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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言
정보화․세계화 및 기술진보의 가속화로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를 맞고 있는바, 이러한
무한경쟁시대에 비교우위를 계속 유지하는 길은 인적자원의 개발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중의 하나가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이다.
우리나라는 근로자들의 평생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고용보험제도의 틀 속에 포함하고 있으나 기존의 직업훈련기본법이 고용보험제도의 입법취지와
다소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직업능력개발사업이 기본적으로 직업훈련기본법의 관련규정에
바탕을 두고 있어 직업능력개발사업체계가 아직 완비되지 않은 상태이고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홍보도 미흡하여 아직까지 직업능력개발사업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활용하는 기업과 근로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활용하는 노사가 크게 증가하자 정부는 자신감을 갖고 직업훈련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한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체제의
개편작업을 추진중에 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시점에 본 연구에서는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추진상황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자세히
분석함으로써 노사가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기업체 및 근로자 의견을 실태조사를 통하여
분석함으로써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제4장에서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여
직업훈련기본법의 개정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활성화방안은 앞으로 우리나라 직업훈련제도 및 고용보험제도의 발전에 귀중한 참고자료가
되리라 확신한다.
본 연구는 본원 부설 고용보험연구센터의 유길상 소장과 강순희 부연구위원 그리고 홍성호
연구원의 공동 연구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깊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었다. 이 점 저자를 대신하여 감사드린다. 특히 노동부의 능력개발과 직원 여러분께서 본
연구에 필요한 많은 조언과 자료제공을 해주었으며 학계의 많은 분들도 깊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본 연구를 위한 실태조사에 기꺼이 응해 준 응답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자료정리를 담당한 본원의 전경님․유영실 연구조원, 출판을 담당한 박찬영
전문위원을 비롯한 출판팀의 수고에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모두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 둔다.

1997년 6월
한국노동연구원
원장박훤구

第 1章
序論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현장기술기능인력을 기피하는 전통적인 풍토가 뿌리깊어 산업화에 따라
급증되어 온 기술기능인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정부의
산업인력개발정책은 어느 기업에서나 활용이 가능한 일반적 기능․기술 중심의 현장기능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두어 왔다. 실업계 고교를 늘리는 교육정책적 대책과 아울러
공공직업훈련의 증대 그리고 분담금제도를 통한 민간직업훈련의 강제적 견인 등 직업훈련정책적
범주에서의 대책이 그러한 예이다.
그러나 정부주도의 현장기술기능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어 온 이와 같은 산업인력개발정책은
대내외 노동환경의 급변, 즉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고학력 및 고소득
시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게 되었다. 실업계 교육이나 직업훈련의 대상자를
유인하기가 갈수록 어렵게 되고 있으며, 기업의 수요에 부응한 기업특수적 훈련이나 향상훈련이
미흡하여 급격한 산업구조 조정에 유연하게 부응할 수 있는 산업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오늘날처럼 노동력의 공급구조가 크게 변화할 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의 속도가 빠르고 다품종
소량생산이 이루어짐으로써 종업원의 직종구성이 매우 다양해지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여건하에서는 더 이상 정부주도적이며 획일적인 직업훈련체제가 효율성을 발휘할 수 없게 되어
가고 있다. 이제는 생산의 주체인 기업과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즉 직업훈련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향상시킬 수 있는 민간자율의 직업교육훈련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과 취지하에서 도입된 것이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이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은 도입․시행된 지 이제 1년 반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 그 본래의 취지를 살린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사업체에서는 이 사업의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또 다른 규제나 부담스러운 준조세의 하나로
받아들이는 경향조차 있는 것 같다.1)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도 여전히 직업능력개발의 중요성이나
이 제도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못하며, 제도상으로도 여전히 미비된 부분이 있고 다른
제도와 상충되는 부분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시행초기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그
개선책을 검토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현재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또한 산업현장의 기업체와 근로자의 의견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의 활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행하였다. 이러한 분석과 진단을 바탕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정책과제로서 제시할 것이다.
주석 1) 최성수, 『직업훈련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경제연구원, 1997. 1, 62쪽.

第 2章
職業能力開發事業의 內容과 推進現況
第 1節 職業能力開發事業의 基本構造
고용보험이 제공하는 3대 사업 가운데 하나인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상시근로자 70인 이상인
사업장에게 적용되는 사업1)으로서 기업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을 통해 인적자원의

질을 향상시키고 근로자 자신의 직무능력 향상 노력을 유인하여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은 기업측에게는 생산성 향상과 근로

[그림 2-1]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분야

자에게는 직업능력 향상을 통한 실업예방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림 2-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업이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2)
분야는 직업훈련비용 지원 , 교육훈련비용 지원, 유급휴가훈련비용 지원, 직업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 대부 등이 있다. 그리고 근로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분야는 교육수강비용 대부, 실업자
재취직훈련 지원, 고령자 등 수강장려금지원 등이다.
이와 같은 여러 지원분야 중 기업이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려면 우선 자사가
실시하고 있는 혹은 근로자 자신이 참여하고자 하는 직업훈련 또는 교육훈련이 직업능력개발사업
분야의 어디에 속하는지 알아야 한다. 사업 분야에 따라 지원금의 한도와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우리 회사는 이러이러한 직업훈련 또는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그 비용에 대한 얼마만큼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자사의 훈련계획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고 참여한 후 해당
분야의 지원금을 신청하고 수급하는 절차에 따라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되는 것이다3).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표로 나타낸 것이 [그림 2-2]와 [그림 2-3]이다.

[그림 2-2]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사업 자원의 흐름도

[그림 2-3] 근로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사업 자원의 흐름도

주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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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는 15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임금총액의 0.1%,
150인 이상 우대기업은 0.3%, 150인 이상 대규모기업은 0.5% 등으로 사업장 규모별로 각기
차등적용되고 있다(우대기업 범위에 대해서는 <표 2-1>을 참조). 그런데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전년도(1996년도) 공사실적이 44억원(1996년도에는 1995년도 공사실적이 40억원) 이상이면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때 그 보험료는 (전년도
공사실적×노무비율)/(건설업 월평균임금×12)로 상시근로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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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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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 내용 등에 관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훈련방법에 따라 직업훈련은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설치한 훈련 전용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집체훈련(off-JT)(자체훈련과
위탁훈련으로 구분)과 산업체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현장직업훈련(OJT), 그리고
집체훈련․현장훈련 및 교육법에 의한 학교교육이 상호 연계된 직업훈련인 산학협동훈련(공고생
2+ 1훈련)으로 구분된다.
주석 3) 1997. 5. 8. 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원금 신청절차가 간소화되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며, 본고에서는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다.

第 2 節 雇傭保險法令의 改正에 따른 職業能力開發事業 規定의 變化
1996년 12월 30일 고용보험법이 개정되고 그에 따라 1997년 5월 8일 시행령이 개정․공포되면서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이 변경되었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中小企業의 名稱 變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부 및 각종 보험금 지원에 있어 대기

<표 2-1> 중소기업의 명칭 변경

<표 2-2> 사업내직업훈련비용 지원의 명칭 변경

업에 비해 보험료율과 지원율에서 우대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나 그동안 어떤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과 고용보험법의 판단기준이 상이하여 기업에 혼동을
초래하여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종전의 중소기업이라는 명칭을 "산업별 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개칭하여 법에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두 법에서
상호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데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였다.

2. 職業訓鍊의 範圍 擴大
기존 규정의 경우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만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원대상이 제한적이었으므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직업훈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이와 같이 광범위한 의미로 직업훈련의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까닭은 향후 직업훈령의
지원항목이 늘어날 경우 법의 개정이 아니라 하위법령의 개정만을 통해 직업훈련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직업훈련을 보다 신속하게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은 사업내직업훈련밖에 없으므로 본 보고서에서 언급되는
'직업훈련'이란 사업내직업훈련을 칭한다.

3. 職業能力開發事業의 支援金 支給節次 改善
가. 개산보험료를 비용지원의 기준으로 변경
기존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내직업훈련과 교육훈련 및 유급휴가훈련 등은 훈련이 종료된 다음해
70일 이내에 정산절차를 거쳐 지원을 하도록 하였던 바, 훈련실시 이후 곧바로 비용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함으로써 기업으로부터 시정요구가 있어 왔다. 이에 대해 불필요한 절차를 폐지하고
훈련비용에 대한 지원이 당해 연도에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산보험료를 비용지원의
기준으로 변경하였고, 훈련종료후 다음 분기 첫달 말일까지 비용지원 신청을 하도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사업내직업훈련의 비용정산 및 지원신청) 및 제42조(교육훈련 등 비용의
지원신청)에 명시하고 있다.

나.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사전 공제 폐지
기존의 규정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이 다음해 정산을 거쳐 지급되도록 하고 있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사전공제제도를 두었으나 개정법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한 것처럼
직업능력개발지원금의 기준을 당해 연도 개산보험료 중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에 두게 되고
고용보험 시행규칙에 의해 지원금을 당해 연도에 지급하게 되면 사전공제제도를 두어야 할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였다.

<표 2-3> 비용지원의 기준이 되는 보험료의 변경 및 보험료의 사전 공제 폐지

<표 2-4> 교육훈련 등 훈련계획 신고절차의 간소화

다. 교육훈련 등의 훈련계획 신고절차 간소화
교육훈련 및 유급휴가훈련의 사전 계획수립 및 신고절차를 폐지하여 교육훈련 등의 훈련실시절차
개정시 훈련수요자의 입장을 반영하였다.

4. 敎育訓練 등에 대한 支援 擴大
가. 구직자 및 이직예정자의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직업안정기관에 등록된 구직자나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이직예정자에게 교육훈련이나 강습을
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표 2-5> 교육훈련 대상의 확대

나. 유급휴가훈련의 요건 완화
우수한 인력의 인력양성과 이들의 지속적인 직업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유급휴가훈련의
요건을 완화하였다.
다.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확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외부강사의 강사료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라. 교육훈련기관의 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 지원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훈련
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대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6> 유급휴가훈련의 요건 완화

<표 2-7> 자체 실시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확대

<표 2-8> 교육훈련기관 시설에 대한 비용대부

5. 建設勤勞者 등의 雇傭安定 및 職業能力開發 支援
건설업은 고용불안, 고용관계의 불명확, 복지수준, 직업훈련 등이 타 업종에 비하여 특히
열악하여 근로자가 건설업에의 취업을 기피하고 기존 숙련기능인력의 전직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건설분야의 인력난 해소와 부실시공 방지,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특별지원책의 일환으로
신설되었다.
또한 건설근로자 이외에도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도 지원받을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등'으로 규정하였다.

<표 2-9> 건설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第 3 節 職業能力開發事業의 內容 1)
1. 職業訓鍊費用 支援
가. 지원요건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 이하 '사업내직업훈련'이라 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직업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기업은 훈련과정에 따라 양성훈련, 향상․재훈련, 전직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훈련방법에
따라 집체훈련(Off-JT)과 현장훈련(OJT)이 가능하다. 다만, 어느 경우나 직업훈련기본법에서 정한
2)
직업훈련의 교과과정, 시설기준 및 훈련시간 등에 관한 훈련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나. 지원금

1) 자체훈련
가) 집체훈련(Off-JT)
사업내직업훈련시 자체훈련의 경우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산출된다.

(1) 지원지급항목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내훈련의 실제비용을 거의 인정하는 방향으로 지원대상
항목을 지정하였다. 자체훈련인 경우 지원금 지급항목은 <표 2-10>과 같이 8개 항목이다.
(2) 지원금 지원율
훈련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대규모 기업의 지원금 지원율은 훈련비용의 80%이고,
우대기업은 지원금 지원율은 100%이다. 그러나 지원금의 한도규정이 있어 대규모 기업은 자사가
납부한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20% 이내이고 우대기업의 경우는 180%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3) 훈련수료율
훈련수료율이란 사업내직업훈련을 수료한 인원을 사업내직업훈련 계획상의 훈련생 인원으로
나누어 산출한 값의 백분율을 말한다. 그러나 양성훈련․전직훈련 또는 훈련기간이 4주 이상인
향상훈련․재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훈련생의 사정으로 인해 소정 훈련기간의 100분의 80이상을
이수하고 중도탈락한 자는 훈련수료자로 본다.
나) 현장훈련(OJT)
현장훈련의 경우 위의 집체훈련과 동일하게 지원금이 산정된다. 현장훈련이 집체훈련과 다른
점은 현장훈련이 제조업체의 생산시설을 이용하는 훈련이어야 하고, 훈련기간의 한도가 3개월인
점이다. 그리고 지원금의 지급도 제한이 있어서 직업훈련교사 인건비의 50%만을 지급하고, 또
교재비 및 재해보험료 등의 항목에 한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표 2-10> 사업내직업훈련시 지원대상 항목

2) 위탁훈련
사업주가 사업내직업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업훈련 기본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기관에 사업내직업훈련을 위탁하여야 한다.3)
직업훈련기관에 직업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총액은 사업주와
직업훈련기관간에 체결한 위탁계약서상의 위탁훈련비에 대규모 기업이 70%, 우대기업이
90%라는 지원금 지급률과 훈련수료율을 곱하여 산출된다.
위탁훈련에 있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자체훈련과 동일하다.

3) 산학협동훈련(공고생 2+1 훈련)
자체훈련과 동일하게 지원금이 산정된다. 다만, 현장훈련에 대한 지원은 3개월 이상의
집체훈련을 이수한 자에 한한다.
다. 비용지원 신청절차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지원금의 신청절차와 요건이 약간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들은 차후에 훈련 수요자의 편의를 더욱 고려하여 개정되어 나갈
것이다.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신청 및 지급업무는 관할 지방노동관서 담당부서에서
4)
담당한다.
사업내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장이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우선 기업측은 훈련이 시작되기 14일 전까지 훈련실시계획서가 첨부된 승인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관리과를 제출한다. 훈련계획이 변경되었으면 훈련개시 14일 전까지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림 2-4] 사업내직업훈련 계획 승인업무체계

②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지방노동관서(본사 관할 지방노동관서) 관리과에는 기업 본사에
승인통지서를 송부한다.
③ 훈련실시자는 훈련개시후 10일 이내에 훈련생 명단을 제출하고 매분기 첫달 10일까지 분기별
직업훈련 실시상황을 보고한다.
④ 훈련종료후 다음 분기 첫 달의 말일까지 사업내직업훈련에 소요되었던 비용정산보고서와
비용지원신청서를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이를 검토한 지방노동관서는 10일
이내로 지급결정통지서를 사업주에게 보낸다.

[그림 2-5] 사업내직업훈련 비용정산체계

⑤ 지방노동관서는 확정보험료가 아닌 개산보험료에 기준하여 계산된 지원금 지급결정통지서를
사업주에 송부하는 동시에 금융기관에 지원금을 납부하며, 사업주가 훈련종료 다음 분기에 이
지원금을 은행으로부터 인출하면 지원금 수급과 관련한 절차가 모두 완료된다.
사업내직업훈련 지원에 대한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절차는 [그림 2-6]에 요약되어 있다.

