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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과 목적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시장정책은 제16∼18대 정부를 거치
면서 세부 내용을 달리하는 가운데 계속 추진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2017년 9월 현재 15∼29세의 고용률과 실업률은 각각 42.6%와 9.2%
로 전년동월대비 청년 고용은 2000년보다 여전히 심각한 상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시장정책이 청년
고용 문제의 해결에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였는가 되돌아볼 필요
가 있다. 이 연구는 정부의 재정지출 일자리분야 사업을 포함한 청
년층 관련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5년간에 걸쳐 종합적인 평가를 실
시할 계획이다. 평가의 첫 단계 연구로서 청년층 대상 노동시장정책
을 평가한 보고서와 논문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정책의 종합적
평가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연구의 목적이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은 직접일자리 창출, 직업능력개발, 고용서
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으로 구분된다. 이는 이른바 적극적 노동
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rogram : ALMPs)에 해당한다. 그
리고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서 실업급여가 포함된다. 한국의 경우
에는 아직 실업부조가 도입되지 않았으나 유사한 성격을 지닌 서울
특별시의 청년수당과 경기도 성남시의 청년배당이 최근에 도입․시
행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이 2017∼2022년 6년간 수
행하는 ‘효과적인 청년층 일자리 창출 방안을 위한 통합적 연구’의
일환으로서 작성된다. 이 보고서와는 별도로 직접일자리 창출 정책
을 평가하는 연구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이 보고서에서는 직접일
자리 창출 정책을 제외하는 대신 실업급여와 청년수당․배당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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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포함하였다.

2. 청년층 대상 노동시장정책 현황
제15대 정부는 직접적 일자리창출과 벤처 활성화로 청년실업 문
제를 완화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전의 실업률 수준으로 되돌아가
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자 제16대 정부는 청년실업 대책 수립에 나서
게 되었다. 이에 따라 ‘청년실업 현황과 대책’(관계부처 합동, 2003.
9. 22.)이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2004년 3월 5일에 제정되어 같은 해 6월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에 따라 같은 해 11월 30일에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가 대통
령 소속으로 설치되었다. 청년실업 문제가 완화되는 조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다시 2005년 1월 28일에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등 6
개 부처가 공동으로 ‘청년고용촉진대책 - 학교․노동시장 이행 원활
화를 중심으로 -’(2005. 1.)를 발표하고 보조적인 정책으로서 ‘해외취
업 촉진대책(2006. 3. 22.)’과 ‘고졸 이하 청년층 고용촉진대책(2006.
4. 20.)’이 수립되었다. 제16대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07년에는 다시
종합대책으로서 ‘청년실업대책 추진 상황 및 향후대책(2007. 4. 27.)’
이 수립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등장한 제17대 정부는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계획(2008. 4. 29.)’을 수립하면서 청년의 해외취업에 정책 지원
을 강화하는 쪽으로 시작하였다. 4개월 뒤인 2008년 8월에 ‘청년고용
촉진대책(2008. 8. 29.)’을 수립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행 속에서
다시 ‘청년고용 추가대책(2009. 3. 19.)’을 제시하기에 이른다. 또한
‘청년 내 일 만들기 1차 프로젝트(2010. 10. 14.)’와 ‘청년 내 일 만들
기 2차 프로젝트(2011. 5. 19.)’를 수립하여 근본적 해결에 나서고자
하였다. 이어서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방안(2011. 9.
2.)’을 수립하였다. 제17대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에는 ‘고졸시대 정
착을 위한 선취업 후진학 및 열린 고용 강화 방안(2012. 7. 13.)’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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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였다.
제18대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2013. 12. 18.)’을 수립하고, 다음해에는 ‘학교에서 직장까지 :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대책(2014. 4. 14.)’을 수립한다. 그리고 ‘청년 해외취
업 촉진방안(2014. 11. 21.)’과 ‘능력중심사회 조성방안(2014. 12. 18.)’
을 연이어서 제시하였다. 2015년에는 ‘인문계 전공자 취업 촉진방안
(2015. 6. 24.)’,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2015. 7. 27.)’, ‘청년 해
외취업 촉진대책(2015. 11. 27.)’,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
(2016. 4. 27.)’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이었지만,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2017. 3. 22.)’도 수립되었다.
청년층 노동시장정책과 관련한 예산은 시계열로 파악하기가 곤란
하다. 이는 정책을 어느 한 부처만이 주관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최
근과 달리 이전에는 고용노동부에 부처별 청년층 노동시장정책 관련
예산이 수집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회입법조사처(2009)의
예산을 보면, 2003년에 3,903억 원이 청년실업 대책에 투입이 되었
다. 대체로 증가세를 지속하여 2017년에는 2조 7,179억 원으로 늘어
나고 있다. 2017년 예산의 구성에서는 직업능력개발 다음으로 창업지
원이 자리하고 있다. 이밖에 고용서비스의 증가가 눈에 띈다.

3. 정책별 선행연구 검토
가. 직업훈련(제3장)

제3장은 선행연구 결과의 분석을 바탕으로 청년층 대상 직업훈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직
업훈련정책은 매우 소수이며, 현재의 직업훈련정책의 주요 정책대상
은 청년층이 아니다. 따라서 본 장은 청년층 포함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는 직업훈련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이밖에도
취업성공패키지 등 직업훈련 관련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거나 청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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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많은 직업교육훈련(개인 선택의 학원교육 등
포함)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결과도 동시에 제시하였다.
본 장에서 살펴본 선행연구 중 일부는 직업훈련 참여자와 미참여
자 간의 이질적인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고 이러한 특성이 도
출된 직업훈련의 효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존
연구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선행연구 분석결과 대체로 일치
하는 직업훈련정책에 대한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훈련은 임금과 고용의 질 향상보다는 취업이나 구직기
간 단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둘째, 직업훈련은 대체로 취약계층,
저학력자 및 젊은 연령층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재직
자에 대한 직업훈련이나 개인적인 취업준비를 포함하는 광의의 직업
교육훈련의 긍정적인 효과가 더 일관되게 나타난다. 넷째, 직업훈련
분야와 취업한 일자리의 직종이 유사한 경우 직업훈련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며, 지나치게 긴 기간 진행되는 직업훈련은 효과적이지
않다.
이와 같은 평가결과에 따라 청년층 대상 직업훈련정책에 대한 다
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청년층에게 직업훈련정책
은 특히 효과적인 정책도구일 수 있으므로 청년층을 수혜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직업훈련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을 수립
할 때 청년층은 고졸자 등 다양한 교육수준을 가진 자로 구성되며,
재학생도 다수 포함한다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
다. 마지막으로 현 직장에서의 직업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거나 현
재 일자리의 질이 낮은 곳에 근무하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재직자 대상 직업훈련도 필요할 것이다.
나. 고용서비스(제4장)

이 장에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제공되는 정부의 고용서비
스가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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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2017년 청년지원 프로그램(고용노동부 청
년고용기획과, 2017)을 참고하면, 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프로
그램은 고용노동부 3개(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취업성공패키
지지원(일반), 청년내일찾기패키지, 해외취업지원), 중소벤처기업부
1개(벤처기업 경쟁력강화(벤처기업 일자리 창출지원)), 국가보훈처 1
개(취업지원(국가유공자취업지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취업박람회를 비롯한 다수의 고용서비스를 시행하
고 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고용서비스의 성과를 측정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마찬가지로 고용서비스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도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이때문에 선행연구는
주로 청년패널조사와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를 이용하였으며, 한국
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유일하게 워크넷이라는 행정통
계를 이용한 연구가 양지윤․정희정․최석현(2016)이다. 고용서비스
성과로는 취업 여부를 주로 측정하되 질적 측면에서 대기업 취업 여
부, 정규직 취업 여부, 대기업 정규직 취업 여부, 일자리의 기술적합
도․학력적합도․전공적합도, 대기업(공공기관) 취업, 일자리 안정성
(정규직), 일자리 만족도, 그리고 임금 수준을 성과로 간주하였다. 분
석 방법으로는 취업 여부를 피설명변수로 하는 경우에는 로짓 모형
을 이용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 취업 여부, 정규직 일자리 취업 여부
를 피설명변수로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취업 후의 임금
수준을 피설명변수로 한 경우에는 선형회귀(linear regression)를 이
용하였다. 청년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고용서비스로서
선택한 변수는 다양하다. 주로 일자리 탐색방법과 대학의 지원활동
에 대한 만족도이다.
선행연구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먼저 공
공고용서비스와 대학의 취업지원서비스가 청년층의 취업에 긍정적
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들이 취업한 일자리의
질적 측면도 양호하다는 점이다. 이처럼 선행연구의 결과로 추측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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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공공고용서비스는 청년층 대상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서 유
효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 고용장려금(제5장)

이 장에서는 청년 고용장려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
는 중소기업청년인턴과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중심으로 그간
운영되어 온 청년층 대상 고용장려금 정책의 성과에 대해 평가한 연
구들을 살펴보고, 향후 사업 평가 개선방향과 사업 발전방안 등에
대해 생각해 본다. 2010년 이후 청년고용장려금과 관련된 연구는 주
로 청년인턴제에 집중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중 청년을 대상으로 한 부분에 대한 분석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를 위한 자료로는 행정자료가 이용되었는데 일모아 DB와 취업
통계패키지 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상담과정에서 얻은 개인특성자료,
그리고 고용보험 DB에서 얻은 취업성과 자료가 결합되어 활용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청년인턴이 일한 기업 자료가 활용되기도 했
다. 기존 연구에서 살펴본 사업의 주요성과 지표들을 사업과 관련된
시간의 흐름으로 살펴보면 노동시장 진입 후 사업 참여까지의 시간,
지속적인 사업 참여 여부, 사업종료 후의 취업 여부와 사업종료 후
취업까지의 기간, 고용유지 기간, 일정기간 이상 취업 유지 확률 등
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들 지표들은 사업 대상 선정의 적정성 여부,
사업에 대한 참여자의 만족 정도, 사업 참여 이후 노동시장에서의
성취 등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모두 나름의 의미를 갖고 있다. 기존
의 연구를 통해 많은 유용한 사실들이 발견되었는데, 대체로 사업의
성과가 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중손실의 우려가 지적
되기도 했다.
기존 연구들에 비추어 볼 때 향후 더 나은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
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 평가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무엇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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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의 성과 검토를 위해서는 고용장려금 제도를 거치지 않은 청
년 취업자/미취업자들과 청년고용장려금의 수혜를 받은 취업자/미취
업자들의 취업 경로와 노동시장성과가 비교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는 적절한 비교집단을 구성하고 사업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성과 비교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평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
았다. 향후 연구는 기본적으로 적절한 비교집단의 구성으로부터 출
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들이 사업 참여자들
중 참여한 근로자들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향후 참여 기
업에 대한 정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참여 기업
담당자의 주관적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보다는 기업단위에서 연령별
고용구조와 고용보조금의 활용 상황, 정규직 전환 현황 등의 객관적
자료가 연구에 반영된다면 보다 풍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제도 설계 측면에서는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에 대한 논의
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여건이 허락된다면 금액과 지
원기간을 달리하는 실험연구를 시도해 보는 것도 장기적으로 더 나
은 제도의 설계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기존 연구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재학생들의 성과가 높
다는 사실이 주목되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재학생과 졸업생 중 재학생 쪽의 성과가 높
은 것이 확인된다면, 고용장려금 프로그램에 보다 적극적으로 재학
생들의 참여를 늘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보다는 더 긴 시계를 지닌 연구들이 필요하다. 기
존 연구들은 길어야 3∼4년 정도의 자료나 한 해의 사업 참여자들을
추적한 실증분석만을 실시하였는데, 일부 연구를 통해 사업 직후에
성과가 나타나더라도 사업에 참여한 이후 약 3～4년이 지난 시점에
는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안
정적 고용이 유지될 수 없다면 청년층의 고용장려금 설계에 대해서
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구들은 좀 더 긴
기간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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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창업지원(제6장)

본 장은 2018년도 청년층 창업지원정책 심층평가 연구를 위한 예
비 연구 차원에서 이루어진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정
부 각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창업지원 사업의 현황을 가능한 한 축
약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논의의 출발점을 삼았다. 더불어 본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상당히 척박하기는 하나, 청년층 대상
일자리사업 중 창업지원 유형 사업 및 청년 창업지원정책 전반에 대
한 평가 문헌을 검토하고, 청년 창업지원정책 평가 목적에 적합한
데이터 및 분석방법은 어떤 게 있으며 향후 어떻게 접근해야 명료한
평가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지와 관련하여 기초분석 수준에서 일종
의 예시를 제시하였다.
먼저 청년 창업지원 사업의 경우 각 부처별로 숫자가 매우 많고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더불어 특정 창업지원 사업
이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명백히
청년 외 정책수혜대상을 염두에 둔 사업을 제외하고, 청년층이 주요
수혜 대상임이 뚜렷한 사업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청년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 수행 시 여러 부처에서 다양하
게 시행되는 청년 창업지원 사업의 유사․중복성 및 예산 집행의 효
율성 등을 심층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한편 창업지원정책과 관련된 기존 연구 중에는 창업지원이 일자
리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그다지 많지 않은 실
정이다. 해당 주제에 대해 수행된 일부 선행연구의 결과는 정부의
창업지원이 구체적인 사업 내역에 따라서는 별다른 일자리 창출 효
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 의욕적으
로 추진되고 있는 혁신경제 활성화 차원의 청년 창업지원정책을 시
행하는 과정에서, 과거 정책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바로
잡는 데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심층평가 연구에 대한 예비 연구의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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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창업 관련 조사 원자료를 입수하여 기초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
다. 다만 해당 분석 결과 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며,
향후 수행될 심층평가 목적에 적합한 데이터 및 분석방법에 대한 일
종의 예시로서 제시된 것임을 밝힌다. 물론 심층평가 연구에서는 더
욱 다양한 자료를 여러 가용한 경로를 통해 입수하고 창업주 연령대
가 청년층인 기업 표본을 가능한 한 정확히 식별한 후, 이에 대해 훨
씬 엄밀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마. 실업급여(제7장)

7장에서는 청년의 실업급여 현황과 국내외 연구를 정리하였다. 이
를 통해 청년들의 구직급여는 수급기간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짧게
설정되어 있어 구직활동을 충분히 지원하기엔 부족하다는 점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소진율로 확인되었다.
또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실업자 대비 실업급여 수급률이 현격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낮은 수급률은 상대적으로 짧은 수급기간과
비자발적 이직 등 수급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운 데에 기인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비자발적 이직자 대비 실업급여 경험률의 격차가 다
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 것이 이를 보여준다. 여
기에 더해 노동시장 진입과정에 있고, 아르바이트를 경험할 가능성
이 높은 청년층의 특성상 일을 하고도 고용보험에서 배제되는 사각
지대를 경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실업급여
수급에 이르지 못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실업급여는 OECD 국가들과 비교를 해보면 기여요건(6
개월)에서는 OECD 평균(8개월)보다 낮아 실업급여 수급가능성 측
면에서는 비교적 관대한 반면, 수급기간 측면에서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쳐 청년의 실업 시 충분한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엔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의 실업급여 수급에서도 여러 문제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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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취업 경험 없이 또는 실업급여 수급조건 미충족 상태에서 구직
활동 단계에 진입하는 청년의 실업 시 소득 보장 체계가 미비한 것
도 문제라 지적할 수 있다. 해외사례를 보면, 주요 선진산업국가들
중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룩셈부르크가 실업급여로 실업급여
수급조건 미충족 청년 실업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호주, 핀란드, 독
일, 영국, 뉴질랜드, 스웨덴, 그리스 등이 실업부조를 통해 취업경험
이 없는 청년을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이탈리아, 일본, 한
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캐나다의 경우 공공부조
의 일부로 빈곤층 청년 실업자를 보호하는 정도 외의 다른 시스템은
갖추지 않은 나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프랑스, 스웨덴 등은
별도의 소득 보장 시스템을 설계해 청년 실업자를 보호하는 시스템
을 갖추고 있었다.
기존 연구들을 보면 청년은 기본 소득이 없어 유동성 부족에 처하
는 경우가 많고, 평생의 업을 구해야 하는 연령대 특성상 도덕적 해
이 가능성이 낮아 실업급여를 길게, 더 많이 지급해도 다른 연령대
에 비해 도덕적 해이로 인한 실업기간 연장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
후생 가능성도 높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길면 재취업 직장의 근속이 길어지는 등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결과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북유럽조차도 1990년대 복지급여제도
개편과정에서 청년의 실업급여 수급률이 떨어지는 등 복지 리모델링
이 청년의 실업보호 수준을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추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볼 때 우리나라 청년의 실업급여 또는 실업 시 소득
보장 시스템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충족자를 위한 소정급여일수 수준
을 늘리는 방향, 실업급여 수급자격 미충족자 비중이 많은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실업급여가 아닌 사회안전망을 추가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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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청년수당․배당(제8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수당과 청년배당은 청년에
게 현금을 지급한다는 면에서는 같지만 사업의 성격과 목적은 다르
다. 서울시 청년수당에서는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지급액의
사용도 구직활동과 관련된 것에 국한하고 있다. 반면, 성남시의 청년
배당은 구직활동이나 소득기준과 같은 조건 없이 해당 연령의 청년
모두에게 현금을 지급한다. 청년배당의 이론적 근거는 기본소득론이
지만 실제 운영방식으로 보면 사회수당에 속한다.
사업의 목적이 다르면 평가의 기준이나 방법도 달라야 한다. 향후
청년수당이나 청년배당에 대한 평가 기준과 방법을 마련하려면 먼저
사업의 성격과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지방자치단
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수당과 청년배당의 특징 및 성격에 대해
검토한다. 그리고 두 사업을 옹호하는 주장과 비판하는 주장을 검토
한다.
서울시 청년수당의 대상은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
세 저소득(중위소득 150%) 미취업자(구직기간 6개월) 혹은 불안정
취업자(주 30시간 미만)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생애 1회, 연간 300만
원(월 5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한다.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성남시에 3
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50만 원(분기 25만 원, 4분
기)의 지역화폐를 지원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적용대상자는
2016년 7월 기준 11,238명이며 연간 예산 비용은 113억 원이다. 지
급액을 10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년배당이나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청년수당이 복지 낙
인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비판한다. 청년수당 프로그램은 적극
적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이다. 그동안 많은 구직 촉진 정책이 있었다.
구직 촉진 정책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청년수당에도 제기된다. 지방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수당은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대상이 겹칠 가능성이 높다.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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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배당 혹은 기본소득을 원칙에 따라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문
제가 뒤따른다. 청년배당은 기본소득, 사회수당의 하나이다. 노동 기
여에 대한 요건 없이 받는 것이므로, 노동시장 지표는 핵심 평가지
표가 아니다. 오히려 사회적 보호와 생활 안정에 얼마나 도움을 주
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과 부합한다.

4. 결 론
6개의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을 평가한 선행연구를 정리․검토한
결과로부터 공통점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는 정책
프로그램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이질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성과를 비교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청년층 대상 노동시장
정책을 평가하는 경우에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이질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데이터의 발굴이 필요하다.
둘째, 참여자와 미참여자에게서 나타나는 이질적 특성도 문제이나
참여자 내에서도 이질적 특성이 존재하며, 이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
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정책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앞으로도 여러 노동시장정책 평가에서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요소이며, 이 결과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나 목표를 재설
정하여야 할지도 모른다.
셋째, 장기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체로 데이터는 횡단면
자료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 청년기에 나타나는 노동이동의 동태적
특성이 파악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동태성의 관
찰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데이터의 축적이 필요하다.
넷째, 정책 프로그램별로 성과도 상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업
훈련은 임금보다는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
으로 나타지만 고용서비스는 임금과 취업에 모두 효과가 있었다. 따
라서 다양한 성과를 측정해보려는 시도가 향후에 지속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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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차기 연도에는 새로운 접근도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어떠한 정책 프로그램이 유사한지를 확인하고, 유사한 프로그램의
평가를 통하여 통폐합이 필요한가, 아니면 고유의 사업으로서 유지
하여야 하는가를 고민하여야 한다. 아울러 정책 프로그램이 단일하
게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취업성공패키지나 인턴십 프로그램과 같이
여러 정책 프로그램이 혼합된 경우에 나타나는 효과와 단일한 정책
프로그램의 효과를 상호 비교해보는 시도도 필요하다. 이러한 다양
한 정책 평가의 시도는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정보가 축적된
데이터의 확보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연구자
와 정책당국자의 협업을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가 유지되는 수준에서
행정자료를 정책 평가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자료를 주기적
설문조사와 결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생명력 있는 정보를 확
보하는 것이 절실하다.

제1장 서 론

1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2016년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과 실업률은 각각 42.3%와 9.8%였
다. 말하자면 청년층 생산가능인구 10명 가운데 4명이 일을 하고 있으며,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10명 가운데 약 1명은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것이
다. 이미 한국의 청년층 고용률은 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1-1]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2016년의
경우에 15∼24세와 25∼29세 모두 고용률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
은 편이다. 실업률에서도 차이가 크지 않아 15∼24세의 경우에는 OECD
회원국 평균보다 2.2%포인트 낮으나 25∼29세의 경우에는 OECD 회원
국 평균보다 오히려 0.8%포인트 높다.
1997년 말에 외환부족사태가 초래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유례가 없
을 만큼 심각하였던 실업 문제는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완화되었다. 하지
만 청년층의 실업 문제가 지속되자 당시의 정부가 청년 실업 문제를 해
결하려는 노동시장정책을 수립하면서 청년층 대상 노동시장정책은 시작
되었다.
청년층 대상 노동시장정책은 제16∼18대 정부를 거치면서 세부 내용
을 달리하는 가운데 계속 추진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2017년 9월 현재 15
∼29세의 고용률과 실업률은 각각 42.6%와 9.2%로 전년동월대비 고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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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0.1%포인트 증가하고, 실업률은 0.2%포인트 감소한 정도이다. [그림
1-2]를 보면, 2016년의 청년 고용 사정은 2000년보다 여전히 심각함을
알게 된다.
[그림 1-1] 한국과 OECD의 청년층 고용률․실업률 비교(2016)
(단위 : %)

자료 : OECD.Stat(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LFS_SEXAGE_
I_R#, 검색일 : 2017년 11월 9일).
[그림 1-2] 15∼29세 고용률․실업률 추이(2000∼2016)
(단위 : %)

주 : 실업 구분을 구직기간 4주일 기준으로 한 결과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해당 연도(국가통계포털에서 2017년 10월 5일에
내려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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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해볼 때,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시장정책
이 청년 고용 문제의 해결에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였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정책 프로그램별 평가는 수행되었으나 이를 종합하
는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 연구는 정부의 재정지출 일자리분야
사업을 포함한 청년층 관련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2017년부터 5
년간에 걸쳐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의 첫 단계 연구로
서 청년층 대상 노동시장정책을 평가한 보고서와 논문을 면밀하게 검토
함으로써 정책의 종합적 평가를 위하여 어떠한 쟁점을 검토하여야 하는
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가를 고민해보고자 한다.
이것이 바로 이 연구의 목적이다.

제2절 연구 대상 정책과 보고서 구성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은 직접일자리 창출, 직업능력개발,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으로 구분된다. 이는 이른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Active Labor Market Program : ALMPs)에 해당한다. 그리고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서 실업급여가 포함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아직 실업부
조가 없으나 최근 서울특별시의 청년수당과 경기도 성남시의 청년배당이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표 1-1>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사업명
직접일자리

중소기업청년인턴제, 글로벌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직업능력개발

청년취업아카데미, 일학습병행운영지원 등

고용서비스

청년취업진로및일경험지원, 청년취업성공패키지 등

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등

창업지원

창업성공패키지, 창업선도대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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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이 2017∼2022년 6년간 수행하는 ‘효과적
인 청년층 일자리 창출 방안을 위한 통합적 연구’의 일환으로서 작성된
다. ‘효과적인 청년층 일자리 창출 방안을 위한 통합적 연구’에서 이 보고
서와는 별도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대표적 기능을 맡고 있는 직접 일
자리 창출 정책을 평가하므로 이 보고서에서는 생략하고, 대신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에 해당하는 실업급여와 청년수당․배당을 연구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 청년 고용 정책과 예산의 변
화를 알아보고, 제3∼8장은 순서대로 직업능력개발, 고용서비스, 고용장
려금, 창업지원, 실업급여, 청년수당․배당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마지막
장인 제9장에서 2019∼2022년 4년간에 걸쳐 수행하게 될 정책 프로그램
별 평가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런데 문제는 정책 프로그램에 따라서 평가 연구가 그다지 이루어지
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고용서비스, 창업지원, 실업급여, 청년수
당․배당이 이에 해당한다. 이 정책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쟁점을 중심으
로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에 따라 장별 통일성과 일관성이 다소 떨어진
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다. 이러한 한계를 감안하면서 연구를 진행하기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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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청년층 노동시장 현황과 정책의 변화

청년층 대상 노동시장정책의 변화를 살펴보려면, 청년층 노동시장 상
황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청년층 노동시장 상황은 고용률, 실업률,
비정규직 비율 등 여러 노동시장 지표로부터 확인된다. 여기에서는 개략
적 이해가 필요한 만큼 실업률과 고용률 두 지표를 중심으로 청년층 노
동시장 상황을 개관하면서 청년층 대상 노동시장정책이 어떻게 변화하였
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아울러 가급적 2000년 이후의 청년층 대상 노
동시장정책 변화를 고찰하고자 하므로, 구직기간 1주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업을 구분하였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이용하기로 한다.
[그림 2-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외환부족사태가 일어나기 전인 1996
년의 15∼29세 실업률(구직기간 1주 기준)은 4.6%였다. 그런데 1년 뒤인
1997년에는 5.7%, 2년 뒤인 1998년에는 12.2%, 1999년에는 10.8%로 유례
가 없는 높은 실업률을 기록한다. 경기 회복이 진전되면서 실업률은 다시
하락하여 2002년에는 6.6%까지 내려가는 양상을 보였다. 제15대 정부는
직접적 일자리창출과 벤처 활성화로 청년 실업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전의 실업률 수준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자 정
부는 청년 실업 대책 수립에 나서게 되었다. 이에 따라 ‘청년실업 현황과
대책’(관계부처 합동, 2003. 9. 22.)이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당시 실업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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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원인을 공급 증가와 “버젓한 일자리”(관계부처 합동(2003), 3쪽)의
부족으로 보았다. 이를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중․장기 대책으로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되 이는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여 단기적 대책으로서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 직장체험 기회
제공, 직업훈련 실시, 취업알선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2004년 3월 5일에 제정되어 같은 해
6월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에 따라 같은 해 11월 30일에 청년실
업대책특별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며, 제1차 회의가 12월
10일에 개최되었다.
그런데 청년 실업 문제가 완화되는 조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다시
2005년 1월 28일에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등 6개 부처가 공동으로 ‘청
년고용촉진대책 : 학교․노동시장 이행 원활화를 중심으로’(2005. 1.)를
발표하게 되었다.
문제는 실업률의 하락폭은 크지 않으면서 고용률이 동시에 하락하는
[그림 2-1] 15∼29세 고용률․실업률 추이(1990∼2014)
(단위 : %)

주 : 실업 구분을 구직기간 1주일 기준으로 한 결과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해당 연도(국가통계포털에서 2017년 10월 5일에
내려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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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을 2005년부터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때 보조적인 정책으로서
‘해외취업 촉진대책(2006. 3. 22.)’(고용노동부 외)과 ‘고졸 이하 청년층
고용촉진대책(2006. 4. 20.)’(교육인적자원부 외)이 수립되었다. 제16대 정
부의 마지막 해인 2007년에는 다시 종합대책이 수립되기에 이르렀다. 바
로 ‘청년실업대책 추진 상황 및 향후대책(2007. 4. 27.)’이다(국무조정실,
2007 참조).
2002년의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구직기간 4주 기준)1)은 각각 45.1%와
7.0%였다. 제16대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07년의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은
각각 42.6%와 7.2%로 2002년과 비교하면, 5년 사이에 고용률은 2.5%포
인트 감소하고, 실업률은 0.2%포인트 증가하였다. 이 상황은 2007년 4월
에 미국 2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회사인 뉴센추리 파이낸셜이 파산
신청을 하면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와도 관련이 있다.
[그림 2-2] 15∼29세 고용률․실업률 추이(2000∼2016)
(단위 : %)

주 : 실업 구분을 구직기간 4주일 기준으로 한 결과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해당 연도(국가통계포털에서 2017년 10월 5일에
내려받음).

1) 2000년부터는 구직기간 4주일을 기준으로 한 통계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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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등장한 제17대 정부는 청년의 해외취업에 정
책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시작하였다.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계획
(2008. 4. 29.)’(교육과학기술부 외)을 들 수 있다. 그리고 4개월 뒤인
2008년 8월에 ‘청년고용 촉진대책(2008. 8. 29.)’(기획재정부 외)을 수립한
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행 속에서 다시 ‘청년고용 추가대책(2009. 3.
19.)’(노동부)을 제시하기에 이른다. 2008년의 고용률과 실업률은 각각
41.6%와 7.2%로 전년도와 비교할 때, 고용률은 1.0%포인트 하락하고,
실업률은 변동이 없었다. 그리고 2009년의 고용률과 실업률은 각각
40.5%와 8.1%로 전년도보다 고용률은 1.1%포인트 떨어지고, 실업률은
0.9%포인트나 올랐던 것이다.
이에 제17대 정부는 ‘청년 내 일 만들기 1차 프로젝트(2010. 10. 14.)’
(관계부처 합동)를 수립하여 근본적 해결에 나서고자 하였다. 2011년에
다시 ‘청년 내 일 만들기 2차 프로젝트(2011. 5. 19.)’(고용노동부)를 수립
하고, 이어서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방안(2011. 9. 2.)’(관
계부처 합동)을 수립한다. 이 일련의 정책이 주효하였는지 계속 암울한
상황을 보이던 청년 노동시장 지표는 변화를 보이게 되었다. 2011년의
고용률과 실업률은 각각 40.5%와 7.6%로 전년도와 비교할 때, 고용률은
0.2%포인트 올라가고, 반대로 실업률은 0.5%포인트 떨어지는 결과를 보
였다. 2012년에는 ‘고졸시대 정착을 위한 선취업 후진학 및 열린 고용 강
화 방안(2012. 7. 13.)’(교육과학기술부 외)을 수립함으로써 제17대 정부
는 2012년의 고용률과 실업률이 각각 40.4%와 7.5%라는 성적표를 받아
들게 된다. 2007년 결과와 비교해보면, 고용률은 5년 사이에 2.2%포인트
낮아졌으며, 실업률은 0.3%포인트 증가하였다.
제18대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2013.
12. 18.)’(청년위원회 외)을 수립하고, 다음해에는 ‘학교에서 직장까지 : 일
자리단계별 청년고용대책(2014. 4. 14.)’(관계부처 합동)을 수립한다. 그리
고 ‘청년 해외취업 촉진방안(2014. 11. 21.)’(관계부처 합동)과 ‘능력중심
사회 조성방안(2014. 12. 18.)’(관계부처 합동)을 연이어서 제시하였다.
2015년에는 ‘인문계 전공자 취업 촉진방안(2015. 6. 24.)’(관계부처 합동),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2015. 7. 27.)’(관계부처 합동), ‘청년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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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촉진대책(2015. 11. 27.)’(관계부처 합동),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
화 방안(2016. 4. 27.)’(관계부처 합동)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대통령이 탄
핵된 상황이었지만,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2017. 3. 22.)’(관계
부처 합동)도 수립되었다. 2016년의 고용률과 실업률은 각각 42.3%와
9.8%로 고용률은 2012년보다 1.9%포인트 증가하였으나 실업률도 2.3%
포인트나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제2절 역대 정부의 청년 노동시장정책

청년 노동시장정책을 역대 정부별로 살펴보는 까닭은 두 가지 이유이
다. 먼저 정부에 따라 중점을 둔 정책이 상이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제3절에서 확인되지만, 정책에 투입된 예산을 일관되게 시계열적으로 파
악하기가 어려우며, 역대 정부별로만 파악이 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이 절에서는 역대 정부별로 어떠한 청년 노동시장정책이 수립․실행되었
는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1. 제15대 김대중 정부
앞에서 설명을 하였지만, 제15대 정부는 대량의 실업사태를 긴급히 해
결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청년 고용 문제는 실업 대책의 일환에서 접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그림 2-3]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실업률
과 15∼29세 청년 실업률이 동시에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도 전체 실
업률보다 청년 실업률이 완화되는 정도는 점차 낮아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김영재․정상완(2013)을 참고로 하면, 당시의 정부는 직접적 일자리창
출을 통하여 청년 실업 문제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보였던 것으로 이해된
다. 예를 들어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에 대졸 미취업자를 30% 정도 배정
한 사실을 들 수 있다. 이밖에 정부 지원 인턴제 사업, 정보통신분야 전
문교육사업 등을 들 수 있다.

10

청년층 노동시장정책의 종합적 평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그림 2-3] 실업률 추이 : 전체, 15～29세(1995～2002)
(단위 : %, 배)

주 : 실업 구분을 구직기간 1주일 기준으로 한 결과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해당 연도(국가통계포털에서 2017년 10월 26일에
내려받음).

유완식․강병구․김복순․홍원표․강승복(2001)에 따르면, “정부지원
인턴제의 경우는 지방노동관서 목표관리 채용 등을 통해 채용목표(42천
명) 및 추가목표(12천 명)를 모두 조기 달성함으로써 청년층의 실업 해
소에 기여하였다”(p.98)고 한다. “정부지원 인턴제도 경기가 회복됨에 따
라 사중손실(dead-weighted loss)의 발생에 대한 비난이 있기는 하였지
만, 심각한 청년층 실업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자칫
졸업하자마자 실업의 고통으로 좌절의 나날을 보내야 했을 수많은 청년
층 실업자들에게 근로와 자기계발의 기회를 주어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였다”(p.361)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리고 “장기실업자 자영업창업지원사업에 전문직종으로 창업을 하고
자 하는 신규 청년실업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5,000만 원 이내의
전세점포를 임차하여 이를 대여하여 자영업 창업을 지원하며(전세보증금
의 연리 7.5%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납부) 그 기간은 1년(최장 3년까
지)”(p.273)으로 하였다. “이 사업은 담보보증 여력이 취약하고 가족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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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여건상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장기실업자 및 신규 청년실업자에
게 무담보 무보증으로 소규모 점포를 마련해 줌으로써 사실상의 일자리
창출(제공) 효과를 거두었다”(p.274)고 한다.

2. 제16대 노무현 정부
2002년 말 15∼29세 실업률은 구직기간 1주 기준으로 6.6%로2) 5년 전
인 1997년의 실업률 5.7%보다 0.9%포인트 높은 수준이었다. 아래 그림
에서 볼 수 있듯이 2000∼2002년에는 고용률이 증가하고, 반대로 실업률
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2003년에는 실업률이 1.0%포인트 오른
8.0%를 기록하고, 이와 함께 고용률도 0.7%포인트 떨어져 44.4%를 나타
냈다. 이처럼 청년층 노동시장에 적색등이 켜지자 제16대 정부는 청년
실업 대책 수립에 나서게 되었다.
[그림 2-4] 15∼29세 고용률․실업률 추이(2000∼2007)
(단위 : %)

주 : 실업 구분을 구직기간 4주일 기준으로 한 결과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해당 연도(국가통계포털에서 2017년 10월 5일에
내려받음).
2) 참고로 구직기간 4주일 기준으로 2002년 15∼29세 실업률은 87.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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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정부는 ‘청년실업 현황과 대책’(관계부처 합동, 2003. 9. 22.)을 발
표하면서 당시 실업 문제의 원인은 공급 증가와 “버젓한 일자리”(관계부
<표 2-1> 2003년 청년실업 현황과 대책 내용
사업분류

일자리
제공

단기
대책
직업
훈련

취업
알선

일자리
창출
중장기
대책

산학
협력
인프라
구축

세부사업
∙ 사회적 일자리 제공
공공부문 주도
∙ 신규 공직 채용확대
일자리
∙ 임시적 일자리 제공
∙ 국내 인턴 활성화
직장체험 기회 ∙ 연수제도 확대
확대
∙ 해외근무 경험기회 확대
∙ 해외 인턴․연수 확대
∙ 중소기업 고용지원금 지급
민간기업 채용
∙ 이공계 학․석사 미취업자 채용 장려금 지원
촉진
∙ 취업지원 연령제한 관행 개선
∙ 주문형 직업훈련 제공
맞춤형 훈련 ∙ 고졸 미취업자 취업연계적 훈련 실시
확대
∙ 청년채용패키지 사업 추진
∙ 전국 6대권역 직업훈련체계 구축
10대 차세대 ∙ 기술교육대(기능대) 성장산업 인력양성
성장산업 관련
대학육성
훈련 프로그램 ∙ 지방대 Trade Incubator 설치
∙ 문화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
개발
서비스 산업의 자격 종목 개발
맞춤형 서비스 ∙ 유형에 맞는 상담 및 취업알선
제공
∙ 직업지도프로그램(CAP) 운영
청년취업지원실 설치
워크넷 통한 ∙ 워크넷을 통한 인라인 취업지원
구직활동 강화 ∙ 무선인터넷(PDA, 휴대폰)으로 핵심정보 제공
성장 잠재력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일자리 나누기와 서비스산업의 육성
중소기업 육성과 인력양성기능 강화
대학교육을 산업수요에 맞게 개편
기업활동과 대학교육의 연계강화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직업지도 강화
청년고용 인프라 구축

자료 : 김유선․이명규․이정봉(2012),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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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합동, 2003: 3)3)의 부족이라 보았다. 청년 실업을 구조적인 문제로 인
식하고 중․장기 대책으로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도
록 하되 이는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여 단기적 대책으로서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 직장체험 기회 제공, 직업훈련 실시, 취업알선 지원 등을 제
시하였다.
2004년 3월 5일에는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최근 경기침
체와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현상 등으로 청년실업
이 급증함에 따라, 국부창출의 원천인 청년들의 실업이 경제성장의 장애
<표 2-2>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주요 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정
부투자기관과 민간사업자 등은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정부의 계획에 적극 협
조하도록 함(법 제3조 및 제4조).
나.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청년미취업자가 신규 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노력함(법 제5조).
다. 정부는 안보․국방․치안․소방․사회복지서비스 및 환경보전분야 등 인력의
수요가 큰 공공분야에 채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환경감시단․산불감시단
등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함(법 제6조).
라. 정부는 인건비 등 경기과중으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애로의 타개와 청년미
취업자의 실업해소를 위하여 중소기업체가 청년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
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와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
설 및 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법 제7조).
마. 정부는 기업체 또는 민간직업훈련기관이 청년미취업자 또는 청년재직자의 직
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역전문가 및 해외경영인력을 양성하고 신기술훈련을 위하여
해외에 청년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취업하게 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청년미취업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도록 함(법 제10조 및
제12조).
바. 정부는 대통령소속하에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두고, 청년미취업자 실업문
제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간․지역간․사업간 업무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전담행정조직을 설치하도록 함(법 제15조).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9123&lsI
d=009636&viewCls=lsRvsOnlyRsnInfoR&chrClsCd=010102#0000).
3) ‘decent job’을 ‘버젓한 일자리’로 옮긴 것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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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가 되거나 사회불안의 요인이 될 우려가 있는바, 청년미취업자에 대
한 취업기회 제공 및 취업능력 제고를 통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을 제정 이유로 하였다.
청년 실업 문제가 완화되는 조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다시 2005년에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등 6개 부처가 공동으로 ‘청년고용촉진대책 : 학
교․노동시장 이행 원활화를 중심으로’(2005. 1.)를 발표하였다. 이는 “청
년실업대책은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학교 - 노동시장의 원활한 연계, 노
동시장 인프라 확충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p.7)를 강조한 노동
부․한국노동연구원(2004)의 맥락을 잇는 대책이라 하겠다. 이 대책은
단기성보다 중․장기적 해결을 목표로 함을 밝히고 있다.
학교 - 노동시장 연계는 연수체험사업 실시와 대학 취업지원실의 센터
(가칭 종합인력개발센터)이다. 청년 노동시장 정책의 틀이 바로 2003∼
2005년에 갖추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틀을 바탕으로 차기 정부의 청년
노동시장 정책은 수정을 거듭했던 것이다.
<표 2-3> 2005년 청년실업종합대책사업 재정지원계획
(단위 : 억 원, 명)

소관
합계
① 직장체험 활성화
◦청소년직장체험 프로그램
◦이공계 미취업자 연수
◦IT인턴십 지원사업
◦신진연구자 연수지원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
◦문화산업 청년인턴채용
◦대학생 중소기업 단기체험
◦농업인턴쉽 지원(*)
② 단기 일자리 제공
◦지식정보 자원관리사업
◦국가기록물 정리사업
◦구인업체 개척사업
◦문화원형창작디지털콘텐츠화

노동부
산자부
정통부
교육부
산자부
문광부
중기청
농림부
정통부
행자부
노동부
문광부

예 산
7,885
1,117
625
150
10
80
80
129
40
4
2,389
664
45
56
120

인 원
252,716
82,330
75,000
3,000
600
922
468
2,240
(55,000)
100
18,988
2,600
308
2,800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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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의 계속
(단위 : 억 원, 명)

◦국민연금 상담사 채용
◦군부사관 인력확충
◦행정정보 DB구축(*)
③ 해외취업인턴 활성화
◦전문직 해외취업지원
◦해외시장 개척요원 양성
◦청년무역인력 양성
◦KOICA개발협력단 사업
◦해외인터넷 청년봉사단 파견
④ 청년층 직업훈련강화
◦기능사양성 특별훈련
◦정부위탁훈련
◦취업 유망분야 훈련
◦저소득청소년 S/W기술교육
◦제대예정사병 취업지원
◦중소기업청년채용패키지
◦지방대 Trade Incubator 설치
◦IT중소벤처기업인력지원
◦대학생 영농창업연수(*)
⑤ 청년취업인프라 확충
◦고용안정센터 육성
◦창업교육 강화
◦취업지원프로그램 구축
◦고용안정정보망 운영
◦중장기인력수급전망모델구축
◦종합직업체험관(Job World)(*)
◦인적자원 종합정보망 구축
◦지역인적자원개발기반조성(*)
◦기타
⑥ 중소기업 유휴일자리 충원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지원(*)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
◦교대제전환지원금(*)

소관
복지부
국방부
행자부
노동부
중기청
산자부
외교부
정통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정통부
국방부
중기청
산자부
정통부
농림부
노동부
중기청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교육부
노동부
노동, 정통, 문광,
교육부, 중기청
중기청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예 산
225
166
1,113
452
107
85
19
223
18
1,935
439
831
428
39
3
175
13
5
3
288
72
57
26
30
21
10
9
37

인 원
1,650
2,000
9,030
4,903
2,000
1,000
190
1,393
320
61,490
26,520
11,000
17,000
(35,120)
5,500
1,250
120
100
-

27

-

1,519
238
204
78
97
115

30,193
1,359
542
1,354
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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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의 계속
(단위 : 억 원, 명)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⑦기
타
◦뉴패러다임 확산(*)
◦학교기업육성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
◦Biz Cool 프로그램 활성화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지원
⑧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소관
노동부
노동부
교육부
교육부
중기청
여성부
인사위, 예산처
국조실,행자부

예 산
787
183
19
130
20
10
4

인 원
23,741
460
130
330
-

-

54,352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03), pp.26～27.

