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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peration of the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and Reform Measures of the Employment
Promotion Training/Retraining
Sang-O Lee(Yon-sei University)
The aims of the Vocational Training/Retraining for Employment Promotion are:
1. to help the unemployed find employment;
2. to provide the trainee with necessary qualifications and skills required in the current job market;
3. to minimize the disadvantages of the trainee seeking employment;
4. to improve the trainee's scope of social-vocational activities;
5. and to provide the trainee with social-vocational mobility, means of improving the prospects of finding
employment.
To realize the above aims, we have summarized the following conclusions from this study.
1. The training and retraining of those seeking employment should be designed along the lines of social
welfare within the social security system.
2. The animosity between administrative control and self-regulation concerning training should be solved
through another dimension; there is a problem with the system's trainee qualifying examination.
3. The qualifying exam should be diversified.
4. Today's training programs should work in conjunction with Employment Security, which deals with
vocational arrangements and management using a computer network.
5. Training facilities need to be updated and modernized and the training itself needs to be improved as
soon as possible. This is because vocations throughout the world are constantly changing at a rapid pace
in the information age.
6. Local and industrial specifications should be incorporated in order to improve training.
7. Those seeking employment are predominantly adults. Thus, the method of training and education
should be geared towards adults, not youth and children.
The above mentioned conclusions can be summed up by the lifelong training system. People today can no
longer ignore the lifelong training system. Avoiding the system would be detrimental to one's survival in
the information age. The information society nullifies the usefulness of the one-test system for
prospective employees. The primary goal of the Vocational Training/Retraining for Employment
Promotion is for the unemployed to find employment, not to pass a useless exam.
There is also an inconsistency in today's employment provision. Our rules are designed to give the most
disadvantaged the opportunity to gain employment. The order of priority is: semi-aged, handicapped, and
aged veterans. What is important and necessary for these trainees? A certificate that does not accurately
measure one's ability, knowledge or information one needs to obtain employment in today's information
society?
Undoubtedly, the employee must immediately be exposed to the lifelong training system, after he/she has
obtained a job through the training course. The newly developed technology of this information era needs
to be taught and learned continuously. Through this process outdate information and technology needs to
be replaced and updated. Therefore, the various training and retraining systems of today must transform
into a lifelong learning and education system. This system will become more useful with the more rapid
pace of change.
If an employee poscesses the initiative to pursue this lifelong training, he/she will be able to create an
optimal living condition. Through this system he/she will be able enjoy the independence of the
training/retraining course, since he/she is motivated by the incentives of obtaining employment and future

opportunities. Establishing a lifelong training system requires the creation of an atmosphere suitable for
providing the best available type of training, namely the Vocational Training/Retraining for Employment
Promotion.

第1章
第 1 節 硏究目的 및 方向
본 연구는 고용보험제도의 실시에 즈음하며, 이미 1986년부터 직업훈련기본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1994년 상반기부터 고용정책기본법(제20조)에 규정, 적용․시행되고 있는
고용촉진훈련 실시의 현실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훈련에 새로운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고용촉진훈련의 내실화 방안을 강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궁극적인 과제는
고용보험법 제24조에 기초하여 새로이 실시되어야 하는 피보험 수급자격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취직훈련의 내실화 방안에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아울러 고용보험법과
고용정책기본법하에서 고용촉진훈련과 실업자 재취직훈련이 어떠한 연계성을 가지고 실시될 수
있으며, 또 어떠한 훈련실시조건 및 상황에서 가장 내실있는 고용촉진정책과 결부될 수 있는지에
연구의 방향이 지향된다.

第 2 節 問題提起 및 硏究課題

1. 훈련에 대한 정부 , 기업 , 노동자 , 훈련생의 인식문제
모든 산업세계의 정보화추세에 따라서 산업구조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기업과 공장의
생산․판매요구 성향에 따라 산업구조는 자연스럽게 개편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추세를 방관할 수만은 없다. 심지어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정부의 산업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빨리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훨씬 생산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많다. 결국 오늘날 어느 나라,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산업구조조정과 이에 따르는
고용조정은 극히 당연한 노동정책의 과제가 되었으며, 국가와 사회가 살아남기 위한 중핵문제가
되었다. 특히 세계산업경제를 주도해 나가는 선진국의 경우에 이는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선진국의 문턱을 겨냥하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과제는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정보화 산업사회에서는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산업구조조정이 필수적이며 이에 따르는 고용조정
역시 불가피하다. 그러나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피치 못하게 더욱 빨라지고 다양화될
산업구조조정이 몰고 올 사회문제는 심각하다. 즉 대량실업 및 수시실업 그리고 노동력 이동과
노동인력의 고급․전문기능화 등의 문제가 그것들이다.
실업이나 실업위기에 대한 자구책으로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 야기될 사회문제에 국민 모두가
책임지고 국민 모두가 혜택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고용보험제도를 도입․실시하게
되었다. 즉, 선진국형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과 실시는, 첫째, 의무적으로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을 마련하여야 하며, 둘째, 이를 산업구조조정과
노동구조조정에 따르는 고용정책사업에 적절하게 투입하여야 한다. 고용보험제의 도입․실시로
대두하게 되는 고용정책사업의 핵심과제는, 고용안정사업의 활성화에 따른 인력수급, 분배,
배치의 원활화 같은 고용촉진사업과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촉진훈련 및 활동에
지원하는 보험금 보상의 방향 등으로 대변될 것이다. 이러한 사업수행은 궁극적으로
고용보험제도의 정착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제도의 정착을 위해 고용훈련정책의 역할과 위상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서 부각되게 되었다.
1995년 7월 1일부로 도입․실시되고 있는 선진복지국가형 사회보장제도인 고용보험제도는
고용보험법의 제정을 통하여 고용보험 3대 사업 중의 하나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1)이는 국내의 경기여건의 변화에 따라 이제까지의 정부주도에 의한 훈련의무제도가 갖는
한계점을 극복하고 기업의 자율훈련촉진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제고시킬 목적으로
도입되었다(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1995. 4. 9쪽). 그동안 훈련의 무제도는 까다로운 훈련규정을
따르지 못하는 기업에게 융통성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훈련분담금제도를 도입하여 동반실시해
왔다. 그러나 제도의 시행취지와는 달리 분담금으로 거둬진 금액은 1985년의 경우 실훈련비의

64.5%를 나타냄으로써, 이때부터 사업주는 귀찮고 복잡한 행정규제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기보다는 대신 분담금을 납부하는 것을 택하는 경향으로 기울게 되었다.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한 훈련을 통하여 인력을 양성하고 향상시키기보다는 남들이 힘들여 양성해 놓은 유능한
인력을 스카웃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현실도 이러한 상황변화에
한몫을 한다.2)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국가경쟁력이나 기업경쟁력의 측면에서 볼 때 국가의
인력시장정책을 위축시켜 놓고 말았다.
따라서 정부는 1987년부터 사업주가 훈련사업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직업훈련 또는 관련사업에 투자한 비용을 인정하여 줄 수 있도록 의무비용총액에서
차액만을 납부하도록 했다. 그러나 그 후에도 훈련실시는 좀처럼 늘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표 1-1 참조).
<표 1-1> 사업내 훈련의무업체 훈련실시 현황

훈련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과 참여의지는 계속 낮아졌으며 훈련기피의 현상은 점점 두드러졌다.
훈련에 대한 이해도 점점 엉뚱한 방향으로 발전되었으며 훈련의무제도 역시 쓸데없는 부담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즉 업계에서 이미 준조세로 이해되던 분담금제도에 강한 불만마저 표출되기
시작했다.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추구되던 훈련의 원래 취지는 사라지고 오히려
분담금 납부업체는 분담금제도의 부당성을 주장하기에 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훈련실시
의지는커녕 불만만이 지배적이 되어 갔다.3)
이 와중에도 정부는 산업구조조정과 노동구조조정을 필연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노동인력의 적절한 이동, 배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훈련의 필연성이
부각되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테크놀러지의 수준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훈련정책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경쟁력의 차원에서
직업훈련의 강화를 통한 노동인력시장을 재편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즉
새로운 모형의 훈련사업을 시행하면서 산업구조조정 정책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선진국형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기에 이르른 것이다.
결국 직업훈련의무제도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1994년 9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산업인력수급 원활화방안과 직업훈련체제 개편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고용보험제도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되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이 기회에 정부는 그동안의 지나친
법적․제도적 규제와 행정간섭, 감독 또는 제도적 강화는 오히려 훈련운영 자체가 중단되는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해를 갖게 되었다. 정부는 이제 고용보험제의 도입․실시로 인해 각종
훈련실시에 기업측과 훈련생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종래 직업훈련 실시 여부를 기업의 자유선택사항으로 남겨 놓았던
훈련정책의 폐단과 문제점, 즉 '훈련이냐 아니면 돈으로 때우기냐'라는 단순선택을
개선․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근로자 3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으로부터 일률적으로 각출하는 '고용보험료'4)를 정부가 맡아 관리하면서, 그 중
일부를 국가의 고용정책계획에 따라서 각종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훈련사업에 적절히 투입해
줌으로써 근로자들과 기업들이 훈련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게 되었다.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훈련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면 이 제도 역시 강제성이나
강압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훈련이 기업이나 근로자가 살아남기 위한 필요로 인식될

때에는 무한한 효율성과 생산성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는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고용보험제도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실시에 따른 훈련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근로자-기업-정부는 '훈련이란 바로 현대산업인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과거 훈련의 부실과 형식성으로 인해 훈련이란
하루 때우기식으로 인식되었던 시절이 있었다. 또한 바쁜 세상에 훈련이란 비경제적이라는
인식도 있었다. 따라서 훈련에 대한 이미지는 항상 훈련분담금의 대치로 대신되었다. 또한
훈련분담금 납부는 그저 준조세로 인식되어 왔던 것이다.

2. 법적․제도적 문제
고용보험법에서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훈련사업으로는 원칙적으로 실업자 재취직훈련만이
해당된다. 그러나 고용보험제도의 실현과 발맞추어 국가의 고용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한날
한시에 제정된 고용정책기본법(1993년 12월 27일 제정)은 고용촉진훈련을 직업훈련의 한
분야로서 수용하고 고용보험 또한 이를 지원해야 할 당연한 과제로 간주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주로 저소득층과 영세민층에 속하는 비진학청소년과
일반실업자들을 대상으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여 왔다. 정부는 이러한 훈련을 노동부의 예산과
직업훈련촉진기금 등으로 지원하여 왔다. 앞으로 고용보험기금 역시 이의 지원에 한몫 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고용촉진훈련의 재정적 지원으로서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상 적용범위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차제에 고용보험법과 고용정책기본법은
고용촉진훈련을 위한 고용보험기금의 사용근거를 명백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5)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용보험법이 채택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사업 중 실업자의
재취직훈련(고용보험법 제24조)과 기존의 고용촉진훈련(고용정책기본법 제20조)의 문제가 연구
중심에 위치하게 된다. 즉 새로이 고용보험제의 실시와 함께 고용촉진훈련이 어떻게
유지․계승․발전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실업자 재취직훈련이 어떻게 실시되어야
고용보험제도가 내실있게 정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훈련 등이 과연 어떠한 연계성을 가지고
실시되어야 국가의 고용정책에 바람직하게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 두 번째
연구과제가 된다.

3. 행정규제와 자율성 보장의 문제
고용촉진훈련은 법적으로 규정된 일정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국비 보조로 실시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예산 등으로 실시되는 무료훈련에 행정규제와 감독은 극히 당연하다.
이러한 원칙 때문에 고용촉진훈련의 내실화를 위해 그동안 정부는 수많은 행정규제와 감독을
펼쳐 왔다. 시행상 문제가 발생하는 분야는 그때그때 수정해 나가고 필요하다면 새 법과 시행규칙
및 규정 등을 강화하면서 이를 개선․보완해 나가는 방식을 채택했다. 따라서 우리의
고용촉진훈련의 현장을 살펴보면 훈련원은 훈련원대로 불만이 많으며, 정부는 정부대로
애로투성이다. 이러한 쌍방간의 불협화음은 문제의 소지가 밝혀지고 수정되면서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되는 악순환을 거듭하여 왔다. 그렇다고 만사가 상호 합의나 일치로 해결되는 일은 좀처럼
드물다. 심지어 일부 훈련기관측에서는 정부의 각종 규제망을 피해 가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한편 정부는 계속해서 이를 추적하고 수정․보완․개선해 나가려는 일을
되풀이해 왔다. 즉 훈련의 내실화정책은 훈련기관측과 정부의 쫓고 쫓기는 숨막히는 현장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추격과 도피의 방법으로 과연 훈련의 내실화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에서 모두가 의문을 갖고 있다는 데에 있다.
다시 말하면, 현재 무료로 실시되는 고용촉진훈련은 훈련생에게 부담이 없다는 자유 분방한 성격
때문에 항상 보다 강력한 행정규제와 감독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침은 훈련사업
현장을 위축시킨다는 정반대의 우려 때문에 진퇴양난의 입장에 처해 있다.

4. 훈련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새로운 발상의 문제
정부는 고용촉진훈련의 맹점과 내실화를 이루기 위해 행정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일관된 정책을
취하다가 이제 마지막 초강수를 내놓고 있다. 즉 고용촉진훈련 역시 공공훈련원인 한국 산업
인력관리공단에서 주도해 준다면 잘 될것으로 믿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직업훈련원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이러한 방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많은 특혜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테면 1995년 1월 13일 개정된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의 제29조에서는 종래
고용촉진훈련기관들에 부여되었던 각종 행정규제와 감독기준등은 공공훈련기관에게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삽입하고 있다. 즉 일반 고용촉진훈련 위탁기관에게는 상당히 까다롭게
적용되는 훈련실시 기관의 지정 및 위탁절차(제9조), 훈련실시기관의 지도점검 (제 11조),
훈련생의 출석확인(제24조 제1항) 등을 면제시켜 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실업자 재취직훈련실시
규정 제 18조에서도 각종 훈련실시 기관의 지도점검(매월 1회 이상 수시 점검)에 관한 규제조항을
공공직업훈련기관에 한하여 생략하고 있다. 재취직훈련도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 주도해 준다면
현재의 훈련정책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인력공단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수용․실행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물론 이럴 경우 그 동안 염원하던 훈련의 자율성
보장문제는 공공직업훈련원 차원에서나마 일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훈련기관의 역할
분담이나 공평성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된다.
공공직업훈련원의 경우를 계기로 과연 훈련의 자율성 보장 문제가 전 훈련기관으로 파급될 수
있을지, 즉 인정직업훈련원이나 훈련위탁 기술계학원에 대한 여태껏의 행정규제와 감독처사들도
폐지될 수 있을는지 , 과연 행정규제 폐지가 곧 훈련의 자율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이 훈련의
내실화의 직결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애초부터 왜 훈련실시기관에 각종 규제와 감독이 따랐던
것인지, 그냥 처음부터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두었다면 지금보다 더 잘할 수도 있었을는지
모르는데 말이다. 결국 어찌 보면 자율성과 행정규제의 문제는 돌고 도는 다람쥐 쳇바퀴인
셈이다. 이는 도저히 불가피한 모순인가?
훈련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 행정규제와 감독을 무조건 완화해야 하는가, 아니면 훈련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위한 행정규제라면 자율성 보장을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종래 우리 나라의
고용촉진훈련정책은 애초부터 자율성 보장과 허술한 행정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폐단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규제와 감독을 계속 강화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자율 또는 자유방종과
허술한 관리로 야기된 훈련상황의 문제가 행정규제 및 강화로 해결된 것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행정규제와 및 감독을 완화하여 자율로 돌아간다고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라는 예측도
제고되어야 한다. 이제 훈련의 '자율성'과 '행정규제․ 감독'간의 상관관계는 과거와는 완전히 달리
이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적어도 정보화시대에 요청되는 의식의 변화는 종래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요청되는 훈련의 자율성 문제와 행정규제 강화의 문제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일차원적
선상에 서 있는 모순과 대립 그리고 조화의 관계로만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즉 정보화․개방화
시대에 요청되는 훈련의 자율성 문제와 행정규제의 문제는 차원이 전혀 다를 수도 있다. 종래
보호무역 및 관세장벽의 대명사였던 가트(GATT)체제가 무너지고, 무한자유경쟁시대를
가속화․다양화 그리고 첨단화시킬 세계무역기구(WTO)가 가동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오늘날
요구되는 기본적인 사고의 전환은 개방성과 다양성의 존중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경제활동 관계에 행정통제나 규제위주의 구시대적인 발상은 위험하다. 따라서 무조건 행정규제와
감독을 완전히 풀어 버리는 것이 반드시 자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또한 행정규제가
없는 자율 속에서는 반드시 무엇이든지 잘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오해해서도 안 된다. 결국 오늘날
신속한 개방화와 다원화로 대표되는 신경제질서의 패러다임(Paradigm)의 변화가 인식되어야 할
것이며, 이로써 훈련정책의 자율화 방침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5. 고용촉진훈련과 고용안정사업의 연계성 문제
정부는 종래의 직업훈련법과 직업훈련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합하여 1976년 12월
직업훈련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법적 통합을 통해 직업훈련의 중요성을 보다 강조하게

되었으며 상기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직업훈련 분담금제를 도입한 바 있다. 즉 이 제도의
도입은 직업훈련의 실시 강화로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결국 이 제도는 직업훈련정책의 실효성과 생산성의 문제를 무시했다는
비난으로 끝나고 말았다. 즉 훈련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직업안정사업이 연관성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는 분명 과거의 훈련정책이 훈련 시작과 훈련 결과와
거의 연관성 없이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1994년 새로이 직업안정법이 제정되면서 직업안정사업은 결국 훈련사업과 무관하지 않으며 ,
훈련이 잘 시행되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직업안정사업과의 연계성이 가정 중요하다는
인식이 생겨나게 되었다. 즉 훈련이 잘 되고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직업안정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이러한 연계성 있는 사업이 고용정책에 커다란
기여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과거의 직업훈련은 인력양성뿐만
아니라 인력배치 및 사후관리에도 대책을 세워 상호 보완성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계성이 약하여 기능인력의 양성에 대한 효과를 낮추어 놓고 말았던
것이다.(신명훈․윤석천․이승홍,1989. 12. 98쪽)
우리 나라의 직업안정법 제13조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의 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직자가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직업훈련을 받도록 알선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우리 나라의
직업안정법상에는 직업소개, 직업지도, 고용정보제공사업 등이 훈련기관알선 등의 훈련정책과
결부되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별 연계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별도로
운영된다면 이는 국가적인 낭비이며 훈련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고용보험법도 고용안정사업을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사업과
연계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고용촉진훈련사업과 고용안정사업이 따로 운영되고 있다. 즉 훈련을 잘
시키고도 결과는 엉뚱하게 나오는 것이다. 일례로 훌륭한 훈련실시의 결과로 우리의 현 평가
기준으로 볼 때 높은 자격취득과 취업률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 입직 후 이들의 이직률이 점점
높아진다면 훈련의 내실화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고용안정사업과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명실공히 법 시행의 취지대로 상호 유대관계와 공조체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연계성과 공조체제의 실시 여부는 일률적인 행정적 강화나 감독․규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하여간 상호 관련성 및 연계성하에서 실시 될 수 있는 사업간의
연결작업은 고용촉진훈련의 내실화 과제에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고용보험법의 실시에
즈음한 고용촉진정책 및 훈련정책의 내실화 방안과 관련하여 볼 때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보다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6. 전체적․총괄적 사고의 문제
우리는 고용촉진훈련사업을 그 자체적 기능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직업훈련의 전반적인 맥락과
고용보험제도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전제적 맥락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해석학적
차원의 연구가 필수 불가결하다. 부분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파악하면서 수행하는 연구를 우리는
체계 이론적 접근이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연구 방법을 기초로 하고 있는 최근의 사회과학의
연구경향은 종래의 구조기능주의적인 연구에서 나타나는 오류들을 어느 정도 보충․수정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Jürgen Habermas, 1967. pp. 292-311). 즉 부분보다 전체가
항상 먼저이고, 부분의 합은 전체가 아니며 그 이상 이라는 이해가 연구방법의 기초원리이다.
예를 들면 인간에게서 눈, 코, 입, 간, 허파 중단 하나가 고장나더라도 인간은 전체가 고장난
셈이된다. 살아서 제각기 제기능을 하고있는 지체(肢體)와 기관(器管)들은 살아 움직이는 인간
자체에서 분리될 수 없다. 분리해서 보려고 하는 순간 이미 그것은 시체이지 생체는 아니다.
시체를 안고 생체라고 우길 수는 없는 것이다. 살아있는 인간이 구성원인 사회의 동적 역학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고용촉진훈련에 관한 내실화의 문제는 훈련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도 중요하고, 법적 보완도
중요하고, 훈련의 형식과 내용도 중요하다. 각각 모두 중요한 기능들을 담당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각 훈련관계의 제요소들이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생명을 잃지 않도록 서로 기능을

잘 유지하는 것이다. 한 기능만이라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이다. 훈련
하나만 제 기능을 해준다고 해서 반드시 훈련 성과 및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당면한 고용촉진훈련의 내실화 과제는 산업구조조정 및 노동시장정책 같은 산업정책, 이에 따른
직업훈련정책사업 그리고 고용보험제도 실행의 전반적인 생산성․효율성 문제 및 행정비용 낭비
문제 등의 문제들이 거시적인 순환적 관련성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6)

7. 훈련의 기능화와 활성화 문제
훈련의 기능화와 활성화의 문제가 제기되어야 한다. 훈련을 기능화 할 것인가 아니면 활성화할
것인가에 따라서 훈련의 내실화를 추구하는 관점은 달라질 것이다. 인간의 삶과 마찬가지로 모든
제도나 정책은 활성화가 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기능화가 중요시 될 수는 없다. 즉 기능화는
계속성을 창출하지 못하는 반면 활성화는 각 기능이 상호관련성 속에서 생동적으로 계속성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평생훈련체계가 요구되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이러한 계속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훈련정책은 중요하다.
제 3의 물결(엘빈 토플러) 속에서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정보화 산업사회의 추세는 그 만큼
빠르고 다양한 산업구조조정과 노동구조조정을 야기할 것이다. 이러한 산업정책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묘방은 정책안에 대한 단순한 기능화가 아니라 개방적인
활성화뿐이다. 특히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인력자원을 양성해 내야 하는 인간의 교육훈련의
문제가 국가 정책에 의한 기능화로 일관될 때 이들로써 구성되는 사회는 항상 뒤지게 되어 있다.
따라서 오늘날 개방화된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훈련정책은 훈련이 계속 살아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시켜 주어야 한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이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은 단순기능공 훈련이 아니라 전문기술자로서 활용하는
고부가가치의 인력양성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활성화된 계속교육․향상교육체계의
가동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종래 자격증을 따내고 이 자격증 하나로 버티는
전문기술자가 아니라 특정분야에서 만이라도 새로운 기술을 계속 알아 가고 활용할 수 있는 단기
전문기술자가 필요한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한 기술의 수명이 점점 짧아지는 시대에 단기적으로
기술수준을 계속 순환적으로 터득할 수 있게 해주는 훈련정책이 요청된다. 우리나라의
고용촉진훈련사업도 이러한 과제 속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8. 평생훈련체계에 대한 이해의 문제
오늘날 인력을 육성하고 양성해 내는 정보화 산업사회는 평생 교육․학습․훈련체제와 생애계속
훈련체제의 구현을 요구한다. 즉 어제의 지식(정보)과 기술이 오늘의 지식(정보)과 기술이 아니며,
어제의 정책이 더 이상 오늘의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력의 길러 내는 일을 평생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제는 과거처럼 기초 및 양성
훈련을 시켜 놓았다고 인력을 길러 놓은 것이 아니다. 오늘 배운 지식과 기술 수준이 내일이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한번 따놓은 자격증이 내일은 쓸모 없는 종이조각으로 변할 수도 있다. 즉
기술이 변화하는 속도와 방향에 맞추어서 계속 새로운 기술의 다양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항상
무엇인가 소비자에게 요청되는 새롭고 다양한 교육․훈련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청은
고용촉진훈련에 있어서 더욱 중요하다. 즉 훈련의 양식이나 형식보다는 '고용을 가장 잘 촉진할 수
있는 내용 있는 훈련'만이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본고가 추구하는 고용촉진훈련의 내실화 방안은
평생동안 끊일 수 없는 평생교육․학습의 훈련의 체계 내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9. 신직종 단기 훈련으로서의 고용촉진훈련방안 모색
산업구조조정에 의해 고용촉진훈련이나 실업자 재취직훈련은 무엇보다도 일단 지역적으로 관계
산업․직업별로 새롭게 도래하는 신직종과 고용구조상 급격하게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쉽고 빨리
(재)취업할 수 있는 최신 기술을 단기간에 가르쳐야 한다. 왜냐하면 고용촉진훈련이나

재취직훈련의 목적은 취업이고 고용이기 때문이다. 훈련 수료 후 취업이 안 되는 직종은 소용이
없다. 또한 훈련수료후 장기간 기다리다가 고용되는 것도 의미가 없다. 연령적으로나
정신능력면에서나 검정자격증 취득이 어려운 훈련생도 고용촉진훈련의 대상인데 이들에게
자격증 취득을 강요할 수는 없다. 훈련 수료 후 일시적인 취직도 문제이다. 따라서 정부는
고용촉진훈련을 통한 자격증 취득률이나 취직률을 높일 수 있는 행정규제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고, 산업구조조정과 고용구조조정에 따라 긴박하게 요청되는 훈련직종의 발굴과 개발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훈련직종 발굴 및 개발에 중앙관리 직업 및 고용 정보 전산망을
가동시킬 수 있는 직업․고용안정사업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해 보면, 상기의 연구과제들은 모두 전체적인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즉 훈련의
법적․제도적 문제 속에서 훈련계획 및 준비, 훈련과정 그리고 훈련수료후의 관리 문제 등을
별개로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법적․행정적 맹점들이나 훈련과정과 훈련 수료 후 직업지도 및
관리 등에서 나타나는 맹점은 상호 관련된 공조체제 속에서 수정되고 보완될 수 있어야 한다.
오로지 훈련을 계획하고 지원하는 법적․제도적인 근거 보완만이 훈련의 내실화를 보장한다는
논리도 설득력이 없고, 법적 보완 없이도 훈련과정이나 커리큘럼의 충실도가 훈련의 내실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논리도 별 호소력이 없다. 훈련정책을 위한 체계적 접근과 내용적 접근은
동전의 양면으로서 어느 한쪽의 변화 양상은 다른 한쪽의 방향을 동시적으로 끌고 다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훈련의 내용과 형식간의 상보성이 세부적으로 구안(具案)될 수 있으며 , 이의 연계성
확보방안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 보장제도로서의
고용보험사업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고용훈련을 기획하고 실시하고 사후관리하는 훈련
기안자들과 훈련 대상자들의 사고와 혁신과 사고전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다. 급격하게
도래하는 정보화시대에 요청되는 훈련에 대한 신 사고와 사고의 공감대 종래의 '수직적 사고'가
아닌 '수평적 사고'(에듀아르트 드보노)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즉 오늘날 요청되는 훈련의 욕구는
행정적인 욕구일 뿐만 아니라 훈련 위탁생 차원에서 볼 때에도 사방팔방에서 요청되는 욕구이다.
이러한 사고의 전환은 개방적이고 다원화되는 훈련체계의 공조체제 형성에 꼭 필요하고 평생
교육 훈련체제의 가동에도 중요하다. 고용촉진훈련 역시 이러한 훈련 활성화체제의 범주 속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주석 1) 우리의 고용보험법은 고용안정사업, 작업능력개발사업 그리고 실업급여를 3대
기본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이제서야 조금씩 그 결실을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주요국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상기 세 가지
기본사업들이 상호 긴밀한 유대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서 고용보험제도는 그 실효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주석 2) 통계청이 1993년도에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총실업자 48만 4,000명 중 89.7%에
해당하는 43만 4,000명이 훈련을 받지 않았고, 10.3%인 50만 명이 직업훈련을
받았다(『고용구조조사보고서』, 1993. 12.).
주석 3) 한국기술교육대학 산업기술인력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주요국의 경우 직업훈련
의무제도는 항구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전후나 경제공항 등으로 인력부족이 심하게 나타날 때
한시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고용보험 실시로 인해 제도 실시 방법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이종성․신명훈․윤석천․김봉환, 『직업훈련 투자의 경제성 분석과
정책방향』, 한국기술교육대학 산업기술인력연구소, 1994, 114족 참조).
주석 4)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0.4% 단일 요율을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관계부처간의 협의과정에서 영세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차등
요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70∼149인 0.1%, 150∼중소기업 0.3%, 대기업 0.5%,
훈련의무제 적용기업 0.05%, 즉 요율 차등과 아울러 훈련비용 지원수준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법에 마련하였다(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1995. 4. 11쪽)

주석 5) 현행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의 용도(범 제68조)는 ①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실업자 재취직훈련 포함)에 필요한 경비, ② 실업급여의 지급, ③ 보험료의
반환, ④ 일시차입금과 이자, ⑤ 기타 동법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화는
경비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수행에 부수되는 경비로 규정되어 있다.
주석 6) 이러한 이해방법은 종합적인 네트워크 내에서의 종합적 사고행위를 통해서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전체적인 이해의 원리, 내용 방법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방법을
질적인 연구방법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이해방법은 삶에 대한 체계 이론적 토대원리인
'전체원리'(Ganzheitsprinzip)에 입각한 '전체적 사고방식'(Ganzheitliches Denken)을 전제하는
것으로서, 순환고리형의 관련 관계의 파악이며 부분과 전체 간의 관계에 대한 꾸준한
검토내지 환류의 과정을 요한다. (Klaus Lumma, Strategien der Konfliktlösung. Betriebliches
Verhaltenstraining in Theorie und Praxis mit 4 Seminarbeispiele, Hamburg 1992, S.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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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연구의 취지에 관련되는 법규들로서 '우선 관련 노동법 중에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안, 고용정책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기본법 시행령,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령, 고령자고용촉진법,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고용촉진훈련시행지침, 그 다음으로 관련
교육법으로서 교육법, 교육법 시행령, 사회교육법, 사회교육법 시행령, 산업교육진흥법,
산업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산업체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기준령, 동법
시행규칙,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법 중 제반 관련 법규를 연구의 취지에 따라서 찾아내고 해석해
낸다. 이로써 제도 실행상의 문제들이 지적되기도 하고 아울러 법적 실행 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기준 및 방안이 제시되기도 한다.
둘째, 문헌에 대한 체계이론 접근으로서는 고용보험제도, 직업교육훈련제도, 고용촉진훈련제도에
대한 국내 및 외국 문헌들의 비교해석 연구를 들 수 있다. 문헌해석 및 비교의 연구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회과학의 질적 방법론을 혼합사용하고 있다.
①직업적 인간 행동에 관한 심리학적 접근-직업 성인의 발달 심리학적 연구, 사회심리학적 연구
및 산업 심리학적 연구
②인간 행동의 특성에 관한 인간학적 접근
③삶의 제반 현상과 제도 일반에 대한 현상학적 ․해석학적 접근
④산업사회에서 인간의 삶의 형성에 관한 역사적 ․체계적 접근
셋째, 민속 지적인 연구방법의 일환으로서 훈련현장에서의 인터뷰, 질문, 관찰 그리고 훈련생들에
나누어진 설문지 회수, 분석방법을 사용한다.
넷째, 비교 통계해석 및 통계분석의 방법으로서 주요국의 통계 비교 및 분석, 그리고 우리 나라의
기존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훈련 통계가 미래의 고용촉진훈련 및 실업자 재취직 훈련의 내실화를
위해서 분석된다. 그러나 앞으로 고용보험제도하에서 실행될 우리의 실업자 재취직훈련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입수 불가로 인해 모델 스터디(독일)가 수행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용촉진훈련은 선진국의 경우 실업자 재취직 훈련과 함께 일반 직업훈련, 즉
양성교육, 향상교육, 재교육, 전환교육 등에 함께 포함되어 실시되기 때문에 순수한
고용촉진훈련에 관한 통계가 일반 직업 훈련의 통계에서 별도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통계치를 비교할 경우 상황에 따라 또 사안에 따라 일일이 추리통계를 작성해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고 그나마 국내외에서 입수할 수 있는 국외 자료 역시 극히 불규칙하고 충분치
않다. 물론 우리 나라의 국내 사정의 경우도 고용촉진훈련의 경우와 비슷하다. 즉 종래부터
실시되어 온 고용촉진 훈련에 관한 통계가 일반 실업자 취직훈련인 양성훈련의 통계에 같이

편성되어 있기도 하고 별도로 분류되어 산발적이면서 계속성 없이 작성되기도 했다. 결국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실시 의도에 따르는 훈련통계사항은 고용정책기본법에 근거한
고용촉진훈련이 실시된 원년이라고 볼 수 있는 1994년 상반기부터 총체적으로 작성해 나아가야
1)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과거와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고용촉진훈련에 관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분류․통계작업과 자료공개 및 입수의 불충분성 등은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밖에 없다.
주석 1) 본고는 현재 산만하게 흩어져서 주관부처도 다른 -이를테면 실업자고용촉진훈련은
노동부에서, 생활보호대상자훈련은 보건복지부에서, 비진학 청소년교육훈련은 교육부에서
관장하는-각종 고용촉진훈련들이 고용보험법의 시행을 계기로 어떤 형태로라도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일부로서 통합․실시되어야 훈련 전반의 내실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第2章
우리 나라 雇傭促進訓練의 現況과 問題點
第 1節 訓練의 歷史와 運營實態

1970년대 후반부터 우리에게 불어닥친 경기침체로 인해 휴업․폐업 사태가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실업․ 실직자들이 늘어가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1980년 야간과정의 전직훈련을
개설하여 공공직업 훈련원에 위탁훈련을 실시하게 되었고, '이로써 실업자의 고용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촉진 훈련'이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또한 1982년에는 농어촌
영세민에 대한 전직 훈련이 실시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훈련들은 공히 본래 훈련의 취지대로
실효를 거두기에는 미진했다. 즉 훈련대상자가 극히 제한되어 있었고 홍보부족으로 인해 훈련생
모집이 부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훈련 수료 후 취업알선의 미흡으로 훈련사업의 기대치를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1986년부터 대통령령으로 실시된 '저소득층 실업자 대상의 고용촉진훈련'은 종전의
고용촉진훈련의 문제점을 시정․보완하여 실시하는데 주력하였다. 즉 훈련사업의 홍보에
주력하면서 훈련생 모집과 훈련 수요조사에 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방법으로 훈련사업의 내실화를
기해보려 하였다. 특히 1985년 10월 21-31일 까지 실시된 이직․전업훈련 때에는 최초로
훈련수요조사를 시도하였으며, 과학적 조사에 입각하여 훈련대상의 확대 및 훈련기간, 훈련방법
등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한편 훈련 수료 후 취업알선율은 1988-91년 사이에 70%이상을 기록하다가 1994년도에는 절반
정도(53%)로 추락했다. 1982년 이후 실업자,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비진학청소년 등의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 나라의 고용촉진훈련은 1993년까지 총 9만 7,326명을
배출했으며 , 훈련받은 자 중 총 62.9%가 취업을 하여 현직에 종사하고 있다.(표 2-1 참조). 그러나
이중에는 자영업으로의 고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 취업률은 통계수치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표 2-1> 연도별 고용촉진훈련 실적

또한 주부와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촉진훈련의 실시 이후 취업률 역시 1993년 12월 의
통계를 보면 각각 56.1%, 43.4%를 기록해 평균52.5%를 기록하고 있다.(표2-2 참조)
장애인의 취업률은 전체 구직자 (1989년 3,892명)의 50%를 밑돌고 있지만, 이 가운데 1989년
통계에 의하면 고용촉진훈련을 받은 자 중 134명이 취직됨으로써 그 비율은 3.4%를 차지하여

극히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다.

<표 2-2> 고용촉진훈련 과정별 양성 및 취업실적(1993년 12월 현재)

한편 훈련의 시행 햇수가 쌓이면서 훈련도중 탈락하는 훈련생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났다(1986년 12.5%, 1990년 16.1%, 1992년 21.9%). 훈련 중도탈락의 이유로는 종래 대부분을
차지하던 생계곤란으로 인한 사유는 점점 줄어들고, 반면 중도취업이 아닌 경우에도 퇴소로 인한
비율이 늘어났으며(1992년 87%), 시기별로는 훈련 초반의 탈락률이 늘어났다(1개월 만에 탈락 :
1986년 16.6%, 1992년 29.8%). 또한 공단훈련원 졸업생이 취업하여 재직하는 비율과 전직 및
이직하는 비율이 더 커지는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훈련의 효율성이 극히 저조한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다(표2-3참조).