[그림 2-6] 직업능력개발사업 중 사업내직업훈련에 대한 지원금 지급절차

2. 敎育訓練費用 支援
가. 지원요건

1) 지원대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근로자로 하여금 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전문대 이상
교육기관의 과정(정규교육과정 등 일부 교육과정 제외)이나 지정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게 하고 고용보험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지원대상 교육훈련과정
지원대상이 되는 직업훈련은 다음 세가지의 과정으로 나눌수 있다. 먼저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개설된 교육과정 중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과정이 있으며, 다음으로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 등을 실시하는 교육
훈련기과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로자를 위하여 개설한 과정이 있다.
그리고 마직막으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 고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이
있는데 이 경우에 지원 범위촵방법촵절차 등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위와같은 교육훈련 과정에서 진행되는 교육훈련을 받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총
20시간의 교육시간과 주 10시간 이상의 연속실시 요건 그리고 훈련교재를 통한 교육훈련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이러한 요건은 1997년 중 변경될 예정에 있음). 그런데 비록 그러한
조건을 만족한다고 할지라도 교육기관에서 개설한 최고경영자과정, 외국어, 세미나, 심포지엄
등과 학위 수여를 목적으로 하는 정규교육과정은 본 교육훈련비용 지원과정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이중에서 최고경영자과정과 업무상 필요한 외국어에 대해서는 1997년 중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임). 1996년 5월말 현재 지정교육훈련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훈련과정은

경영기획분야, 재무회계분야, 계층별 교육분야, 인사노무분야, 국제무역분야, 생산관리 및
기술분야, 공장자동화분야, 사무자동화분야, 영업기술분야, 금융보험분야, 품질관리분야,
산업안전분야, 환경관리분야, 기타 등 14개 분야에 총 933개 과정이 있었다(부록 1참조).5)
3)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정관에 교육훈련사업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훈련시설을 자체소유하거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1년 이상 교육훈련 전용시설을 확보하고
6)
있어야 한다. 훈련지정 대상기관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과 당연지정기관
그리고 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구분된다(표 2-11 참조).
나. 지원금
위탁훈련의 경우에 대규모 기업은 훈련비의 70%, 우대기업은 90%를 지원한다. 위탁훈련비의
상한은 없지만 1인당 연간 교육비 한도는 100만원(우대기업은 150만원)이다.
다. 비용지원 신청절차
사업주가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비용정산보고서와 비용지원신청서를 훈련종료 다음 분기 첫달
말일까지 지방노동관서 고용보험과에 제출한 후 사업장 관할 노동사무소로부터
지급결정통지서를 발부받게 되면 그와 동시에 비용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표 2-11> 교육훈련기관 현황(1997년 2월 현재)

3. 有給休暇訓鍊費用 支援
가. 지원요건
1)지원대상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30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각종 학교교육과정, 각급
직업훈련촵교육훈련 시설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 시행령에서는 기능 및 기술장려를 위하여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유급휴가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지원대상 교육훈련과정
사업주가 교육훈련 및 직업훈련의 수강을 위해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교육과정은
교육훈련과정과 동일하다. 다만, 유급휴가훈련의 총교육훈련과정은 30일 이상, 12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나. 지원금
휴기기간중의 임금7) 과 수강료를 합친 액수에 대하여 대규모 기업은 70%, 우대기업은 90%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 1인당 연간 400만원(우대기업은 6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다.
다. 비용지원 신청절차
유급휴가훈련 지원절차는 교육훈련 지원절차와 동일하다. 즉 사업주가 유급훈련을 실시하고
비용정산보고서와 비용지원신청서를 훈련종료 다음 분기 첫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사무소 고용보험과에 제출한 후 지급결정통지서를 발부받게 되면 이와 동시에
비용지원이 이루어진다.
4. 職業訓鍊施設 등에 대한 費用 貸付

직업능력개발 적용사업주로서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또는
직업훈련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특히 우대기업 사업주나
우대기업 사업주 단체의 직업훈련 실시의 경우에는 우선적인 대부를 제공한다.
또한 사업주가 자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단기교육과정을 위한 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에도 필요한 비용을 대부할 수 있다.
가. 대부범위
직업훈련 시설촵장비 및 기타 편의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주단체의 경우 25억원, 단일
사업주의 경우 10억원 이내로 90%까지 대부받을 수 있다.
나. 대부조건
대부금리는 우대기업 사업주나 단체는 연 1%이고 대규모 기업인 경우는 연 2.5%이며, 기간은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총 10년이다. 이자는 연 4회 분기 말일까지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원금은
거치기간 경과후 5년간 연 4회 균등상환한다.
다. 대부절차
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지원업무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되어 이루어진다. 대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부신청서, 서약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고 공단 산하의 지역별 능력개발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5. 敎育受講費用 貸付
가. 대부대상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상 대학의 전학과(대학원과정 제외)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근로자에게
입학금 및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장기저리로 대부하여 근로자의 자기능력개발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부승인 1순위는 명장 및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2순위는 장애인, 3순위는 자연계열 대학,
4순위는 중소기업 근로자, 5위는 피보험기간이 장기인 근로자, 6순위는 고령자 순이다.
나. 대부조건
교육수강비용은 연리 1%로 대출된다. 기능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경우 2년 거치 이후 2년간 분기별
균분상환이고, 일반대학의 경우 2년 거치후 4년동안 분기별 균분상환해야 한다.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근로자는 총 8회까지, 그리고 2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근로자는 총 4회까지 대부받을 수
있다. 물론 신청은 각각 별도로 하여야 한다.
다. 비용지원 신청절차
신청인이 교육수강비용 대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1학기인 경우에는 2월 말일, 2학기인 경우에는
8월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고용보험과에 제출한다. 그곳으로부터 대부확정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부 대행 금융기관과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수령한다.
교육수강비용 대부 신청접수 마감은 학교마다 등록금 납부일의 차이를 맞추기 위하여 2월 중 및
8월 중에 각기 2회씩 하게 된다.
6. 失業者 再就職訓練
가. 지원요건
8)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한 다음과 같은 근로자(실업자) 를 선발하여 이들의 재취업을
9)
위해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실시한다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직업훈련 등의 수강을 지시하는 자
-장애인 및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실업기간은 지방노동관서에 구직등록을 한 시점부터
기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 16조에 의한 지정업종 및 지정지역으로부터의 이직자
-기타 재취직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나. 지원금
실업자 재취직훈련에 참여하는 훈련기관과 근로자(실업자)는 다음과 같이 훈련수강료와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다.

1) 훈련수강료
직업훈련기관이 실업자 재취직훈련을 위탁받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수강료는
훈련기관에서 정하여 인정받은 1인당 훈련비용 범위 내에서 지급받는다. 훈련기관의 수강료에
대해 특정 한도는 없다.
2)훈련수당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 훈련기간 중 단위개월의 출석일수가
100분의 80이상인 훈련생에 한하여 훈련수당을 지급한다. 훈련수당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액(1일 8시간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부양가족 1인당 가족수당
3만원(4인 한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단위개월마다 지급한다.
다. 비용지원 신청절차
1)실업자 재취직훈련계획의 수립
다른 직업능력개발사업분야의 경우 특정 훈련항목이나 내용을 훈련수요자가 중심이 되어
결정하는 측면이 강한 반면, 이 실업자 재취직훈련은 노동시장의 여건에 따라 훈련계획이
입안되어 그들에게 피동적으로 주어지는 측면이 존재한다. 실업자 재취직훈련계획이 수립되는
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실업자 재취직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9월까지 지방노동청에게
보고한다.
② 지방노동청장은 관내의 실업자 재취직훈련계획을 종합하여 이를 조정한후 노동부장관에게
매년 10월 10일까지 보고한다.
[그림 2-7] 실업자 재취직훈련 지원금 수급체계

③노동부장관은 매년 11월 30일 까지 다음연도의 재취직훈련계획을 확정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전달한다.
2) 훈련생의 선발 및 지원금 지급절차
위와 같이 결정된 실업자 재취직훈련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업자 중 지방노동관서 직업안정과에 구직등록을 하고 재취직을
희망하는 자로서 재취직을 위하여 훈련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훈련생을
선발하게 된다.
일단 훈련생 선발과정이 끝나 훈련생이 정해지고 나면 실업자였던 훈련생은 서약서 및
계좌번호신고서를 작성하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훈련에
참여한다. 훈련실시기관은 훈련이 시작된 날로부터 1개월 단위로 산정한 기간(단위개월)의
종료일 후 7일 이내에 훈련수강료 및 훈련수당 청구서를 직업훈련수강증명서를 첨부하여 훈련원
관할 지방노동관서 고용보험과에 제출한다.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수강료와 훈련수당을
지급청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한다.

7. 高齡者 등 受講獎勵金 支援

가. 지원요건
50세 이상의 피보험자가 재취업이나 자영업에 대비하여 자신이 원하는 직종의 직업훈련 혹은
교육훈련 또는 창업교육훈련을 공공직업훈련 기관 및 인정교육훈련기관 그리고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실에서 수강할 경우 고령자 등 수강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나. 지원금
1인당 한도 100만원 내에서 수강비용의 90%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지급한다. 이때 학습보조자료
구입비와 숙박료 및 식비는 수강비용에서 제외한다. 그런데 장려금을 지급받은 후 차기
수강개시일까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지원대상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가 당해
직업훈련 등을 사유로 하여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다른 종류의 지원을 받은 경우, 그리고 허위로
고령자 등 수강장려금을 신청한 경우는 지급을 제한한다.
다. 비용지원 신청절차
고령자 등 수강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훈련을 수강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수강개시일 3일 전까지
수강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고용보험과에 제출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신고서를
접수하고 이를 검토한후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수강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가를 결정한 후
훈련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신청인은 수강종료후 30일 이내에 고령자 수강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고용보험과에 제출하면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수강장려금을 입금시키게 된다.

[그림 2-8] 고령자 등 수강장려금 지원

<표 2-12> 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사업 내용

주석 1) 고용보험 3대 사업 중 고용안정사업에서 지원하는 직업전환훈련지원(구법의
전직훈련지원), 창업교육훈련지원(신설), 적응훈련지원(신설) 등은 실질적으로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영역에 속하지만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여 고용안정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사업 분류상 고용안정사업에 속하게 하여 지원금은 고용안정사업 보험료에서
지출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직업능력개발사업 중 고령자등 수강장려금지원(고용보험법 개정
시행령 제35조)에서 50세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훈련지원이 가능토록 되어 있음
주석 2) 직업훈련기본법에서는 양성훈련과정과 전직훈련과정의 직업훈련기준이 동일하며,
향상훈련과정과 재훈련과정의 직업훈련기준이 동일하다.
주석 3) 훈련수용능력, 훈련직종, 훈련기간 등의 사유로 공공직업훈련기관에 사업내직업훈련을
위탁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사업내직업훈련기관,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업주단체가
운영하는 인정직업훈련기관 및 그 밖의 인정직업훈련기관 등에 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주석 4) 지방노동관서의 과별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관리과：고용보험의 적용․징수업무, 직업훈련계획 승인（관리과가 없는 사무소에서는
직업안정과가 담당 ）
- 고용보험과： 피보험자관리,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운영 （ 지원금의
지급 ）

- 직업안정과 ：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취업알선, 직업지도, 직업훈련알선업무
주석 5) 이것이 1997년 1월 31일 현재에는 2,599개 과정으로 늘어났다. 이같은 교육훈련과정의
증가는 새로운 교육훈련과정의 개설에도 기인하지만, 많은 경우 1996년 6월 현재의
교육훈련과정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고 대신 동일과정의 세부화나, 아니면 동일과정의
상급과정을 개설한 결과에 기인한다. [부록 1] 에서는 최신 자료의 수집상 어려움으로 1996년 6월
현재의 교육훈련과정을 실었다.
주석 6) 당연지정기관이라 함은 훈련기관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의 공공성 및 신뢰성을
인정받아 특별한 교육기관 지정절차 없이 일정요건을 갖춘 과정을 교육할 수 있도록 당연지정된
훈련기관을 말한다.
주석 7)이때 기준이 되는 지불임금은 신근로기준법(제정 1997. 3. 13. 법률 제5309호) 제 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평균임금이다.
주석8) 실업자 재취직훈련은 피보험자격이 있던 자 이외에도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사업장에서
일했던 일용근로자에게도 그 자격이 주어진다.
주석9)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자가 실업한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 두가지의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첫번째는 실업자 본인이 실업자 재취직훈련을 희망하여 선발되는 경우로서
이때에는 실업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며 동시에 실업급여 내 취직촉진수당 중 직업능력
개발수당(노동부장관이 고시함. 1996년도 고시액은 1일 5,000원임)을 받게 된다. 두번째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지시로 실업자 재취직훈련에 참여하는 경우인데 이때에는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직급여를 받으며 직업능력개발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만일 훈련기간이 구직급여
수급기간보다 긴 경우에는 구직급여가 연장되어 지급될 수 있다. 한편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자가 실업한 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 실업자재취직훈련을 받게 되면 그
실업자는 훈련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50%를 훈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도 받게 된다. 그러나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에 다니던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 고용촉진기본법에 의해 고용촉진훈련의 일환으로 고용촉진훈련을 받을 수 있으나 이때에는
고용보험으로부터의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농어촌특별서관리
특별회계)에서 재정이 조달된다.

第 4節 職業能力開發事業 推進現況
1. 職業能力開發事業 適用現況
<표 2-1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6년 12월 31일 현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은 총 4만
3,723개소이고 적용피보험자는 432만 1,573명 이다. 이중에서 실업급여만이 적용되는 사업장 및
피보험자를 제외하고 고용안정사업촵직업능력개발사업촵실업급여 등 3개 사업 모두를 적용받는
70인 이상 사업장(임의가입 사업장과 직업훈련실시 의무업체 포함)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의
57.7%인 2만 5,229개소이고 피보험자수는 84.1%에 해당하는 363만 6,342명이다.
한편 직업훈련의무업체1)를 제외하고(단, 임의가입 사업장은 포함) 3개사업(
실업급여촵고용안정사업촵직업능력개발사업) 모두를 적용받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1만
7,697개소 (전체의 40.5%)였으며 이에 속한 피보험자는 234만 1,877명(전체 피보험자의
54.2%)으로 나타났다. 이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통계와 관련해서는 직업훈련실시
의무업체를 제외한 수치를 사용한다. 그것은 직업훈련의무업체가 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대신 실업자 재취직훈련비용으로 0.05%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3개 사업 모두 적용받는 사업장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70인 이상 149인' 규모의 사업장이 61.3%를
차지하고 있고, '150인 이상 중소기업' 규모의 사업장이 28.2% 그리고 '150인 이상 대기업' 규모의

2)

사업장이 10.5%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중소규모 사업장의 비중이 대기업에 비해 상당히 높다
(그림 2-9 참조).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수에 있어서도 '70인∼149인' 규모의 사업장에
속한 피보험자가 35.2%로 가장 많고,

<표 2-13>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현황 (1996. 12. 31. 현재)

'150인 이상 중소기업'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는 21.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150인 이상
대기업' 사업장에 속하는 피보험자의 비중은 43.2%에 이르러 피보험자수에 있어서는
사업장수와는 달리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사업장 및 피보험자의 규모별 특성은

[그림 2-9] 규모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현황(1996. 12. 31 현재)

규모가 작을수록 사업장의 분포가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피보험자수에 있어서는 '150인 이상
중소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좌우대칭적 분포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산업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사업장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그림 2-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조업이 41.3%로서 가장 높으며, 건설업 (18.2%)과 금융촵보험촵부동산(13.1%)이 각각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전기촵가스촵수도사업은 0.2%에 불과하여 구성비가 가장 낮은 편에 속했다.

