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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해외에서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고용위기를
겪으면서 극복모델을 통해 지역이 재생된 사례를 기획하였으며 연구
진 간 논의과정을 거쳐 5개의 사례연구지역을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
하였다. 5개 지역은 스웨덴 말뫼, 영국 셰필드, 호주 애들레이드, 캘
리포니아 새크라멘토, 일본 에히메현 이마바리이다. 연구의 주요 분
석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위기의 특성 및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고용위기의 내용으로는 대내적 요인,
대외적 요인, 일시적 혹은 항구적 충격인지를 구분하여 정리한다. 파
급효과는 고용뿐 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같이 살펴본
다. 둘째, 대응전략 및 프로그램과 평가이다. 대응전략으로는 주, 지
자체, 지역 경제주체 등의 주체적 노력을 살펴보며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기조 및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본다. 아울러 정책추
진과정과 이를 둘러싼 갈등요소 및 대처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셋째,
정책평가이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리뷰하고 연구자가
이를 토대로 현장을 방문하여 현시점에서의 평가를 덧붙이도록 한
다. 넷째, 현시점에서 종합평가이다. 결과적으로 구조조정과정의 성
공여부는 현재의 시점에서의 평가가 중요하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해당 지역의 산업복원, 중점산업의 변경, 지역경제, 일자리 등에 대
해 평가한다. 특히 대응전략 및 프로그램에 대한 현시점에서의 종합
평가를 위해 인터뷰, 통계지표를 활용하며 성공요소와 실패요소 및
이에 대한 원인을 기술한다. 끝으로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정책시사
점을 도출한다. 이러한 분석틀이 연구의 내용에 모두 담겨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동 연구는 기본틀을 위와 같이 정하고 가급적이면 지역
고용위기 극복의 원천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각 연구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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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진들이 문헌연구, 현지 출장 등을 통해 수행하였다. 각 지역사례
연구가 갖는 정책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역사례연구와 시사점
가. 스웨덴 말뫼 사례와 시사점

스웨덴의 오랜 산업도시였던 말뫼시는 제조업의 몰락에 따른 절체
절명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1990년대 중반부터 탈산업화의 지
역혁신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도시의 사회경제와 노동시장을 성공
적으로 부활시켰다. 말뫼시 사례는 지난 20여 년 동안 괄목할 만한
산업혁신과 고용위기 극복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산업화시대의 성장
한계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지역도시들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던져주
고 있다. 말뫼시 부활의 첫 성공요인으로는 리팔루 시장의 혁신적인
리더십을 꼽을 수 있다. 1994년부터 말뫼시의 행정을 책임 맡은 리팔
루 시장은 이전까지 1970년대 초부터 가시화된 제조업의 위기(예: 코
쿰스조선소 폐쇄)를 또 다른 제조업(Saab 자동차공장)의 유치로 타
개할 수 없다는 실패의 교훈에 기반하여 ‘탈산업화’의 대안적 혁신
비전을 마련-제시하면서 중앙정부․시 정치권․민간기업․지역시민
사회 및 전문가그룹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만들었으며, 말뫼대학
설립, 서부항만(Västra Hamnen) 구역 신도시 및 외레순 대교 건설,
지식산업단지 조성 등과 같은 탈산업화의 전략적 실행과제를 차질
없이 이끌어내어 말뫼시의 경제부활을 성공시켰다. 또한, 2000년대
에 들어 말뫼시의 낙후지역들을 중심으로 고실업․빈곤․범죄 및 집
단폭동 등과 같은 해외 이주민들의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에 대응하여 2010년 이후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새
로운 발전계획이 마련-추진되어온 점에서도 시의 당면한 문제들을
타개-해결하려는 리팔루 시장과 후임 스티옌펠트 야메 시장의 탁월
한 전략적 리더십을 확인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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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성공요인으로는 말뫼 시장의 산업혁신 및 사회투자 정책
에 대해 중앙정부․시 정치권․지역사회단체 및 전문가집단․민간
기업들이 시 차원의 경제위기와 사회문제를 극복-해결하기 위한 ‘함
께 일하자(Work together)’의 공조 노력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초
반 말뫼시의 재정파탄상황을 타개함에 있어 야당(보수당) 대표가 리
팔루 시장과 함께 중앙정부의 제정지원을 요청하는 공동탄원서를 제
출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사민당-보수당의 연정체제를 꾸려 시의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공조한 일은 본받을 만하다. 또한, 중앙
정부도 재정난의 말뫼시를 돕기 위해 조세균등화시스템 도입을 통해
전폭적인 재정지원을 하였을 뿐 아니라, Västra Hamnen 신도시의
친생태적 개발과 말뫼 대학의 설립 및 외레순 대교의 건설, 사회투자
프로그램 등에 대해 필요한 재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말뫼시
가 이러한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성사시킬 수 있는 재정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전문가집단 및 민간기업들 역시 2000년․2013년
의 말뫼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주요 사업의 실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위원회 또는 작업그룹으로 참여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주었
던 점 역시 평가할 만하다. 다만, 말뫼시가 산업도시의 오랜 전통을
갖고 있어 그동안 노조운동의 영향력이 상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 이후 전개된 탈산업화를 지향하는 시의 혁신정책이
기본적으로 노조의 조직기반과 상충됨에 따라 그 추진과정에서 거의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한 점이 특이할 만하다.
세 번째 성공요인으로 말뫼시 행정당국의 효능감 있는 집행능력이
다. 산업혁신 및 사회투자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말뫼시 집행부는
정책 가이드라인을 명료하게 결정-제시하고 해당 부서 및 관련단체/
주체들이 그 사업들을 실행함에 있어서 수직적 조정(vertcal
steering)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훌륭한 사업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시 행정부는 Västra
Hamnen 개발 등과 같은 산업혁신정책을 추진할 때 주요 점검항목
(예: 에너지, 주거환경관리, 생태조건, 교통 등)으로 구성된 퀄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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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그 정책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제고하
려는 노력을 기울인 점, 민간기업들과의 정책네트워크인 MINT
(Market-Information-Business-Tourism)를 형성하여 시 차원의 산
업혁신지원․지역재생․관광개발 및 문화공보 등의 행정부서들과
긴밀한 민관 협의체계를 구축-가동하였던 점, 시 차원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자적인 고용안정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온 점, Eurocity 및 발틱도시연합(Baltic Cities)에 가입하여 다른 나
라의 주요 도시들과 도시혁신 경험에 대한 벤치마킹 학습과 정책교
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점, 그리고 시 차원의 산업혁신과 사회개
발을 추진함에 있어 EU의 관련기금이나 사업기구로부터 필요한 적
극 지원과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온 점 등은 참고할 대목이라 하
겠다.
아울러, 1980년대 이후 말뫼시의 산업위기 국면에서 스웨덴의 두
터운 사회복지체제가 해고자들의 큰 반발 없이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전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였다는 점과 1970∼80년대 기존 제조업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실직인
력을 대거 흡수하는 전략적인 대응을 펼쳤다는 점 역시 우리에게 좋
은 시사점을 안겨준다.
나. 영국 셰필드 사례와 시사점

셰필드는 두 개의 주된 산업이었던 철강업과 탄광업이 시장경쟁의
격화와 그에 대한 미흡한 대응, 대처 정부의 민영화 정책 등에 의해
서 쇠퇴하면서 고용위기를 맞이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고용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고, 그 결과 2000년대 이후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2016년 현재까지도 고용위기 이전이나 영국의 평균적인 수
준으로 고용상황을 회복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부 지역들에서도 제조업의 쇠퇴에 따른 고용위기 지역이 생길 위
험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셰필드의 고용회복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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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지역고용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첫째, 소수의 산업으로 특화된 지역일수록 그 산업들이 쇠퇴하게
되면 고용위기의 수위가 높아진다. 우리나라에도 거제도나 포항처럼
일부 제조업 중심으로 특화된 지역들이 존재하는데, 그 산업들이 경
쟁력 위기에 처하게 되면 심각한 고용위기에 빠질 위험이 높다. 이런
점에서 고용위기를 맞기 전에 가능한 한 연관 산업으로 다변화를 이
루어놓을 필요가 있다.
둘째, 산업의 쇠퇴와 함께 요구되는 구조조정이 노사갈등적인 방
식으로 전개되면, 그 이후 산업의 재건이 매우 어렵게 된다. 노사대
립적 구조조정은 노사 모두 당장의 투쟁에서 승리하는 것 자체가 목
적이 되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고용조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후적 처리방안을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셰필드도 대
처 정부와 사측을 한편으로 하고 셰필드 지방정부와 노동조합을 또
다른 한편으로 한 투쟁 속에서 고용조정을 추진한 결과 그 이후 어
떻게 지역 산업과 고용을 회복시킬 것인지에 관한 복안이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구조조정이 추진되었고, 그 결과 셰필드의 고용상
황과 이후의 정책적 대응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되었다. 더구나
노사갈등의 악명은 그 이후의 신규 자본투자 유치에도 상당한 걸림
돌로 작용했다. 노사대립적 고용조정과 그에 따른 장기적 안목의 부
재는 셰필드의 고용회복을 매우 더디게 만드는 한 요인이 되었다.
셋째, 고용위기가 산업의 쇠퇴에서 비롯되는 경우 지역고용정책의
핵심은 산업의 부흥에 있다. 고용위기에 빠져든 초기에는 실업자 구
제를 위해서 재정적 지원이나 공공 일자리 제공 등 단기적인 일자리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지만, 이는 그야말로 단기적인 땜질 처방이고,
장기적으로 해당 지역의 산업을 어떻게 부흥할 것인가에 초점이 있
다. 이런 점에서 지역고용정책은 지역경제정책 및 지역산업정책과
통합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산업의 쇠퇴에 따른
도시의 쇠퇴를 막기 위해서 추진하는 도시재건사업도 지역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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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지역고용정책과의 연계성 속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도시
재건사업은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실업자들에게 제공하는 효과가 존
재하는 측면도 있다.
넷째, 셰필드의 경험을 보면 산업의 재건은 기존 산업의 경험에 바
탕을 두고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지역경제와 지역고
용의 회복은 인간의 의지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경쟁우위와 핵심역량을 발견하고 그것의 발전
을 촉진하는 데 초점이 있다. 셰필드의 경우에는 산업재건을 위한 여
러 가지 사업들을 시도하였지만, 그중에서 그 지역 내에 핵심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문화산업과 재료 분야와 두 대학의 연구역량을 결합
했던 하이텍 제조기술 등이 살아남고, 그런 핵심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IT와 E-Business 등은 실패로 끝난 점에서 이런 주장의 근
거들을 엿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기존의 산업에서 쌓였던 역량을
바탕으로 육성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내는 것, 기존의 역량을 보호하
고 유지하는 것이 그 이후의 경제재건에서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
다섯째, 그 지역의 상대적 경쟁우위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하지만, 기존의 경험을 살리는 것만으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다. 저학력자에게도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했던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 자리를 서비스업 일자리가 차지하게 되면서 일자리의
질이 많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점에서 고용위기 지역의 고용
정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지식기반산업의 육성이다. 그러나 이러한
도약은 그에 적합한 역량이 지역 내에 구축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과제이다. 셰필드의 경우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거기
에 존재했던 두 대학의 뛰어난 연구 역량과 교육 역량이었다.
여섯째, 고용위기 지역에 대해서는 정책적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초기의 노력이 중요한데, 그러한 노력이
새로운 산업 육성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지역 내에 유지할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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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완전히 폐쇄된 지역노동시장이 존재하기란 현실적으로 매
우 어렵기 때문에 산업의 폐쇄와 함께 뛰어난 역량을 가진 인적자원
이 다른 지역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핵심 역량의 유실을
막는 것이 그 이후 산업의 개발에 매우 중요한 여건이 되고 있음은
셰필드 사례에서 엿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개방적인 지역
노동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핵심 역량을 그 지역 내에
유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일곱째, 지역고용정책 집행의 주도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일 수밖에
없고, 그에 필요한 예산은 통상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
서 고용위기 지역의 지역고용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호 협
력이 요구되고 있다. 셰필드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
등으로 조기에 필요한 지역고용정책이 방기되었던 것이 고용위기 극
복을 어렵게 만든 주된 요인 중 하나였다.
여덟째, 지역고용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감과 진정성이 중요
하다. 셰필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의 갈등 때문에 스스로 지역고
용문제를 풀려는 노력을 보이고, 그런 경험들이 셰필드 지방정부가
지역고용정책에 대한 책임 있는 주체로 나서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보
인다. 그와 동시에 셰필드의 고용위기 극복 과정을 보면, 지방정부의
리더십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깨우치게 한다.
아홉째,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지역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다.
셰필드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EU의 예산 경쟁 입찰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지역 파트너십 구축을 시작했지만, 지역 파트너십의 구축이
지역고용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기제임이 밝혀지고 있다. 그것은
지역고용사업의 중복성 제거와 상호 조율의 확대, 노동 수요 측과 공
급 측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성이 적지 않았다.
열째,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이 필요한
데, 역으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데도 거기에 적합한 인적자원의
개발과 공급이 중요하다. 이것은 순환 논법처럼 보이지만, 현대의 산
업이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발전하면서 이 순환구조의 출발점은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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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개발에 있다. 셰필드에서 셰필드대학과 셰필드할램대학 등
두 개의 대학이 새로운 지식기반 산업 육성의 핵심적 기반이 되고
있는 점은 바로 이러한 주장의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다.
열한째, 산업 구성의 개편과 함께 다수의 취약계층이 발생하게 되
는데, 그들의 고용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산업으로부터
대량으로 해고되었던 모든 근로자들을 새로운 산업의 일자리로 전환
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장기간 무직자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들을 일자리로 복귀시키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다. 호주 애들레이드 사례와 시사점

호주 애들레이드 지역은 다양한 구조조정의 경험을 축적하면서 선
진적인 지역 고용전략 및 발전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분기점이 된 것
이 2004년 미쯔비시 롱스테일 공장 폐쇄와 2008년 미쯔비시 톤슬리
파크 공장 폐쇄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롱스데일 공장이 폐
쇄되었을 때 잡 네트워크 제공자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카운슬링,
커리어 어드바이스, 이력서 작성, 금전적 지원, 재훈련 등을 제공하
였다. 롱스데일 공장의 정리해고에 대한 주정부의 대응은 소극적이
라고 할 수 있다. 잡 네트워크 서비스는 장기실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서 만든 모델이었기 때문에 이제 막 구조조정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
롱스데일 공장 폐쇄에 대한 정부 및 지역사회의 대응은 급하고 임
기응변적이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비판적 문제제기가
대학교를 비롯한 지역사회 내부에서 제기되었다. 그런 비판적 성찰
을 경과하면서 2008년의 톤슬리 파크 공장 철수 시기에는 이미 ‘혁신
클러스트’ 모델에 입각한 새 모델의 컨셉이 지역사회의 동의를 획득
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주정부는 미쯔비시 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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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등 주도적인 실행 역할을 담당했으며, 지역에 위치한 남호주의
플린더스대학교도 적극적으로 이 구상과 실행과정에 참여했다.
이어서 2013년에는 자동차 3사가 완전철수를 선언했다. 이 발표는
호주 전역을 뒤흔들어 놓았다. 의회는 호주 자동차산업의 미래에 관
한 조사보고서를 내놓았으며, 지역의 한 연구소는 자동차 3사의 완
전철수가 호주 전역에 미칠 일자리 충격의 효과를 상세하게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자동차 3사의 철수는 전국적으로
20만 명의 고용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하였다. 가장 타격이 큰
주인 빅토리아 주에서는 10만 명, 남호주에서는 24,000명의 고용손실
을 초래할 것으로 추산하였다. 남호주 주정부는 태스크포스 팀을 구
성하여 유례없는 고용위기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자동차제조업을 다각화하는 방안에 대한 지원에 나섰으며
제조업으로부터 새로운 선진적인 산업으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스마
트 전문화(smart specialization)’ 컨셉을 적용하여 지역의 새로운 갱
신을 도모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에서 이 컨셉에 입각하여 새로운 산업으로의 이행을
촉진시키는 과정은 쉽지 않은 과제였다. 무엇보다도 GM 홀덴 공장
이 위치한 애들레이드 북부 지역의 산업적 조건 자체가 유리하지 않
았다. 대기업은 몇 개 되지 않고 인구는 적으며 재정적 기반은 취약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대학, 전문가, 싱크탱크 등이 각각
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이해당사자들도 참
여하고 있다. 비교적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서 평가하는 것은 부품
업체의 다각화 지원 프로그램이었다.
라. 미국 새크라멘토 사례와 시사점

미국 새크라멘토 지역은 특정 산업의 쇠퇴로 인한 고용위기 지역
은 아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고용이 급감하는 위기에 직
면했었고 이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창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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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고용전략을 체계화하고 있는 사례이다.
새크라멘토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적자로 인한 재원 부족이라
는 제약 조건에 대응하여 공공의 자원뿐만 아니라 민간 자원을 연결
시키는 파트너십 전략과 주어진 자원으로 더 큰 자원을 연계시키는
자원 레버리지 전략을 채택하였다. 또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전달체계를 합리화하고,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에
기초해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새크라멘토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고용이 크게 감소
했지만, 2010년 이후 회복하고 있다. 다만 파트타임 일자리의 증가와
경제활동참가율의 저하라는 문제를 안고 있고, 위기 이후 등장하는
새로운 영역(예를 들어 보건의료산업)에서의 숙련 수요 부족과 미스
매치의 문제를 안고 있다.
새크라멘토는 캘리포니아의 고임금-고성장 일자리 투자 전략에
대응하는 실행 전략으로 클러스터 기반의 경제 활성화 전략, Next
Economy를 수립하여 핵심 전략 산업의 육성과 동시에 산업의 다양
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선정된 핵심직종 클러스터는 의료서비
스, 정보통신기술, 클린에너지, 농업과 관광 등이었으며, 이 영역에서
의 숙련 부족과 미스매치의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적극적으
로 대응하는 취업과 숙련 정책들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을 꾀하고 있고, 제조업 회복 전략
에서 직면하는 문제인 숙련공 부족 문제에 도제훈련 형태로 대응하
고 있다.
새크라멘토의 고용정책은 경제산업정책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추
진된다. 정책의 설계와 실행을 고객(구직자와 사업주)의 필요에 맞춘
다는 점, 단순히 구직자에게만 집중하지 않고 사업체와 고용주에게
도 동시에 동일한 비중으로 집중한다는 점(dual customer), 주어진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연계하여 더 큰 자원을 만들어내는 레
버리지 전략을 채택한다는 점, 그리고 이를 위해 지역 이해관계자들
과의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형성한다는 점이 새크라멘토 지역의 고

요약

xi

용정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고용위기에 대한 신속대응-사전예방 전략을 가지고 있다. 해
고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신
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신속대응팀(Rapid Response Team)을 구성하
였고,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고 위험 사전방지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시나 카운티의 경제개발부
서나 업종별 협회에 연계시켜주고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직자 훈련을 해고 방지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새크라멘토의 숙련정책의 핵심적 특징은 수요지향적 전략(DemandDrvien Strategies)과 협력적 접근(Joined-up approaches to skills)
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와 산업 측면에서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교육훈련을 강화하기 위해서 파트너십 이니셔티를 다양하게 추진했
다. 핵심직종 클러스터인 의료서비스, IT, 클린에너지 분야에서의 훈
련프로그램 개발을 파트너십 형태로 추진하였고, 훈련의 수립과 집
행 과정에서 지역 내 다양한 파트너들 간의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되
어 있으며, 훈련 커리큘럼 설계에서 비즈니스계와 긴밀히 협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새크라멘토 지역고용전략의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가 다양한 이
해관계자들의 자발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의 WIB는 지역의 커뮤니티칼리지, 경제관련 기관들과 파트너십
을 형성한다. 지역 대학의 적극적인 협력과 연계, 참여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노동계도 지역의 고용 및 경제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
한다.
한편 새크라멘토 고용정책은 원스톱서비스와 자료기반정책을 중
요시한다. 고용센터는 고객주도, 손쉬운 접근, 고용주 필요 충족이라
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하여, 다양한 노동시장 정보시스템을 대학
과 협력하여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잡매칭, 평가, 훈련서비
스와 프로그램 정보 제공 등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새크라
멘토는 자료에 기초한 정책 설계를 강조한다. 지역 민간 연구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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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숙련 수요와 기업들의 요구를 파악하는 리포트를 주기적으로
작성해서 공유하고 있다.
새크라멘토 지역고용전략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하나만 들라면 협
력 네트워크 기반의 고용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민간 자원의
동원, 해고에 대한 신속하고 사전예방적인 대응, 수요자 중심의 숙련
정책, 자료 기반의 정책 설계 등 모든 측면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마. 일본 이마바리 사례와 시사점

일본 조선업의 구조조정 과정과 위기극복의 정책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형 조선소는 조선업이 생업이며 각 지역의 주요 지역
산업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설비를 축소하고 인원감축을 진행하기가
어려웠다. 각 회사는 건조능력 삭감 대신, 생산능력 유지를 선택하였
다. 대표적인 사례인 이마바리조선은 조업(操業) 유지가 어려운 중소
조선소의 설비 및 인원을 매입하였다. 이로써 중소 조선회사의 집약
이 진행되었고 생산능력을 삭감한 주요 조선회사와 중형 조선회사의
능력 간극이 좁혀졌다.
중형 조선소가 장기간의 불황기를 극복하고 일본 조선업의 기둥으
로 성장하게 된 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각 회사가 특기선종․선
형에 특화하여 그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추구해 온 제품 전략을 들
수 있다. 가령, 벌크 캐리어는 해운시장에서 선복량이 가장 많기 때
문에 ① 중고시장에서 거래하기 쉽고 ② 선박관리가 용이하다는 점
에서 중형 조선소의 주요 고객인 일본의 선주로부터 안정적인 수요
가 있다. 또한 선형이나 장비의 표준화가 진행되어 동형의 선박을 반
복하여 건조함으로써 설계가 유용(流用)할 뿐 아니라 부품의 공통화
(共通化), 제조의 습숙효과(習熟効果, Learning effectiveness), 자재
조달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어 비용 경쟁력을 높
일 수 있었다.
둘째, ‘해사 클러스터’의 존재이다. 해사 클러스터는 해운기업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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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선주 상선대가 뒷받침하고, 이를 조선업이 서포트하며 조선업은
국내 박용공업이 지지하는 구조를 말한다. 일본은 해운업과 조선업
을 중심으로 한 선원, 박용공업, 선박임대업, 항만관련업 등의 해사
산업, 금융보험,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 해사 관련산업 및 관련기
관이 지리적으로 집적해 있는 해사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다. 많은
중형 조선회사가 밀집해 있는 세토나이카이 연안지역에는 조선소,
제철소, 박용공업, 선주, 금융기관 등 관련 산업이 집적하고 있어 매
우 효율적인 서플라이 체인(サプライチェーン, supply chain)을 구축
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련 기업들은 상호 긴밀한 연계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일본에는 세계적으로 상위에 있는 ‘일본우선(日本郵船)’,
‘상선미쓰이(商船三井)’, ‘가와사키기선(川崎汽船)’ 등 굴지의 해운회
사가 있어, 중형 조선소는 이러한 해운회사와 국내의 선주를 중개하
여 견고한 관계를 구축해 왔다. 해운업의 대기업 3사의 선주를 통한
국내 조선소 발주량은 한때 80%를 넘어 안정적인 수요로 해사 클러
스터를 성장시켜 왔다.
해사 클러스터는 조선업계와 일체가 되어 리스크를 흡수, 조선소
와 선주는 다소 해운시황이 어렵더라도 발주를 하고 조선소는 낮은
가격으로 수주를 하는 등 상호 연계를 통해 수요와 가격 파동을 분
산시켜 왔다. 또한 금융기관은 이러한 파동이 피할 수 없음을 이해하
고 장기간에 걸쳐 구축된 신뢰관계를 통해 선주에 자금을 지원해왔
다. 이러한 리스크 분담이나 장기적인 거래를 통해 다져진 고객 및
자재 공급업자와의 신뢰관계는 한국이나 일본의 중공계(重工系) 조
선회사의 고객(선주)과의 관계와 크게 다른 점이며, 지금까지 일본의
중형 조선소가 급격히 변동하는 해운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강
점이라 할 수 있다 해사 클러스터의 존재는 일본 조선산업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한 이마바리조선과 같은 중형 조선회사가 대형 조선회사
가 구조조정으로 건조능력을 삭감하고 조업량을 단축하는 동안 일본
의 조선산업에서 대형 조선회사를 제치고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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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에히메 방식의 상거래이다. 영세 사업자가 수십억 엔의 배를
몇 척씩 소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에히메 방식’으로 불리는
독특한 상거래 관습이다. 지역의 선박회사가 선박 소유주로 하여금
선박의 건조대금을 분할 지급하도록 편의를 봐주고, 지역은행이 선
박 소유주에게 융자를 해줌으로써 이러한 에히메 방식이 지속되어
왔다. 선박 1척을 소유하는 선주가 선박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 10척
의 선주로 성장해 나가는 패턴이다. 엔고 기조 하에 다른 대기업 조
선회사들이 설비투자를 축소하거나 다른 제조분야로 중점을 시프트
하는 가운데 이마바리조선과 같은 이마바리시의 조선회사는 수요지
향형 전업(專業) 기업으로서 성장을 계속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으로 ‘지역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이나 중국의 조선회사로
부터 선박을 구입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지만 그럴 경우 ‘이마바리
선주’는 선박대금의 분할지급과 은행융자 방식을 이용할 수 없다.

2. 한국의 산업구조조정과 지역고용정책 방향
지역산업위기에 따른 지역고용정책은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이다.
여기서는 해외사례 연구에서 나타난 시사점을 토대로 거제나 경남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고용위기 문제를 지
역고용전략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논점을 정리하고자 한
다. 지역 내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률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문제는
지역 재생의 필요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지역
재생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화두가 되는데, 이
에 지역산업을 성장시키고 숙련인력을 양성시켜 일자리 창출을 이뤄
낼 수 있는 방향성을 찾아내는 것이 지역 내에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대응체계는 단기 대응적 성격으로 고용위기가
보다 심화될 경우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단기적 대응
과 중장기적 대응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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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용위기 심화를 반영한 대응체계 구축 필요

핵심적인 기능인 희망센터가 고용위기 심화시점에서의 대응체계
로는 불확실하다. 현재의 대응체계는 단기 대응적 성격으로 고용위
기가 보다 심화될 경우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임금격차 등으
로 신규 일자리로의 전직에 대한 유인체계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
이 있고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전직지원서비스의 대체기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용보험 미가입 사각지대 근로자에 대한 대응책
이 여전히 미흡하며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가 요구된다.
나아가 위기지역별 희망센터의 역할 재정립과 담당인력들의 역량강
화, 고용위기 단계의 상향에 따른 위기 대응관리의 단계별 대응방안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정책대상의 확대와 보다 촘촘한 정책대상별 타깃팅화가 필
요하다. 사내하청근로자나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부당, 불법적인 관
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산업구조조정에 대응
한 고통분담,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삭감, 사회안전망 구축 등 구조조
정 과정에서의 사각지대 해소와 노동시장 공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하
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 지역별 차이에 따른 위기대응전략 필요

거제, 울산, 영암, 고성, 부산 등 조선업 위기가 다양한 지역에 걸
쳐 진행되고 있으나 지역별 산업구조의 차이에 따른 지역별 고용변
동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산업구조와 노동시장 여건, 지역경
제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는 지역별 특성에 입각한 고용대책 및 산업
구조조정 정책을 요구한다. 따라서 지역희망센터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수립이 가능하도록 역량 구축
및 실행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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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장기 대응전략 및 이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필요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구조적 대응과 관련한 중장기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선업 위기가 향후 지속적으로 예견되고 조선
업의 국제동향을 고려할 때 산업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파생적 고
용대책을 넘어 조선업의 기형적 인력활용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과 고용구조 개편을 연계하도록 한다. 나아가 조선업이 안
고 있는 산업구조 재구축과 연계한 숙련개발 및 인력재구축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의 단기적 대응체계와 더불어 중장기적 조
선업 구조조정과 연계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기금조성을
검토하도록 한다.
아울러 고용위기 지역의 지역재생전략 수립을 위한 지역주도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산업위기가 지역에 미치는 영
향이 보다 확대되고 있는 점에서 지역활성화 전략 등 지역의 재구축
을 위한 대응체계가 필요하다. 고용위기가 지나갈 경우 지역재생은
지역주체의 문제로 남게 되는 만큼 이에 대응한 지역주체의 역량 결
집 및 고용위기 이후의 지역고용전략 수립 논의를 병행하도록 한다.
라. 지역재생전략 논의의 확대 필요

고용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 회복력(resilience) 향상을 도모하
도록 한다. ‘회복력(resilience)’이란, 시스템 내외부 충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정성을 극복하여, 시스템 기능을 회복하는 능력을 의
미하며, 단순한 피해상황 이전으로의 복귀가 아닌 반복적으로 피해
를 발생시키는 원인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을 통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의미를 포함한다(서지영 외, 2014) 지역 재생이란 “지역
공공단체가 지역주민 및 민간사업자 등과 함께 자주적이고 자립적
인 노력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고용기회를 창출
시킴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다시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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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게 논의가 이루어진 지역재생문제를 현재 조선업 위기가 진
행되고 있는 지역에 접목하여 논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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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필요성

기존의 고용정책은 대부분 중앙에서 설계된 정책내용과 실행방식을 지
역에서 그대로 따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다양한 지역적 특징
과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중앙의 정책은 지역 내에서 큰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 뿐 아니라 구체적인 대응전략 수립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따른다. 이
에 지역에서의 다양한 정책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기존에 중앙정책을 지
역단위에서 집행만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내 산업구조 및 노동수요
를 반영한 지역고용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전병유 외, 2009: 1).
지역 중심의 고용정책은 지역 내 주력산업의 침체로 인해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입었거나 노동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는 고용위
기 상황에서 특히 강조된다. 산업구조조정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는 지
역 내 고용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특히 하나의 특정 산업
이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구조를 장악하고 있는 경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지역경제 타격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미
국의 EZ/ECS, 일본의 고용촉진특별구역, 호주의 우선고용지역 등의 사례
에서 보듯이 산업구조 변동에 따른 고용위기 시 고용중심 지역 타깃팅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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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통해 고용위기의 극복 동력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성장은 늘 상 성장과 쇠퇴를 거듭하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성장주
기는 해당 지역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별 산업의 구조조정으
로 접근하기보다는 지역고용전략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조선․해운․철강 등 주력산업이 국내외 공급 과잉,
과당경쟁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산업별 구조개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금융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산업․기업 구조
조정 추진협의체｣(2015.10～)에서 5개 업종(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하고 있으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
의｣로 격상하여 범정부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산업구조조정은 해당 산업 근로자들의 대량고용조정과 노동시장 불안,
산업밀집지역의 경기침체로 연결된다. 조선업의 경우,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해운산업 쇠퇴, 중국․일본과의 경쟁, 수주 가뭄, 해양플랜트 기술력
부족으로 인한 대규모 손실 등으로 업황이 크게 악화되어 대규모 고용조
정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원을 투입하여 지역고용위
기를 조기 극복하기 위해 ‘고용촉진특별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2013년
12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해서 재난지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하였다. 상시적으로 지역고용상황을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해 고용정상지
역과 고용비정상지역으로 구분하고, 고용비정상지역은 다시 <고용관리지
역>-<고용위기지역>-<고용재난지역>의 3단계 관리체계로 재편한 바
있다.
또한 조선업 경영상황 악화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고용상황이 악화되면
서, 2015년에는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전환 또는 폐업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
가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
역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전략적 대응의 필요성 및 다양한 위기상황에 따
라 탄력적 대응이 요구되는 등 향후 이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및 실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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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이 요구되고 있다. 단순히 지원금과 같은 미시적 접근보다는 지역재생
을 위한 지역고용전략 접근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고용위기 지역의 지역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는 프로그램 차원을 넘어 지역복원, 혹은 지역재생전략이라는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에서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고용위기
를 겪으면서 극복모델을 통해 지역이 재생된 사례를 기획하였으며 연구
진 간 논의과정을 거쳐 5개의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 지역은 스웨덴 말뫼, 영국 셰필드, 호주 애들레이드, 캘리포니아 새
크라멘토, 일본 에히메현 이마바리이다. 한편, 보론에서는 산업위기는 아
니지만 고령화에 따른 지역고용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고용정책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는 향후 연구과제
의 검토 성격이 있다.

제2절 분석틀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고용위기 문제를 단순히 산업위기 차원이 아닌 지역고용위
기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정책대안 또한 지역고용전략 차원에서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이하의 분석틀은 연구자들이
지역을 선정한 후 몇 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한 내용이다.
연구의 주요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위기 충격의 내용과 지
역경제 및 고용파급효과를 분석한다. 고용위기 충격의 내용으로는 대내
적 요인, 대외적 요인, 일시적 혹은 항구적 충격인지를 구분하여 정리하
도록 한다. 파급효과는 고용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같이
살펴본다.
둘째, 대응전략 및 프로그램과 평가이다. 대응전략으로는 주, 지자체,
지역 경제주체 등의 주체적 노력을 살펴보며 정책의 경우도 정책기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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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본다. 아울러 정책추진과정과 이를 둘러
싼 갈등요소 및 대처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셋째, 정책평가이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리뷰하고 연
구자가 이를 토대로 현장을 방문하여 현시점에서의 평가를 덧붙이도록
한다.
넷째, 현시점에서 종합평가이다. 결과적으로 구조조정과정의 성공여부
는 현재의 시점에서의 평가가 중요하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해당 지역의
산업복원, 중점산업의 변경, 지역경제, 일자리 등에 대해 평가한다. 특히
대응전략 및 프로그램에 대한 현시점에서의 종합평가를 위해 인터뷰, 통
계지표를 활용하며 성공요소와 실패요소 및 이에 대한 원인을 기술한다.
끝으로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정책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러한 분석틀이 결과적으로 연구의 내용에 모두 담겨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기본 틀을 위와 같이 정하고 가급적이면 지역고용위기극복의 원
천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각 연구는 해당 집필진들이 문헌연구,
현지 출장 등을 통해 수행하였다.

제2장 스웨덴 말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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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머리말

2002년 9월 25일 코쿰스(Kochums) 조선소의 130미터 높이 초대형 크
레인이 현대중공업에 단돈 1달러에 팔린 날, 말뫼 시민들은 ‘영혼이 팔려
간 듯한 실망감’을 표출하였다(김종민․김재진, 2013). 당시 스웨덴 국영
방송은 이 크레인이 해체되어 한국으로 향하던 날 장송곡과 함께 ‘말뫼가
울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고, 이를 두고 한국 언론에서는 ‘말뫼의
눈물’로 기사화하기도 하였다.1) 그런데, 스웨덴의 전통적인 산업도시였던
말뫼시가 1990년대 중반부터 탈산업․친생태․다문화․지식기반도시로
의 지역혁신을 추진하여 유럽 도시들의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하
고 있다. 실제, 말뫼는 스웨덴에서 가장 오랜 역사의 산업도시에서 젊은
하이테크 도시로 변신하는 데 성공하여 스웨덴 젊은이들이 가장 살기 원

1) 코쿰스 조선소 크레인은 1973년에 1,500톤급 겐트리 크레인(Gantry Crane)으로 건
립된 것으로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크레인이었다. 이 크레인은 현대중공업에 인
수되어 6개월간의 해체작업이 이뤄졌고 울산으로 40일간 수송된 다음, 다시 6개월
간의 조립작업을 거쳐 ‘골리앗 크레인’으로 명명되어 재가동되기 시작하였다. 현대
중공업은 이 크레인을 단 1달러에 인수하여 해체부터 수송과 조립에 이르기까지
2,220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김종민․김재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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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도시로 탈바꿈되었다. 또한, 말뫼는 친환경 주거공간과 매력적인 사
업기반을 마련하여 다수의 벤처와 다국적기업 사무소 등을 유치함으로써
10만여 명의 고급인력이 몰리는 창업 심장부로 변신하여 유럽의 실리콘
밸리로 일컬어지는 한편, 세계 각국에서 이주해온 다국적의 시민들이 공
생하는 유럽 최고의 코스모폴리탄 도시로 평가받았으며, 2014년에는
OECD 혁신도시 4위로 평가되고 있다(Panican et al., 2013; Nilsson,
2010).
2016년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조선․항만․철강․석유화학산업의 위기
를 맞이하여 이들 산업의 주요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는 지역들의 경제활
동과 고용상황에 심각한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지자
체 등은 당면한 산업위기에 대응하여 구조조정과 특별고용의 정책적 지
원을 발표하고 있으나, 이들 대책은 주되게 해당 산업의 재무적 상황을
개선함과 동시에 사업시설 및 인력의 감축에 초점을 맞춘 구조조정을 통
해 방출되는 실업자들의 생계대책에 주력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주도의
산업 구조조정정책은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 또는 강화하는 정책논
리에 입각하여 단기적이거나 대중적인 대응에 급급하고 있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수출 중심의 산업들에 있어 세계적인 시장수
급여건 및 기술환경이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만큼, 특정 산업에 의
존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 산업이 침체 또는 쇠락의 국면에 빠져드
는 경우 지역경제의 심대한 타격과 지역 노동시장의 황폐화를 피할 수 없
다. 그런 만큼, 산업구조 개편과정에 놓인 지역들에서는 지역 차원의 경
제․사회적 지속발전(economically & socially sustainable development)
을 담보하기 위해 지역혁신의 타당한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실행전략의 수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스웨덴의 말뫼는 오랫동안 조선산업 등 제조업에 기반하였던 지역경제
가 몰락하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여 지식기반의 탈산업도시로 전면적으로
재편하여 지역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유럽 도시의 대표적인 모범사례
로 손꼽히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산업위기와 이에 따른 구조조정을 겪
고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도시들에 유의미한 학습의 시사점을 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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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대된다. 이 장에서는 스웨덴 말뫼시가 직면하게 되었던 제조업 몰
락과 사회불평등 등과 같은 경제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되었
던 지역혁신의 전개과정과 그 성과 그리고 성공요인 등에 초점을 맞추어
상세하게 검토-서술하고, 소결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기로 한다. 이
장은 현지 방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문헌자료와 관계자 인터뷰기록 등을
활용하여 작성된 것임을 밝혀둔다.

제2절 말뫼시의 개관

말뫼는 스웨덴의 제3도시로서 서남쪽 최남단인 스코네(Skåne) 주에 위
치하고 있으며, 시 면적이 158.4㎢로 서울 면적의 약 1/4 규모에 달한다.
스코네주는 스웨덴을 구성하는 25개 주(Landscapes)의 하나로서 외레순
(Öresund) 해협을 가로질러 덴마크 수도인 코펜하겐과 마주하고 있는데,
코펜하겐과 스코네 및 말뫼를 포괄하는 외레순 지역에 370∼80만 명이
거주하여 스칸디나비아반도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Hsiung, 2014; 서연미, 2012).
스웨덴 말로 ‘모래언덕(Sand Hill)’이란 어원을 갖고 있는 말뫼는 역사
적으로 한자동맹의 일원으로 북해지역의 대표적인 무역항으로 번성하였
으며, 19세기의 근대화 시기에는 스웨덴의 제3산업도시로 성장하였다2)
(Pätsch, 2015). 말뫼시는 18세기에 섬유․신발․양모․가죽․담배․벽돌
등의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초기 산업화가 추진되었으며, 19세기 들어 엔
지니어․봉제․식품 등의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전

2) 1270년의 교회문헌에서 도시로서 첫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 있는 말뫼는 1658년
Rosklide 협약 이전에는 덴마크의 영토였으나, 그 이후 스웨덴으로 이양되어 한동
안 경제적 침체와 거주인구의 감소를 겪었다. 하지만, 말뫼는 1803년 나폴레옹 전
쟁 이후 영국과 유럽 대륙으로 연결하는 핵심 통로로서 자리매김되어 다시금 개
발․팽창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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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됨으로써 스칸디나비아반도에서 가장 앞장서 산업화가 이뤄진 도시로
평가되기도 한다(Lagergren & Olsson, 2014). 1910년경 말뫼시에는 326
개 제조업체에 1만 명이 넘는 생산직 근로자들이 종사하였던 것으로 기
록되고 있다(Vall, 2007). 2차 세계대전 기간에 영세중립국의 지위를 유지
했던 스웨덴은 제조업 부문이 전쟁 피해 없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는
데, 말뫼의 제조업은 스웨덴의 전후 경제개발에 있어 주도적 성장동력으
로 기여하기도 하였다(Holgersen, 2014a; 2014b). 말뫼시의 제조업을 대표
하는 코쿰스 기계작업장(Kochums Mechanical Workshop)은 코쿰스
(Kochums) 일가가 1840년에 설립한 기업으로 초기에는 기관차를 생산하
였으며, 1870년부터 선박을 건조하기 시작하였다. 코쿰스 작업장은 1914
년에 말뫼시의 서부항만지역인 베스트라함넨(Västra Hamnen)에 위치하
면서 선박 건조시설을 크게 확장하여 1952∼53년에는 세계 최대의 건조
실적을 기록하기도 하였으며, 1970년대 초반까지 초대형 크레인의 추가
신설을 통해 생산설비용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조선소의 생산인력으
로 최대 7천 명을 고용하는 등 150년 동안 말뫼시의 제조업을 대표하는
주력 기업으로 자리매김하여 왔다(Chen, 2011).
[그림 2-1]에서 보여주듯이, 말뫼시는 제조업의 가파른 성장에 힘입어
1860년에 2만 명에 그쳤던 인구수가 20세기 들어 지속적으로 늘어나 1970
년에 26.5만 명에 달하였다. 실제, 1960년대에는 스웨덴의 대부분 도시가
6% 수준의 인구 증가율을 보인 것에 비해, 말뫼시의 인구규모는 16%의
매우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말뫼시의 50% 넘는 취업
자들이 제조업종에 종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olgersen, 2014b). 1970
년대 중반 이후 제조업의 몰락에 따라 말뫼시 인구가 감소세를 보여 1984
년에 22.9천 명까지 하락하였다가, 그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 해외 난민
들의 대규모 이주가 이루어지고 2000년대 들어 지역혁신의 가시적인 성
과가 나타나면서 덴마크 등의 지식인력 유입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시 인
구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15년 현재 32만 명을 넘어섰다.
말뫼시가 스웨덴에서 선도적인 산업화를 통해 제조업의 근거지로 자리
하였던 만큼 노동운동의 메카이자 사민주의정당의 산실로서 역사적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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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말뫼의 인구규모 변동추이(점선 : 전망치)

자료 : Pätsch(2015).

상을 갖고 있기도 하다. 스웨덴노동자연합(Swedish Workers Association)
이 말뫼시에서 1886년에 처음으로 설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1890년대에는
첫 금속노조가 조직되었으며, 1893년에는 노동자 가족들의 휴식과 오락
을 위한 전용공간으로서 인민공원(Folkets Park)과 인민의 집(People
House)이 가장 앞서 개장되었다(Vall, 2007). 또한, 말뫼에서 스웨덴의 사
민주의 복지정책이 1928년에 처음으로 선보였으며, 1919년부터 사민당이
시의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하여 1985∼88년과 1991∼94년의 기간을 제외
하고 현재까지 시 정부를 집권해오고 있다.
정구(동-서-남-북-중앙)로 통합되었으며, 시 행정은 14개 집행위원회
(Administrative Committees) 및 행정부서체계가 중심으로 집행되고 있
다.3) 노동시장정책을 담당하는 행정부서로는 통합고용국(Integration &

3) 구체적으로, 14개 실행위원회는 여가오락위원회, 신뢰위원회, 평등문화위원회, 환경
위원회, 감사위원회, 서비스위원회, 사회자원위원회, 시계획위원회, 시구역위원회,
교육위원회, 선거위원회, 기술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부서 및 관할 집
행기관에 2만여 명의 공무원이 종사하고 있다(Panican et al., 2013; Larsso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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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ment Department)과 내무서비스국(Internal Service Department)
을 손꼽을 수 있는데, 전자는 노동시장 관련 업무의 실행․관리를 비롯해
고용평등 및 차별시정, 성인교육, 사회통합 등의 업무를 맡고 있고, 후자
는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 Larsson(2013)에 따르면, 스웨덴의 복지체계는
초기부터 지방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증진해왔으며, 특
히 1992년에 제정된 지방행정법(Local Government Act)에 의해 주민들
의 생활복지와 일자리정책 그리고 지역개발 등이 지자체의 관할업무로
규정되어 있어 말뫼시 주도의 지역혁신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던 점도 특
기할 만하다.4)

제3절 말뫼시의 산업몰락과 고용위기

말뫼시의 경제활동 기반이 되었던 제조업의 몰락은 1950년대에 저임금
노동력에 의존하였던 봉제사업장들이 대거 파산되거나 부도 처리되는 것
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어 1960년대에는 금속․식품가공 등의 대
다수 제조업 사업장들이 시장경쟁력을 잃고 폐쇄되거나 해외로 이전하였
다. 그런 가운데, 말뫼의 산업기반에 결정적인 타격을 안겨준 것은 1970년
대에 발생한 오일쇼크였다. 말뫼시의 산업활동을 이끌어온 코쿰스 조선소
가 1973년에 초대형 크레인을 설치하는 등 생산설비를 확장해왔는데, 1
차․2차 오일쇼크를 맞아 세계 조선경기가 급속히 침체되는 여건 하에서
1970년대 걸쳐 선박주문을 받지 못함에 따라 심대한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코쿰스 조선소는 당면한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생산설비 축
소와 인력감축을 단행하였음에도 수주물량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자
4) 지방행정의 자율성은 기초단체에도 적용되어 말뫼시 행정구가 독자적인 예산을 확
보하여 각 구의 사정에 따라 생계소득지원․일자리사업․지역개발 등을 특색 있게
추진하고 있다(Panican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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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력을 잃게 되었다. 결국, 스웨덴 중앙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정책에
따라 1979년 코쿰스 조선소의 모든 자산 및 산업이 국유화되었다.5) 정부
가 코쿰스 조선소의 국유화 이후에도 30% 인력감축(약 900명 규모)을 단
행하였지만, 회생의 기미를 보이지 않자 1987년 초에 중앙의회에서 최종
적으로 사업장 폐쇄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Pieere, 1989). 더불어, 조선소
폐쇄로 인해 3천여 명이 일시에 일자리를 잃게 됨에 따라 대량실업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Saab 완성차공장의 유치를 비롯해 잠수함 건조사업의 위
탁, 지역개발 투자회사 및 개발기금의 조성 그리고 지역노동시장 지원대
책 등을 위해 막대한 정책자금을 지원하였다.6) 그런데, 스웨덴 정부로부
터 3.74억 SEK를 지원받아 6만 대 생산을 통해 2,700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Saab 완성차공장이 1989년에 가동되기 시작하였으
나 연 1.5만 대의 생산에 그쳐 1,400명만이 취업하였는데, 그마저도 1992
년에 Saab가 GM에 인수합병되면서 Trolllhättan 공장으로 이전-통합하
기로 결정됨에 따라 Saab-Scania Kochums 공장은 폐쇄되었다. 그즈음인
1991～92년 기간에 말뫼시에 소재하였던 많은 기업들(예: Skanska,
Nordiska Fjäder, Fazer, Malmo Strumpffabrik, Pripps, NK 등)이 도산되
거나 사업장을 폐쇄하였으며, 일부 기업(예: Wayne Europe 100명 인력감
축)은 상당규모의 인력감축을 실시하였다. 이같이 코쿰소 조선소를 비롯
5) 1960년대 말까지 세계적으로 조선산업의 최대 생산국가였던 스웨덴은 1970년대 오
일쇼크를 맞아 말뫼를 비롯해 예테보리, 우데발라 등의 주요 조선산업 구조조정대
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에 이른다. Pieere(1989)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의 조선산
업 구조조정정책은 크게 3개 국면에 걸쳐 그 기조가 다음과 같이 변화되었던 것으
로 확인된다: (1) 1977∼78년: 사전단계(pre-policy phase)로서 당시 보수당정부가
국유회사 Svenska Varv AB(SVAB)를 내세워 경영위기의 조선소들을 국유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던 국면, (2) 1979∼85년: 1985년까지 흑자전환을 목표로 설정하여
조선소의 생산합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조선산업의 생산감축에 따라
피해 입은 지역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규사업 진출 지원의 벤처자본 및
R&D 기금 조성, 실업자 지원방안 등을 강구-시행, (3) 1985년 이후: 더 이상 조선
산업의 회생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됨에 따라 말뫼시를 비롯한 전국의 조선소들을
폐쇄하는 정책결정을 내림.
6) 코쿰스 조선소는 1970년대 후반부터 경영위기 타개를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10여
년 동안 무려 340억 SEK(4조 8,773억 원 상당)을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1986년 말에 부도처리되고 말았다.

