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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言
우리나라는 현재 급격한 구조조정기를 맞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금융지원 체제하에서
기업이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이 급진전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량실업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조정기를 맞이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경쟁력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직업 교육훈련의 효율화가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1976년에 제정된 직업훈련기본법 근간으로 하여 발전되어온 현행 직업훈련 체제는 그동안
경제발전에 필요한 기능인력을 양성․공급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경제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공급자 중심의 현행 직업훈련체제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사업내직업훈련의무제도를 중심으로한 현행 직업훈련체제는 기업에 대하여 직업훈련실시를
강제하고 있으나 80년대 이후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직결된 훈련실시를 유도하지 못함으로써
기업의 외면을 받고 있다. 특히 1995년 7월부터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고용보험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제도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관련부처간의 의견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공급자 중심의 사업내직업훈련의무제도와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이 동시에 병존하는 기형적인 형태가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직업능력개발사업이 훈련수요자의 호응을 받기 시작하고 사업내직업훈련의무제도의 폐지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면서 지금까지의 공급자 중심의 직업훈련체제를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훈련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되었다.
정보화․세계화 시대의 무한경쟁에서 근로자와 기업 및 국가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지 않으면 안되며 이러한 경쟁력의 원천은 근로자 개개인의 능력으로부터 나온다.
세계 각국이 교육훈련체제를 효율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근로자
개개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는데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구조전환기의 신직업훈련체제 구출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직업훈련 여건의 변화와 직업훈련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구조조정기
주요국의 직업훈련제도의 개편방편을 비교 분석한 후 새로운 직업훈련체제의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보고서는 한국 개발연구원이 주관한 1997년도
국가정책개발사업인『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직업훈련체제 개편방안』을 한국개발연구원의
승인을 얻어 일반독자를 위하여 본원에서 재발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직업훈련체제의
개편방안을 연구진행과정에서 이미 정부에 전달되었으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직업능력개발촉진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는『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으로 명칭이 바뀌어 1997년 12월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공포되었다.
본 연구는 본원의 유길상 고용보험연구센터 소장, 강순희 박사, 홍성호 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하였으며 연구진행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조언을 해 주었다. 특히
노동부 유필우 직업능력개발심의관, 최수길 훈련정책과장, 박용웅 직업능력개발과장, 최기동
서기관 및 직원 여러분은 연구에 필요한 많은 자료제공과 조언을 해주었으며 한국방송대학의
박덕제 교수와 한국개발연구원의 김대일 박사는 아낌없는 논평을 해주었다. 이 점 필자를
대신하여 감사드린다. 아울러 자료정리를 담당한 본원의 유영실․전경님 연구조원, 출판을
담당한 박찬영 전문위원, 정 철 책임연구원을 비롯한 출판팀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모두 저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견해가
아니라는 점을 밝혀둔다.

1998년 2월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朴 煊 求

第 1章
序論
세계화․정보화 및 기술진보의 가속화로 무한경쟁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정보화와 지식산업사회화는 물적자원에서
인적자원의 양성과 개발로 발전전략의 중심을 옮기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교육훈련의 중요성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산업구조 변화와 고용조정은 다양한 교육훈련 수요를 창출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취업능력(employability) 배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애복지차원에서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증대하고 있다.
전문기술직․서비스직 인력 및 제조업분야에서의 다기능 기술인력 및 고급 기술인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구조 고도화와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지속적인
능력개발과 이를 통한 고용안정 도모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애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욕구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최근의 노동관계법 및
관련법령의 제․개정은 노동시장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직업교육훈련체제를
신축적이고 효율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최근의 노동관계법의 제․개정으로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는 방향으로 고용관행의 변화가 진행될 것임에 따라 고용안정의 추구는
전통적인 직장안정보다는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통한 취업 가능성의 배양에 있게 되고,
직업교육훈련 개혁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 자격기본법의 시행으로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개편도 불가피해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직업훈련체제는 1976년에 제정․공포된 직업훈련기본법에 근거하여
농촌으로부터 도시로 이동하는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들을 산업인력화하기 위한 양성훈련체제에
주안을 두어 왔으며 민간의 직업훈련에 대해서도 정부의 관여가 강한 정부 주도의
직업훈련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양성훈련을 중심으로 한 직업훈련체제는 실업계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에서의 직업교육훈련과 역할 및 기능 구분이 불분명하였으며 직업교육의 실패 부분을
직업훈련이 맡게 됨으로써 직업훈련 고유의 재직근로자를 위한 평생교육훈련체제의 확립에는
오히려 소홀히 한 감마저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청소년 인구의 감소, 고령화의 진전, 고학력화에 따른 기능인력의
만성적 부족 등 노동력 공급 측면에서의 변화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급자 주도의 훈련체제의
변화와 유휴잠재인력 활용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고학력화와 인구구조의 변화는 지금까지
양성훈련의 주대상이었던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을 급격히 감소시키고 양성훈련 중심의
직업훈련체제의 개편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으며, 또한 노동력 공급부족에 대처하기 위하여 여성,
중고령자 등 잠재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직업훈련체제의 재구축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양성훈련을 중심으로 한 현행 직업훈련체제는 무기능자를 산업인력화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이나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직업훈련 여건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는 크게 미흡한
상태이며, 민간직업훈련에 대한 규제는 민간부문의 직업훈련을 활성화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직업교육훈련의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5년 7월부터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수요자
중심의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기존의 직업훈련기본법상의
사업내직업훈련의무제도가 고용보험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수요자
중심의 직업 교육훈련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 즉 고용보험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기업의 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직업교육훈련의 활성화를 지원․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기업의
호응을 받기 시작하고 있으나 직업능력개발 사업과 사업내직업훈련 의무제도와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실시되면서 사업내직업훈련 실시의무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한 자율적인 민간직업
훈련의 활성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훈련제도를 구축하여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민간부문의
직업교육훈련을 활성화하여 근로자의 평생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한 직업훈련체제의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노동시장 구조 및 직업훈련 수요의 변화에 대해서 분석하고,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직업훈련제도의 발전과정 및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평가하고, 이어서 제4장에서는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직업훈련기본법상의 사업내직업훈련의무제도의 관계를
살펴보며,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 직업훈련체제의 개편방안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주요국의
직업훈련제도의 최근 추세에 대하여 검토하고 , 제6장에서는 우리나라 직업훈련체제 개편의
기본방향을 모색하고 이어서 직업훈련체제 개편의 핵심사항인 직업훈련체제 개편방안 및
사업내직업훈련의무제도와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일원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第 2章
職業訓鍊의 與件變化
第 1節 勞動力 需給構造의 變化
1. 勞動力 需要構造의 變化
인구증가의 둔화추세와 근로시간 단축이 경제성장의 둔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기술혁신에
의한 생산성 증가가 가속되어 경제성장률은 1990∼94년에 연 7.0%를 기록하였고 1990년대
후반에는 연 7.3% 그리고 2000년대에는 연 5.5%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지고 광공업의 비중이 완만히 감소하는 경제성숙단계에 도달할
것이나 광공업부문에 있어서의 절대인력 수요규모는 계속 증가하여 산업인력의 안정적 공급이
요구되고 있다(표 2-1 참조). 특히 항공기, 자동차, 초고속정보통신, 메카트로닉스, 자본재산업 등
산업

<표 2-1> 산업대분류별 취업자 전망

구조 고도화에 따른 성장산업의 인력수요는 타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표 2-2 참조)

<표 2-2> 주요산업별 소요인력 전망(예시)

<표 2-3> 직업별 및 기능정도별 취업자 구성비 전망

직업별 인력구조를 살펴보면 산업구조변화에 따라 전문기술직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반면
농림직의 비중은 크게 감소할 전망이나, 정보산업시대의 도래로 고급기술인력 및 다기능기술자
등 전문기술직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기능기술자의 추가수요 규모는
2010년에 124천명에 이를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한편 전문기술직을 제외한 기능인력에 대한 수요는 증가추세가 점차 둔화될 것이나,
2010년까지는 매년 20만명 내외의 추가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표
2-5참조).

<표 2-4> 다기능기술자 수요 전망

<표 2-5> 기능인력 수요 전망

2. 勞動力 供給構造의 變化
이러한 노동력 수요구조의 변화 이외에 공급 측면에서의 변화도 인력수급체계, 즉
직업교육훈련체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노동력의 양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인구증가율의 둔화, 고령화․고학력화 등으로 산업인력의 공급여건은 여의치 않을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산업인력 부족이 심화될 전망이다(표 2-7 참조).

<표 2-6> 인구 증가추이

<표 2-7> 고교졸업자의 취업전망

특히 고교졸업자의 경우 현재 생산직 취업률이 25%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청소년 인력의 서비스직 선호도가 매우 높아 생산직에 대한 취업기피가 심화되는 등
생산인력 자원으로의 신규유입이 급격히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어 생산직 인력의 부족문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표 2-8 참조).
이에 따라 통계청에서 발행되는『고용구조조사보고』에 의하면 약 290만명으로 파악되고 있는
주부인력, 고령자, 조기퇴직자, 경증장애인등 산업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의 활용이
인력개발에 있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표 2-8> 산업인력 수급전망

3. 勞動力 需給不均衡 問題와 政策課題
결국 산업인력의 수급불균형 구조는 향후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애로요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노동력의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정책차원에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우선 기능인력 및 다기능기술자 등 산업인력부문에 있어서는 교육부문의 공급만으로는 인력의
수급불균형 구조를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의 공급부족분은 직업훈련부문을 정비하여
이를 공급해야 한다. 이는 산업인력의 개발에 있어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와 적절한
역학분담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직업교육훈련체제 개편을 통하여 우수인력의 양성․공급 등 산업인력의 종합적 수급능력을
제고해야 하고 동시에 잠재인력을 산업인력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단순인력 부족은 잠재인력의 산업인력화와 재직근로자의 능력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대처하여야 하며, 기능인력은 직업훈련기관과 직업교육기관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양성하되 기업,
민간훈련기관 등 민간부문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즉 높은
기능수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생산현장 기능인력의 경우에는 기업현장훈련을 통하여 양성하되
부족한 부분은 공공훈련이 담당하도록 한다. 공공훈련기관은 먼저 직업훈련의 하부구조 구축과
시장실패부문을 담당하되 나머지 부분은 향상훈련 실시에 초점을 맞추어 인력의 고급화를
지향하게 하고, 산업사회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다기능 기술자의 공급은 기능대학 등을
통하여 중점적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나 궁극적으로는 민간직업훈련의 활성화를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第 2節 知識․情報社會의 到來
세계화․정보화로 특징지어지는 21세기는 국가간․기업간 무한경쟁을 초래하며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에 따라 산업구조가 급속히 변화할 것이다.
세계시장의 개방화에 따라 상품․서비스는 물론 자본․기술 등의 생산요소가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게 됨으로써 국경의 의미가 퇴색한 채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하게 된다. 또한 정보기술의
혁신적인 발달에 따라 기술․지식․정보의 축적과 활용이 핵심역량으로 등장하는 고도의

지식집약적 산업구조로 급격히 변화되며, 전문화된 직능집단이 분화되고 직업의 종류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그 내용도 급속히 변천하는 직업의 다원화와 전문화가 크게 진전될 전망이다.
이러한 무한경쟁과 지식․정보집약형 산업구조하에서의 국가경쟁력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분석․소화하고 스스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생산해

<표 2-9> 산업발전단계와 중점필요인력

낼 수 있는 우수한 인적자원에 의해 좌우되며, 인적자원도 단순한 양보다는 질의 우수성이
중요해지게 된다. 지식․정보집약형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다기능․상급기술 보유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창의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창의적 생산을
상호보완하는 인력구조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다. 근로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직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여러 차례 직종 또는 직장을 옮겨야 하는 일이 다반사가 될 것이며, 누구라도
계속해서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도태하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第 3節 雇傭保險의 施行과 職業敎育訓練의 改革
1. 向上訓練 需要의 增加
<표 2-10>과 <표 2-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직업훈련 중
사업내직업훈련기관에서는 물론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조차 양성훈련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반면에 향상훈련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공공직업훈련기관의 1993년 양성훈련 비중은
90.5%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그로부터 4년이 지난 1997년에는 44.8%로 그 비중이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향상훈련은 9.5%에서 55.2%로 크게 상승하였다. 사업내직업훈련기관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1993년의 양성훈련 비율은 30.3%였으나 1997년에는 16.7%로 감소하였고, 반면에
향상 및 재훈련의 경우는 같은 기간 69.5%에서 83.1%로 상승하였다.
이처럼 향상훈련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산업현장에서 재직근로자의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요구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동시에 이러한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훈련공급자 위주의 양성훈련체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향상훈련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직업훈련에 대한 산업계의 수요를 유연하게 반영하고자 1995년 7월 1일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고용보험제도 가운데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재직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직업교육훈련을
지원․촉진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기본법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정하여 재직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 개발․향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향상훈련, 직업전환훈련 및 재훈련을 강화하여야만
한다.

<표 2-10> 연도별 공공직업훈련 추이

<표 2-11> 연도별 사업내직업훈련 추이

공공훈련기관은 기존의 양성훈련 중심의 직업훈련과정을 가지고는 직업교육기관과의 차별화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양성훈련대상 자원의 급격한 감소로 양성훈련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고용불안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능적 유연성의 강화를 통한 고용안정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재직근로자에 대한 향상훈련, 직업전환훈련 및 재훈련 중심으로 직업훈련대상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2. 雇傭保險制度의 施行에 따른 職業訓鍊基本法과 職業能力開發事業의 相衝
고용보험이 도입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직업훈련의무제도의 변화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체제의 근간이 되어 왔던 규제적
성격이 강한 직업훈련기본법이 그대로 존속되면서 기업의 자율적인 훈련을 지원․촉진하는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이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직업훈련기본법은 1970년대 중화학 공업화에 따른 기능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마련된 법으로서 근로자의 양성훈련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적인 조항을

담고 있는 훈련공급자 위주의 훈련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기업체에 대한
직업훈련의무의 부과이다.
이에 반해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체계적․지속적으로 개발․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직업훈련과정의 다양화․특성화를 통한
훈련수요자 중심의 훈련체계를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두 법간의 서로 상충되는 부분을
최소화하고자 고용보험법 시행 이전에 노동부는 직업훈련의무제의 적용범위를 150인 이상 6개
업종에서 1,000인 이상 6개 업종으로 축소하였다(우리나라의 직업훈련의무업체 현황은 표 2-12
참조). 그리고 노동부는 앞으로 직업훈련의무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
일원화한다는 계획하에 가칭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입법예고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직업훈련의무제도의 폐지는 두 가지 결과를 낳는다. 첫째는 직업훈련분담금의
축소로 인한 직업훈련촉진기금의 소멸이다. 이 기금은 그간 국가의 인력정책상 중요한 부분을
지원해 왔는데, 이제 대체재원을 마련해야만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는 위탁훈련제도 변경에
따른 양성훈련의 감소와 훈련생의 위․수탁 여건의 악화이다. 우선은 직업훈련 의무제도의
폐지는 당장 사업체의 양성훈련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직업훈련의무대상업체를
줄여나갈 경우에도 대한상공회의소의 자체 추계에 의하면 직업훈련의무대상업체 중 회사가 직접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비율이 전체의 70% 정도로 감소할 것이며, 그 결과 위․수탁 대상업체도
축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1). 어찌되었던 이 두 가지 결과는 공공훈련원, 특히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8개 직업훈련원 및 인정직훈의 운영자금 확보 및 훈련생 모집에 커다란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들이다.

<표 2-12> 사업내 직업훈련 실시의무업체 현황(1997. 1. 31 현재)

3. 職業敎育訓鍊機關간 競爭深化
이외에 직업훈련정책 변화의 외부요인으로서 직업교육훈련기관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측면을
지적할 수 있다. 교육개혁추진위원회의 교육개혁 방안(1996. 2. 9.) 및 이에 기초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직업능력개발원법, 자격 기본법 등 3개 법안에 따르며, 직업교육기관의
자율성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연계를 강화하고 아울러 각 기관 사이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공공훈련기관과 민간훈련기관 그리고 직업훈련기관과 전문대학 및
산업대학간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교육훈련기관간 경쟁의 심화는 특히 훈련생 모집을 둘러싼 경쟁에서 더욱 치열해질
것이며, 특히 양성훈련 자원이라 할 수 있는 고등학교졸업생의 감소추세와 전문대학의 입학정원
확대에 따라 직업훈련기관의 양성훈련자원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석1) 대한상공회의소 내부자료(1996.12)

第 3章
韓國의 職業訓鍊制度 發展過程과 評價
第 1節 職業訓鍊制度의 發展過程
1. 職業訓鍊法令의 整備와 公共訓鍊機關의 設立
우리나라 직업훈련제도가 국가의 정식 제도로 출발한 것은 1967년 직업훈련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직업훈련 관계법률인「직업훈련법」(1967. 1. 16. 제정)은
종전에 근로기준법, 산업교육진흥법 등에 의해 분산적으로 실시해 오던 직업훈련을 일원화하여
국가적인 정식 제도로 출발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어서 1968년에는 직업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중앙직업훈련원이 설립되었으며 1971년에 한독부산직업훈련원이 독일 정부 지원에 의해
설립되었고 1997년에는 정수직업훈련원, 춘천직업훈련원, 대구직업훈련원이 설립되었다. 이어서
1973년에 직업능력개발을 선도하고 평가하기 위한 국가자격제도의 설치를
위하여「국가기술자격법」이 제정되었다.
정부는 직업훈련법을 제정하고 공공직업훈련원을 설치․운영하게 되면 민간부문도 직업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직업훈련 참여는
매우 미흡하였다. 1970년대 들어 정부가 중화학공업을 육성함에 따라 생산직 기능인력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나 기업은 필요한 기능인력을 양성하지 않고 다른
기업으로부터 이미 양성된 기능인력을 스카웃하는 현상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민간부문의 직업훈련 참여를 강제하기 위하여 1974년 12월에「직업훈련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상시근로자 2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실시를 의무화하는
사업내직업훈련실시의무제도를 1975년 1월부터 도입하였다.
사업내직업훈련의무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민간부문의 직업훈련 참여를 강제함과 더불어 정부는
공공직업훈련시설을 꾸준히 확충하였는바 1975년에는 인천․광주직업훈련원을 설립하였고
1976년에는 창원․대전․성남직업훈련원을 설립하였다.
1976년에는「직업훈련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1967년에 이미 제정되었던「직업훈련법」을
「직업훈련기본법」으로 통합하여 직업훈련체제를 재정비하였는바 이것이 현행
직업훈련체제이다. 직업훈련기본법은 사업내직업훈련실시의무제도와 더불어
훈련실시의무업체가 직업훈련실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업훈련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직업훈련분담금제도를 설정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주로 하여금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훈련분담금을 주재원으로 하는 직업훈련촉진기금을 조성하도고 하였다.
1977년에는 기능대학법을 제정하여 기능장을 양성하기 위한 창원기능대학을 설립하였으며,
이어서 1977년에는 청주․전주․진부․구미․순천직업훈련원을 IBRD 차관 사업으로
설립하였고 1978년에는 원주․부산․포항․울산직업훈련원을, 1979년에는
이리․김천․목포․홍성직업훈련원을, 1980년에는 영주․충주직업훈련원을 각각 IBRD 차관
사업으로 설립하였다. 또한 1977년부터는 개별공공직업훈련기관들을 직업훈련법인체로
개편하였으며 1980년까지 중앙직업훈련원과 24개 공법인 훈련기관이 설치운영되게 이르렀다.

<표 3-1> 직업훈련 관련법률의 변천

2. 韓國職業訓鍊管理公團의 設立과 職業訓鍊制度의 發展
공공직업훈련기관이 중앙직업훈련원, 창원기능대학 및 24개 공법인 훈련원으로 확충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직업훈련과 국가기술자격제도와의 연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1982년에는 공공직업훈련과 국가자격검정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이
설립되었다.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은 한국기술검정공단, 24개 공법인훈련원, 창원기능대학,

직업훈련연구소, 중앙직업훈련원을 통합한 것으로서 1991년 4월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공공직업훈련 실시 및
국가기술자격검정기관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학을 담당하고 있다.
1982년에는 공공직업훈련기관이 민간직업훈련을 지원․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4개
공단훈련기관에 기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하였으며 1987년과 1988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해
오던 8개 농민교육원을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에 통합하였다.
1991년에는 안성직업훈련원과 강릉직업훈련원을 설립하고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의 명칭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변경하였다. 1992년에는 직업훈련교사를 양성해 오던
중앙직업훈련원을 인천기능대학으로 개편하고 직업훈련교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한국기술교육대학을 설립하였다. 1994년에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8개 공동직업훈련원을
대한상공회의소로 이관하여 사용자단체가 직업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훈련시설이 양호한 6개 공공직업훈련원을 기능대학으로 개편하여 다기능
기술자 과정을 개설하고 기타 공공직업훈련원을 직업전문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95년에는
8개, 1996년에는 4개직업전문학교를 기능대학으로 개편하여 다기능 기술자 과정을 확대하는 한편
직업훈련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1997년 이후에도 권역별 직업전문학교 중
적합한 훈련기관을 선정하여 기능대학으로 개편할 계획에 있으며, 거창과 고창에 훈련기관을
건립하고 있기도 하다.

3. 雇傭保險制度의 施行과 職業敎育訓練의 改革
1995년 7월부터 시행된 고용보험제도는 3대 사업의 하나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실정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자율적인 직업교육훈련의 활성화를 지원․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기존의 직업훈련기본법에 바탕을 둔 직업훈련체제에 대한 반성에 근거하고 있다.
사업내직업훈련의무제도를 근간으로 한 기존의 사업내직업훈련제도는 1970년대에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면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을 양성․공급해야 한다는 시대적 필요성에 따라 도입되었다.
사업내직업훈련의무제도는 제도시행 초기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기도 하였으나
고학력화에 따른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의 감소에 따라 양성훈련 대상자가 크게 감소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재직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위한 향상훈련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규제 중심의 사업내직업훈련의무제도는 그 효과가 80년대 들어 크게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요자 중심의 자율적인 사업내직업훈련의 실시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받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반영하여 규제 중심의 사업내직업훈련제도를 수요자
중심의 자율적인 직업훈련제도로 전환하되 직업훈련실시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민간직업훈련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이다. 수요자 중심의
자율적인 사업내직업훈련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하여 고용보험법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직업훈련 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사업내직업훈련의무제도를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일원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으나 관계부처간의
이해관계에 얽매어 사업내직업훈련의무제도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 다만, 사업내직업훈련 의무대상기업을 1,000인 이상 기업으로 축소하고
사업내직업훈련 의무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적용하지
않도록 조정되었다. 이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도 그 세부적인
시행절차에 있어서는 직업훈련기본법상의 사업내직업훈련 의무제도에 바탕을 둔 규제적인
조항들을 그대로 원용하도록 하고 있어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1996년 2월에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가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직업교육훈련 개혁방안을 제시하였는바 기본방향은 수요자 중심의 열린 직업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취지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직업교육훈련 개혁방향에 맞추어 1997년에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 자격기본법 등 3개 법률이 제정․시행되게 되었다.
직업교육훈련의 개혁과 고용보험제도의 시행은 기존의 직업훈련기본법 체계에 대한 전면
재검토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고용보험제도 시행 이후
직업능력개발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지금까지 직업훈련기본법체계의 개편에 주저하던 정부

부처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직업훈련체제를 개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第 2節 職業訓鍊制度의 現況과 問題點
1. 訓練主體別 訓練實施 現況
1976년 제정된 직업훈련기본법을 근간으로 하여 구축되어 온 한국의 직업훈련체제는 훈련주체에
따라 공공직업훈련, 사업내직업훈련 및 인정직업 훈련으로 구분된다.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7년 8월 현재 공공직업훈련기관은 전국적으로 모두 96개소인데,
이들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41개소, 정부기관 산하 37개소, 지방자치단체 산하 9개소,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8개소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하 1개소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내직업훈련기관은 사업주가 자사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설치한
훈련기관으로서 전국에 242개소가 있다. 또 공공 혹은 사업내 직업훈련과정으로 양성하기 곤란한
직종을 대상으로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민간이 실시하는 인정직업훈련기관은 139개소가
운영중에 있다.
후련주체별 훈련실시 현화을 보면 1977년 8월 현재 직업훈련기관의 수에서는 전체 477개
훈련기관 중 사업내직업훈련기관이 50.7%, 인정직업훈련기관이 29.1%, 그리고
공공직업훈련기관이 20.1%를 차지하고 있다. 훈련인원수(승인)에서는 1997년에 총 302천명을
양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중 사업내직업훈련기관은 전체 훈련인원의 66.8%, 인정직업훈련원은
15.1%그리고 공공직업훈련원은 18.0%를 차지한다.

<표 3-2> 1997년도 전국의 직업훈련실시 계획(승인)

여기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체제에서
민간훈련기관(사업내직업훈련원과 인정직업훈련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며, 더욱이
기업을 포함한 민간부문의 직업훈련은 산업현장의 요구와 변화를 적시에 포착하여 이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물론 공공직업훈련기관이 직업훈련체제에서 지니는 역할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민간직업훈련기관이 충분히 담당하지 못하는 이른바 기능인력 양성의 시장실패부문과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부분에서 공공훈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민간부분에서는 비용-효과 측면에서 외면하고 있으나 국가의 경제발전에는 없어서는 안 될
직종의 인력을 양성한다거나 실직자, 여성, 장애인, 고령자 등 한계인력의 훈련, 영세기업 및
중소기업 등의 수요인력 양성공급과 같은 것들이 그것이다.

2. 公共企業訓練機關의 職業訓練 實施現況과 問題點
가. 공공직업훈련 실시현황

1967∼96년 사이의 기능사 양성실적을 보면 공공직업훈련이 24.9%, 사업내직업훈련이 60.1%,
인정직업훈련이 15.0%의 기능사를 양성하였다(표 3-3참조).
특히 공공직업훈련 중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경우 공공직업훈련을 통한 양성인력의 12.8%를
배출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훈련기관은 양성인력의 비중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국가기술자격검점을 시행하고 민간직업훈련기관을 선도한다는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있다.
한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은 급속한 산업발전 및 기술고도화에 대응하여 기능과 이론을

겸비하여 생산현장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다기능기술자(technician)를 양성하기
위하여 과거의 공단훈련원을 기능대학 또는 직업전문학교 로 개편중에 있는바, 기존의
창원․인천기능 대학의 기능장 또는 기능사 양성훈련 2년 과정을 다기능기술자 과정 중심체제로
개편하고 대전 등 10개 훈련원의 기능사 양성훈련 1~2년 과정을 다기능기술자과정 중심체제로
개편하였으며, 1994년도에 28개 훈련원 을 직업전문학교 로 개칭하였다.
또한 1996년에는 정수, 춘천, 홍성, 목포 등 4개 직업전문학교를 기능대학으로 개편하고
다기능기술자 수요, 고용보험제 적용, 직업능력개발 훈련

<표 3-3> 연도별 직업훈련 실적(1967∼96년)

대상자 수요, 정부의 투자계획 등을 감안하여 1997년 이후에도 권역별 직업전문학교 중 적합한
훈련기관을 선정하여 기능대학으로 개편할 계획으로 있으며, 거창과 고창에 2개 훈련기관을
건립중에 있다.
1996년 현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현황은 [그림 3-1]과 같다. 이들의
1996년 훈련실적을 보면 <표 3-4>와 같이 기능사양성 6월과정이 0.5%, 1년과정이 22.9%, 2년
과정이 3.1%, 다기능기술자과정이 15.3%, 기능장 과정이 1.6% 등으로 양성훈련이 총 43.4%인
반면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향상훈련 과정은 56.6%로서 한국산업인력관리 공단의
훈련기관들은 이제 양성훈련보다 재직근로자의 향상훈련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타 공공훈련기관의 훈련실시 현황을 보면 1997년 8월(승인기준) 현재 대한상공회의소에 8개
훈련기관에서 기능사 1급 또는 다기능기술자 과정(2년) 및 양성 1년 과정 등을 운영하여 4,485명을

훈련중이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직업훈련기관(1개소)에서는 210명의 장애인에게
직업재활훈련을 실시중에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9개 훈련기관에서 2,988명의 기능인력을
양성중에 있으며, 정부기관의 직업훈련으로 37개 훈련기관에서 재소자 등을 대상으로 4,424명의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직업훈련기관 중에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훈련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훈련인원 합계(77.8%), 양성훈련인원(59.1%), 향상훈련인원(91.3%) 및
훈련기관수(42.7%) 등 양적인 측면에서 비중이 가장 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훈련인원
합계(8.2%), 양성훈련인원(17.5%) 면에서도 그 다음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개 훈련원당
직업훈련인원 실적에서도 대한상공회의소 직업훈련원은 561명으로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훈련기관(1개 훈련원당 1,035명) 다음으로 많은 훈련인원을 배출하고 있다.