[그림 2-10] 산업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현황(1996. 12. 31. 현재)

피보험자수에 있어서는 사업장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제조업이 39.3%를 차지하여 수위에 올라
있으며, 금융촵보험촵부동산업은 27.6%를 차지하여 구성비가 두번째로 높았다. 건설업의
구성비의 경우 건설근로자의 일용성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높은 구성비에 대조적인 2.6%의 적은
구성비만을 나타내고 있다.
3)

2. 細部事業別 推進實績

가. 개요
1996년 12월 31일 현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여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직업능력 개발사업
적용사업장수(17,697개소)의 25.6%인 4,529개소이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혜택을 본
피보험자수는 10만 6,635명으로서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완전하게 적용되는 사업장의 피보험자
234만 1,877명의 4.6%에 불과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혜택을 본 사업장 및 피보험자의 수는
아직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 2-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5년 12월 말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실적과 대비해
보면 1996년 실적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수 있다. 즉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1,091%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수혜대상이 된 피보험자의 증가율(962%)과 지원금의 증가율(1,773%) 역시 이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1995년 12월 말과 대비한 1996년도 12월 말 세부사업별 피보험자
지원증가율은 사업내직업훈련비용 지원이 1,304%로서 가장 높고, 교육훈련비용 지원이 683%,
실업자 재취직훈련이 702% 등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1996년도 12월 31일 현재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사업장 1만7,697개소 가운데에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4,529개소이다. 이를 사업별 지원 사업장 구성비로 구분하여 보면 교육훈련비용 지원에
51.6%, 교육수강비용 대부에 38.3%, 사업내직업훈련비용 지원에 7.1% 그리고 유급휴가훈련비용
지원에 3.0% 등으로 나타나 직업능력개발사업 중 세부사업별로는 교육훈련비용 지원분야가 가장
높은 구성비를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세부사업별 지원 피보험자수에 있어서는 교육훈련비용 지원에 46.9%, 사업내직업훈련비용
지원에 46.1%, 유급휴가훈련비용 지원에 3.3%가 분포하고 있고, 교육수강비용 대부와
실업자재취직훈련에는 각각 2.8%와 0.9%가 분포하고 있다.
지원금 구성비의 경우는 1996년도 총지원금 33,491,164천원 중 교육훈련비용 지원이
31.9%(10,689,485천원), 유급휴가훈련비용 지원이 28.5%(9,532,924천원), 사업내직업훈련비용
지원이 23.0%(7,706,776천원) 그리고 교육수강비용 대부와 실업자재취직훈련이 각각
14.1%(4,715,900천원)와 2.5%(846,078천원 )등으로 나타나 지원금 중 교육훈련비용 지원 및
유급휴가훈련비용 지원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았다.
1인당 평균 지원금의 경우 유급휴가훈련비용 지원이 2,690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교육수강비용 대부(1,596천원), 실업자재취직훈련(916천원), 교육훈련비용 지원(213천원) 그리고
사업내직업훈련비용 지원(151천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업훈련시설 등에 대한
대부와 고령자수강비용장려금 지원 등에 대해서는 실적이 없었다.

*

<표 2-14> 직업능력개발사업 추진실적(승인기준 )(1996. 12. 31. 현재)

사업장의 훈련참여율4) 은 [그림 2-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내 직업훈련이 1.8%, 교육훈련이
13.2%, 유급휴가훈련이 0.8% 그리고 교육수강비용 대부가 9.8%로 나타나 세부사업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피보험자수로 살펴본 훈련참여율의 경우에는 사업내직업훈련 2.1%,
교육훈련 2.1%, 유급휴가훈련 0.2%, 교육수강비용 대부 0.1% 등으로 나타나 고용보험
5)
적용사업장과 피보험자의 훈련참여율은 아직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
훈련참여율과 기업규모의 상호관계를 보면 일반적으로 규모가 클수록 사업내직업훈련, 교육훈련
및 유급휴가훈련 등의 훈련참여율이 높은 특징이 나타나는데, 특히 '150∼999인 대기업' 및
1,000인 이상 대기업' 규모의 사업장의 훈련참여율은 '70인∼149인' 규모의 사업장과 '150인 이상
중소기업' 규모의 사업장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업종별로는 전기촵가스촵수도업과 금융촵보험촵부동산업 그리고 제조업에서 훈련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기촵가스촵수도업의 경우 사업내직업훈련과 교육훈련 분야 모두에서 가장 높은
훈련참여율을 보였다. 금융촵보험촵부동산업은 사업내직업훈련 및 유급휴가훈련 에서 높은
참여율을 보이는 반면 제조업은 교육훈련에서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어 두산업 그룹의
훈련참여의 경향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나. 사업내직업훈련비용 지원
사업내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지원받은 사업장중에서 '150∼999인 대기업' 규모의 사업장이
3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있으며, '70∼149' 규모의 사업장은 18.6%를 차지하여
비중이 가장 낮다.

[그림 2-11]직업능력개발사업 세부사업별 훈련참가율(승인기준)

반면에 훈련인원면에서 볼 때에는 '1,000인 이상 대기업' 규모의 사업장이 83.4%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2-15 참조).
그런데 훈련참여율을 살펴보면 '1,000인 이상 대기업' 규모의 사업장이 32.5%로 가장 높았던 반면
'70∼149인' 규모의 사업장에서 사업내직업 훈련 참여율이 가장 낮아 결과적으로 규모가 클수록
사업내직업훈련에

*

<표 2-15> 규모별 사업내직업훈련비용 지원실적(승인기준 )(1996. 12.31. 현재)

*

<표 2-16> 규모별 사업내직업훈련 참여율(승인기준 )(1996. 12. 31. 현재)

*

<표 2-17> 산업별 사업내직업훈련비용지원실적(승인기준 )(1996. 12. 31. 현재)

대해 참여하는 경향이 높은 것을 알수 있다(표 2-16 참조).
산업별 사업내직업훈련비용 지원 사업장의 구성비는 제조업이 46.7%, 금융촵보험촵부동산업이
18.3%였다(표 2-17참조).
훈련인원으로 본 산업별 사업내직업훈련 참여율을 살펴보면 금융촵보험촵부동산업이 6.0%
그리고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이 2.3%를 차지하고 있어 소위 3차산업에 속한 사업장들이 타업종,
특히 제조업보다도 사업내 직업훈련을 열심히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18 참조).
훈련과정의 경우 향상훈련을 실시하여 지원을 받은 사업장이 75.9%로 양성훈련 실시사업장
비율(22.3%)보다 많았다. 더욱이 훈련인원으로 볼때에 향상훈련에 참여한 피보험자가 94.9%나
차지하고 있어 사업장들이 양성훈련보다 향상훈련을 훨씬 선호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표 2-19
참조).
다. 교육훈련비용 지원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지원받은 사업장 구성을 보면 '150인 이상 중소기업' 규모의 사업장이 35.1%,
'150∼999인 대기업' 규모의 사업장

*

<표 2-18> 산업별 사업내직업훈련 참여율(승인기준 )(1996. 12. 31. 현재)

*

<표 2-19> 훈련과정별 사업내직업훈련비용 지원실적(승인기준 )(1996. 12. 31. 현재)

이 28.6%, '70∼149인' 규모의 사업장이 29.7% 그리고 '1,000인 이상 대기업' 규모의 사업장은
6.6%를 차지하고 있다.
훈련인원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만 이분하여 볼 때 그 구성비가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표 2-20 참조).

*

<표 2-20> 규모별 교육훈련비용 지원실적(승인기준 )(1996. 12. 31. 현재)

규모별 교육훈련 참여율은 '1,000인 이상 대기업' 규모의 사업장이 80.6%로 가장 높았던 반면에
'70∼149인' 규모의 사업장의 교육훈련 참여율은 0.9%로서 가장 낮아 사업내직업훈련과
마찬가지로 규모가 클수록 교육훈련에 대한 실제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훈련인원으로 본 교육훈련 참여율은 '150인 이상 중소기업' 소속 피보험자가 3.8%로 가장 높았고,
'150∼999인 대기업' 규모의 사업장은 0.9%로서 두번째로 높았다. 교육훈련에 대한 가장 낮은
참여율은 '70∼149인' 규모의 사업장으로서 0.9%로 나타났다(표 2-21 참조).
산업별 교육훈련비용 지원 사업장의 구성비는 제조업이 66.2%로 가장 높았고,
금융촵보험촵부동산이 10.7%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농업, 임업, 수산업 및 광업에
속한 사업장의 구성비가 가장 낮았다(표 2-22 참조).
산업별 사업장의 교육훈련 참여율을 보면 66.7%인 전기촵가스촵수도업

*

<표 2-21> 규모별 교육훈련 참여율(승인기준 )(1996. 12. 31. 현재)

*

<표 2-22> 산업별 교육훈련비용 지원실적(승인기준 )(1996. 12. 31. 현재)

<표 2-23> 산업별 교육훈련 참여율(승인기준)(1996. 12. 31. 현재)

에서 가장 높았고, 1.8%인 건설업의 참여율이 가장 낮았다. 기타 업종의 참여율은 대체로 각
업종에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나 제조업의 참여율이 21.1%여서 제조업 사업장들이
참여율 10.8%인 '금융촵보험촵부동산'과 13.5%인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보다 교육훈련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욱 많은 열의를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훈련인원으로 본 교육훈련 참여율도 이와 마찬가지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표 2-23 참조). 이 점은
산업별 사업내직업훈련에 있어서 금융촵보험촵부동산업과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사업내직업훈련에 더 열심히 참여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훈련과정은 사무직이나 생산직을 위한 훈련과정에서 영업분야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그중 계층별로 교육분야와 생산관리 및 기술분야의 교육훈련에 참여한 사업장의
비중은 각각 16.5%와 16.1%였다. 사무자동화분야의 비중도 비교적 높아서 13.1%를 나타내고
있다.
훈련인원으로 볼 경우에도 역시 계층별 교육분야와 생산관리 및 기술분야에서 그 비중이 높아
각각 22.4%와 13.3%를 차지하고 있다(표 2-24 참조).

*

<표 2-24> 훈련과정별 교육훈련비용지원실적(승인기준 )(1996. 12. 31. 현재)

라. 유급휴가훈련비용 지원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하여 지원받은 사업장 중에서 '150∼999인 대기업' 규모의 사업장은 36.8%,
'1,000인 이상 대기업' 규모는 36.0%였다. 반면에 '70∼149인' 규모의 사업장은 11.8%를 차지하여
비중이 가장 낮았다.
훈련인원에서는 '1,000인 이상 대기업' 규모의 사업장 피보험자가 무려 83.1%나 차지하고 있다(표
2-25 참조).
사업장 규모별 유급휴가훈련 참여율은 '1,000인 이상 대기업' 규모의 사업장이 25.7%로 가장
높았던 반면에 '70∼149인' 규모의 사업장에서의 유급휴가훈련 참여율은 0.1%로 가장 낮아 사업내
직업훈련이나 교육훈련과 마찬가지로 규모가 클수록 유급휴가훈련에 대한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훈련인원으로 본 유급휴가훈련 참여율도 사업장의 참여율과 동일한

*

<표 2-25> 규모별 유급휴가훈련비용 지원실적(승인기준 )(1996. 12. 31. 현재)

<표 2-26> 규모별 유급휴가훈련 참여율(승인기준)(1996. 12. 31. 현재)

결과를 보이고 있다(표 2-26 참조).
산업별 유급휴가훈련 비용 지원사업장의 구성비는 금융촵보험촵부동산이 60.3%로 가장 높았고,
제조업이 25.7%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훈련인원의 구성비 경우에 금융촵보험촵부동산에서
93.1%를 차지하고 있어 이 업종이 유급휴가훈련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2-27 참조).

산업별 사업장의 유급휴가훈련 참여율을 보면 금융촵보험촵부동산에서 3.5%로 가장 높아 이
업종에서는 앞서 보았던 사업내직업훈련과 마찬가지로 유급휴가훈련에 대해서도 강한
훈련의지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제조업의 참여율은 0.5%였다(표 2-28 참조).
훈련과정별 유급휴가훈련비용 지원은 사업장수와 훈련인원 모두 금융분야에서 가장 높았다.
사업장별로는 경영기획분야(15.4%)와 국제무역분야(12.5%), 생산관리 기술및
영업기술분야(5.1%)에서 높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훈련인원으로 볼 때에는 금융보험(64.1%), 경영기획(11.1%), 재무회계(7.4%), 영업기술분야(7.1%)
등 사무직종의 사업장과 그에 속한 피보험자에 편중되어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29
참조).

<표 2-27> 산업별 유급휴가훈련비용 지원실적(승인기준*)(1996. 12. 31. 현재)

*

<표 2-28> 산업별 유급휴가훈련 참여율(승인기준 )(1996. 12. 31. 현재)

*

<표 2-29> 훈련과정별 유급휴가훈련비용 지원실적(승인기준 )(1996. 12. 31. 현재)

<표 2-30> 교육수강비용 대부실적(승인기준*)(1996. 12. 31. 현재)

마. 교육수강비용 대부
대부신청자에 대한 대부승인(확정)율은 94.9%로 나타났다. 대부승인을 받은 피보험자들 중에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70.3%로 더 많았고, 남자가 68.3%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를 받은 피보험자 중 자연계 전공이 61.3%이다. 또 2년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비율은 '39.9대 60.1'로 4년제 대학 재학중인 피보험자가 많았다. 1인당 평균 대부비는
1,596천원이었다(표 2-30 참조).
바. 실업자재취직훈련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노동관서에 구직등록한 실업자 중
재취업에 필요한 기능이 없는 등 재취직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실시한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적용받는 사업주가

납부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및 직업훈련기본법 규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실시
의무사업주가 실업자재취직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납입하는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이 이용된다.
1996년도 하반기 중 실업자재취직훈련은 64.2%가 직업훈련기관에서, 그리고 19.3%가 학원에서
이루어졌고, 교육훈련기관에서는 16.5%가 행하여졌다. 지원금 분포도 이와 같다.
훈련인원 1인당 실업자재취직훈련의 평균 지원금을 보면 직업훈련기관과 교육훈련기관 및
학원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은 공히 496천원이었다(표 2-31 참조).

<표 2-31> 실업자재취직훈련 지원실적(승인기준*)(1996. 12. 31. 현재)

주석1) 광업, 제조업, 전기촵가스. 수도업, 건설업, 운수촵창고촵통신업, 서비스업(이중
세탁염색업 및 수선업 제외)등 6개 업종에서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의 경우 1996년 공사실적 736억 1,500만원 이상)는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훈련비 이상을 의무적으로 직업훈련에 사용하여야 한다. 훈련분담금은 기업 본사의 임금총액과
훈련비율(업종별로 차이가 있음)의 곱으로 결정된다. 만일 고시된 훈련의무비용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업훈련분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익년도 직업훈련분담금에서 상쇄한다.

사업내 직업훈련실시 의무업체 현황(1997. 3. 31 현재)

주석2) 이하에서 기업의 규모를 구분함에 있어 우대기업이라는 용어 대신에 개정법 이전의
'중소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그것은 본서에서 살펴보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적이
1996년 12월 31일 현재의 실적이기 때문임). 중소기업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업종별로
명시되어 있다.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고용안정사업 보험료는 세 가지로 나누어 적용되고 있는데
'70인 이상 149인'까지의 기업규모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구별없이 임금총액의 0.1%, 그리고
'150인 이상 중소기업은 0.3%, '150인 이상 대기업'은 임금총액의 0.5%를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하면 150인
미만이라도 대기업에 속한 업종이 있고 또 150인 이상이라 할지라도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규모로 속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기업규모 구분시 주의를 요한다.
이하의 규모적 직업능력 개발사업의 훈련실적에서는 '70인~149인 사업장', '150인 이상 중소기업',
'150∼999인 대기업' 그리고 '1,000인 이상 대기업' 등 네가지로 규모를 구분하였으나 마지막
'1,000인 이상 대기업'도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로 임금총액의 0.5%를 납부하는 것은 물론이다.
여기서' 150인 이상 대기업' 규모를 굳이 둘로 나눈 까닭은 특별히 '1,000인 이상 대기업'의
훈련실적을 보기 위함이다.
주석3) 본항에서 살펴보게 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실적은 노동부의 훈련실시에 대한 지원
승인실적(예상)이며, 따라서 이 실적치는 실제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금이 지출된 실적과는
상이하다. 이것은 1996년 12월 고용보험법 개정 및 1997년 5월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사업내직업훈련, 교육훈련 및 유급휴가훈련 등의 훈련이 실시되면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지급되도록 했던 것에서 기인한다.
주석4) 훈련참여율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사업장(또는 피보험자) 중에서 훈련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사업장(또는 피보험자)의 비율로 정의한다.
주석 5) 1996년 12월 30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본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참여율은
4.9%이다. 즉 100명의 피보험자 중에서 4.9명이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세부산업 중 하나의
분야에서 지원받은 셈이다.

