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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ⅰ

요 약

1. 서 론
고용서비스를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소위 4
차 산업혁명으로 회자(膾炙)되는 최근의 기술진보는 고용서비스 제
공구조, 방식, 형태 등에 다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거시적 노
동시장의 변화를 논외로 하더라도, 인공지능(AI)기술의 확대나 플랫
폼 경제의 확산은 직업정보제공방식이나 전통적 고용서비스 일자리
알선방식에 완전하게 새로운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직업상담사가
일일이 적합한 구직자와 구인처를 검색해 매칭해 주던 전통적 방식
에서 인공지능이 자동적으로 구인자와 구직자를 매칭해주는 시대로
변화하게 되었고, 플랫폼의 확산으로 인해 직업소개소가 대체되는
시대에 이르게 되었다. 바야흐로 현재는 고용서비스가 새롭게 변화
하는 시기, 즉 고용서비스의 전환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고용서비스는 고용서비스일 수밖에 없다. 아무리
기술이 고용서비스를 변화시킨다 한들,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서비
스를 제공하는, 즉 사람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여전히
고용서비스의 핵심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 고용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취약성이 낮은 대상에 개입하기에 정보제공이 중요한 위상을 갖긴
하지만, 여전히 사람이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통적인 고용서비스
형태는 고용서비스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즉, 기술진보와 관련한 변
화 속에서도 고용서비스는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우리사회에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같이 전통과 변화가 혼재하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정책연구자들은, 어쩌면 이전보다 더 고용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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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탐구하며, 그 방향을 제시할 책무가 있다.
아무리 고용서비스의 변화가 예측이 어렵다 해도 노동시장에 미스
매치가 존재하고 근로빈곤층이 존재하는 한, 여전히 고용서비스는
정부 사회정책의 매우 중요한 수단일 뿐 아니라 협력자이기 때문이
다. 기술이 변화되게 된다면, 이러한 변화가 공공과 민간고용서비스
영역에 어떠한 함의를 갖는지 확인하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기술 변화라는 새로운 주제에 묻혀,
오랫동안 주요한 문제로 인식되어 왔지만 현재까지 본격적으로 다루
어지지 못하고 있는 전통적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주의를 환
기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즉, 본 연구는 고용
서비스와 관련된 전통적 문제의식과 기술진보로 인한 새로운 문제의
식이 혼재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고용서비스와 관련된 전통적이거나
새로운 몇 가지 핵심 연구주제를 탐색해 우리나라 고용서비스 미래
발전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연구방향을 설정했다면, 다음단계는 본 연구에서 다루
고자 하는 고용서비스와 관련한 주요 연구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일
것이다. 본 연구는 주요주제를 보다 균형 있게 다루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기준을 활용해 연구주제를 선정하였다. 첫째, 기언급한 최근
변화 경향을 반영해 고용서비스와 관련된 전통적 논점과 기술진보와
관련한 새로운 논점을 균형 있게 다루어 보고자 했다. 둘째, 앞서 언
급한 고용서비스 집행의 또 다른 주요 특징인 일선(street-level)의
중요성을 고려해, 거시적인 구조와 관련한 논점과 일선 서비스 제공
과 관련한 논점을 균형 있게 다루어 보고자 했다. 이러한 기준으로
선정한 네 가지의 주제를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고용서비스의 거시적인 구조와 관련된 전통
적인 연구주제로(구조-전통), 공공고용서비스 규모 국가비교와 관련
한 논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공공고
용서비스 규모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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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알려져 있는 일종의 정형화된 사실이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의 GDP대비 고용서비스 지출은 0.04%로, OECD 전체 평균인0.13%
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에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를 근거
로 우리나라의 고용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오
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문제는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학문적․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즉, 다른 국가에 비
해 고용서비스의 규모가 작다는 특징을 제시하는 것에서 한층 더 나
아가 고용서비스 제공규모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어떤 유형의 국가들
과 유사한 특징을 지니며,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상황에서 다른 국
가와 비교 했을 때 어느 정도 규모까지 고용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적정한지 등 한층 더 구체적인 논의까지는 탐색되지 못하고 있는 상
황인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오랫동안 알려져 왔고 중요한 논
점임에도 불구, 심층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공공고용서비스 규
모 국가비교 연구를 핵심 연구주제 중 하나로 선정해 제2장에서 다
루어 보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고용서비스의 거시적인 구조와 관련된 최근
기술변화 관련 연구주제로(구조-변화), 민간고용서비스의 매칭 플랫
폼화 가능성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민간직업소개기
관은 오랜 기간 가사, 유아 돌봄, 간병, 음식점 보조, 건설 분야 일용
직 일자리 매칭 시장에서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행위자였다. 그런
데 이 일용직 일자리 매칭 시장에 최근 새로운 변화가 감지되고 있
다. 최근 우리사회에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플랫폼이 해당분야에
도 진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사회상의 변화는 변화의
실체와 그 영향에 대한 학문적․정책적 탐색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만,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유료직업소개사업분야 전반에 일
어나고 있는 매칭 플랫폼화 현상을 확인하고, 기존의 전통적 방식의
일자리 매칭이 매칭 플랫폼으로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제3장에서 탐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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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본 연구에서는 고용서비스 일선과 관련된 전통적인 연구주
제로(일선-전통), 공공고용서비스 직업상담사의 직무열의(job engagement)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사람이 원재료인 직업상담사
에게는 단순히 기술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자신을 만나 도움을 청하
는 고용서비스 참여자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도우려는 의지, 그리고
이들을 돕기 위한 적극성과 열정 등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마음가
짐 또한 기술에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직무열의
를 조직의 구성원이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잘 수행하기 위해 스스
로를 일에 적극적으로 연결 짓는 마음의 상태, 즉 일의 성과를 위해
주어진 과업에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마음의 상태라 정의
할 수 있다면, 사람을 만나 마음을 교류하는 공공고용서비스 영역에
서 근로자의 직무열의는 조직의 성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라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마음가짐의 중요성은 고용서비스가
탄생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 중요할 수밖
에 없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을 대하는 많은 서비스 연구 분야와 달
리, 유독 고용서비스 분야에서는 이와 관련한 심층적 연구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직업상담사의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
는 요소가 무엇이며, 이러한 열의가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학문적 논의는 적어도 연구자가 확인한 범위에서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의 대표적 공공고용서비스 프로그램 중 하나인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일선에서 운영하는 대면직업상담사의 직무열의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다면적으로 탐색하는 것을 또 다른 연구주제로 정
해 제4장에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넷째,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고용서비스 일선과 관련된 최근
기술변화 연구주제로(일선-변화), 채용 및 일자리 매칭에 있어 빅데
이터․인공지능의 적극적 활용이 공공고용서비스 직업상담사의 직
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최근 국내외 채
용 시장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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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의 한 영역인 직업정보제공 영역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자동 일자리 매칭을 구현하는 사례도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기술변화는 일선 공공고용서비스 직업상담사의 직
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즉, 이러한 변화는 공공
고용서비스 직업상담사에게 인공지능을 통한 채용방식 및 새로운 구
인구직정보시스템을 이해해야 하고, 구직자들이 이에 대응할 수 있
도록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새로운 과업을 부여하는 것이
기 때문이다. 앞서 반복적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결국 구직자를 직
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직업상담사이기에 최근의 사회상의 변화가
어떻게 공공고용서비스 직업상담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공공고용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성과를 관리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러한 최근의 변
화와 관련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채용시장과 직업정보제공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나 빅데이터가 접목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탐구하고, 이러한 변화가
공공고용서비스 직업상담사의 직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5
장에서 탐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주제>
전통적 논점

기술혁신 관련 새로운 논점

구조 논점

공공고용서비스 규모 국가비교 민간고용서비스 매칭 플랫폼화
(제2장)
(제3장)

일선 논점

공공직업상담사 직무열의
(제4장)

인공지능․빅데이터 도입에 따른
공공직업상담사 직무변화
(제5장)

2. 한국의 공공고용서비스 : 국가 간 비교 분석
먼저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공공고용서비스에 대해 국가 간 비교
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OECD 자료를 활용하여 노동시장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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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 추이를 기술적 수준에서 분석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하위 프로그램들을 지표로 활용하여 국가 간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또한 패널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공공고용서비스 지출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고, 분석결과 도출된 회귀식을 통해 한국의 공공고용서비스
적정 지출 수준을 탐색적 수준에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노동시
장정책의 하위 요소, 프로그램들이 대표적 노동시장 성과인 실업률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의 전체 노동시장정책 지출은 2007년 GDP 대비 0.35%에서
2017년 0.64%로 증가하였으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전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일본(0.30%)과 미국(0.24%)
을 제외하고 분석 대상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경우 미국, 일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자유주의 복지체제 유
형의 국가들과 함께 적극적,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모두 낮은 수
준을 보이고 있다.
노동시장정책 중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비중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의 비중
이 높은 편이다. 2010년 이후 최근의 경향을 보면 전체 노동시장정책
지출 중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중이 50% 수준을 넘어서고 있
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의 경우 전반적으로 노
동시장정책 지출이 높은 상황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의 비중
도 높고, 한국을 포함한 미국, 영국 등 자유주의 유형 국가의 경우 전
체 노동시장정책 지출이 낮은 상황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상대
적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중 공공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한
국의 공공고용서비스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으나 2017년
기준 GDP 대비 0.04%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
이다. 미국(0.02%)을 제외하면 분석대상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중 공공고용서비스 지
출 비중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2008년 이후 한국의 공공고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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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17년 기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 중 13.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분석 대상 국가들
과 비교할 때 공공고용서비스의 비중이 높다고는 할 수 없는데, 포르
투갈을 제외하면 비중 측면에서도 분석 대상 국가 중 가장 낮은 수
준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직접일자리 창출의 비중이 매우 높
은 특징을 보이는데, 직접일자리 창출의 높은 비중을 유지하면서 고
용서비스 및 창업장려금을 통한 취업 및 창업 강화의 방향으로 적극
적 노동시장정책의 중심이 다소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공고용서비스 활용 측면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2008년 이후
공공고용서비스를 활용한 구직자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가
간 자료수집 방법의 차이로 인해 해석에 유의가 필요하지만, 공공고
용서비스 이용 비율이 북유럽 국가나 대륙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대체로 낮고, 미국, 캐나다 등 자유주의 유형의 국가들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
다음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하위 프로그램들을 지표로 활용
하여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을 유형화한 결과, 2008년 기준으
로 한국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미국, 영국 등 자유주의 유
형 국가들과 하나의 유형으로 묶였다. 전반적으로 낮은 지출 수준을
보이지만 공공고용서비스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형이다. 2015년
기준 분석결과로는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남부유럽 국가군
과 하나의 유형에 포함되었는데, 직접일자리창출과 창업장려금에 대
한 지출이 타 유형에 비해 가장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고용장
려금에 대한 지출도 높은 유형이다.
공공고용서비스 지출의 결정요인 분석결과 도출된 회귀식에 2016
년 한국의 통계값들을 투입해보면 회귀식에 의해 예측되는 공공고용
서비스 지출 수준은 0.089%로 나타났다. 2016년 한국의 공공고용서
비스 지출이 GDP 대비 0.04%임을 고려하면 확대의 여지가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후기산업사회의 도래로 인한 경제 환경 및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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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장구조의 변화와 ‘활성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적극적 노동시
장정책의 역할 및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 역시 특히 2008년 세
계 금융위기 이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정책 지
출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적극적 지출 및 소극적 지출이
모두 낮은 전형적인 ‘자유주의’ 유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양적 지출 수준을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에 가깝게 과
감하게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어떠한 방식으로의 확대인가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노동시장정책의 유형 및 ‘활성화’의 패턴은 각 국가가 처한
경제․사회․정치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 역시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한국이
어떠한 방식의 노동시장정책 유형, ‘활성화’의 패턴을 지향해야 하는
지 본 장에서 답을 내리기는 어려우나, 방향성을 고민하는데 있어 몇
가지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적․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이 균형적으로 증대될 필요가 있다. 서구
국가들의 경우 실업자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이 충분히 발전된 상황에
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상대적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조정의 필요
성이 제기되었으나, 한국의 경우 실업자에 대한 소득보장제도가 여
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확대와 함께 고용보
험의 사각지대 해소 및 급여수준 확대,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도입 등을 포함하여 실업자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양적 확대와 함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하위 프로그램 간 상대적 비중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가
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중 직접
일자리창출의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비율적으로 축소하고
공공고용서비스 등 다른 사업의 상대적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
를 통해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방식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공공고용서비스의 경우 직접일자리 사업 등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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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고용률, 실업률 등 노동시장성과에 대한 효과성이 보다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본 장에서의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공고용서비스는 직업훈련 등 다른 적극적 프로그램
의 효과를 높이거나, 실업급여 등 소극적 프로그램의 부정적 효과를
줄이는 조절효과를 갖는다는 분석결과도 존재한다. 적어도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내에 공공고용서비스의 비중을 높
이는 것이 필요하며, 앞서 논의한 것처럼 적어도 두 배 이상의 충분
한 확대의 여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유료직업소개기관 매칭 플랫폼기업화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민간고용서비스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유
료직업소개시장의 매칭 플랫폼화 가능성을 탐색해 보았다. 구체적으
로 전통적 유료직업소개기관에서 담당하던 일용 가사, 아동 돌봄, 간
병, 식당, 건설분야에서 디지털플랫폼 운영현황과 이의 확산 가능성,
그리고 이러한 확산의 정책적 의미를 정리해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국내 유료직업소개 시장에 최근 매칭
플랫폼이 속속 등장하여 기존과 다른 사업모델을 활용해 기존 국내
유료직업소개기관과 경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부적인
분야와 관계없이 이들 매칭 플랫폼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자동화
된 매칭 기술을 토대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초기 투자를 통해 최대
한 많은 잠재적 이용자 및 서비스 공급자를 플랫폼으로 유입시키고
또 매칭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궁극적으로는 시장 내 주도적 사업
자가 되어 수익을 확보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업전
략을 지니고 있기에 국내유료직업소개기관에 비해 플랫폼은 상당히
공개적이고 개방적이며, 또 공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공통적
인 특징 또한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사업모델을 기준으로 살펴보았
을 때, 본 연구는 가사나 음식점 분야인 파출영역이나 아동 돌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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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는 플랫폼이 주요행위자로 등장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간병은 플랫폼이 주요 행위자로 등장하기에 어려운 일부 제약조건을
지니고 있으며, 건설 분야는 시장 자체의 여러 관행들로 인해 플랫폼
이 주요 행위자로 등장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판단했
다.
간병 분야의 경우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자동화된 매칭 기능 자
체를 도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라 판단된다. 다만 간병 분야는
직무자체의 특성상 가사, 돌봄, 음식점 분야보다 잠재적 서비스 제공
자를 검증하는 과정에 상당한 기업역량을 투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다. 이는 다른 분야와는 달리 간병의 경우 특별한 기술이나 적
성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즉 플랫폼 기업은 자격증을 보유하
고 있지 않은 초보자들에게 일정정도의 교육을 반드시 행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을 받은 것과 별개로 실습을 통해 해당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검증 또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서비스
제공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장이라면, 합법성․공식성을 담보하
기 위해서는 거의 전체 간병사들을 대상으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
는 외국인인지의 여부에 대한 검증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이용자 관점에서도 다른 플랫폼 시장과 달리 병원이
매우 중요한 행위자로서 존재하기에, 플랫폼이 다수의 이용자를 확
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현재 유료직업소개기관 수준만큼 병원과의
신뢰관계 형성을 위한 부가적인 노력 또한 필요하다. 특히 개별 병원
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 해당 병원에 익숙한 간병사 상당수를 회원으
로 보유하고 있는 다른 유료직업소개기관이 서비스 품질에 있어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에 매칭 플랫폼의 사업성공이 쉽
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병원과 관계맺음의 중요성은 최근 수요
가 증가하고 있는 공동간병의 경우에 더더욱 그러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언급한 어려움은 민간 간병 인력시장에서 매칭 플랫폼이 지
배적인 사업자로 성장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
니다. 간병 노동시장이나 다른 매칭 플랫폼의 사례 등을 고려해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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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개별 기업에서 시도해 볼 만한 대안적인
접근법들이 존재할 수 있다 판단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요양보호
사 자격을 가진 자를 잠재적 서비스 제공자로 우선적으로 모집해 교
육시간을 단축해 본다던가, 기존 사업자 지배적 시장인 전일제 시장
에 바로 도전하기보다는 가사나 돌봄 플랫폼의 사례와 같이 간헐적
이고 일회성의 틈새시장을 주요 매칭영역으로 우선 포괄해 다수의
매칭 성과를 만들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시장, 특히 병원의 신
뢰를 쌓아나가는 전략방향을 설정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건설분야에서는 건설 인력시장 자체의 상황들로 인해 매칭
플랫폼화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판단된다. 다른 여러 분
야와 마찬가지로 자동화된 매칭 기술 자체를 건설 분야에 적용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과업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건설 분야의 매우 독
특한 임금결제체계인 대불제도가 존재하기에 매칭 플랫폼이 매우 많
은 수의 매칭 자체를 감당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즉, 하
나의 벤처기업이 다수의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대불을 할 수 있을 만
큼 충분한 예비비를 두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에 가깝다. 그리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 기능공
영역의 구인․계약 관행 등 온전하게 합법적이라 보기 어려운 건설
인력시장의 여러 관행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소이다.
특히 공개적․개방적․공식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는 플랫폼에서
는 이러한 계약관계에 개입되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엄격하게 합법적으로 검증된 영역에서만 플랫폼이 활동하고자
할 경우 현재 상황에서 이용자나 사업자 검증과정을 위해 많은 기업
역량을 투입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자동매칭의 취지가 상당부분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특징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볼 때 주요
행위자로서 플랫폼이 부각될 가능성은 다른 여러 분야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이며, 매칭 플랫폼의 전략만으로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
하는 것 자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정책적 견지에서 보면, 이들 매칭 플랫폼들은 기존 국내유료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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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기관이 갖는 근본적 문제를 일정부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적 행
위자가 될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국내 유료직업소개기관의 근본
적인 문제는 영세성과 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불법․탈법성이었다.
물론 매칭 플랫폼 역시 인맥활용 등 전통적인 사업운영방식을 일부
차용하고 있긴 하나 상대적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영세하게 운영되는
사업모델이 아닌 사업의 대규모화를 지향하고 있었으며, 일부 영역
에서는 기존보다 훨씬 더 다양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공개적․개방적․합법
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특징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근본적인
사업모델의 차이로 인해 국내 유료직업소개기관이 갖던 본질적인 문
제를 극복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 더
해 적어도 면담에 응한 모든 플랫폼에서 구직자에게는 전혀 수수료
를 받지 않거나 이러한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계획하고 있음을 확
인해 보았을 때, 민간구인구직서비스 시장에서 수수료와 관련한 국
제표준을 따를 수 있는 가능성 또한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긍
정적 잠재력을 고려한다면, 정부는 우선 최근의 이러한 변화의 움직
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들을 민간고용서비스 영역의 새롭고 중요
한 정책이해관계자로서 포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
고 이 과정에서 이들이 경험하는 제도적인 어려움들과 필요한 지원
들을 포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민간 고용서비스 세부 영역으로 논의를 좀 더 구체화해 보면,
매칭 플랫폼의 확산은 국내유료직업소개기관만을 넘어 기존 민간고
용서비스기관 전체의 경계 혹은 구분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킬 가능
성도 존재한다. 현 시점에서 순수 민간분야 대표서비스는 국내유료
직업소개사업과 직업정보제공사업이라 할 수 있다. 직업안정법에 따
르면 이들 두 영역을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기능, 즉 알선과 정보제
공이라는 기능의 차이이다. 하지만 매칭 플랫폼이 등장함으로 인해
이러한 구분이 흐려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즉, 매칭 플랫폼은 플랫
폼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일정정도 알선기능을 직접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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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자동적인 매칭을 지원하기 위해 별점․평가 등 구체적인 정
보를 제공하고 있기에, 일견 이들 매칭 플랫폼은 온라인을 통해 정보
를 제공하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인 동시에 알선을 수행하거나 돕는
직업소개사업자로 볼 수 있다. 이는, 만약 매칭 플랫폼이 민간고용서
비스 영역의 주도적인 매칭 방식으로 확대되게 된다면, 현재의 민간
고용서비스 시장의 분류체계의 재구조화나 재정의화가 필요할 수 있
다는 의미이다. 물론 이러한 기존 분류의 재정의 혹은 재구조화는 현
재의 관리․감독 등 여러 정책적 개입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수밖
에 없다. 물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변화에도 주목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4. 공공직업상담사의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다음으로 제4장에서는 공공고용서비스 직업상담사의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공공고
용서비스의 대표적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사를 연구대상
으로 삼아 이들의 직무열의 실태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해 보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 및 직업상담사 면담 결과를 통해 확인한 직무열의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1) 객관적 일 경험, 2) 일 경험에 대한 인식, 3)
일과 관련된 개인의 심리상태 혹은 특성 등 일과 관련된 부분과 4)
일과 무관한 개인의 심리적 성향이나 특성으로 크게 네 가지 요인으
로 범주화 해 볼 수 있었다. 이들 네 요소들은 직접적으로 직무열의
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특히 일과 관련한 요소의 경우 객관적
일경험(1)이나 일 경험에 대한 인식(2)이 일과 관련된 개인의 심리상
태나 특성에 영향을 미치면(3), 이 심리상태나 특성이 직무열의에 영
향을 미치는, 즉 간접적인 방식으로도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 가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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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구조방정식 모델을 통해 이들 요인이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해 본 결과, 직무열의에는 여러 일․
직무경험에 대한 인식, 일과 관련된 심리상태나 특성, 그리고 개인적
특성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악성민원 경험 어려움, 직장 구성원 긍정적 일
평가, 직장 구성원 좋은 관계, 어려운 사례성공 뿌듯함, 참여자로부
터의 인정, 업무량이 많다는 인식, 실적이나 성과의 압박, 자유방임
형리더십, 연령,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 회복탄력성, 성취욕이 직간
접적으로 직무열의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공공고용서비스 일선 인사․조직 관리에 있
어 다양한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악성민원의 경험에 대한 인식은
직무열의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기에 일선 차원에서 악성민원에 대
한 관리체계 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악성민원에
대한 중간관리자의 개입시점이나 원칙 등을 정하는 노력 등을 통해
일선 직업상담사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둘째, 직장 구성원들
의 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직무열의를 고취시키는 요소일 수 있
기에, 일선 고용복지+센터 내에 함께 일하는 구성원, 특히 중간관리
자 이상 상사들이 직업상담사들이 수행하는 일선 대면상담 업무의
중요함을 지속적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는 대안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직장구성원 간에 좋은 관계는 직무열의에 긍정적일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일선 팀 내 동료 및 상사가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
도록 하는 일선 조직운영체계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필요에 따라
팀 내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성원들의 직무전환을 통
해 팀 내 분위기를 쇄신할 뿐만 아니라 해당 직업상담사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이다. 넷
째, 어려운 사례를 성공시켰을 경우 느끼는 뿌듯함은 직무열의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직업상담사들이 이를 지속적으로 경
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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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혹은 경력별로 순차적으로 사례의 난이도를 고려해 참여자를 배
치함으로써 직업상담사가 경력이 지속되면서 계속되는 사례성공의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 한다거나, 어려운 사례에 대한 일선동료
들 간 지지체계를 강화해 심리적․기술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
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볼 만할 것이다.
다섯째, 참여자로부터의 인정 역시 직무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일선 담당자들이 참여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긍정
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최초 면담시 직업상담사들에게 긍정적인 지지를 많이 하
는 것을 유도하는 동영상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의 소소한 노력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업무량이 많다는 인식의 경우
자기효능감을 증가시켜 직무열의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이기도 하
지만, 직업상담사를 지치게 해 직무열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후자의 경우를 위해 직업상담사가 업무
시간을 관리하는 기술을 증진시키거나 일로 인한 스트레스나 소진을
감소시키기 위한 심리적 교육과정 등을 개설해 운영하는 것도 도움
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와 같은 노력은 실적이나 성과의
압박을 많이 느끼는 직업상담사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직무와 관련된 인식뿐 아니라 개인의 성격이나 특성
또한 직무열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연구에 따르면 성실하거나, 외향적이거나, 개방적이거나 성취욕
이 높거나 회복탄력성이 높은 직업상담사들의 직무열의가 높은 편이
었다. 이 같은 분석결과를 감안해 본다면, 채용과정에서 인적성 검사
등을 통해 직무관련 성격적 특성을 확인하는 인사채용체계를 도입하
는 것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다 판단된다.
위 연구내용을 종합해 보면, 결국 직업상담사들의 직무열의를 증
진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점은 일선 직업상담사에 대한 정책
이해관계자 모두의 긍정적인 관심일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은 일견 당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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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이었으며, 이러한 요인들을 긍정적 방향으
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개입 역시 정책이해관계자들의 소소한
관심으로 구현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이러한 소소한 변화가 공공고
용서비스 전체의 성과 자체를 혁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변화일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정부는 이상에서 언급한 작지만 다양한 여러
인사․조직체계의 개편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기술발전에 따른 인재 채용방식과 직업상담 역량 변화 :
빅데이터․인공지능(AI)활용을 중심으로
다음으로 제5장에서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직업정보, 상담, 알선,
훈련정보, 자격증 정보 등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개인의 특성
에 따른 맞춤형 추천이 가능하다고 전제할 때 미래 공공고용서비스
에서 고용센터의 직업상담서비스와 관련한 직무는 어떤 방향으로 변
화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기술변화에 따른 공공
고용서비스의 내용 변화 및 민간영역에서의 채용관행의 변화를 분석
하고, 현재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직업상담사의 직무변
화 및 역할에 대한 재정립 방향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먼저 고용서비스 관련 빅데이터․인공지능 활용현황을 확인해 보
기 위해 국내외 기업의 채용부문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채용현황과 고용서비스 정보시스템에서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적
용사례를 정리해 보았다. 해외에서는 유니레버, 로레알, IBM,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 IT기업들을 중심으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이
채용단계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기
술들이 그간 기업이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 소비되었던 많은 수공
들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 것은 확실해 보였다. 그간 기업 입
장에서는 인사관리의 부담을 많이 느껴왔으나, 데이터를 통해 본인
들이 원하는 인재를 정확하게 선발할 수 있다면 많은 기업들이 이러

요약

ⅹⅶ

한 방식을 선호할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기술을 인사채용에 도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면담에서
확인한 복수의 대기업들의 경우 초기 1단계 서류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부적절한 지원자를 골라내는 것에 집중해 이를 활
용하고 있었다. 또한, 많은 인재들이 몰려오는 것에 대한 인사채용의
시간적, 물리적 소비를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
었다. 국내외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채용솔루션을 제공하는 기관도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많은 기업이 본 면접 채용솔루션을 활
용하는 목적 역시 위의 사례와 유사하게 기업에게 적합하고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게 해 주면서 동시에 채용 기관과 비용을 실질적으로
절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함이었다.
다음으로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공공 및 민
간 취업포털사이트에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추천 알고리
듬을 개발하여 일부 활용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공부문의
경우 대표적인 공공일자리포털 서비스인 워크넷에서 더 워크 서비스
를 개발하여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자동 일자리 추천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었다. 더 워크 서비스는 기존의 단순 검색을 통한 조건검
색 기반의 일자리 매칭에서 한층 진일보한 일자리 매칭 서비스 제공
을 지향하고 있는데, 현재에는 기업의 구인공고와 구직자의 이력서
를 비교해 가장 근접한 경우를 자동매칭해 주는 자동 구인처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향후 더 워크 서비스는 구직자와 구인자
의 특성과 선호조건, 과거 매칭 성공조건 등을 모두 고려하여 일자리
를 추천하는 보다 정교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
고자 하는 계획을 지니고 있었다.
이와 같은 채용시장 및 매칭 서비스의 변화는 공공직업상담사의
직무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공공직업상담사들은 주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기에, 인공지능 기반의 채용시장이나 매칭서비스
가 도입되었을 경우 이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기에
이를 지원하는 직업상담사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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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해, 아무리 빅데이터 추천 및 인공지능의 기능이 강해져 맞춤형 자
동 취업알선 및 매칭이 이루어진다 해도 이들이 기본적인 취업능력
을 갖도록 공감능력을 가지고 이들을 이해하며 지원해 줄 수 있는
역할은 여전히 직업상담사의 역할이기에 미래 직업상담사들의 핵심
적 능력은 심리상담 및 공감능력에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기반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채용
및 일자리 매칭 전반에 인공지능․빅데이터 적용을 탐색함에 있어
정부는 노동시장 구인처의 어느 지점에 정책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
한 타깃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의 인재채용 방식에 따른 빅데이터, 인공지능 도입 목적은 차이가 있
고 향후에도 이런 격차는 쉽게 극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대기업이
나 중견기업은 기업이 채용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많은 지원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선별할 수 있을까에 더 초점
을 맞추고 있다. 중소기업은 채용시장에서 주도권을 구직자에게 내
어 준 상황에서 인사관리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적절한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늘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정부의 공공고용서비스의 타깃은 중소기업이 되어야 하
며, 인공지능․빅데이터의 활용 역시 중소기업 채용의 어려움을 완
화하는 방향으로 적용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어떠한 방식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든 가장 중요한 부
분은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일일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고용센터가 가진 많은 정보는 구직자 중심이다. 구인처
에 대한 정보는 일반적 정보 이외에 고용센터에 별로 쌓여 있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구인처, 특히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에 대한 정확한 직무기술서 작성을 비롯한 중소기업 맞춤형 서
비스를 제공하는데 현재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비록
본 연구에 참여한 면담자들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못했지만, 미래
공공고용서비스 직업상담사 직무 중 현재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직무는 구인처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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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와 관련한 전문성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현실적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구직자들은 스스로 자기주
도취업이 가능한 구직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민간포털사
이트와 경쟁관계를 갖기 보다는 민간포털서비스를 통해 취업이 어려
운 계층들이 이용 가능한 메뉴의 개발과 정보의 축적을 통해 이들에
게 적합한 취업알선을 하도록 하는 방향의 빅데이터․인공지능 솔루
션 개발의 방향성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즉, 구인처에서 중소기업을
주요 타깃으로 하는 것처럼, 공공고용서비스는 취업취약계층을 타깃
으로 하여야 하며, 인공지능․빅데이터의 활용 역시 이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방향에의 적용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만약 인공지능․빅데이터가 취약계층을 위해 적절하게 활용
되고 또 직업상담사에게 이들을 지원하는 진정한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서비스를 구현하는 역할을 부여하게 된다면, 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아날로그식 직업상담과 심리상담이 더 필요할 것이다. 현
대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병리적 현상으로 인해 심신미약자들
의 고용서비스는 심리상담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며, 이 영역이
공공고용서비스의 영역으로 강화되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고용센터를 정부사업의 행정수행 전달체계로 생각해서 정부사업운
영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정책이 실현된다면 직업상담사들은
심리상담 및 직업상담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들에 우선 배치되어 이
러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이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연구결과 및 정책적 함의를 정리하
면 다음 표와 같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공
공고용서비스는 큰 틀에서 향후 상당기간 동안 일정정도의 확대 기
조를 유지하되, 일선의 인사․관리체계의 정교한 개선을 통해 직업

ⅹⅹ

전환기 고용서비스의 현재와 미래

상담사의 직무열의를 향상시켜 질적 효과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지속
할 필요가 있다 판단된다. 이와 동시에 최근 고용서비스 관련 분야에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고 있음을 고려해 본다
면, 정부는 이러한 기술을 어떤 구직․구인처를 주요 대상으로 설정
해 활용․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구인처
지원이나 구직자 심리상담 등 기술변화로 인해 향후 일선에서 중요
해질 가능성이 높은 직업상담사 직무향상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할
필요가 있다 판단된다. 이와 별개로, 민간고용서비스 분야에서 새로
운 정책이해관계자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매칭 플랫폼을 주요 정
책행위자로서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이들이 기존 민간고용서비스 시
장의 문제점을 극복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민간
고용서비스 정책방향을 새로이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구요약 및 정책제언>
분석결과 요약

정책제언

- 연구목적 : 우리나라 공공고용서비스 국 - 국가비교 관점에서 확인
가 간 비교
해 보면 노동시장정책에
- 한국의 공공고용서비스 지출은 지속적 대한 양적 지출 수준은
으로 증가해 왔으나 2017년 기준 GDP 과감하게 확대할 필요
대비 0.04%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여 - 다만 어떠한 방식으로의
전히 매우 낮은 수준
확대인가에 대해서 충분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기준으로 OECD 한 논의가 필요. 첫째, 적
국가들을 유형화한 결과, 한국은 남부 극적 -소극적 노동시장정
제2장
유럽 국가군과 하나의 유형에 포함 책 지출 균형 증대 필요,
(2015년 기준). 직접일자리 창출과 창 둘째, 적극적 노동시장정
업장려금에 대한 지출이 가장 높으며, 책 중 직접일자리창출을
고용장려금에 대한 지출도 높은 유형
축소하고 고용서비스 등
- 공공고용서비스 지출 결정요인 회귀식 다른 사업 상대적 비중을
에 한국의 통계값을 투입해 볼 때 예측 높일 필요
되는 공공고용서비스 수준은 0.089%(실
제 지출은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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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i

정책제언

- 연구목적 : 유료직업소개시장 매칭 플랫 - 플랫폼은 사업의 대규모화
폼화 가능성 탐색
지향, 공개성․개방성․
- 세부 분야와 관계없이 매칭 플랫폼은 온 합법성 등으로 인해 기존
라인을 기반으로 한 자동화된 매칭 기술 국내 유료직업소개기관의
을 토대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초기 투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자를 통해 최대한 많은 잠재적 이용자 대안적 행위자가 될 가능
및 서비스 공급자를 플랫폼으로 유입시 성 확인. 최근 등장하는
키고 또 매칭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궁 매칭 플랫폼을 정책이해
극적으로는 시장 내 주도적 사업자가 되 관계자로 적극 포용하는
어 수익을 확보하는 전략을 활용
노력을 기울일 필요
- 이러한 사업전략을 지니고 있기에 국 - 매칭 플랫폼의 확산은 전
내 유료직업소개기관에 비해 플랫폼은 통적 국내 유료직업소개
제3장
상당히 공개적이고 개방적이며, 또 공 기관-직업정보제공사업기
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공통적 관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
인 특징을 지님
들 가능성 존재. 민간고
- 사업모델을 기준으로, 가사, 아동 돌봄, 용서비스 분류체계 재정
음식점 분야는 매칭 플랫폼이 주요행 의 가능성이 존재함을 유
위자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으나, 간병 념할 필요
은 매칭 플랫폼 등장이 어려운 일부
제약조건을 지니고 있으며, 건설 분야
는 시장 자체의 여러 관행들로 인해
플랫폼이 주요 행위자로 등장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
- 연구목적 : 공공고용서비스 직업상담사의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확인
- 객관적 일경험, 일경험에 대한 인식, 일
과 관련된 개인의 심리상태, 일과 무관
한 개인의 심리적 성향 요인들이 직간
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
- 악성민원 경험 어려움, 직장 구성원의
긍정적 일 평가, 직장 구성원 간의 좋
은 관계, 어려운 사례성공의 뿌듯함, 참
제4장
여자로부터의 인정, 업무량이 많다는
인식, 실적이나 성과의 압박, 자유방임
형 리더십, 연령, 성실성, 외향성, 개방
성, 회복탄력성, 성취욕이 직간접적으로
직무열의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

- 악성민원에 대한 관리체
계 확립 필요
- 직장상사들이 대면상담 업
무를 계속 지지할 수 있
는 체계 확립 필요
- 직무전환 체계 도입 등을
통한 팀 분위기 쇄신고려
- 사례난이도 고려한 참여
자 배치체계 도입으로 성
공 경험 확대
- 면담자로부터의 칭찬을 확
대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업무시간 및 스트레스관리
교육강화 통한 지침완화
- 상담에 부합하는 성격 확
인을 위한 채용 시 인적
성검사 도입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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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요약