2005년 대책에서 해외취업인턴 활성화가 제시되었지만, 다시 ‘해외취업
촉진대책(2006. 3. 22.)’을 발표하고 정부는 청년에게 국경을 넘어서는 취
업에 나서도록 유도하고자 하였다. 노동부․교육인적자원부․산업자원
부․기획예산처․중소기업청(2006)은 “주요기업 청년 취업자 수는 40만여
명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대졸자는 50여만 명 수준으로 공급초
과”(p.9)와 “고졸 이하 실업률은 9.5%(’05년)”(p.9)라는 상황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에서 정부는 “과거 중동건설인력 파견 등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컸”(p.9)던 해외취업지원사업을 청년층 노동시장
정책 프로그램으로서 추진하고자 한 것이다. 실제의 구인수요가 많지 않
고, 해외취업 관련 정보를 종합하면서 해외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해외 기업의 니즈를 충족할 만한 자
격을 가진 인력이 부족함을 문제점으로 보고, 지역․직종별 맞춤형 취업
촉진, 적극적인 구인업체 개척, 해외취업지원 인프라 확충, 해외취업지원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정책 방향으로서 제시하였다.
2004년에는 고용률과 실업률이 각각 45.1%와 8.3%로 전년도와 비교
할 때, 각각 0.7%포인트와 0.3%포인트 동시에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2005년에는 고용률과 실업률이 각각 44.9%와 8.0%로 전년도와
비교할 때, 각각 0.2%포인트와 0.3%포인트 동시에 감소하는 결과를 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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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해외취업 촉진대책 기본방향
① 해외 구인수요가 많은 직종에 대한 적격인력 양성확대 :
간호사, IT인력
지역․직종별
맞춤형
취업촉진

② 양성된 인력이 많은 직종에 대한 구인개척 노력 강화 :
항공승무원
③ 아국 해외진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양성 확대 :
비즈니스 전문인력

적극적인
구인업체 개척

해외취업지원
인프라 확충
해외취업지원
사업
효율적 관리

① 해외 현지 취업설명회 및 홍보 강화
② 재외공관 및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구인개척
① 해외취업 종합지원체제 구축
② 해외취업지원 관련조직 강화
① 사전․사후관리 기준 마련
② 취약계층지원 우대

자료 : 노동부․교육인적자원부․산업자원부․기획예산처․중소기업청(2006), p.13.

‘해외취업 촉진대책(2006. 3. 22.)’(노동부 외)에서 고졸 이하 학력층의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하였던 정부는 ‘고졸 이하 청년층 고용
촉진대책(2006. 4. 20.)’(교육인적자원부 외)을 수립하였다. 교육인적자원
부․노동부․중소기업청․기획예산처(2006)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실업
자를 학력별로 구분하면 청년실업자 중 고졸 이하 학력자(44.2%)가 대학
졸업자(38.5%)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실업률도 고졸 이하의 실업률
(9.4%)이 대졸자(6.5%)에 비해 높은 것”(p.7)을 고심하였다. 그리고 이
원인으로서 첫째, 고학력화에 따른 하향취업, 둘째, 고졸 청년층의 잦은
이직, 셋째, 고졸 이하 청년층의 원활하지 못한 학교–노동시장 이행을
들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행된 청년층 노동시장정책이 대학 재학
이상의 청년층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고졸 이하 청년층에게는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로 이행하지 않도록 하는 맞춤
형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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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책에서는 네 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종합적인 취
업지원시스템 구축, 둘째, 실업계고교 취업경쟁력 제고, 셋째, 비진학청소
년․중도탈락자에 대한 지원, 넷째, 청년층의 중소기업 입직 유도 강화이
다. 이때 흥미로운 점은 영국의 청년뉴딜(New Deal for Young People)
방식(직업지도프로그램․개별상담 ↔ 실업대책 사업 참여 ↔ 취업알선)을
도입하여 개인별 종합취업지원서비스(Youth Employment Service :
YES)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책 프로그램이 제시되었다는 사실이다.
2006년 실업률이 7.9%로 전년도보다 0.1%포인트 줄어들었음에도 고
용률은 43.4%로 전년도보다 1.5%포인트 감소한 결과는 마지막 해를 맞
이하는 제16대 정부로 하여금 종합대책 수립에 나서게 하는 계기가 되었
다. 바로 ‘청년실업대책 추진 상황 및 향후대책(2007. 4. 27.)’(국무조정실,
2007)이다. 이 대책은 “참여정부의 청년실업대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서 집권 말 청년실업대책의 보완점을 제시하는 성격을 갖는다”(p.49)고
<표 2-5> 고졸 이하 청년층 고용촉진대책 기본방향
종합적인
취업지원
시스템 구축

① 취업전담창구 설치 운영
② ｢실업계고 취업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운영
①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명문특성화고｣ 확대

실업계고교
취업경쟁력 제고

② 협약학과 사업 추진
③ 공고․기업 연계맞춤형 인력양성

비진학청소년
및 중도탈락자에
대한 지원

청년층의
중소기업
입직유도 강화

① 일반계고 직업교육과정 운영
② 고교 중도탈락자 직업훈련과정 이수 시 고졸자와 동등의
학력 인정
①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
②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
③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한 대학진학지원 등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노동부․중소기업청․기획예산처(2006),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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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선․이명규․이정봉(2012)4)은 평가하고 있다. 청년 실업을 수급 미
스매치(mismatch)의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신규 사업으로서 공급과
인프라 쪽에 무게를 두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16대 정부의 최종
성적표는 2007년 실업률이 7.2%로 전년도보다 0.7%포인트 감소하였으
나 고용률은 전년도보다 0.8%포인트 감소한 42.6%를 기록하였다.
<표 2-6> 2007년 ｢청년실업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따른 신규사업
사업분류
진로․직업지도 강화

세부사업
◦ 초․중․고 재학생
- 직업진로지도 전문가 양성
- 직업세계 체험주간
◦ 대학 교육과정 모델 발굴․보급
- 산업계 관점 공과대학 산업기여도 평가

대학의 경쟁력 강화

◦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제도 도입
◦ 대학 특성화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
- 대학별 특성화 촉진
- 특성화 성과관리체계 구축

공급

직업교육․훈련체계
혁신
군복무 청년층
취업지원강화

◦
-

직업훈련의 혁신
고교중도탈락자 고졸학력 인정
훈련공모제 도입
훈련수시반 편성

◦ 군입대 전 기술인력 양성
◦ 전역 후 취업지원
◦ NEET족 직업지도 및 취업지원 강화

취약청년층 취업지원
강화
인프라

◦ 고용지원네트워크 구축
◦ 취약청소년 취업지원기능 활성화 지원사업

학교의 취업지원 활성화

◦ 전문계고교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청년실업대책 성과 제고

◦ 청년실업대책 평가 및 홍보체계 구축

자료 : 김유선․이명규․이정봉(2012), pp.47～48.
4) 이 보고서를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두 종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우리는 ‘네트
워크 총서 12-3호’라 붙은 보고서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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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7대 이명박 정부
글로벌 금융위기의 도래를 앞두고 출범한 제17대 정부는 ‘글로벌 청년
리더 양성계획(2008. 4. 29.)’(교육과학기술부 외)으로 청년 고용 문제 해
결에 나서게 되었다. 이는 “청년들의 취업 무대를 국내 노동시장에서 세
계 시장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해외 경험을 쌓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 성
장을 주도할 핵심 인력으로 양성하는 한편, 기업이 원하는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여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및 마찰적 실업도 완화”(교육과학기술
부․행정안전부․외교통상부․지식경제부․노동부․국토해양부․여성
부․중소기업청․산림청, 2008: 1)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가적 차
원의 글로벌 청년리더를 10만 명 양성”(p.1)하겠다는 것이었다. 해외 취업
에 5만 명, 해외인턴에 3만 명, 해외봉사단에 2만 명을 배정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종합대책을 같은 해 8월 29일에 발표하였다. ‘청년고용
촉진대책(2008. 8. 29.)’(기획재정부 외)은 단기적 대책과 중․장기적 대
책을 병행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 목표를 청년 취업애로계층의
감소에 두었다. 크게는 단기적 정책으로서 세 가지 실천과제를 제시하였
<표 2-7>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계획 세부 내용
정책목표

사업대상

ㆍ해외취업 활성화 ㆍ학교 졸업(예정)
해외취업 를 통한 청년 고 자, 청년실업자
및 취업 애로층
용촉진

연차별 계획
’08

’09～’13

ㆍ통합 정보망
ㆍ7,400명(’09)
구축, 거점대학
ㆍ최종 5만 명
육성 등
달성 추진
인프라 확충

해외인턴

ㆍ국제적 경험축적
ㆍ대학 재학생
등을 통한 글로벌
(졸업 예정자)
인재 양성

ㆍ인프라 구축 ㆍ5,400명(’09)
ㆍ산·학·관 연계 ㆍ최종 3만 명
방안 강구
달성 추진

해외
자원봉사

ㆍ개도국 자원봉사 ㆍ봉사, 희생정신을 ㆍKOICA 중심
ㆍ3,400명(’09)
등을 통한 국제적 갖춘 인재
개선책 마련
ㆍ최종 2만 명
감각이 있는
ㆍ의료, 컴퓨터 등 ㆍ단·중기 과정
달성 추진
기술인력
신설 추진
인재 육성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외교통상부․지식경제부․노동부․국토해양
부․여성부․중소기업청․산림청(2008),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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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째, 청년친화적 일자리 지원, 둘째, 직업체험 확대 및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셋째, 청년고용 인프라 확충을 통한 미스매치 완화이다.
이는 수요, 공급, 인프라를 각각 대상으로 하는 과제로 볼 수 있을 것이
다. 눈에 띄는 것은 인턴제 확대와 마이스터고교 지정이다.
중․장기적 과제로는 첫째, 서비스산업 육성 등 근원적 일자리 창출과
인재 양성, 둘째, 대학 구조개혁 및 보다 나은 일자리 이동 지원, 셋째,
법령ㆍ제도정비 등 청년고용 인프라 강화가 제시되었다.
<표 2-8> 청년고용촉진대책 실천과제별 주요 사업
주요 사업내용
1. 청년친화적 일자리 지원
1-1. 청년 인턴제 도입

▪1인당 월 약정임금 50% 지원(‘09년 5,000명
시행)

1-2. 기업 주도적 인턴채용 확대

▪대기업 등 중견기업 인턴채용 확대

1-3. 민간의 추가 채용 운동 지원 ▪민관 공동으로 중소기업 신규채용 확대 노력
1-4. 분야별 우량 중소기업 발굴

1-4-1. 분야별 우량 중소기업 발굴, 청년층에
제공
1-4-2. 중소기업 인식제고

1-5. 청년 기업가 육성

1-5-1. 청년 창업 지원
1-5-2. 공예ㆍ디자인 등 틈새시장 창업지원
1-5-3. 청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

1-6. 해외취업 확대

▪ ’09년부터 5년간 해외취업 5만 명 달성 추진

2. 직업체험 확대 및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2-1. 단기 복무장병 취업캠프
도입

▪전역 전 취업캠프를 통해 조기취업 지원

2-2. 직장체험 프로그램 개편

▪ 직장체험 프로그램 개편

2-3. 한국형 마이스터 양성 등
취업교육 강화

2-3-1. 마이스터고교 육성
2-3-2. 중소기업-전문고 취업협약 체결
2-3-3. 진로개발 표준모델 마련

2-4. 대학 취업경쟁력 강화

2-4-1. 대학별ㆍ학과별 취업률 공표 확대
2-4-2. 자발적 취업증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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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의 계속
주요 사업내용
2-5-1.
2-5-2.
2-5. 산업수요에 기반한 인력 양성 2-5-3.
2-5-4.
2-5-5.

산업단위 훈련-고용 원스톱 지원
권역별 직업능력 중심대학 운영
고학력 여성 직업능력 개발
산업ㆍ지역별 공모제 강화
맞춤형 교육훈련을 통한 취업촉진

2-6.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 명 ▪ 금융ㆍ문화콘텐츠ㆍ정보통신ㆍ첨단의료 등
양성
미래 핵심산업 인력 양성
2-7. 기술계 학원 활성화 방안 마 ▪ 디자인ㆍ이미용 등 현장 맞춤형 산업인력
련ㆍ시행
양성 방안 마련
3. 청년고용 인프라 확충을 통한 미스매치 완화
3-1. 청년 뉴-스타트 프로젝트
추진

▪ ’09년 1만 명 취업애로 청년 대상 종합 고용
지원서비스 제공

3-2. 직업ㆍ취업 등 고용정보
인프라 확충 및 제공

3-2-1.
3-2-2.
3-2-3.
3-2-4.

인력수급 정보 제공
청년층 종합취업 포털 확충
고학력 여성 커리어 개발 지원
Job World를 통한 직업설계 지원

자료 :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노동부․여성부․금융위원회․중
소기업청(2008), p.20.

특히 이 대책은 정책 기대 효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대책으로 340천
명이 사업에 참가하게 되면, 2012년에 취업자가 207천 명 증가하고, 청년
생산가능인구 대비 취업애로층 비율이 1.5% 감소할 것으로 보았다. 그리
고 중․장기적 대책은 추가적인 효과를 수반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추진체계로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
운영으로서 주로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산․학․관 협의회를 활용하여 청
년 고용문제를 협의하며, 관련 부처와 민간 연구기관(한국노동연구원․한
국직업능력개발원 등)으로 합동 실무 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그
리고 두 번째로는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이 법은 2008
년 12월에 종료되는 한시적 법률이어서 이 법을 개정하여 2013년까지 유효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청년 노동시장정책의 사업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였다. 개정된 법률의 명칭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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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중기 청년 고용전망 및 대책 효과
(단위 : 천 명, %)

생산
(15～29세) 가능
인구

경제
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경활
취업애로
실업률 고용률
참가율
인구(비율)

2007

9,855

4,530

4,202

328

46.0

7.2

42.6

996(10.1)

2008. 6

9,816

4,453

4,106

346

45.4

7.8

41.8

1,031(10.5)

2012p

9,456

4,694

4,409

285

49.6

6.1

46.6

815( 8.6)

주 : 1) 장래인구추계(통계청, ’06.11.)와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08.)을 활용
하여 전망.
2) p는 청년고용촉진대책 중 단기대책 시행으로 실현될 ’12년의 모습을 제시.
자료 :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노동부․여성부․금융위원회․중
소기업청(2008).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를 우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추가 대책
을 강구하였다.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2008년과 2009년은 계속해
서 고용률이 하락하고, 이와 함께 실업률은 2008년의 7.2%에서 8.1%
(2009년)로 0.9%포인트나 증가하는 결과를 보인 것이다.
[그림 2-5] 15∼29세 고용률․실업률 추이(2005∼2012)
(단위 : %)

주 : 실업 구분을 구직기간 4주일 기준으로 한 결과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해당 연도(국가통계포털에서 2017년 10월 5일에
내려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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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2009)에 따르면, 2009년 3월 19일에 정부는 ‘청년고용 추가대
책’을 확정․발표하였다. 이는 추경예산에 3,592억 원을 반영하여 163천
명을 대상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실행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2009년도의 사업예산은 1조 3,240억 원, 수혜인원은 397천 명이 해당한
다. 주로 네 가지 영역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첫째는 취약청년
취업지원, 둘째, 교육훈련 및 창업지원, 셋째, 청년인턴 지원, 넷째, 단기
일자리 제공이다.
취약청년 취업지원의 경우에는 취업장려수당제도가 신규로 도입되었
다. 이는 중소기업 빈 일자리에 취업하는 취약청년층 약 3,000명에게 1년
간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대학 내
교육훈련지원 사업(Stay-in-school program)이 신규로 도입되어 미취업
신규대졸자 75천 명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청년인턴 지원
사업으로는 농촌현장지원 인턴사업을 신규로 도입하였다.
2010년의 청년 노동시장 상황은 호전이 되지 않은 채 고용률 감소가
계속되었다. 이에 제16대 정부는 ‘청년 내 일 만들기 1차 프로젝트(2010.
10. 14.)’(관계부처 합동)를 수립하여 근본적 해결에 나서고자 하였다. 그
동안 2003년 이후 종합대책 5회, 부문대책 4회로 총 9회의 청년실업대책
이 있었으며, 이 대책은 “청년실업 악화 방지를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 및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청년층에 특화된 취업지원프로그램 확충 등에
기여”(p.7)함으로써 “경제위기에 따른 청년실업자의 급격한 증가를 막는
등 단기적으로는 나름대로 성과”(p.7)가 있었으나 “경제의 고용창출력 저
하, 고학력화에 따른 일자리 미스매치 심화, 대학 구조조정 지연 등으로
근본적인 고용 개선효과는 미흡”(p.7)하였던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이 프로젝트는 “세 가지 방향(Three-track)으로 추진”(p.8)하기로
하고, 경제성장을 통한 고용창출력 제고, 청년의 직업경쟁력 제고, 지속가
능한 일자리 확충을 제시하였다. 눈에 띄는 것은 향후 2년간 청년일자리
창출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청년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 설정이다. 이에 따라 “청년이 하고 싶어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12년까지 71,000+개 창출”(p.9)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청년사회적기업가 육성, 창조캠퍼스와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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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지원,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공급 확대, 공공부문 인력
확대, 취업연계형 인턴 확대, 세대 간 일자리 나누기, 취업아카데미 개설,
취업사관학교 운영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을 위원
장으로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였다.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같은 해 4월 9일에 설치되었다.
<표 2-10> 청년 내 일 만들기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규모
(단위 : 명)

대책 주요내용

1. 청년의
창조적
도전
지원

청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

신규 모집․
일자리 채용
(명) 시한

문화, 관광, 예술 등 청년층 선호가 높 4,000
은 분야에서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공 (’11 :
모･선정
2,000)

신성장 창업기업이 미취업 청년 채용 시 지원
동력분야 제도 신설

해외원전수출, 자원개발 등
2. 시장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인력 확대
변화를
공공기관 국립대 병원 의료진 확대
이끄는
대외활동기관 인력 증원
공공
그 외 부가가치 창출 공공기관 증원
기관의
선제적
해외원전 수출․자원개발 분야에서
민간
증원
공공기관과 연계되어 채용확대

3,600
(’11 :
1,800)

’12

400팀×5명×
2년

’12

3,000개×
2명×30%
(청년비율)×
2년

1,700
1,200
1,200
100
2,100
870
(’11 :
490)

’11
’11
’11
’11
’11

450

’11

700
3. 안전
특허
200
특허 심사 심사인력을 확충하여 심사 기간을 단축
생활
(’11 :
인력 증원 (주로 이공계 석･박사로 충원)
서비스
100)
확대
구제역 예방을 위해 출입기록 관리, 이
모니터링 상 징후 등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발병
1,000
요원
횟수 축소, 발병 시 제한된 살처분 → 예
산 절감)

’11

소방인력
증원
치안인력
증원

3교대 정착을 통한 소방서비스 개선
(지방재정)
사회적 수요가 높은 치안 관련 인원
확충

비고

’1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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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의 계속
(단위 : 명)

대책 주요내용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특수교육,
영양
유치원
교사

신규 모집․
일자리 채용
(명) 시한

아동개발, 건강, 보육 등 10대 유망 사
회서비스를 중심으로 바우처를 통하여
시장친화적 일자리를 제공(청년채용률
65%)

2,400

’11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확대, 학생
건강증진, 식생활 습관 교육 확대

370

’11

학교/사회복지시설에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디자인 등 8개 분야 청년 예술강
사 파견

330

’11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확대

160

’11

문화예술 연수단원 및 문화산업 청년리
더 양성

40

’11

문화예술
청년
일자리

취업
연계형
인턴

(’10)10,500
→
(’11)12,900

(’10)4,098
(4,710×실적
87%)→
(’11)4,428
(4,920×목표
90%)
(’10)1,040→
(’11) 1,200
(청년비율
80% 감안)

’11

(’10)4,080→
(’11)5,580
(청년비율
80% 감안)

내년도 중소기업인턴을 금년과 동일하게 37,100*
유지(25천 명), 중견기업 인턴 신규도입 (’11 :
(5,000명), 창업･창직인턴 확대(3,000명) 18,550)

’12

3.3만 명×
67%(수료율)
×84%(채용
률)×2년

10,700*
글로벌리더를 알선･연수시켜 해외취업
(’11 :
을 추진
5,170)

’12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선발하여 초등학
영어회화
교에 배치
전문강사
(지방교육재정 활용)
4. 인턴과
안정적
일자리
연계
강화

비고

1,500

5. 해외
해외
취업 취업․인턴
플랜트, 무역, 국제기구, 외식 등 분야의 1,150*
활성화
지원
현지기업에 인턴으로 경험을 습득하여 (’11 :
취업유도
570)

’12

2,874명×
20%
(채용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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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의 계속
(단위 : 명)

모집․
채용
시한

비고

대외무상원조사업에 참여한 기업과 KOICA
80*
현지사무소에 청년인턴을 채용하여 취업
(’11 : 40)
유도

’12

400명×
10%
(채용률)×
2년

KOTRA 지사화 사업에 청년인턴을 채용
50
하여 취업 유도
(’11 : 30)

’12

100×25%
(채용률)×
2년

71,000
(’11 :
42,000)

’12

대책 주요내용

총계

신규
일자리
(명)

주 : 1) 일자리 인원 수는 전체 사업대상자 중 취업예상자를 별도로 추정한 숫자임.
2) ’12년도까지의 일자리 규모는 ’12년도 사업예산이 ’11년과 동일하다고 전제
하고 산출(공기업과 공무원 증원 규모는 연차별 계획이 없는 경우 ’11년까
지만 제시).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0), pp.25∼26.

정부는 다시 2011년에 ‘청년 내 일 만들기 2차 프로젝트(2011. 5. 19.)’
(고용노동부)를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청년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후,
교육․훈련을 통해 자기계발과 재도약 기회를 충분히 갖도록 하는 데 중
점을 두었다”(고용노동부, 2011: 1). 기업대학 확산, 기업-대학 연계 ‘계
약학과’ 확대,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NCS)
도입 등이 눈에 띄며, 지방대생의 사회진출 기회 부여에 방점을 둔 것도
흥미롭다. 이는 대학 졸업생 가운데 지방대 출신자가 6할 정도이나 대기
업 취업자 가운데 지방대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이 되지 못하는 현실
을 감안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에 ‘지방인재 채용목표제(5급 공
채) 시한을 2016년까지 연장하고, 공공기관 청년인턴으로 지역인재를 우
선 선발하며, ‘대학청년고용센터’ 운영 확대를 통하여 지방대생의 취업․
채용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어서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방안(2011. 9. 2.)’(관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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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합동)을 발표하였다. 보도자료 부제로 붙어 있듯이 ‘실력중심 사회’로
이행함으로써 청년 고용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이는 대학진
학률이 계속 높아지면서 고학력자 비율도 높아지고, 이에 따른 고학력자
의 하향 취업 현상을 고민한 결과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는 공공부문에서 고졸 적합 직무를 발굴하여 실제로 채용
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정비하고, 마이스터고 육성과 중소기업 청
년인턴제 확대(고졸인턴 50%), 공무원 직무능력 중심 채용 관행 확산,
성과와 능력에 기초한 임금․승진제도 개선, 일․학습 병행 여건 조성
등을 추진과제로서 제시하였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국무총리실(2012)은 제17대 정부가 추진하였던
청년 노동시장정책의 성과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첫째,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단계별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창업지원 인프라, 자금지원
확대 등 청년의 창조적 도전을 지원함으로써 창업증가”(p.38)가 있었다
는 것이다. 둘째, “고교 직업교육 강화, 차별요소 제거, 先취업-後진학지
원 등 범정부적 노력으로 공공 민간의 열린 고용문화 확산”(p.38)도 성과
로서 제시되었다. 하지만 한계도 있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첫째,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한계와 경기둔화로 청년 고용률은 크게
개선되고 있지 못한 상황”(p.40)인 만큼 “청년층이 희망하는 양질의 일자
리 창출기반 마련과 고학력 미스매치 등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
적 노력 강화”(p.40)가 필요하고, 둘째, “인력양성사업의 효과성 제
고”(p.41)가 필요하며, 셋째,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내실화”(p.41)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012년에는 ‘고졸시대 정착을 위한 선취업 후진학 및 열린 고용 강화
방안(2012. 7. 13.)’(교육과학기술부 외)을 수립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국방부․중소기업청․국가경쟁
력강화위원회(2012)는 “’08년부터 고졸시대 정착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
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성과가 가시화되는 중”(p.1)인 것으로
그동안의 정책 프로그램을 평가하였다. 1단계는 고교 직업교육을 강화하
고, 2단계는 후진학을 확대하며, 3단계에는 열린 고용이 시작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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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선취업 후진학 및 열린 고용 정책단계
1단계 (’08.7～)

2단계 (’11.1～)

3단계 (’11.9～)

고교 직업교육 강화

후진학 확대

열린 고용 시작

▸학업․취업병행
교육체제 구축(’11.1)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고용사회 구현(’11.9)
➡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12.4)

▸마이스터고
육성방안(’08.7)
▸고교 직업교육 선진화
➡
방안(’10.5)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10.9)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활성화(’11.6)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국방부․중소기업
청․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2012), p.1.

이 방안은 제도화를 위한 정책과제로서 첫째, 현장중심 직업교육 공고
화, 둘째, 고졸 취업 분위기 확산, 셋째, 후진학 생태계 활성화, 넷째, 열
린 고용 인사관리 확산을 제시하였다.

4. 제18대 박근혜 정부
제18대 정부는 먼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2013년에 종료되는 것을
2016년까지 연장되도록 법을 5월 22일에 개정하였다. 그리고 고용률 하
락과 실업률 상승이라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2013. 12. 18.)’(청년위원회 외)을 수립하였다. 이 대
책의 배경에는 고용률 급락과 더불어 청년 일자리의 질이 저하되었다는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대책으로서는 첫째,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앞당기
기, 둘째, 일자리를 만들고 보상시스템 바꾸기, 셋째, 청년의 창업 열기
되살리기를 제시하고 있다. 세부과제 가운데에서 스펙초월 채용문화 확
산과 K-Move 사업이 두드러진다. K-Move 사업은 해외취업지원사업을
새로운 명칭으로 바꾸고, K-Move 센터 설치를 통하여 청년의 해외 취
업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다음해에는 ‘학교에서 직장까지 : 일자리단계별 청년고용대책(201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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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하였다. 관계부처 합동(2014. 4.)은 15∼24세
의 고용률 부진과 인력수급 미스매치 현상에 주목하고, “일자리 단계별
“약한 고리” 발굴 및 수요자가 희망하는 대책”(p.2)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일자리 단계란 ‘교육․훈련 단계’, ‘구직․취업 단계’, ‘근속․전
직 단계’를 일컫는다. 단계별로 문제점을 진단한 뒤에 문제점별로 제도개
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 이 대책의 특징이다. 학교교육은 현장중
심 교육으로 전환하여 졸업과 함께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훈
련은 질적 수준 제고에 목표를 두었다. 취업 정보와 관련하여 기업 정보
의 상시 제공 기능을 높이도록 하고, 스펙초월 채용을 통한 취업 기회 확
대, 후진학 경로 확대, 청년고용 우수기업 우대, 청년희망키움통장 도입,
군입대자 고용장려금 지급,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인센티브 제공 등 구체
적인 방안을 수립하였다. 이를 통하여 청년 취업자가 50만 명 증가할 것
으로 기대하였다.
정부는 K-Move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 해외취업 촉진방안
(2014. 11. 21.)’(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하였다. 관계부처 합동(2014. 11.)
은 해외수요 분석, 단계별 체계적 지원, 성과 확산 노력, 부처․기관 간
협업, 민간시장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중점추진과제로서 첫째, 전략적
해외 일자리 개척, 둘째, 취업 단계별 지원 체계화, 셋째, 해외취업 전달
체계 개선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능력중심사회 조성방안(2014. 12. 18.)’(관계부처 합동)도 발표
되었다. 이는 일과 학습을 병행함으로써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이 확산
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능력중심의 채용․보상이 이루어지는 사회로 전
환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NCS기반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직업교육을 강화하되 스위스 도제식 직업
학교를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되었다. 전문대에는 ‘취업약정형 주문식 교
육과정’을 도입하도록 하고, 아울러 ‘현장실습학기제’도 시범적으로 실시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산
업단위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2015년에도 2014년과 마찬가지로 세 차례의 청년고용대책이 발표되었
다. 먼저 ‘인문계 전공자 취업 촉진방안(2015. 6. 24.)’(관계부처 합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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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청년고용 촉진 추진방향

일자리 단계별 ‘약한 고리’ 해소

단계

고용 실태

․전공교육과 업무간 괴리
․현장과 괴리된 실습
교육
․교육과 취업간 연계 부족
․
․유연한 직업교육 필요
훈련
․영세 훈련기관 난립
․재직자, 일부 직종 편중

제도개선 방향







기업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제대로 갖춰진 기업에서 실습 확대
일․학습 병행 활성화(성공모델 확산)
스위스식 직업교육 시범도입
훈련기관 평가강화 등 규모화
청년 특화․심화과정 신설

․취업정보 부족

 찾아가는 청년 친화적 정보제공(잡 컨
서트 등)

․강소기업 이해․정보 부족

 현장감 있는 정보서비스

․청년 취업기회 부족
구직 ․저소득층 취업기회 부족
․
취업 ․후진학 경로 부족

 스펙초월 채용(채용형 인턴제 확대 등)
 저소득층 지원 내실화
 후진학 제도 다양화(여건에 따라 선택)

․선호-실제 일자리 미스매치
․기업 일자리 창출여력 한계

 양질의 일자리 창출(5대 유망서비스)
 청년고용 우수기업 우대(재정․금융 등)

․청년 창업․해외진출 부진

 청년창업의지 고취 및 해외진출 활성화

․청년인턴 실효성 미비
․中企 근속유인 부족
근속
․中企 근무조건 열악
․
․군입대 경력단절
전직
․입대전 기업 복귀 희망
․출산․육아 경력단절








장기근속자 취업지원금 확대
中企 장기근속자 자산․소득 지원
中企 근무환경 개선
입대前 직무숙련도 유지(맞춤특기병제)
고용유지 인센티브(군 고용장려금)
재고용 인센티브

청년고용 사업 심층평가, 예산․세제지원 프로그램 재조정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4. 4.),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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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되었다. 이는 기업의 인력수요가 이공계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인문
계 전공자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현실을 타개하고자 마련한 대
책이다. 관계부처 합동(2015. 6.)은 전공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지
도와 함께 재학생에게 융합기술교육․훈련에 참여하도록 하고, 청년고용
서비스를 대학 안으로 들여와 취업지원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향
후 계획 가운데 7월에 청년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상생고용 등 청년고용
절벽 우려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2015. 7. 27.)’(관계부처 합동)이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관계부처 합동(2015. 7.)은 높은 실업률과 낮은 고용률
이 지속되는 가운데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
하고, 2016년부터 정년연장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청년 일자리 확보가 어려
워지게 되어 이른바 ‘고용절벽’이 형성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2017년간 20만 개 이상의 청년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일자리 창출 지원, 현장 중심의 인력 양성, 청년 고용지원 인프라 확
충․효율화를 추진과제로서 제시하였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세
대 간 상생 고용 지원제도’를 신설하여 임금피크제 도입과 함께 청년 정규직
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취업연계
형 청년인턴을 우량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하여 정규
직 전환지원금을 개편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을 강화하고
자 하였으며, 일자리 사업을 유형별로 평가하여 통폐합하였다.
‘청년 해외취업 촉진대책(2015. 11. 27.)’(관계부처 합동)도 수립되어 해
외 일자리를 청년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이 강화되었다. 구체적인 목
표로서 2017년에는 1만 명이 해외에 취업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가
7,500명, 나머지 2,500명을 그 외 부처가 맡도록 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5. 11: 5).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세 차례씩이나 청년고용대책을 수립한 효과
인지 청년 고용률은 2014년부터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나 실업률도
함께 상승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 고용률이 남성보다 낮으
면서 실업률은 남성과 비슷하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청년도 중
장년보다 고용률이 낮으면서 오히려 실업률은 높다는 사실에 대책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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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청년 해외취업 촉진대책 중점 추진과제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5. 11.), p.4.

두르게 되어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2016. 4. 27.)’(관계부처 합
동)이 마련되었다.
관계부처 합동(2016)에 따르면, 2016년에 35만 명 이상의 취업자 증가
를 목표로 하되 청년․여성의 고용애로 해소를 통하여 6만 명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도 함께 수립하였다. 이 대책 가운데 눈에 띄는 점
은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노동개혁
을 포함한 구조 개혁을 지속하고,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하는 것도 내용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의 정비도 수반하였다.
2016년 12월 27일에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개정되어 2017년 1월 1
일부터 시행되었다. 당시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 의결로 개정 법률을 국
무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공포하였다. 개정된 내용은 법 시한을
2018년으로 연장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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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15∼29세 고용률․실업률 추이(2010∼2016)
(단위 : %)

주 : 실업 구분을 구직기간 4주일 기준으로 한 결과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해당 연도(국가통계포털에서 2017년 10월 5일에
내려받음).
[그림 2-10]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 기본 방향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6),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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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의 기본 방향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7), p.6.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이었음에도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
방안(2017. 3. 22.)’(관계부처 합동)이 수립되었다. 관계부처 합동(2017)은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하는 현상과 취약한 청년 고용여건에 주목
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기회의 확대, 효율적인 인력충원 지속을
목표로 하였다. 구체적인 방안은 취업취약청년 지원, 공정한 노동환경 조
성, 중소기업 근속 지원․채용연계 강화, 창업 활성화, 공공부문 고용 확
충으로 구성되었다.

제3절 청년층 노동시장정책 예산 변화

청년층 노동시장정책과 관련한 예산은 시계열로 파악하기가 곤란하다.
이는 정책을 어느 한 부처만이 주관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최근과 달리
이전에는 고용노동부에 부처별 청년층 노동시장정책 관련 예산이 수집되
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기에서는 기존의 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집계를 하여 보기로 하나, 시계열로 수집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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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2007년
2003∼2007년은 국회입법조사처(2009)에서 확인이 된다. 그런데 이는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 예산이라는 것이다. 자료는 ꡔ대한민국재정ꡕ 2005,
2007년판(국회예산정책처)에서 인용하고 있으나 “일자리 지원관련 사업
의 보완, 포괄적인 정도개선 등에 따라 2005년도 사업범위가 재설정되었
으며, 이에 따라 2003, 2004년도 일자리 사업 재정, 인원도 시계열별 일
치를 위해 일부 변경”(p.7)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
사업 재정규모는 정부의 일자리창출 종합대책, 청년실업대책 등을 기준
으로 작성되었으며, 국가경쟁력 강화 등 간접적인 사업은 집계에서 제
외”(p.7)하였다고 한다. 별도로 노동부 소관의 청년실업대책 예산도 소개
하고 있다. 이는 노동부 자료5)를 참고한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런데
김유선․이명규․이정봉(2012)은 2004∼2010년 예산을 정리하고 있는데
국회입법조사처(2009)와는 약간 수치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6)
국회입법조사처(2009)의 예산을 보면, 2003년에 3,903억 원이 청년실
업대책에 투입이 되었다. 다음해인 2004년에는 2,153억 원이 증액되어
<표 2-11> 청년일자리 지원 예산(2003～2009)
(단위 : 억 원)

2003
2004
2005
2006
2007

국회입법조사처(2009)
노동부
공공부문
2,569
3,903
3,359
6,056
3,821
7,885
6,128
7,573
7,169
8,436

김유선 외(2012)
5,213
7,885
7,573
8,478
4,732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2009: 7, 10); 김유선․이명규․이정봉(2012: 60～61).
5) 국회입법조사처(2009)의 참고문헌에 노동행정사(노동부, 2007)가 포함되어 있
으나 청년 실업대책 예산은 확인되지 않는다.
6) 김유선․이명규․이정봉(2012)은 표주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외(2005), 국회예산정
책처(2006), 고용노동부 내부자료를 참고한 것으로 설명하였으나 교육인적자원부
외(2005)와 국회예산정책처(2006)는 참고문헌에 포함시키지 않아 확인하지 못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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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6억 원이 청년고용대책에 배정되었다. 55.2%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
이다. 2005년에는 7,885억 원, 2006년에는 약간 감소하여 7,573억 원,
2007년에는 8,436억 원으로 늘어났다.
<표 2-12> 노동부 소관 청년실업대책 예산(2003∼2007)
(단위 : 억 원)

청년실업대책 총계
청소년직장체험 프로그램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2,569

3,359

3,821

6,128

7,169

801

1,052

769

466

457

구인업체 개척사업

50

56

56

20

-

해외취업지원

10

137

107

104

104

기능사양성 특별훈련

233

285

439

484

506

우선선정직종훈련

753

903

831

1,355

1,495

신규실업자직업훈련

524

561

467

489

464

고용지원센터 육성

19

116

72

51

34

취업지원프로그램 구축

9

20

26

49

49

고용정보망운영

-

-

30

31

26

종합직업체험관(Job World)

-

-

10

250

276

13

14

14

37

40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

1

204

104

233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지원

-

-

95

401

585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

-

-

82

35

28

교대제전환지원금

-

-

115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

-

-

지역고용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지원

-

-

뉴패러다임확산

-

노사협력능력개발지원

중장기인력수급전망기초통계생산

342

230

1,269

1,557

37

50

97

-

19

19

19

-

-

2

5

5

150

208

440

450

748

채용박람회지원

7

6

6

10

15

대학취업지원기능확충

-

-

-

101

147

지역별인력 및 직업훈련수요조사

-

-

-

6

6

전문계고교취업지원기능확충사업

-

-

-

-

48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2009),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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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소관 예산을 참고로 하면, 2003∼2005년에는 예산 편성이 직업
교육훈련 위주로 짜여졌음이 확인된다. 그런데 2006년에 신규고용촉진장
려금에 1,269억 원을 편성하고, 이듬해인 2007년에는 1,557억 원을 다시
편성함으로써 보조금 정책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예산에서는 확인
이 되지 않으나 김영재․정상완(2013)에 따르면, 고용서비스가 강화되었
다고 한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직업훈련 예산 비중이 높은 가운데 보조
금 지원 예산도 2006년과 2007년에 비중이 늘어났음이 확인된다.

2. 2008∼2012년
남궁인철(2010)은 부처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청년고용대책 관련 결
산액을 보고하고 있다. 2007년의 경우에 국회입법조사처(2009)는 예산액
으로 노동부 소관 사업은 7,169억 원, 공공부문은 8,436억 원이고, 김유
선․이명규․이정봉(2012)은 4,732억 원이라 하였음을 감안할 때, 남궁인
철(2010)의 결산액과 두 예산액 사이의 차이가 확연하다. 다만 남궁인철
(2010)이 보고한 결산액을 토대로 할 때, 2007∼2009년 모두 직업훈련이
큰 비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고용인센티브도 2007년과 2009
년의 경우에 결산액이 1,500억 원을 넘어서고 있어 직업훈련과 고용인센
티브 두 정책 프로그램이 청년고용대책의 양 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그런데 2009년에는 직접일자리 창출이 2,722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직접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그리고 고
용인센티브라는 세 화살로 청년고용대책의 중심을 구성하게 되었다.
2008년의 청년고용대책 예산은 노동부(2009: 7)에서 6,465억 원인 것
으로 확인된다. 남궁인철(2010)은 결산액으로 3,196억 원을 보고하고 있
다. 2009∼2010년 예산은 김유선․이명규․이정봉(2012)에 정리되어 있
으며, 2009∼2012년 예산은 하현선(2013: 22)에서 확인된다. 다만 김유
선․이명규․이정봉(2012)이 정리한 2009년과 2010년 예산은 10,254백만
원과 8,375백만 원이다. 두 보고서 모두 노동부 자료를 이용하여 정리하
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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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청년고용대책 유형별 재정투입액 대비 취업 실적(2007～2009)
(단위 : 백만 원, 명)

직업훈련
체험연수인턴
고용인센티브
직접일자리 창출
공공고용서비스와 행정
총계

2007
2008
결산액 취업인원 결산액 취업인원
219,599 37,208 209,189 36,489
14,054
1,533 24,654
1,575
154,773 47,414 80,735 27,210
1,415
300
4,975
1,489
389,841 86,455 319,553 66,763

2009
결산액 취업인원
261,578 38,511
37,992
1,104
150,694 35,473
272,232 54,219
15,879
6,156
738,375 135,463

자료 : 남궁인철(2010), p.31.
[그림 2-12] 청년일자리사업 예산집행 추이(2009∼2013)
(단위 : 백만 원)

자료 : 하현선(2013), p.22.

예․결산액을 정책 프로그램 유형별로 살펴보면, 2009∼2012년에는 일
관되게 직접일자리 창출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이
직업훈련이며, 2009년에 비중에서 세 번째를 차지하였던 고용서비스가
2010년부터 창업지원에 자리를 넘겨주었다. 대체로 다른 유형은 증가하
는 양상을 보이나 고용서비스는 2011년을 정점으로 2012년과 2013년에
는 감소한 결과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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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청년일자리사업 유형별 예산집행 추이(2009∼2013)
(단위 : 백만 원)

예․결산

직접
일자리

직업
훈련

고용
서비스

고용
장려금

창업
지원

총계

예산

696,938

275,543

94,753

76,553

68,113

1,211,900

결산

684,938

274,064

90,489

19,489

68,093

1,137,073

예산

594,774

264,355

75,720

85,933

93,256

1,114,038

결산

595,150

264,282

69,003

72,490

93,256

1,094,181

예산

701,392

355,730

91,189

59,775

146,442

1,354,528

결산

706,615

355,613

90,060

59,417

146,405

1,358,110

예산

692,091

405,035

63,965

79,860

324,376

1,565,327

결산

681,257

341,333

73,156

75,082

293,949

1,464,777

예산

828,169

455,507

75,759

99,385

331,535

1,790,355

2009
2010
2011
2012
2013

자료 : 하현선(2013), p.22.

3. 2013∼2017년
2013∼2017년 예산은 감사원(2016)과 국회예산정책처(2017)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액이 되고 있으며, 2015년에는 2조 원
대로 늘어난 뒤 2017년에는 2조 7,179억 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표 2-15> 청년층 대상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예산 현황(2013∼2017)
(단위 : 억 원)

2013

2014

2015

2016
(A)

2016
(B)

2016
추경

2017

직접일자리

4,803

4,087

3,248

3,686

3,680

3,727

3,429

직업능력개발

5,402

6,283

7,831

9,338

11,147

11,730

13,018

고용서비스

2,134

2,583

3,920

2,103

2,078

2,261

2,755

고용장려금

993

1,180

1,977

2,581

2,669

2,669

2,776

2,822

3,404

4,953

3,405

3,917

3,917

5,202

16,156

17,538

21,928

21,113

23,492

24,304

27,179

창업지원
총액

주 : 2016(A)와 2016(B)는 각각 감사원(2016)과 국회예산정책처(2016)에서 인용한
수치임.
자료 : 감사원(2016), p.17; 국회예산정책처(2016), p.51.

