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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효과적인 지역고용정책이 국가 전체의
일자리창출력 제고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인식, 지역
고용정책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이는 각
국 정부가 지역고용창출 전략 및 정책방안 수립에서 유용한 근거로
활용되었다. 선진국들이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축적하였던 경
험들에 대한 조사․분석은 우리나라에 적합한 지역고용전략과 정책
에 대한 청사진 모색에 있어서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지역고용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지배
구조 및 전달체계, 성과평가체계, 타 정책부문과의 연계 등 여러 측
면을 포괄하는 심층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
가별 문헌조사와 더불어 지역고용정책의 전달체계에 종사하는 행
정․실무책임자(지역고용센터, 정부부처 등), 관련연구소․대학의 전
문연구자를 대상으로 현지 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고용정책의 범위를 지역단위에서 전달되어 집
행되는 고용정책을 모두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였다. 즉 중앙
정부의 정책일지라도 지역주체들이 지역적 상황․특성을 고려하여
재량권을 가지고 전달․집행한다면 지역고용정책으로 보았다. 또한
본 연구는 지역고용정책을 둘러싼 경제․사회․문화적 환경 및 관행
이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 동일한 분석틀을 적용하기
보다는 사례국가별로 지역고용정책을 놓고 뜨겁게 제기되는 차별화
된 쟁점․현안이슈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접근으로는 일목요연한 국가 간 비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사례국
가별 심층 분석과 더불어 지역고용정책의 자금원천, 중앙-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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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관계, 거버넌스 및 전달체계, 평가체계, 지역발전정책과의 연계성
등 몇 가지 공통의 주제․이슈를 정하여 국가 간 비교 및 종합적 논
의를 하였다.

◈ 독일: 지역고용정책, 중앙집중화-지역화 간의 긴장과 갈등
하르츠 개혁에 따라 기존 실업부조와 공적부조 제도가 구직자기
초보장제도로 통합되고 그 담당조직의 구성에 지자체가 참여하게 됨
으로써 지역고용정책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하르츠 개
혁 이전에는 공적부조제도의 수급자 수를 줄여 지자체의 재정 부담
을 덜 목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고용정책과 노동시
장정책을 구사할 수 있었지만, 하르츠 개혁 이후에는 새로운 양상이
전개된 것이다. 전체 잡센터 가운데 110개를 차지하는 옵션지자체의
경우에는 지자체 단독으로 노동시장정책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
지역의 다양한 환경과 특수한 조건 및 자원에 적합한 방식으로 잡센
터의 조직구조를 구성하고 노동시장정책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
잡센터의 다수를 차지하는 gE의 경우에도 지자체는 제한적이나마
몇 가지 수단을 통해서 잡센터의 노동시장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독일 사례분석에서 몇 가지 특기할 만한
점들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에서 지역노동시장정
책의 핵심주체는 지자체이다. 주정부의 재정으로 지역고용정책이 추
진되는 사례도 존재하지만, 전체 지역노동시장정책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낮다. 하르츠 개혁으로 인하여 창출된 옵션지자체로 인해 자신
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비교적 자율적으로 노동시장정책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독일에서 다시 지역노동시장정책의 재지자체
화 가능성이 열렸다. 연방고용센터의 지역사무소인 고용센터(AA)는
주로 단기실업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의 제공과 고용서비스를 제공
하며 지자체와 함께 잡센터(주로 장기실업자 대상 급여 및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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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를 공동 운영한다. AA는 중앙집권화된 연방고용센터의 프로그
램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AA를 지역고용정책(혹은 지역
노동시장정책)의 추진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
옵션지자체의 경우에는 상당 정도의 재량과 자율성을 갖고서 활
용처나 방식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옵션지자체를 포함한 잡센터의
노동시장성과에 대해서는 비교적 엄격한 평가체계를 운영한다. 평가
체계를 보면, 정량화된 지표(보조적으로 정성지표 사용)에 따라 평가
가 이루어지며, 목표관리협정에 따라 평가관리가 이루어진다. 공동
기관의 경우 BMAS가 주정부, 지자체의 대표, BA와 함께 평가한다.
옵션지자체의 경우 주 차원의 구직자기초보장제도 실현을 조정하기
위해 BMAS와 주 사회부의 동수 대표들로 구성되는 협력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다. 이 협력위원회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구직자기초
보장제도 수급자를 위한 노동시장정책과 통합정책의 목표와 중점들
에 관한 협정을 매년 체결하여 평가한다.
둘째, 잡센터의 거버넌스 구조는 공동기관과 옵션지자체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공동기관의 경우, 사업을 담당하는 주체는 연방고용센
터 지역사무소인 AA와 지자체이다. 이 두 주체의 대표들이 운영자
회의를 구성한다. 각 주체의 대표들은 운영자회의의 절반씩을 구성
한다. 잡센터의 사업계획은 운영자회의의 결정에 의해 확정된다. 운
영자회의가 잡센터의 소장을 임명하는 등 인사 문제와 조직 문제 등
을 결정한다. 잡센터에 대해 자문을 하는 자문위원회(Beirat)가 조직
되어 있는데, 상공회의소, 민간단체 등이 참여한다.
옵션지자체의 경우 소속 주의 감독과 통제를 받는다. 지자체는 통
계 및 성과 비교를 위해 요구되는 데이터를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BA와 정보를 서로 교환하여 BA로부터 노동시장 데이터를 제
공받는다. 또한 독일연방감사원(Bundesrechnungshof)의 감사를 받
을 의무룰 가지고 있다. 잡센터에 대해 자문을 하는 자문위원회
(Beirat)가 조직되어 있다. 상공회의소, 민간단체 등이 참여한다.
셋째, 지역 내 파트너십의 구성을 보면, 지자체 혹은 잡센터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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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너십을 주도한다. 지역 내 훈련기관, 학교, 상공회의소, AA, 고용
주, 상담소 등 다양한 조직들이 참여한다. 지역의 경제발전정책과 지
역고용정책의 연계를 보면, 잡센터의 1/4을 차지하는 옵션지자체는
지자체 행정조직의 일부이기 때문에 지역의 경제발전정책과 지역고
용정책 사이의 연계는 잘 되는 편이다.
그렇다면 독일 지역고용정책의 성격과 전망에 대해 독일 내의 전
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실제로 전개되는 상황은 보다 복
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른 평
가를 보여준다. 예컨대 지역고용정책의 전문가인 Schulze-Böing은
현재의 성과에 대해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Schulze-Böing,
2012 : 3). Schulze-Böing은 독일의 잡센터가 유럽과 비교하여 유례
없이 현대적이고 포괄적인 공적 서비스기구라고 지적하고, 다양한
급여를 연결하여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목적을 독일만큼 폭넓게 실현
한 어떤 나라도 알지 못한다는 적극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Schulze-Böing은 동시에 잡센터의 두 조직모델인 gE와 옵션지자체
의 수렴 가능성에 대해서도 낙관적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Knuth(2012 : 85)는 이보다는 유보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
다. 그는 구직자기초보장제도가 갖고 있는 노동시장정책과 사회복지
의 하이브리드 성격 가운데 후자의 성격이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보
고 있다. Knuth는 잡센터 두 조직형식의 성과와 관련된 미래의 발전
은 2004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모호하며 열린 미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옵션지자체는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전
체적이고 현장의 주어진 조건에 적합한 조직발전을 제공하지만, 사
회부조로의 회귀, 협소한 지역적 관점에 갇힌 지방주의화(Provinzialisierung), 노동시장통합이라는 도전으로부터의 후퇴 등 위험을 동
시에 안고 있다고 본다.
Buestrich(2011 : 146)는 지역고용정책의 발전전망을 기본적으로
중앙집중화와 지역화의 긴장과 갈등이라는 시각에서 파악하고 있다.
그는 구직자기초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많긴 하지만, 지자체의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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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 이유를 그는 ARGE의
수가 훨씬 많고 지자체가 지역의 목표집단과 관계된 노동시장정책적
인 강조점을 둘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축소되었고, SGB Ⅱ 영역
에서도 BA의 특징인 중앙의 조정이 지배적이고 인력, 조직, 전략과
관련하여 표준화의 논리가 지배적이라는 데서 찾고 있다. Bothfeld
et al.(2012 : 270)도 노동시장정책 발전의 전체적인 상을 보면, 노동
시장정책의 새로운 모델로 성공적으로 이행했다기보다 새롭고 안정
적이며 통제 가능한 거버넌스 형식을 성취했다고 할 수 없다는 전망
을 내리고 있다.
요컨대 구직자기초보장제도라는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것
의 담당조직으로서 지자체가 참여하게 된 이후에도 여전히 지역고용
정책의 성격과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보다 안정적
인 평가가 내려지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독일의 지역고용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
까?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지역고용정책의 수단이 주로 지역노
동시장정책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지역고용정책의 핵심적인 강조점
은 일자리창출 정책에 두어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지역노동시장정
책의 비중은 낮은 편이다. 고용노동부가 운용하는 고용센터는 주로
실업급여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 일자리센터가 나머지 취약
계층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독일 잡센터와
한국의 일자리센터의 인력 수, 고용서비스의 질은 비교할 수 없다.
보통 독일에서 인구 20만 명 규모 중소도시의 잡센터 인력의 수는
70명 정도이다. 인구 100만 명 규모의 한국 도시에서 일자리센터 인
력의 수가 10명 내외에 지나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 그 차이는 대단
히 크다.
둘째, 지역의 고용센터와 잡센터 사이에는 긴밀한 협력적 관계가
조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고용센터와 지자체 일자리센
터 사이에는 실적을 둘러싸고 일종의 경쟁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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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따라서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독일의 잡센
터는 연방고용센터의 정보를 공유하며 둘 사이의 협력관계가 원활
하다.
셋째, 대단히 상세한 지역노동시장 정보가 잡센터에 제공된다는
점이다. 연방고용센터 통계국에서 제공하는 지역노동시장정보는 구
직자기초보장제도 평가체계에 따라서 대단히 세부적인 지역노동시
장 정보를 제공한다. 매월 업데이트 되며, 범주별 구직자, 실업자, 취
업자, 수급자 현황, 전년도 및 전월치 비교 수치 등이 제공된다. 한국
의 지역고용정책에서 일자리 창출의 성과가 지역 내 어떤 계층을 대
상으로 이루어지는지 분석조차 할 수 없는 현실과 비교하면 큰 차이
가 있다.
넷째, 지역고용정책의 평가체계가 정교하게 구성된 것을 들 수 있
다. 다양한 정량 지표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며, 목표관리협정에 따
라서 평가관리가 이루어진다. 이는 우리나라 지역고용정책의 평가체
계를 구축할 때 유용한 참고가 될 것이다.

◈ 영국 : 중앙 통제적 지역고용정책의 실험
영국은 지방자치 전통의 취약성과 지방정부의 고용역량 취약성,
지역 간 형평성 고려 등을 배경으로 중앙집중적 고용정책의 전통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중앙집중적 고용정책으로 잘 해
결되지 않은 취약계층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역
고용정책에 눈을 돌려 왔다. 주된 취지는 취약계층에 근접해 있고
그들의 실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지역의 고용전달기관들에게 재량권
을 주고 그 지역에 특화된 고용정책을 실시해 보도록 하자는 것, 그
리고 취약계층이 가지고 있는 다차원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지
역 고용전달기관들의 다기관 간 공동 작업을 활용해 보자는 것이 영
국 지역고용정책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였다. 이런 점에서 영국의 지
역고용정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지역고용정책이었고, 그만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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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지역고용정책이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영국 중앙정부는 두 가지 접근법을 실험적으
로 시도했다. 하나는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지역 고용전
달기관들의 컨소시엄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지역적으로 특화된 고
용정책을 실행해 보도록 한 일련의 사업들이고, 다른 하나는 민간위
탁을 통해서 고용정책을 지역화하려는 사업들이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시행했던 고용지구, 유연뉴딜, ‘근로로 가는 경로’ 등이 대표적
인 초기의 시도들었지만, 지역의 공공 고용전달기관들의 파트너십에
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도시전략 시범사업이었
고 민간위탁 접근법을 대표하는 것은 근로프로그램이었다. 그 중 현
재 도시전략 시범사업은 더 이상 시행되지 않고, 근로프로그램만이
남아서 영국의 지역고용정책은 민간위탁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다.
도시전략 시범사업은 경제호황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실
업률을 보이고 있는 빈곤지역의 취약계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
안으로 도입되었다. 이것을 위해서 중앙정부가 지역 고용전달기관들
로 하여금 다기관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하고 그 컨소시엄이 해당 지
역에 특화된 지역고용정책을 수립․실시하도록 예산을 지원하였다.
예산은 중앙정부의 교부금으로서 착수금, 빈곤지역기금의 활용, 보
상기금 등이 있었고, 지역 파트너들의 예산, 유럽사회기금, 학습숙련
협회 기금, 광역개발기금, 웨일스 정부 기금, 스코틀랜드의 공정사회
기금 등도 있었다. 그 중 WNF 예산, 학습숙련협회(LSC) 기금, 광역
개발기구(RDA) 기금 등은 중앙정부의 예산에서 지원된 것이기 때
문에 스코틀랜드나 웨일스 지역들을 제외하면 도시전략 시범사업의
예산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충당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예산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중앙정부의 자금 지원에 의존
하고 있었지만, 지역 기관들에 대한 재량권 부여가 도시전략 시범사
업의 기본 성격 중 하나였기 때문에 예산 사용의 재량권은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산이 개별 지역기관들에게 먼저 교부된 경우들이
있어서 도시전략 시범사업의 기금들이 공동기금의 풀로 된 경우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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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파트너들 사이에 정렬시키는 수준에서 머무르는 경우들이 많
았다.
도시전략사업의 참여기관들은 지방정부, 잡센터 플러스, 학습숙련
협회, 광역개발기구, 지역상공회의소, 고용주협회, 평생교육기관, 노
조대표, 비영리기관, 보건의료기관 등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고
용․복지기관들이었는데, 주도적인 역할은 지방정부에 주어지고 있
었다. 잡센터플러스 지역사무소들도 지역 파트너십의 일원으로 참여
하였지만 보조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었다. 잡센터 플러스는 중앙정
부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잡센터 플러스와 지역 파트너들 사이
에 정보 교환 등에서 제한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지역
경제발전 정책을 담당했던 광역개발기구도 지역파트너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지역경제정책과 고용정책을 연계시키
기도 하였다. 도시전략 시범사업은 지역기관들에게 재량권이 부여되
어 있었기 때문에 지배구조와 전달체계의 구성 권한도 지역기관들에
게 위임되어 있었다. 따라서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고 있었지만, 대체
로 최상위의 대표자회의를 두고 그 밑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있었다.
대표자회의는 주요 파트너들의 핵심요원이 참석하는 최고의결기구
이고, 실무위원회는 도시전략 시범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핵심
실무진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도시전략 시범사업의 지역 파트너들은 지역고용정책에 대한 재량
권을 부여받았지만, 중앙정부의 성과통제를 받고 있었다. 성과통제
방식은 제1기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구직수당, 근로불능급여(Incapacity
Benefit), 소득지원(Income Support) 등 세 가지를 기준으로 시행 2
년 후의 복지급여 감축 목표치 달성 여부와 고용률 목표치 등으로
평가되었고, 제2기 시범사업에서는 영국 전체의 평균값, 그리고 비교
가능한 유사한 지역의 평균값 등 다른 지역의 노동시장 성과를 기준
으로 비교하는 상대적인 측정방식으로 평가되었다. 도시전략 시범사
업은 세계적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제1단계 사업에서 설정되었던 목
표치를 달성하지 못했고, 제2단계 사업에서도 영국의 전체 고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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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이나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지역의 고용률과 비교해 볼 때 현격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원래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던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
2013년 현재 영국의 대표적인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인 근로프
로그램은 중앙정부의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근로프로그램의 민간위
탁사업은 예산이 전액 중앙정부에서 나오고 있고 지방정부의 예산지
원은 없다. 이 프로그램은 지방자치정부의 개입이 전혀 없는 민간위
탁사업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지역고용정책과는 기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의 경제정책 등과의 연계성 등
은 찾아볼 수 없고 민간기관들의 지역적 경험과 노하우를 살리는 데
초점이 있다.
근로프로그램의 민간위탁 사업은 민간기관에게 재량권을 최대한
높여주고 그 대신 시장주의적인 성과통제를 강조하고 있다. 그것을
위해서 민간위탁기관의 서비스에 대해서 최소 수준만을 규정하고 예
산도 블랙박스형으로 지급하면서 사업계획과 전달 방식, 예산사용
등에 관한 재량권을 민간기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운영과정에 대한
자율권 부여는 민간기관에 대한 성과통제와 짝을 이루고 있는데, 그
것은 경쟁 입찰 등을 통한 투입통제와 실적별 지급과 시장점유율 조
정 등을 통한 성과통제 등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근로프로그램이
이처럼 시장경쟁을 고용서비스시장에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쟁적 구조를 감내하면서 고용서비스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대기
업을 주계약자로 하고, 나머지 중소규모의 고용전달기관들을 하청
계열화하는 공급사슬망을 갖추도록 유도하였다. 결국 근로프로그램
에서는 지역 고용전달기관 간 연계성을 원․하청관계를 통해서 확보
하고, 민간기관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지역적으로 특화된 고
용서비스 전달을 촉진하는 데 포인트가 있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들은 영국의 지역고용정책이 취했던 두 가지 접
근법들, 즉 지역파트너십과 민간위탁 등이 아직까지 성공적인 모습
을 보이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공공기관 중심의 도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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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은 지역 파트너십 구축에 부분적으로 성공했지만 충분한 수
준에 이르지 못했고, 고용성과 측면에서도 원래 기대했던 수준에 도
달하지 못했다. 근로프로그램은 영국 고용서비스시장을 재편하면서
상당한 혼란을 주고 있으며, 아직까지 기대했던 고용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영국의 지역고용정책은 여전히 시행착
오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보고자 한다.
영국의 지역고용정책이 우리나라 지역고용정책에 주는 시사점들
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영국과 우리나라는 모두 중앙집
권적인 고용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영국의 고용
정책이 중앙집권화되는 큰 이유 중 하나를 지역고용정책 역량의 부
족에서 찾아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동일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사회가 발전하면서 지역고용정책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는
데,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역량 부족으로 지역고용정책의 활성화를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한다. 지역고용기관들의 고용정책
전달역량이 단기간에 구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지금부터 그것을 구축해나가는 과정들이 요구되고 있다. 특
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고용정책 역량을 준비해 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중앙고용정책과 지역고용정책의 역할 분담이 요구되고 있
다. 중앙집권적 전통이 강할 경우 어느 날 갑자기 고용정책의 지역
화를 추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앙고용정책의 역할이 여전히 남아
있게 된다. 영국의 경우 일반적인 구직자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역고용정책을 활
용하려는 문제의식이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역
고용정책의 현실적인 발전 경로는 중앙정부의 고용정책으로 해결되
지 않는 잔여분을 지역고용정책이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중
앙정부의 표준적인 접근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분야들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찾아볼 필요가 있다.
지역고용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권을 어느 정도 부여할 것

요 약 ⅹⅰ

인가도 중요한 시사점이다. 영국에서는 지역고용정책에 대해 재량권
을 주는 경우에도 중앙정부가 계속 통제권을 놓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준다. 주된 이유 중 하나로 지방정부의 역량과 동기에 대한 중앙정
부의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동시에 지역고용정책이 아직 안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통제권을 놓을 경우 지역고용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알 수 없다는 불안감도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이와 같은 중앙집권화된 지역주의가 지역고용정책의 발전을 가
로막는 측면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고용정책에서 지역 내 고용기관들 사이의 연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이다. 지역 내 고용기관들을 보면 그
지역의 토착 기관들도 있지만 주된 기관들은 중앙정부 지방사무소이
거나 산하기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들 간의 연계성 확보는 현실
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지역 파트너십 구축 측면에서 영
국의 지역고용정책도 성공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시사점
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지역기관들의 재량권 확대, 지역기관에 대
한 지나친 성과통제 억제, 지역 내 주도적 기관 또는 준거기관의 존
재 등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지역고용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노동수요
관리이다. 영국의 지역고용 프로그램들이 활성화전략의 전통 속에서
지나치게 노동공급만을 관리하고 있어서 지역고용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점에서 지역고용정책이 왜 지역경
제개발과 함께 묶여서 논의되는 경우가 많은지, 지역고용정책에서
중요한 이해관계자로서 고용주를 왜 반드시 포함하는지 등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이 지역고용정책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을 통해서 지역의 실정을
반영할 수 있고, 원․하청관계를 이용해서 지역 고용기관 간 네트워
크와 공동 작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고용정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국의 근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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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경험은 고용서비스 민간시장을 제도화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
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민간위탁기관의 고용
서비스 방식이 기존의 활성화전략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서비스전달에서 혁신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
고 있다.

◈ 프랑스 :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기반 지역고용정책
한 나라의 지역고용정책은 지방분권화의 역사 및 논의과정, 각 지
역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환경 및 특성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일국의 지역고용정책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
출은 일반화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면서, 푸아투샤랑트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프랑스의
지역고용정책의 현황을 요약하고, 우리나라의 지역고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본다.
프랑스의 각 지역에 적용되는 고용정책은 지역에 적용되는 중앙정
부의 고용정책과 지역 지방정부의 고용정책으로 나누어진다. 푸아투
샤랑트 지역에 적용되는 중앙정부의 고용정책 및 프로그램들은 청년
층에 우선 순위를 두고 경제, 기업, 일자리를 하나로 묶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프랑스의 중앙정부는 첫 번째 방향인 청년층 고용을 위
해서 미래계약(contrat d’avenir), 세대계약(contrat de génération)
등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경제/기업/고용 간 연계된
정책을 위해 경제적 변동에 따르는 고용불안정을 완화시키는 고용안
정화와 신규기업 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주요한 정책
및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고용정책관련 자금 운용에 대한 지
방정부의 권한은 제한적이다. 법적으로 규정된 훈련분야를 제외하고
는 중앙정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움직이며 평가를 받는다. 즉 정책
입안과 자금 지원은 중앙정부가 행하며, 정책집행 권한을 지방정부
가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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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자금지원 및 평가 대상으로 중앙정부
와 지방정부 간 5년 계약인 국가와 지방정부 간 사업계약(Le contrat
de projet entre l’Etat et la région : CPER)이 있다. 평가는 지역에
설치된 지역감시평가위원회(Comité régional unique de suivi et
d’évaluation)를 통해 이루어지며, 위원회에는 지역의 중앙정부의 장,
지역 정부의 장, 각 분야 대표가 참여한다.
평가 절차 및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지역평가계획에 따르면, 평가
요청은 평상시의 감시체계에서 현 상태가 처음 계획된 목표와 현격
하게 괴리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경우,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변화가
제안되었을 경우, 프로그램 운영기간 중에 있는 평가, 국가와 지방정
부 간 협의를 통해 지역의 필요가 있는 사항이거나 국가적 수준의
주제에 대해 평가가 필요할 때 가능하다. 평가는 내부, 외부 모두 가
능하며, 평가에는 국가와 지방정부 간 분담을 통해 100% 예산지원
이 이루어진다. 평가 기준은 정책 및 프로그램 등 공적 개입의 적절
성, 공적 개입의 일관성, 정책 개입의 효과성, 공적 개입의 효율성 등
이다. 주요 평가지표로 정책 및 프로그램의 상황 및 배경 등 맥락을
표시해 주는 지표, 프로그램에 할당된 지원 금액 및 예정된 지원 금
액의 실제 지급 등 재정적 지표, 사업 및 프로그램의 현실화 정도를
물질적 혹은 금전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현실화 지표와 다부문 간 우
선순위 지표, 성과지표, 효과성 지표 등이 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지방자치가 인정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중앙
정부의 지방정부 예산 사용에 대한 평가는 제한적으로 진행된다. 특
히 고용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평가결과 발표는 지역에 정
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자리 문제가 정치와 선거에 있어 중요
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많은 지역고용관련 주체들
은 평가체계가 존재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푸아투샤랑트 지역의 자체적인 고용정책의 핵심은 청년
층 고용에 대한 우선순위와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 혁신경제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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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용창출, 지역 내 근접서비스를 통한 고용에 두어진다. 이런 정
책 방향에 따라 푸아투샤랑트 지역 정부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
는 고용정책관련 프로그램들은 주로 지방정부 권한인 훈련과 관련된
것들이 많으며, 중앙정부의 기존 지원 프로그램들에 대한 보충적 성
격을 가진 것들도 많다. 주요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예산을 활용한
직업훈련을 통한 고용증진협정, 중앙정부, 데파르트망, 코뮌 등 지자
체 정부 등과 협력하여 진행하는 영세사업체를 위한 지역고용증진협
정, 중앙정부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지원하는 고용훈련자원에 대한
지역보장프로그램과 직업과정안정화계약, 중앙정부 및 기업들의 지
원에 추가하여 보충적인 지원을 자체 예산으로 제공하는 전환기반
(Plate- forme de Reconversion)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푸아투샤랑트 지역 고용정책은 크게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이루어
진다. 하나는 중앙정부의 지방조직을 통해서, 다른 하나는 지방정부
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첫째 경로인 중앙정부의 지방조직에 의한 고
용관련 정책은 지역기업경쟁소비노동고용국(DIRECCTE)를 중심으
로 이루어지며, 둘째 경로는 지방정부 지역주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
된 지역의회에 의해 운영된다. 이 밖에도 지역경제사회자문회의
(conseil économique et social régional)가 있는데, 지역의 각 직종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은 지역의 중요한 경제사회적 의사결정을 위
한 의견을 제시한다.
이와 같이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어진 거버넌스 하에서 지역고용
정책의 효과성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프랑스 각 지역에는 지역고용직업훈련협력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지역고용직업훈련협력위원회는 직업훈련 및 고용정
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체들 간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
졌으며, 직업훈련과 고용정책의 진단․연구․조사․평가를 수행한
다. 위원회를 통해 국가(중앙정부), 지방정부, 노사단체 등 4자는 고
용과 직업훈련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소통의 기회를 가지고, 훈련과
관련된 주체들에게 그들의 활동을 최적화하기 위한 협력의 장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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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은 국가평생직업훈련위원회(CNFPTLV)
가 담당한다. 국가평생직업훈련위원회는 운영기관으로서 다양한 관
련 주체들 간의 정기적인 회의를 주최하고 현황에 대한 진단을 실시
한다.
현재 푸아투샤랑트 지역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고용정
책은 지역발전정책과 연계를 가지며 수립․집행되고 있다. 실제로 현
재 지역고용정책은 2011년 채택된 2011∼15년간 지역 경제환경사회
연대발전 계획(Schéma Régional de Développement Économique,
Écologique, Social et Solidaire 2011∼15)에 기반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푸아투샤랑트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프랑스
지역고용정책의 현황 및 특징들에 대한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나라의 지역고용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본다.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및 관계

앞서 본 프랑스 사례는 지역고용정책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에서 고용문제는 기본적으
로 중앙정부의 몫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는 프랑스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국가(ETAT), 즉 중앙정부’의 중요성과 관련되어 있다.
일자리 및 고용에 대한 1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다는 생각이다. 또한
중앙정부의 중요성은 국가는 각 지역에 평등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프랑스의 헌법정신 중 하나인 ‘평등’과 관련되어 있다. 고용
문제를 각 지역 정부에 일임하였을 경우, 지역의 차별적인 상황 및
특성에 따라 국민들에게 지역에 따른 차등적인 고용관련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지양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국가)가 고용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프랑스에서 198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방분권화 추
세는 고용 및 일자리에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점차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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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특히 지방정부 권한 및 책임은 직업훈련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있으며, 일자리 문제가 정치적인 어젠다에 포함되는 정도가 커지고
고용의 사회적 파급효과가 증대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정치인들이 고
용 및 일자리 문제를 지방적 의제로 다루는 경향이 점차 커지고 있
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지방정부는 법에 의해 위임된 권한인 직업훈
련뿐만 아니라 일자리창출, 고용지원서비스 등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및 프로그램에 집행과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추
세이다. 또한 지역의 경제활성화, 사회보장서비스 등이 일자리 및 고
용과 적극적으로 연관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정책을 입안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중앙정
부와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정부 간 적극적인 협력체계가 요구된다.
푸아투샤랑트 지역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고용관련 지역기구(DIRECCTE)를 경제, 기업, 사
회 등 다양한 고용관련부처들의 협력체로 조직하였고, 이 통합된 기
구와 지역 정부의 고용관련조직, 고용지원센터, 지역 고용관련 기타
조직들 및 노사단체들 간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체
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평생훈련위원회가 주도적
으로 운영하는 지역고용직업훈련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고용 관련 주체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체계와 협력조정기구 등은 우리나라 지역고
용정책 및 프로그램 집행․운영에 있어서도 주요하게 고려할 만한
사항으로 보인다. 정책수립은 중앙정부가 하고 집행은 지방정부가
하는 상황에서, 지역고용정책의 효과성은 서로 다른 환경을 가진 두
주체 간의 긴밀한 협력에 의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 지역고용정책 평가의 특성

프랑스는 지역고용정책 및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체계, 기준, 절차
등을 마련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내부평가,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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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사용에 대한 평가, 유럽기금 사용에 대한 평가가 진행된다. 평가
대상은 직업훈련, 일자리지원 등을 포함한다. 또한 평가를 위해 평가
위원회를 두어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프랑스 현지 출장을 통한 면담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
면, 지역에서 일자리 평가, 특히 지방정부의 고용․일자리관련 조치
들에 대한 중앙의 평가는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이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 등 고용관련 문제들이 지역의
정치적 이해관계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방 선거에서 고용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는 상황에
서, 지방정부의 고용관련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평가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지역 고용사업에
대한 평가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으며, 이를 반영하듯 중앙정부, 지
방정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민간도 참여하는 지역감시평가위원회
를 설치하여 신중한 평가를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프랑스 사례는 우리나라 지역고용에 대한 평가 시에도 고
려할 만하다.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평가체계를 지
양하고 중앙과 지방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민간관련 주체들을 동시
에 포함시킨 체계를 만들고, 이를 운영하는 중립적 기구의 설립 등
도 생각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보인다.
3. 지역고용관련 연구기관

지역고용정책 및 프로그램의 효과는 지역의 현황을 잘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정책 방향 및 프로그램을 수립, 집행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고용관련 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 수집
및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프랑스에서는 각 지역
에 지역통계청이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지역평생훈련위원회
(ARFTLV)가 설치되어 지역고용관련 주요 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를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축적하여 지역주민들과 관련기관들에게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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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하고 있다. 지역고용과 관련된 중앙조직과 지방정부 간 협력․조
정과 정책․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통계청과 지역평생훈련위원회
가 생산하는 자료 및 분석결과를 기초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고용정책의 수립․집행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도 이러한 자료 및 연구의 중요성은 지대하다. 객관적인 자료
와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정책과 프로그램은 효과성도 증
진되고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수용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단위의 고용전문 자료 수집 및 연구기관의 설치와 운영
도 효과적인 지역고용정책을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4. 중앙정부 지역기관들 간의 조정 및 통합

프랑스 지역고용정책과 관련하여 최근 진행된 주요 변화는 기존
에 나누어져 있던 중앙정부의 지역조직을 통합하여 지역기업경쟁소
비노동고용국을 설치하여, 고용, 기업, 경제, 소비 등의 영역을 통합
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의 배경에는 지역
에서 일어나는 고용, 기업, 경제, 소비 등과 관련된 일들이 서로 밀접
하게 관련이 있으며,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용 문제를 기
업, 경제, 소비 문제 등과 연계하여 바라보아야 해결할 가능성이 높
다는 일자리 중심의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실제 푸아투샤랑트 지
역의 지역기업경쟁소비노동고용국의 기관장은 프랑스에서 노동․고
용문제를 관장하는 중앙부처인 노동고용직업훈련노사대화부의 중앙
공무원이 맡고 있으며, 조직의 운영 역시 고용․일자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고용과 일자리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조직의 통합 및 운영은 우리
나라 지역고용정책의 효과성 제고에 시사하는 점이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지역의 현황 및 문제점들을 고용․일자리 중심으로 재편하여
논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수 부처 및 조직들 간의 협력체계
를 강화하며, 필요한 경우 통합적 협력체계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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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지역고용정책과 산업정책․복지정책의 연계
2000년대에 들어와 본격화한 지역고용정책은 크게 보아 세 경로
를 따라 발전해 왔다. 하나는 항상적인 고용창출을 정책과제로 하는
것으로, 지역고용개발촉진법에 의거한 고용시책이 그것이다. 또 하
나는 그때그때의 고용실업정세에 대응한 기동적인 고용창출을 의도
하는 것으로, 고용창출기금사업이 그것이다. 이들 두 가지는 기본적
으로 산업정책과의 연계 속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것에 중점을 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나머지 하나는 복지정책과의 연계 속에
서 취직곤란자와 일자리를 ‘매칭’하는 데 중점을 둔 정책인바, 제반
취로지원사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정책은 각각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정책영역들과 교차하면서 지역고용정책의 현재 모습
을 형성해 왔다.
현행 고용창출기금사업의 기본적인 스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고향마을고용재생특별기금사업의 경우, 중앙정부가 도도
부현에 교부금(고용재생특별교부금)을 교부하면 이를 재원으로 각
도도부현에서 기금을 조성한다. 이때 도도부현은 지역 내에 니즈가
있고 금후 지역발전에 기여할 전망이 있는 사업 중에서 사업의 ‘지
속가능성’이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기금사업의 계획을 마련
한다. 다음으로 이 계획에 의거, 도도부현 자신이 직접 민간기업에
그 실시를 위탁하거나 혹은 시정촌에 그 실시를 위임한다. 시정촌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도도부현이 시정촌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하면,
시정촌이 이를 재원으로 자기 지역 내의 민간기업 등에 사업을 위탁
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을 거쳐 사업실시를
위탁받은 민간기업 등이 지역구직자를 신규 채용해 고용을 창출하게
된다.
사업 실시 주체인 도도부현 레벨의 거버넌스에 관해 살펴보면, 사
업계획을 책정하고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도도부현은 지역의 노동국
및 노사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지역기금사업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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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지역기금사업협의회는 그 밖에도 실시사업의 선정과 사업
계획 책정, 사업종료 후의 사업평가, 사업 중지․폐지 결정 등과 관
련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 ‘협의회’ 구성을 통한
거버넌스는, 다른 사업을 포함해, 지역고용정책의 거의 대부분의 사
업 실시에 공통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지역고용개발촉진법에 의거한 고용시책은 고용정세가 특히
심각한 지역인 ‘고용개발촉진지역’과, 시정촌 스스로 고용창조에 의
욕을 보이는 지역인 ‘자발고용창조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고용
개발촉진지역의 실시 스킴은 다음과 같다. 먼저, 후생노동대신이 당
해 지역에 관한 지침을 책정한다. 현행 지침의 내용을 보면, (1) 지역
의 범위 : 직업안정소의 관할범위, (2) 고용정세 : 최근 3년간의 평균
및 최근 1년간의 연간 유효구인배율이 전국평균의 3분의 2 이하이
고, 또한 최근 3년간의 노동력인구에 대한 구직자비율이 전국평균
이상일 것, (3) 계획기간 : 3년 이내이다. 다음으로는 이 지침에 따라
도도부현이 당해 지역의 지역고용개발계획을 책정한다. 이때 관계되
는 시정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계획이 책정되면, 도도부현은 이
를 가지고 후생노동대신과 협의하고, 후생노동대신은 이것이 적절하
다고 판단되면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동의한다. 마지막으로 이 동의
가 이루어지면 중앙정부는 당해 지역에 대해 필요한 지원 조치를 취
하는데, 지원 내용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1) 사업소의 설치 및 정비에
따른 지역구직자 고용, (2) 지역구직자의 고용을 수반하는 중핵 인재
의 채용, (3) 노동자의 능력개발에 대해 조성금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자발고용창조지역의 지침은 (1) 지역의 범위 : 기본적으
로 시정촌 단위, (2) 고용정세 : 최근 3년간의 평균 및 최근 1년간의
연간 유효구인배율이 전국평균 이하, (3) 중점분야 : 지역중점분야를
설정하고 시정촌․도도부현․경제단체 등이 참가하는 지역고용창조
협의회를 설치할 것, (4) 계획기간 : 3년 이내이다. 이에 따라 ‘시정촌
및 도도부현’이 당해 지역의 지역고용창조계획을 책정하고, 후생노
동대신과 협의하며, 후생노동대신은 이 계획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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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고용창조지역으로 동의한다. 자발고용창조지역에 대한 중앙정부
의 지원 조치는 기본적으로 ‘실천형지역고용창조사업’이다. 이 사업
으로 채택된 계획에 대해서는 1지역당 연간 2억 엔을 상한으로 최장
3년간 위탁비가 중앙정부로부터 당해 지자체에 부여된다.
자발고용창조지역에 관련된 제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모니터링
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면, 각 지역으로부터 올라온 제안
을 선발하는 기능은 노사 및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실천형지역고용
창조사업등 선발평가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평가인데, 평
가를 성공보수 혹은 페널티와 연동시키는 정도는 한정적으로 보인
다. 실천형지역고용창조사업 등의 실시에 있어 페널티와 직결되는
평가 지표는 사업 제안 시의 수치목표가 실제로 달성되었는가이다.
구체적으로는, 계획기간이 3년간인 사업의 경우, 첫 1년간의 사업실
적이 목표치의 50%에 미달할 때, 또는 2년간 연속해서 사업실적이
목표치의 90%에 미달할 때 지원을 중지한다. 그러나 이런 케이스는
드문 것이 현실이다. 한편 중앙정부는 심포지엄 등을 통해 성공사례
를 모집, 소개하는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사업대상자에 대한 평판을
조성한다.
실천형지역고용창조사업 등의 일상적인 모니터링의 수치목표는
크게 ‘아웃풋(Output)’과 ‘아웃컴(Outcome)’으로 구성된다. 전자의
아웃풋은 기본적으로 각 메뉴의 이용자 수이다. 고용확대메뉴의 경
우는 당해 사업을 이용한 기업 수, 인재육성메뉴와 취직촉진메뉴의
경우는 당해 사업을 이용한 지역구직자 등의 사람 수이다. 이에 비
해 후자의 아웃컴은 기본적으로 각 메뉴를 통한 ‘취직자 수’이다. 물
론 여기에는 스스로 창업한 창업자 수도 포함된다. 이때 취직자 수
는 ‘상시고용’과 ‘상시고용 이외’로 구분해 집계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와 연계한 지역고용정책의 대표적인 시책은 생활보호수급자
등 취로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의 기본적인 스킴을 살펴보면, 당해 사
업에 관련된 방침은 중앙정부가 책정하지만, 그 실시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헬로워크와 연계해 수행한다. 비용에 있어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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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를 중앙정부가 부담한다. 비용 전액을 중앙정부가 자치체에 보
조하는 것이다.
복지와 연계한 지역고용정책이 원활하게 실시되기 위해서는 복지
부문과 고용부문 간의 연계를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
2013년부터 헬로워크와 자치체는 당해 사업 수행에 있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당해 사업에 관한 협정을 체
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원스톱 지원’
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게끔 제도가 정비되었다. 대표적으로는
전국에 약 1,250개소의 복지사무소 전부를 대상으로, 각각의 사무소
안에 헬로워크의 상설창구를 설치하거나 적어도 헬로워크 스태프가
복지사무소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상담을 실시토록 한 것을 들
수 있다.
위에서 본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고용정책에 의거하면서도 지역은
나름대로 독자적인 고용정책을 모색하고 실행해 왔다. 그 선구적인
사례로 오사카지역을 들 수 있다. 오사카지역은 통상적인 직업안정
사업만으로는 쉽게 취직하지 못하는 층, 즉 장애자 외에도 ‘프리타’
로 불리는 젊은 층이나 재취직이 쉽지 않은 중년/고연령층, 그리고
모자가정의 모친 등 이른바 ‘취직곤란자’를 정책 타겟으로 삼고, 이
들을 시정촌 레벨에서부터 지원하는 ‘지역취로지원사업’을 지속적으
로 전개해 왔다.
이 사업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인 부(府)가 ‘지원기관’이고 기초자치
단체인 시정촌이 ‘실시기관’이다. 우선 부(府)는 필요경비의 2분의 1
을 보조금으로 각 시정촌에 지급한다. 남은 2분의 1은 시정촌이 독
자적으로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음으로 부(府)는 시정촌에 관
련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취로지원
코디네이터”의 육성이다. 이 사업에서는 실제로 대상자에게 개별적
인 지원을 할 코디네이터의 육성, 배치가 사활적인 과제인바, 이들을
“코디네이터 양성 강좌”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육성할 임
무가 부(府)에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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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일본의 경우 종래와 같이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획일적 정
책이 적용되는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지역 자신이 주체가 되
어 지역자원을 활용해 창의적으로 입안․실시하는 고용창출 및 매칭
사업이 점차 구체화되는 과정에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당
면한 과제도 적지 않다. 이에 관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시
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산업정책과 연계한 고용창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고용
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된다. 지역의 안정적 고용
창출을 직접적인 목표로 하는 지역고용개발촉진법상의 시책은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일시적 고용창출을 목표로 하는 긴급고용창출사업
의 경우도, 일단 고용된 사람이 이후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행하지
못하면, 결국 문제는 그대로 남는 셈이 된다. 그렇지만 일본의 경험
은 계속적인 고용의 창출이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예를 들어 패키지사업으로 일단 창출된 고용이 사업이 끝
난 다음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느냐에 관해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
면, ‘거의 그대로 유지’가 5.3%, ‘8할 정도가 유지’가 13.7%, ‘6∼8할
은 유지’가 7.4%, ‘4∼6할은 유지’가 3.2%이다. 즉 사업개시 당초에
비해 4할 이상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이 전체의 약 30% 정도
에 불과한 것이다. 보다 심각한 것은 45.3%의 지자체가 고용의 지속
성 여부에 관해 ‘알지 못하거나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대답하고 있
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한 대처는 용이하지 않다. 다만 적어도 두 가지는 개
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정책 입안․실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실제 중앙정부가 시행하
는 정책 스킴에 맞춰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역량을 필요로 한다. 이를 넘어 지역 니즈와 지역 자원을 파악하고
이해관계자를 설득․조직해 산업정책과 잘 결합된 고용정책을 입안,
실시하는 것은 현재의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힘에 부치는 것이 사실이
다. 여기에 관해서는 근래 일본에서 지역재생정책의 일환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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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온 ‘지역재생매니저 사업’이 시사적이다. 이는 지역재생과 관련된
지식이나 노하우를 보유하는 외부전문가(=지역재생매니저)를 최장 3
년간 해당 지역에 파견해,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재생정책의 입
안․실시를 원조케 하고, 이에 드는 비용의 3분의 2 정도를 중앙정
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물론 지역의 역량은 중앙정부 등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스스로 키워 가야 한다. 다만 처음부터
지역 역량이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적절한 외부
인재의 공급은 우선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 하겠다. 이와 더불어
대도시나 산업집적지 등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 지방이나 고향으
로 회귀하는 움직임을 장려하고, 이들이 지역에 쉽게 정착할 수 있
게끔 지원하는 조치(이른바 ‘U턴’ 및 ‘I턴’ 지원)도 서둘러 검토할 만
하다 하겠다.
또 하나는 고용의 계속성을 모니터링하고 계속적 고용에 대해 인
센티브를 부여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 사업은 ‘취
직률’이 거의 유일한 성과 지표로 되어 있다. 계획의 선정 및 평가에
서는 물론이거니와 실시과정에서도, 예를 들어 민간기업과 위탁계약
을 체결하거나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목표 취직률의 달성
여부가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물론 고용창출이 정책 목표인 만큼 취
직률이 주요 정책 지표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것만으로는 계속적 고용에 대한 동기 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착률’을 주요한 정책 지표의 하나로 도입하고, 당해 지표
의 현실성을 강화하기 위해 취직자의 팔로업 조사 등을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정착률은 고용정책 자체만이 아니라, 당해 고용을
창출해낸 산업정책의 유효성과 지속성을 판단하는 데도 유용한 지표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복지와 연계한 매칭에 있어서는 정보의 공유와 적절한 관리
가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매칭 서비스를 세심하게 제공
하려면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소상하게 파악해야 할 뿐만 아니
라, 그 정보를 관계자/관련기관 간에 적절히 공유할 필요가 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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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예를 들어 매칭 서비스의 일부를 민간 영리기업 등에 위탁할
경우,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공유할 것인지가 당장 문제가 된다. 대상
자가 모자가정의 모친, 장애자, 생활보호 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일
경우에는 정보 공유가 더더욱 문제가 된다. 실제 오사카 지역에 있
어서도 헬로워크, 지방자치단체, 서비스위탁기관(민간 영리기업 포
함) 사이에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렸다. 그
렇지만 개인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한 시의적절한 매칭 서비스의 제
공은 원천적으로 곤란하다는 데 문제의 본질이 있다. 서비스 대상자
의 동의, 관계자의 수비(守秘) 의무, 정보전달 및 관리를 명확한 룰
로 설정한 위에 정보를 적절하게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
급하다 하겠다.

◈ 미국 : 지역고용정책과 지역발전정책의 연계 강화
미국의 경우, 지역고용정책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자금의 대부분은
연방정부나 주정부로부터 조달되며, 비교적 단순한 배분공식에 따라
지역에 자금이 배분된다. 지역은 연방정부나 주정부 제공자금의 성
격에 맞는 일정한 틀 내에서 재량권과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고용정
책을 전달한다.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정성적 측면보다는 비교적 단
순화된 정량적 성과지표에 따라 평가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인센
티브/제재조치가 부과되는 평가체계에는 미국적 성과주의 전통이 뚜
렷하게 발견된다.
지역의 인력투자위원회(WIB)와 원스톱고용센터를 중심으로 파트
너십에 따라 작동되는 지역 원스톱시스템은 미국 지역고용정책 전달
체계의 핵심적인 특징의 하나이다. 원스톱시스템은 지역에서 최종
전달되는 다양한 고용ㆍ훈련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
함으로써 고객 접근성을 높이고 서비스전달의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
하는 지역고용정책의 전달체계로 WIA 고용ㆍ훈련프로그램, 와그너
-페이저 노동중개프로그램, 실업보험 등 노동부 관할의 프로그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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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로 전달한다. 노동부외 부처의 프로그램들은 자금제공 부
처의 책임하에 운영ㆍ평가되지만, 원스톱시스템과 체계적인 파트너
십을 통해 연계ㆍ조정된다.
지역 원스톱시스템의 성과에 대한 평가에서 직접 관할하는 사업
의 성과만이 아니라 파트너기관과 연계․협력을 통해 창출되는 성과
또한 인정되므로 원스톱시스템이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성과를 높이
게 하는 유인으로 작용한다. 요컨대 미국의 지역고용정책은 단순화
된 정량지표에 기초하는 성과주의 전통과 지역 파트너십을 유인하는
평가체계가 체계적으로 결합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지역고용정책의 추진방식이 지역 특성이나 여건을 충분
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지만, 지역 원스톱시스템에서
지역 파트너십 강화를 유도하여 지역고용정책의 성과를 제고하는 데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 인력개발시스템에 대한 평가는 복수의 원스톱센터로 구성되
는 인력투자지역별 인력투자위원회(LWIB) 단위로 전체성과를 종합
적으로 평가하지만, LWIB을 구성하는 개별 원스톱센터의 성과를 따
로 구분하지는 않는다. 이와 관련, LWIB을 구성하는 개별 원스톱센
터 운영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는 목소
리도 있다. 또한 지역고용정책이 파트너십에 기초한 느슨한 전달체
계를 가지기 때문에 LWIB이 원스톱센터나 파트너기관들에게 연
방․주정부의 평가지표 외에 추가적 조건을 요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LWIB은 연방․주정부의 성과평가지표
충족에 초점을 두면서 파트너기관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전략
을 취할 수밖에 없다.
미국 지역고용정책 평가체계의 또 다른 특징은 지역 인력개발시
스템의 운영․정보수집체계인 OSOS에서 산출되는 정량적 성과지표
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져 LWIB이 별도의 평가용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OSOS 정보 입력의 정확성은
매우 중요하며 데이터 수정 시에는 엄격한 절차를 거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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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DB 구축방식은 미국 특유의 실용적 성과주의 원칙이 그대로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전적으로 정량 지표
에 의존하여 지역 특성이나 성과의 질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뉴욕 주 노동부는 인력투자지역(LWIA)의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과 인센티브․제재정책에 대한 정보를 담은 인력개발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권고(WDS-TA)를 매년 제시한다.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인
력투자지역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목표의 80%에 미달하는
불만족 성과에 대해서는 제재․벌칙을 부과한다. 인력투자지역별 성
과목표 설정과 관련, LWIB은 주 노동부와 협상할 수 있으나, 실제
협상을 통한 성과목표 변경은 드물고 주정부가 정한 성과목표가 그
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성과목표 설정 관행이 지
역 특성이나 여건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하지
만, 많은 예외를 두어서는 성과목표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 유지가
어렵다는 것이 주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뉴욕 주 노동부는 기업부문이 새로운 고용을 창출․유지할 수 있
도록 OJT, 조세인센티브, FBP(Federal Bonding Program) 등 채용
유인 프로그램(hiring incentives)을 확대하고 있다. OJT를 비롯한
채용유인프로그램의 경우, 지역고용정책의 수행주체나 기업들이 그
성과에 대해 비교적 좋은 평가를 내리고, 또한 지역고용정책과 지역
경제발전정책 양자가 지역 수준에서 직접․간접으로 결합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적절한 벤치마킹 프로그램 사례로 생각된다.
미국의 지역경제발전정책은 연방보다는 주를 단위로 주-카운티지방자치체로 이어지는 분권화구조를 가지며, 규제완화나 조세감면
등 유인체계 강화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유지
를 도모하고자 한다. 지역경제발전정책은 대부분 정부 지원을 받는
비영리기관에 의해 추진되며, 기업단체, 정부기관, 고용․훈련기관,
노동조직 등 지역주체들 사이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특
히 일자리창출․유지가 최우선적인 정책 목표의 하나로 떠오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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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발전정책 주체들은 일자리창출 효과를 촉진하는 기업친화
적인 노동력 수급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인력개발시스템과 긴밀한
연계를 맺고 있다.
뉴욕 주 지역경제발전정책의 주요 추진주체들로는 주 수준의 핵
심적인 경제발전추진조직인 Empire State Development(ESD), 10
개 경제발전지역 단위로 결성된 지역경제발전협의회, 카운티 수준의
경제발전기구 등이 있다. ESD는 자금대출, 보조금, 조세지원, 여타
재정지원수단을 통해 민간투자 및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창출
을 유도하여 지역공동체의 번영을 지원하는 주 수준의 핵심적 경제
발전기구로서 10개 경제발전지역에 12개의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다.
경제발전지역별로는 폭넓은 범위의 지역주체들이 파트너십을 바탕
으로 지역경제발전협의회(REDC)가 구성되어 활동한다. 10개 경제
발전지역을 구성하는 카운티별로 지역발전조직이 있고, 그 아래에
IDA를 비롯한 하위기구 또는 프로그램이 설치․운영된다. 카운티정
부는 대부분 지역경제발전기구의 운영을 지원하며, 일부 카운티정부
는 사무소와 인력을 두고 직접 경제발전기구를 운영하기도 한다.
지역에는 다양한 수준의 경제발전정책 추진주체들이 일정한 관계
를 가지면서 공존한다. 카운티 수준에서 중심적 지역발전기구의 위
상을 갖는 IDA는 부분적으로 독립적인 기업지원활동을 하기도 하지
만, 대부분은 지역, 주, 연방 수준의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한다.
IDA는 주정부의 경제발전기구인 ESD 본사 및 지역사무소와 긴밀
히 협력하며, 지역발전정책 추진과 관련된 기술적 지원을 받는다. 또
한 IDA는 연방․주의 자금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역조직들,
WIB과 원스톱고용센터 등 인력개발시스템과 밀접한 파트너관계를
유지한다.
지역 경제발전기구에 대한 평가에서는 서비스지원 기업 수, 공공
투자 및 이에 따른 민간부문 투자 규모, 조세기반 확충 정도, 그리고
창출․유지된 일자리가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제시된다. 여기서 주목
할 점은 성과지표 가운데 일자리 유지․창출 성과가 중요한 평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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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제시된다는 것인데, 이는 경제발전정책의 수단들이 성격상
고용창출을 고유한 목표로 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자리 창출․유지
를 최우선적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정부의 정책의지를 반영한다.
지역 경제발전정책에 따른 일자리창출 효과가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려는 정책당국자 입장에서는 지역 고용․노동시장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고용․훈련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개발시스
템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지역경제발전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필
수적이다. 뉴욕 주의 경우도 지역경제발전정책과 지역고용정책의 연
계성 강화가 모두에게 이득을 안겨주는 윈윈전략으로 접근하고 있
다. 지역경제발전기구의 입장에서는 필요 노동력을 제때에 공급받기
를 원하는 지역기업의 니즈 충족을 위해 고용․노동시장에 대한 풍
부한 정보와 전문성을 갖춘 인력개발시스템과의 연계․협력이 필요
하다. 또한 지역 인력개발시스템의 입장에서도 고용․훈련프로그램
을 통해 양성된 노동력을 적합한 일자리로 연결시키려면 노동수요자
인 기업의 상태나 전망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 노동부와 지역 인력개발시스템은 지역경제발전정책과 연계성
강화에 적극적이며, 이를 위한 실천적 노력들을 하고 있다. 대부분
지역에서는 경제발전기구와 인력개발시스템 기관들이 서로 현안과
애로점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각의 공식적인 회의
체에 상호 참여, 상시적인 교류․접촉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책 시너지를 높여 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경
제발전기구와 인력개발시스템 기관이 같은 공간에 입주하여 일상적
인 교류․협력관계를 구축하기도 한다.
주 노동부는 2010년에 지역경제전환전략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425만 달러를 투입하였으며, 2011년에는 745만 달러의 추가자금을
마련하여 자금규모를 대폭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발전정책
과 연계성 강화 노력이 지역 수준에서도 구체화되고 있다. 지역
WIB은 주 노동부 비즈니스서비스부서와 공동으로 원스톱비즈니스
서비스팀을 만들어 OJT 등 기업채용인센티브, 해고회피전략,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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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 특정산업에 특화된 커리어페어 개최 등을
통해 기업부문에 대한 서비스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경제발전정책과 관련,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투자와 고
용창출 사이에 일종의 상충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
도 한다. 정책당국자 입장에서는 일자리창출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지역발전정책을 이끌어 가려 하지만, IDA 등 지역발전기구들이 기
업유치나 투자독려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수행할 때 일자리창출 요
소의 가중치가 커서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거나 기업들을 설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역경제발전
정책의 추진에서 단순히 일자리창출이라는 목표 이상의 것, 즉 기업
의 재무상태 강화, 기업의 실질적 성장 및 영역 확장 등을 위한 현실
적․실질적 정책개발을 추구하여 중장기적인 고용창출 전망을 실현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국가 간 비교 및 종합적 논의
본 연구는 5개 사례국가들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공통의 이슈․
주제를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국가별 심층적 분석결과를 바탕으
로 국가 간 비교 분석과 함께 종합적인 논의를 하였다. 구체적으로
는 지역고용정책의 자금원천 및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 거버넌스
및 전달체계,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체계, 지역발전정책과 지역고용
정책의 연계성 등의 이슈․주제를 중심으로 국가 간 비교분석과 종
합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1. 지역고용정책의 자금원천 및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

사례국가들 사이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
은 지역고용정책을 위한 자금의 대부분이 중앙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반면, 지방정부는 지역고용정책에 소규모 자금을 제한적으로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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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프로그램․서비스전달기관에 운영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데 그
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사례국가들 가운데 일부 국가를 제외
하면 지방정부가 자체자금으로 지역고용정책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례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가 자체 프로그램을 추진하
는 경우도 사업규모가 제한적이고, 중앙의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차
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독일과 영국에서는 지방정부의 자체자금으로 지역고용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미국의 경우는 주정부가 자체자금으
로 추진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카운티정부가 자체자금으로 프로
그램을 추진하는 경우는 드물고 자체자금으로 추진되는 프로그램도
자금규모가 크지 않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훈련분야를 중심으로 지
방정부 수준에서 중앙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보충적 성격의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은 편이며, 이들 프로그램은
보통 지역발전정책과 연계․추진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프랑스와
유사하게 지방 수준(오사카 등)에서 광역-기초지자체 공동자금 조성
으로 지역취로지원사업 등 독자적인 지역고용정책을 모색․실행하
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지방정부 재정의 취약성, 지방 정책추진역량 미
흡, 중앙정부 지역사무소의 광범위한 운영 등을 고려할 때, 지역고용
정책의 자금원천에서 높은 중앙정부 의존성은 단기간에 쉽게 변화되
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취약한 지방정부 재정으로 실질적인 자체
프로그램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또한 자체 프로그램
의 기획․실행을 위한 지역역량을 끌어올리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금원천구조의 현실을 반영, 일부
국가사례에서 보듯이 지역고용정책의 전달과정 및 평가에서 중앙지방 사이에 일종의 긴장․갈등관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
서 지역고용정책의 효율성과 성과 제고를 위한 방향 및 방안을 논의
함에 있어서 자금원천의 문제보다는 전달과정에서 지방의 재량권과
자율성이 어느 수준으로 보장되는 것이 적절한지가 보다 현실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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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로 제기될 필요가 있다.
2. 중앙정부 자금 운용에 대한 지방의 재량권

사례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은 중앙정부가 자신이 지원하는 자금
을 활용․집행하는 지역에 대해 지원자금의 목적, 분야, 대상집단 등
과 관련된 일정한 기준이나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 대신 중앙정부는
지역에 일정한 재량권과 자율성을 부여하는데, 대체로 이러한 흐름
이 점차 커지는 경향을 보여준다. 중앙정부가 표준화된 기준을 제시
하면서도 지역에 일정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역주체들이 지역
의 특성․여건을 잘 파악하고 있어서 지역고용정책의 프로그램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인식과 기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자금
원천 문제와는 별개로 지역 재량권 확대 측면에서 분권화 흐름은 더
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에 부여되는 재량권․자율성 정도, 중앙정부의 성과통
제방식에서는 사례국가들 사이에 일정한 차이가 존재한다. 독일의
경우 지역의 전달기관(특히 옵션지자체 잡센터)에 대한 재량권 정도
는 비교적 큰 것으로 보이며,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일정한 틀 안에
서 재량권을 보장하지만 비교적 엄격한 성과통제방식을 통해 중앙자
금의 취지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반면 프랑스의 경우 지역의
재량권이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상대적으로 중앙정부 자금 운용에 대
한 지방정부의 권한은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도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지방정부의 사업계획이 책정된 후 후생
노동성의 동의를 거치는 등 지방의 재량권 행사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3.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체계

사례국가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역고용정책 프로그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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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전달의 성과에 대해 나름대로의 평가체계를 가지며 평가결과에
따라 일정한 인센티브 또는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성과평가에 기초
하는 인센티브체계는 중앙정부를 비롯한 자금제공기관이 프로그램
전달기관에 대해 가지는 성과통제의 수단이면서 자금제공주체와 전
달주체 간의 연결성을 담보하는 주요 수단이기도 하다.
지역고용정책에 대한 평가․인센티브체계는 국가별로 차이가 크
게 나타난다. 미국의 경우, 실용적 성과주의 전통이 강한 국가 특성
을 반영, 엄격하게 정의되는 정량지표에 따라 성과평가가 이루어지
고 정성적 평가는 거의 적용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
브․제재조치가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된다. 영국의 경우도 미국과
유사하게 정량지표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평가결과에 따른 자금
지원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독일의 경우는 정량지표를 중심으로 하
되 정성지표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평가방식을 취하며 재정적 인센
티브가 적용된다. 프랑스의 경우는 훈련분야를 제외하면 중앙정부
규정에 따라 평가를 받으며, 평가지표의 범위가 비교적 넓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평가지표가 매우 단순하다. 사업선정․실사․성과평
가에서 취직률이 거의 유일한 성과지표로 활용되는데, 향후 고용지
속성 지표 등 다양한 평가지표들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4. 지역고용정책의 평가주체

지역고용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국가별 지역고용정책 거버
넌스․전달체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례국가별로 다양하게 이루어
진다. 미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금제공 주정부 부처에 의해 평가되
므로 원스톱고용센터는 주 노동부의 평가를 받고 원스톱센터의 파트
너기관들은 자금지원 주정부 부처의 평가를 받는다. 다만 지역 파트
너십을 통해 이루어지는 원스톱센터의 성과들은 주 노동부의 평가에
서 인정되는데, 이는 원스톱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파트너십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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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유인으로 작용한다. 영국에서도 고용연금부가 지역고용정책 프
로그램들을 평가한다.
독일의 경우는 잡센터 유형에 따라 평가주체가 다른데, 공동기관
잡센터는 BMAS가 주정부, 지자체, BA와 함께 평가하며, 옵션지자
체 잡센터는 BMAS와 주 사회부로 구성되는 협력위원회에서 평가
한다. 또한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주 차원의 구직자기초보장제도의
목표와 중점들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평가한다. 프랑스에서는 평
가결과 발표가 선거 등에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중앙정부 지역사무소와 지방정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민간도 참여
하는 중립적인 지역감시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가 이루어진다. 일본
에서는 지역의 노동국, 경제단체, 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지역협
의회가 사업종료 후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심의한다.
5. 지역고용정책의 거버넌스․전달체계 구조

사례국가들 사이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중앙정부(미
국은 주정부) 지역사무소, 지방정부, 산업계, 노조조직, 지역고용센
터, 지역고용관련기관들을 포괄하는 폭넓은 지역주체들이 참여하는
지역고용정책 거버넌스․전달체계를 가진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다양한 지역주체들이 참여하는 지역위원회가 거버넌스 상위기구로
서 지역고용정책을 입안․관리․감독하며, 그 아래에 지역고용센터
를 비롯한 지역기관들이 정책 전달을 담당하는 구조를 가진다. 그러
나 지역고용정책 거버넌스․전달체계의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구
조․성격, 구성주체들의 위상․역할, 주도주체 등 여러 측면에서 국
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무엇보다 지역고용정책의 거버넌스․전달체계를 주도하는 주체에
서 국가별 차이가 크다. 미국의 경우 지방정부 역할이 미약한 가운
데 산업계가 지역 거버넌스의 상위기구인 인력투자위원회(LWIB)를
주도하며, 전달체계에서는 원스톱센터가 지역 파트너십을 주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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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우는 미국과 대조적인 특징을 보인다. 영국에서는 지배구
조와 전달체계 구성 권한이 지역에 위임되므로 지방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이며, 또한 전달체계에서는 잡센터플러스가 지
역 파트너십의 일원으로 참여하지만 중앙정부 통제를 받는 지역사무
소 성격으로 인해 주도적 역할보다는 보조적 역할에 그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연방고용센터 지역사무소(AA)와 지자체가 지역고용
거버넌스를 주도하며, 전달체계에서는 잡센터가 핵심적 전달기관의
위상을 가진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경제․기업․사회분야 중앙부처 지역사무소들
의 통합조직(DIRECCTE)이 지방정부, 고용센터, 노사단체 등 지역
주체들과 함께 지역고용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또
한 지역고용 거버넌스에서 노동조직의 위상이 정부나 산업계와 거의
동등한데, 이는 산업계의 51% 주도성을 인정하는 미국의 경우와 대
조적이다. 끝으로 일본의 경우 대부분 지역고용정책에서 지역(도도
부현) 수준의 거버넌스는 지역의 노동국, 경제단체, 노조단체 등 지
역주체들로 구성되는 지역협의회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기본적
으로 타 사례국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역협의회는 지역 수준에
서 사업계획 책정․실시, 사업종료 후 평가, 사업중지․폐지 결정 등
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일본의 전달체계는 사업유형별로
차이가 있는데, 고용창출기금사업은 중앙정부 → 도도부현 → 시정촌
→ 민간기업 위탁의 전달체계를 가지며, 취약계층 취로지원사업은
지방자치체가 중앙정부 자금을 받아 지역의 복지사무소와 헬로워크
를 연계하여 집행한다.
6. 지역발전정책과 지역고용정책의 연계성

지역 수준에서 경제발전정책-고용정책 간 연계성 정도는 사례국
가별로 차이가 있고, 향후 양 정책부문의 연계성에 대한 전망에서도
예측이 엇갈린다.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는 지역발전정책과 지역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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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향후에도 이러한 연계․
통합 흐름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경우 지역경제발전정
책과 지역고용정책의 연계는 공동협력프로그램 개발․추진, 양 정책
부문 추진기구의 공식적인 회의체 상호 참여, 일상적인 접촉․연계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프랑스에서는 최근 보다 급격한 변화를 모색
하였는데, 일자리 중심의 관점에서 고용․기업․경제․소비 등 영역
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에서 이들 정책영역을 담당하는 중앙
정부 지역조직을 통합하였다.
독일의 경우 잡센터의 1/4을 차지하는 옵션지자체가 지자체 행정
조직에 속하기 때문에 지역발전정책과 지역고용정책 간의 연계는 비
교적 잘되는 편이다. 그러나 양 정책부문 사이의 긴밀한 협조적 관
계가 강조되고 있음에도 연계․통합을 위한 뚜렷한 흐름은 보이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 지역고용정책은 산업․복지정책 등 타 정책영
역들과 교차․연계하면서 진화하여 왔다. 지역고용개발촉진사업과
고용창출기금사업은 기본적으로 산업정책과의 연계 속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것에 중점을 두며, 취로지원사업은 복지정책과의 연계 속
에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매칭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한편 영국에서
는 지역발전정책을 담당했던 광역개발기구가 도시전략시범사업의
파트너십에 참여하여 지역발전정책과 지역고용정책을 연계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나, 최근 광역개발기구가 해체되고 지역고용정책도 민
간위탁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지역발전정책과 지역고용정책 사이
의 통합성이 약화되고 있는 경향이 보인다.
7. 향후 지역고용정책의 전망 : 분권화 이슈를 중심으로

지역고용정책과 관련된 전망에서 자주 논의되는 이슈의 하나는
지방분권화 흐름과 관련된 것이다. 고용정책의 분권화 흐름이 얼마
나 진전되고 있는가, 어느 수준까지의 분권화가 적절한가, 분권화를
감당할 수 있는 지방역량은 충분한가 하는 질문들을 두고 폭넓은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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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이 있어 왔다. 본 연구 또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
시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 다루었던 선진국 사례들을 보면, 큰 방
향에서는 대체로 지역고용정책의 분권화 흐름이 진전되고 있음을 보
여주지만, 그 속도나 내용, 그리고 전망에서 국가별 차이가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는 정치․사회․문화적인 전통 및 관행, 경
제․산업구조 등에서 나타나는 국가 간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
인다.
먼저, 독일에서는 지역고용정책의 분권화 전망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에서는 분권화 흐름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
망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지자체가 지역고용정책에서 강
조점을 둘 수 있는 가능성이 축소되는 가운데 연방고용센터 지역사
무소의 조정기능이 여전히 작동하고 인력․조직․전략과 관련된 연
방정부 차원의 표준화 논리가 지배적인 현실을 고려할 때, 고용정책
의 분권화 흐름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정책 및 프로그램의 집행․전달과정에서 지역의 재
량권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지역고용정책의 분권화 흐름이 지속적으
로 강화되어 왔다. 그러나 지역이 고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기획 → 실행 → 관리 → 평가로 이어지는 프로그램의 전체과정을 책
임진다는 의미에서는 분권화 흐름이 뚜렷하게 진전되어 왔다고는 볼
수 없다. 한편으로는 미국 특유의 실용적 성과주의 전통의 바탕 위
에서 엄격한 평가․유인체계를 적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의
재량권을 확대하면서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성과를 높이려는 현
재의 지역고용정책 추진방식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
는다. 따라서 당분간은 지역고용정책의 분권화 흐름은 정책․프로그
램의 집행․전달체계에서 지역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
갈 것으로 판단된다.
프랑스에서는 고용문제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몫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최근 지방정부의 권한․책임을 점차 확대하는 분권화 흐
름이 발견된다. 지방정부의 권한․책임은 특히 훈련분야에서 두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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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며, 고용의 사회적 파급효과가 증대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정치인
들이 일자리 문제를 중심적 의제로 다루는 경향도 커지고 있다. 이
에 따라 지방정부는 훈련뿐만 아니라 일자리창출, 고용서비스 등 중
앙정부 주도의 정책․프로그램의 집행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추세이
며, 나아가 지역발전이나 사회보장 등의 영역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
시키는 노력도 보인다.
일본의 경우 아직까지 자금원천이나 사업기획․평가과정에서 중
앙정부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고용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
나 최근 오사카 등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스스로 지역자원을 활용해
창의적으로 입안․실시하는 독자적인 지역고용사업을 모색․실행해
왔으며, 이러한 경향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지
역의 고용정책 입안․실시 전문역량의 취약성이 장애요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독자적인 지역고용사업이 확산되려면 지역의
정책수행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불가결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끝으로 영국의 경우는 지역고용정책이 취했던 두 가지 접근, 즉
지역파트너십과 민간위탁방식이 아직까지는 성공적이지 않은 것으
로 보인다. 공공기관 중심의 도시전략시범사업은 지역 파트너십 구
축에 부분적으로 성공했지만 충분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고, 고용성
과 측면에서도 기대했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민간위탁 방식에
기초하는 근로프로그램은 영국 고용서비스시장을 재편하면서 상당
한 혼란을 주고 있으며, 아직 기대했던 고용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영국의 지역고용정책은 여전히 시행착오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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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중앙정부 차원의 고용창출전략 및 정책방안
은 지속적으로 중요한 연구대상이었으나, 고용성과가 최종 실현되는 지
역 수준에서의 노동시장분석이나 지역고용전략․정책 연구는 상대적으
로 소홀하게 다루어졌다. 지역 특성에 따른 노동시장․고용정책 개발 수
요는 계속 증가하고 또한 최근 노동시장 상황은 지자체로 하여금 자체적
인 일자리창출 전략․정책방안 개발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실에 있어서
는 지자체 및 지역주체들에 의한 효과적인 정책 설계와 추진이 잘 이루
어지지 못하고 있다.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오래 전부터 효과적인 지역고용전략․정
책이 국가 전체의 일자리창출력 제고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인식, 지역고용정책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결과들은 각국 정부가 지역고용창출 전략 및 정책방
안을 수립함에 있어서 유용한 근거자료로 활용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효과적인 지역고용전략과 정책에 대한 청
사진을 그리기 위해서는 과거 선진국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축적하였
던 경험 사례들을 심층적으로 조사․분석하는 것이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앞서 다
양한 지역고용정책의 경험이 있는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지역고용정책의
역사적 발전과정, 현황․문제점 및 성과, 전달체계 및 지배구조, 평가시
스템 및 평가지표, 타 부문정책과의 관계, 지역단위 고용창출제도․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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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의 모범사례 등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는 심층적인 조사․분석을 수
행할 것이다. 이러한 심층적 국가사례 연구는 한국에 적합한 지역고용전
략과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와 정책적 함의를 가져다
줄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지역고용정책의 개념 및 범위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고용정책을 해당지역에 전달되어 집
행되는 고용정책을 모두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어떤
정책이 중앙정부에 의해서 계획된 것일지라도 그것이 지역적 상황이나
특성을 반영하여 전달․집행될 수 있는 재량권이 지역주체들에게 주어진
다면 지역고용정책의 일부로 포함할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선진국에
서도 지역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고용정책이 연방정부 또는 주정
부를 통해 조달․지원되며, 지역주체들은 지역 특성에 맞게 전달․집행
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고용정
책만이 아니라 이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성이 큰 폭넓은 정책영역(산업
정책, 경제발전정책, 복지정책 등)까지도 고려하면서 지역고용정책과의
연관성을 검토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방법론은 지역고용정책에 대한 기존 문헌검토와
현지 면접조사이다. 면접조사의 대상은 국가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
체로 지역고용정책의 전달체계 상에 있는 현직 또는 전직 행정․실무책
임자(지역고용센터, 관련조직, 관련 정부부처 등), 관련연구소 및 대학에
있는 전문연구가 등이다. 다만 시간상의 제약으로 다양하고 폭넓은 현지
면접대상자와 접촉하지 못한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국가사례 연구자들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문헌조사를 통해 보완하고
자 하였다.
본 연구는 모든 사례국가들에 대해 동일한 연구 구성 및 내용을 취하
는 접근보다는, 국가별로 지역고용정책에서 뜨겁게 제기되는 쟁점이나
중점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는 사례연구의 접근방식
을 취한다. 이러한 접근은 국가별 고유한 특성의 존재, 경제․사회환경의
국가 간 차이 등으로 인해 국가마다 중점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과 현안
이슈들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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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은 사례연구 선진국들에 대해서 동일한 연구 구성 및 내용을 취하면
서 일목요연하게 비교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별로 차별화되는 중점이슈를 중심으로 접근함으로써 보다 풍부하고
심도 있는 분석결과 및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가능한 한 몇 가지 이슈 및 주제를 설정
하고 이를 공통적으로 고려하면서 국가별 조사․분석을 진행하고자 한
다. 비록 연구의 목차구성에서 국가별 차이는 있지만, 국가별 사례분석이
이루어지는 제2장∼제6장에서는 지역고용정책의 현황 및 변화, 지역고용
정책의 자금원천 및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 지역고용정책의 거버넌스/
전달체계,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체계, 지역고용정책 프로그램 모범사례,
지역발전정책과 지역고용정책의 연계성 등 공통의 주제와 이슈들에 관한
분석을 담고자 한다. 그리고 국가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지역고
용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제시한다. 끝으로 종합적 논의를
위한 마지막 제7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공통의 분석주제들을 중심으로 국
가별 사례연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비교 분석을 수행하면서 종합적인
논의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조사․분석한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미국 등 5개의 선
진국 사례들은 일정한 공통점을 가지면서도 나름대로 각각 고유한 특성,
강점과 약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로 보아 다양한 측면에
서 한국형 지역고용정책의 바람직한 모습을 모색함에 있어서 풍부한 정
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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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독일 : 지역고용정책, 중앙집중화와 지역화 간의
긴장과 갈등

제1절 들어가는 말

고용정책이 지역의 특수한 조건과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에 주요 행위자들의 동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지역고용정책은 국
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지역고용정책의 주체와 구체적인
내용은 그 사회의 제도적 조건에 따라 나라마다 상이하게 발전해 왔다.
1980년대에 실업자가 급격하게 증가함으로써 공적부조에 투입되는 지자체
의 비용을 줄여보려는 노동시장정책의 지자체화(Kommunalisierung)가
부분적으로 일어났지만, 독일에서 노동시장 및 고용정책은 기본적으로 연
방의 책임으로 되어 있다.1) 법적으로는 연방고용센터(Bundesagentur für
Arbeit : 이하 BA로 약칭)가 노동시장정책 및 고용정책의 유일한 담당자였
기 때문에 지방이나 지역은 보조적 행위자, 하위주체(subaltern), 경쟁자로
간주되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의 하르츠 개혁 이후 급격한 제
도 변화에 의해서 지역노동시장정책의 재지자체화(Rekommunalisierung)

1) 이 글에서는 노동시장정책과 고용정책을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다. 노동시장정책은
고용지원서비스, 직업훈련, 고용보조금 등의 정책을 의미하는 한정된 용어로 사용
되고, 고용정책은 노동시장정책과 경제․산업․교육․복지 정책 등을 통해서 일자
리를 창출하려는 정책 모두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용어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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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어나고 있다(Buestrich, 2011 : 148).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
시장정책은 여전히 BA가 담당하지만, 실업부조와 공적부조를 통합한 구
직자기초보장제도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시장정책에는 지자체가
참여하게 된 것이다.2) 이에 따라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노동시장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또한 노동시장정책 이외에도 지자체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의 고용
문제에 참여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도시 개발을 통한 환경조건의 개
선을 통해서, 중기적으로는 직접적인 경제개발 및 실업자 노동능력의 개
선과 재통합기회의 개선을 통해서, 또한 단기적으로는 사업장에 대한 지
원을 통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실업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시장
통합을 위한 여러 수단을 통해서 사회부조 의존성을 극복하게 함으로써
노동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Hackenberg Hrsg., 2003). 또한 지자체는 지
역고용센터(Arbeitsagenturen : 이하 AA로 약칭)의 행정에 참여하거나,
지역의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의 구성에 개입하거나, 고용정책과 사회정
책을 조정하고, 지역 네트워크 구성을 주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
동시장 및 고용정책에 개입할 수 있다(Kaps, 2009 : 191).
본장의 연구대상은 독일의 지역 노동시장정책 및 고용정책이며, 연구
방법은 기존 문헌검토와 면접조사이다. 면접조사는 2013년 6월 24일, 25
일, 26일 이루어졌다. 6월 24일 11시에서 오후 1시까지 오펜바흐 시 잡센
터 소장인 슐체-뵈잉(Schulze-Böing) 박사를 대상으로 잡센터 소장 사
무실에서 면접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6월 25일의 면접대상자는 노르
트라인베스트팔렌(NRW) 보토로프(Bottorop)에 위치한 ‘혁신적 고용지
원협회’(Gesellschaft für innovative Beschäftigungsförderung mbh : 이
하 G.I.B로 약칭)의 책임자인 브링크(Bernard Brink) 박사였으며 오전 10
시 10분부터 12시 사이에 면접조사가 이루어졌다. 6월 26일에는 오후 2
시부터 3시 30분 사이에 뒤스부르크(Duisburg) 대학의 크누트(Matthias
Knuth) 교수를 대상으로 하여 면접조사가 실시되었다.
2) 이 글에서 말하는 지자체(Kommunen)란 군(Landkreise) 및 군에 속하지 않은 시
(Stadt)를 가리킨다. 시에는 군에 속하는 시와 군에 속하지 않은 시(Kreisfreie
Stadt)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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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장의 나머지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절에서는 독일 지역노동
시장정책의 법과 제도를 간략히 소개한다. 그리고 지역노동시장정책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정리하고 지역노동시장정책의 거
버넌스 및 업무처리구조, 조직구조를 분석한다. 그리고 제3절에서 지역고
용정책에 대해 정리하고, 제4절에서는 지역노동시장정책의 평가체계를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린다.

