 상담자 중, 훈련과정 시작 시점에 임박하여 계좌발급 요청 경우 36.85%

조기 발급 요청자 중, 조기발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32.08%

조기 발급 요청자 중, 조기발급 이뤄지지 않아 불만을 피력하는 경우 22.88%

1일 평균 상담자 중, 훈련분야 등 미리 결정 불구 계좌 발급되지 않는 경우 8.64%

1일 평균 상담자 중, 계좌발급이 적절치 않았음에도 발급된 경우 8.89%

1일 평균 상담자 중, 미리 결정 후 내방하였으나 희망분야 불일치 판단 경우 15.47%

〈표 24〉 상담 및 발급 현황

자료: 최영섭 외(2010). 

훈련 분야 변경을 권유한 적이 있음 권유 경험 있을시, 실제변경이 

이루어진 정도예 아니오 모름/무응답

96.7% 2.8% 0.6% 42.58%

〈표 25〉 훈련 분야 변경 등을 직접 권유한 경우

자료: 최영섭 외(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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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가 원하는 훈련분야가 합지 않다고 단되는 경우, 부분의 상담원들이 

훈련분야 변경을 권유함

－상담원의 훈련분야 변경 권유가 받아들여지는 비율은 평균 약 43%으로 훈련분

야 변경 권유가 이 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음

계좌 발  과정에서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70% 이상으로 부분 상담원이 발  

희망자와의 마찰을 경험

－마찰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층은 업 주부, 고령자, 년 직실업자로 상

으로 노동시장 경쟁력이 취약한 집단에서 마찰이 주로 발생 

－마찰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발  희망자의 속성과 훈련 직종의 합성 문제가 

부분이며, 그 외 훈련 후 취업 망도 상당수 

－이러한 들은 노동시장 경쟁력 취약 집단에서 객  취업 가능성 등에 한 냉

정한 단이 이 지지 않은 채 발 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과정에서 상

담원들의 개입이 일부 이 지고 있으나 그같은 개입의 효과가 제한 임을 시사 

예 아니오

71.3% 28.7%

〈표 26〉 계좌발급위한 상담 과정 중 발급 희망자와 마찰이 생기는 경우

자료: 최영섭 외(2010). 

청년층 전업주부
중년 

전직실업자
고령자 자활대상자 기타 모름/무응답

10.9% 34.1% 21.7% 26.4% 3.1% 1.6% 2.3%

〈표 27〉 계좌발급위한 상담 과정 중 마찰 발생경우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층

자료: 최영섭 외(2010). 

현재 취업 여부 확인 본인과 훈련 직종의 적합성 훈련 후 취업 전망 기타

5.4% 49.6% 23.3% 21.7%

〈표 28〉 계좌발급위한 상담 과정 중 마찰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

자료: 최영섭 외(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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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담 진행 상황과 련하여, 면 상담시 평균 상담 소요시간은 약 28분이며

－계좌 발  희망자의 서류를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16분으로 상담 

이외 서류 처리도 비교  높은 업무 부담 

－ 면 상담 외에 화로 계좌 발 을 문의하는 건수는 국 평균 11.64건이나 메

일로 문의하는 사례는 극히 음

－ 한 화를 통한 문의의 경우 평균 약 8분 정도의 상담 시간이 소요

계좌 발급 희망자  

1명당 대면상담 평균 

소요시간

계좌 발급 희망자 대면 

상담 경우 서류처리 평균 

소요시간

전화나 메일을 통해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문의하는 건수

전화나 메일 등을 통한 문의 

1건당 평균 소요시간

27.92분 16.12분 11.64건 7.59분

〈표 29〉 계좌 발급 희망자 대면 상담 경우 1명당 평균 소요시간

자료: 최영섭 외(2010). 

계좌 발  여부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는 것은 발 희망자와의 상담 

내용

－ 한 과거 직장 경력과 희망 분야 취업 가능성에 한 객  정보의 활용도도 

비교  높음 

－그러나 발  희망자에 한 각종 성검사 결과는 상 으로 활용도가 낮음

－따라서 재 발  과정에서 상담원들이 과거 직장 경력이나 성검사 등 객  

정보보다는 발  희망자와의 화 내용에 상 으로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

－이 경우 상담원의 단이 발  여부 결정  훈련 분야 결정 등에 큰 향을 미

치지 못하는 가운데 주  응답 내용 주로 계좌 발   훈련 분야 결정이 

이 져 제도의 효과성을 하시킬 우려 

발급희망자와의 대화  

내용

발급 희망자 적성 등에 

대한 검사 결과

과거 직장 경력 등에 대한 

객관적 정보

희망 분야 취업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정보

4.23점 2.41점 3.71점 3.46점

〈표 30〉 발급 여부 결정에서 정보원의 활용도

자료: 최영섭 외(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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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는 상담 담당자 본인과 발  희망자 각각에 해 련 정보가 얼마나 

충실히 제공되는지에 한 부정  응답에서도 확인

－즉 계좌 발  결정 과정에서 훈련상담원에게 제공되고 있는 각 정보에 한 만

족도에서 만족도 평균 3  이상의 정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발  희

망자에 한 정보 제공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임

훈련적합성 취업가능성 지원필요성

상담 업무 담당자에 대한 정보 제공 측면 2.63점 2.22점 2.50점

발급 희망자에 대한 정보 제공 측면 2.41점 2.20점 2.48점

〈표 31〉 발급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의 제공 정도

자료: 최영섭 외(2010). 

4 요약 및 향후 과제 

계좌제 도입 이후 재까지 추진 과정에 한 평가 결과 다음과 같은 들을 발견 

－제도 도입 이후 계좌제 참여가 활발하게 이 지는 가운데, 취업률 등에서도 비교

 양호한 실 을 거둠 

∙기존 실업자 훈련 방식과 비교하여 훈련 수료 후 6개월 취업률을 기 으로 

유사한 취업 실  

－제도 도입의 부정  효과에 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훈련 참여자  훈련기 의 

평가가 체 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실제 제도 운  과정에서 고용지원센터의 상담 역할이 제한된 가운데, 제

도의 효율성 하 가능성도 우려됨 

이러한 들은 당  계좌제의 정 ․부정  효과에 한 우려와 기 가 모두 부

분 으로 입증되는 상황임을 의미

－즉 한편에서 훈련 참여자의 선택권 확 가 훈련 참여자의 만족도 증가, 신규 훈

련의 공  확  등 정  성과를 낳고 있으나, 훈련 참여자의 ‘정보에 입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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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informed choice)을 제 로 가이드해  수 있는 상담 기능이 취약한 상