제2장 청년층 대상 노동시장정책 현황 41

2013년의 경우에 하현선(2013)의 예산과 감사원(2016)의 예산은 다른
데 두 보고서 모두 고용노동부 자료를 참조하고 있다. 아마 부처별로 자
료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가 정리할 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
로 추측할 뿐이다. 그리고 정리 시점의 차이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두 예산을 비교해보면, 하현선(2013)의 경우에는 2013년 예산
에서 직접일자리 창출 예산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나 감사원(2016)
에서는 직업능력개발의 비중이 가장 높다. 특히 감사원(2016)에 따르면,
직접일자리창출 예산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반대로 직업능력개발 예
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밖에 고용장려금과 창업지원도 예산
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2017년 예산의 구성에서는 직업능력개발 다
음으로 창업지원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프로그램 유형별 구성의
변화는 결산액에서도 나타난다. 이 밖에 고용서비스의 증가가 눈에 띈다.
<표 2-16> 청년층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결산 현황(2013∼2017)
(단위 : 억 원)

2013

2014

2015

2016

직접일자리

406,119

396,608

318,072

356,789

직업능력개발

467,641

511,734

638,326

903,566

고용서비스

186,607

237,640

307,538

385,911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총액

79,710

87,791

179,729

210,322

282,235

336,839

486,470

462,615

1,422,312

1,570,611

1,930,135

2,319,203

자료 : 감사원(2016), p.17; 국회예산정책처(2017), p.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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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OECD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의 실업률은 3.7%로 OECD 회원국
평균(6.3%)의 59% 수준에 그친다(OECD, 2017). 하지만 한국의 청년 실
업률은 그리 양호하지 않다. 한국의 25∼34세 실업률은 6.4%이고 OECD
회원국 평균(7.4%)의 86% 수준으로 전체인구 기준 실업률에 비해 상당
히 높으며, 한국의 25∼29세 실업률은 9.2%로 OECD 평균(8.4%)보다 오
히려 높다(OECD, 2017). 또한 2013년 기준 한국의 15∼29세 청년층의
무업자(NEET, young people neither in employment nor in education
nor training) 비중은 18.0%로 OECD 평균인 15.5%(2014년 기준)보다
높다(OECD, 2015: 375).
직업훈련은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과 실직자의 취업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도구이다. 현재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과 무업자 비중을 감안
하면 청년 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인 직업훈련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크다. 또한, 직업훈련은 청년층 실업의 특징 중 하
나인 실업의 장기화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연구 대상
이 청년으로 한정되지는 않았지만 김용성․박우람(2015: 14)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실업기간의 지속 시 인적자본 상각(human capital depreciation)에 따른 개인의 고용가능성 저하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고
용가능성이 저하되기 이전에 취업을 돕는 고용서비스보다는, 장기 실업
자의 이질적 특성(individual heterogeneity)을 고려하여 이들의 고용가
능성을 높이는 직업훈련이 장기실업 문제를 완화하는 정책도구로서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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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일 수 있다(김용성․박우람, 2015: 15).
직업훈련이 노동시장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정책도구
이기는 하지만 국내외적으로 직업훈련의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직업훈련과 관련한 가장 대립되는 논쟁은 직업훈련이 피훈련자의 취업,
이직, 임금 상승 등의 노동시장 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직업훈련정책
의 효과를 청년층 위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
시한다.
하지만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청년층 대상 직업훈련정책을 평가하기에
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우선 국내의 여러 연구에서 분석한 직업훈
련의 세부 내용은 연구별 또는 연구시기별로 매우 상이하여 직업훈련의
효과에 대한 공통점을 도출하기가 어렵다. 이는 한국의 직업훈련이 다양
한 정책을 포괄하고 있으며 그 세부내용이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
문이다. 또한, 청년층으로 특정하여 직업훈련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
자체가 많지 않다. 이는 청년만을 위한 직업훈련정책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청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직업훈련정책이 있지만 이들
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며 선
행연구를 바탕으로 청년층 대상 직업훈련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
는 직업훈련의 효과를 세부 정책별로 요약하고, 직업훈련의 효과가 정책
대상자별로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한다. 이러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된 특성을 바탕으로 직업훈련정책을 평가한다.
본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절은 직업훈련정책의 내용을
개관하고, 제2절은 직업훈련정책 및 관련 정책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 주요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제3절은 동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직업훈련을 평가하며, 제4절은 청년층 대상 직업훈련정책에 대
한 함의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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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직업훈련정책 개관

1. 직업훈련정책 범위
구 ｢직업훈련법｣ 제2조는 직업훈련을 ‘근로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
능과 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훈련’으로 정의한다. 직업
훈련이라는 용어는 현행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서 ‘직업능력개발훈
련’으로 변경되었지만 그 정의는 같다. 본 장에서 다루는 직업훈련정책은
고용노동부의 실업자 및 재직자 대상 직업훈련정책으로, 내일배움카드
(구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취업사관학교
등을 포함한다.
본 연구범위에는 기업․사업주 단체 대상 직업훈련정책 및 학교교육
과 연계하여 학생에게 직업훈련 및 현장실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교
육정책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자가 아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
련정책에는 직업능력개발 지원 정책(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7) 사업
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중소기업 훈련 지원) 등이 있다. 직업교육은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
하기 위한 교육’을 의미한다(｢교육기본법｣ 제21조). 따라서 본 장에서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고교단계 일학습병행제 훈련 제도), 취업보장형 고
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Uni-Tech), 대학생 대상 기업연계형(IPP
: 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장기현장실습제도 등 현재 학교교육과
연계한 다양한 직업교육정책은 평가하지 않는다.
7)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은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수혜 확대와 우
수 인력공급, 신성장동력분야 등 전략산업의 인력육성, 지역․산업별 인력양성 기
반 조성을 통한 현장수요 맞춤형 직업훈련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다수의 중소기업
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자체 우수 훈련시설을 이용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
맞춤형 공동훈련을 제공하는 기업 및 사업주단체 등’을 지원하는 정책임(출처 : 고
용노동부, http://www.moel.go.kr/policyinfo/new/reclamarion/view_content06.j
sp. 2017/10/17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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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훈련정책 내용
본 장은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층 직업훈련정책을 종합적으
로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현재 청년층을 특정한 직업훈련정책
은 많지 않다. 청년만이 참여 가능한 직업훈련정책에는 학업을 중단했거
나 가출한 만 15세 이상 만 26세 미만 청소년을 참여대상으로 하는 취업
사관학교(2017년 여성가족부로 관련 사업 이전 후 ’17.8월 내일이룸학교
로 명칭 변경)가 있다. 주요 직업훈련정책으로는 내일배움카드제 및 국
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등이 있다. 내일배움카드제 및 국가기간․전
략산업직종 훈련은 청년 포함 다양한 연령층이 참가 가능하며,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참여 가능하다.
가장 대표적인 직업훈련정책인 내일배움카드제는 2008년 9월 직업능
력개발계좌제(계좌제)라는 이름으로 시범사업으로 도입되어 2009년 내일
배움카드제라는 이름으로 그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후 2010년
본 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2011년부터 전면 실시되었다. 내일배움카드는
참여자가 직접 직업능력 훈련과정을 선택한 후 수강하고 그 비용을 일부
범위까지 정부가 지원한다는 점에서, 민간훈련기관이 훈련을 실시한 후
정부에 훈련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았던 기존의 직업훈련정책과 상당한 차
별성을 갖는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은 국가의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 등의
산업분야에서 부족하거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종에 대해
개인 부담 없이 전액 국비 지원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정책
이다. 만 15세 이상 만 24세 미만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취
업사관학교는 학업 중단, 가출 등의 이유로 경제적․사회적․심리적 도
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 기숙사 시설을 갖춘 기관에
서 집체 훈련을 실시하며 훈련비 및 기숙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정책이다.
각 직업훈련정책의 구체적인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지원대상, 지원내
용)은 <표 3-1>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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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주요 직업훈련정책
1)

□ 내일배움카드(실업자)
○ 사업목적 : 취․창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 습득이 필요한 실업자 등에게 직업
능력개발훈련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재)취직․창업촉진과 생활안정 도모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고용센터의 상담을 거쳐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 실업자 등에게
취업희망분야에 따른 훈련 직종을 협의․선정 후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제공기관에서 직업능력
훈련과정을 수강한 경우 정부가 훈련비용의 일부(일반실업자 50∼80%, 취업
성공패키지 II 참여자 70∼90%) 또는 전부(취업성공패키지 I 참여자, 300만
원 범위 내)를 지원하고, 훈련비 외에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만 6,000원) 지급
□ 내일배움카드(근로자)2)
○ 사업목적 :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직업훈련기회 확대를 통한
평생 고용가능성 제고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근로자,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이직 예정의
근로자(180일 이내), 무급 휴직․휴업자, 45세 이상 대규모기업 근로자, 3년
간 사업주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 육아휴직자
- 지원내용 :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과정을 수강한 경우 1인당 1년간 200만 원(5
년간 300만 원) 한도 지원(자비분담분을 제외한 훈련비를 훈련기관에 지급)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3)
○ 사업목적 : 국가의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 등의 산업분야에서 부족하거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 인력 양성․공급 및 실업문제 해소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 실업자, 초단시간근로자(월 60시간 또는 주
15시간 미만, 피보험자격 미취득자), 연 매출액 15,000만 원 미만의 영세자영
업자, 비진학 예정 고교 3학년 재학생, 대학졸업예정자 등
- 지원내용
▪ 훈련기관 : 훈련비 전액
▪ 훈련생 : 훈련장려금 최대 월 316천 원(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최대 6개월
동안 월 10만 원 추가 지원)
- 훈련직종 : 훈련은 직업전문학교, 사설학원, 폴리텍대학 등에서 실시하며 직종
은 건설, 기계, 재료, 전기․전자 등 109개 직종을 지원함.

제3장 직업훈련 47

<표 3-1>의 계속
□ 취업사관학교 운영 지원4)
○ 사업목적 : 학업 중단, 가출 등의 이유로 경제적․사회적․심리적 도움이 필요
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훈련 실시를 통해 건전한 자립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청소년) 만 15세 이상 만 24세 미만의 학교 밖 청소년
▪ (참여기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기숙사 시설을 갖춘 기관
- 지원내용 : 훈련기관에 훈련비용 지원, 훈련생에 자립수당 월 30만 원 지원(훈
련비 및 기숙비용 무료)
- 훈련기간 : 6개월 이상(집체훈련)
- 훈련직종 : 민간훈련기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선호직종, 직종별 난이도․취
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한 직종으로 실시
자료 : 1)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policyinfo/new/reclamarion/view_con
tent02.jsp(접속일 : 2017.10.14)
2)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policyinfo/new/reclamarion/view_con
tent05.jsp(접속일 : 2017.10.14)
3)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policyinfo/new/reclamarion/view_con
tent01.jsp(접속일 : 2017.4.8)
4)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policyinfo/new/reclamarion/view_con
tent03.jsp(접속일 : 2017.4.8)

직업훈련정책은 아니지만 관련 정책으로 취업성공패키지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정책 등이 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청
년 및 중위소득 100% 이하인 중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3단계 패
키지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그 2단계가 내일배움카드 및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훈련정책 등의 직업훈련정책 참여이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장기간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에게 직업훈련 시 장기 저리의 생계비 대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직업
훈련 관련 정책의 세부 내용은 <표 3-2>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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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직업훈련 관련 정책
□ 취업성공패키지1)
○ 사업목적 :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청년 및 중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참여자
의 특성 진단(프로파일링)을 토대로 최장 1년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취업성공 및 빈곤탈출 촉진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취업성공패키지Ⅰ : 기초생활수급자, 차차상위(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기타 특정취약계층(노숙인,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청년 니
트족, 신용회복지원자, 건설일용근로자, 여성가장, 연 매출액 8,000만 원 미
만 영세자영업자 등)
▪ 취업성공패키지Ⅱ : 청ㆍ장년층
(청년층) 소득 무관 18～34세(대졸자, 고졸 비진학자, 고교ㆍ대학(원) 최종학
년 재학생, 연 매출 8,000만∼1억 5,000만 원 영세자영업자, 고용개발촉진지
역 이직자)
(중장년층)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35～69세 가구원(실업급여 수급 종
료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미충족자,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로서 희망자, 연
매출 8,000만～1억 5,000만 원 영세자영업자, 고용개발촉진지역 이직자)
○ 프로세스 및 지원내용
- (1단계) 진단, 의욕 제고 및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 (2단계) 직업
능력과 직장적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 → (3단계) 취업알선서비스 제
공 및 취업성공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2)
○ 사업목적 : 실업자 및 비정규직 등의 장기간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대부
지원을 통해 경감함으로써 직업훈련에 전념토록 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
업 지원
○ 사업내용 : 취약계층(비정규직근로자, 전직실업자)이 직업훈련 시 장기 저리의
생계비 대부 지원
- 지원대상 : 고용부가 지원하는 훈련 중 4주 이상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
직 근로자 또는 전직실업자(배우자 소득포함 연간 소득금액 8,000만 원 이하)
지원내용
: 월 단위 200만 원(1인당 1,000만 원) 한도, 연리 1%(신용보증료 별
도), 최대 3년 거치 최대 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
자료 : 1)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policyinfo/new/support/view_content
04.jsp
2)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policyinfo/new/reclamarion/view_con
tent04.jsp(접속일 : 201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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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직업훈련정책의 효과 관련 주요 연구 결과

직업훈련은 다양한 노동시장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직업훈련의
정책대상은 크게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된다. 대체적으로 재직자 대상
직업훈련은 직무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며 훈련참여자는 직업훈련을 통
해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도 한다. 실업자 대상 직업훈련은
이들의 취업, 구직기간 단축, 임금인상 등에 초점을 맞춘다. 재직근로자
중 일부는 이직을 위해 직업훈련에 참여하기도 한다.
이처럼 직업훈련의 목적은 참여자에 따라 다양하다. 또한 직업훈련은
다양한 정책을 포괄하고 있고 그 정책의 세부내용도 매우 다양하며 이는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직업훈련정책과 참여 목적 때문
인지, 직업훈련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혼
재된 결과를 보여준다. 선행연구마다 직업훈련의 성과가 다르게 나타나
는 이유 중의 하나는 연구시행시기에 따라 분석한 직업훈련의 세부정책
이 다르고 또한 그 분석자료, 방법론, 직업훈련 후 노동시장 성과를 측정
한 시점 등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직업훈련정책의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한 주요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정부지원 직업훈련 및 직업훈련 관련 정책의 노동시장 성과
<표 3-3>은 2000년부터 최근까지 정부지원 직업훈련정책의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한 주요 연구의 결과를 제시한다. <표 3-3>은 직업훈련정책
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세부정책별로 구분하여 연구연도의 순서대
로 정리하였다. 연구방법론상 단순통계만을 비교한 연구는 제외한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실직한 자 중 1998년에 실업자 직업훈련에 참여
한 자의 재취업 여부를 분석한 이병희(2000: 120～121)에 따르면 실업자
직업훈련은 실업자의 재취업 확률을 높이지만 훈련내용 자체는 재취업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고, 직업훈련 분야와 재취업 분야의 연관성은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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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같은 정책에 참여한 2002년 실업자를 분석한 유경준․이철인(2007:
81～87)의 연구에서도 동 훈련 참여자는 훈련 미참여 실업자에 비하여
구직기간이 더 짧고 취업 성공률이 더 높다. 단, 취직 시 실업자 직업훈
련 참여자의 임금은 미참여자보다 다소(3∼4%) 적다.
상기 연구에서 나타난 실업자 직업훈련의 긍정적인 효과와는 달리 내
일배움카드제를 통한 직업훈련은 일반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
다. 2012년 실업자 대상 내일배움카드제 참여자의 취업성과를 분석한 류
기락 외(2014: 94)와 2013년 동 정책 참여자의 취업성과를 분석한 김용
성․박우람(2015: 55)에 따르면 내일배움카드제 참여자의 취업 여부는
훈련 미참여자와 크게 차이가 없다.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직업훈련은
일반 구직자의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소
득층의 취업가능성, 특히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높이며, 훈련-직종 일치
여부는 상용직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류기락 외, 2014: 94～
114).
그 밖에 직업훈련의 효과는 훈련 후 경과 시기에 따라 또는 훈련생의
인식에 따라 다르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 수료한 840명의 훈
련생 취업률과 고용유지율을 분석한 정선정(2016b: 50)에 따르면 훈련수
료 후 3개월 이내 취업률이 36.8%로 가장 높고, 전체의 50%는 6개월 이
내에 취업하며 그 후 취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또한, 훈련생이 훈
련기관 교수역량을 낮게 인식할수록, 자신의 고용가능성을 높게 평가할
수록 취업확률이 높으며, 교사-학생관계, 학우관계 및 훈련만족도를 높
게 인식할수록 취업 후 고용유지확률이 높다(정선정, 2016b: 52～55).8)
정선정(2014: 130)은 취업사관학교 훈련생의 실제 취업 여부를 분석하지
는 않았지만 취업사관학교가 훈련생의 취업을 하고자 하는 욕구, 직업에
서 성취하고자 하는 바가 뚜렷한지 여부, 취업을 위한 계획의 구체성 여
부 등을 포함하는 취업포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을 밝혔다. 그 중 훈
8) 교수역량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취업확률이 높다는 결과는 교수역량이 높을 때
취업가능성이 높다는 일반적인 상식과 대립되는데, 정선정(2016b)은 이를 “교수
역량을 높게 인식한 훈련생일수록 훈련교사로부터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을 습득하
여 취업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져 더 좋은 일자리를 갖기 위해 구직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다”(p.56)고 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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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기관이 제공해주는 취업준비지원과 친밀한 학우 및 교사와의 관계는
훈련생의 취업포부를 더 높인다(정선정, 2014: 132).
<표 3-3> 정부지원 직업훈련정책의 노동시장 성과 관련 주요 연구
논문

주요 결과

분석정책 : 실업자 직업훈련

이병희
(2000)

실업자 직업훈련은 실업자의 재취업 확률을 높이지만 훈련내용 자체는
재취업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음. 직업훈련 분야와 재취업 분야와의 연
관성은 낮음.
▪분석대상 : 1997년 하반기～1998년 말 실직자 중 훈련 참여자 및 미
참여자(훈련참여자의 39.4% 30대 미만, 32.9% 30대, 16.9% 40대,
10.8% 50대 이상)
▪분석자료 및 방법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자 DB(비교집단) 및 실
업자재취직훈련 DB(처치집단)를 Cox 비례위험모형으로 분석

유경준
이철인
(2007)

실업자 직업훈련 참여자는 훈련 미참여 실업자에 비하여 구직기간이
더 짧고, 취업 성공률이 더 높지만 임금은 다소(3～4%) 낮음.
▪분석대상 : 2002년 전직실업자취업훈련(평균 33세) 참여자 및 실업급
여 수혜자 중 훈련 미참여 실직자(평균 36세)
▪분석자료 및 방법 : HRD-Net 및 고용보험 DB를 로짓, 최소자승법
등으로 분석

분석정책 :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대상)

류기락
외
(2014)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은 일반 구직자의 훈련 직후 취업에 영향을 미치
지 않지만 저소득층의 정규직 취업확률을 높임. 또한 훈련-직종 일치
여부는 상용직 취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분석대상 : 2012년 내일배움카드제 참여자(평균 36.17세) 및 워크넷에
단순구직등록을 한 훈련 미참여자(평균 42.10세)
▪분석자료 및 방법 : HRD-Net 및 고용보험 DB를 성향점수매칭 후
Cox 생존 분석, 최소자승법 등으로 분석

김용성
박우람
(2015)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직업훈련은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분석대상 : 2013년 워크넷을 통한 단순구직신청자 및 구직신청 후 내
일배움카드제 참여자(평균 40.2세, 표준편차 14.1)
▪분석자료 및 방법 : 워크넷, HRD-Net 및 고용보험 DB를 도구변수를
사용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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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의 계속
논문

주요 결과

분석정책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정선정
(2016b)

훈련수료 후 3개월 이내 취업률이 36.8%로 가장 높고, 전체의 50%는 6
개월 이내에 취업하며 그 후 취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함. 훈련생이 훈
련기관 교수역량을 낮게 인식할수록, 자신의 고용가능성을 높게 평가할
수록 취업률이 높음. 또한, 훈련생이 교사-학생관계, 학우관계 및 훈련
만족도를 높게 인식할수록 취업 후 고용유지확률이 높음.
▪분석대상 : 2012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수료생(10대 1.5%, 20
대 52.1%, 30대 30.5%, 40대 8.9%, 50대 3.9%, 60대 이상 3.0%)
▪분석자료 및 방법 : 2012년 훈련서비스 품질 등의 설문조사와 고용보
험 DB를 생명표 및 Cox 생존 분석 등으로 분석

분석정책 : 취업사관학교

정선정
(2014)

취업사관학교 훈련은 학교 밖 위기청소년의 취업포부(취업을 하고자
하는 포부의 수준)에 긍정적으로 작용함. 또한, 훈련기관이 제공해주는
취업준비지원과 친밀한 학우 및 교사와의 관계는 훈련생의 취업포부를
더 높임.
▪분석대상 : 2014년 취업사관학교의 훈련에 참여한 15～24세 미만의
학교 밖 청소년(평균 17.6세)
▪분석자료 및 방법 : 직접 설문조사한 자료를 회귀분석 등으로 분석

<표 3-4>는 취업성공패키지 및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와 같이 직업훈련
관련 정책의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한 주요 연구의 결과를 제시한다. 취업성
공패키지의 1단계는 진단, 의욕 제고 및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2
단계는 직업능력과 직장적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 3단계는 취업
알선서비스 제공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취업성공패키지를 분석한 연구는 1
단계나 3단계 프로그램의 영향도 받기 때문에 취업, 임금 등의 효과가 2단
계인 직업훈련의 독립적인 영향으로 해석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일부 연구는 취업성공패키지 참가자 중 직업훈련에 참여한 자의 노동시
장 성과를 미참여자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동 연구결과에 따르면 취업성
공패키지 참가자 중 직업훈련에 참여한 자의 취업률 및 임금은 직업훈련
미참여자보다 대체로 높다(최형재 외, 2013: 79; 이병희 외, 2014: 51, 61; 양
지윤 외, 2016: 69). 하지만 취업성공패키지를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직
업훈련의 효과성은 확실하지 않다. 전병유 외(2012: 67)에 따르면 1+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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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형이나 1+2+3단계 종료형이 1+2단계 종료형보다 효과가 커서 취업성
공패키지의 효과는 3단계인 취업알선서비스가 포함되는 경우 크게 나타나
며, 양지윤 외(2016: 113)에 따르면 1+3단계 종료형이 1+2+3단계 종료형보
다 효과가 커서 2단계 직업훈련의 효과성은 의문스럽다.
이 밖에도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정책을 분석한 김지원․이석원(2012:
14)에 따르면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실업급여 의존도를 감소시키지만
동시에 구직의욕도 감소시킨다. 취업률의 경우 유보임금이 높은 집단(160
만 원 초과)에는 대부사업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유보임금이 낮은 집단
(160만 원 이하)에서는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김지원․이석원, 2012: 18).
이 결과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이 저숙련 근로자의 생계비 대체 수단
의 기능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으로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취업에 도움이 되
기 위해서는 일률적 기준에 의한 현금이전보다는 수혜자 맞춤형 대부사업
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김지원․이석원, 2012: 21).
<표 3-4> 직업훈련 관련 정책의 노동시장 성과 관련 주요 연구
논문

주요 결과

분석정책 : 취업성공패키지

전병유
외
(2012)

취약계층 패키지사업 참가자의 18개월 후 취업확률은 62%로 미선정자
(신청자 중 탈락자)의 54%보다 8%p 높음. 대체로 3단계인 취업알선서
비스까지 진행되었을 때 그 효과가 크며, 참가자의 능력과 의지가 높을
수록 취업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
▪분석대상 : 2010년 취업성공패키지 I(저소득층) 신청자
▪분석자료 및 방법 : 취업성공패키지 및 고용보험 DB를 성향점수매칭
법으로 분석

최형재
외
(2013)

취약계층 패키지사업 참가자 중 직업훈련 참여자는 비참여자에 비하여
고용보험 사업장 취업확률이 1.8%p 높음. 또한, 직업훈련 참여자의 30
개월 이내 고용보험 사업장 취업 횟수는 비참여자에 비해 0.15회 낮아
일자리 이동이 덜하며 총 취업일수 역시 16일 정도 짧음. 단, 직업훈련
참여는 고용보험 사업장 일자리의 평균 근속기간이나 대기업 일자리
경험 여부와는 상관관계가 없음.
▪분석대상 : 2010년 취업성공패키지 I(저소득층) 사업 참여자 중 개인
별 취업활동 계획 수립 후 자료 추출 시점으로부터 30개월이 지난 자
(29세 이하 : 25.4%, 30～54세 : 64.7%, 55세 이상 : 9.9%)
▪분석자료 및 방법 : 취업성공패키지 및 고용보험 DB를 선형확률모형
또는 회귀모형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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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의 계속
논문

주요 결과

이병희
외
(2014)

취업성공패키지 중 직업훈련의 취업효과는 기타 나이 집단에 비해 10
∼20대에서, 대졸자에 비해서 고졸자에서, 중장년층에 비해서 청년층이
나 패키지 I 대상자(취약계층)에서, 사전진단 설문조사(구직욕구, 건강
상태, 연령, 학력수준, 미취업기간, 고용보험가입기간, 자격증 보유 및
직업훈련 경험 등)에서 파악된 취업능력과 의지가 가장 낮은 집단에서
더 큼.
직업훈련의 임금효과는 긍정적이며, 특히 50대에서, 능력과 의지가 낮
은 그룹에서, 대졸자 집단과 비교하여 그 이하의 집단에서 더 큼.
▪분석대상 : 2012, 2013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분석자료 및 방법 : 취업성공패키지 및 고용보험 DB를 이중차분법과
비례해저드 모형으로 분석

양지윤
외
(2016)

(청년, 중장년층) 직업훈련 참여자가 미참여자에 비해 청년(만 18～34
세 이하)의 경우 취업 확률이 30.6%, 중장년(만 35～69세 이하)의 경우
34.3% 높음.
(취약계층) 직업훈련 미참여자가 참여자에 비하여 취업 확률이 7.7%
낮음.
▪분석대상 : 2013～2015 취업성공패키지 청․장년 참여자(만 18～69세
이하) 및 취약계층 참여자
▪분석자료 및 방법 : 워크넷 DB를 로지스틱 회귀모형 등으로 분석

분석정책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김지원
이석원
(2012)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은 실업급여 의존도를 감소시키나 구직의욕도
감소시킴. 취업률의 경우 유보임금이 높은 집단(160만 원 초과)에는 대
부사업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유보임금이 낮은 집단(160만 원 이하)
에서는 부정적으로 작용함.
▪분석대상 : 2009년 대부 신청자
▪분석자료 및 방법 : HRD-Net, 워크넷,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서울
남부지사 행정자료(민원처리대장)를 성향점수 가중치를 부여한 일반
화선형모형으로 분석

2. 직업훈련정책 간 효과 비교
직업훈련정책의 효과는 그 시행시기, 대상자, 훈련기간이나 내용 등 정
책의 세부내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세부정책 간 효과를 비
교하는 것은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대적 효과성과 효율성을 비
교하는 것은 필요하다. 첫째, 훈련생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직업훈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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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유사한 조건의 훈련생이
어떤 정책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파악하는 것은 그들의 노동
시장 성과 제고를 위해서 필요하다. 둘째, 정부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
므로 예산제약하에서 어떤 정책이 비용과 편익 측면에서 더 효율적인지
를 파악하는 것은 직업훈련정책의 전반적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
다. 셋째, 전반적인 효율성이나 효과성과 별도로, 추가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위해 특정계층의 취업성과 제고에 기여하는 정책의 파악
이 필요하다. 이에 <표 3-5>는 동일한 시기에 다른 직업훈련정책에 참
여한 훈련생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를 제시한다.
실업자 직업훈련을 계좌제(현 내일배움카드제) 훈련과 비교한 조준모
외(2010: 109～111)에 따르면 계좌제 훈련이 실업자 직업훈련보다 취업
확률에 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6개월 이상 지속취업 확률 및 근로소
득에서는 두 정책에 큰 차이가 없다. 또한, 계좌제와 미훈련 구직자의 6
개월 지속취업 확률에는 차이가 없으나 미훈련 구직자의 취업 확률이 더
높으며 취업 후 더 높은 근로소득을 얻는다(조준모 외, 2010: 106～108).
같은 정책들을 비교한 이상준(2012: 47)의 연구결과에서도 계좌제 훈련
참여자가 실업자 직업훈련 참여자보다 취업에 더 유리하다. 실업자 직업
훈련 및 계좌제 훈련에 참여한 총 직업훈련시간은 실직자의 실업탈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계좌제 훈련이 실업자 직업훈련보다 훈련기간
이 짧아 효율적이며, 훈련이수의 효과는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대졸자에
비해서 전문대졸자에게 크게 나타난다(이상준, 2012: 52).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을 비교한 정선정
(2016a: 12～14)에 따르면 내일배움카드제보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참여자의 수료 및 취업률이 더 높다. 또한, 훈련기간이 길수록 취업
률이 높으며,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참여자의 경우 학업성취도와
고용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취업률이 높다(정선정, 2016a: 15).
단, 이 연구결과는 준실험적 방법론을 바탕으로 분석되지 않아 정책간의
성과평가를 비교했다기보다는 참여자의 관찰가능한 특성을 일부 통제한
상태에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생의 성과
를 단순비교한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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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직업훈련정책 간 효과 비교 관련 주요 연구
논문

주요 결과

비교정책 : 실업자 직업훈련과 계좌제 훈련

조준모
외
(2010)

계좌제와 실업자 직업훈련 참여자를 비교하는 경우 계좌제 훈련이 취
업 확률에 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6개월 이상 지속취업 확률 및 근
로소득에는 차이가 없음. 또한, 계좌제와 미훈련 구직자를 비교하는 경
우 6개월 이상 지속취업 확률에는 차이가 없으나 미훈련 구직자의 취
업 확률이 더 높으며 취업 후 근로소득이 더 많음.
▪분석대상 : 2009년 4월 20일～7월 20일 사이에 계좌제 훈련, 실업자직
업훈련을 받은 자 및 훈련을 받지 않은 구직자
▪분석자료 및 방법 : HRD-Net 및 워크넷 DB를 성향점수매칭 후 로짓
및 OLS를 이용하여 분석

이상준
(2012)

계좌제 훈련이 실업자 직업훈련보다 훈련기간이 짧으며, 계좌제 훈련
참여자가 실업자 직업훈련 참여자보다 취업에 더 유리함. 또한, 실업자
직업훈련 및 계좌제 훈련에 참여한 총 직업훈련시간은 실직자의 실업
탈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훈련이수의 효과는 여성보다는 남성에
게, 대졸자에 비해서 전문대졸자에게 크게 나타남.
▪분석대상 : 2008년 3월～2009년 12월 동안 실업자 훈련 또는 계좌제
훈련을 이수한 60세 미만인 자(평균 35세, 표준편차 8세)
▪분석자료 및 방법 : 고용보험 DB를 비모수적 매칭방법과 Cox 생존
분석방법으로 분석

비교정책 : 내일배움카드제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정선정
(2016a)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이 내일배움카드제 훈련보다 취업률이 더
높음. 또한, 훈련기간이 길수록 취업률이 높지만, 수료횟수가 적을수록
취업률이 높음.
▪분석대상 : 2014년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수료자 중 6개월 이상 취업을 지속한 자(평균 35.9세)
▪분석자료 및 방법 : HRD-Net 데이터를 로짓 회귀분석 등으로 분석

비교정책 : 우선선정직종훈련사업의 민간기관위탁사업과 대한상공회의소위탁사업

유경준
이철인
(2007)

대한상의훈련 참여자의 구직기간이 민간기관훈련 참여자보다 짧고 재
취업 확률도 더 높지만, 훈련 내용과 동일업종에 재취업했는지 여부 및
취업 후 임금에는 차이가 없음. 민간기관 훈련비용은 대한상의 훈련비
용과 비교하여 상당히 적지만 취업확률 역시 작기 때문에 기회비용 등
을 포함한 비용․편익 측면에서는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없음.
▪분석대상 : 2000년 초반 우선선정직종훈련사업의 민간기관위탁훈련
(평균 25세) 또는 대한상의위탁훈련(평균 22세) 참여자 및 훈련 미참
여 실직자(평균 36세)
▪분석자료 및 방법 : HRD-Net, 고용보험,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직업훈련 자료를 로짓, 최소자승 회귀분석 등을 사용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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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선정직종훈련사업의 민간기관위탁훈련과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
한상의) 위탁훈련을 비교한 유경준․이철인(2007: 89～93)에 따르면 대
한상의위탁훈련 참여자의 구직기간이 민간기관위탁훈련 참여자보다 짧
고 재취업 확률도 더 높지만, 훈련 내용과 동일업종에 재취업했는지 여
부 및 취업 후 임금에는 차이가 없다. 민간기관의 훈련비용은 대한상의
의 훈련비용과 비교하여 상당히 적지만 취업확률 역시 작기 때문에 기회
비용 등을 포함한 비용․편익 측면에서는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없다(유
경준․이철인, 2007: 93).

3. 정부지원 및 개인적 직업교육훈련의 노동시장 성과
<표 3-3>∼<표 3-5>에 제시된 주요 연구는 취업사관학교 및 취업성
공패키지 II의 청년을 구분하여 분석한 연구를 제외하고는 청년층 대상
직업훈련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지 않았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정책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 3-6>은 개인이 취업이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
고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는 교육훈련(취업사교육 등)과 정부 지원 직
업훈련을 포함한 광의의 직업훈련(이하 직업교육훈련)이 청년층에 미치
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를 제시한다. 이 연구는 HRD-Net, 고용보험 DB
등의 행정자료를 분석한 <표 3-3>∼<표 3-5>의 대다수 연구와는 달리
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직업교육훈련의 효과를 분석한다. 동 연구에
서 사용된 패널조사 자료는 한국노동패널조사,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청년패널조사, 교육고용패널 등이다.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직업훈련은 ‘취업, 창업 또는 업무능력향상을 목
적으로 교육 및 훈련을 받은 경험’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및 청년패
널조사의 직업훈련은 ‘취업, 창업 또는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
련’을,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의 직업훈련은 ‘학교 정규수업이나 영어, 제2
외국어, 공무원시험 공부 등을 제외하고 취업이나 창업, 직무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을 의미한다.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및 청년패널조사
의 직업훈련은 직장연수, 학원수강,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통신강좌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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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강좌는 포함하나, 단순한 취미 활동을 위한 교육, 정규학교 교육의 학
업과 관련한 학원수강 및 과외, 고시, 공무원, 공사(공단) 등의 시험준비
는 제외한다. 한국노동패널의 직업훈련은 크게 회사가 시행하는 업무능
력 향상 훈련, 정부지원훈련, 개인선택의 교육훈련으로 구분되며, ‘자신의
교양이나 평생학습차원에서 받은 직장연수나 학원수강, 교양강좌 및 TV,
라디오 청취, 인터넷 통신강좌 등의 교육’은 별도의 교육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패널조사 설문의 특성상 <표 3-6>에 제시된 연구결과는 취업사
교육의 효과를 포함하므로 정부의 직업훈련정책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
는 영향이라고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취업 전 직업교육훈련의 노동시장 효과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이규
용․김용현(2003: 80～84)에 따르면 직업교육훈련은 대졸자의 첫 일자리
이행기간을 단축시키지는 못하지만 첫 일자리에서 더 높은 임금을 받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성지미․안주엽(2012: 32～33)에 따르면 어
학연수, 영어시험 성적, 공무원 및 전문자격시험의 합격 여부 등은 임금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성지미․안주엽(2012: 32)에 따르
면 취업 전 직업교육훈련(‘직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는 것
은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임금수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 직업교육훈련의 결과인 자격증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불명확하다.
이규용․김용현(2003: 88)에 따르면 자격증은 임금상승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지만 이 효과는 전문대 졸업생이 아닌 4년제 대졸자에게만 나타
나며, 성지미․안주엽(2012: 32)에 따르면 자격증 취득은 취업에만 긍정
적인 영향이 있을 뿐 임금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단, 상기 연구에
서 분석한 직업교육훈련은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 참여한 것이므로 이러
한 선택을 한 청년들의 특성이 취업이나 임금 등에도 동시에 영향을 미
칠 수 있어 직업교육훈련의 내생성과 선택성을 통제한 결과로 해석되기
는 힘들다.
재직자 및 실업자 대상 직업교육훈련은 모두 긍정적인 노동시장 효과
를 갖는다. 현 직장에서 취업 후 제공된 직업훈련에 참여한 재직자 직업
훈련을 분석한 김강호(2009: 142～144)에 따르면 재직자 직업훈련은 현
직장 임금 수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초기 임금 대비 임금의 상승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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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친다. 또한, 재직자의 학력에 따라 직업훈련
의 대상이 선별되지 않고 직업훈련 참여의 효과는 최종학력수준과는 무
관하다(김강호, 2009: 147). 실업자의 직업교육훈련을 분석한 강순희․안
준기(2010)에 따르면 실업자의 직업교육훈련 참여 여부가 그 다음해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은 연도별로 다르지만, 참여 여부는 전년도 미취업기
간이 다음해 미취업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인다(강순희․안준기, 2010:
220～222).
정부 지원 직업훈련이 취업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않은
것에 비하면 <표 3-6>에 제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청년층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은 취업 및 임금에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 단, 이러한 직업교육훈련에 포함되는 세부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직업교육훈련의 참여는 자발적인 경우가 많아, <표 3-6>의 연구결과는
이러한 자발적 참여자의 선택편의(selection bias)의 영향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6> 정부지원 직업훈련정책 및 개인적 직업교육훈련의 노동시장 성과 관련
주요 연구 : 청년층 분석 연구
논문

주요 결과

이규용
김용현
(2003)

대졸 청년층의 대학재학 중 외국어 학원 이수 등을 포함한 직업교육훈련
은 첫 일자리 이행기간 단축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첫 일자리의 임금
을 상승시킴. 단, 이러한 임금효과는 전문대 졸업자가 아닌 4년제대 졸업
자에게만 나타남.
▪분석대상 : 19～30세 대졸자(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 졸업생)
▪분석자료 및 방법 : 2002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 실시한 설문조사를 콕스의 비례위험모형으로 분석

김강호
(2009)

재직자의 직업훈련(현 직장에 취업 후 제공된 직업훈련) 참여는 현 직장
임금 수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초기 임금에 대비한 임금상승에도 유
의하게 정(+)의 영향을 줌. 또한, 재직자 중 학력에 따라 직업훈련의 대상
이 선별되지 않고 직업교육훈련 참여의 효과는 최종학력수준과는 무관함.
▪분석대상 : 2007년(2차) 조사에 참여한 임시직․일용직․상용직 근로
자로 대학원 수학이력이 없고 졸업 후 첫 직장과 현 직장이 동일한 참
여자(평균 25.8, 표준편차 2.2)
▪분석자료 및 방법 : 청년패널조사 자료로 OLS, Heckman 2SLS,
Neumark 방법을 활용한 임금격차분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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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의 계속
논문

주요 결과

강순희
안준기
(2010)

전년도 실업 시 직업교육훈련을 받았는지 여부가 다음 연도의 취업에 미
치는 영향은 연도별로 다르지만, 직업교육훈련 여부는 전년도 미취업기
간이 다음해 미취업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줄임.
▪분석대상 : 2004년 8월～2005년 2월에 전문대 이상 대학졸업자 중 취
업자 및 유사실업자
▪분석자료 및 방법 :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를 로지스틱, 성향점수매칭
방법 등으로 분석

성지미
안주엽
(2012)

취업 이전 직업교육훈련 참여 여부 및 자격증 취득은 취업에는 영향이
없지만 임금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어학연수는 취업 및 임금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영어시험 점수는 취업에는 부정적이나 임금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분석대상 : 평균 25.7세 대졸자(졸업 당시 30세 이상, 첫 일자리 취득
이전 대학원진학자, 첫 일자리의 임금 및 근로시간 무응답자, 졸업하
기 1년 이전에 일자리를 가진 자를 제외)
▪분석자료 및 방법 : 2009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를 Heckman
선택모형으로 분석

김수원
(2016)

직업훈련 경험자의 취업률이 미경험자보다 더 높지만 정규직 비중에는 차
이가 없음. 교육훈련 경험자의 경우 직업훈련 기간이 길수록 취업확률이 높
으며 직업교육훈련 개수는 취업확률에 부(-)의 영향을 미침.
▪분석대상 : 2004년 당시 고등학교 3학년 코호트 중 2012년(9차) 및
2013년(10차) 패널조사 응답자
▪분석자료 및 방법 :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를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
으로 분석

제3절 직업훈련정책의 평가

제2절에 제시된 직업훈련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주
요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또는 과거에 시행된 직업훈련정책을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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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 정규직 여부 등보다는 구직기간 단축에 효과가 큼
직업훈련은 임금이나 정규직 취업보다는 구직기간 단축이나 취업 여
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우선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직업훈련은 구직
기간 또는 미취업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다(강순희․안준기, 2010:
220, 222; 유경준․이철인, 2007: 81, 89). 하지만 직업훈련이 취업에 미치
는 영향은 세부 정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2000년대의 실업자 직업
훈련은 실업자의 재취업에 대체로 효과가 있지만(이병희, 2000: 120, 121;
유경준․이철인, 2007: 84, 91; 정선정, 2016a: 12, 14), 2000년대 후반에
시행된 내일배움카드제 직업훈련의 참여는 실업자의 취업성과 제고에 크
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김용성․박우람, 2015: 55; 류기락 외, 2014: 94,
조준모 외, 2010: 109, 110, 111). 이러한 취업에 대한 상반된 결과는 정책
별로 훈련기간 및 세부훈련의 내용이 상이하여 나타난 정책의 성과 차이
와 함께 연도별로 다른 경제상황하에서 직업훈련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
나는 것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진행된 계좌제(현
내일배움카드제)와 실업자 직업훈련을 비교연구한 조준모 외(2010: 109～
111) 및 이상준(2012: 47)에 따르면 계좌제의 취업효과가 실업자 직업훈
련의 취업효과보다 다소 더 크기 때문에, 정책별로 상반된 직업훈련의
효과는 연구방법론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예상된다. 직업훈련의 참여자
는 미참여자와 관측불가능한 측면에서 다를 것이며 이러한 특성은 회귀
분석 시 통제할 수 없지만 노동시장 성과에는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준실험적 방법론을 바탕으로 직업훈련 참여자와 여러 측면에서
유사하지만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자의 노동시장 성과를 비교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 참여자와 미참여자 간의 취업 성과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직업훈련의 임금효과에 따른 연구결과는 일관되지 않지만 성향점수매
칭 등 준실험적 방법론을 사용한 연구일수록 직업훈련은 임금에 대체로
효과가 없음을 밝혔다. 예를 들어, 청년층의 직업교육훈련은 임금을 상승
시킨다는 연구도 있지만(이규용․김용현, 2003: 84), 정부 지원 직업훈련
참여자의 임금은 오히려 미참여자보다 낮다(유경준․이철인, 2007: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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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모 외, 2010: 108). 성지미․안주엽(2012: 32～33)에 따르면 구체적인
직업교육훈련의 종류에 따라 일부는 임금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만 또 다른 일부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청년층 대상 직업교육훈련
의 효과를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강순희․어수봉․최기성(2015: 287)도
직업교육훈련이 전체 표본의 임금수준과는 관련이 없고, 여성의 경우에
는 직업교육훈련이 임금수준에 부(-)의 영향이 있음을 밝혔다.
고용의 질과 관련해서 정규직 취업 여부에도 직업훈련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단, 류기락 외(2014: 114)는 직업훈련이 취약계층의 정규
직 취업확률을 높인다고 밝혔다. 청년층의 직업교육훈련을 분석한 김수
원(2016: 51)과 청년층에 특정하지 않은 직업교육훈련을 분석한 강순
희․어수봉․최기성(2015: 285)에 따르면 직업교육훈련은 정규직 취업 여
부와 무관하다. 즉, 현재의 직업훈련은 빠른 취업이행에는 효과가 있으나
임금, 고용의 질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취약계층, 고졸자, 젊은 연령층에 효과가 더 큼
직업훈련은 일반적으로는 취업 여부나 고용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저소득층이나 저학력자의 취업에는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직업훈련은 일반 구직자의 취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저소득층의 취업가능성, 특히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높인다(류기락 외, 2014: 94～114). 또한, 학력이 낮을수록 직업
훈련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직업훈련정책을 포함한 취업성공패키
지의 경우 대졸자보다는 고졸자 이하에서 직업훈련의 취업효과와 임금효
과가 더 크며(이병희 외, 2014: 52), 직업훈련정책의 경우 대졸자에 비해
서 전문대졸자에게 직업훈련의 취업효과가 더 크다(이상준, 2012: 52).
대학생의 직업교육훈련 여부를 분석한 이규용․김용현(2003: 80) 및 성
지미․안주엽(2012: 32)에 따르면 전문대졸자나 대졸자의 경우에 직업교
육훈련은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단, 고졸자에 비해서는 전문대졸자
에게 직업훈련의 취업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정선정, 2016a: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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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직업훈련의 취업효과는 연령이 낮을수록 크게 나타난다. 직업훈
련 후 취업률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고(정선정, 2016a: 14), 직업훈련정책
을 포함한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기타 나이 집단에 비해 10∼20대에서,
중장년층에 비해 청년층에서 취업효과가 더 큰 경향을 보인다(이병희 외,
2014: 49). 단, 취업성공패키지 중 직업훈련의 임금효과는 기타 나이 집
단에 비해 50대에서 더 크지만, 중장년층과 청년층 간에는 차이가 없었
다(이병희 외, 2014: 62). 직업훈련의 취업 및 임금효과 모두 취업성공패
키지 I 대상자(취약계층)에서, 능력과 의지가 낮은 집단에서 더 크다(이
병희 외, 2014: 52～62).