12

고용위기 지역의 지역고용전략 해외사례연구

한 많은 제조사업장들이 폐쇄하거나 이전함에 따라 말뫼시의 산업생산이
스웨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1년의 4.5%에서 1980년대 후반에
3% 미만으로 떨어졌고, 1991∼94년의 기간에 말뫼의 지역총생산(Gross
Regional Production)의 경상규모가 감소세를 연이어 보여주기도 하였다
(Holgersen, 2015). 제조업 기반의 지속적인 몰락으로 인해 1970년부터
198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주민
들이 늘어나 이 기간에 연평균 1%씩 감소하여 시인구의 총 13%(약 35천
명)가 줄어들었다(Panican et al., 2013).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
까지 조선소와 자동차공장 그리고 적잖은 사업장의 폐쇄와 이전으로 인해
제조업 취업자 수가 3만여 명(조선업 취업 2.8만 명 포함) 줄어들었으며,
그 결과 말뫼시의 일자리가 25% 이상 사라졌다(Holgersen, 2014b).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외 난민의 대거 이주가 이뤄지면서 지역 노동
시장 상황은 더욱 심각하게 악화되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
반까지 스웨덴 정부의 개방적인 난민정책에 따라 말뫼시로 이라크 및 이
란․레바논․유고슬라비아(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폴란드․소말리아
등으로부터 상당규모의 난민들이 이주하여 정착함에 따라 시 인구규모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이들 이주민의 취약한 직무능력 때문에 지역
노동시장의 실업률이 1993∼95년에 역대 최고 수준인 15∼16%로 크게
높아졌다7)(Hsiung, 2014; Panican et al., 2013). 이처럼, 1990년대 초반에
는 기존의 제조업 기반이 붕괴되는 가운데, 해외 이주민의 대규모 유입으
로 인해 낮은 고용률과 높은 실업률 그리고 빈곤가구 증가에 대처하는 실
업급여와 사회복지의 재정지출이 급속히 늘어나는 대신 사업체의 폐쇄․
이전으로 조세수입이 크게 줄어들어 말뫼시는 1993∼94년의 기간에 연평
균 13억 SEK(1.51억 유로 상당)에 달하는 막대한 적자에 허덕이며 재정
적 파탄상황에 놓이게 되었다8)(Panican et al., 2013).
7) 1990년대에 말뫼시로 유입된 인구의 90%가 해외 출생자로서 1999년에는 시 인구
의 1/3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이들이 주로 모여 사는 주거지역들에는 고실업․사
회고립․도시빈곤․범죄 및 지역갈등 등의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 차원에서 사회복지의 공적 지출부담을 크게 안겨줌과 동시에 사회통합을 위한
핵심적 난제로 등장하였다(Che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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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말뫼시의 산업혁신과 사회투자 프로젝트

1. 말뫼시의 탈산업적 지역혁신
1994년 말뫼시의 신임 시장이자 시 집행위원회 의장으로 일마르 리팔
루(Ilmaru Reepalu) 사민당 대표가 당선되어 시 차원의 당면한 위기상황
을 극복하기 위해 전면적인 산업혁신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9) 리팔루
시장은 말뫼시의 산업 위기상황을 맞아 보수-자유당의 대표인 퍼시 리드
호름(Percy Liedholm)을 부시장으로 선임하였으며 1995년 2월에 여-야
합동으로 “말뫼시가 곧 재정파탄(financial meltdown)에 이른다”는 공동
서한을 중앙의회에 보내 막대한 적자의 시 재정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
부의 정책지원을 요청하였다(Holgersen, 2014a).
그 이후에도 리팔루 시장은 한동안 야당과의 연정체제를 유지하며 산
업혁신과 경제부흥을 위한 정치-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Hsiung, 2014). 또한, 그는 말뫼시 차원에서 (조선소의 폐쇄와 자동차공
장의 실패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쇠퇴기의 제조업에 더 이상 연연치
않고 ‘전통 제조업과의 이별’(Lagergren & Olsson, 2014)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지식․정보․관광서비스 분야의 신흥산업들을 적극 유치-개발
함으로써 과감하게 탈산업적(post-industrial) 지역혁신을 추진해나간다
는 정책 비전을 내세우며 1994년부터 2013년 퇴임 때까지 일관되게 시 행
정을 이끌어왔다.
리팔루 시장의 비전작업(work of visions)은 말뫼시의 위기관리(crisis

8) 말뫼시는 1990년대 초에 740명을 고용한 시 소유의 에너지기업을 민간회사에 매각
하여 23억 SEK의 재정적자를 줄이기도 하였다(Panican et al., 2013).
9) 탈산업화의 혁신정책은 1991∼94년의 기간에 집권하였던 보수당의 시 행정부에
의해 제한적으로 추진되기도 하였으나, 리팔루 사민당 시장의 취임 이후 본격적
으로 실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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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차원에서 1995년부터 추진되었으며 2000년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Malmö 2000｣의 종합계획(Comprehensive Plan)으로 가시화되었
다(Holgersen, 2014a; Lagergren & Olsson, 2014). “2020년까지 지속가능
발전의 최고 도시를 만든다”는 중장기 목표를 설정함과 동시에 지식도시
(Knowledge City)로의 전환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Malmö
2000｣은 시 구역대표, 지역정당 대표, 중앙정부 대표, 지역기업 대표, 노
동․시민단체, 문화계 대표 및 대학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8개 작업그룹
이 워크숍․세미나 등의 활동을 진행하여 마련하였다(Pätsch, 2015).
1996년 1월에 시 차원의 사회적 합의 방식으로 공표된 발전 비전에는 “10
∼20년 후에도 말뫼시가 살아남을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기존의
노동집약적 산업으로부터 벗어나 신재생에너지․IT․바이오 등의 첨단
산업으로 재편한다”는 혁신방향을 명하고 있다10)(Chen, 2011). 이 발전비
전을 구현하는 핵심과제로 신기술분야의 창업기반 창출, 친환경주거단지,
대학 설립 등을 ｢Malmö 2000｣ 종합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제사하였으며,
이에 따라 말뫼시의 탈산업적 혁신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말뫼대
학 설립, 서부항만지역의 신도시(Bo01) 건설, 외레순 대교 및 도시터널
건설 등을 차례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 중앙정부는 1995년에 도
입된 조세균등화시스템(tax equalization system)을 활용하여 재정흑자지
역으로부터 조세를 걷어 고실업-저학력-사회문제 다발의 취약지역에 재
정투입을 늘려 지원할 수 있었다. 이 제도에 따라 말뫼시는 1995년부터
이 제도를 활용하여 매년 1억 유로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어 심각한 적
자상황의 시 재정을 보완하여 산업재편과 지역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말뫼시 발전비전의 첫 사업으로 1996년에 Västra Hamnen(서부 항만
지역)에 ‘생태적 지속가능한 정보-복지의 미래도시(City of Tomorrow in

10) 이 비전작업은 Åke Andersson 교수의 K(nowledge) Society 모델에 영감받아
Four C value(Knowledge, Capital, Communication, Culture)를 구현하는 내용으
로서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마련, 좋은 학교와 문화의 주거
생태기반 구축’ 등을 말뫼시의 핵심 혁신방향으로 설정하였다(Che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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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cologically Information and Welfare Society)’를 건설하는 Bo01 프
로젝트가 추진되었으며,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01년에는 유럽주택박
람회(Europe Housing Expo)를 개최하였다. 이 미래도시의 건설에는 교
육․연구․소비․주거․문화․여가 등에 있어 매력적인 거주환경을 만
들어 첨단산업의 지식인재와 예비사업가들을 유인하려는 정책 목표를 담
고 있었다11)(Hsiung, 2014). 2001년에 Västra Hamnen의 신도시가 완공
됨에 따라 이 구역에 1,600가구가 거주하게 되었으며, 300여 개 기업이 입
주하여 6,500명 이상이 취업하게 되었다. Bo01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
수함에 따라 말뫼시는 2002년에 중앙정부로부터 2.5억 SEK(약 359억 원)
를 지원받아 조선소 부지를 추가로 구입하였으며, Västra Hamnen에 청
정에너지 친환경 뉴타운을 연이어 개발한다는 취지의 ‘Local Agenda 21’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12) 시 차원의 환경 문제진단을 수행하고 지속가
능한 지역개발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의 이 프로젝트를 통해 말뫼시는
정부로부터 4억 SEK(약 574억 원)의 재정지원을 얻어 2003년부터 서측
의 Dockan, 남측의 Varvstaden, 중앙의 Masthusen, 북측의 Bo02
(Flaggskeppet 구역)와 Bo03(Fullriggaren 구역) 등으로 종합계획의 뉴타
운을 확장해가는 개발사업을 이어갔다. 2005년에는 말뫼시와 Västra
Hamnen의 랜드마크 건축물이라 여겨지는 Turning Torso가 완성되었는

11) Bo01 프로젝트는 말뫼시가 1996년에 과거의 조선소 부지 30헥타르를 2.5억 SEK
(약 360억 원 상당)에 인수하여 이곳에 친환경 주거단지와 사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Skdkraft의 공동개발로 추진되었으며, 20여 개 개발업체와 30개 넘는 건
축회사가 참여하였다(서연미, 2012). 유럽 최초의 친환경 주거생활단지를 꾸미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EU(Sustainable Urban Revitalization of Europe과
RESECO)와 스웨덴 정부가 350억 SEK(약 6조 원 상당)을 지원하였다. 말뫼시의
Västra Hamnen 신도시는 2007년 유엔환경계획(UNEP)에 의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었으며, 2009년에는 스웨덴 정부로부터 유럽 신재생에
너지 활용의 우수 사례로 지정받기도 하였다(김종민․김재진, 2013). 참고로, ‘Bo’
는 스웨덴어로 ‘거주한다’는 뜻의 개념이다.
12) 스웨덴 정부는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되었던 UNCED (Conference on Envrionment)에서 채택한 Global Agenda 21에 맞추어 태양광과 풍력
의 재생에너지와 생활․음식쓰레기 재활용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활용하여 100%
에너지 자립의 도시재생을 위해 무려 72억 SEK(약 1조 340억 원)을 투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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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스페인 건축가 거장인 Santiago Calatrava가 설계한 이 건물은 190m
의 54층에 달하여 스칸디나비아반도에서 최고층으로 147개 가구의 아파
트와 컨퍼런스회의장 등의 사무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Turning Torso
는 2005년에 최고 거주환경시설로 평가되어 MIPIM Award을 수상하였
을 뿐 아니라, 스웨덴 최고 건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2009년부터는 말
뫼시의 외곽지역인 Hyllie 구역을 202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를 활용하
는 지속가능한 신도시로 개발하려는 일명 ‘Smart City & Green Field’ 프
로젝트를 시와 E.ON의 민관파트너십 방식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Olfosson 등 2012).
1998년에는 발전비전에 따라 Västra Hamnen의 Universitesholmen 지
구에 말뫼대학이 설립되었다. 말뫼대학의 설립은 당시 대학진학률을 제고
하려는 중앙정부의 교육정책방침과 고등교육기관을 유지하려는 말뫼시의
발전비전이 잘 일치함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었던 것이다(Chen, 2011).
스웨덴에는 연구․교육기능을 병행하는 대학(Universitet, university)
과 교육기능만을 수행하는 대학(Högskola, college 해당)으로 구분되는
데, 말뫼대학은 후자에 해당되면서도 연구개발과 박사 배출의 기능이 보
장되고 있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1998년 말뫼대학의 설립 첫해에는 4천
명의 학생이 입학하였으며, 그 이후 약 25천 명의 학생 규모(풀타임 & 파
트타임 학생 포함)로 확대되었다. 현재, 말뫼대학은 5개 계열의 100개 학
위 프로그램에 500여 개의 강좌가 개설되어 있으며, 65명의 교수와 1,400
명의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어 스웨덴의 9위 규모에 해당된다(Chen,
2011). 말뫼대학의 설립은 저학력의 이주민 자녀들에 대한 교육수준을 제
고하였을 뿐 아니라 인근지역으로부터 청년들의 유입을 크게 촉진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말뫼대학은 지역 연구센터로 자리매김하여 시 차
원의 산학연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데에 지원하는 Growth Malmö
(Tillväxt Malmö)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2000년대 중반 이후
에는 사회혁신의 토론의 장 및 살아 있는 실습공간(Living Labs)의 역할
을 담당하기도 하였다(Larsson, 2013).
외레순(Öresund) 해협을 가로질러 덴마크 코펜하겐과 말뫼시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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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외레순(Öresund) 대교의 공사가 1995년부터 시작하여 2000년에 완
공되어 개통되었다. 외레순 대교는 총길이 7,845m, 너비 23.5m의 4차선
도로와 철도의 복합교량으로 구성되는데, 덴마크와 스웨덴 정부가 각각
공사비의 50%를 부담하는 정부간 협정을 체결하여 시공되었던 것이다.
2000년에 외레순 비전이 공표되어 덴마크의 코펜하겐과 말뫼의 동반성장
을 추구하는 단일경제권/생활권을 형성하여 양 도시지역 간에 교육․연
구․기술 분야의 인적 교류와 기업네트워킹 강화, 그리고 친환경 도시재
개발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북유럽의 최대 BT(Biotechnology) 클러스터 및 메디콘벨리(Medicon Valley) 조성을 겨냥하는
광역 생활/산업권을 구축하였다. 외레순 대교의 개통을 통해 형성된 바이
오 클러스터의 경제생산 가치가 스웨덴-덴마크 양국의 GDP 11%를 차지
하고, 스웨덴 GDP의 약 30%에 이르고 있으며, 또한 코펜하겐과 말뫼를
연결하는 클러스터 지역에서 1만 개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siung, 2014; 서연미, 2012). 또한, 외레순 대교는 코펜하겐보다 집
값이 30% 정도 저렴한 말뫼시로 코펜하겐 시민의 이주를 크게 촉진하였
으며, 코펜하겐과 말뫼 사이의 통근이동이 하루 8만 명(코펜하겐 → 말뫼
6만 명, 말뫼 → 코펜하겐 2만 명)으로 큰 폭으로 늘어나 양 도시 간의 일
자리 수급 및 인력교류에 상당히 기여하였다(서연미, 2012). 이에 더하여,
2005∼10년의 기간에는 말뫼시로부터 외레순 대교로 연결되는 17㎞ 길이
의 도시터널(City Tunnel)이 완공되었는데, 이 지중도로의 건설에는 말뫼
시 1억 유로, 스코네(Skåne) 주정부 0.8억 유로, 중앙정부 8억 유로 등 총
9억 유로가 투입되었다(Holgersen, 2015).
2000년대 들어 말뫼시의 탈산업적 지역경제 재편을 정책적으로 촉진하
기 위해 다양한 혁신지원센터들이 설립되어 활발하게 활동해오고 있다.
우선, 2002년에는 Västra Hamnen의 Universitesholmen 구역에 말뫼대학
과 기업들 간의 산학협력과 신생기업 창출을 지원하는 창업인큐베이터인
‘밍크(MINC)’가 개관하였다. 이 센터는 말뫼시 예산 50%와 중앙정부․유
럽지역개발기금 및 기업의 투자기금 50%로 설립된 것으로 스타트업벤처
(Start-up Venture) 그룹들이 입주하여 첫 6개월 동안 무료로, 이후 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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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까지 월 3천 SEK(약 42만 원)의 저렴한 회비로 부대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MINC 센터에는 주로 친환경신재생에너지와 교육
정보기술 분야의 스타트업 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며, 그동안 입주그룹의
70%가 창업에 성공하고 20%가 상당한 사업실적을 거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 과거 조선소 작업장으로 사용하였던 건물을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MINC 센터에는 500여 개 스타트업그룹이나 창업벤처들이 입주하
여 활동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동안 6만 개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Hsiung, 2014). MINC 사업의 성공에 힘입어 2004년에는
말뫼시가 독자적으로 100% 예산을 들여 창업지원센터를 추가로 설립하
였는데, 이 센터에서는 스타트업기업들이 회비로 운영비의 90%를 충당하
여 활동하고 있다. 또한, 말뫼대학 인근에 조성된 생명과학분야 연구단지
로서 Medeon이 시의 60% 출자와 부동산개발회사인 Whilborgs의 40%
출자로 설립되어 바이오기술(BT)의 혁신센터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곳에
는 의료보건분야의 30개 벤처기업이 상시적으로 입주하여 제품개발과 사
업기획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서연미, 2012). 2010년대 들어서는 영
화제작소인 Moving Media City와 Media Evolution City를 연이어 설립
하여 말뫼시 차원에서 미디어문화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기도 하다.13)
아울러, 말뫼시가 주력해온 기업투자환경의 개선에 힘입어 다수의 다국
적기업 자회사들이 새로운 산업단지에 입주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서는 Mercedes Benz, Still Sverige, Zhonghuan, Hiltech, Partnertech,
Egon Zehnder International, EWP, Egmont, Epsilon, KPMG, Sigma,
SVT 등을 손꼽을 수 있다(Hsiung, 2014).

2. 말뫼시의 사회투자 정책사업
말뫼시는 탈산업적 지역혁신의 추진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낳았
지만, 2000년대에 들어 이주민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빈곤과 실업 그리고
13) Hsiung(2014)은 2000년대 들어 말뫼시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16.3만 명이 이들
스타트업벤처에 종사해온 연인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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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격차 등의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산업재편정책과 더불
어 도시공동체의 통합을 강조하는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 정책을 적
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1990년대 말에는 중앙정부가 대규모 사회투
자프로그램(일명 Metropolitan Initiative, Storstadssatsningen)을 통해 7
개의 침체된 도시에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말뫼도
그중에 포함되어 신규 일자리 창출, 사회적 차별-분리 해소, 동등한 시민
의 삶 보장 등을 통해 사회적 배제와 주변화 극복을 위한 지역정책에
2.45억 유로를 지원받았다. 하지만, 그 사회지원정책의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고 이주난민 거주지역들에서 청년들이 폭동을 일으켜 경찰
서․소방서 등의 공공기관을 파손하는 사건들이 벌어지자 시 차원에서
2003년에 추가적으로 ‘모든 이에게 복지를(Welfare for Everyone, Väfäd
fö alla)’ 정책을 추진하였다.
한편, 말뫼시는 시 차원의 심각한 실업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중앙정부
가 직접 관장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고용안정서비스(Public Employment Service, PES) 사무소와 별도로 2000년대 초반에 독자적인 one
-step shop model로서 4개 직무개발센터(Work and Development
Centres, Arbetsoch Utvecklingscentra)를 설립하였다. 이 센터는 정규 일
자리에 대한 실업자들의 취업지원을 담당했는데, 그리 좋은 성과를 거두
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2008년에 폐쇄되었으며, 그 대신에 통합개발
센터(Integration & Development Center)가 설립되어 그 기능을 이어 수
행하게 되었다. 통합개발센터 역시 2011년에 Job Malmö(Malmö Jobb)로
재편되었는데, 이 기구는 장기실업자․청년실업자․장애인구직자 등과
같은 취약근로자집단을 대상으로 특화된 고용안정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2013년부터 시의 교육위원회 산하로 편재된 Job Malmö는 5개 부서
- 구체적으로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Job Training, 직업알선서비스를 제공
하는 Job Center, 직무능력심사 및 실습지원을 수행하는 Activity Center,
직업능력의 재활을 도와주는 Resource, 그리고 구인 기업들의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Company-에서 26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간 1.73억
SEK(2천만 유로)의 사업예산을 집행하고 있다(Panican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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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년의 기간에 사회복지 및 고용안정서비스의 확충을 통해 말뫼
시의 취약집단과 빈곤지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경주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해외 이주민들 밀집거주지역을 중심으로 고실업․빈곤가구․청년범
죄 및 갱범죄 등의 사회문제14)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계속 심각한 상
태를 보이자 시 당국은 2010년부터 보다 적극적인 사회혁신정책을 펼치
기 시작하였다. EU의 2020 성장전략(2020 EU Strategy for Smart,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에 자극받아 말뫼시 의회에서는 2010
년 5월에 생태-경제-사회 지속가능성의 5개년 계획(Områdes- programmen)을 수립하여 도시재생과 공동체 참여를 전략적 목표로 내세우고,
특히 낙후-취약(이주민)구역에 대해 고용․주거․교육․안전․참여 등을
제고하는 정책에 역점을 두기로 하였다(Tesoni & Boeri, 2015; Panican
et al., 2013). 2013년에는 리팔루 시장이 사임하고 그 후임으로 사민당의
Katarina Stjernfeldt Jammeh이 5개년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사회적 지속가능 말뫼 위원회(Commission for a Socially Sustain- able
Malmö)를 설립하였다.15) 이 위원회는 사회과학․보건․도시개발 분야의
14명 전문가로 구성되어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원칙삼아 활동하고 있
으며, 2014년에는 ‘말뫼 종합계획(Malmo’s Comprehensive Plan 2014)’을
14) 말뫼시에서 해외 난민들은 과거 노동자들의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정착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이주민 밀집거주구역으로는 Austenborg, Rosengård, Herrgarden,
Lindängen, Seved, Segevång, Holma-Kroksbäck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이주
민거주구역은 말뫼시의 다른 구역(특히 새롭게 조성된 신도시구역)과 소득수준
과 주거환경에서 상당한 격차를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특히 이주민이 전체 주민
의 59%를 차지하는 Rosengård 구역에서 청년들의 연쇄방화와 갱집단의 범죄전
쟁 등이 벌어져 국내외의 언론에서 큰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Pätsch, 2015). 2010
년대에 들어 말뫼시에 무슬림 인구가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그들의 90%
가 실업상태에 놓여 있어 사회복지의 재정부담을 크게 안겨주고 있다는 점을 들
어 스웨덴 내국인들 중심으로 배타적인 극우 인종분리운동이 빠르게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기도 한다(Panican et al., 2013).
15) 스티옌펠트 야메 신임시장은 산업혁신의 지속 추진과 더불어 당면한 지역사회문
제의 해결을 위해 사회적 차원(social dimension)의 정책개발과 시민참여, 구역별
자치행정 촉진 등을 강조하고 있어 시 행정의 선도적인 추진력으로 지역혁신을
이끌었던 설계엔지니어 출신배경의 리팔루 전임시장과는 상당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Lagergren & Olsso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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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하였다. 2014년의 종합계획은 말뫼시를 ‘완전한 통합도시로 서로 엮
어주는 것(knit together to become a fully cohesive city)’을 목표로 내세
우며 ‘아동-청년의 성장조건 보장, 사회민주주의 해법, 사회경제적 기반
지속가능성 확보’를 3대 역점사항으로 결정하였다(Pätsch, 2015). 또한,
이 종합계획에는 24개 정책목표와 72개 실행과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생활불평등 해소와 사회시스템 평등 제고를 위한 사회투자
정책을 수립하는 것과 지식연합과 민주적 권리를 창출하기 위해 행정프
로세스를 개혁하는 것을 2개의 권고의견으로 강조하고 있다. 또한, 종합
계획의 역점사항 하나인 아동과 청년의 균등성장을 위해 시 차원의 사회
적 투자기금(Social Investment Fund)으로 5천만 SEK(580만 유로)을 조
성하여 운용해오고 있다. 말뫼 시 차원의 종합계획 추진과 더불어 (신임
시장의 역점에 따라) 취약 구역별로 독자적인 사회혁신의 사업들을 다양
하게 기획-실행해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Rosengård 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사회경제적 매력을 높이기 위해 ‘Sustainable Rosengård’
Program을 독자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Fosie 구역과 함께 도시공동체
재생을 위한 주민-여성-청년의 참여와 소통을 촉진하려는 ‘이웃공동체
(The Neighborhood)’의 사회실습(Living Lab)을 진행하고 있으며,
(Seved, Lindängen 등의 구역과 더불어) 도시영농(Urban Farming) 네트
워크를 만들어 지역주민들의 자활과 상호교류를 지원하고 있기도 한다
(Testoni & Boeri, 2015).

제5절 말뫼시 산업혁신의 성과와 고용구조 변화

말뫼시는 리팔루 시장의 주도하에 추진된 탈산업의 지역혁신에 힘입어
1994∼2007년의 기간에 연평균 성장 1.15%를 달성하여 유럽 400대 도시
중 9위를 차지하였으며, 2000년대의 대표적인 경제회생도시로 일컬어지
기도 한다(Hsiung, 2014; Holgersen, 2014b). 또한, 외레순 대교의 개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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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1999～2004년 기간에 말뫼시의 1인당 평균소득이 1만 유로에서
11,385유로로 13.9% 개선되기도 하였다(서연미, 2012). 아울러, 말뫼의 성
공적인 지역혁신은 국제적으로 모범사례로 평가되어 친생태적 도시개발
과 관련된 수많은 수상 실적을 거두었으며, 도시혁신의 시찰을 위해 매년
1만∼2만 명이 방문하고 있기도 한다. 말뫼시의 주요 수상실적을 살펴보
면, 2010년에 상해 세계전시회(World Exhibition Shanghai)의 Urban
Practice Area 선정, World Habitat Award(UN Habitat Prize) 수상, 글로
벌포럼(Global Forum)의 Globe Sustainable City Award 수상, 2011년에
는 세계자연기금(World Wide Fund for Nature, WWF)의 Earth Hour
Capital 선정, 2012∼13년에 European Green Capital Award 수상, 2013년
세계 혁신도시의 4위 평가 등을 손꼽을 수 있다(Holgersen, 2014b;
Largergren & Olsson, 2014).
말뫼시의 산업혁신에 따른 돋보이는 성과로는 제조업의 몰락으로 감소
하였던 시 인구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
라, 인구구성도 다문화적 역동성을 갖추게 되었다. 말뫼시의 인구규모는
조선소 폐쇄 직전인 1984년에 23만 명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난민 등
의 해외 이주자 유입으로 인해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탈산업의 성공적인 지역혁신으로 인해 덴마크 등의 유럽 국가들로부터
인재유입형 이주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그림 2-1]에서 보여주듯이 2015
년에 32만 명을 넘어섰고 2025년 37.6만 명, 2040년 약 47만 명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Salonen, 2015). 실제, 1985∼2014년의 기간
에 말뫼시 인구가 약 37%(8.5만 명) 늘어났으며, 세분하면 1993∼2005년
의 산업혁신 초기단계에는 연평균 1.1%, 그리고 산업혁신이 본궤도에 오
른 2006∼14년의 기간에는 연 1.7% 증가하였다. 그 결과, 말뫼시는 1990
∼2014년 기간에 스톡홀름(35%)과 예테보리(Gothenburg, 25%)보다 높은
36%의 인구증가율을 기록하여 스웨덴뿐 아니라 유럽에서 가장 높은 인
구 증가세(36%)를 보인 도시로 손꼽히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시 인구
의 1/3인 10만여 명의 주민이 193개국로부터 이주한 해외태생으로 100여
개 언어를 사용할 정도로 말뫼시는 1980년대 이전에 스웨덴 출생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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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된 동질적인 도시로부터 탈피하여 다문화의 다양성을 갖춘 유럽
의 대표적인 세계화도시(globalizaing city)로 탈바꿈하였다(Salonen,
2015). 또한, 탈산업화의 도시혁신과 친생태적 주거환경 조성 등을 통해
청년인력의 유입이 대거 이뤄지면서, 말뫼시는 시 인구의 평균 연령이 36
세로 스웨덴 전체 인구의 평균 연령 41세보다 상당히 낮아 젊은 도시의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다16)(Hsiung, 2014). 아울러, 말뫼대학의 설립을 통
해 1985∼2014년 기간에 중등 학력 이하의 주민수가 7만여 명에서 4만여
명으로 줄어든 반면, 대학교육은 2만여 명 수준에서 10만 명 정도로 크게
늘어났으며, 대학원 학력 이상의 주민 역시 거의 미미하였던 수준에서 2
천 명 내외로 급증하였다17)(Pätsch, 2015). 또한, 대학교육을 받은 해외이
주민의 비중이 1991∼97년의 기간에 3%에 그쳤던 것에 비해 1998∼2004
년에는 24%에 달하였으며, 말뫼시 주민(25∼65세 기준)의 고등교육 취득
자 비중이 2004년 41%에서 2014년 54%로 꾸준히 늘어났다.
말뫼시의 탈산업 혁신이 지역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표
2-1>에서 보여주듯이 1987∼2004년 동안에 제조업과 엔지니링산업의 취
업자 수가 44∼45% 감소한 반면, 금융부동산․사업서비스업과 연구개
발․교육분야의 경우 77∼79%의 높은 비율로 취업자 수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이 기간에 말뫼시의 고용구조가 탈제조업화되면서 지식-서비스산
업의 일자리로 대체되었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Pätsch, 2015). 2011년 이
후 업종별 고용비중을 살펴보면, 제조업 일자리가 전체의 8% 미만에 그
치는 한편, 유통/소비(15%)․사업서비스(14%)․의료보건 및 사회복지서
비스(14%)․교육(9%) 등의 서비스업종이 말뫼시에서 일자리 창출의 주
력부문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18)(Holgersen, 2014a).
16) Hsiung(2014)에 따르면, 2011년 현재 말뫼시 인구의 연령분포에 있어 25세 미만
이 30%, 25∼44세 33%, 45∼64세 22%, 그리고 65세 이상 15%로 구성되어 있다.
17) 1998년 당시 말뫼시에서 빈 일자리의 35%가 대학 학력을 요구하였지만 등록된
실업자의 17%만이 고학력 수준을 갖추고 있어 고학력 인력의 수급불균등이 매우
심각하였으나, 그 이후 말뫼대학의 설립과 고급인력의 외부 유입을 통해 이 문제
는 해소되었다(Pätsch, 2015).
18) 말뫼시의 제조업 고용비중이 1960년에 약 40%에 달하였으나, 1990년에는 20%미
만의 수준으로 하락하였던 것에 비해 공공부문의 일자리 비중은 같은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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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1987∼2004년 기간의 업종별 취업자 변동
(단위 : 천 명)

업 종

1987

1996

2004

0.4

0.2

0.3

-25%

22.2

14.5

12.4

-44%

엔지니어링산업

8.6

6.0

4.7

-45%

건설업

6.1

4.5

5.5

-10%

도소매․운수․창고․통신업

26.1

24.1

26.3

+1%

개인서비스․문화산업

10.3

10.1

11.2

+9%

금융부동산․사업서비스업

11.0

12.7

19.7

+79%

공공기관

4.2

3.9

5.4

+29%

연구개발․교육

7.4

7.4

13.1

+77%

19.2

17.9

17.9

-7%

농수산임업
제조․에너지․수도업

보건의료․사회서비스

1987-2004 변동폭

자료 : Holgersen(2014a).

<표 2-2>에서는 말뫼시의 취업자 규모가 2002∼12년 기간에 124.7천
명에서 153.2천 명으로 늘어난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이 기간에 말뫼
시가 추진해온 지역산업혁신 등을 통해 일자리 수가 28.5천 개 증가하였
던 것이다.19) 2002∼12년의 변동추세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공공부문의
종사자 수가 6.2%(43,881명 → 46,593명) 증가한 반면, 민간부문 종사자
규모는 31.9%(80,865명 → 106,643명)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02∼12년
동안에 말뫼시의 취업민간부문의 취업자 비중은 64.8%에서 69.6%로

17%에서 36%로 늘어나 제조업에서 해고된 실업자들 대부분을 흡수하였다(Vall,
2007).
19) 코쿰스 조선소에 제조업 일자리로 최대 6천 명이 일하였던 Västra Hamnen 지역
에 2014년 현재 바이오․IT․연구개발 등의 첨단기술 분야에 두 배 넘는 12,250
명이 근무하고 있다(Salonen, 2015). 또한, 소니엘린슨과 같은 대기업에 소속된 일
자리가 다수를 이루는 Lund 시와 달리, 탈산업적 혁신을 거친 말뫼시에서는 500
인 이상 규모의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1990년의 10%에서 1999년의 20%로 하락
하여 첨단산업의 강소기업에서 대부분의 민간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
이 특기할 만하다(Che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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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말뫼시 부문별 고용규모의 변동 추이(2002∼12년)
부문유형

공공

민간

2002

2012

국립기관

15,139

13,858

-1,281 (-8%)

시립기관

19,860

22,507

2,647 (+13%)

구립기관

8,882

10,228

1,346 (+15%)

국내기업

60,738

70,707

9,969 (+16%)

해외기업

20,127

35,936

15,809 (+79%)

124,746

153,236

28,490 (+23%)

합계

변동폭

자료 : Hsiung(2014).

증가하였고, 특히 해외기업의 진출이 크게 확대되어 이들 기업의 고용규
모가 이 기간에 79%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2013년 전체 취업자
의 70%가 민간부문에 종사하면서 세부업종으로는 법무, 과학기술, 문화
여가오락, 유통서비스, 부동산, 정보통신 등과 같은 탈산업 서비스 분야에
속해 있었다(Hsiung, 2014).
지역산업혁신의 성공적 추진에 따라 말뫼시의 일자리가 탈산업화 서비
스 분야를 중심으로 양적인 확대를 이루기도 하였지만, <표 2-3>에서 예
시하듯이 2005∼12년 동안에 말뫼시의 실업률이 전국 평균에 비하여 최
소 1.0%∼최대 4.4%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스톡홀름․예테보리
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용률도 2000∼10년의 기간에 말뫼시가 61∼64%를 유지하
여 스웨덴 전국 평균 74∼78%에 비해 13∼14%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말뫼시가 다른 스웨덴 도시에 비해 높은 실업률과 낮은 고용률을 보
이는 까닭은 난민 이주자집단의 대거 유입에서 찾아볼 수 있다. <표
2-4>에서 보여주듯이 2010년의 말뫼시 고용률을 살펴보면 스웨덴 태생
의 남녀는 전국 평균 수준을 보여주는 반면, 해외 출생의 이주민 남녀가
40.5∼42.4%의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Panican
et al., 2013). 주로 난민신분으로 이주해온 해외 태생자들의 상당수가 낮
은 학력과 직무능력 미비로 인해 실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아예 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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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스웨덴 주요 도시의 실업률 비교
연도

말뫼

예테보리

스톡홀름

전국 평균

2005

11.8

8.8

7.0

7.7

2006

10.4

8.5

6.0

7.0

2007

8.4

6.5

5.9

6.1

2008

9.4

6.7

5.2

6.2

2009

10.1

10.0

6.6

8.4

2010

9.6

10.2

6.8

8.6

2011

11.0

9.5

6.7

7.7

2012

12.2

9.5

7.0

7.8

자료 : Panican et al.(2013).

<표 2-4> 말뫼시의 연령집단별․성별․태생별 고용률 비교(2010년 기준)
남성

여성

연령
집단

국내출생

해외출생

국내출생

해외출생

20∼24세

54.2

29.1

53.6

24.4

45.3

25∼44세

78.6

41.6

78.4

39.5

63.2

45∼64세

76.5

47.4

77.5

47.3

66.1

20∼64세

74.7

42.5

74.5

40.5

62.0

합 계

자료 : Panican et al.(2013).

을 포기하는 NEET 상태에 놓여 있어 말뫼시 차원의 고용실적을 상당히
저조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20) 이처럼, 비유럽권 이주민들이 저조한 경
제활동으로 인해 빈곤계층으로 전락함에 따라 말뫼시의 가구소득 불평등
20) Salonen(2015)에 따르면, 2008년 당시 말뫼시의 NEET 비율(20～64세 인구 기준)
이 31%로 스톡홀름(18%)과 예테보리(21%)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 역시 스웨덴 태생은 18%에 그치지만 비유럽권 태생 이주민이 48%로
현격하게 높았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이에 더하여, 동구나 비유럽권 국가로부터
유입된 불법 이주민들의 규모(2008년 기준)가 1.2만 명(말뫼시 성인인구의 6.5%)
에 달하여 비공식 고용의 문제를 낳고 있기도 하다(Salonen, 2015).

제2장 스웨덴 말뫼 사례

27

(소득 10분위/1분위)이 1990년의 6배에서 2008년의 12배로 곱절로 확대되
었을 뿐 아니라, 2008년에 시의 가구 36%(주로 이주민가구)가 25% 이하
의 하위소득범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alonen, 2015). 또한, 탈
산업화 부문에서 창출된 일자리 중에서 저임금 서비스 일자리(주로 도소
매 및 시설관리직을 중심으로)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여 말뫼시 차원의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 역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Pätsch, 2015).

제6절 소결 : 정책적 시사점

이 장에서는 스웨덴의 오랜 산업도시였던 말뫼시가 제조업의 몰락에
따른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1990년대 중반부터 탈산업화
의 지역혁신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도시의 사회경제와 노동시장을 부활
시킨 과정과 그 성과를 살펴보았다. 말뫼시 사례는 산업화시대의 성장한
계에 직면하고 우리나라의 지역도시들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
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말뫼시가 지난 20여 년 동안 괄목할 만한 산업혁신
과 고용위기 극복을 이룰 수 있게 만든 주요 성공요인을 점검-제시하는
것으로 맺음하기로 한다.
말뫼시 부활의 첫 성공요인으로는 리팔루 시장의 혁신적인 리더십을
꼽지 않을 수 없다(Hsiung, 2014; Holgersen, 2014b). 1994년부터 말뫼시
의 행정을 책임 맡은 리팔루 시장은 이전까지 1970년대 초부터 가시화된
제조업의 위기(예 : 코쿰스조선소 폐쇄)를 또다른 제조업(Saab 자동차공
장)의 유치로 타개할 수 없다는 실패의 교훈에 기반하여 ‘탈산업화’의 대
안적 혁신비전을 마련-제시하면서 중앙정부․시 정치권․민간기업․지
역시민사회 및 전문가그룹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만들었으며, 말뫼대학
설립, 서부항만(Västra Hamnen) 구역 신도시 및 외래순 대교 건설, 지식
산업단지 조성 등과 같은 탈산업화의 전략적 실행과제를 차질 없이 이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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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내어 말뫼시의 경제부활을 성공시켰다. 또한, 2000년대 들어 말뫼시의
낙후지역들을 중심으로 고실업․빈곤․범죄 및 집단폭동 등과 같은 해외
이주민들의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에 대응하여 2010년 이후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새로운 발전계획이 마련-추진되어온
점에서도 시가 당면한 문제들을 타개-해결하려는 리팔루시장과 후임 스
티옌펠트 야메 시장의 탁월한 전략적 리더십을 확인해볼 수 있다.21)
두 번째 성공요인으로는 말뫼 시장의 산업혁신 및 사회투자 정책에 대
해 중앙정부․시 정치권․지역사회단체 및 전문가집단․민간기업들이
시 차원의 경제위기와 사회문제를 극복-해결하기 위한 ‘함께 일하자
(Work together)’의 공조 노력을 들 수 있다.(Chen 1990년대 초반 말뫼
시의 재정파탄상황을 타개함에 있어 야당(보수당) 대표가 리팔루 시장과
함께 중앙정부의 제정지원을 요청하는 공동탄원서를 제출하였을 뿐 아니
라, 당시 사민당-보수당의 연정체제를 꾸려 시의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적
으로 공조하였음이 본받을 만하다. 또한, 중앙정부도 재정난의 말뫼시를
돕기 위해 조세균등화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전폭적인 재정지원을 하였을
뿐 아니라, Västra Hamnen 신도시의 친생태적 개발과 말뫼대학의 설립
및 외레순대교의 건설, 사회투자프로그램 등에 대해 필요한 재원을 적극
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말뫼시가 이러한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성사시
킬 수 있는 재정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전문가집단 및 민간기업들 역
시 2000년․2013년의 말뫼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주요 사업의 실행계
획을 수립함에 있어 위원회 또는 작업그룹으로 참여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주었던 점 역시 평가할 만하다. 다만, 말뫼시가 산업도시의 오랜
전통을 갖고 있어 그동안 노조운동의 영향력이 상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 이후 전개된 탈산업화를 지향하는 시의 혁신정책이 기본
적으로 노조의 조직기반과 상충됨에 따라 그 추진과정에서 거의 존재감

21) 한편, 리팔루 시장이 이끌어온 지역혁신 프로젝트가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정
책기조로서 부동산개발과 도시상업화를 과도하게 지향해옴으로써 지역 내 불평
등과 격차 그리고 취약집단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Baeten(2012)의 비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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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주지 못한 점이 특기할 만하다.
세 번째 성공요인으로 말뫼시 행정당국의 효능감 있는 집행능력을 높
이 평가할 만하다. 산업혁신 및 사회투자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말뫼시
집행부는 정책가이드라인을 명료하게 결정-제시하고 해당 부서 및 관련
단체/주체들이 그 사업들을 실행함에 있어서 수직적 조정(vertcal
steering)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훌륭한 사업성과
를 낼 수 있었다고 평가된다22)(Panican et al., 2013). 또한, 시 행정부는
Västra Hamnen 개발 등과 같은 산업혁신정책을 추진할 때 주요 점검항
목(예: 에너지, 주거환경관리, 생태조건, 교통 등)으로 구성된 퀄리티 프로
그램을 마련하여 그 정책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기울
인 점, 민간기업들과의 정책네트워크인 MINT(Market-InformationBusiness-Tourism)를 형성하여 시 차원의 산업혁신지원․지역재생․관
광개발 및 문화공보 등의 행정부서들과 긴밀한 민관 협의체계를 구축-가
동하였던 점, 시 차원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자적인 고용안정지
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온 점, Eurocity 및 발틱도시연합(Baltic
Cities)에 가입하여 다른 나라의 주요 도시들과 도시혁신 경험에 대한 벤
치마킹학습과 정책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점, 그리고 시 차원의 산
업혁신과 사회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EU의 관련기금이나 사업기구로부터
필요한 적극 지원과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온 점 등은 참고할 대목이라
하겠다(Lagergren & Olsson, 2014; Hsiung, 2014; Panican et al., 2013).
아울러, 1980년대 이후 말뫼시의 산업위기국면에서 스웨덴의 두터운 사
회복지체제가 해고자들의 큰 반발 없이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전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였다는 점과 1970∼80년대 기존 제조업이 해체되는 과정
에서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실직인력을 대거 흡수하는
전략적인 대응을 펼쳤다는 점 역시 우리에게 좋은 시사점을 안겨준다.

22) 특히, 시의 기획실(planning office)이 혁신전략의 수립과 사업홍보 그리고 사회적
정책협의(building & living dialogue)를 유능하게 수행하였다(Panican et al.,
2013; Pätsch,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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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영국의 셰필드 사례

제1절 들어가는 말

본 장은 셰필드(Sheffield)의 고용위기와 그에 대응하는 지역고용전략
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셰필드는 영국 중부지역에 위치한 도시이다.
셰필드시는 영국에서 10위 안에 드는 중소 도시이지만, Rotherham,
Doncaster, Barnsley 등과 함께 180만 명 정도의 광역도시인 Sheffield
City Region을 구성하고 있다. 셰필드는 인근지역의 풍부한 철광과 석탄,
수력자원 등 천연자원의 이점을 활용하여 일찍부터 철강업과 금속가공업
(cutlery) 등이 발전되었던 곳이다. 근대적인 제강법이 개발된 곳이 여기
일 정도로 셰필드는 산업혁명의 요람지였으며, 197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적인 철강업과 광산업 등이 발달했던 전통적인 공업도시였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철강업의 경쟁력 약화와 1979년 집권했던 대처 정부에 의한
철강업과 광업의 민영화 등으로 셰필드의 철강업과 광업이 급격하게 쇠
퇴․폐쇄된 결과 셰필드는 1980년대 이후 심각한 경제위기와 고용위기를
경험해오고 있다. 셰필드의 고용위기가 이처럼 산업의 쇠퇴에서 비롯되었
기 때문에 지역고용전략의 상당 부분은 산업 재건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어서 본 장에서는 셰필드의 고용위기와 그에 대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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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고용전략을 지역산업정책과의 연관성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셰필드 사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우리나라 고용위기지역의
지역고용전략에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산업의 다변화 정도
에 따라서 산업의 쇠퇴 이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데, 셰필드는 철
강업과 광업 등 소수의 제조업으로 특화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통영이나
거제 등과 같이 고용위기를 겪고 있거나 겪을 가능성이 있는 우리나라 공
업지역들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셰필드는 대처 정부의 신자유주
의적인 정책과 노동조합 사이의 첨예한 노사대립 속에 단기적 전망 속에
서 산업구조조정을 추진한 결과 심각한 수준의 고용위기를 경험하게 되
었다. 고용조정을 둘러싸고 노사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은 우리나라
의 공업도시들도 셰필드와 유사한 고용조정 과정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
기 때문에 그러한 대립적 고용조정 방식이 그 이후의 고용상황에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큰 후유증을 남기는지를 볼 수 있다. 셋째, 지역간 노동
이동이 용이하기 때문에 지역고용전략을 정립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영국
과 우리나라는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 영국의 중부공업지역에 위치한 셰
필드의 경우 도시간 노동이동성이 높기 때문에 지역고용전략을 수립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넷째, 영국의 정치체제가 중앙집권성이 강하다는 점
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지역고용정책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집권성이 강한 영국의 한 지방도
시에서 지역고용정책이 어떤 지배구조와 어떤 전달체계 속에서 어떻게
수립되고 실행되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다섯째, 셰필드의
고용위기가 19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부정적 효과는 오랜 기
간 지속되고 있어서 지금도 그 영향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런 점에서 셰필드 사례를 통해서 산업의 쇠퇴와 산업
구조조정 방식의 장기효과와 고용위기 이후 오랜 기간에 걸친 지역고용
정책의 전개과정을 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본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절에서 셰필드지역의 개황을
소개하고 제3절에서 셰필드의 고용위기 발생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4절과 제5절에서는 1998년을 전후로 구분한 제1기와 제2기의 지역고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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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지역경제정책과의 연관성 속에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제6절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제2절 셰필드 개요

이 절에서는 셰필드의 고용위기 이후 지역고용전략과 그 전후 사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셰필드의 노동시장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
게 소개하고자 한다. 셰필드의 노동시장 현황은 그동안 셰필드가 시행했
던 지역경제정책과 지역고용정책의 성과물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통
계들은 제6절의 셰필드 지역고용정책 평가에서도 재활용하고자 한다. 그
런 다음 지역고용정책의 추진 주체인 지역행정기관들의 특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셰필드 지역의 지역노동시장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
고(가령, Sheffield First Partnership(2016)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셰필드
거주 취업자 중 22%가 인근 지역으로 통근하고 있음), 셰필드의 지역고
용정책의 지배구조와 전달체계도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셰
필드의 지역고용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셰필드를 둘러싼 행정단위와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의 사업들을 수행하는 대행기관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1. 셰필드의 노동시장 현황
영국의 공식적인 노동시장통계 홈페이지인 https://www.nomisweb.
o.uk/(이하 nomis)에 따르면, 셰필드의 인구는 2015년 현재 569,700명인
데, 그중 남성은 283,100명, 여성은 286,6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표 3-1>에 정리된 인구변동 추이를 보면, 1980년대의 고용위기 영향
으로 인구수가 20년 정도에 걸쳐서 계속 감소하다가 2001년부터 인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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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씩 회복되는 추세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1년 이후의 인구
증가는 셰필드로 유입된 대학생수 증가와 이주자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Sheffield First Partnership, 2016). 외국 유학생이
12,000명 정도나 되고 있으며, 이주인구도 2001년 센서스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가령, 2001년에 11%를 차지했던 소수인종이 2011년 센서
스에서는 19%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을 짐작할 수 있다.
<표 3-1> 셰필드의 인구 변동
연도

인구수

연도

인구수

1981

547,500

1999

516,300

1982

545,100

2000

514,600

1983

541,500

2001

513,100

1984

538,800

2002

514,200

1985

536,400

2003

515,300

1986

531,500

2004

519,600

1987

528,700

2005

525,700

1988

524,200

2006

527,600

1989

521,800

2007

529,900

1990

520,700

2008

534,000

1991

520,100

2009

538,400

1992

520,800

2010

544,600

1993

520,800

2011

551,800

1994

518,600

2012

557,400

1995

516,700

2013

560,100

1996

518,100

2014

563,700

1997

517,500

2015

569,700

1998

517,600

-

-

자료 : ONS annual population survey, https://www.nomisweb.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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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필드 경제는 2008년의 세계적 경제위기로부터 회복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8년 이후 3년 동안에는 고용이 감소했으나
2011년부터 회복되어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 <표 3-2>에 정리된 2015
년 현재 셰필드의 노동력 현황을 보면, 생산가능인구(16～64세)는 374,400
명이고 경제활동인구는 283,000명, 취업자는 258,300명(피용자 219,900명,
자영업자 21,400명)이다. 그로부터 셰필드의 고용률은 68.3%로 산출되는
데, 그것은 2015년 영국 전체의 고용률 73.7%보다 3.8% 정도 낮은 상태
이다. 그중 남성 고용률은 72.1%, 여성 고용률은 64.6%이다. 실업자는
<표 3-2> 셰필드의 노동력 개요
(2015년 기준)

구분
인구

셰필드

영국 전체

569,700

63,258,400

남성

283,100

31,165,300

여성

286,600

32,093,100

374,400(65.7%)

63.3%

남성

188,600(66.6%)

64.1%

여성

185,800(64.8%)

62.6%

283,000(75.0%)

77.7%

남성

152,900(80.6%)

83.2%

여성

130,100(69.3%)

72.5%

취업자

258,300(68.3%)

73.7%

남성

136,900(72.1%)

78.7%

여성

121,400(64.6%)

68.8%

실업자

21,400(7.6%)

5.1%

남성

16,000(10.5%)

5.2%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여성
중위 임금(전일제 주급 기준)

8,600(6.6%)

5.0%

485.8파운드

529.6파운드

남성

516.7파운드

570.4파운드

여성

454.7파운드

471.6파운드

자료 : ONS annual population survey, https://www.nomisweb.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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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00명으로서 실업률은 7.6%인데, 영국 평균보다 다소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14년 기간의 고용률 증가는 8.6%로서 영국 평균보다 높
다. 남성 실업률은 10.5%, 여성 실업률은 6.6% 등이다. 중위 임금(주급 기
준)은 485.8파운드로서 영국 전체의 중위 임금 529.6파운드보다 낮게 나
타나고 있다. 이상의 결과들을 보면, 2015년 현재 셰필드의 고용성과가
영국 전체의 그것보다 다소 낮으며 고용위기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님
을 알 수 있다.
<표 3-3>에는 2015년 기준 셰필드 일자리의 산업별 분포가 정리되어
있다. 셰필드는 전통적으로 제조업 도시였지만 2015년에는 제조업 일자
리가 9.2%에 불과하고, 그보다는 도소매업(16.1%), 보건 및 사회복지업
(16.1%), 교육업(12.9%) 등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교
육업의 비중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2개의 대규모 대학이 자리를 잡고 있
기 때문이다. 그 뒤를 이어서 사업서비스업(7.6%), 전문서비스업(7.2%)
등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보건 및 사회복지업,
교육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4.8%) 등은 공공부문 일자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공부문 일자리의 비중이 상당히 높음을 짐작할 수 있
다. 직종별로는 관리․전문직이 44%, 행정․숙련직, 돌봄서비스, 다른 서
비스 직종이 36%를 차지하고 있다.
<표 3-4>는 셰필드의 산업을 규모별로 구분해서 정리하고 있다. 10인
미만의 영세기업이 85.3%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10-49인의 소기업도 12.1%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250인 이상 대기업
은 60개로서 0.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정도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고
용위기 이후 셰필드의 고용을 지켜준 것은 전반적으로 소규모기업들이라
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보고하고 있지는 않지만, 2015년 현재 셰
필드 일자리의 고용형태별 분포는 시간제가 33.3%로서 영국 전국 평균
30.9%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1인당 부가가치에 관한 통계가 셰필
드에 대해서 집계되지 않기 때문에 셰필드가 속한 광역지역(Local
Enterprise Partnership(LEP) 관할 구역임)의 통계를 원용하면, 셰필드 광
역지역은 LEP 지역들 중 가장 낮은 1인당 총부가가치(GVA)를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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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셰필드 고용의 산업별 구성
(2015년 기준)

산업
광업

일자리수(%)
35(0.0%)

제조업

23,000(9.2%)

전기가스업

300(0.1%)

수도,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1,250(0.5%)

건설업

9,000(3.6%)

도매 및 소매업

40,000(16.1%)

운수창고업

9,000(3.6%)

숙박음식업

15,000(6.0%)

정보통신업

8,000(3.2%)

금융 및 보험업

10,000(4.0%)

부동산업

3,000(1.2%)

전문서비스업

18,000(7.2%)

사업서비스업

19,000(7.6%)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

12,000(4.8%)

교육

32,000(12.9%)

보건 및 사회복지업

40,000(16.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6,000(2.4%)

기타 서비스업

3,000(1.2%)
전체

249,000(100%)

자료 : ONS Business Register and Employment Survey: Open Access,
https://www.nomisweb.co.uk. 농업근로자, 자영업자, 정부지원 훈련생 등은 제외됨.