황에서 상치 못했던 문제들, 컨  계좌 발 이 치 않은 계층에 한 계

좌 발   그로 인한 재정 효율성 하 우려가 나타나고 있음

－반면 훈련 시장의 축이나 가 훈련 남발 가능성과 련하여, 아직 제도 도입 

기이기는 하나 우려할만한 상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음 

∙물론 계좌제 훈련 과정으로 승인되었으나 훈련생 모집 애로 등으로 개설이 

되지 않거나 지되는 사례 등을 통해 볼 때, 향후 한 조치가 없을 경우 

훈련공 기 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확 될 가능성도 존재 

향후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성공  정착과 련하여 계좌제의 장기  발  방향에 

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

－즉 재 이명박 정부의 계좌제 련 국정 과제에는 모든 사람이 생애에 걸쳐 필

요한 교육훈련에 근하도록 한다는 평생학습의 이념 실 과, 직업훈련 시스템을 

수요자 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취지가 혼재

－평생학습의 이념 실 과 수요자 심 직업훈련 시스템 구축 취지가 외견상 동일

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제도 설계  운 에서는 다소의 차이 이 존재 

평생학습의 이념 실  에서는 개인의 자율  평생학습 참여 활성화가 주된 심 

－수요 심의 직업훈련 시스템 구축에서도 개인의 자율성이 강조되나, 직업세계로

의 통합을 제로 하는 직업훈련 시스템의 속성상 비용 효율성(value for 

money)이 보다 강조되는 경향 

－특히 직업훈련을 통해 일자리로 연결시키는 것을 주된 목 으로 할 경우, 개인의 

자율  의사결정 외에 공공직업안정서비스(PES)의 극  개입이 강조될 수 있음

이러한 차별성을 두드러지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독일․미국의 훈련바우처 사례와, 

국의 숙련계좌제 사례

－미국과 독일의 훈련바우처 제도는 모두 공공직업안정서비스의 일부로 직업훈련 

서비스가 긴 하게 연

∙미국 Individual Training Accounts는 실업자에 한 일반 취업 지원(core 

service)-집  취업 지원(intensive service)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어려운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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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훈련을 통한 노동시장 복귀가 주목  

∙독일 Training Voucher 제도도 실업자  직업훈련을 받아야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단되는 계층에 해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해 발 되는 것으로, 미

국과 마찬가지로 취업이 가장 요한 목  

－반면 국의 Skills Accounts 제도는 취업 여부를 불문하고 숙련 수 이 낮은 

성인이 숙련 향상 목 의 각종 교육훈련 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지원하는 것을 

목 으로 함 

∙이에 따라 숙련층의 문해 교육 등도 지원 상 로그램에 포함되며, 교육

훈련에 한 비용 지원도 취업 여부와 계없이 숙련층의 숙련 향상 목

인 경우에는 비용 지원이 이 짐  

이러한 은 향후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발  방향 모색과 련하여 시사  

－즉 교육훈련 참여자의 선택권 확 를 통한 시장 규율 강화라는 취지는 유지해 나

가되, 세부 정책 목표  용 범 를 고려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 

－우선 당  국정과제 추진 계획에는 계좌제를 실업자 훈련 외에 소기업 근로자

까지 확  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공공직업안정서비스와 훈련 서비스의 

연계 방식에 한 고려가 필요 

∙즉 훈련을 통한 취업 지원이 강조될 경우 훈련 상담 기능이 실업자 취업 지

원의 일환으로 폭 강화될 필요, 반면 소기업 근로자까지 포함하여 보편  

숙련 향상 지원에 을 둔다면 훈련 상담을 희망자에 한하여 제공하는 방

식으로 운 할 수 있음 

－아울러 보편  숙련 향상 지원을 고려할 경우, 모든 업종  직업에 한 국가 

수 에서의 숙련 수  체계 구축과 연계될 필요 

∙즉 교육훈련 참여자  교육훈련기  모두가 지원 상 교육훈련과정을 일

성있게 확인하도록 하기 해서는 KQF(Korea Qualification Framework)와 

같이 업종별 직업별 숙련 수 을 정의하고 그에 맞춰 각종 교육훈련 과정을 

매핑하는 것이 필요 

어떠한 경우든, 계좌제의 성공  정착을 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인 라 구축 투자

가 필요 

－특히 극  노동시장 정책의 일환으로서 계좌제를 정착시키기 해 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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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제 지원 상자 선발에 필요한 정보 인 라 개선, 직업  훈련 련 정보의 

폭 확충, 상담 문인력의 확충, 업종별 직업별 숙련 수 의 체계화와 교육훈

련과정의 매핑 등이 필요 

－ 한 계좌제의 목표가 훈련공 의 축이 아니라 오히려 훈련 공 의 내실화를 

제로 하는 확 라는 에 비춰 교육훈련 공 기 의 신을 유도하기 한 지

원 조치들을 강구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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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삶의질 향상대책’의 성과와 새로운 도전

송미령

(한국농 경제연구원 연구 원)

1 문제의 제기

이 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농산어  지역개발 진에 한 특별법(이하 

삶의질향상특별법)｣에 기 하여 ‘농어  삶의질 향상 책’의 주요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의 발  추진을 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데 주요 목 이 있다.

－삶의질향상특별법에 국한된 성과와 정책 과제 이외에도 국가 농어 정책의 기본 

틀과 추진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포함한다.

농어  삶의질 향상을 한 제1차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11개 정부 부처(15개 앙

행정기 )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22.3조 원의 투융자를 통해 100여 

개 이상의 정책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나 문

가들의 농어  삶의질 향상 책에 한 인지도는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는 

상당 부분 정책에 한 홍보 부족에도 기인한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농

어 이나 농어 의 삶의 질이라는 주제 자체가 그리 심이 큰 정책 아젠다에 속하

지 않았던 탓이기도 하다.

－농어  삶의질 향상 책이라는 통합  정책 임에 속해 있는 개별 단 사업

들에 한 인지도는 상 으로 높다.

삶의질향상특별법에서 말하는 농어 은 읍·면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공간이며, 여기

에서의 농림어업인은 직업인으로서의 농림어업인 이외에 농어 에 거주하는 주민 

모두를 포함한다. 한 지역개발은 궁극 으로 농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한 

제반 지역문제의 해소  농어 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포 하는 정책 

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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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상 읍·면 기 으로 농어 은 국토의 90%를 차지

－농어 에는 체 국민의 18.5%가 거주  

우리 국토의 90%에 속하는 농어 에 사는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어 의 지

속가능성  경쟁력 강화를 해 련 부처들이 힘을 합쳐 종합  응을 하자는 

취지로 2004년 삶의질향상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근거해 2005년부터 2009

년까지 5년간 제1차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 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제2

차 기본계획 실행에 돌입하게 된다. 과연 지난 5년간의 성과가 무엇인지를 검하

는 한편, 제2차 기본계획에서 강조하고 주력해야 할 사항을 지 하는 것이 필요한 

시 이라 할 수 있다. 

