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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직업교육훈련의 중요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평균 수명이 대폭 연장되
었고 길어진 생애 기간 동안 몇 차례의 직업 전환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지식
과 기술의 진보에 맞추어 끊임없이 학습해야만 직업 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개인과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도 이러한 개인의 학습에서 도
출된다는 점은 더 이상 새로울 바 없는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직업교육훈련 체계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걸맞은 형
태를 적절하게 갖추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본 연구가 살펴보고자 했던 근본
적인 주제였다. 즉, 우리나라 직업교육훈련 체제에 대해 진단하고 개선 방향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애초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수행하는 직업교육과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하
는 직업훈련을 어떻게 하면 잘 연계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
였다. 그러나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 두 분야를 연계하는 것의 문제를 넘어서
서 직업교육훈련 체계가 원활히 구축, 운영되지 않는 원인을 밝히고 그에 대
한 대안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됨에 따라 본 연구의 범위를 확대
하게 되었다. 물론 직업교육훈련 체계의 문제는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을 연계
하는 환경 혹은 배경으로서 당초 연구대상 중의 하나이기도 했다. 그런데 그
환경 혹은 배경이 아예 연구의 주제가 되어 버린 것이다. 연구의 과정에서 직
업교육훈련 체계가 자체가 구축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직업교육훈련 체계가 잘 갖추어지기 위한 전제는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그
참여자들이 경제적 이익을 얻음으로써 직업교육훈련 시장이 구축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선은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사람과 기업에
게 각각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이때 국가의 역할은 직업교육훈련 시장에서
참여자가 경제적 보상을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직업교육훈련 체계의 인프라
를 마련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구도를 기본 인식틀로 삼고 직업교육
훈련 체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주요한 참여주체로 시민사회 공동체, 산업
계, 그리고 국가라는 삼자가 각각의 역할을 적절하게 소화하고 있는가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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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론 및 개선 방안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중심적인 교육기관은 전문대학,
일반대학, 특수대학 등의 정규 고등교육기관이어야 한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고등교육기관에서 평생직업학습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국가장학재단과 고용
보험의 재원으로 지원해야 한다.
둘째, 노동조합이나 직능별 협동조합 등 직업교육훈련의 수혜자가 직업교육
훈련 시장을 형성하는 데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책과 지원이 집중되
어야 한다. 국가직문능력 표준의 제정과 개정 사업과 자격의 제정과 개정 사
업에 바로 이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셋째, 고등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훈련의 교과는 산업계의 직능
협동조합 등의 주도로 만들어지는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기초로 삼아야 하며,
학교의 졸업 학력과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근거로 만들어진 자격 사이의 상호
호환체계를 국가가 지원하여야 한다.
넷째, 국가적, 지방적 차원에서 평생직업학습 지원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
한 법적 근거로서 「평생교육법」과 「인적자원기본법」을 통합 발전시킨 ‘평
생학습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
다섯째, 직업교육훈련 체계는 한편으로는 더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환경의 개선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직업교육훈련
체계의 개선방향 또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이 연구는 직업교육훈련의 현장에서 일하
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듣는 작업에 비중을 두었다. 현장에 문제가 있고 해결
책 역시 현장에 있다는 관점을 연구의 초반부터 견지하였기 때문이다.
서울대 한숭희 교수는 연구책임자로서 연구의 흐름에 대해 자문을 하며 연
구를 이끌었고, 서울대 임해규 초빙교수는 연구를 실무적으로 총괄하였으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미숙 선임연구위원은 선행연구 분석을, 공주대 박상옥
교수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이해영 선임전문원은 각각 핀란드와 독일의 사례
연구를 하였다. 서울대 박사과정의 박지선 연구조원과 서울대 석사과정 이효
선 연구조원은 인터뷰에 참여하고 자료 분석을 도왔다.
모쪼록 이 연구가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직업교육훈련정책에 참고가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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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라며, 이 연구를 지원해주신 교과부 장관과 김영철 평생교육국장, 조종
영 사무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장이 아니
며, 전적으로 연구자들의 입장이다.

2012년 12월

연구책임자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한숭희
총괄연구자 서울대 교육학과 초빙교수 임해규
외 공동연구자 일동

- 3 -

차 례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2
제3절 연구의 내용 ····························································································· 2
제4절 연구의 방법 ······························································································· 2
1. 연구의 진행 ································································································· 2
2. 심층 면담 ··································································································· 3
제5절 이론적 배경 ······························································································· 7
1. 학습경제론 ··································································································· 8
2. 학습사회론 ··································································································· 9
제2장 선행연구 검토 ······························································································· 11
제1절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개념과 정책 영역 ········································· 11
1.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개념 ······································································ 11
2. 직업교육훈련에 영향을 주는 환경 변화 ················································ 13
3. 직업교육훈련 정책 영역 ·········································································· 16
4. 소결 ············································································································· 23
제2절 직업교육훈련 관련 연구 경향 분석 ····················································· 25
1. 직업교육훈련 연구의 세 가지 정책 분야

·········································· 25

2.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 분석 ····································································· 26
3. 선행연구 분석 ························································································· 34
제3절 핵심 선행연구의 시사점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 58
1. 이정표 외,「평생 교육훈련제도의 발전 전략 :
국가 인적자원비전 2005」(2001) ···································· 58
2. 정태화 외,「직업훈련과 직업교육의 연계 활성화 방안」(2003) ········ 66
3. 한숭희 외,「미래사회의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체제 연구」(2006) ·· 71
4. 진미석 외,「미래전략적 국가 인적자원정책의 방향성과
주요의제 발굴 연구」(2007) ············································· 77
제3장 사례연구 : 유럽 직업교육훈련 체계 ·························································· 85

- 1 -

제1절 독일 ········································································································ 85
1. 사회체계 ····································································································· 85
2.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 92
3. 교육 체계 ································································································ 106
4. 직업교육훈련 체계 ················································································· 109
5. 시사점 ······································································································ 119
제2절 핀란드 ···································································································· 121
1. 사회체계 ··································································································· 120
2.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 127
3. 교육 체계 ································································································· 139
4. 직업교육훈련 체계 ·················································································· 144
5. 시사점 ······································································································ 153
제4장 평생직업학습 체계의 정책 환경에 관한 논의와 시사점 ···················· 155
제1절 경제적 환경에 관한 논의와 시사점 ··················································· 155
1. 저성장 구조 ···························································································· 155
2. 지구화와 개방화 ····················································································· 159
3. 독과점 구조의 심화 ··············································································· 163
4. 시사점 ······································································································ 164
제2절 정치적 환경에 관한 논의와 시사점 ··················································· 167
1. 권력 집중 ······························································································ 167
2. 미성숙한 정당제도 ················································································· 169
3. 시사점 ······································································································ 172
제3절 사회적 환경에 관한 논의와 시사점 ··················································· 174
1. 급격한 인구변화 ····················································································· 174
2. 사회적 양극화 ························································································· 176
3. 시민사회의 지체 ····················································································· 186
4. 시사점 ······································································································ 190
제5장 평생직업학습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 192
제1절 직업교육훈련의 역할과 개념의 변화 ················································· 192
1. 국가주도의 관점 ····················································································· 192
2. 수요자 중심의 관점 ··············································································· 195

- 2 -

3. 국가인적자원과 평생학습의 관점 ························································ 200
제2절 평생직업학습 체계의 현황 ·································································· 205
1. 평생직업학습 기관 현황 ········································································ 205
2. 고용지원 서비스 기관 현황 ·································································· 215
제3절 평생직업학습 체계의 문제점 ······························································ 216
1. 학습자의 학습권 신장의 측면 ······························································ 216
2. 기업 생산성 향상의 측면 ····································································· 225
제6장 평생직업학습 체계의 개선 방향 ······························································ 236
제1절 학습권을 보장하는 평생직업학습 체계 ············································· 236
1. 직업교육훈련을 평생직업학습으로 재개념화 ····································· 236
2. 평생직업학습은 직업교육훈련과 시민교육의 병행 ···························· 237
3. 고등교육기관이 평생직업학습 기관의 중심 ······································· 238
4. 학습 주체로서 시민사회의 공동체 역할 강화 ··································· 241
제2절 기업이 참여하는 현장지향적 평생직업학습 체계 ···························· 242
1. 산업계 참여의 직업교육훈련 생태계 구축 ·········································· 242
2. 기업과 직능단체의 생산현장을 직업교육훈련 공간으로 육성 ········· 243
3. 산업계가 주도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 제정 및 민간자격 활성화 ···· 244
제3절 국가교육정책의 틀을 바꾸는 평생직업학습 체계 ···························· 245
1. 자격 체계의 개선과 학력체계와 호환성 강화 ···································· 245
2. ‘평생학습지원법’ 제정을 통한 민-관-산-학 거버넌스 구축 ··········· 246
3. 평생직업학습에 대한 행정지원 체계의 통합성 확보 ························· 247
4. 평생직업학습 지원을 위한 재정의 확대 ············································· 248
5. 평생직업학습 지원 종합정보시스템 통합 ················································ 249
참고문헌 ·················································································································· 251

- 3 -

*

표 차례

<표 1-1> 심층면담 대상

································································································ 3

<표 1-2> 심층면담 질문 구조 ·························································································· 4
<표 1-3>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 자문위원단 ······························································ 6
<표 2-1>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개념의 차이 비교 ················································· 23
<표 2-2> 평생교육법과 근로자직업개발법의 특징 분석 ········································· 26
<표 2-3> 자격기본법과 국가기술자격법 특징 분석 ················································· 29
<표 2-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과 고용정책기본법 특징 분석 ···· 31
<표 2-5> 2008년 이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직업교육과 직업훈련관련 연구주제 분석 ··· 35
<표 2-6>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연계에 관한 선행연구 ········································· 40
<표 2-7>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연구 비교 ···························································· 40
<표 2-8> 국가자격체계(KQF) 관련 연구 비교 ························································ 43
<표 2-9> 직업진로정보망 구조 ····················································································· 46
<표 2-10> 외국 사례 검토를 위한 분석틀 ································································· 46
<표 2-11> 직업진로관련 정보망의 비교 분석 ··························································· 47
<표 2-12> 「진로와 직업」교과의 영역 및 내용 요소 ··········································· 49
<표 2-13> 정부 주도의 대학 진로지도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 ····························· 51
<표 2-14> 대학 내 진로·취업지도 관련 기관 유형 분포 ········································ 53
<표 2-15> 직업진로지도 선행연구 비교 ····································································· 57
<표 2-16> 평생 교육훈련 평가인정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 61
<표 2-17> 사회변화의 OLD패러다임과 NEW 패러다임 ······································· 78
<표 2-18> 생애단계·정책대상별 주요핵심정책 및 정책 우선순위 ························ 79
<표 3-1> 90년대 독일 거주민수, 경제활동가능자수, 취업자수, 임금노동자수 · 93
<표 3-2> 노동시장동향(연평균) ···················································································· 94
<표 3-3> 취업구조의 변화 ··························································································· 95
<표 3-4> 독일노동조합연맹 조합원수 변화 추이 (1950~94) ····························· 102
<표 3-5> 핀란드 사회보장보험 요율 조정폭 ························································· 133
<표 4-1> 우리경제의 세계화 현황 ············································································· 160
<표 4-2> 인력이동 현황 ······························································································· 161
<표 4-3>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추이 ··································································· 174
<표 4-4> 평균수명추이 ································································································· 175
<표 4-5> 경제성장률과 취업계수 추이 ····································································· 182
<표 4-6>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 ············································································ 182
<표 4-7> 노조조직률변화 ····························································································· 186
<표 4-8>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의 업종별 협동조합 현황(2012년) ············· 188
<표 5-1> 직업교육훈련규모와 구성의 변화 ··························································· 193

- 4 -

<표 5-2> 3~6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 중 기능사 양성실적 ······················· 195
<표 5-3> 직업기술훈련 정책의 변화 ········································································· 197
<표 5-4> 전문계고와 일반계고의 학교수 및 학생수 추이 ··································· 206
<표 5-5> 전문계 고교 졸업자의 진학률과 취업률의 변화 ··································· 207
<표 5-6>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학교수 및 학생수 변동 ··································· 209
<표 5-7> 교육부 예산 중 직업교육 유형별 구성비 ············································· 210
<표 5-8> 학교급별 연도별 취학률 변화 ··································································· 210
<표 5-9> 사내대학 관련 유사 제도간 비교 ····························································· 214
<표 5-10> 국가직무표준 개발 사업 내용 ································································· 229
<표 5-11> 등록 민간자격 관리운영기관 현황 ························································· 231
<표 5-12> 관계 부처별 민간자격 등록 현황 ··························································· 231
*

그림 차례

<그림 2-1> 직업교육훈련의 정책 관점, 정책 방향, 정책 분야 ····························· 25
<그림 2-2> 선행연구 분석 내용 ··················································································· 26
<그림 2-2> 선행연구 분석의 영역 ··············································································· 36
<그림 2-3> 진로교육 관련 정보 제공 사이트 ··························································· 44
<그림 2-4> 초·중등학교 진로교육 지원 체제 ···························································· 54
<그림 2-5> 대학에서의 진로지도 체제 ····································································· 55
<그림 2-6> Career Planning 1580 ··············································································· 56
<그림 3-1> 최근 3년간 독일의 취업자 수 및 사회보험의무 고용자 수 변화 추이 ····· 95
<그림 3-2> 최근 3년간 독일의 조업단축급여 수급 근로자 수 변화 추이 ······· 100
<그림 3-3> 독일의 이원적 직업훈련제도 ································································· 112
<그림 3-4> 독일의 이원적 직업훈련 담당 기구 ····················································· 117
<그림 3-5> 핀란드의 교육체계 ··················································································· 141
<그림 4-1> 국제결혼동향 ····························································································· 162
<그림 4-2> 고령화의 추이 및 전망 ··········································································· 176
<그림 4-3> 지니계수 변동추이 ················································································· 177
<그림 4-4> 양극화 추이(소득5분위 배율) ································································ 178
<그림 4-5> 각국 복지의 국민부담률 ········································································· 179
<그림 4-6> 범죄발생추이 ····························································································· 180
<그림 4-7> 국가별 사회복지 지출 수준 비교 ························································· 183
<그림 5-1>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념 ······································································· 228
<그림 6-1> 개방형 대학 평생교육 체제 모형 ························································· 239

- 5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직업교육훈련이 실시되는 현장의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현재의
직업교육훈련체제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상세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 현장의 시각에서 볼 때, 직업교육훈련은 여전히 낮은 단계의 기능교육훈련으
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이 기능교육훈련은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데도 별
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다양한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훈련은 직업현장과 유리되
어 있다.
❍ 직업고등교육기관인 전문대학의 직업교육훈련 기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반대학은 직업교육훈련이 대학의 주요한 기능이 아니며, 다만 취
업진로지도가 필요하다는 정도의 인식에 머물러 있다.
❍ 직업교육훈련은 사실상 시대환경의 변화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인적자원개발
등 더 포괄적인 용어와 혼용되면서 그 역할을 확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훈련은 여전히 1980년대 개발경제 시대의 용어와 개념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직업교육훈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장애가 되
고 있다.

❏ 또한 본 연구는 평생학습 체계의 일환으로서 직업교육훈련 체계의 개선 방안
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이 연구는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개념과 그 양자의 관계, 그리고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의 개념 및 그 양자의 관계를 조망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 개념을 재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직업교육훈련의 적절한 위상과 역할을 규정하고
자 하였다.
❍ 직업교육훈련의 외적 조건에 대한 탐구로서 오늘날 경제적 사회적 환경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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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따른 직업세계와 노동시장의 변화를 조망하였다.
❍ 마지막으로 지식기반사회에 걸맞은 직업교육훈련 체계 즉, 직업지향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향과 그에 따른 주요 정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제2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본 연구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 및 활용 방안은 아래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 직업교육훈련의 의미와 위상을 현실적 맥락에서 이해할 틀을 제공한다.
❍ 직업교육훈련의 방향과 그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조할 주요 근거를 제
공한다.
❍ 평생교육법을 비롯한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 개정에 참조할 현실적 자료를 제
공한다.

제3절 연구의 내용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다음의 여섯 가지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별 진
행 방식을 함께 표기하였다.
1. 직업교육훈련 개념의 재정립 : 면담과 문헌연구
2. 사례 연구 : 현장 조사
3. 사회적 경제적 환경, 그리고 직업세계의 변화 고찰 : 문헌연구
4. 직업교육훈련의 현황과 문제점 탐색 : 현장 인터뷰
5. 평생학습 지원 체계로서 직업교육훈련 체계 개선 방안 : 분석 및 정리
6. 정책 제언 : 분석, 종합

제4절 연구의 방법

1.

연구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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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우선 직업교육훈련 분야를 다루는 국, 내외 선행연구를 정책연구와
문헌연구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전자에 관해서는 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된 토픽
을 다루는 연구 전반을 살펴보되, 국가적 수준의 시스템을 제안하는 연구들을
별도로 상세히 살펴보았다. 문헌연구는 사회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변화와 관련
된 석학과 연구자들의 성과를 포괄적으로 살펴보면서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개선방안 도출에 전반적으로 활용하였다.
❍ 둘째로 본 연구는 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된 국내 주요 관련 기관들을 방문하여
각 기관의 학습자와 프로그램 공급자 측을 구분하여 1시간~ 3시간가량의 심
층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의 자료는 직업교육훈련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을 도출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였다.
❍ 셋째로 본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의식과 의견들을 전문가 협의
를 통해 검토하였다. 전문가 협의를 통해 연구자들의 논의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였고, 연구가 담아내야 할 개선방안의 방향이나 수위
등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 또한 참고하였다 .

2.

심층 면담

❏ 대상
❍ 본 연구에서 심층면담을 진행한 대상자들은 직업교육훈련의 주요 주체들로 아
래의 표와 같이 구성되었다.
<표 1-1> 심층면담 대상
구분

대상자

학습자

·
·
·
·
·

전문대 재학생
일반대 재학생
재직 근로자
자영업자
실업자

교사,
상담사,
평생교육사

·
·
·
·

마이스터고 교사
고용안정센터 직업상담사
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사
평생교육사

직업교육기관 운영자

· 노동복지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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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노동단체
기업
정부기관

직업전문학교
폴리텍
일반대학
전문대학
마이스터고등학교

· 한국노총
· 부천노총
· 대기업 경영진
· 중소기업 - 중소기업중앙회
· 교과부

❏ 질문 유형
❍ 본 연구에서 각 심층 면담 대상자들에게 제시한 질문은 대상자와 질문의 분야
별로 아래의 표와 같은 매트릭스로 구성하였다. 미리 준비된 질문을 위주로 진
행하면서 현장에서 면담자의 의견이나 연구진의 고려에 따라 추가적인 질문으
로 보충하였다.
<표 1-2> 면담 질문 구조

Ÿ
교육프로그램
적합성

Ÿ
Ÿ
Ÿ

Ÿ
Ÿ
교육훈련체계
적합성과 효
율성

공급자
(학교, 직업학교, 학원,
기업, 지자체, 정부)

학습자
(노동자, 실업자, 자영업자)

질문 영역

Ÿ
Ÿ
Ÿ
Ÿ

수강한(할) 직업훈련프로그램은 무
엇입니까?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프로그램 선택기준은 무엇인가요?
취업에 프로그램이 유익했습니까?

프로그램을 이수했는데 자격검정을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훈련지원금은
얼마입니까?
얼
마면 적절합니까?
자격이 취업에 유익합니까?
훈련수당은 적절합니까?
자영업자에게 어떤 훈련을 누가
실시합니까?
학교와 훈련기관 사이의 연계는
적절합니까?

- 4 -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학습자나 기업의 요구를 프로그램에
반영합니까?
기능 기술 과목외에 교양프로그램등
을 실시합니까?
국가직무표준은 왜 필요합니까? 언제
완료됩니까?

훈련지원금 지급의 수준과 방식이
적절합니까?
자격체제는 적절합니까?
노동부 교과부 등 정부부처의 위탁
훈련지원은 적절합니까?
취업률향상의 책임은 누구입니까?
학교와 훈련기관 사이의 연계는 적
절합니까?
프로그램 인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국가직무표준의 역할, 효용성은 무엇
입니까?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직업창출,
유지의
적절성

Ÿ
Ÿ
Ÿ
Ÿ

원하는 직종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
까?
유망한 직종은 무엇입니까?
(재직자의 경우) 기업의 양성훈련
은 어떻게 받습니까?
(재직자의 경우) 기업의 향상훈련
은 어떻게 받습니까?
(재직자의 경우) 직종협동조합 등
으로부터 훈련을 받습니까?
(자영업자의 경우) 어떻게 양성훈
련을 받습니까?
(자영업자의 경우) 어떻게 향상훈
련을 받습니까?
(자영업자의 경우) 직종협동조합이
나 협회 등으로부터 훈련을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고용
노동시장의
공정성

Ÿ
Ÿ
Ÿ
Ÿ

임금은 얼마입니까?
고용형태는 어떻습니까?
최저임금은 얼마가 적절합니까?
비정규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존을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노동조합의 바람직한 역할을 무엇
입니까?
우리나라 대기업의 고용행태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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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Ÿ
Ÿ
Ÿ
Ÿ
Ÿ
Ÿ

국가직무표준이 자격제도, 교육과정
의 기준이 될 것으로 봅니까?
프로그램의 선택, 조직과정에 산업계
의 요구가 반영됩니까? 그게 바람직
합니까?
학교와 훈련기관 사이의 연계는 적
절합니까?
유망산업은 무엇입니까?
신규유망산업은 무엇입니까?
사양산업은 무엇입니까?
유망산업으로 훈련업종 전환은 원활
합니까?
정부의 산업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
가하십니까?
새로운 산업으로 전직이 가능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합니까?
산업정책은 무엇입니까?
유망산업에 대한 훈련지원정책은 무
엇입니까?
사양산업 노동자를 위한 훈련지원정
책은 무엇입니까?
직업훈련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노동부, 교과부, 국방부, 지경부,
문광부 등 부처의 훈련지원사업 간의
연계는 무엇입니까?
국가자격, 민간자격, 학력이
어떻
게 연계됩니까?
자격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
까?
새로운 직종으로 전직훈련 체계는
무엇입니까?
직종협동조합, 협회 등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직종협동조합, 협회 등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습니까?
훈련생들이 취업하기에 임금은 적절
합니까?
고용형태는 적절합니까?
최저임금은 얼마가 적절합니까?
자영업을 적절하게 운영할 조건은 무
엇입니까?
비정규직이 꼭 필요한 경우는 무엇입
니까?
비정규직을 완화할 방안은 무엇입니
까?
최저임금은 얼마가 적절합니까?

Ÿ
Ÿ

Ÿ

Ÿ
Ÿ
Ÿ
Ÿ
기타 질문

Ÿ
Ÿ

Ÿ

떻습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노동
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자영업을 적절하게 운영할 조건은
무엇입니까? 진입규제가 필요합니
까?
어떤 직종에 취업 하고자 하십니
까?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정규직으로 취업한다면, 어떤 점
이 개선되면 좋겠습니까?
경제민주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취직을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
하십니까?
어떤 직종에 창업을 원하십니까?
창업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에서 취업이나 창업을 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면 좋겠습니까?
3D 업종에 구인난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그곳에 취업하지 않는 이
유는 무엇입니까? 취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
고 생각하십니까? (정부나 지자체
의 역할 등)
(중고령의 학습자에게) 외환위기
이후로 당신의 삶 혹은 직업에 어
떤 변화를 겪었습니까?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높일 방안은 무
엇입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생을 위한 방
안은 무엇입니까?
자영업을 적절하게 운영할 조건은 무
엇입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어떻다
고 생각하십니까?
중소기업의 활로는 무엇입니까?
경제민주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
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가 선순환
하기위한 조건과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취직을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
십니까?
어떤 직종에 창업을 원하십니까? 창
업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정부에서 취업이나 창업을 하는데 어
떤 도움을 주면 좋겠습니까?
3D 업종에 구인난이 심각하다고 하
는데, 그곳에 취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취업을 하도록 하기 위
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
십니까? (정부나 지자체의 역할

❏ 전문가 협의
❍ 전문가 협의는 연구의 전반부에 연구의 맥락을 확정하기 위해 한 차례, 연구
의 후반부에 중간 보고서에 관한 점검 차원에서 한 차례, 총 2회 진행하였다.
❍ 협의는 전문가 각각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진행하고, 개방적인 질문에 대해 자
문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표 1-3>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 자문위원단
성명

소속

노진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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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미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신일

전 교육인적자원부총리. 백석대학교

이종훈

국회의원

김영철

교육과학기술부

제5절 이론적 배경
❍ 직업교육훈련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되어
왔다. 직업교육훈련의 그러한 본질적 역할은 직업교육훈련에서 직업능력개발로
혹은 인적자원개발로 그 개념이 확대되어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 한편, 점차 교육서비스의 공급자인 국가나 교육훈련기관이 직업교육훈련을 일
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에서 학습자 혹은 훈련생의 요구와 선택을 중시하는 쪽
으로 그 방향이 이동하고 있다.
❍ 학습자의 이해와 요구를 더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패러다임
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교육에서 학습으로 전환이 그것이다. 그간에는 교육
을 중심으로 교육체계를 구축해왔다면, 이제는 학습자의 학습을 중심으로 그
지원체계를 짜는 것에 더 큰 관심을 두는 것이다.
❍ 교육주의는 교육을 통해 가르치는 내용인 교육과정이 전통적으로 사회적 합의
를 통해 확립된 진리라고 생각한다. 교육주의에서 바라보는 교육에 관한 대표
적인 두 개념은 ‘인류의 지적 유산으로서의 교과를 가르치는 일’과 ‘제도에 들
어 있는 정신적 요소를 내면화하도록 하는 일’이다(이홍우, 1990). 이 개념에
는 모두 교육이란 학습자에게 무언가 의미 있는 내용을 가르쳐 깨닫도록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 반면에 학습주의에서 교육은 학습자의 경험의 재구성에 도움이 될 경우에만
가치를 갖는다. 교육자에게 의미 있는 내용이 곧 학습자에게 의미 있는 내용은
아니다. 학습주의에서 교육의 목적은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사회적 구성으로서
진리를 학습자가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체득하도록 돕는 것이다(임해규,
2011: 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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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학습자 주도의 학습주의에서도 크게 두 가지 경향이 대립하기도 하고
상호보완하기도 한다. 그 하나는 학습경제론이고 다른 하나는 학습사회론이다.

1.

학습경제론

❍ 학습경제론은 학습자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학습을 강조하지만, 큰 흐름에서
보자면 국가경쟁력과 기업의 경쟁력을 우위에 둔다. OECD에서 주창하는 인적
자원개발론은 대표적인 학습경제론의 관점이다.
❍ OECD는 교육 서비스가 사유재로서 시장에서 잘 유통되도록 조정하는 것과
정부가 교육을 공적 영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본다. 또
한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현재와 미래의 주요한 과제로 제기했다. 오
늘날과 같은 지식자본주의 사회에서 교육은 가장 부가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사회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추적인 산업영역이다. 모든 산업 영역에서 지식은
가장 강력한 자본 그 자체이다. 지식자본주의에 와서 교육 서비스는 비로소 그
상품성을 완연하게 드러내게 되었다.
❍ OECD의 입장에서 볼 때, 학습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책무이며 사회는 그 실현
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만을 구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면 된다. 학습권은 사회
권으로서의 기본권이지만 그것이 실현되는 범위는 기초교육에 국한하며 고등
교육과 직업교육은 학습권이 보장되는 범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자
유로운 행위자 사이의 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원리가 작용하는 영역이다.
❍ 그러나 시장원리에 따른다는 것이 교육 서비스의 생산과 교육기관의 운영을
자유방임적으로 시장에 맡기자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데, 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노동과 여가에 도움이 되는 학습시스템을 잘
갖추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라고 본다. 이러한 학습 체제가 갖추어져야 사
회 전체적으로 잠재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효율적으로 기여한다(임해규,
2011: 100)
❍ OECD가 1996년에 제창한 ‘모든 이를 위한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 for
All)‘에서 정리한 평생학습 정책의 네 가지 핵심은 특히 평생직업학습의 관점
에 충실한 것으로서 지침이 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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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학습이 평생 동안 지속될 수 있는 기초능력과 지원토대의 강화: 학습이
초기교육 단계에서 정지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탄력을 받아 전 생애 동
안 지속될 수 있는 심리적 자기주도성과 유인가를 제공하는 정책. 주로 초기
교육(initial education)과 성인 학습(adult learning) 사이의 관계와 균형을 조
절.
- 둘째, 학습과 노동 사이의 연계 강화: 학습의 결과가 노동과정에 반영되는 한편
경제상황의 변화로 새로이 요구되는 지식이 즉시적으로 학습될 수 있는 전사
회적이고 전 생애적인 학습-노동 연동체계와 관련된 정책. 구체적 작업과정이
필요로 하는 즉시학습(on-time learning)과 함께 보다 폭넓은 일반기초학습
(general learning)의 균형을 설정하는 정책.
- 셋째, 평생학습과 관련된 파트너들의 역할과 책임을 제고: 전사회적으로 학습정
책과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정부 및 민간 파트너들 사이의 역할을 네트워킹하
며 공통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정책.
- 넷째, 평생학습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유인체계를 창출: 노동자들
의 경우 자신의 학습에 대한 심리적 유인가를 제공하고 그를 위한 시간과 재
원의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고용주들이 생산성 향상과 노동자 복지를 위해 학
습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

2.

학습사회론

❍ 학습사회론은 UNESCO의 민중교육론과 평생교육론의 전통을 계승한 관점이
다.
❍ 시민주도의 학습사회는 학교교육 체계를 허물고 시민 사회 속에 학습네트워크
를 구축하는 것, 학습자의 자유로운 연대에 의한 학습망을 구축하는 것이 학습
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본다. 또한 학습권은 비판적 성찰을 통
한 인문주의 학습을 중심으로 전 생애에 걸친, 인간적인 삶에 관계된 모든 학
습을 위한 기본권이며, 사회평등의 가장 유력한 기제이기도 하다(임해규,
2011: 99).
❍ 평생교육에 토대한 학습 사회는 학습을 개인적인 어떤 것, 즉 국가나 시장이
관리해서는 안 되는 사적 영역으로 되돌리는 것에서 시작한다. 학습은 개인의
사적영역, 즉 생활세계 안에서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부분이다. 평생학습의
아이디어는 교육의 총체적 소생과 성장을 위해 교육제도의 틀을 보다 유연화
하면서 그 안에서 소생하는 생명체의 자생성을 신뢰해보자는 의도에서 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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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요컨대, 사적 영역에서의 학습에 주목할 때 비로소 평생학습의 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습의 결과로 습득된 지식과 기술, 그리고
태도를 국가나 기업, 그리고 지역공동체는 공공재로서, 그리고 민간재로서 활
용한다. 따라서 그에 필요한 비용 지출로부터 결코 국가 혹은 기업이 자유로울
수는 없다(한숭희, 2009: 127).
❍ 포스트모던 사회는 관료제를 거쳐 이제 네트워크 원리에 맞는 사회조직의 개
발을 요청하고 있다. 네트워크형 조직 체제는 그동안 인간 사회가 거쳐 온 어
떠한 구성원리보다도 생명의 본질에 가까우면서 동시에 효과적으로 인간 조직
의 삶의 형식, 과정, 그리고 의미를 살려주는 형태의 조직원리라고 할 수 있다.
학습사회라는 개념은 바로 ‘자기 생식적 네트워크’로서의 사회가 학습에 의해
구성되어간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한숭희, 2005: 225).
❍ 학습사회론은 개개인의 직업적 삶 보다 공동체 유대를 통한 사회적 삶에 더
큰 가치를 두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개개인의 직업적 삶을 포함하지 않는 공동
체의 유대는 공허하다. 학습사회론도 직업적 삶과 공동체의 유대를 조화하는
데 관심을 모으고 있다.
❍ 그리고 학습경제론(인적자원개발론)과 학습사회론(평생학습론) 양자가 서로의
연구대상 및 활동영역에 있어서 각각의 영역이 분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은 적
절하지 않다. 학습경제론과 학습사회론은 전자가 시장을 강조하고 후자가 시민
사회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접근 방식의 차이가 있지만, 실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 두 입장이 상호보완적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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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개념과 정책 영역
이 절에서는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개념과 그 정책 영역에 대해 포괄적으
로 살펴본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직업교육훈련에 관련된 연구의 전반
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또한 본 연구의 문제의식을 가다듬고자 하였다.

1.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개념

❏ ‘직업교육훈련대사전’에서의 정의
❍ 직업교육: 직업과 관련된 인간 행동의 바람직한 변화를 추구하는 모든 교육
❍ 직업훈련: 직업교육 또는 특정한 기술 분야와 관련하여 반복하여 숙달시
키는 교육
❍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은 서로 구분되는 제한적 의미로 정의되고 있다. 양
자를 광의의 직업교육에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점차 두 개념의 구분 없이
직업교육훈련이라는 통합적 개념으로 통용되는 추세이다.

❏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에 관련된 법에서의 개념적 정의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정의)에서의 "직업교육훈련":「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학생과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
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정의)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
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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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 「기능대학법」 제2조(정의) 2항에서의 “교육․훈련": 학생 및 근로자 등
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직업교육훈련의 정의에 관한 조항이 있는 법은 위
3가지로 특별히 위 세 용어를 구별해서 사용하지는 않고 있다. 예시적으
로 법률분야에서 이들 용어의 용법을 확인하기 위해 국회도서관과 로앤
비 등에서 논문을 검토한 결과, 직업교육은 ‘법무가 양성을 위한 직업교
육’등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는 일반교육으로서 법학과 대조되는 ‘실
무’ 개념이 포함된 의미였다. 반면 직업훈련은 여러 직업 분야를 통틀어
사업장에서의 신체적 활동이라는 개념이 포함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 국제사회에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개념 정의
❍ 국제노동기구(ILO)의 직업훈련 권고: “직업훈련은 기술적 또는 직업적
기능과 지식을 습득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는 모든 훈련 방식을 말하며,
이것이 기업체 현장에서 실시되거나 학교에서 실시되는 것은 크게 문제
가 되지 않는다.”
❍ 세계은행의 직업교육훈련 정의: 역사적으로 기술획득의 기본적 수단이며,
여전히

개도국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전통적

도제제도

(traditional apprenticeship), 경력 근로자에게 현직에서 제공되는 규정된
(regulated) 도제제도, 관리 기술에 초점을 두고 훈련센터, 학교, 훈련 컨
설턴트의 서비스 판매를 통하여 실시되는 기업훈련, 광범위한 직업과 기
술 수준들의 진입에 필요한 기술을 공공기관 혹은 하위 부문 훈련제공
기관에서 제공하는 산업부문별 훈련, 프로젝트 관련 훈련, 많은 국가에서
직업교육훈련과 유사어로 사용되고 있는 직업 중등학교, 동일시설 내에
학문적인 것과 직업적인 것을 구분하여 제공하는 종합학교, 모든 학생에
게 일반 교육과정과 함께 직업 과정을 제공하는 것, 일반교육과정을 이론
과 실기 강좌로 결합하는 직업학교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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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교육에 관한 Evans & Herr(1978)의 전통적 논의를 살펴보면 직업교
육은 첫째, 직업에 관한 교양 교육적 기초능력을 길러 일상생활 특히, 의
식주 생활에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기술과 태도를 기르고, 여러 교과에
대한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둘째, 개인의 직업선택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
를 가져오며, 셋째,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기능을 한
다(주인중, 2000).
❍ 결론적으로 말하면, ‘직업훈련과 직업교육’,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직업
교육훈련’ 등의 용어는 엄밀한 구분 없이 혼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직업교육훈련에 영향을 주는 환경 변화

❏ 직업교육훈련에 주는 환경 변화
❍ 직업교육훈련은 외부 환경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는 동시에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UNESCO1)에서는 직
업교육훈련(TVET)과 관련된 중요한 사회적 변화를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인구학적 변화 추세, 노동 시장 변화, 기술 변화, 세계화, 지속가능한 발
전 문제, 그리고 평화와 안전보장 등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 인구학적 변화
- 출산율 감소, 기대수명 증가, 노령화는 세계 공통의 현상이 되었다.
- 지난 10년 동안 노동 연령 인구는 세계적으로 약 6억 명 가량 증가했
다.
⦁ 가장 큰 증가는 저개발국에서 2020년까지 거의 4억 6000만 명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러나 같은 기간 개발도상국에서의 노동 연령 인구는 약 1천 70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 UNESCO(2012). Transforming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Main working
document.의 내용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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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인구학적 변화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노동시장과 직업교육훈
련에 다양한 방법으로 영향을 주고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 선진국에서 노인 인구는 사회 보장 비용과 공공 재정에 대해 계속적으로
압박할 것이다.
⦁ 정부는 효과적인 입법을 시행하고, 계속적인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단
체 자금 마련을 위해 기업과 개인을 격려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
다.
❍ 노동시장의 변화
- 지난 10년간 높은 청년층 실업률은 지속되었고 세계 경제의 위기로 상
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이러한 환경 요인은 가까운 시일 내에 개선될 것
으로 보기 어렵다.
⦁ 2012년 국제노동기구의 세계 고용 추세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간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 통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6억 개의 생산성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급박한 도전에 직면에 있다.
- 정책 결정자들은 종종 기술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높은 청년층 실업
률과 학교에서 직장으로 이동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는다. 그러
나 나라마다 기술에 대한 수요와 공급으로부터 직면하는 문제는 다를 것
이다.
❍ 기술 변화
- 연속적인 기술 혁신으로 인해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는데 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더욱 짧아지고 있다.
- 이러한 빠른 기술 진전은 전문 지식과 기술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새로
이 출현하는 기술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진정한 실력을 갖춘 노동력에
대한 필요성을 의미한다.
❍ 포괄적인 세계화 추세
- 개별 국가의 부채와 통화 정책의 난맥, 높은 실업률 등의 경제적 난관은
지속적으로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 전 세계적 차원에서 경제 발전의 과정은 순탄치 않게 진행되고 있다.
- 세계화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한 국가의 능력을 결정하는 것은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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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따라서 이 기술개발의 중심 역할을 하는 직업교육훈련 정책은 경제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 세계화가 가져오는 빠른 기술 환경의 변화 속에서 직업교육훈련은 경
제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주요 도구로 그 비중을 점점 확대하였으며
, 새로운 노동 기회의 마련이라는 또 다른 이점을 제공해오고 있다.
❍ 교육 개혁
- 2011년 유네스코 세계교육 통계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중등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 중등학교의 입학이 증가함에 따라 중등 직업교육훈련도 정치적 선택에
따라 잠재적으로 확대되고 변화할 것이다.
- 세계 여러 국가에서 일반 교육과 직업 교육 사이의 경계가 약화되면서,
학문적 교육 프로그램과 직업적 훈련 프로그램의 전통적인 이분법이 사
라지고 양자를 혼합한 새로운 형태의 교육이 나타나고 있다.
- 고등교육과 노동시장 사이의 접점이 점점 넓어지고 그 관계가 더욱 밀접
해 지고 있다.
⦁ 고등교육 안에서 기존의 학문 중심 프로그램과 노동 시장의 요구라는
양자 사이의 연결고리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즉 고등교육이 직업교육훈련
화하고 있다.
❍ 지속가능한 발전의 문제
- 자원, 환경, 기후 문제가 에너지 소비와 배출 중심의 경제에서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생산과 서비스로의 이행을 요구한다.
⦁ 녹색성장은 새로운 기술과 함께 새로운 산업과 직업을 출현시킨 동시
에 기술 변화, 신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 직업교육훈련은 모든 청년층 및 성인층이 지속가능한 발전 문제에 관해
학습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마련하여 변화하는 경제적 사회적 요구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평화와 안보 문제
- 평화와 안보 문제는 여러 면에서 직업교육훈련 정책과 교차하고 있으며
정책 분야에서 점차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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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교육훈련은 사회 통합, 사회적 결속 등에 기여하여 갈등을 방지
하는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 이상에서 제기한 일곱 가지 사회적, 세계적 변화 추세는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다양한 맥락에 걸쳐 새로운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
한 변화 추세에 초점을 맞추어 직업교육훈련 정책은 통합적이고 전체적
인 접근을 통해 발전해야 할 것이다.

3.

직업교육훈련 정책 영역

가. 직업교육훈련 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측면 혹은 관점

❏ 경제성 측면
❍ 경제성은 직업교육훈련이 노동시장에서 학습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지원
하는지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를 평가하고 기술에 대한 노동 시장 수요를
맞출 수 있는지를 평가 분석하는데 사용된다.
❍ 직업교육훈련이 경제적 목적에 부합하는지의 타당성 검증에 필요하다.

❏ 형평성 측면
❍ 직업교육훈련은 남녀노소, 계층, 인종, 연령, 장애 여부, 기타 사회적인
요인에 상관없이 모든 학습자들에게 접근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 직업교육훈련 분야 접근 기회에 있어서는 여전히 상당한 불평등이 지속
되고 있다.
❍ 여성들, 특히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여성들과 소수자들 및 장애자
들은 종종 다른 이들보다 직업교육훈련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다.
❍ 형평성 측면의 주요 이슈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안에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구조화된 프로그램이든 아니든, 노동시장에서든 일상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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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든, 접근성과 포괄성의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 지속 가능성의 측면
❍ 지속 가능한 발전의 측면에서 직업교육훈련 정책과 시스템을 분석해야
한다.
❍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현재의 접근이 미래 노동 시장과 세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가, 직업교육훈련이 녹색성장과 지속 가능한 경제, 사회의
발전과 혁신을 가장 잘 지원하는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 각각의 측면 혹은 관점은 직업교육훈련의 형성, 적응 그리고 개혁에 중
요한 초점을 제공한다.
❍ 각 관점은 국가적 선택, 지역적 상황, 문화, 가치에 따라 서로 다른 중요
성을 갖는다.
❍ 이들 세 측면 혹은 관점은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상호 결합될 필요
가 있다.
❍ 정책 결정자와 수혜자가 세 가지 관점 중 어느 하나를 채택하고 강조점
을 두는가의 문제는 특정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해져야 한다.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정책 논쟁이 벌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 역사적으로 경제성, 형평성 문제가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었지만 변화의
관점이 새로 추가됨으로써, 직업교육훈련 정책을 선택하는 데 다양성을
제공하고 보다 포괄적인 분석과 이해를 가능케 하고 있다.

나. 직업교육훈련 정책 방향
직업교육훈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고려해야 할 10가지 정책방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직업교육훈련의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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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버넌스 구축은 시스템 수준에서 성공적인 직업교육훈련 개혁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노동 시장과 관련 있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위해 각국 정부들은 그들의 역할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입법과 재정확보
를 통해 직업교육훈련 개혁을 조정하는 촉진자가 되었다.
❍ 직업교육훈련 체제의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 직업교육훈련을 국가발전 전략의 하나로 채택
- 관련 주체들간의 파트너쉽 강화
- 탈중앙집권화
- 자격인증의 도입과 개혁
- 품질 보증 과정 개발
- 정책 프레임과 시행 전략 연결

❏ 수요자 중심(Demand-driven) 직업교육훈련
❍ 경제적 관점에서 지식과 기술 분야에서 수요․공급을 일치시키고 또 더 나
은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은 직업교육훈련의 주요 과제이다.
-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공 부문 직업교육훈련은 거의 공급 중심으로 운영
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공급자 중심을 극복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 많은 국가에서 자격에 기초한 교육과정 개혁을 채택해왔다.
⦁ 자격에 기초한 훈련은 학습자들이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 이전과 달리 자격에 기초한 교육과정의 특징은 노동 현장에서 필요한 기
술에 따라 개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격은 산업분야별 기구들이나 산
업기술협의체들의 협력 안에서 만들어진다.
- 국제적으로 수요자들은 특정 영역에서 개선된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
술의 핵심 측면을 확인하는데 협력하기 시작했다.
❍ 기술 수요 중심의 직업교육훈련을 지향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
- 사람들이 노동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강화
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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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수급의 불균형을 가져오는 기술을 감소시키는 정책
- 공식, 비공식 부문에서 복잡한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배적 기술을
확인하고 예측하는 정책
- 노동시장 전역에 걸쳐 기술 수급 사이의 연결고리를 개선하는 개혁을 지
원하는 정책

❏ 직업교육훈련의 사회적 목표
❍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데 있어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사회적 목표
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다. 사회적 목표는 관련된 정책 토론의 중요한 주
제이며 1999년 제2차 서울직업교육훈련 국제회의 이후 직업교육훈련분
야의 개선에 등장한 중요한 개혁의 수단이다.
❍ 사회적 목표를 고려한 정책의 방향은 첫째, 지역적 맥락과 전략 안에서
직업교육훈련의 중요한 사회적 목표를 확인하는 것이고, 둘째, 직업교육
훈련 방법이 사회적 통합, 사회적 결속, 복지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도록 하는 것이며, 셋째, 지역 문화를 존중하고 성장시키면서 지역적, 세
계적 변화에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 포용적 직업교육훈련
❍ 직업교육훈련은 여러 형태의 불이익에 대응하고, 노동 시장과 고등 교육
의 진입에 대한 장애물을 극복하게 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성공하
려면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에 존재하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이
되어야 한다. 관련 정책들은 직업교육훈련에 접근하는 개인 학습자들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파악하고, 접근 기회에서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
❍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의 방향
- 직업교육훈련에서 배제된 집단을 확인하고 어떤 정책 접근이 그들에게
가장 효과적인지 파악하는 것
- 소외 집단에 속한 이들에게 취업에 있어서 개선된 상황을 제공하는 것
- 작업장 훈련을 개선하고 포용적인 작업장을 개발하기 위해 고용주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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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하는 것
-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관련주체들의 상호 협력적 접근 보장

❏ 학습자의 역량강화
❍ 직업교육훈련 제공자는 다양한 학습자의 요구에 관심을 갖고 이를 충족
시키기 위해 정책을 채택하고 개혁해야 한다. 이것은 직업교육훈련이 구
체적이고 지역적인 측면과 광범위하고 전략적인 정책 영역의 측면 사이
를 역동적으로 결합시켜야 할 필가 있다.
❍ 직업교육훈련을 통한 노동시장에의 참여 지원 정책의 방향
- 정보제공과 진로지도 및 직업상담 서비스의 제공
- 직업교육훈련 제공
- 학습자의 다양한 조건을 고려한 보다 유연한 학습 기회 개발
- 학습에 참여하여 직업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이에게 인센티브 제공

❏ 직업교육훈련의 현대화
❍ 학습자의 성취와 기회를 형성하는데 직업교육훈련 제공자들의 중요성이
제기되면서 직업교육훈련 제공의 개발과 개혁은 지난 10년간 많은 주목
을 받아왔다. 노동 시장에서의 학습의 질과 그 결과는 직업교육훈련에 대
한 이미지와 유용성을 개선하는데 중요하다.
❍ 현대화를 위한 정책의 방향
- 제도 수준의 개혁에 있어 어떤 정책이 가장 적절한지를 결정하거나 가장
좋은 직업교육훈련 시설 관리를 개발하는 방법을 결정
- 교사들의 전문적인 기여를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 개발
- 다른 분야의 학습과 훈련의 구분하지 않고 결합하여 활용하려는 여지 제
공
- 경향에 맞춰 고등교육의 역할을 정의하고 직업교육훈련과 고등교육 사이
의 적절한 연결고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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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된 작업 기반(work-based) 학습
❍ 작업장은 성인이 학습하는데 가장 일반적이고 중요한 장소이다. 그러나
여러 분야 및 국가에서의 회사 내 훈련은 기껏해야 초보적인 수준에 불
과하다. 비공식 부문에서의 직업교육훈련은 다수의 근로자에게 기술과 노
동을 제공해줄 주요 통로이지만 종종 그 질이 낮고 정책적으로 많은 관
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 작업 기반 학습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
- 작업장에서의 직업교육훈련을 계속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 체계 구축
- 공식부문에서의 도제 제도 도입, 고도의 기술 작업장 지원
- 비공식 부문에서 학습자들이 보다 잘 준비하도록 하는 재교육실시와 기
존 교육훈련 접근방식 업그레이드
- 국가 직업교육훈련 제도에서 비공식 경제 부문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할
당제도 도입

❏ 직업교육훈련 교사와 전문 인력
❍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개혁이 교육훈련 교사와 전문 인력들에 대한 훈련
을 개선하도록 요구하지만, 이들에 대한 낮은 처우와 훈련 프로그램의 부
족이 주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대부분 국가에서 직업교육훈련 교사들
과 전문 인력들에 대한 계속적인 발전을 위한 노력은 부족하다.
❍ 교사와 전문 인력들의 학습, 기술, 경력 개발에 관련된 정책
- 교사들과 전문 인력들에게 적절한 자격 제공
- 신규 교사와 전문 인력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의 최적화
- 현직 교사와 전문 인력에 대한 계속전문교육 강화
- 평생 교육에 참여하고 투자하는 것을 막는 장애 요소 고려(단기적으로
교사들에 대한 보상정책이 고려될 수 있지만 변화 가능성의 관점을 활용
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 교사를 참여시키고 경력 개발과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개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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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교육훈련 내에서의 정보통신기술
❍ 정보통신기술의 빠른 변화는 프로그램 기획과 제공에 중대한 도전이다.
게다가 이에 대응하는 예산의 부족도 극복되어야 한다. 다양한 분야의 근
로자들이 그들의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초보적인 수준의 훈련과 안전하고 생산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기술
향상이 필요하지만 이 영역에서의 훈련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다. 제도
적인 수준에서의 정보통신기술에 필요한 계획적인 대응이 신속하게 요구
된다.
❍ 직업교육훈련 개발자와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정보통신기술 지원 정책의
방향
-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제공되는 기회의 최적화
- 계속적인 개발
- 장애요소 고려
- 일반 기술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 전문가 수준에서 작업자에게 필요한
기술 수요 충족
- 작업장 학습을 위한 정보통신술 활용
-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디지털 세계에서 소외된 이들을 돕기 위한 접근
기회 제공

❏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재정지원
❍ 1999년 서울 회의 이래로 직업교육훈련의 재정지원의 다양화 및 효율성
과 효과성이 재정 관리의 주요 관심사였다.
- 공공예산에 의한 비용지원과 직업교육훈련 수요자에 의한 비용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 현실적으로 이것은 경제적 상황과 정부의 우선순위 그리고 수요자에 대
한 인센티브 투자에서 예측되는 이익에 달려 있다.
- 직업교육훈련 투자의 일차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지만, 많은 국가에서의
중요한 잠재적 자금원은 ODA(공적 개발 원조)이다.
-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적, 효과적인 투자는 성공적인 장기적 정책 실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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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이다.
❍ 효율적, 효과적 투자를 강화하는 정책의 방향
- 제한된 자금원을 전략적으로 사용하기
- 국제적인 기부자 등 직업교육훈련 자금원을 최대한 유동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 마련하기
- 특정 맥락에서 자금 마련 메커니즘의 효율성, 효과성, 연관성, 설명 가능
성을 최적화하기

4.

소결

❏ 이 절에서는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개념 정의에 관한 국내․외적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용어 사용의 특징을 간단하게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2-1>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개념의 차이 비교
구분

직업교육

직업훈련

주요 대상

학령기

근로자

교육 단계

중등교육

취업관련

교육 내용

이론과 실기 병행

실기 중심

교육 기간

장기

단기

목적

양성

향상

주요 시기

1970부터 현재

1970부터 현재

학습 형태

형식적

형식, 비형식

주관부처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부

법령

초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자격기본법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국가기술자격법

❍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개념이 이원적 접근이 아닌 직업교육훈련으로 일원

- 23 -

화되어 사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 중등직업교육기관에서부터 기업의 근로자 직업훈련에 이르기까지 광범위
하게 적용되고 있다.
- 직업교육훈련은 대상에서 청년층과 성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 프로그램은 정규 교육기관에서부터 기업과 산업 부문에 이르기까지 다양
하게 제공되고 있다.
❍ 이렇게 폭넓게 사용되는 개념 때문에 직업교육훈련의 관리체계나 재정지
원 등의 시스템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 직업교육훈련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런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 인구학적 측면이나 노동시장의 변화, 세계화와 국제화, 기술의 변화, 녹
색성장과 평화와 안전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직업교육훈련도 사
회적으로 변화를 해야 하며, 이는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 직업교육훈련 정책의 관점, 분야, 방향
❍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간략하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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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직업교육훈련의 정책 관점, 정책 방향, 정책 분야

제2절. 직업교육훈련 관련 연구 경향 분석

1.