있으며, 영국 평균보다 16% 정도 낮은 상태이다. 그에 따라서 지역 평균
임금도 전국 평균보다 낮으며, 임금 인상률도 다른 지역들의 평균보다
2% 정도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상의 통계들에 근거해 볼 때, 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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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셰필드 산업의 규모별 분포
(2015년 기준)

규모 구분

개수(%)

영세기업(0～9인)

12,420(85.3%)

소기업(10～49인)

1,755(12.1%)

중기업(50～249인)

325(2.2%)

대기업(250인 이상)

60(0.4%)

전체

14,555(100%)

자료 : Inter Departmental Business Register(ONS), https://www.nomisweb.co.uk.

필드의 경우 임금이나 고용형태, 조직규모 등의 측면에서 일자리의 질이
영국의 다른 지역들보다 다소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셰필드의 지역고용정책과 지역경제정책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하는 것이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셰필드에는 2개의 대학교와 3개의 평생교육기관(further education
providers)이 있다. 그중 2개 대학은 University of Sheffield와 Sheffield
Hallam University인데, 그 두 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은 약 65,000명
이고 그중 20% 정도는 외국학생이다. University of Sheffield는 1897년에
University College Sheffield로 설립되었다가 1905년에 현재의 교명으로
변경되었다. University of Sheffield는 2014년 현재 연구업적이 영국 전
체 대학 중 상위 10%에 해당할 정도로 우수한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데, 연구논문의 99%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33% 정도가 세계적
으로 선도적인 논문들이다(Sheffield First Partnership, 2016). Sheffield
Hallam University는 셰필드에 두 개의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도심에, 다른 하나는 거기에서 2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
대학은 1976년 여러 대학들을 통합하여 Sheffield City Polytechnic의 교
명으로 설립된 후 1992년에 현재의 교명으로 변경되었다. 이 대학의 학생
수는 37,000명 정도이고, 영국에서 세 번째로 큰 대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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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셰필드의 지방정부
영국의 도시지역 행정단위는 단일 카운티만 존재하는 소도시와 이중
카운티로 구성된 대도시로 구분되는데, 셰필드는 후자에 속하기 때문에
셰필드의 행정단위는 기초단위(primary authority)와 광역단위(regional
authority)로 구성되어 있다. 셰필드는 기초단위의 지방자치단체로서 줄
곧 셰필드시 카운슬(Sheffield City Council)을 두고 있었는데, 카운티 카
운슬은 행정과 입법 기능이 분화되어 있지 않다. 종전에는 카운슬 리더도
몇 개의 위원회를 주도할 뿐 권한구조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았는
데, 2000년에 그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광역단위의 지자체는 다소 복잡한 역사적 변천과정을 거쳐 왔으며, 그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1980년 중반까지 셰필드는 Rotherham,
Doncaster, Barnsley 등과 함께 South Yorkshire County Council의 하나
였는데, 1986년 대처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약화 정책과 민간주도의 지
역개발정책의 일환으로 South Yorkshire County Council이 폐지되었다.
1990년대 후반 노동당 정부가 집권하면서 광역단위의 지자체를 부활시키
기보다는 광역단위의 경제개발정책을 담당하는 Regional Development
Agency(RDA)를 세웠으나,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라기보다는 중앙정부 부
속기관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2000년대 후반 보수연합정부의 등장과
함께

Regional

Development

Agency도 민간부문

주도의 Local

Enterprise Partnership으로 대체되었고, 일부 지자체들의 요구로 2010년
이후 연합자치단체(Combined Authority)가 일부 광역들에서 세워지고
있다. 셰필드 지역에도 Sheffield City Region이라는 연합자치단체가 세
워졌는데, 그 관할 범위는 기존의 South Yorkshire 지역과 Derbyshire 지
역들의 도시들인 Chesterfield, North East Derbyshire, Bolsover,
Derbyshire Dales, 그리고 Nottinghamshire 지역의 도시인 Bassetlaw 등
을 포괄하고 있다(2015년 기준으로 인구수가 약 184만 명). 연합자치단체
는 이전의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더 높은 자율권을 부여받았는데, 대표
적으로 광역경제정책이나 광역교통망 등에서 자치권을 확보하였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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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위의 행정기관들도 셰필드 지역고용정책과 지역경제정책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는 기관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 포함
하고자 한다.
영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은 주택, 폐기물처리, 교육, 도서
관, 교통, 사회서비스, 소비자보호, 경찰, 소방 등으로 제한적이다. 이러한
권한도 대도시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교육, 폐기물처리, 카운티 내
전략계획 등으로 더욱 제한되어 있는데,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해체된 이
후에는 기초자치단체들이 광역지자체의 권한들을 물려받았다. 지역고용
정책이나 지역경제정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예산 확보가 제한
되어 있으며, 중앙정부나 EU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경쟁 입찰
에 참여해야 했다. 지자체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고 지역개발정
책을 민간부문 중심으로 추진하려고 있던 대처 정부에 의해서 지방자치
단체의 권한 약화가 촉발되었던 것인데, 그 이후의 노동당 정부에서도 지
자체의 권한 강화가 충분하게 복원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다. 그 결
과 영국의 지역고용정책과 지역경제정책은 지방자치단체만이 아니고 민
간부문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 파트너십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이 점은 뒤에서 다시 더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제3절 셰필드의 산업쇠퇴와 고용위기

1. 셰필드의 고용위기 이전 역사
셰필드는 8세기경에 시장을 기반으로 도시가 형성되었지만, 곧 이어 금
속제품 가공을 기반으로 산업도시로 발전하였다. 15세기경에는 무기용
칼과 식칼 등 금속제품의 생산지로 유명해졌으며, 18세기에는 셰필드접
시(Sheffield Plate)로 알려진 은코팅 접시, 즉 철강제품에 은과 동의 코팅
을 씌워서 은접시처럼 보이게 한 접시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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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도시로 급성장하게 되었다. 이어서 19세기에 이 도시가 대규모의 철강
생산지, 산업혁명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면서 2차 도약을 하게 되었다.
이 지역은 철광과 석탄, 수력발전용 급류 등 철강생산에 적합한 천연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천연조건을 활용하여 철강업을 창업하려
는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혁신적 철강생산기법들이 많이 개발되었기 때문
에 이 지역은 철강의 대량생산지로서 확고한 위치를 다지게 되었다. 대표
적인 혁신들로는 도가니강(crucible steel)과 스테인리스강의 개발이 있는
데, 그 혁신을 통해서 철강 생산량이 종전보다 10배 정도로 늘어나게 되
었다고 한다. 철강업의 발전으로 셰필드는 주된 무기생산지로서 지위를
얻게 되었고, 그 결과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집중적
인 폭격의 대상이 되었던 지역이기도 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영국
의 철강 산업이 몇 가지 우여곡절 끝에 결국 1967년 노동당 정부에 의해
서 British Steel Corporation이라는 기업으로 국유화되었다. 이처럼 철강
업을 빼고는 셰필드의 역사를 말할 수 없을 만큼 셰필드는 철강업을 중심
으로 발전해왔는데, 1980년대 이후 그 산업의 쇠퇴가 셰필드 고용위기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철강업은 현재에도 남아 있지만, 소수의 엔지니
어 중심으로 자동화설비를 사용하여 특수강을 제조하는 하이테크산업으
로 변모되어 있어서 셰필드의 고용창출에는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철강업과 함께 셰필드의 경제를 떠받들어왔던 또 한 산업은 탄광업이
다. 셰필드의 탄광들은 그 도시에서 멀지 않은 Barnsley에 위치하고 있었
다. 이 지역의 탄광은 지표면에서 얕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채
굴은 로마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중세에도 소규모 채굴이 이루어지
고 있었다. 그것이 대규모로 채굴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인데, 그 계기
는 그것을 운반할 수 있는 운하의 개발이었다. 그 이후 철도의 발달로 이
지역의 석탄에 대한 수요가 창출되면서 생산량이 급증하게 되었다. 19세
기에 들어서면서 세계시장의 경쟁격화, 석유사용의 증가 등으로 비용절
감과 효율화 노력이 뒤를 이었지만, 그와 함께 1938년 석탄매장지의 국유
화와 1947년 탄광의 국유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가스 발전소의 확대와
값싼 수입 석탄의 증가 등으로 계속된 시장축소에 대응해서 효율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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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뒤를 이었지만 충분치 않아서 1980년대에 들어서 민영화와 산업구조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민영화와 산업구조조정을 둘러싼 탄광산업
근로자들의 1984～85년 파업이 노측의 실패로 끝나면서 셰필드의 탄광업
은 급격한 쇠퇴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2013년에 최종적으
로 폐쇄될 때까지 지속적인 축소의 과정을 거쳐 왔다.
철강업과 탄광업의 발전은 셰필드의 인구 급증을 낳았는데, 인구수가
1951년대에 이미 57.7만 명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인구의 급증은 슬럼가
의 형성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낮은 비율의 녹지지대, 공장건물, 산업체
건물들과 맞물려 이 도시의 외관을 흉측하게 만들기도 했다. 산업위기를
경험한 이후 건물의 재건축과 녹지화 등 도시재개발을 통해서 도시 외관
을 많이 개선했지만, 1930년대에 오웬은 이 도시를 가장 보기 흉한 도시
로 꼽기도 했다. 그리고 이런 공업도시의 특성상 셰필드는 노동조합의 힘
이 세고 정치적으로는 노동당이 지배적인 지역으로도 유명하였다. 그 결
과 아주 짧은 시기를 제외하고는 셰필드 지방정부는 대부분 노동당의 지
배 아래 있었다. 이런 진보적인 분위기는 셰필드가 1979년 집권했던 대처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게 된 배경이 되었고, 뒤에 살펴보겠지만 중앙정부
와 지방정부의 그늘을 드리우게 되었다.

2. 셰필드의 산업쇠퇴와 고용위기
고용위기 이전에 셰필드의 최대 산업은 철강업이었다. Crouch and
Hill(2004)에 따르면, 1970년 초반까지만 해도 셰필드 노동력의 40% 정도
가 철강업에 고용되어 있었다. 이 시기의 고용상황은 매우 양호해서 셰필
드는 1970년대까지는 거의 완전 고용상태에 있었으며 실업률도 영국의
전국 평균을 하회하고 있었다(Winkler, 2007).
이처럼 외형적으로 양호한 것처럼 보였던 셰필드의 철강업도 1960년대
에 이미 내적으로는 쇠퇴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주된 이유들로는 1967
년에 민영화된 British Steel Co.가 혁신이 덜 된 구식 장비와 기술을 사
용하고 있어서 낮은 효율성과 낮은 가동률을 보이고 있었고, 거기에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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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철강가격 통제와 석탄-석유 가격의 급등, 세계 철강시장의 경쟁 격화
등 환경적 요인들의 변화도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철강업
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유화된 철강업에 과잉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1974년과
1978년 두 번에 걸친 오일쇼크는 셰필드 철강업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되
었다. 그 결과 철강업은 전 세계적으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요구되고 있
었는데, 영국의 철강업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런 상태에서 1979년 신자유
주의적인 대처 정부의 등장은 철강업에서 심각한 구조조정과 고용조정을
예고하고 있었다.
1975년에 이미 British Steel Co.는 공장폐쇄, 생산량 감축, 생산성 개선
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었지만, 노조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었다. 그러
던 상황에서 1979년 대처 정부가 등장하자 사측은 임금인상률을 0～2%
로 억제하고 생산량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반발해
서 노동조합이 임금인상률 20%를 내걸고 전국적으로 10,000명 정도가
1980년 1월부터 3개월간 파업에 돌입하게 되었다. 파업은 임금인상률
16%합의와 함께 종료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 생산량 감축으로 고용이 불
안정해지기 시작했다. 결국 1988년에 민영화되었는데, 민영화와 함께 대
대적인 구조조정을 겪게 되었다.
탄광업도 철강업과 유사한 쇠퇴과정을 거쳐 왔다. 탄광업은 석유와 가
스의 사용 확대, 저가의 외국 수입품과의 경쟁 등으로 고전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대처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을 맞이하게 되었다. 철강업과 유사
한 시기인 1981년에 대처 정부의 일부 갱구폐쇄 방침이 발표되었는데, 그
때는 노동조합의 반발로 갱구폐쇄가 취소되었다. 그 이후에도 줄곧 일부
갱구의 폐쇄가 거론되다가 1984년 40개 광구의 폐쇄가 발표되었다. 그에
대응하여 노동조합이 1984년 영국 최대의 파업을 조직하였으나 그 파업
이 1985년 결국 노측의 패배로 끝나면서 많은 수의 갱구가 폐쇄되었으며,
1994년이 되면서 남은 탄광들도 민영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공교롭게
도 이 시기에는 영국도 가스와 바이오메스를 이용한 청정에너지 개발로
넘어가게 되면서 석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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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면서 영국 전역의 채굴량이 1986년의 1억 톤에서 1995년에 5천만 톤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셰필드 지역이 대표적인 곳 중 하나였다. 이처럼
급격한 생산량 감소는 탄광산업의 대량 고용감소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처럼 셰필드 산업의 쇠퇴가 대처 정부에 의한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
면서 촉발되고 있어서 1980년대 셰필드의 경제위기는 대처 정부에 의해
서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그 지역 전문가
의 인터뷰). 물론, 셰필드의 철강업과 탄광업의 쇠퇴는 그 이전에 이 산업
들이 필요한 혁신과 구조조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시장경쟁에서 뒤처졌다
는 주장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어쨌든 노사대립적 갈등 속에 추진된
구조조정과 고용조정의 범위와 깊이가 워낙 컸기 때문에 셰필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더구나 산업적인 측면에서 셰필드는
철강업과 탄광업 중심으로 특화되어 있었고 특화된 산업들이 쇠퇴하게
되면서 셰필드의 고용상황은 극단적인 악화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Crouch and Hill(2004)에 따르면, 셰필드는 제조업에서 1978년과 1981년
사이에 5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1981년 이후 6년 동안에는
추가적으로 2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그 결과 셰필드의 실업
률이 1978년 4.0%에서 1984년 15.5%까지 급등하였고, 동기간에 제조업의
고용 비중도 50%에서 24%로 축소되었다(Winkler, 2007).
이처럼 셰필드에 특화되었던 핵심적인 두 개의 산업에서 구조조정이
발생하였고 더구나 노사대립적인 방식으로 진행된 결과 실업자의 양적
규모뿐 아니라 고용상황의 악화가 1990년대 말까지 계속될 정도로 지속
성에서도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를 위해서 인터뷰를 한
전문가에 따르면, 철강업과 탄광업의 숙련이 다른 산업에서 숙련근로자
로 사용될 정도의 범용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해당 숙련 인력을 활용한
신규 산업의 개척이 매우 어려웠다. 동시에 쏟아져 나왔던 실업자들은 그
지역 내에서 오랜 기간 무직자로 남아 있어서 숙련이 유실되었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지역 내 고여 있는 숙련 풀이 형성되지 않는 문제도
발생하였다. 더구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했던 영국 최대의 노사갈등
은 셰필드에 대립적 노사문화의 오명을 남겨서 오랜 기간 동안 신규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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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무엇보다도 위기극복과 도시재건을
위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개입이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
서 이 지역의 고용위기가 사실상 방치됨으로써 회복의 동력을 상실한 점
이 고용위기의 장기화에 크게 작용하였는데, 이 점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제4절 제1기의 지역고용정책

셰필드의 고용위기는 산업의 쇠퇴에서 비롯되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고
용정책의 핵심도 일자리 창출에 있었다. 그 결과 셰필드의 지역고용정책
이 지역산업정책이나 지역경제정책과 맞물려 진행되었기 때문에 노동공
급 측 관리는 영국의 다른 지역들에서 보이는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그에 관한 자료들도 제한적이다. 동시에 본 연구의 취지가 지역
고용정책과 지역산업정책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역산업정책과의 연관성 속에서 셰필드의 지역고용정
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Kerslake and Taylor(2004)에 따르면, 1980년대 고용위기 이후 셰필드
의 지역고용정책은 크게 3단계를 거치고 있다. 제1단계는 1998년까지인데,
고용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막아보려고 노력하는 생
존기에 해당된다. 제2단계는 2000년대 중반까지의 시기인데, 일자리의 양
적 규모가 확대되면서 고용상황이 개선되어 가는 회복기에 해당된다. 제3
단계는 일자리의 질 제고를 전략적인 방향으로 설정한 2000년대 중반 이
후를 의미하는데, 2008년부터 몰아닥친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한파로 인해
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이런 사정들을 감안해서 본 장
에서는 셰필드의 지역고용정책을 1990년대 후반을 기준으로 해서 전기는
여기에서 다루고 그 이후의 지역고용정책은 다음 절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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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기 지역고용정책의 지배구조
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시각 차이와 정치적 갈등
지역고용정책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가는 이론적인 측면에서나 실
제적인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셰필드에서는 지방정부와 해당
지역에 위치하는 중앙정부의 기관들이 함께 지역고용정책에 관여하고 있
다. 그런데 1980년 이후의 고용위기에 대한 대응방식에 관해서 대처 수상
이 이끌었던 영국의 중앙정부와 셰필드의 지방정부 사이에 상당히 큰 시
각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다. 철강업과 탄광업의 구조조정을 주도했던 중
앙정부는 고용회복전략도 민간투자의 확대가 최선의 지역고용정책이라
는 판단 속에 시장․민간 중심의 지역고용정책을 중시하고 있었던 반면
에 지방정부는 지자체의 정책적 개입, 특히 지자체의 지출확대를 통해서
고용회복을 시도하려는 사회개혁적 관리주의(social reform managerialism)의 입장에 서 있었다. 이런 시각 차이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을 전면에 내걸었던 대처주의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었던 중앙정부와,
전통적으로 좌파 노동당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지방자치적 사회주의를
실천해오고 있었던 셰필드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정치적 견해 차이에 비
롯되고 있었는데, 그러한 시각 차이는 지역고용정책의 실행과정에서 정
치적․정책적 갈등으로 발전되고 있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당시 영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고용정책과 지
역경제정책에서 제한적인 역할만을 부여받았고 그 정책들을 펼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자율적 예산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지역고용정책을
위한 예산은 결국 중앙정부에 의존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태에
서 중앙정부는 시장 중심의 경제회복에 방점을 두고 있었고 더구나 지방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으로 고용회복을 위한 정책적 개입을 최소화하려
고 노력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대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적 권한을 제한하는 다음의 몇 가지 방안들을 시행하였다(Winkle, 2007).
첫째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증세에 상한을 씌움으로써(red-c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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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예산확보를 제한하였는데, 셰필드는 1985년부터
red-capping 조항이 적용되었다. 둘째로, 이중구조였던 도시지역의 지방
자치단체 중 광역단위의 지방자치단체를 해체함으로써 지방정부의 힘을
약화시켰는데, 셰필드를 포함했던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였던 South
Yorkshire Metropolitan County가 그 방침으로 인해서 1986년에 해체되
었다.
나. 지역 파트너십의 형성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앙정부는 도시재건정책에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 압력을 가하고 있었는데, 1986년대 중반에는 셰필드 지방자치단체
도 지역고용정책과 지역산업정책에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 민간
부문과의 파트너십 형성을 시도하였다. 그 첫 번째 작품이 1986년에 설립
된 셰필드 경제재건위원회(Sheffield Economic Regeneration Committee, SERC)였다. 셰필드 카운슬이 민간부문에 지역정책에 관한 통제권
을 완전히 부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셰필드 경제재건위원회
는 지자체로부터 독립적인 별도의 기구가 아니라 카운티 산하의 위원회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여기에 파트너로 참여한 기관들은 지역 상공회의
소, 노동조합, 광역 지자체, 대학 등이었다. 다국적 기업들과 미디어기업
들, 중앙정부 등은 지자체의 진의에 대한 불신 속에 그 위원회에 참여하
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셰필드 경제재건위원회는 지역 파트너십의 출발
점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하였지만, 아직 지역고용정책을 추진하
는 지역 파트너십으로서 완결된 내용과 형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셰필드 경제재건위원회는 옛 철강업 부지들의 재개발을 바라면서 이를
추진할 예산을 중앙정부에 요청하였는데, 중앙정부는 그 요청을 거부하
면서 도시개발공사의 설립을 역 제안하였다. 중앙정부의 통제에 대한 거
부감이 있었지만 지방정부도 그 제안을 수용하면서 지역재건사업 추진기
구로서 셰필드개발공사(Sheffield Development Corporation, SDC)가 설
립되기에 이르렀다. 중앙정부는 그 기관을 민간부문 중심의 전달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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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하였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 기관은 개별 창업가들과 사업가들이
지배하는 재개발모델이었다. 셰필드 지방정부의 참여도는 그 기관의 이
사회 3석을 확보하는 선에 머물러 있었다. 도시재건사업을 위한 중앙정부
의 예산은 경쟁 입찰을 통해서 도시개발공사들에 교부되었기 때문에 도
시재건사업들은 여전히 제한을 받고 있었다.
1991년에 집권한 메이어 정부가 지방자치 억제 정책을 완화하고, 경쟁
입찰 방식이기는 하지만 지방정부들에 재정지원을 발표하면서 중앙정부
와 셰필드 지방정부 사이의 관계가 종전보다 많이 우호적으로 개선되었
다. 이러한 상황 변화와 함께 셰필드 카운슬도 지역 파트너십의 형성에
대해서 전향적인 방향으로 입장을 변화시키게 되었다. 그 배경에는 중앙
정부뿐 아니라 또 하나의 기금원인 EU도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지역 파
트너십을 자금지원의 핵심 요건으로 설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셰필드 카운슬은 1992년에 City Liaison Group이라는 독립적인
지역 파트너십 기구를 세우게 되는데, 거기에는 지역개발기관, 고등교육
기관, 의료기관 등이 참여하게 된다. 이 기구는 중앙정부로부터 2개의 도
시재건사업 예산 경쟁 입찰을 따오는 데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이런 과
정들을 거치면서 셰필드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와 민간부문(특히 경영계)
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누그러뜨리고 그들을 파트너십의 한 축으로 받
아들이기 시작했다(Winkler, 2007).

2. 제1기의 일자리 창출 사업들
대처 정부의 시장주의적 관점 때문에 초기에는 셰필드 지방정부만이
고용위기에 대해서 개입하고 있었다. 1981년에 셰필드 지방정부는 고
용․경제개발부(Department of Employment and Economic Development)를 신설하고 지역의 문화미디어산업 개발전략 수립, 근로자 협동조
합의 설립, 지역기업들에 대한 지방정부의 조달 확대, 공공부문의 사업
확대 등을 추진했다(Crouch and Hill, 2004). 그중 문화미디어산업의 개발
전략은 이후 도심에 소규모 문화산업 사업체들의 사업공간이 된 문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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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지구(Cultural Industries Quarter)로 발전하였다(Dabinett, 2004). 이 시
기 이후 지방정부의 고용정책 중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공공부문의 사
업 확대를 통한 공공 일자리의 창출이었는데, 이를 통해서 1980년대 중반
까지 21,000개 정도의 공공 일자리를 만들었다(Winkle, 2007). 중앙정부로
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던 셰필드 지방정부는 고용위기에 대처할
예산이 부족했지만, 그 경제위기가 일시적이라는 판단에 근거해서 가용
예산을 모두 털어 넣었던 것이다(Strange, 1993; Winkler(2007)에서 재인
용). 그러나 지방정부의 가용 예산이 고갈되었던 1980년대 중반이 되면
그 위기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었다. 고용위기 초
기에 셰필드 지방정부는 성장산업들을 유치할 노하우도 없었고, 더구나
중앙정부와의 대립과 갈등적 노사관계 지역이라는 오명으로 신규 자본투
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셰필드 지방정부의 초기
대응은 그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중앙정부가 셰필드시의 도시재건사업에 개입한 것은 1988년부터인데,
그때 설립되었던 셰필드개발공사(SDC)가 중앙정부의 도시재건사업을 주
도하였다. 이 기관은 자신의 사업내용을 독립적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지역의 다른 도시정책들과 연계되어 있지 않았다. 그 기관이 추진했던 주
된 사업들로는 5천만 파운드의 예산으로 Lower Don Valley의 옛 철강공
장의 해체와 상업용 건물들, 컨퍼런스 및 음악회 공간들의 건설, 그 지역
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도로와 소규모 공항의 건설 등을 꼽을 수
있다(Winkle, 2007). 어쨌든 이 사업들은 셰필드 재건사업에 도움이 되었
고, 셰필드개발공사의 사업들은 제한적이나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
호 협력에 조그만 물꼬를 트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었다.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반에 셰필드 지방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
던 경제재건사업들은 세계학생스포츠대회(World Student Games)와 도
시 내 슈퍼트램의 건설이었다. 이 사업들은 앞서 언급했던 셰필드 경제재
건위원회 주도로 추진되었다. 먼저 셰필드 경제재건위원회는 스포츠와
레저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1988년 세계학
생스포츠대회의 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그 대회 유치에 성공하였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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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988년 중앙정부의 입법에 의해서 지방정부의 차입과 지출 권한이 제
약을 받았고 스포츠 중계권 거래와 기업후원금 모금에 실패하면서 그 대
회의 유치로 셰필드 지방정부는 1.8억 파운드의 채무를 안게 되었다. 메
이어 정부로 바뀐 뒤인 1990년대 초반에 셰필드 경제재건위원회는 도시
재건사업의 일환으로 도시 내에 트램건설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예산은
중앙정부로부터 2.33억 파운드, 민간부문으로부터 700만 파운드를 조달하
였다. 그럼에도 그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원래의 계획보다 축소되었고,
예상 승객수만큼 끌어들이지 못하면서 처음부터 손실을 보게 되었는데,
그 트램은 결국 1997년 상당한 적자 속에 한 민간버스회사에 매각되는 것
으로 끝나게 되었다.
1991년 메이어 총리의 집권 이후 셰필드의 지역고용정책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도시재건사업 참여를 억제
하는 정책을 수정하였고, 경쟁 입찰의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들에 지역
재건사업예산(대표적으로 City Challenge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향으
로 선회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메이어 정부의 지역예산지원은 지역 파
트너십 형성을 요건으로 내세우고 있었는데, 그것이 셰필드의 지역고용
정책 지배구조와 전달체계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되었다. 앞에서 살
펴본 것처럼 1990년대에는 셰필드 지방정부도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지역
파트너십 형성에 이전부더 훨씬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는데, 거
기에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EU도 예산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지역 파트너
십 형성을 중요한 요건으로 삼고 있었던 점이 크게 작용하였다.23) 그리고
지역의 심각하게 높은 실업률, 1980년대 말부터 시작했던 세계학생스포
츠대회와 트램 사업의 실패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등도 셰필드
지방정부가 지역 파트너십을 수용하게 된 중요한 배경들이었다. 어쨌든
1992년 두 번째 지역 파트너십 기구였던 City Liaison Group의 형성과 함
께 경쟁 입찰을 통해서 중앙정부로부터 2개의 재건예산 프로그램 예산을
23) EU는 1994년 단일재건예산(Single Regeneration Budget)을 책정하였는데, 그것
의 수혜를 위한 핵심 요건으로 공공기관, 민간기관, 비영리기관 등 여러 기관 사
이의 지역 파트너십을 설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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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와 EU로부터의 예산 지원
을 바탕으로 셰필드 카운슬은 고품질의 사무공간 부족을 해소하여 지역
경제개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도심부 재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
었다. 이처럼 지역 파트너십을 통해서 중앙정부와 EU로부터 예산을 받을
수 있게 되자 그것은 역으로 지역 파트너십에 대한 셰필드 지방정부의 우
호적인 태도를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되었다.

제5절 제2기의 지역고용정책

1. 제2기 지역고용정책의 지배구조와 전달체계
영국의 지역고용정책과 지역경제정책의 지배구조와 전달체계가 중앙
정부의 지역개발정책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신노동당 정부
와 보수연합 정부 시절의 지역고용정책 지배구조와 전달체계들로 구분해
서 살펴보고자 한다. 두 정부 사이에 지역고용전략에 일정한 차이가 있지
만, 두 정부 모두 지역 파트너십을 지역고용사업의 주도체로서 존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었다는 사실을 먼저 얘기하면서 그에 관한 논의
를 시작하고자 한다.
가. 신노동당 정부 시절의 지역고용정책 지배구조와 전달체계
1997년 블레어 신노동당 정부의 등장과 함께 셰필드의 지역고용정책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블레어 정부는 그 이전의 보수당 정부와 같이 예산
의 중앙적 통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전의 보수당 정부들과 달리 빈곤
지역의 개발을 위한 여러 지역기반 정책들을 입안하고 지역의 문제점 해
결을 위한 지역사회의 정책적 개입을 중시하였다. 그 맥락에서 신노동당
정부는 지방정부에 교부되는 지역개발예산을 대폭 늘리게 되었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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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셰필드와 같은 고용위기지역에 지역고용정책의 실행 여지를 넓혀주
었다. 지역별 예산의 배분은 이전과 같이 경쟁 입찰에 근거하고 있었으며,
지방정부에 배분된 중앙정부의 예산을 지방정부가 자의적으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예산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고 있었으며, 이전 보수당정부들과
같이 지역개발정책의 지배구조로서 지역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블레어 집권 이후 지역 단위에서 중앙정부의 사업을 시행하는 전달체
계에 일정한 변화가 발생했는데, 대표적으로 광역단위의 개발기구 복원
을 들 수 있다. 블레어 정부는 대처 정부에 의해 폐지된 광역 지방정부를
복원시키지는 않았지만, 그것 대신 중앙정부 소속인 광역개발기구
(Regional Development Agency)를 신설하고 해당 광역지역의 지역경제
개발정책을 주관하도록 하였다. 참고로, 셰필드가 속한 광역단위인
Yorkshire and the Humber Region의 RDA는 Yorkshire Forward였다.
그와 동시에 블레어 정부는 도시재건기관으로서 도시재건회사(Urban
Regeneration Company, URC)를 세웠는데, 셰필드에서는 Sheffield One
이 그 맥락에서 설립되었다.24) 그것은 대처 정부에 의해 설립되었던 셰필
드개발공사(SDC)의 후계기관이지만, 지방정부와의 파트너십 관계 속에
서 있었다는 점에서 SDC와 차이가 있다. Sheffield One은 지방정부와 광
역개발기구(RDA)인 Yorkshire Forward의 주도 아래 설치되었는데, 그
결과 그 회사의 이사회 구성에서 셰필드 지방정부, 광역개발기구(RDA)
인 Yorkshire Forward, 잉글랜드 지역 전체의 경제개발을 담당하는 기구
인 English Partnerships 등 3개 기관의 대표들이 핵심적 파트너로 참여
하고 있었다. 그 밖에 경제학자, 도시설계사, 경영계, 교통전문가, 고용주
들, 비영리기관 대표들 등 민간 전문가들도 자문그룹으로 참여하고 있었
다. Sheffield One 외에 셰필드의 홍보와 자본투자 유치를 담당했던 기관
으로서 Sheffield First for Investment, 셰필드의 지식기반 산업의 개발을
위해 ‘Knowledge Starts in South Yorkshire’ Project 등도 지방정부와 광
역개발기구의 협력 속에서 설치되었다. 2007년에 이들 3개 기관의 역할과
24) 전국적으로 도시개발회사는 3개가 세워졌는데, 그중의 하나가 Sheffield One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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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들은 Creative Sheffield라는 신설 기구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
로 셰필드의 도시 인프라 구축과 도시재건사업, 경제개발사업 자본투자
유치, 도시 홍보와 마케팅 등은 Creative Sheffield에서 종합적으로 운영
되고 있고, 셰필드의 경제개발계획도 이 기관에 의해서 작성되었다.
Creative Sheffield도 셰필드 지방정부와 광역개발기구였던 Yorkshire
Forward의 예산으로 설립되었고, 이사회는 두 정부기관 외에 다른 공공
부문과 다양한 민간부문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경제개발기구 외에 학습숙련위원회(Learning and Skills Councils)
등과 같은 여러 종류의 중앙정부 업무 대행기관들을 설치해서 해당 지역
에 중앙정부의 사업들을 집행하게 하였다. 이 기관들도 지방정부와 독립
적인 기구들이기 때문에 이전의 보수당 정부 시절과 유사한 지역개발사
업 패턴이지만, 이전보다는 지역개발사업에 훨씬 더 많은 개입을 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와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셰필드가 지역고용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독자적인 예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EU의 지원을 받아야 했는데, 블레어 정부가
지방정부의 지역고용정책과 지역경제정책에 대한 예산 지원에 더 전향적
인 태도를 보였고 EU도 빈곤지역에 대한 지원의 폭을 넓혀가고 있었기
때문에 셰필드도 그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게 되었
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앙정부나 EU의 예산지원은 종전과 같이 경쟁
입찰 방식에 근거하고 있었고 그 지원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효과적인
지역 파트너십의 구축이었기 때문에 셰필드도 지역 파트너십의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런 상황적 변화와 함께 1997년 셰필드 지방정부의 집
행위원장(Chief Executive)으로 Kerslake가 임명되었는데25), 그의 효과적
이고 파트너십 지향적인 리더십 덕분에 셰필드가 탄탄한 지역 파트너십
구축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경제재건사업과 지역고용정책을 수행할 수 있
게 되었다.
25) 카운슬의 집행위원장은 카운슬 의원들(councillors)에 의해 임명되는데, 카운슬과
직원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Winkle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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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시 신설되었던 셰필드의 지역 파트너십 기구는 Sheffield First
Partnership Board였다. 이 기구는 이전의 지역 파트너십 기구였던 City
Liaison Group을 승계한 것이지만 훨씬 더 포괄적인 형태로 발전되어 있
었다. 이 보드는 셰필드 지방정부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었는
데, 거기에는 지방정부, 광역개발기구, 공공부문, 경영계, 고용주, 노동조
합, 비영리기관, 그 밖의 민간기관 등이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었다. 이 보
드는 중충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었는데, 지역 내의 전략적인 사안들을 다
루는 상위의 파트너십과 그 산하에 특별 안건을 다루는 하위 파트너십 위
원회들을 두고 있다. 이 보드의 주된 역할은 매 3년마다 공개적인 협의를
통해서 지역경제정책이나 지역고용정책들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나 EU로
부터 지원받은 예산에 근거한 지역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있었다. 예산은
개별 기관별로 받는 것이 아니고 지역 파트너십 기구를 통해서 단일 예산
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기구가 사실상 지역경제정책과 고용정책의 주도
체로서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중앙정부의 사업이 지역에서 전달될 때 각
대행기관 사이의 조율되지 않은 사업추진이 지역개발사업의 효과성을 떨
어뜨릴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지역 파트너십 기구가 각 사업 간 조율과
협력을 통해서 지역개발사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높이고자 하였던 것이
다. 셰필드의 지역 파트너십 모형은 그 효과성에 대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아서 2002년에 블레어 정부는 셰필드 지역 파트너십 모형
을 근간으로 해서 다른 지역들에 Local Strategic Partnerships(LSP)라는
지역 파트너십 기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그에 따라서 Sheffield
First Partnership은 셰필드의 Local Strategic Partnerships로서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나. 보수연합 정부의 지역고용정책 지배구조와 전달체계
2010년 보수당과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s)의 중도우파연합정부
인 캐머런 정부의 등장으로 지역고용정책의 지배구조와 전달체계에 일정
한 변화가 나타났다. 주된 변화는 광역단위 기구들에서 발생했는데,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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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광역개발기구(Regional Development Agency)가 Local Enterprise Partnership(LEP)로 대체되었다. LEP는 정부의 예산지원이나 압력
없이 해당 지역의 민간부문(특히 경영계 대표들)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설
립되도록 하였고, 거기에 지방정부들이 참여하여 민간부문과 지방정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그 결과 이사회도 경영
계 대표가 다수를 차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는데, 셰필드의 광역단위인
Sheffield City Region의 LEP 이사회도 10명의 경영계 대표와 9명의 지방
정부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다. LEP는 이전의 광역개발기구(RDA)가 담당
했던 기능과 역할들을 대부분 이어받았으며,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의 전
제 조건으로서 지역발전계획 수립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광역단위의 경제
개발계획이 여기에서 수립되었다. 이 시기에도 정부의 지역개발예산은 경
쟁 입찰을 통해서 할당되었다. 이런 점에서 LEP는 기존의 기초단위에서
활성화되었던 지역 파트너십을 광역 단위까지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한 가지 큰 변화는 광역단위 또는 광대역단위에서 지방정부의 설립
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신노동당 정부가 집권하고 있었던
2009년에 통과된 지역 민주주의 및 경제개발․건설법(Local Democracy,
Economic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Act 2009)에 기초를 두고 있는
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지방 대도시들의 로비에 의한 것으로서 보수연합
정부가 그것을 수용한 것이다. 이 법에 의해서 기존에 광역단위 자치정부
가 가능했던 런던 지역 외의 다른 잉글랜드 지역에서도 기초단위의 지방
정부들이 자율적으로 광역단위의 지방자치정부를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광역 지방정부가 세워지는 광역의 범위는 교통, 경제개발
과 재건 등을 감안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광역 지방정부
의 범위는 이전의 광역 단위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참여
하는 지방정부들이 어느 정도의 범위에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되게 된다.
이때 설립된 지방정부를 Combined Authority라고 하는데, 그에 따른 최
초의 광역 지방정부는 2011년에 설립되었던 맨체스터 광역 지방정부
(Greater Manchester Combined Authority)이고, 두 번째로 설립된 광역
지방정부가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셰필드 광역정부이다(Sheffield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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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Combined Authority). 셰필드 광역정부는 기존의 South Yorkshire 지역의 4개 지방정부와 다른 지역의 4개 지방정부 등 8개 지방정부
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8개 지방정부는 광역 지방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서 2012년부터 이미 8개 지자체 지도자들의 집행위원회(Leader’s
Executive Board for Sheffield City Region)를 구성하였고, 그것을 바탕
으로 2014년에 광역 지방정부를 수립하게 되었으며, 2017년경에는 광역
지방정부의 시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광역 지방정부의 관할 범위는 해당
지역의 교통체계, 지역 인프라 개발, 경제개발,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개
발 등인데,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한 자치권이 부여되고 있다. 셰필드도시
권(Sheffield City Region) 광역정부는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중앙정부와 자치권 협약을 맺었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광역단위의 재개
발과 인프라 구축, 경제성장정책의 실행을 위해서 중앙정부로부터의 예
산 지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향후 30년 동안에 걸쳐 9억 파운드의 예산에
대한 권한을 이양받게 되었다. 그 예산들의 지원을 통해서 셰필드도시권
지방정부는 셰필드-로더햄 지역의 Advanced Manufacturing Innovation
District, 돈캐스터 지역의 고속철 대학(National College for High Speed
Rail)과 새로운 테크놀로지개발기관, 반슬리 지역의 도심 개발계획, 광역
전 범위에 해당되는 Enterprise Zones(2011년에 설립되어 있었는데, 아래
에서 논의될 예정임) 확대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그리고 광역 지방정부
는 교통개발사업을 위해서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권한과 관
할 지방정부들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러한 광역
단위 지방정부는 앞에서 언급했던 광역단위 민간-공공 파트너십기구인
LEP와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하면서 광역 단위의 지역고용정책에 참여할
전망이다.
지역고용정책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지역 고용서비스의 전
달체계 변화이다. 기존의 잡센터플러스는 공공기관에서 중앙정부의 소속
기구로 복귀시키고,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는 민간고용서비스기관
에 위탁을 주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종전에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던 취업지원 프로그램들을 근로프로그램(Work Programme)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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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단순화시켰는데, 이것도 2015년 말부터 근로 및 건강 프로그램
(Work and Health Programme)으로 바뀌고 있다. 중앙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지역 단위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들은 본 연구의 범위로부
터 벗어나 있고, 또 다른 보고서들에서 이미 많이 소개되었기 때문에 여
기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상술하지 않기로 한다.