－제1차 계획기간이 마무리된 시 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새로운 정책 환경

의 변화를 유연하게 수용하는 한편 그동안의 시행과정에서 계속 제기된 문제

을 개선할 필요성도 크다. 다만, 2008년에 2005∼2007년까지의 추진 실 을 

심으로 간평가를 시행한 이후, 2009년도 사업에 한 평가는 이루어지 못한 

시 임으로 엄 하게는 3( 간평가)+1(2008년 평가)에 한 평가에 국한된다.

－이 에서 다루게 될 주요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농어  삶의질 

향상 책의 개요, 제1차 기본계획 시행과정의 성과와 반성, 향후 5년간의 주요 

계획 내용, 새로운 도  과제 등이다.

2 농어촌 삶의질 향상대책의 의의

 세계 으로 농어 이 당면한 최  안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농어 의 활력 하  지속가능성이 을 받게 되고 

그것은 곧 국가 경쟁력 하로 이어질 수 있다.

－농어  인구비 : (’90)25.6% → (’00)20.0 → (’05)18.5

－ 65세 이상 인구비율(도시/농어 ): (’90)3.6%/9% → (’00)5.4/14.5 →(’05)7.2/18.6

다른 한편 농어 에는 체험․휴양  귀농․귀  수요가 증 하는 한편, 농식품  

바이오산업 성장 등 새로운 기회요인도 존재함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를 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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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농어 이 수행하는 다원  기능 역시 농어 정책이 필요한 이유

삶의질향상특별법 제정 이 에도 농어 을 상으로 하는 여러 부처의 크고작은 단

사업들이 지 않았다. 그러나 농어 의 비 에 해 통일된 상이 부족했고 그러

다보니 다기화된 주체들이 단편  근을 통해 비효율성을 유발하고 농어  주민 

입장에서는 피부에 와 닿는 책이 없다는 비 도 많았다.

따라서 삶의질향상특별법을 제정하여 ‘삶과 휴양, 산업이 조화된 복합 정주공간으로

서의 농산어 ’을 구 한다는 목표 하에 통합  근(integrated approach)을 시도

하 다. 제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에는 교육‧복지‧지역개발‧복합산업 등 4  정책 

분야의 133개 정책 사업을 추진하 다.

－ ’05～’09년 기간 동안 22.3조원 투융자, 당  계획(20.3조원) 비 109.9% 달성

삶의질향상특별법은 삶의질향상 원회( 원장: 국무총리) 심으로 11개 부처(15개 

앙행정기 )가 참여하는 범정부  추진체계를 갖추어 5년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

고 매년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 을 검‧평가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 부․문화체육 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

경제부․보건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노동부․여성부․국토해양부 등 11개 부처 

참여

－단, 사무국은 간사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삶의질향상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한 평가는 체로 정 인 측면이 우세하다(박

진도·박창규, 2009; 윤원근, 2008).

－농 이 단순한 생산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공간이라는 을 선언 으로 

강조한 

－ ‘삶의 질 향상’이라는 통합 이고 선진 인 목표를 정책 으로 제시한 

－농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근한 최 의 시도라는 , 특히 ‘삶의질향상 원

회’를 구성하여 근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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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차 기본계획(‘05∼’09)의 주요 성과와 반성

  가. 제1차 기본계획의 주요 배경과 목적

제1차 기본계획 수립 배경

－삶의질향상특별법을 근거로 수립한 제1차 기본계획에는 격한 인구감소와 고령

화, 의료기  부족과 교육의 질 하, 도시에 비해 기 생활여건이 크게 취약한 

농어 의 실을 제로,

－그동안의 “농어  구조개선 책”으로 농업생산  유통기반의 확충, 농업 내부

의 구조조정의 진 은 어느정도 이루어졌으나 농어 의 복지․교육․지역개발 

추진체계가 부처별로 분산되어 범정부 차원의 통합조정  농어  특성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평가하 다. 

제1차 기본계획의 목 과 성격

－제1차 기본계획은 “농업·농 종합 책”  농 부문 책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 “농업·농 종합 책”  농 부문 책은 “삶과 휴양, 산업이 조화된 복합 정주

공간 조성”을 목표로 ‘ 소도시 수 의 생활 인 라를 구축’해 ‘2013년까지 농

인구를 총인구의 20%수 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여기에 “농업·농

종합 책”  소득부문 책의 하나인 복합산업 활성화를 “삶의질향상 책”의 

정책 역으로 포함하 다.

   * 2013년까지 농가소득구조(농업소득/농외소득)를 선진국형으로 환하여 2002

년 46%/54%인 농업소득/농외소득 구조를 2013년에는 33%/67%로 탈바꿈

－따라서 제1차 기본계획은 농어 의 복지, 교육, 지역개발, 복합산업 활성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한 책을 체계 으로 추진하기 하여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며 종합계획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5년간의 기 비 과 추진 략을 제

시함으로써 부처별 시행계획  지자체 계획의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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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농업·농촌종합대책과 삶의질향상대책의 관계

제1차 기본계획의 투융자 규모

－제1차 5개년 기본계획의 체 투융자 규모는 20조 2,731억 원이며, 이  지역개

발이 11조 2,480억 원(55.5%), 복합산업이 2조 4,552억 원(12.1%)으로서 체

의 67.1%를 차지한다. 나머지가 복지부문(16.9%)과 교육부문(15.5%)이다. 

   * 농어 특별세를 삶의 질 향상 분야에 집  지원

〈표 1〉 제1차 삶의질향상기본계획 투융자 규모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복지기반확충 4,151 14.8 6,535 18.2 7,123 17.0 7,664 16.6 8,753 17.3 34,226 16.9 

교육여건개선 3,380 12.0 6,362 17.7 7,071 16.9 7,298 15.8 7,362 14.5 31,473 15.5  

지역개발 16,884 60.0 18,895 52.7 22,579 53.8 25,452 55.2 28,670 56.6 112,480 55.5 

복합산업 3,725 13.2 4,062 11.3 5,187 12.4 5,687 12.3 5,891 11.6 24,552 12.1 

합계 28,140 　 35,854 　 41,960 　 46,101 　 50,676 　 202,731 　

(단위: 억 원, %)



166 ‘농어촌 삶의질 향상대책’의 성과와 새로운 도전

제1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농어  복지기반 확충: 농림어업인 사회안 망 강화, 농어  공공의료서비스 제

고, 여성  노인에 한 복지서비스 강화 등

－농어  교육여건 개선: 농어 의 교육 실을 감안하여 교육단계별 공교육서비스 

확충, 교육비 부담 경감, 우수교원 확충 등

－농어  지역개발: 농어 의 기 생활여건 개선, 지역단 의 자율 인 개발역량 

강화

－복합산업 활성화: 향토산업 육성, 농어  체험   활성화, 농어  어메니티

의 소득자원화 등

  나. 제1차 기본계획의 주요 실적과 성과

1) 주요 실적

제1차 기본계획의 추진 실 에 한 평가는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08년에

는 간 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의 사업 추진 

실 에 한 간 평가에 따르면(박 식 외, 2008),

－ 15개 앙행정기 이 주 하여 총 132개 사업을 추진했다.