직업교육훈련 연구의 세 가지 정책 분야

❍ 선행 연구 분석을 위한 세 가지 정책 분야
가.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
나. 자격제도의 연계: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중심으로
다. 직업진로지도 연계
❍ 그런데 우리나라의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에 대한 개념적 이원화에서 보듯
이 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과 정책들도 이런 틀을 크게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민간자격·국가자격과 국
가기술자격, 그리고 직업지도와 진로지도가 법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교육
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이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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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선행연구 분석 내용

2.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 분석

❍ 먼저 세 개의 분야에서의 연계를 위한 법적 기반을 분석하였다. <표
2-2>는 평생교육법과 근로자직업개발법의 특징을 분석한 것이고, <표
2-3>은 자격기본법과 국가기술자격법의 특징을 분석한 것이며, <표2-4>
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과 고용정책기본법의 특징
을 분석한 것이다.
❍ 각 법들에 대한 비교 대조표에서 보면, 각 분야별로 서로 다른 법과 조
직 구조를 갖고 각 분야의 정책이 집행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법적 이원화가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가.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주요 기관 등에 관한 법적 근거
<표 2-2> 평생교육법과 근로자직업개발법의 특징 분석
구분

평생교육법

제정
년도

[시행 2000.3.1.]
[법률 제6003호, 1999.8.31, 전부개정]
사회교육법([시행 1983.7.1.]
[법률 제3648호, 1982.12.31, 제정])에
서 제명 변경

제명

◇개정이유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 2005.7.1.]
[법률 제7298호, 2004.12.31, 전부개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 1999.1.1.]
[법률 제5474호, 1997.12.24, 제정])에서
제명 변경

…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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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의 진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및 교육기본법
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사회교육법
의 제명을 평생교육법으로 변경하고,
평생교육의 이수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도
록 한 교육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사
내대학·원격대학 등 학교교육과 동
일한 학력이 인정되는 새로운 형태
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변경
이유

가. 이 법의 제명을 사회교육법에
서 평생교육법으로 변경함(법 제명).
나. 종전의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
회교육전문요원을 평생교육사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종전의 사회교육전
문요원은 교육과정의 편성·진행과
교육효과의 분석·평가업무만을 담당
하도록 하였으나 평생교육사는 동
업무외에 교수업무도 수행할 수 있
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함(법 제17조).
다.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장의 경영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당
해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을 대상으
로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
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
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함(법 제21조).
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평생
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
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
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법 제2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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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와 평생학습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체계적
인 능력개발이 요구됨에 따라 사업주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뿐만 아니라 근로
자의 자율적 능력개발 등 다양한 직업능
력개발사업을 지원하여 산업현장의 요구
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사참여형 직업능력개발체제 구
축 등(법 제5조 및 제20조)
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을 수립하는 경우에 사용자단체 및 근로
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사업
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대하여는 우대
지원하기로 하는 등 노사참여형 직업능
력개발체제를 구축함.
나. 근로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법
제16조)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
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근로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수당 등을
지원받는 경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근로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신설함.
다.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대한 우대
지원(법 제20조 및 제22조)
사업주·노사단체 등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대하여
는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법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고자 하
는 자는 당해 훈련시설을 운영할 수 있
는 인력·시설 등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의

법의
취지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평생교육에 관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정을 받도록 함.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의 생애에 걸
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지원하고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
행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촉진·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
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경제의 발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31>

관련
부처

교육과학기술부(평생학습정책과)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

용어
정의

평생교육, 평생교육기관, 문자해득교
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사업, 직
업능력개발훈련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
지정직업훈련시설), 근로자, 기능대학

적용
대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근로자, 국가 및 사업주

재원

-

법령
구성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관련
법

헌법, 교육기본법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공익법
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총칙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
평생교육진흥원 등
평생교육사
평생교육기관
문자해득교육
평생학습 결과의 관리·인정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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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기금(제11조의3)
제1장 총칙 <개정 2008.12.31>
제2장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개정 2010.5.31>
제3장 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지
원등 <개정 2010.5.31>
제4장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개정 2010.5.31.>
제5장 기능대학
<신설 2010.5.31>
제6장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평가 및 부정
행위의 제재 등
<개정 2008.12.31, 2010.5.31>
제7장 보칙 및 벌칙
<신설 2010.5.31>
고용정책기본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기초생활보장법, 사립학교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숙련기술장
려법

나. 자격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
<표 2-3> 자격기본법과 국가기술자격법 특징 분석
구분
제정
년도

평생교육법
[시행 2000.3.1] [법률 제6003호,
1999.8.31, 전부개정]
사회교육법([시행 1983.7.1] [법률
제3648호, 1982.12.31, 제정])에서 제
명 변경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
2005.7.1]
[법률
제7298호,
2004.12.31, 전부개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
1999.1.1]
[법률
제5474호,
1997.12.24, 제정])에서 제명 변경

평생교육의 진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및 교육기본법
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사회교육법
의 제명을 평생교육법으로 변경하
고, 평생교육의 이수를 그에 상응하
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
도록 한 교육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사내대학·원격대학 등 학교교육과
동일한 학력이 인정되는 새로운 형
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식경제와 평생학습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체계적
인 능력개발이 요구됨에 따라 사업주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뿐만 아니라 근로
자의 자율적 능력개발 등 다양한 직업능
력개발사업을 지원하여 산업현장의 요구
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주요골자
제명
변경
이유

가. 이 법의 제명을 사회교육법에
서 평생교육법으로 변경함(법 제명).
나. 종전의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
회교육전문요원을 평생교육사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종전의 사회교육
전문요원은 교육과정의 편성·진행과
교육효과의 분석·평가업무만을 담당
하도록 하였으나 평생교육사는 동
업무외에 교수업무도 수행할 수 있
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함(법 제17조).
다.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장의 경
영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당해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을 대상
으로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사내
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
영할 수 있도록 함(법 제21조).
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평
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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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주요내용

가. 노사참여형 직업능력개발체제 구
축 등(법 제5조 및 제20조)
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을 수립하는 경우에 사용자단체 및 근로
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사업
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대하여는 우대
지원하기로 하는 등 노사참여형 직업능
력개발체제를 구축함.
나. 근로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법
제16조)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
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근로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수당 등을
지원받는 경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근로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신설함.
다.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대한 우대

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
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법 제
22조).

지원(법 제20조 및 제22조)
사업주·노사단체 등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대하여
는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법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고자 하
는 자는 당해 훈련시설을 운영할 수 있
는 인력·시설 등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함.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지원하고 산
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 인력
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촉진·고용안
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경제의 발
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31>

법의
취지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평생교육에 관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부처

교육과학기술부(평생학습정책과)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

용어
정의

평생교육, 평생교육기관, 문자해득교
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사업, 직
업능력개발훈련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
지정직업훈련시설), 근로자, 기능대학

적용
대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근로자, 국가 및 사업주

재원

-

일반회계,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기금(제11조의3)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제1장 총칙 <개정 2008.12.31>
제2장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개정 2010.5.31>
제3장 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지
원등 <개정 2010.5.31>
제4장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개정 2010.5.31.>
제5장 기능대학
<신설 2010.5.31>
제6장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평가 및 부정

법령
구성

총칙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
평생교육진흥원 등
평생교육사
평생교육기관
문자해득교육
평생학습 결과의 관리·인정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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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제재 등
<개정 2008.12.31, 2010.5.31>
제7장 보칙 및 벌칙
<신설 2010.5.31>

관련
법

헌법, 교육기본법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공익법
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학원
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고용정책기본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
법, 기초생활보장법, 사립학교법, 학점인
정 등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숙련기
술장려법

다. 진로지도 직업 상담에 관한 법적 근거
<표 2-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과 고용정책기본법 특징 분석
구분

제정
년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03.9.1.]
[법률 제6878호, 2003.5.27. 일부개정]
산업교육진흥법[시행 1963.9.19] [법
률 제1403호, 1963.9.19. 제정]에서 제
명 변경
개정이유
정부의
국가혁신체제 구축을 위
한 산학연(産學硏) 협력 활성화 종합
대책 에 따라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출·공유·확산을 위한 국가혁신체제
의 구축을 위하여 산업체·학교 및 정
부출연연구소 간의 협력과 교류를 활
성화하는 데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
을 마련하려는 것임.

…
◇

『

』

제명
변경
이유

◇주요골자

가. 제명을 "산업교육진흥법"에서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
률"로 변경함.
나. 산업교육기관은 국가·지방자치
단체 및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
여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
신설).
다. 대학에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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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기본법

[시행
1994.7.1]
1993.12.27. 제정]

[법률

제4643호,

관장하는 조직으로서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도록 하되, 산학협력단은 법
인으로 함(법 제25조 신설).
라. 산학협력단에 단장 1인을 두되,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고, 당해
대학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그 소
관업무를 통할하도록 함(법 제28조 신
설).
마. 산업교육기관은 학과 또는 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물품의 제조·가공·수
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행하는 부
서를 둘 수 있도록 함(법 제36조 신
설).
바. 대학의 교지 안에 국가·지방자
치단체·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운영하는 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연구소의 시설·기자
재·인력 등은 대학과 공동으로 활용하
도록 함(법 제37조 신설).

법의
취지
(목적
)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
하고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을 촉진
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효율적인 연구
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산업발
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기술을 개
발·보급·확산·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
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7.12.21]

①

관련
조항

제3조(학생의 진로 지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개인의 소질
과 능력에 맞는 산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의 진로 지도에 관한 시
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학생의 진로 지도에
관한 시책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과
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②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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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
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국민 개개인
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
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
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
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4조(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국가
는
초·중등교육법 과
고등교육
법 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 등에 대
하여 장래 직업선택에 관하여 지도·조
언하고,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
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에 관한 정보
를 제공하며, 직업적성검사 등 직업지
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필요한 지
원을 하여야 한다.

」

「

」

「

제4조(진로 지도 시책)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학생
이 개인의 소질과 능력에 맞는 산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의 진로 지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별 진로상담실의 설치·운영과
학생의 진로 지도를 담당하는 교원(敎
員)의 배치·연수 등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진로 지도를 위하여 진로
지도 담당 교원과 관계 전문가·기관
및 단체 등이 협력할 사항
3. 학생의 진로 지도에 필요한 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진로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
개발 또는 제공하는 기관·단체의 육성
5. 그 밖에 학생의 진로 지도에 필요
한 사항
관련
부처

교육과학기술부(산학협력과)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과)

용어
정의

산업교육, 산업교육기관, 산업교원, 산
업자문, 연구기관, 산학연협력, 학연교
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자회사
(子會社)

근로자

적용
대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근로자, 사업주

제18조(실험·실습시설 설치비의 부담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에서 산업
교육을 위한 실험·실습에 필요한 시
설·설비를 확보·유지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한다.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
체가 부담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한다.[전문개정 2007.12.21]

①

②
재원

제19조(실험·실습시설 운영비의 부담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의 실험·
실습시설 운영 비용과 실험·실습에 필
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한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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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
체가 부담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한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산업교원의 현직 교육에 필요한 경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
서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③

법령
구성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
제2장 산업교육의 진흥
<개정 2007.12.21>
제3장 삭제 <2010.3.17>
제4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개정 2007.12.21>
제5장 산학연협력의 촉진
<신설 2003.5.27, 2011.7.25>
제6장 보칙 <개정 2007.12.21>

제1장 총칙
제2장 고용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제3장 고용정보 등의 수집·제공
제4장 직업능력개발
제5장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확보 지원
제6장 고용조정지원 및 고용안정대책
제7장 보칙

관련
법

교육기본법 제21조 (직업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교교
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고용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

선행 연구 분석

❏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에 관련된 연구의 최근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2008
년 이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수행한 연구물을 직업교육, 직업훈련,
그리고 직업교육훈련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 직업교육에 대한 연구의 특징
- 주로 정규교육단계별로 중등단계 특성화고등학교와 고등단계의 전문대학
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대상별로 소외계층에 초점을 두고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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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교육훈련을 통합적으로 다룬 연구는 국내연구보다는 국제기구나 외
국의 연구물에서 나타나고 있다.
-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에 대한 연구들이 서로 단절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이들 간의 연계에 대한 연구나 이들을 통합적으로 다룬 연구는 많지 않
다.
<표 2-5> 2008년 이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관련 연구 주제 분석
구분

주요 연구 대상

직업교육
(45건)

교수 학습방법, 평생직업교육, 직업교육 법제 정비 방
안 연구, 직업교육 혁신, 마이스터고 도입 기획단 운
영, 특성화 교육 정책, 직업교육 선도학교 육성, 교수
학습방법 우수사례 발굴 보급, 동북아 인재개발 협
력 강화를 위한 한 중 직업교육 비교 연구, 대안학교
의 직업교육 운영실태 분석 연구, 대학의 직업교육
평가, 직업교육기관 교원 역량 강화 방안: 전문계 고
등학교를 중심으로, 직업교육 선도학교 육성 관리 우
수사례, 마이스터고 심의위원회 및 인증시스템 운영,
고교단계직업교육 체제혁신지원사업, 진로와 직업 교
육과정 개정 연구, 장애학생의 진로 직업교육 활성화
를 위한 유관기관간 협력 방안, 고등직업교육을 위한
특수대학원 개선방안 연구, 전국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여구대회 우수사례, 직업교육혁신센터 운영,
전문계 고등학교 현황, 중학교 진로와 직업 교육과정
해설 연구 개발, 전국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연
구대회 우수사례, 마이스터고 교원 역량개발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기반 학습 사례집, 전국 고등학교 직업
교육 선진화 연구대회 우수사례

직업훈련
(18건)

직업훈련 전달체계, 실업자 직업훈련의 노동시장 성
과 연구, 교수-학습 탐색 연구, 기술인력 양성, 수형
자, 고용형태 다양화, 교정시설 수형자, 직업훈련분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제도, 서울시립직업전문학교 경
영평가, 직업훈련기관 인증제 연구, 직업훈련기중, 직
업훈련과 직장이동, 직업-훈련 분류 연계 연구, 통일
시대의 북한근로자 직업훈련, 실업자 직업훈련 성과
분석, 직업훈련기관 평가사업 분석

노동시장과 근로자
실업자
기술인력
수형자
북한근로자
훈련기관평가

직업교육
훈련
(26건)

신 아시아 구상 실현을 위한 對중앙아시아 직업교육
훈련 공적개발원조(ODA) 활성화 방안, G20 국가의
직업교육훈련제도, 취약계층, 아프리카 개발도상국가,
신 아시아 구상, 한국교육의 해외진출, UNESCO,

외국사례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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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정규교육단계별
중등단계(중학교,
고등학교)
- 고등단계(전문대학,
대학교, 특수대학원)

OECD

❍ 선행연구 분석도 앞에서와 같이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 통합에 관
한 연구,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 그리고 직업진로지도에 관한 연구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림 2-2> 선행연구 분석의 영역

가. 직업교육훈련 연계에 관한 선행 연구 분석

❏ 주인중 외(2000). <직업훈련과 직업교육의 상호 연계 방안 연구>
❍ 이 연구는 직업훈련과 직업교육 연계 활성화의 저해요소를 확인하고 양
분야의 기관간의 상호 연계를 위한 법적․ 제도적 여건 및 각 교육훈련기
관에서의 실시 여건을 조사하여 현행 직업교육훈련 체제에서 직업훈련과
직업교육의 효율적인 상호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기관의 연계를 저해하는 요소는 아래의 네 가지로
추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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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문제
⦁ 직업훈련에 관한 법령 중에서 교육과 훈련의 연계와 관련하여 내용을
제시한 법규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과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그리고 학점
인정에관한법률이다.
⦁ 직업훈련촉진법과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서는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이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본법, 산업교육진흥법,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교간 교원, 교과목
이수의 인정 등의 상호 협조만 제시되어 있을 뿐 직업훈련기관간 상호
연계와 협조 사항은 언급되고 있지 않다.
⦁ 직업훈련과 직업교육의 상호협력과 연계를 위해서는 각 법령에서 구체
적인 연계내용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목적과 특성의 차이
⦁ 직업교육기관과 직업훈련기관의 상호 연계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각각의 교육훈련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운영목적과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 직업교육기관과 직업훈련기관의 교과목표 및 방침은 실무 지식․기술을
갖춘 현장 전문인 양성에 있다.
⦁ 직업교육기관과 직업훈련기관의 교과목은 대체로 큰 차이가 없이 구성
되어 있으나, 교육과정은 이론과 실습의 비중 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나타
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 직업교육기관과 직업훈련기관의 주요 장비 보유 현황의 상대적 차이
⦁ 이론교과의 비중이 높은 기계공고나 전문대학은 실기교과의 비중이 높
은 직업훈련 기관에 비교하여 시설․장비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 교육훈련 시설․장비 측면에서는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아니라 투자
를 신속히 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다른 어떤 부분보다 우선하
여 상호보완적 교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교사의 문제
⦁ 양성과정과 자격기준을 비교해 볼 때 직업교육기관 교사는 이론적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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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우세하고, 직업훈련기관 교사는 현장 필요능력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다.
⦁ 자격 요건 상에서도 양 기관의 교원은 서로 다른 강점과 약점을 지니
고 있으며, 이는 상호 보완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 직업교육기관과 직업훈련 기관의 연계를 위한 세가지 구체적 제언
- 직업교육훈련의 상호 연계를 위한 기반 조성
⦁ 직업교육훈련기관간의 연계에 대한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홍보하고,
연계에 참여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제공
- 정부의 역할 및 지원 체계 정비
⦁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연계를 위한 실질적인 법률․제도의 정비
⦁ 연계를 위한 중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립
⦁ 지역단위 직업교육훈련센터 설치․운영
⦁ 연계과정의 실제적 운영을 위한 연계기관 이수학점 인정 및 모듈식 프
로그램의 개발
- 시설․장비(실습장 및 실습장비)의 공동 활용, 교원의 상호 교류

❏ 이정표 외(1998). <주요국의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 연계분석 연구>
❍ 이 연구는 OECD 국가들 중 최근에 국가적 수준에서 자격제도의 발전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5개국(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을 선정하여
각국의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연계 실태를 분석하고, 이러한 연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나 장치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우리나라 직업교육훈
련과 자격제도의 발전 방향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 주요국의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가 강하면 강할수록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
도의 연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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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직업교육훈련이나 자격제도에 대해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민간부
문을 촉진하고 지원할수록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연계 가능성은 높
다.
-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운영에 기업이나 기업단체의 참여도가 높으
면 높을수록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연계 가능성은 더욱 높다.
-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네트워크가 강하게 형성되면
될수록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연계 가능성은 높다.
- 직무수행능력 중심의 교육훈련 및 자격체계를 갖는 국가일수록 직업교육
훈련과 자격제도의 연계 가능성은 높다.
❍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연계 강화를 위한 일곱 가지 방안
-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 운영을 위한 부처 간 긴밀한 협력 체제 구
축
- 정부: 민간 직업 교육훈련기관이나 자격관리자가 직업교육훈련과 자격검
정 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 시장중심적 체제하에서 정부의 긍정적인
유인정책 실시
- 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에 적극 참
여하고 자격검정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
- 인력개발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별 혹은 지역별로
직업교육훈련기관과 기업은 물론 직업안정기관, 지방정부, 사업주단체 등
을 포함하는 네트워크를 형성
- 자격과 학점과의 연계 운영 방안 수립
- 기술변화에 부응한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과 자격검정 방
법 개선
-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교육훈련 성과를 측정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경로
나 방법을 마련하고 개인의 종전 경험이나 경력, 선행학습을 충분히 인정
해 줄 수 있는 평가 방식과 도구를 다양하게 개발

❏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선행 연구 비교 분석

❍ 이상에서 제시한 주인중과 이정표의 연구는 비록 10여 년 전의 연구이
며 제안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실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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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제시한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 방안을 수용하여 실행한다
면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표 2-6>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연계에 관한 선행연구
저자
(년도)

연구
제목

연구
배경

주인중
(200
1)

직업교육
기관과 직
업훈련기
관의 연계
방안

각 직업
교육훈련
기 관 의
특 성 을
활 용 한
연계 실
적의 저
조

이정표
(199
8)

주요국의
직업교육
훈련과 자
격제도 연
계 분석
연구

국 가 적
수 준 의
자격제도
저조

연계 대상

연구내용

특징

직업교육
기관과 직
업훈련기관
의 연계

연계 활성화의 저해요소
조사, 기관간의 상호 연계
를 위한 법적·제도적 여건
및 각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실시 여건 조사

인적·물적·정보 자원
의 공유로 활용을 극
대화함으로써 직업교
육훈련의 효율성 증
대, 학생들에게 다양
한 학습 선택의 기회
를 주어 유연한 직업
교육훈련을 통한 교
육훈련의 질 향상

직업교육훈
련과 자격
제도의 연
계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
의 연계에 대한 이론적 접
근을 통한 주요국의 직업
교육훈련제도의 특징 파
악, 자격제도의 기능, 직
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관련성 고찰

부처간 긴밀한 협력
체제 구축, 정부와 기
업의 적극적인 역할
의 중요성

.

나.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자격제도에 관한 선행 연구 분석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에 관한 연구
❍ 직업능력개발원에서 2002년에 처음 도입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2003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10여개의 과제를 하나의 사업으로 묶
어서 연구 사업을 수행하여 왔다.
<표 2-7>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연구 비교
연구자

연구제목

하위과제

조정윤 국가직무능력표준
(2002)
개발 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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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제목

하위과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사업(2003) ①국가직무능력표준 산업영역 분
류 시안(건설분야), ②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관리․운영 방안, ③국가
자격체계 관리․운영 방안, ④국가직무능력표준의 직업기초능력 운영
조정윤 국가직무능력표준
방안, ⑤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지침서, ⑥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
(2003)
개발사업(2003)
실내건축, ⑦국가직무능력표준 관련 외국사례(영국,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⑧국가직무능력표준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시안개발
(종합보고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사업(2004) ①종합보고서, ②국가직무능력
정택수 국가직무능력표준 표준 개발 지침서, ③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른 교육훈련과정 모형개
(2004)
개발사업(2004) 발, ④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을 위한 개발영역 분류 및 코드화 방
안: 건설분야를 사례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사업(2004) ①종합보고서, ②국가직무능력표
준 개발영역 분류, ③국가직무능력표준 인증체제 구축, ④국가직무
정택수 국가직무능력표준 능력표준에 의한 자격관리 방안, ⑤반도체소자, 설계 개발 생산 ⑥
(2005)
개발사업(2005)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의한 전문대학 교육과정 시범 개발, ⑦ 국가직
무능력표준에 의한 4년제 대학 교육과정 시범 개발, ⑧ 직무체계 시
안 개발: IT분야, ⑨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지침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사업(2006) ①국가직무능력표준 에 의한 대
학․대학원 교육 과정 시범 개발 ②국가직무능력표준시안; 디스플레
이 설계․개발․생산, ③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지침서, ④국가직무능력
표준에 의한 교육과정 시범운영: 결과보고서, ⑤국가직무능력표준에
의한 교육훈련과정 시범운영:연수 프로그램 및 성취도 평가 도구 개
발, ⑥국가자격체계 수준별 배치기준 연구(1), ⑦직무체계시안 개
김현수 국가직무능력표준
발:환경 분야, ⑧직무체계 시안 개발: 전기․전자분야, ⑨국가직무능력
(2006)
개발사업(2006)
표준에 의한 교육과정 시범 운영: 문항 개발 매뉴얼, ⑩국가직무능
력표준 시안: RF회로 설계․개발, ⑪국가직무능력표준에 의한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시범 개발, ⑫국가직무능력표준에 의한 자격 출
제기준 시범 개발, ⑬국가직무능력표준에 의한 교육과정 시범 운영:
교육과정 개발․적용 매뉴얼, ⑭국가직무능력표준에 의한 전문대학
교육과정 시범 개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사업(2007) ①기계분야 직무체계 시안 개발,
②건설분야 직무체계 시안 개발, ③경영.사무분야 직무체계 시안 개
발, ④반도체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과정 시범운영(대학교), ⑤
반도체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과정 시범운영(전문대학), ⑥반도
조정윤 국가직무능력표준 체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과정 시범운영(고등학교), ⑦국가직무
(2007)
개발사업(2007) 능력표준 관련 법령정비 방안 연구, ⑧자격기본법 개정에 따른 자격
관리.운영 계획 종합 연구, ⑨국가직무능력표준 제도 시행 방안 연
구, ⑩국가자격체제(KQF) 수준별 배치기준 및 제도시행 방안 연구
(Ⅱ), ⑪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
방안 연구
서준호

2008년

2008년도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자격체제 구축: (1-1)국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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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제목

하위과제
격체제(KQF) 구축과 운영, (1-2)국가직무능력표준에 의한 자격제
도(KVQ) 구축, (1-3)국가직무능력표준 적용 및 활용 연수, (1-4)
자격정보종합시스템 정보전략계획 수립, (1-5)자격관리·운영 기본
계획(Ⅱ), (1-6)직업기초능력 수준별 성취기준 개발, (1-7)국가직
무능력표준 효과성 연구, (1-8)선행학습경험의 자격 인정 방안, (1
-9) 민간자격 활성화 방안, (2-1)2008년도 국가직무능력표준 개
발 및 자격체제 구축: 섬유 및 의복분야 직무체계 개발, (2-2)화학
국가직무능력표준 분야 직무체계 개발, (2-3)재료분야 직무체계 개발, (2-4)금융·보
(2008)
개발사업
험·부동산분야 직무체계 개발, (2-5)식품가공 및 조리분야 직무체
계 개발, (2-6)건축설계, (2-7)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토목설계,
(2-8)조경, (2-9)지적 및 측량, (2-10)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인
증체제 구축, (2-11)2008년도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자격체제
구축: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기관 지원 및 관리, (3-1)교육훈련과
정개발 매뉴얼 구안, (3-2-1)교육훈련과정 개발 -조경분야 교육
과정 개발, (3-2-2)교육과정 개발(건축분야), (3-3)교육훈련기관
인정 및 평가체제 개발, 마이스터고 연계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2009년도 국가직무능력표준 및 국가자격체계 구축 사업: 1. 국가직
무능력표준 개발·인증 시스템 구축, 2. 문화·예술·디자인·방송 분야
직무체계 개발, 3. 농림·수산 분야 직무체계 개발, 4. 스포츠·관광·레
저 분야 직무체계 개발, 5. 교육훈련기관 교육과정개발 연수(전문계
2009년
김현수
고 및 전문대학), 6. 자격검정기관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활용
국가직무능력표준
(2009)
연수, 7.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의한 교육훈련과정 운영, 8. 자격정보
개발사업
종합시스템 구축, 9. 자격정책 포럼, 10. 자격 국제화 방안, 11. 직
업기초능력 교수학습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2009년 국가직무능력
표준(KSS) 인증 심사 및 운영, 2009년도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연수 및 컨설팅
2010년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활용: 1.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절차
정비, 2.해양분야 직무체계 개발, 3.운전·운송분야 직무체계 개발, 4.
2010년
주인중
보건·의료분야 직무체계 개발, 5.국가직무능력표준 수정·보완, 6.자
국가직무능력표준
(2010)
동차 정비분야 교육과정 개발, 7.국가직무능력표준에 의한 교육훈련
개발사업
과정 운영, 8.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활용 계획, 9.전문계고 직업
기초능력 연구학교 운영
2011년 자격제도 운영시스템 개선-3.조경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에
2011년
이동임
의한 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4.자동차 정비분야 국가직무능력
국가직무능력표준
(2011)
표준에 의한 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7.국가직무능력표준 적용
개발사업
및 활용 연수
2012년 자격제도 운영시스템 개선 사업: 1.국가직무능력표준- ①조
2012년
경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 시범운영 사업 성과분석,
조정윤
국가직무능력표준 ②자동차 정비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의한 교육과정 운영, ③201
(2012)
개발사업
2년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컨설팅(1), ④2
012년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컨설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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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제목

하위과제
⑤국가직무능력표준 제도 발전 방안, ⑥2012년 국가직무능력표준
적용 및 활용 연수, ⑦2012년 국가직무능력표준(안) 검토 및 인증
심의 지원

❏ 국가자격체계(Korean Qualification Framework: KQF)에 관한 연구
❍ 2003년 이래로 국가직무능력표준사업 내에서 한 개의 연구과제로 국가
자격체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표 2-8> 국가자격체계(KQF) 관련 연구 비교
연구자

연구제목

조정윤 국가자격체계관리운영
(2003)
방안
이동임
(2006)

국가자격체계수준별
배치 기준 연구( )

이동임
(2007)

국가자격체계(KQF)
수준별 배치기준 및
제도 시행 방안 연구
( )

이동임
(2008)

Ⅰ

Ⅱ

국가자격체계(KQF)
구축과 운영

이동임
(2009)

자격정책포럼

조정윤
(2010)

국가자격체계(KQF)
구축 방안

내 용
외국 국가자격체제 구축 사례 연구
❍ 자격체제에 대한 인식 및 의견조사
❍ 6수준의 자격체제(안)마련
❍ 노동시장 직무수준체계 조사
- 직무체계(skill or competency framework) 현황
- 직무체계 구분 기준
❍ 자격체제 수준체계(안) 구축
- 수준체계 구분기준 마련
- 수준체계 정의
❍ 자격체제 시행방안 마련
❍ 자격체제(안) 구축
- 자격체제의 수준과 영역 마련
- 자격체제의 수직적 수평적 연계 방안 마련
❍ 7수준의 자격체제(안)마련
❍ 자격체제 운영
- 활용 매뉴얼 개발 방안 마련
- 자격체제 질관리

․

❍ 자격체제(안)에 대한 포럼
- 자격체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 공감대 형성
❍ ‘10년 자격체제 수정(안) 도출
- 자격체제의 포괄 영역 재검토(교육훈련 및 자격)
- 국가직무능력표준 사업 관련한 직무체계 개발, 표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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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제목

내 용
자격구조안 개발시 적용 방안 원칙(안) 마련
❍ 8수준의 자격체제(안)마련

김미숙
(2011)

국가자격체제 구축

❍ 자격체제 구축과 실증
- 자격체제의 수준체계 기준 및 단위 설정을 통한 수직
적 연계
- 자격체제의 수평적 연계 기준 및 방법 제시
- 사례를 통한 이해 확산과 공감대 형성
❍ 자격체제 8수준 지표 제시

다. 직업진로지도에 관한 선행 연구 분석

❏ 교육과학기술부 진로교육종합계획(2010)
❍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진로교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국
가 수준의 통합 진로교육 정보망이 없다.
- 단발적 수요에 따라 공공 및 민간에서 진로교육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요자들 보다는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예, 커리어넷
(직능원), 청소년 워크넷(한고원), 한국직업정보 시스템(한고원))
- 진로교육 대상별, 서비스별 중복이나 부족 현상이 발생한다.
- 진로교육 관련 주요 정보 제공 영역: 학과정보, 학교정보, 입시정보, 직
업정보, 자격정보, 심리검사, 상담, 교수자료, 취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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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진로교육 관련 정보 제공 사이트

*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8.

❍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다양하게 생성되는 진로교육 관련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 및 접근성이 낮다.

❏ 진미석 외(1999). 진로정보센터 조직 및 운영방안 연구
❍ 목적: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개개인의 경력 개발을 지원할 수 있
는 종합적 직업진로 정보센터의 필요성에 부응한 직업진로 정보센터의
조직 및 운영 방안 제시
❍ 연구 방법: 관련 정보센터들을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사례 분석 및
국내 유사 기관들에 대한 실태 분석
❍ 연구 결과(조직 및 운영 계획안)
- 관련 집단의 진로개발에 대한 인식 전환 선행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이념의 강화
- 다양한 지역 서비스 센터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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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기관과의 정교한 연계체제 구축․운용
-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방안 마련
- 진로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의 설립
- 기관 차원의 협력․연계 필요 및 특화
- 수요자 중심의 관점의 정보센터 정보망 구축
- 직업진로정보센터의 역할 강화
❍ 직업진로 정보센터의 기능
- 국가의 진로개발 정책을 지원․개발할 수 있도록 요구조사나 외국 사례의
비교 분석 등을 통한 직업진로정책에 관한 연구의 기능
- 직업 및 진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가공 기능
- 구축된 DB를 활용하여 다양한 계층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개발 기능
- 개발된 정보나 프로그램을 전달할 수 있는 진로개발 관련 전문인력의 양
성 기능
- 수요자가 보다 쉽게 원하는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전달체제의 구축
및 운영 기능
<표 2-9> 직업진로정보망 구조
구분
고등학생

취업준비
청소년
학부모
여성
진로지도교사
/연구자
장애인
초기화면

내용
- 게시판/ 상담기관 안내 및 링크
- 나에게 맞는 직업은 (프로파일제시 및 해당직업사전링크)
- 직업사전/ 유망직업 100선/ 진학정보/ 직업교육훈련정보
- 자격정보/ 문과 이과 망설이세요
- 게시판/ 상담기관 안내 및 링크/ 나에게 맞는 직업은 (프로파일제시 및 해당
직업사전링크)/ 직업사전/ 유망직업 100선/ 대학졸업장 없이 가질 수 있는 유
망 직업/ 진학정보/ 직업교육훈련정보/ 자격정보
- 상담기관에 대한 안내/ 학부모의 진로지도의 요령: 텍스트화)
- 여성단체 링크/ 여성 직업의식 제고
- 진로지도 자료/ 자료실/ 관련기관 및 학회 소개/ 진로지도 전문가 뱅크/ 사례
보기/ 게시판/ 상담기록 정리
- 관련단체 링크
- 기관소개/ 공지사항/ 자기평가 검사/ 직업사전(DB)
- 유망직종(DB)/ 자격정보(DB)/ 교욱 및 훈련정보(DB)
- 상담신청/ 연결사이트/ 사이트 맵
- 금주의 유망 직종 안내/ 금주의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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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중학생

-

게시판/ 자기평가/ 직업선호도 검사
관리직 실업자/ 직업탐색/ 구인/구직
교육 및 훈련기회 링크
게시판/ 상담기관 안내 및 링크
나에게 맞는 직업은 (프로파일제시 및 해당직업사전링크)
직업사전/ 유망직업 100선/ 고등학교 안내

* 출처: 진미석(1999).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144

❍ <표 2-10>은 진로정보센터를 조직하고 운영하고 있는 대상국과 분석틀
에 대한 것이다. 각국의 사례에서는 진로지도에 관한 정책적 방향과 구체
적 방안, 직업진로정보에 관련된 국가적 차원의 중앙센터에 대한 검토,
관련 컴퓨터화된 진로정보망에 대한 검토, 직업진로정보의 전달체계에 대
한 검토, 시사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음.
<표 2-10> 외국 사례 검토를 위한 분석틀
진로개발지원
국가정책

미
국

영
국

독
일

21세기에 필요한
기술에 따른
학습요구/
평생학습을 위한
99년 보고서
Dearing 보고서
The Learning
Age
NGfL
연방노동부
청소년직업진로
지도
강화(100,000
jobs für Junge)

프
랑 Fauroux 보고서
스
일
생애학습진흥과
본

직업진로관련
컴퓨터
정보망

정보의 전달체계

지역서비스
센터

NOICC
CEW
AACC

ALX, CACG

One-stop
career 체계

Career
Service
Center/
Job Center

DfEE(Career
& Choices국)
NGfL

SCOTIA

CareerServices/
Employment
Service 체계

Career
Center/ Job
Center

연방노동청

Mach’s
richtig!

연방노동청지방
사무소연계체계

연방노동청
지방사무소

ONISEP
Centre INFFO
CIDJ

ONISEP
Homepage

CIO 전달체계

CID

마나비네트
어빌리티가든
넷

교육부-지방자
치단체
생애학습추진체
계
고용촉진센터연계

고용촉진센
터
생애학습센
터

진로개발관련
중앙센터

생애학습추진센
터
어빌리티가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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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 출처: 진미석(1999).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7

❍ 직업진로 관련 유관 사이트 7개의 특성과 시사점을 정리하면 <표
2-11>와 같다. 관련 사이트들은 기능에 따라 직업에 대한 정보, 취업알
선기관에 대한 정보, 진학기관에 대한 단순한 정보제공의 기능, 진로선택
이나 직업선택에 관련된 다양한 상담의 기능, 그리고 구인업체와 구직자
들을 연결하는 장을 만들어 주는 취업알선의 기능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표 2-11> 직업진로관련 정보망의 비교 분석
시사점

관련
정보망

사이트
주소

시행주
체

서비스
주대상

자체
생성정보

서비스
주내용/
차별화

워크넷

www.w
ork.go.k
r

노동부
중앙고
용
정보관
리소

전국민대
상/불특정
계층

취업관련
정보(구인
구직) 직
업정보/직
업사전

구직 및 구
인 등록 서
비스 제공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 직업정
보 제공

에듀넷

www.ed
unet.km
ec.net

교육학
술정보
원

교사, 학
생, 학부
모등 학
령기 학
생

진학기관

교육에 관련
된 포괄적
서비스 제공

포털서비스

유스넷

www.yo
uth.go.k
r

청소년
개발원

청소년/청
소년관련
지도자

청소년수
련기관

청소년에 관
련된 포괄적
정보 제공

청소년 대상의
특화

기존자료의
텍스트화

청소년/청
소년 관련
상담교사
등

상담케이
스의 축적

상담(다양한
상담방법안
내), 상담인
력을 위한
정보 및 자
료 제공

상담중심의 서
비스

진로관련정
보 빈약

여성이라는
특정계층으
로 한정 구
인-구직터
제공

타겟그룹을 특
정화시킴

기존의 자료
를 정리하여
제시하여 새
로운 정보의
빈약

진로지도에
관련된 매체
나 프로그램

진로지도 관련
교사들을 위한
자료와 정보 제

학생들이나
개인들에게
필요한 실제

청소년
상담원
home
page

www.ky
cire.kr

한국청
소년상
담원

일터넷

www.ilt
ernet.or
.kr

여성민
우회 일
하는 여
성의 집

여성

일하는 여
성의 집에
등록된 구
인
구직
정보 탑재

진로정
보센터

www.se
sri.re.
kr의 전

서울시
과학교육
연구원

진로지도
교사

진로교육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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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단점
불특정다수
를 대상/수요
자들은 사용
하기에 불편
함
정부차원의
정보망이므
로 개별기관
이나 주체가
운영하기 어
려움

로정보
센터

mywa
y

www.m
yway.or
.kr

진로상담
부
서울시
립 문래
청소년
회관

청 소 년
대상

-

의 탑재

공

적인 정보 미
약

청소년대상
의 진로진학
정보제공과
상담 제공

진로상담, 정
보 제공, 음악/
비디오 등 흥
밋거리 제공
등 다양한 정
보와 기능 제
공

다른 정보원
으로부터 정
보를 활용/새
로운 정보는
빈약

* 출처: 진미석(1999).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120~121

❍ <표 2-11>에 대한 분석
- 어떤 정보망도 진로지도라는 관점에서 즉, 진학, 고용, 훈련, 자격정보,
자기이해 정보 등을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는 정보망이 없다.
- 진로지도의 대상은 학생 뿐 아니라 전 연령층을 망라하여 이루어지는 것
인데 비해, 전연령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사이트가 없다.

❏ 노경란 외(2008). 직업진로지도의 현황과 발전 방향 연구
❍ 구성 (5가지)
- 진로부분의 개념적 논의
- 우리나라 진로부문의 실천적 현황(아동․청소년, 성인, 고령자, 특화 서비
스 요구자 등)
- 주요 선진국 사례 분석(미국, 영국, 독일, 일본)
- 우리나라 진로 부문의 과제 및 발전 방안
- 국가 진로지도 체계 구축 제언
❍ 아래 <표 2-12>는 「진로와 직업」교과의 7차 교육과정과 개정된 7차
교육과정의 영역 및 내용 요소를 비교한 것이다.
- 2007년에 개정된 「진로와 직업」은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 및 직업을
탐색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능력
을 갖게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 즉,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건실하고 교양있는 직
업인으로서의 능력을 함양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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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두고 있다.
- 이를 위해 교과 내용이 ① 나의 이해와 진로, ② 진로의 탐색, ③ 진로
의사결정, ④ 진로계획 및 준비 등의 4개 영역으로 재구성되었다.
- 이러한 목표 및 내용구성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진로와 직업」이
실업․가정 교과의 하나였던 6차 교육과정의 「진로와 직업」의 성격을 일
정 부분 유지한 것에서 탈피하여, 더욱 진로의사결정이나 진로계획에 무
게 중심을 둔 것이라 볼 수 있다(이지연, 최동선, 이혜숙. 2007).
<표 2-12> 「진로와 직업」교과의 영역 및 내용 요소
7차 교육과정에서의
영역 및 내용 요소

개정된 7차 교육과정
영역 및 내용 요소

1. 삶과 직업
- 행복한 삶
- 삶과 일
- 진로와 직업
2. 자기 이해
- 자기 이해와 진로
- 적성과 학업성취도
- 흥미, 성격 및 가치관
- 신체적 조건과 가정환경 및 사회환경
3. 변화하는 직업세계의 이해
- 산업구조의 변화와 직업의 분화
- 미래 산업사회와 직업세계의 면화
- 직업의 종류와 특성
- 직업의 선택과 준비
4. 합리적인 진로계획
- 진로계획의 중요성
- 진로 결정 요인
-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절차
- 자영업을 위한 진로선택과 요건
- 진로계획 세우기
5. 행복한 직업생활
- 직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 및 윤리
- 일과 성 역할
- 인간관계 기술
- 일과 가정 생활

1. 나의 이해와 진로
- 삶, 진로, 직업
- 자아 정체감 및 존중감의 의의 및 확
립
- 나의 특성 및 제반 여건의 이해
- 종합적인 나의 이해와 진로

2. 진로의 탐색
- 다양한 직업 세계의 이해
- 미래 사회와 직업 세계의 변화
- 계속교육을 위한 이해와 탐색
- 다양한 직업인 탐색
- 나에게 적합한 진로 탐색
3. 진로 의사결정
- 나의 진로 장벽 및 갈등의 진단과 해
결
- 합리적인 진로 의사 결정 과정 및 방
법의
이해
- 나의 희망 직업 선택
- 나의 희망 전공 계열과 과정 선택
4. 진로 계획 및 준비
- 진로 계획의 의의 및 수립
- 역할 모델의 의의 및 설정
- 진학 및 취업 준비
- 행복한 직업 생활을 위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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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학습과 직업
자료: 교육부(1997).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15. 교양』
교육인적자원부(2007). 고등학교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별책4)
* 출처: 노경란(2008). 한국고용정보원. p.38

❍ <표 2-13>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부의 대학 진로지도 지원사
업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노동부는 고용서비스 선진화 방안이나 청년고용대책을 토대로 대학의 취
업지원기능, 즉 대학 자체적인 진로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은 2006년에 시작하여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한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사업 전반에 걸쳐 재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 이러한 대학에서의 진로교육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은 이외에도 교육과학
기술부의 「여대생 특화 진로교육 개설 지원 사업」(2006~2008년), 여
성부의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 사업」(2003~2008년)도 있다.
- 이들 정부 부처에 의한 3개의 재정지원 사업만으로도 2008년도에
267.5억원을 지원하는 등 현재 대학에서의 진로교육 인프라 확충에 막대
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개별 대학으로 하여금 재학생을 위한 진로지도
서비스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표 2-13> 정부 주도의 대학 진로지도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
구분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여대생 특화 진로교육
과정 개설 지원 사업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 사업

추진
주체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부

목적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직업지도를 위
해 노력한 대학에 선별적
지원을 통해 청년실업해결
을 위한 대학의 자발적 노
력 강화를 유도함

추진
기간

2006~2008년

여대생의 조기
색을 유도하고,
식을 제고하여
의 경력개발 및
성화 도모

진로탐
직업의
여대생
취업활

2006~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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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여대생을 대상으로
직업설계,
직업능력개발,
직업체험 등 진로개발부터
취업지원까지 one-stop 커
리어개발 서비스를 제공함
으로써 고학력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 제고
2003~2008년

지원
학교

예산

주요
사업
내용

주요
성과

주요
문제점

⦁ 2006년 96개 대학
⦁ 2007년 171개 대학
⦁ 2008년 205개 대학

⦁ 2006년 8개 대학
⦁ 2007년 24개 대학
⦁ 2008년 40개 대학

⦁ 2003~2005년 5개 대학
⦁ 2006년부터 12개 대학

2006년 105억 원, 2007년
147억 원, 2008년 253억
원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한 직업진로지도 및 취
업지원 관련 사업 전반(직
업진로개발 프로그램 운
영, 취업활동지원 프로그
램, 사업인프라 구축 프로
그램)

2006년 1억 원, 2007
년 3억 원, 2008년 5
억 원

2008년 총 9.5억 원

여대생 특화 진로·직업
교육 관련 교양교육고
정 개설·운영 지원(학
점 이수 필수)

센터별로 여대생 커리어개
발 표준모델에 따라 학교
특성에 따른 여대생 경력개
발 프로그램 기획·운영

⦁
의
⦁
에
⦁
도

대학 내 취업지원부서
위상 및 전문성 제고
학생들의 취업률 증대
대한 기대 증가
대학 내 다양한 진로지
프로그램 운영

⦁ 대학이 자체적으로
진로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는 계기 마련
⦁ 참여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 및 사업확대의
필요성 공감

⦁대학 내 여대생커리어개
발센터의 자발적인 설치 및
대학의 매칭펀드 확대
⦁ 프로그램의 체계화·다양
화로 이용자 수의 꾸준한
증가

⦁ 민간업체에 대한 과중
한 의존
⦁ 진로·취업 관련 온라인
인프라 확충 미흡
⦁ 담당자의 업무 부담 증
가

⦁ 여대생 진로교육과
정 운영을 위한 기준모
델 개발 필요
⦁대학별 특성화 유도

⦁ 실질적 취업효과로 연계
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의 운영 필요
⦁ 일부 대학에 제한적인
지원·운영

자료: 최동선·이상준(2008). 대학생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진로교육 운영 모형. 최동선 외. 진로교육 정책의 성과와
추진방향(pp. 69~117).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출처: 노경란(2008). 한국고용정보원. p.45

❍ 대학생의 진로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진로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
인 기관으로 각 대학마다 설치된 취업 및 진로서비스 기관을 들 수 있다.
- 아래 표에서 보듯이 종합인력개발센터, 취업정보센터, 여대생커리어개발
센터, 학생생활상담연구소, 경력개발센터 등이 있다.
- 전문대학은 취업정보센터와 종합인력개발센터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하는 반면, 4년제 대학은 학생생활상담연구소와 취업정보센터가 가장 많
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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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대학내 진로·취업지도 관련 기관 유형 분포

(단위: 개교, %)

전문대학(N=108)

유형

4년제 대학(N=125)

학교 수

비율

학교 수

비율

종합인력개발센터

38

35.2

47

37.6

취업정보센터

52

48.1

59

47.2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3

2.8

22

17.6

학생생활상담연구소

25

23.1

77

61.6

경력개발센터

1

0.9

15

12.0

기타

26

24.1

31

24.8

전문대학(N=108)

유형

4년제 대학(N=125)

학교 수

비율

학교 수

비율

종합인력개발센터

38

35.2

47

37.6

취업정보센터

52

48.1

59

47.2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3

2.8

22

17.6

학생생활상담연구소

25

23.1

77

61.6

경력개발센터

1

0.9

15

12.0

기타

26

24.1

31

24.8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7). 진로교육지표조사
출처: 노경란(2008). 한국고용정보원. p.47

❍ <그림 2-4>는 초․중등학교의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체제를 나타낸 것이
다.
- 초․중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시스템은 교육과학기술부-시․도
교육청의 행정체제를 통한 지원체제와 노동부-고용지원센터로 연결되는
지원체제가 큰 축을 이루고 있다.
- 이러한 지원체제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정보센터와 한국고용정보
원은 진로교육과 관련한 프로그램 및 정보 개발, 교사연수,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이 외에도 보건복지가족부나 여성부 등의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하는 진
로교육 관련 사업이나 조직이 운영되고 있으나, 상대적인 비중이 낮은 편
이라

할

수

있다(이지연,․한상근,․최동선,

2005; 정철영,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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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임언,장홍근,윤형한,

<그림 2-4> 초·중등학교 진로교육 지원 체제

주: 임언·장홍근·윤형한(2005), 김차동(2008) 등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이다
* 출처: 노경란(2008). 한국고용정보원. p.27

❍ <그림 2-5>은 대학에서의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체제를 나타낸 것이다.
-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의 진로서비스 기관들은 교육과학기술부와 노동
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대학생 대상의 정보 및 프로그
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지식경제부, 여성부 등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많은 민간업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대학 내 진로지도 서비스 업무를 지원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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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대학에서의 진로지도 체제

주: 1) ―는 행정적인 관계를, →는 직접적인 지원을, ⋯>는 부분적인 지원을 의미함
2) 임언·장홍근·윤형한(2005), 72쪽의 그림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 출처: 노경란(2008). 한국고용정보원. p.48

❍ 아래 <그림 2-6>은 고용개발원에서 Super가 제시한 순환모형을 기초로
하여 장애인 진로개발 모형을 제시한 것인데(고용개발원, 2007), 원래 비
장애인의 모형을 차용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진
로개발 지원체계에 더 잘 맞아 역으로 이용하고자 차용하였다.

- 55 -

<그림 2-6> Career Planning 1580

* 출처: 노경란(2008). 한국고용정보원. p.247

❍ 시사점
- 초․중등학생기: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 내용 및 방법의 다양성 강화, 직
업진로지도 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편, 효과적인 직업진로지도 운영을 위
한 인프라 정비, 일선 현장에서의 진로지도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
링 실시
- 대학생기: 진로개발 서비스 지원 체제 강화, 인턴쉽 및 현장실습 프로그
램 운영 확대, 대학의 온라인 진로·취업지원 시스템 강화, 진로개발 담당
인력의 전문성 강화, 대학자율의 직업진로 지도 운영기준 마련
- 성인기 재직자: 재교육 프로그램이나 관련 분야로의 전직 유도 시스템
마련, 재직자 개인의 진로계획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도입,
전생애적 관점으로의 전환
- 성인기 실직자: 구직자에게 심층적인 진로서비스 제공, 개인 맞춤형 심
층 면접 및 프로파일링 도입, 고용지원 서비스와 직업훈련의 연계, 지역
고용파트너십 구축
- 고령기: 고령인구의 양적․질적 규모의 변화에 따른 정책 방향성 정립,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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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정책 개발의 능률적 통합과 조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의 재편, 고객 접
점 서비스 제공 기관의 기능 분담
- 청년 니트족의 진로개발: 정책 대상자 명확화, 관계 부처의 산발적 정책
프로그램 통합 및 기능의 재조정, 정규교육기관을 수료한 이후 청년층의
직업지도 및 취업 지원 전문기관 필요,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
력 네트워크 구축
- 경력단절 여성: 성에 따른 진로개발 특성 분석을 통한 지원, 경력단절
여성 내에서의 세분화, 직업체험 또는 직장체험의 기회 제공, 경력단절
여성의 진로개발 모형 개발
- 새터민: 새터민 대상 진로개발 지원 서비스 체제 필요, 단계별 프로그램
내용의 체계적 계열화, 전문가 양성
- 장애인: 장애의 특성 및 정도에 따른 정책의 다양화 및 특화, 전생애에
걸친 진로개발이라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장애인 진로개발 모형 제
시, 생애 단계별로 관련 부처에서 해야 할 역할 명료화, 서비스 수요자를
거점으로 확산하는 방식으로의 전환, 장애의 정도 및 종류에 따른 진출
가능 직종의 개발 수반, 취업 후 후속관리 시스템 정비

❏ 선행연구에 대한 비교 분석
❍ 아래 <표 2-15>은 위에서 살펴본 진미석(1999), 노경란(2008)의 직업
진로지도 선행연구에 대한 비교 분석이다. 두 연구의 연구내용이 다소 차
이가 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두 논문이 10년의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직업진로지도의 연계 방안을 수용하여 실행한다면 직업진로지도
의 연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표 2-15> 직업진로지도 선행연구 비교
저자
(년도)

연구
제목

연구
배경

진미석
(1999)

진로정보
센터 조직
및 운영방
안 연구

개인의 진로개발
을 위한 정보나
상담 프로그램 등
을 개발·보급하는

연계
대상

연구내용

진로 사
이트연계

개인의 경력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
적 직업진로 정보센
터의 필요성 강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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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선진국의
운영 사례
국내 유사
대한 실태

정보센터
분석 및
기관들에
분석, 직

국가적 단위의 구
심체가 없음

노경란
(2008)

직업진로
지 도 의
현 황 과
발전 방
향 연구

진로지도 영역의
체제와 실천에
대한 현황의 종
합적 정리·이해
의 필요성 제기

세대별
직업진
로지도
연계

업진로
정보센터의
조직 및 운영 방안
제시

업진로 정보센터의
기능과 조직 형태,
운영방안에 대한 5개
년 계획 제시

진로부문의
개념적
논의, 실천적 현황,
주요선진국 사례분석,
진로부문의 과제 및
발전 방안, 국가 진로
지도 체계 구축 제언

아동·청소년, 성인,
고령자, 특화 서비스
요구자 등 세분화 시
켜서 시사점 도출

제3절. 핵심 선행연구의 시사점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이상에서는 직업교육훈련 영역과 관련된 전반적 연구 추세들을 살펴보기 위
해 다양한 수위와 내용 영역을 다루고 있는 연구들을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연구 과정에서 주요하게 참고하고 고려했던 직업
교육과 직업훈련 제도에 관란 선행 연구 중에서 특히 국가 정책 수준에서
개선 방안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핵심 연구물 4편을 선정하여 그 주요 내
용을 개관하고, 각 연구들이 본 연구에 대해 제공하는 중요한 시사점 및 그
러한 시사점을 기반으로 본 연구가 기존 연구와의 비교에서 가져야 할 차별
성 및 진전된 지점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입장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이정표 외,

「평생 교육훈련제도의 발전 전략

:

국가 인적자원비전

」

2005

(2001)

❏ 연구의 기본 관점과 틀
❍ 이정표 외(2001)의 연구는 정부가 새롭게 도입했던 교육인적자원부총리
제 하에서 추진해 나갈 중장기 인적자원개발 기본 계획의 일환으로 ‘국가
인적 자원 비전 2005’를 수립하여 평생 교육훈련제도 발전 전략을 마련
하겠다는 목표아래에서 수행되었다. 이 선행연구는 지식기반사회로의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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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 변화 속에서 인적자원개발을 21세기 국가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삼
아야한다고 보고 있으며, 그 이론적, 실천적 기본 관점으로 평생교육의
패러다임을 채택하면서 평생교육이 기존과 같이 학위 취득이나 교양, 여
가에 관한 제도만이 아닌 전 생애에 통해 삶을 준비하고 직업생활을 유
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편적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을 주장한다. 또한
평생교육이 국가적 수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에 걸친 능력
개발의 청사진’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 향후 국가인적자원개발 전략으로서의 평생 교육훈련제도의 실현 방향은
연계화, 내실화, 지역화, 다양화이며, 이러한 방향 속에서 사회 구성원 누
구나 자신의 필요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질좋은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고 그 성과에 대한 평가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새로운 평생 교육훈련제도 구축의 목표로 제시된다.