<표 2-3> 공단훈련원 졸업생의 재직 및 이직실태(1989년 2월)

예를 들어 전직의 경우 전공과 적성이 맞지 않아서 부적응하는 경우가 1990년의 경우 24.7%로서
임금불만(31.3%) 다음으로 나타났다. 결국 우리의 고용훈련촉진정책에서는 훈련 적성에 맞는
훈련생의 선발이 시급한 문제로 나타났으며, 이들에 부여되는 교육방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평가되었다.
그러나 가장 복잡한 문제는 현재 고용촉진훈련이 법적으로 또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통합되지
않은 채 거의 임기응변식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즉 1978년 제정된 직업훈련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1985년부터 고용촉진훈련은 공공직업훈련원이나 인정직업훈련원에서 서비스나
경공업 직종이라는 이유로 또는 훈련정책의 취지에 따라 상당비율 기술계 학원에 위탁실시되어
왔다. 이러한 고용촉진훈련이 국가 인력수급정책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상당한 문제점들도 표출되고 있다. 일례로 정보처리와 정보통신 고용촉진훈련을 위탁하고 있는
H정보전산학원의 경우 예전에는 훈련위탁 기술계 학원에 오전반 훈련생이 많았으나 현재에는
저녁반 훈련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즉 현재 위탁훈련생들은 낮에는 그들이 받는 있는
훈련직종과 전혀 관계가 없는 돈을 잘 벌 수 있는 서비스 유통업종에 종사하고 밤에 잠깐 시간을
내어 훈련에 참가하는 식이다. 훈련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므로 무료이고 교통비도 지급된다. 결국
훈련생은 시간만 잠깐 내면 된다는 식으로 훈련을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그들은 훈련에 전념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그럴 생각도 별로 없다는 것이 일선교사들의 견해이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기술계 직업학원에 위탁된 고용촉진 대상은 예나 지금이나 대부분 비진학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있다.1) 이들은 대부분 대학진학에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훈련 후
취업이나 훈련 중 훈련비용의 과소 지급이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개인적 가치관의 문제가 더욱
심각한 편이다. 즉 현재의 고용촉진 훈련은 이들에게 소속감 이탈에서 오는 심리적인 안정만을
노리는 시간 때우기 식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 이들은 언제라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학진학을
하겠다는 것이다. 인정직업훈련원인 K전산직업학교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다. 훈련생들과 학교
운영진의 가장 커다란 요구는 학력 인정이다. 이러한 연유들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100% 취업할
수 있는 훈련업종에서도 본인들의 거부로 취업률이 저조할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즉 그들은 설령
훈련을 수료했다고 해도 더럽고(dirty) 힘들고(difficulty) 위험한(dangerous) 소위 3D 업종을
회피하고 있으며, 훈련도중이라고 기회를 보면서 좀더 편하고 월급 등 조건이 좋은 직장을
구하거나 아니면 훈련의 내용과는 전혀 관계없이 서비스 유통업이나 대학진학을 자신의
최종진로로 생각하고 있다. 대학진학과 관련하여 훈련생에게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서, 만약 훈련생의 훈련 수료 후 소기의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공대나
기술계 산업대학에 입학할 때 특별가산점을 부여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훈련지원으로서 매월 개인당 교통비로 2만원이 지급되며 (재학생제외), 자격증을 취득했을
경우 10만원과 별도의 취업준비(5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지원하다 보니 그
비용이 충분하지는 않지만2) 훈련이 무상 지원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훈련성과에 대하여 훈련생
개개인에게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직접적인 제제나 책임감 같은 것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3)
형식상 훈련생 추천처인 읍․면사무소나 동회 에서 서약서를 쓰기는 하지만, 서약을 어겼을 때에
특별한 제재가 미미하기 때문에 그들은 국가와 국민에게 고마워하는 대신 훈련에 참가하면서
단지 잠시 심리적 안정감을 찾고 있을 뿐이다. 물론 현재의 고용촉진훈련이 훈련생들에게 그리
만족할 만한 훈련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은 아니지만, 훈련생 자신들도 훈련에 대체로 부담감을
거의 갖고 있지 않다고 K정보처리학원의 일선교사들은 입을 모은다. 오늘날 훈련은
행정규제보다는 자율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훈련의 민영화를 주장하지만 어디까지 그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의문이다.
1995년 10월 신규고용촉진 훈련의 시작을 기화로 시도된 훈련을 마치고 취직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 K컴퓨터기술학원의 설문(부록) 대상자 95명중에서 '취업을 하지 않고 대학에
진학하겠다'가 35명으로 36.8%의 비율을 나타냈는데, 이는 훈련을 시작한 지 불과 일주일이
경과한 시기에 조사한 질문이기 때문에 실지로 훈련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비율은 훨씬
상승된다는 것이 일선교사들의 진술이다. 간단히 말하면, 훈련에 처음 임하면서 그들은 이미 10명
중 3-4명은 대학진학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훈련에는 시간 때우기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러한 국가적 낭비성이나 병폐를 막아보기 위해서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 제16조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거나 훈련을 이수하더라고 상당기간 취업이 안 될 것으로
판단되는 자와 훈련수강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중도탈락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자는
훈련생 선발에서 제외하도록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훈련생 개인의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대학진학 희망의 비밀은 현재로서는 어떤 수단으로도 알아낼 길이 없다.
한편 정부는 고용촉진훈련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위해서 취업률이나 국가자격 취득률이 낮은
훈련원 및 학원 등지에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를테면 다음해에는 훈련생 모집 허가를
취소하거나 지정 위탁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4) 즉 전년도 훈련수료자의 취업률이 60% 이상
되거나 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비율이 60%이상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 제9조. 단, 예외적으로 특수한 사정으로 경기부진의 경우 40%).
따라서 각종 직업훈련원은 다음번에도 유리한 훈련생수를 모집하여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훈련
5)
수료생들을 어떻게든 달래서 일단 자매결연 공장이나 기업체에 취업시킨다. 그렇게 함으로써
좋은 취업실적을 보고하게 되면 다음번에도 훈련이 위탁되고 훈련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일선현장교사들에 의하면, 취업 후 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핑계로 금방 공장이나 회사를
그만두는 훈련 수료생들이 부지기수라고 한다. 결국 성과 위주로 관리․감독․행정규제를
해나가는 정부의 눈가리고 아웅 식의 고용촉진훈련정책은 이래저래 국가 낭비로 끝나고 만다. 즉
훈련 개시일 1개월 단위로 산정하여 월 소정출석일수의 60%이상 출석한 자에게
6)
국가는 훈련수당
을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훈련수당을 받고 훈련을 포기하거나 또는
훈련을 수료하고도 취업을 포기한다면 이는 정부의 훈련비용은 무엇을 위해 투자되는 것이며,

과연 이런 상황에서 훈련의 내실화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훈련의 자율성의 모순을
인식하고 정부는 나름대로 행정규제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행정규제는 문제 해결은커녕 또 다른
문제를 낳고 만다.
훈련생 모집은 인정직업훈련원은 1년에 두 번 할 수 있지만 위탁학원의 경우에는 1년에 단 한 번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학원의 훈련생 모집시기는 일반적으로 공공이나 인정직업훈련원의
모집시기보다 늦게 짜여진 다고 불만이 대단하다. 또한 인정직업훈련원인
L컴퓨터기술연구원에서는 1995년 상반기에 노동부에서 훈련생 모집기간이 갑자기 공시되어서
당황한 적이 있다고 한다.
현재 훈련 종목에 따라서, 특히 정보통신 전산기술계의 경우 훈련생들은 인정직업훈련원보다는
훈련위탁 기술계 학원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 즉 2차산업인 생산직 근로자를
양성하는 훈련원은 훈련지원생들에게 인기를 잃었다. 그나마 3차산업 직종을 운영하는 훈련원에
훈련생들이 모여든다. 또한 학원이 다른 기숙훈련원보다 선호되는 이유로는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낮에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밤에 학원의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선교사들에 의하면, 낮에는 대학입시 학원이나 도서실에 가고 밤에는
정보화시대의 필수인 컴퓨터를 무료로 배우겠다는 실용파(?) 청소년들이 부쩍 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 제17조에 의하면, 훈련직종의 선정에 있어서는 제조업,
건설업 등의 생산관련 직종과 재취업이 용이한 직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무서비스관련 직종은 잔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히 취업을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직종은 제외된다(표 2-4 참조).
그러나 이러한 규제조항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법규나 행정조항으로써 훈련의 내실화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 즉 훈련생 자신과 사회의 의식변화를 유도할 수 없는 현행 제도하에서
훈련 효과란 그리 눈에 띄지 않는다. 특히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적
지원을 기화로 새로이 고용촉진훈련을 통합적으로 수탁실시하려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러한
훈련생의 가치변화 및 훈련에 임하는 자세 그리고 교육 및 직업교육정책에 대한 정부 부처간의
비타협적인 안일한 태도는 국가의 노동인력 및 고용정책에 잠재적 장애물로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표 2-4> 1994년 고용촉진훈련 직종 현황

그때그때마다 규정되고 강화되는 행정규제로서 훈련원의 평가기준은 상당히 다양하다. 즉
훈련도중의 훈련생들의 중도탈락률이 훈련원에 대한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작용한다.

훈련실시기관의 장은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 별지 제13호 서식의 출석부를 비치하고 훈련생의
출결상황을 확인․기록하여야 하며, 출석부는 반드시 훈련생 본인이 직접 날인하게 되어 있다.
또한 훈련실시기관의 장은 훈련생이 무단으로 5일 이상 계속 결석할 때에는 시․군․구청장
등에게 우선 보고하고 그 사유를 확인한 후 훈련수강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퇴소 조치할
수 있다(동시행규정 제21조).
따라서 훈련실시기관은 노동부의 감독하에 출석부를 작성하고 이를 구청을 통하여 엄격히
통제한다. 즉 시․군․구청에서초기점검으로 2주이내에 두 번 방문한다. 물론 정기점검으로 매월
1회 불시에 실시하게 되어 있다. (고용촉진훈련실시규정 제11조). 또한 동규정 제23조에 의하면
훈련실시기관의 장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거 훈련을 위탁한 시․군․구청장 등에게 매월
훈련실시상황을 다음달 3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이는 매월 15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보고된다.
그러나 일선 훈련실시기관․원에서는 매달 3일 시한의 보고기한은 절대 무리이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즉 매달 말일까지 훈련을 실시하고 만 3일 만에 모든 것이 보고되어야
한다는 것은 비의도적 보고의 누락도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의 규제사항으로는
훈련원에서 구청에 보고하는 것 외에 별도로 노동부에 1부를 직접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훈련원측의 행정사항은 점점 가중된다.
시․군․구청장은 훈련실시상황의 점검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한 때에는 경고, 시정명령,
훈련위탁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그래서 K정보전산학원에서는 훈련에 임하기에
앞서 제발 2주간만 결석하지 말라 는 강경한 부탁부터 시작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탈락률
20%미만이 바로 수강료 중 고정비용 지급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 제9조).
그러나 학원의 경우 일선교사들에 의하면 실제로 출석 날인만 하고 안 나오거나 아예 도망가
버리는 비율이 50%를 넘을 때도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출석부에 본인 날인란을 추가로 만들어
규제하려고 해보았지만 편법은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 특히 우선훈련대상자인 장기근무
전역장병의 경우 마지막 휴가인 6개월을 훈련실시기관에 시간 보내기로 등록하고 부대전역
행정관계 등의 이유로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훈련기관 및 훈련원에서 공통으로
지적된다. 우선훈련대상자의 의무규정으로 인해 정작 훈련이 필요하고 훈련의 성과가 분명하게
예상되는 사람은 모집에서 탈락되고 정작 훈련참여가 불분명하거나 훈련의 가능성이 없는 자들,
이를테면 장기복무 전역장병 등이 선발된다. 또한 훈련실시기관측은 법적으로 출석부 위조의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탈락률을 조작해야 할 형편이다. 왜냐하면
사회교육기관으로서 기술계 직업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학원들은 다음해에도 국가위탁
고용훈련촉진 훈련생들을 받아야만 그나마 겨우 운영될 수 있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기
7)
때문이다.
하이테크놀러지의 발전이 현대 국가산업 경제발전의 초석임을 인정하면서도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선비사상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대학진학 지도를
목표로 하지 않는 기술계 직업훈련학원은 항상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관리, 통제 그리고 노동부에 보고하는 것은 항상 조작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실제로 훈련생 1인당 훈련비용으로서 기준액 7만 5,000원(1995년 기준)을 국가로부터 보조받고
있지만, 이는 일례로 정보통신학원의 경우 실습용 케이블 구입비도 안 된다는 것이다. 한편
고정비용8)과 가변비용9)을 포함하는 훈련비용은 개인별 출석률에 따른 규정 산식에 준하여
그만큼 깎여서 지급되도록 되어 있다.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 제24조 참조). 따라서 영세한
학원에서는 실제로 받는 만큼만 수업을 할 수밖에 없다. 결국 부실 수업은 극히 당연하다.
훈련보조가 크든 작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고용촉진훈련이 내실있게 운용될 수 있는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기술계 학원들이 고용촉진훈련을 위한 위탁훈련생을 모집하기 위한 훈련위탁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 외에도 다른 복잡한 신청기준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를테면 훈련생
모집능력(신문모집 광고비 등 약 1,000만원 정도), 교육능력, 행정력, 교육환경, 취업률 그리고
자격취득률 등이 그것이고, 이러한 기준을 채우는 것도 그리 쉬운 과업이 아니다 학원의 경우
훈련시간이 하루4시간씩 6개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훈련생에게 지루한 시간으로
여기지고 있으며 , 교육프로그램 역시 훈련생들에게 상당히 지루하게 인식되고 있다. 10) 특히
현장실습시간이 법적으로 총훈련의 6분의 1 이하로 배당되어 있지만 학원의 경우는 기회가
있어도 가능한 한 훈련생을 현장실습에 보낼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학원은 현장실습을

위해서 별도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현장실습기간이 훈련기간의 6분의 1을
초과하고 그 기간중 훈련이 실시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실습기간중의 수강료가 지급되지
않는다(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 제24조 제8항). 물론 이러한 규정은 훈련을 합법적으로 빼먹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내실화를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당사자간에 해석하기
나름이다. 즉 이론보다는 실습이 강조되는 오늘날의 국제적 인력육성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장실습에 제한을 두고 있는 우리의 직업훈련현장에서 발생하는 훈련시행상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오해될 여지가 다분히 남아 있다. 법이나 시행규칙 등을 정할 때 같은 규정이 모든
훈련직종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경우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고용촉진훈련이라는
명목으로는 1995년 10월 현재 서울에는 약 50개 정도의 기술계 학원이 위탁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경영난으로 슬그머니 문을 닫아 버리고 아직 신고도 하지 않고 있는 훈련실시기관 및
훈련원도 상당수에 이른다. 심지어는 점점 까다로워지는 행정규제와 미진한 보조 때문에 위탁을
반납하겠다는 곳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우리의 훈련정책이
자율중시 민간주도로의 방향전환 이라는 신직업훈련정책의 대명제를 실현해 나아가는 데에
적지않은 장애물로서 작용할 것이다.
1991년 현재 공공직업훈련원에서는 향상훈련이 전체의 1.2%에 불과하고 주로 비진학자를
대상으로 하는 양성훈련에 전체의 95.8%가 편중되어
실시되었으며(노동부,「직업훈련사업현황」, 1992.), 그 이후 공공직업훈련원은 향상훈련 위주의
정책으로 꾸준히 바꾸어 나가고 있다. 즉 주로 비진학 청소년에 국한되어 운영되고 있는
직업양성훈련의 집중현상은 직업생애의 연장선에 있어 직업전환이나 기능향상 등이 필요한
실직이나 실직 위기의 중고령자 또는 부녀자 등의 전직훈련이나 재훈련에 기여할 수 없으며, 이는
정보화사회의 산업구조조정에서 야기될 노동인력 수급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없다는
취지였다(정택수․오영훈․김봉환․윤석천, 1993. 2. 17∼18쪽).
인정직업훈련 역시 인력양상을 위하여 단기간의 신규 기능인력양성(1992년 법인 인정직업훈련원
30%, 개인훈련원 70% 훈련시켰음)에 치우쳐 왔지만, 사회적 측면에서 본다면 불우청소년,
문제청소년,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영세민 등에게 직업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자에게 기능습득의 기회를 주고 취업에 도움을 주면서 사회적 불균형 해소에 이바지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정택수․오영훈․김봉환․윤석천, 1993. 2. 33쪽). 그러나 이러한
인정직업훈련원은 그것이 법인이건 개인이건간에 공히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규제와 단속은 점점 까다로워져 위탁훈련실시 자체에 대한 위축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노동부에서는 일선훈련원의 훈련 실적과 관리의 문제점을 막아보기 위해서
훈련강화요건으로서 입교 2주간의 출석률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훈련 개인비용 가운데
고정비용 지급액 중 일단 75%만 지급하고 훈련생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취업을 하고 난 경우에
나머지 25%를 계산하는 시행규정을 1995년 12월초 공문으로 시달한 바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중고령자나 부녀자, 아니면 전역장병 등 나아가 많은 재취직훈련자들 중에서
고용촉진훈련에 임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은 실제로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실업자 재취직훈련의 일환으로서 수용하도록
권장하면서 이들을 우선으로 모집한 훈련원의 경우에는 다른 훈련원에 비해 4분의 3의 훈련비용
수준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국 고용보험제도의 취지에 따르는 실업자
재취직훈련의 의미 역시 퇴색되어 버릴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나라의 법적 규제에 의하면 실업자
재취직훈련에서도 자격증 취득이 가장 중요한 행정기준이 되고 만다. 그러나 고용보험제도에서
의도하는 실업자 재취직훈련은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서 산업구조조정으로 인해 본인의 희망과
적성에 따라 시대와 지역사회와 산업직종이 요구하는 신직종에, 또는 신기술을 필요로 하는
동업종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재취직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계기로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능력을 습득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일률적인 자격증 취득 이라는
기준은 앞으로 고용촉진훈련이나 실업자 재취직훈련의 경우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훈련수료후 취업알선의 경우, 공공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훈련교사,
훈련원 선후배 및 동료, 가족, 친구 등 개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는 국가의
세금으로 수많은 행정적․정신적 지원을 하고 훈련생들은 주어진 의무기간 동안 열심히 훈련을
받고 나서 마지막 마무리는 주먹구구식인 것이다. 취업알선에 관한 통계는 대동소이하지만

1992년의 경우 한국기술교육대학에서 조사한 통계(정택수․오영훈․김봉환․윤석천, 1993. 2.
152쪽)에 의하면 학교 선배나 동료(22.8%)그리고 학교 및 훈련원(21.8%)이 취업알선처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동부 직업안정과(1.5%)를 통한 취업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여성의 경우는(1.1%) 더욱 저조하다(표 2-5참조).
특히 고용보험제도하에서는 실직시 실업급부를 지급하는 실업보험과는 달리 적극적인
취업알선과 직업상담, 고용안정사업, 능력개발사업 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제도에서 직업안정과 직업훈련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하에서는 직업안정이 중요함을 감안할 때 공식적인 취업알선사업
활동이 이렇게 미약하다면 고용보험사업의 문제점은 크게 노출될 것이다.
<표 2-5> 성별 취업알선처

한 가지 비근한 예로 취업알선처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훈련을 받고 동일한 자격을 갖고도
취직시 주어지는 취업조건은 천차만별이다. 훈련수료후 전산처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취업 후 각 직장의 봉급이 월 45만∼65만 원까지 무려 2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기도 한다.
훈련수료후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훈련기관은 자체의 과업 때문에 일단 훈련 수료생의 취업률을
높기 위해서 취업을 급한 대로 아무 곳에나 연결시켜 준다. 그러나 당시 정보에 어둡던
훈련수료생들은 취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정보교환을 통해 직업 비교나 봉급 비교를 하게 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되어 금방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통계상으로는 훈련수료후 취업으로
분류되고 취업률로서 기록․보고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이들은 실업으로
남게 되어 고용촉진훈련정책에 커다란 문제거리로 대두된다. 따라서 사전 개인조사작업을 통한
일사분란한 공공 직업알선체계의 도입과 활용 그리고 합리적인 직업지도 등이야말로 훈련의
11)
내실화 작업에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1993년 통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 취업을 희망하는
실업자 40만 2,000명 중 희망임금수준별로 살펴보면, 50∼70만원을 희망하는 실업자가 17만
3,000명(43.1%), 20∼50만원을 희망하는 실업자가 13만 4,000명(33.4%), 70∼100만원이 8만
1,000명(20.1%)으로 70만원 이하를 희망하는 실업자가 76.8%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학력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임금을 희망하는데, 중졸 이하는 20∼50만원이
39.7%로 구성비가 가장 높았고, 고졸은 50∼70만원이 41.8%, 전문대졸은 50∼70만원이 47.5%,
대졸이상은 50∼70만원이 51.3%로 가장 높았다. 또한 성별 희망임금수준을 보면, 남자는
50∼70만원 미만이 48.9%, 여지는 20∼50만원 미만이 64.4%를 차지하여 성별 희망임금수준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희망조사에 입각한 직업지도가 바람직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풀어 보기 위한 조치로서 정부는 고용보험제 실시를 기화로 훈련의 내실화를
기해 보기 위해 1995년 1월 13일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 개정방안을 발표한 바있다. 한 예로
여기서는 농촌지도소 같은 공공기관을 본격적인 취업알선기관으로 구체적으로 활용하자는
방안이 명문화되었다. 즉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 제3조 및 제7조는 농어민훈련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지도소가 훈련생 모집 홍보 및 훈련 수료생에 대한 취업알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농특세는
농어민훈련의 소요경비로만 사용토록 하고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안정사업은 전분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보험 제도의
도입․실시를 계기로 고용보험 전산망에 직업정보시스템을 계획하고 있는바, 이러한
직업정보시스템에서 직업안정사업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아니면 현재
취업정보만을 주는 목적으로 가동중인 국립중앙직업안정소의 고용안정사업적 활용방안이 보다
구체화되고 활성되어야 할 것이다(김병숙․김봉환, 1994. 2. 122쪽).
1995년 하반기를 기하여 정부는 공공 및 인정직업훈련원 그리고 위탁가능 기술계 학원 등에
제7차 경제개발 신경제체제하에서 고용보험제도 실시에 따른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법규 및
제출서류 양식 등의 홍보물들을 보내고 고용촉진훈련 위탁기관으로 신청하도록 했다.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고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될 수 있는 고용촉진훈련을
수탁․실시함으로써 안정적으로 훈련원을 운영해 보려는 의도에서 일부 신청 훈련원들은
긍정적인 기대에 들떠 있기도 하다. 여기에는 물론 상당히 타당한 근거도 있다. 올 하반기에
처음으로 노동부에서 고용촉진훈련에 관한 홍보물을 받아 보고 신청하게 되었다는 G미용의 경우
훈련수료후 이․미용업은 취업률이 높기 때문에 배우고 싶어도 월9만원의 수강료를 내지 못하는
영세민과 저소득층이 많은 관계로 이러한 고용정책은 미용계 학원의 경우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한다. 그동안 이 학원은 인정직업훈련원인 관계로 다른 일반 학원에 비해 낮은 수강료를 책정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생의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미용기술의 경우
3개월 과정으로는 자격증 취득까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6개월 과정이 필수적인데,
고용촉진훈련의 경우 훈련과정이 국가에서 6개월을 보장하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이러한 조치가 합리적이라는 것이 학원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고용촉진훈련이란 새로운 분야가 아니다. 그들은 이미 전부터
저마다 여기서 거론하는 고용촉진훈련의 대상, 이를 테면 비진학 청소년 또는 생활보호대상자
그리고 일반 실업자 등의 양성 훈련을 시켜 왔다. 아마도 그들은 국가의 산업인력정책 및
직업훈련의 양상 변화에보다는 고용보험제도의 실시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이 안정적으로
훈련촉진의 재정적 지원금으로 등장하는 데에 커다란 관심이 있는 듯하다. 따라서
고용보험기금이 이러한 고용촉진훈련의 지원체제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상당히 노출된
문제부터 분석․검토․해결․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또는
직업훈련촉진기금에서 지원하던 고용촉진훈련을 이제 고용보험기금에서도 한몫 해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 고용보험은 이제 30인 이상 고용 기업체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동하여
일조하는 차원에서 그들과 국가 사이의 보험계약과는 실제로 별 관련이 없음직한 사회보조 및
부조의 일부를 떠맡음으로써 사회보장제도 및 복지사회 건설에 일익을 담당해야 하는 셈이 된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원칙으로 피보험자나 수급자격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은
고용촉진훈련이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법적․제도적 근거는 보다 신중히
연구․보완되어야 할 문제이다.

주석 1)1995년 10월7일 실시와 설문조사 대상 95명중에서 65명(68%)이 차지하고 있다(별지
설문지 참조).
주석 2) 설문조사 대상 95명 중 80명 교통비가 적다고 대답하였다(부록의 설문조사 참조).
주석 3)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 제3조에 의하면 읍․면․동장은 훈련 희망자를 모집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추천한다.
주석 4)인정직업훈련소에서는 인정이 취소되지 않았을 시 1년 단위로 노동부에 훈련생 모집을
신청하게 되어 있다.
주석 5)우리의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 제3조에 의하면, 훈련생의 취업알선업무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시․군․구청장 및 농촌지도소장과 협조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주석 6) 훈련수당은 가계보조수당(5∼7만원), 가족수당(부양가족 1인당 2∼5만원), 교통비(2만원),
식비(5만원) 그리고 취업지원수당(5∼1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부,
『고용촉진훈련시행요령』, 1995. 1. 46쪽 참조).
주석 7) 정부는 공공직업훈련의 고용촉진훈련 위탁실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훈련사항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 즉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 제29조는 공공직업 훈련원 훈련실시의
예외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공직업훈련원은 훈련실시기관 지정신청 및 시․군․구의 지역에
있어서 훈련수료자의 취업률, 중도탈락률 등 지정요건에 있어서 인정직업훈련원처럼
제한․규제되지 않으며, 훈련실시상황 지도감독(초기점검, 정기수시점검등)을 면제받게 된다.
또한훈련생 선발에 있어서도 자체 모집계획이 인정된다. 결국 국가의 고용촉진훈련정책이 이제
공공직업훈련소 중심으로 개편됨을 예고하고 있다.
주석 8) 고정비용=월수강료×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고정비율. 1995년 고정비율은72.5%. 이 비용은
일반 수강생과 혼합편성된 반의 훈련생의 경우 출석률에 따라서 지급이 삭감된다. 고정비용은
직업훈련비용 기준항목 중 인건비, 교재비, 감가상각비 및 시설장비관리 유지비가 포함된다.
주석 9) 가변비용=월수강료×개인별 출석률×가변비율. 1995년도 가변비율은 27.5%. 가변비용에는
실습재료비, 동력비 및 운영비가 포함된다.
주석 10) 설문대상자 95명중 61명이 지루하다고 대답했다.
주석 11) 통계청, 『고용구조조사보고서』, 1993. 12.

第 2節 雇傭保險法 導入과 雇傭促進訓練 實行上의構造的 問題點

1. 고용보험제도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의미
구, 미, 일 등 산업선진국에서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서 금세기초 무렵부터 도입․실시하기
1)
시작한 실업보험제도란 국가적으로 볼 때 노동근로자 보호의 차원에서 이해된다. 그러나 근로자
개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구책에 해당된다. 즉 실업보험 실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근로자 복지정책의 실현책으로서 사회구조적 실업이나 실직문제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해결
방안으로서 도입되었다. 한편 근로자 개개인은 고용보험분담금의 납입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피보험자가 되어 만약의 경우에 자기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신분적․경제적 위협으로부터
자구책을 세우는 것이 된다. 사업주는 국가 노동인력정책과 근로자의 자구책에 한몫 하면서
기업인력의 안정적 운영을 기하게 된다.
따라서 실업보험제도의 취지는 근로자 개개인의 자구책과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의 합의제로서
근로자(사업주 포함)와 국가간의 합법적인 쌍무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단지 신뢰성 있는
국가가 보험제도를 직접 중재하고 관리하는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근로자가
자신의 몫으로서 일정금액을 국가에 적립시켜 놓았다가 실업상황에서 이를 되찾아 쓰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의 실업보험이란 단순한 쌍무계약 관계의 성격만을 지니고 있었다. 단 보험계약의
성립을 위해서 보험재원의 모집과 분배의 과정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었다.
이의 성립을 위한 근로자 개개인의 의무는 기금의 분담이며, 국가의 의무와 책임은 기금의 공정한
관리와 합리적 배분이었는데, 합리적 배분이란 필요와 요청에 따라 요구되는 것이었다. 여기서
필요와 요청이란 바로 실업 및 실직의 상태인 셈이다. 이로써 실업자에 대한 우선급부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를 만들어 가는 데에까지 기여하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우리는
실업보험제도가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이해한다. 이것이 과거실업보험제도의
기본원리이며 취지였다.
그러나 1970, 80년대에 걸쳐 전세계적으로 밀어 닥친 1, 2차 오일파동 기간을 거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실업자들에게 무조건 실업급부를 지급하던 정책은 커다란 사회문제거리로
지적되기 시작한다. 실업대책보다는 실업예방에 대한 배려가 치중되어야 했고, 고급노동인력에
대한 준비체제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노동정책 및 산업정책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그간의 실업보험은 고용보험 의 성격으로 대치되어야 했다. 구조적 실업에
대한 소극적 대책으로서 사회보장정책의 실천방법이 생산적인 고용정책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실업보험이나 고용보험은 공히 피보험자들에게 권리를 되돌려 주는
것 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되돌려지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즉 배분의
방법이 달라지게 된다. 실업보험에서 고용보험으로의 전환에서는 바로 이러한 배분의 방식과
정책이 달라지는 것이다.
과거 실업보험에서 채택하고 있던 배분정책은 소극적이고 소비적인 배분의 양상을 띠고 있었다.
즉 실업급여라는 명목의 배분정책은 실업자에게 재취업을 위한 기간중 일정한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비와 이와 관련되는 가족수당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법정비율에 따라 되돌려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고용보험제는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배분방식을 택하고 있다.
정부는,①실업예방의 입장에서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향상교육 및 전직교육을 위한
직업재교육을 서둘러야 하며, ②재근로희망 실업자들에게는 실업기간중 단순한 실업급여만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훈련의 수혜 기회 및 제도적 장치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생산적으로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을 촉진해야 한다.
결국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하여 특정한 자격 및 능력을 취득한 자에게 고용의 기회는 양적 또는
질적으로 상승될 수 있으며, 이는 유휴인력의 양성․활용이라는 국가의 노동정책에도 부합된다.
이러한 연유로 고용보험법의 사활은 직업훈련정책의 내실화에 직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용촉진훈련은 직업훈련의 일종이다. 국가의 직업훈련정책과 깊은 유대감을 갖고
실행되어야 하는 고용촉진훈련은 고용시장정책 전반과의 관련 속에서 고용보험사업을 구현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고용촉진훈련사업에 관한 법률적 근거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등 저소득계층과 장애자 및 실업자 같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의 직업능력을 개발해 주는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확대․촉진시켜 주어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확중시켜주며, 이로써 궁극적으로는
직업활동을 통한 소득향상과 직업 안에서의 자아실현을 도모하여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이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고용정책기본법 제20조 제1항), 구체적인
훈련대상은 현재 만 14세 이상의 실업자, 생활보호대상자, 비진학청소년, 전업희망 농어민,
고용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종 또는 지역의 이직자,
고령자, 주부, 장애인,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 대상자, 전역예정 장병, 갱생보호자 기타
고용촉진훈련이 필요한 자 중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해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또는
노동부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한 자이다(고용촉진기본법 시행령 제 15조 제1항,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 제12조 참조).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은 고용촉진훈련에 관한 계획수립(제2조)과 훈련실시기관을 명시하고
있는데 (제3조),①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 ② 교육법에 의한 학교 중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③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④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 ⑤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종을 교습하는 학원으로서 시․도지사가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시설,
장비, 교사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학원, ⑥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3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이용시설, ⑦ 기타
노동부장관이 직업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교육훈련시설 등이 그것들이다. 국가는
상기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소요비용을 훈련기관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으로서 가계보조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고(동시행령 제15조 제3항). 구체적으로 훈련소용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고용보험기금 기타 법령에 의한 기금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다(동시행령 제15조
제4항).2)
고용촉진훈련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계하는 근거법령으로는 1993년 12월 27일 법령
제4643호로 제정된 고용정책기본법을 위시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1994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14326호로 제정, 1994년 12월 23일 개정), 고령자고용촉진법(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87호로 제정, 1994년 1월 7일 개정), 장애인고용촉진훈련 등에 관한 법률(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219호로 제정),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0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3219호로 제정, 1994년 7월 16일 개정), 고용보험법(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44호로 제정,
1994년 12월 22일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안, 그리고 직업훈련법(1981년 12월 31일 법률
제3507호로 제정, 1993년 12월 27일 개정), 직업훈련기본법 시행령(1986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2048호로 제정, 1994년 6월 4일개정) 등을 들수 있다. 그러나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과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이 제정됨으로써 훈련시행의 세부지침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고용촉진훈련 시행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고용촉진훈련의 활성화 및 효율화 그리고 내실화 방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에 관한 시행지침으로서 1993년 1월 1일
노동부예규 제223호로 제정되고 1995년 1월 13일 노동부장관 예규 256호로 개정된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에 의하면 고용촉진훈련의 효율적인 실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3) 즉 고용촉진훈련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훈련수당지원 확대, 공공직업훈련원에의
훈련위탁 확대 및 취업률 제고 방안 등을 규정․시행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3. 고용보험법과 고용촉진훈련의 관계
종래의 직업훈련법(1967년)을 통합한 직업훈련기본법(1981년)의 규정하에서 실시되어 오면서
국가에 의해 지원․실시되던 고용촉진훈련은 고용보험법의 도입․실시와 함께 그 양상을
변화시켜야 할 처지가 되었다. 즉 이제 고용촉진훈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에서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 제4항). 노동인력시장정책 중
산업구조조정정책이 급격히 요청되는 오늘날 이는 불가피한 인력양성 또는 인력재양성사업
재원확보의 수단으로 작용된다.
4)
그러나 고용보험법은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서 재직근로자의 훈련
과 실업자의
5)
재취직훈련
을 관장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실업자의 재취직훈련이 바로 종래
실업자를 위한 고용촉진훈련과 일부 겹치는 부분이 된다. 즉 훈련의 대상을 공히 실업자로 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바로 이 점이 어떻게든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 용이하지 않다. 즉 실업자는 이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서의 실업자일 수도 있고,
피보험자가 아닐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여기서 실제로는 피보험자로서 또한 수급자격자로서의
실업자가 재취직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재취직훈련을 받는 자로서 현재 보험료 비용지급한도의
문제로 피보험자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경우 훈련비와 각종 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고용보험제에서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취지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안 제32조 제3항).
그러나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실시는 고용정책기본법의 법적 토대를 바탕으로 명실공히
사회보장제도의 실현으로서 모든 실업자의 훈련, 이를테면 고용촉진훈련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어쨌든 고용보험의 수입금은 이제 ① 실업자의 재취직훈련과(고용보험법 제24조), ②
고용촉진훈련(고용정책기본법 제20조)의 재정적 지원을 분담하게 되는 것이다. 즉 과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직업훈련촉진기금 등의 재정적 지원으로 시행되던 고용촉진훈련이
이제는고용보험기금에 의해서도 지원받을 가능성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나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고용보험의 지원이 고용보험기금법상으로 명백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4. 법구조 및 규정상의 모순점과 시정 과제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에서는 직업능력개발의 대상을, 원칙적으로 피보험자로서의 ①
재직근로자와, ② 실업자로 하고 있으며, 재직근로자의 향상훈련, 재훈련 그리고 전직훈련 등을
지원하고(동법 제21조) 실업자의 재취직훈련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4조). 또한

고용보험은 훈련지원 대상을 '근로자'(동법 제19조), '기타 구직자'(동법 제20조) '구직자 및
이직예정자'(동법 제23조), '실업자'(동법 제24조) 등으로 표기함으로써 훈련대상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제26조는 고용촉진훈련의 수혜대상을 피보험자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재직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이나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촉진훈련이나 공히 피보험자를 수혜대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동법은 '보험의
피보험자'(제9조 및 제10조)와 보험혜택의 '수급자격자'(제34조)와도 구분하고 있다. 직업훈련의
대상을 피보험자 및 실직상태의 피보험자로 제한(제25조 및 제26조)하고 있으며, 실업급부 역시
기본급여(제31조)와 취직촉진수당, 즉 조기재취직수당(제50조), 직업능력개발수당(제51조) 및
광역구직활동비(제52조)를 피보험자 중에서 단지 수급자격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고용보험은 명실공히 수익자부담원칙의 사보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즉 이는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서 크게 두 가지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① 재직근로자들에 대한
제반 직업훈련수혜(고용보험법 제21조), ② 실업자의 재취직훈련(동법 제24조)이 그것이다.
6)
전자는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실업예방의 정책이며, 후자는 적극적인 실업처방의 정책이다.
실업처방으로서의 고용촉진훈련이란 고용보험제도의 '피보험자'7)로서 '수급대상자'8)로 인정되는
자로서 현재 실업 및 실직 상태에 있는 자들에 대한 재취직 고용촉진훈련방침을 말한다.
고용보험법 제24조에서도, 고용촉진훈련의 일차적인 수혜대상은 피보험자이면서 동시에
수급자격자로서 재취업을 원하는 현재 실업을 당한 재구직자들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68조에서 고용보험기금의 용도로서 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 ② 실업급여의 지급, ③ 보험료의 반환, ④ 일시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⑤ 기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수행에 부수되는 경비를 명시하고 있는바, 기금의 사용은 곧 피보험자로서
수급자격자에게 개발사업으로서 원칙적으로는 현직근로자의 각종 교육훈련과 실업자
재취직훈련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간단히 말해서, 현행법상으로 고용보험기금은
피보험자가 대상이 아닌 자의 고용촉진훈련에 지원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가 없다. 물론
고용정책기본법을 살펴보면 제20조 제1항에서 고용촉진훈련의 비용부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면서 슬그머니 고용보험기금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고용보험법의 기동과 함께 고용보험기금이 고용촉진훈련의 재원으로서 합법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상의 기금 용도와 고용촉진기본법상의 훈련비용 지원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현행 사보험적 성격을 띤 고용보험법이
사회보장보험법으로 인식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고 하겠다. 왜냐하면
사보험적인 성격을 지닌 보험기금이 법적 명분도 없이 고용촉진훈련의 지원비용으로 사용된다면,
이는 기금전용으로 법적 논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용정책은 이러한 문제의 소지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고용촉진훈련에의 지원을 시작하고 있다. 명실공히 노사 쌍방 그리고 정부와의 3자 합의
보험계약으로 도입․시행되면서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은 고용정책기본법과 태생을 같이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정책의 기조는 실업자의 재취직훈련을 추진하는 사보험(노-사 또는
노사-정부)의 성격마저 가지고 있는 고용보험법의 규정과, 고용촉진훈련 지원을 국책으로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의 공적 성격이 반드시 합치하기까지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를테면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고용촉진훈련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들, 즉 비록 현재는
피보험자가 아니더라도 미래의 보험대상자로서 학교 혜택을 받지 못한 생활보호대상자, 농어촌
주민, 여성취업희망자, 장애자, 주부 또는 앞으로 수요가 꾸준히 유지될 훈련위탁가능
비진학청소년들(1995∼2001년 연평균 12만 5,000명 정도)도 고용보험법상 고용촉진훈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명확하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의 소지 때문에 이미 독일의 경우도 1969년 고용촉진법(Arbeitsförderungsgesetz: AFG)
의 제정과 함께 시행청으로서 연방고용청(Bundesanstalt für Arbeit) 이 여러 주무관청에서
9)
담당하던 고용촉진훈련을 포함한 모든 직업훈련을 통합적으로 운영․관장하고 있다.
훈련지원의 경우도 별도의 기금법이 각기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갹출금과 연방정부 보조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단체, 종교단체, 의료보험, 연금보험 같은 사회보장보험 그리고 사회단체
및 정당의 기부금 등에서 보조․지원되는 연방고용청의 총수입금이
고용촉진법(Arbeitsförderungsgesetz)하에서 총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고용보험법상의

훈련지원과 고용정책기본법상 훈련비용 지원방안이 하나의 법적 테두리 아래로 통일되어야
오해가 없어질 것이다. 또한 독일은 연방고용청이 근거하는 고용촉진법 내에서 직업훈련 전반의
세부적 범주, 즉 양성훈련 지원, 전환훈련 지원, 재훈련 지원을 하고 있는데, 주로 사회적
결핍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촉진훈련에 관한 지원은 이 세 가지 지원 가운데 한 훈련분야로
자연스럽게 편입될 수 있는 것이다(Volker Detemple, 1994, Küln. 참조).
현대인은 현재건 미래건 아니면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모두 산업인․직업인이라는 공동운명을
지니고 태어났다. 특히 고용보험제도가 사회보장적 성격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평생동안 기회가
보장되는 평생학습훈련의 범주 속에서 고용촉진훈련 등의 각종 직업훈련의 혜택 역시 국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보장제도하에서는 고용촉진훈련 역시 마찬가지의
범주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고용보험금의 납부는 명실공히 가진 자가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상호부조의 원리에 입각하여 운영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고용보험법상의
시행 규정들은 다분히 상호계약의 사(私)보험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평생교육체제란 교육결핍에 대한 보충이 필요불가결하기 때문에 대두되는 현대사회의 중요한
발전 모형이 된다. 그러나 과거 산업화시대와 오늘날 정보화시대의 교육결핍이란 그 본질과
양상이 다르다. 즉 과거에 교육결핍이란 교육받지 못한 특정한 자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었지만,
자고 나면 직업세계의 판도가 변하고 따라서 산업구조조정이 수시로 불가피한 오늘날의
정보화산업사회에서 교육결핍이란 학력이나 기술수준에 관계없이 거의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한시적인 학교교육이나 자격증 취득이 중요하고 기초교육훈련으로서의
양성교육훈련이 중요했던 시대는 사라져가고 있다. 과거 어디서 어떻게 배웠건 너나할것없이
모두가 항상 보충적․보수적 직업훈련을 받아야만 하는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요청되는 직업훈련의 커리큘럼도 양성훈련의 개념보다는 향상훈련, 재훈련, 전직훈련 등을
중요시하는 것은 극히 당연하다. 즉 오늘날은 누구든지 기회만 다면 자신의 교육결핍을
메꾸기위해 늘 계속훈련을 받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평생교육시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언젠가는 고용촉진훈련이나 실업자 재취직훈련이나 내용적으로는 전혀 구분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닥칠지도 모른다.
정리해 보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기금이란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노사간의 쌍무보험계약 또는
노동자-사용자-정부간의 3자계약 관계로 형성된다. 이렇계 볼 때 현행 우리나라의 법적 근거는
시비의 소지를 안고 있다. 즉 고용보험제의 근거는 수익자의 실업에 대한 급부나 훈련비용 지원에
있다고 하는 이해당사자의 주장이 대두될 수도 있다. 그러나 언급한대로 고용보험제도란
원칙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서 시작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기술과 지식이 생성하는 속도와 정도가 다변화되는 정보화사회에서 고용촉진을 위한 훈련지원 및
훈련커리큘럼 작업이 기능습득적 차원에서 이원화, 삼원화로 구분되는 것은 국가경쟁력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계속훈련 욕구와 수요를
활성화할 수 있는 평생교육훈련의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이다. 즉 평생교육훈련의
혜택이 사회보장제도를 보장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의 고용촉진훈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뿐만 아니라 과거
직업훈련의무제도하에서 운영되었던 직업훈련촉진기금에서 지원되어 왔다. 따지고 보면 실지로
우리의 고용촉진훈련은 사회보장제도의 차원에서 운영되어 왔던 것이다. 즉 훈련을 기피하는
기업체가 낸 직업훈련의무비용이 재직근로자의 훈련뿐만 아니라 실업자 등의 고용촉진훈련에도
지원되어 온 셈이다. 훈련원기금이 내용적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지만, 형식적으로는-국가적 지원
이외에-직업훈련촉진기금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 전환되었다.
일선 산업현장에서는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이 또 하나 '명목없는 준조세'로 비난받기 이전에
우리는 고용보험제도를 명실공히 사회보장제도로서 성숙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인 발판을
마련해야 하며, 이의 구현을 위해서 교육훈련의 기회균등이 보장되는 평생교육 훈련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인력육성정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을 즈음한
고용촉진훈련의 내실화 방안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새롭게 구안될 수 있는 것이다. 즉
고용보험제도의 실시와 고용촉진훈련에 사회보장 재원으로서의 고용보험기금의 사용 용도가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평생교육 훈련체제의 당위성 차원에서 입법될 수 있어야 한다.
주석 1) 1911년 영국이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실시함.