第 3章
職業能力開發事業에 대한 實態調査 分析
第 1節 調査槪要
1. 調査目的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의견조사는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용보험제도 가운데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고용 안정을 꾀하고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현장에서의 그 실태와 노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산업현장의 요구에 보다 부응할 수 있는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 조사는 사업내직업훈련실시 의무업체와 비의무업체를 모두 표본으로 하고 있는데 기업체
조사에서는 각 사업장에서의 직업교육훈련 실시의 일반현황, 양성훈련과 향상훈련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직업능력 개발사업의 애로사항 및 효과에 대한 의견을 차례로 묻고 있다.
근로자 조사에서는 취업전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과 그 효과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고용보험제의
도입 이전과 도입 이후의 직업교육훈련 상황 및 문제점을 각각 질문하였으며, 이와 함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직업교육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현장근로자들의 의견도
타진해 보고자 하였다.

2. 調査期間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는 기업체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1996년 10월 28일부터
11월 18일까지 22일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3. 調査對象
이번 조사대상으로는 1996년 6월 현재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대상 사업장의
전체 리스트에서 지역 및 업종(제조업․건설업․기타)을 고려하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현황을 좀더 충분히 파악하고자 대규모 사업장의 비율을 모집단 구성비보다 높게
표본화하였다. 이에 따라 종업원수 70∼149인 사업체 250개, 150∼999인 250개, 1,000인 이상
150개 사업체 가운데 유효한 조사표를 보여준 총 619업체를 사업체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표본사업체의 규모에 따른 구분은 150∼999인 업체는 1995년 7월부터 훈련의무에서 제외되었고,
1,000인 이사 사업체는 여전히 훈련의무제 적용을 받고 있으며, 70∼149인 업체는 고용보험제가
실시되면서 새로이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부표 1∼5 참조).
한편 근로자는 800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각 사업체의 조사 근로자수를 보면 1인
조사업체는 407업체, 2인 조사업체는 171업체이고, 3인 조사업체는 17개이다. 업종별로 제조업에
348명, 건설업에 128명, 기타 업종에 324명이 분포되어 있다.

4. 調査方法
이번 조사에서는 면접 및 자계식 방법이 병행되어 이루어졌는데 최종 선정된 업체를 면접원이
직접 방문하여 직업교육훈련 이수자와 그 담당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이 중 완전한
면접이 불가능한 경우는 자기 기입을 하도록 하였다. 완성된 설문지는 수거한 뒤 30%에 대하여는
재차 전화를 통하여 조사확인 및 설문 내용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쳤으며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3.46%이다.

5. 應答 勤勞者의 一般事項
이번 조사에 응답한 800명의 근로자 가운데 남자는 61.6%인 493명, 여자는 38.4%인
307명이었으며, 연령별로 20대 미만인 3.3% 20대는 56%, 30대는 31.5%, 40대 이상은 9.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 분포는 중졸 이하가 3.7%, 인문․상고졸 42.1%, 공고졸 6%, 전문대졸
20.4%, 대졸 이상 27.8%였으며, 특히 직업훈련원이나 기능대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근로자는 전체의 11.8%에 불과하였다. 또한 미혼인 근로자는 전체 응답자의 59.3%, 기혼인
근로자는 40.7%였으며, 응답 근로자가 부양해야 할 가족은 본인을 포함하여 1명이란 응답이
38.8%로 가장 많았으며, 2명은 12.8%, 3명은 18.8%, 4명은 20%, 그리고 5명 이상이라는 응답도
9.1%로 나타났다. 그리고 근로자의 동거가족 중 본인 이외에 현재 일하고 있는 가족이 있는
근로자는 60%, 없는 근로자는 40%였으며, 이들의 거주형태를 보면 자가인 경우가 55,6%, 전세
35%, 월세 2.1%, 기숙사 4.9%, 기타 2.4%의 분포를 보였다.
응답 근로자의 직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문․기술직이 10.3%, 사무직 72.3%, 서비스․판매직
6.3%, 생산직 10%, 기타 1.3%인 것으로 나타났고, 근무하는 회사의 주업종은 제조업 43.5%,
건설업 16.0%, 기타 업종 40.5%로 나타났다. 이러한 산업별 표본근로자 구성은 모집단에 비하여
건설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기타 업종의 비중은 그만큼 낮은 것이다.
또한 응답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종업원 규모별로 분포를 보면 70∼149인 46.5%, 150∼299인
25.0%, 300∼499인 10.5%, 500∼999인 8.3%, 1,000인 이상의 경우는 9.8%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집단인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사업장의 70∼149인의 피보험자 비중이 35.1%인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규모의 표본이 다소 과다 추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의 직장에 근무한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는 20.5%, 1∼2년은 23.9%, 2∼3년은 11.9%, 3∼5년
19.0%, 5∼10년 18.5%, 10년 이상 6.3%였으며, 현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은 1년 이하 25.4%,
1∼2년 24.9%, 2∼3년 13.0%, 3∼5년 17.4%, 5∼10년 14.1%, 10년 이상 5.3%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금계층별 응답 근로자 분포를 보면 1996년 9월 기준으로 임금 총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가
3.6%, 50만∼70만원 15.8%, 70만∼100만원 28.6%, 100만∼120만원 16.5%, 120만원 이상 35.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응답 근로자의 인적 특성

<표 3-2> 응답자의 직종별․업종별․규모별․근무기간별 발표

第 2節 職業訓練 및 職業能力開發事業에 대한 企業體 意見
1. 事業內職業訓練實施 義務業體의 職業訓練 및 職業能力開發事業에 대한 意見
먼저 조사대상 기업체를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실시 의무업체와 비의무업체로
나누어 직업훈련기본법상의 사업내직업훈련과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실시현황 및 자체평가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사업내직업훈련 의무제도에 대한 평가
우선적으로 의무업체를 대상으로 직업훈련기본법상 사업내직업훈련 의무제도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면, '앞으로 존속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24.1%, '폐지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51.7%, '빨리
폐지할수록 좋다'는 응답이 24.1%로 나타나 75%가 넘는 다수의 업체들이 의무제도의 폐지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직업훈련 의무의 이행방법
다음으로는 사업내직업훈련 의무이행방법을 ① 직업훈련의무비용 전액을 직업훈련 실시에 사용,
② 일부만 훈련 실시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직업훈련분담금으로 납부, ③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작업훈련분담금만 납부, ④ 직업훈련 의무비용 이상을 직업훈련 실시에 사용 등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그 실태와 이유를 살펴보았다.
직업훈련기본법상 사업내직업훈련 해당 사업주는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훈련의무비용만큼 직업훈련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훈련의무비용과 실제 훈련에
사용한 금액과의 차액을 직업훈련분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우선 직업훈련 의무이행방법을 보면 분담금만 납부하는 경우가 36.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일부 훈련 실시, 일부 분담금 납부의 비중이 높았다.

<표 3-3> 의무업체의 직업훈련의무제도 평가

다. 직업훈련분담금의 납부 이유
분담금을 납부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일부는 직업훈련을 실시하면서 일부는
직업훈련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이유의 대다수는 '정부인정 훈련비용이 낮아서'와
'정부훈련기준에 미달되어서'라는 이유가 각각 전체의 24.0%를 차지하고 있으며(표 3-5 참조),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직업훈련분담금만 납부하는 이유로는 '인력부족으로 여유가
없어서'라는 것으로 전체의 24.5%였고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없어서'도 22.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표 3-6 참조).

<표 3-4> 직업훈련 실시의무업체의 직업훈련 의무이행방법

<표 3-5> 일부 직업훈련분담금 납부 이유

<표 3-6> 전액 직업훈련분담금 납부 이유

라. 직업훈련기준에 대한 평가
여기에서 의무비용의 전액 또는 그 이상을 직업훈련 실시에 사용하고 있는 사업체에서는 정부가
정한 직업훈련 기준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5점 척도에서 2.75의 점수를
나타내고 있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정부의 직업훈련 기준에 대한 평가는 중간
수준을 겨우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7 참조).
정부의 직업훈련 기준이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훈련 기준이 기업의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84.3%를 차지하고 있어 의무제도의 실시가 기업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의무준수에 급급하게 하는 규정장치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표 3-7 참조).
훈련 기준 중 폐지 혹은 완화되기를 원하는 항목으로는 '교과내용'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훈련시간, 시설장비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3-8 참조).
각 기업체에서 직업훈련시 사용하는 교재를 살펴보면, 산업인력관리 공단이 제공한 정부편찬
검정 교재를 사용하는 업체보다는 회사에서 자체편찬한 교재나 자료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으며 회사편찬 교재와 정부 교재를 혼용하는 비중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표 3-9 참조). 이는
정부편찬의 검정 교재가 기업의 실정과 요구에 적절히 부응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3-7> 정부의 직업훈련 기준에 대한 평가 및 그 이유(복수응답)

<표 3-8> 훈련 기준 중 폐지 혹은 완화를 원하는 항목(복수응답)

<표 3-9> 직업훈련시 사용하는 훈련교재

자체편찬한 교재나 자료를 사용하는 원인을 질문한 결과에서도 이런 애로를 여실히 알 수 있는데,
자체편찬 교재를 사용하는 업체의 58.8%가 정부(검정) 교재의 내용이 기업에서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정부편찬 또는 검정 교재의 내용이 방대하여
제한된 교육시간에 소화할 수 없다는 응답이 10.0%, 정부편찬 또는 검정 교재를 충분히 소화하여
강의할 교사가 없다는 응답이 8.8%, 근로자가 기업에서 자체개발한 교재를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2.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0> 직업훈련교사 관리에 대한 정부기준 평가

훈련의무 기업체들이 평가하는 직업훈련교사의 면허자격 취득 및 교사의 훈련인원기준 등에 관한
정부의 기준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준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나 기업의 자율적인 직업훈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폭 완화되거나(57.2%),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29.7%)고 생각하고
있었다(표 3-10 참조).
마. 사업내직업훈련의무제도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조정에 대한 견해
현재 사업내직업훈련의무제도와 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는
직업훈련제도는 행정업무 및 현장실무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업내직업훈련실시 의무 기업체들은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이 수렴되기를 바라고 있는지
조사하여

<표 3-11> 직업훈련의무제도와 직업능력개발사업간의 조정의견

본 결과, 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흡수하여 다양한 지원제도로의 혜택을 늘려 나가야
한다는 응답이 66.9%, 직업훈련의무제도로 흡수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19.3%로 나타나
직업훈련의무제도의 폐지 후 고용보험제도로의 흡수를 원하는 기업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바. 직업훈련의무제도 폐지시 예상되는 변화
이에 따라 사업내직업훈련실시 의무기업체들에게 앞으로 사업내직업 훈련의무제도를 폐지하고
직업훈련분담금을 고용보험료에 흡수하여 자율적인 사업내직업훈련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게

한다면 교육과정별로 그 훈련임원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 보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훈련인원 전체로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비중이 51.7%로 가장 많았고 확대된다는 비율이
31.7%로 나타났다. 양성훈련과정에서는 22.1%, 향상훈련과정에서는 36.6%, 전직훈련과정에서는
26.2%가 확대된다고 보고 있으며 감소한다는 의견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여주고 있었다.

<표 3-12> 직업훈련의무제도 폐지시 훈련인원 변화(업종별)

<표 3-13> 직업훈련의무제도 폐지시 훈련인원 변화(훈련과정별)

근로자에 대한 사업내직업훈련을 실시하지 않거나 줄여서 실시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체에 대하여
그 이유를 질문하여 본 결과 전체 응답업체 38개 중 47.4%는 '고용보험에 의한 직업훈련비용 지원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36.8%는 '사업내직업훈련을 실시한
필요성이 없어서'라고 응답하여 고용보험으로 통합한 이후 자율적인 사업내 직업훈련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지원기준이나 내용에서 개선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확대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체에 대하여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가장 큰 이유가 '훈련과정․훈련기간․훈련방법 등을 기업의 실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4.1%였고, 다음으로는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근로자에 대한 직업
교육훈련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9.5%인 것으로 나타나 직업훈련의무제도를
폐지하고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하면 사업내 직업훈련은 자율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2. 事業內職業訓鍊義務가 없는 企業의 職業訓鍊 및 職業能力開發事業에 대한 意見
다음으로는 사업내직업훈련 의무제외업체들을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 실시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1995년 7월 1일 이전까지는 의무업체였다가 그 이후

훈련의무대상에서 제외된 기업체들을 별도로 구분하여 그 변화상태를 점검해 본 결과도 집계되어
있다.
가. 1995년 7월 이후 훈련의무가 면제된 기업에서의 직업훈련 변화
사업내직업훈련 의무업체였다가 1995년 7월 1일 이후 훈련의무대상에서 제외된 58개 기업체에
대해서 직업교육훈련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으며 규모가 축소되었거나 확대된 경우 그 이유를
살펴본 결과 훈련인원 전체로 보아 '변화 없다'는 응답이 69.0%, '감소하였다'는 응답과
'확대되었다'는 응답이 각각 15.5%로 나타나 의무업체 제외가 직업교육훈련 인원에 큰 변화를
미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훈련과 정별로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향상훈련은
확대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직업교육훈련에서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향상훈련은 기업의 자율에 맡길 때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축소된 이유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한 항목으로는 '필요성이 없어서'가 41.7%였고, 확대된
이유로는 '직업교육훈련이 불가피해서'가 60.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활용 가능성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은데 사업내직업훈련의무가 없는 업체, 즉 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업체들이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지원제도를 향후 1∼2년 내에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가장 높은 활용이 예상되는 항목은 교육훈련 지원, 교육수강비용 대부, 직업훈련
지원 및 유급휴가훈련 지원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에 따라 활용 가능성이 높은 지원제도가
달리 나타나는데 직업훈련 지원, 교육훈련 지원, 교육수강비용 대부 등은 150∼999명에서,
시설․장비자금 대부와 유급휴가훈련 지원은 150명 미만에서 활용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
주목된다.
앞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1,2,3순위를 나누어 질문하였는데
1순위로 선택된 항목은 지원금 신청절차 간소화와 정보제공 및 상담 활성화, 2순위와
3순위에서는 공동으로 지원금 신청절차 간소화, 직업훈련기관에 의한 위탁훈련과정 개발,
정보제공 및 상담 활성화 순으로 답하고 있어 신청절차 완화, 정보제공, 다

<표 3-14> 1995년 7월 1일 이후 훈련의무대상 제외업체의 교육훈련과정별 인원 변화

<표 3-15> 향후 1∼2년 내에 직업능력개발지원제도의 활용 가능성

<표 3-16>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1순위)

양한 위탁훈련과정 개발 등을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더 많은 기업체들이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리라 생각된다.