2. 제2기의 지역경제 재건사업들
가. 2000년대 중반까지의 지역경제정책
셰필드의 지역재건정책이 본격화된 1990년대 후반 이후의 시기에 영국
의 지역경제정책의 주된 책임자는 지방정부가 아니라 광역개발기구
(RDA)였기 때문에 셰필드의 지역경제정책은 Yorkshire Forward의 권한
아래 있었다. 그러나 지역경제정책도 광역개발기구와 지방정부, 그리고
다른 공공기관과 민간기관들이 참여하는 지역 파트너십을 통해서 전달되
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역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재건사업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도시재건사업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시기의 셰필드 도시개발기구는 2001년 설립된
Sheffield One이었는데, 그것의 핵심적인 사업목표는 도심부로의 접근성
제고, 도심부에 질 높은 공공장소 확대와 학습․문화․여가․생활 공간
으로의 재창출, 도심부의 경제적 역할 제고 등이었다. 그것을 위해서
Sheffield One은 셰필드 지방정부와의 협력 아래 도심부의 7개 지구에 대
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즉, 평화공원(Peace Gardens)과 밀레니엄
갤러리(Millenium Galleries) 등을 포함하는 공공지구, 소매점 환경 개선
을 포함한 소매상지구, 철도역 인근의 외관과 접근성 개선, 문화와 컨퍼
런스 공간으로서 시청과 바커스 풀(Barkers Pool) 지구, 도시의 역사관문
인 성문(Castle Gate)지구, 사용자 친화적인 대중교통과 자가용 교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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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Sheffield Hallam University에 새로운 e-campus 창출 등이 그것들
이었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에서 출발했지만, 그 사업 예산
의 70%를 민간부문에서 조달했고, 나머지 부분은 EU의 빈곤지역 지원예
산 프로그램인 Objective 1 Programme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동시에
이전의 공장지대였던 Lower Don Valley를 상업지구와 거주지구로 전환
하는 재건사업을 꾸준하게 벌여왔다. 이러한 재건사업들을 통해서 셰필
드의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게 되었고(Winkler(2007)에 따르면 2006년에만
9.4%로 올랐다고 함), 그것이 또 민간투자 회복의 실마리로 이어지면서
선순환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경제회복의 긍정적인 신호였다.
셰필드가 도시재건사업으로 역점을 둔 또 한 가지 사업은 빈곤지역 재
개발사업이었다. 셰필드는 고용위기 후 빈곤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는데, 당시 가구의 30% 정도가 소득 1분위에 해당되고 1/4 이상이
정부로부터 소득지원(income support)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Winkler,
2007). 이들 빈곤가구가 집중되어 있는 구역의 재건사업은 토니 블레어
정부의 역점 지역사업이기도 했는데, 그에 발맞추어서 셰필드 지방정부
와 지역 파트너십 기구인 Sheffield First Partnership Board가 2004년부
터 셰필드 내 빈곤지구의 재개발을 위한 격차줄이기사업(‘Closing the
Gap’)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Sheffield City Council, 2004). Sheffield
First Partnership Board는 그 사업 관련 활동들의 조율과 전달체계의 단
순화를 위해서 산하에 Successful Neighbourhoods Partnership을 설치하
였다. 그런 다음 그 도시를 12개 구역으로 구분하고 해당 구역 주민들의
참여기제로서 구역패널(Area Panel)을 신설하였다. 구역패널은 해당 구
역 카운슬러와 공동체의 대표들로 구성되었는데, 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의 방향을 개선하는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가령, 셰필드는 이
러한 사업을 통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을 가지고 9개 구역에
걸쳐 각 구역당 1만 가구에 대해 노후화된 주택을 멸실시키거나 개량하
였다. 빈곤지역 재개발사업은 빈곤구역의 범죄율 하락과 학력 향상 등으
로 이어져서 빈곤지역과 다른 구역의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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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산업의 육성
지역경제정책은 인간의 의지로서 모든 것을 극복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경쟁우위 요인을 찾아내서 그것을 적극
활용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셰필드의 경우에는 그런 경쟁우위 요
인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철강업과 탄광업의 운영 경험과 역량들을 활용
하는 산업들을 찾기가 쉽지 않았고, 관광업이나 무역업 등을 육성하기에
도 적합한 자원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상대적인 이점을 활용하는 데서 셰필드의 새로운 산업의 육성이 출발되
었다는 사실은 바꿀 수 없는 진리이다.
이처럼 셰필드는 철강업과 탄광업의 쇠퇴 이후 대안적인 성장산업들을
찾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나마 일찍부터 탐색되었던 신산업분야 중 하나
가 문화산업이었다. 1980년대 초반부터 관심을 받기 시작했던 문화산업
의 육성을 위해서 셰필드 지방정부가 도심과 그 주변지역을 문화산업지
구(Cultural Industries Quarter)로 지정하였다. 문화산업지구의 사업 취지
는 문화정책과 관행들에 조율된 접근법을 유지, 협력과 창조를 향한 상업
적 가치의 향상, 문화적 유산의 가치 실현, 공공영역에 착근되어 있는 가
치의 재구조화와 창출 등 네 가지였다. 문화산업 육성의 토대는 셰필드의
전통산업이었던 금속제품의 숙련 기술자들에 있었다. Little Mesters로
불리는 이들 금속공예가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다수가 쇠퇴의 길로
들어섰고 남은 사람들도 대부분 자영업자나 영세기업으로 존속해왔는데,
그들을 되살리는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문화산업지구는 전통적인 이들
금속공예 산업 외에 셰필드에서 나름대로 축적되어 왔던 영화, TV, 비디
오, 라디오, 뉴미디어 디자인, 대중음악 관련 산업들을 육성하였고, 동시
에 밀레니엄 갤러리(Millenium Galleries)나 사이트 갤러리(Site Gallery)
와 같은 공연공간과 문화적 관광거리, Lovebytes New Media Festival과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등 다양한 축제들과 볼거리 등
도 제공하였다. 이전에는 문화산업지구를 위한 건축물이 여러 민간회사
들에 의해서 산발적으로 개발되었지만 2000년 즈음에는 민간부문의 자본
투자가 증가하게 되면서 문화산업지구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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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계획이 수립되고 문화산업지구를 담당하는 기관(Cultural Industries
Quarter Agency)도 설립되었다. 문화산업지구는 Yorkshire Art Space
Society를 설립하여 지역의 미술가들에게 저렴하고 위치 좋은 스튜디오
공간과 지원서비스들을 제공하였고, 영화인들과 음악인들을 위한 Red
Tape Studio들을 설립하였다. 이러한 사업들은 예술인들을 끌어 모으고
그들의 공동체를 만드는 데 일조하였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육성된
셰필드의 문화산업은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를 받았다. 2000년 즈음에는
약 3,000개의 사업체와 1.7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는데, 문화산업
지구만으로도 300개 이상의 사업체와 3,0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한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Dabinett, 2004).
그럼에도 불구하고, 셰필드의 문화산업과 문화산업지구는 자영업자나
영세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외부로부터 유치된 자본투자도 제한적이
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들은 다른 문화업체들
의 하청회사인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 공급사슬은 다른 대도시들의 대규
모 미디어 회사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기 때문에 셰필드의 문화산업은
불안정한 위치에 있었다. 문화산업이 전국적․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사회적 네트워크, 상업적 요소들은 쉽게 복제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셰필드의 문화산업들이 전국적인 산업으로
도약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서 2000년대
중반 셰필드의 문화산업들은 정체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Dabinett, 2004).
3) 지식기반산업의 인프라 조성
고용위기 이후 셰필드의 산업은 영세기업과 저성장산업 중심으로 명맥
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태에서 셰필드의 지역산업정책에서 주목
을 받았던 것은 Sheffield University와 Sheffield Hallam University 등
두 개의 대학교가 가지고 있었던 과학기술 역량이었다. 그 과학기술 역량
을 활용해서 창조․디지털산업, 하이테크 제조업, 바이오산업, 환경산업
등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저성장부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60

고용위기 지역의 지역고용전략 해외사례연구

것이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역산업정책의 주된 방향이 되었다. 이 맥락에
서 셰필드의 신성장산업으로서 철강제조 경험을 살릴 수 있는 하이테크
제조업, 주방기구 등을 생산했던 기계산업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의료기
기 제조업, 도심의 문화산업과 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
옛 공장부지를 재개발하여 조성한 스포츠 인프라와 연계된 스포츠과학․
기술 등이 주목을 받고 있었다. 이 시기에는 그런 산업들의 육성을 위한
지역개발전략 수립과 인프라 조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시기에 펼쳤던 지역산업육성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1) 하이테크 제조업 단지(Advanced Manufacturing Park)
지역개발기구였던 Yorkshire Forward 주도로 개발된 하이테크 제조기술
개발 산업단지였다. 그 사업 예산은 EU의 지역개발프로그램인 Objective
1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받은 기금에 기초하였다. 이 산업단지는 셰필드에
서 철강업과 탄광업의 쇠퇴 이후 과거의 철강․금속제조 등의 경험에 바
탕을 두고 있는 재료 개발역량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재료 기술개발 조직
들을 한 곳에 모아 산업클러스터를 만들자는 의도에서 시작하였다. 그 직
접적 계기는 2004년 Sheffield University와 보잉사가 공동으로 운영했던
Advanced Manufacturing Research Centre(AMRC)를 이곳으로 옮긴 것
이었다. 그것을 계기로 이후 셰필드 지역의 제조기술개발 클러스터가 형
성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다.
(2) E-campus
E-campus는 도심부에 e-business 클러스터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
었는데, 광역개발기구(RDA)의 기금을 활용한 프로젝트였다. 그것은 향후
창의․디지털기술의 개발로 발전시킬 전망이었지만, 닷컴산업들의 버블
붕괴로 사업이 축소되었다. 그와 유사하게 디지털, IT, 소프트웨어, 멀티
미디어 등을 위한 기술창업의 인큐베이터로서 Science Park가 설립되었
지만, Sheffield Hallam University 연구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수준
이상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제3장 영국의 셰필드 사례

61

(3) ‘The Knowledge Starts in South Yorkshire’ Programme
이 사업은 대학과 연계해서 지식기반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02년에 광역개발기구(RDA)의 프로젝트로 출범했다. 이 사업의 운영
결과 2005년까지 분산된 회사 31개의 설립과 1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
출하였다.
4) 외부 자본투자의 유치 노력
셰필드 지방정부는 지역산업정책의 초점을 대기업의 유치보다 지역의
중소기업 육성에 두고 있었지만, 저숙련 근로자들을 위한 대규모 일자리
제공자로서 대기업의 투자유치도 무시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것을 위해
서 셰필드 지방정부는 2001년 자신의 홍보와 외부 자본의 유치를 위한 기
관으로서 Sheffield First for Investment를 설립했다. 이 기관은 셰필드
지방정부에 의해서 설립되었지만, 지방정부로부터 완전히 예속되지는 않
았다. 참고로, 이 기관의 설립 기금은 셰필드 지방정부와 EU의 Objective
1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받은 것이었다. 특히 Objective 1 프로그램 예산
은 이 기관으로 하여금 신규 투자에 대해서 연구개발 비용, 자본프로젝트,
고용․훈련비용 등에 대해서 비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EU
전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지원이 허용되었다. 이러한 사업들의 추진 결
과 이 기관이 외부투자 유치를 8배까지 증가시켰는데, 대표적인 투자유치
사례는 Polester의 유치였다.
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역경제정책
2000년대 전반기의 지역재건사업들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면서 2000년
대 중반 셰필드는 영국에서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변모
하였다(Winkle, 2007). 그럼에도 불구하고 셰필드의 제조업은 국제경쟁에
직면해서 계속 쇠퇴하고 있었고, 그 대신 중소기업 중심의 서비스산업이
확장되고 있어서 경제의 서비스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막지는 못하
고 있었다. 가령, 1995년과 2006년을 비교해보면, 제조업 일자리는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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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약 24%) 감소하였고, 서비스업 일자리는 58,000개(약 41%) 증가하였
다. 그 결과 1995년에는 제조업 일자리가 19.8%, 서비스산업 일자리가
75.7%였는데, 2006년에는 각각 12%와 82.8%로 그 구성이 변화하고 있었
다. 이런 구성적 변화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고 안정적인 제조업 일자리
가 저임금의 불완전 고용으로 대체되고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 그 결과
셰필드 지역의 1인당 부가가치(GVA)는 2004년에 15.4천 파운드로서 영
국의 다른 지역들보다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이런 사정들이 2000년
대 중반 이후 셰필드의 지역경제정책과 지역고용정책의 기본 방향을 지
역의 소득과 일자리 질의 제고로 결정했던 기본적인 배경이었다. 즉, 그
동안의 사업들에 의해서 양적인 측면에서는 고용이 많은 개선이 있었지
만 질적인 측면에서 취약한 경제와 일자리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2000
년대 중반 이후 제2기의 경제개발․고용 전략의 기본 방향이 되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셰필드의 지역경제정책의 기본 문제의식은 도시개
발기관으로 설립되었던 Creative Sheffield에 의해서 2008년 작성된 경제
개발계획(Economic Masterplan)에 잘 드러나 있다. 여기에서는 셰필드
지역의 약점으로서 낮은 생산성, 고부가가치 산업의 부족, 창업 문화의
부족, 경제배후지의 취약성, 저조한 경제활동 참가율과 다수의 무직자, 낮
은 임금수준, 제한된 경제․비즈니스 인프라, 열악한 도시 이미지 등을
들고, 강점으로 혁신과 산업도시의 전통, 지방정부의 리더십, 엔지니어링
과 창의․디지털산업, 환경기술, 보건의료 기술 등 틈새산업의 발전, 금융
과 사업서비스업의 확대, 도시 생활공간의 개선, 도심의 재건과 투자 매
력지화, 두 개의 뛰어난 대학, 강력한 공공부문 일자리 등을 강점으로 꼽
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지역경제정책의 전략 목표로 1) 도심의
사업과 지식센터로의 전환 2) 투자의 활성화 3) 생산성 제고 4) 미래를 위
한 인적자원개발 5) 대학 경쟁력의 제고와 활용 6) 셰필드의 이미지 개선
7) 경제성장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균형 확보 8) 제2의 경제성장지로 발
돋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을 위해서 고부가가치산업의 확대, 전 산
업에 걸친 노동생산성의 제고, 하이테크 엔지니어링 및 재료업, 창의․디
지털산업 등 생산성 높은 일부 제조업 부문의 지원과 확대, 금융업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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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서비스업의 확대 가속화, 고등교육/공공서비스/의료업 등의 확대, 소매
업으로 대표되는 여가산업의 증대 등에 역점을 두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
제체질의 변화를 위해서 인적자원개발과 장기 무직자 문제의 해결 등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고용전략의 핵심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상의 지역경제전략은 기본적으로 2000년대 중반까지 지역경제개발
의 맥락에 서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기존의 경제개발사업들 중에서 고
부가가치산업과 노동생산성 제고 등에 초점을 두고자 한 점이 눈에 띈다.
그중에서도 특히 하이텍 제조업의 확대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그것
은 앞서 언급되었던 Advanced Manufacturing Park는 중심으로 전개되
었다. 이 시기에는 Advanced Manufacturing Park는 그 설립계기가 되었
던 셰필드대학과 보잉사의 Advanced Manufacturing Research Centre
(AMRC) 외에도 World Centre for Materials Joining Technology,
Castings Technology International 등이 그 산업단지에 입주하였고, 더
욱 최근에는 Nuclear Advanced Manufacturing Research Centre(Nuclear
AMRC), Energy Technology Centre와 AMRC의 미래의 공장(Factory of
the Future) 등도 들어섰다. 나아가 2014년에는 셰필드대학이 보잉사와
함께 공동 운영하는 AMRC가 Sheffield Business Park 부지를 확보하기
로 합의하게 되면서 Sheffield Business Park를 설립하기 시작했으며, 그
두 산업단지들을 묶어서 Advanced Manufacturing Innovation District를
개발했다. 현재 이 단지들에는 Rolls Royce, Casting Technology
Inernationa, Carbolite Ltd, Sandvik Coromant, Bromley Technologies,
Nikken Kodskusho Europe Limted, Fripp Design and Research, Xeros,
Aloca, Tata, Outokumpa, Forgemastes 등 많은 제조업 및 관련 회사들이
입주해 있으며, 항공, 자동차, 환경․에너지, 석유가스, 무기, 건설 등의
정밀산업들에 응용되는 재료 및 구조의 연구개발 역량들을 구축해가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이 산업 클러스터가 셰필드의 지식기반산업화와 일
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시기에 또 한 가지 주목할 사업은 2012년의 산업지구(Enterprise

64

고용위기 지역의 지역고용전략 해외사례연구

Zone) 설립이다. 산업지구는 Local Enterprise Partnership에서 추진한 사
업이었다. 산업지구는 거기에 새로 입주하는 기업들이 지방세의 일종인
사업세(Business Rate) 감면 혜택(5년에 걸쳐 매년 5.5만 파운드까지 감
면)과 확장된 자본수당(Enhanced Capital Allowances; 법인세로부터 공
제됨)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셰필드의 산업지구는 2011년 중앙정부로부터 승인되었는
데, 사업세(Business Rate)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구와 확장된 자본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구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산업지구는 최소한 25년
동안의 사업세 증가분을 그 지역 LEP의 우선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 지
역에 유보해둘 수 있다. 산업지구의 구축으로 2014년까지 18개 회사를 유
치해서 345개의 일자리를 만들었고, 그 이후에도 300개 기업의 입주가 약
정되어 있었다(Sheffield City Region, 2014).

3. 제2기의 지역고용정책
가. 2000년대 중반까지의 지역고용정책
셰필드의 고용위기가 주된 산업이었던 철강업의 쇠퇴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고용위기의 해법도 산업의 회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었고, 그런
점에서 셰필드의 고용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도 지역경제정책에 모아질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점에서 지역고용정책은 지역경제정책의 일부로서 설
정될 수밖에 없었고, 지역정책역량의 많은 부분을 지역경제회생에 투입
할 수밖에 없었다.
어쨌든 이 시기의 도시재건사업과 지역경제정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일정하게 성공하고 있었음은 당시의 고용 통계에서 확인되고 있다. 우
선 일자리 총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1995년과 2005년 사이에
213,000개에서 256,000개로 43,000개 정도 증가하고 있다(Winkler, 2007).
일자리가 증가한 산업분야는 테크놀로지, 소매업, 비즈니스서비스업 등이
었고 은행과 보험업 등 금융 분야도 증가추세에 있었다. 제조업 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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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는 여전히 감소 추세에 있었지만, 서비스업 분야의 일자리가 제조
업 분야의 일자리 감소를 상쇄하고 남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었다. 그 결
과 2000년대 중반이 되면 셰필드의 구직수당 수급자가 영국 전체 평균에
근접할 정도로 고용상황이 개선되었다.
이처럼 셰필드가 이 시기의 일자리 해법으로서 지역경제정책에 집중하
고 있었지만, 지역고용정책의 고유한 영역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여전히
많은 실업자들에 대한 일자리 제공, 근로불능급여를 받고 있는 취약계층
에 대한 취업지원사업 등 노동공급 측을 관리할 필요성이 남아 있었기 때
문이다. 중앙정부 산하였던 잡센터플러스를 통해 취약계층과 실업자들에
대한 구직수당이나 근로불능급여의 지급, 그리고 잡센터플러스의 취업지
원사업이 이루어졌겠지만, 중앙정부의 고용정책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
어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방정부나 지역 파트너십기관들이 전달했
던 지역 차원의 취업지원사업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이 시기에 발견되는 지역 차원의 취업지원사업 중 하나가 고용주와 구
직자를 연결해주는 JobMatch이다. 그것은 2001년 Sheffield First for
Investment의 주도로 설립되었는데, 그것은 기업과 구직자 사이의 일자
리 중개 기능을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의 구직자들에게 직무 훈
련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발견되는 또 하나의 일자리사업은 지
역에 기반을 둔 인력모집기관인 Jobnet의 설립이다. 이 기관은 저소득층
을 대상으로 고용주들과의 일자리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
추고 있다. 이것은 EU의 Objective 1 프로그램으로부터 받은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설립되었는데, 지방정부와 광역개발기구인 Yorkshire Forward
로부터도 추가적인 예산 지원을 받았다.
이 시기의 셰필드에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지역고용정책은 공공건설사
업 일자리에 대해서는 셰필드 시민들에게 고용 우선권을 주었다는 점이
다. 이것은 Construct Jobmatch 프로젝트라 불리는데, 그 사업을 위해서
지방정부의 고용부가 Sheffield One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지역인프
라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이 사업을 통해서 빈곤지역의 실직자들을 중심으로 훈련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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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들에게 지역인프라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의 일자리를 주
선해주었다.
나. 2000년대 중반 이후의 지역고용정책
2000년대에 들어선 이후 지역고용상황이 일자리의 수와 실업률 등 양
적인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었지만, 몇 가지 점에서는 문제
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우선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영국 전체 평균과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었고, 일자리의 상당 부분이 공공부문에서 창출
되고 있었으며(공공부문 일자리가 2006년에 30%를 넘어서고 있음), 무엇
보다 낮은 임금수준과 불안정한 고용 등 일자리의 질적 측면이 열악한 상
태에 있었다. 높은 비중의 비경제활동인구와 낮은 숙련은 셰필드 경제개
발의 주된 장애물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경제정책의 효
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새로운 고부가가치산업의 재건에 필요한 숙련을
가진 인적자원을 적정하게 공급해주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이런 문제
의식을 배경으로 해서 셰필드는 지역고용정책의 주된 사업으로서 새로운
산업에 적합한 숙련 인력을 개발하는 사업과 실업자와 장기 무직자 등을
일자리로 복귀시키는 사업 등을 추진했다.
1)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사업
이 시기의 취업지원사업들로는 Progress Together, Future Job fund,
Opportunity Sheffield, Area Based Grant Funded Activity 등이 있다. 이
들 사업은 2011년까지 진행되어 오다가 그 이후에는 중앙정부의 고용서
비스사업인 Work Programme으로 통합되었다. Work Programme은 지
역 차원에서 집행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고용서비스이기 때
문에 이 논의에서는 제외하고자 한다. 참고로, Work Programme은 각
지역의 잡센터플러스와 민간위탁기관의 협조 속에 추진되고 있는데, 잡
센터플러스는 단기 실업자와 민간위탁기관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취약
계층은 민간위탁기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민간위탁기관도 주계약자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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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하청계열화된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이런 사정 때문에 여기에서는 2011년까지를 중심으로 지역 차원의 취업
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사업들 중 대표적인 것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실행했던
Progress Together 사업인데, 이것은 신노동당 정부 시절에 중앙정부에
의해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지원되었던 빈곤지역 고용사업이었던 City
Strategy Pathfinder의 예산(16백만 파운드)을 받아서 South Yorkshire
지역에 적합하게 개발한 고용서비스모형이다. 이 모형의 주된 특성은 공
공부문, 민간부문, 제3섹터 등이 참여하는 지역 파트너십을 통해서 대상
자들과의 첫 만남부터 고용 후 지원까지 일관되고 종합적인 고용서비스
를 전달하는 데 있다. 그 사업의 주된 대상자들은 한부모, 장기무직자, 경
력단절 배우자 등 취약계층들이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문제뿐 아
니라 가족 문제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이 사업에
서 보이고 있는 주된 사업 내용들은 가구 전체의 니즈를 다루고 취업장애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지원, 취업준비를 위한 통합적인 고용․숙련 패키
지 제공, 취업준비가 완료된 사람들을 위한 취업중개 활동, 신규 민간기
업과 사회적 기업의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 사업가들과의 밀접
한 관계 유지, 사업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고용 지원 등이다. 이 사업은
원래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으로 출발했지만, 2008년의 경제위기 이후에
는 실업자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되었다. Adams(2011)에 따르면, 이
사업으로 2,500명 정도의 실업자와 무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주선해주었고,
무직급여 수급자의 비율을 5.4% 정도, 구직수당을 16.5% 정도 낮춘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 이 사업은 예산과 범위는 넓지만 예산 사용에 대한 재
량권이 크지 않았던 것이 약점이었다.
Area Based Grant Funded Activity 사업은 지역 파트너십의 일원인
지방정부가 지역고용프로그램에 이 기금을 지원하면서 탄생한 고용사업
이다. 이 사업의 취지는 무직자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법의 파일롯 테스트,
Progress Together의 틈새(핵심 사업전달자 간 네트워크, 재량적으로 활
용할 수 있는 기금)를 메우는 작업, 수요가 Progress Together를 압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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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곳에의 역량 투입 확대, 제3섹터의 역량 개발, 장애인 등 극단적 취약
계층의 고용역량 증대를 위한 새로운 혁신적 방안 개발, 지역 고용주들의
모집과 인력개발 지원 등이다. 이 사업의 대상자들은 한부모, 장애인, 가
정폭력 피해자, 소수인종, 이주자, 전과자, 노숙자, 약물 남용자 등 극단적
취약계층들이다. 이 사업은 2011년까지 2,100명 정도를 참여시켰고, 그중
1,000명 정도를 취업시키는 데 성공했다.
Future Job Fund는 구직수당을 받는 청년층에 대한 취업지원사업인데,
2009년 셰필드가 경쟁 입찰을 통해서 중앙정부의 관련 예산을 따옴으로
써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구직수당을 받는 청년층을 6개월 동안 고용하
면 그 급여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것을 통해서 고용주는 무급으
로 근로자를 구할 수 있고, 청년층 근로자는 직업경험과 직업능력을 개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 사업을 통해서 1,150명 정도의 셰필드
청년층들이 직업경험을 가지게 되었다.
Opportunity Sheffield는 광역개발기구인 Yorkshire Forward와 유럽권
역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을 통해서 지원된 예
산(7.4백만 파운드)으로 실시된 프로그램이다. 그 사업의 주된 내용은 지
역의 고용주들이 실업자와 무직자로부터 인력을 모집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 있다. 이 사업을 통해서 1,400개 정도의 기업들을 참여시켰고, 167개의
일자리를 지켰으며, 58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셰필드의 지역고용서비스 프로그램들에서 발견되는
공통된 특성들은 그곳에서 지역개발사업의 전달체계로서 잘 구축되어 있
던 지역 파트너십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프로그램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지역고용정책을 전달하는 지역 파트너십 기구에 참여한
기관들은 지방정부, 잡센터플러스, 학습숙련위원회 / 숙련기금기구, Yorkshire Forward, Creative Sheffield, TUC 지역지부, 경영계와 대표적인 고
용주들 등이다. 지역고용정책을 담당했던 이 파트너십은 지역개발정책을
총괄했던 Sheffield First Partnership의 하위 단위였다. 이들이 가지고 있
었던 지역 파트너십의 원리는 고용사업 전달에 공동작업, 통합적으로 운
영할 수 있는 단일한 투자계획과 단일한 예산 확보, 고용사업전달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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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갭 좁히기, 중복 활동 축소와 주된 프로그램들 중심의 공동 운영,
효과적인 사업 수행의 모범 보이기, 성취한 정보의 공유와 건설적인 도
전․지원 등이다. 이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고용사업모델은 몇 가지 중요
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로 실직 후 첫 몇 주간에 취업할 확률이 가
장 높기 때문에 실업 직후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둘째로, 취약계층들은 통상 개인적, 금전적, 행위적, 주택, 건강 문
제 등 복합적인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대상자 개인의 사정
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과 종합적 접근(whole person approach)을 취하고
있다. 셋째로, 대상자들과 긴밀한 인간관계를 맺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순차적으로 해결하고자 했으며, 넷째로 고용주들의 참여를 유
도하는 것, 다섯째로 취업 후에도 계속 지원을 하는 것 등이었다.
2) 일자리의 질 개선을 위한 숙련의 개발과 적정한 인력의 공급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용위기 이후 고질적으로 남아 있는 낮은 질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이 시기의 셰필드 지역경제정책에서 주된 화두였다. 셰필드의
산업적 구성 때문에 전반적으로 고숙련 직종의 수가 부족한 상태였는데,
Sheffield City Region(2014)에 따르면 셰필드 광역지역에 고숙련 일자리
가 3만 개 정도 더 필요한 상태로 진단되고 있다. 고숙련 직종의 창출을
위해서 셰필드가 주목했던 고부가가치 산업은 그 지역에서 떠오르고 있
었던 하이테크 제조업, 금융업과 전문서비스, 비즈니스서비스업 등이었
고, 그 산업들 외에 셰필드의 강점인 정부 산하기관, 고등교육기관과 의
료산업 등의 고부가가치 공공서비스 부문도 주목을 받고 있었다. 이들 산
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일 뿐 아니라 그 시장이 지역 내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의 소득증진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
고 있었다. 그러나 고부가가치 산업들의 점진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성
장을 뒷받침할 만한 지식과 숙련을 가진 노동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문
제로 떠오르고 있었다. 일자리의 질 개선을 위해서 이러한 고부가가치 산
업의 육성과 함께 전 산업에 걸친 낮은 노동생산성도 문제시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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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2011년에 셰필드의 근로시간 통제 후 1인당 총부가가치는 영국 평
균의 83%에 불과하였고, 그 성장률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Sheffield First Partnership, 2012), 셰필드 시민의
20% 정도가 공식 학력을 가지고 있지 못할 정도로 고숙련․고학력 인력
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기존의
숙련된 기술인력들마저 노동시장을 떠나게 되면서 숙련 기술인력의 부족
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과 노동생
산성 증가에 필요한 숙련 인력들을 육성하고 공급하는 것을 이 시기의 주
된 지역고용전략으로 설정하였던 것이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셰필드 지방정부는 2007년에 지역의 기
초기술 육성사업을 조율하는 지역숙련위원회(Skill Board)를 설립하였는
데, 그것은 고용주 주도로 운영되었다. 그리고 지역주민이 셰필드에서 구
직활동을 하고 그것에 필요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추진
하도록 Work and Skills Board를 설립하였다. 고부가가치 산업에 적합한
숙련을 형성하기 위해서 신규 학졸자들에게 제공하는 도제훈련을 중시하
고 있다. 도제훈련은 지역 내의 주요 기업들에 의뢰해서 수행하고 있는데,
2012년 이후 꾸준하게 증가하여 2014/15 회계연도에는 약 5,300명 정도에
게 도제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도제의 주된 산업분야는 사업서비스, 행
정․법률․보건 등 공공서비스, 도소매업, 엔지니어링․제조업 등이다.
셰필드의 신규 대졸자들에 대한 노동시장은 양호한 편인데, 거기에는 도
제훈련이 일정한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6절 결 론

이상으로 본 장은 영국의 셰필드 지역을 중심으로 고용위기 지역의 지
역고용정책을 지역경제정책과의 연관성 속에서 살펴보았다. 셰필드는 두
개의 주된 산업이었던 철강업과 탄광업이 시장경쟁의 격화와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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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한 대응, 대처 정부의 민영화 정책 등에 의해서 쇠퇴하면서 고용위기
를 맞이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고용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 결
과 2000년대 이후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2016년 현재까지도 고용위
기 이전이나 영국의 평균적인 수준으로 고용상황을 회복하는 데 성공하
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부 지역들에서도 제조업의 쇠퇴에 따른 고
용위기 지역이 생길 위험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셰필드
의 고용회복 노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지역고용정책에 시
사하는 바가 있다.
첫째, 소수의 산업으로 특화된 지역일수록 그 산업들이 쇠퇴하게 되면
고용위기의 수위가 높게 된다. 우리나라에도 거제도나 포항처럼 일부 제
조업 중심으로 특화된 지역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산업들이 경쟁력 위
기에 처하게 되면 그 지역도 심각한 고용위기에 빠질 위험이 높다. 이런
점에서 고용위기를 맞기 전에 가능한 한 연관 산업으로 다변화를 이루어
놓을 필요가 있다.
둘째, 산업의 쇠퇴와 함께 요구되는 구조조정이 노사갈등적인 방식으
로 전개되면, 그 이후 산업의 재건이 매우 어렵게 된다. 노사대립적 구조
조정은 노사 모두 당장의 투쟁에서 승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서 단
기적인 관점에서 고용조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후적 처리
방안을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게 된다. 셰필드도 대처 정부와 사측을
한편으로 하고 셰필드 지방정부와 노동조합을 또 다른 한편으로 한 투쟁
속에서 고용조정을 추진한 결과 그 이후 어떻게 지역 산업과 고용을 회복
시킬 것인지에 관한 복안이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구조조정이 추진
되었고, 그 결과 셰필드의 고용상황과 이후의 정책적 대응에 치명적인 상
처를 남기게 되었다. 더구나 노사갈등의 악명은 그 이후의 신규 자본투자
의 유치에도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했다. 노사대립적 고용조정과 그에 따
른 장기적 안목의 부재는 셰필드의 고용회복을 매우 더디게 만드는 한 요
인이 되었다.
셋째, 고용위기가 산업의 쇠퇴에서 비롯되는 경우 지역고용정책의 핵
심은 산업의 부흥에 있다. 고용위기에 빠져든 초기 실업자의 구제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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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재정적 지원이나 공공 일자리의 제공 등 단기적인 일자리 사업들을 수
행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단기적인 땜질 처방이고, 장기적으로
해당 지역의 산업을 어떻게 부흥할 것인가에 초점이 있다. 이런 점에서
지역고용정책은 지역경제정책 및 지역산업정책과 통합적으로 운영될 필
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산업의 쇠퇴에 따른 도시의 쇠퇴를 막기 위해
서 추진하는 도시재건사업도 지역경제정책이나 지역고용정책과의 연계
성 속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도시재건사업은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실업자들에게 제공하는 효과가 존재하는 측면도 있다.
넷째, 셰필드의 경험을 보면 산업의 재건은 기존 산업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지역경제와 지역고용의 회복
은 인간의 의지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상
대적인 경쟁우위와 핵심역량을 발견하고 그것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초
점이 있다. 셰필드의 경우에는 산업재건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도
하였지만, 그중에서 그 지역 내에 핵심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문화산업과
재료분야와 두 대학의 연구역량을 결합했던 하이테크 제조기술 등이 살
아남고, 그런 핵심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IT와 E-Business 등은 실
패로 끝난 점에서 이런 주장의 근거들을 엿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기존
의 산업에서 쌓였던 역량을 바탕으로 육성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내는
것, 기존의 역량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이 그 이후의 경제재건에서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
다섯째, 그 지역의 상대적 경쟁우위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지만, 기존의 경험을 살리는 것만으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다.
저학력자에게도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했던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
자리를 서비스업 일자리가 차지하게 되면서 일자리의 질이 많이 낮아지
는 경향이 있다. 이런 점에서 고용위기 지역의 고용정책은 양질의 일자리
를 창출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지식기반산업의 육성이다. 그러나 이러한 도약은 그에 적합한 역량이 지
역 내에 구축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과제이다. 셰필드의 경
우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거기에 존재했던 두 대학의 뛰어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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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과 교육 역량이었다.
여섯째, 고용위기 지역에 대해서는 정책적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초기의 노력이 중요한데, 그러한 노력이 새로운 산
업의 육성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지역 내에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완
전히 폐쇄된 지역노동시장이 존재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산업의 폐쇄와 함께 뛰어난 역량을 가진 인적자원이 다른 지역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핵심 역량의 유실을 막는 것이 그 이후 산업의 개
발에 매우 중요한 여건이 되고 있음은 셰필드 사례에서 엿볼 수 있다. 우
리나라도 영국처럼 개방적인 지역노동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핵심역량을 그 지역 내에 유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일곱째, 지역고용정책 집행의 주도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일 수밖에 없
고, 그에 필요한 예산은 통상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고용
위기 지역의 지역고용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호 협력이 요구되
고 있다. 셰필드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으로 조기에 필
요한 지역고용정책이 방기되었던 것이 셰필드 고용위기 극복을 어렵게
만든 주된 요인 중 하나였다.
여덟째, 지역고용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감과 진정성이 중요하다.
셰필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의 갈등 때문에 스스로 지역고용문제를 풀
려는 노력을 보이게 되고, 그런 경험들이 셰필드 지방정부로 하여금 지역
고용정책에 대한 책임 있는 주체로 나서게 하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
다. 그와 동시에 셰필드의 고용위기 극복 과정을 보면, 지방정부의 리더
십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깨우치게 한다.
아홉째,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지역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다. 셰필
드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EU의 예산 경쟁 입찰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지역 파트너십 구축을 시작했지만, 지역 파트너십의 구축이 지역고용사
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기제임이 밝혀지고 있다. 그것은 지역고용사업의
중복성 제거와 상호 조율의 확대, 노동 수요 측과 공급 측의 의견 청취 등
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성이 적지 않았다.
열째,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이 필요한데,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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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데도 거기에 적합한 인적자원의 개발과 공
급이 중요하다. 이것은 순환 논법처럼 보이지만, 현대의 산업이 기술집약
적 산업으로 발전하면서 이 순환구조의 출발점은 인적자원의 개발에 있
다. 셰필드에서 셰필드대학과 셰필드할램대학 등 두 개의 대학이 새로운
지식기반 산업 육성의 핵심적 기반이 되고 있는 점은 바로 이러한 주장의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다.
열한째, 산업 구성의 개편과 함께 다수의 취약계층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들의 고용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산업으로부터 대량으로
해고되었던 모든 근로자들을 새로운 산업의 일자리로 전환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장시간 무직자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데, 이들을 일자리로 복귀시키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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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머리말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호주의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South Australia: 이하 ‘남호
주’로 약칭) 주(州) 애들레이드(Adelaide) 지역에서 추진된, 자동차산업의
공장폐쇄로 인하여 초래된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되고, 어떤 성과를 산출하였는지를 심층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함으
로써 우리나라 고용위기 지역에서의 지역고용 대응전략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남호주 주 애들레이드 지역은 전통적으로 호주 자동차산업의 근거지
중 하나였다. 일찍부터 GM과 크라이슬러 등이 자동차 제조공장을 이 지
역에 두었으며 크라이슬러의 뒤를 이어서 미쯔비시가 생산거점을 이곳에
두었다. 다수의 자동차부품업체들도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2000
년대 들어 호주달러의 강세가 계속되고 좁은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하여
경쟁이 치열해지자 2004년에 미쯔비시가 롱스데일(Longsdale) 공장의 문
을 닫았다. 이때 수백 명의 노동자가 정리해고 되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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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호주의 고용서비스 기관인 잡 네트워크(Job Network)가 직업훈련
과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08년에는 미쯔비시 톤슬리 파크(Tonsley
Park) 공장이 폐쇄되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 클러스터 개념에
입각한 새로운 접근이 시도되었다.
이어서 2013년에 호주 전역의 자동차공장을 수년 후에 전면 폐쇄한다
는 결정이 각 완성차업체에 의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애들레이드 지
역에 위치한 GM 홀덴 공장도 2017년에 문을 닫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남호주 주정부는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여 대응에 나섰다.
이처럼 애들레이드 지역은 2004년 수백 명의 정리해고자들에 대한 대
응에서부터 이만 명이 넘는 실직을 가져올 최근의 고용위기에 대한 대응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역고용정책과 지역혁신정책의 역사를 가지고 있
다. 그리고 단순한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에서부터 혁신 클러스터에 입
각한 접근, 스마트 전문화(smart specialization)의 아이디어에 기초한 지
역발전전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대응의 주체도 연
방정부와 남호주 주정부, 기초지자체, 지역공동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
다. 이 글은 십수 년의 역사를 통해서 남호주 자동차산업에서 전개되고
있는 공장폐쇄,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속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해 나가는 모습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연구방법론을 보여주고, 3절에서는 애들레이드
지역의 지리적 조건과 산업구조, 노동력 구조를 정리한다. 4절에서는 미
쯔비시 공장폐쇄와 그 대응을 기술하고, 5절에서는 2017년으로 예정된
GM 홀덴 공장의 폐쇄와 그것에 대한 지역사회의 대응을 분석하고 6절에
서 결론을 내리기로 한다.

2. 연구방법론
본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면접조사이다. 해당 지역의 자
동차산업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문헌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016년 7월 현
지 방문조사를 통해서 직접 이해당사자들을 심층 면접했다. 면접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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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면접 대상자, 면접 일시 및 장소
면접대상자

면접 일시

면접 장소

주정부

7월 13일 13:30～14:30

주정부

Beer 교수

7월 14일 11:00～12:00

남호주 대학교 연구실

지역노동조합

7월 15일 10:00～11:00

전국금속노동조합 남호주 지역본부

는 주정부의 태스크포스 팀, 지역의 전문가인 남호주 대학교의 비어
(Andrew Beer) 교수, 호주제조업 노동조합(The Australian Manufacturing Workers’ Union : 이하 AMWU로 약칭) 남호주 지역본부였다. 면
접 일시, 면접 장소는 아래와 같다.

제2절 애들레이드 지역 개관

1. 지리
호주는 여섯 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다. 2015년 기준 2,416만 명 정도
되는 오스트레일리아 인구는 대부분 동쪽지역의 해안지대에 밀집해 있
다. 호주의 최남단에 남호주 주가 위치해 있으며 주도(州都)가 애들레이
드이다.
좁은 의미의 애들레이드는 시 중심가를 뜻하지만, 흔히 시 중심가를 둘
러싸고 있는 동서남북 애들레이드를 포함한 지역으로서 광역 애들레이드
라는 이름이 널리 쓰이고 있다. 우리의 분석대상인 미쯔비시 자동차는 남
애들레이드의 온카파링가(Onkaparinga), GM 홀덴은 북 애들레이드의 플
레이포드(Playford)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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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호주 지도

[그림 4-2] 광역 애들레이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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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구조
애들레이드를 포함하는 남호주 지역의 산업구조를 보면, <표 4-2>와
같다. 농수산업 및 광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4/95년에 비해서
2014/15년에 확대되었다.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호주 전체와
<표 4-2> 호주의 산업구조
남호주
1994/95
2014/15

호주
1994/95

2014/15

농수산업

3.6

4.9

2.1

2.2

광업

3.2

4.1

6.8

8.7

12.8

7.3

10.2

6.2

전기가스수도서비스업

5.0

3.5

4.0

2.7

건설업

4.0

6.1

5.6

7.7

도매업

3.7

4.6

4.0

4.1

소매업

4.0

4.9

4.0

4.1

숙박 및 음식서비스업

2.6

2.2

2.7

2.4

수송,우편

4.6

4.9

4.4

4.6

정보

1.7

2.3

2.4

2.9

금융 및 보험서비스

5.6

7.3

6.1

8.6

렌탈, 임대,
부동산서비스

2.7

2.2

2.9

2.8

전문, 과학기술서비스

4.3

4.7

5.0

5.9

행정지원서비스

4.3

2.7

3.1

2.6

공공행정안전

4.7

6.1

5.9

5.2

교육 및 훈련

5.9

5.0

5.7

4..7

보건의료 및 사회부조

7.4

8.8

5.2

6.5

예술 및 오락서비스

0.7

0.8

0.8

0.8

기타

3.1

2.2

2.2

1.8

100.0

100.0

100.0

100.0

제조업

전체

자료 : ABS, Australian National Accounts: State Accounts, Cat No. 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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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할 때 근소하게 높지만, 1994/95년 12.8%에서 2014/15년 7.3%로 현
격하게 축소되었다.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다. 도소매 산업, 정
보 및 텔레커뮤니케이션, 금융 및 보험 서비스, 공공행정 및 안전 등이 차
지하는 비중은 이전에 비해서 높아졌다. 숙박 및 음식 서비스업, 임대, 부
동산 서비스업, 행정지원서비스업, 교육 및 훈련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
중은 낮아졌다.

3. 노동력 구조
이 지역의 노동력 구조를 보면 <표 4-3>과 같다. 광역 애들레이드의
실업률은 2016년 5월 기준으로 7.4%를 기록하고 있다. 남호주 전역의 실
업률 7.29%에 비하면 약간 높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피고용자의 수는
2015년 기준으로 광역 애들레이드의 경우 57,800명에 이르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제조업의 피고용자 수는 20% 줄어들었다. 전체 피고용자 수는
623,900명으로서 지난 10년간 11% 줄어들었다.
<표 4-3> 남호주 실업률(2016. 6)
지역

전체 고용

제조업 고용

전체 실업률

청년

623,900

57,800

7.4

15.4

중앙 애들레이드

6.3

17.4

북 애들레이드

9.0

17.4

남 애들레이드

6.9

14.4

서 애들레이드

6.6

10.2

나머지 남호주

6.7

14.2

7.2

15.2

광역 애들레이드

남호주 전체

811,200

74,200

자료 : ABS, Labour Force, Australia, Detailed - Electronic Deliverly.
전체 고용 및 제조업 고용은 201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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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미쯔비시 자동차 공장폐쇄 및 GM 홀덴 공장
정리해고

애들레이드 지역은 철강산업, 석유정제업, 도매업 등에서 다양한 구조
조정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2010년에는 타이어 제조업체인 브리지스톤
공장의 폐쇄로 533명이 정리해고 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정리해
고가 이루어진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 경험이다.
자동차산업은 1948년 GM 홀덴 공장이 들어선 이후 오랫동안 애들레이드
에서 가장 대표적인 산업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해왔다. 그러나 2004년 미
쯔비시 롱스데일(Longsdale) 공장의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되었고, 2005
년 GM 홀덴 엘리자베스(Elisabeth) 공장에서도 정리해고가 일어났다.
2008년에는 미쯔비시 톤슬리 파크 공장이 폐쇄됨으로써 미쯔비시는 호주
에서 철수했다. 마침내 2017년 GM 홀덴 공장이 완전 폐쇄될 예정으로 있
어 이 지역에서 자동차산업은 사라질 전망이다. 그리고 비록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는 않지만, 2016년 포드 공장과 2017년 도요타 공장의 전면
폐쇄는 이 지역의 부품업체에 대해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다. 이 글
에서도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에 국한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1. 미쯔비시 구조조정, 공장폐쇄와 고용파급 효과
호주에서 최초로 생산기지를 확보한 주요 자동차기업은 포드지만,
1948년에 최초로 대량생산을 시작한 기업은 북 애들레이드에 위치한 GM
홀덴 공장이었다. 이어서 크라이슬러가 1963년에 설립되어 1964년부터
남 애들레이드에서 생산을 시작했다. 크라이슬러가 철수한 뒤 이 공장을
1979년에 물려받은 미쯔비시는 1980년부터 생산을 시작했다. 2000년 기
준으로 호주 미쯔비시의 전 종업원 수는 5,000명이었으며 롱스데일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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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용자 수는 2,000명이었다. 그러나 호주에서 수입차의 비중이 점점 증
가하고 자국에서 생산한 차량의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지자 미쯔비시는
2004년 4월 롱스데일 엔진공장을 폐쇄하고 톤슬리 파크 조립공장에서는
1,200명을 감원하였다. 미쯔비시 공장 폐쇄는 남호주 경제 및 애들레이드
남쪽 지역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였다. 자동차산업은 50년 동안 남호
[그림 4-3] 호주 자동차 생산량 연도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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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iki(2016. 9. 20).

[그림 4-4] 호주 자동차산업 종업원 수 연도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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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경제의 주축이었다. [그림 4-3]은 호주 자동차 생산량의 추이를 보여
주는 그림이다. 1970년에 정점에 도달한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간의 굴
곡은 있지만 계속해서 자동차 생산량이 축소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4]는 호주 자동차산업 종업원 수의 추이를 연도별로 정리한 것
이다. 1985년도에 12만 명 정도였던 종업원 수는 2015년에 8만 명까지 축
소된 것을 알 수 있다.

2. 지역의 대응전략
가. 2004년 엔진공장 폐쇄와 지역고용전략
미쯔비시의 정리해고에 대한 지역 차원의 대응은 두 가지로 구성되었
다. 첫째는 남호주 주(州)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제공되는 구조조정 기금
인 SAFSA이다. 이 기금은 남호주 주에 투자하여 고용을 창출하고자 하
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이다. 연방정부가 4,500만 달러를, 주정부가 5백만
달러를 출연하였다. 이 가운데 16.9백만 호주 달러가 남부 애들레이드로
지원되었다. <표 4-4>는 이 구조조정기금이 지원된 기업의 이름과 보조
금 액수와 위치, 그리고 창출된 일자리 개수이다. 자동차산업과 상관없는
기업에 구조조정기금이 많이 할당된 것을 알 수 있다.
둘째는 공장이 폐쇄되었을 때 취하는 호주의 전통적인 지원인데, 노동조
정 패키지(Labor Adjustment Packages, LAPs)이다. 연방정부는 고용서비
스 조직인 잡 네트워크에 10백만 호주달러를 지원하였다. 노동자 1인당
450달러가 잡 네트워크 조직들에게 제공되었다. 전형적인 대책은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카운슬링, 경력자문(Career advice), 이력서 작성(Resume
writing), 금전적 지원(Financial assistance for career transition),
재훈련(Re-training) 등이다. 등록한 936명의 정리해고 노동자들 중에서
22%만 12개월 이상의 풀타임 교육을 받았으며, 675명은 재취업하였고,
20%는 은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정부는 별도의 기금을 제공하지 않았다. 그 대신 주정부 내의 향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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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구조조정기금이 할당된 기업과 창출된 일자리 개수
기업
Redarc Electronics
(전자사업 확장)
Alloy Technologies International
(최신 경금속 주조 개발 프로젝트)
Resource Co.
(물처리 기업 확장)
Cubic Pacific
(자동차부품공장 건설계획)
Fibrelogic Pty Ltd
(유리섬유 강화 파이프제조)
Inham's Enterprises
(치킨 가공)
Intercast and Forge
(캐스트 금속 몰딩 확장)
PBR
(자동차산업 브레이크 부품)

현금보조금

위치

일자리 수

1.6

롱스데일

62

1.8

윙필드

100

3

롱스데일

160

0.95
5.9

75
롱스데일

7

140
345

2.5

윙필드

68

1.5

롱스데일

?

자료 : Beer(2007).

육․고용․과학기술부에서 금전 카운슬링(380명), 이력서 준비 및 커리어
카운슬링(406명)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04년도 미쯔비시 롱스데일 공장의 정리해고에 대한 주정부의 대응은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당시 주정부의 우선적인 관심사는 신용평가
기관인 스탠다드 앤 푸어로부터 AAA 등급을 받는 것이었다(Beer &
Thomas, 2007: 253). 이때의 주정부 대응은 ‘급하고, 임기응변적’(Beer &
Thomas, 2008)이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연방정부의 대응은 신자유주
의 철학에 입각해 있었으며, 플레이포드 시 등 기초지자체만이 해당 지역
에 관심을 가졌으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했다(Beer and Thomas,
2007: 244).
미쯔비시 롱스데일 공장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된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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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여부 및 생활, 건강, 복지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조사연구가 수행되
었다. 주정부는 플린더스(Flinders) 대학교에 정리해고 이후의 건강과 복
지 등에 대한 종단 연구를 위탁하였다. 대학교는 2006년에 1,117명의 정
리해고 노동자 가운데 400명을 조사하였다. 이들 중 36%는 제조업, 11%
는 소매업, 7%는 건설, 6%는 의료서비스, 2%는 광산, 2%는 방위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316명 중 225명(72%)은 정리해고 이전보다
소득이 적어졌고, 15%는 소득이 많아졌으며, 11%는 소득이 비슷했다. 잡
네트워크 서비스는 이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장기실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모델을 이제 막 구조조정
된 노동자를 대상으로 적용하였기 때문이었다(Beer et al., 2006; Callan
and Bowman, 2015).
나. 2008년 공장 완전 폐쇄와 혁신 클러스트
2008년 미쯔비시 공장 완전폐쇄를 앞두고 2006년에 주정부에 남호주
정부 자문그룹(South Australian Government Advisory Group)이 새로
만들어졌다. 여기에 네 개의 하위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 Lonsdale Facility Assets
- Outplacement Opportunities
- The Southern Suburbs Industry Development Working
Group(SSIDWG)
- Tonsley Park Utilisation
이 네 개의 위원회 가운데 미쯔비시 톤슬리 파크 공장부지의 활용계획
을 수립한 것은 네 번째 위원회였다. 톤슬리 파크는 크라이슬러와 미쯔비
시가 거의 50년 동안 차를 생산하던 곳이었다. 마침내 2008년에 미쯔비시
가 생산을 중단하면서 철수 이후의 공장부지 활용 문제가 검토의 대상이
되었다. 주정부는 ‘혁신 클러스트’의 컨셉에 입각하여 미쯔비시로부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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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지를 매입하여 이곳에 하이테크 산업을 유치하고 교육훈련 장소로
개발하였다(Antcliff & Kumic, 2013).
남호주 정부는 이전에도 이미 혁신 클러스터의 경험을 갖고 있었다. 남
호주 지역에서 최초의 클러스터는 1990년대 후반 북 애들레이드와 바로
사(Barrossa) 밸리에서 생겨났다. 이들 지역의 클러스터 활동은 푸드와
와인, 엔지니어링 및 국방 산업, 수자원 산업, 국방센터, 자원산업 클러스
터였다. 또한 모손(Mawson) 호수 주변의 과학 파크, 해양산업을 위한 선
진적인 인프라를 제공하는 오스본에서의 테크포트 등을 들 수 있다. 국제
적으로도 주목을 받은 이러한 경험은 클러스터를 통한 발전에 대한 새로
운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는 클러스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주정부가 톤슬리 파크에 끌어 들이고자 한 것은 남호주가 경쟁우위를
가진 네 개의 산업이었다. 첫째는 광업 및 자원 부문이다. 엔지니어링, 디
자인, 가공, 광업장비, 훈련, 시뮬레이션,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둘째는 클린 테크놀로지이다. 에너지 재생 및 수요관리,
물 기술, 건축 자재 재생, 리사이클 및 환경 테스트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셋째는 교육센터, 넷째는 플린더스 대학교의 의료장비 연구소 및 플린더
스 메디컬 센터를 통한 의료장비 기술의 확보였다.
주정부는 고위 관료인 렌 피로(Len Piro)의 리더십하에서 2010년에 64
헥터의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2012년에 재개발 마스터 플랜을 완성하였
다. 주정부는 이곳에 253백만 달러를 투입하여 브랜드, ICT 인프라, B2B
네트워킹, 소프트 인프라(soft infra) 등을 구축하였다. 25,000㎡에 달하는
태양광 지붕을 만들어 연 770가구에 전기를 공급하였으며, 지역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서 연구와 산업의 융합을 실현하였다.
건설산업을 위한 교육훈련시설인 타페(TAFE) 그리고 지멘스
(Siemens), 시그노스틱스(Signostics), 젠 에너지(Zen Energy), 티어
5(Tier 5) 및 이노비즈(Innovyz) 등이 입주하였다. 플린더스 대학교의 컴퓨
터학과(School of Computer Science), 공학 및 수학 학부(Engineering and
Mathematics), 의료장비연구소(the Medical Device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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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톤슬리 파크 지구

나노 과학 및 테크놀로지 센터(the Centre for Nanoscale Science and
Technology) 등이 이곳에 들어왔다. 플린더스 대학교의 의료장비 파트너
프로그램(Medical Device Partnering Program)과 애들레이드 대학교의
광전자 촉진 프로그램(the Photonics Catalyst Program)도 이곳에 둥지를
틀었다. 이로써 주정부 및 대학교는 혁신의 촉진자가 되었다.