－정책 역별로 ‘복지기반 확충’ 27개, ‘교육여건 개선’ 29개, ‘지역개발 진’ 

42개, ‘복합 산업 활성화’ 34개 사업이 이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

－ 앙 행정기 별로는 농식품부 40개, 교육과학기술부 22개, 농진청 18개, 해수

부 16개, 문화부 9개, 복지부 7개, 행안부 6개, 산림청 4개, 환경부 3개, 여성부 

2개 사업을 추진했며, 노동부․국토부․정통부․지경부․소방청에서 각각 1개의 

사업을 추진하 다.

－ 3년 간 계속 추진된 사업은 77개 사업, 2년간 추진된 사업은 28개, 1년간 추진

된 사업은 27개로 나타났다.

－투융자 규모 측면에서는 기본계획 10조6,842억 원에서 집행은 1조3,834억 원으

로 과 달성(106.5%)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  계획에서 제시한 성과지표 달성도에 비추어 부분의 사업이 성과지표 달

성도를 100% 이상 충족하는 등 반 으로 원활하게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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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사업의 86%, 2006년도 사업의 89%, 2007년도 사업의 84%가 100% 

이상의 달성도를 나타냈다.

새 정부가 출범한 2008년도에는 삶의질향상 기본계획 일환으로 104개의 사업이 추

진되었다. 총 141개의 성과지표  127개 지표가 100% 이상의 달성도를 나타냈

다. 산 측면에서도 당  계획 비 집행률이 11.4% 높게 나타났다. 반 으로 

큰 무리 없이 추진되었다고 평가되었다.

－다만, 사업 실  평가를 담당한 검평가단에서는 정책성과 목표치 설정의 문제, 

평가결과에 한 반  미흡에 한 문제, 평가 방식에 한 문제, 농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향이 큰 신규 사업 발굴에 한 문제 등을 제기하 다.  

    

2) 정책 성과 

첫째, 농어 정책의 새로운 비 을 제시했다. 농어 문제에 한 응을 한 법정

계획, 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농어 의 새로운 희망과 비 을 제시하는 계기를 

형성했다.

－실효성 제고를 해서 매년 이행실 을 평가하는 체계도 구축

둘째, 농어 발 에 련된 부처별 다양한 사업들을 종합 인 에서 사업들 간

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확인하고 검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집행 과정에서 농어 을 상으로 하는 여러 단 사업

들의 효율  추진을 하여 주 부처가 일부 조정되기도 하 다. 

－부처별 사업의 차별성과 유사성을 단하여 유사사업에 한 통폐합을 유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꾸 히 지 된 부처별 단 사업 시행의 문제 을 ‘기 생활권 정책’을 통해 사업 

통폐합  포 보조 화하는 계기로 연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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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07 기준 예산 기존 담당부서 이관부서

 - 신활력지원사업

 - 오지종합개발사업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1,882

1,129

180

1,154

행안부

행안부

행안부

행안부

농식품부

농식품부

농식품부

환경부

〈표 2〉 농어촌지역개발 관련 이관사업 

(단위: 억 원)

셋째, 꾸 한 사업 시행 결과 농어  생활 인 라의 개선  복지·교육 여건 개선

이 이루어졌다. 상·하수도, 주택, 도로 등 기 생활환경이 나아졌고 연 ·건강보험료 

지원이 확 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면단  상수도 보 률: (’04) 36.2% → (’08) 56.8

－농어 주택개량 지원: (’05～'09) 24천 동, 1조6백억 원

－연 ․건강보험료 지원 확

       * 1인당 건강보험료 경감액(비율): (’04)210천 원(30%)/연 → (’06～’09) 

404천 원(50%)

－농어  기숙형고교(150개)･우수고 육성, 농어  출신 고교생 학특별 형 비율 

확 (3% → 4%)

     

넷째, 농어  부존자원을 활용한 2․3차 산업화 사례가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그에 

따라 일자리도 증 되었다.

－신활력사업, 농공단지 육성 등으로 농어  소득원이 다양화되고 체험․휴양마을 

등 도농교류활동 확산으로 지역경제 활력화에 기여

   * 농공단지: 생산 31조 원, 수출 78억불, 고용 120천 명 등 경제  효과 

   * 체험마을 방문객수/매출액: (’04) 928천 명/74억 원 → (’08) 2,359/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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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향토산업 관련 산업 고용증가(증가량, 증가율)

순창군 고추장 장류 제조업(278명, 119%)

횡성군 한우 한식 음식점업(310명, 37%)

보성군 녹차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113명, 신규창업)

차류 가공업(105명, 55%)

의성군 마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99명, 신규창업)

영광군 굴비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1,486명, 2,477%)

자료: 사업체기초통계(통계청)

〈표 3〉 지역특화 산업 성장과 고용 창출 사례

다섯째, 지역 주도의 개발이 활성화됨으로써 다양한 성공 사례들이 등장하 고 지

역의 리더그룹을 비롯한 지역 주민의 발  역량도 크게 배양되었다.

－상향식 지역개발 경험축 으로 리더 층이 육성되고 주민참여의식이 함양되어 마을

의 활력제고 사례(홍성 문당리, 이천 부래미, 화천 토고미, 단양 한드미 등) 출

   * 마을 사무장: (’04) 0명 → (’09) 465

－지역개발 컨설 ･평가 등을 수행하는 컨설 산업이 새로운 지역개발 역으로 

발

   * 컨설 ․교육훈련 제공 민간업체: (’02) 30개소 → (’09)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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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일자리 변화 추세

○ 2008년 재 기 으로 농어 의 총 취업자 수는 463만 4,004명

－농업 부문 종사자 168만 6,000명(63.6%), 비농업 부문 종사자 294만8,004명

(36.4%)

○ 2000~2008년 사이 농어 의 총 취업자 수는 115,862명 감소(2.4%)

－농업 종사자 55만 7,000명 감소(-24.8%), 비농업 종사자 44만 1,138명 증가

(17.6%) 

○ 86개 군 지역에서의 경우, 일부 제조업 분야와 복지시설 운 업 등의 취업자 수가 크

게 증가

－기타 식품 제조업에서 11,485명의 취업자 수 증가(65.6%)

－거주  비거주 복지시설 운 업 취업자 수 총 20,461명 증가(159.0%)

단위: 천 명

(단위: 천명)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증감량 증가율

비농업 부문 

종사자 수
2,507 2,500 2,557 2,620 2,698 2,582 2,726 2,885 2,948 441 17.6%

농업 부문 

종사자 수
2,243 2,148 2,069 1,950 1,825 1,815 1,785 1,726 1,686 -557 

-24.8

%

총 취업자수 4,750 4,648 4,626 4,570 4,523 4,397 4,511 4,611 4,634 -116 -2.4%

  주: 읍․면 지역을 농어촌 지역으로 정의함

자료: 사업체기초통계(통계청),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농림수산식품부)

자료: 김정섭(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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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남은 과제

농어  인구 유지를 한 20%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 다. 