주석 2) 본 연구에서 고용보험법과 고용정책기본법 사이의 간극에 대하여 거론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즉 고용정책기본법은 고용보험기금을 고용촉진훈련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법상에는 고용보험피보험자로서 실업을 맞은 자에게
재취직훈련만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만이 규정되어 있다.( 3. 고용보험법과 고용촉진훈련과의
관계 편에서 계속거론).
주석 3) 규정 제2조에 의하면, 고용촉진훈련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직업훈련기 본법려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테면 시설, 장비, 훈련교사의 자격, 교재
등 훈련실시와 관련된 기준들이 이에 속한다.
주석 4) 동법 제23조에 규정하고 있는 유급교육휴가제도의 실현과 함께 재직근로자의 교육훈련이
활성화될 수 있다.
주석 5)동법 제24조.
주석 6) 고용보험법 제1조 참조.
주석 7) 고용보험법 제8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안 제3조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는
적용제외 근로자들 을 명시하고 있다. 전자의 규정에의하면, ① 60세 이후 새로 고용된 자, ②
시간제 근로자, ③ 일용근로자, ④ 계절적 일시적 사업에 고용된 자, ⑤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⑥ 사립학교 교원, ⑦ 기타 대통령령에 의한 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여기에 후자의 규정에 따라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자, ② 외국기관 종사자, ③
선원법에 의한 선원, ④ 외국 근로자(체류자격자로서 희망자 제외) 등이 보험적용 제외자로
첨가된다.
주석 8) 고용보험법 제31조는 피보험자 중에서도 보험금 납부의 산정일수 기준을 토대로
수급자격자를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45조는 예외규정으로서 수급자격자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주석 9) 고용보험법 제31조는 피보험자 중에서도 보험금 납부의 산정일수 기준을 토대로
수급자격을 명시하고 있 으며, 동법 제45조는 예외규정으로서 수급자격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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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 節 우리나라 雇傭促進訓練의 需要 豫測

1986∼91년까지 훈련위탁생 중 생활곤궁자가 전체 위탁인원의 60%이상을 차지 하다가
1991년부터는 30% 정도로 감소된 반면, 1991년까지 0.001%를 차지하던 장애인의 훈련은
1992년부터 31%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물론 1991년말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설립․운영 등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촉진사업의 실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반면 1986∼91년까지 평균 약 30% 이상 유지되던 휴․폐업으로 인한 실업자의 비율은
1992년 11%로 떨어졌다가 다시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훈련위탁생의 연령별로는
29세까지가 평균 약 88%를 차지하고 학력별로는 중퇴, 중졸, 고졸을 모두 합친 수의 평균이 약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필연적으로 예상되는 급격한 산업구조조정과 함께
고용구조 역시 크게 달라질 것이다(표 3-1 참조).
따라서 직업훈련의 양상도 달라지게 될 것이지만, 주로 실업․실직자를 훈련위탁대상으로 하고
있는 고용촉진훈련의 양상 역시 종전과는 달라져야 할 것이다. 즉 무엇보다도 양석으로
줄어들면서 기계화, 자동화 및
<표 3-1> 고용구조 전망

전산화 등을 통하여 질적인 경영방식이 요청되는 농림어업 등 1차산업종사자들의 전직훈련이
급격히 요망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선업구조의 변화 추세로 농업인구의 감소 추이가 가장
주목되는데, 21세기 기획단이 1993년 예측한 2001년 도시화율은 86.2%로 집계되고 있다(표 3-2
참조). 또한 노동력이 고령화됨으로써 60세 이상의 농림업 취업자 비율이 1990년 23.7%에서
2001년 50%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농업인구가 감소하면서 농촌임금이 급등하게 될
것이다(정택수․오영훈․김봉환․윤석천, 1993. 2. 79쪽). 실제로 1968∼90년까지 사이에
노동력의 이탈로 인해 농촌임금 수준은 무려 50배 이상이나 급상승되었다.
이와 같이 농업인구가 감소하여 농촌임금이 상승하고 노령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현상은 선진국
같은 기술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의 생산기술 농업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알려주는 것이며
농업인력의 육성 문제도 이러한 기반하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조업 생산직부문에서도, 직업훈련이 산업구조조정의 여파로 직업분류와 이에 따르는
훈련종목이 다양화되듯이, 고용촉진훈련의 인정훈련종목도 시대적 추세에 부응하여 다양하게
구조개편․조정되어야 할 것이다(정택수․오영훈․김봉환․윤석천, 1993. 2. 90∼93쪽). 예를
들어 신발 생산업, 재래식 생산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방직업, 기타 각 산업의 단순조립
직종은 직업훈련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고용촉진훈련 역시 점점 그 비율이 증가하는 추

<표 3-2> 도시화와 농업인구 감소 추이

세에 있는데 이는 국가가 고거 생활보호자에게 지급하던 생활보조를 대신해서 시대적으로 더욱더
많이 요청되는 (재)취직훈련비를 위해 투자해야 하는 적극적 고용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긴박성을 반영한다(표 3-3 참조).

<표 3-3>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 실적

이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생활보조만으로 영원히 금치산자로 만들어 버리는 구시대의 안일한
사회복지정책을 불식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다시 말해 자립하고 자원할 수 있는 직업적 능력을
배양시켜 주는 일에 정부는 적극적이어야 한다.
또한 날로 증가하는 여성인력의 고용촉진훈련 및 재교육훈련에 대한 수요가 급격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 인구주택총조사의 자료에 의하면, 여성이 가장인 가정이 1980년 14.7%에서
1990년 15.7%로 1% 증가하였다(통계청,『1990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이는 주로 여성들의
사회참여 인식변화와 취업여건 등의 개선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경제활동참가
인구 중 여성비율은 1970년 36%에서 1994년 40%로 4%포인트 증가함으로써 남성보다 빠른
속도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통계청,『지난 30년간의 고용사정의 변화』
1994). 이러한 여성경제활동인구의 증가는 직업훈련 및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수요에도 증가를
예고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생산직 인력부족 현상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유능하고 저렴한
여성노동인력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정택수․오영훈․김봉환․윤석천, 1993. 2, 106쪽). 아울러 결혼이나 출산 같은 신상
변화로 인해 한동안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 있기도 하는 여성유휴인력을 산업체의

인력수급요청에 따라 재활용하고자 한다면 이들에 대한 재적응훈련이나 재취직훈련 등의 수요는
급증될 것이다.
이밖에도 신경영-신인사정책에 따라 시대적으로 강요되는 명예퇴직자 또는 권고퇴직제에 따르는
중고령자들에 대한 재고용촉진 교육훈련의 수치도 만만치 않은 훈련의 대상으로 부각될
것이며-노동부의 1995년 4월 통계에 의하면 전체실업자 중 명예퇴직 또는 조기권고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40대 실업자가 10.4%를 차지하고 있다-특히 유럽 및 미국 등의 주요국을 중심으로
전세계적으로 진정기미를 보이지 못하는 구조적 실업 및 마찰적 실업으로 인한 중단기
실업자들을 위한 전직훈련의 수요가 급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고용촉진훈련의
방향도 이러한 국내외적인 노동시장 변동의 상황을 감안하면서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일례로 55세 이상 남녀 고령자의 경우 취업비율이 높아져 가는
추세이므로 고용촉진훈련 실시로 인해 재취업의 유리한 조건을 점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표
3-4 참조)..
그러나 지금도 국민과 사회전반의 의식 속에 대학진학 선호사상이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속에서 고용촉진훈련대상의 대부분을 차지 비진학청소년들을 건전한
직업활동세계로 인도하는 진로교육의 문

<표 3-4> 5인 이상 사업체의 고령자 현황

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일 것이다.
따라서 비진학청소년에 대한 고용촉진훈련은 후기 산업화사회에서 우리나라 고용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개혁 및 의식개혁 그리고 사회개혁과의 연계 속에서 혁신적인
방안이 나오기 전에는 그 훈련대상자의 수요 예측도 고용촉진훈련정책에도 별 의미가 없을지
모른다. 물론 비진학청소년이 양성훈련 내지는 고용촉진훈련의 주대상으로 간주될 근거는 다음
표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표 3-5 참조).

<표 3-5> 직업훈련대상 인력자원

즉 의무교육의 확대실시로 인한 진학률의 증가, 실업계 고등학교의 대폭 증원1) 그리고
직어훈련원 대신 직업학교 및 기능대학을 설립․운영하고, 전문대학 및 개방대학(산업대학교),
통신대학 또는 신대학(예정)등의 대학 확장체제를 운영함으로써 특별히 비진학청소년의
양성훈련 문제가 학교 차원으로 흡수될 날이 멀지 않았다. 특히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의
직업학교와 기능대학 등은 일반적으로 인문계 고등학교 출신을 기술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더욱 학습수행능력이 뒤떨어질 수 있고 생활이 불안정한
저소득층이 고용촉진훈련의 주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해 볼 때 현행 훈련의 방법, 평가 그리고
직업지도의 문제는 더욱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촉진훈련의 방향도 일반 직업훈련과
마찬가지로 종래의 인문계 고등학교 출신자 위주의 기능인력 양성훈련으로부터 산업구조조정에
의한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향상훈련, 재훈련 및 전직훈련 같은 계속훈련의 형태로 전환되어야
할 운명을 맞고 있다. 전체인구와의 비율로 볼 때 해마다 늘어나는 15∼24세의 청소년층의 감소
현상은 현재 비진학청소년이 대부분인 당장의 고용촉진훈련정책에 적지 않는 변화를 예고하기
시작할 것이다(표 3-6 참조).
한편 고용보험제의 실시로 장기실업자에 대한 재취직훈련의 수요 예측은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업자들이 모두 전직훈련의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1995년 잠정 통계에 의하면 1995년 총실업자수는 47억명으로서 이 가운데 고용보험급부
수급자격자가 11만 명(총실업자의 23.1%)에 이를 것이며, 여기에 고용보험제도실시에 따르는
실업자 증가분 15만 9,000명을 합하면 1995년의 급부수혜 실업자는 26만 9,000명에 이르게
된다(정택수․오영훈․김봉환․윤석천,1993. 2. 105쪽). 그러나 이들 중 훈련을 통하지 않고 바로
재취업에 성공하는 경우가 아직은 상당한 비율이다. 예컨대 1989년의 경우 전직실업자의 72.2%는
1년 이내에, 90.5%는 1년 6개월 이내에 훈련 없이 재취업했었다
(정택수․오영훈․김봉환․윤석천, 1993. 2. 105쪽).

<표 3-6> 청소년층 인구

고용보험제도를 일찌감치 도입․시행하고 있는 선진국들 역시 실업자들에 대하여 우선 취업을
알선하는 직업안정사업을 추진하며, 산업구조조정으로 훈련이 반드시 요구되는 분야에서
재취직훈련을 실시해 나가고 있다. 여기서 그들이 취하는 중요한 사업은 산업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자들에게 (재)취업훈련이 꼭 필요한 직종을 선정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고용촉진훈련종목 선정작업이 훈련의 내실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 될 것이다.
주석 1) 1996년까지 교육부는 실업계와 인문계의 비율을 50:50으로 조정할 계획안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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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라운드의 발동과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의 붕괴 그리고 대신
세계무역시장의 자유경쟁체제를 촉구하는 WTO(세계무역기구) 체제의 출범에 따라 급격하게
개방화되는 국내외적인 경제동향과 이에 준하는 산업구조조정, 즉 노동시장의 인위적 개편이
필수적으로 되어가는 변화 추이하에서, 우리가 국제적인 고립성과 폐쇄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아울러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고 세계화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대가 요구하는 노동인력을
양성․육성해 내는 일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세계 경제구조가 국제분업화로 개편된 이래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제분업적
역할분담은 많이 달라졌다. 즉 중저질급의 생산라인체계나 단순기능 노동인력의 자격수준은 이제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이나 동남아 또는 중남미 제국들의 몫이다.
달리 말해 국제분업시장의 원리는 우리나라로 하여금 고부가가치의 상품생산국으로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몰고 가고 있다. 즉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인건비는 그간의 급격한 경제발전
추세와 더불어 다른 개발도상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졌다. 높은 인건비를 지불하면서 계속
단순노동력을 양산하고 고용해야 하며, 계속해서 단순기능만으로 가능한 저부가가치의 생산을
끌어 나가는 것은 이제 한계에 도달해 있다. 후기 산업화에서 정보화 첨단산업의 시작을 알리는
ME(Micro Electrics: 반도체) 산업과 VDT(Vidual Display Terminal: 화면작업기재) 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인한 국제화․전문화의 파장은 초초시대(超超時代)를 예고하고 있다. 이는 국제분업적인
산업역할에 부합하는 초전문직과 초단순기능직의 직업분할을 의미한다. 이제 초단순직을 위한
기능교육훈련이란 고작 1∼2시간이면 끝난다. 이들을 양성․활용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교육훈련의 개념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인력시장은 선진 외국에 비해서 비교적 실업률이 낮다(1995년 4월 기준:
유럽연합 11%, 일본 3.2%, 미국 7%, 한국 2.1%). 따라서 한편으로는 구인난도 심각하다. 1995년
3/4분기 구인은 4만 3,874명으로 전년 동기 5만 4,547명에 비해 19.6% 감소했으며, 구직도 2만
8,703명으로 전년 동기의 3만 8,629명에 비해 25.7% 감소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노동인력시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풍요속의 빈곤'이란 말이 잘 어울릴 정도로 쉽사리 헤아리기
힘든 기현상으로 일관되고 있다.
1986년을 기점으로 구인은 구직을 훨씬 초월하고 있지만 취업률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1986년 : 구인 80만 9,594명, 구직 79만 3,021, 취업 66만 9,825명; 1990년 : 구인 91만 8,340명,
구직 77만 7,433명, 취업 62만 8,235명). 따라서 노동기능인력의 충족률은 1986년 이후 연평균
60%선을 밑돌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면 할수록 산업구조조정에 따라서
산업체가 요구하는 전문인력 내지는 고급인력이 항상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니면 요구되는
기술수준과 직종의 변화로 인한 실업자의 고용촉진훈련이나 재취직훈련이 이루어져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특히 사무직, 단순노무직, 서비스 및 판매직의 취업률은 크게 증가를 보이고 있는
반면, 기능직, 기계조작 및 조립직 등 생산직은 큰 감소를 보이고 있다(노동부, 1995. 11쪽). 따라서
전체 실업률이 비교적 낮더라도 전년대비 실업률은 1992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늘고있는
추세이다(통계청,「전년대비 실업률」,『한국통계월보』 1991년 3.3%, 1992년 6.4%, 1993년
18.8%, 1994년 22.5%). 이를 직종별로 살펴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표 3-7 참조). 즉
구직보다 구인은 많으나 실제로 쓸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이다. 이는 훈련으로
해결될 문제일 수도 있다고 이해될 수 있다.

<표 3-7> 주요 분류직종별 구인, 구직, 취업, 구인배율, 취업률

한편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여 뚜렷한 대조점은 25세 이하 경제활동연구의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표 3-8 참조). 그 이유 중의 하나로 너나할것없이 3D 업종을 기피하는 현상을 들 수
있다.

<표 3-8> 주요국의 경제활동인구 중 25세 이하의 비율(1991년)

이러한 청소년 연령층의 실업양상은 이스라엘(34.7%), 캐나다(28.8%), 오스트리아(21.6%),
스위스(19.3%), 프랑스(24.4%), 덴마크(18.4%), 영국(30.5%), 그리스(29.8%), 스페인(37.4%)보다도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며, 이탈리아(48.4%), 칠레(43.4%), 베네수엘라(46.1%), 필리핀(47.5%) 같은
중하위권 국가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고용촉진훈련정책은 이들을 훈련 프로그램에 끌어들여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추세는 그리 용이하지 않다. 독일의 경우 가장 훈련실적이
좋다고 인정되는데, 1992년 전체 실업률 8.7% 중에서 실업자를 위한 고용촉진훈련의 비율은
3.7%를 차지해 5분의 2이상의 실업자를 훈련에 끌어들이고 있으며, 실업자훈련이
재직근로자훈련(0.5%)보다 훨씬 앞서고 있다(표 3-9 참조).
또한 우리나라의 직업별 취업구조는 일본, 미국, 대만 등지에 비해 각 산업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전문기술직 및 행정관리직의 비중은 매우 낮은 반면 농림어업직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1990년 전문기술직: 일본 11.1%, 미국 16.7%, 대만 7.8%, 한국 3.6%).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촉된 직업교육훈련이란 개념은 자동화기술 및 전산화작업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집약도가 낮은 산업으로 전환하는 산업구조조정의 여파에 따라 고급 전문직업인 육성
교육훈련에 해당하며, 고용촉진훈련 역시 이러한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 즉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실업자들에게 취직 및 재취직 훈련을 시키면서도 아직도 시대에 맞지 않는 단순기능공을
재배출하겠다는 사고는 지양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의 위상에 어울리지 않는
단순기능공의 양산은 예산낭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고부가가치의 고급
전문기술습득훈련은 종래처럼 보다 장기적이고 보다 훌륭한 실습기재에만 종속되는 것이 아니다.
즉 단기간의 고용촉진훈련을 마치고도 언제 어디서라도 기술수준의 변화에 따른 계속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 훈련체제를 가동시키는 가운데서 바로 고급두뇌인력이 육성되는 과정이
수행되는 것이다. 즉 오늘날의 정보화시대에 고급두뇌 전문가 육성이란 단 한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되어가는 것이다.

<표 3-9>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의 나열

구체적으로, 고용촉진훈련을 받고 취직이 되면 훈련이 평생 계속 연계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항상 계속훈련 그로그램이 직업안정사업 중 직업지도의 과제로서 중재되어야 한다. 일시적으로
자격증 취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속 자신의 훈련성과를 이어갈 수 있고 이를 계속 확장할 수
있다는 자율적인 교육훈련 참여가 바로 오늘날 요청되는 훈련의 자율성과 능동저긴 참여를
보장할 것이다.1)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훈련생의 높은 자격취득률만을 목표로 하다보니
편법 운영될 소지만을 가지고 있는 위탁훈련기관의 파행성 문제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고용훈련정책의 내실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용촉진훈련은 훈련생들에게 최신기술을 단기간에 습득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방안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구조조정과 노동구조조정이 빠르고 다양해질 것에 대비하여,
실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훈련실시를 통해서 빠르고 수월하게 (재)취직시켜 주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훈련실시기관에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취업률을 올리도록 각종 행정규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촉진훈련을 통해 훈련생들이 최신기술을 배우고 고급인력으로서
신직종에 우선 취업될 수 있다면 누가 훈련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고용촉진훈련은 가능한 한 유리한 조건에서 취업할 수 있는 최신기술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물론 신속한 취업도 중요하다. 따라서 고용촉진훈련은 단기간에 최신기술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체제로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럴 경우 훈련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청소년층의 잠재인력도 신직종 취직훈련 전선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즉 고부가가치로 치닫는 신기술을 터득하는 자부심으로 훈련에 임하는
자세가 좀더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투자에 대한 보상으로서 억지로라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갈수록 강화하고 복잡하게 만들어야 할 행정규제나 감독을 통하지 않고도 훈련생과
훈련실시기관이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면, 이는 개인의 직업능력개발에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고용정책사업에도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주석 1) 독일의 훈련평가방식인 바우카스텐시스템(Baukastensyste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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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실화 문제의 개요
고용촉진훈련은 고용의 기회를 창출한다. 그러나 첨단정보산업의 급속한 발달이 야기하는
현대산업사회의 변화 속도와 모습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제분업적 위상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용촉진훈련의 질적인 측면을 더욱 자극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촉진훈련의 내실화 과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각하에서 재조망되어야 할 것이다.
① 우리는 국제경제동향 및 노동시장동향의 전반적인 맥락 속에서 산업 구조조정에 따르는
고용시장과 훈련직종의 시대적 요청과 욕구점(Needs)을 과학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며,
② 고용주들의 기대치와 취업희망자, 즉 훈련생들의 욕구에 의해 결정되는 훈련의
수요-공급관계를 양적․질적으로 분석하여야 하며,
③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훈련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훈련생 선발이나 결정이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④ 훈련생의 상담을 위해서 또는 고용주에게 교육훈련의 기회를 알려고 판매하기 위해서
훈련시장조사(교육마케팅: Bildungsmarketing)를 하여야 하며,
⑤ 일률적인 자격증 평가가 아닌 학습목표(소단위) 평가체계를 다양화 해야하며,
⑥ 그 평가체계는 교육훈련의 성공적인 훈련과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과정-결과의
연관성 차원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⑦ 훈련비용과 예산은 법적인 테두리 조건들이 근거 있게 활용되어야 하며,
⑧ 고용훈련사업과 고용안정사업이 상호 공조체제로 편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훈련사업과 훈련지원 및 훈련관리사업 운영체제의 합리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즉 훈련장비,
훈련과정, 훈련평가, 재취직알선의 과정들의 하나의 통합적 시각, 즉 상호 관련성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고용촉진훈련의 내실화 방안이란 원칙적으로 훈련과정의 내실화를
기반을 하고 있지만, 훈련전후의 문맥과정이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용촉진훈련의 내실화는 크게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용훈련정책에서 내실화 과제를 만족시키기 위해 우선 다음에 거론하는 훈련의 하드웨어 차원과
소프트웨어 차원에서의 훈련실행의 전략으로 세워져야 한다. 그런 다음 이러한 양 차원 훈련실행
전략이 상호 공조체제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2. 내실화 과제의 체계구성
가. 훈련의 하드웨어 차원
정보화시대로 들어서면서 하이 테크놀러지(Hi-Technology)의 발전은 정보 테크놀러지(Information
Technology)의 발전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하이 테크놀러지의 발달추이를 진전시키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육성하는 일은 이제 정보 테크놀러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과제와 엇물려 가동될 때 그 실효성을 얻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고용촉진훈련 역시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또 현실적이고 생산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법상의 직업훈련에 관한
제도적 측면이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실제로 우리는 1967년 3월 직업안정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중이던 직업안정소를 노동청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다. 1968년
국립중앙직업안정소가 전국에 25개소 설치되었지만 1970년, 1972년을 거치면서 직업안정소는
노동청 지방사무소에 흡수되어 직업안정과로 개편되었다(김병숙․김봉환, 1994. 2. 50쪽). 1993년
12월 현재 전국직업안정기관은 총 1,579개소로서 국립직업안정기관은 52개소, 시․군․구
취업정보센터 278개소, 공공직업안내소 20개소 및 사설직업안내소 1,225개소가 있으며, 사업의
실적으로서는 취

<표 3-10> 1992년 취업알선 상태

업알선 실태가 대표적인데 그 자세한 내용은 <표 3-10>과 같다.
한편 노동부는 국립중앙직업안정소를 비롯한 전국 52개 국립중앙직업안정기관과의 광역
취업알선 전산망을 구축하였다(김병숙․김봉환, 1994. 2. 51쪽). 즉 1987년 5월에 가동한 취업알선
전산망은 국립직업안정기관들을 비롯해 시․군․구 86개소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14개소
등에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전국 어느 곳에서나 구직․구인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고
있다(김병숙․김봉환, 1994. 2. 51쪽).
고용보험제도가 도입․설치되면서 고용안정사업으로서 직업지도 및 직업소개사업도
명문화되었다. 즉 고용보험법 제20조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및 피보험자 기타 구직자
등에 대한 구인․구직정보 기타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및 그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배치, 노동시작 및 직업에 관한 연구와 고용보험 관련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
연구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고용정책기본법 제8조에서도 고용정부의 수집,
정리 또는 배포 등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구직자 및 구인자,
직업훈련기관, 교육기관 기타 고용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가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 전산망의 필연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93년 1월 1일부로 노동부 예규 제223호로 제정되어 4차에 걸쳐 개정되고 1995년 1월 13일
1)
마지막으로 개정된「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 에서 시․군구청장 등과 훈련실시기관의 장은
지방노동관서의 장과 협조하여 훈련수료와 동시에 훈련수료자 전원이 지방노동관서, 시․군․구
및 농촌지도서 취업정보센터에 구직등록하게 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훈련수료후
6개월까지 수시로 고용정보의 제공 및 취업알선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고용보험제의 도입과 함께 고용보험 전산망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각종 직업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직업안정사업이 선진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경우는-훈련알선도 규정하고 있는 법적 규정과는 달리-취업알선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에
있다(김병숙․김봉환, 1994. 2. 122쪽). 즉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 직업안정사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업이 직업훈련 및 고용촉진훈련 프로그램의 알선사업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COLMIS(Civilian Occuoational & Labor Market)나 CIDS(Career Information Delivery System) 사업
등이 훈련프로그램을 알선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는 연방고용청의
고용안정사업에서 취업알선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업무로서 훈련소나 훈련프로그램
알선․안내․지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직업안정사업도 훈련에 관한
상담사업과 구체적인 연계성을 맺으면서 시행될 수 있는 훈련․사업지원시스템을 정보화하는
것이 긴박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중앙관리 직업․고용정보 전산망은 고용촉진훈련과 훈련준비 및
관리체제에 직접 관련되는 정보알선․활용사업을 수행해 나감으로써 고용안정사업과
훈련사업의 연계성을 확보해 주어야 할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총체적인 직업정보 및
고용정보서비스 사업과의 관련 속에서 고용촉진훈련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고용보험사업이 지원하는 고용보험 전산망도 고용정보 전산망으로 발전되어
훈련알선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구안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연계체계의 운영 속에서
고용촉진훈련 역시 그 효과가 배가될 것이다.
김병숙과 김봉환의 연구(1994)에 의해, 선진 외국의 경우 고용보험과 관련된 직업․고용정보
전산망 개발이 장구한 세월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시사되었다(김병숙․김봉환, 1994.2.).
우리나라의 경우도 고용정보 전산망의 운영 및 정착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고용정보 전산망의 활용에 대한 연구는 계속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실업률이 높아지고 실업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일부 선진국에서는
고용정책의 방향을 틀고 있다. 이제 어느 나라이건 고용촉진정책으로서 취업알선이 먼저이고
훈련알선은 나중이다. 즉 가능한 한 취업을 시킬 수 있으면 시키고 나머지는 훈련이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몰고 가는 현상이 벌어진다. 점점 늘어나는 실업과 이에 따른 실업급여로 인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구미의 모든 국가들은 응급조치로서-일부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실업급여기간을 줄이고 급여액수를 깍아 내리는 정책을 감행하고 있다. 즉 가능한 빨리
(재)취직을 알선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다. 그러다 보니 직업안정사업은 직업알선에 우선이
되어, 훈련에 대한 정책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고 훈련알선 역시 마지막 과제가 되고 만다.
그러나 문제는 가능한 한 빨리 (재)취직 시킬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산업구조조정의 결과 불필요한 직업능력은 도태되고 새로운 직업능력이 요구된다. 이는 훈련을
통해서만 보완되고 습득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풍요
속의 인력난'은 바로 이러한 산업구조조정의 여파에 따른 신인력육성 훈련의 필연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훈련이 수료된 상태에서 직업․직장알선의 문제는 상기에서 거론된 고용정보 전산망의
서비스에 의해 지원되어야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고용촉진훈련을
수료한 자들의 취업은 실재로는 대개 알선교사나 친지, 선배, 동료가 맡고 있다. 이럴 경우 취업이
되더라도 곧 직장을 떠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도 이미 지적되었다. 따라서 훈련을 수료하고
나면 사전 비교나 사전 전망을 통하여 가능하면 일률적이고 공정한 노동조건하에서 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합리적으로 직업지도와 직업조정을 해주는 직업 및 고용안정정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정책의 지연이 방치될 경우 훈련과정이 아무리 내실있게
이루어지더라도 결과적으로 훈련의 결과와 의미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역으로 훈련을 마친 모든
구직자들에게 종합적이고 상세한 직업정보 및 고용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되고, 이를
기본적으로한 가운데 직업지도가 이루어지면서 훈련장소와 훈련프로그램도 알선되어야 한다.
본고에서 제안되고 있는 고용보험제 실시에 의한 고용정보 전산망의 운영은 고용촉진정책을
내실화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체제의 수립을 의미한다. 각종 직업정보수집, 직업교육 훈련알선,
재취직(직장)알선 중개의 직업상담 및 직업지도체제가 전산화를 통하여 활성화될 수 있다. 이는
고용정보서비스체제로 일원화된 중앙공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직업, 고용 및 훈련에
관한 모든 정보서비스를 관장할 중앙정부 소관의 공조체제는 국내외 노동시장동향이라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직업지도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고용촉진훈련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이다. 왜냐하면 정보의 수명은 점점 짧아지고 있으며, 따라서 적재적소에
필요하다고 유용한 정보의 전산화에는 중앙관리화가 필수 불가결하기 때문이다.
둘째, 훈련의 내실화는 훈련준비작업의 내실화를 전제한다. 따라서 훈련준비작업의 내실화를
위해 훈련의 상담․자문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본연구가 기획했던 1994년 10월
설문(부록)조사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의 훈련생들이 훈련상담을 받아 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을 원해도 도대체 상담소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훈련생들도 드물었다. 단지 한
가지 훈련소를 찾은 이유 중에서 훈련을 마치고 나면 취직이 용이할 것이라는 견해가 58%를
차지했을 뿐이었다.2) 반면에 훈련수료후 취업에 대하여 반신반의하는 경우도 95명 설문대상 중
10건 이상으로 나타나 실제 직업지도가 요청되는 상황임이 밝혀졌다. 정보화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보가 전혀 주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이다. 또한 훈련을 위해
적성검사를 받은 적은 없지만,3) 현재 선택한 훈련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다고 대답한 훈련생은
95명 중 88명을 기록하여 자신의 적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훈련생들은 자신의 적성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남들이 선호하니까, 또는 사회적 평도 좋고
돈도 잘 벌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 아니면 전망이 있다고 하니까 군중심리에 따라서 무조건
시작했다가 도중에 과정이 어렵거나 지루한 관계로 훈련대열에서 탈락하는 사태가 점점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1986년 12.5%, 1990년 16.1%, 1992년 21.9%). 한 예로 1992년도 16개
고용훈련직종 중 39.8%로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자동차정비 교육훈련과정 3,784명의 훈련위탁생
중 909명(24%)이 중도탈락하였는데, 이는 당해 평균 탈락률 21.8%를 상회하는 것이다. 더욱이 그
이유에 있어서도 생계곤란으로 인한 탈락률은 줄고, 반면 중도취업이 아닌 경우에도 퇴소로 인한
비율이 늘고 있으며(1992년 87%), 시기별로는 훈련 초반의 탈락률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1개월
만에 탈락 : 1986년 16.6%, 1992년 29.8%). 이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엄청난 손실이다.
결국 훈련 및 직업적성에 맞는 훈련생의 선발이 시급한 문제이며, 이들에 부여되는 교육방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훈련준비도 조사로서 각종 심리검사4)와
건강검사, 능력검사, 전직경험, 학력조사 같은 개인조사가 실시되어야 하며, 이러한
개인훈련준비도 검사를 토대로 직업지도 및 상담 그리고 교육훈련이 이루어질 때 훈련의
내실화는 보장될 수 있다.
이상의 훈련준비작업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훈련위탁생 개개인에게 보다 과학적인 정보와 자료에
입각한 진로지도를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그들 개개인에게 비과학적인 직업진로 형성과정을
수정해 주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직업적 성취에 보다 과학적인 결정을 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즉 직업지도란 우선적으로 훈련생들에게 자기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이해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더 나아가서 국가적으로 볼 때에는 산업구조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는 데도 기여하고자 함이다.
셋째, 훈련의 개인준비도 조사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과제가 있다. 즉 직업 및 직무에 대한
조사와 분석작업이다. 직무조사작업은 개인의 훈련준비도 조사에 기여한다. 신기술훈련을 위한
산업별․지역별 신직종 및 신직업에 관한 직업․직무조사도 원리는 마찬가지이다. 즉 이는 산업
구조조정과 고용조정에 따르는 직업동향의 분석과 직무 및 직업특성의 원리 및 응용변화를
파악함으로써 이루어지며, 본 작업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직무․직업수행의
기준척도(Mabname)를 규정해 준다. 직업능력의 기준척도는 훈련의 기준척도로 적용될 수 있다.
이를테면 훈련생의 등록부터 시작하여 훈련 수업시간 및 시간의 다양성, 훈련수업의 선택,
의무수업의 내용, 의무실습 및 선택실습의 구분, 훈련수료관계 및 평가기준․방법, 교육훈련후