제2절 독일의 지역노동시장정책

1. 법과 제도
하르츠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2005년 1월 1일 실업부조와 사회부
조를 통합한 새로운 급여인 구직자기초보장제도가 출범했다. 이 제도를
규율하는 법은 사회법전 2권(SozialgesetzbuchⅡ : 이하 SGBⅡ로 약칭)
이다. 하르츠 개혁에 의해 탄생한 SGBⅡ은 이전의 실업부조법 및 사회
부조법과 달리 고용촉진과 복지서비스(Fürsorge)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성격을 가진다. 한편으로는 수급자의 생계보장 측면을 갖고, 다른 한편으
로는 적극적인 고용촉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두 측면이 하나의 시스
템 속에 동시에 내장되어 있는 것이다(Schulze-Böing, 2011 : 3).
이 구직자기초보장제도의 재정은 주로 연방이, 부차적으로 지자체가
부담한다. 연방은 수급자의 급여와 직업소개 비용을 제공하며, 지자체는
수급자의 주거비용과 난방비용을 부담한다. 그런데 이 제도의 수급자들
을 위한 직업소개 정책 등을 포함하는 노동시장정책의 담당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관련 행위자들 사이의 치열한 논쟁과 갈등 및 법 개
정을 거쳐 왔다.
사민당과 녹색당으로 구성된 이른바 적록연정은 사회국가의 기본적
틀을 바꾸려는 지향을 갖고서 2000년과 2004년 사이에 노동시장의 개혁
을 추진하였다. 장기실업자들과 근로능력을 갖춘 공공부조 수급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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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기초보장제도를 새롭게 구성한다는 데에는 노조를 포함한 시민사회
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행위자들로부터 쉽게 동의를 얻을 수 있었
다. 그러나 구직자기초보장제도를 어느 조직이 담당하고 어떻게 재정조
달을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치열한 논쟁이 전개됐다. 개혁작업의 구상을
담당했던 하르츠위원회가 원래 생각했던 것은 영국의 잡플러스센터(Job
Plus Center)처럼 원스톱센터에서 상담, 일자리알선, 고용촉진과 생계급
여를 모두 제공하는 모델이었다. 이 안은 기초보장제도는 BA가 담당하고
연방에서 재정을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연방과 독일도시연합(Deutschen
Städtetag), 브란덴부르크, 브레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베를린 주, 노
동조합이 이 방안을 선호하였다. 이 안에 따르면, 기초보장제도를 담당하
는 조직형식은 업무공동체(Arbeitsgemeinschaft : 이하 ARGE로 약칭)로
불리었다. ARGE는 SGBⅡ의 실시주체로서 연방고용센터의 지역조직인
AA의 임무를 수행하고, 지자체는 SGBⅡ에서 정한 업무 수행을 ARGE
에 위탁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 개혁안에 지자체 측, 특히 군(郡)에서 강하게 반발했다. 지
자체는 BA-AA가 주도하는 ARGE에 종속적 협력관계를 요구받고 있는
것, 이전에 지자체가 담당했던 대부분의 사회부조업무가 ARGE에 흡수
된다는 것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지자체는 자신
들이 새로운 기초보장제도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안은 헤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독일경영자단체연합회(Bundesvereinigung der
Deutschen Arbeitgeberverbände) 등이 선호했다.
이처럼 지자체 측이 반발하고 논쟁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중재위원회는 6년 동안의 실험적 시기를 두어 상기한 2
개의 조직모델과 혼합 모델(하나의 조직구조 내에서 BA의 지방조직과 지
자체가 각각 자신의 과업을 수행하는 모델로서 getrennte Trägerschaft로
불리었다)을 갖고서 어느 조직모델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 실험해 보
기로 했다. 이리하여 2004년 7월 30일 SGBⅡ의 개정작업이 이루어졌다.
이 개정에 따라 SGBⅡ에는 새로이 실험조항이 추가되었다. ARGE 이외
에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기초보장제도를 담당한다는 선택조항이 신설되
었다. 지자체가 자신의 행정구조를 통해서 독자적으로 기초보장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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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는 개수는 69개로 정해졌으며, 독일연방상원(Bundesrat)에서 차지
하는 투표 수의 비율에 따라 각 주에 할당하기로 하였다. 2005년 1월부
터 구직자기초보장제도의 주 담당조직은 ARGE로 하기로 하였으며, 지
자체가 단독으로 구직자기초보장제도의 행정을 담당하는 69개의 옵션지
자체(Optionskommunen : zugelassne kommunale Trägerschaft라고도
함)는 향후 6년 동안 연방의 재정적 책임하에서 독자적으로 실행의 권한
과 책임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11개의 군(Landkreise)들은 2004년
말 연방헌법재판소에 ARGE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안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위헌심판신청을 제기하였다. 2007년 12월 헌법재판소는 판결
을 내리는데, 의무적으로 ARGE를 설치하도록 한 안이 지자체의 자기행정
을 보장한 기본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였다. 연방기관과 지자체가 ARGE
라는 협동조직을 만들어 지자체가 ARGE에 업무를 위임하는 업무를 부
담하도록 한 SGBⅡ 제44조b의 규정은 헌법 제28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고유책임에 기반한 업무처리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또한 ARGE는 연방의 조직인 AA와 지자체라는 두 개 행정기관을 단순
히 공간적으로 한 곳에 모은 것일 뿐 아니라 사회보장행정 및 노동행정
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구직자기초보장제도의 집행주체이기 때문에 연방
과 지자체의 권한 책임이 혼재하는 혼합행정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리하여 3년의 기한 내에 행정구조를 기본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수정
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기민당, 자민당, 사민당 3당은 2010년 3월 회의를 갖고 기본
법을 수정하여 ARGE 모델 및 옵션지자체 모델에 대해 항구적으로 합법
적인 지위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ARGE의 약칭을 공동기관
(gemeinsame Einrichtung : 이하 gE로 약칭)으로 바꾸기로 하였으며, 이
조직의 의사결정권을 분명히 하고 독립성을 높이고 현장에서의 재량권을
높이기로 하였다. 또한 gE 및 옵션지자체 모두 잡센터의 명칭을 사용하
기로 하였다. 분리 운영주체(getrennte Trägerschaft)는 11월 말로 해체
하기로 하였다.
그 다음으로 SGBⅡ의 실시에 따른 성과를 잡센터 간에 비교 가능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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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기 위해 옵션지자체도 연방의 통일적인 평가시스템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으며, 그 때문에 BA와 전산시스템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옵션지자체의 수도 전 지자체의 25%까지 늘리기로 합의하였다.
2012년 1월 1일 추가적으로 옵션지자체를 신청한 78개의 지자체 가운
데 41개 지자체가 선정됨에 따라 2013년 현재 옵션지자체의 수는 110개
이다. 독일 전국에 gE의 개수는 335개이다. 주로 대도시에서는 gE가, 중
소도시 및 농촌지역, 기민당이 정치적으로 다수인 지역에서는 옵션지자
체가 설치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 구직자기초보장제도의 대상 집단은 ① 15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
② 근로능력자, ③ 부조필요성(Hilfebedürftigkeit)이 있는 자(충분한 자산
과 수입이 없는 자), ④ 독일에 거주하는 자 등이다.
<표 2-1> 개혁 연표
연

월

개혁 내용

2003 12 SGBⅡ 성립
2004 7 실험조항 도입
2005

1 SGBⅡ tlgodf
12 주택비급여의 연방부담비율산정방법의 변경

2006 3 동서기준액의 통일, 청년단신세대 신청제한 등

비고
실시주체를
논의

둘러싼

실험조항하에서의
ARGE와 인가자치체
의 병존 및 경쟁

2007 12 ARGE 혼합행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개헌에 의한 합헌화
공동 잡센터 안을 둘러싼 논의
인지, 공동잡센터에서
2008 12
SGBⅡ 6c조의 실업조항에 관한 평가보고서공표 의 공간적 동거인지
를 둘러싼 논의
2009 3 잡센터 개혁 좌절
2
6
2010 7
8
12
2011

기준액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잡센터 개혁 합의
ARGE 합헌화를 위한 헌법개정
잡센터 개혁을 위한 SGBⅡ 개정
인가자치체 추가신청

1 잡센터개혁 실행
2 기준액 개정, 1월 1일부로 소급적용

2012 1 41개 인가자치체 추가
자료 : 武田公子(2012).

개헌에 따른 잡센터
의 존속과 인가자치
체의 항구화,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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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기준 수급자 수는 635만 명이다(Konle-Seidl, 2012). 경제적으
로 어렵고 근로가능한 자들(461만 명) 중에는 실업보험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구직자(207만 명), 장기실업자(91만 명)가 포함된다. 그 밖에 저임
금근로자(136만 명) 및 근로능력이 없는 자(주로 구직자기초보장 가구에
속하는 15세 미만 아동 : 174만 명) 등이 적용대상이다.
전체 구직자기초보장 수급자의 다수(56%)는 실업자 수에 포함되지 않
았다. 교육훈련 중이어서(7%), 한시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거나(5%), 조
기퇴직 규정 때문이거나(6%), 돌보아야 할 사람이 있거나(7%), 활성화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거나(11%), 실제로 일하고 있지만 여전히 급여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14%) 등이 수급자에 속하는 집단들이다. 따라서 근
로가능한 구직자기초보장 수급자 전체의 절반이 활성화 대상이다.

2. 지역고용정책의 역사적 발전
지역노동시장정책은 하르츠 개혁 이전과 이후로 크게 구분된다. 여기
에서는 하르츠 개혁 이전의 지역노동시장정책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고
개혁 이후의 지역노동시장정책에 대해서는 장을 달리하여 본격적으로 분
석하기로 한다.
전통적으로 독일에서 고용정책은 지자체의 영역이 아니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실업자 수가 증가함으로써 공공부조법에 따라서 장기실
업자의 공공부조를 담당하고 있던 지자체의 재정적 악화 현상이 나타났
다. 이른바 ‘실업의 지자체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증가하는 사회지출
과 장기실업이 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1980년대와 90년대
많은 지자체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회부조 수급자들의 상담, 직업훈
련, 직업소개의 구조를 갖추기 시작했다. 이들 지자체는 경제정책, 노동
시장정책, 재정정책에 관한 연방의 조정으로부터 벗어나 주로 이차노동
시장에서의 유급노동을 창출하기 위한 조치들과, 그 정도는 덜하지만 일
차노동시장에 취업시키기 위한 임금보조금, 직업교육훈련조치들을 이용
했다. 이처럼 독자적인 노동시장정책을 발전시켰던 지자체들은 새로운
조직형식들을 추구하였으며, 기업 및 지역노동국(현재의 지역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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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켰고, 노동시장과 관계된 행위자들의 지역
네트워크들을 구성하여 조정의 개념을 발전시켰다. 그리하여 이 시기는
사회부조 수급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구사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Kaps, 2009 : 196).
이 시기에 지자체가 독자적인 노동시장정책을 발전시키면서 가장 많
이 활용하였던 것은 공공부조법에 따라서 제공된 고용부조(Hilfe zur
Arbeit)이다. 고용부조는 1990년대 지자체 사회정책의 독자적인 행위영
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대적인 활성화 정책의 핵심으로 발전하였다.
그 배경은 실업률의 상승에 따른 지방재정의 악화이다. 이 문제에 대한
자기방어(Notwehrakt)로서 지자체 차원에서 일부 장기실업자에 대해 고
용부조를 강화한 것이다. 특히 지역의 실업률이 높은 지자체에서 지역노
동시장정책을 전문화시켰다.

3. 지역노동시장정책
하르츠 개혁에 의해서 실업부조와 공적부조의 통합이 추진되고 구직
자기초보장제도의 담당자로서 BA가 지목됨에 따라 지역의 많은 행위자
들은 이것을 지역고용정책의 종식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정리
한 것처럼 사민당과 기민당, 연방과 주, 지자체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조직들을 포함하는 정치적 행위자들 사이의 논쟁과 대립, 헌법소원에 따
른 헌법재판소의 결정 끝에 지자체가 구직자기초보장제도의 독자적인 담
당자로서 참여하게 됨에 따라서 지역고용정책은 새로운 양상을 맞이하게
되었다.
가. 두 개의 조직 모델

하르츠 개혁 이후 2010년까지 세 개의 모델이 경합하다가 결국 두 개
의 조직모델로 정리되었다. 이렇게 하여 이데올로기적으로도, 특수한 이
해관계의 측면에서도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두 조직모델이 병존하게 되
었다.3) 이 두 조직모델의 특징을 분석한 Kupka and Lobato(2012)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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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히 정리하면, 두 개의 조직모델은 각각 장단점을 보유하고 있다. gE는
지역 간 직업소개, 사용자 서비스, 25세 이하 청년 지원, 재활 등에서 강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과업수행 및 지역 간
조정과 통제의 통일성과 표준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자율성과 의사결정능력은 떨어지는 편이다.
반면 옵션지자체는 경제개발, 성인교육, 이주민 통합, 학교, 청소년 지
원, 장애인통합지원 등에서 강점을 발휘하고, 지역적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조직구조와 조정과정의 지역 간 표준화는 떨어지는 편이다. 시
복지청(Sozialamt)의 조직적 전통이 남아 있다.
<표 2-2>는 gE와 옵션지자체를 몇 가지 측면에서 비교한 것이다.
1) gE
가) 거버넌스 구조

gE의 거버넌스는 복잡하다. 독일연방노동사회부(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 이하 BMAS로 약칭)의 대표자들과 해당 주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협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협력위원회에서 주 차
원의 목표와 관련된 협정을 체결하고 BA와 목표협정을 체결한다. BA는
이 목표협정을 개별 gE 차원에서 구체화한다. 지자체는 이 목표협정을
근거로 하여 주와 목표와 관련된 협정을 체결한다.
gE의 사업을 담당하는 주체는 AA와 지자체이다. 그런 의미에서 고용행
정과 지자체 사이의 제도적 경계가 무너진 의미를 갖고 있다(Schulze Böing, 2011). 이 두 주체의 대표들이 운영자회의(Trägerversammlung)를
<표 2-2> 잡센터 조직모델
gE

옵션지자체

재원

BA 감독

자유

전문적 전통

직업소개

사회통합

BA의 전문적 지침

지자체와 협의

자유

자료 : Ruschmeier und Oschmiansky(2010).
3) 두 조직모델의 긴장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Buestrich(2011)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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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gE의 거버넌스 구조

주 : Freier Träger : 민간운영자, AG-Vertreter : AG 대표, AN-Vertreter : AN 대
표, Kammern : 상공회의소, Berufsstände : 직업집단
자료 : Ruschmeier und Oschmiansky(2010).

구성한다. 각 주체의 대표들은 운영자회의의 절반씩을 구성한다. 잡센터
의 사업계획은 운영자회의의 결정에 의해 확정된다. 운영자회의가 잡센
터의 소장을 임명하는 등 인사 문제와 조직 문제 등을 결정한다. 잡센터
가 전문가의 의견을 묻는 자문위원회(Beirat)가 조직되어 있다. 자문위원
회에는 민간, 상공회의소, 직업집단 등이 참여한다. 서로 이해관계가 상
이한 두 개의 주체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BA와 지자체 사이에 갈등이
가끔 조성되기도 한다.
나) 업무처리구조

[그림 2-2]는 gE 업무처리구조의 모델이다. 잡센터 내의 일괄적인 업
무 처리 및 과제 수행을 위해서 연방고용센터와 지자체는 사법상 또는
공법상의 계약을 통해 공동기관을 구성하게 된다. gE 내에서 연방고용센
터는 노동시장 재진입 및 고용복귀 지원을 위한 제반 급여서비스와 구직
자기초보장을 포함한 기초생계보장 급여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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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gE의 업무처리구조

자료 : 이규영(2010).

자체는 미성년자 및 장애아동 보호, 부양가족에 대한 홈케어, 정신 상담,
채무 상담 및 약물중독 상담, 임대료 및 난방비를 위한 급여지급, 의복
및 자녀 수학여행 경비를 위한 급여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이규영,
2010 : 53).
2) 옵션지자체
가) 거버넌스 구조

[그림 2-3]은 옵션지자체의 거버넌스 구조이다. 옵션지자체는 소속 주
의 감독과 통제를 받는다. 지자체는 통계 및 성과 비교를 위해 요구되는
데이터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BA와 정보를 서로 교환하며 BA로부터 노
동시장 데이터를 제공받는다. 또한 독일연방감사원(Bundesrechnungshof)
의 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Knuth, 2012). 잡센터가 전문가의 의견을
묻는 자문위원회(Beirat)가 조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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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옵션지자체의 거버넌스 구조

자료 : Ruschmeier und Oschmiansky(2010).

나) 업무처리구조

아래 그림은 옵션지자체의 업무처리구조이다. 옵션지자체는 독자적으
로 구직자기초보장제도의 수급자를 위한 노동시장 재진입 및 고용복귀
[그림 2-4] 옵션지자체의 업무처리구조

자료 : 이규영(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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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위한 제반 급여서비스와 구직자기초보장을 포함한 기초생계보장
급여지급 업무, 육아 및 아동양육지원, 주택알선, 임대료 및 난방비를 위
한 급여지급 등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 조직구조

옵션지자체는 지자체 행정조직 중의 하나이다. 그것의 조직구조 및 업
무과정은 다양한 편이다. 옵션지자체는 지자체에서 노동시장정책을 실행
하는 조직이지만 지자체 고용정책의 전략을 직접 세우지는 않는다.4) 중
앙에서 제기한 직업소개의 모델이 부재하며,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리적 상황 및 현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역의 특수성이 많이
고려되고 있다. 면적이 넓거나 인구가 밀집한 게마인데(Gemeinde)가 있
는 군(Landkreise)에서는 분권화된 조직구조를 통해서 장기실업자들을
케어하고 있다. 영세기업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식 및 사업주와의 관계가
형성되는 방식도 지역사회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분권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직업중개사와 사례관리사는 고객, 사회적 환경, 지역노동시장의 기
회를 잘 파악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수급자 및 사용자와 개인적으로 조
정된 계획을 발전시킬 수 있다(BM_OK_Gesamtbericht, 2007 : 18).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옵션지자체의 이념형적인 조직구조의 유
형(Hartmann et al., 2007 : 18)은 아래와 같이 세 개의 모델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과업모델(Aufgabenmodell)이다. 일정한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
는 과업 중심으로 조직된 모델이다. 관리자가 일정한 과업 영역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 모델의 장점은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전
문적으로 수행되며, 전문과업을 중앙에서 조정함으로써 통일적인 과업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 관리자가 전문성의 측면에서 대화 상대방이 되며,
과업 수행을 최적 조정할 수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과업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과(Abteilung) 사이에 갈등이 생
4) Kaps(2006)에 따르면 지자체 고용정책 담당부서의 조직구조는 다양한 편인데, 우
리가 방문한 Offenbach am Main시의 경우에는 Amt für Arbeitsförderung이 이
시의 지역고용담당 부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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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 않도록 관리자와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에서 정보, 커뮤니케이션, 조
정의 요구가 제기되며, 총괄적인 목표조정이 어렵다는 점, 과별로 작업부
하가 들쑥날쑥하여 서비스 제공자별로 유연하게 일을 조정하기가 어렵다
는 점 등의 문제점들도 가지고 있다.
둘째는 지역 모델이다. 지역 단위로 과업을 수행하는 모델이다. 관리자
들은 일정한 지역 단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 지역 단위로 과업을 수행하
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의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조정 작업이 단순하다.
[그림 2-5] 옵션지자체의 조직구조 : 과업모델

[그림 2-6] 옵션지자체의 조직구조 : 지역모델

18

지역고용정책 해외사례 연구

[그림 2-7] 옵션지자체의 조직구조 : 매트릭스 모델

이 모델은 전문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 과업의 분화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을 위험성이 있다. 또한 지역 단위 내에서 과업이 병
행하여 수행됨으로써 통일적인 과업수행이 힘들어질 가능성도 있다.
셋째는 매트릭스 모델(Matrix-modell)이다. 이 모델에서는 지역을 전
담하는 리더가 있고, 전문 분야를 담당하는 리더가 있다. 이 모델에서는
갈등이 생겼을 때, 조직 혹은 전문분야 어느 한쪽으로 미리 결정된 해결
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원의 투입도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전
문적 조정과 지역적 조정이 동일하게 행해진다.
다만 이 모델은 구조적으로 복잡하여 직원들에게 과부담을 안겨줄 수
있는 것, 조직구조 내부에 위계적인 분화가 없기 때문에 이중 역량의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조정과정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 등의 문
제점을 갖고 있다.

4.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
가. 자체 프로그램

잡센터가 수행하는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들은 SGBⅡ에 규정되어 있
는데,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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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기회(Arbeitsgelegenheit)

통상 1유로잡(job)으로 불린다. 사회법전 2권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장
기실업자인 구직자기초보장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위해서 취업 관습을
익히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구직자기초보장 수급자는 공공단
체, 복지단체가 제공하는 공적인 일자리에 종사한다. 구직자기초보장 이
외에 시간당 1～2유로를 받는다. 취업을 거부한 수급자의 급여는 감액된
다. 이 일자리를 통해서 획득한 임금의 일정한 수준까지는 수급자의 급
여는 감액되지 않는다. 1유로잡은 사회보장가입의 의무가 없는 일자리이
며, 산업안전의 규정을 제외하면 노동법 및 단체협약의 적용대상도 아니
다. 또한 주 근로시간 상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② 노동시장통합급여(Leistungen zur Eingliederung)

노동시장에 통합하기 위해 적극적인 고용촉진을 위한 상담, 직업알선,
적극화 및 직업통합, 직업교육, 직업계속훈련 등을 제공한다.
③ 지자체 노동시장통합급여(Kommunale Eingliederungsleistungen)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을 노동시장에 통합하기 위해 영유아 및 장
애아동의 돌봄서비스, 부양가족의 주택지원서비스, 채무상담, 심리사회적
서비스, 마약상담 등의 급여를 제공한다.
④ 입직급여(Einstiegsgeld)

수급자가 사회보장의무 사업장 혹은 자영업에 취업하였을 때 최대 24
개월 동안 지원된다. 급여의 크기를 정할 때 실업기간, 수요공동체의 크
기 등이 고려된다.5)
⑤ 자영업자 노동시장통합급여

자영업자는 자금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5,000유로를 초과해
5) 수요공동체(Bedarfsgemeinschaft)란 세대와 유사한 개념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요부조자, 근로능력 있는 미혼의 미성년자인 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 근로
능력 있는 요부조자의 배우자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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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안 된다. 자영업자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제3자로부터 지식과 능력
에 관한 상담과 알선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의 일이 경제적으로 유지
가능하고 적절한 기간 내에 부조 필요성이 그 일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극복되거나 줄어들 때에만 전체 급여를 기대할 수 있다.
나. 중앙정부의 일자리 사업

위에서 정리한 프로그램 이외에도 잡센터들은 중앙정부의 일자리 사
업을 수행한다. Kommunal-Kombi, Bürgerarbeit, Perspektive 50plus가
대표적인 중앙정부의 일자리 사업들이다. Kommunal-Kombi 프로그램
은 실업률이 높은 지역인 동독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실행된 프로그램
이다.
Bürgerarbeit 프로그램은 2010년 7월 연방노동사회부에 의해서 Bad
Schmiedeberg에서 모델 프로젝트로 시작되었다. 2011년 1월 15일 이후
3만 4,000개의 Bürgerarbeit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잡센터의 절반이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활성화 단계와 고용 단계의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활성화 단계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잠재력 분석과 상담, 직업훈련 등이 행해진다. 노동
시장 통합 노력이 실패할 경우 수급자들은 Bürgerarbeit 일자리를 알선
받는다. Bürgerarbeit 일자리란 노인들과 장애인들을 위한 이동지원서비
스 등 주로 공적인 성격을 갖는 일자리들을 말한다. 주 30시간 근로에 월
1,080유로를 수령한다. 이 일자리에서 사용자의 사회보험비용은 면제된
다. 재원은 연방예산과 유럽사회기금이다. 2014년 12월 31일 이 프로젝트
는 종료될 예정으로 있다.
Perspektive 50plus 프로그램은 지역적 특수성들을 강하게 고려하는
분권화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노동시장정책의 성격을 띠
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소개해 보기로 하자. 이
프로그램은 50세 이후 구직자기초보장 수급자들의 노동시장 통합을 목
표로 하는 연방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BMAS
는 강하게 지역화되고 분권화된 방식을 추구하였다. BA는 잡센터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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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Perspektive 50plus의 프로그램 비중

해서 간접적으로만 연결되어 있다(Knuth et al., 2013 : 1). 잡센터는 이
프로그램의 콘셉트와 실현에 있어 법적으로 표준화된 도구에 한정하지
않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고, 필요 시에는 수정할 수도 있
으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력이나 외부 서비스조직을 사용할 수도 있다.
지역의 노동시장 행위자들을 참여시킬 수 있고 연방 차원의 정보교환도
이루어진다. [그림 2-8]은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잡센터의 구체적 프로
그램의 비중을 표시하고 있다.

5. 주정부(Bundesländer)의 역할
하르츠 개혁 이후 주정부 노동시장정책의 성격이 크게 달라졌다. 이전
에는 비록 연방에 비해서는 보조적이고 비자발적인 성격이 강했지만, 실
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자체의 노동시장정책 재정을 지원하기도 하고 자
신의 독자적인 프로그램들을 발전시키기도 했다. 실업률 증가는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위협했으므로 특히 근로능력 있는 사회부조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신의 프로그램과 도구들을 개발해 왔다. 그러나 하르츠 개혁
이후에는 연방정부만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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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에 대한 책임도 연방과 지자체가 나눠 갖게 되었다.
하르츠 개혁 이후에 바뀐 환경에 대한 주정부의 대응을 분석한
Malik(2008)의 연구에 따르면, 각 주정부들은 통일적인 대응을 하는 것
이 아니라 연방고용센터 및 복지수급자들에 대한 과거의 구조화된 행동
패턴, 주정부의 정치적 지향, 재정적 여력, 자기 주에서 옵션지자체가 차
지하는 비중 등에 따라 상이하게 정치적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니더작센 주는 노동시장정책의 영역에 대한 자신의 개입수준
을 크게 줄였지만, 브란덴부르크 주나 자를란트 주와 같은 주정부들은
하르츠 개혁 이전과 별로 다르지 않은 활동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또 드
물긴 하지만, 헤센 주는 이전에 비해서 더 증가된 노동시장정책을 보여
주고 있다. 유럽사회기금은 헤센 주 노동시장정책의 재정지원에서 주 역
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 중에서 가장 많은 옵션지자체를 보유하고 있어(전체 26개 지자체
가운데 16개가 옵션지자체를 선택) 옵션주(Optionsland)라고도 불리는
헤센 주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기초보장제도의 입법
과정에서 연방정부의 강력한 반대에 맞서 지자체의 독자적인 운영안을
밀어붙였던 만큼, 헤센 주정부는 산하 지자체의 지역고용정책에 대해 다
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장기실업자와 청년실업자, 한부모, 경력단절
자들의 노동시장 통합 및 직업교육훈련 통합을 위해서 헤센 주는 2011년
에 3,000만 유로를 투입하였다(유럽사회기금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 특
히 청년실업자들이 학교에서 직업으로 순조롭게 이행하는 것을 돕기 위
해 지역 맞춤형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는 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다.
또한 ‘숙련형성 및 고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기간학교(Hauptschule) 졸업장을 획득할 가능성을 제공해 주었다. 기업들이 청년들과 양
성훈련 계약을 체결할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양성훈련보조금이 기업들
에게 제공되었다.
또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는 각 지자체의 노동시장 발전에
관한 정보를 분기별로 제공하고, 주 산하의 지자체들에 대하여 여러 가
지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G.I.B라는 조직을 통해서 다양
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G.I.B(Gesellsc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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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ür innovative Beschäftigungsförderung mbh)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가 실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해서 만든 (유한)회사인데, 1986년에
주정부가 유일 주주로서 설립하였다. 이 조직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 노동정책의 혁신적인 프로그램과 도구들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ARGE와 구직자기초보장 수급자들에 대한 지원, 장애인의 노동
시장 통합, 청년의 노동시장이행(학교-직업훈련 혹은 직장)의 지원, 사업
장 종업원의 계속훈련 지원, Fachkräfteinitiative NRW 등의 업무를 수행
하고 있다.
또한 주정부는 지자체의 지역노동시장정책 실행과정에서 몇 가지 역
할을 수행한다. 우선 주정부는 기초소득보장제도의 실행과정에서 gE에
참여하는 지자체 및 옵션지자체에 대해서 감독 기능을 가진다. 특히 옵
션지자체에 대해서는 위계적인 지시, 상담, 교섭이 가능하다(Endbericht
zur Evaluation der Experimentierklausel nach § 6c SGB II, 65).
이들에 대한 주정부의 감독 대상은 주거비, 심리사회적 상담 및 부채
상담에 필요한 지자체의 비용 등이다. gE보다 옵션지자체에 주정부의 감
독대상이 더 많다. 옵션지자체에서는 상담보다 통제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옵션지자체는 주정부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다. 옵션지자
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주정부는 커뮤니케이션, 정보교환, 행위조정,
네트워크 구성, 모니터, 데이터 품질 개선 등에도 적극적이다. gE는 주정
부의 자원을 별로 활용하지 않는다.

제3절 지역고용정책

지자체는 앞서 정리한 노동시장정책에서뿐 아니라 다른 정책을 통해
서도 노동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첫째, 지자체는 피고용자들의 사용
자로서 지역주민의 고용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지자체는 지역의
많은 일자리의 제공자로서, 고용자로서 지역 노동시장에 큰 영향력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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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지역고용정책과 기타 정책 간 관계

사한다. 둘째, 지역의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담당하고 경제발전을 촉진시
키고 지원하는 행위자로서 고용 발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셋째, 지
역 차원의 사회적 결속에 책임을 지고 있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당국으로서 지역 노동시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Schulze-Böing, 2004). [그림 2-9]는 지역고용정책이 지역의 다른 사회
정책들, 예컨대 교육․복지․산업 정책 등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지역경제정책은 지역고용정책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지역경제 및 지역공기업은 고용의 유지와 성장에 큰 의미를 가지
<표 2-3> 경제지원부서와의 협력관계

ARGEn(N=296)
zkT(N=66)
gAw(N=14)
전체(N=376)

경제지원부서와 협력한다
경제지원부서와 협력 안한다
경제지원부서가 있는 지자체를 분모로 한 비율, ( )안은
조사대상 지자체
77
23
(67)
(34)
91
9
(91)
(9)
79
21
(71)
(29)
79
21
(7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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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지자체가 실행하는 에너지 정책, 사회정책, 주택건설, 도시개발
투자, 리사이클 경제 등은 실업자를 위한 고용조치와 직접 연결되어 있
다(Schulze-Böing, 2011 : 5).
그 때문에 지자체의 경제지원부서와 고용관련 부서는 긴밀한 협조적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두 부서가 특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례로서 대표적인 것이 슈투트가르트(Stuttgart) 시이다. 슈투트가
르트 시에서 경제지원부서와 고용촉진부서는 단일 조직단위를 구성하고
있다.
2006년과 2007년에 구직자기초보장제도의 담당조직과 경제지원부서의
협력관계가 조사된 적이 있는데, 이 조사에 따르면, ARGE의 경우 67%,
옵션지자체의 경우 91%가 협력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지자체연구
협회(Die Gesellschaft für angewandte Kommunalforschung)는 잡센터
와 경제지원부서 간의 협력에 관해 조사하였는데, 옵션지자체의 2/3는
협력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ARGE의 경우에는 응답자의 44%가 협
력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지자체 경제지원부서
(kommunale Wirtschaftförderung)는 경제와 고용의 발전에 중요한 요
인이 되고 있으며, 모든 옵션지자체는 고용알선과 지역경제를 조정하고
서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구조적으로 아주 유리한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양쪽의 행위자들은 정기적으로 만나고 정보를 교환
하고 전략을 조정하고 있었다(BM_OK_Gesamtbericht, 2007 : 18).
교육정책 역시 지역고용정책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본의 고용능력과 개발은 지역 일자리의 창출과 질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는 지자체
의 프로그램은 헤센 주에서 제공되는 OLOV 프로그램이다. OLOV란 ‘학
교-직업 이행에 있어서 지역 고용알선의 최적화(Optimierung der lokalen
Vermittlungsarbeit im Übergang Schule-Beruf)’를 의미한다. 헤센 주
의 모든 지자체에서 실행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지역의 행위자
들이 협력하여 청년들이 학교에서 수월하게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구
조를 만들고, 양성훈련시장 행위자들의 협력과 조정을 통해서 청년들이
신속하게 양성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공되는 양성훈련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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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투명성을 높여 불필요한 중복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
여하고 있는 전략적 행위자들은 각 지자체, 지역의 상공회의소, 학교,
기업, 훈련기관, 공공 및 민간 청년지원조직들, 잡센터, 지역 고용센터
(Agentur für Arbeit) 등이다.
이 프로그램의 전체 과정은 직업지향, 양성훈련 및 실습장의 획득, 상
담, 매칭, 알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8년부터 헤센 주의 행위자들은 각
각의 하위과정에 적용되는 품질기준을 개발해 왔는데, 이 품질기준은 지
역의 행위자들이 어떤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작업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준거점을 제공한다.

제4절 평가체계

1. 평가체계
평가체계는 [그림 2-10]과 같다. 크게 조정목표와 품질지표로 구성되
어 있으며, 품질지표는 gE에 적용된다. 조정목표는 부조필요 감소, 노동
시장통합 개선, 장기수급 방지 등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조정
목표는 목표지수에 의해서 측정되는데, 각 목표에 상응하는 목표지수는
생계급여 총액, 통합률, 장기수급자 상태이다. 목표지수를 보조하는 보조
지표가 있다. 생계급여 총액을 보조하는 지표는 주거비 및 난방비 총액,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상태,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진입률, 근로능력 있
는 수급자 탈출률이다. 통합률을 보조하는 지표는 경미고용 진입률, 공공
일자리 진입률, 통합지속률, 한부모가족 통합률이다. 장기수급자 상태의
보조지표로는 장기수급자 통합률, 장기수급자 활성화율, 장기수급자 평
균 진입률, 장기수급자 평균 탈출률이다.
각 목표지수에는 보조지표 이외에 참고지표도 있다. 품질지표는 gE에
적용되는 지표이다. 2013년에 반년마다 한 번씩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질적 조사가 수행되었다. 상기한 지표들은 SGB Ⅱ 48a조에 따라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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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구직자기초보장제도 평가체계

작성하게 되어 있다.

2. 목표 조정체계
1980년대에 투입과 산출 사이의 관계를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전통적
인 방법이 노동시장정책을 평가하는 적절한 방법인지 의문시된 이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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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인 논쟁을 거쳐 이제는 유럽의 여러 나라 노동시장행정에서 목표조
정이 새로운 평가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Kaltenborn et al., 2010).
이 목표조정 방법이 노동시장정책을 평가하는 지배적인 방법으로 정
착된 것은 지역 현장의 행위자들이 중앙의 행위자들보다 구체적인 문제
와 해결책을 더 잘 파악하고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목표조정
을 통해서 지역의 행위자들은 정해진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이
용되는 자율적인 행위공간을 갖게 되었다.
gE와 옵션지자체는 ‘구직자 기초소득보장 조직 계속 발전 법’에 명시
되어 있는 대로 동일한 목표조정체계의 적용대상이다. 목표조정체계는 2
012년에 최초로 적용되었는데 그 결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구체적
인 내용은 BMAS가 각 주와 BA에 발송한 ‘2013년도 SGB Ⅱ 목표조정
을 위한 동일계획문서(Gemeinsame Planungsdokument für die Zielsteuerung 2013 im SGB Ⅱ)’에 나와 있다.
목표협정의 당사자들은 gE와 옵션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옵션지
자체의 경우에는 연방이 지자체와 직접 목표협정을 체결할 수 없도록 되
어 있다. 그 대신 BMAS가 소속 주와, 그리고 소속 주와 옵션지자체가
목표협정을 체결한다. gE의 경우에는 BMAS가 연방재정부와 협의한 이
후 BA와 목표협정을 체결하고, BA는 gE와 목표협정을 체결한다. BA와
지자체 두 행위자들은 자신들에게 법적으로 할당된 과업에 대해 책임을
진다.
우선 gE의 목표협정 체결 과정을 정리해 보기로 하자. 먼저 Gegenstromprinzip(상향, 하향과정을 동시에 밟아감)에 따라 BMAS가 주정부,
지자체의 대표, BA와 함께 기준 목표수치를 정하기 위해 논의한다. 이때
모든 잡센터에 대해서 개별 목표치가 결정되는데, 단일값이 아니라 구간
값(Korridorwerte)이 목표치로 결정된다. 결정된 목표치는 잡센터에 전
달된다. 목표치를 전달받은 잡센터들은 제시된 목표의 도달 가능성 여부
를 검토한다. 잡센터는 주와 BA에 대해 자신의 안을 제출한다. 잡센터가
제출한 안이 구간값의 바깥에 위치할 경우 잡센터는 그 이유를 제시하여
야 한다. 이때 제시된 잡센터 안의 근거가 집중적으로 검토되며, 잡센터
가 새로운 목표를 제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잡센터에서 새롭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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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안의 근거가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면 잡센터의 안이 목표협정
의 대상이 된다. 주정부와 BA는 각 잡센터의 안을 모아 BMAS에 전달
한다. 투명성과 공정성의 원리가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평가된다.
2012년의 예를 통해서 이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정리해 보기
로 하자. 계획을 세우는 과정은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첫 단계는
2012년 11월 19일～12월 14일 사이에 행해졌던 단계이다. gE가 자신의
계획을 세우는 단계이다. 이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BA
의 인트라넷을 통해서 데이터들이 제공된다. 목표값을 결정하는 과정에
서 각 지역의 AA와 상담할 수 있다. gE와 AA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내
년의 목표를 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정해진 목표값은 2012년 12월 14일
까지 필요할 경우 그 근거와 함께 고용센터지역본부(Regionaldirektionen
: 이하 RD로 약칭)에 전달된다. 이것과 동시에 예산계획도 수립된다.
둘째 단계는 12월 17일부터 12월 21일 사이에 행해졌다. RD는 잡센터
가 제출한 목표값이 기준값의 영역 내에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기준
값의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되면 후속작업 없이 승인된다. 기준값의 범
위 밖에 있다고 판단되면, RD는 그 근거를 검토한다. 근거가 합리적이라
고 판단되면 수용된다.
셋째 단계는 12월 27일～연말까지 행해졌다. BA 중앙은 RD가 보내준
각 목표값들을 검토하고 요약하여 BMAS에 제출한다.
마침내 2013년 1월～2월에 BMAS와 BA 사이에 연방 차원의 목표협
정이 체결되었다. 이것을 기초로 gE와 AA에 지역협정이 체결되었다
(Planungen und Steuerung 2013 für die gemeinsamen Einrichtungen
der Grungsicherung. BA).
다음으로 옵션지자체의 목표협정 체결과정을 헤센 주의 사례를 통해
서 정리해 보기로 하자. 주 차원의 구직자기초보장제도 실현을 조정하기
위해 BMAS와 헤센사회부(Hessisch : 이하 HSM으로 약칭)의 동수 대표
들로 구성되는 협력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이 협력위원회에서 연방정
부와 주정부는 주 차원의 구직자기초보장제도 수급자들을 위한 노동시장
정책과 통합정책의 목표와 중점들에 관한 협정을 매년 체결한다. 헤센
주의 옵션지자체들은 매년 1월에 HSM과 목표협정을 체결한다.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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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협정의 대상은 생계급여 총액의 감소, 노동시장통합률의 발전을
정확하게 관찰할 것, 장기수급자 수를 줄일 것, 한부모의 노동시장통합률
을 정확하게 관찰할 것 등이었다. 2011년도에 전문가들은 연방 전체의
실업자 수가 300만 명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그리고 구직자
기초보장제도의 수급자 수는 200만 명으로 계산되었다. 이 계산에 따라
헤센 주의 수급자 수는 연평균 6,500명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었다. HSM
과 연방은 헤센 주 노동시장의 구조적 국면적 특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
기로 합의했다.

제5절 소결 : 지역고용정책의 평가와 전망

하르츠 개혁에 따라서 기존 실업부조와 공적부조 제도가 구직자기초
보장제도로 통합되고 그 담당조직의 구성에 지자체가 참여하게 됨으로써
지역고용정책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하르츠 개혁 이전에는
공적부조제도의 수급자 수를 줄여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 목적으로 여
러 가지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고용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을 구사할 수 있
었지만, 하르츠 개혁 이후에는 새로운 양상이 전개된 것이다. 전체 잡센
터 가운데 110개를 차지하는 옵션지자체의 경우에는 지자체 단독으로 노
동시장정책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 지역의 다양한 환경과 특수한 조
건 및 자원에 적합한 방식으로 잡센터의 조직구조를 구성하고 노동시장
정책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 잡센터의 다수를 차지하는 gE의 경우에
도 지자체는 제한적이나마 몇 가지 수단을 통해서 잡센터의 노동시장정
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해외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독일 사례분석에서 몇 가지 특기할 만
한 점들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에서 지역노동시장정책
의 핵심적인 주체는 지자체이다. 주정부의 재정으로 지역고용정책이 추
진되는 사례도 존재하지만, 전체 지역노동시장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다. 하르츠 개혁으로 인하여 창출된 옵션지자체로 인하여 자신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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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조건에 따라서 비교적 자율적으로 노동시장정책을 구사할 수 있게 되
었기 때문에 독일에서 다시 지역노동시장정책의 재지자체화의 가능성이
열렸다. 연방고용센터의 지역사무소인 고용센터(AA)는 주로 단기실업자
를 대상으로 실업급여의 제공과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자체와 함께
잡센터(주로 장기실업자 대상 급여 및 서비스 제공)를 공동 운영한다.
AA는 중앙집권화된 연방고용센터의 프로그램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독
일에서는 AA를 지역고용정책(혹은 지역노동시장정책)의 추진 주체로 인
정하지 않는다.
옵션지자체의 경우에는 상당한 정도의 재량과 자율성을 갖고서 활용
처나 방식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옵션지자체를 포함한 잡센터의 노동
시장성과에 대해서는 비교적 엄격한 평가체계를 운영한다. 평가체계를
보면, 정량화된 지표(보조적으로 정성지표를 사용)에 따라 평가가 이루
어지며, 목표관리협정에 따라서 평가관리가 이루어진다. 공동기관의 경
우 BMAS가 주정부, 지자체의 대표, BA와 함께 평가한다. 옵션지자체의
경우 주 차원의 구직자기초보장제도 실현을 조정하기 위해 BMAS와 주
사회부의 동수 대표들로 구성되는 협력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이 협력
위원회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구직자기초보장제도 수급자들을 위한
노동시장정책과 통합정책의 목표와 중점들에 관한 협정을 매년 체결하여
평가한다.
둘째, 잡센터의 거버넌스 구조는 공동기관과 옵션지자체에 따라서 차
이가 있다. 공동기관의 경우, 사업을 담당하는 주체는 연방고용센터의
지역사무소인 AA와 지자체이다. 이 두 주체의 대표들이 운영자회의
(Trägerversammlung)를 구성한다. 각 주체의 대표들은 운영자회의의
절반씩을 구성한다. 잡센터의 사업계획은 운영자회의의 결정에 의해 확
정된다. 운영자회의가 잡센터의 소장을 임명하는 등 인사 문제와 조직
문제 등을 결정한다. 잡센터가 전문가의 의견을 묻는 자문위원회(Beirat)
가 조직되어 있는데, 상공회의소, 민간단체 등이 참여한다.
옵션지자체의 경우 소속 주의 감독과 통제를 받는다. 지자체는 통계
및 성과 비교를 위해 요구되는 데이터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BA와 정보
를 서로 교환하여 BA로부터 노동시장 데이터를 제공받는다. 또한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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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감사원(Bundesrechnungshof)의 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 공동기관
과 마찬가지로 잡센터가 전문가의 의견을 묻는 자문위원회(Beirat)가 조
직되어 있다. 상공회의소, 민간단체 등이 참여한다.
셋째, 지역 내 파트너십의 구성을 보면, 지자체 혹은 잡센터가 파트너
십을 주도한다. 지역 내 훈련기관, 학교, 상공회의소, AA, 고용주, 상담소
등 다양한 조직들이 참여한다. 지역의 경제발전정책과 지역고용정책의
연계를 보면, 잡센터의 1/4을 차지하는 옵션지자체는 지자체 행정조직의
일부이기 때문에 지역의 경제발전정책과 지역고용정책 사이의 연계는 잘
되는 편이다.
그렇다면 독일 지역고용정책의 성격과 전망에 대해 독일 내의 전문가
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실제로 전개되는 상황은 보다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른 평가를 보여주
고 있다. 예컨대, 지역고용정책의 대표적인 전문가인 Schulze-Böing은
현재의 성과에 대해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Schulze-Böing, 2012 : 3).
Schulze-Böing은 독일의 잡센터가 유럽과 비교하여 유례없이 현대적이
고 포괄적인 공적 서비스기구라고 지적하고, 다양한 급여를 연결하여 원
스톱으로 지원하는 목적을 독일만큼 폭넓게 실현한 어떤 나라도 알지 못
한다는 적극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Schulze-Böing은 동시에 잡센터
의 두 조직모델인 gE와 옵션지자체의 수렴 가능성에 대해서도 낙관적으
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Knuth(2012 : 85)는 이보다는 유보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즉
그는 구직자기초보장제도가 갖고 있는 노동시장정책과 사회복지의 하이
브리드한 성격 가운데 후자의 성격이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Knuth는 잡센터 두 조직형식의 성과와 관련된 미래의 발전은 2004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모호하며 열린 미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옵션지자체는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전체적이고 현장의 주
어진 조건에 적합한 조직발전을 제공하고 있지만, 사회부조로의 회귀, 협
소한 지역적 관점에 갇힌 지방주의화(Provinzialisierung), 노동시장통합
이라는 도전으로부터의 후퇴 등의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다고 보고 있다.
Buestrich(2011 : 146)는 지역고용정책의 발전전망을 기본적으로 중앙

제2장 독일: 지역고용정책, 중앙집중화와 지역화 간의 긴장과 갈등

33

집중화와 지역화의 긴장과 갈등이라는 시각에서 파악하고 있다. 그는 비
록 구직자기초보장제도의 수급자 수가 많긴 하지만, 지자체의 의미가 증
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 이유를 그는 ARGE의 수가
훨씬 많고 지자체가 지역의 목표집단과 관계된 노동시장정책적인 강조점
을 둘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축소되었고, SGB Ⅱ 영역에서도 BA의
특징인 중앙의 조정이 지배적이고 인력, 조직, 전략과 관련하여 표준화의
논리가 지배적이라는 데 찾고 있다.
Bothfeld et al.(2012 : 270)도 노동시장정책 발전의 전체적인 상을 보
면, 노동시장정책의 새로운 모델로 성공적으로 이행했다기보다 새롭고
안정적이며 통제 가능한 거버넌스 형식을 성취했다고 할 수 없다는 전망
을 내리고 있다.
요컨대, 구직자기초보장제도라는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것의
담당조직으로서 지자체가 참여하게 된 이후에도 여전히 지역고용정책의
성격과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보다 안정적인 평가가
내려지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독일의 지역고용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우
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지역고용정책의 수단이 주로 지역노동시장정책
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지역고용정책의 핵심적인 강조점은 일자리창출
정책에 두어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지역노동시장정책의 비중은 낮은
편이다. 고용노동부가 운용하는 고용센터는 주로 실업급여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 일자리센터가 나머지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한 고
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독일의 잡센터와 한국의 일자리센터의 인력
수, 고용서비스의 질은 비교할 수 없다. 보통 독일에서 인구 20만 명 규
모 중소도시의 잡센터 인력의 수는 70명 정도이다. 인구 100만 명 규모
의 한국 도시에서 일자리센터 인력의 수가 10명 내외에 지나지 않는 것
을 생각하면 그 차이는 대단히 크다.
둘째, 지역의 고용센터와 잡센터 사이에는 긴밀한 협력적 관계가 조성
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고용센터와 일자리센터 사이에는 실적
을 둘러싸고 일종의 경쟁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독일의 잡센터는 연방고용센터의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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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며 둘 사이의 협력관계가 원활하다.
셋째, 대단히 상세한 지역노동시장 정보가 잡센터에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연방고용센터의 통계국에서 제공하는 지역노동시장 정보는 구
직자기초보장제도의 평가체계에 따라서 대단히 세부적인 지역노동시장
정보를 제공한다. 매월 업데이트 되며, 범주별 구직자 현황, 실업자 상황,
취업자 현황, 수급자 현황, 전년도 및 전월치 비교 수치 등이 제공된다.
한국의 지역고용정책에서 일자리 창출의 성과가 지역 내 어떤 계층을 대
상으로 이루어지는지 분석조차 할 수 없는 현실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넷째, 지역고용정책의 평가체계가 정교하게 구성된 것을 들 수 있다.
다양한 정량 지표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며, 목표관리협정에 따라서 평
가관리가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지역고용정책의 평가체계를 구축할 때
참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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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들어가는 말

본장은 영국의 지역고용정책에 관한 사례연구이다. 여기서 지역고용정
책은 해당 지역에 특화된 형태로 집행되는 고용정책 모두를 포괄하는 넓
은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지역고용정책이 중앙정부에 의해서
계획된 것일지라도 그것이 지역의 상황적 조건에 특화된 형태를 취하거
나 또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재량권을 그것의 전달기관에 부
여하게 되면 지역고용정책의 일부로 포함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것이 지
역적으로 특화되거나 그럴 재량권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고용정책의 전달
체계도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지 않고 고용서비스기관, 비영리기관, 민
간기관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이처럼 넓
은 의미의 지역고용정책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영국의 지역고용정책이 중
앙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이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적 고용정책을 실시해 온 나라이다. 중앙
정부가 고용정책을 입안하고 세세한 지침까지 만들어서 중앙정부의 지방
사무소를 통해서 전달하는 중앙집권적 접근법이 중심을 이루어 왔기 때
문에 영국의 지역고용정책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발전 정도가 극히
낮은 상태에 있다. 그 배경에는 영국의 독특한 정치구조상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극히 제한적이었고 그 결과 지방정부의 고용정책 역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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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다는 점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아이러니컬하게도 영
국의 지역고용정책은 지방정부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오게 되었는데, 그런 사정을 감안하면 중앙정부의 역할을 빼놓고 지역고
용정책을 논의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본장은 영국의 지
역고용정책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주도 아래 추진해 온 지역고용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중앙집권적 성향이 강했던 영국정부가 1990년대 후반 이후 고용정책
의 지역화에 종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여러 가지 시범사업
을 펼치게 되었는데, 주된 이유는 중앙집권적인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은
고질적인 취업 취약계층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앙집권적
고용정책에 의해서 잘 풀리지 않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를 지역고용
정책과 지역의 고용정책전달기관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서 중앙정부가 예산을 대고 지방정부와 지역 고용전달기관들이
사업의 계획부터 전달까지 책임지는 여러 가지 고용프로그램을 시행하였
다. 물론 이러한 고용프로그램들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통제 아래 있는
지역고용정책의 범주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완전한 자치의 영역
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었다(Lindsay et al., 2008). 그리고 영국정부의 이
러한 시도들은 본격적인 지역고용정책의 출범이라기보다는 시범사업적
성격이 강한 프로그램들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지역고용정책의 확
대방안에 대한 암중모색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여기서
는 영국의 지역고용정책을 몇 가지 중요한 고용프로그램들 중심으로 살
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영국의 고용정책 지역화에서 두 가지 큰 갈림길이 있었는데,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을 통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위탁을 통할 것
인가가 그것이다. 1990년대 후반 신노동당 정부의 등장 이후 지역실정에
맞추는 고용정책 방안으로서 그 두 가지 접근법들이 계속 실험되어 왔는
데, 2010년 보수연합 정부의 등장 이후 민간위탁 방식이 지배적인 형태
로 주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영국의 현 지역고용정책은 근
로프로그램이라는 민간위탁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민간위탁 방식
도 지역고용정책의 중요한 일부로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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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방법론으로는 기존의 문헌들에 대한 검토와 영국의 지역고
용서비스에 대한 고용연금부 공무원, 학자, 노동조합 대표 등에 대한 인
터뷰에 의존하고 있다.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는 주로 지역고용정책의
운영적 성과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들을 확인하였고, 구체적인 논거와 통
계들은 주로 문헌연구에 기초하고 있다. 문헌들로는 영국 고용연금부의
공식자료와 용역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을 주로 참조하였다.
본장의 나머지 절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절에서 영
국의 지역고용정책과 그 전달체계를 개략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이어
서 제3절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통한 지역고용정책의 대표적
인 고용프로그램이었던 도시전략을 살펴보고, 제4절에서는 민간위탁을
통한 지역고용정책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서 근로프로그램을 살펴보
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5절에서 영국의 지역고용정책에 대한 사례분석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우리나라 지역고용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
고자 한다.

제2절 영국의 지역고용정책

지역고용정책의 기본 문제의식은 지역 실정에 맞는 고용정책의 실시
에 있다. 노동시장의 특성이 지역마다 서로 다른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고용정책은 효과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문
제의식이고, 나아가 지역 고용문제와 그 해법에 관해서는 결국 그 지역
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용기관들이 가장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
에 그들의 지식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
다. 지역고용정책의 확대를 주장하는 또 다른 문제의식은 지역 고용기관
들 사이의 협력적 관계의 증진, 또는 지역 파트너십의 구축에 있다. 그것
은 중앙집권적인 고용정책 아래에서 중앙정부의 지방사무소들이나 지방
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충분한 수준의 재량권이나 자치권을 부여
받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으면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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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지역 내에서 고용정책 관련 기관들 사이의 파트너십 구축이 매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지역고용정책이 가져다주는 이러한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지역고용정
책의 확대를 경계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논거들로는 지역
고용정책이 지역 간 불공정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과 지방정부가 가
지고 있는 고용정책역량의 취약성 등이다. 어쨌든 이 주장들은 영국의
전통적인 중앙집권적 고용정책의 논리적 근거가 되어 왔다. 영국도 2000
년대에 들어서서 지역고용정책의 확대를 시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
구하고 지역고용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주도 아래 지역고용정책을 확대하는 신중한 접근법들
을 취해 왔다. 지역고용정책의 기금 마련을 위한 예산은 여전히 중앙정
부의 수중에 있었고, 지역고용정책의 결과에 대한 평가와 인센티브 등의
성과주의적 통제권도 중앙정부의 수중에 남아 있었다.
이처럼 영국의 지역고용정책은 지역의 고용정책 전달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그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고용정책을 전달하
되, 중앙정부가 엄격하게 관리하는 계약제를 통해서 지역의 고용정책 전
달기관들을 통제하고 있었는데, 영국의 이러한 지역고용정책은 중앙집권
화된 지역주의(centralized localism)라 불리고 있다(Lindsay et al., 2008;
Green & Orton, 2012). 영국의 지역고용정책은 그나마 2000년대 이후에
주로 도입되었고, 그 이전에는 중앙정부가 고용정책을 입안하고 세부적
인 사항까지 지침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의 지방사무소인 공공고용서비스
기관을 통해서 전달하는 전형적인 중앙집권적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이
처럼 영국의 지역고용정책이 극히 제한적인 형태를 취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영국의 지방자치와 고용정책의 일반적
특성에 관해서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고 나서 영국 지역고용정책의 개요로
넘어가고자 한다.

1. 영국의 지방자치
영국(the United Kingdom)에서 지방자치는 잉글랜드와 다른 지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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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틀랜드, 웨일스 등) 사이에 판이하게 다른데, 여기서는 주된 분석대상
인 잉글랜드의 지방자치를 정리하고자 한다. 잉글랜드 내에서도 지역마
다 지방자치단위나 자치정부의 형태 등이 서로 다르지만, 선거를 통해
구성된 의회와 시장을 가지고 있는 런던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구역에
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극히 미미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지방자치 의회
도 없고 지방자치 정부의 지배구조와 집행체계도 미분화된 곳이 많으며,
관할하는 사업의 내용이나 권한도 매우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6).
잉글랜드의 지방자치단체는 1994년부터 9개의 광역단위로 재편되었다.
참고로, 광역단위에 지역고용정책의 일부로 참여하게 되는 광역개발기구
(Regional Development Agency)가 1998년부터 설립되었다가 2012년에
폐지되었다. 광역단위 밑에 있는 지방정부의 형태가 지역마다 다른데, 크
게 두 가지 유형의 지방정부들이 존재하고 있다. 하나는 두 단계의 지방
정부로 구성된 지역들이고, 다른 하나는 한 단계의 지방정부로 구성되는
지역들이다. 전자는 지명이 주로 shire로 끝나는 county들인데, 상위 지
자체는 county이고 하위 지자체는 district이다. county는 교육과 교통,
소비자 보호, 경찰, 소방, 쓰레기 관리, 도서관, 사회서비스 등을 담당하고
district는 주택, 쓰레기 수거, 지방세, 면허, 묘지 등을 관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한 단계의 지방정부로 구성된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county
와 district의 권한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들 지방정부 밑에는 기초단
위로서 행정교구(parish)가 존재하는데, 행정교구의 역할은 지자체 주말
농장, 공원, 공공 시계 등 소소한 것들의 관리에 한정되어 있다.
이들 지방자치구역은 선거에 의해서 구성하는 최고기구로서 council을
두고 있는데, 그것은 행정기능과 입법기능이 미분화된 상태로 남아 있다.
council의 의사결정에 의거하여 발생하는 기능들은 다시 council에 부여
되고, 그렇게 부여된 기능들은 council의 위원회나 소위원회에 의해서 집
행된다. council의 리더가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고
몇 개의 중요한 위원회에서 의장직을 맡는 정도이다. 종전에는 다수당이
모든 위원회를 자기 당의 구성원들로 채웠지만, 1989년 이후에는 council
6) 영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개요는 인터넷과 Wikipedia의 자료들, Green &
Orton(2012)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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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당별 분포를 반영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률이 변경되었다. 그 이
후 2000년에 개정된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2000)이 council들
에 대해서 council 리더나 선출된 시장을 수반으로 하는 집행기구 체계
로의 전환을 의무화하였고. 다만 일부 소규모의 district council에 대해
서는 예외를 인정하여 종전의 council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
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중앙정부의 교부금, 주택가격에 매기는 Council
Tax, 사업세(Business Rate), 기타 벌금․범칙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council에서 거두어들이고 있는 세금은 Council Tax와 사업세 등
인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아서 예산의 대부분을 중
앙정부의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EU 지원금 등을 받기
도 한다. Green & Orton(2012)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자체 수입은 평균
적으로 전체 예산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한다.
영국은 원래부터 지방자치의 전통이 강하지 않았는데, 1980년대의 대
처 정부 시절부터 타이트한 예산통제를 받으면서 심각한 재정압력을 받
았고, 그런 사정들로 인해서 지방정부의 힘이 더욱 약화되었다. 그 결과
지방정부들은 신규 공공주택의 개발 및 제공에서부터 평생교육기관의 운
영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권한들이 축소되어 왔고, 중앙정부와 지
방자치단체를 매개하는 중위 수준의 기관들도 중앙정부에 의한 임명직들
의 회의체와 기관들로 대체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위상과 역할이 전반
적으로 위축되어 왔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위상과 역할이 극히 제한
적이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지역고용사업을 추진하기는 현
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법의 개정을 통해서 지방 정
부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 강화하고 공식화하려는 시도들을 했는데, 특히
광역단위의 지방자치단체를 강화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대표적인 것으
로 1994년에 10개의 England 광역들에 세운 정부 사무소(Government
Office)와 비선출직으로 구성되는 대의기구로 설립된 광역의회를 들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노력들이 이미 약화될 대로 약화되어 버린 지방
정부의 힘을 되살리는 데 성공적이지는 못했다(Green and Orto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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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일련의 과정을 좌절시킨 상당히 중요한
계기는 2004년 North East 광역에서 선출직으로 구성된 지역의회를 구
성하기 위한 국민투표였는데, 거기에서 지역의회 구성안이 통과되지를
못했다. 그 이후 지방자치 강화의 동력이 상실되었고, 2007년에는 마침내
비선출직 광역의회마저도 폐지되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다.
어쨌든 1990년대에는 경제개발이나 고용정책 등에 관해서 지방정부들
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정책을 전달해 주는 광역단위의
공공기관들이 확대되는 과정을 밟아 왔다. 그 전에는 중앙정부의 여러
부처들과 지방 기관들이 어려운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정부의 경제개발
사업들을 수행했는데, 그것을 광역단위에서 통합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해 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당시 광역단위에서 세워진 대표적인
중위기관으로 1998년 광역개발기구법(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Act)에 의거해 설립된 광역개발기구(Regional Development Agencies)를
들 수 있다7).
RDA는 영국의 지역고용정책과 관련해서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여
기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RDA의 설립 취지는 지
역의 경제개발과 도시개발, 산업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 고용 증진과 그
에 필요한 숙련의 개발과 적용 등에 있었다. RDA는 1명의 회장과 15명
의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회장은 모두 경영계 출신이어야 했고 이
사들은 경영계, 지역정부, 노조, 그리고 비영리단체 등의 대표들로 구성
되어 있었다. 일상적인 운영은 이사회에서 임명되는 최고경영자에 의해
서 이루어졌다. 런던 지역을 제외한 다른 8개 권역의 RDA들은 모두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BIS)의 감독 아래 있
었기 때문에 회장과 이사들이 BIS 장관에 의해서 임명되었다. 이처럼
RDA는 지방자치기구가 아니고 중앙정부의 정책을 대행해 주는 기관이
라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8). RDA는 자신의 광역경제전략(Regional
7) RDA가 수행하였던 사업들이 웨일스에서는 경제교통부(Welsh Government Department of Economy and Transportation), 북아일랜드에서는 산업통상투자부
(Department of Enterprise, Trade, and Investment), 스코틀랜드에서는 산업부
(Scottish Enterprise) 등에 의해서 시행되었다.
8) RDA는 중앙정부의 예산 외에 EU의 권역개발기금을 관리하는 권한도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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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Strategy)에 활동 목적을 설정하고 있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한 주된 활동방식은 지방정부에 프로젝트 기금을 제공하는 것이었
으며, 그 밖에 RDA 스스로 지역경제개발의 기획과 전달에 참여하는 방
법을 취하기도 하였다.
영국의 지역고용정책의 주된 전달기관의 하나로 등장하는 학습숙련위
원회(Learning and Skills Council : 이하 LSC로 약칭)도 2001년부터 지
역에 설치되기 시작했던 정부 산하기관이다. LSC는 선행 제도들이었던
Manpower Services Commission과 Training and Enterprise Councils
등으로부터 확대 발전되어 온 것으로, 대학 외의 교육훈련을 계획하고
그에 대한 기금을 관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LSC는 기본적으로
광역단위의 전달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지역 지부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
나 그것의 우선순위와 목표가 중앙정부에 의해 개발되어 왔고 중앙정부
의 직업능력개발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
체라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전달하는 기구의 성격에 가깝다.
이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영국의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주도 아래
조금씩 실험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통
제장치로서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수단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
또는 지방정부 상하 간의 협약체결이다. 이것은 2004년도에 도입된 Local
Area Agreement(LAA)라고 불리는 3개년 협약인데, 그것을 통해서 지
방정부들은 전략적 전망을 제시하는 지속가능한 공동체전략(Sustainable
Community Strategy)을 준비할 법적 의무가 생겨나고 있다. 그 전략에
는 지역정부가 달성하려고 하는 개선 목표와 실행 계획을 담고 있는데,
그 전략을 수립할 때 지방정부는 지역 파트너들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
어 있다. 지방정부들은 LAA 외에 이웃 지방정부들과 함께 Multi Area
Agreements(MAA)도 체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자발성에 기초하고 있
었다. MAA의 초점도 경제개발에 있었고, 지자체들과 중앙정부 사이에
합의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기본 취지가 있었다. LAA의 종료 시점
에 그 목표가 달성되면 인센티브로 교부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통제장치 중의 하나로서도 기능했다.
로부터 위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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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말 이후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중앙정부의 노력이
이번 보수연합 정부의 등장과 함께 바뀌어, 지역고용정책을 지방정부보
다는 민간위탁기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급선회가 이루어지고 있
다. 우선 RDA가 폐지되고 그 기능의 일부가 지방정부와 경영계 사이의
자발적 파트너십 형태인 Local Enterprise Partnership으로 이관되었다.
2011년부터 출범하기 시작한 Local Enterprise Partnership도 지역경제
개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을 리드해 가도
록 되어 있지만, 정부의 산하기관이 아니고 민간부문의 역할이 강화된
자발적인 민간기구이다. 정부의 교부금이나 자체 기금이 없고 정부의 광
역성장기금(Regional Growth Fund)에 대한 입찰경쟁을 통해서 기금을
지원받고 있다. LSC도 2010년에 폐지되었고 그 권한들은 다음의 두 기관
으로 이관되었다. 14～19세의 청년층 사업의 전달에 대한 지원은 Young
People's Learning Agency로, 대학과 훈련기관들에 대한 기금 제공은
Skills Funding Agency로 이관되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LAA도 2010
년에 폐지하기로 선언한 후 그 절차를 밟고 있다.