－ 1차 5개년 계획기간 동안 농어  인구는 그 감소 추세가 완화되기는 했지만 

20% 유지라는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하 다.

－농 인구는 2005년 기  18.5%에서 2020년에 13%로 감소할 수 있다는 부정

 망과 귀농·귀  수요가 실화됨으로써 오히려 19%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정  망이 상존하고 있다.  

〔그림 2〕 농어촌 인구 변화와 농어촌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의 관계

총인구 대비 비율

21.5%

18.5% 시나리오: 19.3%

재 추세: 15.0%

7.3%

4.5%

농 산업

농업

농 인

구

농가인

구

농어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귀농·귀  수요에 큰 향을 미치는 일자리 창출

을 핵심  정책 목표로 리할 필요가 있다. 제1차 계획기간 동안에 농어  2․3차 

복합산업화가 진 되었으나 다양한 산업 유치를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화단계로의 

진입은 미흡하 다.

－ ‘일자리’를 농어 정책의 핵심 인 목표로 설정하면서 성과평가 지표에도 일자리 

유지 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주요 지표로 포함

   * EU 농 정책 평가에서는 일  트타임 고용을 성과지표로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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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유럽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지역개발 전략

○ EU의 ‘제3차 농 개발 계획(2007~2013)’은 3  핵심 략  하나로 ‘경제활동 다각

화  삶의 질 향상’을 정했는데, 농 지역 경제활동 다각화는 바로 농 지역 고용 

진 략

○ 구체  과제로 농가의 비농업 부문 경제활동 겸업 진, 농 지역 창업 지원,  부

문 활성화 등을 설정

○ 국은 2000년부터 막 한 산을 투입하여 ‘농 사업체지원사업(Rural Enterprise 

Scheme)', '직업훈련지원사업(Vocational Training Scheme)' 등을 실시

농촌사업체지원사업(RES) 직업훈련지원사업

* 투입예산: 1억 4,500만￡(약 2,617억 원) * 투입예산: 2,150만￡(약 388억 원)

* 실적/성과

  - 3,000개의 프로젝트 지원

  - 1만 4,500개의 일자리 창출 또는 유지

  - 1,200개의 농가 농외소득원 창출 지원

  - 3,800건의 고품질 농산물 마케팅 지원

  - 548개의 마을 단위 사업 자금 지원

  - 3,500개의 농촌관광/수공예 창업 지원

* 실적/성과

  - 825건의 직업훈련프로그램 지원

  - 15만 6,000일․명 규모의 직업훈련 실행

  - 1만 7,000여 명이 자격증 취득

영국의 고용 관련 농촌개발정책 사업 추진 실적과 성과(2000～2006)

  자료: 영국 DEFRA 웹페이지(http://www.defra.gov.uk)
  

기 생활인 라 정비에서 정주체계 수 별(마을-읍․면- 소도시) 특성을 반 한 개

발이 미흡하 다.

－마을단 ․H/W 주로 근하 고, S/W와 마을간․사업간 연계  정주체계수

별 생활서비스의 유기  연계가 부족

복지와 교육 분야의 S/W 제공, 근성 개선 등 농어  특성을 반 한 수요자 심

의 복지․교육 서비스 달체계가 미흡하 다.

－ 세․고령농,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에 한 배려와 주민의 자발  참여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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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측면 지원하는 능동  복지 개념 부족

－농어  교육 실(열악한 교육여건 ↔ 학생수 감소 ↔ 학교 통폐합, 재정투자기

피)을 반 한 학교 육성 등 미흡

농어 정책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하고 농업정책과의 계 정립, 정책 역의 체

계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은 농어 을 정책 상 공간으로 하고 있다. 농어 에는 농

림어업인 이외에 더 많은 수의 비농림어업인이 생활하고 있다. 그럼에도 특별법

과 기본계획은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되어 있다. 이는 농어 정책이 

여 히 통 인 농업정책의 일부로 취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한 ‘삶의질 향상 기본계획’에서 복합산업 활성화, 사회안 망 강화, 복지인 라 

확충, 농 지역개발을 농어 정책의 상으로 설정했지만 기존의 각 부처들의 

련 사업을 단순히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여 이들 정책 간에 체계성이 부족하다.

－즉 농 정책이라는 역 (territorial) 에서 통합 으로 근하는 시각이 아

직은 충분하지 못하다. 

“특별법”의 입법  한계를 개선, 극복할 필요가 있다.

－삶의질향상특별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문제로 지 되어 온 들을 극복할 필요가 

여 히 남아있다. 이는 선언법  성격이 강해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거나, 정책추

진 방식에 있어 상향식 이 미흡하다거나, 재정확보계획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측면 등이다(박진도, 2005).

－그 결과로서 삶의질향상 원회의 총 ․조정 기능 수행이 미흡하고 간사부처로

서 농림수산식품부의 역할에도 한계가 나타났다. 법 규정상으로는 정책을 총 ․

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심의하며, 추진실 을 검․평가한다고 되어 있으나 ① 

조직이 상설화되어 있지 않으며 ② 그러한 역할을 뒷받침할 실무 지원조직 등이 

별도로 구성되지 않고 ③ 간사 역할을 국무총리실이 아닌 농식품부가 맡음으로

써 수평 인 부처 간 통합조정을 수행하는데도 한계를 드러냈다.

－ 한, 지방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재정지원 체계를 수립했기에, 기본계획 

시행 첫해인 2005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복지․교육사업 지방이양  분권교부세 

도입으로 ‘삶의질 향상 기본계획’ 추진의 재정  여건을 더욱 악화시킨 측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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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좀 더 구체 으로 말하면, 국가와 지자체, 역지자체와 기 지자체의 재

원 부담비율은 역  기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복지․교

육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함으로써 발생할 삶의 질 향상 사업의 축소 가능성에 

한 입법  보완을 하지 못했다.

－농어 의 삶의 질 확보․유지를 한 국민최 한(National Minimum)기 을 입

법 내용에 담지 못하여, 삶의 질 련 다양한 수 의 사업 과제가 혼재되어 추

진되었다.

앙정부․공 자 심의 사안별 정책 추진으로 삶의 질 향상을 통합 ‧체계 으로 

근하는 데 한계를 나타냈다. 

－일부 사업의 유사․ 복, 사업간 연계 미흡  H/W 심의 근으로 투자효율

성이 감소하고 주민의 정책효과 체감도 하

－지자체 삶의 질 계획은 앙계획을 답습하는 수 으로 지역특성 반 이 미흡하

고 삶의질향상 원회의 기획․조정 기능 미흡 

   * 지역과 주민의 목소리를 반 할 수 있는 경로 마련 필요

   * 강력한 평가 시스템  원회 기능 강화

농어 을 둘러싼 변화하는 상황을 탄력 으로 반 해야 한다.