직업활동관계 등에 관한 직업상담을 위시하여 직업훈련상담 프로그램이 직업지도자라는 커다란
테두리 속에서 상호간의 공조체제로 운영되는 기반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분업화 및
지역전문화로 특징지워지는 현대 산업사회의 생산산업구조에서 산업체가 처한 각각의 전문
분업세계에 대한 직업․직무조사 및 분석작업은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대차관계의
계산에서 필수적이다. 특히 이는 퇴직 중고령자, 장애인 그리고 여성들을 위한 신체적․정신적
특성에 합당한 적합직종의 발굴 및 개발작업과 상호 관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직업연구․개발분야가 되기도 한다.
개인의 훈련준비도 조사란 직업․직무분석에서 마련된 직업․직무기준 척도 및 훈련의
기준척도에 알맞는 직업훈련생을 선발하기 위한 선발프로그램을 바람직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위탁생의 심리검사와 개인조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훈련위탁생의 훈련준비도
조사로서의 심리검사와 개인조사는 직업․직무적 특이성과 개인적 고유성과의 상호 관련도를
파악하여 합리적인 직업지도 및 직업상담을 가능하게 해준다. 결국 이는 훈련생 개개인의
직업직성 및 능력 등의 내적 차별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인위적인 내적 차별화작업을 통하여
훈련위탁생 개개인에 꼭 알맞는 직업개발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것이다. 일례로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 제102조에 의하면, 시․군․구청장은 관내 훈련기관의
훈련직종, 훈련실시기간 등이 훈련등록자의 희망과 불일치할 경우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타
시․군․구의 훈련기관에 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개인화 및 차별화작업은
우선적으로 훈련의 내실화를 준비하기 위한 훈련생의 선발에 과학적인 발판을 마련해 줄 것이며,
훈련위탁생들의 행동 예측을 가능하게 하여 줌으로써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훈련과정 및
훈련기관과 장소의 알선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이다. 따라서 새로
제안되는 고용정보 전산망을 통하여 훈련에 관한 상담기능과 직업지도기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준비작업으로서 훈련상담과 자문에 필요한 자료․정보수집 및 분석작업으로서 직업․직무조사
및 분석작업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이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훈련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직업훈련기관의 알선과 훈련후 재취직 알선업무의 체계화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이는 물론 훈련위탁생의 직업적성, 직업능력 그리고 제반 직업 및
훈련준비도와 직업․직무특성의 일치도를 기반으로 훈련장소를 알선함을 전제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직업훈련기본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공공직업훈련원, 인정직업훈련원 그리고
사업내직업훈련원의 각종 훈련프로그램들이 중앙정보 네트워크 하에서 일목요연하게 알려지고
매개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훈련장소의 매개는 고용정보 전산망의 도움으로
처리될 수 있는 고유업무영역으로 편성되어야 하며 여기서 개인차를 고려하는 개별적 직업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직업지도의 과정에서 훈련희망 개인에게 적합한 교육훈련 장소 및
교육훈련과정이 중재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훈련과정중에는 훈련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훈련경과 및 성과들이 훈련준비과정에서
주어진 직업․직무조사분석 결과 및 개인에 대한 훈련준비도 조사를 통해 나타난 개인정보와
항상 피드백되어 검토되고 분석․평가될 수 있는 훈련과정의 분석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아니면 훈련의 평가방식을 바꾸거나 훈련과정중에 평가가 병행되는 방식이 채택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도 바람직하다.
여섯째, 훈련평가에 따르는 훈련수료후의 취업알선 역시 고용정보 전산망의 도움을 통한
직업․직장지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훈련평가의 결과가 훈련 전의 개인의
훈련준비도 조사의 평가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석해 내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즉 훈련평가와 개인준비도 조사가 고용정보 전산망의 업무영역 내에서 다시 한번
피드백되면서 직업․직장지도 및 알선이 이루어질 때 훈련의 시작, 과정 및 결과에 따르는
훈련생의 직업능력 및 직업성취도를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피드백 작업은 일차적으로
현재의 교육훈련과정의 내실화에 기여하며, 더 나아가 고용정보 전산망이 다음 훈련생들을 위한
지속적인 훈련 내실화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이다. 또한 이는
평생훈련체제 속으로 편입되는 훈련 수료생의 직업지도 및 관리에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훈련의 내실화 직업이란 훈련생들에 대한 단 한번의 적용이나 단 한번의 극적인
처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항구적인 평생교육훈련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일곱째, 훈련교사 양성의 문제 역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국제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가진 직업훈련교사의 양성정책이란 순간적이고 일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는 고용훈련정책의 내실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많은 연구가 지적하듯이
양질의 훈련교사의 확보 및 교사교육이 교육의 질을 좌우하지만, 오늘날은 이들에 대한
보수교육이 보다 중요하다. 특히 기술수준의 변화속도에 따라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평생교육체제에 따라 교사교육 역시 이러한 관점의 예외는 아니다. 끊임없이 발전하는 새로운
기술수준에 대한 교사의 보수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훈련생들의 훈련내실화 작업이 기대될 수
있다.
나. 훈련의 소프트웨어 차원
훈련의 내실화를 성취해 내기 위한 소프트웨어 작업은 훈련의 형식과 내용에 걸맞는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의 개발과 적용작업에 주력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 의사소통의 성인학습 원리와
문제해결식 훈련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훈련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즉 고용촉진훈련과
실업자 재취직훈련에서도 도입되어야 할 훈련방법은, 소집단 작업학습 그리고 프로젝트
학습조직을 통한 훈련방법이다. 즉 이는 작업현장에서 훈련생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상호학습(Synergogy)를 통해서 훈련생 각자가 서로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자기 학습동기부여적
자율학습방법을 의미한다. 훈련생 개개인은 이러한 수업에 참여함으로써 작업현장에서
교육훈련의 이론교육과 실기훈련이 합일되는 과정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일시적으로 취득되고 영원히 인정받는 자격증 평가제도보다는 훈련의 '과정'이 중시되고,
계속교육훈련과 평생교육훈련의 가능성을 측정하는 것이 중시되어야 하는 오늘날의 훈련의
현장에서는, 고용촉진훈련과 재취직훈련이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한 노동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한 현장교육 학습 또는 '살아있는 학습'(Lebensdiges Lernen)으로서
운영되어야 한다(Rolf Arnold, 1994. S. 155). 이는 과거 일방적인 국가통제의 자격취득이라는
교육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수요자-근로자 및 사업주가 직접 자신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스스로 알아서 자신의 학습동기를 개발하고 자율적으로 알 필요와 알 권리를 추구하는데 도움을
주는 학습권(學習權) 사상에 대한 신교육의 개념에서 출발한다. 최근에 구․미․일 등지의
선진국을 필두로 시작된 각종 학습조직운동과, 리엔지니어링, 리스트럭츄어링, 리벨류에이션
등의 새로운 산업인력개발운동 등은 모두 이러한 신교육의 사상적 기반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는
산업․직업교육 방법이다. 앞으로 이러한 알 권리 및 학습권에 입각한 새로운 산업현장의
교육방법은 자유시장경제, 자유경쟁의 원리에 입각하여 질적으로 수준 높은 직업적 교육훈련의
개혁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특히 이러한 산업․직업교육의 원리와 방법은 평생교육체제에서의
고용촉진훈련과 재취직훈련에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고용촉진훈련과 재취직훈련은
신직종․신기술 습들을 위주로 단기적으로 끝나야 하며, 대신 장기적으로 항상 계속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 훈련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고용촉진훈련이나
재취직훈련은 훈련생에게 새롭게 도래하는 직업세계의 탐색에 흥미와 관심을 제고하면서 앞으로
취직하고도 계속 훈련에 임할 수 있게 하는 진정한 직업진로교육으로서 자리매김 해야 할 것이다.
정리해 보면, 현대 정보화산업사회에서는 훈련이 단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훈련은 죽는
날까지 계속되는 평생교육훈련이 중요하다. 실업자이든 재직근로자이든에 관계 없이 훈련은 평생
계속된다. 이러한 평생훈련체제에서는 훈련에 임하는 자세가 활성화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과 직업에 대한 기능화로서의 일회적인 자격증 취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과
직업에 대한 계속적인 능력개발의 활성화가 중요한 것이다. 이는 특히 고용촉진훈련이나 실업자
재취직훈련에 적합하다. 따라서 고요촉진훈련이나 실업자 재취직훈련은 직업능력 및 훈련에
임하는 자세의 활성화에 진취적인 역할을 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훈련의 활성화 작업에
훈련생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진작시켜 주면서 자기주도적인 훈련을 수행해 나가는 참여식
훈련방법이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평생교육훈련으 기반으로서 실시될 고용촉진훈련과
재취직훈련에 소그룹 작업학습과 프로젝트 학습방법 같은 신교육훈련기법이 도입․시행될 때가
온 것이다.
주석 1) 이 규정은 고용정책기본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촉진훈련의 효율적 실시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동규정 제1조). 그리고 본 규정 제2조에 의하면, 고용촉진훈련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직업훈련기본법령의 규정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주석 2) 95명 설문대상자 중 훈련후 취직이 용이하다고 생각하는 대답이 55명을 차지했다.
주석 3) 설문대상 95명 중 10명은 무응답이었으며, 나머지 85명은 적성검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고
대답하여 학원 훈련생은 적성검사 없이 입교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은
응답자들은 아마 적성의 개념조차 모르고 있는 듯하다고 학원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주석 4) 일반적으로 심리검사는 직업적성검사를 의미하는데, 성격검사, 지능검사, 적응도검사,
흥미검사, 재능검사 등이 여기에 속한다.

第4章
失業者 再就職訓練과 雇傭保險制度와의 關係

第 1 節 訓練의 內實化 方案

1. 법적․제도적 근거와 문제점 분석
정부는 고용보험법의 제정과 함께 동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실업자
재취직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세부규정으로서 1995년 6월 30일 노동부 예규 제264호로 실업자
재취직훈련실시규정을 제정한 바 있다(1995년 7월 1일부 시행). 이 규정에 의하면 재취직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용보험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적용받는 사업주가
납입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및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 등
실시의무 사업주가 동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자 재취직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납입하는 보험료에 의해 조성된 기금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재취직 훈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실업자 재취직훈련실시규정
제7조), 훈련직종은 취업 또는 전직이 용이하거나 성장이 유망한 직종으로서 당해 지역의
인력수급 상황, 훈련대상자의 희망직종, 훈련기관 현황 등을 감안하여 재취직훈련직종을
선정하되, 이 경우 훈련대상자의 기존 보유기능과 유사한 직종 및 제조업 등의 생산관련직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동규정 제6조). 훈련수당에 관하여는 동규정
제16조에서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보험시행령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훈련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고용촉진훈련의 경우와는 달리
보험기금에서의 훈련지원을 명백히 하고 있다.
또한 훈련대상자 선정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한 직업훈련 명령자와 산업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실직한 자 그리고 장애자와 실업기간이 3월 이상인 자, 같은 조건일 경우 고령자를 우선 선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종래 고용촉진훈련의 경우에서 보면 우선대상자인 고령자나 장애자의 경우
'자격증 취득'이나 '재취직' 측면에서 청소년들에 비해 불리하기 때문에 훈련기관들은 오히려
이들을 기피하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관련성의 인식을 통하여 법적․제도적인 모순부터
해결해 주어야 할 것이다. 물론 정부는 고용보험의 취지를 잘 살려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법을
규정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모순적인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이러한 규정조항은
평가기준에 따른 단속이나 확인 같은 행정규제만으로 풀릴 문제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 구현의 취지를 가진 고용보험법은 고령자를 위한 재취직훈련에 획일적인
평가규정의 적용을 재고하여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국가는 그동안 직업훈련의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자격검정 합격률에 의존함으로써 직업훈련기준에 의한 교과검정을 충실히 운영하지 않은
채 자격취득 위주로만 교과과정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은 상당한 문제거리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심명훈․윤석천․이승홍, 1989. 12. 98쪽).
종래 우리나라의 고용촉진훈련의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획일적인 평가기준으로 훈련원
활동을 감독․규제하는 것은 훈련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 특히 중고령자나 장애자, 아니면
장기실업 고령주부 대상의 고용촉진훈련이나 재취직훈련에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파행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다분하다. 물론 고령자라고 해서 자격을 취득한다거나 취업을 해내지 못하라는
법은 없다. 그러나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은 사실일 것이다. 즉 훈련기관들은 어쩔
수 없이 이들을 우선적으로 수용해야 하지만 그들이 소기의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조기취업을 하지 못 할 경우 결과적으로 훈련기관은 부실 훈련기관으로 낙인 찍히게 된다. 이럴
경우 훈련기관은 사기가 크게 저하될 것이며 가중되는 운영상의 애로점으로 인해
훈련기관으로서의 활동이 둔화될 것이다.
예를 들어 A라는 기술계 학원이 B라는 기술계 학원보다 고령자를 더 많이 받아 훈련시키게
된다면 이들의 경쟁관계는 명약관하화다. 또한 지역적 상황 변화나 산업구조조정에 따라서
급박한 훈련계획이 야기될 것을 미리 예측해야 하는 입장에서 특정한 직종의 노동구조조정
계획에 관계없이 무작정 우선훈련대상을 정한다는 것도 모순이다. 직무분석이나 직업조사에

입각하여 고령자나 장애자가 해낼 수 있는 직업적 및 행동적 특성에 맞추어 우선훈련대상자의
수용 문제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고령자 등에게 법적으로 우선훈련대상이라는
혜택을 주는 방법을 택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유리한 직종을 선정하는 작업을 주도 면밀하게
수행해나가야 할 것이며, 설령 훈련은 같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격증 취득과 비교적 상관관계가
적은 고령자들만의 특성에 준하는 훈련준칙에 관한 별도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실업자 재취직훈련실시규정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 수료증1)이 고령자의 재취직훈련에 대한
중요 평가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정상인의 고용촉진에 대한 규정과 달리
장애인고용촉진법이 별도로 재정․운영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유럽 선진국의 경우 실업기간 동안 고용촉진훈련 수요를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실업발생부터 1년 이내에 훈련에 참가하는 비율과 사회부조를 수급하면서 살다가 2년
이상의 실업기간을 보낸 뒤 훈련에 참가하는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일례로 영국의 경우 실업
6개월 이내에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자가 전체실업자의 27.7%, 6∼12개월간의 실업이 29.2%를
차지하고 있으며, 2년 이상의 실업기간을 보내고 훈련에 참가하는 비율이 31.7%를 차지하고
있다(표 4-1 참조).

<표 4-1> 고용훈련 : 연령(남녀 합) 및 실업기간

이러한 선진국의 경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국가는 그만큼
실업급여비용이 충당되기 때문에 문제가 비교적 적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처럼
아직 실업급여를 위한 고용보험기금 확보도 여의치 않을 경우 실업기간이 긴 실업자들부터 적극
유치하여 그들을 빨리 산업전선에 내보내는 훈련계획을 세우는 것은 타당하다. 따라서 우리는
상기에서 거론한 것처럼 3개월 이상 실업자를 우선훈련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업급여의 기간을 줄이기 위해 빨리 훈련에 투입하여 인력재활용을 해보자는 의도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훈련의 내실화 문제이다. 즉 장기 실업자를 훈련시키는 것이
단기 실업자를 훈련시키는 것보다 결과가 좋다는 보고서는 나오고 있지 않다. 따라서 훈련은
실업급여 관계에서 벗어나 실시되는 것도 바람직하다. 즉 산업구조조정이나 노동구조조정이란
계획적이고 장기적일 수도 있지만 갑작스럽고 우발적일 수도 있다. 따라서 훈련의 적격자를
선발해 내서 훈련효과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단기적인 예산낭비를 막아 보기에 급급하여
주먹구구식 훈련계획이 세워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직업․직종의 적격자를 선발하여 훈련을
시켜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산업현장에 투입하여 재활용한다면 이 역시 보다 생산적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점차 이러한 정책방향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실업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실업급여기간의 조정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훈련이란 어차피
인간이 받는 것이고, 그가 3개월을 실직했건 6개월을 실직했건 노동의사, 자질 그리고 능력 등은
실직기간과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종성 외(1994)의 연구결과를 보면 훈련에 대한
개인적인 가치평가와 취직훈련을 기피하는 의도와 취지도 천태만상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종성․신명훈․윤석천․김봉환, 1994. 2. 179∼193쪽).
한편 실업자 재취직훈련실시규정 제9조에서는 훈련대상자 선발 제외의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고와 행정의 이중적 낭비와 훈련생에 대한 철저한 감독 그리고 내실있는 훈련계획에 관한
행정규제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즉 실업계 학교에서 훈련희망 직종과 동일한
교육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구직등록일을 기준으로 이 규정에 의한 훈련 등 국가가
위탁하는 직업훈련을 수료한 후 또는 훈련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탈락한 후 각각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구직등록일을 기준으로 공공․인정․사업내훈련기관에서 훈련희망 직종과
동일직종의 직업훈련을 받고 있거나, 훈련수료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선발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종래 고용촉진훈련의 진행중에 나타난 일들인데, 훈련중 중도탈락한 후
2년이 경과되었는지 또는 이미 훈련희망 직종과 동일직종의 직업훈련을 받고 있거나 훈련수료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인지를 파악하는 시간이 너무 걸려서 훈련생이 한참 훈련을 받던 중
발각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럴 경우 단지 동․구청의 위임에 따라서 훈련생을 수탁하는
훈련원 측에서는 별 도리 없이 훈련비용을 회수당하고 소정의 제제까지 받게 되기 때문에 그저
법적으로 또 재산상으로 손해를 감수할 뿐이다. 그렇다고 훈련기관이 자체적으로 훈련 전에
별도로 훈련위탁생의 인적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따라서 법적인 규정을 하기 전에
시급한 것은 바로 훈련생 개개인의 전적(前績)을 합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산화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훈련위탁생의 훈련상황과 경력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중앙에서 일괄
처리될 수 있는 소위 인력자원 전산 데이터베이스의 설립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실업자 재취직훈련실시규정 제20조에서는 취업알선과 취업정보의 제공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생의 훈련수료후 6개월까지는 수시로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을 알선하는 등 계속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훈련생의 취업이 촉진될 수 있는
취업알선활동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종래의 고용촉진훈련에서 보면 그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재취업 희망자들에게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고용정보 전산망이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작업부터 시작하여 직업훈련기관 알선, 직업지도 및 훈련수료후
직업알선업무를 대행하여 줄 공공직업정보 서비스센터가 중앙정부의 관장하에
설립․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밖에 동규정 제18조는 훈련실시기관의 지도․점검을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 실업자 재취직훈련 위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러한 규제조항을 면제해
주고 있다. 물론 이러한 규제완화조항은 훈련의 자율성 보장의 차원에서 실용화되어야 하며,
오늘날의 무한 경쟁시대를 맞아 세계적인 추세인 '훈련의 민간이양'상황에 오히려 역작용하는
방향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 훈련계획의 수립
훈련계획의 수립은 관내의 실업자수를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즉 이는 노동력수급
상황을 유추할 수 있게 하며 훈련기관은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재취직훈련계획이
수립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불시의 산업구조조정으로 인해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지방노동관서장의 요청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이미 시달된 재취직훈련계획이 변경되어 실시될 수
있다(재취직훈련실시규정 제5조 제3항).
결국 재취직훈련을 계획하는 데에 있어서도 긴박하게 벌어질 산업구조 조정과 노동구조조정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훈련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미래에
도래할 산업구조의 개편, 산업구조조정 그리고 이에 따른 고용구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실업구조와 산업별 취업구조를 분석할 필요가 생긴다. 이는 실업자 재취직훈련을 실시할 때
훈련대상 연인원(훈련자의 성별, 연령별, 이직전 직종, 산업경력, 학력별)과 훈련직종 및 기타
훈련기간 등의 범위를 계획하는데에 기초적 토대자료로서 기여할 것이다.
가. 우리나라의 실업구조와 실업자 재취업훈련 예측

1993년 12월 통계청에서 집계한 실업자수2)는 48만 4,000명으로서 연령 계층별로 보면,
15∼24세가 19만 1,000명(39.4%), 25∼34세가 16만 5,000명(34.0%), 35∼54세가 11만
2,000명(23.0%), 55세 이상이 1만 7,000명(3.5%)으로 청소년계층인 15∼24세의 구성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4-2 참조). 실업자의 평균연령은 30.0세로 취업자 평균연령 39.8세보다 낮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가 11만 2,000명(23.0%), 고졸이 25만 7,000명(53.1%), 전문대졸이 4만
1,000명(8.4%), 대졸 이상이 7만 4,000명(15.4%)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연령계층별로 학력별
실업자 구성비를 보면, 전반적으로 나아가 젊을수록 고학력 실업자가 많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평균연령은 중졸 이하가 36.8세, 고졸이 27.7세, 전문대졸이 26.9세 그리고 대졸 이상이
29.5세였다. 그리고 연령계층별 학력별 실업률을 보면, 대졸 이상 청소년(15∼24세)의 실업률이
11.9%로 가장 높게 나타남으로써 고학력자 실업자 재취직훈련이 우선과제로서 부각되었다.
따라서 청소년 연령에서는 고학력수준에 맞는 훈련직종이 주종을 이뤄야 할 것이며, 훈련방법
역시 이러한 특성에 따라서 계획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대상이 중졸인 경우 주로 30대 중반
실업자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방법은, 이를테면 이들의 특성에 알맞는
성인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표 4-2> 연령계층별 학력별 실업자 및 구성비

한편 1993년 현재 실업자 48만 4,000명 중 전직 산업별로 보면, 신규 실업자는 21만 5,000명으로
전체의 4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직 실업자는 27만 명으로서 전체의 55.7%를 나타내고
있다(표 4-3 참조).

<표 4-3> 전직 직업별 실업기간별 실업자 및 구성비

따라서 실업자 재취직훈련과 고용촉진훈련의 비율도 이러한 비율로 조정되어야 행정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실제로 훈련의 효율성과 생산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실업자의 전적은
농림어업이 6,000명(1.2%), 광공업이 10만 5,000명(21.7%)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가 15만
9,000명(32.8%)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제조업(21.7%)과 도소매․음식․숙박업13.9%)
그리고 건설업(7.6%) 순으로 나타나 이러한 분야에 실업자 재취직훈련의 비중이 주어져야 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실업기간별로 보면 6개월 미만이 28만 8,000명으로서 전체의 59.4%를
차지했고, 6∼12개월 미만이 10만 6,000명으로 22.0%, 1∼2년 미만이 5만 3,000명으로 10.9%를,
2년 이상이 3만 8,000명으로 7,8%를 나타냄으로써, 6개월을 재취업 기준으로 삼아 훈련기간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
전직 직업별 실업기간별 실업자를 분석하는 작업 역시 실업자 재취직훈련을 계획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표 4-3>에서 처럼 신규 및 전직별 실업기간의 구성비를 보면 6개월 미만이 신규는
47.1%, 전직은 69.2%를 보였고, 2년 이상은 신규는 10.6%, 전직은 5.6%를 보여 전직 실업자가 신규
실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실업기간을 나타내므로, 실업자재취직훈련보다는 고용촉진훈련에
비중이 조금 더 가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다. 전직 직업별로는 6개월 미만
실업기간을 가진 실업자의 구성비는 생산․운수․노무직(72.6%), 사무직(71.5%), 판매
서비스직(66.1%), 전문행정직(61.6%), 농림수산직(56.8%)의 순서를 보여 당분간은 이들에
대하여서는 취업을 우선하면서 나머지를 재취직훈련에 투입시켜야 바람직하다는 예측을 해볼 수
있다.
나. 산업별 취업구조와 훈련직종 선정
산업별 취업구조를 세계적으로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도 선진국들에 비해 3차
산업보다 1차 산업과 2차 산업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표 4-4 참조).
이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노동구조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것이다. 즉 선진국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이제 종전처럼 세계경제의 흐름에
마냥 수동적으로만 쫓아갈 수 없으며, 고부가가치 생산을 위한 적극적이고도 합리적인
산업구조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경제동향 비교조사 분석작업은 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예측될 수 있는 노동구조의 문제는 실업자 재취직훈련에도 합리적인
좌표를 제시할 것이다.

<표 4-4> 세계비교 산업별 취업구조(1993)

실제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하여 산업구조의 변화란 자연적인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에 맡겨 놓을 수 있지만, 세계 경제를 주도해 나가는 OECD 선진국의 경우에는
산업구조조정으로 국가 산업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유지한다. 따라서 OECD 가입을

기화로 선진대열로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우리의 산업구조조정정책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보화산업사회는 이러한 양상을 더욱 촉진시킬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 중 독일의 경우 2차
산업 종사자가 우리나라보다 무려 5% 이상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산업구조조정도
자국의 산업경제의 특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종사 인구와 제조업을 제외한 광공업 취업자의 비율이 점점 격감하고 있으며, 건설업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의 취업자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표 4-5 참조).

<표 4-5> 산업별 취업자 현황

이러한 노동인력의 이동상황은 우선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산업구조조정에 많은 것을 암시해 준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인력의 이동에 대한 분석은
산업인력자원 관리의 차원에서 중요하며, 재훈련의 차원에서도 의미있게 분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입직률과 이직률을 비교해 보는 것도 재취직훈련의 인적자원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이다. 신산업분류가 시작된 이래 1993년과 1994년, 1995년(일부) 통계를 보면 광업, 제조업,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이 전상업 평균 입직․이직률을 웃돌고 있으며, 전기․가스․수도업,
금융․보험업, 교육․건강 및 개인서비스산업 등은 비교적 경미한 비율로 노동이동률이 나타나고
있다(표 4-6 참조). 따라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숙박 및 음식업 등 노동이동률이 높은 산업이
재취직훈련 종목으로서 우선 배정될 수 있다.
산업별 전직희망자 역시 재취직훈련의 잠재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전직희망'이 7.8%,
'그만두고 싶음'이 3.3%, '추가취업희망'이 1.8%를 나타내 취업자의 12.9%가 현재 종사하는 산업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이들의 노동이동이 잠재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표 4-7 참조).

<표 4-6> 산업별 노동이동률(신산업분류)

산업별로는 건설업 취업자가 20.0%를 차지해 가장 불만이 높았는데, 특히 전직희망이 15.1%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에게 언젠가는 전직훈련이나 실업시 재취직훈련이 요청될 수 있다고 하겠다.
연령계층별 전직희망 이유별 취업자의 구성비를 보면, '일의 장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비율이
33.5%로 가장 높고, '수입이 적음'이 26.8%, '적성이 안 맞거나 개인사정'이 20.0%, '나쁜 작업환경
등 회사사정'이 18.0%를 차지해서, 개인의 직업적성 부조화와 직업비교 판단이 50% 이상으로
나타남으로써 이직자의 반수 이상은 재취직훈련방침에 즉각 수용될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표 4-8 참조).
결과적으로 1년전 취업자의 산업별 전․이직을 보면, 1991년 9월 취업자 1,737 만1,000천 명 중
1,548만 6,000명(89.1%)이 1992년 9월에 동일한 직장을 가졌고, 123만 9,000명(7.1%)이 전직을,
64만 6,000천명(3.7%)이 이직을 하였다. 이를 산업별로 보면, 광공업(16.5%), 건설업(15.3%),
도소매․음식․숙박업(12.0%), 금융 및 운수업 등 기타(9.7%), 공공 및 서비스업(9.4%),
농림어업(3.5%)의 순서로 전․이직률이 높았다(표 4-9 참조). 따라서 실업자 재취직훈련의
대상인원, 범위선정은 이러한 자료들을 참고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4-7> 산업별 전직희망 또는 추가취업희망 여부별 취업자 및 구성비

<표 4-8> 연령계층별 전직희망 이유별 취업자 및 구성비

<표 4-9> 1년간 산업별 전․이직 취업자

주석1) 훈련실시기관은 소정의 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취업으로 인해 전 훈련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훈련생에 대해서도 전
훈련과정의 100분의 80을 이수한 경우에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주석2)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비교통계를 분석․활용하기
위해서『고용구조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사용하는 관계로 실업자 통계 역시 1993년 자료를
사용한다. 이 자료는 3년에 한 번씩 출간되는 관계로 연구시점에서 가장 최신 자료임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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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훈련인원
독일의 경우 실업자의 훈련참가자와 수료 그리고 현재 훈련중인 자들을 연도별로 보면 <표 4-10>
및 <표 4-11>과 같다.
통독 후 1991년부터 독일연방은 구동독지역의 신독일에서 실업자가 폭주하는 바람에 이
지역에서의 훈련중인자는 구독일지역의 두 배를 상회하고 있으며, 훈련수료생도 50% 정도
상회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 4-10> 구서독지역의 연도별 실업자 재취직훈련 입교자, 훈련중인 자, 수료자의 수

<표 4-11> 구동독지역의 연도별 실업자 재취직훈련 입교자, 훈련중인 자, 수료자의 수

또한 1995년 2월 현재 양지역의 총실업자 383만 명 중에서 약 170만명이 재교육을 포함한
1)
고용촉진훈련에 참여하고 있거나 훈련을 수료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보다 20만 명 정도가
줄어든 수치로 이는 재고용촉진훈련희망 실업자가 다소 줄어들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
이유로는 전반적으로 실업률이 줄어들고 있다고 평가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단기
시간제고용을 위한 단순직업 알선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지적되기도 한다.

2. 훈련생의 성별 , 연령별 , 이직전 직종 , 산업경력 , 학력별 , 훈련직종 , 훈련기간 , 훈련방법
독일의 경우 실업자를 위한 고요촉진훈련이 별도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직업적
계속교육훈련(Berufliche Weiterbildung)에 포함시켜서 현직 근로자의 향상훈련, 전환훈련, 재훈련
등과 병행하여 시행된다. 그러나 실업률이 높은 관계로(1995년 5월 현재 전체 8.8%, 구동독지역
14.7%) 실업자의 계속훈련 참가율이 1990∼93년 동안 구서독지역에서 매년 평균적으로 61.8%를
차지하고 있다(표 4-12 참조). 전체 실업률이 10%이내인데도 불구하고 실업자의 훈련참가지율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독일의 직업적 계속교육훈련이 실업자의 재취직훈련을 위한 고용촉진훈련에
2분의 1이상이 할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가운데 여성실업자의 훈련참여율이 보다
높은 것(4년 평균 69%)은 특히 유의할 사항이다.

<표 4-12> 구서독지역 직업적 계속교육훈련의 입교자 중 실업자의 비율과 성별 추이

물론 이러한 독일의 직업계속훈련 가운데에서 실업자의 참여비율을 우리나라의 실업자
(재)취직을 위한 고용촉진훈련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그들보다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현직근로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우리의나라의 경우에는 독일의 직업재교육과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업자 재취직훈련의 비교 작업은 지금으로서는 큰 의미가 없을
듯하기도 하지만, 우리 역시 앞으로 고실업의 시대가 도래할 경우를 가상하고 대비한다면 이러한
통계치는 좋은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독일에서는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1982∼92년까지는 훈련신청자의 약0.5%가 훈련받을

자리를 얻지 못하고 거절되었고, 1993년에는 약 1% 정도가 거절당했다(구서독지역 36만 3,446명
신청에 3만 6,559명 탈락, 구동독지역 30만 1,328명 신청에 2만 5,347명 탈락). 따라서 이들이
훈련에 참가할 수 있는 것도 1개월 미만에서 길게는 2년 이상 기다려야 하기도 한다. 1993년
통계를 보면 실직후 1개월(18.5%), 1∼3개월(26.1%), 3∼6개월(21.0%), 그리고 6개월∼1년(17.2%)
동안 기다리는 훈련위탁생이 대부분이다. 구서독지역과 구동독지역에서 실업자의 연령별, 성별
재취직훈련 참가자 수는 <표 4-13>과 같다.

<표 4-1> 독일의 연령별 재취직훈련 참가 실업인구(1993년)

특히 구서독지역에서보다 구동독지역에서 여성의 참여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43.2∼57.3%). 학력별로 보면 실업자 재취직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위탁생은
구서독지역에서는 직업예비학교인 하우프트슐레(Hauptschule) 졸업자가 전체 훈련생의 55.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동독지역에서는 실과학교(레알슐레: Realschule)나 김나지움(Gymnasium)
같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중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자가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 되며, 전문대학 출신자의 재취업훈련 참가율은
약0.5%로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표 4-14 참조).

<표 4-14> 학력별 성별 재취직훈련 참가자(1993년)

실업자의 이직전 직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우가 가장 많고, 훈련을 마치고 앞으로 선택할
직업으로 제조업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기술전문업, 서비스업 그리고 기타 자영업 등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표 4-15> 참조>). 특히 여성인력 중 훈련후 미래 직업으로서 제조업을
선택하겠다는 비율이 절반으로 떨어지고 서비스업이나 기타 자영업을 하겠다는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남자의 경우도 제조업의 경우 동종 재취업의 희망비율은 여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58.5→51.9%). 한편 농업, 어업, 임업 등의 1차 산업을
떠나겠다는 수치는 남녀 공히 높은 수치로 나타난다(4.1→2.5%). 결국 실업자를 위한
고용촉진훈련은 그들의 욕구대로라면 기술전문업, 서비스업 그리고 자영

<표 4-15> 이직전 산업경력과 산업별 재취업훈련 지망 비율(독일 전역 평균)

업을 위한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지만, 제조업의 수요가 여전히 더 필요한 시점에서
고용촉진훈련에 강제적인 인센티브나 적성검사에 따르는 훈련생 선발 프로그램이 더욱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되어서 잠재 노동력을 계발하여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인력개발사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오늘날 미국, 일본, 독일 등 다른 유럽 산업선진국의 경우 국가의 산업구조조정 정책의
개입으로 새로운 시대가 요청하는 제조업 분야, 즉 첨단 반도체 제조산업의 육성을 비롯한 제조업
분야에서 직업적 재훈련을 통하여 개인의 자영업 경영을 부추기고 있다. 즉 미래 21세기에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를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제조업의 분야에서 새로운 기업경영 및 생산관리 형태가
요청된다. 따라서 이러한 전략적 경영 및 훈련정책은 대량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 기업이나
공장을 상대로 하는 산업인력 양성체제를 시대적으로 보충하고, 나아가서는 미래 요청적
산업생산형태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새로운 제조업의 자영업을 희망하는 실업자
또는 전업희망자에게 물적․인적 자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국가 노동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의 도래는 양성․향상․재훈련의 체제를 개인의 자영업
촉진정책으로까지 발전시키게 된 셈이다.
그러나 재취직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위탁생의 경우 자영업이건 비자영업이건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을 선호하고 있다. 즉 제조업의 경우 1994년 독일의 통계에 의하면, 무려 10% 이상
동종업계, 즉 제조업 계통에서 더 이상이 일하지 않겠다는 추세이며, 대신 서비스업 종사를 위한
재취직훈련을 선호하는 추세가 눈에 띄게 돋보이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1994년 이직전
직업이 제조업이었던 실업자가 20.8%를 차지하고 있지만, 훈련후 동업종 재희망 수치는 9.3%로
급강하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훈련생들의 3D 업종
기피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술전문직의 경우 여성들은 미세한 차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남자들의 경우는 6.0%에서 9.2%로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4-15 참조). 이러한 통계분석을 토대로 독일 남성들의 경우 여성들보다 더 많이
전문인력으로서 일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추세는 경제발전 및 경기상황 변화에 따른 훈련인원 및 훈련후 취업선호 직종 등의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표 4-16> 재취직훈련의 훈련기간별 참여율

독일에서 훈련위탁생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훈련기간은 남녀 공히 7∼12개월과 19∼24개월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훈련선호대상인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위한 훈련생의 비율과 일치하지
않는다(표 4-16 참조).
즉 이러한 훈련기간의 설정은 국가의 노동시장정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훈련생의 자의적인
선택을 감안한 인위적인 참여기간이라고 볼 수 없다. 통계치에서 추정하여 보더라도 독일은 이미
제조업과 서비스업종의 훈련기간이 종전에 고용촉진법상 2∼3년으로 고정되어 있던 훈련기간의
법규정 시스템에서 적극적으로 탈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즉 훈련기간의 다양화가
눈에 띄며, 특히 훈련기간의 단기화가 주목된다. 통독전까지 6개월 이전에 끝나는
공공직업훈련기간을 찾아 볼 수 없었던 독일이, 통독후 빠르고 긴박하게 변화하는 고용시장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단기훈련정책으로 전환하면서 3개월 이전 훈련기간도 구서독지역에서는
14.3%, 구동독지역에서는 15%를 기록하고 있으며, 4∼6개월 훈련기간도 거의 20%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훈련기간의 규정과 조정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직무조사 분석을 기초로 하고
있는바, 이는 날로 변화하는 생산시스템의 전이 추이에 그 중요한 산정치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오늘날 3년 이상이 요구되는 훈련은 더 이상 의미를 잃고 있다. 그 중요한 이유로는, ①
과학기술이 3년 터울로 급변하는 시대에 하나의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 3년이라는 기간을
투자해야 하는 것은 극히 모순이며, ② 장기간이 요청되는 특수한 훈련영역은 계속교육훈련 또는
순환교육훈련의 형태를 적극 활용하는 평생학습체제에 편성되어, 훈련지망생에게 항상교육이나
재교육 기회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효율적 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훈련방법에의 참여는 통독 이후인 1994년의 경우를 보면 동서독지역 공히 전일제 수업의 형태가
주요 훈련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통독전보다는 늘어나는 추세로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높은 실업률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독일의 직업양성훈련이란 직업예비학교인 하우프트슐레를
졸업한 학생이 진학하는 각종 직업학교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직업학교 진학이란 우리식으로 생각한다면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다. 다시 말해 독일
학생들은 하우프트슐레를 마치고 진학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취업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이해한다면 보다 쉬운 실질적인 이해방법이다. 하우프트슐레 졸업 후 취업을 하고나서 독일
학생들은 연이어 3년간 의무적으로 직업학교에 다니도록 법적으로 제정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의무직업학교제도이며 이로써 산학협동 직업훈련 양성교육인 이중체제(Duales System)가
가동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하우프트슐레 졸업 후 우선적으로 졸업생들에게 취업을
알선하여야 한다. 그 결과 취업이 된 학생들은 직업학교 수업에 종일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제 수업이나 통신수업에 참여하는 것이고, 취업이 안 된 학생 또는 자발적으로 취업을 하지
않은 학생(훈련생)들은 전일제 직업학교 수업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전일제 수업을 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일제 수업방식에 상당수의 훈련생이 몰려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실업률이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고도 볼 수 있다(표 4-17 참조).