3. 세부정책별 상이한 효과
재직자 직업훈련의 효과는 일관되게 긍정적으로 나타난다. 재직자 직
업훈련은 임금인상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김강호, 2009: 142～
144), 청년층 대상 교육훈련의 효과를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유경준․강
창희(2010: 46)는 지난 1년 동안 이수한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재직자의
직업교육훈련은 개인의 월평균 임금을 2.6∼9.8% 정도 높이는 것으로 추
정하였다. 단,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재직자 직업훈련이 실업자 직업훈
련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실업자 또는 재직자 직업훈
련에 참여하는 자는 여러 특성이 다르고 이러한 이질적인 특성이 취업이
나 임금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두 집단의 노동시장 성과 차이는 직
업훈련의 효과 차이와 개인적인 특성이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동시에 반
영하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어 학원 이수, 자격증 취득 등 취업준비를 포함한 직업교육
훈련 정책의 효과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타난다. <표 3-6>의 연구결과
는 청년층이 참여한 직업교육훈련의 효과를 분석한 것이고 <표 3-3>∼
<표 3-35>의 연구결과는 직업훈련의 효과를 청년층으로 한정하지 않았
기 때문에 두 결과를 단순비교해서 직업교육훈련의 효과가 직업훈련의
효과보다 더 크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는 두 정책의 참여대상 연령
층 등 다른 개인적인 특성이 다르며, 기존 연구에서 개인이 선택하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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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교육훈련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자의 성향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타 정부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정책의 경우에는 정책의 시행시기가
다르고 각 시기의 경제상황 등 여러 시기적 요인이 직업훈련정책의 효과
에 영향을 미치며, 정책 간 훈련의 내용, 기간, 참여자의 특성, 기타 운영
상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정책 간의 효과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4. 직업훈련 분야와 재취업 분야의 낮은 연관성
실업자 직업훈련을 분석한 이병희(2000: 121)에 따르면 직업훈련 분야
와 재취업 분야의 연관성은 낮다. 또한, 다수의 연구는 직업훈련의 내용
이 적절하지 않아 훈련생의 능력향상에 기여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내
일배움카드제 참여자의 훈련-직종 일치 여부가 상용직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이(류기락 외, 2014: 112) 직업훈련 분야와 재취업
분야의 낮은 연관성은 직업훈련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주된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러한 낮은 연관성은 직업훈련 참여자가 선
호하는 훈련분야의 일자리가 이미 포화상태이기 때문일 수도 있으므로
분야별 인력수급전망을 바탕으로 분야별 인원이나 기타 유인을 조정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적절한 직업훈련 시간 및 기간의 필요성
직업훈련의 시간 및 기간과 훈련성과와의 관계는 불명확하다. 연구에
따라 직업훈련 시간이나 기간이 훈련의 성과와는 무관하다거나, 시간이
나 기간이 길수록 취업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혼재한다. 예를 들어, 계좌제의 훈련시간은
취업탈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실업자훈련은 훈련시간과 기간이
길다고 실업탈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이상준, 2012: 54).
긴 직업훈련 기간과 훈련참여자의 높은 취업률의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
도 있다(김수원, 2016: 50; 정선정, 2016a: 14).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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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기간이 지나치게 길면 훈련생의 구직활동을 방해하여 취업확률을 낮추
는 잠금효과(lock-in-effect)가 존재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짧은 시간이
나 기간 동안의 직업훈련은 실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지 않
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직업훈련기간 수령하는 훈련비에 대한
의존성은 직업훈련의 효용성과 무관하게 필요 이상으로 훈련기간이 길어
지는 유인일 수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훈련이 취업 등에 실제로 기
여할 수 있도록 훈련시간과 기간 등이 적절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제4절 청년층 직업훈련정책의 방향과 과제

본 장은 청년층 대상 직업훈련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관
련 선행연구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년
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정책은 매우 소수이며, 현재의 직업훈련
정책의 주요 정책대상은 청년층이 아니다. 따라서 제2절에서 제시한 선
행연구는 청년층을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에 대한 직업훈련의 효과를 분
석한 결과이다. 직업훈련정책과 함께 취업성공패키지 및 직업훈련 생계
비 대부와 같은 직업훈련 관련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결과와, 청년
층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많은 직업교육훈련(개인 선택의 학원교육 등
포함)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결과도 동시에 제시하였다.
본 장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듯 직업훈련의 효과에 대한 연
구결과는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각 연구에서 분석한 세부 정책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연구방법론상 훈련참여자와 미참여자의 이질
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고 이러한 특성이 도출된 직업훈련의 효
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직업훈련 미참여자가 참여자보다
임금, 정규직 여부 등 고용의 질적 요인에서 유리하다는 결과를 도출한
연구 중 다수가 인과관계 추론을 위한 엄밀한 방법론을 사용하지 않은
점에서, 이러한 결과는 취업이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충분히 갖춘
집단은 직업훈련에 참여할 여지가 적다는 것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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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존 연구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선행연구
분석결과 대체로 일치하는 직업훈련 정책에 대한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훈련은 임금과 고용의 질 향상보다는 취업이나 구직기간 단
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둘째, 직업훈련은 대체로 취약계층, 저학력자
및 젊은 연령층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재직자에 대한 직업
훈련이나 개인적인 취업준비를 포함하는 광의의 직업교육훈련의 긍정적
인 효과가 더 일관되게 나타난다. 넷째, 훈련과 취업한 일자리의 직종이
유사한 경우 직업훈련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며, 지나치게 긴 기간 진
행되는 직업훈련은 효과적이지 않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층 대상 직업훈련정책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중장년층보다는 청년층에게 직업훈
련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은 청년층에게 직업훈련정책이 특히
효과적인 정책도구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년층을 수혜대상으
로 하는 맞춤형 직업훈련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2016년 7월부터 실업
자 대상 내일배움카드제에 대학졸업예정자를 포함하여 확대시행하는 등
청년층을 직업훈련의 주요 대상으로 고려하는 정책이 증가하고 있다. 향
후 18∼34세 청년층 등을 정책대상자로 특정한 취업성공패키지 II와 같
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직업훈련정책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수립할 때 청년층은 다양한 교육수준을 가진 자로 구성
되며, 학생도 다수 포함한다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재학 중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대학생의 근로참여 의지
(현재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김경범
외, 2014: 322)를 바탕으로 대학졸업예정자에게 직업훈련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또한, 직업훈련을 통해 청년층의 취업률
등을 높이려면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않아도 취업을 할 청년보다는 취업
의지가 약하거나 직업훈련을 거치지 않으면 취업이 어려운 청년층을 적
극적으로 정책대상으로 특정할 필요도 있다. 본 장에서 검토한 다수의
연구는 취약계층에 직업훈련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구직에 적극적이지 않은 취약계층 청소년의 무업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지 않게끔 이들을 직업훈련정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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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년 재직자를 위한 직업훈련도 중요하다. 이는 직업훈련
이 직무능력 향상이나 임금 인상 등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훈련참여자가
보다 나은 직장으로 이직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청
년 이직률은 매우 높다. 이는 한국 노동시장에서 직위나 임금 등은 능력
보다는 입직(入職) 시에 크게 결정되며 이직이 청년들이 인식하는 효과
적인 노동시장 성과제고의 방안이기 때문일 것이다.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에 시달리는 청년층이 소득활동을 하는 동시에 더 나은 직장으로 이
동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재직자 대상 청년 직업훈련정책도 필요할 것이
다. 이러한 정책은 저임금․비정규직 청년근로자의 경우 직업훈련에 참
여하기에 시간적, 물리적 제약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실업자 또
는 구직자 직업훈련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온라인
강좌나 주말 또는 야간에 직업훈련 과정을 진행하거나, 취업사관학교와
같이 일부 취약계층 재직자 직업훈련 참여자에게는 숙식을 제공하는 것
도 고려할 만하다.
대상별 훈련정책의 마련과 함께 직업훈련의 내용 및 질을 제고하는 것
도 필요하다. 직업훈련 참여에는 상당한 시간 및 기간이 소요되는데 실
제성과가 없다면 청년층의 높은 직업훈련 참여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
다. 또한, 직업훈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참여자일수록 훈련 후 취업률
이 높다는 결과(정선정, 2016a: 13, 15; 정선정, 2016b: 57)는 직업훈련의
취업성과 제고를 위해서도 직업훈련 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필
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처럼 직업훈련의 개인적 효과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는 동시에 청년층이 희망하는 직업훈련 분야가 사회수요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일배움카드 쿼터제와 같이 사회수요에 맞춘 훈련업종 비
중 조정이나 업종 및 직종별로 개인부담금에 차등을 두는 등 직업훈련정
책의 사회적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도 다각도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직업훈련정책에 대한 상기 정책적 방
향 이외에도 본 글에서는 다루지 않은 미래 노동시장의 변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직면하는 환경은 과거와 매우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는 매우 빠르게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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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고 이에 따라 사회에서 요구되는 직무역량도 변화할 것으로 예측
된다. 강홍렬 외(2016: 153)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핵심
직무능력은 인지역량(cognitive skills), 육체적 능력(physical abilities)
등의 경성 역량(hard skills)보다는 복합적 문제해결역량(complex problem solving skills), 사회적 역량(social skills), 과정 역량(process skills)
등의 연성 역량(soft skills)이다. 따라서 현재의 직업훈련은 경성 역량의
강화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앞으로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직
업훈련과정에서도 참여자의 연성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다. 또한, 강홍렬 외(2016: 23)는 미래의 급격한 숙련변화를 반영한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신속하게 학교-산업계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기업의 교육훈련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
중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본 장에서 분석한 선행연구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 직업훈련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줬다. 하지만 직업훈련이
취약계층에게 효과적일 것이고 구직기간 단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이
외에, 어떤 세부정책의 내용이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제고에 효과적일
지는 구체적으로 도출할 수 없었다. 또한, 앞서 간략히 언급한 바와 같이
새로운 환경에 필요한 직업훈련은 과거와는 매우 다를 수 있으므로 과거
및 현재의 직업훈련정책을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 직업
훈련정책의 방향을 도출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청년층 직업훈련정책
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기에 어떠한 방향으로 이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향후 연구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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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고용서비스

이 장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제공되는 정부의 고용서비스가 청년
층의 노동시장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본다. 먼저 노동시
장정책으로서 어떠한 고용서비스가 청년층에게 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선행연구를 정리한 뒤, 향후 고용서비스의 노동시장 성과를 측정하기 위
한 보기로 한다.

제1절 고용서비스정책 개관

정동열․고재성․변정헌․전예원․현우영(2017)에 따르면, 청년층 대
상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는 상담, 취업정보 제공, 취업알선이라는 세 개의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전달체계에 직업능력개발이 결합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2017년 청년지원 프로그램(고용노동부 청년고용
기획과, 2017)을 참고하면, 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고용
노동부 3개, 중소벤처기업부 1개, 국가보훈처 1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아래에
서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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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청년층 대상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자료 : 정동열․고재성․변정헌․전예원․현우영(2017), p.43.
<표 4-1> 2017년 청년 고용서비스 지원사업
사업명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지원(일반)(청년내일찾기패키지)
해외취업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벤처기업 경쟁력강화(벤처기업 일자리 창출지원)
취업지원(국가유공자취업지원)

자료 :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고용서비스로 분류한 청년내일찾기패키지는 실
제로는 고용서비스와 더불어 직업훈련, 보조금 모두 포함되어 있다. 우리
는 이를 고용장려금으로 분류하여 소개하기로 한다.9)

9) 청년내일찾기패키지를 반드시 고용장려금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어느 쪽에 포함시켜도 좋다는 의미에서 고용장려금 연구진이 맡기로 하였다. 특
히 뒤에서 중소기업청년인턴사업과 비교하는 의미도 있어 그렇게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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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
가.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이 사업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대학청년고용센터, 취업지원관, 재학생
직무체험,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간략한 내용을 표에 정
리하였다.
<표 4-2>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
○ 사업목적 : 대학 재학생의 취업․창업 역량을 강화하도록 원스톱 고용서비스를 제공
○ 사업내용 :
- 참여대상 : 만 15～34세 미취업자(1만 명), 고교생, 비진학청소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해당 대학의 재학생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졸업생, 다른 대학 재학생, 인근 지
역 청년도 제공대상으로 포함)
- 지원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 조직을 갖추고 있는 대학
- 지원내용 : 대학별 매년 평균 6억 원을 5년간(2+3년) 지원. 다만 대학규모 등에 따른 차
등지원이 가능하며, 연 사업비 평균 6억 원을 기준으로 매칭비율은 정부 50%(3억 원),
대학 25%, 자치단체 25%를 원칙으로 하되 대학과 자치단체 부담비율 50%는 대학과
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사업비 가운데
5억 원은 인건비 40～60%, 프로그램비 35～55%, 운영비 5%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하
도록 하고, 1억 원은 학생 대상 공모를 통해 선정된 프로그램의 사업화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자료 : 고용노동부 사이트(http://www.moel.go.kr/policyinfo/new/young/view_conte
nt06.jsp; 검색일 : 2017년 11월 14일).
<표 4-3>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대학청년고용센터)
○ 사업목적 : 대학 등에 취업전문인력 채용을 지원, 각 학교 실정에 맞는 취업지원 서비스
를 통해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 지원. 취업 전문인력인 취업지원관을 채용한 대학
에 인건비 일부 지원
○ 사업내용 :
- 지원대상 : 공모를 통해 선정된 대학(4년제, 전문대학)
- 지원내용 : 취업지원관 인건비 최대 60% 지원(대학별 7,000만 원 한도 지원). 지원기간 3
년 이하는 60%, 4년차는 50%, 5년차는 40%,정규직으로 채용 시 20% 추가 지원
자료 : 고용노동부 사이트(http://www.moel.go.kr/policyinfo/new/young/view_conte
nt07.jsp; 검색일 : 2017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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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취업지원관)
○ 사업목적 : 민간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대학생에게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해 대학 내 청년고용센터를 설치. 대학은 대학청년고용센터 운영을 위한 공간ㆍ시
설을 제공하고, 운영기관은 민간컨설턴트를 채용ㆍ배치하여 대학청년고용센터를 운영
○ 사업내용 :
- 지원대상 :
*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산업대학, 전문대학
* 운영기관 : 직업안정법 제18조, 제19조에 의한 유ㆍ무료직업소개사업자
- 지원내용 : 컨설턴트 인건비(대학은 40% 이상 매칭)(1인 월 250만 원), 운영경비(연 800
만～1,000만 원), 취업프로그램비(연 500만～600만 원). 컨설턴트는 2명 지원(평가결과
우수대학은 최대 3명). * 재학생 7,500명 이상 규모 대학은 최대 5명까지 지원
자료 : 고용노동부 사이트(http://www.moel.go.kr/policyinfo/new/young/view_conte
nt08.jsp; 검색일 : 2017년 11월 14일).
<표 4-5>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재학생 직무체험)
○ 사업목적 : 상대적으로 일경험 기회가 부족하고 취업률도 낮은 인문ㆍ사회ㆍ예체능계열
대학재학생(2～3학년 중심)들의 산업현장 체험기회 제공을 통한 입직기간 단축 등 지원
ㆍ배치하여 대학청년고용센터를 운영
○ 사업내용 :
- 지원대상 :
(연수생) 인문ㆍ사회ㆍ예체능계열 대학 2～3학년 재학생 5,000명
※ 단, 공학계열 및 대학별 최종학기(4년제 8학기, 2년제 4학기 등) 재학생은 제외
(운영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에 해당하는
대학
(체험기관)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기업(대기업 포함), 공공기관, 교
육기관, 사회ㆍ경제단체 등 비영리법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5인 이하 벤처기업은 참여 가능
- 지원내용 :
(기업지원금) 학습프로그램 운영 지원비(학생 1인당 월 40만 원), 관리자지원비(학생 1
인당 월 7만 원)
(운영기관지원금) 재해보험 가입 등 운영기관 관리비(학생 1인당 월 1만 원)
(학생지원) 대학과 기업이 매칭하여 월 40만 원 이상 연수지원비 지급
※ 대학은 재정여건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매칭이 가능하며, 참여기업은 1인당 월 40만
원 외 학생에게 추가지급 가능
※ 자치단체가 대학과 협약 등을 체결하여 학생 연수지원비 매칭․추가지원 가능
자료 : 고용노동부 사이트(http://www.moel.go.kr/policyinfo/new/young/view_conte
nt04.jsp; 검색일 : 2017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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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
○ 사업목적 : 산업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이 우수한 중소기업이나 강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며, 청
년의 노동시장 조기 입직을 유도
○ 사업내용 :
- 참여대상 : 만 15～34세 미취업자(1만 명), 고교생, 비진학청소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 지원내용 : 연수생에게는 연수프로그램에 무료로 참가할 수 있게 하며, 운영기관에는 체
험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 연수프로그램은 1일(5시간)부터 5일(40시간)까지 한도가
정해져 있음. 프로그램 내용은 특강, 기업 체험, CEO 특강, 연수 참여자 간 팀 프로젝
트 수행 등으로 구성
자료 : 고용노동부 사이트(http://www.moel.go.kr/policyinfo/new/young/view_conte
nt03.jsp; 검색일 : 2017년 11월 14일).

나. 해외취업지원

해외취업지원은 K-Move스쿨, 해외취업알선, 해외취업지원센터, K-Move
멘토단 운영, 해외취업성공장려금, 해외통합정보망 운영으로 구성된다.
해외취업성공장려금은 고용서비스와의 관련성이 떨어지나 포함하여 설
명하기로 한다.
<표 4-7> 해외취업지원
사업
목적

사업
내용

해외취업 희망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연수 등 구인수요에 맞는 인재로 양
성, 해외일자리 매칭 등을 통하여 해외취업으로 연계
□ K-Move스쿨
○ 사업목적 : 양질의 해외일자리를 발굴, 구인수요에 맞는 맞춤형 어학+직무
교육 과정을 제공한 후 해외취업으로 연계
○ 지원대상 :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로 해외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16년
3,000명) → (’17년 3,500명)
* 다만, 30% 범위 내에서 연령 초과 참여 가능
○ 지원내용 : 교육비 등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800만 원
* 6개월 미만의 단기 교육은 1인당 최대 580만 원, 6～12개월의 장기교육
은 최대 800만 원 한도
□ 해외취업알선
○ 사업목적: 해외 구인업체 발굴 및 해외취업 희망자와 구인업체 간의 알선
○ 지원대상 : 해외취업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비자 발급이 가능한 자
○ 지원내용 : 해외취업 상담 및 일자리 알선, 근로계약 및 출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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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의 계속
□ 해외취업지원센터(서울, 부산, K-Move센터)
○ 주요내용 : 해외취업 오프라인 상담서비스 제공, 해외취업 상시채용관 운영
(면접 지원), 해외취업 아카데미, 해외취업 전략설명회 등 해외취업 상시
지원
○ 이용방법 : 해외취업지원센터 방문(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금강타워
4층(선릉역 1번출구))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 롯데골드로즈 6층(시청역 1번출구))
□ K-Move 멘토단 운영
○ 주요내용 : 해외취업에 필요한 역량 및 준비사항 등 상담, 인적 네트워크
소개, 현재 생활정보 제공 등 온ㆍ오프라인 멘토링
○ 멘토 : 해외기업 퇴직임원, 현지전문가, 기취업 청년 등 해외에서 2년 이상
취ㆍ창업 경험이 있는 자(’16년 멘토 200명) → (’17년 255명)
○ 멘티 : 수시 모집 및 온라인 신청(www.worldjob.or.kr)
□ 해외취업성공장려금
○ 목적 : 청년의 성공적인 해외취업 및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 지원대상 : 만 34세 이하이고 8분위 소득 이하 가구원, 단순 노무직 배제,
연봉 1,500만 원 이상(’16년 2,500명)→(’17년 2,500명)
○ 지원내용 : 동남아, 중남미, 중동 등 지원금 우대국가는 취업 1개월 후 200
만 원, 6개월 후 추가 200만 원 지원, 선진국은 각각 100만 원씩 지원
* 2016년부터 신흥국 진출 청년의 도전정신을 격려하기 위하여 차등지원하
며 취업애로 청년층의 경우 지원금 우대국가와 동일(최대 400만 원)
□ 해외통합정보망(월드잡플러스)
○ 목적 :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해외일자리 정보, 해외생활 정보,
비자취득 등 실효성 있는 정보 제공. K-Move스쿨․인턴 등도 각 부처 사
업을 한곳에서 편리하게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
자료 : 고용노동부 사이트(http://www.moel.go.kr/policyinfo/new/young/view_conte
nt10.jsp; 검색일 : 2017년 11월 14일).

2. 다른 부처
가.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기업 경쟁력강화사업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는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2017)에 따르면,
벤처기업 공동채용․훈련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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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계되어 있다.
<표 4-8> 중기부 벤처기업 일자리 지원사업
□ 벤처기업 공동채용․훈련사업
○ 목적 : 공동으로 신규 채용․훈련을 실시하여 우수인력의 벤처분야 유입 촉진,
벤처기업에 대한 이해와 업무적응도 제고
○ 지원대상 : (공동채용) 창업 벤처기업 기준 수도권 소재 기업의 경우 연봉
2,400만 원 이상, 지방 소재 기업의 경우 연봉 2,000만 원 이상의 정규직 채용,
(공동훈련) 자체 교육훈련 프로그램 미보유기업의 신규 채용인력
○ 지원내용 : 벤처기업협회 등에서 구인벤처기업을 모집하고 인재를 모집하여 벤
처기업 방문, 채용박람회 등을 통해 매칭
자료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2017), p.166.

나. 국가보훈처의 취업지원사업
<표 4-9> 국가보훈처 취업지원
□ 국가유공자 취업지원제도
○ 목적 :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
○ 지원대상 :
- 2012년 6월 30일 이전 등록 :
(독립유공자) 순국선열의 유족, 애국지사 및 유가족,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1인(※장손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으로 취
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함)
(국가유공자)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
인․4.19혁명부상자․4.19혁명공로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
공로자와 그 가족,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전몰군경․순직군
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사망한 국가유
공자의 형제자매 중 1인(※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고령으로 부 또는 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
함), 6.25전몰․순직군경 유자녀의 자녀 중 1인(※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
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그 유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함. 다만, 전몰․순직군경의 배
우자 또는 부모가 1993년 1월 1일 이후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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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의 계속
(5.18민주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와 그
가족, 5.18민주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
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인(※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부 또는 모가
질병이나 장애․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판정(경도, 중등도, 고도)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 :
(독립유공자) 순국선열의 유족, 애국지사 및 유가족,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1인(※장손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으로 취
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함)
(국가유공자)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
인․4.19혁명부상자․4.19혁명공로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특별공
로자와 배우자,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
상이자 중 상이 6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
녀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 군경 및 재해부상 공무원, 재해사망 군경 및 재해
사망 공무원의 배우자
(5.18민주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와 그
가족, 5.18민주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
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인(※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부 또는 모가
질병이나 장애․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함)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가족, 특수임무사망
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형
제자매 중 1인(※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
서 부 또는 모가 질병이나 장애․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판정(경도, 중등도, 고도)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 지원내용 : 취업희망신청에 의한 보훈특별고용, 국가기관 등 일반직공무원 특별
채용 추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에 의한 가점취업
자료 :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 사이트(https://job.mpva.go.kr/portal/main/conte
nts.do?menuNo=200018; 검색일 : 2017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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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선행연구 검토

청년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고용서비스의 성과를 측정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여기에서는 선행연구가 분석하고자 하였던 고용서비스
프로그램, 이를 위하여 이용한 데이터와 분석 방법, 고용서비스의 성과를
무엇으로 보았는지, 그리고 성과는 어떠하였는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1. 개 관
여기에서는 고용서비스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 어떠한 데이터를 이용하
였는지, 이 데이터를 이용하면서 성과는 무엇으로 정의하고, 이 성과에 영
향을 미친 요인(설명변수)은 무엇이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고용서비스 성과 측정에 이용한 분석 자료

고용서비스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의 워크넷(Work-Net)을 통하여 취업에 성
공한 청년은 워크넷과 고용보험 피보험자 데이터베이스를 결합함으로써
취업 성공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보험자 이력으로부터 이들
이 취업한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다른 일자리로 이동하였는지,
실업 상태인지 등을 알 수 있다. 실업 상태의 경우는 실업급여 지급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결합된다면, 정보가 풍부해지게 된다.
하지만 워크넷–고용보험 피보험자 데이터베이스는 고용노동부 담당
과의 허가가 필요하여 접근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 이때문에 선행 연
구는 주로 조사통계를 이용하고 있다. 분석에 이용한 데이터로는 청년패
널조사(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한국고용정보원), 한국
노동패널조사(한국노동연구원)를 들 수 있다. 한국노동패널조사와 청년
패널조사는 종단면(longitudinal) 데이터이고,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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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면 데이터였으나 2013년부터 횡단면(cross-sectional) 데이터로 바
뀌었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개인만 아니라 가구와 관련된 정보에 부가
조사가 실시되어 정보량으로는 가장 풍부할 것이다. 하지만 이 데이터는
청년기의 상황과 관련한 정보에서 다른 두 조사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
로 떨어진다. 그리고 청년이라고 하는 분석 대상이 마찬가지로 두 조사
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런 점에서 청년패널조사와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가 청년층 연구
에는 상대적으로 적합한 데이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두 데이터도 장․
단점이 있다. 먼저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는 횡단면 조사라는 점이 제
약이고, 조사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전문대 이상의 졸업생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었다는 점도 제약이다. 말하자면, 졸업생의 장기적 성과를
측정할 수 없으며, 졸업생이 아니거나(중퇴자) 전문대졸 미만의 학력을
가진 청년의 성과는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졸자직업이동경
로조사는 횡단면 조사라 하더라도 조사 대상의 대학 재학 시절의 정보와
졸업 후 1년 6개월(2년)이 지난 시점의 정보가 조사된다는 점에서 일종
의 2개 조사 차수(wave)에 대한 정보가 확인된다. 일종의 유사 패널이라
보아도 좋을 것이다.
반대로 청년패널조사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와 달리 다양한 학력
의 청년이 조사 대상이고, 종단면 조사라는 장점이 있으나 패널 수가 상
대적으로 적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장․단점을 감안하면서 선행 연구
는 어떠한 데이터를 이용하였는가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강순희(2010)와 원지영(2011)은 청년패널조사를 이용하였으며, 황
여정․백병부(2008), 채창균․김태기(2009), 정미경․김수란(2013), 유홍
준․정태인․전은주(2014)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를 이용하였다. 그리
고 김성훈(2005)은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하였다. 유일하게 워크넷이라
는 행정통계를 이용한 연구가 양지윤․정희정․최석현(2016)이다. 양지
윤․정희정․최석현(2016)은 2015년에 고용센터, 지방정부 일자리지원기
관, 새일센터와 같은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의 취업 알선 서비스를 받은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를 이용한 연구는 사실상 패널방법론에 기초

제4장 고용서비스 79

<표 4-10> 청년층 대상 고용서비스의 성과 측정에 이용된 데이터
데이터

논문
황여정․백병부(2008)

조사
통계

대졸자직업
이동경로조사

청년패널조사
한국노동패널조사
행정
통계

워크넷

채창균․김태기(2009)
정미경․김수란(2013)
유홍준․정태인․전은주
(2014)
강순희(2010)
원지영(2011)
김성훈(2005)
양지윤․정희정․최석현
(2016)

이용 연도
2005년 2월(2004년 8월)
～ 2006년 10월
2005년 2월(2004년 8월)
～ 2006년 10월
2010년 2월(2009년 8월)
～ 2010년 9월
2010년 2월(2009년 8월)
～ 2010년 9월
2005∼2006년
2007년, 2008년
2000년
2015년

자료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필자 정리.

한 연구는 아니지만, 채창균․김태기(2009)는 고정효과모형을 분석방법
으로 채택하였다. 이로 볼 때, 선행 연구는 모두 고용서비스의 단기적 성
과를 측정하고 있으나 장기적 성과 측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유
의하여야 한다.
나. 고용서비스 성과와 분석 방법

고용서비스 성과로는 취업 여부를 들 수 있다. 고용서비스는 구직자가
일자리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데 여기에서 단순히 일자리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적합한 일자리로 이
행하도록 하는 것이기에 일자리의 질도 성과라 할 수 있다. 선행 연구는
질적 측면에서 대기업 취업 여부, 정규직 취업 여부, 대기업 정규직 취업
여부, 일자리의 기술적합도․학력적합도․전공적합도, 대기업(공공기관)
취업, 일자리 안정성(정규직), 일자리 만족도, 그리고 임금 수준을 성과로
간주하였다. 이미 설명하였듯이 분석 데이터의 특성 때문에 고용 유지나
노동 이동, 임금수준 변화 등은 성과로서 측정하고 있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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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청년층 대상 고용서비스의 성과 측정에 이용한 고용서비스 성과와 분
석 방법
피설명변수
(고용서비스 성과)

로짓분석

취업 여부

강순희(2010)
황여정․백병부(2008)
채창균․김태기(2009)
양지윤․정희정․
최석현(2016)

대기업 취업 여부

강순희(2010)
유홍준․정태인․전
은주(2014)

정규직 취업 여부

강순희(2010)
유홍준․정태인․전
은주(2014)

대기업 정규직
취업 여부

황여정․백병부
(2008)

기술적합도

김성훈(2005)

학력적합도

김성훈(2005)

전공적합도

김성훈(2005)
원지영(2011)

직장만족도

임금

임금만족도

선형회귀

기타

정미경․김수란
(2013) - 부분매개
모형

강순희(2010)
유홍준․정태인․
전은주(2014)
김성훈(2005)
유홍준․정태인․전
강순희(2010)
은주(2014)
원지영(2011)
유홍준․정태인․
전은주(2014)

주 : 채창균․김태기(2009)는 분석 방법으로서 로짓 분석을 설정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으나 피설명변수의 성격으로 볼 때, 로짓 분석을 하였을 것으로 추측
하였음.
자료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필자 정리.

분석 방법으로는 취업 여부를 피설명변수로 하는 경우에는 로짓 모형
을 이용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 취업 여부, 정규직 일자리 취업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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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설명변수로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취업 후의 임금 수준을
피설명변수로 한 경우에는 선형회귀(linear regression)를 이용하였다. 임
금 수준을 관찰한 연구는 김성훈(2005), 강순희(2010), 원지영(2011)이며,
나머지는 모두 로짓 모형에 기초한 분석이었다.
다. 고용서비스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년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고용서비스로서 선택한 변수
는 다양하다. 먼저 강순희(2010)는 일자리 탐색방법을 설명변수로 포함
하였는데 일자리 탐색방법은 학교, 대중매체, 인적 네트워크, 공공(고용)
서비스, PC통신, 인터넷, 기타(직접지원, 인턴십 등)로 분류하였다.
<표 4-12> 청년층 대상 고용서비스의 성과 측정에 이용한 설명변수와 분석 결과
보고서 논문

결과

일자리
탐색방법
(공공서비스)

강순희(2010)

공공서비스를 통한 취업이 성공률이 높고,
임금효과가 높으며, 정규직 취업 가능성과
대기업 취업 가능성이 높으나 일자리 만족
도는 상대적으로 낮음.

구직 방식
(제도적 장치)

유홍준․정태인․
전은주(2014)

구직방식에서 인적 접촉을 통한 구직은 임
금 수준, 정규직 여부, 대기업 취업에 부정
적인 결과를 나타냄.

대학의
지원활동에
대한 만족도

황여정․백병부(2008)

만족도 높을수록 취업 가능성과 대기업 정
규직 취업 가능성 높음.

취업 알선
서비스

양지윤․정희정․
최석현(2016)

지방정부 서비스보다 중앙정부 서비스의
취업 효과가 높음.

취업 방법

김성훈(2005)

공개 경쟁과 인적 네트워크 사이에 임금
프리미엄 효과의 차이는 없으나 공개 경쟁
이 기술, 학력, 전공에 적합한 정도가 높음.

원지영(2011)

학교취업정보센터에서 취업정보를 획득한
대학생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일
자리와 전공의 일치도에서는 인적 네트워
크를 통한 경우와 차이가 없었음.

학교취업정보
센터를 통한
취업정보 획득

채창균․김태기(2009) 만족도 높을수록 취업 가능성 높음.

자료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필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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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여정․백병부(2008)와 채창균․김태기(2009)는 대학의 지원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이용하였다. 취업 알선 서비스를 이용한 연구는 양지윤․
정희정․최석현(2016)이다. 어떠한 취업 방법을 이용하였는가에 대하여
공개 경쟁인지,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하였는지를 설명변수로서 포함한
연구는 김성훈(2005)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학교취업정보센터를 통하여
취업정보를 획득하였는지를 설명변수로서 이용한 연구에는 원지영(2011)
이 해당한다.

2. 주제별 분석 결과
가. 공공고용서비스와 인적 네트워크의 성과 비교

강순희(2010)는 고용서비스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서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의 정책적 효과가 있는지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주요
한 가설로서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한 경우가 취업성공률이 높고 취업의
질이 상대적으로 좋으나, 반대로 대중매체를 통한 일자리 탐색의 취업성
공률은 낮을 것임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공공 취업알선기관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이용자 비율이 높은 성향을 보이므로 춰업성공률이 낮고 취
업의 질도 낮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먼저 어떠한 일자리 탐색방법을 주로 이용하는가를 살펴본 강순희
(2010)는 청년의 경우에 인적 네트워크 활용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
하였다(p.87). 그리고 이는 학력이 낮을수록 강한 경향을 보였다(p.87).
성, 연령, 학력 등의 인적 특성을 설명변수로 포함하여 이항로짓분석을
시도한 강순희(2010)는 학교, PC통신․인터넷, 공공서비스의 경우에 취
업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대중매체나 인적 네트워크의 효과는 없
다는 결과를 얻었다(p.89). 다음으로 취업성공자를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
과 로짓분석의 결과 공공서비스를 통한 취업의 경우에 임금효과가 더욱
높았으며(p.91), 정규직 취업 가능성도 높았다(p.92). 그리고 대기업 취업
가능성도 높았으나(p.93) 일자리 만족도는 공공서비스를 통한 취업자보
다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취업자가 더욱 높은 결과를 보였다(p.95). 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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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강순희(2010)는 다른 선행 연구의 주장과 달리 공공고용서비스가 취
업과 노동시장 성과(임금, 고용형태, 사업체 규모)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
음을 밝힌 연구이다. 다만 데이터로 2005년과 2006년의 청년패널조사를
이용하고 있어 측정시점이 1년이라는 제약이 있다.10) 다시 말해서 1년의
관찰기간 이후에 어떠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
다. 그리고 주요한 일자리탐색경로의 선택에 따른 편의, 이른바 표본선택
편의(sample selection bias)의 존재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 분석 결과
라는 점이 한계이기도 하다.11)
한국에서는 인적 네트워크가 유용한 일자리탐색수단이 아닐 수 있음
을 강순희(2010)에서 확인하였듯이 유홍준․정태인․전은주(2014)도 유
사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유홍준․정태인․전은주(2014)는 구직방식을
제도적 장치로서의 인적 접촉, 제도적 장치, 공식 정보망으로 구분하고,
인적 접촉은 교수, 부모, 친척 등 지인을 통하여 일자리 정보를 얻은 경
우로, 제도적 장치는 학교 취업정보실, 공공취업알선기관, 민간취업알선
기관 등을 통하여 일자리 정보를 얻은 경우로, 그리고 공식 정보망은 언
론매체와 인터넷을 통해 일자리 정보를 얻은 경우로 하였다.
유홍준․정태인․전은주(2014)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도적 장치와
공식 정보망이 인적 접촉보다 정규직 취업 가능성과 대기업 취업 가능성
을 높였고(pp.61∼63), 임금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p.64). 임금만족도는
제도적 장치의 경우에 높았으며, 직장만족도는 제도적 장치와 인적 접촉
의 경우에 높았다(p.64). 이 결과에서 유홍준․정태인․전은주(2014)는
결국 한국의 노동시장이 “그라노베터가 연구했던 1970년대 미국 사회와
는 다른 사회구조를 갖고 있고 채용방식 또한 다른 점에서 기인한
것”(p.1)이 아닌가 보고 있다.
유홍준․정태인․전은주(2014)는 강순희(2010)와 마찬가지로 분석에
이용한 관찰 기간이 7개월∼1년이며, 구직방법의 선택에서 발생할 수 있

10) 참고로 청년패널조사는 2007년에 개편이 되어 2005년과 2006년의 패널과 연결
할 수 없다.
11) 중요한 결점은 아니지만, 일자리 만족도가 5점 척도로 조사된 만큼 회귀분석보다
는 순서로짓분석(ordered logit analysis)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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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편의를 제거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제도적 장치가 공공
고용서비스와 민간고용서비스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인적 네트워크와 고
용서비스의 비교라 보는 편이 옳을 것이다.
한국노동패널 3차 자료를 이용한 김성훈(2005)은 공식경로(공개경쟁,
특별채용)와 간접경로(교육기관, 가족친지, 기존 근무자 소개)의 취업 성
과를 비교하고 있다. 임금 수준에서는 “청년 노동자가 공개 경쟁 대신 취
업하려는 직장에 이미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소개를 통해 첫 취업을 할
경우, 더 적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약간 있다”(p.73)는 결과를 얻었고,
“청년 노동자가 공개 경쟁 대신 가족, 친지, 또는 취업하려는 직장에 이미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소개를 통해 첫 취업을 할 경우, 일의 내용과 수준
이 취업자의 기술, 학력, 전공에 적합한 정도가 더 낮다”(p.74)는 결과도
확인되었다. 이 분석 결과를 김성훈(2005)은 “한국 노동 시장에서 공식 경
로를 통한 취업이 더 바람직한 사회적 취업 결과를 보여주는 이유는 치열
한 경쟁의 압력이 공식 경로가 취업자의 기술, 학력, 전공과 일의 내용 및
수준을 일치시키는 정도를 높이기 때문”(p.78)일 것으로 이해하였다.
나. 중앙정부 고용서비스와 지방정부 고용서비스의 성과 비교

양지윤․정희정․최석현(2016)은 “구직 탐색 수단 요인과 관련하여 청
년 구직자가 구직을 위해 방문하는 공공고용서비스 취업알선기관(고용센
터, 새일센터, 지자체 일자리센터)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취업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했다”(p.208). 2015년 1년간 공공고용서비스를 통하여
취업알선서비스를 받았던 15～29세 청년의 경우 어떠한 요인에 따라 취업
이 결정되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때 취업을 “공공고용서비스 기관의 알선
상담원을 통해 구직 등록을 하고 취업알선을 통해 구직이 성사된 경
우”(p.208)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은 “고용노동부의 고
용센터,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센터, 여성가족부의 새일센터”(p.208)이다.
사용한 데이터는 2015년 “1년 동안 워크넷 전산망에 축적된 공공고용
서비스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센터, 새일센터)의 취업알선 서비스
를 받은 구직자와 구인자의 개별 정보 및 상담원이 입력한 알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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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p.211)이다. 이처럼 1년간이라 하더라도 행정자료를 이용하고 있어
다른 연구보다 관찰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176,515명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취업 여부를 피설명변수로 하는 로짓 분석에서 “취업알선 기관 중 고
용센터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 활동을 한 청년
은 새일센터보다 취업에 성공할 확률이 낮고, 일자리센터에 비해서는 높
은 것으로 드러났다”(p.214). 양지윤․정희정․최석현(2016)은 이 결과의
배경에 “공공고용서비스 기관에서 알선하는 기업의 규모가 영세한 편이
라는 점”(p.217)을 상담원과 가진 면담조사에서 확인하고 있다. 이에 따
라 “공공고용서비스 기관은 더 적극적으로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
리 대상 구인정보 개척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p.219)는 결론을 내
리고 있다.
다. 대학의 취업지원

정미경․김수란(2013)은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0년 자료를 이용하
여 대학 재학 중 취업․진로개발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취업에 직․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취업․진로개발지원 프로그램으로는
“(1) 진로, 취업에 관해 학점 인정되는 교과목, (2) 직장체험 프로그램(인턴
포함), (3) 인․적성 검사 등 직업심리검사, (4) 교내 취업박람회, (5) 진로
관련 개인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6) 면접기술 및 이력서 작성 프로그램,
(7) 취업캠프에 참여했는지”(p.130)이다. 그리고 부분매개모형을 채택하여
분석한 결과, 취업․진로개발지원 프로그램의 참여는 진로목표설정과 진
로준비행동을 유발함으로써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공공고용서비스 대신에 대학교의 취업정보센터를 통하여 취
업정보를 획득한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한 연구
가 원지영(2011)이다. 원지영(2011)은 “학교라는 공간이 교육의 기능과
함께 취업을 위한 공식적․비공식적 지원을 제공해 줌으로써 청년들이
보다 나은 첫 직장을 얻는 데 기여”(p.2)할 것인지 청년패널조사를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2007년이나 2008년 조사에서 취업자로 확인되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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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세 청년층 2,629명을 대상으로 하여 첫 일자리의 임금 수준에 구직정
보제공원의 영향을 측정하였다. 이때 구직정보제공원은 “구직정보를 학
교 선생님(교수) 또는 지인이나 학교에서 운영하는 취업정보센터나 경력
개발센터를 통해 얻었다고 응답한 경우 학교 자원을 활용한 것”(p.9)으로
간주하였다. 이밖에 매스미디어, 부모․친인척, 친구․선후배, 인터넷, 기
타(사설․공공 취업알선기관, 회사의 직접 연락, 취업박람회, 현장 실
습․인턴십 등)를 구직정보제공원에 포함하였다.
임금을 종속변수로 하는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 학교취업정
보센터, 학교 선생님․지인, 인터넷, 매스미디어, 부모․친인척, 친구․선
후배의 순으로 임금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에서 “학교
를 통해 형성된 제도화된 사회관계가 취업정보 제공 면에서 우세하
다”(p.16)는 결론을 원지영(2011)은 내리고 있다. 아쉽게도 우리가 관심
을 가지는 공공 취업알선기관은 기타에 포함되었고, 기타라는 변수의 통
계적 유의성이 없어 공공고용서비스의 효과를 파악할 수 없었다.
전공과 일자리의 일치도를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분석에서는 부
모․친인척․친구․선후배, 매스미디어, 기타의 순으로 전공과 일자리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학교의 취업관련 센터를 통해
구직 정보를 얻은 응답자와 학교선생님(교수)이나 지인을 통해 구직 정
보를 얻은 응답자 사이에 두드러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취업정보와 관련하여 학교를 통해 형성된 공식적․비공식적 경로가
청년들의 사회진출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
로”(p.19) 원지영(2011)은 이해하였다.
대졸 청년층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면서 고등교육기
관의 역할에 주목한 연구는 황여정․백병부(2008)이다. 황여정․백병부
(2008)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1차 연도 자료에서 4년제 대졸자만을
추출하고, “자영업 등 비임금근로자와 일시휴직, 발령대기, 육아, 가사,
대학 또는 대학원 통학, 진학준비, 심신장애, 군입대 대기, 결혼 준비 등
의 사유로 미취업자로 남아 있는 자들은 분석대상에서 제외”(p.7)하였다.
대학의 취업지원활동은 만족도를 설명변수로 포함하되 5점 척도에 대한
3개 문항(전공, 학교 프로그램(장학제도, 인턴십 등), 취업지원활동)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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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을 값으로 이용하였다. 이 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 가능성도 높았으며,
대기업 정규직 취업 가능성도 아울러 높았다는 것이 황여정․백병부
(2008)의 분석 결과이다.
황여정․백병부(2008)가 대학의 취업지원활동 만족도가 대졸자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석 결과를 얻었듯이 동일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유사한 분석 결과를 얻은 연구는 채창균․김태기(2009)이다. 이들은 “대
학의 교육 지원 노력”으로서 “교육시설, 학과 커리큘럼 및 내용, 수업방식,
학교의 여러 프로그램(장학제도, 인턴십 등), 학교 취업지원 활동의 5개
범주로 구성”(p.95)하고, “각 범주에 대한 개별 학생들의 만족도를 대학의
교육지원 노력으로 간주”(p.95)하여 “만족 또는 매우 만족=1, 보통 이하
=0”(p.95)으로 하는 설명변수를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다른 조
건들이 통제될 경우 대학에서의 교육지원 노력 중에서는 취업지원활동만
이 졸업생의 취업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97). 학교의 취업지원활동에 만족하는 대졸자는 만족하지 않
는 대졸자보다 취업가능성이 높았으나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
을 적용하게 되면, 이 설명변수의 유의성은 사라짐으로써(4년제 대학 여
성 제외) “취업지원활동 정도의 차이가 대학-전공계열별 차이에 모두 반
영되었기 때문”(p.97)인 것으로 보았다. 다만 채창균․김태기(2009)는 “대
학에서의 교육지원 노력이 학생들의 만족도로 파악된 변수라는 점에 유의
할 필요가 있다. 취업에 성공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학
교의 취업지원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높게 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결
과가 반대 방향의 인과관계를 의미할 수도 있”(p.97)음을 지적하고 있다.