제4절 GM 홀덴 자동차 공장폐쇄

1. 고용파급 효과
자동차산업은 오랫동안 호주 정부의 지원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수
십 년 동안 그 지원 수준은 점차 축소해 왔다. 최근에 자동차산업을 대상
으로 한 대표적인 지원사업은 ‘더 푸른 미래를 위한 새로운 차 계획(A
New Car Plan for a Greener Future)’이었다. 2008년에 시작된 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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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2020년까지 부품업체를 포함하여 자동차산업에 대해 총 62억 달
러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 사업을 통해 호주 정부는 각 완성차업체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었다. GM의 홀덴 공장에 대해서는 홀
덴의 차(次) 세대 차량의 설계와 개발 및 자본투자를 위해 215백만 달러
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것에 덧붙여 주정부는 추가적인 재정지원
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었다. 이러한 지원의 도움을 받아 GM은 적어도
2022년까지 호주에 생산기지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처음에 예측한 것보다 자동차업체의 상황은 더 나빴으며, 그 때
문에 각 완성차업체들은 추가적인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예컨대 GM은
북 애들레이드에 있는 조립공장이 계속해서 가동할 수 있기 위한 방안으
로 2억 달러 이상의 추가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은 거
부되었다.
그러자 2013년 마침내 호주의 완성차업체들은 전면 철수 방침을 발표
하기 시작했다. 포드는 2013년 5월 23일, 공장 문을 2016년 10월에 닫겠다
[그림 4-6] 자동차 3사의 철수로 인한 각 주의 고용손실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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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발표를 했다. 지난 5년 동안의 누적 적자액이 600백만 달러를 초과했
으며 2012년의 적자만 하더라도 141백만 달러에 이른다고 투덜거렸다.
GM도 디트로이트에서 2013년 12월, 2017년까지만 홀덴 공장을 유지하겠
다고 선언했다. GM 회장은 호주달러 강세, 높은 생산비용, 작은 국내시
장, 세계에서 가장 파편화되고 경쟁적인 자동차 시장 등 호주의 자동차산
업에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고 말했다. 2014년 2월에는 마침내 도요타가
멜버른 교외에 위치한 공장을 2017년에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0
년 동안의 누적 적자액이 1.6십억 달러에 달했다고 불평했다.
이 발표는 호주 전역을 뒤흔들어 놓았다. 의회는 호주 자동차산업의 미
래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내놓았으며, 경제산업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Economic and Industrial Research, NIEIR)(2014)는 자동차 3사의 완
전철수가 호주 전역에 미칠 일자리 충격의 효과를 상세하게 분석한 보고
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3사의 철수는 전국적으로
20만 명의 고용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가장 타격이 큰 주
인 빅토리아 주에서는 10만 명, 남호주 주에서는 2만 4천 명의 고용손실
을 초래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들 자동차 3사들은 각자의 철수 발표에 이어서 정리해고 작업에 착
수했다. 포드는 빅토리아 주 맬버른과 지롱공장에서 2014년 6월 300명을
정리해고 하였다. 2014년 12월 도요타는 시드니 사무실에 근무하는 300명
의 정리해고를 단행하였다. GM 홀덴 공장에서도 2015년 5월 25일부터
하루 290대 생산에서 하루 240대 생산으로 생산량을 축소함에 따라 270
개에 이르는 일자리가 사라졌다(희망퇴직 180명, 강제퇴직 90명).
GM 홀덴이 공장을 폐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을 무렵 홀덴 공장에
고용된 인력의 수는 1,700명이었다. 홀덴 공장에 부품을 공급하는 부품업
체의 인력 수는 4,000명이며, 호주 전역에서 GM 홀덴이 제공하는 일자리
개수는 7,000개 정도로 추산되었다. 2017년 GM 홀덴 폐쇄로 인하여
13,200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GM 홀덴에 종사하는 근
로자 수 1,750명, 남호주 주에 위치하고 있는 GM, 포드, 도요타에 공급하
는 1차 부품공급업체 수는 33개 업체, 3,700명에 이른다. 완성차업체 3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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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품을 공급하는 2, 3차 부품공급업체는 719개, 그 종업원 수는 수천
명에 달했다. 요컨대 GM 홀덴으로 인한 직접적인 고용 손실은 7,500명,
직간접적인 플로우 온(flow-on) 효과를 고려하면 13,200명이다.
GM 홀덴 공장의 폐쇄는 미쯔비시보다 더 치명적일 것으로 예측되었
다. 이것은 호주 자동차산업 전체의 폐쇄를 의미했으며, 정리해고 노동자
들이 금융위기 이후의 불황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에 흡수되는 정도도 덜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4-5>는 남호주에서 자동차산업의 철수로
인하여 입게 될 고용손실을 행정지역 단위로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 따
르면 플레이포드는 4,385명, 애들레이드는 2,772명, 세일스베리는 2,447명,
온카파링가는 2,042명의 고용손실을 입게 된다.
자동차 3사의 철수는 비단 대량실업뿐 아니라 숙련기반의 소멸, 선진적
인 제조기술 습득의 차단,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해외 직접투자의 상실,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활동의 소멸, 연방 및 주정부 예산에 미치
는 파괴적 효과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것이었다.
[그림 4-7] GM 홀덴 공장

제4장 호주 애들레이드 사례

91

<표 4-5> 남호주 각 행정지역 단위 고용손실 규모

2. 산업구조조정과 지역고용전략

가. 연방 및 주정부의 지원전략
홀덴 폐쇄에 대한 남호주 주정부 및 연방정부의 대응은 2014년에 나온
‘더 강한 남호주의 건설: 우리의 일자리 계획(Building a Stronger South
Australia: Our Jobs Plan)’에 잘 정리되어 있다. 이 계획에 따라 여섯 개
의 액션 플랜이 마련되었다. 주정부는 지역의 공동체, 은행, 업계, 노조와
협의하여 이 계획을 마련하였다. 지역의 전문가는 이 계획을 세계적 수준
이라고 평가하였다(Spoehr, 2014). 이 계획의 실현에 6천만 달러가 투입
될 예정이지만, 주정부 및 이해당사자들은 연방정부의 지원이 적다고 불
평하고 있다. 여섯 개의 액션 플랜은 아래와 같다.
- 재훈련
- 가장 심한 타격을 받는 지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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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품공급업체들이 새로운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 선진 제조업으로의 이행 지원
- 인프라 건설
- Jobs Accelerator Fund 조성
- 제조업: 푸드 제조 허브 건설 40 ha 제공. transportable 주택 제조
이들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는 ‘노동자에 대한 훈련 지원 프
로그램(Training and support for workers)’이다. 이 프로그램은 정리해고
된 노동자들에게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는 ‘정리해고 노동자 프로그램
(Retrenched Worker Program)’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프로그램
Automotive Industry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AISAP)’으로 구
성되어 있다. GM 홀덴 공장 옆에 원스톱 사무실을 두어서 이곳에서 노동
자들에게 제공한다. 또한 GM의 지원을 받아서 주정부의 ‘노동력 개발계
획(Workforce Development Plan)’도 실행되고 있다. 펀딩을 보면, 주정부
에서 790만 달러, 연방정부에서 3,740만 달러를 제공한다.
[그림 4-8] Our Jobs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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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지역공동체건설계획(Regional Community Building Initiatives)’이다. 홀덴 공장 폐쇄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은 북애들레
이드의 플레이포드, 세일스베리, 온카파링가 등인데, 이들 지역에 대해 인
프라 건설, 일자리 개발 프로젝트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아래 기
금이 이들 계획에 제공된다. 이들 가운데 연방정부는 지역공동체건설기
금(the Community Building Fund)에 2천만 달러를 제공했다.
- 북부 커넥션(Northern Connection)
- 주정부의 ‘계획 및 개발 기금(Planning and Development Fund)’
- 지역공동체건설기금(Community Building Fund)
셋째는 남호주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 계획이다. 남호주 주정부는 호
주 정가에서 비중 있는 인물인 그레그 콩베(Greg Combet)를 이 구조조
정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과 기업들을 지원하는 자동차산업 전
환 태스크포스(Automotive Transformation Taskforce)의 장으로 2013년
에 임명했다. 그는 연방정부의 노동부 장관이었고 정파를 불문하고 두루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주정부의 야당인 자유당은 처음에 주정부의 전 재
무상이었던 케빈 폴리(Kevin Foley)를 제안했으나, 콩베의 임명에 대해서
는 적극적으로 평가했다.
[그림 4-9] 태스크포스의 거버넌스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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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은 태스크포스의 거버넌스 구조이다. 태스크포스의 위원회
(Board)는 지역공동체, 기업과 노동조합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대표
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태스크포스의 위원회에는 우선 자동차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노동조합인 AMWU의 남호주 지역본
부장인 존 카밀로(John Camillo)가 들어갔다. AMWU의 조합원 수는 10
만 명 정도이며, 금속, 자동차, 식료품, 광업과 건설업, 수리 서비스업 등
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에 종사하는 조합원 수는 15,000
명 정도이다.
다음으로 자동차제조업체협회의 대표인 리차드 릴리(Richard Reilly),
경제개발위원회(Board)의 부의장인 로버스 채프만(Robert Chapman), 애
들레이드의 돌봄조직인 앵글리케어(Anglicare)의 대표인 피터 샌드맨
(Peter Sandeman) 목사, 북부 커넥션 소장인 리 스티븐스(Lea Stevens)
등이 위원회의 구성원에 포함되었다.
태스크포스의 책임자는 렌 피로가 맡았다. 이 태스크포스의 기능은 네
가지인데, 7,500명의 노동자들이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로운 일
자리를 갖게 하는 것, 4년 동안 부품업체 100개 기업에 대해 사업다각화
를 지원하는 것, 다양한 조직들과 노조를 포함하여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키는 것, GM 홀덴 엘리자베스 공장부지 활용 계획 등이다. GM 홀
덴 공장이 폐쇄되지 않았으므로 노동자들을 지원하거나 공장부지 활용
문제는 아직 본격적인 지원의 대상이 아니다. 미쯔비시 철수 때와는 상황
이 다르다. 미쯔비스 공장 부지는 환경 문제도 있고 하여 주정부가 싸게
매입하여 클러스트 조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다. GM 홀덴 공장
<표 4-6> 태스크포스의 기능
노동자

기업

파트너십

자산관리

7,500명의 노동자
들이 직업훈련 프
로그램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갖게 하는 것

4년 동안 부품업
체 100개 기업에
대해 사업다각화
지원

다양한 조직들과
노조를 포함하여
모든 이해당사자
들을 참여시키는
것

GM 홀덴 엘리자
베스 공장 부지
활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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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가 훨씬 더 크다. 엘리자베스 공장 부지가 미쯔비시 톤슬리 파크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주정부가 이 부지를 GM으로부터 매입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이 태스크포스의 전망이었다.
태스크포스가 지난 몇 년 동안 역점을 둔 것은 부품업체 다각화 지원
프로그램이었다. 지역의 전문가들은 제조업 분야에서 값싼 제품을 공급
하는 중국 및 인도와 경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
고 있다. 그러나 생산의 주기가 빨라지고 변동성이 심하며 빠른 속도로
시장에 제공하는 부품공급산업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것이 그들의 진
단이었다. 이때 구산업지역(old industrial areas, OIAs)을 갱신하여 새로
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
했다. 지역의 대학교들이 신제조업을 재생시키는 데 필요한 고급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그들의 판단이었다. 지역혁신전략이 없다면
탈산업화의 로우 로드가 필연적이며, 탈산업화는 불가피하게 저부가가치
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외부 경제의 쇼크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만
들어낸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Spoehr, 2015).
그들의 판단으로 제조업은 복잡하고 끊임없이 진화하며 역동적인 산업
이다. 제조업은 연구, 디자인과 개발, 생산과 보전, 지속가능한 리사이클링
등에까지 이르는 복잡한 가치사슬을 포함하고 있다. 제조업은 한 국가 혹
은 지역이 글로벌 지식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열쇠이
다(WISeR, 2014; Spoehr, 2015: 2). 자동차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기술은 시스템 통합, 소재공학, 엔지니어링, 공정 엔지니어링, 자동화와 제
어기술, 디지털, 센스와 시뮬레이션, 성형 등 다양하다. 이들 역량과 기술
은 방위 산업, 의료기술, 푸드 생산, 공작기계 등에도 필요한 것들이다.
그 때문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제조 역량에 기초한 제조업 다각
화 전략이 필요하게 된다(WISeR, 2014; Spoehr, 2015). 지역의 한 전문가는
이 전략을 고부가가치- 고숙련-높은 생활수준을 가능하게 하는 모델로 평
가하고 그것에 대해서 스마트 전략(a smart state strategy)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 이 전략은 핵심적인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 조직 역량을 유지하
여 장기적인 산업 성장과 갱신의 플랫폼으로 활용하자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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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존 자동차부품업체들이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호주의 전문가인 루스(Goran Roos)
교수는 기업이 성공적으로 다른 고객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7년 정도
가 걸린다고 추산했다. 자동차 3사가 생산을 중단했을 때 그 부품업체의
70%는 문을 닫을 것이라고 주장했다(The Sydney Morning Herald, 2015.
10. 17).
GM 홀덴 공장은 2017년 연말에 공장을 폐쇄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2016년 9월과 10월에 공장을 폐쇄한 포드의 경험을 소개하는 것이 자동
차공장 폐쇄 후의 사정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포드는 빅토리
아 주에 1,500명의 인력을 계속 고용할 생각이다. 브로드메도우(Broadmeadows)에 아시아-태평양 제품개발본부 및 부품 저장고, 지롱에 연구
개발본부, 라라에 주행시험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포드에 부품을 공급하
던 100개 회사 가운데 60개는 공장폐쇄 후에도 계속 기업을 운영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포드 엔지니어의 일부는 과학, 테크놀로지, 엔지니어
링, 아트와 수학 프로그램 허브(STEAM)에서 일하면서 로봇공학도들을
멘토한다(Business Inside Australia, 2016. 10. 7).
80명이 조금 넘는 직원들은 2017년 6월까지 회사에 머물면서 기업이
제조업체에서 수입업체로 이행하는 과정을 돕게 되었다. 또 다른 60명은
호주에 있는 포드 아시아 태평양 차량개발 작업을 하게 되었다. 또 다른
100명은 브로드메도우, 지롱, 라라에 있는 글로벌 차량 프로그램을 수행
할 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센터를 지원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go Auto.
com, 2016. 10. 1; Blue day of Ford).
다시 GM 홀덴 공장폐쇄에 대한 대응의 문제로 돌아간다면, 면접조사
결과 이 다양화 프로그램은 비교적 성공적이라는 것이 태스크포스의 답
변이었다. 그러나 부품업체들이 자동차부품만을 생산하는지, 아니면 다른
제품을 생산해왔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 그들의 평가였다.
<표 4-7>은 2016년 7월 이전까지 사업다각화를 추진한 부품업체의 명
단과 사업 다각화의 내용이다. 이 내용을 보면, 부품업체가 방위산업, 광
산업, 식품업, 코스메틱스업, 항공산업, 플라스틱 부품산업, 캐스트구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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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의료 부품업 등으로 다각화한 것을 알 수 있다. 주정부는 2,600만 달
러는 자동차다각화 프로그램(Automotive Diversification Program)에,
2,100만 달러는 다각화프로그램을 위한 설비개선 프로그램(Retooling for
Diversification Program)에 지원했다.
넷째는 선진제조업으로의 이행을 앞당기는 프로그램이다. 주정부는
2012년 10월 신제조업으로의 이행을 10년 동안 추진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것에 대해 ‘제조업 부흥 전략(Manufacturing Works
Strategy)’이라는 이름을 부여한 바 있다. 또한 남호주 정부는 혁신을 통
하여 장기적인 경제 변동과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구상까지 밝혔다. 이러
한 변화를 앞당기기 위한 핵심 활동 중의 하나가 스마트 전문화(smart
specialization)에 기초한 클러스터 발전이었다. 2013년 3월에 정부는 성장
과 일자리를 위한 남호주의 강점과 기회를 분명히 인식한 ‘경제적 선언
(the Economic Statement)’을 발표했다. 이 문서는 주정부의 네 가지 전
략적 우선순위 - 선진제조업을 성장시키는 것,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 깨끗한 환경 속에서 프리미엄 푸드와 와인을 생산하는 것, 광업 붐의
이점 실현을 통해서 얻게 될 성장 기회를 분명히 인식했다.
이 프로그램은 이미 계획된 신제조업으로의 이행을 앞당겨서 추진하겠
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신제조업이란 방위산업 기술, 미네
랄 및 석유 기술, 의료 기술 등을 말한다. 이 프로그램에 속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 내 스마트 기술에 입각한 클러스터 지원, 200개의 중소영세
기업들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5만 달러 한도의 바우처 지원, 제조업
리더들 네트워크(Manufacturing Leaders Network) 확장 등을 말한다.
재원이 투입된 내역을 보면, 산업 로드맵을 지원하는 데 주정부 1.45백
만 달러, 연방정부 10백만 달러, 클러스터 사업에 주정부 5백만 달러, 연
방정부 20백만 달러, 사업 전환 바우처 프로그램(Business Transformation Voucher Program)에 주정부 4.5백만 달러, 연방정부 10백만
달러, ‘제조업 부흥 이니셔티브(Manufacturing Works initiatives)’를 확장
하는 데 주정부 2.7백만 달러가 각각 투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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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사업다각화 기업 명단
∙ NU Metric Manufacturing Pty Ltd: 방위산업 및 광산업 서비스로 다각화하
는 데 $97,250 지원
∙ ZF Lemforder Australia Pty Ltdf: 전략적 리뷰에 도움이 되도록 $29,000
지원
∙ Quality Plastics and Tooling Pty Ltd: 푸드, 화장품, 기타 산업으로 다각화
하는 데 $495,000 지원
∙ Adelaide Tooling Pty Ltd: 광산업으로 다각화하는 데 $168,500 지원
∙ Rope and Plastic Sales: 국내시장으로 확대하는 데 $200,000 지원
∙ Nu Metric Manufacturing Pty Ltd: 항공산업 역량을 갖는 프로젝트에
$243,755 지원
∙ ZF Lernforder Australia Pty Ltd: 벌크제품의 혁신적 수송 해결책에
$450,000 지원
∙ Trident Plastics Pty Ltd: 수입대체적인 플라스틱 부품의 금형에 투자할
$500,000 지원
∙ Australloy Pty Ltd: 동광석 제련을 위해 동주물 부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공장을 변경하는 데 $84,639 지원
∙ Blown Plastics Pty Ltd: 다양한 의료장비부품 제조를 위한 설비를 몰딩할
때 두 종류의 소재와 이색(二色) 칼라를 사용할 수 있는 최신의 기술을 이용
하기 위해 $500,000 지원
∙ Conma Industries Pty Ltd: 원예업으로 다각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금형 및
자본장비에 투자할 수 있도록 $130,000 지원
∙ Walker Australia Pty Ltd: 다각화 노력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시장조사 및
비즈니스 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 컨설턴트를 받을 수 있도록
$49,945 지원

그러나, 우리의 면접조사 결과 방위산업 테크놀로지, 의료 기술, 석유
기술 등 스마트 산업으로의 이행을 가속화함으로써 지역의 산업을 선진
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계획은 실행이 쉽지 않았다. 우리가 면접
한 태스크포스팀은 그 과제가 실행하기 힘든 과제라고 응답했다.
스풰르((John Spoehr) 교수가 말한, 지역혁신 시스템을 위한 조건들인
혁신 역량을 가진 로컬 기업들, 혁신 네트워크, 우수한 지식 인프라의 강화,
혁신 클러스트를 지원하는 정책들을 북부 애들레이드는 갖고 있지 않다.
대기업이 몇 개 되지 않고 지역의 적응 능력도 떨어진다(Beer 교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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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호주 지역의 이러한 조건들은 자동차 3사의 철수로 인하여 가장 큰 타
격을 받는 지역인 빅토리아 주의 상황과 비교한다면 더 열악한 것이다.
맬버른이 위치한 빅토리아 주는 남호주 주보다 훨씬 더 인구가 많고 더
선진적인 산업이 위치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수도 더 많으며 따라서 재정
도 더 풍부하다. 빅토리아 주의 선진산업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의료기술
과 제약회사, 신에너지 기술, 푸드와 섬유, 수송, 방위 및 건설 기술, 국제
교육, 전문 서비스 등이다.
다섯째 계획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프로그램이다. 경쟁력 있는
산업인 방위산업, 자원 및 에너지 산업, 농업, 프리미엄과 와인, 보건의료
산업, 관광산업, 교육 및 사업 서비스업, 창조산업 등에서 새로운 일자리
를 창출하겠다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 주정부는 일자리 창
출기금(Jobs Acceleration Fund)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에 대해
서도 우리의 면접조사 결과 태스크포스팀은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 “방위
산업이나 푸드 생산 허브, 주택산업 등이 북부 애들레이드 지역에 새롭게
자리잡게 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으나 지금 연기되었다. 그 전망은 불확
실하다.”
우리가 면접한 남호주 대학교의 전문가인 비어(Beer) 교수도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자동차산업에서 구조조정된 노동자들이 방위산업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자동차공장 근로자들의 숙련수준은 낮으며
방위산업에서 요구하는 엔지니어링 분야의 학위도 갖고 있지 않다.”
나. 기타 조직의 고용전략
1) 노동조합과 고용전략
2013년도에 GM 홀덴 공장은 빅토리아 주의 도요타와 함께 자동차업종
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노동조합인 AMWU에 대해서 주
200달러의 임금 삭감을 제안했다. 이 제안에 대해서 노조는 임금과 근로
조건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사표시를 했다. AMWU의 남호주 지
역본부장인 존 카밀로(John Camillo)는 노동력의 유연성에 대해서는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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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지만 임금 삭감을 할 생각은 없다고 분명히 답변했다. GM 홀덴의 고
위 간부는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공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13년 7월 11일). 결국 GM 홀덴은 2013년 12
월 11일, 2017년 말에 공장을 폐쇄하겠다는 공식 발표를 하게 되었다.
호주의 완성차업체들이 완전철수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뒤 AMWU
가 직면한 과제는 여러 개였다. 첫째는 완성차업체 철수의 우선적인 책임
이 노동조합에 있다는 비난에 대한 방어였다. 2013년에 포드가 철수하겠
다는 발표가 있은 뒤 완성차업체 철수 책임의 배경에 호주의 노사관계 시
스템 또는 노동조합의 책임이 있다는 담론이 확산되었다. GM 홀덴이 철
수 결정을 발표한 뒤 ｢호주 파이낸셜 리뷰(Australian Financial Review)｣
지는 ‘노사관계 시스템이 자동차산업을 죽이고 있다’ 라는 제목의 사설을
발표했다. 이어서 도요타의 철수 발표가 나오자 산업부장관 이언 맥퍼레
인(Ian Macfarlane)은 “노조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하며 낡은 작업장 관행
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보존하는 것에 일차적인 강조점을 두
어야 한다”고 말했다.
호주의 일간지들은 경쟁적으로 ‘누가 호주의 자동차산업을 죽였는가’
라는 기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그러나 AMWU는 보
고서를 통해서 다른 산업과 비교한 자동차산업의 생산성, 노동비용의 국
제비교 등을 통해서 호주 자동차산업의 몰락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다.
둘째는 자동차업체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일이었다. 자
동차 3사가 철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새로이 선출된 턴불(Turnbull)
연방정부는 해외 자동차기업들을 붙들어두기 위해 제공되고 있던 재정적
지원인 ATS(the Automotive Transformation Scheme)를 철수 이후 중
단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 산업 전문가들이나 학계에
서는 원래 계획한 대로 2020/21년까지 이 지원을 계속해야 하며 부품업체
가 다각화를 할 수 있도록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연방정부는 ATS에서 900백만 달러를 삭감하는 법안을 연방의회
에 제출했다. 당장에 500백만 달러를 삭감하고, 세 자동차업체가 문을 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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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17년 이후에 400백만 달러를 삭감하겠다는 것이 연방정부의 계획이
었다. 이 계획에 대해 노조는 반발하면서 부품업체들이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AMWU는 이에 덧붙여서 그린카 혁신기금을 다시 구성할 것, 호
주에서 생산된 차량을 정부 조달을 통해 구매할 것, 자동차부품 사슬의
다각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고려할 것, 자동차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재천명할 것을 강조했다.
셋째, 정리해고의 조건을 유리하게 하는 것이다. 정리해고의 조건을 조
합원에게 유리하게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노조의 과제였다.
넷째, 정리해고 된 조합원의 새로운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지역
고용전략에 대해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수세적이다. 조합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방어하는 것이 노조의 이해관계이기 때문이다. 일단 공장 철
수 및 정리해고가 확정된 이후의 노조의 과제는 해고된 노동자들이 새로
운 일자리를 갖도록 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것이었다.
2) 대학과 고용전략
지역혁신전략 및 지역고용전략에서 대학교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밖에 없다. 대학교는 혁신 클러스터의 주요 행위자이다. 클러스터란 지역
내 근거리에 위치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금융기관, 대학교, 연구소, 지원
조직 등을 서로 연결하여 경쟁우위의 전문화를 구성하는 네트워크이다.
클러스터의 이점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높은 성장률, 기업 수의 증가, 특허
수의 증가, 혁신과 기업가정신의 증가 등이다.
애들레이드 시에 위치해 있는 남호주 대학, 플린더스 대학, 애들레이드
대학 등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학교는 지역의 최대 사용자
중의 하나이고, 구조조정에 대한 지역 차원의 대응전략 논의 과정에 참여
하고, 나노 산업과 컴퓨터 산업 등 새로운 선진적인 산업에 필요한 기술
을 제공하고, 혁신 자원을 제공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지역개발 과정에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꺼려하
고 그 책임을 아래의 로컬 정부에게로 떠넘기거나 로컬 차원의 새로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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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넌스 구조를 창출하려는 경향이 있는 신자유주의가 득세한 호주의 정
치경제적인 상황에서 대학교의 역할을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Beer,
2007). <표 4-8>은 남호주 대학교의 비어 교수가 2008년 미쯔비시의 공
장철수를 앞두고 남호주 정부 및 몇 개 시에서 지역의 발전계획을 준비할
때 언급된 단어의 수를 내용분석을 통해서 밝힌 것이다(Beer, 2007). 핵심
적인 정책 문서에서 언급된 개수를 보면 교육, 플린더스 대학교, 직업교
육 및 훈련이 가장 많다. 우선권을 두어야 할 것으로서 언급된 개수도 직
<표 4-8> 지역혁신 문서와 대학
핵심어

주요 정책문서에
언급된 횟수

주요 정책문서에서
우선순위가 된 횟수

교육
플린더스 대학교
대학교
학교
직업교육훈련
신기술
정보기술 남부혁신센터
연구 및 개발

33
24
7
7
39
12
4
11

16
14
1
1
20
8
2
5

[그림 4-10] 클러스터와 주요 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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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교육 및 훈련, 교육, 플린더스 대학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림 4-10]은 클러스터 발전의 전문가인 린드크비스트(Lindqvist) 교
수가 클러스트의 혁신 행위자 사이의 관계를 도시화한 것이다. 핵심적인
혁신 행위자는 기업이며,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주요 행위자들은 정부,
러서치 조직들, 대학교를 포함한 교육 조직들, 금융기관을 포함한 자본제
공자를 나타내고 있다.
3) 지역 연구소와 고용전략
위 그림에서 러시치 조직도 혁신 클러스터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
는데, 애들레이드에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은 스트레톤 연구소
(the Stretton Centre)이다. 호주 정부, 남호주 주정부, 플레이포드 시와
함께 이 연구소를 창립한 사람은 남호주 플린더스 대학교의 스풰르 교수
이다. 스풰르 교수는 플린더스 대학교의 호주 산업변화연구소 소장을 맡
고 있다. 지난 20여 년 넘게 산업 변화와 작업장 혁신에 대해 연구해왔으
며, 홀덴 공장의 폐쇄가 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
를 수행해 왔다.
스트레톤 연구소는 지역의 혁신 센터로서 점점 더 전통적인 제조업 중
심에서 이탈하고 있는 이 지역의 새로운 혁신 전략을 구상하고 그것을 실
현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산업전략, 도시발전전략,
노동력개발전략 등을 통합적으로 연구하고 그 발전 전략을 개발하는 임
무를 수행하고 있다. 호주 작업장 혁신 및 애들레이드 대학교의 사회조사
센터(WISeR)가 이 연구소의 파트너이다. 연구소는 7년에 걸쳐 연방정부
의 자금 40백만 달러, 매칭펀드로서 이해당사자들로부터 210달러를 끌어
들였다. 스풰르 교수는 스트레톤 연구소가 톤슬리 모델의 작은 모델이라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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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평가와 시사점

호주 애들레이드 지역은 다양한 구조조정의 경험을 축적하면서 선진적
인 지역 고용전략 및 발전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 분기점을 이루는 것
이 2004년 미쯔비시 롱스테일 공장폐쇄와 2008년 미쯔비시 톤슬리 파크
공장폐쇄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롱스데일 공장이 폐쇄되었을 때
잡 네트워크 제공자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카운슬링, 커리어 어드바이
스, 이력서 작성, 금전적 지원, 재훈련 등을 제공하였다. 롱스데일 공장의
정리해고에 대한 주정부의 대응은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잡 네트워크
서비스는 장기실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모델이었기 때문에 이제
막 구조조정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
롱스데일 공장폐쇄에 대한 정부 및 지역사회의 대응은 급하고 임기응변
적이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비판적 문제제기가 대학교를 비
롯한 지역사회 내부에서 제기되었다. 그런 비판적 성찰을 경과하면서
2008년의 톤슬리 파크 공장 철수 시기에는 이미 ‘혁신 클러스트’ 모델에
입각한 새 모델의 컨셉이 지역사회의 동의를 획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
다. 이 과정에서 주정부는 미쯔비시 부지의 매입 등 주도적인 실행 역할
을 담당했으며, 지역에 위치한 남호주의 플린더스 대학교도 적극적으로
이 구상과 실행과정에 참여했다.
이어서 2013년에는 자동차 3사가 완전철수를 선언했다. 이 발표는 호주
전역을 뒤흔들어 놓았다. 의회는 호주 자동차산업의 미래에 관한 조사보
고서를 내놓았으며, 지역의 한 연구소는 자동차 3사의 완전철수가 호주
전역에 미칠 일자리 충격의 효과를 상세하게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하였
다. 이 보고서는 자동차 3사의 철수는 전국적으로 20만 명의 고용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하였다. 가장 타격이 큰 주인 빅토리아 주에서는 10만
명, 남호주에서는 24,000명의 고용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남
호주 주정부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유례없는 고용위기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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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섰다.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자동차제조업 사업을 다각화하는
방안에 대한 지원에 나섰으며 제조업으로부터 새로운 선진적인 산업으로
의 이행을 촉진하는 ‘스마트 전문화(smart specialization)’ 컨셉을 적용하
여 지역의 새로운 갱신을 도모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에서 이 컨셉에 입각하여 새로운 산업으로의 이행을 촉진
시키는 과정은 쉽지 않은 과제였다. 무엇보다도 GM 홀덴 공장이 위치한
애들레이드 북부 지역의 산업적 조건 자체가 유리하지 않았다. 대기업은
몇 개 되지 않고 인구는 적으며 재정적 기반은 취약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지역의 대학, 전문가, 싱크탱크 등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
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이해당사자들도 참여하고 있다. 비교적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서 평가하는 것은 부품업체의 다각화 지원 프로그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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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머리말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의 고용위기와 지역재생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던
지역고용정책과 관련 지역정책들의 성과를 해외 사례 중심으로 평가하고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 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지역경제의 침체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에서 고용
전략을 다시 설계해나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미국의 새크라멘
토 지역을 선택하여 조사 분석했다.
미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지역의 탈공업화가 진행되면서 지역의 고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존(Enterprise Zone) 정책 등을 추진하기도 했
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개별 지역별로 다양한 고용위기 대
응정책들을 추진하였다. 그동안 이러한 정책들에 대한 소개는 부분적으
로 이루어졌으나, 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국내에 제대로 소개되지 못
했다.
이 장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지역을 지역고용전략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역노동시장 위기극복과 지역재생을 위해 지역 차
원의 정책과 제도가 어떻게 설계되고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연방정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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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그리고 지역 이해관계자들의 상호 협력과 협치가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를 살펴보고 이 사례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새크라멘토 지역은 OECD의 지역고용전략의 우수 사례로 분석되기도
하였다(Employment and Skills Strategies in the United States, OECD,
2014). 특정 산업의 쇠퇴로 인한 고용위기 지역은 아니지만, 2008년 글로
벌 금융위기로 고용위기에 직면하고 이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지역고용전
략이 체계화되고 있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대침체(Great Depression)에 빠졌지만, 2009년 이후 정부의 막대한 재정자
금 투자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대규모 양적완화 조치로 경기침체로부
터 빠르게 벗어났다. 그러나, 파트타임이나 비정규직 형태의 일자리는 늘
어났지만, 고용의 질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서비스산업의 재편과 제조업의 회복 노력 등 산
업구조가 빠르게 변하면서 고용구조도 빠르게 변해 숙련의 수급 불일치
문제나 새로운 성장 업종에서의 숙련 부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미국 정부는 공공고용시스템(public workforce system)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는 노동자들에게 훈련과 구직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중요한 서비스들을 제공
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적자로 인하여 구직자와 사업주의 욕
구에 부응할 만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재정적 제
약조건하에서 공공고용시스템은 창의적인 고용정책을 설계해야 하는 부
담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공공 부문의 자원뿐만 아니라 민간
자원을 연결시키는 파트너십 전략과 주어진 자원으로 더 큰 자원을 연계
시키는 자원 레버리지 전략 등으로 이러한 제약조건에 대응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전달체계를 합리
화하고,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에 기초해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관리하
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잘 반영하는 사례가 새크라멘
토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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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미국 새크라멘토 지역의 금융위기에 따른 고용위기가 어
떤 형태로 진행되었는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의 경제산업정책은 어
떤 내용과 방식으로 설계되고 추진되었는지, 그리고 이에 기초한 고용정
책의 대응은 어떠한 전략적 내용을 가지는지를 소개하고 시사점을 도출
해보고자 한다.

제2절 지역경제 현황

1. 지역경제의 특성과 현황
캘리포니아 주도 새크라멘토 카운티(이하 새크라멘토)는 인구 약 140
만 명으로 새크라멘토 메트로폴리탄 지역(인구 약 220만 명) 4개 카운티
가운데 하나이다. 새크라멘토는 전체 취업자의 약 20%가 정부 부문에서
일하는 정부의존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일자리는 새크라
멘토 시에 집중되어 있고 남부는 주로 농업지역이다(OECD, 2014).
<표 5-1> 캘리포니아와 새크라멘토 지역의 인구와 노동력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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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크라멘토의 노동력 구성을 <표 5-1>에서 보면, 2012년 현재 전체 인
구가 약 144만 명이고, 대학졸업 이상 인구의 비중은 약 30% 정도이며,
비농업부문의 취업자 수가 약 62만 명에 달한다. 새크라멘토는 캘리포니
아의 주도이지만, 가계 중위 소득은 5만 6천 달러로 캘리포니아 전체 평
균에 미치지 못한다. 다만 빈곤율은 13.4%로 캘리포니아 전체 평균인
14.4%에 비해서 약간 낮은 수준이다.
<표 5-2>에서 새크라멘토의 취업자 구성을 보면, 제조업 비중이 3.9%
로 매우 낮고, 가장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은 보건의료사회서비스 분야로
약 11.9%이고, 소매업 9.0%, 교육서비스 부분이 8.7%로 그다음을 차지하
고 있다. 금융보험과 부동산 부문이 5.7% 정도이다.
새크라멘토에서 전체 고용의 3.9%를 차지하는 제조업 일자리는 2012년
현재 3만 4천 개이다. 가장 큰 비중은 컴퓨터와 전자제품, 음식가공업, 운
수장비제조업, 조립금속업, 음료제품제조업 등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캘
리포니아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입지계수 분석에 따르면, 새크라멘토의 대
부분의 제조업종은 1 미만이고, 나무제품제조업만 1.65를 나타내고 있다.
<표 5-2> 업종별 고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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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새크라멘토의 제조업 고용과 입지계수(2012년)

자료: Center of Excellence(2013).

2. 지역의 고용위기
많은 학자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의
막대한 재정 적자로 인하여 미국 경제는 상당 기간 ‘상당히 낮은 거시경
제적 성과’를 나타낼 것이며(Reinhart and Rogoff, 2010), 이른바 장기 구
조적 침체(Secular stagnation)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금융위기를 양적
완화와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막아내면서 2009년 이후 회복세를 나타내
고 있다. 새크라멘토 지역의 경우에도 [그림 5-2]에서 보듯이, 글로벌 금
융위기의 여파로 2011년에는 고용최고점을 기록했던 2007년 대비 88%
수준까지 하락하였다가 회복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2007년 수준을 회
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그림 5-3]에서 보듯이, 새크라멘토 실
업률은 2010년 12%를 넘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2014년 이후 7%
이하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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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체 미국 경제와 마찬가지로, 새크라멘토 지역의 경우에도, 단
기적인 일자리 창출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Business Forecasting
Center, 2012), 미국 경제의 장기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하고 또한 이 지역
의 최대 고용주가 정부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고용전망은 두고 봐야 한다
고 예측하기도 한다.
일자리 증가가 파트타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경제활동으로부터
이탈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업률 지표의 개선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2010년 이후 캘리포
니아 전체 노동력 규모는 확대되고 있음에도, 새크라멘토의 노동력 규모
는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이후 파트타임 노동자들이
풀타임 일자리를 찾아 나서거나 노동시장 이탈자들이 돌아올 경우, 실업
률 개선이 늦추어질 가능성도 예측되고 있다.
[그림 5-2] 새크라멘토의 일자리 추이(2007년 피크=1.0)

자료 : Sacramento Business Review(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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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새크라멘토의 실업률과 민간부문 노동력 추이
(2004년 =1.0)

자료 : Sacramento Business Review(2016).

<표 5-3> 새크라멘토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력 이동

자료 : Sacramento Business Review(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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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위기 이후의 일자리 변동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과 금융, 그리고 제조업의 경우 고
용이 크게 감소하였고, 보건의료, 전문적 비즈니스서비스업 등에서는 고
용이 증가하였다. 금융위기로 인하여 새크라멘토의 지역 고용구조가 변
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보건의료산업이 일
자리 창출을 주도하였다. 지난 7년여간 22,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져 매
년 3.5%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새크라멘토 전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10.6%에서 2015년 13.4%까지 증가하였다. 전문적 비즈니
스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일자리가 1만 개, 12% 증가하였다. 특히, 파트타
임을 포함하는 고용서비스업이 70%를 차지하였다. 양적으로는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음에도 일자리의 질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지
표 중의 하나이다.
2007년 경제위기로 제조업 일자리는 7,300개 줄어들었다. 2007년에 비
해 2010년까지 제조업 일자리의 18%가 사라졌다가 2010년 이후 회복되
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고 향후
에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만, 제조업 중에서 첨단제
조업의 고용 창출 가능성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림 5-4] 새크라멘토의 업종별 일자리 변화(2007～14년)

자료 : Sacramento Business Review(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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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새크라멘토의 제조업 고용 추이와 예측

자료: Center of Excellence(2013).

반면, 핵심 직종에서는 숙련 부족이나 숙련 갭(Skill Gap)이 일자리 창
출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건의료업의 경우 최근 입안된 ｢환
자보호 및 적정간병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과
인구-노동력의 고령화에 따라 고용이 가장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
는 업종이다. 그런데, Center of Excellence’s Folsom Lake College
Business Survey에 따르면, 중간 수준의 직위들에서 잘 훈련받은 구직자
들이 부족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설문에 응답한 기업들의 절반 이상이 채
용의 걸림돌로 숙련 부족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Health
Occupations in the Greater Sacramento(2012)도 간호사, 치료연구실 과
학자, 의료실험실 기술자, 방사성 기술자 등 의료직종 관련 훈련이 필요
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America’s Edge는 2011년 Can California
Compete? Reducing the Skills Gap and Creating a Skilled Work force
through Linked Learning이라는 보고서에서 새크라멘토 지역에서의 노
동력 부족 현황이 심한 직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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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새크라멘토 지역에서 기업들이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중
직 종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중

에너지 효율 관련 직종

60%

건설과 디자인 관련 프로젝트 매니저

60%

의료진단 초음파 검사 직종

75%

임상실험실 기술자

75%

간호사

57%

정보통신기술자

40%

소프트 스킬이 요구되는 직종

75%

자료 : America’s Edge(2013).

한편 그동안 경기침체로 은퇴가 늦어지고 이동률이 낮아졌는데, 향후
은퇴와 노동이동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숙련노동 이탈
이 전체 일자리 감소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숙련노동의
이탈에 대응하여 새로운 채용과 훈련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
고 보고 있다.

제3절 새크라멘토 지역의 경제산업정책

1. 성장잠재력이 높은 전략 업종 타깃팅과 관련 숙련인력 수요의
충족
캘리포니아주의 미래 경제계획에서 상위 3개의 우선순위 중 하나가 고
임금-고성장 일자리에 투자하는 것이다. 새크라멘토도 이러한 비전을 공
유하고 있다. 새크라멘토 무역협회 SACTO(Sacramento Area Commerce
and Trade Organization, SACTO)의 미션 중 하나가 고부가가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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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새크라멘토의 고용정책을 전체적으로 조정
하고 실행하는 단위인 SETA(Sacramento Employment

Training

Agency)도 이러한 일자리에 적합한 인력을 훈련시킬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다만, 모든 노동자가 이러한 일자리에 필요한 숙련을 갖추지 못하
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기업의 요구를 충족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는 자격이 부족한 이들을 위한 일자리 매칭도 찾아내는 것을 SETA의 목
적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새크라멘토 미래 경제의 청사진은 이른바 ‘미래경제번영계획(Next
Economy prosperity plan)’에서 볼 수 있다. 이는 새크라멘토 지역의 4개
비영리조직들인 밸리비전(Valley Vision), SACTO, 새크라멘토지역기술
연합(Sacramento Area Regional Technology Alliance, SARTA), 새크라
멘토-메트로 상공회의소(Sacramento Metro Chamber of Commerce,
SMCC) 등이 제안한 것으로 클러스터 기반의 경제 활성화 전략이다.
Next Economy(Next Economy Capital Region Prosperity Plan)는 혁신
과 기업가정신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다변화하며 경제성장을 위한 비즈
니스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민간 기업, 정부, 학계 및 시민단체
들의 자원을 모아, 캘리포니아 수도권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투자
를 위한 공동의 전략과 행동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었다.
Next Economy(2012)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침체에 대응
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시장경제에 지속적
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창의적인 실험들을 제안하고 있다.
NEXT Economy에서는 새크라멘토의 미래 경제 발전을 위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인재 기반을 확충하고 유지하는 것, 새로운 인재를 유치하고 기존
인재를 유지하는 것,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경제적 번영을 위한 훈련과
교육 경로를 개발하는 것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하고 있다.
지역의 고용정책을 지원하는 노동력투자위원회(Workforce Investment Board, WIB)26)의 사명 중 하나도 지역경제를 이끄는 핵심적인 힘
26) WIA는 미국의 고용훈련서비스가 전달되는 구조를 형성한다. 연방, 주, 지역 세
차원에서의 파트너십이다. 미국 노동부의 고용훈련국(The Employmen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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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새
크라멘토 지역의 경우, 그린테크놀로지가 지역의 중요한 영역임을 확인
하고, 지난 수년간 이 부문에 집중하여 캘리포니아에서 앞서 가는 비즈니
스 영역이 되었고, 노동자들이 이에 준비할 수 있도록 훈련프로그램을 체
계화하였다.
SACTO의 연구소인 Center of Excellence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위원
회의 보고서 일자리와 경제를 위한 과제(Doing what matters for jobs
and the economy)27)에 기초하여 전략적 우선 산업과 새로운 산업에 관
한 연구를 진행하여 제시했다.
그러나, 전략적 우선 산업에만 집중한다기보다는 성장을 통해서 경제
를 다양화하면서 동시에 핵심비즈니스클러스터(Core Business Clusters)
를 지원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특정 업종에의 집중이냐 지역 산업의 다
양성 확보냐(focusing or targeting vs diversity)라는 이분법보다는 산업
다양성을 추구하면서도 핵심 영역을 집중하는 지원 방식을 채택하였다.
새크라멘토의 경제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NEXT Economy라는 보
고서를 작성할 때에도, 새크라멘토는 핵심 영역을 파악할 때, 다양한 기
관이나 조직들 사이의 협력을 조직화했으며, 그 결과 다양한 의견들이 제
시되면서, 한 부문에 집중하기보다는 경제와 산업의 다양성을 촉진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그중에서 미래의 성장이 핵심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SETA와 SWI(Sacramento Workforce Inc.)가 공동작업해서 제
시한 Sacramento Strategic Workforce Development Plan에서도 ‘새크라
멘토 지역을 위한 역동적 노동력의 구축(Building a dynamic workforce

Training Administration)이 개별 주에 대한 지정교부금(fomula grants)을 통해
자금을 제공하고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개별 주는 전략적
플랜을 수립하고, 대부분의 자금을 지역 WIA(Local WIA)에 내려보낸다.
27) 이 보고서는 숙련갭(skill-gab)을 줄이기 위한 네 가지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는
데, 1) 일자리와 경제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 2) 일자리와 경제를 위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 2) 학생들의 성공을 촉진하는 것, 4) 일자리와 경제를 위한 혁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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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Sacramento Region)’을 비전으로 하여, 캘리포니아의 5개년 계획
(the California Five Year Workforce Plan)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성장잠재력이 큰 직종이나 업종, 지역에서의 인력수요를 충족한
다. 둘째, 세계적인 수준의 인력풀을 형성한다. 셋째, 자료에 근거한 정책
형성을 위한 자료와 서비스시스템의 구축, 통합과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
한다.
2007년 이후 SWI는 지역경제에 핵심적인 직종클러스터(occupational
clusters)를 확인-발굴하였고, 2013년에는 the Center for Strategic
<표 5-5> 새크라멘토의 핵심직종클러스터
핵심직종클러스터(Critical Occupational Cluster)
의료서비스(생명과학)
제조와 운송
장착유지보수서비스
정보통신기술
건설/클린에너지기술
행정지원서비스
농업과 관광

자료 : Next Economy(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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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Research에서 Critical Occupational Cluster와 the Next
Economy Core Business Clusters 등을 분석하여, 핵심클러스터 직종들
의 노동시장과 숙련갭 현황을 분석하였다. 선정된 핵심직종클러스터는
<표 5-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료서비스, 정보통신기술, 클린에너지, 농
업과 관광 등이었다. 물론 이러한 핵심직종클러스터가 새크라멘토 지역
경제의 변화하는 비즈니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따라
서 핵심직종클러스터는 주기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2. 제조업 회복 전략(Manufacturing Reshoring Strategy)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제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회
복을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Manufacturing 2.0: A More
Prosperous California에 따르면, 미국 제조업의 경우, 높은 의료비용지
출28), 유급휴가비용, 조기퇴직비용, 소송비용, 환경관련비용, 높은 법인세
비용(미국의 경우 40%) 등에 직면해있어, 저비용 경제(중국, 한국, 러시아
등)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조업의 해외 이전이 증가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Reshoring Initiative에 따르면, 해외로의 아웃소싱
(off-shoring)은 환율비용, 무역거래비용, 공급체인 단절, 긴 배달기간, 해
외생산 관련 이슈해결을 위한 여행비용 등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할 수 있
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아웃소싱이나 오프쇼어링이 이제 비용 측면에
서도 그리 유리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조업의 미국으로의 유턴을
모색하고 있다.
새크라멘토의 경우에도, 이 지역의 제조업자들이 모여서 Sacramento
Manufacturing Summit을 구성하고 “Making the Case for Made in
America”라는 캐치프레이즈하에서 새크라멘토 지역에서 제조업의 재활
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2011년 SWI는 Manex, the corporation for
28) 캘리포니아 경제는 연금과 의료보험 비용에 크게 취약하다는 보고도 있다(Boskin
& Cogan, 2012; Legislative Analyst’s Offic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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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facturing Excellence, and the California Employer Association와
공동으로 새크라멘토 지역에서 제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을 위
한 워크숍(Making the Case for Made in America)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캘리포니아로의 고임금일자리를 유치하려는 목적의 캘리포니아의
Incentive and Off-Set Program을 활용하여, 고임금일자리를 유치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The Facts About modern manufacturing, 8th
edition). 다만, 제조업을 다시 회복하려는 전략은 숙련을 가진 생산직 노
동자 부족의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도제형 훈련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Career Technical Education 등을 통해 첨단제조
업(advanced manufacturing)과 이를 위한 인력양성시스템(apprenticeship)을 추진하고 있다.