❏ 연구가 제공하는 당시 관련 법규,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장단기 평생 교육훈련제도의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분석한 결과 각 정
책이 공통적을 추구한 지점들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성과
를 얻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를 극복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
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 연구 수행 당시까지 추진되었던 주요 평생 교육 관련 장단기 정책은
1996년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 교육개혁 방안, 그 후속 정책으로서
의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안, 한국교육 중장기 비전 시안, 교육부와 노
동부가 공동 마련한 직업교육훈련 기본 계획, 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3
개년 계획, 중기고용정책기본계획안 등이다.
❍ 추진 부처의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주요 정책들은 이하의 의제들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다: 학교진로지도 체계화 및 직업안정기관과의 연
계 강화, 평생학습·진로·고용정보 시스템 통합 구축, 민간 교육훈련산업의
육성, 공공 기업훈련기관의 체제 개선, 직업교육과 직업훈련기관간 연계,
학교 및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활성화, 직무 능력 표준 개발, 민간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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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활성화, 평생학습 평가인정제도의 활성화, 국가자격의 개선, 직업
능력인증제 실시, 교육구좌제 실시, 평생 교육훈련 관련 법제 정비, 중앙
및 지방의 평생교육 훈련 지원ㅊ제 구축, 평생교육훈련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등.
❍ 향후 정책 추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제안하였다.
⦁첫째, 평생 교육훈련제도 구축을 위한 뚜렷하고 일관된 장기 비전 제시,
이를 추진할 마스터플랜의 설정
⦁둘째, 평생 교육훈련 제도를 추진하는 주체간 연대 및 협력 필수
⦁셋째, 정부 정책의 장단기 발전 계획 수립 시 실천 가능하고 시급하요
구되는 과제를 우선 선정하여 구체적 실천 전략을 제시
⦁넷째, 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예산 확보를 우선순위화하고, 부
처, 제도, 기관, 시설간 연계를 통해 자원 및 역량을 집중화하여 정책을
추진
⦁다섯째,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관리 시스템을 확립하고 결과를 국민에
게 공개
⦁여섯째, 발전 계획 수립 및 추진 과정은 중앙 정부의 일방적 정책 행위
가 아닌 국민 합의, 이해집단간 이해와 협력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 실제 운영되는 평생 교육훈련 관련 법령과 제도의 현황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각각의 특징과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다.
- 연구 수행 당시 존재하던 평생 교육훈련에 관련된 60여 개의 법령들의
특징과 문제점은 아래와 같았다 .
⦁첫째, 당시의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 내용이 선언적인 성격이 강해 실
제 시행하는 데 충분한 지침이 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각종 법령상 규정된 심의회 운영이 모호하고 실질적 활동도 부족
한 상태로, 향후 국가 수준에서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기에 한계
가 있다.
⦁셋째, 각 법령 별로 주관 부처가 작성하는 기본 계획 상 세부 사항들이
상이하여 범정부적 정책 추진에 제약 요건으로 작용한다.
⦁넷째, 유사 분야의 관련 규정이 여러 법에서 중복적으로 규정되고 일부
는 내용의 수준과 범위가 상이하여 일관된 직업교육 훈련의 시행에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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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 있다.
- 연구 당시 운영 중인 학습·진로·고용정보망 및 관련 지원 서비스 현황의
주요 특징과 문제점은 학교와 고용시장간 정보 서비스 체계 미흡, 공공
및 민간 기관들 간의 교류와 연계 차단, 개인의 평생에 걸친 경력관리 지
원 체제 미비, 정보시스템간 연계 결여, 다섯째, 취업알선 및 직업상담을
위한 전문성 부족 등으로 꼽을 수 있다.
- 평생 교육훈련제도 운영 실태에서 나타난 특징과 문제점은 평생교육·직업
교육·직업훈련 운영 체계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점, 학교 및 대학의 평생
직업교육 기능이 미비하다는 점, 사내교육 활성화 지원 체계가 미비하다
는 점, 지역 단위 평생 교육훈련 시설 및 기관 간 연계나 공공 교육훈련
기관 전체적인 연계가 미비하다는 점, 공공 직업훈련 기관의 정체성 확보
측면과 민간 교육훈련기관의 질관리체계가 각각 미흡하다는 점, 훈련 기
준의 현장성이 결여되었다는 점, 민간 교육훈련기관의 재정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 당시 도입되어 있던 주요 평생 교육훈련 평가인증 제도들은 제도의 전반
적 질 관리가 부족한 문제와 사실상 학위 취득의 통로이지만 그에 따른
제도적 차별성을 갖지 못하였으며, 자격 취득에 따른 학점 인정 근거의
적절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각 제도별 특징과
문제점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16> 평생 교육훈련 평가인정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구분

대상자

자격제도

·자격검정과 교육훈련간의 연계성 부족
·자격제도의 현장성 부족
·자격제도의 질관리 미흡
·기술분야 외의 국가자격의 관리, 운영에 따른 질 관리 체제
미흡
·개인의 평생학습 지원체제로서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함
·민간 자격의 활성화 미비

학점은행제

·학습 자체보다 학위 취득을 목표로 하여 평생학습 이념 실현
에 한계 있음
·교육훈련기관들의 교육의 질과 내실 불만족
·다양한 평생학습을 포괄하지 못하고, 관련 제도와의 연계도
부족
·전문학사 및 학사 학위 수여에 초점을 두어 고졸 이하 및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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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과정까지 포괄하는 생애단계 틀속에서 설계되지 못함
·표준교육과정에서 대학교육과의 차별성 확보 못함
·교육훈련기관과 위탁 운영기관의 자율성 미확보

독학학위제

·학위 취득에 따른 시험 면제 관련하여, 면제 기관의 인정 준
거나 범위가 타당하지 않고 제한 근거가 부족하여 학위 질관
리 미흡
· 구체적 학습을 도와줄 학습자료, 교재 등의 미비
· 독학학위가 요구하는 과목 수나 학점 수가 정규 대학, 방송
대, 학점은행제에 비해 부족하여 학위의 신뢰성에 문제 발생,
계속교육으로의 연계 시에도 문제 발생함
· 시험 응시 기회 제한으로 인한 불편함
· 홍보 부족으로 인한 제도 활성화의 한계

검정고시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시행을 위한 전담 조직, 인력, 재정 부담이 시·도교육청에 전
가됨
·제도 관리에서의 신뢰성, 엄격성이 확보되지 못함

* 출처: 이정표 외 (2001)

- 평생 직업교육훈련 운영 지원 체제에서는 평생교육 지원체계와 직업교육
훈련 지원체계가 분리 운영됨으로써 초래되는 비효율성, 지역 단위의 평
생교육이이 이원화되는 문제, 당시의 관련 회의기구들이 차별성을 갖지
못했던 점, 지역 단위에서 평생교육 관련 시설, 기관 간 연계성이 미비하
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 평생 교육훈련에 대한 재정 현황 분석 결과, 정부의 투자 재정 자체가 기
본적으로 열악하다는 점, 예산 편성이 체계화되지 못했다는 점, 전 국민
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임에도 중앙부처에서의 예산 확보가 미흡하다는
점, 관련 재정 현황이나 소요 비용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
지역 단위의 평생 교육훈련에 대한 재정 지원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점
등의 특징과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 연구의 제안 사항
❍ 이정표 외(2001)의 연구는 당시의 교육인적자원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평생 교육훈련 제도의 과제를 제도 구축의 목표와 방향 실현, 정책의 일
관성과 지속성 확보, 부처간 연계 및 조정 강화, 과제 추진의 수혜 범위
및 파급 효과, 추진의 용이성과 현실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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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직무능력표준(National Skill Standard) 개발
추진 체제 구축/ 관련 법령 정비/ 교육훈련·자격 관련 업무 통합/ 주관기
관 선정 및 지원
- 국가 자격의 공신력 강화 :
자격 현장 적합성 확보 / 기술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 기초직업능력인
증제 도입 / 유사 국가기술자격과 개별 국가자격간 통합 / 자격 검정제도
개선 / 자격 관리 기관 및 교육훈련기관 평가 인정제 도입 / 국가자격관
리자 책무성 강화
- 민간자격의 활성화
공인민간자격의 질 관리 / 공인 민간자격 DB 구축 / 민간자격의 질 관리
/ 국가자격의 독점성 및 규제 사항에 대한 전면 검토/ 사내 자격의 활성
화 유도 / 국가자격검정의 민간 위탁 확대
- 기술계 학원의 활성화
기술계 학원 명칭 자율화 / (가칭)기술계학원 육성법 제정 추진 / 학점은
행제와의 연계 강화 / 수강료 책정 자율화 / 수강료 소득공제/ 수강료 융
자 지원 / 외국인 유학생 유인 지원 체계 수립/ 국비훈련사업 참여 확대
/ 평가 통한 지원 강화 / ‘기술계학원연합회(가칭)’ 구성 법적근거 마련
- 평생학습도시 건설
평생학습마을·도시 개발 및 종합 발전 계획 수립 / 학습지역·학습도시 만
들기 운동 전개 / 구축 및 운영 안내서 개발 및 보급, 요원 연수/ 시범사
업 전개 및 평가 / 학습동아리 시범 사업 추진 및 지원
- 학습동아리 활성화
평생학습 도시 운동과 연계한 학습동아리 공모 / 학습동아리 정보망 구
축 및 사업운영 지원
- 초·중등학교 평생 교육훈련 기능 강화
학교시설을 이용한 성인학습 모델 학교 개발 / 인텔리전트 평생학습학교
건설 / 학교시설을 Hub로 한 사이버 평생학습시범 마을 조성 / 아동과
성인이 동시에 다니는 평생학습학교 설립/ 초·중등학교의 지역사회학교
운동 활성화
- 전문대학/대학의 평생 교육훈련 기능 강화
성인 직업교육과정 설치·운영 근거 마련 위한 법제 정비 / 성인 직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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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의 설치 운영 방향
- 지역단위 평생교육훈련 운영지원 체제 강화
지역 평생교육 지원·전담기구 운영의 내실화 / 주민자치센터의 기능활성
화 /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단위 평생 교육훈련 운영 중심 및 조정 역할
부여를 통한 참여 촉진 / 평생 교육훈련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권한 지방
정부로 적극 이양 및 지방정부의 역량 증대
- 평생학습 평가인정제도의 활성화
학점은행제 등 평생학습을 통한 학력·학위 인정제도 통합 정비 / 학점인
정제의 표준 교육과정 정비 / 교육계좌제 시범 운영 / 평생학습 결과인정
및 관리지원을 위한 전담 기구 설치
- 학습·진로·고용정보 시스템 연계 구축 및 활용
정보화 관련 기본계획 수립 / 공공-민간의 연계 강화 / 개인정보 보호 /
통합정보 제공 시스템의 구축 / 고용정보전산망 개선

❏ 연구의 시사점
❍ 이정표 외(2001)의 연구는 직업교육훈련 관련 제도의 분석과 개선을 국
가가 추진해야 할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장기적, 포괄적 과제의 일부로 인
식하면서 이를 시스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시적 패러다임으로 평생
교육의 관점을 채택한다. 평생교육 관점 하의 인적자원개발의 적절한 추
진을 위해 공공·민간 부문에서의 형식교육 및 비형식교육 관련 기관 및
자격 및 학력 인증과 관련된 여타의 평생교육 관련 제도 및 법령에서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제시하는 동시에, 제도의 세부적 운영
에서 지역 주체들의 참여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세부적 제안들을 다수 포
함하고 있다.
❍ 이와 같이 제도와 정책의 영역은 다양한 관련 법령과 운영 주체들 간의
복잡한 ‘시스템’임을 감안할 때 직업교육훈련 제도 개선에 관한 접근 방
식은 해당 영역에 대한 제한적인 분석보다는 관련 영역과 제도, 법령을
총체적으로 고민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
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선행연구는 국가 수준에서 고민된 직업교육훈련
관련 정책 연구 중에서도 가장 포괄적이고 균형감 있는 연구로 주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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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 교육인적자원부총리의 리더십 하에서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는 현실적
정책 제안을 위해 수행되었다는 연구의 배경으로 인해, 본 선행 연구의
제안 사항 중 NSS(National Skill Standard)나 학습도시 등 다양한 의제
들이 실제 제도로 도입, 운영 중에 있는 등 연구가 갖는 현실적 영향력이
적지 않았다. 동시에 본 선행연구가 제안하는 다양한 의제들이 유기적이
고 시스템적으로 전체 국가시스템으로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는가에 관해
서는 현실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해야 할 차원이 다수 존재한다. 추진 체제
를 갖추고 제안된 의제임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는 문제들은 국가 시
스템을 구성하는 문제가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모델과 구상 이외의 추가
동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 본 연구 과제의 차별성
❍ 본 연구는 국가 인적자원개발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국민을 국가적
경쟁의 자원, 즉 수단적 관점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평생교육적 관점을 견
지하여 정책의 가치와 의미를 추구했던 이 선행연구의 기본 접근을 공유
한다. 직업교육훈련 체제를 단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능적 수단으
로만 제한하는 관점은 변화한 관련 현실과 미래 비전을 담아낼 수 없음
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다소 추상적 가치 지향의 수준에서 발전시켜 더욱 명시적이고 구
조적 차원으로 진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즉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이

개인의

발전(personal

development),

직업능력의

개발

(employability), 그리고 사회통합(social inclusion)이라는 삼각대의 세 축
을 통해 유기적으로 존재하는 체제임을 현실의 분석과 개선안의 도출에
서의 기본 프레임으로 삼는다.
❍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선행연구는 정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도입되고 추진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고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접근 방
식이 한 제도 영역으로 ‘생태계적’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로 이해하되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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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점을 진일보시켜, 한 제도 혹은 관련 영역에서 ‘국가 시스템’이라는
것은 다양한 구성 요소들의 복합적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동적 메커
니즘으로 정부 주도의 일방적 정책 행위로 완성될 수 없다는 점을 중요
한 연구의 관점으로 채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직업교육훈련 영역을 분
석하는 것은 관련된 복잡한 현실을 이해하는 것이며, 그 개선안을 마련하
는 것 역시 새로운 외부 장치를 내부 시스템에 이식하는 것 같은 단순하
고 기계적인 관점으로 접근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복잡한 시스템의 특
성상, 시스템의 모든 측면을 사전에 잘 고안함으로써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전제를 잠시 유보하고, 전체 시스템의 운동과 흐름이 생명력을 가
질 수 있도록 하는 데 핵심적인 매개 지점이 무엇인가를 면밀한 분석을
통해 선택하고 그 지점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공급함으로써 전체 생태계
의 건강성을 회복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2.

「

」

정태화 외, 직업훈련과 직업교육의 연계 활성화 방안

(2003)

❏ 연구의 기본 관점과 기본 틀
❍ 본 연구는 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담당하던 직업교육, 즉 학교 직업교육
을 통한 산업인력의 양성 기능과 노동부가 담당하던 직업훈련, 즉 입직
후 성인 근로자와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직무 기술 훈련 기능, 양 정책이
그간의 한국의 산업화와 성장 과정에 기여한 점은 분명하나 지식기반 사
회, 정보화 사회, 평생학습사회의 등장과 이와 맞물린 노동시장과 고용구
조의 지속적인 변화 속에서 변모하여 서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계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특히 학교와 노동시장간의 원활한 이행을
촉진시켜주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하였다.
❍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란, “직업교육, 훈련
기관간 자원 공동 활용과 학습 결과의 인정은 물론, 정부 정책과 관련 제
도 간의 협력체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이는 기존의 연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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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5조에 의거, 직업교육훈련 ‘기관’ 수준에
서의 인적, 물적 자원의 통합 및 과정 이수의 인증 결과에 대한 통합적
활용에 초점을 맞춘 것에 비해 더욱 확대된 개념으로, 특히 직업교육훈련
제도와 이것을 기반으로 하는 자격제도간의 상호 연관성을 중심으로 하
는 제도적, 정책적 연계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
❍ 연구자들은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를 아래의
명시적인 네 가지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 첫째, 평생학습사회의 도래로 인한 직업교육훈련의 학습자 중심체제로의
전환의 필요성
- 둘째, 국민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평생학습권 보장의 필요성
- 셋째, 직업교육훈련의 질적 수준 제고 및 효율성 강화의 필요성
- 넷째,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촉진 지원 정책
또한 연계의 목적을 아래의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 첫째, 다양한 계층의 취업능력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통해 국가 인적
자원의 질 제고에 기여한다.
- 둘째, 직업훈련과 직업교육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정책 및 제도와 기
관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 셋째, 학교와 노동시장간의 효율적 효과적 이행을 위한 직업훈련과 직업
교육의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
- 넷째, 직업훈련과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 예산의 중복성을 제거하여 정부
예산의 효율적 운영, 관리에 기여하도록 한다.
❍ 연구자들이 본 연구를 위해 주요하게 살펴본 직업교육훈련기관은 직업교
육기관으로서 직업전문학교, 기능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실업계고등
학교, 전문대학 및 직업훈련기관으로서의 고용안정센터이다.

❏연구의 주요 내용
❍ 본 연구는 당시의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 현황의 문제점을 다음의
네 가지 차원에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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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훈련 관점에서의 문제점
⦁ 첫째, 공공 훈련과 민간 훈련의 영역 혼재와 상호간 역할 미정립으로
인한 공공 훈련의 형평성과 효율성 저하가 문제되고 있다.
⦁ 둘째, 급속한 사회 변화에 비해 민첩하지 못한 공공 직업훈련기관의
운영 경직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 셋째, 직업훈련에 관한 종합적 정보와 그에 기초한 실질적 상담기능이
미약하다.
- 직업교육 관점에서의 문제점
⦁ 첫째, 대내외적 환경 변화, 즉 각 기관의 진학률 및 졸업생 진로 등 상
황의 변화에 따른 역할 및 기능의 재정립이 미흡하다. 예컨대 직업교육
의 중심축이 실업계 고교에서 전문대학으로 변화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실업계 고교의 위상과 역할, 또 그에 걸맞는 전문대학의 역할 규정은
분명하지 않다.
⦁ 둘째, 직업교육 관련 재정이 일반교육 재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연
구 당시 16.1%) 직업교육의 질 저하가 초래되고 있다.
⦁ 셋째, 고등교육 기회가 확대되면서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이 더욱 지체
되고 있는 과잉교육의 문제가 존재한다.
⦁ 넷째, 산업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 직업교육 및 인적 자원 개발로 인한
양적, 질적 일자리의 미스매치(job mismatch)와 이로 인한 청년 노동력
의 ‘유휴화’ 문제가 심각하다.
⦁ 다섯째, 평생 직업능력개발 체제 하에서 자신의 취업 및 진로의 합리
적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 네트워크가 미흡하다.
- 수직적, 수평적, 제도적 차원의 문제점
⦁ 수직적 차원이란 다른 수준에 있는 각 직업교육훈련기관들의 교육과정
이 계열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연구 당시 이러한 수직적 통합성
이 낮아 중등 및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교육내용이 중첩되거나, 고등교
육 내에서 더 상위의 교육기관으로 진학 시 중첩되는 문제 등 다양한
경우의 수들이 존재한다.
⦁ 수평적 차원이란 동일 수준의 직업교육훈련기관들이 협력하여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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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자원을 교류하고 해당 단계의 교육훈련을 다양화, 효율화하는 것
을 의미하며, 일부 연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내용
을 타 기관을 통해 보충하거나 제공받을 가능성이 기관 간 연계 부족
과 폐쇄적 경향으로 인해 매우 부족하다.
⦁ 제도적 차원이란 직업교육훈련제도와 자격제도간의 연계에 초점을 둔
것으로, 교육과정과 자격검정 내용의 불일치나 관련 정부부처간의 업무
연계, 관련 법률 간의 연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연계 등에서 다
양하게 장애요인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 본 연구가 도출한 연계 활성화 방안은 크게, 직업교육훈련의 현장성 강
화, 둘째, 직업교육훈련 교사(수)의 질 제고, 셋째, 각급 학교 학생의 직
업과 진로탐색 활동의 강화이며, 각 방안에 관한 구체적 제안은 아래와
같다.
- 첫째, 직업교육훈련의 현장성 강화를 위해 여섯 가지 과제를 추진대상
으로 제안한다.
⦁ 직업교육기관의 실습교육 강화를 위한 공공 직업훈련기관 시설 활용
⦁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학생의 직업훈련 활성화
⦁ 우수 기능, 기술인(멘토)의 기술 전수 프로그램 운영
⦁ 직업교육, 훈련기관 학생의 우수 작품 전시회 운영
⦁ 공업계 고등학교 「2·1체제」의 산업체 현장교육 내실화
⦁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된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 둘째, 직업교육·훈련의 교사(수)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아래의 여섯 가지
과제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 직업교육·훈련기관 교사(수)에 대한 재교육 확대
⦁ 직업교육·훈련기관간 교사(수) 교류 확대
⦁ 직업교육·훈련기관 졸업자를 위한 ‘현장실습교관’ 자격제도 운영
⦁ 지역 교육청 중심의 주문식 교사 연수제도 운영
⦁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 양성기관의 산업체 현장실습 연수제도 운영
⦁ 한국기술교육대학 졸업자의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 임용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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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각급 학교 학생의 직업·진로탐색 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아래의 네
가지 과제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 각급 학교 진로지도 교사 연수 프로그램 운영
⦁ ‘직업과 진로’과목과 연계된 진로 탐색 프로그램 운영
⦁ 각급 학교 학생 대상 직업세계 탐방 프로그램 운영
⦁ 직업능력개발기록부 제도(career record system) 운영

❏ 선행 연구의 시사점
❍ 본 연구는 서로 다른 주체에 의해 운영되는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이라는
두 영역의 협력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것의 개선방안을
본격 논의함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제도 점검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시스템의 효율성에 관해 인적, 물적 자원의 공유라는 측면에서 매우 상세
하고 현실적 방향성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제안되는 각 내용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직업교육과 훈련의 주요 기관
의 구성과 그 교육내용을 논의의 전제로 삼고, 이러한 교육훈련 제도가
더욱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게 하려는 취지, 즉 당시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기본 제도의 틀 속에서 그것을 강화하려는 방향의 새로운 사업과
법령개정을 제안하고 있다. 제안의 방식에 있어서는 특히 내용 및 개정
방향에 대해 언급하고, 해당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추진 주체와 그들간
역할 분담에 대한 방안까지 담음으로써 실질적인 조언을 주고자 한 장점
을 갖는다.
❍ 이러한 효율성과 효과성에 착목하는 것, 즉 교육훈련기관들이 보유한 인
적, 물적 자원들을 필요에 따라 공유하고 배분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함으
로써 궁극적으로 직업교육 훈련의 질, 그 교육과정과 내용에 있어서의 내
실을 담보할 수 있는 제안 내용을 담고 있어 여전히 많은 의의를 갖는
연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 과제의 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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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연계 활성화라는 뚜렷한 명분을 위해 필요한 실행
과제들을 도출하고 있는 선행 연구에 비해 본 연구는 제도간의 불일치나
연계 부족이라는 기술적(technical) 차원을 넘어 현재의 직업교육 훈련 시
스템의 작동 방식이 현 시스템을 구성하는 근본 논리와 접근 방식, 이 속
에서 드러나는 거버넌스 구조의 특징 등을 다룸으로써 선행 연구가 제기
하는 ‘연계 활성화’라는 제도 개선의 근본적 방향과 같은 수준의 지향점
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세부 제안을 제시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직업교육훈련 체제직업교육, 훈련의 문제가
교육과 노동시장이라는 두 거시적 사회체제 및 그 구성원과 그들에게 교
육, 훈련을 제공하는 기관, 정부 기구 등의 포괄적 구조가 하나의 유기적
시스템을 구성하고 각 단위들이 상생 협력의 관계를 구축하는 거시적 지
도 속에서 접근될 때 더욱 생산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직업교육과 훈련이라는 제도를 매개로 연결되고
접속되는 다양한 생태계의 단위들, 이해당사자들을 두루 접촉하여 그들이
현 시스템에 대해 가진 견해와 개선 희망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
고 각 입장들이 갖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이 때 기
존의 직업교육훈련 기관의 역할과 기능의 구조 등 관련된 사항 일체가
연구 속에서 진행되는 논의의 ‘전제’가 아닌 논의의 ‘대상’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는 열린 태도로 접근한다.

3.

「

」

한숭희 외, 미래 사회의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체제 연구

(2006)

❏ 연구의 기본 관점
❍ 한숭희 외(2006)의 연구는 직업교육을 평생학습사회라는 미래 비전속에
서 규정하고 제시한다. 이때 직업교육의 변화와 강화는 당위적 수준에서
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사회의 요구에 따른 필연적 변화방향으로
제시되는, 어떤 의미에서 미래학적 접근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유
한 의의를 갖는다. 연구자들의 이와 같은 분석과 진단은 단지 평생교육
혹은 직업교육이라는 제도적 영역의 변화에 국한된 논의가 아니라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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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체제의 발전 단계에 따른 글로벌화, 노동시장의 재편, 이와 맞물려
인구통계적 구조의 변화와 사회문화적 변화 등에 따른 학습자본주의로의
사회적 ‘하부구조’ 변화, 그와 맞물린 학습사회의 등장과 그것이 견인하
는 삶의 방식의 변화 속에서 진단되는 거시적 예측이다.
❍ 사회체제 수준에 관한 의미심장한 개념과 용어들을 도입하여 직업교육
관련 분석에 활용한다. 해당 용어는 ‘학습사회’, ‘학습자본주의’, ‘학습시
장’ 등이다 .
- 학습사회란 “한 사회의 역동과정 전면에 학습이 등장하는 사회”로, 사
회 구성과 관리, 재생산, 발전의 핵심 기제로 학습이 전면화되는 사회를
의미한다(한숭희 외, 2006:40). 이러한 학습 사회에서 학습의 역할이 중
요해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회구성원들의 학습 총량은 증가하고, 그것이
일상화되는 변화가 발생한다. 학습사회의 구체적 모습은 모두 예측할 수
없으나, 적어도 선택 사항이 아닌 냉정한 현실로 이미 도래하고 있으며,
향후 사회의 기본 골격으로 자리 잡게 되리라는 점은 분명하다.
- 학습자본주의란 “학습을 통한 노동력의 질적 전환이 가져오는 지식가
치를 자본 재생산의 핵심요소로 삼는 사회적 생산양식을 갖는 체제”이며,
학습이 그 사회의 작동 메커니즘의 핵심적인 요소로 전면화됨을 의미한
다. 구체적으로는,
⦁지식기반의, 다품종 소량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탈산업사회의 성격이 강
화되면서 물적 생산체계가 지속적인 혁신을 일상화하며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기제로서의 노동자의 학습이 노동력 그 자체를 규정하게
된다.
⦁학습 과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역량(competence)이 노동력의
핵심적 성격으로 규정된다. 이렇게 노동력 속에 실현된 가치로서의 역
량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교환 가능한 형태로 전환되며 그 형태는
바로 자격(qualification)이다.
⦁학습자본주의에서는 “학습화폐의 범위 확대와 일상화가 진행되며, 주요
학습결과의 인증을 통한 일상적 자격체제 안으로의 편입의 과정을 통
해서 가시화된다. 학습프로그램은 유닛(표준규격)화되고, 표준규격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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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프로그램이 정해진 국가(혹은 글로벌) 자격체제 안에서 거래되는
체제인 학습시장이 생성된다.” (한숭희 외, 2006:5)
- 학습시장이 형성된다. 이는 학습이 전 생애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평생
학습 체제를 전제로 하며 따라서 국가 공교육체제가 관리, 통제할 수 없
는 규모로 성장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간학습시장의 제도화 및 체계화
가 가속화되고, 국가의 역할은 이에 대한 ‘인증’에 집중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인증의 대상은 단순 지식 덩어리가 아닌 학습자의 ‘역량’이며, ‘과
정의 이수’ 사실로 자동 증명되는 역량이 아닌 ‘결과의 측정’ 방식으로
평가되는 능력이 될 것이다. 학력의 기능은 소멸되지 않고 민간시장으로
전환되면서 계속 강화되어 나갈 것이다.
❍ 요컨대 학습사회에서는 근대적 학교교육체제의 3대 요건인 (1) 국가주도
교육시스템 (2) 경제적 생산관계 속에서의 미래 직업을 준비 (3) 사회적
으로 합의된 가치를 교육 한다는 것은, 낡은 신화로 남게 되며, 학습자의
실질적 학습활동을 관리하는 체계가 도입될 것이다. 이 때 학력부여는 기
존과 같이 학교라는 교육기관의 교육력과 성실성에 의존하는 방식을 통
해서가 아닌, 실제 학습 프로그램 수준의 질과 내용에 따라 평가받는 방
식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며, 이러한 거시적 변화 속에서 교육체제에 나
타날 진화의 과정은 다음의 세 단계로 예상된다.
- 1단계 진화 : 초기교육에 버금가는 민간 계속교육 체제의 성장 분화
- 2단계 진화 : 민간 계속교육 체제를 표준화하는 장치 개발로 민간 학
력이 증가하고 국가 학력과 민간 학력의 호환체계가 등장
- 3단계 진화 : 일정한 경력 단계 마다 초기교육과 같은 형태의 전일제
학습체제로 귀환하는 계속교육체제가 진화

❏ 직업세계의 변화와 직업교육의 대응
❍ 학습자본주의가 도래한 사회에서 노동이 빠른 혁신을 일상화하도록 요구
받듯이, 직업 또한 늘 유사한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 유지되는 고정된 것
이기 보다는 특정 직업의 성격 자체마저도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유동적인 모습을 띌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정해진 교육과정을 통해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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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직무를 준비하고 진출하는 안정적 모델뿐만 아니라 직업의 구성 자체
가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 변형되고 재창조되는 혁신적인 모델 구상을 담
고 있는 개념이다.
❍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비하여 현재 국내의 직업교육 영역은 직업교육이
“저급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으로만 받아들여지는 왜곡된 인식과 그로 인
한 직업교육 이수자에 대한 불신과 낮은 사회적 대우, 저출산 경향 등에
따른 직업교육기관 입학 학생 자원의 감소와 학생들의 역량 및 열의 부
족, 경직되고 협소한 국가 주도의 교육과정, 직업교육 소양 부족한 교원
의 양산, 현존하는 자격 제도가 직업 능력의 신호기제로서 작동하지 못하
는 한계, 직업교육 기관 간의 연계와 통합적 노력 부족, 직업교육 재정과
행정적 지원 체계의 열악함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구태를 벗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 앞으로의 직업교육 역시 근대 산업사회에서 생산직 노동력으로서의 기능
중심노동 및 이러한 인력의 생산을 담보하는 실업계 학교교육이라는 협
소하고 비하적인 개념에서 탈피하여, ‘평생직업능력개발’이라는 패러다임
안에서 재해석되어야 하며, 평생학습사회에서 직업교육은 “모든 형태의
입직준비교육 및 노동시장 진입 이후의 계속교육 요구를 포괄하는 개념”
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연구의 주요 제안 사항
❍ 이상의 진단을 기반으로 평생직업교육의 비전을 “직업경계를 횡단하는
혁신적 학습인 양성”으로 삼으며, 이를 위한 4대 전략과제와 세부 목표
는 아래와 같다.
❍ 첫째 전략과제는 “생애에 걸친 평생직업교육 자격체제 구축”으로 이하의
세부 목표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 학교 교육의 슬림화와 생애 단계별 능력 및 필요한 교육을 표준화한
평생직업교육 체계를 갖추고, 이에 연동되는 자격체제를 구축하는 것
- 여러 부처에 흩어진 기구를 통합하여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을 포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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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평생직업교육 체제 전담 조직을 구축하는 것
- 이러한 직업교육 체제 변화가 시대적 요구임에 대한 공유와 교육부의
역할 강화를 통해 경험학습 인증을 비롯한 다양한 능력인증제, 학습계좌
제, 교육바우처제, 학습휴가제 등 학습의 사회적 인증, 관리 시스템을 갖
추고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
❍ 두 번째 전략과제는, “국가 평생학습 지도 완성”으로 이하의 사항들을
포괄한다.
- 국가 수준에서 평생교육 관련 자원의 분포와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국가 수준 평생학습 지도의 개발하고 통합적 정보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
-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취약계층의 평생직업교육 지원을 위해 전담 기구
설치를 비롯한 교육체제를 마련하는 것
❍ 세 번째 전략 과제는, “국가직업능력표준을 활용한 일-교육-훈련-자격체
제 연계” 로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
-

일-교육-훈련-자격체계의

매개로서

국가직업능력표준(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
- 교육훈련과 자격의 연계를 통한 국가자격체계의 전면적 재구성
❍ 네 번째 전략과제는, “경력사회 리노베이션 체제 구축”으로서 아래의 사
항들을 담게 된다.
- 다양한 직업영역 가운데 국내 집중 육성 영역에 대해 직업발전의 계열
도를 설계하고 기존 실업계 학교 및 상급학교의 직업교육 자원 및 현직
전문가의 참여를 통하여 미리 설계된 경로를 따라 직업창출적 장인을 만
드는 것
- 직업탄력성 제고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기초직업능력과 글로
벌 노동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것
- 유비쿼터스한 학습 사회 기반을 구축하여 학습권을 실현하고 평생교육
사를 통한 소외계층 조사 및 현장형 교육을 실시하여 궁극적으로 평생학
습 공동체와 사회통합을 동시에 실현하는 것.

❏ 연구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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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숭희 외(2006)의 연구는 직업교육 체제를 더욱 큰 상위개념으로서의
‘평생학습체제’ 속에 위치지우면서 미래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체제에
대한 세부적 예측 자료들을 토대로 앞으로의 사회에서 일과 삶, 학습의
통합적 삼자 관계 안에서 원활하게 작동되는 새로운 직업교육체제를 구
축해야 함을 주장한다. 즉, 직업교육훈련의 문제는 평생학습사회라는 미
래 체제와 그것을 견인하고 있는 사회의 거시적, 구조적, 근본적 변화에
대한 통찰과 이해, 예측 속에서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을 본격적으로 드러
내는 고유하고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 뿐만 아니라 직업교육훈련 제도 영역 안에서 ‘교육’과 ‘훈련’의 영역과 관
점이 이분법적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간주해온 기존의 시각이 향후 사회
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는 더 이상 유효할 수 없음을 ‘학습자본주의’와
‘학습사회’ 의 개념에 대한 규정 속에서 드러낸다. 학교교육을 그 핵심으
로 유지되어 온 근대적 형식교육 체제는 평생학습 사회에서 슬림화, 간소
화되는 한편 이러한 학교 형태의 교육기능이 약화됨과 더불어 학교 외의
다양한 사회기구들의 교육적 기능이 강화되어 가야 함을 보여준다. 이러
한 변화는 학습자본주의로의 경제적 생산양식의 변화와 학습사회라는 새
로운 사회질서로 인해 추동된다. 이러한 근원적 변화 속에서 학교교육과
학교 외 교육은 학습자들의 일과 삶이라는 생애 맥락 속에서 그 필요와
정당성을 확보해 가게 된다. 체제 자체가 학습을 그 자신의 생산양식 혹
은 구조의 핵심으로 내포하게 되는 새로운 시기에, 학습을 지원하는 제도
로서의 교육 영역은 경제, 노동, 사회와 분리되어 존재하는 별도의 독자
적 영역이거나 다른 영역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적 하위 영역이
아니라 그 시스템의 핵심부, 중추적 기능으로 부각된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이 분명하게 포착되는 이상, 직업교육과 훈련이라는 이분법, 일과 학
습의 이분법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모두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점
을 잘 보여주고 있다.

❏ 본 연구 과제의 차별성
❍ 이 선행연구는 현실 분석과 과제 도출에 있어서 사회와 시스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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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적 이해와 분석에 기초하고 있어 제안 과제 내용들은 세부적이
기 보다 굵직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논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시
대 인식과 미래예측에서 이 선행연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논의의 수위를 한 단계 더 미시적이고 현실적인 수준에 맞추어 분석과
제안을 수행한다.
❍ 본 연구는 이 선행연구가 제시하는 사회구조적, 거시적 분석의 필요성에
공감하되 이러한 거시적 분석의 과정을 좀 더 세분화하여 정부와 시장
(노동시장), 시민사회라는 사회 체제의 구성 요소 혹은 주체들이 직업교
육훈련이라는 프리즘 영역 속에서 처해 있는 근본적 상황과 그로부터 도
출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한 앞으로의 시대 변화와 반복적으로 강주
하고 있는 ‘생태계적 관점’ 속에서 평생학습과 직업교육훈련에 관련된 각
요소와 주체들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담아내
고자 하였다.

4.

「

진미석 외, 미래전략적 국가 인적자원정책의 방향성과 주요의제 발굴

」

연구

(2007)

❏ 연구의 기본 틀
❍ 진미석 외(2007)의 연구는 국가경쟁력의 관건이 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
의 중요성에 맞추어 2002년 제정된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그 추진
에 있어서 기획, 총괄, 조정, 평가의 기능이 좀 더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2007년 개정됨에 따라 해당 정책의 기획, 총괄, 조정, 평
가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제1차 회의에서
상정할 정책의제 개발과 위원회를 지원할 정책본부 구축, 운영 기초방안
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수행된 정책 관련 연구이다.
❍ 변화한 시대 상황에 따라 인적자원개발 정책이 변화해야 할 방향을 제시
한다. 주요한 시대적 변화 양상으로는 포드주의적 대량 생산 체계에서 양
질의 노동을 필요로 하는 혁신지향의 고부가가치 산업의 발전, 고령화와

- 77 -

출산률 저하, 청년층 노동력 감소, 고학력화 등의 주요 인구구성 및 노동
시장 변화, 개방화와 글로벌화의 추세에 따른 새로운 교육 필요 등이다.
이에 따라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은 인적자원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
장으로의 초점 이동, 정책 대상을 성인과 고령자, 여성 등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전 생애에 걸친 진로 및 직업교육 관련 상담서비스 제공, 인력의
질 제고를 위해 고등교육의 수월성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인적자원개발
에 있어서 양극화를 보완할 수 있는 사회통합적 측면을 고려하는 것 등
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표 2-17> 사회변화의 OLD패러다임과 NEW 패러다임
구분

OLD 패러다임

NEW 패러다임

경제구조

·산업화 시대
·추격형, 모방형 경제구조
– 대규모 일반적인 능력을 가진 중
급인력 양성

·지식기반경제
·혁신주도형 경제구조
-다양한 전문분야 인재양성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

성장동력

· 물적자본

·인적자본(지적자본)

HRD정책 지향

·학령기 인적자원의 양성에 초점

·전국민의 전생애/활용의 연계
·글로벌화/질적 수월성제고

학습시스템

·단선적, 분절적, 경직적 학습체계
- 연령단계에 따른 닫힌 학습: 학
습->일->은퇴

· 생애에 걸친 학습-일 병행시스
템
-유연하고 다양한 열린 시스템

학습선택의 주도권

·공급자(교육기관)

·수요자(학습자)

산업영역과의 연계

·교육영역의 독자성/폐쇄성
·교육내적 성장원리

·산업 수요와의 연계

정부의 역할

·교육부 중심의 HRD
·정부부처별 분절화된 정책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 형성과 시행

·범부처간의 연계 및 통합적 지원
·정보통계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
원

민간의 역할

·무관심/규제와 중앙집권화

·적극적 참여/ 자율과 분권

노사관계
(교섭의제)

·임금과 근로조건 교섭

·숙련 교섭(skill bargaining)

HRD재정

·초기 인적자원양성 투자집중

·성인기 인적자원개발 선제투자
·전생애 고른 학습재정 배분

* 출처: 진미석 외(2007),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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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의 우리나라 인적자원개발 패러다임의 특성과 개선 방향은 초중등
단계에 비효율적일 만큼의 집중되는 투자를 생애단계별 학습에 대한 균
형적 투자를 유도하고, 초중등교육의 학습 부담 축소와 자기주도적 학습
체제 구축, 직업 진로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초중등 교육 정
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고등교육에서는 대학의 연구, 교
육, 직업 중심 기능으로 특성화, 노동시장과의 연계를 고려한 대학생 핵
심 역량 평가 등을 통한 고등교육 성과 질관리 시스템 강화, 학위 중심에
서 직무능력중심 사회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자격관리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고, 평생학습 활성화를 통한 일-학습 병행체제 구축, 여성과 청년
인적자원의 활용 강화, 인력수급 통계 인프라 및 전망 정보의 생성과 유
통 활성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 연구의 주요 제안
❍ 본 선행연구가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를 통해 추출한 국가인적자원개
발의 주요 의제 및 우선순위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18> 생애단계·정책대상별 주요핵심정책 및 정책 우선순위

대상
영유아

청소년

주요핵심정책

시급한
과제

장기적
주요
과제

·보육지원강화
·공교육정상화

3

·사교육 부담완화

5

2

·자기 주도적 학습 강화
·교육의 다양성 확보

6

·직업진로지도의 강화

청년

·대학 구조개혁

9

7

·대학교육의 질 제고

2

8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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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활성화

10

·고등교육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중장년

9

·기업내 인적자원개발 촉진
·실업자 취업능력 개발 지원
·고령친화적 인적자원개발

고령

4

·사회참여활동 활성화
·노인 일자리 사업 활성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인적자원개발 지원

여성

·여성 고급인적자원의 활용 강화
·출산율 제고2)*

10

·저소득층 인적자원개발
취약계층
·다문화인적자원 개발*

핵심인력

5

·핵심과학기술인력의 육성

1

·전문서비스 인력의 육성

7

1

·두뇌 유출 완화 및 해외고급인력의 적극활용
·영재교육 강화
·인력수급전망체제의 구축

인프라구축

영역확대

4

·인적자원정보의 생성제고
·인적자원개발정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6

·지역인적자원개발의 활성화

8

3

* 출처: 진미석 외(2007), p.81

2) 본 선행연구가 추출한 핵심정책 표에 포함되지 않은 의제 중 시급한 과제와 장기적 주요 과제 순위에
만 포함된 내용은 옆에 *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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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의견과 연구진 의견을 종합하여 제시하는 국가인적자원정책의 방
향성과 주요 의제 중 핵심은 창조형, 평생직업형 HRD이다.
- 대규모생산체제에 알맞은 평균적 노동력 양성이 아닌 기술혁신을 주도할
창조적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해 인적자원개발을 경제산업정책의 ‘종속변
수’가 아닌 국가정책의 ‘핵심변수’로 삼아야 한다.
- 대학진학 위주의 체계에서 평생학습을 통한 전생애에 걸친 양성-활용 연
계체계로 변화시켜야 한다.
- 학습과 일을 단선적, 분절적 관계에서 전 생애에 걸쳐 상호작용하고 교류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선진국형 인적자원 양성 및 활용혁신을 위해 잠재적 인적자원의 적극적
활용과 평생학습 활성화, 전문직으로의 취업 확대 등 이 필요하다.
❍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본 선행연구가 도출한 인적자원개발의 3개 목표와
9개 정책과제는 아래와 같다.
- 수월성과 형평성 조화 :
⦁창의적 교육: 생애 초기 중요한 학습 시기에 창의성 교육과정을 강화하
고 공교육 체제의 다양화와 유연화를 추지한다
⦁고등교육 혁신 : 대학교육의 성과 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기존 학문중심
적 고등교육 체제를 혁신하여 실용학문 등 산업적합성 제고한다.
⦁평생학습망 구축 : ‘HRD-One’(가칭) 같은 평생학습 종합 정보 네트워크
구축과 영역별 수준별 맞춤형 정보를 지원하면서 대학을 성인 평생학
습의 주요 인프라로 활용하는 평생교육 친화형 대학 체제를 형성한다.
- 일과 학습의 원활한 연계:
⦁ 인력수급 체제의 구축 : 양적, 질적 측면 포괄하는 인력수급 전망을 생
성하고 통계 인프라, 지표와 지수의 개발, 정보의 유통체계 구축을 통
해 활발한 정보 공유가 일어나도록 한다.
⦁자격체제의 혁신 : 학위와 자격의 호환성을 강화하고, 이의 매개로 ‘국
가직무능력표준(KSS)’를 개발, 자격제도를 국제적 스탠더드 수준으로
개선 운영한다.
⦁사회적 자본 확충 : 교육 취약 지역 및 계층에게는 교육 복지의 우선적
적용, 지역사회 차원의 통합 서비스망을 구축하고 시민교육과 지역기반
의 시민운동 등을 강화한다.

- 81 -

- 적극적이고 고른 인재활용 :
⦁인적자원활용의 글로벌화 : 유휴 고급인력 해외 진출과 재외 동포 네트
워크 강화를 위한 지원을 제고하고 역으로 해외 전문인력의 활용 또한
강화한다.
⦁잠재인적자원 활용도 제고 : 인적자원 양적 투입 확대하고, 청년 층 노
동시장 이행을 지원하고, 고령층 및 취약 계층, 여성 등의 고용 및 일
자리 진출에 관심을 갖는다.
- 지역 인적자원 개발
⦁지역 혁신 클러스터의 공고화 :

인적자원 양적 투입 확대하고, 청년 층

노동시장이 저임금 단순노동으로 재편되는 것을 방지한다.
⦁지역 HRD 추진 체계의 정비 : 지역 인적자원개발 추진 주체와 정책 영
역에 기초하여 지역의 HRD 역량이성장할 수 잇도록 한다.
⦁지역 HRD 역량강화 : 인적자원개발 정책 중요성 인식시키고 독자적 사
업 기획, 집행이 가능한 제도적, 인적 기반을 마련한다.
❍ 이상의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의 개발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 아래의 일곱
가지 사항을 제시한다.
- 첫째,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동력으로서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이 갖는
중요성을 공유하기 위한 정책의 ‘브랜드화’와 적극적 홍보 전략
- 둘째, 기업체, 노동조합 등 다양한 관련 집단 간 파트너십에 근거한 국
가인적자원개발 운영의 내실화
- 셋째, 인적자원개발 정책 본부장 직급 향상조정을 통한 본부의 위상과
기능 강화
- 넷째, 핵심적인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의제 발굴 및 추진
- 다섯째. 조사·분석·평가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인적 자원 개발 평가센터
의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
- 여섯째 인적자운정책본부 정책담당자들의 HRD 관련 전문성과 역량강화
- 일곱째,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의 대안으로 관련당사자들이 풍부한
정보를 기초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정책을 위한 통계
인프라 구축을 지원.

❏ 연구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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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선행연구는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의제 발굴이라는 명시적 목표 속에서
그러한 계획이 토대로 삼아야 할 근거들을 산업구조의 변화, 인구통계적
변화, 이로 인한 직업과 일의 변화를 노동시장의 변화라는 결론으로 도출
해 내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근원적 변화 방향을 감지하고 그러한
변화에 맞추어 직업교육훈련이라는 인적자원개발정책이 이루어질 때 그
영역의 효과가 담보될 수 있으며, 직업교육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중요한 지점이다.
❍ 동시에 직업교육훈련 영역에 관한 논의는 결국 교육 체제 전반의 수정을
요구할 수 밖에 없으며, 현재 초중등교육으로 대표되는 학교교육 체제에
집중되고 있는 국가 수준의 자원 투입을 그 이후의 성인대상 지원체계에
균형감 있게 분산시킴으로써 국가인적자원의 현실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요한 정책적 지향점을 제시한다. 또한 이러한 자원 재배분의 과
정에서 향후에는 고등교육이 형식교육 단계에서 인적자원개발과 직업능
력개발의 주요한 지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드러낸다. 학습(교육)과 일
과 은퇴가 분절적이었던 지난 시대에 비해 이들이 자격제도를 중심으로
서로 중첩되고 반복되는 싸이클을 보이는 새로운 시대적 변화 속에서는
성인계속교육의 맥락에서 고등교육의 기능이 직업교육훈련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도출된다. 이러한 변화는 고등교육 전반, 대학의
기능 전반에 대한 재구조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 본 선행 연구가 중요하게 강조하는 점은 인적자원정책과 관련된 통계 인
프라의 구축이다. 이러한 통계적 정보는 단지 참고를 위한 정보의 중요성
때문이 아니라, 본 연구과제가 채택하는 것과 같이 복잡하고 다양화된 현
실을 감안할 때 국가가 해당 제도 영역 내의 역동 과정을 미리 기획하고
통제하려는 관점을 탈피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적절한 판단과 행위를 하
는 데 필요한 정보, 국가차원에서만 공급될 수 있는 대단위, 거시적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의 지원 체계 구축에 더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
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과제의 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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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과제는 선행연구가 변화하는 산업 구성과 노동시장의 흐름을 진
단한 내용과 그 시사점들을 적극적으로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으며, 그 안
에서 양극화되는 현실에 주목하는 점에도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문제의 해법에 있어 본 연구과제는 취약 계층에 대해 사회적 자본의 확
충 등을 키워드로 하는 복지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과는 달리, 그러한 계
층이 직업교육훈련과 노동시장, 사회 전반의 역동 속에서 적극적이고 건
강한 주체로 존립할 수 있는 근본적 에너지를 ‘워크페어(workfare)’ 의 관
점에서 찾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취약 계층이 직업교육훈
련 분야에서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번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서의 공동체, 커뮤니티의 중요성이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화
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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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례연구 : 유럽의 직업교육훈련 체계
제1절 독일

1.

3)

사회체계

가. 인구 국토 주요산업 등

❏ 일반 사항
❍ 정식명칭은 독일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Germany)이고, 영어로
는 Germany이다. 북쪽으로 북해·발트해(海)에 면하고 덴마크와 접하며,
동쪽으로 폴란드·체코, 남쪽으로 오스트리아·스위스, 서쪽으로 프랑스·룩
셈부르크·벨기에·네덜란드와 접한다. 국경선 안쪽으로 알프스산맥·라인강·
다뉴브강·슈바르츠발트산맥이 자리하고 있다. 행정구역은 16개주(Land:구
동독지역 5개주)로 되어 있다. EU(European Union:유럽연합)의 창설국
이며 EU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이다.