3. 全體 應答業體의 職業訓鍊에 대한 意見
가. 가장 필요한 교육훈련과정
다음은 사업내직업훈련실시 의무업체와 의무제외업체인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업체 모두에게
원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질문하였다. 그 결과 사무직 업무능력향상훈련, 전문․기술직
직업교육훈련, 생산직 기능향상훈련 등 향상훈련에 대한 요구가 모든 규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어떠한 직업교육훈련도 필요 없다는 응답이 7.8%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특히
70∼149인의 중소규모에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난 점이 주목된다. 그런데 직업교육훈련이 필요
없는 이유로는 일의 성격상 불필요하다는 것에 66.7%의 응답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7> 가장 필요한 근로자 훈련과정

나. 교육훈련 내용의 전망
앞으로 각 기업체에서 필요한 직업교육훈련의 내용이 어떻게 변화하리라고 예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직업훈련생 및 신입사원에 대한 교육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비율은
11.1%임에 비하여, 재직근로자를 위한 교육훈련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비율은 62.7%인
것으로 나타나 향상훈련의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다. 고용보험료율에 대한 견해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고용보험료율은 현재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기업체의 의견은 '규모뿐만 아니라 업종별로도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29.6%로 가장 높았고,
그 외에 '고용보험지원금 수혜실적에 따라 보험료율의 차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가 22.1%,
'현행대로'라는 의견은 17.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8>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료율에 대한 의견

라. 직업교육훈련 실시현황
다음에서는 1996년 1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직업교육훈련 내용에 관하여 질문하였는데,
직업교육훈련의 각 내용별로 그 실시 여부,훈련방법(자체훈련, 위탁훈련, 자체 및 위탁훈련) 및
1회 평균 훈련기간을 조사하였다. 대체로 모든 규모에서 신입사원을 포함한 각 직급에 대한

재교육․향상교육의 비중이 높고 직무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일반소양교육을 실시한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생산직 교육에서는 자체교육의 비중이 높았으나 사무직,
관리․감독자 교육에서는 위탁교육의 비중이 상대적 또는 절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다.
한편 응답 기업체들이 자체 직업교육훈련시설이나 연수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25.4%에
불과해 앞으로 사업내직업훈련이 활성화되기 위하여는 이들 부분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각 기업체가 직업교육훈련을 이수한 근로자들에게 주는 혜택에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별 혜택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기업주들의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직업훈련 투자의지, 즉 근로자를 유인하는 제도에 대한 열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9> 1996년 1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직업교육훈련

<표 3-20>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혜택 부여

규모별로 보면 1,000명 이상의 대규모 기업에서 임금과 승진, 배치 전환에 반영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덧붙여 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활용을 위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실시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는데, 전체의 40.5%가 '전혀 하지 않고 있고 그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의사는 있으나 실천하지 못한다'가 22.3%, '수시로 협의하고 있다'는
응답은 17.3%인 것으로 나타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의 직업훈련관련 의사결정 참여가
미흡함을 보이고 있다.
마. 근로자들의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
또한 일반근로자들이 직무능력향상 직업교육훈련에 대해 갖는 관심도는 어떻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5점 척도로 근로자들의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도는 전체적으로 2.98로 나타나, 근로자
자신들도 직업교육훈련에 대하여 그다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근로자들의 관심도는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들이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면

<표 3-21> 직업능력개발사업 활용을 위한 노동조합 대표와의 협의 여부 및 근로자의 관심도

<표 3-22> 교육훈련 무관심 이유

이유는 무엇인가를 살펴본 결과 48.7%가 '직업교육훈련이 직무수행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는 '교육을 받은 만큼 본인의 업무가 지연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 27.0%의 응답률을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직무에 도움이 안 된다거나 업무가 지연된다는 응답이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 직업훈련생 및 신입사원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양성훈련)
이번에는 직업훈련생 및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한 양성훈련에 대한 응답업체의 의견을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각 기업체들이 양성훈련을 통해 얻고자 하는 인력의 기대수준은 '회사이념에 충실한
회사인'이 34.6%,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회인'이란 응답이 26.5%, '배치받을 부서의 기초업무만
파악한 비숙련공 또는 보조사무직'이 22.5%인 반면, 전문인력이나 직무능력향상에 대한 요구는
낮게 나타나 양성훈련에서는 전문기술 수준은 별로 기대하지 않고 있었다.

<표 3-23> 양성훈련의 목표 인력수준

그리고 양성훈련 이후의 취업상황은 '전원이 회사에 취업'하였다는 비율이 55.8%, '대부분은
회사취업, 일부는 계열회사에 취업'하였다는 비율이 11.4%로 전체의 67.2%가 관련회사에
취업되고 있었다. 그런데 같은 회사, 또는 계열회사까지 포함한 관련회사에의 취업비율은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소규모기업일수록 양성훈련을
실시할 경우 자기 회사의 인력으로 채용하려는 의지나 목표가 더욱 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들 기업체들이 양성훈련 기간중 임금(수당)의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정액으로 지급한다'가 31.3%로 그 금액은 월평균 548천원이었으며,
'기본급의 일정비율을 지급한다' 가운데 48.0%는 기본급의 82.9%의 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7.9%는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정액이든 일정비율로든 지급하는 비중은 150명 미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액지급
금액도 규모가 클수록 적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응답업체들이 생각하는 직업훈련생 및 신입사원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양성훈련)의
비용부담에 대한 의견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표 3-24> 1996년의 양성훈련 후 취업상황

<표 3-25> 양성훈련기간중 임금(수당)의 지급방법

완전히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31.1%로 가장 높았으며, 기업과 정부 양측이 공동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28.0%, 정부와 공공부문 부담이 19.9%로 나타났다. 즉 규모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기업이 부담하여야한다는 비중이 높고 작을수록 정부나 공공부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응답비중이 높다.
또한 양성훈련의 활성화에 가장 큰 애로사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교육을 시키고 나면 오래
근속하지 않고 다른 회사로 이직한다'가 30.8%, '훈련에 관한 노동부 지침이 비현실적이고 너무
경직되어 있다'는 의견이 29.5%, 그리고 '근로자들이 교육에 소극적'이라는 의견이 13.6%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이직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는 비중이 높고 노동부의 비현실적 지침을
지적하는 비중은 모든 규모에서 비슷하게 나타난다.

<표 3-26> 양성훈련 비용부담

<표 3-27> 양성훈련의 활성화에 따른 애로사항

사.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훈련(향상훈련)
먼저 향상훈련에서 기업체들이 바라는 목표수준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얻은
목표수준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고 일과 관련된 이론지식과 응용능력을 갖춘 기술적 다기능공
또는 전문 사무직'(54.0%)으로 앞서 살펴본 양성훈련의 기대치인 '회사이념에 투

<표 3-28> 향상훈련의 목표 인력수준

철한 회사인(34.6%)'이란 목표와 비교하면 보다 기술수준이 높고 다기능화된 근로자를 원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50명 미만 사업체에서는 다른 규모에 비해서 '회사이념에
투철한 회사인'을 바라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향상훈련의 활성화에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인력의 여유가 없고

<표 3-29> 향상훈련의 활성화에 따른 애로사항

교육훈련을 빼고 나면 생산에 차질이 온다'는 응답이 57.7%, 노동부의 비현실적 지침이 15.2%,
근로자들의 소극적 자세가 15.0% 등으로 나타나 교육훈련이 작업시간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기
때문에 향상훈련에 적극적이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규모별로 보면 노동부의 비현실적
지침에 대한 불만은 대규모일수록, 근로자들의 소극적 태도는 규모가 작을수록 그 비중이 높다.
아. 기업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및 애로사항
다음은 기업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았는데,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무엇인가에 대해 우선 조사하여 보았다.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한 결과
전체적으로 '훈련인원을 빼고 나면 생산에 차질이 온다'가 1순위, '적합한 위탁기관이 없다'가
2순위,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가 3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그
순의는 조금씩 달라지는데 1,000명 이상 사업체에서는 많은 비용소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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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가 모두에서 1순위, 많은 비용소요와 적합한 위탁기관 부재가 각각 2순위, 적합한
위탁기관 부재와 수료후 이직이 각각 3순위로 나타났다.
그리고 근로자의 직업교육훈련 실시가 각 기업체의 생산성 향상 또는 기업경쟁력 확보에 어는
정도 도움이 되는지를 질문하였는데, 5점 척도로 양성훈련의 도움 정도는 3.26, 향상훈련의 도움
정도는 3.43, 전직훈련의 도움 정도는 2.99로 나타나 향상훈련이 가장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규모가 클수록 향상훈련에 대한 평가가 좋게 나타난다.

<표 3-30> 직업교육훈련의 도움 정도

훈련기관 출신별로 생산직 근로자가 생산성 향상 또는 기업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순위대로 기록하게 한 결과 채용시점에서는 공고 졸업생, 공공직업훈련기관 수료생, 전문대
졸업자의 순으로, 채용후 5∼10년 사이에는 공고 졸업생, 전문대 졸업자, 공공직업훈련기관
수료생, 채용해 10년 경과후에는 공고 졸업생과 전문대 졸업자가 거의 비슷한 점수로 1, 2위를,
3위는 공공직업훈련기관 수료생의 순대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즉 채용후 초기에는 공고
졸업생이 제일 나았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전문대 졸업자가 도움이 되었고, 공공직업훈련
수료자는 점차 그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모든 시기에 걸쳐 민간직업훈련기관 수료생과 인문고
졸업생의 도움 정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3-31> 훈련기관 출신별 채용후 시기에 따른 생산직 근로자의 도움정도(순위척도로 평가)

<표 3-32> 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요한 교육내용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훈련기관 출신별로 기업체의 생산성 향상 또는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는 정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르다고 할 때 과연 각 기업체의 입장에서 생산능력의
차원에서 보면 어느 단계에서의 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응답 결과를 보면 가장
중요한 단계의 교육은 사내에서의 직업교육훈련 및 경험의 축적이 기업의 생산성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6.7%). 이는 기업의 일원으로 생산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규교육(23.3%), 직업훈련기관의 교육(17.8%)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기업 자체에서
요구하는 업무에 적절하고도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사내 직업교육훈련 및 경험의 축적이
더욱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 기업체들이 직업능력개발사업이나 직업훈련에 대한 개선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보았다. 다양한 세부적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이 나타나고 있었지만 이 중 특히 여러번
지적되고 있는 것은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직업훈련에 대한 '홍보강화' 요구였다. 이는 고용 보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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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계획을 설정하는 일관성, 교육기관의 전문화, 고급기술습득 기회부여,
사업체별 세분화, 기업체에 대한 교육, 현장교육, 교육수료생의 처우개선 등이 문제점과 불편사항
등으로 지적되었다.

<표 3-33>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요구사항(10건 이상 경우만 적시)

第 3 節 職業訓鍊 및 職業能力開發事業에 대한 勤勞者 意見
1. 勤勞者의 就業前 職業訓鍊
다음은 근로자에 대한 의견조사의 분석 결과이다. 먼저 고용보험제도입 이후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이전에 근로자들이 취업전 학교교육 이외의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여자(9.8%)보다는 남자(11.8%)의 직업훈련 경험이 많았으며,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보다 고졸 이하의 저학력자의 직업

<표 3-34> 응답자의 성별․학력별․직업별․업종별․임금총액별 취업전 학교교육 이외의
직업훈련 이수 경험

훈련 경험비율이 높았고, 직업별로는 전문․기술직(19.5%), 업종별로는 비제조업(13.9%)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이유를 질문하여 본 결과 전체의 49.6%가
'직업훈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필요성은 느꼈으나 기회나
시간이 없어서'더 46.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3-35>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

취업전에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훈련은 어떤 기관을 통한
훈련이었는가와 훈련기간을 질문한 결과 전체의 41.0%가 사설기술학원에서 훈련이라고
답하였으며 26.3%가 공공직업 훈련기관으로 두 번째의 높은 응답률을 보여주었다. 훈련기관별
훈련기간은 공공직업훈련기관을 통한 경우 32.0%가 6개월∼1년 기간 동안,
사업내직업훈련기관에서는 38.9%가 1∼6개월, 인정직업훈련기관에서는 50.0%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사설학원에서는 1∼6개월의 기간 동안 훈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수로
응답한 경우도 응답자가 이수한 최종 직업훈련기관으로 39.8%가 사설기술학원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취업전 직업훈련의 상당부분이 사설학원에서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최종 직업훈련 수료 즉시 취업되었는가의 질문에 대하여는 전체응답자의 52.3%가 즉시
취업되었다고 응답하였고, 여자(36.7%)보다는 남자(60.3%)의 경우가, 고연령층보다는 저연령층의
경우가,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이상보다는 그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가, 최종
직업훈련기관별로는 공공직업훈련기관이나 사업내직업훈련기관을 거친 경우의 즉시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6> 취업전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 훈련기관별 훈련기간(복수응답)

<표 3-37> 직업훈련 수료후 성별․연령별․학력별․최종 직업훈련기관별 즉시 취업 비율

위의 질문에 덧붙여 취업전의 직업교육훈련이 현재의 임금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하여도 파악하여 보아쓴데, 전체의 72.7%가 별 영향을 미지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취업전 직업교육훈련이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는 한 취업후 직무능력과는 큰 연관성이 없고 평가
및 임금제도가 직무능력과 크게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2. 雇傭保險制 導入 以前의 職業訓鍊
고용보험제 도입 이후 이 제도가 근로자들의 직업훈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고용보험제 도입 이전의 직업훈련 상황과 고용보험제 도입 이후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해
근로자 자신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우선 도입 이전의 직업훈련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3-38>과
같다.
1994년 7월 1일부터 1995년 6월 30일 사이 직무수행과 관련된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근로자는 전체의 31.9%인 225명이었으며 이를 성별로 보면 남자의 경우 35.5%, 여자의 경우
26.1%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전문․기술직이 42.7%, 판매․서비스직은 44.0%로 비교적
높았고, 업종별로는 기타 없종이 38.3%로 제조업이나 건설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그 교육 내용과 교육훈련 방법(자체훈련, 위탁훈련,
자체 및 위탁훈련), 그리고 1회 평균 교육훈련기간을 질문한 결과를 차례로 보면, 교육 내용으로는
사무직 직무교육950.2%), 신입사원 업무교육(32.9%), 소양교육 등 직무수행과 관련없는
교육(34.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 개인이 신청한 교육훈련 휴가를 부여할 때 유급으로
훈련휴가를 주는 경우는 전체의 87.0%, 무급휴가인 경우는 13.0%로 조사되었다.

<표 3-38> 성별․직업별․업종별 고용보험제 도입 이전의 직업훈련 경험

<표 3-39> 고용보험제 도입 이전의 직업훈련교육 이수비율, 교육훈련방법 및 1회 평균
교육훈련기관(복수응답)

근로자들이 가장 만족했던 직업교육훈련의 종류로는 첫 번째가 사무․관리․판매․영업직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관련 교육 훈련으로 전체 응답의 30.2%였으며, 두
번째로는 생산․기술․기능․노무직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관련 교육훈련이
15.7%, 다음으로는 신입사원에 대한 업무교육으로 14.1%를 차지했다. 직업별 표본근로자 분포를
반영하는 것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향상훈련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성별․직업별․업종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3-40>과 같다.