제3절 소 결

고용서비스의 노동시장 성과를 측정한 연구가 많지 않은 가운데 수편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먼저 공공고용
서비스와 대학의 취업지원서비스가 청년층의 취업에 긍정적인 기능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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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들이 취업한 일자리의 질적 측면도 양호
하다는 점이다. 이처럼 선행 연구의 결과로 추측할 때, 공공고용서비스는
청년층 대상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의 정당성에는 몇 가지 한계가 남아 있다. 첫째,
고용서비스 이용이 배타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청년이 인
터넷을 이용하기도 하고, 고용센터를 이용하기도 하며, 직접 회사를 방문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일자리를 얻은 청년이 어느 서비스를
실질적 구직경로로 활용하였는지 현재의 통계조사로는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관찰기간이 그리 길지 못하다는 점도 한계이다. 대체로 연구 결
과는 패널조사를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것에 가
깝다. 대체로 첫 일자리를 얻는 데 고용서비스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
가를 분석하고 있다. 청년기는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성향을 지닌다. 따라서 청년이야말로 장기적 관찰이 필요하다. 다행스럽
게도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이제 2017년 현재 20차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장기적 관찰이 가능하다. 청년패널조사도 2017년 현재 11차 조사를 마쳤
기에 마찬가지로 비교적 장기 관찰이 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 조
사를 이용함으로써 언급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다만 청년이 어떠한
고용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였는지 이 두 조사에서 확인이 쉽지 않다는
다른 한계도 존재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앞으로 고용서비스의 노동시장 성과를 측정하고
자 할 때, 워크넷–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결합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는 비록 고용보험 성립 신고가 이루어진 사업체의 일자리만
파악된다는 단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년층의 노동이동을 동태적으로 파
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급적 워크넷을 이용한 구직자를 대상으
로 하는 설문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워크넷–고용보험 데이터
베이스 결합 데이터와 이 설문조사를 결합함으로써 풍부한 정보를 획득
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데이터로부터 고용서비스의 노동시장 성과 측정
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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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청년층 대상 고용장려금의 기대효과

이 장에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고용장려금 정책의 내용과 정책 운용
의 성과에 대한 평가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OECD
는 고용장려금(Employment incentives)을 ①채용보조금(Recruitment incentives), ② 고용유지보조금(Employmentmaintenance incentives), ③
일자리 나누기 보조금(Job rotation and job sharing) 등 세 가지 항목으
로 분류하고 있다. 노동시장 경력의 초반에 있는 청년들은 주로 채용보
조금의 수혜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12)
채용보조금은 정부가 사용자 또는 구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신
규채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인데, 일반적으로는 사용자가 기대하는
생산성과 구직자가 희망하는 임금 사이의 차이로 인해 고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보조를 통해 그 차이를 메우면서 고용을 증진시키는
12) 고용유지보조금은 일자리가 구조조정 또는 그와 유사한 상황에서 소멸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일자리 나누기 보조금은 기
업이 교대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하여 하나의 일자리가 여러 개의 일자
리로 나누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사전적으
로 청년들이 이러한 유형의 고용장려금 수혜자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리라 예
상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고용장려금은 주로 채용보조금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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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채용보조금의 기본 성격으로 인해
채용보조금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사용자와 구직자의 임금에 대
한 노동수요 탄력성과 공급탄력성이 클수록 높아지리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적으로 사용자 중에서는 인건비의 부담을 크게 느끼는 영세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구직자 중에서는 공급탄력성이 높은 최저임금 근
방의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할 때 이 제도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본적인 귀착이론에 따르면 보조금에 따른 금전적인 이득은 수요
와 공급 중 좀 더 비탄력적인 쪽에서 더 크게 얻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채용보조금의 특징상 채용보조금만으로는 양질의 일
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사용자가 제공하려는 임금
과 구직자가 기대하는 임금의 차이가 보조금으로 메워질 수밖에 없다면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경우 고용이 유지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조금 지급 기간 중 근로자의 생산성이 향상되거나 사용자가 사전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던 근로자의 생산성을 제대로 평가하게 될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 이후에도 고용은 유지될 수 있다. 보조금이 끊긴 이후에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는 사용자가 사전적으로 저평가했던
근로자의 생산성을 제대로 관찰할 수 있게 되거나, 직무 경험을 통해 근
로자의 생산성이 실제로 증가하면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보조금이 근본적으로 무용한 경우도 있다.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
았더라도 어차피 채용되었을 구직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
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는 존재
하지 않는 상태에서 보조금으로 인한 재정지출만 존재하는 사중손실
(deadweight effect)이 발생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보조금으로 인해 창출된 일자리가 보조금 없이 시장
에서 창출될 수도 있었던 일자리라고 한다면 이는 일종의 구축(crowding
-out)이라고 할 수 있다. 구축효과는 보조금 지원 대상인 특정 구직자 집
단에 대한 노동수요가 증가하는 대신 다른 그룹의 구직자들에 대한 노동
수요는 감소하는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와,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
업의 가격경쟁력이 향상되어 노동수요가 증가하는 대신 보조금을 지급받
지 못한 기업의 노동수요는 감소하는 전치효과(displacement effec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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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청년실업이 증가하면서 청년고용 문제가 해결해야 할 여러 경제 문제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인식되는 현 상황에서 청년층을 대상으
로 하는 고용장려금 정책은 청년 고용 증진을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작
용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지원대상이 적절히 결정되고 노동수요
자인 기업에 공급자인 청년근로자의 생산성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가 잘
전달되어 안정된 고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면, 단기간의 지원금으
로도 장기적이고 강력한 고용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단
기적으로 주어지는 강한 유인이 장기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로 이어질 지
는 확신할 수 없다. 사실 4차 산업혁명의 진전 등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고용장려금 정책의 단기적인 성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이며 재정투입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
서는 사전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도 운용에 대한 평가와 그
를 반영한 제도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청년 고용장려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중
소기업청년인턴과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중심으로 그간 운영되어
온 청년층 대상 고용장려금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점검사항과 발전방
향 등에 대해 생각해 본다. 청년취업성공패키지는 그 자체를 고용장려금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사업은 청년층 취업의 전 과정을 돕
는 통합서비스로 청년 고용장려금 사업 대상자를 결정한다는 의미가 있
기 때문에 고용장려금과의 연계선 상에서 이 제도도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른 한편으로 청년취업성공패키지에서는 소액이라 할
지라도 사업 참여 인센티브로 장려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청년취업성공패키지와 대표적인 청년층 대상 고용장려금 사업인 중소기
업청년인턴 사업을 한 묶음으로 본 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이 사업들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져왔는지를 살펴
보기 위하여 현 제도로 발전해 오기까지의 전개 과정과 현재 운영 중인
제도를 개관하고, 그동안 행해졌던 사업에 대한 평가들을 기존 연구 중
심으로 정리해 본다. 이어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로부터 얻은 시사점을
향후 연구 과제를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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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제도의 개요

1. 청년취업성공패키지13)
청년취업성공패키지는 2009년에 처음 도입된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유
래한다. 2009년 시범사업 이후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은 도입 당시 세계적인 경제 침체로 인해 저소득층 고용시장
에서 어려움이 증가하는 반면,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이 고용보
험 등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계층
에게 체계적인 고용과 자활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제도화되었다.
도입 이후 점차 참여자들이 증가하면서 2011년에는 4개의 유형으로 참여
대상이 구분되어 운영되었다. Ⅰ유형은 차차상위 계층 이하, 노숙자, 북한
이탈이주민, 위기청소년 등이 대상이며, Ⅱ유형은 고졸이하 비진학 미취
업자, Ⅲ유형은 3개월 이상 장기구직 중인 50세 이상 실업자 및 건설일용
직 구직자가 대상이다. Ⅳ유형은 여성가장 및 영세자영업자가 대상이다.
2012년에는 세부 프로그램이 통합되면서 Ⅱ유형과 Ⅲ유형이 묶여서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내일희망찾기 사업이 신설된다. 하
지만 청년층과 중장년층 대상 사업은 다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으로 흡
수되고,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Ⅰ유형과 청장년층
을 대상으로 하는 Ⅱ유형으로 나뉘게 된다.
2015년에 이르면 저소득층 고용서비스사업을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보
건복지부의 희망리본사업 역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통합된다. 2016년
에는 청년층 취업지원 강화를 위하여 패키지 Ⅱ유형에서 청년층 사업이
분리되어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심화되는 청년 고용문제를 완화하고자 시행되고 있으며 18
～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진단 및 상담(1단계) → 의욕증진 및 능력개
13) 현행 제도에 대한 소개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웹사이트에 제시된 내용
을 정리하였다. https://www.work.go.kr/pkg/succ/content01/busi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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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2단계) → 알선(3단계)’ 등 취업의 전 과정을 돕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고교, 대학, 대학원 마지막 학년 재학생, 대졸이
상 미취업자, 연 매출액 8,000만～1억 5,000만 원 미만의 영세자영업자,
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의 이직자, 맞춤 특기병 등이다. 지
원자 중 연령기준과 대상기준, 패키지 중단 경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선정자를 최종 결정한다.
첫 번째의 진단단계에서는 지원자가 워크넷에 접속하여 스스로 인터
넷이나 모바일을 통한 자가진단을 실시한다. 이러한 자가진단을 통해 지
원자는 직무능력과 취업의욕을 기준으로 6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그
리고 진단된 유형은 향후 취업지원 경로에 활용된다. 6개의 유형은 다음
과 같다.
① A유형(통합지원형)
② B유형(훈련중심형)
③ C유형(일경험중심형)
④ D유형(조기취업형)
⑤ E유형(해외취업형)
⑥ F유형(창업창직형)
1단계의 진로 상담에서는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는데, 자가진
단 및 심리검사, 상담 결과 등을 감안하여 개인별 특성이 반영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AP : Individual Action Plan)을 수립하게 된다. 1단계는
취업지원에 대한 신뢰 형성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바람직하게는
집중 상담과 직업심리검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참여자와 담당자 간 심리
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상담에는 초기상담, 집단상담 등이 있으며 초기 상담에서 위탁기관 담
당자가 지원대상자와의 직접상담을 통해 취업이력과 취업역량 등 개인정
보를 파악하며, 집단 상담에서는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이력서 클리닉, 면접요령 등)을 향상시키고, 지원자 자신에 대
한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케 하여 취업희망을 고취시키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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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자가진단 결과

자료 : https://www.work.go.kr/pkg/young/content03/supProgress.do(접속일 : 2017.
8. 24.).

2단계는 실질적인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단계로 세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형성하게 된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청년취
업인턴제, 강소기업탐방 프로그램이나, 해외취업을 시도하는 지원자들은
K-move 스쿨, K-move 멘토링, 해외취업알선 등의 프로그램에, 훈련이
필요한 지원자들은 내일배움카드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청년
취업아카데미, 각 부처별 전문인력양성사업 등에 참여하게 된다. 창업의
욕을 가진 지원자들은 중소기업청 창업지원프로그램, 미래부 창조경제혁
신센터,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마지막 3단계는 취업지원의 최종단계인 집중취업알선 단계이다. 지원
대상자가 동행면접을 희망할 경우, 민간위탁기관 담당자는 면접일 전에
모의면접을 실시하고 면접당일 지원자와 동행하여 면접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또한 1단계 상담결과나 2단계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이력 등을
감안하여 적정 구인처를 발굴하여 알선하기도 한다. 취업알선 서비스 제
공기간은 3개월의 기간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전단계
기간을 감안하여 대상자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는 1단계에서 참여수당이 지급되고 2단계에서
는 훈련참여 수당이 지급된다. 1단계에서는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
이후 기본 15만 원, 최대 20만 원이 지급된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
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5만 원이 추가 지급될 수 있다.

제5장 고용장려금 95

<표 5-1> 취업성공패키지 연도별 변경내용과 참여인원
주요 변경내용

참여대상자

2009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시범사업 실시

참여인원 : 9,082명

2010

본 사업 실시
실업급여 수급기간 종료일 전 1개월 실업자 참 참여인원 : 25,228명
여 가능

2011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그램, 고령층 뉴스타트 프
참여인원 : 63,967명
로그램, 디딤돌 사업 흡수․통합

2012

청장년층 대상 사업과 청장년층 내일희망찾기
참여인원 : 143,249명
사업을 분리

2013

청장년층 대상 사업을 Ⅱ유형(청장년층 내일희
참여인원 : 208,774명(저
망찾기 사업)으로 통합
소득층 : 100,000명, 청년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자, 맞춤특기병, 고용개
및 중장년 : 130,000명)
발촉진지역 이직자 대상 포함

2014

취업성공패키지 Ⅱ를 취업중심형 프로세스로
개편

참여인원 : 250,000명(저
소득층 : 130,000명, 청년
및 중장년 : 120,000명)

2015

희망리본사업 흡수․통합

참여인원 : 346,214명

자료 : 양지윤 외(2016), p.13.

훈련참여 수당은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자에 대해 훈련기간 동안 생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급한다. 수당 수급 목적의 장기훈련 등 도덕적 해
이 예방을 위하여 최초 훈련 개시일 기준으로 6개월까지 지급된다. 지급
기준은 훈련참여지원은 1일당 1.8만 원을 지급하되, 월 최대 28.4만 원까
지 지급하며, 훈련 장려금은 1개월에 최대 11.6만 원으로 한 달 최대 40
만 원까지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취업알선 실비도 지급되는데 지급 금액
은 1회 2만 원으로 월 1회만 인정되며 최대 6만 원이다.

2.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등의
인턴기회를 제공하여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중
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청년고용촉진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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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턴 지원 대상자는 인턴 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15
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다. 하지만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
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고 최고 만 39세까지도 지원 가능하도록 되
어 있다.14) 한편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예정자
들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15)
청년인턴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
원 대상기업’이다. 여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들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 외에도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정한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나 제조업체
인 대기업으로 고졸 이하 학력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청년인턴제 지원
기업이 될 수 있다.16)
기업과 청년인턴의 연결은 워크넷에 등록된 인턴지원 대상자와 기업이
각각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실시 기업에 대한 인턴 1
인당 지원금은 월 60만 원으로 3개월간 18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17) 만약
조기에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정규
직 전환 6개월 후 195만 원, 12개월 후 19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인원
과 예산으로 파악한 연도별 사업규모는 <표 5-2>와 같다. 2015년 기준으
로 33,062명이 청년인턴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예산은 168억 원 수준이다.

14) 실제로 35～39세에 해당하는 자도 고용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정 또는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함되어 참여자 중 10%에 가까운 30대가 포함된다.
15) 최종학교 졸업 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인턴신청
일 현재 사업자 등록 중인 자, 특정 자격증 취득의 전제가 되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 중인 자 등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16) 5인 미만 기업이라도 벤처기업 지원업종, 지식기반서비스업, 문화콘텐츠 분야 기
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
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
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은 지원 대
상에서 제외된다.
17) 강소․중견기업에 대한 인턴 1인당 지원금은 월 50만 원, 3개월간 150만 원 한도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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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청년인턴사업 참여인원 및 예산
참여인원(명)

예산(억 원)

연도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인원

42,281

35,418

33,062

1,555

927

168

자료 : 이규용 외(2017), p.183.

3. 두 제도의 의의
당초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출발했던 취업성공패키지에 청
장년층 내일희망 사업이 포함되고 다시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사업으로 분
리된 이유는 그만큼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대응이 고용문제의 핵심 중
하나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5-2]에서 보듯이 최근 들어 대학교
졸업자, 전문대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자 모두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학 당국의 자체조사에서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바탕으로 취업률 계산 방식을 바꾼 2010년 이후 대학졸업자
들 중 미취업 비율은 줄곧 30%대를 넘고 있다. 한편 고졸자들의 경우는
비진학자 중에 2/3가량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대학 진학을 위
한 준비자들도 적지 않겠지만 진학률이 70%에 이르고 많은 학생들이 대
학에 적을 두고 나서 재수를 선택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고등학교 졸업
후 진학도, 취업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비중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남재량 외(2010)에서는 청년층의 실업 원인을 (1) 청년 노동자에 대한
수요 부족 (2) 고학력화로 인한 대졸자 공급 증가에 대비한 일자리 기회
의 감소 (3) 생산성이 불확실한 신입채용을 기피하고 경력사원을 선호하
는 기업의 성향 (4) 일자리 미스매칭 등으로 구분한 바 있다. 이러한 원
인들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학교 교육에서
일자리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여러 형태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마찰의 해소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청년의 기술이나 숙련도가 일자리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식할
수 있으며, 청년의 입장에서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일자리가 기대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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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최근의 학교급별 미취업률

주 : 미취업률은 진학자나 취업불가능한 사람들을 제외한 취업가능 졸업자 중 취업
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함. 고졸자는 취업자 중 진학하지 않은
학생 대비 미취업자를 의미함.
자료 : ｢취업통계연보｣, ｢교육통계연보｣(각 연도)를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

미치지 못한다고 여길 수 있다. 또한 구직 청년과 기업이 서로에 대한 충
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취업 가능한 청년이 취업을 하
지 못할 수도 있다.
청년 노동시장의 마찰 해소는 구직자와 구인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일자리 경험을 가진 바 없이 학
교생활을 마친 졸업생들의 경우 기업에 대한 정보는 물론 자신의 취업
가능성에 대한 정보도 소유하지 못할 수 있다. 자가진단을 통한 자신에
대한 정보와, 구인 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은 시장의 마찰을 줄이고 효율
성을 증진시키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숙련 부족이 취업 장애요인이
라면 직업훈련이 취업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청년취업성공패키지나 중소기업청년인턴제라는 두 서비스의 연계 제
공은 일자리에 대한 정보제공과 직무 적합도를 높이기 위한 훈련서비스
의 제공 및 일자리 체험을 통한 현장직무경험 등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
을 위한 제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포괄하고 있다. 즉, 학교에서 노동시
장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들은 두 제도를 통해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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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제공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3절 기존의 실증분석들과 시사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년고용패키지는 청년에게 자신과 기업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년에게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장려하며, 기업에
는 청년 고용의 유인을 제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제도가 의도한
대로 작동할 경우 청년고용 증진에 기여할 잠재력은 충분하다.
하지만 현실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예컨대 기존의 실증연구에서도 지적되어 왔지만 갑작스러운
사업의 확대는 서비스의 질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의 경우, 동 제도가 없을 경우에도 유사한 청년 취업이 이루어졌
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청년들이 이 사업을 통해 장기
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낼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러한 많은 의문들은 그동안 이루어진 실증연구에서 어느 정도 답들
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하에서는 청년 고용장려금의 성과를 탐구한 최근
의 주요 실증분석 연구들에 대해 자료, 성과변수, 주요 결과 등을 개관한
후에 주목할 만한 연구들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정책시사
점 및 향후 연구과제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기존연구 이용 자료와 주요 결과
2010년 이후 청년고용장려금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청년인턴제에 집
중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취업성공패키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청
년을 대상으로 한 부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증연구는 사
업 참여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행정 데이터에 대
한 접근이 요구된다.
<표 5-3>은 실증연구에 활용된 자료들을 소개하고 있다. 우선 취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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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패키지사업의 성과를 살펴본 이병희 외(2013)와 양지윤 외(2016)의 연
구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상담과정에서 얻은 개인
특성자료와 고용보험 DB에서 얻은 취업성과 자료가 결합되어 분석에 이
용되고 있다.
청년인턴사업에 대한 분석을 보면 김진영(2015)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의 일환으로 2012년에서 2015년 사이에 청년인턴사업
참여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이 연구는 기업에 대
한 자료까지 활용했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 차별화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이규용 외(2017)에서는 일모아DB와 고용보험DB 자료를
결합하여 활용함으로써 사업종료 후의 노동시장 성과까지 추적하고 있
다. 이 연구는 다른 정부재정지원 사업과의 비교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업참여자 이외의 청년근로자들에 대한 정보는 확보하지 못하였다. 반
면 윤희숙 외(2016)의 연구에서는 사업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 참여자는
물론 참여자와 유사한 특성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비교집단을 구성하고
그들의 자료까지 활용하였다.
<표 5-3> 청년고용장려금 관련 기존연구 이용자료
데이터

행정통계

자체 조사

연구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자체생성 자료
고용보험 DB (2012～13)

이병희 외(2013)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자체생성 자료
고용보험 DB (2013～15)

양지윤 외(2016)

청년인턴사업 자체 자료
청년인턴 고용 기업 자료 (2012～15)

김진영(2015)

청년인턴사업 자체 자료
일모아 DB
고용보험 DB (2015)

윤희숙 외(2016)

일모아 DB
고용보험 DB

이규용 외(2017)

전문가 FGI 및 사업관련자 면담자료

이병희 외(2013)

민간위탁업자 설문자료

양지윤 외(2016)

자료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필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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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행정자료가 연구에서 널리 활용되면서 각 연구들은 보완관계
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사업참여자들에 대한 분석에
그치기 때문에 엄밀한 사업 평가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비교집단
을 구성한 연구의 경우에도 참여자들과 유사한 특징을 지닌 청년근로자
들만을 대상으로 비교집단을 구성했다고는 보기 어려운 한계를 갖는다.
기존 연구에서 살펴본 사업의 주요 성과지표들을 사업과 관련된 시간
의 흐름으로 살펴보면 노동시장 진입 후 사업 참여까지의 시간, 지속적
인 사업 참여 여부, 사업종료 후의 취업 여부와 사업종료 후 취업까지의
기간, 고용유지 기간, 일정기간 이상 취업유지 확률 등으로 정리할 수 있
다. 이들 지표들은 사업 대상의 선정 여부, 사업에 대한 참여자의 만족정
도, 사업 참여 이후 노동시장에서의 성취 등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모두
나름의 의미를 갖고 있다.
윤희숙 외(2016: 151)의 연구에서는 2015년도 자료로 중소기업청년인
턴제 참여자들의 구직기간을 조사하였다. 구직 기간은 구직시점에서 인
턴참여 시점까지로 정의했는데, 인턴제 참여자 중 장기실업자의 비중
(12.3%)이 일반적인 청년실업자 중 장기실업자의 비중(10.1%)에 비해 다
소 높은 것을 발견하였다.18) 동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청년인
턴의 참여대상 선정이 다른 고용촉진 지원사업에 비해 적절히 이루어짐
을 암시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청년인턴사업의 경우 사업의 중도탈락이나 정규직 전환이 사업의 효
과나 참여자들의 만족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런 성과지표들은 사업과 관련한 행정자료에 대한 검토만으로
도 파악이 가능하다. 김진영(2015)과 이규용 외(2017)에서는 중도탈락과
정규직 전환이 검토되었다.

18) 이러한 장기실업자 비중은 인턴제 참여자들 가운데 구직기간이 결측된 47%의
청년들 중 장기실업자가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서 도출된 것으로, 실질 장기실업
자 비중은 더 높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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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주요 성과지표와 분석 방법
피설명변수

로짓, 프로빗 분석

인턴사업참여까지 탐색기간

선형 회귀, Cox 회귀
윤희숙 외(2016)

중도탈락

김진영(2015)
이규용 외(2017)

정규직 전환 여부

김진영(2015)

정규직 취업 여부

이규용 외(2017)

윤희숙 외(2016)

이규용 외(2017)
윤희숙 외(2016)
이규용 외(2017)

사업종료 후 취업까지 기간
고용유지 기간

이규용 외(2017)

6개월 이상 취업유지 확률

이규용 외(2017)

기업단위의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비율

김진영(2015)

주 : “정규직 취업”은 사업 종료 후 정규직을 찾은 경우이며 “정규직 전환”은 청년
인턴사업을 통해 동일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변환된 경우를 의미.
자료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필자 정리.

사업의 단기적인 성과는 사업참여자 정보를 포함한 사업관련 자료로
만 파악이 가능하지만 사업 이후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해서는 정규직 취
업 여부나 취업까지 기간, 취업유지 기간 등과 사업 참여자들의 노동시
장 이력을 사업 종료 후 지속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 6개월 혹은 1년
등 일정 기간 이상 취업이 유지되고 있는지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며, 사
업과 관련한 행정자료와 고용보험DB 등 노동시장 이력을 추적할 수 있
는 자료가 결합되어 검토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체로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노동시장 이력을 검토하였기 때문에 장기성과에 대한
검토는 아직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지만 위에서 제시한 변수들은
윤희숙 외(2016)나 이규용 외(2017) 등의 기존 연구에서 모두 검토되고
있다. 향후 장기성과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업 종료 이후 3년
이상의 노동시장 이력을 추적한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기존의 거의 모든 연구가 사업 참여자들 중 청년근로자들과 관련
된 자료들을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해왔지만, 김진영(2015: 59～60)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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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고용자인 기업단위에서 청년인턴 중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중이
얼마인지를 살펴보기도 했다. 동 연구에서 기업의 자료가 활용될 수 있
었던 이유는 중소기업 인력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청년인턴 사업에 대해
접근했기 때문이다. 후술하겠지만 동 연구에서는 기업단위에서 청년인턴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청년인턴제도의 사중손
실이 클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청년 성과를 높이는 요인들을
탐구해 나가는 데 있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연구도 필요
하리라 판단된다.
앞서 살펴본 사업의 성과를 결정하는 설명변수들로는 성별이나 학력
등 기초적인 개인특성들이 주로 이용되었다. 통제변수로 활용될 수 있는
<표 5-5> 주요 설명변수와 분석 결과
설명변수

보고서 논문

청년인턴사업
참여 여부

윤희숙 외(2016)

여성

전병유 외(2013)
김진영(2015)
윤희숙 외(2016)

학력

전병유외(2013)
김진영(2015)
윤희숙 외(2016)

기업규모,
지역 등
노동시장 진입
나이
직무능력과
취업의지로 본
구직자 유형

결과
- 사업참여 집단이 비참여집단에 비해 고용성과가
좋지 않으나 취업한 사람들끼리의 비교에서는
성과가 좋음.
- 여성의 경우 청년인턴의 중도탈락 가능성이 낮지
만 정규직 전환가능성도 낮음(김진영(2015)).
- 취업소요기간은 짧고 취업가능성 높음(윤희숙 외
(2016)).
- 취업확률에서 남성과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전병유 외(2013)).
- 학력이 높을수록 청년인턴의 중도탈락 가능성이
낮고 정규직 전환 가능성은 높음(김진영(2015)).
-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가능성은 높고 취업까지 소
요기간 짧음(윤희숙 외(2016)).

김진영(2015)
윤희숙 외(2016)

- 통제변수로 활용

윤희숙 외(2016)

- 노동시장진입 나이가 어릴수록 취업확률 낮고 취
업까지 기간 길어짐.

전병유 외(2013)
양지윤 외(2016)

- 상담과정에서 파악된 능력과 취업의지에 따른 취
업성과의 차이가 있음.

주 : “정규직 취업”은 사업 종료 후 정규직을 찾은 경우이며 “정규직 전환”은 청년
인턴사업을 통해 동일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변환된 경우를 의미.
자료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필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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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특성 변수들이 만족할 만큼 충분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학력, 성, 기
업규모, 지역, 연령 등이 주된 설명변수로 활용되고 있다. 향후 취업성공
패키지의 운영 중 상담 등을 통해 얻어지는 사업참여자의 특성자료들이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으리라 판단된다.
한편 청년인턴사업을 평가하면서 사업참여자들과 어느 정도 동질적이
리라 판단되는 비교집단을 구성하여 사업참여 성과 자체를 보다 직접적으
로 평가하려는 시도는 윤희숙 외(2016)에서 이루어지기도 했다. 즉 비교
집단을 구성한 후 청년인턴사업 더미변수를 통해 사업 참여자들의 노동시
장 성과를 찾아내고자 한 것이다. 실제로 정규직 취업률이나 사업종료 후
구직 기간 등의 성과에서 사업 참여자 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후술하겠지만 연구자들도 이러한 결과를 사업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성급히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통제변수로서는 포함되는 지역과 기업규모 등의 변수의 계수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되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대체로 지역과 기업규모
가 클수록 성과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상에서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들이 활용한 자료와 분석방법, 그리고
주요 결과 등을 살펴보았다. 각기 다른 연구들이 다른 목적하에서 진행
되었기 때문에 기존 연구들은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리라 판단된다. 물론 자료의 한계로 인해 아직까지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결정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운데, 특히 장기적인 성과검토는
향후의 과제로 남는다. 또한 향후 진행되는 연구들은 사업참여자와 비참
여자의 성과를 비교하는 방법을 취해야 할 것이며, 그를 위해서는 참여
자 특성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상 주요 실증 연구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는데, 이하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검토를 통해 향후의 연구과제와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2. 청년취업성공패키지 관련 기존연구의 심층검토
청년취업성공패키지와 관련한 기존 연구로 참여자들의 상담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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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은 자료가 활용된 이병희 외(2013)와 양지윤 외(2016)의 연구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이병희 외(2013)의 연구에서는 2013년 이전 자료
에 대한 검토로부터 취업성공패키지의 유형Ⅱ 참여자들이 유형Ⅰ 참여자
들에 비해 취업성과가 낮음을 발견하였다. 저소득층에 비해 취업역량이
높고 가구소득 수준 또한 높은 청년층이 포함된 Ⅱ유형의 취업성공률이
저소득층에 비해 낮은 것은 우려할 만한 현상이다. 이러한 발견을 바탕
으로 동 연구에서는 사업운용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운용상 문제점 중 하나로 갑작스럽게 참여 인원이 확대되는 데 비해 고
용센터의 상담원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참여 인원의 확대를 따라갈 수
없었으며 민간위탁의 확대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이 지적되었다.
더 근본적으로는 고용센터에서 알선하는 일자리와 청년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일자리 사이에 차이가 있었던 것도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었
다. 고용센터에서 알선해 주는 일자리는 워크넷에 구인 신청을 하는 기
업들이 제공하는 일자리인 데 반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그보다
높은 수준의 일자리였던 것이다. 여기에는 워크넷을 이용해 알선을 하고
취업시켜야 하는 상담원들의 인센티브 문제도 작용하였다. 상담원들의
성과가 매칭적중률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상담원들이 적중률을 높이기
위해 알선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도 인센티브와 관련된 문제
이다.19)
상담원들의 인센티브 문제를 논외로 할 때, 결국 참여하는 청년 수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질 유지라는 과제와 함께 청년노동시장에
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기업들이 제공하는 일자리 사이의 근본적
인 미스매치 문제가 사업의 성과를 제한하는 요소로 남게 된다.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참여 청년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함께 이들의 취업 성과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병희 외(2013)의 연구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청년층이 포함된 직후의 연구라면 양지윤 외(2016)의
19) 적중률을 평가지표로 삼은 것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과도한 알선을 함으로써
구직자들을 필요 이상으로 힘들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어떤 성과지표
든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성과지표는 덜 해로운 지표를 선택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병희 외(2013)에서는 매칭적중률 지표를 폐지하되 불필요한 알선을 남
발하지 않는 관리방법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106 청년층 노동시장정책의 종합적 평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연구는 몇 년간의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 참
여자들의 현황과 성과가 분석되어 있어 주목된다. 이 연구에서 발견한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자.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청년 구직자 중 54%는 대졸자였다. 기본적으
로 대졸 이후 실업을 겪는 청년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고 볼 수 있다. 예컨대 2013년 졸업자의 경우 고졸 미취업자는 55,443명이
었으며 대졸자 이상 중에 미취업자는 161,022명이었다. 물론 2013년 졸
업자들만 2013년의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에 참여한 것은 아니겠지만
동년도 졸업생 미취업자 대비 참여자 수로 본다면 고졸자들이 취업성공
패키지를 이용하는 비중이 더 높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고졸 미진학자 중에서 취업에 이르지 못한 청년들의 비중이 높은 현상과
도 상응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대졸 청년 중 미취업자의 비중이 고졸
미취업자 비중에 비해 상당히 낮은 현상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다 구
체적인 분석이 뒤따라야겠지만 대졸 청년 중 미취업자들의 구성은 공무
원 등의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청년과 대졸자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일
반적인 기술수준을 갖추지 못한 청년들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자
격시험 준비자들에게 공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표 5-6>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참여유형별․연도별 참여자
(단위 : 명, %)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대졸 이상 미취업자

II유형(청년)의 참여유형

40,726

42,263

64,538

147,527 (54.3%)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28,930

25,295

33,144

87,369 (32.2%)

재학생(고등학교～대학원)

0

0

32,929

32,929 (12.1%)

실업급여 수급자

0

0

2,217

2,217 ( 0.8%)

303

320

180

803 ( 0.3%)

맞춤특기병

17

285

199

501 ( 0.2%)

영세자영업자

44

47

92

183 ( 0.1%)

니트족

기타
합계
자료 : 양지윤 외(2016), p.71.

18

30

17

65 ( 0.0%)

70,038

68,240

133,316

271,59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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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없으므로, 결국 청년취업성공패키지에서 초점을 맞추어야 할 청년 집
단은 주로 고졸자들이라 할 수 있으며 대졸자 중 취업역량이 낮은 일부
청년들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취업역량별로 참여등급을 나누고 각 등급별 참여자 비율을 살펴보면
매우 낮은 역량에 해당하는 A등급은 점차 감소하며 낮은 역량에 해당하
는 B등급은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가장 비중이
높은 등급은 보통에 해당하는 C등급으로 2015년의 경우 50%가 이 등급
에 속했다. 한편 취업역량이 높게 판정된 D등급은 2013년에는 매우 비중
이 낮았으나 2014년과 2015년에는 그 비중이 매우 높아졌다.
대상자의 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가장 비중이 높은 유형은 능력은 낮
고 의지는 높은 참여자들이다. 이 유형의 비중이 약 60%에 달하는데 이
런 현상은 기본적으로 제도의 취지와 잘 부합한다고도 볼 수 있다. 한편
능력과 의사가 모두 높은 유형이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아서 약 20%에
달하며, 능력과 의지가 모두 낮은 유형은 10% 정도였다.
<표 5-7>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연도와 참여등급별 참여자 비율
(단위 : %)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A등급
(매우 낮음)
4.6
2.9
2.1
2.8

B등급
(낮음)
25.4
27.1
30.1
28.4

C등급
(보통)
62.6
48.3
50.0
51.9

D등급
(높음)
7.4
21.7
17.8
16.8

자료 : 양지윤 외(2016), p.74.
<표 5-8>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연도별 대상자 유형 비율
(단위 : %)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능고의고
24.4
20.9
22.3
22.5

자료 : 양지윤 외(2016), p.75.

능고의저
4.7
6.0
5.9
5.6

능저의고
60.6
61.3
617
61.3

능저의저
10.2
11.8
10.1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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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이하의 비진학 청년 중에 능력은 낮지만 의지가 높은 구직 청년이
많다는 사실은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능고의고”의 청년이라면 일자
리와 청년 사이의 매칭이 중요할 것이며, “능저의고”의 청년이라면 능력
을 제고할 수 있는 훈련의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대졸자 중에서도 “능저
의고” 유형이 많은 현상을 감안한다면 이 사업을 통해 더 많은 “능저의
고” 청년들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다. 실제로 이병희 외(2013: 52)의 연구에서도 “능저의고” 유형이 “능고
의고” 유형에 비해 직업훈련을 통해 취업확률이 더 많이 상승됨을 보인
바 있다.
직업훈련 참여 현황을 보면 참여자 중 약 절반이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능저의고”가 직업훈련이 필요한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네 유형 중에서 “능저의고” 유형의 직
업훈련 참여 비율이 가장 높다. 하지만 이 유형에서도 1/3가량의 참여자
들은 직업훈련을 받지 않고 있다.
이제 성과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서비스 이용 기관별 성과를 보면 대
졸 이하 미취업자나 고졸 이하 비진학 청년 사이에서 고용센터보다 민간
위탁기관의 취업률이 의미 있게 높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대졸이하
미취업자의 경우 민간위탁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한 참여자의 취업률은
85.6%인 데 비해 고용센터를 이용한 참여자의 취업률은 68%이다.
<표 5-9>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참여유형별 대상자 유형 비율
(단위 : %)

능고의고

능고의저

능저의고

능저의저

대졸 이하 미취업자

25.2

6.8

59.0

9.0

고졸 이하 비진학 청년

14.7

3.4

67.5

14.4

재학생(고등학교∼대학원)

31.0

6.1

55.4

7.4

실업급여 수급자

26.8

7.2

58.8

7.1

니트족

214

4.1

62.2

12.3

맞춤특기병

7.7

3.1

66.8

22.3

영세자영업자

15.4

3.4

66.9

14.3

기타

45.3

3.1

46.9

4.7

자료 : 양지윤 외(2016), 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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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유형분류별 직업훈련 참여율
(단위 : %)

능고의고 능고의저 능저의고 능저의저

전체

대졸 이하 미취업자

44.3

44.2

61.2

56.3

54.2

고졸 이하 비진학 청년

50.0

48.6

64.3

58.1

59.1

재학생(고등학교～대학원)

2.3

2.3

47.7

4.5

4.2

실업급여 수급자

28.9

33.1

47.7

45.0

39.1

니트족

51.5

34.4

67.7

68.8

61.8

맞춤특기병

73.0

80.0

66.6

60.7

64.5

영세자영업자

29.6

50.0

59.8

56.0

52.5

기타

44.8

50.0

63.3

33.3

52.3

38.3

39.3

56.1

52.6

49.6

합계
자료 : 양지윤 외(2016), p.79.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사실은 민간 위탁기관을 이용하는 미취업자 비율
이 낮다는 점이다. 즉, 자료에 의하면 더 높은 취업률을 보이는 기관을
이용하는 비중이 더 낮다는 것이다. 물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선택하는 참여자의 수도 적을 수 있다. 하지만 학력
에 관계없이 민간 위탁기관을 이용한 집단의 취업률이 높았다는 사실은
<표 5-11>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서비스 제공 기관별 취업률
(단위 : 명, %)

민간위탁기관

고용센터

대졸 이하 미취업자

27,064(85.6)

56,773(68.0)

83,837(72.9)

고졸 이하 비진학 청년

10,382(77.6)

30,523(56.2)

40,905(60.4)

4,981(96.0)

13(92.9)

4,994(96.0)

273(95.1)

-

273(95.1)

니트족

47(88.7)

341(54.8)

388(57.5)

맞춤특기병

30(33.3)

95(30.7)

125(31.3)

영세자영업자

20(66.7)

30(32.6)

50(41.0)

1(100)

36(75.0)

37(75.5)

42,798(84.5)

87,811(63.2)

130,609(68.9)

재학생(고등학교～대학원)
실업급여 수급자

기타
합계
자료 : 양지윤 외(2016), p.81.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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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암시하는 바가 크다. 민간위탁기관 상담사들
의 능력이 더 높다면 어떤 측면에서 높은 것인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며,
민간위탁기관과 고용센터의 상담사들 간 능력 차이가 크지 않다면 이는
성과와 관련한 인센티브가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
가 될 것이다.
직업훈련과 알선서비스 둘 중의 하나나 혹은 두 서비스 모두를 이용했
을 때의 취업률 차이를 살펴보면 알선서비스만 받은 집단의 취업률이 가
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취업역량이 높은 청년들이 알선서비스만을 이
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직업훈련 참여자들의 취업률
보다 취업알선 서비스 수혜자의 취업률이 높은 것은 납득할 수 있는 현
상이다. 따라서 직업훈련 참여자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 직
업훈련의 비효율성을 보여준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직업훈련의
효과성을 높일 여지가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여러 기대 효과 중에서도 “능저의고” 청년의 직업 능력을 높이는 역할은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다.
<표 5-12> 직업훈련 참여자와 취업알선서비스 수혜자의 취업자(취업률)
(단위 : 명, %)

직업훈련
참여자의
취업률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서비스
취업알선서비스
수혜자의 취업률
수혜자의 취업률

대졸 이하 미취업자

31,033(68.4)

12,037(79.6)

10,770(72.1)

고졸 이하 비진학 청년

18,033(58.3)

4,501(72.4)

5,083(65.1)

17 (81)

1,594(99.1)

10(90.9)

9 (100)

75.(100)

4.(100)

180(54.4)

28(71.8)

47 .(58)

맞춤특기병

66(30.8)

4(44.4)

14(51.9)

영세자영업자

18(33.3)

4 .(40)

7(77.8)

기타

12(63.2)

2.(100)

7(77.8)

49,368(64.1)

18,245(79.0)

15,942(69.7)

재학생(고등학교～대학원)
실업급여 수급자
니트족

합계
자료 : 양지윤 외(2016),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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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취업지원 경로별로 취업률을 살펴보더라도 2단계인 직업훈련 단
계를 거치지 않은 집단의 취업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대졸자의
경우 1단계에서 종료했거나 직업훈련단계를 생략하고 1, 3단계만 거친
참여자들의 취업률이 직업훈련의 단계를 거친 참여자에 비해 월등히 높
다. 사실 대졸자들에게는 직업훈련이 특별히 요구되는 사항은 아닐 수
있다. 대졸자들에게 직업훈련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을 기대하기보다는
대학교육의 취업 적응도를 높이는 조치들이 더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1～2단계를 거친 대졸 참여자들의 취업성과도 고졸 이하 미취업자
에 비하여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대졸자에 관한 한은 취업을 위한 근본
조치가 직업훈련보다는 대학교육의 노동시장 적합도 제고에 있다는 기본
인식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표 5-13>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취업지원 경로별 취업자(취업률)
(단위 : 명, %)

대졸 이하 미취업자
고졸 이하 비진학 청년
재학생(고등학교～대학원)
실업급여 수급자
니트족
맞춤특기병
영세자영업자
기타
합계
자료 : 양지윤 외(2016), p.82.