❏ 인구
❍ 독일의 인구는 2006년 기준으로 8,240만 명으로 유럽에서(러시아 제
외)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이다. 그동안에 독일은 2차례의 세계대전을 치
렀고, 따라서 인명의 손실과 영토의 변동 및 공업을 주축으로 하는 산업
경제사정의 변화 등이 극심했던 탓으로 인구동태에도 심한 변동이 많았
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1300만 명의 독일인 피난민이 축소된 독일의
영토 안으로 유입해왔다. 또 공산치하의 동독 난민이 1950년부터 동베를
3) 독일 사회 체제 개관은 이현진(2011), 주한독일대사관, 외교통상부 자료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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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과 서베를린 사이에 장벽이 구축된 해인 1961년까지 연평균 26만 명
씩 대략 300만 명 정도가 서독으로 넘어와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
다. 동·서독 국경이 폐쇄된 이후에는 1960~1970년대에 걸쳐 주로 외국
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서독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 민족 구성은 현재 게르만족(91.5%), 터키인(2.4%), 이탈리아인, 그리스
인, 폴란드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일의 인구밀도는 유럽에서 룩셈부
르크,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 다음으로 조밀하다. 2006년 기준으로 독일
전체의 인구밀도는 약 231인/㎢인데, 구서독과 구동독 지역 간의 인구밀
도 차이가 현저하게 나다난다. 라인강 연안지대는 고도의 공업발달 외에
비옥한

지질,

온난한

기후

등의

조건을

갖춘

곳으로

인구밀도는

200~300인/㎢ 이다.

❏ 산업구조
❍ 독일의 최대 산업 분야는 자동차, 전기 전자, 기계, 화학산업 등이며 전
체 산업에서 제조업 비중은 26%(건설업 포함 시 30%)를 차지하며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전통적으로 높은 생산성과 탁월한 기술 수준을 바탕으
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한다. 특히, 제조업 기업들은 높은 기술 수
준을 바탕으로 2000년대 초반의 경기침체기에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아울러 2000년대 초반 이래 근로자
들의 임금인상을 억제하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첨단제품
을 개발하기 위해 R&D 투자를 확대한 것도 독일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
을 유지하는 중요 요인이 되었다.
❍ 독일은 또한 중소기업 기반을 견실히 다져왔다. 독일에서 중소기업
(Kleine und mittlere Unternehmen)은 일반적으로 매출액이 5000만 유
로 이하, 종업원이 500명 이하인 기업을 의미한다. 독일에는 약 340만
개의 중소기업들이 수공업, 제조업, 도소매, 관광 등의 제반 분야에서 활
동하고 있다. 독일의 중소기업들은 전체 기업 수의 99.7%, 전체 일자리
의 70%, 전체 기업 매출의 32%에 해당하는 비중을 차지하는 등 독일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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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의 중소기업들은 특정 부문에 특화하여 높은 기술 수준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의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는 등 탁월한 실적을 시
현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술, 레이저 기술, 소프트웨어, 기계 제작 등 하
이테크 기술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중소기업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들 기업들 대부분은 가족기업(Familienunternehmen) 형태로 존재한다.
나. 정치체계: 연방주의
❍ 독일의 연방주의는 대외적 통일성과 대내적 다양성이 결합된 형태로,
연방의 각 주는 자체 국가권력과 헌법을 갖고 있으며 연방주의는 수정이
불가능한 헌법을 근간으로 한다. 또한 국민의 의사가 수시로 국정운영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며, 권력의 수평적 수직적 분산을 추구함으로써
정치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화적 사회적 다양성을 추구한다.
❍ 독일연방공화국 헌법은 1949년 5월 제정된 ‘기본법’으로 잠정 헌법의
성격을 지닌다. 그것은 독일이 다시 통일될 때에 전 독일 민족이 자유로
이 헌법을 기초할 수 있도록 하려는 배려에 의한 것이다. 기본법은 공화
제와 민주제의 원칙에 따라 제정되었다. 전통적인 권력 배분에서 탈피하
여 헌법에 의한 연방제와 헌법재판소의 강화로 권력을 보다 광범위하게
분산, 규제하고 있다. 기본법이 가지는 특색은 인권과 기본적 권리를 보
장하고 개인의 자유를 국가권력에 우선시키는 것이다. 독일 기본법은 처
음에 만들어질 당시 임시로 사용하려 했던 것이었으나 지속적인 힘과 정
치안정의 기본적 요소를 갖춘 것으로 판명되었다. 1990년 10월 3일 동
독이 서독에 편입되자 그 헌법은 전체 독일국민에게 구속력을 갖게 되었
다.
❍ 독일의 연방주의는 1933년부터 1945년까지 나치가 전제주의 체제로
지배를 하면서 일시 중단되었을 뿐 독일은 본래 역사적으로 중앙집권제
도를 운영하지 않았고 수많은 영주국가로 나뉘어져 있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이러한 역사적인 전통을 되살려 독일연방공화국을 수립하였는데,
통일독일 이전에는 11개 주, 통일독일 이후에는 16개 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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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제체계

❏ 경제규모
❍ 독일은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이자 세계 최대 상
품 수출국, 2003년 이후 6년 연속 수출 세계 2위를 자랑하는 세계 2위
의 교역국으로서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위상을 유지하였지만, 2009년 후
로 중국에 추월을 당했다. 2008년에 시작된 경제 위기는 2009년 유럽
전체를 흔들어 놓았고 지금까지도 그 여파로 휘청거리고 있지만 독일 경
제는 예상을 초월한 성장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며 여전히 강건하다.

❏ 경제구조
❍ 독일은 높은 기술수준과 생산성, 축적된 사회간접자본, 전문직업인력을
양산하는 직업학교 체제, 안정적인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 유럽 중심부
에 위치한 지정학적 이점, 물가안정 등을 바탕으로 높은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지방분권체제 등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된 중소기업들이 전문산업기계 부품 등 세계적인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고 있는 등 매우 견실한 경제기반을 갖추고 있다. 특히 현장형 직
업교육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경제구조에서 그 견실함을 찾을 수 있다. 독
일 직업교육인 아우스빌둥(Ausbildung)은 세계 30여개 국에서 관심을 보
이고 있으며, 이미 도입했거나 연구 중이다. 현재 독일의 명목 GDP는 약
3조 3,000억 달러 수준으로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이다. 유럽
최대의 GDP와 인구, 교역규모를 자랑하는 독일의 시장은 그 자체로도
중대한 의미가 있다. 또한 25세 이하 청년층의 실업률이 8%로 유럽경제
위기 이전보다 더 좋아진 상황이고 유럽평균보다 20%나 낮다. 청년 실
업률이 50%가 넘고, 최근 심각한 경제위기에 봉착한 스페인은 그 탈출
방안의 하나로 독일 아우스빌둥을 모델로 직업교육제도의 근본적인 변화
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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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 독일 기업들은 거래선을 쉽게 바꾸지 않고 한 번 신뢰를 쌓으면 거래를
지속하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독일에서 신규 바이어를 발굴하기는 어
렵지만, 일단 거래를 성사시키면 장기간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독
일 기업들은 또한 가격 대비 품질, 디자인, 포장 등에서 주로 실용주의적
선택을 한다. 독일인들은 평소 엄격한 계획성과 합리적 사고방식이 생활
습관으로 배어 있다. 따라서 충동구매를 잘 하지 않으며, 보수적인 성향
탓에 거래를 문서 위주로 진행하는 경향이 강하다. 독일에서는 특별한 구
매시즌이 따로 있지 않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나 하계 대 바겐세일 기간
중에 의류나 가정용품 구매의 70~80%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 독일에서는 대규모 유통업체들과 중소 규모의 유통업체들이 M&A를 지
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유통업체의 대형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
다. 이들 업체들은 전국적 유통망을 유지하고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는 전
략을 시행한다. 또한 경제가 철저히 지방분산화되어 있어서 지역별 세일
즈 대행업자를 통한 판매활동이 유지되고 있다.

라. 사회체계

❏ 소득구조
❍ 과거 독일의 사회계층 구조는 상위계층과 다수의 하위계층으로 구성된
피라미드 형이었지만, 고도 산업사회가 발달하면서 계층 간의 소득격차가
좁혀지고 다수의 중산층이 형성되어 양파 형으로 형성되었다. 지난 1970
년대 이후 출생률이 하락하면서 독일의 인구는 거의 정체 상태였다.
1990년 이후 인구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은 동구, 구 소련 등에서 망명
자들이 유입되고 독일 민족이 귀환했기 때문이다. 독일의 인구는 2010년
말 기준으로 총 8175만 명이다.
❍ 인구의 노령화로 2015년경에는 경제활동 인구와 연금생활자 간의 수적

- 89 -

역전이 이루어지며, 현재 인구의 20%인 60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30년에는 35%로 확대되어 ‘세대 간 계약(Generationsvertrag: 연금 등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에 적용된 원리로서 현재의 근로 세대가 노령의 은
퇴자 세대를 부양하도록 하는 세대 간의 사회계약이다.)’의 불균형이 일
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실업문제
❍ 통독 후 신연방주(구동독지역)의 경제구조가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로 개
편되는 과정에서 실업자가 증가하고, 구서독과 비교하여 상대적 빈곤감
등의 불만 요소가 존재하는 등 통일 후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구동
독지역에 상존해 있는 사회적, 심리적 장벽의 문제는 극복해야 할 과제이
다.
❍ 독일 정부는 통독 후 실업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의 유입을
억제하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고급인력을 제외하고 당해 일자
리에 자국민 또는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회원국 시민으로 충당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만 외국인의 고용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의 유입을 막기 위해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나 기
관, 불법취업을 한 외국인에게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 독일의 실업자 수는 2011년 8월 기준으로 319만 명(서독 지역 205만
명, 동독 지역 105만 명), 실업률은 6.1%를 기록했다. 독일이 실업부조
(Arbeitlosenhilfe)와 사회부조(Sozialhilfe)를 통합한 ‘실업급여 II(하르츠
IV 법)’를 시행한 이후 신규 실업자의 등록 증가 등으로 인해 2005년 2
월의 실업자 수는 전후 최고인 520만 명을 기록한 적이 있다. 이후 경기
가 회복되고 ‘아젠다 2010’ 등의 개혁정책과 고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
진한 결과, 실업자 수는 2008년 11월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08년 2/4분기 이후 독일경제의 침체가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미침에
따라 실업자 수는 2008년 12월부터 다시 증가추세를 보였다.

❏ 일자리 창출 정책

- 90 -

❍ 1인 기업지원 프로그램(Ich-AG)
독일에서 실업자가 창업을 하는 경우 연방고용청은 1년차에게 월 600유
로(Euro), 2년차에게 월 360유로, 3년차에게는 월 240유로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3년간 지원해주고, 연금보험료를 면제해주거나 의료보험료와
간병보험료의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저임금근로(Mini-jobs/Midi-jobs)창출
2003년

4월

1일부터

소득이

월

400유로

이하인

소위

‘미니잡

(Mini-job)'의 근로자에 대해 독일 정부는 각종 세금이나 사회보장보험료
를 면제해주고, 고용주에게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소득이 월
400~800유로인 소위 ‘미디잡(Midi-jobs)’에 대해서는 고용주에게 세금이
나 사회보장보험료를 감면해주지 않으며, 근로자는 세금을 단계적으로 전
액 납부하는 식으로 감면 혜택이 감소한다.
❍ 1유로 일자리(1-Euro-Job)
독일은 실업급여 II(Arbeitslosengeld II)를 받는 장기실업자에게 실업급여
를 감액해주지 않고 추가 수입원으로 시간당 2유로까지의 일자리를 제공
한다. 지방자치단체나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유치원 보조, 공원 작업, 도
로 청소, 노인이나 환자간호, 노인을 위한 쇼핑 보조 등의 적법한 일자리
가 이에 해당되며, 이를 거절할 경우 실업급여를 감액 조치한다.
❍ 일자리 창출자금 지원(Capital for Work)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책금융기관인 재건은행(KfW SME Bank)이 일자
리당 최고 10만 유로를 대출해준다.

❏ 고용알선 및 근로자 능력향상 정책
❍ 연방고용청(BA)의 개혁
연방고용청을 고객중심의 서비스기관인 연방고용공사로 개편하여 행정적
인 업무를 간소화하고 직업알선에 업무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개편하
였으며,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기관 및 부서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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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1년 이상의
장기실업자는 연방고용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관여하는 합동사
무소(Arbeitsgemeinschaft)에서 관리한다. 단, 69개 지방자치단체는 옵션
조항에 따라 전담한다. 연방노동공사는 노·사·정(노동자·사용자·정부)이
자치를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공법상의 기관으로 연방노동사회부의 감
독을 받으며, 산하에 10개의 지역본부(Regionaldirektion), 178개의 고용
사무소(Agentur für Arbeit), 660개의 출장소가 있으며, 9만여 명의 직원
이 근무한다.
❍ 취업알선 바우처(Vermittlungsgutschein)
3개월 이상 일자리 알선이 안 되고 있는 실업자에게 2000유로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하고 민간 취업알선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조치한다.
민간 알선기관은 먼저 1000유로를 지급받고, 취업상태가 6개월 이상 지
속되면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는다.
❍ 인력알선대행사(PSA, Personal-Service-Agentur)
고용사무소와 계약을 맺은 PSA는 6개월 이상의 장기 실업자를 고용사무
소로부터 넘겨받아 수요업체에 파견하거나 훈련시키는 등 실업자의 능력
을 향상시킨다.
❍ 실업자의 직업훈련 지원
실업자에게 일종의 바우처인 훈련수강바우처(Bildungsgutschein)를 지급
하여 민간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가. 고용률,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

❏ 고용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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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 독일노동시장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독일전체
의 거주민수, 경제활동가능자수, 취업자수, 임금노동자수는 <표 1>과 같
다.
 <표 3-1>에서 보듯이 경제활동가능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난데 비해 취
업자와 임금노동자수는 1990년대 초반부터 계속 줄어들다가 1998년도부
터 증가하고 있다.
<표 3-1> ’90년대 독일 거주민수, 경제활동가능자수, 취업자수, 임금노동자수
(단위:천명, %)

거주민수

경제활동가능지수1)

취업자수2)

취업률3)

임금노동자수4)

1992

80,594

43,377

37,878

72.6

34,236

1993

81,179

43,605

37,365

72.4

33,676

1994

81,422

43,654

37,304

71.9

33,516

1995

81,661

43,763

37,382

72.1

33,550

1996

81,896

43,912

37,270

71.9

33,431

1997

82,062

44,055

37,194

71.4

33,280

1998

82,029

44,158

37,540

71.1

33,561

1999

82,087

44,269

37,942

72.2

34,002

2000

82,142

44,413

38,526

72.1

34,582

주 :1) 경제활동가능자수는 만15세이상 만65세미만의 인구
2)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인구로서 기업체를 경영하는 자, 자영업자, 임금노동자 등의 모든 취업자수와 실업
자수를 합친 수치
3) 취업률은 전체 주거민 중에 취업자와 실업자수가 차지하는 비율
4) 과소 노동종사자를 포함한 임금노동자, 직업양성교육생, 육아휴직 중인 자 등도 포함
* 출처 : 독일 연방노동청(1999). 노동시장 2000.

❍ 1990년대의 독일노동시장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발전상황을 보여왔다.
국내총생산이 1993년도 한해에 전년도에 비해 마이너스성장을 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적게는 0.8%에서 많이는 3%까지 성장한 반면, 실업자
수는 경제성장과는 거의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특히 1994년도에 국내총생산이 2.3% 증가한데 비해 실업률은 1993년도
에 비해 오히려 더 증가하였고 그 이후에도 국내총생산은 지속적으로 긍
정적 성장을 이룬 반면에 실업률은 1997년도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이는
경제성장을 통해 실업이 감소하고 고용을 증대할 수 있다은 단순 경제논
4) 김승일(2009), 조우현(1998), 박지순(2004), 한국노동연구원(2012)을 자료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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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반드시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표 3-2> 노동시장동향(연평균)

(단위: 천명 %)

취업자수2)

취업률3)

취업자수

사회보장보험
가입자수1)

독일

서독

동독

독일

서독

동독

1992

37,878

28,973

2,978

1,808

1,170

7.7

5.9

14.4

1993

37,365

28,234

3,419

2,270

1,159

8.9

7.3

15.1

1994

37,304

27,778

3,696

2,556

1,142

9.6

8.2

15.2

1995

37,382

27,778

3,612

2,565

1,047

9.4

8.3

14.0

1996

37,270

27,301

3,965

2,796

1,169

10.4

9.1

15.7

1997

37,194

27,165

4,384

3,021

1,364

11.4

9.8

18.1

1998

37,540

27,266

4,279

2,904

1,375

11.1

9.4

18.2

1999

37,942

27,568

4,099

2,756

1,344

10.5

8.8

17.6

2000

38,526

27,578

3,889

2,529

1,359

9.9

7.8

17.4

주: 1) 연방노동청에 등록된 실업자수만을 의미함
2) 취업자수를 기초로 한 실업률
* 출처 : 독일 연방노동청(1999). 노동시장 2000.

❍ 연방노동국(Bundesagentur für Arbeit)에서 지난해 말에 발표한 2011년
12월 노동시장 현황보고자료에 따르면, 취업자 수와 사회보험의무 고용
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전체적으로 전년도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11년 독일의 연평균 취업자수는 약 41,094,000명으로 집계되
어 전년 대비 541,000명(+1.3%)이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고용 증가세에
힘입어 연평균 실업자 수는 2,975,821명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실업자 수 추이는 전년 대비 262,600명(-8.1%)이 감소한 것으
로, 실업자 수 300만 명 이하를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1년 이래로
가장 낮은 실업자 수치를 기록했다.


독일의

취업자(Erwerbstätige)

및

사회보험의무

고용자

(sozialversicherungspflichtige Beschäftigung) 수는 2010년 말경에는 다소
감소하였지만, 2011년 상반기부터는 다시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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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최근 3년간 독일의 취업자 수 및 사회보험의무 고용자 수 변화 추이 (단위: 천명)

❏ 고용형태
❍ 1990년대에는 1980년대에 이어 3차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여 그 종사자
수가 늘어난 반면에 1, 2차 산업의 종사자수는 크게 줄어들었다. <표
5-3>에서 볼 수 있듯, 3차 산업 중에서도 특히 정보통신기술분야의 발
전 속도는 1990년대 초반에도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급성장을 이루었다.
 이에 따라 다른 산업분야는 노동력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양상을 보이
고 있는 반면에 정보통신기술분야에서는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
<표 3-3> 취업구조의 변화
제1차산업
(농림수산
업)

제2차산업
(건설,일반
제조업 등)

1991

1,565

1992

(단위: 명)

제3차서비스산업
전체
취업자수

전체

상업,교통
,요식업등

금융,임
대,영업
서비스

공공.민간
서비스업

14,117

19,452

9,333

3,707

9,742

38,454

1,325

12,362

23,184

9,369

3,909

9,916

37,878

1993

1,224

12,756

23,386

9,341

4,054

9,991

37,365

1994

1,172

12,228

23,738

9,313

4,248

10,177

3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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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1,115

11,871

24,039

9,309

4,404

10,4326

37,382

1996

1,008

11,595

24,391

9,326

4,566

10,499

37,270

1997

991

11,585

24,618

9,344

4,728

10,546

37,194

1998

994

11,499

25,047

9,450

4,979

10,618

37,540

1999

975

11,368

25,599

9,564

5,268

10,777

37,942

2000

977

11,262

26,243

9,679

5,608

10,956

38,532

* 출처 : 독일 연방노동청(1999). 노동시장 2000.

❏ 근로조건
❍ 1990년대에는 근로관계의 형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두드러진 변화가 나
타났다. 독일의 근로관계는 크게 정규근로관계와 비정규근로관계로 구분
할 수 있는데, 정규근로관계란 일반적으로 ‘안정적 지속적이며 사회보장
보험에 가입의무가 있고 매월 정기적인 임금을 받으며 주 36시간 이상의
전일노동’을

의미한다(김형배․박지순,

2004;

박장현,

1996;

박종희,

2003; 박지순, 2004).
 이러한 정규근로관계를 갖고 있는 임금노동자가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1985년만 하더라도 75%에 달하였는데 1995년도에는
그보다 12%가 줄어든 63%였다. 성별로 보면 1995년도에 남성의 경우에
는 남성취업자 중 78%가 정규근로관계를 갖고 있었으며 전체여성취업자
중에 정규근로관계를 갖고 있는 여성은 51%에 불과했다.
❍ 정규근로관계 이외의 근로관계는 부분시간노동, 과소노동, 유기한 근로관
계, 파견노동, 자영업 등의 형태로 구분한다.
❍ 부분시간노동(파트타임근로 : Teilzeitarbeit)
 부분시간노동은 사업장 협약이나 산업별 단체협약에 정해진 정규 노동시
간보다 적은 노동시간의 근로형태로서 노동시간만 정규근로관계보다 적
을 뿐이지 각종 사회보장, 보험가입의무나 노동법과 사회법 등 제반 노동
자의 권리와 관련된 규정은 정규 근로관계의 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된
다.
 부분시간노동의 대부분은 반나절 근무(하루 4시간 또는 주18시간 이상)
를 의미하지만 경우에 따라 더 많을 수도 있고 전일노동제의 노동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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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접한 주30∼5시간제의 부분시간노동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노동시간
배치 또한 상당히 유연한데, 매일 오전 근무 또는 오후 근무만 하는 것이
외에도 1주일을 단위로 2.5∼일간의 전인근무 또는 한 달을 단위로 1주
일은 전일근무하고 그 다음 주는 쉬는 등 노동시간이 다양하게 배치될
수 있다.
 부분시간노동의 근로형태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배경은 여성의 취업확대
뿐만 아니라, 정치적․경제적 이유에도 기인한다. 정치적으로는 고실업시대
에 접어들면서 전일근로제를 부분시간근로제로 전환하여 고용을 늘린다
는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권장한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부분시간노동이 경
제성이 더 있다이고 판단하고 있다.
 부분시간노동은 기본적으로 노동시간이 짧아서 오히려 시간당 생산성이
높고, 사용자가 생산량을 고려하여 노동시간을 비교적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으며, 부분시간노동자가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전일노
동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비해 상당히 적다.
❍ 과소노동(Geringfüige Beschätigung)
 1990년대에 독일노동시장에서 또 하나 두드러진 현상은 과소노동이 늘
어났다는 것이다. 과소노동이란 부분시간노동과는 달리 노동시간이 ‘주15
시간 미만’이면서 근로수입이 ‘월630마르크 이하’이거나 또는 ‘근로관계
가 연50일 또는 2달 이내’로 정해진 경우를 의미한다. 원래 과소노동은
연금생활자나 실업자가 연금 또는 실업급여. 실업부조로는 생활이 부족한
경우에 과소노동을 하여 부수입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 또는 가정주부가
부업을 하는 정도의 의미로 노동시장정책과 사회보장제도 상 크게 문제
되지 않았던 근로형태이다.
 그러나 1990년도에 대량실업이 지속되면서 과소노동종사자는 사회보장
보험가입 의무가 없고 노동법 및 단체협약상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
며, 과소노동이라도 하겠다는 실업자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특
정산업에 급속도로 확대되어왔다. 게다가 기존의 정규근로관계의 일자리
를 과소노동으로 대치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였다.
 과소노동의 확대는 사회․경제․재정․정치적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사회적으
로는 사회보장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노동법 및 단체협약상의 규정 등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과소노동의 노동자들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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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놓여 있다. 경제적으로는 정상적 경쟁을 위협한다는 것인데, 즉 정규
근로관계나 다른 형태의 비정규근로관계인 경우에는 각종 사회보장보험
료를 납부하는 반면, 과소노동의 사용자와 노동자는 그 의무를 갖지 않기
때문에 경쟁조건이 다르다는 것이다.
 사회보장보험의 재정에 있어서도 정규근로관계를 과소노동으로 대치함으
로써 발생한 재원부족은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였다. 또한 정치가 이러한
불안정과 문제점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성과 적법성 문제로 도전
받게 된 것이다. 결국 1999년도에 과소노동종사자에 대한 사회보장보험
의 확대와 사회보장보험의 재정 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과소
노동종사자를 임금노동자로 규정하고 이들을 고용보험을 제외한 제반 사
회보장보험에 가입토록 법적으로 정하였다.
❍ 유기한근로관계(Befristete Beschätigung)
 유기한 근로관계는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또는 계약직과 마찬가지로 근로
기간이 정해진 근로관계를 의미한다. 유기한근로관계는 통상적으로 근로
기간을 미리 정하지만 프로젝트에 따라 근무기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경우에는 프로젝트가 끝남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해소되기도 한다. 유기한
근로관계는 사회보장보험가입 의무와 혜택, 노동법, 사회법 등은 정규근
로관계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정규근로관계와 법적 보호상 차이가 나는
점은 「해고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것이다. 또한 기업연금이나 상
여금 등 한 사업장에 종속한 기간과 관련된 보장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
문에 정규근로관계에 비해 불리하다.
 비정규직 또는 계약직 등의 유기한근로관계로 인해 노동자가 불이익을
당하고 사용자들이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여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독일에
서는 유기한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유기한으로 맺을 수 밖에
없는 객관적 근거, 예를 들어 계절산업, 일시적으로 수행될 작업, 프로젝
트에 의한 근로, 노동창출사업과 같이 연방노동청에서 촉진하는 사업의
근로관계 등 가제시되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1985년도에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제정된 「고용촉진법(Beschätigungsföderungsgesetz)」에는 객관
적 근거가 없어도 2년 기간에 한하여 유기한근로관계를 맺을 수 있다을
정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계약직이나 임시직과 같은 근로관계를 사용자가 스스로 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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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이유는 유기한근로관계에 비해 정규근로관계가
오히려 생산성이 높고, 노사간에 안정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인간
자본(Humankapital)에 대한 투자효과가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 파견노동은 파견업체(Verleihbetriebe)가 자신이 채용한 노동자를 다른 사
업체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노동자파견’과 유사한
개념이다. 파견업체는 연방노동청의 허가를 받아야 영업파견 행위을 할
수 있으며 파견되는 사업장에 최장 1년간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노동
자를 파견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모든 산업에 노동자파견이 허용되어 있
으나 건설산업은 금지되어 있다. 건설산업에 파견노동을 금지하는 근본적
이유는 건설업 특성에 따른 불안정고용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이
다.
 「노동자파견법(Arbeitnehmerüerlassungsgesetz)」에는 파견노동자와 파
견업체간에 정규근로관계를 맺어야함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예외적으
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유기한근로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유기한근
로관계를 세 번째 맺게 되면 자동적으로 정규근로관계로 전환된다.
❍ 조업단축급여(Kurzarbeitergeld) 지급을 통해 단기적인 경기변동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기업들 또한 고용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어, 궁극
적으로는 실업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현재의 독일 노동시장이
2009년의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발전추이를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조업단축으로 대표되는 각종 노동시장 안정화 정책이 기
여한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연방노동청에 접수된 조업단축 신청건수 및 신청대상 근로자 수를 살펴
보면, 2011년 10월에는 2,056건으로 37,471명 그리고 11월에는 5,436
건으로 67,302명의 근로자에 대한 조업단축신청이 접수되었다(❏그림 ]
참조).
 가장 최근 자료인 2011년 6월의 조업단축급여 수급 근로자 수는
109,754명으로 전년 대비 309,761명(-73.8%)이 감소하였다. 조업단축
급여 수급자 수는 2009년 5월에 최고치인 1,468,809명을 기록한 이후
2009년 하반기까지 차츰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2010년 3월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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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 다시 큰 폭으로 감소해 왔다. 이처럼 조업단축급여 수급자 수가
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대다수의 사업장들이 경기호황에 따라 생산능력을
다시 확충하고 정규 근로시간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림3-2> 최근 3년간 독일의 조업단축급여 수급 근로자 수 변화 추이

(단위 : 천명)

나. 노조조직율, 노조조직형태, 노사협상 내용5)

❏ 노조조직율
❍ 1933년 히틀러 정권에 의하여 노동조합들이 강제로 해산되기 이전까지
독일에는 3개의 노동조합 연맹체들이 있었다. 이 연맹체들은 서로 다른
사상이념에 따라 나뉘어져 있었다. 사회주의적 지향을 가졌던 전 독일노
동조합연맹(ADGB),

기독교적

지향을

가졌던

독일기독노동조합연맹

(CDGB), 그리고 노사화합과 자유주의적 지향을 가졌던 독일노동자-사무
노동자-공무원동맹 (소위 히르쉬-둥커 동맹) 등임. 이 각각의 연맹체 산
하에는 다시 산별/업종별 또는 직능별로 조직된 다수의 노동조합들이 소
속되어 있었다.
❍ 두 가지 원칙, 즉 산별노조주의(Industriegewerkschaftsprinzip)와 단일 노
조주의(Einbeitsgewerkschaft)원칙이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재건 시기에 도
입되었다. 첫째 원칙은 한 기업에 하나의 조합만이 허용되는 것으로서 모

5) 강희원․김영문(2001), 계희열(2002), 김승일(2009), 김유선 외(2000), 김재원(1999), 김형배(2005), 이
상덕 외(2004), 이상윤(1997), 이학춘(2004)을 자료를 참고하였다.

- 100 -

든 노동자들이 직종이나 생산직 및 사무직에 상관없이 하나의 노조에 가
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둘째는 노조들은 정치적인 정당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포함한 것이다. 노동조합의 상급단체는 로비를 포함한
정치적 활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상대적으로 약한 독일노동조합총동맹
(Deutscher Gewerkschaftsbund: DGB)이다. 그러나 독일노동조합총동맹은
각 회원 노조가 수행하는 단체교섭에 참여하지 않았다.
❍ 그러나 독일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완벽한 산별 단일노동조합들의 건설
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우선, 동-서독의 분단으로 말미암아 독일 전
역을 대상으로 하는 산별 단일노조의 건설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
라 서독지역에서는 서독지역만을 대상으로 16개의 산별노조들이 건설되
었으며, 이들이 모여서 1949년에 독일 노동조합연맹(DGB)을 결성하였
다. 동독지역에서는 1946년에 자유독일노동조합연맹(FDGB)이 건설되었
다. 그후 자유독일노련과 산하 노조들은 1989/90년 동-서독 재통일과
동시에 해체되고, 서독의 독일노련과 산하 노조들에 통합되게 되었다.
❍ 산별노조주의는 40년 이상 지배적인 원칙으로 남아 있고, 혼란의 세월에
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조직적 경쟁과 작업
관장이나 관할권에 관한 쟁의를 포함한 노동조합 내의 경쟁이 완전히 사
라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장인(匠人)이나 직업조합주의의 보다 강한 전
통이 있는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내적 갈등은 적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약 17개 노조로 구성된 DGB의 안정적인 조직 구조
에 큰 변화가 있었다. 합병과 인수는 조합원의 감소, 재정 감소, 노동시
장의 유연화 및 탈규제화를 포함한 경제에 있어서의 구조적 변화에 의하
여 촉진되었다. 이러한 합병은 점차적으로 산업노조주의의 오래된 시스템
을 대체하면서 보다 적은 수의 노조가 발전하고 보다 집중화되는 현상을
보인다.
❍ 이러한 최근의 과정을 통해 2001년에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노동조
합인 독일통합서비스노동조합(Vereinte Dienstleistungsgewerkschaft, 약칭
Ver di)이 탄생하였다. 이 노동조합은 공공부문과 사적 부문의 5개 노동
조합으로 이루어졌고, 약 300만 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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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노련의 조직율은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노련의 규모는 1989/90년 동서독 통일 직후인 1991년에 사상
최대로 1천 1백 8십만 명에 달하였다. 그 이후 지금까지 약 2백만 명의
조합원들이 탈퇴하여 1994년 12월의 조합원수는 1천만명에 조금 못 미
치고 있다.
<표 3-4 > 독일노동조합연맹 조합원수 변화 추이 (1950～94)
연도

조합원수(천)

임노동자수(천)

조직율(%)

1950

5,278

-

-

1960

6,378

-

-

1970

6,712

22,246

30.2

1980

7,882

23,897

33.0

1991

11,800

34,813

33.9

1994

9,768

32,402

30.2

주: 1) 1991년부터는 동-서독 통합 수치
* 출처 : 독일 연방노동청(1999). 노동시장 2000.

❍ 독일의 노동조합이 직면한 주요 문제는 노조원 구조와 고용 구조가 조화
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재 조합원 구조는 1960년대의 산업 및 고
용 구조를 반영한 것이다.
 그때 이후로 시간제 노동자(part-timer)의 수가 전체 노동력의 약 20%까
지 증대되었다. 여성, 연소노동자(younger employees), 고학력 노동자, 민
간서비스부문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신경제부문, 그리고 소위 비정규
고용부문이나 불안정 지위의 노동자들이 노조에 의해 상대적으로 대표되
지 못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공공부문과 오래된 조직에서는 상당히 좋은 교육을 받은 주
연령대의 남성, 일반적으로 구(舊)경제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노조원이 많
다.

❏ 노조조직형태
❍ 기구
 독일노련과 산하노조들은 조직구조상 서로 매우 닮아 있다. 우선, 지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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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각 조직은 전국중앙본부, 지역본부, 그리고 지구지부로 구성되어 있
다. 독일노련의 경우, 각 지역본부의 관할구역은 행정구역상의 자치주와
일치되게 13개로 조직되어 있다. 지역본부 산하에 지구지부들이 있는데,
지구지부는 행정구역상의 기초자치단체를 하나 또는 수개 합친 관할구역
을 가진다. 1994년 독일노련 지구지부의 수는 201개이다. 지구지부는 지
역본부와 협의하여 기초행정구역 지부를 둘 수 있다. 기초행정구역 지부
는 거주 지역에 밀착하여 조합원모집 및 상담 사업을 수행한다. 1994년
약 1천여 개의 기초행정구역 지부가 조직되어 있다.
 산별노조들의 지역구분은 연맹의 지역구분과 반드시 서로 일치하지는 않
으며, 이것은 산별노조들 서로 간에도 그러하다. 각 산별노조들은 조직대
상인 공장 및 사업장들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 따라 사업추진에 가장
용이하도록 지역을 구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단체협상은 지역을 단위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동조합
의 지역본부는 조직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 몇몇 조합
들에서는 지역집행부가, 중앙집행부의 간섭 없이, 지역총회에서 지구대의
원들에 의하여 선출된다. 다른 조합들에서는 중앙집행부가 지역집행부를
추천하고, 이를 지역총회에서 지구대의원들이 승인하는 식으로 선출됨.
한편, 조합원들에 대한 개별적인 상담과 지원은 주로 지구지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연맹과 산하노동조합들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에도 서로 닮은
점이 많다. 최고의결기구로 전국총회가 있고, 그 아래에 운영회의가 있
고, 다시 그 아래에 중앙임원회가 있는 식이다. 예를 들어 연맹의 경우,
최고심의의결기구는 연맹총회이다. 연맹총회는 산하노조들로부터 파견된
400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각 노조들로부터 연맹총회에 파견되는 대
의원 수는 해당 노조의 조합원 수와 여성조합원의 비율을 감안하여 산정,
할당됨. 정기총회는 4년마다 개최된다. 연맹정기총회가 열리기 3개월 전
까지 각 노조들은 노조총회를 개최해야 하며, 여기서 대의원을 선출, 연
맹총회에 파견한다.
 연맹운영회의는 총회와 연맹임원회 사이에 있는 심의의결기구이다. 연맹
운영회의는 각 노조에서 선출, 파견된 70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연맹
운영회의는 1년에 1회 이상 된다. 연맹임원회는 연맹총회에서 선출된 5
명의 상무임원단과 각 노조의 위원장들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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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단은 연맹의장 1인, 부의장 1인, 그리고 3인의 임원으로 구성된다.
연맹임원회에서 21명의 임원들은, 각자가 대표하는 조합의 크기에 상관
없이, 모두 1표씩의 의결권을 가진다.
❍ 노동조합직원
 조합직원은 전적으로 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조합가이다. 조합가는 임
기가 정해져 있는 선출, 파견직이 아니고 전업직이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의 역량을 갖출 수 있으며, 또 갖추고 있다. 1994년 연맹의 각급 기구들
에 소속된 직원 수는 2천 537명이고, 이 중 중앙본부 소속 직원은 303
명이다.
❍ 노조신임자
 노조신임자란, 노동조합의 직원이 아니면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 내의 조합원을 말한다. 노조신임자 또는 그 조직은 독일노동조합
의 특수한 발전과정, 다시 말해서 기업별노조가 존재한 적이 없는 역사적
발전과정의 산물이다.
 노조신임자들은 사업장 소속의 노동조합원들에 의하여 선발된다.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직원평의회에 의해서 위촉되기도 하고, 당해지역
노동조합에 의하여 위촉되기도 한다. 한 사업장 내의 노조신임자들이 모
여서 노조신임자회를 구성한다. 직원편의회 대의원이면서 노조신임자인
경우는 매우 흔한 일이다.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조합 전임직
원이 현장에 파견되어 노조신임자들과 한다께 활동하기도 한다.
 직원평의회와 노조신임자회는 서로 다른 성격의 활동을 수행하면서, 때로
는 서로 보족적인 관계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경쟁적인 관계에 있
기도 하다. 직원평의회 대의원들에게는 법률로 보장된 각종권한이 부여되
어 있는 반면에, 이들의 활동은 사업장체제법이 정해놓은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노조신임자들에게는 법률이 보장하는 아
무런 특전도 부여되어 있지 않는 반면에 이들은 노조가 개입할 수 있는
모든 사안들을 대상으로 활동할 수 있다. 노조신임자는 임금노동자로서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한편, 과외로 노동조합의 사업을 수행
한다. 그러므로 노조신임자에게는 남다른 사명감과 자발성이 요구된다.
 노조신임자(회)는 사업장 바깥의 노동조합과 사업장 안의 조합원들 및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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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들을 연결시켜 주는 고리이다. 우선 노조신임자들은 사업장 내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노조의 사업에 반영시킨다. 다른 한편
으로 노조신임자들은 노동조합의 의견을 사업장 내의 노동자들에게 전파
하고, 사업장 내에서 신규조합원을 모집하고, 쟁의시에는 조합원들을 파
업에 동원한다. 이처럼 그 활동 내용이나 중요성으로 비추어 볼 때 노조
신임자회는 노동조합의 현장 토대기구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노조신임자회는 조직형식상 노동조합의 기관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지
금까지 여러 노동조합들에서 노조신임자회를 정관기구로 삼고,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것에 대한 제안이 있어 왔지만, 아직 대부분의 노동조합들
에서는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 노사협상 내용
❍ 단체교섭 : 산별교섭 대 중앙교섭, 그리고 분권화
 단체교섭은 노동조합 활동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체교섭구조는 해당 나라의 노사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 경영참가 : 노동자위원회 대 노조지부
 노동조합의 경영참가의 문제는 20세기 내내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고,
사용자들은 경영문제를 자신들의 특권으로 여겨왔지만 1950년대 이후
선진자본주의국가에선 노동자들의 경영참가 확대가 꾸준히 있어 왔다. 그
나라들 중에서도 독일은 노동자조직의 경영참가 형태가 ‘공동결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방식도 1970년대 중반에 「공동결정법」의 제정을
통해 확고하게 자리잡음으로써 다른 나라의 모델로 인식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 의해 원칙적으로
규정되며, 공동 결정하는 내용은 노동자의 인사 및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권 또는 협의권을 갖게 되고 경영정책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
보권 등의 권리를 갖게 된다. 공동결정제도가 있다이고 하더라도 모든 문
제에 대해 노동자가 합의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많
은 문제에 힘을 가지고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게 된다.
 사업장조직의 권한과 조직은 임금, 노동시간 등의 작업장차원의 교섭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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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산별 차원에서 직무별 임금수준을 최저
기준을 결정하고 임금체계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
인 최종결정은 작업장차원의 노사교섭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3.

교육 체계

가. 학제6)

❏ 독일은 연방정부로 되어 있어 각 주정부는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 특히 교육의 자치권(Kulturhoheit )은 엄격하여 각 주는 특성 있는 교육
제도를 주장하고 있어 외국인이 볼 때는 파악하기 힘든 혼란한 교육제도
를 시행하고 있다. 연방정부에서는 문교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으며,
주정부 문화부(Kulturministirum)가 관장하고 있다. 주정부의 문화부 장
관은 정기 혹은 부정기적인 문화부 장관회의(Kulturministerkonferenz)를
갖고 교육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먼저 독일 교육제도를 계략적으로 살펴
보고 각 단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유치원(Kindergarden) : 유치원은 독일에서 만들어진 제도로 많은 나라에
서 이를 도입하였다. 3세부터 6세까지의 어린 아이들을 돌봐 주는 유치
원의 중요한 교육적 과제는 언어발달촉진, 사회성 교육과 놀이다. 대부분
의 유치원에서는 오전에만 어린이들을 교육시키고 있으나 온종일 아이들
을 돌봐주는 유치원도 있어 맞벌이 부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된다. 유치원
은 의무교육이 아니어서 학부모가 아동을 유치원에 보낼 것인가 아닌가
는 자유임. 유치원은 대부분 시 ·읍 ·면 당국이나, 교회, 조합, 기업에 의
해 운영되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기초과정 : 기초학교(Grundschule)(한국의 초등학교)의 과정을 말하며 모
든 아동에 해당된다. 기초학교에서 4년 간(베를린 지역은 6년 간) 공부를
한후 학생 스스로 여러 가지 가능성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많은 학
생들이 진로변경이 가능한 상황 파악반(5학년과 6학년 과정)을 선택한다.
6) 김기홍․·김경주(2007), 정종화(1997), 박덕규(1994)를 자료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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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갈 나이가 되었으나 불가능한 아이는 가능성에 따라 학교내 유치원
에 입학 할 수 있다.


중등교육 1단계(한국의 중학교과정) : 중등교육 1단계는 기초학교 4년
수료 후 주요학교, 실업학교, 김나지움, 종합학교의 네 가지 학교 중 하
나에 진학하여 배우는 과정을 말하고 1단계를 수료한 후 2단계를 정할
때 진로를 다시 선택 할 수 있다.

 중등학교 2단계(고등학교) : 중등학교 2단계는 1단계의 상위단계로서 일
반교양과 직업학교과정을 교수하며, 전문대학, 단과대학, 대학교의 하위
과정을 교수한다. 인문학교 10학년에서 11학년 및 11학년에서 13학년까
지를 말한다. 중등교육 2단계에는 주요학교, 직업학교, 제2의 교육과정
(Zweiter Bildungsweg: 성인학교), 특수학교(Sonder schule)가 있다.


대학(고등교육, 제3의 영역이라고도 한다) : 독일의 대학은 교양학부과
정이 없고 입학과 동시에 전공과목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는 중등학교 2
단계과정에서 교양학부과정을 미리 마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독일의
대학은 각 주에서 교육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만큼 그 종류도 다양하며
다음과 같은 형태가 있다.
⦁ 종합대학교(Universität), 공과대학(Technische Hochschule), 통합대학
(Gesamthochschule Hochschule), 특수단과대학(Hochschule; (의대, 스포
츠대,

신학대)과

같은

학술적인

대학과

교육대학(Pädagogische

Hochschule)(기초학교 교사 양성).
⦁ 예술대 및 음악대(Kundt und Musikhochschule).
⦁ 전문대(Fachhoschule).
⦁ 이들 대학의 입학자격은 전문대학은 전문상급학교 2년을 수료해야 입
학이 가능하고 다른 대학들은 입학자격고사(Abitur)를 전제로 한다.

나. 성인교육 체계

❏ 평생교육의 전 단계 모델 : 계속 교육(Weiterbildung)
❍ 목하 독일에서 진행 중인 평생교육에 대한 논의와 노력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제껏 진행돼 왔던 유사한 개념인 계속교육의 실상과, 계속교육과
정에서 드러나 부분적으로 이미 그 해결방안들을 모색해온 제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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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실제로 광의로 해석한 계속교육은 평생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미 그 기본 컨셉트에서 삶의 모든 단계
를 통해 계속되는 교육이라는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계속교육
의 개선노력은 평생교육 체제구축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 일반적으로 직업교육과 이에 따른 직업 활동 이후에 개인적, 경제적, 사
회적 이해에 의해 행해지는 모든 교육과정을 계속교육이라 칭한다. 계속
교육은 개인 인성계발의 계기이기도 하지만, 역동적으로 변하는 기술 발
전에 적응하기 위한 필연적 과정이고 국민 경제의 생산성 확보를 염두에
둔 노동시장정책의 중요한 국면을 포괄하고 있으며, 시민사회 민주화 과
정의 도구로도 쓰여 왔다.
❍ 직업구조와 연령별 인구통계학적 변화, 문화적 가치 및 독일 교육시스템
전반의 변화의 영향으로 계속교육 역시 변화와 확충의 도상에 있다. 독일
의 계속교육은 역사적으로는 지난 백여 년에 걸쳐 노동자 교육, 국민 교
육, 성인교육 등의 개념으로 변화하며 이루어졌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교육과정의 연속성에 중점을 두어 계속교육(Weiterbildung)이라는 용어가
주로 쓰인다.
❍ 1960년대에 까지도 독일에서 계속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비판적 논의들
이 있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특히 직업적 측면에서 계속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제 판이하게 달라져 있다. 이미 독일사회에서 계속교육은 직능
개발과 인성개발의 기회이자 증거로 인정받고 있으며, 피교육자를 적극적
으로 교육 프로세스의 형태결정에 참가시키려는 노력들이 보인다. 반면,
이렇게 직업에 정향돼 실시되는 계속교육은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
가 경제적 필요에 따라 신기술에 대한 적응이라는 형태로 강제되고 있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 1970년대 중반까지는 독일의 성인교육은 Volkshochschule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오늘날에는 스펙트럼이 다양해져 Volkshochschule이외에도
산업체 향상교육, 작업장에서의 비형식적 교육 및 다양한 기관과 매체를
통한 계속교육의 형태들이 공존하고 있다. 1970년 독일 교육위원회(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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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tsche Bildungsrat)는 구조계획(Strukturplan)을 세우고 계속교육을 초․
중등일반교육, 직업교육, 대학교육과 한다께 네 번째 교육의 중추로 세우
려는 정책을 펴서 이 부문의 괄목할만한 확충을 이루었으나, 실제로 계속
교육․평생교육은 아직 독일교육시스템의 확고한 한 기둥으로 자리 잡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 1969년 노동촉진법(Arbeitsförderungsgesetz)이 생긴 이래 향상교육과 직
업 재교육은 독일 노동시장정책의 예방기구로 쓰여 왔다. 원래의 목표는
경제 및 사회 정책적 조치들을 통해 높은 고용을 실현․안정하고, 고용구
조를 개선하며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에서 노
동자의 유연성을 촉진하고, 구조변화를 통한 실업의 예방, 여성, 노년층,
장애자등을 집중 원조하며, 개별경제 분야들의 구조를 개선하기로 하였
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일련의 조치들은 잠정대기상태를 늘리는 결과
를 낳았다. 실업자들이 향상교육, 직업재교육 등 일련의 계속교육과정에
투입되었지만, 이것이 실제적 취업으로 연결되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노
년 실업자, 장기 실업자와 1차 직업교육 후 선택 직업군에서 일자리를
얻지 못해 향상교육이나 직업 재교육을 받은 집단이 취약집단으로 드러
났다. 독일 통일 후 10년 동안 구 동독지역에서 계속교육에 막대한 투자
가 일어난 것도 실상은 통일이후의 극적인 노동시장 변화의 완충효과를
노렸던 것으로 해석된다.

4.

직업교육훈련 체계

가. 직업교육 직업훈련 제도와 법, 역사와 현황7)

❏ 중세부터 최근까지의 역사 및 관련 제도 변화
❍ 독일의 직업훈련제도는 중세 유럽의 도제제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도제 단계에서 기술을 습득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게 되면 스스로
7) 김승일(2009), 오승구(2008), 정주연(2003), 조민경ㆍ김승철(2008), 최민아(2008), 한국노동연구원
(2005, 2007)을 자료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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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를 개설하여 도제를 거느리고 독립된 직업생활에 들어갈 수 있다.
 1845년 프로이센 기업과 1869년 북부독일연합의 기업법에서 직업활동을
하는 청소년에게 부분적인 향상교육을 의무화했다.
 다른 나라와 대조적으로 실습과 이론 학습의 시스템이 19세기에 구축되
었다. 체계적인 현장훈련은 작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이는 학교에서의 일반
교육 및 이론교육에 의해 보완되었다.
❍ 20세기에 이르러 다양한 산업체 현장에서 이루어지던 실습은 근대적인
직업훈련시스템으로

체계화되고

연방정부의

‘직업훈련법

(berufsbilddungsgezetz, BBiG)’로 법제화되었다..
 1969년 직업훈련법(berufsbilddungsgezetz, BBiG)을 근거로 하여 산학협
력 중심의 이원화 직업훈련제도를 정립하고 지원하게 되었다.

❏ 주요 직업훈련제도(기관)
❍ 독일에서 직업훈련학교는 두 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취업을 할 수 있는
직업자격을 주는 직업훈련학교와 일반학교와 유사한 진학자격을 수여하
는 직업훈련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현행 독일의 가장 주요한 직업교육형
태로 직업교육훈련교육과 훈련기관은 아래와 같이 나누어 설명할 수 있
다.
 전일제 직업전문학교(Berufsfachschulen) : 자발적 지원으로 최소 1년 이
상의 수업을 실시하여 직업 준비교육을 제공하거나 실용 직업교육을 통
하여 완전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전일제 직업전문학교 수료자들에게는
수료한 직종에 해당되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전문학교(Fachoberschulen) : 실업학교 졸업증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
격증을 취득한 자에게 입학을 허락한다. 전일제 수강인 경우 최소 1년,
시간제인 경우 최대 3년까지 수강이 가능하다. 전문학교를 이수해야만
전문단과대학(Fachhochschulen)에 진학할 수 있다.
 직업향상학교(Berufsaufbauschulen) : 직업향상학교는 현재 직업교육을
받고 있거나 직장을 가진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특정 전문 과목을
중점적으로 가르친다. 전일제과정은 12~18개월, 시간제는 3~3.5년 과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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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단과대학(Fachhochschulen) : 직업에서 고도의 전문기술능력을 요구
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여 1969년 독일 연방 주 정부들의 협정에 의거
하여 설립된다. 파혹슐레는 고도의 실무 훈련을 제공하여 전문직업종사자
를 위한 준비교육과정으로 볼 수 있다. 전통적 분야인 보험, 교통, 부동
산, 은행뿐 아니라 농업, 디자인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IT분야
에도 확대되고 있다.