2. 영국의 고용정책과 지역화 개요
영국의 고용정책을 가장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용어는 활성화 전략
(activation)이다. 활성화전략을 투박하게 표현하면, 장기실업자와 복지수
급자들을 구직수당이나 복지급여 수급을 지렛대로 이용하여 고용프로그
램 참여와 적극적인 구직활동 등을 통해서 강압적으로 노동시장으로 밀
어넣는 정책을 말한다. 이런 점에서 이것은 고용정책의 일부이자 복지정
책의 일부, 즉 근로연계복지(welfare to work)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
다. 고용연금부 공무원과의 인터뷰에 의하면, 근로연계복지가 영국에서
활성화전략 형태를 취하게 된 주된 배경은 영국의 복지체계가 느슨하게
관리되면서 복지수급자와 장기실업자의 비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
어서 영국정부가 복지예산을 감당하기 힘든 상태까지 악화된 점에 있다.
활성화전략은 1980년대 대처 정부 시절부터 당시 미국에서 시행되기 시
작했던 근로우선(work first) 정책을 뒤따라서 실업급여수급자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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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서 시작되었는데9), 1990년대 말 노동당 정부에 의해서 편부모, 장
애인, 고령층, 청년층 등 복지수급자까지 전면적으로 확대되었다. 그 결
과 영국의 고용정책은 복지정책이 낳은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해서 복지
정책과 긴밀한 공조 속에서 전달되었다.
활성화전략은 노동공급 측면의 관리에 초점을 맞춘 접근법이다. 노동
공급 측면의 관리는 장기실업자나 복지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취업 의지
나 취업 역량을 제고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방식인데, 영국에서는 통상
적으로는 취업 역량보다 취업 의지에 더 높은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었
다. 그 배경에는 취약계층의 취업을 촉진해야 하는 시급성도 있었지만,
동시에 영국의 일자리들이 주로 서비스산업에 치우쳐 있다 보니 특별한
숙련 개발 없이도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어쨌든
영국의 고용정책이 노동공급 관리에 치우치게 되면서 노동수요를 담당하
는 경제 주체들과의 연계성보다는 노동공급자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고
용전달기관들과의 공동노력이 더 많이 요청되고 있었다. 특히 고용 활성
화의 지렛대로 사용될 수 있었던 복지의 전달기관들과의 협력이 무엇보
다 유용했기 때문에 영국의 고용정책은 복지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데 가장 높은 우선권을 두었던 것이다.
복지정책과 고용정책을 통합적으로 시행할 필요성 때문에 2001년에
먼저 중앙정부의 부처체계를 개편하였는데, 고용 기능과 복지 기능을 통
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용연금부의 설치가 그것이다. 영국의 경우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한 특성 때문에 고용과 복지의 기능적 통합도 중앙
부처에서부터 먼저 이루고 있다. 그런 다음 2002년부터는 그 산하에 서
비스기관(Employment Service)과 급여기관(Benefits Agency)을 통합적
으로 확대 발전시켜서 잡센터 플러스를 설립해서 고용-복지정책의 통합
적 전달체계로 삼았다. 결국 영국의 지역고용정책을 전달하는 핵심적인
9) 보수당 정부의 활성화정책은 1995년의 구직법 도입까지 확대되었다. 구직법은 기
존의 실업급여와 소득지원을 새로운 구직수당제도로 재편하면서 구직수당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을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였
고, 25세 미만자의 실업급여 감축, 급여 신청자의 성인 피부양자에 대한 기여기반
형 급여 폐지 등을 담고 있다. 그리고 구직자들은 구직자협약에 참여하는 것이 의
무화되었고 고용서비스 담당자들로부터 구직자지시를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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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은 잡센터 플러스에게 부여되었는데, 잡센터 플러스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한 부처인 고용연금부의 산하기관으로서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기관이다. 따라서 잡센터 플러스의 활동 무대가 지역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중앙정부의 지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역정책을 개발하기보다는
전국적인 고용정책을 실행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고, 그만큼 그것은
중앙집권적 지역고용정책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
서 잡센터 플러스의 설계 시 그것이 중앙집권적 지역고용정책 대 분권적
고용정책으로 대비되는 문제의식은 약하고,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의 통합
적 운영이라는 문제의식만이 전면에 드러나고 있었다.
노동당 정부의 초기 활성화정책을 대표하는 프로그램들은 뉴딜과 고
용지구(Employment Zone), ‘근로로 가는 경로(Pathways to Work)’ 등
이다. 신노동당 정부는 보수당 정부가 도입했던 구직수당제도의 폐지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당선 이후 그 공약을 철회하고 구직수당을 더
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러면서 1998년에 노동당 정부의 대표
적인 활성화 프로그램인 뉴딜을 도입하였는데, 그것은 청년실업자, 25세
이상의 장기실업자, 5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편부모, 실업자의 배우
자 등 취약계층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각 집단에 대해서 집중적인 고
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반면
에 고용지구는 공간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나 실업자의 비율이 높은 지역
에 대해서 특별한 고용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었다. 마지
막으로 ‘근로로 가는 경로’는 2003년 도입된 프로그램으로서 근로불능 복
지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개별화된 고용서비스의 제공과 그들의 취업
활동 의무를 강화하고 있었다. 그리고 종전의 근로불능급여를 대체하여
고용지원수당(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을 도입하였는데,
고용지원수당은 근로능력평가를 통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
서 구직수당 수급자로 편입하고, ‘근로로 가는 경로’ 프로그램 참여를 고
용지원수당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다.
보수당 정부와 노동당 정부의 연이은 활성화정책은 영국의 일자리 문
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해서 2005년에 이미 목표로 설정했던
고용률 75%를 달성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05년에 노동당 정부는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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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80%라는 새로운 도전적 과제를 내걸고 활성화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게 되었다. 활성화정책은 취약계층의 취업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
지만, 그 취업이 단기간으로 끝나게 되어서 일자리지속성 문제가 발생하
고 있었다. 결국 취약계층을 복지급여를 이용하여 강압적으로 취업에 이
르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안정적인 고용으로 안착시키는 데
실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들을 시
도하였다. 결국 문제는 취약계층의 취업 장애요인이 복합적인 경우가 많
다는 점에 있기 때문에 고용-복지체계에 대한 잡센터 플러스의 통합적
관리만으로는 취약계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주목받기 시작
했다. 이것을 계기로 영국의 고용정책에서 ‘근로우선’에서 숙련 개발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취약계층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복합
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고용
정책 전달기관들의 상호 협력이 요청되고 있었다. 그런데 지역 차원의
고용정책 전달기관들10)은 각자 자신의 권한과 목표, 성과지표들을 가지
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사이의 공조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이 중
앙정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워야 하므로 지역고용정책 전달기관
들 사이의 협력을 위해서는 지역고용정책의 분권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처럼 영국에서 고용정책의 지역화에 대한 문제의식은 잡센터 플러스의
표준적인 활성화 접근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었던 취약계
층의 고용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의 맥락 속에 있었다.
영국에서 취약계층의 고질적인 고용문제의 해결은 크게 두 가지 방향
의 정책 노선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고용정책의 지방분권화
이고, 다른 하나는 민간위탁이다. 민간위탁이 지역고용정책인가에 대해
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것도 고용정책의 지역적 특화나 원하청관
계를 통한 다기관 연계성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적 방안이기 때문에 영
국의 지역고용정책에 포함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에서 민간위탁이
지역고용정책의 일부로 논의될 수 있는 배경은 영국에서 지역고용정책이
10) Crighton et al.(2009)은 영국의 지역단위에 잡센터 플러스, 지방자치단체, RDA,
LSC, 의료기관, 비영리기관 등 11개 범주의 고용․복지정책 전달기관들이 존재
하고 있다고 밝혔다(Green & Orton(201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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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고용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었고 동시에 중앙
정부가 자신의 통제 아래 고용정책의 지역화를 추진하면서 민간위탁을
통해서도 분권화된 지역고용정책과 유사한 정책적 효과를 볼 것이라는
기대감이 존재했었기 때문이다.
영국의 중앙정부가 민간위탁과 분권화된 지역고용정책을 서로 대안적
인 방안으로 보고 있다는 근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의 시행과정에서
도 나타나고 있다. Lindsay & McQuaid(2008)에 따르면, 뉴딜과 유연 뉴
딜, 고용지구, ‘근로로 가는 경로’ 등의 프로그램들이 모두 원래는 지역
기관들의 파트너십을 통해 전달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본 후 민간위탁
방식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뉴딜 및 유연 뉴딜의 경우 당시의 고용서
비스기관 주도 아래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민간기관 등을 포괄하는 지역
파트너십 기반의 지배구조와 기금 사용의 재량권 확대를 통해 지역고용
정책 실험을 해본 후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계약주의에 입각한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고용지구도 해당 지역의 전달기관들이 상호 협의
아래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 사용의 유연성을 주는 지역화 방식의 시범
실시를 한 후 주계약자에게 표준화된 위탁계약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되
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로 가는 경로’ 프로그램은 고용서비
스기관과 보건의료 전달기관의 지역 파트너십에 의해 전달할 수 있도록
기금 사용의 재량권을 높여주었지만, 그 프로그램도 결국 민간기관과 비
영리기관에 위탁을 주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처럼 영국정부는 고용정책의 지역화와 민간위탁 사이를 저울질하면
서 두 가지 실험을 계속 진행해 왔다. 그러나 보수연합 정부의 등장으로
지역 파트너십에 기초한 지역고용정책 실험은 대부분 중단되고 민간위탁
방식으로 수렴되고 있다. 고용정책의 분권화 실험 중 가장 큰 실험이 도
시전략 시범사업(City Strategy Pathfinder)이고, 가장 큰 민간위탁 방식
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근로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영국의 지
역고용정책 프로그램들로서 도시전략 사업과 근로프로그램 등을 중심으
로 정리하고자 한다.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영국의 지역고용정책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기관인 잡센터 플러스에 관해서 간략하게나마 정리하고 넘
어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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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잡센터 플러스11)
잡센터 플러스는 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와 구직수당, 소득지원, 근
로불능급여 등의 복지급여 사업을 담당하는 공공고용서비스기관으로, 지
역 차원의 고용정책 전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것은
2002∼06년 사이에 설립된 후 2011년까지는 중앙정부의 고용정책을 지
역에서 전달하는 중앙정부 산하기관(agency)이었으나, 2011년에 보수연
합 정부에 의해서 고용연금부 소속 기관으로 위상이 바뀌었다. Jobcentre
Plus Annual Report(2010/11)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잡센터 플러스의
지역사무소 수는 1,550개, 직원 수는 77,722명이었다. 그 중 9,300명 정도
가 전문상담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영국의 고용정책이 실업자와 복지급여 수혜자들
의 급여 조건으로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참여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요
구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복지급여와 고용서비스의 연계성을 중
시하는 것이 영국 일자리정책의 핵심이기 때문에 영국의 활성화전략을
실행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잡센터 플러스는 실업자뿐 아
니라 복지급여 수혜자에 대한 급여 관리와 고용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
리하고 있다. 물론 잡센터 플러스가 고용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고용서비스 중에서 장기미취업자나 장애인 등 취
약계층에 대한 후반부의 집중서비스와 취업 후 관리 등은 민간기관에 위
탁하고 있기 때문에 잡센터 플러스는 전반부의 기본적인 고용서비스 중
심으로 담당하고 있다. 즉 처음 1년 동안의 구직활동 기간 동안 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는 잡센터 플러스가 제공하고, 그 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하는 미취업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잡센터 플러스가
민간위탁에 대한 통로(gateway)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이런 특성 때문
에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역할도 잡센터 플러스에게 부여되
어 있다.
잡센터 플러스는 고용연금부의 감독과 통제를 받고 있는데, 주된 통제

11) 잡센터 플러스에 관해서는 주로 윤윤규 외(2011)를 참조해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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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은 매년 체결하는 성과협약을 통한 성과통제이다. Jobcentre Plus
Annual Report(2010/11)에 따르면, 2010/11회계연도의 주요 성과지표들
은 취업성과(Job Outcomes Target), 고객서비스, 평균 실제처리시간
(Average Actual Clearance Times Target), 고용주 참여(Employer
Engagement Target), 개입전달(Intervention Delivery Target), 부정수
급/오류 적발의 화폐가치(Monetary Value of Fraud and Error Target)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잡센터 플러스는 대부분 지역고용정책 전달의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가령 도시전략 시범사업의 지역협의체나 빈곤지역기금
(Deprived Area Fund : DAF), 지역의 전략적 파트너십 등에도 참여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종류의 지역고용사업에서 잡센터 플러스는 주도기관
이라기보다는 공동 협력기관의 하나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주된 이유
는 이들 지역고용사업이 대부분 잡센터 플러스 이외의 전달체계를 만들
어 보려는 노력의 일환이기 때문이었다.

제3절 분권적 지역고용정책의 실험 :
도시전략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1. 도시전략 시범사업의 배경과 목적
도시전략 시범사업(City Strategy Pathfinder)은 영국의 복지체계 개
혁의 일부로서 추진된 사업인데, 2006년판 복지개혁서(Welfare Reform
Green Paper)에서 처음 언급된 후 2007년에 출범하였다. 원래는 2009년
까지만 시행되는 한시적인 시범사업이었으나 2년 기한으로 한 번 더 연
장된 후 2011년에 폐지되었다. 2011년까지 기한을 연장하면서 더 이상
연장이 없다는 명시적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전략의 중지는 보수연
합 정부의 등장과 무관하게 사전에 예정되어 있었던 일이었다. 당시 노

50

지역고용정책 해외사례 연구

동당 정부는 도시전략 시범사업이 Local Area Agreement나 Multi Area
Agreement에 통합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일상적 사업으로 전환되기를 기
대했었으나, Local Area Agreement와 Multi Area Agreement도 보수연
합 정부에 의해서 폐지됨으로써 그 기대감이 현실화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져 버렸다.
도시전략 시범사업의 직접적 배경은 고질적인 고실업지역의 존재였다.
2000년대 중반에 영국경제가 호황기에 있었고 복지-고용을 연계한 활성
화전략을 통해서 고용상황을 많이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실업지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중앙정부의 표준적인 고용서비스만으로 해결되지 않
는 어떤 지역적인 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을 던져주고 있
었다. 이처럼 지역적으로 서로 다른 고용문제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 활
동하고 있으면서 그 지역을 가장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해당 지역
고용전달기관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결집해서 지역별로 특화된 해법을 찾
아보자는 것이 도시전략의 도입 배경이었다. 이런 배경에서 지역적 니즈
에 맞는 지역적 고용문제 해법의 제공이 도시전략의 기본적인 취지가 되
었다.
실업률이 높은 도시의 빈곤지역 문제는 통상 거기에 거주하는 급여수
급자, 편부모, 고령자, 소수인종 등 취약계층 문제와 얽혀 있는 경향이 있
다. 이런 점에서 도시전략 시범사업은 빈곤지역의 취약계층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에 있다. 따라서 도시전략 시범사업의 저변에
있는 또 다른 문제의식은 표준적인 활성화전략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취
약계층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 그런데 취약계층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취업 장애요인들을 가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장
애요인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 기관들의 상호 협력을 통해
서 문제를 해결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여러 고용기관들이
참여하는 지역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도시전략 시범사업 도입의 또
다른 기본 취지가 되었다. 지역 파트너십의 구축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는 전적으로 지역 파트너들의 결정에 일임하고 있었지만, 도시전략의 기
금 사용과 고용서비스 전달에서 각 파트너들 사이에 공조를 취할 수 있
기를 기대했다. 이것을 통해서 분절적으로 전달되던 프로그램들이 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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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지역적 실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이상의 기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의 고용서비스 전달기관들
에게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도시전략 시범사업은
분권화된 지역고용정책의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을 위해서 중앙정
부가 그 사업의 목표 설정과 성과에 대한 통제 장치는 유지하고 있지만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지역 파트너들에게 재량권을 부
여하고, 도시전략 시범사업에 교부되는 기금의 사용에 대한 재량권을 폭
넓게 인정해 주고 있었다. 이것을 통해서 고용정책과 고용서비스의 전달
에서 혁신적인 새로운 기법들이 많이 개발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동
시에 이러한 분권화된 지역고용정책 시행 과정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정부기구들이 일자리 문제를 우선순위의 상단에 놓을 수 있도록 유
도하고자 하는 문제의식도 있었다.

2. 도시전략 시범사업의 도입 과정
도시전략 시범사업은 고실업 도시지역 중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
였다. 실업률이 높은 도시지역의 파트너들에게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도시
전략 시범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게 한 다음 15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2006년에 East London과 West London이 먼저 선정되고 2007년에 나머
지 13개 지역이 선정되었다. 이때에 선정되었던 지역들은 Merseyside,
Tyne & Wear, Dundee, Glasgow, Pennine, Lancashire, Rhyl, Heads of
the Valleys, South Yorkshire, Edinburgh, Birmingham, Leicester, Nottingham, Greater Manchester 등이었다. 잉글랜드가 10개, 스코틀랜드가
3개, 웨일스가 2개 등이다12). 그 중에서 9개 지역은 복수의 지방자치단체
가 참여하고 있었고, 6개 지역은 1개의 지방자치단체만이 참여하고 있었
다. 컨소시엄이 기존의 지역협약 하부구조(Local Area Agreement Infra12) 2009년에 시작한 2기에는 웨일스의 Mon Menai와 Swansea Bay 등 2개 지역이
추가로 빈곤지역기금(DAF)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초빙되었다. 참고로, 웨
일스에서는 도시전략 시범사업이 빈곤지역기금과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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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를 포괄했던 지역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도시전략
시범사업과 함께 새롭게 지역파트너십을 형성하였다.
지역 컨소시엄의 구성에 관해서는 지역 파트너들에게 일임되어 있었
지만, 지역 간에 파트너십의 구성은 비슷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했던 대표적인 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들, 잡센터
플러스, 지역 학습숙련협회(LSC) 등이고, 지역별로 약간의 편차를 보이
는 기관들로는 광역개발기구(RDA), 지역상공회의소, 지역의 고용주협회,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노조 대표, 비영리기관, 장애인을 위한 보건의료기
관 등이다. 이 프로그램은 취업애로계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전체적
으로 공공기관들의 참여가 많고, 고용주와 고용주단체, 민간영리기업의
참여가 약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도시전략 시범사업은 공
공기관이 주도하는 지역고용 컨소시엄이라고 볼 수 있다. 도시전략 시범
사업에 고용주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은, 이 사업도 결국 노동공급 측 관
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었고 노동수요자와의 공조가 취약함을 시사하고
있다. 다만 2기 도시전략 시범사업에서는 고용주의 참여도가 다소 증가
하는 모습을 보였다.
도시전략 시범사업을 위해 지역 컨소시엄이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은 고
용연금부의 지원금과 도시전략 파트너들의 기여금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밖에 다른 경로의 부가적인 기금이 있을 수 있는데, 주로 파트너들이
투입한 현물자산이었기 때문에 이 논의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고용연금부의 지원금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뉘었다. 첫째는 지역
컨소시엄의 구축을 위한 착수금이다. 2006/07회계연도에는 11만 파운드,
2007/08회계연도에는 21만 파운드, 2009/10회계연도에 16.6만 파운드가
각 도시전략 시범사업 컨소시엄들에게 종자돈으로 교부되었다. 지역별
배분 방식은 지역의 규모와 상관없이 균분이었다. 둘째는 빈곤지역기금
(Deprived Areas Fund : DAF)의 활용이다. 빈곤지역기금은 영국 전역의
빈곤지역에 할당되어 있고 잡센터 플러스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 기금을
지역 컨소시엄이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도시전
략 시범사업이 받은 빈곤지역기금의 액수는 종자돈보다 현저하게 컸었는
데, 가령 2007/08회계연도에 3,200만 파운드, 2008/09회계연도에는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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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파운드였다. 참고로, 빈곤지역기금은 지역별로 취약계층의 수와 규모
에 비례해서 배분되었다. 그러나 잉글랜드에서는 2008/09회계연도에는
빈곤지역기금이 Neighbourhood Renewal Fund(NRF)와 함께 Working
Neighbourhood Fund(WNF)로 통합되면서 도시전략 시범사업의 예산으
로 사용되기 어렵게 되었다(웨일스와 스코틀랜드는 종전처럼 빈곤지역기
금이 유지되었음). WNF는 빈곤이나 실업률 정도와 상관없이 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사업 기금으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도시전략 시범사업지역
에만 한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셋째는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기금이다.
이 기금은 원래 사업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로 사용될 전망이었으나 실제
로는 지역별로 균분하는 것으로 정리되고 말았다. 이들 기금은 도시전략
시범사업 컨소시엄이 직접 관장할 수 있는 것들이고 예산 사용의 재량권
도 폭넓게 부여되어 있다. 다만, WNF는 지자체에 교부되는 것이어서 도
시전략 시범사업의 컨소시엄이 직접 관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그 예산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한 도시전략사업에 투입될 수 없었다.
지역 컨소시엄의 둘째 기금원은 각 파트너들의 예산이다. 이것은 지역
파트너들이 자신의 예산을 도시전략 사업과의 연계성 속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한 기금원이다. 이것은 결국 각 파트너들의 예산을
도시전략 시범사업의 공동 예산으로 모으거나(pool) 각 파트너들의 예산
사용을 정렬시키는(align) 구조적 변경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것이 지역
파트너십의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WNF 예산을 지역 파트너십의 예산과 정렬시키는 경우들이 발견되었지
만 모든 지역에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 밖의 외부 기금소스로는
European Social Fund(ESF), 학습숙련협회(LSC) 기금, 광역개발기구
(RDA) 기금13), 웨일스 정부 기금, 스코틀랜드 정부의 공정사회기금 등
이 있었다.

13) Greater Manchester와 South Yorkshire 등에서는 RDA 기금이 도시전략 사업
의 주된 기금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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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전략 시범사업의 운영14)
도시전략 시범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지역 파트너십의 형성
이다(Bellis et al., 2011; Green & Adam, 2011). 지역 파트너십이 필요하
다고 보는 논리적 근거는 취업 취약계층의 장애요인은 다차원적인 성격
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전문기관의 협력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있었
다. 지역 파트너십이 지역의 고용서비스 전달을 체계화해서 사업의 중복
과 낭비를 줄이고 사업 간 공백을 메우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와 동시에 영국의 경우 지역 단위에 고용, 직업훈련, 경제
개발, 장애인 치료 등에 관여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지역 파트너십의 모습은 도시전략 시범사업의 지배구조와 전달체계에
반영된다. 도시전략 파트너십의 형식이나 구성, 크기, 조직방식 등에 관
해서는 지역 파트너들에게 일임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 편차를 보이고
있지만, 가장 전형적인 지배구조 형태는 최상위에 대표자회의(Board)를
두고 그 밑에 실무위원회(thematic board) 또는 소위원회(project board)
를 두는 방식이었다(Green & Adam, 2011). 대표자회의는 주요 파트너
기관들의 핵심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최고의결기구로서 전략의 형성, 목
표 설정,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도시전략사업의 전달에 대한 감시․감독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대표자회의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지역도
있고, 다른 상위의 대표자회의(가령, 지역전략 파트너십(Local Strategic
Partnerships)의 산하에 두는 지역이 있기도 한다. 대표자회의의 규모와
구성 측면에서도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다. 다만, 대체적인 추세는
대표자회의를 소규모로 운영하고, 그 산하에 사안별 실무소위원회, 프로
젝트 소위원회 등 실무소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었
다. 이들 실무소위원회가 도시전략 시범사업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
는 핵심 실무진들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실무적으로 도
시전략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4) 이 섹션은 주로 Green et al.(2010), Green & Adam(2011)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
였다.

제3장 영국: 중앙 통제적 지역고용정책의 실험

55

도시전략 시범사업의 파트너십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었는가는 예
산 사용 과정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도시전략 시범사업의
원리 중 하나가 파트너십을 통한 자원의 효과적 사용(alignment and
pooling)에 있었을 정도로 예산 사용에서의 파트너십 구축이 도시전략
사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였다. 이처럼 도시전략 시범사업이 지향했던
바는 새로운 예산의 투입을 최소화하고 기존의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데 있었다.
도시전략 시범사업의 원리에서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는 파트너 간에 자원을 정렬시키거나(aligning) 공동 사용하게 하는 것
(pooling)이 제시되었다. 여기서 정렬(alignment)은 파트너들이 예산을
상호 보완적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열하는 것이고, 공동 사용
(pooling)은 여러 소스의 기금들을 공동 사용을 위해서 하나의 단지에 모
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공동 사용이 정렬보다 더 높은 파
트너십 수준을 함축하고 있다. 지역 파트너들 사이에 상호 조정과 협업
을 통해서 사업 중복에 따른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적재적소에 사용할
뿐 아니라 규모의 경제를 추구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도시전략 시범사업의 주된 문제의식 중의 하나였다.
Green & Adam(2011)에 따르면, 예산의 정렬과 공동 풀링의 정도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공동 풀링보다는 정렬 방식이 더
높은 비중으로 사용되었다. 도시전략 사업 지역이 큰 곳일수록 전략적
차원의 정렬과 공동 풀링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작은 곳일수록 운영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기금을 개별 기관보다 컨소
시엄에 줄 때 기금의 정렬과 공동 풀링이 더 용이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
다. 개별 기관에 교부된 기금들은 사용 일정이나 예산 사용에 대한 관료
제적 통제 등으로 인해서 정렬이나 공동 풀링이 더 어려워지고 있었다.
유사한 맥락에서 예산 사용에 대한 지역 파트너들의 재량권이 많을 때
정렬이나 공동 풀링이 더 용이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빈곤지역기금
(DAF)이 Working Neighbourhood Fund보다 정렬과 공동 풀링에 더 용
이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가령 리버풀 지역에서는 도시전략 시범사업
파트너들이 자원의 정렬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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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게 교부된 Working Neighbourhood Fund를 자신들의 고유한 기금
으로 보고 있어서 파트너들 사이의 예산 정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
쨌든 도시전략 시범사업에서는 전반적으로 지역의 고용정책 전달기관들
이 자신의 기금에 대한 통제권을 양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으며, 그만
큼 지역 파트너십의 형성이 어려웠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15). 일부 지
역에서는 예산의 정렬이나 공동 풀링에 성공하는 경우들이 발견되는데,
그런 곳에서는 파트너십의 중심에 있는 사령탑이 주된 파트너들(가령,
지방자치단체, 잡센터 플러스 등)과의 조정 과정을 거쳐 예산 사용을 정
렬시키거나 공동 풀링을 만들고 있었다.
도시전략 시범사업의 또 다른 특성은 중앙정부로부터의 재량권 확대
이다. 사업 지역의 선정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사업 방향과 목표 등이 감
안되기 때문에 사업전략에 관해서는 중앙정부의 통제가 들어가게 되지
만,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의 달성을 위해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등에 관해서는 지역 파트너들에게 재량권이 부여
되어 있다. 2008년판 DWP White Paper에 의하면, 고용연금부는 도시전
략 시범사업의 지역 파트너십의 재량권을 점진적으로 높여 갈 예정이었
다. 제1단계는 협의 단계로서 계약의 세부 규정에 대한 통제권을 지역 파
트너십에게 더 많이 부여하고, 제2단계인 공동 집행 단계에서는 고용서
비스의 공동 집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을 재배치하고, 제3단계에서
는 고용 서비스 전달과 계약 권한을 지역 파트너십에게 넘기려고 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자율권 확대 전망에 대해서 열광하였고, 잡센터 플러스
와 같은 중앙정부의 지역사무소와 공동집행 가능성을 기대하였다. 도시
전략 사업기간 동안 중앙정부와 지역의 관계는 조금씩 개선되어 갔지만,
도시전략 사업이 단명에 그치면서 지역고용정책의 자율권 확대도 중단되
어 버렸다.
도시전략 시범사업이 지역의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실행뿐 아니라 설
계까지도 지역이 담당하도록 계획되어 있다는 점에서 영국의 이전 고용
15) 도시전략 시범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등장했던 것 중의 하나로 지역 컨소
시엄이 잡센터 플러스의 구인구직 정보를 사용할 수 없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
다(Green & Adam,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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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는 질적으로 다른 지역고용정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전
략 시범사업은 중앙정부의 주도 아래 추진된 사업이었고 여전히 중앙정
부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보다 지역 파트너들의 재량권
이 높아졌다는 의미이지, 엄밀한 의미의 분권적 지역고용정책과는 거리
가 먼 상태에 있었다. 이런 점에서 도시전략 시범사업도 기본적으로 중
앙집권화된 지역주의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Lindsay et al.,
2008; Green & Orton, 2012).

4. 도시전략 시범사업의 성과16)
제1기 도시전략 시범사업이 시행된 2년 후의 복지급여 감축 목표치는
고용연금부에 의해 설정되었다. 성과 항목들은 구직수당, 근로불능급여
(Incapacity Benefit), 소득지원(Income Support) 등 세 가지였고, 사업
종료 시점인 2009년 3월의 추정치를 산출한 다음 그로부터 3% 감축이
목표치였다. 이들 복지급여 추정치는 고용률의 추정치에 산입되었고, 그
것을 근거로 고용률 목표치를 산출하였다. 도시전략 시범사업은 제1기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그 시기에 발생한 금융위기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에 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제2기 도시전략 사업에서는 금융위기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서 목표
치가 다른 지역의 노동시장 성과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상대적인 측정방
식으로 수정되었다. 준거 집단은 영국 전체의 평균값, 그리고 비교 가능
한 유사한 지역의 평균값 등이 사용되었다. 도시전략 사업이 개시하기
직전인 2006년 6월 현재 도시전략 시범지역의 고용률은 67.7%였다. 참고
로, 당시 영국의 평균 고용률은 72.4%였고, 유사한 지역의 고용률은
68.1%였다. 그러던 고용률이 2010년에는 도시전략 시범지역의 경우
65.7%, 영국 전체 평균은 70.3%, 유사한 지역은 67.1%였다. 영국 전체
평균 고용률이나 유사한 지역의 고용률과 비교해 볼 때 2006년과 2010년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통계를 구체적으로

16) Green & Adam(2011)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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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복지급여의 감축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발견
되고 있다. 그런데 도시전략 시범사업 지역이 금융위기의 충격을 많이
받게 되는 취약계층들로 구성된 고실업 빈곤지역이기 때문에 사업 이전
수준의 유지도 도시전략 시범사업이 선방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Green & Adam, 2011), 원래 기대했던 정도의 사업성과를 올렸다고 보
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운영적 차원에서 지역 파트너십이 얼마나 많이 구축되었는가, 그리고
고용정책의 전달에서 혁신적인 방안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했는가도 사업
실적을 평가할 때 중요한 고려 사항들이다. 지역 파트너십이 부분적으로
구축된 지역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기관들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
는 데 아주 성공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혁신성에 있어
서도 지역 파트너들은 지역고용사업의 혁신이 활발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반면, 중앙정부는 혁신의 정도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Green & Adam, 2011).

제4절 민간위탁을 통한 지역고용정책 :
근로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영국 지역고용정책의 주된 특성 중 하나는 민간
위탁을 통한 고용정책의 지역화이다. 지역고용정책이 지역적 실정에 맞
는 지역특화와 지역 내 전달기관들 사이의 파트너십으로 집약될 수 있다
면, 영국의 지역고용정책은 민간위탁을 매개로 해서 지역특화를 추진하
되 지역 전달기관 사이의 관계는 파트너십보다 원․하청관계를 통한 연
계성 확보나 전달기관 간 경쟁관계를 더 많이 활용하려는 데 초점을 맞
추고 있다. 영국의 지역고용정책이 취약계층의 고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
는 것처럼, 민간위탁도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중심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민간위탁 프로그램이 아래에서 살펴보게 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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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프로그램(work programme)이다.

1. 근로프로그램의 제도적 특성
근로프로그램은 유연 뉴딜과 ‘근로로 가는 경로’ 등 기존의 취약계층
고용서비스 민간위탁 프로그램들을 통폐합하여 만든 것으로, 현재 시행
되고 있는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이다. 근로프로그램은 이제까지 영국에
서 시행했던 민간위탁 프로그램 중 가장 큰 것으로, 민간위탁이 실험적
인 성격을 넘어서서 본격적인 단계로 진입해 가고 있는 신호탄이다. 근
로프로그램의 전달체계가 민간위탁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지역의 고용
전달기관 간 네트워크 형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근로프로그램이 중앙정
부에 의해 주도적으로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고용정책인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 프로그램이 지역 고용전달기관들에게 재량권
을 부여해서 지역적으로 특화된 전달방식을 권장하고 있고, 지역 고용전
달기관들을 원․하청관계를 활용해서 전달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
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고용정책의 일부로 이해될 수 있다.
먼저 근로프로그램의 사업 대상자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근
로프로그램은 잡센터 플러스에서 기본적인 고용서비스를 받은 후에도 여
전히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거나 아예 취업하기 힘든 장애요인들을 가지
고 있는 취약계층들을 주된 사업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장기실업자
와 복지급여 수급자 등이 주된 사업대상자들이다. 대상자들을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구직수당 수급자와 고용지원수당 수급자로 대별할 수 있다.
구직수당 수급자 중에서는 장기실업자나 장기실업자 고위험군 등이고,
고용지원수당 수급자 중에서는 근로능력검사를 통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본인이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다(표 3-1 참조). 참고로, 구직수당은 종전의 실업급여와 구직자
소득지원을 통합해서 만든 것으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고용지원수당은 2008년부터 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
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급여이다.
근로프로그램에 편입되는 시점이나 근거도 각 집단마다 다르다. 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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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수급자 중 청년층(18∼24세)의 경우에는 구직수당 수급 이후 9개월,
구직수당 수급자 중 성인층(25세 이상)의 경우에는 12개월, 초기 접촉자,
출소자, 종전에 근로불능급여를 받았던 구직수당 수급자들은 구직수당
수급 이후 3개월 등으로 서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이들은 대부분 편입
대상이 되면 참여가 의무화되어 있다. 초기접촉자만 사정에 따라 의무적
일 수도 있고 자발적일 수도 있다. 반면에 고용지원수당 수급자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본인이 희망하면 즉각 근로프로그램에 편입되
고 있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근로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자발성에 기초하고 있다. 고용지원수당
수급자들이 지나치게 많은 점이 영국식 복지체계의 함정이 되고 있기 때
문에 고용지원수당 수급자들이 근로프로그램의 역점 사업 대상자라고 할
수 있다.
<표 3-1> 근로프로그램의 사업대상자들과 편입 방식
집단

구직
수당
수급자

고용
지원
수당
수급자

근로프로그램 편입 시점

근거

18∼24세

구직수당 급여 이후 9개월부터

의무적

25세 이상

구직수당 급여 이후 12개월부터

의무적

‘초기접촉’
집단

구직수당 급여 이후 3개월부터

의무적/
자발적

종전에
근로불능
수급자

구직수당 급여 이후 3개월부터

의무적

출소자

출소일로부터

의무적

자발적

근로능력검사 후 아무 때나

자발적

신규

3∼6개월 내에 근로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의무적, 특정한 참여자들에게는 근로역량검사
이후 자발적

의무적/
자발적

종전에
근로불능
수급자

3∼6개월 내에 근로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의무적, 장기화가 예상되는 참여자들에게는
근로역량검사 이후 자발적

의무적/
자발적

수급자격 획득 이후

자발적

근로불능/소득지원
수급자(잉글랜드만)
자료 : Lane et al.(2013)에서 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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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프로그램의 민간위탁 방식과 구조는 민간위탁기관 사이의 시장경
쟁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을 위해 민간기관들에게 예
산 사용과 사업계획의 재량권을 주고, 수수료는 사전의 고정급보다는 실
적에 따른 사후적 지급 방식을 강화하고 실적에 따라 시장점유율을 조정
함으로써 민간기관들이 시장경쟁의 리스크를 떠안도록 설계했다. 이러한
시장경쟁은 결국 민간위탁 참여 기관들의 재무적 위험성을 낳게 되기 때
문에 그 위험성을 감당할 수 있는 대규모 기관들을 주계약자로 해서 민
간위탁계약을 맺고, 그렇지 못한 중소기관들은 주계약자들의 하청계열로
편입하고 있다17).
근로프로그램은 영국 전역을 18개의 계약패키지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계약패키지지역마다 2개 이상의 민간위탁기관 사이에 경쟁체제를 형성
하고 있다. 계약패키지지역 내 복수의 기관 간 경쟁체제는 실적에 따라
시장점유율을 조정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이다. 민간위탁
기관의 선정은 경쟁 입찰 방식에 기초하고 있는데, 경쟁 입찰은 중앙에
서 고용연금부가 담당하고 있다.
민간위탁 방식은 대규모 고용기관을 주계약자로 하고 그것을 중심으
로 하청계열화되어 있는 고용서비스의 공급사슬망을 구축하는 주계약자
모형(prime contractor model)18)에 기초하고 있다. 주계약자는 자신이
직접 고용서비스를 전달할 수도 있고, 하청기관에 재위탁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고용연금부와 계약을 맺고 있는 주계약자가 자신의 고용서비스
뿐 아니라 하청기관의 고용서비스 실적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고용연금부는 주계약자의 성과만을 감독하고 하청기관의 실적은
주계약자가 관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고용연금부가 다수의 민간기
관과 위탁계약을 맺지 않고 주계약자를 통해서 관리하는 이유는 시장경
쟁의 압력을 감당해 내고 그 경쟁체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충분
한 자원을 가진 대규모 기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모든 고용기관들과 직

17) 근로프로그램의 민간위탁 방식과 구조 등은 고용관련 지원서비스 프레임워크
(Framework for Employment Related Support Services)에 규정되어 있다.
18) prime contractor는 subcontractor에 대비되는 원청기관이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는 관행에 따라서 주계약자로 번역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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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계약을 할 경우, 그 경쟁체제를 감내할 수 없는 소규모 기관들이 도산
하게 되면 그 경쟁체제가 곧 독과점구조로 전환될 위험이 있게 되는 것
이다.
근로프로그램의 주계약자모형은 고용서비스 전달기관의 공급사슬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역파트너십 관계보다 원․하청관계가 존재하게 된
다. 근로프로그램의 하청기관들은 제1차 하청기관(Tier One Supplier)과
제2차 하청기관(Tier Two Supplier)으로 나뉜다. 제1차 하청기관은 포괄
적 고용서비스(end-to-end support)를 전달하는 기관으로, 주계약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제2차 하청기관은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
진 기관이거나 불연속적인(discrete) 서비스를 전달하는 기관으로, 원청
기관들과는 주로 현물거래(spot market) 관계에 있다. 주계약자는 주로
제1차 하청기관에 재위탁을 주고 있다. 이것들 외에 특별한 전문서비스
를 전달하는 제3차 하청기관도 있을 수 있으나 극히 예외적이다. 하청기
관을 배치하는 방식은 지리학적 근거리 기준으로 구분하거나 구직자의
특성이나 니즈별로 구분하고 있다.
고용연금부는 하청기관들의 우려에 대응해서 주계약자가 공급사슬망
을 관리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그것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멀린기준(Merlin Standard)이라고 불리는데, 공급사슬 설계, 커미트먼트,
행동, 검토 등 네 가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급사슬 설계는 계약요
건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와 다양성 확보,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의 활용, 효과적인 고용서비스 전략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커미트먼트는 공동 노력과 협력, 의사소통, 공급사슬 파트너십, 공정한
계약과 기금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동은 사업적 순수성, 품질 보증
과 규칙 준수, 커미트먼트 존중, 성과, 다양성과 평등 등으로, 검토는 피
드백, 지속적 개선, 하청기관들과의 정보 공유, 사회적 효과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근로프로그램의 예산은 세부항목을 지정하지 않는 블랙박스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동시에 고용연금부는 민간위탁기관의 고용서비스 방식에
대한 규정을 최소화하여 그들이 어떤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를 자
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블랙박스형 예산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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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규정의 최소화 등은 민간위탁기관들에게 예산 사용, 사업 방식과
구조 등의 결정에서 재량권을 주는 주된 수단이다. 그 재량권이 사업계
획 제출까지만 주어진 것인지 아니면 사업계획 제출 이후 사업계획의 변
경에까지 부여된 것인지에 관한 논란은 존재하고 있지만, 종전의 민간위
탁 프로그램들에 비해서 훨씬 높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와 동시
에 민간위탁의 계약기간도 기본 5년에 2년 연장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장기계약이기 때문에 민간위탁기관이 자신의 고유 방식으로 고용서비스
를 전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처럼 계약
기간의 안정성을 확대함으로써 민간위탁기관의 역량과 전문성 개발을 촉
진하고 고용서비스 방식의 혁신을 지원하는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근로프로그램이 지역의 민간위탁기관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
만, 그것은 여전히 사업성과에 대한 민간위탁기관들의 책임을 전제로 하
고 있다. 따라서 근로프로그램의 민간위탁은 중앙정부의 통제 아래에 있
는 것인데, 중앙정부의 통제방식이 과정통제에서 성과통제 중심으로 전
환된 것일 뿐이다. 근로프로그램의 성과통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경
쟁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시장점유율 조정 방식을 통해서 성과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
계약패키지지역 내에 전달하는 복수의 주계약자들 사이에 실적에 따라
이관하는 구직자 수를 증감시켜서 시장점유율을 조정하고 있다. 이것은
일반 시장의 원리를 원용한 것인데, 결국 실적이 우수한 기관일수록 시
장점유율이 상향 조정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다만, 근로프로그램 도입
초기에는 참고할 만한 사전 실적이 없기 때문에 기관별로 동일한 수의
구직자 수를 무작위방식으로 배정해서 동일한 조건에서 출발하도록 허용
하고, 그 이후부터는 고객 수를 실적에 연동시켜 조정하고 있다.
둘째, 중앙정부가 민간위탁기관을 통제하는 또 한 가지 장치는 수수료
지급방식에 있다. 근로프로그램에서 민간위탁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착수금(attachment fee), 취업실적 보상금(job outcome fee), 고용지속
보상금(sustainment fees) 등 세 가지이다. 여기서 착수금은 구직자가 근
로프로그램에 편입될 때 지급되는 고정급이다. 이 수수료는 초기의 고용
서비스 전달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계약 초기에 민간위탁기관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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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취업실적 보상금과 고용지속 보상금은 각각 구직자가 취업한
지 13주와 26주 지나게 되면 지급되는 인센티브 유형의 수수료에 해당되
는데, 취업 후 고용지속기간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서 근로프로그램이 고용지속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정
급적인 착수금이 20%, 실적 기반 수수료가 전체 예산의 80%를 차지하도
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이 비율도 근로프로그램이 도입된 초기에 한
해서만 해당되고, 계약 4년차부터는 착수금의 비율이 0%가 되도록 단계
적으로 줄여가고 있다. 그리고 구직수당 수급자에 대한 취업실적 보상금
도 계약을 체결한 후 처음 3년 동안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 결국
근로프로그램의 지향점은 고용지속 보상금 중심의 급여체계로 전환해 가
는 데 있다.
근로프로그램에는 이상에서 살펴본 중앙정부의 성과통제 외에 투입통
제도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근로프로그램이 경쟁 입찰을 통해서 민간위
탁기관을 선정하기 때문에 내재되어 있는 통제방식이다. 경쟁 입찰 초청
서에서 고용연금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급여 졸업자(off-flow) 비율,
평균 복지급여기간 감축, 평균 고용지속기간 증대, 직업 없는 가구 수 감
축, 취약계층과 비취약계층의 취업률과 고용유지기간 격차 축소 등 자신
의 핵심적 정책 목표를 제시하여 민간위탁기관들의 사업 계획 방향 설정
에 지침을 주고 있다. 그리고 민간위탁기관의 선정 기준은 사업적 요소
와 가격 요소 등에 기초하고 있다. 사업적 요소로는 공급사슬 관리, 고용
서비스전달모형, 보유하고 있는 자산, 이해관계자집단의 파트너십 정
도19), 실행계획 등이 평가되고, 가격 요소는 비용 감축 계획이 평가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민간위탁기관의 보유 자금, 사업수행 역량, 공급
사슬의 관리역량 등 투입 요소가 통제되게 된다. 민간위탁기관의 고용서
비스 역량은 주계약자뿐 아니라 공급사슬망 속에 있는 하청기관들까지를
포괄하는 집단의 역량이다. 따라서 하청업체도 민간위탁계약의 일부이기
때문에 주계약자가 하청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고용연금부의 허락
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19) 공급사슬망을 형성하기 위해서 주계약자가 잠재적 하청기관들로부터 참여 의향
서(Expression of interests : EOIs)를 받아서 제안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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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민간위탁기관의 경쟁 입찰 제안서에 최소 서비스기준을 제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성과기준의 하한선
으로 작용하게 된다. 만약 그 민간기관이 입찰제안서에서 자신이 설정했
던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계약상의 제재를 받게 되는데, 심
한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기준은 고객들에게도
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에 대해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되
는 크리밍효과(creaming effect)와 파킹효과(parking effect)를 차단하기
위해서 구직자 집단에 따라서 서비스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는 가격 차등
화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여기서 크리밍효과는 취업하기 용이한 구직자
에게 서비스를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고, 파킹효과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무직 상태로 묶어두는 현상을 말한
다. 공공 고용서비스가 취약계층의 취업을 최우선시해야 하는데, 실적주
의 압박을 받고 있는 민간위탁의 경우 취업 성과를 올리기 용이한 집단
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크리밍효과와 파킹효과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근로프로그램
은 취약계층일수록 수수료를 높이는 가격차등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2. 근로프로그램의 도입 과정
근로프로그램은 2011년 보수연합 정부의 집권 이후 도입된 것으로, 장
기실업자나 장기실업 고위험군 집단에 대한 영국의 대표적인 고용서비스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이 보수연합 정부에 의해서 도입된 것이기는
하지만, 2007년에 노동당 정부에 의해서 작성된 고용연금부 위탁전략
(DWP Commissioning Strategy)이 이것의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고, 노
동당 정부에서 도입되었던 유연 뉴딜이나 ‘근로로 가는 경로’ 프로그램들
의 경험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당 정부의 지역고용서비스 경험과
노하우를 근거로 해서 도입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이런 점에
서 근로프로그램의 도입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영국 중앙정부가 민
간위탁을 꾸준하게 늘려 온 과정의 일환이고 그것의 전면화 과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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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근로프로그램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민간위탁의 확대 여부가 결정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민간위탁을 통한 고용정책의 지역화가 대
세를 이루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의 민간위탁을 통한 고용정책의 지
역화가 중앙의 통제를 받는 지역주의라는 영국식 지역고용정책에 잘 부
합한다는 판단이 개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탁전략은 2007년 노동당 정부의 근로연계복지 전략을 검토하였던
Freud에 의해서 제안되었는데, 그것의 지향성은 재량권을 더 많이 부여
하는 민간위탁에 있었다. Freud는 기존의 민간위탁 계약이 절차를 너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실적 중심의 기금지원, 원청기관
과 공급망의 구축, 서비스 기준의 최소화와 블랙박스 예산을 통한 재량
권 확대 등을 제안했다. 결국 위탁전략의 기본 원칙은 민간위탁기관에
더 많은 재량권을 주고 계약기간을 장기화하되 사전 투자와 실적별 기금
지원을 통해서 더 많은 리스크를 부담시킴으로써 시장경쟁을 촉발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 이것을 위해서 사전 투자가 가능할 정도의 자본금을 갖
는 대규모 기관들을 원청기관으로 해서 고용연금부와 계약을 맺게 하고,
그렇지 못하는 기관들은 주계약자의 하청기관으로 계열화하고자 했던 것
이다.
노동당 정부는 위탁전략을 당시 유연 뉴딜 프로그램과 ‘근로로 가는
경로’ 프로그램 등에 실험적으로 적용하였다. 가령, ‘근로로 가는 경로’는
주계약자 중심의 공급망에게 위탁하였고, 지급의 70% 정도가 실적 기반
이었다. 유연 뉴딜도 1년에 3,000건 정도의 민간위탁이 있었는데, 대규모
의 주계약자들과 비영리기관, 공동체기관, 사회적 기관 등의 하청계열화
와 실적별 지급체계의 전망을 가지고 있었다. 뉴딜 프로그램의 지급방식
도 원래는 80%를 실적 기반 급여로, 20%를 고정급으로 할 예정이었으
나, 금융위기로 인해서 고정급을 40%로 인상하였던 것이다.
그러던 중 보수연합 정부가 등장하게 되면서 유연 뉴딜 프로그램과
‘근로로 가는 경로’ 등 종전의 근로복지연계 프로그램들을 근로프로그램
으로 확대 발전시켜서 단일 프로그램으로 통합하였다. 근로프로그램이
종전의 프로그램들을 이어받았지만, 그 프로그램들보다는 성과 기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점, 주계약자의 수를 줄여서 대규모 기관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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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제한 점, 실적 기반 지급을 확대한 점, 고용지원수당 수급자에 대해서
자격을 확대한 점, 사전 규제를 축소한 점 등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용연금부의 담당자는 인터뷰에서 보수연합 정부가 사전에 근로
프로그램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도입과정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했다. 그 이유는 근로프로그램이 정부기구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민영화
와 민간시장을 확대하려는 보수연합 정부의 구상과 잘 맞아떨어졌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근로프로그램의 경쟁 입찰은 2010/11회계연도에 2단계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1단계는 근로프로그램 풀에 들어가기 위한 입찰이었고, 2단
계는 18개의 계약패키지지역별로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는 절차였다. 1
단계의 경쟁 입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고용서비스 전력과 전달
능력, 그리고 실적별 지급을 감내할 수 있는 재무적 체력 등을 갖추고 있
어야 한다. 2단계의 미니 경쟁에서는 177개 기관이 참여했는데, 계약패키
지지역별로는 9～17개의 기관이 참여하였다. 그 중 18개 기관이 입찰에
성공했는데, 대부분 복수의 지역들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지역마다 2∼3
개의 주계약자가 선발되게 되었다. 선정된 18개의 주계약자 중 15개가
민간부문이고 1개가 비영리기관이며, 1개가 공공부문, 그리고 나머지 1개
가 민간부문 겸 비영리기관이다. 18개의 주계약자 중 14개 기관은 하청
주기와 함께 자신들도 고용서비스를 전달하고 있으며, 4개 기관은 공급
사슬망에 모두 하청을 주기만 하고 있다.
Lane et al.(2013)에 따르면, 2012년 현재 근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
는 기관의 수는 734개이다. 거기에는 18개의 주계약자도 포함되어 있는
데, 그 중 11개의 주계약기관이 다른 지역에서 하청기관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총 727개의 하청기관이 존재하게 된다. 그 중에서 약 24%가
제1차 하청기관(Tier One Supplier)이고 68%가 제2차 하청기관이다. 나
머지 8%는 제1․2차 하청기관을 병행하고 있는 기관들이다. 하청기관들
중 약 49%가 비영리기관이고 약 35%가 민간부문이며 6%가 공공기관이
다. 공공부문은 주로 제1차 하청기관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비영리기관
은 제2차 하청기관 쪽에 약간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 하청기관 중 72%
가 하나의 주계약자와 하나의 하청계약을 맺고 있고, 나머지 28%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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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상의 주계약자와 복수의 하청계약을 맺고 있다. 공공부문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역적 한계로 인해서 1개 지역에서 하나의 주
계약자와 하청계약을 맺는 경향이 있다. 조직규모는 49% 정도가 근로자
50명 미만의 소규모 조직이고, 22%는 중규모 조직(51∼250명)이며, 나머
지 29%는 대규모 조직에 속하고 있다. 제1차 하청기관일수록, 그리고 공
공기관일수록 조직규모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2012년까지 근로프로그램으로부터 단 한 명의 사업 대상자도 넘겨받지
못한 기관이 29% 정도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근
로프로그램이 어떤 고용전달기관에는 상당한 재무적 압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근로프로그램의 운영20)
가. 기관 간 관계

근로프로그램에 등장하는 기관들은 고용연금부, 잡센터 플러스, 주계
약자, 제1․2차 하청계약자 등이다. 여기서는 그 중 고용연금부-주계약
자 관계, 잡센터 플러스-주계약자 관계, 주계약자-하청계약자 관계 등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용연금부와 주계약자 사이에는 재량권 확대
와 성과통제가 공존하는 관계가 존재하고 있다. 재량권 확대는 블랙박스
형 예산과 최소 서비스 규정을 통해서 구현되고 있으며, 성과통제는 실
적기반 급여와 시장점유율 조정 등 여러 가지 시장경쟁 메커니즘을 통해
서 실현되고 있다.
운영과정 중에서 블랙박스 예산과 최소 서비스 규정이 민간위탁기관
의 재량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의 수위까지 재
량권을 확대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블랙박스 모형은
민간위탁기관들이 자신의 서비스 전달모형을 개발할 재량권을 부여한다
20) 이 섹션은 Lane et al.(2013)과 Newton et al.(2012), 인터뷰 내용 등을 참조해서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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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서비스 전달모형은
경쟁 입찰 시 사업계획서에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 전달모형의
개발은 초기 경쟁 입찰 시점에 이미 발생하고 있는 사안이다. 지난 경쟁
입찰에서 민간위탁기관들은 자신의 과거 경험, 외국의 우수 관행, 하청기
관들의 우수 관행 등을 결합해서 자신의 서비스 전달모형을 개발해서 제
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애초에 개발된
서비스 전달모형이 비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될 때 그것을 바꿀 재량권까
지 민간위탁기관에 부여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대표
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분야는 취업 후 지원이다. 가령, 원래 면대면
인터뷰를 통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근로프로그램 참여자들 중 상
당수가 전화 접촉을 선호하고 있거나 어떤 경우에는 아예 어떤 접촉도
원하지 않아서 접촉 매체를 바꾼다든가 취업 후 접촉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관행을 도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위탁기관들은 서
비스 전달모형의 지속적인 혁신을 위해서 재량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고 지적한 반면, 고용연금부 직원들은 주계약자들이 계약 내용을 준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상의 전달모형으로부터 현저한 이탈이 있
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사후적 성과통제를 위해서 고용연금부는 주계약자에 대한 실적 관리
나 규칙준수감독 업무를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것은 급여 지급과
시장점유율 조정의 근거가 되고 있는 실적의 확인 절차로서 진행되고 있
다. 주계약자와 매달 월간 실적 검토가 있으며, 최소서비스 전달기준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주계약자를 빈번하게 방문하고
있다. 반면에 고용연금부는 하청기관과는 접촉을 거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청계약자와는 주계약자를 통해서 소통하고 있다. 그런데 고용
연금부의 주계약자 관리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실적관리가 상당히 어
려운 상태에 있다(Lane et al., 2013). 주계약자의 실적을 산출하기 위한
밑수에 관한 정보는 고용연금부의 전달기관별 이관․지급체계(Provider
Referrals and Payments : PRaP)로부터 얻은 근로프로그램 이관과 참여
자 통계지만, 실적치는 주계약자로부터 제공받는 데이터를 사용해야 한
다. 고용연금부로부터 실적 데이터를 얻을 수 있지만 타이밍상의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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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주계약자가 제공한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검증을 위해서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들의 연락처를 주계약자로부
터 입수해서 전화나 편지 등으로 직접 확인해 보는 방법이 필요한데, 참
여자들이 취업 이후에는 그러한 접촉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것도 그리 쉽지 않은 과정이다. 따라서 그것 대신 전달보증팀(Provider
Assurance Team)으로부터 받는 부가적인 데이터(지배구조 세부사항,
재무적 절차, 하청기관 구도, 데이터 보장 등)를 이용해서 주계약자의 내
부통제체제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검토하고 검증하고 있는 정도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실적기반 지급과 시장점유율 조정 등은 민간위탁기
관들이 향후의 이윤 수취 기대 속에 사전적 투자비용을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현실적으로는 다수의 주계약자들이 사전 투자비용
을 감내하기 힘들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래의 예상과 달리
이관 분량이 적고 단가가 낮은 구직수당 수급자 중심으로 이관되었기 때
문에 수입이 예상보다 적게 되었고, 동시에 은행이나 사회적 금융기관들
로부터 차입하기도 힘든 상태에 있다. 이런 재무적 위기는 고용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근로프로그램
도입 시 겨냥하고 있었던 참여자에 대한 개별화된 서비스가 줄어들 위험
이 높아지고 있다(Lane et al., 2013).
운영적 차원에서 잡센터 플러스와 민간위탁기관들의 관계는 우호적인
곳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경쟁관계가 더 지배적이어서 상호 협력적 관계
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인터뷰에 응한 잡센터 플
러스 직원 노동조합 간부의 표현에 따르면 경쟁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적
대적인 관계로까지 발전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한다. 잡센터 직원들은 고
용서비스가 민간기관에 외주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고, 민간기관의
영리성 때문에 근로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훈련 투자를 게을리 한다든
가 취업하기 용이한 사람에게 고용서비스를 집중하는 크리밍효과 등에
대해서 비판적인 점 등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근로프
로그램의 성공을 위해서는 잡센터 플러스와 민간위탁기관의 공조가 필요
한데, 양자 간의 소통과 신뢰가 낮다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주계약자는 제1차 하청기관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주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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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하청기관 관계는 주로 제1차 하청기관과의 관계이다. 이 관계는 주
계약자가 주도하는 원․하청관계이지만, 이 관계에서 주계약자가 하청기
관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Lane et al.(2013)에 따르면, 하청기관의
약 52% 정도가 유연성을 누리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는데, 재량권이 더
많은 주계약자가 하청기관에 더 많은 재량권을 주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특히 훈련이나 워크숍과 같은 특정 전문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2
차 하청기관의 경우에는 서비스 전달에서 더 많은 재량권과 통제권을 갖
고 있는 경향이 있다.
주계약자와 하청기관의 관계에서 일차로 중요한 것은 이관되는 구직
자 수이다. 근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구직자는 먼저 잡센터 플러스로부
터 주계약자에게 무작위적으로 할당되어 이관되는데, 그러면 주계약자는
그들을 포괄적 서비스를 전달하는 기관(end-to-end provider)에 이관하
게 된다. 여기서 포괄적 서비스를 전달하는 기관은 주계약자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제1차 하청기관이 될 수도 있다. 근로프로그램의 참여자가 주
계약자에게 무작위적으로 할당되지만, 제1차 하청기관에 할당될 때에는
지역적 근거리나 참여자의 특성 또는 니즈를 반영하여 배당된다. 주계약
자와 제1차 하청기관의 관계에서 이관되는 구직자 수가 일차적 관심사인
데, 어떤 곳에서는 사전에 최소 분량을 합의하기도 한다고 한다. 이제까
지는 제1차 하청기관들은 대부분 애초의 예상보다 더 많은 분량의 이관
을 받고 있는데,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구직수당 수급자 수가 많이 늘었
고 고용지원수당 수급자 수는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참여자의
구성이 원래의 예상과 달라졌기 때문에 고용지원수당 수급자와 같은 특
수한 장애요인을 가지고 있거나 특수한 니즈를 가지고 있는 취약계층을
주된 사업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하청기관들은 충분한 분량의 이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처럼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고용서비스․복지 전달기관은 주로 제2차 하청기관에 많이 분포되
어 있기 때문에 근로프로그램의 도입으로 타격을 받은 곳들은 제2차 하
청기관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주계약자가 하청기관에 지급하는 급여 조항(payment terms)은 제1차
하청기관과 제2차 하청기관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대부분의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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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하청기관들은 고용연금부-주계약자의 급여 조항과 동일한 실적기반
지급이거나 그와 유사한 변형된 모형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Lane et
al.(2013)에 따르면, 주계약자는 그 중 10∼20% 정도를 관리비 명목으로
공제하고 있다. 따라서 실적기반에 따른 리스크는 대부분 공급사슬을 통
해서 아래로 전이되어 제1차 하청기관과 공유되고 있다. 반면에 제2차
하청기관은 통상 서비스별로 또는 참여자수별로 설정된 고정적 수수료가
지급되고 있다. 이처럼 사전에 설정된 요금은 제2차 하청기관을 실적기
반 리스크로부터 보호하고 있지만, 주계약자와 제1차 하청기관의 현금
흐름이 타이트할 때 이관의 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제2차 하청기관도
실적기반 리스크를 일부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주계약자들은 하청기관들의 성과를 관리하고 성과개선을 지원하는 여
러 가지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이런 활동들은 제1차 하청기관들
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 주계약자는 하청기관들을 관리하는 전담직원
들을 두고 있는데, 그들이 월별로 또는 주별로 하청기관을 만나서 성과
를 논의하고 있다. 성과가 낮은 하청기관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발
생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주계약자들이 하청기관의 성
과를 독촉하기 위해서 점유율을 조정하거나 실적표를 공개하는 등 경쟁
원리를 사용하기도 한다. 때때로 하청기관의 고성과자에게 현금 보너스
를 지급하는 등 경쟁이 하청기관의 개별 직원 단위까지 적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하청기관의 직원들에 대한 역량개발을 위해서 훈련프로그램들을
제공하기도 한다.
주계약자는 하청기관들을 관리할 때, 앞에서 언급한 멀린기준(Merlin
Standard)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멀린기준의 준수 방안 중 하나
로서 멀린 인증의 취득이 주계약자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참고로 2012년에 모든 주계약자들이 멀린 평가를 통과했으나, 하청기업
의 절반 정도는 멀린 기준의 효과성이 낮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어서 아
직 정착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Lane et al., 2013).
마지막으로 근로프로그램이 고용서비스 전달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최소한 하청기관들에 대한 영향은 긍정적이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Lane et al.(2013)에 따르면, 하청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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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전달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곳이 71%, 사업대
상자 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곳이 73%, 재무적 회전율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곳이 83%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제2차 하청기관에 대한 영향이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1
차 하청기관들은 부정적 영향을 덜 받고 있지만, 다수가 재무적 생존 가
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그 결과 일부 하청기관들이 입찰 시 참여했던 공
급사슬망을 떠나는 경우들이 발견되고 있다. Lane et al.(2013)에 따르면,
약 9%가 원래의 공급사슬망을 떠났다고 한다. 앞의 논의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탈의 주된 이유는 실적기반 기금 모델에 대한 우려, 주계약자
가 제시하는 지급 조건의 열악성, 너무 적은 분량의 이관 제안, 높은 지
급률에 해당하는 참여자 집단의 이관 불가능 등이다. 하청기관의 이탈로
인한 공백은 주계약자의 분량을 높이든가 아니면 다른 제1차 하청기관에
이관함으로써 메우고 있다.
나. 구직자 관리

근로프로그램의 참여자에 대한 고용서비스의 전달은 잡센터 플러스에
서 시작해서 민간위탁기관까지 이어져 오기 때문에 민간위탁과 이관, 근
로능력평가, 고용 지원, 고용유지 지원 등의 과정을 밟아간다. 그리고 근
로프로그램 참여자가 규칙을 위반하게 되면 제재 절차가 적용되게 된다.
구직자나 복지급여 수급자가 근로프로그램에 편입될 자격을 얻게 되
면, 잡센터 플러스는 그들에게 근로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들을 제공한다.
잡센터 플러스가 제공하는 정보는 근로프로그램의 목적과 지원 내용, 참
여자의 의무사항 등인데, 민간위탁기관들의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잡
센터 플러스 직원들의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극히 일반적인 정보만 제공
되는 경향이 있다. 잡센터 플러스는 자발적 참여자들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다소 형식적인 정보제공으로 끝나기도 한다. 잡센터 플
러스 직원들이 자발적 참여자들을 근로프로그램에 이관하려는 의지도 약
하고 그에 관한 전문적 지식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잡센터 플러스와 별
개로 민간위탁기관들도 잠재적 참여자들이 편입되기 전에 고용서비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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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가용한 고용지원 방식, 전달기관, 참여자의 의무사항 등에 관한 정보
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세션은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유선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그런데 근로프로그램 참여자와 민간위
탁기관이 서로 매칭되기 전 상태이고 매칭이 무작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제공 세션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사정들
때문에 자발적 참여자가 근로프로그램에 편입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으로 알려져 있다(Newton et al., 2012).
정보제공 세션을 거친 후 근로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사람이나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무작위로 민간위탁기관
들에 배당된다.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통제 목적 때문에 무작위 할당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은 참여자의 니즈나 선호도에 부합되는 전달
기관의 선택을 막는 부작용도 있다. 잡센터 플러스에서 민간위탁기관으
로 이관되는 과정은 양자 간의 경쟁적 관계 때문에 매끄럽지 않은 경우
들이 자주 발견되고 있다. 근로프로그램에서는 이관 시점에 잡센터 플러
스, 근로프로그램 전달기관, 근로프로그램 참여자 등 삼자가 회동하는 최
초의 회의(주로 면대면)를 가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따뜻한 이관
(warm handover)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Lane et al.(2013)과 Newton et
al.(2012) 등에 따르면, 따뜻한 이관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근거가
별반 없다고 한다. 주계약자들은 전달기관 위탁 및 지급 시스템(Provider
Referral and Payment System)으로부터 참여자에 관한 정보를 얻고 있
는데, 그 내용들은 이름, 나이, 인종, 주소, 수급자 유형, 자발성 여부, 자
격증, 잡센터 플러스와의 접촉 빈도, 잡센터 플러스의 행동계획 등이다.
근로프로그램에 편입된 후 첫 번째 지원은 참여자의 취업준비도 평가
이다. 그것을 통해서 참여자의 배경 지식, 직업경력, 취업 장애요인의 성
격과 유형 등 취업준비도 유형 구분에 필요한 정보들을 확보하게 된다.
이 평가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초기 평가, 정교한 평가 툴의 사용, 상담자
와 참여자의 토론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평가 툴은 민간기관마다 다
르기 때문에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이 평가과정은 다음의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 정보의 확보 과정이자 참여자의 비현실적인 기대를 관리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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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지원은 주로 전통적인 상담 지원과 실행계획 등으로 구성되는데,
특수한 장애요인을 가지고 있는 참여자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이나 의료서
비스와 같은 특수 분야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취업 지원의 내용은 참
여자 유형별로 지원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취업준비 정도가
높은 참여자에 대해서는 직업탐색 지원, 지원서와 이력서 작성, 빈 일자
리 탐색, 취업클럽 등 기초적인 취업지원에 머물고, 중간장애 집단에 대
해서는 그것들 외에 직업훈련이 추가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그들의
특수한 장애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특수 분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전형적인 상담지원과 실행계획 등은 포괄적 서비스 전달기관(end-toend provider)이 주로 담당하고, 특수 분야 서비스는 특수 분야 전문기관
(specialist provider)나 특정 서비스 전업기관(spot provider) 등이 전달
하게 된다. 따라서 포괄적 서비스 전달기관은 지역 베이스로 구분되어
있고, 특수 분야 전문기관은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다. 참고로, 포괄적 서
비스 전달기관은 주로 주계약자나 제1차 하청기관들로 구성되어 있고,
특수 분야 전문기관은 주로 제2차 하청기관들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다.
특수 분야 전문기관을 활용할 것인가 여부는 중앙에서 주계약자가 결
정하기도 하고, 제1차 하청기관이 결정하기도 하는 등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상담지원은 일반적으로 참여자별로 개인 상담사를 배치하고 있는데,
최소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만나고 있다. 취업준비도가 높은 경우에는 1
주에 두세 번 만나기도 한다. 이때 상담사들은 재무적 제약 속에서 자신
의 일정과 지원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자금이 많
<표 3-2> 참여자 유형별 지원
유형

지원

(1) 준비된 집단

직업 탐색 지원, 지원서, 이력서, 빈 일자리 탐색, 취업클럽

(2) 중간 장애 집단

(1)+ 일반적 직무 훈련, vocational skills 훈련

(3) 취약계층

(1)+(2)+ 취약계층의 특성별 지원(건강, 장애 등). 사회적,
봉사활동 경험 등

자료 : Newton et al.(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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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들어가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
용이 적게 드는 단기코스를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개인별 상담은 참여
자의 실행계획으로 이어지는데, 그것은 참여자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
한 것임과 동시에 참여자의 진척 정도를 감독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실행계획을 수립한 이후 주기적인 검토 세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상담사의 업무량에 따라 2주가 되기도 하고 한 달이 되기도 한다.
고용유지 지원(in-work support)은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가 그 고용
을 계속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서 근로프로그램의 고유한 사업내용
이자 역점 사업이기도 하다. 활성화정책의 압력에 밀려서 복지급여자들
이 마지못해 저임금 직종에 취업한 후 이내 실업자로 되돌아오는 악순환
구조에 빠져 있었던 이전의 고용정책 프로그램들에 대한 반성적 비판으
로부터 취약계층의 고용유지 방안으로 근로프로그램이 제시되었던 것이
다. 그런데 취약계층의 고용유지에 대한 인센티브가 고용전달기관에 제
공되고 있는 것도 근로프로그램의 특징 중 하나이다.
고용유지 지원은 새로운 사업 영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개척의 여지가
많은 분야여서 기관마다 다양한 접근법이 사용되고 있다. 어떤 기관에서
는 고용유지 지원을 취업 지원 상담사가 계속 맡기도 하지만 별도의 전
문가팀에게 넘기는 경우가 더 많다. 어떤 기관에서는 취업 전에 참여자
의 고용 중단 위험성을 평가해서 고위험군은 이전의 상담사가 담당하고
저위험군은 전문가팀에게 넘기고, 다른 기관에서는 취업 이후에만 고용
유지 지원을 하고 있기도 하다. 지원의 내용은 참여자의 직장생활이 어
떠한지, 문제는 없는지 등을 점검하는 수준에 머물기도 하고, 특정한 문
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부가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다. 전반적으
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지만, 아직 정교한 방법들이 잘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근로프로그램 참여자들이 규칙을 위반하게 되면 제재를
가하는 절차가 있다. 두 가지 주된 규칙위반은 근로프로그램 불참과 구
직활동 태만과 같은 구직자협약 불이행 등이다. 자발적 참여자는 제재의
대상이 아니지만 자발성 여부에 관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자발
적 참여자들도 제재를 받는 경우가 많다. 참여자들에 대한 제재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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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센터들(Benefit Delivery Centres)의 권한 사항이고 민간기관은 규
칙위반자들을 그 기관에 신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민간전달기관의 핵
심성과지표에 제재량 목표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기관들이 신고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대규모 전달기관들에서는 중앙의 전담 신고팀이, 소규
모 기관들에서는 담당 상담사가 신고를 담당하고 있다. 전담팀의 경우에
는 기계적으로 신고하는 경향이 있고, 상담사들은 참여자와 관계 유지를
위해서 신고를 자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규칙위반자의 신고가 핵심
성과지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담사의 재량권을 줄이고 신고건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Newton et al.(2012)에 따르면, 전체 참
여자 중 5∼20% 정도가 규칙위반자로 신고되고 있다고 한다.