정책제언

- 연구목적 : 고용서비스나 채용시장에 빅 - 공공고용서비스의 구인분
데이터․인공지능 기술 확산 시 공공 야 주요 대상은 중소기업
고용서비스 직업상담사 직무변화 탐색
이며, 신뢰할 만한 인공
- 국내외 기업 채용부문에서 빅데이터․ 지능 기술은 정확한 데이
인공지능 기술이 확산 중임을 확인. 공 터에 기반해야 하기에 공
통적으로 인재채용의 공정․정확성 제 공 직업상담사는 정확하
고와 효율화를 위한 목적을 지님
고 구체적인 중소기업 구
- 민간․공공 취업포털에서 빅데이터․ 인정보 확보를 위한 전문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자동일자리 성 증진이 필요
제5장
매칭 기술 적용을 확인. 향후 보다 정 - 공공고용서비스의 구직분
교하게 발전할 예정
야 주요대상은 취업취약
- 빅데이터․인공지능이 도입될 경우 이 계층이기에, 고용서비스
의 활용을 돕는 수요나 심리상담․공 에 있어 인공지능기술 적
감능력에 대한 수요는 유지․증가할 용이 확대된다면 취업취
것으로 예측
약계층에 대한 심리상담
과 관련한 직무가 더욱
중요해질 가능성 존재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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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를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소위 4차 산
업혁명으로 회자(膾炙)되는 최근의 기술진보는 고용서비스 제공구조, 방
식, 형태 등에 다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9a; 김기선
외, 2017; 오은진 외, 2018). 거시적 노동시장의 변화를 논외로 하더라도,
인공지능(AI)기술의 확대나 플랫폼 경제의 확산은 직업정보제공방식이나
전통적 고용서비스 일자리 알선방식에 완전하게 새로운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고용노동부, 2019a; 오은진 외, 2018). 직업상담사가 일일이 적합한
구직자와 구인처를 검색해 매칭해 주던 전통적 방식에서 인공지능이 자
동적으로 구인자와 구직자를 매칭해주는 시대로 변화하게 되었고, 플랫
폼의 확산으로 인해 직업소개소가 대체되는 시대에 이르게 되었다. 바야
흐로 현재는 고용서비스가 새롭게 변화하는 시기, 즉 고용서비스의 전환
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고용서비스는 고용서비스일 수밖에 없다. 아무리 기술
이 고용서비스를 변화시킨다 한들,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서비스를 제공
하는, 즉 사람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여전히 고용서비스의
핵심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Hasenfeld, 2010; Lipsky, 1980). 고용서비스
는 상대적으로 취약성이 낮은 대상에 개입하기에 정보제공이 중요한 위
상을 갖긴 하지만(길현종, 2019), 여전히 사람이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통적인 고용서비스 형태는 고용서비스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즉, 기술
진보와 관련한 변화 속에서도 고용서비스는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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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에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같이 전통과 변화가 혼재하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정책연구자들은, 어쩌면 이전보다 더 고용서비스의 미래를 정
확하게 예측하고 탐구하며, 그 방향을 제시할 책무가 있다. 아무리 고용
서비스의 변화가 예측이 어렵다 해도 노동시장에 미스매치가 존재하고
근로빈곤층이 존재하는 한, 여전히 고용서비스는 정부 사회정책의 매우
중요한 수단일 뿐 아니라 협력자이기 때문이다. 기술이 변화되게 된다면,
이러한 변화가 공공과 민간고용서비스 영역에 어떠한 함의를 갖는지 확
인하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기술
변화라는 새로운 주제에 묻혀, 오랫동안 주요한 문제로 인식되어 왔지만
현재까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전통적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즉, 본 연구는 고용서비
스와 관련된 전통적 문제의식과 기술진보로 인한 새로운 문제의식이 혼
재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고용서비스와 관련된 전통적이거나 새로운 몇
가지 핵심 연구주제를 탐색해 우리나라 고용서비스 미래 발전방안을 탐
색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연구방향을 설정했다면, 다음단계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고용서비스와 관련한 주요 연구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일 것이다. 물
론 고용서비스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으며 폭넓고 다양한 논점을 갖기
에, 본 연구에서 관련한 모든 논점을 다룬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주요주제를 보다 균형 있게 다루기 위
해 다음의 두 가지 기준을 활용해 연구주제를 선정하였다. 첫째, 기 언급
한 최근 변화 경향을 반영해 고용서비스와 관련된 전통적 논점과 기술진
보와 관련한 새로운 논점을 균형 있게 다루어 보고자 했다. 둘째, 앞서 언
급한 고용서비스 집행의 또 다른 주요 특징인 일선(street-level)의 중요
성을 고려해, 거시적인 구조, 일선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논점을 균형 있
게 다루어 보고자 했다. 이러한 기준으로 선정한 네 가지의 주제를 약술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고용서비스의 거시적인 구조와 관련된 전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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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로(구조-전통), 공공고용서비스 규모 국가비교와 관련한 논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공공고용서비스 규모
가 다른 OECD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일
종의 정형화된 사실이다(stats.oecd.org).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대
비 고용서비스 지출은 0.04%로, OECD 전체 평균인 0.13%의 1/3에도 미
치지 못하는 실정에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고용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오고 있기도 하다(예 : 일자
리위원회․관계부처, 2019). 하지만, 문제는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학문적․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즉, 다른 국가에
비해 고용서비스의 규모가 작다는 특징을 제시하는 것에서 한층 더 나아
가 고용서비스 제공규모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어떤 유형의 국가들과 유
사한 특징을 지니며,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상황에서 다른 국가와 비교
했을 때 어느 정도 규모까지 고용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적정한지 등 한
층 더 구체적인 논의까지는 탐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오랫동안 알려져 왔고 중요한 논점임에도 불구하고 심층
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공공고용서비스 규모 국가비교 연구를 핵심
연구주제 중 하나로 선정해 제2장에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고용서비스의 거시적인 구조와 관련된 최근 기술
변화 관련 연구주제로(구조-변화), 민간고용서비스의 매칭 플랫폼화 가능
성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민간직업소개기관은 오랜 기간
가사, 유아 돌봄, 간병, 음식점 보조, 건설 분야 일용직 일자리 매칭 시장
에서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행위자였다(장신철, 2013). 그런데 이 일용
직 일자리 매칭 시장에 최근 새로운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최근 우리사
회에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플랫폼이 해당분야에도 진출하기 시작한
것이다(오은진 외, 2018). 물론, 이러한 사회상의 변화는 변화의 실체와
그 영향에 대한 학문적․정책적 탐색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유료직업소개사업분야 전반에 일어나고 있는 매칭 플
랫폼화 현상을 확인하고, 기존의 전통적 방식의 일자리 매칭이 매칭 플랫
폼으로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제3장에서 탐색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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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고용서비스 일선과 관련된 전통적인 연구주제로
(일선-전통), 공공고용서비스 직업상담사의 직무열의(job engagement)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사람이 원재료인 직업상담사에게는 단순히 기
술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Hasenfeld, 2010). 자신을 만나 도움을 청하는
고용서비스 참여자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도우려는 의지, 그리고 이들을
돕기 위한 적극성과 열정 등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마음가짐 또한 기술
에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직무열의를 조직의 구성원
이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잘 수행하기 위해 스스로를 일에 적극적으로
연결 짓는 마음의 상태, 즉 일의 성과를 위해 주어진 과업에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마음의 상태라 정의할 수 있다면, 사람을 만나 마음을
교류하는 공공고용서비스 영역에서 근로자의 직무열의는 조직의 성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라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마음가짐의
중요성은 고용서비스가 탄생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을 대하는 많은 서비스
연구 분야와 달리, 유독 고용서비스 분야에서는 이와 관련한 심층적 연구
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직업상담사의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이며, 이러한 열의가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학문적 논의는 적어도 연구자가 확인한 범위에서는 충분
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공고용서비스 프로그램 중 하나인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일선에서 운영하는 대면직업상담사의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면적으로 탐색하는 것을 또 다른 연구주제로 정해 제4장에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넷째,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고용서비스 일선과 관련된 최근 기술
변화 연구주제로(일선-변화), 채용 및 일자리 매칭에 있어 빅데이터․인
공지능의 적극적 활용이 공공고용서비스 직업상담사의 직무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최근 국내외 채용 시장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the Guardian, 2019; 한경비지니
스, 2018). 그리고 고용서비스의 한 영역인 직업정보제공 영역에 빅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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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와 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해 자동 일자리 매칭을 구현하는 사례도 확산
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9a). 이와 같은 새로운 기술변화는 일선 공공고
용서비스 직업상담사의 직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즉,
이러한 변화는 공공고용서비스 직업상담사에게는 인공지능을 통한 채용
방식 및 새로운 구인구직정보시스템을 이해해야 하고, 구직자들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새로운 과업을 부여하
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반복적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결국 구직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직업상담사이기에 최근의 사회상의 변화가 어
떻게 공공고용서비스 직업상담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공공고용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효율화 하고 성과를 관리하는데 있어 반드
시 필요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러한 최근의 변화와 관련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
근 채용시장과 직업정보제공 분야에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가 접목되
고 있는 현상에 대해 탐구하고, 이러한 변화가 공공고용서비스 직업상담
사의 직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5장에서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상에서 정리한 본 연구에 포함될 연구주제를 요약하면 다음 <표
1-1>과 같다. 이와 같이 고용서비스와 관련된 복수의 연구주제를 포괄하
고 있는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학문적․정책적 의의를 갖는다
판단된다. 먼저 학문적으로는 연구가 필요한 영역임에도 기존에 다루지
못했던 고용서비스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주제를 주제에 따라 탐색적이거
나 심층적으로 확인해 기존 연구의 사각지대를 작게나마 보완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판단된다. 이에 더해 정책적으로도 본 연구는 연구결
과를 토대로 연구주제에 따라 포괄적이거나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해
<표 1-1> 본 연구의 연구주제
전통적 논점

기술혁신 관련 새로운 논점

구조 논점

공공고용서비스 규모 국가비교
(제2장)

민간고용서비스 매칭 플랫폼화
(제3장)

일선 논점

공공직업상담사 직무열의
(제4장)

인공지능․빅데이터 도입에 따른
공공직업상담사 직무변화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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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보다 발전적인 고용서비스 관련 정책설계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나
름의 의의를 갖는다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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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머리말

본 장에서는 공공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Active Labor Market Policy : ALMP)의 현황, 추이 및 유형을 OECD 국
가들과의 비교를 통한 거시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OECD 국가를 대상으
로 한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공공고용서비스 지출의 결정요인 및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경제․정치․사회적 맥락을 고
려한 공공고용서비스의 적정 지출 수준 및 방향을 탐색적 수준에서 살펴
볼 것이다.
전통적 베버리지-케인지언 복지국가에서 노동시장정책의 핵심은 실업
보험 및 실업부조를 중심으로 한 실업자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였다. 즉,
남성생계부양자모델에 기초하여 근로연령대 남성가구주의 완전고용을
전제하고, 실업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 적정 수준의 소득보장과 함께 숙련
수준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도록 하는 것이 노동시장정책의 핵심 목
적이었다(남재욱, 2017; Clasen, Clegg & Kvist, 2012; Taylor-Gooby,
2004). 스웨덴 등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발전한 이 시기의 적극적 노동시
장정책은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공급과 수요 간의 미스매치 해소에 초
점을 두었는데, 실업자의 고용촉진과 산업간․직종간․지역간 노동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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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을 조정하는 인력수급정책과 결합한 거시경제정책으로 작동한 것이
다(주무현, 2015; Bonoli, 2010).
1970년대 이후 경제적 지구화(globalization)와 함께 가속화된 국가 간
경쟁의 심화, 자본 이동성 증가로 인한 자본-노동 간 균형 및 타협의 약
화, 숙련 편향적 기술발전의 심화, 서비스산업 중심으로의 고용구조 변화
등 후기산업사회의 특징들은 저성장, 일자리 감소, 노동시장 유연화, 노동
시장의 양극화 및 불안정성 강화, 실업률 증가와 장기실업률 심화 등의
문제로 연결되었다(Iversen & Wren, 1998; Pierson, 1998 등). 이러한 환
경 변화와 함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특히 1990년대 이후 노동시장정책은 유급고용 및 노동시장통합을 강조하
는 ‘활성화(activation)’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 재편되는 경향을 보이
고 있다(김병인․김형돈, 2016; Bonoli, 2010).
이러한 ‘활성화’의 패러다임에도 다양한 유형이 존재할 수 있는데, 예컨
대 급여 수급자의 의무를 강조하면서 조건 및 제제 부과를 통해 재취업을
강화하는 유형, 인적자본 강화를 통해 실업자의 고용가능성 증대와 사회
적 책임으로서 적절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유형 등이 존재할 수 있다
(Taylor-Gooby, 2004). 어떠한 ‘활성화’인가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활
성화’ 전략의 핵심으로 고용서비스의 역할이 중요하다. 최근의 ‘활성화’
경향을 살펴보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내에서도 공공일자리 창출이나
노동공급 조절을 위한 프로그램은 축소되고, 공공고용서비스나 근로유인
정책과 같은 취업촉진형 프로그램으로 재편되는 추세이다(김병인․김형
돈, 2016; Dingeldey, 2007). 또한 고용서비스의 역할에 대해 분석한 연구
들에 따르면 공공고용서비스는 다른 유형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즉 직
업훈련이나 직접일자리창출 프로그램이 실업률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증
대시키는 조절효과를 보이기도하고,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에 포함되는 실
업급여가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기도 한다(Fredriksson, 2019).
본 장에서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중에서도 공공고용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분석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2절에서는 공공고용서비스를 중
심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현황 및 추이를 OECD 국가들과의 비교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제3절에서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하위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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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함되는 공공고용서비스, 직업훈련, 고용장려금, 직접일자리창출 등
을 지표로 활용한 위계적 군집분석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
을 실증적으로 유형화한다. 제4절에서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패
널자료를 활용하여 고용서비스지출의 거시적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
석하고, 분석결과 도출된 회귀식을 통해 한국 공공고용서비스 지출의 적
정수준에 대해 탐색적 수준에서 고찰해본다. 또한 공공고용서비스를 비
롯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하위 프로그램들이 대표적 노동시장 성과인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실증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제2절 공공고용서비스 현황 및 추이

본 절에서는 공공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수준
및 추이를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1. 분석자료 및 노동시장정책의 분류
공공고용서비스를 포함한 노동시장정책 지출에 대한 자료는 OECD
Statistics Database에서 추출하였으며, 분석 대상 국가는 오스트레일리
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독일,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일본, 한국, 뉴질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
위스, 영국, 미국이 포함된다. 분석 기간은 1985～2017년 사이이며, 국가
별로 일부 연도에 대해 결측치가 존재한다. 한국의 경우 2000～2017년 기
간의 자료가 이용 가능하지만 2007～08년 사이에 보고방식의 변경으로
인한 자료의 단절(break)이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급속히 확대되는 경
향이 있음을 고려하여(주무현, 2015), 한국에 대한 세부적 분석은 2008년
이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힌다.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OECD의 분류를 <표 2-1>에 제시하였다. 노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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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책은 크게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 :
ALMP)과 소극적 노동시장정책(PLMP: Passive Labor Market Policy)으
로 나눌 수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는 공공고용서비스, 직업훈련, 고
용장려금, 지원 고용 및 재활, 직접 일자리창출, 창업장려금이 포함되며,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에는 실업급여, 실업부조 등 실업에 대한 소득보장
급여 및 조기퇴직 지원 등이 포함된다. 본 장에서는 적극적 수단 중 공공
고용서비스에 초점을 두지만, 공공고용서비스의 현황, 추이 등을 정확하
게 분석하기 위해 관련된 다른 프로그램들과 함께 살펴볼 것이다.
<표 2-1> 노동시장정책 분류(OECD 기준)
대분류

중분류
취업알선 및 관련 서비스

공공 고용서비스 및 행정(PES)

실업급여 행정
기타
기관 직업훈련

직업훈련(Training)
적극적 수단
(ALMP)

현장 직업훈련
통합 직업훈련
실습 특별지원

고용장려금(Employment Incentive)

채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고용
지원 고용 및 재활
(Supported Employment and Rehabilitation) 재활
직접일자리 창출(Direct Job Creation)
창업 장려금(Start-up Incentive)
완전 실업급여
부분실업급여
실업 소득유지 및 지원
소극적 수단 (Out-of-work Income and Support)
(PMLP)

단시간 실업급여
해고보상
파산보상
임금체불 보상

조기퇴직 지원(Early Retirement)
자료 : OECD(2019)를 활용하여 필자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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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시장정책 지출 현황 및 추이 : 공공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
국가별 전체 노동시장정책 지출 및 적극적,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의 추이가 <표 2-2>에 제시되었다.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지출은 경제성
장률, 실업률, 고용률 등 거시 지표들의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점
을 고려하더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경향성을 일정부분 파악할 수 있다.
<표 2-2> 국가별 노동시장정책 지출 추이
(단위 : GDP 대비 %)
전체 지출

적극적 지출

소극적 지출

1987 1997 2007 2017 1987 1997 2007 2017 1987 1997 2007 2017
Korea

-

- 0.35 0.64

-

- 0.12 0.32

-

- 0.23 0.32

Australia

1.30 1.56 0.71 0.85 0.26 0.42 0.30 0.24 1.04 1.13 0.41 0.61

Austria

1.51 1.83 1.84 2.19 0.36 0.44 0.65 0.78 1.15 1.39 1.19 1.41

Belgium

4.00 3.44 2.60 2.27 0.97 0.81 0.64 0.88 3.03 2.63 1.95 1.39

Canada

2.09 1.42 0.82 0.78 0.49 0.44 0.28 0.22 1.61 0.98 0.54 0.56

Denmark

4.59 4.97 2.73 3.05 1.00 1.56 1.27 1.96 3.59 3.41 1.46 1.09

Finland

2.27 4.41 2.21 2.57 0.77 1.37 0.83 0.99 1.50 3.03 1.37 1.58

France

2.20 2.73 2.51 2.85 0.72 1.19 0.90 0.87 1.48 1.54 1.61 1.97

Germany

1.94 3.51 2.03 1.40 0.74 1.08 0.85 0.65 1.20 2.43 1.19 0.75

Ireland

4.21 3.04 1.49 1.24 1.09 1.23 0.61 0.40 3.12 1.80 0.88 0.84

Japan
Netherlands

- 0.72 0.31 0.30

- 0.32 0.08 0.15 0.32 0.41 0.24 0.15

4.02 4.02 2.12 2.15 1.19 1.25 0.99 0.64 2.83 2.76 1.14 1.51

New Zealand 1.78 2.02 0.57

- 0.76 0.63 0.32

- 1.02 1.39 0.25

-

Norway

0.70 1.49 0.74 0.96 0.34 0.83 0.54 0.47 0.37 0.66 0.21 0.49

Portugal

0.51 1.24 1.59 1.44 0.22 0.49 0.50 0.41 0.29 0.75 1.10 1.04

Spain

3.04 2.22 2.20 2.19 0.60 0.39 0.77 0.68 2.44 1.83 1.42 1.51

Sweden

2.42 3.92 1.67 1.78 1.69 2.03 0.97 1.25 0.73 1.90 0.70 0.53

Switzerland

0.38 1.95 1.04 1.28 0.18 0.71 0.52 0.61 0.20 1.24 0.52 0.67

UK

1.66 0.68 0.44

US

0.67 0.41 0.42 0.24 0.23 0.19 0.12 0.10 0.44 0.23 0.30 0.14

- 0.54 0.23 0.29

자료 : stats.oecd.org(retrieved 2019.12.19.).

- 1.13 0.45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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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지출 수준이 분석기간 동안 유지되거나 감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
다. 한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체 노동시장정책 지출은 2007년 GDP
대비 0.35%에서 2017년 0.64%로 증가하였으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전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일본
(0.30%), 미국(0.24%)을 제외하고 분석 대상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
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1]은 2007년과 2017년을 기준으로 국가별 적극적 노동시장정
책과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수준을 각각 제시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
미국, 일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자유주의 유형의 국가들과 함께
적극적, 소극적 지출 모두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2]에는 한국의 적극적,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지출추이가 제
시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07～08년 사이 보고방식의 변화로 시
계열 데이터의 단절(break)이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하여 2008년 이후의
추이를 제시하였다.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적극적 및 소극적
지출이 급증한 이후 지출 수준이 다소 하락하였지만 2011년 이후 적극적,
소극적 지출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출 수준 및 증가율 측면
에서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비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이 높다는
것이 확인된다.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전체 노동시장지출 중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
출과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변화 폭이 상이하여, 둘 간의 상대적 비중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 노동시장정책 지출 중 적극적 노동시장정
책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의 국가별 추이가 <표 2-3>에 제시되었다. 한국
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의 비중이 높은 편
인데, 2010년 이후 최근의 경향을 보면 전체 노동시장정책 지출 중 적극
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중이 50%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스웨덴, 노르웨
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의 경우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정책 지출이 높은
상황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의 비중도 높고, 한국을 포함한 미국,
영국 등 자유주의 유형 국가의 경우 전체 노동시장정책 지출이 낮은 상황
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상대적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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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국가별 적극적 ALMP와 PLMP 지출
(단위 : GDP 대비 %)

2007년

2017년

자료 : stats.oecd.org(retrieved 2019.12.19).

다음으로 본 장의 핵심 분석대상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중 공공고용
서비스의 현황 및 추이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공공고용서비스 지출의 추
이를 국가별로 제시한 <표 2-4>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공공고용서비
스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으나 2017년 기준 GDP 대비 0.04%
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미국(0.02%)을 제외
하면 분석대상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다른 국

14

전환기 고용서비스의 현재와 미래

[그림 2-2] 한국의 ALMP와 PLMP 지출 추이

자료 : stats.oecd.org(retrieved 2019.12.19).

가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덴마크의 경우 2017년 기준 0.40%로 가장 높은
수준의 지출을 보이고 있고, 스웨덴의 경우도 0.28%로 비교적 높은 수준
의 지출을 보이고 있다. 북유럽 국가 중 노르웨이(0.15%), 핀란드(0.14%)
등은 상대적으로 공공고용서비스 지출이 낮은 편이다. 한 가지 주목할 측
면은 독일, 프랑스, 벨기에 등 대륙유럽국가의 공공고용서비스 지출 수준
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독일의 경우 공공고용서비스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는 GDP 대비 0.39%에 달한다. 이 외에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등 자유주의 유형의 국가들은 대체로 낮은 수준의
지출을 보이고 있다.
<표 2-5>에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중 공공고용서비스 지출 비중이
연도별로 제시되어 있고, <표 2-5>에 제시된 수치를 북유럽국가, 자유주
의유형 국가, 대륙유럽국가, 남부유럽국가 군으로 나누어 [그림 2-3]에 제
시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활성화’ 경향으로의 재편에 따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역할과 비중이 전반적으로 커지는 추세라 하더라도 적극
적 노동시장정책의 하위 유형 중 어떠한 정책의 비중이 높은가는 국가별
로 다를 수 있으며, 이러한 비중의 차이가 각 국가의 ‘활성화’ 방향을 보
여줄 수 있다(김병인․김형돈,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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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노동시장정책 지출 중 적극적 정책 비중
(단위 : %)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7 2010 2013 2015 2017
Korea

-

-

-

-

- 83.1 47.5 34.0 49.1 56.1 52.8 49.2

Australia

22.8 20.8 16.2 29.0 27.1 29.4 33.4 42.7 39.6 27.4 25.3 27.9

Austria

21.2 19.1 24.6 18.0 24.1 30.8 31.0 35.2 37.5 35.1 33.6 35.5

Belgium

26.4 26.0 23.6 23.9 23.5 28.6 24.1 24.8 24.5 25.6 29.5 38.7

Canada

24.9 22.7 20.8 28.5 31.1 36.3 32.7 34.1 29.2 29.4 27.5 28.6

Denmark

20.6 21.0 24.4 31.3 44.3 39.6 46.6 53.9 54.3 61.6 64.3

Finland

35.8 39.5 35.7 24.8 31.2 29.9 30.5 37.8 36.9 38.5 34.2 38.5

France

28.6 33.1 35.6 41.7 43.5 40.7 32.8 35.8 35.0 29.4 30.7 30.7

Germany

31.1 39.5 39.8 32.5 30.7 40.7 35.9 41.7 41.0 39.1 41.8 46.4

Ireland

24.0 28.0 25.8 31.0 40.7 50.4 44.8 41.1 24.4 28.6 31.7 32.2

Japan

52.2 46.6 43.8 33.5 36.8 24.7 52.4 45.1 46.6 49.3

Netherlands

27.7 30.7 33.7 31.2 31.2 46.8 44.3 46.5 43.4 30.0 29.8 29.9

-

New Zealand 58.3 40.5 31.0 34.9 31.3 27.1 32.0 55.9 35.0 38.6 48.8

-

-

Norway

55.2 38.7 43.7 50.2 55.7 58.9 52.1 72.2 56.6 60.4 52.9 49.0

Portugal

34.2 54.1 55.6 33.2 39.2 43.8 35.8 31.1 31.8 22.5 28.6 28.1

Spain

10.2 23.1 18.8 11.6 17.5 38.0 33.5 35.3 23.0 14.6 23.0 31.0

Sweden

70.7 72.1 59.6 54.0 51.7 56.0 46.6 58.1 59.5 66.6 69.7 70.3

Switzerland

42.0 54.2 39.7 23.9 36.5 50.8 39.7 49.7 44.7 47.1 47.5 47.6

UK

23.7 37.4 27.0 28.1 34.3

US

32.7 36.8 25.0 36.8 45.2 38.4 28.7 29.5 16.0 32.3 37.2 42.7

-

- 66.0 57.3

-

-

-

자료 : stats.oecd.org(retrieved 2019.12.19).

한국의 경우 2008년 이후 공공고용서비스 지출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중 13.6%를 차지하고 있
다. 그러나 다른 분석 대상 국가들과 비교할 때 공공고용서비스의 비중이
높다고는 할 수 없는데, 포르투갈을 제외하면 비중 측면에서도 가장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영국의 공공고용서
비스 지출 비중이 수준이나 증가율 측면에서 매우 높다는 점이다.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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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공공고용서비스 지출 추이
(단위 : GDP 대비 %)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7 2010 2013 2015 2017
Korea

-

-

-

-

- 0.01 0.02 0.02 0.01 0.03 0.04 0.04

Australia

0.11 0.09 0.11 0.19 0.21 0.20 0.19 0.17 0.18 0.15 0.14 0.15

Austria

0.10 0.10 0.11 0.13 0.13 0.13 0.17 0.16 0.18 0.17 0.17 0.18

Belgium

0.15 0.16 0.17 0.20 0.18 0.16 0.17 0.18 0.20 0.20 0.19 0.34

Canada

0.23 0.20 0.21 0.21 0.20 0.20 0.19 0.13 0.14 0.10 0.12 0.12

Denmark

0.09 0.10 0.11 0.12 0.28 0.28 0.25 0.39 0.38 0.39 0.40

Finland

0.10 0.12 0.17 0.22 0.17 0.14 0.15 0.15 0.17 0.14 0.15 0.14

France

0.13 0.13 0.15 0.17 0.17 0.17 0.23 0.22 0.30 0.26 0.25 0.24

Germany

0.17 0.19 0.20 0.22 0.19 0.22 0.24 0.31 0.38 0.35 0.36 0.39

Ireland

0.16 0.19 0.34 0.32 0.23 0.13 0.12 0.12 0.17 0.16 0.09 0.06

Japan
Netherlands

-

- 0.26 0.25 0.26 0.21 0.12 0.04 0.06 0.07 0.07 0.07

0.35 0.37 0.36 0.49 0.40 0.42 0.43 0.32 0.36 0.25 0.24 0.22

New Zealand 0.09 0.10 0.13 0.10 0.13 0.11 0.11 0.11 0.12 0.09 0.18

-

Norway

0.11 0.10 0.12 0.18 0.14 0.11 0.12 0.10 0.13 0.13 0.13 0.15

Portugal

0.08 0.08 0.08 0.12 0.12 0.13 0.15 0.14 0.13 0.04 0.07 0.05

Spain

0.08 0.09 0.11 0.09 0.07 0.08 0.09 0.12 0.16 0.09 0.15 0.15

Sweden

0.23 0.22 0.23 0.27 0.26 0.23 0.22 0.20 0.27 0.29 0.26 0.28

Switzerland

0.07 0.06 0.07 0.10 0.13 0.10 0.12 0.10 0.11 0.11 0.11 0.11

UK

0.15 0.15 0.18 0.19 0.15

US

0.06 0.05 0.06 0.05 0.06 0.04 0.04 0.03 0.04 0.03 0.02 0.02

-

- 0.25 0.31

-

-

-

주 : 한국의 경우 2007～2008년 사이 보고방식의 변경으로 단절(break).
자료 : stats.oecd.org(retrieved 2019.12.19).

기준 오스트레일리아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중 공공고용서비스 지
출 비중이 63%에 이르고 있고, 캐나다의 경우도 50%를 넘어서고 있다.
영국의 경우도 2010년 기준 공공고용서비스 지출의 비중이 80%를 넘어
서고 있다. 대륙유럽국가 중 독일의 경우도 공공고용서비스 지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여 2017년에는 60%를 넘어서고 있다. 반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와 같은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공공고용서비스 지출 비중이 상대
적으로 낮은 편이다. 공공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활성화’의 경향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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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중 공공고용서비스 지출 비중
(단위 : %)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7 2010 2013 2015 2017
Korea

-

-

-

-

-

4.1 17.4 20.1 4.9

7.9 10.1 13.6

Australia

30.0 40.9 34.2 30.6 48.9 55.2 52.8 55.2 56.7 64.7 62.1 62.7

Austria

35.9 39.3 30.0 35.4 30.5 25.8 27.7 24.2 21.6 22.3 22.3 23.5

Belgium

13.0 16.2 21.0 23.2 22.1 19.5 22.4 27.4 27.9 27.7 27.2 38.8

Canada

38.9 45.2 36.0 36.7 45.1 50.1 52.2 48.1 41.5 42.2 49.1 52.1

Denmark

9.1

8.0

7.1

7.7

15.3 16.4 19.3 19.3 19.5 19.1 20.1

Finland

13.8 13.7 14.7 14.8 12.6 15.9 17.6 18.4 17.1 14.4 15.1 14.4

France

21.8 17.8 18.1 14.9 14.2 14.5 21.8 24.3 28.7 30.7 27.5 27.1

Germany

30.5 24.4 18.2 18.8 18.0 18.0 19.7 36.1 42.4 53.8 57.4 60.2

Ireland

15.8 17.3 37.4 25.5 18.8 16.4 17.8 19.0 18.8 18.1 15.8 15.2

Japan
Netherlands

-

-

84.1 79.4 82.5 74.8 51.1 50.8 19.5 38.5 47.3 45.6

29.6 31.2 31.3 38.4 32.1 31.6 31.7 32.1 33.1 30.9 32.2 34.6

New Zealand 10.9 10.4 16.7 15.2 20.8 23.2 29.5 34.6 38.2 32.5 55.1

-

Norway

18.1 29.5 13.7 13.8 17.1 18.9 15.6 19.4 20.5 25.7 25.2 32.0

Portugal

41.6 28.5 16.8 26.1 24.9 21.3 23.1 27.5 19.8

Spain

24.9 12.6 17.1 22.5 18.4

9.8

8.3

12.1 11.5

11.9 15.8 17.7 17.7 24.6 22.3

Sweden

11.9 13.8 10.6 10.5 12.6 14.1 20.9 20.6 24.4 21.1 20.2 22.4

Switzerland

40.1 31.9 31.9 25.6 18.2 19.5 18.2 20.0 18.9 18.9 18.4 18.0

UK

34.4 32.3 53.0 56.2 62.4

-

-

86.0 80.9

-

-

-

US

23.2 22.9 28.0 25.5 30.5 22.1 24.6 20.6 28.9 23.5 19.9 18.3

주 : 한국의 경우 2007～2008년 사이 보고방식의 변경으로 단절(break).
자료 : stats.oecd.org(retrieved 2019.12.19).

주, 캐나다, 영국 등 자유주의 유형의 국가와 보수주의 유형 국가 중 독일
등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표 2-6>에는 한국을 중심으로 공공고용서비스 지출 수준 및 증가율,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중 공공고용서비스 지출 비중을 연도별로 제시하였
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공공고용서비스 지출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1년 다소 정체된 이후 2012～
2013년까지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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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국가별 ALMP 중 공공고용서비스 지출 비중 추이

자료 : stats.oecd.org(retrieved 2019.12.19) 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계산.

제2장 한국의 공공고용서비스: 국가 간 비교 분석

19

<표 2-6> 한국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중 공공고용서비스 지출 비중
(단위 :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고용서비스 지출
수준(GDP 대비 %)
전년도 대비
고용서비스 지출
증가율(%)
ALMP 지출 대비
고용서비스 지출
비중(%)

0.01 0.01 0.01 0.01 0.02 0.03 0.03 0.04 0.04 0.04

- 70.4 34.3 -0.5 61.4 38.0 16.9 15.4 19.0 11.6

2.8

2.8

4.9

5.6

6.7

7.9

9.0 10.1 11.0 13.6

자료 : stats.oecd.org(retrieved 2019.12.19) 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계산.

[그림 2-4]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하위 유형별 지출 추이 : 한국

자료 : stats.oecd.org(retrieved 2019.12.19).

[그림 2-4], [그림 2-5]에는 한국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하위 유형별
지출 추이와 구성비가 각각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적극적 노동시장정
책 내에서 고용서비스의 상대적 위치와 역할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림 2-4], [그림 2-5]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하위 프로그램 중 직접일자리 창출의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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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구성비 : 한국

자료 : stats.oecd.org(retrieved 2019.12.19).

있다. 공공고용서비스 및 창업장려금의 비중은 높아지는 추세인 반면, 고
용장려금과 직업훈련의 비중은 다소 감소하고 있다. 직접일자리 창출의
역할을 유지하면서 고용서비스 및 창업장려금을 통한 취업 및 창업 강화
의 방향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공공 및 민간 고용서비스 이용
다음으로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의 공공 및 민간 고용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각 국가별 미시데이터를 활용하여 구직 시
공공 및 민간고용서비스를 활용하는 구직자의 비율을 계산한 수치가 <표
2-7>에 제시되었다.
<표 2-7>을 살펴보면, 공공 및 민간고용서비스 활용 비율이 국가별로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72.5%), 프랑스(52.9%),
벨기에(58.3), 오스트리아(70.7%) 등 보수주의 복지체제 유형에 속하는 국
가들의 경우 공공고용서비스 이용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사회민주주
의 복지체제에 포함되는 스웨덴(63.8%), 덴마크(44.4%), 핀란드(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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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국가별 구직 시 공공 및 민간 고용서비스 이용비율(2018년 기준)
(단위 : %)
공공 취업알선기관 이용
비율

민간 취업알선기관 이용
비율

Austria

70.7

13.0

Belgium

58.3

42.7

Canada

11.4

7.8

Denmark

44.4

4.3

Finland

48.7

21.5

France

52.9

30.4

Germany

72.5

13.9

Ireland

38.7

34.2

Netherlands

26.4

31.8

New Zealand

25.0

31.2

Norway

44.0

17.4

Portugal

31.8

39.5

Spain

24.3

29.1

Sweden

63.8

8.3

Switzerland

33.9

19.0

UK

31.8

22.9

US(2017년)

15.3

8.4

주 : 구직 경로 항목에 대해 다중 응답한 결과임.
자료 : 유럽국가 ｢www.eurostat.com retrieved 2019.1.16｣, 미국 ｢CPS(Current
Population Survey)(www.bls.gov retrieved 2019.1.16｣, 캐나다 ｢LFS(Labor
Force Survey)(www150.statcan.gc.ca retrieved 2019.1.16)｣를 활용하여 연구
진이 계산함.

노르웨이(44.0%) 등도 높은 수준의 공공고용서비스 이용비율을 보이고
있다. 남부유럽 복지체제에 속하는 스페인(24.3%), 포르투갈(31.8%) 및
자유주의 복지체제에 속하는 미국(15.3%), 영국(31.8%), 캐나다(11.4%),
뉴질랜드(25.0%) 등은 대체로 낮은 수준의 공공고용서비스 이용률을 보
이고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공공고용서비스와 민간고용서비스
이용 비율 간 뚜렷한 대체관계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표 2-7>에서 제시된 공공 및 민간 고용서비스 이용 비율은 다중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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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나타난 결과이다. 이에 비해 한국의 ｢
경제활동인구조사｣
의 경우
구직경로에 대한 응답이 1순위, 2순위 선택으로만 이루어져 <표 2-7>에
제시된 국가들과 한국을 직접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김안정(2016)의
분석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전체 실업자 중 공공 및 민간 직업알선기관
을 이용한 비율이 각각 23.7%, 17.4%로 나타났다(1순위 응답 기준). 해석
에 유의가 필요하지만, 공공고용서비스 이용 비율이 북유럽 국가나 대륙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대체로 낮은 편이고, 미국, 캐나다 등 자유주의
복지체제 유형의 국가들에 비해서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한국의 경우 공공 및 민간 직업알선기관
을 구직경로로 활용하는 실업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 실업자 중 공공 직업알선기관 이용 비율은 2008년 9.6%에서
2016년 23.7%로 증가하였고, 민간 직업알선기관의 이용 비율 역시 2008
년 8.5%에서 2016년 17.4%로 증가하였다(김안정, 2016). 고용센터 등 공
공고용서비스를 이용한 구직 비중이 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제3절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유형화

본 절에서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하위 유형, 즉 공공고용서비스, 직
업훈련, 고용장려금, 지원고용 및 재활, 직접일자리 창출, 창업장려금을
지표로 활용하여 위계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을 통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체제의 유형화를 시도한다.
‘활성화’의 패러다임 속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역할 및 중요성이
강조되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유형화에 대한 논의도 많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예컨대, Torfing(1999)은 각 국가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근로연계복지 유형을 ‘공격적(offensive)’ 근로연계복지와 ‘방어
적(defensive)’ 근로연계복지로 구분한 바 있고, Taylor-Gooby(2004)는
‘적극적(positive)’ ‘활성화’와 ‘소극적(negative’ ‘활성화’로 구분하였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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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적 근로연계복지, 적극적 활성화는 인적자본 증대를 강조하는 유형이
며, 방어적 근로연계복지, 소극적 활성화는 급여에 대한 벌칙(sanction)과
감축을 강조한다(Bonoli, 2010). Bonoli(2010)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네 가지 이념형(ideal type)을 제시하였는데, 인센티브 강화, 고용보조, 일
자리창출, 인적자본투자 유형이 포함된다.
이러한 유형화 논의들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개별 국가에서 다양한
방향 및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대표적 유형들을 제시한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론적 논의에 기반한 이념형이 주로 제시되
었을 뿐 실증적 자료에 기반한 유형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절
에서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하위 프로그램들을 지표로 활용한 위계적
군집분석을 통해 실증적 유형화를 시도해볼 것이다.

1.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분석 대상에는 21개 OECD 국가가 포함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오스트레
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
랜드, 일본, 한국, 뉴질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
덴, 스위스, 영국, 미국이 포함되었다. 분석에 활용된 적극적 노동시장정
책 프로그램별 지출 자료는 OECD Database에서 추출되었으며, 2008년
과 2015년 자료를 활용하여 각각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2015년 자료
를 활용한 분석의 경우 자료 결측으로 영국이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실증적 유형화는 위계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을 활
용하여 이루어졌는데. 위계적 군집분석은 지표들 간의 거리를 바탕으로
가장 가까운 국가들의 짝(pair)을 확인하고, 하나의 군집이 만들어질 때까
지 조합하는 방법이다. 지표들 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다양한 방법 중 유
클리디안 제곱(Squared Euclidean)을 활용하였는데, 이 방법은 먼 거리에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유사한 특성을 가진 국가들 간의 차이를 확인하
는데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aint-Arnaud & Bernard, 2003). 또한
국가를 묶는 방법으로 Ward’s method를 활용했는데, 집단을 구분하는 여
러 방법 중 집단 내의 변량을 최소화함으로써 집단 내 동질성을 극대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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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2. 분석결과
위계적 군집분석의 결과가 [그림 2-6], [그림 2-8] 및 <표 2-8>, <표
2-9>에 제시되었다. 먼저 [그림 2-6]은 2008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며, <표 2-8>에는 군집분석을 통해 나타난 각 유형별 특징을 제시
하였다.
[그림 2-6]에 제시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크게 4개 유형으로 구분됨
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에는 한국을 비롯하여 호주, 캐나다, 뉴질랜
드, 일본, 미국, 영국이 포함되는데, Esping-Andersen(1990, 1999)이 분류
한 자유주의 복지체제 국가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다. <표 2-8>에 제시된
이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모든 하위 프로그램의 지출이 낮
은 수준이나, 상대적으로 고용서비스 지출의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두 번째 유형에는 오스트리아, 프랑스, 아일랜드, 독일, 핀란드가 포함되
는데 주로 대륙유럽 국가들 중심이다. 네 유형 중 직업훈련, 직접 일자리
창출, 창업장려금에 대한 지출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유형에는 벨기에, 스위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노르웨이, 스웨덴
이 포함되는데, 대륙유럽국가, 남부유럽국가, 북유럽국가가 다소 혼재되
어 있다. 하위 프로그램별로 비교적 고른 지출을 보이고 있으나 고용장려
금에 대한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고, 직접일자리창출 지출이 가장 낮다.
마지막 네 번째 유형에는 덴마크와 네덜란드가 포함되는데 공공고용서비
스, 지원고용 및 재활에 대한 지출이 타 유형에 비해 높은 것이 특징이다.
2008년 한 해의 자료를 바탕으로 유형화를 시도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
지만 한국의 경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지출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자유주의 유형에 속한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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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유형화(2008년)

자료 : 저자 작성.

<표 2-8> 유형별 특징(2008년)
(단위 : GDP 대비 %)
공공
지원고용 직접 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장려금
창업장려금
고용서비스
및 재활
창출
유형 1

0.11

0.06

0.02

0.02

0.03

0.004

유형 2

0.19

0.31

0.07

0.05

0.11

0.03

유형 3

0.13

0.16

0.16

0.10

0.02

0.02

유형 4

0.28

0.22

0.06

0.51

0.07

0.00

주 : 유형 1 : 호주, 뉴질랜드,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유형 2 : 오스트리아, 프랑스, 아일랜드, 독일, 핀란드.
유형 3 : 벨기에, 스위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노르웨이, 스웨덴.
유형 4 : 덴마크, 네덜란드.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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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유형별 실업률 및 고용률(2008년)

자료 : 저자 작성.