나. 직업교육훈련과 교육제도의 관계, 학력과 자격의 관계

❏ 이원적 직업교육훈련 제도8)
❍ 독일 직업교육훈련제도의 특징은 기본적인 직업교육 훈련과정을 비롯한
각종 교육 및 훈련기관에서 다양한 형태의 직업교육이 제공되는 것이다.
이를 이원적 직업교육훈련(Duale Berufsausbildung)이라 한다.
❍ 이원적 직업교육훈련제도는 두 개의 학습장소, 즉 기업체와 시간제 직업
학교에서 교육과 훈련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원적이라고 부른다. 듀얼 시
스템은 일반교육학교와 직업훈련학교와는 다르게 교육당국으로부터 상당
부분 자율성을 가지고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시험을 포함한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듀얼 시스템은 다양한 교육훈련방식과 한다께 국가, 기
업, 노조가 공동책임을 짐으로써 사회와 경제가 상호 연관을 맺고 있는
분야로 특징지을 수 있다.
❍ 이원화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해 별다른 요건을 규정하지
않는다. 즉 모두에게 개방되어 직업활동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능력과
자격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직업교육생의 기업 내 교육 및 보상
에 대해서 기업이 원칙적으로 재정을 부담하도록 한다.
❍ 독일의 이원적 직업훈련제도는 19세기경 계속교육의 일환으로 직업훈련
학교가 생긴 후에 정착되었다. 1960년대 경제발전에 있어 산업기능인력
8) 김기홍․·김경주(2007), 최민아(2008)를 자료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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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자, 독일 연방정부는 1969년 직업교육훈련
법(Berufsbildungsgesetz)을 제정하였고, 이 법을 근거로 하여 산학협력중
심의 이원화 직업교육훈련제도를 정립하고 지원하게 되었다.
❍ 이원적 직업훈련에 있어 직업훈련 및 숙련자격정책과 관련된 사용자협회
나 사용자, 노동조합 그리고 학교 운영자 및 교육훈련 전문가의 개입이
가능한 독일의 제도적 구조는 정부주도형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제도가
갖기 쉬운 한계, 즉 숙련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의 문제인 정부실패를
줄일 수 있다.
<그림 3-3> 독일의 이원적 직업훈련제도

다. 직업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관계

❏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의 사회적 역할
❍ 동태적 경제성장과정에서는 산업구조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게 되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산업분야에서 고급인력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양성훈련, 향상훈련 및 재훈련
을 고용촉진법의 핵심분야로 만든다.
 독일의 고용보험제도는 1927년에 실업급부 지급위주의 소극적 정책에서
출발하여 1969년의 고용촉진법 도입을 계기로 적극적 정책으로 전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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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따라서 교육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전에는 훈련참가자가 생활비와
훈련비보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방고용청은 재정상황에 따라 이의 지
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조항을
개선하여 개인에게 이의 지급을 신청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또한 직업훈련에 참가할 수 있는 대상을 실업자뿐만 아니라 취업 중인
근로자에게로 확대하였다. 아울러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조
조정으로 근로자가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
을 마련하였다.
❍ 고용촉진법에서 개인의 직업교육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게 된 것을 고
용촉진법의 독특한 면으로 볼 수 있는데 이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교육지원이 고용촉진법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다.
 둘째, 직업교육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근로자에게 주어졌다.
 셋째, 직업교육기간에 지급되는 생활비 보조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단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으로 되
었으며 수급대상자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 신탁관리청과 직업교육훈현
❍ 신탁관리청은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동독 지역 기업과 노동자의 재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한 기구이다. 구동독의 기업들은 국영기업이었으며 이들을
민영화하기 위하여 재무부 소속의 신탁관리청(Treuhandanstalt)이 신설되
었다. 신탁관리청에는 이들 기업을 민영화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기업을 폐쇄하도록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통화․경제․사회연맹이 도입된 1990년 7월1일에 신탁관리청 소속 8,800개
의 기업에 408만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이는 전체 취업자의 46.2%에
해당하였다. 한편 이들 기업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을 여러 기업
으로 나누어 총 기업수는 11,900개가 되었으며, 이중에서 1992년 중순
까지 8,175개가 민영화가 되었는데 3,994개는 완전히, 그리고 4,181개
는 부분적으로 민영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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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관리청은 통독 후 동독지역의 직업교육을 여러 형태로 촉진했는데,
향상교육 및 재교육의 담당기관에는 신탁관리청 소유건물의 장기임대 및
유리한 조건으로의 매각을 통해서, 그리고 직업양성교육담당기관에는 20
년 동안 건물 및 부속시설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직업교육을 활
성화했다.
 통화․경제․사회연맹의 도입으로 동독지역의 기업은 직업양성교육을 위한
교육자 및 교육시설을 감축해야했는데 이는 직업양성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것을 어렵게 했다. 신탁관리청은 소속기업에 이러한 문제가 발
생할 때 직업양성교육에 필요한 제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이 교육이 정상
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했다.

❏ 대량실업에 대한 대응조치로서의 향상교육 및 재교육
❍ 「고용촉진법」제 41조 제1항과 제47조 제1항은 연방노동청이 향상교육
및 재교육을 실시하는 목적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향상교육은 직업에 대한 지식 및 숙련을 습득․유지 및 확대
하거나 또는 이러한 지식을 기술변화에 적응시키거나 직업적 승진을 촉
진하는데, 재교육은 수요가 있는 다른 적당한 직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
며 특히 직업적 이동을 보장하거나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재교육
은 특히 이를 통해서 취업되어 있는 노동자가 실직하는 것을 사전에 예
방할 수 있으면 이를 조속히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용촉진법」
제47조제3항).
 향상교육이 기업체내에서 이루어질 때는 이것이 직업교육법이나 수공업
법령 의미의 시험으로 종료되거나, 또는 전체 수업의 1/4이상이 이론적
지식전달을 위한 것일 때만 연방노동청에 의해 촉진된다. 향상 교육이나
재교육이 연방노동청에 의해 촉진되는 대상은 일반적으로 직업양성교육
을 이수한 후 3년이상 근무한 노동자 또는 직업양성교육을 이수하지 못
했을 경우 6년 이상의 직업경력이 있는 노동자이다(「고용촉진법」제42
조제1항및제47조제1항).
 향상교육 및 재교육의 종류에는 전일수업과 반일수업이 있다. 그중 전일
수업의

참여로

직장생활을

할

(Unterhaltsgeld)가 지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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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노동자에게는

생활비

⦁ 첫째, 지난 3년 중 2년 이상 당연가입 업종에 근무해서 보험료를 납부
하거나 또는 지난 3년 중 156일 이상 실업수당을 수령했거나 실업수당
을 받은 후에 실업부조를 수령한 노동자.
⦁ 둘째, 실업수당이나 실업부조를 현재 받고 있는 실업자를 취업시키는
데 꼭 필요할 경우 위의 갹출료 납부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에도 생활
비 지급이 가능하다. 현금급부인 생활비보조는 부양자녀가 있을 때는 마
지막 3개월 순임금평균의 73%가, 부양자녀가 없을 때는 이의 65%가 지
급된다(「고용촉진법」제44조).
 현재 실업상태에 있는 노동자 또는 해고일이 이미 발표되어 있거나 기업
도산이 확정되어 있어서 실업에 직접 직면해있는 노동자에게는 연방노동
청에 의해 향상교육 및 재교육이 촉진될 수 있는 규정이 완화된 형태로
적용되어서 직업양성교육을 이수한 노동자는 직업경험이 없어도, 그리고
직업양성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노동자는 3년 이상의 직업경험만 있으면
촉진대상이 된다.
라.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공동체의 참여 및 거버넌스

❏ 지역 노동사무소의 자율적 사업촉진(Freie Föderung)9)
❍ 1998년부터 노동시장정책의 분산화가 추진되어 지역노동사무소차원에서
독자적인 사업이 실시될 수 있게 되었다. 지역노동시장의 상태와 조건에
따라 실업자나 실업위기에 놓인 노동자의 취업기회를 개선할 수 있는 사
업을 지역노동사무소 스스로가 개발하고 추진할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지역차원의 자율적 사업을 촉진하는 것은 실업을 극복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법전 제3권에 명시된 일반적인 조치로서
는 해결할 수 없는 지역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노동사무소는 연방노동청으로부터 ‘자율적 사
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별도로 받는데 그 수준은 각 지역노동사무소
에 배당되는 ‘편입항목’ 예산의 10%이다.
 지역노동사무소는 매년 지출내력과 ‘자율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9) 박성조(2005), 한국노동연구원(2005)을 자료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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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으로 수행한 사업의 결과와 효과를 연방노동청 본부에 보고할 의무
를 갖는다. 보고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사업별 예산배치, 지역의 노동촉
진사업 시행자 구조, 실업집단의 구조, 여성에 대한 고려와 특별촉진상
황, 노동촉진사업 참가자의 취업알선 결과, 사업의 전개, 지역노동시장
차원에서의 취업조건 변화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장치가 도입된 후 지역노동사무소들이 자율적으로 펼친 사업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하나는 실업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 실
업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 개인을 대상으로는 한 사업에 드는 비용의 내력을 보면 자격증을 따는
데 드는 비용부담, 사용자들과의 접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직업전시
회 입장권, 외지에 취업할 때 추가보조금지급 등 이다.
⦁ 특정실업집단을 대상으로는 사회법전 제3권에 의한 조치들을 보충하거
나 개념상 확대하는 사업이다. 이에 대한 예로써 계절노동에 대한 지원
pool의 확대, ‘Job-Club’, 실업자 대상의 상담서비스를 보완하고 최대화하
기 위한 지원센터운영, 특정 실업집단의 취업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직
업수행능력향상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 지역노동사무소는 연방노동청의 고유업무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정책과
구조정책상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할지역의 지방자치단
체와 행정협정(Verwaltungsabkommen)을 체결하여 공동협력사업에 관한
내용을 정할 수 있다. 2000년부터 실업자의 취업촉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지역노동사무소가 관할지역의 사회부조(Sozialhilfe), 담당기관 지방자
치단체과 ‘협력협정(Kooperationsvereinbarung)’을 맺도록 촉구하고 있다
(사회법전 제3권 제371a조).
 그 취지는 실업자 중에는 실업부조가 아닌 사회부조로 생활하는 자들도
많기 때문에 이들의 취업알선을 강화하고, 이들이 직업생활에 원만히 적
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또한 행정절차를 간소
화하여 이용자에게 편리한 행정구조를 갖출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역노동
사무소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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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도 설치할 수 있다.
❍ 이원적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기구와 단체의 역할 분담은 이 제도를 만들
어내는데 있어 유기적인 연관성을 보여준다. 직업훈련위원회나 연방직업
훈련연구소의 주위원회의 사회적 파트너들의 참여와 의사결정에 있어 공
동권은 이러한 유기성을 보장하게 해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4> 독일의 이원적 직업훈련 담당 기구

*출처 : 한국노동연구원(2007). 국제노동브리프 - 독일의 직업교육훈련과 고용- 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 훈련생은 주정부 규정에 따라 일주일에 1~2회 직업학교의 수업을 듣고,
기업훈련은 연방법규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독일의 직업훈련 시스템은
국가 요소창출 시스템의 핵심을 이룬다.
❍ 직업훈련 시스템에서 훈련생의 80%이상을 소화하는 독일 중소기업들의
역할은 지대하다. 또한 기업들은 훈련생들에게 저임금으로 현장 작업과
업무를 맡기고, 미래의 숙련 인력을 미리 조달하는 요긴한 수단으로 활용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 중소기업 경쟁력의 상당 부분은 직업훈련
시스템에서 시작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마. 직업교육훈련 거버넌스

❏ 정부, 기업, 노동조합의 적극적 참여10)
❍ 급격히 전개되는 산업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혁신이 필수적인 것
10) 홍영표(2001), 이마노 코이치로 외(2004), 정종화(1997)를 자료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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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식되면서 독일에서도 단체교섭에 교육훈련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1990년대 중반부터 대두하였다.
❍ 2000년에는 노사정위원회와 산별 단체 협약, 그리고 기업차원에서도 자
격 향상공세(Qualifizierungsoffensive)라는 운동을 시작했다. 단체협약의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노동자의 교육훈련이 주목받게 된 것이다.
❍ 2001년도 금속노조회장 쥬빅켈은 단체협약의 중요한 초점의 하나가 이
종업원의 자격증진을 위한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속산업분야의 모
든 기업에 해당되는 교육에 필요한 틀을 발표했다. 이것이 가장 먼저 시
행된 곳은 남부독일 바덴‧뷜탠벨크 주의 금속분야였다.
❍ 이 지역에서는 이미 80년대 말부터 교육문제가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2001년에 이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의 교육에 관련
한 요구를 제안했다. 당시 이곳에서는 심각한 노사쟁의가 일어났으며 5
번에 걸친 협상 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된
다.
- 기업차원에서 교육
Ÿ

종업원은 교육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회사 측과 논의할 권리를 갖는
다는 것에 동의한다.

Ÿ

교육프로그램에 관하여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300명 이상
의 종업원이 있는 회사에서는 노사 동수의 대표가 출석하는 위원회에
서, 중소기업에서는 회사측과 경영협의회가 직접 협의한다.

Ÿ

반숙련공과 미숙련공도 교육을 받을 가능성과 필요성에 따라 특별교
육을 받는다.

Ÿ

교육에 소용되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회사측이 담당한다. 경우에 따라
정부보조금이 지불된다.

- 개인차원에서 교육
Ÿ

근속 5년 이후 종업원은 한번, 최고 3년간에 걸친 교육을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갖고, 교육 후 재취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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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정규 종업원은 교육을 위해서 시한부(part time)일을 할 수 있다.

Ÿ

교육프로그램이 3개월부터 3년이 소요될 경우, 개개인은 교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기간은 6개월부터 1년간이다.

- 교육촉진을 위한 에이전트 설립
Ÿ

노사양측은 교육증진을 위해서 직업교육 추진 에이전트를 설립했다.
이 조직은 회사측과 경영협의회 측에 교육프로그램 모델을 공고하며,
개발하며, 품질표준을 정의하고, 나아가서 교육수행과 조치를 인준한
다. 또 기업의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와 투명성을 개선한다.

Ÿ

특히 반숙련공, 미숙련공, 고령자 등을 위해서 직업교육프로그램을 개
선하고 개발한다. 노동조합이 후원하는 경제사회연구소(Institute for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 WSI)의 조사에 따르면 2003년 종업
원 수가 총 천만 명이 넘는 산업에 적용되는 협약들에는 직업훈련을
독려하기 위한 단체 합의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BiBB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2003년에 총 121개의 훈련 활성화 방안에 관한 협정이 발효
되었는데 이는 1996년의 2배에 달한다고 한다.

Ÿ

이를 바탕으로 독일에서 교육 훈련이 단체교섭의 중요한 조항으로 여
겨졌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협약에서 공통으로 다
루는 조항은 실습장소와 훈련생의 숫자를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거
나 확대한다는 내용과 훈련 과정을 이수한 훈련생이 실습한 사업체에
고용되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훈련협약을 통해 훈련생에게
취업에 있어 좀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Ÿ

1990년 말에 산별차원과 기업차원에서 노동자의 교육을 위한 많은
제도들이 생겨나게 된다. 산별차원에서 생겨난 가장 큰 특징적인 변화
는 교육(실습)이 끝나고 난 뒤 교육을 이수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당
해 기업에 취직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는 것이다.

5.

시사점

❍ 독일의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이원적 직업훈련제도를 통한
교육과 현장훈련 간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양질의 직업훈련이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향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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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업훈련을 통해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이어 고용창출이 일어나는
선순환구조를 확보하면서 독일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하도급업체로서
역할이 아닌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세계적인 ‘강소기업’으로 성장해 왔
다.

독일의 성공적 직업교육훈련제도의 핵심에 원활한 산학협력 기제,

즉 기업의 적극적 참여라는 특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가장 기본적이면
서도 큰 비중으로 다루어져야 할 독일 사례의 중요 시사점일 것이다.
❍ 이러한 직업훈련제도와 교육제도의 연계 속에서 높은 수준의 노동인력
이 양성되는 것은 독일 사회시스템 전반의 근간이 된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독일에서의 교육은 주정부가 관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업교육의
경우 연방정부가 직접 관할하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 기업들의 현장교
육 지원이 약화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상쇄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등
국가 시스템의 핵심 기제 중 하나로서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강력한 정
부의 지원 의지를 보이고 있다. 향후 도래하는 평생학습사회는 독일의 사
례와 같이 사회시스템의 핵심에 교육(학습)이 자리를 잡는 것이며,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하나의 생태계로 구성하는 작업이 현실적 발전 전략에
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야 함을 의미한다.
❍ 독일의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점은 바로
그 거버넌스의 특성 중 제도의 운영과 개선 과정에서 독일의 노동조합
연합이 주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노조는 직업교육훈련제도의 사회
적 파트너로서 관련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과 함께 제도 및 정책의 운
영, 개선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그로부터 도출되는 정책이 더욱 현실성있
고 학습자들의 필요와 기업의 필요를 정교하게 반영한 결과물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 요인이 된다. 이는 노동조합이 사회적 의사결정의 주
요한 주체 인정받고 그들이 사회적 책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오랜 독
일의 역사적 합의 속에서 도출된 모델이지만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의 발
전 방향을 모색할 때 그것의 근간으로써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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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핀란드11)

1.

사회체계

가. 인구 국토 주요산업 등

❏ 인구 및 주요도시
❍ 핀란드(Finland)의 정식 명칭은 핀란드 공화국(Republic of Finland)인데,
핀란드어로는 수오멘 타사발타(Suomen Tasavalta)라고 하고, 줄여서 수
오미(Suomi)라고 한다. 수도는 헬싱키(Helsinki)이고, 헬싱키의 인구는
56만 명이다. 핀란드는 1917년 12월 6일에 러시아로부터 독립하였다.
핀란드의 주요 도시로는 에스포(Espoo: 인구 23만 1,000명), 탐페레
(Tampere: 인구 20만 4,000명), 반타(Vantaa: 인구 18만 7,000명), 투르
쿠(Turku: 17만 4,000명), 오울루(Oulu: 인구 12만 8,000명) 등이 있다.

❏ 국토
❍ 핀란드의 국토 면적은 33만 8,145㎢로 한반도의 약 1.5배이며, 삼림이
국토의 69%를 차지하고, 호수가 국토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핀란드는
동쪽으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스웨덴, 북쪽으
로는 노르웨이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또한 남쪽으로는 발트 해(Baltic
Sea)를 사이에 두고 에스토니아와 마주보고 있다. 핀란드의 기후는 북극
온대성 기후이며, 북위 60°~70°의 고위도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난류와 발트 해의 영향으로 온난한 편이다. 국토의 남부에 위치한 헬싱키
는 여름(7월) 평균기온이 17℃이고, 겨울(2월) 평균기온은 -5.7℃이다.
국토의 북부에 위치한 로바니에미(Rovaniemi)는 여름(7월) 평균기온이
15℃이고, 겨울(2월) 평균기온은 -11℃이다.
11) 핀란드 사회 체제 개관은 주 핀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자료, 외교통상부 자료, 이상준(2002)을 자료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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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산업
❍ 핀란드는 1993년 산업정책을 클러스터(Cluster) 중심정책으로 전환하여,
주요 공과대학을 중심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및 연구소 등이 서로 협력하
는 종합단지인 9개의 산업별(정보통신, 임업, 화학, 금속, 에너지, 건설
등) 클러스터를 조성하였다. 2001년의 경우 핀란드의 총 연구개발 투자
의 51%가 정보통신 클러스터에 투자되는 등 핀란드는 정보통신 클러스
터를 미래의 성장 엔진으로 집중 육성 중에 있다. 9개의 클러스터 중 주
요한 곳으로는 오울루 테크노폴리스와 오타니에미 혁신 클러스터가 있다.
❍ 오울루 테크노폴리스(Oulu Technopolis)는 9개의 산업클러스터 중 가장
대표적인 테크노폴리스로서 그 중추 역할을 오울루대학과 노키아(Nokia)
가 담당하고 있으며, HP, SUN, IBM, 에릭슨, 후지쓰 등 250여 개의 정
보통신 첨단기업, 연구센터, 대학 등도 소재하고 있다. 오울루 테크노폴
리스는 핀란드 국내총생산의 4%, 전체 R&D의 30%, 수출액의 20% 차지
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 클러스터 외에 2006년까지 콘텐츠-미디어, 바
이오, 환경 등 5개 분야의 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하였다. 오울루는 클러스
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노키아라는 기업에 의해 만들어진 유
연한 네트워크 조직이며, 기술혁신 결과의 상업화에 있어 창업지원 기업
들의 중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오타니에미(Otaniemi) 혁신 클러스터
는 핀란드의 수도인 헬싱키시와 인접한 에스포(Espoo)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는 노키아를 포함하여 핀란드를 대표하는 기업들과 연구소들
및 대학의 본부가 자리잡고 있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정
책의 지원을 기초로,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이 성공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는 핀란드 내 주요 혁신 산업 클러스터이다.
나. 정치체계
❍ 핀란드 국회는 단원제로 임기 4년, 200인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의원은
15개 선거구에서 비례대표제에 의한 보통선거로 선출한다. 2000년 3월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 및 내각의 기능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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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였다. 2003년 현재 이원집정제(대통령제+의원내각제)로서

중도당,

사회민주당, 스웨덴인당의 연립내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 1919년 7월 17일 제정된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대통령은 외교, 국방 등 대외정책을 주관하
고 총리는 내정을 담당하며 외교정책은 대통령과 협조한다.
다. 경제체계
❍ 핀란드의 3대 주력산업은 첫째로는 풍부한 산림자원(약 19억㎡로 유럽
내 4위)을 기반으로 하는 제지·펄프업 등 임산업이고, 둘째로는 부존 지
하자원(철, 구리·니켈, 코발트 등 금속광물)을 활용한 금속·기계산업이며,
셋째로는 1990년대 초반 경제위기 극복 이후 주력산업으로 부각한 전자·
정보통신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핀란드는 1993년에 새로운 국가성장
전략으로서 ‘정보화 사회’를 설정하고, 정보통신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
하면서 강력하고 성공적인 기술혁신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의 산업
별 정책에서 클러스터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핀란드는 인구 520만 명으
로 내수시장이 작고, 대외무역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
으로 높으며(2004년 무역의존도: 60%), 목재와 소수 광물을 제외한 에너
지원과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외부의 영향에 취약한 경
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 1920년대~1930년대에 급속한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던 여타 북유럽 국
가와는 달리, 핀란드는 불안한 국내 정정으로 뚜렷한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농업에 기초한 전통적 경제구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1939
년~1940년간 및 1941년~1944년간 2차례에 걸친 소련과의 전쟁에서 패
배한 핀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당시 국내총생산의 1/4에 해당하는
막대한 대소(對蘇) 전쟁배상금을 선박, 농기계, 제지기계 등 공업 제품으
로 배상하는 과정에서 농업 중심 경제구조를 공업 중심으로 급속하게 전
환시키게 되었다.
❍ 핀란드는 현재 주요 대학,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기업, 연구소 등이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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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9개의 산업별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조성하였다. 또한, 전통 산업
단지의 지역적 안배를 통한 지방정부 주도형 산업 클러스터 육성에도 성
공하였다. 이에 따라 핀란드는 초일류 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통하여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 1위 국가, 혁신 기술의 본고장으로 발돋움
하였다. 2007년 4월 핀란드 정부는 핀란드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
는 가용 가능한 노동력 확보, 생산성 향상, 혁신적인 정책에 대한 지속적
인 투자라고 밝히면서, 통상산업부, 노동부, 내무부 내 1개 부서(지역개
발국)를 통합하여, 고용경제부를 신설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1월 1부로 고용경제부가 출범하여, 혁신기술 및 관련 정책 개진
을 위한 사회 기반 조성, 기업들의 활발한 경영활동 촉진, 지역 균형발전
도모, 노동력 확대, 기업규제 완화 및 시장 기능의 활성화 유도, 에너지
자원 확보 등과 관련한 정부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 현재 핀란드 정부가 가장 우선시하는 경제정책 분야는 아래의 6가지로
나눌 수 있다.
- 환경 및 에너지 분야
- 친기업환경 창출 및 고용 확대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서비스 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 사회복지 분야의 개혁
-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시장과의 지속적인 통합
- 유럽연합과 발틱(Baltic) 국가간의 지속적인 협력 확대

라. 사회체계

❏ 사회보장제도
❍ 핀란드의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로는 실업, 질병, 연금생활에 대비한 사
회보험, 자녀수당, 육아수당 등 복지제도와 건강보험이 있으며,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보육
에서부터 대학교육까지 무상 공교육을 실시한다. 핀란드는 2004년 국내
총생산 대비 조세 비율이 44.3%로서 세계 3위에 달하는 국민들의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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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부담을 기초로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3년
핀란드의 사회보장 관련 총지출은 국내총생산의 27%에 해당하는 385억
유로로서 유럽연합 국가들의 사회보장 지출 평균보다는 다소 낮은 편이
다. 사회보장 재원은 고용주 기여금(40%), 피고용자 기여금(10%), 국가
예산(25%), 지방정부(20%), 기타 관련 수익금(5%)으로 확보한다. 사회보
장 및 보건서비스 제공비용은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및 수혜자가 각각
70%, 20%, 10%씩 부담하며, 자녀수당 및 육아수당은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 핀란드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특징은 수혜자의 국적이나 고용 여부보다는
핀란드 내 상주를 조건으로 한다. 2005년 9월에 발표된 세계경제포럼
(WEF, World Economic Forum)의 국가경쟁력 분석보고서는 핀란드를
세계 최고의 국가경쟁력을 보유한 국가로 분류하면서, 이는 북유럽 국가
들의 높은 세율과 사회보장 수준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논
리를 반박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핀란드의 경험은 “사회복지와
경제성장

간의

선순환(Virtuous

circle

between

social

welfare

and

economic growth)”을 잘 보여 준다.
❍ 의료서비스
핀란드는 핀란드 내에 상주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를 제공한다. 보험료는 고용주, 피고용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
하고, 진찰, 각종 검사, X-선 촬영 등은 무료로 제공되며, 기타 의료서비
스도 실제 비용의 10%선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취업자가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평균 소득의 약 70%를 질병수당으로 지급하며, 모든 직
장의 고용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 연금제도
핀란드는 6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연금수급권을 부여(직종에 따라서는
연금수급 연령이 더 낮은 경우도 있다)하며, 일반국민연금(National
Pension) 및 소득비례지급연금(Earnings-related Pension)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국민연금은 수혜자의 부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고소득자인 경우에는 혜택대상에서 제외되기도(연금보험료는 사용자,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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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원, 중앙정부, 지방자치당국이 분담)하는데, 매월 450 ~500 유로 가량
지급한다. 소득비례지급연금은 취업기간 및 취업 중 소득에 따라 지급되
며, 봉급의 최대 60%까지 지급한다(연금 보험료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
공무원들은 소득액비례지급연금제도와 유사한 자체 연금제도에 의해 혜
택을 받는다.
❍ 실업수당
핀란드에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실업기금

(Unemployment Benefit Fund)에 가입되어 있으며, 기금은 고용주와 정
부가 대부분을 부담하고 피고용자가 일부를 부담한다. 핀란드의 노동자들
은 실업 후 500 일까지 월 평균 990 유로의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실업기금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기본실업수당
(Basic Unemployment Allowance)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는 실업 후 500
일까지 월 평균 약 500 유로 실업수당을 지급한다. 500일 동안 실업수
당을 수급 받은 후에도 미취업 상태를 유지한 경우(최근 15년 동안 최소
5년 동안 근무 유경험자에 한한다)와 학위 취득 후 최초 구직을 실패한
경우에는

월

평균

약

500유로의

노동시장

보조금(Labour

Market

Subsidy)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실업 후 재취업을 도모하는 사람들을 위해
최대

185일

동안

취업프로그램

보조금(Employment

Programme

Supplement)이 과거 소득에 따라 약 100 ~700 유로 추가 지급된다(최
소 3년간 취업 유경험자에게만 한한다).
❍ 생활비 보조
핀란드에서는 소득이 전혀 없는 국민들에게 최저 식비, 의복비, 교통비,
문화생활비(전화, TV 시청)를 감안한 범위 내에서 최대 월 344유로까지
생계 보조비를 지급하며, 배우자는 85%를 지급받는다. 핀란드 전체 인구
의 약 11%가 소득보전 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
❍ 출산 및 양육비 지원
핀란드의 여성 취업자는 출산 직전 및 직후를 포함하여 유급 출산 휴가를
최대 105일까지 받을 수 있고, 아버지도 최대 18일까지 유급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산모의 출산휴가 후에는 부모 중 1명이 158일간의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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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Parent's Leave)를 받을 수 있다. 핀란드의 모든 임산부에게는 육
아 필수품이 들어 있는 출산 패키지(약 400유로 상당)를 지급하거나 현
금(140유로)을 지급하는데, 출산 패키지의 실질 가치가 현금보다 높아
대부분의 부모들은 출산 패키지를 선호한다. 핀란드에서 직장을 가진 부
모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가정육아수당을 지급 받는다. 자녀를 지방자치
단체가 운영하는 탁아시설에 맡기는 경우 매월 약 140 유로가 지원된다.
3세 이하의 자녀를 집에서 직접 돌보는 경우(Home Care)에는 매월 약
300유로가 지원된다. 보모를 둘 경우(private care)에는 매월 137유로가
지원된다. 16세 이하의 장애 또는 중증 질환 자녀를 둔 경우에도 가정육
아수당이 지급된다. 핀란드 정부는 국민의 임신,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수
입

손실분을

출산수당(Maternity

Allowance)

및

부모수당(Parents'

Allowance)으로 보상하는데, 이러한 수당은 중간 소득계층에 속하는 가정
의 경우에 실제 수입의 70 %를 보전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핀란드에서
자녀를 가진 부모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당국으로부터 자녀 양육비용을
지원받는다. 17세 이하 자녀들 둔 경우에는 자녀수당(Child Benefit)이 지
급되고, 3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육아수당이 지급된다(1자
녀: 약 100 유로, 2자녀: 약 110 유로, 5자녀 이상: 약 170 유로) 편모
슬하의 자녀로서 부친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
에서 추가로 생활수당을 지원한다.

2.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가. 핀란드의 노동시장
❏ 노동시장 일반
❍ 2010년 현재 핀란드의 노동인구는 약 269만 명으로 실업률은 7.3%로
작년보다 0.3% 낮아졌고, 고용된 인원은 2009년 8월보다 21,000명 증
가하였다.
- 2010년 8월의 총 고용인구는 2,492,000명으로 이전 해보다 21,000명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수치는 오차 한계 범위(±3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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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란드의 노동인구 통계에 따르면 2010년 8월 현재 핀란드의 실업자 수
는 197,000명으로, 1년 전보다 6,000명 정도 낮은 수준이다.
- 여성의 실업률은 6.7%로 감소한 반면, 남성의 실업률은 7.9%로 작년수
준을 유지하였다.
- 15세부터 24세 사이의 청년 실업률은 14.5%였으며 이는 이전 해보다
3.2% 낮아진 수치이고, 청년 “추세변동 실업률”은 20.1%로 하락하였다.
- 실업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핀란드 남부 지역으로 6.5%였고, 가장 높은
지역은 핀란드 북부지역으로서 10.4% 로 확인되었다.
❍ 고용된 남성의 숫자는 증가하였으나, 여성의 경우는 변하지 않았고, 핀
란드 동쪽과 북쪽 등 지방지역에서의 고용 수 증가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전체 인구 중 고용된 인원수를 파악하는 고용률
의 2010년 8월 현황은 68.8%이며, 계절 및 확률 변수를 고려한 “추세변
동 고용(Trend of Employment)” 고용률은 67.8%로 나타났다.
- 남성의 고용률은 작년 대비 0.6% 증가한 69.5%이었으며, 여성의 경우
는 0.4% 감소한 68.2%로 확인되었다.
- 15세부터 74세 사이의 노동력 인구는 변화가 없었다.
❍ 고용경제부의 고용통계 현황에 따르면, 2010년 7월말 (실업법 및 고용법
에 의거) 총 289,000명이 총 구직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지난달보
다 1,000명 감소한 수치이다.
- 작년대비 핀란드 4개의 지역에서 구직자는 증가하였으며, 나머지 대부
분의

지역에서는

구직자가

감소하였다.

구직자가

증가한

지역은

Aland(14%), Varsinais-Suomi(8%), Uusimaa(4%), Hame(1%)였고, 구직자
가

감소한

지역은

North

Karelia(-9%),

South

Ostrobothnia(-7%),

Kainuu(-7%), Lapland(-6%)이었다.
- 7월말 등록된 일시적 고용해제 인원은 총 1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000명이 낮은 수치이다.
- 7월말 고용시장 정책에 따라 보장받은(정부보조 임시취직 및 직업연수
프로그램) 인원수는 총 74,000명으로 이전 해보다 6,000명 증가하였다.
총 노동력 인구 중 2.7%가 동 정책에 따라 보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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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세 이하의 등록된 청년실업 구직자는 총 42,000명이었으며, 이는 작
년보다 2,000명 감소한 수치이다. 2010년 7월에 28,000개의 새로운 구
인자리가 보고되었으며, 이는 작년보다 4,000개 증가한 수치이다.
❏ 노동시장의 문제 및 대책 : 실업 완화, 인구 고령화 대응책
❍ 핀란드의 실업률은 1971년 2.2%의 저실업수준에서 1982~1996년 기간
동안 11~16%의 높은 실업률을 경험하다가 실업 문제가 해결되어 2007
년 6.8%(이은수, 2010), 2010년 7.3%로 실업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서 실업률이 낮다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핀란드에서 실업은 주로 저학력층에 집중되어 있다. 실업자의
40% 이상이 기초교육과정만을 이수한 저학력층이다. 지식정보화가 빠르
게 진전되는 가운데 근로자의 능력과 전문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단순인력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 예로 전자산업 등에
서는 전문 인력 부족을 기업운영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말할 정도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실업 해소방안으로서 교육훈련의 중요성
이 강조되고 있다.(서울신문, 2005.1.24, “이젠 사람입국이다7-핀란드의
평생학습”)
❍ 핀란드 노동시장의 또다른 문제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인력부족의 심화
가능성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은퇴와 한다께 향후 20년간 고령인구
비율이 유럽 내 국가들 중에서 가장 빨리 증가하여 2015년에는 초고령
사회(Super-aging society)로 진입(205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 : 20 .5%)
하고, 2010년부터 노동인구의 감소가 시작되어 2015년까지 100만명의
노동력이 줄어들 전망이다. 핀란드는 이러한 인구고령화와 이에 따른 잠
재적 경제성장률 저하 및 복지부담 증가를 핀란드가 맞이하고 있는 최대
의 난관으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참여
율 제고”로 보고, ① 고용 창출과 경제성장 유지, ② 노령인구의 경제활
동 촉진 및 ③ 가정과 직장생활 병행 촉진을 통한 출산율 제고 등을 주
요 정책 방향으로 삼고 있다.(주 핀란드 대사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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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위주의 지식경제체제 기반 고용시장
❍ 핀란드 경제의 3대 주력산업은 풍부한 산림자원(약 19억㎡로 유럽내 4
위)을 기반으로 하는 제지‧펄프업 등 임산업, 금속‧기계산업 및 전자‧정보
통신 산업이며, 가장 주목할 만한 사실은 핀란드가 90년대 초반 경제위
기 극복 과정에서 정보통신(ICT) 산업을 주력산업으로 부상시켰다는 점
이다.
❍ 1980년대 말까지 핀란드 경제를 대표하는 산업은 제지업이었으나, 1990
년대 중반부터 주력산업이 ICT 산업으로 전환된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
는 무선전화기 분야에서 높은 세계 시장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는 Nokia의
성장이다. 1860년대 제지업을 기반으로 창립된 Nokia는 1990년대 초반
핀란드의 경제 위기에 따른 여파로 경영 부도의 위기를 맞아 제지‧고무‧
전자 등 모든 주력 기업을 매각하고 정보통신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세
계 굴지의 정보통신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 Nokia의 놀랄만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핀란드의 교
육제도와 연구개발(R&D) 투자의 경쟁력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핀란드
교육제도의 우수성은 OECD가 발표한 “Education at a Glance 25” 보고
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고등교육이 실제 업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핀란드의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률
이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는 사실에 잘 나타나 있
다. 또한, 핀란드는 19세 이상의 인구 중 92%의 여성과 77%의 남성이
대학 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자연자원이 부족한 핀란드 경제가 인
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국민경제의 경쟁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을 잘 보여준다. 또한, 교육기관이 산업 및 연구기관들과 밀접하게 연계
되는 산‧학‧연 협력이 발달되어 국민경제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어 상당한 강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많은 정부‧민간
대표단들이 핀란드를 방문하여 이러한 핀란드의 산‧학‧연 협력 관계를 지
속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있다.
❍ 이러한 핀란드 교육의 장점은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에도 그대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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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1980년대에는 핀란드에 정보통신기술(ICT)분야에서 필요로 하
는 인력의 부족 현상이 있었으나, 1993～1998년 기간 중 대학입학생수
가 100% 증가하였으며, 특히, 기술대학(polytechnics) 학생수가 3배로 증
가하여 핀란드는 ICT 발전에 필요한 풍부한 인력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ICT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교육정책의
전환과 민간 기업들과 대학 간 산‧학 협력이 가져온 좋은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 연구개발 투자의 경우, 1970년대 핀란드의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수
준은 다른 산업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었으나, 1983년 국가기술혁신지
원청(TEKES) 설립 및 1984년 핀란드 북부 도시 오울루(Oulu)에 북유럽
최초의 지역기술센터(regional technology cluster) 설립과 한다께 핀란드
의 R&D투자는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초반 경제위기를 맞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핀란드의 R&D 투자는 감소하지 않았으며, R&D
투자의 중점 분야 중 하나로 ICT 분야가 선정되어 많은 재원이 투자되었
다.
❏ 고용 계약
❍ 핀란드는 중앙 노사협의회에서 채택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용주와 고용
인이 개별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세부적인 계약내용은 고용주
와 피고용주간 합의에 의해 결정되며, 분쟁 시에는 가이드라인보다는 개
별 고용계약서가 우선시 되고 있다.
❍ 고용계약 기간 중 고용주에 의한 해고는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와 해고
대상자 직무가 필요 없어 감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
다.
❏ 급여 수준
❍ 핀란드의 평균임금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증
가해 왔다.
- 꾸준한 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핀란드 사람들의 직장에서 느끼는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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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은 년 이후 급격히 낮아져 온 것으로 한 조사에서 밝혀졌는데 그 주된
이유는 고용의 불안정성에 기인한다.
- 핀란드의 노동 시장은 유럽에서 가장 탄력성(fliexible)있는 시스템으로
찬사를 받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시장의 단기적 침체에도 해고가 너무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이 잠재하고 있다.
❍ 지역별 평균 임금은 해마다 그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찾아서 대도시로 몰리는 현상이 점차
심해지고 있다.
❍ 초과 근무 수당
- 휴일 및 시간외 근무수당은 평일의 2배를 지급하나, 초과근무를 시키기
위해서는 사전 통보가 필요하며, 불시에 초과근무 요구 시, 근로자는 거
부할 권리가 있다.
- 직종에 따라 다르나 근로자의 연간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 시간이 법
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르고 있어 현지영업 및 현지 투자 시에는 이를 잘 점검이 필요하다.
그러나 세일즈 및 일반사무직의 경우 해당업무에 따라 별도의 신고 없이
알아서 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임금 이외의 비용
- 임금이외에 비용은 소위 고용주세 (사회보장연금, 실업보험, 사고보험)
등이며, 보너스 및 휴가비용은 강제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연말 크리스마
스를 즈음하여 위로비조로 1개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최근 들어 일부 기업들이 Stock Option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핀란드의
경우 미국과 같이 완전한 Stock Option은 금지되어 있어 편법적으로 운
영되고 있다.
❏ 기타 복리후생 제도
❍ 휴일 및 휴가
- 모든 핀란드인은 연간 10일간의 법정 공휴일을 유급으로 사용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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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연 1회 5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데, 보통 여름휴가 4주, 겨울 휴가 1주를 사용하고 있으며, 대개 휴가기
간은 자녀학교의 방학기간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 현재 법규상으로는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매달 2.5일의 휴가를 적립
하여 자신이 원하는 기간에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1년 미만인 경우
매달 2일의 휴가가 보장된다.
- 출산 및 육아휴가의 경우 출산의 경우 최초 156일의 휴가(근무일 기준)
가 보장되며 휴가기간 동안 Kela 라는 사회보험을 통해 임금의 60-70
%를 보상 받으며, 이후 아기가 3세가 될 때까지 휴가기간의 연장이 가능
하지만 사회보험 지원은 월 500유로 이하로 떨어진다.
❍ 고용주의 직원 사회보장세 부담내용
- 고용주는 종업원 연금, 실업보험, 사고보험 3종류를 의무적으로 납부해
야 한다. 고용주와 피고용인은 매년 세무당국 및 보험회사에 급여신고를
별도로 하며, 이에 따라 차년도 보험료 및 세금이 결정되고 매년 5월경
에 전년도의 세금 및 사회보장금액을 정산한다.
- 아래 3가지 사회보장보험의 요율은 매년 초 소폭 조정된다.
<표 3-5> 핀란드 사회보장보험 요율 조정폭
사회보장 종류

요율

비고

연금보험

급여의 21.85%

종업원 부담 4.5%

실업보험

급여의 1.5%

종업원 부담 0.7%

사고보험

급여의 0.475%

100% 고용주 부담

❍ 기타 근로자 사회보장 제도
- 핀란드 국민은 사회보장제도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보장의 범위는
교육, 의료, 실업, 노후연금 등 매우 폭이 넓다.
- 실업수당 : 실업자는 정부로부터 약 60%의 평균임금을 받을 수 있으나,
동금액에 대해서도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 퇴직연금 : 수혜 연령을 현재 55세에서 60세로 상향조정을 추진하고 있
으며 은퇴전 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연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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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절차/조건
❍ 직원 해고를 위해서는 회사가 파산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할 이유가 상실
된 경우(감원 등)와 종업원의 비리, 근무태만 등의 사유만이 인정되고 있
다.
❍ 회사파산이나 직무상실로 인한 감원 등의 이유가 아닌 이상은 해고의 사
유를 입증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법정까지 가는 경우 고용주 측에서 패
소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일반적으로 해고는 2개월 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 법정까지 가서 패소하는 경우 최고 24개월 분의 급여를 지
급해야 한다.

나. 핀란드의 노사관계

❏ 노조결정 조건
❍ 핀란드의 경우 전국적 규모의 노조가 5개가 있으며, 직종에 따라 전국노
조에 가입하거나 지역노조에 가입하고 있으며, 노조원은 노조에 회비를
납부하고, 부당행위를 당하는 경우 처리를 의뢰한다. 전국노조아래에는
산업별 노조(단위별 직종 노조)가 결성되어 임금협상은 정-사-노에서 가
이드라인을 합의하고 실질적인 임금 협상은 단위노조별로 하고 있다.
❍ 전국적인 노조파업과 같은 사태는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으며, 최하위
의 직장별 개별노조는 거의 유명무실하고 단체행동은 산업별 노조 단위
로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노조활동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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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활동은 국가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활동이 매우 활발한 편이다. 노조활동은 100%가 보장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단위직종 파업이 종종 발생한다.
❍ 노동조합의 단위사업장별로 또는 개인조합원의 자격으로 노동조합 연맹
에 가입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실업상
태가 되었을 때 일정기간동안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실업수당을 지급
하고 있어 참여자가 많은 실정이다.
❍ 정부에서 '96년 4월 실업수당의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
였으나 노동조합의 반대 및 파업위협으로 인해 철회한 바 있다.
- 핀란드의 노동조합 영향력은 매우 강한 실정이나, 정부 및 사측에 반대
만을 하는 일은 별로 없다.
- 근래 들어 핀란드 노동자들의 파업이 조금씩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는 편
이다.

❏ 핀란드 노동조합의 특징12)
❍ 핀란드의 노동조합은 1850년대 최초 설립되었고, 1880년대 본격적 활동
하기 시작하였고, 2007년 현재 약 74%의 노조 가입률(90년대 80%의
노조 가입률에 비하면 감소 추세)을 나타내고 있다.
❍ 사업장별 노조 형태가 아닌 산업별 노조형태이다. 각 산업별 노조는 대
형 노동 조합(SAK, STTK, MTK, AKAVA)의 산하조직으로 가입한다.
❍ 핀란드인에게 노동조합 활동은 정치 활동의 주요 무대이다.
❍ 핀란드 노조는 파업 대비해 자체 기금을 준비(파업 시 참여 노조원 임금
지급용)한다.
❍ 높은 노조 가입율 및 활발한 노조 활동으로 인해 기업의 고용 관리가 까
12) Kotra 무역투자정보 홈페이지(http://www.globalwindow.org) 자료를 참고하였다.

- 135 -

다로울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고용과 해고가 용이(대규모 해
고 시에만 관계 당국과 협의 필요)하다.

❏ 단체노동협약(Collective labor agreements) – 핀란드 노동 계약의 핵심
❍ 핀란드에서는 최저 임금 및 기타 기본 노동 조건에 대한 법규정이 없는
대신 단체노동협약에서 노동자에 대한 기본 권리를 언급하여 보장하고
있다.
❍ 노동조합연합(The confederations of trade union)과 경영자 단체연합
(the confederations of employers) 간의 단체노동협약을 체결한다(산업
별, 분야별로 단체 노동 협약 체결). 산하 노조의 임금 및 근무 조건은
단체노동협약에 체결된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 핀란드의 노동조합 가입률이 상당히 높은 가운데에서도 강성 노조가 발
달하지 않은 이유는 단체노동협약을 바탕으로 한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되
었기 때문이다.
❍ 경영자단체 연합은 the Confederation of Finnish Industries(EK), the
State

Employers’

Office,

the

Commission

for

Local

Authority

Employers, and the Commission for Church Employers 등의 단체로 구
성되어 있다.(EK의 역할이 협의 과정에서 핵심적이다.)

❏ 핀란드 노동조합 연합
❍ SAK(The Central Organization of Finnish Trade Unions)
- 1907년 설립된 핀란드 최대 노동조합이다.
- 전통적인 친 사회민주당 노선을 취한다.
- 노조원 100만 명으로 다양한 산업의 노동자(공공 분야 : 24만 명, 서비
스 산업 : 29만 명, 일반 산업 : 47만 명)를 포괄한다.
- 전체 노조원 중 23%는 비정규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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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TK(The Finnish Confederation of Salaries Employees)
- 19개 산하 노조로 구성된다.
- 노조원 65만 명(일반 산업·개인 서비스·지방 및 중앙정부 공무원·간호사·
기술자·경찰·비서·연구원·판매원)이다.
❍ AKAVA (Confederation of Unions for Professional and Managerial Staff
in Finland)
- 일정한 수준의 학위 소지자들에게 가입 문호 개방하는 대학·전문 고등교
육기관 관련 전문가들의 노동조합이다.
- 31개의 산하 노조, 노조원 46만 명으로 구성된다.
❍ MTK (The Central Union of Agricultural Producers and Forest
Owners) 친 중도당
- 1850년대 최초 설립된 핀란드 최초의 노동조합으로

중도당 노선을 취

한다.
- 농업 및 광업 종사자의 노동 조합, 노조원 16만4000 명이며, 산하에 스
웨덴어 사용자 노조 SLC(노조원 16500명)를 포함하고 있다.

❏ 핀란드 경영자 단체 연합
❍ EK(The Confederation of Finnish Industries) 핀란드 산업 협회 : 핀란
드 경영자 단체 연합의 최대 조직, 단체 노동 협약 협의 시 경영자측 핵
심 조직
- 핀란드 GDP의 70 %,

핀란드 전체 수출의 95%를 차지하는 거대 조직

체이다.
- 35개의 산하 협회와 1만6000개의 회원사(96%는 중소기업), 95만 여명
의 피고용인으로 구성된다.

❏ 노사정협력(조합주의): 자율 합의와 정부의 소득정책(Income Policy)13)
❍ 핀란드에서도 산업평화 (industrial peace)의 확보는 국민경제의 지속적
13) 주 핀란드 대사관(2008)을 자료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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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을 위해 가장 긴요한 사항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노사정 협력
관련 핀란드의 체제의 주요 내용은 ① 노사 간 자율 협상을 통한 단체협
약 (collective agreement) 체결과 정부가 자율협상 타결을 촉진하기 위해
운용하는

소득정책(income

policy)

시스템,

②

국가조정관(National

Conciliator) 제도 및 ③ 독립 노동법원 운영 등이라고 할 수 있다.
❍ 핀란드는 주요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영자단체와 노조단체
가 자율협상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는 필요한 정책수단(세
제, 물가, 사회보장 제도 개편)을 행사할 것을 수용함으로써 노사 간 단
체협약 체결을 촉진 및 보증하는 income policy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그러한 정책수단으로는 휴일수당 보전, 소득연계 실업수당,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조세감축 등이 있었다. 소득정책협약은 보통 2년
단위로 체결된다.
❍ 핀란드에는 우리나라의 노사정위원회에 해당하는 기관은 없으나, 노동부
에 국가 노사조정관(National Conciliator)을 두고 노사가 자율협상을 통
해 해결하지 못한 사안들에 대해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
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또한, 핀란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타결한 단
체협약의 해석에 대한 분쟁과 노사 양측의 파업 및 공장폐쇄의 합법성
여부를 심판하기 위한 법원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 즉 핀란드의 현행 노사정 협력 시스템은 “노사 간 자율 협상과 정부의
정직한 중개자(honest broker) 역할”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도가
핀란드에 정착하게 된 배경에는 핀란드의 역사적 특성이 작용하고 있다.
핀란드에서 노사 간 최초의 전국적인 단체협약이 체결된 것은 1940 년
1월이며 핀란드는 1939년 11월 소련의 침공으로 시작된 겨울전쟁
(Winter War)이라는 미증유의 국난극복을 위해 범국가적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사 양측은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에 따라
핀란드 역사상 최초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노사 단체 대표들
은 정부가 국가위기 극복을 위해 임시로 설치한 내각회의에 참석이 허용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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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핀란드의 노사정 협력체제는 노사 간 이해관계의 충돌 및 전통적인
대립(좌파와 우파 간 대립, 핀란드 계와 스웨덴계간의 대립) 속에서 부침
을 거치면서 1970년대부터 정착하기 시작하여 1980년대 이후 관행화되
었고 현재까지 국민들과 정치권의 압도적지지 속에 시행되고 있다. 핀란
드의 노사정 협력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법률을 통해 강제된 것이 아니
라 노사정이 역사적 경험을 통해 관행화된 점이며, 현재 노사정이 법률적
강제 없이 매2년마다 성공적으로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 내는 가장 근본
적인 이유는 노사정이 자율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국민들로부터 받을
비난을 감내할 수 없다는 인식에 있다고 할 수 있다.

3.

교육 체계

가. 교육제도 개요
❍

핀란드에서의

보편교육은

19세기

후반

민족주의

운동(Society

for

Popular Education 설립 등)과 한다께 보급되어 20세기 초 이미 문자 해
독율이 유럽인중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1921년 법에 의한 의
무교육제도가 도입되었다. 1970년대까지 6년제 초등학교제도가 유지되었
으나 70년대 교육개혁을 통해 9년제 기초교육과정으로 개편되었다.
❍ 핀란드의 학제는 초등교육과 기초중등교육이 통합된 기본 교육과정
(7-16세, 9년),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또는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이수하
는 상급 중등교육과정(3년), 폴리테크닉(polytechnic)과 대학으로 구성되
어 있는 고등교육과정으로 구분된다.
❍ 7세 이하 미취학 아동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탁아시설이나 보모
에게 맡겨지며 대부분의 6세 아동들은 탁아시설 또는 종합학교 부설 취
학 전 과정(pre-school)에 등록하고 있다.
❍ 핀란드는 모든 국민들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초등학교에
서부터 대학과정까지 무상 공교육을 실시하며 종합학교를 이수하고 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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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진학하는 모든 학생들은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소정의 장학지원
혜택(융자 등)을 받을 수 있다. 핀란드는 GNP의 약 6.5%를 공공 교육부
문에 지출한다.

나. 학교교육

❏ 종합학교(Comprehensive School)
❍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통합 과정에 해당하며, 7세-16세까지 학
생들이 10학년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1-9학년까지는 의무, 10학년은
선택)
❍ 저학년 과정(1-6학년)에서는 학급담임교사로부터 모든 과목을 교육받으
나, 고학년 과정(7-9학년)에서는 과목별 교사가 교육을 실시한다.
❍ 외국어과목의 비중이 높아, 3학년 때부터 공용어인 스웨덴어나 영어, 독
일어 등 외국어 중에서 1개 언어를 선택하여 배우도록 하고 있으며, 학
년이 올라가면 외국어가 추가 교육되고 있다.
❍ 수업료, 교과서, 급식 등 모든 것이 무료이며, 학교운영비는 지방자치단
체에서 책임지나, 국가보조금(100%까지 가능)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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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5> 핀란드의 교육체계

* 출처: Cedefop(2006).

❏ 고등학교
❍ 3년제의 일반 고등학교(upper secondary school; lukio) 과정과 2년-3년
제의 직업학교(vocational school) 과정 등 두 가지 형태의 고등학교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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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 3년제 일반 고등학교를 마치면 대학진학 자격시험(marticulation)을 거쳐
대학교에 진학하거나 직업학교 진학, 또는 취업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
대부분의 일반 고등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한다.
❍ 실업계고등학교(vocational school) 경우 실기와 연계된 2-3년의 교과과
정을 이수하며, 직업학교를 이수한 후에는 취업을 하거나 직업전문대학
또는 일반 대학교에 진학하여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 직업학교의 절반
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며, 1/3은 중앙정부, 나머지는 민간이 운영하
나, 직업학교 운영비용의 70-100%를 중앙정부가 부담한다.