1단계
종료형
22,071
(80.9)
9,893
(64.2)
588
(85.1)
58
(86.6)
97
(68.8)
17
(22.4)
15
(38.5)
16
(72.7)
32,755
(74.9)

1-2단계형

1-3단계형

19,978
(72)
10,764
(60.4)
65
(94.2)
17
(100)
137
(64.9)
36
(32.7)
14
(58.3)
18
(75)
31,029
(67.4)

18,196
(81.5)
6,924
(73.6)
4,248
(99)
190
(100)
48
(66.7)
6
(46.2)
7
(53.8)
1
(100)
29,620
(81.6)

1-2-3단계형
22,084
(63.7)
12,485
(56.2)
61
(96.8)
8
(100)
100
(44.2)
65
(36.3)
14
(33.3)
2
(100)
34,819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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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학생들의 취업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그 원
인을 파악할 수 있는 단계까지 분석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재학생들의
경우 직업훈련을 거친 집단의 취업률이 높다는 사실도 청년 취업성공패
키지가 재학생 참여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직업탐색 수단이 되어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등급별 취업률에서는 취업역량에 따른 취업률 증가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 다시 한 번 재학생들의 취업률이 월등히 높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재학생들이 취업역량에 상관없이 높은 취업률을 보이는 현상
에 대해서는 몇 가지 가능한 설명이 있다. 우선 재학생들 중 청년취업성
공패키지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졸업 후 이 사업에 참여한 참여자들에 비
해 취업의지와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취
<표 5-14>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참여등급별 취업자(취업률)
(단위 : 명, %)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대졸 이하 미취업자

262
(52.8)

14,089
(66.8)

40,253
(73.5)

17,265
(82.4)

고졸 이하 비진학 청년

1,761
(44.4)

11,587
(55.3)

16,297
(66.8)

4,154
(79)

재학생(고등학교～대학원)

201
(96.2)

872
(96.1)

2,890
(97.6)

869
(98.6)

17
(89.5)

107
(96.4)

133
(97.1)

2(16.7)

75
(50.7)

123
(57.7)

60
(71.4)

38
(33.6)

56
(31.3)

22
(30.1)

4
(50)

영세자영업자

8
(28.6)

26
(48.1)

8
(44.4)

기타

2
(100)

16
(72.7)

15
(83.3)

26,706
(61.6)

59,734
(72.3)

22,508
(82.3)

실업급여 수급자
니트족
맞춤특기병

합계

2,264
(47.2)

자료 : 양지윤 외(2016), pp.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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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역량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학생들까지 높은 취업 성취를 보인 것은 재
학생과 이 사업 사이의 매치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일 수도 있다. 다른 각
도에서 보자면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프로그램이 학교 교육 과정의 일부
로 이루어질 경우 좋은 성과를 얻을 잠재력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사전적으로 취업률은 “능고의고 > 능고의저 > 능저의고 > 능저의저”
순으로 나타날 것이 예상되는데, 실제로도 학력을 포함하는 참여자의 유
형에 관계없이 이와 같은 순서로 취업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
직 과정에서 능력과 의지 중 어느 쪽이 더 취업확률과 밀접한 관계를 갖
는지는 선험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실제로 “능고의저”와 “능저의고” 집
단 사이의 취업률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표 5-15>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유형분류별 취업자(취업률)
(단위 : 명, %)

능고의고

능고의저

능저의고

능저의저

대졸 이하 미취업자

23,811
(78.8)

5,431
(70.4)

45,476
(72.3)

5,936
(62.7)

고졸 이하 비진학 청년

7,291
(69.8)

1,474
(64)

26,038
(61.3)

4,595
(50.1)

재학생(고등학교～대학원)

1,880
(98.2)

261
(97.4)

2,494
(96.4)

252
(93.7)

실업급여 수급자

138
(97.2)

16
(100)

96
(96)

11
(84.6)

니트족

96
(65.8)

19
(70.4)

238
(58)

29
(40.3)

맞춤특기병

7
(24.1)

5
(35.7)

78
(32.4)

27
(29)

13
(65)

0(0)

29
(37.2)

7
(46.7)

22
(81.5)

1
(100)

11
(61.1)

2
(100)

33,258
(77.5)

7,207
(69.7)

74,460
(68.4)

10,859
(56.8)

영세자영업자
기타
합계
자료 : 양지윤 외(2016),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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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양지윤 외(2016)의 연구결과는 학력과 제공받는 서비
스에 따라 취업성과가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성
과 차이는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보여주기보다는 참여자의 특성에 크게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즉 훈련자들이 자기탐색과 상담을 거쳐 적절한
프로그램을 찾아감으로써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구직 경로를 스스로 선
택할 수 있는 것이다. 대체로 훈련보다는 알선이 필요한 참여자들의 취
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훈련이 필요한 참여자들의 경우 훈
련을 거치더라도 취업확률이 진단 혹은 알선만 선택하는 참여자들에 비
해 낮다. 이는 훈련을 선택하는 참여자들이 당초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훈련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겠으나 참여자들의 준비가 충분치 않
은 이상 훈련만으로 청년들의 취업성과를 크게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년근로자들에게는 학교 교육의 노동시장
적합도와 원활한 정보 제공이 기본적으로 충족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판단된다.

3. 청년인턴제 관련 기존연구의 심층검토
청년인턴제 관련 연구들로는 모아 DB와 고용보험 DB 자료를 결합한
김진영(2015), 윤희숙 외(2016), 그리고 이규용 외(2017) 등의 실증연구들
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김진영(2015)의 연구는 사업 참여자와
기업의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했다는 데서 의미를 갖는다. 이 연구에서는
2012년에서 2014년 참여자들의 자료를 활용하여 정규직 전환과 중도탈
락하지 않고 인턴사업 기간을 마치는 것 등을 사업의 성과로 보고 지역
별, 직종별, 기업규모별로 정규직 전환율과 중도탈락률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정규직 전환율은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높아지는 반면 중도
탈락률은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낮아지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또 참여자
의 학력이 높을수록 정규직 전환의 가능성은 커지고 중도탈락의 가능성
은 줄어들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증가하지만 증
가하는 폭은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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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도탈락의 사유를 본인의 선택에 의한 것과 회사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나누어서 보면20) 회사가 선택한 경우보다는 인턴 청년이 선택한
경우가 월등히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회사가 해고하거나 구조조정, 도산,
부적응 등의 이유로 중도탈락을 한 경우는 10%에서 12% 정도였던 반면,
업무 내용이나 작업환경 등에 만족하지 못하여 그만둔 경우는 2012년과
2013년에 약 87%에 달하고 있다(김진영, 2015: 58).
청년 인턴을 고용한 기업 수준에서 실시한 분석도 흥미로운 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 각 기업별로 고용된 청년인턴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
인턴 참여자 비중의 분포를 살펴보면, 분포에서 하나가 아닌 세 개의 봉
우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즉 청년인턴 고용 기업 중에는 전혀 정규직
으로 전환하지 않든지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
며, 이보다는 비중이 적지만 약 절반을 고용하는 경우도 어느 정도의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2012년에서 2014년 사이 청년인턴 사업에 참여한 기
업 중 약 32%는 청년인턴을 전혀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않았다. 다른
한편에서는 약 42%의 기업이 청년인턴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김진영, 2015: 60). 즉, 3/4에 가까운 비중의 기업들이 인턴을 전혀 정규
직으로 전환하지 않거나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양 극단의 선택을 한
것이다. 이는 제도 운영에서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이 적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20) 자발적인 선택으로 중도탈락이 된 사유로는 (1) 낮은 임금, (2) 업무내용 불만족,
(3) 작업환경 불만족, (4) 복지혜택 불만족, (5) 인턴수료 후 정규직전환 불확실,
(6)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 (7) 진로변경(개인사업 등), (8) 개인질병, 사고(입원),
사망, (9) 학업(대학(원) 진학, 채용시험), (10) 출퇴근 곤란, (11) 결혼, 육아, 출
산, 간병, (12) 군입대, 병역특례전환(산업기능요원), (13) 개인사정 등이 있다. 회
사의 요구에 의한 중단 사유로는 (1) (징계)해고, (2) 사업장의 구조조정 및 인원
감축, (3) 휴폐업 및 도산, (4) 업무상 과실 또는 능력부족(회사부적응) 등이다.
그 외 지원 중단, 파악 불가 등 인턴청년이나 회사 어느 한쪽의 주도로 되었는지
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다(김진영, 2015: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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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기업별 정규직 전환율 분포(히스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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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김진영(2015), p.61.

이 결과에 대한 가능한 해석은 청년인턴을 고용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
이 고용된 청년인턴들 전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사전적인 계획을
갖고 있던 기업이거나, 아니면 청년인턴을 사업 종료 후 정규직으로 고
용할 의사가 없는 기업들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청년인턴의 업무 능력을
관찰하고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보다는 미리 판단을 내린 상
태에서 청년인턴이라는 형태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면, 이는 청년인턴
제의 사중손실이 높을 가능성, 즉 이 제도의 유무가 최종적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위해 향후에도 기업 자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이규용 외(2017)의 연구에서는 청년 및 실업자 대상 사업군에
대한 분석의 일부로 중소기업청년인턴제 분석이 실행된 바 있다. 2013년
에서 2015년 사이에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사업에 참여했던 약 11만 명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분석이다. 이 사업 참여자들은 2014년 이전에는
약 5개월, 2015년에는 3개월 동안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이전에는 6개월이 한도였다가 2015년에는 3개월이 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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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도 청년인턴제의 중도탈락 비중이 적지 않다는 것이 발견
되었는데 2013년 사업참여자는 약 25%, 2014년 참여자는 22.6%, 2015년
참여자는 약 12.0%가 중도탈락했다(이규용 외, 2017: 189～190). 사업 종
료 이후 동일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았던 것은
사실이다. 2013년에서 2016년 사이 139,483명의 참여자들 중에서 76.7%
에 해당하는 106,914명이 사업 종료 후 혹은 사업 진행 중 정식으로 취업
한 것이다. 하지만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사업 참여자 중 2016년 10월
말 현재 취업상태를 유지한 비율은 절반을 조금 넘는 51.2%에 그쳤다.
즉, 단기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취업 성과가 장기
적으로 유지되지는 않는 경우도 많은 것이다. 예컨대 2013년에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들 중 약 38%가 2016년 10월 31일 시점에서는 고용보험에
취업 상태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규용 외, 2017: 191～
193).
또한 사업 종료 후 인턴 체험 직장에서 일자리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
나 중도탈락한 경우에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
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취업을 일단 경험한 경우에는 2013년에 사
업에 참여한 이후 취업을 경험한 청년들의 경우 첫 일자리에서는 취업유
지 기간이 17.5개월, 그리고 첫 일자리 이후 일자리까지 포함하는 취업유
지 기간은 28.5개월로 나타났다. 즉, 일단 성공적으로 인턴을 마친 경우
에는 상당기간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비록 한 일자리에서 오래도록
있지는 않더라도 여러 번 취업하면서 장기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이 발견되었다(이규용 외, 2017: 197).
윤희숙 외(2016: 610)의 연구는 정부 일자리 사업 전체를 평가하는 작
업으로 진행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청년인턴제는 매우 비중 있게 다루어졌
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연구는 청년인턴 사업 참여자와 유사한 특
성을 가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조군을 설정하여 사업의 성과를 파악하
고자 한 드문 연구이다.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과 비교대상이 된 대조군
은 2009년과 2015년 사이에 고용보험 DB상으로 상시 근로자 300인 이하
인 중소기업에서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만 15세 이상 3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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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중소기업청년인턴사업 종료 이후 취업까지의 기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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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김진영(2015), p.198.

이하 청년들로 구성되었다.21)
두 집단의 성과를 비교한 결과 사업 참여자들의 노동시장 성과가 사업
에 참여하지 않은 계약직 근로경험 청년들에 비해 좋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전체적으로 대조군인 중소기업 계약직 경험자들의 취업률이 중
소기업청년인턴 경험자들의 취업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인
턴사업 종료 후 1년 이내 취업소요기간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계약직 경
험자가 청년인턴사업 참여자들에 비해 약 2개월 정도 짧았다. 이를 바탕
으로 동 연구는 중소기업청년인턴 사업의 고용효과는 미미하거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애초에 청년인턴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비교집
단 청년들에 비해 취업확률이 낮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음을 지적한다. 즉 정부사업을 거치지 않고 민간의 중소기업 계약직을
경험한 청년들은 기업의 선택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나이를 제외한 선택
21) 이 분석은 개인별 패널분석은 아니며 같은 사람이라도 개별 고용건수를 각각 독
립된 사건으로 간주하여 분석이 이루어졌다. 동일한 개인에게 반복적으로 발생
하는 고용건수에서 생길 수 있는 이분산성에 대한 처리는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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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두지 않은 취업취약계층으로 이루어진 청년인턴제 참여자들에 비
해 당초에 취업확률이 높은 사람들이었으리라는 추론이다. 실제로 취업
한 근로자들 간 비교에서는 청년인턴 사업 참여자들이 더 높은 성과를
보이는 결과도 제시되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보면 최대한 유사한 비교집단을 구성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비교집단을 얻을 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의문
으로 남는다. 즉 사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
참여자들과 유사한 비교집단을 구성하는 연구들이 좀 더 많이 이루어져
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제4절 소결 : 추후 검토 과제

이상에서 청년층 대상 고용장려금 정책의 의의와 사업내용, 그리고 기
존의 실증연구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고용장려금 제도의 성패는 (1) 어떤
대상들에 대해 (2) 어느 정도의 보조금을 (3)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지불
할 것인지 등의 요소에 의존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실증연구들에 따르면
이와 관련한 충분한 답을 얻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향후 더 나은 성과
평가 및 제도의 설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검토과제들을 제안한다.
무엇보다 사업의 성과 검토를 위해서는 고용장려금 제도를 거치지 않
은 청년 취업자/미취업자들과 청년고용장려금의 수혜를 받은 취업자/미
취업자들의 취업 경로와 성과가 비교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기존연
구들은 모든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진행하였다. 사업참여자에
관한 한 표본선택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사업 참여에 따
른 진정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실증연구가 되기 위해서
는 적절한 비교집단을 찾아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사
업 참여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분석에서 학력이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고 있는데, 단순히 대졸자,
고졸자를 구분한 분석을 넘어서 각 학력별로 비교집단을 따로 구성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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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도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구직자의 학력과 취업 눈높이를 고려
한 효율적 지원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학력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기존 실증연구 결과는 취업성공패키지
에서 재학생들의 성과가 높다는 것이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만약, 재학생과 졸업생 중 재학생 쪽의 성과
가 높은 것이 확인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고용장려금 프로그램에 재학
생들의 참여를 늘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졸업 이전에 적극적인 구직 노
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동 과정을 돕는 제도의
설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원 대상에 대한 논의만큼이나 지원규모나 지원기간 등에 대한 논의
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여건이 허락된다면 금액과
지원기간을 달리하는 실험연구를 시도해 보는 것도 장기적으로 더 나은
제도의 설계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금액과 지원기간에 대
해서는 이론만으로는 답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 실험의 필요
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많은 연구들이 사업 참여자들 중 참여한 근로자들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참여 기업에 대한 정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참여 기업 담당자의 주관적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보다는
기업단위에서 연령별 고용구조와 고용보조금의 활용 상황, 정규직 전환
현황 등의 객관적 자료가 연구에 반영된다면 보다 풍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물론 지금보다는 더 긴 시계를 지닌 연구들이 필요하다. 기존 연구들
은 길어야 3～4년 정도의 자료나 한 해의 사업 참여자들을 추적한 실증
분석만을 실시하였다. 사업 종료 후 노동시장의 성과를 추적한 기간도
대개 3년 미만에 그치고 있다. 아직은 빈약한 증거이기는 하지만 이규용
외(2017)에서는 사업에 참여한 이후 약 3～4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는 사업 직후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안정적 고용이 유지될 수 없다면 청년층의 고용장려금 설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구들은 좀 더 긴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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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분석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사실은 고용장려금 제도가 청년 고용을 위
한 근본적인 대응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이미 대학 학업까지 마친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단계부터
다시 직업훈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한국의 고등교육의 유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이다. 직업훈련의 유효성을 높이
는 노력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지만 그에 앞서 대학교육의 노동시장 적응
도를 높이는 노력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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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창업지원

본 장은 2018년도에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청년층 일자리 사업의 일환
으로 수행할 청년층 창업지원 정책 심층평가 연구를 위한 예비 차원에서
이루어진 연구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본 장은 그 자체로 청년층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포괄적이고 최종적인 평가 결과를 도출하려는 목적을
염두에 두고 수행된 연구가 아니며, 2018년에 수행될 심층평가가 가능한
한 포괄적이면서 의미 있는 평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분석
이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검토해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밝
힌다.
본 장에서는 청년층 대상 일자리사업 중 창업지원 유형 사업 및 청년
창업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문헌을 검토하고, 청년 창업지원 정책
평가 목적에 적합한 데이터 및 분석방법은 무엇이며 향후 어떻게 접근해
야 명료한 평가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지와 관련하여 기초분석 수준에서
일종의 예시를 제시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정부 각 부처별
로 산재해 있는 창업지원 사업의 현황을 가능한 한 축약하여 제시하는
데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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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청년 창업지원 사업 현황

청년 창업지원 사업이 워낙 부처별로 숫자도 많고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보고서 내 하나의 장에서 하나의 절로 정리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역 및
각종 보고 자료를 종합하여, 연간 예산액이 일정 수준 이상 되는 큰 사업
위주로 축약하여 제시해보고자 한다. 즉 상대적으로 지원규모가 작은 사
업은 본 절에 제시된 사업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밝힌다. 더불어 본 절에
서는 청년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간략한 개관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한 가지 더 유념할 점은, 본 절의 제목이 “청년 창업지원 사업 현황”으
로 되어 있기는 하나, 특정 창업지원 사업이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이루
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이다. 아래 제시된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
이 목표로 삼고 있는 지원 대상을 살펴보면, 특정 연령대만을 수혜 대상
으로 삼는 경우가 일단 많지 않고, 설령 특정 연령대를 겨냥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청년 연령대(만 29세 이하 혹은 34세 이하)만 수혜
대상에 포함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본 절에 정리된 “청년 창업지원 사업”이란, 일단 여러 정부 사
업 중 중장년층 혹은 장애인 등 명백히 청년 외 정책수혜대상을 염두에
둔 사업을 제외하고, 사업 개요 및 실적 등을 감안할 때 청년층이 주요
수혜 대상임이 뚜렷한 사업을 의미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더불어 여러 부처에서 다양하게 시행되는 청년 창업지원 사업의 유
사․중복성, 예산 집행의 효율성 등을 분석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독립
적인 연구의 가치를 지니는 방대한 작업으로서, 본 절의 범위를 벗어남
을 밝히고자 한다. 두말할 필요 없이, 향후 청년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수행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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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벤처기업부
가. 창업성공패키지(구 청년창업사관학교)22)
1) 사업개요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예비)창업자의 원활한 창업 활동과 지속
적인 성장을 위해, 창업 계획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 단계별로 지원함.
2) 지원규모(’17년) : 총 예산 500억 원(500팀 내외)
3) 지원대상

가)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 업종 영위(예정) 기업
나)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인 기업의 대표자
4) 사업 실적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성과
(단위 : 억 원, 명, 건)

2011년1기 2012년2기 2013년3기 2014년4기 2015년5기
졸업기업

합계

212

213

254

284

252

1,215

매출액

1,088

1,345

585

753

54(상)

3,825

일자리창출

1,171

1,318

1,291

895

324

4,999

지재권
(등록)

226

505

476

473

78

1,758

융자지원

136

97

147

114

52

546

투자지원

104

192

40

94

7

437

자료 : 중소기업청(2016), 2016년 중소기업 육성시책보고서 제2부, p.46.

22)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중소기업청(2016), 2016년 중소기업 육성시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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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지원 사업
1) 사업개요

창업인턴제 사업을 감액하여 통합되었음. 선도벤처기업의 성공경험과
노하우 및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예비)창업자의 성공창업을 지
원하는 사업임.
2) 지원규모(’17년) : 120억 원, 78개 내외 (예비)창업자
3) 지원대상

가) 선도벤처연계 : 2인 이상의 예비 창업팀 또는 창업 초기기업(3년
미만)
나) 창업인턴 : 인턴근무 및 사업화 지원(50명) 내외
4) 사업 실적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지원 지원현황
(단위 : 백만 원, 개)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

-

-

5,000

5,000

선도벤처연계

4,500

7,500

7,500

7,500

27,000

지원기업 수

50

84

84

84

302

창업인턴

합계

자료 : 중소기업청(2016), 2016년 중소기업 육성시책보고서 4부, p.751.

다. 창업선도대학 육성23)
1) 사업개요

우수한 창업지원 인프라(전문인력, 연구장비 등)를 갖춘 대학을 ‘창업
선도대학’으로 지정하여 창업교육부터 창업아이템 발굴 및 사업화, 후속
지원까지 패키지식 지원을 통해 대학을 창업의 요람으로 육성하는 사업

23)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중소기업청(2016), 2016년 중소기업 육성시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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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규모(’17년) : 전국 40개 대학, 1,050개사 내외(예산 922억 원)
3) 지원대상

가) 제조 및 지식서비스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기업
나) 창업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 및 일반
4) 사업 실적
창업선도대학 주요 실적 및 성과
(단위 : 억 원, 명, 건)

대학생
창업강좌

창업아이템 사업화

예산
선정

창업

매출 일자리 지재권 개설

수강

일반인
창업강좌
개설

수강

2011년

305

537

524

297

1,435

805

86

4,461

15

514

2012년

300

510

504

367

1,150

910

147

8,004

18

610

2013년

402

590

573

340

1,196

768

159 11,201

18

628

2014년

508

629

616

515

1,401

1,075

470 27,608

28

1,005

2015년

651

913

891

1,268

2,372

1,418

550 25,726

110

1,704

합 계 2,166

3,179

3,108

2,787

7,554

4,976

1,412 77,000

189

4,461

주 : ’16년 지원현황 : 전국 34개 대학, 총 997개 과제(예산 753억 원).
자료 : 중소기업청(2016), 2016년 중소기업 육성시책보고서 제2부, p.42.

라. 창업교육지원사업24)
1) 사업개요

창업교육지원사업은 청소년 비즈쿨과 창업아카데미로 구분됨.
2) 지원규모(’17년)

가) 비즈쿨 : 76.65억 원, 전국 500개 초･중･고등학교
나) 창업아카데미 : 20.8억 원, 20개 내외 교육기관을 통한 실전 창업교
육 지원

24)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중소기업청(2016), 2016년 중소기업 육성시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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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대상 : 청소년, 대학생 및 예비창업자
4) 사업 실적
비즈쿨 운영실적
’02∼’12

’13

’14

’15

’16(목표)

지원예산(A)

216.1억 원

45억 원

50억 원

60억 원

83억 원

비즈쿨학교(B)

1,027개교

135개교

200개교

412개교

448개교

평균지원(A/B)

0.18억 원

0.33억 원

0.25억 원

0.15억원

0.15억 원

참여학생 수

580천 명

116천 명

133천 명

190천 명

210천 명

비즈쿨캠프

89회

8,850명

22회

1,808명

15회

창업동아리

4,622개

830개

1,053개

1,329개

1,500개

자료 : 중소기업청(2016), 2016년 중소기업 육성시책보고서 제2부, p.33.
창업아카데미사업 지원현황
(단위 : 백만 원, 개)

예산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6,950

7,700

7,542

22,192

지원기관 수

45

50

44

139

창업강좌 수

183

240

353

776

창업교육생

8,428

9,109

14,505

32,042

자료 : 중소기업청(2016), 2016년 중소기업 육성시책보고서 제4부, p.742.

마.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25)
1) 사업개요

참신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사업화 능력이 취약
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기업에 사업공간을 제공하고, 전문 인력에
의한 보육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을 유도함.

25)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중소기업청(2016), 2016년 중소기업 육성시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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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규모(’17년) : 258억 원(리모델링 74억 원, 운영비 104억 원 , BI경
쟁력 강화 80억 원)
3) 지원대상 : 중소기업청 지정 창업보육센터사업자(대학, 연구소 등)
4) 사업 실적
창업보육센터 계속입주기업 운영성과
(단위 : 개사,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속입주기업

2,829

3,140

3,718

4,089

평균매출증가율

-4.1

27.9

34.7

42.3

평균고용증가율

8.2

14.1

20.3

21.9

자료 : 중소기업청(2016), 2016년 중소기업 육성시책보고서 제2부, p.62.

바. 스마트창작터26)
1) 사업개요

모바일 시장 확대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등 스마트 IT 분야 전
문 개발인력 양성 및 창업활동 지원을 위해 2015년 개발공간과 인력 등
인프라를 갖춘 전국의 30개 주요 대학 등을 스마트창작터로 지정하여 운
영하고 있음.
2) 지원규모(’17년) : 전체 예산 98.4억 원(전국 5,000명 내외)
3) 지원대상

대학생, 일반인 등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의
초기기업

26)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중소기업청(2016), 2016년 중소기업 육성시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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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실적
스마트창작터사업 지원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개)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지원금액(국고)
9,000
8,000
7,000
8,000
9,000
41,000
교육수료생 수
5,072
4,805
4,082
4,959
3,451
22,369
지원기업 수
90
199
292
330
911
자료 : 중소기업청(2016), 2016년 중소기업 육성시책보고서 제4부, p.754.

사. 스마트벤처창업학교27)
1) 사업개요

창업 아이템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창업교육, 개발 멘토링 및 마케팅
등 창업 및 사업화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음.
2) 지원규모(’17년) : 총 73.5억 원
3) 지원대상

앱/웹, 콘텐츠, SW,융합 등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의 창업 및 사업화를
희망하는 만 39세 미만의 예비창업자(팀) 및 창업 3년 미만 기업
4) 사업 실적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운영현황
권역

성과
운영
기관 신청 (팀) 입교 (팀) 창업 (팀) 일자리창출(명)

2013년

2개

352

110

81

264

2014년

4개

980

225

168

429

2015년

4개

1,155

209

171

542

2,487

544

420

1,235

합계

비고

14년 2개 신규

자료 : 중소기업청(2016), 2016년 중소기업 육성시책보고서 제4부, p.755.

27)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 ｢2017년 스마트벤처창업학교 공고｣;
중소기업청(2016), 2016년 중소기업 육성시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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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신사업창업사관학교28)
1) 사업개요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보급 → 발굴된 아이디어로 창업하려는 예비
창업자 발굴 → 이론교육 및 점포체험 → 사업화 자금의 패키지 지원(총
6개월 과정)을 하고 있음.
2) 지원규모(’17년) : 103.4억 원, 450명
3) 지원대상

예비창업자(최근 3년간 발굴한 신사업 아이디어 또는 동 수준에 해당
하는 아이디어로 창업)
4) 사업 실적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 창업현황
(단위 : 명, %)

졸업생
창업
비창업(창업준비 등)
1기
65
49
16
2기
94
64
30
3기
142
98
44
4기
145
98
47
계
446
309
137
자료 : 중소기업청(2017),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창업현황조사 보도자료｣.

창업률
7.4
68.1
69
67
69

자. 창업맞춤형사업화29)
1) 사업개요

우수한 사업아이템을 보유한 3년 미만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사업모델
(Business Model) 개발, 아이템 검증․개선, 시장진입 등을 도와 빠른
수익 창출을 통해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제고함.
28)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중소기업청(2017),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창업현황조
사 보도자료｣.
29)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중소기업청(2016), 2016년 중소기업 육성시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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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규모(’16년) : 223억 원, 480개사 내외
3) 지원대상 : 3년 미만 창업기업
4) 사업 실적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성과
(단위 : 억 원, 명, 건)

신청

선정 39세 미만

생존율

매출

일자리 지재권

2013년

4,265

947

50.3%

797(84.2%)

806

1,404

1,657

2014년

4,068

883

50.3%

860(97.4%)

585

1,649

1,216

3,652

737

39.9%

736.(100%)

1,646

713

341

11,985 2,567

47.9%

2,393(93.2%)

3,037

3,766

3,214

2015년
합계

자료 : 중소기업청(2016), 2016년 중소기업 육성시책보고서 제2부, p.55.

차.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사업30)
1) 사업개요

사무공간 제공 및 교육․전문가 자문, 디자인 개발 및 온․오프라인마
케팅 등 지원을 통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의 창업을 활
성화하고 성장을 촉진함.
2) 지원규모(’17년)

122억 원((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65개×102백만 원, (사업화) 479
개×10.9백만 원, (기반조성) 412백만 원)
3) 지원대상

1인 창조기업에 사업화 공간 및 비즈니스 창출 지원을 위한 경영 지원
시설 및 역량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30) 중소기업청(2017),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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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실적

2016년 : 전국 65개 센터 지정․운영(사무공간 2,427개 지원 등), 463개
사 온․오프라인 마케팅 등 지원(지원금액 152억 원)
카. 창업도약 패키지31)
1) 사업개요

3∼7년차 창업기업이 어려운 시기(죽음의 계곡, Death Valley)를 극복
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시장전문가 멘토링, 사업모
델(BM) 혁신, 아이템 검증․보강 등 지원
2) 지원규모(’17년) : 500억 원, 860개사(’16년 7,399백만 원, 160개사)
3) 지원대상 : 창업 3년 이상 7년 이하 기업
4) 사업 실적
2015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주요 성과
(단위 : 억 원, 명 / ’16년 말 기준)

신청 수
513

선정 수

생존율

매출액

100(5.1:1) 100(100%) 1,113억 원

일자리

투자

지재권

1,006명

41(10건)

86건

자료 : 중소기업청(2017),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p.495.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 지역혁신생태계 구축지원32)
1) 사업개요 : 17개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31) 중소기업청(2016), 2016년 중소기업 육성시책보고서; 중소기업청(2017), 2017
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32) 미래창조과학부, 2017년 사업설명자료 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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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규모(’17년) : 43,650백만 원(’16년 31,860백만 원, ’15년 26,735
백만 원)
3) 지원대상 : 국내 창업․중소기업
4) 사업 실적
지역혁신생태계 구축지원
(단위 : 백만 원)

2014년

2015년

2016년

85.61

270.15

76.83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2017년 사업설명자료.

나. 6개월 챌린지 및 액셀러레이터 연계지원33)
1) 사업개요

국민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한 6개월 단기 집중지원 프로그램 운
영으로, 창조경제 성공사례 조기 창출 및 스타트업 붐 확산과 창조경제
혁신센터별 액셀러레이터와 연계한 밀착형 멘토링을 통해 지역 혁신기업
의 창업 및 사업화를 촉진하는 사업
2) 지원규모(’17년): 22,090백만 원(’16년 20,350백만 원, ’15년 9,527백
만 원)
3)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및 창업 1년 이내 기업

33) 미래창조과학부, 2017년 사업설명자료 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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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실적
6개월 챌린지 및 액셀러레이터 연계지원
(단위 : 백만 원)

2014년

2015년

2016년

-

9,527

20,350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2017년 사업설명자료.

다. 글로벌혁신생태계 조성34)
1) 사업개요

첨단 ICT기업 등이 밀집된 현 판교테크노밸리와 인근 신규조성부지
(’16.2월 착공)를 아시아 및 전 세계의 ICT 유망스타트업, 첨단 벤처, 투
자자가 모이는 글로벌 혁신집적지로 조성하여 한국을 아시아 최고의 창
업․혁신 허브로 조성하기 위함.
2) 지원규모(’17년) : 31,087백만 원(’16년 13,200백만 원)
3) 지원대상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대학 및 대학부설연구소, 정보통신 관련 단체
및 협회
4) 사업 실적

글로벌혁신생태계 조성사업의 2016년 예산 : 13,200백만 원
라. ICT창의기업 육성사업35)
1) 사업개요

벤처1세대, 액셀러레이터 등 민간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글로

34) 미래창조과학부, 2017년 사업설명자료.
35) 미래창조과학부, 2017년 사업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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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진출을 활성화하고 멘토링, 재기 프로그램, 협력 네트워크, 투자 지원
체계 구축 등을 통한 ICT 중소․벤처 성장기반 조성
2) 지원규모(’17년) : 21,789백만 원(’16년도 25,148백만 원, ’15년도
23,731백만 원)
3) 지원대상 :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ICT 스타트업
4) 사업 실적
ICT창의기업 육성사업
(단위 : 백만 원)

2014년

2015년

2016년

-

23,731

25,148

제2절 창업지원정책의 고용효과 관련 선행연구

창업지원정책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기존 연구 중에 창업지
원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그다지 많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개별 창업지원 사업 간 성과를 비교하
더라도 성과변수로서 고용 관련 성과를 고려하지 않거나(신재호․박새
미․김선근, 2014), 정책에 대한 직접평가보다는 창업하는 개인의 특성
혹은 창업교육 및 동아리 활동 경험 등이 창업 성공 가능성 혹은 창업
계획 수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그에 따른 정책 시사점을 도출한
경우(김형철․임아름․김권필, 2015; 홍효석․설병문, 2013)가 많다.
창업지원정책의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성과 변수로서 고용 관련 성과
를 고려한 적은 수의 논문에서도, 주로 특정 부처가 시행하는 개별 창업
지원 사업이 고용의 양과 질에 있어 어떠한 성과를 나타내었는지 분석하
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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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비록 숫자는 적지만 창업지원의 고용 성과를 분석한 연구의 내용
을 간략하게 소개해보고자 한다. 이때 선행연구에서 성과 분석 대상이
된 사업의 수혜대상이 청년층에 국한된 것은 아니나, 사업 내역 등을 감
안할 때 청년층을 일정 수준 이상 수혜 대상으로서 간주할 수 있다고 판
단되어 본 절에서 소개하는 것임을 밝힌다.

1. 오계택․류성민(2015)
오계택․류성민(2015)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고용연계성, 거시총량
적 고용효과, 실태조사 및 미시적 정책효과, 정책 개선방안을 연구하였
다. 기술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술창업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창업사업화 사업 분석,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고용 연계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고용효과 추정 및 생존
분석을 수행하였다. 더불어 실태조사 및 비수혜기업과의 비교분석을 진
행하였다.
그 결과 ‘창업맞춤형 사업화 지원’에 신청한 사업체들은 중소기업청으로
부터 평균 46,903,072원의 지원을 받았으며 평균 매출액이 68%, 평균 근무
자 수가 65.7%, 평균 순이익이 302% 증가하였고,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
에 신청한 사업체들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평균 78,329,487원의 지원을 받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매출액은 294.4%, 평균 근무자 수가 194.8%
증가하였고, 평균 순이익은 기존 대비 60%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청년
창업사관학교에 참여한 사업체들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77,197,775원을
지원받았으며, 평균 매출액은 7.8%, 평균 근무자 수가 15.5% 증가하였고,
평균 순이익은 78.2% 증가하였다.
다만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지원을 받은 기업을 그렇지 않은 기업과
비교하여 분석해보면, 지원을 받은 기업이 고용의 양에 있어 좋지 않은
성과를 보이고, 고용의 질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오계택․류성민(2015: 185∼190)은 청년고용시장의 구조
개혁과 질 향상, 기업가정신 강화 및 활성화, 창업맞춤형 지원사업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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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창업지원 방식에 대한 고려, 창업지원의 패키지화, 업종 경험의 중
요성, 기업의 업력에 따른 지원 등을 제언하였다.

2. 노용환․주무현(2012)
노용환․주무현(2012)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의 고용효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2만 5,000여 개의 중소기업 표본에 대해
각 기업의 재무자료와 고용보험 DB로부터 수집된 고용통계를 활용하여
기술통계 분석, 이중차감법을 통한 분석, Heckman 류의 2단계 추정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정책자금의 업체별 고용효과는 1년 후 1.37명，2년 후 1.55명, 3년 후
1.84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효과가 자금투입 초기에 집중되며, 3년
이후에는 고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평균 고용효과는 3년 후 0.12명에
불과하여 고용의 지속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금용도별로 보면
단기에는 운전자금의 고용효과가 높은 반면, 중장기에는 시설자금의 고
용효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정책자금 승인의 고용효과는 업력이
낮고 근로자 수가 적으며 초기 영업이익률이 높을수록 크게 나타났다.
반면에 기업의 담보수준과 부채비율 등 재무상태는 고용에 유의한 영향
을 갖지 않았다.
따라서 노용환․주무현(2012: 65)은 고용효과 증대를 위해 경기둔화
시 운전자금 투입을 증가시키고, 경기회복 이후에는 다시 설비투자자금
투입을 늘릴 것을 제언하였다. 더불어 일단 증가한 고용의 지속성을 강
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것을 제언하였다.

3. 선행연구 요약
위에 제시된 창업지원의 고용효과 관련 선행연구의 분석 방법론 및 결
과를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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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계택․류성민(2015)
발표 방식

연구보고서(고용영향평가사업)

연구 목적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고용영향평가

분석 시기

2012∼2014년

분석 데이터

자체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방법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분석 대상

지원사업 신청 후 선정된 기업 및 선정되지 않은 기업 566개

피설명변수

① 경영성과(매출액증가율, 이익증가율)
② 고용성과(고용규모, 고용의 질)

주요 설명변수

지원사업 선정 여부

주요 분석결과

①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 경영성과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
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②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 고용규모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
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남.
③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 고용의 질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발표 방식

학술지 논문

연구 목적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이 그 유형에 따라 고용에 대해 갖는 효
과의 지속성 분석

분석 시기

2005∼2010년

분석 데이터

중소기업진흥공단 보유 기업 DB, 고용보험 DB

분석 방법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Heckman 2단계 추정

분석 대상

정책자금 지원 채택 및 탈락 기업 25,613개

피설명변수

고용규모

주요 설명변수

정책자금 지원 여부

주요 분석결과

① 이중차분법을 통한 분석 결과, 정책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3
년 후까지 지속적으로 고용규모가 증가함.
② 자금유형 중 창업자금 지원의 경우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비해
지원 직후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고용효과가 크게 나타남.
③ Heckman 2단계 추정법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경우에도 위 결
과의 강건성이 유지됨.

노용환․주무현(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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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창업지원정책 평가 : 벤처 확인유형에 따른 고용성과

본 절에서는 2018년도에 수행될 예정인 청년층 대상 창업지원정책의
고용성과 심층평가연구에 대한 예비 연구의 차원에서, 창업지원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특정 정부부처가 관리하는 조사의 원자료를 입수하여 분
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후속 심층평가 연구에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지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본 절에서 수행된 기초 분석이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한 창업지원
정책 수혜 여부가 고용성과와 갖는 관계에 대한 것이라고 하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분석에 활용된 자료(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원자
료)의 특성상 주로 청년층이 창업한 벤처기업이 분석 대상이라는 점에서,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기초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을 밝힌다.36)

1. 분석 자료
본 절에서 활용할 조사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협회에 위
탁하여 실시하는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원자료이다. 해당 조사의 결과로
부터 각 벤처기업의 인력현황 및 벤처기업 확인유형을 파악한 후, 정부
사업 참여와 관련된 벤처기업 확인유형과 그렇지 않은 유형 사이의 고용
성과에 차이가 나는지 들여다보는 방식을 택하고자 한다.

36)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자료의 경우 각 표본 기업의 창업연도 및 대표이사의 연
령 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다만 대표이사의 경우 창업주와 다른 인물일 가능성이
있어 창업주의 연령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해당 자료의 경우 창업
주의 연령을 범주형 변수로만 나타내고 있어, 창업 당시 창업주가 청년층에 속하
였는지 정확하게 판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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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벤처기업 확인유형 관련 제도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에 표본으로 포함된 2,049개
(2016년도 기준) 각 기업의 벤처기업 확인유형은 “1. 기술평가대출기업”,
“2. 기술평가보증기업”, “3. 벤처투자기업” 및 “4. 연구개발기업” 등 네
가지로 분류된다. 이들 각각에 대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37)
(1) 기술평가대출기업(중진공38))
①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며, ② 중진공의 대
출 또는 기보39)의 보증을 순수 신용으로 받은 기업, ③ 이때,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합산이 8,000만 원 이상이고 당해 기업의 총 자산에 대한 보
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2) 기술평가보증기업(기술보증기금)
① 기술평가보증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며, ② 기보의
보증 또는 중진공의 대출을 순수 신용으로 받은 기업, ③ 또한 이때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합산이 8,000만 원 이상이고 당해 기업의 총 자산에 대
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3) 벤처투자기업(창투사 등이 자본금 10% 이상 투자)
①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이며,
② 투자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기업
(4) 연구개발기업
① 기업 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② 연구개발 사업성평가기관
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기업 중 ③ 연간 연구개발비
가 5,000만 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율이 일정 기준 이
37) 벤처인 홈페이지(http://www.venturein.or.kr)를 참조.
38) 중진공 : 중소기업진흥공단.
39) 기보 : 기술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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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창업 3년 이상 기업 혹은 연간 연구개발비가 5,000만 원 이상인 창
업 3년 미만의 기업
이러한 네 가지 유형 중, “기술평가대출기업”과 “기술평가보증기업”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기보 혹은 중진공으로부터 직접적인 정
책 지원을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반면 “벤처투자기업”의 경우 벤처
투자기관 중 일부 국책은행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직접적인
정책 지원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연구개발기
업”의 경우 정부 지원 여부와 하등의 관계없이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래 분석에서는 “기술평가대출기업”과 “기술평가보증기업”은
정부 창업지원정책의 수혜를 받은 기업으로, 그 외 유형의 기업은 정책
수혜를 받지 않은 기업으로 간주할 것이다.