<표 4-17> 훈련방법에의 참여율

특히 구동독지역의 전일제 수업방식이 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이 지역이
구서독지역보다 높은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눈에 띄는 것은
구동독지역보다는 구서독지역에서 통신수업의 형태가 보다 활성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3. 훈련전 , 훈련중 , 훈련후의 이들에 대한 관리체제 및 평가
독일연방의 노동청(Arbeitsamt)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Ausbildungsförderungsgesetz)의 테두리
내에서 훈련위탁생으로 하여금 직업적 향상교육(berufiche Fortbildung), 재교육(Umschulung) 또는
입직(Einarbeit)을 위한 국가의 교육훈련방침(Bildungsmaβnahmen)에 참여하도록 촉진한다.2)
여기서 촉진이란 직업적 교육훈련 방침이 특정한 자격기준을 충족시켜 주는 것을 전제할 때
가능하다. 재정적 지원 및 보조는 개인적인 측면과 노동시장정책적인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면서
제정된다. 이는 크게, ① 생계유지비와, ② 직업적 교육방침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필연적
경비, 즉 수강료, 교재비, 교통비, 작업복 등과 훈련상 필수적인 외박시 드는 경비 및 부양경비,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비, 어린이 양육비 등을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떠맡는 것을 말한다.
훈련을 위해서 전일제 수업, 부분시간제 수업, 직업적으로 수반되는 수업, 또는 장거리통신수업
등에의 참여가 촉진된다.3)
전일제 수업을 받음으로써 직업적 교육훈련방침에 참여하는 훈련생은 보조 또는 대부의 명목으로
생활보장을 위한 생계비를 수급받게 된다. 즉 훈련이 훈련생에게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의
생계비는 국가보조금으로서 보장된다. 이를테면 실업자 또는 실업의 위협에 처한 자들이 다시
직업적으로 재편성되고 현직 근로자가 직업적인 자격을 새로이 습득해야 하는 경우 훈련은
필수적이며 이러한 경우에 국가보조가 보장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금으로서
생계비가 지원된다. 모든 경우 본인의 신청(Antrag)으로 가능한데, 신청서는 노동청에 서류상으로
4)
제출되어야 하며 신청시기는 훈련참여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가능하다.
그 밖에 고용촉진법(Arbeitförderungsgesetz)에 규정이 없는 교육훈련생의 혜택부분은
연방교육훈련촉진법(Bundesausbildungsfördeungsgesetz:BAföG)에 따른다.
직업적 적응훈련의 필요성으로 계속적인 기술화와 작업과정의 합리화는 직장과 직업을
변화시킨다. 즉 현대의 직업인에게는 결정력, 창조력, 팀 능력, 함께 사고하고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요청된다. 일반적으로 보조인력보다는 자격있는 전문인들이 과거보다 더 많이 요구된다.
직업적인 미완성을 만회하거나 직업적 기존 지식과 숙련성을 새로운 상태로 옮겨 놓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이 요청된다. 자기 직업 내부에서의 자격 및 전문적 가능성의 향상이 중요하며, 다른
비슷한 직업 또는 다른 응용 직업분야로의 이직 가능성의 의미에서도 직업훈련은 중요하다.
이러한 것은 직업적 완성의 목적을 가진 부수적인 교육훈련방침에의 참여, 즉 교육훈련을 통하여
또는 직장업무에의 투입을 통하여 가능해진다. 또한 전문적 자격화 차원에서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는 목적을 가진 부수적인 교육훈련이나 계속교육은 직업적 상승의 가능성을 제공하게
5)
된다.
한편 전문직업상담인들은 ① 노동시장의 상황, ② 직업의 발달 추세, ③ 대안적 고용촉진을 위한
유사직종 소개, ④ 직업훈련과 촉진의 필연성과 가능성, ⑤ 일차적 직업훈련후의 직업적 가능성,
취업분야, 직업적 상승 가능성, 자격취득 가능성, 계속교육훈련의 가능성 그리고 전문시험 가능성
들에 대하여 훈련생들에게 상담 및 자문하게 된다. 따라서 상담인들은 노동시장 전반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 특히 그들은 여러 상이한 직업교육훈련의 시스템 및 특수한 계속교육훈련에 대한
6)
국가방침(학습과정들)과 이의 변동상황에 관하여 정통해야 한다.
직장중개의 업무 영역에서 이들이 오늘날 눈에 띄게 고려하는 사항은 거주지와 직장의 위치와의
상관관계이다. 물론 이러한 사적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사소한 업무분야가 되지만,
훈련생 본인의 결정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인은 상담자에게 세심하고
자상하며 신뢰성 있게 자문에 응한다. 또한 구서독지역에서 1976∼89년 동안 고용촉진훈련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의 취업동향의 차이는 고용촉진훈련의 효율성을 나타내 주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 통계자료는 산업별 및 직종별로 조사되어 있는데, 13년 동안 단순 서비스업을
제외하고 다른 어느 산업별․직종별 분야에서 훈련을 받지 않고 고용증가가 이루어진 곳은
없다(표 4-18 참조).
이는 고용훈련실시 대신 실업자에게 단순하게 직업을 알선해 주는 것으로 고용촉진사업을
주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많은 시사점을 주는 자료가 될 것이다.

4. 1인당 훈련비용 및 훈련비용 조달방법
우선 국제적인 비교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직업훈련원별 1인당
훈련비용을 소개하면 <표 4-19>와 같은데, 훈련비 산출은 인건비, 실습비 그리고 운영비를 합한
비용이다.
독일의 경우 1인당 1년간 훈련비용은 우리나라의 경우보다 4∼5배로서 1991년 평균적으로 2만
9,600마르크(1,628만원)가 지출되었고 이 중 훈련생에 직접 지급되는 훈련부대비용은 총비용의
49%로서 1만 4,504마르크(797만 7,200원)에 달하고 있으며, 훈련교사 및 훈련생 관리비용

<표 4-18> 구서독지역 훈련생 및 미훈련생의 산업별․직종별 고용증감 현황(1976∼89년)

<표 4-19> 공단 산하 직업훈련원 훈련생 1인당 연간 훈련비 추이

은 전체의 39%로서 1만 1,544마르크(634만 9,200원)에 달한다(표 4-20 참조).

<표 4-20> 독일의 1인당 1년간 훈련경비(1991년)

이러한 훈련경비의 차이는 국가간 직업훈련 및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시각의 차이와 국가
경제규모 등에 따르는 훈련예산 편성과 실행상의 차이에서 연유하지만, 국가간의 공적
부조사업의 지출비율의 차이에서도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표 4-21 참조).

<표 4-21> 공적 부조사업의 지출규모 국제 비교

한편 독일의 경우 고용촉진훈련을 위한 훈련비용의 조달은 일반적으로 주정부별로 산재하는
주정부 노동청, 고용보험을 관장하는 연방고용청 그리고 각종 직업훈련연맹으로부터 이루어진다.

연방에 산재하면서 고용촉진훈련을 비롯한 직업훈련 전반을 관장하는 주 노동청의 지분참가
비율을 보면 <표 4-22>와 같다. 이는 각 주의 재정자립도와도 무관하지 않다. 물론 중앙정부에
의한 정책적이고 행정적인 조정이나 지원이 주요한 노동인력양성 개발정책에 준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업급부를 통한 고용정책의 재정적 분담은 대체로 각 주의 재정적인 능력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여기서 실업급부의 보조비는 고용촉진훈련비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적으로 독일연방 각 주의 실업자 고용정책비용의 연도별 추세를 알아보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역시 지방자치적으로 실업대책을 주도해 나아가야 함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표 4-22> 독일 주별 노동청의 실업급부용 보조비 지분 현황(1984∼88)

한편 연방고용청의 훈련 총경비는 1989년 66억 마르크(약 3조 6,300억원)로서, 1970년에 비하여
7.4배 상승했다.7) 이는 독일 직업훈련 총경비인 142억 마르크의 절반 가량이 되며, 고용보험
총수입의 13.4%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닌 실업자들을 위한 고용촉진
훈련 비용은 1989년 약5분의 2(26억 마르크)를 기록했다.8) 또한 연방고용청의 1989년도 장애자
재사회화 및 고용촉진훈련을 위한 지출경비는 29억 4,000만 마르크였다(『독일 연방은행
월간보고』, 1989. 1.; 『연방고용정보』, 1990.11.). 따라서 고용보험제도에 의한 훈련촉진제도가
거론 될 수 있는데, 독일연방의 고용보험제도는 고용촉진훈련에 관하여 직접 관여한다기보다는
훈련촉진의 지원만을 분담하도록 되어 있다. 즉 실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훈련의 총시행청은
연방고용청과 산하 각 주의 노동청이며, 이러한 시행근거는 연방고용촉진법에 준한다. 물론
고용보험제의 수입금은 연방고용청이 관장하고 있다.

5. 고용촉진훈련과 실업자 재취직훈련의 연계성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촉진훈련의 학급편성에 있어서 일반수강생과 훈련생의 혼합반 편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용촉진훈련시행규칙 제20조). 상기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독일연방의 경우에는 고용촉진훈련을 별도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직업적 계속훈련(berufiche
Weiterbildung)으로 편성, 일괄적으로 실시한다. 즉 현직 근로자와 실업자간의 구별 없이
향상훈련(Forbildung)과 재훈련(Umschulung)으로 구분하여 직업적 재취직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는 하나의 통합된 훈련시스템하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통해서 실업예방과 실업대책을
동시에 성취해 보자는 적극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훈련시스템은 훈련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산업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업상태를 앞두고 있는 현직 근로자의
장래를 물리적․경제적으로 보장해 주는 훈련과정과 훈련프로그램은 전직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훈련생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덜어 주게 되기 때문에 훈련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으며,
기존의 실업자는 이들과 동일 선상에서 같은 훈련에 참여하기 때문에 훈련과정에서의 열등감을
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훈련에의 참여에 보다 적극성을 띠게 된다. 또한 이러한
통합훈련시스템의 장점은 사회적으로 요청되는 양적인 훈련수요를 조정할 수 있고 항상 정상적인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재취직 훈련위탁생의 숫자가 적거나 홍보부족으로 인해
훈련실시를 변경하는 사태가 줄어들 것이다. 그 밖에 훈련의 질적인 효과 차원에서 볼 때
통합훈련시스템은 직업능력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실시되는 직업훈련의 일부로서 적용될 수
있는데, 훈련생의 모집, 훈련과정, 훈련후 취업알선 등의 과정이 일반 직업훈련 및 훈련수료후의
직장알선 등의 처리과정과 같이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훈련의 내실화를 위해서 이러한 독일연방의 훈련통합체제로부터
시사점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직업훈련법, 고용촉진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부 관련
법적인 시행면에서도 아직 일원화를 이루지 못한 우리의 처지에서 훈련의 내실화 및 효율성의
차원에서 직업훈련 통합정책이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6. 최근 독일의 실업자 재취직훈련으로서의 고용촉진훈련의 경향
오늘날 독일에서 재취직훈련으로서의 고용촉진훈련은 훈련생의 직업적
인격발달(Personalentwickung), 즉 자립적인 직업행동능력의 인격 (Brater․Bauer, 1990., S.
54)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① 교육훈련을 통하여 전문 자격(Fachqualifikation)을 취득하고, ②
교육훈련을 통하여 잠재적 성취능력을 개발해 내는 것을 말한다(Werner Schweisfurth, 1994.,
S.299). 이를 위해서 시행되어야 하는 고용촉진훈련은 ① 훈련생의 직업적 성숙(Berufsreife)을
위한 훈련, ② 훈련생의 목표에 입각한 상승촉진 훈련, ③ 훈련생의 상황변화 적응훈련으로
시행될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오늘날 독일의 훈련과제는 전문적 직업자격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오늘날 모든 것이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에 내맡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직업자격수준 역시 고정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항상 변동할 수 있으며, 또한 오늘의
직업자격수준이 내일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요청되는 교육훈련은
훈련생들에게 잠재적으로 숨어 있는 무한한 작업능력의 가능성을 동기화시켜 주는 역할에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현실적인 작업자격능력을 배양해
주는 것이 긴급한 목표지만 궁극적으로 훈련생에게 자격향상 및 자기향상의 가능성을 개발해
주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미래 직업인에게 향상될 수 있는 가능한 자격의 무한성과
개인적인 자기개발을 통한 자기만족이 실현되어야 한다. 이를 우리는
자격순환 (Qulifikationszirkel)9)이라고 부르고, 이로써 무한경쟁의 원리를 기초로 하고 있는
10)
직업세계에서 개인의 직업적 상승자격 (Aufstiegsqualifikation) 이 취득될 수 있는 것이다.
종래 우리는 단순한 전문기술 자격교육훈련을 직업교육훈련으로 이해해 왔다. 즉 새로운
테그놀러지, 전공관련적인 특별지식 그리고 세계공통 외국어의 구사능력 등이 그것에 해당되기도
하였다. 물론 이러한 교육훈련의 내용들은 근본적으로 직업교육의 자질과 자격에 관한 교육훈련
목표와 형식적으로 관계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전문기술 자격교육훈련은 내용면에서
기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상황변화로서 새로운 테크놀러지의 발달,
전공관련지식 그리고 외국어의 구사능력은 컴퓨터 사용 이라는 기초능력 위에서 다시 새롭게
재구조화(Re-Strukturing)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즉 컴퓨터산업 이외에도 전 직종이
컴퓨터 관련 영역으로 성장되면서 컴퓨터를 모르면 전문자격 취득조차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초래되었다. 일례로 과거 컴퓨터와 상당히 무관하던 기계설비분야에서도 역시 소위 컴맹 의
상황 속에서는 설계 제작부터 시작할 수가 없다. 일단 자격취득을 위해서 당면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질적인 직업교육훈련의 의미는 전문․전공영역 관련의 지식 전수의 의미를 넘어서고
있다(Dagmar Ruppert, 1994., S.329 참조). 지식전수 이전에 요청되는 것은 문제해결에 대한
안목이다. 왜냐하면 현대는 문제가 문제를 낳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도저히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즉 당면한 시급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또는 문제해결을 필두로
최종적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최종자격(Schlüsselqualofikation)을 얻어내기
위한 질적 직업교육훈련이 요청되는 시대가 되었다. 이를 우리는
최종자격화(Schlüsselqualifizierung) 교육훈련 이라고 한다(Rolf Arnold, 1994., S.143).
최종자격이란 한마디로 교육훈련을 통해 얻어지는 반성적 자격을 말한다(위의 책, S. 166).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자격순환 (Qualifikationszirkel)의 개념이 도입된다(Ute Schmidt-Bra e, 1994. S.
359∼386 참조). 즉 직업자격이란 단번에 끝나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순환적으로
보충되고 계발되어야 하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교육훈련을 통한 자격순환과정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해결식 교육훈련의 과정들이 진행된다(위의 책 S.374).

1) 문제선택하기
과연우리는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이렇게 인식된 문제들을 글로 또는 도식으로 정리한다. 그 다음
인식된 문제들을 내용별․강도별로 상부-하부구조로 재구성한다. 이때 중요한 기준은 어떠한
문제가 얼마나 업무방해를 하고 있는가를 파악해 내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어떻게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윤곽을 얻어내게 된다.
2) 직접적인 영향권에 대한 한계 긋기
구체적으로 어떠한 원인들 때문에 우리가 작업훈련 중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이
간접적인 영향 또는 무영향권들과 구별되어 기록된다.
3) 중심적 원인 찾기
주요한 영향권 중 구체적으로 어떠한 원인들이 과제해결에 가장 중요한 문제거리로서 작용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시작으로 각종 문제의 원인들을 기록하고 세부적으로 쪼개어 분류하고
나열한다. 이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원인들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묘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를 위해 원인들을 정리하고 원인집단별로 재구성한다. 여기서 어떠한
원인이 가장 핵심적인 원인인가를 분석해 낼 수 있으며 순번을 정할 수 있다.
4) 기준척도 정하기
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처치기준이 가능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생각한다. 처치기준들을
나름대로 기록한다. 그런 다음 이러한 기준척도들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고,
이를 기록하고 정리해 본다. 이러한 처치기준 중 어떤 기준척도가 과연 실현 가능성이 가장
큰가가 분석된다.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본다. 이로써 문제해결을 통한
과제수행에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고 권장할만한 기준척도가 정해진다.
5) 자격순환의 목표설정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어떠한 척도가 적당한가, 기준은 무엇이며 척도수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한다. 현재 우리의 위치는? 이라고 물으면서 현존 위상을 확인한다. 우리가 언제까지
얼마나 많이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잠정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6) 자격순환 목표준수 확인
최초 목표달성의 날짜를 확인하고 이 기한 내에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 정확히 기록되고
보고된다. 피드백 작업과 함께 이러한 작업이 되풀이된다.
이러한 자격순환의 과정이 훈련생에게 이수될 때 직업적 능력의 상승이 기대된다. 이는 곧
최종자격화를 위한 반성적 직업훈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결국 우리는 최종자격화를 위한 훈련의
내용과 방법을 알지 못하고는 더 이상 직업교육훈련의 내실화에 대하여 거론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직업적 최종자격이란 전문기술자격 이상을 의미하며 단순생산과 단순작업의 의미와 가치를
초월하기 때문이다.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연구에서 볼 때, 최종자격에 대한 개념은 1974년 디터
메르텐스(Dieter Mertens)의 『노동시장 및 고용체계연구』에서 처음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으며(Herbert Beck, 1993. 6,; Heft, S. 14), 이는 유럽을 위시한 산업선진국의 노동인력양성

시장정책에 쉽게 파급되었다. 오늘날 그들이 추구하는 직업교육훈련의 내용도 이러한 기조속에서
내실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교육훈련을 통한 최종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모든 근로자들의
사고와 행위가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했다. 새로운 산업세계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사업주의
신경영체제 준비와 근로자 개개인의 의식과 준비가 합치를 보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다. 또한 당시
기업이나 공장 등의 산업현장에서는 작업단위는 팀을 토대로 하는 소집단(Kleingruppe)으로
구성되어야 했으며, 전체적인 과제가 집단에 할당되는 프로젝트(Projekt) 작업이 도입되어야 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과거 테일러(Taylor)식의 인간경영에서 비롯하고 있는 권위 및 봉급조건을
바탕으로 하는 인간경영의 계급적 관리(Hierarchie)와 통제체제가 방법적으로 보완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척결되어야 했다. 이러한 연유로 새로운 교육훈련에 대한 의식전환으로서 팀 작업에의
준비, 작업의 분석적 사고방식, 작업의 자립성 및 책임성 그리고 창작성 발휘 등이 요청되었던
것이다.
종래 모방이나 암기지식 또는 단순연습과정으로 기술인력양성 및 작업훈련교육을 땜질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으며,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스스로, 독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작업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매사에 진취적이고 책임감이 투철한 우수한 고급인력들을 양성해 내는
것만이 신작업교육훈련의 과제이다. 따라서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소집단의 단계적 문제해결 훈련과정, 즉 최종자격화 교육훈련은
자격무제한차원 (nicht begrenzbare Qualifiaktionsdimension)11)의 시대를 주도하게 될 것이다.
오늘의 독일에서 고용촉진훈련 역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영위되고 있다.
최종자격의 기준으로서는, ①물적 전문지식과 숙련성, ②형식적 또는 방법적 직업능력,
③개인적이고 사회적인 행동방식 등을 들 수 있다. 즉 최종자격의 기준은 잠재적 직업행동능력의
총체적 표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기술에 대한 작업능력, 방법적 작업처리의 능력 그리고
사회적 능력의 조합능력으로서 나타난다. 이는 크게 개인적 직업능력과 사회능력으로
구분되는데, 개인의 직업적 재능에 근거하여 직업세계에서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설계해 보며
이러한 계획을 계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개인적 직업능력이라고 하며, 사회적
능력이란 다른 사람들과 또는 다른 직업영역들과의 사회적 관련성과 이해관계를 이해하는 능력과
준비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직업능력의 조합으로써 근로자
개개인에게는 합리적인 동시에 책임의식 속에서 자신의 직업과 작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이 개발되고 육성되는 것이다.
또한 물적인 전문지식과 숙련성을 배양하기 위한 훈련의 내용들은 질적 관련적이지만, 오늘날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기본 숙련성들은, ① 작업환경 이해능력, ② 국제적 시장분석능력, ③
그리고 정보수집․분석 테크닉 등이다. 이러한 능력들과 숙련성들은 물론 각각의 전문능력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면문제 해결을 위한 문제의식을 결정해 준다. 간단히
말해서 최종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에 부딪치는 각종 문제의 해결과 과업의 성취가
상기 전문능력 및 숙련성과 결부되어야 한다. 즉 자립적이고 목표지향적으로, 사실에 입각하고
적합한 방법으로, 또한 전문영역에 맞추어서 제반문제와 과제에 대처해 나가는 능력과 준비성이
교육훈련을 통해 취득되어야 하며, 이러한 결과 또한 평가되어야 한다.
정리해 보면, 최종자격 획득이란 시대적 변화 추세에 기인하여 노동시장으로부터 직접 요청되는
무한한 자격발달 (Qualifikationsen-twicklung)을 의미하는 동시에 다양하면서 첨단적으로
치닫는 문제해결의 능력 (Beufuhigung zur Problemlosung)을 의미한다(Herbert Beck, 1993. S.16
참조). 이러한 최종자격 취득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은 순수․객관적 사실인식능력 및 전공능력
이외에 사회능력과 자아발달로의 교육이 동시적으로 강화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순수
전공관련적인 기술, 작업지도력, 적극적 인간관계의 행동, 의사소통의 능력, 문제해결의 테크닉이
서로 조화로운 맥락 속에서 교육되는 것을 말한다(Dagmar Ruppert, 1994. S.329 참조).
이는 단순한 작업내용이나 직업전공적인 해결을 목표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개개인이 그때그때의
현실적인 상황에서 사실적이면서 동시에 방법적으로 요구되는 제반노동의 조건들 속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전제조건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훈련을 통한
최종자격화는 직업세계에서 직업적 개인도야를 바탕으로 하는 전체적이고 합리적인
행위논리(Handlungslogik)를 가리쳐주는 것에 지향된다고 볼 수 있다(Rolf Arnold, 1994. S.166).
최종자격화 교육훈련의 구체화 방법은 자립적 문제해결, 개방학습, 자유학습 그리고
자기발견학습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소집단 작업학습과 프로젝트 학습방법이 대표적이다(위의

책, S.168).
오늘날 직업교육훈련의 교사 역시 자신의 직업적 지식 내용만을 단순하게 중재할 수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들은, ① 학습과정 및 세미나 설정능력, ② 성인교육의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지식, ③ 학습목표 설정능력, ④ 여러 다양한 학습테크닉 실습능력, ⑤ 다양한 정보수집능력,
정보분석능력, 창조적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Kommunikation)의 형식 등과 같은 사실지향적인
방법에 대한 지식, ⑥ 상호행위 분석, 테마중심의 상호교섭, 학습공학적인 멀티미디어 이용
역할놀이, 멀티미디어을 배제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직접적인 역할놀이, 오디오 이용
역할놀이(Rollenspiel), 피드백 규칙, 자기모습 분석, 타인모습 분석능력, 지도력 모델 설정능력
그리고 다양한 세미나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연습능력과 같은 제반 인과관계(Beziehung)의 방법
활용능력, ⑦ 훈련생과의 교제능력, ⑧ 집단동학(Gruppendunamik)적인 효과들과 방법들을
인식하고 수업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등이 있어야 한다(Werner Schweisfurth, 1994. S.312).
간단히 말해서 직업훈련 교사는 문제해결사(Problemloser)로서 군림할 수 있어야 하며 교사로서의
자격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의 테크닉(Problemlosungstechnik)과 문제 조정의
테크닉(Moderationstechnik)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테크닉을 우리는 총체적 기획
기술(Meta-Plan-Technik)이라고 한다(위의 책, S. 312). 이는 전공능력을 바탕으로 연마되는
체계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말한다. 오늘날 독일에서 구직자들의 취업촉진을 위한
재취직훈련으로서의 고용촉진훈련의 영역 역시 이러한 신직업의 원리라는 커다란 범주에서
운영된다고 할 수 있다.
주석 1) Schwabisches Tagesblatt, 1955. 3. 8.
주석 2) 독일에서 노동청 주도의 직업적 교육훈련이란 국가 노동정책에 속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국가는 국가의 취지와 그 정책방향에 따라서 교육훈련방침(Bildungsmaβnahmen)들을
세운다. 따라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직업훈련의 혜택을 받고 있는 직업훈련생은 국가에서 정한
교육훈련방침들에 참여(Teilnahmen)하고 있는 것이다. 즉 여기서 사용되는 교육훈련방침들에의
참여 란 표현은 국비직업훈련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참여자는 국비직업훈련생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직업교육훈련에의 참여는 강제적이라기보다는 주무관청인 노동청에 의해
노동촉진법의 테두리 내에서 유도․촉진(Forderung)되는 것이다.
주석 3) Bundesanstalt für Arbeti(Hrsg.), Ihre Berufliche Zukunft, 1992(Heft 18) Nürnberg, S.5.
주석 4) A.A.O., S. 5.
주석 5) A.a.O., S.4
주석 6) A.a.O., S.5.
주석 7) Institut
S.43.

Finanzen und Steuern , Finanzproblem der Arbeitslosenversicherung, 1991. Bonn,

주석 8) A.a.O., S. 44.
주석 9) Ute Schmidt-Braβe, Qulaifikationszirkel in Organisation, In:Eckhard Gros(Hrsg.),
Anwendungsbezogene Arbeits-,Betriebs- und Organisationspsycholgie, Gottingen, 1994., S. 359.
주석 10) Werner Schweisfurth, Betriebliche Aus-, Fort-, und Weiterbildung. In: Eckhard Gros(Hrsg.),
Anwendungsbezogene Arbeits-, Betriebs- und Organisationspsychologie, Gottingen 1994., S.306.
주석 11) Rolf Arnold, Berufsbildung, Annahrungen an eine Evolution re Berufspadagogik, Hohengehren
1994., S. 144.

第5章
雇傭促進訓練의 內實化 準備作業으로서 中央雇傭情報센터 (가칭 )의 運營方針

第 1節 센터의 業務內容과 訓練準備의 內實化 過程

1. 정보화시대의 직업지도와 전문상담인의 위상
산업구조조정에서 오는 구조적 실업을 최소화하고 직업정보의 유통이 원활치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마찰적 실업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고용안정사업과 훈련사업의 연계성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직업안정망의 확충 및 취업정보의 전산화, 진로지도의 제도적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신명훈․윤석천․이승홍, 1989. 12. 130쪽). 특히 고용보험의 실시로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고용보험 전산망을 개발하고 이에 직업정보 전산망을 가동시켜 고용서비스와 직업지도 같은
고용안정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구체화․정착화시키고
이로써 고용보험사업의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미국, 독일 등
산업선진국의 경우처럼 직업알선사업과 훈련사업이 공동의 정보 전산망에 의한
작업지도사업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자고 나면 직업의 양태가 변한다. 따라서 직업에 대하여 각 개인이 정보를 입수하고 그 정보를 잘
분석해 낼 수 있는 기회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즉 구직자는 점점 자신이 선택해야 할
직업에 대하여 내용상으로 무지하게 된다. 결국 현대 산업사회의 변화양상 속에서 구직자 또는
재취직희망자들은 직업선택의 기로에서 누군가 전문가에게서 무엇인가 보다 내실있고
바람직한 진로선택에 대한 모종의 자문이나 상담 을 받고 싶은 갈증을 느끼게 될 것이다.
물론 각종 매스미디어에 의해서 알려지는 직업정보의 양도 엄청나다.1) 그러나 일시적 기호나
순간적인 요행심을 조장하는 직업정보 습득이란 곧 한계를 드러낼 것이며, 직업세계의
전문화․분업화 추세 속에서 과학적인 적성분석이나 직무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직업지도의
전문성이 필연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과학적인 정보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직업지도를
위해서 우리는 전문가의 역할을 기대한다. 정보화산업시대에 국가는 구직자들에게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바람직한 직업지도업무를 위해서, ① 국가는 국내외의 고용정보를 수집․총괄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직업지도업무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전문인력들을 양성해야 한다.
직업지도의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업지도는, ① 여성에 대한 직업진로지도2) ② 고령자에
3)
4)
대한 직업진로지도 ③ 장애자에 대한 직업진로지도 로 분리되어 시행되어야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직업지도란 대상의 개인차와 표준치에 따라서 이루어질 때 그 효율성, 생산성 그리고
과학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업무를 직업지도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운영해 줄 수
5)
있는 중앙고용정보센터(가칭)
의 설립이 요청된다. 센터의 과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고용보험 전산망의 확충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국립중앙직업안정소의 사업영역의
확대로 구현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센터를 설립․운영한다는 것은 각종 직업 및
고용정보의 서비스업무체제를 중앙공조체제로 구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고용촉진정책의
내실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즉 총체적인 직업지도사업의 맥락 속에서 고용촉진 및 재취직을
위한 훈련전략이 이루어져야 그 실효성이 보장된다. 구체적으로 고용정보의 서비스업무는, ①
국내외 직업에 관한 총정보, ②직업양성교육, 향상교육, 계속교육 및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훈련에 관한 총정보, ③ 직업 및 직장알선에 대한 업무를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일선
지도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사무소의 직업훈련 지도원은 그 수의 부족과 직업훈련에 대한
실무경험의 부족 등으로 행정적 지도를 제외하고는 전문적인 상당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신명훈․윤석천․이승홍, 1989. 12. 99쪽).
직업상담(Berufsberatung)이란 일반적으로 취업희망자에게 직업정보를 제공하고 직업적인 문제에
대하여 개별적인 자문을 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원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무료로
그리고 용이하게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직업상담과 자문은 상담희망자의 직업적
결정(Berufsencheidung)을 현실화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독일의
고용촉진법의 의미에서 본다면 직업상담은 전직을 포함한 직업선택에 관한 구직자의 조언을

6)

제공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또한 직업상담과 조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직업선택의 물음, 직업교육훈련의 과정들, 직업적 발전 추세 그리고
직업진로지도(Berufsorientierung) 등에 관한 교육적 답변을 통해서 준비되고 보충되어야 한다.
특히 고용촉진훈련과 재취직훈련 등에 관하여도 이러한 직업지도의 큰 맥락 속에서 전문가에
의한 고용정보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세부적으로 전문가란 직업 및 직무분석의 전문가, 직업적성검사의 전문가, 직업교육훈련의
전문가 그리고 직업알선의 전문가로 구성되지만, 이들은 각자 모든 고용정보의 기능을 통합해
주는 중앙고용정보시스템하에서 상호 연계성을 축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즉 그들은 공히
중앙고용정보시스템을 연계시켜 주는 공동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직업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지식 및 정보해독능력을 바탕으로 각자 자신들의 전문상담분야에서 취업희망자 및
훈련지원생들에게 직업지식, 직업정보 및 정보분석을 중재하고, 이를 토대로 상담하면서
중앙고용정보시스템을 잘 기능하다록 직업지도를 수행해 나간다.
국제적 무한경쟁사회에서 견뎌 나가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우선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변동의
상황을 잘 이해하여야 한다. 즉 정보사회에서는 모든 사고방식이 과거처럼 수직적 사고방식을
따라서는 안 되며 수평적 사고 (Eduard Devono)가 이루어져야 하며, 수평적 사고만이
정보화시대의 무한경쟁시대에 국가와 국민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간단히 말해서,
국가에서 주도하는 고용촉진정책도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훈련지원 개개인의 욕구를 분석하는 차원이 고려되어야 한다. 자율적 훈련행정을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행정규제를 가하는 일이 되풀이된다면 이는 임기응변식의 땜질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이로써 얻어지는 효과는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일선 훈련현장과
훈련생 개개인의 사기저하와 훈련의욕의 위축 현상을 초래하고 말 것이다. 또한 국가는 건전하고
생산적이며 내실있는 고용촉진책으로써, 훈련위탁생 개개인의 무엇인가 보다 신뢰성 있게
직업적성을 발견해 내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로써 바람직한 상담과 자문도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고용촉진훈련을 위한 중앙고용정보센터(가칭)에서는 수집된 정보들을 구직자, 즉
취업희망자에게만 제공하면서 봉사하는 역할에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 즉 구인을 요하는
기업사용자측을 위해서도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그들이 요구하는 고용시장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상호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노동시장의 정보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고용주측은 센터에 구인의뢰, 구인상담 또는 위탁교육훈련에 대한 상담을 해올
수 있어야 하며, 훈련직종의 선정, 훈련교과과정의 개발, 훈련생의 관리, 훈련시설 확보 및 운영,
교재확보 등에 관한 정보보급이 이루어질 때 기업의 자발적인 훈련실시 의욕도 고조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중앙고용정보센터 사업내훈련을 주도하는 기업의 교육니즈(Needs)와 요구에도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를 교육시장정책, 즉 교육마케팅(Bildungsmarketing)의
업무영역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Werner, Schweisfurth, 1994. S.299). 교육마케팅이란
노동시장(Arbetismarkt)의 필요와 요구를 분석하는 일을 비롯하여 훈련의 수요(Bildungsbedarf)를
파악하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정보전산망을 통하여 이러한 사업이 본격화되어야
내실있는 훈련계획도 세워질 수 있다.
기술수준의 수명이 점점 짧아지는 추세 속에서 직업적 계속 재교육을 통한 기술습득 내지
기술보완 작업 역시 단기적 이면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훈련은
항상 상황적 교육니즈를 파악하면서 방향이 정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교육니즈를 알아내는
교육마케팅이 단순히 시장조사로서 끝난다면 그 효용성을 얻기 힘들다. 교육마케팅은 교육
커리큘럼과 교육프로그램을 현실적으로 적합게 개발하는 일과 병행될 때 훈련전략으로서
바람직하다(위의 책, S. 309). 왜냐하면 교육니즈의 측면에서 볼 때 교육수혜자인 고용주와 훈련생
모두에게 신뢰성 있는 훈련이 이루어져야 노동인력시장의 고용관계는 질적으로 촉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고용정보센터는 정보교환체제로도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지역별,
산업별, 업체별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나 폐기해야 할 장비가 타업체나 타지역에서는 긴요할
수도 있는데, 정보교환체제를 통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도를 알게 되어 비용낭비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2. 고용촉진훈련을 위한 직업지도의 내용과 방향
직업지도의 형식은 직업상담 및 자문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훈련에 대한 상담과 자문은
직업상담의 일부분이며 전문분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칙상 훈련에 대한 상담은 직업상담의
일부로서 편성될 수 있고, 이는 고용안정사업에 지향된 독립된 전문분야로서 운영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산업선진국에서 시행된 수많은 선행 연구들은 훈련에
관한 상담이 직업지도의 전반적인 연관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부분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파악하면서 이루어지는 연구를 우리는 해석학적인 연구방법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연구방법을 기초로 하고 있는 최근 사회과학의 연구경향은 종래의
구조기능주의적인 연구에서 나타나는 오류들을 최대한으로 막을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Jürgen Habermas, 1967., S.292∼311). 즉 부분보다 전체가 항상 먼저이고, 부분의
합은 전체가 아니며 그 이상 이라는 해석학적 견해가 이러한 연구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연구를 위해서 눈, 코, 입을 다 떼어 놓았다가 다시 붙여 놓는다고 살아있는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원래 현재 살아있는 인간이 전체이고 살아서 기능하고 있는 인간에게서
분리되지 않고 전체적인 삶의 맥락에서 기능하는 눈, 코, 입만이 인간의 부분지체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는 모두 같다. 인간 개개인의 구성체인 사회 역시 삶의 원리가
같은 법이다.
결론적으로, 고용촉진정책과 고용안정정책을 한 나무에서 뻗은 각각의 가지로 파악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훈련정책과 별개로 인식되는 우리나라의 직업안정정책과 법적 규정들은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고용촉진훈련정책과 고용안정정책도 결코 다른 맥락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의 고용보험법은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고용안정사업과 별개로 운영하는 법적인 근거까지
세우다 보니 훈련정책과 보험사업 구현의 전체적인 연계성은 결코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즉 고용보험법(57조)과 동시행령(안) 제74조는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을 1,000분의
3,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1,000분의 4,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 6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기금관리 및 사용도 철저하게 구분(고용보험법 제70조)하고 있다.
이는 언뜻 보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기금의 용도에서는
사회공익보험적 성격이 아니라 사보험적인 요소를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우리의
고용보험제도가 사회보장제도로서 성숙되기 위해서는 기금관리나 용도에 관한 규정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3. 직업훈련 전문상담인의 업무분석 , 자격 및 양성체제
가. 전문상담인의 업무영역
직업지도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고용촉진 훈련에 대한 상담 및
자문을 중심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는 훈련 전문상담인의 역할은 크게 나누어서, ① 과학적인
훈련상담을 위한 상담 자문의 프로그램을 수립하며, ② 훈련관계들에 대한 상담 및 자문의 과정을
주도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상담․자문 프로그램의 수립이나 상담․자문업무의 주도는
훈련수료후 직장상담 및 직장알선에 관한 각종 상담․자문의 업무내용 등과 연계성을 맺으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전문상담인은 상담․자문 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위해서 중앙고용정보센터에 수집된 모든
직업정보들 중에서 재취업을 위한 훈련의 직업들을 가려내고 이를 토대로 각 직업 및 직무의
특성들을 조사하고 분석한다. 그런 다음 이러한 조사분석의 결과들을 근거로 고용촉진을 위한
훈련 관계들의 정보로서 자료화하고 범주화한다. 이러한 작업을 우리는 직업․직무조사 및
분석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은 훈련위탁생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우리는
직무시사라고 한다. 직무조사와 직무시사의 작업은 재취업희망자에게 바람직한
직업선택(Berufswahl)의 기회를 보장함과 동시에 직업선택에 있어서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구체적인 가능성을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직무조사 분석 및 직업시사의 기회를 통하여
재취업희망자의 직업능력개발의 가능성 및 직업전망에 대한 상담과 자문의 기회도 주어질