[그림 3-1]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표 3-4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훈련 실적(1996년)

나. 공공직업훈련의 문제점

1) 직업교육과 훈련의 연계 미흡
공공직업훈련의 대부분은 비진학청소년을 대상으로 1~2년간의 양성훈련에 치중하고 있다.
공공직업훈련은 산업화와 더불어 부족한 기능인력을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1960~70년대에는
중졸 비진학청소년을, 그리고 1980년대 이후에는 고졸 비진학청소년을 주대상으로 한 양성훈련에
치중해 온 결과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 등에서의 직업교육과 비진학청소년에 대한
공공직업훈련은 서로 유사한 내용을 습득시키면서도 상호 연계없이 운영되어 왔다.
직업교육은 근로자로서 취업하기 이전 단계에서 각급 교육기관을 통한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반면, 직업훈련은 근로자로서 취업된 이후
재직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실업자, 전직예정자 등에게 재취업 및 직업전환에
필요한 능력을 습득․향상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지금까지의 공공직업훈련은
주로 직업교육의 역할을 하였으며 직업훈련 본연의 재직근로자 향상훈련 및 한계근로자에 대한
훈련은 오히려 소홀히 하였다.
1994년부터 의욕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다기능기술자 과정도 재직근로자를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중간기술자(technician)로 육성한다는 본래 목적과는 달리 비진학청소년을 대상으로 2년간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어 공업전문대학의 교육과정과의 구별이 불분명해져 버렸다.
독일의 경우 취업 전의 직업교육은 교육부과학부(Department of Education and Science)에서
관장하여 직업학교 및 기업을 연계한 이원화제도(dual system)에 의해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노동사회부(Department of Labor and Social Affairs)는 재직근로자의 향상훈련, 실업자의
재취직훈련, 전직예정자에 대한 전직훈련 등을 담당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공공훈련은
재직근로자, 특히 기업내에서 훈련실시가 곤란한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한 향상훈련에 중점을 두고
양성훈련은 각급 직업교육기관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 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공공직업훈련은
직업교육의 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직업교육기관과의 연계없이 운영되는
기형적인 형태를 지속한 채 직업훈련의 목표와 대상을 분명히 정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단선형 학제를 기본으로 해 온 우리나라의 교육체계에서 상급학교에 전학하지 못한 중학교 또는
인문계 고교 졸업자들은 거의 무기능상태로 노동시장에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산업인력화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직업훈련의 주된 목표였으며 따라서 직업훈련의
내용은 무기능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양성훈련에 치중되었다.
이러한 양성훈련 중심의 직업훈련은 분명히 교육의 실패(education failure) 부문을 보완하여
나름대로의 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나 교육부에서 관장하는 직업교육과 노동부에서 관장하는
직업훈련간에는 아무런 연계가 없이 운영되어 왔으며 그 결과 교육훈련의 수요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필요로 하는 교육훈련을 직업생활의 전기간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
제한당하고 있다.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제 공공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하여 전문대학
못지 않은 직업기술교육을 받아도 단지 직업훈련기관을 수료했다는 이유만으로 전문대학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계 개방대학이나 일반대학으로 편입할 수 있는
자격마저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인정직업훈련기관인 팔봉직업학교의 2년 과정을
수료하면 미국의 대학들은 3학년 편입을 허용하는데 반하여 국내에서는 대학 3학년 편입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직업훈련기관을 수료한 많은 산업인력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교육과 훈련을 일원화하여 양자가 상호연계하에 유기적으로 운영됨으로써
평생교육훈련체계를 확립하여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우리는 교육은 교육부에 관장하고 훈련은 노동부에서 관장하며 교육훈련 내용이 서로
유사한 경우에도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만 학력인정을 해주고 직업훈련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에서 실시되면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훈련기관에서 아무리
우수한 시설과 교사를 갖추어 좋은 훈련을 실시해도 훈련기간 수료생은 학력인정은 물론 임금 등
처우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비진학청소년은 직업에 직접 도움을 주는
훈련은 외면하고 상급학교 진학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젊었을 때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면 더 이상의 배움의 기회를 갖기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니게 되었다.
이와 같이 교육과 훈련이 상호 연계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과과정 개발, 교육훈련 정보의
교류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과 훈련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전문대학 및 대학

단계에서의 다양한 직업기술교육훈련체제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직업훈련은 생산직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정보화사회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나
우리는 아직 이에 대한 준비가 소홀한 실정에 있다.

2) 훈련공급자 위주의 경직적 훈련체제로 산업수요와 괴리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은 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간의 입장에서 계획되고 실시되고 있으며
훈련수요자인 훈련생과 기업의 요구를 반영할 제도적 장치나 인센티브가 없다.
대부분의 공공훈련기관의 훈련과정은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동에도 불구하고 70년대에 개설된
과정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훈련 내용이 산업수요와 괴리되고 기능검정자격을 취득해도
관련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곤란하여 국가기술자격검정제도마저 산업현장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훈련기관 편의 위주로 산업수요와 괴리된 1회적 양성훈련, 단능공 중심의 훈련, 생산직 위주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을 뿐 재직근로자의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훈련과정의 개발,
다기능기술자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 개발, 사무․서비스직 직무능력 향상과정 개발은 극히
미흡하며 따라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할 훈련교사의 자질향상 및 처우개선에도 소홀히 하여 왔다.
인구구조의 변화, 고학력화 추세 등에 따라 미진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양성훈련 대상자는
지속적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표 3-5 참조), 기술진보 및 고용조정에 따라 재직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향상훈련 및 업종전환 등에 따른 전직훈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표 3-6 참조),
이는 고용보험의 시행을 계기로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양성훈련
대상자원의 감소와 향상훈련 수요의 증가에 맞추어 1997년부터는 향상훈련의 비중을 크게
확대하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공공훈련체계는 공급자 위주의 양성훈련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표 3-7 참조).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훈련기관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추적인 훈련기관이나 공단 운영 및
훈련기관의 운영이 매우 경직적이어서 경제환경 및 훈련수요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공단에 대한 노동부의 감독․통제가 지나쳐 공단이 자율성을 가지고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공단 훈련기관의 운영이 본부 중심 및 지원인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설정에 맞는 훈련기관의 운영이나 다양한 훈련과정 개발이
불가능한 여건에 있다.
<표 3-5> 양성훈련대상 인력자원의 추정

<표 3-6> 기업이 필요로 하는 훈련과정(1994. 6. 현재)

<표 3-7> 훈련과정별 훈련비중(1996년)

훈련과정이 훈련공급자 중심의 양성훈련 위주의 획일적인 장기훈련체제로 구축되어 있어
재직근로자의 향상훈련, 중소기업근로자의 단기위탁훈련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훈련시설 및 장비의 활용도가 낮은 고비용․저효율의 훈련방식을 답습하고 있다.

<예 1>
- 서울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 과정은 1997년 10월 현재 6개 학과(산업 디자인, 시각디자인,
인쇄기술, 정보기술, 정보통신설비기술, 전자기술)에서 420명을(1학년 212명, 2학년 208명) 2년간
교육중(1학년은 2,880시간, 2학년 3,200시간)
- 일본의 고도직업능력개발촉진센터는 5일간(30시간)의 200여개 과정을 개설하여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첨단 다기능기술자 양성
<예 2>
- 우리나라와 한독부산직업전문학교는 1997년 10월 현재 6개 공과(금형, 산업설비, 산업전자.
전기제어과, 가계조립, 기계가공)에 540명을 대상으로 1급 기능사 또는 2급 기능사로 양성(2년
과정은 1급기능사, 1년 과정은 2급기능사, 1998년부터 2년 과정은 없어지고 1년 과정만 운영할
예정인데 그 이유는 1급기능사는 19개 기능대학에서 양성토록 하고 있기 때문임)
- 일본의 시바직업능력개발 단기대학교는 5개 공과(제어기술과, 전자기술과, 주거환경과,
산업디자인과, 정보기술과) 100명을 매년 모집하여 2년간 교육하며 이와는 별도로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2~5일간의 능력개발세미나 과정을 100여개 운영
- 일본의 중부직업능력개발촉진센터는 536개의 2~5일간의 직업능력개발 세미나 과정을 개설하여
재직근로자의 향상훈련 실시
교과과정에 있어서도 최근 설립된 일부 훈련기관을 제외하고는 1970년대의 훈련직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여건에 있으며 훈련방법도
집합교육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통신교육 등 정보화사회에 부응한 훈련체계 개발이 극히 미흡한
실정에 있다.

3) 정부주도적인 직업훈련체제와 직업훈련 하부구조의 취약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은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직업훈련의 전통이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정부주도적으로 산업화에 필요한 기능인력을 양성․공급하겠다는 정책의지에 의해 발전해 왔다.
그 결과 사업내직업훈련의무제도에 따라 기업의 직업훈련에 대해서까지 노동부 장관이 정한
일정한 기준(훈련기간, 교과내용 및 시간, 훈련시설 및 장비, 교사, 교재, 훈련방법 등)에 따르도록
엄격히 규제하여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일반적 훈련을 기업에 강요함으로써 기업이 직업훈련
기피를 초래하고 있다.
정부주도적인 직업훈련정책이 1970~80년대의 기능인력의 양성․공급에는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나 오늘날처럼 기술혁신의 속도가 빠르고 직업이 다양하며 정보화․소프트화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직업훈련에 대한 정부규제는 민간의
자율화 창의를 바탕으로 한 기업실정에 맞는 훈련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직업훈련에 대한
정부의존도를 심화시키며, 노사의 참여와 협조를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주도적인 훈련체계를 유지해 오면서도 공공부문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했어야 할 직업훈련 하부구조의 구축에는 오히려 소홀히 하였다.
직업훈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업훈련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지도, 직업훈련
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에 대한 정보제공 및 지도, 위탁가능한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직업적성검사기법의 개발․보급 등 직업훈련
하부구조(infrastructure)를 구축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투자 및 관심이 소홀하였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의 32개 훈련기관에 기능개발센터를 설치하여 상기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있으나 예산 및 인력의 뒷받침이 극히 미흡하여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4) 산업정책, 고용․인력정책과 직업훈련의 연계 미흡
산업정책은 첨단정보산업의 육성, 민간의 참여와 창의의 촉진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고용정책에 있어서도 인력부족시대에 인력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한 고용정책기본법과
고용보험법을 제정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나 직업훈련제도는 70년대 산업정책과
고용․인력정책의 틀에서 큰 변화가 없어 정보화시대, 인력부족시대, 인적자본시대에 맞춘
훈련과정 개발과 평생훈련체계 개발이 미흡하다. 또한 훈련에 있어 민간의 참여와 창의를
유도하고 민간주도의 훈련을 정착시키기 위한 규제완화와 지원체계도 여전히 미흡한 실정에
있다.
고용정책기본법 및 고용보험법의 제정에 맞추어 직업훈련기본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입법 정신이 서로 다른 법률이 동시에 시행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1976년 12월에
제정된 직업훈련기본법은 사업내 직업훈련의무제도를 근간으로 사업내직업훈련에 대한 정부의
관여와 규제를 정당화하고 있는데 반해 1993년 12월에 제정된 고용정책기본법 및 고용보험법은
기업이 필요한 직업훈련을 스스로 실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업내직업훈련을 자율화하여
기업이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촉진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훈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장치를 두고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 제정시
직업훈련기본법의 전면개정이 동시에 이루어졌어야 했으나 사업내직업훈련 의무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업자 재취직훈련을 제외한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을
배제(고용보험법 § 63 ②)하는 임시방편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고용보험 시행을 통한
사업내직업훈련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보험제도 시행과 동시에
훈련의무대상을 1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0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축소되었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본다.
3. 事業內職業訓練 實施現況과 問題點
가. 事業內職業訓練 實施現況
우리나라 사업내직업훈련제도는 사업내직업훈련의무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사업내직업훈련의무제도는 기업체에 직업훈련의무를 부과하여 훈련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
대신 직업훈련분담금을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제도이며, 1997년 현재 제조업 등 6개 산업의

상시종업원 1천명 이상 기업 377개가 직업훈련의무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다. 직업훈련의무비용은
업종과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그
직업훈련의무비용과 분담금이 산출되고 있다.
직업훈련의무비용=임금총액×훈련비율(최저 0.03%~최고 1.72%)
분담금 = 직업훈련의무비용 - 직업훈련 실시비용
※ 1997년의 평균훈련의무비율은 임금총액의 0.679%임.
사업내직업훈련 의무사업체수는 계속 증가하다가 고용보험제도의 시행(1995년 7월 1일)으로
의무범위가 150인 이상 기업에서 1,000인 이상 기업으로 축소됨에 따라 크게 감소하였다(표 3-8
참조). 반대로 사업내직업훈련 실시의무사업체 가운데 직업훈련 실시사업체의 비율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고용보험제 시행 이후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으로 대상기업이 축소됨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표 3-12 및 그림 3-3 참조).
기능사 훈련중 사업내직업훈련의 비중은 1980년대의 경우 약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1990년대 들어오면서 증가하여 1996년에는 70.9%에 이르고 있다(표 3-9 참조).
사업내직업훈련 실시의무업체 중 직업훈련 실시업체의 비율을 보면 기업규모가 클수록
사업내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알수 있다. 이는 대기업일수록
훈련의무비율이 높으며 내부노동시장이 발달되어 기업특수적 기능을 가진 근로자를 더욱 많이
필요로 하여 사업내직

<표 3-8> 직업훈련 의무대상업체의 기준변화

<표 3-9> 기능사 훈련인원 중 사업내훈련의 비중 추이

업훈련을 통해서 인력을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클 뿐만 아니라 훈련실시 여건과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직업훈련분담금 측면에서의 특징을 보면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분담금을 납부하는 비율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3-10 참조). 그 이유는 1,000~2,999인 규모에 속하는 직업훈련
의무업체의 경우 자체훈련시설이 없거나 회사의 여건이 직업훈련 실시에 부적합하기 때문이며,
더욱이 3,000인 이상 기업에 비해 훈련의무비율이 낮아서 훈련을 실시할 때 소요되는 비용과
비교하면 직업훈련분담금을 납부하는 편이 회사 차원에서 볼 때 오히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표 3-10> 기업규모별 사업내직업훈련분담금 납부실적(1996년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직업훈련분담금을 규정하는 직업훈련기본법의 엄격한 훈련기준으로
인하여 각 기업은 점차 다른 기업에서 양성해 놓은 기능인력을 스카웃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대기업을 중심으로 인력스카웃
경쟁을 초래하였고 직업훈련의무제도하에서 사업내 인력양성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낳았다. 다시
말하면 인력을 양성하는 대신에 분담금을 납부하는 훈련의무업체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는 사업내직업훈련 의무비율의 변화에 연동하여 잘 나타났다. 특히 경제가 악화되던 1980년대
중반인 1986년에 훈련의무비율이 1.63%로 떨어지면서 직업훈련의무비용도 급격히 감소하자1)
많은 기업들은 사업내직업훈련 실시보다는 분담금 납부를 더욱 선호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정부는 1987년 사업내직업훈련의무비율을 상시근로자수에서 임금총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훈련의무비율을 상향조정하기에 이르렀다.
직업훈련 실시의무제의 내용을 보면 직업훈련 실시의무대상이 되는 산업은 생산직을 많이 보유한
산업이 주로 지정되었고 스카웃의 방지라는 측면에서 재직자에 대한 향상훈련, 전직훈련 및
재훈련보다 신규인력 배출을 우선하는 양성훈련 위주의 훈련정책이 고수되어 왔다. 또한
능력있는 구직자가 선호하여 자발적으로 이동하거나 인력스카웃을 통하여 대기업이 주로 수혜를
받으며 또한 이들 대기업은 자체훈련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에게는 상당히 높은
의무비율을 책정하고 소규모 기업에게는 아주 낮은 의무비율을 책정하여 왔다.
사업내직업훈련 의무비율은 본래 1986년까지는 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로 부과되다가 이 기준이
사업주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인하지 못하고 훈련실시를 기피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자
1987년 이후부터는 전년도 임금총액으로 기준을 변경하였음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사업내직업훈련 의무비율은 매년 인력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근로자 임금총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업별․규모별로 책정하고 이것을 직업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논의한 다음
노동부 장관이 확정․고시한다.
사업내직업훈련 의무비율 산정방식에서 우리나라 사업내직업훈련 의무비율 부과의 특징을 알 수
있다2) 주 2)에서 보여지듯 훈련의무비율은 우선 연간 생산직 입직자 중 훈련이 필요한 무경력
입직자수가 많을수록 훈련 의무비율이 높아지게 되어 있다. 그리고 해당업종의 기능습득에
필요한 평균훈련기간이 길수록 훈련비율이 높아지는데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훈련 기간이 긴
자본집약적 및 기술집약적 산업일수록 훈련의무비율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업종별 1인당 1개월
훈련소요비용(표준훈련비)이 클수록, 그리고 무경력 입직자 중 집체훈련을 실시하는 비율이
클수록 훈련의무비율이 높아진다. 반면에 해당업종의 임금총액이 많을수록 해당업종의 훈련비
율은 감소한다.
그동안 정부는 이러한 특징을 가진 직업훈련 실시의무비율을 조정하면서 양성훈련을 정책적으로
유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90년대 들어 산업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생산기술의 혁신과
다기능공 인력난이 심화됨에 따라 직업훈련 수요가 증대됨으로써 직업훈련 의무비율은 크게
증가하여 왔다. 이러한 훈련실시의무비율의 증가는 그간 대체로 훈련인원의 증가로
나타났다(그림 3-2 참조).

[그림 3-2] 직업훈련의무비율과 양성인원의 추이

그런데 인력양성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성훈련을 목표로 한 사업내직업훈련
의무부과라는 정부의 정책이 탈색되어 해가 갈수록 전체 인력양성 중에서 양성훈련에 의한
인력배출 비중은 감소하고 있고, 대신 향상훈련과 재훈련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11 참조). 이 점은 아무리 직업훈련 실시비율을 높이더라도 양성훈련을 통한 인력배출이
정부가 의도한 바대로 정책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사실이다.
한 연구(이도성, 1990)에서는 훈련실시 대신에 분담금을 납부하려는 기업으로 하여금 훈련을
실시하도록 유도하는 유효 정책변수는 훈련비율이 아니고 기업의 한계훈련비용, 즉
인정훈련비용의 크기임을 주장한다. 훈련비용을 강화하면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더 많은
인원을 훈련시킬 수 있지만 그 훈련은 형식적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높고 훈련 대신 분담금을
납부하던 업체는 여전히 분담금을 납부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현실은 각년도
훈련실시업체수와 분담금 납부업체수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다.
훈련의 비용과 훈련에 따른 수익조건이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훈련비율이 높아지면
의무훈련인원만 증가하는 결과가 되므로 훈련기술이나 생산기술이 뚜렷한 규모에 대한
보수증가를 보이지 않는 한 종전의 낮은 수준의 의무대신 분담금을 택하던 기업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도 분담금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분담금에의 납부 선호는 기업의 행동원칙이 아니라
비용과 수익조건을 감안한 개별기업의 결정이므로 개별기업의 시장기구 결정에 영향을 주려면
비용수익 조건에 영향을 주는 정책적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당연하다. 기업들로부터 훈련실시를
유도하는 유효한 정책적 방법은 훈련비용의 인정률을 높임으로써 기업들이 부담하는 훈련의
한계비용을 낮추는 것일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정부가 계속적으로 기업에게 양성훈련에 대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크나큰 무리가
아닐 수 없다. 사실 우수한 인적자본의 질을 필요로 하는 것은 정부보다도 기업의 입장에서 더
절실하며 특히 이 점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절대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가 아닌
기업의 자율에 따라 인력양성이 이루어지도록 현행 직업훈련체제의 개편이 요구된다. 정부는
양성훈련과 같이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부문에 대해서만 규제보다는 오히려 과감한 투자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노동부는 1995년 7월 고용보험제도의 시행에 따른 직업훈련의무제도와 고용보험제도의 통합에
대비하여 1996년부터 기업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사업내직업훈련
의무비율을 줄여가고 있다.
직업훈련기본법이 본래 민간의 자율적인 직업훈련을 지원․촉진한다기 보다 각종 규제를 통하여
정부가 필요한 훈련을 강요하여 실시하도록 한 법이기 때문에 많은 훈련의무업체들에게 엄격한
훈련기준에 따른 훈련실시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고용보험이 시행되기 바로 전년도인
1994년도 총 3,753개 사업내직업훈련 의무업체 중에서 훈련을 실시한 업체가 전체 의무업체의
22.5%인 843개 업체에 불과하고 나머지 77.5%인 2,910개 업체들이 직업훈련분담금 납부 쪽을
선택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실정을 잘 반영하고 있다(표 3-11 참조).

<표 3-11> 연도별 사업내직업훈련 의무업체 훈련실시 실적

한편 기업의 자율적인 훈련을 촉진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이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분담금 납부를 택하는 업체보다 사업내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업체가 1995년 하반기부터 큰 폭으로 늘어나 직업훈련 의무대상업체 중 70%를
차지하였고, 1996년에는 75.3%로 그 비중이 더욱 높이 상승한 것이다(그림 3-3 참조). 이는
직업훈련 의무대상업체의 범위가 예전부터 훈련원을 기업내에 자치적으로 설립하여 충실히
3)
직업훈련을 실시해 왔던 1,000인 이상 6개 업종으로 축소된 것에 주로 기인한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현재 직업훈련 의무업체들에게 있어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훈련의무의
부과 목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사업내직업훈련의무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기업 직업훈련의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고 많은
사업내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잘 실시할 것이기 때문이다.4)
훈련형태에서도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과거 우리나라 직업훈련은 직업훈련법 제정
당시부터 양성훈련을 제외한 훈련(향상훈련이나 재직 및 전직훈련)에 사용하는 훈련의무비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양성훈련을 특히 강조해 왔었다. 예컨대 1992년도 노동부의 직업훈련비용
기준상 재직자훈련에는 전체 훈련의무비용의 30% 한도 이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한 것이나,
1993년도에 훈련기준을 완화하여 직업훈련의무금의 55%까지 재직자를 위해 비용을 사용하게 한
것이 그러한 맥락이다.
그러나 경제 전체 및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로 인하여 신규인력의 양성에

[그림 3-3] 사업내직업훈련실시 추이(1977∼1996)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였는바, 이는 곧바로 싫든 좋든 사업내직업훈련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표 2-10>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우리나라 기업에서의 양성훈련의 실적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반면 향상훈련의 경우에는 그 실적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사업내직업훈련제도의 문제점
사업내직업훈련의무제도는 우리나라 직업훈련의 비중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사업내직업훈련제도는 양성훈련의 절반을 담당하는 등 고도경제성장기, 특히 중화학공업
발전기에 필요한 기능인력을 양성․공급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해 왔다. 또한 비진학
미취업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을 습득시켜 건실한 직업인으로 배출함으로써 청소년문제
해소에도 상당부분 기여해 왔다.
그러나 사업내직업훈련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업내직업훈련의 활성화는 미흡한
실정인데 이러한 현상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민간직업훈련에 대한 규제가 너무 많다는 데 있는바
민간직업훈련에 대한 주요 규제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업내직업훈련의무제도
그동안 정부는 직업훈련기본법을 여섯 차례나 개정하면서 직업훈련실시에 따른 여러 조건들을
완화하여 왔다. 그런데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기업의 고급 인력수요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규제적 성격을 띤 직업훈련기본법에 대한 기업의 불만이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불만을
해소 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직업훈련기준의 경우 1990년 직업훈련발전 계획에 의해 1년 미만의
사업내직업훈련과정은 정부가 발표하는 훈련기준의 예시에 의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훈련을
편성하여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1993년 12월 27일 제6차 개정 때에는 훈련 수료생의
취업의무기간 합리화, 훈련교사의 활용범위 확대 등 직업훈련기준을 크게 완화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내직업훈련실시에 있어 아직도 많은 규제사항들이 동법의 도처에 산재해
있다. 예컨대 직업훈련 실시의무사업주는 매년 사업내직업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사업내직업훈련은 그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노동부의 규제가 시작된다고
할수 있다. 또한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신청을 접수한
노동부 장관은 사업내직업훈련계획이 직업훈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이미 승인을 얻은 사업내직업훈련계획 등을 취소할 수도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사업내직업훈련의 최종단계에서는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업훈련의무비용과 실제의
훈련실시비용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직업훈련분담금으로 납부하게 한다. 이처럼
사업내직업훈련은 구조적으로 처음부터 최종단계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어있다.

이러한 이유로 직업훈련을 촉진하기 위한 직업훈련의무제도가 오히려 규제로 작용하였으며,
의무대상사업체 중 69%는 훈련실시를 기피하고 분담금을 납부해오면서 직업훈련의무제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해 왔다. 1996년의 경우, 부담금 납부와 훈련실시를 병행한 업체가 49.1%였으며,
분담금만 납부한 업체도 19.6%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이러한 불만을 반증해 주고 있다.
요컨대, 현재의 직업훈련의무제도는 투자비용에 비해 실적이 낮은 고비용저효율의
직업훈련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직업훈련 기준의 경직적 운영으로 기업체에서는 현장에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기보다는 직업훈련의무비용을 소진하기 위한 비용소모적 훈련을 실시하는 경향이
발생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사업내직업훈련 실시의무는 이러한 엄격한 규정으로 인하여 기업은 자사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 적합한 사업내직업훈련을 실시하기보다 오히려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설정된
훈련내용, 기간, 대상, 교사, 교재, 시설, 방법 등을 준수해야 하므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정부의 직업훈련기준이 기업의 실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직업훈련 의무업체도 84.3%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12 참조).