❏ 대학교
❍ 핀란드 최초의 고등교육기관은 1640년 설립된 투르쿠 왕립 아카데미
(Royal Academy of Turku)이며 헬싱키로 수도 이전과 함께 동 대학도
1828년 이전하여 오늘날 헬싱키대학교(University of Helsinki)의 전신이
되었다.
❍ 현재 핀란드에는 최대의 대학인 헬싱키대학교(University of Helsinki)를
비롯한 10개의 종합대학교, 헬싱키 공과대학교를 비롯한 3개의 공과 대
학교,

3개의

경제경영

대학교(School

of

Econom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헬싱키 예술‧디자인 대학교를 비롯한 4개의 예술대학교
등 20개 대학교에 약 17만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 석사과정 : 최소 5년(학사 취득 후 최소 2년)
❍ 1990년대 고등교육제도 개혁으로 직업과 관련된 특수교육기관들을 통합
하여 1996년부터 직업전문대학으로서 폴리테크닉을 설립하였으며, 현재
20여 개의 폴리테크닉에 약 7만5천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 폴리테크닉은 직업전문 지식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학
사 학위를 수여하며 수학 기간은 통상 3.5-4년이다.
❍ 모든 대학교는 국립으로 교육부가 직접 관장하나, 대학교 운영은 자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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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루어진다.
❍ EU의 Bologna 교육개혁과정에 따라 2005년 하반기부터 대학과정이 3년
수학 후 먼저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이후 석사과정(학사 취득 후 최소 2
년 추가 수학)을 수학하도록 개편되었다.
다. 성인교육 체계
❍ 1899년에 최초로 성인교육기관들이 설립된 이후, 일반교육, 사회교육,
직업 교육 등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양한 성인교육기관이 관련 교
육을 제공하고 있다.
- 정당 및 노동조합들도 교육위원회를 두어 강의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
으며, 특히 노동조합들은 수많은 스터디 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 이밖에 핀란드 전역에 130여개의 음악학교와 12개의 체육학교가 있으
며, 방송통신학교(open university)도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있
다.
❍ 실업자 재교육을 위하여 교육부와 노동부 관할 하에 직업교육센터(Job
Center)를 두어 교육훈련, 여행경비, 숙식 등의 무료제공 및 일일수당까
지 지급하며, 이러한 직업교육 이수자는 매년 50만 명에 달하고 있다.
❍ 특히 1980-90년대 이후에는 직업 환경과 노동시장이 급격한 변화를 겪
으면서 성인교육과정이 활성화되고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
며 현재 1,000여개의 성인교육관련 기관이 활동하고 있다. 성인교육기관
은 핀란드 인구에 비하여 그 수가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 성인교육 및 훈련은 시민들의 연령에 상관없이 교육과 직업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지난 몇 십 년 동안 성인교육이 핀란드의 국가 교육정책
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였다. 따라서 다양한 성인 학생들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 및 정책들이 법적인 조항에 의해 마련되었다. 그에 따라 성인들은
젊은 층이 공부하는 기관에서 공부할 수도 있으며, 다른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에서 공부할 수도 있다. 고등학교과정, 추후 직업교육과정,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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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특별 직업과정은 능력 기초 자격과정을 통해 학업이 이루어질 수 있
다. 대학 및 폴리테크닉 또한 성인교육과정에 포함될 수 있으며 성인 학
생들은 각자가 원하는 학업 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 핀란드 성인교육과 훈련과정은 전통적으로 두 개의 분야 즉, 일반계 성
인교육과 직업계 성인교육으로 나뉜다. 일반계 성인교육과정은 모국어 및
문학, 타국어, 외국어, 종교, 윤리학, 역사, 사회과학,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및 지리학, 그리고 철학 및 심리학의 과정을 포함한다. 직업계 성
인교육은 고등학교 과정과 추가 고등학교 과정으로 나뉘며 고등학교 과
정은 자격이 수여되며 추가 고등학교 과정은 자격이 수여되지 않을 수도
있다. 대부분의 직업계 성인교육은 능력 기초 자격 수여 과정으로 이루어
지며 이 과정은 직업계 고등학교 과정, 추후 직업 자격과정 및 특별 직업
자격과정으로 나뉠 수 있다.

4.

직업교육훈련 체계

가. 직업교육훈련 제도

❏ 법 체제
❍ 핀란드의 직업 교육 및 훈련을 관장하는 법에는 크게 4가지가 있다. 고
등단계 직업교육 및 훈련을 관장하는 법은 ① 직업 교육법(Vocational
EducationAct)과 ② 직업교육 법령(Decree on Vocational Education)이
있다. 이는 젊은 층과 성인층의 초기 직업교육에 대하여 다룬다. 도제수
업을 관장하는 법은 ③ 성인대상 직업교육법 및 ④ 법령(Act on
Vocational Adult Education, Decree on Vocational Adult Education)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도제수업 시의 근무 시간, 휴일, 그리고 근무 시의
안전한 환경 마련 등에 대한 부분을 법적으로 다룬다. 또한 성인대상 직
업교육법은 능력 기초 자격수여 과정 및 이후의 특수 직업 자격 과정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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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제공 기관은 교육과 훈련을 구성할 수 있으려면 법적인 인증이 필
요하다. 또한 유치할 수 있는 최대학생 수, 학업 내용, 학생 권리, 교육과
훈련의 평가 등을 일반적으로 규제한다.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교육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 행정 체제
❍ 핀란드의 전반적인 교육을 담당하는 행정 체제는 크게 전국 수준
(national level), 지역 수준(regional level), 그리고 도시 수준(local or
municipal level)의 세 수준으로 나눠진다.
❍ 전국 수준에서 핀란드의 전체적인 교육정책은 정부 및 의회에서 결정되
며, 정부와 의회의 교육정책을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와 핀란드
교육위원회(Board of Education Committee)가 이행하게 된다.
❍ 지역 수준에서는 각 6개 지역 자치구 내의 교육문화부서(Education and
Culture Department)에 의해 이뤄지며 이들 교육문화부서는 지역별 교육
문화부서 장이 이끌고 있다.
❍ 각 시 수준의 행정 체제들은 기초(의무)교육 부분을 담당하게 되며 이를
위한 재정 지원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교육부는 시정부를 위한 직업교
육 및 훈련의 틀을 제공하고 있지만 시정부들이 직업교육훈련을 조직할
법적 의무는 없다. 그러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재정 지원은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현재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80% 정도는 각 도시의 행정기
관, 시정부 연합 등의 형태로 각 시에서 관장하며, 20%는 지역정부 또는
사설 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 직업교육을 조직, 개발, 운영하는 것은 각 교육훈련기관의 위원회에서 담
당하고 결정한다. 따라서 교육기관의 구성, 행정, 교원 등에 대한 판단은
모두 각 기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 성인교육은 각 도시나 도시 사이의 통합위원회 혹은 등록기관에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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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및 훈련은 젊은 층을 위한 직업교육 및 훈련
을 담당하는 동일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각 교육기관이 어떠한 교육
활동을 할지는 각 기관에 따라 다르며, 특히 성인 교육과 훈련을 맡고 있
는 기관장이나 교장이 결정한다.
❍ 이외에 성인 직업교육 센터가 있으며, 이는 센터장에 의해 운영되고 매
일의 교육활동이 센터장에 의해 결정된다. 계속 직업교육 센터가 대학에
부설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나. 직업교육훈련과 교육제도
❏ 고교 단계 직업교육훈련
❍ 핀란드의 초기 직업교육은 고등학교 시기부터 시작된다. 고등학교는 일
반계 고등학교와 직업계 고등학교로 나뉜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주
로 대학교육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고려되지만 학생들은 일반교육과 직
업교육을 융통성 있게 받을 수 있다.
❍ 최근 핀란드에서는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률이 점차 떨어지는 대신 직업
계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인문계 고등
학교는 교양 과목 위주로 가르치는 데 비해 직업계 고등학교는 직업을
준비시키며 구체적인 미래를 보장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직업계 중에서도
보건사회, 해상교통, 건설업 분야에 학생이 몰리고 있다.(YLE 뉴스, 20
12.3.21)
- 2011년 핀란드의 고등학교 입학사정 결과, 인문계 고등학교와 직업계
고등학교의 선호가 고른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 중학교 졸업생 중 인문계 고등학교 지원자는 32,000 명 정도였
으며 직업계 고등학교 지원자는 33,000명 정도였다. 2010년에 비해 실
업계 고등학교 지원율은 3.5% 상승했으며 이에 비해 인문계 고등학교
지원율은 조금 떨어진 상태이다.(YLE 뉴스, 2011.6.16)
❍ 초기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고등학교에서 수행되는 교육과 훈련은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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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업기술과 스스로 직업을 찾고, 고용이 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더 나아가, 학생들이 사회 속에서 더 나은 인재
로 개발되는 데에 목적을 두며, 더 고등의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돕고, 개인의 관심사를 개발하고, 인성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평생학습
을 증진하도록 하는 것이다.
❍ 초기 직업교육으로의 입학조건은 의무 기초교육 수료, 혹은 그와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해외에서 이수한 것이다. 학생 선발의 기준은 교육부에 의
해 결정된다. 실질적인 교육과정 교사들이 학생을 선발하고 모든 유형의
입학시험을 결정한다.
❍ 고교 단계의 직업교육과정은 핀란드 교육위원회에서 정하는데, 핀란드
교육위원회에서 초기 직업교육 및 훈련 과정의 각 자격수여과정의 목적
과 핵심 과목 내용 등을 결정한다. 또한 국가 핵심 교육과정은 학업수행
의 평가기준을 결정하여 학생들이 동일한 직업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또
한 학생 평가기준을 만들고, 습득한 직업 기술을 증명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 각 국가 핵심 교육과정은 학생이 자격증을 받으면, 관련 분야의 다양한
임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기술 관련 교육을 시키는 것을 목
표로 한다. 또한 수여받은 자격과 관련된 부문의 직업세계에서 요구하는
전문적 능력과 직업 기술을 갖추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교육 제공자들은
국가 핵심 교육과정에 기초를 두고 각자의 교육과정을 세운다. 구체적인
내용과 학습방법은 국가 핵심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는다. 이는 각 기관
의 지역 교육과정에 나타나 있으며, 관련된 핵심 교육과정을 기초로 교육
제공자가 결정하게 된다. 각 기관은 교습 구성을 각자 결정하고 지역 내
의 직업 세계와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요구를 고려하여 결정한
다.
❍ 고등 직업교육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3년 과정 동안 120 학점을 이수해
야 한다. 즉, 직업 연구와 현장 연수(90 학점), 공통 핵심과목(20 학점),
그리고 자유선택 과목(10 학점)이다. 따라서 1년 동안 총 40학점을 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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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며 한 학점은 학생의 평균 40시간 동안의 근무경력에 해당된다. 직
업교육 자격증은 이후의 폴리테크닉과 일반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된다.
❍ 이때, 3년 자격과정 중에는 현장연수를 최소 20학점 포함하며 직업관련
기관들에서 제공하는 실질적인 훈련 워크숍을 포함한다. 현장연수는 근무
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이며 학생들이 교육 경험을 갖게 하여 고용
기회를 높이기 위함이다. 자격과정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분야에서
주어지는 다양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다양한 기초 직업 기술을 갖추
고 있어야 하며 특수 능력과 직업 기술 또한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각 특
별 자격인준은 각 자격과정에 포함된 교육 프로그램의 수행 수준으로 결
정된다.

❏ 고등교육 단계 직업교육훈련 : 폴리테크닉(Polytechnics)
❍ 고등교육 단계 교육에는 일반 대학과 폴리테크닉(최근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로 명칭을 변경)이 포함된다. 이 중에서 직업교육을 전문
적으로 담당하는 곳은 폴리테크닉이다. 고등 단계 교육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특히 인문계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대학 등 상급학교에 진학하지는 않는다.
- 2010년 인문계고등학교 졸업생 중 반수가 넘는 60% 이상이 대학 등 상
급학교에 졸업 후 곧 진학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보다 이
비율은 더 늘어났다고 한다.
- 2010년 핀란드 전체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은 32,700 명이었으며 이
중 일반 대학에 연이어 진학한 학생은 18%밖에 안됐으며, 폴리테크닉에
진학한 학생도 17%에 그쳤다. 졸업생 중 4%는 직업 고등학교에 다시 입
학하기도 했다.(헬싱인 사노맛 일간지, 2011.12.13)
❍ 최근에는 폴리테크닉에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고 있다. 2011년 신입생 입
학 사정을 진행 중인 핀란드 수도권에 위치한 대규모 폴리테크닉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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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폴리테크닉에 우수한 학생이 많이 몰렸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는데
이들은 고등학교의 우수 학생이 꼭 일반 대학만을 선호하지는 않는 것
같다며 최근 폴리테크닉 입학생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하였다. 최
근 핀란드 취업 상황을 보면, 전문대학생의 취업률이 일반 대학생보다 높
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이 고등학생의 상급 학교 결
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YLE 뉴스, 2011.5.13)
❍ 폴리테크닉은 3-4년 과정으로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배우
도록 한다. 이 과정은 각 지역발전에 기여를 하게 되는데, 고등 단계의
교육과 함께 각 지역의 경제적인 삶을 높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폴리테크닉에서는 기술전문분야 에서의 전문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폴리테크닉은 또한 성인교육을 담당하기도 한
다.
❍ 구체적으로 폴리테크닉에서는 인문 및 교육 분야, 문화 분야, 사회과학분
야, 경제 그리고 행정 분야, 순수과학 분야, 기술,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기술이전 분야, 천연자원과 환경 분야, 사회복지 분야, 건강과 스포츠, 관
광, 요식업과 가정학 분야의 교육을 제공한다.
❍ 폴리테크닉의 학위 프로그램은 기초과목과 고급과목, 선택과목, 실제훈련
과 학위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교육부는 140-160학점 정도를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학점은 학생의 40시간 참여에 상응한다. 필수 현장연
수는 20학점에 해당되고 학생들이 학위 프로그램에 실제 근무경력을 더
하며 동시에 실제 현장근무를 통한 이론과의 통합을 위한 과정이다. 한
학년과정동안 대략 40 학점을 이수하게 된다.
❍ 폴리테크닉에서는 석사학위과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고등교육 학위를 소
지하고 동시에 전문 분야에서 최소 3년간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으며, 석사과정에서 40 -60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 폴리테크닉에서는 학생의 독자적인 학업을 증진하기 위하여 각자의 교습
방법을 개발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와 팀 프로젝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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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학교 밖에서의 교육, 즉 현장실습 또는 인턴쉽 과정(약 6개월 정도)
등을 교육과정 내에 포함시킨다.

❏ 계속직업교육훈련
❍ 고교 후 직업교육 및 훈련과정은 특별히 성인만을 위한 과정이다. 이는
성인의 현재 직업능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과정으로 학생 각자의
고용의 기회를 증진시키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평생학습을 장려하기 위
함이다. 이 과정은 학교 혹은 도제수업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 모든 자격과정은 능력 적성 자격이 주어지며 이는 결국 성인들이 자신의
직업능력에 대한 공식적인 인준을 받기 위함이다.
❍ 폴리테크닉의 기초적 업무는 성인 교육이며 따라서 성인들은 젊은 층과
동일하게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핀란드에서는 2002
년도에 폴리테크닉 석사학위에 해당되는 과정을 개설하여 근무자들의 근
무환경을 개선하고, 특별한 전문기술을 요하는 직업의 필요를 충족하고자
하였다.
❍ 폴리테크닉에는 학위 비수여 과정도 있다. 이 과정은 폴리테크닉 학위과
정에 속한 것으로, 이미 폴리테크닉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과정은 20-60학점을 1-2년 사이에 이수하게 된다.
다. 직업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관계

❏ 노동시장에서 직업교육훈련 결과의 높은 활용도
❍ 핀란드 직업교육훈련체계의 성공 원인 중 하나는 직업교육훈련이 실제적
으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다. 즉, 직업교육훈련의 결과가 노동시장에서
그만한 대접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핀란드에서 직업계 고등학교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게 되면 졸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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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해당 분야의 직업자격(vocational qualification)을 받게 되며, 이
직업자격은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을 위한 기초자격을 제공할 뿐 아니
라 노동시장에서 통용되는 자격의 역할을 하여 실제적인 취업에 도움을
준다.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나가게 되는 이들에 비해
노동시장에 취업할 수 있는 확실한 자격이 되고, 이 직업자격이 있어야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가능하다.

❏ 직업교육훈련기관과 노동시장과의 협력 관계
❍ 핀란드의 직업교육훈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성공적인 제도를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정부, 직업교육 정책입안자, 학교기관장, 교사, 현장 교
사, 학생, 노동시장 관계자 등 관련된 모두가 같이 협력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직업교육훈련의 결과를 활용하게 될 노동시장 관계자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중요한 요인이다.
❍ 핀란드의 직업계 고등학교나 폴리테크닉에서는 관련된 직업분야의 현장
과 항상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학생들의 현장교육, 인턴십 교육,
팀 프로젝트 등과 같은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관련분야의 기업이나 조
직과 협력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을 수정하고 개발할 때 항상 직업분야
현장의 조언을 반영하고 있다.

❏ 각 기업의 성인교육 및 훈련 과정 지원
❍ 핀란드에서 기업은 과거와 같이 직업교육훈련의 최종수요자로서가 아니
라 적극적인 직업교육훈련의 제공자로서의 자신의 역할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 각 기업들에서는 성인교육 및 훈련 과정을 마련하고 지원한다. 기업들은
현장수업과 각 기업특성에 맞는 인원을 훈련하는 것, 전문화된 직업기관
을 운영하고, 도제수업을 마련하며, 성인 인력의 훈련비용을 마련하고,
직업교육훈련 기관에서 수학하는 젊은 층 및 성인층에게 훈련 장소를 제
공하는 것, 그 외 장학금을 제공하는 것 등으로 직업훈련 과정에 협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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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 특히 재직 중인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학습휴가’를 요청할 수 있
고, 원칙적으로 기업은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휴가기간 중 고용은
보장된다. 노동의 유연성이라는 면에서 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
으나 핀란드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작동하고 있다. 학습휴가
동안에는 폴리테크닉이나 일반 대학에서 정규교육을 받거나 기타 직업교
육훈련과정을 이수하기도 한다. 대학과 폴리테크닉은 기업과의 산학협동
이 활발해 교육훈련의 현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신문,
2005.1.24)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노동시장훈련(LMT: Labor Market Training)
❍ 노동시장훈련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일부로서 성인 인구의 직업능력
향상, 인력수급의 균형 유지 및 촉진, 실업과 인력부족 해소 등에 목적이
있다. 노동시장훈련은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의 양적·질적·지역적 수요변화
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게 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기능을 향상시키
는 역할을 한다. 근본적으로 성인들이 노동시장에 계속 머물러 있거나 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향상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노동시장의 요
구에 부합하는 맞춤식 직업훈련의 성격을 갖는다. 주로 실업자 대상의 훈
련이지만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은 사람이나 재직근로자도 훈련대상이
될 수 있다.
❍ 노동시장훈련은 현재 200개 이상의 다양한 직업 영역에 걸쳐 연간 4000
∼5000여개의 훈련과정이 제공되고 있다. 노동부의 재정지원 하에 성인
훈련센터나 폴리테크닉, 기타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에서 연간 6만 4000
여명이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노동시장훈련은 숙련수요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지역 단위에서 설계되며, 훈련과정의 70%가 전적으로 혹은 부분
적으로 자격제도와 연결돼 있다. 훈련 이수생들은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훈련과정을 평가하는데 3분의 2 정도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훈
련과정 이수 3개월 뒤의 목표실업률 40%는 대체로 지켜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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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

❍ 핀란드 직업훈련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이원적 체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그 체계 안에서 학습자들의 이동경로가 매우 유연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인문교육과 직업교육, 고등교육과 중등교육을 교차하면서
유연하고 자유분방하게 이루어지는 직업교육훈련과 노동 과정은 핀란드
정부의 정책 핀란드 노동시장의 높은 유연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안정
성이 담보될 수 있는 사회문화적 틀이자 원동력으로 볼 수 있다. 노동시
장과 노동 자체의 성격이 가변적이고 유연해지는 노동세계의 변화를 고
려할 때 이러한 체제의 유연성은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을 새로이 설계하
거나 개선하려 할 때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 핀란드의 직업교육훈련체계는 실제의 노동시장에서의 필요와 요구를 적
극적으로 반영하는 직업학습 체제를 유지,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성
인들에 대한 계속직업교육의 성격을 갖는 노동시장훈련(LMT)의 경우 노
동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식 직업훈련의 성격을 가지며 숙련 노동
수요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지역 단위에서 설계된다. 이러한 훈련과정의
대부분이 자격제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
게 하는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이다.
❍ 전술한 노동시장훈련의 프로그램이 노동시장의 필요에 맞춤형으로 제공
될 수 있는 원동력은 그 프로그램의 설계가 일반적 분석 자료를 토대로
하되, 지역 단위, 즉 특정한 지역 단위 노동시장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거쳐 완결된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중요한 점은 직업교육훈련
과 노동시장의 조화를 매개하는 것은 직업교육훈련의 결과를 통해 학습
자들이 획득하게 되는 자격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국가와 지역이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은 핀란드 전체 형식교육 시스템에서 국가가 전반
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구체적 계획과 운영은 각 지역에서 자율적으
로 수행하는 방식이 직업교육훈련 체제 내에서도 작동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 핀란드 직업교육훈련 체제 내에서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눈여겨볼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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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기업들은 직업교육훈련의 최종수요자로서가 아니라 적극적인
직업교육훈련의 제공자로서 탈바꿈하면서 학령기 청소년들과 성인을 대
상으로 하는 직업교육훈련 공간의 제공, 프로그램의 제공, 재정적 지원
등 포괄적 측면으로 그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들의
평생직업학습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시켜야 하는
것과 함게 탄력적인 노동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 필수적인 측면이라 보아
야 할 것이다.
❍ 핀란드 직업교육훈련 체제에서 폴리텍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 또
한 여러 측면에서 의미심장하다. 1990년대 들어 새로 설립된 핀란드 폴
리테크닉의 역할과 비중은 교육시스템 내에서 직업교육의 비중이 높아지
고 있는 전반적 현실, 평생직업학습을 필요로 하는 거시적 변화를 직접적
으로 반영하는 현상이며, 동시에 직업교육훈련체제의 주요한 거점이 국가
교육체제 내의 고등교육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국가 수준의 직
업교육훈련체계의 진화를 추구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명확한 방향성을 보
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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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평생직업학습 체계의 정책 환경에 관한
논의와 시사점
❍ 평생직업학습 정책은 국가정책의 큰 방향 및 전략과 연동되어 작동한다.
국가정책의 지향점에 의해 정책의 방향성이 주어지고 개선의 정도와 범
위가 정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정책 패러다임에 관한 논의 속에서 평
생직업학습 정책의 위상과 개선 방향을 정립하고 전략을 수립하려는 노
력이 필요하다.
❍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국가정책의 큰 흐름을 경제적 환경, 정치적 환경,
사회적 환경이라는 세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가
국가정책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평생직업학습을 둘러싼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는 수준에서 대략적으로 논
의할 수밖에 없다. 평생직업학습의 세 가지 환경적 측면을 살펴보되 각각
에 대하여 위협요인과 기회요인이 무엇인지 염두에 두면서, 궁극적으로는
평생직업학습 체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 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경제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생태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체계로 전화하는 것을 공진화(co-evolution)라고 표현한다. 아마도
개인은 자신의 소비를 절제하는 더 생태적 인간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이
고, 시스템은 낭비를 줄이고 경제적 약자를 더 고려하는 방식으로 변해야
할 것이며, 이미 많은 것들을 쥐고 있는 기성세대가 아직 그렇지 않은 다
음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양보하는 형태로 바뀌어 있어야 할 것
이다(우석훈 외: 2007).

제1절 경제적 환경에 관한 논의와 시사점

1.

저성장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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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산방식의 변화

❏ 기계화 자동화의 빛과 그림자
❍ 분업화, 기계화 그리고 자동화라는 테일러주의와 포드주의에 의한 생산
성 상승은 기업에게 이윤을 안겨줬다. 뿐만 아니라 실질임금도 상승시켰
다. 실질임금의 상승은 대량생산되는 소비재를 대량으로 소비할 수 있는
물질적 풍요로움을 가져다주었다. 즉 테일러주의와 포드주의 경영에 따른
생산성 향상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았
고, 산업사회의 노동계층은 빈곤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 한편, 기계화가 곧 인간이 인간답게 일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
었다. 경영자들은 비용을 줄이고 이윤을 늘이기 위해 기계화를 통해 인간
을 보다 비인간적으로 사용하였다. 말하자면 기계화 덕분에 인간의 기술
력은 쓸모가 없어지고, 단순노동을 반복하는 기계의 부품이 되어버리는
경향이 크다. 특히 노동자가 조직되어 자본에 저항하는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 이러한 비인간화는 더 심각하다. (진노 나오히코, 2002)

❏ 직업의 변화
❍ 기술혁신에 의한 자동화로 인해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기 시작한
이래 저숙련 노동자나 단순 육체노동자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 되었다. 기계 또는 로봇이 단순 육체
노동을 대체함으로써 전통적인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는 불가피해졌다.
❍ 반면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정보통신, 보건의료, 교육 부
문의 일자리 증가하고 있으며, 점차 폭넓은 지식과 사고력을 요구하는 전
문 직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 다품종 소량생산과 소비의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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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가능해지면서 인간은 생존에 필요불가결한 기본
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러자 인간은 보다 청결한 것, 보다
아름다운 것, 보다 우아한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생존을 보
장하는 소비재 수요에서 자신들의 개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특별한 소비
재를 요구하게 된 것이다. 결국 시장은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
기 위해 다품종 소량생산으로의 변화를 모색하게 된다(진노 나오히코,
2002).
❍ 한국경제 역시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대량생산, 대량소비 방식에서 다품
종, 소량생산, 그리고 소비의 다양화라는 트렌드로 변모하게 된다. 이 과
정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이라고 하는 생산양식의 변화는 기업의 구조조정
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나.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

❏ 지식기반 사회의 특징
❍ 탈산업사회론(Bell, 1976), 사회변화의 메가트랜드(Naisbitt, 1982), 제3의
물결(Toffler, 1980)에서 제기되고 있듯이 21세기는 지식기반의 정보사회
이다.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추구되던 사실적 지식(know-that)
과 방법적 지식(know-how)을 넘어서, 가치 있는 정보의 소재를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접근하며 정보를 종합 분석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생산해내는
능력으로서 정보적 지식(know-where)과 정보의 의미와 가치를 평가하고
정당화하는 이유 설명적 지식(know-why)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권
두승, 2003: 173)
❍ 지식기반사회의 산업구조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의한 지식의 홍수 속
에서 그 활용 능력을 핵심역량으로 삼는 고도화된 구조로 전환하고 있다.
그에 따라 직업세계는 더욱 전문화 다원화되고 있다. 지식기반 1차 산업,
지식기반 제조업, 지식기반 서비스 직종들이 전통적인 산업에서 전환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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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새로운 직종으로 변모하고 있다.
❍ 한편, 지식집약형 산업구조로 변화함에 따라 다기능 고급기술 보유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들이 상호 협력적으로 활동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 지식사회는 정보를 움직임으로써 사람과 물질의 움직임을 최소한으로 줄
어들게 만드는 사회다. 인간과 인간과의 정보교류를 통해 인간과 자연과
의 질료 전환을 최적화하려는 사회이다. 시장사회는 생산무대인 기업과
소비무대인 가계가 분리되어 있는 사회이다. 공간적으로도 생산무대와 소
비무대가 철저히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기계의 리듬에 맞춰 소비무대에
서 생산무대로 출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지식사회가 실현되면 소
비무대가 곧 생산무대가 된다. 다시 말해 재택근무가 확산되는 것이다.
자연히 이동에 소요되는 에너지도 절약되고, 이동에 따라 발생하는 배기
가스 같은 자연파괴도 줄어든다.(진노 나오히코, 2002)
❍ 지식사회의 가장 큰 공로는 대량생산 대량소비로 국한되어 있던 제품이
다양한 기호에 맞게 재편된다는 데 있다. 즉 기호에 맞는 주문생산이 가
능해진다. 또한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지식의 창조 가공 활용 관리의 주체
로서 인간의 능력개발을 중시하게 된다는 점도 근본적 변화의 요소이다.

❏ 학습자본주의
❍ 학습자본주의란, 학습의 기회와 수단 그리고 결과가 사회적 가치 및 지
위재생산기제로서 소유 및 전유되는 사회이다. 또한 학습자본주의는 경제
자본이 자기 증식을 하듯이 학습의 능력이 자기 증식을 통해 보다 높은
사회적 가치로 확장되는 사회를 말한다.
❍ 소품종 대량생산이 아니라 다품종 소량생산의 후기 산업사회에서 물적
생산체계는 혁신을 일상화하게 된다. 노동자의 학습은 이러한 변화를 선
도하는 힘이 된다. 학습은 이미 개인 내적 과정이 아니라 조직적 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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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생산성 제고를 위한 핵심동력이다. 학습의 이러한 독자성 및 역동성
이 사회 전반에 받아들여지고 학습이 유통과 가치생산의 기본단위가 되
는 것이 학습자본주의 사회이다.
❍ 학습자본주의에서는 학력과 자격이라는 학습화폐가 원활하게 유통되어야
한다. 학습화폐는 주요 학습결과의 인증을 통한 일상적 자격체제 안으로
의 편입 과정을 통해서 가시화된다. 학습프로그램은 표준화되고, 표준화
된 학습 프로그램은 정해진 국가적 혹은 세계적

자격체제 안에서 거래

되는 학습시장이 형성된다.
❍ 우리나라는 OECD의 선진국들에 비해 학력이 능력을 과잉대표하고 있다.
예컨대 특정한 대학출신이나 외국대학출신이라는 학력이 사회의 주요 의
사결정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학력에 비해 능력을 나타내
는 다른 주요한 지표인 자격이나 경력은 저평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우
리사회는 아직 학력주의, 학력에 따른 연고주의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2.

지구화와 개방화

가. 경제 개방

❏ 국가 간 경계의 약화
❍ 정보통신기술과 교통의 발달에 따라 지구촌의 물리적 거리는 더욱 가까
워지고 있으며, 실물 상품, 생산 요소, 서비스의 국제이동이 자유로워졌
다. 여기에 더해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경제통합과
자유무역협정(FTA) 중심의 지역차원 경제통합 모형이 확산되고 있다.
❍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다국적 기업의 세계화 전략으로 세계 모든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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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일시장으로 통합되어 가는 추세이며, 기업은 무한경쟁의 시대에 직
면하고 있다.(한숭희 외, 2006: 6)
❍ 특히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크게 늘면서 세계 경제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중국은
미국과 함께 2G로서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전환했고, 브라
질, 러시아, 인도도 본격적인 산업화 단계로 진입하여 그 영향력을 확대
하고 있다.
❏ 수출지향 산업구조로서 적극적인 개방정책
❍ 우리나라는 수출위주의 대외지향적 개방정책을 통해 지난 반세기 동안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다. 따라서 세계시장을 향한 개방은 우리 경
제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요소이다.
❍ 경제개방의 일반적인 추세는 특산품 유출입 --> 제조상품 유출입 -->
자본 유출입 --> 경영 유출입 --> 노동 유출입 --> 국경 해체의 순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4-1> 우리경제의 세계화 현황
지표

우리나라
단위

OECD평균

2007

2008

상품 및 서비스 교역 비중 %, GDP대비

41.2

53.5

28.9

상품 수출입차(통관기준)

십억불

14.6

△13.3

△1,000.6*

․수입 규모

십억불

356.8

435.3

10,574.2*

․수출 규모

십억불

371.5

422.0

9,573.6*

서비스 수지

십억불

△19.8

△16.7

396.1*

․수입 규모

십억불

83.1

92.7

2,257.7*

․수출 규모

십억불

63.3

76.0

2,652.9*

경상수지

%, GDP대비

0.6

△0.7

△1.6

주: 1) *는 OECD 총합을 의미
* 출처: OECD Fact Book 2010 기획재정부 보도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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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화와 시장개방에 따라 소득불평등, 산업 기업 계층간의 격차가 확대
되고 있으며, 기업을 무한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 따라서 개방과정에서 협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개방에 따른 산업 구조조정으로 농업과 경쟁력 약
한 분야의 타격과 일자리는 축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나. 노동력 이동과 다문화 확산

❏ 외국인 노동자 증가
❍ 아직은 인구 중 외국인 비율이 매우 적은 편이지만, 꾸준히 늘고 있다.
1995년 한국 0.2%, 일본 1.1%, OECD 평균 5.7% 에서 2005년 한국 0
.9%, 일본 1.5%으로 변화하였다. OECD 평균은 6.8% 수준이다.
<표 4-2> 인력이동 현황
지표

우리나라

OECD 평균

단위

04년

05년

외국인 유입

2000=100

92.2(25위, 02년)

96.1(20위, 03년)

111.1(03년)

난민 유입

2000=100

349(2위)

953(1위)

55

외국인 인구

%, 총인구 대비 0.4(25위/26,00년) 0.9(19위/20, 04년)

6.8(04년)

고등교육(tertiary) 받은 비율 (15세이상 인구)
· 국내 출생

%

-

27(3위,00년)

18

· 해외 출생

%

-

32(6위,00년)

23

* 출처: OECD, Fact Book 2007,

❍ 외국인 노동자들은 근로조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주로 근무하고 있고,
종종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한다. 불법 체류자일 경우는 인권침해를
받는 경우가 더 빈번하다.
❏ 다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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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국제결혼에 의한 결혼이주자와 새터민 증가 등을
통해 한국사회의 다문화경향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 2010년도 전체 혼인건수에서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10.5%에 이
르고 있다.
<그림4-1> 국제결혼동향

❍ 다문화 가정의 아동과 청소년들은 가정의 경제적 빈곤, 취약한 보육과
교육, 문화적 사회적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장차 한국
사회가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큰 과제이다.

❏ 해외 노동시장 진출
❍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과 함께 노동자의 해외 진출도 꾸준히 확대되
고 있다. 국제화와 더불어 이제 한국인은 해외 노동시장으로 진출을 점점
친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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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한국인의 해외진출은 경제활동만이 아니라, 높아진 국격에 맞게 증
가하는 ODA(공적개발원조) 활동으로 더욱 다양화하고 있다.
❍ 노동시장은 크게 국내 시장과 국외 시장으로 양분되고 있다. 국외 노동
시장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국제표준직무능력, 외국어 소통능력, 글로벌
노동규범, 진취적 창의성 등이 요구된다. 평생직업학습에 있어서도 글로
벌 노동시장을 지향하는 평생직업학습 체계의 구축이 요청된다.

3.

독과점 구조의 심화

❏ 구조조정과 독과점의 심화
❍ 세계경제는 전반적으로 구조조정과 세계화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대량생
산, 대량소비 방식으로 부터 다품종 소량생산, 맞춤형 소비방식으로 바뀌
는 과정과 경제의 세계화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기업환경은 세계시
장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으로 재편되었다. 그 과정에서 업종별 독과
점이 더욱 강화되었다.
❍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미 1970년대에 중화학공업을
육성할 때부터 소위 관치금융과 산업정책으로 오늘날 재벌이라고 부르는
문어발식 독점기업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 특히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재벌은 업종별로 더욱 비대해지고, 독
과점은 더욱 심화되었다. 중소기업의 하청 계열화는 심화되었다. IMF의
요구대로 자본시장을 비롯한 시장을 개방하고 국내기업에 대해 구조조정
을 하는 과정에서 독과점 체제는 더 공고화되었다.

❏ 재벌의 과도한 지배와 이기적 행태
❍ 우리나라 재벌은 대주주로서 가지고 있는 지배력보다 더 큰 지배력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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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고 있다. 이는 순환출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금산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보험가입자들이 맡긴 돈으로 무분별하게 기
업을 확장하고 지배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그래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금산분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비판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 한국사회의 대표적 기득권층인 재벌 등 대기업의 이기적 독과점의 폐해
를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중소기업 심지어 골목 소상인의 영업
영역에 무분별하게 진출하고, 중소기업의 하청단가를 생산비 수준이하로
고압적으로 책정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편취해가는 행태를 보여 왔다.

❏ 성과 배분에서 노동의 배제
❍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제의 독과점 구조는 더 심화되고 비정
규직 및 자영업자의 수가 폭증했다. 생산방식의 변화에 따른 구조조정 과
정에서 재벌 기업은 노동자나 직능조합의 큰 저항 없이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노동자를 대량 해고하였다. 근로서민을 보호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아래에서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거의
같은 숫자로 증가하였다. 자영업자도 정규직 노동자의 수만큼 증가하였
고, 그들은 사실상 반실업 상태나 다름없는 ‘워킹 푸어(working poor)’로
전락하였다.

4.

시사점

❏ 미래 성장산업으로 경제패러다임 전환
❍ ‘유망 사업’이란 ‘변화의 본질을 파악하여 비즈니스 아이디어로 만들어가
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변화를 읽는 세 가지 기준은 속도, 양,
그리고 지속성이다. ‘빠르면서 크고 지속적인 변화’ 혹은 ‘느리지만 지속
적이며, 영향력이 큰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변화를 잘 종합한다면
그것이 바로 메가트렌드가 될 수 있다. 3대 메가트렌드의 첫 번째는 인
구구조(demography)의 변화다. 두 번째는 도시화(urbanization)다. 세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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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는 기후변화이다. 이 세 가지 메가트렌드에서 파생될 신산업으로 글로
벌 기업들이 비전으로 제시하는 유망 분야는 크게 에너지, 건강, 인프라
스트럭쳐 세 가지로 요약된다(김재윤, 2011: 52-65)
❍ 한편, 기존의 제조업도 노동의 질을 높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조건 향상과 직업교육훈련 제고가 필요하다.
❍ 제러미 리프킨은 3차 산업혁명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과 에너지 시스템
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19세기의 1차 산업혁명은 인쇄
라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과 석탄이라는 화석연료 에너지 시스템의 결합
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20세기의 2차 산업혁명은 TV같은 대중매체 커뮤
니케이션 시스템과 석유라는 화석연료 에너지 시스템의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전의 생산시스템을 혁신하면서 생산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생산과 소비를 진작했기 때문이다. 21세기의 3차 산업혁명은 IT와 인터
넷 커뮤니케이션 시스템과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같은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의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된다. 이 분야를 미래 유
망산업분야로 볼 수 있는 근거이다.

❏ 학습자본주의 촉진: 학력과 자격의 호환체계 구축
❍ 학습자본주의 시대에는 지식집약형 산업구조로 재편이 필연적이다. 지식
집약형 산업구조아래에서 요구되는 노동력은 창의력과 문제해결력과 대
인관계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학력화를 부정적으
로 볼 것이 아니라, 이를 산업계의 요구와 연결시키고자 하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 특히 ‘인생 삼모작’ 시대를 맞아 평생직업학습을 통한 노동력의 질을 높
이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는 학력주의를 완화하고,
자격-경력-학력의 호환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 이제까지 정규학교의 학력이 학습 자본을 대표하였다면, 현재는 노동시
장 및 직업세계로 전환되는 더 직접적인 가치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바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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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직업교육훈련은 자격체계의 생산과 분배라는 측면에서 학습자본
축적의 핵심적 활동이다(한숭희, 2006:4-5).

❏ 경제민주화를 통한 공정한 사회 실현
❍ 경제 민주화의 방법론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시장경제에 대
한 국가의 개입을 강화하는 것이고 둘은 경제에 정치적 민주주의를 도입
하는 것이다. 전자는 시장에서 나타나는 불균형, 즉 시장실패를 국가가
규제정책이나 재정정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고, 후자는 주주자본
주의를 넘어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하는 등 궁극적으로 1
인1표의 정치적 민주주의 원리를 경제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 국가개입과 관련하여, 순환출자 규제, 금산분리, 담합행위 기술탈취 하도
급 단가편취 등을 막는 공정거래 강화, 골목상권 침해 금지 등의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 누진적 과세를 강화하여 재정을 확충하는 조세정책, 성장
률보다 고용률에 초점을 두고, 고용창출효과에 예산을 연계하는 등의 정
책 등이 제기되고 있다.
❍ 경제에 민주주의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경영참여제도 확
대, 노동조합의 노동3권 보장강화,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의 생태계
조성 촉진 등의 정책 등이 제기되고 있다.

❏ 평생직업학습 체계와 관계
❍ 경제의 질적 성장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초석이다. 경제의 양적 성
장이 일자리의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다는 것이 경제민주화라는 과제가
제기되는 맥락이다. 따라서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정부와
기업이 유망한 산업으로 진출하는 데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사회가 경제
정의가 이루어지는 사회이다. 이러한 공정사회라는 토양에서 평생직업학
습을 통해 이룬 학습성과는 때론 학력으로 때론 자격으로 때론 경력으로
인정받게 되고, 그 인정에 걸맞은 보상을 받게 된다. 비로소 학습자본주
의의 선순환적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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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은 호모사피엔스다. 경쟁력을 높이고 싶다면 인간을 활용해야 하고,
인간의 능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인간의 지혜를 축소시킨 대가로 얻어낸
생산성은 결국 하락하게 마련이다. 기업에게 필요한 것은 생산성 향상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신뢰다. 인간이 사라진 기업은 오래 가지 못한다. 인
간은 결국 인간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호모사피엔스의 세계는 호모사피엔
스적인 기업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진노 나오히코, 2002).

제2절 정치적 환경에 관한 논의와 시사점

1.

권력 집중

가. 권력 집중적 대통령 중심제의 폐해

❏ 강력한 대통령제의 역사적 근거
❍ 현대의 민주주의 정치의 역할은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조정하여 국가
의 정책으로 결정하고 집행함으로써 국가공동체를 통합하는 일이다. 권력
구조는 이와 같은 정치적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짜놓은 의사결정-집행교정 등의 체계이다. 현대의 민주주의 정치는 일반적으로 입법-행정-사
법의 3권 분리를 통한 권력의 견제를 통해 건전성을 확보하게 한다.
❍ 우리나라는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자본주의체제와 사회주의체제의
격렬한 대립 구도 속에서 국가를 건립하고 발전시켜 왔다. 극심한 갈등
속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유보되었고, 정치적 반대파의 목
소리는 억압되었다. 군국 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은 적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조치권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헌법에 의해 위임받았다.
❍ 대통령의 권력은 통치권이라는 이름아래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곤
했다. 적과의 대립이라는 극한 상황과 가난의 극복이라는 절체절명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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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앞에서 과도한 권력의 집중은 필요악으로 용인되었다.

❏ 권력 패러다임 전환의 지체
❍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권위주의 정부가 모두 물러나고, 문민정부 시대가
도래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본격 성장하기 시작했다. 1986년의 시민
항쟁으로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었고, 1990년에 풀뿌리 민주주의
인 지방자치제도도 회복되었다.
❍ 그러나 강력한 대통령이 통치하는 강력한 국가 영역에 비해 시민사회 영
역은 여전히 취약하고, 정당과 국회 또한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강력한
선출직 대통령과 강력한 직업적 관료체제가 행정권뿐만 아니라 법안발의
권,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음에 반해, 국회는 형식적인 법안발의 및 의
결권, 증액은 못하는 예산 삭감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 감사원도 행정부 소관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관료체제는 사실상 입법권
과 행정권과 감사권까지, 권력의 삼위일체를 확보하고 있다.
❍ 대통령은 당선된 당일부터 최고의 권력을 누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권력은 약화되고, 임기 중반부터 레임덕이 오기 일쑤였다. 대통령의 권력
이 절정에 있을 때 주로 벌어지는 측근들의 부정부패는 심각한 수준이었
고 그러한 부패 스캔들로 레임덕은 가속화되고 아직 성공한 대통령이 나
오지 않고 있다. 이는 대통령 개인의 자질 문제가 아니라, 과도한 권력집
중에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사회적 공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권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나. 취약한 지방자치

❏ 위임 사무 지방자치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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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반쪽의 지방자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무
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징수권이 취약하고, 지방자치의 핵심 사무인
치안과 교육 사무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생활에 가장
가까운 사무를 중앙정부가 자체의 지방기관을 통해 시행하고 있기 때문
에 시민들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행하고 있지 못하다.
❍ 지방자치가 교육, 의료, 복지, 치안 등 시민의 생활상의 요구를 자치 행
정적으로 지원하지 못함으로써 효율성도 떨어지고 지방자치의 필요성에
대한 회의론을 낳게 하고 있다. 또한 시민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공동체
적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역경제
나 취업, 직업교육훈련 등의 영역에서도 독자적인 활동이 매우 취약하다.

❏ 광역중심 지방자치의 한계
❍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광역자치단체 중심이다.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
단체의 사무를 위임해서 처리하는 수준에서 활동한다. 그래서 기초자치단
체는 불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될 정도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유래와
진면목은 생활권 단위의 자치이다. 생활에 가장 긴요한 사무에 대해 주민
들 스스로 통치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간이다.
❍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형식적인 측면이 많다. 주민자치위원회와 동네의 자율적인
공동체들이 지역의 사업을 스스로 결정하고 시행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열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미성숙한 정당제도

가. 정당의 시민적 토대 취약

❏ 정당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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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은 시민사회 공동체의 이해와 요구를 모으고 대변하는 정치 기제이
다. 시민사회 공동체들의 이해관계는 대립하기 마련이며, 따라서 이 대립
하는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이 여러 개 존재한다.
❍ 국민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정당의 형태는 유럽형의 계급정당과 미국형
의 국민정당이 있다. 물론 미국형의 국민정당도 국민 모두의 이해를 평균
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통해 시민사회 공동체의 일부의 이
해를 대변하게 된다.
❍ 정당들을 통해 표출된 시민사회 공동체의 서로 다른 이해와 요구는 국회
에서 정당들 사이의 갈등과 타협과 조정을 통해 하나의 정책으로 결정된
다.

❏ 취약한 국민정당의 역사적 근거
❍ 우리나라는 해방공간에서 반일 독립운동 세력을 중심으로 정당이 결성되
었다. 그러나 곧바로 이어진 분단과 전쟁, 그리고 분단의 고착과 체제 대
립 속에서, 정당은 권위적 정부 시절 동안 정부의 통치에 합법성을 부여
하는 민주주의의 장식품일 뿐이었다.
❍ 권위적 정권을 뒷받침한 여당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야당의 경
우도 정보기관의 공작을 받고 국회의 의결 과정에 정부 여당의 법안과
정책과 예산 제안에 대해 소위 ‘들러리’를 서는 모습을 보이곤 했다. 그
러한 공작을 버텨온 소수의 정치 지도자들과 재야의 시민운동을 중심으
로 민주주의는 명맥을 이어왔다.

❏ 정책정당의 시민 사회적 토대의 취약성
❍ 정책정당의 가치는 시민사회의 이해와 요구를 조직하고 대변하는 역할로
부터 나온다. 그러나 한국의 시민사회는 각각의 이해와 요구를 표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직능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시장 기제가 허약한 대신 강력한 관료 자본주의가 지배했기 때문에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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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자신들의 자율적인 이해관계를 표출하고 조정하기 보다는 정부
에 일종의 선을 대는 행위가 유리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정당들이 시
민사회 공동체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여 정책으로 만들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고 선거 때마다 부르짖는 정당의 공약은 ‘空’, 빌 공자 공약일 뿐
이었다.
❍ 즉 정당들이 시민사회 공동체의 세력에 기반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뿌리가 매우 취약하여 일부 지도자의 인간적 면모와 영웅적 무용담에 기
반한 개인적 인기에 의존하여 성장, 유지되었다. 정작 정당의 기본적 역
할인 시민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작업은 시도되지 못하였다.
❍ 더구나 한국 특유의 역사적 환경으로 인해 정당들은 반공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진보적이고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꺼
리게 되어 모든 정치적 의제는 오직 정치의 민주화로 대표되었다.

나. 당내 민주주의 취약

❏ 하향식 당조직의 한계
❍ 정당의 민주주의는 먼저 당이 시민사회 공동체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가능하다. 정당의 뿌리를 직능적 토대와 지역적 토대로 나눌 수 있다. 정
당의 조직은 지역적 토대로서 선거구별 조직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직능
별 조직을 가지고 있지만, 기층 당원들의 의사에 입각한 의사결정체계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진성당원이나 책임당원이니 하는 제도가 있지만
그들에게는 당비납부의 의무만 있을 뿐 실질적인 의사결정 참여의 권리
는 제한되어 있다.
❍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지역의 정당조직은 현직 국회의원이나 출마예정
자의 사조직의 성격이 강하다. 출마자가 바뀔 때마다 정당의 지역조직의
주요 구성원은 바뀌는 홍역을 앓는다. 정당의 기층 당원들은 특정인의 후
견인의 성격으로 전락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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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민주적 공천제도의 근거
❍ 공직 선거에 출마한 후보를 선발하는 공천은 당의 대표선수를 뽑는 것과
같다. 그 후보를 통해 당의 노선과 정책을 실현하고자 선거에 출마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후보는 마땅히 당원의 민주적 선거를 통해
선발되어야 하지만 현재 한국의 정당 공천제도는 아직 그러한 수준에 미
치지 못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공천 관련 잡음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이
여기에 있다.
❍ 국회의원 선거의 공천권은 주로 차기의 대통령선거에 유력한 대권주자들
에게 배분된다. 공정한 공천 규칙에 따라 공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고 하지만, 결국 나눠먹기 공천, 밀실 공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 그
근본원인은 당이 직능별, 지역별 일반 당원과 시민사회 공동체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 즉 기층 당원에 기반한 당내 민주주의를 실현
하고 있지 못한 데 있다.
❍ 이러한 당내 민주주의를 유보하고 공천권을 국민 일반에게 주자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제기되지만 이는 공천권이 유력 개인들에게 집중되고 분배
되는 전횡에 대항한 차선책일 뿐 근본적 대책이 되진 못하고 있다.

3.

시사점

❏ 분권형 개헌에 관한 논의 필요
❍ 지난 18대 국회에서 시민사회에서나 국회에서 개헌에 대한 논의가 꾸준
히 진행되었다. 그 논의의 핵심은 과도한 권력집중으로 인해 늘 불안정한
정치권을 분권을 통해 안정시키자는 것이었다.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대
통령은 국방과 외교 등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는 권한으로 국한하고,
내치는 국회에서 선출되는 국무총리가 맡도록 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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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 논의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경제민주화, 환경, 인권, 학습권 등 사
회 전반적으로 민주주의를 한 단계 도약하게 할 내용들로 이루어졌다. 이
논의를 19대 국회에서는 마무리하고 개헌을 이루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
루는 것이 긴요하다.
❍ 지방자치가 풀뿌리 자치로서 제 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를 강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초자치 단위에서 교육, 복지, 고용, 치안,
그리고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 생산 활동 등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
도록 지방자치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자율방범대와 녹색어머
니회의 활동과 같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자발적 활동에 대해 기금
등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것에서부터 지방자치의 면모를 바꿀 수 있을 것
이다.

❏ 정당제도의 개선
❍ 정당 개혁에서는 무엇보다도 정당이 시민사회 공동체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내는 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시민사
회 공동체가 성숙하고, 정당은 이 시민사회 공동체를 토대로 삼고 그와
연계할 때 진정한 정당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
❍ 시민사회 공동체의 이해와 요구의 대변, 그리고 당원 민주주의라는 관점
에서 정당의 조직, 활동, 그리고 선출직 공천 등의 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 평생직업학습 체계와 관계
❍ 시민사회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정당의 뿌리를 강화하는
과정일 뿐 아니라, 평생직업학습의 토대를 강화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특
히 직능 협동조합과 노동조합의 자율적 성장은 시민사회를 건강하게 만
드는 핵심 기제로서, 정치적 민주주의의 발전과 평생직업학습 체계의 성
숙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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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사회적 환경에 관한 논의와 시사점

1.

급격한 인구변화

가. 저출산과 급격한 인구감소

❏ 인구대체수준이하의 합계 출산율
❍ 합계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내려간 1983년 이후 저출산 추세는
더 심화되고 있다.

<표4-3>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추이
출생아
수(천명)
합계
출산율(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473

435

448

493

466

445

470

471

1.15

1.08

1.12

1.25

1.19

1.15

1.23

1.24

* 합계출산율: 여성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
* 출처: 통계청 출생통계.

❍ 1970년 신생아 수는 101만 명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1년 현재 47만 명에 그치고 있어 총인구 감소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다른 OECD국가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출산율이다.

❏ 총인구 감소
❍ 주출산연령층(20~35세) 여성인구 감소로 멀지 않은 미래에 기하급수적
인 인구 감소가 예상된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인구증가율이
정점에 도달하는 2018년부터 본격적인 인구 감소를 경험하게 될 전망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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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령화

❏ 노인인구 증가
❍ 소득증가로 영양이 좋아지고 의료의 발달과 의식의 개선으로 건강이 좋
아져 평균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
구 비율이 2000년 7%를 넘어서며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래 세계에서 유
래 없이 빠른 고령화의 진전속도를 보이고 있다.
❍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18년 14.3%인 고령사
회 단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에는 20.8%가 넘는 초고령사회
로 진입할 전망이다.
❍ 2010년 말 기준 전체 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는 543만 명(11.3%)으로
2000년 437만명(9.3%) 보다 106만명(24.3%) 증가하였다. 이는 의료기
술의 발달 및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로 고령자의 사망률이 낮아지고 있
기 때문이다. 2020년 평균수명은 81세로 전망된다.
❍ 농어촌지역은 이미 고령화율이 10%를 넘었고, 일부 지역은 노인인구 비
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다.