4. 근로프로그램의 효과
근로프로그램의 고용 성과는 원래의 예상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
처럼 낮은 성과가 근로프로그램 자체의 문제인지, 금융위기 등의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프
로그램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예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근로프로그램의 목표치와 실적치를 아래에 소개하고자 한다.
근로프로그램의 목표치는 어떤 정책적 개입도 없는 상태에서 예상되
는 고용성과(policy-off performance level) 추정치에 10%를 가산하여
설정하고 있다. 25주 이상의 장기실업자에 대한 고용성과 추정치는 다음
과 같다 : 1차년도에 5%, 2차년도에 25%, 3차년도에 30%. 이에 따라 근
로프로그램의 목표치는 1차년도에 5.5%, 2차년도에 27.5%, 3차년도에
33%로 설정되었다. 그런데 Mulheim(2011)에 의한 성과추정치는 1차년
도에 4.1%, 2차년도에 20.5%, 3차년도에 27.8%로 나타나고 있어서 목표
치 달성에 실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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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소 결

이상에서 본장은 기존의 문헌 연구와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서 영국
의 지역고용정책 사례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영국의 지역고용정책은 아
이러니컬하게도 중앙정부가 주도하거나 통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
문에, 지방자치단체나 지방 고용기관만이 지역고용정책의 주체가 아니고
중앙정부의 지방 사무소까지 포괄하는 고용기관들을 주체로 내세워 해당
지역의 고용문제에 특화된 접근법을 취하려는 모든 시도들을 지역고용정
책의 범주에 포함해서 분석하였다.
본장의 분석결과는 먼저, 영국의 지역고용정책은 중앙집권적 고용정책
의 전통 속에서 자라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에서 중앙집권적
고용정책이 강했던 이유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등이 거론되지만,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지방자치 전통의 취약성과 지방정부의 고용역량 취약성
에 있었다. 1990년대 이후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들이 있
었고, 지방과 중앙정부를 연계하는 광역단위의 공공기관들이 설립되어
지방정부의 경제개발이나 고용정책을 지원해 주려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별반 성공적이지 못했고, 최근의 보수연합 정부의 등장과 함께 폐지 수
순을 밟아가고 있다.
영국 고용정책의 또 한 가지 특성은 장기실업자와 복지수급자들을 근
로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복지급여의 수급을 고용프로그램 참여와 구직노
력 등을 전제로 하는 활성화정책이다. 활성화정책은 영국의 고질적인 복
지의존적 장기실업자들을 취업시키는 데 상당한 성과를 냈지만, 빈곤과
실업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특정 지역들이 존재하고 저임금과 실업의
악순환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취약계층들이 온존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
들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지역고용정책이 주목을 받았다. 중앙정부의 표
준화된 고용서비스로도 해결되지 않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를 그들에
근접해 있고 그들의 실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지역의 고용전달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살리는 것이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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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그것을 위해서 그들에게 재량권을 주고 그 지역에 특화된 고용
정책을 실시해 보도록 하자는 것, 그리고 취약계층이 가지고 있는 다차
원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지역 고용전달기관들의 다기관 간 공동 작
업을 활용해 보자는 것이 영국 지역고용정책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였다.
이런 점에서 영국의 지역고용정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지역고용정책
이었고, 그만큼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지역고용정책이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취했던 두 가지 접근법을 실험적으로 도입해 왔다.
하나는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지역 고용전달기관들의 컨소시
엄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지역적으로 특화된 고용정책을 실행해 보도록
추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간위탁을 통해서 고용정책을 지역화하
려는 시도였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했던 고용서비
스 프로그램들에서 이 두 가지 접근법이 시도되었다. 고용지구, 유연뉴
딜, ‘근로로 가는 경로’ 등이 좋은 예들인데, 이 세 가지 프로그램 모두에
서 처음의 시범 사업에서는 첫째 접근법이 실험되었으나 실제 시행에서
는 민간위탁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민간위탁 방식이 중앙정부의 통제
아래 있는 지역고용정책의 구조적 특성에 더 잘 들어맞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영국의 지역고용정책에서 지역의 공공고용전달기관들의
파트너십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도시전략 시범사
업이었고 민간위탁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은 근로프로그램이었는데, 현재
는 결국 근로프로그램이 지배적인 고용서비스 사업으로 등장하였다.
도시전략 시범사업은 경제호황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실업률
을 보이고 있는 빈곤지역의 취약계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
입되었다. 이것을 위해서 중앙정부가 지역 고용전달기관들로 하여금 다
기관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하고 그 컨소시엄이 해당 지역에 특화된 지역
고용정책을 수립․실시하도록 예산을 지원하였다. 그 결과 지역 컨소시
엄은 지역고용정책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게 되었지만, 중앙정부의 예산
에 의존하고 경쟁 입찰을 통해서 도시전략 시범사업을 수주해야 하기 때
문에 여전히 중앙정부의 통제권은 남아 있었다.
2007년까지 도시전략 시범사업 지역은 15개가 선정되었다. 지역별 편
차는 있지만, 참여기관들은 지방정부, 잡센터 플러스, 학습숙련협회, 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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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구, 지역상공회의소, 고용주협회, 평생교육기관, 노조대표, 비영리
기관, 보건의료기관 등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고용․복지기관들이었다.
예산은 중앙정부의 교부금으로서 착수금, 빈곤지역기금 활용, 보상기금
등이 있었고, 지역 파트너들의 예산, 유럽사회기금, 학습숙련협회 기금,
광역개발기금, 웨일스정부 기금, 스코틀랜드 공정사회 기금 등도 있었다.
도시전략 시범사업은 지역 파트너십 작업을 위해 이들 기금을 공동기금
의 풀로 만드는 경우보다는 파트너들 사이에 정렬시키는 수준에서 파트
너십을 발휘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도시전략 시범사업의 지배구조와 전
달체계의 구성에 대해서는 지역 파트너들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대체로 최상위의 대표자회의를 두고 그 밑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있다.
대표자회의는 주요 파트너들의 핵심요원이 참석하는 최고의결기구이고,
실무위원회는 도시전략 시범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핵심 실무진들
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전략 시범사업은 세계적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제1단계 사업에서 설정되었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제2
단계 사업에서도 영국의 전체 고용률 평균이나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지역
의 고용률과 비교해 볼 때 현격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원래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대표적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인 근로프로그램은 최소서비스 규정
과 블랙박스형 예산을 통해서 사업계획과 전달 방식, 예산사용 등에 관
한 재량권을 민간기관에 부여하였다. 그러나 근로프로그램도 여전히 중
앙정부의 통제 아래 있었다. 중앙정부의 통제는 경쟁 입찰 등을 통한 투
입통제와 실적별 지급과 시장점유율 조정 등을 통한 성과통제 등의 형태
를 취하고 있었다. 근로프로그램이 이처럼 시장경쟁을 고용서비스시장에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쟁적 구조를 감내하면서 고용서비스 역
량을 제고할 수 있는 대기업을 주계약자로 하고, 나머지 중소규모의 고
용전달기관들을 하청 계열화하는 공급사슬망을 갖추도록 유도하였다. 결
국 근로프로그램에서는 지역 고용전달기관 간 연계성을 원․하청관계를
통해서 확보하고, 민간기관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지역적으로 특
화된 고용서비스 전달을 촉진하는 데 포인트가 있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들을 보면, 영국의 지역고용정책이 취했던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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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법들, 즉 지역파트너십과 민간위탁 등이 아직까지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 중심의 도시전략 시범사업은 지역 파트너십
구축에 부분적으로 성공했지만 충분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고, 고용성과
측면에서도 원래 기대했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근로프로그램은 현
재 시행 중이기 때문에 평가가 이르기는 하지만, 영국 고용서비스시장을
재편하면서 상당한 혼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아직까지 기대했던
고용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영국의 지역고용정책은
여전히 시행착오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보고자
한다.
영국의 지역고용정책이 우리나라 지역고용정책에 주는 시사점들을 정
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영국과 우리나라는 모두 중앙집권적인 고
용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영국의 고용정책이 중앙집
권화되는 큰 이유 중 하나를 지역고용정책 역량의 부족에서 찾아내고 있
는데, 우리나라도 동일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사회가 발전하면
서 지역고용정책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역량 부족으로 지역고용정책의 활성화를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은 막아
야 한다. 지역고용기관들의 고용정책 전달역량이 단기간에 구축되는 것
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지금부터 그것을 구축해나가는
과정들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고용정책 역량을 준
비해 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중앙고용정책과 지역고용정책의 역할분담이 요구되고 있다. 중
앙집권적 전통이 강할 경우 어느 날 갑자기 고용정책의 지역화를 추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앙고용정책의 역할이 여전히 남아 있게 된다. 영국
의 경우 일반적인 구직자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역고용정책을 활용하려는 문제의식이 뚜
렷하게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역고용정책의 현실적인 발전 경
로는 중앙정부의 고용정책으로 해결되지 않는 잔여분을 지역고용정책이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중앙정부의 표준적인 접근법으로 해결되
지 않는 분야들로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찾아볼 필요가 있다.
지역고용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권을 어느 정도 부여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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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요한 시사점이다. 영국에서는 지역고용정책에 대해서 재량권을 주
는 경우에도 중앙정부가 계속 통제권을 놓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된 이유 중 하나로 지방정부의 역량과 동기에 대한 중앙정부의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동시에 지역고용정책이 아직 안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통제권을 놓을 경우 지역고용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알
수 없다는 불안감도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중앙집권
화된 지역주의가 지역고용정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측면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고용정책에서 지역 내 고용기관들 사이의 연계성을 어떻게 확보
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이다. 지역 내 고용기관들을 보면 그 지역의 토
착 기관들도 있지만 주된 기관들은 중앙정부의 지방사무소이거나 산하
기관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
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지역 파트너십 구축 측면에서 영국의 지
역고용정책도 성공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시사점이 제한적이
기는 하지만, 지역 기관들의 재량권 확대, 지역 기관에 대한 지나친 성과
통제의 억제, 지역 내 주도적 기관 또는 준거기관의 존재 등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지역고용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노동수요관
리이다. 영국의 지역고용 프로그램들이 활성화전략의 전통 속에서 지나치
게 노동공급만을 관리하고 있어서 지역고용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
으로 평가된다. 이런 점에서 지역고용정책이 왜 지역경제개발과 함께 묶
여서 논의되는 경우가 많은지, 지역고용정책에서 중요한 이해관계자로서
고용주들을 왜 반드시 포함하는지 등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
인다.
마지막으로 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이 지역고용정책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을 통해서 지역의 실정을 반영할
수 있고, 원․하청관계를 이용해서 지역 고용기관 간 네트워크와 공동
작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고용정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국의 근로프로그램 경험은 고용
서비스 민간시장을 제도화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

제3장 영국: 중앙 통제적 지역고용정책의 실험

83

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민간위탁기관의 고용서비스 방식이 기존의 활성
화전략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서비스전달에서 혁신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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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프랑스 :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기반 지역고용정책

제1절 서 론

이 장에서는 프랑스 지역고용정책 및 평가체계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특성을 파악한다. 또한 프랑스 지역단위에서 발견되는 지역고용관련 사
례를 분석한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 국내 지역고용정책 수립 및 프로
그램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프랑스의 푸아투샤량트라는 지역(région)을 대상으로 하여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 내 고용관련 주체들(고용지원, 훈련, 고용창출
등)과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고 협력관계를 분석한다. 또한 지역의 고용
훈련서비스, 일자리 창출, 교육, 훈련, 경제산업정책의 특성을 파악한다.
그리고 지역고용정책관련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를 분석하며, 지역 내 고
용창출전략, 제도 및 프로그램 등을 설명한다.
푸아투샤랑트 지역은 뒤에서 상술하겠지만, 프랑스의 각 지역 중 대도
시 중심이 아닌 지역으로 지역고용정책의 단면을 잘 보여줄 수 있고, 지
역 생산, 지역 실업률의 평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프랑스 지역고용
정책의 평균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
근 환경, 사회적경제, 기술혁신 분야 등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지역선정의 배경이 되었다.
프랑스 지역고용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주요한 방법은 크게 두

제4장 프랑스: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기반 지역고용정책

85

가지이다. 한 가지는 현지 출장을 활용한 면담 및 자료 수집이다. 프랑스
푸아투샤량트 지역을 방문하여 지방정부 고용관련 기관과 고용관련 중앙
기관 및 프로그램 운영 및 연구기관 등을 방문하여 심층면접과 자료수집
을 진행하였다. 또한 프랑스 지역고용 전문가를 면담하여 지역고용정책
의 현황과 방향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다른 한 가지는 프랑스 지역고용과 관련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연구물
의 분석이다. 프랑스 노동관련 중앙부처, 푸아투샤량트 지역정부 고용관
련 기관들의 온라인 사이트에 게재된 자료들과 유럽 및 프랑스 지역 고
용관련 오프라인 연구물을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제2절 프랑스 및 푸아투샤랑트 지역 경제 및 고용 개관

1. 프랑스
가. 경제 및 인구 현황

최근 10년 동안 프랑스 경제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초반에는 2% 전
후의 성장을 보이다가 2008년과 2009년 금융위기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
인 이후 회복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2년 다시 급격한 성
장 둔화를 보였다.
<표 4-1> 프랑스 국내총생산 변화율 추이
(단위 :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증가율
(전년대비)

0.9

2.5

주 : 전년가격 대비.
자료 : 프랑스 통계청(INSEE).

1.8

2.5

2.3

-0.1

-3.1

1.7

2.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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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프랑스 최근 인구변화 추이
(단위 : 천 명, %)

전체

남

여

증가율(전년대비)

2002

61,385

29,759

31,626

0.73

2003

61,824

29,957

31,867

0.72

2004

62,251

30,152

32,099

0.69

2005

62,731

30,366

32,365

0.77

2006

63,186

30,570

32,616

0.73

2007

63,601

30,782

32,819

0.66

2008

63,962

30,958

33,004

0.57

2009

64,305

31,126

33,179

0.54

2010

64,613

31,280

33,333

0.48

2011

64,949

31,447

33,502

0.52

2012

65,281

31,612

33,668

0.51

2013

65,586

31,769

33,817

0.47

주 : 2010년은 수정치, 2011년은 수정치, 임시치(2012년말), 2012년은 수정치, 임시
치(2012년말), 2013년은 임시치(2012년말).
자료 : 프랑스 통계청.

프랑스 인구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2년부터 2013년까지
0.4～0.8%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전반기 0.7%
전후의 인구증가율이 후반기에는 0.5% 전후로 감소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남녀 비율애서는 여성 비율이 꾸준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013년 현재 여성 비율이 52% 정도로 남성보다 4%포인트 정도 높다.
나. 고용 현황

프랑스는 최근 20년 동안 15～64세 인구 중 67～70%가 경제활동에 참
가하고 있고, 60～64%가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
률 모두 최근 2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최근 10년 기간 중
에는 경제활동참가율이 70%를 넘는 가운데, 고용률도 64% 전후를 나타
내고 있어 전반적인 고용상황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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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동 기간 중의 실업률 변화를 보면, 고용률이 급격하게 증가하
였던 2000년대 초반 8% 전후를 기록하던 기간을 제외하면 9% 내지
10% 전후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25세 미만 청년들의 실업률은 동 기간
중 15～23%로 전체 실업률의 약 2배가 넘고 있어, 청년들의 실업문제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청년실업률은 23% 전후로 전체실업률의 2.5배에 육박하고 있다.
<표 4-3> 프랑스 고용 현황 추이
(단위 : %)

경제활동참가율
(15∼64세 기준)

고용률

실업률

청년실업률
(25세 미만)

1992

67.4

1993

67.6

61.3

9.0

18.6

60.8

10.0

21.4

1994

67.7

60.5

10.7

21.6

1995

67.9

61.0

10.0

20.2

1996

68.5

61.2

10.6

22.3

1997

68.2

60.9

10.7

21.4

1998

68.5

61.4

10.3

21.1

1999

68.8

61.9

10.0

18.8

2000

69.0

63.1

8.5

15.4

2001

69.1

63.7

7.7

15.9

2002

69.4

63.9

7.9

17.0

2003

69.9

63.9

8.5

19.6

2004

70.0

63.7

8.9

20.2

2005

69.9

63.7

8.9

21.1

2006

69.8

63.6

8.8

21.2

2007

69.9

64.3

8.0

18.3

2008

70.0

64.8

7.4

20.2

2009

70.5

64.0

9.1

23.6

2010

70.5

63.8

9.4

22.0

2011

70.4

63.9

9.2

22.3

자료 : 프랑스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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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프랑스 지역의 구분과 지역별 경제 및 고용 현황

프랑스는 본토만을 대상으로 할 때 총 22개의 레지옹(régions)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각 레지옹은 데파르트망(départements)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각 데파르트망은 더 작은 단위인 코뮌(communes)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지역을 구분하는 행정단위 이외에 경제 및 고용과 관련한 다른
<표 4-4> 프랑스 22개 레지옹(régions)별 지역총생산과 실업률 현황
(단위 : 백만 유로, %)

지역
Alsace
Aquitaine
Auvergne
Basse-Normandie
Bourgogne
Bretagne
Centre
Champagne-Ardenne
Corse
Franche-Comté
Haute-Normandie
Île-de-France
Languedoc-Roussillon
Limousin
Lorraine
Midi-Pyrénées
Nord-Pas-de-Calais
Pays-de-la-Loire
Picardie
Poitou-Charentes
Provence-Alpes-Côte d'Azur
Rhône-Alpes
전체
주 : 1) 2005년 기준.
자료 : 프랑스 통계청.

1)

지역총생산(2011년)
52811
87498
33125
35066
41754
80997
65363
34676
8064
28512
49520
607439
62978
17268
55140
77643
100112
97754
44843
43529
143680
192882
1960654

실업률(2012년 4분기말)
9.2
10.2
9.3
9.7
9.7
9
9.7
11.2
10
9.9
11.6
8.8
14.3
9.5
10.7
10.4
14
9
12.3
9.8
11.7
9.2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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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도 존재하는데, 각 데파르트망은 다시 작은 규모 지역인 페이(pays)
와 대도시권(코뮈노테 다글로메라시옹, communauté d’agglomération)
및 중소도시 연합체(코뮈노테 드 코뮌, communauté de communes)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선거구인 캉통(canton)도 존재한다.
<표 4-4>에서 보듯이 각 레지옹의 생산/고용 현황은 차이가 크다. 프
랑스 전체 생산액의 1/3 정도를 차지하는, 프랑스 수도 파리를 포함하는
일드프랑스(Île-de-France) 레지옹(région)과 섬 지역인 코르스(corse)를
제외해도, 산간지역인 프랑슈콩테(Franche-Comté)의 지역총생산액은
일드프랑스 북쪽 공업지역인 노르파드칼레(Nord-Pas-de-Calais)의 지
역총생산액의 1/3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고용현황을 보더라도 프랑스 전체 평균 실업률이 10.2%인데 지중해
연안 지역인 랑그도크루시용(Languedoc-Roussillon)에서는 경제활동인
구의 14.3%가 실업상태에 놓여 있으며, 프랑스의 중심인 일드프랑스 지
역에서는 실업률이 8.8%를 기록하고 있어 격차가 5.5%포인트에 이르고
있다.
2. 푸아투샤랑트 지역 경제 및 고용 현황21)
가. 개관

프랑스의 푸아투샤랑트(Poitou-Charentes) 지역은 프랑스 중서부에
위치한 레지옹(région)이다. 프랑스 수도인 파리로부터 포도주의 명산지
보르도까지 이어지는 A10 고속도로가 지역을 관통하며, 역시 파리와 보
르도 지역을 연결하는 고속기차 대서양선(TGV Atlantique)의 경유지역
이다. 지역의회가 소재한 푸아티에(Poitiers)를 기준으로 할 때 파리에서
부터 거리는 약 347km(구글 지도, 자동차 주행 거리 기준)이고 자동차로
3시간 30분 정도, 고속기차로 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푸아투샤랑트 지역은 천연자원이 풍족한 곳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으
나 라로셸(La Rochelle) 등 해양 관광지와 퓌튀르스코프(Futurscope) 등
21) 푸아투샤랑트 지역의회 홈페이지, 프랑스 통계청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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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테마 파크 등에 힘입어 관광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환
경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주택 건축을 유인하고 있
으며, 이에 따라 신규 건축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곳이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수는 2010년 1월 1일 기준으로 약 177만
명이며 이는 프랑스 전체 인구의 약 2.8%에 해당한다. 1999년과 2010년
기간 중 매년 평균 12,000명의 인구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평균 0.7%가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인구의 증가는 지역의 최근 경제활성화와 관련이
있는데, 이 지역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지역 경제성장률이 프랑스 평균
을 상회하기 시작하였다.
지역 의회는 55명의 지역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장은 사회당적을
가진 세골렌 루아얄(Ségolène ROYAL)이다. 2013년 예산(잠정)은 915백
만 유로이며 이는 2005년도 예산 494백만 유로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
한 수치이다. 예산의 구성을 살펴보면, 교육과 훈련 분야에 가장 많은 예
산이 배정되어 각각 26%, 23%가 투입되고 있다22).
푸아트샤랑트 레지옹(région)은 행정구역상으로 볼 때 79개의 되세브
르(Deux-Sèvres), 86개의 비엔(Vienne), 17개의 샤랑트마리팀(Charente
-Maritime), 16개의 샤랑트(Charente) 등 4개의 데파르트망(département)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데파르트망은 다시 아롱디스망(arrondissement)
으로 구성되는데 4개 데파르트망에 모두 14개의 아롱디스망이 있다. 그
밑으로 가장 작은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인 1,462개의 코뮌(commune)이
있다. 행정구역 단위와 달리 경제 및 고용과 관련한 다른 구획도 존재하
는데, 각 데파르트망은 다시 작은 규모 지역인 26개의 페이(pays)와 7개의
대도시권(코뮈노테 다글로메라시옹, communauté d’agglomération) 및 97
개의 중소도시 연합체(코뮈노테 드 코뮌, communauté de communes)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선거구인 캉통(canton)이 157개가 존재한다.

22) Région Poitou-Charentes Le budget 2013, http://www.poitou-charentes.fr/
content-alfresco-portlet/document?uuid=30a04f99-49ef-11e2-8621-234446bac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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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프랑스 행정구역 지도

자료 : http://cufr-prpagrandesecolesfranaises.blogspot.kr/2011_10_01_archive.html

나. 지역 경제 상황

푸아투샤랑트 지역의 지역총생산은 2010년 423억 유로, 2011년 435억
유로이다. 2011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이는 프랑스 전체 국내총생산의
2.2%에 해당한다. 위에서 본 인구 비중 2.8%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이
러한 모습은 1인당 지역총생산과 1 일자리당 지역총생산을 다른 지역들
과 비교하면 잘 나타난다.
<표 4-5>에서 볼 수 있듯이 푸아투샤랑트 지역의 1인당 지역총생산
은 2011년 24,386유로로 프랑스 22개 지역 중 16위이다. 이는 평균보다
적고, 경제집중지역인 파리를 포함하는 일드프랑스 지역을 제외한 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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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프랑스 지역별 총생산, 1인당 총생산, 1 일자리당 총생산

Alsace

지역내총생산
(백만유로)
2010
2011
51,221
52,811

1인당
총생산(유로)
2010
2011
27,706 28,475

1 일자리당
총생산(유로)
2010
2011
67,198
68,937

Aquitaine

84,953

87,498

26,173

26,734

64,996

66,752

Auvergne

32,104

33,125

23,803

24,513

60,761

62,746

Bourgogne

40,741

41,754

24,791

25,373

62,607

64,441

Bretagne

78,284

80,997

24,374

25,021

60,731

62,414

Centre

63,735

65,363

24,979

25,546

63,397

65,144

Champagne-Ardenne

33,864

34,676

25,361

25,996

63,548

65,252

7,707

8,064

24,751

25,613

64,680

66,035

27,783

28,512

23,669

24,211

62,283

63,786

Corse
Franche-Comté
Île-de-France

589,271

607,439

49,859

51,118

98,665

101,065

Languedoc-Roussillon

61,145

62,978

23,085

23,556

64,093

65,689

Limousin

16,883

17,268

22,704

23,168

59,287

60,822

Lorraine

53,929

55,140

22,924

23,411

63,385

64,995

Midi-Pyrénées

75,574

77,643

26,119

26,615

63,616

65,050

Nord-Pas-de-Calais

97,310

100,112

24,081

24,739

64,273

65,975

Basse-Normandie

34,343

35,066

23,281

23,717

59,264

60,619

Haute-Normandie

47,870

49,520

26,011

26,807

67,376

69,832

Pays de la Loire

94,401

97,754

26,322

27,036

63,475

65,344

Picardie

43,731

44,843

22,808

23,329

65,069

66,845

Poitou-Charentes

42,346

43,529

23,853

24,386

61,400

62,864

Provence-Alpes
-Côte d'Azur

138,877

143,680

28,311

29,214

70,047

72,157

186,332 192,882
1,313,135 1,353,215
1,902,407 1,960,654

29,772
25,693
30,232

30,546
26,345
30,999

69,947
64,949
72,638

71,624
66,702
74,556

Rhône-Alpes
프랑스 지방지역 전체
프랑스 전체(본토)

주 : 2010년 수치는 반확정치, 2011년 수치는 잠정치.
시장가격, 2005년 기준.
자료 : 프랑스 통계청.

스 지방지역 평균보다 낮은 값이다. 이러한 모습은 2010년과 크게 다르
지 않다. 또한 1 일자리당 지역총생산도 2011년 62,864유로로 프랑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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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지역 중 18위이다.
푸아투샤랑트 지역의 산업 구성을 살펴보면, 농업 비중이 다른 지역들
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2개 지역 중 3위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영리 3차산업의 비중은 평균(전체와 지방)에 비해 비중이 낮다. 한편
비영리 3차산업 비중과 건설업 비중은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4-6> 프랑스 지역별 부가가치액 구성 : 2011년
(단위 : %)

Alsace
Aquitaine
Auvergne
Bourgogne
Bretagne
Centre
Champagne-Ardenne
Corse
Franche-Comté
Île-de-France
Languedoc-Roussillon
Limousin
Lorraine
Midi-Pyrénées
Nord-Pas-de-Calais
Basse-Normandie
Haute-Normandie
Pays de la Loire
Picardie
Poitou-Charentes
Provence-Alpes-Côte
d'Azur
Rhône-Alpes
프랑스지방지역
프랑스전체(본토)
자료 : 프랑스 통계청.

농업 제조업 건설업 영리3차산업 비영리3차산업
2.1
19.5
6.5
48.3
23.6
3.4
11.9
7.1
52.3
25.2
2.3
16.5
6.6
47.9
26.7
4.7
15.9
6.5
47.4
25.4
3.4
13.0
7.5
51.6
24.6
3.5
17.3
6.9
49.1
23.3
7.8
18.3
6.1
43.0
24.8
1.4
5.4
10.2
51.1
31.8
2.9
21.1
5.8
44.9
25.3
0.1
7.6
4.6
71.2
16.5
3.2
8.0
7.2
52.7
28.9
2.8
13.6
6.6
46.9
30.2
1.7
16.8
6.4
47.6
27.6
2.6
12.8
7.1
51.5
25.9
1.4
15.2
6.2
49.6
27.6
3.6
14.9
7.6
46.9
27.0
1.8
21.5
6.7
46.6
23.5
2.8
16.0
7.4
51.4
22.2
3.7
17.6
6.3
46.8
25.6
4.6
13.8
6.9
48.7
26.1
1.4

9.4

6.6

56.1

26.4

1.1
2.6
1.8

17.4
14.9
12.7

6.9
6.8
6.1

53.5
50.7
57.0

21.1
25.0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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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푸아투샤랑트 지역 총생산, 1인당 총생산, 1 일자리당 총생산 변화 추이
2008

2009

2010

2011

지역총생산

41,966

41,353

42,346

43,529

1인당 총생산

23,890

23,423

23,853

24,386

1 일자리당 총생산

60,218

59,832

61,400

62,864

주 : 2011년 자료는 잠정치.
자료 : 프랑스 통계청.

한편 푸아투샤랑트 지역 총생산의 최근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과 2009년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를 겪은 것으로 보이며, 이후 조금
씩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다.
다. 지역 고용상황23)

푸아투샤랑트 지역의 2012년 3분기 현재 실업률은 9.5%로(계절변동
조정) 프랑스 전체 평균 9.9%보다 낮다. 프랑스 전체의 경우와 비슷하게
전년에 비해 0.7%가 증가하여 실업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 말부터 감소한 실업률이 7% 정도를 기록하였
다. 하지만 금융위기로 2008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0년 초에 9%
를 넘었다가 이후 감소하였으나 2011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현재에 이르
고 있다.
이 지역의 등록된 구직자 수는 2012년 말 125,750명으로 전년에 비해
9,900명이 증가하였다. 이는 1999년 중반 117,400명을 넘은 이후 가장 많
은 숫자이며, 구직등록자 수가 가장 적었던 2008년 5월 84,700명에 비하
면 50%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등록 구직자 수를 성과 연령대별로 나누어 비교하면 여성보다는 남성
이, 청장년층보다는 고령층에서 구직자 수 증가가 더욱 뚜렷한 것을 알
수 있다. 2012년 4분기를 기준으로 할 때, 여성 등록 구직자 수가 남성에
비해 많지만, 전년대비 변화는 남성의 증가율이 높다. 연령별로는 25～49
23) DIRECCTE(2013), Bilan du marche du travail 2012와 INSEE(프랑스 통계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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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중장년층의 구직자 수가 가장 많지만 전년대비 증가율은 50세 이상
고령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한편 구직기간으로 장기구직자를 살펴보면, 2012년 4분기 현재 1년 이
상 장기구직자 수는 51,186명으로 전체 구직자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
다. 전년과 비교하면 1년 미만 구직자 수는 6.3% 증가한 데 비해 1년 이
상 장기구직자 수는 12.1%가 증가하여, 최근 장기구직자의 비중이 높아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등록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거나 훈련 혹은 활동 포기 등으로 등록
명부로부터 이탈하는 속도는 느려지고 있다. 2011년에는 전년대비 이탈
자 수가 630명이 줄어든 것에 비해 2012년에는 전년대비 이탈자 수가
4,800명이나 줄어들었다. 등록 구직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비하여
기업들이 제시하는 일자리 숫자는 감소하고 있다. 2012년 지역 고용지원
센터(Pôle-Emploi)에 등록된 일자리 수는 총 80,300개로 전년에 비해
10,600개, 11.7%가 줄어들었다. 이 중 6개월 이상 일자리 수 비중은
36.4%로 전년 34.4%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으나 프랑스 전체 평균 42.8%
에 비해서는 다소 낮다.
한편 푸아투샤랑트 지역 취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말을 기준
<표 4-8> 푸아투샤랑트 지역 등록 구직자 수 변화 추이
(단위 : 명, %)

2011(4분기)

2012(4분기)

전년대비 변화
인원

증가율(%)

남성

53,537

58,769

5,232

9.8

여성

62,303

66,981

4,678

7.5

25세 미만

20,585

22,210

1,625

7.9

25～49세

71,269

76,067

4,798

6.7

50세 이상

23,986

27,473

3,487

14.5

1년 미만 구직

70,171

74,564

4,393

6.3

1년 이상 구직

45,669

51,186

5,517

12.1

전체

115,840

125,750

9,910

8.6

주 : 계절변동 조정.
자료 : DIRECCTE Poitou-Charen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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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푸아투샤랑트 지역 취업자 구성
(단위 : 명, %)

2011(12월 31일)
임금근로자(명)

610,615

농업(%)

2.2

제조업(%)

15.0

건설업(%)

6.5

영리 3차산업(%)

41.2

비영리 3차산업(%)

35.1

비임금취업자(명)

82,867

농업(%)

26.8

제조업(%)

6.0

건설업(%)

13.1

영리 3차산업(%)

41.6

비영리 3차산업(%)

12.5

전체(명)

693,482

농업(%)

5.1

제조업(%)

13.9

건설업(%)

7.3

영리 3차산업(%)

41.3

비영리 3차산업(%)

32.4

자료 : 프랑스 통계청.

으로 볼 때 전체 취업자 693,482명 중 임금근로자는 610,615명으로 전체
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취업자의 73.7%는 3차산업(영리, 비영리
포함)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 종사 비중도 5.1%이다. 임금근로자들이 3
차산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비임금취업자에 비해 높으며, 농업에서는 비
임금취업자의 비중이 매우 높다.
지역 고용 현황에 있어 특이한 점은 프랑스 전체 고용의 10%를 차지
하고 있는 조합, 협회, 재단, 상호부조단체 등 제3섹터 사회적경제 고용
비중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표 4-10>에서 볼
수 있듯이, 푸아투샤량트 지역의 사회적경제 일자리 수는 인구 1,000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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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개로 프랑스 전체 평균 366개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브르타뉴
(Bretagne) 레지옹에 이어 둘째로 높다. 전체 일자리 수 중 비중에서도
마찬가지로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4-10> 프랑스 지역별 사회적경제 고용 비중
(단위 : 개, %)

사회적경제 임금근로 일자리
인구 천 명당 일자리

전체일자리수 중 비중

Alsace

377.7

10.6

Aquitaine

361.9

11.0

Auvergne

387.2

12.1

Bourgogne

353.2

10.8

Bretagne

454.3

14.0

Centre

329.8

10.2

Champagne-Ardenne

357.8

11.0

Corse

276.0

8.6

Franche-Comté

382.1

12.1

Île-de-France

329.4

7.1

Languedoc-Roussillon

370.4

12.5

Limousin

377.6

12.1

Lorraine

341.2

11.4

Midi-Pyrénées

397.3

11.7

Nord-Pas-de-Calais

371.8

11.4

Basse-Normandie

405.3

12.7

Haute-Normandie

299.0

9.0

Pays de la Loire

456.1

13.0

Picardie

305.7

10.3

Poitou-Charentes

411.0

13.1

Provence-Alpes-Côte d'Azur

331.1

10.0

Rhône-Alpes

392.2

10.7

프랑스 지방 지역

375.2

11.4

프랑스 전체

366.6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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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프랑스 지역고용정책과 평가

1. 프랑스 지방분권화 개요24)
현재 프랑스의 국가(중앙정부)-레지옹-데파르트망-코뮌으로 이어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체계에 대한 생각과 논의는 프랑스 혁명 시기에 시
작되었다. 1920년대에 프랑스는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큰 규모의 경제 운
용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였으며, 1950년대에 지방자치제에 대한
정치적 요구가 있게 되면서 마침내 1982년에 분권화법(l’acte I de la
décentralisation)이 만들어지고 프랑스에 가장 큰 지방정부단위인 레지
옹이 만들어졌다.
1982년 법에 의한 지방분권화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양도
함을 의미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사결정권, 예산, 인원 등이 지방정부로
이양되었다. 레지옹, 데파르트망, 코뮌 등 지방정부는 주민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역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의회에 의해 운영된다. 또한 아래 표와
같이 각 수준의 지방자치정부는 각각 고유한 권한을 부여받는다. 부여된
권한은 우선 각 지자체에서 행사되고 사후적으로 각 지역의 중앙행정조
직의 장인 프레페(Préfet)에 의해 법적 정당성을 추인받는다.
<표 4-11> 프랑스 지방자치정부 수준별 구성과 권한
지방정부
레지옹
데파르트망
코뮌

구성주체
콩세유 레지오날
(conseil régional)
콩세유 제네랄
(conseil général)
콩세유 뮈니시팔
(conseil municipal)

대표
지역(레지옹)의회
의장
지역(데파르트망)
의회의장
시장

권한
국토관리, 훈련,
경제개발
사회적 통합정책
도시관리, 인접
서비스

24) 푸아투샤랑트 방문 시 입수한 내부자료 Bienvenue à la région de Poitou Charente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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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체계에 의해 직업훈련을 제외한 고
용정책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이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고용정책
의 집행은 각 지역단위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프랑스 지역고용정책 과
정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두가 관련되어 있다.

2. 지역고용관련 주요 주체
프랑스 지역고용정책과 관련된 주체들은 중앙과 지역 모두에 나누어
져 있으며 이들이 지역고용정책 수립 및 집행 체계를 만들고 있다. 중앙
단위에는 고용관련 대표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다부
처 간 대표체인 고용․직업훈련 대표부가 있다. 지역단위에서는 다부처
간 협력기관인 지역기업경쟁소비노동고용국, 고용지원센터, 지역임무단
등이 활동하고 있다.
가. 노동고용직업훈련노사대화부25)

프랑스 노동고용직업훈련노사대화부(Ministère du travail, de l'emploi,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du dialogue social)는 크게 노동, 고용,
직업훈련 및 견습, 노사관계 분야로 나뉜다. 부처 내에서 고용분야는 정
책입안을 담당하는 다부처 대표부 성격을 갖는 고용․직업훈련대표부
(Délégation Générale à l'Emploi et à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
DGEFP)가 담당하며, 통계․연구국(La direction de l'animation de la
recherche, des études et des statistiques : DARES)은 고용정책관련 연
구와 통계를 담당한다. 그리고 지방업무를 위해 22개 도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경제, 소비, 연구, 관광 등과 관련된 부처들과 연합하여 통합
된 기업경쟁소비노동고용사무국(Direction régionale des entreprises, de
la concurrence, de la consommation, du travail et de l'emploi : DIREC
CTE)을 두고 있다.
25) 프랑스 노동고용직업훈련노사대화부 홈페이지 참조, http://travail-emploi.gouv.fr
/le-ministere,149/presentation-du-ministere,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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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용․직업훈련대표부26)

고용과 직업훈련정책에 대한 방향을 정하는 고용․직업훈련대표부(Délégation Générale à l'Emploi et à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 DGEFP)
는 각 부처 및 노사 대표 등 사회적 파트너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의
법적 틀을 만든다. 대표부는 이러한 법적 틀에 따라 정책을 시행하고 결
과를 평가하며 정책시행을 위해 각 기관들 간 조정을 한다. 또한 프랑스
내 유럽사회기금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고용․직업훈련대표부는 1997년 고용과 직업훈련을 각각 관장하고 있
던 두 대표부를 통합하여 만들었다. 현재 노동고용직훈노사대화부는 스
포츠청년일반교육부와 공동으로 고용과 직업훈련과 관련된 고용․직업
훈련대표부의 업무를 관리한다. 두 부처 이외에 지역균형주거부, 산업부
흥부, 경제재정통상부, 보건사회부 등도 자신과 관련된 영역에서 고용․
직업훈련대표부에 참여하고 있다.
고용․직업훈련대표부가 수립하는 여러 고용정책들은 공공고용서비스
(Service Public de l'Emploi)라는 이름으로 프랑스 각 지역에 전달된다.
지역고용정책은 지역에 소재하는 각 중앙행정조직의 장인 프레페(préfet)
의 관리하에 있는 지역기업경쟁소비노동고용국(Directions régionales
des Entreprises, de la Concurrence, de la Consommation, du Travail
et de l'Emploi : DIRECCTE)을 통해 집행된다.
정책집행과정에는 다양한 관련기관들이 포함된다. 특히 각 지역에서
고용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고용센터(Pôle emploi), 지역대표단((missions
locales), 노사단체 등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레지옹(régions), 페이
(pays), 코뮌(communes) 등 지방자치단체들과 이들의 연합체들도 자신
들의 권한영역인 사회통합과 직업훈련 영역에서 정책집행과정에 참여
한다.

26) 프랑스 고용포털 홈페이지 참조, http://www.emploi.gouv.fr/acteurs/dge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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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기업경쟁소비노동고용국27)

지역기업경쟁소비노동고용국(Directions régionales des Entreprises,
de la Concurrence, de la Consommation, du Travail et de l'Emploi :
DIRECCTE)은 중앙정부의 활동을 지역에서 좀 더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10년 1월부터 시작된, 경제재정산업부와 노동고용직훈노사대화부
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지방분권적이고 복합적인 서비스 체계이다. 직원
들은 국가 공무원들이며 사무소는 22개 레지옹과 4개 프랑스령에 각각
소재하고 국가의 고용정책과 직업훈련을 각 지역에 집행한다.
고용과 관련하여 기업발전정책, 고용정책 및 직업훈련정책들이 3E라고
불리는 기업(Entreprise), 고용(Emploi), 경제(Economie) 등 세 가지 영역
에서 집행된다. 또한 각 레지옹을 구성하는 여러 데파르트망에는 지방단
위(Unités territoriales)들이 있어 정책 집행을 수행한다. 또한 지역에 산
재해 있는 사무소 간 조정 및 중앙 부처들과의 협조를 위해 일반대표부
(délégation générale)를 두어 사무소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지역기업경쟁소비노동고용국은 경제발전, 고용, 노동,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된 공공정책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내 기업과 고용관련 주체
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풀어 가는 데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대화상
대자가 되고, 기업에 국제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기업의 전
과정의 모든 단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지역기업경쟁소비노동고용국의 주요 임무는 지역 내 고용, 직업훈련,
노사관계, 고용관계, 경제발전, 관광, 계측, 경쟁, 부정행위 단속 등을 수
행하는 것이다. 또한 경제발전과 인적자원의 중요성하에서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주요 임무이다.
지역기업경쟁소비노동고용국이 설치되기 이전에는 각 지역마다 각기
다른 부처와 관련된 9개의 지역사무소가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27) 프랑스 고용포털 홈페이지 http://www.emploi.gouv.fr/acteurs/direccte와 프랑
스 국회 보고서 La RGPP : un défi pour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et les
territoires(rapport), http://www.senat.fr/rap/r10-666-1/r10-666-137.html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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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옹별 지역노동고용직업훈련국(Direction régionale du Travail, de
l'Emploi et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 DRTEFP)과 데파르트망
별 지역노동고용직업훈련국(Directions départementales du travail, de
l'emploi et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 DDTEFP), 지역경쟁소비부
정행위단속국(Mission “concurrence” de la Direction régionale de la
Concurrence, de la Consommation et de la Répression des Fraudes :
DRCCRF), 지역산업연구환경국(Direction Régionale de l'Industrie, de
la Recherche et de l'Environnement : DRIRE)의 산업발전분야, 지역산
업연구환경국의 계량분야, 지역통상국(Direction Régionale du Commerce
Extérieur : DRCE), 지역관광국(Délégation Régionale du Tourisme : DRT),
지역상공업대표부(Service du Délégué Régional au Commerce et à
l'Artisanat : DRCA), 경제적지능수행단(Chargé de Mission Régional à
l'Intelligence Économique : CRIE) 등 9개 지역사무소는 하나의 국으로
통합되었다.
라. 고용센터28)

고용정책의 수행자인 고용센터(Pôle Emploi)는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수요와 공급을 중개하고 연결시키며 기업의 구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
을 돕는다.
고용센터는 법에 의해 설치된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국가평의회(Conseil
d'Etat)에 공공행정기관으로 참여한다. 국가는 고용센터에 명령을 내리
지만 동시에 동반자 관계를 유지한다. 노동고용직훈노사대화부에 소속되
어 있다.
고용센터의 임무는 구직자 등록과 상담, 실업수당 등 지급, 구직활동
동반지원, 구직자 직업훈련 제공, 노동시장 분석 및 예측, 기업구인 지원
등이다.
고용센터의 운영은 18명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지는
데, 운영위원은 국가 지명 대표 5명, 노동자 노조 대표 5명, 기업가 단체
28) 프랑스 고용포털 홈페이지 참조, http://www.emploi.gouv.fr/acteurs/pole-empl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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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5명, 지자체 대표 1명,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되며, 1명의 위원장과 2
명의 부위원장을 둔다. 전국에 922개 지점이 있으며 49,407명이 근무하고
있다.
마. 지역임무단29)

지역임무단(Mission Locale)은 프랑스 각 지역에서 국가 및 지자체가
제공하는 수단들을 활용하여 16～25세 청년층의 직업 및 사회생활로의
통합을 근접에서 지원하는 활동을 한다.
노동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역임무단은 공공고용서비스의 일부분을
차지하면서 청년층의 고용 과정에서 동반지원 권리를 구현한다. 특히 이
과정은 사회생활통합계약(contrat d’insertion dans la vie sociale :
CIVIS)을 통해 이루어진다. 지역임무단은 각 지역 고용센터와 동반자 협
정을 맺어 특화된 관계를 유지하며 교육법에 의해 학업중단을 막기 위한
동반자 역할을 수행한다.
프랑스 전국에 450개의 지사와 11,000명의 전문가가 일하는 지역임무
단은 3개의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먼저, 중앙정부기구
로서 총리 직속인 지역임무단국가위원회(Conseil national des missions
locales : CNML)가 있다. 위원회의 장은 각 지역임무단장 중 선출된 자
가 맡고 있다. 위원회는 3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운영되는데, 레지옹,
데파르트망, 코뮌 등 각 지역단위 대표들의 모임과 각 지역임무단 대표
모임, 그리고 청년층 직업 및 사회통합과 관련이 있는 부처들 대표자 모
임이 그것이다.
다른 2개의 전국 조직은 협회적 성격을 가지고 활동하는 지역임무단
전국연합(Union nationale des missions locales : UNML)과 지역임무단
전국협회(Association nationale des directeurs de missions locales :
ANDML)이다. 전자는 각 지역임무단의 대표가 참여하며, 후자는 지역임
무단의 사무국장이 참여한다. 지역임무단 전국연합과 지역임무단 전국협
29) 프랑스 고용포털 홈페이지 참조, http://www.emploi.gouv.fr/acteurs/missionsloc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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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는 중앙 이외에 각 지역에도 만들어져 활동을 하고 있다.
지역임무단의 활동은 2008년부터 국가와 다년간 목표협정(convention
pluriannuelle d’'objectifs : CPO)을 맺어 이루어지고 있다. 이 협정을 통
해서 국가와 사업 목표, 수단, 결과 등에 대해 협상을 한다. 지역단위에서
는 국가(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다년간 청년직업통합목표수단계약
(contrat d’'objectifs et de moyens en matière d’'insertion professionnelle
des jeunes : COMIPJ)이 체결된다. 다시 이 계약은 청년층의 고용으로
통합을 지원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인 지역직업훈련개발계약(Contrat de
Plan Régional de Développement des Formations Professionnelles :
CPRDFP)에 의해 지지된다.
지역임무단은 활동과정에서 앞서 설명한 고용센터와 5년간 지속되는
동반자 협정을 맺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지역임무단의 핵심적인 임
무는 청년층에게 각자에 적합한 고용에 이르는 경로를 따라 지표와 진로
를 제시하고, 상담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동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3. 지역고용정책 전달체계 : 푸아투샤랑트 지역 사례
푸아투샤랑트 지역 고용정책은 크게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다.
하나는 중앙정부의 지방조직을 통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정부(레지
옹, 코뮌)를 통해서이다.
가. 중앙정부의 지방조직을 통한 지역고용정책 전달체계

첫째 경로인 중앙정부의 지방조직에 의한 고용관련 정책은 위에서 설
명한 지역기업경쟁소비노동고용국(DIRECCTE)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지역기업경쟁소비노동고용국은 중앙정부의 지방 행정 조직인 프레펙튀
르(Préfecture)에 속하고 프레펙튀르의 기관장인 프레페(Préfet)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푸아투샤랑트 지역의 프레펙튀르에는 지역고용 및 사회
정책관련 조직들이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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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푸아투샤랑트 지역 사무를 총괄하는 조직이 지역사무국(Secrétariat Général pour les Affaires Régionales : SGAR)이다. 이 조직은 프레
페를 도와 지역 내의 모든 사무에 대한 총괄 조정을 담당한다. 또한 각
영역을 담당하는 6개의 국이 존재한다. 공식기구표에30) 의하면, 지역문
화국(Direction Régionale des Affaires Culturelles : DRAC), 지역환경주
거국(Direction Régionale de l'environnement, de l'Aménagement et du
Logement : DREAL), 농림식량국(Direction Régionale de l'Alimentation,
l'Agriculture et de la Forêt : DRAAF), 지역기업경쟁소비노동고용국
(DIRECCTE), 지역청소년체육사회통합국(Direction Régionale de la
Jeunesse, des Sports et de la Cohésion Sociale : DRJSCS)과 지방 재정
을 담당하는 지방재정국(Direction Régionale des Finances Publiques :
DRFIP)이 있다. 이 밖에 대학교육을 담당하는 조직과 보건을 담당하는
조직을 따로 두고 있다. 또한 프레펙튀르에는 지역에서 선출된 지역 의
원들도 참여하여 활동한다.
프레펙튀르에 속한 여러 조직 중 지역 고용은 주로 지역기업경쟁소비
노동고용국(DIRECCTE)에 의해 이루어진다. 지역기업경쟁소비노동고용
국은 [그림 4-2]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기업경쟁소비노동고용국은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 기업/경제/고용, 경쟁/소비/부정행위단속/계량 등 3개 분
야와 총무 업무 분야가 있으며, 푸아투샤랑트의 4개 데파르트망에 각각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다. 각기 다른 3개 영역 간 통합 및 조정을 위해 총
괄/조정관을 따로 두어 부서 간 협력을 돕고 있다. 상급 기관인 프레펙튀
르와의 협조를 위해 생산적 부흥위원을 두어 연락관 역할을 수행하게 하
고 있다.
지역기업경쟁소비노동고용국의 노동 분야는 근로감독 및 노사관계를
담당하며, 기업/경제/고용 분야는 구직자 구직 지원, 경제변동 및 구조조
정, 혁신경제발전, 국제경제전망, 직업훈련감독, 유럽사회기금, 경제적 지
원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기업/경제/고용과 경쟁/소비/부정행위단속/계
량 분야는 각기 조직의 장을 두어 운영을 하고 있으며, 노동 분야는 지역
30) L'administration régionale de l'Etat en région Poitou-Charentes,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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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푸아투샤랑트 지역기업경쟁소비노동고용국

자료 : 푸아투샤랑트 지역 DIRECCTE 홈페이지, http://www.poitou-charentes.gouv.
fr/contenu/2/155/direccte

기업경쟁소비노동고용국의 국장이 겸임을 하고 있다. 국장은 세 분야의
업무를 관장하면서 4개 지역단위의 사무소를 감독하고 프레펙튀르와 협
력체계를 담당하고 있다.
나. 지방정부를 통한 지역고용정책 전달체계

푸아투샤랑트 지역의 지역고용정책은 중앙정부의 지역조직과 더불어
지방정부(레지옹)에 의해 이루어진다.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투표로 선
출된 지역의회에 의해 운영된다.
지역의회는 5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9개 영역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31). 지역고용과 관련된 사무는 녹색성장및환경적사회적연대적경제
조정(Croissance Verte et Mutation Écologique, Sociale et Solidaire de
l'Économie) 위원회가, 직업훈련에 관련된 업무는 교육훈련연구고등교육
(Éducation - Formation - Recherche - Enseignement supérieur) 위원회
가 맡고 있다. 각 위원회는 선출된 의원이 위원장을 맡으며, 지방 공무원
31) http://www.poitou-charentes.fr/services-en-ligne/assemblee-regional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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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관련 사무를 담당한다.
이 밖에도 지역경제사회자문회의(Conseil économique et Social Régional
: CESR)가 있는데, 지역의 각 직종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은 지역의 중
요한 경제사회적 의사결정을 위한 의견을 제시한다. 77명으로 구성된 자
문단은 43개 조직을 대표하며, 지역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시민 사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32).
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매개 조직 : 지역고용직업훈련협력위원회와
지역평생훈련위원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랑스 지역고용정책의 주요 주체는 중앙정
부와 지방정부이다. 또한 중앙정부는 주로 정책의 수립과 예산을, 지방정
부는 정책의 집행을 수행한다. 따라서 지역고용정책의 효과성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위해 프랑스 각 지역에는 지역고용직
업훈련협력위원회(Comité de Coordination Régional de l'Emploi et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 CCREFP)가 설치되어 있다.
지역고용직업훈련협력위원회는 2002년 1월 사회선진화법에 의해 규정
되었고, 직업훈련 및 고용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체들 간 협조를 원
활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33). 위원회는 직업훈련과 고용정책의 진단,
연구, 조사 및 평가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위원회는 고용과 직업훈련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훈련과 관련된 주체들에게 그들의 활동을 최적화하기
위한 협력의 장을 마련하며, 국가(중앙정부), 지방정부(콩세유 레지오날),
노사단체들을 연결하는 4자간 활동을 용이하게 한다.
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은 국가평생직업훈련위원회(Conseil National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tout au long de la vie : CNFPTLV)가 담
32) http://www.cese-poitou-charentes.fr/Le-CESER.html 참조.
33) http://www.ccrefp.poitou-charentes.org/Objectifetmissions/LaloideModernisat
ionsociale/tabid/217/Default.aspx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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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다. 국가평생직업훈련위원회는 운영기관으로서 다양한 관련 주체들
간 정기적인 회의를 주최하고 현황에 대한 진단을 실시한다.
푸아투샤랑트 지역에서는 지역고용직업훈련협력위원회의 운영은 지역
평생훈련위원회(Agence Régional de la formation tout au long de la
vie Poitou-Charentes : ARFTLV)가 맡고 있다34). 중앙정부의 지역 조
직(프레페), 지방정부(콩세유 레지오날 의장)의 장과 노사단체 대표들이
참석하는 회의는 매 3개월마다 열린다.
지방정부의 지원 50%, 중앙정부 지원 25%, 유럽사회기금(FSE) 지원
25%로 만들어진 지역평생훈련위원회가 수행하는 주요 임무는 지역주민
들에게 고용과 훈련관련 정보 제공, 고용과 훈련수요 연구, 청년, 고령자,
장애인, 여성 관련 고용 프로그램 운영 지원, 고용과 직업훈련관련 근접
서비스 제공 등이다. 이와 동시에 지역평생훈련위원회에서는 지방정부,
중앙정부 지역조직인 지역기업경쟁소비노동고용국(DIRECCTE), 프레펙
튀르의 지역사무국(SGAR), 지역 고용센터(Pôle Emploi), 직업훈련관련
기관 등 지역 내 고용과 직업훈련관련 주체들이 모여 지역 내 고용과 직
업훈련 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협의를 진행한다.

4. 지역고용정책과 프로그램 : 푸아투샤랑트 지역 사례
푸아투샤랑트 지역에서 적용되는 고용정책은 지역에 적용되는 중앙정
부의 고용정책과 지역 지방정부의 고용정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지역에 적용되는 중앙정부의 고용정책과 프로그램
1) 고용정책과 프로그램의 정책 방향

푸아투샤랑트 지역에 적용되는 중앙정부의 고용정책 및 프로그램들은
크게 두 가지 핵심 방향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35). 하나는 청년층에 대
34) http://www.arftlv.org과 직접 방문 면담 자료 참조.
35) http://www.arftlv.org/Dossier_Thematique/136/Politique_nationale_pour_empl
oi.aspx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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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선 순위이다. 앞에서 본 것처럼 전체 실업률의 2.5배가 되어 22%가
넘는 청년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프랑스는 고용정책의 중요방향으로 청년
층 고용 개선을 택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경제, 기업, 일자리를 하나로 묶는 방향이다. 일자리 창출
의 핵심 원천인 경제활성화와 이에 따른 기업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
제 악화와 이에 따른 구조조정 및 해고에 대응하는 고용안정화 조치 등
경제, 기업, 고용 간 선순환은 물론 악순환도 고려하는 정책 방향이다. 이
전에 경제, 기업, 노동, 고용으로 나누어진 조직을 지역기업경쟁소비노동
고용국(DIRECCTE)이라는 하나의 통합된 조직으로 묶은 것 역시 이러
한 경제/기업/고용을 통합적으로 생각하고 정책적으로 풀어내려는 프랑
스 정부의 노력이기도 하다.
프랑스 중앙정부는 청년층 고용을 위해서 첫 번째 방향인 미래계약
(contrat d’avenir), 세대계약(contrat de génération) 등을 주요 프로그램
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경제/기업/고용 간 연계된 정책을 위해 경제적 변
동에 따르는 고용불안정을 완화시키는 고용안정화와 신규 기업 창업을 통
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주요한 정책 및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2) 고용지원 프로그램
가) 미래계약36)

미래계약(emploi d’avenir)은 학력이 없거나 학력이 부족하여 일자리
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직업경험을
갖게 함으로써 직업세계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랑스 정부는 지원을 통하여 2014년까지 15만 개의 계약
을 성사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
미래계약은 프랑스 중앙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층 고
용지원 프로그램의 앞 부분인 세대계약과 고용안정화(sécurisation de
l'emploi) 프로그램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학력 청년층에 대한 두 번째
36) http://travail-emploi.gouv.fr/emplois-d-avenir,2189/presentation,2259/emplois
-d-avenir,2189/rubrique-technique,2193/presentation,2278/presentation,16015.
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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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정책 프로그램이다.
미래계약 체결 자격요건은 16세부터 25세까지의 청년층이어야 하며,
학위가 없거나 부족해야 한다. 장애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 연령은 30세
까지 연장된다. 동시에 구직과정에 있어야 한다. 다만, 도시취약지구, 재
생지역, 프랑스령 등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에서는 지난 1년간
구직활동을 한 경우, 고졸 이후 3년 학력 소지자들도 계약 대상이 된다.
미래계약을 통해 고용을 하고자 하는 고용주는 기본적으로 비영리 분
야여야 한다. 환경 분야, 정보통신 분야, 사회적경제, 사회의료, 개인서비
스, 사회문화적 활동, 관광 등 분명히 사회적 효용을 가진 활동을 하거나
환경보호 등의 활동을 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충원이 가능한 활동이어야
한다. 따라서 고용주는 협회, 비영리 조직, 공공기관, 지방자치체 등이 된
다. 예외적으로 민간사업자도 고용주가 될 수 있는데, 지역단위의 활동에
국한하거나 혁신적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일 때이다.
계약의 형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무한기간 계약
이거나 1년에서 3년의 유한기간 계약이다. 또한 해당 직종에 대한 훈련
도 제공되며, 계약기간 동안 습득한 경험에 대한 인정도 한다.
미래계약을 통해 청년층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는 3년 동안 최저임금
(SMIC)의 75%에 해당하는 보조금이 지원된다. 하지만 고용주는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청년을 고용해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각 지역의 청
년층 고용을 지원하는 조직인 지역임무단(Mission Locale)으로부터 청년
의 훈련과 고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자문과 지원
을 받는다.
청년층의 직업세계 진입을 도와주는 과정 프로그램이라는 특성상, 미
래계약은 계약이 종료가 되거나, 미래 다른 직업활동에 필요한 직능을
획득하거나, 훈련에 다시 참여하게 되거나, 일과 훈련을 병행하는 프로그
램에 들어가게 되면서 종료가 된다. 그런데 미래계약의 종료는 미래계약
에 참여한 청년들의 직업 동기를 보고 판단하게 된다. 이 판단은 고용주
는 물론 지역임무단과 고용센터(Pôle d’emploi)의 강한 책임과 약속에 의
존한다.

제4장 프랑스: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기반 지역고용정책 111

나) 세대계약37)

세대계약(contrat de génération)은 사업체에서 모든 세대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 제도의 목표는
세 가지이다. 첫째, 청년층을 보다 안정적인 무한기간 계약을 통해 고용
하는 것, 둘째, 고령층을 유지하거나 고용하는 것, 셋째, 세대 간에 경험
과 노하우가 전수되는 것이다.
세대계약을 통해 고용을 할 수 있는 고용주는 민간의 모든 사업체를
포함한다. 하지만 사업체의 고용 규모에 따라 제도의 적용은 달라진다.
고령층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청년층에 대한 신규 고용이 있는 조건이 충
족하는 상황에서, 50인 미만 사업체는 세대계약을 맺으면 특별한 조건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각 사업체의 청년층, 고령층 고용
현황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후 노사간 단체협약 혹은 협약
을 맺지 못할 경우 행동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단체협약 혹은 행동계획
은 각 지역기업경쟁소비노동고용국(DIRECCTE)에 송부하여야 하고 고
용국이 이를 승인해야 한다. 협약 혹은 행동계획에는 현재 상태에서 앞
으로 청년을 얼마나 고용하겠다는 목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협약 및 행
동계획 제출과 승인은 특별한 기한이 존재하지 않지만, 승인이 이루어져
야 계약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도 위와 동일하게 세대계약을 맺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고용현황 분석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혹
은 행동계획을 체결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대계약의 고용형태는 26세 미만의(장애가 있는 경우, 30세 미만) 청
년층을 대상으로 한 무한기간 계약이어야 하며(무한기간 계약으로 전환
되는 유한기간 계약일 경우, 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원 유예), 57세
이상의(장애가 있는 경우와 55세 이상에서 고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55
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 유지가 있어야 한다. 근무 형태는 전일제 근무
37) http://travail-emploi.gouv.fr/contrat-de-generation,2232/presentation,2238/qu
-est-ce-que-le-contrat-de,15966.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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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시간제 근무 모두 가능하지만, 시간제 일자리로 지원을 받기 위해
서는 전일제 근무시간의 8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지원신청은 각 지역의 고용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며, 청년 신규 고용
1명에 대해 2,000유로, 고령층 고용 유지 1명에 대해 2,000유로 등 합하
여 매년 4,000유로, 3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은 고용이 유지되
는 것을 참고하여 분기별로 1,000유로씩 이루어진다.
세대계약 제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하고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고 하는 중소기업은 우선, 각 지역 고용지원센터와 지역임무단
에 의뢰하여 세대계약을 통해 채용하려는 청년층을 찾을 수 있다. 또한
각 지역기업경쟁소비노동고용국(DIRECCTE)에 신청을 통해 지역 고용
지원센터의 사업체 인적자원 분석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령을 기준으
로 하는 인사관리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세대계약 제도는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체에 대하여 57세 이상
고령의 사업체 주인이 자신의 사업체를 물려주기 위해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이전 사업체 주인은 반드시 해당 청
년에게 사업체를 물려줄 필요는 없다.
다) 고용안정화38)

프랑스 중앙정부는 2013년 1월 11일 열린 전국단위의 직종 간 회의에
서 기업경쟁력 강화, 경제적 변동에 대한 동반 지원 강화, 고용불안정 타
파에 노력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냈다. 합의의 핵심적인 내용은
고용유지 확대, 경제적 구조조정에 의한 해고 개선, 근로자 대표기구에
대한 관련 정보 제공 확대, 훈련에 대한 권리 확대, 추가적 의료보험 일
반화 등이다. 이에 따라 2012년 11월에 발표된 ‘성장, 경쟁력, 고용에 대
한 국가적 협정(Pacte national pour la croissance, la compétivité et
l'emploi)’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고용안정화(sécurisation de l’emploi)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고용안정화를 위한 법적 장치는 크게 네 가지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
38) http://travail-emploi.gouv.fr/contrat-de-generation,2232/presentation,2238/qu
-est-ce-que-le-contrat-de,15966.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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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3년 3월 7일 발표된 법안 계획에 따르면, 첫째는 임금노동자를 위
한 새로운 권리를 만드는 것이며, 둘째는 고용불안정을 타파하는 것, 셋
째는 경제적 조정에 대한 협상을 통해 예상을 원활하게 하는 것, 마지막
으로 경제적 구조조정을 정형화하는 것이다.
라) 창업지원39)

고용안정화와 더불어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확충하려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기업 창업지원 프
로그램을 바꾸어 기업창업재개 신지원(nouvelle aide aux créateurs et
repreneurs d'entreprise : NACRE)을 만들어 지원활동을 늘리고 있다.
기업창업재개신지원 제도는 구직자, 최저소득지원 수혜자 등이 기업을
창업하거나 재개하려는 경우 국가, 세무당국, 공탁제도 등을 통해 지원을
받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3단계 지원을 통해 기업의 출발, 지속성 및 발전을 돕는 것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첫째 단계는 사업 프로젝트를 수립하는 것을 돕
는 것이며, 둘째는 재무구조를 만들고 은행과 관계를 만드는 것을 도와
주는 것이며, 셋째는 영업을 시작하고 사업체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격이 되는 사람들에게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은행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을 실시하며, 추가적으로 연대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있다. 이러한 물적 지원 이외에 지원대상자는 사업자 등록 이후 3년간 국
가 혹은 세무당국이 인증한 동반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무이자로
대출되는 금액은 1,000유로에서 10,000유로이며, 기한은 1년에서 5년까지
이다. 은행대출과 연대자금 대출도 무이자 대출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루
어진다. 대출을 위해서는 자금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39) http://www.arftlv.org/Fiches-techniques/Formation-creation-entreprise-etvalidation-des-acquis/542/Nouvel-accompagnement-pour-creation-reprise
-entreprises-NACR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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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정부의 고용정책과 프로그램
1) 고용정책과 프로그램의 정책 방향

푸아투샤랑트 지역 지방정부가 고용정책 및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수
행하는 역할은 지역 내 고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독자적 프로그램 운영
과 중앙정부 고용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집행이다.
2013년 푸아투샤랑트 지역 지방정부(콩세유 레지오날)의 고용정책은
2011년 6월 27일에 채택된 2011∼2015년간 지역 경제환경사회연대발전
계획(Schéma Régional de Développement Économique, Écologique,
Social et Solidaire 2011-2015)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졌다40).