<표 3-12> 정부의 직업훈련기준에 대한 평가 및 그 이유(복수응답)

2) 교과과정 및 훈련시간에 대한 규제
사업내직업훈련의 교과과정은 크게 이론교과와 실기교과로 구분된다. 여기서 이론교과는
교양교과와 기술교과로, 실기교과는 기본실기와 전공실기로 각각 세분된다.
물론 이러한 각각의 교과과정에 대해 최소의 훈련시간을 정하고 훈련실시자가 특정범위 안에서
가감조정이 가능하지만 아직 그 수준이 훈련실시자의 자율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예컨대 직업훈련기준에 대한 노동부 고시(직업훈련 직종체계 및 직종별기준)에 의하면
직업훈련기준 이론교과 중 교양교과는 이론과 실기를 합한 총훈련시간의 100분의 3 이상,
실시교과 중 기본실기는 총훈련시간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편성해야 한다. 그리고
실험실습을 위한 훈련장비가 수반되는 실기위주 훈련의 경우 이론 대 실기의 비율은 훈련시간을
기준하여 30 대 70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실시자는 훈련직종의 특성에 따라 그 시간을
달리 편성할 수 있고,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노동부 장관이 정한 기준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하여 편성할 수 있다. 또한 교과과정을 편성함에 있어서 당해 훈련직종의
총훈련교과 중 100분의 70을 기준으로 필수 교과과정만을 제시하며(직종의 특성에 따라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나머지 교과과정은 훈련실시자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과과정 및 훈련시간에 대한 규제가 꾸준히 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종별 특수성에
맞추어 효율적인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측면에서 볼 때 현행 훈련기준이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3-13> 훈련과정별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

3) 훈련직종에 대한 규제
양성훈련과정의 훈련직종은 노동부가 고시한 직종이나 훈련실시자의 요청으로 노동부 장관이
승인한 직종이어야 한다. 그리고 자격취득향상훈련이나 직무능력향상훈련과정에 대한
교과과정은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종목의 등급에 맞게 훈련실시자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되 당해
직종과 관련된 내용이 6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신입사원의 오리엔테이션, 정신교육,
해외시찰 및 견학 또는 취미나 소양을 높이기 위한 교육 등은 훈련과정에서 제외된다. 시설 및
장비는 훈련에 필요한 강의실, 실습장, 장비 및 시청각자료 등을 갖추어야한다.
향상훈련은 주간훈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야간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집체훈련의 경우 훈련기간이 1년 이상인 직종에 관한 직업훈련기준은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직종별기준을 적용한다. 훈련기간이 1년 미만인 훈련직종인 경우 직업훈련기준은 노동부 장관이
제공하는 훈련교과 편성예시를 참조하여 훈련실시자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집체훈련은 총훈련시간의 100분의 30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표 3-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7년 8월 현재 우리나라의 사업내직업훈련 기간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36개월에 이르기까지 5개 형태이
<표 3-14> 훈련기간별 훈련직종수

며 훈련직종수는 총 463개에 이르고 있다. 이 중 훈련직종이 110가지인 12개월과 3개월의
훈련기간을 각각 23.8%의 구성비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훈련기간이

12개월까지인 훈련직종은 모두 80.4%로서 주로 장기의 직업훈련직종보다는 단기의
직업훈련직종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요구에 맞는 훈련기간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정보다 더 유연한 훈련기간의
도입이 필요하다.
4) 직업훈련교사에 대한 규제
직업훈련은 원칙적으로 직업훈련교사 면허 소지자가 담당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신기술․신직종 훈련, 직업능력개발사업주가 실시하는 향상훈련과 재훈련, 직업훈련교사의
면허를 받은 자에 의한 실시가 곤란한 직업훈련은 전문강사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직업훈련교사 자격요건은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일정학력외에 일정기간의 실무경력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교사자격요건이 까다로워 훈련실시가 어렵다는 기업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고
이를 일종의 행정규제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문강사의 활용범위 및 전문강사
자격요건이 제한적이어서 전문강사를 활용한 직업훈련의 실시가 제약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다만, 직업훈련교사는 직업훈련의 3요소(훈련생, 훈련내용, 훈련교사) 중 하나로서 직업훈련의
성패에 매우 중요한 변수이므로 교사자격기준 완화문제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며,
사업내직업훈련교사 자격제도를 개선하되 교사의 중요성도 동시에 부각시키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주석 1) 당시에는 직업훈련 의무비율이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경제가 위축될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직업훈련의무비용도 떨어지게 되어 있었다.
주석 2) 사업내직업훈련 의무비율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① 생산직 무경력 입직자수(산업별 근로자수×생산직구성비×생산직 연간 입직률×무경력
입직률)
- 산업별 근로자수는 직업훈련 실시의무업체의 직업훈련계획신고현황 활용
- 생산직 구성비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활용
- 생산직 입직률은 최근 10년간 매월노동통계조사 보고서의 신규입직률 통계를 활용하여 과거
5년간 평균치와 10년간 평균치중 낮은 입직률 적용
② 무경력 입직률: 노동력유동실태조사 보고서 활용
③ 평균훈련기간: 한국기술교육대학 부설 산업기술인력연구소의 직종별 훈련기간 분류활용
④ 집체훈련실시비율: 무경력 입직자 중 집체훈련을 받아서 근무하는 자의 비율로 한국
기술교육대학 부설 산업기술인력연구소 조사 결과 활용
⑤ 표준훈련비: 직업훈련비용기준상 표준훈련비(집체․양성훈련과정) 적용
⑥ 임금총액(추정) : 전년도 산업별로 개산 고시된 임금총액×당해 연도 예상 임금인상률
- 당해연도 예상 임금인상률은 전년도 임금인상률에서 연도별 평균 인상폭 증감분을 제한수치
주석 3)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내직업훈련의무는 전년도 상시근로자수 1,000인 이상 6개 업종(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업,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그리고 세탁업 및 수선업을 제외한 서비스업)에 적용된다.
이때 건설업은 전년도 공사실적이 매년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1996년도
560억 1,600만원)사업내직업훈련의무업체가 된다.
주석4) 이밖에 직업훈련 의무대상업체였다가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대상업체로
편입된 대부분의 사업체들이 그동안 자체훈련 실시능력이 부족하고 위탁훈련을 실시할
위탁기관이 충분치 않아 직업훈련의무를 제대로 행할 수 없어 분담금 납부를 택했었다는 점도 그

동안의 훈련실시 부진의 한 이유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4. 認定職業訓練의 實施現況과 問題點
인정직업훈련원은 법인 또는 개인이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을 설치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운영경비는 훈련생이 납부하는
훈련비와 위탁훈련시 위탁사업주가 부담하는 위탁훈련비 및 법인의 출연금으로 조달하고 있다.
가. 인정직업훈련 실시현황
인정직업훈련원은 1967년 이후 전체 기능사양성의 15%를 담당하면서 산업화과정에서 필요한
기능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본래 민간주도의 훈련으로서 기업의
자율적 인력양성의 대행기관의 역할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내의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아 양성훈련에 치중하여 공공직업훈련과의 구분이 애매해지기도 하였다. 1996년도 예에서
보더라도 인정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인원은 26,312명이며, 이 중에서 양성훈련의
비중이 99.7%로 인정직업훈련원에서 실시된 훈련 대부분이 양성훈련이었다. 향상훈련도
실시되었으나 그 비중은 0.3%에 불과하였다.(표 3-15 참조).
나. 인정직업훈련기관 운영상의 문제점

1) 직업훈련기준의 동일 적용 및 지원의 소홀
인정직업훈련원이 갖는 운영상의 어려움은 공공직업훈련에 적용되는 직업훈련기준(직업훈련
시설․장비․교사․교재, 직업훈련생에 대한 교육과정․교육내용, 훈련시간, 국가기술검정
응시자격부여, 직업훈련을 운영하는데 따른 제반 법률․규정․운영기준․지침) 등 각종
규제사항은 공공직업훈련기관 및 사업내직업훈련기관과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이들에 비해
인정직업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차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예컨대 인정직업훈련기관의 훈련생 보호조치에 대하여는 보증보험의 가입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나, 공공․사업내 직업훈련의 경우 재해보험 이외의 훈련생보험제도는 없다. 또한
공공직업훈련원의 경우 무료의 직업훈련
<표 3-15> 인정직업훈련 현황(1996년 실적)

<표 3-16> 인정직업훈련기관의 연도별 기능사 직업훈련실적

을 실시하며, 사업내직업훈련의 경우는 훈련생이 공공과 같은 혜택을 받으며 훈련수당까지
지급받고 있으나 인정직업훈련의 경우 훈련생 본인이 훈련비를 부담하고 있다.
그리고 직업훈련촉진기금의 사용에 있어서도 공공직업훈련원의 경우에는 기금을
시설비․장비비 및 제반운영경비(훈련비 포함)로 사용하고, 사업내 직업훈련원의 경우에는
기금을 대부하여 사용시 연리 2%의 이율을 적용하여 우대해 주고 있으나, 인정직업훈련기관의
경우 기금을 대부하여 사용시 연리 6%의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2) 기능대학의 설립자격 제한
공공직업훈련기관(대한상공회의소도 포함)의 경우 기능대학의 설립자 범위에 속하며
사업내직업훈련원의 경우는 교육법에 의한 사내기술대학 등의 설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정직업훈련기관의 기능대학 설립자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 앞으로 이 규정 또한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3) 훈련중지 사유 발생시 법인의 재산처리방식의 문제
인정훈련기관은 운영자의 임의중지 또는 자금부족으로 인한 경영악화와 훈련생 부족으로 인한
훈련중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인이 운영해 온 훈련기관인 경우에는 잔여재산에 대한
개인소유권을 인정하나 법인형태로 운영해 온 훈련기관의 경우에는 잔여재산이 법인해산절차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유사기관에 무상증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주로 국고에 의해 설립된 공공직업훈련기관의 경우에는 훈련기관을 해산 할 경우 그 재산이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나 법인 형태의 인정직업훈련기관에게 있어서는
직업훈련기관 운영중 필요자금 등에 대한 정부나 타기관의 지원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해산사유 발생시 잔여재산 전액을 국고 또는 타 법인에 기증하도록 하고 있어 훈련기관
운영자에게 불리한 점으로 작용한다. 더욱이 이 규정은 개인이 운영해 온 인정직업훈련기관이
해산할 경우 시설․장비 등에 대하여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조치는 물론 사업내 훈련기관이
사업주의 의지에 따라 훈련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동안(20년 이상) 직업훈련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잔여재산을 사업주에게 귀속하고, 일정기간 동안 미사용시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의무비용을 분담금으로 국가에 환수시키는 조치에 비해서도 차별적인 규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4) 회계처리 관련사항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 교사 등을 갖추어야 하지만 매년 인가된 정원대로
훈련생이 모집되지 않을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노후시설․장비의 재투자 및 교체에
대비하여 평상시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이를 비축하여 훈련생 모집에
차질이 발생하고 경영이 악화될 때를 대비해 두어야 노후시설 및 장비를 위한 재투자도 가능하고
훈련기관 운영의 합리화도 기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정직업훈련기관이 교육기관임에는 분명하나 법인세법상 면제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훈련비를 징수하는 부분과 회계상 잉여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인정직업훈련기관의 당해연도 수입이 지출보다 많을 때에는
이들에게는 항상 음성적으로 회계처리할 부정의 유인이 존재하며 또 이 때문에 때때로
인정직업훈련의 부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다.

5) 기타 인정훈련기관에 대한 차등적용사항
기타 아래와 같은 법에 있어서도 인정직업훈련기관은 공공직업훈련원에 비해 차등․적용되고
있다.
-소득세법 : 교육서비스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소득세 과세함(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국무총리령이
정하는 것의 범위에서 제외됨)
-지방세법 : 지방세법 제283조 규정에 의하면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의 지방세
감면 시한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종료토록하여 1998년부터는 직업훈련시설에 대한 각종 지방세
납세의무가 발생되어 재정부담 증가요인
-관세법 : 학술연구용품의 수입시 감면범위기관에서
제외되어(학교․공공직업훈련원․공공의료기관․기타의 해당 물품수입시 관세 감면) 관세부담
가중
-상속세법 : 공익사업 범위에서 인정직업훈련원은 제외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과세됨(공공직업훈련은 공익사업에 포함됨으로써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법인세법 : 인정직업훈련원을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시켜 법인세 과세(교육서비스업 중 교육법에
의한 학교만 수익사업에서 제외하고 있음)
-병역법 : 재학생의 입영기일 연기와 관련하여 각급 학교에 대하여는 연령별로 그 기일의 연기가
명시되어 있으나, 직업훈련기관에 대하여는 언급되지 않음(공공훈련기관은 병무청의 업무지침에
의하여 21세가 되는 해의 2월까지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연기받고 있으며, 인정은
1997년 4월 19일부터 적용).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1조(동원의 보류), 시행규칙 제17조(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 각호에 해당되지 않아 교사, 학생 공히 훈련참가로 인한 수업결손 초래(교육법에 의한
대학과 공공훈련기관의 교사․학생은 보류대상자로 연간 16시간의 훈련으로 의무를 마침)
-민방위기본법 : 민방위기본법 제16조(민방위대에서 제외된 자)에 공공직업훈련생은 포함되어
있으나 인정직업훈련생은 제외되어 수업결손이 발생함.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건설기술자의 범위)와 관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기술자격취득요건에서 초급기술자에 해당하려면 전문대학의 졸업자는 졸업만으로도
초급기술자로 인정하고 있으나 직업훈련기관의 관련과정을 이수한 훈련생에 대하여는 언급되어
있지 않음.
-전력기술관리법 : 전력기술관리법 제21조(감리원의 자격등) 제1항 관련전문대학 졸업자는
졸업후 3년 이상 전력기술업무을 수행하면 초급 감리원이 되나 직업훈련원 이수자에 대한
관련규정은 전혀 없음.

第 4章
職業能力開發事業과 事業內職業訓練義務制度의 關係
第 1節 職業能力開發事業의 基本構造
고용보험법상의 3대 사업 중의 하나인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상시근로자 70인 이상(1998년부터는
50인 이상)인 사업장에게 적용되는 사업1)으로서 기업의 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직업훈련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을 통해 인적자원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이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분야는 직업훈련비용 지원,2)
교육훈련비용 지원, 유급휴가훈련비용 지원, 직업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 대부 등이 있다.
그리고 근로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분야는 교육수강비용 대부, 실업자 재취직훈련 지원, 고령자

등 수강장려금 지원등이다.
직업능력개발사업 중 사업내직업훈련은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향상․전직․재훈련에 대해 사업주가 사업내직업훈련을 실시하였을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기업(우대기업)은 90%, 대규모기업은 70%의 수준으로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자체훈련의 경우 우대기업은 100%, 대규모 기업은 90%).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7년 6월 30일 현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은 46,300개소이고
피보험자는 4,316,260명이다. 이 중에서 실업급여만 적용되는 30∼69인 사업장을 제외한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의 3개 사업 모두를 적용받는 70인 이상
사업장(직업

<표 4-1>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현황(1997 6. 30. 현재)

훈련 실시의무업체 포함)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의 58.3%인 26,974개소이며 피보험자수는 전체
피보험자의 84.3%에 해당하는 3,636,547명이다.
그러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실제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 사업장(이때 직업훈련 실시의무업체는 직업훈련실시가 의무로 부과되어 있으므로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됨)의 경우, 사업장은 전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의
41.4%인 19,162개소가 있으며 피보험자는 전체 피보험자의 54.9%인 2,368,090명으로 나타났다.
주석1) 7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이를 70인 이상 당연가입 사업장과 구별하여
임의가입이라 칭함).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은 15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임금총액의
0.1%, 150인 이상 우대기업은 0.3%, 15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은 0.5% 등으로 사업장 규모별로 각기
차등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전년도 공사실적이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1995년도 40억원, 1996년도 44억원) 이상이면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때 그 보험료는 (전년도 공사실적 × 노무비율)/(건설업 월평균 임금×12)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 150인 미만은 근로자 임금총액의 0.1%, 150인 이상 300인 미만은 0.3%,
그리고 300인 이상은 0.5%를 적용한다(1996년도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150인 미만이 0.1%, 150인
이상 200인 미만이 0.3%, 그리고 200인 이상이 0.5%였음).
주석2) 여기서 '직업훈련비용'이라 함은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비용을 말한다.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면 '직업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하는데 이것은 훈련직종, 훈련기간, 시설 및 장비,
훈련교사, 교과내용 등에 관한 일정 기준을 총족해야 한다. 훈련방법에 따라 직업훈련은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설치한 훈련전용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집체훈련(Off-JT)(자체훈련과
위탁훈련으로 구분)과 산업체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현장직업훈련(OJT), 그리고
집체훈련․현장훈련 및 교육법에 의한 학교교육이 상호연계된 직업훈련인 산학협동훈련(공고생
2+1 훈련)으로 구분된다.

第 2節 職業能力開發事業의 推進現況
1997년 상반기 중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한 사업장은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사업장의
27.3%인 5,028개소이고,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참여한 피보험자수는 119,701명으로서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완전하게 적용되는 사업장1) 피보험자의 5.1%에 불과하여 아직도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2 참조).
그러나 1996년 하반기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적에 대비한 1997년 상반기 중 훈련실시 증가율은
사업장 121.9%, 피보험자 114.6% 그리고 예상지원금 165.4%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직업능력개발사업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유급휴가훈련지원이 215.3%로서 가장 높았고, 교육수강비용 대부가 128.3%, 교육훈련 지원이
95.6% 사업내직업훈련 지원이 83.3%, 실업자재취직훈련 지원이 75.6% 등의 순으로 사업별로
지원폭이 다르게 나타났다.
1997년 상반기에 실시된 훈련실적의 세부사업별 사업장 구성비는 교육훈련 지원 49.6%,
교육수강비용 대부 41.9%, 사업내직업훈련 지원 6.2% 그리고 유급휴가훈련 지원 2.3%등으로
나타났다. 피보험자수에 있어서는 사
<표 4-2> 직업능력개발사업 추진실적

업내직업훈련 지원 46.2%, 교육훈련지원 35.4%, 교육수강비용 대부 4.1%, 유급휴가훈련 지원
3.2%, 실업자재취직훈련 지원 0.7%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예상지원금의 경우 유급휴가훈련 지원이 가장 커서 전체 예상지원금의 39.0%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교육훈련 지원 25.6%, 사업내직업훈련 지원 17.1%, 교육수강비용대부 지원 17.0%,

실업자재취직훈련 지원 1.3%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이나 근로자들이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얼마나 참여했는가를 의미하는 훈련참여율을 보면
우선 사업장의 경우 다른 세부사업보다 교육훈련에서 가장 높은 13.0%에 그쳤고, 근로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훈련참여율이 1위인 사업내직업훈련이 겨우 2.4%에 불과하였다(그림 4-1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고용보험이 시행된 이래로 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

[그림 4-1] 세부사업별 훈련참여율

개발사업에 대한 실적은 사실상 높지 않다. 비록 직업능력개발사업이 기업의 자율에 근거하여
실시된다는 점은 높이 평가받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기업이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무엇인가에 대해 조사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설문조사(1997)에 의하면 '훈련인원을 빼고 나면 생산이 차질이 온다'가 1순위, '적합한 위탁기관이
없다'가 2순위,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가 3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그 순위는 조금씩 달라지는데 1,000명 이상 사업체에서는 많은 비용 소요가 1순위, 적합한
위탁기관 부재 및 훈련생 모집의 어려움이 2순위, 훈련인원을 빼고 나면 생산차질 및 프로그램
개발 어려움이 3순위로 나타난 반면, 150~999명과 150명 미만 사업체에서는 훈련인원을 빼고
나면 생산차질이 온다고 모두에서 1순위, 많은 비용 소요와 적합한 위탁기관 부재가 각각 2순위,
적합한 위탁기관 부재와 수료후 이직이 각각 3순위로 나타났다.
각 기업체들이 직업능력개발사업이나 직업훈련에 대한 개선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본

설문조사에서는 다양한 세부적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이 나타나고 있었지만 이 중 특히 여러번
지적되고 있는 것은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직업훈련에 대한 '홍보강화' 요구였다. 이는 고용보험제
시행이 1년 이상 지났으나 이에 대한 산업현장 및 사회일반의 인식이 아직도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절차 및 서류의 간소화, 지원금 상향조정 등의
요구사항과 더불어 교육계획 설정의 일관성, 교육기관의 전문화, 고급기술습득 기회부여,
사업체별 세분화, 기업체에 대한 교육, 현장교육, 교육수료생의 처우개선 등이 문제점과 불편사항
등으로 지적되었다(표 4-3 참조).

<표 4-3>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요구사항(10건 이상 경우만 적시)

주석 1) 고용보험 3개 사업 모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직업훈련의무업체 사업장은 제외된다. 이하 세부사업의 지원실적에서도 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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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사업 중 직업훈련 지원은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계획을
수렴하여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훈련실시에 있어서도 직업훈련기본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훈련 지원은 직업훈련기본법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교육훈련비용
지원기준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에 있어서 직업훈련기본법의 관련조항을 따르고 있고,
실업자재취직훈련 지원에 있어서도 훈련기관 선정, 훈련수강료 선정방법 등에 있어서
직업훈련기본법의 관련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직업훈련시설에대한 비용 대부의 기준을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 또는
인정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자로 하고 있다. 또 교육수강비용 대부,고령자
등 수강장려금 지원 등의 수강대상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과정의 기준으로 직업훈련기본법의
관계규정이 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그 시행에 있어서 직업훈련기본법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문제는 직업훈련기본법과 고용보험법은 입법취지의 기본이념이 달라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데 있다.
직업훈련기본법은 1976년 12월 31일에 제정된 법률로서 정부가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면서
공공․사업내․인정직훈 등의 훈련기관에서 청소년, 사회적 열위계층,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주로
기술․기능분야의 중화학 직종과 경공업분야의 직종을 훈련시켜 제조업 부문의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양성훈련 중심체제이다. 따라서 직업훈련기본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사업내직업훈련 실시의무를 부과하고 훈련의무비용을 직업훈련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직업훈련분담금으로 납부하게 하고 있다. 또한 훈련내

<표 4-4> 직업훈련기본법상의 사업내직업훈련과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비교

용에 있어서도 정부가 정한 직업훈련기준에 따르도록 하여 기업특수적 훈련보다는 일반적 훈련을
기업에 가용하고 있으며 훈련분야도 제조업 생산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내직업훈련은 기업이 필요한 분야를 기업의 설정에 맞게 실시할 수가 없고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필요한 훈련을 기업에 강요하면서 훈련내용, 기간, 대상, 교재, 시설, 방법
등을 철저히 규제해 왔다.
반면에 고용보험법상의 능력개발사업은 기업이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특정산업부문과 관련없이 전직종에 걸쳐 재직근로자의 향상․전직․재훈련에 초점을 두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훈련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금과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직업훈련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훈련분야도 제조업 생산직종뿐만이 아니라 어떤 직종분야에서는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통하여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꾀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第 5章
主要國의 職業訓練制度와 示唆點
第 1節 獨 逸
1. 敎育制度
독일의 교육제도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주(州)정부가 운영하므로 주마다 제도 및 내용상의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인 틀은 유치원교육,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일의
의무교육기간(정시제 의무교육 포함)은 전기중등교육까지로 12년이다.
초등교육은 독일에서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이수하는 교육과정으로서 4년동안 초등학교(Grund
Schule)에서 이루어진다. 초등교육 이후에는 개인적인 능력과 적성에 따라 다양한 교육과정이
있는 전기중등학교로 전학한다.
전기중등교육은 Hauptschule(主要學敎), Realschule(實科學敎), 전기Gymnasium(대학진학을 위한
인문계 중등학교) 및 Gesamtschule(인문계와 실업계의 종합학교) 등의 학교가 있다. 이들
전기중등학교에서의 처음 2년 동안은 적용기간으로서 이 시기에 학교를 교체 할 수 있다.
5년제의 Hauptschule를 성공적으로 졸업한 학생은 도제훈련을 제공하는 정시제의 직업학교 또는
전일제의 직업학교로 진학하거나 또는 여타의 중등학교(Realschule, 전기Gymnasium,
Gesamtschule로 전학하여 1년을 더

[그림 5-1] 독일의 교육 및 직업교육제도

공부한 이후 그들과 마찬가지로 중급의 중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 6년제의 Realschule를
졸업하여 Realschule 졸업장을 소지한 학생과 전기 Gymnasium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학생은
Fachoberschule(전문기술학교, 우리나라의 실업고에 해당), Gymnasiale Oberstufe(후기
Gymnasium과정, 우리나라의 인문고에 해당) 또는 Fachgymnasium(전문Gymnasium과정)으로
진학한다. 그리고 후기 Gymnasium 과정, Fachgymnasium 또는 Gesamtschule의 마지막 1년은
대학입학 자격시험 대비를 위한 Abitur과정으로서 여기에 합격한 학생은 일반대학이나
공과대학에 입합할 자격이 주어진다.
한편 Hauptschule를 졸업한 학생과 Realschule 졸업장을 소지하지 않은 학생 그리고
전기Gymnasium 과정을 아예 선택하지 않았던 학생은 전일제의 직업훈련학교 또는
이원화체제내의 직업학교에 등록하여 초기직업훈련을 받게 된다.

2. 職業訓練體制
가. 이원화시스템에 의한 초기직업훈련
후기중등교육부터 시작되는 초기직업훈련은 이원화제도와 직업학교에서 실시된다. 사업체와
직업학교에서 이론학습과 실기의 직업훈련이 이루어지는 이원화제도하에서 훈련생들은 아무런
기술자격이 없어도 참여가 가능하다. 도제훈련 실시에 대한 조건과 지속기간은 기업 및 직업별로
상이하다. 지속기간은 보통 2년에서 3년 6개월 사이이다.
도제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은 근로자 신분과 학생의 신분을 동시에 갖는다. 이들은 이론 및
실기교육을 포함하여 총 3년의 교육기간 동안 통상적으로 주당 1~2일을 직업학교에서 출석하여
8~12시간의 수업을 받아야 한다. 훈련장소나 훈련직종의 여건에 따라서는 야간과 주간 등으로
구분하여 직업학교에서 이론학습을 실시하기도 한다.

<표 5-1> 이원화시스템의 장단점

사업체가 이원화제도에 따라 도제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국가는 훈련생의
지위 및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훈련생을 받아 실습훈련을 시키는 사업체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원화제도를 통한 직업훈련 실시 형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사업체 현장에서 3년 동안 실기교육을 받으면서 2년째부터 3년째까지 직업학교에 출석하여
이론교육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형태는 사업체에서 직업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에게 용이한 방식이다.
둘째, 처음 1년 동안은 위탁교육장에서 기본실기교육을 받은 후, 2년째부터 3년째까지는
사업체와 직업학교에서 전문실기교육과 이론교육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사업내
직업훈련센터가 없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애용하는 방식이다.
셋째, 처음부터 3년동안 직업학교에서 기본이론과 기본실기를 학습하면서 2년째부터 사업체의
현장에 나가 전문적인 실기교육을 병행하여 받는 방식이 있는데 이것은 시설규모가 적고
종업원이 많지 않은 소규모 기업에서 선호하고 있다.
나. 향상훈련 및 재훈련
향상훈련이나 재훈련은 기업이나 근로자 자신의 의지에 의해 실시된다. 이러한 훈련실시에 따른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직업훈련법 또는 고용촉진법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면 된다.

3. 職業訓練 關聯組織
독일의 직업교육훈련 행정은 헌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정부에서 대부분 담당한다.
연방정부는 연방 차원의 직업훈련정책을 수립하고 주정부의 학교감독, 공립학교에서의
정규과목으로서의 종교교육과 사립학교 설립에 대한 권리보장과 같은 몇몇 기본적인 전국적
차원의 규제를 행한다. 기타 모든 교육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주정부가 하게 되어 있다.

4. 職業訓練 財政
1)

일반적인 의미의 직업훈련분담금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독일에서는 연방정부, 주정부(州의
노동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직업훈련실시 사업체가 공동으로 직업훈련에 따르는 비용을
부담한다.

<표 5-2> 직업훈련시설 및 운영경비 부담주체

[그림 5-2] 독일의 직업훈련관련 행정조직

가. 훈련생에 대한 재정지원

1) 양성훈련
양성훈련에 있어 단체협약상 합의된 훈련수당 및 각종 보험료 등의 복지항목으로 지출되는
비용의 대부분은 훈련실시 사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직업훈련법에는 이원화시스템을 통하여 직업훈련을 하고 있는 기업은 훈련생에게 훈련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훈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협의된 훈련의 통상적 1일 훈련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당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자격검점을 위한
휴무나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도 기업은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훈련수당 이외에 훈련에 소요되는 각종 훈련비(교재비, 재료비 등)도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사업내직업훈련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촉진법에 의해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2) 예컨대 노동시장 및 고용정책의 필요성에 의해 특수한 직업훈련을 사업체가 위탁받는
경우에는 훈련비용의 일부 특히 훈련생의 생활보조비를 포함하는 양성훈련부조금에 대해서는

고용촉진법에 의해 연방고용청이 지원한다.
양성훈련부조금은 원칙적으로 훈련대상자가 만 18세 미만이고 그가 부모의 집에서 출․퇴근하는
것이 시간상 곤란할 때 지급된다. 그러나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자가 실업이 되었다가 1년
이내의 양성훈련을 위한 준비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부수적으로 얻는 소득과 관계없이 전액의
양성훈련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실업수당이나 실업부조를 받는 실업자가 양성훈련에
참여하고 그가 받고 있는 실업수당 등 그러한 부조금액이 양성훈련부조금을 초과하는 경우
실업수당과 실업부조금이 양성부조금을 대신한다.
고용촉진법에 의한 양성훈련의 지원은 원칙적으로 보조금 형식을 가지며 특별한 경우에만 융자
형식을 띤다. 이 때 훈련생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생계비, 수업료, 교육비, 의료보험 갹출료 및
기타비용 등의 보조는 당사자의 나이, 결혼 여부와 거주비용, 부모와 배우자의 소득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2) 향상훈련
향상훈련의 경우에는 기업 또는 훈련생이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정의
요건하에서는 향상훈련이 직접비용 이외에 생계비 보조 등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훈련기간이 최소 2주 이상인 향상훈련일 때에만(단, 고용촉진법에 의한 촉진대상자가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계속 받을 경우에는 4주 이상) 고용촉진법에 따라 연방고용청에 의해
지원되며 전일교육방식에 의한 향상훈련의 최장 지원기간은 2년이다. 한편 향상훈련과정의
일부분을 반복할 때에는 그 원인이 훈련 참가자에게 있지 않으며 또한 반복과정이 6개월 이내일
때에만 지원된다.
고용촉진법에 의거한 생계비보조는 실업자가 취업을 할 수 있거나 실업에 직면해 있는 사람이
실업자가 되지 않거나 또는 양성훈련을 이수하지 않는 사람이 이를 마칠 수 있을 때에 지급된다.
단, 생계비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지난 3년 중 최소한 2년이상 보험료를 납부했거나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지난 3년 중 최소한 2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거나 동기간 최소한 156일
이상 실업수당을 수령했거나 또는 실업수당 수령후 실업부조를 받은 자여야 한다. 이 3년 동안
자녀양육 때문에 취업할 수 없거나 생계비 조달을 위해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녀당
최대 5년씩 연장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실업수당이나 실업부조를 받고 있는 실업자가 향상훈련에 재취업에 꼭 필요할
경우에는 비록 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실업 때문에 받은 금액만큼 생활비가
보조된다. 생계보조금의 크기는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직장생활을 할 수 없을 경우 근로자가
일반적으로 자신의 소득수준에서 부담하는 법적 공제액만큼 감소된 임금의 73%이고 그외의
경우에는 본인 임금의 63%이다. 이밖에 수업료, 교재비, 작업복 구입비,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료와 거주비용도 지원된다.
한편 생계비보조금의 수급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향상훈련을 직장생활과 병행하지 못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자기의 소득수준에서 부담하는 법적 공제액만큼 감소된 임금의 58%를
융자받을 수 있다.
그런데 생계비보조금 수령자가 중대한 사유 없이 향상훈련을 포기하거나 본인 잘못으로 인하여
훈련과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때까지 수령한 생계보조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단, 근로자가
연방고용청과 상담한 후 당연가입대상인 직장에 지속적으로 근무할 경우는 예외가 된다.
연방노동사회부 장관은 생계비보조금과 융자에 대해 연방고용청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이를 매년
고시한다.
3) 재훈련
고용촉진법에 의한 재훈련에 대한 지원은 향상훈련에 준하지만 훈련기간은 2년 이내 또는 최대
3년 이내여야 지원대상이 된다.
4) 재활훈련
전일수업의 향상훈련 및 재훈련의 경우 2년 이내에 종료될 경우에만 고용촉진법에 의해
생계비보조금이 지원된다.