[그림 2-7]에는 위계적 군집분석을 통해 도출된 4개 유형별 실업률과
고용률이 제시되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지출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고, 특히 공공고용서비스와 지원고용 및 재활 관련 지출 수준이 높은
유형 4(덴마크, 네덜란드)의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이 고용률(76.5%) 및 낮
은 수준의 실업률(3.5%)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자유주의 유형
의 국가들이 주로 포함된 공공고용서비스 지출 수준이 높은 유형 1의 경
우도 고용률 및 실업률의 측면에서 노동시장 성과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편이다. 반면 유형 2와 유형 3의 경우 전반적으로 고용률이 낮고 실업률
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8] 및 <표 2-9>에는 2015년 자료를 활용하여 동일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제시되었다. 2008년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와 여러 측면
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군집분석의 결과 5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
다. 첫 번째 유형에는 호주, 뉴질랜드, 일본, 미국, 캐나다가 포함되며 앞
서 언급한 자유주의 유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하위 프로그램들의
지출수준이 낮고, 공공고용서비스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인다. 두 번째 유형에는 한국을 포함 아일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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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유형화(2015년)

자료 : 저자 작성.

<표 2-9> 유형별 특징(2015년)
(단위 : GDP 대비 %)
공공
지원고용 직접 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장려금
창업장려금
고용서비스
및 재활
창출
유형 1

0.11

0.04

0.02

0.03

0.01

0.00

유형 2

0.09

0.16

0.11

0.02

0.11

0.03

유형 3

0.17

0.13

0.10

0.23

0.02

0.00

유형 4

0.23

0.35

0.06

0.06

0.10

0.02

유형 5

0.32

0.38

0.44

0.52

0.00

0.01

주 : 유형 1 : 호주, 뉴질랜드, 일본, 미국, 캐나다.
유형 2 : 한국, 아일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유형 3 : 벨기에, 스위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유형 4 :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유형 5 : 덴마크, 스웨덴.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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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갈 등 남부유럽 국가군이 포함된다. 직접일자리창출과 창업장려금에
대한 지출이 타 유형에 비해 가장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고용장려
금에 대한 지출도 높은 편이다. 세 번째 유형은 벨기에, 스위스, 노르웨이,
네덜란드를 포함하는데, 전반적으로 고른 지출 분포를 보이고 있고, 특히
지원 고용 및 재활에 대한 지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이 포함되는 네 번째 유형은 프로그램별 지출 수준
이 전반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인다. 공공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에 대한
지출 수준과 직접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출 수준이 모두 높은 편이다. 마
지막 다섯 번째 유형에는 덴마크와 스웨덴이 포함되는데, 공공고용서비
스, 직업훈련, 고용장려금, 지원 고용 및 재활에 대한 지출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반면 직접일자리 창출이나 창업장려금에 대한 지출은 가장 낮
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08년 전반적으로 지출수준이 낮
은 유형에서 2015년 직접일자리창출, 창업장려금, 고용장려금에 대한 지
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형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9]에는 2015년 기준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유형별 노동시
장 성과가 제시되어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지출 수준이 전반적으
[그림 2-9]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유형별 실업률 및 고용률(2015년)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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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낮지만 공공고용서비스 지출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형 1의 경우
실업률이 가장 낮고(5.5%), 비교적 높은 수준의 고용률(72.2%)을 보여준
다. 반면, 직접일자리창출의 지출 수준이 높은 유형 2에서 가장 낮은 수준
의 고용률(61.9%) 및 가장 높은 수준의 실업률(12.1%)이 나타나고 있다.

제4절 공공고용서비스 지출 결정요인

제4절에서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공공고
용서비스 지출의 결정요인 및 공공고용서비스를 포함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분석 결과 도
출된 회귀식을 통해 한국 공공고용서비스의 적정 지출 수준을 탐색적 수
준에서 고찰할 것이다.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전체 지출에 영향을 미
치는 거시적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기존 연구
들에서 활용한 거시적 맥락 변수와 핵심 분석 결과를 <표 2-10>에 정리
하였다. <표 2-10>에 제시된 것처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요인으로 실업률, 경제성장률, 경제수준, 무역개방도, 탈산
업화 등 경제적 요인과, 좌파정당, 우파정당, 노동조합, 교섭조정 등 정
치․사회적 요인, 공공사회지출, 정부부채 등 정부지출 관련 변수들이 주
로 활용되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분석시기, 대상, 방법 및 분석 모형에 따라 결과
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Vlandas(2011)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연구들이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
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내의 하위 프로그
램 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전체 지출을 종속변수로 분석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의 하위 프로그램들에 대해 각각 분석하였는데, 프로그램별로 거시적 맥
락 요인들의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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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결정요인 : 선행연구
독립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실업률

-

_

+

-

+

0

무역개방도
탈산업화
좌파정당
우파정당

+

-

+

0

+

0

+

0

+

+

+

+

n

n

+

n

+

0

-

0

n

-

+

0

0

n

+

+

0

n

+

-

+

n

n

n

n

+

0

+

0

n

n

n

n

n

n

0

-

+

0

+

+

+

0

n

n

0

n

n

n

-

+

0

0

+

n

n

n

노동조합

n

n

n

0

+

0

n

n

n

n

n

+

+

+

+

경제성장률

+

-

n

n

-

-

n

+

n

n

n

-

n

0

n

경제수준

n

+

0

-

n

n

+

n

-

0

-

0

n

n

n

교섭조정

+

+

n

n

0

0

n

n

+

+

+

+

n

+

n

공공사회지출

n

n

+

+

n

n

n

n

n

n

n

n

n

n

n

정부부채

n

+

n

n

-

-

n

n

n

n

n

- -/+ n

n

주 : 1) (1) Swank(2007), (2) Van Vilet & Koster(2008), (3) Bonoli(2008), (4) Franzese
& Hays(2006), (5) Rueda(2006), (6) Rueda(2007), (7) Huo et al.(2008), (8)
Armingeon(2006), (9) Swank & Martin(2001), (10) Martin & Swank(2004),
(11) Swank & Martin(2010), (12) Dahistrom, Lindvall & Rothstein(2009), (13)
Gaston &Rajaguru(2004), (14) Traxler & Berndt(2009), (15) Boix(1998).
2) + 유의미한 정적 관계, - 유의미한 부적 관계, 0 : 유의미한 관계없음, n 변수
로 포함되지 않음.
3) 연구별로 이 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적인 변수들이 독립 또는 통제 변수
로 포함된 경우들이 있음.
자료 : Vlandas(2011, Table 1)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 및 보완하였음.

1. 분석대상

공공고용서비스 지출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1985～2016년 기간 동
안 20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20개 국가에는 오
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캐나다, 스위스, 독일,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이 포함된다. OECD database를 통해 자료가
이용 가능한 국가 중 비슷한 수준의 정치, 경제, 사회적 배경을 지닌 선진
자본주의 국가로 분석대상을 제한하였다. 분석대상인 20개 국가에는
Esping-Andersen(1990, 1999)의 세 가지 복지체제 유형 및 남부유럽 복
지체제 유형 국가들이 고르게 포함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분석 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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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결측치가 다수 존재하여 본 절의 분석에서는 제외되었다.

2. 변수측정 및 분석자료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GDP 대비 %로 측정된 공공고용서비스 지출이
<표 2-11> 분석에 활용된 변수
변수

측정

출처

PES_AD

공공고용서비스 지출 GDP 대비 %

stat.oecd.org
(retrieved 2019.12.19.)

A_LMP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GDP 대비 %
지출

stat.oecd.org
(retrieved 2019.12.19.)

T_LMP

전체 노동시장정책
지출

GDP 대비 %

stat.oecd.org
(retrieved 2019.12.19.)

T_SOCX

총 공공사회지출

GDP 대비 %

stat.oecd.org
(retrieved 2019.12.19.)

GOV_PARTY 내각 정당 구성

1 : 우파/중도 헤게모니
2 : 우파/중도 우세
3 : 우파/중도, 좌파 균형 Armingeon et al.(2019)
4 : 좌파 우세
5 : 좌파 헤게모니

U_DEN

노동조합조직률

노동조합 조합원/
임금노동자 * 100

stat.oecd.org
(retrieved 2019.12.19.)

COORD

교섭조정

1～5점

stat.oecd.org
(retrieved 2019.12.19.)

GDP_R(t-1)

전년도 경제성장률

%

stat.oecd.org
(retrieved 2019.12.19.)

UNEMP(t-1)

전년도 실업률

%

stat.oecd.org
(retrieved 2019.12.19.)

DE_IND

탈산업화

서비스업종 노동자/
임금노동자 * 100

stat.oecd.org
(retrieved 2019.12.19.)

OPEN

무역개방도

(수입 + 수출)/GDP

stat.oecd.org
(retrieved 2019.12.19.)

DEFICIT

정부 재정적자

GDP 대비 %

Armingeon et al.(2019);
한국은 stat.oecd.org
(retrieved 2019.12.19.)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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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핵심 독립변수로는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 및 자료의 이용 가능성 등
을 고려하여 전체 공공사회지출, 정부 정당구성, 노동조합조직률, 교섭조
정, 경제성장률, 실업률, 탈산업화, 무역개방도, 정부 재정적자를 포함하였
다. 분석에 활용된 변수의 정의 및 출처가 <표 2-11>에 제시되어있다.

3. 분석모형 및 분석방법
공공고용서비스 지출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다. 독립
변수에는 앞서 논의한대로 공공사회지출, 내각정당구성, 노동조합조직률,
교섭조정, 실질경제성장률(전년도), 실업률(전년도), 서비스업종 고용비
율, 무역개방도, 정부재정적자가 포함된다. 연도별 관찰되지 않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연도 더미 변수 및 시간추세(time trend) 변수를 분석모형
에 포함하였다.


       

 

 



   

    

   : 공공고용서비스 지출
 : 연도 고정효과
  : 상수

    : 독립변수
 : 시간추세(time trend)
   : 오차항

국가 간 횡단자료와 종단자료가 결합된 패널자료는 분석 상 다양한 장
점이 있으나 OLS로 추정하는 경우 오차항에 자기상관, 동시상관, 이분산
성 등의 문제가 존재할 수 있으며, 오차항이 국가 및 시기 효과를 감추거
나 국가별, 시기별 이질성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Hicks, 1994). 본 연
구의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패널회귀분석의 다양한 가정을 검증한 결과가
<표 2-12>에 제시되었다. Breush-Pagan 검증이 유의미하였기 때문에
OLS보다는 확률효과(random effect)모형 또는 고정효과(fixed effect)모
형이 적합함을 알 수 있고, Hausman 검증을 통해 고정효과모형이 선호
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Modified Wald 이분산성 검증, Pesaran 동시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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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패널회귀분석 가정 검증 결과
검증

통계치
2

확률효과

Breusch-Pagan test

χ (1)=1,595***

고정효과

Hausman test

χ2(9)=18.89*

패널 이분산성

Modified Wald test

χ2(20)=16,997.55***

패널 동시상관

Pesaran test

2.096*

패널 AR(1) 자기상관

Wooldridge test

F(1, 19)=87.70***

자료 : 저자 작성.

검증, Wooldridge 패널 AR(1) 자기상관 검증 결과 이분산성, 동시상관,
자기상관이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분산성 및 동시상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eck & Katz(1995)가 제안한 OLS-PCSE(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 방법을 추가적으로 활용하였고, 자기상관 문제를 고려하
여 오차항에 패널별 AR(1) 과정을 가정하여 추정하는 Prais-Winston 추
정방법을 결합하여 분석하였다(Plumper, Troeger & Manow, 2005).

4. 분석결과
공공고용서비스 지출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결과가 <표
2-13>에 제시되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확률효과모형(RE), 고정효과모
형(FE) 및 OLS-PCSE를 활용한 분석결과를 모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를 살펴보면 공공사회지출, 노동조합조직률, 실업률, 무역개방도가 세 분
석모형 모두에서 공공고용서비스 지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사회지출 수준, 무역개방도가 높을수록 공공고용서비스 지
출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1) 노동조합조직률과 전년도 실업률은 공
1) 무역개방도의 경우 공공고용서비스 지출수준과 일관되게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무역개방도, 또는 보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지구화(globalization)가
노동시장정책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상반된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보
상가설(compensation hypothesis)에 의하면, 높은 수준의 무역개방도로 인해 직업
안정성 및 불평등이 증가하면서 보상 또는 보장을 위해 노동시장정책 지출을 높일
수 있다(Borghi, 2008: 4). 다른 한편으로 효율가설(efficiency hypothesis)에 의하
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는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국가의 지출 능력 제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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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공공고용서비스 지출 결정요인(1985～2016)

T_SOCX

RE

FE

OLS-PCSE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

0.005285

0.007638

***

(0.001161)
GOV_PARTY
UDEN
COORD
GDP_R (t-1)

(0.001088)

-0.001045

0.001598

(0.002617)

(0.001904)

(0.001373)

-0.000919 **

-0.004270 ***

-0.000984 *

(0.000284)

(0.000870)

(0.000465)

0.015704

***

(0.006102)

-0.001034

-0.002454

-0.003833
0.005496

***

0.000414 **
(0.000123)

DEFICIT

**

-0.006610

0.003164
(0.002523)

†

(0.001474)
**

(0.000826)
OPEN

0.018631

(0.003790)

(0.001295)
DE_IND

0.000405
(0.000370)

***

-0.003691

(0.001675)

(0.000600)

0.002807

0.006832

(0.002281)

(0.001171)

0.001866 ***
(0.000358)
-0.000581

0.000417

(0.001176)

(0.000459)

0.006088

-0.313686

(0.073449)

(0.128867)

(0.065379)

time trend

O

O

O

year dummy

O

O

O

436

436

436

N

***

***

(0.000199)

-0.000054
-0.327439

***

0.000417 *

(0.001061)
CONS

***

(0.002167)

0.004518 †

(0.002168)
UNEMP (t-1)

0.004374

***

주 : 1) T_SOCX 총 공공사회지출, GOV_PARTY 정부내각 정당 구성, UDEN 노
동조합조직률, COORD 교섭조정지수, GDP_R (t-1) 전년도 경제성장률,
UNEMP (t-1) 전년도 실업률, DE_IND 서비스업종 고용비율, OPEN 무역
개방도, DEFICIT 정부 재정적자.
2) +p<.1, *p<.05, **p<.01, ***p<.001
자료 : 저자 작성.

로 연결될 수 있다(Borghi, 2008: 6). 무역개방도와 노동시장정책과의 관계는 노동
시장정책의 성격이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높은 수준
의 무역개방도를 보이는 국가에서 소극적 지출을 높게 유지하는 것은 경제적 효율
의 관점에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본 장의 초점인 공공고용서비스를 포함한 적
극적 지출에 중점을 둘 수 있다(Bonoli, 20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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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용서비스 지출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
정부 정당구성 변수가 확률효과 모형에서 유의도 .10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좌파정당의 영향력이 높을수록 공공고용서비스 지출
수준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교섭조정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공공
고용서비스 지출이 높아졌으며(확률효과 및 고정효과 모형), 탈산업화 수
준, 즉 서비스섹터 고용비율이 높을수록 공공고용서비스 지출 수준이 높
았다(확률효과모형 및 OLS-PCSE). 경제성장률의 영향은 제한적으로만
확인되었는데(고정효과 모형), 전년도 실질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공공
고용서비스 지출수준이 다소 낮아짐을 알 수 있다.
공공고용서비스 지출 결정요인에 대한 패널 회귀분석 결과 중 OLSPCSE 추정을 통해 도출된 회귀식의 독립변수에 2016년 한국의 통계값들
을 투입해보면, 회귀식에 의해 예측되는 공공고용서비스 지출 수준은
0.089%로 나타났다. 2016년 한국의 공공고용서비스 지출이 GDP 대비
0.04%임을 고려하면 회귀식에 포함된 여러 조건들을 고려하더라도 한국
의 공공고용서비스 지출은 낮은 수준이며 지출 확대의 여지가 크다는 점
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표 2-13>에 제시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와 상반되는 경우들을 발견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좌파정당의 영향력은 제한적으로만 확인이 되었고, 특히
노동조합조직률이나 실업률이 공공고용서비스 지출과 부적인 관계를 보
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적극적,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을 모두
포함한 전체 노동시장정책 지출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을 종속변수
로 두고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표 2-14>에 제시하였다.
전체 노동시장정책 지출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공공사회지
출, 정부 정당구성, 노동조합조직률, 실업률, 탈산업화, 무역개방도가 전체
노동시장 지출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
출에 대해서도 공공사회 지출, 정부 정당구성, 노동조합조직률, 교섭조정,
무역개방도의 유의미한 정적 영향이 확인되었다. 즉, 전체 노동시장정책
지출 또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종속변수로 활용한 분석결과는 기존의
이론이나 선행연구와 보다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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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전체 노동시장정책 지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공공고용서비스
지출 결정요인(1985～2016)

T_SOCX

OLS-PCSE

OLS-PCSE

OLS-PCSE

T_LMP

A_LMP

PES_AD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0.126430 ***
(0.009654)

GOV_PARTY

0.022295

(0.003852)
*

(0.011041)
UDEN

0.014366

UNEMP (t-1)

(0.002523)

-0.006442

0.001401

0.000405

(0.001363)

(0.000370)

0.000671

-0.003691

(0.002840)

(0.000600)

0.049997

***

0.017631

*

0.006659

(0.001171)
***

(0.000360)
**

0.000417

*

(0.000199)

0.000878

0.000417

(0.004478)

(0.001536)

(0.000459)

-2.602527 ***

-0.790140 **

-0.313686 ***

(0.454859)

(0.252992)

(0.065379)

time trend

O

O

O

year dummy

O

O

O

436

436

436

CONS

N

-0.012045

0.001936

***

0.006832 ***

0.004552
(0.003209)

***

*

0.003164

(0.003971)

(0.000889)
DEFICIT

-0.000984
(0.000465)

(0.008815)

(0.007250)
OPEN

0.001598
(0.001373)

**

0.017882 *

(0.012685)
DE_IND

0.004401

0.005285 ***
(0.001088)

**

(0.001431)

-0.027592
(0.026287)

GDP_R (t-1)

0.012342
(0.004735)

***

(0.003692)
COORD

0.043543 ***

주 : 1) T_LMP 전체 노동시장정책 지출, A_LMP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PES_
AD 공공고용서비스 지출, T_SOCX 총 공공사회지출, GOV_PARTY 정부내각
정당 구성, UDEN 노동조합조직률, COORD 교섭조정지수, GDP_R (t-1) 전년
도 경제성장률, UNEMP (t-1) 전년도 실업률, DE_IND 서비스업종 고용비율,
OPEN 무역개방도, DEFICIT 정부 재정적자.
2) *p<.05, **p<.01, ***p<.001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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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하위 프로그램별 분석 결과는 전체 지출의 분석결
과와 상이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으며, 하위 프로그램별로
보다 엄밀한 이론적 모형과 분석방법을 활용한 분석이 지속적으로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지출이 대표적인 노동시장 성과 지표인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표 2-15>와 <표
2-16>에 제시하였다. 종속변수가 실업률, 핵심독립변수가 노동시장정책
지출 관련 변수들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통제변수로 포함된 변수에도 다
소의 변화가 있다. 예컨대 실업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규직, 비정규
직에 대한 고용보호 수준 등이 모형에 추가되었다.
<표 2-15>에는 노동시장정책 지출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소극적 노
동시장정책 지출로 구분하여 각각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
과가 제시되었고, <표 2-16>에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하위 프로그램
별 효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표 2-15>에 제시된 분석결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은 실업률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실업률과 강
한 정적 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6>에 제시된 적극적 노동시장의 하위 프로그램별 실업률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프로그램별로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공고용서비스 지출은 실업률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관
계를 보이고 있는데, 공공고용서비스 지출이 GDP 대비 1%p 높아지면,
실업률이 4.52%p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 지출의 경우 실업
률과 p<.10 수준에서 정적관계를 보였고, 고용장려금 및 직접일자리창출
에 대한 지출은 실업률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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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적극적․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
(1985～2012)

A_LMP

OLS-PCSE

OLS-PCSE

회귀계수(표준오차)

회귀계수(표준오차)

-0.318394

-

(0.592583)
P_LMP

2.395575 ***

-

GOV_PARTY

-0.139845

(0.261230)
*

(0.069556)
UDEN

0.062330
-0.842474

DE_IND
EP_TEM
EP_REG
OPEN

-0.096388

CONS
N

-0.633270
-0.044799

(0.026371)

(0.022671)

0.021247

-0.000662

(0.051506)

(0.042621)

0.028388

0.165463

(0.260252)

(0.236210)

-0.092155

-0.681548

(0.375515)

(0.456018)

0.026131
-0.125937

***

(0.125042)
***

***

(0.004707)
DEFICIT

0.011692
(0.009724)

***

(0.166606)
GDP_R (t-1)

*

(0.057423)
***

(0.011659)
COORD

-0.131617

*

0.007714
(0.005078)

***

-0.029028

(0.030803)

(0.021763)

5.484367

6.278324

(3.486027)

(2.755816)

367

382

*

주 : 1) A_LMP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P_LMP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GOV_ PARTY 정부내각 정당 구성, UDEN 노동조합조직률, COORD 교
섭조정지수, GDP_R (t-1) 전년도 경제성장률, DE_IND 서비스업종 고용비
율, EP_TEM 비정규직 고용 보호, EP_REG 정규직 고용 보호, OPEN 무
역개방도, DEFICIT 정부 재정적자; 연도더미, 시간추세 분석모형에 포함.
2) *p<.05, **p<.01, ***p<.001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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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 : 프로그램별 분석
(1985～2012; OLS-PCSE)

프로그램

공공고용서비스

직업훈련

고용장려금

직접일자리창출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0.980735

-0.681876

-4.524178

**

(1.583517)
GOV_PARTY

-0.121487

0.051492

GDP_R (t-1)

DE_IND

EP_TEM
EP_REG

-0.860987

N

(0.071222)
**

(0.013311)
***

-0.870670

0.040830

***

(0.011337)
***

-0.845899

***

(0.165741)

(0.162425)

(0.152012)

-0.096208 ***

-0.092252 ***

-0.099194 ***

-0.090283 ***

(0.026711)

(0.026488)

(0.027071)

(0.025922)

0.043336

0.027695

-0.006123

0.080713

(0.053533)

(0.048641)

(0.048036)
†

0.411950

(0.300373)

(0.241382)

(0.216063)

(0.214688)

0.195417

-0.375803

-0.256562

-0.512918

0.024608

(0.381185)
***

-0.116680

0.024651

(0.368168)
***

(0.004583)
***

-0.117727
(0.029918)

0.477236

0.026152

-0.135873

0.463369

*

(0.383203)
***

(0.004961)
***

†

(0.048189)
*

0.135632

(0.031404)
CONS

-0.846826

0.043684

-0.108022

(0.170319)

(0.004997)
DEFICIT

0.047921

-0.135958

(1.473416)
†

(0.070865)
***

(0.011680)
***

(0.353449)
OPEN

-0.132186

(1.555143)
†

(0.070860)
***

(0.012385)
COORD

†

(1.007260)
†

(0.071404)
UDEN

1.851227

0.031628

***

(0.004210)
***

(0.031018)

-0.126621

***

(0.028473)
*

4.791261

5.268501

7.253417

2.256777

(3.567068)

(3.259270)

(3.177912)

(3.171177)

367

367

367

367

주 : 1) GOV_PARTY 정부내각 정당 구성, UDEN 노동조합조직률, COORD 교섭
조정지수, GDP_R (t-1) 전년도 경제성장률, DE_IND 서비스업종 고용비
율, EP_TEM 비정규직 고용 보호, EP_REG 정규직 고용 보호, OPEN 무
역개방도, DEFICIT 정부 재정적자; 연도더미, 시간추세 분석모형에 포함.
2) +p<.1, *p<.05, **p<.01, ***p<.001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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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소 결

본 장에서는 한국의 공공고용서비스에 대해 국가 간 비교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OECD 자료를 활용하여 노동시장정책의 현황과 추이를 기술
적 수준에서 분석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하위 프로그램들을 지표
로 활용하여 국가 간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또한 패널 회귀분석을 활용하
여 공공고용서비스 지출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고, 분석결과 도출된 회귀
식을 통해 한국의 공공고용서비스 적정 지출 수준을 탐색적 수준에서 살
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정책의 하위 요소, 프로그램들이 대표적
노동시장 성과인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
다. 주요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전체 노동시장정책 지출은 2007년 GDP 대비 0.35%에서 2017
년 0.64%로 증가하였으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전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일본(0.30%)과 미국(0.24%)을 제외하고
분석 대상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경우 미국, 일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자유주의 복지체제 유형의 국가들과 함께 적
극적,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모두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노동시장정책 중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비중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의 비중이 높은 편
이다. 2010년 이후 최근의 경향을 보면 전체 노동시장정책 지출 중 적극
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중이 50%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스웨덴, 노르웨
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의 경우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정책 지출이 높은
상황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의 비중도 높고, 한국을 포함한 미국,
영국 등 자유주의 유형 국가의 경우 전체 노동시장정책 지출이 낮은 상황
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상대적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중 공공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한국의
공공고용서비스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으나 2017년 기준 GDP
대비 0.04%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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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을 제외하면 분석대상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중 공공고용서비스 지출 비중의 측면에서 살
펴보면, 2008년 이후 한국의 공공고용서비스 지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
가하였고, 2017년 기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중 13.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분석 대상 국가들과 비교할 때 공공고용서비스의 비중
이 높다고는 할 수 없는데, 포르투갈을 제외하면 비중 측면에서도 분석
대상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직접일자리
창출의 비중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이는데, 직접일자리 창출의 높은 비중
을 유지하면서 고용서비스 및 창업장려금을 통한 취업 및 창업 강화의 방
향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중심이 다소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공고용서비스 활용 측면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2008년 이후 공공
고용서비스를 활용한 구직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
다. 데이터 수집방법의 국가 간 차이로 인해 해석에 유의가 필요하지만,
공공고용서비스 이용 비율이 북유럽 국가나 대륙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대체로 낮고 미국, 캐나다 등 자유주의 유형의 국가들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
다음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하위 프로그램들을 지표로 활용하여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을 유형화한 결과, 2008년 기준으로 한국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미국, 영국 등 자유주의 유형 국가들과 하
나의 유형으로 묶였다. 전반적으로 낮은 지출 수준을 보이지만 공공고용
서비스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형이다. 2015년 기준 분석결과로는 스
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남부유럽 국가군과 하나의 유형에 포함되었
는데, 직접일자리창출과 창업장려금에 대한 지출이 타 유형에 비해 가장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고용장려금에 대한 지출도 높은 유형이다.
공공고용서비스 지출 결정요인에 대한 패널 회귀분석 결과 도출된 회
귀식에 2016년 한국의 통계값들을 투입해보면 회귀식에 의해 예측되는
공공고용서비스 지출 수준은 0.089%로 나타났다. 2016년 한국의 공공고
용서비스 지출이 GDP 대비 0.04%임을 고려하면 확대의 여지가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패널 회귀분석한 결과에 의하며 실업자에 대한 소득보장 등 소극적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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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정책이 실업률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확인되었으며, 적극적 노동
시장정책 중에서는 공공고용서비스 지출이 실업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
났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후기산업사회의 도래로 인한 경제 환경 및 노동시
장구조의 변화와 ‘활성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역할 및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 역시 특히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
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정책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적극적 지출 및 소극적 지출이 모두 낮은 전형적인 ‘자유
주의’ 유형에 가깝기 때문에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양적 지출 수준을 적어
도 OECD 평균 수준으로 과감하게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어떠한 방식으로의 확대인가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이다. 노동시장정책의 유형 및 ‘활성화’의 패턴은 각 국가가 처한 경제․
사회․정치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른 노
동시장 성과 역시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한국이 어떠한 방식의 노
동시장정책 유형, ‘활성화’의 패턴을 지향해야 하는지 본 장에서 답을 내
리기는 어려우나, 방향성을 고민하는 데 있어 몇 가지 고려할 수 있는 사
항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적․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이
균형적으로 증대될 필요가 있다. 서구 국가들의 경우 실업자에 대한 소득
보장정책이 충분히 발전된 상황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상대적 중요
성이 강조되면서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한국의 경우 실업자에
대한 소득보장제도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확대와 함께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및 급여수준 확대,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도입 등을 포함하여 실업자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양적 확대와 함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의 하위 프로그램 간 상대적 비중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중 직접일자리창출
의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비율적으로 축소하고 공공고용서비스
등 다른 사업의 상대적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보다 유연하
고 다양한 방식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공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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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비스의 경우 직접일자리 사업 등에 비해 고용률, 실업률 등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효과성이 보다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Card, Kluve &
Weber, 2015), 본 장에서의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공공고용서비스는 직업훈련 등 다른 적극적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거나, 실업급여 등 소극적 프로그램의 부정적 효과를 줄이는 조절효
과를 갖는다는 분석결과도 존재한다(Fredriksson, 2019). 이러한 공공고
용서비스의 효과는 실업자에 대한 소득보장 등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더 큰 함의를 가질 수 있다.
적어도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내에서 공공고용서
비스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본 장의 분석에서도 보여주고 있듯
이 적어도 두 배 이상의 충분한 확대 여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양적 확대와 더불어, 노동시장정책의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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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유료직업소개기관 매칭 플랫폼 기업2)화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제1절 머리말

유료직업소개시장이 변화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유사한 형태와 방
식으로 운영되던 유료직업소개시장에(금재호 외, 2013; 김승택․노상헌․
신현구, 2006; 백광호․김기근․정희정, 2017; 오성욱, 2016; 한국소비자
보호원, 1998) 소위 공유경제 혹은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과 결부된 새로
운 변화양상이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유료직업소개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던 건설, 가사, 돌봄, 음식점 분야 구인․구직 시
장에(장신철, 2013) 최근 디지털 플랫폼기업이 속속 등장해 매칭을 통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매일경제, 2019; 서울경제, 2018;
스타트업투데이, 2019; 충청투데이, 2019).
이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일자리 매칭 방식은 전통적 유료직
업소개시장의 그것과 전혀 다른 형태의 고용서비스라 할 수 있다. 전통적
유료직업소개시장에서는 대체로 소규모로 운영되는 유료직업소개기관이

2) 본 연구에서 매칭 플랫폼 기업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구직자와 구인처를 직접
소개․알선․매칭하거나 적절한 소개․알선․매칭을 돕기 위해 별점․리뷰 등 확
장적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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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을 통해 구인처․구직자를 확보한 뒤 이들을 매칭하는 구조였다
면, 디지털 매칭 플랫폼은 주로 온라인을 활용해 구인처․구직자를 확보
하여 이들을 매칭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3)
물론 이러한 새로운 고용서비스의 출현은 디지털 플랫폼 고용서비스
그 자체, 이의 확산으로 인한 기존 민간고용서비스시장의 개편, 그리고
이의 등장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과 관련된 추가적인 연
구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같은 변화가 시작되는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플랫폼 일자리 매칭 서비스가 어떻
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가 전통적 민간고용서비스
시장을 큰 폭으로 개편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 고용서비스 영역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에 대해 신
속하고 또 초점화 된 탐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판단된다. 하지만 연
구자가 인지하는 범위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기
존연구를 발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즉, 본 연구는 디지털 플
랫폼을 통한 일자리 매칭이 점진적으로 확산되는 현 시점에 민간고용서
비스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유료직업소개시장의 변화를 정리하고자 한
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가사, 아동 돌봄, 간병, 식당, 건설 분야 디
지털 플랫폼 운영현황과, 이의 확산 가능성, 그리고 이러한 확산의 정책
적 의미를 기존 유료직업소개소 및 유관 디지털 매칭 플랫폼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제2절에서는 유료직
업소개시장의 실태와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 그리고 민간고용서비스시장
에서의 디지털 매칭 플랫폼 등장 현황을 개략적으로 확인해 볼 것이다.
다음으로 제3절에서는 유료직업소개소와 디지털 매칭 플랫폼 기업 심층
3) 이러한 변화는 민간고용서비스의 또 다른 주요 주체인 직업정보제공기관의 변화로
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매칭과정에 직접 개입한다는 서비스 본질에의 유사성,
일용직 노동시장 분야의 유사성, 그리고 민간고용서비스 분야에서의 파급력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직업정보소개기관의 점진적 변화보다는 유료직업소개제
공기관의 완전한 개편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해 유료직업소개
기관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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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intensive-interviewing)결과를 중심으로 디지털 매칭 플랫폼 운영
현황을 주요 분야, 즉, 가사, 아동 돌봄, 간병, 식당, 건설 분야로 구분해
확인하고, 또 이를 기반으로 유료직업소개시장의 매칭 플랫폼화 가능성
에 대한 연구자의 견해를 제시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4절에서는 이
러한 연구결과에 기인해 매칭 플랫폼 등장의 정책적 의미를 정리해 볼 것
이다. 본 연구는 고용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사회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기
초자료를 제공해 줄 뿐 아니라 민간고용서비스 시장과 관련한 새로운 정
책적 대안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학문적․정
책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판단된다.

제2절 유료직업소개와 디지털 플랫폼

1. 민간고용서비스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고용서비스는 제공주체와 주요재원을 기준으로 민간고용서비스와 공
공고용서비스,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공주체를 기준
으로 보면 정부나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전달체계를 활용한 서비스를 공
공고용서비스로, 민간기관들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민간고용서비스
로 나눌 수 있다. 주요재원을 기준으로 보면 정부예산이 주요 운영비로
활용될 경우 공공고용서비스로,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운영비가
주로 활용될 경우 민간고용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일선에서 고용서비
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의 대부분은 이들 기준의 차이와 관계없이 대체로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편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국내유료직업
소개사업, 그리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경우에 두 기준 모두에서 민간고
용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다. 다만 일부 고용서비스 기관의 경우 기준에
따라 민간에 속하기도 하고 공공에 속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제공주
체는 민간이나 주로 정부재원을 통해 운영되는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들,
예를 들면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 수행기관이나 민간에서 운영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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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활센터 등이 이에 포함된다.
언급한 민간고용서비스시장 규모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제공
주체 기준 민간고용서비스기관 수를 시기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 <표
3-1>과 같다.4) 본 표를 통해 확인 가능한 바와 같이, 2000년 이후 현재까
지 민간고용서비스기관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개소 수를 기준으
로 보면 본 연구의 주요 연구대상인 국내유료직업소개기관(9,557 개소)을
포함한 유료직업소개기관이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비율로는 직업소개,
즉 매칭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매칭 정보제공만을 제공하는 인쿠
르트, 잡코리아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체가 가장 많이 증가(1,027%)했다.
사용재원을 기준으로 공공고용서비스로 분류 가능한 일부 국내무료직업
소개기관을 제외한다 해도, 그리고 기존 연구 등을 통해 추정 가능한 미
<표 3-1> 민간고용서비스기관 규모 변화
(단위 : 개소)
2000

2005

2010

2015

1)

2018

국내 무료

210

419

617

1,548

1,595

국내 유료

3,168

6,379

8,247

10,708

12,725

국외 무료

-

2

14

16

32

국외 유료

25

49

107

171

192

직업정보제공사업

104

276

591

1,145

1,172

국내

36

40

44

41

46

국외

3

3

1

1

-

1,357

1,153

1,595

2,492

2,390

직업소개
사업

근로자
2)
공급사업

3)

근로자파견사업

주 : 1) 근로자 파견사업체 수를 제외한 2018년 수치는 고용노동부 담당자와 유선
통화(2019. 9. 11.)를 통해 확보한 자료임.
2) 2015, 2018년 근로자 공급사업체 수는 각각 2012, 2019년 현황 자료임.
3) 2018년 근로자파견사업체 수는 상반기 현황 자료임.
자료 : 장신철(2013); 오성욱(2016); 고용차별개선과(2016, 2019).

4) 본 연구의 주요 연구대상 중 하나인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직업안정법의 정의를 따
라 유료로, 즉 금품 형태의 대가를 받으며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처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처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사업을 의미한다(직업안정법). 이들 이외에 민간고용서비스
기관의 정의와 특징은 장신철(2013)에 보다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48

전환기 고용서비스의 현재와 미래

운영 기관 비율을 감안한다 해도(박동현․전수길, 2014) 해당기간 동안
전체 민간고용서비스에서 유료직업소개기관 수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
하고 있음을 고려해 보면, 유료직업소개기관, 특히 국내 유료직업소개기
관을 제외한 채 민간고용서비스 시장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규모나 사업 분야
와 관련한 최근 실태조사 및 행정자료 분석결과를 <표 3-2>에 정리해
제시했다. 먼저 유료직업소개기관은 대체로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워크넷 DB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5년 평균 종사자
수는 2013년에 비해 감소한 2.81명으로 확인된다(오성욱, 2016). 이후 언
급하겠지만 이 같은 영세성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
나로 지적되는 부분이다(금재호 외, 2016). 다음으로 이들 유료직업소개
<표 3-2> 유료직업소개기관 규모 및 주요 활동분야
연구

원자료 및
조사기간

분석결과

금재호 외(2013)

실태조사,
2013년

종사자(대표자 포함) 1∼4인 업체
전체(N=210)의 84.4%

박동현 외(2014)

실태조사,
2014년

종사자(대표자 포함) 1∼5인 업체
전체(N=408)의 71.3%

김승택 외(2015)

실태조사,
2015년

종사자(대표자 제외) 1∼4인 업체
전체(N=100)의 86.9%, 평균 3.8명

오성욱(2016)

워크넷 DB,
2013, 2015년

종사자 1∼4인 업체 전체의 87.9%,
2013, 2015년 평균 3.11, 2.81명

장신철(2013)

분야 일용 70.0%(건설 54.3%, 파출 12.7%,
전국고용서비스
간병인․베이비시터 3.0%), 상용 8.4%
협회자료
(N=8,910)

규모

주요
전국고용서비스 분야 건설 59.9%, 파출 15.0%, 상용 13.0%,
활동 박동현 외(2014)
협회 내부자료 간병 3.5% (N=8,510)
영역
백광호 외(2017)

실태조사,
2017년

분야(중복응답) 건설 52.2%, 파출부 19.1%,
식당 16.7, 공장 16.0%, 간병 11.9% (N=293)

자료 : 금재호 외(2013); 김승택 외(2015); 박동현․전수길(2014); 백광호 외(2017); 장
신철(2013); 오성욱(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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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활동 분야를 확인해 보면 주로 임시․일용 형태의 노동시장에 집
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야별로는 복수의 자료에서 건설 분야가 과
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가사, 돌봄, 식당 분야
고용시장에 집중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즉, 유료직업소개시장은 많은 수
의 소형 유료직업소개기관들이 건설을 중심으로 한 임시․일용직 일자리
매칭에 집중하고 있는 구조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국내유료직업소개소의 경영활동의 핵심 지표라 할 수 있는
직업소개요금과 관련한 기준을 살펴보면 [참고 4-1]과 같다. 직업안정법
제19조 3항에 의하면 유료직업소개기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
한 요금 이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어기는 자에게는 제50
조 1항에 의거 1천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고
용노동부는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과 관련한 원칙을 고시 형식을 통해 구
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참고 4-1]은 2017년 4월 3일 개정된 고시 내용
으로, 본 고시에 따르면 국내유료직업소개기관은 구인처와 구직자 모두
에게 소개요금을 받을 수 있는데, 특히 두 주체 중에서는 구인처에 보다
많은 소개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ILO 181호 협약
(1997년, www.ilo.org)의 한 조항, 즉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이 구직자에게
소개요금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제7조 조항의 방향성을 따르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용노동부, 2016; www.ilo.org).5) 이에 더해 예외적으
로 구직자가 구인처의 소개요금을 대리 수령해 직업소개기관에 전달하는
제도나 구인처나 구직자에 회원제 방식으로 소개요금을 받는 제도 등도
함께 규정되어 있다.
언급한 제도하에서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소개요금제도가 운영되고 있
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연구, 즉 2017년 이후 국내 유료직업소개기관
소개요금 운영현황과 관련된 실태조사 결과는 연구자가 인지하는 범위에
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2017년 이전의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현재의
소개요금제도 운영상황을 대략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을 뿐이다.
5) ILO 181호 협약에 정리된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Article 7 1. Private
employment agencies shall not charge directly or indirectly, in whole or in part,
any fees or costs to workers”(www.ilo.org retrieved 201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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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 국내 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일부, 고용노동부 고시 2017-22)
○ 구인처 소개요금
- 고용기간 3개월 미만 :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
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
-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 :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
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
- 구직자가 간병인, 파출부, 건설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위 소개요금의 한도
내에서 구직자가 사업주로부터 대리 수령하여 직업소개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음.
○ 구직자 소개요금
-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 :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
(2019년 7월 1일 이후)
-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 :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2019
년 7월 1일 이후)
○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구인처 및
구직자로부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을 기준
으로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4% 이내의 범위에서 회비를 징수할 수 있음.
회원으로 가입한 일용근로자에게는 월 회비 외에 추가 소개요금을 징수할 수
없음.