<지역 경제환경사회연대발전 계획(Schéma Régional de Développement
Économique, Écologique, Social et Solidaire)>
프랑스의 2004년 8월 13일자 법은 지역 정부에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조정자
역할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푸아투샤랑트 지역은 2005∼2010 경제발전계획에
이어 2011∼2015 지역 경제환경사회연대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방정부에 의해 입안되고 관련자 500여 명에 대한 자문을 거쳐 수립되고 승
인된 이 계획은 지역경제 발전과 고용 확대를 위해 크게 여덟 가지 핵심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41).
첫째, 녹색성장, 사회적, 환경적, 연대적 기업 조정 혹은 변화이다. 푸아투샤랑
트 지방정부는 특히 친환경과 관련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정부는 기업과 ‘사회적, 환경적, 연대적 조정 계
약(contrat de mutation sociale, écologique et solidaire)’을 체결한다. 계약은 경
제적 이유로 인한 기업의 구조조정 혹은 변화에서 지역이 우선시하는 환경, 고용,
사회적 대화 등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계약의 내용은 기업이 조정 혹
은 변화 과정에서 친환경적 우수성, 에너지 자생력, 고용, 특히 청년층과 고령층
의 고용, 훈련과 견습, 지방정부 견습세 납부, 사회적 대화 등을 지속적으로 약속
하는 기업들에 대해 지방정부가 지원을 하는 것을 담고 있다.
지원은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 이루어지며, 인증된 지원기관
40) http://www.arftlv.org/Dossier_Thematique/167/politique_emploi_Region_PoitouCharentes.aspx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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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동반지원 서비스와 지역의 지원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제공
된다.
이 외에도 사회적 대화의 필요에 따라 기업과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며, 기업주와 노동자들에게 사회적 대화 훈련을 제공한다.
둘째, 중소기업과 협약 및 지역의 경쟁력이다. 푸아투샤랑트 지역 정부는 지역
경제환경사회연대발전 계획을 통해 중소기업과 협약을 맺어 중소기업들이 환경,
고용, 훈련, 사회적 대화, 노동보건, 에너지 자생력 등의 지역 우선순위에 참여토
록 한다. 또한 지역은 교통, 정보통신 등의 확충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하도록 한다.
셋째, 청년층 고용협약을 통해 모든 청년이 고용, 훈련, 견습 혹은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도록 한다.
넷째, 노동자들의 자격을 증진시키는 것과 직업과정의 안정화이다. 지역은 ‘목
표와 수단계약(contrats d'objectifs et de moyens : COT)’을 활용하여 필요한 인
적자원인 노동자들의 조정을 위해 훈련을 촉진한다. 또한 재직과정 중 경험을 인
증하는 재직경험인증제도(VAE)를 통해 직업과정의 안정화를 지원한다.
다섯째, 혁신에 대한 지원이다. 지역은 사회적 혁신과 관리적 혁신을 포함한
모든 분야의 혁신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중소기업, 지역연구센터를 중점
적으로 지원하고 사회적 혁신을 위한 새로운 지역기금 조성을 지원한다.
여섯째, 대안적 경제체제를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지역은 사회적 경제의 형
태로 지역 발전을 추진하고, 사회적 소외를 타파하며 재통합을 시도하는 연대적
경제 진흥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지역은 청년협동조합, 고용주연합, 공익목적의
상업 사업체 등을 지원한다.
일곱째, 사업체와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인다.
여덟째, 우수 분야와 근접서비스에 대한 지원이다. 친환경산업, 교통, 정보통신,
농가공, 관광, 문화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고령자들에 대한 근접서비스
를 지원한다.

이에 기반한 푸아투샤랑트 지역 고용정책의 핵심방향은 앞에서 살펴
본 중앙정부 고용정책 방향과 비교하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진다. 청년
층 고용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은 중앙과 지방 모두 보여
주고 있는 방향이다. 하지만 푸아투샤랑트 지역 고용정책은 농촌지역이
41) Conseil Régional Poitou-Charentes, Schéma Régional de Développement
Économique, Écologique, Social et Solidaire 2011-2015, http://www.arftlv.org
/Actualites/ACTU27062011145835/Conseil_regional_adopte_son_Schema_deve
loppement_economique_ecologique.aspx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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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지역 특성을 살려 친환경 산업 및 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우
선순위가 두어진다. 또한 혁신경제를 통한 고용 창출, 지역 내 근접서비
스를 통한 고용에도 우선순위가 두어진다.
이와 더불어 푸아투샤랑트 지역 정부는 지역발전이 책임감 있고 연대
적이 되는 새로운 경제발전 모델을 원하고 있다. 지역의 정책들을 고용,
경제적 성과, 환경적 우수성, 사회적 정의, 인간 삶의 질 간 연관성하에서
해석하고 있다.
2) 정책수단과 프로그램

푸아투샤랑트 지역 정부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용정책관련
프로그램들은 주로 지방정부 권한인 훈련과 관련된 것들이 많으며, 중앙
정부의 기존 지원 프로그램들에 대한 보충적 성격을 가진 것들이 많다.
가) 직업훈련을 통한 고용증진협정42)

푸아투샤랑트 지역 정부는 직업훈련을 통한 고용증진협정(Convention
régionale de développement de l'emploi par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 CORDEFOP)을 통해 지역 예산을 활용하여 경제적, 기술적, 조직적 이
유로 변화를 해야 하는 기업들의 청년, 여성, 고령 노동자들에게 직업훈
련을 지원함으로써 고용 유지를 돕고 있다.
지원대상 기업은 규모에 상관없으며, 본사의 지역소재 여부와 관계없
이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사업체이면 가능하다. 지원 분야는 직접 생산
을 하거나 산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정보통신기술관련, 수공예
관련 생산, 건설, 금융, 교통(대규모 제한) 등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 기
업은 재무와 경영전략 측면에서 독립적이어야 하며, 기업의 사회적, 재무
적 책임을 준수해야 하며, 지역 정부와 상호협약을 맺어야 한다. 단, 법적
회생 절차에 들어 있는 기업, 회생을 위한 특별한 공적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42) http://www.arftlv.org/Fiches-techniques/Developpement-des-entreprises/469
/Convention-regionale-developpement-emploi-par-formation-professionnelle
-CORDEFO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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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되는 훈련은 기업의 발전전략에 의해 구성되는 훈련이어야 하
며, 전환을 위한 활동도 포함한다. 다수 기업들이 동시에 참여하여 공동
의 목적을 얻기 위한 공동훈련도 지원대상이 된다. 하지만 안전에 관한
훈련이거나 노조관련 훈련 혹은 노동법에 의해 강제된 훈련은 포함하지
않는다. 훈련을 하는 주체는 무한기간과 유한기간 계약 모두를 포함하며,
경영주도 포함한다.
지원 금액은 기업 규모, 지리적 위치, 이루어진 훈련 내용, 노동자들의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인 훈련의 경우, 영세규모 사업체에는
최대한 훈련 비용의 80%가 지급되고 중소규모에는 70%, 기업그룹에 속
한 사업체에는 60%가 지급된다. 협정을 맺으면 보조금 형태로 우선 지
원액의 50%가 지급된다.
나) 영세사업체를 위한 지역고용증진협정43)

푸아투샤랑트 지역 정부는 영세사업체를 위한 지역고용증진협정(Convention Régionale de Développement de l'Emploi pour les Très Petites
Entreprises : CORDEETPE)을 통해 중앙정부, 데파르트망, 코뮌 등 지자
체 정부 등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 30,000명 이하 소규모 코뮌과 도시취약
지구 등에서 영세규모 사업체들의 고용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사업체의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 사업체는 10명 이하 규모로 상
업, 수공업, 서비스 분야여야 하며, 연 매출액이 세전 900,000유로 이하여
야 한다. 건축사, 변호사, 공증인 등 자유직업인(professions libérales)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이 되는 투자는 5,000유로에서 50,000유로 사이에서 이루어져
야 하며, 투자 대상은 경제발전에 관련이 있거나 친환경과 관련이 있어
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원대상 투자 내용은 친환경관련 투자, 신규채용,
유한기간 계약직을 무한기간으로 고용하여 고용안정화, 여성 혹은 장애
인의 사회통합 증진 등이다. 지원은 15,000유로 범위 내에서 투자금액의
20%에서 30%까지 가능하다.

43) http://www.horizon.entreprise.arftlv.org/Fiche_Detail.aspx?vnum=35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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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용훈련자원에 대한 지역보장44)

푸아투샤랑트 지역은 고용훈련자원에 대한 지역보장(Garantie Régionale
de Ressources Emploi Formation : GRREF) 프로그램을 통해 중앙정부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고용안정을 위협 받고 있
는 노동자들의 자격을 증진시키고 훈련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체의
훈련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보장제도는 훈련기간 중 노동자
들에게 일정 수준의 임금을 보전해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경제위기로 고용안정에 위협을 받는 노동자들은 임금의 큰 변화 없
이 훈련을 받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며, 위기 상황을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보장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의 민간 사업체가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해 고용 감축이 예상되어야 한다. 또한
지원대상 노동자들은 단기간 해고 위험에 처하며 임금수준이 최저임금
(SMIC)의 1.5배 이하여야 한다.
지역의 지원은 수혜대상 사업체의 훈련계획 중 자격증진에 대해 이루
어진다. 자격 증진 훈련은 최대 1,200시간까지여야 하며, 노동자들의 자
격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에 집중되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사업체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원은 교육비용, 인턴 보수, 추가훈련 비용
등에 대해 이루어진다. 지역은 기존 직업훈련 지원 기관들의 지원이 이
루어지고 난 후 마지막으로 지원을 하는 최후의 지원자 역할을 한다.
라) 직업과정안정화계약45)

푸아투샤랑트 지역은 경제적 이유로 해고를 당한 노동자가 해고 이후
빠른 시일 안에 인증된 직업훈련과정에 진입할 경우, 이전 소득의 90%
까지 보장해 주는 직업과정안정화계약 프로그램(Contrat Régional de
Sécurisation des Parcours Professionnels : CRSPP)을 자체 예산으로

44) http://www.horizon.entreprise.arftlv.org/Fiche-Aide/393/Garantie-Regionalede-Ressources-Emploi-Formation-GRREF/ 참조.
45) http://www.horizon.entreprise.arftlv.org/Fiche-Aide/321/Contrat-Regional-de
-Securisation-des-Parcours-Professionnels-CRSP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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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 노동자는 지역 내 거주자여야 하며, 지역 내 사업체에서 최
저임금 1.5배 이내의 임금을 받으며 최소한 1년간 일하고 경제적 이유로
해고를 당한 사람이어야 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실직자는 직업과정안정화계약에 서명하고 해고
이후 9개월 이내 국가가 인증한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훈련을 받기로
약속하여야 한다. 훈련진입 기한은 지역이 재정 지원하는 보건 혹은 사
회적 훈련에 대해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12개월로 연장될 수
있다.
지역의 지원은 계약기간 동안 개인에게 이루어진다. 계약기간은 최대한
18개월이지만 훈련 종료를 고려하여 24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은
기존 지원제도인 직업복귀보조금(Allocation de retour à l'emploi : ARE)
과 직업과정안정화보조금(allocation de sécurisation professionnelle)에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며, 보조금 총합은 해고 직전 순임금의 90%까지다.
마) 전환기반46)

푸아투샤랑트 지역 정부는 경제적 동기로 인해 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의
전환을 돕기 위해 해당 대상자들에게 중앙정부 및 기업들의 지원에 추가
하여 보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전환기반(Plate-forme de Reconversion)
프로그램을 자체 예산으로 제공하고 있다.
지원은 특정 고용 구역(bassin d'emploi) 단위로 이루어지며, 기업구조
조정 혹은 파산으로 인해 해고를 당한 경우여야 한다. 지원은 해고된 대
상자의 필요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진다. 주요 지원 내용은 심리적, 사회
적, 가정적 동반지원 및 위에서 설명한 직업과정안정화계약과 훈련 혹은
취업 중 얻은 경험에 대한 인증관련 자문 등이다. 지역 정부는 지원대상
자가 실시한 훈련, 자문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고, 지원은 코뮌 등 다
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적으로 이루어진다.

46) http://www.horizon.entreprise.arftlv.org/Fiche-Aide/316/Plate-forme-deReconversio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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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고용정책 및 프로그램 평가 : 푸아투샤랑트 지역 사례
가. 평가 체계

프랑스의 지역고용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크게 세 가지로 나
누어 볼 수가 있다. 첫째는 내부 평가로서 지역기업경쟁소비노동고용국
(DIRECCTE)이 직업훈련에 대해 평가하거나 지방정부 스스로 자체 고
용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부문에서 행하는 지방정부에 대한 평가이다. 셋째는 유
럽연합의 기금 사용에 대한 평가이다.
지역기업경쟁소비노동고용국의 훈련에 대한 평가는 관리감독 성격을
가진다. 고용국은 항상 직업훈련과 훈련세의 징수, 유럽사회기금의 훈련
분야 정책개입을 감독한다. 감독의 대상은 지원을 받으며 이루어진 활동,
지출된 내용, 지원대상 적절성 여부 및 규정의 준수 등이다. 감독은 현장
혹은 문서에 의한 감독, 정보제공 및 상담, 신고 혹은 통계 수집 등의 방
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푸아투샤랑트 지역 정부는 ‘맞춤(쉬르 므쥐르, sur mesure)’이라는 정
기적 보고서를 통해 고용정책을 포함한 지방정부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
한 자체 평가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2012년에 녹색성장과 지역 고용
및 훈련 분야에서 16건의 평가 보고서가 작성되었으며, 주로 주요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진행상황을 통계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둘째 평가인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평가는 중앙정부의 예산 지
원과 연관되어 이루어진다. 하지만 지방자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중앙
정부의 지방정부 예산 사용에 대한 평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고용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평가결과 발표는 지역에 정치적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일자리 문제가 정치와 선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
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많은 지역고용관련 주체들은 평가체계가 존
재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47).
47) 2013년 6월에 프랑스 푸아투샤랑트 지역을 방문하여 지역고용관련 주체들과의
인터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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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고용과 관련된 주요한 평가대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5년
계약인 국가와 지방정부 간 사업계약(Le contrat de projet entre l'Etat
et la région : CPER)이 있다48). 이 계약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중앙
정부가 푸아투샤랑트 지역 경제에 3억 7,650만 유로를 지원하여 고용, 환
경, 교통 등 지역 내 핵심적인 정책을 지원하는 계약이며, 2012년 10월 1
일 현재 이미 2억 3,900만 유로가 지급되었다.
고용과 관련하여, 이 계약은 크게 견습활동을 통한 청년층 직업통합,
보조금을 받는 고용, 위에서 설명한 미래계약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
고 있다. 견습활동과 관련하여, 2015년까지 16,700개의 견습생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며, 이는 5년 동안 2,500개의 추가적인 견습생 창출을 의미한
다. 2013년 현재까지 이를 위해 1억 3,700만 유로가 투입되었다.
보조금을 받는 고용(계약)에 대해서는 7,000만 유로가 지원되어 2011년
15,000개의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2012년에는 12,500개가 체결되었다. 미
래계약과 관련하여, 2013년 7월 현재 1,000개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셋째 평가인 유럽연합의 평가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은 푸아투샤랑트
지역에 4억 6,000만 유로 투자를 약속하였고, 2013년 5월 현재 실제 투자
금액은 약속된 금액의 85%인 3억 8,500만 유로이다. 이 투자는 푸아투샤
랑트 지역의 혁신, 고용, 교통, 농업, 어업 등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되고
있다.
푸아투샤랑트 지역은 지역감시평가위원회(Comité régional unique de
suivi et d'évaluation)를 설치하여 위에서 설명한 유럽연합의 투자와 중
앙정부 및 지방정부 사업계약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49).
지역감시평가위원회의 구성은 다층적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의결권을
가진 구성원으로 지역의 중앙정부의 장인 레지옹 프레페, 지역정부의 장
인 콩세유 레지오날 의장, 각 데파르트망 프레페, 데파르트망 의회의장,
대도시중심연합체 대표, 지역경제환경사회부문대표연합체인 CESR 대표,

48) http://www.poitou-charentes.gouv.fr/actu/1/136/actualite-du-prefet-de-region/
le-contrat-de-projet-entre-l-etat-et-la-region-poitou-charentes 참조.
49) Préfecture de la Région Poitou-Charentes, Reglement Interieur du Comité
Régional Unique de Suivi et D'Evaluatio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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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직업, 상업, 공업 등 관련 회의소 대표, 세무서장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자문역할을 하는 구성원으로 유럽연합 지역대표, 경제, 산
업, 재정, 고용, 지역관련 중앙부처의 지방조직 대표 등이 참여한다. 또한
민간부문에서도 직종 및 부문 협회 및 조직의 대표들도 참여한다. 위원
회의 장은 지역(레지옹) 프레페와 지역(레지옹)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맡
는다. 공동 위원장은 누구라도 자신의 발의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 개최한다.
위원회는 유럽연합의회의 2006년 7월 11일 회의에서 제정한 규정
(règlement CE, n° 1083/2006)을 준수한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유럽연
합 지원 프로그램의 동의 이후 6개월 이내에 프로그램의 검사 및 승인,
정기적인 진행 상황 평가, 설정한 목표 달성 여부를 보는 성과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평가결과를 관련 주체들에게 통보하며 필요한 수정 제
안을 한다.
또한 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정부 간 사업계약(CPER)에 대한 평가도 진
행한다. 계약의 프로그램 진행상황과 재정적 참여를 약속한 관련 주체들
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동 계약의 각 사업들이 상호 간 연관성을 가지
고 진행되고 있는지와 지역적 맥락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감시
한다. 위원회는 유럽연합 지원 프로그램과 중앙지방 간 사업계약 모두에
대해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비용을 승인하며, 평가 책임자를 지명
하고 평가결과의 공지 방법을 디자인하고 1년간 평가 결과의 보고서를
작성한다.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열기 최소한 2주 전, 공동의장은 위원들에게 평
가에 필요한 서류를 발송해야 하며, 정규 평가위원회 이전에 기술적 위
원회를 열 수 있다. 기술적 위원회에는 유럽연합 지역 대표 및 관련 중앙
부처 지역대표가 참여한다. 평가위원회 사이 기간에 공동위원장은 위원
들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위원들은 15일 이내
답변을 제시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지역 프레펙튀르의 사무국과 지
역의회(콩세유 레지오날)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의 지원을 받아 업
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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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 절차 및 기준, 유형

지역감시평가위원회는 지역평가계획(Plan Régional D'Evaluation)을 수립
하여 유럽기금 사용 및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사업계약(CPER)에 대한
평가절차 및 기준, 지표, 유형 등을 마련하였다50). 지역고용정책도 이 절
차를 통해 평가받게 된다. 하지만 이 절차와 기준에 따른 고용정책에 대
한 본격적인 평가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51).
1) 평가 절차

지역평가계획에 따르면, 평가를 요청하는 기준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
째는 평상시의 감시체계에서 현 상태가 처음 계획된 목표와 현격하게 괴
리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경우이다. 이에 따라 우선, 괴리의 원인을 찾는
내부 분석이 이루어진다. 원인을 찾는 경우에는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행동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된다. 하지만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
원회는 외부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평가를 요청하게 된다.
둘째는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변화가 제안되었을 경우이다. 유럽연합 규
정 1083/2006의 48조 3항은 프로그램 변경 시에 평가를 해야 한다고 명시
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프로그램은 물론 중앙정부와지
방정부간사업계약(CPER)의 변경이 있게 되면 평가절차를 요구하게 된다.
중요한 변화의 예로는 두 대상의 중요한 사업들 간 우선순위 변화와 재정
적 분배 변화, 목표의 중요한 수정, 대대적인 운영절차 재조정 등이다.
셋째는 프로그램 운영기간 중에 있는 평가로 2010년에 예정되어 있다.
이 평가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게 된다.
넷째는 국가와 지방정부 간 협의를 통해 지역의 필요가 있는 사항이거
나 국가적 수준의 주제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이 있게
되면 유럽기금지역평가위원회는 평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50) Préfecture de Poitou-Charentes, Union Européenne, Région Poitou - Charentes,
Plan Régional D'Evaluation 참조.
51) 2008년 지역평가계획이 발표되는 시점에서는 환경 분야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었고, 혁신과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평가가 계획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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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는 내부, 외부 모두 가능하다. 외부 평가의 경우 민간 기관 및 대
학이 평가를 수행할 수 있고, 복수의 평가자 설정도 가능하다. 내부 평가
인 경우에는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평가 명령서가 만들어져야 한다.
내외부 평가 모두 국가 기관(특히, 프랑스 통계청) 혹은 지역정부의 자료
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평가를 위해 수혜대상자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시민들의 의견조사도 할 수 있다.
평가결과 보고서는 평가자가 작성하며 전문가가 위원장이 되는 평가
기술위원회가 유효성 인정을 한다. 이후 보고서는 지역감시평가위원회
(CRUSE)에 이송되며 승인절차를 밟는다. 특히 보고서가 제안하는 사항
과 행동계획에 주의를 기울여 승인을 하게 된다. 보고서 제안 사항에 대
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만 구성되는 국가지방위원회(comité restreint
Etat-Région)가 사항들의 관리를 위한 목록을 작성하게 된다. 국가지방
위원회는 제안사항 등 평가 이후 사항들을 정리한 종합보고서도 작성하
고 이를 지역감시평가위원회(CRUSE)에 보고한다.
지역감시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평가보고서는 국가수준의 평가와
유럽연합에 이송되고 지역 내 배포가 이루어진다. 좀 더 나은 이해를 위
해 요약본, 종합본 등의 형태로 발간되며, 최소한 국가, 지방정부, 유럽기
금을 다루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다. 평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 기간 중 국가지방위원회는 진행 경과를 관련 주체들에게 알린다.
평가를 위해 프레펙튀르의 사무국 내 평가 인력, 지역환경국, 지역 혁신
발전평가국의 인력을 활용하며, 이들에 대한 훈련도 진행한다. 평가 비용
은 국가와 지방정부 간 분담을 통해 100% 예산지원이 이루어진다.
2) 평가 기준

위에서 언급한 지역평가계획(Plan Régional D'Evaluation)의 평가는
국제적이고 주제를 담고 있어야 하며, 협력적이고, 프로그램화되어 있어
야 하며, 내외부 혹은 혼합형이어야 하며, 투명하고 효용이 있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52).
52) Préfecture de Poitou-Charentes, Union Européenne, Région Poitou Charentes, Plan Régional D'Evaluatio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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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역평가계획은 네 가지 평가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첫째, 공적
개입의 질과 효과성을 증진하는 것, 둘째, 평가를 전략적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셋째, 계산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넷째, 유럽의 정책
을 지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푸아투샤랑트 지역 정책 평가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지역과
사회에 미친 영향을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
해 측정 가능한 결과물이 무엇인지, 정책과 프로그램의 직간접적인 효과
가 무엇인지를 규명해야 한다. 또한 평가는 정책과 프로그램의 집행과정
을 잘 보여주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과 프로그램 과정에 책임
을 지고 있는 주체들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 이러한 조직들이 목표
의 달성을 촉진하는지 방해가 되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평
가는 평가대상이 된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의사결정권자들의 가치 판
단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평가는 평가대상 정책이 처음 시행
될 때 제기되었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지를 관찰해야 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평가 특성, 목적, 역할 등을 고려하여 푸아투샤랑트
지역평가계획이 적시하고 있는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다. 첫째, 정책 및
프로그램 등 공적 개입의 적절성이다. 이는 정책 및 프로그램의 목표가
초기 상황진단에서 제기된 필요에 부합하는가이다. 둘째, 공적 개입의 일
관성이다. 내부적으로 프로그램 내 제시된 목표들이 상호 간 모순적이지
않아야 하며, 외부적으로 다른 정책들과 충돌이 없어야 한다. 셋째, 정책
개입의 효과성이다. 이는 정책 목표와 성과가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분석
하는 것이며, 결과를 얼마나 얻었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넷째, 공적 개
입의 효율성이다. 개입 효과를 이에 수반된 인적, 물적 수단 및 방법과
비교해 보고, 투입된 비용과 성과 간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다섯째,
합목적성 혹은 유용성으로 정책 및 프로그램의 초기 목표의 효과를 측정
하는 것이다.
이 밖에 지역평가계획은 유럽연합 프로그램이 제시하고 있는 ‘공동체
적 부가가치(valeur ajoutée communautaire)’를 평가하는 일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공동체적 부가가치는 사회경제적 통합, 공동체적
우선순위를 감안한 정책을 통해 얻어지는 부가가치, 보완적이고 레버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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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가진 재정지원의 부가가치, 협력체, 다년간 계획, 재정 건정성을 유
지하는 운영 등 유럽기금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가치, 유럽 수준,
국가 수준, 지역 수준 간 경험 공유 혹은 네트워크 결성을 통해 얻어지는
부가가치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3) 평가 유형

유럽연합 규정 1083/2006의 47조 2항은 평가 유형을 세 가지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푸아투샤랑트 지역의 고용을 포함하는 지역 정책 및 프
로그램 평가 유형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사전 평가이다. 이 평가는 프로그램 도입 이전 정책 수요에 적
절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둘째는 중간평가이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집행과정 중에 이루어지며 프로그램의 중간성과물
을 활용한다. 이 평가는 프로그램의 방향을 재정립하여 집행과정을 개선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는 최종적인 사후 평가이다. 시작부터 최종
단계까지 프로그램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프로그램의 종합적인 영향을
측정한다.
2007～13년 계약에 대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세 가지 유형 이외에 계속
평가라는 넷째 평가 유형이 추기되었다. 이 평가는 평가를 연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중간평가에 비해 덜 엄격하다. 계속 평가의 목적은 집행과
정에 대한 감시와 주변 환경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다.
4) 평가 지표

푸아투샤랑트 지역 정책 및 프로그램 평가에 활용되는 지표들은 6개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정책 및 프로그램의 상황 및 배경 등 맥락을 표시해 주는 지표
들이다. 둘째는 프로그램에 할당된 지원 금액 및 예정된 지원 금액의 실
제 지급 등 재정적 지표로 재정적 수단 등도 포함한다. 셋째는 현실화 지
표로 사업 및 프로그램의 현실화 정도를 물질적 혹은 금전적으로 판단한
다. 또한 다부문 간 우선순위를 파악한다. 넷째는 성과지표로 프로그램의
수혜자들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의미한다. 수혜자들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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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능력, 수급 등의 변화를 포함한다. 다섯째는 효과성 지표로 프로그램
의 즉각적인 성과를 넘어 최종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여섯째는
중앙지방정부간사업계약(CPER) 및 유럽연합운영프로그램의 다부문 간
우선순위와 관련된 것으로, 중앙지방정부간사업계약(CPER)에 대해서는
질적으로 판단한다.
지역평가계획은 평가보고서의 평가에 대한 기준도 제시하고 있다. 계
획에 따르면, 평가보고서의 평가는 요청에 대한 충족 여부, 평가영역 적
합성, 방법론적 적절성, 자료 신뢰성, 분석 견고성, 결과 신뢰성, 결론의
불편부당성, 보고서의 명확성 등이다.

제4절 요약 및 정책 시사점

한 나라의 지역고용정책은 지방분권화 역사 및 논의과정, 각 지역의 경
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 및 특성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일국의 지역고용정책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은 일반화하기 어려
운 한계를 가진다. 이번 절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면서, 지금까지 푸
아투샤랑트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프랑스의 지역고용정책 현황을
요약하고 우리나라의 지역고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본다.

1. 요 약
프랑스의 각 지역에 적용되는 고용정책은 지역에 적용되는 중앙정부
의 고용정책과 지역 지방정부의 고용정책으로 나누어진다. 푸아투샤랑트
지역에 적용되는 중앙정부의 고용정책 및 프로그램들은 청년층에 대한 우
선 순위를 두고 경제, 기업, 일자리를 하나로 묶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프랑스의 중앙정부는 첫 번째 방향인 청년층 고용을 위해서 미래계약
(contrat d’avenir), 세대계약(contrat de génération) 등을 주요 프로그램
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경제/기업/고용 간 연계된 정책을 위해 경제적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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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따르는 고용불안정을 완화시키는 고용안정화와 신규 기업 창업을 통
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주요한 정책 및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고용정책관련 자금 운용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은 제한적이다. 법적
으로 규정된 훈련 분야를 제외하고는 중앙정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움직
이며 평가를 받는다. 즉 정책 입안과 자금 지원은 중앙정부가 행하며, 정
책 집행 권한을 지방정부가 갖는다.
지역고용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자금지원 및 평가
대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5년 계약인 국가와 지방정부 간 사업
계약(Le contrat de projet entre l'Etat et la région : CPER)이 있다. 평
가는 지역에 설치된 지역감시평가위원회(Comité régional unique de
suivi et d'évaluation)를 통해 이루어지며, 위원회에는 지역의 중앙정부
의 장, 지역 정부의 장 및 각 분야 대표가 참여하는 등 중앙과 지방 정부
가 동시에 참여한다.
평가 절차 및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지역평가계획에 따르면, 평가 요
청은 평상시의 감시체계에서 현 상태가 처음 계획된 목표와 현격하게 괴
리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경우,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변화가 제안되었을
경우, 프로그램 운영기간 중에 있는 평가, 국가와 지방정부 간 협의를 통
해 지역의 필요가 있는 사항이거나 국가적 수준의 주제에 대해 평가가
필요할 때 가능하다.
평가는 내부, 외부 모두 가능하며, 평가에는 국가와 지방정부 간 분담
을 통해 100% 예산지원이 이루어진다. 평가 기준은 정책 및 프로그램 등
공적 개입의 적절성, 공적 개입의 일관성, 정책 개입의 효과성, 공적 개입
의 효율성 등이다. 주요 평가지표로 정책 및 프로그램의 상황 및 배경 등
맥락을 표시해 주는 지표, 프로그램에 할당된 지원 금액 및 예정된 지원
금액의 실제 지급 등 재정적 지표, 사업 및 프로그램의 현실화 정도를 물
질적 혹은 금전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현실화 지표와 다부문 간 우선순위
지표, 성과지표, 효과성 지표 등이 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지방자치가 인정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중앙정부
의 지방정부 예산 사용에 대한 평가는 제한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고용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평가결과 발표는 지역에 정치적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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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수 있다. 일자리 문제가 정치와 선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
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많은 지역고용관련 주체들은 평가체계가 존재하
지만 실제적으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푸아투샤랑트 지역의 자체적인 고용정책의 핵심은 청년층 고용에 대
한 우선순위와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 혁신경제를 통한 고용 창출, 지
역 내 근접서비스를 통한 고용이다.
이런 정책 방향에 따라 푸아투샤랑트 지역 정부가 자체적으로 시행하
고 있는 고용정책관련 프로그램들은 주로 지방정부 권한인 훈련과 관련
된 것들이 많으며, 중앙정부의 기존 지원 프로그램들에 대한 보충적 성
격을 가진 것들도 많다.
주요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예산을 활용한 직업훈련을 통한 고용증진
협정, 중앙정부, 데파르트망, 코뮌 등 지자체 정부 등과 협력하여 진행하
는 영세사업체를 위한 지역고용증진협정, 중앙정부 지원 없이 독자적으
로 지원하는 고용훈련자원에 대한 지역보장 프로그램과 직업과정안정화
계약, 중앙정부 및 기업들의 지원에 추가하여 보충적인 지원을 자체 예
산으로 제공하는 전환기반(Plate-forme de Reconversion) 프로그램 등
을 운영하고 있다.
푸아투샤랑트 지역 고용정책은 크게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다.
하나는 중앙정부의 지방조직을 통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정부를 통
해서이다.
첫째 경로인 중앙정부의 지방조직에 의한 고용관련 정책은 지역기업
경쟁소비노동고용국(DIRECCTE)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둘째 경로인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지역의회에 의해 운영된다.
이 밖에도 지역경제사회자문회의(conseil économique et social régional)
가 있는데, 지역의 각 직종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은 지역의 중요한 경
제사회적 의사결정을 위한 의견을 제시한다.
이와 같이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어진 거버넌스 하에서 지역고용정책
의 효과성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를 위해 프랑스 각 지역에는 지역고용직업훈련협력위원회가 설치되어 있
다. 지역고용직업훈련협력위원회는 직업훈련 및 고용정책과 관련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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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주체들 간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직업훈련과
고용정책의 진단, 연구, 조사 및 평가를 수행한다. 위원회를 통해 국가(중
앙정부), 지방정부, 노사단체 등 4자는 고용과 직업훈련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소통의 기회를 가지고, 훈련과 관련된 주체들에게 그들의 활동
을 최적화하기 위한 협력의 장을 마련한다.
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은 국가평생직업훈련위원회(Conseil National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tout au long de la vie : CNFPTLV)가 담
당한다. 국가평생직업훈련위원회는 운영기관으로서 다양한 관련 주체들
간 정기적인 회의를 주최하고 현황에 대한 진단을 실시한다.
현재 푸아투샤랑트 지역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고용정책은
지역발전정책과 연계를 가지며 수립, 집행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지역고
용정책은 2011년에 채택된 2011～2015년간 지역 경제환경사회연대발전 계
획(Schéma Régional de Développement Économique, Écologique, Social
et Solidaire 2011-2015)에 기반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

2. 정책 시사점
가. 지역고용정책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역 정부의 역할 및 관계

앞서 본 프랑스 사례는 지역고용정책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
할과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에서 고용문제는 기본적으로 중앙
정부의 몫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는 프랑스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국가(ETAT), 즉 중앙정부’의 중요성과 관련되어 있다. 일자리 및 고용
에 대한 1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다는 생각이다. 또한 중앙정부의 중요성
은, 국가는 각 지역에 평등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프랑스의 헌
법정신 중 하나인 ‘평등’과 관련되어 있다. 고용문제를 각 지역 정부에게
일임하였을 경우, 지역의 차별적인 상황 및 특성에 따라 국민들에게 지
역에 따른 차등적인 고용관련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지양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국가)가 고용문제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프랑스에서 198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방분권화 추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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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및 일자리에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특
히 지방정부의 권한 및 책임은 직업훈련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있으며,
일자리 문제가 정치적인 어젠다에 포함되는 정도가 커지고 고용의 사회
적 파급효과가 증대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정치인들이 고용 및 일자리 문
제를 지방적 의제로 다루는 경향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프랑스 지방정부는 법에 의해 위임된 권한인 직업
훈련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고용지원 서비스 등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및 프로그램에 집행과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추세이
다. 또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 사회보장 서비스 등이 일자리 및 고용과
적극적으로 연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정책을 입안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중앙정부와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정부 간 적극적인 협력체계가 요구된다. 푸아투샤
랑트 지역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중앙정
부의 고용관련 지역 기구(DIRECCTE)를 경제, 기업, 사회 등 다양한 고
용관련 부처들의 협력체로 조직하였고, 이 통합된 기구와 지역 정부의
고용관련 조직, 고용지원센터, 지역 고용관련 기타 조직들 및 노사단체들
간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평생훈련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지역고용직
업훈련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고용 관련 주체
들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와 협력을 조정하는 기구 등은
우리나라 지역고용정책 및 프로그램 집행 및 운영에 있어서도 주요하게
고려할 만한 사항으로 보인다. 정책 수립은 중앙정부가 하고 집행은 지
방정부가 하는 상황에서, 지역고용정책의 효과성은 서로 다른 환경을 가
진 두 주체 간 긴밀한 협력에 의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지역고용정책 평가의 특성

프랑스는 지역고용정책 및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체계, 기준, 절차 등
을 마련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내부 평가,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자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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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대한 평가, 유럽기금의 사용에 대한 평가가 진행된다. 평가 대상은
직업훈련, 일자리 지원 등을 포함한다. 또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두어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프랑스 현지 출장을 통한 면담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지
역에서 일자리 평가, 특히 지방정부의 고용 및 일자리관련 조치들에 대
한 중앙의 평가는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 등 고용관련 문제들이 지역의 정치적 이해관계
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방 선거
에서 고용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고용관
련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평가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
문이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지역고용사업에 대한 평가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으며, 이를 반영하듯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민
간도 참여하는 지역감시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신중한 평가를 위해 노력
하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 사례는 우리나라 지역고용에 대한 평가 시에도 고려할
만하다.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평가체계를 지양하고 중
앙과 지방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민간관련 주체들을 동시에 포함시킨 체
계를 만들고, 이를 운영하는 중립적 기구의 설립 등도 생각할 수 있는 대
안으로 보인다.
다. 지역고용관련 연구기관

지역고용정책 및 프로그램의 효과는 지역의 현황을 잘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정책 방향 및 프로그램을 수립, 집행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고용관련 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 수집 및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프랑스에서는 각 지역에 지역 통계청이 기초 자료를 수집하
는 한편, 지역평생훈련위원회(Agence Régional de la formation tout au
long de la vie Poitou-Charentes : ARFTLV)가 설치되어 지역고용관련
주요 현황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축적하고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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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과 관련기관들에게 배포를 하고 있다.
지역고용과 관련된 중앙조직과 지방정부 간 협력 및 조정과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통계청 및 지역평생훈련위원회가 생산하는 자료
및 분석결과를 기초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과
정에도 이러한 자료 및 연구의 중요성은 지대하다. 객관적인 자료와 연
구결과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정책과 프로그램은 효과성도 증진되고 과
정 및 결과에 대한 수용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단
위의 고용전문 자료 수집 및 연구기관의 설치와 운영도 효과적인 지역고
용정책을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라. 중앙정부 지역기관들 간 조정 및 통합

프랑스의 지역고용과 관련하여 최근 진행된 주요 변화는 기존에 나누
어져 있던 중앙정부의 지역조직을 통합하여 지역기업경쟁소비노동고용
국을 설치하여, 고용, 기업, 경제, 소비 등의 영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의 배경에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고용, 기업, 경제, 소비 등
과 관련된 일들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
해서는 고용 문제를 기업, 경제, 소비 등과 연계하여 바라보아야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일자리 중심의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실제 푸아투샤랑트 지역의 지역기업경쟁소비노동고용국의 기관장은
프랑스에서 노동 및 고용 문제를 관장하는 중앙부처인 노동고용직업훈련
노사대화부의 중앙 공무원이 맡고 있으며, 조직의 운영 역시 고용 및 일
자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조직의 고용 및 일자리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 및 운영은
우리나라 지역 고용 정책의 효과성 제고에 시사하는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현황 및 문제점들을 고용 및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하여
논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수 부처 및 조직들 간 협력 체계를 강화
하며, 필요한 경우 통합적 협력 체계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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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들어가는 말

일본에서 지역고용정책이 본격화한 것은 2000년 전후부터이다. 이전에
는 중앙정부가 고용에 책임을 진다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 스탠스였다.
그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책임을 나누어지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고용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에 상응하는 재량을 갖게 되지만, 정책 입안에서 실행 및 감독까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일본의 지역고용정책을
살펴본다. 첫째, 일본에서 지역고용정책이 본격화된 배경은 무엇인가. 둘
째, 일본에서 지역고용정책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는가. 셋째,
일본의 지역고용정책은 어떤 전달체계 속에서 입안, 실행되는가.
이들을 검토하는 데 있어 이 장이 의거하는 작업가설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역고용정책을 어떻게 정의할까인데, 보다 엄밀한 논의는 다른 문
헌 등에 맡기기로 하고53), 이 장에서는 일단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
단체(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입안, 실행하는 고용
53) 지역고용정책을 둘러싼 일본에서의 논의에 관해서는, 樋口美雄ほか(2005), 神野
直彦(2002), 神野直彦(2004), 橘川武郎․連合総合生活開発研究所編(2005), 佐口
和郎(2010), 田端博那(2006)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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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지역고용정책이라 정의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지역고용정책의
형성과정 및 현재의 실태를 어떤 시각에서 볼 것인가인데, 이 장에서는
단지 중앙정부가 담당하던 고용정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게
된 것으로는 보지 않고, 산업정책 및 복지정책과 연계해 지방자치단체의
고용과 관련된 정책기능 및 서비스기능이 강화된 것으로 파악한다. 이를
도시한 것이 [그림 5-1]이다.
일본의 경우 고용정책에 관한 한 전통적으로 “작은 정부”를 표방해 왔
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용관련 기능은 말할 것도 없고, 중앙정부가 수행하
는 고용관련 기능 자체도 제한적인 범위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이를
상쇄하면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고용창출과 노동력의 산업간/지역간 배치
를 이끌었던 것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산업정책이었다. 신산업의 창출
및 산업의 적정 배치를 통한 고용문제의 해결, 이것이 일본정부의 기본
적인 정책 스탠스였던 것이다. 하지만 1980년대까지 원활하게 기능하던
것처럼 보였던 이런 메커니즘이 버블의 붕괴를 거쳐 1990년대 이후 기능
부전에 빠지고 말았다. 이것이 지역고용정책을 본격화시킨 중요한 계기
가 되었다.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
아래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니즈에 적합한 산업과 고용을 창출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지역의 자원과 지역의 니즈는 지역 자신이 가
장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넓은 범
위의 지역경제권과 관계된 광역자치단체의 정책기능이 요구되기 시작했
다. 광역자치단체 스스로 산업정책과 연계해 고용정책을 입안, 실시할 것
이 요구된 것이다.
한편 고용은 복지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종래 일본은
사회보험에 의거해 질병(“건강보험” 및 “국민건강보험”)과 고령(“후생연
금” 및 “국민연금”) 리스크에 대응하는 한편으로, 공적부조는 억제하는
정책을 채택해 왔다. 고용을 통한 소득확보 자체가 공적부조를 예방하는
것이라는 정책 스탠스를 취해 온 것이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고용시
스템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으면서54) 실업률이 높아지는 동시에 비정규
54) 여기에는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고용정책의 전개도 한몫 했다. 1990년대 후반에
서 2000년대 전반에 걸쳐 집중적으로 전개된, 규제완화를 통한 고용의 ‘시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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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고용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공적부조 수급자도 증대되었다. 따라서
공적부조 수급자나 그 대상자로 될 가능성이 높은 층 중에서 가동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찾아줄 필요성이 대두되었다55). 이들
은 일반 구직자와는 달리 쉽게 취직하지 못하는 요인을 안고 있는 경우
가 많다. 따라서 보다 세심한 매칭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다. 세심한 서비
스에 필요한 정보는 무엇보다도 기초자치단체가 갖고 있다. 따라서 기초
자치단체 스스로가 복지와 연계해 세심하고 다양한 매칭 서비스를 제공
할 것이 요구되었다. 광역자치단체는 이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광역 차원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림 5-1] 지역고용정책 형성의 개념도
정

중앙정부
책

광역자치단체

서
비

고 용
창 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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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

산
업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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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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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필자 작성.
정책에 관해서는 禹宗杬(2010b)을 참조.
55) 한편 공적부조 수급자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일정한 수준의 소득보장을 필요
로 하는 구직자는 상당수 존재한다. 이들 구직자에 대해 일정 정도의 소득을 보
장하면서 직업훈련과 직업소개를 실시하는 일종의 실업부조 제도가 근래 창설되
었다. 이에 관해서는 禹宗杬(2010c)을 참조.

제5장 일본: 지역고용정책과 산업정책․ 복지정책의 연계 137

이런 작업가설 위에 이 장에서는 문헌 연구와 인터뷰 조사에 의거해
일본의 지역고용정책을 분석한다. 서술의 순서는, 제2절에서 일본의 지역
고용정책이 본격화된 경제적 및 정책적 배경과 지역고용정책이 형성된
역사적인 과정을 살펴보고, 제3절 이하에서는 일본의 지역고용정책이 어
떤 전달체계 속에서 입안, 실행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먼저
제3절에서는 고용실업정세에 대응한 고용창출사업, 제4절에서는 지역고
용개발촉진법에 의거한 사업, 제5절에서는 복지와 연계한 고용시책, 그리
고 제6절에서는 지역이 독자적으로 전개하는 고용정책을 오사카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의 시사점을 간략하게 검토한다.

제2절 지역고용정책의 형성

1. 경제적 및 정책적 배경
가. 경제적 배경

지역고용정책을 추동한 요인의 하나는 고용문제의 심각화였다. [그림
5-2]를 보자. 이는 최근 10년간의 일본의 완전실업률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2002년(그림 속의 왼쪽 ‘평성 14년’)에 5.4%를 기록했던 실업률
은 이후 경기 회복과 함께 3.9%까지 떨어졌지만, 경제위기를 계기로 다
시 치솟아 현재도 4%대의 결코 낮지 않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선진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률이 왜 ‘심각한’ 상
황으로 비치는가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전술한 고용 중심의 생활보장체
계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적 경과 때문이다. 일본은 1980년대까
지만 해도 2%대의 실업률을 자랑했다. 기존의 일상적인 감각으로는 이
정도가 ‘정상’이었던 것이다. 그것이 버블이 붕괴된 이후 3%를 돌파하더
니 2002～03년에는 5.5% 가까이까지 치솟았다. 실업률 상승은 일종의 경
향성을 띠게 되어, 이후 경기 회복기에도 실업률이 4%를 밑도는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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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일본의 완전실업률의 추이

자료 : 総務省(2013), ｢労働力調査(基本集計)平成24年平均(速報)結果｣.

거의 없어졌다. 이런 실업률의 추이는 고용을 둘러싼 상황이 이미 1980
년대와는 구조적으로 달라지고 있어, 종래의 메커니즘으로는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하겠다.
이런 구조적 문제는 고용문제를 지역별로 분해해 봤을 때 더욱 두드러
지게 나타난다. [그림 5-3]은 일본의 지역별 취업률을 나타낸 것이다.
2012년(각 그림 속의 오른쪽 ‘평성 24년’) 현재 지역별 취업률이 가장 높
은 곳은 도카이(東海)로 59.0%이다. 다음으로 미나미칸토(南関東) 58.5%,
호쿠리쿠(北陸) 57.8％의 순으로 이어져, 가장 낮은 긴키(近畿)는 54.0％
를 기록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 최고 5.0%의 취업률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시간의 추이에 따라 다소 기복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이런 격차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10년 전인
2002년(각 그림 속의 왼쪽 ‘평성 14년’)에도 도카이(東海)의 취업률은
61.2%, 긴키(近畿)의 그것은 55.2％로 6%의 격차를 기록하고 있었다. 지
역의 취업률이 구조적인 특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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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일본의 지역별 취업률

자료 : 総務省(2013), ｢労働力調査(基本集計)平成24年平均(速報)の結果｣에서 인용.

이런 경향은 지역별 완전실업률의 추이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난다.
[그림 5-4]는 일본의 지역별 완전실업률의 추이를 나타낸 것인데, 2012
년(각 그림 속의 오른쪽 ‘평성 24년’) 현재 오키나와(沖縄)가 6.8％로 제
일 높다. 시계열이 연속되지 않는 오키나와를 제외하면, 홋카이도(北海
道) 5.2％, 긴키(近畿) 5.1％의 순이다. 반면 낮은 순으로는 호쿠리쿠(北
陸)와 도카이(東海)가 둘 다 3.5％로 제일 낮다. 10년 전인 2002년(각 그
림 속의 왼쪽 ‘평성 14년’)을 보면 긴키(近畿)가 6.7％로 가장 높고, 다음
이 규슈․오키나와(沖縄)가 6.1％, 홋카이도(北海道) 6.0％이고, 호쿠리쿠
(北陸)와 도카이(東海)는 낮아 전자가 4.0%, 후자가 4.1%이다. 10년간에
걸친 시계열적인 추이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완전실업률의 지역 간 격
차는 용이하게 해소하기 힘든 구조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하겠다.
이런 구조적 특성은 지역의 산업 특성과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고
용정세가 양호한 도카이(東海) 지역에는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이 집중
되어 있다. 그리고 미나미칸토(南關東), 기타칸토(北關東) 및 고신(甲信)
지역에는 전자부품 및 디바이스 제조업이 집중되어 있다. 즉 자동차, 전
자 등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 집적된 지역의 고용상황이 전반적으로 양호
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56). 반면 홋카이도 등 산업발달이 늦은 지
56) 다만 경제위기가 도래한 2009년(‘평성21년’), 2010년(‘평성 22년’)에 이들 지역의
실업률이 급격하게 상승해 종래 실업률이 높았던 지역과의 차가 좁아지고 있는
현상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동차, 전자 등 수출산업에 의거한 외수(外需)
중심 성장이 고용을 안정적으로 견인하는 힘이 약하다는 측면을 보여준다. 실제,
경제위기로 인한 비정규직노동자의 채용 중단은 산업별로는 제조업, 지역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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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일본의 지역별 완전실업률의 추이

자료 : 総務省(2013), ｢労働力調査(基本集計)平成24年平均(速報)の結果｣에서 인용.

역이나 오사카 등 전통적 도시지역은 경기회복기에도 실업률이 상당히
높은 양상을 보인다57). 한편 지역이 갖는 구조적 특성은 뒤에서 보는 정
책과도 상관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공공투자가 크게 감소한 도후쿠(東
北) 지역에서는 실업이 여간해서 개선되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이다58). 이런 상황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고용정책의 입안과 실행을
시급하게 요청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하겠다.
나. 정책적 배경

지역고용정책을 추동한 또 하나의 요인은 지방분권의 강화이다. 여기
에는 두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 하나는 그간 누적된 재정적자로 인
해 중앙정부의 정책수단이 제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정책 수행이 과연 효과적인지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또 하나는 지역주
민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은 지역 스스로 해야 한다는 지방분권에 대
한 요청이 커진 것이다.
중앙정부의 획일적 정책으로 재정적자를 초래한 대표적 예가 공공사
도카이(東海), 미나미칸토(南關東), 기타칸토(北關東) 및 고신(甲信) 지역에서 특
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따라서 자동차나 전자 등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유치한
다 하더라도, 이를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결합해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다
양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이에 관해서는 禹宗杬(2010a)을 참조.
57) 厚生労働省(2010), 平成21年労働経済白書.
58) 厚生労働省(2004), 平成16年労働経済白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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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다. 도로건설 등 사회기반정비를 주축으로 하는 공공사업은, 지방에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실업률을 억제하는 주요한 정책수단의 하나였다.
[그림 5-5]를 보자. 이는 각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일반정부 총고정자
본형성’(=공공사업비)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
들의 경우는 1970년대 중반 이후 공공사업비의 비중이 현저하게 줄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일본은 그 이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와 버블이 꺼진 다음에는 경기를 뒷받침한다는 이
유로 공공사업에 대한 재정지출을 크게 늘렸다. 그 결과, 1995년에는 공
공사업비가 GDP의 6.4%를 차지하기에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이런 정책
이 지속될 수는 없었다. 실제로 재정적자의 압박 속에 공공사업비는 이
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이전처럼 지역고용을 뒷받침하는 기능은 갖지 못
하게 되었다. 지역고용을 지역 자체의 힘으로 창출, 유지해야 할 필요성
이 커진 것이다.
지방분권의 강화에 있어서는 ｢지방분권일괄법｣(1999년 제정, 2000년
시행)이 획기가 되었다. 종래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 중에 지
[그림 5-5] 각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일반정부 총고정자본형성’(=공공사업비)
의 추이

자료 : 財務省 HP, http://www.mof.go.jp/budget/fiscal_condition/related_data/sy014/
sy014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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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단체 고유의 업무 외에 중앙정부의 출장소로서 처리해야 하는, 이
른바 ‘기관위임 사무’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지방분권일
괄법은 이 기관위임 사무를 폐지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상당수 업무를 중앙정부로부터 도도부
현(都道府県)59)으로, 그리고 도도부현에서 시정촌(市町村)60)으로 이양했
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부 세원(稅源)을 지방자치단체에 이
양하는 한편, 보조금을 삭감하고 지방교부세 제도를 고치는 등 중앙정부
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원을 재조정했다.
이처럼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 산업 및 고용에 있어서도 지방
의 의사를 존중하고 지방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이 선회하기 시
작했다. 산업정책에 있어서는 1997년의 ｢산업집적활성화법｣ 제정 및
1998년의 ｢신사업창출촉진법｣ 제정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고
용정책에 있어서는 1999년의 ｢고용대책법｣ 개정과 2001년의 ｢지역고용
개발촉진법｣ 개정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990년대 전반까지는 공장이전이나 기업유치에 의해 고용을 창출한다
는 발상이 주류였다. 이것이 의도대로 안 될 경우에는 ‘공공사업’으로 고
용을 창출, 유지한다는 것이 정책 스탠스였다. 하지만 이것이 한계에 부
딪힘과 동시에 1990년대 후반 들어 지역산업의 ‘내발적’ 발전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했다. 또한 금후의 성장잠재력이 있는 산업으로 환경, 관
광, 교육, 의료, 복지 등 ‘소프트’한 산업이 부상되었다. 이들은 제조업 등
종래 주류를 이루던 ‘하드’한 산업에 비해 ‘인재’ 및 ‘고용’과의 관련성이
보다 밀접한 산업이었다. 따라서 산업과 고용을 연계해 정책을 입안, 실
시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는 실업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긴급고용창출사업에 있어서도 실업자를 안정적 고용으로 연결시키기 위
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점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한편 실업률 증대와
빈곤 확대가 사회문제가 되는 상황 속에서, 복지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쉽게 취직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필요
성도 증대되었다. 요컨대 이런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일본은 정책 변
59) 일본의 광역자치단체. 우리나라의 특별시, 직할시 및 도에 해당한다.
60) 일본의 기초자치단체. 우리나라의 시, 군, 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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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도모한 것이라 하겠다. 항을 바꾸어 산업정책과 고용정책이 어떻게
지역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2. 지역고용정책의 형성
가. 산업정책의 전환61)

지역고용정책 형성의 전제를 이루는 산업정책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
지를 먼저 살펴보자. 일본의 산업정책은 크게 보아 네 단계를 거쳐 지금
에 이르고 있다 할 수 있다. 제1단계는 패전 후부터 1960년대까지로, 이
시기는 중앙정부가 주도해 산업기반을 정비하고 중후장대(重厚壮大)형
산업을 육성한 시기이다. 제2단계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로,
이 시기는 중앙정부가 주도해 경박단소(軽薄短小)형 산업을 육성하는 한
편으로 균형발전의 이념 아래 산업을 재배치한 시대이다. 제3단계는
1990년대 후반인데, 이 시기는 지방정부가 참여해 신사업창출을 위해 노
력한 시기이다. 제4단계는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인데, 이 시기는 지방정
부가 참여해 이노베이션을 창출하는 ‘산업 클러스터’ 정책 시대이다.
제1단계부터 간단히 살펴보자. 이 시기에는 전전(戰前)부터 발전해 온
4대 공업지대를 중심으로 항만을 건설하고, 철도를 정비하며, 공업용지/
용수를 확보하는 등 인프라 정비가 우선적인 과제가 되었다. 다만 1962
년의 “제1차 전국종합개발계획”에서 ‘거점개발장식’을 제창한 것을 계기
로 산업입지정책은 종래의 “태평양벨트 구상”(1959년)에서 전환해, “국토
의 균형 있는 발전”으로 정책 중심이 이동한다. 이는 “산업의 적정배치”,
즉 지방의 산업거점을 다양하게 정비하고, 대도시권으로부터 공장을 이
전하는 등 지방분산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발전을
꾀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1962년 ｢신산업도시 건설촉진법｣이 제정
되었다. 이에 의거해 대도시권에서 떨어진 15개 지구가 대상지역으로 지
정되었다. 또한 1964년의 ｢공업정비 특별지역 정비촉진법｣에 의거해 대
61) 이에 관해서는 주로 濱田隆道(1998), 細谷祐二(2009), 今井康夫(2005), 松島克
守․坂田一郎․濱本正明(2005), 竹内章悟(2006) 및 우종원(2012)에 의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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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권에 가깝고 입지조건이 뛰어난 6개 지구가 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
다. 그러나 이들은 기본적으로는 1960년부터 시작된 ‘소득배증계획’을 뒷
받침해 줄 공업기반정비를 목적으로 중화학공업의 대규모사업소를 불러
들이는 성격의 것이었다.
제2단계는 제1단계에서 발생한 사회경제문제로 그 이행이 촉진되었다.
즉 1960년대 후반에 들어 환경문제, 지역 간 격차문제, 쌀생산 과잉으로
인한 농촌문제 등이 현재화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중후장대형과
는 산업특성을 달리하는 가공조립산업의 대두도 이행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런 환경 변화 속에서 정부는 1971년에 ｢농촌지역 공업도입 촉
진법｣, 1972년에 ｢공업재배치 촉진법｣을 제정하게 된다. 이들 법률은 크
게 보아 ‘일본열도개조’란 일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일환으로 제정되었
다. 즉 대도시지역으로부터 지방으로의 공장이전 촉진, 중핵적 공업단지
의 내륙부 건설, 공업단지와 주거지역을 세트로 한 ‘25만 도시’의 건설,
이들과 대도시권을 연결하는 고속 수송망의 건설이라는 장대한 프로젝트
가 ‘일본열도개조’란 이름 아래 구상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제1차 석유위
기의 영향 등으로 일본열도개조 계획은 전체적으로 좌초하게 된다.
일본열도개조 프로젝트의 좌초에도 불구하고 공업재배치는 그대로 추
진되었다. 상기 공업재배치 촉진법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공업재배치
계획”이 책정되었다. 각 계획은 공장이전의 목표치와 공장이전이 유도되
는 지역의 공장 신․증설의 목표치 등을 규정했는데, 1977년에 책정된 1
차계획은 1976년에서 1985년까지 10년간에 걸쳐 시행되며, 계획 최종연
도인 1985년에 공장을 바깥으로 이전시킬 지역의 공장부지면적을 1974
년 대비 3할 정도 감소시킬 것을 정량적 목표로 설정했다. 1989년에 책
정된 2차계획은 1986년에서 2000년까지 15년간인데, 계획 최종연도인
2000년에 공장을 바깥으로 이전시킬 지역의 공장부지면적을 1985년 대
비 2할 정도 감소시킬 것을 정량적 목표로 설정했다. 전체적으로 기존 공
장의 지방 이전에 정책의 중점이 두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약간 취지를 달리하는 정책이 1980년대에 들어 추진되었다. “테
크노폴리스 구상”이 그것이다. 이는 기존의 도시 기능 및 쾌적한 주거환
경과 학술연구기능의 집적을 활용하는 한편으로 산업지원기관을 설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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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통해 지방권에 있어서의 하이테크산업의 집적을 추구한 정책이
다. 그 배경에는 산업구조의 전환이 작용했다. 즉 종래형 산업(이들의 배
치 구상이 공업재배치계획의 중점과제의 하나였음)이 정체하고, 대신에
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바이오 등 첨단기술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R&D, 디자인, 소프트웨어 등 산업의 두뇌에 해당되는 부분의 기반을 정
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한 것이다. 그 배경에는 ‘지방 중시’라는 또 하나
의 요소도 작용했다. 당시 “지방이 주도하는 새로운 지역 만들기”가 지방
자치단체장들에 의해 제창되었던 것이다. 이 속에 정책주체의 전환이 서
서히 이루어졌다. 즉 기존의 ‘거점개발’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
졌음에 비해, 테크노폴리스 정책은 토박이산업을 “리저널 인더스트리
(Regional Industry : 지역산업)”로 재평가하는 등 지역경제의 자립적 발
전을 위한 지역주도 프로젝트의 성격이 강했던 것이다. 그 결과, 지자체
의 강력한 요구 아래 1983년 ｢고도기술공업 집적지역 개발촉진법(테크노
폴리스 법)｣이 제정되어 26개 지역이 지정을 받았다. 법 시행에서는 지원
기구인 “산업기술진흥기구(이른바 테크노재단)”가 중심적 기능을 담당했
는데, 특히 산학관이 연계한 기술개발사업, 교류사업, 인재육성연수사업
등 ‘소프트’한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내발형(內發型)보다는 도입형(導入型)=기업유치형이 많은 것이 현실이었
고, 지역주도성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했다.
1980년대 이후 이와 비슷한 흐름이 지속되었다. 1987년에 제정된 ｢종
합 보양지역 정비법(리조트법)｣은 국민의 여가활동의 충실과 지역진흥을
통해 내수확대를 꾀한다는 취지였는데, 도도부현이 기본구상을 책정해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 세제 및 금융상의 우대조치를 부여했다.
한편 1989년에는 ｢지역경제의 고도화에 기여하는 특정사업의 집적 촉진
에 관한 법률(두뇌촉진법)｣이 제정되었는데, 이에 의거해 소프트웨어, 디
자인, 엔지니어링 등 여덟 분야의 사업이 정책 대상으로 지정되어 대도
시에서 지방으로의 분산이 추진되었다. 그리고 1992년에는 ｢지방거점도
시의 정비 및 산업업무시설의 입지촉진에 관한 법률(지방거점법)｣이 제
정되어 오피스 기능의 지방분산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특정 지역을 지정
하는 거점개발방식을 통해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분산을 꾀하는 산업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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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이것이 마지막이었다.
제3단계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신사업을 창출하는 것이 정책의 중
심이 된다. 1985년의 플라자합의로 인한 엔고의 진행과 1990년대의 급속
한 세계화의 진전으로 일본기업이 생산거점을 대거 해외로 이전함에 따
라 산업공동화와 함께 대도시 자신도 피폐해지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
것이 정책전환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런 환경 변화 속에 종래의 ‘산업
입지정책’으로부터 ‘지역산업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난 것이
다. 즉 대도시를 포함해 각 지역이 보유하는 기존 지역자원을 활용해 경
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을 활성화하자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된 것이다. 이
를 위해 1997년에 ｢특정산업집적의 활성화에 관한 임시조치법(산업집적
활성화법)｣, 1998년에 ｢중심시가지 활성화에 관환 법률(중심시가지활성
화법)｣ 및 ｢신사업창출촉진법｣이 각각 제정되었다62). 이들 법에서는 지
역산업진흥에 관련된 중앙정부의 역할을 간접적인 환경정비에 머무르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로써 전후 40여 년간 지속되어 온 정책 기조, 즉 “중
앙정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산업의 지리적 위치에 기업을 유도하는 정
책”은 마침표를 찍게 된 것이다63).
신사업창출촉진법은 그 시행에 있어 “창업자에 대한 직접지원”, “정부
연구개발비의 중소벤처기업에의 중점투자”, “지역산업자원을 활용한 사
업환경 정비”를 주된 축으로 한다. 이 중 마지막의 ‘지역산업자원을 활용
한 사업환경 정비’가 지역산업정책에 해당된다. 신사업창출촉진법의 핵
심 시책은 “지역 플랫폼 사업”이다. 이는 도도부현이나 정령시(政令市 :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로 도도부현으로부터 광범한 권한을 이양받은 시)
가 설치하는 중핵적 지원기관이 관계기관과 연계해, 연구개발에서 제품
62) 한편 신사업창출촉진법의 제정을 계기로 테크노폴리스법과 두뇌입지촉진법은 폐
지되어 동법에 통합되었다. 이와 함께 종래의 테크노폴리스는 동법의 “고도기술
산학연계지역”으로 이행하였다.
63) 같은 시기에 제정/창설된 ｢벤처기업에 대한 엔젤 세제｣(1997년), ｢중소기업등 투
자사업 유한책임조합 계약에 관한 법률｣(1998년), ｢대학등에 있어서의 기술에 관
한 연구성과의 민간사업자에의 이전 촉진에 관한 법률(통칭 TLO법)｣(1998년),
｢산업활력재생 특별조치법(일본판 바이돌 조항)｣(1999년), ｢중소기업 경영혁신
지원법｣(1999년) 등도 중앙정부의 역할을 한정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맥을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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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생산,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당해 사업자에 대해 원스톱서비
스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정부는 이들 사업에 대해 비용
의 2분의 1을 보조한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바, 지역고용정책에
있어서도 이런 스킴이 널리 활용된다.
제4단계는 한마디로 ‘산업 클러스터’ 정책 시대라 할 수 있다. 여기엔
1990년대 후반 이후 현저화된 문제들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즉 급속한
고령화, 글로벌 경쟁의 격화, 산업공동화와 지역경제의 피폐와 함께 재정
압박의 심각화로 지역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자체가 원활하게 진척되
지 못할 가능성이 대두된 것이다. 한편 기존 산업은 성숙화한 반면 차세
대산업 창출이 지연되고 있는 점도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신제품과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환경
정비를 꾀할 것이 주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했다. 이를 구체화한 것이 “산
업 클러스터 계획”이다.
산업 클러스터 계획의 3대 축은 첫째, 산학관의 네트워크 구축, 둘째,
지역의 잠재력을 살린 산학공동의 기술개발 촉진, 셋째, 인큐베이션 기능
의 창출 강화이다. 이에 더해 중소기업의 니즈를 반영한 항목으로서 판
로개척, 지역금융기관과의 연계, 인재의 육성 확보가 나중에 추가되었다.
2001년부터 시작된 제1기 산업 클러스터 계획에서는 전국적으로 19개 프
로젝트가 선정, 실시되었다. 그리고 2006년부터 시작된 제2기 계획에서
는 전국적으로 18개의 프로젝트가 선정, 실시되었다. 한편 같은 시기 문
부과학성도 “지역과학기술진흥시책”을 시행했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고도한 연구개발요소를
갖춘 “지적 클러스터 창설 사업”이고, 또 하나는 각 지역의 기술 잠재력
을 활용한 “도시 에어리어 산학관 연계 사업”이다.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 사업을 통합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반
적으로 그 담당 주체가 되는 것이 중소기업지원센터의 하나인 “현(県)센
터”이다. 이는 중소기업지원법에 의해 지원을 받는다. 현센터의 사업과
전술한 지역 플랫폼 사업은 중첩되는 부분도 많아, 지역 플랫폼 사업을
수행해 온 종래의 중핵적 지원기관이 점차 중소기업정책의 일단을 담당
하는 조직의 성격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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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역의 주도성 함양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계속되었다. 2007년에
는 ｢기업입지의 촉진 등에 의한 지역의 산업집적 형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기업입지촉진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경제
단체, 대학 등을 포함해 “지역산업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하고 이 협의회
가 기업입지를 비롯한 지역의 기본계획을 책정하면, 이에 대해 중앙정부
가 ‘동의’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전술한 리조트법 이후로 형성된 지역
자신의 발안 기능을 강화하는 노력이 일단 열매를 맺은 것이라 하겠다.
또한 2008년에는 “지방의 활력재생 사업”이 창설되었다. 이 사업에서는
종래 중앙정부가 미리 지원 메뉴를 정해 놓고 이에 맞춰 사업을 모집하
는 방식을 지양하고, 지역 고유의 실정에 맞는 선도적인 지역활동(지역
산업진흥, 농촌산업진흥, 생활에 필요한 교통수단 확보 등)을 지역 스스
로 제안하도록 해, 이 중 선정된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
을 채택했다. 이는 후술하는 지역고용정책과 거의 동일한 정책 스킴이다.
전체적으로 지역의 정책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고용정책의 전환64)

일본의 고용정책은 크게 보아 위에서 검토한 산업정책의 전환과 궤를
같이하는 한편으로, 작게는 고용문제 자체의 성격에 의해 규정되는 가운
데 그 역사적 전환을 이루어 왔다. 산업정책과 마찬가지로 시기를 구분
하면, 고용정책의 제1단계는 패전 후부터 1960년대까지로, 이 시기는 중
앙정부에 의한 노동력 이동의 촉진 시대이다. 제2단계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로, 이 시기는 중앙정부 주도의 고용안정화 시대이다.
그리고 제3단계는 1990년대 후반 이후 현재까지로, 비로소 지역고용정책
이 본격화된 시대라 할 수 있다. 시기별로 살펴보자.
제1단계에서는 원활한 노동력이동이 고용정책의 중심 과제였다. 고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농촌노동력의 공업지대로의 대거 이동이 필
64) 이에 관해서는 佐口和郎(2010), 佐口和郎(2011), 田端博那(2006) 및 우종원(2010)
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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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했고. 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것이 고용정책의 근간이었던 것이다. 이
를 위해 1960년대에는 “지역 간 고용 유동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그 정책 목표의 하나는 10대 및 20대의 젊은 층을 대상으로 이들을 노동
력 수요 지역에 이동시켜 전체적으로 성장산업에 필요한 노동력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었다. 정책 목표의 또 하나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특히 사양산업 노동자(예를 들어 석탄산업의 광부)의 성장산업으로의 이
직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탄광노동자 대책”을 들 수
있다.
제2단계에서는 실업의 예방과 고용안정화가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었다. 석유위기를 계기로 중후장대형 산업이 구조조정기에 들어서고,
경제성장률 자체도 종래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속에, 1970년대 후반
은 “불황지역 및 불황산업 대책”이 시급한 문제로 등장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중점지
원 시책을 실시했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고용조정조성금” 제도를 도입
함으로써 고용 전반의 안정화를 꾀했다. 1975년에 ‘고용조정급부금’으로
창설되어 1981년에 현행의 ‘고용조정조성금’으로 명칭을 바꾼 이 제도는,
고용보험 중 사업주 부담분을 활용해, 기업실적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종업원을 해고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조성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실업이 발생한 후 이를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이 발생하
기 전 이를 예방하고자 한 것이다. 이후 이 제도는 일본의 실업률을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시기 지역에 관련된 고용정책의 기본은, 상기의 정책수단으로 실업
을 예방함과 함께, 중앙정부에 의한 지역 지정과 인프라 정비에 의거해
기업유치와 고용창출을 꾀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기업유치가 전 지역
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바, 실제로 지역산업과 지역고용을
유지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공공사업이었다 할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 1987년 ｢지역고용개발촉진법｣이 제정되었다. 기존의 ｢지역고
용개발등(等) 촉진법｣을 전신으로 한 이 법률은 종래의 지역고용과 관련
된 부분적인 정책을 정리 통합해 종합적인 지역고용정책을 추진하기 위
해 제정되었다. 그 핵심 내용은 지역이 자체적으로 ‘지역고용개발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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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고용정책을 협의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법의 제정을 계
기로 일단 지역 자신이 고용문제의 주체로 상정되었다 할 수 있다. 산업
정책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1987년의 ｢리조트법｣이 도도부현으로
하여금 기본구상을 책정케 하고 이를 중앙정부가 승인하도록 한 흐름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경기가 ‘버블’ 상태로 치달음에 따라
고용문제의 심각성이 엷어지고, 곧 이은 버블 붕괴 후의 경기침체에는
대형 공공사업으로 대응함에 따라 지역이 주체가 된 고용정책은 당분간
잠복하게 된다.
이렇게 한동안 잠복했던 지역고용정책이 전면에 등장한 것은 1990년
대 후반부터이다. 제3단계가 시작된 것이다. 1999년 지방분권일괄법 제
정과 궤를 같이해 ｢고용대책법｣이 개정되었다(2000년 실시). 동법은 “지
방공공단체는, 중앙정부의 시책과 더불어, 당해지역의 실정에 따라 고용
에 관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게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역고용정책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공공단체는, 중앙정부가 행하는 직업지도 및 직업
소개사업 등과 지방공공단체가 강구하는 고용시책이 밀접한 관련 아래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실시되게끔 상호 간에 연락, 협력해야 한다”고 규
정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연계를 촉구했다. 동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명실상부한 지역고용정책의 주체로 등장할 계기가 만들
어졌다 하겠다.
이어 2001년에는 ｢지역고용개발촉진법｣이 개정되었다. 이를 계기로 종
래 중앙정부가 정령 등으로 대상 지역을 지정하던 방식에서, 도도부현이
스스로 대상지역의 범위 등을 포함한 지역별 고용계획을 책정하고 중앙
정부가 이에 대해 동의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이루어졌다. 위에서 살펴본
“지방정부의 입안—중앙정부의 동의”라는 분권적인 방식의 흐름이 고용
정책에서 일단 결실을 맺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의 의의는 작지 않
다.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산업정책 혹은 지역고용정책에서는 본
래 일체화해서 추진해야 할 산업진흥과 능력개발 및 직업소개 간에 정합
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정책과 고용정책에 필요한 보조금 등을 신청함에 있어서도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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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전에 마련한 상세한 규정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지 않으면 안 되었
다. 이런 상태에서는 지역이 주체적으로 정책을 입안, 실행하기가 용이하
지 않았다. 이를 고쳐, 도도부현이 스스로 관련 계획을 입안케 하고, 큰
틀에 합치하는 한, 중앙정부는 이에 대해 동의를 부여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고용실업정세를 감안해 그때그때의 고용을 기동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개시된 고용창출기금사업도 지역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 기
여했다. 고용창출기금사업은 1997～99년에 집중된 기업구조개혁의 영향
으로 실업률이 급증한 데 대응해(전게 그림 5-2 참조) 1999년에 구직자
에게 일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1999년부터 “긴급
지역고용 특별교부금”, 2001년부터 “긴급지역고용창출 특별교부금”으로
시행된 고용창출기금사업은, 광역자치체를 통한 “기금사업”으로 실시됨
으로써 지역의 이니시어티브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0년대 전반에 지역고용정책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는 더욱 정비되
었다. 우선 2003년의 직업안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신청만으로
무료 직업소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고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전체의 “재생계획”과 정합성을 갖도
록 하는 노력도 추구되었다. 2003년에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고용창조
를 지역 시점에서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각부 산하에
‘지역재생본부’가 설치되었다. 이어 2005년에는 ｢지역재생법｣이 제정되었
다. 이에 의해 지역재생본부가 각 지역이 지역재생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하여 제출하는 지역재생계획을 인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65). 이
때 지역재생계획이란, 지역재생법에 의거해 각 지자체가 지역특성을 살
려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책정하는 것으로, 수상이
이를 인정하면 지역재생계획에 입각한 사업에 대해 재정적 지원 등 특별
한 조치를 강구토록 한 것을 말한다66). 고용관련 조치로는 후술하는 지
65) 나아가 2007년부터는 지역활성화관계의 도시재생본부와 구조개혁특별구역추진
본부, 지역재생본부 및 중심시가지활성화본부가 합동으로 “지역활성화종합본부
회합”을 개최하도록 규정되었다.
66) 구체적인 지원 조치로는 과세특례, 지역재생기반강화 교부금, 보조대상시설 전용
(轉用) 승인수속의 특례, 지역재생지원 이자보급금 등이 있다. 그 밖에도 지역재
생 종합프로그램에 의한 몇몇 조치가 추가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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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고용창조추진사업 외에 지역고용전략팀,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사업
등이 마련되어 있다. 한편 지역재생법은 지자체가 지역재생계획을 책정
하거나 그 실시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재생협의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협의회를 통한 지역 내의 컨센서스 마련을 의도했다 하
겠다.
이런 흐름 속에 2007년에는 전술한 기업입지촉진법이 제정됨과 함께
고용대책법과 지역고용개발촉진법이 각각 개정되었다. 이를 통해 도도부
현 및 시정촌이 기업입지 및 고용개발에 관한 계획을 책정하면, 그 실시
를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틀이 확립되었다.
한편 복지와 연계한 고용정책은 중앙정부에 앞서 지방자치단체가 선
도하는 형태로 형성되었다. 이에 가장 앞장선 지방자치단체의 하나가 오
사카부(府)이다. 오사카부(府)는 취직곤란자를 지원하기 위해 2000년에
서 2001년에 걸쳐 부(府) 내의 이바라기시(茨木市)와 이즈미시(和泉市)에
서 “지역취로지원사업”의 모델 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2002년부터
부(府) 전역에 걸쳐 지역취로지원사업을 본격화했다.
이런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2005년 중앙정부는 “생활보호 수급자등 취
로지원사업”을 창설했다. 취로 및 자립에 관한 의욕이 일정 정도 이상인
공적부조 수급자를 대상으로 공공직업안정소(이하 “헬로워크”로 명명)가
중심이 되어 복지사무소와 연계해 취로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그 주
된 내용이었다. 2007년에는 이를 이어받아 “‘복지에서 고용으로의 이행’
추진 5개년 계획”이 책정되어 실시에 옮겨졌다. 그리고 2013년에는 이상
의 제 시책을 계승해 “생활보호 수급자등 취로자립촉진 사업”이 창설되
었다. 복지담당부문(복지사무소)과 고용담당부문(헬로워크)의 연계를 통
해 섬세한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정책 의도이다.
이렇게 보면 2000년대에 들어와 본격화한 지역고용정책은 크게 보아
세 가지 경로를 따라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항상적인 고용창
출을 정책과제로 하는 것으로, 지역고용개발촉진법에 의거한 고용시책이
그것이다. 또 하나는 그때그때의 고용실업정세에 대응한 기동적인 고용
창출을 의도하는 것으로, 고용창출기금사업이 그것이다. 이들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산업정책과의 연계 속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것에 중점을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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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나머지 하나는 복지정책과의 연계 속에서 취
직곤란자와 일자리를 ‘매칭’하는 데 중점을 둔 정책인바, 제반 취로지원
사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각각 진화의 과정을 거치는 한편으로,
다른 정책들과 교차하면서 지역고용정책의 현재 모습을 형성해 왔다. 아
래에서는 고용실업정세에 대응한 고용창출기금사업, 지역고용개발촉진법
에 의거한 고용창출시책, 복지와 연계한 지역고용정책의 순으로 각각의
진화 과정과 정책의 전달체계를 살펴본다.