생계비보조금은 재활훈련에 참여하여 전일근무를 할 수 없는 장애자가 지난 5년 중 최소한 2년간
고용보험료를 납부했거나 또는 최소한 156간 실업수당 또는 실업수당 수령후 실업부조를 받았을
경우에 지급된다. 예외적으로 고용보험료의 납부기간을 충족시키지는 못하지만 재활훈련
개시전까지 실업수당이나 실업부조를 수령했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생계비보조금이 지급된다.
생계비보조금의 크기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배우자가 장애자를 돌보거나
배우자 본인도 장애자이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장애자가 마지막 취업했을 때
취득했던 총임금의 80%만큼 지급되고 그외의 경우에는 70%가 지급된다. 그러나 이 금액이
마지막 순임금보다 높을 때에는 마지막 순임금의 총임금을 대신한다. 그러고 장애자가
실업수당이나 실업부조를 수령하지 못했거나 또는 이를 수령한 지 이미 3년이 경과했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경우 장애자가 장애가 없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본인의
나이와 능력에 맞게 취업했을 때 수령할 수 있는 임금의 65%를 생계비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생계비보조금은 매년 공적연금 인상률에 맞추어 조정된다.
나. 직업학교 및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이원화시스템상의 직업학교의 운영경비는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7 대 3의 비율로 지원한다.
그 항목을 보면 주정부가 인건비, 교사의 급여 그리고 지방교육 당국이 훈련재료비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업학교에 출석하는 훈련생은 수업료를 전혀 지불하지 않는다. 한편 연방정부는
직업교육과 관련한 교육학, 일반연구, 훈련생연구, 대학연구 등에 따르는 비용을 지원한다.
고용촉진법에 의해 이 법의 시행청인 연방고용청은 양성훈련, 향상훈련, 재훈련 등에 필요한
훈련시설의 설비 미 확장에 대해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그리고 융자를 통해서 그러한 지원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융자보다는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훈련기관 당사자가 공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거나 또는 다른 기관이 비용을 지원할
의무가 있거나 또는 주정부가 책임을 갖는 직업학교 또는 기업 및 단체의 이익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연방고용청은 직업훈련시설에 대해 지원하지 않는다.
다. 사용자에 대한 재정지원
사용자는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주체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장애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활훈련을 사업내직업훈련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방고용청으로부터
장애자의 훈련기간 동안 양성훈련부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이 금액은 사용자가 훈련생에게
양성훈련 마지막 해에 지급하는 훈련수당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5.職業訓鍊基準
독일의 직업훈련 기준은 직업훈련기본법 제25조 또는 수공업법 제25조를 근거로 마련되어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독일의 새로운 직업훈련기준 설정은 훈련생들이 일반적인 기능을
습득하도록 하는 목적 이외에도 타인과의 의사소통과 협동성 또는 사회성을 갖추게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 훈련기준의 설정
연방정부의 직속 법인인 연방직업훈련연구소(BIBB)가 「연방-주정부 조정위원회」 와 각 주의
「교육부장관협의회」 와의 협의와 의견조정을 통하여 직업훈련교육 모델과 직업훈련기준을
제안하면 연방정부는 사용자, 노동조합이 합의를 통해 훈련기준을 수립한다. 주정부는 이에 따라
세부적인 교과계획을 마련한다.
사업체의 신청에 따라 이원화시스템에 의해 행해지는 양성훈련의 기준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에서
고시한 내용을 따르지만 직업학교측에서 담당하는 기본훈련계획과 기본적인 방침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조율된다.

나. 훈련교재
연방직업훈련연구소나 지역상공회의소, 수공업협회 등에서 공동으로 만든 훈련교재가
활용되기도 하지만 이론교재 및 실기교재 등의 훈련교재는 원칙적으로 사용상의 규제가 없기
때문에 훈련기관별․직종별․과정별로 완전자율에 맡겨져 있다.

6. 技術資格制度
직업교육훈련법에 기초하여 중간시험, 졸업시험, 기능장시험 및 향상훈련시험 등의 검정이
시행된다. 중간시험과 종업시험은 대부분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통제되나 기능장 및 향상훈련
시험은 부분적으로만 국가적으로 통제된다.
시험의 시행은 졸업시험의 시행기관인 상공회의소, 수공업협의회 또는 농업협의회가 된다.
중간시험의 결과는 훈련수준이 포함된 증명서가 주어진다. 졸업시험의 근거는
직업교육훈련법으로 법적으로 인정된 모든 직종에서 실시될 수 있고, 시험응시는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에 응시하고 있다. 이 시험의 조직 및 시행 권한과 의무는
상공회의소, 수공업협의회, 농업협의회 등에서 하고 있다.
기능장시험은 해당직종의 졸업시험에 합격한 후 일정경력이 있어야 하며, 시험에 필요한 지식은
기능장학교(Meisterschule)나 특별코스에서 습득할 수 있다. 기능장자격(Meister)을 취득하면
훈련생을 교육할 수 있는 자격과 숭공업분야에서는 자영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향상훈련 시험은 향상훈련을 통하여 습득된 지식, 실기능력 및 경력을 증명하게 되며, 승진 및
승급을 위해 활용되고 주관하는 기관은 상공회의소, 수공업협회 등이 된다.

7. 最近의 職業訓練體制 變化와 展望
1997년 4월 1일 직업전환훈련에 대한 정부지원 중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촉진법의 대폭적인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고임금, 고실업(서독 10%, 동독 15%), 유럽연합(EU) 및 구동독 지원
등으로 인한 재정궁핍과 유럽연합국(EU)간의 균형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상훈련은 이미
1994년부터 지원을 중단하였고 현재는 융자금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승진촉진훈련법(AFBG)이 제정․시행중에 있는데 이 법에서는 재직자 등의 직업능력
향상과 재배치 및 미취업자의 취업촉진 목적으로 직업유경험자, 각종 학교 수료자, 자격소지자 및
공식적 시험합격자 등에 대한 지원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직근로자가 1∼2년간의 정해진
기간내 국가에서 인정하는 40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할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필요한 재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제공하게 되는데 1997년 1억 7,000만 마르크에서
1998년에는 4억 5,000만 마르크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연방정부 3억 4,000마르크, 주정부 1억
1,000만 마르크)
최근 들어 이원화제도와 관련한 문제점으로 훈련희망자의 증가(대상 연령층의 증가 등 요인)에도
불구하고 기업체의 훈련실시 장소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이점은 라인, 루르 등의 전통적 제조업 중심 지역과 동독 지역이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야당에서는 훈련장소의 증가를 꾀하기 위한 훈련분담금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여당에서 반대(장애자에 대한 고용촉진 강제규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취업과는 괴리되는 문제점 등이 이유)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BIBB는 이원화시스템의 문제점 개선과 현실화를 위한 연구 및 재직자
능력향상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훈련대상
직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연방고용청은 향상훈련에 대한 전망과 시행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주석 1) 장애인직업훈련분담금이 있기는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훈련분담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직업훈련실시에 따르는 세제상의 혜택을 사업체에게 거의 부과하지 않는다.
주석 2) 고용촉진법에 의한 모든 종류의 훈련비용 재원은 별도의 기금법이 존재하지 않고
고용보험료 각출금과 연방정부의 보조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단체, 종교단체, 의료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그리고 정당의 기부금 등에서 보조되는 연방고용청의 총수입금의 일부이다.

연방고용청에서 지원하는 훈련관련 총경비는 1989년 66억 마르크(약 3조 6,300만원)로서
1970년에 비해 7.4배 상승했다. 이 수치는 독일직업훈련 총경비인 142억 마르크의 약 1/2이 되며
고용보험 총수입의 13.4%에 해당된다. 그리고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닌 실업자들을 위해서서
1989년에 훈련 총경비의 약 2/5인 26억 마르크가 고용촉진훈련비용으로 지원되었다.

第 2節 프랑스
1.敎育制度
프랑스의 교육체계는 유치원교육․초등교육, 중등교육 그리고 고등교육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초등교육은 유치원교육을 포함하여 8년이며, 중등교육은 4년 기간의 전기중등교육(우리나라의
중학교에 해당)과 3년 과정의 후기중등교육으로 나누어진다. 후기중등교육은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데, 보다 학술적인 과목을 가르치는 '일반 및 기술계 과정'과 직업교육을
위주로 하는 실업계 과정이 있다. 모든 직업훈련을 받는 것은 전기중등교육의 4년째부터
가능하다.
고등교육은 대학교, 그랑제꼴, 단기기술대학 등에서 실시된다.

2. 職業訓練體制
프랑스의 직업훈련체제는 오랜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확립되었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농동조합, 기업 등 사회의 여러 훈련 당사자의 협의와 협조를 통해 유기적인 직업훈련이
실시되고 있어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가. 교육제도 내에서의 직업교육훈련 : 기초훈련
기초훈련은 교육제도 내에서의 훈련과 도제제도 그리고 16∼25세 연령집단에 대한 훈련의 일부를
포함한다.

〔그림 5-3] 프랑스의 교육제도

교육제도 내에서의 교육훈련은 아무런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제6단계에서부터 고등교육을
이수하고 학위를 받는 제1단계에 이르기까지 총 6단계로 구분되는데 ① 4∼5단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에서는 2년 만에 직업자격증(CAP)이나 직업교육수료증(BEP) 또는 4년
과정을 수료하여 특정 직조의 자격을 부여하는 직업대학에의 입학자격(baccalauréat
professionel)을 취득할 수 있으며, ② 기술교육을 통하여서는 3∼4단계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4단계는 기술계대학 입학자격증, 3단계의 수준은 기술대학졸업증(DUP), 고등기술자
면허증(BTS) 취득), 그리고 ③ 고등교육에서는 3단계의 기술교육 계통과는 별도의 직업관련
과정을 제공한다. 한편 프랑스 교육제도에서의 농업교육은 별도의 체제로 관리되고 있다(농업부
소관).
도제제도는 기초훈련제도나 계속훈련제도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직업훈련의 특수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도제와 인가된 사용자간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사용자에 의한 훈련과
도제훈련센터에 의한 훈련이 포함된다.
나. 계속훈련

계속훈련은 훈련대상의 범주를 기초로 하여 운영되는데, 민간부문 근로자, 공공부문 근로자,
그리고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훈련으로 나누어진다. 민간부문 근로자의 훈련은 사용자의
책임이고, 공공부문과 구직자의 경우는 국가 및 지방당국의 책임이다.
민간근로자들은 훈련수강을 위하여 결근할 권리와 개인훈련휴가를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이
이외도 사용자의 주도로 훈련계획에 의거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사용자 주도의 훈련은
훈련계획에 관하여 공장위원회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재정지원은 직업훈련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분담금에서 이루어진다.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은 정부나 지자체의 계획에 의하거나 개인적으로 훈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부문인 병원근로자도 훈련에 대한 재정지원과 훈련휴가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 직업훈련에 대한 각 훈련 주체의 역할

1) 정부의 역할
가) 직업훈련관련법의 제정 및 훈련체제의 모니터링
정부는 사회의 직업훈련 당사자간의 합의를 거친 후 직업훈련에 적용할 규정을 제정하고, 국가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에 따라 기업이 납부한 훈련기금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검토하면서
훈련기금을 개별근로자와 기업으로의 요청에 따라 그들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노동․고용․직업훈련부 산하의 職業訓練代議員會(vocational training delegation) 내
전국감독단(national control group)에서 훈련과 기금사용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참여를
조절한다. 또한 이 부서에서 훈련기관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다.
나) 훈련제공 및 재정지원
1971년 법 제10조는 국가가 보조하는 연수의 형태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는데(노동법
L.900-2), 그와 관련한 예산은 직업교육예산 및 사회개발기금을 통해 마련한다.
-근로계약이나 기술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이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받아야 할
기초훈련(양성훈련)
-노동시장에 처음으로 또는 새로이 진입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적응훈련
-기술자격 향상을 위한 훈련
-적응실패 방지를 위한 훈련
-전문분야가 달라지거나 다른 자격을 요하는 일자리로 배치되어야 하는 사람들의 전직훈련
-신기술 획득 및 보충을 위한 계속훈련(향상훈련)

1989년부터는 '특성교육(훈련)'이라는 것이 시행되고 있다. 이 교육은 수준5(CAP, BEP)에
도달하지 못한 채 학교교육을 마친 사람들에게 재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로서
성인직업훈련협회(AFPA)1)나 GRETA의 틀 내에서 지식 정도를 시험하여 개인의 수준에 따라
특성화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교육훈련이다. 이 제도는 주로 젊은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업자와 직장인에게도 기회가 부여된다.
이 외에도 정부는 500인 미만의 중소사업장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직업교육기금(FRAC/F)과 직업교육발전연대(EDDF)를 통해 이들이 직업훈련에 지출하는
경비의 70%까지 지원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1982년의 지방분화법 제정 이래 지방자치단체는 감독과 직업훈련에 대한 책임을 맡으면서 지방의
훈련파트너들과 체결한 훈련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다.
1990년대 들어서는 직업훈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커졌는데 특히 「노동․고용 및
직업훈련에 관한 5개년 법(The Five Year Law concerning labor, employment and vocational
training)」 이 제정되어 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에 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전하도록
하였고, 자격검정에 대한 대한 권한도 1994년 7월 1일자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다. 그리고
늦어도 1998년 12월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는 분권화에 대한 더 많은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이러한 전향적인 분권화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다
넓은 시야를 갖추게 함은 물론 전체적인 직업훈련체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의 양성훈련과 전직훈련 및 국립교육과 관련된 훈련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으로
통합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래 중앙정부와 사회관련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된 훈련계획은 각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1994∼98년의 5년 동안에는 보다 현대화된 훈련제공과 훈련개발을 위해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게 30억 프랑을 지원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3) 기업의 역할
가) 사업내직업훈련
기업은 사업내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주체이며 국가의 직업훈련 실시를 위해 훈련분담금을
납부한다.
사업내직업훈련 실시에 있어 많은 프랑스의 기업들은 공공기관에서의 훈련과정보다는
사업내직업훈련을 선호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저렴한 훈련비용뿐만 아니라 기업의 훈련
니드(need)를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인식하고 있고 무엇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일반적
훈련'보다는 '기업 특수적 훈련'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업내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해 프랑스 정부는 개인훈련휴가(CIF), 훈련 휴가중 수당지급,
기술자격검정, 엔지니어의 경력개발 및 승진을 위한 새로운 훈련제도, 학점은행제 등을 마련해
두고 있다.
나) 도제훈련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정치적인 이유로 동업조합(길드)에 폐지되어 도제제도는 치명타를
입게 되었다. 그러다가 1919년 Astier법의 제정으로 도제제도가 다시 도입되었고, 규정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훈련받고 있는 도제들을 위한 무상 의무직업훈련과정이 설치되었다.

3. 職業訓練의 財政
2)

직업훈련에 따르는 재원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및 개인이 각각 부담한다. 재원조달 비중을
살펴보면 <표 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가 46.5%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많은 훈련비를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도 37.3%를 차지하고 있어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직업훈련에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뒤로 전국상공업고용연합회(UNEDIC)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9.8%와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별근로자도 자신의 직업훈련에 대해 1.1%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의 경우 10인 이상을 고용하고 사업체는 1993년부터 근로자의 계속훈련(향상훈련)을
목적으로 훈련세로 전년도 임금총액의 1.5%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임시직에 대해서는 이들의
향상훈련을 위해 2%의 훈련세를 부담한다.
기업이 납부하는 이러한 1.5%의 분담금 중 0.9%는 기업의 직업훈련을 위해 쓰여지고 0.4%는
청소년의 도제훈련을 위해 사용된다. 그리고 0.2%3)는 근로자의 개인훈련휴가(CIF) 중
훈련수당으로 개별근로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적립된다. 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실제로
내야 할 액수가 부족할 경우 사업주는 그 부족분을 가산금으로 재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정부와 기업의 재원조달 비중이 20여년 전 전체의 99%에 달했던 사실을 생각하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차 이 두 부문의 훈련비 지출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듯하다. 대신에 이들 이외의
직업훈련기관, 예컨대 지역과 실업보험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표 5-3> 프랑스의 훈련관계 당사자별 비용부담 현황(1994년 현재)

<표 5-4> 프랑스의 훈련대상별 훈련비용(1994년 현재)

<표 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4년 현재 훈련기금의 약 60%는 재직 근로자(근로자, 자영업,
공무원)의 향상훈련을 위해, 그리고 20%는 16∼25세 사이의 청소년을 위한 양성훈련에, 그리고
나머지 20% 정도는 실업자의 직업훈련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재직근로자의 향상훈련은 사업내직업훈련센터, 공공훈련기관, 민간직업훈련기관 또는
국립교육기관에서 행해진다. 최근에는 경인직업훈련협회(AFPA)와 민간직업훈련기관들의
중요성이 예전에 비해 더욱 커지고 있다.
가. 정부의 직업훈련 관련 비용지출
정부는 1994년 현재 훈련비의 46.5%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기금의 사용처는 주로 16∼25세의
청소년과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양성훈련이다. 또한 정부가 고용하고 있는 약 200만 근로자의
훈련을 위해서도 이 기금을 사용한다.
국가공무원을 위한 훈련휴가는 부분적으로 민간부문이 실시하고 있는 연간훈련계획과
훈련휴가와 유사한 체계을 지닌다.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상을 지키기 위하여
행정기관도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을 적립해 두고 있다.
정부의 직업훈련 관련 비용지출은 크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육행위에 대한 보조, 그리고
연수생에 대한 보수지급으로 나누어진다. 그 외에 훈련센터의 운영비와 감독비용 등에
충당되기도 한다. 보통 그 지출은 공공기관에 우선순위가 주어지고 민간기관은 보조금 혜택을
받는 경우가 드물다. 그리고 1997년부터는 실업자에 대한 예산지출을 우선시하고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업훈련 관련 비용지출
분권화가 진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훈련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있다. 예산배정의 우선순위는
해당 지역의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된다.
1986년에는 36.4만명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직업훈련프로그램에 참가하였고, 훈련비용은
상위 6개 도에서 50% 이상을 부담하였다. 1987년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은 42억 프랑이었는데 그
중 33%는 직업훈련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에 대한 보수로 지급되었다.
다. 기업의 직업훈련 관련 비용지출

1971년 법에 의해 프랑스 기업들은 기업의 임금대장상 모든 근로자의 임금총액 중 1.5%를
직업훈련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4) 기업은 이 금액을 근로자의 훈련을 위해 직접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이 기금을 징수하는 기관에 일부 또는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기업이 갹출하는 1.5%의 분담금 중 0.9%는 기업의 직업훈련을 위해, 그리고
0.4%는 청소년의 전직훈련 또는 도제훈련을 위해, 그리고 0.2%는 근로자의 개인훈련휴가(CIF) 중
훈련수당으로 개별근로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각각 사용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기업들은
직업훈련을 위해 법정 훈련분담률의 2배 이상인 약 3.3%에 해당하는 비용을 직업훈련을 위해
지출하고 있다.
근로자의 직업훈련을 실시하려는 기업은 연간계획 안에서 직업훈련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훈련방식의 선택과 훈련과정에 참여할 근로자의 선정은 사용자의 재량에 달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직업훈련실시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한편 직업훈련에의 참여는 근로자의 의무이기도 하여 사용자가 직업훈련을 받으라고 할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직업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사내직업훈련원을 가진 대기업 또는 중기업은 자신의 훈련시설을
이용하지만 그렇지 못한 소기업은 외부의 훈련시설을 이용한다. 그리고 프랑스 정체적으로
근로자 3명 중 1명꼴로 하나의 훈련과정에 참여하는데 대기업의 근로자가 소기업의 근로자보다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기업은 근로자를 직접 훈련시키거나 또는 전문 상호기금기관에 분담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기업에게 부과되어 있는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전문적인 기금관리기관이 기업으로부터 훈련분담금을 징수하는데 이러한 사호기금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훈련기금은 1994년 현재 약 130억 프랑에 이른다. 이 기관의 운영위원회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5)대표가 참여하고 있어 양측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시키고 있으며
훈련기금 지원의 우선분야를 선정하기도 한다.
이 기금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이 기금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다. 그리고
직업훈련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기금징수 및 기금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부는
직업훈련과 관련한 기업의 세금신고를 보다 엄격히 하도록 하는 동시에 모든 훈련기관에 대해서
통일된 회계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기업의 직업훈련 관련 비용지출도 정부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의무분담금이
1.2%6)이던 1987년의 경우 임금총액의 2.51%인 290억 프랑에 달했다. 실제로 법정수준을 넘는
지출을 하는 기업들은 항상 그 총액을 신고하지 않고, 또한 10인 이하 사업체의 지출은 통계에
잡혀 있지않으므로 직업훌련에 관련해 지출하는 액수는 그보다 훨씬 많았을 것이다.
지출용도별로 보면 10~19인 사업체의 경우 지출액의 11%가 연수생 보수로 지급되었고 2,000인
이상의 사업체의 경우 46%가 연수생 보수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직업훈련보험기금(FAF)에서는
10∼19인 사업체에 대해서 이 기금으로부터의 지출 중 30%를 지원하였고 2,000인 이상의
사업체에 대해서는 1%를 지원하였다.
한편 도제훈련과정에 따른 재정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맡는데, 1995년부터는 기업주에 부과되는
도제훈련분담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라. 그밖의 훈련관련 기금

중소기업이 주로 참가하고 있는 직업훈련보험기금(FAF), 협약에 따라 직업훈련기관이나 기업에
직업훈련 및 전화비용을 부담하는 국립고용기금(FNE), 신규사업이나 격차가 심한 지역의 발전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사회발전기금(FSE) 등이 있다.
마. 실업보험7)과 직업훈련과의 관계
프랑스의 실업보험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직업훈련
기간중에 전직훈련수당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직훈련수당은 직업훈련 개시 전일(前日)의 실업보험급여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사업내직업훈련
종료시까지 지급되며 그 액수는 1994년 현재 일당 133.64프랑 이상이어야 한다.
전직훈련수당에 소요되는 재원의 고정 급여액 중 73%는 실업보험에서 분담하며 전체 소요액
중에서 실업보험분담분을 뺀 나머지 차액은 국고에서 충당한다.

4. 職業訓練基準
가. 훈련계획서 작성
사업내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반드시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후 훈련비용, 형태,
기간, 직종, 훈련자의 성별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노사간
협의사항에는 전년도 훈련실시 실적과 차년도 훈련계획도 포함된다.
나. 훈련방식
프랑스의 훈련부담금 납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훈련비용과 훈련시기에 대해서는 기업이 수립한
훈련계획서에 따라 기업의 재량에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훈련방법은 자사 내에서 직접 훈련을 실시하는 자체훈련과 외부의 훈련기관에 훈련을 위탁하는
위탁훈련 등 두 가지의 방식이 있다. 외부 훈련기관은 상공회의소, 자문기관, 직종별 또는
산업부문별 협회의 상하 훈련기관, 사설훈련원, 타회사, 개인 등의 종류가 있다.
자체훈련원이 있는 기업은 자신의 근로자를 위해 우선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한다.
다. 훈련기간
법적으로 규정된 훈련기간은 없고 노동부의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을 뿐이다.

1) 사업내직업훈련
사업내직업훈련은 사용자나 근로자의 뜻대로 훈련기간이 자유롭게 선택된다.
2) 도제훈련
도제훈련인 경우는 계약직종에 정해진 기간을 따르거나 또는 직업과 자격증에 따라 1∼3년의
훈련기간이 정해져 있다. 자격검정시험에 실패한 경우에는 원계약의 연장 또는 다른 사용자와의
새로운 계약 등에 의해 1년 이상 연장이 가능하며 도제훈련을 받는 훈련생이 1년 후 군입대를
해야할 경우 도제계약후 한시적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라. 훈련기관 지정
직업훈련을 제공하고자 하는 기관은 단지 신고만으로 훈련기관으로 인정 받을 수 있어 훈련기관
지정에 대한 제한이 없다. 그러나 노동․고용․직업훈련부 산하에 있는 전국감독단(The National
Control Group)에 의해 매년 훈련 및 재무손익계산서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조건이 있을 뿐이다.

5. 技術資格制度

프랑스에서는 자격증 또는 공인되는 졸업증의 소지, 단체협약에 의거한 자격인정,
전국고용공동위원회(CPNE)에 의하여 작성된 목록표에 자격의 등재에 의하여 자격이 인정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자격제도는 네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는데,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때 교육부가
수여하는 국가인정자격으로서 Diplóme, 사설 또는 준사설기관에서 수여하는 상응자격증(Titres et
Diplómes Homologue's), 산업별 사내인정자격(Certificiet de qualification professionelle)이 그것이다.
두 번째의 상응자격증은 자격․졸업증 공인전문 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국가인정자격이 될 수
있으나 산업별 사내인정자격과 경력인정자격은 국가인정자격이 될 수 없다. 다만 경력인정자격은
국가인정자격(학위)인 기술직업학위증을 인정받고자 할 때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프랑스의 인증자격은 교육부 관할하의 졸업증(Diplóme)을 포함하여 약 3,000개에 이른다.
이러한 자격 및 졸업증의 확산은 특정 관심대상의 훈련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으나 동시에 이들 자격 및 졸업증에 관한 정보를 얻기 힘들게 하는 단점도 있다.
자격․졸업증 공인전문위원회(Commission technique d'homologation destitres et diplómes)는 총리실
산하로 각 부처, 노사단체대표, 직업훈련기관대표, 학부형 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각 분야별로
19개의 소위원회로 이루어져 있다.