<표 3-3>은 2014∼2015년에 조사된 국내유료직업소개기관의 분야별
보수 및 소개요금제도 운영방식을 제시한 실태조사결과이다. 표에서 확
인한 바에 의하면 2014년을 기준으로 건설 분야가 가사, 간병, 식당 분야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일보수를 받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에 더해 건
설 분야는 소개요금의 방식도 다른 분야와 일정정도 차이를 보이는데, 건
설 직업소개기관은 대체로 구인처에만 임금의 약 10% 정도의 소개요금
을 받는데 반해, 그 외 분야의 대다수 기관은 구직자와 구인처 양측에서
소개요금을 받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만, 후자의 경우 구인처 소개요금
형태에서 분야별로 일정정도 차이를 보임이 확인되는데, 가사․식당 분
야의 경우 급여의 일정비율로 소개요금을 수납하는 기관이 가장 많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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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간병의 경우에는 과반의 기관이 월 회비 형식으로 이를 수납받고 있
음이 확인된다. 물론 이들 현황은 현재 고시 개정 전의 실태조사 결과이
기에, 2017년 이후 기관의 소개요금이나 형태가 일정정도 변화했을 가능
성도 존재한다.
이상의 특성을 갖는 국내 유료직업소개기관은 기존연구에서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음이 확인된다. 첫째, 기관운영의 영세성이
다(금재호 외, 2013, 2016; 장신철, 2013).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유
료직업소개기관은 평균 종사자 수가 3명이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소규모
<표 3-3> 유료직업소개기관 주요 분야별 보수 및 소개요금 운영방식
연구 및 사례 수

원자료 및
조사기간

분석결과

분야
보수
및
소개
요금

박동현 외(2014)
(N=411)

실태조사,
2014년
8∼9월

김승택 외(2015)
(N=100)

실태조사,
2015년
3∼4월

보수(천 원)

기능공

127∼165

비기능공

88∼110

파출 인력
(12시간)

식당

80∼81

가사도우미

69∼84

간병 인력
(24시간)

개인 간병

70∼84

공동 간병

67∼82

건설 인력

분야

소개
요금

기능
세부분야

운영방식

건설 인력

구직자 징수 거의 없음
구인처 급여일정비 97.9%
(보수의 평균 9.9%)

가사
도우미
(음식점도
유사)

구직자 회비 73.7%,
(월평균 3만 3천 원)
구인처 급여일정비, 52.2%
(보수의 평균 13.3%)

간병 인력
(24시간)

구직자 회비 79.3%,
(월평균 3만 4천 원)
구인처 회비 55.2%,
(월평균 3만 4천 원)

자료 : 김승택 외(2015); 박동현․전수길(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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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운영방식 역시 개인적인 인맥에 기반해 구인기업을 발굴하는 등 전
통적인 방식으로 영세하게 운영되고 있다 알려져 있다. 금재호 외(2013)
의 연구결과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소규모의 영세한 기관운영은 기관경
쟁력을 담보하기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직원의 역량강화 등 고용서비스
의 질적 제고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둘째, 기관운영에 있어 불법․탈법행위의 온존이다(금재호 외, 2013;
금재호 외, 2016). 여전히 국내 유료직업소개 시장에서는 노동시장 자체
의 문제 혹은 직업소개 시장 자체의 관행 등으로 인해 불법․탈법행위가
온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재호 외(2013)의 연구에서 유료직
업소개기관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정부지원이 필요한 가장 필요한 분야
로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민간고용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답한 항목이 부실, 불법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를 들고
있었다. 이러한 불법․탈법 행위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구직자나 구인자에게 돌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 이상의 문제들을 고
려한다면, 국내 유료직업소개기관의 개선방향은 현재의 영세한 소규모
운영구조를 개편하고,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
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6)

2. 플랫폼 경제와 매칭 플랫폼
한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개하는 경제활동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처럼, 급속히, 그리고 폭넓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우버(Uber)나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은 기업들의 등장으로
이러한 경제활동의 일부 혹은 전체가 공유경제(sharing economy, shareconomy), 협력적 경제(collaborative economy), 긱 경제(gig economy),
P2P 경제(peer-to-peer economy), 온디맨드 경제(on-demand economy),
6) 이들 이외에도 부정적 인식의 개선(금재호 외, 2016: 9∼10; 박동현․전수길, 2014:
63∼64), 전문성 강화를 통한 고용서비스의 질적 제고(금재호 외, 2016: 10) 등의
개선책이 언급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들 중 일부가 본문에 언급한
두 문제점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아, 이들 문제점들은 본문에 포함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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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또 정의되고
있는 실정이다(Sutherland & Jarrahi, 2018). 본 연구에서는 이들 다양한
용어 중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명칭으로 복수의 연구자들이 주장하
는(Forde et al, 2017; Kenney & Zysman, 2016) 플랫폼 경제라는 용어를
주로 활용하고자 하며, 이의 정의는 길현종 외(2016)의 공유경제 정의를
변용,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재화나 서비스 등을 확보하고 있는 주체와
사용을 원하는 주체들이 거래하는 활동이 그 핵심에 있는 경제활동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7)
물론 이에는 다양한 유형의 플랫폼 기업들이 포함 될 수 있다. 여러 연
구자들은 플랫폼 기업을 나름대로 정의하고 이를 다양한 기준에 따라 구
분한 뒤 유형별 기업 예를 제시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그림 3-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연구자들은 거래 대상․방식 등 선험적인 기
준을 통해 이를 유형화하기도 하며(Schmidt, 2017), 군집분석 등 통계적
분석결과를 활용해 이를 유형화하기도 한다(Täuscher & Laudien, 2017).
Schmidt(2017)가 정의내리고 분류한 플랫폼 경제기업들의 예들만을 살펴
보더라도 플랫폼 기업에는 상품을 거래하는 아마존(Amazon), 아이튠즈
(iTunes), 서비스를 거래하는 업워크(Upwork), 우버, 크라우드 펀딩 사이
트인 킥스타터(Kickstarter), 소셜미디어 페이스북(Facebook), 검색 플랫
폼인 구글서치(Google Search) 등이 모두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광의의 정의에 의하면 이들 모든 기업이 플랫폼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으
로 포괄될 수 있다.
우리나라 플랫폼 경제활동의 현황과 관련해,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는 광범위한 실태조사가 수행되었다. 김준영(2019: 17)은 플랫폼 경제기
업의 예로 “대리운전앱, 배달앱, 콜택시앱, 가사도우미앱, 통․번역앱, 청
소용역앱, 경비용역앱, IT관련업무주문앱, 전문업무의뢰앱, 이사앱, 인테
리어주문앱, 미용서비스앱, 웨딩서비스앱, 자동자정비앱, 펫앱, 그 외 일회

7)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기존연구들에서 많이 다루어져 온 이들 명칭들에 대한 개념
정의나 차이와 관련한 논점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기로 한다. 이와 관
련한 내용들은 길현종 외(2016), 장지연 외(2017), de Reuver et al.(2018),
Sutherland & Jarrahi(2018) 등의 기존 연구를 참고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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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아르바이트앱(예 : 알바몬)”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일거리를 얻은 개인
을 플랫폼 경제종사자로 정의내리고 있다.8) 해당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
리나라 플랫폼경제 종사자 규모는 전체 469∼538천 명 정도로 추산되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1.7∼2.0%규모이다. 이에 더해 본 연구에서
는 플랫폼 경제 종사자의 일의 유형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았는데, 상위
응답비율을 성별을 구분해 정리해보면 남자는 대리운전(26.0%), 화물운
송(15.6%), 택시운전(8.9%)으로 나타났고, 여자는 음식점보조나 서빙
(23.1%), 가사육아도우미(17.4%), 요양의료(14.0%)로 나타났다. 과도한 해
석일 수 있지만,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사, 간병,
음식점 분야에 종사자들의 일부는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인 매칭 플랫폼을
통해 플랫폼 경제에 종사하는 종사자로도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경제활동 중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자 하는 분야는 플랫폼을 활용한 고용서비스 중 가사, 아동 돌봄, 간
병, 식당, 건설 분야 등에서 일정정도의 매칭이나 구인자 혹은 구인처 알
선․소개 기능을 하는 혹은 이를 돕는 기능을 지닌, 즉 단순 구직자 혹은
구인처 정보제공 기능을 넘어 자동매칭을 수행하거나 자율매칭을 위해
단순 구인구직정보 이외에 보다 많은 정보를 지원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이다. 다시 정리하면, 유료직업소개기관에서 행하는 기능을
일정정도 수행하는 디지털 플랫폼, 알바몬과 같이 온라인 기반 직업정보
제공기관에서 행하는 정보제공을 넘어 직접 매칭을 수행하거나 구인구직
자가 자율적으로 손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매칭할 수 있도록 구인처와 구
직자의 수준이나 능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이다.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플랫폼 경제에 대한 관심
이 커져감에 따라 2010년대 중반 이후 이들 영역에 플랫폼 기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오은진 외, 2018). [그림 3-2]에서 확인할 수 있

8) 보다 구체적으로 해당연구에서 플랫폼 경제 종사자는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 통
해서 해당 노동(서비스)을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단기적 유급노동을 제공하여 수
입을 얻는 고용형태”로 정의했다(김준영, 2019: 10). 해당 연구의 정의는 본 연구에
서 활용한 플랫폼 노동 개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협소한 개념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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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Schmidt(2017: 6), Täuscher & Laudien(2017: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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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와 같이, 가사, 아동 돌봄, 간병, 식당, 건설 분야 등의 영역에서 일용
직 소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최근 속속 등장해
[그림 3-2] 최근 등장한 가사, 간병, 유아 돌봄, 알바 매칭 플랫폼의 예

가사
청소연구소
(www.
cleaninglab.co.kr)

노인돌봄
엄마를부탁해
(www.
caremother.co.kr)

유아돌봄
자란다
(jaranda.kr)

단기알바
쑨
(soooon.kr)

자료 : jaranda.kr(retrieved 2019.9.18); sooooon.kr(retrieved 2019.9.18; www.caremother.
co.kr(retrieved 2019.9.18); www.cleaninglab.co.kr(retrieved 2019.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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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형태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새
로운 형태의 사회제도의 확산은 민간고용서비스 영역에 있어 큰 폭의 사
회적․정책적 변화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이들 새롭게 등장하는 매칭 플랫폼 기업의 실태를 기존 직업유료
소개기관과의 비교를 통해 탐색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제3절 매칭 플랫폼 기업의 운영실태

1. 조사개요9)
본 장의 주요 연구목적 중 하나, 즉 매칭 플랫폼의 실태를 유료직업소
개기관의 인력 매칭 형태와 비교해 확인해 보기 위해 본 연구는 기존 국
내유료직업소개기관 및 매칭플랫폼 관리․운영자들과의 심층 대면면접
을 통한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질적 연구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본 연
구가 탐색적이고 총체적인 연구라는 점, 핵심연구대상들이 양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거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으며, 질적 연구방법 중 면접을 활용한 이유는 연구대상
과 관련한 기존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상세
한 정보를 담은 최근 자료 자체가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고려했으며, 그
리고 여러 면접 방법 중 대면면접을 활용한 이유는 다른 면접방법보다 폭
넓은 정보를 확보하고자 했기 때문이다(Creswell, 2014; McCoyd &
Kerson, 2006). 면담 대상은 앞서 언급한 가사, 유아 돌봄, 간병, 음식점,
건설 분야별 1∼2곳의 유료직업소개기관과 매칭플랫폼 관리자 혹은 운영
자를 1:1 혹은 1:2로 만나 면접을 수행하였다. 본 면접에 참여한 면담자들
의 기본정보는 <표 3-4>에 정리해 제시했다.
9) 본문 연구방법론에 포함된 구체적 연구방법 선정과 관련한 근거 및 글의 흐름 등
은 필자의 길현종․이영수(2017) 제5장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으나, 이를 서술함에
있어서는 최대한 다른 용어나 문장구성으로 바꾸어 표현하고자 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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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연구에 참여한 기관 대표 및 관리자
면담 참여기관 및 참여자
유료직업소개기관

매칭 플랫폼

가사 분야

1인

1인

아동돌봄 분야

1인

1인

간병 분야

1인

1인

음식점 분야

1인(가사와 동일인)

2인(1개 기관)

건설 분야

2인(2개 기관)

1인

합계

총 10개 기관 11명 면담 수행

실제 면접은 면담자가 해당 분야의 구인구직 시장상황, 기업의 사업전
략 및 운영현황 등과 관련한 일련의 개방형 질문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
행되었다. 한 번의 면담을 제외하고 모든 면담에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함께 참여했으며, 이들 면담내용은 면담자들의 동의를 얻어 녹음되고 또
기록되었다. 이하의 분석은 이들 분석자료를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의 타당도를 증대시키기 위해 연구자는 연구보조원과의 지속적인 토의
과정을 통해 분석결과를 구체화시켰으며, 면접기관 익명성 보장을 위해
모든 실태에 면담결과를 인용할 수는 없었지만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많은 면담결과를 그대로 인용해 근거를 제시하고자 했고, 또 면담
과정이나 분석과정에서 연구자의 편견, 특히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은 기존
연구에서 확인한 기존 국내유료직업소개기관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연
구자 개인의 인식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노력했다(Johnson, 1997).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분석결과
가. 가사 분야
가사 분야는 주로 개인 가정에서 청소와 밑반찬을 만들어 제공하는 가
사서비스 분야를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유료직업소개기관의 소개로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노동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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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 일반적이다(강성태, 2014). 즉, 플랫폼 노동영역에서 핵심적인
논점 중 하나인 서비스 제공자의 근로자성과 관련한 논점이(길현종 외,
2016) 적어도 본 분야에서는 일정정도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또 현실적으
로도 일정정도의 관행이 존재하는 분야라 할 수 있다.
면접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가사분야 시장은 기본적으로 시
급제로 대가가 지불되는 체계이며, 실제 서비스제공에 있어서는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제공되기도 하고 요일을 정하는 등으로 정기적으로
제공되기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에는 청소와 밑반찬 만들
기 등이 주 업무이나 국가의 요양 및 보육체계가 갖추어지기 전까지는 돌
봄 업무도 일정정도 담당하기도 했다. 구직자 성별로는 압도적으로 여성
이 많은 시장이라 볼 수 있다. 면담자들은 본 가사 분야의 특징 중 하나로
가사서비스는 잠재적 사용인이 직접 해당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기에, 즉,
대체가능성이 용이하기에 경기변화에 민감하다는 특징을 갖는다고 언급
했다. 일반화하기 어렵겠지만, 면담에 참여한 기관을 기준으로 가사 분야
의 최근 시세는 서울․경기권을 기준으로 반나절 정도에 대략 5만 원 정
도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가사원은 가정집 청소, 반찬.
적어도 네 시간에 5만 원 정도를 쓰잖아요. 그럼 주 1회를 반드시 써야 하
기 때문에. 과거에는 1회성 서비스가 없었기 때문에 …(중략)… 이게 이제
1인가구들. 그 다음 맞벌이 가구. 사회적 문화. 거기다 앱이 나와서 일회성
으로 트라이얼 해 볼 수도 있는 거야. 이런 시장이 되니까 시장은 급격하
게 커 가고 있죠.
옛날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집에 오셔서 도와주실 분, 청소도 할 겸 이렇
게 불렀(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여성이 해야 하거든요 …(중략)… 거의 여성분이고 남성분
은 0.5% 정도밖에 안 돼요.
가정집은 또 왜 안 부르게 되나 조사를 해 봤더니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부부가 공장을 하시고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갑자기 회사 운영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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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도 50명 데리고 있던 회사에서 30명만 데리고 있어요 …(중략)…
부부가 공장, 회사를 운영하는데 남편 회사가 안 되니 사모님이 직접 청소
도 하시다 보니 부르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현재 가사분야는 국내유료직업소개기관 중 소위 파출영역 직업소개기
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다. 이외에 파출영역에는 음식점 분야의 직
업소개도 함께 포함된다. 면담에 따르면 파출영역에서 가사분야가 차지
하는 비율은 점차적으로 줄어 크지 않다고 언급했다. 파출 분야 유료직업
소개기관은 대체로 대표자 1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한다. 방문
한 기관의 경우, 입소문을 위주로 하되 직접 홍보를 통해 구인처를 모집
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잠재적 구직자들이 사무소를 방문하게
되면, 본 기관에서는 이들에게 구체적인 기술보다는 기본적인 근무 태도
에 대한 교육을 간단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대체로 많은 직업소
개기관이 정해진 시급을 기준으로 개인의 능력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구인처에 제안하는 실정이었다. 수수료체계는 기관마다 일정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방문한 기관에서는 구직자 및 구
인처 모두 정기적 회비를 통해 수수료를 지급받는 체계를 활용하고 있었
으나, 다른 기관의 경우 특히 구인처와 관련해서는 건별 수수료를 활용하
기도 함을 언급했다.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면담한 기관의 경우 구직자
들이 회비를 내기 어려울 정도로 취약계층이 많아 구인처에서 받는 수수
료가 주 수입원임을 언급했다. 이는 회비체계하에서는 구인처와의 일정
정도의 정기적 거래가 기관의 성패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만약 구인처에 건별 수수료를 받는 체계라면, 최대한 많은 구인처
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과제인데, 전통적인 소개기관 운영에서는
이러한 사업운영방식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쉬운 것은 아니라 언급했다.
한편 이러한 이유에 기인한 것이라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면담자는 구인
처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업임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대체로 매칭건수와 기관 종사자 규모는 일정정도 비례하고 있었다. 방문
한 기관의 경우, 현재 2.5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하루에 매칭하는 건수는
30∼40명 정도라고 했다. 지역적 범위는 한 시간 내 범위의 구인처를 활
용하고 있었다. 일반화하기 어려운 정보이나, 주로 고령층이 서비스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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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 특징도 확인할 수 있었다.
파출은 말 그대로 출퇴근이에요.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받아가고 …(중
략)… 파출이라고 하면 가사원, 외식업 쪽으로가 많아요.
가사도우미가 왜 점점 없어지냐 하면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옛날에는 할
아버지, 할머니들 집에 오셔서 도와주실 분, 청소도 할 겸 이렇게 불렀는데
…(중략)… 요즘은 요양원이 생기고 일반병원도 좋다 보니 거의 연세 드
신 분들은 병원으로 많이 모시지 도우미 필요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도 가정집에 많이 보냈는데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어요.
거의 소장님 혼자서 사무실 요만하게 해서 운영하는 데가 95%예요.
홍보를 보내서라도 회원들 살리려 하는데. 저희는 오래 했으니 인지도가
있고 입소문으로 와요. 여기 가야 일이 많다.
우리가 교육을 많이 시켜요. 직원들도 가실 때마다 10분 전에 도착하시고,
하시는 일에 최선 다 하시고. 구석구석 청소 모든 것에 최선을 다 하시고.
어르신 편찮으신 것 조심하시고; 연구자(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태도에 대
한 교육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인권을 무시하는 거라 해서 제가 용납이 안
돼요. 원래 주인들은 그래요. 소장님, 정말 이 분은 9만 원인데 10만 원 주
고 싶은데. 이 분은 5만 원도 아까운 분이야. 근데 어떡해, 우리가. 일을 못
하시니까 7만 원만 받으세요. 그럼 안 되죠. 무조건 인건비는 똑같아요.
(서비스 제공자) 보통 법정요금이 옛날에는 X만～X만 원이었는데. 지금
은 X만 얼마를 받는데 그걸 다달이 꼬박꼬박 내는 분이 없어요 …(중
략)… (구인처) 지금 서울시내 유형이 다 다른데 저는 고집이 있어요. 거
의 사무실마다 일비제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 회원제로 운영하는 데가 있
는데.
구직자들이 없어서 회비를 다른 사무실은 악착같이 받는다고 하는데 저희
는 그렇게 못 해요. 그러다 보니 회원이 많은가본데. 없는 취약계층에게 어
떻게 받아요 …(중략)… 우리는 구직자들에게 수입이 거의 없고, 구인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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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수입을 창출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처럼 X개월, X개월, X년으로 회원제로 거래하다 보면 내 식구가 된
느낌이 들고 책임감이 있잖아요. 계약이 뭐예요? 계약을 한 당시 우리는
책임져야 하잖아요, 인원을 보내는 것에 대해; 연구자 (구인처도 그러니까
이 직업소개소를 한 번 이용하는 걸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일비제
로 하는 데는 오늘 사람 있어요? 하면 오늘은 사람이 다 나가고 없네요. 에
이. 그럼 그 사무실은 끝이에요. 다음에 전화 안 할 거예요.
5명까지 뒀다가 …(중략)… 지금은 고정으로 2명 반만 데리고 있어요 …
(중략)… 지금 반쪽도 더 돼요. 예를 들어 90명이 나갔으면 45명밖에 못
나가요. 30～35명 정도.
웬만한 한 시간 거리는 다 보내요.
고령층을 많이 보내는 데가 XXX(지역에서) 우리예요 …(중략)… 거의
60, 70대가 많아요.

최근 가사 영역에서 매칭 플랫폼 업체가 등장해 이들과 경쟁하고 있다
(매일경제, 2019). 기존의 유료직업소개기관과 비교했을 때 가사 매칭 플
랫폼 업체의 가장 큰 특징은 대규모 투자를 통한 사업의 대규모화 지향,
사업범위의 전국화․규모화, 다양한 수요부합, 매칭의 자동화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먼저 기존 유료직업소개기관과 달리 매칭 플랫폼은 사
업초기 소규모의 수익을 얻는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확장적이고 공격적인
투자에 보다 초점을 두고 이를 통해 시장 선도적 사업자가 된 이후 대규
모 수익을 창출하고자하는 사업전략을 지니고 있었다. 즉, 전통적인 유료
직업소개사업이 활용하는 소규모 수익을 단기간에 확보한 뒤 이를 유지
혹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이 아니라 초기 적자를 감수하고 수년간
대규모 투자를 통해 궁극적으로 매우 큰 규모의 매출 및 수익을 창출하고
자 하는 전략을 지니고 있었다. 면담한 플랫폼 사업체의 경우 이미 수년
간 복수의 투자자를 통해 상당규모의 투자를 받은 상황이며, 지금은 여전
히 적자를 보이고 있지만 사업규모가 일정수준으로 확대될 경우 해당 가
사 시장을 선도하는 플랫폼으로서 발전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안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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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돌리고, 돌리고, 돌리다 보니. 투자비 다 쓰고, 저희가 투자를 무려 XX억이
나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렵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 마이너
스입니다 …(중략)… 다 돈 못 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비즈니스 구조의 기본을 이해하셔야 되는 게. 그냥 과거처
럼 동네 단위에서 내가 한두 명 쓰면서 돈을 벌겠다고 하면 다 벌 수 있으
나, 지금 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데는 현재 수요와 공급의 숫자로는 절대
돈을 못 뽑습니다. 왜냐하면 뽑아서 운영하는 개발부터 인력, 다 들어가서
보면 그 정도를 커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플랫폼 특성 상 계속 규모를
키워서, 그리고 예를 들어 단위당 코스트가 계속 낮아지기 때문에. 계속 키
운 다음에 일정기간이 되면 실제적으로 수익 구조가 올라갈 수 있고 그 다
음에 지나고 나면 되기 때문에 다 적자로 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사업전략을 추진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플랫폼의 경
우 그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기존의 유료직업소개사업기관의 지역적 한
계, 그리고 구인처․구직자 확보규모의 한계를 일정정도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즉, 플랫폼 자체가 온라인 접근만
가능하다면 쉽게 접속할 수 있는 구조이고, 또 많은 이들이 점진적으로
플랫폼 기반의 매칭에 익숙해져가는 상황이기에 기업의 인지도만 일정정
도 수준이상 확보된다면 이후에 사업지역범위가 전국이 되고 또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잠재적 참여자들이 플랫폼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면담한 업체의 경우에도 비록 일부 서비스 제
공자들의 경우에는 플랫폼 이용을 위해 유선 등이나 대면 상담 등이 필요
하기도 하기에, 즉 오프라인을 통한 일정정도의 교류가 필요하기에 완벽
하게 온라인화 혹은 자동화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기존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갖던 지역적 한계에서는 일정정도 벗어나 하
나의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에 더해,
사업초기에 비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한 유료직업소개기관이 확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준의 가사서비스 제공자를 확보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이와 같은 사업범위의 전국화․규모화는 사업 목표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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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업이라 할 수 있다.
서울, 경기가 전체의 X0～X0% 정도 차지하고요. 부산, 울산, 대구, 대전,
광주 이런 데가 인천까지 굵게 광역도시들까지는 다 되고.

더불어 이와 같은 플랫폼 특성으로 인해, 매칭 플랫폼은 잠재적 서비스
이용자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해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유료직업소개기관의 경우 정기적으로 가
사서비스를 활용하는 구인처를 주요 고객으로 확보해 안정적으로 수수료
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 사업을 초점화 할 수도 있겠지만, 플랫
폼의 경우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필연적으로 정기적 이용자 뿐 아니라 다
른 수요를 지니는, 즉 일회성 혹은 비정기적 이용자의 수요 또한 전체적
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면담에 참여한 업체의 경우 정기적인
서비스와 일회성 서비스 수요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서비스를 다원
화 하고 있었는데, 흥미로운 지점 중의 하나는 현 시점에서 정기성 서비
스 보다는 일회성 서비스가 훨씬 더 수요가 많다는 점을 언급했다는 점이
다. 이를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자면, 가사 플랫폼 업체의 등장이 간헐적
혹은 일회성으로 가사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커다란 잠재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가사 시장 자체의 규모를 확대하는데 일정정
도 기여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시장은 약 X년 전, 저희 같은 플랫폼들이 나오기
전 까지는 …(중략)… 과거에는 1회성 서비스가 없었기 때문에 그럼 적어
도 XX만 원 이상 평균적으로 써야 해요 …(중략)… 그 수요를 물론 운영
하겠다고 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달리
는데, 이게 이제 1인가구들. 그 다음 맞벌이 가구. 사회적 문화. 거기다 앱
이 나와서 일회성으로 트라이얼 해 볼 수도 있는 거야. 이런 시장이 되니
까 시장은 급격하게 커 가고 있죠.
수요는 주문이 정기형만 있었던 시장에 비하면 지금은 4～5배 거의 한 10
배까지 퍼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기업에서 제한된 인원으로 잠재적 이용자의 다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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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많은 수요에 대응이 가능한 이유는 이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1:1 대면
혹은 유선 알선 방식이 아닌 정보기술을 통해 상당부분 자동화된 매칭 방
식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면담에 참여한 업체의 경우 대규모
사업을 추구하는 플랫폼이라면, 전통적인 매칭 방식은 많은 관리비용으
로 인해 수익성에 있어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방식이기에, 일정정도의 자
동화 매칭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실제로 가사 매칭 플랫폼
들은 평점, 이용후기 등 매우 상세한 정보를 완전하게 오픈해 자율매칭을
지원하는 플랫폼부터, 일정 매칭 기준에 따라 플랫폼에서 서비스 제공자
를 자동적으로 매칭을 하는 방식까지 다양한 자동화 매칭방식을 활용하
고 있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역 단위에서 동네 단위에서 사실 자영업을 하시는 분
이 그 지역에 있는 고객과 그 지역에 있는 공급자를 연결해서 직업소개소
연결이라고 하는 과거의 직업을 소개하는 형태는, 그 당시의 비즈니스 플
랫폼으로는 맞았었죠. 그 당시 비즈니스 모델로는 내가 한 명, 또는 두 명
의 조그만 사무실을 열어 놓고, 동네의 아는 사람, 또는 전화광고나 전단
지, 벼룩시장에 광고를 해서 고객과 공급자를 모으고 그렇게 연결해서 하
는 수준의, 기본적인 최소단위의 수준으로 할 수는 있으나. 말씀드린 대로
그걸 전국 단위로, 그 다음에 다양한 고객과 공급자를 씨줄과 날줄처럼 맞
춰서 정확하게 실제 원하는 정보를 매칭하는 건 사람이 하는 데 한계가 있
다; 연구자 (돈도 안 남는다.); 안 남(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이십니
다. 관리비용에 리소스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관리비용은 들어가니까.

이 외에 확인할 수 있었던 가사 플랫폼의 또 다른 특징으로 면담자는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즉 구직자를 확보하는 것
이 구인처를 확보하는 것 보다 상당히 어려운 과업임을 이야기하고 있었
다. 이에 잠재적 서비스 제공자를 탐색하는 노력에 기업의 역량의 상당부
분을 활용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는 적어도 본 연구에 참여한 유료직업
소개기관의 구인처 확보 중심의 사업운영방식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수수료 구조도 일정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음 또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일반화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방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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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에 특정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았으며, 구
인처에만 카드 수수료를 포함해 요금의 10∼15% 정도를 받고 있다 이야
기했다. 즉, 서비스 이용료 결제 자체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되, 이
중에서 서비스 제공요금은 모두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해지고 플랫폼에서
는 수수료만 갖는 수수료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이와 같은 구인처에만
수수료를 받는 기관의 소개요금체계는 ILO의 제181호 제7조에서 제시한
방향과 동일한 것이었다.
이 인력 서비스의 가장 큰 핵심은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더 많아서 원하는
니즈는 계속 발전할지 몰라도 이 공급자들이 계속 한계에 돼 있는 상태입
니다 …(중략)… 다만 문제는 계속 얘기하지만 공급자가 안 들어옵니다
…(중략)… 지금 현재는 주로 그분들의 인맥, 지인 소개 이런 걸 통해 최
소화시켜서 효율화해가고 있죠.
매칭돼서 성사돼야 수수료를 받는 거죠. 매칭 때 수수료를, 비용을 일단 차
감하고, 거기에 수수료와 임금이 다 포함돼서 …(중략)… 당연합니다. 서
비스를 원하시는 분한테만 …(중략)… 공급자분들한테 전혀 없습니다 …
(중략)… 수수료는 카드 수수료 포함해서 약 10～15%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 아동 돌봄 분야
아동 돌봄 분야는 주로 개인 가정에서 아동의 등하원, 등하교, 놀이, 놀
이교육 등의 포괄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을 의미한다. 해당분
야 종사자 중 정부사업 일환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경우
근로자성과 관련한 법적논란이 진행 중에 있으나(glaw.scout.go.kr; 광주
고법 2019. 6. 19. 선고 2018나23307 판결), 유료직업소개기관을 통해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앞서 가사분야 종사자와 동일하게 통
상적으로 민사계약법리를 따르고 또 노동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강성태, 2014). 따라서 본 분야 역시 근로자성과 관련한
논점은 일정정도의 관례가 존재하는 분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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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아동 돌봄 분야 시장은 기본적으로
시급제로 대가를 지불하는 체계를 지니고 있었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이용자들이 필요에 따라 본 서비스를 비정기적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또
요일을 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기적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면접자는 돌
봄을 위한 입주시장 또한 존재하되, 입주시장은 서비스 제공자들 대부분
이 중국교포들이며, 이와 관련해 위법한 직업소개시장도 일정정도 존재
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에 더해 면담자는 최근까지 가사서비스와 일정
정도의 구분이 있는 시장이었으나, 최근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구인처에
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함에 따라 때로는 청소나, 설거지, 빨래 등 일부
가사서비스도 함께 행하고 있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음도 언급했다. 이외
에 확인할 수 있었던 아동 돌봄 분야의 특징 중 하나는 국가의 돌봄 사업
이 민간 아동 돌봄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었다. 면담자
는 2000년대 말∼2010년대 초반에 시작해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아동 돌
봄을 지원해 주기 시작한 이후 민간 아동 돌봄 시장 자체가 큰 폭으로 축
소되었음을 언급했다. 이에 더해, 최근에 출산율 자체가 줄어 이전에 비
해 구인처가 많이 줄었을 가능성도 언급하기도 했다. 일반화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면담한 기관들의 경우 시간당 보수는 기관에 따라 최저임금이
나 그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기도 하고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수
준에서 책정되기도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기모델과 비정기를 다 갈 수밖에 없는 게 회사 미션 자체는 부모와 선생
님,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의 시간을 다시 디자인해준다는 것에 있어요.
입주는 잘 안 돼요; 연구자 (잘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하시려는 분
이 없나요?); 그렇죠, 일단. 저는 …(중략)… 교포들을 안 하니까.
베이비시터도 입주시장을 교포들이 다 해 놨어. 왜냐하면 교포들이 와서
일하다가 자기들이 소개업을 하는 거야. 무허가로. XX동에 가면 누가 면
허 하나를 딱 놓고, 책상받이 한 10개 갖다 놓고. 자기들이 개인 광고를 내
면서. 거기 한 X0만～X0만 원 내고 들어와요. 책상 하나, 전화 하나 딱 놓
고. 자기들이 막 알음알음으로 해서 거기서 수수료 덤핑을 씌우는 거야.
X%로. 입주를. 입주 한 명 구하기가 쉽지도 않은데 X%로 한다고 덤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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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놔서 …(중략)… 그러니까 국내 제가 알던 그 분도 도저히 수수료에서
게임이 안 돼서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사 개념이라는 게 처음에는 베이비시터와 가사개념을 좀 분리해서 가사
겸 베이비시터는 빨래, 설거지도 하고. 그 정도는 좀 추가로 더. 많이 차이
는 안 나는데. 10～20만 원 차이 났으니까 조금 더 해 줬는데. 최저임금 오
르다 보니까 구분이 모호해졌어요. 그래서 웬만한 자잘한 건 다 포함해서
다 베이비시터가 해버리는 쪽으로. 그렇게 가지 않으면 부모님들도 너무
단가가 세다고 하니까.
이제 국가에서 전격적으로 아이들 보육에 대해 공공성을 갖고 개입을 시
작했기 때문에. 지금은 국가에서 하는 보육이 훨씬 더 비중이 커졌잖아요.
그 틈을 메꾸지 못하는 사람들이 민간보육을 이용하는 거고 …(중략)… ;
연구자 (점점 천천히 줄게 된 거죠? 확 준 것보다는); 네. 어느 시점, 국가
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많이 지원하면서부터는.
이용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다고 하는데. 구인자 자체가 아이들 숫자가 자
꾸 줄어드니까. 출산아들 숫자는 계속 절대적으로 줄고 있고
9시～6시면. 9시간 시간 단가를 책정해 줍니다; 연구자 (보통 시간단가가
지금은 어느 정도 단가인가요?); 8,350원. 최하가. 그 이상이니까. 8,500원
에서 어떤 건 9,000원도 있고. 근데 12시간짜리는 9,000원 못 해요. 원래 9
시에서 6시까지 지금 9시간을 하는데, 엄마들이 좀 늦게 오는 경우가 있어
요. 7, 8, 9시까지. 10, 11, 12시간 해달라는 분도 계시고. 그럼 간 김에 2, 3
시간 더 하는 거니까 단가를 많이 하기는 힘들어요. 거의 8,350원, 8,400원.
대학생은 1X,000원, 보육교사 자격증 소시자는 1X,000원 이건 변동이 없어
요.

현재 아동 돌봄 분야는 국내유료직업소개기관 중 베이비시터 민간직업
소개기관에서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다. 면담자에 따르면, 국
내유료직업소개소를 통한 아동 돌봄 시장은 점진적으로 축소되어 해당
지역의 경우 2000년대 초반에 비해 약 반 정도의 기관만이 명맥을 유지하
고 있다 이야기했다. 방문한 기관에서는 주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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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기관을 통한 홍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잠재적 구직자
들이 소개소를 방문하게 되면, 본 기관에서는 이들에게 베이비시터와 관
련된 오프라인 교육을 일정시간 수행하고 있었다. 다만 면담자에 따르면
현재 민간 영역에서 일자리를 찾는 잠재적 서비스 제공자들의 경우 공공
부문 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민간 영역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
들이기에 이미 일정정도의 기술을 갖추고 있는 편이라고 이야기 했다. 수
수료는 기관마다 일정정도 차이가 있었는데, 적어도 베이비시터 전문소
개기관의 경우에는 구직자에게 따로 수수료나 회비를 받는 경우는 드문
편이었고, 구인처에게만 시급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받고 있었다. 이에 더
해 면담자는 앞서 가사서비스와 유사하게 1회성으로 이용하는 경우 기관
의 수익성에 좋지 않아 일정정도의 정기적 거래가 기관의 유지에 중요한
요소임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를 고려한다면,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거래
를 하는 구인처의 확보가 소개기관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 할 수 있다.
기관의 종사자 규모 역시 가사서비스와 유사하게 활동하는 서비스 제공
자수에 비례하고 있었다. 방문한 기관의 경우, 현재 2명의 직원이 근무하
고 있으며 기관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자는 100∼200명
정도라고 했다. 지역적 범위는 해당 기관이 위치한 시 전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실제로 돌아가는 업체는 한 A개가 안 되는 것 …(중략)… ; 연구자 (2000
년대 초반 이럴 때는 몇 십 개씩 되고 그랬던 거죠?); 한 A×2개 넘었었죠.
광고 내고 …(중략)… XX(지방자치단체) 전역에. 인터넷, 벼룩시장.
교육이 있을 때 제가 사무실을 가서, 교육생이 이번에 몇 명 정도 돼. 한
달에 많이 하면 3～4번도 하고. 안 그러면 1～2번 하고. 인원이 되면 교육
을 할 때 제가 오전교육 담당으로, 다른 직원들이 세 파트로 나눠서 세 명
이 한 6파트 교육을 해요.
교육은 이제 쓸 만한 사람을 교육하는 거지 엉터리 같은 사람 데리고 교육
시킨다고 베이비시터 자질이 갖춰지는 건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그나마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베이비시터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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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서 하는 아이돌보미 모집도 있는데, 굳이 거기 안 가고 우리에게 오는
이유는 뭘까 그런 것도 생각해보거든요 …(중략)… 최소한 거기서 받는
것 이상은 줘야 해요. 정부에서 받는 금액 이상.
네. 저희는 구직자한테는 안 받아요 …(중략)… 아니예요. 1원도 안 넣어
요 …(중략)… 16∼17% 받나.
그때는 좀 많았어요. 시간제도 했거든요. 몇 시간 와서 봐 달라, 그런 것들
도. 그때는 지금처럼 어린이집에서 방과후 보육 같은 걸 안 했기 때문에
…(중략)… 그때는 그래서 그런 수요까지도 저희가 담당해주고 했는데 하
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돈도 안 되는데, 나중에 해 보니까 그쪽이 수
익성이 안 좋더라고 …(중략)… 왜냐하면 한 일주일, 2～3일 잠깐 쓰고. 근
데 거기 어차피 관리하고 투입되는 인원들은 똑같이 에너지가 소비되는데.
한 번 해 놓으면 세팅해서 좀 오래 가고 해야 투입 대비 가성비가 좋은데.
그래서도 안 하고.
직원은 2명 있고요. 등록된 시터들은 많은데 나이가 들어서 안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일 한다고 안 하고. 실제로 현업에 등록해서 활동 중인 시터
는 한 100～200명 사이 …(중략)…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많이 지원을 받
아서 시장이 많이 잠식당하다 보니까 직원도 처음에는 6, 7명 있다가. 점점
숫자를 줄이고. 회원도 한 300～400명 한 달에 돌아갔는데.
(지역은) XX(시부 광역자치단체)만이에요.