것이다.
둘째, 전문상담인은 훈련지원생 개개인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는 훈련지원생
개개인의 훈련준비도에 대한 조사를 목적으로 한다. 우리는 이를 개인의 훈련준비도 조사라고
한다. 이러한 조사에는, ① 심리조사와, ② 학력, 경력, 그리고 신체 건강상태에 관한 개인조사가
해당되며, 이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직업적성과 직업수행의 적합성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파악해 내는 것을 최종목표로 하고 있다. 즉 훈련지원생의 직업적성 및 직업적합성을
분석해 내고 이를 바탕으로 훈련생을 선발하고 훈련시켜 봄으로써 훈련성취도 및 직업알선에
따르는 직업성취관계를 보다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는 학력에 따라서, 전공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신체장애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경력에 따라서 인적
심리검사 데이터를 따로 분류하는 작업도 중요한 업무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정보화산업사회는 직업․직무의 분업․전문화의 경향을 초전문화와 초단순가능화의 추세로
몰고가고 있기 때문이며, 오늘날의 국내외적 분업체계는 학력별, 연령별, 경력별, 성별 등의
사회계층별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분업영역을 보다 전문화 및 영역화시키는 사회적 분업체제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이제 상담인은 그동안 객관적으로 수집한 직무조사 분석의 자료와 과학적으로 조사분석된
개인조사를 비교하면서 훈련에 대해 상담 및 자문을 이끌어 나간다. 즉 전문상담인에 의해 분석된
제반 상담․자문 즉 비자료들을 토대로 개인상담․자문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물론 이러한
프로그램은 훈련지원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적성에 맞는 직업영역에서 활동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시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일차적으로는 전문분야의 교육훈련을 보다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는 훈련적임자를 선발해 내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즉 자료분석결과의
면접을 통해서 모든 훈련지원생 중에서 훈련적임자를 선발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작업은 노동시장 및 노동인력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 따라서 융통성을 가지고
발전되어 나가기도 하겠지만, 원리적으로 본다면 훈련준비체제를 과학적인 근거로 단일화시켜
고용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목표하는 고용촉진정책의 내실화 원리에 해당된다. 이미 많은 선행
연구들은 재취업희망자 개개인에게 고유한 직업적성에 따라서 재취업이 이루어질 때 비로서
최적의 직업알선작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한 바 있다.
넷째, 훈련위탁생의 직업적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훈련에 적격자가 선발되고 이러한
훈련과정을 이수한 훈련생은 국가가 정하는 엄정한 평가절차를 밟아 훈련이수자로 등록된다. 즉
훈련생의 훈련이수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개인의 전문직업훈련의 경력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전문상담인의 역할은 구직자의 직업적성과 훈련성과를 바탕으로 취업 희망자에게 다시 한번
신중한 직업결정을 내릴 수 있고 직업선택을 할 수 있는 상담과 자문의 기회를 제공한다. 즉
훈련과정중에 나타난 훈련평가의 지표가 직업적성의 발굴 및 계발 문제가 결부되어 다시 한번
피드백되는 것이다. 결국 전문상담인은 직업상담의 초기부터 이루어진 훈련이수자의
신상데이터를 기반으로 수미일관한 상담․자문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짓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로써 전문상담인은 상담희망자에게 직장알선(Arbeitsvermittlung)을 중심으로 하는
직장상담(Arbeitsberatung)을 수행하게 된다. 여기서 직장상담 및 직장알선이란, 구인을 원하는
고용주와 훈련이수를 하고 나서 구직을 원하는 취직희망자를 직접 만나게 주선해 준다거나
아니면 독일의 경우처럼 국가 공인 전문직업 중간위탁인(Zuischenmeister)을 만나게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직업지도를 직업전문상담인이 주도해 나간다.
나. 전문상담인의 자격 및 양성체제
직업전문상담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특별한 자격조건들을 들어 보면, ① 심리분석과 통계에
정통한 실력을 가지고 있으며, ② 경제상황과 노동시장의 추세 그리고 노동인력정책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한 전문가이어야 하며, ③ 상담의 원리와 방법 및 테크닉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현실적으로 실용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④ 이외에도 이들은 법률적으로도
해박하여 훈련과정 및 관계에서 또는 이와 관련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법적 제반문제들에
대해서도 상담과 자문을 해낼 수 있어야 하며, 훈련생에게 훈련 도중 야기되는 신체적이고
가정적인 문제에 대한 상담과 자문까지 베풀 수 있어야 한다. 즉 전문상담인은 직업적으로,
산업적으로, 경제동향적인 노동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그리고 조직적․행정적인 측면에서도 능숙한 지식 및 실질적 응용능력을 겸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들의 양성은 고도의 전문성과 테크닉을 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국기술교육대학 같은 대학급 이상의 기관이나 그 이상의
전문단체에서 배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장기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선진 외국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전문상담인들도 대학과 노동시장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산학협동의 차원에서 산업체 경험자 로서 양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의 기술․지식적 전문성과 직업적 권위가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자기계발의 과정으로서 이들에게 부여되는 계속교육 및 평생교육의 기회가 법적․제도적으로
규정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주석 1) 한때 모래시계라는 TV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을 때, 청소년들의 미래직업관은 용역회사를
차리는 일이었고, 마지막 농부 가 방영될 때는 농부가, 창공 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될 때는
파일럿이 이상적 미래 직업관이었다고 한다.
주석 2)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에서는, 직업안정기관은 근로여성의 적성, 능력, 경력 및 기능의
정도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에 적용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하여 고용정보 및 직업에 관한
조사 연구의 자료를 제공하는 등 직업지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주석 3) 고령자의 직업진로지도를 위해 노동부장관은 우선 사업주에게 고령자에 대한 특별
고용지도를 하면서(고령자고용촉진법 제7조), 고령자들을 위한 적합직종 을 선정하거나
개발하여야 하며(동법 제15조), 적합직종으로는 선정된 업종에서는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동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또한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에
대하여 그들의 신체적․정신적 조건 등을 감안하여 특별 직장적응훈련을 시켜야
하며(고령자고용촉진법 제6조, 동법 제10조 제1항), 이에 따르는 직업진로지도를 해야 한다(동법
제5조). 이를 담당할 고령자인재은행이 지정될 수도 있다(동법 제11조).
주석 4) 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 대해 장애인 우선채용에 대한 고용지도를
하면서(장애인고용촉진법 제11조),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 및 비율을 고시하고(동법 제35조)
이를 실행해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장애인을 위한 직업지도로서 장애인고용촉진법
제7조는,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직업지도를 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의 자립의지 지도 (동법 제5조)와 취업후의 적응지도 (동법 제9조)를 강조하고
있다.
주석 5) 중앙고용정보센터(가칭)의 설치에 대한 모델로서 독일의 연방노동청(Bundesanstalt fur
Arbeit:BA)이 소개될 수 있다. 1927년 10월 1일 직장 알선 및 실업보험에 관한 법률(Gesetz ber
Arbeitsvermittlung und Arbeitsslosenversicherung)의 제정을 기화로 고용보험제도를
도입․실시하고 있는 독일연방공화국의 경우 1952년부터 중앙고용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방노동청의 본부를 뉘른베르크(Nurnberg) 시에 설치하였고, 그 아래에 11개의 주
노동청(Landesarbeitsamter)과 184개의 일반노동청(Arbeitsamter)을 두고 중앙전산네트워크의
공조체제하에서 직업상당, 직업교육훈련, 상담, 직업교육훈련장 알선 및 직업알선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물론 업무들은 지역적이면서 자치적으로 분담되어 있다. 단 공조체제의
형성면에서는 일사불란한 중앙통제관리의 성격을 띤다. 처음 제도 도입시에 독일의
고용보험제도는 단지 직업압선 업무와 연계를 하고 시작했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면서 산업인들에게 직업선택적 유의 사상이 팽배해지면서 연방고용청은 직업상당의 업무 및
직업교육훈련의 업무를 중요한 업무로 인식하게 되었다(Die Bundesanstalt fur Arbeit stellt sich vor,
Nrnberg 1994. S. 12∼15 참조). 또한 각 지방 노동청에 설치되어 있는
직업정보센터(Berufsinformationsezentrum : BIZ)는 직업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취업지망생이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노동청의 기구로서 독일 전역에 151개가 산재한다(구동독 지역 제외).
각각의 직업정보센터는 정보서비스를 위해 모든 직업정보를 매체화하고 있는바, ① 직업훈련과
대학연구, ② 작업활동들, ③ 계속교육 및 재교육, ④ 직업시장에서의 발달 추세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정보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된다. 정보의 매체화를 위해서는, ① 직업적 과제, 활동,

요구사항들, 직업 교육훈련 내지 대학연구, 공적, 고용전망, 계속교육 내지 전문화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서류철, ② 직업, 대학연구 그리고 경제정보를 주제로 하는 서적 및
정기간행물, ③ 개별작업, 직업분야 그리고 테마별 직업선택에 관한 영상화면자료, ④ 개별직업과
직업분야에 관한 조망용 환등기, ⑤ 직업적 향상교육에 대학연구에 관한 질문들이 담긴
녹음테이프, ⑥ 다양한 직업선택에 관한 프로그램을 담은 센터의 컴퓨터 단말기 같은
정보매체기재 등이 활용된다(Bundesanstalt fur Areit(Hrsg), Ihre Berufiche Zukunft, 1992. (Heft, 18)
Nurnberg, S. 30. 참조). 스위스의 경우에도 중앙에 직업정보센터 (Profession Information
Centers;PIC)를 운영하고 있다.
주석 6) 김상호, 독일의 『고용보험제도』,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기획단, 1993., 50쪽
참조.

第 2節 訓練의 內實化를 위한 職業指導 프로그램의 運營

1. 직무조사 분석 및 직무시준
개인의 훈련준비 조사작업을 토대로 작업진로 또는 교육훈련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자문을
해야 하는 전문상담인은 훈련위탁생의 직업적성 및 학습적성 파악을 위한 심리검사 및
개인조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직업진로 교육상담자가 보다 우선적으로 취할 업무사항은
훈련위탁생이 원하는 훈련분야에 대한 현장조사, 즉 직무조사 분석이며 이러한 조사분석을
토대로 직업․직무척도의 기준자료들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조사․분석․작성된 자료들이 우선 훈련지원생들에게 솔직하게 제시되어 일차적으로
그들의 의도 및 희망사항 등과 견주어 보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하며 아울러 훈련의 준비사항 등이
소개되어야 한다. 즉 훈련생이 무슨 훈련을 어떻게 받고 나서 재취업하려는 희망분야가 해당직업
분야의 특성분석 결과를 통하여 일단 그의 훈련성과 및 직업적 미래의 가능성이 예견될 수 있다.
또한 훈련수료 후 교육평가자들도 이러한 직무분석의 자료들과 개인의 훈련과정이나 성과를
비교하면서 직무분석과 훈련성과와의 관련성을 평가할 수 있다.
직무조사 분석으로는, ①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직무의 특성분석에 대한 산업공학적인 분석과, ②
질문, 면담, 관찰, 체험, 설문 그리고 녹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재직근로자들에게서 직접 얻어내는
자료를 근거로 하는 인간공학적인 분석작업이 진행된다. 직무나 직종에 대한 산업공학적 분석은
재직근로자들이 그 직종 및 직무에 종사하면서 숙지하게 되는 신체적․경제적․정신적인
장단점들에 관한 과학적인 분석으로서 시작되는데 이는 전문가들에 의해 운영된다. 그 다음에
실시하는 인간공학적인 분석작업은 인간-기계 시스템에 관한 산업심리학적 연구로서 일정한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속에서 기계 및 작업시설 등을 직접 작동하고 전제조건을 재해석해 내는
작업이다. 직무분석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즉 현행 국가기술자격제도가 타당도, 신뢰도
그리고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직업분류가 체계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실시되는 직무분석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직무분석은 훈련과정에도 직접 반영된다(신명훈․윤석천․이승홍,
1989. 12. 135쪽)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산업심리학 연구의 근간을 이루는 연구방법은 과학적인 관찰실험 및
면담이다. 왜냐하면 재직근로자들의 입을 통해서 직무수행상의 어려운 점 또는 작업시 반드시
요청되는 직무수행특성 등이 인터뷰나 설문지 방법 1) 또는 직접 참여관찰의 방법을 통해서
관찰․분석되고, 이것이 일반적인 인간행동양식으로서 객관적으로 기술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사분석의 방법은 직무조사분석 작업을 보다 구체적이며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기회를 준다.
이제 우리는 수집된 직무조사 분석의 자료를 보다 과학적으로 정립하기 위해서 양적인
방법으로서 통계처리하고 이러한 통계작업을 체계화 규범화, 범주화한다. 그런 다음 자료에 대한
질적인 분석방법으로 근로자에게 가능한 행동양식을 해석해 내면서 직무종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미래의 작업행동양식을 예측해 낸다. 이를테면 어떤 신체적․정신적 조건 하에서 가 라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어떤 신체 및 작업조건하에서 작업수행의 비효율성, 비생산성 그리고
작업스트레스가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조사분석의 방법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이를
2)
3)
피드백하기 위해 비교확인법 이라든지 데이컴(DACUM)법) 등의 직무조사 분석 방법이 보충될
수 있다. 마침내 이렇게 조사되고 분석된 과학적 직무조사 분석의 자료들이 훈련지망자 자신에게
솔직하게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직업전문상담자에 의해 과학적으로 이루어진 직무특성의
자료들이 훈련위탁생들에게 시사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직무조사 분석의 연구는 적합직종의 근로자 및 훈련 지망자들을 합리적인
선발하는 데에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과거 용접공으로 종사해 온 사람이 실직을 하게
되면서 새로이 '크레인 운전기술'을 배우겠다고 훈련신청을 했을 때, 직업상담인는 우선 현재
크레인 사용의 기계공학적인 특성과 장단점을 조사하고 크레인을 운전을 하면서 살아가는
기술자들로부터 기계를 다루고 시설을 활용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직업․직무의 장단점을
세밀하게 조사하고 분석하여 이 분석 자료들을 훈련위탁생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우리는
직무시사라고 한다.
이제 직무조사 분석작업과 직무시사행위는 상담을 위한 자료로서 채택될 뿐만 아니라,
적성검사지를 만드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이 직무분석의 자료들은 다음에서 거론될 적성조사용 심리검사지 작성 수립으로 이어지게
됨으로써 개인의 훈련준비도 조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물론
이러한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것은 국내적․국제적인 노동시장의 전국적 네트워크를 관장하고
있는 중앙고용정보센터(가칭)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센터를 체계화하고 활성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적자원은 직업전문상담자들이 될 것이다.

2. 훈련위탁생의 개인 훈련준비도 조사
가. 고용보험제도 훈련준비작업
우리의 고용보험법과 고용정책기본법은 근로자 및 재취업 희망자들에게 많은 고용촉진의
가능성들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고용보험법 제21조와 제23조에 의하면, 정부는 피보험자인
근로자 및 재취업희망자들의 고용촉진책으로서 시대적 요청에 충분히 부합되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이에 준하는 모든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특히 훈련(준비)지원사업을
위해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고용정책기본법 제8조와 제9조는, 정부는 내실있는 고용촉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고용정보의 수집․제공 및 직무분석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하는 직업지도작업에
요구되는 각종 사전조사 연구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시행령(안) 제 35조
및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서도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의 촉진을
위해서 훈련 등에 관한 제반 사전조사 연구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있다.
따라서 훈련준비를 위한 조사연구사업이 훈련준비 프로그램의 수립작업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훈련준비작업는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직업교육훈련(장소) 알선 같은 진로지도과정과
훈련과정 수립 및 진행 커리큘럼과 프로그램 수립 등과의 일원화된 상호 협조기능으로서
작용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성공적인 훈련성과 및 직업알선작업에 체계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오늘날의 고용촉진을 위한 훈련은 1차적으로 고도로 발전하는 기술적 진보에 시대적으로 뒤지지
않는 노동인력들을 양성한다는 목적으로 개인의 직업자격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훈련을 통하여 시대가 요청하는 새로운 자격과 능력을 획득하여
직업적 성취 및 직업적 상승기회를 얻어야 하며, 재취업을 요하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들은
재취업교육훈련을 통하여 부여받는 새로운 직업능력에 의해서 성공적인 재취업과 직업성취를
보장받아야 한다. 여기는 국가는 이러한 훈련목적을 위해 훈련생들에게 새로운 자격과
작업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훈련을 주도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고용촉진기본법 제3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국가의 고용촉진정책에 준하는 근로자의
자기개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여
직업생활의 전기간에 걸쳐 끊임없이 직업에 필요한 능력(이하 '직업능력'이라고 한다)을

개발하고, 직업을 통하여 자기발전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의
시행에 따르는 고용촉진훈련은 재취업희망자들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이자 동시에 의무가 된다.
따라서 훈련준비작업으로서 우리는 개인의 훈련준비도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사작업은
개인차, 즉 개인의 직업적성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알아내는 ① 심리검사 작업과, ②
개인(신상)조사 작업으로 나뉜다.
나. 과학적 훈련준비도 조사의 현안문제
개인차로 타고나는 개인의 직업적성을 객관적으로 밝혀 내는 일은 크게 심리․적성검사의 내용에
관한 신뢰도와 타당도의 문제로 집중된다. 즉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인간의
적성을 파악한다는 것이 얼마나 객관성이 있을 것이며, 이러한 적성검사의 결과가 과연
훈련성과와 직업성취에 연관성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는 산업심리학자들에게
계속해서 회의감만을 불러일으켜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훈련생의 선발을 위해서
아니면 신입사원 선발을 위해서 적성검사를 하고 있다. 적성검사나 검사지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당장의 불안을 떨쳐 버릴 수 있다는 심리적인 선택이다.
또한 직업적성이 적성검사를 통하여 완전히 객관적으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심리검사
대상자의 일시적인 심리반응 또는 충동이었다면 이러한 훈련생에게 훈련의 취지에 맞는
학습동기를 유발시키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럴 때 훈련의 내실화는 불가능하게
된다. 왜냐하면 훈련의 내실화란 훈련생을 최대한 학습동기화시켜서 훈련의 목적을 생산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해 보자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직업적성과 훈련의 성과간에 분명한 상관관계는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테면 높은 지능을
가진 자들만 모아서 교육한다고 반드시 교육의 내실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미
밝혀진 대로, 보다 중요한 사실은 직업적성이란 유전적이고 선천적이기도 하지만 주변환경이나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유동적이기도 하고 수정 및 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잠재적으로 심층에 숨어서 잠자고 있던 재능이나 천성 또는 적성이 시공의 변화조건에 자극되어
갑자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심층적인 잠재적성을 가능한 한 과학적으로 추구해
보려는 연구작업 역시 부단히 진행되고 있다.
인성․심리파악의 과학성 추구의 노력은 상당히 포괄적인 측면에서 시도되고 있다. 규범적
패러다임을 사용하는 규범적 연구방법과 해석학적 패러다임을 사용하는 해석학적 연구방법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연구방법론이 직업심리학적 연구의 방법에 적용된다. 전자가 인간의
행동구조를 설명하고 기술하게 위해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행동구조를 규범화하고 도식화하는
반면에, 해석학적 패러다임은 인간 개개인의 역사적 행동구조를 해석하여 이해함을 목적으로
한다. 물론 두 방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행동에 관한 과학적인 예측이다. 이러한
연구방법론의 적용으로 우리는 직업적성․학습적성을 알아내는 일에 점점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다. 개인 훈련준비도 조사의 영역
훈련위탁생의 적성을 알아내려는 개인 훈련준비도 조사는 근로희망자의 인적 특성을
알아냄으로써 학습적성을 밝혀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①
훈련지원생의 지능, 적성, 인성, 취향, 흥미, 자질, 능력 등의 심리검사를 하며, ② 그들이
개인적으로 성장하고 살아온 과거의 사회행동을 분석․검토하여야 하는데, 그의 학력과 이력
그리고 커리어 분석이 연구의 핵이 된다. ③ 또한 이러한 조사는 가정환경적인 배경, 이를테면
부양가족의 경제적 부담문제와 이에 대하여 느끼고 있는 본인의 심리적인 부담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④ 직종의 특성상 고려되어야 할 근로당사자의 일반적인 건강상태 및 육체적
직무감당력, 이를테면 시력, 청력, 체력, 병력, 장애 유무 등이 체크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인간 개개인의 적성이나 취향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석․파악해 보려는 기존의 과학적
심리분석의 방법들이 아직 완벽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는 이상 훈련지원생 본인의 신체적․정신적
조건과 직무수행가능성, 환경극복 의지 및 적극적 발상의 전환기회 부여의 가능성 등이 완전히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결국 이러한 훈련준비도 조사는 연구의 편의를 위해서, ①
신체적(물리적) 측면 조사, ② 심리적 측면 조사, 그리고 ③ 정신적 측면 조사로서 분류될 수
있는데, 보다 인간학적인 연구 방법을 위해서는 ① 심리적-정신적 연결측면에 대한 심리조사와,
② 물리적-심리적 연결측면의 개인의 신상조사로 요약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신체, 심리,
정신의 단일체로 이해되지만, 보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신체 심리' 및 '심리 정신'의 결합체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심리영역은 인간이라는 단일체의 중심영역을 나타내며,
이로부터 인간특성의 연결점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마치 이는 심리학적 분석의 차원에서
신경점로서의 뉴런의 단위를 설명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1) 연속성 선발용 직업적성 심리검사의 특성
직업적성을 알아보려는 심리검사란 일반적으로 심리검사지라는 과학적인 측정도구에 의해
시행된다. 심리검사의 목적은 검사대상인 개인의미래 행동의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기
위함이다. 또는 심리검사의 결과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가에 따라 심리검사의 내용이 달리
선택될 수 있다. 이를테면 신입사원 선발이나 배치 등을 목적으로 심리검사를 할 수도 있다.
훈련지원생의 선발을 위해서도 심리검사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심리검사지 수립이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이러한 근거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직무조사 분석의 결과가 검사지의 내용 작성에 응용될 수 있다. 또한 직무분석
작업은 훈련생 선발목적의 검사지 수립을 위해 적용되어야 하는 정당한 근거까지도 확보하고
있다.
훈련지윈생의 선발이나 일반 신입사원 선발이나 학교 신입생 선발 같은 상대적인 선발이 아니고
절대적인 선발이 된다. 다시 말해서 훈련지원생의 선발이란 일반 회사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우수하게 평가되는 일정하게 제한된 숫자만을 선발하여 채용하는
선발의 방식이 아니라, 적성면에서건 인성면에서건 특정 직업에의 적격자를 과학적으로 찾아내는
'절대적인' 선발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심리검사를 통해서 교육훈련생을 선발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원된 특정직업 및 직무의 특성분석에 입각한 특정 교육훈련에 알맞는 자격이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절대적인 기준하에서 발견하여 선발해 내는 것이다.
심리검사를 통해서 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해당 직종에서 훈련을 받게 되고 훈련을 이수하게 된다.
애초에 실시되었던 심리검사의 자료들은 그가 훈련수료후 직업 및 직무배치를 위해서 다시
검토되고 고려될 수 있다. 즉 심리검사상 훈련적격자로 판정되고 훈련생으로 선발되어 훈련을
받은 자가 과연 교육훈련의 성과나 평가와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었는가 하는 것은 이미 실시된
심리검사상에 어떠한 시행착오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내는 데에도 커다란 기여를 한다.
또한 이러한 상관도를 분석해 내고 도식화하고 해석하는 과제는 직업상담자가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면서 계속 작업해서 자료화하는 산업심리적 연구작업에 해당한다. 이러한 연구작업으로
얻어낸 자료들이 나중에 보다 과학적인 직업상담․자문을 위해서 연구되고 적용될 수 있는
것이며, 장기적으로 불 때 상담자가 이를 기반으로 완벽하게 과학적인 심리검사지를 기안하고
만들어 내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직업전문상담자가 의무적으로 추구하고 성취해야
하는 심리연구의 작업이란 단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항구적이며 자료누적적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시중에 수많은 적성검사자가 상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벽하게 일회적으로 완성된 것으로 입증되는 과학적인 심리검사 또는 심리검사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 이용되는 심리검사들이란 끊임없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우리는 직업적성검사지 자체수립작업이라고
한다.4)
2) 직업적성 심리검사 시행의 과학성
훈련생 선발을 위한 직업적성을 발견해 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직업적성지 테스트가
실시된다. 적성검사지를 활용하는 심리검사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우선 과학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것들로는, ① 표준화되어야 하고, ②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③ 규범화․규준화될 수 있어야 하고, ④ 신뢰성이 있어야 하며, ⑤ 타당도가
입증되어야 한다.
첫째, 표준화란 심리검사의 시행조건과 절차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단히

말하면 검사는 피검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환경하에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동일한 양과 동일한 시간 그리고 동일한 감독의 지시사항 및 피검자 이행조건 등의 모든
검사절차가 응시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표준화되어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객관성 보장이란 일반적으로 검사에 대한 형식적인 문제로서 검사의 평가가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심리검사나 심리검사지가 주관식 또는 논술식으로 출제된다면 객관성을
취득하기가 쉽지 않다. 이상적으로 본다면 주관적인 논술이나 수필시험의 답안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가의 행동이란 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관적인 문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즉 주관적인 의견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평가자의 편견, 컨디션, 자질 또는 순간적인 기분 반응은 인간의 사고 내용을
결코 객관적으로 만들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즉 4지 선다형 또는
5지 선다형 같은 객관식 문제를 심리검사의 형식으로 채택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누군가라도 객관적으로 채점할 수 있는 정답을 작성하여야 한다.
셋째, 규범화․표준화란 피검사자의 검사결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먼저 표본의 모집단에게 똑같은
심리검사를 해서 얻은 결과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다. 이때 모집단의 평가결과는 다음 검사
평가의 틀이 되고 이것이 검사규준의 규범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표본 모집단은 연령별로, 또는
성별로 아니면 교육정도별로 각각 달리 선정될 수 있다. 어쨌든 모집단의 평가결과에 대한
틀짜기는 전문상담인이 꾸준히 해나가야 할 개관적인 심리검사의 준비작업이 될 것이다.
넷째, 신뢰성은 검사응답의 일관성을 나타낸다. 만약 동일한 검사지에 임하여 어제 90점을
맞았는데, 오늘은 60점밖에 얻지 못했다면 검사의 신되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신뢰성 측정
방법 중에 '재검사의 방법'은 표본의 모집단이 되는 동일한 피검자나 집단에게 동일한 검사를 두
차례 실시하여 점수를 상관 비교해 보는 것이다.
다섯째, 타당성의 문제로는, 원래 측정하고자 하는 검사내용을 잘 측정해 낼 수 있다면 그 검사는
타당성이 있다고 간주된다. 검사내용의 타당성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사전 직무조사 분석이
토대를 제공하게 되는데, 모집단에서 얻어진 훈련수행능력 또는 직무수행능력과 훈련위탁생의
심리검사의 결과를 상관시켜 봄으로써 그 검사의 타당도를 알아낼 수 있다. 이러한 타당도의
정의는 검사의 고유한 본질이나 속성과는 관계가 없고, 검사결과와 그 후의 훈련수행능력 및
직무수행능력과의 상호 관련성에만 관련된다. 여기서 상관계수가 타당성을 결정해 줄 때 그것을
타당도 라고 부른다. 심리검사의 타당도 검사에는, ① 예언적 타당도 측정과, ② 공인타당도
측정이 있다(Duane P. Schultz, 1982., p. 123). 전자는 훈련위탁생들에게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관계 없이 훈련을 시키고 훈련의 성공도를 미리 예측하여 훈련 및 직무평점척도와 상관관계를
살펴 보는 것인데, 이는 사전의 검사결과상의 성공예언이 맞았는가 아니면 빗나갔는가 하는 것을
주관심사로 한다. 한편 후자는 심리검사의 비완벽성 때문에 사전에 자신의 적성과 인성이
엉뚱하게 평가될지도 모르는 사전검사의 편견성을 없애고, 처음부터 공정한 기회 속에서
실질적인 교육훈련과정이나 직무수행과정에서 발휘되는 직무평가를 바탕으로 사전검사의
평점과 상관관계도를 기록해 나가는 것이다.
검사의 타당도를 추정하고 예측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시간과 비용 이외에도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제한이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누적된 정보가
없으면 제반 심리검사는 실제로 측정하려는 개인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평가해
내야 하는 임무를 완수할 수가 없으며, 따라서 타당성이 결여된 심리검사는 더 이상 사용될 수도
없는 것이다.

3) 개인조사-학력, 경력, 연령, 성별, 건강조사
개인조사의 목적은 훈련위탁생의 훈련적합성을 판정하기 위함이다. 이는 남녀별로 학력조사,
경력조사 등의 이력조사와 연령 및 신체적 장애 및 질병 등의 건강상태에 대한 조사작업을
포함한다. 물론 이는 교육훈련 시행상의 개인차 문제뿐만 아니라 적합직종 또는 직업적성 문제에
깊게 관여되어 있다. 예를 들면 여성인력의 급증 추세를 엮어 내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여성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 적성을 알아내거나 발굴․개발해 내는 작업은 여성들의 적합직종을 발굴해
내는 작업과 일치하게 될 것이며, 이는 개인조사로서 훈련준비도 조사의 필요성에 직접적으로
근거를 제공하게 활용될 것이다. 장애자 및 준고령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과거의 이력감사를
통하여 우리는 훈련위탁생의 전문능력 및 경험 등을 정보화할 수 있으며, 건강상태의 진전도를

알아봄으로써 직업적응훈련이 필요한가 아닌가를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정밀검사를
위해서 의료진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조사는 잠정적인 정보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개인조사 자체가
과학적인 개인의 훈련준비도 조사를 위해 완전한 신빙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개인조사의 객관성과 과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훈련과정에서의 성취능력 및
결과와 개인조사의 기록을 대조하면서 개인조사와 훈련 및 직업적응과의 상관도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훈련의 내실화를 위한 훈련준비도 조사란 훈련생 개개인에게 학습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파악하고 분석하는 작업에 그 생명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연구의 측면에 더욱 적합할 것인데, 이를테면 차후 훈련의 성과를 얻어내기
위하여 훈련준비도 조사로서의 개인조사에 관한 장기적인 검사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훈련을 준비하기 위해 훈련준비도 조사 프로그램의 차별화 역시 중요하다. 예를 들면
재취직을 위해 컴퓨터그래픽 분양서 교육훈련을 받는 전공 대졸자와 비전공 중졸자는 당연히
차별화된 학습동기 부여 속에서 훈련이 이루어질 때 비로서 그 훈련효과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훈련분야에 따르는 건강상, 연령별, 성별의 차별화에 의한 개인조사 역시
마찬가지 근거를 가질 것이다.
특히 현대 산업사회는 종전처럼 고학력자들이나 다경험자들을 실업의 안정권으로 남겨 놓고
있지는 않다. 권고사직 및 명예퇴직 등과 같은 제도적인 변화의 바람 속에서 이제 학력과 경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속 같은 업종에서 종사할 수밖에 없다는 고정적인 적합성의 개념은 의미를
잃고 있다. 심지어 그가 평생 종사해 온 직종이 사라지기도 한다. 또한 비전문적 다기능공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추세가 늘어나면서 다기능공이 실업을 당하게 되면 그가 초전문화,
초단순기능화를 추구하는 현대산업사회에서 다시 어떤 특정 영역에서 전문가로서 취직할 수 있는
확률은 점점 줄어든다. 따라서 재취직을 위한 훈련을 위한 직업적합성검사 즉 개인검사의
중요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연령의 변화나 건강상태에 따라서도 직업적합성은 변할 수 있다. 성별로도 직업적합성의
변화는 다양하게 판가름 날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훈련준비도 조사작업으로서 개인조사는
과거보다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서 세분화되어야 하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훈련준비도 조사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상황접근식 연구방법도 피치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개인조사는 우선 직업지도에 기초를 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적합직종에 맞는
교육훈련의 선택 및 상담에 활용될 것이다.
주석 1) 일반적으로 설문지 방법으로 조사되는 대표적인 직무요인들은, ① 안정된 직무인가, ②
적정한 보수가 보장되는가, ③ 안전한 직업인가, ④ 복지연금, 치료수당의 부담과 혜택은, ⑤
일반적인 작업조건은, ⑥ 직장동료들의 수준은, ⑦ 승진기회는 어떠한가, ⑧ 휴가관계는
어떠한가, 직업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⑨ 기술향상의 최고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⑩ 직종에
만족하는가 등에 대한 설문을 들 수 있다(Duane P. Schultz, Pszchology and Industry Today. An
Introduction to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zchology, New York 1978., p.87.a 참조).
주석 2) 비교확인법이란 분석대상 직종과 관련되는 각종 참고문헌과 자료를 수집․검토한 후,
일정양식 즉 직업명세서, 직무명세서, 작업명세서 등을 작성한 다음 현장실사를 통해
비교․확인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말한다(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직무분석 지침서』, 1994.,
4쪽.)
주석 3) 데이컴이란 교육과정개발(developing a curriculum)을 줄여서 부르는 말로서, 분석대상
직종분야에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학계, 산업계 및 관련 단체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워크숍을 통해 분석하는 방법을 말한다(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직무분석 지침서』, 1994.,
4쪽.).
주석 4) Duane P. Schultz, Psychology and Industry Today, p.126∼131 참조.

第 3節 職業訓鍊機關 및 適應訓鍊場所의 斡旋體系
현재 우리나라 직업훈련원의 경우는 공공직업훈련원, 사업내 직업훈련원 그리고
위탁직업훈련원로 나뉘어서 직업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 부분의 직업훈련원
체제는 양적 수용에 따라서가 아니라 질적인 교육효과를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재정비되어야
한다.
즉 산업선진국들의 경우 역시 무수히 많은 직업훈련원이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직업훈련원들은 국영이냐 아니면 민영이냐 또 아니면 위탁이냐 하는 양적 기준으로
분산․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직업 특성에 따라서 과연 어떠한 성격의 직업훈련 실시기관이
어디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인가 하는 질적 기준으로 설립․운영되는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의 구현과 함께 지방화시대를 추구하는 우리나라의 현 실정은 이러한 직업훈련원의
설립, 운영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직업훈련의 민영화 추세에 대비하여 직업훈련기관의
마케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Werner, Schweisfurth, 1994. S.303), 이러한 마케팅으로
수집된 훈련원에 대한 소개들이 체계적으로 정보화되어야 한다. 각종 직업․직종에 대한
직업․직무분석과 직업적성의 조사분석작업은 개인의 직업적성을 판별하는 기초적인 자료로서
기여함을 물론, 이를 기반으로 훈련지원생에게 적합한 직업훈련원이 알선되어야 한다. 개인의
특성과 소질 또는 직업적성이 차별화됨에 따라서 훈련원의 특성 역시 차별화되어 개성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훈련원 설립의 지리적인 위치와 시설 및 교육훈련의 내용은
지역사회적인 특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반도체산업이 한창인 지역에 농기구 사용을
가르치는 훈련원이 생긴다면 훈련생들의 실습문제라든지 훈련생 확보의 어려움은 쉽게 예측된다.
또한 지역 특성에 따라서 설립된 훈련원이라고 하더라도 첨단산업의 진전도에 입각하여 항시
교육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을 수정․보완할 준비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고용정보 전산시스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훈련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배려는 모두 고용촉진책 및 고용촉진훈련의 내실화와 직결되는 처사이다. 즉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의 특성에 입각한 훈련원의 임무 정착은 분업화․전문화사회에서 지역분업의 위상과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장애자와 준고령자 또는 여성들의 직업적응훈련소 설립과 운영
역시 이에 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원의 배치라든지 각각의 훈련원의 커리큘럼 또는 교육훈련프로그램에
관한 일체의 정보는 중앙전산화되어 서비스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가칭
중앙고용정보센터가 이를 관장하여야 하며, 여기서 훈련에 관한 상담 및 자문프로그램이
전문상담인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第 4節 訓練의 內實化를 위한 訓練過程의 評價體系

1. 훈련결과에 대한 평가와 훈련과정 평가의 관계
훈련과정에 대한 평가를 직접 해보겠다는 의지는 훈련의 내실화를 노리는 과제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거의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과정평가를 위해서는 관찰자인 교사가
주관성과 평가자로서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없다는 제한요소가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한계성은, 평가란 원칙적으로 평가의 객관적인 기준 또는 평가의 비교척도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훈련결과에 대한 평가가 훈련과정에 대한 평가 및
훈련과정의 내실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그 착점을 둘 수밖에 없다. 즉
훈련의 내실화를 말해 주는 훈련과정의 평가에서 평가의 객관적인 기준 또는 평가의
비교척도로서 활용되는 것은 바로 훈련결과의 평가치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훈련결과의 평가에
관하여 거론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목적이 유추될 수 있다.
우선 훈련결과에 대한 평가로는 주로 주관식 평가와 객관식 평가로 진행된다. 그리고 주관식
평가는 훈련생의 자기평가와 교사의 평가로 나뉘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주관적인 평가는 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의 측면에서 볼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주로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선호하고 있다.
객관적 평가에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주어져야 한다. 객관적 훈련평가를 위해 요구되는
평가시험의 형식기준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즉, ① 필요한 자격과 기능을 토대로 하는
전문지식과 학습결과를 측정하는 4지 또는 5지선다 필기시험 학습테스트, ② 훈련중의 생산량,
단위생산요소시간 같은 생산속도, 생산불량, 소모자제량, 품질검사 등 개관적인 통계 처리가
가능한 기준들이 평가의 대상으로 채택된다.
이러한 객관적 평가기준은 개인적인 수직평가에도 적합하지만, 소집단 작업학습의 방법을 택할
경우 집단과집단을 수평적․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평가의 영향력은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 개인적인 평가는 자극과 자기개발의 능력향상에 기여할
수 있겠지만, 소집단 평가는 자기계발의 노력을 바탕으로 공동의 과제로 주어진 문제해결력에
자극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객관적인 평가는 일반적으로 평가의 결과만을 중요시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교육을 통한
자기개발의 과정이 도외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럴 경우 인간의 내적 능력인 잠재적 능력이나
창의성 같은 것이 평가될 수 없다는 단점이다. 반면에 주관적인 훈련평가는 교사에게 교육과정에
대한 책임적인 '참여관찰'을 요구하기 때문에 훈련과정의 측면에서 내실화를 기대할 수 있다. 만약
객관적 판단기준의 문제만 제거된다면 주관적 훈련평가는 교육훈련과정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평가가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아니면 혼합형이든, 또 개인평가든 집단평가든 그때그때의
훈련상황, 취지, 목적 또는 훈련의 성격에 따라 취사선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반
교육훈련평가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공통의 주지사항은, 훈련평가란 반드시 '훈련과정의
내실화'와 연계되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내실있는 훈련과정이 내실있게 평가될 때
비로서 교육훈련의 내실화는 보장될 수 있다.