제4절 지역 고용정책

새크라멘토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적자로 인하여 구직자와 사업주
의 욕구에 부응할 만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제약조
건하에서 창의적인 고용정책을 설계하려 하고 있다.
OECD(2014)에서는 새크라멘토 고용정책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
하고 있다. 첫째, 구직자와 사업주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효과적이고 혁신
적인 방법을 찾는 것에 우선순위를 둔다. 정책의 설계와 실행을 고객의
필요에 맞춘다. 단순히 구직자에게만 집중하지 않고 사업체와 고용주에
게도 동시에 동일한 비중으로 집중한다. 구직자와 사업주들의 필요에 부
응하는(dual customer)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을 찾는 것에 우선순위
를 둔다. 또한 주어진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 큰 자원을 집중하
는 전략(leveraging resources)을 채택하고 이를 위해 지역의 이해관계자
들과의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형성한다.
새크라멘토의 고용정책을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실행하는 단위는 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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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멘토 고용훈련기구(the Sacramento Employment and Training
Agency, 이하 SETA)이다. 이는 새크라멘토 노동력투자위원회(Workforce Investment Board)의 관리 단위로, 1978년 설립되어, 구직자에게 일
자리를, 고용주에게 양질의 노동력을, 학생들에게 교육훈련기관을 연계하
고, 취약 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SETA는 11개 커리어센터의 정책과 계획,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으
며, 40여 개의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모든 고용-훈련 프로그램들을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훈련을 원하는 개인은 개인훈
련계좌를 가지고 커뮤니티 컬리지를 포함한 75개의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들은 재직자 훈련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러한
비용들은 주로 WIA 자금 지원과 캘리포니아 고용훈련패널(California
Employment and Training Panel, CETP)에서 충당된다. WIA는 기업 매
칭을 필요로 하고, CETP는 직업훈련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세로 조달된
다. WIA의 30%는 훈련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구직지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지역 수준에서 어느 정도 탄력
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았다. WIA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
평가는 프로그램 수혜자의 취업률, 재직자의 고용유지율, 그리고 이들 일
자리에서의 평균 수입 등 세 가지 지표를 활용해서 이루어진다(OECD,
2014).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SETA와 WIA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재원 제약의 문제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WIA 성인과 실직자 프로그
램에서 1인당 지원액이 감소한 상태이다. WIA와 Wagner-Peyser
Employment Service는 고용과 훈련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모든 고객들이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WIA 실직자 프
로그램은 지역의 실업률과 실업급여 수급신청률에 따라 배분되기 때문에,
모든 수급자가 일정한 서비스와 급여를 받는 실업보험시스템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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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직 위험에 대한 신속 대응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실직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새크라멘토의 고
용개발부와 SETA는 해고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신속대응팀(Rapid Response
Team)을 구성하였다.
신속대응팀의 운영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1) 적절성 (2) 편리성 (3) 고객선택 (4) 일관성과 정확한 정보 (5) 자원
활용(Leveraging Resources) (6) 막힘 없는 원활한 서비스 전달 (7) 적극
적 홍보 (8) 해고 회피 (9) 성공 지표 측정 (10) 파트너십 (11) 혁신
실직자들은 바로 실업급여 담당자에게로 연결되며, 실직자들이 One
Stop Career Center와 실업급여 담당자, 새크라멘토 고용개발부(the
state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EDD)의 Workforce

Service Branch 등에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일자리와 훈련 정보 접
근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였고, 고용서비스에 여타 주
거, 의료, 전기가스 서비스 등을 결합하여 제공하였다.29)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 북캘리포니
아 신속대응협의체(the Northern California Rapid Response Roundtable,
NCRRR)가 구성되었다. NCRRR은 the Regional WIBs in Northern
California, EDD Workforce Services, County Economic Development
Departments and regional 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s(SBDC),
및 SWI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Workforce Investment Boards(WIBs)에서
파견된 코디네이터(coordinator), 기획위원(planner), 실무자(practioner)

29) “Keep Your Home California” to assist homeowners;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s California Alternate Rates for Energy(CARE) and Family Electric
Rate Assistance(FERA) to assist with utility bills; and, the Department of
Labor ’s Employee Benefits Security Administration(EB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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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실직과 관련된 신속대응 서비스

실직자

기업

∙ 구직지원을 위한 서비스 정보 제공
∙ 교육훈련 및 관련 기관 정보 제공
∙ 전문적 구직 서비스 제공
∙ 일자리 전망과 직종별 노동수요에 기초한 정보 제공
∙ 원스톱 서비스와 커리어 코치에의 접근성 제공
∙ 온라인 구직 및 일자리 매칭
시스템(jobs.sacramentoworks.org)
∙ 카운슬링
∙ 실업급여, 주거, 의료 및 기타 가족-복지 서비스 정보제공
∙ 해고회피 서비스
∙ 이행과정에서 종업원의 노동윤리 및 생산성 유지
∙ 전직지원서비스
∙ 서류작업 부담 최소화
∙ 현장 지원시스템 구축
∙ 비용부담이 없음

자료 : Sacramento Works(2013).

등이 실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라운드테이블의 목적은 제한된 자원
을 가지고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2.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고 위험 사전 방지
새크라멘토는 해고로 인한 실직에 대응하는 것 이외에, 해고를 방지하
고 회피하기 위한 조기 개입 정책을 구축하고 있다. 해고회피를 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는 SETA는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시나 카운티의
경제개발부서나 업종별 협회에 연계시켜주고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즉, SETA의 해고 방지 전략은 어려운 기업들을 신속하게 파
악해서 기관이나 협회에 연결해줌으로써 해고를 최소화하거나 방지하는
데 있다. SETA/SWI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역공공기관이나
미디어, 그리고 기업들로부터 직접 경고 메시지(WARN notices)를 받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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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지역 내 사업자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활용하기도 한다. 새크라멘토
상공회의소(the Sacramento Metropolitan Chamber of Commerce의
the MetroPulse program은 기업들을 여타 공공기관이나 서비스 기관들에
연계시켜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네트워크는 새크라멘트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여타 카운티 등과의 정보 교류와 협력도 활성화하고 있다. SETA/
SWI는 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고 방지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즉, 비즈니스 정보 시스템과 네트워크, 그리고 기업지원서비스워크숍
(Business Services Workshops) 등을 활용하여 신생-소기업들의 해고회
피 지원 서비스를 체계화하고 있다. SWCC(The Sacramento Works
Career Center) 시스템에 신생기업과 소기업들에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
공하는 Business Information Centers를 포함시켜, SWI가 제공하는 서비
스를 강화하였고 신생-소기업들에 해고회피 노력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또한 SETA와 EDD가 협력하여 지역노동시장이 해고된 노동력들을 흡
수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실직자들의 재취업에 숙련 업그레이드가 필
요한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한편, 새크라멘토는 WIA 지원금 중에서
해고 방지를 위한 재직자 훈련(Incumbent Worker Training, IWT)에 지
출할 수 있도록 하는 웨이버조항에 따라서 재직자훈련을 해고 방지 목적
으로 활용하고 있다. 새크라멘토의 지역 핵심 산업들은 정부의 의료보험
개혁이나 기후변화법률, 그리고 글로벌 경쟁과 혁신 등으로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핵심 산업들에 재직 중인 종업원들에 대한 업그레이드 훈
련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이들이 해고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다양한 자금원을 동원하여 실직자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훈
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SETA/SWI는 South Bay Workforce
Investment Board와 협력하여 WIA 긴급자금(WIA National Emergency
Grant, NEG)을 활용하여 실직자의 훈련과 재취업 수요에 대응했다.
2011년 SWI는 California Employers Association(CEA)와 협력하여 해
고된 전문직들이 재취업할 때 직면하는 숙련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프로그램으로 ‘Professional Edge’를 구축하였다. ‘Professional 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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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6주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21세기형 직무 숙련을 습득하도록 한다.
의사소통, 의사결정, 프로젝트 관리, 네트워킹 기술 등을 훈련시켜 경력이
행과 성공적인 재취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자금원들을 결합하여 실직자의 훈련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도 한다. NEG 자금과 CalWORKs 자금을 결합하여 장기실직자들의 OJT
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현재 약 600개의 OJT가 계약이 이루어져 개발되
고 있고 그중에서 85%는 핵심적인 직종클러스터에서 개발되고 있다. 예
를 들어 기업들은 실직자들에게 새로운 직종과 관련된 현장 경험을 제공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러한 훈련을 받은 실직자들은
Solar Installers나 Home Energy Raters로 취업하는 데 성공하였다.
캘리포니아고용훈련패널(the

State

of

California’s

Employment

Training Panel, ETP)에서 제공하는, 특별고용훈련(Special Employment
Training, SET) 자금으로, SETA는 Asher College(formerly Tech Skills
of Sacramento)와 the Sacramento/Sierra Small Business Development
Council(SBDC)과 함께 비즈니스 소유주들에게는 기업가 훈련을, 청년이
나 베테랑 같은 실직자들에게는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3. 네트워크 기반의 숙련 정책
미국의 지역고용전략에서의 핵심은 교육훈련을 통한 숙련 형성 정책이
다. 미국 지역 고용전략의 재원과 거버넌스 구조를 규정하고 있는 WIA의
대부분 프로그램이 교육훈련이기 때문이다. 새크라멘토도 연방과 주정부
의 WIA 자금을 받아 이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에 집
중하고 있다. SETA는 WIA 자금을 훈련센터들에 집중하며, 모든 종류의
경력 훈련을 포괄하는 고용주 주도의 훈련 청사진을 만들고 있다.
새크라멘토의 경우에도 훈련은 대부분 개인별 훈련계좌제인 Individual
training accounts(ITAs) 형식으로 제공되지만, 훈련프로그램은 기업과
고용주 주도로 훈련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개발되고 구축된다. SETA
는 기업과 함께 훈련프로그램을 구축한다. 캘리포니아 EDD는 Sac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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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o Training and Response Team(START)와 Partnerships for
Prosperity(PFP)를 구축하여 기업과 협력적으로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한
다. 개인은 이러한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비용은 ITA나 WIA 바우처
에서 지불된다. 대부분의 훈련모듈은 6개월 미만이고, 대부분의 과정은
일정한 유형의 자격증이나 수료증을 제공한다.
새크라멘토는 숙련을 위한 협력적 접근(Joined-up approaches to
skills)을 강조한다. CETP는 고용주에게 재직자 훈련을 위한 매칭펀드를
제공한다. 기업을 유치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훈련커리큘럼 설계에서 비즈니스계와 긴밀히 협력하는 구
조를 가지고 있다. CETP는 캘리포니아의 고용훈련세(Employment
Training Tax)에서 자금이 나오는 것으로 모든 기업들로부터 재원을 걷
어 주가 지정한 핵심적인 사업 영역의 종업원 훈련에 보조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SETA에서 운영하고 있는 START(the Sacramento Training and
Response Team)도 일종의 파트너십이다. START를 통해 노동시장 정보
와 추천, 선발, 채용과 관련된 원스톱 서비스를 한다. 지역 업계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제이다. 예를 들어, 베이 지역(Bay Area)의 Packard
Bel 시설이 지진으로 붕괴되었을 때, START는 폐군사기지에 공간을 확
보하여 4천 명을 8개월 동안 훈련시켰다.
우선 새크라멘토는 핵심직종클러스터 발굴에 기초하여, 핵심직종에서
지역 기업들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노동력투자법(WIA, Workforce
Investment Acts) 자금을 활용하여 노동력을 훈련시킨다. 예를 들어, 새
크라멘토의 8%의 고용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영역에서 향후
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의 도입, 인구와 노동력
의 고령화 등으로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이 분야에서의 인
력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훈련정책을 개발하였다. Health Imaging
Occupations(Mammography Technologists, Radiologic Technologists
and MRI Technicians)의 경우, 북캘리포니아 의료사업자의 40%가 인력
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을 파악하고 지역 수준에서 7개의 im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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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pations에 대한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특히 새크라멘토는 경제와 산업 측면에서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교
육훈련을 강화하기 위해서 파트너십 이니셔티를 다양하게 추진했다. 의
료서비스, IT, 클린에너지 분야에서의 훈련프로그램 개발을 파트너십 형
태로 추진하였다. SETA는 훈련센터들에 대한 WIA 훈련교부금을 확대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모든 종류의 경력개발훈련들을 포괄하는 사업
주 주도의 훈련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훈련센터는 학계, 경력-기술교육기
관, 지원서비스, 산업별현장주도학습경험, 지역커뮤니티파트너 등을 연계
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캘리포니아 교육부 주도의 경력개발 파일럿프
로젝트인 Capital Region Academies for the Next Economy(CRANE)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NextEd(the Sacramento County Office of Education)
를 지원하였다. 이렇게 인력수요 예측 및 파트너십에 기초하여 충분히 교
육훈련을 받은 믿을 만한 인력풀을 형성하는 것이 지역경제의 성공에 핵
심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SWI는 수요지향적 전략(Demand-Drvien Strategies)을 수립하기 위해
지역 내 다양한 파트너들30)과 협력하고 있다. SWI는 수요가 증가하고 일
30) SWI의 지역 내 파트너들은 다음과 같다. ∙CSER, an economic research and
consulting group, provides data on industry staffing patterns, workforce
competitiveness, and gaps between business attraction and workforce
development efforts. ∙SACTO, the region’s economic development, business
relocation, and site selection organization, assists and supports employer
outreach activities and programs. ∙SARTA, a non-profit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industry, provides assistance and support for
industry-led initiatives, including CleanStart, MedStart, and the Tech Flagship.
∙Los Rios Community College District, with four local community colleges in
the region, provides customized training programs and certificate programs.
∙Sacramento Metropolitan Chamber of Commerceprovides business and
economic development support and assistance. ∙Valley Vision, a regional
development organization, provides support and assistance with industry led
workforce development initiatives, including the Green Capital Alliance and the
Regional Food Access Project. ∙NextEd, a six county employer-education
partnership provides support and assistance with youth initiatives and
workforce strategy development. ∙Sacramento County Office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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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창출 기회가 큰 직종클러스터에 대한 지역클러스터 분석을 통해 캘
리포니아 수도권 지역의 경제성장을 이끌 6개의 핵심직종클러스터를 선
정하였다.
IT, 첨단제조업(Advanced Manufacturing)과 운수 부문 등에서 숙련갭
과 프로젝트매니저나 소프트숙련(팀빌딩 숙련, 의사소통숙련, 기초수학능
력, 멀티태스킹, 시간관리 등)의 부족 등이 파악되었다.
SWI는 사업주단체들과 협력하여 고객맞춤형 훈련과 OJT 등을 공동개
발한다. Green Capital Alliance와 함께 3년에 걸쳐 Clean Energy Work
force Training Program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Sacramento Regional
Technology Alliance(SARTA)와 함께 IT 부문의 고용 증가를 저해하는
장애 요인으로 산업 차원의 숙련 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금보조를 받
는 구직자에게 OJT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한편, 새크라멘토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새크라멘토는 50여 개의 도제
훈련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 건설업종이고 일부 제조업에서 제
공하고 있다. 도제훈련이 필요한 일자리가 금융위기 시 급격하게 줄어들
었지만, 이후 경제가 회복하면서 다시 증가하고 있다.
SETA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재직자 훈련이나 OJT를 위한 서비스들
을 개발하고 있다. WIA 성인 및 실직자 프로그램의 10%까지 해고회피전
략의 일환으로 재직자를 위한 훈련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WIA 신속대
응자금의 20%를 해고 회피를 위하여 재직자 훈련에 사용하고 있다.
SWCC는 Sacramento Works Training Centers(SWTCs)는 SWTC/
AJCC와 협력하여 저숙련 취약계층들에 고-수요, 고-성장의 직종클러스
터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력개발과 훈련프로그램을 제공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SWCC는 새크라멘토의 핵심직종클러스
터는 계속 업데이트될 것이며, 구직자, 고용주, 교육훈련기관들에는 새크
라멘토 지역의 장기-경력에 기반한 고용 예측을 제공하고 있다. SWCC
의 비즈니스 서비스는 마케팅과 리크루트를 포함하여 도제훈련기회, 노
provides support services to over 13 K-12 public school districts in Sacramento
County and supports the SWI WIA Youth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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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장정보, 세금공제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SWI는
2009년 개인훈련계좌의 75%가 핵심직종클러스터 영역 쪽으로 배분하도
록 하는 정책을 채택하였고, 2011년에는 이 비중을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SWI/SETA는 건설 부문에서 American River College, the Local
Education Agency(LEA)와 협력해서 도제훈련 프로그램(Infrastructure
Course (Preap -111)을 만들어 운영해본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최
근 클린에너지 영역에서 도제훈련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다.31)
지역의 커뮤니티 대학도 지역 내 기업의 숙련 필요에 대응하는 교육훈
련 프로그램을 구축한다. 로스 리오스(Los Lios) 지역의 커뮤니티 컬리지
지역에서 4개의 대학에 9만 명이 70여 개 분야의 학위와 자격증을 제공하
고 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감소 추세이다. 지역대학 소재 Next
Skills Institute는 소프트 숙련과 고용가능성이 높은 숙련 부족을 확인하
고 이를 위하여 고용가능성 숙련과 관련된 자격증을 제공하고 상호작용
과 관련된 커리큘럼을 개발하였다. 또한 경력개발프로그램(career
pathways program)을 확대하여 고등학교 졸업생이 커뮤니티 컬리지에
진입할 수 있는 학위 크레딧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핵심적인 영
역에서의

경력개발프로그램(career

pathway

programs)으로는

the

Registered Nurse II Work force Initiative, Allied Health Career
Pathways, and Power Pathways Utility Line Worker career pathway
program 등이 있다.
한편 서비스학습(service learning)을 WIA 청년 프로그램에 포함하고
있다. 서비스학습이란 커뮤니티의 서비스와 학습목표를 일치시킴으로써

31) 새크라멘토 지역에서 도제훈련 프로그램의 사례는 아래와 같이 매우 다양하다.
Laborers Training and Retraining Trust Fund for Northern California,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s CTE Leadership & Instructional Support
Team, Joint Apprenticeship Committee for the Plumbing and Pipe Fitting
Industry, American River College Apprenticeship Coordinator, Ironworkers
Apprenticeship and Training Program, Carpenters Training Committee, and
Sheet Metal Workers Apprenticeship & Training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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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필요를 충족하면서도 심화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커뮤니
티 서비스를 교육과 연계하는 전략이다. 학습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시민
적 책임성과 커뮤니티의 강화가 목적이다.

4. 파트너십에 기초한 고용거버넌스와 협력적 네트워크
미국의 경우, 최근의 경제침체와 재정압박(fiscal austerity)으로 인하여,
공공부문의 인력지원시스템(public workforce system)은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대상을 지원하게 되었다. 이는 지역 노동시장 내에서 고용 관련
기관들 간의 협력을 통해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지역의 WIB는 지역의 커뮤니티 칼리지, 경제관련기관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한다. 노동력 관련 커뮤니티와의 파트너십을 지역고용 수요를 충족
하는 데 핵심 요인으로 보고 있다. 새크라멘토 지역의 경우에도, 4개의 지
역 WIB들이 주기적으로 만나 전체 새크라멘토 지역의 통합적 비즈니스
와 훈련 계획을 수립하기도 하며, 커뮤니티 컬리지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설계에서 지역의 비즈니즈계와 밀접하게 공동으로 작업한다.
새크라멘토 지역 고용전략의 가장 중요한 특징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의 자발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SETA/
SWI는 새크라멘토 지역의 고용-인력 문제를 다루는 협력 네트워크를 지
원하고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SWI 위원회는 기
업계, 노동계, 정부지원기관, 민간단체, 학교 및 교육훈련기관 등 41명의
멤버로 구성되고, 51%가 민간이고, 15%가 노동계로 구성되어 있다.
SETA/SWI는 다른 부문과의 정책 조정, 통합, 협력의 역할을 하고, 교육
훈련전달기관들과 핵심 파트너들은 고용정책의 계획 과정에 직접 참여한
다(Local Plan Public Input Process).
기업과 교육자의 파트너십(employer-educator partnerships)은 지역경
제의 경쟁력 제고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 파트너십은 커리큘
럼 구축, 노동력 준비, 제도, 지식 창출, 제도강화(Institutional T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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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ing)32) 등을 통해 노동력 개발과 클러스터 성과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SETA/SWI는 노동력과 비즈니스에 관한 전략적 구상들(Strategic
Work Force and Business Service Plan)을 만들어내고 집행하며, 구직자
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서 파트너들 사이에서 자원을 동원하고 협력
적인 전략(joint-strategies)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다양한
자금들33)을 동원하고 통합하여 지역 커뮤니티 컬리지인 American River
College에 미래 운송수단과 연료 자격증 프로그램(Alternative Vehicle
and Fuel Certificate program)을 개설하여 고용주들이 기술자들에게 미
래운송수단의 수리와 유지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고용주, 구직자, 훈련교육기관, 지역 NGO, 노동조합 등이 모여 지역의
노동력 수요에 관한 청문회를 가지기도 하고 이해관계자 미팅(LWIA
Stakeholder meeting)을 통해 전달시스템 개선방법을 가지고 토론을 하
기도 한다.
새크라멘토는 2008년부터 클린에너지전략을 채택하였고, 이때 녹색자
본협의체(Green Capital Alliance, GCA)가 구성되었다. GCA는 공익사업
자(utilities), 교육기관, 고용주, 정부, 노동력 및 경제 개발 조직들, 다른
커뮤니티 리더들로 구성되었고, 새크라멘토 지역의 클린 에너지와 그린
잡의 지속가능한 전략을 확인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 the Green
Employer Council for SETA’s Clean Energy Work force Training
Programs은 지역클린에너지제품에 대한 시장을 창출하고 에너지비용절
감의 원천을 파악해내는 역할을 한다. 지역의 클린에너지 관련 다양한 역
량과 자원들을 활용하고 이끌어내고 연결하는 것이다.

32) 제도강화(Institutional Thickening)란 산업클러스터의 성과와 경쟁력의 토대가
되는 사회적 기초를 구축하고 심화하는 경제발전과정을 의미한다(Velluzzi, 2010).
33) 자금원은 다음과 같다.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California Energy Commission, Community College Chancellor’s Office SB1070
funds, U.S. Department of Labor State Energy Sector Partnerships funds,
Workforce Investment Act funds, facilities from the Sacramento County Office
of Education, 기타 민간 자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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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A의 역할과 SETA/SWI, Valley Vision, SACTO’s Center for
Strategic Economic Research and Los Rios Community College
District’s Center of Excellence 등의 파트너십으로 SETA는 클린에너지
분야의 Regional Industry Clusters of Opportunity(RICO) 상금을 받기도
하였다. SETA는 클린에너지 분야 리서치 자금을 모색하였고, 이 분야의
인력훈련을 위해 다양한 재정자금지원에 신청하였으며, 100개의 클린에
너지/그린 분야 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리스트를 확보하고 있다.
대학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연계도 중요하다. SETA/SWI는 지역커뮤
니티대학지역(the Los Rios Community College District)과 대학컨소시
엄(the North/Far North College Consortium), 지역커뮤니티컬리지 이사
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WIB와 대학 사이의 주요 회의들을 조정하
고, 대학과 협력하여 핵심클러스터 영역의 발굴과 관련 노동력 개발 계획
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 노동계도 지역의 고용 및 경제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예를
들어, SWI 위원회 노동계 멤버들은(BillCamp-Central Labor Council,
Daniel

Koen-California

Teachers

Association,

Dennis

Morin-

Sacramento Area Electrical Training Center, Martha Penry-California
School

Employees

Association)이

기업계(SACTO,

Metropolitan

Chamber of Commerce, Valley Vision, and the Sacramento Regional
Technology Alliance) 등이 주도하는 Next Economy Capital Region
Prosperity Plan을 짜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예를 들어, 조직노동이 계획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
노동조합이 새크라멘토 밸리 도제훈련 위원회(the Sacramento Valley
Apprenticeship Coordinators)와 주기적으로 만나 도제훈련에 관한 양해
각서를 합의하고 WIB, 공동도제훈련위원회들이 협력하여 건설 부문의
수요가 증가하는 직업으로 구직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정책, 자금, 그리
고 우수사례들을 공동으로 만들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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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스톱 서비스와 자료 기반 정책 설계
새크라멘토는 고용과 훈련 서비스에 완벽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One-Stop Operator를 지정하고 자격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
며, 원스톱커리어센터를 위한 통합적 서비스전달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
적인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SWCC(the Sacramento Works One Stop Career Center)는 새크라멘
토 구직자가 고용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하나의 접근 지점이다. SWCC
는 이후 Sacramento Works Training Centers(SWTC)를 흡수하고, 미국
노동부와 캘리포니아 커리어센터의 브랜드를 받아 America’s Job
Centers of California(AJCC)로 재편되었다. 여기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고객주도, 손쉬운 접근, 고용주 필요 충족이라는 맞춤형의 서비스를 지향
한다. 이 서비스들은 매우 광범위하고 고객에 집중하며 성과에 기반한다.
SWTC/AJCC에서, 고객들은 노동시장정보, 커리어 코칭, 구직지원, 교
육훈련프로그램(The Eligible Training Provider List, ETPL) 등을 포괄
하는 다양한 도구와 서비스에 바로 접근할 수 있고, 같이 위치해 있는(장
소 통합) 파트너들이 특별한 필요와 욕구(장애, 빈곤, 가족, 정신)까지 충
족해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SETC는 이러한 원스톱 서비스를 학교/훈련 숙련 개발, 산업계가 인정
하는 자격증의 취득, 수요확대 예상 업종에서의 경력개발 프로그램 등에
더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WIB의 전략적 노동력
개발계획에 맞추어, 핵심직종클러스터의 훈련에 더 집중하고, 고용주의
요구에 우선순위를 두며, 기존 자원을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여타 자원을
모아 한가닥으로 집중하며, 목표로 하는 노동력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지역 WIA는 매우 포괄적이고 효과적이며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개별 SWCC 센터들은 고객, 파트너들의 필요에 맞게 서비스들
을 선택하고 조정한다. 서비스들을 조정하고 자원(자금)을 레버리징함으로
써 SWCC는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매우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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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새크라멘토의 연령대별 인구 비중과 커리어센터 고객 비중
연령대별 인구 비중(%)
연령대

인구 비중

15세 이하

21.2

15～19세

연령대별 커리어센터 고객 비중(%)
연령대

커리어센터고객비중

7.4

19세 이하

6.9

20～29세

14.8

19～21세

11.3

30～39세

13.7

22～32세

31.6

40～49세

13.9

33～44세

22.3

50～59세

12.9

45～54세

16.9

60～69세

8.3

55～64세

9.4

70～79세

4.6

65세 이상

1.6

80세 이상

3.2

자료 : SWI(2013).

SETA와 SWI는 2003년부터 고용주지원위원회(SWI Employer Outreach Committee, EOC)가 기업지원서비스를 담당하도록 하였는데, 2009
년부터는 지역의 WIB와 지역전략계획(Regional Strategic Plan)으로
SWI Business Plan을 공동으로 수립하여 기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였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수요 직종, 숙련격차, 훈련 수요 등 지역 고용주들의 수요를 확인
∙ 고용주의 참여와 만족도의 증가, 참여 노력의 촉진
∙ 비즈니스 커뮤니티에서 가시성(visibility)의 증가
∙ 고용주 지원을 위한 홍보 계획의 수립
∙ 지역별 고용주 심포지엄 조직화 노력 지원
∙ 사업주협회와의 전략적 제휴 개발
SWI ECO는 매년 고용주가 원스톱서비스를 통해서 받은 서비스의 질
에 대해서 서베이 조사를 하기도 한다. 미국 고용개발부(EDD)의 Wagner
Peyser program 지원을 받아 고용주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미국에서 고용서비스는 1933년에 제정된 연방 Wagner Peyser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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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A)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이는 2014년 the 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of 2014으로 수정되었고, the America’s Job Center
of California(AJCC)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용주에게는 이
직자의 재고용서비스, 사업체의 확장, 이전, 미래의 채용 등과 연관된 노
동시장 정보 제공, 새로운 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노동력 긴급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구직자에게는 훈련과 구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SWI는 보건의료와 클린에너지 같은 핵심 클러스터 영역에서의 훈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RNsII-Initiative는 보건의료
부문에서 간호사와 관련 보건의료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고, CEWTP-Initiative는 Utility Companies as Line Workers, Green
Construction, Solar Technology, Alternative Vehicle and Fuels, and
Energy Efficiency 등의 영역에서 취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역 커뮤니
티 컬리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개발, 운영하는 클린에너지 노동력 훈련
프로그램이다.
새크라멘토의 고용전략은 정보에 기반한 정책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고
용정보시스템으로

캘리포니아

고용개발부의

California Employment Development

노동시장정보팀(the

Department’s Labour

Market

Information Division), 로스리오스 지역대학(the Centre of Excellence
at Los Rios Community College District), SACTO’s Centre for
Strategic Economic Research, California Job Opening Browse System
(CalJOBSSM), Job Training Automation(JTA) system 등에 의해서 개
발, 운영되고 있다. SETA/SWI가 개발, 운영하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정보시스템인 새크라멘토 경력센터시스템(the

Sacramento

Works

Career Center system)은 온라인잡매칭, 평가, 훈련서비스와 프로그램 정
보 제공 등의 역할을 하는 the Virtual One Stop(VOS) system, CalJOBS,
KeyTrain, WorkKeys, and Metrix 등을 포괄하고 있다.
또한 새크라멘토는 자료에 기초한 정책 설계를 강조한다. SACTO의
내부 연구소인 Center for Strategic Economic Research는 web crawler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숙련 수요와 기업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있고,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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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니티 컬리지의 Centgres of Excellence는 산업리포트를 작성한다. 이들
이 CEDD의 노동시장담당과와 협력하여 핵심직종클러스터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제5절 요약과 시사점

이 장은 미국 새크라멘토 지역의 고용위기에 대한 대응전략을 다루었
다. 새크라멘토 지역의 특정 산업 쇠퇴로 인한 고용위기 지역은 아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고용위기에 직면하고 이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지역고용전략이 체계화되고 있는 사례이다.
미국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훈련과 구직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중요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시스템인 공공고용시스템
(public workforce system)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
정적자로 구직자와 사업주의 필요에 부응할 재원의 부족이라는 제약조건
하에서 창의적인 고용정책을 설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공공 의
자원뿐만 아니라 민간 자원을 연결시키는 파트너십 전략과 주어진 자원
으로 더 큰 자원을 연계시키는 자원 레버리지 전략은 이러한 제약조건에
대응하는 전략이다. 또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전
달체계를 합리화하고,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에 기초해서 프로그램을 설
계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잘 반영하는 사
례가 새크라멘토라고 할 수 있다.
새크라멘토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고용이 크게 감소했지
만, 2010년 이후 회복하고 있다. 다만 여타 미국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파
트타임 일자리 증가와 경제활동참가율 저하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캘리
포니아의 고용구조를 보면, 제조업이 취약하고 공공행정, 교육, 보건의료
부문의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제조업은 IT와 음식가공업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 금융, 제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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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이 감소하고, 보건의료 부문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업
의 경우 중간 수준의 직위에서 잘 훈련받은 구직자들이 부족한 숙련 갭의
문제를 안고 있다. 고용이 늘어나는 영역에서는 숙련 부족과 미스매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의 미래 경제계획에서 중요한 목적의 하나가 고임금-고
성장 일자리에 투자하는 것이며 새크라멘토도 이러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 이를 위한 실행 전략이 클러스터 기반의 경제 활성화 전략, Next
Economy(Next Economy Capital Region Prosperity Plan)이다. 이는 혁
신과 기업가정신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다변화하며 경제성장을 위한 비
즈니스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민간기업, 정부, 학계 및 시민단
체들의 자원을 모아, 캘리포니아 수도권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투
자를 위한 공동의 전략과 행동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업종에의 집중이냐 지역 산업의 다양성 확보냐
(focusing or targeting vs diversity)라는 논쟁이 있었지만, 협의와 타협
의 과정 속에서 산업 다양성을 추구하면서도 핵심 영역을 집중하는 지원
방식을 채택하였다. 새크라멘토는 핵심 영역을 파악할 때, 다양한 기관이
나 조직들 사이의 협력을 조직화했으며, 그 결과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
면서, 한 부문에 집중하기보다는 경제와 산업의 다양성을 촉진하는 방식
을 선택했다. 선정된 핵심직종클러스터는 의료서비스, 정보통신기술, 클
린에너지, 농업과 관광 등이었으며, 이 부문에서의 숙련 부족과 미스매치
의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취업과 숙련 정
책들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
또한, 최근 미국은 제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회복을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새크라멘토도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
을 꾀하고 있고, 제조업 회복 전략에서 직면하는 문제인 숙련공 부족 문
제에 도제훈련 형태로 대응하고 있다.
새크라멘토의 고용정책은 경제산업정책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추진된
다. 정책의 설계와 실행을 고객(구직자와 사업주)의 필요에 맞춘다는 점,
단순히 구직자에게만 집중하지 않고 사업체와 고용주에게도 동시에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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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중으로 집중한다는 점(dual customer), 주어진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연계하여 더 큰 자원을 만들어내는 레버리지 전략(leveraging
resources)을 채택한다는 점, 그리고 이를 위해 지역의 이해관계자들과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형성한다는 점이 새크라멘토 지역 고용정책의 특
징이라고 할 수 있다.
새크라멘토의 고용정책을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실행하는 단위는 새크
라멘토 고용훈련기구(the Sacramento Employment and Training
Agency, 이하 SETA)이다. SETA는 11개 커리어센터의 정책과 계획, 관
리감독을 책임지고, 40여 개의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
우선 고용위기에 대한 신속대응-사전예방 전략을 가지고 있다. SETA
는 해고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신
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신속대응팀(Rapid Response Team)을 구성하였고,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고 위험 사전 방지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SETA는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시나 카운티의 경제개발부서나
업종별 협회에 연계시켜주고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한 재직자훈련을 해고 방지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양한 자금원을 동
원하여 실직자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
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지역고용전략의 핵심은 교육훈련을 통한 숙련 형성 정책이다.
새크라멘토의 숙련정책의 핵심적 특징은 수요지향적 전략(DemandDrvien Strategies)과 협력적 접근(Joined-up approaches to skills)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와 산업 측면에서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교육훈련을
강화하기 위해서 파트너십 이니셔티를 다양하게 추진했다. 핵심직종클러
스터이니 의료서비스, IT, 클린에너지 분야에서의 훈련프로그램 개발을
파트너십 형태로 추진하였다. 훈련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지역 내 다양
한 파트너들 간의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으며, 훈련커리큘럼 설계
에서 비즈니스계와 긴밀히 협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훈련센터는 학
계, 경력-기술교육기관, 지원서비스, 산업별현장주도학습경험, 지역커뮤
니티파트너 등을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훈련은 대부분 개인별 훈련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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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인 Individual training accounts(ITAs) 형식으로 제공되지만, 훈련프로
그램은 기업과 고용주 주도로 훈련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개발되고
구축된다.
새크라멘토 지역 고용전략의 가장 중요한 특징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이 자발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의 WIB는 지
역의 커뮤니티칼리지, 경제관련기관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한다. 노동력 관
련 커뮤니티와의 파트너십을 지역 고용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핵심 요인으
로 보고 있다.
지역대학의 적극적인 협력과 연계, 참여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SETA는 지역 대학콘소시엄, 지역커뮤니티컬리지 이사회 등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여 WIB와 대학 사이의 주요 회의들을 조정하고, 대학과 협력하
여 핵심클러스터 영역의 발굴과 관련 노동력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
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 노동계도 지역의 고용 및 경제 계획에 적극적으
로 참여한다.
한편 새크라멘토 고용정책은 원스톱서비스와 자료기반정책을 중요시
한다. 고용과 훈련 서비스에 완벽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One-Stop
Operator를 지정하고 자격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America’s Job Centers of California(AJCC)으로 전환된 SWCC(the
Sacramento Works One Stop Career Center)는 고객주도, 손쉬운 접근,
고용주 필요 충족이라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한다.
또한 새크라멘토의 고용전략은 정보에 기반한 정책을 강조한다. 다양
한 노동시장정보시스템을 대학과 협력하여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
인잡매칭, 평가, 훈련서비스와 프로그램 정보 제공 등이 온라인으로 이루
어진다.
새크라멘토는 자료에 기초한 정책 설계를 강조한다. SACTO의 내부
연구소인 Center for Strategic Economic Research는 web crawler 기술
을 활용하여 지역의 숙련 수요와 기업들의 요구를 파악하며, 커뮤니티 컬
리지의 Centgres of Excellence는 산업리포트를 작성한다.
이러한 새크라멘토 고용정책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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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재정적 지원의 제약이라는 틀 내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고용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는 기업주의 참여, 연계, 그리고 그
들의 역할을 강화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정부의 제한된 자금으로
지역 내의 민간 자원들을 더 많이 끌어내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향후 경제성장 둔화와 빠른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복지
와 고용 관련 예산 제약이 다가올 것이다. 제한된 재정 자금을 가지고 민
간의 자원을 이끌어내는 레버리징 전략이 공공고용정책 부문에서도 요구
될 수 있다.
둘째, 고용위기와 해고의 문제에 대응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유연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해고가 발생할 경우 다양한 재고용 서비
스들을 제공하는 신속대응팀을 구성하여 대응하였고, 해고의 가능성이
높은 영세기업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지원과 여타 기업들과의 연계와 협
력을 유도해냄으로써 해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위기
를 사전에 파악하고 여타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를 예방하는 전략은
향후 산업 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점이 많다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숙련 정책이 공급자 중심보다는 수요자 중심을 강조하고 있다.
먼저 숙련 수요에 대한 철저한 분석에 기반하여 교육훈련프로그램들이
설계된다는 점이다. 특히 위기 이후 등장하는 새로운 산업에서의 숙련 수
요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대응함으로써 고용 성과를 높였다. 공급주의적
숙련형성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이 점을 많이 배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새크라멘토의 취업자 수가 7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이지
만, 노동시장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활용은 매우 앞서나가고 있다. 또한
정책 설계에서도 대학과 민간의 연구소들과 협력하여 노동시장과 숙련
수요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새크라멘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협력 네트워크 기반의 고용
전략이다. 앞에서 지적한 민간 자원의 동원, 해고에 대한 신속하고 사전
예방적인 대응, 수요자 중심의 숙련 정책, 자료 기반의 정책 설계 등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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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정부의 역할은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이
들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데 집중되고 있다. 다른 국가들의 지역고용 사
례에서도 모두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협력적 네트워크 기반의 고용 정책
의 설계, 수립, 집행은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점을 새크
라멘토 사례는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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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일본 에히메현 이마바리 사례

제1절 머리말

최근 조선산업의 위기로 인하여 조선소가 밀집해 있는 거제 등의 고용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 지역 차원의 위기적 상황이 도래하고 있
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고
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원을 투입
하여 지역고용 위기를 조기 극복하기 위해 ‘고용촉진특별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정부는 2013년 12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해서 재난지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상시적으로 지역고용상황을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해 고용정상지역과 고용비정상지역으로 구분하고, 고용비정상지역은
다시 <고용관리지역> - <고용위기지역> - <고용재난지역>의 3단계 관
리체계로 재편한 바 있다.
또한 조선업 경영상황 악화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고용상황이 악화되면
서, 2015년에는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전환 또는 폐업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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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게 했다. 이러한 상황
에서 지역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전략적 대응의 필요성 및 다양한 위기상
황에 따라 탄력적 대응이 요구되는 등 향후 이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및
실행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단순히 지원금과 같은 미시적 접근보다는 지
역재생을 위한 지역고용전략 접근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고용위
기 지역의 지역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이 이루
어지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차원을 넘어 지역복원, 혹은 지역재생전략이
라는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선업 구조조정이 우리보다 앞선 일본의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의 지역 내 산업위기에 따른 고용전략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국내 조선업의 위기가 도래하면서 일본의 사례연구가
많이 수행되어 왔는데(신원철, 2016; 우종원, 2016 등) 기존의 연구가 주
로 조선업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어 온 데 비해 본 연구는 지역고용전략
이라는 관점에서 연구의 차별성을 갖고자 한다.

제2절 에히메현 이마바리시의 개관과 조선산업의 현황

1. 개 관
이마바리시는 에히메현의 북동부에 위치해 있으며 세토나이카이의 중
앙부에 돌출되어 있는 다카나와반도(高縄半島)의 동쪽 부분의 절반 정도
를 차지하는 육지부와 게이요제도(芸予諸島) 남쪽 지역의 도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간지역과 중심부 시가지에 위치한 평야지대부터 세계
적으로 유수한 다도미(多島美)를 자랑하는 해안지역까지 다양한 지형으
로 구성되어 있다.34)

34) 이마바리시 홈페이지, http://www.city.imabari.ehime.jp/profile/profil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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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이마바리시의 위치

자료: 이마바리시 홈페이지,
http://www.city.imabari.ehime.jp/profile/profile.html.

2. 이마바리의 산업
이마바리시는 해안지역에 위치해 있어 중세시대부터 수군이 활약한 지
역으로 유명하며 세토나이카이의 해상교통의 요충지로서 예부터 해운업
이 발달, 바다와 함께 발전해온 고장이다. 약 80년의 역사를 지닌 이마바
리항은 1996년에는 시코쿠에서 최초로 컨테이너용 갠트리 크레인(gantry
crane)을 설치, 국내외 물류의 거점이 되었다. 해운업의 번영에 따라 각종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업 또한 발달한 지역이다. 이마바리시에는 조선소
가 약 14곳 있으며 이에 따른 관련 회사와 함께 일본에서도 유수의 조선
단지를 형성하고 있다. 운송용 기계공업 출하액은 약 4,267억 엔에 이른
다. 또한 섬유산업이 발달하여 특히 타올(수건) 생산이 전국 생산량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35)

35) 이마바리시 홈페이지, http://www.city.imabari.ehime.jp/profile/profil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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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업 : 이마바리시의 북부, 하시하마지구(波止浜地区)를 중심으로
조선관련 기업이 집중되어 있음. 이마바리의 조선은 1902년에 소형
선박의 건조수리(建造修理)를 시작으로 발전해 왔음. 파도가 완만한
항만을 지닌 전국 유수의 조선지구로 성장함. 연간 조선업의 수익은
약 3,000억 엔임.
- 박용공업 : 이마바리시의 박용관련 사업소로는 선박․해양 및 육상
플랜트의 수배전(受配電) 설비, 제어 시스템, 감시기기 시스템, 선박
전장(船舶電装), 에어컨 등의 공조장치(空調装置), 냉동․냉장 장치,
박용 엘리베이터, 선박용 갑판기계, 하역장치, 엔진, 프로펠러, 용접
분야는 용접재료, 용접․용단 기기 등이 있음.
- 해운업 : 1922년 이마바리는 시코쿠에서 최초로 개항지로 지정. 지리
적 조건이 좋아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행명소뿐 아니라 화물항, 무역
항으로서 발전함.
- 상업 : 이마바리시는 인근의 사이조시(西条市)를 광역 상업권으로 포
함시켜 예부터 상업이 발전하였음. 전국에서 처음으로 월부판매(月
賦販売)의 발현지로도 유명함. 지역산업인 타올(수건) 등 면직물, 수
산물, 일본 전통 의복용 직물인 고후쿠(呉服), 잡화 등의 도소매가 성
행36)

3. 이마바리시의 고용구조와 특징
이마바리시의 인구는 1975년 196,817명이며 이 중 남자가 92,654명이고
여자는 104,163명이다. 1980년에는 인구수가 197,818명으로 증가하였다.
비록 이 시기가 두 차례의 석유위기에 따른 구조조정 시기이기는 하지만
총인구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2016년 이마바리시의 인구는 일본 사회의
고령화, 저출산 추세로 인해 166,322명으로 줄어들었다. 이 중 남성인구는
77,936명이고 여성은 86,386명이다.

36) 이마바리시 홈페이지, http://www.city.imabari.ehime.jp/shoukou/jibasa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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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이마바리시의 인구(2016년)

자료 : 이마바리시 통계(2016),
http://www.city.imabari.ehime.jp/jouhou/tokei/h28/h28.pdf?1.

이마바리시의 고용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0년 기준 이마바
리시의 생산가능인구는 145,456명이며 경제활동인구는 80,937명이다. 취
업자는 73,907명으로 고용률은 50.8%이다. 경제활동인구를 내역별로 보
면 취업자가 73,907명이고 휴업자 1,077명이며 완전실업자는 7,030명이다.
이마바리시의 생산가능인구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15세 이상 인구 중 15
～29세 청년층의 비중이 14.0%이고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32.9%에 이
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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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이마바리시의 15세 이상 노동력 상황(2010년)

자료 : 이마바리시 통계(2016),

http://www.city.imabari.ehime.jp/jouhou/tokei/h28/h28.pdf?1.

1975∼2010년 기간 중 이마바리시의 산업별 취업자 동향을 보면 <표
6-3>과 같다. 표에서 보듯이 이마바리시의 취업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1975년 총 취업자수는 94,488명에서 1990년에는
91,579명으로 줄어들었으며, 2010년에는 73,907명으로 줄어들었다.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의 변화를 보면 특징적인 점은 1차 산업의 고용비중감소와
3차산업 종사자 비중의 증가이며 2차 산업 종사자 비중의 감소추이는 크
지 않다는 점이다. 이마바리시의 1차 산업 비중은 1975년 18.3%에서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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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1.03%로 크게 떨어졌고 다시 2010년에는 6.4%로 하락하였다. 이에
비해 3차 산업의 고용비중은 1975년 42.99%에서 1990년에는 50.26%로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59.85%로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2차산업에 종사
<표 6-3> 이마바리시의 산업별 취업자 수 추이

자료: 이마바리시 통계(2016),
http://www.city.imabari.ehime.jp/jouhou/tokei/h28/h28.pdf?1.
<표 6-4> 이마바리시의 산업별 취업자 수 현황(2010년)

자료: 이마바리시 통계(2016),
http://www.city.imabari.ehime.jp/jouhou/tokei/h28/h28.pd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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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취업자 비중은 1975년에 38.57%에서 1980년과 1985년에는 각각
37.78%와 37.51%로 줄어들었으나 1990년에는 38.68%로 증가하였다. 그
러나 이후 감소추이를 보여 2010년 현재 31.93%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
로 이마비라시의 경제구조가 서비스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마바리시의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를 보다 상세히 보면 <표 6-4>에
서 보듯이 2010년 현재 제조업 고용비중이 21.64%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으로 도소매업(16.10%), 의료복지(12.10%), 건설업(10.06%)의 순이다.

4. 에히메현 이마바리시의 조선산업
에히메현은 일본 혼슈(本州) 서부와 규슈(九州)․시코쿠(四国)에 에워
싸인 내해인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를 접하고 있어 경제․인적 교류가
활발하였다. 예로부터 규슈와 교토(京都) 지방을 잇고 대륙문물이 교토지
방에 도달하는 항로로 중요시되어 각처에 많은 항구취락이 발달하였으며
선박에 의한 인적․물적 이동이 많아 해운업이 일찍부터 발달하였다. 해
운업의 발달과 함께 선박 및 관련 산업이 밀집하여 상호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해운업이 발전하였다. 이마바리 지역은 한신(阪神)과 규슈를
잇는 세토나이카이 중앙에 위치해 있어 예로부터 교통의 요충지로서 번
영을 누렸으며 이 지역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해운업이 발전하였다.
또한 작은 섬이 점재한 가운데 복잡한 지형이 형성되어 수군의 요충지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이마바리 지역은 해운업에 필요한 선박 건조가 특히
번성하였다.37)
이마바리시는 조선업을 포함한 해운업, 박용공업을 총칭하는 해사산업
이 집적한 일본 최대의 해사도시이다. 이마바리시에는 14개의 조선업 사
업소가 입지해 있으며 건조척수, 건조량 모두 일본에서 가장 많다. 해운
업은 일본 내에 한정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내항해운과 해외 무역의 외항
해운으로 구별되는데 이 중 내항해운의 선복량은 일본 국내 8%, 해운왕
국 에히메현 내에서는 63%를 점유하고 있다.
37) 日野 満(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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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해운은 일본 외항선(외항상선대) 2,742척의 30%를 점하는 830척을
이마바리시 내 선주가 보유하고 있어 내항의 선복량이나 외항선박의 보
유척 수로 보아도 일본에서도 제1의 자리를 자랑하고 있다. 박용공업 분
야는 국내외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최첨단 기술을 결집하여
제조하는 박용기기는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다. 이마바리시는 해운업, 조
선업에 더하여 박용관련 기업 또한 많이 입지해 있어 일본 제1의 선박단
지를 형성하고 있다.38)
[그림 6-2] 이마바리시의 외항 해운업자 수(2010년)

자료: 아사히신문(2012.1.15),
http://globe.asahi.com/movers_shakers/120115/01_01.html.

38) 이마바리시 홈페이지, http://www.city.imabari.ehime.jp/kaiji/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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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이마바리시의 조선 준공량 추이

자료: 이마바리시 홈페이지, http://www.city.imabari.ehime.jp/kaiji/data/data01.html.