3. 기초 분석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16년도 원자료에 대해, 기초적인 수준에서 벤
처기업 확인유형별로 기업연령/기업성장단계와 기업 고용성과 간 관계를
시각화시켜 나타낸 결과가 [그림 6-1]∼[그림 6-16]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그림 6-1]∼[그림 6-4]에서는 벤처기업 확인유형별로 기업연령
과 총 근로자 수 간 관계가 그래프로 제시되어 있다. 각 그래프별로는 회
귀선과 그 추정식, 그리고 통계적 유의성이 제시되고 있다.
[그림 6-1]∼[그림 6-4]는 모든 유형의 벤처기업에 대해 기업연령이
높아질수록 총 근로자 수가 증가하며 그 관계는 통계적으로 강하게 유의
하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우리가 관심을 갖
는 부분은, 정부로부터 창업지원정책의 수혜를 받은 기업군과 그렇지 않
은 기업군 간에 동일 기업연령을 기준으로 과연 어느 쪽이 더 우수한 고
용성과를 보일 것이냐이다.
위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표 6-1>은 동일 기업연령에 대해 네 가지
벤처기업 확인유형별로 평균 종사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림 6-1]∼
[그림 6-4]에 제시된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142 청년층 노동시장정책의 종합적 평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그림 6-1] 기술평가대출기업(중진공)의 기업연령과 총 근로자 수의 관계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016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6-2] 기술평가보증기업(기술보증기금)의 기업연령과 총 근로자 수의 관계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016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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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벤처투자기업(창투사 등이 자본금 10% 이상 투자)의 기업연령과
총 근로자 수의 관계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016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6-4] 연구개발기업의 기업연령과 총 근로자 수의 관계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016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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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벤처기업 확인유형별 평균 총 근로자 수(기업연령별)
(단위 : 명)

기업연령별 평균 총 근로자 수
5년차

10년차

15년차

20년차

기술평가대출기업

24.4

44.4

64.5

84.5

기술평가보증기업

38.3

52.9

67.5

82.1

벤처투자기업

12.4

56.0

99.6

143.2

연구개발기업

32.9

61.5

90.1

118.7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016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원자료.

<표 6-1>에 제시된 결과는, 최소한 기초분석 수준에서는 정부의 창업
지원정책 수혜 여부가 동일 기업연령에 대한 고용성과 제고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친다고 볼 근거가 없음을 시사한다. 기업연령 5년차 평균 근로자
수에 있어서는 “기술평가보증기업”이 38명 이상으로 가장 우수하나, 다
른 한편으로 정책 수혜와 관계없는 “연구개발기업”의 고용성과가 나머지
두 유형의 기업을 앞서는 것을 볼 수 있다. 더불어 기업연령 10년차 이후
부터는 직접적인 정책 수혜를 입지 않은 유형의 기업들에서 정책 수혜를
받은 유형의 기업들보다 평균 총 근로자 수가 더 많음을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단순 분석은 벤처기업의 고용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더불어 벤처기업 확인유형에
따른 정책 수혜와는 별도로 정책 지원을 받는 채널이 여럿 있기 때문에,
오직 벤처기업 확인 과정에서 드러난 정책 지원 여부만으로 개별 기업의
정책 수혜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
이다.
다음으로 [그림 6-5]∼[그림 6-8]은 벤처기업 확인유형별로 기업연령
과 정규직 근로자 수 간 관계를 보여준다. 총 근로자 수를 볼 때와 마찬
가지로, 정규직 근로자 수에 대해서도 기업연령은 모든 벤처기업 유형에
서 통계적으로 강하게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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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기술평가대출기업(중진공)의 기업연령과 총 정규직 근로자 수의 관계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016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6-6] 기술평가보증기업(기술보증기금)의 기업연령과 총 정규직 근로자 수
의 관계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016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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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벤처투자기업(창투사 등이 자본금 10% 이상 투자)의 기업연령과
총 정규직 근로자 수의 관계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016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6-8] 연구개발기업의 기업연령과 총 정규직 근로자 수의 관계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016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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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정책 수혜 기업군과 비수혜 기업군 간에 동일 기업연령을 기
준으로 어느 쪽이 더 우수한 정규직 고용성과를 보이는지 파악하기 위해,
<표 6-2>는 동일 기업연령에 대해 네 가지 벤처기업 확인유형별로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를 제시한다.
<표 6-2>는 기초분석 수준에서 종속변수를 총 근로자 수가 아닌 정규
직 근로자 수로 바꾸더라도, 정부의 창업지원정책 수혜 여부와 고용성과
간 유의한 관계가 없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6-2>에 제시된 결과는
질적으로 <표 6-1>에 제시된 결과와 사실상 동일하다. 이는 벤처기업 특
성상 전체 근로자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작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그림 6-9]∼[그림 6-12]는 벤처기업의 성장단계와 총 근로
자 수 간 관계를 보여준다. 여기서 기업성장단계는 “1. 창업기”, “2. 초기
성장기”, “3. 고도성장기”, “4. 성숙기” 및 “5. 쇠퇴기” 등 총 5단계로 구
분된다.
[그림 6-9]∼[그림 6-12]는 “연구개발기업”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벤
처기업에 대해 기업성장단계가 높아질수록 총 근로자 수가 증가하며 그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동일 성장단계에서 창업지원정책의 수혜를 받은 기업군과 그렇지
않은 기업군 간 고용성과를 비교한 결과가 <표 6-3>에 제시되어 있다.
<표 6-2> 벤처기업 확인유형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기업연령별)
(단위 : 명)

기업연령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
5년차

10년차

15년차

기술평가대출기업

22.2

42.5

62.8

83.1

기술평가보증기업

37.7

52.1

66.5

80.9

벤처투자기업

11.8

55.6

99.4

143.2

연구개발기업

32.5

60.9

89.3

117.7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016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원자료.

20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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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기술평가대출기업(중진공)의 기업성장단계와 총 근로자 수의 관계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016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6-10] 기술평가보증기업(기술보증기금)의 기업성장단계와 총 근로자 수의
관계

자료 : 중소기업청, ｢2013∼2016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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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1] 벤처투자기업(창투사 등이 자본금 10% 이상 투자)의 기업성장단
계와 총 근로자 수의 관계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016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6-12] 연구개발기업의 기업성장단계와 총 근로자 수의 관계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016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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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벤처기업 확인유형별 평균 총 근로자 수(성장단계별)
(단위 : 명)

기업 성장단계별 평균 총 근로자 수
창업기

초기성장기 고도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기술평가대출기업

16.9

33.1

49.2

65.4

81.5

기술평가보증기업

9.4

32.7

56.0

79.3

102.6

벤처투자기업

-

18.1

75.9

133.7

191.5

연구개발기업

16.6

43.5

70.4

97.3

124.2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016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원자료.

<표 6-3>의 결과에 따르면, 기초분석 수준에서 정부의 창업지원정책
수혜 여부가 동일 기업 성장단계에 대한 고용성과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
을 갖는다고 볼 근거는 드러나지 않는다. 성장단계가 고도성장기 이후에
도달하면 직접적인 정책 수혜를 입지 않은 기업의 평균 고용성과가 정책
수혜를 받은 기업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순 분석의 결과는 벤처기업의 고용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다른 요인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인과관계에 대한 시사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은 물론 아니다. 창업지원정책 수혜 여부가 벤
처기업의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보다 훨씬 엄밀한 모형 설정 및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그림 6-13]∼[그림 6-16]은 벤처기업 확인유형별로 기업 성
장단계와 정규직 근로자 수 사이의 관계를 제시한다. 총 근로자 수를 볼
때와 마찬가지로, 정규직 근로자 수에 대해서도 성장단계는 “연구개발기
업” 유형을 제외한 모든 벤처기업 유형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표 6-4>는 정책 수혜 및 비수혜 기업군 간 동일 성장단계에서의 정
규직 고용성과를 비교하기 위해, 벤처기업 확인유형별로 성장단계별 평
균 정규직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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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3] 기술평가대출기업(중진공)의 기업성장단계와 총 정규직 근로자 수
의 관계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016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6-14] 기술평가보증기업(기술보증기금)의 기업성장단계와 총 정규직 근로
자 수의 관계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016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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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5] 벤처투자기업(창투사 등이 자본금 10% 이상 투자)의 기업성장단
계와 총 정규직 근로자 수의 관계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016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6-16] 연구개발기업의 기업성장단계와 총 정규직 근로자 수의 관계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016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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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벤처기업 확인유형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성장단계별)
(단위 : 명)

기업 성장단계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
창업기

초기성장기 고도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기술평가대출기업

15.8

31.6

47.4

63.2

79.0

기술평가보증기업

9.1

32.1

55.1

78.1

101.1

벤처투자기업

-

17.7

75.5

133.4

191.2

연구개발기업

17.0

43.4

69.8

96.2

122.5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016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원자료.

<표 6-4>는 기초분석 수준에서 종속변수를 총 근로자 수가 아닌 정규
직 근로자 수로 바꾸더라도, 정부의 창업지원정책 수혜가 고용성과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
직 비중이 매우 작은 벤처기업의 특성상, <표 6-4>에 제시된 결과는
<표 6-3>과 질적으로 사실상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제시된 벤처기업 유형별 고용성과에 대한 기초분석 결과는,
최소한 유형 분류 과정에서 확인된 정책지원 수혜 여부가 기업의 향후
고용성과와 별다른 관계를 갖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에
이루어질 후속연구에서는 좀 더 엄밀한 정량분석을 통해, 정부의 창업지
원정책이 벤처기업의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4절 소 결

본 장은 2018년도 청년층 창업지원정책 심층평가 연구를 위한 예비 연
구 차원에서 이루어진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정부 각 부처
별로 산재해 있는 창업지원 사업의 현황을 가능한 한 축약하여 제시하는
데에서 논의의 출발점을 삼았다. 더불어 본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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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상당히 척박하기는 하나, 청년층 대상 일자리사업 중 창업지원
유형 사업 및 청년 창업지원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문헌을 검토하고, 청
년 창업지원정책 평가 목적에 적합한 데이터 및 분석방법은 무엇이며 향
후 어떻게 접근해야 명료한 평가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지와 관련하여
기초분석 수준에서 일종의 예시를 제시하였다.
먼저 청년 창업지원 사업의 경우 각 부처별로 숫자가 매우 많고 다양
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더불어 특정 창업지원 사업이 청년층
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명백히 청년 외 정책
수혜대상을 염두에 둔 사업을 제외하고, 청년층이 주요 수혜 대상임이
뚜렷한 사업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청년 창업지원 사
업에 대한 심층평가 수행 시 여러 부처에서 다양하게 시행되는 청년 창
업지원 사업의 유사․중복성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 등을 심층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한편 창업지원정책과 관련된 기존 연구 중에는 창업지원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그다지 많지 않은 실정이
다. 해당 주제에 대해 수행된 일부 선행연구의 결과는 정부의 창업지원
이 구체적인 사업 내역에 따라서는 별다른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혁신경제 활성화 차원의 청년 창업지원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과거
정책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바로잡는 데 각별히 유의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심층평가연구에 대한 예비 연구의 차원에서, 창
업 관련 조사 원자료를 입수하여 기초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다만
해당 분석 결과 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며, 향후 수행될 심
층평가 목적에 적합한 데이터 및 분석방법에 대한 일종의 예시로서 제시
된 것임을 밝힌다. 물론 심층평가연구에서는 더욱 다양한 자료를 여러
가용한 경로를 통해 입수하고 창업주 연령대가 청년층인 기업 표본을 가
능한 한 정확히 식별한 후, 이에 대해 훨씬 엄밀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
석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제7장 실업급여 155

제7장

실업급여

제1절 서 론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청년층 관련 실업급여는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30세 미만 청년들의 경우 3년 미만만 실업급여 보험료
를 납부했을 때 최대 90일의 구직급여 수급만 가능하여, 이직이 잦고 실
업을 반복하여 경험하는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충분히 지원하기엔 짧은
소정급여일수를 보인다.
둘째, 지난 18개월간 180일 이상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필요한 실업급
여 수급요건으로 인해 노동시장에 진입 중인 청년층의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
셋째, 노동시장 진입과정에 있고, 아르바이트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의 특성상 일을 하고도 고용보험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 중 첫 번째 문제로 인해 소정급여일수를 늘리자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으며, 두 번째 문제로 인해 실업급여가 아닌 대안적인 형태의 소득지
원 프로그램, 이를테면 실업부조, 청년수당, 청년배당 등 다른 형태의 소
득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 수요가 있었는데, 이런 제도들이 지자체
수준에서 산발적으로 도입되는 과정에서 지난정부 시절 중앙정부와 충돌
하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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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문제로 인해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고용보험 적용 개선
방안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청년 실업급여를 중심으로 이상과 같은 문제에 대한 우
리나라 기존 연구들을 종합하고, 청년 실업급여 관련 해외 연구들을 정
리하고자 한다. 우선,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와 청년 관련 통계들의 현
황을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기존 연구들에서 위의 세 가
지 문제가 어떤 식으로 제기되어 왔는지, 다른 나라에서는 청년 실업급
여와 관련해서 어떤 식의 연구가 있었는지 정리할 것이다. 청년에 초점
을 둔 연구는 사실 그리 많지는 않다. 그래서 여기서는 연구 리뷰에 추가
하여, 다른 나라들의 경우 우리나라 청년 실업급여와 관련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실업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추가로 다른 제도
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함의
를 정리해 정책과제를 제시하겠다.

제2절 청년 실업급여 및 노동시장 현황

한국의 경우에 실업급여는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수
급일수 차등을 두고 있다. 30세 미만 청년이면 10년을 일해도 최대 180
일밖에 수급할 수 없으며, 3년 미만 일하면 최대 90일만 수급할 수 있다.
반면, 50세 이상일 경우 같은 조건에서 최대 240일과 150일 수급할 수 있
어 30세 미만은 두 달 정도 짧게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와 같은 수급일수 설계가 청년의 빠른 재취업을 반영한 설계라면 소
정급여일수를 모두 채워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소진율이 다른 연령대와
별다르지 않아야 할 것이다. 원래부터 청년들은 빠르게 재취업하기 때문
에 이와 같이 소정급여일수를 짧게 설정했다면, 소정급여일수의 길이와
무관하게 소정급여일수 내 재취업 비율이 다른 연령대와 다르지 않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청년들의 소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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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청년의 실업기간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대로 보호받
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청년의 소정급여일수를 좀 더 길게 개선할 필
요성이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표 7-2>를 보면, 다른 연령대도 실업급여를 90일 받을 수 있는 피보
험기간 1년 미만 구간에서만 청년과 대동소이한 소진율을 보일 뿐, 다른
피보험기간 구간에서는 청년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격히 높은 소진율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테면, 피보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구간을 보면 30세 미만은 90
일, 30∼49세는 120일, 50세 이상은 150일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
게 되어 있는데, 소진율은 30세 미만 66.8%로 가장 높고, 30∼49세는
61.4%로 5.4%p나 낮게 나타났다. 50세 이상은 58.3%로 청년보다 8.5%p
나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은 다른 피보험기간에서도 마찬가지이
<표 7-1> 소정급여일수
피보험기간
6개월 이상 1년 이상
1년 미만 3년 미만

연
령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이상
10년 미만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표 7-2> 소정급여일수별 구직급여 소진율(2014)
(단위 : %)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10년 이상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합계

30세 미만

66.7

66.8

56.9

57.5

66.8

63.6

30∼49세

68.5

61.4

50.9

45.4

41.4

54.3

50세 이상
및 장애인

68.8

58.3

51.6

49.5

51.0

56.7

전체

68.3

61.5

52.3

48.0

46.3

56.7

자료 : 고용보험 2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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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을 보면 청년은 소진율이 57.5%나 되는데 30∼49
세는 45.4%로 무려 12.1%p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퇴직자가 포함되어 있는 50세 이상은 소정급여일수가 30일 짧게
설계되어 있는 30∼49세보다는 소진율이 다소 높은 편이지만, 소정급여
일수가 60일 짧게 설계되어 있는 30세 미만보다는 현격히 낮은 소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청년층은 같은 기간 일해도 짧은 소정급여일수를 부여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진율이 높아지는, 즉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자신의
실업기간을 충분히 실업급여로 보호받을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청년에 국한하지 않아도 소진율이 최소 40%를 넘는다. 이를테면, 30∼
49세로 10년 이상 근속하던 직장에서 밀려나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을 때
최소 4명은 현재의 소정급여일수로 자신의 실업기간을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가 된다.
다만, 연령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다른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오
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포르투갈, 스위스, 호주, 룩셈부
르크 등이 연령에 따라 다른 소정급여일수를 운영하고 있어 연령에 따른
차등 자체가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제도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연령대보다 더 높은 청년의 실업급여 소진율이 보여주듯, 현재의 소정급
여일수체계가 청년의 노동시장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상대적으로 실업기간을 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인 것이다. 따라
서 청년의 소정급여일수 연장은 시급한 제도 개선점이라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청년의 고용보험 가입자 비중을 보았다. 2016년 통계청 경제
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법적 의무적용 대
상에 가깝게 주당 15시간 미만이면서 3개월 미만 근속자(일용직은 이 경
우에도 포함), 65세 이상, 농림어업 5인 미만 사업체, 가사서비스업, 특수
형태 종사자,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특수고용형태 등은 제외한 상태
에서 각 연령대별 임금근로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 비중을 계산하였다.
즉, [그림 7-1]에서의 가입률은 제도 내 실질가입률로, 법적 의무 적용대
상 범위에 속할 때 얼마나 고용보험에 실제 가입했는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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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연령대별 고용보험 가입자 비중
(단위 : %)

주 : 법적 의무적용 대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산한 것임. 주당 15시간 미만이지
만 3개월 이상 근속자, 65세 미만, 농림어업 5인 이상 사업체를 포함하였으며,
가사서비스업, 특수형태 종사자, 공무원, 사학연금 가입자 등은 제외하였음.
자료 : 통계청(2016. 8),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결과를 보면, 25∼29세는 적용대상일 경우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가입
률이 높은 편(82.6%)이지만, 15∼24세는 적용대상일 경우에도 다른 연령
대보다 크게 낮게 나타난다(59%).
24세 이하라는 연령대 특성상 미가입자 상당수가 학교 재(휴)학 상태
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실제 24세 이하 재(휴)학 취업자 중 가입자
비중은 2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근로 여부가 증명되고,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 당시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아르바이트성 일자리는 대부분
폐업이 빈번한 업종과 소규모 사업체에 몰려 있어 입증이 얼마나 가능한
지는 개별 케이스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대학 재학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주 15시간
미만 일하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하면 가입대상이며,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아르바이트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대상이다. 기존에
는 야간대학생, 휴학이거나 방학 중에 한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했으며,
학기당 12학점을 초과해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었다. 그러나, 2016년 이후에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로했고, 비자발적 이직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학점 제한 없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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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대학생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변경되었다.
[그림 7-2] 15∼24세 재(휴)학자 고용보험 가입 비중
(단위 : %)

주 : 법적 의무적용 대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산한 것임. 주당 15시간 미만이지
만 3개월 이상 근속자, 65세 미만, 농림어업 5인 이상 사업체를 포함하였으며,
가사서비스업, 특수형태 종사자, 공무원, 사학연금 가입자 등은 제외하였음.
자료 : 통계청(각 연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표 7-3> 연도별 실업급여 수급자 수 연령대별 추이
(단위 : 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210,027

1,252,677

1,272,470

1,278,833

20세 미만

1,805

2,257

2,409

2,605

20～29세

195,964

192,464

187,309

190,454

30～39세

321,417

314,908

303,562

299,020

40～49세

268,516

279,468

281,858

277,733

50～59세

289,901

307,711

319,901

313,630

합계

60～69세

131,769

153,806

173,904

191,029

70세 이상

477

2,041

3,386

4,088

분류불능

178

22

141

274

주 :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각 월별 실업급여 수급자 수의 연도 평균임. 각 월별 실
업급여 수급자 수는 1인이 2회의 실업인정을 통해 2회 지급받았더라도 1인으
로 계산하여 만든 수치.
자료 : 고용보험 비정형통계 웹사이트(https://www.ei.go.kr/ei/eih/st/retrieveAdOffe
rList.do; 접속일 : 201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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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실업급여 수급자 수를 보면 29세 이하 청년층은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의 약 15%(2016년)인 19만 명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나, 각 연령
대별 실업자 수에 대비해 실업급여 수급 비중을 비교해 보면, 30세 미만
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수급률을 보인다.
[그림 7-3]은 연령대별 수급률을 계산해 보여주고 있다. 실업자 수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월평균 실업자 수,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고용
보험 비정형통계 웹사이트의 월별 실업급여 수급자 수(월당 2회 이상 실
업급여 수급 시 한 명으로 간주하여 계산된 수급자 수) 평균치를 이용해
계산한 것이다. ‘실업자 대비’ 수치는 연령대별 전체 실업자를 대상으로
수급률을 계산한 것이며, ‘전직 실업자 대비’는 직장을 다닌 적이 없는 실
업자를 제외한, 이전 직장 경험이 있는 실업자만 대상으로 수급률을 계
산한 것이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전 직장 경험이 있어야 하기 때문
에 대상을 좁혀 계산해 보았다. ‘1년 미만 전직 실업자 대비’는 이전 직장
을 그만둔 지 1년이 되지 않은 실업자만 대상으로 수급률을 계산한 것이
다. 우리나라 실업급여는 이직 후 1년 이내 기간 동안만 실업급여를 지급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실업자 정의를 좁혀 계산해 보았다.
이를 보면, 전체 실업자를 대상으로 볼 경우 30세 미만은 실업급여 수
급자 비중이 11.2%로 30대 47.7%, 50대 71.1% 등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급률을 보인다. 전직 실업자로 좁혀도 13.9%로 매우 낮으며, 1년 미만
전직 실업자로 좁혀야 겨우 5명 중 1명 정도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30대 67.6%, 50대 87.9%의 1/3～1/4 정도에
불과한 수치로 청년층 실업자 중 극히 일부만이 실업급여 혜택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격차는 각 연도 비자발적 이직자 수와 각 연도에 한 번이라도 실업
급여를 경험한 사람들의 숫자를 비교해 보면 많이 좁혀진다(표 7-4 참
조). 비자발적 이직자 중 얼마나 실업급여를 수급했는지의 수치는 실업
급여 원자료가 있어야 계산할 수 있어 여기서는 비자발적 이직자 연간
수치를 고용보험 원자료에서 계산하고, 실업급여 수급자는 고용보험 비
정형통계의 연간실업급여 수급자 수치를 이용해 계산하였다. 피보험기간
6개월 요구로 인해 1년에 여러 번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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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기 때문에 비자발 이직은 여러 번 경험하더라도 실업급여는 한 번
정도 수급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비자발적 이직자 총수와 실업급여 수급
경험자 수를 비교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 현실을 비교적 잘 보여줄 것
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때 연간 실업급여 수급자 수치는 중복이 제거된
순수한 경험자 숫자이다.
[그림 7-3] 2016년 기준 연령대별 실업자 정의별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
(단위 : %)

자료 : 실업자 수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고용보험 비
정형통계 웹사이트(접속일 : 2017.11.3).
<표 7-4> 각 연도 비자발적 이직자 수 대비 실업급여 경험자 수 비중
(단위 : %)

30세 미만
30대
40대
50대
60세+

2013년
47.4
68.6
60.6
61.8
54.1

2014년
45.5
67.6
59.5
61.3
52.9

2015년
45.4
68.8
60.7
63.6
54.8

2016년
44.6
68.9
60.3
62.3
56.2

주 : 각 연도에 각 연령별로 실업급여를 한 번이라도 받은 사람들 총 숫자를 연령
대별 비자발적 이직자 총 숫자로 나눈 수치임.
자료 : 비자발적 이직자 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 DB｣ 원자료/실업급여 경험자
수는 고용보험 비정형통계 웹사이트의 연간 실업급여 수급자 수(중복 제거) 통
계(접속일 : 201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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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의 경우 이와 같이 계산한 비자발적 이직자 수 대비 수급자
수 비중은 2016년 44.6%로 여전히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지만(이를테면
30대는 68.9%), 그래도 다른 실업자 정의에 비해서는 훨씬 작은 격차를
보인다.
수급률 비교를 통해 청년 실업자 중에는 사각지대가 커 고용보험 가입
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전 직장을 그만둔 지 1년 이상 된 상태
에서 구직활동 또는 취업준비를 하고 있거나, 자발적 이직이 빈번하여
실업급여 수급 비중이 떨어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문에 전
체 실업자 기준으로는 11%대 수급률밖에 되지 않으며, 1년 미만 전직 실
업자 기준으로는 이보다 두 배 높은 22%, 비자발적 이직자 기준으로는
44% 정도의 수급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범위를 좁힐수록
수급률이 올라가긴 하지만, 여전히 다른 연령대보다 낮은 수급률을 보이
는데, 이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했다 하더라도 6개월 요건 같은 자격요건
을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청년 실업자 중 적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률
이 떨어진다는 의미이다.
청년의 근속기간은 15∼24세의 경우 11개월, 25∼29세는 25개월이다.
노동시장 진입단계라 아직 일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짧은 측면
도 있지만, 입․이직이 빈번해 근속기간이 짧은 것이기도 하다.
[그림 7-4] 평균 근속기간
(단위 : 개월)

자료 : 통계청(2016. 8),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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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5> 연령대별 근속기간 분포
(단위 : %)

6개월 미만

6개월～1년
1～2년 미만
미만

2년 이상

계

15∼24세

47.6

20.7

19.9

11.8

100.0

25∼29세

20.1

16.3

22.6

41.1

100.0

30대

11.9

8.1

13.7

66.3

100.0

40대

11.2

8.0

10.9

69.9

100.0

50대

11.9

7.9

10.9

69.2

100.0

60세+

29.6

10.8

14.1

45.5

100.0

계

17.3

10.3

14.0

58.5

100.0

자료 : 통계청(2016. 8),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15∼24세는 6개월 미만 근속자 비중이 47.6%로 거의 절반에 달하며,
25∼29세도 20% 정도가 6개월 미만 근속자였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보험료 기여요건이 6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인데, 위의 근속기간 분포를
보면 청년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선 기여요건을 연장하는 것이 적
절치 않은 개편방향임을 알 수 있다.
[그림 7-5] 연령대별 비정규직 비중
(단위 : %)

자료 : 통계청(2016. 8),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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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비중은 15∼24세에서 43.7%로 60세 이상을 제외하면 가장
높고, 30대의 두 배 정도에 달하는 비율이다. 25∼29세가 되면 23%로 30,
40대와 크게 다르지 않게 바뀐다. 아마도 15∼24세와 60세 이상에서 6개
월 미만 근속자 비중이 높은 것은 이와 같이 비정규직 비중이 해당 연령
대에서 높게 나타난 것도 한몫하고 있을 것이다.
연령대별 실업자의 구직활동 기간을 보면, 15∼24세는 1개월이 40.1%
로 60세 이상과 유사한 수준이고, 2, 3개월은 각각 22.1%, 14.3%로 다른
연령대와 유사하지만 그보다 긴 기간에서는 60세 이상처럼 다른 연령대
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25∼29세는 30대나 40대와 차이가
없는 모습이다. 위 실업기간 분포에 근거한다면 15∼24세와 60세 이상은
25∼59세보다는 다소 짧게, 25∼29세부터 50대까지는 실업기간 분포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연령 간 차이를 없애는 쪽으로 재설계하
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실제 급여일수 설계는 좀 더 분석
이 필요하겠지만, 실업기간 분포만 볼 때 최소한 25∼29세의 소정급여일
수를 다른 연령대에 비해 짧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표 7-6> 연령대별 실업자의 구직활동기간 분포
(단위 : %)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이상
계

15∼24세 25∼29세
40.1
29.8
22.1
20.3
14.3
14.2
8.6
10.6
5.8
8.1
3.5
5.8
1.9
3.7
1.3
2.4
1.0
1.7
0.7
1.3
0.3
0.9
0.4
1.3
100.0
100.0

30대
30.8
21.3
14.3
10.5
7.5
5.1
3.1
2.5
1.8
1.2
0.8
1.1
100.0

40대
34.7
20.8
13.8
10.1
7.3
5.0
3.0
1.6
1.2
0.8
0.7
1.0
100.0

자료 : 통계청(2016),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50대
36.2
20.7
14.5
9.7
6.6
4.4
2.8
2.0
1.3
0.9
0.3
0.7
100.0

60세+
43.5
20.7
12.3
8.8
5.8
3.5
1.8
1.0
0.6
0.8
0.4
0.8
100.0

전체
35.0
21.0
14.1
9.8
7.0
4.7
2.8
1.9
1.3
1.0
0.6
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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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20세 청년을 기준으로 OECD의 ｢Society at a glance 2016｣에
소개된 통계를 요약하였다. 우리나라의 20세 청년이 실업급여를 받으려
면 6개월의 기여요건을 최소한 충족해야 하고, 이 경우 최대 9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요건을 OECD 평균과 비교해보면, 기여요
건에서는 OECD 평균(10개월)보다 낮아 실업급여 수급가능성 측면에서
는 비교적 관대한 반면, 수급기간 측면에서는 OECD 평균(8개월)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쳐 청년의 실업 시 충분한 구직활동을 지원하기엔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청년 미취업 문제가 심각하다
는 점과 현행 실업급여 제도의 수급기간으로는 청년의 실업기간을 제대
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보다는 좀 더 긴 수급기간 보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우리나라만 청년의 실업급여 수급률이 낮은 것은 아니었다.
OECD 평균으로 보면 청년의 실업급여 수급률은 약 30%대인 데 반해
30∼64세 수급률은 4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년의 실업자 대비 실업급여 수급률
은 30세 미만 청년의 경우 11%대에 그친 반면, 30세 이상 수급률은 40%
를 상회해 우리나라의 성인 대비 청년의 수급률 격차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6] 실업자 중 연령별 실업급여 수급자 비중(점선, 좌축)과 인구 중 실
업자 비중(막대, 좌축)
(단위 : %)

자료 : OECD, Society at a glance 2016, http://www.oecd-ilibrary.org/social-issuesmigration-health/society-at-a-glance-2016_9789264261488-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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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7> 20세 청년의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기간
(단위 : 개월)

칠레
벨기에
터키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이스라엘
대한민국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일본
스페인
미국
오스트리아
체코
포르투갈
에스토니아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라트비아
캐나다
룩셈부르크
프랑스
그리스
폴란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OECD 평균

최소 기여기간
6
14
20
24
24
12
12
6
6
6
12
12
5
6
12
12
12
12
12
12
12
9
3
0
4
9
12
6
6
기간이 아니라
누적소득기여 기준
12
3
10

최대 소정급여일수
최대기간 설정 없음
20세 수급자격 없음
1
2
3
3
3
3
4
5
5
5
5
6
6
6
8
9
9
10
12
12
12
12
14
18
24
24
36
8

자료 : OECD, Society at a glance 2016, http://www.oecd-ilibrary.org/social-issue
s-migration-health/society-at-a-glance-2016_9789264261488-en(접속일 : 20
1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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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국내외 청년 관련 실업급여 기존 연구와
해외의 신규 청년실업자 보호제도

1. 국내외 청년 관련 실업급여 연구들
금융위기를 계기로 실업급여의 유동성 제약 완충효과를 강조하는 방향
에서 새로운 연구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Baily(1978)는 실업급여로 인
해 소비가 유지되는 수익과 급여수준에 대한 실업 기간의 탄력성으로 표
현되는 도덕적 해이 비용이 같아지는 실업급여 디자인이 바로 최적실업
보험(optimal unemployment insurance)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Chetty
(2008)는 Baily 모형에서 실업급여 관대성 강화에 따른 실업기간 증가는
도덕적 해이로 귀착되는 것이 아니라, 유동성 부족을 해결해 실업기간이
증가하는 부분과 도덕적 해이로 인해 실업기간이 증가하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급여가 인상되거나 수급기간이 증가할 때 얼
마나 실업기간이 연장되는지는 도덕적 해이와도 관련이 있지만, 개인의
유동성이 얼마나 제약된 상태에 있는지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유동성 제약이 없는 상황이라면 소비가 완벽히 유지되므로 실업보험
으로 인한 실업기간 증가는 전적으로 도덕적 해이의 결과이겠지만, 개인
들이 소비를 완벽히 유지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실업보험 급여의
증가는 실업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빨리 찾을 압력 없이 더 길게 탐색하
는 것–즉, 실업기간 증가–을 허락해주고, 이와 같은 유동성 제약 개선
효과는 신용시장 실패를 교정하는 후생개선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Chetty(2008)의 논문은 미국 실업자의 절반가량은 해고 시점에 유동자산
이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 관대성 증가의 실업기간 증대 효과를 전적으로
도덕적 해이로 귀착시킬 수 없으며, 유동성 제약 해소를 통한 후생개선
의 의미가 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Schmieder, Wachter, & Bender(2012)는 이와 같은 실업급여의 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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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제약 해소 효과에 주목해 경기침체기에는 도덕적 해이가 작고, 경기
호황기에는 커지기 때문에 경기침체기에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길게,
호황기에는 다소 짧게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으로 이론을 확장
하였다.
유동성 제약이 존재할 경우, 도덕적 해이가 적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실업급여를 길게 연장하거나 수준을 높이고, 도덕적 해이가 클 수 있는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을 상대적으로 짧게 설정하거나 수준을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는 위와 같은 이론은 연령에도 적용될 수 있다. Michelacci
& Ruffo(2015)의 연구가 그런 사례인데, 청년은 저축이나 대출 등 다른
수단이 적어 유동성이 제약되기 쉽고, 평생을 먹고살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시절이라 도덕적 해이 자체가 약할 수밖에 없는 시절이며, 라이프
사이클 모델링 접근 차원에서 청년 시절은 인적자본 축적을 위해서라도
좀 더 나은 일자리를 탐색해야 하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실업급여를
좀 더 길게, 급여액을 좀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후생개선적
이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대신, 이런 조건에서 상반되는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수급기간을 좀 더 짧게, 또는 좀 더 급여액을 낮추는 것이 적
절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주장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연령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를
달리하는 여러 국가들의 상례와는 다소 다르다. 연령에 따라 차등하는
경우 대부분의 나라에서 고연령일수록 더 길게 받을 수 있게 설계하기
때문이다. 다만, 소진율이 크게 다를 정도로 청년의 소정급여일수를 짧게
설정한 우리나라는 위의 이론적 논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Lorentzen, Angelin, Kauppinen, Moisio, & Salonen(2014)의 연구는
청년에 국한해 핀란드와 노르웨이, 스웨덴의 실업 시 소득 보호 정책에
대해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북유럽 역시 청년의 실업보호에
있어 과거에 비해 나빠지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
구의 핵심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노르딕 국가들의 청년들은
1990년대와 2000년대 복지급여 재설계조치 이후 (실업 전) 소득 연계 실
업급여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지고 점점 자산조사 후 실업자에게 지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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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복지급여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국가별 사례를 좀 더 정리하면, 핀란드는 실업급여 보험료
를 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연계실업급여, 실업급여 보험료는 내
지 않았으나 동일한 고용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
액 실업급여,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 중 저소득 가구를 위한 보조금으로
구성되는데, 특히 청년의 경우 소득연계급여 비중은 급격히 하락하고 저
소득 가구 보조금으로 대체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그림 7-7]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의 청년 실업보장에서 실업급여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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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Lorentzen, Angelin, Kauppinen, Moisio, & Salonen(2014, 순서대로 p.45. 그
림 2, p.46. 그림 5, p.48. 그림 8).

노르웨이는 실업급여 단일 시스템인데, 이 나라에서는 청년의 경우 실
업보상 자체를 못 받는 비중이 1990년대 말 크게 증가한 이래, 실업자의
60% 정도가 실업보상을 못 받는 것으로 변화되었다고 한다.
스웨덴은 핀란드와 유사하게 실업보험료를 낸 사람은 소득연계실업급
여, 그렇지 않고 고용기록만 충족하면 정액 실업급여를 받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스웨덴도 어떤 실업보상도 받지 못하는 청년 실업자
비중이 특히 2000년대 중반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실업급여 연구 중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찾아보
기 힘들다. 다만, 실업급여 연구 결과 중 청년을 일부 언급하는 연구들은
있는데, 이병희․안태현․이시균․황덕순․박혁(2014)의 연구가 그런 사
례이다. 실업급여는 실업기간 동안 생활유지를 지원함으로써 충분한 구
직활동을 하도록 돕는 효과를 가지는데, 실제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나은 일자리에 재취업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이다. 특히, 소정급여일수가 짧을수록 재취업 일자리에서의
근속기간이 짧아지며, 또다시 실업급여를 반복수급하게 될 가능성이 높
은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소정급여일수가 짧을수록 충분한 구직활동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기엔 실업급여 기간이 짧아 눈높이를 낮추는 경향
이 강해 재취업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
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특히 청년을 포
함해 소정급여일수 하한을 90일에서 120일로 높이는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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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급여 수급자격 미충족 신규 청년실업자를 위한 해외의 실
업보호제도
2절에서 20세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의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서는 정리
하였으므로, 이 절에서는 청년 실업자 중 비중이 큰 실업급여 수급요건
을 채울 만큼의 직장경력이 없거나 부족한 청년 실업자를 위한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정리해 보겠다.
전직 경력이 없거나 부족한 청년 실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하는 국가
들이 있다. 오스트리아가 그런 예인데, 오스트리아에서는 2년에 52주여
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25세 미만 청년은 지난 1년간 26주를
일했으면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벨기에는 신규 학졸자의 경우 12개월 대
기기간 후 무제한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벨기에는 높은 청년 실업으로
인해 로제타 플랜 같은 청년 의무고용제도를 시행한 바 있는 나라라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12개월의 대기기간 동안에는 고용센
터가 제공하는 활동을 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덴마크는 신규 학졸자가 실업급여 조합에 가입할 경우 기여요건, 고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실업급여 극대액의 82%에 상당하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룩셈부르크는 6개월 대기기간 후 실업급여로 보호하는데,
최저임금의 70%를 지급하고 있다. 스위스는 신규 학졸자에게 실업급여를
4개월간 지급한다. 스위스는 다소 특이하게 돌봄 책임을 갖는 여성 실업자
에게는 기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4개월간 실업급여를 지급한다고 한다.
이상이 실업급여를 통해 기여요건 미충족 청년을 보호하는 국가들이
라면, 실업부조를 통해 보호하는 국가들도 있다. 실업부조로 보호하는 국
가들을 설명하기에 앞서 실업부조 제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주요
선진산업국가 상당수는 실업부조제도를 통해 실업급여가 소진된 이후에
도 취업하지 못한 실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있다. 다만, 이 시
스템이 주요국에 모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은 실
업부조 제도가 없다. 다만, 벨기에는 실업급여를 무제한 지급한다.
호주,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뉴질랜드, 포르투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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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스웨덴, 영국 등이 실업부조제도가 있는 사례이다. 실업부조를
운영하는 나라들은 거의 모두 저소득 실업자 보호가 목적이다. 실업급여
종료자 및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 못하는 실업자를 포괄한다. 다만, 실업
부조로 모든 저소득 근로능력 실업자 가구를 보호하는 경우는 예외적이
며(독일, 호주, 뉴질랜드, 영국), 실업부조가 있는 다수의 나라가 더 낮은
소득의 실업자 가구를 위한 공공부조 제도를 가지고 있다.
외국 사례를 볼 때 실업부조의 일반적인 특징은 실업급여 종료자를 대
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독일, 포르투갈,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실업
급여보다 낮은 평균임금 10～40% 사이의 정액급여를 가구소득 기준과
실업 지위 충족 시 무제한 지급한다는 것이다. 부양가족이 있을 시 추가
금원을 제공하는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실업부조는 저소득 실업자
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와 영역이 겹칠 수 있으나, 실업부
조는 개념상 (저소득) 실업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더 낮은 소득, 일
정소득 미만이면 취업-실업을 이동하는 가구에도 지급되며, 통상 더 많
은 종류의 급여가 부가되는 공공부조와 차이가 있다. 또한, 실업부조와
공공부조가 모두 있을 경우 통상 실업부조에 더 강한 구직활동 등 의무
가 부과되는 것도 특징이다.
실업부조는 잠시 언급한 것처럼 실업급여 수급 종료자를 주로 대상으
로 하기 때문에, 취업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청년의 경우 실업부조 대상
이 안 되는 나라도 많다. 실업부조를 통해 취업경험이 없는 청년을 보호
하는 경우는 호주, 핀란드, 독일, 영국, 뉴질랜드, 스웨덴, 그리스 등이 포
함된다. 이 중 호주는 실업부조 외에도 청년 실업자, 학교재학자, 도제훈
련 중인 자이면서 일정소득 이하일 경우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특징이 있
으며, 핀란드는 신규 학졸자 실업부조 지급 시 부모와 살면 60%만 지급
하는 특징이 있다.
실업급여나 실업부조가 아닌 별도의 시스템으로 보호하는 경우도 있
다. 프랑스는 활동수당(Prim d’activite)을 한 달 1,500유로 이하로 18세
이상 모든 청년에게 지급한다. 스웨덴은 개발부조라는 별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신규 학졸자로 노동시장 프로그램 참여 조건부로 지급하
며, 15개월까지 수급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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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의 국가들, 즉 미국, 이탈리아, 일본, 한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
투갈, 스페인, 캐나다는 공공부조의 일부로 보호하는 외의 시스템이 없다.
이 외에도 청년을 위한 소득보장 시스템으로 아동수당을 고려할 수 있
다. 아동수당은 보통 중학교까지 지급되고, 교육을 계속 받을 경우 대학
까지 지급하는 국가들이 상당수이다. 다만, 아동수당은 액수가 월 10만∼
20만 원 수준으로 낮고, 부양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들이 많아 여기서는
별도로 정리하지는 않았다.
이상에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청년을 위한 실업 시 소득
보장 시스템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해외 사례로 볼 때 실업급여로 보호
하는 나라들은 대개 대기기간이 있거나 짧은 기간만 보장하며, 실업급여
로 보호하는 나라를 제외하면 일정 소득 이하 미취업 청년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일반적이며, 구직활동 조건부로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만, 실업부조가 있다고 해서 모두 실업급여 미충족 청년을 보호하는 것
은 아니었으며, 실업부조보다 더 낮은 소득가구의 소득지원을 목표로 하
는 공공부조로만 보호하는 나라들도 상당수 있었다. 아예 다른 소득 보
장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는 프랑스, 호주, 스웨덴 정도로 나타났다. 우
리나라도 이들 나라처럼 지자체별로 청년배당 등 별도의 보장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들 제도들은 다음 장의 연구 주제이다.