최근 가사 영역에 플랫폼 업체가 등장해 이들과 경쟁하고 있다(서울경
제, 2018). 돌봄 매칭 플랫폼의 경우에도 가사 플랫폼과 동일하게 초기 적
극적 투자, 사업의 규모화 지향, 넓은 지역에 서비스 제공, 다양한 수요
부합, 매칭의 자동화를 중시하고 있었다. 먼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에
통용되던 방식, 즉 개인이 소규모로 사업을 시작하는 방식이 아니라 투자
자들에게 투자를 받아 당장은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사업을 규모화한 뒤
다른 플랫폼 기업과 경쟁을 통해 생존하는 운영전략을 갖고 있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투자도 받으며 단기간에 많이 증
폭시킬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1년 내 발생하는 사건사고들도 보면서 느

제3장 유료직업소개기관 매칭 플랫폼 기업화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71

낀 건 결국 2년 정도 누가 살아남느냐 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1～2년 정
도.

이에 더해 사업의 지역적 범위도 전통적인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보
다는 넓은 편이었다. 앞서 가사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본 서비스는 대인서
비스에 토대를 두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일정정도의 검증은 필
수적이다. 면담자는 이에 더해 서비스 제공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
우가 많기 때문에 대중교통체계가 잘 갖추어진 지역에서 사업이 효과적
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역적 범
위가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면담한 국내유료직업소
개기관보다는 넓은 범위인 세 곳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었다. 물론 이에 따라, 적어도 면담에 참여한 국내유료직업소개기
관 보다 수배 정도의 상당한 규모의 서비스 제공자가 활동하고 있는 상황
이었다.
연구자 (지역 범위는 어떻게 되세요? 전국인가요?); A, B, C(광역지방자
치단체).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세요, 이동을, 선생님께서. 외국은 차량유지비가
저렴하니 다 차로 다니셔서 지역의 의미가 별로 없는데. 한국, XX(지방자
치단체) 특성상. 또 이분들의 경제수준이나 우리나라 주차환경 때문에 대
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플랫폼에 계셔서. 그 확장성 때문에 우리
가 전국확장을 하더라도 지하철, 버스노선이 확충돼 있는 시설이 아니면
어렵지 않나.

사업이 규모화되었기에 다양한 수요에 대응해야 하는 것은 어쩌면 사
업의 성공을 위해서 필연적인 과업이라 할 수 있다. 면담에 참여한 플랫
폼 역시 1회성과 정기성 서비스 모두를 운영하고 있었다. 한편, 면담에 참
여했던 가사서비스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본 돌봄 플랫폼에서도 일회성
서비스가 매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역시 플랫폼의 또 다
른 특성, 즉 플랫폼의 등장이 일회성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잠재적 수요
에 대한 대응을 가능케 해 기존 돌봄시장 자체를 확대하는데 긍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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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고 있다고도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더해, 면담에 참여
한 기관은 이러한 규모화를 통해 기존에 유료직업소개사업이 행하지 않
던 B2B의 사업들도 새롭게 고려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왜냐하면 두 가지도 다 수요가 커요. 왜냐하면 부모들은 정기도 많고 단기
도 많은 게 처음에는 단기로 시작하지만 보다 보면 이 선생님이 너무 마음
에 들어. 계속 우리 애를 이 선생님만 봤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되지 않는
게 선생님들이 우리 앱을 쓰는 이유는 정기적으로 묶여있는 게 아니라 내
가 시간 날 때 매칭 되어 가는 게 메리트라 이걸 쓰는 건데. 그래서 간혹
정기는 부모님들 간 쟁탈전도 이뤄지기도 해요. 이 선생님을 서로 원할 때
항의하고. 난 그 선생님이 너무 좋았는데 왜 내가 왔으면 좋겠을 때 다 거
절하냐.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매출에서 단
기성이 더 큰 이유는 그걸 제공하는 데가 저희밖에 없어서 그래요.
B2B 형태가 두 종류 있는데요, 한 가지는 기업에서 돌봄이 필요할 때 저희
선생님들을 보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B2C 영역에서 확장된 영역에 B2B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면 XXX이나 XXX 같은 (곳)에서도 XXX 모임할
때 아이들을 데려오라고 하고, 심지어 XX에서 저희가 아이를 돌본 적도
있거든요.

이러한 구조가 가능한 이유 중 하나 역시 가사서비스와 동일하게 매칭
의 자동화를 통해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면담에 참
여한 기업 역시 개별 구인자와 구인처를 전통적 알선방식으로 매칭하기
보다는 일정정도 자동화된 매칭 방식을 활용하고 있었다.
저희는 매칭 자체는 부모님, 선생님들에게 맡깁니다. 부모님들이 구인공고
를 올리면 거기 선생님들이 원하시는데, 저희 기술 자체는 그 안에 지원하
는 사람들은 부모가 올린 구인공고를 더 자기에 맞는 걸 많이 봐야 유리한
거고, 부모들 입장에서도 본인이 올린 구인공고에 지원하는 선생님들이 자
기 조건에 맡는 사람들이 지원해야 하잖아요. 지역적이거나 시간적으로나.
그걸 정교화하는 게 저희의 노하우에요 …(중략)… 모든 선생님들은 똑같
은 구인공고가 100개가 있어도 다른 방식으로 배열된 걸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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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확인할 수 있었던 특징 또한 가사서비스와 유사했다. 먼저 면
담자는 구인처보다는 서비스 제공자인 구직자를 확보하는 것이 현재 가
장 어려운 문제임을 언급했다. 면담자는 이 같은 이유 중의 하나로 앱 접
근도를 지적하고 있었다. 실제로 해당 기업에서는 일반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자들과는 달리 젊은 20∼30대가 서비스 제공자로 가장 많이 등록해
있는 구조임을 언급했다. 수수료 구조의 경우에도 면담에 참여한 가사서
비스 플랫폼과 유사했다. 물론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는 업체도 존재하나
적어도 면담에 참여한 업체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에 회원비나 수수료를
받고 있지는 않았으며, 서비스 이용자들이 결재를 하게 되면 플랫폼 기업
이 10∼15%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달하는 체
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렇듯 구직자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는 수수료 체계
는 ILO 제181호 제7조의 지향과 동일한 것이다.
다 아시겠지만 공급이 더 민감한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양쪽을 다 균형 있
게 발전시키긴 해야 하는데 저희가 워낙 검증을 철저히 하다 보니 선생님
들을 늘릴 수 있는 속도에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대학생 끝자락에 젊은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맞닿아 있어요.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자마자, 보육 관련학과를 졸업하자마자 활동하시는 분들
은 대학생이지만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수 있고, 졸업하자마자
연결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관계는 스무스하긴 한데 피라미드형이긴 해
요, 지금 현재로서는. 20～30대부터 올라가다가 40대, 50대가 줄어드는 형
태고. 그러다가 점점 지금 변하고 있는 건 피라미드형태에서 약간 모래시
계형태로 변하고 있어요. 20대가 많고, 30대가 줄어들다가 40대 보육교사
사람들이 많아지는 형태 …(중략)… 왜냐하면 저희는 일단 앱 사용성이
핵심인 게 앱을 통해 결제를 해야 하고 선생님도 정산 받고. 저희가 맵을
통해 부모님 위치를 확인하거든요. 그런 것이 원활하려면 기본적으로 스마
트폰이 아주 능숙하시기를 희망하고. 왜냐하면 부모님들에게 확인 절차를
하고, 부모님과 메시지를 나누는 게 다 앱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아마 유입경로도 그렇습니다.
저희는 배분 내지 정산이라 표현합니다. 저희 앱 내 부모님들이 돈을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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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저희 앱에 돈이 들어오고 그걸 선생님들과 저희가 역할에 따라 정산
하는 시스템이고 …(중략)… (수수료) 비율은 10～15% 사이인 것 같아요.

다. 음식점 분야
음식점 분야는 음식점에서 조리지원, 홀서빙, 설거지 등의 직무를 수행
하는 분야를 의미한다. 유료직업소개기관을 매개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음식점 분야는 원칙적으로 임금을 위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
하는, 즉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 할 수 있다.
면접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유료직업소개기관을 통해 매개되는
음식점 분야 노동시장은 원칙적으로 시급제로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는
일용직이 대다수였으나, 경우에 따라 월 단위 매칭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구직자 성별로는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은 시장이라 볼 수 있다. 물론 본
영역의 노동시장 상황은 음식점 매출과 관련 있는 여러 요인들에 의해 영
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한 면담자는 특히 정부정책의
변화를 예로 들었는데, 특히 최근 최저임금 인상이 음식점 분야에 부정적
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일반화하기 어렵지만,
면담자는 음식점 분야의 최근 시세는 서울․경기권을 기준으로 홀서빙이
나 설거지 등 보조역할은 하루에 9만 원에서 9만 5천 원 수준이고, 조리
장의 경우에는 거기서 만 원 이나 만 오천 원이 추가되는 수준이라 이야
기했다.
외식업에도 상용월급제, 주방장월급제, 홀서빙월급제, 보조월급제, 설거지
월급제 이렇게 많이 구하는데. 시대가 갈수록 사람들이 월급제는 일요일만
쉬기로 했으면 아파도 가야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 생활이 좋아지
다 보니 내가 쉬고 싶을 때 맘대로 쉬게 일당제가 많이 선호돼요.
XX에서 금요일까지 5일 정도는 식당이 잘 되는 이유가 주5일근무제가 생
기기 전에는 …(중략)… 금요일 저녁에 떠나 버려요. 그리고 목요일 간단
한 회식 하고 XX, XX 등으로 놀러 가다 보니 XX 외식업체들이 더 힘들
죠. 크게 타격은 아니었어요, 5일제 근무는. 그렇게 서서히 되다가 급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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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근로시간단축 등 여러 문제로 인해서. 예를 들어 김영란법이 생
겼다든지 주5일제가 생겼다든지 서서히 했잖아요. 많은 시간을 갖고 서서
히 하나씩 나갔었는데 갑자기 작년, 재작년에 정부가 바뀌면서. 최저임금
급격한 변화가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로 갑자기 변화시키다 보니 우리가
거래하는 외식업체 구인자들은 보통 한 집에 월급제만 5명 데리고 있고,
파트로 갑자기 사람이 쉬는 날 파출을 부르던 집도 월급제로 5명 데리고
있던 집이 3명 버리고 2명만 데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실업자로 몰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당으로도 일주일에 4～3번 불렀는데 지금은 겨우 바쁜
날 예약이 돼 있는 날 한 번 정도밖에 안 불러요.
인건비가 외식업은 평일 9만 원, 주말 9만 5천 원. 조리장은 여기서 1만～1
만 5천 원 추가돼요.

현재 음식점 분야는 국내유료직업소개기관 중 소위 파출영역 민간직업
소개기관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파출영역에는 가사분야도 함께 포함되나 면담자는 이 중에서 음식점 분
야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언급했다. 파출이라는 하나의 범주
내에서 함께 운영되고 있기에 운영규모, 홍보방식, 교육, 임금수준 산정방
식, 수수료체계, 구인-구직 수요공급, 매칭 수와 기관규모와의 관계, 지역
범위, 연령층 등 면담을 통해 확보한 정보 대부분이 앞서 정리한 가사 분
야와 동일했다.
최근 소위 아르바이트로 불리는 시간제 근로자 혹은 한시적 장시간 근
로자(오선정, 2018)를 매칭하는 플랫폼 업체가 등장해 이들과 경쟁하고
있다(스타트업투데이, 2019). 면담에 참여한 플랫폼 업체는 기존의 온라
인 직업정보제공기관의 운영방식, 즉 단순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하는 수
준을 넘어 구인처와 구직자들 간 자동 매칭을 구현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의 주요 구인처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점 분야였다.
최저시급에 영향을 많이 민감하게 받는 곳이 일단 음식점. 소규모, 자영업
자분들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쪽에서 가장 민감하니까 먼저 이쪽에서 인력
을 수급하고 저희 시스템을 검증한 다음에 추가로 하나씩 진행해 나갈 수
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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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아르바이트 매칭 플랫폼 역시 사업초기 공격적 투자를 통한 사업범
위의 전국화․규모화, 다양한 매칭 수요에의 적극적 대응, 매칭의 자동화
라는 앞서 언급한 매칭 플랫폼들과 동일한 사업전략을 보유하고 있었다.
먼저 본 매칭 플랫폼 업체 역시 다른 업체와 마찬가지로 사업초기 단계에
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중이었다. 실제로 면담
당시에는 본 투자금을 기반으로 무료서비스로 운영하고 있는 중이었다.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이 같은 사업전략은 개인이 소규모로
사업을 시작하는 파출분야 유료직업소개기관의 그것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근데 주변에서 하도 저희도 투자사 분들은 계속 유료화로 빨리 하라고 얘
기를 많이 해서.

이에 더해 온라인 기반 플랫폼의 특성으로 인해 실제로 지역범위가 광
범위하며 또 상당한 규모화가 구현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본
매칭 플랫폼의 경우 현재 지리적으로 분리된 세 곳의 광역 지방자치단체
에서 주로 매칭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했으며, 매월 새롭게 가입하는 잠
재적 구인처 또한 월 평균 수백 곳에 이른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해당 매
칭 플랫폼에서 매칭하는 음식점을 위주로 한 아르바이트 일자리의 경우
돌봄 분야와 같이 일정정도의 검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기에 원칙
적으로는 돌봄 분야보다 훨씬 더 지역적 확장 혹은 규모화에 제한이 없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매일매일 다르긴 한데. 평균 서비스 활성화 지역 내에서는 30분 내에 매칭
이 완료된다고 볼 수 있어요; 연구자 (활성화지역이라고 하면?); A, B, C
이렇게.

잠재적 구직자 및 구인처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또한 동일했다. 면담업체의 경우 1회성 단기적일 일자리뿐 아니라 3개
월 이하정도의 중기적인 일자리도 매칭을 지원하고 있었다. 둘 중에서는
중기적인 일보다는 단기적인 매칭이 더 빈번했으며, 이는 앞서 언급한 다
른 매칭 플랫폼의 경우와 유사한 부분이었다. 즉, 플랫폼은 안정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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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인 구인처로부터의 매칭뿐 아니라 간헐적이고 일회적인 매칭에 대
한 수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면담자는 앞서 아동돌봄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전국적 프랜차이즈 업체들
을 대상으로 B2B사업까지 확대할 전략도 고민하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사업전략이 가능한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앞서 다른 영역의 매칭 플
랫폼과 마찬가지로 매칭의 자동화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단기업무의 증가율뿐만 아니라.
반대급부적으로 중기, 매우 장기는 아니지만 한 3개월 이하의 근무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어떻게 보면 신기한 걸 수도 있는데 …(중략)…
중기, 대부분 어떤 패턴을 알고 오시냐 하면 단기 몇 명 올리시다가 중기
로 가고자 하는 분도 있고. 중기를 올리시다가 단기로 글을 올리시는 분이
있고. 약간 그런 것의 경계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사장님들이 내가 무
조건 장기로 구해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중기로 구해서 사람이 안 구해
지면 단기로 일단 채용을 해서 쓰고 그런 식으로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더
라고요. 저희가 단기 대 중기 일감 수를 비교해 보면 한 7:3 정도로 아직
단기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중기가 작다고 할 수는 없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B2B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XXX(편의점) 쪽이랑 계약을 한다든지 XX 쪽
이랑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XXX(편의점)이랑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
꺼번에 가맹점주들한테 노출이 되고 그 가맹점주를 저희 플랫폼 쪽으로
데려올 수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캐시카우를 확보하면서 비즈니스 모델
로 돌아가는 형태로 해서 시장확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정이나 매칭이 됐다고 이렇게 알람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고
하면,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분명히 빠르게 채용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
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초기에 저희가 집중했던 부분
은 매칭속도에 굉장히 신경을 썼었습니다. 어떻게든 제일 빠르게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실시간성이 있게. 저희 회원이 지원했을 때 사업자한테 알람
이 가고, 그 알람을 받은 사업자도 지원한 사람을 확인하고 바로 체크하면
출근 알람이 갈 수 있게. 그래서 최대한 서로 빠르게 의사결정이 일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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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였고.

한편 이 외에 확인할 수 있었던 아르바이트 매칭 플랫폼의 또 다른 특
징 중 하나는 앞서 언급한 가사, 돌봄 플랫폼과는 달리 구직자와 구인처
의 수요공급 불일치가 방학의 영향으로 계절적으로 달라진다는 점이었다.
즉, 면담자는 방학기간에는 구인처가 부족한 반면 그렇지 않은 기간에는
구직자가 부족한 상황이 반복된다고 언급했다. 수수료 구조의 경우 구인
처에게만 건별 수수료 혹은 월정액 수수료를 받을 계획을 지니고 있었다.
이 역시 앞서 언급한 여러 플랫폼의 소개요금체계와 동일하게 구직자에
수수료를 받지 않는 ILO 제181호 제7조를 따르는 수수료 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 연령과 관련해서는 현재 구직자들은 주로 대학생 청년 위주이며
구인처 사업자들의 경우에도 연령대는 30∼40대 정도로 상당히 젊은 연
령대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역시 앱 접근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
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식당에서 일을 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은 원칙적으로 구인처에 고용된 근로자이다. 이에 본 플
랫폼 기업은 이들의 고용계약이나 고용관계에 온전하게 그리고 적극적으
로 개입하기보다는 구인처로부터 구인정보를 올리는 대가로 수수료 혹은
매칭 이후 건별 수수료를 받는데 집중하는 형태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
운영 방향성을 견지하고 있었다. 추측컨대 이러한 운영방식은 근로관계
에 의해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채 합법적으로 매칭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한, 일종의 위험회피 사업전략
중 하나라 판단된다.
계절성향이 강한 서비스거든요. 왜냐하면 대학생들을 매칭하다 보니 방학
기관과 방학이 아닌 기간. 개강시즌에 밸런스가 한 번씩 깨지는 부분이 있
는데. 지금 같은 경우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구직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사업자 입장에서는 정기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환
경이 일시적으로 좋아지게 되죠. 왜냐하면 대학생들이 방학이니까 방학기
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시장으로 나오게 되니까. 사장님 입장
에서는 단기로 쓸지 장기로 쓸지 고민하는 시점이 방학 때고. 또 방학이
끝나게 되면 다시 역전이 되는 거죠. 사업자 분들께서는 사람을 구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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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학생들은 대학교로 돌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약간 역전현상들이 계속
생기는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구직자에게는 돈을 받지 않는 구조로 해서 구인업체
쪽에서 상시로 필요할 때 언제든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서.
평균적으로 좀 젊으시죠. 거의 40대, 30～40대. 30대 중반부터 40대까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스타트업 같은 경우 지금 파출이나 이런 시스템을
써서 저희가 돈을 머금게 된다거나 금융업에 가까워진다고 하면 금융 스
타트업 쪽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저희는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수수료를 받는 형태다라는 느낌으로 진행을.

라. 간병 분야
간병 분야는 병원이나 가정에서 기본적인 신체활동을 할 수 없는 노인
을 대상으로 환복, 목욕, 식사, 배설 등의 기본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복약이나 건강상태 관찰 등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
하는 분야를 말한다. 유료직업소개기관을 통한 간병 영역의 경우도 앞서
가사나 돌봄 영역과 마찬가지로 관행적으로 노동법의 적용보다는 민사계
약법리를 따르고 있는 상황이다(강성태, 2014). 따라서 본 분야 역시 근로
자성과 관련한 논점은 일정정도의 관행이 존재하는 분야라 할 수 있다.
면접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순수 민간 간병분야 시장은 24시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기본으로 하고 있었다. 다만 서비
스를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개인간병과 공동간병 크게 두 종류의 다른 서
비스 제공체계가 존재했는데, 개인간병은 기본적으로 환자 한명에 간병
인 한명이 매칭되는 구조라면, 공동간병은 간병인 한명에 여러 명의 환자
가 매칭되는 구조였다. 일반적으로 개인간병사가 더 높은 수준의 간병료
를 받게 되는데, 간병 난이도 등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서울․경기권을
기준으로 개인간병은 9만 원대, 공동간병은 7만 원에서 8만 5천 원 정도
수준으로 간병료 시세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다만 한
면담자는 이외에 소위 추가 간병료를 개인 간병인이 환자 보호자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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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기도 함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앞서 돌봄 분야와 마찬가지로 본 민간 간병 노동시장은 국
가의 간병관련 정책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분야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
었다. 면담자는 2000년대 후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된 이후 요
양보호사들이 기관의 근로자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한국인 서
비스 제공자들의 거의 대다수가 노인장기요양보험체계하의 요양보호사
로 전환되어, 현재는 민간 간병영역에 한국국적을 가진 간병사를 찾는 것
이 매우 어려워졌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더해 포괄간호서비스의 도입 역
시 일정정도 수요를 감소시키고 있다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외에 면담자
는 전반적인 인구 고령화에도 영향을 받는 분야임을 언급했는데, 이는 위
의 경우와 반대로 요양병원의 확대 등을 통한 수요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언급했다.
이 외에 민간 간병영역에서는 병원이 매우 중요한 행위자라는 점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순수하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간병을 제외하면, 나머
지 간병 서비스 거의 전부는 병원에서 이루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상당수의 병원은 병원 내 개인 혹은 공동간병을 위해 유료직업소개
기관 등의 협력업체를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즉, 병원이 일선의 간병사
와 환자 매칭구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한 면담자는 간병사들도 자신이 익숙한 병원, 즉 구조나 집기위치 등이
익숙한 병원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간병사들이 일하는
병원이 주로 한정되어 있다는 특성 또한 존재한다 이야기했다.
네. 그러면서 개인간병과 공동간병이 서로 분류돼요. 개인간병인을 선호하
는 간병인과 공동간병을 선호하는 간병인이 있는데. 개인간병은 1:1 간병
이지만 공동간병은 다인간병이거든요. 예를 들어 1:3, 1:6. 간병인 1. 환자
3 …(중략)… 1:3으로 6인실이라면 2명이 들어가고. 8인실 1:4이면 2명이
들어가고.
가격은 여러 텀이 있어요. 최고가 8만 5천 원. 공동간병과 개인간병이 다르
긴 해요. 개인간병은 9만 원 대 평균. 공동간병은 7만 원부터 8만 5천 원
…(중략)… 사람보다도 환자마다. 환자 특성에 따라. 예를 들어 걸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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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환자인 경우 싸고. 재활을 따라다니는 상황이면 비싸고. 누워서 석션을
해야 하는 상황이면 더 비싸고.
추가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해요. 제가 인터뷰를 환자보호자 분
들하고 200～300명 넘게 했거든요. 2/3 정도는 추가금을 요구했고요.
네. 2008년 그런 상황이 유지됐는데 2008년 7월 방문요양에서 국가자격증
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생기면서부터 갭이 생기는 거예요. 간병인과 요
양보호사의 갭. 국가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 그 자격증 갭은
한국사람과 조선족 간에 라인이 그어지는 거예요. …(중략)… 2008년부터
서서히 잠식되더니 지금은 거의 97, 98%. 한국사람은 없어요.
포괄간호 체계의 영향을 30% 정도 받았어요. 아까 800베드면 240베드잖아
요. 거기서 30%가 줄어서 개인간병을 연결하는 회사들이 고용서비스 알
선, 취업 건수가 줄었어요. 30% 정도.
병원에서 입찰공고를, 뭐랄까, 때가 되어 협력업체에 입찰공고를 해요. 개
인간병인 경우. 개인간병이 주로 있는 게 종합병원 이상들 …(중략)… 예
를 들어 XX병원에서 어느 시점에 협력업체 공고를 해요. 그러면 거기 PT
참여하고. 사업설명해서 병원에서 지정되면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근데 요양병원은 그 자리를 메워줘야 해요. 의무적으로. 6인실에 2명이 들
어가면 2명이 계속 유지돼야 해요. 그 사람이 아프면 그 사람 대타라도 들
어가야 해요; 연구자 (그건 법적으로 정해진 건가요?); 아니죠. 우리 사업
상. 우리가 요양병원과 맺은 일자리 협약적인; 연구자 (그걸 안 해주면 퇴
출이네요?); 그렇죠. 자꾸 못하고 펑크 내면
또 하나의 특성은 이 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들은 다른 쪽으로 잘 안 움직
여요. 다른 병원으로 안 가요 …(중략)… 자기 이수지역이 있어요, 항상.
불편한 거예요. 그 병원에 대해 너무 많이 아는 거야. 어디 가면 환자복 하
나를 더 얻을 수 있고, 어디 가면 밥 먹고. 그런 정보가 상당히 보호자, 환
자들이 봤을 땐 유능해보이고 전문성인 거예요.

현재 간병분야는 국내유료직업소개기관 중 간병 유료직업소개기관에
서 담당하는 영역이다. 면담자에 의하면 전체 국내유료직업소개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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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간병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 정도로 상당히 낮은 편이라 이야기했
다. 방문한 기관의 경우 구인처를 확보하기 위해 요양병원이나 대형병원
의 협력업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구직자
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 연락이 닿았던 잠재적 구직자들에게 계속 전화
연락을 통해 현재 일을 할 수 상황인지를 지속적으로 탐색하는 방식으로
구직자와 구인처를 모집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잠재적 구직자
들이 사무소를 방문하게 되면 5일 정도의 실습위주의 교육을 진행하는데,
기저귀를 갈거나 씻기기 등의 일을 함에 있어서 소위 자기 생리나 비위에
맞지 않아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존재한다고 이야기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간병비용은 대체적으로 환자의 난이도에 따라서 일정정도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실제 이 비용을 결정함에 있어 병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일반화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면담에
참여한 기관의 경우 구직자와 구인처에 월회비 형식으로 동일한 금액의
수수료를 받고 있었다. 유료직업소개기관 입장에서는 연락이 단절될 수
있는 개인간병 보다는 수수료를 정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공동간병을
선호하긴 하나,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이들 구인처 확보보다는 구직자의
확보가 더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민간 간병영역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임을 언급했다. 추정컨대 앞서 언급한 한국 국적을 가진 요양보호사
의 장기요양보험제도 체계로의 이동, 거기에 적성에 맞는 사람들만 본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제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면담자는 일정정도의 매칭을 위해서는 그에 비례해 계속 구직자에게 전
화로 연락할 필요가 있어 이에 비례한 수준의 직원이 필요하다 이야기했
다.
저희가 직원이 개인하고 해 보면 다 합쳐 한 X명 되거든요. X명이 하루
통화량이 한 50통화 이상이거든요 …(중략)… 그렇죠. 병원에서 쉬러 나오
는 사람 자리를 또 메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아예 빈자리
가 생겼을 땐 채워 넣어야 하고. 계속 검색하는 거죠, 전화. 옛날 DB를 가
지고 …(중략)… 그렇죠. 어제와 오늘이 달라요. 어제는 안 됐다 오늘은 되
거든요. 그럼 어제 걸었던 사람 어제 안 된다고 오늘 안 걸 수가 없어요 …
(중략)… 그렇죠. 그래서 직원들이 좀 필요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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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로 못 해요. 파출하는 사람이 간병 못 해요 …(중략)… 비위를 못 맞
춰요. 우리가 실습을 5일 정도 시키는데 …(중략)… 하고 오는 사람들 실
습을 시키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기저귀도 갈아보고 씻기기도 하는데
자기 생리에 안 맞으면 못 하는 거예요.
연구자 (여긴 아예 금액도 병원에서 지정해주는 셈이네요?); 그렇죠. 환자
들을 위해서 일단 병원에서 가격을 설정하죠.
두 쪽 다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간병비에 포함된 걸로 받거든요 …(중
략)… 간병인이 이 간병비를 받아요. 그럼 20일이면 2×8=16, 160만 원을
받아요. 간병인 회비를 우리가 받는다고 하는데, 거기는 구인자 수수료까
지 포함된 금액을 받아요. 그게 현재는 4만 원, 4만 원 해서 8만 원 정도 …
(중략)… 160만 원을 받고 그 안에서 8만 원. 152만 원은 자기 돈이고.
왜냐하면 아까도 그랬지만 우리가 직업소개를 하게 되면, 소개 요금을 받
잖아요. 간병은 월 회비를 받거든요. 월 회비를 받는데 여기서 월 회비를
못 받는 로스율이 40%가 넘어요. 예를 들어 이 병원에 30명이 들어가면 10
명은 못 받아요. 숨어버리니까. 근데 요양병원은 통제, 관측이 딱 있잖아요.
예를 들어 30명이 들어가면 30명을 회비를 다 받을 수 있어요.
현장으로 바로 보냅니다. 그만큼 하시겠다는 분들이 부족해요. 다 그래요.
간병사는 어딜 가더라도.

최근 간병 영역에서도 매칭 플랫폼 업체가 새롭게 등장하는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 면담한 업체는 플랫폼 사업 초기단계에 있는 기업이었다. 본
매칭 플랫폼 역시 벤처기업으로서 복수의 투자자로부터 초기 투자를 받
은 뒤, 이를 기반으로 플랫폼의 특성을 활용한 자동매칭 시스템을 구현하
여 간병사와 환자 간 자동 매칭을 구현하려 노력해 왔다.
투자는 두 번째 받는 거였고요. 궤도는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중략)…
저희 처음에 XXXX만 원 받았고요. 두 번째는 XXXX 받았는데 첫 번째는
…(중략)… XXXX의 투자 …(중략)… 두번째 …(중략)… XXXX에 투자
하시는 쪽의 투자를 받았고요.
저희 플랫폼 설계했던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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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보호자 간병인에 대한 정보를 보고 신청할 수 있게 설계했어요, 처음
에는. 그러다 보니까 간병인이 가입을 먼저 해야 되고요. 간병인 정보가 그
대로 오픈이 되면서, 오픈된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면담자는 이러한 플랫폼 모델이 현실에서 작동되지 못해 현재
는 사업전략을 수정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면담자는 질 좋은 서비스 제
공자의 절대부족을 그 이유로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간병사의 수가 절대
적으로 부족하고, 고령자가 많아 그나마 일하고 싶은 간병사 중에서 플랫
폼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적으며, 또 등록한 간병사의 경우는 이들의 간
병 역량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수밖에 없기에 절대적인 공급부족으로 인
해 오픈매칭의 구현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 했다. 이에 면담자는
서비스 제공자 확보를 위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을 언급하기도 했다. 즉,
간병 인력시장 혹은 간병서비스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자동매칭 기법의
도입이 사업의 대규모화로 곧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
해, 외국인 인력이 간병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재 상황 또한 사업의
대규모화 및 다양화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
다.
오픈된 형태이기 때문에 먼저 간병인들이 가입을 해야 되는 이슈가 있는
데 일단 이쪽 시장이 첫 번째 한계점은 간병인 모수 자체가 환자보다 적고
요 …(중략)… 네, 공급자가 적고요. 두 번째는 괜찮은 공급자는 더 적고
요. 세 번째는 이분들의 연세가 사실은 60대 중후반 분들에서 70대 분들이
많으세요, 한국분들이. 그 외에는 조선족이 90% 정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
까 플랫폼을 공급자들이 이용을 해야 된다는 동기가 되게 떨어지기는 해
요.
제가 굉장히 처음에 쇼킹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간병 어플리케이션
먼저 냈었는데 일주일에 50명 정도 가입을 했어요, 아무런, 그냥 올려놓기
만 했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50분을 만나봤는데 괜찮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 가족을 못 맡길 것 같은데라는 분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기는 해요.
저희가 실제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간병에 대한 실무적인 교육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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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CS적인 부분도 같이 교육을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먼저 만드는 게 저희 목표이기는 해요,
일단 여기가 고용노동법이랑 굉장히 상충되는 시장이기는 해요 …(중
략)… 그것은 보신 게 정확히 맞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래서 우선 한국인
분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한편 본 플랫폼은 병원간병에 초점을 두고 있기에 앞서 언급한 또 다
른 주요 행위자인 병원과의 관계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면담자는 사업초기부터 병원과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맺
는 전략보다는 일정정도 플랫폼 사업운영이 안정화 된 이후 병원과 적극
적인 관계형성을 할 계획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사업전략을 구상한 이
유로 면담자는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성이 현재 병원의 간병체계에서 발
현되기 어렵기 때문이라 이야기했다. 물론 이러한 사업운영전략을 취하
게 될 경우 사업운영초기 매칭 규모의 대폭적인 확대가 어려울 수 있을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연구자 (병원에도 끼고 있는 기존 업체들이 좀 있잖아요?); 많죠 …(중
략)… 이 시장이 되게 웃긴 시장이기는 해요. 병원에 가서 물어보면 병원
에서는 알아서 구하셔야 된다라고 환자한테 안내를 하고요. 환자가 실제로
그 안내문에 있는 업체 1번부터 여기까지 전화해서 알아서 구하는 형태 혹
은 못 구하면 외부 인터넷으로 구하게 되는데요. 시장에 공급자가 적으면
가격이 올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서 병원과 간병인 업체들이 통제를
해요. 그래서 환자들이 겪는 불편함이 뭐냐 하면 현장에서 이 사람들이 일
단 구할 수 있는 채널 자체가 적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활동을 대체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두 번째는 추가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해요.
제가 인터뷰를 환자보호자 분들하고 200～300명 넘게 했거든요. 2/3 정도
는 추가금을 요구했고요. 심지어 여기가 최저시급이 안 나오다 보니까 현
금거래시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돈을
주는 사람이 당하는 특이한 구조이기는 해요, 이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저
희는 조금 더 돈을 받더라도 양질의 품질을 제공하는 게 일단은 목표이고
요. …(중략)… 오히려 저는 그래서 병원을 안 끼고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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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요 …(중략)… 병원은 저희 서비스가 돌아가면서 오라 그러면 그
때 가서 저희 사업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려고 보고 있고요.

한편 구인처-구직자 수요공급 균형과 관련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이 구직자가 절대 부족한 상황이기에 플랫폼에서는 질 좋은 구직자를 확
보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에 더해 간병사들의 연령
대가 높아 앱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은 다른 플랫폼과 유사
하게 본 플랫폼이 안고 있는 여러 고민 중 하나였다. 마지막으로 수수료
체계와 관련해 면담자는 향후 구인처에만 수수료를 받고 구직자에게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구조를 채택할 계획이 있음을 언급했다. 이는 앞서
확인한 다른 매칭 플랫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ILO의 제181호 제7조와
동일한 방향성을 갖는 것이다.
24시 간병 쪽은 기존에 간병업체들 월 회비 받으시잖아요 …(중략)… 그
쪽은 저희는 그냥 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중략)… 우선은 간병인들한
테는 안 받으려고 보고 있고요; 연구자 (그 이유가 있으세요?); 이 사업의
키는 간병인 모집이어서요.