6. 最近의 職業訓練體制 變化와 展望
프랑스에서는 근로자의 기능수준 문제가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교육제도를 직업세계에
접근시키려는 노력과 동시에 교육제도 내에서 직업․기술교육의 위치를 제자리에 복귀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기초훈련과 계속훈련이 하나의 통일된 체제로서가 아니라 상호 병행된
훈련제도로서 인지되어 왔다. 그 속에서 대체로 인력양성은 교육제도 내의 기초훈련에 의존하여
왔으며 계속훈련은 부진하였다. 최근 들어 이에 따른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산학교체훈련제도(alternance training system)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과 기업의 발전이 한께 하는 직업교육훈련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엘리트 중심의 교육훈련과 학력중심주의의 극복을
위한 평생직업교육이 강조되어 계속훈련에 대한 접근기회를 증대시키려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아무런 자격도 없이 교육제도를 떠난 청소년, 전직훈련 없이 해고된 근로자,
장기실업자, 문맹자 및 이민자 등 사회적 소외집단에 대한 고용 및 훈련정책도 강화되고 있다.
한편 유럽시장의 통합에 따른 직업훈련의 중요성과 프랑스 훈련시장의 경쟁력제고에 대한
움직임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영리화 및 기업경영원리의
도입이다. 예를 들면 국가재정지원기관인 성인훈련협회(AFPA)는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벌이고 있는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아시아의 직업훈련시장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있다. 그리고 직업교육훈련제도의 운영에 사회적 합의제도를 철저하게
도입하여 국가, 사회적 파트너(노사단체) 그리고 전문가 집단이 모든 단계의 직업교육훈련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주석1) 1966년 1월에 창설된 성인직업훈련협회(AFPA)는 1984년 7월 노동부 산하단체로 편입되어
노동부 장관이 그 주요 사업방향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 1992년 현재 협회의 예산총액은 47억
2,000만 프랑으로 이 중 정부의 보조금은 예산총액의 약 80%에 해당하는 37억 9,000만
프랑이었다. 전국 군지역에 140개의 성인직업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성인직업 훈련협회의
주요 임무는 구직희망자에 대한 직업교육이며 근로자의 업종전환과 숙련공양성을 통한
승진기회의 부여를 그 부수적 업무로 한다. 1979년에는 개인별 직업훈련을 위한 근로계약하의
근로자에게도 이 협회가 운영하는 직업훈련과정이 개방되었다. 이외에도 이 협회는 기업측의
요청에 따라 특수 견습과정 또는 협회의 기존 교육내용과 유사한 훈련과정을 설치하여 지속적인
직업훈련을 실시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각 기업체가 납부하는 직업훈련비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주석2) 그런데 국가․지방․사회보장기금(FAS) 또는 도․군 등 지방 행정단위의 협약체결,
보조금 지급 또는 승인에 의해 직업훈련을 받는 취업희망자는 직업훈련실습생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그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된다.
주석3) 개인휴가훈련에 있어 임시직의 경우에는 임금의 3%를, 그리고 변형근로계약직에
대해서는 임금의 0.3%를 납부하여야 함.
주석4) 1991년 이후 10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최소한 0.15%의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주석5) 프랑스의 대표적인 노동조합에는 프랑스민주노동자연맹(CFDT), 프랑스기독노동자연맹
(CFTC), 관리자노동조합(CFE-CGC), 노동자총연맹(CGT) 등이 있다.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훈련실시 장소와 기간
-특히 자격증이 없는 20세 미만의 젊은이들의 훈련 그리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전문기술을
갖도록 시행된 훈련과 관련된, 그리고 인정된 기간 내에 달성해야 할 목표
-재정적 능력이 포함된 사용 수단들
-기업의 의무조건
-수공업조합, 상공회의소, 농업인회의소가 최종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기금에의 가입과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통제 방법
주석6) 1995년 현재 기업의 의무훈련분담금은 근로자 임금총액의 1.5%이고, 실제 기업이
근로자의 훈련에 지출하는 비용은 3.3%이다.
주석7) 프랑스의 실업보험료율은 임금총액의 5.7%이다. 이 중 사용자가 3.63%, 근로자가 2.07%를
부담하는데 근로자는 이와 함께 노후연금으로 0.5%를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실업보험의
관리는 정부로부터 실업수당 지급관리체제를 위임받아 비영리단체인 중앙차원의
전국상공업고용조합(UNEDIC)과 지방단위조직인 상공인고용협회(ASSEDIC)가 관리하고 있다.

第 3節 英 國
1. 敎育制度
의무교육은 5세부터 시작하여 중등교육이 종료되는 16세까지 계속된다. 16세의 모든 학생들은
학문적인 분야에서는 중등교육졸업장(GCSE)을 그리고 기술계는 일반국가기술자격증(GNVQ)을
받기 위해 시험을 치르게 된다.
중등교육을 마치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의 선택적인 진로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① 중등학교 또는 기술학교 마지막 학년인 6학년 과정을 이수하여 대학진학
② 중등학교 또는 기술학교 마지막 학년인 6학년 과정을 이수하면서 국가기술자격 취득
③ 청소년훈련계획(Youth Training Scheme) 프로그램 또는 인정된 도제훈련과정을 통해
국가기술자격 취득

2. 職業訓練體制
영국의 직업훈련제도는 일정한 제도가 장기적으로 존속하는 것이 아니고

[그림 5-4] 영국의 교육제도

상황에 따라 변화가 심하며, 동시에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역마다
교육훈련기관의 주체나 내용이 상이하다.1)
가. 양성직업훈련

1) 청소년을 위한 훈련 : 청소년훈련계획(Youth Training Scheme : YTS)
영국의 직업훈련에서 가장 강조되는 대상은 의무교육이 끝나는 16세로부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는 19세 이전까지의 청소년이다. 최근 영국 정부의 교육확대 정책의 결과로
의무교육을 마치고 바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줄고 대신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하는 청소년이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수의 청소년이 아무런 준비 없이
의무교육을 마치게 되기 때문에 영국의 직업훈련정책에서 이들에 대한 직업훈련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은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된 청소년훈련계획(Youth Training Scheme :
YTS)을 중심으로 1년에서 2년까지의 여러 가지 개별적인 훈련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가운데 약2/3가 청소년훈련계획의 대상이 된다. 16세나 17세의
청소년 가운데 진학을 하거나 직업을 갖지 않은 청소년들은 누구나 YTS에 참가가 가능하다.
청소년들은 이 계획을 통해 자신의 경력에 대한 지도를 받고 개별적인 경력계획을 세워 이에
2)
맞추어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대부분의 훈련은 '훈련 및 기업협의회(TEC나 LEC)' 를
통해 이루어진다. 청소년 훈련계획의 기본적인 정책 목표는 폭넓은 직업교육과 함께 최소한
국가기술자격 Level Ⅱ3)를 획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2) 청소년신용제도(Youth Credit)
1990년에 직업훈련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훈련과정에 대한 선택을 높이는
동시에, 훈련제공기관들 간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훈련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이는
일종의 바우처제도로서 실제의 형태는 지역마다 다양하다. 다만 전통적인 바우처제도와 다른

것은 바우처제도가 훈련비용의 총액이 고정되어 미리 쿠폰으로 지불되는 것과는 달리 청소년
신용제도는 신용카드와 유사하게 사용자가 훈련 및 기업협의회(TEC)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아
원하는 훈련기관이나 기업에게 카드를 제출하고 훈련을 받는 제도이다. 청소년 신용제도는 다른
훈련프로그램, 예를 들면 현대도제제도 등과 연결시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청소년 신용제도는 초기의 시험단계를 거쳐 1995년에 잉글랜드와 웨일즈지역 전체로
확산되었으나 청소년 신용제도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시각에 따라 달라 아직 결론을 내리기 힘든
상태이다.
교육고용부는 청소년 신용제도를 성공적으로 평가하여 지금까지 비진학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전체 청소년에게 확대하여 학습신용제도(Learning Credit)라 불리우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훈련의 주담당자인 TEC에서는 이 제도가 실패라고 판단하여
사실한 폐지하고 주로 기업과 청소년을 직접 연결시키고 필요한 훈련을 훈련기관에 위탁하는
방식, 예를 들면 현대도제제도를 선호하고 있다. 실패의 원인으로는 제도의 실제 운영상의
어려움과 청소년들이 훈련프로그램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3) 현대도제제도(Modern Apprenticeship Program)
영국은 유럽의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도제제도가 있었으나 산업화 과정에서
상당부문 사라졌다. 그러나 1995년 영국 정부는 기업에 필요한 훈련은 기업이 담당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전통적인 도제제도의 장점을 살린 현대도제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주로
16세에서 19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다. 프로그램의 개발은
각 산업의 산업훈련조직(Industrial Training Organizations: ITO)과 TEC이 담당하고, 실제의 훈련은
기업, 훈련생 그리고 TEC 등의 삼자간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현대도제제도의 주된 목표는 청소년에게는 전문인이 되기 위한 경력개발을 도와주고 최소한
국가기술자격 Level Ⅲ 이상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에게는 필요한 기술, 특히
중간기술자(technician) 또는 감독자 수준의 기술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재정적인 지원과 자격제도를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현대도제제도는
지금까지는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4) 장기실업자를 위한 훈련
영국에서는 6개월 미만의 단기실업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훈련지원은 없다. 다만 단기실업자들에
대해서는 구직센터에서 취업의 알선과 자문을 해주고 있다.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부류에 대한 직업훈련은 '일자리를 위한 훈련'(Training for Work: TfW)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진다.
1994년에 도입된 이 TfW는 TEC와 상공회의소의 공동작업으로 실시되고 있다. TfW의 기본적인
목표는 훈련, 자격의 획득, 경력지도 등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지원을 통해 가능하면 단시간 내에
실업자에게 직업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즉 TfW는
- 실업자에게 기업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기술이나 능력을 습득케 함으로써 고용가능성을
제고하고
- 실업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훈련비를 지원하고
- 직무수행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이나 고급기술의 개발을 지원하며
- 실업자들의 자영업을 지원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TfW는 자발적인 프로그램으로서 개인의 훈련비용은 무료이다. 훈련기관에서의 훈련비용의
정산은 과거에는 훈련대상자가 훈련만 받으면 그 수만큼 일괄적으로 지급하던 것과는 달리
훈련생 개개인의 훈련성과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어 지급받는 총액이 달라진다. 예컨대
훈련비용의 정산은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약 25%의 비용을 훈련착수금으로 지불한다.
훈련이 진행됨에 따라 훈련진행상황을 평가하여 , 즉 훈련목표의 달성 여부에 따라 3회에 걸쳐
중간정산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훈련종료시 최종정산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개별훈련생의
훈련 결과와 질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불한다. 가령 구직에 성공했거나 국가기술자격(NVQ)중
Level Ⅲ 혹은 그 이상의 자격을 획득했을 경우 가장 많은 훈련비가 지급된다.

나. 향상훈련 및 재훈련
재직자의 향상훈련이나 재훈련은 기본적으로 기업과 근로자 본인들의 책임하에 이루어진다. 다만
최근에 평생학습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몇가지
정부 차원의 재정직인 지원이 마련되어 있고 새로운 프로그램도 계획중이다.

3. 職業訓練 關聯組織
가. 교육고용부

1995년 교육부와 고용부가 교육고용부로 통합되어 중앙 차원이 교육 및 직업훈련정책을 관장하고
있다. 일반교육은 지방정부 또는 대학에 일임되어 진행되고 있다.
나. 산업훈련조직(Industrial Training Organization)
각 산업분야의 훈련수요를 파악하고 기업들의 훈련투자를 권장하며 현대도제제도의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다. 훈련 및 기업협의회(Training ＆ Enterprise Council: TEC, 스코틀랜드에서는 LEC)

TEC은 1988년 설립된 비영리 민간직업훈련기관으로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학교를 졸업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1997년 현재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 82개,
스코틀랜드에 22개의 기관이 있다. 이 기관의 설립은 각 지역 훈련의 필요는 기업들이 보다 더
잘이해한다는 인식과 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규제 그리고 훈련의 분권화를 추진한다는 배경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각각의 TEC은 각 지역사회의 훈련의 수요와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한편 TEC은 정부, 기업, 훈련생, 그리고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중앙에 위치하여 각 지역의
훈련에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를 관장한다. 운영은 그 지역의 최고경영자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며, 이사회에 참석하는 최고경영자들은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다.
라. 국가직업훈련자문위원회(National Advisoary Council for Educational and Training Targets:
NACETT)
최고경영자들로 구성된 국가직업훈련목표 수립을 위한 대정부 자문기구이다.

4. 職業訓練 財政
1981년까지는 1969년 설립된 각 부문별 산업훈련협회(ITB)를 통하여 회원사들로부터 징수하는
직업훈련분담금제도가 존재하였으나 1981년에 인력관리위원회(MSC)가 설립되면서
산업훈련협회는 해산되었고 이에 따라 분담금제도도 폐지되었다.
학교를 졸업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훈련 및 기업협의회(TEC)'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간접세(주택 및 자동차세) 등의 세입으로 이루어진다. 사업내직업훈련의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 개인이 비용을 부담한다.
한편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생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① Dicretionary Awards(임의재정지원) : 개별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지방교육당국의 임의에 의해
결정되는 재정적 지원이다. 지원내용, 한도, 용도, 지원자 수 등 모든 것이 지방교육 당국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
② Fee Remission(수업료 면제) : 대학이 일정기준에 따라 성인학생의 수업료를 면제해 주고
추후에 계속 교육재정위원회(Furthur Education Funding Council)로부터 정산한다.
③ Access Funds(교육기회 장려기금) : 계속교육기관이나 상급교육기관에서 재정상의 이유로
교육으로의 접근이 어려운 19세 이상의 통신교육 학생에게 소액의 재정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학생 1인당 평균 100파운드 정도를 지급한다.
④ Mandatory Awards(의무적인 재정지원) : 지방교육 당국에 의해 교사훈련자격 등과 같은 특수한
교과를 수강하는 일반학생이나 통신교육학생에게 재정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⑤ Student Loans(교육수강비 대부) :50세 미만의 학생이 1년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경우 학생 1인당
평균 1,252파운드를 지급한다.
⑥ Career Development Loans(CDL: 경력개발비용 대부) : 재직자나 실업자 모두를 대상으로 최장
3년까지 교육이나 직업훈련에 들어가는 교육훈련비, 기타 비용의 일정부분을 대부한다.
⑦ Vocational Training Relief(직업훈련세금 면제) : 국가자격제도(NVQ 또는 SVQ)의 취득을
목적으로 본인 부담으로 수강하고 있는 직업훈련에 대해서 세금감염의 혜택이 주어진다.

5. 技術資格制度
영국 정부는 1985년 국가기술자격협의회(NCVQ: National Council for Vocational Qualifications)를
설치하고 이전까지 사설기관에 위해 유지되면서 통일된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영국의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정비하였다.
국가기술자격제도 설립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고급의 기능기술인력의 확보
- 직무수행능력을 기초로 한 자격의 부여
- 자격체계의 표준화
- 평가와 자격의 신뢰성 증대
- 학력과 기술자격의 일치
- 자격취득방식이 모듈로 이루어지고 있어 직업간 공통적인 기술과 지식은 서로 공유 가능
- 훈련속도, 장소 및 방법에 관하여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개개인의 능력에 맞는 계획수립이
가능토록 함.
- 학생에서부터 정년시기가 임박한 고령근로자까지를 망라한 모든 연령층의 사람이 취득할 수
있는 평생교육 원칙 적용
일반적으로 자격의 종류에는 전통적으로 각각의 길드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국가기술자격(NVQ)
그리고 1992년에 도입된 일반국가기술자격(GNVQ)이 있다.
그 가운데 국가기술자격(NVQ)은 다음과 같이 5등급으로 분류된다.

level Ⅰ : Foundation(한국의 2급 기능사에 해당)
level Ⅱ : Basic Craft(한국의 1등 기능사에 해당)
level Ⅲ : Technician, Advanced craft, Supervisor 등(한국의 기능장 또는 다기능기술자에 해당)
level Ⅳ : Higher technicial, junior management(한국의 기사에 해당)
level Ⅴ : Professional, middle management(한국의 기술사 또는 의사, 교수, 회계사 등 전문직업인에
해당)
6. 最近의 職業訓練體制 變化와 展望
1970년대 말에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영국의 직업훈련제도는 정부의 개입으로부터 시장기능과
훈련수요자에 맡기는 방향으로 바뀌어 왔는데 그 핵심내용은 ① 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규제, ②
분권화와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 ③ 훈련 결과에 바탕을 둔 경쟁체제 도입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한편 영국의 경제정책에서 직업훈련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금까지
초점을 맞추어 왔던 청년층의 직업훈련과 고용 문제로부터 더욱 확대하여 성인 및 재직자 등의
향상훈련․재훈련과 함께 평생훈련체제를 지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와 고용부의 통합은
이러한 정책의지의 일면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유럽통합에 따른 회원국 상호간의 직업훈련을 비롯한 여러 가지의 정부정책의
균형 문제가 유럽연합 회원국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당면하고 있는 과제이다.

주석1) 여기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주로 영국 전체에 적용되는 직업훈련제도나 인구와
영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의 훈련제도를 보기로 한다.
주석2) 정부의 보조를 받고 있는 비영리 민간훈련기관이다.
주석3) 한국의 1급 기능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다. 전반적인 국가기술자격제도는 뒤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고 있다.

第 4節 濠 洲
1. 敎育制度
가. 초․중등교육
호주의 교육체계는 기본적으로 유치원 1년과 초등학교 6년을 포함한 초등교육 7년, 중등학교 6년
그리고 대학이나 전문학교(TAFE ; 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에서 2년 또는 6년까지의
고등교육 등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초등교육은 5세(퀸슬랜드주와 남호주(South Australia)洲는 6세)에 유치원 교육을 시작으로
12∼13세(6학년)에까지 7년 동안 계속된다. 중등교육은 12∼13세(7학년)에 시작되어
16세(10학년)까지의 의무교육기간과 그 이후 학생의 희망에 따라 16세에서 18세(12학년)까지
2년간 후기 중등교육이 계속될 수 있다.
호주의 중등학교(우리의 고등학교에 해당)는 종합학교(comprehensive school)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호주에는 공업계 또는 실업계 고등학교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10학년까지의
의무교육을 이수한 학생들 중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은 학국과는 달리 우리나라 고등학교
3년 과정을 전부 마치지 않고서도 곧바로 TAFE에 진학할 수 있다.
한편 10학년(16세)까지의 의무교육을 이수하면 'School Certificate'이라는 학교졸업장을 받게 되며
10학년 수료후 더 나은 취업전망을 위해 학업을 계속하기 원하거나 혹은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2년간의 후기 중등교육 졸업장이 발급된다. 이 졸업장은 대학 및 전문대학 그리고
취업시에도 기본자격증의 역할을 한다.
나. 고등교육
호주의 고등교육은 대학교와 TAFE에서 이루어진다. 대학교는 인문사회 및 기초과학분야의 경우
보통 학사과정은 3년이며 이 과정에서 성적이 우수한 소수의 학생은 1년간의 우등학사과정에
진학하여 우등학사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학부의 수업연한은 3년에서 4년까지이지만 의학 등
일부 분야에서는 6년인 경우도 있다.
호주의 대학교의 수는 모두 37개교인데 사립대학인 퀸슬랜드주의 Bond University와 South
Australia주의 Univ. of Notre Dame을 제외하곤 모두 국립대학이다.

[그림 5-5] 호주의 교육제도

다. 교육의 재정 및 행정
호주에서의 학교교육의 책임은 연방정부 혹은 주정부에 있다. 초․중등학교 및 전문대학 교육은
주정부 관할로서 주정부는 자체예산과 연방정부의 교부금으로 이들 교육기관의 행정과 재정을
지원한다. 그러나 대학교는 주정부의 입법에 의해 설치되고 재정을 연방정부가 지원하며 대학의
운영권은 각 기관이 독자적으로 갖는다.
호주의 공교육의 재정은 대부분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지원한다. 호주 전체의 교육비는 최근
들어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난 20여년간 국민총생산(GDP)은 5.3∼5.5%에서
유지되어 왔다. 호주의 공교육 재정 중 사립 초․중고등학교와 일부 전문대학 과정 및
사립대학교의 교육비등은 개인이 부담하지만 이런 사교육비는 GDP 대비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공립 초․중등학교의 재정 중 연방정부의 부담은 7∼8% 미만이며 대부분이 주정부가 충당한다.
반면에 대학의 재정은 연방정부가 대부분 충당하는데 통상적으로 정부의 전체 교육예산의 20%
정도를 차지한다. 전문대학의 예산은 주정부가 관장하나 정부의 교부금도 정부 교육예산의 1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적지 않은 몫을 차지한다.

2. 職業訓練體制
국가경제개발에 대한 국가 책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비록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헌법적 책임이 6개주와 2개의 준주정부에 속하여 있을지라도 연방정부는 자신의 역할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연방정부의 역할 강화는 호주 직업교육훈련체제에 있어 국가 전체적인 일관성 유지 및 각 부문간
조정 촉진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 교육제도 내에서의 양성훈련 ; TAFE

TAFE는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1년격인 중등교육 1년을 이수한 학력이면 누구에게나 입학의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이자 직업교육훈련 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①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TAFE
TAFE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각종 직업에 종사할 인력의 양성훈련 및 재훈련을 담당하는 것이다.
TAFE의 또다른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은 도제제도의 수행이다.
② 교육기회 보충기관으로서의 TAFE
후기 중등교육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혹은 12학년을 수료한 후 곧바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취업 등을 한 사람들이 일반대학과의 학점인정제 및 편입학 자유화를 통해
일반대학으로 편입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③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TAFE
TAFE는 또는 다양한 교육과정의 제공, 거의 전과정에 파트타임 과정의 개설, 입학문호의 개방 등
제도적 뒷받침으로 국민의 평생교육 또는 직업 교육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나. 신도제제도에 의한 양성훈련
직업교육은 국제경쟁력 강화에 유연하고 역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사회로서 호주를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신도제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점들은 다음과 같은 유연성이다.
- 학교에 기반을 둔 도제제도 및 훈련생 제도
- 전통적인 산업들에 있어 도제훈련의 현대화
- 정보기술과 멀티미디어와 같은 첨단산업에서 새로운 질의 훈련기회 확대
- 이용자 선택권(user choice)강화(기업은 스스로 훈련기관을 선택할 수 있음)
이외에 1996년의 작업장 노사관계법(Workplace Relations Act, 1996)의 합의조항에 의거하여
추가적인 유연성이 실현 가능해졌다. 이 법은 도제제도와 훈련생제도에 대한 훈련 약정기간은
물론 훈련과 실제적인 근무시간비율을 다양화하고 파트타임 근로 및 수업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신도제제도는 그룹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의한 도제와 훈련생의 고용증대를 꾀하고
있다. 현재 모든 도제와 훈련생의 20% 정도가 그룹훈련제를 통해 고용되어 있어 그룹훈련은
도제와 훈련생이 그룹훈련기관에 의해 고용되어 있지만 그들이 OJT 실시를 위해 다른
기업주(훈련위탁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있도록 하는 형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그룹훈련서비스를 제공하는 훈련기관들은 특정산업에 특화되어 있거나 한 지역내 많은 산업들과
연계되어 있다.
다. 향상훈련
재직근로자의 기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실시되는 향상훈련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근로자는 파트타임으로 TAFE이나 사업내직업훈련원 또는 그룹훈련센터 등에서 훈련받을 수
있다.
라. 직업교육훈련기관
호주의 직업교육훈련기관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가장 중요한 교육훈련기관으로서 공공의 재원조달과 국가에서 이를 공인하는 TAFE
- 현재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민간직업교육훈련기관
- 직업교육훈련학교
- 비교적 덜 공식적인 성인 및 지역교육기관

- 공식적․비공식적인 훈련체제 내에 있어서의 현장직업훈련(OJT)
1) TAFE(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
TAFE 체제는 호주의 가장 중요한 공공직업훈련기관이다. TAFE를 포함하는 직업교육훈련의
규제는 주와 준주정부에서 관할한다. 현재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135개의 TAFE를 포함하여
총 287개의 TAFE가 호주 전역에 위치하고 있다.
TAFE는 준비단계, 기계공, 상업, 중간기술자(테크니션) 등에 대한 광범위한 과정에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TAFE는 호주의 도제제도와 훈련공제도하에서 양성훈련
차원의 집체훈련(Off-JT)을 실시하는 중요한 훈련기관이다.
2) 민간직업훈련기관
민간직업훈련기관은 비즈니스 컬리지(경영관련 과목을 가리키는 학원), 전산학원 등에 많이
분포한다. 점차 이들 훈련기관은 공식적으로 인정훈련을 제공한다. 우수한 질의 훈련 제공은
공인과 전문적인 훈련기준을 설정하는 정부와 훈련기관의 노력에 따라 점차 늘고 있다.
호주 민간직업교육훈련위원회(Australian Council for Private Education and Training)가 발족되어
회원 훈련기관과 그밖의 민간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직업윤리와 직업훈련기준을 마련하는 등
비즈니스와 관리운영의 실제를 모니터하는 공식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3) 성인 및 지역교육기관
호주는 또한 비교적 공식적이지 않은 다양한 '성인 및 지역사회교육(ACE: Adult and Community
Education)기관을 가지고 있다. 이들 기관은 공공의 재원을 조달받으며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는 민간직업교육훈련기관이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정규적인 교육체계와 더 많은 연계를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ACE의 교육훈련과정은 레크리에이션이나 레저 또는
개인적인 취미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ACE가 그러한 교육과정 이외의 직업훈련과정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예컨대, 몇몇 ACE 기관들은 실업자와 장애인에게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ACE는 또한 직업교육훈련체제 내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기본능력(글씨 읽기 및 산수 등)의 제공을 장려하고 있다.
4) 현장직업훈련기관
호주의 현장학습은 기술센터와 사업내직업훈련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것은 도제(apprenticeship),
훈련생(traineeship) 및 집단훈련(group training)의 형태를 띤다.
가) 기능센터(Skill Centers)
산업에 기반을 둔 훈련기관이 기능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은 산업기반 또는
개별기업의 요구에 맞도록 운영되고 있다. 이들 기관에서 제공되는 훈련은 TAFE와 그밖의
훈련기관을 통한 사업외 직업훈련에서 나타나는 효과를 보완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어떤
기능센터는 사업내에 위치하기도 하고 또 어떤 기능센터는 TAFE와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해당산업은 최초의 자본, 공장설비 교육과정 개발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을 1회에 한하여
제공함으로써 기능센터의 발전에 기여한다. 그 이후의 기능센터의 운영비는 업종단체 또는
개별기업이 부담한다.
나) 도제제도 및 훈련생제도(Apprenticeships and Traineeships)
산업 또는 비산업부문의 인력양성을 위한 도제 및 훈련생제도(Apprenticeships and Traineeships)를
운영한다. 여기에 참여하는 자는 사업내직업훈련과 TAFE 또는 기타의 인정된
직업훈련기관에서의 직업훈련을 병행하여 받게 된다.
다) 집단훈련(Group training)
그룹훈련은 도제와 훈련생을 위한 훈련기회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들은 훈련위탁 고용주와

관계를 맺고 그룹훈련에 참여한다. 즉 직원을 채용하여 도제나 훈련공을 둘 수 없는 중소기업의
고용주들이 훈련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도제 또는 훈련생을 위탁하는 형식으로 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라) 사업내직업훈련
위의 훈련기관들 이외에 기업이 자사의 근로자들을 위하여 사업내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3. 職業訓練 關聯組織
가. 호주국립훈련위원회(ANTA : Australian National Training Authority)
호주국립훈련위원회(ANTA)는 1992년 7월 주 및 준주정부의 수뇌들간의 합의에 따라 결성되어
1993년에 실시될 잠정적 조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나 1994년 1월에 연방입법으로
공식화되었다. ANTA의 설립목적은 연방 차원의 직업교육훈련체제의 일관성 유지와 그러한
체제의 재원조달을 연방 차원에서 보장하기 위함이다.
ANTA는 산업에 기반을 둔 기구이며 호주국립훈련위원회의 장관위원회(ANTA Ministerial
Council)의 실무적 책임을 맡고 있다. ANTA는 6개주 및 2개의 準주의 훈련 프로파일에 기초하여
개발되는 국가정책에 따라 TAFE와 민간훈련기관에 훈련 재원을 제공하는 각 주정부의
재원조달을 감독한다.
ANTA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국가의 계획안의 개발
- 국가의 훈련정책의 개발
- 직업교육훈련예산 배분에 대한 자문
- 직업교육훈련부문 예산증액 요구에 대한 연방정부 관련장관의 결정에 필요한 자문의 근거가
되는 자료 개발
- 주의 훈련계획 개발을 위한 절차의 운영
- 국가 차원 훈련실시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운영
-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통계자료의 수집
- 연차국가보고서(Annual National Report)의 작성

ANTA는 고용교육훈련청소년부(DEETYA)와 주 및 준주 훈련당국의 장으로 구성된 ANTA Chief
Executive Officer's Committee로부터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ANTA는
국가산업훈련자문위원회(ITAB)로부터 직업훈련이 산업특수적(indusry-specific)인 훈련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공받고 있다.