<표4-4> 평균수명추이
평균수명
(세)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77.02

77.44

78.04

78.63

79.18

79.56

80.08

80.55

80.79

81.2

* 출처: 통계청 생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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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 고령화의 추이 및 전망

* 출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파급효과
❍ 생산가능 인구는 2016년(3619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
며, 생산가능 인구 평균연령도 2008년 38.7세, 2020년 41.8세로 지속적
상승이 예상된다. 이에 양질의 인적 자원 보유 여부가 국가경쟁력을 좌우
하고, 높은 수준의 국민건강 유지 문제가 사회경제적 주요 과제도 대두될
것이다.

2.

사회적 양극화

가.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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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신자유주의 정책
❍ 한국의 지니계수는 OECD 평균을 넘어섰고,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국가
그룹에 속해 있다.
❍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전후로 생산방식과 소비방식의 근본적 변
화를 경험하였다. 또한 기업의 구조조정과 그에 따른 명예퇴직이 일상화
되었다. 기업의 구조조정이 곧 대량해고나 명예퇴직을 의미하는 것은 아
님에도 불구하고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은 노동계층의 희생을 강요하며 생산성 향상을 도모했다.
<그림4-3> 지니계수 변동추이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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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4> 양극화 추이 (소득5분위 배율1))

주: 1) 소득5분위배율: 소득이 작은 가구에서 소득이 높은 가구를 일렬로 배열하여 5개 그룹으로 나눈 후, 최상위 20%
의 소득을 최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값. 소득하위 가구 대비 소득상위가구의 비율로 숫자가 클수록 양극화는
심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197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당시의
복지병과 스테그플레이션(인플레이션과 저성장의 동반)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정부의 재정을 축소하고 시장에 대한 개입을 줄임으로써, 기
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자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기업의 성장은 회복되었지만, 사회적 재분배 기제인 정부재정
을 통한 복지제도가 약화되었기 때문에, 그 성장의 과실은 고르게 나누어
지지 못하였다. 또한 이 과정은 구조조정 즉, 노동자의 실업과 비정규직
전환과 함께 진행되었기 때문에 중간층의 비율이 더 엷어졌다.
❍ 사회적 재분배의 주요한 수단인 세금은 국민총생산의 증가율만큼 증가하
지 않았다. 그만큼 사회적 형평과 사회적 안전망을 취약해질 수밖에 없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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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5> 각국의 복지 국민부담률

＊출처::OECD

Revenue Statistics.

❏ 범죄의 증가와 사회 불안
❍ 우리 사회는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통합이 저해되고 범죄 증가, 이혼
율 증가, 자살 증가가 이어지는 극심한 고통의 연쇄 반응, 즉 악순환 고리
를 드러내고 있다.
❍ 인간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제적 동물이라고 외치는 경제학자들
의 설교만을 듣다 보면 ‘나만 살아남으면 되는 것이지, 내 이웃이 좀 죽어
나간들 어떻겠느냐’는 이기적 사고를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
다. 이 경우 자신의 생존만을 먼저 고려하게 되므로 할 수만 있다면 타인
의 몫을 착취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다. 윤리적 판단 혹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 이전에 위험이 클수록 이득도 크다는 경제적 판단이 앞서기 때문
이다. 이처럼 호모사피엔스적 인간관을 왜곡시키며 경제 논리가 확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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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결과인지도 모른다. 강
자만이 살아남고, 약자는 말살되어가는 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라고 생각하
는 신자유주의 사상은 사회통합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신자유주의의 대전제는 사회분열이며, 소득 불균형이다. 그 같은 사회 환
경이 전제되었을 때 자유로운 시장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믿는 것이다(진노
나오히코, 2002).
<그림4-6> 범죄발생추이

＊출처: 통계청, 대검찰청,「범죄분석」각년도 자료.

❍ 진노 나오히코(2002)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주장은 과도한 신자유주의 근
본주의에 관한 비판이지만, 세계가 신자유주의 기조에 휩싸여온 지 40년
이 지난 지금의 상황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비인간적인 요소를 간과할 수
없게 만든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극복 지침을 충실히 따르면서 사회적
으로는 더욱 황폐해져 왔다. 예컨대 이혼율과 자살률이 세계 최고라는 불
명예를 안는 불안국가가 되었다.

나.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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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학력화와 노동시장의 불일치
❍ 학령기 고졸자의 80%이상이 고등교육기관에 취학할 정도로 고학력화가
진행되었으나, 고학력 졸업자들은 자신의 학력에 걸맞은 직업을 찾지 못
하고 있다. 자신의 욕구나 학력에 걸맞게 취업을 하고 있다는 신규 취업
자가 20% 남짓 밖에 되지 않는다는 청년취업의 현실은 노동시장의 취약
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 새로운 직업을 창출해내거나 기존 직업의 질을 향상시키지 못하는 경제
부문의 문제가 일차적이겠지만, 직업의 변화에 맞추어 직업교육훈련의 방
향, 내용, 수준이 따라가지 못하는 평생직업학습 체계의 문제도 심각한
상태이다.

❏ 퇴행적 학벌주의와 열악한 최저임금
❍ 여전히 한국은 뿌리 깊은 학벌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교육
문제라기보다는 사회문화적 관행이자 문제이며, 따라서 이를 해소하는 일
역시 교육계 단독이 아닌 사회 제 분야의 협력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학
벌주의가 학벌과 직업세계 내의 배치를 연동시키는 기제라는 점을 고려
할 때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산업계의 협력은 필수적 요건이라 볼 수
있다. 학력에 따른 차별 금지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법적 제도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격차는 더 확대되었다. 사회적 분
열을 막고 통합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따라 점차
임금격차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수
준으로 인상하도록 해야 한다.

❏ 저고용 경향
❍ 10억 원의 투자에 대한 고용인원을 나타내는 취업계수는 갈수록 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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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표4-5> 경제성장률과 취업계수 추이
년

도

경제성장률(%)

년 도
취업계수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4.0

5.2

5.1

2.3

0.3

6.3

2000년
18.1

2005년
14.7

2006년
14.3

2007년
13.9

2008년
12.1

* 취업계수 = 명/10억원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 일자리의 경우 대기업과 고소득 자영업을 중심으로 한 고임금 일자리와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을 중심으로 한 저임금 일자리로 양극화되고 있
으며, 한 번 벌어진 격차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표4-6>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
년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수준(%)

65.8

64.0

64.3

65.4

64.8

63.6

65.0

62.9

* 출처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 비정규직 확대
❍ 비정규직 노동자는 1997년 경제위기 이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경제
위기 이후 급증하였다. 이들은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고용의 제도적 안정
성, 임금, 사회보장 수준에서 적잖은 차별을 받고 있다.
❍ IMF는 2006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의 2.5배에 달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03
년 기준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55.4%인 약 784만 명이 비정규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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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업 내 업무가 표준화됨에 따라 종전에 내부 노
동시장에 의존하던 고용관행이 외부노동시장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지
면서 상용직 근로자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임시직, 계약직, 파
견직의 고용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 반실업 상태의 자영업
❍ 조기 퇴직한 중년들이 선택하는 직업이 자영업 창업이고, 청년 신규 실
업자들이 할 수 없이 선택하는 직업이 ‘1인 창조기업’이다. 이로 인해 경
제활동인구 중 자영업의 비중이 매우 높아졌다.
❍ 경쟁이 너무 심한 자영업 시장에서 소득을 올리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
고 그만 두자니 실업상태에 빠진다. 반실업 상태의 자영업이 대부분이다.

다. 사회적 안전망 미흡
❏ 국가재정 지출에서 사회복지 비중 취약
<그림4-7> 국가별 사회복지 지출 수준 비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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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0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 우리나라는 29위임.
출처: OECD홈페이지 (http://stats.oecd.org/index.aspx) 내용 재구성, 보건사회연구원(2012:3)에서 인용.

❍ 우리나라 재정에서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OECD
의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아직도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절대적으로 취
약하다. 최근에 보편복지와 선택복지에 관한 논쟁이 정치적 의제로 뜨겁
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복지확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
는 것이다.
❍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는 복지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다. 복지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구체적인 정책을 말하지
않고,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인기 영합적 차원에서 추상적으로 접근하
다보니, 보편적 복지는 ‘퍼주기식 복지’이고, 선택적 복지는 ‘가짜 복지’라
는 정치적 선전에 따른 잘못된 인식이 유포되기도 한다.
❍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보장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
다.
❍ 사회복지 정책은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사회적 서비스의 세 정책으
로 이루어져 있다.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고용보
험의 4대 보험으로 이루어져 있고 예방적 복지로서 자조와 집단적 책임
의 원칙에 기초한다. 공공부조는 사후 대처적 최후의 복지 방어선으로서
국민의 사회보장 수급권에 대응하는 국가책임의 원칙에 입각해 있다. 사
회복지서비스는 생애주기별과 인구집단별로 특화된 다양한 서비스로서,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의 소개,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요컨대 우
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양대 안전망으로 하고
소득공제 혜택과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이 이를 보완하는 구조로 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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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4대 보험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고, 각종 복지제도를 도입
함으로써 국가재정 중에 사회복지비의 비중은 자연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오히려 4대 보험 재정의 악화를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4대 보험
의 경우도 사각지대가 많아 실제 보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빈곤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 외환위기 이후 사회보험의 적용범위가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으로
써 사회보험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편복지제도로 자리매김하게 되었
지만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크다. 2010년 기준으로 임금근로자
의 28%인 477만 명이 공적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전부 혹은 일부
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3개 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임금근로
자도 400.6만 명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시장 참여
자 규모를 줄이는 일은 현금급여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및 현물급여에
대한 이들의 접근성을 높여 복지의 보편성 정도를 높이고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허재준, 2012).

❏ 복지에 대한 확장된 인식
❍ 앞서 살펴본 세 가지 복지정책 외에 관련 복지제도로서 보건, 주거, 교
육, 고용 등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
제도가 있다.
❍ 최근에 0~5세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제의 도입으로 인해 보육과 유아교
육비용을 국가에서 지불하게 된 것은 복지정책에서 진일보한 사례이다.
또한 대학등록금을 절반수준으로 인하하는 정책도 진일보한 교육복지정
책이다.
❍ 그러나 주거복지는 아직 매우 취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값비싼 주거
비용은 취업난과 육아비용과 함께 젊은이들이 결혼을 미루는 주요한 요
인이다. 공공주택정책의 확대가 긴요하다.
❍ 실업급여와 직업교육훈련수당은 아직도 매우 부족하다. 이직 및 전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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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라지고 경력전환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와 삶의
방식이 정착되고 있는 만큼, 전직 후 재취업이나 창업을 할 때 이를 완충
해주는 사회안전망 완비가 필수적이다. 전 직장에서 받던 급여수준의 실
업급여를 수령하고, 고용안정센터에서 직업교육과 상담 등 재취업 및 창
업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완비될 때, 학벌이 아닌 학습과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 사회의 경쟁력이 갖추어지게 될 것이다.

3.

시민사회의 지체

❍ 시민사회 공동체는 개인의 학습을 지원할 뿐 아니라 공동체 자체가 학습
조직으로서 직업교육훈련의 주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동체의 변화와 상
황은 직업교육훈련의 양과 질, 직업교육훈련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가. 취약한 직능 조직

❏ 노동조합 현황: 기업노조의 한계
❍ 노조의 조직률이 OECD 선진국들에 비해서 매우 저조하다. 이는 여전히
노동조합의 존재자체를 기피하는 노사문화에서 기인하지만, 노사협력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성과를 축적하지 못한
점에서도 기인한다.
<표4-7> 노조조직률변화
구분
노동조합
조직률(%)
노동조합수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0.3

10.3

10.8

10.5

10.1

9.8

10.1

5,971

5,889

5,099

4,886

4,689

4,420

5,120

* 출처: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 우리나라 노동조합운동의 가장 큰 과제는 기업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산별노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기업노조주의로 인해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
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충분히 행사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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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치적 활동이 제한되어 있어서 국민전체의 이익에 관한 사회경제적
이슈에 대해서도 주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비정규 노동자와 실업자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
다. 조직 노동자와 비조직 노동자를 분리할 뿐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분리하는 것이 경영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경영자의 낡은 노사관에서 비롯한다. 지식노동이 기업경쟁력의 핵심이 되
는 지식기반사회에서는 노동과 경영의 협력을 통하지 않고 생산성을 향
상시킬 수 없다.
❍ 한편 선진국의 경우, 노동조합은 정당의 주요한 지지기반이지만 우리나
라에서는 아직 노동조합과 정당의 결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정당의 토대가 건강하지 못하고, 노동조합의 정치적 파워도 취약하
다.

❏ 직종별 협동조합의 현황
❍ 직종별 협동조합의 사회적 존재감이 매우 약하다. 협동조합 중에 대표적
인 것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그리고 중소기
업협동조합이다. 농수축협의 경우는 정부와 밀접한 관련 속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왔지만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협동조합으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
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방대한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기층조직인
지방조합과 사업조합의 활동이 취약하고 조직화되지 못한 곳이 많다.
❍ 19~20 세기 후반에 생산자, 노동자, 소비자 및 이용자 협동조합들이 여
러 선진국에서 태동했고 성장했다. 이는 경제적 하위 계층이 스스로 시장
지배력을 키워 사회적 배제를 막아내자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20세기의
마지막 25년 동안 산업사회에서 후기 산업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협
동조합은 새로운 목적 또는 존재 이유를 찾게 되었다. 우선 경제적인 동
인이 생겨났는데, 개인 서비스 같은 특정 경제 영역에서는 협동조합이 자
본주의 기업보다 효율성에서 더 뛰어남을 보여 주었다. 진보적 사회 질서
를 강화하자는 또 다른 요구도 불거져, 협동조합 운동은 소득 분배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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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을 축소하고 민주주위 공간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는 한편 사회적 자
본, 즉 시민의 신뢰 네트워크를 강력하게 창출하는 역할을 했다. (스테파
노 지마니 외: 19쪽)
<표4-8>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의 업종별 협동조합 현황(2012년)
구
광업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기타
합계

분

연합회

전국조합

지방조합

사업조합

관련단체

합계

조합

-

3

3

1

-

7

조합원

-

233

32

5

-

270

조합

18

142

194

155

-

509

조합원

-

13,836

15,738

4,197

-

33,771

조합

5

23

125

101

5

259

조합원

-

2,329

13,922

11,169

18,540

45,960

조합

-

32

11

13

3

59

조합원

-

2,627

1,039

239

82,027

85,932

조합

2

19

10

85

11

127

조합원

-

967

442

2,287

476,575

480,271

조합

25

219

343

355

19

961

조합원

-

19,992

31,173

17,897

577,142

646,204

* 출처 :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홈페이지

❍ 1995년 국제협동조합연맹이 표명한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문’을 보면,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을 통해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
람들의 자율적 단체이다.’ 또한 2009년에 UN은 ‘사회발전에 있어서 협동
조합’이라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정한
바 있다.
❍ 우리나라는 농수축협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처럼 제한적으로 협동조합을
운영하다가 2011년 말에야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어 누구나 제한없이
협동조합으로 기업을 경영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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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체된 시민사회의 비정부 조직
❍ 시민사회 비정부 조직을 그 멤버십과 단체목적의 가변성 정도에 따라 분
류하면 다음과 같다(한도현 외, 2007).
- 결사체 유형1 (시민단체형) : ‘자원봉사단체, 전국 규모 시민사회단체, 전
국 규모의 여성단체, 노동조합, 지역풀뿌리조직 등
- 결사체 유형2 (직능단체형) : 직능단체, 협회, 스포츠 취미 동호회, 동창
회 향우회 종친회 등
- 결사체 유형3 (국민운동단체형) : 전국 규모 국민둥동단체, 재향군인회
전우회 등 보훈단체, 정치조직 정당 등
- 결사체 유형4 (친목단체형) : 각종 친목회 및 계모임, 자녀 학교모임 학
부모회 등

❏ 국민운동단체의 과거와 현재
❍ 우리나라 시민사회는 국가에 선별적으로 흡수되었다. 이를 잘 나타내는
것이 소위 국민운동단체들이다. 사실상 우리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시민사
회 공동체는 바로 이 국민운동단체들이다. 역대 정부는 소위 관변단체로
서 전국적 규모의 국민운동단체를 만들어 읍면동의 생활공동체 단위에까
지 조직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시책에 동조하도록 교육과 다양한 행사와
봉사활동을 수행토록 하였다.
❍ 이러한 국민운동단체는 사회의 민주화와 정당 사이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통해 특정한 정치세력에 포섭된 정치기구로부터 시민사회의 공동체로 서
서히 변모해 가고 있다. 특히 지역 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 NGO
❍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지탱해 온 유력한 시민사회 단체인 비판적 NGO
들은 1986년 6월 항쟁과 그 이후 민주적 개혁 과정에서 국민적 지지를
받으면서 큰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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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민주화 이후 한국의 비판적 NGO는 독자적으로 꾸준히 성장하지
못하고 정당이 당의 쇄신이라는 명분을 위해 정치인을 개별적으로 수혈
하는 인력 풀로서의 역할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근래에 들어 우리
사회의 가치가 다원화됨에 따라 신사회운동이 다시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크다.

4.

시사점

❏ 출산과 양육 친화적 문화 조성
❍ 매우 다행스럽게도 최근 우리 사회에서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국가가 함
께 짊어져야 한다는 관점과 그에 기반한 정책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
러한 방향성 속에서 남성의 양육참여에 대한 제도적 지원, 아동에 대한
투자 확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가능케 하는 양육의 사회적 분담 등
의 세심한 정책이 요구된다.

❏ ‘워크 페어(workfare)’를 통한 사회적 통합 실현
❍ OECD 선진국들은 이미 복지 패러다임을 변경하고 있다. 요람에서 무덤
까지 복지를 강조하던 ‘웰페어(welfare)’에서 평생에 걸친 능력개발과 창
의적인 직업과 여가생활의 조화를 강조하는 ‘워크 페어(work fare)’로의
전환이 그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의 비중을 높여야 하는 과제와
함께 경제 정의 실현과 워크 페어를 통해 사회 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복
합적 과제가 시대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 시민사회 공동체에 관한 관심 제고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우리사회에 생산 공동체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생산영역과 유통영역과 소비영역 모
두에서 유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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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국가적 사회적 지원이 절실한 때이다. 협동조합은 시민사회와 시장과
국가가 상호협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민사회적 토대이다.

❏ 평생직업학습 체계와 관계
❍ 앞서 살펴본 워크 페어의 핵심에 평생직업학습이 놓여 있다. 평생직업학
습은 워크 페어 사회를 구성하는 엔진이다. 학습-학력-자격-경력이 유기
적으로 호환되고 순환되는 평생직업학습 체계의 구축과 운용 없이 워크
페어 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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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평생직업학습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직업교육훈련의 역할과 개념의 변화

1.

국가주도의 관점

가. 직업교육

❍ 실업교육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6-3-3-4의 공교육체제의 일환으로
고등학교 중 한 계열로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실시하였고, 학교 밖의 직
업훈련은 1963년 경제개발 계획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 직업교육훈련은 중등교육단계의 실업계 고등학교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1980년 대 이후 고등교육단계의 전문대학의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점차 재직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의
비중이 더 커졌다.
❍ 직업교육훈련의 내용 측면에서는 경제 발전 단계를 반영하여 1970, 80
년대에는 사무, 경리와 같은 상업부문의 교육과 함께 기계 관련 교육과정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1980, 90년대에는 자동차, 전자 관련 교육과정
중심으로 이동했고, 1990년대 중반부터는 제조업 부문뿐만 아니라 금융,
관광 등 지식 서비스 관련 교육과정으로 확장되어 왔다.
❍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정책은 산업의 연관효과 및 파급효과가 큰 기계
공업의 발전을 가져왔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문계 중에서도 공업계
고등학교를 집중 육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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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직업교육정책의 근거였던 인력수요추정이 부정확하고 인력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전문계 고교 교육에 대한 사회적, 개인적 수요가 감
소하게 된다. 1980년대에는 고등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문계 고교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축소되었다.
<표 5-1> 직업교육훈련규모와 구성의 변화
직업교육훈련유형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

직업교육

직업훈련

직업교육훈련
인구
직업교육수혜비율(%)

세부유형

1965년

2010년

일반계(A)

254,095

1,496,227

전문계(B)

172,436

466,129

전문대(C)

23,159

767,087

일반대(D)

105,643

2,028,841

A+B+C+D (E)

555,333

4,758,284

B+C (F)

195,595

1,233,216

F/E*100

35.2

25.9

88.2
10,738
10,738
100.0
206,333
206,333
38,055,306
33,590,099
0.6

37.8
46,000
4,269,000
4,315,000
1.1
5,548,216
1,279,216
40,203,788
34,779,121
15.9

B/F*100
양성훈련(G)
재직자훈련(H)
G+H(I)
G/H*100(J)
F+I
F+G
15세 이상~(K)
15~64세 (L)
F+I/L (M)

* 출처: 교육통계연보(2012), 통계청인구조사, 진미석 외(2010):359, 직업능력개발현황(2011)

❍ 법과 제도로 보면, 1963년 「산업교육진흥법」 제정을 통해 5년제 실업
고등학교(실업 고등학교 3년 + 실업대학 2년)를 설치하였고, 1967년
「직업훈련법」 제정을 통해 직업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원을 설
치하도록 했다.
❍ 제1차 경제개발계획에 부응하기 위한 1967~1971년의 과학기술교육진흥
5개년 계획에서 산업과 노동시장의 수용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인력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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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은 기술자:기능공:기능사의 비율을 1:5:25로 정하여, 중등과 고등의
직업교육을 계획적으로 추진하였다.
❍ 1990년대에 독일의 직업계 학교형태와 같은 2+1 체제를 도입하여 학교
에서 2년간 이론을 배우고 산업체 현장에서 1년간 실습을 하도록 하였으
나, 우수한 실습여건을 갖춘 산업계의 협조가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만의
의무사항이었기 때문에 열악한 기업을 위한 저렴한 노동력 공급원이 되
어버린다. 이는 학생들에게는 극도의 부정적 경험이 되어 오히려 대학진
학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1980년대 이후 전반적인 경제수준의 상승, 고등교육기회의 확장, 무엇보
다 학력 간 임금격차가 심화 등의 요인으로 대학진학 열망은 더욱 상승
되었다.

나. 직업훈련
❍ 직업훈련제도는 1960년대~1990년대 후반의 정부 주도 직업훈련기와
1999년 이후 민간 직업훈련 지원제도기로 크게 나눌 수 있다.
❍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을 시행하는 과정에 정부는 직업훈련법을 제정하
여 직업훈련제도를 도입하였다. 직업훈련의 근거는 인력수요 추정이었는
데, 필요인력이 전문계 고등학교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일단 양성된
인력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기술혁신에 따른 직무능력 향상훈련도 필요하
다고 보았다.
❍ 1966년 제정된 「직업훈련법」에 따라 정부는 ‘직업훈련 기본계획’을 수
립하고, 직업훈련을 사업 내 직업훈련과 공공직업훈련으로 구분하였으며,
공공직업훈련소 설치 운영을 위한 직업훈련공단을 설치하는 등 직업훈련
체계를 수립하였다. 이로 인해 기능공 양성훈련, 감독자 관리자 훈련, 통
신훈련 등의 직업훈련 수료자 수는 급증하였다.
❍ 1970년대 들어 제3, 4차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으로 중화학공업의 성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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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인력공급을 위한 직업훈련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1976년 「직업훈련기본법」을 제정하고 직업훈련 의무제도를 도입하였
고, 사업주가 사업장 내 기초훈련을 실시하지 않을 때 분담금을 납부하도
록 하는 분담금제도를 신설하였다. 그런데 직업훈련 의무제도로 기업의
자발적 직업훈련을 줄어들었고 분담금액도 기업의 요구로 크게 줄어 기
업이 분담금을 내는 것을 선호하게 됨으로써, 직업훈련 의무제도는 사실
상 유명무실화되었다.
❍ 1981년 말에 「직업훈련기본법」과 관련법이 개정되어 직업훈련의 역할
이 기능인 양성에서 모든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습득 향상으로 바뀌면
서 직업훈련의 대상과 교과내용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직업훈련 과정
을 사무 서비스직까지 확대하고, 훈련 과정을 양성 향상 전직 및 재훈련
으로 세분화하였다.
❍ 직업훈련 의무제도의 영향으로 1982년부터는 공공훈련 비중이 사업내
훈련비율과 거의 같아졌다.
<표 5-2> 3~6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 중 기능사 양성실적
연도별
기관별

72-76
3차 5개년계획

77-81
4차 5개년계획

82-86
5차 5개년계획

87-91
6차 5개년계획

계

312,736

495,739

273,151

313,275

공공훈련

81,294

120,117

121,044

113,802

사업 내 훈련

177,350

337,388

114,773

116,389

인정 훈련

54,092

38,234

37,334

83,084

* 출처: 정택수(2008) 직업능력개발제도변천사, (진미석(2010) p.376에서 재인용)

2.

수요자 중심의 관점

가. 직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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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년대 중반 이후 직업교육은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국가주도 정
책으로부터 개인적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1996년
5.31 교육개혁방안이 개인의 다양한 진로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수요자
관점을 대폭적으로 강조한 것에서부터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
❍ 이는 전문계고의 직업교육에 의한 취업준비나 이를 통한 국가 인력수급
이 더 이상 기능할 수 없다는 상황인식에 따른 것이었다.
❍ 1980년대 이후 전문계 중등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유지하기 위해,
직업교육정책은 대학 진학시 전문계 고교 졸업생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
성화하는 것으로 대응하였다. 그러나 이는 곧 전문계 고등학교의 정체성
을 흐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 그리고 직업교육의 축은 중등단계의 전문계 고등학교 중심에서 고등단계
의 전문대 중심으로 이동하였다.
❍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직업교육의 목적은 특정한 직종의 취업을 목표
로 하는 기능교육 중심에서 일반적 고용가능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범용
적 기능교육 중심으로 이동하였다.
❍ 요약하면 이 시기까지의 직업교육훈련은 직업 시장에서 중급이하에 해당
하는 일자리를 위한 직업교육과 훈련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등교육이 일
부에게만 허용되던 시대의 직업교육훈련의 위상이었다. 그러나 점차 고등
교육이 팽창하고 인구 다수가 고학력층으로 진입하면서 직업교육훈련 패
러다임의 변화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나. 직업훈련
❍ 1990년대 중반에 「고용보험법」 제정과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정을 통해 직업훈련 패러다임이 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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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직업기술훈련 정책의 변화

구분

1960년대:
직업교육
훈련제도
도입기

관점

산업인력
양성

사회경제적 상황

1인당 GDP 100불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수립 및 추진
주요수출품:오징어,가발

1970년대
-1990년
대초반:산
업인력중
점육성기

국가적경
제발전의
관점

중화학공업중심 제3,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추진
주요수출품:섬유봉제
1인당GDP 1만불
정권변화에 따른 정치적
안정필요성
주요수출품:자동차, 철강
3D기피현상과
기능인력부족현상심화
주요수출품:자동차,전자,반
도체

1996이후:
평생직업
교육체제

개인적
수요자관
점-통합
적
평생직업
적관점

경제성장율 둔화
IMF금융위기와 구조조정
주요수출품:자동차, 전자,
반도체, 조선.
1인당 GDP 1만5천불
산업구조 고도화

교육적
상황

주요정책

교육과
산업과
의
연계

초등교육
의 보편화

산업교육진흥법(1963)
실업고등전문학교신설(1963)
실업교육시설확충특별회계
(1967)
1967과학기술교육진흥5개년계획
(1967-1971)
1967직업훈련법

산업발
전을
위한
수단적
기능

중학교교
육보편화
고교진학
율급증
고등교육
팽창

시범농고육성(1972)
전문학교 신설
중화학공업교육강화방안(1973)
국가기술자격법제정(1973)
공업교육의 특성화(1974-1978)
1971직업훈련기본법제정
1979 2년제 대학의 전문대학
통합
1981 공고정상화정책
과학기술교육진흥방침수립
자영농과신설(1980)
산업대학설치(1980)
고등학교직업기술교육체제개편
(1990)

산업발
전의
수단적
기능
강력한
연계

입학자원
의 감소

1993년 고용보험법제정
1996년 신직업교육체제혁신방안
1996년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
1997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
2000 직업교육체제 개편
2004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촉진법
2008년 마이스터고등학교

연계
약화

* 출처: 진미석 외(2010: 362).

❍ 1993년 제정된 「고용보험법」을 통해 재직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규
정하고 고용보험기금에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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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재원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으
로,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무의미하게 재원이 소멸되는 상황이므로 고용
주들이 근로자 직업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유도할 수 있었다.
❍ 1999년에는 「직업훈련기본법」을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근로자직
업훈련촉진법」을 제정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기존의 공공훈련 사업내

훈련 등 훈련기관 설립 주체에 따른 구분과 달리 직업훈련 과정을 중심
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기준 외 훈련 개념을 도입하여 재직자 향상
훈련에 대한 비용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나아가 직업훈련 의무제 등 규
제를 완화 혹은 폐지하여 민간훈련시장을 확대하였다.
❍ 1997년 제정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
칙은 다음과 같다.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 개
인의 희망·적성·능력에 맞게 직업에 종사하는 전기간에 걸쳐 단계적·체
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기업등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고 직업능
력개발훈련이 필요한 근로자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실시
되어야 한다.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교육관계법에 의한 학교교육 및 산업사회와의 밀
접한 관련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중요시 되어야 한다.
1. 고령자·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 및 비진학청소년
2. 국가유공자(그 유가족을 포함한다)·군전역자 및 군전역예정자
3. 여성근로자
4. 중소기업 및 제조업의 생산직 근로자

❍ 그리고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실업자에 대해서도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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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의 수립) 1.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5조의 규정
에 의한 고용정책기본계획과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게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실업자등의 고용촉진훈련)1. 국가등은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생활
보호대상자 전업농어민 군전역자 또는 군전역예정자 등의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2004년에 전부개정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직업훈련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추가되었다.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④에 추가된 조항
9.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
로자, 일시적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10.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그리고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도록 보완되었다.
제21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의 자율
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을 수강하는데 소요되는 훈련비용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과정의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3.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한 자격취득을 위한 검정 수수료, 교재구입 및
수강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

❍ 요컨대, 근로자 직업훈련의 제공 주체가 공공에서 민간으로 이동하고 근
로자 개인의 수요를 반영하였으며 기능인력 양성훈련에서 재직근로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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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향상 훈련으로 성격이 변화하는 등 달라진 점이 있었다. 특히
1998년 외환위기에 따른 대량 실업 사태 속에서 직업훈련사업이 위기의
극복에 도움이 되었다는 판단에서 직업훈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더
욱 높아졌다.

3.

국가인적자원과 평생학습의 관점

❏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의 제정
❍ 2000년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그 목적은 ‘인적자
원개발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적자
원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 여기서 인적자원은 ‘국민 개개인·사회 및 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지식·기
술·태도 등 인간이 지니는 능력과 품성’을 말한다. 그리고 인적자원개발
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기업 등이 인적자원을 양성·배
분·활용하고, 이와 관련되는 사회적 규범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적자원개발과 관
련된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국가인적자원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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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2. 관계 행정기관의 주요 인적자원개발정책
3.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지원
4. 민간부문의 주요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효율적 인력관리 및 운용
6. 산학협력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의 질 제고
7.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인적자원 관련 정보관리와 중·장기 인력수급의
전망 및 이와 관련된 기반구축
8.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의 확대
9. 인적자원개발의 국제화 촉진
10 .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남북 교류 협력의 촉진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한 연도별 시
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또 정부는 매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 전년도 시
행계획에 따라 추진한 실적, 평가 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
다.
❍ 정부는 주요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조정하고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예산
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인적자원위원
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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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음 각 목의 분야별 인적자원개발계획과 정책의 기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가. 첨단분야의 인적자원개발
나. 법률·의료·경영 등 전문서비스 분야의 인적자원개발
다. 여성 인적자원개발
라.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정책
마. 산학협력 활성화
바. 군 인적자원개발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인력활용
아. 장애인, 고령자 및 준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인적자원개발
자. 지역인적자원개발
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예산 등의 투자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은 대통령이고, 부위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인적자원개발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지역인
적자원개발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심의 내용은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주민 평생교육, 직업교육 및 훈련정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이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변경
❍ 한편 2004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
로 법명을 변경하였다. 주요 내용은, 직업능력개발에 노사의 참여 협력을
규정하고 중소기업 및 비졍규직 근로자 등 훈련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참여자를 노사 단체 및 연합체, 민간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것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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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조(목적)의 개정
2004년 , 2010년 개정
제1조(목적)이 법은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 지원함
으로써 근조자의 고용안정 미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
조(목적)이 법은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 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기능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촉진 고용안정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
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Ÿ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Ÿ

인력의 수급(需給) 동향 및 전망을 반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급
에 관한 사항

Ÿ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Ÿ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에 관한 사항

Ÿ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또는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등이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Ÿ

산업발전의 추이(推移)와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상황을 감안하여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Ÿ

산업발전의 추이(推移)와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상황을 감안하여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Ÿ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설정,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및 인력개발담
당자의 육성·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매체 및 방법의 개발·보급 등 직
업능력개발훈련의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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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자격의 연계에 관한 사항

Ÿ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Ÿ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
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평생교육법」의 제정과 개정
❍ 「평생교육법」은 1999년 「사회교육법」이 전부개정되면서 개칭되었다.
❍ 이 법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
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학습자의 학습권을 위해서 학습휴가 및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즉,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각종 사업의 경영자는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
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교육비·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교과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
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생교육진흥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진흥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
관 소속으로 평생교육진흥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
로 하고, 위원은 평생교육과 관련된 관계 부처 차관,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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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위촉한다.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한다.
❍ 시·군 및 자치구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를 둔다.
❍ 2007년 개정안에는 학습계좌제가 추가되었다. 학습계좌는 ‘국민의 개인
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이다.
❍ 요컨대 이 시기에 평생학습은 학습자의 학습 시기와 공간을 학령기 학교
교육을 넘어 평생에 걸친 것으로 확대하는 관점으로서, 특히 지속적으로
직업능력을 획득하는 것을 주요하게 고려하였다.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한
평생학습 지원 체제의 구축은 개인과 기업, 국가의 생존 및 번영을 위한
긴박한 과제로 등장하였다(박태준 외, 2005).

제2절 평생직업학습 체계의 현황

1.

평생직업학습 기관 현황

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 직업계열 고등학교의 학생 수와 학교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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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 년대 이후 전문계 중등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유지하기 위해,
직업교육정책은 대학진학시 전문계 고교 졸업생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성
화하는 것으로 대응하였다. 그러나 이는 곧 전문계 고등학교의 정체성을
흐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표5-4> 전문계고와 일반계고의 학교수 및 학생수 추이
학교 수

학생 수

구분

전문계
고교

일반계
고교

총합

전문계
고교
비율

전문계
고교

일반계
고교

총합

전문계
고교
비율

‘65

312

389

701

45%

172,436

254,095

426,531

40%

‘70

481

408

889

54%

275,015

315,367

590,381

47%

‘75

479

673

1152

42%

474,868

648,149

1,123,017

42%

‘80

605

748

1353

45%

764,187

932,605

1,696,792

45%

‘85

635

967

1602

40%

885,962

1,266,840

2,152,802

41%

‘90

587

1,096

1683

35%

810,651

1,473,155

2,283,806

35%

‘95

762

1,068

1830

42%

911,453

1,246,427

2,157,880

42%

‘00

764

1,193

1957

39%

746,986

1,324,482

2,071,468

36%

‘05

713

1,382

2095

34%

503,104

1,259,792

1,762,896

29%

‘10

692

1,561

2253

31%

466,129

1,496,227

1,962,356

24%

출처: 진미석(2010) 및 교육통계연보(2012).
*교육통계연보 2011년 데이터부터 고교 유형 분류 방식이 변경되어 비교의 통일성을 위해 2010년자료까지만 포함하
였음.

❍ 1996년 교육개혁의 하나인 신직업교육체제 개편의 일환으로 특성화 고
등학교가 생겨났다. 특성화고는 자동차학교, 조리학교, 미용학교, 승마학
교, 골프학교, 관광학교, 디자인학교, 에니메이션학교, 디지털학교 등 일
반적인 직업계열보다 구체적인 직종으로 세분화되었다. 이는 학생들의 산
업계의 요구에 맞추어 취업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전문계 고교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이었다.
❍ 또한 전문계 고교는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종국교육이 아니라, 취업
과 진학의 어느 쪽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2000년에 전문계고 졸업생
의 진학률이 취업률을 넘어섰고, 2011년 현재 취업률은 30%에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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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전문계 고교 졸업생의 취업률과 진학률 추이

(단위:％）

구분

취업률

진학률

2001

54.7

40.8

2002

50.5

46.4

2003

44.4

52.7

2004

36.9

60.0

2005

32.2

64.6

2006

30.5

65.1

2007

26.0

68.9

2008

22.5

69.8

2009

16.7

73.5

2010

19.2

71.1

주: 1) 진학률 = (진학자 수/졸업자 수)×100
2) 취업률 = (취학자 수/졸업자 수)x 100
* 출처: 2010년도전문계고등학교현황(201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2008년 특성화 고급화라는 전문계 교육정책 방향 속에서 전문계 고교
가운데 20개의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선정하여 하여 지원하였다. 이는 이
전 정부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20%의 특성화고를 지원한데 비해 더 소
수의 학교에 집중하는 것이었다.
❍ 마이스터고는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분야의 중견 인력 양성을 목적으
로 하여 최고 장인의 진로를 개척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이었다. 이
를 위해 마이스터고는 산업체, 지자체와 긴밀한 연계와 협조 아래 교육과
정의 자율화를 대폭 허용하고 있다. 또한 학교당 20억원을 지원하며 학
생 전원에게 기숙사와 전액장학금을 제공하고 있다.
❍ OECD국가들의 경우에도 중등 직업교육 기관이 점차 약해지고, 일반 교
육기관과 통합 내지 학생들의 양 기관 간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쪽
으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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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반고

❏ 직업세계와 괴리된 교육내용
❍ 보통교육은 인문교육 중심, 입시위주, 학습수월자 중심의 교육제도를 고
수하여 왔다. 그래서 일에 관한 교육이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다.
❍ 교육을 통해 다양한 일의 세계를 직접 체험하고 이를 통한 소질 및 적성
을 발견하고 키우는 교육이 강조되지 않는다.

❏ 도덕적 불감증과 무기력증
❍ 현재 학교의 학력은 부실한 교육과 일부만 교육목표에 도달하고 다수가
학습결손인 상태로 졸업을 하는 상황이다. 이는 사회 도덕적 해이와 학교
능력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고 있다.
❍ 학교붕괴 혹은 교실붕괴, 학교폭력 만연, 자살학생 증가 등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학교는 초기교육 및 전인교육이라는 목표를 수행하고 있지 못
하다. 학교가 매달리고 있는 입시위주 교육조차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다.

다. 전문대

❏ 일반대의 대체재
❍ 전문대학의 설립목적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 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 사회발전에 필요한 중견직업인을
양성함’(「교육법」 제128조 제2항)이지만, 1979년에서 1990년대 중반
까지 일반대학 진학을 못한 학생들의 완충지대로서 성격이 강하였고, 정
부의 재정지원이나 국립기관의 설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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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학교수 및 학생수 변동
학교 수

학생 수

구분

전문
대학

일반
대학

전체

전문대학
비율

전문대학

일반대학

전체

전문대학
비율

‘65

48

70

118

41%

23,159

105,643

128,802

18%

‘70

65

71

136

48%

33,486

146,414

179,900

19%

‘75

110

72

182

60%

62,866

208,986

271,852

23%

‘80

128

85

213

60%

165,051

402,979

568,030

29%

‘85

120

100

220

55%

242,117

931,884

1,174,001

21%

‘90

117

107

224

52%

323,825

1,040,166

1,373,991

24%

‘95

145

131

276

53%

569,820

1,187,735

1,757,555

32%

‘00

158

161

319

50%

913,273

1,665,398

2,578,671

35%

‘05

158

173

331

48%

853,089

1,886,639

2,739,728

31%

‘10

145

179

324

45%

767,087

2,028,841

2,795,928

27%

‘12

142

189

331

43%

769,888

2,103,958

2,873,846

27%

* 출처: 진미석(2010) 및 교육통계연보(2012).

❏ 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정체성 정립
❍ 1997년 ‘신직업교육체제 구축 방안’에서 2000년까지 “희망하는 모든 고
등학교 졸업자에게 전문대학 수준의 직업교육기회를 보장”한다는 목표에
따라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이 비로소 시작되었다. 이 시기를 기점으
로 1996년 이후 직업교육 재정지원의 중심은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전문
대학으로 이동하였고, 2005년부터는 전문계고등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
은 원칙적으로 시,도 교육청의 몫으로 변경되었다.
❍ 그렇다 해도, 2003년도 전체 전문대학의 연간 운영비 중 정부 재정지원
비율은 8%에 불과하였고, 최근 몇 년 간 전문대학의 자금수입대비 국고
보조금 수입비율은 2008년 20.2%, 2009년 19.5%, 2010년 18.2%로 다
시금 하락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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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교육부 예산 중 직업교육 유형별 구성비

(단위: 백만원, %)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실업계고교

80131
(51.7)

99320
(40.2)

126100
(33.5)

120456
(34.4)

70127
(21.6)

55633
(18.4)

전문대학

74855
(48.3)

94614
(38.3)

148700
(39.5)

165964
(47.4)

192036
(59.0)

187115
(61.7)

산업대학

-

52966
(21.5)

101300
(26.9)

63921
(18.2)

62544
(19.3)

60281
(19.9)

계

15986
(100.0)

24689
(100.0)

376100
(100.0)

350341
(100.0)

324707
(100.0)

303029
(100.0)

* 출처: 진미석(2010), p.372

❍ 전문대학의 특정학과에는 3년간의 교육과정을 허용하고, 심화학위과정으
로 4년제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고, 대학교라는
명칭도 쓸 수 있게 됨으로서 4년제 일반대와 전문대학 간의 경계가 더욱
허물어지 있어서, 단기 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정체성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라. 일반대

❏ 고등교육의 보편화
❍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비약적인 성장을 하여 보편적 고등교육 단계에 들
어선지 오래이다. 고등교육 사회학자인 트로우(Trow)의 분석에 따르면
해당 연령층 인구 중에 대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15%이내인 경우 엘리
트형, 15~50 %인 경우 대중형, 50% 이상인 경우 보편형이다. 이 기준
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75년까지는 대학 취학률이 9.3%로 엘리트형 체
제였지만 1980년에 15.9%로 증가하여 대중형으로 이행하였고, 1995년
에 55.1%로 보편형에 들어섰다.
<표5-8> 학교급별 연도별 취학률 변화
구분

4년제 대학
합계

대학

산업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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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

전문대학

진학률

취업률

진학률

취업률

진학률

취업률

진학률

취업률

진학률

취업률

2000

11.3

58

12.1

56

5.5

65.9

0.6

99.7

6.6

79.4

2001

10.5

58.6

11.3

56.7

4.9

67.4

0.4

99.5

7.1

81

2002

11.2

62.5

12.1

60.7

5.1

72

0.9

94.1

7.8

80.7

2003

11.2

61.5

12.1

59.2

4.9

74.3

0.9

96.1

8.2

79.7

2004

10.3

58.7

11.1

56.4

4.7

70.8

0

92

6.6

77.2

2005

9.9

66.5

10.7

65

4.4

75.3

0.3

87.8

5.3

83.5

2006

9.2

68.5

10

67.1

3.8

76.8

0.2

89.2

4.2

83.9

2007

9.2

68.6

9.9

67.6

3.6

77.4

0.7

70.6

3.8

84.8

2008

8.9

69.3

9.6

68.3

3.8

79.2

0.5

72.3

3.9

85.2

2009

9

63.9

9.6

67.4

3.8

76.1

0.5

71.2

3.9

85.7

2010

6.2

55

12.1

52.6

3.3

60.3

1.1

52.6

3.6

55.6

* 출처: 교육정책분야별통계자료집(2011)

❏ 공급자 중심의 교육운영체제 고착
❍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은 전통적인 학문중심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교육
운영방식을 지향함으로써 지식기반사회에서 강조하는 학습중심 체제가
아니라 교육중심 체제로 진행되어 왔다. 학과 구성은 물론, 교육과정의
편성이라든가 교육운영, 교수학습 방법에 이르기까지 현재의 대부분의 대
학교육은 학습자 중심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공급자 중심이다.

마. 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폴리텍
❍ 폴리텍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기능 기술자, 기능장 등의 고급
기능인력을 양성한다는 취지로 설립되었다. 폴리텍은 민간부문이 담당하
기 어려운 산업설비, 기계, 항곡과 같은 국가기간산업 분야와 고가의 장
비를 요하는 정보통신, 생산자동화, 패선 등 신산업 분야의 관련 학과를
개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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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텍의 특징은 현장 중심의 전문적인 교육 시스템을 지향한다는 점이
다. 폴리텍의 교육과정은 이론 대 실기의 비율을 40 :60 으로 편성하여
실기능력을 강조하고, 학생들이 산업기사 같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도
록 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지원을 통해 기업현장의 최신장비와 동일한
최첨단 실습 장비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기업으로부터 구인 요청비율이
매우 높아서 취업률이 매우 높다.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전문이론과 실기능력을 겸비하고 교수능력까지 갖
춘 우수한 훈련 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출연하여 설립한 4년제
특수대학이다.
❍ 한국기술대학은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고, 학생의 등록금은 국립대 수준
이다. 현장 기술중심의 실험 실습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학은 일반
대학의 공과대학과 차별화된 창조적 실천공학이라는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교수 현장연구 학기제, 중소기
업 기술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바. 노동복지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 노동복지회관과 같이 노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은 재직 근로자와 같
은 특정한 신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노동부의 다양한 고용촉진 사업을 위
탁운영하기도 한다.
❍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장기실업 여성들의 취업을 도와주고 있다. 아무래도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기초 직업교육훈련에 치중하
고 있다.
❍ 전문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아니라, 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복지사업을
하는 기관들은 직업교육훈련을 부차적으로 진행하거나, 기초 직업교육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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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을 시행하기 때문에 다양하고 질 높은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기는 시
설과 교육여건과 재정 등이 모두 열악하다.

사. 직업전문학교, 기술계 학원 등
❍ 노동부의 직업훈련 정책에 따라 직업전문학교나 기술계 학원들은 다양한
직종의 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나, 전문대학이나 폴리텍에 비교해 볼 때,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단순 기능의 직종에 편중되어 있다.
❍ 직업전문학교나 기술계 학원은 고용보험기금 사업인 내일배움카드를 사
용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경영을 하기 때문에 노동부의 직업훈련 정책
에 민감하다. 내일배움카드제를 도입하여 학습자가 학습기관을 선택하게
한다는 취지가 있으나, 교육과정의 종류나 수준이 제한적이어서 그 효과
는 크지 않다.

아. 사내인력개발원, 사내 대학

❏ 사내인력개발원
❍ 대기업의 사내인력개발원은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하여 기업내 양성훈련과
향상훈련 등 직업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대기업의 사내 직업훈련은 그 기
업의 노동생산성 향상과 직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직무제안과 기술개발
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점차 기업의 중심적 활동으로 이해되고 있다.
기업 자체가 하나의 학습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경영의 조류에 따라 학습
기업을 표방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 사내 대학
❍ 기업의 인력 양성을 위하여 재직근로자의 계속교육 제도를 구축하는 하
나의 방편으로 사내대학을 운영하는 기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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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대학은 「평생교육법」제32조(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의거
하여 일정규모(종업원 2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영자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과정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또 고등교육법 제55조에 의거하여 산업체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인가를 받아 전문학사학위 또는 학사학위과정이 인정되는 교육과정을 운
영할 수 있다.
<표5-9> 사내대학 관련 유사 제도간 비교
구분

사내대학

기술대학

사내기술대학

(가칭)
자율사내대학

설치근거

평생교육법
제32조

고등교육법
제55-5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회사자체

인가권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기획재정부장관

자율

학위종류

전문학사, 학사

전문학사, 학사

사내학위
(석사, 학사 등)

사내학위

학위인정

국가공인

국가공인

사내공인

사내공인

입학자격

산업체경력 6월
고졸, 전문대졸

산업체경력 1년6월
고졸, 전문대졸

고졸, 대학졸

고졸자 등

실시대학

삼성전자공과대

정석대학
(대한항공)

LG-CNS대학원

롯데, 빙그레 등

개교일자

2005.3

2000.3

-

-

입학정원

40명

100명

제한없음

제한없음

* 출처: 정태화(2008)에서 재인용

❍ 사내대학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은 입학대상자를 사내대학을 설치한
기업체 종업원에 국한하고 근로자 200인 대상의 대기업만 설치를 허용하
여 중소기업의 참여가 어려우며, 현재 고졸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학사,
학사과정만 인정하여 석·박사 고급인력의 양성도 제한된다. 또한 교육비
의 많은 부분을 고용주가 부담함으로써 사내대학 확산에 애로점으로 작
용하고 있으며, 노동부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교육비 환급이 이루어지나
지원 규모가 미흡하다.
❍ 따라서 사내대학 활성화 방안으로 고용보험기금 지원금을 확대하고 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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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운영 사업체의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공제하는 등 재정지원을 확대하
라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 사내대학의 기대효과는 수요자인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직접 양성·활용
하는 여건을 마련하고, 평생학습사회에서 근로자 계속교육을 위한 현장
제도를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재직근로자에 대한 직무능력 향상
의 기회를 제공하여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노사 모두에 이익이

되는 상생전략이다(정태화, 2008).

2.

고용서비스 기관 현황

가. 고용안정센터
❍ 고용안정센터는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알선 상담, 훈련정보와
취업정보의 제공, 실업급여 지급, 고용안정사업 등의 고용보험 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공 직업안정기관이다.
❍ 고용안정센터는 지역의 고용안정사업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고용보험기금의 대부분을 사용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안
정사업을 시행하는 다양한 기관들인 기초 지방자치단체, 대학, 전문대학,
상공회의소, 직능 협동조합, 노동조합, 복지회관 등과 조직적인 연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고용안정센터를 지역 고용서비스 사업의 중심
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나. 소상공인 지원센터
❍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중소기업청 산하의 기관으로서 자영업 창업을 원하
는 사람에게 창업을 위한 교육과 상담을 하고 있다.
❍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안내하거나 지원하는 창업교육과정들은 창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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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깊이 있게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전문대학 교육과정 수준 이상의 직업교육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3절 평생직업학습 체계의 문제점

1.

학습자의 학습권 신장의 측면

가. 직업교육훈련의 역할변화에 대한 몰이해

❏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협소한 이해
❍ 지금까지 직업교육은 생산장치산업 중심의 근대 산업사회적 사고방식에
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직업교육은 주로 산업사회 직업의 대표적 양식이
었던 숙련에 의한 기능중심 노동 및 그러한 노동을 담지하는 학교계통으
로서 실업계 학교교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인문계 학교와 대비되는 것
이었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 본격적인 직업을 가지게 되지만 이것을 직업
교육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 이제 학교 및 대학을 졸업하고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모든 단계에서 어
떠한 형태이든지 직업교육 모듈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4년제 대학의 인
문사회 계열을 졸업하고 곧바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 어렵게 되었고
모종의 ‘취업준비과정’ 혹은 ‘자격획득과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

중등 및 중등 후 단기교육과정만을 마친 노동인구의 경우 그들이 습득
한 지식과 기술의 생존주기가 지속적으로 단축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후
일정 시점에서는 일반 대학 이상의 계속교육에 진입해야 하는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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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게 된다. 즉 특성화고등학교 및 전문대학 교육이 그 자체로서 종결
적인 직업교육의 성격에 머물 수 없게 되었으며, 이후 정규교육으로의 진
학 및 직업계속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 교양적 교육의 성격을 함께
가져야 하게 되었다(한숭희 외: 2006: 2쪽).
❍ 국가주도의 경계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수요를 예측하여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제 종속적인 직업교육훈련 패러다임은 5.31
교육개혁 이후 신직업교육체제로 전환하여 일반적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개인의 요구와 선택에 따르는 직업능력개발로 전환하였다.
❍ 그러나 주로 중등교육 수준에서 숙련 기능인력 양성과 향상을 목표로 하
는 직업교육훈련 자체의 정체성이 도전받고 있다. 이는 특정한 제조업에
기반한 기능기술교육의 비중이 현격히 줄어들고, 대학진학이 보편화되고,
직무능력 향상은 기업자체의 몫이기 때문이다.