<표 3-40> 성별․직업별․업종별 가장 만족스러웠던 직업교육훈련

응답자들이 가장 만족스러웠다고 응답한 직업교육훈련을 받게 된 경우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30.6%)','직장상사의 요청에 의해(34.5%)'.'특정한 순서에 의해서(34.9%)'라는 응답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를 교육훈련 내용별로 보면 직업훈련생에 대한
교육훈련의 경우는 '자발적'이라는 응답이 80.0%, 신입사원 업무교육의 경우는 '특정한 순서에
의해서'라는 응답이 44.0% 등으로 제일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으며, 생산직과 사무직으로
업무향상교육은 세 가지의 비중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또한 가장 만족스러웠던 직업교육훈련이 현재 직무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3.85의 점수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충분한 수준은
아니어서 직접교육훈련을 현장 및 직무와 연계시키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 3-41> 가장 만족스러웠다고 응답한 직업교육훈련 중 교육훈련 내용별 직업교육훈련 이수
경위

또한 가장 만족스러웠다고 응답한 직업교육훈련의 비용은 누가 부담하였는가에 대하여 전체의
92.2%가 회사 부담이라고 응답하였다. 다만 직업훈련생에 대한 교육훈련비용은 회사와 본인의
부담비율이 40%로 동일하고 공동부담이 나머지 20%를 차지한다.
이를 교육훈련 내용별로 구분하여 본 결과 <표 3-42>와 같다.
그러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업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실질적인
혜택은 그다지 크지 않다. 전체의 29.4%가 별 혜택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56.1%가 본인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표 3-42> 가장 만족스러웠던 직업교육훈련 중 교육훈련 내용별 비용부담자

응답하였을 뿐 임금이나 승진, 배치전화에 직접 반영된다는 응답은 모두 합쳐 15% 정도로 소수에
지니지 않았다 (표 3-43 참조).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직업교육훈련 이수후 본인이 원하는 경우 관련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도 전체의 48.6%가 당장은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아직까지는 교육의
효과와 현장 및 업무와의 연결이 잘 되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표 3-44 참조).
또한 전체적으로 직업교육훈련 수강에 따른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는 것은 회사업무와
교육의 중복에 따른 부담으로 43.1%가 응답하였고, 다음으로는 교육훈련 내용의 비현실성 또는
비실용성 때문이라는 응답이 22.7%로 나타났다. 그 외에 교육훈련 수강료의 부담이나 회사지원
불충분 때문이라는 응답도 11.4%로 나타나고 있었다.

<표 3-43> 직업교육훈련을 이수한 뒤 성별․직업별․업종별 기업혜택 여부

<표 3-44> 직업교육훈련을 이수한 뒤 성별․직업별․업종별 관련분야 종사가는 여부

한편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응답자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전체의 43.3%가
직업교육훈련의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이라고 답하였고, 27.5%는 필요성은 느꼈으나 회사에서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3. 職業能力開發事業에 대한 認知度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직업교육훈련에 대해 근로자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그
인지도는 5점 척도로 2.30으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의 32.9%가 '모른다'는
응답이고, 28.8%는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었다. 그리고 성별로는 남자가 2.51점으로 여자인지도
1.96보다 다소 높은 점수를,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근무기간과 업종 종사기간이 대체적으로

갈수록 높은 인지도를 보여주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낮은 인지도는 근로자의 개인적인 관심부족 때문이기도 하지만 회사 자체의 홍보와
교육도 미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것은 소속 회사의 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가 전혀 없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44.3%를 차지하고 있는
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직업교육훈련 인지도가 낮긴 했지만 근로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훈련의 종류는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에 37.0%는 외부 위탁교육훈련이 필요함을 지적하였고, 35.6%는
사업내직업훈련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13.5%는 1개월 이상의 유급휴가 교육훈련을,
12.3%는 등록금이나 교육수강비용의 대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근무기간과
업종 종사기간이 길수록 사업내직업훈련보다는 외부위탁교육훈련을 더 원하고 있었다.

<표 3-45> 직업교육훈련 인지도

<표 3-46> 소속 회사의 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 실시여부

4. 雇傭保險制 導入 以後의 職業敎育訓練
이번에는 고용보험제가 도입된 이후인 1995년 7월 1일 이후부터 1996년 6월 30일 사이 1년간
직무수행과 관련된 직업교육훈련이나 수강비 대부 등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었는지를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남자 응답자의 73.0%, 여자 응답자의 75.9%가 그런 경험이
없었다고 응답하였고, 학력별로는 저학력일수록 경험이 없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업훈련원 또는 기능대에서 교육받은 경험이 없었던 응답자일수록, 직업별로는 생산직
근로자가 직무수행과 관련된 교육훈련이나 수강비 대부 등의 지원을 받은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7> 가장 필요한 직업교육훈련 종류

<표 3-48> 고용보험제 도입이후 직업교육훈련 혹은 수강비 대부 등 지원경험 여부

다음에서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직업교육훈련이나 수강비 대부 등의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 종류를 질문한 결과 사무직 직무향상교육(48.3%), 일반소양교육(37.2%),
신입사원 업무교육(31.9%), 생산직 향상교육(20.8%)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자 응답자의 경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교육은 사무직 업무향상교육(50.4%)이고 두 번째로는
일반소양교육(39.8%)이었으며, 여자 응답자의 경우는 사무직 업무향상교육(44.6%)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신입사원 업무교육(37.8%)이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직업별로 보면 전문․기술직의 경우는 생산직 업무향상교육(56.0%)과
일반소양교육(40.0%)의 순이었고, 사무직은 사무직 업무향상교육(57.2%), 일반소양교육(36.2%)의
순으로, 판매․서비스직은 사무직 업무향상교육(63.6%), 생산직 업무향상교육(54.5%)의 순으로,
생산직은 생산직 업무향상교육(61.5%), 그리고 관리․감독자교육(46.2%), 일반소양교육(46.2%)에
같은 비율로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 보면 모든 업종에서 비슷한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무직 업무향상교육이 제조업
43.0%, 건설업 46.2%, 비제조업 54.5%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이를 교육훈련방법(자체훈련,
위탁훈련, 자체 및 위탁훈련)과 1회 평균 교육훈련 시간과 함께 표로 제시하여 보면 <표 3-49>와
같다.
근로자들에게 가장 만족스러웠던 직업교육훈련은 32.9%가 사무직 업무능력향상교육이었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는 일반소양교육으로 1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만족스러웠던 직업훈련을 받게 된 경위를 질문하였는데 그 결과 '직장 상사의 요청에
의해서'가 36.7%, '특정한 순서에 의해서'가 32.9%, '자발적으로'라는 응답은 30.4%로 나타나
근로자들의 직업훈련에 대한 자발성은 아직 미진한 것으로 보인다.

<표 3-49> 응답자의 직업교육훈련 이수 여부와 교육훈련방법 및 1회 평균
교육훈련기간(복수응답)

<표 3-50> 성별․업종별 가장 만족스러웠던 직업교육훈련

<표 3-51> 성별․학력별․직업별․업종별 직업교육훈련을 받게 된 경위

<표 3-52>교육훈련내용별 이수 경위

<표 3-53> 직업교육훈련에 따른 본인의 비용부담 여부

<표 3-54> 교육훈련 내용별 본인의 비용부담 여부

훈련에 따른 본인의 비용부담이 어떠했는가를 질문하여 보았는데, 이에 대하여 77.8%의 응답자가
부담이 었다고 하여 직업교육훈련 실시나 경비지원 역시 회사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교육훈련 중 직장 상사 및 동료의 반응은 어떠하였는지 알아본 결과 직장 상사의 반응은
5점 척도로 3.55, 직장 동료의 반응은 3.45의 점수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특히 성별로는 남자의
평균점수가, 직업별로는 사무직과 전문․기술직의 평균점수가, 업종별로는 건설업의 평균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직업교육훈련이 이루어진 뒤 현재 직무에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에
있어서는 5점 척도로 3.81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졸 이하 및
공고졸업자

<표 3-55> 성별․직업별․업종별 직장 상사 및 동료의 반응

<표 3-56> 성별․학력별․직업별․업종별 교육 이수후 도움 정도

<표 3-57> 교육훈련내용별 교육 이수후 도움 정도

<표 3-58> 교육내용별 교육 이수후 기업혜택 여부

등 저학력층에서 높은 만족도를, 직업별로는 전문․기술직과 사무직 종사자들에게, 업종별로는
비제조업 종사자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직업교육훈련 이수후 기업에서 교육훈련 수강자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가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는 전체의 70.0%가 어떠한 평가도 없었다고 응답하여 교육훈령의 사후 관리 및 교육훈련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과정이 거의 마련되어 있지 못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교육훈련이
일회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직업교육훈련을 이수하고 난 후
기업으로부터 어떤 혜택이 있었는가를 조사한 결과 '본인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56.5%였고, 그 외에 '별 혜택이 없었다'가 32.4%여서 교육훈련의 효과 제고를 위한 기업의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혜택뿐 아니라 교육 이수후 원한다면 관련분야에 종사할수 있는 상태가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전체의 52.7%가 당장은 불가능하다고 응답하여 직업교육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직업교육훈련을 이수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으로는 전체의 40.6%가 '업무와 교육의
중복부담'을 들었으며, 다음으로는 17.9%가 '비현실적 또는 비실용적인 내용'임을 지적하고 있다.
직업교육훈련이나 수강비 대부 등을 받은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를 조사한
문항에서도 전체의 39.0%가 '직업교육훈련이나

<표 3-59> 성별․직업별․업종별 교육훈련 이수후 관련분야 종사 여부

수강비 대부의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고 있고, '필요성은 느꼈으나 회사에서
적절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치 않아서'라는 응답도 39.0%를 차지하고 있어, 교육훈련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기업체의 협조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다수의 응답을 얻은 것으로는 '업무 때문에 바빠서'라는 응답으로 13.5%를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응답자들이 직업교육훈련에 바라고 있는 사항을 순위를 매기게 한 결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직업교육훈련에 대해 가장 바라는 사항은 전체의 31.3%가 '고용보험제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홍보'라고 대답하였고, 2순위는 21.9%가 응답한 '직업교육훈련과정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사업의 활성화'였으며, 3순위로는 17.1%가 응답한 '근로자에 대한
직접지원사업의 확대'와 함께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위탁훈련과정을 교육훈련기관이
개발'해야 한다는 것으로 종합되었다. 이의 응답을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전체적인 응답비율로
합계하여 가장 많은 응답비율을 보인 순으로 나열하여 보면 <표 3-60>과

<표 3-60> 직업교육훈련에 대해 바라고 싶은 사항(복수응답)

같다.

5. 職業敎育訓練의 必要性

다음은 고용보험제도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과는 별도로 현장에서의 경험과 훈련이
어느정도 유용한지를 파악하여 보았다. 먼저 근로자들은 현직장에서 습득한 기능과 기술이 동종
타기업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여 보았다. 여기에서 나타난
결과로는 현재 기능․기술의 유용성이 5점 척도로 3.76으로 어느 정도 유용하다는 의견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산공정 및 기술이 변화하거나 공장이 자동화됨에 따라 새로운 기능․기술에
대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4.07로 나타나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교육훈련이 매우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응답자들은 자신의 회사가 새로운 기능․기술 요구에 대해
재교육 등으로 적극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3.12의 점수를 주고 있었으며,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 개발사업의 실시가 이러한 교육훈련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가의 질문에 있어서는 3.31로 다소 긍정적인 응답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응답자들에게 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사업 중 기업과

<표 3-61>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의견

근로자에게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업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여기서는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교육훈련지원'사업으로 27.4%의 응답을, 다음으로는 '사업내직업훈련지원'사업이 27.1%의
응답을 보여주었다. 이를 요약하여 표로 나타내면 <표 3-62>와 같다.

<표 3-62> 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사업 중 가장 도움이 되는 사업

第4章
職業能力開發事業 活性化 方案
第 1節 事業內職業訓練義務制度의 職業能力開發事業으로의 統合
고용보험법 및 동시행령․시행규칙은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시행에 있어서는 직업훈련 기본법상의 관련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직업훈련기본법상의 사업내 직업훈련에 관한 규정은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사실상 규제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사업에는 ① 직업훈련 지원, ② 교육훈련 등의 지원, ③ 실업자재취직훈련, ④
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지원, ⑤ 직업능력개발의 촉진을 위한 ㉮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 중고령자
수강장려금 지원, ㉰ 교육수강비용의 대부, 건설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의 사업이
있다. 그런데 직업훈련 지원은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훈련 실시에 있어서도 직업훈련기본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훈련 지원은 직업훈련기본법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교육훈련 비용 지원기준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에 있어서 직업훈련기본법의 관련조항을 따르고 있고, 실업자의
재취직훈련에 있어서도 훈련기관 선정, 훈련수강료 선정방법 등에 있어서 직업훈련기본법의
관련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직업훈련 시설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직업훈련 시설에 대한
비용 대부의 기준을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 또는 인정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자로 하며, 직업능력개발의 촉진에 있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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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는데 있다.
직업훈련기본법은 1976년 12월 31일에 제정된 법률로서 정부가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면서
비진학청소년을 기능인력으로 양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직업훈련기본법은
기업내에서 실시하는 사업내 직업훈련에 있어서도 기업의 훈련 참여를 강제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사업내직업훈련 실시의무를 부과하고 훈련의무비용을 직업훈련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훈련의무비용과 직업훈련에 사용한 비용의 차액을 노동부 장관에게
직업훈련분담금으로 납부하게 하고 있다. 또한 훈련 내용에 있어서도 정부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양성훈련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정한 직업훈련 기준에
따르도록 하여 기업특수적 훈련보다는 일반적 훈련을 기업에 강요하고 있으며 훈련분야도 제조업
생산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직업훈련 실시의무 사업주는 매년 사업내직업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노동부 장관은 사업내직업훈련 계획이 직업훈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이미 승인을 얻은 사업내직업훈련 계획 등을 취소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사업내직업훈련은 기업이 필요한 분야를 기업의 실정에 맞게 실시할 수 가 없고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필요한 훈련을 기업에 강요하면서 훈련 내용, 기간, 대상, 교재, 시설, 방법 등을
철저히 규제해 왔다. 1990년대 들어 직업훈련 기준은 크게 완화되어 왔으나 직업훈련기본법
자체가 민간의 직업훈련을 지원 촉진한다기보다 각종 규제를 통하여 정부가 필요한 훈련을
강요해 왔기 때문에 훈련의무 대상사업체중 약 5분의 4는 훈련 실시를 기피하고
직업훈련분담금을 납부해 오면서 직업훈련의무제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해 왔다.
반면에 고용보험법상의 능력개발사업은 기업이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훈련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금과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자율적인 직업훈련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 내직업훈련의무제도를 폐지하고
직업훈련분담금을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한 고용보험료로 흡수 통합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하여 기업내에서 근로자에 대한 평생교육훈련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으며,
교육훈련분야도 제조업 생산직종 뿐만이 아니라 어떤 직종분야에서도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꾀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직업훈련기본법은 기본적인 입법정신과 훈련
방법, 대상, 내용 등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추진을 직업훈련기본법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커다란 모순이다. 이러한
사실은 고용보험법령의 입법과정에서도 지적된 문제였으나 관계부처간의 견해차이로 제대로
조정되지 못한 채 사업내직업훈련실시 의무사업체를 상시근로자 150인 이상 사업체에서 1,000인
이상 사업체로 조정하고 사업내직업훈련실시 의무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실업자 재취직훈련 제외)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으며(고용보험법 제63조
제2항),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도 사업내직업훈련실시 의무비율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화하고(고용보험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고용안정사업의 적용을 70인 이상 사업장으로 하는 선에서(고용보험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항)
기형적인 봉합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비정상적인 조정은 고용보험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1,0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업내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훈련의무제도를 근간으로 하여 추진할 것인지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근간으로 할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이에 따라 정부의 직업교육훈련정책이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 정부의 직업교육훈련의 개혁방향은 수요자 중심의 열린 직업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나 직업훈련정책은 아직도 사업내직업훈련실시 의무제도에 익숙해진 나머지
기업과 근로자의 입장보다는 정부 입장에서 직업교육훈련에 많은 규제를 하고 있어
직업교육훈련의 활성화를 정부 스스로 가로막고 있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둘째, 직업능력개발사업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자율적인 기업내 직업교육훈련의
활성화를 지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에 있어서는 규제적인 직업훈련기본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능력개발사업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내재적 한계를 안고 있다.
셋째, 과거 기업규모에 따른 사업내직업훈련실시 의무비율의 차등화와 연계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고 있는바, 이는 고용보험의
적용․징수에 있어 많은 혼선을 초래하고있고,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을 원가에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재정경제원
회계예규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하면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의해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료는 공사원가(경비)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료율 중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사 발주처에서는
어떤 규모의 업체가 낙찰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해당공사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반영해야 할
기준이 불명확하여 현실적으로 공사 원가에 반영하지 못하여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직업훈련기본법은 사업내직업훈련에 대한 강제와 규제가 너무 많아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직결된 다양한 교육훈련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1).
있다 따라서 이제 1970년대의 여건에 맞추어 제정된 직업훈련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지금까지의 정부 주도적이고 훈련공급자 위주의 직업교육훈련을 민간 주도적이고 훈련수요자
위주의 직업교육훈련으로 지원․촉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개정법은 고용정책기본법 및
고용법과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즉 고용정책기본법과 고용보험법이
사업내직업훈련의무제도를 폐지하고 자율적인 직업교육훈련을 지원․촉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근로자에 대한 평생직업교육훈련을 보장하고
촉진하는 방향에서 직업훈련기본법을 개정하고 고용보험법의 직업능력개발사업도 재구성하여야
할 것인바, 현행 직업훈련기본법상의 사업내직업훈련의무제도를 폐지하고
사업내직업훈련의무비용 및 직업훈련분담금제도를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직업능력개발 보험료로 통합하여야 한다. 이미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내직업훈련실시
의무업체의 76%가 사업내 직업훈련의무제도의 폐지를 바라고 있고 67%가
사업내직업훈련의무제도를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할 것을 바라고 있다.
우리나라 직업훈련제도는 기업이 스스로 필요한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오랜 전통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기능인력을 양성․공급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정부가