제3절 고용실업정세에 대응한 고용창출사업의 진화와
전달체계67)

1. 세 차례에 걸친 긴급고용창출사업의 실시
일본의 전통적인 실업자 구제사업으로는 전술한 공공사업 외에 “실업
대책사업”이 있었다. 이는 1949년에 제정된 ｢긴급실업대책법｣에 의거한
사업으로,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실업자를 대상으로 손쉽게 취로 가능한
임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재취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
득을 보장하는 사업이었다. 1960년대에 피크에 달했지만, 민간기업에 재
취업하지 않고 실업대책사업에 장기간 체류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이후 고령실업자는 ｢고연령자고용촉진
법｣(1971년 제정)의 제도적 스킴 속에 흡수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거듭
함으로써 사업 규모가 점차 축소되어, 1996년 긴급실업대책법의 폐지와
함께 실업대책사업은 마침내 종결되었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버블이 붕괴된 후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
해 1999년 마침내 5% 가까이 다가서자(4.7%), 정부는 “긴급고용대책”을
실시해 70만 명 이상의 고용 및 취업기회의 확대를 꾀하기로 결정했다.
67) 이에 관해서는 주로 東京市政調査会(2010)와 우종원(2010)에 의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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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중 30만 명을 “중앙정부 및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임시응급의
고용/취업기회의 창출”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이 긴급고용창출사
업의 시작이다. 이 사업은 실업자에게 일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실업대책사업을 대신한 것이
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 세 가지 점에서 실업대책사업과 다르다.
첫째는 기존의 실업대책사업이 실업자의 “장기간 체류” 문제를 야기시
켰던 점에 비추어 그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의도에서, 사업 자체의 시행
기간을 2∼3년 등 단기간으로 설정하고 실업자의 고용기간도 6개월 정도
로 한정한 점이다. 둘째는 기존의 실업대책사업이 중앙정부가 설정한 기
준에 맞춰 지자체는 이를 그대로 수행하는 방식이었음에 비해, 긴급고용
창출사업의 경우는 “각 지역의 실정에 맞춰 자치체의 창의에 의거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는 점이다. 셋째는 기존의 실업대책
사업이 ｢긴급실업대책법｣이라는 법적 근거에 의거하여 중앙정부가 직접
이를 실시하거나, 혹은 국고보조에 의해 지자체가 이를 실시하는 것이었
음에 비해, 긴급고용창출사업의 경우는 예산상의 조치에 근거해 중앙정
부가 자치체에 교부금을 교부하면 자치체는 이에 의거하여 기금을 설정
하고 이 기금을 활용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그
진화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고용창출기금사업은 1999년 이래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실시되었
거나 실시 중이다. 편의상 이를 제1차사업, 제2차사업, 제3차사업으로 명
명하면, 제1차사업은 오부치(小渕) 정권이 1999년도 일반회계 보정예산
으로 창설해 2001회계연도(2002년 3월말)까지 실시한 “긴급지역고용 특
별기금사업”이다. 제2차사업은 고이즈미(小泉) 정권이 2001년도 일반회
계 보정예산으로 창설해 2004회계연도(2005년 3월말)까지 실시한 “긴급
지역고용창출 특별기금사업”이다. 그리고 제3차사업은 아소(麻生) 정권
이 2008년도 일반회계 보정예산으로 창설한 “긴급고용창출사업”과 노동
보험특별회계 보정예산으로 창설한 “고향마을고용재생 특별기금사업”
및 새로 정권을 장악한 민주당이 2009년도 일반회계 제2차보정예산으로
창설한 “중점분야고용창조사업”과 그 후속 사업 등이다. 민주당 이후는
나중에 따로 논하기로 하고, 그 이전까지의 긴급고용창출사업의 예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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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등을 정리하면 <표 5-1>과 같다
제1차사업의 긴급지역고용 특별기금사업은 그 정책 목표를 “임시응급
조치로서 각 지역의 실정에 따라 자치체의 창의에 기반한 사업을 실시함
으로써 고용 및 취업기회의 창출을 도모한다”에 두었다. 그리고 사업의
기본적인 실시 스킴으로는 6개월 미만으로 기간을 한정하여 실업자를 한
시적으로 고용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사업의 실적을 보면, 1999년도에
서 2001년도까지 3년간, 당초 설정한 예산액에 가까운 약 2,000억 엔을
투입하여 합계 31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했다68). 예정된 사업 목표를
기본적으로 달성하였다 하겠다.
제2차사업의 긴급지역고용창출 특별기금사업은 “구조개혁의 집중조정
기간 중의 임시응급조치로서 각 지역의 실정에 따라 자치체의 창의에 기
반한 사업을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재원으로 실시함으로써, 공적부문에
<표 5-1> 긴급고용창출사업의 개요

제1차 사업

제3차 사업
2008년도
2001년도
긴급지역
고향마을
긴급고용
교부금의 긴급지역고용 긴급지역
고용창출
고용재생
창출사업
명칭 특별교부금
고용창출
특별교부금 특별교부금 임시특례
특별교부금
교부금
800억 엔
(이 중에 중
예산액
2,000억 엔 3,500억 엔 소기업특별 2,500억 엔 1,500억 엔
위탁사업분
400억 엔)
고용창출
효과

30만 명

적산
(積算)

1인당
60만 엔

사업개시

1999년 8월

사업종료 2002년 3월말

제2차 사업

50만 명 이상 약 10만 명
‐

‐

자료 : 東京市政調査会(2010), p.26～27을 보완.
68) 東京市政調査会(2010), p.32．

3,000억 엔

3년간에 최
최대 15만 명 최대 30만 명
대 10만 명
신규고용
1인당
250만 엔

2001년 11월 2003년 2월 2009년 1월
2005년 3월말

2009년도
긴급고용
창출사업
임시특례
교부금

신규고용 1인당 97만 엔
2009년 1월 2009년 5월
2011년 3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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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의 긴급하고 임시적인 고용 및 취업기회의 창출을 도모한다”고 그
정책 목표를 설정했다. 그리고 2003년부터는 “중소기업에 있어서의 고용
안정과 고용기회창출을 도모한다”는 정책 목표 아래 “중소기업특별위탁
사업”을 추가했다. 사업의 스킴에 있어서는 6개월 미만 고용의 원칙을
답습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고용을 갱신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즉 대인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자, 기획관리담당자,
중대한 재해의 피해자, 사업주의 동의 아래 정규직으로 고용 예정인 자
가 그것이다.
“중소기업특별위탁사업”이 추가된 사실과 함께, 일부 경우이긴 하지만
고용기간이 1년까지 연장된 점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임시응급”을 폭
넓게 해석해 가능한 한 지속적인 고용의 창출과 접목시키려는 의도가 엿
보인다 하겠다. 실제 2003년부터 시작된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실업률이
서서히 개선된 2005년에 긴급지역고용창출 특별기금사업은 일단 종료되
지만, 전국 평균보다 고용정세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후술하는 “지
역제안형 고용창조촉진사업”이 시작된다. 출발할 때는 임시응급형 고용
대책이었던 것이, 고용정세의 지역격차가 형성되는 상황을 배경으로 지
역의 창의에 입각한 일상적 고용창조사업으로 접속되는 것이다.
제2차사업의 실적을 보면, 전체적으로 약 4,200억 엔의 예산액을 집행
해 약 64만 5천 명의 고용 및 취업기회를 창조하여 사업 목표를 초과 달
성하고 있다69). 그 내역을 보면 일반 사업분이 601,528명, 중소기업 특별
위탁 사업분이 43,042명이다. 중소기업 특별위탁 사업분의 인원수가 상
대적으로 적은 것은 한편으로는 비교적 지속적인 고용의 유지․창출을
의도한 만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중소
기업에 의한 고용의 유지․창출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
겠다.
그런데 제2차사업은 제1차사업과 달리 “고용창출효과가 큰 사업에의
중점화”를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경비 면에서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사
업비 중에서 차지하는 인건비의 비율”을 사업계획 전체의 요건으로 설정
했다. 구체적으로는 인건비 비율이 대체적으로 7할 정도를 차지할 것을
69) 東京市政調査会(2010),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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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했다. 사업의 실제상으로는 연도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
적으로 인건비 비율이 62～70% 선에 달하고 있어, 사업 요건을 기본적
으로 충족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70).
제3차사업은 2008년 10월에 발발한 세계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급
거 마련되었다. 그 경위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008년 10월 정
부는 “생활대책”을 결정, 그 일환으로 2008년도 제2차 보정예산에 근거
해 예산액 2,500억 엔의 “고향마을고용재생 특별기금사업”을 창설하였다.
이어서 2008년 12월과 2009년 4월에 잇달아 “생활방위를 위한 긴급대책”
과 “경제위기대책”을 결정해 그 일환으로 1,500억 엔의 “긴급고용창출사
업”을 창설하고, 이를 다시 3,000억 엔이나 증액하였다. 민주당으로 정권
이 바뀐 후인 2009년 10월 정부는 “긴급고용대책”을 수립, 고향마을고용
재생 특별기금사업과 긴급고용창출사업의 사업요건을 완화함과 동시에
긴급고용창출사업의 특별프로그램으로 “일하면서 자격을 취득하는 개호
(介護) 고용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이는 고용창출효과가 크다고 보는 개
호분야에 타깃을 맞춘 것으로, 다음에 말하는 중점분야고용창조사업이
신설되면서 그 일환으로 재편되게 된다. 2009년 12월 정부는 “내일의 안
심과 성장을 위한 긴급경제대책”을 마련, 이에 의거해 2009년도 제2차
보정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통해 예산액 1,500억 엔의 “중점분야고용창조
사업”을 창설하였다. 이후 이 사업은 정부의 경제/고용대책이 그 명칭을
각각 달리하는 속에서도 일관되게 골격을 유지해, 2012년 11월까지 무려
다섯 번에 걸쳐 증액 및 확충이 이루어진다. 이상에서 논의한 경제위기
이후의 고용창출기금사업의 전개과정을 정리하면 <표 5-2>와 같다.
여기서 제3차사업에 해당하는 각 사업의 정책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긴급고용창출사업의 정책 목표는 “어쩔 수 없이 이직한 비정규직
노동자와 중고연령자 등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일자리가 마련될 때
까지 단기적인 고용 및 취업기회를 창출/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실업자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이다. 한편 고향마을고용재생 특별기
금사업의 정책 목표는 “지역의 고용재생을 위해 지역의 실정에 따라 자

70) 東京市政調査会(2010),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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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고용창출기금사업의 전개과정
연월일

대책의 명칭

주요 사업, 프로그램

예산 등

2008/10/30 생활대책

고향마을고용재생 특별기금
2,500억엔
사업 창설

2008/12/19 생활방위를 위한 긴급대책

긴급고용창출사업 창설

1,500억엔

2009/4/10

긴급고용창출사업비 증액

3,000억엔

경제위기대책

2009/10/23 긴급고용대책

상기 두 가지 기금사업의 요
건 완화, “일하면서 자격을
취득하는 개호(介護) 고용
프로그램” 창설

2009/12/8

내일의 안심과 성장을 위한
긴급경제대책

중점분야고용창조사업 창설 1,500억엔

2010/9/10

신성장전략 실현을 향한
3단계 경제대책

중점분야고용창조사업비
증액

2010/10/8

엔고, 디플레 대응을 위한
긴급종합경제대책

중점분야고용창조사업 확충 1,000억엔

1,000억엔

2011/5/2

중점분야고용창조사업 확충

2011/11/21

중점분야고용창조사업 확충 3,510억엔

2012/11/30 일본재생 가속 프로그램

중점분야고용창조사업 확충

2013/2/26

일본경제재생을 향한 긴급경
긴급고용창출사업의 확충
제대책

500억엔

800억엔
1,500억엔

자료 : 厚生労働省 HP의 내용을 정리, http://www.mhlw.go.jp/bunya/koyou/chiikikoyou3/

치체의 창의에 기반해 지역의 구직자 등을 고용해 수행하는 고용기회창
출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의 계속적인 고용기회의 창출을 도모한다”
는 것이다. 그리고 중점분야고용창조사업의 정책 목표는 “개호, 의료, 농
림, 환경 등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함
과 함께 지역니즈에 따른 인재를 육성해 고용으로 연결시킨다”이다.
기금사업이 이러한 정책 목표를 설정하기까지는 두 번에 걸친 변곡점
이 있었다고 본다. 첫 번째 변곡점은 제3차사업의 실시 시점이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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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시응급적 고용기회의 제공과 (2) 상대적으로 항상적인 고용의 창출
이 명확히 분리되었다. 돌이켜보면, 제2차사업에 이르기까지 기금사업의
정책목표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자치체의 창의에 기반한 사업의 실시를
통해 긴급하고 임시적인 고용 및 취업기회의 창출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뭉뚱그려져 있었다. 그것이 이제는 분화되어 (1) “지역의 실정에 따라 자
치체의 창의에 기반해 지역의 계속적인 고용기회의 창출을 도모”하는 사
업은 고향마을고용재생 특별기금사업으로, (2) “긴급하고 임시적인 고용
및 취업기회의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은 긴급고용창출사업으로 각각 특
화되었다 할 수 있다.
두 번째 변곡점은 제3차사업의 실시 시기 내에서 찾을 수 있다. 시기
적으로는 첫 번째 변곡점에서 멀지 않지만, 정권 교체라는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즉 “긴급하고 임시적인 고용 및 취업기회의 창출을 도모”할 필
요성을 인정하는 한편으로, 기금사업을 단순히 임시응급적인 고용기회의
제공으로 그치지 않고 이후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에 있어서의 고용창출
의 촉매제로 활용한다는 발상이다. 성장기대 분야로는, 이전의 자민당과
달리 “내수주도의 경제성장”을 지향함에 따라, 개호 및 농림 등과 함께
NPO 등에 의한 “지역사회고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 이러한 생각
에 따라, 기존의 긴급고용창출사업은 계속 수행하면서도 이와 별도로 중
점분야고용창조사업을 신설하는 방침을 취했다 하겠다.
이러한 정책 목적의 변화는 사업의 실시 스킴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지역의 “계속적인 고용기회”의 창출을 도모하는 고향마을고용재생 특별
기금사업의 경우는 고용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하고 갱신도 가
능토록 하였다. 반면 긴급고용창출사업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임시응급적
조치라는 지금까지의 취지를 살려 고용기간을 원칙적으로 6개월 미만으
로 한정하였다. 다만, 제1차 및 제2차사업이 기금사업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실업자의 단기적인 생활보장을 꾀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면, 제3차사업은 단기적인 생활보장과 함께 기금사업에서의 취로경험을
활용함으로써 실업자의 실질적인 재취업을 지원한다는 의도에서, 사업의
전 분야에서 고용 갱신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특히 개호분야에 있어
서는 고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다. 한편 중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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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조사업의 경우는 중간적인 방침을 택했다. 즉 기본적으로 단기의
고용/취업기회의 창출/제공이지만, 성장의 촉매가 되고 지역니즈에도 부
합해야 한다는 취지 아래 고용기간을 1년 이내로 한정하고 갱신은 불가
토록 했다. 다만 중점분야고용창조사업의 일환으로 재편성된 “일하면서
자격을 취득하는 개호(개호)고용프로그램” 대상자의 경우, “홈헬퍼2급”
지망자는 1년 이내지만, “개호복지사” 지망자는 1회 갱신 가능으로 최장
2년까지 고용이 가능토록 했다.

2. 현행 고용창출사업의 전달체계와 사업실적
가. 고향마을고용재생 특별기금사업의 전달체계와 사업실적

이상의 경위를 토대로 현행 사업의 전달체계와 사업실적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고향마을고용재생 특별기금사업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지역의 실정과 창의성에 입각해서 지역구직자를 대상으로 고
용기회를 창출하려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 전체 스킴은
[그림 5-6]과 같다. 사업의 실시주체는 기본적으로 도도부현이다. 다만
시정촌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에 의거해 시정촌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
도 가능토록 하고 있다. 다른 사업과 비교해 고향마을고용재생 특별기금
사업 스킴이 갖는 하나의 특징은, 도도부현/시정촌은 계획 및 감독 업무
만을 수행하고 구체적인 사업 실행은 민간기업 등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
는 점이다. 민간기업 등의 힘을 활용해 이를 지역재생과 연결시키려는
정책 의도의 반영이라 하겠다. 또 하나의 특징은 역내의 유관단체들과
함께 “지역기금사업협의회”를 구성토록 해, 사업의 계획 책정 및 평가 등
에 있어 그 의견을 듣게끔 하고 있는 점이다. 이 역시 관련 기관/단체의
유기적 협력 아래 지역 재생을 꾀하려는 의도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전달체계를 위로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중앙정부가 도도부
현에 교부금(정식 명칭은 “고용재생특별교부금”)을 교부하면 이를 재원
으로 각 도도부현에서 기금을 조성한다. 이때 도도부현은 지역 내에 니
즈가 있고 금후 지역발전에 기여할 전망이 있는 사업 중에서 사업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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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고향마을고용재생 특별기금사업 실시 스킴

자료 : 厚生労働省 HP, http://www.mhlw.go.jp/bunya/koyou/chiikikoyou3/dl/index-a.pdf

속가능성”이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기금사업의 계획을 마련한다.
다음으로 이 계획에 의거해, 도도부현 자신이 직접 민간기업에 그 실시
를 위탁하거나 혹은 시정촌에 그 실시를 위임한다. 시정촌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도도부현이 시정촌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하면, 시정촌이 이를
재원으로 자기 지역 내의 민간기업 등에 사업을 위탁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을 거쳐 사업실시를 위탁받은 민간기업등이 지
역구직자를 신규 채용해 고용을 창출하게 된다.
기금 조성과 그 사용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도도부현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부금을 신청함에 있어 도도부현은 전체
연도를 포괄하는 기금사업계획서 및 각 연도별 기금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도도부현노동국을 통해 후생노동대신에게 제출해 확인을 받음과 동시에
이를 공표해야 한다. 도중에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다. 기금을 조성해 실시에 들어간 이후에는 반기 단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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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으로 9월말과 3월말)로 기금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해 도도부현 노동
국을 통해 후생노동대신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이를 공표해야 한다.
한편 사업계획을 책정하고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도도부현 자신은 지
역의 노동국 및 노사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지역기금사업협의회”의 의견
을 청취해야 한다. 지역기금사업협의회는 그 밖에도 실시사업의 선정과
사업계획의 책정, 사업종료 후의 사업평가, 사업의 중지 및 폐지의 결정
등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 “협의회방식”은 지역
내 유관 기관․단체들 간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지바현(千葉県)의 지역기금사업협의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 “지바현 상공노동부장(회장), 지바노동국 직업안정부장(부
회장), 지바현 경영자협회 전무이사, 지바현 상공회의소연합회 사무국장,
일본노동조합연합회 지바현연합회 사무국장, 지바현 상공회연합회 사무
국장, 지바현 중소기업단체중앙회 사무국장, 지바현 경제협의회 사무국
장, 간토(関東) 경제산업국 산업부장, 지바현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
장”71). 현의 산업 및 고용정책의 실무책임자가 회장이 되어 후생노동성
의 현단위 기관인 노동국의 실무책임자와 함께 협의회를 이끄는 구조임
을 알 수 있다. 위원으로는 현의 경제단체 실무책임자를 거의 망라하고
있으며, 노동조합단체 실무책임자와 함께 경제 및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경제산업성의 지방기관(간토 경제산업국) 실무책임자가 참가하고 있다.
당해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도도부현은, 특히 신규 고용된 노동자가 기
금사업에 의한 고용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고용되는지 어떤지,
혹은 그 경험을 살려 안정된 일자리를 찾는지 어떤지에 대해 유의하도록
되어 있다. 기금사업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고용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 도도부현의 책무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도도부현/시정촌이 민간기업 등에 사업을 위탁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
다. 우선 당해기금사업에 관한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 전제가 된다. 고향마을고용재생 특별기금사업의 경우 그 가이드라
인은 신규사업일 것, 건설 토목사업이 아닐 것, 고용기회창출효과가 높은
사업일 것, 지역 내에 니즈가 존재하고 금후 지역발전과 계속적 고용이
71) 千葉県 HP.

제5장 일본: 지역고용정책과 산업정책․ 복지정책의 연계 163

기대되는 사업일 것 등이다. 이를 전제로 사업실시를 위탁하게 되는데,
당해사업의 주된 요건으로는 (1) 사업비 중에서 차지하는 신규고용 실업
자의 인건비비율이 2분의 1 이상일 것, (2) 고용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상, 필요에 따라 갱신 가능할 것, (3) 장애자, 일본계 외국인, 기타 취직
곤란자 등에 취직기회가 제공되도록 배려할 것, (4) 적극적으로 사업 활
용이 요청되는 분야로서 예를 들어 개호, 농림수산, 환경, 관광 등에 속할
것 등이 요구된다. 한편 당해사업을 통해 신규 채용된 실업자가 이후 정
규직으로 계속 채용될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주에 대해 노동
자 1인당 30만 엔의 일시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을 위탁하는 대상자로는 민간기업 외에도 NPO법인, 기타 법인이
나 단체 등이 될 수 있다. 단, 종교활동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제외된다.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대상자 간의 경쟁
을 원칙으로 하나, 경쟁이 본질적으로 가능치 않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
으로 수의계약 방식을 허용하고 있다. 위탁계약 시 명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위탁사업의 예정기간 및 종료예정기일, 예상
되는 사업비 및 인건비, 사업에 종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체 노동자 수
와 그 중에서 신규로 채용할 예정의 실업자 수, 당해 사업으로 신규 채용
할 노동자의 고용기간, 당해사업으로 신규 채용할 노동자의 모집방법, 채
용 예정자가 실업자임을 확인할 의무는 사업 수탁자 자신이 짐, 사업 종
료 시에는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도도부현/시정촌에 제출해야 함”. 위탁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는 당장의 수익성이 기대되는 영역도 있을 수 있겠
지만, 기본적으로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데 사업의 중점이 두어져 있고,
위탁계약 시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하겠다.
이런 절차를 거쳐 실시되는 고향마을고용재생 특별기금사업의 실적을
살펴보면 <표 5-3>과 같다. 표에서 실질적으로는 2009년도에서 2011년
도에 걸쳐 3년간 집중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011년도
의 경우 사업액을 고용창출 수로 나눈 1인당 사업액은 약 306만 엔이다.
“신규고용 1인당 250만 엔”이라는 적산기준을 넘어서는 사업비를 지출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년여에 걸쳐 약 9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어,
사업액에 비해 고용창출 수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이는 계속적 고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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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고향마을고용재생 특별기금사업의 실적
사업수(개)

고용창출수(명)

사업액(엔)

2008

17

72

15,282,054

2009

5,700

24,429

48,995,870,805

2010

7,287

31,692

86,105,807,189

2011

7,332

32,679

99,874,583,354

2012

90

315

655,556,809

자료 : 厚生労働省 HP.
(http://www.mhlw.go.jp/bunya/koyou/chiiki-koyou3/dl/index-j.pdf
http://www.mhlw.go.jp/bunya/koyou/chiiki-koyou3/dl/index-j21.pdf
http://www.mhlw.go.jp/bunya/koyou/chiiki-koyou3/dl/jokyo-h22a.pdf
http://www.mhlw.go.jp/bunya/koyou/chiiki-koyou3/dl/jokyo-h23a.pdf
http://www.mhlw.go.jp/bunya/koyou/chiiki-koyou3/dl/jokyo-h24a.pdf)

의도한 사업인 만큼 당연하다 할 수 있다. 문제는 당해기금을 활용해 창
출된 개별사업과 고용기회가 정부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되느냐인
데, 전체 상황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에 이르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는
자체의 자원만으로 사업을 지속하는 사례들이 보이는바, 이에 대한 계속
적인 관찰이 요구된다 하겠다.
나. 긴급고용창출사업의 전달체계와 사업실적

한편 실직자에게 일시적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긴급고용창출사업
의 스킴은 [그림 5-7]과 같다. 사업의 실시주체는 기본적으로 도도부현인
데, 각 도도부현은 기금이 예정하는 몇 년간의 사업기간 중 각 연도별 사
업배분에 대한 판단에 입각해서 최대한 고용창출이 가능한 사업계획을
입안해 고용정세에 탄력적, 기동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전
달체계는 위에서 설명한 고향마을고용재생 특별기금사업과 큰 틀에서 유
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이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무엇보다도 다른 점은 도도부현/시정촌이 직접 구직자를 대상으로 사
업(이를 “직접실시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단기적인 고용 및 취업기회의 창출/제공이 본 사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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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긴급고용창출사업의 실시 스킴

자료 : 厚生労働省 HP, http://www.mhlw.go.jp/bunya/koyou/pdf/
chiiki-koyou_06.pdf

이기 때문에, 이에 맞게 기동적으로 사업을 수행케 하기 위한 조치라 하
겠다. 역내 유관단체와의 “협의회” 구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상이점 중의 하나는 공공직업안정소(“헬로워크”)가 전달체계 속에 들
어와 있는 것이다. 이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도도부현/시정촌
이 직접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실업자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이는 헬로워크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사업내용 속에 구직자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 구직자의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헬로워크와 연계해 구직자에 대한 생활 및 취로상담을 지원
하는 사업 혹은 “퍼스널 서포트 서비스”72)를 제공하는 사업도 포함되어
72) “퍼스널 서포트 서비스”란 생활곤궁자, 취업곤란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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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다. 이때, 생활 및 취로상담지원사업이란, 이를 위한 거점시
설(“구직자 종합지원센터”)을 설치하고,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주거의 확
보를 비롯해 각종 생활지원책과 안정적인 취업에 연결되는 능력개발 등
을 상담케 하는 사업을 말한다. 경제위기 때문에 직장뿐만 아니라 주거
마저 잃는 사람들이 늘자,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중앙정부와 도도부현 간의 관계는 고향마을고용재생 특별기금사업의
경우와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도도부현 단위에서는 “협의회”는 구성
하지 않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다.
당해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도도부현이 유의할 점으로는, 신규 고용된 노
동자가 사업종료 후 안정된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끔 상기의 생활/취로
상담지원사업 등을 활용해 본인의 취업니즈와 적성에 맞는 재취업을 지
원하는 것이다.
도도부현/시정촌이 민간기업 등에 사업을 위탁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고향마을고용재생 특별기금사업의 경우와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첫째는 당해사업의 주된 요건의 설정이다. 사업비 중에서
차지하는 신규고용실업자의 인건비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하는 것은
같으나, 고용기간을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해 갱신을
허용하고 있는 점은 다르다. 그리고 사업 분야를 특별히 한정하지 않는
점도 다르다. 둘째는 위탁 대상자=수탁자의 설정이다. 민간기업, NPO법
인이 위탁대상자로 되는 것은 같으나, “실버 인재 센터”가 상당히 비중
있는 수탁주체로 등장하는 점이 다르다. 구직자 중에는 중고연령층이 적
지 않은데, 이들의 단기적인 일자리는 실버인재센터가 제공하는 케이스
가 왕왕 있는 점이 고려되었다 하겠다.
이런 전달체계 아래 실시되는 긴급고용창출사업의 실적은 <표 5-4>와
같다. 사업이 본격화된 3여 년간 55만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어, 긴급
피난용 고용창출이란 목표에 부합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아 생활상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별적, 계속적, 포괄적인 지원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정책상으로는 2010년 6월의 “신성장전략”에 의해 그 실
시가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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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긴급고용창출사업의 실적
사업수(개)

고용창출수(명)

사업액(엔)

2008

442

4,552

994,859,352

2009

23,612

187,678

126,669,005,000

2010

20,376

190,027

151,017,114,622

2011

18,843

171,277

138,455,841,044

자료 : 厚生労働省 HP.
(http://www.mhlw.go.jp/bunya/koyou/chiiki-koyou3/dl/index-l.pdf,
http://www.mhlw.go.jp/bunya/koyou/chiiki-koyou3/dl/index-l20.pdf
http://www.mhlw.go.jp/bunya/koyou/chiiki-koyou3/dl/jokyo-h22b.pdf,
http://www.mhlw.go.jp/bunya/koyou/chiiki-koyou3/dl/jokyo-h23b.pdf)

이때, 사업액을 고용창출 수로 나눈 1인당 사업액은 81만 엔 정도이다
(단, 2011년도의 경우).
다. 중점분야고용창조사업의 전달체계와 사업실적

중점분야고용창조사업의 실시스킴은 기본적으로 긴급고용창출사업의
그것과 같다. 다만 사업의 세부에 따라 전달체계가 약간 다른 점에 유의
할 필요가 있다. 즉 이 사업은 내부적으로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말 그대로 “중점분야고용창출사업”이다. 이는 실업자에 대한 단
기적인 고용/취업기회의 제공/창출을 의도하긴 하지만, 향후 성장이 전
망되는 분야인 (1)개호, (2)의료, (3)농림, (4)환경 및 에너지, (5)관광, (6)
지역사회고용에 특정해서 실시하는 사업이다. 산업정책과의 연관성이 강
하다는 점에서 고향마을고용재생 특별기금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하
겠다. 이를 반영해 사업수행에 있어서 도도부현/시정촌이 직접 실시하는
것을 금하지는 않으나, 민간기업이나 NPO 혹은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사업실시의 주된 요건은 사업비 중에서 차지
하는 신규고용실업자의 인건비비율이 2분의 1 이상이고, 학졸미취업자에
대해 특히 배려할 것이 요구된다. 고용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 갱신
불가이다.
중점분야고용창조사업의 또 하나의 사업은 “지역인재육성사업”이다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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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실업자에 대해 단기의 고용기회를 제공한 위에, 지역 니즈에 따라
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지속적 고용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구체
적으로는 지역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다음, 당해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역
기업 등의 취업에 필요한 지식/기술을 Off-JT나 OJT 방식으로 습득시
키기 위한 연수를 실시하는 것이다. 사업이 적용되는 것은 전술한 중점
분야고용창조사업의 대상 분야이거나 혹은 각 지자체가 자기 지역의 성
장산업으로 지역적 니즈가 높다고 판단한 분야이다. 특정 산업의 인재니
즈를 전제로 장기적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인 점을 감안해, 사업실
시에 있어서는 민간기업이나 NPO 혹은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는 것
을 기본으로 한다. 사업실시의 주된 요건은 사업비 중에서 차지하는 신
규고용실업자의 인건비비율이 2분의 1 이상, 신규 고용하는 실업자의 인
건비 이외의 사업비 중에서 연수에 관련된 비용이 5분의 3 이상을 차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학졸미취업자에 대해 특히 배려할 것이 요구되며
고용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 갱신 불가이다.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긴 하지만 그 취지와 내용 및 전
달체계가 약간 다른 것이 “일하면서 자격을 취득하는 개호(介護) 고용
프로그램”이다. 이는 구직자가 개호사업자와 고용계약을 맺은 후 ‘개호복
지사’나 ‘홈 헬퍼’ 등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교육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을 경우 그 훈련시간을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
격 취득 후에는 당해 개호사업자 아래서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구직자를 일손이 부족한 개호 분야로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그 실시 스킴은 [그림 5-8]과 같다.
여기서 중앙정부와 도도부현/시정촌, 그리고 도도부현/시정촌과 수탁
기관 사이의 전달체계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보아 온 긴급고용창출사업
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개호(介護) 고용 프로그램의 독자성은 수탁자인
개호사업자가 양성기관 및 구직자와 맺는 관계에 있다. 도도부현/시정촌
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개호사업자는 홈헬퍼가 되길 원하는 구직자와 1년
73) 한편 2011년 3월 발생한 대지진을 계기로, 중점분야고용창조사업의 일환으로
“지진등 긴급고용대응사업”과 “고용부흥추진사업”이 새롭게 창설되었지만, 이에
관해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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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일하면서 자격을 취득하는 개호(介護) 고용 프로그
램”의 실시 스킴

자료 : 厚生労働省 HP, http://www.mhlw.go.jp/bunya/koyou/pdf/chi
iki-koyou_08.pdf

이내의 “고용계약”을 맺는다. 이때 구직자가 보다 고도한 전문직으로서
의 개호복지사를 목표로 할 경우에는 계약을 1회 갱신해 최장 2년까지
고용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 고용계약기간 동안 프로그램 이용자는 양
성기관에 다니면서 홈헬퍼 혹은 개호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
를 한다. “홈헬퍼 2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30시간의 강의가 기본이다.
그리고 개호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년간 총 1,800시간의 강
의를 수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프로그램 이용자는 강의가 없는 시간에
는 개호사업자의 사업소에서 일한다. 그리고 자격을 취득한 후에도 고용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는 사업소에서 일한다. 고용계약기간 중의 임금 및
자격 취득에 필요한 수강료는 수탁자인 개호사업자가 위탁비 중에서 전
액을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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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중점분야고용창조사업의 실적
사업수(개)

고용창출수(명)

사업액(엔)

2009

30

497

112,239,626

2010

9,461

80,148

101,195,646,296

2011

13,998

150,500

202,780,447,190

2012

22,109

182,886

232,501,527,497

자료 : 厚生労働省 HP.
(http://www.mhlw.go.jp/bunya/koyou/chiiki-koyou3/dl/jisseki-h21.pdf
http://www.mhlw.go.jp/bunya/koyou/chiiki-koyou3/dl/jisseki-h22.pdf
http://www.mhlw.go.jp/bunya/koyou/chiiki-koyou3/dl/jokyo-h23c.pdf
http://www.mhlw.go.jp/bunya/koyou/chiiki-koyou3/dl/jokyo-h24c.pdf)

즉 개호(介護) 고용 프로그램은 무료직업훈련을 받으면서 동시에 생활
보장도 받을 수 있는 점에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배경에는 개
호노동자의 부족이란 문제가 자리한다. 고령화사회의 진전과 함께 개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낮은 임금과 나
쁜 노동환경 때문에 개호노동을 담당하려는 노동공급은 상대적으로 적
어, 수급 균형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본 프로그램은 이를 타개하
기 위해 고용창조가 요구되는 최중점분야로 개호를 설정하고 다른 분야
보다 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중점분야고용창조사업의 실적을 살펴보면 <표 5-5>와 같다.
2011년도의 숫자상으로 보는 한, 전술한 긴급고용창출사업이 1인당 고용
창출 사업액으로 81만 엔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데 비해 중점분야고용창
조사업은 135만 엔 정도를 사용하고 있어, 긴급피난적인 고용창출을 목
적으로 하는 긴급고용창출사업보다는 장기적인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정부의 지원이 끝난 이후에도 당해 기업 등에서
고용이 계속되는지, 취업중단기를 거치지 않고 재취업에 성공하는지 여
부이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힘들다.
라. 기업(起業)지원형 지역고용창조사업의 전달체계와 사업실적

한편 지금까지 본 사업과 그 취지를 약간 달리하는 사업이 2012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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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예산안(1,000억엔)을 통해 마련되었다. 명칭은 “기업(起業)지원형 지
역고용창조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역에 있던 공장의 폐쇄 및 해외이전
등을 배경으로 한다. 즉 종래 지역고용을 뒷받침하던 공장이 폐쇄되거나
글로벌 경쟁 격화로 해외로 이전되는 케이스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의 확보가 긴급하다는 상황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지역밀착형의 비즈니스를 지원함으로써 이를 통해 새로
운 고용을 창출하는 데 사업의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사업의 실시 스킴은 [그림 5-9]와 같다. 그 중 중앙정부와 도도부현
/시정촌의 관계는 지금까지 보아 온 사업과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
사업의 실시체계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사업위탁선을 고용창출력이 있
[그림 5-9] 기업(起業)지원형 지역고용창조사업의 실시 스킴

자료 : 厚生労働省 HP, http://www.mhlw.go.jp/bunya/koyou/pdf/chii
ki-koyou_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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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여겨지는 “기업(起業) 후 10년 이내”의 민간기업이나 NPO에 한정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의 산업진흥 및 고용시책에 의거해 이들 민간
기업이나 NPO의 사업확대에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를 지원함으로써 이
를 통해 실업자의 당장의 일자리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지역밀착형의
계속적인 일자리를 창조하겠다는 것이 그 의도이다. 당해 기업은 특별히
고용 자체를 위해서라기보다, 자신의 사업 확대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인
건비를 당장 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대 1년간 실업자를
고용하는 가운데 필요한 인재가 있으면 이를 그대로 확보할 수 있는 이
점을 지닌다.
이런 의도를 반영해 이 사업 실시의 주된 요건은 무엇보다도 먼저 공
장폐쇄 등으로 인해 고용정세가 매우 심각하다고 도도부현이 인정한 지
역일 것이 된다. 그리고 기업(起業) 후 10년 이내인 민간기업이나 NPO
로서, 본사가 기업(起業)했을 때와 동일한 도도부현 내에 존재하는 기업
이 사업대상이 된다. 이들 조건을 충족하고 나아가 지원대상이 되는 위
탁선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지역 내의 유식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
도록 되어 있다. 그 밖의 요건은 위에서 본 다른 사업과 비슷한바, 사업
비 중에서 차지하는 신규고용실업자 인건비비율이 2분의 1 이상일 것과
고용기간이 1년 이내일 것 등이다.
기업(起業)지원형 지역고용창조사업의 실적은 2013년 3월 말 현재 사
업 수 829개, 고용창출 수 7,039명, 사업액 24,881,798,000엔이다74). 이때,
사업액을 고용창출 수로 나눈 1인당 사업액은 353만 엔 정도이다. 지금
까지 보아 온 어느 프로그램보다 많은 액수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1인당 사업액으로 보는 한, 산업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계속 고용을
가장 뚜렷하게 의식하고 있는 사업이라 하겠다.
이상에서 논의한 고용창출기금사업에 해당하는 제 사업의 실시스킴과
실적을 정리하면 <표 5-6>과 같다. 표의 상단에 위치할수록 임시적 고
용창출을, 표의 하단에 위치할수록 지역의 산업과 결합한 지속적 고용창
출을 의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 1인당 사업액으로 본 실적치에
74) 다만, 아직 사업추진 중인 것도 있어, 잠정적인 실적에 불과하다. 厚生労働省 HP,
http://www.mhlw.go.jp/bunya/koyou/chiiki-koyou3/dl/kigyou_shienjigyou.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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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고용창출기금사업에 해당하는 제 사업의 실시스킴과 실적

사업 명칭

재정 부담 실시주체

주된 실시요건

주된 위탁선

1인당
사업액

중앙정부

도도부현
/시정촌

사업비 중 실업자 인건 도도부현/시정촌이
비비율이 2분의 1 이상, 직접 사업 실시 가능
고용기간 원칙 6개월 이 민간기업, NPO 외
내
“실버 인재 센터”

81만엔

중점분야
고용창조사 중앙정부
업

도도부현
/시정촌

사업비 중 실업자 인건
비비율이 2분의 1 이상, 민간기업, NPO 등
고용기간 원칙 1년 이내

135만엔

기업(起業)지
원형 지역고 중앙정부
용 창조사업

도도부현
/시정촌

사업비 중 실업자 인건
기업(起業) 후 10년 이내
비비율이 2분의 1 이상,
353만엔
의 민간기업 및 NPO
고용기간 원칙 1년 이내

고향마을
고용재생 특 중앙정부
별기금 사업

도도부현
/시정촌

사업비 중 실업자 인건
비비율이 2분의 1 이상, 민간기업, NPO 등
고용기간 원칙 1년 이상

긴급고용
창출사업

306만엔

자료 : 필자 작성.

있어서도 이를 반영해 하단으로 갈수록 그 액수가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
고 있다 하겠다.

제4절 지역고용개발촉진법에 의거한 사업의 진화와
전달체계75)

1. 지역고용개발촉진법의 개정프로세스
1987년에 제정되었으나 큰 역할을 하지 못했던 지역고용개발촉진법은
2001년의 개정을 계기로 지역고용정책의 실질적인 근거법으로 자리 잡
게 된다. 개정의 취지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즉 지방분권의 진전에 따
라 중앙정부와 도도부현의 역할을 명확히 한 위에, 중앙정부 및 도도부
75) 이에 관해서는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2010) 및 우종원(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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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이 서로 간에 연계 협력해 지역의 자주성과 창의성을 살림과 동시에
도도부현 독자의 산업시책 및 지역진흥시책과의 정합성을 한층 더 강화
해 효과적인 지역고용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각 지역을
4개로 유형화하고 중앙정부가 정령 등으로 지역을 지정하던 종래의 방식
에서, 도도부현이 지역의 범위 등을 포함한 지역별 고용계획을 책정하고
중앙정부가 이에 대해 “동의”를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4개의 지역 유형을 정리하면 [그림 5-10]과 같다. 여기서 “고용기회증
대촉진지역”은 고용기회 자체가 양적으로 부족한 지역을 말하며, 사업소
를 설치하거나 정비하여 신규로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조성금이
주어진다. 2002년 3월 말 현재 58개 지역이 해당 지역으로 설정되었다.
“능력개발취직촉진지역”은 구인이 상당수 존재하고, 더구나 구직자의 일
정수 이상이 취직하길 바라는 일자리가 실제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구
직자의 능력이 부족한 탓에 현실적으로 취직이 곤란한 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에 있어서는 신규 채용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 대해
조성금이 주어진다. 2002년 3월 말 현재 4개 지역이 해당 지역으로 설정
되었다. “구직활동원조지역”은 일정수 이상의 구직자에 대해 구인정보가
적절히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된 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에 대해
[그림 5-10] 구(舊) 지역고용개발촉진법의 지역 유형

고용기회증대 촉진 지역

구직활동 원조 지역

(고용정세가 심각한 지역)

(정보의 미스 매치가 존재하는 지역)

사업소의 설치/정비에 수반되는
신규고용에 대해 조성금 지급

지역 사업주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위탁

능력개발 취직 촉진 지역

고도기능활용 고용안정 지역

(능력의 미스 매치가 존재하는 지역)

(고도 기능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소가
집적해 있는 지역)

능력개발에 대해 조성금 지급

역내로 고도 기능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경우 조성금 지급

자료 : 厚生労働省 HP를 인용, http://www.mhlw.go.jp/bunya/koyou/other13/index.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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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신(新)지역고용개발촉진법의 전체 스킴
후생노동대신—지침의 책정—
<고용개발촉진지역>
○ 구역 : 헬로워크 관할 범위를 기본으로
함(노동시장권역을 상정)
○ 고용정세 : 유효구인배율이 전국평균을
일정정도 밑돌 것, 노동력인구에 대한
구직자비율이 전국평균 이상일 것
○ 계획기간 : 3년 이내

<자발고용창조지역>
○ 구역 : 시정촌단위(단독 혹은 복수)
○ 고용정세 : 유효구인배율이 전국평균
이하일 것(단, 전국평균이 1.0을 상회
할 경우는 1.0 이하, 전국평균이 0.67
미만일 경우는 0.67 이하일 것)
○ 계획기간 : 3년 이내

도도부현—계획의 책정—

시정촌(도도부현)—계획의 책정—

<지역고용개발계획>
1. 구역
2. 지역고용개발의 방책
3. 계획기간 등

<지역고용창조계획>
1. 구역
2. 지역중점분야
3. 계획기간
4. 지역고용개발의 방책 등
[관계 시정촌의 의견 청취]
[협의회의 의결]

후생노동대신—동의—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지방노동심의회에 부의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지방노동심의회에 부의

중앙정부의 지원조치—지역재생계획, 관계성청의 시책과 연계—
○ 사업주에 대한 조성금 지급 : 사업소의 ○ 실천형지역고용창조사업 : 지역고용창
설치/정비에 수반되는 지역구직자의
조협의회가 제안한 사업(고용창출, 능
신규고용에 대해 조성금(50만∼800만
력개발, 취직촉진 등) 중에서 고용창
엔) 지급
조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 위탁비를 지
○ “전략산업고용창조프로젝트” 참가 사
급(최대 3년간, 각 연도 2억 엔을 상
업주에 대한 특례 적용
한으로 함. 단, 2개 이상의 시정촌이
공동으로 창조계획을 책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2.5억 엔)
○ 노동자의 위탁 모집에 관련된 특례 조
치
자료: 厚生労働省 HP를 인용, http://www.mhlw.go.jp/bunya/koyou/pdf/chiiki-koyou
_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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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중앙정부가 지역의 취직지원단체 등에 위탁해 기업설명회나 직업강
습을 행하는 등 구직활동원조사업이 실시된다. 2002년 3월 말 현재 22개
지역이 해당 지역으로 설정되었다. 끝으로 “고도기능활용고용안정지역”
은 고도한 기능을 지닌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소가 집적된 지역을 말한
다. 이 지역은 고도한 기능노동자를 역내로 새롭게 받아들이는 활동 등
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진다. 2002년 3월 말 현재 25개 지역이 해당 지역
으로 설정되었다.
이처럼 고용과 관련된 주요한 특징에 따라 지역을 구분하고 이에 의거
해 지역 스스로 적절한 계획을 책정하도록 한 것은 지역이 창의적으로
고용시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큰 진전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지역 구분
이 복잡한 탓에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수단을 발견하고 이를 실제
로 운용해 기대한 정책효과를 거두는 것이 힘들다는 데 있었다. 이에 대
처하기 위해 2007년에 다시 법을 개정했다. 개정의 주안점은 (1)고용정세
가 특히 심각한 지역과, (2)시정촌 스스로 고용창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지역에 대해 지원을 중점화한다는 데 두어졌다. 이에 따라 종래 4개의 유
형이었던 지역구분을 2개의 유형으로 재편했다. 고용정세가 특히 심각한
지역은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시정촌 스스로 고용창조에 의욕을 보이
는 지역은 “자발고용창조지역”으로 단순화한 것이다. 지역고용개발촉진
법에 의거한 현재의 지역고용정책은 이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바,
그 전체 스킴을 도시하면 [그림 5-11]과 같다. 이에 의거하여 각각의 지
역유형과 관련된 전달체계 및 지원 시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2. 고용개발촉진지역
고용개발촉진지역에 관한 전달체계와 지원시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후생노동대신이 당해 지역에 관한 지침을 책정한다. 지침의 내용은 (1)지
역의 범위, (2)고용정세, (3)계획기간이다. 현행 지침의 내용을 보면, (1)
지역의 범위는 시정촌단위가 아니라 직업안정소의 관할범위가 기본이다.
즉 단순한 행정권역이 아니라 실제의 노동시장권을 상정한다. (2)고용정
세의 지표로는 최근 3년간의 평균 및 최근 1년간의 연간 유효구인배율이

제5장 일본: 지역고용정책과 산업정책․ 복지정책의 연계 177

전국평균의 3분의 2(그 수치가 1 이상인 경우는 1, 0.5 미만인 경우는
0.5, 전국평균이 0.5 미만인 경우는 전국평균) 이하이고, 또한 최근 3년간
의 노동력인구에 대한 구직자비율이 전국평균 이상일 것이 당해 지역으
로 동의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3)계획기간은 기본적으로 3년 이
내이다.
다음으로는 상기 지침에 따라 도도부현이 당해 지역의 지역고용개발
계획을 책정한다. 이때 관계되는 시정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계획이
책정되면, 도도부현은 이를 가지고 후생노동대신과 협의한다. 후생노동
대신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한편, 당해 지역이 속한 지방노
동심의회에 부의한 후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동의
한다. 2013년 9월 현재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동의가 이루어진 지역은
34개 도도부현의 149개 지역이다76).
동의가 이루어지면 중앙정부는 당해 지역에 대해 필요한 지원 조치를
취한다. 지원은 기본적으로 사업주에 대해 조성금을 부여하는 것이다. 조
성금은 (1) 사업소의 설치, 정비에 따른 지역구직자 고용, (2) 지역구직자
의 고용을 수반하는 중핵 인재의 채용, (3) 노동자의 능력개발에 대해 지
급된다. 구체적으로는 (1)의 경우 50만∼800만 엔, (2)의 경우 100만 엔
(중소기업 140만 엔), (3)의 경우 관련 경비의 2분의 1(중소기업은 3분의
2)을 각각 지급한다. 그 밖에 당해 지역이 후술하는 “자발고용창조지역”
에도 해당될 경우에는 조성금의 특례조치가 취해진다.

3. 자발고용창조지역
자발고용창조지역에 관한 전달체계는 상기 고용개발촉진지역의 그것
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먼저, 후생노동대신이 책정하는 당해 지역에 관
한 지침을 보면, (1) 지역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시정촌단위이다. 이때 시
정촌은 복수이어도 무방하다. (2) 고용정세의 지표로는 최근 3년간의 평
균 및 최근 1년간의 연간 유효구인배율이 전국평균 이하(다만, 평균이

76) 厚生労働省 HP, http://www.mhlw.go.jp/bunya/koyou/pdf/chiiki-koyou_02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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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상인 경우는 1.0 이하, 0.67 미만인 경우는 0.67 이하)일 것이 조건
이다. (3) 중점분야에 있어서는, 지역중점분야를 설정하고 시정촌, 도도부
현, 경제단체 등이 참가하는 지역고용창조협의회(이하 “협의회”로 약칭)
를 설치할 것이 요구된다. (4) 계획기간은 기본적으로 3년 이내이다.
다음으로는 상기 지침에 따라 “시정촌 및 도도부현”이 당해 지역의 지
역고용창조계획을 책정한다. 고용개발촉진지역과 달리 “시정촌”이 계획
책정의 주된 주체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전술한 지역 범위 설정에 있어
서 시정촌을 기본 단위로 한 것과 관련됨은 물론이다. 다만, 계획을 책정
함에 있어 관계 도도부현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회의 의결을 거칠 것
이 요구된다. 계획이 책정되면, 시정촌과 도도부현은 후생노동대신과 협
의한다. 후생노동대신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노동심의
회에 부의한 후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자발고용창조지역으로 동의한다.
2013년 9월 현재 자발고용창조지역으로 동의가 이루어진 지역은 32개 도
도부현의 93개 지역이다77).
자발고용창조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조치는 기본적으로 “실천
형지역고용창조사업”이다. 2007년부터 실시한 “지역고용창조 추진사업
(패키지사업)”과 2008년부터 실시한 “지역고용창조 실현사업” 및 “고용
창조 선도적창업등 장려금” 등을 하나로 통합해 2012년부터 현행 명칭으
로 실시하고 있다. 이하에서 이를 순서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지역고용창조 추진사업(패키지사업)의 전달체계

현행 패키지사업은 2007년도부터 실시되었다. 고용실업정세가 좋지 않
은 지역에서 지역관계자의 창의와 발상을 살려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당해 지역의 시정촌, 도도부현, 경제단체 등이 설치한 협의회로부터 당해
지역의 지역재생계획에 적합하고 지역에 필요한 인재육성과 취업촉진을
위한 사업을 제안받아, 그 중 고용창조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실시를 후생노동성이 이를 제안한 협의회에 위탁해 실시토록 하는 사업
이다. 중앙정부로부터는 최대 3년간, 연간 상한 2억 엔(다만, 도도부현이
77) 厚生労働省 HP, http://www.mhlw.go.jp/bunya/koyou/pdf/chiiki-koyou_02b.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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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이 된 광역 지역에 대해서는 상한 3억 엔)이 지원된다.
패키지사업은 그 전신(前身)이 있다. 앞서 말한 대로 2005년부터 실시
된 지역제안형 고용창조촉진사업(“구 패키지사업”)이 그것이다. 이 사업
은 지역재생법에서 규정하는 지역재생계획을 책정하고 자발적으로 지역
고용창조에 노력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즉 고용기회가 부족한 지역
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고용을 창조하고자 하는 시정촌과 지역경제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협의회가 제안한 고용대책사업 중에서 고용창조효과가
큰 사업을 콘테스트방식에 의해 선발해, 당해 협의회 등에 대해 그 사업
의 실시를 위탁하는 것이다. 이때 중앙정부로부터의 위탁비는 1지역당
연간 상한 2억 엔이 지원되며, 사업기간은 최장 3년간이다. 사업내용은
크게 고용창출메뉴/정보상담메뉴와 능력개발메뉴로 나누어지는데, 전자
는 (1) 중핵적 혹은 전문적 인재의 유치활동, (2)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그림 5-12] 지역고용창조추진사업의 실시 스킴

자료 : 厚生労働省 HP, http://www.mhlw.go.jp/bunya/koyou/
chiiki-koyou/dl/chiiki-koyou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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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무관리의 연수 및 상담, (3) 타 지역 성공사례의 연구 및 그 중심인
물을 초빙해서 개최하는 세미나 등이다. 그리고 후자는 훈련과 연수/강
습 및 국외유학 등이다.
현행 패키지사업의 실시 스킴은 구 패키지사업의 그것을 기본적으로
답습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그림 5-12]와 같다. 당해 지역의 협의회
가 제안한 사업들 중에서 고용창조효과가 크다고 판단된 것을 중앙정부
가 선발해 그 실시를 협의회에 위탁하면,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이를 실
시하는 구도이다. 사업메뉴는 크게 (1) 고용확대메뉴, (2) 인재육성메뉴,
(3) 취직촉진메뉴의 세 가지이다. 구체적으로 (1)의 고용확대메뉴는 중핵
적/전문적 인재의 유치활동, 창업/고용확대에 필요한 노무관리의 상담/연
수, 전문가에 의한 세미나, 중소기업 고용 고도화를 위한 경영상담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2)의 인재육성메뉴는 지역 내외의 강사에 의한 연수,
직장체험 강습, 국내외 파견에 의한 중핵적/전문적 인재의 육성, 관리직
등 전략인재 육성을 위한 연수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3)의 취
직촉진메뉴는 구인 정보의 수집, 연수와 취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의 제
공, 구직자 등에 대한 상담의 실시가 그 구체적 내용이다.
나. 지역고용창조 실현사업 및 고용창조 선도적창업등 장려금의 전달체계

이들 사업은 2008년도 1차보정예산에 의해 신설되었다. 상기 패키지사
업 실시 지역에서 보다 효과적인 고용창출을 이루어낸다는 것이 주된 정
책 목표이다. 우선 지역고용창조 실현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 정책
의도는 다음과 같다. 즉 패키지사업에 의해 기껏 양성된 지역구직자가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다시 실업 상태에 빠져드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역고용창조협의회가 주체가 되어 이들을 일단 고용한다. 고
용을 통해 지역브랜드 상품의 개발이나 판로개척 등 일을 제공한다. 그
래서 이것이 성공을 거두면 우선은 당해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과정에
서 고용기회를 늘린다. 그리고 이것이 성공해 점차 지역브랜드가 확립되
면 이를 통해 관광이나 음식숙박업 등에서도 고용기회를 창출해나가겠다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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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의 전달체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패키지사업을 실시하는 협의
회로부터 패키지사업의 지원으로 육성된 인재를 활용해 파급적으로 지역
의 고용기회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여겨짐과 동시에 지역 산업 및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의 제안을 받는다. 후생노동성에서 이를
심사해, 이 중 고용창조효과가 높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실시를 당해 협
의회에 위탁한다. 사업기간은 3년 이내, 사업규모는 한 지역당 각 연도
5천만 엔 이내이다. 구체적인 사업실시 방법은 협의회가 정하되, 사업 일
부를 민간업자 등에 재위탁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업의 실시요건은 당해
사업 종사자 총수 가운데 차지하는 대상노동자, 즉 당해 사업에 종사시
키기 위해 신규로 고용한 지역구직자의 비율이 2분의 1 이상이고 또한
사업경비 총액에서 차지하는 인건비비율이 2분의 1 이상이며, 고용기간
은 1년 이상이다.
다음으로, 고용창조 선도적창업등 장려금은 패키지사업을 실시하는 협
의회가 작성한 사업실시계획에 의거해 지역구직자를 신규 고용해서 지역
산업 및 경제의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새롭게 시
작하는 사업주에 대해 사업개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조성하는 것이
다. 본래 지역에서 창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 외에도, 패키지사업을 통해
육성하는 인재 중 유능한 사람으로 하여금 창업을 하도록 유도하고, 이
를 통해 고용창출효과를 키워 나간다는 것이 정책의도라 하겠다.
그 실시 스킴은 [그림 5-13]과 같다. 이 장려금사업은 패키지사업을 제
안할 때 동시에 그 계획을 제안하도록 되어 있는바, 실시계획의 제안, 심
사 및 결정에 관한 기본틀은 위에서 본 패키지사업과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계획이 책정된 이후 이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협의회가 지
역 내의 창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토록 하고, 이에 응모한
자들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이다. 다만, 완전한 공모
가 아니라 기존 패키지사업을 통해 필요한 능력이 육성되었다고 판단되
는 창업예정자 중에서 최소한 1명은 사업실시 대상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다. 대상자로 지정되면, 지역 내의 3인 이상의 비자발적 이직자를 고용
하는 것을 조건으로 고용창조 선도적창업등 장려금을 지급받는다. 지급
액은 3,000만 엔을 상한으로, 창업에 필요한 비용의 3분의 2를 지급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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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고용창조 선도적창업등 장려금의 실시 스킴

자료 : 厚生労働省 HP, http://www.mhlw.go.jp/bunya/koyou/chiiki-koyou/dl/
chiiki-koyou03.pdf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자발고용창조지역에서 의욕적으로 고용을 창조하려는 지
역주체는 일단 완결적인 정책수단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지역고
용창조 추진사업(패키지사업)으로 지역에 요구되는 인재를 양성하고, 양
성된 인재 중 필요한 사람은 지역고용창조실현사업을 통해 협의회 스스
로가 고용하며, 나아가 양성된 인재 중에 의욕이 있고 유망한 사람에 대
해서는 고용창조 선도적창업등 장려금을 활용해 창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 실천형지역고용 창조사업의 전달체계

이상의 제반 사업은 하나로 통합되어 2012년부터 “실천형지역고용 창
조사업”이란 명칭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 실시 스킴은 기존의 패키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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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사업메뉴는 크게 “고용확대 메뉴”, “인재육성
메뉴”, “취직촉진 메뉴”, 그리고 “고용창출실천 메뉴”의 네 가지이다. 패
키지사업의 세 가지 메뉴에 지역고용창조 실현사업의 메뉴를 더한 것임
을 알 수 있다.
라. 자발고용창조지역에 관련된 제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모니터링

마지막으로 전술한 자발고용창조지역에 관련된 제 사업이 중앙정부에
의해 어떻게 모니터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2013년 7월 현재 패키지
사업은 전국의 29개 지역, 지역고용 창조실현사업은 전국의 9개 지역, 그
리고 실천형지역고용 창조사업은 전국의 64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그 선발과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충분히 검증되
고 있지 않다. 현재 각 지역으로부터 올라온 제안을 선발하는 기능은 “실
천형지역고용창조사업등 선발평가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2013년 현재
의 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 “青山伸悦 일본상공회의소 이사 겸 사무
국장, 伊藤実 독립행정법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특임연구원, 後藤準
전국상공회연합회 상무이사, 新谷信幸 일본노동조합연합회 종합노동국
장, 西澤正樹 아세아대학 아시아연구소 교수, 樋口美雄 게이오대학 상학
부 교수(회장), 藻谷浩介 ㈜일본종합연구소 조사부 수석연구원.” 전체적
으로 노사 및 공익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본에서의 노동 및 고용
정책 심의의 기본 구조인 3자구성의 원칙이 관철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평가인데, 평가를 성공보수 혹은 페널티와 연동시키는 정도는
한정적으로 보인다. 실천형지역고용창조사업 등의 실시에 있어 페널티와
직결되는 평가 지표는 사업 제안 시의 수치목표가 실제로 달성되었는가
어떤가이다. 구체적으로는, 계획기간이 3년간인 사업의 경우, 첫 1년간의
사업실적이 목표치의 50%에 미달할 경우, 또는 2년간 연속해서 사업실
적이 목표치의 90%에 미달할 경우 지원을 중지한다. 그러나 이런 케이
스는 드문 것이 현실이다. 한편 중앙정부는 심포지엄 등을 통해 성공사
례를 모집, 소개하는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사업대상자에 대한 평판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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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다.
실천형지역고용창조사업 등의 일상적인 모니터링의 수치목표는 크게
“아웃풋(Output)”과 “아웃컴(Outcome)”으로 구성된다. 아웃풋은 기본적
으로 각 메뉴의 이용자 수이다. 고용확대메뉴의 경우는 당해 사업을 이
용한 기업의 수, 인재육성메뉴와 취직촉진메뉴의 경우는 당해 사업을 이
용한 지역구직자 등의 사람 수이다. 이에 비해 아웃컴은 기본적으로 각
메뉴를 통한 “취직자 수”이다. 물론 여기에는 스스로 창업한 창업자 수도
포함된다. 이때 취직자 수는 “상시고용”과 “상시고용 이외”로 구분해 집
계하도록 하고 있다. 상시고용의 범주에는 “임원” 및 “일반 상용”(계약기
간이 1년이 넘거나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이 속한
다. 그리고 “상시고용 이외”의 범주에는 “임시노동자”(1개월 이상 1년 이
내의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 및 “일용노동자”(매일 혹은 1개월 미만의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가 속한다.
하지만 취직자 수의 경우도 그 정책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1)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용형태, (2) 임금이나 노동
시간 등 노동조건, (3) 취직한 이후의 정착 상황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
는데, 현재로서는 단순히 숫자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다.