이마바리시의 조선업은 일본 국내에서 조선왕국이라는 칭호가 붙을 정
도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마바리시에는 14개의 조선 사업소가
있으며 건조척수는 국내 17%를 점한다. 그중 일본의 조선업계를 대표하
는 이마바리조선이나 신쿠루시마(新来島) 도크를 거점으로 하고 있다. 또
한 이마바리시에 본사 또는 거점을 두고 있는 조선회사의 그룹은 일본 전
체의 30%가 넘는 선박을 건조하고 있다. 이마바리시 내 14개 사업소 중
10사가 2,500총톤 이상의 건조설비를 지니고 있다. 최근 일본 조선산업의
호황을 반영하여 선박 수익 및 종사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39)
이마바리시의 선주 대부분은 다양한 종류의 전용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외에도 잘 알려져 있다. 해상 물동량은 증가 추세이며 세계 무
역물자(약 83억 톤) 중 일본과 직접 관련된 무역물자는 약 11%로 이마바
리 상선대는 세계 무역량의 4%를 점하고 있다.

39) 이마바리시 홈페이지, http://www.city.imabari.ehime.jp/kaiji/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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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미쓰비시 중공업의 다각화

자료: 우종원(2016).

일본의 대형 조선소는 리스크 회피, 안정경영에 집착하면서 세계 1위의
점유율 및 고도의 기술력을 활용한 국내고객 중시, 선별수주, 사업의 안
정성장을 위해 다각화 전략을 구사하고, 조선부문에서는 고부가가치선에
집중하며, 건조 수요가 확대되는 국면에서 기존 시장의 유지, 신규 시장
의 개척에 성공하지 못하였다(우종원, 2016).
기존의 중형 규모의 조선소였던 이마바리, 쯔네이시 등이 조선산업에
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대형 조선소가 조선업의 설비투자를 억제하고
다각화에 주력하는 동안, 중형 조선소가 조선부문에 ‘선택과 집중’을 하여
왔다. 단, 한국과의 경쟁이 상대적으로 적은 벌커를 타깃으로 설정하여
표준화 전략으로 비용절감, 중국과 경쟁을 지속하고 있다(우종원, 2016).
해운왕국으로 불리는 에히메현 내에서도 이마바리시의 사업자 수는
210사가 넘으며 선복량은 현내 63%를 점하고 있다. 일본 전체 내항해운
을 지탱하는 국내 화물 운송량의 경우 30%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최근, 물류에 대한 환경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내항해운의 경우,
자가용 트럭에 비해 1톤의 물건을 1킬로미터 운반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량은 18분의 1이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60분의 1이다. 에너지를 적게 쓰
는 친황경 운송기관으로 재평가받고 있으며 국토교통성 및 일본내항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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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총연합회를 중심으로 국내 수송방식을 선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모달 시프트(modal shift)가 추진되고 있다.
[그림 6-5] 일본 기업별 신조선 준공량(2014년)

자료 : 藤代康一(2015), 미쓰이물산 전략연구소 리포트.
[그림 6-6] 일본 기업별 신조선 준공량 추이

자료 : 미쓰이 물산 전략연구소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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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바리시의 조선소 근로자의 연령구성을 보면 20～30대가 전체 종업
원의 58.0%를 차지하고 있으며 60세 이상도 7.4%에 이른다.
[그림 6-7] 이마바리시의 조선업 판매액과 근로자 수의 추이

자료: 이마바리시 홈페이지, http://www.city.imabari.ehime.jp/kaiji/data/data02.html.
[그림 6-8] 이마바리시 조선소 근로자의 연령구성

자료: 이마바리시 홈페이지, http://www.city.imabari.ehime.jp/kaiji/data/data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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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이마바리시의 조선업 구조조정과 대응

1. 대형조선소의 구조조정과 대응
중소조선소로 구성된 이마바리시의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에 앞서 일본
의 조선업 위기에 따른 대형조선소의 구조조정과 대응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일본의 조선업은 전후 1956년부터 준공량이 영국을 제치고 세계 제
1의 자리에 올랐으나 1970년대에 두 차례의 석유위기를 겪으면서 공급과
잉의 ‘구조불황업종(構造不況業種)’으로 인식되었다(藤代康一,

2015).

1973년 오일쇼크를 계기로 조선불황이 도래하자 일본 정부는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했고40), 설비축소와 조업단축을 권고하였다.
일본정부는 조선업을 이미 성숙산업(成熟産業)으로 인식하고 1980년과
1988년에 두 차례의 구조조정을 실시, 대기업 조선회사를 대상으로 조선
업의 건조능력을 50% 삭감하였으며, 운수성(현 국토교통성)은 행정지도
로 조선소의 조업시간과 조업량을 규제하고 설비축소를 강제했다. 그 결
과 대기업 7사의 선대와 도크 55기 569만 톤(CGRT) 가운데 25기 225만
톤(CGRT)이 감축되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1973～75년을 기준으로
1977년에 67%, 1978년에 63% 수준으로 업무량을 삭감해야 했다. 미쓰비
시 중공업의 ‘요코하마조선소’와 ‘히로시마조선소’는 신조선부문에서 철수
하고 ‘나가사키조선소’와 ‘고베조선소’는 각각 1기씩 선대의 가동을 중단
했다.
1976년 7월에는 7,500명 이상의 인원을 2년 동안 감축한다는 총인원 감
축계획이, 다시 1978년 4월에는 2년 동안 5,500명을 감축하는 안이 제시
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도 조선불황이 이어지면서 고용감축이 지속되
40) 특정불황산업안정임시조치법(특안법, 78년 법률 제44호), 특정산업구조개선임
시조치법(산구법, 83년 법률 제53호), 특정선박제조업경영안정임시조치법(경
영안정법, 87년 법률 제53호)등이 제정됨(신원철, 201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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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 결과 ‘미쓰비시중공업’ 전체의 재적인원은 1975년 8만 1,397명에
서 1985년에는 5만 9,470명으로 줄었고, 휴직파견자 등을 제외한 실재인
원 또한 7만 7,143명에서 5만 115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에 ‘장선지부’
조합원수는 1만 6,458명에서 1만 433명으로 줄었다. 이 시기에 고용조정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 정규직 조합원에 대한 배치전환과 휴직파견(출향),
희망퇴직, 그리고 사내하청공의 감축이었다. ‘미쓰비시중공업’, ‘나가사키
조선소’의 경우 ‘미쓰비시중공업’이 다양한 사업 분야에 진출한 종합중공
업 업체로서 휴직파견을 광범위하게 활용하여 정규직 직원의 정리해고를
피했다.
나가사키조선소에서는 1976년 12월 이후 미쓰비시자동차 공장 및 판매
회사, 그리고 나고야항공제작소 등 계열 기업으로 노동자들이 이직하거
나 파견되었다. 일본 정부는 대기업 노동자의 휴직파견(출향)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제공, 1977년 고용보험법에 출향 급부금이 도입되어 출향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임금부담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였다. 이는 대
기업에서 고용조정 수단으로 활용해왔던 출향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기업
에 유리한 제도이다. 이러한 출향은 계열사만이 아니라, 협력업체로 나가
는 경우도 있어서 이 경우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가로채는 효과
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가사키조선소’는 희망퇴직과 이른바 ‘퇴직금
특별취급제도’를 실시하여 자진 사직을 유도하였다. 1978년 11월 노사협
의를 거쳐서 1979년 3월 16일까지 퇴직하는 자에게는 ‘회사사정으로 퇴직
하는 경우의 퇴직금’에 3～12개월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IHI조
선에서도 1979년 2월 ‘퇴직자특별취급조치’로 희망퇴직이 실시되면서 3만
5,405명 가운데 4,610명이 퇴사하였다. 이처럼 대형조선소의 경우 희망퇴
직을 뒷받침하는 퇴직금특별취급제도를 활용할 여유가 있었다는 점에서
중소조선소와는 달랐다.
중소조선소의 경우에도 희망퇴직 관행이 있었지만, 대형조선소와 같은
퇴직금특별취급은 곤란했다. 하시하마(波止浜)에서는 1977년 10월 350명
이 희망퇴직에 응모했는데 규정에 따른 퇴직금만을 받는 조건이었다. 1977
년은 중형조선소 20곳이 도산한 해이다. 1978년 이후 진행된 희망퇴직자의

제6장 일본 에히메현 이마바리 사례 157

수와 1980년 4월 기준 종업원 수를 회사별로 표시하면 히타치중공업(1,902
/ 16,787), 미쓰이중공업(2,953 / 11,813), 미쓰비시중공업(2,057 / 59,577),
스미토모중공업(1,033 / 9,647), 이시하리중공업(현IHI)(4,610 / 26,678),
가와사키중공업(3,749 / 25,867), 코칸(鋼管)(2,273 / 33,631)에서 희망퇴직
을 실시하는 경우 대상자 기준이 마련되기도 했다. 스미토모중공업이나
IHI 조선에서는 이른바 ‘용퇴기준(勇退基準)’이 만들어졌고, 이에 기초해
서 희망퇴직이 정리해고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스미토모중공업
에서는 ‘희망퇴직’에 부정적이었던 제1노조의 조합원들이 희망퇴직을 거
부함에 따라 노동조합 사이의 갈등이 나타나기도 했다. 조선산업의 극심
한 침체기에 ‘완전고용’을 지키는 것은 전체 노동자 가운데 일부, 즉 직영
정규직 노동자에게만 가능했다. 하청공이 고용위기하에서 우선적으로 희
생되었다. 미쓰비시중공업 ‘나가사키조선소’에서도 본공에 비해 하청공,
특히 사내하청공이 인원삭감의 대상이 되었다. ‘나가사키조선소’에서
1974년 10월부터 1979년 8월 사이에 본공이 1만 6,401명에서 1만 1,138명
으로 줄었는데 하청공은 1만 1,242명에서 5,166명으로 더 가파르게 감소
했다. 다른 조선대기업에서도 사내하청공은 고용조절의 기능을 담당했다.
1974～78년에 일본 조선 대기업에서 본공은 23.2%가 감소한 반면 사외
공은 63.7% 감소하였다. 하청공은 기업 분절적 고용조정의 주요 장치인
희망퇴직이나 퇴직금특별취급, 배치전환 및 출향에 의한 보호로부터 배
제된 존재였다. 선박 시장 수급 상황의 변동으로 인한 고용조정의 비용은
하청공에게 그대로 전가되었다(신원철, 2016 : 150～156).

2. 중형조선소의 구조조정과 대응
대형조선소에 비해 중형조선소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였다. 중형조선소
는 조선업이 생업이며 각 지역의 주요 지역산업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설
비를 축소하고 인원감축을 진행하기가 어려웠다. 각 회사는 건조능력 삭
감 대신, 생산능력 유지를 선택하였다. 중형 조선회사의 대표적인 예로
‘이마바리조선(今治造船)’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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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바리조선은 조업(操業)유지가 어려운 중소조선소의 설비 및 인원
을 매입하였다. 이로써 중소 조선회사의 집약이 진행되었고 생산능력을
삭감한 주요 조선회사와 중형 조선회사의 능력 간극이 좁혀졌다. 1960년
에 대기업 조선회사의 조선 건조능력 점유율은 90%, 중형회사는 10%도
되지 않았으나 1980년 이후, 대기업 조선회사의 점유율은 48%, 중형회사
는 52%까지 증가하였다.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조선업 외부환경이 변화하기 시작하였
다. 중국을 시작으로 한 신흥국의 경제발전에 따른 에너지 자원, 공업제
품의 수요확대에 의해 세계의 해상운송 수요가 지난 20년간 2배 이상 증
가하였다. 일본이 성숙산업으로 인식한 조선산업은 다시 성장 기조로 전
환하였다. 건조능력을 삭감한 일본과 달리 1973년 조선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한국은 1990년대에 주요 기업(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중공
업)이 정부의 방침에 따르지 않고 선박수요 확대를 전망하여 건조능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조선업은 수주량에서는 1999년,
준공량에서는 2002년에 일본을 앞질렀다. 중국 조선업 또한 경제발전에
따라 급속히 확대된 자국의 해상 운송 수요투자와 정부의 산업육성 정책
으로 인해 급속히 발전하여 준공량에서는 2009년에 일본을, 2010년에는
한국을 앞질렀다. 2000년대부터 일본의 대기업 조선회사와 중형 조선회
사의 준공량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대기업 조선회사는
LNG선 등 고부가가치 전략으로 선회하였으나 한국 또한 같은 노선을 선
택함으로써 한국과의 힘겨운 경쟁을 치러야 했다.
이에 반해 중형 조선회사의 준공량은 대기업 조선회사를 상회하게 되
면서 중형 조선회사가 일본 조선업의 주역으로 나서게 되었다. 중형조선
소가 장기간의 불황기를 극복하고 일본 조선업의 기둥으로 성장하게 된
전략은 무엇인가. 가장 먼저, 각 회사가 특기선종․선형에 특화하여 그 분
야에서의 경쟁력을 추구해 온 제품 전략을 들 수 있다. 각 조선소는 건조
에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고 선가가 고가는 아니지만 수요가 안정
적인 벌크 캐리어를 주력상품으로 하였다. 벌크 캐리어는 해운시장에서
선복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① 중고시장에서 거래하기 쉽고 ② 선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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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중형조선소의 주요 고객인 일본의 선주로부터 안정
적인 수요가 있었다. 또한 선형이나 장비의 표준화가 진행되어 동형의 선
박을 반복하여 건조함으로써 설계가 유용(流用)할 뿐 아니라 부품의 공통
화(共通化), 제조의 습숙효과(習熟効果, Learning effectiveness),
자재조달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어 비용 경쟁력을 높
일 수 있었다.
중형조선소의 벌크 캐리어 비율은 평균적으로 70% 정도로 대기업 조
선소의 약 40%를 크게 상회함으로써 고부가가치선의 비율이 높은 한국기
업이나 일본의 대기업 조선소가 중시하지 않았던 시장에 주력하였다. 두
번째로는 ‘해사 클러스터’의 존재를 들 수 있다. 해사 클러스터는 해운기
업을 일본 선주 상선대가 뒷받침하고, 이를 조선업이 서포트하며 조선업
은 국내 박용공업이 지지하는 구조를 말한다. 일본 상선대의 약 9할(척수
베이스)은 일본 조선소에서 조달, 일본 건조선의 75%(금액 베이스)는 결
국 일본선주에게 향하였다. 선박용 제품의 95%(금액 베이스)는 국내에서
조달하였다. 많은 중형 조선회사가 밀집해 있는 세토나이카이 연안지역에
는 조선소, 제철소, 박용공업, 선주, 금융기관 등 관련산업이 집적하고 있
어 매우 효율적인 서플라이 체인(サプライチェーン, supply chain)을 구
축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련 기업들은 상호 긴밀한 연계를 구축할 수 있
다. 또한 일본에는 세계적으로 상위에 있는 ‘일본우선(日本郵船)’, ‘상선미
쓰이(商船三井)’, ‘가와사키기선(川崎汽船)’ 등 굴지의 해운회사가 있어,
중형조선소는 이러한 해운회사와 국내의 선주를 중개하여 견고한 관계를
구축해 왔다. 해운업의 대기업 3사의 선주를 통한 국내 조선소 발주량은
한때 80%를 넘어 안정적인 수요로 해사 클러스터를 성장시켜 왔다.
이처럼 부품․재료 공급자부터 최종 소비자인 해운업까지 거의 대부분
의 분야가 속해 있는 해사 클러스터는 전 세계적으로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 조선 수요는 해운시황과 이에 따른 선복 수요의 증감에 의해 수
요량과 선가가 급격히 변동한다. 덧붙여 수주에서 준공까지 2～3년은 소
요되므로 그 사이에 주식변동 리스크도 따른다. 이처럼 큰 변동폭은 조선
업 단독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해사 클러스터는 조선업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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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가 되어 리스크를 흡수하는데, 조선소와 선주는 다소 해운시황이 어
렵더라도 발주를 하고 조선소는 낮은 가격으로 수주를 하는 등 상호 연계
를 통해 수요와 가격 파동을 분산시켜 왔다. 또한 금융기관은 이러한 파
동을 피할 수 없음을 이해하고 장기간에 걸쳐 구축된 신뢰관계를 통해 선
주에 자금을 지원해왔다. 이러한 리스크 분담이나 장기적인 거래를 통해
다져진 고객 및 자재 공급업자와의 신뢰관계는 한국이나 일본의 중공계
(重工系) 조선회사의 고객(선주)과의 관계와 크게 다른 점이며, 지금까지
일본의 중형조선소가 급격히 변동하는 해운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강점이라 할 수 있다.41)

3. 이마바리조선사의 역할
지역에서 일본 중소조선소의 구조조정 대응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마
바리조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마바리조선은 1901년 창업하여 1942
년에 이마바리시․오치군(今治市・越智郡一円) 조선소를 통합, 주식회사
를 설립하였다. 에히메현 이마바리시에 본사를 두고 조선 전문 기업으로
각종 선박을 건조․수선(建造・修繕)하여 자사의 세 공장을 합병하여, 이
마바리시, 오치군, 히로시마현 미하라시, 야마구치현 구다마츠시(今治市,
越智郡, 広島県 三原市, 山口県 下松市)의 조선회사를 계열화, 아래 3사업
소와 8조선공장 체제를 갖추었다.42)
이마바리조선 그룹은 세토나이카이에 건조 야드가 상기의 8개소, 건조
설비는 11기를 보유하였다. 제조업은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하여 인건
비를 중심으로 제조 비용을 줄이는 기업이 많다. 조선업 또한 가와사키
41) 藤代康一(2015), ｢日本造船業の主役となった中手造船所｣,『三井物産戦略研究所
レポート』May[후지시로코이치(2015), ｢일본조선업의 주역이 된 중형조선소｣,
미쓰이물산 전략연구소 리포트5월호].
42) 町田俊彦(2012), ｢ヒアリング報告：今治造船（株）西条工場｣, 専修大学社会科
学研究所月報, 専修大学社会科学研究所[마치다 토시히코(2012),「인터뷰 보고:
이마바리조선(주)사이조 공장｣, 전수대학 사회과학연구소 월보, 전수대학 사회
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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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이마바리조선 계열사 현황
３事業所
８造船工場

東京支社, 関西事務所, アムステルダム事務所
自社工場…本社・今治工場 西条工場 丸亀事業本部
系列工場…幸陽船渠（株）, 岩城造船（株）,しまなみ造船（株）,
新笠戸ドック（株）, あいえす造船（株）

자료: 町田俊彦(2012).
<표 6-6> 이마바리조선의 연혁
1901년
1942년
1958년
1967년
1970년
1971년
1976년
1982년
1983년
1986년
1988년
1993년
1995년
1997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4년
2005년

2008년
2010년

창업
이마바리시(今治市), 오치군 이치엔(越智郡一円)의 조선소를 통합, 이마
바리조선 주식회사 설립
신설이마바리 본사의 공장설비(6만㎡) 완성
동경사무소 개설(1982년에 동경지사를 개설)
마루가메(丸亀)공장(30만㎡) 건설 착수
10만 D/W 건설 및 15만 D/W 수선공장(修繕工場) 완성
항만 대표사무소 개설
고베(神戸)사무소 개설, 500척 건조 달성
이마조조선(岩城造船) -1971년 설립, 에히메현 오치군 가미지마쵸우(越
智郡上島町)-를 계열화하여 수선선(修繕船) 강화에 임함
코우요우센쿄(幸陽船渠) -1949년 설립, 히로시마현 미하라시(三原市)를 계열화하여 신조선․수선선의 강화에 임함
미쓰비시중공업과 의무제휴 강화, 미쓰비시․이마바리그룹 형성
(주)신야마모토 조선소(新山本造船所)를 계열화, 사이조공장(西条工場)
건설 착수
사이조공장 제1기 공사선각(船殼) 블록공장 완성, 고베사무소 폐쇄․한
신(阪神)사무소 개설
1,000척 건조 달성
사이조공장 제2기 공사 대형 도크 완성
사이조공장 30만톤 VLCC 준공
LNG선 착수
본사․이와나미공장 신도크 완성
와타나베조선(渡辺造船)(주)을 계열화하여, 시마나미조선(しまなみ造
船)(주)-에히메현 이마바리시-으로 회사명 변경, 신카사도 도크(新笠戸
ドック)-1988년 설립, 야마구치현 구다마츠시(山口県下松市)-를 계열화
(주)하시조우(ハシゾウ)와 니시조선(西造船)합병, 아이에수조선(あいえ
す造船)(주)를 설립, LNG 제1선, 준공, 취항
연간 101척 건조 달성

자료 : 町田俊彦(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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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업이 중국의 대련에 진출, 대기업 이외에도 히로시마현 후쿠야마시의
쯔네이시조선은 필리핀 세부 및 중국에 진출하였다. 노동집약형 산업으로
보이는 조선업이지만 실제로는 총 건조비용에 점하는 인건비의 비율은
약 30%에 불과하다. 이마바리조선은 생산을 국내에 특화하고 있다. 또한
자재품의 실로 90%를 세토나이카이의 박용기기 업체로부터 조달하고 있
는데 자제품의 국내 조달률이 한국은 80%, 중국은 40%임을 감안하면 이
마바리조선 그룹의 역내 조달률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43)

4. 에히메 방식의 상거래
이마바리조선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이마바리 선주’이다. ‘이마바
리 선주(에히메 선주)’는 실질적으로 세계 제1의 선박 소유국인 일본에서
높은 지위를 점하고 있다. 이마바리의 해항 선주는 60사업자가 있으며
830척의 선박을 소유하고, 선주는 대부분 소규모의 영세한 가족경영 형태
의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선, 화물선, 탱커 등 다양한 선박을 소
유, 자산가치 총액은 2조 엔이 넘는다. 일본의 해운회사가 운항하는 약
2,700척의 외항선 중 약 30%는 ‘이마바리 선주’가 임대하고 있다. 이마바
리 선주의 외항선 수는 485척이었으나 10년간 2배로 증가하였으며 지역
의 수건 제조업체, 철공소, 파칭고점, 선박부품 기업 등 이(異)업종으로부
터의 잠입이 계속되었다.
영세 사업자가 수십억 엔의 배를 몇 척씩 소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에히메 방식’으로 불리는 독특한 상거래 관습이다. 지역의 선박회
사가 선박 소유주로 하여금 선박의 건조대금을 분할지급 하도록 편의를
봐주고, 지역은행이 선박 소유주에게 융자를 해줌으로써 이러한 에히메
방식이 지속되어 왔다. 선박 1척을 소유하는 선주가 선박을 담보로 융자
를 받아 10척의 선주로 성장해 나가는 패턴이다. 2000년대 후반에 이마
바리 선주의 신규잠입이나 소유 척수가 증가한 것은 해운업의 대기업들
이 자사에서 소유한 선박으로는 부족하게 되어, 선주가 선박을 임대할
43) 町田俊彦(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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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받는 용선료(用船料)나 중고선 매각 시의 가격 급등, 소유하고 있는
선박의 자산가치 급등, 담보가치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시장의 신용평
가를 중시하는 해운업계의 대기업이 빌린 대금을 줄이기 위해 선박의 자
사 보유에서 선주로부터 임대하는 방침으로 대체한 것도 훈풍으로 작용
하였다.44)

제4절 지역정부의 역할과 지원제도

1. 지역의 지원과 해사클러스터, 그리고 경쟁력 회복
가. 이마바리조선과 지역산업의 상관관계
엔고 기조하에 다른 대기업 조선회사들이 설비투자를 축소하거나 다른
제조분야로 중점을 시프트하는 가운데 이마바리조선과 같은 이마바리시
의 조선회사가 수요지향형 전업(專業) 기업으로서 성장을 계속할 수 있었
던 중요한 요인은 [그림 6-9]의 점선 안에서 볼 수 있는 ‘지역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이나 중국의 조선회사로부터 선박을 구입하는 것
이 훨씬 경제적이지만 그럴 경우 이마바리 선주는 선박대금의 분할지급
과 은행융자 방식을 이용할 수 없다.45)
나. 일본 해사 클러스터의 특징과 역할
일본의 해운업은 선박의 90%를 국내 조선소에 조달하며 국내 조선업
이 건조하는 선박 또한 60% 가까이 일본 상선대로 보내고 있어 해운업과
조선업은 상호 긴밀한 의존관계이다. 일본은 해운업과 조선업을 중심으
로 한 선원, 박용공업, 선박임대업, 항만관련업 등의 해사산업, 금융보험,
44) 아사히신문(2012.1.15), http://globe.asahi.com/movers_shakers/120115/01_02.html.
45) 아사히신문(2012.1.15), http://globe.asahi.com/movers_shakers/120115/01_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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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에히메 선주와 해운관련 업계의 상관도

자료: 아사히신문(2012.1.15), http://globe.asahi.com/movers_shakers/120115/01_02.html.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 해사산업 관련산업 및 관련기관이 지리적으로
집적해 있는 해사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해사 관련분야가 국내에서 모두 조달되어 다수의 기업 및 관련
기관이 집적해 두터운 해사 클러스터를 보유한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그
예가 없다. 광범위하고 두터운 집적으로 인해 해사 클러스터 내의 긴밀한
연계 및 협력, 활발한 경쟁을 통해 개개의 기업 활동에서 파생되는 효과를
뛰어넘는 경제효과와 고용효과를 낳을 뿐 아니라 연구개발을 촉진함으로
써 고도의 기술력 및 수요를 적확하게 반영한 기술개발이 실현되고 있다.
이러한 해사 클러스터의 존재는 일본 조선산업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한
이마바리조선과 같은 중형 조선회사가 일본의 조선산업에서 대형 조선회
사가 구조조정으로 건조능력을 삭감하고 조업량을 단축하는 동안 대형 조
선회사를 제치고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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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차원의 조선업 지원정책의 현황
가. 에히메현의 중소기업 융자제도46)
에히메현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에히메현, 금융기관, 신용보증협회의 연계하에 자금을 공급하는
융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경영안정자금(経営安定資金), 건설산업단기자
금(建設産業短期資金), 긴급경제대책특별지원자금(緊急経済対策特別支援
資金), 신사업창출지원자금(新事業創出支援資金), 고용촉진지원자금(雇用
促進支援資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에히메현 내에 사업소가 있고 신용보증협회가 정하는 보증대상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6개월 이상 하고 있는 중소기업자, 조합 등이 제도 이용대
상이다. 긴급경제대책특별지원자금의 경우, ① 불황의 영향으로 판매액
감소 ② 엔고, 원유가 상승, 원자재가 상승 ③ 거래처의 도산 ④ 세이프티
넷(safety net) 보증 이용 ⑤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中小企業再生支援
協議会)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⑥ 고용조정조성금 등의 계획서를 노동
국에 제출한 경우 ⑦ 정부가 인증한 경영혁신 등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
을 받고 있는 경우 ⑧ 에히메현 융자제도의 책무를 청산하고 새로 융자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은 5천만～8천만 엔
까지 융자가 가능하다(조합인 경우 1억～1억 6천만 엔까지 가능). 상환기
간은 5～10년 내이며 금리는 연 1.65% 정도이다.
중소기업의 융자제도는 에히메현 내 금융기관 및 신용보증협회(伊予銀
行, 愛媛銀行, 愛媛信用金庫, 東予信用金庫, 川之江信用金庫, 宇和島信用
金庫, 商工組合中央金庫松山支店, 中国銀行, 広島銀行, 山口銀行, 阿波銀
行, 百十四銀行, 四国銀行, 徳島銀行, 香川銀行, 高知銀行, 観音寺信用金庫,
みずほ銀行, 三井住友銀行, 愛媛県信用保証協会)에서 신청 가능하다.

46) 에히메현 홈페이지, http://www.pref.ehime.jp/h30300/1624/taisaku.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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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마바리시의 중소기업 융자제도47)
이마바리시 중소기업 융자제도는 이마바리시와 에히메현 신용보증협
회(愛媛県信用保証協会) 및 금융기관의 3자의 상호연계를 통해 중소기업
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여 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융자제도의 이용 대상을 조선업 회사로 특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마바리 지역에는 조선 및 해운 관련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어
사실상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산업의 지원정책으로 볼 수 있음).
융자제도에는 진흥자금(振興資金), 긴급경영자금융자(緊急経営資金融
資), 경영안정화자금융자(経営安定化資金融資), 설비근대화자금(設備近代
化資金)이 있다. 융자금액은 500만 엔에서 1,000만 엔 이내이며 상한기간
은 60～84개월까지이다. 이 외에 금융환경변화대응자금(金融環境変化対
応資金)48)이 있다. 이마바리시에 주소지가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이마바
리시에 본점/본사가 있는 법인으로 1년 이상 동일한 사업을 경영하고 시
에 세금을 완납한 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단, 에히메현 신용보
증협회의 보증대상 업종이어야 하고 인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에 있어서
는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금융기간의 거래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여야 하는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다. 이마바리시 창업지원제도49)
이마바리시는 ‘산업경쟁력 강화법(産業競争力強化法)’에 기초한 ‘창업
지원사업계획(創業支援事業計画)’하에 ‘이마바리 창업지원 네트워크(いま
ばり創業応援ネットワーク)’를 구축하였다. 이마바리 창업지원 네트워크
47) 이마바리시 홈페이지, http://www.city.imabari.ehime.jp/shoukou/yusi-kigyo/
001.html.
48) 일본정책금융공고 홈페이지, https://www.jfc.go.jp/n/finance/search/42_kinyu
kankyo_m.html.
49) 이마바리시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http://www.imabaricci.or.jp/contentscci.php?
prm=sog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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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마바리 상공회의소, 이마바리시, 이마바리 지역지양산업 진흥센터
(今治地域地場産業振興センター), 오치상공회(越智商工会), 시마나미상공
회(しまなみ商工会) 등 지역의 상공회의소와 일본정책금융공고 니이하마
지점(日本政策金融公庫新居浜支店), 이요은행(伊予銀行), 에히메은행(愛
媛銀行), 에히메신용금고(愛媛信用金庫) 등 금융기관이 연계하여 창업을
지원한다. 창업 상담부터 사후 ‘창업 팔로업사업(創業フォローアップ事
業)’ 등을 실시하고 있다.
라. 지역산업 종사자 간 상호교류 추진
이마바리 상공회의소는 이마바리 경제를 책임질 차세대 경제인 및 후
계자의 상호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이마바리 상공회의소 청년부를 조직,
회원들 간 상호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이마바리 지역의
산업에 관한 세미나 개최, 분과회를 구성함으로써 이마바리시 내 다양한
산업 종사자들 간 인맥형성, 정보교환 등 상호교류를 추진하고 있다.50)

3. 이마바리시의 조선업 인재육성 정책
이마바리시의 조선업 인재육성 기관으로 이마바리 지역조선기술센터
(今治地域造船技術センター)를 지적할 수 있다.51) 이마바리 지역의 조선
업 관련 숙련기술자의 고령화, 청년 노동자의 이직 등 기술 분야의 인재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마바리시는 2005년 이마바리 지역조선기
술센터(今治地域造船技術センター)를 설치하였다. 이마바리시 내 조선회
사 및 박용기업 50사 이상의 회원사로 구성되어 각 사가 현역 기술자를
강사로 파견하여 신규 연수생을 대상으로 기술연수(초급, 중급)를 실시하
고 있다. 2016년 현재까지 1,000명 이상의 연수생을 대상으로 기술연수를

50) 이마바리시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http://www.imabaricci.or.jp/contentscci.php?
prm=sogyo.
51) 이마바리시 홈페이지, http://www.city.imabari.ehime.jp/kaiji/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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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다. 2015년 4월, ‘제1회 조선기능 콩쿨 배관의장의 부(第１回造船
技能コンクール配管艤装の部)’를 개최하였다. 8사 10팀이 참가하여 각 조
선회사를 대표하여 평소의 지식, 경험, 기술을 겨루는 열전(熱戦)을 펼쳤
다. 이마바리 지역조선기술센터는 이러한 콩쿨을 통해 더 높은 기능을 소
지한 기능자를 배출하여 선박회사가 고부가가치 선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조선업 기능자의 지위향상 및 처우개선을 촉
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6-10] 이마바리 지역 조선기술센터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일본 조선업의 구조조정 과정과 위기극복의 정책시사점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중형 조선소는 조선업이 생업이며 각 지역의 주요 지역산업이
었기 때문에 단순히 설비를 축소하고 인원감축을 진행하기가 어려웠다.
각 회사는 건조능력 삭감 대신, 생산능력 유지를 선택하였다. 대표적인
사례인 이마바리조선은 조업(操業) 유지가 어려운 중소 조선소의 설비 및
인원을 매입하였다. 이로써 중소 조선회사의 집약이 진행되었고 생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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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삭감한 주요 조선회사와 중형 조선회사의 능력 간극이 좁혀졌다.
중형 조선소가 장기간의 불황기를 극복하고 일본 조선업의 기둥으로
성장하게 된 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각 회사가 특기선종․선형에 특
화하여 그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추구해 온 제품 전략을 들 수 있다. 가령,
벌크 캐리어는 해운시장에서 선복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① 중고시장에
서 거래하기 쉽고 ② 선박관리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중형 조선소의 주요
고객인 일본의 선주로부터 안정적인 수요가 있다. 또한 선형이나 장비의
표준화가 진행되어 동형의 선박을 반복하여 건조함으로써 설계가 유용
(流用)할 뿐 아니라 부품의 공통화(共通化), 제조의 습숙효과(習熟効果,
Learning effectiveness), 자재조달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어 비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다.
둘째, ‘해사 클러스터’의 존재이다. 해사 클러스터는 해운기업을 일본
선주 상선대가 뒷받침하고, 이를 조선업이 서포트하며 조선업은 국내 박
용공업이 지지하는 구조를 말한다. 일본은 해운업과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선원, 박용공업, 선박임대업, 항만관련업 등의 해사산업, 금융보험, 교
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 해사 관련산업 및 관련기관이 지리적으로 집적해
있는 해사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다. 많은 중형 조선회사가 밀집해 있는
세토나이카이 연안지역에는 조선소, 제철소, 박용공업, 선주, 금융기관 등
관련 산업이 집적하고 있어 매우 효율적인 서플라이 체인(サプライ
チェーン, supply chain)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련 기업들은 상호
긴밀한 연계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일본에는 세계적으로 상위에 있는
‘일본우선(日本郵船)’, ‘상선미쓰이(商船三井)’, ‘가와사키기선(川崎汽船)’
등 굴지의 해운회사가 있어, 중형 조선소는 이러한 해운회사와 국내의 선
주를 중개하여 견고한 관계를 구축해 왔다. 해운업의 대기업 3사의 선주
를 통한 국내 조선소 발주량은 한때 80%를 넘어 안정적인 수요로 해사
클러스터를 성장시켜 왔다.
해사 클러스터는 조선업계와 일체가 되어 리스크를 흡수, 조선소와 선
주는 다소 해운시황이 어렵더라도 발주를 하고 조선소는 낮은 가격으로
수주를 하는 등 상호 연계를 통해 수요와 가격 파동을 분산시켜 왔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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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금융기관은 이러한 파동이 피할 수 없음을 이해하고 장기간에 걸쳐 구
축된 신뢰관계를 통해 선주에 자금을 지원해왔다. 이러한 리스크 분담이
나 장기적인 거래를 통해 다져진 고객 및 자재 공급업자와의 신뢰관계는
한국이나 일본의 중공계(重工系) 조선회사의 고객(선주)과의 관계와 크게
다른 점이며, 지금까지 일본의 중형 조선소가 급격히 변동하는 해운시장
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강점이라 할 수 있다 해사 클러스터의 존재는 일
본 조선산업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한 이마바리조선과 같은 중형 조선회
사가 대형 조선회사가 구조조정으로 건조능력을 삭감하고 조업량을 단축
하는 동안 일본의 조선산업에서 대형 조선회사를 제치고 중심으로 성장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에히메 방식의 상거래이다. 영세 사업자가 수십억 엔의 배를 몇
척씩 소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에히메 방식’으로 불리는 독특한
상거래 관습이다. 지역의 선박회사가 선박 소유주로 하여금 선박의 건조
대금을 분할 지급하도록 편의를 봐주고, 지역은행이 선박 소유주에게 융
자를 해줌으로써 이러한 에히메 방식이 지속되어 왔다. 선박 1척을 소유
하는 선주가 선박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 10척의 선주로 성장해 나가는 패
턴이다. 엔고 기조 하에 다른 대기업 조선회사들이 설비투자를 축소하거
나 다른 제조분야로 중점을 시프트하는 가운데 이마바리조선과 같은 이
마바리시의 조선회사는 수요지향형 전업(專業) 기업으로서 성장을 계속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으로 ‘지역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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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해외에서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고용위기를 겪
으면서 극복모델을 통해 지역이 재생된 사례를 기획하였으며 연구진 간
논의과정을 거려 5개의 사례연구 지역을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5
개 지역은 스웨덴 말뫼, 영국 셰필드, 호주 애들레이드, 캘리포니아 새크
라멘토, 일본 에히메현 이마바리이다. 각 사례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은
각 장의 소결에서 제시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는
다. 대신에 해외사례연구에서 나타난 시사점을 토대로 거제나 경남 등에
서 진행되고 있는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고용위기 문제를 지역고용전
략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논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지역 내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률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문제는 지역
재생의 필요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지역재생을 어
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화두가 되는데, 이에 지역산업을
성장시키고 숙련인력을 양성시켜 일자리 창출을 이뤄낼 수 있는 방향성
을 찾아내는 것이 지역 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대응체계는 단기 대응적 성격으로 고용위기가 보
다 심화될 경우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단기적 대응과 중
장기적 대응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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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고용위기 심화를 반영한 대응체계 구축 필요

핵심적인 기능인 희망센터가 고용위기 심화시점에서의 대응체계로는
불확실하다. 현재의 대응체계는 단기 대응적 성격으로 고용위기가 보다
심화될 경우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임금격차 등으로 신규 일자리
로의 전직에 대한 유인체계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전직지원서비스의 대체기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용
보험 미가입 사각지대 근로자에 대한 대응책이 여전히 미흡하며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가 요구된다. 나아가 위기지역별 희망센터의
역할 재정립과 담당인력들의 역량강화, 고용위기 단계의 상향에 따른 위
기 대응관리의 단계별 대응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정책대상의 확대와 보다 촘촘한 정책대상별 타깃팅화가 필요하
다. 사내하청근로자나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부당, 불법적인 관행을 개선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산업구조조정에 대응한 고통분담, 노
동시간 단축과 임금삭감, 사회안전망 구축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사각
지대 해소와 노동시장 공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지역별 차이에 따른 위기대응전략 필요

거제, 울산, 영암, 고성, 부산 등 조선업 위기가 다양한 지역에 걸쳐 진
행되고 있으나 지역별 산업구조의 차이에 따른 지역별 고용변동도 다르
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산업구조와 노동시장 여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
향의 차이는 지역별 특성에 입각한 고용대책 및 산업구조조정 정책을 요
구한다. 따라서 지역 희망센터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서 지역별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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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한 전략수립이 가능하도록 역량 구축 및 실행전략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제3절 중장기 대응전략 및 이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필요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구조적 대응과 관련한 중장기 대응방안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 조선업 위기가 향후 지속적으로 예견되고 조선업의 국
제동향을 고려할 때 산업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파생적 고용대책을 넘
어 조선업의 기형적 인력활용구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지원
과 고용구조 개편을 연계하도록 한다. 나아가 조선업이 안고 있는 산업구
조 재구축과 연계한 숙련개발 및 인력재구축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의 단기적 대응체계와 더불어 중장기적 조선업 구조조정과 연계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기금조성을 검토하도록 한다.
아울러 고용위기 지역의 지역재생전략 수립을 위한 지역주도의 거버넌
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산업위기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확대되고 있는 점에서 지역활성화 전략 등 지역의 재구축을 위한 대응체
계가 필요하다. 고용위기가 지나갈 경우 지역재생은 지역주체의 문제로
남게 되는 만큼 이에 대응한 지역주체의 역량 결집 및 고용위기 이후의
지역고용전략 수립 논의를 병행하도록 한다.

제4절 지역재생전략 논의의 확대 필요

고용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회복력(resilience) 향상을 도모하도록
한다. ‘회복력(resilience)’이란, 시스템 내외부 충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

174 고용위기 지역의 지역고용전략 해외사례연구

안정성을 극복하여, 시스템 기능을 회복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단순한 피
해 상황 이전으로의 복귀가 아닌 반복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키는 원인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을 통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의미를 포함한
다(서지영 외, 2014). 지역 재생이란 “지역공공단체가 지역주민 및 민간사
업자 등과 함께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노력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
키고 지역의 고용기회를 창출시킴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다시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에 다양하게 논의가 이루어진 지역재생문제를 현재
조선업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접목하여 논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철강, 전자 등 향후 지역고용산업 위기에 따른 지역고용위기를
고려할 때 지역산업발전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의 논의를 단
순히 지역산업정책적 관점이 아닌 지역고용전략 관점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관련다각화와 비관련다각화 논의와 지역고
용전략 간 연계는 중요하다. 관련다각화란, 기업이 여러 유사성을 공유하
는 서로 다른 사업들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비관련다각화란 유사성
이 거의 없거나 제한적인 서로 다른 사업들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한 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기업들이 정확히 똑같은 산업만을 운영한
다면, 매우 specialized한 지역이며, 이 지역은 낮은 수준의 관련․비관련
다각화 정도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 Frenken et al.(2007)에 따르면, 관련
다각화 수준이 높고 비관련다각화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지역일수록 기
업들의 혁신과 생산성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그러
나 지역 내 고용연구에 있어 관련다각화 전략과 비관련다각화 전략은 실
상 선택의 문제이며, 각 전략을 선택함에 따라 서로 다른 경제적인 효과
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지역경
제 성장 효과와 쇠퇴 시에 대응방향이 다르게 제시될 수 있다. 관련다각
화 전략의 경우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시에는 산업연계 발전을 통한 지
역고용 창출효과 및 전문화된 지역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강
점을 가진다. 또한 관련된 활동들 안에서 전문화된 장점들을 결합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포괄적인 기술에 기반한 국가정책들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7장 정책시사점 175

(Frenken et al. 2007: 696). Frenken et al.(2007)은 지역의 강점을 기반으
로 한 다각화 전략은 지역의 고용 및 경제성장에 중요한 원천임을 강조하
고 있다(박재곤 외, 2015: 178 재인용). 또한 관련다각화 전략을 활용하는
기업이 비관련다각화 전략을 내세우는 기업에 비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경영자원을 공유하는 범위의 경제성이 관련다각화
전략에서 더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 관련다각화 전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시에는 산업연계발전을
통해 지역고용이 창출되고 특화된 지역산업이 발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지며, 지역적 관련다각화 정책은 관계된 활동들 안에서 전문화
의 장점들을 결합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 정책으로부터 포괄적인 기
술에 기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을 가진다.
그러나 관련다각화는 연관된 산업들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주력산업이 실패할 경우 지역 내 산업구조가 붕괴되고 일자리 재
창출이 어려워 항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부담이 있다.
다른 한편, 비관련다각화 전략을 통한 지역산업 발전을 모색하는 경우
다양한 산업구조가 존재함으로써 다른 산업기반이 무너져도 지역 내 다
른 숙련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산업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지역경제 발
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관련다각화 전략에 비해 기
업 생산성과는 비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예를 들어, 조선업이 다수를 차지하는 거제도의 경우 지역경제의 대부
분을 조선업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업이 흔들릴 경우 항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새롭게 산업구조를 구축해야 하는 문제점을 가
지고 있다. 한편, 울산지역과 같이 조선업, 자동차산업 등 다양한 산업이
공존하는 지역의 경우 조선업이 타격을 입어도 다른 산업에서 기존의 산
업인력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제도에 비해서
는 큰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즉, 숙련인력을 흡수함으로써 산업발전
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지역고용전략
의 틀하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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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론]

고령화 위기와 지역고용 : 일본의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제1절 문제제기

한국은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보다 앞서
고령화가 진행되었고,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의 고령자 고용대책에 많은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고령층의 고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해결해야 할 다양한 과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고령층의 고용이슈
가 1970년대부터 장기간 지속되고 있으나 고령층의 삶과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공감대는 아직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고
령층은 현역시절의 봉사에 대한 급부로 여생을 평안하게 보내는 시기라
는 인식과 고령층도 적당한 일자리를 통해 자아실현의 기회를 갖는 게 바
람직하다는 생각 등 다양한 인식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층의 열
악한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장기간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
직도 충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고령화와 관련해서 일본에서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최근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소멸’은 마스
다 히로야(增田寬也, 2014; 김정환 옮김, 2015)에 의해 제시된 개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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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향후 30년 이내에 대도시만 생존하고 지방 중소도시는 소멸하는 극
점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지방 중소도
시의 경우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인구 재생산의 잠재력이
극도로 저하됨에 따라 지역 자체가 점차 소멸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젊은 여성’으로 대표되는 인구의 재생산
이 가능한 계층의 이주가 필요하며, 이러한 젊은 계층의 이주가 가능하도
록 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마을․사람․일자리창생의 선순환 확립을 위한
‘지방창생’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경우 일본보다 고령화의 속도가 빠른 가운데 대비는 불충분하
다. 한국의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고령화사회 진입(2000년)은 일본과 30
년 차이였으나 초고령사회 진입(2026)은 21년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측되
었다. 이에 한국은 일본과 약 20년의 시차를 두고 고령화에 대응하는 체
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의 노인세대의 경제여건은 일본에 비해서 매우 열악한 수준이어
서, 생계유지를 위한 노동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고령층의 1인당 소득도
낮은 가운데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노인 세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3.5%로 일본(23.5%)보다 높게 나타난 반
면, 비정규직 비중은 초고령사회인 일본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게다가,
한국 역시 지방의 많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는 상황에서 소
멸을 걱정해야 하는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지역이 79개에 달한다고 한다
(이상호, 2016).
이렇듯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고령층의 경제여건이 열
악하고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들 역시 많아지고 있는 한국에 일본의 고령
층 고용 및 지방창생 등의 정책대응 경험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절에서는 일본의 고령층 고
용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3절에서는 일본의 지방창생전략
에 대해서 살펴보고, 4절에서 일본 에히메현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마
지막으로 5절에서 한국의 지역 고령화 대책에 대해 살펴보고 그 한계 및
일본 사례의 시사점 등을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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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일본 고령층 고용의 특징

1. 일본의 고령화 현황
일본은 1970년 고령화사회, 1994년 고령사회, 200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
한 이후에도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인구 구조변
화가 지속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고령인구 비율이 2050년에는 38.8%까지 높아질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
령화 심화는 기대수명이 증가한 가운데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된다.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를 의미하는 노인부양률이 44.0명(2015년)에서 75.3명(2050년)으로 높아져
향후 생산가능인구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주요 선진국과 비
교해서도 일본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52)
[그림 1] 일본의 고령화 및 노인부양률 추이
<고령화 추이 및 전망>

<노인부양률 추이 및 전망>

자료 : 일본 총무성, 국세조사 및 인구추계;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일본의 장래추계인구; 한국은행(2016)에서 재인용.

52) OECD에 따르면, 2050년에 각국의 노인부양률 수준은 일본이 75.3명, 한국이 71.0
명, 독일이 55.6명, 프랑스가 45.9명, 미국이 34.3명 정도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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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고령층 고용의 3대 특징
일본 고령층 고용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의 특
징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첫 번째 특징은 ‘고용 증가’이다. 고령층 구직수요와 경제계 구인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고령층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 노후생활을
위한 소득․저축의 부족, 재정 악화에 따른 주소득원인 연금소득의 불안
등으로 생계유지를 위해 일하는 것이 불가피해짐과 동시에, 생산가능인
구(15～64세)의 감소로 노동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해지면서 고령층에 대
한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노동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두 번째 특징은 ‘정책대응의 한계’이다. 노후소득 증대와 고용여건 개선
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대응을 추진하였으나 이해관계 상충 등으로 실행
력이 저하되었다는 것이 현재의 평가이다. 장기간의 경기침체 등으로 청
년․중장년 등의 소득․고용 상황도 악화되면서 고령층 고용안정대책 등
의 실효성도 약화되었으며, 노후 대비 등을 위해 추진한 ‘60세 정년’ 제도
의 경우 기업부담 등으로 20년 넘게(1973년 추진, 1998년 시행) 소요되는
등 정책실행이 크게 지연되는 경험을 겪었다.
세 번째 특징은 ‘취약한 고용구조’이다. 고령층은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농업․서비스업 등 낮은 보수 직종의 비중이 높은 고용구조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세 가지 특징은 한국의 고령층 고용에 있어서도 유사하게 나타
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들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향후 한국의
고령자 고용대책 수립에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 고용 증가
일본은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후대비 부족 등으로 고령층의 구직수
요가 지속됨과 동시에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으로 사회 전반의 구인수
요가 맞물리면서 고령층 고용이 증가하였다. 일본 고령세대53)의 소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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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고령층의 빈부문제가 여
타 선진국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다. 고령세대의 1인당 평균 소득은 192.6
만 엔(2013년)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연간수급액(169.6만 엔)보다 14% 높
은 수준에 불과하며,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도 19.4% 수준으로 OECD 평
균(12.4%)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의 저축규모도 질병․사고 등 노후생활 대비에는 불충분한 것으
로 나타났는데, 고령층의 60%가 노후대비 적정 저축액보다 작은 저축규
모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채를 감안하면 일부 고령세대는 심지어 순저축
이 마이너스(-)인 상황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복지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령층의 주소득인 공적연금소득
도 불충분한 수준이다. 정부의 복지지출은 고령화에 따른 수혜기간 증가,
고령인구 증가 등으로 고령․복지부문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0.4%로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가운
데 일본 정부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현재의 연금소득 수준도 유지하기 어
려운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 일본의 주요 부문별 복지지출 추이

자료 :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한국은행(2016)에서 재인용.