주도되어 공공직업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하고 기업에게는 직업훈련의무제도를 통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정부 주도적인 훈련체제로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다.
정부 주도적인 직업훈련체제는 당연히 훈련대상에 있어서 재직근로자의 향상훈련보다는 무기능
신규노동력에 대한 양성훈련에 중점을 두어왔고 훈련 내용에 있어서도 개별기업의 실정에 맞는
기업특수적 훈련보다는 어느 기업에서나 활용이 가능한 범용 기능․기술 중심의 일반적 훈련에
치우쳤고 훈련의 수준에 있어서도 고도의 전문 기술․기능보다는 단순기술 기능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훈련체계는 경공업 및 중화학공업이 중심을 이룬 1970년대의 우리나라
경제여건하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기도 하였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기술혁신의 속도가 빠르고 다품종 소량생산이 이루어짐으로써 종업원의
직종구성이 매우 다양해지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여건하에서는 이제 더 이상 정부 주도적이며
획일적인 직업훈련체제가 효율성을 발휘할 수 없게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기업이 주체가
되어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향상시킬 수 있는 민간 주도의 자율적
직업훈련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업내직업훈련의무제도를 폐지할 경우에는 반드시 양성훈련의 감소 기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1995년 7월 이전까지는 사업내직업훈련실시 의무업체였으나 1995년 7월
1일부터 사업내직업훈련실시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6개 업종의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두 차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훈련의무가 해제된 이후에 향상훈련 인원은 변화가
없었다는 응답이 70.9%와 65.5%이고, 감소했다는 기업의 비율보다 확대되었다는 기업의 비율이
더 높다. 그러나 양성훈련과 전직훈련의 경우에는 대부분은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감소했다는 응답이 확대하였다고 응답한 기업보다 다소 높거나 같게 나타나고 있다(표 4-1참조).
현재 1,000인 이상의 훈련의무업체의 경우에는 사업내직업훈련실시 의무제도를 폐지하더라도
교육훈련 인원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과반수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감소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4-2 참조).

<표 4-1> 1995. 7. 1.부터 사업내직업훈련실시 의무제외업체가 된 이후 교육훈련인원 변화

<표 4-2> 현행 사업내직업훈련실시 의무업체의 훈련의무제 폐지시 예상되는
교육훈련인원변화전망

1995년 7월 이후 사업내직업훈련실시 의무대상기업을 축소하고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시행한 이후 사업내직업훈련의 변화를 보면 양성훈련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고 있으며, 전직훈련은 감소 추세 속에서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향상․재훈련이 꾸준히 증가하여 전체적인 훈련인원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3 참조). 이는 사업내직업훈련의무제도의 폐지시 향상․재훈련은 활성화되어
기업의 훈련수요 충족에는 유리하나 양성․전직훈련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1990년대에 사업내직업훈련실시 의무제도를 폐지한 영국과 호주에 있어서도 한때 양성훈련
인원이 감소한 적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사업내직업훈련실시 의무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경우 양성 훈련이 다소 위축될 수 있는 가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론적으로 볼 때 직업훈련생의 모집에 의한 양성훈련의 비용을 전적으로 훈련실시 기업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모순이다2). 향상훈련의 경우 기업특수적 훈련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기업이 훈련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해야 하는 반면에 양성훈련은 일반적 훈련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표 4-3> 사업내직업훈련 실시 추이

훈련비용의 대부분을 훈련생과 공공부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공훈련기관이
실시하는 양성훈련은 일반회계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기업이 양성훈련을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은
고용보험에서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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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등화하며,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소요비용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고용보험에 의한
교육훈련비용의 지원기준을 실훈련비로 하여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광범위하게 인정하여야 한다.
양성훈련 대상자의 감소와 급격한 기술변화로 이미 <표 4-3>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향상훈련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양성훈련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양성훈련은 국가의 인력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부문이며 공공훈련 부문만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양성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소요비용 전액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여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양성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석 1) 사업내직업훈련의무제도에 대한 비판으로는 최성수(1997), 유길상(1995), 박덕제(1993),
김수곤(1989) 등을 참조.
주석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양성훈련의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거나(31.1%), 기업과
정부(28.0%), 정부와 공공부문(19.9%)이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표 3-26 참조).

第 2節 民間職業訓鍊에 대한 規制 撤廢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민간 주도의
직업능력개발체계의 구축을 지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을 직업훈련기본법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바, 직업훈련기본법은 민간직업훈련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들을 수반하고 있어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
직업훈련기본법과 고용보험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주요 규제 사례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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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훈련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훈련실시 의무사업주는 매년
사업내직업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내직업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의 기준을 노동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 내지 제40조).
―직업훈련 교사는 신기술 훈련․신직종 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다(직업훈련기본법 제41조).
―고용보험법상의 직업훈련 지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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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을 종료한 후 1월
이내에 비용산정보고서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고 다음 보험년도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비용지원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훈련시행 시점부터 비용 지원을 받기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시행한 사업주가 지급받을 수 있는 비용의 총액을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의 120%(우선지원대상 사업주는 180%)를 한도로 하고 있어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제약하고 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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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민간직업훈련에 대한 각종 규제를 폐지하여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민간 주도의
직업훈련을 활성화하여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인바, 구체적인 규제
철폐 사항들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직업훈련 과정 및 직업훈련 기준을 지금까지의 의무적 준수사항에서 훈련 기관이 직업훈련
기준을 훈련실시에 참조만 하도록 개정
―직업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는 방식을 위탁받을 수 없는 자만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환
―직업훈련 시설의 명칭을 자율적으로 붙일 수 있도록 허용
―직업훈련 교재 및 훈련교사 등에 대한 각종 규제를 폐지하여 훈련기관의 정부의 훈련 교재 등을
참조하여 자율적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인정직업훈련에 대한 설립 및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인가조건을 완화하며
훈련비용․수강료 등의 결정을 자율화
―사업내직업훈련의무제도를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흡수․통합하여 기업의
실정에 맞는 직업훈련의 활성화 유도
―사업내직업훈련에 대한 계획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고용보험법상의 직업훈련 지원 및 교육훈련 등 지원제도를 통합하고 훈련계획만 제출하면
소요비용을 지원받아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종료후 비용을 정산하도록 변경
―훈련비용의 인정을 훈련에 소요된 모든 비용으로 확대
―능력개발사업지원금 지급액의 상한선을 대폭 상향 조정하거나 폐지 검토

第 3節 公共職業訓鍊機關을 需要者中心 訓練體制로 改編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공직업훈련기관을 수요자중심 훈련체제로 개편하여
재직근로자, 특히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켜 주기 위한
지원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앞의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술진보와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향상․재훈련 등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향상훈련 등에 대한 수요가 70∼80%에 이르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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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편하여야
한다. 일본의 경우 1980년대 중반 이후 고용촉진사업단 산하 공공직업훈련기관은
향상․재훈련만을 전담하는 직업능력개발촉진센터로 전환하여 수요자 중심의 훈련체제를
구축한 바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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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이고 비용절약적인 훈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업과 훈련생이
필요한 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같은 훈련공과 내에서도 훈련생의 기술․기능 수준별
다양한 훈련 모듈을 개발하여 훈련생이 필요한 훈련과정만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공공훈련과정을 전면 개편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공공훈련기관은 5∼10개의 훈련과정을
개설하여 1∼3년의 장기훈련 위주로 운영하고 있으나 선진국의 직업훈련기관은 300∼500개의
다양한 훈련 모듈을 개발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있어 훈련생은 필요한 과정만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음을 참조하여야 한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실정에 맞도록 훈련교사를 산업현장에 파견하여 훈련을

실시하거나 개별기업의 훈련수요에 맞추어 훈련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주문식 훈련'(client
ordered training)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지금까지의 직업훈련은 집체훈련(Off-JT)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중소기업은 집체훈련에 보낼 만한 여유 인력이 없으므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실정에 맞도록 훈련교사를 산업현장에 파견하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습득시켜 줄 수
있는 주문식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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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을 현장훈련을 강화해야 훈련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 향상과 직결된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신기술 도입에 대한 근로자의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훈련기관은 중소제조업체의 현장훈련 모형을 개발․보급하여 생산성 향상과 직결된
교육훈련을 확산시켜야 한다.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의 수요자 중심의 훈련과정 개발을 지원․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본부 및 공공훈련기관에 교육훈련과 정개발팀을 설치하고 각 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 개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훈련과정 개발비용을 별도로 지원하여 훈련과정 개발
및 훈련성과에 따라 훈련기관별 보수를 차등화하여야 한다. 한국산업인력관리 공단 본부는 개별
훈련기관에 대한 관리 중심에서 개별 훈련기관에 대한 지원 및 조사․연구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각 훈련기관의 장에게 인사, 예산, 훈련기관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각 훈련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훈련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훈련기관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기능대학을 중심으로 직업전문학교와의 연계하에 지역사회의
직업능력개발센터로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직업훈련기관을 수요자 중심의 훈련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공공직업훈련기관을 민간전문기관 또는 전문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직업훈련기관 중 일부를 민간전문기관 등에게 위탁운영하여 민간의 경영기법을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운영에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第 4節 成果重視 訓練의 構築
직업훈련은 외형적인 훈련실적을 중시하는 실적중시 훈련(training for activity)이라 할 수
있다(그림 4-1 참조). 훈련실시기관은 훈련 결과가 실제 생산성 향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훈련의 효과보다는 훈련을 시키는 활동(activity) 그 자체를 중시하였다. 훈련실시기관은
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외형적인 실적을 중시하여 예산을 배분하고 평가함으로써
훈련생수 및 훈련기간 등이 많거나 갈수록 좋은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훈련실시기관은
훈련을 통해서 습득된 기능과 기술이 생산현장에서 또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며 또한 알려고도 하지도 않은 채 훈련생에게 주어진 훈련과정을
가르치는 것 자체에만 목적을 두어 왔다. 개별기업의 훈련수요와 훈련프로그램과의 긴밀한
연계가 없이 주어진 훈련과정을 이수하면 어느 기업에서든지 근로자의 직업능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하에서 훈련이 이루어져 왔으며,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개별기업에 있어서도
훈련 결과를 생산성 향상으로 직결시키기 위한 사용자 또는 중간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간과한
채 직업훈련은 훈련담당부서만의 업무로 인식되어 최고경영층이 직업훈련을 기업경쟁력 강화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적극적 자세가 결여된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는 제3장의 실태조사
분석 결과에서도 여러 차례 밝혀진 바 있다.
기업이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킴으로써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직업훈련은 기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기업 중심의 훈련이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직업훈련제도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직업훈련이 기업의 입장에서 계획되고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실시기관의 입장에서 계획되고 실시됨으로써 기업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크지 못하다는 데
있다. 직업훈련기관이 기업의 동반자로서 기업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요구(needs)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고 이러한 점은 기업의
중간관리층에 의해서도 충분히 이해되어 직업훈련에 대한 비용과 편익에 대해 최고의사결정권자

충분히 이해하며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과 훈련을 의뢰하는 기업이 연계되어 직업훈련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기업의 수요에 바탕을 둔 직업훈련의 효과를 중시하는 이러한 훈련을
성과중시 훈련(Training for Impact)이라 할 수 있다(그림 4-1 참조).
성과중시 훈련을 기업이 필요로 하는 훈련 내용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기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주고 근로자에게는 업무 성과 향상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켜 주며, 근로자가
습득한 지식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사용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게
하여 훈련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결과중시 훈련(results-oriented training)이다.
직업훈련의 결과가 기업의 경영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는 다음과 같은 직업훈련 결과의
기본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Robinson & Robinson, 1989).
훈련수강 × 작업환경 = 경영성과
(Learning experience × Work environment = Business Results)
훈련의 최종적인 성과는 훈련을 통해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이 업무수행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을
때 향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을 포함한 직업훈련기관은 기업과 훈련생이 필요한 것을 습득할
수 있도록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렇게 될 때 기본방정식에서의 훈련수강은
100% 달성된다. 그러나 훈련수강 그 자체만으로는 업무수행실적(on-the-job results)의 향상에
직결되지 못하며 훈련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기능을 100% 발휘하게 할 수 있는 작업환경(work
environment)을 갖추어 주어야 한다. 만일 작업환경 여건이 零(zero)이면 업무수행 실적의 향상도
零이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정부 주도적인 직업훈련체제에서는 훈련실시 기업에 있어서도 훈련수강 활동
그 자체만을 강조하고 훈련수강에 있어서도
〔그림 4-1〕실적중시 훈련과 성과중시 훈련의 비교

그 내용과 기간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기업도 훈련수료생을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통한 적소에의 배치, 적정한 임금보상, 훈련수료생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작업환경의 조성 등에는 거의 관심을 갖지 않는다(표 3-20 참조). 그러나 직업훈련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직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훈련의 내용에 있어서도 생산현장의 주요
감독자와의 협의를 거쳐 훈련수요를 파악하고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훈련을 실시함은 물론
훈련 결과가 기업의 성과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작업환경의 조성, 인력배치 그리고
평가시스템(임금, 승진제도 등)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즉 실적중시 훈련에서 성과중시 훈련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훈련 결과가 기업의 경영 성과에 직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에 대한 정부의 사전적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되(표 4-8 참조) 훈련의 성과를 기준으로 지원폭을 조정하여 나갈 수 있는
훈련의 사후적인 관리․조정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성과중시의
훈련체제하에서는 기업이 훈련 성과를 가시적으로 알게 함으로써 훈련실시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며 기업의 실정에 따라 양성훈련, 향상 훈련, 재훈련, 전직훈련이 이루어지게 되고 정보화
시대에 맞는 훈련과정 및 사무․서비스직 근로자(white collar)를 위한 훈련과정도 개발되고
생애직업능력개발을 통한 다기능 중간기술자의 양성도 가능해질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직업훈련은 비진학청소년에 대한 양성훈련에 치중하였고 사업내직업훈련에