[그림 5-6] 호주의 직업훈련 관련조직

나. 호주국립훈련위원회의 장관위원회(ANTA Ministerial Council)
호주국립후년위원회의 장관위원회(ANTA Ministerial Council)는 직업교육훈련의 책임을 맡고
있는 연방, 주 및 準주 정부의 장관들로 구성된 장관급 모임이다. 이곳의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다.
- ANTA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선정
-ANTA 예산 결정
- 국가의 직업교육훈련정책의 입안
- 주와 준주간의 직업교육훈련 예산의 배분
- 직업교육훈련부문 예산증액 요구에 대한 연방정부의 관련장관과 연방정부의 결정에 연차적인
자문제공
- 기타 훈련정책 현안에 관해 ANTA에 관련자료의 제공
- ANTA의 운영 및 직업교육훈련부문에 대한 예산지출에 관해 주와 연방정부의 의회에 자료 제출
- ANTA가 작성한 연차국가보고서(Annual National Report)의 승인
다. 교육․고용․훈련․청년문제에 관한 장관위원회(MCEETYA)

MCEETYA는 고용 및 청년 문제에 관한 정책뿐만 아니라 교육 및 훈련의 모든 부문을 포괄하는
각급 정부의 관련장관들의 모임이다. 그러나 이것이 호주국립훈련위원회의 장관위원회(ANTA
Ministerial Council)보다 활동범위가 훨씬 넓다고는 하지만 어떤 하나의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에
종속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라. 고용․교육․훈련․청년부(DEETYA)
고용․교육․훈련․청년부(DEETYA)는 교육․훈련 및 고용정책의 모든 부문을 대상으로 정책을
입안하여 연방장관들에 이들 사안에 관해 자문을 제공한다.
마. 주 및 準주 훈련국

주와 準주 장관들은 주 및 準주정부간 장관위원회(inter-governmental Ministerial Council)를 통하여
국가 전체적인 직업훈련체제에 대한 일관성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합의해 왔던 한편, 주 및
準주의 TAFE와 훈련국은 주 안에서 개별장관들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각 주와 準주에서는
TAFE 당국, 주 또는 準주의 국가산업훈련자문위원회(ITAB)와 민간직업훈련기관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훈련국이 있다.
바. 국가산업훈련자문위원회(ITAB)
업종별로 조직되어 있는 국가산업자문위원회(ITAB)에서는 각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의
부족이나 희망 훈련직종을 사전에 분석하여 이를 직업훈련 관련조직에 보고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각 산업은 자신의 산업이 요구하는 직업훈련을 직업훈련 정책에 반영시키고 있다.
또한 기술자격검정에 가장 필요한 직종별 직무분석을 수행하여 기술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산업의 당사자가 기술자격 부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였다.

4. 職業訓練 財政
ANTA가 6개 주 및 2개의 準주의 훈련계획에 기초하여 개발되는 국가정책에 따라 각 주정부에
훈련재원을 배분한다. 각 주정부는 할당된 직업훈련 재원을 TAFE와 민간훈련기관 등에
지원한다.
직업교육훈련부문은 복잡하고 대규모이다. 호주는 매년 60억 달러를 공공직업훈련과
민간직업훈련을 위해 지출하고 있다(반면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게는 매년 68억 달러가 소요됨)
ANTA 체제하에서의 연방․주․準주정부의 총지출은 1996년에 약 28억 달러였으며 나머지 32억
달러 정도는 개인과 기업에게 지원된다.
TAFE는 공공의 재원을 지원받는 가장 큰 주요 훈련기관이다. 민간직업 훈련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것은 민간직업훈련기관이 인정훈련을 제공하고
있으며 훈련시장에서 TAFE와 경쟁력을 갖춘 훈련기관으로 변모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1996년 호주의 직업훈련체제는 약 120만 명에게 훈련에 소요되는 재원을 제공하였다.
5. 技術資格制度(Australian Qualification Frameworks ; AQF)
1995년 1월 1일 호주는 AQF라고 하는 단일화된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도입하였다. 주 및 準주
지역내에 통용되는 이러한 단일화된 국가기술자격제도는 자격을 소지한 사람의 능력을
일반적으로 공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AQF체제하에서는 12개의 자격이 마련되어 있다. 특징적인 것은 이 AQF가 교육부문과
직업훈련부문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즉 중등교육부문, 직업교육훈련부문 그리고
고등교육부문에서 각각 특정의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한다.
이같은 특징은 모든 기술자격들 사이에 탄력적인 기회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평생학습 개발에
기반이 된다.
AQF가 도입되기 이전 호주의 기술자격제도하에서는 Certificate, Advanced Certificate Associate
Diploma 그리고 Diploma의 기술자격이 부여되고 있었으며 이들 자격들은 AQF가 완전히 정착하게
되는 2000년까

<표 5-5> 호주국가기술자격제도(AQF)

지 병존할 것이다. 그러나 2000년 이후부터는 AQF와 기존의 기술자격체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기존의 자격이 AQF의 어느 자격에 해당할 것인지는 교육훈련과정을 제공하는 교육훈련기관이나
국가의 직업교육훈련 인증기관이 사례별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AQF 체제하에서 어떠한 자격을 받고자 할 때에는 AQF에서 인정하는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그
과정은 대학, 직업교육훈련기관, 학교 또는 그러한 과정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그밖의 훈련기관에서 제공될 수 있다. 또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호주 정부와의 협의하에 그러한
과정이 개설될 수 있다.

6. 最近의 職業訓練體制 變化와 展望
1996년 이후 호주 정부는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직업훈련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직업교육훈련체제를 개편중에 있다. 직업훈련체제의 개편안에서 두 가지 중요한 방향은 기업에게
직업훈련 의사결정의 전권을 부여하고 직업훈련의 수요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호주 정부는 도제제도(Apprenticeship)와 훈련생제도(Traineeship)의 현대화를 기하고
있는데 이는 미래의 기술수요에 부응하는 유연성, 선택 그리고 질적으로 우수한 훈련의 실시와
관련있다.
최근의 호주 직업교육훈련체제의 기본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산업별로 인식하고 있는 능력 중심의 훈련체제의 구축(competency based training systen) :
개인의 훈련기간이 얼마나 오래되었는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실제 직업능력이 어느 수준에
있는가에 의해 직업훈련의 진도 또는 수준을 결정.
② 직업훈련체제 안으로 현장직업훈련(OJT)과 집체훈련(Off-JT)을 통합 : 이것은 능력 중심의
직업훈련체제 구축에 기본적인 요소임. 그러나 이러한 접근에 있어서는 훈련개발, 훈련실시
그리고 평가시 훈련기관과 산업 사이의 밀접한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
③ 공급자 중심의 체계로부터 수요자 중심의 체계로 개편 : 산업에 의해 구체적으로 감독되는
국가훈련의 계획시스템과 운영체계의 구축.
④ 국가기술자격체제의 정비 : 중등교육기관의 상급학년에서 주어지는 기술자격, 기술 및
직업교육부문에서 수여되는 기술자격 그리고 고등교육기관 또는 대학에서 제공되는 기술자격 등
세 가지 부문에서의 기술자격의 연계를 통하여 각 부문간 사다리를 제공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다양한 교육부문에서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을 획득하도록 장려. 이로써 교육과 훈련의

밀접한 연계가 가능하게 됨. 또한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국가기술자격제도로 정립.
⑤ 무료의 현장훈련(OJT)과 집체훈련(Off-JT)의 개발을 포함한 훈련의 실시에 있어 유연성 촉진:
유연한 직업훈련 실시와 더불어 미디어, 직접적인 교습 또는 전문적인 훈련교사의 방문을
포함하는 사업장 교사에 의한 정규적인 훈련 등 다양한 훈련교재의 활용과 새로운 의사소통기술
통합.
⑥ 공공직업훈련기관과 민간직업훈련기관 그리고 다양한 산업내 훈련기관들이 경쟁적인 환경의
훈련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
⑦ 과거에 훈련기회를 상실하거나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훈련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이들의
소득향상을 꾀함.
⑧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양성교육훈련과정에 유연성 확대.
⑨ 지방 및 지역사회의 훈련개입 촉진.
⑩ 산업과 지역사회간의 동반자관계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훈련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학교, 훈련기관 및 산업현장간의 강력한 연계망 개발.

第 5節 日 本
1. 敎育制度
일본의 교육제도는 [그림 5-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치원, 소학교(우리나라의 초등학교에 해당)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리고 일반대학교 4년 등 우리나라와 거의 동일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고등학교에는 보통과와 전문학과 그리고 종합학과라고 불리는 과정이 있는데 보통과에서는
대학진학을 위한 인문계 과목을 가르치며, 전문학과에서는 농업․공업․상업․수산․가정, 간호
등의 실업분야를 배운다. 종합학과는 앞의 두 분야를 종합한 성격을 가진다.
고등교육은 대학,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및 전수학교 등에서 이루어진다.
대학은 우리나라의 일반 4년제 대학교(의과 및 치과 등은 6년)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처럼 4년제
일반대학교의 경우라고 할지라도 '대학교'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는다. 단기대학은 직업 또는
실제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설립된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에 해당하며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2년 또는 3년 동안 교육한다.
고등전문학교는 대학이나 단기대학과는 달리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에 필요한
능력을 가르치는 고등교육기관이다. 고등전문학교의 교육기간은 5년이다.(商船 전공은 5년
6개월임). 주요 학과로서 기계공학, 전기공학, 전자제어공학, 정보공학, 물질공학, 토목공학, 商船,
경영정보 등이 있다.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과 관련하여 전수학교 및 각종 학교라고 불리는 교육기관이 있다.
전수학교는 1976년 각종 학교 중에서 일정 수준에 도달한 학교를 분리시켜 제도화한 학교
형태이다. 전수학교는 중학교 졸업자를 대

[그림자 5-7] 일본의 교육제도

상으로 하는 고등과정(고등전수학교라고 칭함)과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과정(전문학교라고 칭함) 그리고 입학자의 학력을 묻지 않는 일반과정 등 세 가지의 과정으로
구분되어 있다.
각종 학교는 광범위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직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교육을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수준에서 제공한다.

2. 職業訓練體制
가. 교육제도 내의 양성직업훈련
앞에서 보았듯이 중등교육기관인 고등학교의 전문학과 그리고 종합학과에서
농업․공업․상업․수산․가정․간호 등의 실업분야의 초기 직업교육이 이루어진다.
나. 직업훈련체제 내의 양성 및 향상직업훈련

1) 공공부문의 직업능력개발 시설에서의 직업훈련
국가(고용촉진사업단),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이 공공직업능력개발 시설에서 이․전직자,
입사전의 신규졸업자, 장애자 및 기업내에서 능력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2) 인정직업훈련 시설에서의 직업훈련
기업이나 단체가 직업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충실한 내용으로 계획적 및 체계적으로 훈련을
실시할 경우 국가가 이를 인정하여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1995년 현재 일본에는 이와 같이
국가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인정직업능력개발교가 약 1,400개 교 그리고
인정직업능력개발단기대학이 26개가 있다.

3. 職業訓練 關聯組織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노동성 산하에 지방청 또는 노동사무소가 없는 대신에
지방자치기구인 도도부현 아래에 직업안정, 직업능력개발, 근로복지에 관련된 부서를 두어 이를
감독한다. 또한 노동성은 고용촉진사업단, 해외직업훈련협회, 장애인고용촉진협회,
중앙직업능력개발협회 등의 정부출연기관을 두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도도부현은 고용촉진센터(47개), 직업능력개발교(269개), 장애자직업능력개발교(12개),
기업인정직훈교(1,300개) 등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을 감독한다. 이밖에 노동성 출연기관인
고용촉진사업단의 훈련기관들(150)1)과 해외직업훈련협회의 해외직업훈련협력센터(1) 그리고
장애자고용촉진협회에서 장애자직업능력개발교(7)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그림 5-8] 일본의 직업능력개발 관련조직

4. 職業訓練 財政
일본에서는 기업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자발적인 사업내직업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직업훈련의무제도와 훈련분담금납부제도는 없다. 대신에 고용보험에 통합되어 있는 보험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분담금제도가 가지는 역할을 하게 한다. 즉 사업주는 임금총액의 1,000분의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능력개발사업을 위한 고용보험료로 납부한 후, 직업훈련기준에 맞추어
실시한 인정직업훈련의 경우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각종 급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고 고용보험으로부터 지원되고 있는 급부금
또는 장려금은 아래와 같은 항목으로 정리될 수 있다.
① 생애능력개발 급부금(능력개발급부금, 자기개발조성급부금, 기능평가촉진급부금)
②중소기업사업전환 등 능력개발급부금
③인정훈련파견 등 급부금
④ 직장적응훈련위탁비
⑤직업안정촉진강습급부금
⑥재취직촉진강습장려급부금 및 재취직촉진강습 수강급부금
⑦소프트웨어 인재육성사업파견장려금

⑧ 육아휴직자 직장복귀프로그램 실시장려금
가. 사업내직업능력개발기구의 설치를 위한 지도 및 지원
기업은 원칙적으로 각 사업소별로 1명의 '직업능력개발 추진자'를 선임하여 당해 사업소 내의
직업능력개발을 추진하는 책임을 맡겨야 한다. 이러한 직업능력개발 추진자의 주요 임무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사업내직업능력개발계획의 작성 및 실시의 원활화 도모
둘째,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셋재, 국가, 도도부현 및 직업능력개발협회 사이의 업무 중개
직업능력개발 추진자에 대한 지원을 함에 있어서 도도부현은 기업의 직업능력개발계획 작성법 및
근로자에 대한 지도와 자문방법에 관한 단기강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앙직업능력개발협회는
주요 지역내 기업의 직업능력개발 추진자에게 직업훈련에 관한 지식 제공을 목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직업능력개발협회 및 도도부현 직업능력개발협회들은 직업능력개발
추진자들이 직업훈련 운영에 관한 경험을 교환할 수 있는 토론장을 제공하고 있다.
나. 인정직업훈련 및 그에 대한 지원
사업주, 사업주단체 및 그 연합단체, 직업훈련법인, 중앙직업능력개발협회, 도도부현
직업능력개발협회, 민법에 의거 설립된 법인, 법인인 노동조합 그리고 기타 비영리법인이
노동성에서 설정한 훈련기준에 맞는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자신이 실시한 직업훈련에 대해
도도부현 지사에게 사업내직업훈련훈련 실시에 대하여 비용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인정
받게 되면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급부금 또는 장려금을 지원받는다.
① 생애능력개발급부금(능력개발급부금, 자기계발조성급부금, 기능평가촉진급부금)
② 재취직촉진강습장려급부금
③ 소프트웨어 인재육성사업파견장려금
④ 육아휴직자 직장복귀프로그램 실시장려금
특별히 훈련실시자가 중소기업 사업주 또는 중소기업 사업주단체 또는법인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지원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① 인정직업훈련 사업비보조금
② 증고기업사업전환 등 능력개발급부금
③ 광역인정직업훈련조성금
④ 인정훈련파견급부금
⑤ 직장적응훈련위탁비
사업주 이외에 각종 학교와 보험수급자도 ① 직업안정촉진강습급부금과 ②
재취직촉진강습수강급부금을 지급 받는다.
그밖에도 인정직업훈련에 대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사업주의 자율적인 직업훈련 실시를
유도하고 있다. 예컨데,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인정직업훈련 시설에 직업능력개발교,
직업능력개발단기대학교, 직업능력개발촉진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나 또는
훈련생이 시간제나 통신수업을 통해 고교교육을 받는 경우, 훈련시설이 문부대신의 지정을 받고
있을 때에는 당해 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훈련교과의 일부가 고교교육 교과의 일부로 간주하는
일, 그리고 훈련수료자에게 기능검정, 직업훈련지도원 시험 및 직업훈련지도원 면허 취득에 있어
시험의 일부면제와 소요 실무경력연수의 단축을 포함한 각종 특전을 부여하는 조치 등을 들 수
있다.
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유급교육훈련 및 기타의 지원을 한 사업주에게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하게 된다.

1) 능력개발급부금
능력개발급부금의 지원요건은 첫째, 노동조합과의 협의하에 상세한 훈련계획을 작성하고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어이어야 하며, 둘째, 사업내직업능력개발 계획에 의거하여
근로자들(고용보험의 피보험자에 한함)에게 직업훈련을 받게 하는 사업주여야 한다.
능력개발급부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사내집체훈련시 강사비, 교재비 등의 경비
② 위탁훈련시 입학금 및 수강료
③ 수강기간중의 임금
④ 정년퇴직 예정자에 대한 정년퇴직전 직업훈련 수강비 보조
2)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에 대한 능력개발급부금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에 대한 능력개발급부금'은 '능력개발급부금'의 지원요건과 동일하지만 다만
사업주가 사업전환 훈련계획에 의거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이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에 대한 능력개발급부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사내집체훈련비
② 외부 위탁훈련비(강습등록비, 훈련생의 임금)
③ 유급휴가훈련(강습등록비, 훈련생의 임금)
④ 자기계발원조(유급휴가훈련 외)(강습등록비)
3) 직업훈련시설 설치자금 융자
고용축진사업단은 사업소내에 종업원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내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중소기업 노동인력 모집법 제4조 의거하여 개선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은 중소기업단체)에게 국한되어 저리 융자를 제공한다.
4) 직업능력개발 관련 조언, 상담 및 기타 원조
다음과 같은 기관에 대해 직업능력개발과 관련한 자문, 상담 및 기타 지원을 행한다.
① 직업능력개발 서비스센터
② 지역직업훈련센터
③ 컴퓨터 전문대학(정보처리기능사 훈련센터)
④ 공공직업능력개발시설
라. 중소기업 직업능력육성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중소기업단체를 대상으로 아래에 열거되는 사항에 대해 최고
1년에 1천만 엔씩 2년간 지원한다.
① 사업내직업능력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의 식별, 직업능력개발 정책에 관한 연구 및 그러한
정책의 작성
② 직업능력개발 시행정책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의 작성
③ 직업능력개발계획의 시행준비(훈련지도원, 교재개발 등)

1) 자기계발조성급부금
다음과 같은 종류의 훈련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신청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급교육훈련 휴가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자기계발조성급부금을 지급한다. 단, 사업주가
이 급부금을 구급하려면 노동조합과의 협의하에 사업내직업훈련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① 공공직업능력개발시설 및 직업능력개발대학교가 실시하는 직업훈련
② 고용촉진센터가 실시하는 직업훈련

③ 고등학교, 대학교 및 고등전문학교가 실시하는 학교교육
④ 노동성 장관이 지정하는 각종 학교 등이 실시하는 교육
⑤ 노동성 장관이 설정한 기준이 적용되는 훈련(근로자의 연령이 최하 40세인 경우)
이 외에 회사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음과 같은 위탁직업훈련에 대해서도 지원하다.
① 배치전환 등 새로운 직무에 대한 직업훈련
② 전문적인 지식 및 기능을 습득시키는 데 필요한 직업훈련
③ 기술혁신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직업훈련
④ 정년퇴직 후 재취업을 위해 필요한 직업훈련

2) 중고령근로자 수강장려금
중고령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동성 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 과정을 학교출석 또는
통신강좌를 통하여 수료한 40세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입학급 및 수강료 합계액의 1/2에
상당하는 액수를 지원한다. 단, 그 지급액수는 10만엔을 초과하지 않는다.
5. 技術資格制度
1959년부터 시행되어 온 일본의 기술자격제도는 기능검정제도와 기능검정심사인정제도,
사내검정인정제도로 구분되고 있다.
기능검정제도는 133개 직종에 대해 특급, 1급, 2급, 3급, 기초 1급, 기초 2급의 기술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며, 등급을 구분하지 않는 직종의 경우에는 단일등급을 부여한다.
기능검정심사인정제도는 공익법인이 실시하고 있는 기능심사 중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동시에
기능진흥을 위해 장려해야 할 직종에 대해 노동대신이 그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1995년 현재
19개 직종에 대해 기술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사내검정인정제도 사업주가 실시하는 검정으로서 동일회사 내에서만 통용되는
자격인증제도이다. 1995년 현재 109개 직종에서 사내검정인정이 실시되고 있다.
6. 最近의 職業訓練(職業能力開發) 體制의 變化
일본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과 고용보험법을 양축으로 하여 직업훈련(또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처음으로 직업훈련법이 제정될 1958년 당시에는 양성훈련을 중심으로 훈련체제가 직업훈련의
근간이었으나 1974년의 고용보험법2)제정과 그 이후의 직업훈련법 개정(1974년도와 1978년도)을
통하여 양성훈련체제 중심에서 재직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향상훈련 중심으로 그 방향을 전환하여
유연한 직업능력개발체제가 구축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한 노력은 1985년도에 직업훈련법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994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제1차
개정으로 발전하였다.
새롭게 개편된 일본의 직업능력개발체제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직업능력개발체제와
직업능력평가(기능검정)체제의 개편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 민간부문의 직업능력개발 촉진

1) 사업내직업능력개발
새롭게 개편된 직업능력개발체제는 사업내직업능력개발계획의 작성에 관하여 조언 및 지도 등에
힘씀과 동시에 생애능력개발급부급제도 등의 활용을 촉진하고 화이트칼라 근로자에 대해서
고도의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강조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에 따르는
각종 지원을 하고 사업주단체를 통한 직업훈련도 장려한다.
2) 근로자의 자기계발
자기계발조성급부금제도 및 유급교육훈련휴가 등을 이용하여 근로자의 자기계발을 촉진한다.

나. 공공부문의 직업능력개발 촉진
공공부문의 직업훈련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우선 그동안 양성훈련, 향상훈련,
재훈련 등으로 구분해 왔던 직업훈련 구분을 바꾸고 직업훈련기준을 유연화시키며
직업훈련지도원 면허제도를 개편하였다.
다. 직업능력평가(기능검정)의 유연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의 각 단계에 맞는 직업능력 평가의 다단계화 추진과 직업능력개발에
참여한 자가 폭넓은 기능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수검자격의 유연화를 도모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기능검정심사제도와 사내검정인정제도의 활용대책을 마련한다.
라. 훈련기준의 완화
급변하는 경제여건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능력있는 인력의 양성을 기하고자 대상자에 대한
기준훈련이던 직업훈련을 기능 및 지식의 정도와 기간을 강조하는유연한 훈련체제로 전환하여
보통직업훈련 및 고도직업훈련 그리고 장기 및 단기로 구분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그에 따라 경직적이던 훈련기준도 크게 완화하여 훈련체제 개편에 실질적으로 부응하도록
하였다. 예컨대, 장기간 훈련의 훈련시간과 교과과목에 있어서는 종래 연간 1,600시간에서
1,400시간으로 훈련시간을 단축하고 그 시간 중에서도 400내지 600시간의 훈련시간은 각
훈련시설에서 지역의 필요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인 교과과목을 설정하여 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과목도 기업에게 자율권을 주기 위하여 훈련 실시에 대한 최소의 사항만을 규정하였다.
단기훈련의 교과과목에 있어서도 자격취득와 관련한 사항 이외에는 구체적인 훈련과목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다.
사. 기존 직업훈련의 구분 및 명치의 변경
종래의 신규졸업자와 재직자 및 이․전직자의 대상별 훈련체제인 양성훈련, 향상훈련 및
능력개발훈련의 세 가지 구분에서 기능 및 지식의 정도와 훈련기간을 강조하는 실질적 의미의
기능 또는 기술에 관한 훈련체제로서 보통직업훈련 및 고도직업훈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구분한다.
변화된 명칭의 내용은 <표 5-6>과 같다.

<표 5-6> 일본의 훈련명칭 변경 내용

주석1) 고용촉진사업단 산하의 훈련기관으로서 직업능력개발대학교, 직업능력개발단기대학교,
직업능력촉진센터, 고용촉진센터, 고도직업능력개발센터 등이 있다.
주석2) 피보험자가 실업한 경우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은
1947년에 도입되었다가 1974년에 실업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적극적 의미의 고용보험으로
대체되었다.

第 6節 臺灣
1. 敎育制度
대만의 의무교육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인 총 9년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의무교육이 끝나면
1996년 현재 약 86%의 졸업생이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직업생활을 위한
기술습득을 목적으로 직업훈련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2. 職業訓練體制
대만의 학교교육과 직업교육은 엄격한 분리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어서 학교교육은 학문과 관련한
교육이 주가 되며, 직업교육은 산업현장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직업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대만의 직업훈련을 총체적으로 관장하는 부서는 행정원 상하 노공위원회의 직업훈련국이다.
직업훈련국은 1981년 발족될 당시 내무부의 관할이었지만 1987년 노공위원회 산하부서로
재편되었다.
가. 양성훈련

1) 예비직업훈련
예비직업훈련은 의무교육을 끝마친 1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직업훈련으로서
훈련기간은 과정에 따라 3개월, 6개월, 1년, 3년 과정으로 구분되어 있다.
중아의 관할부서에세 지정하는 직업에 대한 예비직업훈련의 실시는 직업훈련기관에서 중앙
관할부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과과정, 훈련시간, 훈련교재 등의 기준에 의하여 실시한다.
예비직업훈련의 프로그램을 수료한 훈련생이 기술자격검정을 통과하는 때에는 직업훈련기관은
훈련생에게 수료증을 부여한다.
2) 도제훈련
도제훈련은 기업이 중학교 졸업생 또는 15세 이상의 일반인을 뽑아 그들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기능을 습득하게 하는 훈련이다. 도제훈련 실시 이전에 기업은 우선적으로 직업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법과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제훈련생과 훈련약정서를 작성한다.
도제훈련 기간은 2년 이상이며 훈련은 현장훈련(OJT)이나 직업학교 혹은 직업훈련원에서
진행된다. 관할부서는 도제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하여 훈련지침과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훈련이 종료되는 때에는 기업은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한다.
3) 전직훈련
전직훈련은 전직을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기술 및 지식을 습득시키는 훈련이다.
관할부서는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른 전직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훈련희망자를 모집한다. 전직훈련은 직업훈련은 직업훈련기관이
실시하여야 한다.

4) 장애자직업훈련
장애자직업훈련은 장애자의 취업에 필요한 기술 및 지식 등 직업훈련을 무상으로 습득시키는
훈련을 말한다. 장애자직업훈련은 직업훈련기관, 시회복지단체, 의료서비스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훈련기간은 신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 향상훈련
재직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개설되어 있는 향상훈련은 전문분야별로 훈련이 실시되는데
주간반, 야간반 혹은 전일반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향상훈련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훈련기관에의 위탁 또는 외국의 특정 직업훈련과정에
위탁함으로써 수행된다. 훈련실시 당해연도 이후 2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의 향상훈련을
실시하는기업은 향상훈련의 진행결과에 대하여 그 내용을 관할부서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다. 직업훈련기관
직업훈련기관의 설립, 자격유보 및 취소는 중앙정부 내 관할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직업훈련기관은 그 설립목적에 따라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3. 職業訓練 財政
일반 학교교육은 일반회계에서 재정이 지원되나 직업훈련의 경우 일반회계와
직업훈련의무제하에서 적립되는 직업훈련기금에서 조달된다.
대만에는 직업훈련의무제도가 있어서 사업주는 행정원이 전년도 기업의 사업실적의 일정비율로
고시하는 직업훈련비용 이상을 직업훈련에 사용한다. 만일 기업이 실시한 직업훈련에 따른
훈련비용이 행정원 고시의 직업훈련비용에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중앙 관할부서가
설치한 직업훈련기금으로 적립한다.1)
직업훈련 실시기업이 직업훈련 실시에 대한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훈련실시 당해연도 개시 이후
2개월 이내에 직업훈련비용의 내역서를 작성하여 이를 관할부서에 제축하도록 하고 있다.

4. 技術資格制度
기술자격은 A, B, C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세 가지 분류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직업은
관할부서가 별도로 정하여 놓았다.
관할부서는 기술수준 향상과 기술자격제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술자격검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부의 적합한 기관 또는 조직에 기술자격검정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다. 기술자격검정을 통과한
때에만 중앙 관할부서가 기술자격을 부여한다.
B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의 대우는 직업학교 졸업생에 준한다. A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의 대우는
전문대학교 졸업생에 준한다.