53)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6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세대 또는 65세 이상인 자와 18
세 미만의 미혼자로 구성된 세대를 ‘고령세대’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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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으로 노동력이 부족하여 기업의 고령층
노동수요가 증가한 것도 고령층 고용 증가의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1995년 이후 생산가능인구의 하락 추세가 지속되면서 구인수요가 확대된
결과, 2010년 이후 고령층의 유효구인배율(구인자수/구직자수)이 지속적
으로 상승 추세에 있으며 고령층 실업률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3] 일본의 생산가능인구 및 고령층 고용지표 추이
<생산가능인구 추이>

<고령층 유효구인배율 및 실업률>

주 : 2016년 기준 고령층 유효구인배율 및 실업률은 1∼6월 평균값임.
자료 : 일본 총무성 및 후생노동성; 한국은행(2016)에서 재인용.

나. 정책대응의 한계
일본은 고령사회 진입 이후 지속적으로 노후소득 증대와 고용여건 개
선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대응을 추진하였으나 이해관계 상충 등으로 실
행력이 저하되었다.
일본 정부는 1995년 ‘고령사회대책대강(高齡社會對策大綱)’54)을 수립
하여 고령층의 고용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재취
업 지원과 연령차별이 없는 사회 실현 등을 통해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공적연금제도 확립,
54)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근거로 ‘고령사회대책회의’에서 수립한 중․장기 종합계
획으로, ① 취업․소득, ② 건강․복지, ③ 학습․사회참가, ④ 생활환경, ⑤ 조사
연구를 5대 시책분야로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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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 개선 등을 통해 고령층의 소득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중앙정부(후생노동성)와 지역사회(실버인재센터55)) 등의 협
업을 통해 다양한 고령층 고용방안을 마련․시행하여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정년을 지속적으로 연장하는 등 노후 대비에 필요
한 여건을 확충하고 있다. 고령화사회 진입(1970년)에 대응하여 ‘60세 정
년연장’을 추진하고, 초고령사회 진입(2005년)에 대응하여 ‘65세까지 고용
확보조치’를 의무화하였다.56) 일반 국민들이 은퇴 전부터 고령화에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 등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 노
력을 꾸준히 시행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진행되
는 고령화와 고령층의 노동시장 진입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이 현재의 평가이다. 이러한 한계에 봉착한 원인 중에 하나로 정책대응의
시기가 늦어진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고령화사회 진입
(1970년) 이후 25년이 지난 1995년에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수립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73년부터 추진된 ‘60세
정년’을 실행하는 데 20년 넘게 소요(1998년 시행)되었으며 그동안 일본
은 고령사회(1994)로 진입하였다. 아울러, 2000년부터 추진된 65세 고용
확보조치제도 역시 13년 만에 완료(2013년)되었는데 그동안 일본은 초고
령사회(2005)로 이미 진입한 이후였다.
고령층 고용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도 장기간의 경기부진, 고령에 적합
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 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저하되었다. 경기침체가 지
속되면서 정규직 등 안정된 일자리가 감소하고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등

55) 고령층 중심으로 구성된 공익법인으로, 고령층이 보유한 경험과 지식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고령층이 일할 기회를 확보하는 것을
로 운용되고 있는 기관이다.
56) 65세까지 안정된 고용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① 60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 ② 65세로 정년연장, ③
제도 폐지 중에서 하나의 조치를 선택하도록 의무화함 것을 의미한다.

살려
목표
정년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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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일본의 고령층 고용대책
<고령인구비율 및 주요 정책 시행시기>

<고용확보 조치 내역(2015년)>

주 : 중소기업은 30∼299인 기업을, 대기업은 300인 이상 기업을 의미함.
자료 : OECD; 일본 후생노동성; 한국은행(2016)에서 재인용.

고용구조가 전반적으로 악화되었으며, 고용확보조치제도의 경우에도 기
업이 65세 정년 연장(15.7%)을 선택하기보다는 고용부담이 적은 비정규
직 형태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81.7%)하는 등 전반적으로 고령층은 취
약한 고용구조를 갖게 되었다.
다. 취약한 고용구조
일본 고령층의 고용구조를 살펴보면,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농업․서비
스업 등 낮은 보수 직종의 비중이 높은 고용구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
다. 고령층의 고용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보수 등이 열악한 비정규직을 중
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령층 고용이 783만 명(2016. 5)으로
1990년(357만 명)보다 2.2배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자 비중(전체 대비)도
1990년 5.7%에서 2016년 12.1%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고령층 고용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수는 1992년 68.1만 명(54.7%)에서 2012년 290.4만 명
(74.0%)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고령층의 비정규직 비중 및 형태는 연령 및 성별 등에 따라 차이가 나
타난다. 정년의무화가 적용되지 않는 60세 이후부터 비정규직 비중이 크
게 확대됨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남성은 촉탁사원57), 여성은 파트타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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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5] 일본 고령층 고용자수 및 비중 추이

주 : 2016년은 5월 기준 수치임.
자료 : 일본 총무성; 한국은행(2016)에서 재인용.

<표 1> 일본 고령층 비정규직 근로자 및 비중 추이

(단위: 만 명, %)
연도

전체 근로자

비정규직

비중

1992년

124.5

68.1

54.7

1997년

156.9

91.8

58.5

2002년

162.5

108.4

66.7

2007년

233.2

161.1

69.1

2012년

290.4

214.8

74.0

주 : 전체 근로자는 임원이 제외된 수치임.
자료 : 일본 총무성; 한국은행(2016)에서 재인용.

57) 기업들이 계속고용제도의 일환으로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를 일정기간
재고용하는 고용형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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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일본 고령층 근로자의 고용형태(2012년 기준)
<고령층 근로자의 근로형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형태>

자료 : 일본 총무성; 한국은행(2016)에서 재인용.

<표 2> 일본 고령층 직종별 고용자수(2012년 기준)
(단위 : 만 명, %)

직종

55∼59세

60∼64세

65세 이상

관리직

23.1

27.3

42.0 (6.4)

전문직․기술직

86.9

62.4

50.9 (7.8)

사무직

122.5

95.1

62.8 (9.6)

판매직

69.4

64.8

78.0 (11.9)

생산직

87.1

83.6

73.4 (11.2)

서비스직

69.0

80.8

81.9 (12.5)

농림어업

21.8

38.6

109.7 (16.7)

운반․청소 등

44.0

58.5

65.1 (9.9)

수송․운전 등

27.9

32.9

23.9 (3.6)

건설 등

32.0

35.5

28.0 (4.3)

기타

30.5

32.4

39.7 (6.1)

주 : ( ) 안의 수치는 전체 종사자 중 해당 직종 종사자의 비중을 의미함.
자료 : 일본 총무성; 한국은행(2016)에서 재인용.

고령층은 농림어업, 서비스직 등 낮은 보수의 직종 비중이 높은 반면,
전문직 기술직, 사무직 등 높은 보수 직종 비중은 낮은 수준이다. 60세 이
전세대와 비교하여 고용이 증가하는 직종은 농림어업, 서비스직, 운반․
청소직이며, 전문직․기술직, 사무직은 크게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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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은 근로자(임원 제외, 44.3%)와 자영업자(32.4%, 가족종사자 포
함시 40.9%) 중심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근로자 비중은 감소하고 자영업자 형태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체 자영업자의 35.9%, 가족종사자의 41.6%가 고령층으로 구성되고 있으
며, 고령층 근로자(임원 제외)는 전체 근로자의 5.4% 수준에 불과하다.
[그림 7] 일본 고령층 종사상지위별 비중(2012년 기준)
<고령층 종사상지위별 비중>

<고령층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 일본 총무성; 한국은행(2016)에서 재인용.

제3절 일본의 지방창생전략

1. 인구감소시대, 로컬 아베노믹스 실현을 위한 ‘지방창생’
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 인식
일본의 인구는 2008년 1억 2,808만 명(고령화율 23.0%)을 정점으로 이
후 감소하고 있으며, 2060년에는 8,674만 명(고령화율 39.9%), 2110년은
절반 이하인 4,286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차미숙, 2016).
이러한 인구감소 상황은 지역에 따라 매우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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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인구감소 단계를 1단계(젊은층 감소, 노인 증가), 2단계(젊은 층 감소,
노인 유지․감소), 3단계(젊은 층과 노인 감소)로 분류할 때, 도쿄도와 중
핵시는 1단계, 지방은 2단계․3단계에 진입해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스다 히로야(2014)가 제시한 장래 일본의 인구감소
와 지방소멸에 대한 전망은 일본 사회에 큰 위기의식을 야기시켰고, 이를
기초로 일본 정부는 인구감소시대의 일본창생 도모를 위해 ‘지방창생전
략’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마스다 히로야(2014)는 인구감소로 인해
1,727개 시구정촌 가운데 896개가 소멸되고, 이 가운데 523개는 인구 1만
명 이하 지역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와 더불어, 일본 국토
교통성은 장래 인구전망을 토대로 인구증감지역과 무거주화지역을 추정
하여58)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의식과 지방창생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
하였다.
나. 인구감소․고령화의 대응: ‘지방창생정책’의 도입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현실화되자 일본 정부는 ‘일본창생=
지방창생’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로컬 아베노믹스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구체화하였다.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경제규모가 축소되고
1인당 국민소득이 저하되며, 지방에서는 지역경제의 유지가 중대한 위기
국면에 직면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인구감소로 인한 소비․경제력
의 저하는 이후 일본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인식된바, 일본
정부는 2060년 인구 1억 명 확보를 목표로 하여 활력 있는 일본사회 유지
를 정책목표로 설정하였다.
국토형성계획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도시규모가 작을수록 거
주지의 인구감소를 더욱 실감하고 거주지의 장래에 대한 불안 인식이 높

58) 일본 국토교통성의 전망에 따르면, 2050년에는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의 비율이
전체의 약 2%에 불과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가 절반 이하로 감소하거나
무거주화 될 지역의 비중이 현재 거주지역의 약 63%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현재 거주지역의 19%가 무거주지역화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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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성 국토정책국, 2015). 조사결과에 따르면,
거주지의 인구감소 실감도는 대도시(60.7%), 중도시(62.6%), 소도시
(68.6%), 정촌(70.7%) 순으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주지의 장래
에 대한 불안도 역시 대도시(11.3%), 중도시(16.7%), 소도시(23.5%), 정촌
(27.6%) 순으로 커진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59)
일본 정부는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도쿄권의 인구집중을 방
지하며, 지역에서도 살기 좋은 환경 확보를 통한 미래 일본 사회 유지를
목적으로 ｢지방창생법｣을 2014년에 제정하였다. 이 법에 근거하여, 일본
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まち․ひ
と․しごと創生本部)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마을․사람․일자리창생
종합전략(국가계획, 지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창생의 기본취지를 구체
적으로 실행 중이다. 일본 정부는 마을․사람․일자리창생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기존 정책의 효과가 저조한 요인60)을 검증함으로써, ① 자립
성, ② 장래성, ③ 지역성, ④ 직접성, ⑤ 결과 중시 등 5대 기본원칙을 설
정하여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지방창생전략의 기본적 목적은 인구
감소 방지를 위한 적극적 전략과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조정전략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1) 도쿄 일극집중의 시정, (2) 젊은
세대의 취업, 결혼, 자녀교육에의 희망 실현, (3) 지역 특성에 부합한 지역
현안과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데 있다.

59) 해당 조사에서 사용한 도시규모의 구분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도시는 도쿄도의
구부와 정령지정도시, 중도시는 인구 10만 명 이상의 시, 소도시는 인구 10만
명 미만의 시, 정촌은 나머지 정(町)과 촌(村)을 의미한다.
60) 기존 정책의 효과가 저조한 요인으로는 부(府)․성(省)․청(廳) 및 제도의 분할
적 구조,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국 단위의 일률적인 기법, 효과 검증을
수반하지 않은 선심성 정책, 지역으로 침투하지 않은 표면적인 시책, 단기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시책 추진 등을 꼽고 있다(마스다 히로야,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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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을․사람․일자리창생을 위한 정책수단과 지원시책
가. 마을․사람․일자리창생의 선순환 확립
일본 정부는 활력 있는 일본 사회의 유지를 위해 2060년에 1억 명 규모
의 인구 확보 및 안정화와 더불어, 2050년에 실질 GDP 성장률 1.5～2%
유지를 국가 미래상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미래상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장기비전(2060년) 및 창생종합전략(2015～19년)과 도도
부현 및 시정촌 차원의 지방판 종합전략 수립 및 추진을 지속적으로 경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방창생전략의 기본방향은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축소 극복을 위해 일
자리와 사람의 선순환을 확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의 활
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 마을․사람․일자리창생과 관련하여, 일자리창
생의 측면에서는 고용의 양을 확보하고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전략의 기
본방향으로 설정하였으며, 사람창생의 측면에서는 유용한 인재확보 및
[그림 8] 마을․사람․일자리창생의 선순환 구조

자료 : 차미숙(201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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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결혼․출산․자녀교육의 지원 확충을, 마을창생의 측면에서는 지방
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현안 해결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표 3> 마을․사람․일자리창생 장기 비전과 종합전략 개요
장기 비전
(중장기 전망)
정책
패키지

기본 목표
1. 지방에서 안정된 고용을
창출
(젊은 층 고용창출수,
여성취업률, 재일외국인
관광소비액 등)

사람과
일자리
창생의
선순환

선순환
지원,
마을
활성화

∙ 인구감소문제의 극복: 2060년 1억 명 인구확
보 목표, 도쿄 일극집중 시정
∙ 성장력 확보: 2050년 실질 GDP 성장률 1.
5～2% 유지
주요 추진시책
∙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업종횡단)
∙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분야별)
∙ 지방에 인재환원, 지방인재육성 및 고용대책
∙ ICT 활용으로 지역 활성화

2. 지방에 새로운 사람의 ∙ 지방이주 촉진
∙일본판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유입 촉진
(지방이주건수, 기업의 Community) 구상의 추진
지방거점 및 고용자수, ∙ 지업의 지방거점 강화, 지방채용․취업 확대
지방대학 진학률 등)
등 활성화
3. 젊은 세대의 결혼, 출산,
∙ 젊은 층 고용대책 추진
자녀교육 지원
(젊은 세대 취업률, 남
∙ 임신, 출산, 자녀교육 지원
성육아 휴업률, 첫째자
녀 출산 후 여성계속취
∙ 일과 생활의 조화 실현(일하는 방식의 변화)
업률 등)
∙ 작은 거점(다세대교류, 가시능형 집락생활
4. 시대에 맞는 지역만들기
권) 형성 지원
- 안심생활 유지 및 지역
∙ 지방도시의 경제․생활권 형성
간 연계 촉진
- 컴팩트화와 네트워크 형성, 연계중추도시권
(작은거점수, 정주자립
형성, 정주자립권 형성 촉진
권 협정체결, 입지적정
화계획 수립, 중고․리 ∙ 대도시권의 안심생활 기반 확보
폼시장 규모 등)

자료 : 차미숙(2016)에서 재인용.

∙ 기존 스톡(stock)의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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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본 정부는 마을․사람․일자리창생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4대 기본목표를 설정하고, 마을․사람․일자리 선
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13개의 주요 시책과 평가․지원방안을 체계
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마을․사람․일자리창생 추진을 위한 지원방안
지방창생을 위해 일본 중앙정부는 정보지원, 재정지원, 인력지원을 충
실히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자립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전략
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지원 중 정보지원의
측면에서는 지역이 산업, 인구, 사회인프라 등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지역에 적절한 과제를 도출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분석시
스템(Regional economy and Society Analyzing System: RESAS)을 개
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RESAS의 목적은 지역의 현상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 모습을 객관적으로 예측함으로써,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
발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입안을 지원하는 데 있다. RESAS는 누구나 사용
가능하고 이해하기가 쉬우며, 우수지자체의 분석결과를 전국의 지자체가
공유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특징이 있다.
일본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방창생 선행형 재정개혁(지
방창생신형교부금 신설, 지방창생가속화교부금 등)과 더불어, 지역소비
환기 및 생활지원형 재정개혁(프리미엄 상품권, 여행권, 고향명물사업
등), 그리고 마을․사람․일자리창생사업비, 지방창생관련 보조금 개혁,
지방창생응원세제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력지원 정책으로는 지방창생인재지원제도, 지방창생 ‘콩
세르쥬(안내인)’ 제도 운영, 지방창생인재플랜 등의 정책을 수행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지원정책 이외에도, 국가전략특구제도, 사회보장제도개
혁, 지방분권 및 규제개혁 등과 연계하여 다방면에서 마을․사람․일자
리창생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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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창생 실현을 위한 지역공간구조의 재편방안
일본 정부는 지방창생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 지역공간구조의 재편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일본 정부가 강조하는 지역공간구조 재편의 기본
방향은 ‘컴팩트(Compact)’와 ‘네트워크(Network)’이다. 일본 정부는 인구
감소와 거대재해 임박이라는 위기 인식에 기초하여 새로운 국토형성계획
을 2015년 8월에 수립하였다. 이 계획안에서 일본 정부는 대류촉진형 국
토 형성을 위한 국토․지역 공간구조의 기본구상으로 ‘컴팩트 & 네트워
크’ 전략을 제시하였다. 대류촉진을 위한 국토․지역 공간형성전략에서는
필요 기능에 따른 권역인구 확보를 위해 대도시, 지방도시, 중산간지역
등 도시계층별 발전방향과 특성을 고려해 도시․지역공간구조의 재편을
촉구하였다.
가. 컴팩트(Compact) : 컴팩트시티 실현을 위한 지역공간구조 재편
첫 번째로 대도시권을 의료, 복지 등 다양한 생활지원서비스가 일상생
활 권역에서 적절히 제공되는 컴팩트한 공간으로 조성해야 함을 제시하
였다. 대도시 교외부를 중심으로 고령화가 급속히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른 의료․복지수요 급증으로 의료․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역 활력의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대도시의 고령화에 대비하여
지역포괄 케어 실현이 가능하도록 기존 스톡(stock)을 활용하여 의료․복
지기능을 적절히 배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대중교통
중심의 개발(Transit Oriented Development: TOD)에 의해 형성된 공공
교통(철도 등)을 축으로 대도시 구조의 재구축 및 재생을 촉진하고자 정
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61) 내각관방(위원장: 총리대신) 주도의 마을․사람․일자리창생 지방판 종합전략
(새로운 수요창출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과 국토강인화지역계획(안정된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기반구축) 간 연계를 통해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
도록 유도함으로써, 상승효과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의 실현을 도모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차미숙,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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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지방도시 지역은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공간 전체
의 관점에서, 다극 네트워크형 컴팩트시티로 조성하고자 계획을 수립하
였다.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전개되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시기능 유
지를 위해 컴팩트한 공간 조성이 요구되면서, 2014년 8월에 ｢도시재생특
별조치법｣ 개정을 통해 ‘입지적정화계획제도’를 도입하였다. 입지적정화
계획은 도시 전체 마스터플랜으로서, 도시계획과 공공교통의 일체화를
통해 컴팩트시티와 네트워크화를 실현 가능하도록 하며 지역 내 공공시
설 활용 및 시가지 공동화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령자와 아이를
키우는 젊은 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실현하
고, 재정․경제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도시경영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
해 시정촌별로 입지적정화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기능유도
구역과 거주유도구역62)을 필수적으로 설정하도록 하여 컴팩트시티의 형
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시공간구조의 컴팩트 수준(compactness) 측정
을 위해 생활편리성, 보건복지, 안전․안심, 지역경제, 행정운영, 에너지․
저탄소 등 6개 분야 평가지표 및 측정기법63)을 담은 매뉴얼을 제공하여,
입지적정화계획 수립과정에서 시정촌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세 번째로 중산간지역은 작은거점과 주변집락 간 연계를 통해 집락생
활권을 형성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소학교 등 다수의 집락을 포함한 지역
에서, 생활서비스 기능과 지역활동 거점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범위로
모아 주민의 편리성을 증진시키는 한편, 작은거점과 주변집락을 커뮤니
티 버스 등 교통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사람, 물품, 서비스 순환 등의 교류
62) 도시기능유도구역은 도시기능을 도시의 중심거점과 생활거점에 유도하고 집약
함으로써 각종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도모하는 구역이며, 거주유도구역은
인구감소 속에서도 일정구역에 인구밀도를 유지하여 생활서비스와 커뮤니티가
지속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거주를 유도하는 구역을 의미한다.
63) 도시공간구조의 컴팩트니스(compactness)를 평가하기 위해 생활편리성, 보건복
지, 안전․안심, 지역경제, 행정운영, 에너지․저탄소 등 6개 분야에서 평가지
표를 개발하여 시정촌이 입지적정화계획이나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활용하도
록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각 지표별 전국 평균값, 도시규모별 평균값을 제공
함으로써 지역현황과 모니터링 평가, 그리고 장래예측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정
책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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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나. 네트워크(Network): 지역 간 연계 촉진과 지역공공교통체계 강화
일본 정부는 지방창생전략을 수행함에 있어서 인구감소시대에 지속가
능한 지역경제 발전과 증가하는 고령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생활편리성
을 높이기 위해 지역 간 연계와 지역공공교통 네트워크 전략을 강화할 필
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도쿄권, 간사이,
나고야권 등 3대 도시권의 기능 특성화 및 중앙 리니어 신칸센의 연결을
통해 ‘슈퍼 메가리전’을 형성할 필요가 있음과 동시에, 의료, 복지를 비롯
해 다양한 생활서비스 공급이 원활하도록 인구 30만 명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연계중추도시권 및 정주자립권 형성을 촉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
다. 지방중소도시는 도시기능유도구역 및 거주유도구역을 거점으로, 중산
간지역은 작은거점(compact village)을 중심으로 공간구조를 재편․정비
하고, 지역공공교통망 확충 및 수요관리형 교통체계 운영으로 주민생활
의 편리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 정책 당국의 주된 생각인 것이다.

제4절 일본 에히메현(愛媛県) 사례

1. 에히메현 개요
가. 인구구조
2016년 9월 현재 에히메현의 총인구는 1,376,604명으로 전월 대비 720
명 감소, 세대 수는 594,485세대로 전월 대비 2세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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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에히메현 추계인구 및 세대(2016년)

(단위 : 명, %)
2016년
(9월 현재)

전월 1일 현재
(2016년 8월)

전월대비
증감수

전월대비
증감률(%)

총 인구

1,376,064

1,376,784

-720

-0.05

남성

650,033

650277

-244

-0.04

여성

726,031

726,507

-476

-0.07

세대 수

594,485

594,487

-2

0.00

1세대별 인원(인구/세대)

2.31명

인구밀도(인구/면적)

242.43명/㎢

자료 : 에히메현 홈페이지(http://www.pref.ehime.jp/toukeibox/datapage/suikeijinkou/
saishin/suikeijinkou-p01.html), ｢현 추계인구(2016년 9월)｣.

에히메현의 연령별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에히메현은 일본 전체 도도부현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상위권(8위)에 해당할 만큼 고령화 진행이 빠
른 지역 중 하나이다.
에히메현의 인구 증감을 시정(市町)별로 살펴보면, 현내 20개 모든 시
정에서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증감이 큰 시정은 <표
7-5>와 같다. 아울러, 시․군부(市․郡部)별 인구를 살펴보면, 시부는
<표 5> 연령별 인구비율 : 전국 및 에히메현(2010년, 2015년)
2015년

2010년

비중(%)

비중(%)

15세
미만

15～
64세

평균
65세 이상 연령 15세
비중 순위 (세) 미만

전국

12.7

60.6

26.7

-

46.4

13.2

63.8

23.0

-

45.0

에히메

12.4

57.0

30.6

8

48.5

13.0

60.4

26.6

10

47.1

15～
64세

65세
이상

평균
연령
순위
(세)

주 : ｢2015년 국세조사 추출속보 집계 결과｣의 도도부현 연령별 인구비율 중 전국 및
에히메현 수치만 발췌함.
자료 : 총무성 통계국(2016), ｢2015년 국세조사 추출속보 집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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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878명(90.62%), 군부는 129,962명(9.38%)으로 2010년에 비해 시부는
36,985명(2.86%), 군부는 8,668명(6.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인구 증감 수가 큰 시정(市町)
순위

증 가

감 소

시정(市町)명

증가 수(명)

시정(市町)명

감소 수(명)

1

-

-

이마바리시

△8,347

2

-

-

우와지마시

△6,737

3

-

-

사이조시

△3,847

4

-

-

야와타하마시

△3,407

5

-

-

세이요시

△3,153

자료 : 에히메현(2016), ｢2015년 국세조사 지방집계 속보｣.

<표 7> 인구 증감률이 큰 시정(市町)
순위

증 가

감 소

시정(市町)명

증가 수(명)

시정(市町)명

감소 수(%)

1

-

-

구마코겐정(町)

△12.28%

2

-

-

이카타정(町)

△11.51%

3

-

-

아이난정(町)

△8.97%

4

-

-

야와타하마시

△8.88%

5

-

-

우와지마시

△8.00%

자료 : 에히메현(2016), ｢2015년 국세조사 지방집계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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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65세 이상 인구 비율: 도도부현(2010년, 2015년)

자료 : 총무성 통계국(2016), ｢2015년 국세조사 추출속보 집계 결과｣.

[그림 10] 에히메현 고령화율 추이

자료 : 에히메현(2016), ｢2016년 에히메현 고령자 인구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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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시정별 인구 증감률(2010～15년)

자료 : 에히메현(2016), ｢2015년 국세조사 지방집계 속보｣.

나. 고령자 고용상황
후생노동성 산하 에히메현 노동국은 에히메현의 고령자 고용상황에 대
해 매년 공표하고 있다. ｢고령자등고용안정에관한법률｣에서는 65세까지
고용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정년제 폐지’, ‘정년 연기’,
‘계속고용제도 도입’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고령자 고용확보조치’를 실
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에히메현 집계에 따르면, 2015년 6월 현재 ‘고령자 고용확보조치(이하
고용확보조치)’를 실시한 현내 기업의 비율은 99.6%(1,623사, 전년대비
0.4포인트 증가)로, 직원이 51명 이상인 기업은 99.6%(1,039사, 전년대비
0.4포인트 증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확보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기업
의 비율은 0.4%(7사, 전년대비 0.4포인트 감소), 직원이 51명 이상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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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0.4%(4사, 전년대비 0.4% 감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확보
조치를 실시한 기업의 비율을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사업소 규모:
직원 301명 이상)은 100%(130사, 전년과 동일), 중소기업(사업소 규모: 직
원 31～300명 이상)은 99.5%(1,493사, 전년대비 0.4포인트 증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확보조치’로서 ‘정년제 폐지’를 실시한 기업은 3.2%(52사, 전년
과 동일), ‘정년 연기’를 실시한 기업은 15.5%(251사, 전년대비 0.1% 증
가),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실시한 기업은 81.3%(1,320사, 전년대비 0.1포
인트 감소)이며, ‘고령자 확보조치’로서 ‘정년제 폐지’와 ‘정년 연기’를 실
시한 기업보다 ‘계속고용제도’를 실시한 기업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1,320사) 중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65세 이상의 ‘계속 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은 60.2%(794사, 전년
대비 2.3% 증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령자 고용안정법｣ 일부 개정
법의 경과조치에 의거한 계속고용제도의 대상자를 한정하는 기준이 있
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경과조치 적용기업)은 39.8%
[그림 12] 고용확보조치의 내용

자료 : 후생노동성 에히메현 노동국(2015), 「2015년 고령자 고용상황 집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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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사, 전년대비 2.3% 감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고용제도의 도
입’에 따른 고용확보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1,320사)의 계속고용이 가
능한 근무처는 자사만 해당하는 기업이 94.8%(1,252사, 전년대비 0.8포인트
증가), 자사 이외 계속고용이 가능한 근무처(모회사, 자회사, 관련회사 등)
가 있는 기업이 5.2%(68사, 전년대비 0.8포인트 감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희망자 전원이 65세 이상까지 근무할 수 있는 기업은 1,097사(전년대비
66사 증가)로 고용확보조치의 실시 상황을 보고한 전체 기업의 67.3%(전
년대비 2.1포인트 증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
이 1,048사(전년대비 64사 증가), 69.9%(전년대비 2.2포인트 증가), 대기업
이 49사(전년대비 2사 증가), 37.7%(전년대비 0.7포인트 증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70세 이상까지 근무할 수 있는 기업은 394사(전년대비 31사 증가)로 고
용확보조치의 실시 상황을 보고한 전체 기업 중 24.2%(전년대비 1.2포인
트 증가)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
이 369사(전년대비 27사 증가), 24.6%(전년대비 1.1포인트 증가), 대기업
이 25사(전년대비 4사 증가), 19.2%(전년대비 2.7포인트 증가) 수준인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13] 계속고용제도의 내용

자료 : 후생노동성 에히메현 노동국(2015), 「2015년 고령자 고용상황 집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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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희망자 전원이 65세 이상까지 근무 가능한 기업

자료 : 후생노동성 에히메현 노동국(2015), 「2015년 고령자 고용상황 집계결과」.

지난 1년간(2014년 6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 60세가 정년인 기업
에서 정년에 도달한 직원(2,990명) 중, 계속고용이 이루어진 직원은 2,488
명(83.2%), 계속고용을 희망하지 않고 정년퇴직한 직원은 499명(16.7%),
계속고용을 희망하였으나 계속고용이 되지 않은 직원은 3명(0.1%)으로
집계되었다.
[그림 15] 희망자 전원이 70세 이상까지 근무 가능한 기업

자료 : 후생노동성 에히메현 노동국(2015), ｢2015년 고령자 고용상황 집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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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60세가 정년인 기업의 정년 도달자 동향

자료 : 후생노동성 에히메현 노동국(2015), ｢2015년 고령자 고용상황 집계결과｣.

2014년 6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 경과조치에 의거한 계속고용
제도의 대상자를 한정하는 기준이 있는 기업의 경우,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연령(61세)에 도달한 직원(989명) 중, 기준에 해당하여 계속고용이
이루어진 직원은 884명(89.4%)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계속고용의 갱신을
희망하지 않은 직원은 88명(8.9%), 계속고용을 희망하였으나 기준에 해당
하지 않아 계속고용이 종료된 직원은 17명(1.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7] 경과조치 적용기업의 기준 적용 연령 도달자의 상황

자료 : 후생노동성 에히메현 노동국(20150, ｢2015년 고령자 고용상황 집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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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31명 이상인 기업의 상용노동자 수(약 219,660명) 중, 60세 이상
의 상용노동자 수는 약 24,247명으로 11.0%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연령별 상용노동자 수를 보면 60～64세가 약 16,104명, 65～69세가 6,406
명, 70세 이상이 약 1,737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확보조치 시행
의 의무화 이후 고령자 노동자의 추이를 살펴보면, 직원이 51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 60세 이상의 상용노동자 수는 약 20,780명이며, 고용확보조
치 시행의 의무화 이전(2005년)에 비해 약 13,326명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원이 31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 60세 이상의 상용노동자 수
는 약 24,247명이며, 2009년에 비해 약 7,754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8] 60세 이상 상용노동자의 추이

자료 : 후생노동성 에히메현 노동국(2015), ｢2015년 고령자 고용상황 집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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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히메현 고령층 고용정책64)
가. 고령층 취업촉진 정책
후생노동성의 고령자 고용확보조치를 확실히 실시하고 희망자 전원이
65세까지 고용이 보장되기 위하여 ｢개정 고령자 고용안정법｣에 의거, 사
업주를 대상으로 조언 및 지도를 실시.
<에히메현 노동국 업무>
- ‘개정 고령자고용 안정법’에 의거하여 고령자 고용확보조치를 이행하
지 않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조언 및 지도를 실시.
- ‘고령자 고용 어드바이저 제도’나 고령자 고용에 관한 조성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주지․활용함.
<에히메현 시책>
- ‘고령자․장애인 고용 페스타 인 에히메’의 개최, 고령자 고용 우수사
업소 표창 등을 통해 사업주를 시작으로 에히메현민의 고령자 고용
에 관한 이해를 촉진시킴.
나. 고령자 재취업 지원․촉진
(직원)모집․채용에 관한 연령제한의 금지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고
령자가 안심하고 재취업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령자를 대상으
로 한 상담창구 설치. 취업지원팀에 의한 재취업 지원을 강화함. ‘시니어
워크 프로그램 사업’을 실시하여 고령자의 재취업을 지원함.
<에히메현 노동국 업무>
- 고용대책법 제10조에 규정된 (직원)모집․채용에 있어서 연령제한
64) 에히메현 노동국(2015)의 ｢에히메현 고용시책 실시방침｣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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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의 의무화에 관하여 사업주를 대상으로 제도를 주지하고 이행하
도록 지도함.
- 마츠야마시 공공직업안정소에 설치하는 ‘고령자 종합상담창구’에서
직업생활 재설계에 관한 지원, 취업지원팀에 의한 취업지원을 강화
함.
- 지역의 필요에 맞는 기능 강습, 개별상담 등을 일체적으로 실시하는
‘시니어 워크 프로그램 사업’을 실시하여 고령자의 재취업을 촉진함.
- ‘특정구직자 고용개발 조성금’ 등 조성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재취업 촉진 증진.
<에히메현 업무>
- 사업주를 대상으로 에히메현 노동국이나 독립 행정법인 ‘고령자․장
애인․구직자 고용지원기구’ 에히메 지부가 실시하는 각종 조성제도
를 주지하도록 홍보함.
다. 고령자가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실버인재센터 사업’을 통해 취업기회를 확보․제공함.
<에히메현 노동국 업무>
- ‘실버인재 센터 사업’이 취업을 희망하는 고령자의 요구에 충분히 기
능할 수 있도록 그 취지를 바탕으로 운영에 관한 적정한 지도를 실
시.
- 각 실버인재센터의 취업기회 확대, 회원 확대 등 사업을 지원하여 고
령자의 필요에 정확히 대응하고 실버인재센터의 활성화를 증진.
<에히메현의 업무>
- 에히메현 ‘실버인재센터 연합회’의 운영 지원을 통해 현내 실버인재
센터의 사업을 원활화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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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실버인재센터
실버인재센터는 전국적으로 설치해 운영되고 있는데 구인을 원하는 기
업체와 구직을 원하는 노인들을 연결해주는 사업을 진행. 실버인재센터
는 교육․육아․간병․환경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공동으로 기획하고 제
안하는 사업을 지원. 사회참여를 희망하는 고령자에게 지자체와 협업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 중앙에 실버인재센터 사업협회가 있고 도․부․현
에 실버인재센터 연합 본부 47개소가 있으며 시․정․촌에 실버인재센터
1,790개소가 있음. 지역사회에서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고 구
인, 구직을 서로 연결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음. 센터는 회원제로 운영되
며 회비를 납부한 60세 이상의 건강하고 일할 의욕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
로 함. 이 센터는 회원 개개인이 쌓은 경험과 지식을 지역사회 공동체와
협력해 일할 기회로 만들어주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실버인재센터는 고령자의 사회참여를 이끌어내고 소득을 창출해내
는 것을 목적으로 특별히 다른 직업 훈련을 받지 않아도 일을 할 수 있도
록 함. 사업 수주를 맡는 경우는 일을 하고 수익금을 참여 노인에게 배분
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수주와 홍보에도 참여
하고 있음. 실버인재센터는 임시․단기 취업을 희망하는 고령자들을 대
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업무를 제공하는데, 청소․주차관리․정원관
리․시설관리․서기․회계․방문판매원․편집․번역․목공․어린이 돌
보기와 같은 단순 노무가 주가 돼 고령자 경험을 살린 업무 배치 비율은
낮다는 지적도 있음.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실버인재센터는 지역 공
동체화 고령자들이 협력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급여보장의 성격은 애초부터 갖고 있지 않음. 일본 정부가 1980년부터 실
버인재센터에 국가 보조를 실시한 것은 노인의 노동이 단순히 생계유지
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보람이 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 이
외에도 일본은 정년퇴직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정년퇴직 예정자를 대
상으로 퇴직하기 3년 전부터 직업 훈련을 시켜줌. 지식이나 기능을 배울
수 있는 직업 강좌는 위탁하거나 통신을 통해 교육하고 있으며 수강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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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이고 별도로 수강 지급금까지 줌. 덧붙여 일본의 노동성 장관은 고령
자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고령자에게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직종을 선정
해 발표하고, 이 직종에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65)
실버인재센터는 회원에게 주로 임시직, 단기, 단순 업무의 이른바

｢임․단․경｣ 요건에 상응하는 취업에 관계된 일반노동자의 파견사업을
진행. 민간 기업과의 경합을 피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주 20시간으로 제한
하고 있음. 2015년 후생노동성은 심의회를 소집, 실버인재센터의 ｢임․
단․경｣ 요건의 완화를 중심으로 고령법 개정안을 논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전략특구법의 특례로 요건완화가 인정되는 노동자에 추가하
여 직업소개 업무에 대해 요건완화를 검토. 지역의 실정에 맞는 유연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도도부현 지사가 업종, 직종을 지정하고, 고
령자의 능력에 맞게 주 40시간까지 근무시간 확대 등이 포함됨. 고령법
개정안은 2016년 국회에 제출될 예정임.

3. 에히메현 지방창생 사례 : 이요시 후타미(伊予市 双海) 지역
에히메현 이요시에 있는 후타미 지역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으로, 지방창생 정책이 수행되기 직전에 중학교 2개가 통폐합될
정도로 지방소멸의 위기가 다가와 있는 지역이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폐교 위협을 극복하고자 주민 조직이 활성화되면서
지방창생 정책이 도입되었다. 이요시 차원에서는 인구감소가 그다지 크
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적 정책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으므
로, 주민 스스로 문제해결에 착수하게 된 사례이다.
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들이 지역 내에 많
아져야 하기 때문에, 이주를 유도하려는 노력이 가장 우선적으로 계획되
었으며, 크게 세 가지 방향의 전략이 수립되었다.

65) 이코노믹 리뷰 [늙어가는 한국, 일본에서 배우자 ③] ‘실버직원’과 윈윈하는 일본
참고(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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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빈집이 지역 내에 존재하는지 확인한
후, 빈집 소유주의 약 55%에게서 활용에 동의를 구해 해당 빈집의 사진
을 준비하고, 집을 도면화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여, 지역 내 빈집의 임
대사업을 추진하였다. 소유주 확인을 위해서는 구청 및 시청 공무원들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66)했기 때문에, 민관의 협력이 잘 이루어진 사례라 할
수 있다.
둘째는 이 지역의 정보를 홍보하는 사업을 계획하여 수행하였다. SNS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온라인 광고와 더불어, 도쿄 등지에서 열리는
이주박람회 등에 참석하여 지역 및 빈집 등을 적극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젊은 층의 이주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진다.
셋째는 거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 지역으로의 이주에 관심
을 표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역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의 생활환경에 보다 쉽게 친숙해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정부로부터 지
원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12가구가 신청했으나 최종 5가구
에서 16명이 체험프로그램을 수혜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금까지 이주를 유도하기 위한 세 가지 전략 및 프로그램들을 살펴보
았다. 그렇다면 젊은 층의 실제 이주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① 실제 거주환경 조성, ②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 ③
일자리 마련이 실제 이주를 가능하도록 하는 실천과제라는 점에 주목하
였다. 그래서 후타미 지역에서는 이주자들에게 농업 및 농산물가공, 제빵
등 식료품 제조업 및 해당 제품 판매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도록 유도함으
로써 실제 이주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지방창생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사업시행 이전 15명이었던 초
등학생이 사업시행 이후 29명으로 증가함으로써, 그만큼 이주가 이루어
졌음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아울러, 이주한 젊은 층의 직업을 살펴보면,
마츠야마시 등지에서 일자리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목수 등 기존 직
업을 이주하여 계속하는 경우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이주
66) 재산세 고지서에 안내문을 동봉하는 방식으로 빈집 임대사업을 안내하고, 건물주
에게서 동의를 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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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완전히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이주민도 존재하였다. 후타미 지역의 경
우에는 여성 일자리 발굴은 상대적으로 쉬운 반면, 남성 일자리 발굴에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남성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거나 경우에 따
라서는 남성이 가사업무를 전담하는 경우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방창생의 핵심인 젊은 층의 지역이주와 관련해
서는 지역부흥협력대의 역할이 후타미 지역에서도 중요했던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3년 동안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부흥협
력대 지원사업의 한계로 인해, 이주 3년 이후 협력대원의 일자리를 안정
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여전히 어려움이 따른다고 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 지역에서는 정주 지원책으로 협력대원이 1년 이상 거
주 후 창업할 경우 에히메현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주체들
로부터 정주 창업 시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클라우드펀딩 등을 활용한 창업도 성공적으로 이루
어진 사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부흥협력대는 공모를 통해 도쿄, 오사카 등지에서 모집하게 되는
데,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이주를 전제로 사업에
참여하는 협력대원이고, 다른 하나는 일단 3년간 부흥노력에만 전념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하는 협력대원이다. 전자의 경우 먼저 지역에 들어와 해
당 지역의 부흥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찾아가며 지역창생전략을 수립하
기 위한 것이라면, 후자의 경우는 제시된 일들을 수행해주기 위해 지역으
로 들어오라는 차원의 성격이 강하다. 이요시 후타미 지역의 경우에는 전
자에 해당하는 협력대원들이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에히메
현 전체적으로 보면, 이와 유사한 지역부흥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이 다수
존재한다고 한다.
이요시 후타미 지역 사례를 소개해준 에히메대학의 마에다 교수에 따
르면, 에히메현 전체적으로는 현의 행정조직이 주도가 되어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인 실정이며, 이요시 후타미 지역은 다소 예외적인 사례라
는 얘기를 전했다. 에히메현 지방창생 정책의 운영전략이 최근 약간 변화
하였는데, 과거에는 현의 공무원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정책이 수립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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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최근에는 지역별로 자체적이고 다양한 계획안을 수립하였을 때 이
를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모하였다
고 한다.

제5절 한국의 지역재생정책과 일본의 시사점

1. 한국의 지역재생 관련 정책
한국 중앙정부의 쇠퇴지역 활성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도와 사업들
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광역경제권, 기초생
활권, 초광역경제권 등 세 가지 공간수준에 적합한 지역발전 5개년 계획
을 수립하고 매해 광특회계를 통하여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에서 기초생활권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포괄적으로 지방 자
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제도가 시행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에 대한 재원 조달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현재 쇠퇴지역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앙부
처로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은 각 부처
의 기능별 영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노후･불량 건축물, 기반시설의 불
량 등 물리적인 쇠퇴에 대응하는 물리적 재생 위주의 제도를 추진해왔다
면 농식품부는 농어촌 지역의 물리적 재생을, 중소기업청은 전통상가나
재래시장의 현대화와 관련된 물리적 재생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경부와
국토부는 산업단지의 노후화에 대한 대비로 산업단지 재생을 추진해오고
있다 할 수 있다.
각 부처별로 진행 중인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토부는 도시의 낙후한 지역에 대한 물리적 재생을 중심으
로 진행 중이며, 이의 주요 근거 법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

220 고용위기 지역의 지역고용전략 해외사례연구

발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이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 진행과 관련되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
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상기 네 가지 사업 중에서 앞의 세 가지 사
업은 주거지 개선과 관련된 사업이며,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시의 기능
회복을 위해 도심부와 부도심 등에서 상권 활성화, 또는 공업 활성화 등
을 위해 필요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상업 및 제조업 기능 활성
화를 위한 재정비사업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과거 도시재개발법이 대체된 것
이라 할 수 있다. 도시재개발법은 재개발사업의 수요 증대로 인하여 도시
계획법에서 규정하였던 재개발사업을 별도로 독립시켜 관리하기 위하여
1976년 12월 31일에 제정, 공포된 것이며,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은 도시 내 낙후지역에 재개발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개발 관련 사항을
확대하여 제도화한 것으로 서울시 뉴타운 사업을 활성화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의 제정을 통하여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과
생산성 증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
진 중인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통하여 농어촌 주거지역의 합리적
재배치와 관련 기반시설(간이상수도, 마을 하수도, 오폐수 정화시설 등)
과 농어촌 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하고 있다.
한편, 노후산업단지의 재생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로의 제조업 유출이 시작된 1990년대 중반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여,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9)이 존재한다. 산입법은 국토부 소관법률로 이 법에 근거하
여 산업단지의 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산집법은 지시경제부 소
관 법률로 구조고도화사업을 제도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한국의 지역재생 관련 제도는 각 부
처별 기능에 따라 주거, 도시, 농어촌, 산업단지, 상권 등의 재활성화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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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포함하는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개별 부처들의 기능에 따라
단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도시재생법 또는 지역재생법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는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지역재생법, 2010년 도시재생법 등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자 한
시도가 있었으나, 개별 부처의 사업논리에 따라 추진된 것이어서 실제로
법률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지역 현실에 안착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지역발전사업을 포괄하고 있는 광특회계사업의 경우
에는 시도 자율편성사업이든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이든 지역 쇠퇴를 규정
하는 기준이 없이 부처의 성격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는 경향이 존재한다.
즉, 광특회계사업 중에서 쇠퇴지역을 위한 특별한 사업군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 형편이다. 예를 들어, 광특회계사업 내에서 지역의 유형 구분이 유일
하게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 시군구자율편성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군구자율편성사업 내의 4개 지역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
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일반농산어촌지역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성
장촉진지역이 지역의 경제적, 물리적 낙후도에 따라 구분되고, 특수상황
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된다고 하나 나머지 지역은 시군구의 행정구역 성
격에 따라 구분되는 경향이 강하다.67) 또한 성장촉진지역의 경우에도 정
태적 지역낙후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최근에 급쇠락하고 있
는 쇠퇴지역에 대한 측정지표는 될 수 없다. 시군 단위의 공간통계를 사
용하고 있으므로 시군 내의 하위 쇠퇴지역에 대한 사업이 개발, 적용되기
는 어려운 실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역쇠퇴 및 재생과
관련한 조례가 거의 제정되어 있지 않아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독자적인
제도적 기반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역 활성화사업들이
대체로 중앙정부의 지원 여부에 따라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등 독자적인
67) 일반농산어촌지역은 시군 중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 및 군
지역이 해당되며 (노동복합형태의 시중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특별시․광역
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 도시활력증진지역은 특별․광역시의 군
구 및 시 지역 중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제외한 지역으로 규정한다(이소영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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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재생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경우, 지역쇠퇴
를 가늠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 해당되는 지역에 적용 가능한
사업과 재원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쇠퇴수준의 객관적 기
준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시군의 자율적 자생 의지도 고려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2. 일본 사례의 시사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에서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지역재생 관
련 정책들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중앙정부 중심의 정
책 설계 및 부처 할거주의가 존재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자립
할 수 있는 기반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다. 셋째, 지역쇠퇴를 야기
하는 주요 원인, 특히 저출산․고령화 등의 인구사회 영역의 구조적 문제
로 인한 지역문제 해결수단이 갖춰져 있지 않다. 넷째, 종합적 발전전략
을 지향하지만 물리적 개발 위주의 사업을 답습하고 있다.
이상의 한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일본의 지방창생정책이 한
국에 주는 시사점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일본정부의 지방창생정책이
여전히 일본 내부에서는 추진내용, 추진방식 및 효과와 관련하여 비판받
고 있으나,68) 인구감소와 저성장시대의 지속가능한(sustainable) 국가․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점에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구감소․고령화 → 소비여력 저하 → 경제침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유지를 통한 로컬 아베노믹스 실현을 위
68) 사사키 노부오(佐々木信夫, 2015)는 국토정책을 지역정책으로 그 접근방법을 전
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 일본 정부의 지방창생정책과 같은 ‘집
중형 지방창생’이 아니라 ‘분권형 지방창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대안으로서
‘일본형 주(州)구상 제도’를 제안하였다. 경제평론가인 지요 우넨 츠카사(上念司,
2015)는 인구감소로 지방이 소멸할 것이라는 인식에 기초한 일본 정부의 지방창
생정책 도입․추진 발상 자체를 반박하고, 오히려 지방소멸은 그동안 중앙정부
보조금 의존경향에 의해 비용(재정)이나 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지은 공공시설들
로 지방경제가 피폐해지면서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차미숙,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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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마을․사람․일자리창생 선순환구조 형성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 일본
의 지방창생정책인 것이다. 아울러, ‘사람’과 ‘일자리’의 선순환 기반을 확
립하는 한편, 이들을 ‘지역’이라는 맥락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장소기반
(place-based)의 지방창생정책을 범부처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인구감소․고령화와 저성장 시대에 대비하여 한국 역시 대도시,
지방중소도시, 농산촌 지역 등의 도시․지역공간구조를 보다 컴팩트하게
재편․정비하여 지속가능하고 살기 편리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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