－ ‘Rubanization’, 다문화가족 증가 등 농어 의 커뮤니티 변화에 민첩하게 응

－새로운 산업, 정주, 휴양공간으로서의 농어 에 한 수요에 응

－기 생활권 정책 도입 등에 따른 지자체의 역할 증 와 앙과 지방의 새로운 

계 설정에 부응

－세계 인 농어 정책의 트 드의 강 을 한국  맥락에 맞게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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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의향

2005년 조사 결과 2007년 조사 결과

자료: 송미령 외, 2009.

                                       

과거의 접근방법 새로운 접근방법

목표
평준화(equalization),

농가 소득, 농가의 경쟁력

농촌지역의 경쟁력(competitiveness), 

농촌지역 자원의 가치현실화(valorization),

활용하지 않았던 자원의 재발견

핵심 대상 부문 농업

농촌지역 경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산업 부문

(예: 농촌관광,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부문*

원칙 보조 투자

주체 중앙정부, 농업인

중앙정부, 지방정부, 

농촌지역의 다양한 이해당사자

(공공부문, 민간부문, NGOs 등)

〈표 4〉 농촌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주: *은 기존의 지역정책 영역에서 계속 추진

자료: OECD(2006), p.1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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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차 기본계획(‘10∼’14)의 주요 내용

제1차 기본계획의 개선 과제, 농어 을 둘러싼 변화하는 상황 등을 반 해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2  선진 제도를 도입하고 4  정책 역을 7  부문으로 세분화

하여 근하고자 한다.

비

전

 ◇ 삶터, 일터, 쉼터가 조화된 행복한 농어촌 구현

 ○ 기 생활인 라와 복지기반이 갖추어지고, 다양한 산업이 발 하며, 

구나 찾고 싶고 살고 싶은 농어

부

문

별

목

표

과제1 보건‧복지 증진: 건강하고 안정  생활 보장 

과제2 교육여건 개선: 농어 특성 살린 교육기반 확충, 교육력 강화

과제3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쾌 하고 편리한 농어  생활공간 창조

과제4 경제활동 다각화: 경쟁력있는 산업 육성, 다양한 일자리 창출

과제5 문화‧여가여건 향상: 문화와 여가 즐기는 즐거운 농어

과제6 환경‧경관개선: 아름다운 환경과 녹색성장 기반 조성

과제7 지역발전역량 강화: 인재 육성  력  개발 강화

추

진

전

략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대 선진제도 도입

    ○ 농어 서비스기 , 농어 향 리 가이드라인

  ▶ 지역이 주도하는 지속가능 발전체계 구축

    ○ 지역의 자율과 창의, 민간 참여 확

  ▶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체계 정비

    ○ 사무국 기능 강화  지방계획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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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개수)
관련 항목 서비스 기준(안) 관련 기관

주거

(5)

거주가능

주 택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거주가구) 비율을 90.0% 이상으

로 제고한다.

농식품부

국토부

지자체

난 방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을 50% 수준으로 높이고, 도시가

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우선 추진한다.

지경부

산림청

공동시설 ․경로당,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프로그 지자체

〈표 5〉 농어촌 서비스 기준

가. 2대 선진 제도 도입과 운영

제2차 기본계획에서 의욕 으로 도입한 선진 제도의 하나는 농어  서비스 기

(Rural Services Standard)이다.

－서비스 기 (services standard)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일정 정도 

이상의 생활 여건 유지를 해 필요한 최소한의 서비스 항목(내용)과 수 (양과 

질)을 의미

농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한 범정부  투자에도 불구, 도시  선진국 농

과 서비스 수  격차가 여 하다는 데서 문제를 인식하여 농 이나 도시, 국토 어

디에 살든 국민이 려야 할 삶의 질을 보장하기 해서는 국가 으로 최소한의 기

을 정하고 그것이 달성될 수 있도록 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제도가 도입되

었다.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는 가이드라인이자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서 효용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해 생활 서비스 기 을 8  부문 31개 항목 기 으로 설

정하 다.

－ 국의 ‘농 서비스기 ’, 독일의 ‘ 국토의 등가치  생활여건 확립’ 등 선진 각

국들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농어  정주여건 개선 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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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개수)
관련 항목 서비스 기준(안) 관련 기관

프로그램 램을 지원한다. 농진청

안전한 

마실 물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75.0% 이상으로 높인다. 지자체

는 원수 수질검사와 먹는 물 수질기준에 따른 수질관리를 

해야 한다. 

환경부

지자체

농식품부

오폐수처리 ․하수도 보급률을 71.0% 이상으로 높인다. 환경부

교통

(3)

대중교통

운행

․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 정류장에서 노선버스, 순환버스 

등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수요 대

응형 준공공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지자체

(국토부)

여객선 운행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

이 운행된다. 도서의 주민은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받

는다.

국토부

지자체

인도 설치
․읍․면 소재지에 접근하는 주요 농어촌 생활도로 정비시 

차도와 구분된 인도 확보가 병행되도록 노력한다.

지자체

(행안부

국토부)

교육

(6)

초․중등학교 
․초․중등학교의 복식수업 및 상치교사 운영을 자제하고, 

학생들에게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교과부

고등학교 ․시군에 1개교 이상 우수 고등학교를 육성한다. 교과부

폐교요건
․폐교시 학생들의 통학 및 폐교시설의 재활용 대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교과부

지자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과목, 특기 적성 등 방과후 학교 학생들의 참여 비율을 

70%이상으로 제고한다.
교과부

교육발전

위원회

․시․군에 지자체와 교육청, 주민 등으로 구성된 시․군별 

교육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교과부

평생교육
․읍․면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거점시

설이 1개 이상 운영된다.

교과부

문화부

지자체

보건

의료

(3)

 1차 진료

서비스

․각 시․군 내에서 내과, 치과, 소아과 등 중요과목 의사

의 진료가 가능하다. 
보건복지가족부

순회방문
․마을별로 월 1회 이상 보건소 등의 전문인력의 순회 방

문을 받는다.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구입 ․자동차로 20분내에 일반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 보건복지가족부



이명박 정부 2년 일자리 창출 및 친서민정책           179

부문

(개수)
관련 항목 서비스 기준(안) 관련 기관

지자체

사회

복지

(5)

노 인
․농어촌 거주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주 1회 이상 재가방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자체

(보건복지가족

부)

청소년 ․자동차로 30분 내에 청소년센터에 도달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아 동
․자동차로 20분 내에 초등학생들을 위한 아동센터 등 방

과 후 돌봄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교과부

지자체

농식품부

영유아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자동차로 20분내에 소규

모 영유아 보육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지자체

다문화가족

․자동차로 30분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맞춤형 서비

스 제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 교통 불편으로 센터이용

이 어려운 경우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농식품부

응급

(5)

응급서비스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 장비가 마련된 구급차가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

소방청

도서․벽지

서비스

․낙도․벽지에 헬기․선박을 이용한 환자 이송체계를 구축

한다.