5. 最近의 職業訓練體制 變化와 展望
최근에 대만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직업훈련은 다음과 같은 기조 위에서 실시되고 있다.
① 공공직업훈련 기능의 계속적인 강화(효과적인 교과과정의 개발)
② 직업훈련의 다양성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평생직업교육 유도, 예비직업훈련 이외에 향상훈련,
전직훈련 장려, 근로자의 제2의 직업능력개발
③ 민간직업훈련의 장려
④ 직업윤리 및 근로에 대한 헌신의 강조
⑤ 기술자격검정 분야의 확대
⑥ 직업훈련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지원
⑦ 특정집단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의 확대(이를 위하여 1995년에 실업자지원촉진법,

중고령자고용촉진법, 대만 원주민고용촉진법, 극빈자고용촉진법, 장애자고용촉진법 등이
제정되었음)
주석1) 기업의 직업훈련비용에는 ① 기업의 개별적인 훈련 또는 타기업과의 협력에 의한
훈련실시 비용, ② 외부기관에 위탁훈련시 훈련비용, ③ 기타 훈련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第 7節 主要國의 職業訓練體制가 韓國에 주는 示唆點
위에서 살펴본 주요 국가에서 현재 진행중인 직업훈련체제의 개편내용중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자 우리에게 시사점을 제시해 주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직업훈련체제를 개편중인 모든 국가에서 수요자 중심의 훈련방식을 강조하고 있고 다수의
국가가 실제로 이를 실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현장과 근로자, 그리고 훈련생들이 원하는
직업훈련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의 의견이 직업훈련정책 입안시 반영되고 각
수준의 직업훈련 실시에서도 이들이 참여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 정부는 직종별 또는
산업별 사용자단체, 노동조합, 기타 이익집단을 각종 위원회 등에 참석하도록 하여 이들이
요구하는 직업훈련 수요의 파악에 적극적으로임하고 정책입안시에도 그들과 함께 논의하고
있으며, 또한 훈련바우처제도의 시행 또는 산학협동훈련을 촉진하는 정책을 강화하는 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둘째, 직업교육훈련 정책입안 및 제도의 운영에 노․사․정간의 시회적합의(계약)시스템이
철저히 도입되고 있다.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도 이제 직업훈련이 국가 또는 기업주가 일방적으로
계획하고 실시하는 책무가 아님을 인식하고 모든 단계의 직업훈련 관련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추세에 있다. 국가도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참여가 곧 직업훈련의 실질적인 수요자의
의견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노․사․정의 공동참여를 제도화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셋째, 평생교육훈련체제의 구축이다. 양성훈련은 대체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거나 그
일환으로 집중하고, 직업훈련은 기초훈련과 연계하면서도 양성훈련보다는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훈련을 더욱 강조하면서 평생계속교육훈련 측면에서 근로자 개인의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기술급변과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재직근로자의
향상훈련 또는 재훈련을 등한시하는 국가나 기업은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사회적 소외집단에 대한 훈련의 강화이다. 아무런 기술자격도 없이 학교를 졸업하거나 또는
중도 퇴교한 청소년들 그리고 부족한 기술수준을 가지고 있는 실업자들과 장애자들에 대한
직업훈련 강화가 이 분야에 해당한다.
다섯째,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경쟁논리의 도입이다. 우선은 직업훈련기관의 운영에 경영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 그 하나이다. 각 훈련기관은 이른바 독립적인 훈련기업으로서
직업교육훈련시장에서 경쟁하여야만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직업훈련에
대한 재정지원방식도 바뀌고 있는데, 과거와 같이 훈련생의 수를 가지고 지원하는 양적인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훈련의 질을 고려하는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그 한 예이다. 예컨대
훈련생 개개인의 훈련성과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지원되는 영국 및 일부 영연방국가의 방식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중소기업에 대한 직업훈련지원제도의 확충이다.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훈련시설을 갖출
능력이 있는 데 반하여 중소기업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 다품종 소량생산체제와 첨단
정보․기술직종의 도래로 이에 종사하는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중요성도 예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및 소속 근로자의 직업훈련의 중요성도 그에 못지 않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곱째, 직업훈련의 분권화이다. 그 동안 중앙정부 차원의 직업훈련정책은 지역 및 산업의

훈련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에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존재하였다.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나라에서 지자체 중심 또는 지역단위의 직업훈련기구의
설립과 자율운영등의 분권화를 통하여 훈련수요자의 요구를 수렴하는 직업훈련체제의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여덟째,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정비이다.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체제 구축과 동시에 기존의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노력이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복잡한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보다 단순화하는 작업이 주목할 만하다. 이것은 첨단기술분야가 하루가 달리
변하여 가면서 그러한 발전 속도에 상응하는 기술자격을 정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나타나고 있으며 민간자격 제도의 도입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선진국 직업교육훈련체제 변화의 시사점은 어디까지나 각국이 처한
배경하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만일 선진국이 시도하고 있는 이러한 직업교육훈련체제
개혁 가운데 일부라도 도입하고자 한다면, 우선 교육제도나 직업관․교육관의 차이, 정부조직 및
제도의 유동성 정도, 노동시장(특히 청소년 노동시장)의 구조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독일의 이원화제도를 모델삼아 도입한 공고의 '2+1' 현장훈련제도가 우리
나라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음은 그 하나의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第 6章
職業訓練體制의 改編方向
第 1節 職業訓練體制 改編의 基本方向
1. 열린 職業訓練
지금까지의 직업훈련은 비진학청소년을 산업인력화하기 위한 양성훈련에 중점을 두어 왔기
때문에 직업생활의 전기간에 걸친 체계적인 계속훈련 기회가 부족하였으며, 직업교육과
직업훈련간의 연계도 원활하지 못했다. 그러나 무한경쟁시대에 기업과 근로자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직업훈련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열린
직업교육훈련, 평생학습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비진학청소년, 재직근로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중고령자, 주부, 농어민 등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누구에게나 열린 훈련),
평생을 통하여 원할 때 언제든지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훈련시기의 열림).
또한 첨단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어디서든지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육훈련
수요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훈련장소의 열림). 직업훈련기관 상호간은 물론 직업교육기관과 직업훈련기관, 학교와
사회교육기관이 학점은행제와 교사․교보제․시설․장비 등의 공동활용 등을 중심으로 상호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훈련기관간의 열림).

2. 需要者 中心의 職業訓練
지금까지의 직업훈련은 훈련수요자의 필요(need)보다는 훈련공급자인 훈련기관의 입장에서
추진됨으로써 산업현장의 훈련수요를 충족시켜 주는데는 매우 미흡하였다. 양성훈련 대상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재직근로자의 향상․재훈련의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훈련기관은
양성훈련위주의 '편한 훈련'에 안주하여 왔으며, 중소기업은 인력난으로 집체훈련방식에 의한
위탁훈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공훈련기관은 집체훈련방식 위주로 훈련과정을
운영하면서 중소기업근로자의 위탁훈련을 받으려 하였기 때문에 중소기업근로자를 위한
교육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직업훈련은 훈련수요자인 기업과 훈련생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고객 중심의 훈련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지원․촉진하는 훈련(life-long job competency-based training) 이
되어야 한다.
재직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 개발․향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향상․재․전직훈련의 강화와
다양한 훈련 모듈(module)을 개발하여 훈련생이 본인의 기능수준 등에 따라 필요한 모듈을 선택할
수 있는 고객 중심의 훈련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실정에 맞도록
훈련교사를 산업현장에 파견하여 훈련을 실시하거나 개별기업의 훈련수요에 맞추어
훈련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주문식 훈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3. 民間의 自律과 創意를 尊重하는 職業訓練
지금까지의 직업훈련은 정부 주도적 훈련의 성격이 너무 강해서 기업이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대해서도 정부의 규제가 심하였으며, 그 결과 기업의 자발적인 직업훈련 참여가 저조하였다.
사업내직업훈련실시의무제도를 근간으로 한 민간직업훈련에 대한 강한 규제는 기업의
훈련강제를 통한 산업인력 양성에 기여한 점도 있으나 기업의 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훈련 실시를
어렵게 하여 사업내훈련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행 직업훈련체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직업훈련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민간 주도의 직업훈련을 촉진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경쟁적인 직업훈련시장을
형성하고 직업훈련산업을 육성해 나가야 한다.
사업내직업훈련의무제도를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흡수 통합하여 기업의 실정에
맞는 직업훈련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민간직업훈련에 대한 각종 규제를 폐지하여 기업의 필요에
의한 자율적 훈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4. 보다 柔軟하고 效率的인 職業訓練
지금까지의 직업훈련은 집체훈련(Off-JT)과 전임훈련교사를 중심으로 산업현장과의 연계없이
경직적인 장기간의 완성형 훈련에 치중하여 1인당 훈련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비효율적인
훈련체제를 유지해 왔다. 집체훈련과 전임교사 중심의 훈련은 산업수요보다는 훈련교사에게
필요한 훈련직종이 개설되는 등 훈련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문제점을 노정하여
왔으며 산업현장과 괴리된 완성형의 집체훈련으로 훈련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비효율성(cost
ineffectiveness)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직업훈련은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훈련방식의 채택으로 산업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집체훈련과 더불어 현장훈련(OJT)과 통신훈련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함과 동시에
공공훈련기관의 전임교사는 기초과정의 훈련실시 및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훈련과정의 개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감축하고 능력있는 현장전문가를 중심으로 훈련교사 풀(pool)을
형성하여 훈련수요에 맞는 외부강사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5. 全職種에 걸친 職業能力의 開發․向上을 위한 職業訓練
지금까지의 직업훈련은 생산직 중심의 기능훈련에 치중한 나머지 다양한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는 소홀하였다. 직업훈련기본법이 제정된 1970년대 중반에는 농림어업 종사자가
전체 취업자의 약 2분의 1, 서비스업 종사자가 전체 취업자의 약 3분의 1로서 농촌으로부터
유입되는 무기능인력을 산업인력화하기 위한 기능중심의 훈련(skill-based training)에 치중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산업구조와 취업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기술진보가 가속되고 있는
현재의 정보통신 사회에도 '70년대의 직업훈련체제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어 전직종에 대한
다양한 직업훈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농촌으로부터의 무기능인력의 유입은 거의 끝난 상태이며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이 70%에
육박하고 있고 기술진보의 가속화와 정보화․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생산직 중심의 기능훈련에서 전직종에 걸친
직업능력개발 중심의 훈련체계(Competency-Based Training)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능․기술인력에 대한 훈련뿐만 아니라 취업자의 66%를 차지하는 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경제 전체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다. 따라서
전직종에 대한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훈련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

6. 成果重視 訓練
지금까지의 직업훈련은 외형적인 훈련시간․훈련인원 등을 중시하는 실적 중시의 훈련(Training
for Activity)이었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훈련인원, 훈련시간, 훈련시설이 많을수록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훈련을 통해서 습득된 기능과 기술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어는 정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었다. 그 결과 직업훈련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직결되지
못하였으며 기업은 기업훈련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는 요인이 되었다.
앞으로의 직업훈련은 훈련생이 얼마나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는가보다는 훈련의 결과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직무수행능력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 등 훈련의 성과를 중시하는
훈련체계(Training for Impact)로 전환되어야 한다. 훈련결과가 직무수행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에 항상 관심을 갖고 훈련의 수요파악, 훈련프로그램의 개발, 훈련실시, 훈련생 사후관리
등의 전과정에 걸쳐 훈련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훈련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7. 訓練 結果에 바탕을 둔 競爭的인 職業訓練
지금까지의 직업훈련은 훈련시장(training market)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많아 훈련서비스
공급자들간에 경쟁이 제한되어 양질의 훈련서비스가 제공되기 힘든 여건이었다. 공공훈련기관은
일반회계와 직업훈련촉진기금으로부터 안전한 재정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훈련수요자의
요구에는 관심이 없고 정부의 지시에 충실한 훈련만 실시하는 데 안주하여 왔다.
앞으로의 직업훈련은 훈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여 훈련수요자가 각급 훈련기관 및
직업교육기관들로부터 다양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다 경쟁적인
훈련체계(Output-Based Competitive Training)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훈련시장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훈련기관에 대한 재정지원도 훈련기관간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정부의 재정지원이 공공훈련기관에만 무조건 이루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훈련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훈련을 실시한 실적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환되어야 한다.

8. 分權化된 職業訓練
지금까지는 중앙집권적 획일화된 훈련방식으로 인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훈련실시에 소홀하였다.
공공훈련기관의 경우 훈련공과, 훈련방식 등이 거의 획일화되어 있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운영방식이 너무 집권화되어 있어 지역실정에 맞는 직업훈련 실시를 어렵게 하고 있다.
앞으로의 직업훈련은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각 지역의 훈련수요에 맞는 분권화된
직업훈련(Decenturalized Training)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공공훈련기관의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본부는 개별 훈련기관에 대한 지원 및 조사․연구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공단훈련기관의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직업훈련을 소홀히하여 온 지방자치단체의 직업훈련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유인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9. 職業訓練과 職業敎育 및 勞動市場과의 連繫 强化
지금까지는 직업훈련과 직업교육간의 연계가 극히 미흡하여 관련정보 및 교육훈련 교재와 시설의
공동활용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직업교육훈련과 노동시장간의 연계도 미흡하였다.
직업교육훈련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이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
1997년에 제정․공포된 직업훈련촉진법과 직업능력개발원법은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및
노동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산업수요에 부응한 효율적인 직업교육훈련의 실시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직업훈련체계를 직업훈련과 직업교육 및 노동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노동부와 교육부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고 교육기관과 훈련기관에 시설, 장비, 교사 등의 공동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상호
학점인정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재직근로자의 직업교육기회 확충과
학생의 직업훈련기회 확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공인직업훈련과정을 규정하여
학점인정제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직업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발전시킴과 동시에
자격제도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민간부문과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민간자격제도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표 6-1> 종전의 직업훈련과 향후의 직업훈련 비교

第 2節 職業訓練體制 改編方案
1. 民間職業訓練에 대한 規制 廢止
사업내직업훈련의무제도를 근간으로 한 민간직업훈련에 대한 강한 규제는 기업의 훈련실시
강제를 통한 산업인력 양성에 기여한 점도 있으나 기업의 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훈련실시를
어렵게 하여 사업내훈련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민간직업훈련의 자율적인 실시를 저해하고 있는 주요규제 사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직업훈련과정의 내용, 과정별 훈련생의 자격, 훈련기간, 훈련시설 등에 대하여 노동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직업훈련기본법 제8조 제2항, 제9조).
-사업내직업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자율적인
위탁훈련을 어렵게 하고 있다(직업훈련기본법 제12조 제2항).
-직업훈련 교재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편찬하거나 검증한 교재를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다(직업훈련기본법 제15조).

-직업훈련 시설의 명칭을 직업훈련원, 직업훈련소, 직업전문학교, 기능대학의 용어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직업훈련기본법 제18조의 4).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실시의무를 부과하고 훈련실시의무사업주는 매년
사업내직업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내직업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의 기준을 노동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 내지 제40조).
-직업훈련교사는 신기술훈련, 신직종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다(직업훈련기본법 제41조).
-고용보험법상의 직업훈련지원의 경우에도 매년 직업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용보험법 제22조, 동시행령 제27조).
-고용보험법상의 교육훈련 등의 지원에 있어서 지원대상이 되는 교육훈련을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개설된 교육과정 중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과정 및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로자를 위하여 개설한 과정으로 한정하고 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직업훈련비용 인정시 지원대상 항목을 인건비, 실습재료비, 교재비 등 8개 항목에 대해서만
인정해 주고 있고 각 항목에 있어서도 한도액 등을 정하고 있어 실제훈련비용과 훈련비용으로
인정을 받는 금액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 지급규정 제4조).
이러한 민간직업훈련에 대한 규제가 있는 한 자율적인 민간직업훈련이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민간직업훈련에 대한 각종 규제를 폐지하여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민간주도의 직업훈련을 활성화하여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표 6-2> 현행 사업내직업훈련 의무업체의 직업훈련의무제도에 대한 평가

<표 6-3> 직업훈련의무제도와 직업능력개발사업간의 조정방향에 대한 기업체 의견

이를 위해서는 첫째, 사업내직업훈련의무제도를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흡수
통합하여 기업의 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사업내직업 훈련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즉 직업훈련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사업내직업훈련의무제도를 폐지하고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직업교육훈련을 지원․촉진하여야 한다.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고용보험연구센터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업내직업훈련
의무대상기업 중 76%가 직업훈련의무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표 6-2 참조),
직업훈련의무제도와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조정방향에 대해서는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의 통합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6-3 참조).
따라서 1997년 중 직업훈련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1998년 중 사업내직업훈련 의무제도 폐지에
따라 준비를 완료하고 1999년부터 새로 개정된 직업훈련기본법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사업내직업훈련의무제도의 폐지와 함께 사업내직업훈련의무제도를 중심으로 구축된
민간직업훈련에 관한 각종 규제를 폐지하여야 한다.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대한 노동부 장관의
승인제를 폐지하여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기업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인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업은 직업훈련에 대한 승인과 관계없이 훈련계획서만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소요비용을 지원받아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종료 후 비용을 정산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훈련비용의 인정을 훈련에 소요된 모든 비용으로 확대하여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이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직업훈련과정 및 직업훈련 실시에 관한 기준을
지금까지의 의무적 준수사항에서 훈련기관이 자율적인 훈련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참고사항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직업훈련기준의 성격을 '훈련실시의 요건'이 아닌
'훈련실시의 준거'로 전환하며 이 경우에도 교과과정과 시설․장비 등이 내용을 대폭 완화한다.
직업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는 자를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방식(positive system)에서
위탁받을 수 없는 자만을 지정하는 방식(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하고 직업훈련 시설의 명칭을
자율적으로 붙일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직업훈련교재 및 훈련교사 등에 대한 각종 규제를 폐지하여 훈련기관이 정부의 훈련교재 등을
참조하여 자율적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훈련용 교재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직업 훈련시 시중 교재 도는 훈련기관 자체발간 교재 등이 활용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현재 발간되고 있는 국가편찬 교재의 대부분이 일선교육기관 또는 훈련기관
소속 교원들의 집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일반적 기술(general
technology)의 영역을 벗어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기업이 원하는 기업특수적
기술(firm-specific technology)에 대하여는 기업 스스로가 해당 기업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자율적으로 교재를 편찬․활용함이 직업훈련 활성화에 도움이 될 뿐 만 아니라 사무․서비스
분야의 재직근로자 향상훈련 등에도 기업이 필요한 직무내용을 기업 스스로 교과로 편성, 교재로
집필․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직업훈련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자격검정과 관련해서는 직업훈련과정 이수자에게 부과되는 자격검정 의무응시와
훈련실시자의 비용부담 의무를 폐지하고 훈련기관 및 훈련생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기술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직업훈련 실시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에 의해 기존의 훈련이수자 자격검정 의무응시를 폐지하더라도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훈련과정 이수자는 자격검정시 일부 또는 전과목을 면제받게 될 뿐만 아니라 자격 취득시
학점인정 또는 취업 및 승진 용이 등의 혜택을 받게 되므로 자격검정 응시자 수의 변동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기능장려시책으로서 기능 및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와 기능향상 풍토
조성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촉진대회 등의 시책을 추진토록 하였다.

2. 職業訓練産業의 育成
가. 직업훈련기관의 설립 및 운영의 자율화
직업교육훈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여 훈련수요자가 각급 훈련기관 및

직업교육기관들로부터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다 경쟁적인
훈련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민간직업훈련산업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경제발전에 필요한 인력은 공공부문에 의해서만 공급될 수는 없으며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 속에 정부와 민간부분인 인력양성에 대한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부문이 직업훈련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이 직업교육훈련시장에
대한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워야 하고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로부터 이윤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직업훈련산업의 육성을 통한 민간부문의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영리법인의
직업훈련 참여를 허용하며 민간직업훈련기관의 설립에 대한 인가제도를 신고제도로 전환하여
민간직업훈련기간의 설립을 자율화하고 훈련비용, 수강료 등을 스스로 결정하게 하여
민간직업훈련기관의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직업정보 제고, 직업상담,
교육훈련상담, 직업교육훈련을 일괄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민간 인력개발회사를 육성하고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단체도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노사가 적극적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나. 직업훈련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의 전환을 통한 교육훈련기관간의 경쟁촉진
정부의 재정지원이 공공훈련기관에만 무조건 이루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훈련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훈련을 실시한, 실적에 따라 지원받는 '훈련결과에 바탕을 둔 경쟁적 훈련'(output-based
competitive training)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각급 직업훈련기관, 기업연수원, 사내대학, 노동조합연수원, 전문대학 및 대학교 등이 상호
경쟁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과정을 개설하여 근로자에게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할 때
소요되는 교육훈련 비용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함으로써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가 수지가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과 아울러 직업교육훈련기관이 경쟁적으로 훈련수요자에 맞는
다양한 훈련과정을 개발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실시하는 양성훈련
및 전직훈련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소요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재직근로자에 대한
향상훈련 및 재훈련에 대해서는 기업규모 및 피보험자의 연령 등에 따라 지원율을 차등화한다.
그리고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비용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고용보험에 의한 교육 훈련비용의 지원기준을 실훈련비로
하여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광범위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각급 직업훈력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훈련기관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그 결과에 따른
비용의 차등지원은 직업교육훈련의 질적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민간직업훈련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인적자원회계 지표의 개발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경력개발제도 도입을 위해 인적자원회계(Human Capital
Accounting) 지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는 인력의 지식, 기술, 능력 등을
측정․평가하여 재무제표 등의 자산에 반영함으로써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인적자원회계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외국사례 및 인적자산 가치평가기법
등을 조사연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라. 技能獎勵施策의 强化
기능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기능장려시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업종별․직종별로 개최되는
민간 기능경기대회 등을 적극지원하고, 매년 '직업 능력개발촉진의 달'(가칭)을 설정,
직업훈련박람회 등 직업능력개발 관련행사를 집중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능력개발 캠페인 등의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우수기능인 작품전시장을 설치․운영하여
기능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기능 전수의 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3. 公共職業訓練의 需要者 中心 體系로 改編

가. 공공직업훈련기능의 재정립
민간직업훈련이 활성화되더라도 공공직업훈련 기능은 여전히 중요하다. 시장실패 분야에 대한
공공직업훈련의 중요성은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하다. 직업훈련을 시장기능에만 맡겨두면 기업이 현재 필요한 분야의 훈련만 실시하고
미래의 인력수요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비는 미흡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공직업 훈련은
기본적으로 시장기능의 실패를 보완하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 대한 훈련기능을 수행하여 직업능력
열위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실패자 : 비진학 미취업청소년
② 노동시장에서의 중도탈락자 : 실업자 및 고용조정 대상자
③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는 자 : 장애인 및 무기능자
④ 훈련시장에서의 시장실패 분야 : 중소기업 근로자, 재소자, 중고령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훈련, 3D직종훈련, 훈련정보의 제공 등 교육훈련에 대한 하부구조 구축, 직업훈련교사의 양성과
재교육
직업교육기관은 주로 취업하기 이전 단계에서의 직업교육훈련을, 직업훈련기관은 주로 취업된
이후의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향상․재․전직 훈련 및 실업자고용촉진훈련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공공훈련기관은 기존의 양성훈련 중심의 직업훈련과정으로써는 직업교육기관과의
차별화가 어려울 뿐 아니라 양성훈련 대상자원의 급격한 감소로 양성훈련의 비중이 감소되므로
앞으로는 고용불안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능적 유연성의 강화를 통한 고용안정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재직근로자에 대한 향상․재․전직훈련 중심으로 직업훈련대상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재직근로자에 대한 향상․재훈련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자율적인 직업교육훈련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직업훈련에 공공직업훈련의 주안을 두어야 할 것이다.
나. 열린 직업훈련체제의 구축
누구에게나 열린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진학청소년, 재직근로자뿐 아니라 실직자, 장애인, 중고령자, 주부, 농어민 등 전국민이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과정을 다양화함은 물론 지금까지의 생산직 기능습득 위주의
직업훈련에서 사무․관리․서비스 분야를 포함한 모든 직종에 걸친 훈련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
각 공공훈련기관을 지역별로 특화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생활기술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훈련시설 및 장비를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지역사회의 직업능력개발센터로 육성하여야 한다.
훈련시기가 열려 있어야 된다. 누구나 평생을 통하여 원할 때 언제든지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각 훈련기관의 훈련생 모집을 현재와 같이 연 1~2회 모집 방식에서 연중 수시모집
방식으로 전환하고 장기간의 경직된 훈련과정을 탈피하여 훈련수요에 따른 다양한 주․야간
과정을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훈련장소가 열려 있어야 한다. 첨단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어디서든지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통신훈련․이동훈련과정을 개발하고 교육훈련 수요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사업자장의 실정에 맞춘 '주문식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훈련기관에도 열려 있어야 한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근거한 직업교육훈련정책협의회,
직업교육훈련협의회 등을 활성화하여 직업교육훈련시설, 교보재의 공동활용과 정보공유체계
구축, 교사의 상호 교류,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공동활용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훈련시설 및
장비가 우수한 공공직업훈련기관(대한상공회의소 훈련원, 기능대학 등)을 개방하여 각급
직업훈련기관은 물론 공업계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직업반, 공업전문대학 등이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시설과 장비를 활용하여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체제의 구축

재직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 개발․향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향상 및 전직훈련을 강화하여야
한다. 기술진보와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향상․재훈련 등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향상훈련 등에 대한 수요가 70~80%에 이르고 있다(표 6-4 참조). 따라서 이러한 훈련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훈련기관 중 훈련기관의 입지적 여건 때문에 향상․재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훈련기관은 양성훈련 및 전직훈련 전담기관으로 운영하되
나머지 훈련기관은 양성훈련과정은 대폭 축소하고 재직근로자에 대한 향상 및 재훈련
전담기관으로 전면 개편하여 야 한다. 일본의 경우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고용촉진사업단 산하
공공직업훈련기관은 향상․ 재훈련만을 전담하는 직업능력개발촉진센터로 전환한바 있다.
다양한 훈련 모듈(module)을 개발하여 훈련생이 본인의 기능수준 등에 따라 필요한 모듈을 선택할
수 있는 고객 중심의 훈련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현재의 우리나라 공공훈련과정은 훈련생의
능력과 기능수준과는 관계없이 획일적인 훈련을 실시하는 비효율적인 훈련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보다 효율적인 비용절약적인 훈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업과 훈련생이 필요한 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같은 훈련공과 내에서도 훈련생의 기술․기능수준별 다양한 훈련 모듈을
개발하여 훈련생이 필요한 훈련과정만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공공훈련과정을 전면
개편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공공훈련기관은 5~10개의 훈련과정을 개설하여 1~3년의 장기훈련
위주로 운영하고 있으나 선진국의 직업교육훈련기관은 300~500개의 다양한 훈련 모듈을
개발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있어 훈련생은 필요한 과정만을 선택하여 수강하고 있다.