4. 전략산업고용창조 프로젝트의 전달체계
2013년에 위에서 본 일련의 사업과는 약간 취지를 달리하는 사업이 창
설되었다. “전략산업고용창조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위의 사업이 기본적
으로 지역고용개발촉진법에 의거한 것이라면, 이 프로젝트는 고용보험특
별회계상의 고용안정사업 혹은 능력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
다. 다만, 도도부현 스스로 제안한 사업계획을 경쟁방식으로 선발해 해당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는 위에서 본 사업과 큰 틀을 같이
한다.
이 프로젝트의 정책 의도는 산업정책과 연계해 제조업 등에서 안정적
이고 질 높은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2008년에 닥쳐온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고용정세가 점차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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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지역차도 뚜렷이 드러나, 특히 개발도상국과의 가격경쟁이 격
심한 제조업 등이 소재하는 지역에서는 공장의 해외이전 등으로 지역경
제 및 고용이 타격을 받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이들 지역이
스스로 설정하는 전략적 산업(단, 주로 제조업)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에
서 선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고용의 안정적인 토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본 사업의 취지라 하겠다.
그 실시 스킴은 [그림 5-14]와 같다. 우선 실시주체부터 보면, 사업의
기본적인 실시 주체는 도도부현이다. 다만, 사업의 취지상 다음과 같은
조건이 붙는다. 하나는 2011년도의 유효구인배율이 전국 평균이나 중앙
치 이하여야 한다. 또 하나는 경제위기 전후(구체적으로는 2007년도 평
균과 2011년도 평균)를 비교해 봤을 때 유효구인배율의 회복 정도가 전
[그림 5-14] 전략산업고용창조 프로젝트의 실시 스킴

자료 : 厚生労働省 HP, http://www.mhlw.go.jp/seisakunitsuite/bun
ya/koyou_roudou/koyou/chiiki-koyou/dl/koyousouzou_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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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평균이나 중앙치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고용개발촉진법에 의거한
행정 지침상 조성금 지급을 받을 수 없는 6개 지역, 즉 사이타마현(埼玉
県), 지바현(千葉県), 도쿄도(東京都), 가나가와현(神奈川県), 아이치현(愛
知県) 및 오사카부(大阪府)는 이 사업의 실시주체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들 기준을 적용한 결과, 홋카이도(北海道) 등 34개 지역이 해당
지역으로 설정되었다. 전체적으로 고용개선이 더딘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이들 도도부현이 제안하고, 이를 중앙정부 차원
에서 심사, 선발하는 것은 패키지사업과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다른
것이 있다면, 산업정책과 일체화하는 것이 중요한 점임을 감안해, 후생노
동성 단독으로가 아니라 경제산업성과 연계해 선발토록 하고 있는 것이
다. 이는 매 연도 이루어지는 중간평가 및 사업실시 후에 이루어지는 총
괄평가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선발 기준으로는 크게 지역의 실시체계, 사업내용, 고용창조효과 및 파
급효과 등 세 가지를 본다. 실시체계에서는 주로 관계자가 총력을 기울
여 구체적인 방책을 마련하고 있는가를, 사업내용에서는 주로 적절성과
실현가능성을 본다. 그리고 효과에 있어서는 직접 창조되는 고용의 양과
질, 고용창조의 비용대비 효과, 그리고 계속적이고 파급적인 고용창조효
과 등 세 가지를 본다.
한편 선발, 채택된 계획에 대해서는 최대 3년간, 연간 10억 엔을 상한
으로 해서 사업실시경비의 8할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정부가 “보
조금”으로 지급한다. 기본적으로 사업경비 전액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되
그 실시를 “위탁”이라는 형태로 도도부현에 맡기는 위의 패키지사업 등
과 다른 점이 여기에 있다. 따라서 도도부현도 2할 정도에 해당하는 경비
는 자체적으로 조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도도부현의 사업실시에 있어서 또 하나 다른 점은 협의회의 구성이다.
패키지사업 등의 협의회를 활용해도 무방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역 내에
서의 의견 수렴 및 조정을 보다 면밀히 하기 위해 구성 멤버를 보다 광
범하게 지정하고 있다. 우선 도도부현의 고용담당부서, 능력개발담당부
서 및 산업정책담당부서는 필수적으로 참가하도록 되어 있다. 그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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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에 따라 사업대상지역 내에 존재하는 시정촌, 기업을 포함한 경제단
체, 대학 및 훈련기관을 포함하는 교육연구기관, 금융기관, 중앙정부의
지방기관(노동국 및 경제산업국), 그리고 노동자단체나 유식자 등 지역
관계자가 필요에 따라 협의회에 참가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의 구체적인 실시는 협의회가 직접 담당할 수도 있고 민간기업 등
에 위탁할 수도 있다. 사업 메뉴는 크게 네 가지이다. “지역매니지먼트
강화 메뉴”, “사업주대상 고용확대지원 메뉴”, “구직자대상 인재육성 메
뉴”, 그리고 “지정사업주 신규채용조성 메뉴”가 그것이다. 지정사업주 신
규채용조성 메뉴란, 지정된 기업이 시설정비 등과 함께 신규고용을 할
경우, 종래 규정된 고용개발조성금에 덧붙여서 조성금을 지급하는 것이
다. 지정기업은 조성금 외에도 협의회에 참가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저
리 융자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사업주대상 고용확대지원 메뉴와
구직자대상 인재육성 메뉴는 위에서 본 패키지사업의 그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의 독자성은 지역매니지먼트 강화 메뉴에
있다 할 수 있다.
지역매니지먼트 강화 메뉴는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고용 창조가 용이
하게끔 그에 필요한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
은 사항이 상정된다. 본 프로젝트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내 관계
자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 사업주의 고용확대나 구직자의 인재
육성에 필요한 능력(전문 기술, 전문 기능, 판로확대 지식 등)을 보유한
인재를 도시 등으로부터 유치하는 사업, 대학의 기부강좌 등을 개설해
지역에서 안정적이고 질 높은 고용을 창조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는 사
업, 지역에서 생산하는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인재를 확
보하거나 육성하는 사업, 지역의 구직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기업설명회
개최를 지원하는 사업 등이 그것이다. 고용 인프라를 강화하되, 이를 구
성하는 인재를 확보하거나 육성하는 데 중점이 두어져 있다 하겠다.
프로젝트 전체적으로는 고용창출 1인당 드는 비용을 250만 엔 정도에
서 설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스킴과 정책수단이 현장에
서 원활이 운용되고 정책의도대로 실현되느냐에 있는데, 이에 대한 검증
은 아직 시기상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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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복지와 연계한 지역고용정책의 진화와 전달체계78)

1. “생활보호 수급자등 취로지원사업”
2005년 “생활보호 수급자등 취로지원사업”이 창설되었다. 헬로워크가
중심이 되어 복지사무소와 연계해 취로 및 자립에 관한 의욕이 일정 정
도 이상인 생활보호 수급자 및 아동부양수당 수급자를 대상으로 취로지
원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이 그 취지였다. 구체적인 취로지원으로는 다음
과 같은 두 가지가 설정되었다. 하나는 ‘취로지원 코디네이터에 의한 지
원 메뉴의 선정’이다. 즉 헬로워크에 취로지원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헬로
워크의 책임자 등과 함께 ‘취로지원 메뉴선정 팀’을 구성케 하고, 팀의 주
관 아래 지원대상자와 개별 면접을 통해 본인의 희망, 경험, 능력 등을
감안해 적절한 취로지원 메뉴를 선정함으로써, 대상자를 취로로 유도하
는 것이다. 또 하나는 ‘취로지원 내비게이터에 의한 지원’이다. 즉 헬로워
크에 취로지원 내비게이터를 배치하고, 정해진 내비게이터가 대상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하는 ‘담당자제도’를 통해 지원대상자에게 세심한
취로지원을 하는 것이다.
생활보호 수급자등 취로지원사업의 실적을 보면, 2005년 6월에서 2008
년 2월까지 지원대상자 수 32,615명, 지원개시자 수 27,256명, 그 중 취직
자 수 15,401명, 취직률 47.2%이다.

2. “‘복지에서 고용으로의 이행’ 추진 5개년 계획”
2007년에 책정된 “성장력향상 전략”은 ‘일하는 사람 전체’의 향상을 통
해 ‘기회의 최대화’에 의거해서 성장력을 끌어올린다는 취지 아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인재능력전략’, ‘취로지원전략’, ‘중소기업향상전

78) 이에 관해서는 佐口和郎(2011)를 참조.

제5장 일본: 지역고용정책과 산업정책․ 복지정책의 연계 189

략’을 각각 설정했다. 이 중 취로지원전략은 생활보호 등 공적부조를 받
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경제적 자립, 즉 취로를 희망하지만 그런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이
었다.
이를 위해 “‘복지에서 고용으로의 이행’ 추진 5개년 계획”이 책정되어
실시되었다. 이는 모자가정세대, 생활보호세대, 장애자 등 공적부조를 받
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이프티넷을 확보하면서도 동시에 취로를
가능한 한 촉진함으로써 당사자의 자립과 생활향상을 꾀한다는 것이었
다. 이를 위해 복지 및 고용의 양 측면에 걸쳐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기
로 하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를 ‘집중전략 기간’, 2010년부터 2011년
까지를 ‘계속실시 기간’으로 설정해 이들 시책을 전개하기로 했다.
계획은 대상별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이를 점검하
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장애자의 경우, 첫째, 장애자 중 고용된 사람 수
를 2013년에 64만 명으로 할 것, 둘째, 2008년에서 2012년까지 헬로워크
를 통해 24만 명의 장애자를 취직시킬 것, 셋째, 2011년까지 연간 9천 명
의 장애자를 복지로부터 고용으로 전환시킬 것이 목표로 설정되었다. 생
활보호세대와 모자가정세대의 경우는 첫째, 2007년까지 취로지원 프로그
램을 전 자치체에 책정토록 하고, 해당 프로그램 중 하나인 “생활보호수
급자등 취로지원사업” 지원대상자의 취직률을 2009년까지 60%로 끌어
올릴 것, 둘째, 2006년도 현재 모자가정세대의 상용고용률이 42.5%인바,
금후에도 일관된 취업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계속해서 상용고용을 촉진할
것이 목표로 설정되었다. 여기서는 장애자 부분은 할애하고 생활보호세대
와 모자가정세대, 그 중에서도 생활보호세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목표 달성을 위한 시책으로 우선 지역 특성을 살려 취로지원체제를 전
국적으로 구축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시책이 추진되었다. 첫째는 “생활보호수급자등 취로지원사업”이
다. 이는 복지사무소와 헬로워크가 연계해서 수행하는 사업인바, 그 대상
자로는 취로능력을 보유한 사람 중에서 취로의욕이 높고 취로장애요인이
없으며, 적절한 취로지원을 조기에 수행함으로써 자립을 촉진할 수 있는
사람이 설정되었다. 둘째는 “복지사무소의 취로지원 서포터를 활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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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로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는 복지사무소가 주체가 되는 프로그램으로,
그 대상자로는 취로능력 및 취로의욕은 일정하게 있지만 취로에 서포트
가 필요한 사람이 설정되었다. 이때, 취로지원 서포터를 담당할 적임자로
는 헬로워크를 퇴직한 사람, 민간기업에서 인사담당자로 있다가 퇴직한
사람, 커리어 카운셀러 등이 상정되었다. 셋째는 “복지사무소가 수행하는
그 밖의 취로지원 프로그램”이다. 이 역시 복지사무소가 주체가 되는 프
로그램이지만, 상기 생활보호수급자등 취로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없는
사람이나, 취로지원 서포터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복지사무소의 피보호
자 등이 그 대상자가 되었다.
이들 세 가지 사업 중 핵심이 되는 “생활보호수급자등 취로지원사업”
의 실시 스킴은 [그림 5-15]와 같다. 그림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중앙
정부와 자치체 간의 전달체계를 살펴보면, 당해 사업에 관련된 방침은
중앙정부가 책정하지만, 그 실시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헬로워크
와 연계해 수행한다. 비용은 전부 중앙정부가 부담한다. 비용 전액을 중
앙정부가 자치체에 보조하는 것이다. 공적부조에 관계되는 일은 기초자
치단체가 그 실무를 맡긴 하지만 비용의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부
담한다는 점에서, 취로지원사업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실시 레벨의 전달체계를 보면,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행위주체는 “취로지원 팀”이다. 이 팀의 활동 목적은 지원대상자, 즉 복
지사무소로부터 헬로워크에 대해 지원 요청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적절
한 취로지원 플랜을 책정하고 프로그램 메뉴를 선정하며 지원 메뉴를 선
정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팀은 다음과 같은 멤버로 구성된다.
헬로워크에서는 ‘생활보호수급자등 취로지원사업담당 책임자’와 ‘헬로워
크 담당 내비게이터’, 복지사무소 측에서는 ‘복지사무소 담당 코디네이
터’, 그리고 필요에 따라 ‘케이스 워커’나 ‘모자자립 서포터’ ‘능력개발지
원 어드바이저’ 등도 멤버가 된다. 전술한 초기 단계의 취로지원체계와
비교하면 ‘코디네이터’ 기능은 기본적으로 복지 쪽에서, ‘내비게이터’ 기
능은 기본적으로 고용 쪽에서 맡는 것으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다만 헬로워크와 복지사무소의 혼성 조직이긴 하지만,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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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생활보호수급자등 취로지원사업의 실시 스킴

자료 : 厚生労働省 HP, http://www.mhlw.go.jp/stf/houdou/2r9852000000689kimg/
2r985200000068d1.pdf

로지원에 중점이 두어지는 만큼 헬로워크 쪽을 담당하는 ‘취로지원 내비
게이터’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취로지원 내비게이터의 주된 직
무는 팀 내의 연락과 조정 외에 대상자 면접, 취로지원플랜 책정, 프로그
램 메뉴 선정 및 실시, 취로지원 메뉴의 선정 및 실시, 취직 후의 팔로업
실시 등이다.
그렇다면 지원대상자에게는 어떤 지원이 실시되는가. 우선 당사자의
형편에 맞는 취직지원플랜이 제공된다. 이에 따라 ‘취직준비 프로그램’으
로 직장체험강습, 개별 카운셀링, 직업준비 세미나, 그룹워크 등이 제공
된다. 그리고 지원 메뉴로 내비게이터에 의한 맨투맨 지원, 트라이얼 고
용, 공공직업훈련, 생업부조를 활용한 민간훈련, 일반직업소개 등이 제공
된다.
그런데 지원대상자를 면접한 결과, 당사자의 취로의욕이 부족한 경우
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위해 2009년부터 “취로의욕 환기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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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복지에서 취로로의 이행’ 지원사업의 실적
2008

2009

2010

2011

2012

지원대상자 수

1만 명

1.8만 명

2.1만 명

4.5만 명

6.4만 명

취직자 수

0.5만 명

0.9만 명

1.3만 명

2.5만 명

4만 명

취직률

약 5할

약 5할

약 6할

약 6할

약 6할

주 : 단, 2008∼10년은 “생활보호 수급자등 취로지원사업”의 실적임.
자료 : 厚生労働省 HP 및 大阪市 HP.
(http://www.mhlw.go.jp/bunya/koyou/dl/hellowork_torikumi_04.pdf) 및
(http://www.mhlw.go.jp/stf/houdou/2r9852000000689kimg/2r985200000068d1.
pdf)
(http://www.city.osaka.lg.jp/fukushi/cmsfiles/contents/0000208/208241/13210.
pdf)

사업”이 신설되었다. 지원 메뉴는 취업의욕을 환기하기 위한 카운셀링,
생활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 취로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직업소개,
취직활동지원, 이직방지지원 등이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 볼런티어 활동
을 통해 사회생활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 등도 포함된다. 이 사업은 위탁
이 가능한바, 민간 직업소개 사업자나 NPO법인 등이 위탁 대상이 된다.
‘복지에서 취로로의 이행’79) 지원사업의 실적은 <표 5-7>과 같다. 해
를 거듭할수록 지원대상자 수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취직률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취로로의 이행에 관한 한 나름의 성과
를 거두고 있다 하겠다.

3. “생활보호 수급자등 취로자립촉진 사업”
2013년에 이상의 제 시책을 계승해 “생활보호 수급자등 취로자립촉진
사업”이 창설되었다. 이 사업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고용부문과 복지부문
간의 연계를 강화해 전달체계를 원활케 하고자 하는 데 있다. 즉 이 사업
을 수행함에 있어 헬로워크와 자치체는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설치하
든지 아니면 당해사업에 관한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종래 헬로워크와

79) 명칭은 약간 다르나, 기본적으로 “복지에서 고용으로의 이행” 사업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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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체 간에는 지원대상자에 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
해 왔는데, 이를 협의체 설치나 협정 체결을 통해 극복하려는 시도라 하
겠다.
이처럼 조직적인 연계를 강화한 위에,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원스톱
지원’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대표적으로는 전
국에 약 1,250개소가 있는 복지사무소 전부를 대상으로 각각의 사무소
안에 헬로워크의 상설 창구를 설치하거나, 적어도 헬로워크 스태프가 복
지사무소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상담을 실시토록 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팀 지원’을 세심하게 수행함으로써 ‘복지에서 취로로의 이행’
을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의도라 하겠다.

제6절 지역의 독자적 고용정책의 진화와 전달체계 :
오사카 지역 사례80)

1. 지역취로지원사업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고용정책에 의거하
면서도 지역은 나름대로 독자적인 고용정책을 모색하고 실행해 왔다. 여
기서는 그 선구적인 사례인 오사카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위의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고용정책은 크게 보아 두 가지 흐름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지역에서 고용기회를 창출해 이를
지역 구직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고용의 “창출”, 즉
노동시장의 외연의 확대에 중점을 두는 정책이라 하겠다. 또 하나는 복
지 수급자를 개인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그들을 고용으로 연결하는 것이
다. 이는 기본적으로 부가적인 취업지원 “서비스”의 제공, 즉 노동시장

80) 이에 관해서는 大阪府․市町村就労支援事業推進協議会(2009) 및 田端博那(2006)
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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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있는 사람들을 노동시장 안으로 끌어들이는 데 중점을 두는 정책이
라 하겠다. 이렇게 보면 통상적인 노동시장 안에서 구직과 구인을 연결
하는 매칭 사업 자체는 기본적으로 공공직업안정소로서의 헬로워크가 수
행하는 사업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통상적인 직업안정사업만으로는 쉽게 취직하지 못하는 층이
뱔생해 그 수가 늘어난 점에 있다. 장애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 밖에
도 흔히 ‘프리타’81)로 불리는 젊은층이나, 재취직이 쉽지 않은 중년/고연
령층, 그리고 모자가정의 모친 등이 그들이다. 이들은 다수가 취직할 의
사는 갖고 있으나 구인 측의 요구와 일치하지 않는 점 등 때문에 취직이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 기존의 헬로워크를 통한 취직경로로는 매
칭이 용이하지 않은 이들 “취직곤란자”를 정책 타깃으로 삼은 점에 오사
카 지역의 독자성이 있다 하겠다. 취직곤란자에 대한 취직지원을 지방자
치단체 스스로 실시함으로써 지역의 고용수준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의 복지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이 정책의 의도라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오사카 지역은 피차별 부락민인 “도와(同和)” 문제가 심각
한 지역의 하나였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통상적인 매칭 이
외의 부가적인 지원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수행하는 경험과 능력을 일
정하게 갖추어 왔다. 그런 와중에 전술한 바와 같이 2000년 4월 지방분
권추진일괄법이 시행되었다. 이에 의해 직업안정행정은 광역자치단체의
손을 떠나 중앙정부가 직접 집행하는 업무로 전환되었다. 반면 개정된
고용대책법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고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의무를
명기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독자적인 고용정책을
책정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마침 같은 시기에 “사회적 원조를 필요로 하
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의 존재방식에 관한 검토위원회 보고
서”가 공표되었다. 이 보고서는 사회적 통합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사카 지역의 취직곤란자에 대한 취로지원이 구체화
된 것이다. 2000년 3월 “자립 및 취로지원방책 검토위원회”의 정책 제언
이 이루어졌다. 이에 의거해 2000년과 2001년에 걸쳐 부(府) 내의 이바라
81) ‘프리타’란, 정규직으로 취직하지 않거나 정규직으로 채용되지 못한 채 아르바이
트를 전전하고 있는 젊은층을 가리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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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茨木市)와 이즈미시(和泉市)에서 “지역취로지원사업”의 모델 사업
이 실시되었다. 그리고 2002년도부터 오사카부(府) 전역에 걸쳐 지역취
로지원사업이 개시되었다.
이 사업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일할 의사가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취
로저해요인 때문에 취로가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시정촌이 고용 및 복
지 정책 등을 통해 종합적인 힘을 발휘함과 동시에 헬로워크를 비롯한 관
계기관 등과 협력, 연계함으로써 지원대상자의 자립과 취로를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사업주체는 시정촌이 된다. 다만 시정촌 자신의
관계 부서 간은 물론이고 부(府)의 기관이나 중앙정부의 기관 및 민간부
문과도 연계해 종합적이고 횡단적인 대응을 할 것이 강하게 요구된다.
이 사업에서 ‘지원기관’으로 설정되어 있는 부(府)와 실시기관으로 설
정되어 있는 시정촌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부(府)는 필요
경비의 2분의 1을 보조금으로 각 시정촌에 지급한다82). 당연히 남은 2분
의 1은 시정촌이 독자적으로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음으로 부(府)
는 시정촌에 대해 관련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후술하는 “취로지원 코디네이터”의 육성이다. 이 사업에서는 실제
로 대상자에게 개별적인 지원을 할 코디네이터의 육성, 배치가 사활적인
과제인바, 이들을 “코디네이터 양성 강좌”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신속하
게 육성할 임무가 부(府)에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전제로 지역취로지원사업의 실시 스킴을 취로지원추진회의․담
당자회의 및 취로지원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나타내면 [그림 5-16]과 같
다. 그림에서 보듯 시정촌은 이 사업을 위해 각각의 지역 내에 지역취로
지원을 위한 기구(대표적으로는 ‘지역취로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지역취로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취로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을 위
해 시정촌에 따라서는 시정촌 자신의 관련 부서 간에 혹은 헬로워크 등
관련기관/단체와 함께 “지역취로지원추진회의”와 같은 조직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이즈미시의 경우는 장애자․아동․고령자 등의 복지를 담
82) 2008년도부터는 부(府)가 지급하는 돈이 보조금에서 교부금으로 바뀌었다. 그 의
미와 영향에 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관해서는 櫻井純理
(2009)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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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지역취로지원사업의 실시 스킴 : 이즈미시(和泉市)의 사례

자료 : 田端博那(2006), p.67.

당하는 부서와 취로를 담당하는 부서 외에 생활보호 담당 부서, 인권 담
당 부서, 학교교육 담당 부서, 생애학습 담당 부서 등 관련 부서 전체가
모여 지역취로지원추진회의를 열고 지원대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상
으로 “취로지원 대응 개별 케이스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개
개인의 속성과 니즈에 맞는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검토 결과, 시
정촌의 범위를 넘어선 광역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오사카부(府)가
관장하는 ‘케이스 연락협의회’에 통보해 지원을 요청하게 된다.
지역취로지원센터에는 취로지원 코디네이터가 배치되어 취직곤란자의
구직 및 고용에 관한 상담에 응하게 된다. 동시에 취로지원 코디네이터
는 헬로워크 등 유관기관과의 조정 결과나 ‘개별케이스 검토’의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자 개개인의 사정을 감안한 “취로 서포트 플랜”을 작성하
게 된다. 플랜 작성에 있어서는 관계기관 외에도 각종의 지원단체, 지역
기업, NPO, ‘워크즈 컬렉티브’(노동자 협동조합) 등을 포함해 지역 내 사
회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 요구된다. 취로 서포트 플랜이 작성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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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실현되도록 코디네이터는 적절한 지원을 수행한다. 필요한 기능
습득 등을 도와주는 외에, 관계 방면에 연락해 취업체험 기회를 마련하
거나, 헬로워크 및 사업소와 접촉을 갖고 적당한 취로의 장을 확보하는
것 등이다. 플랜의 실시가 끝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대상자를 팔로하는
것 역시 코디네이터의 주요한 업무 중의 하나이다.
그 실적을 살펴보면, 2002년도에 18개 시정촌에서 출발한 당해사업은
2004년도에 부(府)내 44개 전 시정촌에 확대된 이래, 지금까지 계속적으
로 실시되고 있다. 2010년도의 경우, 지역취로지원센터의 설치는 43개 시
정촌 59개소, 코디네이터의 배치는 115명이다. 센터의 이용 수는 신규상
담건수가 5,319건, 재(再)상담건수가 14,543건이다. 그 밖에 컴퓨터를 통
한 구인검색 등의 서비스 이용도 다수에 이른다. 이용자 수는 6,487명, 그
중 중고연령층이 3,865명, 젊은층이 1,101명, 모자가정의 모친이 496명,
장애자가 592명, 기타가 524명이다. 이 들 중 취로가 실현된 사람 수는
1,419명이다83).

2. 부(府)와 시정촌 각각의 독자적인 대응
지역취로지원사업 외에도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오사카부와 기초자치단
체로서의 시정촌은 각각 일상적인 지역고용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오사
카부의 시책부터 살펴보자. 부(府) 자신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실
시하는 사업에 있어서도 정책의 타깃은 취직곤란자에 설정되어 있다. 다
만 지역취로지원사업과 달리 스케일 메리트를 활용해 취직곤란자를 대상
별로 세분하고 각각의 속성 및 니즈에 기반한 보다 세심한 지원메뉴를
제공하고 있는 점에 차이가 있다.
부(府)가 실시하는 취직곤란자 지원의 거점 시설은 ‘OSAKA 시고토
관(館)’84)이다. 스케일 메리트를 최대화하는 한편으로 ‘원스톱’의 이점을
꾀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한 곳에 모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설은
83) 大阪府․市町村就労支援事業推進協議会(2009).
84) ‘시고토’란 우리말로 ‘일’을 뜻하는바, ‘OSAKA 시고토 관’이란 오사카 지역의 일
에 관한 종합지원시설이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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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에 해당하는 ‘종합창구’와 세분화된 대상자별 지원시설로 이루어
져 있다. 종합창구는 직접 혹은 전화로 상담을 해 온 지원대상자에게 각
각의 속성 및 니즈에 따라 적절한 지원시설로 유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상자별 개별 지원시설로는 ‘젊은층 취로자립 지원센터(니트 서포트 클
럽)’, ‘JOB카페OSAKA’, ‘고령자 직업상담 플라자’, ‘JOB플라자OSAKA’
등이 있다.
이 중 젊은층 취로자립 지원센터(니트 서포트 클럽)는 니트(NEET)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취로에 관한 상담 및 카운셀링을 실시한다. 취로
에 관한 의욕을 북돋우고 필요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이 두어진다.
한편 JOB카페OSAKA는 34세까지의 젊은층을 대상으로 취직에 도움이
되는 강좌나 세미나를 개설하고 각종 취업정보를 제공한다. 바로 옆에
헬로워크의 일종인 ‘헬로워크 JOB카페’가 병설되어 있어, 취직 의사가
있는 젊은층은 곧바로 구인정보를 제공받고 직업상담 및 직업소개를 받
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반면 고령자 직업상담 플라자는 고령자를 대상
으로 구인정보 제공 및 직업상담, 직업알선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대해
JOB플라자OSAKA는 장애자, 모자가정의 모친, 홈리스 등을 대상으로
상담과 카운셀링 및 각종 세미나 개설에서부터 구인개척 및 무료직업소
개에 이르기까지 취직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JOB플라자
OSAKA는 이와 동시에 시정촌이 각각 수행하는 ‘지역취로지원사업’을
지원하는 역할도 맡는다.
지역취로지원사업 외에 시정촌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고용관련 시책
으로는 무료직업소개시설의 설치 운영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즈미
시(和泉市)의 경우, 시정촌으로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료직업소개를
시작했다. 시청 내에 ‘이즈미시 무료직업소개센터’를 개설해 직업상담 및
직업알선 업무를 개시한 것이다. 시청 내에 배치된 취로지원 코디네이터
와 연계함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원스톱’ 고용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태
세를 갖추었다 하겠다. 다만 무료직업소개 서비스를 실시할 것인지의 여
부는 각 시정촌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현재로서는 실시 시정촌의 수가
많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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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소결 : 한국에의 시사

이상에서 고용실업정세에 대응한 고용창출시책 및 지역고용개발촉진
법에 의거한 고용창출시책과 복지와 연계한 지역고용정책이라는 세 가지
흐름을 중심으로 지역고용정책의 전개과정과 전달체계를 살펴보았다. 전
체적으로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획일적 정책이 적용되는 대상으로서가 아
니라, 지역 자신이 주체가 되어 지역자원을 활용해 창의적으로 입안, 실
시하는 고용창출 및 매칭이 점차 구체화되는 과정에 있다 하겠다85). 하
지만 당면한 과제도 적지 않다. 이에 관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로 하자.
우선 산업정책과 연계한 고용창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고용의 계
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된다. 지역의 안정적 고용창출을 직
접적인 목표로 하는 지역고용개발촉진법상의 시책은 말할 나위도 없거니
와, 일시적 고용창출을 목표로 하는 긴급고용창출사업의 경우도, 일단 고
용된 사람이 이후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행하지 못하면, 결국 문제는 그
대로 남는 셈이 된다. 그렇지만 일본의 경험은 계속적인 고용의 창출이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예를 들어 패키지사
업으로 일단 창출된 고용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느
냐에 관해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거의 그대로 유지”가 5.3%, “8할 정
도가 유지”가 13.7%, “6∼8할은 유지”가 7.4%, “4∼6할은 유지”가 3.2%
이다. 즉 사업개시 당초에 비해 4할 이상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이
전체의 약 30%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보다 심각한 것은 45.3%의 지자
체가 고용의 지속성 여부에 관해 “알지 못하거나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대답하고 있는 점이다86).
85) 지방자치단체의 시점에서 본 지역고용창출정책에 관한 문헌으로는 労働政策研
究․研修機構(2006),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2007),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2009)을 참조.
86) 나머지는 9.5%가 ‘기타’, 15.8%가 ‘불명 혹은 무회답’이다. 労働研究․研修機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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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 대한 대처는 용이하지 않다. 다만 적어도 두 가지는 개선해
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정책 입
안 및 실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실제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정책 스
킴에 맞춰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역량을 필요로
한다87). 이를 넘어 지역 니즈와 지역 자원을 파악하고 이해관계자를 설
득․조직해 산업정책과 잘 결합된 고용정책을 입안, 실시하는 것은 현재
의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힘에 부치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관해서는 근
래 일본에서 지역재생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해 온 “지역재생매니저 사업”
이 시사적이다. 이는 지역재생과 관련된 지식이나 노하우를 보유하는 외
부 전문가=“지역재생매니저”를 최장 3년간 해당 지역에 파견해, 그 지역
에 거주하면서 지역재생정책의 입안․실시를 원조케 하고, 이에 드는 비
용의 3분의 2 정도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물론 지역의 역량
은 중앙정부 등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스스로 키워 가야
한다. 다만, 처음부터 지역 역량이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
하면, 적절한 외부 인재의 공급은 우선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 하겠
다. 이와 더불어 대도시나 산업집적지 등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 지
방이나 고향으로 회귀하는 움직임을 장려하고, 이들이 지역에 쉽게 정착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조치(이른바 “U턴” 및 “I턴” 지원)도 서둘러 검토
할 만하다 하겠다.
또 하나는 고용의 계속성을 모니터링하고 계속적인 고용에 대해 인센
티브를 부여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사업은 ‘취직
률’이 거의 유일한 성과 지표로 되어 있다. 계획의 선정 및 평가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실시과정에서도, 예를 들어 민간기업과 위탁계약을 체결하
거나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목표 취직률의 달성 여부가 결정
적으로 작용한다. 물론, 고용창출이 정책 목표인 만큼 취직률이 주요 정
책 지표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 문제는 이것만으로는 계속적
고용에 대한 동기 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착률’을 주요
(2010).
87)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정책 입안 및 실시 능력과 관련해서는 労働研究․研修機構
(2007)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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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책 지표의 하나로 도입하고, 당해 지표의 현실성을 강화하기 위해,
취직자의 팔로어업 조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정착률은
고용정책 자체만이 아니라, 당해 고용을 창출해 낸 산업정책의 유효성과
지속성을 판단하는 데도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복지와 연계한 매칭에 있어서는 정보의 공유와 적절한 관리가 무
엇보다도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매칭 서비스를 세심하게 제공하려면 대
상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소상하게 파악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관계자/관련기관 간에 적절히 공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매
칭 서비스의 일부를 민간 영리기업 등에 위탁할 경우, 개인정보를 어디
까지 공유할 것인지가 당장 문제가 된다. 대상자가 모자가정의 모친, 장
애자, 생활보호 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일 경우에는 정보 공유가 더더욱
문제가 된다. 실제 오사카 지역에서도 헬로워크,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위탁기관(민간 영리기업을 포함함) 사이에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기까지
는 오랜 시일이 걸렸다. 그렇지만 개인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한 시의적
절한 매칭 서비스의 제공은 원천적으로 곤란하다는 데 문제의 본질이 있
다. 서비스 대상자의 동의, 관계자의 수비(守秘) 의무, 정보전달 및 관리
를 명확한 룰로 설정한 위에 정보를 적절하게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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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지역고용정책과 지역발전정책의 연계 강화

제1절 들어가는 글

미국의 경우 주 하나하나를 하나의 독립적 실체로 인정하는 연방주의
전통에 따라 연방정부에 대한 주정부의 자율성과 재량권이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다. 연방정부가 일정한 공식에 따라 자금을 주정부에 배분하면
제공자금의 성격에 맞는 일정한 가이드라인이나 제약조건이 부과되지만,
주정부는 이러한 제약 내에서는 일정한 자율성과 재량권을 발휘하면서
주의 특성에 맞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수립․집행할 수 있다. 주정부에
사업 집행에서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부여하되, 연방정부는 비교적 엄격
하고 단순화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주정부의 사업수행 성과를 정량화된
지표로 전환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성과주
의 전통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주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성과주의
전통이 체계적으로 작용되고 있다. 주정부는 자신의 자금 또는 연방으로
부터 할당받은 자금을 각 지역에 배분함에 있어서 비교적 단순한 배분공
식에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정부는 전달체계의 마지막 단계인 지
역의 재량권과 자율성을 인정하되, 사업수행 성과에 대해서는 엄격한 평
가를 바탕으로 인센티브 혹은 제재조치를 가한다. 사업평가에 있어서 정
성적인 측면보다는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도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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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화된 정량적 성과지표에 기초하여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주의 전통에 담겨 있는 다른 측면을 들여다보면, 특정사업
의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사업주체가 직접 평가대상이 아닌 다른 지역
주체들과 협력하여 발생하는 성과까지 해당사업의 성과로 인정하는 경향
이 나타난다. 따라서 지역의 사업주체들은 지역 내 관련주체들과의 협력
및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보고되는 성과를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효과는 길게 보면 지역주체들 사이의 협력과 파트
너십을 유도하여 지역사회 전체의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
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점에서 지역파트너십에 기초한
성과의 극대화를 유인하는 사업운영․평가체계는 미국 지역고용정책의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미국 지역고용정책은 단순화된 정
량지표에 근거하는 성과주의 전통과 지역 파트너십을 유인하는 평가체계
가 체계적으로 결합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
역고용정책 추진방식이 지역의 특성이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
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사업추진주체로 하여금 다른 지역주체와
파트너십 강화를 하도록 유도하여 사업성과 제고를 이끌어내는 데 일정
한 순기능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지역고용정책이 아닌 타 정책영역과 협력관계 구축을 통
해 제고된 성과 또한 평가되는 사업성과로 보고할 수 있기 때문에 타 정
책영역과의 연계․협력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유인으로 작용한다.
미국의 경우 지역 수준에서 지역고용정책과 지역경제발전정책 사이의 관
계가 비교적 체계적이고 긴밀한데, 이 또한 이러한 미국적 성과주의 전
통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좁은 의미의 지역고용정
책을 넘어서 일자리창출의 주체인 민간부문의 성장잠재력을 강화하고 궁
극적으로 일자리창출로 이어지게 하는 경제발전정책이 지역수준에서 고
용정책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주제라 판
단된다.
지역고용정책의 개념, 범위 및 내용에 대해 다양한 견해와 접근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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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할 수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체들이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기
획단계에서부터 집행․전달단계까지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좁은 개념
을 넘어서, 지역수준에서 집행․전달되는 모든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포
함하는 넓은 개념을 사용한다. 이는 미국의 경우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이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로부터
제공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역고용정책
의 대상범위로는 지역 내 근로자와 기업이 고용 및 노동시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제공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포함한다. 구체
적으로는 실업보험, 구직-구인 연결, 직업훈련, 고용지원서비스, 기업 채
용인센티브, 기업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범주의 프로그램들을 포괄한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함께 뉴욕 주의 몇몇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면접조사 등을 바탕으로 뉴욕 주의 지역고용정책의 현황과 특성, 경제발
전정책과의 연계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제2절에서는 먼저 지역인력
투자정책을 중심으로 미국의 전반적인 지역고용정책의 개요를 정리한 다
음, 뉴욕 주 지역고용정책의 현황, 전달체계 및 평가체계 등을 살펴본다.
이와 함께 지역고용정책 가운데 지역경제발전정책과 접점에 있는 벤치마
킹 프로그램 사례로 OJT를 비롯하여 기업에 대한 몇 가지 고용유인제도
를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지역경제발전정책의 현황 및 구조, 전달체계
및 평가체계를 고찰하고 지역사례를 살펴본다. 이어서 제4절에서는 뉴욕
주의 지역고용정책과 지역경제발전정책 간의 연계․협력관계가 어떠한
지 살펴본다. 끝으로 제5절에서는 본 연구의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
로 결론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제시한다.

제2절 미국 지역고용정책의 현황 및 구조88)

지역고용정책에는 정책 및 프로그램이 최종 전달․집행되는 지역 수
88) 뉴욕 주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labor.ny.gov) 자료, 윤윤규 외(2010), 일
자리사업 전달체계의 현황 및 평가를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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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서 고용․노동시장의 장애요인이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노동공급
자인 근로자와 노동수요자인 기업이 겪는 어려움이나 양자 간의 미스매
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제공되는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들이 포함된
다. 그리고 이들 정책 및 프로그램을 지역 수준에서 효과적으로 조정․
연계하고 집행하는 전달체계, 그리고 이를 담당하는 지역주체들 사이의
연계․협력관계 또한 지역고용정책의 성과 창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한다. 따라서 지역고용정책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관련 정책 및 프로그
램만이 아니라 지역 수준의 집행․전달체계, 지역주체 간 연계관계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접근과 분석이 필요하다.

1. 지역고용정책의 현황 및 전달체계
미국의 지역고용정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요소는 지역 단
위의 인력개발시스템(Workforce Development System : WSD)이다. 인
력개발시스템은 실업보험, 구직-구인 연결, 직업훈련, 고용지원서비스,
기업채용인센티브, 기업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범주의 노동시장정책 프로
그램들을 포괄하며, 연방 및 주 노동부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노동부 외 타 부처의 정책 및 관련프로그램들도 지역고용정책의 한 부분
을 구성하며 지역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고용정책의 효율성 및 성과 제고
에 기여한다.
미국의 인력개발시스템(WDS)이 추구하는 기본적 목표는 인력투자법
(Workforce Investment Act : WIA)에 법적 근거를 두는 지역 수준의 원
스톱지원시스템을 중심으로 자금원천이나 법적 근거는 다르지만 같은 지
역에서 전달되는 다양한 고용․노동시장 프로그램들을 연계․통합 운영
함으로써 근로자, 기업 등 지역고객들이 고용․노동시장에서 경쟁우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 내 제한된 지역자
원 활용 극대화, 노동력의 재고용 및 노동시장진입 촉진, 기업에 대한 채
용․훈련인센티브, 지역노동시장의 매칭 강화, 프로그램․서비스 전달의
투명성, 성과에 대한 평가지표체계 정립, 그리고 지역발전전략과 원스톱
시스템의 연계․협력 등이 핵심적 요소들로 제시된다(NYS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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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Labor, 2011).
미국의 핵심적 고용ㆍ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은 크게 노동중개, 취약계
층 훈련ㆍ고용서비스, 실업보험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노동중개
서비스는 와그너-페이저법(Wagner-Peyser Act)에 근거하여 구직-구인
연결 및 취업알선을 주로 수행한다. 취약계층(청년, 실직자, 성인)에 대한
직업훈련ㆍ고용서비스는 인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 : WIA)
에 의해 규정된다. 실업보험은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에 따라
실직기간 중 생활상 어려움 완화, 실업자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한다.
와그너-페이저 노동중개서비스와 실업보험은 1930년대에 도입된 이래
비교적 안정된 형태를 유지한 반면, 취약계층 훈련ㆍ고용서비스는 1960
년대에 도입된 이래 비교적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는데, 특히 1998년 인
력투자법(WIA) 제정으로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였다(윤윤규 외, 2010).
위에서 설명한 세 가지 핵심적인 고용ㆍ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 외에
도 지역 수준에서 전달되는 다수의 노동부 프로그램이 있으며, 노동부
외에도 교육부, 보건서비스부, 주택도시개발부 등 정부 부처에서도 다양
한 형태의 훈련ㆍ고용서비스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 그러나 각 부처별
로 지원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역에서 분산적으로 운영되어 사업
중복성 및 비효율성의 문제가 나타나면서 최종 전달단위인 지역 수준에
서 사업 효율성 및 성과 제고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 간의 연계성 제
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WIA에서는 지역 인력투자위원회
(WIB)와 원스톱고용센터(one-stop career center)가 지역에 혼재하는
다양한 고용ㆍ훈련프로그램들을 조정․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부 외의 다양한 부처별 프로그램들도 지역 원스
톱고용센터의 파트너기관으로 참여하면서 지역 원스톱시스템의 한 부분
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지적해야 할 것은 지역 원스톱고용센터가 권한을 가지
고 다양한 부처별 프로그램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에 혼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파트너십에 기초하여 조정ㆍ연
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즉 다양한 부처별 고용ㆍ훈련서비스
는 해당부처의 책임하에 독립적인 운영ㆍ관리ㆍ평가가 이루어지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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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스톱고용센터는 파트너십에 기초하는 느슨한 방식으로 다양한 프로
그램들을 조정ㆍ연계함으로써 성과를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89)
미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연방주의에 기초하므로 고용ㆍ훈련프로그램
의 결정․집행․전달은 사실상 주 또는 카운티(county) 단위에서 이루어
지며, 연방정부는 주로 자금지원, 기술적 지원 및 감독기능을 담당한다.
여기서 고용ㆍ훈련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라 분권화의 수준이 다른데, 실
업보험이나 와그너-페이저 노동중개서비스는 주정부 중심의 분권화체계
(1차 위임체계)인 반면, WIA에 근거하는 취약계층 고용ㆍ훈련프로그램
은 카운티정부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화체계(2차 위임체계)라 할 수 있
다(윤윤규 외, 2010).90) 최근에는 뉴욕 등 일부 주를 중심으로 와그너-페
이저 노동중개서비스, 실업보험, WIA 고용ㆍ훈련서비스를 지역 원스톱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기능적 조정(functional alignment)을 통해 통합적
으로 운영하려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그림 6-1]에서 보듯이 와그너-페이저 노동중개서비스는 연방 → 주 →
지역 노동중개기관으로 이어지는 비교적 단순한 전달체계를 가진다. 반
면 미국 지역고용정책에서 핵심적 부분을 구성하는 WIA 고용ㆍ훈련프
로그램은 주와 지역 중심의 분권화된 전달체계를 가지며, 인력투자지역
(Local Workforce Investment Area : LWIA) 단위로 이루어진다. 보통 3
∼4개의 카운티가 하나의 인력투자지역을 구성하며, 단일 카운티로 구성
되는 인력투자지역도 일부 있다. 주정부는 지역별 예산배분과 간접적인
감독․평가를 수행하고, 인력투자지역은 예산의 세부내역 결정 및 집행
기능을 담당한다.
인력투자지역별로 구성되는 인력투자위원회(Local Workforce Investment
Board : LWIB)는 고용ㆍ훈련프로그램을 비롯한 지역고용정책의 수립과
89) 여기서 지역 내 모든 고용ㆍ훈련프로그램이 하나의 조직에 의해 통일적으로 관
리ㆍ평가된다고 해서 그 성과가 반드시 우월할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려우며, 따
라서 이 이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90) 미국의 경우 경제규모가 워낙 크고 연방주의에 기초하므로 타 국가들과 비교할
경우 비교단위를 연방으로 할 것인지, 주로 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제기될 수 있
다. 특히 뉴욕 주, 캘리포니아 주 등 대형 주의 경우, 경제규모가 웬만한 중소국
가와 비슷하거나 더 크기 때문에, 분권화 정도를 비교함에 있어서 주 단위로 다
른 국가와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가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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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미국의 고용ㆍ훈련서비스 전달체계

자료 : 윤윤규 외(2010), 일자리사업 전달체계의 현황 및 평가에서 인용․수정.

더불어 서비스 집행을 담당하는 지역 원스톱고용센터에 대한 감독기능을
담당한다. 원스톱고용센터는 지역 내 파트너기관들과 협력하여 훈련ㆍ고
용서비스를 지역의 수혜자에게 최종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지역
별로 차이는 있지만 보통 인력투자지역을 구성하는 카운티마다 1∼2개
의 원스톱고용센터가 운영된다. 지역의 인력투자위원회와 원스톱고용센
터는 WIA에 따라 주 노동부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파트너십을 바탕으
로 타 부처의 관련 프로그램들과 연계․조정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주
노동부가 지역의 인력투자위원회와 원스톱고용센터를 평가할 때, 이러한
지역 파트너십에 기초하는 연계․조정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원스톱센터
직원들의 활동도 사업성과로 인정된다.
지역 원스톱고용센터를 중심으로 파트너십에 따라 작동되는 원스톱시
스템(One-Stop Career System)은 미국 지역고용정책의 전달체계가 가
지는 핵심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지역 원스톱시스템은 지역 차원의
다양한 고용ㆍ훈련서비스들을 기능적 조정(functional alignment)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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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에 따라 하나의 공간에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서비스의 파편화와 중
복 방지, 서비스 간의 조정 강화 및 원활화, 고객의 서비스 접근 편의성
강화 등을 도모하는 전달체계의 방식이다(윤윤규 외, 2010). 그러나 앞서
논의하였듯이 원스톱고용센터는 WIA 고용ㆍ훈련서비스, 와그너-페이저
노동중개서비스, 실업보험 등 주 노동부가 관할하는 프로그램들을 주로
전달하며, 노동부 외의 부처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직접 관
리하는 권한은 없으나 해당 프로그램 운영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연계ㆍ조정함으로써 사업 효율성 및 성과를 제고한다.
지역 원스톱고용센터는 WIA 규정에 따라 파트너기관들을 두어야 하
는데, 와그너-페이저 및 WIA 프로그램(성인, 실직자, 청소년)은 모두 의
무적 파트너기관이며, 연방자금으로 고용ㆍ훈련서비스를 제공하는 16개
기관 가운데 파트너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원스톱센터는 의무적 파트너
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종합(comprehensive) 원스톱고용센터와 의무적
파트너기관의 일부가 참여하는 부분(affiliate) 원스톱고용센터로 구분된
다. 현재 미국 전역에 걸쳐 1,900여 개의 종합적 원스톱센터, 1,100여 개
의 부분적 원스톱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원스톱고용센터 운영자 선정은 지배구조상 원스톱고용센터의 상위기
구인 지역 인력투자위원회(WIB)에 의해 이루어지며, 기본적으로 경쟁원
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지역에 따라 단일기관 선정방식 또는 복수기관의
협업적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기존의 센터 운영자가 오랫동안 계속해서
지정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도 이들 기관의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결과가
중요하게 고려되며,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사업성과가 저조할 경우 센터
운영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

2. 뉴욕 주 인력개발시스템의 사례
가. 인력개발시스템의 구조 및 특성

[그림 6-2]는 뉴욕 주의 인력개발시스템(Workforce Development
System) 구조를 보여준다. 주 단위의 인력개발시스템은 연방법인 W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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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초하므로 시스템 구조나 운영방식에서 주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주정부는 연방 노동부로부터 WIA 자금을 배정받으며, 다시 지역에 이
자금을 일정한 공식에 따라 배분한다. 주 노동부는 인력투자위원회
(WIB)에 인력 및 운영을 지원하며, WIA 자금을 관리하고 WIA 프로그
램의 진행과 재정운용을 모니터링한다.
주 인력투자위원회(State WIB)는 33개의 인력투자지역(Local Workforce
Investment Area : LWIA)91)에 대해 사업계획 승인 및 감독기능을 담당
한다. 인력투자지역별로 구성되는 지역 WIB(LWIB)은 해당지역의 인력
투자계획 및 고용ㆍ훈련서비스정책 수립과 원스톱고용센터에 대한 관리
ㆍ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WIB은 인력개발 및 원스톱서비스 전달체계의
상위기구로 폭넓은 분야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며, 산업계 대표가
과반(51%)을 차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WIB에는 산업계 대표를 비롯
하여 주/지방의 행정기관 및 의회, 노동조직, 인력투자활동 전달기관, 전
문가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자들로 구성된다.
지역 WIB 산하에는 카운티별로 원스톱고용센터가 설치되어 고용ㆍ훈
련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집행한다. 원스톱고용센터에는 다양한 지역 내
파트너기관들이 참여하며,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고용ㆍ훈련서비스를 전
달한다. 주 노동부와 카운티정부는 원스톱고용센터 파트너기관의 하나로
참여한다.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뉴욕 주의 원스톱센터들은 파트너기관
간의 유기적 관계, 즉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구직자나 기업 등 지역 고객
들에게 다양한 고용ㆍ훈련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뉴욕 주 원스
톱고용센터의 운영 및 서비스전달에서 발견되는 특징의 하나는 기능적
조정(functional alignment)의 원칙이 강력하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기능
적 조정이란 원스톱고용센터 내에서 자금원천이 다른 다양한 고용ㆍ훈련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수행하는 모든 업무영역들이 기능적으로 조정되어
통합적으로 수행되는 방식이다.

91) 인력투자지역(LWIA)은 보통 복수의 카운티로 구성되나 Tompkins 카운티처럼
산업구조나 노동시장 특성 등에서 차별성이 큰 경우에는 하나의 카운티가 독립
적인 단일 인력투자지역을 구성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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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뉴욕 주 인력개발시스템의 구조

자료 : 윤윤규 외(2010), 일자리사업 전달체계의 현황 및 평가에서 인용.

주정부는 배정된 연방정부 WIA 자금 가운데 85%는 33개 인력투자지
역(LWIA)에 배분하고 나머지 15%는 주 수준의 인력투자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주정부는 각 지역의 실질적 실업자, 초과실업자, 불리한 조건의
청소년이 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33개의 인력투자지역
에 WIA 자금을 배분한다. 각 인력투자지역은 배정된 WIA 자금 중 10%
까지 행정적 관리ㆍ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고용ㆍ훈련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전달에 사용하여야 한다.
2010년 뉴욕 주에 배정된 WIA 자금규모와 수혜자는 126,983,700달러,
716,010명으로 각각 전년대비 3.8%, 10.5% 감소하였다. 목표집단별로 보
면, 성인 및 청소년 프로그램은 자금지원 규모가 6～7% 감소하고 수혜
자도 크게 줄었으나, 실직자 프로그램의 경우는 자금지원 규모가 3% 정
도 증가하면서 수혜자 규모도 늘어났다. 이러한 자금지원 규모의 감축은
실업자 증가, 공공요금 및 임대료, 직원 급여 등 비용상승 요인과 함께
각 인력투자지역별 인력개발시스템의 활동 및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치고 있다. 다만 최근 경제회복 조짐에 따라 고용․훈련서비스를 받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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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목표 집단별 WIA 자금지원 및 수혜자의 변화 : 2009∼10년

수혜자

지원
자금

성인
프로그램

실직자
프로그램

청소년
프로그램

전체

2009

476,523명

305,924명

17,927명

800,374명

2010

378,655명
(-20.5%)

322,154명
(+5.3%)

15,201명
(-15.2%)

716,010명
(-10.5%)

2009

$46,625,317

$38,094,214

$47,290,403

$132,009,934

2010

$43,602,793
(-6.5%)

$39,320,587
(+3.2%)

$44,060,320
(-6.8%)

$126,983,700
(-3.8%)

주 : 괄호 안의 숫자는 2009년 대비 증감률임.
자료 : NYS DOL(2011), New York State Workforce Development System : 2010
Annual Report, NYS Department of Labor.

는 사람 수가 감소하면서 운영상의 압박이 다소 완화되어 성과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나. 인력개발시스템 평가체계의 구조 및 특징

지역 인력개발시스템에 대한 주 노동부의 평가는 인력투자지역별로
운영되는 지역인력투자위원회(LWIB) 단위로 이루어진다. 보통 LWIB은
복수의 원스톱고용센터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LWIB의 성과는 산하에 있
는 여러 원스톱센터들의 성과를 총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방 및 주정
부 차원에서 제시되는 성과지표들은 원스톱고용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고객들에게 지원한(staff-assisted) 서비스에 따른 성과만을 고려한다. 뒤
에서 논의하겠지만, 원스톱고용센터에는 다양한 파트너기관들이 참여하
지만 원스톱센터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파트너기관들이 이룬 성과는 직
접적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그러나 원스톱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는 파트
너기관들과 연계․협력을 통해 창출되는 성과는 센터의 성과로 인정된
다. 따라서 원스톱고용센터의 입장에서는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서는 원스톱시스템에 파트너기관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원스톱센터의 성과로 모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이러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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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의 특성은 지역 원스톱고용센터가 다양한 주체들과 파트너십을 형성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고용정책의 성과를 제고하는 노력을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 유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평가 단위가 인력투자지역별로 운영되는 인력투자위원회(LWIB)이기
때문에 LWIB 전체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지만, LWIB을 구성하는
개별 원스톱센터의 성과를 따로 구분하지는 않으며, 센터별 성과 DB에
의 접근도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인력투자지역에 하나의 원스톱센터만
있는 경우 LWIB과 원스톱센터의 평가결과가 일치하지만, 복수의 원스톱
센터를 가진 대부분 인력투자지역의 경우는 전체의 성과만이 제시되고
센터별 성과달성 정도는 알 수 없다. 이러한 원스톱시스템 평가체계는
인력투자지역에 소속된 여러 원스톱센터 간의 연계․협력을 유도하려는
취지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 원스톱센터의 도
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원스톱고용센터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파트너기관들에 대한 평가는
기본적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주정부 부처에 의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지역공동체에서 협력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인
BOCES(Board of Cooperative Educational Services)는 자금제공 부처
인 주 교육부의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BOCES나 커뮤니티칼리지 등 파
트너기관들이 원스톱센터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는 원스톱센터에 인력을 파견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활동들이 원스톱센
터에서 이루어져 성과를 내면 지역 원스톱시스템 평가에서 성과로 인정
된다. 따라서 LWIB의 입장에서 보면, 파트너기관들과의 연계ㆍ협력활동
을 원스톱고용센터 중심으로 수행하여 성과를 높임으로써 주 노동부로부
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지역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유인으로
작용한다.
앞서 논의하였듯이 뉴욕 주의 지역고용정책은 지역 파트너십에 기초
한 비교적 느슨한 전달체계를 가지기 때문에 인력투자위원회(LWIB)가
산하 원스톱센터나 파트너기관들에게 연방․주정부의 성과평가지표 외
에 추가적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만일 추가적 요구조건
이 부과된다면 자칫 파트너십을 약화시켜 지역주체들의 참여를 저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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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LWIB은 연
방․주정부의 성과평가지표 충족에 초점을 두면서 파트너기관들의 자발
적 참여를 유도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뉴욕 주 평가체계의 또 다른 특징은 인력개발시스템의 운영․정보수
집체계인 OSOS(One-Stop Operating System)에서 산출되는 정량적 성
과지표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져 지역 인력투자위원회가 별도의 평가용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원스톱고용센터 직원들이 매
일의 고객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면서 OSOS에 고객 및 서비스 정보를 실
시간으로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주정부 DB로 축적된다. 이 때문에 정보
입력의 정확성은 매우 중요하며 데이터 수정 시에는 엄격한 절차를 거친
다. 이러한 평가 DB 구축방식은 미국 특유의 실용적 성과주의 원칙이 그
대로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정량 지표에 전적으
로 의존하는 이러한 평가방식이 지역 특성이나 성과의 질적 측면을 충분
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다. 평가지표 및 인센티브․제재92)

뉴욕 주 노동부는 인력투자지역(LWIA)에 대해 인력개발시스템에 대
한 기술적 권고(WDS-TA, Workforce Development System Technical
Advisory)를 제시한다. WDS-TA는 사업연도마다 WIA Title 1B 및 와
그너-페이저 프로그램에 대해 인력투자지역의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과
인센티브/제재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주 노동부는 해당 사업연도
에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인력투자지역에 대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
하고 최저 성과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제재/벌칙을 부과
함으로써 각 인력투자지역에서 수행되는 훈련․고용서비스의 효율적 운
영 및 성과 제고를 유도한다.
지역 인력투자위원회(LWIB)는 성과목표 설정과 관련, 협상이 필요한
지표에 대해 대안적 목표 및 정당성, 이를 지지하는 데이터를 제출하여
92) NYS DOL(2010.7.1), Workforce Development System Technical Advisory를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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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노동부와 협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협상을 통한 성과목표의 변경
은 매우 제한적이며, 주정부가 결정한 성과목표가 그대로 인력투자지역
의 성과목표로 설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성과목표 설정 관행
이 지역 특성이나 여건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하지
만, 많은 예외를 두어서는 성과목표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 유지가 어렵
다는 것이 주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주 노동부의 핵심적인 평가지표는 크게 연방정부 차원의 평가지표인
공통측정(Common Measures : CM) 지표, 주정부 차원의 평가지표인 고
객서비스(Customer Service : CS) 지표로 구분할 수 있다.93) 이하에서는
공통측정지표와 고객서비스지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공통측정(Common Measures : CM) 지표

공통측정지표는 연방정부가 모든 주에 요구하는 공통적인 성과지표로,
WIA의 세 대상집단인 성인(adults), 실직자(dislocated workers), 청소년
(youth)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적용된다. 성인 및 실직자에 대한 프로
그램의 경우, 취업률(entered employment rate), 6개월 이상 취업유지율
(employment retention rate), 평균소득(average earnings) 등 세 가지
성과지표가 적용된다. 청소년 프로그램에서는 취업․교육정도, 학위․자
격 취득 정도, 언어ㆍ계산력(literacy, numeracy) 향상 등 세 가지 성과
지표가 적용된다.
주 전체로 공통측정(CM) 지표의 목표를 달성할 경우, 연방정부는 차
기연도 WIA 프로그램 자금을 각 주에 배분할 때 해당 주에 인센티브 보
조금을 추가로 제공한다. 그러나 뉴욕 주정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인력
투자지역의 CM 성과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인센티브 및 제재는 이와는
약간 다르다. 뉴욕 주에 속한 인력투자지역이 CM 성과목표를 달성할 경
우 주정부 차원의 재정적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으나, 불만족 성과를
나타낸 인력투자지역에 대해서 주정부는 성과개선계획을 요구하거나 차
93) 공통측정지표와 고객서비스지표 외에 프로그램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고안
된 지표(Other Management Indicators : OMI)가 있다. OMI는 인센티브/제재
조치에 연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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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공통측정지표(Common Measures Indicators)
목표 집단
성인
(Adults)
실직자
(Dislocated
Workers)
청소년
(Youth)

성과지표

주 목표

취업률

57.0% 이상

LWIA 목표

불만족 성과
45.6% 미만

취업유지율

82.0% 이상

65.6% 미만

평균소득

$12,625 이상

$10,100 미만

취업률

51.0% 이상

40.8% 미만

취업유지율

82.0% 이상

주 목표와
동일

65.6% 미만

평균소득

$15,980 이상

취업․교육 정도

62.0% 이상

$12,784 미만
49.6% 미만

학위․자격 취득
정도

50.0% 이상

40.0% 미만

언어ㆍ계산력 향상

45.0% 이상

36.0% 미만

주 : 불만족 성과는 목표의 80% 미만.
자료 : NYS DOL(2010.7.1), Workforce Development System Technical Advisory.

기연도 자금배정 시에 해당 지표별로 일정비율을 삭감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각 인력투자지역은 CM 지표에서 주 목표의 80%에 미달하는 불만족
성과(unsatisfactory performance)에 대해서 일정한 제재/벌칙조치가 주
어진다. 어떤 CM 지표에서 불만족 성과를 나타내면, 해당 인력투자지역
은 주 노동부에 성과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특정 CM 지표에서 2
년 연속 불만족 성과를 기록하면, 해당 인력투자지역은 제재․벌칙 조치
를 받는다.
제재․벌칙 조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9개의 CM 지표 각각
에 대해 불만족 성과를 나타낸 지표에 대해서는 해당지표의 목표 집단에
지원되는 자금의 1%가 삭감된다. 예를 들어 성인 프로그램의 경우, 세
가지 CM 지표(취업률, 취업유지률, 평균소득)가 있는데, 불만족 성과를
나타낸 지표마다 각각 성인 프로그램 자금의 1%가 삭감되며, 3개 지표
모두 불만족 성과이면 총 3%가 삭감된다. 실직자 프로그램과 청소년 프
로그램의 경우도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다.
2010년 뉴욕 주는 모든 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연방정부의 WIA 성
과지표인 공통측정지표(CM) 평가에서 3개 목표 집단에 적용되는 총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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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모두 성과목표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1년도에 연방정
부로부터 WIA 인센티브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역별 공통측
정지표의 결과를 보면, 성인 프로그램 2개 지표(취업유지율, 평균소득),
실직자 프로그램 3개 지표(취업률, 취업유지율, 평균소득), 청년 프로그램
1개 지표(학위․자격 취득률) 등 6개 지표에서는 33개 인력투자지역 모
두가 그 기준을 충족하였다. 성인 취업률, 청소년 취업․교육정도 지표에
서는 인력투자지역 33개 중 32개가 기준을 충족하였다. 그러나 청소년
언어ㆍ계산력 향상 지표에서는 4개 인력투자지역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목표 집단별로 공통측정지표(CM)의 성과에서 차이가 있는 것
은 WIA 자금지원 규모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6-1>
에서 보았듯이 2009∼10년 동안 성인 및 청년층 프로그램의 경우 WIA
자금이 비교적 크게 감축됨에 따라 수혜자 규모가 크게 줄어든 반면, 실
직자 프로그램에서는 자금지원 증가와 함께 수혜자 규모도 늘어났음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인력투자지역이 보다 많은 파트너
와 함께 많은 사업을 수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우수한 성과평가를 얻는 것
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대부분의 성과지표들이 지역별 서비스고객의
규모(또는 인구 1인당 규모)가 아니라 서비스고객 중에서 각 지표별 기준
을 충족하는 고객의 비율로 측정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인력투자위원회나 원스톱고용센터가 소수의 파트너기관과 함께 WIA 프
로그램에만 집중하는 전략으로 성과지표의 기준을 충족하여 주정부의 재
정적 인센티브를 받기도 한다. 반대로 원스톱시스템의 파트너기관들이 많
고 폭넓은 사업들을 수행하는 지역에서는 인력투자위원회나 원스톱센터
직원들의 업무수행능력, 전문성 및 성과지표에 대한 이해력이 뒤따르지
않아서 성과기준을 충족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2) 고객서비스(Customer Service : CS) 지표

고객서비스(CS) 지표는 연방정부 차원의 공통측정(CM) 지표에 추가하
여 주정부가 고객지원서비스에 대해 제시하는 성과지표이다.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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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 지표에는 기업고객 기반(business customer base) 확대, 훈련자금 지
출 정도, SMART(Skills Matching & Referral Technology) 등록, UI 참
여자의 서비스 이탈 정도, NWRC(National Work Readiness Credential)
응시ㆍ합격 등 5개 지표가 포함된다.
첫째, 기업고객기반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뉴욕 주정부는 인력투자
지역별 기업 총수 대비 기업서비스 수혜기업 수의 비율로 계산되는 기업
서비스보급률(business customer penetration rate)을 고객서비스 성과
지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주정부는 2010년도에 지역별 기업서비스
보급률을 전년 대비 2배 높이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실제 성과
는 44% 높이는 데 그쳤다. 그러나 주 노동부도 기업서비스보급률 2배 증
가라는 목표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었음을 인정하였고, 또한 기업고
객기반 확대가 보건, 첨단제조, 재생에너지 등 고임금․고부가가치 산업
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의미 있는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한다. 주정부는
2011년부터 기업서비스보급률 외에도 지역별 톱 100 기업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새로운 지표로 설정하고 있다.
둘째, 주 노동부는 매년 성인과 실직자(DW)를 대상으로 하는 WIA 자
금 가운데 훈련프로그램에 최소 35%를 지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성과
지표는 OSOS에 입력된 훈련을 대상으로 하며, 여기에는 개인계좌제훈
련(ITA)과 non-ITA(계약훈련, OJT, 맞춤형 훈련 등)를 포함한다.
셋째, 실업보험(UI)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원스톱 서비스에서 이
탈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마지막 서비스 이후 90일간 UI 급여를
받는 고객의 비율로 측정된다. 이 지표의 목적은 UI 수급 기간 동안 고
용서비스에 계속 참여를 유도하여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주 노
동부는 UI 수급자의 고용서비스 이탈비율을 1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
표로 설정하고 있다.
넷째, NWRC(National Work Readiness Credential)는 학교중퇴 청소년
들을 대상으로 초보적 수준(entry-level)의 일자리에서 요구되는 지식ㆍ숙
련ㆍ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현재 주 전역에 걸쳐 원스톱고용센터에 13
개 시험소를 운영하고 있다. 주 노동부는 학교중퇴자의 30% 이상이
NWRC 시험을 치르고, 이 가운데 50%가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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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뉴욕 주의 고객서비스(Customer Service) 지표
성과지표

주 목표

훈련서비스 성인/실직자 WIA자금 중 훈련에
35% 이상 지출
지출

LWIA 목표

불만족 성과

주 노동부에
제시․승인

LWIA 목표의
80% 미만

UI 수급자
서비스 이탈

서비스 이탈률 10% 이하

주 목표와
동일

이탈률
20% 이상

SMART

JSRS 참여자의 95% 이상
SMART 등록

주 목표와
동일

LWIA 목표의
80% 미만

NWRC

중도탈락 청소년 30% 이상
NWRC 응시, 50% 이상 합격

주 목표와
동일

LWIA 목표의
80% 미만

기업고객
기반 확대

기업서비스보급률 2배 증가

주 노동부가
제시

LWIA 목표의
80% 미만

주 : 성과지표는 원스톱센터 직원의 지원서비스(staff-assisted services)를 받은 고
객에 대한 것임.
자료 : NYS DOL(2010.7.1), Workforce Development System Technical Advisory.

다섯째 고객서비스(CS) 지표는 구직자의 숙련, 직업이력, 학력 정보를
지역 내 일자리와 비교ㆍ매칭하여 적합한 일자리로 연결해 주는 프로그
램인 SMART(Skills Matching & Referral Technology) 등록 정도이다.
주정부는 JSRS(Job Search Ready Services) 참여자의 95% 이상이
SMART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고객서비스 지표별로 인력투자지역
(LWIA) 목표를 100% 이상 달성해야 한다. 다만 훈련자금 지출 지표의
경우, 인력투자지역 목표 달성에 추가하여 고객의 95%가 초기평가(initial
assessment)를 받아야 한다. 각 인력투자지역이 주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재정적 인센티브의 한도를 살펴보면, 기업고객기반 확대는 15,000
달러까지, 훈련자금 지출은 성인/실직자 WIA 자금의 3%까지, SMART
등록 및 UI 수급자 서비스 이탈은 성인/실직자 WIA 자금의 1%까지, 그
리고 NWRC는 청소년 WIA 자금의 1%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 자격은 고객서비스 지표별로 독립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다른
지표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어떤 지표에서 기준을 충족하면 동 지표와
관련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2010년 주 노동부는 고객서비스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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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고객서비스 지표별 재정적 인센티브 한도

고객서비스 지표

인센티브 최대한도

훈련서비스에 대한 지출

PY2010 성인과 실직자(DW)를 위한 WIA 자금의 3%까지

UI 참여자의 서비스 이탈

PY2010 성인과 실직자(DW)를 위한 WIA 자금의 1%까지

SMART 2010

PY2010 성인과 실직자(DW)를 위한 WIA 자금의 1%까지

NWRC

PY2010 청소년을 위한 WIA 자금의 1%까지

기업고객 기반 확대

각 LWIA에 15,000달러까지

자료 : NYS DOL(2010.7.1), Workforce Development System Technical Advisory.