소방청

해경청

소방서비스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

하는 비율을 55.0% 이상으로 증대한다.
소방청

도난방지
․도난방지 등을 위한 방범용 CCTV가 주요 간선도로 길

목에 설치되어 있다. 

지자체

(경찰청)

경찰서비스 ․112 신고 시 90% 이상 5분 내에 현장에 도착한다. 경찰청

문화

여가

(3)

독 서 ․읍․면 내에서 도서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다. 문화부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자동차로 30분 내에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문화시설에서는 월 1회 이상 문화컨텐츠 프로그

램이,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문화부

지자체

찾아가는

문화공연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과 지역 자체 문화프로그램 등을 통하

여 연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다.

문화부

지자체

정보

통신

(1)

초고속망
․농어촌 어디에서나 초고속망 접속이 가능하고, 80% 이상

에서 IPTV시청이 가능하다.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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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운 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해서 국무총리를 원장으로 하는 삶의질향상

원회 내에 ‘서비스 기  원회(가칭)’를 설치하고, 원회를 지원할 ‘서비스 기  

모니터링 지원단(가칭)’을 설치하여 일정 주기별로 서비스 기 의 타당성 검토와 조

정, 모니터링과 평가 등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그림 4〕 서비스 기준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안)

 자료: 송미령 외, 2009.

그밖에 농어  향 리 가이드라인 제도는 제2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도입을 검토

할 정이다.

－국가정책이나 제도가 농어 에 불리한 향을 끼치지 않도록 입안 단계부터 그 

향을 평가하여 보완하는 제도  장치이다. 

－삶의질향상 원회가 종합 ‧체계  정책추진을 노력했으나 부처 간 의‧조정은 

여 히 미흡하고 농어 에 한 배려도 불충분한 실정임으로 이를 시정하기 

한 제도이다. 

－ 국(rural proofing), 캐나다(rural lens) 등은 이미 수년 부터 그러한 제도를 

운 하고 있다. 

－제도 도입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진 으로 용 범 를 확 , 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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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7대 부문의 정책 과제

제1차 기본계획에서 복지, 교육, 지역개발, 복합산업 등 4  부문으로 정책 역을 

보다 세분화하여 보건·복지 증진, 교육여건 개선, 기 생활 인 라 확충, 경제활동 

다각화, 문화·여가 여건 향상, 환경·경  개선, 지역발  역량 강화 등과 같이 7  

부문으로 구성하여 근하고 있다.

농어 의 보건·복지 증진

－농어  주민의 건강하고 안정 인 생활을 보장하기 하여 주요 과제로서 농림

어업인의 생활안정 강화를 한 연 ·건강보험료 지원 확   농작업 재해보장 

강화, 주민의 보건·의료 기반  응 의료 서비스 확충, 취약계층인 세고령농

의 복지지원과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능동  복지 실 을 한 농어  공동체 

회사 육성  민간기업·사회단체 참여 유도 등을 계획하고 있다.

   * 응 의료기  설치 확 : 73.6%(‘09) → 100%(’14)

   * 119구 센터 설치 확 (개소): 0(‘09) → 175(’12)

농어 의 교육여건 개선

－농어  특성을 살린 교육기반을 마련하고 교육력을 강화한다는 목표하에 농어  

원학교  돌 학교 등을 육성하고 기숙형 학교 운 을 내실화, 원어민 어수

업 기회 확   우수교원 확보를 한 임용제도 도입 등 교육 로그램 확충, 

학자  지원 확   지역균형설발제 확  유도 등을 세부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 농어  학교(4년제) 진학률(%): 49.6%(‘08) → 60%(’14)

   * 농어  원학교 육성(개소): 0(‘09) → 110(’11)

 

농어  기 생활 인 라 확충

－쾌 하고 편리한 농어 의 생활공간을 창조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포 보조 산

제도 도입에 따른 지역주도의 개발 방식 정착을 지원하며, 정주계층별 맞춤형 정

주공간 개발  거 별 기 생활 서비스 기능 향상을 꾀하려는 세부 과제를 제

시하고 있다. 

－주로 농어  서비스 기 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 수 을 넘어설 수 있도록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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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개량  상수도 정비, 교통여건 개선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 면단  상수도 보 률: 45.2%(‘07) → 75.0%(’14)

   * 소생활권 종합정비권역 확 : 221개소(‘09) → 700(’14)

농어 의 경제활동 다각화

－경쟁력있는 농어 산업을 육성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궁극 인 목

표로 삼고 있다. 이를 해 농어 산업을 고도화하고 고부가가치화해야 하는 바, 

향토자원을 활용한 1·2·3차 산업 융복합화 추진·창업의 활성화  기업성장 지원

체계의 구축·연계 력 강화  체계  투자 등이 주요 정책 과제이다. 다른 한편 

도농교류 활성화를 한 체험·휴양기반 확충과 다양한 형태의 도농교류 활동 활

성화 역시 지속  정책 과제이다.

    * 농외소득 비  확 (%): 68.4%(‘08) → 75%(’14)

    * 농공단지 조성 확 (개소): 330개(‘08) → 400(’14)

    * 국내   농  비 (%): 16.8%(‘07) → 28%(’14)

    * 농어  체험마을 확충(개소): 544(‘09) → 817(’14)

    * 농어  일자리 수: 5만6천개(‘14)

농어  문화·여가 여건 향상

－문화와 여가를 즐기는 즐거운 농어  만들기를 목표로 문화·여가 인 라 구축, 

문화향유기회 확 , 문인력 견  교육 확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

다. 문화·여가 인 라에는 다양한 문화공간, 생활체육시설 등의 조성과 지역 맞

춤형 문화컨설  기반 구축이 세부 과제로 포함된다. 문화향유기회 확 를 해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확   생활문화· 술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 세부 과제로 

제시되고 있고 문인력 견  교육 확 를 해 문화 술 문인력의 순회 방

문과 학생들의 문화 술 교육기회 확  등이 세부 과제로 제시되어 있다.