있어서도 양성훈련을 강조해 왔으나 <표 4-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은 재직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이지
직업훈련생 모집에 의한 신규 양성훈련은 아니었다. 따라서 앞으로 근로자 교육훈련은
재직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의 지속적인 개발․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며,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표 4-4> 가장 필요한 근로자 교육훈련과정

第 5節 敎育訓練對象者 選拔 및 費用支援方式의 改善
1. 槪 要
교육훈련 등 지원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에 있어
회사측만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개별근로자는 제한적으로밖에 참여할 수 없는 지원제도상의
문제점이다. 그리고 비록 교육훈련 종료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는 하나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교육훈련을 개시할 때 수강비용을 교육훈련기관에 먼저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고 점도
교육훈련 활성화에 제약조건이 될 수 있다.
직업교육훈련의 수요자인 기업과 근로자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열린 직업교육훈련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훈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여 훈련수요자가
공공․사업내․인정훈련기관 및 직업교육기관들로부터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공공훈련기관에만
무조건 이루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훈련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훈련을 실시한 실적에 따라
지원받는 '훈련 결과에 바탕을 둔 경쟁적 훈련'(output-based competitive training)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각급 직업훈련기관, 기업연수원, 사내대학, 노동조합 연수원, 전문대학 및 대학
등이 상호 경쟁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과정을 개설하여 근로자에게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소요되는 교육훈련비용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함으로써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가
수지가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이 경쟁적으로 훈련수요자에
맞는 다양한 훈련과정을 개발하도록 유도하여야 하는바,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일부 구미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훈련바우체제도의 아이디어를 원용하여 다음과 같이 훈련생
선발 및 비용지원방식을 개선한다면 상당한 개선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2. 企業내 敎育訓練對象 勤勞者選拔方法의 轉擔
기업이 교육훈련의 전적인 주도권을 갖고 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는 현재의 관행은
근로자의 교육훈련에 대한 참여동기를 약화시키게 되므로 형식적인 교육훈련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근로자 개개인의 교육훈련 수요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훈련대상자 선발의
문제는 「근로자의 훈련동기 유발 실패→ 소극적 훈련참여→ 훈련성과 저조→ 인적자원의 질
향상 미흡→ 기업의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 저조→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 소홀 및 교육훈련대상자
선발시 근로자의 훈련수요 무시→ 근로자의 훈련동기 유발실패」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직업능력개발 또는 경력개발을 위해 필요로 하는 교육훈련과정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근로자 자신일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훈련 참여의 주도적 역할을
회사의 교육훈련 담당자가 아닌 훈련에 실제로 참여하는 근로자가 갖게 하여 그로 하여금
교육훈련과정을 스스로 선택하게 한다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은 매우 활성화되고
내실화될 것이다. 다만 이때 고용보험의 지원대상이 되는 전국의 모든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 및 교육훈련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업내 교육훈련대상 근로자 선발방법이 위와 같이 전환되면 기업내 교육훈련업무 담당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교육훈련과정이 그 근로자의 직무와 적합하게 연계되는가를 검토하여
교육훈련의 사용(私用)을 방지하는 일과 고용보험으로부터 제한된 지원금 수혜범위 안에서
교육훈련을 신청한 근로자들 중 대상자를 선정․할당하여 지방노동관서에 교육훈련실시를
통보하는 역할 및 교육훈련에 대한 홍보와 상담 그리고 지원업무만을 주로 하면 될 것이다.

3. 敎育訓練費 志願節次 및 支援金 支給方法의 變更
현행 규정에 의하면 기업 또는 근로자가 교육훈련기관에 교육훈련 수강신청을 할 경우 수강비를
사전에 교육기관에 일시불로 납부하고 훈련이 종료된 후 지방노동사무소에 비용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절차에 의하면 기업이 비록 교육훈련 실시에 따른 비용을 교육종료 후 사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는 하나 당장은 모든 교육훈련비용을 교육훈련 개시와 동시에 교육훈련기관에
일시불로 납부하게 되므로 기업은 현금지불의 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더욱이
이같은 교육훈련비용의 선납은 기업이 이미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납부한 상태이므로
지원금을 받기 전까지의 일정기간 동안에는 기업에게 이중의 부담이 된다.
그러나 교육훈련시 지원금 지원절차에서 발생하는 위와 같은 교육훈련 활성화 저해요인은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기업이 교육훈련기관에 훈련생을 등록시킬 때,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의 지원금을 제외한
부분(예를들면 우대기업 : 10%, 대규모기업 : 30%)에 대해서만 교육훈련기관에 교육훈련
개시전에 이를 납부한 후 근로자로 하여금 교육훈련을 받도록 제도를 변경한다. 이것은 기업으로
하여금 당장에 적은 비용으로 훈련참여가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기업의 교육훈련 참여를
활성화시킬 것이며, 특히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스스로 찾아 자신의 여건에
맞는 시간대에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 훈련참여도를 상당히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한편 나머지 교육훈련비용에 대해서는 교육훈련기관으로 하여금 교육훈련이 종료된 후
지방노동관서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도록 현행 제도를 변경한다.
만일 이러한 방식대로 교육훈련이 실시된다고 하면 교육훈련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대상은
현재와는 다른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기업은 훈련참여시 훈련비의 10%(우대기업) 또는

30%(대규모기업)만 지불하고 훈련을 받지만 나머지 70%(대규모기업) 또는 90%(우대기업)의
교육훈련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훈련기관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비용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정산받는 방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고용보험으로부터의 비용지원의 흐름이
현재처럼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기업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기금에서
교육훈련기관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방안은 기본적으로 훈련바우처제도(Training Voucher System)를 원용한 것이지만
몇가지 점에서 이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번째는 이 방안이 훈련바우처제도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듯이 쿠폰이나 카드를 근로자가 가지고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두번째로
이 방안은 교육훈련 개시 초기에 훈련비용을 훈련기관에게만 부담하게 하는 일반적인
훈련바우처와는 달리 기업에게도 교육훈련개시 초기에 교육훈련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특징이 있다. 특히 이 점은 훈련바우처제도가 교육훈련 종료후 훈련바우처 발행기관으로부터
훈련쿠폰의 액면가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을 교육훈련기관에게 사후지원하는 형식을 갖기 때문에
교육훈련기관의 입장에 있어 어떤 면에서는 교육훈련 실시를 꺼리는 문제점을 보완한다. 즉 이
방안은 교육훈련 개시때에 기업이 교육수강비용의 일부를 교육훈련기관에게 지불하게 하는
방식이므로 교육훈련기관 입장에서 보면 교육훈련수강비용의 일부를 교육개시와 동시에 확보할
수 있어 일반적인 의미의 훈련바우처제도보다는 좀더 유리하다.
이 방안은 위와 같은 특징 이외에 훈련바우처제도가 갖는 이점을 기본적으로 모두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교육훈련 관련 주체별로 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교육훈련에 따른 현금지출의 기회비용 부담을 기업만 온전히 부담하는 현행 제도와는 달리
이를 기업과 교육훈련기관으로 분산시킴으로써 교육훈련의 실수요자인 기업의 교육훈련
초기비용을 경감시켜 보다 많은 훈련참여 의지를 이끌어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근로자들도
자기의 직무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신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어 교육훈련의 효과가 배가(倍加)된다. 결국 '수정된 훈련바우처제도'는
기업과 근로자의 교육훈련 참여촉진에 상승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교육훈련의 양적 및
질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교육훈련기관도 이득을 볼 수 있다. 비록 당장은 100%의 수강비용을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는 없지만 위와 같은 시스템의 변화로 인해 기업과 근로자의 교육훈련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훈련수강생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보험기금을 운영하는 지방노동관서는 현재 비용지원신청서를 기업으로부터만 받게 되어
있으나 이 방안에 의해 절차가 변경되면 훈련기관으로부터 이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현행
시스템과 많은 차이가 없다. 다만 기업으로부터는 교육훈련의 참석 여부를 신고받는 일은 추가될
것이다.
교육훈련의 질의 측면에서는 교육훈련기관이 보다 많은 근로자를 자기 교육기관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수요자에 부응하는 교육훈련과정 개발과 운영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될
것이므로 교육훈련의 질적인 상승효과도 클 것이다.
4. 訓練바우처制度수용에 따른 不正의 豫防
본 방안이 시행된다면 훈련기관과 기업 또는 근로자와의 결탁에 의한 부정1) 그리고 훈련생
유치경쟁 과열로 인한 훈련덤핑과 이에 따른 훈련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교육훈련 종료후 기업과 교육훈련기관 양측으로부터 근로자의 훈련참석확인서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게 하고 한편으로 지방노동관서는 수시로 교육훈련기관을 실시하여
훈련의 질 저하 방지와 훈련실시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과 궁극적으로는 교육훈련 수요자인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과정에 의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석 1) 사실 훈련기관과 기업체간의 결탁에 의한 부정은 훈련바우처제도가 아니더라도 항상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훈련바우처제도만의 부정적 효과라고만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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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22조는 '직업훈련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제23조는 '교육훈련비용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직업훈련 지원'은 피보험자 등을 대상으로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직업훈련 기본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직업훈련기본법상의 사업내직업훈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데 반하여,
'교육훈련비용 지원'은 피보험자 등의 취직에 필요한 지식․기능의 습득 또는 직업환경에의
적응을 위한 교육훈련․강습을 실시하거나 기타 피보험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촵강습을 실시 또는 지원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소요비용의
90%(대기업은 70%)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전자가 직업훈련기본법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데
비하여 후자는 직업훈련기본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 이외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두 가지 사업이 구분되어 있고 지방노동관서의 업무분장에 있어서도
사업내 직업훈련 지원사업은 관리과가 담당하고 교육훈련 등의 지원은 고용보험과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활용하는 사업장의 불편함은 말할 것도 없고 지방노동관서
내에서도 업무 소관이 불분명하여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사업내직업훈련의무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 개발사업으로 통합하게
되면 '직업훈련 지원' 과 '교육훈련비용 지원'을 구분하여야 할 실익이 없어진다. 따라서 이를
통합하여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새로운 지원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런데 새로운 직업교육훈련지원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고용보험에서 어떠한
직업교육훈련을 지원촵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가 문제된다.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실정에 맞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이 자율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원대상도 이러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에는 스스로의 판단하에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교육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신입사원에 대한 교육은 물론 승진단계별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행하고 있고 외국어 교육과 사내대학과정을 운영하는 곳도 많다. 기업의 필요에
따라 스스로 잘 할 수 있고 또 하려고 하는 재직근로자에 대한 향상촵재교육훈련과정은 정부가
간섭만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이 활성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서는 향상훈련과 재훈련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업의
자율에 맡겨두면 교육훈련이 이루어지지 어렵거나 부족하게 될 분야에 대해서만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대기업의 경우 시장기능에만 맡겨 둘 경우 직업훈련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분야로는
①중고령자 및 장애인에 대한 교육훈련, ②채용을 전제로 하지 않는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에 대한
양성훈련 및 ③전직예정자에 대한 교육훈련(전직훈련)을 들 수 있다.
중고령자 및 장애인은 젊은 근로자에 비해 교육훈련의 효과가 낮아 시장기능에만 맡기면 충분한
훈련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기업이 실시할 경우에는 소용비용의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대기업에서의 젊은 근로자에 대한
향상촵재교육훈련에 대해서는 완전히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고 고용보험에 의한
지원도 불필요하다고 본다.
일본의 경우에도 대기업에서의 40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한 향상촵재교육훈련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4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직업교육훈련만 지원하고
있다1). 따라서 현재와 같이 대기업의 경우에도 향상훈련이나 재훈련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높은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0.5%)을 부과할 것이 아니라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을
단일요율로 하향 조정하고 꼭 필요한 교육훈련비용만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양성훈련 및 전직훈련은 일반적 성격의 훈련이므로 대기업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양성 및 전직훈련은 일반재정과
훈련생의 공동부담으로 운영하고 사업주단체 또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양성 및 전직훈련은
고용보험기금과 사업주가 공동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한상공회의소 훈련원들은 공공직업훈련기관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업주단체가
운영하는 공동훈련기관의 성격이 강하므로 고용보험에서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훈련기관들의 관리운영비는 기본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어느 훈련기관이든지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에도 스스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한 인력난으로 인하여 외부에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즉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있어서는 시장실패가
작용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소기업에서의 교육훈련은 양성훈련이나
전직훈련뿐만 아니라 향상․재훈련에 대해서도 현재와 같이 고용보험에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주석1) 유길상, 『고용보험제도 실시에 대비한 관련제도와의 관계연구』,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기획단, 1993, 70쪽.

第 7 節 中小企業 勤勞者 敎育訓練 活性化를 위한 職業訓鍊 下部構造의 構築
근로자의 이직률이 낮은 대기업으로서는 내부노동시장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노사 모두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저임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이직률이 낮고 직업훈련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만한 여건도 미흡하기 때문에
직업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여건에 있다. 또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려고 해도 어디에
마땅한 위탁훈련기관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훈련과정의 개발과 정보제공 등 직업훈련
하부구조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앞의 제3장 <표 3-6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응답기업의 44%가 다양한
위탁훈련과정의 개발을 희망하고 있고 42%의 기업은 직업훈련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의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직업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작업현장에
훈련교사를 파견하여 중소기업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중소기업의 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주문식 훈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주문식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공공훈련기관에서
직업교육훈련교사에 대한 인력 풀(pool)을 형성하여 훈련교사를 현장에 파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하고 교육훈련기관에서 훈련수요자의 욕구를 충촉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훈련모듈을
개발하여 훈련생의 능력과 기능수준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훈련과정이 운영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훈련과정의 개발과 이를 통한 중소기업에서의 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고 훈련기법과 훈련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지원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각종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지원, 개별기업이나 근로자
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의 상담과 지도 등을 담당할 교육훈련 정보제공 및 상담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수요자 중심의 열린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즉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개발하고 실시한 교육훈련기관에 소요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교육훈련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할 유인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직업안정기관 및 각급
공공직업훈련기관에는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정보망을 구축하여 이를 교육훈련 수요자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필요한 상담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第 8 節 雇傭保險에 관한 弘報 및 敎育의 强化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아직 일천하긴 하나 응답기업의 30%가 홍보강화를 희망하고 있고(표
3-60 참조) 실제 상당수의 기업에서 고용보험제도의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사업을
활용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포함한 고용보험사업을 노사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附錄
附錄 Ⅰ : 職務別 敎育訓練課程 分類
附錄 Ⅱ : 地方勞動官署의 長이 指定한 敎育訓練機關
附錄 Ⅲ : 職業訓鍊 및 職業能力開發事業에 대한 意見調査表
附錄 Ⅰ : 職務別 敎育訓練課程 分類
(14個 分野 933個 課程)*

1. 분야별 정의 및 지정교육훈련과정 분류기준

2. 직무별 교육훈련과정 분류

附錄 2: 地方勞動官署의 長이 指定한 敎育訓練機關
고용보험법에 의한 지정 교육기관은 고용보험법에 의한 지정 교육훈련기관과 직업훈련기본법에
1)
의한 교육훈련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1. 고용보험법에 의한 지정 교육훈련기관(50개소)

2.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21개소)

주석1) 훈련지정 대상기관에는 이 밖에 당연지정기관으로 정부출연기관, 산업인력관리공단,
대한상의 직업훈련원, 노동교육원 등과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 전부가 포함됨.

附錄 3 : 職業訓鍊 및 職業能力開發事業에 대한 意見 調査表

1. 기업체 의견조사

職業能力開發事業 活性化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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