마. 건설 분야
건설 분야는 건축이나 토목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적․비전문적 노
무를 제공하는 분야를 의미한다. 유료직업소개기관을 통해 건설 분야에
종사하는 건설인력은 원칙적으로 임금을 받기 위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다.
면접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유료직업소개기관을 통해 취업하는
건설 분야 노동시장은 기본적으로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
는 체계를 지니되, 실제 근무는 하루씩 일하기도 하고 동일한 건설현장에
일정기간 동안 때로는 인근에서 숙식을 하면서 근무하기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설인력은 직무에 따라 기능을 가지고 특정 직무를 수행하
는 인력과 그 외에 특별한 기술이 없이 소위 잡부 직무를 수행하는 인력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었다. 면담자는 기능공의 경우 보통 건설현장에서

제3장 유료직업소개기관 매칭 플랫폼 기업화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87

전문적인 팀을 구성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잡부의 경우에는 반드시
팀으로 일을 하지는 않으나 공사현장이 큰 경우 때때로 팀 체계로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야기했다. 대략적으로 시장에서 통용되는 하루 임금
수준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기능공 중 목수는 수도권을 기준으로 18만
원 정도, 잡부의 경우는 12만 원 정도로 확인되었다.
건설 노동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건설현장의 규모와 하도급체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건설현장은 크게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등의 대규
모 건설 현장과 동네에 주택을 건설하는 등의 소규모 건설 현장으로 구분
해 볼 수 있다. 이 중 대규모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하도급체계를 매우 적
극적으로 활용하는 현장도 있으며 그렇지 않은 현장도 존재한다. 한 면담
자는 건설현장의 하도급 체계 중 하나인 오야지-팀반장 체계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는데, 면담자에 따르면 이 체계는 소위 건설 대기업인 원도급
사가 있고, 그 아래에 전문건설업체라 불리는 하도급자가 있으며, 그 아
래에 불법이긴 하나 관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위 개인 오야지가 존재
하고 또 그 아래에는 반장과 팀장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했다. 따라서 유료
직업소개기관을 통해 일자리를 얻는 건설인력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건설
업체, 대규모 건설현장 중 소위 하도급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체계하의 건설업체, 대규모 건설현장 중 하도급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
하는 체계하의 건설업체에 속해 근무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면담자들은 건설인력의 수급은 경기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에 더해 최근 노동조합이 건설업체의 인력수
급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주요 행위자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불
법 외국인 인력이 저임금으로 일을 하여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 또한
언급하고 있었다. 한 면담자는 앞서 언급한 여러 내용 이외에 일련의 위
법, 탈법, 편법적인 현장상황 또한 열거하기도 했는데, 이에는 언급한 하
도급 관계에 있어 개인 오야지 체계나 외국인 노동자 문제 이외에도 용역
계약이나 인력파견, 인건비 비율 조정, 4대보험 규정 미준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미준수 등 또한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면담
자는 특히 소규모 건설현장이 이러한 고용관계나 근로관계와 관련한 법
준수에 있어 제일 취약한 편이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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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들은 거기서 숙식하시는 분들; 연구자 (월급제 같이?); 아니요. 일당
을 받지만 거기서 자고 먹는 게 가능하신 분.
이건 대부분 기능공. 예를 들어 목수나, 구조나 용역팀이나 이런 기능공들
은 당연히 오야지들을 통해서 하는 게 팀 단위로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
(중략)… 실질적으로 현재 잡부라고 표현하는 건 인력이, 국내인력들이 좀
남아… 어떻게 보면 인력이 많이 필요한 건 청소할 때 외에는 잡부들이 많
이 필요 없어요. 신호수나, 대부분이 청소나 자재정리나. 기계, 포크레인
옆에서 신호 하는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고요. 예를 들어 가장 우리나라에
서 말하는 인력이 모자라다고 한 사람들은 전부 다 기능공입니다. 왜냐하
면 기능공들은 대부분이 팀 단위로 움직이세요.
대신 잡부들도 팀이 있어요. 8명, 9명씩 무리를 지어 다니는 팀이 있어요.
큰 현장에서 해야 하는. 그런 팀은 또 그런 팀장대로 섭외를 합니다. 조공,
잡부도.
연구자 (목수 일당이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 18만 원이에요; 연구자 (8
시간 일을 하셨을 때?); 네; 연구자 (현장에 투입되어 일하시는 시간은 보
통 8시간인가요?); 그렇죠. 그건 딱 맞춰서 드리고요.
연구자 (잡부들은 보통 얼마 정도 받나요?); 비슷해요. 12만 원, 13만 원.
12만 원부터 보통 시작할 거예요.
첫째. XX처럼 직영하는 것. XX가 제일 소수예요. 두 번째가 골조. 하청 골
조.; 연구자 (제일 많은 건가요, 이게?); 많은 거라기보다 볼륨이 크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동네 인력이라고 당일 가면 현찰 주는 인력 있잖아요.
여기가 영세한 데죠 …(중략)… 대표적인 게 저기 XX인력 같은 데가 대표
적인데. 온라인 광고를 해요. 여기 보면 빌라니 뭐니 소형 많잖아요. 소형
현장에서 와라, 보내 달라 하면 대부분 이런 업체들은 당일 날 그날 가서
돈을 안 주면 안 보내줘요. 그러니까 얘네는 정말로 사람들이 가기 전에
수수료를 미리 인력소에다 수수료를 내고. 일하러 가서 거기서 현금 받고
집에 가는 거예요 …(중략)… 그게 제일 많아요. 인력사무소들 있죠, XX
시내에. 그런 인력사무소들이 제일 많아요. 80%, 70%? 정도는. 매출이 아
니라 인력사무소 개수로 따지면 …(중략)… 골조는 볼륨상으로 제일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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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골조 인력사무소라고 봐야 하고 …(중략)… 볼륨이 커요. 왜냐하면 아
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현장에 대규모로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현
장에 50명씩 3개 현장이면 벌써 150명에다가 단가가 일단 거의 더블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크죠.
현장구조를 제가 간단하게 메모해 드리자면. 우선 원도급사가 있고요. 도
급사가 예를 들어 XX, XX, (그리고) 전문건설업체가 있어요 …(중략)…
그렇죠. XX이나 XX이나. 그 밑에 개인 오야지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불
법이거든요. 말 그대로 개인입니다. 예를 들면 개인 XXX. 평당 만 원에 물
량계약을 한 사람들이죠 …(중략)… 네. 개인 오야지 밑에 그가 데리고 있
는 반장, 팀장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건설고용서비스들이 투입되는 거죠.
이 구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연구자 (그래서 결국은 실제로 만나시는 분
들은 반장, 팀장님을 만나세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결제를 받는 것은 이 사람들[전문건설업체]에게예요.; 연구자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받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노무대
장을 자기들이 하지 않고. 근데 건설업체에서는 노무대장을 만들어야 하니
까; 연구자 (근데 어쨌든 현장에서는 사람을 뽑은 건 이쪽[팀반장]에서
영향이 제일 크겠는데요?); 그렇죠. 이쪽하고 이 사람들을 만나서 영업을
해야죠. 또 여기도 만나서 결재라인 승낙을 받아야 해요 …(중략)… 물론
자기 팀장이라는 분이 자기 식구가 있어요 …(중략)… 그렇죠. 근데 팀장
분이 자기 식구를 다 충족 못 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돼요 …(중
략)… 특히 날씨가 더워지거나 성수기 되면 인원이 항상 모자라요. 그럴
때 자기가 그 현장에 12명을 팀 짜서 들어가야 하는데 자기가 수급할 수
있는 인원이 5명 밖에 안 되면 나머지 인원을 저희에게 소개시켜 달라고
의뢰하는 거죠 …(중략)… 구인자, 반장, 팀장이 만족할 수 있는 질 좋은
인원을. 질 나쁜 인원들은 하루만 갔다가 잘려요.
예를 들어 작년에 우리가 하루에 한 4월 달쯤에는 평균적으로 XX～XX개
정도를 했어요 …(중략)… 근데 올해 4월 달은 거의 XX～XX명 사이예요.
매출적으로나 많이 떨어졌죠; 연구자 (대략 30～40% 줄었네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죠. 첫 번째는 경기 자체가 안 좋은 상황이에요.
작년에서 올해 사이에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건설노조 네이버 뉴스 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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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의 XX사례로 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뉴스. 이 근래도 네이버 뉴스
톱에도 계속 나왔어요. 국민청원도 여러 단체에서 5～6만 명 계속 나오고
…(중략)… 우리 노조 소속으로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이 현장에서 일
을 할 수 없다. 건설현장을 점령해 버리죠. 새벽 아침에 차 있잖아요. 그 큰
차에서 소리 막 빵빵 나면서 으-하면서. 기존 아무 탈 없이 작업하고 있는
작업자들도 자기네 노조 소속이 아니라고 하면 현장에서 한 마디로 너 나
가라까지는 아니지만 반 쫓아내요.
또 한 부분은 불법외국인이 건설현장을, 그 소수의 불법외국인 때문에 합
법적인 외국인도 피해보고 있고, 저희 같은 사람도 피해를 보고 다 피해를
보고 있어요 …(중략)… 연구자 (불법체류자를 활용하는 반장, 팀장님도
계시다는 거죠?); 많죠. 싸니까.
거기에 또 어떤 편법이 있냐 하면 소득세 3.3%로 바꿔서 그렇게 하든가.
근데 지금 제일 성행하는 게 중간에 인력파견업체가 끼어서 많이 하고 있
죠 …(중략)… 원래 그러니까 인력파견업체가 법상의 조항을 보면 일용근
로자는 인력파견업체가 건설회사 일용근로자는 출입을 할 수 없게 돼 있
어요. 법으로 …(중략)… 건설현장에 일용근로자를 보낼 수 없게 돼 있어
요. 근데 파견회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 안 되는 게.
일단 일용근로자에 관한 노동법이 있잖아요. 그럼 그 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걸 잘 지키냐, 왜 안 지키냐. 이건 사실은 정책을 어떻게 실시하느냐
에 따라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일용근로자 같은 경우도 예전에 제일 안
지켜지는 것 중 하나가 고용보험료 …(중략)… 4대보험. 이걸 제일 안 지
켜요 …(중략)… 그리고 근로시간, 휴게시간 이런 것들.
동네인력은 사각지대라니까요. 거긴 국세청, 노동부, 다 사각지대예요.

현재 건설 분야는 국내유료직업소개기관 중 소위 건설 영역 민간직업
소개기관에서 담당하는 영역이다. 한 면담자는 전체 국내유료직업소개기
관 중 건설 직업소개기관이 과반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야기했
다. 면담자는 앞서 정리한 건설인력시장 구분을 따른다면, 가장 많은 수
의 유료직업소개기관이 관련된 영역은 소규모 건설현장이며, 가장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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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큰 분야는 중대규모 건설현장 하도급 전문건설업체 기능공 영역
이며, 대규모 건설현장 중 소위 하도급을 활용하지 않는 건설업체의 수요
에 대응하는 기관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라 이야기했다. 다른 면담자는
건설분야 국내유료직업소개 기관의 경우 1인 기업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 또한 언급했다. 구인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거래
가 이루어졌던 인맥을 동원하기도, 새로운 건설현장을 직접방문하기도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신규 구직자의 경우 기존의 인맥이
나 본인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유입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수료체계는
구인처에만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직업소개소마다 다르긴 하나 주로
10%를 기준으로 삼아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수수
료지급체계는 소위 대불이라는 체계와 함께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소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상당수는 수수료를 미리 유료직업소개
기관에 지급하고 일당은 현장에서 직접 근로자에 주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었으나, 이들 이외에 다른 영역의 경우 건설업체가 매일 개인별로 일당
을 지급하기보다는 월 단위 등으로 기준을 잡아 한 번에 총액으로 유료직
업소개기관이 대신 지급한, 즉 대불한 일당 총액 인건비를 정산하는 방식
이 관례화 되어 있었다. 한편 현재 수수료 구조에서는 소개기관의 주요
수입원이 구인처이기에 이를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관의 상
황이나 시기에 따라 구직자를 모집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경우도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유료직업소개기관과 마찬가지로 소개기관의 근
로자 수가 매칭 수와 비례하는 사업운영모델을 갖고 있었으며, 한 면담자
는 일반적으로 한명의 인원이 하루에 50∼60건 정도를 매칭하는 것이 최
대 수치라 이야기했다. 소개기관규모가 작을 경우 지역 범위가 좁지만,
많은 사람이 근무하고 또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인력을 매칭하는 경우 지
역범위는 하나의 광역 시․도 단위를 넘기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영업을 하나하나씩 다닙니다. 모든 현장에 …(중략)… 현장 베이스로
다녀요.
우선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을 써요 …(중략)… 많은 작업사, 기능사, 팀장들
이 사무실에 올라와 상담요청을 해요. 내가 한 10명 정도 있는데, 내가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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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팀장이다. 어떤 좋은 구인처가 나오면 자기에게 소개시켜 달라고 해서
상담요청을 합니다 …(중략)… 네. 그렇게도 하시고 수많은 팀장님들이 올
라오시고 저희에게 상담요청하신 분들을 첫 번째로 해서 저희가 데이터베
이스를 만들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현장을 다니면서 구인처한테만 사람만
써 달라는 게 아니고, 일이 없으실 때는 저희가 또 일을 소개시켜 준다고
해서 이렇게 상부상조 합시다, 이렇게도 포섭을 해요 …(중략)… 일반 조
공(잡부)들은 100% 올라오시는 분들.
건마다 10% 수수료. 법 규정을 지키죠.
개인한테는 0%입니다. 하나도 안 받습니다.
이것도 거래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중략)… 첫 번째는 원래는 원칙상
건설에서도 일용직근로자는 당일지급으로 하고 있어요 …(중략)… 아뇨,
건설 현장에서 바로.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으니까 직업소개소에
서 대불이라는 걸 해 주는 거거든요. 한 달 뒤에 결제 받는 조건으로 …(중
략)… 미리 작업자 분들에게 인건비를 먼저 건설사 대신 지급해 주는 거
죠. 그 방식을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매
일매일 현금을 받는 분이 계세요 …(중략)… 아뇨, 현장에서. 거래 조건이
우리는 대불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또 불안요소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거래처를 처음부터 영업할 때 매
일매일 돈을 지급하십시오 …(중략)… 이렇게 요구해서 이게 서로 매치가
됐을 때 그렇게 또 운영하시는 분이 계세요 …(중략)… 지금은 거의 대불
을 많이 하죠. 현금거래가, 바로바로 지급하는 분들은 사실 점점 줄고 있죠
…(중략)… 60일이 걸리는 거죠. 1월 1일 날 인원이 투입됐으면 1월 말일
날 저희가 받는 게 아니라 2월 28일 날 받습니다.
문 여는 시간 보통 5시. 빠른 데는 5시. 우리는 그 때 한 5시 20～30분 정
도. 이 때 문 열면 다 벌써 이미 와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문 앞에.
그럼 문 열고 우르르 들어오면 작업 확인서 해서 어디 가라, 어디 가라 다
쓰고. 봉고차 태우고. 대중교통 타고 막 흩어지는 거죠. 저녁이 되면 또 돈
받으러 들어오고. 그렇게 하다가. 그쪽에서 도저히 인원이 안 돼서 …(중
략)… 그러니까 인원 공급을 못 해요. 인원이 예를 들어 건설업체에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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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 (일용직 구직자가 없다는 얘기시죠?; 구직자가 부족한 거죠.
그냥 보통 한 명이 할 수 있는 한계치가, 보통 이런 인력사무소 50～60명,
70명 이렇게 가는데.
분야가. 저 같은 경우는 기능공, 목수나 기능을 갖고 계신 분들. 해체나 비
계 그 기능,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소개해주는. 그렇기 때문에 전국각지
파견이 용이하고요.
사장 혼자서 직원 없이 하시는 분들은 XXX님께서 말씀하신 바운더리 지
역 있죠. XX(지역)라면 XX(지역) 이쪽에서 많이 움직이시는 분이 많거
든요. 활동반경이 좁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한 70～80% 되시
고. 저희는 아까 얘기했듯이 잡도 조금이 아니고 기능공 위주로 하다 보니
까 바운더리를 넓혀서 갖고 있죠.

최근 건설인력 분야에도 매칭 플랫폼 업체가 등장해 기존과 다른 직업
소개방식을 새롭게 시도하는 중에 있다. 건설인력 매칭 플랫폼 역시 앞서
다른 매칭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소규모 혹은 지역적 한계를 뛰어
넘고자 하는 사업지향을 갖고 있었다. 면담에 참여한 플랫폼의 경우, 소
위 비기능공 인력 매칭만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으로 분리
되어 있는 세 광역지방자치단체 건설현장에서 매칭을 구현하고 있었다.
물론 이와 같이 넓은 지역 범위를 포괄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전통적
인 매칭 방식이 아닌 자동화된 매칭, 그리고 자동화된 임금관리를 일정정
도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있는 인력사무소나 이런 데는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
다 보니. 본인지역 외부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는데. 건설회사 현장들은 다
양한 곳에 다 퍼져 있거든요. 그쪽에 맞는 인력들을 다 적재적소에 넣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인력난이 현장마다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근로자들이 지원하고 그 근로자들의 정보를 관리자들이
사전에 다 볼 수가 있어요. 사전에 보고 본인이 근로자를 선택해서 직접
선출하는 거거든요 …(중략)… 근로자들은 일이 끝나면 직업소개소로 다
시 가서 현금을 받고 돌아가야 하는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현장관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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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다 끝났다고 앱으로 오케이 해 놓으면 저는 그걸 보고 등록된 계좌로
일단 그대로 보내드리는 거니까. 또 수수료도 저희는 회사 쪽에서 받는 거
니까. 어떻게 보면 근로자 입장에서도 좋고 관리자 입장에서도 좋은 거죠.

다만 본 매칭 플랫폼은 사업지향과 달리 예상만큼 많은 수의 매칭을
구현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앞서
언급한 건설인력시장에 만연된 대불제도 관행 때문이었다. 즉, 인력을 중
개하는 기관이 인건비를 선지급해야 하는 대불제도라는 관행이 건설현장
에 온존하는 현실에서 사업을 대규모화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금을 기
업이 보유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의 소규모 벤처기업이 이러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는 건설현장의
관행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플랫폼의 매칭 수 확대 전략은 근본적인 한계
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문제는 저희가 벤처, 자그만 소규모 기업인데 아시다시피 직업소개
소라는 건 인건비를 먼저 선지급하고 건설회사에서 한 달 대규모 회사에
다 45일 있다 저희가 한꺼번에 돈을 받잖아요 …(중략)… 네. 그렇게 되다
보니 저희가 벤처 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선지급을 해야 할 돈을 만들어
야 하잖아요. 그 부분이 가장 큰 한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는 건설회
사에서 자기네 이 현장도 써 달라, 이 현장도 써 달라고 하지만 저희가 인
건비를 미리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하루 50명만 나가더라도 한
X억 X천. 왜냐하면 꽤 많은 돈을 미리 쌓아놔야 하니까. 45일 후에 받거나
이러니까. 그런 게 가장 큰 핸디캡이어서 저희가 인원을 확 늘리지 못했었
거든요.

유사한 관점에서 현재 건설 플랫폼은 여러 이용자들의 다양한 수요에
도 부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면담자는 대불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건
설현장 수요에 무차별하게 대응했을 경우, 인건비를 환급받지 못하게 되
는 상황을 경험할 가능성도 존재하기에, 큰 회사나 전문건설업체가 수행
하는 대규모 건설현장만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임을 언급했다. 그리고 해당 건설현장의 경우 기능공 인력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기에 실제로 기능공을 매칭해 수익을 얻지도 못하고 있음을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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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했다. 즉, 대불제도 자체는 매칭 플랫폼 사업의 대규모화나 다양화 모
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설현장 관행인 것이다. 다만 이러한 불안의
근본원인이 단순히 건설업체 자체의 재정건전성뿐 아니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여러 불법적 건설 인력시장 관행 등에 의해서도 기인할 수 있
음을 고려한다면, 즉 건설업체가 부실해 돈을 받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설 인력운영의 여러 불법적인 관행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업체 부
실과 관계없이 인건비를 환급받지 못할 여러 가능성에 대한 우려 또한 존
재한다는 점 역시 분명해 보이기에, 건설인력 시장의 불법적 관행 자체
또한 여러 이용자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 판단된다.
저희는 현재 원청사가 대형, 현재는 XX하고 XX 이런. XX 건설, XX 이런
원청사 큰 회사 위주로만 저희가 들어가거든요.; 연구자 (그렇게 들어가는
이유가?);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부분이. 아까 말한 소규
모 회사는 인건비를 떼 먹을 수도 있고 저희 회사 같으면 큰 타격이잖아요.
저희도 만약 이런 데는 원청사에 등록된 전문건설사들이 저희 주 고객이
되거든요. 이런 XXX …(중략)… 네. 그쪽 위주로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
다. 그쪽 전문건설사는 만약 부도가 난다고 하더라도 인건비에 대해서는
원청사에서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인건비 때문
에도 전문건설사까지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건설현장에서) 기능공들은 대부분이 팀 단위로 움직이세
요. 지인시장… 아까 말한 …(중략)…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기능공 팀은
수수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외에 확인할 수 있었던 또 다른 특징으로, 면담에 응한 플랫폼 업체
의 경우 플랫폼을 이용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지속해 상대적
으로 구인처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기에,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구인처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상황임을 이야기했다. 구직자의 특성과 관련
해 면담자는 온라인 접근성이 강한 20∼30대 구직자가 현재는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도 언급했다. 수수료 체계는 앞서 전통적인 유료직업소개
기관의 경우와 동일하게 구인처에서만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수수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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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면담에 응한 국내유료직업소개소에 비해서는 약간 낮은 수준이었
다. 구인처에만 수수료를 받는 방식은 ILO의 제181호 제7조의 방향성과
동일한 방향이었다.
지금은 저희 앱은 아까 말한 XXX∼XXX명 가까이 되는 인증회원들도 있
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분들도 근로지원을 계속 하시는데 저희가 일자리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구직자들에 대한 불만사항이 되게. 저희
앱을 보면 왜 일자리 하나도 안 되냐. 굉장히 불만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
죠.
저희가 시장 조사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 젊은 층, 20～30대들도
단기알바를 하거나 본인들도 일을 하고 싶은데 접근성이 되게 많이 떨어
졌거든요. 왜냐하면 새벽에 일찍 가야하고, 지인시장을 통해서 소개로 가
거나, 새벽에 일찍 가는데 본인이 해당 일을 안 받으면 하루를 그냥 다 망
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20～40대가, 특히 20～30대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졌는데. 저희 앱은 주축이 20～40대거든요. 젊은 층이 많이 들어와 있
고. 그분들은 저희 멤버들의 대부분 일자리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전부 다
그 층이 다. 30～40대가 주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구자 (수수료는 10% 똑같은 건가요?); 저희는 X%입니다.; 연구자 (더
저렴하네요? 다른 데보다.); 저희는 그냥 건설회사한테 X%를 받고요.

3. 결과해석 : 유료직업소개기관의 매칭 플랫폼화 가능성
본 절에서는 이상에서 확인한 실태를 바탕으로 본 장의 주요 연구목적
중 하나인 유료직업소개기관의 매칭 플랫폼화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확인한 바와 같이 매칭 플랫폼의 일반적인 성공전략은 온라인을 기
반으로 한 자동매칭 기술을 토대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초기 투자를 통
해 최대한 많은 잠재적 이용자 및 서비스 공급자가 본 플랫폼을 이용하도
록 하고 또 이들이 플랫폼에서 많이 매칭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시장 내 주도적 사업자가 되어 수익을 확보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을 활용하기에 국내유료직업소개기관에 비해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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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매칭 플랫폼은 공개적이고 개방적이며 또 공식적으로 운영될 수밖
에 없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성공전략이 현실
적이고 또 현실가능한지, 또한 성공전략에서 파생된 위와 같은 운영상의
제약이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매칭 플랫폼이 유
료직업소개기관의 경쟁자 혹은 대체자가 될 수 있는지를 판별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기준으로 고려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서 살펴보면, 유료직업소개기관의 매칭 플랫폼화 가
능성은 영역별로 일정정도 차이를 보인다 판단된다. 먼저, 가사, 돌봄, 음
식점 분야의 경우 구인구직 매칭에 있어 플랫폼이 중요한 행위자가 될 가
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이들 세 영역 공히 자동화된 매칭 기법을
일정정도 활용해 다양한 수요를 보유한 다수의 잠재적 이용자와 이들에
게 서비스를 제공할 다수의 잠재적 서비스 공급자를 확보하고 또 플랫폼
을 매개로 이들을 매칭하는 것이 일정정도 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
다. 특히 가사와 돌봄 분야의 경우 기존에 국내유료직업소개기관이 선호
하지 않던 다수의 1회성 매칭을 추가적으로 구현해 다양한 잠재적 수요
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개선으로 인해 시장에서 주요
행위자로서 이용자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판
단된다.
물론 그렇다고 이들 영역의 플랫폼이 이러한 사업전략을 실행함에 있
어 어려움이 전혀 없다 보기는 어렵다. 가사, 돌봄 영역의 경우 서비스 제
공자 모집에 있어 완전하게 개방적일 수 없다는 어려움이 존재하고, 음식
점 분야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 매칭 이후 근로계약에 있어서
의 합법성․공식성과 관련된 부담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
만 가사 및 돌봄 서비스 영역의 개방성의 한계는 근본적인 문제라기보다
는 사람과 사람을 매개로 하는 모든 플랫폼에서 발생가능한 일반적인 제
약이라 볼 수 있으며, 음식점 분야의 경우 근로계약에 직접개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러한 문제를 일정정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
해 볼 수 있었다. 기업별 세부 생존전략이 다르기에 모든 기업의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고 또 현재까지 영업이익을 보이는 기업도 확인되지 않았
지만, 큰 틀에서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해당 영역들의 경우 플랫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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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요한 행위자가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판단된다.
이와는 달리 간병 분야는 매칭 플랫폼화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
하는 영역이라 판단된다. 물론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간병 분야에서 자
동화된 매칭 기능 자체를 도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라 판단된다.
다만 간병 분야는 직무자체의 특성상 가사, 돌봄, 음식점 분야보다 잠재
적 서비스 제공자를 검증하는 과정에 상당한 기업역량을 투입해야 할 필
요가 있는 영역이다. 이는 앞의 세 분야와는 달리 간병은 특별한 기술이
나 적성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즉 플랫폼 기업은 자격증을 보유하
고 있지 않은 초보자들에게 일정정도의 교육을 반드시 행할 필요가 있으
며, 이와 별개로 실습을 통해 해당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
또한 행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면담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인
서비스 제공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장이라면, 합법성․공식성을 담보
하기 위해서는 거의 전체 간병사들을 대상으로 합법적 외국인인지의 여
부에 대한 검증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용자 관점에서도 다른 플랫폼 시장과 달리 병원이 매우
중요한 행위자로서 존재함은 분명해 보이며, 플랫폼이 다수의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현재 유료직업소개기관 수준만큼의 병원과의
신뢰관계 형성을 위한 부가적인 노력 또한 필요하다 판단된다. 특히 개별
병원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 해당 병원에 익숙한 간병사 상당수를 회원으
로 보유하고 있는 다른 유료직업소개기관이 서비스 품질에 있어서도 우위
를 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에 매칭 플랫폼의 사업성공이 쉽지 않을 가
능성이 높다. 물론 병원과의 관계맺음의 중요성은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공동간병의 경우에 더더욱 그러할 가능성이 높다. 즉, 간병 분야의
경우 많은 잠재적 이용자와 수요자들이 오픈 플랫폼을 활용하도록 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하는 영역이기에, 위에서 언급한 세 분야에 비
해 플랫폼이 중요한 행위자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언급한 어려움은 민간 간병 인력시장에서 매칭 플랫폼이 지배적
인 사업자로 성장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간
병 노동시장이나 다른 매칭 플랫폼의 사례 등을 고려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개별 기업에서 시도해 볼 만한 대안적인 접근법들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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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판단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7년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
지자가 150만 명이 넘고, 이 중 취업자 수가 30% 이하인 것을 고려한다
면(보건복지부, 2018; 이용갑 외, 2015)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자를 잠재
적 서비스 제공자로 우선적으로 모집해 교육시간을 단축해 본다던가, 지
배적 시장인 전일제 시장에 바로 도전하기보다는 가사나 돌봄 플랫폼의
사례와 같이 간헐적이고 일회성의 틈새시장을 주요 매칭영역으로 우선
포괄해 다수의 매칭 성과를 만들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시장, 특히
병원의 신뢰를 쌓아나가는 전략방향을 설정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언급한 어려움은 큰 틀에서 상대적인 어려움이 높다는 의미이지, 매칭 플
랫폼화가 전면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건설 분야에서는 건설 인력시장 자체의 상황들로 인해 매칭 플랫
폼화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판단된다. 다른 여러 분야와 마찬
가지로 자동화된 매칭 기술 자체를 건설 분야에 적용하는 것은 그리 어려
운 과업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건설 분야의 매우 독특한 임금결제체계인
대불제도가 존재하기에 매칭 플랫폼이 매우 많은 수의 매칭 자체를 감당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즉, 하나의 벤처기업이 다수의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대불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예비비를 두고 사업을 운영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그리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외국
인 노동자 문제, 기능공 영역의 구인․계약 관행 등 온전하게 합법적이라
보기 어려운 건설 인력시장의 여러 관행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가중시키
는 요소이다. 특히 공개적․개방적․공식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는 플
랫폼에서는 이러한 계약관계에 개입되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 있을 것이
다. 물론 엄격하게 합법적으로 검증된 영역에서만 플랫폼이 활동하고자
할 경우 현재 상황에서 이용자나 사업자 검증과정을 위해 많은 기업역량
을 투입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자동매칭의 취지가 상당부분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특징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볼 때 주요 행위자로서
플랫폼이 부각될 가능성은 다른 여러 분야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이며,
매칭 플랫폼의 전략만으로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것 자체는 현실
적으로 매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판단된다.10)
10) 이러한 측면에서 건설영역의 인력활용 체계는 매칭 구조와는 별개로 근본적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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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국내유료직업소개기관이 주로 담당하는 여러 분야 중, 가
사․음식점(이상 파출) 및 돌봄 분야는 플랫폼이 주요행위자로 확대될 가
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간병은 매칭 플랫폼이 주요 행위자로 등장하
기에 일정정도의 제약조건을 지니고 있으며, 건설은 인력 시장 자체의 여
러 현실로 인해 매칭 플랫폼이 주요 행위자로 확산되기에는 상당한 어려
움이 있다 판단된다. 다만 파출 및 돌봄 분야의 경우에도 매칭 플랫폼이
시장 주도적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되는데, 이는 경로의존성에 따라 해당 분야 공히 공식화되지 않은 서비
스제공 및 이용관행들이 일정정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중장년 혹
은 고령층이 매칭 플랫폼을 인식하거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있어 일
정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점 등에 기인한다. 물론, 이들 플랫
폼의 경우에는 현재 적자구조를 장기적 관점에서 이익 구조로 전환해야
할 큰 과제 또한 동시에 안고 있다 할 수 있다.

제4절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방향

본 장은 매칭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한 국내 유료직업소개시장의 변화
를 확인하기 위해 돌봄, 가사, 간병, 음식점, 그리고 건설 인력 매칭시장에
서의 매칭 플랫폼 운영현황과 확산가능성을 확인해 보았다. 이상에서 확
인할 수 있었던 바와 같이, 국내 유료직업소개 시장에는 최근 매칭 플랫
폼이 속속 등장하여 기존과 다른 사업모델을 활용해 기존 국내유료직업
소개기관과 경쟁하고 있었다. 영역과 관계없이 이들 매칭 플랫폼들은 온
라인을 기반으로 한 자동화된 매칭 기술을 토대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초기 투자를 통해 최대한 많은 잠재적 이용자 및 서비스 공급자를 플랫폼
혁이 필요한 지점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적 개입 또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된다. 다만 본 장의 연구대상은 고용서비스, 특히 최근 새롭게 확대
되고 있는 매칭 플랫폼을 활용한 고용서비스에 한정되어 있기에, 기언급한 영역
은 본고의 연구대상이나 목적과 달라 이와 관련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
았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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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입시키고 또 매칭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궁극적으로는 시장 내
주도적 사업자가 되어 수익을 확보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업전략을 지니고 있기에 국내유료직업소개기관에 비해 플랫폼은 상당
히 공개적이고 개방적이며, 또 공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공통적인
특징 또한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사업모델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본 연구는 가사나 음식점 분야인 파출영역이나 및 아동 돌봄 분야는 플랫
폼이 주요행위자로 등장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간병은 플랫폼
이 주요 행위자로 등장하기에 어려운 일부 제약조건을 지니고 있으며, 건
설 분야는 시장 자체의 여러 관행들로 인해 플랫폼이 주요 행위자로 등장
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판단했다.
한편 정책적 견지에서 매칭 플랫폼들은 기존 국내유료직업소개기관이
갖는 근본적 문제를 일정부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적 행위자가 될 가능성
을 엿볼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유료직업소개기관의 근
본적인 문제는 영세성과 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불법․탈법성이었다. 물
론 매칭 플랫폼 역시 인맥활용 등 전통적인 사업운영방식을 일부 차용하
고 있긴 하나 상대적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영세하게 운영되는 사업모델
이 아닌 사업의 대규모화를 지향하고 있었으며, 일부 영역에서는 기존보
다 훨씬 더 다양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
다. 뿐만 아니라 언급한 바와 같이 공개적․개방적․합법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특징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근본적인 사업모델의 차이로
인해 국내 유료직업소개기관이 갖던 본질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일
말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 더해 적어도 면담에 응한 모든
플랫폼에서 구직자에게는 전혀 수수료를 받지 않거나 이러한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계획하고 있음을 확인해 보았을 때, 민간구인구직서비스
시장에서 수수료와 관련한 국제표준을 따를 수 있는 가능성 또한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정리하자면, 적어도 긍정적인 측면만을 확인해 보았을 때
매칭 플랫폼은 분명히 기존의 국내유료직업소개기관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행위자가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셈
이다.
물론 그렇다고 매칭 플랫폼이 장점만 갖고 있는 사회제도는 결코 아니

102

전환기 고용서비스의 현재와 미래

다. 일자리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는 일하는 사람들의 보
호와 관련한 문제라 할 수 있다(길현종 외, 2016; 장지연 외, 2017). 언급
한 매칭 플랫폼 역시 플랫폼을 매개로 일을 하는 종사자들의 보호에 취약
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매칭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보호와 관련한 논점 또한 존재한다(송순영, 2015).
최근 화제가 되었던 성범죄 전과자가 배달앱을 통해 음식배달원이 될 수
있다는 한 언론의 기사는 이용자 보호 논점과 관련된 단적인 예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에스비에스, 2019). 특히 안정적․지속적 구인처를 기반
으로 한 구인구직자 매칭을 원칙적으로 지향하는 유료직업소개기관보다
는 자동 혹은 자율매칭을 기반으로 일회성을 포함한 새롭고 다양한 여러
수요에 대응하는 플랫폼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양면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면, 매칭 플랫폼과 관련된 향후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은 민간고용서비스 영역에 있어 이들이 갖는 긍정
적인 측면을 최대한 현실화하면서도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는 일일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최근의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들을 민간고용서비스 영역의 새롭고 중요한 정책이해관계자
로서 포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들이
경험하는 제도적인 어려움들과 필요한 지원들을 포괄적으로 확인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물론, 이렇게 수집된 정책적 대안들 중 매칭 플랫폼이 긍
정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도
입․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현재 플랫폼경제 영
역을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정책적 아이디어들을 민간고용서비스 영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
을지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관계부처합동,
2019). 이와 관련해 유념해야 할 지점은 플랫폼과 관련한 정책적 개입은
한 주무부처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한
매칭 플랫폼의 법적지위가 통신판매업자인 동시에 민간고용서비스제공
자라는 사실은 중앙부처에서 다부처간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직업안정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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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를 감안해 고용노동부는 플랫폼과 관련한 논점
에 있어 종사자 보호뿐 아니라 매칭 플랫폼 활성화와 관련한 주요 정책
이해관계자로서도 유관부처 협업과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고려해 볼 필요
가 있다 판단된다.
한편 민간 고용서비스 세부 영역으로 논의를 좀 더 구체화해 보면, 매
칭 플랫폼의 확산은 국내 유료직업소개기관만을 넘어 기존 민간고용서비
스기관 전체의 경계 혹은 구분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킬 가능성도 존재한
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현 시점에서 순수 민간분야 대표서비스는 국
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직업정보제공사업이라 할 수 있다.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이들 두 영역을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기능, 즉 알선과 정보제공
이라는 기능의 차이이다. 하지만 매칭 플랫폼이 등장함으로 인해 이러한
구분이 흐려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즉, 매칭 플랫폼은 플랫폼을 통해 정
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일정정도 알선기능을 직접 수행하거나 자동적인
매칭을 지원하기 위해 별점․평가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에,
일견 이들 매칭 플랫폼은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직업정보제공
사업자인 동시에 알선을 수행하거나 돕는 직업소개사업자로 볼 수 있다.
물론 엄격한 의미에서 별점․리뷰 등의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은 알선행
위가 아닐 수 있기에 매칭 플랫폼 중 이들만을 직업정보제공사업자로 그
리고 나머지 사업자를 유료직업소개기관으로, 즉 현재의 기준을 최대한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 매칭 플랫폼들은 경영환경
이나 상황에 따라 플랫폼 프로그램 운영방식의 일부 변화를 통해 양자를
손쉽게 넘나들 수 있으며, 이에 더해 실제로 이용자뿐 아니라 현재 사회
적으로도 동일한 범주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들 기업을(매일경제, 2019)
법적으로 구분해 이해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도 있다. 이는 만약 매칭 플
랫폼이 민간고용서비스 영역의 주도적인 매칭 방식으로 확대되게 된다면,
현재의 민간고용서비스 시장의 분류체계의 재구조화나 재정의화가 필요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물론 이러한 기존 분류의 재정의 혹은 재구조화
는 현재의 관리․감독 등 여러 정책적 개입방식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
칠 수밖에 없다. 물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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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바와 같이 매칭 플랫폼의 등장 및 확산은 이미 시작된 사회현
상이며, 이러한 변화는 기존시장의 상당부분을 재편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변화일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의 중대함을 인식
하고, 이들의 긍정성을 극대화하면서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책
적 지원체계를 새롭게 고안하는 동시에 이들의 등장이 민간 고용서비스
전체 정책체계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
다. 비록 본 연구가 이 같은 현상을 이해하는데 있어 일정정도 기여하고
있다 판단되지만, 다양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도 분명하다. 그 중에서
도 특히 더 많은 사례를 탐색해 보다 충분한 자료를 토대로 이들의 확산
가능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점, 그리고 확산가능성을 판단
함에 있어서 이들의 공통적 사업모델만을 기준으로 활용해 경제적 성공
등 다른 모델을 활용하지 않은 점 등은 본 연구의 근본적인 한계라 할 수
있다. 만약 향후 보다 많은 연구자들이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해 보다 정
치한 분석을 추가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정책대
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기존의 국내유료직업소개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는 우리 모두의 안녕(well-being)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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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머리말

사람이라는 요소를 제외하고 공공고용서비스를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
은 불가능하다. 비록 취약성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능력자를 주 대
상으로 하기에 정보제공 등 비대면 체계가 중요하게 부각되긴 하지만(길
현종, 2019), 대면 서비스 영역으로 들어서면 결국 공공고용서비스도 다
른 사회서비스처럼 일선의 직업상담사와 취창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다(Hasenfeld, 2010; Lipsky, 1980). 특히 일선 상담
사에 대한 이야기를 제외하고 공공고용서비스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
은 불가능하다. 제도, 프로그램내용, 전달체계를 아무리 잘 갖춘다고 한들
일선 상담사의 노력 없이는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
다. 또 같은 맥락에서 일선 상담사의 마음 씀씀이를 제외하고 고용서비스
를 온전하게 이해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다른 사회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감정이 있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일이기에 아무리 기술적으로
완성된 공공고용서비스 상담사라고 해도 이용자의 취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마음이 부족하다면, 대면 고용서비스의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즉, 공공고용서비스의 한축을 구성하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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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중 하나는 바로 고용서비스 상담사가 서비스 제공자를 돕고자 하
는 마음 씀씀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용자를 돕고자 하는 직업상담사의 마음, 자세, 태도를 이해
하기 위해 주목해야할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직무열의(job engagement)이
다. 직무열의는 Khan(1990)11)의 연구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온 개념
으로서, Schaufeli et al(2002)은 직무열의를 “활력, 헌신, 몰두로 특징지어
지는 긍정적이고 성취적인 일과 관련한 마음의 상태”(p.74)로, Christian
et al.(2011)은 “일의 경험이나 수행에 있어 동시다발적으로 개인의 에너
지를 투자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마음의 상태”(p.95)로 정의하고 있다. 쉽
게 이해하자면 직무열의란 조직의 구성원이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잘
수행하기 위해 스스로를 일에 적극적으로 연결 짓는 마음의 상태, 즉 일
의 성과를 위해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마음의 상태 정도로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앞서 공공고용서비스 직업상담사가 서비스 참여자
를 적절하게 돌보고 또 지원하기 위해 적극이고 열정적으로 임하는 마음
가짐과 태도를 마음 씀씀이라 표현한 것이라면, 이 마음 씀씀이는 곧 직
무열의를 달리 표현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이 직무열의는 단순히 공공고용서비스 직업상담사 개인을 이해하
는 차원을 넘어 공공고용서비스의 성과, 혹은 공공부문 인사․조직관리
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개념일 수밖에 없다. 위에서 언급한 가설이 타
당한 것이라면, 공공고용서비스 성과향상을 위해 일선 대면상담사의 직
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또 이를 인사․조직 관리에 반
영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즉, 공공고용
서비스의 정책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일선 대면 직업상담사의 직무열의의
실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인사․
조직관리체계를 적극적으로 구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11) Kahn(1990: 694)는 열의를 “개인의 자아를 그들의 직무역할에 연결 짓는 것”으로
정의하고, “열의가 있는 상태일 때 사람들은 역할수행 과정에서 그들 스스로를
신체적으로, 인지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활용하고 또 표출한다”고 언급했다
(“I defined personal engagement as the harnessing of organization members'
selves to their work roles; in engagement, people employ and express
themselves physically, cognitively, and emotionally during role perform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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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확인하는 범위에서 공공고용서비스 직업상담사의 직무열의를
확인한 연구는 국내․국외를 막론하고 찾기 어려우며, 이와 관련된 우리
나라에서의 정책적 고민 역시 매우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길현종 외, 2018).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즉, 본 연구는 공공고용
서비스 성과제고에 있어 직업상담사 직무열의의 중요성을 고려, 이들의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공
공고용서비스의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일컬어지는 취업성공패키지 대면
상담사를 본 연구의 주 연구대상으로 삼아 이들의 직무열의 실태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제2절에서는 대인서
비스에 있어서의 사람의 중요성과 직무열의와 관련한 기존 논의를 개략
적으로 정리해 볼 것이다. 다음으로 제3절에서는 대면 직업상담사의 직무
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한 뒤, 이 요인들과 직무열의와의 관
련성을 취업성공패키지 대면 상담사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구조방정
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SEM)을 활용해 검증해 볼 것이
다. 마지막으로 제4절에서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볼 것이다. 본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공공고용서비스 대면 직업상담사의 직무열의와 관련
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뿐 아니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제
시해 준다는 측면에서 학문적․정책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판단된다.