<표 6-4> 기업이 가장 필요해 하는 교육훈련과정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의 수요자 중심의 훈련과정 개발을 지원․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본부 및 공공훈련기관에 교육훈련과정 개발 팀을 설치하고 각 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 개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훈련과정 개발비용을 별도로 지원하여 훈련과정 개발
및 훈련성과에 따라 훈련기관별 보수를 차등화하여야 한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실정에 맞도록 훈련교사를 산업현장에 파견하여 훈련을
실시하거나 개별기업의 훈련수요에 맞추어 훈련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주문식 훈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지금까지의 직업훈련은 집체훈련(Off-JT)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중소기업은 집체훈련에 보낼 만한 여유인력이 없으므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실정에
맞도록 훈련교사를 산업현장에 파견하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습득시켜 주는 주문식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대기업의 경우에도 훈련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공공훈련기관 등이 주문받아 기업이 원하는 내용과 방법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주문식 훈련을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주문식 훈련은 훈련수요자의 요구에 맞추어 훈련수요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장소에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타성에 젖어 있는 훈련기관에 혁명적인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훈련생 모집과 수료가 연중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훈련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훈련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많은 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연중 수시모집 및 수료에 맞추어 산업계의 훈련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연간 훈련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훈련교사들은
훈련수요자가 원하는 훈련내용을 파악하여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산업현장의 훈련수요 파악에 열정을 가지고 임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주문식 훈련의 실시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주문식 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훈련교사들의 현장출장 및 훈련과정
개발 등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보수, 출장비, 수당 등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훈련수요자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훈련교사를 산업현장에 파견하여 수요자 중심의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므로 훈련교원을 'Sales Teacher'화하고 외주 수익금은 정부출연금과 별도 계리토록
하여 훈련교사의 인센티브 등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주문식 훈련은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이므로 현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훈련시설과 장비를
크게 보강하여야 한다. 성인이 부담감 없이 안락한 분위기에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책상과
의자, 기숙사, 휴게시설 등은 물론 훈련시설과 장비를 고급화하여 훈련생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훈련기관의 시설에서 첨단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훈련시설과 장비를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야 하는 바 모든 시설장비를
구입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훈련기관에서는 기본적인 기술․기능을 연마하고
첨단장비가 필요한 부분은 훈련을 의뢰하는 기업의 시설과 장비를 활용하는 산학연계훈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라. 유연하고 비용효과적인 직업훈련체제의 구축
첫째, 산학협동 교육훈련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직업분야별 필수 핵심 직업능력과 전공분야의
기본교육은 교육훈련기관의 집체훈련에 의해 이수하고, 전공분야의 실무능력은 산업현장에서의
교육훈련을 통하여 배양하며, 재직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계속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훈련기관에서 개발․운영함으로써 교육훈련기관과 산업현장이
긴밀히 연계되도록 훈련과정을 개편하여야 한다. 각 공공훈련기관별로 산업계 인사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0조)하여 훈련수요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훈련과정 개발시 산업현장에서의 직무내용에 대한 직무분석을 토대로
훈련과정을 개발함으로써 산업현장 수요에 부응한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의 취업능력 및
직무수행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훈련생 스스로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전이지향적 교수기법을 확산시키고 현장실습시간도 훈련시간으로 인정하여 산업현장에의
적응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둘째, 공공훈련기관의 전임교사는 기초과정의 훈련실시 및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훈련과정의
개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감축하고 능력있는 현장전문가를 중심으로 훈련교사
풀(pool)을 형성하여 훈련수요에 맞는 외부강사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외부강사 인건비 책정을
공공훈련기관장의 자율에 맡겨 유능한 현장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요비용 조달을
위해 훈련생 또는 위탁기업에게 훈련실비를 부담하게 한다.
셋째, 현장훈련(OJT) 모형의 개발․보급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재직 근로자에 대한 훈련은
현장훈련을 강화해야 훈련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 향상과 직결된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신기술 도입에 대한 근로자의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훈련기관은 중소제조업체의
현장훈련모형을 개발․보급하여 생산성 향상과 직결된 교육훈련을 확산시켜야 한다.
넷째, 우수훈련생에 대한 조기수료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양성훈련과정의 경우 훈련생의

능력에 따라 훈련기간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섯째, 훈련장비의 활용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현재의 공과별 실습장 체계를 공동실습장과
전공실습장으로 구분․배치하여 시설․장비의 활용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여섯째, 직업훈련 장비의 리스(lease)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훈련장비의 구입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훈련의 성과를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장비구입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신기술 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첨단 고가훈련장비는 현재의 직접 구입방식에서
리스로 구입하여 활용하는 방식의 단계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마.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 강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해 구성될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직업교육훈련협의회 등을 통한
직업교육훈련정책의 협의․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신설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통한
직업교육훈련 정책연구․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직업교육과 훈련의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직업교육훈련기관간 시설장비․교보재의 공동활용과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직업교육기관의
학점과 직업훈련기관의 학점이 호환성을 갖는 학점은행제도의 시행을 통하여 모든 국민에 대한
평생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별적으로 취득한 학력, 학위, 자격 등 인증된 학습경험과 학교외의 교육 등에서 얻은 학습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누적 기록․관리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인증하는 교육구좌제(education
account)의 도입으로 평생학습을 유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국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훈련신용제도(Youth Credit)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학습구좌(Individual
Learning Accounts) 제도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바. 직업교육훈련 하부구조의 구축
정부는 직업훈련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고 훈련기법․훈련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직업훈련과정별 교육훈련모듈 및 직업훈련 교보재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망을 직업안정기관, 공공직업훈련기관 및 직업능력개발원에
구축하여 교육훈련 수요자가 필요한 교육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게 지원하고 교육훈련 실시자에
대해서는 시간제 강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상담과 지도 및
직업훈련 알선, 직업훈련에 관한 연구, 직업적성검사 및 직업흥미검사기법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훈련교사의 양성 및 재교육을 활성화하고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발전 및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한다.

4. 公共職業訓練機關 運營方式의 改善
가. 공공직업훈련기관 운영의 혁신
공공직업훈련을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설립․운영'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재원은
공공부문에서 부담하되 훈련기관간의 경쟁에 의하여 우수훈련기관에 대해서 공공재원을
지원하는 훈련'이라는 개념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운영을
단계적으로 개혁해 나가야 한다.
먼저 제1단계에서는 공공훈련기관간의 경쟁을 촉진하여야 한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을
공단본부 중심의 조직체계에서 지역 및 훈련기관 중심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공단본부 기능을
관리기능 중심에서 지원․조정기능 중심으로 전환하고, 권역별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훈련체제로 개편(1997년)한다. 이와 관련하여, 훈련기관과 지방사무소 등을 4대 권역(경인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으로 분권화하여 각 권역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각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인사 및 예산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훈련성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도록 한다. 외부 직업훈련 전문가를 직업훈련기관의 장으로 특별채용하여 공단
훈련기관 운영에 경영마인드를 제고하여야 한다.

각 훈련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훈련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훈련기관간의 경쟁을 유도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데(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위탁 가능)
실질적인 평가의 주체는 훈련수요자인 기업과 교육훈련생이므로 훈련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 실적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2단계로서는 민간과 공공훈련기관간의 경쟁을 통한 훈련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민간과
공공훈련기관이 동일한 조건하에서 경쟁하도록 직업훈련에 대한 비용지원방식을 성과에 따른
차등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훈련대상자가 본인의 수요에 맞는 훈련기관을 선택하여 수강하면
정부가 그 훈련실적에 따라 훈련기관에 재정지원을 하는 훈련바우처(voucher)제도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기능대학과 직업전문학교의 특성화 및 자율성 확대
먼저 기능대학을 지역별 능력개발의 중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훈련프로그램을 권역 내의
다양한 훈련수요에 맞추어 재편하고, 양성과정은 민간훈련이 어려운 첨단 중화학공업, 벤처산업,
3D직종 등으로 특화시킨다. 기능대학과 직업전문학교에서는 지역주민과 근로자 등을 위한
다양한 직종의 주․야간 과정을 개설․운영하며, 이 때 기능대학 다기능 기술과정의 경우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하여 학생 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능대학의 양성대상 및 모집시기를 조정하여 전문대학 등 직업교육기관과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모색하여야 한다. 2년제 양성과정에 산업체 근로자, 자격증 소지자 등
특별전형대상자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1997년 현재 40%에서 2000년에 80%까지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훈련생 모집시기를 대학입학시기 이후로 조정해서 2년제 양성과정의 경우 현재의
1, 2월에 모집에서 2, 3월 모집으로 전환하고, 단기훈련과정의 경우는 연중 수시모집 체계로
전환한다.
셋째, 직업전문학교의 일부는 기능대학으로 개편하고, 나머지는 인근 기능대학부속기관으로
개편하는 방향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능대학 부설 직업전문학교는 단기
인력개발과정과 북한동포 등의 특성화 직업훈련기관으로 육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기능대학 및 직업전문학교의 특성화와 함께 이러한 훈련기관에서의 학과,
훈련생 모집 등에 있어 자율결정권을 강화하도록 한국 산업인력관리공단법을 개정한다.
기능대학에 산업계 인사를 포함하는 「훈련과정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과 신설,
전문교과과정 등을 지역특성에 맞게 조정하도록 한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직업훈련에 대한 참여 유도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직업교육훈련협의회(위원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역의
직업교육훈련을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직업훈련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및 고용보험기금에 의한 대부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직업훈련시설에 대하여 훈련실적에 따라 훈련비의 일정부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한다.

5. 職業訓練課程의 改編
가. 직업훈련 구분의 개편
현행 직업훈련은 공공직업훈련, 인정직업훈련 및 사업내직업훈련으로 구분되고
있다(직업훈련기본법 제7조). 그러나 사업내직업훈련의무제도를 포함한 민간직업훈련에 대한
규제를 폐지할 경우 인정직업훈련과 사업내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에 차등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직업훈련은 실시 주체에 따라 공공직업훈련과 민간직업훈련으로 구분하도록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공공직업훈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대한상공회의소 등)가 운영하는 훈련을 말하며,
민간직업훈련은 종래의 사업내직업훈련이나 인정직업훈련 그리고 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하여
공공직업훈련 실시자 이외의 자가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나. 직업훈련과정의 개편
현행 직업훈련과정은 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 및 재훈련으로 구분되고
있다(직업훈련기본법 제8조 제1항). 그러나 재훈련과정은 향상훈련과 구분하기가 어렵고 그
구분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여 향상훈련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직업훈련과정은
양성훈련, 향상훈련 및 전직훈련으로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각 과정별 직업훈련은 실시방법에 따라 집체훈련, 현장훈련 또는 산학협동훈련방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직업훈련기본법 제8조 제1항 후단)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원격화상․PC통신․우편통신 등 통신훈련이 중요한 훈련방법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으므로
통신훈련을 새로운 훈련방법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산학협동훈련은 집체훈련,
현장훈련, 통신훈련 등의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훈련방법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훈련방법은 집체훈련, 현장훈련, 통신훈련 등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기준직업훈련과 일반직업훈련의 구분
지금까지의 직업훈련은 정부의 직업훈련기준을 비롯한 규제를 많이 받아왔지만 앞으로
직업훈련에 대한 각종 규제가 폐지되게 되면 직업훈련에 대한 정부의 지원기준이 재설정되어야
한다. 즉 민간의 직업훈련은 자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되 정책적으로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및 우수직업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를 평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직업훈련과정을 노동부 장관이 정한 훈련기준을 준수하느냐 여부에 따라
기준직업훈련과 일반직업훈련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준직업훈련은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실시시 일정한 훈련기준을 준수하기 때문에
훈련의 질적 수준이 우수한 훈련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행․재정적 지원에 있어서 우대를 하도록
한다. 일반직업훈련은 기준직업훈련 이외의 모든 훈련과정을 말한다. 일반직업훈련에 대해서도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지만 기준직업훈련에 비하여 지원에 있어서 차등이 있을 수
있다. 차등지원의 예로써는 기준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한 훈련생에게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있어서 이에 상응한 시험과목 면제 등이 혜택이 주어질 수 있을 것이며, 학점인정에 있어서의
우대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기준직업훈련시설에 대하여는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그 지원수준을 일반훈련기관보다 우대하도록 한다.
이상과 같은 직업훈련과정을 구분하여 요약하면 [그림 6-1]과 같다.

[그림 6-1] 직업훈련과정의 구분

6. 勞․使․政간의 合理的인 職業訓練 費用의 負擔
직업훈련의무제도를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함에 따라 직업훈련촉진기금은
고용보험기금의 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으로 통합하여야 한다. 종전에 직업훈련촉진기금에서
추진하던 직업훈련지원사업은 고용보험기금에서 계속 지원하고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단일화하되 대기업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감으로써 정부의
직업훈련지원정책을 중소기업 등 시장실패부문에 집중되도록 하여야 한다. 동시에 일반회계의
직업교육훈련 재정지원을 확대하여야 하는데, 그 일환으로서 GNP 5% 수준의 교육재정투자에
따른 재정확대분을 학교교육 중 직업교육부문, 학교교육의 실패부분인 비진학 청소년의 산업
인력화(양성훈련)부분, 또 다른 학교교육의 실패부분인 (청소년)실업자 훈련, 그리고
평생교육체제 구축의 일환으로서 공공 및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하부구조 구축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훈련기관은 기본적으로 일반회계와 훈련생의 수업료에 의해 소요비용을
충당하되 재직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은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한다. 기능대학의 시설 확충 및
운영자금은 일반재정에서 부담하되 전문대학과 동일한 학력을 인정받는 점을 감안하여 수강생의
수업료 부담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재직근로자에 대한 향상․재․전직훈련에
대해서는 위탁사업주로부터 훈련실비를 징수하며 위탁사업주에게는 고용보험기금에서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훈련실적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직업전문학교의 경우 양성훈련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훈련생도 최소한의 수업료를 부담하게 하는
향상․재․전직훈련에 대해서는 위탁사업위주로부터 훈련실비를 징수하고 위탁사업주에게는
고용보험기금에서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훈련실적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저소득
수강생에 대해서는 훈련수강에 지장이 없도록 장학금 등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무료 직업훈련이
가능하게 한다.
대한상공회의소 직업훈련원에 대해서는 양성훈련 비용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되
양성훈련의 경우 훈련생도 최소한의 수업료를 부담하게 하고 단계적으로 향상훈련 전담기관으로
전환하며, 재직근로자에 대한 향상․재․전직훈련 비용은 위탁사업주로부터 받는 위탁훈련비에
의해 조달하고 위탁사업주에게는 소요비용을 훈련실적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직업훈련시설의 설치비용은 일반회계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재직근로자에 대한 향상․재․전직훈련 비용은 고용보험에서
지원한다.
민간직업훈련기관에 대해서는 훈련시설의 설치비용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융자하고 관리운영비는

훈련실적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지원한다. 양성․전직훈련 비용은 전액 지원하고 향상훈련 비용은
기업규모 및 피보험자의 연령 등에 따라 지원율을 차등화한다.
사업주는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비용을 부담하되 소요비용의 상당부분을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7. 職業能力開發事業 適用對象의 擴大와 保險料率의 再設定 및 바우처制度의 適用
직업훈련의무제를 폐지하고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에 따라 재정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는 이상에서 지적한 수익자 부담 원칙에 근거한 훈련비용,
수강료(수업료)의 인상 이외로 직업능력 개발사업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직업훈련촉진기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고용보험기금에서 중소기업의 직업훈련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 위하여는 중소기업에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을
확대하여야 하는데,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사업장 범위를 5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과 정부의 훈련시행 및 행정관리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수혜 및 비용부담의 형평성 문제,
중소기업 부담의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을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은 완전 단일화에 앞서 현행 3단계로 되어 있는 보험료율을 2단계로 단순화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다. 즉 고용보험법상의 우대기업(제조업 500인 미만, 광업,
건설업, 운수․창고․통신업 300인 미만, 기타 산업 100인 미만)은 임금총액의 0.1%로 하고 현재
직업훈련 의무사업장을 포함한 비우대기업은 0.5%로 하는 방안이다. 이는 종업원수 150~499인
사이에 있는 상당수의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면서 이들의 직업훈련 참여를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을 단일화하도록
하며 자율적인 직업훈련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사회보장성(사회책임성) 보험료만 납입하게 하고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
사업에서의 지원은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일본 고용보험의
능력개발사업을 참고할 수 있다.
재정지원방식을 수요자 중시, 성과 중시, 경쟁체제 원리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데서 바우처제도의
도입을 제시하였지만, 현실적으로 기업을 매개로 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시행이 불가피한 만큼
직접적인 이 제도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는 이 취지를 살리는 방향에서 이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즉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한 기업에 대한 지원은 바우처제도를 원용하여, 적용사업체의
근로자가 직접 훈련기관을 선택하여 훈련을 수강하도록 하되, 훈련위탁사업주는 훈련비용 중
고용보험 지원금이 못미치는 차액만 훈련기관에 선납하도록 하고 훈련실시후 훈련기관이 나머지
훈련비용을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직접 수령하도록 하는 방안이 그 하나이다. 이는 훈련비 전액을
기업이 현금으로 선납한 후 훈련실시후 정산하여 다음해 초에 지원받던 방식에서 탈피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현금부담을 줄여 직업교육훈련 실시에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이 제도는 훈련기관간에 훈련생을 모집하기 위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때문에 성과와 질이
좋은 훈련을 제공하도록 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물론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지원이
이루어지는 실업자 재취직훈련지원이나 지자체의 직업훈련 등에 대하여는 바우처제도를 바로
적용할 수 있다.

第 3節 職業訓練義務制와 職業能力開發事業의 一元化方案 :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의 制定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직업훈련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현행 직업훈련체제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21세기 국가발전을 주도할 실천적인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체제의 전반적인 재구축이 요청되고 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행

직업훈련기본법을 폐지하고 고용보험법 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취지를 살리되 기존의 두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통합적인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모법으로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모법의 제정으로 완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향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서 이러한 법 제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우선 이러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기본방향과 성격 및 체계,
그리고 향후 후속 법령과 제도가 담아야 할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一元化의 基本方向
일원화의 기본방향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입법취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법안에 모든 항목이 조문으로 구체화될 수는 없으며 향후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마련이나 직업교육 훈련정책을 수립․시행하여 나갈 때 담아야 할 방향에
해당하는 내용들이다. 또한 이의 상당부분은 앞에서 언급한 직업훈련체제 개편의 방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기도 하다.
가. 민간부문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기반 조성

1)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저해하는 규제의 철폐
직업훈련의무제를 폐지하고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일원화한다. 이에 따라 현행의
직업훈련기본법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으로 개편하고, 직업훈련촉진기금의 잔여액은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활용하도록 한다. 그러나, 의무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들은 일정한 경과기간을 두고 시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직업훈련비용 인정범위을 확대하고, 훈련시설과 장비 등의 훈련실시 요건 및
지원절차를 간소화하여 직업훈련의 활성화에 제약이 되고 있는 요인들을 해소해 나가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2) 직업훈련시장의 활성화
직업훈련기관간에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서 훈련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능력개발사업 실시기관을 확대하고, 훈련평가 결과와
훈련정보를 공개하여 수요자가 훈련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경쟁적 훈련시장을 형성하도록
한다. 이때, 훈련평가에 있어서는 외형적인 훈련실적보다는 실질적인 훈련성과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평가체제를 확립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직업훈련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또 다른 조치로서, 인정직업훈련기관의 설립․운영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간다. 여기에는 영리법인의 직업훈련사업 참여 허용, 직업훈련법인의
기능대학 설립허용 방안 강구,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한 훈련비용 및 수강료 등의 결정 자율화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
또 직업훈련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직업훈련기관의 시설투자 등을 통해 훈련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간다. 즉 중소기업사업주단체, 협회 등의 훈련시설비를 적극
지원해 주고,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리스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훈련산업에 대한 조세감면, 시설입지 등의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3) 노사의 적극적 직업능력개발 참여 지원
노사가 적극적으로 직업능력개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분배중심의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참여적․협력적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 기업단위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관장할 관리자를
선임하고, 노사협의에 의해 능력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조합단체와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사업장의 교육․훈련시설을 직무능력향상과정
운영기관으로 육성해 나가고, 직업능력개발 우수사업장을 선정하여 가칭 <직업능력개발대상>을
수여하고, 이러한 사업장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중소기업의 인력개발 지원
중소기업은 재정적․인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독자적인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중소기업 공동훈련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법안은
중소기업 공동훈련, 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나 업종별 단체 등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훈련실시를 유도하고 여기에 대해 각종 지원과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며, 아울러 공동훈련시설
장비의 구입비용에 대한 지원방안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인력개발 지원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기업의 교육훈련시설을
하청․협력업체를 위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활용하는 조치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기업과 하청․협력업체가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할 경우 소정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한다.
나. 공공직업훈련의 효율화

1) 공공직업훈련의 기능 및 운영방식의 개혁
공공직업훈련의 기능과 운영방식을 개혁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구분된다.
① 공단본부 중심의 조직체계에서 지역 및 훈련기관 중심으로 개편: 제2절에서 상술함.
② 기능대학과 직업전문학교의 특성화 및 자율성 확대: 제2절에서 상술함.
③ 권역별 고용․훈련서비스체제 구축
먼저, 지방권역 본부에 「인력수급센터(가칭)」를 설치하여 지역의 인력수급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 이러한 「인력수급센터」에 지역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사업주단체와 노조참여를 제도화한다. 또한, 인력수급센터는 기능대학
능력개발센터와 지역내 벤처산업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협력과
현장훈련 등을 중점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
둘째, 직업훈련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위한 정보망을 구축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에 노동부
및 공단의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직업훈련 정보를 제공하고, 노동부 고용정보망과 각급
직업교육훈련기관․직업능력개발원과의 연계를 통하여 관련정보를 공유토록 한다.
셋째, 지역별 능력개발센터의 민간지원기능을 보강하여 지역사회의 '열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과 민간직업훈련기관에 훈련프로그램과 정보를 제공하고, 인근
중소기업과의 자매결연 등을 통하여 수시로 조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현재
인천․창원․대구기능대 등 3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권역단위별로 수요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한
「산학협동현장기술연구소」를 확대하며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생활기술교육훈련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시설과 장비를 개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원거리에 소재한 사업체의
근로자를 위해서는 「이동식 현장출장훈련」도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④ 직업교육부문과 연계․협력 강화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먼저,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시행하도록 한다. 또 교육기관과 훈련기관간에 시설과 장비, 교사
등의 상호 활용방안을 마련해서 이론․실습교사의 상호파견 및 연수시설의 상호활용을
활성화하고, 교육훈련과정과 학점의 상호인정방안을 강구하며, 직업훈련기관의 우수
실습시설․장비를 전문대학과 공고졸업자의 실기능력 배양훈련에 활용하도록 한다.
2) 수용자 중심의 훈련과정 개설
수용자 중심의 훈련과정 개설을 위한 조치는 '주문식 훈련' 프로그램 확대와 잠재인력개발을 위한
훈련프로그램 개설․운영 등의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① 기업의 필요에 따른 '주문식 훈련' 프로그램 확대
기업 요구에 따라 훈련프로그램을 편성하여 해당사업체 근로자에게 훈련을 실시하는 '주문식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실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주문식 훈련에 적합한 시설장비
개체비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며, 향상훈련 직종을 사무서비스직(예를 들면, 인터넷,
출판편집, 세무관리, 직무분석 등의 과정 개설)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한다. 또한, 각 기능대학에
재직근로자의 향상훈련을 위한 다양한 직종과 야간과정을 개설 운영하도록 한다.

수용자의 욕구파악을 위해서는 훈련교사를 산업현장에 파견하여 수요자 중심의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며, 훈련기관의 교원을 'Sales Teacher'화하고 외주 수익금은 정부출연금과 별도
계리토록 하여 훈련교사의 인센티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잠재인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훈련프로그램 개설․운영
잠재인력개발을 위한 조치는 비진학청소년과 징집면제자, 장기복무 전역 예정자 및 여성에게
주로 적용한다. 먼저, 비진학청소년과 징집면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장기복무 전역예정자 등의 사회적응훈련 및 기술․기능습득 기회 및 산업기능요원 소집자에 대한
직업훈련 실시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잠재인력개발의 일환으로서 여성에 대한
직업훈련도 또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훈련기관의 경쟁체제 도입 및 교사의 능력개발
훈련기관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훈련교사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먼저
훈련기관장 및 훈련교사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성과급제'와 '기관평가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일부 훈련기관은 전문적 지식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인사를 기관장으로
공개채용하여 자율경영의 기반을 확대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훈련기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이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고, 이를 기관장 재임용에 반영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훈련기관의 직제를 개편하고 사업기능 조정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한다. 공단 본부의 집행적
기능수행 인력 등 일부를 공단 지방사무소 등에 재배치하고, 아울러 훈련기관 상근교원(현행
학과별 6~7명)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외부강사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교원의 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서는, 교원의 전공분야에서의 상위학위 취득에 대한
지원과 민간훈련기관, 산업체, 해외파견 등을 활성화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또한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주기적인 워크숍과 훈련프로그램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교원의 자질과 업적에
대한 평가를 급여와 재임용에 반영하는 한편, 매년 '최우수 교원'(Best Teacher)상을 수여하는 등의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4) 통일에 대비한 '북한동포 능력개발' 기반 조성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동포 직업능력개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단계별로
직업훈련과 관련된 세부대책을 수립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단 본부에 '(가칭)통일대비
인력개발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일 이전에도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전담기관(정수기능대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5) 지방자치단체의 직업훈련에 대한 참여 촉진
지방자치단체의 직업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그 일환으로서
직업능력개발사업 프로그램에 의한 직업훈련비용과 지역별 능력개발센터에서 지자체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 준다. 또 직업훈련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기구․조직의 활성화(직업교육훈련협의회, 지방고용안정심의회 등)를 도모한다.
다. 근로자의 평생능력개발체제 구축

1) 직업능력개발 직종, 프로그램의 지속적 확충
현재의 제조업․생산직 위주의 기능훈련을 사무관리․서비스 분야 등 전 업종에 걸친 능력개발
향상훈련으로 확대한다. 또한, 적용규모에 있어서도 고용보험 능력개발사업 적용대상 사업장을
현행 70인, 1998년에는 50인 등으로 확대하여 가능한 한 빠른 기간내에 모든 사업장이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한다.
이러한 조치와 함께 모든 근로자에게 열린 교육훈련기회를 부여한다. 주․야간의 다양한
훈련과정 및 신직종분야 훈련프로그램의 개발․보완으로 훈련수요자의 선택폭을 대폭 확대하고,
인터넷, 원격화상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훈련방식 및 모듈식 교과과정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지속적 능력개발촉진을 위한 경력개발제도의 도입 추진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경력개발제도 도입을 위해, 먼저 인적자원회계(Human
Capital Accounting)지표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인력의 지식․기술․능력 등을
측정․평가하여 재무제표 등의 자산에 반영함으로써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인적자원회계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외국사례 및 인적자산 가치평가 기법
등을 조사연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경력개발제도 도입의 일환으로서, 화이트칼라의 직업능력향상제도를 개발․시행한다. 이는
사무관리분야의 직무를 영역별․수준별로 체계화하고, 이에 부응하는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교육훈련 이수 확인과 취업안내 등의 경력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교육구좌제(education accoumt) 나 '교육훈련 카드'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산업현장에서 인정받는 기술자격제도로의 개편
기술․기능의 경계구분이 어려워지는 산업사회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격 등급의 합리적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기술계, 기능계, 서비스계와 같은 현재의 자격구분을 폐지하고,
자격등급을 단순화하되 종목 특성에 따라 다양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직무 내용이
유사한 종목의 통․폐합도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공공자격제도의 개편과 함께 올해부터 도입된 민간자격제도를 확충하여 모든 능력있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게 민간자격 창설기능을 부여하도록 한다. 다만, 사회통념에 반하거나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등은 이러한
민간자격제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검정방법을 응시자의 편의와 자격취득후 산업현장에서의 통용성을 기준으로 개선하고
국가자격 검정의 일부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4) 기능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기능장려시책의 강화
기능장려시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현장산업기술인'
선발지원과 우수기능인의 발굴․육성시책, 그리고 직업능력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다채로운 행사
및 홍보활동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수기능인 발굴과 육성책은 신규직원 채용시 학력요건의
점진적 철폐와 기능인을 우대하는 승진․승급 및 임금체계를 권장하는 것과, 기능장려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능장려기금의 조성을 확대해 나가는 조치들이 포함될 것이다.
또한, 직업능력개발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으로서 업종별․직종별로
개최되는「민간기능경기대회」등을 적극 지원하고, 매년「직업능력개발촉진의 달(가칭)」을
설정, 직업훈련박람회 등 직업능력개발 관련행사를 집중실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능력개발 캠페인 등의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우수기능인 작품전시장을
설치․운영하여 기능인식 제고 및 '기능 전수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2. 統合法案의 마련
가. 법의 성격
가칭「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은 헌법 제32조(근로의 권리)와 정부의 고용정책 전반을 규정하고
있는 고용정책기본법의 하위법으로 볼 수 있다. 관련법령으로는 고용보험법, 직업안정법,
국가기술자격법, 기능장려법,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 기능대학법, 그리고 직업교육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 교육부와 공동 관장하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
자격기본법 등을 들 수 있다.
이 법은 전반적인 고용정책의 차원에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이나 수단을 규정하게 되는데, 전체 법체계에서「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위상을 살펴보면 〔그림 6-2〕와 같다.
나. 법의 체계와 주요 내용

민간직업능력개발의 활성화와 공공부문 직업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는 이 법은
직업훈련의 범주에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공공, 사업내, 인정직업훈련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법상의 교육훈련 등까지 포함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직업훈련기준의 준수를 전제로 하지
않음으로써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의 영역을 확대하여 직업훈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또, 직업훈련의무제를 근간으로 하는 사업내직업훈련을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원의 요건․절차 등을 간소화함으로써 직업훈련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게 될 것이다.
〔그림 6-2〕 법제상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위치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계획을 수립토록 권장하고, 계획수립 단계에서 근로자대표 또는 노동조합이
참여토록 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이 노사협력하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직업훈련의무제의 폐지에 따라 직업훈련촉진기금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에 의해
조성되는 직업능력개발사업비에 포함되도록 하고, 양성훈련이 위축되지 않도록 일정수준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금 용도를 확대하는 조치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직업훈련교사와 함께 기능대학의 교원도 이 법의 직업훈련교원에 포함시키고, 이들에
대한 지위향상과 사기진작, 능력개발을 위한 시책을 국가 등이 추진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이다.
개편전의 「직업훈련기본법」과 개편후의 가칭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비교해 보면 <표
6-5>와 같다.

<표 6-5> 신․구 법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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