❏ 직업교육훈련과 일반교육의 단절
❍ 직업교육훈련기관은 일반교육을 하지 않거나 경시하고 있고, 일반교육기
관은 직업교육훈련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직업교육훈련이라고 인식
하지 않음으로써 실용성이 매우 떨어진다.
❍ 직업교육훈련을 중심으로 하는 기관이라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전인교육
을 위해서, 그리고 직업교육이 기술기능 일변도로 편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문사회의 교양교육이 필요하다.
❍ 교육영역 중에 직업교육훈련은 국가발전의 수단으로서 기대되고 활용되
었다. 특히 경제성장이 국가 정책의 일순위였던 반세기 동안 직업교육훈
련은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개인의 성장 그 자체를 교육의 목
적으로 해야 한다거나 전인교육을 해야 한다는 말이 직업교육훈련에는
해당되지 않았다.

❏ 평생직업학습을 위한 학습권의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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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직업학습은 일생에 걸친 경력개발을 의미하므로, 그에 필요한 학습
비와 학습휴가를 제공할 뿐 아니라, 평생직업학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등교육은 직업교육훈련이
아니라는 협소한 인식 때문에 학점은행제 등록 교육과정을 통해 평생직
업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직업훈련을 지원기금인 고용보험기
금의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다. 이는 학점은행제가 교과부에서 실시하는
고등교육 사업에 해당되어 직업훈련으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학습자
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나. 대학의 역할 전환 지체
❏ 폐쇄형 종점 교육모형 체제
❍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간의 차이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는 양 고등교
육기관의 정체성을 다시금 점검할 필요를 제기한다. 먼저 전문대학은 직
업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분명한데도 산업현장과 연계가 매우 취약하
다. 전문대학은 현장성 강화 없이는 더 이상 존립하는 것이 어려운 수준
에 봉착해 있다.
❍ 반면 일반대학은 여전히 엘리트형 체제의 속성, 즉 직업교육기관이 아니
라 상아탑 즉 학문탐구기관으로 위상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다.

학문탐구

기관이라는 자기 정체성 인식으로 인해 꼭 전공과 일치하는 곳에 취업해
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법률, 의학 등 전문직을 목표로
한 전공을 제외하고 취업이나 직업진로가 대학교육의 목표가 아니다. 이
것이 대졸자 청년실업의 한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 취업은 대학이나 교수들의 몫이 아니라, 학생 개인의 몫이라는 인식에
교수나 학생 모두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학생들은 학과 공부와 별도로
취업준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학이나 교수들도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교육에 열중하기 보다는 연구에 열중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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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체계 간 연계 미흡
❍ 평생학습 체계에서 사회의 모든 교육기관은 기존의 학교 체계(school
system)를 넘어 교육 체계(educational system)로, 더 나아가 사회의 모든
교육 관련 기관과 제도들이 횡단적(lifewide) 및 시기적(lifelong)으로 연계
되어 체계적으로 짜여진, 그래서 모든 이의 학습까지 생애에 걸쳐서 보장
하는 학습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기관은 교육시스템으로서 타 고등교육기관과의 연계는 물론 같은 대학
체계 내에서도 비학위과정과 학위과정간의 연계가 미비한 상태이다. 또한
대학과 산업체의 연구 및 연수 협력을 의미하는 산학협동이 선진 외국의
그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결핍되어 있고, 대학,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
부분간의 인적자원 교환, 지적정보 활용 및 교환, 시설자원의 교환 등과
같은 기관간의 연계 협력도 극히 저조한 상태이다(권두승, 2003).

❏ 대학 평생교육의 낮은 위상
❍ 대학 자체가 평생학습기관이라기 보다는 평생교육원을 통해 성인에 대한
평생학습이 실시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학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
들을 위한 낮은 수준의 교양교육이나 취미교육을 전담하는 기초교육기관
의 성격을 띠고 있다. 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보육교사 양성과정, 산업체
및 공공기관의 위탁교육, 재취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교과 등이 있지만,
정규교과에 비하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열악하고 질적 수준에서도 차
별을 받고 있다.
❍ 한편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학점은행제 교과목은 제대로 된 질
관리를 하지 않아 평생직업학습을 위한 대안 교육 체계라기보다는 학위
를 남발하여 학력세탁을 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이는 정규과정과 비
정규과정에서의 학점이수 활동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인정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 선진국과 대조적이다.

다. 직업교육훈련의 실효성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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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학습자 개개인의 평생직업학습에 대한 공적 지원이 취약하고 평
생직업학습 과정을 이수하더라도 그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부족한 상황
이다.

❏ “훈련받으면 일만 더 고되다”
❍ “노동자의 임금 자체가 직업훈련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
를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근속에 따라서 연공서열식으로 진급을 하고 또
그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었으니까요. 특히 생산직은 사무직에 비해 그런
면이 강하지요. 말하자면 노동자들이 이제 임금을 높이려고 훈련을 받는
건데, 훈련을 받고 숙련이 높아졌다고 직급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훈련을
받으려는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물론 일부 기업에서는 직업훈련을 권
장해서 근로자의 일자리 질도 높이고 기업의 생산성도 높이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아직도 소품종 대량생산하는 작
업조직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업장이 단순 반복 업
무니까 인력을 간단하게 훈련시켜가지고 현장에 투입합니다. 뭐 특별히
직업훈련이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특수한 기술 분야
에만 공대출신 엔지니어를 고용하면 된다고 보는 거지요. 자체적으로 숙
련공을 더 훈련시켜서 기술개발하고 그럴 여력도 없어요. 기업들이 다기
능화, 멀티태스킹이라 해서 훈련을 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만
더 고되지는 거예요. 기업들이 한사람에게 여러 일 시키려고 다기능화시
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임금이 따라 안 붙어요, 일은 힘들어지는
데...그러니 직업훈련과 더불어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개선정책도 함께 해
야 실효성이 있을 겁니다. 그동안 기업이나 정부나 뭐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할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지요. 말로만 얘
기하고...”(한국노총 관계자)
❍ 재직 근로자가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면 그에 걸맞게
진급과 임금보상 등이 주어져야 하지만 그러한 유인이 많지 않다. 중소기
업 경영자 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적
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사이의 공정거래 확립 등을 통해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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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호 육성하는 정부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 창업교육을 통한 창업 성공의 어려움
❍ 창업지원센터에는 주로 소규모의 자영업종인 음식, 숙박, 소매, 커피, 미
용 등의 업종에 관한 상담이 많고, 실제로도 적은 자본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규모 자영업을 창업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제공되는
창업교육이 창업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지식의 수준에 비추어서 매우 취
약하다는 비판이 많다.
❍ 심지어 창업교육은 생색내기라는 평가도 있다.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을
청년창업과 은퇴 후 창업 등으로 분류하고, 또 산업별 직종별로도 분류하
고 해서 메트릭스를 만들어 각각에 맞는 상담과 전망과 창업방법에 관한
교육을 국가가 해야 하는데요. 사실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소상공인들이
란 수출산업도 아니고 내수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라 직업훈련을 시
켜주어도 결국 서로 경쟁하게 되니, 국가에서 소상공인 지원한다는 게 생
색내기에 불과한 것 같아요.”(소상공인진흥센터 관계자)
❍ 또한 청년창업을 촉진하는 정책은 무리하다는 지적이 많다. “대학생 혹
은 청년 창업지원은 무책임합니다. 해당 분야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도 창
업해서 성공하기 어려운데, 경험이 없는 이들에게 창업을 하라는 것은 무
리지요. 십중팔구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부가 지원한 투자액
만으로 창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지의 돈을 빌어다가 투자를
하고 유지를 해요. 그러니 망하면 그 돈까지 모조리 날려서 채무자가 되
어 사회를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차라리 청년창업 지원할 돈으로 청년들
을 인턴으로 취업을 시켜서 경험을 쌓게 하는 게 옳지요.”(노동부 출입
일간지 기자)
❍ “청년이 어떻게 창업을 합니까? 가업이 있다면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돈
이 없고 기술이나 사회경험 이런 게 없는데. 창업해서 성공한다는 게 전
공 기술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겁니다.
IT쪽 청년창업 이야기가 많은 것 같은데, 대학의 창업보육센터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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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지원해주고 그래도 성공 가능성이 낮아요. 지원을 해 주더라도 능력
을 평가해서 우수한 사람에게 조건 없이 무상으로 5천만 원 이상 지원을
해 주어야지 그냥 대출해 주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청년들을 신용불량자
만들려고 작정하는 것도 아니고. 청년들이 사회를 보는 눈이 좁으니까,
제대로 된 멘토도 두어 명 붙여주고 그래서 5~10년은 돌봐주어야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청년취업 지원하는 사업을 보면,
단기 업적주의가 심각해요. 현장을 보면 청년창업상담 몇 건에 금액 얼마
지원했음 그냥 그렇게 보고 될 뿐이에요. 이런 게 무슨 평가인가요? 정부
에서도 데이터만 자꾸 가져오라고 그래요, 데이터가 커야 예산이 계속 나
오니까요. 담당자도 자꾸 바뀌고 그러니까 피드백도 안 되고 추적이 안
되지요.”(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 “정부의 재취업훈련은 반실업상태를 유지하는 정책이다“
❍ 노동부의 고용보험기금으로 하는 사업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실업자 재취
업훈련이다. 이 사업은 주로 대형 기술학원이나 직업전문학교에 위탁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효과에 대한 현장의 평가는 냉담하다.
❍ “훈련생들은 무력감에 빠져 있어요. 훈련을 받는다고 취업할 수 있는 것
이 아니니까요. 대형학원이나 직업전문학교들은 수료생들을 중소기업에
6개월 혹은 1년 간 현장실습이란 명목으로 취업시키기로 협약을 맺어야
일단 취업률을 올릴 수 있지요. 그래서 노동부에 보고되는 취업률이 높아
요. 그렇지만 보통 2년 차가 되면, 거의 다시 실업자가 되고 다시 취업훈
련 기관으로 가는 악순환이 반복되지요. 어쨌든 훈련생들은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소액의 훈련수당도 받고, 아르바이트 같은 쉬운 직업을 가지면
서 근근이 먹고 살게 되지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개인 창업
을 하고요. 그러다 망해서 워크아웃 즉 신용불량이 되면, 또 정부는 그들
을 구제하기 위해 소액 대출을 해주니 포장마차라도 하라고 부추기는 셈
이지요. 정부의 직업훈련 정책은 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하고자 하
는 것이 아니라, 반실업 상태로 유지하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봅니다.”(직
업전문학교 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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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직업전문학교 경영자는 나름의 대안으로 선택적 지원을 제시하였다.
“모든 실업자에게 비슷한 훈련비를 지원하기 보다는 신규실업자에게 돈
이 많이 들더라도 양질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해요. 5년 이상
실업 상태가 지속되면 사실 취업의지가 떨어져서 그 상황을 돌파하지 못
하는 심리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 대학졸업하고 5년 이내에 취업이 되
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해요. 그리고 40~50대의 경우는 창업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을 지원해야 해요. 이 나이에는 사실 누가 고용하지도 않는
상태가 되어 버리거든요.”(직업전문학교 경영자)
❍ 실업자 대상 직업훈련 사업에는 외환위기 이후 명퇴를 하거나 실업상태
에 빠지게 된 고학력 출신의 베이비 붐 세대에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
이 많다. "40대 중반의 대졸출신 실직자의 경우, 직업훈련은 그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의 입장에서는 직업훈련을 받으려 해도 쓸모 있는 직업훈
련 프로그램이 없어요. 차라리 외국어 학원의 TOEIC, TOEFL 강좌는 스
펙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이들은 대학에 다시 가서 다른 전공을 배워
야 해요. 직업훈련 강좌는 실제적으로 취업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으로
서 학습자에게 필요해서 개설되었다기보다는 공급자인 직업교육기관과
강사들을 위해 개설되어 있다는 인상이에요. 직훈 대상은 은퇴자, 전직희
망자나 실업자, 신규 진입자 같이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데 고학력 전직 희망자 같은 경우는 배려하고 있지 못한 것이지요. 이들
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지금의 직훈 정책은 저소득 저학력 출신
들에게

영세기업에 재취업하게 하거나 영세 자영업자로 창업을 하게 하

는 정책 이지요.“(노동부 출입 일간지 기자)

다. 직업교육훈련에서 시민사회 공동체의 취약성

❏ 노동조합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적극성 부족
❍ 노동조합이 평생직업학습을 노동자의 질적 향상과 노조의 역량제고의 주
요한 기능이라는 인식이 철저하지 못하다.
❍ “노동조합은 원래 길드에서 발전되어 왔거든요. 길드라는 것은 숙련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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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도제를 받아들여 양성훈련을 해서 숙련공을
만들고, 그 숙련공을 독점하는 것이지요. 이 도제 노조의 전통이 직종별
혹은 산업별 노조를 만든 거지요. 그래서 노사관계도 산업별로 협상을 하
게 되지요. 또 노동시장도 기업 내부 노동시장이 아니라, 기업횡단적인
기업 외부노동시장이 발달하게 되고요. 기업 외부 노동시장에서 훈련을
받으면 그 훈련 정도에 따라서 노동가격 즉 임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직
업훈련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애초에 길드전통도 별로
없는데다가 그나마 기업별 노조로 고착되었기 때문에 외부 직업훈련시장
이 발달하지 못했어요.”(한국노총 관계자)
❍ 우리나라 직업훈련시장에 노조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한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기업별노조 형태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노동
자의 숙련의 문제는 사용자가 관리하는 문제이지 노동조합이 관여할 문
제가 아니다. 노동자가 직종 내에서 이동하는 것을 노조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조직형태가 아니고, 고용문제는 기업과 노동자 개인의 문제로 취급
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노조가 회원 노동자의 노동의 질을 높이는
활동에 적극적일 수 없는 것이다

❏ 시민사회단체의 직업교육훈련 시장 참여 저조
❍ 시민단체들이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사회적 기
업은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 사회적 기업들은 지역사회
공동체와 연계가 확고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전에는 생산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창업과 직업교육훈련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가 사실상 어
려웠다.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을 통해 시민사회단체 활동의 새로운 장이
열렸으나, 아직 뚜렷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는 못하다.
❍ 시민사회단체가 직업교육훈련 영역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삶에
서 직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시민사회 단체의 인식전환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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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협동조합을 통한 창업과 협동조합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직업교육훈
련 사업은 시민사회단체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다.

마. 직업교육훈련 수혜의 차별
❍ 전통적으로 직업교육훈련 부문은 저소득계층의 교육기회 통로였다. 따라
서 직업교육훈련에서 항상 형평성의 문제를 유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계 교육이 특성화 고급화함에 따라 오히려 저소득층이 소외되는 경
향이 커지고 있다. 예들 들어 마이스터고가 대학진학을 위한 유력한 통로
가 될수록 가정환경이나 학업성취가 더 나은 학생들에게 기회가 될 가능
성이 많아진다. 전통적으로 직업교육은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제공을 통해
사회적 형평을 추구하는 정책인데, 직업교육의 대상 속에서 차별이 생기
는 것에 대해서는 경각심이 필요하다.
❍ 재직근로자들의 직업훈련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재직 근로자 중에서도
대기업 근로자들의 직업훈련비율이 높은 것에 비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기금조차 다 환급받지 못할 정도로 역진성을 드러내고
있다.

2.

기업 생산성 향상의 측면

가. 직능별 직업교육훈련 시장 미형성

❏ 직능별 협동조합 주도의 직업훈련시장 미형성
❍ 정부의 고용보험기금으로 하는 직업교육훈련사업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
발을 지원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업이 내는 직업능력개발 분
담금 중에 대기업은 모두 환급해 가지만, 중소기업은 자신이 낸 분담금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고, 사용한다하더라도 중소기업 직능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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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용노동시장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지도 못하다.
❍ “직업훈련 시장이랄까 이런 게 작동하는 꼴을 보면 이건 국가 관료 중심
이예요. 이렇습니다. 국가에서 훈련생에게 돈을 줍니다. 바우처를 주지요.
이걸 그냥 표준적인 가격으로 훈련생에게 줘요. 그런데 훈련기관의 훈련
에 대한 품질통제는 잘 안되지요. 이게 시장이라지만 완전한 시장은 아니
라서 수급이 시장에서 조정이 안 되니까, 시장을 통해서 훈련의 품질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게 되는 그런 체제가 되기는 어려워요. 정부가 일일
이 어떻게 그 품질을 통제하겠어요? 정부에서 수요자 위주 훈련을 하자
고 말은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공급체계를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행정
을 하는 것 같아요. 공급자 중심이지요. 수요자 중심이 되려면 수요자들
이 훈련을 받고 싶어 하는 동기부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건 할 생각을
못하지요.”
❍ 여기서 수요자에는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취업예정자나 재직 근로자만
이 아니라 중소기업 경영자도 포함된다. 어쩌면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근로
자의 직업능력개발을 그들에게 사활의 문제이다. 그러나 이들은 직업훈련
시장에서 아무런 역할도 없다. 사실 그들이 직업훈련시장에 참여할 때
‘훈련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

❏ “기재부가 중소기업인력지원 사업을 노동부에게 주었다”
❍ 직능 협동조합들은 기술향상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훈련시장을 선도하고 주도할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정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취약성을 보완해주는 것을 주요한 임무로 여기지도
않고 있다고 비판하는 목소기가 높다.
❍ “우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일본 가서 벤치마킹해서 만든 사업이
‘중소기업 인력구조 고도화 사업’하고 ‘인력지원 패키지 사업’이에요. 그
리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근거법이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이고요. 그
런데 이 법이 힘을 못 써요. 힘없는 부서인 중소기업청이 관리를 하는데
다가 중기청 주도로 만든 게 아니고 우리가 주도해서 만들었으니까 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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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할 생각을 안 하죠... 직업훈련에 대해서도 지금 중기청은 역할이 없
어요. 예산을 안 주는데요. 기재부에서 직업훈련사업 예산은 전부 노동부
에 보내요. 기재부에서 안 된다고 하면 뭐 끝입니다.”(중소기업중앙회 관
계자)

❏ 무용지물이 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은 제조업과 지식기반산업의 중소기업의 인
력난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히 만든 법으로 2004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 및 인력구조 고도화를 지원하여 중
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
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사업은 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필요인력의 양성, 지역특성
화산업 또는 지역선도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 중소기업과 대
기업이 함께 추진하는 협력사업, 협동조합 등이 중심이 되어 수행하는 인
력구조고도화사업, 고용의 확대를 도모하는 고용창출사업, 중소기업의 생
산성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및 신공정개발 사업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
업은 법 제정 당시의 취지나 의욕과는 달리 예산의 배정과 행정지원이
충분히 뒷받침 되지 못했다. 이 사업 중에 특히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어
실시하는 인력구조고도화 사업은 직능별 협동조합 단위로 직무표준을 마
련하고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사업 분야이다. 그런데 그나마 직업교
육훈련사업은 아예 노동부로 이관됨으로써 이 사업을 포함한 주요 사업
들은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사업도
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 중소기업의 경우 단위 기업에서 직업훈련사업을 실시하는 데 한계가 있
기 때문에 직능별로 외부 직업교육훈련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이 사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경영자와 재직 근로자가 모
두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경제적 보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 우선
하는 것은 중소기업인과 근로자가 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 이것이 직업교육훈련 시장의 형성에 가장 주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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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계와 괴리된 국가직무능력 표준 개발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미비
❍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개발하고자 하는 배경은 일-학습 연계를 위해 현장
에서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의 표준을 개발하여, 교육훈련과정과 자격기준
으로 활용함으로써 산업계(인력 수요자) 및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직무능력 표준 개발의 목적은 궁극적으
로 ‘공급자 위주’의 교육․훈련․자격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투입 중심’
의 교육․훈련․자격제도를 ‘결과중심’으로 개편하여 자격과 교육의 선진화
도모하는 것이다.
<그림 5-1>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념

* 출처: 주인중 외(2010). 국가직무능력표준 사업 현안 및 정책 방안.

❍ 현재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은 확정․고시된 표준 약 38개가 2012년
현재 승인되어 있다. 인증은 국가의 질 관리 부분으로 산업계가 마련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이 본래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적용․할용 되도록 교육훈
련과정과 자격에 적합하게 설계되었고 운영되었는가를 평가하는 과정이
다. 그러나 국가직무능력표준 사업은 계속 지체되어 왔고, 이 제정과정에
산업계의 참여는 사실상 배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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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국가직무표준 개발 사업 내용
NCS 개발 및
활용 절차

(필요)사업 내용

1)연차별 표준개발계획 수립
1. 개발 계획
(2010년～2014년)
수립
2) 이행 및 실적 분석
1)NCS 개발 매뉴얼 마련
2. 개발

3. 인증

4. 적용 및
활용

2)NCS 개발 지원 및 안내

근거*

고용부, 교과부,
각 부처

국가정책조정회의(5.7
), 법 제5조

〃
교과부, 고용부

〃
국가정책조정회의(5.7
)
국가정책조정회의(5.7
), 시행령 제4조 1항
시행령 제4조 2항
법 제6조 1항

고용부

3)NCS 개발

고용부(SHRDC)

1)NCS안 및 시안 인증
- NCS안 및 시안 인증
- 인증된 NCS 고시
- 인증된 NCS의 자격정보시스
템
탑재
2) NCS 기반 교육과정 인증
3) NCS 기반 자격 인증
4)전체 과정 및 이행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1)교육․훈련 적용
2)자격제도 적용
3)근로자 인사관리 등
4)적용 및 활용 현황 및 적절성 조
사․분석

교과부, 소관부처
자격정책심의회
소관부처, 교과부
소관부처, 교과부

법 제6조 2항

〃
〃
소관부처, 교과부
(직능원)

-

교과부, 고용부,
소관부처 등

법 제3조, 제4조,
시행령 제8조

〃

〃

1)NCS 수정, 보완, 폐지 필요 여부
조사연구

고용부, 교과부,
소관부처

시행령 제7조

2)NCS 개선․폐지 계획수립

고용부, 교과부,
소관부처

5. 개선․폐지 3)NCS 수정, 보완
및 재인증

6. 기타

주관기관
(관계기관)

고용부(SC)

4)재인증 과정에 대한 조사․분석

교과부, 고용부,
소관부처

5)재인증을 위한 검토 및 재인증

교과부, 소관부처,
자격정책심의회

1)NCS 사업 관련 인프라 구축 연
구
2)NCS 사업 관련 질관리 체계 구
축 및 운영 연구

- 229 -

교과부, 고용부

국가정책조정회의(5.7
),
법 제6조, 시행령
제4조, 제6조 제7조,

NCS 개발 및
활용 절차

주관기관
(관계기관)

(필요)사업 내용
3) 정보시스템 운영

근거*
제9조, 제10조 등

❍ 또한 국가직무능력표준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가 이원화되어 사업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사업은 ‘교과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고용부․산
업인력관리공단’에서 분담하여 추진되고 있으나, 중복투자, 통일된 지침
마련 지연, 업무범위에 대한 관계자간의 갈등 지속, 이해당사자의 혼란
가중 등 표준제도 확산과 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총관 부처를 일원
화하여 표준제도를 수행할 전문기관 선정 및 관계 기관 간 협조체계 마
련을 주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산업계와 괴리된 민간자격

❏ 신뢰도가 약한 민간자격
❍ 민간자격의 도입 취지는 산업사회 발전에 따른 다양한 자격 수요에 부응
하고, 자격제도 관리 주체를 개방화 다원화하고, 자격제도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직업 능력개발을 촉진하며, 자격제도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해
현장과 연계성을 제고하고,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을 추구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이 관리 운영하는 민간자격 중 우수한 자격을
심의를 거쳐 공인하는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를 운영하고 있다.
❍ 현재까지 등록된 민간자격은 4천여 개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 자격들
은 국가직무능력표준과도 무관하고, 직능 협동조합 등과 같이 직능 대표
성을 띠는 단체들과도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회적 신뢰나 통용
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은 이 제도 도입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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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등록 민간자격 관리운영기관 현황
전체

개인

법인

단체

1,208

155

166

887

관계 부처별 민간자격 등록현황

[ 현재 ] 2013.01.09

<표 5-12> 관계 부처별 민간자격 등록 현황

3.

관계부처명

자격 수

백분율

교육과학기술부

1,460

37.15%

문화체육관광부

1,319

33..56%

지식경제부

372

9.47%

보건복지부

231,

5.88%

농립수산식품부

117

2.98%

기타

431

10.97%

계

4,063

100%

국가지원과 거버넌스의 측면

가. 학습-학력-자격 연계 체계 미흡

❏ 취약한 국가 자격 체계
❍ 국가 자격 체계의 취약성은 교사, 보육교사, 간호조무사 등 자격이 곧 취
업을 위한 면허가 되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자격이 직무능력을 보
증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고 취업으로 연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드러난
다.
❍ 대부분의 자격은 직무능력을 실제로 보증하기 위해서 일정기간의 현장실
습이 필요한데 검증을 위한 실습은 형식에 그치고 있어서 현장 실용성은
취약하다. 그 만큼 자격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 요컨대 국가기술자격 - 국가전문자격 - 민간자격 체제가 변화된 직업세
계에 조응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은 시대에 뒤떨어진 측면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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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국가전문자격 중에 교사, 사회복지사, 보육사, 간호사 등은 소위 ‘장
롱자격’인 경우가 적지 않으며, 민간자격은 사실상 쓸모가 없는 경우가
많다.

❏ 쓸모없는 학력
❍ 전문대학이나 대학의 학력을 갖추었는데도 여러 가지 스펙을 따거나 자
격을 따야 하거나 취업시험을 따로 보아야 한다. 학력은 최소한의 취업조
건에 불과하다. 기업은 대학이 직업에 필요한 것을 가르치지 못한다고 불
만이다. 학력의 직업적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만들고
이 표준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직무능력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자
는 취지로 직무능력표준 제정 사업이 오래전부터 추진되었으나 답보상태
에 있다.

❏ 학력 체제와 자격 체제의 호환
❍ 학습자 입장에서는 교육과정을 이수했다는 증빙, 즉 졸업장 그 자체가
자격증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격제도는 학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
로 별도로 발전해 왔지만, 고학력화가 되면서 학력을 갖추고도 별도의 시
험을 통해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이중적인 낭비 구조가 문제점으로 인식
되고 있다.
❍ 자격기본법이 만들어져 있지만 아직 자격 체제는 사회적 신뢰와 통용성
을 갖지 못하고 있다. 민간자격의 공신력 제고와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적
합성 제고가 학력 체제와 자격 체제 호환의 선결조건이다.

나. 직업교육훈련 거버넌스의 부재
❍ 학습자 개인들의 평생직업학습을 지원하는 평생직업학습 생태계는 시민
사회-산업계-국가의 기능강화와 협력이라는 거버넌스를 통해 가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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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그 인식도 미흡하고 법과 제도도 충분하지 않다.
❍ 먼저 산업계를 보면, 평생직업학습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목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데 기업들에서 아직 직업교육훈련이 경제적
보상이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고, 국가적 차원의 학습생태계
형성에는 무관심한 상태이다.
❍ 노동계를 비롯한 근로 서민의 경우에도 적극적이지 않다.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단체가 집단적으로 기업이나 국가에 학습권 신장을 요구하는 지
속적인 요구나 운동이 없다.
❍ 국가는 산업입국과 교육입국이라는 차원에서 직업교육훈련시스템을 꾸준
히 확대 구축해 왔고, 인적자본기본법을 통해 국가인적자원의 컨트롤 타
워를 운영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그러한 기능마저 방기하고 있다.
❍ 지역의 경우에는, 노사발전협의회나 직업능력개발협의회 등의 거버넌스
를 가지고 있지만, 지역의 관련 단체들의 직업훈련 사업이 통일적이지 못
하고, 중앙 각 부처의 사업에 공모하여 직업훈련기관이나 고용서비스기관
들 각자가 진행하는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 직업교육행정과 직업훈련행정의 연계 미흡
❍ 직업교육훈련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직업교육훈련촉진법」과 「평생교육
법」에 따른 사업, 고용노동부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등에 따른 사
업 등 양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다. 정규학교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은 교
과부가, 학교 밖에서 실시하는 성인대상의 직업훈련은 고용노동부가 담당
하는 형식이다. 그러나 직업교육훈련의 중심이 점차 고등교육기관으로 수
렴하고 있고 산학연이 연계한 직업교육훈련의 요구 분리된 행정체계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 1997년 「직업능력개발원법」 제정을 통해 교육부, 노동부로 분할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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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을 통합적으로 운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직
능원 수준으로 그 통합이 가능한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라, 직업교육훈련 재정의 취약
❍ “우리나라 직업훈련 참가율이 OECD 38%의 1/4 수준인 10% 정도밖에
안 되고, 더구나 중소기업은 오히려 참가율이 전보다 더 떨어지고 있어
요. 비정규직이나 여성, 고령자 이러한 직업훈련 취약계층은 점점 더 늘
어나는데, 정부의 지원은 이에 따르지 못하지요. 이들에게 직업훈련의 기
회가 아주 적습니다.”(한국노총 관계자)
❍ 직업교육훈련 재정을 크게 교과부의 고등교육 예산을 한 축으로 놓고,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재원을 다른 한 축으로 놓을
수 있다. OECD 선진국들에 비해 볼 때, 전체 교육예산 중에 고등교육
예산은 매우 취약한 상태이며, 직업능력개발사업 재정은 훨씬 더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평생직업학습
에 대한 지원은 더욱 열악하다. 학습자본주의에서 지식기반 창조경제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목표에 비추어 볼 때 평생직업학습 지원 재정구조
에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
❍ 학습자의 학습비를 지원하는 국가의 재원에는 교과부 산하의 한국장학재
단과 고용노동부 산하의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 재원이 있다. 그런데
한국장학재단의 사업은 기본적으로 학령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 재원은 고용보험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서, 많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평생직업학습이 더 절실한 사람들은 혜택
에서 제외되어 있는 셈이다.
❍ 고용보험은 명칭이 ‘보험’이라고 되어 있는 사실과는 달리 출발 당시부터
보험성 사업만을 추진하지는 않았다. 과거의 직업훈련분담금제도가 고용
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되는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종합
패키지로 출발한 것이다. 직업훈련 과소투자를 보정하는 제도인 직업능력
개발사업, 각종 유인 제공성 보조금 사업 등이 통합되어 있는 것도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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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한다. 실업‘보험’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가미한 제도라는 의미에
서 실업 대신 ‘고용’이라는 말을 결합하여 ‘고용보험’이라고 명명한 것이
다. 그래서 실업급여사업과 고용조정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고용보험 사
업은 보험이 아님에도 재원조달의 방편으로 급여세만에 의존하고 ‘보험’
방식으로 운영하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제약하고 있다. 금여세 형태의
재원에만 사업비를 의존하고 수혜자를 기여자로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 원리상 일반회계가 개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제약으로
인해 그러지 못함으로써 재원사용의 합리성에 관하여 논란과 혼선이 거
듭되고 있다. 고용보험의 탄생배경으로 보나, 그것이 우리나라 노동시장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점으로 보나 수혜자를 기여자로 제한하는 보
험방식의 운영은 실업급여사업과 고용조정지원금에 그치고 나머지 사업
은 일반회계에 의한 사업처럼 운영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자영업자, 중
소기업 근로자, 예비노동시장 진입자 등의 양성훈련과 전직훈련 지원과,
합리적인 모성보호를 통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하는 등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준칙에 입각하여 일반회계가 개입해
야 할 것이다. 또한 경력자를 선호하고 기업단위에서 직업훈련에 과소 투
자하는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초기업 단위에서 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 등 추가적 재원이 필요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허재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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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평생직업학습 체계의 개선 방향
제1절 학습권을 보장하는 평생직업학습 체계

1.

직업교육훈련을 평생직업학습으로 재개념화

❏ 평생직업학습의 의미
❍ 교육의 종류를 나열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정
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등으로 교육이 일어나는 장소에 따라 나눌 수
있고,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성인교육처럼 연령과 수
준에 따라 나눌 수 있고, 일반(교양)교육과 직업교육(훈련)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직업교육(훈련)과 일반(교양)교육을 병렬적인 학제로 나누는
그간의 방식이 교육의 형평성과 효율성 모두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
되어 왔고, 선진국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이원적 학제를 일원적 학제로
재편하고 있다.
❍ 특히 우리나라처럼 사농공상의 차별이 심하고 인문숭상주의가 있는 나라
에서는 소위 직업교육훈련을 중급 이하의 기능기술교육으로서 이류 교육
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사실 직업교육 중에 가장 고전적인
직업교육은 의학교육, 법률가 교육, 회계사 교육 등과 같은 것들이었고,
길드에서 마이스터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매우 값진 직업교육이었다.
그런데 오늘날 전자는 일반교육으로, 후자는 직업교육으로 분류하고 있는
데 그 근거가 취약하다.
❍ 또한 직업이 단순히 생계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자아실현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직업교육이 단순한 기술기능 교육에 불과하다는 편견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직업교육훈련은 다양한 변용가능성을 포함하는 직무능력
(competency)을 키우는 과정으로서 최근에는 이를 직업능력개발 혹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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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원개발로 개념화 하고 있다.
❍ 직업교육훈련의 핵심은 ‘평생학습을 통한 자기능력개발’이다. 여기서 평
생학습이란 학습자가 평생에 걸쳐 건강한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 활
동이며, 직업은 사회적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
서 이런 문제의식을 담아 이 보고서에서는 직업교육훈련을 ‘평생직업학
습’이라는 용어로 표현했다.

❏ 초기교육의 학제를 일원화
❍ 특히 졸업생의 80% 이상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대학으로 진학하
는 상황에서 직업교육을 위한 특성화고등학교는 더 이상 존립하기가 쉽
지 않다. 따라서 직업계열과 일반계열을 구분한 고등학교 학제에 대한 검
토가 필요하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직업진로교육과 일상생활에서 필
요한 기술기능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평생직업학습을 위한 학습권의 내용
❍ 평생직업학습은 일생에 걸친 경력개발을 의미하므로, 그에 필요한 학습
비와 학습휴가를 제공할 뿐 아니라, 학습상담과 학습결과의 인증을 포함
하는 평생직업학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확립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학점은행제 등록 교
육과정을 통해 평생직업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고용보험기금
의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데, 이는 학점은행제가 교과부에서 실시하는 고
등교육 사업에 해당되어 직업훈련으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학습자
입장에서 보면,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 교육 관련법과 직업교육훈련 관련법 혹은 그 제도들을 ‘평생직업학습’의
개념을 반영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2.

평생직업학습은 직업교육훈련과 시민교육의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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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은 항상 전인교육을 지향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기술 교
육 뿐 아니라 시민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렇다면 시
민교육 표준도 마련될 필요가 있음, 별도의 연구와 지원법이 필요, 예를
들며, 기후변화 에너지 등과 관련한 환경교육, 세계시장에 노출되는 경제
교육, 양성평등 교육, 정치교육, 국제이해교육 과 같은 것은 오늘날을 살
아가는데 필수적인 교육과정이다.
❍ 교육은 그것이 인간의 성장을 돕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인 한 어떤 학
습자에게라도 전인교육이어야 한다. 전인교육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은 예체능 교육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늘 얘기해온 전인교육,
즉 지식-기술-예체능의 통합교육을 지향해야 하는 것이다.
❍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제정하는 것의 중요성에 못지않게 시민교육이 평생
직업학습의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시민교육
의 교육과정은 국가가 개입할 영역이 아니라,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자율적으로 만들어 시행하되 시민사회 자체적으로 그 수준과 범위에 대
해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하여 평생직업학습이 직업능력 향상과
함께 시민참여교육과 결합되어 균형잡힌 시민 직업인을 양성하도록 하여
야 한다.

3.

고등교육기관이 평생직업학습 기관의 중심

❏ 대학의 정체성 확립: 개방형 평생직업학습 대학
❍ 고등교육기관을 평생직업학습 기관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정립해야 한
다. 고등교육기관을 직업교육훈련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정립할 때 비로
소 직업교육체계와 일반교육 체계의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 그리고 교육과정에 있어서, 전문대이건 일반대 이건 이학공학교육과 인
문사회교육과 예체능 교육은 균형 있게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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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하고 있지만 더욱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인을 대상으
로 할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이 직업교육훈련기관으로서 역할 정립을 분명히 할
때, 성인으로서 재직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직무향상 교육훈련, 전직 교육
훈련, 실업자 직업교육훈련을 대학과 전문대학에서 제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자리할 수 있다.
<그림 6-1> 개방형 대학 평생교육 체제 모형

* 출처: 권두승(2003). p.185

❏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으로 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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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대와 일반대의 구분도 재검토 되어야 한다. 전문대가 만들어진 것은
전문계 고등학교의 고등교육에 대한 필요 때문이었다. 그러나 고등교육은
그 속성상 직업교육이라고 할 때, 전문대교육과 일반대 교육을 구분하는
것은 좀 자의적이다.
❍ 다만 연구중심 대학인가 교육중심 대학인가를 가를 수는 있을 것이다.
연구중심 대학은 대학원 중심 대학이 될 것이고, 사회적으로는 교수나 연
구자로서의 직업을 지향할 것이다. 교육중심 대학은 학부 중심 대학으로
서 좀 더 실용적인 전공지향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 연구중심대학과 (직업)교육중심대학으로 더욱 분화하되, 연구중심대학의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을 설정하도록 한다.

❏ 고등학교는 단선학제로 전환
❍ 한편, 고등학교 학제는 복선학제에서 단선학제로 전환하여 기초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학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 고등학교까지는 기초교육 기간으로서 단선 학제로 가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적절하다. 다만 고등학교 과정에서 기술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범용적인 기술 즉, 요리, 자동차 정비, 가정용 전기 전자기기에 대한 이
해와 처치 등은 후기 중등교육에서 누구나 배워야 한다. 그리고 직업진로
교육과 상담은 더 강화 되어야 한다. 그것을 토대로 대학진학이나 취업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교시절 한 학기 정도는 인턴쉽을 갖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기업과 산업계가 협조해야 한다.
❍ 그러나 단선학제 내에서도 직업적 진로를 원하는 학생을 위한 특성화학
교를 일정부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특성화학교는 전체 고등학교의
15%정도 수준일 것이다. 그러나 일반계 고등학교 재학생도 언제든지 특
성화 학교로 전학을 할 수 있고, 특성화 학교 학생도 일반학교로 전학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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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

4.

학습 주체로서 시민사회의 공동체 역할 강화

❍ 학습자 공동체인 노조와 직능단체들이 학습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지
원하는 것을 통해 학습사회라는 생태계는 활력을 갖는다. 활발한 학습생
태계라는 환경 속에서 학습자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사회적 경제적 민
주주의도 한 걸음 발전한다.
❍ 생활세계의 제도화로서 시민 사회가 국가와 시장이라는 체계로부터 자율
성을 갖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과 그 궤를 같이 한다. 시민 사회에 편재한
학습이 자율성과 공공성을 얻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결과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학습의 공공성 확대는 민주주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도 한
다. 말하자면 민주주의 발전에 의해 학습권이 확대되기도 하지만, 사회권
인 학습권의 확대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이 공고화되기도 한다. 학습권을
비롯한 사회적 시민권은 시민 사회의 다양화와 통합을 지향한다(임해규,
20110).
❍ 노동조합이 학습위원의 양성과 훈련을 통해 노동자 개인의 직업학습 역
량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적극 지원한다. 근로자 학습위원은 근로
자들에 대한 평생직업학습에 대한 인식제고, 수요조사, 노사합의 등을 담
당한다. 그리고 노사정 위원회에서 합의한 노사발전재단의 직업훈련사업
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 “노동자의 직업훈련에 동기를 부여하는 하나의 기제로서 영국에서는 노
조학습기금 제도를 만들었는데 참고가 될 수 있어요. 영국도 직업훈련 체
제가 썩 잘 된 나라가 아닌데, 토니 블레어가 집권하면서 제조업의 이익
을 대변하려고 했지요. 그 전 정부가 금융자본을 대변했다고 하면, 토니
블레어는 산업자본을 대변하려고 한 정권인데, 그때 레이치 보고서가 나
왔어요 그것은 영국 노동자의 숙련을 어떻게 끌어올리자 하는 것이지요.
학력도 끌어올리고.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노조들이 직접 직업훈련을

- 241 -

실시하기 위해서 노조학습기금(union learning fund)을 만듭니다. 이 기
금으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학습위원을 둬서 노동자들의 직업훈련의 동기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에게 직업훈련 상담도 해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기술훈련을 선택해서 훈련을 받도록 안내해주는 것이지요. 우리도
그런 걸 도입하자고 노사정 위원회에서 합의를 했지요. 그래서 노사발전
재단도 만들어지고, 노사공동훈련사업도 하고 그랬지요. 그때는 그래도
2002년 노총이 힘이 있을 때였으니까. 그런데 애초에 생각한 만큼 그렇
게 재정지원이 되지 않아서 별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 시민사회단체 주도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기업 지원활동을 적극 지원한
다.
❍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만들어지는

다양한 협동조합의 평생

학습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제2절 기업이 참여하는 현장지향적 평생직업학습 체계

1.

산업계 참여의 직업교육훈련 생태계 구축

❍ “기업과 국가에서 노동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해요. 이미 한국의 기업
이 근로자의 낮은 임금에 기초한 경쟁의 단계는 지났잖아요. 고부가가치
기업으로 전환하려면, 비정규직 여러 명 써서 임금 낮추려고 하기 보다
는, 있던 근로자들 숙련을 높이면서 그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도록
유도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고부가가치 생산이 가능해 지는 이런 시스
템으로 가야해요. 그러니까 직업훈련은 그런 숙련 중심의 직업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되는 거고요. 이게 기업과 노동조합의 노동에 대
한 새로운 생각이어야 하지요.”(한국노총 관계자)
❍ 다양한 중소기업의 직종별 협동조합들이 직종의 기술개발과 연수를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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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 산업별 직종별 평생직업학습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각 부문에서 필요한
기술과 숙련을 조사하고 인력양성방안에 대하여 제안하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 직업교육기관에서는 산업별 평생학습지원협의체와 파트너십을 갖고
산업체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청취한다.
❍ 재직근로자의 경우 자격획득이 직급 승진과 임금인상으로 이어지는 보상
시스템을 기업이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각도에서 지원하는 정책
을 실시한다.
❍ 자영업자의 경우도 창업교육의 결과로 특정한 직종 협동조합에 가입하
고, 그 직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서 창업자의 직역을 도와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정부가 다양하게 지원한다.

2.

기업과 직능단체의 생산현장을 직업교육훈련 공간으로 육성

❍ 기업의 생산현장을 직업교육훈련의 주요한 공간으로 만들고 산학 공동의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것은 직업교육 체계와 직업훈련 체계를 연계하는
정책의 핵심적 사안이다. 대학을 평생직업학습의 핵심 공간으로 설정하더
라도 기업의 생산현장과 연계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 직업교육 체제와 직업훈련 체제의 통합을 이루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야 한다. 그것은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수요자인 각종 직종의 협동조합
이 주도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설 혹은 대학에 위탁하도록 평생직업학습
지원체제가 변하는 것이다. 직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이 공동 교육공간
을 확보하도록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
은 대기업과 그 하청으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중소기업들은 그러한 일을
할 독자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다양한 직
종의 협동조합이나 사단법인 협회들이 입직훈련과 직무능력 향상을 원하
는 학습자의 요구를 조직하고 훈련을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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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3.

산업계가 주도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 제정 및 민간자격 활성화

❏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제정사업을 직종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주로 기능 기술 분야에 치중, 인문 사회 출신들이
진출하는 서비스업 분야는 개발이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가직무능력
표준도 모든 직무를 충분히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
❍ 그리고 국가직무능력표준은 각 직종별 협동조합에서 주도하고 전문가,
학자, 노동조합 등이 참여하며, 정부는 재정을 지원하도록 한다. 국가직
무능력표준 개발의 목적은 교육과 자격에 표준을 적용하여, 산업계가 요
구하는 인력양성을 위해 교육훈련과정 현장성을 제고하여 산업 현장의
자격에 대한 신뢰 및 통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표준개발
분야 선정에 산업계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 또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은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
한 요건을 분석한 것이므로, 평생학습 관점에서 도입된 학점은행제도 등
과 표준제도를 연계하여, 표준을 다양한 학습결과의 연계/인정 기준으로
설정하여, ‘학위를 위한 학점부여’, ‘자격부여’하는데 활용해야 한다.

❏ 민간자격의 등록과 관리를 직종별 협동조합 등이 주도하도록 지원
❍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입각한 교육과정을 자격의 내
용으로 하는 각종 직능 협동조합들이 주도적으로 등록하도록 지원한다.
❍ 이를 통해, 국가공인 민간자격이 직능별 협동조합의 위상과 신뢰를 제고
하고 직능별 직업훈련시장을 형성하는 매개가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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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국가교육정책의 틀을 바꾸는 평생직업학습 체계

1.

자격 체계의 개선과 학력체계와 호환성 강화

❏ 학력과 자격을 쓸모 있게 만들기
❍ 학력이 능력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참고해서 고등교육
기관의 교육과정을 모듈화하도록 정부가 지원한다.
❍ 국가기술자격-국가전문자격-민간자격 체제가 변화된 직업세계에 조응하
도록 해야 한다. 자격이 실제 능력을 대표할 수 있도록 상당한 실기교육
과 인턴과정을 자격검증에 포함해야 한다. 이 과정을 산업계가 주도하도
록 국가가 지원한다.

❏ 학력 체제와 자격 체제의 호환
❍ 먼저 고등교육기관의 학위와 함께 해당 전공분야의 자격을 획득하도록
고등교육기관의 교육과정과 자격의 연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
다. 이를 위해 해당 전공에 연관된 자격을 정비하고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의 커리큘럼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연계하여 재편한 국가기술자격과 직능 협동조합 등
의 직능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주도해서 만드는 국가공인 민간자격 등을
학력과 호환 가능하도록 법적 행정적 지원을 모색한다.
❍ 그리고 경력을 학력과 호환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도입하도록 한다.
학력과 자격의 질을 높이고 이들 간의 호환체계를 만드는 것은 노-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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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파트너십 속에서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2. ‘평생학습지원법’

제정을 통한 민-관-산-학 거버넌스 구축

❏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중앙과 지역의 거버넌스 구축
❍ 평생직업학습은 평생학습 생태계의 주요한 구성요소이다. 따라서 국가
차원,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민-관-산-학 거버넌스를 공고하게 만들고, 그 산하에 직업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그리고 그 거버넌스에 학습
자를 대변하는 시민사회 공동체, 즉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단체와 직능 협
동조합 등이 학습권 신장의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 ‘평생학습지원법’의 제정
❍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의 「평생교육법」
과 사문화된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을 통합하여 ‘평생학습지원법’을 제
정한다.

」

❍ ‘평생학습지원법’에서는, 현행의 「평생교육법 의 교과부장관을 위원장
으로 하는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시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시도 평생교
육협의회, 시군구 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시군자치구 평생교육협의회
등이 중앙과 지방의 거버넌스에 해당하는데, 이 각각에 민-관-산-학의
평생직업학습의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관계자를 반드시 명시한다.
❍ 평생학습지원법에 국가 차원, 광역자치단체 차원,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민-관-산-학의 거버넌스 기구의 구성, 기능, 지원방안을 포함한다. 이 거
버넌스에서 다룰 가장 주요한 사업으로 평생직업학습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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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진흥위원회는 평생학습지원위원회로, 시도평생교육협의회는 시
도평생학습지원협의회로, 시군구 평생교육협의회는 시군구 평생학습지원
협의회로 개칭하되, 국가 평생학습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과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승격한다.
❍ 평생학습지원법에는 그 밖에 국민의 평생학습과 특히 평생직업학습을 위
한 학습권의 신장을 위한 평생학습지원을 위한 인프라, 학습계좌제나 능
력개발 계좌제, 학습비와 학습휴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3.

평생직업학습에 대한 행정지원 체계의 통합성 확보

❏ 평생직업학습 지원 행정의 일원화
❍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그에 따른 직업의 변동을 예측하고, 산업계의
건전한 고용시장 유지 의무를 감독하며, 노동시장의 안전과 형평을 높이
고, 노동조합과 직능조합의 발전을 촉진하고, 노동자와 근로서민의 직업
교육훈련을 안내하고 취업과 연계를 위한 상담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국
가와 행정의 역할이다.
❍ 그러나 이와 같은 기능은 정부의 여러 부처와 산하 기관에 산재해 있다.
모든 기능을 하나의 행정부서에 집중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옳지도 않다.
그러나 고등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평생직업학습에 대한 핵심적인 행
정지원은 교육부서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다. 사실 이러한
필요성은 과거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전환할 때 이미 이루어졌어
야 할 일이었다.
❍ 사실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은 애초부터 통합되어 있던 것이었지만 교육체
제가 학령기 청소년만을 배타적 대상으로 삼으며 구축된 역사로 인해 나
타난 산물에 불과하다. 이제 평생학습시대를 맞아 학교교육과 성인교육의
계속성이 강조되고 양자의 호환체계가 구축되면서 그 분리는 무의미해졌
다.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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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을 연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직업교육
체제와 직업훈련 체제의 연계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행정적 재
정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따라서 이제라도
교과부의 고등교육 업무와 노동부의 직업훈련 업무를 통합하도록 한다.

4.

평생직업학습 지원을 위한 재정의 확대

❏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국민 평생학습 기금’ 설치
❍ 고등교육을 통한 평생직업학습이 가장 주요한 축이라면, 학령기 학생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연령의 고등교육 취학자에게 공교육으로서 고등
교육에 대한 국가지원이 필요하다.
❍ 이는 고용보험기금을 뛰어넘는 국가의 투자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고용
보험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기금을 평생학습기금으로 전환하고, 그 기금
에 국가 예산을 투입한다.

❏ 한국장학재단과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 재원의 역할
❍ 현재 고등교육과 성인의 평생직업학습에 대한 지원은 크게 한국장학재단
의 기금과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지원 기금으로 대별된다. 장기적으로
두 기금을 통합하여 ‘국민 평생학습 기금’을 설치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모든 형태의 학습에 대한 장학지원을 하도록 하되, 현재는 재직근로자와
고용보험 수혜기간 중에 있는 실직자의 고등교육을 포함한 학습비용은
고용보험 기금으로 충당하고, 그 외의 사람들의 고등교육 학습비용은 한
국장학재단이 지원하도록 한다.
❍ 우선 내일배움카드제와 학습계좌제를 통합하고, 고용보험의 수혜 대상자
의 고등교육 지원에도 이 기금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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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의 수혜대상에 고용보험 수혜대상이 아닌 성인을 포함시키
고, 학부과정 학생 뿐 아니라 대학원 과정의 학생도 지원받도록 한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점차 모든 연령의 학습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5.

평생직업학습 지원 종합정보시스템 통합

❏

평생직업학습 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직업의 변동과 직업적 수요, 그에 맞는 직업교육, 그리고 취업알선 등을
세심하게 안내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재 직업전망 정보, 직업교육훈
련 정보, 고용 정보, 취업 상담 등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이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제각각 운영되고 있다.
❍ 따라서 취업/창업정보-평생직업학습-취업상담-구인구직알선 등의 정보
망을 연계 통합 운영토록 한다. 예를 들어 연관된 정보망으로서, 교육정
보망(EDU-NET),

인적자원개발

정보망(HRD-NET),

고용안정정보망

(WORK-NET), 고용보험전산망 등이 있는데, 이를 연계 통합운영하고, 산
업체의 다양한 정보망도 연계되도록 한다.
❍ 특히 개개인의 커리어 패스를 상담하는 전문적인 취업상담의 기능을 강
화한다.

❏ 평생직업학습 지원을 위한 직업방송의 통합과 기능 강화
❍ 공영 방송의 역할을 막중하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EBS의 직
업방송채널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한국직업방송은 각각 열악한
환경에서 국민 속에 파고들지 못하고 있다.
❍ 따라서 이 두 방송을 통합하되 공익 평생직업학습 채널로서의 위상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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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국민들에게 가장 유용한 공영 방송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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