제4절 시사점

지금까지 청년의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현황과 국내외 연구를 정리해
보았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구직급여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짧게 설정
되어 있어 구직활동을 충분히 지원하기엔 부족하다는 점이 다른 연령대
에 비해 높은 소진율로 재확인되었다.
또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실업자 대비 실업급여 수급률이 현격히 낮
은 것으로 나타났고, 낮은 수급률은 상대적으로 짧은 수급기간과 비자발
적 이직 등 수급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운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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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자발적 이직자 대비 실업급여 경험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
적으로 격차가 작게 나타난 것이 이를 보여준다. 여기에 더해 노동시장
진입과정에 있고, 아르바이트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의 특성상
일을 하고도 고용보험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를 경험할 가능성이 상대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실업급여 수급에 이르지 못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실업급여는 OECD 회원국과 비교를 해보면 기여요건(6개월)
에서는 OECD 평균보다 낮아 실업급여 수급가능성 측면에서는 비교적
관대한 반면, 수급기간 측면에서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쳐
청년의 실업 시 충분한 구직활동을 지원하기엔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부족한 지원이 청년의 재취업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는 내년 이후에 이루어질 후속연구의 주제이다.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의 실업급여 수급에도 여러 문제가 있지만, 취
업 경험 없이 또는 실업급여 수급조건 미충족 상태에서 구직활동 단계에
진입하는 청년의 실업 시 소득 보장 체계가 미비한 것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실업급여나 실업부조를 통해 지원하는 경우
가 많고, 청년을 위한 특별한 제도를 만들어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상과 같이 볼 때 우리나라 청년의 실업급여 또는 실업 시 소득 보장
시스템은 특히 두 가지 측면에서 개선이 시급하다. 첫 번째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충족자를 위한 소정급여일수가 청년의 실업기간을 보호하기엔
충분치 않으므로, 현재보다 연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청년은 특성상 평
생의 업을 구해야 하는 연령대여서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구직활동기간 분포로 본다면 25～59
세의 소정급여일수를 차등화하는 것은 타당성이 낮으며, 굳이 차이를 둔
다면 15～24세와 60세 이상 연령층의 소정급여일수 기간을 25～59세보
다 낮추는 재설계의 방향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였다.
두 번째로, 실업급여 미충족자 비중이 많은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실
업급여가 아닌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취업성공패키지
가 일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실업부조로 발전시키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있다. 우리나라는 청년의 구직활동이 인적성 시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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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무원 및 자격시험 준비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
해 청년층 취업준비생이 비경제활동인구 중 상당수이며, <표 7-8>에서
보이는 것처럼 가구 소득에 상관없이 취업준비생이 고루 분포하는 모습
을 보인다. 청년 미취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개선해 나갈 때 이와 같
은 우리나라 채용시장의 특성, 구직활동 패턴의 특수성이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청년 실업 문제에 사회의 책임도 있는데 지나치게 청년 본인과
부모의 부담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저소득 청년에게 치우치는 정책이 되
지 않게 소득지원 프로그램을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천편일률적인 구직
활동 인증방식(집중상담 몇 회, 훈련 참여 여부 등으로 구성된)보다는 자
기주도적인 구직활동의 설계와 자기주도적 집행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청
년의 구직 관련 활동 인정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청년의 경우 사회보험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개선점이다. 다만, 이는 우리나라 전체 사회보험 사각지대 규모 축
소를 위한 노력과 궤를 같이해야 하는 만큼 청년만을 위한 별도의 개선
점은 아닐 것이어서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표 7-8> 청년층 가구소득분포별 비경제활동사유
(단위 : %)

졸업생(각 소득분포=100)
육아가사

학업,
진학준비

취업
준비

구직활동
포기

기타

～60%

7.4

6.2

42.9

12.8

30.7

61～100%

14.9

11.5

35.1

5.8

32.7

101～150%

20.9

3.8

45.1

2.4

27.9

151～200%

23.5

17.5

35.0

3.4

20.6

201%～

16.4

15.3

45.0

0.0

23.3

전체

17.0

9.1

40.1

5.0

28.8

주 : 비경제활동사유 중 기타는 근로무능력, 군복무, 간병, 근로의사 없음, 기타를
포함함.
자료 : 정성미(2017: 18, 표 8), ｢복지패널 11차｣(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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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 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관점에서 청년에 대한 지원을 고민할 때 늘 사
각지대의 문제가 제기된다. 15세부터 24세 취업 청년 가운데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45.6%이다(표 8-1 참조). 그리고 이 연령의 피보험 상실자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는 비율은 5%도 되지 않는다. 25세
부터 34세 청년 취업자 가운데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비율은 58.2%이고,
상실자(고용보험 피보험자이면서 이직을 한 사람) 중 실업급여 수급자격
을 인정받은 사람은 14% 정도에 불과하다. 어떤 사람들은 취업기간이
충분히 길지 못해서 수급자격을 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발적 이
직이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이상의 통계는 그나마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취업하지 않은 청년은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한
다. 특히 청년의 경우에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
거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
들의 수가 매우 많다.
특히나 많은 청년 사각시대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은 크게 별도의 청년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식과 기존의 사회안전망을 확대하여 사각지대
를 해소하는 방식이 있다. 예를 들어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
하고, 장기구직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면 사각지대가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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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 청년층 고용보험 관련 통계(2016)
연령
계층

취업자 실업자
(천 명) (천 명)
(1)

15～19세

245

29

20～24세

1,422

167

25～29세

2,272

201

30～34세

2,863

97

35～39세

2,813

84

고용보험
피보험자
(명)
(2)

비율

(2)/(1)

111,599

45.6

2,149,763

58.2

3,463,486

61.0

상실자
(명)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자
(4)

(4)/(3)

180014

2,081

1.2

710,717

44,772

6.3

820,171

108,315

13.2

768,493

122,221

15.9

642,567

101,309

15.8

(3)

비중

청년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면,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여야 한다. 대상에 따라 포괄하는 인원이 크게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청년구직자 약 88만 명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정규 교
육을 마치고 취업하지 않은 자(취준생) 약 180만 명(15～29세)을 대상으
로 할 것인가,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사업의 성격과 예
산규모도 크게 달라진다.
OECD에서는 우선지원 청년그룹을 선정하여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김종진, 2017: 35). 우선지원 청년 집단은 (1)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해
있고 장기 실업의 위험이 있는 집단, (2) 학교교육은 마쳤지만 노동시장
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찾지 못한 청년, (3) 어려운 노동시장 여건으로 인
해 곤란을 겪는 대학 졸업자이다. 우선지원 대상자를 선별하여 지원을
할 것인가, 아니면 선별 기준을 최대한 적게 적용하고 많은 청년들에게
지원을 할 것인가도 정하여야 할 문제이다.
이 장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청년수당과 청년배당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되, 실업급여나 다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대상이 다소 다르다. 여기
서 다소 다르다고 표현한 것은 청년수당의 대상이 기존의 정책과 약간
겹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청년배당은 기존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정책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수당과 청년배당은 청년에게 현
금을 지급한다는 면에서는 같지만 사업의 성격과 목적은 다르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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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에서는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지급액의 사용도 구직활동
과 관련된 것에 국한하고 있다. 반면,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구직활동이나
소득기준과 같은 조건없이 해당 연령의 청년 모두에게 현금을 지급한다.
청년배당은 기본소득론에서 나온 것이다. 기본소득은 노동기여와 결부
되는가, 자산(혹은 소득) 심사가 있는가에 따라 다른 복지제도와 구별된
다(표 8-2 참조). 기본소득은 노동기여에 대한 조건도 없고, 소득심사 기
준도 없는 제도이다. 노동기여와 소득심사가 모두 없다는 면에서 기본소
득은 사회적 지분급여, 사회수당과 일치한다. 기본수당은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반면, 사회수당은 특정 인구 집단에게 지급된다는
면에서 차이가 난다. 청년배당의 이론적 근거는 기본소득론이지만 실제
운영방식으로 보면 사회수당에 속한다.
실업급여처럼 노동기여와 소득심사가 있는 제도를 적극적 고용정책
제도 혹은 노동연계복지 제도라고 부른다. 청년수당은 노동기여와 결부
되어 있고, 소득심사가 있는 제도이므로 적극적 고용정책 제도로 볼 수
있다.
사업의 목적이 다르면 평가의 기준이나 방법도 달라야 한다. 향후 청
년수당이나 청년배당에 대한 평가 기준과 방법을 마련하려면 먼저 사업
의 성격과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표 8-2> 복지제도의 구분

예

-

아니요

-

노동기여와
결부되는가

자료 : 최광은(2011: 85).

자산(혹은 소득) 심사가 있는가
예
아니요
- 기여연금
실업수당
- 기여 실업수당
복지급여
- 보편적 세액공제
적극적 고용정책
- 임금보전수당
노동연계복지
- 참여소득
무기여 연금
실업부조
부의 소득세
최소보장 소득
세금공제

- 기본소득
- 사회적 지분급여
- 사회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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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고 있는 청년수당과 청년배당의 특징과 성격에 대해 검토한다. 그
리고 두 사업을 옹호하는 주장과 비판하는 주장을 검토한다.

제2절 청년수당

1.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형 청년보장 정책은 청년활동 지원, 청년뉴딜일자리, 청년 1인 주
거지원, 희망두배통장, 청년활력공간 패키지 등이 있다. 청년수당은 이
가운데 청년활동 지원 정책이다. 서울시에서는 청년수당을 미취업 청년
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수당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 청년수당의 대상은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저
소득(중위소득 150%) 미취업자(구직기간 6개월) 혹은 불안정 취업자(주
30시간 미만)이다.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실업급여 수급자, 정부사업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을 대상으로 생애 1회, 연간 300만 원(월 50만 원)의 현금을 지원
한다. 청년수당은 구직활동비, 학원수강료, 시험응시료와 같은 직접비와
식비, 교통비, 통신비와 같은 간접비로 구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구직활동비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접적 구직활동을 위해 불
가피하게 소요되는 비용을 인정한다. 수급자는 연 18,000명, 연간 소요비
용은 90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2015년 발표된 청년정책기본계획을 배경으로 한다
(이하 내용은 이현우․이지호․서복경, 2017에서 발췌한 것임). 이 정책
에서는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19～29세 미취업자 가운데
3,000명을 선발하여 월 5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원할 계획으로 75억 원
을 편성했다. 서울시의 발표 후 보건복지부와의 정책 사전 협의가 결렬
되면서 서울시는 2016년 7월에 ‘청년활동지원사업’ 지원자를 모집하였다.
총 6,309명의 신청자 가운데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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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수와 활동계획서를 지표로 2,831명을 선정하였고, 50만 원을 한
달 동안 지급하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시정명령조치를 내림으로
써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소송에 들어갔고 지원금 지급은 중단되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조사하거나 평가한 것은
없지만 2016년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들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된
바 있다. 이하에서는 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
설문조사는 2016년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웹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
루어졌으며, 분석 가능한 응답은 969개가 수집되었다. 응답자의 87.7%는
취업(일반기업, 공무원)을 원했고, 2.9%는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
다. 청년활동지원금 지원 이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 가운데 취업을 한 사람은 19%였고, 창업 중인 사람
은 0.3%로, 일자리를 가진 사람은 19.3%였다. 창업을 준비한다고 한 사
람 가운데 5개월 후 실제 창업을 한 사람은 7.7%였다. 전체 응답자를 대
상으로 하면 취업한 사람이 16.1%, 창업을 한 사람이 2.1%로 대상자 가
운데 일자리를 가진 사람은 18.2%였다.
청년활동지원금을 어디에 썼는가에 대해 (1) 학원비, 취업상담비, 교재
구입비 등 취업 직접비용 (2) 세미나 등 구직활동 간접비용 (3) 사진촬영
비, 응시료, 면접관련 교통비 등 구직 관련 비용, (4) 식비, 교통비, 통신
비, 주거비 등 생활비의 4개 범주로 용처를 제시하고 각 영역의 비중을
답하도록 하였다. 지원금의 사용처로는 취업 직접비용이 39.9%로 가장
높았고, 생활비(23.3%), 구직관련 비용(16.7%), 간접비용(13.3%)의 순서
였다. 지원금 사용을 개인의 판단에 맡겼을 때 사업 취지에 맞게 지출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설문조사 보고서는 그런 우려는 설
문조사 결과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사용처를 가소득 구
간별로 보아도, 저소득가구 참여자 집단의 생활비 사용 비중이 높지는
않았다.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66.8%,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33.2%를 차지하였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어서(73.3%), 공공의 신뢰를 확인할 수 있어서
(19.5%), 다른 청년과 만날 기회여서(4.6%)의 순서였다. 불만족스러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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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는 지급기간이 짧아서(74.2%), 지급액이 적어서(2.8%), 조건이 까다
로워서(1.6%)의 순서였다. 이 결과에 대해 설문조사 보고서는 “공적기관
이 정책수행으로 시민들을 지원하는 기능은, 직접적이고 물질적인 도움
이외에도, 사회공동체를 대리하여 시민들의 필요에 부응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고양시키는 기능이 있다”고 해석하였다.

2. 청년수당과 관련된 제도
가. 유럽연합 청년보장제도40)

유럽연합(EU)에서는 청년의 비경제활동 및 실업상태를 완화하는 정책
을 마련하기 위해 2013년 청년보장제도(Youth Gurrantee)에 대한 논의
를 시작하였다. 오스트리아와 핀란드가 2008년과 2013년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여 성공한 사례를 모델로 삼고 있다.
청년보장제도는 정규교육을 마치거나 실업상태에 있는 25세 미만의
청년들이 일정기간(예를 들어 4개월 동안)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하도록
하거나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거나, 또는 견습 및 인턴 경험을 할 수 있
도록 하는 정책이다. 유럽연합 청년보장제도의 총 운영비용은 연간 214
억 유로로 추정된다.
청년보장제도는 28개 회원국 가운데 2013년 9개국이 계획을 수립한
상태였지만, 2014년에는 17개국이 계획을 수립했고, 현재는 거의 대부분
의 국가에서 계획을 입안하고 있다.
<표 8-3>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럽연합 청년보장제도는 일자리, 계
속교육, 도제 교육, 실습 기회의 제공, 진로상담 제공에서 국가별로 다양
한 집행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리고 임금보조금 지급, 일자리 보조금 지
급, 직장 내 훈련, 청년 임금보조금 등 고용주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제도
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취약 청년에게는 홈리스
청년 특별 훈련, 가정방문 훈련, 실습참여 동기 부여 등 적극적인 지원
40) 여기서 유럽연합 청년보장제도에 대한 소개는 김종진(2016, 2017)의 내용을 발
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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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가지고 있다.
<표 8-3> 유럽연합 국가별 청년보장제도 주요 특징
발표일

대상

오스트리아 2014년 3월 25세 미만

벨기에

2014년 4월 25세 미만

크로아티아 2014년 4월 30세 미만

YEI
자격

할당액
(백만
유로)

∙실업 상태이며
∙공공 취업지원 서비스에 4개월
등록

√

42.4

∙실업 상태

4개월

√

66.2

√

13.6

√

310.2

자격기준

최대
시간

∙실업 상태이며
∙공공 취업지원 서비스에 3개월
등록

체코

2013년 12월 30세 미만

∙실업 상태이며
4개월
∙적극적으로 구직 중인 자

덴마크

2014년 4월 25세 미만

∙실업 상태이며
∙공공 취업지원 서비스에 3개월
등록

에스토니아 2014년 4월 25세 미만

∙실업 상태

4개월

핀란드

25세 미만, 30세
2014년 5월 미만의 최근 대학 ∙니트족
졸업자

프랑스

2013년 12월 25세 미만

∙실업 상태이며
∙공공 취업지원 서비스에 4개월
등록

독일

2014년 4월 25세 미만

∙실업 상태이며
∙공공 취업지원 서비스에 3개월
등록

헝가리

2014년 4월 25세 미만

∙공공 취업지원 서비스에
4개월
등록
∙니트족

√

49.8

아일랜드

2013년 12월 25세 미만

∙실업 상태이며
∙공공 취업지원 서비스에 4개월
등록

√

68.1

이탈리아

2013년 12월 25세 미만

∙실업 상태이며
∙공공 취업지원 서비스에 4개월
등록

√

567.5

라트비아

2014년 4월 25세 미만

∙실업 상태이며
∙공공 취업지원 서비스에 4개월
등록

√

29.0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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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3>의 계속
발표일

대상

자격기준

최대
시간

리투아니아 2014년 5월 25세 미만

∙실업 상태이며
∙공공 취업지원 서비스에 4개월
등록

룩셈부르크 2014년 5월 25세 미만

∙실업 상태

YEI
자격

할당액
(백만
유로)

√

31.8

4개월

네덜란드

2014년 4월 25세 미만

∙실업 상태이며
∙공공 취업지원 서비스에 4개월
등록

폴란드

2013년 12월 25세 미만

∙실업 상태이며
∙공공 취업지원 서비스에 4개월
등록

√

252.4

포르투갈

2013년 12월 30세 미만

∙니트족

4개월

√

160.8

루마니아

2013년 12월 25세 미만

∙니트족

4개월

√

106.0

25세 미만, 30세
∙니트족
미만의 장애인

4개월

√

943.5

∙실업 상태이며
∙공공 취업지원 서비스에 3개월
등록

√

44.2

스페인

2013년 12월

스웨덴

2014년 4월 25세 미만

자료 : 김종진(2017), p.40, <표 12>.

나. 외국 사례 : 프랑스 청년보장제도

유럽 여러나라에서는 청년보장(Youth Guarantee) 제도를 시행하고 있
다. 여기에서는 프랑스의 사례를 정리한다. 프랑스의 청년보장제도(La
Garantie jeunes)는 2013년 11월부터 10개 구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
였고 이후 6단계에 걸쳐 시범 지역이 확장되었다. 그리고 청년보장법에
근거하여 2017년 8월부터 전국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41)
프랑스 청년보장제도의 대상은 학생도 아니고 취업상태도 아니며 직
업훈련도 받지 않는 저소득층(소득이 472.37유로 이하) 청년이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함께 거주하더라도 부모에게 재정적 지원을

41) 참고로, 프랑스에서는 2018년부터 청년층에게 월 400유로(약 51만 원)의 사회적
최소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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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소득이 472.37～614.08유로 사이에 있
는 청년도 경우에 따라 받을 수 있다. 이들 대상 가운데 직업훈련에 참가
하는 16～25세 저소득 청년에게 1년간 월 461유로(원화 55만 원 수준)를
지급한다. 경우에 따라 최대 472.37유로까지 지급하기도 한다.
청년보장제도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청
년보장제도의 대상 청년은 지역사무소(local misson)와 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1년 계약을 맺는다. 지역사무소에서는 직업훈련과 구직활동 프
로그램을 제시한다. 일상생활의 자율성은 보장한다. 취직에 맞는 직업윤
리, 생활태도, 기술 등을 점진적으로 익히도록 한다. 그리고 취직에 필요
한 기초지식(읽기, 쓰기, 산수, 논리)과 신기술을 익히도록 한다. 직업윤
리, 태도, 조직문화 등을 익히기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지
역사무소에서 공동 작업을 하여야 한다. 프로그램 참여의 성과에 대해
청년들은 1개월, 4/6개월, 12개월마다 평가를 받는다.
지역사무소에서는 취업정보를 제공하는데, 특히 중소기업 취업을 알선
한다. 회사는 청년에게 비정규직(인턴, 사내훈련과정, 임시직 등)을 제안
할 수 있다. 이처럼, 프랑스의 청년보장제도는 직업훈련, 구직활동, 취업
알선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취업 촉진 프로그램이다.
다. 취업성공패키지

2009년 저소득층(차상위, 차차상위 계층) 취업성공패키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2010년에 본격 시행되었고, 2011
년에는 유사 고용서비스, 청년층 뉴스타트, 디딤돌일자리 사업을 통합(청
년, 중고령층 포함, 자산빈곤, 취업취약집단 포함)하였다. 참여자는 2009
년 9,082명이었다가 2014년에는 25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2016년 투입된
예산은 3,494억 원이다(25만 명에게 140만 원씩 지급할 수 있는 금액).
이 사업 가운데 청년취업성공패키지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취
업성공패키지 사업 지원대상자는 18～34세의 청년 가운데 마지막 학년
재학생, 대졸이상 미취업자, 영세자영업자, 고용재난지역 이직자, 맞춤특
기병이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취업상

186 청년층 노동시장정책의 종합적 평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담)에서는 진단 및 경로 설정을 하고, 2단계에서는 직업훈련을 한다. 3단
계는 실제 구직 단계이다.
정부에서는 청년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3단계에 진입한 청년들에게 ‘청
년구직촉진수당’(3개월간 30만 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다. 2017년에는 추
경으로 9만 5,000명이 대상이고, 2018년에는 21만 명까지 지급할 예정이
다. 2019년부터는 지급액을 월 60만 원씩 6개월로 늘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독자적 채용 시스템을 운용하는 공기
업․금융권․대기업 등과는 연계되지 않아, 대졸자 이상 구직자 입장에
서는 취업알선에 참여할 이점이 크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면 취
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업체는 구직자를 신속하게 취업시켜
성공 보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취업경쟁력이 높은 특성화
고 졸업생이나 대졸자 위주로 구직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실제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취업상담 및 알선을 할 수 있도록 민간 위탁 업체에 대한 관리 감
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한 평가에서 이병희 외(2016: 255)는 대학 재학생
의 경우 자기주도적인 취업활동이 가능해 일회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만으로 충분하거나, 취업역량 자체가 뛰어나고 눈높이가 달라 취업성공
패키지뿐만 아니라 공공고용서비스 제공 자체가 불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대다수 대학 재학생의 경우, 다양한
프로그램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학교 수업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훈
련 참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하면서, 취업성공패키지에 포
함된 청년 재학생 중 상당수에게 취업성공패키지가 최적의 프로그램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들은 청년 재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 혹은 개편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라. 실업부조

실업보험은 보험원리에 기초한다. 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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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고용과 기여가 있어야 하며, 급여액은 피보험기간과 과거의 임금
수준에 비례하고, 수급기간은 한시적이지만 피보험기간이 길수록 오래
수급하며, 보험 재정은 사용자와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기여에 주로 의
존한다.
반면, 실업부조는 복지 원리에 기초한다. 일반적으로 실업부조 대상자
는 저소득 실업자이다. 때로 자산 기준을 적용하기도 하지만 주로는 소
득 기준으로 대상자를 정한다. 실업급여 수급 종료자를 대상으로 실업부
조가 있는 나라도 있다. 실업부조의 수급은 과거의 고용 이력이나 기여
와 관계가 없다. 정액의 급여액을 무기한(혹은 일정기간) 지급받는다. 실
업부조 재정은 조세에 의존한다.
실업부조 제도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1) 프랑스, 포르투갈,
그리스,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실업보험 수급 종료자를 대상으로
실업부조를 제공한다. 실업보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실업부조를 제공하지 않는다. (2) 에스토니아, 스웨덴에서는 기여요건에
대한 제한없이 취업 기간 요건만을 설정한다. (3) 호주, 뉴질랜드. 영국,
아일랜드, 기타 실업부조 운영국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와 일반 실업
자 모두를 대상으로 포괄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실업부조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이병희 외(2013)와 장지
연(2017: 1)에 따르면, 한국에서 고려할 만한 실업부조에서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대상도 아닌 구직
자, 즉 차상위 계층 정도의 빈곤한 가구 구직자를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 경우 저소득 청년, 경력단절 여성, 폐업한 자영업자가 주된 대상이 된
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모두 소진할 때까지 재취업하지 못한 저소득층
구직자도 포함된다.
이 방안에서는 저소득이면서 구직활동을 하는 자에게 고용서비스와
함께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를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실업부조 제도
는 취업성공패키지 1 사업과 매우 비슷하다. 취업성공패키지 1 사업을
실업부조로 확대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참고로, 2015년 취업성공패키지 1
에는 14.5천 명이 참여하였고, 참여수당, 훈련수당, 취업성공수당 등의 형
식으로 1인당 연간 76만 원이 지급되었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취업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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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1에 소득지원을 강화하는 형태이다. 청년층을 얼마나 포괄할 수
있을지는 분명치 않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실업부조는 청년수당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실업부조의 대상에는 근로빈곤층 청년이 포함되고
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현재 논의되고 있
는 실업부조에서도 소득 기준을 적용하면 프로그램 대상이 되는 청년이
겹칠 수 있다. 물론 소득 기준, 지급기간, 지급액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두 프로그램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서울시 청년수당
은 부분 실업부조의 한 형태로 파악된다. 청년수당제도는 취업경력이 없
는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에게 실업수당을 주는 제도와 유사하다.
실업부조와 공공부조도 겹치는 영역이 있다. 공공부조는 빈곤층 보호
제도이다. 근로능력자를 포괄하면서 추가적인 구직활동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실업부조를 포괄하는 제도이다. 공공부조는 빈곤선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실업부조는 소득 차상위 혹은 차차상위까지를 대상
으로 한다. 공공부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두고 있는 반면, 실업부조에
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다는 차이가 있다.

제3절 청년배당

1. 성남시 청년배당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연
간 50만 원(분기 25만 원, 4분기)의 지역화폐를 지원한다는 목표를 가지
고 있다. 적용대상자는 2016년 7월 기준 11,238명이며 연간 예산 비용은
113억 원이다. 지급액을 10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남시 청년배당은 부분 기본소득 혹은 사회수당의 일종이다. 기본소
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반 빠레이스,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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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보다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소득
일회적 급여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
국가만이 아니라 다양한 공동체 단위로도 지급할 수 있는 소득
세금을 통한 재분배나 자원분배를 재원으로 하는 소득
정치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소득
개인을 단위로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소득
자산심사 없이 지급하는 소득
노동 여부나 노동의사를 묻지 않고 지급하는 소득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만 24세 청년으로 지급대상이 한정되었다는 것
을 제외하고는 위에서 열거한 기본소득의 특징을 모두 충족한다. 청년배
당은 사회수당의 특징도 가지고 있다. 사회수당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노대명 외, 2009: 26).
(1) 사회수당은 자산조사(means-test)나 근로의무와 같은 조건을 부과
하지 않는 소득 보장제도이다.
(2) 인구학적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이다. 이 점에서 사회수당 제
도는 데모그란트(demogrant)와 동의어로 사용된다.
(3) 사회수당제는 보통 최저소득 보장제도이다.
(4) 시민권에 따라 보장되는 시민권적 소득보장제도이다. 일정 기간 해
당지역에 거주한 주민에게 권리로서 부여된다.
(5) 정부예산이 아니라 다른 재원도 사용될 수 있지만, 대체로 조세에
기반한 소득보장제도이다.
청년배당은 청년이라는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조건없이 현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에서 사회수당이라고도 할 수 있다. 청년배당은 근로의
무와 같은 조건을 부과하지 않고 거주한 주민에게 부여된다는 면에서 기
본소득의 원리와 일치한다. 성남시 청년배당은 청년집단에 한정되어 있
어서 완전한 기본소득과는 다르다. 완전한 기본소득은 특정 인구집단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시민들에게 일정 금액을 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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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에서 청년배당은 부분 기본소득 혹은 사회수당이라 할 수 있다.
청년배당의 효과에 대해 성남시는 상품권 유통으로 30% 이상 지역상
권 매출이 늘어났다고 한다. 실행 방안 연구에서는 113억 원의 청년배당
을 지급하면 207명 취업 유발 효과, 192억 원 생산유발 효과, 113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통계적인 평가 방법론에 따
라 청년배당을 평가한 연구는 없다. 지금까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가 두 차례 있었다.
첫 번째 설문조사는 2016년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배당을 받으
러 주민센터를 방문한 만 24세 청년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배당이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96.3%를 차지
하였다. 청년배당 정책에 대한 찬성 여부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무직, 정
규직, 계약직 여부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찬성 여부는 소득수준과도 무
관했다. 설문조사 보고서에서는 청년배당이 경제활동에 상관없이 균등하
게 지급되므로 고용형태나 소득에 상관없이 고르게 긍정적인 대답이 나
온 것으로 해석하였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급받은 청년배당액을 생활
비에 53.2% 지출하였고, 자기개발 23.4%, 여가문화에 14.6% 지출하였다.
두 번째 설문조사는 2016년 7월 말에 성남시 주민센터를 방문한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청년배당의 적정 금액에 대해서는 64.7%
의 청년들이 25만 원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청년배당이 생활에 실질적으
로 도움이 되었다는 대답은 95.3%였고, 긍정적인 답변의 비율은 지역별
로 차이가 나지 않았고, 대학생/비대학생 차이도 없었다. 응답자가 지목
하는 기본소득 도입의 어려움은 재원 마련(34.5%), 국회 합의(34.5%), 국
민 설득(25.1%)이었다.

2. 청년배당의 이론적 근거
청년배당에 대한 지지는 기본소득론에서 비롯한다. 강남훈(2016: 12)
은 선별 복지와 청년배당이 동일한 재분배 효과를 낳을 수 있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계층별 소득이 0원, 200만 원, 800만 원이고, 선별복지 정
책에서 저소득계층에 3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자. 그리고 소득세 3%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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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한다고 하면, 각 계층의 가처분소득 증감액은 각각 +30만 원, -6만
원, -24만 원이 된다. 기본소득 30만 원을 모든 계층에게 주고, 각 계층의
세율을 각각 0%, 18%, 6.75%로 정하면 선별복지에서와 마찬가지로 가
처분 소득 증감액은 +30만 원, -6만 원, -24만 원이 된다. 이 사례는 선
별복지가 역진적 소득세 체계와 결합한 기본소득과 같은 결과를 나타낸
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약 세율을 9% 비례세로 한다면 계층별 가처분소
득 증감액은 30만 원, 12만 원, -42만 원이 된다. 이 수치 사례는 기본소
득이 재분배에 미치는 효과가 조세제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
다. 그리고 기본소득이 비례세나 누진적인 소득세 체계와 결합한다면 중
산층까지 혜택을 입는 재분배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위 수치 사례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중산층을 수혜자로 만들고, 선별복
지는 중산층을 순부담자로 만든다. 가난한 청년에게만 현금을 주는 것이
가난한 청년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Korpi and Plame
(1998)에 따르면, 저소득층에 집중하는 나라일수록 저소득층에게 적은
금액이 재분배된다. 즉, 가난한 사람에게 몰아줄수록 가난한 사람에게 불
리하다. 그 이유는 저소득층 선별복지 체계하에서는 중산층이 복지규모
를 키우는 것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규모가 작아진다. 반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주면 중산층이 복지규모 확대에 찬성해서 복지규모
가 커진다. 따라서 저소득층에게 재분배되는 금액이 많아진다. 즉, 선별
복지를 하면 중산층이 추가적인 순부담을 하게 되고, 기본소득을 증가시
키면 중산층이 추가적인 순수혜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생활수급제도는
1997년 도입되어 오래되었음에도 수급대상자가 시작할 때의 3%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재분배 효과 이외에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선별 복지에 비해
청년배당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난한 사람에
게 낙인효과가 없다. 둘째, 부당하게 자격심사에 떨어져서 못 받는 경우
가 없다. 셋째, 선별복지에서는 자격심사 비용이 드는 반면, 청년배당 정
책은 행정비용이 적게 든다.
청년배당이 청년들의 노동유인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하는 문제제기가
있다. 성남시 청년배당 수혜자는 대부분 대학생이므로 이런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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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이 노동유인을 감소시키는가? 강남훈(2016)에 따
르면, 기본소득을 받으면 일을 할 유인이 더 커진다. 반면, 선별복지 제도
는 복지 수혜자의 근로 유인을 약화시킨다. 선별복지의 경우, 일을 하면
120만 원, 일을 하지 않고 복지수혜를 받으면 90만 원인데 복지수혜에
비해 일을 해서 얻는 추가이득이 30만 원이므로 일을 안 하게 된다. 기본
소득으로 1인당 30만 원이 생기면, 90만 원 일자리에서 일하면 180만 원
으로 소득이 늘어난다. 일한 만큼 소득이 늘어나므로 일을 한다. 다시 말
해, 선별복지의 경우 노동의 기회비용이 더 크다. 따라서 노동공급 유인
이 기본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이다.
청년배당 혹은 기본소득론에 대한 비판 가운데 하나는 재원마련을 위
해 고소득의 세율을 높이면 고소득의 노동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
다. 고소득의 노동공급 감소가 과연 나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질문이다.
기본소득론자들은 기본소득이 일자리를 만든다고 한다. 경로는 다음과
같다. (1) 수요를 늘려서 일자리를 만든다. (2) 창업을 늘려서 일자리를
만든다. 소득이 안정되면 모험심을 자극한다. (3) 사회적 경제에서 일자
리가 늘어난다. 소득이 뒷받침되면 사회적으로 보람 있는 일을 하려는
사람이 늘어난다. (4) 귀농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늘어난다. (5) 지역상
품권으로 지급하면 지역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된다. (6) 일자리 나누기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제4절 비판적 평가

청년배당이나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청년수당이 복지 낙인효
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비판한다. 현재 청년수당을 수급하기 위해서
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증명서, 고용보험피
보험자격이력 내역서,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지원서(동기, 목표, 계획
등)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용처도 구직활동과 관련된 비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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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되어 있고, 물품 구입은 제한된다. 그리고 매월 활동을 보고하고 사
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많은 서류작성, 사용내역 보고 등은 사업 취
지에 맞는 수급자를 선별하고,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복지 프로그램에
서 하는 작업이지만, 수급자에게는 청년수당이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아
니라 혜택을 받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그리고 잠재적 부정
수급자로 취급당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청년수당 프로그램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이다. 그동안 많은
구직 촉진 정책이 있었다. 구직 촉진 정책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청년수
당에도 제기된다. 예를 들어, 구직 촉진 정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
해서는 담당 인력 확충,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뒤따른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수당은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하고 있
기 때문에 다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대상이 겹칠 가능성이 높다. 청
년수당과 유사한 다른 정책과 연령, 소득기준, 재학생 포함 여부, 지급기
준 등을 비교한 것이 <표 8-4>에 나와 있다.
청년수당은 19～29세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청년취업성공패키지는
18～34세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의 기준은 정해진 것이 없어서 사업마다
다를 수 있다. 청년수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청년취업성공패키지는 소득 기준이 없다. 참고로, 취업성공패키지
유형 1은 차차상위층(중위소득 60% 이하)을 대상으로 한다. 마지막 학년
<표 8-4> 청년 대상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청년수당

청년취업
성공패키지

연령

19∼29세

18∼34세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재학생
취업상태
실업급여 수급자

실업부조

청년구직
촉진수당
?

중위소득
60%?

?

×

◯

×

×

미취업
불안정취업

미취업

미취업

미취업

제외

제외

제외

제외

주 : 차상위 기준 = 중위소득 50%, 차차상위 기준 = 중위소득 60%. 취성패 유형1은
차차상위층 이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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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재학 중인 청년은 청년취업성공패키지 대상에 포함되지만 청년수당
등 다른 청년취업 촉진 프로그램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시간이 매우
짦은 불안정 취업 청년은 청년수당 프로그램에 대상으로 포함되지만 다
른 청년취업 촉진 프로그램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프로그램마다 연령, 소득기준, 취업상태에 따른 자격 여부 등의 차이가
있어서 예를 들어, 30∼34세 청년, 재학생, 불안정 취업자는 한 프로그램에
는 대상자로 포함되나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19∼
29세이면서, 중위소득 150% 미만이고, 미취업 상태이면서, 실업급여 수급
자가 아닌 청년은 청년취업 촉진 프로그램에 공통적으로 대상이 된다.
지금은 없지만,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다른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이 도입되면 청년수당과 겹치는 부분은 더욱 늘어난다. 연령기준을 어떻
게 정하든 청년은 실업부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업부조는 중위소득
60% 이하 차차상위층을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차차상위층이
면서 미취업인 청년은 실업부조의 대상이 된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는
청년구직 촉진수당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청년구직 촉진수당
의 정확한 사업내역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정 소득기준 이하 미취업
청년이 포함될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되면, 청년구직 촉진수당과 지방자
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수당은 사업 대상이 중복될 가능성이 매
우 높다.
청년배당 혹은 기본소득을 원칙에 따라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문
제가 뒤따른다. 2010년 인구총조사에서 15∼19세 인구는 3,438,414명, 20
∼24세 인구는 3,055,420명이다. 이 인구들이 거의 그대로 연령 이동이 된
다고 하고, 2017년 현재 25∼29세에게 연 10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하면, 소
요액은 약 3.2조 원이다. 2016년 국세수입 243조 원의 1.3%에 해당한다.
기존의 여러 취업 촉진 정책이나 청년 관련 정책에 많은 예산이 투여
되었지만 효과는 가시적이지 않은 것을 두고 그 예산을 차라리 현금으로
직접 분배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취업성공패
키지 사업에 2016년 투입된 예산은 3,494억 원인데, 이 예산은 25만 명에
게 14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다.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이 25만 명
에게 140만 원을 지급하는 것만큼의 효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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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일 수 있다. 다만, 단순히 예산액을 인원 수로 나누어 지급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셈법이다. 다른 목적을 가진 사업의 효과성
을 하나의 지표로 평가하여 정리하고 비교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이다.

제5절 결 론

청년수당과 청년배당은 목적과 대상이 다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수당은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의 하나로 보인다.
청년수당과 청년배당은 목표가 다르다. 목표가 다르므로,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도 다르다. 청년수당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일종이어서 효과
지표도 노동시장 성과가 된다. 청년수당 프로그램이 청년의 취업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는지가 정책 판단의 일차적인 기준이 된다. 첫 취업
소요기간(현재 약 11개월), 2년 이상 장기간 취업소요기간 비율(15.9%),
첫 직장 근속기간(15개월), 첫 직장이 비정규직일 확률 등 취업률 등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청년배당은 기본소득, 사회수당의 하나이다. 노동 기여에 대한 요건 없
이 받는 것이므로, 노동시장 지표는 핵심 평가지표가 아니다. 오히려 사
회적 보호와 생활 안정에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사업
의 목적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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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시장정책은 제16∼18대 정부를 거치면서
세부 내용을 달리하는 가운데 계속 추진되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에는 직접일자리 창출, 직업능력개발,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등 이른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rogram :
ALMPs)과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서 실업급여가 포함된다. 한국의 경
우에는 아직 실업부조가 도입되지 않았으나 유사한 성격을 지닌 서울특
별시의 청년수당과 경기도 성남시의 청년배당이 최근에 도입․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2017년 9월 현재 15∼29세의 고용률과 실업률은 각각
42.6%와 9.2%로 전년동월대비로 청년 고용 사정은 2000년보다 여전히
심각한 상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시장정
책이 청년 고용 문제의 해결에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였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이 2017∼2022년 6년간 수행하는 ‘효과적인
청년층 일자리 창출 방안을 위한 통합적 연구’의 일환으로서 작성되었다.
이 보고서와는 별도로 직접일자리 창출정책을 평가하는 연구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이 보고서에서는 직접일자리 창출정책을 제외하는 대신
실업급여와 청년수당․배당을 연구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이 연구는 평
가의 첫 단계 연구로서 청년층 대상 노동시장정책을 평가한 보고서와 논
문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정책의 종합적 평가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
이 바로 이 연구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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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언급한 6개의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을 평가한 선행 연구를 정
리․검토한 결과로부터 공통점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
대부분은 정책 프로그램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이질적 특성을 충분히 고
려하지 못한 채 성과를 비교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프로그램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이질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정보의 부족 탓도 크지만, 데
이터를 주로 횡단면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분석방법(예를
들어 propensity score method(PSM))의 발전이 최근에 들어 이루어짐
으로써 정치한 방법론에 의거한 이질적 특성의 고려가 선행 연구에서 수
행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 청년층 대상 노동
시장정책을 평가하는 경우에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이질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데이터의 발굴과 정치한 방법론의 적용이 필요하다.
둘째, 참여자와 비참여자에게서 나타나는 이질적 특성도 문제이나 참
여자 내에서도 이질적 특성이 존재하며, 이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정책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이
는 앞으로도 여러 노동시장정책 평가에서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요소이
며, 이 결과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나 목표를 재설정하여야 할지도 모른
다. 따라서 차기 연도의 연구에서는 이 요소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
이다.
셋째, 정책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행된 대부분의 연구는 횡단면 자료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으며, 패널조사라 하더라도 2개 년간 비교에 그쳤다. 이때문에 청년
기에 나타나는 노동이동의 동태적 특성이 파악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가
지게 된다. 예를 들어 직업훈련의 경우는 즉각적인 효과보다는 시간이
지나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일종의 경로 의존성(path-dependence)이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동태성의 관찰을 위해서는 장기
적인 데이터의 축적이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와 청년패
널조사가 청년기의 동태성을 관찰하기에 적합한 데이터임은 명확하다.
다만 이 두 조사는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의 참여를 알려주는 정보가 부
족한 편이다.
넷째, 정책 프로그램별로 성과가 상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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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은 임금보다는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용서비스는 임금과 취업에 모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다양한 성과를 측정해보려는 시도가 향후에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차기 연도에는 새로운 접근도 필요하다. 이미 2장에서 살펴보
았듯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중앙정부 내에서도 차별적인 것처럼 보이면서 사실상 내용에서 유
사한 프로그램이 부처별로 시행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어떠
한 정책 프로그램이 유사한지를 확인하고, 유사한 프로그램의 평가를 통
하여 통폐합이 필요한가, 아니면 고유의 사업으로서 유지하여야 하는가
를 고민하여야 한다. 아울러 정책 프로그램이 단일하게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취업성공패키지나 인턴십 프로그램과 같이 여러 정책 프로그램이
혼합된 경우에 나타나는 효과와 단일한 정책 프로그램의 효과를 상호 비
교해보는 시도도 필요하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평가의 시도는 평가를 가
능하도록 하는 다양한 정보가 축적된 데이터의 확보에 기초하여야 한다
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연구자와 정책당국자의 협업을 통하여 개인
정보 보호가 유지되는 수준에서 행정자료를 정책평가에 이용할 수 있도
록 하고, 행정자료를 주기적 설문조사와 결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
여 생명력 있는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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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7년 부처별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연번

세부사업

고용노동부(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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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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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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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제

4

국가기간․전략사업직종훈련

5

기술․기능인력양성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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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7

청년취업아카데미

8

고용디딤돌 프로그램(대기업․공공기관 교육훈련)

9

중소기업탐방 프로그램

10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11

재학생 직무체험

12

K-Move (해외취업지원)

13

청년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14

일학습병행제

15

대학일자리센터(대학내 취업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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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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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청년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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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 확산

19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자치단체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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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조건형 계약학과

21

기업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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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 특성화 사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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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

4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

5

BK21 플러스 사업

6

대학생 등록금 부담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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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세부사업

7

중소기업 취업 연계 희망사다리장학금 지원

8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9

일반고 직업교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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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 개편․적용 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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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등 기업 맞춤형반 운영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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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 창의인력 양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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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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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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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CT 분야 재도전 창업 사업화 지원

6

창조경제타운 구축․운영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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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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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문화향유권확대

2

문화예술교육활성화

3

박물관 진흥지원(학예․교육인력 지원)

4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5

예술인력육성(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6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교육 및 배치

7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

8

MICE산업육성지원(MICE산업맞춤형교육프로그램)

9

관광전문인력 양성

10

문화창조융합벨트구축(문화콘텐츠 인재양성)

11

관광사업 창업 지원 및 벤처 육성

외교부(3개)
1

월드프렌즈코리아(해외봉사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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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세부사업

2

ODA 영프로페셔널 사업

3

다자협력전문가(KMCO) 파견사업

법무부(1개)
1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사업(O.K.프로젝트)

행정안전부(1개)
1

자원봉사활성화지원

농림축산식품부(2개)
1

농식품 청년 해외 개척단(AFLO) 운영

2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산업통상자원부(4개)
1

신진석․박사연구인력채용사업

2

에너지인력양성 산업전문 인력역량강화

3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사업

4

지역중소․중견기업R&D인턴지원사업(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3개)
1

생물자원 전문인력 양성사업

2

물산업 프로젝트 매니저 양성

3

화학물질평가 전문인력 양성

여성가족부(1개)
1

취업사관학교

국토부(4개)
1

글로벌청년리더 양성

2

항공전문인력 양성사업

3

U-City 인력양성

4

물류전문인력양성지원

해양수산부(7개)
1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산학연계 지원

2

오션폴리텍 양성

3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

4

수산계고교 특성화 사업

5

해양수산 취업박람회

6

해양관광 창업 지원

7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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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세부사업

국방부(1개)
1

유급지원병(군 특성화고) 양성

중소기업청(10개)
1

맞춤형 연수사업

2

벤처기업공동채용․훈련사업

3

청년창업사관학교(창업성공패키지)

4

본글로벌액셀러레이팅(창업사회화지원)

5

스마트 벤처 창업학교(창업사업화지원)

6

창업선도대학 육성

7

창업보육센터 (창업인프라 지원)

8

대한민국 창업리그(창업저변확대)

9

창업대학원 지원사업(창업저변확대)

10

청년전용 창업자금(창업기업 자금)

병무청(2개)
1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확대 및 내실화

2

산업기능요원 보충역 배정 확대

농촌진흥청(1개)
1

글로벌 농업인재 양성

산림청(1개)
1

해외산림인턴지원

기상청(1개)
1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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