제2절 대인서비스와 직무열의

1. 대인서비스에서 사람의 중요성
정책집행 혹은 사회서비스 정책집행을 연구하는 일군의 연구자들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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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체계 가장 아랫단에 위치한 일선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와의 역동에
가장 큰 관심을 둔다(Lipsky, 1980). 소위 상향식 관점(bottom-up
perspective)을 지지하는 이들 일군의 연구자들은(Hill & Hupe, 2002) 서
비스 정책집행에서 다른 요인인 제도, 프로그램 내용, 상위 전달체계 거
버넌스를 아무리 이상적으로 구조화한다 해도 일선 서비스 제공자와 이
용자 간 관계의 역동이 부조화되거나 부정적이면, 서비스의 결과 역시 부
정적일 수밖에 없다 가정한다. 즉, 이들은 일선에서 이용자를 직접 대면
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과 이에 있어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이 대면 서
비스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Hasenfeld(2010)는 대인서비스에서 원재료(raw material)는
사람이기에, “대인서비스 조직을 이해함에 있어 가장 중심에 위치해야할
요소가 바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와의 관계”(p.21)임을 강조한다.
Lipsky(1980) 또한 그의 저서에서, “일선에서 이용자를 대면하는 공공부
문 종사자들의 다양한 결정, 그들이 만든 일과 관련한 일상적인 규칙, 불
확실하고 압박이 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들 스스로 고안한 일과 관련
한 구체적 기법이나 기술들이 바로 그들이 집행하는 공공정책 바로 그 자
체”(p.xiii)라 이야기하면서, 일선 공공서비스 제공자가 결국 공공정책 자
체를 만드는 주체임을 강조한다. 이들의 주장과 같이 일선의 서비스 제공
자와 이용자 사이의 관계나 이 과정 속에서 서비스 공급자의 역할이 중요
하다면, 공공고용서비스 정책적 관점에서는 이들의 관계가 조화롭고 긍
정적일 수 있도록 하며 서비스 공급자가 이를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을 탐색해가는 노력이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
할 수 있다.

2. 일과 직무열의
이러한 과제 중 하나가 바로 공공고용서비스 직업상담사의 직무열의를
제고하는 방안을 탐색하는 일일 것이다. 한명의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
총체적이고 다면적인 접근이 필요하듯이(Zastrow, Kirst-Ashman &
Hessenauer, 2019), 일을 하는 한 명의 개인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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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 지니고 있는 기술적 역량뿐 아니라 심리적 영역에 대한 이해는 필수
적이다. 직무열의는 이러한 일을 하는 개인의 심리적 영역에 속하는 하나
의 요소로 앞서 정의한 바와 같이, “활력, 헌신, 몰두로 특징지어지는 긍
정적이고 성취적인 일과 관련한 마음의 상태”(Schaufeli et al., 2002; 74)
라 할 수 있다. 즉, 개인이 일을 수행함에 있어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임
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마음의 상태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이를 공공고용
서비스 대면 직업상담사에 적용해 본다면, 대면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용
자 취창업이라는 핵심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인가능한 직업상담사
의 열정이나 적극성을 직무열의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와 대
비되는 개념으로 연구자들은 비열의(disengagement, Kahn, 1990) 혹은
소진(burnout, Schaufeli et al., 2002)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개념들이 직
무수행과정에서 개인의 심리적 어려움을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직무열의는 보다 긍정적인 심리적 역동에 초점
을 맞추고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Khan(1990)이 직무열의의 개념을 주창한 이후, 수십 년간 이와 관련된
여러 연구들이 수행되어왔다(Christian et al., 2011). 우리나라에서도 2010
∼2018년까지 발표된 학위논문 및 학술지논문 중 직무열의를 제목에 포
함하는 연구물만 130건 이상이 확인되는 상황이다(www.riss.kr). 문제는
이렇게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고용서비스 일선 직
업상담사와 관련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나마
직무열의의 반대개념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소진과 관련해서는 Creed,
Goddard & Pattern이 2000년 초에 수행한 복수의 연구(Goddard, Creeed,
Pattern, 2001; Goddard, Patton & Creed, 2004; Patton & Goddard, 2003)
등을 통해 일부 연구 성과를 확인할 수 있긴 하나, 본 장에서 관심을 갖는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한 연구뿐 아니라 직무열의 전반
과 관련된 기존연구 자체를 적어도 연구자가 확인하는 범위 내에서는 국
내외를 막론하고 찾아보기 어렵다. 이로 인해 공공고용서비스 대면 직업
상담사의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려진 바가 적으며, 이
는 곧 직무열의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인사․조직체계를 구축하는데 있
어 기본적인 방향 자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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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한 바와 같이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일선 서비스 제공
자의 심리적인 요인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합리적인 가정이라 한다면,
위 문제의식을 담은 연구가 최대한 신속하게 수행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제3절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1. 연구개요
이에 본 절에서는 공공고용서비스 성과증진을 위해 직업상담사의 직무
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이를 실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혼합연구방법(mixed method)을 활용하고자 한다
(Creswell, 2014). 본 연구에서 혼합연구방법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기존
연구가 충분치 않은 시점에서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
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총체적이고 탐색적인 이해가 우선될 필요가 있
기에 질적 연구가 필수적이라 판단했으며, 이렇게 확인된 요인들을 검증
하기 위해서는 계량적 방법론을 토대로 한 양적 분석방법 또한 반드시 필
요하다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질적 방법론을 토대로 관련 요인을 찾아
낸 뒤, 양적 방법론을 활용해 이를 검증하는, 혼합연구방법 중에서도 탐
색 순차 혼합연구방법(exploratory sequential mixed method)을 활용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는 여러 질적 연구방법 중 공공고용서비스 직업상담사를
대상으로 하는 대면 심층면접(intensive interviewing) 기법을 주요 연구방
법으로 활용해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해 보았다(Monette
et al, 2011). 여러 질적 연구방법 중 면접방식을 활용한 이유는 기존 자료가
충분치 않을 뿐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개인의 경험을 확인하고자
했기 때문이며, 이 중에서 대면 면접을 활용한 이유는 주어진 범위에서 최
대한 많은 정보를 확보하고자 했기 때문이며, 특히 1:1 면접을 활용한 이유
는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심리상태에 대한 질문일 수 있기에 이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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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적이고 솔직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Creswell, 2014; McCoyd
& Kerson, 2006; Monette et al, 2011; Morgan & Krueger, 1993). 면접은
우리나라 고용서비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취업성공패키지 프로
그램을 운영하는 고용복지+센터 내의 직업상담사를 대상으로 했으며, 총
3개 고용복지+센터의 5명의 대면 직업상담사와 면접을 수행했다.12) 면접
은 상담사의 동의하에 녹음되었으며 인터뷰 현장에서 면접내용을 직접 메
모하기도 했다. 이들 녹음과 메모를 활용해 면접 자료를 분석함에 있어서
는 다른 분야의 직무열의와 관련한 기존연구와 비교해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류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개별 인터뷰 내용은 최대한 직
접 인용해 제시해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고자 했다(Johnson, 1997).
다음으로 이렇게 확인된 요인들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는 자체 실태조사를 수행했다. 실태조사 설문은 앞서 확인한 여러 요소들
을 최대한 포괄하고자 했다. 조사모집단은 2019년 현재 고용복지+센터
내에서 취업성공패키지를 운영하고 있는 일선 대면 직업상담사 전체이며,
이들 전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다. 조사 모집단을 구성하기
위한 명단은 개별 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보했으며, 담당업무
영역 항목에 포함된 정보를 통해 직접 일선에서 대면 상담을 수행하는 종
사자만을 추려 총 799명이 포함된 조사 모집단을 목록을 확보했다. 이 중
총 313명이 실태조사에 응답했으며, 조사 모집단 기준 응답률은 39.2%로
계산된다.
이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함에 있어 본 연구는 여러 통계방법 중 구조
방정식을 활용했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게 된 이유는 주요요소로
확인한 변수들 중의 일부는 다양한 세부요소로 구성된 심리변수이기에
이를 잠재변수(latent variable)로 구성해 분석할 필요가 있었고, 또한 주
요요소 중에는 직접적으로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뿐 아니라 간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즉, 다변량 분석
12) 지난 2009년 시작한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은 통합사례관리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 대표적 공공고용서비스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고용노동부, 2019b).
취업성공패키지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인력운영 상황 등은 취업성공패키지 매뉴
얼(고용노동부, 2019c)과 기존 연구들(예: 길현종 외, 2018; 이병희 외, 2015, 2016,
2017)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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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variate analysis)을 수행할 필요 또한 존재했기 때문이었다(Savalei
& Bentler, 2006). 이상의 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결과를 순차적으로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2.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13)
먼저 심층면접을 통해 확인한 공공고용서비스 일선 대면상담사의 직무
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직무열의, 즉 본 연구에 포함된 변수에 대
한 설명과 측정방식을 요약적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심층면접 자료 분
석과 관련 문헌 연구를 통해 본 연구는 크게 현재 일과 관련한 개인의 경
험, 현재 일과 관련한 개인의 인식, 현재 일과 관련한 개인의 심리상태 및
성향, 일반적인 개인의 성향, 크게 네 가지 요인이 직무열의에 직간접적
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 일․직무 경험
먼저 직업상담사가 일을 하면서 경험한 내용들이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면담자들은 동일한 상담직무를 오랜 기
간 수행했을 때 직무열의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했으며,
교육훈련의 경험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야기했다. 이와 더
불어 승진이나 급여 등의 보상이 직무열의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또한 언급하기도 했다.
(동일직무) 매너리즘에 빠지고 …(중략)… XXX 선생님들은 계속 이것만
하니까 좀 계속 힘드신 상황을 겪고. 아까 힘드신 상황도 계속 겪으니 이
게 지치고. 쌓이는 게.
(동일직무) 저희도 최근에 얘기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정말 여기가 너
무 지겹다고 하시는 분들은 왜 직무전환을 안 해 주셔서 그분들이 여기 있
13) 통제변수로 포함된 개인의 경제사회적 인적 사항의 경우 구체적 기술은 생략했음
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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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게 너무 괴롭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도 환경을 좀 바
꿔 보면 또 새로 입사한 기분이 드니까 좀 달라지지 않을까. 개인적인 삶
에서도.
(동일직무) 연구자 (오래된 연차 선배님들도 좀 그러세요? 시간이 좀 지
나면 번아웃 된 게 느껴지세요?); 네. 보여요.; 연구자 (확실히 보이세요?
관행적으로. 좋은 사람이든 안 좋은 사람이든 관계없이?); 관계없이. 연차
가 오래되고 여기 너무 오래 있었고 이거 너무 지겨워.
(동일직무) 연구자 (옆에 있는 동료들을 보면 한 몇 년 지나다 보니 좀 지
치거나 이런 분들이 없으실까 해서요); 지치죠. 당연히 지치죠. 취성패 업
무 …(중략)… 많이 지치다 보니 저희 초기도 있고 접수가 분류돼 있거든
요. 그쪽으로 가고 싶어하시는 분도 있고. 상담에 지치다 보니 회계 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있어요; 연구자 (그 분들이 상담할 때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안 미칠 수 없죠?); 그렇죠. 영향을 미치죠.
(교육훈련) 약간, 네. 그러면 달라지기도 한 대요. 하면서 공부하면서. 그
쉰다는 의미가 그냥 누워서 자야지, 물론 그게 쉬는 의미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걸 가만히 멍하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 있잖아
요. 그런 부분, 머리를 비운다는 …(중략)… 그렇게 해서 오면 아, 다시 한
번 좀 해 봐야지. 힘이 생겨나는 것 있잖아요 …(중략)… 한 번 처음부터
다시 해 봐야지,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서
(승진․임금 등 보상) 열의가 꺾이지는 않는데. 안주하는 것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돼. 여긴 안 고쳐지는 게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것.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것들이 드러나니까 이건 남들도 안
하는데 나도 안 해. 그러니까 만약 진급체계나 보상체계가 있었으면, 했었
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내 전망이, 미래가 밝지 않잖아
요. 내가 뭐 하러 열심히 해. 이 만큼 하고 말자, 하고 타협하는 시간이 점
점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해요. 열의를 줄이게 하는 게 너무 많은.
(임금 등 보상)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환경적 부분이 있을 수 있겠
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취성패 업무를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
겠지만 급여가 오른다거나, 뭔가 나한테 혜택 받는 게 더 생긴다거나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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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나는 고용센터 직원이다 보니까 다시 올라
가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이와 같은 면접결과를 반영해 본 연구에서는 고용복지+센터 근무경력
과 동일팀 근무경력, 교육훈련시간, 임금 수준을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
는 변수로 포함하고자 한다.14) 기존 연구에서도 대학행정조직을 조사한
유종복(2014)은 재직기간과 직무열의가 부적인 관계가 있음을, 설계엔지
니어링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김형태(2017)는 경력개발지원이 직무
열의와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 일․직무 경험 인식(Ⅰ) : 인식 전반
앞서 제시한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한 업무경험 이외에 일
과 관련된 직업상담사의 인식 또한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면
담자들은 업무량15)이 과중하다고 느낄 때, 이용자들이 취업에 성공했을
때, 일을 수행하면서 인정을 받았을 때, 불친절․악성민원이 발생했을 때,
실적이나 성과압박이 과중할 때, 평가․보상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식
했을 때, 부서 내 동료나 상급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직무열의에 긍
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언급했다.
14) 한편 승진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직업상담 인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직업상
담원의 직급통합으로 인한 일괄승진이 본 연구를 수행하는 당해 연도에 발생하여
(길현종 외, 2018), 이러한 상황에서 의도한 승진과 직무열의와의 관련성을 보기
는 어려울 수 있다 판단해 승진과 관련한 변수는 분석에서 제외했음을 밝힌다.
15) 업무량의 경우 객관적 측정이 가능하다면 앞의 항목인 객관적 측정이 가능한 업
무경험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상담 영역에서 활용 가능한 대표
적 측정방식 중의 하나는 아마도 상담사별 사례수를 측정하는 방식일 것이다. 하
지만 일선에서는 다양한 이유에서 본 상담업무만을 전담하지 않거나 시간제 근
무를 하는 경우 등이 존재하여 이러한 측정방식이 온전하다 이야기하기 어렵다.
완전하게 통제하기는 어려우나 이의 일부를 최대한 통제한다고 해도 개별 개인
의 상담시간 등의 차이로 인해서 이를 온전한 업무량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업무량에 대한 인식을 직
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포함했다. 실제로 상담 이외의 다른 일을 하거나
시간제 근무로 인해 사례수가 적은 상담사를 제외하고 사례수와 업무량의 인식
에 대한 상관관계를 확인하면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을 확
인할 수 있다(p=0.27,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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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량) 아까 말했듯 대상자 수 너무 많으면 관리할 것 너무 많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전화 많고 이러면 힘들잖아요. 지치고. 근데 내가 하루 상담
하는 수라든가 인원 수가 적으면 진짜 알선도 되게 많이 잘 하게 되고 제
대로 하고, 연락도 되게 많이 하고. 아까 말했던 그분 특성도 파악하고, 생
각할 그런, 고민할 시간도 되게 많아지고. 그렇다고 이분들이 남는 시간 하
루 종일 앉아 인터넷하고 딴일 하지 않거든요. 그 시간에 계속 본인이 뭘
해야 되는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분은 그랬으니 내가 이걸 도와줘
야지, 이런 거 생각할 시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없을 수가 있어요 …
(중략)… 게다가 저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 초과근무나 해야 하는 시간도
…(중략)…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주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 어떤 분은 너무 빨라 못 알아듣겠다고. 지금 상담
하는 뒤에 대기해서 앉아있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다 만약 전화 오면
이제 힘들어지죠. 그런 민원도 있어요. 자기 저번에도 들어온 것 보니 내가
앉아서 상담하는데 세 번이나 전화를 받더라.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는 당
연한 거고 …(중략)… 수신 그것도 몇 십 프로인데. 어떤 분은 바쁘다고.
그 분들은 사정을 모르잖아요. 바쁘다고 전화하자마자 물어볼 거 있었는데
이따 전화하라고. 또는 이따 전화 한다고 전화 바로 끊더라. 이런 것도 많
거든요. 그걸 한 번 계속 경험하다 보면 위축되기도 하고.
(업무량) 과다한 업무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가 많으면 다른 거 다 하고 싶
어도 그냥 직무소진이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어느 정도 적정한 선, 그 다
음 복지 그런 게 있으면.
(취업성공) 저도 그렇더라고요 …(중략)… 오늘 해서 채용이 됐어, 제가
해 준 데 취업했어. 그럼 이후부터는 할 때도 너무. 그리고 그게 내적 만족
이 되는 거예요. 너 잘한다, 잘한다 내적 만족이잖아요. 상도 주고. 외부에
서도 상담하는 것 보니 너무 잘 하던데? 라든가 민원인이 너무 잘 한다고
친절하다고 상 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내가 했던 성과를 내는
것에 대한 내적보상이잖아요. 자기만족도 되게 크잖아요. 결국은 외적보상
이지만 나아가는 과정은 내적보상. 그러면 나 잘 하고 있다, 상담도 얼굴
표정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저분 오늘 신청돼서 되게 잘 했는
데 하면, 봤을 때 상담할 때도 자신감 있게 아, 그러셨어요 이런 식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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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잘 하고 있다면 열의도 되는 거예요.
(취업성공) 개인성향도 있고요. 전 개인성향이 크고요 …(중략)… 저는 힘
들어도 뭐 하나 어려운 것을 목표삼아 저는 성취감을 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려운 내담자를 최종적으로 취업시켰을 때의 그 나만의 기
쁨?; 연구자 (내면적인 만족도) 네. 그런 것도 있고, 조직적 규범 있잖아
요, 조직에서 나를 인정해 주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게 일의 효율성
을 좀 더 높여주는 부분도 당연히 있고요. 또 동료들과 같이 잘 한다, 잘
한다, 네가 있으니까 역시 이런 정보도 주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부분도
큰 것 같아요. 세 가지가 복합적인 것 같아요.
(외부의 인정) 청장님한테 한 번 받았고요. 작년에 또 한 번 받았어요 …
(중략)… 네. 청장님한테. 취업지원 가서 알선충족이나 포상휴가도 두 번
받았어요; 연구자 (그런 것들이 본인을 지지하는데 도움이 되세요? 확실
히.; 동기부여 …(중략)… 그리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사례관리에서 전체
중에 X상 받았어요. XX만 원. 이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X주 교육 갔
다 와서 그걸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일이 되게 많았어서 저는 팀장
님, 제가 X주 교육 갔다 왔으니 제가 그냥 대표로 쓸게요. 선생님들 힘드
니까 제가 대표로 할게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팀장님이 아니야, 다 한 번
내 보자 해서 다 내고, 제 것만 따로 내서 하게 된 거예요. 저 혼자 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다가 취업지원과로 같이 해서 동상이 돼서.; 연구자 (축
하드립니다. 그런 것들이 업앤다운에서 영향을 받지 않나 싶어서.; 맞아요.
(외부의 인정) 전임상담원 우리들을 무시하는 발언, 우리는 그냥 일반 상
담원인데 전임을 해 줬다는 그런 주위 분위기, 그런 것에 다운이 됐다가.
또 상담하다 보면 올라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불친절 혹은 악성민원) 특히 불친절 민원 들어왔다 이러면 저도 그렇거
든요. 그러면 저 자신, 제 성격상일 수 있지만 제 오랫동안 해 왔던 것들에
대해 하나하나 고민하게 돼요. 그 사람 것만 고민하면 좋잖아요. 그러지 않
아요. 전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해 왔던 게 맞는 것인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부터 시작하면 그 다음 상담할 때는 부담되잖아요. 계속 상담
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1～2주는 가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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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성과압박) 과거에 여기 …(중략)… 개별실적을 되게 해서 너무 힘
들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상담을 해서 진중하게…
이 분들이 사실 앉아서 하나 취업실적만 올리려고 취성패를 하는 건 아니
잖아요. 진로설정부터 시작해서 이분들 케어를 충분히 하고. 그래서 1년짜
리 사업을 만든 거잖아요. 그걸 할 때도 그것 생각밖에 안 들어요. 예를 들
면 알선채용을 몇 건 하고 그래야 하는데 나는 하나도 못 했어. 어떡하지.
그 생각을 …(중략)… 달라지죠. 빨리빨리 진행할 수밖에 없죠 …(중략)…
벌써 열 개 했어, 나 두 갠데. 세상에. 그러면 되게 혼자 비교해요. 또 고민
하기 시작하고. 우울해지기 시작.
(실적․성과압박) 짜증나죠. 요즘 유행어가 기승전 알(선)충(족) 인데요.
안 할 수는 없는데, 너무 중간에서, 위에서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상담하러 왔는지, 알충하러 왔는지. 상담사가 맞나? 취성패는 알충보단 상
담을 주로 가야 하는데 자꾸 알충을 가야 하지? 그런 부분이 사실 마음속에
있지만 시키면 또 열심히 하니까요 …(중략)… 스트레스 제일 많이 받죠.
(실적․성과압박) 나 이번 달, 다음 달까지 되게 못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아무래도 실적이라는 게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잖아요. 사실이잖아
요. 저도 옛날에 해 왔던 거기 때문에 옆 친구는 벌써 …(중략)… 벌써 열
개 했어, 나 두 갠데. 세상에. 그러면 되게 혼자 비교해요. 또 고민하기 시
작하고. 우울해지기 시작. 근데 우리가 우울할 때랑 아, 나 너무 잘 하고 있
어 할 때랑 상담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중략)… 너
무 조임을 받으면 본인이 갖고 있는 멘탈이 흔들려서. 생활이 어그러져요.
(평가․보상 공정성) (평가과정에서) 그래도 기수 입사순서를 고려해야
하지 않겠냐, 갈등이 생기니까. 근데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중략)…
그럼 반복되잖아요. 기수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 해도 저분들이 다 승진하
고, 평가를 받고; 연구자 (이 사람은 계속 잘하는 걸 안 하게 되잖아요;
네. 실제 그런 분도 있었고.
(평가․보상 공정성) 일단 저희가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은 뚜렷
한 건 현재는 없고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고 하면 돈이죠. 그냥 우수실
적 표창, 포상? 이런 거 그냥 해 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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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보상 공정성) 그러나 그게 팀장님이 바뀔 때마다 그 기수가 지켜
지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팀장님은 와서 나는 내가 봤을 때 잘 하는 사람
한테 줘야 되겠어. 주고 갔어. 우리는 기수대로 주는 줄 알았더니. 그 다음
팀장님은 와서 기수대로 주는 거야, 또 줘. 그 다음 팀장님은 기수가 무슨
상관이야? 이러고 주고. 막 뒤섞이니까 포상을 주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는
거죠 …(중략)… 네. 열심히 안 해요 …(중략)… 의미가 없어요. 순서대로
주니까요.
(부서 내 상급자) 그 전에 실적을 굉장히 심하게 하시는 관리자분이 있었
다고, 그 때가 너무 힘들었다 얘기하셨어요.
(동료관계) 뭔가 공개적으로 할 때는 취합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중
략)… 저에게 심하게 하는 분들은 없는데, 예전에 비하면 지금은 사이들이
많이 안 좋죠. 한 공간에서 너무 오래 같이 일하다 보니까 점점 서로 양보
를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케미가 좋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정말 솔
직히 말씀드려서 안 좋습니다 …(중략)… 예를 들어 이 업무를 누가 해야
하는데, 그냥 제가 하면 되는데.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 한다. 네가 해
라 …(중략)… 조금 힘들다든지 이런 걸 별거 아닌 거 같은데.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못 하겠다고 팀장님한테 가서 얘기하고 …(중략)… 네. 민원
인들 얘기고요. 행정적으로 뭔가 처리를 할 때, 내가 하면 되는데 이걸 누
구 이름이 잠깐 걸려있다고 네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줘 버리고.
(동료관계) 동료하고 갈등관계는 영향을 많이 미치죠 …(중략)… 미칠 수
있죠. 그러니까 저한테 물으시는 거잖아요. 동료하고 갈등이 있으면 업무
에 지장을 받죠. 받습니다 …(중략)… 수다가 많죠. 그리고 질투도 많아요.
자기는 하기 싫고 안 하면서, 남이 잘 하면 꼴 보기 싫은 거죠 …(중략)…
네. 그런 것들로 인해 뒷소리가 들리거나 이러면. 그럼 이제 저 사람하고
는, 그렇게 해서 인간관계 쪽으로 안 좋은 것도 있고. 업무적인 것에 대해
서도 이게 연결이 돼요. 저희 같은 경우 제 업무가 다른 해가 바뀌어서 다
른 사람하고 업무를 바꾸게 되면, 이 업무가 이 사람한테 가잖아요. 인수인
계가 잘 돼야 하잖아요. 그리고 한 동안은 업무가 겹치겠죠. 이 사람이 불
만이 있다는데 나는 처음 받았으니까 …(중략)…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렇게 됐으면 이 사람 나한테 이렇게 막 불만을 터뜨리니까. 이전 상담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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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 가서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렇대. 나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전화로 불만이 있거나 와서 불만을 얘기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물어
볼 수 있잖아요. 이렇다고 하면 사실 저는 이전에 인수인계를 할 때 아, 그
래?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닌데, 내가 전화해 줄게. 혹은 그 사람 오면 날 불
러, 내가 대신 얘기해주고 연결 부드럽게 해 줄게. 저는 그렇게 하는 스타
일이에요. 제 업무가 넘어갔어도 이전 상담사니까 약간의 책임감을 느끼
고. 근데 전 이번에 옮기면서 이전 상담사가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
(중략)… 이럴 때마다 나한테 와서 물어볼 거야? 이젠 바뀌었어. 나한테
와서 물어보지 마. 이러는 거예요. 열이 확 받아서.
(동료관계) 저는 동료들끼리 저는 X년인가 했잖아요. 동료들끼리 격려를
많이 해 주고 많이 푸는 편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도 있고. 이걸 뭐라고 설
명해 드려야 할까요.

이상의 면접결과를 반영해, 본 연구에서는 업무량 과중에 대한 인식,
동료나 상급자 등으로부터 직업상담사라는 일이나 자신의 직무수행에 대
한 인정, 최근 성공․실패사례 인식, 실적이나 성과압박에 대한 인식, 평
가․보상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부서 내 동료 및 상급자와의 관계에 대
한 인식을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포함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
에서도 호텔직원을 연구한 김기성(2018)은 고객의 불량행동에 대한 인식
이 직무열의에 부정적인 결과를 보임을, 호텔 식음료 부서를 연구한 권영
국․윤혜영(2015)은 공정한 보상에 대한 인식이 직무열의에 긍정적인 영
향을 보임을, 이동통신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연구한 전태호(2018)는
종사자가 지각하는 인사공정성이 직무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
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정부출연연구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서영
표․이종건(2019)은 상사에 대한 신뢰가 직무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
임을, 항공사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주은경 외(2017)는 직장 내 따돌
림이 직무열의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기도 했다.
다. 일․직무 경험 인식(Ⅱ) : 리더십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상사와의 관계는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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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중요한 요소일 수있다. 관련해 일부 면담자는 상사의 리더십 스타일
역시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야기했다.
그 전에 실적을 굉장히 심하게 하시는 관리자분이 있었다고, 그 때가 너무
힘들었다 얘기하셨어요. 근데 제가 온 이후로 팀장님들은 그런 성향이진
않으셨는데 지금 팀장님은 목표를 같이 공유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 기관
이 어떻게 하고, 열심히 일하는 부분에 대해 분명 같이. 실적이나 이런 부
분이 나타나야 나중에 연말에 우리 부서가 잘 됐다 평가를 받을 수 있잖아
요. 그런 걸 공지했을 때 받아들이시는 입장이 그거는 너희 것이고,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몇몇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처음에 있었던 분은 업무를 굉장히 잘 하셨어요. 취성패 업무를. 처음 입사
할 때 계셨던 분은 본인이 지시를 딱 내려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렇게 해라. 두 번째 팀장님은 패키지 업무를 아예 안 하셨던 분이라, 업무
를 전혀 모르셨기 때문에 거의 우리끼리 알아서 해야 하는. 세 번째 팀장
님이 제일 편하긴 했던 것 같아요 …(중략)… 그냥 업무도 어느 정도 아시
면서, 따로 실적 가지고 얘기하신 적도 없고. 지시를 하신 적도 없고 …(중
략)… 저는 그 분 계셨을 때 열정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중략)… 지금
팀장님은 업무를 굉장히 잘 하시거든요. 실적 가지고 특별히 얘기도 안 하
시고 …(중략)… 이건 정말 개인적인 건데, 연구원님 말씀하신 게 어떤 의
미인지는 알겠는데, 정말 개인적으로 제가 그 분을 존경을 많이 했어요 …
(중략)… 롤모델 같은 느낌을 받아서. 그런 것 때문에 스스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다른 뭔가 팀장님이 역할, 그런 것 때문에 특별히 열심히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중략)… 네. 그 부드러운 리더십?; 연구자 (사람을
따르게 하는 뭔가가 있었나 보네요. 근데 그건 선생님만 그런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몇몇 선생님들은 동의를 하는 선생님도 있었고. 별로였다
는 사람도 있었고.
네. 여기에서 조직적인 분위기, 규범이 있잖아요. 조직적 규칙 부분에서도
갈리고. 사실 동료의 지지도 있고. 팀장님의 지지도 있고. 팀장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효율성이 뚝 떨어지는 다른 센터를 봤거든요. 말 한 마디
라도 따뜻하게 해야 하는데, ‘야, 알선충족 너 그거 왜 안했냐?’ 이런 식으
로 얘기하는 부분. 지시를 받는 사람이 우리가 조직이기 때문에 위에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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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오는 지시가 있긴 있지만, 그래서 우리도 이해를 해요. 과장님, 팀장님도
이해하는 게. 소장님이 얼마나 쪼면 우리한테 이러실까. 이해를 하는데도
이게 말 전달하는 게 사람과 사람이 하다 보니까, 말 한마디 잘 하는 게 좋
은데. 그걸 신통 맞게 못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중간리
더의 역할을 얼마나 잘 하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좀 달라져요.
제 경험만 먼저 말씀 드리면. 예를 들어 기안을 올린다고 해도 저는 똑같
잖아요. 똑같은 기안을 올려도 팀장님마다 다르다, 그럼 거기 맞춰나가는
기간들이 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하루 8시간 근무는 똑같은데 그것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그것에 따라 달라지는 게 제가 기안을 올려서 계속
그걸 바꾸거나, 수당을 처리하는데 이건, 이건 안 됐으니까 반려해서 만약
안 해준다고 하면 이 분은 상담할 때도 더 어려워져요. 아, 빨리 청구해줘
요 이러고 나 돈 없어요, 그 돈 받아서… 예를 들면 아주 단순하게 현실적
인 문제 해야 한다고 제가 최대한 빨리 해 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결제는
빨리빨리 안 한다,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그걸로는 안 되니까 뭐뭐 더 갖
고 와. 그렇게 한다고 하면 민원인 분한테도 스타일에 따라 얘기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규정이 있는데 행정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해
야 하는 어려움들이 있고. 처리가 안 되면 다시 전화를 해서 선생님 제가
빨리 처리해드릴게요, 이런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결제라든가 그런 부분은 워낙 잘 되고 있어서. 그런 게 지금 현
재 상황에선 없는데 제가 이제까지 경험상은 그걸로 인해 상당히 많이 힘
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빈번하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사의 리더십 스타일을 직무열의와 관계된 변수로
포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리더십 스타일은 크게 세 가지 리더십 구분
기준을 활용했다. 첫째,

과업중심(task-oriented)과 인화중심(inter-

personally oriented) 리더십의 경우, “과업에 적절한 행동에 초점을 두고
주어진 과업을 달성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리더십과 “부하직원의 사기와
복리를 중요시하며 인간적인 관계 유지에 관심”을 두는 리더십이다(Eagly
& Johannesen-Schmidt, 2001: 786). 둘째, 참여적(participative), 지시적
(directive) 리더십의 경우, “민주적으로 행동하고 부하직원을 의사결정과
정에 참여하도록”하는 리더십과 “지시적이고 부하직원이 의사결정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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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에 대해서 막는” 리더십이다(Eagly & Johannesen-Schmidt, 2001:
786∼787). 셋째, 변혁적(transformational), 거래적(transactional), 자유방
임적(laissez-faire) 리더십의 경우, 지속적인 혁신을 위해 “부하직원을 멘
토링하고 임파워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 올려 조직에 기여”하
는 리더십과, “부하직원에게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그들의 일을 감독하고,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에 보상을, 그렇지 못할 경우에 이를 바로 잡는 것”
에 초점을 두는 리더십과, “관리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는” 리더십을 의미
한다(Eagly & Johannesen-Schmidt, 2001: 787). 장재적․박형인(2018)은
참여적 리더십과 지시적 리더십 모두 직무열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16)
라. 일 관련한 심리상태나 인식(Ⅰ): 자기효능감
다음으로 앞서 언급한 일의 경험이나 경험에 대한 인식은 직접적으로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일 관련한 개인의 심리상태나 인식
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실패의 경험이 일에 있어 자신감이라는 심리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자신감 하락이 직무열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복수의 면담자는 어떤 이유에서든 일과 관련한 자신감이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야기 했다.
저는 잘 하죠. 요즘 알(선)충(족) 때문에 그런데 전 잘 하는 편이에요.
특히 불친절 민원 들어왔다 이러면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저 자신, 제
성격상일 수 있지만 제 오랫동안 해 왔던 것들에 대해 하나하나 고민하게
돼요. 그 사람 것만 고민하면 좋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전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해 왔던 게 맞는 것인가.

16) 면담내용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상급자 리더십 특성에 더해 이러한 리더십 특성
과 개인의 성향차이 역시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요소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리더십 특성에 추가해 성격 또한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추가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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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번 달, 다음 달까지 되게 못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아무래도 실적이라
는 게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저도 옛날에 해
왔던 거기 때문에 옆 친구는 벌써 …(중략)… 벌써 열 개 했어, 나 두 갠데.
세상에. 그러면 되게 혼자 비교해요. 또 고민하기 시작하고. 우울해지기 시
작. 근데 우리가 우울할 때랑 아, 나 너무 잘 하고 있어 할 때랑 상담 스타일
이 다르잖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중략)… 오늘 해서 채용이 됐어, 내
가 해 준 데 취업했어. 그럼 이후부터는 할 때도 너무. 그리고 그게 내적 만
족이 되는 거예요. 너 잘한다, 잘한다 내적 만족이잖아요. 상도 주고. 외부에
서도 상담하는 것 보니 너무 잘 하던데? 라든가 민원인이 너무 잘 한다고
친절하다고 상 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내가 했던 성과를 내는
것에 대한 내적보상이잖아요. 자기만족도 되게 크잖아요. 결국은 외적보상
이지만 나아가는 과정은 내적보상. 그러면 나 잘 하고 있다, 상담도 얼굴 표
정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저분 오늘 신청돼서 되게 잘 했는데
하면, 봤을 때 상담할 때도 자신감 있게 아, 그러셨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잘 하고 있다면 열의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해서 안 되면 우울감이
있기도 하고, 위축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게 잘 하고 있는 건가 싶
기도 하고. 그 다음부터 우울하거나 위축되면 상담할 때 목소리도 작아지고.
물어보며 대답도 네, 뭐 그렇죠 이렇게 하고. 목소리 자체도.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열의로 이어지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면담자들이 언급한 개인의 일 관련 심리상태나 인식을 측정하는 개념
으로 개인의 효능감(efficacy)이라는 개념이 자주 활용되고 있다. 효능감
은 “개인이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어지는 직무를 수행하
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판단”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Riggs & Knight,
1994: 755). 기업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최영준․심원술(2016)의 연구에서
도 자기효능감은 직무열의와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효능감을 직무열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가정해 분석모델에 포함하고자 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Riggs & Knight(1994)가 제시한 총 열 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Personal
Efficacy Beliefs Scale을 고유경(2006)이 번역한 자료를 보다 매끄럽게
수정해 활용하였다.

124

전환기 고용서비스의 현재와 미래

마. 일 관련한 심리상태나 인식(Ⅱ) : 일로 인한 지침
유사하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일 때문에 지치거나 혹은 탈진하게 되는
상황에 이를 경우 이 역시 직무열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복
수의 면접자들은 여러 이유에서 지치게 될 경우 직무열의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아까 말했듯 대상자 수 너무 많으면 관리할 것 너무 많고, 했던 얘기 또 하
고 전화 많고 이러면 힘들잖아요. 지치고.
어떤 분은 바쁘다고. 그 분들은 사정을 모르잖아요. 바쁘다고 전화하자마
자 물어볼 거 있었는데 이따 전화하라고. 또는 이따 전화 한다고 전화 바
로 끊더라 (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이런 것도 많거든요. 그걸 한 번
계속 경험하다 보면 위축되기도 하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중략)… XXX 선생님들은 계속 이것만 하니까 좀
계속 힘드신 상황을 겪고. 아까 힘드신 상황도 계속 겪으니 이게 지치고.
쌓이는 게.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걸 가만히 멍하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 있잖아요. 그런
부분, 머리를 비운다는 …(중략)… 그렇게 해서 오면 아, 다시 한 번 좀 해
봐야지. 힘이 생겨나는 것 있잖아요 …(중략)… 한 번 처음부터 다시 해
봐야지,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서
너무 조임을 받으면 본인이 갖고 있는 멘탈이 흔들려서. 생활이 어그러져요.
이전 소장님 같은 경우 실적을 좀 신경 쓰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각 파트 파트장님을 모아서 회의를 하셨거든요. 안 좋은 얘기라기
보다 독려하는 식으로 더 해 주셨고. 그런 회의를 되게 자주 여셨어요; 연
구자 (그렇게 되면 좀 실적 압박을 받으시죠?); 받죠. 그걸 제가 또 팀원
들한테 얘기하면서 팀원들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민원인이랑 싸운다든지, 부드럽게 넘어가도 되는 문제를 짜증을 낸다든지.
이런 걸 보면 이런 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연구자 (그런 분
들이 좀 지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상담 그만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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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고, 다른 부서 가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제 업무가 넘어갔어도 이전 상담사니까
약간의 책임감을 느끼고. 근데 전 이번에 옮기면서 이전 상담사가 제가 그
래서 물어봤어요 …(중략)… 이럴 때마다 나한테 와서 물어볼 거야? 이젠
바뀌었어. 나한테 와서 물어보지 마. 이러는 거예요. 열이 확 받아서.
열의가 꺾이지는 않는데. 안주하는 것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돼. 여긴 안 고쳐지는 게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것.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것들이 드러나니까 이건 남들도 안 하는데 나도 안 해. 그러니
까 만약 진급체계나 보상체계가 있었으면,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내 전망이, 미래가 밝지 않잖아요. 내가 뭐 하러 열심히 해.
이 만큼 하고 말자, 하고 타협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해요.
열의를 줄이게 하는 게 너무 많은.
연구자 (오래된 연차 선배님들도 좀 그러세요? 시간이 좀 지나면 번아웃
된 게 느껴지세요?); 네. 보여요.; 연구자 (확실히 보이세요? 관행적으로.
좋은 사람이든 안 좋은 사람이든 관계없이?); 관계없이. 연차가 오래되고
여기 너무 오래 있었고 이거 너무 지겨워.