    * 농어  공공도서  건립: 243개(‘09) → 260(’13)

    * 농어  복합체육시설 확충: 28개(‘09) → 75(’14)

    * 농어  작은 도서  조성: 93개(‘09) → 1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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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  환경·경  개선

－흙, 물, 생명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환경과 녹색성장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해 (1) 경 개선활동 지원  경 리 강화를 한 제도

 기반을 확충하고, (2) 하수도 정비  폐기물 처리 지원, 친환경농업 확산 등

을 통한 환경오염 방지에 주력하며, (3) 바이오매스 이용시설 지원 확   환경

부하 감을 한 제도  기반을 구축해 녹색성장 기반 확충을 하는 것이 주요 

정책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어메니티 자원도 구축 비율(%): 53(‘09) → 100(’13)

    * 하수도 보 률(%): 45.7(‘07) → 71(’14)

    * 화학비료 사용량(kg/ha): 292('09) → 200('14)

    * 친환경농업지구(개): 992(‘09) → 1152(’14)

    * 가축분뇨 자원화율(%): 85(‘09) → 90(’14)

지역발  역량 강화

－농어 을 이끌어갈 인재 육성과 력  개발을 목표로 한다. 교육훈련 강화와 교

육 로그램 품질 제고를 통해 인 자원 육성, 컨설  기 에 한 인증제 도입 

 총 계획가 제도 운용 등을 통한 지역발  컨설  기반 강화, 지역발 의회 

운  유도  농어 개발 포털사이트 확충으로 지역개발 네트워크 구축, 도시민 

유치 활동 지원을 보다 확 하고 도시인재 농어  연결 시스템을 구축해 도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것 등이 주요 정책 과제이다.

    * 주민역량 강화를 한 교육 인원(천명): 26(‘09) → 60(’14)

    * 핵심리더 양성(명): 0(‘09) → 10,000(’14)

    * 체험마을 사무장(명): 465(‘09) → 1,000(’14) 

    * 도시민 농어  유치(명): 2,664(‘09) → 10,000(’14) 

 

다. 기본계획 실행 및 관리

제2차 기본계획에 따라 각 부처들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역시 지자

체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문제는 시·군은 앙정부와 시·도 계획에 의거,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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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되어 있어 여 히 하향식 추진체계를 보이고 있다는 이다.

시행계획에 한 평가 역시 검평가단을 구성해 부처가 제출한 서면 자료에 의한 

추진실  주로 구상되어 있다.

－추진실  검이 아닌 정책의 향이나 성과 평가에 한 개선에 한 구상이 

구체 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다만, 제2차 기본계획에서 새롭게 도입하고 있는 2  선진제도 운용을 해 모니터

링 지표를 개발하고 상시 인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으로 문기 에 

“농어  삶의질향상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사무국 확  개편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언 되어 있다.

－이에 한 구체 인 후속 작업이 필요한 상태이다.

5 농어촌 삶의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도전

삶의질향상특별법은 농어 문제를 범부처 인 차원에서 근하기 해 교육, 복지, 

지역개발, 복합산업 등의 역에 을 맞추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제1차 5

개년 기본계획 집행을 완료하 다.  

이 법률에 의거 제1차 5개년 기본계획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5년간 

다양한 정책 사업을 시행해 왔다. 과거에 비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진일보한 성

과도 포함하고 있으나, 여 히 남아있는 문제도 포함하고 있다.   

－주요 성과로는 (1) 농어 정책의 새로운 비 을 제시, (2) 농어 문제를 두고 범

부처 으로 통합  근의 계기 형성, (3) 생활인 라  복지·교육 여건의 개선, 

(4) 농어 의 2·3차 산업화 진  새로운 일자리 창출, 특히 다양한 지역의 가

능성과 성공사례 도출, (5) 지역역량 강화, 컨  마을 사무장을 465명 양산했

고 지역개발 컨설 업체를 124개소 육성하는 등의 큰 성과를 들 수 있다. 

－아직 남아있는 주요 과제로는 (1) 농어 인구의 정체, (2) 농어  2·3차 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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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화  일자리 더욱 증 , (3) 농어 의 정주체계를 고려한 지역개발, 

(4) 농어  특성을 반 한 교육  복지의 소 트웨어  정책 투입  서비스 

달체계의 개선, (5) 통합  정책으로서의 틀을 본격 가동할 수 있는 여건 정비

라고 할 수 있다.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그간 지속 으로 지 되어 온 개선 사항들을 고려하고 농어

을 둘러싼 여건 변화를 반 하 다.

－ 8  분야 31개 항목으로 구성된 농어  서비스 기  도입

－국가 정책이나 제도가 농어 에 불리한 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 에 고려할 수 

있는 농어  향 리 가이드라인 제도 도입 검토

－기존의 4  분야에서 7  분야로 정책 역 확

   * 특히 일자리 창출 등의 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정책 추진 방식에 있어 지역맞

춤형 략 등을 강조

   

시행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도입한 농어  서비스 기 과 같은 

선진  제도 도입의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도록 강력한 후속조치 마련이 요구된다. 

더불어 농어  삶의질 향상 책 반이 제 로 작동되고 정책의 성과가 주민들에게 

와 닿을 수 있도록 여 히 남아있는 미흡한 들을 개선해야 한다.  

2010년부터 실행되는 제2차 농어  삶의질 향상 기본계획을 통해 그간 지 된 문

제를 해소하고 농어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 성과를 가시화하기 해서는 여

러 가지 과제가 있다. 그 에서도 가장 시 한 것들을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제시

할 수 있다.

－첫째, 그야말로 선진 이고 획기 인 제도라고 할 수 있는 농어  서비스 기 이 

실에서 유용한 잣 로 활용되기 해서는 가 어떻게 모니터링을 할 것인지

에 한 체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특히 모니터링 결과에 해서는 과감한 인

센티 를 통해 부처  지자체의 참여를 진하여야 한다.

－둘째, 농어  문제에 한 범정부  근이라는 정책의 틀은 이상 이었으나 실

제 작동에 있어서는 그리 효과 이지 못하 다. 7  부문별로 책임 부처와 력 

부처를 두어 실질 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삶의질향상 원회가 강력한 조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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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발휘해야 한다.     

   * 일본의 정책군 제도, 국의 Rural Poofing 제도 등

－셋째, 계획제도 개편으로 상향식 의견 수렴을 제도화함으로써 지역의 참여를 실

질화해야 한다. 재와 같이 앙정부의 기존 사업 심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

으로는 농어 의 목소리를 반 하기 어렵고 농어  실에 부응하는 새로운 사

업도 반 하기 어렵다.

   * 계획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농어  지역이나 주민의 지지를 받기 해서 취해

져야 할 요한 조치

－넷째, 정책의 성과 평가를 강화해야 하며 그 핵심에는 일자리 유지  창출, 소

득증  등에 한 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어느 정도의 정책  투융자가 있었고 

그에 한 실 이 무엇이며 결과 으로 농어  주민의 삶의 질에 어떤 향이 

있었는지에 한 성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EU 등의 경우처럼 일자리 유지  창출을 정책의 핵심 성과지표로 리 

－다섯째, 이러한 모든 도  과제들에 효과 으로 응하기 해 재의 사무국 부

족하다. 계획-집행-성과 리를 상시  고유 기능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국 조

직을 강화하고, 삶의질향상 원회  사무국의 활동을 지원할 민간지원조직도 설

치 운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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