2. 예시 : 독일의 바우카스텐시스템 (Baukastensystem)
우리나라의 고용촉진훈련 평가에도 독일의 바우카스텐시스템이 예시적으로 도입될 수 있다.
이러한 평가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에 도입하려고 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도 가장
유용한 교육훈련의 학점은행제도와 그 원리가 대등소이하다.
바우카스텐시스템(Baukastensystem)이란 글자 그대로 '쌓아올리는 나무상자'를 나타내는
바우카스텐(Baukasten)과 시스템(System)의 합성어로 구성된다. 원래 기술공학적인 용어로서
교육학적으로 전용되었는 바, 소위 자격누적적 학점은행제도를 말한다.
과거 19세기 중반 이래로 민족주의를 배경으로 국민교육운동(Volksbildungsbewegung)이 국민대상
계몽교육으로 발전하면서 급기야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교육(Erwachsenenbildung)으로
대물림을 하였다. 이러한 전통을 가진 독일의 성인교육은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치이데올로기 형성 교육의 틀을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러나 나치시대 이전, 즉 192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에 '자유로운' 성인교육으로서 전성기를 구가한 독일의 성인교육은 종전후
다시 바이마르의 맥을 이어 받으면서 '자유민주시민교육'으로 발전한다. 여기서 성인교육은 '교육
및 학습참여의 자유'를 부르짖게 되고, 기존 학교교육의 문제로서 '의무적․강제적인 교육참여' 및
획일적인 '교육평가'를 비판하고 나선다. 따라서 성인교육은 전통적으로 폐쇄적 학교교육을
반대하였고 이에 따라서 학교성적평가표(Zertifikate)제도를 배척하였다. 말 그대로 '자유로운
참여'에 '자유로운 학습'이 새로운 성인교육 학습의 원칙이 되었다. 폐쇄적이고 강제적인
평가보다는 자유로운 참여가 우선이 되었다.
그러나 '자유로운 참여'라는 성인교육의 모토는 전후 그 빛을 잃게 된다. 즉 성인교육에의
자발적인 참여라는 원칙은 '실용주의적인 전환'(realistische Wende)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경제적인
동향 속에서 성인교육 및 사회교육은 의미를 잃게 된다. 1960년대 말 보쿰-슐렌베르크
플랜(Bochumer- und Schulenberg- Plan)은 독일 성인교육 및 사회교육의 전당인
국민대학(Volkshochschule)의 수강생들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근거로서 소위 사회교육에서의
'자격증' 문제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들고 나섰다. 결국 성인교육 및 사회교육에서도 일정한
사회․국가적 인정 및 자격증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이러한 플랜은 기존 학교교육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성취하지 못한 학교교육의 학력 및 자질을 성인이 되어서도 나중에라도

사회교육기관을 통하여 다시 취득하거나, 아니면 더 구체적으로 자격증 취득을 국가가 허가하고
인정함으로써 이미 취득한 학교교육의 자격을 평생동안 계속 추가로 보충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제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성인교육평가의 기초인
바우카스텐시스템의 출발 근거이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유동적인 자격증제도의 도입․실는
과거 학교교육에서 실시되던 평가체제를 성인교육영역에 재도입한 것이 아니고, 과거 학교교육
중심적 사고에서 볼 수 있었던 강압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자격증(학력) 관리체제에서의 또
다른 해방을 의미한다.
이러한 바우카스텐시스템은 직업훈련의 평가에도 도입되었다. 이에 의하면, 산업인들은 그들
각자의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면서 서서히 그리고 누적적으로 언제든지 교육훈련을 받은 만큼의
자격증명서(Zertifikat, Nachweis)를 취득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이 보쿰-슐렌베르크 플랜이
바우카스텐시스템하에서 성인의 교육 및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의도는,
성인의 학습속도 및 학습동기․수단․목적을 성인교육의 방법적 측면 및 교수학적 측면과
조화롭게 재구조화하려는 데에도 있었다. 이러한 바우카스텐제도의 원리는, ① 각종 직업훈련의
분야와, ② 새로운 형태의 대학개혁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1970년대 이래로 독일국민대학연맹(DVV: Deutscher Volkshochschule Verband)에서는 성인교육
영역에서 바우카스텐 방식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코스에서 자격증을 누적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성인교육학자인 슐렌베르크(Wolfgang Schulenberg)는 각종
성인교육기관에서는 순환학습이나 평생학습이라는 교육 학습기회를 누구에게 든지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누적적이고 기회적인 교육평가제도가 바람직하다. 또한 이러한
바우카스텐시스템을 통하여 학습내용들이 순환학습 및 평생학습을 위해 재구성될 수 있다.
한편 바우카스텐시스템의 실용주의적 교육정책의 의도는, 성인의 시험평가의 방식은 반드시
객관화된 실질적인 업무실적 측정의 기준척도에 입각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평가에서 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를 최대한 피할 수 있고, 이론적이거나
관념적인 또는 우연성에 좌우되는 형식평가의 병폐를 최소화한다는 데에 그 장점이 있다. 즉
바우카스텐시스템하에서의 평가는 '학습목표지향적'(Lernzielorientiert)테스트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모듈이라든지 유닛(단위)제의 학습과 평가를 말한다. 따라서 이는 실생활교육에 입각한
평생교육체제에 알맞는 열린 평가시스템으로 간주된다. 즉 할 수 있을 목표와 단위를 미리 정해
놓고 이에 대한 자격만 취득하고 나중에 계속해서 평생 자격을 보충해 나가는 방식이다. 이러한
평가방식은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시대의 하이테크놀러지시대에 적합하다. 매일 바뀌는
기술수준을 한번 따놓은 자격증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것은 모순이다. 현대인이 살아 남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교육과 훈련이 필수적인 것이다. 따라서 평가 역시
항상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
평가는 지식, 능력 그리고 숙련성의 분야로 이루어진다. 물론 이는 자격증 수여를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에 한한다. 오늘날 독일의 국민대학-성적자격증(VHS-Zertifikat)은 국가적 또는
산업적으로 평가를 인정하기 위한 가장 좋은 예이다. 또한 바우카스텐 평가시스템은 학습목적에
지향된 커리큘럼 및 프로그램의 제정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실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훈련은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자격이 요청되고 있으며 새로운 자격이 인정되어야
취업이 쉽다. 따라서 교육프로그램과 커리큘럼의 설정도 이러한 평가기준에 맞추어 편성될 수
있다.

第 5節 訓練修了後 再就職斡旋體制 定立
원칙적으로 훈련수료와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훈련 계약서는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는다. 또한 훈련교사 역시 이에 대한 의무가 없다. 따라서 재취업알선체계가 합리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단일직업알선체제가 필요하다. 이는 어렵게 길러낸 훈련생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바람직한 능력인으로서 활용해 보자는 의도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안이다. 이를 우리는
'성취도 컨트롤'(Erfolgkontrolle)이라고 부르며, 이러한 성취도 컨트롤을 통해서 훈련의 내실화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Werner, Schweisfurth, 1994., S.306). 다시 말해, 이러한 컨트롤을
통해서, ① 훈련의 기준척도에 따르는 평가작업이 이루어지고, ② 이러한 기준척도에 따라

훈련도야된 훈련생들을 실제의 장으로 매끄럽게 연결시켜 주는 것이다(위의 책, S. 310). 이러한
작업을 우리는 훈련생 전달(Transfer)이라고 한다(위의 책, S. 301). 훈련 후 이러한 훈련성취도
컨트롤이 잘 이루어지려면 훈련수료 후 재취직알선체계가 단일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헌법 제15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또한 동법 32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노동의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가는
사회적․경제적인 방법으로 노동자의 고용촉진에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국가는 근로희망자의 고용에 대하여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책임이 있다. 특히
고용보험제도라는 사회보장제도를 매개로 국가와 법적인 쌍무계약관계를 체결하여
피보험자로서의 자격을 획득하고 국가적인 고용촉진정책이 요구하는 소정의 직업훈련을 마친
재취업 또는 직업전환 희망 근로자들에게 국가는 직장알선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헌법 제34조에서 국가는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직장알선으로 구체화되는 고용알선의 의무는 고용보험제도의 사회보장적
취지에서도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민의 취업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취지를 밝히고 있는 직업안정법 제1조는,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개발, 발휘할 수 있는 직장에 취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이 충원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직업알선이 단지 양적인 수급정책의 측면에서만 일관적으로 처리되고 실행된다면,
직업성취의 실효성이나 생산성면에서 또는 장기적인 노동시장정책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그다지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즉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여 온 훈련의 성과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직업성취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훈련성취결과의 비교분석에 근거하는
직장상담과 직업진로지도의 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검토과정을 우리는 질적인
직업알선이라고 한다. 즉 이미 계속교육이나 재취업을 위한 전환교육을 희망하거나 요구하여
훈련과정을 이수한 훈련생들에 대한 개인 훈련준비도 조사기록과 직무조사 분석을 통해
전산화되어 수집되고 분석되어 있는 직장과 직종의 특성들에 대한 입력자료들과 이 훈련과정 및
결과의 업적에 따라서 직업성취에 대한 예측이 있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직장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되어야 한다. 훈련준비과정부터 직장알선의 과정이 다시 한번 일맥상통하게
체계적으로 피드백될 때 고용보험제도의 취지에 맞는 고용촉진정책의 내실화는 기약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직업알선 일원화작업의 실행기관은 가칭 중앙고용정보센터이며, 직업지도의
주도자는 전문상담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第6章
雇傭促進訓練의 內實化를 위한 敎育訓練의 方法
- 敎育訓練의 소프트웨어 次元 第 1 節 新人力養成 雇傭促進 訓練方法의 基本原理

1. 의사소통 교수 -학습 : 성인학습심리 -성인교육원리
고용촉진 및 재취직훈련생들에게 베풀어지는 교육훈련은 일련의 성인교육에 해당된다.
성인교육이란 아동교육이나 청소년교육과는 교육의 원리로부터 방법까지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에 있다. 성인교육이란 이미 청소년들에게서보다 학습효과를 그다지 기대하기가 힘든 나이로
접어든 성인들이 교육대상이기에, 지식습득의 가능성이 풍부한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교육 또는 청소년교육과는 근본적으로 구분된다. 또한 성인교육에서는 강제적 또는
반강제적으로 진행되는 학교교육에서 얻어낼 수 있는 교육적 결과도 기대하기가 힘들다.
성인교육이란 일정한 연령과 특별한 경험을 가진 성인들의 자유롭고 자율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다(Wolfgang Schulenberg, 1976). 따라서 직업성인에 대한 재교육 역시 강제적 또는 반강제적의
학교아동 및 학교청소년교육의 연장으로 보아도 안 되고 기술계 청소년 직업학교교육의 연장으로
이해될 수도 없다(Erich Weniger, 1955. S.414).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되고 생산적으로 되기를 희망하는 한, 우리는 먼저 학습자의 고유한
소질이나 신체적․심리적․정신적 특성을 알아야 한다. 특히 훈련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한다면,
교육전 학습자의 고유성 파악은 결정적이다. 학습을 수행하는 주체인 어린이의 항구적 소질이나
특성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알지 못하면서 무조건 자신의 방식대로 어린이를 교육해 보려고
대드는 국민학교 교사는 반드시 교육에 실패하고 말 것이다(Eduard Spranger, 1955). 즉 우리가
교육의 현장에서 학습자의 특성과 소질을 알아낼 때 교육은 비로소 교육의 가능성과
학습성취도가 정확하게 예측될 수 있으며 교육의 방법 역시 이로부터 고안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는 학습자간의 개인차의 의미에서도 중요한 지적이 되겠지만 아동교육, 청소년교육 및
성인교육을 구분하는 데에도 마찬가지 논리가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밝혀진 성인의 교육 및 학습 가능성은 어린이 또는 청소년의 교육 및 학습 가능성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즉 성인의 교육 및 학습 가능성은 이미 어린이나 청소년의 그것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성인이란 일반 학습심리학자들이 밝혀 낸 것처럼 일정한 연령(대략 25세)을
고비로 지능 및 기억력이 현저하게 둔화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정신능력을 신장시켜 주는
교육이나 학습의 효과는 청소년 시절만큼 기대될 수 없다는 것이다(Marita Verres-Muckel, 1974. S.
18).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성인에게서는 어린 나이 때와는 달리 특별히 기대될 수 있는 학습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 된다. 즉 성인교육이란 그저 청소년교육에 비해 질이 떨어지는 적당한
교육과 적당한 평가로서 또한 적당한 교육효과를 올림으로써 그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면 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연구의 테마, 즉 성인의 교육 및 학습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이미 50여 년 전부터 선진 구미
각국에서 교육학자, 심리학자 그리고 사회과학자들 사이에 상당히 활발하게 토론되고
논쟁되면서, 학문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오고 있다. 연구의 결과는 성인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는
수많은 교육 및 학습의 가능성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성인기란 위기의 시대이다(Martin Buber, Grundlegung, 1934). 즉 신체적으로 기능이 점점 약화되는
시기이며 또한 정신적으로도 지능이나 기억력 같은 천부의 능력이 퇴화되는 시기이다. 특히
직업전선에서 직업세계와의 싸움 속에서 살아가는 근로자들이란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생리현상의 약화 속에서 심리적인 부담만을 느끼면서 살아간다. 신체-심리-정신의 단일체로서의
인간은 이제 심리적인 부담, 즉 각종 스트레스의 강화현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해 간다.
발달심리학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사용하는 '발달'의 개념을 다시 정의하고 있다. 즉
성인심리학이라는 학문분야가 발달심리학의 연구분야로 편입되기 시작하면서 개념의 대수술이
시작되었다. 즉 종래에는 사춘기까지의 청소년기를 기점으로 연구를 중단하던 학문의 경향이,

이제 성인기 및 노년기의 심리적 문제를 학문적으로 취급하게 되면서 그들은 '발달'의 개념에
대하여 다시 생각한다. 즉 '발달'이란 반드시 '장애'를 동반한다는 것이다(Erik H. Erikson, 1974).
종래 발달이란 항상 '될 가능성'이라는 긍정적이고 낭만적인 측면에서만 연구하였지만, 이제 현대
산업사회에서 파생되는 엄청난 문제덩어리 속에서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살아가는
직업성인들에게 항상 성장에 방해물로서 다가오는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성인이란 심리적 위기의 존재이다. 즉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파생하는 신체적 약화와 정신적
퇴보는 성인기의 인간을 심리적 위기의 존재로 몰고 간다. 따라서 심리위기의 극복이 바로
성인교육의 일차적인 과제가 된다. 여기서 우리는 성인교육의 방법까지도 유추해 낼 수 있다.
성인에게 부딪치는 각종 문제들은 심리위기를 촉발시킨다.
직업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촉진훈련의 내실화에 대한 첫걸음은, 다음에서 언급하게 될
성인교육의 원리와 방법이 잘 실현될 때 가능하다. 이미 경험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성숙한
성인들에게 '문제해결'의 교육훈련이 가장 시급하며, 이는 그들만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숙된
인생여정을 계속 보장해 줄 것이다. 물론 자기계발로서 선택하는 계속교육이나 평생교육의
문제는 개인적인 성향과 의지의 문제에 속한다. 우선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많고 능력은 한계에
직면하게 되어 심리위기는 심화된다. 부버에 의하면, 위기는 성인교육에 기회를 준다(Martin
Buber, Grundlegung, 1934).
인간에게 심리위기는 폐쇄적인 삶이 추구될 때 심화된다. 따라서 성인교육의 원리는 개방성
속에서 추구되는 교육을 의미한다. 즉 모든 것이 개방되는 성인교육 학습의 분위기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교육의 효과를 상승시키는 지름길이 된다. 구체적으로 성인교육은 성인기에
'일그러지고 쪼그라드는 심리 영역'1)에 대한 치료의 의미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폐쇄적으로
좁아진 심리영역 속에서는 어떠한 단순한 사기진작이나 흥미유발도 계속적이고 질적인
교육학습의 동기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심리치료의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로 '열린
대화'를 들 수 있으며, 이는 심리적인 영역의 개방화와 폐쇄성 속에서 신음하는 극도의 불안감을
점차 감소시켜 줄 것이다. 바로 성인교육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어린이들은 놀면서 배우고 어른들은 서로 개방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배운다"는 사실규명이 이 시대 성인교육연구의 공통 결론이다. 즉 심리문제의 해결을 추구하며
자유로운 참여와 분위기 창조의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고 내실있는 교육효과를 올리기 위하여서는
개방적인 대화의 장이 교육 및 학습조직으로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성인교육의
방법으로서의 대화는 상호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전제로하고 있으며, 자유롭고 자율적인
교수․학습분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인간에게 개방성은 언제든지 창조성을 보장한다.
따라서 완전히 보장되는 개방성 속에서 교육훈련의 내실도는 예상될 수 있으며, 이러한 개방적인
상호 교섭관계, 의사소통 그리고 토론성의 질문과 답변들 속에서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교육훈련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창의적인 성인교육의 원리와 방법은 '대화' 또는
'의사소통'이라는 매개체 속에서 학습과정과도 합일되는 대원칙으로 이해될 수 있다.

2. 문제해결식 교육훈련방법의 원리
일반적으로 직업교육훈련이라고 하면, 훈련교사는 자기가 경험상으로 또는 연구를 통하여 터득한
기능 및 기술과 그에 관한 지식을 훈련생들에게 가르치고, 훈련생들은 기능, 기술 그리고 지식을
배우고 전수 받고 직업현장에서 무리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직업능력을 배우는 것이다. 즉 배운
기술적 능력과 지식으로 작업현장 또는 직업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직업인을 키워 주는 것이
직업교육의 현실이다.
그러나 인간은 주변환경에 적응하기도 하지만 주변환경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간 개개인이 무한한 창조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적응만을 가르친다면
교육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반대로 훈련생 개개인의 수준과 적성을 무시하고 너무 어려운
것만을 가르치거나 그들의 관심도 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극히 이론적인 것을 중요시한다면 이
역시 바람직한 교육훈련으로 간주될 수 없을 것이다. 즉 양자 모두 교육훈련의 내실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불합격이다.
성인대상의 교육이란 우선 훈련생들의 입장에서 시작되어야 내실화를 기할 수 있다. 성인 나이의
훈련생들은 이미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교육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하려고 하며, 프로그램에

만족하지 못하고 만다면 교육은 중단되거나 불만족으로 끝나게 된다. 또한 지루한 학습방법의
선택은 교육훈련의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거부감이나 저항감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교육
학습동기의 유도는커녕 교육훈련의 성과조차 없다.
따라서 훈련은 그들의 관심이 모아지는 곳으로부터 마침내는 자아실현 및 자아만족을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 경우 미국의 인본주의 행동심리학자인 아브라함
매슬로우(Abraham Maslow)의 단계별 욕구충족이론이 적용되기도 할 것이다. 즉 인간은
생리적․물리적인 욕구가 만족되었을 때에는 안전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며 그 다음 사회적
욕구를 그 다음은 명예 욕구를 그 다음 최종단계로서 자기실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삶에
만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 개개인에게 궁극적으로 점차 잠재된 창조성을 끌어내고 계발시켜 주는
새로운 교육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창조성이란-비록 현재는 잠재되어
있을지언정-다른 동물에게서는 볼 수 없고 단지 인간에게만 부여되어 있는 고유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즉 단순한 적응성만 있고 창조성이라고는 일말의 여지도 없는 삶이란 동물의 삶이며,
인간은 이러한 비본질적인 삶에 거부감을 느끼며 권태감과 지루함마저 느끼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창조적인 삶을 위한 창조적인 교육방법이 중요하다. 이것이 학교교육이건
산업현장의 교육이건 같은 인간교육의 이치이다.
즉 창조적인 직업훈련은 직업적 전인격체로서의 인간현성을 가능하게 해주며 나아가 이러한
교육의 결과는 직업인의 자아만족을 보장해 줄 것이다. 또한 일을 통한 자아만족을 동반하는
직업생활은 생산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왜냐하면 산업사회에서 생산성 향상이란
반드시 근로자의 자기만족 및 자기계발의 욕구성취를 수반할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교육으로서의 창조성 교육이란 궁극적으로 기업 최대의 목표인 생산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결국 직업교육훈련도 훈련생들에게 잠재된 창조성을 진작시켜 줄 수 있는 인간본위의
교육으로 바뀌어 나갈 때, '교육훈련의 내실화'라는 차원에서 그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인간에게 잠재한 창조성의 근원은 구체적으로 인간의 '상상력'이다(Eduard Spranger, 1927.
S.52∼79). 따라서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위해서 우리는 훈련생들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반
훈련조건들을 정비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바람직한 작업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상력의 개발이라는 교육의 대과제는 과학적인 차원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상상력이란 공상이나 환상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심지어 광기로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상력교육의 자기함정이 여기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상상력 개발을 통한 교육 내실화의 구현은 바로 문제해결식 교육방법에의 접근에 기인한다. 즉
'문제해결'이라는 구체적인 대과제 앞에서 상상력 개발 및 창조력 개발이라는 교육원리가
기능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문제해결이란 바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구체적․현실적
당면과제이기 때문이며, 이때 상상력은 현실적인 차원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던져지는 각종 문제 상황들이 바로 인간의 최대 장점이고 고유능력인 상상력의
발동으로 창조적으로 해결되어져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상상력의 개발은 잠재적인
창조력을 진작시킨다. 이러한 창조력의 진흥은 자아만족적인 삶을 보장할 것이다. 그러나
반복하건대 이러한 삶의 원리가 문제해결이라는 구체적인 교육의 대명제에 기여할 때 우리는
교육의 내실화에 대하여 거론할 수 있다.
교육이란 인간 개개인의 사회적인 성장을 도와주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따라서 훈련 역시
훈련생 개개인의 직업적인 성장을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은 종전과는 또 다른 양상으로
개개인의 성장에 엄청난 장애물들이 존재하고 있다. 즉 기계 및 과학문명의 발달, 분업화․자동화
전문화․기능화의 발달로 인한 생산체계의 변화, 교통과 통신체계의 발달, 그리고 정보의 홍수화
및 고도의 정보 전산화작업 같은 산업사회의 구조적 변화들에 따라서 우리 개개인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점점 좁아지고 말았다. 즉 우리가 소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는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편협화되었으며, 따라서 우리의 삶은 오히려 엄청난 '문제거리'에 부딪히게
되었다.
특히 산업현장에서 생겨나는 각종 문제들은 직업인 개개인에게 직접 닥쳐오는 성장의
장애물이다. 따라서 직업교육훈련을 통한 문제해결능력의 배양이라는 직업교육의 의미는 실로
지대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해결식 교육은 반드시 인간적인 차원의 문제 해결, 즉 인간의
고유성인 상상력과 공상력을 긍정적이고 현실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실천되어야 그 실효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다음의 제2절에서 소개하려는 소집단 작업학습과 프로젝트 학습조직에 의한 신인력양성의
교육훈련방법들은 앞서 독일의 최종자격화훈련에서 보았듯이 선진 외국에서 실현되고 있거나
아니면 아직 실험단계에 있는 인간중심교육의 현장교육 프로그램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신교육방법의 기본원리들로서, 이에 대한 현대적 해석이다. 아울러 이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요구하는 훈련의 내실을 기하고 위해 우리의 처지에 맞고 우리의 실정에 어울리도록 새로이
개발되는 훈련의 모델 프로그램들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는 종전 직업교육의 방법론적인
문제들, 즉 학습동기 부여의 문제, 상호 학습의 문제 그리고 학습과제해결 능력배양의 문제를
하나의 학습프로그램 속에서 해결해 보자는 의도로 발전되고 있는 직업교육의 기본 모델들이다.
주석 1) 청소년기의 심리영역은 성년기와 반대로 중구난방식으로 팽창된다. 이 역시 일종의
심리적 위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성년기와 반대의 경우로 나타날 것이다. 즉
청소년교육은 심리적인 통제와 관리를 필요로 할 것이고, 성인교육은 그 반대로 심리적
위축영역의 팽창을 조장해 주는 일을 도와야 할 것이다(Eduard Spranger, Zur Psychologie der
Bildsamkeit des Erwachsenen, 1953, In: Ders., Psychologie und Menschenbildung, Tübingen 1974, S.
356∼365 참조).

第 2 節 新人力養成의 敎育訓練方法

1. 소집단 작업학습
우선 종래의 주입식 교육에서는 훈련생들이 피동적이고 기계적인 직업훈련방법으로
양성되었다는 것이 부실한 훈련의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즉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들은 일단
교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교사의 교시대로 작업을 반복연습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과제를
다하는 셈이다. 따라서 훈련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역시 여기서 만족하게 된다. 단순기능공을
강제적으로 양산해 내던 인력지원 양산체제에서 이러한 양적성장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자동생산화․정보화의 추세 속에서 고도의 전문기술인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정보화시대에, 종래의 훈련방식으로는 보다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다. 특히 종래의
주입식 수업방식은 오늘날 계속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학습수요 욕구가 급속하게 개방되는
정보화시대에서 훈련생 개개인의 흥미나 작업교육, 동기를 유발해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보화사회의 가속화 추세에 따라서 알 필요와 알 권리는 점점 개방되고 이에 따라
개인의 흥미와 욕구가 다양해지고 극대화되어 과거의 일방적 교수형태의 훈련생들은
훈련과정이나 훈련일과에 만족할 수 없으며, 심리적으로 단조로움이 지루함마저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대적 변화와 함께 유발되는 잠재적 학습동기 욕구의 수준에 걸맞는
훈련프로그램의 개발만이 훈련 내실화의 과제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욕구체제 그리고
학습동기체제는 자동생산화․정보화시대의 추이변화와 함께 그동안 잠재적으로 폐쇄되어 있던
영역부터 개방화되고 활성화된다. 따라서 이에 알맞는 교수 학습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오늘날의 교육훈련은 위상을 정립하기 힘들게 되었다. '집단동학'1)의 방법적 응용으로서 알려진
소집단 작업학습은 훈련생 개개인들이 자신들의 흥미와 관심을 바탕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유인체제를 설정하는 협동놀이(Zusammenspiel)의
학습방법이다. 오늘날 직업세계에서 요청하는 유능한 일꾼이란 과거처럼 자신의
전문능력(Fachkompetenz)만을 가지고 대접받기 힘들게 되었다. 즉 직업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능력인데, 단편적 전문지식 몇몇을 통하여 행동능력을 인정받던 시대는 지났다. 즉
전문능력과 자기계발능력(Methodenkompetenz)과 사회적 능력(Sozialkompetenz)이 조화를 이룰 때
직업인으로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Rolf Arnold, 1994, S.43). 결국 자기계발능력과 사회능력에
관한 관심이 새로운 직업교육훈련의 방법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소집단 내에서의

협동작업(Zusammenarbeit)은 대단히 중요한 셈이고 이에 근거하는 교육훈련의 방법은 협동놀이의
방식이 된다.
협동놀이의 협동작업 속에서 훈련생들은 자기가 속한 집단에서 자신의 역할배역(Rollenspiel)을
받는다. 역할은 수시로 바뀐다. 하루는 공장장으로서의 역할을 해내기도 하고 하루는
견습공으로서의 역할을 배정받기도 한다. 이러한 역할교대의 중요성은 오늘날 일터에서
다기능공(Technition)의 시대를 맞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집단에게 주어진 최종과제는 단일하다. 물론 학습과제 및 목표는 단계적으로 분류되는
하위과제 병렬의 방법, 즉 단위(Unit) 또는 모듈(Module)의 방식을 택한다. '가'가 끝나면 '나'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최종과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과제설정은 교사가 한다. 과제를 받은
소그룹의 구성원들은 우선 자기주도적으로 집단 전체에 주어진 과업성취를 위해 열심히
무엇인가를 추구해 나간다. 각자 주어진 문제해결에 몰두하게 되면서 때로는 누군가에게 물어
보기도 한다. 교사에게도 묻기도 하지만 주변 친구 동료들에게도 묻게 되기도 한다. 때로는
자신이 누군가를 가르치기도 한다. 아니면 교사의 도움 없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서로간에 애를
쓰기도 한다. 그리하여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게 되고, 의사소통의 과정을 통하여
점차 서로서로는 상의도 하고 비판도 하고 격려도 하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서로를 학습으로
자극하게 된다. 우리는 이를 상호학습 즉 시너고지(Synergogy)라고 한다. 오늘날 작업학습의
교육훈련 현장에서 상호학습의 분위기를 주선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특히
작업학습의 현장에서는 개인주의적 전문기능공을 양성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상호학습
분위기의 조성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학습현장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훈련생 개개인의 심리적인 학습동기를 유발시킴으로써 교육학습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보려는
질적 교육훈련의 시작이다. 소집단 작업학습은 훈련생 개개인의 자율적인 학습동기를 바탕으로
하는 참여학습의 분위기를 조성함을 기반으로 하며, 훈련생들의 자유개방적이고 창의적인
학습활동이 항상 동료들과 상호 협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하위단위별로
학습목표를 정하고 있다.
훈련목표의 차원에서 볼 때 소집단 작업훈련은 전문(기능)인력양성을 기약하고 있지만, 훈련생
개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훈련중 습득하게 되는 자신들의 지식과 능력개발을 바탕으로 사회적
소속감과 정체감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는 후자를 소집단 작업학습에서만 얻어질 수 있는
'사회적 정체감 도야과정' (Soziale Identitätsbidungsproze)이라고 이해하는데(Wolfgang Klafki, 1992.
2. S.8), 이는 소집단 작업학습에서 피치 못하게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상황들(Konfliktsituationen)을
극복해 내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훈련의 목표와 개인의 자아만족이나 자아실현이 일치될 때
훈련의 내실화는 기대될 수 있다.
소집단의 구성방법은, ① 같은 능력의 훈련생들끼리 모으는 동질집단구성의 방법과, ② 무작위
배정이나 의도적 배정에 의해 작업집단을 구성하는 이질집단 구성의 방법이 있다(김병성, 1994,
260쪽). 그러나 집단구성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작업집단의 작업을 통한 사회적인 관계 향상 및
공동의 학습목표 성취를 고려하여 짜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집단이란 주어진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의존적 관계에서 작용하는 두 명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된
하나의 사회체제이기 때문이다.
소집단 작업학습이란 훈련생들의 상이한 관심들, 상이한 경력, 상이한 교육 및 학습과정 그리고
상이한 학습속도를 고려함으로써 설정되는 '내적 차별성'(Innere Differenzierung)을 전제로 하는
학습형태이다(Wolfgang Klafki, 1992. 2. S.8). 내적 차별성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훈련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그리고 능력 가능성들에 대한 훈련과정의 개인평가를 가능하게 해주면서 작업훈련을
시행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는 분업화된 산업사회에서 자신의 역할분담을 알게 해줌으로써
자신과 산업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주게 된다. 물론 이러한 학습형태의 실현 가능성은
근본적인 훈련기획, 훈련준비 등의 훈련구조화작업과 해당 작업시설 및 교육기자재의 준비도
그리고 훈련생 개개인에게 부여되는 전문 개별영역에서의 직업능력발달에 관한 방법적인
준비들을 기반으로 한다.
모든 소집단 작업학습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참여학습으로서 상호 의사소통(Kommunikation)과
상호 교섭행위(Intersktion)를 전제로하고 있다. 즉 ① 작업의 내용적인 차원이 그 하나이고, ②
인간관계적 차원이 또 다른 하나이다(Waldemar Pallasch, 1992. 1. S.23). 내용적인 차원에는
작업기술능력, 기술습득내용 그리고 주어진 과제해결이 해당되며, 인간관계의 차원에는 인간적

활동, 반응 그리고 행동양식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다기능공을 요하는 오늘날 이 두
차원은 결코 분리되어 생각될 수 없으며, 서로서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두 차원의
상호 관련성 역시 잘 이해되어야 한다.
우리는 소집단 학습활동이 진행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다섯 단계로 나누어서 목격할 수
있다(Waldemar Pallasch, 1992. 1. S.23-24).
처음 단계는 형성과정(Forming)이다. 내용적인 차원에서는 학습과제가 모든 훈련생들에게
단위별로 단계적으로 제시되고 알려진다. 물론 단원설정은 교사나 교재가 한다. 인간관계의
차원에서는 작업상황과 작업의 구속성이 집단구성원에 의해 스스로 조사되고 인식되고
평가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과제의 요점과 핵심이 밝혀지고 때로는 과제해결의 도움수단이
예측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집단 구성원들간에 긴장이 감돌기도 하고, 상대방의
태도나 반응 또는 상대의 기대치 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이를 파악하려고 하기도 하고
떠보기도 하는 탐색의 시간이 계속되기도 한다. 이러한 탐색의 과정 속에서 개인은 또래 집단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입장에 대한 집단 구성원들의 동질적 측면 또는 이질적 요소들을 대략
감지하게 된다.
두번째 단계는 폭풍우과정(Storming)이다. 내용적인 차원에서는 과제의 어려움과 과제의
모순들이 훈련생 자신들에 의해 지적된다. 인간관계의 차원에서는 집단 내에서 집단의 변화를
촉진 또는 방해의 요인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압력, 통제, 권력, 갈등, 배반, 적대감, 부조화, 긴장,
경쟁, 안전․불안, 균형, 불균형, 상호 의존, 상호작용 등이 공식적․비공식적으로 또는
이합집산으로 다양하게 전개된다. 즉 집단 안에 동질적이기도 하고 이질적이기도 한 또 다른 작은
자생집단이나 관계들이 형성되는 것이다. 자신이 터득해 가는 전문기술능력이 집단 전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해내는가를 파악하면서 자신의 학습동기를 스스로 자극한다. 주의할 것은
창의적인 학습동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집단적 자극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세번째 단계는 규범화과정(Norming)이다. 내용적 차원에서는 정보 및 지식교환과 과제설정에
대한 해석의 과정이 목격된다. 인간관계적 차원에서는 인간관계의 조정과 조화를 통한
집단행동의 규범화가 이루어지며, 다양한 역할분담이 실천되며, 팀 단위의 소집단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동참의식과 자발적인 참여행위가 발생하고 집단연대감의 발달이
이루어진다. 이는 점점 소집단을 규제하는 힘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소집단의
표준행동양식이 규정되는 것이 목격되기도 한다. 자신의 전문지식을 터득하는 과정과 집단의식의
연대감이 결합되면서 자신의 지위와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되기 시작한다. 극히 이질적인 개인과
개성 그리고 전문지식에 대한 관점이 원만하게 융화되기도 하고 배척되기도 한다. 그러나
학습과제의 단위에 의하면 공동의 목표와 공동의 문제해결이 당면과제이다. 자기 집단에 주어진
집단과제 및 목표가 보다 뚜렷해지면서 행동의 통일이나 응집력에 대한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반면에 리더십이 발휘되기도 하고 독선적인 행동이 관찰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단계에서는 문제해결의 과정이 부각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개인사고보다는 집단사고가
지배적으로 되어간다. 여기서 자신의 전문지식과 전문기능능력의 역할 가능성이 가늠된다.
네번째 단계는 완결과정(Performing)이다. 이 단계에서 소집단 구성원들은 내용적으로 과제에
집중적으로 매달리게 되며 과제해결책에 접근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인간관계로서는
기능적인 역할 관련이 마무리됨에 따라 소집단은 견고한 동질성을 띠게 된다. 따라서 그동안
단편적인 기능적 사고에서 유발하는 모든 갈등 및 부조화관계들은 절충 및 해결단계로 들어서고,
이로써 소집단구성원들간의 상호 공조체제가 가능해지게 된다. 반면 비공식적인 조직의 상호
교섭관계들도 음지로 숨지 않고 밖으로 양성화된다.
소집단 학습활동의 마지막 단계는 재형성과정(Informing)이다. 내용적으로는 소집단 활동에서
얻어진 전문기능의 교육훈련성과와 결과들이 다른 집단들의 성과들과 교환관계에 들어서게 된다.
소집단 안에서 개인적으로 습득된 기능과 지식은 하나의 과제에 종속되며 미래의 직장과
직업내에서의 인간관계 역시 비교적 안정적으로 되어가는 과정을 터득하게 된다. 즉 이러한
단계에서는 소집단작업의 정체감이 확립된다. 이는 작업 및 학습활동과정에서 나타났던
전문기술적, 자기계발적, 사회적 능력의 부조화에서 비롯되었던 제반 갈등상황들이 외부적으로
공시되어 다른 집단활동의 결과와 비교되면서 평가되어, 다음의 소집단 학습활동을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는 비판의 태도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더 나아가 이는 보다 나중에 예상될 수도 있는