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재원으로 200만 달러(WIA 자금 150만 달러,
와그너-페이저 자금 50만 달러)를 조성하였다.
다음으로 고객서비스지표별로 제재/벌칙의 대상이 되는 불만족 성과
의 기준을 살펴보자. 기업고객기반 확대, 훈련서비스 지출, SMART 등
록, NWRC 시험 등 4개 지표에서는 각 인력투자지역 목표의 80% 미만
이면 불만족 성과로 판정된다. UI 수급자 서비스 이탈의 경우는 20% 이
상의 이탈률이면 불만족 성과로 판정된다. 고객서비스지표별로 불만족
성과로 판정되면, 인력투자지역은 보완조치 등을 포함하는 성과개선계획
을 주 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역고용정책 프로그램 사례 : 채용인센티브를 중심으로
뉴욕 주 노동부는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들이 새로운 고용을 창
출․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수단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OJT, 조세인센티브, FBP(Federal Bonding Program) 등 기업의 고용 창
출․유지를 유도하는 채용유인프로그램(hiring incentives)을 벤치마킹
사례로 살펴본다. 이들 채용유인 프로그램의 경우, 지역고용정책의 수행
주체나 기업들이 그 성과에 대해 비교적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또
한 지역고용정책과 지역경제발전정책 양자가 지역 수준에서 직접․간접
으로 결합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적절한 벤치마킹의 사례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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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OJT(On-the-Job Training) 프로그램

OJT 프로그램은 기업으로 하여금 전일제 숙련 또는 반숙련 직업에서
미고용상태의 인력을 고용하고 훈련시킬 유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즉 OJT는 자격조건을 갖춘 구직자 중에서 일할 의사가 있지만 고용주가
제공하는 기업특수적 훈련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기업을 연결해 준다.
고용주가 어떤 기술․숙련 분야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훈련시키는 것에
동의하면, 정부는 OJT 대상근로자가 요구되는 직무기술을 숙달할 때까
지 필요한 기간 동안 기업들에 대해 이들 근로자 초기임금의 50%까지
지원한다. 또한 기업들은 OJT 프로그램의 일부로 임금 외에 훈련비용의
일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OJT 프로그램은 고용주에게 몇 가지 조건을 요구한다. 즉
뉴욕 주에 입지한 사업장으로 주의 거주자를 고용해야 하고, 6개월 내에
교육훈련을 완료하고 교육훈련 후 최소 1년간 해당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며, 전일제(주 35시간 이상) 일자리로 시간당 10달러 이상 임금을 지급
해야 한다. 그러나 파트타임(주 35시간 미만)이나 계절적 일자리, 특수한
학위․자격증 등이 요구되는 직업은 적용되지 않는다. OJT를 원하는 고
용주는 주 노동부 웹사이트에서 지원서를 작성하며, OJT에 관심이 있는
구직자는 원스톱고용센터에서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뉴욕 주정부는 기존 OJT 프로그램에 추가하여 OJT/NEG(National
Emergency Grant)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연방자금 640만 달러를 지원받
았다. OJT/NEG는 기업 및 산업의 점증하는 훈련수요를 충족시키려는
새로운 연방자금으로, 장기실업상태의 실직자(dislocated worker) 고용
촉진을 위해 고용에 수반되는 훈련비용을 지원하며, 훈련기간은 6개월을
넘지 못한다. OJT/NEG는 훈련기간 동안 고용되어 훈련받는 근로자의
임금을 기업규모에 따라 50～90%로 차등 지원한다. 50명 이하 기업은
대상근로자 임금의 90%, 51～250명 기업은 75%, 그리고 250명 이상 기
업은 50%를 지원한다.
OJT/NEG 참여를 위해서 근로자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실직상태에
들어가 20주 이상 실업상태에 머물고 있어야 하며, 또한 WIA 실직자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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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에 등록되어야 하고 JobZone/O*Net을 통해서 숙련평가(skill assessment)를 받아야 한다. OJT/NEG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자격
을 보면, 뉴욕 주에 입지하는 민간 영리․비영리기업으로 주 30시간 이
상 전일제 일자리가 있어야 하며, 독립적인 하청업자나 계약근로자가 아
니라 기업이 직접 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 공공기관이나 지난 120일간
사업장의 일부라도 이전하여 해고 경험이 있는 기업은 이 프로그램의 지
원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파트타임(주당 30시간 미만), 계절적 일자리
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뉴욕 주 에너지․연구개발부(NYS ERDA)는 자체적으로 청정에
너지(Clean Energy) OJT 프로그램을 도입,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재
생에너지를 장착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숙련기술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
는 OJT에 대해 기업들에게 125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기업들은 훈련생 1인당 최대 15,000달러, 기업당 최대 150,000달러
한도에서 훈련기간 동안 지불되는 근로자 임금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상기업들은 실내훈련비용으로 새로운 고용 1인당
4,000달러, 기업당 30,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
적인 OJT와 마찬가지로 뉴욕 주 소재 기업에 적용되며, 계약근로자, 파
트타임, 계절근로자는 제외된다. 동 OJT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OJT와 달
리 에너지․연구개발부와 파트너십/계약자 협약을 맺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공공/민간, 영리/비영리 구분은 없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반드시
새로운 고용에 국한되지 않으며, 재직자의 직무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훈
련에도 활용될 수 있다.
지역의 원스톱고용센터는 인력 충원이 필요한 기업이 있으면 먼저 해
당기업이 요구하는 숙련수준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즉 해
당기업이 현재 필요한 숙련수준을 이미 갖춘 인력을 요구하는지, 아니면
당장은 필요한 숙련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를 새로이 채용할 것인지를 타
진한다. 현재로는 기업의 숙련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OJT를 통해
새로이 채용된 인력에 대해 기업특수적인 숙련습득 기회를 제공할 의사
가 있는 기업이 있다면, 원스톱고용센터는 지역 내 실직자, 일시해고자,
장기실업자 현황을 파악한 다음 해당기업에 적합한 인력을 소개․알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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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실제로 현지 사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역 WIB과 원스톱센
터, 수혜 기업 및 근로자들은 OJT 프로그램이 지역 기업의 고용유지․
창출에 매우 유익한 수단이며 그 성과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노동력 수요주체인 기업의 입장에서는 OJT를 통해 훈련비용 및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면서 기업특수적인 숙련을 확보할 수 있고, 근로자 입장
에서도 기업특수적 숙련 획득을 통해 해당기업에서 고용 연속성이 높아
질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기업이나 근로자 모두에게 이득을 주는 프
로그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OJT 프로그램을 확대하
고 있으며, 또한 특정 목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OJT 프로그램
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나. 조세 인센티브(Tax incentives)

뉴욕 주 노동부는 기업들이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노동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경제발전프로그램 및 인력개발프로그램에 걸쳐 다양한 고용기
반(employment-based) 조세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연방정부
수준의 WOTC(Work Opportunity Tax Credit), 주정부 수준의 WETC
(Workers with Disabilities Employment Tax Credit)가 대표적인 조세
인센티브 프로그램이다.
WOTC는 고용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고용주에게 2,400
달러까지 연방세금을 감면하여 준다. 대상 근로자는 1,500달러의 WOTC
부분공제를 위해 적어도 120시간을, 2,400달러의 전액공제를 위해 400시
간 이상 일해야 한다. 고용주는 WOTC의 수혜를 받기 위해 다음의 대상
집단을 고용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수혜자,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수혜를 받았거나 복무 중 장애를 입은 군인, SNAP 수혜자(18～
39세), 전과자, 재활서비스 수혜 장애인,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수혜자, LTFA(Long-term Family Assistance) 수혜자 등.
주정부 차원의 조세인센티브 프로그램으로 장애근로자 대상의 인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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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인 WETC(Workers with Disabilities Employment Tax Credit)가 있
는데, 2년 내에 고용 중에 직업재활서비스를 받은 사람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2,100달러 이상 뉴욕 주의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2년차 고용 시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며 WOTC와 결합할 수 있다.
다. FBP(Federal Bonding Program)

FBP(Federal Bonding Program)는 기업이 신용불량자, 전과자 등 ‘고
위험’ 구직자를 고용했을 경우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해 주는
일종의 기업보험 프로그램으로, ‘고위험’ 구직자가 일자리를 얻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즉 FBP는 고용주가 신용불량자,
파산선고자, 복지수혜자, 전과자, 중독성 물질 남용자(술, 약물 등), 주․
지역 차원의 청년프로그램 참여자, 근로기록이 없는 자, 불명예제대 군인
등 ‘고위험’ 구직자들을 고용할 유인을 제공한다. FBP를 통해 채용되는
근로자는 세금이 자동 징수되는 임금을 받아야 하지만, 전일제, 파트타
임, 정규직, 임시직 등 어떠한 고용형태도 가능하다.
FBP는 근로자의 불성실(dishonesty)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적․재산상
의 손실로부터 고용주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기업보험으로, 주 노동부
의 보증으로 채권(Fidelity Bond)을 발행한다. 채권 발행은 고용주 혹은
구직자가 요구할 수 있다. 채권은 6개월 동안 무료로 고용주에게 제공되
며, 6개월 후에는 고용주가 계속 구입할 것인지 선택한다. 채권은 5,000
달러, 10,000달러, 15,000달러, 20,000달러, 25,000달러 등 다양한 규모로
발행할 수 있다. 보통 5,000달러 규모로 채권이 발행되며, 5,000달러 이상
은 주정부 채권조정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절 지역경제발전정책의 현황 및 구조

2012년 현재 미국의 인구는 314백만 명, GDP 규모는 15조 6천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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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행정단위로는 50개 주에 3,300여 카운티(county), 2만여 지방자치
체(municipality)로 구성되는 세계 최대의 국가이다. 미국의 경제발전정
책은 연방정부 중심의 중앙집권적 성격을 갖기보다는 주 단위로 주-카운
티-지방자치체로 이어지는 분권화된 구조를 가진다(Eberts, 2005). 지역
경제발전정책은 대부분 정부 지원을 받는 비영리기관에 의해 추진되며,
상공회의소 등 기업단체, 정부기관, 고용․훈련기관, 노동조직 등 비정부
기관들 사이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지역경제발전정책의 목표는 규제완화나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등 유
인체계를 강화하여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있다. 이에 따라 지역 경제발전정책의 주체들은 일자리창출 효과를
촉진할 수 있는 기업친화적인 노동력 수급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의 인력
개발시스템과 긴밀한 연계를 맺고 있다.
이하에서는 뉴욕 주 지역경제발전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경제발전
정책의 현황 및 구조를 살펴본다. 각 주별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뉴욕 주의 사례는 미국의 전반적인 지역경제발전정책의 구조 및 특성을
파악함에 있어서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절에서
는 구체적으로는 뉴욕 주의 8개 경제발전지역 단위로 결성된 지역경제발전
협의회, 주 수준의 핵심적 경제발전추진조직인 Empire State Development
(ESD), 카운티 수준의 경제발전추진기구, 그리고 다양한 지역주체들과의
파트너십 등을 중심으로 지역경제발전정책의 현황 및 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1. 뉴욕 주 지역경제발전정책의 구조 및 전달체계
가. 지역경제발전협의회(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s)94)

뉴욕 주지사 Cuomo는 장기적인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을 함께 견인
94) 뉴욕 주 지역경제발전협의회(REDC) 홈페이지(www.regionalcouncils.ny.gov)를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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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전략으로 ‘New York Open for Business(NYOB)’를 제안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2011년 초 공공-민간 파트너십에 기초하는 10개 지역경
제발전협의회(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s : REDC)가 설
립되었다. NYOB 전략의 목표는 지역별 REDC를 통해 민간․고등교육
부문을 비롯한 지역주체들과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지역 니즈에 입각한
지역발전전략을 촉진하고, 경쟁원칙에 기초하는 지역 간 자금배분을 통
해 지역경제발전을 유인하는 데 있으며, 일자리 기회 확대, 기업 활동의
비용부담 축소, 경제발전 노력 강화를 핵심내용으로 삼고 있다.
지역경제발전협의회(REDC) 탄생 배경에는 2007년 처음 마련된 지역
경제전환전략(Regional Economic Transformation Strategy)을 실천하
려는 주정부 각 부처의 노력이 있었다. 동 전략은 산업클러스터 기반
(cluster-based)의 접근에 따라 지역의 역량 파이프라인의 공급과 질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의 경쟁우위를 개선하려는 전략이다. 지역경제탈바꿈
전략 실행과정에서 지역의 이해당사자 간의 협력관계가 강화되면서 지역
경제발전협의회(REDC)의 성공적 출범에 바탕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6-3] 뉴욕 주 경제발전지역의 구분

자료 : http://www.empire.state.ny.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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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발전협의회(REDC)는 뉴욕 주 전역에 걸쳐 10개의 경제발전
지역(economic development region) 단위로 설립되어, 각 지역의 강점과
고유한 자산을 중시하는 5개년 전략플랜의 개발을 책임지는 조직이다.
REDC는 폭넓은 스펙트럼의 지역 이해당사자들(stakeholders)로 구성된
다. 구체적으로 REDC는 민간기업, 마이너리티/여성 소유 기업(minority/
women-owned business enterprises : MWBE), 상공회의소 및 무역관련
조직, 비영리조직, 노동조직, 고등교육기관, 인력개발조직, 지역공동체 기
반의 조직, 농촌부문을 대표하는 조직 등 다양한 지역주체들로 구성되며,
주의회 하원과 상원에서 임명하는 대표자 2인도 참여한다.
<표 6-5> 뉴욕 주 경제발전지역 및 소속 카운티
Region

Counties

Western NY

Allegany, Cattaraugus, Chautauqua, Erie, Niagara

Finger Lakes

Genesee, Livingston, Monroe, Ontario, Orleans, Seneca,
Wayne, Wyoming, Yates

Southern
Tier

Broome, Chemung, Chenango, Delaware, Schuyler, Steuben,
Tioga, Tompkins

Central NY

Cayuga, Cortland, Madison, Onondaga, Oswego

Mohawk
Valley

Fulton, Herkimer, Montgomery, Oneida, Otsego, Schoharie

North
Country

Clinton, Essex, Franklin, Hamilton, Jefferson, Lewis,
St. Lawrence

Capital
Region

Albany, Columbia, Greene, Saratoga, Schenectady,
Rensselaer, Warren, Washington

Mid-Hudson

Dutchess, Orange, Putnam, Rockland, Sullivan, Ulster,
Westchester

New York
City

Bronx, Kings, New York, Richmond, Queens

Long Island

Nassau, Suffo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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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mpire State Development(ESD)95)

Empire State Development(ESD)는 1968년 뉴욕 주 법률에 의해 설립
된 정부기관(government agency)으로, 주의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과 경제
적 기회 확대, 주․지방정부 재정수입 증대, 안정적이고 다양화된 지역경제
구축을 추구하는 뉴욕 주의 핵심적 경제발전기구(economic development
agency)이다. ESD는 자금대출, 보조금(grants), 조세 지원, 여타 다양한
재정지원수단을 통해 민간부문 투자 및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
출과 지역공동체의 번영을 지원한다.
ESD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세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ESD는 뉴욕 주
의 기업들에게 기업의 유지․확장․유치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ESD는 주요 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들에게 목표 집단별로 적
합한 통합적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크고 작은 다양한 기업들에 대해 기
술적 지원을 수행한다. 셋째,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이나 뉴욕 주에 계속
남아 있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직접대출, 대출보
증, 보조금 등을 통해 적합한 재정․금융지원을 한다. 여기서 지역 경제
발전정책에 따른 일자리창출 효과가 정책 의도와는 달리 해당지역 주민
들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Bartik, 2003), 정책당국자들은 공
공 고용․훈련서비스와 밀접한 연계를 통해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 및 산업의 참여를 유인하는 방향으로 지역경제
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Eberts, 2005).
ESD는 경제발전을 위한 2개의 재정․금융지원조직, 즉 UDC(Urban
Development Corporation)와 JDA(Job Development Authority)의 우산
조직(umbrella organization)으로서 성격을 가진다. 1995년 이전에는 독
립적으로 운영되던 두 조직은 효율성 제고, 조직운영비용 감소, 경제발전
계획 전달력 강화를 목적으로 ESD로 재구성․통합되었다. 1968년 설립
된 UDC는 침체하는 도시지역에서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 저․중소득층
주택건설, 산업․상업시설 개축․확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임무를,
95) Empire State Development(ESD) 홈페이지(http://www.empire.state.ny.us)를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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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A는 제조업 등 산업에 저금리대출을 지원하는 주정부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일자리 확장과 자본투자를 촉진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뉴욕 주는 각각 10개 미만의 카운티를 포괄하는 10
개 경제발전지역(economic development region)으로 구분된다. ESD는
뉴욕 시, 올버니, 버펄로 등 3곳에 공동본부를 두고, 10개의 경제발전지
역에 12개의 지역사무소(Rrgional office)를 설치하여 네트워크 체제로
운영된다.96) ESD 본부 및 지역사무소는 뉴욕 주의 경제발전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주체들을
포함하는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활동을 수행한다. 경제발전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ESD 지역사무소의 주요 파트너기관에는 주 노동부 및 지
역사무소, 지역 상공회의소, 카운티 IDA, 소기업발전센터, 소기업대출기
관 등이 포함된다.
[그림 6-4] 뉴욕 주 경제발전정책의 추진․전달체계

96) 10개 경제발전지역 가운데 North Country, Southern Tier 지역은 각각 2개의
지역사무소를, 나머지 8개 지역은 각각 1개의 ESD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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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카운티의 지역경제발전조직97)

[그림 6-4]에서 제시되었듯이 10개 경제발전지역을 구성하는 각 카운
티별로 지역경제발전정책을 실행하는 조직(County Area Development)
이 운영되고 있다. 카운티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보통 카운티의 지역
경제발전정책을 총괄하는 조직 아래에 IDA(Industrial Development
Agency)를 비롯한 하위기구 또는 프로그램이 설치․운영되는 경우가 많
다.98) 특히 IDA는 대부분 카운티에서 지역경제발전정책을 실행하는 중
심적인 경제발전기구의 위상과 역할을 가진다. 아래에서는 IDA를 중심
으로 카운티 수준의 지역경제발전조직을 살펴본다.
IDA는 지역기업들에게 경제적 인센티브 등을 통해 생산활동을 촉진하
여 양질의 고용기회 창출․유지, 지역경제 다변화, 조세기반 강화, 지역
주민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IDA는 연방․주의
법률에 따라 연방세, 주세, 지방세를 경감할 권한을 위임받으며, 민간부
문 프로젝트에 대한 비과세채권시장을 이끄는 파이프라인의 역할을 수행
한다. IDA는 사업수행에 있어서 일자리창출의 규모 및 질, 구직자 니즈
충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IDA는 카운티 내의 기업 또는 산업단지와 함께 경제발전정책을 추진
하는 카운티 수준의 조직이다. 카운티별로 차이는 있으나 카운티정부는
IDA에 인력 및 자금을 제공하는 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이는 대부
분의 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의 카운티는 지역경제발전기구에 인
력 및 운영을 지원하며, 일부 카운티정부는 사무소와 인력을 두고 직접
경제발전기구를 운영하기도 한다. IDA의 재정은 보통 카운티정부 지원,
기업체 지원, 수수료 수입으로 확보된다.
지역에는 다양한 수준의 경제발전정책 추진주체들이 일정한 관계를
가지면서 공존한다. IDA는 부분적으로 카운티 수준에서 독립적인 기업
97) CCIDA, TCAD, ESD Southern Tier Region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
http://chemungcountyida.com, http://www.tcad.org,
http://esd.ny.gov/RegionalOverviews/SouthernTier
98) 제3절의 3항에서는 카운티 수준의 경제발전조직 사례로 Tompkins County 사례
를 자세히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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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지역(region), 주, 연방 수준의 파트
너와 협력하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으면 다양한 파트너들에게
도움을 청한다. 먼저, 카운티 IDA는 뉴욕 주의 기업이나 뉴욕 주에 입지
하려는 기업에게 자금지원을 제공하는 주정부의 경제발전조직인 ESD의
본사 및 지역사무소와 긴밀히 협력하며, ESD로부터 지역발전정책 추진
과 관련된 기술적 지원을 받는다. 뉴욕 주에 입지하기를 원하는 기업이
있다면, ESD는 IDA 등 해당지역 경제발전기구 파트너들에게 관련 정보
를 제공하고, 기업유치 의향이 있는 지역들에 대해 그 가능성을 타진하
도록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IDA는 ESD 외에도 연방․주의 프
로그램을 통해 기업지원 자금에 접근할 수 있는 연방․주의 지역조직들
과 파트너 관계를 유지한다. 뿐만 아니라 IDA는 지역 수준에서 일자리창
출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인력개발체계에 속한 WIB, 원스톱고용센터와
밀접한 파트너관계를 유지한다.

2. 지역경제발전정책의 평가지표99)
ESD(Empire State Development)의 기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성과측정
지표는 효율성, 공공책무성(accountability), 투명성, 공공․민간부문 파
트너와의 협력성(collaboration)이라는 핵심적 가치를 바탕으로 설정된다.
기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성과지표에는 서비스지원 고객, 금융지원 규모,
일자리 항목, 그리고 이들 세 가지 평가항목의 지역/산업별 세부내역이
포함된다.
먼저, 기업지원서비스 고객 항목에는 서비스지원 고객의 수 및 타입
(민간, 공공, 비영리), 고용규모별 고객 분포, MWBE 고객 등이 포함된
다. 둘째, 금융지원 항목에는 ESD 지원 및 기타 공공지원 규모, 공공자
원 투입이 유발한 새로운 민간투자 등이 포함된다. 셋째, 일자리 관련 항
목에는 새로이 창출․유지된 일자리 수 및 고용의 질 등이 포함된다. 카
운티 수준의 경제발전기구인 IDA(Industrial Development Agency)의

99) ESD 홈페이지(http://www.empire.state.ny.us)를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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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ESD 기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성과측정지표
평가항목
서비스지원 고객

금융지원 규모
일자리

지역/산업별 세부내역

세부 평가지표
∙ 고객의 수 및 타입(민간, 공공, 비영리)
∙ 고용규모별 분포
∙ MWBE status
∙ ESD 지원 및 여타 공공지원
∙ 민간투자의 규모
∙ 유지 일자리
∙ 창출 일자리
∙ 서비스지원 고객
∙ 창출/유지된 일자리
∙ 금융지원, 민간투자

자료 : ESD 홈페이지, http://www.empire.state.ny.us

사업수행 성과 평가지표도 주 수준의 경제발전기구인 ESD와 유사한데,
서비스지원 기업의 수, 공공투자 및 이에 따른 민간부문 투자의 규모 및
형태, 조세기반 확충 정도, 그리고 창출․유지된 일자리가 중요한 평가기
준으로 제시된다.
여기서 ESD나 IDA의 기업지원서비스 성과지표 가운데 일자리 유
지․창출 성과가 중요한 평가기준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경제발전정책의 수단들이 성격상 직접적
으로 고용창출을 고유한 목표로 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지역 경제발전
정책의 수행에 있어서 항상 일자리 창출․유지 효과를 매우 중요한 요소
로 고려해야 한다는 뉴욕 주정부의 정책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Tompkins County 지역 사례100)
톰킨스카운티(Tompkins County : TC)는 인구 10만여 명의 소규모 카
운티로, 우수 대학들(Cornell, Ithaca College 등)이 소재하여 고학력․고
100) TCAD 홈페이지(http://www.tcad.org)와 현지 인터뷰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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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 인력이 풍부하게 공급되어 지역 내 고기술분야 기업들의 인력수요
를 충족시키고 있다. TC지역에는 고기술분야산업을 비롯해서 접객․관
광산업, 보건의료, 제조업, 생명공학, 사회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들이 분
포되어 지역공동체 주민에게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TC는 뉴욕 주 10개 경제발전지역 가운데 ST(Southern Tier) 지역에
속하며,101) 기업친화적인 지역공동체로 성장하고 있다. 전통 제조업이 비
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농업분야도 지역을 넘는 고객기반 확장을 통
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에 설립된 몇몇 고기술
기업도 성장을 계속하며, 기술기반의 창업기업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
다. 타 지역에서 보기 드물게 TC 중심도시인 Ithaca 도심에 대한 민간투
자 확대로 조세수입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가. TCAD(Tompkins County Area Development)

TCAD(TC Area Development)는 카운티정부를 대신하여 지역경제발
전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기관으로, 지난 50년 동안 TC
지역의 일자리 창출, 과세기반 확충, 사회기반시설 건설 등의 성과를 내
면서 지역경제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TCAD의 재정은 카운
티정부 지원, 기업체 지원, 수수료 수입으로 확보되며, 대략 각각 1/3 정
도씩 차지한다. TCAD는 산하에 TCIDA(TC Industrial Development
Agency), TCDC(TC Development Corporation), FLEF(Finger Lakes
Entrepreneur’s Forum) 등 지역경제발전기구 및 프로그램을 두고 다양
한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며, 이와 함께 라디오프로그램, NewsFlash,
Economic Report 발간 등 경제발전정책을 홍보하고 관련정보를 제공하
는 프로그램들도 지원한다.
TCAD는 지역경제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만들기 위해 산업 및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회기반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한다.
101) TC는 뉴욕 주 카운티 가운데 드물게 경제발전지역과 인력투자지역 구분이 다
른 경우이다. 경제발전지역 구분으로는 Southern Tier Region에 속하지만, 인
력투자지역 구분으로는 Finger Lakes Region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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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AD는 지역 기업들이 높은 성과를 달성하도록 기업에 대한 기술적 지
원, 금융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및 투자자 유치를 위해 공항
시설 개선을 추진하였다. TCAD는 이러한 사업성과를 인정받아 2012년
CWS(Challenge Workforce Solutions)로부터 ‘Business Partner of the
Year’를 수상하기도 했다.
TCAD는 전통적 방법으로는 자금확보가 어려운 프로젝트에 고위험자
본(high risk capital)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인 RLFP(Revolving Loan
Fund Program)를 운영한다. TCAD는 1987년 이래 지역기업에 총 210
만 달러, 57건의 대출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기반을 강화
하는 데 기여하였다. TCAD는 과거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지역재개발
보조금, 하수관 건설 보조금을 받았고, 2012년에는 10개의 경제발전프로
젝트를 위해 주 경제발전기구인 ESD로부터 70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
았다. TCAD는 RLFP에 대한 지역기업의 수요 증가에 대응, 새로운 투
자재원을 확보하여 대출자금 풀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또한 TCAD는 지
역대학의 기술을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
한 기업가 에코시스템(entrepreneurial ecosystem) 구축에도 노력한다.
이와 함께 TCAD는 우수한 인력확보가 기업의 성장잠재력에 결정적
인 요인이라는 인식하에서 인력투자위원회(WIB)와 원스톱고용센터 등
인력개발시스템과 밀접한 파트너십을 맺고, 이를 통해 근로자 재훈련, 숙
련인력 양성․공급 등 인력 확보에 대한 기업의 니즈를 효과적으로 충족
시키고 있다. 또한 TCAD는 WIB과 공동작업을 통해 TC 인력개발전략
(Tompkins County Workforce Strategy)을 발표하기도 했다.
나. TC-IDA(TC Industrial Development Agency)

TC-IDA(Tompkins County Industrial Development Agency)는 일자
리 창출, 지역경제 다변화, 지역조세기반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TCAD의
대표적인 경제발전인센티브 프로그램의 하나로, TCAD로부터 운영지원
을 받는다. TC-IDA는 다양한 지방세와 주세를 경감해 주는 권한을 가지
며, 민간부문 프로젝트를 위한 비과세채권시장(tax-exempt bond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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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의 파이프라인 역할을 수행한다. TC-IDA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
로 지역자원의 투자수익 극대화를 도모하면서도 일자리창출의 규모 및
질, 구직자 니즈 충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TC-IDA는 도심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Ithaca시와 공동으로 프로
그램을 간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도심개발 인센티브체
계를 개정, 새로운 CIITAP(Community Investment Incentive Tax
Abatement Program)을 만들었다. TC-IDA는 Ithaca 도심 재정비를 위
해 3,200만 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Marriott Project를 위한 인센
티브 프로그램을 승인하였으며, 이후에도 이와 유사한 몇 가지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TC-IDA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TC-DC(TC Development
Corporation)가 있는데, 이는 지역의 비영리기업들을 대상으로 비과세채
권시장을 통해 저금리의 자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으로,
TCAD로부터 운영지원을 받는다. 과거에는 TC-IDA가 이러한 TC-DC
의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IDA가 비영리조직과 함께 채권을
발행할 수 없게 되어 TC-DC라는 조직을 신설한 것이다. 형식적으로는
TC-IDA와 TC-DC가 구분되지만, 같은 위원회에서 같은 직원들이 일하
는 등 사실상 하나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2년에 TC-DC는
‘Kendal at Ithaca’의 부채에 대한 리파이낸싱(refinancing)을 위해 1,000
만 달러의 비과세채권을 발행하였고, 2013년에는 TC3(TC Community
College) 기금재구성 및 기숙사 부채 리파이낸싱을 위해 4,400만 달러 규
모의 비과세채권을 처리하였다.
다. FLEF(Finger Lakes Entrepreneur’s Forum)

TCAD는 지역 기업가들이 네트워킹과 교육기회를 위해 매월 모이는
FLEF(Finger Lakes Entrepreneur’s Forum)의 운영을 지원한다. FLEF
는 스타트업에서 성숙기 기업까지 포괄하는 혁신적 기술기업들을 중심으
로 운영된다. FLEF는 1995년 이래 정기회합, 경험의 벤치마킹, 기업 성
장에 필요한 자원 공유를 위한 포럼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기업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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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호 연결해 주고 있다. 2012년 FLEF는 매달 모임과 더불어 네 차례
Cornell Entrepreneurship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FLEF와 함께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TCAD
는 Upstate New York 지역의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지속성장과 가치창
출에 필요한 지역자원과 연결해 주는 Idea Crossing과 지역적인 파트너
로 활동하고 있다. Idea Crossing은 투자자와 멘토, 서비스 공급자들을
기업가와 연결시켜 주는 온라인 창업네트워크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4절 지역경제발전정책과 지역고용정책의 연계성

지역경제발전정책의 목표는 기업경쟁력 강화 및 이를 통한 양질의 일
자리 창출에 있기 때문에 REDC, ESD, IDA를 비롯한 지역발전기구들은
인력개발시스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정책 시너지를 높이고자 한
다. 지역경제발전정책에 따른 일자리창출 효과가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
가도록 하려는 정책당국자의 입장에서는, 지역의 고용․노동시장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바탕으로 고용․훈련서비스를 제공하는 WIB, 원스톱고용
센터, 훈련기관 등 인력개발시스템의 주체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역경제발전정책과 지역고용정책의 연계성 강화는 양자에게 이득을
안겨주는 윈윈전략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지역기업의 성장을 통한 일자
리창출을 추구하는 지역경제발전기구의 입장에서는 필요 노동력을 제때
에 공급받기를 원하는 지역기업의 니즈 충족을 위해 고용․노동시장에
대한 풍부한 정보와 전문성을 갖춘 인력개발시스템과의 연계․협력이 필
요하다. 지역경제발전기구는 인력개발시스템과 파트너십을 통해 사업 수
행으로 예상되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 적합한 숙련 인력을 적시에 연결
해 주거나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양성․공급받을
수 있다. 둘째, 지역 인력개발시스템의 입장에서도 고용․훈련프로그램
을 통해 양성된 노동력을 적합한 일자리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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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자인 기업의 상태나 전망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컨대,
실질적인 지역발전과 일자리창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경제발
전정책과 인력개발시스템을 수행하는 핵심주체들 사이의 연계․협력이
불가결하며 또한 효과적인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주 노동부와 지역 인력개발시스템은 지역경제발전정책과의 연계성 강
화에 매우 적극적이며, 또한 이를 위한 실천적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다.
첫째, 지역 인력개발시스템을 관리․감독하는 WIB 구성에서 산업계 대
표가 51%를 차지해야 한다는 연방 WIA법에서 잘 드러나듯이, 미국의
경우 지역 인력개발시스템의 구성․운영에서 기업의 주도성을 명확하게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역 인력개발시스템의 활동이 기업부문
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나아가 지역경제발전정책과의 연계성 강화에
주력하게 되는 배경을 잘 설명해 준다.
둘째, 이러한 이유로 뉴욕 주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경제발전기구와 인
력개발시스템 기관들이 서로 현안과 애로점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
하기 위해 각각의 공식적인 회의체 상호 참여, 상시적인 교류․접촉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책 시너지를 높여가고 있다.
지역경제발전기구의 위원회에 WIB의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하며, 역으로
WIB의 위원회에 지역경제발전기구의 대표가 참여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의 경제발전기구와 인력개발시스템 기관이 같은 공간에 입주하여 일
상적인 교류․협력관계를 구축하기도 한다.
셋째, 주 노동부와 인력개발시스템은 지역경제발전협의회(REDC) 등
지역경제발전기구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여 민간․고등교육부문과 파트너
십 강화, 지역발전전략 지원, 경쟁보조금 제공, 지역 니즈에 부합하는 자
금지원 등을 통해 지역발전과 일자리창출에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주 노동부는 REDC와 협력을 통해 특히 고성장부문의 숙련인
력 수요를 충족하도록 주정부 차원에서 경제발전기능과 인력개발기능을
조정․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넷째, 2007년 지역경제전환전략(Regional Economic Transformation
Strategy)의 실천을 위한 주 노동부의 노력 또한 주목할 만하다. 지역경
제전환전략은 2010년에 출범한 지역경제발전협의회(REDC)의 토대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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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 주 노동부는 2010년에 3개 핵심 산업부문(보건, 청정에너지,
첨단제조업)을 중심으로 WIA 자금 425만 달러를 투입하였다. 세부적으
로는 지역경제전환전략을 개발하려는 5개 지역에 총 25만 달러의 Tier I
grants(지역당 5만 달러), 지역경제전환전략을 개발하여 실행계획을 채
택한 8개 지역에 총 400만 달러의 Tier II grants(지역당 50만 달러)를
제공하였다. 주 노동부는 2011년에 Tier II grants를 위한 자금 745만 달
러를 추가하여 총 자금규모를 1,170만 달러로 대폭 확대하였다.
다섯째, 지역경제발전정책과의 연계성 강화는 고용훈련서비스가 최종
전달되는 지역 수준에서도 구체화되고 있다. 2010년 지역 LWIB은 주 노
동부 비즈니스서비스부서(Business Services)와 공동으로 지역 원스톱비
즈니스서비스팀(One-Stop Business Services Team)을 만들었다. 구체
적으로 원스톱비즈니스서비스팀은 기업채용인센티브인 OJT 활용, 해고
회피전략 등을 통해 기업부문에 대한 서비스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원스톱비즈니스서비스팀은 기존 OJT 및 새로운 NEG-OJT 자금을 통해
2010년에 총 2,300명 이상의 채용성과를 달성하였다. 또한 보건, 재생에
너지, 첨단제조, 관광 등 주요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채용기업에 대해
고객맞춤형 지원을 하고, 특정산업에 특화된 커리어페어(career fair)를
개최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 수준에서 경제발전기구와 인력개발시스템 사이의 연
계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CSS(Chemung-Schuyler-Steuben) 지
역, TC(Tompkins County) 지역 등 뉴욕 주의 몇몇 지역에 대한 사례조
사를 실시하였다.102) 사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 수준에서 경제발전기
구와 인력개발시스템 기관 사이의 협력관계가 매우 밀접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인력개발시스템을 책임지는 WIB은 경제발전기구의 위원회에,
반대로 경제발전기구 또한 WIB의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참여한다. 두 기
구는 협력사업을 유지․확장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도 서로 지원하고 협
력한다. 지역발전기구의 입장에서는 노동시장 관련 이슈에 대해서 WIB
과 원스톱고용센터의 지원․협조를 받음으로써 경제발전 업무에 전념할
102) 본 연구를 위해 2013년 7월에 TC지역 및 CSS지역의 경제발전기구와 인력개발
시스템 기관 책임자들과 현지 심층 인터뷰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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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효과를 얻고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TC지역은 타 지역과 달리 지역경제발전기구(TCAD, IDA)와 WI
B이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고, 원스톱고용센터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공식적 관계는 물론이고 일상적 업무의 교류․협력도 잘 이루어지고 있
어 기업 정보나 훈련․노동력 정보를 즉각적으로 교환하고 있다. 하나의
예로 2010년 TCAD와 WIB은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발전 및 인력개발시
스템 강화를 위한 톰킨스카운티 인력전략(Tompkins County Workforce
Strategy)을 공동으로 발표하였다(TCWIB & TCAD, 2010). 한편 CSS
지역의 경우는 TC지역처럼 지역발전기구와 인력개발시스템기관이 같은
장소에 위치하지는 않지만, IDA를 비롯한 지역발전기구는 인력개발체계
(CSS Workforce New York)의 주체들과 상시적으로 협력하면서 밀접
한 파트너관계를 유지한다. IDA는 기업의 현황 및 인력수요를 파악하여
WIB, 원스톱고용센터, 커뮤니티칼리지 등이 고용․훈련프로그램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준다.
끝으로 지역경제발전정책의 추진과 관련, 최소한 단기에 있어서는 기
업투자와 고용창출 사이에 일종의 상충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종
종 지적된다. 연방 및 주 정부는 일자리창출 요소에 높은 가중치를 두고
지역경제발전정책을 이끌어나가려 하지만, 현실에서는 기업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일자리창출 요소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경우
가 많은 것으로 지적된다. 즉 기업들이 상당한 투자를 함에도, 특히 자동
화나 공정혁신 투자처럼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지 않은 경우, 지역발전정
책에 적극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IDA 등 지역발전기구들이 기
업을 유치하거나 투자를 독려하지만, 경제발전정책의 지원프로그램에서
일자리창출 요소의 가중치가 커서 기업들을 설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경제발전정책의 추진에서 단순히 일자리창출
이라는 눈앞의 목표만 보지 말고, 그 이상의 것, 즉 기업의 재무상태 강
화, 기업의 실질적 성장 및 영역 확장 등을 위한 현실적․실질적 정책개
발을 추구하여 중장기적인 고용창출 전망을 실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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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요약 및 시사점

미국의 경우, 지역고용정책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자금의 대부분은 연
방정부나 주정부로부터 조달되며, 비교적 단순한 배분공식에 따라 지역
에 자금이 배분된다. 지역은 연방정부나 주정부 제공자금의 성격에 맞는
일정한 틀 내에서 재량권과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고용정책을 전달한다.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정성적 측면보다는 비교적 단순화된 정량적 성과지
표에 따라 평가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인센티브/제재조치가 부과되는
평가체계에는 미국적 성과주의 전통이 뚜렷하게 발견된다.
지역의 인력투자위원회(WIB)와 원스톱고용센터를 중심으로 파트너십
에 따라 작동되는 지역 원스톱시스템은 미국 지역고용정책 전달체계의
핵심적인 특징의 하나이다. 원스톱시스템은 지역에서 최종 전달되는 다
양한 고용ㆍ훈련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 접
근성을 높이고 서비스전달의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하는 지역고용정책의
전달체계로 WIA 고용ㆍ훈련프로그램, 와그너-페이저 노동중개프로그램,
실업보험 등 노동부 관할의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전달한다. 노동부 외
부처의 프로그램들은 자금제공 부처의 책임하에 운영ㆍ평가되지만, 원스
톱시스템과 체계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연계ㆍ조정된다.
지역 원스톱시스템의 성과에 대한 평가에서 직접 관할하는 사업의 성
과만이 아니라 파트너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창출되는 성과 또한
인정되므로 원스톱시스템이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성과를 높이게 하는
유인으로 작용한다. 요컨대, 미국의 지역고용정책은 단순화된 정량지표
에 기초하는 성과주의 전통과 지역 파트너십을 유인하는 평가체계가 체
계적으로 결합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고용
정책의 추진방식이 지역 특성이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
판도 제기되지만, 지역 원스톱시스템에서 지역 파트너십 강화를 유도하
여 지역고용정책의 성과를 제고하는 데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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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인력개발시스템에 대한 평가는 복수의 원스톱센터로 구성되는
인력투자지역별 인력투자위원회(LWIB) 단위로 전체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지만, LWIB을 구성하는 개별 원스톱센터의 성과를 따로 구분하지
는 않는다. 이와 관련, LWIB을 구성하는 개별 원스톱센터 운영에서 도
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또한 지
역고용정책이 파트너십에 기초한 느슨한 전달체계를 가지기 때문에
LWIB이 원스톱센터나 파트너기관들에게 연방․주정부의 평가지표 외에
추가적 조건을 요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LWIB
은 연방․주정부의 성과평가지표 충족에 초점을 두면서 파트너기관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다.
미국 지역고용정책 평가체계의 또 다른 특징은 지역 인력개발시스템
의 운영․정보수집체계인 OSOS에서 산출되는 정량적 성과지표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져 LWIB이 별도의 평가용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OSOS 정보 입력의 정확성은 매우 중요하며 데
이터 수정 시에는 엄격한 절차를 거친다. 이러한 평가 DB 구축방식은 미
국 특유의 실용적 성과주의 원칙이 그대로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전적으로 정량 지표에 의존하여 지역 특성이나 성과의
질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뉴욕 주 노동부는 인력투자지역(LWIA)의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과 인
센티브․제재정책에 대한 정보를 담은 인력개발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권
고(WDS-TA)를 매년 제시한다.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인력투자지역에
게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목표의 80%에 미달하는 불만족 성과에
대해서는 제재․벌칙을 부과한다. 인력투자지역별 성과목표 설정과 관련,
LWIB은 주 노동부와 협상할 수 있으나, 실제 협상을 통한 성과목표 변
경은 드물고 주정부가 정한 성과목표가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이러한 성과목표 설정 관행이 지역 특성이나 여건을 고려하지 못한
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하지만, 많은 예외를 두어서는 성과목표에 대
한 평가의 객관성 유지가 어렵다는 것이 주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뉴욕 주 노동부는 기업부문이 새로운 고용을 창출․유지할 수 있도록
OJT, 조세인센티브, FBP(Federal Bonding Program) 등 채용유인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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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hiring incentives)을 확대하고 있다. OJT를 비롯한 채용유인프로그
램의 경우, 지역고용정책의 수행주체나 기업들이 그 성과에 대해 비교적
좋은 평가를 내리고, 또한 지역고용정책과 지역경제발전정책 양자가 지
역 수준에서 직접․간접으로 결합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적
절한 벤치마킹 프로그램의 사례로 생각된다.
미국의 지역경제발전정책은 연방보다는 주를 단위로 주-카운티-지방
자치체로 이어지는 분권화구조를 가지며, 규제완화나 조세감면 등 유인
체계 강화를 통해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유지를 도모하고자
한다. 지역경제발전정책은 대부분 정부 지원을 받는 비영리기관에 의해
추진되며, 기업단체, 정부기관, 고용․훈련기관, 노동조직 등 지역주체들
사이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특히 일자리창출․유지가 최우선
적인 정책 목표의 하나로 떠오르면서 지역경제발전정책 주체들은 일자리
창출 효과를 촉진하는 기업친화적인 노동력 수급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인력개발시스템과 긴밀한 연계를 맺고 있다.
뉴욕 주 지역경제발전정책의 주요 추진주체들로는 주 수준의 핵심적
인 경제발전추진조직인 Empire State Development(ESD), 10개 경제발
전지역 단위로 결성된 지역경제발전협의회, 카운티 수준의 경제발전기구
등이 있다. ESD는 자금대출, 보조금, 조세지원, 여타 재정지원수단을 통
해 민간투자 및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창출을 유도하여 지역공동체
의 번영을 지원하는 주 수준의 핵심적 경제발전기구로서 10개 경제발전
지역에 12개의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다. 경제발전지역별로는 폭넓은 범
위의 지역주체들이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발전협의회(REDC)가
구성되어 활동한다. 10개 경제발전지역을 구성하는 카운티별로 지역발전
조직이 있고, 그 아래에 IDA를 비롯한 하위기구 또는 프로그램이 설치․
운영된다. 대부분 카운티정부는 지역경제발전기구의 운영을 지원하며,
일부 카운티정부는 사무소와 인력을 두고 직접 경제발전기구를 운영하기
도 한다.
지역에는 다양한 수준의 경제발전정책 추진주체들이 일정한 관계를
가지면서 공존한다. 카운티 수준에서 중심적 지역발전기구로서 위상을
갖는 IDA는 부분적으로 독립적인 기업지원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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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은 지역, 주, 연방 수준의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한다. IDA는 주정부
의 경제발전기구인 ESD 본사 및 지역사무소와 긴밀히 협력하며, 지역발
전정책 추진과 관련된 기술적 지원을 받는다. 또한 IDA는 연방․주의 자
금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역조직들, WIB과 원스톱고용센터 등 인
력개발시스템과 밀접한 파트너관계를 유지한다.
지역 경제발전기구에 대한 평가에서는 서비스지원 기업 수, 공공투자
및 이에 따른 민간부문 투자 규모, 조세기반 확충 정도, 그리고 창출․유
지된 일자리가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제시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성과
지표 가운데 일자리 유지․창출 성과가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제시된다는
것인데, 이는 경제발전정책의 수단들이 성격상 고용창출을 고유한 목표
로 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자리 창출․유지를 최우선적 요소로 고려해
야 한다는 주정부의 정책의지를 반영한다.
지역 경제발전정책에 따른 일자리창출 효과가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
가도록 하려는 정책당국자 입장에서는 지역 고용․노동시장에 대한 정보
를 바탕으로 고용․훈련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개발시스템과 밀접한 관
계를 맺으면서 지역경제발전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뉴욕 주
의 경우도 지역경제발전정책과 지역고용정책의 연계성 강화가 모두에게
이득을 안겨주는 윈윈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다. 지역경제발전기구의 입장
에서는 필요 노동력을 제때에 공급받기를 원하는 지역기업의 니즈 충족
을 위해 고용․노동시장에 대한 풍부한 정보와 전문성을 갖춘 인력개발
시스템과의 연계․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인력개발시스템의 입장에
서도 고용․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양성된 노동력을 적합한 일자리로 연결
시키려면 노동수요자인 기업의 상태나 전망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
요하다.
주 노동부와 지역 인력개발시스템은 지역경제발전정책과 연계성 강화
에 적극적이며, 이를 위한 실천적 노력들을 하고 있다. 대부분 지역에서
는 경제발전기구와 인력개발시스템 기관들이 서로 현안과 애로점을 논의
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각의 공식적인 회의체에 상호 참여,
상시적인 교류․접촉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책 시
너지를 높여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경제발전기구와 인력개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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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기관이 같은 공간에 입주하여 일상적인 교류․협력관계를 구축하기
도 한다.
주 노동부는 2010년 지역경제전환전략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425만
달러를 투입하였으며, 2011년에는 745만 달러의 추가자금을 마련하여 자
금규모를 대폭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발전정책과의 연계성 강
화 노력이 지역 수준에서도 구체화되고 있다. 지역 WIB은 주 노동부 비
즈니스서비스부서와 공동으로 원스톱비즈니스서비스팀을 만들어 OJT
등 기업채용인센티브, 해고회피전략, 고객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 특정산
업에 특화된 커리어페어 개최 등을 통해 기업부문에 대한 서비스지원 노
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경제발전정책과 관련,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투자와 고용창
출 사이에 일종의 상충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정책당국자 입장에서는 일자리창출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지역발전정책
을 이끌어가려 하지만, IDA 등 지역발전기구들이 기업유치나 투자독려
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수행할 때 일자리창출 요소의 가중치가 커서 기
업들이 부담을 느끼거나 기업들을 설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
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역경제발전정책의 추진에서 단순히 일자
리창출이라는 눈앞의 목표만 보지 말고, 그 이상의 것, 즉 기업의 재무상
태 강화, 기업의 실질적 성장 및 영역 확장 등을 위한 현실적․실질적 정
책개발을 추구하여 중장기적인 고용창출 전망을 실현하는 전략이 필요하
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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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국가 간 비교 및 종합적 논의

본 연구는 5개의 사례국가들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공통의 이슈․주
제를 설정하고 이를 염두에 두면서 조사․분석을 진행하였다. 제7장에서
는 앞서 언급한 공통의 분석주제 및 이슈를 중심으로 앞의 제2장～제6장
에서 이루어진 국가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간 비교분석과 함께 종
합적인 논의를 한다. 이하에서는 구체적으로 지역고용정책의 자금원천
및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 지역고용정책의 거버넌스/전달체계, 사업성
과에 대한 평가체계, 지역발전정책과 지역고용정책의 연계성 등 주요 분
석주제 및 이슈를 중심으로 국가 간 비교분석과 종합적 논의를 진행한다.

1. 지역고용정책의 자금원천 및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
사례조사 국가들 사이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지역고용정책을 위한 자금의 대부분이 중앙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반면, 지방정부는 지역고용정책에 소규모 자금을 제한적으로 제공하거나
프로그램․서비스 전달기관에 운영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다
는 사실이다. 실제로 사례국가들 가운데 지방정부가 자체자금으로 지역
고용정책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가 자체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경우도 사업규모가 제한적이고 또
한 중앙정부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차원의 프로그램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영국에서는 지방정부의 자체자금으로 지역고용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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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매우 드물다. 미국의 경우는 주정부가 자체자금으로 추진하는 지
역고용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카운티정부가 자체자금으로 프로그램을 추
진하는 경우는 드물고 자체자금으로 추진되는 프로그램도 자금규모가 크
지 않다. 독일에서는 고용을 촉진하는 지자체 프로그램이 다수 실행되고
있다. 창업을 촉진하고 마이크로 금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에서 직
업으로의 이행을 촉진시키는 등의 프로그램들이 각 지자체에서 실행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훈련분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 수준에서 중앙정
부 프로그램에 대한 보충적 성격의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경우
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며, 이들 프로그램은 보통 지역발전정책과 연

국가

지역고용정책의 자금원천 및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

독일

- 연방정부가 지역고용정책 자금의 대부분을 제공하고, 지자체는 일부만 부
담
- 구직자기초보장제도의 경우, 연방은 수급자급여와 직업소개비용을 제공하
고 지자체는 수급자 주거비용과 난방비용 등을 부담
- 지자체의 자체자금으로 지역고용정책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례 다수 있
음

영국

- 중앙정부가 지역고용정책 자금의 대부분을 지원하는 반면, 지자체가 자금
지원이나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도시전략시범사업의 경우, 스코틀랜드․웨일스지역을 제외하면 중앙정부
가 대부분 자금을 지원하고 지자체 예산은 거의 투입되지 않음
- 근로프로그램 민간위탁사업은 예산 전액을 중앙정부에서 지원

프랑스

- 지역고용정책 자금지원은 대부분 중앙정부가 담당하며, 지방정부는 주로
정책집행을 수행하며 일부 자체 프로그램을 추진
- 지방정부는 주로 훈련분야에서 중앙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보충적 성격의
자체 고용프로그램을 추진하며, 보통 지역발전정책과 연계․추진하는 경
우가 많음

미국

- 연방정부가 지역고용정책 자금의 대부분을 제공하고 주정부도 부분적으로
자금을 지원하지만, 지방정부(County, Municipality)는 원스톱고용센터에
임대료나 일부 직원급여 등을 지원하는 데 그침
- 지방정부가 자체자금으로 지역고용정책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경우가 드물
고, 자체 프로그램 추진의 경우도 자금규모가 매우 제한적임

일본

- 지역고용정책 자금지원은 대부분 중앙정부가 담당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정부 차원의 자체사업을 추진
- 오사카 등 일부 지방정부는 광역-기초지자체 공동자금 조성으로 지역취로
지원사업 등 독자적인 지역고용정책을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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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추진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지방 수준(오사카 등)에서 광역-기초
지자체 공동자금 조성으로 지역취로지원사업 등 독자적인 지역고용정책
을 모색․실행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지방정부 재정의 취약성, 지방의 정책추진역량 미흡,
중앙정부 지역사무소의 광범위한 운영 등을 고려할 때, 지역고용정책의
자금원천에서 높은 중앙정부 의존성은 단기간에 쉽게 변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취약한 지방정부 재정으로 실질적인 자체 프로그램을 늘
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또한 자체 프로그램의 기획․실행을
위한 지역역량을 충분히 끌어올리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금원천구조의 현실을 반영, 몇몇 국가 사례에서 보듯
이 지역고용정책의 전달과정 및 평가에서 중앙과 지방 사이에 일종의 긴
장․갈등관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지역고용정책의 효율성과
성과 제고를 위한 방향 및 방안을 논의함에 있어서 자금원천의 문제보다
는 전달과정에서 지방의 재량권과 자율성이 어느 수준으로 보장되는 것
이 적절한지가 보다 현실적인 문제로 제기된다.

2. 중앙정부 자금 운용에 대한 지방의 재량권
대부분 사례 국가들의 경우 중앙정부는 자신이 지원하는 자금을 활
용․집행하는 지역에 대해 지원자금의 목적, 분야, 대상집단 등과 관련된
일정한 기준이나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 대신 중앙정부는 지역에 일정한
재량권과 자율성을 부여하는데, 대체로 이러한 흐름이 점차 커지는 경향
을 보여준다. 중앙정부가 표준화된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지역에 일정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역주체들이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잘 파악하
고 있어서 지역고용정책의 프로그램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인
식과 기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자금원천의 문제와는 별개로 재량권 확대
측면의 분권화 흐름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에 부여되는 재량권 및 자율성의 정도, 중앙정부의 성과통
제방식에서는 사례 국가들 사이에 일정한 차이가 존재한다. 독일의 경우
지역의 전달기관(특히 옵션지자체 잡센터)에 대한 재량권의 정도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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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중앙정부 자금 운용에 대한 지방의 재량권

독일

- 지역 잡센터의 25%를 점하는 옵션지자체는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과 자율
성을 갖고 자금 활용처와 방식을 정할 수 있음
- 대표적인 중앙정부 자금지원 프로그램인 ‘Perspektive 50plus’의 경우, 지
역 잡센터는 표준화된 도구에 한정됨이 없이 프로그램의 콘셉트와 실현에
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추가로 필요한 인
력이나 외부서비스조직을 활용할 수 있음

영국

- 지역에 부여되는 중앙정부 자금 활용의 재량권은 비교적 큰 편임
- 도시전략시범사업의 경우, 사업 취지에 따라 지역기관들에게 상당한 재량
권 부여. 민간위탁 근로프로그램의 경우도 최소기준만을 규정하고 예산도
블랙박스형으로 지급하여 사업계획과 전달방식, 예산사용 등에 관한 재량
권을 민간위탁기관에 부여

프랑스

-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고용정책 자금을 집행하는 권한을 가지지만, 중앙
정부 자금 운용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은 제한적

미국

- 연방/주정부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도록 자금
활용
- 지역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에서 연방/주정부는 표준화된 평가지표를 제시
하며, 체계화된 DB를 바탕으로 비교적 엄격한 평가체계 적용

일본

- 중앙정부는 지침(지역범위, 고용상황, 중점분야, 기간 등)을 제시하며, 지
방정부는 지침 내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사업계획 마련․실행
- 지방정부의 사업계획이 책정되면 후생노동성과 협의․동의절차를 거쳐 확
정되는 등 지방의 재량권 행사는 다소 제한적

적 큰 것으로 보이며,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는 일정한 틀 안에서 재량권
을 보장하지만 비교적 엄격한 성과통제방식을 통해 중앙자금의 취지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반면 프랑스의 경우는 지역의 재량권이 확대되
는 추세이지만, 상대적으로 중앙정부 자금 운용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
은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도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지방정부의 사업계획이 책정된 후 후생노동성의 동의를 거치는 등
지방의 재량권 행사는 다소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3.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체계
각 사례국가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역고용정책의 프로그램․서
비스 전달의 성과에 대해 나름대로의 평가체계를 가지며 평가결과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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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일정한 인센티브 또는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성과평가에 기초하는
인센티브체계는 중앙정부를 비롯한 자금제공기관이 프로그램 전달기관
에 대해 가지는 성과통제의 수단이면서 자금제공주체와 전달주체 간의
연결성을 담보하는 주요 수단이기도 하다.
지역고용정책에 대한 평가․인센티브체계는 국가별로 차이가 크게 나
타난다. 미국의 경우, 실용적 성과주의 전통이 강한 국가 특성을 반영하
여 엄격하게 정의되는 정량지표에 따라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고 정성적
평가는 거의 적용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제재조치가
엄격하게 적용된다. 영국의 경우도 미국과 유사하게 정량지표 중심의 평
가가 이루어지고 평가결과에 따른 자금지원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독일
의 경우는 정량지표를 중심으로 하되, 정성지표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평가방식을 취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훈련분야를 제외하면 중앙정
부의 규정에 따라 평가를 받으며, 타 국가들에 비해 평가지표의 범위가
비교적 넓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평가지표가 매우 단순하다. 사업선정

국가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체계

독일

- 구직자기초소득보장제도의 경우 정량화된 평가지표(보조적으로 정성지표
사용)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며, 목표관리협약에 따라 평가관리가 이루
어짐

영국

- 1기 도시전략시범사업의 경우, 정책수단(구직수당, 근로불능급여, 소득지
원)에 대해 시행 2년 후 복지급여 감축 목표치, 고용률 목표치 등으로 평
가하고, 2기 시범사업에서는 영국 전체 평균값, 유사지역 평균값 등을 기
준으로 비교하는 상대적인 평가방식 적용
- 근로프로그램의 경우는 취업률 등 정량지표를 통해 평가하고, 이를 토대
로 실적별 지급과 시장점유율 조정 등을 통한 성과통제를 실시

프랑스

- 훈련분야를 제외하고 중앙정부가 정한 규정에 따라 평가를 받음
- 주요 평가지표 : 프로그램 상황․배경, 지원자금 집행, 프로그램 현실화,
다부문 간 우선순위, 성과, 효과성 등에 관한 지표

미국

- 연방․주 수준에서 정량화된 평가지표(취업률, 취업유지율 등), 평가결과
에 따른 인센티브․제재 기준이 사전에 명시되고, 평가결과가 차기연도
자금지원에 반영되는 비교적 엄격한 평가체계를 가짐

일본

- 대부분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선정, 실사과정 및 성과평가에서 취직률이
거의 유일한 성과 지표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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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성과평가에서 취직률이 거의 유일한 성과지표로 활용되는데, 향
후 고용 지속성 지표 등 다양한 평가지표들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4. 지역고용정책의 평가주체
지역고용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국가별 지역고용정책 거버넌
스․전달체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례국가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미
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주정부 부처에 의해 평가되므로
원스톱고용센터는 주 노동부의 평가를 받고, 원스톱센터의 파트너기관들
은 자금을 지원하는 주정부 부처의 평가를 받는다. 다만 지역 파트너십을
통해 이루어지는 원스톱센터의 성과들은 주 노동부의 평가에서 인정되는
데, 이는 원스톱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파트너십을 촉진하는 유인으로 작
용한다. 영국에서도 고용연금부가 지역고용정책 프로그램들을 평가한다.
독일의 경우 잡센터 유형에 따라 평가주체가 다른데, 공동기관 잡센터
는 BMAS가 주정부, 지자체, BA와 함께 평가하며, 옵션지자체 잡센터는

국가

지역고용정책 프로그램 평가주체

독일

- 공동기관 잡센터는 BMAS가 주정부, 지자체, BA와 함께 평가하며, 옵션
지자체 잡센터는 BMAS와 주 사회부의 대표로 구성되는 협력위원회에서
평가
-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주 차원의 구직자기초보장제도의 목표와 중점들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평가

영국

- 고용연금부가 평가

프랑스

- 중앙정부 지역사무소, 지방정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민간도 참여하는 중
립적 지역감시평가위원회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평가결과가 선
거 등에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

미국

- 지역고용정책 사업들은 자금을 지원하는 주정부 부처에 의해 평가. 원스
톱고용센터는 주 노동부의 평가를 받으며, 파트너기관들에 대한 평가는
자금지원 주정부 부처에 의해 평가
- 파트너십을 통해 달성되는 원스톱센터의 사업 성과들은 주 노동부 평가에
서 반영됨

일본

- 지역협의회가 사업종료 후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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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AS와 주 사회부로 구성되는 협력위원회에서 평가한다. 또한 연방정
부와 주정부는 주 차원의 구직자기초보장제도의 목표와 중점들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평가한다. 프랑스의 경우는 평가결과 발표가 선거 등에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중앙정부 지역사무소와 지방
정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민간도 참여하는 중립적인 지역감시평가위원
회를 통해 평가가 이루어진다. 일본에서는 지역의 노동국, 경제단체, 노
동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지역협의회가 사업종료 후 사업평가에 관한 사
항 등을 조사․심의한다.

5. 지역고용정책의 거버넌스․전달체계 구조
사례국가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중앙정부 지역사무소,
지방정부, 산업계, 노조조직, 지역고용센터, 지역고용관련기관들을 포괄
하는 폭넓은 지역주체들이 참여하는 지역고용정책 거버넌스․전달체계
의 구조를 가진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다양한 지역주체들이 참여하는
지역위원회가 거버넌스 상위기구로서 지역고용정책을 입안․관리․감독
하며, 그 아래에 지역고용센터를 비롯한 지역기관들이 지역고용정책 전
달을 담당하는 구조를 가진다. 그러나 지역고용정책 거버넌스․전달체계
의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구조 및 성격, 구성주체들의 위상․역할,
주도주체 등 여러 측면에서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무엇보다 지역고용정책의 거버넌스/전달체계를 주도하는 주체에서 국
가별로 차이가 크다. 미국의 경우 지방정부 역할이 미약한 가운데 산업
계가 지역 거버넌스의 상위기구인 인력투자위원회(LWIB)를 주도하며,
전달체계에서는 원스톱센터가 지역 파트너십을 주도한다. 영국의 경우는
미국과 상당히 대조적인 특징을 보인다. 영국에서는 지배구조와 전달체
계 구성 권한이 지역에 위임되므로 지방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구조이며, 또한 전달체계에서는 잡센터플러스가 지역 파트너십의
일원으로 참여하지만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지역사무소의 성격으로 인
해 주도적 역할보다는 보조적 역할에 그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연방
고용센터 지역사무소(AA)와 지자체가 지역고용 거버넌스를 주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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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체계에서는 잡센터가 핵심적 전달기관의 위상을 가진다.

국가

지역고용정책 거버넌스․전달체계 구조
- 잡센터의 거버넌스는 두 가지 잡센터 유형에 따라 다름
․공동기관 잡센터: 연방고용센터 지역사무소(AA)와 지자체가 절반씩 참여하는 운영자회의
가 사업계획 심의․확정, 잡센터 소장 임명 권한을 가짐
․옵션지자체 잡센터: 지자체가 운영하는 잡센터로 전체 잡센터의 1/4을 차지하며, 주정부의
감독․통제를 받음
독일
- 전달체계는 AA와 잡센터에 의해 이루어짐. AA는 단기실업자 대상으로 실업급여와 고용서
비스를, 잡센터는 장기실업자 대상의 고용서비스를 제공
- 지자체, 잡센터, 훈련기관, 학교, 상공회의소, AA, 노조 등 다양한 조직들이 파트너십에 참여
하며, 잡센터가 파트너십 주도
- 도시전략시범사업의 경우, 지역에 지배구조와 전달체계 구성 권한이 위임되므로 지방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
․잡센터플러스, 학습숙련협회, 광역개발기구, 상공회의소, 평생교육기관, 노조, 비영리기관,
보건의료기관 등이 파트너십에 참여
․주요 파트너기관의 핵심요원이 참석하는 대표자회의가 최고의결기구이며, 그 아래 사업을
영국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실무위원회가 있음
- 근로프로그램에서는 잡센터플러스, 민간위탁기관(원청, 1∼3차 하청) 등이 전달체계를 구성
- 잡센터플러스는 지역 파트너십에 참여하지만, 중앙정부 통제를 받는 지역사무소여서 주도적
역할보다는 보조적 역할에 그침
․고용연금부 공무원이므로 잡센터플러스 운영자는 중앙정부가 임명
- 지역고용 거버넌스에는 중앙정부 지역사무소들의 통합조직, 지방정부, 고용센터, 지역고용관
련조직, 노사단체 등 주체 참여
- 지역고용훈련협력위원회를 통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주체 간 협력 강화
프랑스 - 핵심전달기관인 고용센터는 노동고용훈련노사대화부 소속 공공행정기관으로 정부 명령을 받
지만 동시에 정부와 동반자 관계 유지
․고용센터 운영은 중앙정부, 노조, 기업가단체, 지자체, 전문가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짐
- 지역고용정책 거버넌스의 상위기구는 지역인력투자위원회(LWIB)로 지역고용전략․정책을
결정하고, 원스톱고용센터를 관리․감독
- LWIB은 폭넓은 분야의 지역대표들로 구성되나 산업계가 과반을 점하여 산업계 주도성이
강하고, 지방정부 역할은 그리 크지 않음
미국
- 원스톱센터가 전달체계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주체와 파트너십을 형성하며, 파
트너기관이 센터에 인력을 파견하기도 함
- 지역원스톱센터 운영자는 경합원칙에 의거, LWIB에서 선정
- 지역(도도부현) 수준의 거버넌스는 보통 지역의 노동국, 노사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지역협의
회를 통해 이루어짐
․지역협의회는 지역 수준에서 사업계획 책정․실시, 사업종료 후 평가, 사업중지․폐지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
일본
- 지역고용정책 전달체계는 사업유형별로 차이가 있음
․고용창출기금사업은 중앙정부→도도부현→시정촌→민간기업 위탁의 전달체계를 가짐
․취약계층 취로지원사업은 지방자치체가 중앙정부 자금을 받아 지역의 복지사무소와 헬로
워크(공공직업안정소)가 연계해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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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프랑스에서는 경제․기업․사회분야 중앙부처 지역사무소들의
통합조직(DIRECCTE)이 지방정부, 고용센터, 노사단체 등 지역주체들과
함께 지역고용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지역고용 거
버넌스에서 노동조직의 위상이 정부, 산업계와 거의 동등한데, 이는 산업
계의 51% 주도성을 인정하는 미국의 경우와 대조적이다. 끝으로 일본의
경우 대부분 지역고용정책에서 지역(도도부현) 수준의 거버넌스는 지역
의 노동국, 경제단체, 노조단체 등 지역주체들로 구성되는 지역협의회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타 사례국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역협의회는 지역 수준에서 사업계획 책정 및 실시, 사업종료 후 평가,
사업중지․폐지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일본의 전달체
계는 사업유형별로 차이가 있는데, 고용창출기금사업은 중앙정부 →도도
부현 → 시정촌 → 민간기업 위탁의 전달체계를 가지며, 취약계층 취로지
원사업은 지방자치체가 중앙정부 자금을 받아 지역의 복지사무소와 헬로
워크를 연계해 집행한다.

6. 지역발전정책과 지역고용정책의 연계성
지역 수준에서 경제발전정책-고용정책 간 연계성의 정도는 사례국가
별로 차이가 있고, 향후 양 정책부문의 연계성에 대한 전망에서도 예측
이 엇갈린다.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는 지역발전정책과 지역고용정책의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향후에도 양 정책부문의 연계․통합흐
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경제발전정책과
지역고용정책의 연계는 공동협력 프로그램의 개발․추진, 양 정책부문 추
진기구의 공식적인 회의체 상호 참여, 일상적인 접촉․연계 등을 통해 이
루어진다. 프랑스에서는 최근 보다 급격한 변화를 모색하였는데, 고용․
기업․경제․소비 등의 영역을 일자리 중심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
하려는 목적에서 이들 정책영역들을 담당하는 중앙정부 지역조직을 통합
하였다.
독일의 경우 잡센터의 1/4을 차지하는 옵션지자체가 지자체 행정조직
에 속하기 때문에 지역경제발전정책과 지역고용정책 사이의 연계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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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역고용정책과 지역경제발전정책의 연계성 및 전망

독일

- 잡센터의 1/4을 점하는 옵션지자체는 지자체 행정조직의 일부이므로 지역
경제발전정책과 지역고용정책 사이의 연계는 잘되는 편임
- 경제발전정책과 지역고용정책 사이에 긴밀한 협조적 관계가 강조되고 있
으나 통합을 위한 뚜렷한 흐름은 존재하지 않는 듯함

영국

- 도시전략시범사업의 경우, 지역발전정책을 담당했던 광역개발기구도 파트
너십에 참여하여 지역경제정책과 지역고용정책이 연계되었으나, 근로프로
그램은 민간위탁이어서 경제발전정책과 연계성이 없음
- 최근 광역개발기구가 해체되고 지역고용정책도 민간위탁을 중심으로 재
편되고 있어서 경제발전정책과 지역고용정책 사이의 통합성이 약화되고
있는 경향이 보임

프랑스

- 최근 고용, 기업, 경제 분야 등을 담당하는 중앙정부 지역조직을 통합하여
지역기업경쟁소비노동고용국을 설립
․이는 경제발전정책과 고용정책의 연계성은 물론이고 보다 폭넓은 영역
을 일자리 중심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려는 움직임
- 향후에도 이러한 통합 경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임

미국

- 경제발전정책과 지역고용정책의 연계가 비교적 잘 추진되며, 공동협력 프
로그램을 추진하고, 양 정책부문 추진기구의 공식적인 회의체에 상호 참
여하며, 일상적으로도 협력․연계하는 경우가 많음
- 뉴욕 주의 경우, 최근 경제발전정책과 고용정책을 포괄하는 지역발전협의
기구를 구성하는 등 통합을 위한 흐름이 강화되고 있으며, 일부 남부 주
에서는 양 부문의 통합이 상당정도 추진되고 있는 상태

일본

- 2000년대에 본격화된 지역고용정책은 산업정책, 복지정책 등 다른 정책영
역들과 교차․연계하면서 형성․진화하고 있음
- 항상적인 고용창출을 위한 지역고용개발촉진사업, 고용상황에 대응한 기
동적인 고용창출을 위한 고용창출기금사업은 기본적으로 산업정책과 연
계 속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것에 중점을 둠
- 취로지원사업은 복지정책과 연계 속에서 취약계층 일자리매칭에 중점

적 잘되는 편이다. 그러나 양 정책부문 사이에 긴밀한 협조적 관계가 강
조되고 있음에도 연계․통합을 위한 뚜렷한 흐름은 보이지 않는다. 일본
의 경우 2000년대 본격화된 지역고용정책은 산업정책, 복지정책 등 다른
정책영역들과 교차․연계하면서 형성․진화하고 있다. 지역고용개발촉진
사업과 고용창출기금사업은 기본적으로 산업정책과의 연계 속에서 고용
을 창출하는 것에 중점을 둔 정책이며, 취로지원사업은 복지정책과의 연
계 속에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매칭하는 데 중점을 두는 정책이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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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영국에서는 지역발전정책을 담당했던 광역개발기구가 도시전략시범
사업의 파트너십에 참여하여 그동안 지역경제정책과 지역고용정책을 연
계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나, 최근 광역개발기구가 해체되고 지역고용정책
도 민간위탁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어서 경제발전정책과 지역고용정책
사이의 통합성이 약화되고 있는 경향이 보인다.

7. 향후 지역고용정책의 전망 : 분권화 이슈를 중심으로
지역고용정책과 관련된 전망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고 논의되는 이슈
의 하나는 지방분권화 흐름과 관련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고용정책의
분권화 흐름이 얼마나 진전되고 있는가, 어느 수준까지의 분권화가 적절
한가, 분권화를 감당할 수 있는 지방의 역량은 충분한가 등의 질문들을
두고 폭넓은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그럼에도 선진국 지역고용정책의 분
권화 흐름에 대한 본 연구 또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
인 답을 제시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 다루었던 선진국 지역고용정책의
사례들을 보면, 큰 방향에서는 대체로 지역고용정책의 분권화 흐름이 진
전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그 속도나 내용, 그리고 전망에서 국가별 차
이가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는 정치․사회․문화적인 전통 및 관
행, 경제․산업구조 등에서 나타나는 국가 간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독일에서는 지역고용정책의 분권화 전망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
리고 있다. 한편에서는 분권화 흐름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
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지자체가 지역고용정책에서 강조점을 둘 수
있는 가능성이 축소되는 가운데, 연방고용센터 지역사무소의 조정기능이
여전히 작동하고 인력․조직․전략과 관련된 연방정부 차원의 표준화 논
리가 지배적인 현실을 고려할 때 고용정책의 분권화 흐름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정책 및 프로그램의 집행․전달과정에서 지역의 재량권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지역고용정책의 분권화 흐름이 지속적으로 강화되
어 왔다. 그러나 지역이 고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기획 →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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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 평가로 이어지는 프로그램의 전체과정을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는 분권화 흐름이 뚜렷하게 진전되어 왔다고 볼 수 없다. 한편으로는 미
국 특유의 실용적 성과주의 전통의 바탕 위에서 엄격한 평가․유인체계
를 적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의 재량권을 확대하면서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성과를 높이려는 현재의 지역고용정책 추진방식에서 큰 변
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당분간은 지역고용정책의 분
권화 흐름은 정책 및 프로그램의 집행․전달체계에서 지역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판단된다.
프랑스에서는 고용문제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몫이라는 인식이 강
하지만, 최근 고용부문에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점차 확대하는 지
방분권화 추세가 발견된다. 지방정부의 권한 및 책임은 특히 직업훈련분
야에서 두드러지며, 고용의 사회적 파급효과가 증대됨에 따라 지방정부
의 정치인들이 일자리 문제를 중심적 의제로 다루는 경향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 지방정부는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고용지원서비스 등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 및 프로그램의 집행과정
에 적극 참여하는 추세이며, 나아가 지역발전이나 사회보장 등의 영역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시키려는 노력도 보인다.
일본의 경우, 아직까지 자금원천이나 사업기획․평가과정에서 중앙정
부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고용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오사카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스스로가 지역자원을 활용해 창의
적으로 입안․실시하는 독자적인 지역고용사업을 모색․실행해 왔으며,
이러한 경향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지역의 고용정
책 입안․실시 전문역량의 취약성이 장애요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독자적인 지역고용사업이 성과를 내고 확산되려면 지역의 정책수
행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불가결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끝으로 영국의 경우는 지역고용정책이 취했던 두 가지 접근, 즉 지역
파트너십과 민간위탁방식이 아직까지 성공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중심의 도시전략시범사업은 지역 파트너십 구축에 부분적으로
는 성공했지만 충분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고, 고용성과 측면에서도 기대
했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민간위탁 방식에 기초하는 근로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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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영국 고용서비스시장을 재편하면서 상당한 혼란을 주고 있으며, 아직
기대했던 고용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영국의 지역고
용정책은 여전히 시행착오과정을 거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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