대집단활동에 기반을 줄 수도 있다.
개별적인 직업영역들과 이에 준하는 교육훈련의 과정에서 관찰되는 훈련생 개개인의 상이한
작업속도와 작업능력 그리고 다양한 갈등상황들을 전제하고 시도되는 소집단학습의 원리는
협동게임의 원리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이는 단지 직업활동을 위한 새로운 교육-학습이나
직업전환학습의 유연성과 능력만을 목표하는 것이 아니고, 집단 내에서의 개인적․사회구조적인
갈등해결 등의 과정을 의도적으로(교육적으로) 직접 동참 경험하게 함으로써 공동의 '문제해결'을
목표로 한다. 이로써 훈련생들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개인적․집단적 문제해결능력을
양성․개발할 수 있다. 자신의 직업전문적 소양과 관심을 바탕으로 소집단 학습활동에
동참하면서 훈련생 개개인은 자신의 자기계발능력과 사회적 능력을 겸비하게 되어 일터에서
자신의 기능적인 활용을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행동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특히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교육훈련의 공동목표로서 사회적 협동능력이 과거보다 훨씬 더
요청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작업분야들의 분지화, 자동화 그리고 전문화가 첨단을 향해
달려나가고 이와 더불어 급변하는 제반 작업조건들과 요구들은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보다도 적어도 팀 단위의 소집단 또는 중집단의 공동작업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을 잉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오늘날 개인의 문제는 사회구조적인 갈등과
마찰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날 문제상황에 대한 대처로서 요구되는 공조체제의 필연성은 작업현장의
부분영역으로부터 시작하여 산업사회의 총체적 관리체계에서도 강조된다고 볼 수 있으며, 현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질적인 교육훈련은 근로자 개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고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미시적으로 보면 이러한 노력은 결과지향적이고
생산지향적이며, 동시에 자아발전적이면서도 경쟁지향적인 학습효과를 노릴 수 있으며(Wolfgang
Klafki, 1992. 2. S.11), 거시적으로 본다면 공동의 목표 및 과제를 다기능공으로서 공조적 협동
차원에서 달성해 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학습방식은 교육훈련을 조직적으로 검토하여 계속적으로 훈련의 내용과 방법을 보다
효과적이고 생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의사 결정의 학습조직을 형성하는 데에도 기본 토대를
마련해 준다. 즉 훈련평가를 위해 훈련과정중에 얻어진 경험들과 지식들 또는 문제상황에 대한
소집단 단위의 해결방식들이 훈련생 개개인의 의견들로서 제시되고 토론되며,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훈련의 난이도, 중요도 그리고 문제점들이 순위별․등급별로 범주화될 수
있다. 이는 차기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위한 방향과 진로결정에도 과학적인 지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소집단 작업학습의 전체진행과정에서 훈련교사는 학습교시의 교수․학습방법들과 학습절제
사이에서 유연성있게 행동하여야 한다(Waldemar Pallasch, 1992. 1. S.26). 여기서 학습교시란 강의,
세미나, 교육공학적 교자재활용으로의 인도 그리고 전문기술적 작업지시 등을 의미하며,
학습절제란 학습활동상의 조력, 자문 그리고 학습과제 및 목표를 조정하는 측면을 의미한다.
그때그때 소집단별로 나누어 문제해결을 단위별로 수행하는 학습평가가 교사의 학습절제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2. 프로젝트 학습조직
프로젝트 학습조직의 방법은 1918년 출간된 킬페트릭(Kilpatrick)의 『프로젝트 방법』(Projekt
Methode)에 그 뿌리를 두고 계속 발전되어 왔다. 특히 1950년대 이후 '상호교섭주의
이론(Interaktionismus)'2)을 배경으로 하는 응용학습이론으로서 발전된 현대식 프로젝트 학습이란
계획적인 프로그램 학습방식을 의미하며 실천 위주의 학습방법을 전제한다.
이 학습의 프로그램의 특징은 다분히 '실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계획된 학습 프로그램이
실천적인 학습으로 되기 위해서 항시 실험․관찰의 체제 속으로 편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젝트 학습의 실질적인 목표는 학습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공동학습의 맥락에서
자신의 특정 관심분야' 를 이해하고 분석해 보는 것이다.
여기서는 우선 개인적으로 볼 때 자발적인 학습참여를 가능하게 해주는 자신의 학습동기를
찾아내어 창의로운 발상을 해낼 준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의 입장으로서는 '과연
학습과정을 학습결과와 얼마나 잘 피드백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질문이 된다. 즉

일관된 전체적 프로젝트 아래에서 부분적인 실행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피드백될 수 있을 때
학습효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을 잡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프로젝트 학습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우선 훈련기간으로 규정된 기간 동안 학습될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계획되어 한눈에 볼 수 있는
시간표로 작성된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짜기 위해서는 우선 같은 전공의 훈련교사들이 팀을
이루어야 한다. 왜냐하면 수업의 프로젝트는 그들의 상호 협조에 의해서 작성되기 때문이다. 즉
프로젝트 학습이란 소그룹 학습과는 달리 처음 수업의전체적인 구상부터 교사들에 의해 계획되고
체계적으로 구조화되면서 주도되는 것이다(Enja Rieger/Hajo Weber, 1989. 7∼8. S.46). 즉 소그룹
학습이 훈련생의 학습권을 개방적으로 보장하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면, 프로젝트 학습방법은
훈련담당 교사들에 의한 교육권의 영역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 즉 훈련교사가 프로그램 설정과
학습과정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내는 것이다. 물론 학습과정중에는
훈련생들의 자발적인 학습활동, 즉 자율적인 학습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수업의 프로젝트가 다 짜여지면 학습과정의 프로그램들이 훈련생들에게 그대로 제시된다. 이로써
훈련생들은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하여야 할 역할을 대략 인지하게 된다. 다음으로 학습시간표
또는 학습진도표가 주어진다. 물론 진도표는 테마(Thema)3) 별로 작성된다. 테마를 선정할 때
교사들은 훈련생 개개인 또는 집단공동의 관심과 흥미 같은 인성적인 측면이 고려하여야 한다.
흥미와 호기심은 학습동기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훈련생들의 관심영역과 해당
훈련전문분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테마가 선택되어야 하고 테마가 진행되는 학습의 순서가
정해져야 한다.
이때 훈련생의 훈련준비도 조사 또는 교육과정에서 알려지고 평가된 개인조사의 기록들이 테마
선정의 참고자료로서 검토될 수 있다. 물론 선택되는 테마들은 전체적 프로젝트와 긴밀히 연결된
실험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또한 각 테마를 해결하는 시간배당과 테마와 테마를 연결하는
맥락적인 내용 역시 중요하다.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주제에 대한 문제해결의 능력이
연습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해결능력은 내용적으로도 전체적 프로젝트의 취지에
합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테마는 문제해결의 능력을 실험하는 차원에서 설정된다. 실험성이 다분한 테마가 정해지면
훈련생들은 크게 두 집단으로 나뉜다. 한 집단은 주어진 시간동안 작업훈련을
계속하고(실습집단), 다른 집단은 그들이 작업하는 것을 관찰한다(관찰집단). 실습집단은 주어진
테마에 따라서 현장에서 교사에게 물어서 직접 배우기도 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이론을 그대로
적용해 보기도 하며, 또는 자신의 공상력과 상상력에 따라서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단순히
반복연습한 대로 실습해 나간다. 관찰집단은 실습집단의 작업모습들을 기록하기도 하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 비디오 촬영도 하며 때에 따라서는 실습집단을 상대로 직접 인터뷰를 하기도 하면서
녹음도 한다.
그러나 이때 중요한 것은 '문제' 또는 '문제분석' 위주로 모든 관찰이나 자료수집 및 조사 등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프로젝트 수업은 창조적인 '문제해결'을 기반으로
하고 공동의 과제해결을 최종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작업자의 작은 실수로 문제가
발생했다든가 아니면 작업장의 문제로 문제가 발생했다든가 하는 문제들의 에피소드 중심으로
모든 작업훈련과정이 관찰되고 기록되어야 한다. 이러한 학습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습장으로 활용되는 작업장 및 실습장이 목적과 진행방법에 맞게끔 설계될 필요가
있다. 즉 협동과 업무조화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학습장과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관찰 및 조사 등을 통한 실습장면이 보고되기 위해서 서면상으로 기록되고 작성된다. 이미 계획된
보고시간에는 두 집단의 훈련생들과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브리핑과
토론을 통한 검증(피드백)의 시간을 갖게 된다. 관찰집단에 의해 현장자료가 제시되기도 하고
각종 기록들이 발표되기도 한다. 관찰자들은 자료에 근거하는 비판도 할 수 있다. 실습집단은
자기 방어나 변호를 하거나 아니면 수긍을 하거나 자기반성도 하면서 자신의 실습과정에서
제3자에 의해서 관찰․기록․발표되는 상황들이 작업 당사자인 본인의 진술에 의해 검토되고
검증되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마찰이나 갈등도 예상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과정에서 교사단의
집단별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문제상황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나열 및 기록들을 바탕으로
창조적인 의사소통, 담론 및 토론이 진행된다. 그리고 처음에는 작업시행상의 개인적 문제에 대한
관찰 및 보고로 시작되는 모든 대화의 과정이 점차 상호 집단간에 주어지는 공동의 과제로서

인식되는 과정을 갖게 된다. 이는 결국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맥락에서 공동의 과제에 대한
창조적인 문제해결의 장으로 공감되어 갈 것이다. 이때 프로젝트 학습을 설계하고 주도하는
교사들은 프로젝트 학습의 과정에서 벌어지는 공통의 문제해결을 위한 경험이나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교사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교사의 진술과 교육은 개인적인 입장에서의
창조적인 문제해결에는 아직 결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한다. 인간의 창조성이란 기계적이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본성적 특질로서 심층에 고유하게 내재되어
잠재되어 있다가 어떤 계기나 자극을 통해 발현되는 것이다. 천부적인 훈련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창의로운 학습에의 자극이다. 따라서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창조적인
문제해결이라는 프로젝트 학습의 목표는 훈련생 스스로 교사들의 조력하에 점진적으로 접근해
가는 것일 수밖에 없다.
개방적 문제해결의 장이 열린교육의 장으로 활용된다면, 이는 창조적인 자기학습을 자극하는
동기재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자기주도적 학습(Selbstinitiiertes Lernen)을 가능하게 하며
'실천적 학습'에 기여한다(Rolf Arnold, 1991. S.78). 바로 프로젝트 학습을 성공적으로 주도할
의무를 가진 훈련교사는 훈련생들에게 창조적인 문제해결 통해 접근되는 자기학습 및 실천학습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성인이란 청소년이나 아동들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자기학습 및 자기주도적 학습의 기회를 통해서 실천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자기주도적 학습과 실천학습은 성인들에게 자아만족감 또는 자기성취감을 보장해 주게 된다.
물론 자기학습 및 자기주도적 학습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것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역할이 분명히 존재한다. ① 이미 언급한 것처럼 교사들은 전 프로젝트 학습과정을 스스로
실험적으로 기획하고 주도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중 교사들은 훈련생들에게 자신의 경험이나
전문지식들을 전수시키면서 학습의 분위기를 진작시켜야 한다. ③ 교사들은 작업 및 훈련평가를
위한 피드백 시간에 모든 훈련생들과 자리를 함께 하여, 그들의 보고를 듣고 결과분석에 대한
질문도 하고 때로는 여기에 대하여 자문도 하고 하면서 피드백의 전 과정을 평가해야 한다. ④
이때 교사들 역시 프로젝트 학습과정 및 내용에 대한 자기반성이나 검증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는 다음 프로젝트를 기안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⑤ 이를 종합하여 교사들은 교육훈련 성과의
최종적인 평가를 해야 한다.
그러나 교사들이 자신의 역할과 임무를 실행해 나가는 데서 보다 중요시해야 하는 사실은,
교사들이란 원칙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관리하지만 항상 훈련생 자신들이 추구하는 창조적인
문제해결의 교육을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소크라테스는 진정한 교육자란 학습자 자신에게 도움만을 주는 '산파의 역할'을 해내는 것이라고
비유했다(Werner Jaeger, 1944). 즉 아기는 산모가 낳고 교사는 아기를 낳는 산모의 어려운 상황들,
즉 주변의 상황적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문제해결에 일부 도움을 주는 역할만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Eduard Spranger, 1954). 결국 아기를 낳아야 한다는 당면문제 및 당면과제는 산모
자신이 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교사란 산모의 고통을 간단한 조력이나 자극으로
육체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완화시켜 줄 수는 있겠지만, 이미 산모에게 필연적인 산고의 고통을
완전히 해결해 줄 수는 없으며 그렇다고 아기를 대신 낳아 줄 수도 없다는 교사로서의 역할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아무리 유능한 교사라도 훈련생들에게, '이런 아기를 낳아라! 또는
저런 아기를 낳아라!'하고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우리의 현실적 교육현장에서
참다운 교육권과 학습권의 조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해석될 수 있다.
실습집단과 관찰집단의 역할은 번갈아서 교대된다. 물론 작업 및 업무의 과정은 하나의 구체적인
프로젝트, 즉 테마 설정에 따라서 꼭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집단역할이 교대되면서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문제해결식 수업의 '내용적 측면'은 항상 달라질 것이다. 집단별로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항상 공동문제를 보고 분석하는 시각들이 달라질 것이며, 집단 내부에서 각자의
마음이 다르듯이 공동의 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항상 각자의 의견 역시
다르게 표현될 것이다. 따라서 수업에 임하는 참여자 모두의 의견과 시각이 자유롭게 발표되는
토론의 '개방성'은 열린교육으로서의 수업의 질을 결정해 줄 것이며, 이러한 개방적 학습은 실천적
학습의 내실을 보장하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프로젝트 학습이 보여줄 수 있는 학습의 특성들은,(Johannes Bastian․Herbert Gudjons,
1989. 7∼8. S.11, 13)
① 실질적인 일의 상황과 직접 관련적이며, 일터에서 현실적․구체적으로 부닥치는 문제상황의

극복과정에 관계한다.
② 학습의 전 과정이 훈련참여자들의 흥미와 관심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인적 관심과
흥미가 점점 공동의 관심사로 집중된다. 공동의 관심사부터 학습테마의 선정이나 프로그램과정이
재검토될 수도 있다.
③ 훈련생 스스로가 의사소통의 조직 및 집단을 결성해 나가기 때문에, 매사에 자기결정적이고
자기책임적이다. 훈련생에게 잠재된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때 훈련생 개개인의
상상력을 토대로 하는 창조적 전인교육의 가능성이 생겨난다.
④ 산업조직적인 실천과 직접 관련되어 있어서 현장에서의 실천학습이 된다.
⑤ 분명한 목표지향적인 프로젝트 속에서 진행된다. 따라서 학습은 시행과 착오라는 실험의
과정을 전제하며 교사의 지도적 역량을 요구하게 된다. 즉 교사는 실험을 원칙으로 하는 프로젝트
학습과정이 일사분란하게 피드백되는 과정을 과학적으로 실험․검증하여야 하며, 다음의 학습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한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작업학습을 통해 결과한 생산품 및 생산결과에 직접 지향되어 있다. 재생산의 결과로서
학습효과를 노리는 종래의 방식이 아니라 일차적 생산의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이나 검토에
지향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력을 자극해 낼 수 있다.
⑦ 학습과정중에 벌어지는 현상들에서 많은 의미를 배우고 많은 의미를 검토하게 되어 질적이고
체계적인 자기주도적 학습을 가능하게 해 준다.
⑧ 통합된 프로젝트 속에서 직업전문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행동양식을 배우는 '사회적
학습'(Soziales Lernen)의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된다.
⑨ 전문학과들간의 상호 보충성을 알게 되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자신의 분야를 알게 되어 전
인격적인 인간교육의 가능성을 열어 주게 된다.
⑩ 배움의 과정이 가르침의 과정과 혼연일체가 됨으로써 창조적인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해진다.
결국 이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 수업방식은 다기능공 양성을 위한 신인력양성
교육훈련 즉 '창의적인 직업능력인'을 양성하는 교육훈련행위에 기여할 것이다. 본고는
고용촉진훈련에서도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국가검정 자격취득제도를 견제하여 왔다.
고용촉진훈련은 당면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다능공을 육성해야만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다면 다소 실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신교육훈련 방법이 다른
직업훈련분야에서보다는 고용촉진훈련에 먼저 도입․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주석 1) 집단동학 또는 집단역학은 레빈(K. Lewin)에 의해 처음 소개된 집단역동성에 대한
관찰과학의 개념인데, 사회학적인 시각 및 사회심리학적인 시각으로 개별학문적으로 또는 학문적
상호 관련 속에서 발전된 광의의 행동과학으로 볼 수 있다. 즉 집단동학이란 집단구성원들의 상호
의존성,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집단의 기능, 집단구성원들의 행동에 미치는 집단의
영향력, 목표달성을 위한 도구로서의 집단의 유용성, 집단의 응집력, 집단변화의 촉진요소 및
장애 세력, 집단의 유동성 등을 함축하는 말로서, 집단이 형성되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심리적인 요인과 이에 따르는 역동적 관계변화를 과학적으로 관찰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이는 개인간, 개인과 집단 또는 집단과 집단간의 상호 교섭관계에서 피치 못하게 발생하게 되는
제반 갈등 및 부조화를 구성원들이 스스로 조화롭게 조정하고 해결해 나감으로써 집단의
공동목표를 달성해 가는 의사소통, 의사결정의 상호작용과정을 관찰 분석하는 학문을 의미한다.
따라서 집단동학은 과학적인 연구방법을 발달시켰는 바, 이를테면 관찰방법의 표준화, 통계적
분석방법을 활용한 측정의 신뢰도 검증, 사회적 측정법 등이 그것이다. 존 듀이(John Dewey)는
이러한 집단동학의 방법을 문제해결식 학습방법과 결부시켜 해석함으로써 학습의 사회적 측면을
강조한다.
주석 2) 게오르그 짐멜(Georg Simmel)에 의해 처음 소개된 이 이론에 의하면, 집단이란
상호작용체제이다. 이는 직접적으로 인간관계의 이론이다. 즉 모든 사회현상은 인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사회나 집단도 사회구성원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쿨리는 이 이론을 토대로 집단 내부에서 형성되는 심리적 구조를 설명하고 있으며, 미드는
상호작용이론을 바탕으로 집단역학이론을 집대성시킨다. 이 이론의 중심은 집단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과된 역할을 수행하는 개개인의 모든 행동은 다른 개인 및 집단의 역할수행
행동과 관계를 맺으며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여기서 관찰되는 집단 구성원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부여되는 집단의 기능적 측면을 분석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주석 3) 킬페트릭(William H. Kilpatrick)이 1918년 『프로젝트 학습방법(Projekt Methode)』이라는
책을 발표하면서 테마는 당시 '단원'(Unit)으로서 교과과정에 분류되었다.

第7章
結論

구직실업자들에게 부여되는 고용촉진훈련 및 재취직훈련은, ① 실업 및 실직자를 보호하고
새로운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실직․실업상태를 종결시키는 것에 기여하고, ② 시대에 맞는
전문직업인의 자격이 결여됨을 지양시켜 주며, ③ 훈련생의 직업능력을 질적으로 고취․연마시켜
재취업에 따르는 불이익을 최소화시킴을 목적으로 하며, ④ 사회적․직업적인 활동성을 개선시켜
주며, ⑤ 직업적․사회적 상승이동이나 도약을 가능하게 하여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Volker
Detemple, 1994. S.76).
이러한 훈련의 목표를 구현해 보겠다는 취지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추출시켜 왔다.
첫째, 현재 근로자와 사용자 2자간 또는 노․사․정 3자간의 사보험적 성격을 지닌 법조항들이
공익사회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명실공히 사회보장복지제도 건설의 일조를 담당할 수 있는 토대로
보완․개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고용보험제의 실시와 함께 앞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본격화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기화로 이미 오래전부터 실시되어 온 저소득층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촉진훈련이 실업자 고용촉진이라는 측면에서 보완․계승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고용보험사업이란 바로 사회보장제도를 구현하는 중핵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 현행 법적․제도적인 문제가 일부 재검토되어야
사회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고용보험제도 실시의 원래의 취지가 살아날 것이다. 고용보험제도가
사회보장제도로서 성숙되지 못한다면 복지사회건설의 취지 약화는 물론이지만 보험제와 관련될
수 있는 국가의 제반 산업정책들은 커다란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둘째, 종래 고용촉진훈련의 현장에서 보았던 행정규제 및 감독과 자율성의 이율배반 문제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고용보험제도는 앞으로 피치 못할 산업구조조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한 방편으로서도 크나큰 역할을 해내어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의 고용촉진훈련은
고용보험의 실시로 인해 앞으로 더욱 본격화될 실업자 재취직훈련의 내실화 방향에 교훈을 줄 수
있었다. 즉 국비무료훈련임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이고 자유방임적으로 운영되어 가는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훈련의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행정에 항상 불만인 것이 훈련실시기간의 입장이다. 심지어 이러한 반목은 단순한
불만으로서만 그치지 않고 법망을 피해서라도 훈련원 운행의 묘(?)를 찾아 나간다.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기발한 행정규제를 강화하게 된다. 결국 임기응변식의 행정규제가 난무하고,
훈련은 훈련대로 지쳐 버려 훈련의 내실화는 커녕 훈련의 취지조차 유명무실해진다. 더욱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훈련의 자율화를 외쳐 대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러한
'행정규제-도망다니기-강한 행정규제-또 도망가기'라는 도식은 훈련의 내실화는커녕 정책의
모순만을 낳고 있으며, 이는 곧 국력의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물론 국비무료훈련실시에서 행정규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오늘날 훈련의
자율성 보장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이제 '행정규제 자율성'의 모순을 풀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행정방침이 수직적 사고가 아닌 수평적 사고로부터 정해져야 한다. 이는
특히 정보화사회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발상 방법이다. 과거 전통사회에서 정보나 지식이
위로부터 아래로 수직적으로 흐르고 일사분란한 관리(매니지먼트)를 위해서 지식과 정보를
일직선상으로 통제할 필요성이 있었던 사회에서는 상부하달식의 행정과 관리가 주효했다. 그러나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산업과 화상산업의 발전으로 가속화되는 오늘날의 정보화사회에서는
지식과 기술정보들이 여기저기 산재하고 있어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취사선택이
가능하고, 원한다면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다. 간단히 말해서, 오늘날과 같이 급속하게 개방되고
다양화되는 사회에서는 행정적 편의나 합리성도 중요하지만, 훈련을 통해 훈련생 개개인에게 줄
수 있는 인센티브 역시 똑같이 중요하다. 따라서 훈련실시 기관들이 아니고 훈련생 개개인들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훈련에 참여하여 자기주도적인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훈련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결국 오늘날 요구되는 행정규제란 훈련 분위기를 조성하는
포괄적인 행정조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훈련에 직접 참여하는 훈련생들의 '자기규율'로서

시작될 때 가능하다.
셋째, 훈련에 대한 일률적인 평가제도(국가검정자격제)는 원칙적으로 다변화되어야 한다. 현대는
자격증시대라고 한다. 물론 이는 훈련정책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당장 실업자로하여금
(재)취업을 시켜 주는데 가장 유리한 입장에 서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고용촉진의 훈련에 종전의
일률적인 행정관리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은 문제이다. 실업자들은 훈련을 통해서
어쨌거나 일자리를 얻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다. 이를테면 고용촉진훈련이나 재취직훈련에서
중요한 것은 자격획득의 행정규제가 아니고 훈련위탁생에게 신정보를 보급하고, 우선 '신기술
신직종'을 '단기간으로' 가르쳐서 취업의 유리한 고지를 마련해 주는 정책이다.
또한 어린 청소년층과 성인연령이 혼합되어 똑같은 조건과 상황하에서 신체기능의 감퇴현상으로
지적 능력도 쫓아가지 못하는 판국에 국가가 정해 놓은 일률적인 기능검정자격을 따내어서
취업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내일이면 필요와 수요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자격을 오늘 열심히
갈구해야 하는 것은 시대적 착오이다. 결국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가검정자격제도는 결코
오늘날의 정보화산업시대에서 요구하는 고용촉진훈련의 평가제도가 아니다. 특히 앞으로 WTO
체제가 가속화된다면 자유시장경제의 원리는 더 활성화되어 국제경제시장에 엄청난 파란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현재 규정되어 있는 고용촉진훈련종목과 검정자격제도는 그
실효성을 잃게 될 위기에 있다. 따라서 일단 정해진 직업훈련기준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주기별로
또는 산업구조조정 및 노동조정의 필요성과 계획 등을 검토하면서 고용구조의 변화, 기술내용
변화, 직업의 전문화와 분업․통합화의 과정과 생산과정의 다양화에 적절한 보완․수정․작업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신명훈․윤석천․이승홍, 1989.12. 129쪽).
또한 훈련생들이 동일한 기준에 맞추어 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이나 지역의
특수성이나 사정에 따라 훈련의 내용과 수준이 달라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준 속에서
행정규제 및 감독을 받게 된다. 이는 훈련의 자율성 침해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산업구조
조정으로 인한 후유증에 민첩하게 대처하고 이에 적합한 훈련을 능동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훈련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창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즉 산업발달의 속도에
뒤지는 훈련기준과 자격검정제가 계속 적용되어야 하는 고용정책은 파국을 초래하고 말 것이다.
넷째, 훈련과 전산화된 고용․직업안정사업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상호공조체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즉 훈련준비부터 훈련기관알선 그리고 훈련수료후 직업 및 직장알선정책이 매듭없는
하나의 선상에서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제도적 실현이 시급한 과제이다. 계속
순환적으로 피드백될 수 있는 훈련계획이나 훈련구안이 이러한 전제 속에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우리가 이미 검토한 바와 같이, 훈련수료 직후에 나타나는 취업률은 훈련원과
훈련교사측의 자구노력(?) 때문에 높은 편이지만, 사후지도의 부족이나 직업비교의 결과로 인해
이직률이 높아져 훈련에 대한 투자에 비하여 훈련성과는 미약하였다. 따라서 산업구조조정에서
오는 구조적 실업을 최소화하고 직업정보의 유통이 원활치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마찰적 실업을
감소시키기 위한 직업안정사업과 직업훈련사업의 연계성 확립은 필수적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공직업안정망의 확충 및 취업정보의 전산화, 진로지도의 제도적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신명훈․윤석천․이승홍, 1989. 12. 130쪽). 또한 훈련생들간의 연령별, 학력별,
직업적성별 능력차, 즉 개인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동일등급으로 동일기간에
훈련시키는 관계로 능력별, 개인별 차이를 고려한 개별 직업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훈련의
내실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국 직업적성에 따른 훈련적격자의 발굴, 육성 및 관리를 목표로
하는 직업지도사업은 본인의 삶에도 기여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훈련탈락생을 최소화하고
나아가서는 산업공동화 현상을 조정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다섯째, 현재 대부분의 훈련원들은 예산부족이나 운영의 영세성으로 인해 실습시설이 부족하고
낡은 훈련시설을 교체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훈련의 전문성이 결여된 관계로 훈련의 질마저
향상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물론 정부는 공공직업훈련원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직업훈련의 신교육환경을 창조해 보겠다는 의지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교사의
신분보장 문제가 미흡하여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현 교사들의 재교육을 위한
보수교육 및 연수기회도 태부족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평생교육체제하에서는 이들에
대한 별도의 전문적 승급 보수훈련도 급선무가 될 수 있다.
하나의 제안으로서, 훌륭하고 전문성 있는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들을 양성훈련의
이수자(인천기능대학)로서 또는 정규 양성대학 졸업자(한국기술교육대학)로서 일정한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국한할 것이 아니고, 경험 많고 유능한 산업체에서 겸임교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학교와 산업체와의 유대관계만이 산학협동이 아니고
독일의 경우처럼 훈련원과 산업체와의 협동도 산학협동의 개념에 포함시켜 한다. 즉 독일의 각종
직업학교들(우리나라의 경우 실업계 고등학교와 기술계 학원에 해당함)와
직업상급학교(우리나라로 말하면 직업훈련원 소속의 전문학교)의 교사들은 산업체에서 공장
마이스터 자격을 가진 자가 겸임하고 있거나 전임하고 있다. 또한 교사양성과정을 다양화시키기
위해서 정규과목의 목적에 맞는 보수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육훈련방식에 있어서
장․단기과정을 적절하게 배합하고 야간제, 통신제, 주간제 등 융통성있게 운영하여야
한다(신명훈․윤석천․이승홍, 1989. 12. 134쪽). 한번 교사가 이제는 영원한 교사가 아니다.
직업기술과 지식은 자고 나면 달라지는데 한번 배운 마이스터가 영원한 마이스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여섯째, 고용촉진훈련과 실업자 재취직훈련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특히 지역특수성과
산업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반복하건대 훈련의 목적은 (재)취업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훈련은 지역특성에 맞게 그리고 산업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유리한
조건하에서 쉽고 빠르게 고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산업구조조정에 따르는 정부의 실업해결능력을 제고시켜 줄 것이며, 산업공동화 방지에도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공공직업훈련원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훈련종목을 인정직업훈련원과
사업내직업훈련원등에 위임한다는 식의 발상은 고용촉진훈련과 재취직훈련에는 의미가 없다.
그보다는 기존의 모든 훈련원들은 구별없이 각각 지역별, 산업별, 직종별 특성을 기준으로 각
훈련원 고유의 훈련 가능종목을 발굴․개발토록하고 이를 기준으로 훈련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오늘날 방송통신대학, 독학사제도, 전문학교, 기능대학, 산업대학 등의 설립과 앞으로
구상되는 신대학(예정) 등의 설립으로 고등교육 기회의 다양화와 산업 중심 대학기관의 확충으로
비진학청소년층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종전에 고용촉진훈련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인력자원이 줄어들면서 고용촉진훈련은 이제 실업자 재취직훈련에 비중이 주어질 것이다. 특히
리엔지니어링, 리스트럭츄어링, 권고퇴직제, 명예퇴직제의 급증과 앞으로 예견되는 엄청난
산업구조조정의 여파에 따라서 전직근로자 중에서 대량 실직이 예상된다. 또한 앞으로의 노동력
공급면에서도 고령화, 고학력화, 여성경제활동인구의 증가가 계속 가속화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사업주들이 고용촉진훈련이나 재취직훈련을 받은 훈련생을 기꺼이 고용하겠다는
신뢰감을 회복하는 데 있다. 즉 아무리 열심히 훈련을 지원하고 훈련을 시켜 보았자 고용주가 그
고용촉진훈련의 내용과 수준을 불신하여 구직자의 고용을 외면해 버린다면 훈련의 의미는
반감된다. 이는 물론 교육훈련의 수요와 공급이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하여 분석될 수밖에
없는 교육훈련의 마케팅 과제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또한 훈련보다는 스카웃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현실도 아직 훈련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키기에는 걸림돌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기술․정보화사회, 개방․국제화사회, 다변․다원화사회로 치닫고 있다.
따라서 기술혁신과 산업구조의 변화는 가속화되고 최근의 국제경제화나 경기의 변화 추세는 우리
경제의 첨단기술화, 서비스화, 소프트화를 초래하면서 이러한 과업을 수행해 나갈
고급전문기능인력의 활성화를 요청할 것이다. 훈련방법의 혁신 없이 이러한 과제를 성취할 수는
없다.
훈련은 대상이 분명히 정해져 있다. 앞으로 그 비중이 더 커질 실업자 재취직훈련의 경우
성인교육훈련에 속한다. 성인에게는 성인의 특수성에 알맞는 훈련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성인에게 청소년이나 아동교육훈련방법이 적용된다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성인교육훈련의 원리는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감퇴되는 지적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대신 그동안 살아온 과정에서 쌓여진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이미 터득하고 살아온 특수한
경험을 통한 창의력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은 창의력이다. 태초에 인간은 자기의 주변을 새롭게 창조하면서 살아남았고, 그
흔적이 문화이며 문명으로 전래되고 있다. 맹수의 습격이나 천재지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만들어 내야 했다. 환경에 순응만 하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인간은 창조의 본능 덕택으로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인간의 창조하는 삶을
도와주는 것이 창의성 교육이며 창의성 교육이 곧 인간교육이다. 창의력 교육이 무시되는 날
인간은 죽는 것이며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교육훈련방법은 창의성 교육훈련이라는 것이다. 정보화사회는 이러한 교육방법의 요청을 훨씬
빠른 속도로 현실화시킬 것이다. 즉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야
한다. 여기에 교육훈련이 개입하는 것이다. 바로 본 연구에서 소개된 소집단 작업훈련과 프로젝트
학습의 방법은 이러한 창의성 교육훈련의 원리를 신훈련방법으로 발전시킨 모형들이다. 이러한
훈련방법은 인간의 잠재적 창의성을 개발시켜 주는 데 기여할 것이다. 즉 똑같은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개발하는 데에도 창의성을 바탕으로 해나간다면 이는 현 시대가 요청하는
고급전문(기능)인력 양성에 이바지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연구의 목적상 의도적․이상적으로 위의 일곱 가지 결론부분들로 분리해 보려고
시도해 보았지만, 따지고 보면 모든 사항들이 서로 맞물려 있으며 상호 영향권 안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결론 지체들을 다시 전체적인 맥락에서 모아야
하고 이를 해석학적 입장에서 정리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을 하나하나 떼어 놓고 분리해
볼 수 없듯이 사회현상을 분리해서 보는 것 역시 그 자체가 극히 이론적이며 이상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사회적용․응용지향성을 피할 수 없는 사회과학 연구의 방법적인 해법도
전체를 '지체의 합 이상'으로서 볼 수 있는 해석학적 안목에 그 관심이 모아져야 한다. 즉 하나의
기능이 잘못되었으니 오로지 그것만을 시정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고집한다면 시대가 요청하는
발상의 전환은 어렵다. 이제 전체를 전체로서 인식하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각각의 정책을
피드백하면서 개선․보완해 나가야겠다는 사고의 전환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결론을 묶어 보면 위에 설명한 결론 지체들은 하나의 총체성에
엇물려 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강력하게 요청되는 평생교육 훈련체제의
구현작업이 위의 구체적인 과제들을 생산적이고 효율성있게 실현시켜 주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첫째, 현대인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평생교육체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만약 누군가가
평생교육체제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그는 죽음을 선언하는 것과 같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살아남는다. 단 한번 시험을 통해서 따놓은 자격증이 내일이면 휴지조각으로 변하는
세상을 정보화사회는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특히 고용촉진훈련의 경우 고용이 목적이지
훈련생들에게 상대적으로 어려운 자격취득에 기준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 쉽게 눈에 띄는 법적
모순도 존재한다. 우리는 자격취득에 가장 불리한 자들, 이를 테면 중고령자, 장애자, 장기근무
전역장병 등을 고용촉진훈련의 우선훈련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 고용보험제의 피보험자로서
수급혜택자인 실업자들은 중고령자가 대다수를 차지할 것이다. 과연 이들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재취업을 위해서 앞날이 불투명한 자격증을 따내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하이테크놀러지의
발달로 무섭게 변화하는 기술세계의 신기술을 하나 더 습득하여 지역적으로 산업적으로 볼 때
남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일자리를 잡아 가는 것이 중요한가?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고용촉진훈련을 통하여 일단 지역적․산업적 특성에
신직종 및 신기술을 습득하여 취업을 하고 나면 평생교육체계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즉
새로운 기술습득과 학습이 재직근로자훈련에서 계속 보충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각종 훈련체계는 빠른 시간 내에 평생교육훈련체계로 개혁되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실업자로서는 훈련을 마치면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인센티브를 확보하게 되어 훈련에의 자율적인 참여가 보장될 것이다. 또한 일단 실업구제에
성공한 정부는 평생교육훈련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내실있는 산업인력개발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오늘날 고용촉진 및 재취직훈련을 평가하는 데에는 계속적인 단계적 평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신기술․신지식의 수명이 점점 짧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배운
기술과 자격증이 내일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산업인에게는 항상 보충교육, 보완교육의 속성을 지닌 평생 직업재교육훈련의 기회가 계속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직업재교육훈련이 산업인이 산업사회에서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가 아니면 도태되어 버릴 것인가 하는 운명을 결정짓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국가
역시 마찬가지이다. 국제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관건이 직업적
평생교육훈련정책에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둘째, 평생교육훈련제도의 확립은 훈련을 기능화하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시키는 데에도

기여한다. 오늘날 우리의 국제적 위상은 단순 기능공양성정책에서 고부가가치의
전문인력양산체제로 이동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다. 이에 필요한 것이 바로 교육훈련의
활성화정책이다. 훈련의 활성화란 내용적으로 죽은 교육훈련이 아니고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 훈련이 살려면 훈련에 주어지는 인세티브가 가장 정확하게 인식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전문가란 한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되어지는'것이다.
셋째, 고용촉진을 위한 훈련은 일반적으로 신기술 및 신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단기적으로
영위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일단 재취직 후 재직근로자로서 직업적 계속교육훈련의 기회가
항구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여야 한다. 즉 고용촉진훈련에서 터득된
신기술은 앞으로 재직중에도 끊임었이 보충되고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고용보험법은
재직근로자에 대한 계속적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산업구조조정과
고용구조조정에 따라서 전공별로 계속 학습내용 및 학습방법 그리고 학습목표가 정해지고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훈련에 대한 비중보다는 스카웃이나 다른 대안에 훨씬
더 매력을 느끼고 있는 사용주와 근로자들의 현실 인식을 급전환시킬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요청된다. 훈련에 대한 신뢰감과 책임감의 회복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서 훈련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강한 연계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는 평생교육훈련제도를 정착시키는 일이
중핵과제가 된다.
구, 미, 일의 산업선진국들의 경우 고용보험제도를 구현할 수 있는 보험정책은 소극적이고 단순한
실업급부정책이 아닌 적극적 투자정책, 즉 보험기금으로 창조적인 산업 잠재인력을 재육성해
내고 재활용할 수 있는 과제에 보다 비중을 두고 있다. 이는 고용보험제도라는 사회보장제도의
실현에 있어서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가를 시사해준다. 우리나라의 고용촉진훈련과 실업자
재취직훈련은 상기 연구의 결론으로서 추출된 복합적 문제성이 제고되는 가운데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훈련의 새로운 분위기'를 창조해 내야 할 것이다. 결국 평생교육 훈련체제를 가동하는
가운데서 훈련정책 역시 '현실적인 훈련 분위기 재창조'라는 대과업을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이고,
이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고용촉진훈련의 내실화에 대해서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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