면담자들이 언급한 이와 같은 일 관련 개인의 심리상태와 유사한 개념
으로 개인의 일로 인한 탈진 혹은 고갈(exhaustion)이라는 개념이 빈번하
게 활용되는 편이다. 고갈은 아주 강한 “신체적, 감정적, 인지적 긴장의
결과”로 정의될 수 있다(Demerouti et al., 2003: 14). 본 연구에서는 일로
인한 탈진을 직무열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가정해
본 분석모델에 포함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Demerouti et
al(2010)에서 제시한 Oldenburg Burnout Inventory중 일로 인한 탈진을
측정하는 총 8개의 질문을 연구자가 직접 번역하여 활용하였다.
바. 일 관련한 심리상태나 인식(Ⅲ) : 직업존중감
이에 더해 면담자는 직업상담사라는 직업에 대한 가치 인식 역시 직무
열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면담자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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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이와 관련된 긍정적 인식은 일을 하면서 커지기도 하는 반면, 외부
의 영향으로 줄어들기도 했다.
사람들에게 뭔가 해 줄 수 있다는 것. 나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행복함을
느꼈다는 것이 저는 되게 뿌듯했거든요. 그리고 출장도 나가고 같이 박람
회 같은 데 가서 홍보도 하고 그러면서 아, 내가 나의 일은 작지만 나로 인
해서 이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구나 느꼈거든요.
전임상담원인 우리들을 무시하는 발언, 우리는 그냥 일반 상담원인데 전임
을 해 줬다는 그런 주위 분위기, 그런 것에 다운이 됐다가. 또 상담하다 보
면 올라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저는 직상 1급도 있고, 대학원 졸업 하고, 다른 것도 있어요. 만약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역량이 있다고 하는 그런 분들을 단지
실업급여? 직무과? 거기에서 번호표 뽑고 상담하는? 이건 손실이 되지 않
을까요.

면담자가 언급한 이러한 일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직업 존중감
(job-esteem)이라는 개념이 활용되기도 한다. 직업존중감은 “자기의 현재
혹은 장래 직업에 대하여 나름대로 부여하는 가치 평가 및 기대의 정도”
로 정의될 수 있는데(고동우․전병길, 2002: 282), 본 연구에서는 특히 현
재 직업에 대한 가치 평가 및 기대의 정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를 측정
하는 다면적으로 검증된 지표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박영진
(2013)이 활용한 직업존중감의 3개의 하위개념을 측정한 12개 질문을 활
용하였다.
사. 개인 특성(Ⅰ) : 성격
한편 일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거나 무관한 여러 개인적 특성 역시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복수의 면담자들은 상담업무 자체를 잘
수행하는 성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상담이 저는 잘 맞는 것 같아요. 민원인 분들 만나는 게 부담스럽거나 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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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받지 않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재밌더라고요 …(중략)… 힘드신 분들
을 만나도, 이 분은 이래서 이런가? 그런 생각을 하면 재밌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얼마나 즐기고 있느냐. 보면 별것도 아닌데 상담하는데 짜증
내고 이러시거든요. 그럴 일이 아닌데 상담이 아마 안 맞아서 그렇지 않나
…(중략)… 별것도 아닌데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
도로. 그건 상담이 안 맞는 분이 앉아 있어서.
제가 상담사하고 잘 맞아요, 제 성향이 …(중략)… 네. 사람 만나서 얘기하
는 거 좋고, 이 사람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그
사람에게 조언해 주는 것을 좋아하는 거죠. 그 성향이 많다는 거죠.
전 적성이 상담해 주는 것은 맞는데, 1:1 상담도 괜찮고 전 사실 집단상담
을 운영하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것도 상담의 일종이니까요. 상담은
저한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면담결과를 반영해 본 연구에서는 성격연구에 있어 자주 활용
되고 있는 성격 5요인(five factor model)을 기반으로 이들의 직무열의와
성격간의 관계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McCrae & John, 1992). 성격 5요인
에서 의미하는 다섯 가지 개인의 성격은 개방성(openness), 성실성
(conscientiousness), 외향성(extraversion), 친화성(agreeableness), 그리
고 신경증(neuroticism)이다(McCrae & John, 1992). 기업 직장인을 대상
으로 한 백수민․양해술(2017)의 연구에서도 직무열의와 성격 5요인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있는데, 신경증을 전치한 후 측정한 성격특성은 직무
열의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직업상
담사의 성격을 측정하기 위해 독일사회경제패널(The German SocioEconomic Panel Survey: SOEP) 내 설문 항목을 응용해 활용한 한국노동
패널 18차 부가조사에 포함된 15가지 질문을 그대로 활용하였다(Richter
et al, 2013; 한국노동연구원, 2017).
아. 개인 특성(Ⅱ) : 회복탄력성
이 외에 확인할 수 있었던 개인의 또 다른 특성은 소위 스트레스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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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개인이 회복하는 능력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면담에 참여한 한 직업상
담사의 경우 교육훈련과정을 통해 여유를 경험하고, 이로 인해 자신이 스
트레스로부터 일정정도 회복할 수 있었음을 언급했다. 이 같은 면담결과
는 부정적인 심리적 상태 혹은 상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직업상담사
의 역량수준 또한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요소임을 보여
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약간, 네. 그러면 달라지기도 한 대요. 하면서 공부하면서. 그 쉰다는 의미
가 그냥 누워서 자야지, 물론 그게 쉬는 의미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 생
각할 여유가 없는 걸 가만히 멍하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 있잖아요. 그런
부분, 머리를 비운다는 …(중략)… 그렇게 해서 오면 아, 다시 한 번 좀 해
봐야지. 힘이 생겨나는 것 있잖아요 …(중략)… 한 번 처음부터 다시 해
봐야지,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서

이와 같은 개인의 스트레스로부터의 극복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으로
회복탄력성(resilience)이라는 개념이 자주 활용된다. 회복탄력성은 “스트
레스로부터 회복하는 능력”으로 정의해 볼 수 있다(Smith et al., 2008:
194). 임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문인오 외(2013)의 연구에서도 회복탄
력성과 직무열의는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된다. 본 연구에서
는 회복탄력성을 직무열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가정해
분석모델에 포함했다. 회복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Smith et
al(2008)이 제시한 총 여섯 가지의 질문으로 구성된 The Brief Resilience
Scale을 활용했으며, 박지혜(2011)가 번역한 내용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자. 개인 특성(Ⅲ) : 성취욕
다음으로 개인의 성취욕 또한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일 수 있
다. 이는 성취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사람일수록 직무에 대한 열의
도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면담자들은 다양한 이유에서 성취욕이 일정정도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중략)… 오늘 해서 채용이 됐어, 제가 해 준 데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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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했어. 그럼 이후부터는 할 때도 너무. 그리고 그게 내적 만족이 되는 거
예요. 너 잘한다, 잘한다 내적 만족이잖아요. 상도 주고. 외부에서도 상담
하는 것 보니 너무 잘 하던데? 라든가 민원인이 너무 잘 한다고 친절하다
고 상 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내가 했던 성과를 내는 것에 대
한 내적보상이잖아요. 자기만족도 되게 크잖아요. 결국은 외적보상이지만
나아가는 과정은 내적보상. 그러면 나 잘 하고 있다, 상담도 얼굴 표정 자
체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저분 오늘 신청돼서 되게 잘 했는데 하면,
봤을 때 상담할 때도 자신감 있게 아, 그러셨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잘
하고 있다면 열의도 되는 거예요.
나 이번 달, 다음 달까지 되게 못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아무래도 실적이라
는 게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저도 옛날에 해
왔던 거기 때문에 옆 친구는 벌써 …(중략)… 벌써 열 개 했어, 나 두 갠데.
세상에. 그러면 되게 혼자 비교해요. 또 고민하기 시작하고. 우울해지기 시
작. 근데 우리가 우울할 때랑 아, 나 너무 잘 하고 있어 할 때랑 상담 스타
일이 다르잖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중략)… 너무 조임을 받으면 본인
이 갖고 있는 멘탈이 흔들려서. 생활이 어그러져요.
개인성향도 있고요. 전 개인성향이 크고요 …(중략)… 저는 힘들어도 뭐
하나 어려운 것을 목표삼아 성취감을 갖는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려
운 내담자를 최종적으로 취업시켰을 때의 그 나만의 기쁨?; 연구자 (내면
적인 만족도) 네. 그런 것도 있고, 조직적 규범 있잖아요, 조직에서 나를
인정해 주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게 일의 효율성을 좀 더 높여주는
부분도 당연히 있고요. 또 동료들과 같이 잘 한다, 잘 한다, 네가 있으니까
역시 이런 정보도 주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부분도 큰 것 같아요. 세 가지
가 복합적인 것 같아요.
저만의 목표가 있는데, 예를 들어 상담 쪽이라고 하면 이분은 꼭 취업시켜
야지 마음먹었을 때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해냈으면 저만의 성취감이 있
어요. 나는 역시 이 상담사 역할이 맞는 거야, 그러다 보면 다른 분들에게
도 적용하게 되고, 나의 케이스가 또 나의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
분에서 올라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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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면담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수
준, 즉 성취목표수준이 높을수록 성취욕이 높은 것으로 가정해 성취목표를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로 포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성취목표는 “성취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자 하는 이유나 목적,” 즉
성취를 위한 동기로 정의내릴 수 있는데(Elliot et al., 2011: 632), Elliot et
al.(2011)은 이를 세 가지 하위요소, 즉 과업 자체를 잘 수행하고자 하는
욕구, 자신의 성장을 위한 욕구, 타인보다 뛰어나고자 하는 욕구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성취목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Elliot et al.(2011)이 제시한 3×2 Achievement Goal 질문지에 포함된 질문
들 중 긍정적 방향의 성취목표, 즉 실패를 회피하기 위한 성취목표가 아닌
성공을 추구하기 위한 성취목표를 측정하는 총 9개의 질문을 연구자가 번
역한 후 활용하였다. 성미송․박영석(2005)은 위 3×2 Achievement Goal의
이전 버전 지표인 2×2 지표 중 긍정적 방향의 성취목표 지표들과 성취욕
구가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차. 종속변수 : 직무열의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핵심변수인 직무열의는 앞서 언급한 Schaufeli
et al.,(2002)의 정의를 따른다. 본 정의에 의하면 직무열의는 활력, 헌신,
몰두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Schaufeli et al.(2006)은 이를 측정하기
위해 총 아홉 가지 질문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는
장성희(2009)가 번역한 자료를 일부 수정해 활용하였다.

3. 요인 간 관련성 가정 및 실태조사 결과분석17)
가. 분석 모델 구성 : 요인 간 관련성 가정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일선 직업상담사 면담을 통해 확인한 직무
17) 본 절의 분석 및 집필은 필자가 직접 수행했으나, 분석단계별 판단 및 기준과 관
련해서는 김성용 박사(한양대 전임연구원)의 자문을 거쳤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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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객관적 일 경험, 일 경험에 대한 인식, 일과
관련된 개인의 심리상태 혹은 특성 등 일과 관련된 부분과 일과 무관한
개인의 심리적 성향이나 특성,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판단된
다. 이에 본 연구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일정정도 구분해 탐색적 분석모델
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이 두 가지 요소는 완전히 구분되는 요소로 보
기는 어렵기에, 이들 역시 일정정도 관계가 있음을, 특히 개인의 심리적
성향이나 특성 사이에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가정해 탐색적 모
델을 구성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일과 관련된 세 가지 세부 요소들 간 관
련성에 있어 객관적 일경험이나 일 경험에 대한 인식이 일과 관련된 개인
의 심리상태나 특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 일과 관련된 개인의 특성이 직
무열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순화한 탐색적 분석 모델
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일 경험은 그 자체로 직무열의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이와 관련한 관련성 역시 분석모델에 포함
하고자 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분석모델을 간략하게 도식화하면 [그림
4-1]과 같다.
한편 확인한 변수들 중에서 정책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들은 인
사․조직관리를 통해 개입이 가능한 일경험이나 일경험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변수들일 것이다. 이를 고려해 본 연구에서는, 전체 모델을 분석
[그림 4-1] 직무열의에 미치는 요인들 간 관계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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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전 단계로 직무열의와 이들 일경험 변수들 간의 직접적인 관계
를 확인해 보기 위해 이들만을 주요변수로 활용한 구조방정식 결과 또한
제시해 보고자 한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정책적 관점에서 상대적인 중요
성을 고려해 이와 같은 접근방식을 택했으나, 이는 일경험을 제외한 변수
들 모두 정책적으로 전혀 유의미하지 않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나. 분석결과
먼저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을 제시하면 <표 4-1>과 같다. 이들 변수
의 기술분석 결과 중 정책적 관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결과 중의 하
나는 리더십과 관련한 결과이다. <표 4-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취업상
담사들의 경우 현재 경험하고 있는 리더십과 별개로 바람직한 리더십과
관련해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응
답자들이 담당자들의 리더십은 인화적이고, 참여적이며, 변혁적이어야 함
을 응답하고 있었다. 물론 직업상담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리더십이 성
과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또 담당부서장의 생각과도 다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직업상담사들은 현재와 일정정도 다른 형태의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한 구
조방정식분석 결과를 순차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으로 확인한 총 네 가지의 분석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일경험 혹은 일경험 인식과 직무열의의 직접
적인 관계를 탐색한 구조방정식 결과와 일과 관련된 개인의 심리상태나
특성이 위 일경험 혹은 일경험 인식을 매개하는 모델을 활용해 이들의 관
계를 탐색한 구조방정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각각의 분석 모
델에는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심리특성을 반영한 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결과와 통제한 결과를 따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즉, 구조방정식 연
구결과로 1) 통제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일경험 변수와 직무열의간 주효과
모형 혹은 회귀모형, 2) 통제변수를 고려한 일경험 변수와 직무열의 간
주효과모형 혹은 회귀모형, 3) 통제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일경험 변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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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분석 대상 변수 기술통계
사례 수(명) 최소
직무열의
활력(세 질문 평균)
헌신(세 질문 평균)
몰두(세 질문 평균)
객관적 일․직무 경험
센터 근무경력(년)
현재 팀 상담경력(년)
입직 후 전체 상담경력(년)
교육훈련 시간(시간)
월평균 임금(만 원)
일․직무 경험에 대한 인식
업무량 과중 인식
일 자체 구성원 인정 인식(두 질문 평균)
일 수행 구성원 인정 인식(두 질문 평균)
일 수행 참여자 인정 인식
일 수행 직장 공식적 인정 인식
악성민원 어려움 인식
취업성공 뿌듯함 인식
취업실패 낙담 인식
성과에 대한 압박 인식
평가․보상 공정 인식
직장구성원 간 관계 인식(두 질문 평균)
리더십 1(과업=0 vs. 인화=1)
리더십 2(참여=0 vs. 지시=1)
리더십 3(거래 아님 vs. 거래=1)
리더십 4(자유방임 아님 vs. 자유방임=1)
일․직무 관련 심리상태나 특성
자기효능감(열 개 질문 평균)
일로 인한 지침(여덟 질문 평균)
직업존중감: 긍정적 가치(다섯 질문 평균)
직업존중감 : 사회적 평판(네 질문 평균)
직업존중감 : 부정적 대우(세 질문 평균)
개인특성
성격 : 개방성(세 질문 평균)
성격 : 성실성(세 질문 평균)
성격 : 외향성(세 질문 평균)
성격 : 친화성(세 질문 평균)
성격 : 신경증(세 질문 평균)
회복탄력성(여섯 질문 평균)
성취목표 : 자신(세 질문 평균)
성취목표 : 타인(세 질문 평균)
성취목표 : 과업(세 질문 평균)
기타 개인 통제변수
성별(남=0 vs. 여=1)
연령(세)
학력(고=1, 전문=2, 대=3, 대학원=4)
정규직 여부(아니다 vs. 그렇다=1)
자료 : 저자 작성.

최대

평균 표준편차

313
313
313

1
1
1

7
7
7

3.94
4.80
4.72

1.25
1.17
1.19

313
313
313
313
313

0
0
0
0
90

26
9
10
300
410

7.35
3.58
3.68
24.52
216

4.36
2.55
2.41
33.19
36

313
313
313
313
313
313
313
313
313
313
313
313
313
313
313

1
1
1
1
1
1
1
1
1
1
1
0
0
0
0

5
4
4
4
4
4
4
4
5
5
5
1
1
1
1

3.65
2.11
2.39
2.82
1.73
2.63
2.55
2.27
3.69
2.98
3.57
0.46
0.32
0.36
0.09

0.87
0.82
0.74
0.75
0.86
0.81
0.72
0.71
0.90
0.93
0.75
0.50
0.47
0.48
0.29

313
313
313
313
313

2.5
1
1.2
1.25
1

5.9
4
5
5
4.3

4.12
2.54
3.62
3.64
2.00

0.60
0.58
0.73
0.69
0.75

313
313
313
313
313
313
313
313
313

1
2.67
1.33
2.67
1.33
1
2.67
2.33
2

6.67
7
7
7
7
5
7
7
7

4.32
5.15
4.75
4.99
4.01
3.20
5.58
5.21
5.70

1.02
0.84
0.86
0.83
1.07
0.67
0.90
1.02
0.91

0
26
1
0

1
61
4
1

0.92
45
2.94
0.87

0.27
7
0.58
0.34

313
313
313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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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리더십 기술분석 결과
(단위 : 명, %)
상급자 리더십
과업 vs. 인화

참여 vs. 지시

변혁 vs. 거래
vs. 자유방임

본인 선호 리더십

바람직한 리더십

과업

170(54.3)

과업

35(11.2)

과업

33(10.5)

인화

143(45.7)

인화

278(88.8)

인화

280(89.5)

참여

213(68.1)

참여

306(97.8)

참여

310(99.0)

지시

100(32.0)

지시

7(2.2)

지시

3(1.0)

변혁

171(54.6)

변혁

268(85.6)

변혁

278(88.8)

거래

114(36.4)

거래

32(10.2)

거래

22(7.0)

자유방임

28(9.0) 자유방임

13(4.2) 자유방임

13(4.2)

자료 : 저자 작성.

직무열의 간 매개모형 혹은 다변량모형, 4) 통제변수를 고려한 일경험 변
수와 직무열의 간 매개모형 혹은 다변량 모형을 제시해 보고자한다. 모형
추정에 있어서는 구조방정식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Maximum
Likelihood 방식을 활용했다(Savalei & Bentler, 2006).
먼저, 유의미한 변수만을 포함한 통제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일경험 변
수와 직무열의 간 주효과모형 혹은 회귀모형 결과는 [그림 4-2] 및 <표
4-3>과 같다. 먼저, 분석에 포함된 종속변수인 직무열의 잠재변수는 측정
변수가 세 개로 구성되어 완전적합모형으로 모형적합도를 충족하였다.
이는 이후 분석에 활용된 다른 두 잠재변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으
로 본 주효과모형 자체의 전체 측정모형은 일부 지수의 경우 임계치를 보
이는 것도 있으나 대체로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χ
2=39.887[p<0.01], RMSEA=0.098, CFI=0.961, TLI=0.929). 분석결과를 확
인해 보면, 최근에 악성민원으로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인식할수
록 직무열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직장 상급자나 동료가 하고
있는 일을 사회적으로 의미가 큰일로 평가할수록, 직장 상급자와 동료들
간 관계가 좋을수록, 최근 어려운 사례를 성공시켜 뿌듯한 느낌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인식할수록, 참여자로부터 일을 잘 처리한다는 인정을 받
을수록 직무열의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위 첫 번째 모델에서 통제변수를 포함해 분석한 결과, 즉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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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변수를 고려한 일경험 변수와 직무열의 간 주효모형 혹은 회귀모형 분
석결과를 제시하면 다음 [그림 4-3]과 <표 4-4>와 같다. 그림에서 확인
가능한 바와 같이 본 모델에는 기존의 직무열의 이외에 세 개의 측정변수
[그림 4-2] 통제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일경험 변수와 직무열의 간 주 효과모형
(비표준화 계수)

주 : 1) χ2=39.887(p<0.01), RMSEA=0.098, CFI=0.961, TLI=0.929.
2) * p<.05, ** p<.01
자료 : 저자 작성.

<표 4-3> 통제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일경험 변수와 직무열의 간 주 효과모형
(비표준화 계수)
계수

표준편차
(OIM)

z

p

-0.131

0.065

-2.02

0.043

직장 구성원의 긍정적 일평가

0.285

0.068

4.18

0.000

직장 구성원 간의 좋은 관계

0.180

0.070

2.55

0.011

어려운 사례 성공의 뿌듯함

0.275

0.080

3.42

0.001

참여자로부터의 인정

0.199

0.073

2.71

0.007

악성민원 어려움 경험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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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된 성취욕과 관련한 잠재변수가 추가로 포함되었다. 본 주효과모
형 자체의 전체 측정모형 역시 적합도 기준을 대체로 충족하는 것으로 판
단하였다(χ =102.092[p<0.01], RMSEA=0.077, CFI=0.963, TLI=0.942). 분
석결과를 확인해 보면, 먼저 업무량이 많다고 인식할수록 직무열의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앞서 모델에서와 같이 직
장 상급자나 동료가 하고 있는 일을 사회적으로 의미가 큰일로 평가할수
록, 최근 어려운 사례를 성공시켜 뿌듯한 느낌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인
식할수록 직무열의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외에, 인구사회학적 변수로는 연령이 많을수록, 성격적인 측면에서
는 성실성이나 외향성의 정도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그리
고 성취욕이 높을수록 직무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통제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과 관련된 심리상태나
인식을 매개변수로 가정한, 즉 통제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일경험 변수와
직무열의 간 매개모형 혹은 다변량모형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 [그림 4-4]
와 <표 4-5>와 같다. 그림에서 확인 가능한 바와 같이, 본 모델에는 기존
의 직무열의 이외에 세 개의 측정변수로 구성된 직업존중감과 관련한 잠
재변수가 추가로 포함되었다. 본 매개모형 자체의 전체 측정모형은 일부
지수의 경우 임계치를 보이는 것도 있으나 대체로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
는 것으로 판단하였다(χ =140.018[p<0.01], RMSEA=0.078, CFI=0.947,
TLI=0.898).
분석결과를 확인해보면, 일․직무 경험 인식 변수를 일과 관련한 심리
상태 특성 변수인 일로 인한 지침, 자기효능감, 직업존중감이 매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일․직무 경험과 세 매개변수와의 관계를 확인해 보면,
먼저, 어려운 사례 성공 뿌듯함, 직장 구성원 좋은 관계, 직장 구성원 긍
정적 일평가, 자유방임형 리더십은 일로 인한 지침과 부적관계를 보이는
반면, 악성민원 어려움 경험, 업무량이 많다는 인식, 실적이나 성과의 압
박은 이와 정적 관계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자기효능감과 관련해서는
어려운 사례 성공 뿌듯함, 참여자로부터의 인정, 업무량이 많다는 인식,
직장 구성원과 좋은 관계가 정적인 관계를 보임이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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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통제변수를 고려한 일경험 변수와 직무열의 간 주 효과모형(비표준화 계수)

주 : 1) χ =102.092(p<0.01), RMSEA=0.077, CFI=0.963, TLI=0.942.
2) * p<.05, ** p<.01.
자료 : 저자 작성.

직업존중감의 경우, 악성민원 어려움 경험과는 부적인 관계를 보이는 반
면, 어려운 사례 성공 뿌듯함, 직장 구성원과의 좋은 관계, 직장 구성원
긍정적 일평가, 자유방임형리더십과 긍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음이 확
인된다. 다음으로 이들 세 개의 매개변수 중, 일로 인한 지침은 직무열의
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자기효능감과 직업존중감은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침이 확인된다. 이들 관계와 별개로 참여자로부터의 인정, 직장
구성원 긍정적 일평가는 직무열의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임이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직업존중감의 경우, 악성민원 어려움 경험과
는 부적인 관계를 보이는 반면, 어려운 사례 성공의 뿌듯함, 직장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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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통제변수를 고려한 일경험 변수와 직무열의 간 주 효과모형(비표준화 계수)
계수

표준편차
(OIM)

z

p

-0.101

0.048

-2.11

0.035

직장 구성원의 긍정적 일평가

0.273

0.054

5.02

0.000

어려운 사례 성공의 뿌듯함

0.128

0.061

2.10

0.036

연령

0.021

0.006

3.49

0.000

성실성

0.231

0.061

3.79

0.000

외향성

0.165

0.055

3.01

0.003

회복탄력성

0.236

0.070

3.40

0.001

성취욕

0.330

0.060

5.51

0.000

업무량 많다는 인식

자료 : 저자 작성.

[그림 4-4] 통제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일경험 변수와 직무열의 간 매개모형 혹
은 다변량모형(비표준화 계수)

주 : 1) χ =140.018(p<0.01), RMSEA=0.078, CFI=0.947, TLI=0.898).
2) p<.05 수준에서 실선은 정적 관계, 점선은 부적 관계를 보여줌.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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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통제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일경험 변수와 직무열의 간 매개모형 혹은
다변량모형(비표준화 계수)

일로 인한 지침
악성민원 어려움 경험
어려운 사례 성공의 뿌듯함
참여자로부터의 인정
업무량 많다는 인식
실적이나 성과의 압박
직장구성원 간의 좋은 관계
직장구성원의 긍정적 일평가
자유방임형 리더십
자기효능감
악성민원 어려움 경험
어려운 사례 성공의 뿌듯함
참여자로부터의 인정
업무량 많다는 인식
실적이나 성과의 압박
직장구성원 간의 좋은 관계
직장구성원의 긍정적 일평가
자유방임형 리더십
직업존중감
악성민원 어려움 경험
어려운 사례 성공의 뿌듯함
참여자로부터의 인정
업무량 많다는 인식
실적이나 성과의 압박
직장구성원 간의 좋은 관계
직장구성원의 긍정적 일평가
자유방임형 리더십
직무열의
일로 인한 지침
자기효능감
직업존중감
악성민원 어려움 경험
어려운 사례 성공의 뿌듯함
참여자로부터의 인정
업무량 많다는 인식
실적이나 성과의 압박
직장구성원 간의 좋은 관계
직장구성원의 긍정적 일평가
자유방임형 리더십
자료 : 저자 작성.

계수

표준편차
(OIM)

z

p

0.138
-0.119
-0.019
0.106
0.154
-0.162
-0.082
-0.235

0.037
0.042
0.039
0.034
0.033
0.038
0.036
0.097

3.72
-2.81
-0.49
3.08
4.60
-4.28
-2.29
-2.43

0.000
0.005
0.623
0.002
0.000
0.000
0.022
0.015

-0.053
0.213
0.206
0.101
-0.044
0.106
-0.075
0.175

0.041
0.047
0.044
0.038
0.037
0.042
0.040
0.108

-1.28
4.51
4.7
2.63
-1.18
2.51
-1.88
1.62

0.202
0.000
0.000
0.009
0.239
0.012
0.060
0.104

-0.100
0.239
0.005
-0.071
-0.027
0.244
0.188
0.279

0.047
0.054
0.050
0.044
0.043
0.048
0.046
0.122

-2.13
4.43
0.1
-1.63
-0.63
5.09
4.13
2.28

0.033
0.000
0.919
0.103
0.529
0.000
0.000
0.023

-0.300
0.249
0.802
0.049
0.008
0.137
0.008
0.007
-0.071
0.124
-0.031

0.103
0.079
0.106
0.055
0.065
0.060
0.052
0.051
0.058
0.056
0.143

-2.92
3.14
7.53
0.88
0.12
2.3
0.16
0.14
-1.22
2.22
-0.22

0.003
0.002
0.000
0.378
0.903
0.021
0.876
0.891
0.222
0.02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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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통제변수를 고려한 일경험 변수와 직무열의 간 매개모형 혹은 다변량
모형(비표준화 계수)

주 : 1) χ =128.995(p<0.01), RMSEA=0.069, CFI=0.955, TLI=0.921
2) p<.05 수준에서 실선은 정적 관계, 점선은 부적관계를 보여줌.
자료 : 저자 작성.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이들 세 개의 매개변수
중, 일로 인한 지침은 직무열의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자기효능
감과 직업존중감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이 확인된다. 이들 관계와 별개
로 참여자로부터의 인정, 직장 구성원 긍정적 일 평가는 직무열의에 직접
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도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개인 심리상태나 성향 등을 포함하고 일과 관련된 심리상
태나 인식을 매개변수로 가정한, 즉 통제변수를 고려한 일경험 변수와 직
무열의 간 매개모형 혹은 다변량모형의 결과를 제시하면 [그림 4-5] 및
<표 4-6>과 같다. 본 매개모형 자체의 전체 측정모형은 대체로 적합도 기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χ =128.995[p<0.01], RMSEA=0.069,
CFI=0.955, TLI=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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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통제변수를 고려한 일경험 변수와 직무열의 간 매개모형 혹은 다변량
모형(비표준화 계수)

일로 인한 지침
악성민원 어려움 경험
어려운 사례 성공의 뿌듯함
업무량 많다는 인식
실적이나 성과의 압박
직장 구성원 간의 좋은 관계
직장 구성원의 긍정적 일평가
자유방임형 리더십
연령
성실성
개방성
직무존중감
악성민원 어려움 경험
어려운 사례 성공의 뿌듯함
업무량 많다는 인식
실적이나 성과의 압박
직장 구성원 간의 좋은 관계
직장 구성원의 긍정적 일평가
자유방임형 리더십
연령
성실성
개방성
직무열의
일로 인한 지침
직업존중감
악성민원 어려움 경험
어려운 사례 성공의 뿌듯함
업무량 많다는 인식
실적이나 성과의 압박
직장 구성원 간의 좋은 관계
직장 구성원의 긍정적 일평가
자유방임형 리더십
연령
성실성
개방성
자료 : 저자 작성.

계수

표준편차
(OIM)

z

p

0.123
-0.081
0.119
0.155
-0.146
-0.085
-0.238
-0.011
-0.108
-0.023

0.036
0.041
0.033
0.032
0.037
0.035
0.093
0.004
0.034
0.029

3.42
-1.98
3.56
4.77
-3.97
-2.44
-2.57
-2.71
-3.20
-0.79

0.001
0.047
0.000
0.000
0.000
0.015
0.010
0.007
0.001
0.427

-0.083
0.182
-0.091
-0.028
0.221
0.192
0.277
0.011
0.151
0.031

0.045
0.052
0.042
0.041
0.046
0.044
0.117
0.005
0.043
0.037

-1.82
3.53
-2.15
-0.68
4.76
4.33
2.37
2.19
3.54
0.85

0.069
0.000
0.031
0.496
0.000
0.000
0.018
0.028
0.000
0.395

-0.245
0.747
0.051
0.011
-0.016
-0.015
-0.069
0.140
0.096
0.012
0.315
0.131

0.095
0.097
0.051
0.059
0.048
0.047
0.054
0.052
0.131
0.006
0.050
0.041

-2.57
7.68
1.00
0.18
-0.34
-0.33
-1.27
2.71
0.73
2.16
6.27
3.22

0.010
0.000
0.319
0.855
0.732
0.744
0.204
0.007
0.464
0.031
0.00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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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분석모형과 마찬가지로 일․직무 경험 인식 변수를 일과 관련한
심리상태 특성 변수인 일로 인한 지침, 직업존중감이 매개하고 있다.
일․직무 경험과 두 매개변수와의 관계를 확인해 보면, 먼저, 어려운 사
례 성공 뿌듯함, 직장 구성원 좋은 관계, 직장 구성원 긍정적 일평가, 자
유방임형 리더십은 일로 인한 지침과 부적 관계를 보이는 반면, 악성민원
어려움 경험, 업무량이 많다는 인식, 실적이나 성과의 압박은 이와 정적
관계를 보이고 있다. 추가된 연령, 성실성은 일로 인한 지침과 부적인 관
계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직업존중감의 경우, 업무량이 많
다는 인식과 부적인 관계를 보이는 반면, 직장 구성원과의 좋은 관계, 직
장 구성원 긍정적 일평가, 자유방임형 리더십과는 긍정적인 관계를 보이
고 있음이 확인된다. 추가된 연령, 성실성은 직업존중감과 정적 관계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이들 두 개의 매개변수 중, 일로 인한 지침은 직무
열의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직업존중감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이 확인된다. 이들 관계와 별개로 직장 구성원 긍정적 일평가, 연령, 성실
성, 개방성은 직무열의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도 확
인해 볼 수 있다.

제4절 연구요약 및 정책제언

이상에서 본 연구는 공공고용서비스 일선 직업상담사의 직무열의가 공
공고용서비스 성과를 결정짓는 핵심요소라 가정하고, 이 직무열의에 영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질적․양적 연구방법을 함께 활용해 확인해
보았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면 <표 4-7>과 같다.
정리해 보자면, 직무열의에는 일․직무경험에 대한 인식, 일과 관련된
심리상태나 특성, 그리고 개인적 특성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악성민원 경험 어려움,
직장 구성원 긍정적 일 평가, 직장 구성원 좋은 관계, 어려운 사례성공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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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직무열의 영향요인 구조방정식 결과 요약
(1)
통제 않은
주 효과
악성민원 어려움 경험

-

직장 구성원의 긍정적 일평가

+

직장 구성원 간의 좋은 관계

+

어려운 사례 성공의 뿌듯함

+

참여자로부터의 인정

+

(2)
통제한
주 효과

+

+

(3)
통제 않은
매개효과

(4)
통제한
매개효과

(지침) +
(존중) -

(지침) +

(지침) (존중) +
+

(지침) (존중) +
+

(지침) (효능) +
(존중) +

(지침) (존중) +

(지침) (효능) +
(존중) +

(지침) (존중) +

(효능) +
+
(지침) +
(효능) +

(지침) +
(존중) -

실적이나 성과의 압박

(지침) +

(지침) +

자유방임형 리더십

(지침) (존중) +

(지침) (존중) +

업무량 많다는 인식

-

연령

+

(지침) (존중) +
+

성실성

+

(지침) (존중) +
+

외향성

+

개방성

+

회복탄력성

+

성취욕

+

자료 : 저자 작성.

듯함, 참여자로부터의 인정, 업무량이 많다는 인식, 실적이나 성과의 압
박, 자유방임형리더십, 연령,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 회복탄력성, 성취욕

144

전환기 고용서비스의 현재와 미래

에 직간접적으로 직무열의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공공고용서비스 일선 인사․조직관리에 있어 다
양한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악성민원의 경험에 대한 인식은 직무열의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기에 일선 차원에서 악성민원에 대한 관리체계 확
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악성민원에 대한 중간관리자의
개입시점이나 원칙 등을 정하는 노력 등을 통해 일선 직업상담사의 부담
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둘째, 직장 구성원들의 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는 직무열의를 고취시키는 요소일 수 있기에, 일선 고용복지+센터 내에
함께 일하는 구성원, 특히 중간관리자 이상 상사들이 직업상담사들이 수
행하는 일선 대면상담 업무의 중요함을 지속적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체
계를 구축하는 대안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직장구성원 간에 좋은 관계는 직무열의에 긍정적일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일선 팀 내 동료 및 상사가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일선 조직운영체계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필요에 따라 팀 내 분위기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성원들의 직무전환을 통해 팀 내 분위기를
쇄신할 뿐만 아니라 해당 직업상담사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
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이다. 넷째, 어려운 사례를 성공시켰
을 경우 느끼는 뿌듯함은 직무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직업상담사들이 이를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입직 혹은 경력별로 순차적으로 사례의 난
이도를 고려해 참여자를 배치해 직업상담사가 경력이 지속되면서 계속해
사례성공이라는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 한다거나, 어려운 사례에 대
한 일선동료들 간 지지체계를 강화해 심리적․기술적 지지를 받을 수 있
도록 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볼 만할 것이다.
다섯째, 참여자로부터의 인정 역시 직무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일선 담당자들이 참여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피드
백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최초
면담 시 직업상담사들에게 긍정적인 지지를 많이 하는 것을 유도하는 동
영상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의 소소한 노력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
이다. 다음으로 업무량이 많다는 인식의 경우 자기효능감을 증가시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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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열의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이기도 하지만, 직업상담사를 지치게 해
직무열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후자
의 경우를 위해 직업상담사가 업무시간을 관리하는 기술을 증진시키거나
일로 인한 스트레스나 소진을 감소시키기 위한 심리적 교육과정 등을 개
설해 운영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와 같은 노력
은 실적이나 성과의 압박을 많이 느끼는 직업상담사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직무와 관련된 인식뿐 아니라 개인의 성격이나 특성 또한
직무열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에
따르면 성실하거나, 외향적이거나, 개방적이거나 성취욕이 높거나 회복탄
력성이 높은 직업상담사들의 직무열의가 높은 편이었다. 이 같은 분석결
과를 감안해 본다면, 채용과정에서 인적성 검사 등을 통해 직무관련 성격
적 특성을 확인하는 인사채용체계를 도입하는 것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다
판단된다.
한편, 리더십과 관련해서는 응답에 참여한 많은 이들이 변혁적 리더십
을 바람직한 리더십으로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방임형 리더십이
직무열의에는 더 긍정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정컨대, 현재보
다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리더십이 직무열의를 증가시키는데 있어서
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판단된다. 하지만, 이
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재검증 및 구체화 과정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결국 직업상담사들의 직무열의를 증진시
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점은 일선 직업상담사에 대한 정책 이해관계자
모두의 긍정적인 관심일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직무
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은 일견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는 요
소들이었으며, 이러한 요인들을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
적 개입 역시 정책이해관계자들의 소소한 관심으로 구현될 수 있는 것들
이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소소한 변화가 공공고용서비스 전
체의 성과 자체를 혁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변화일 수 있음을 고려한
다면, 정부는 이상에서 언급한 작지만 다양한 여러 인사․조직체계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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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본 연구는 공공고용서비스 대면직업상담사의 직무열의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본 연구는 고용서비스 영역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기존에 다루지
못했던 직업상담사의 직무열의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를 기반으로 여러 함의를 도출해 내고 있다는 점에 있어 나름 학문적․정
책적 기여점이 있다 판단된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여러 한계를 지니고
있음도 분명해 보인다. 예를 들어 연구 방법론 차원에서만 보더라도 질적
연구 영역에서는 면담 사례가 충분치 못했으며, 양적연구 영역에서는 변
수를 활용함에 있어 문항결합(item parceling)이 다소 임의적으로 수행되
는 등 다양한 한계점들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연구주제 차원에서도 직무
열의에만 관심을 둔 나머지 상담기술 등 직업상담사의 성과에 영향을 미
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직무열의와 결합해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한 한계
도 분명히 존재한다. 만약 본 연구를 기점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일선 직
업상담사에 관심을 갖고 언급한 본 연구의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공공고용서비스의 질, 더 나아가 이를 이용하게 될 잠재적 이
용자들 모두의 안녕(well-being)은 한층 더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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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인공지능(AI) 활용을 중심으로

제1절 머리말

IMF사태와 함께 대량 실업이 발생하면서 공공고용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왔다. 실업급여업무를 중심으로 각종 고용보조금사업,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등 고용과 관련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고용센터는 전국에
100개를 넘어서고 있다. 정부는 고용센터의 고유기능을 구인․구직자의
일자리 매칭을 돕는 고용서비스 전문기관으로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싶
어 하지만 여전히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은 고용센터를 실업급여 및 각
종 정부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곳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고용센
터의 역할이 다양한 욕구를 가진 구직자들에게 취업과 관련한 컨설팅을
제공하는데 집중되기보다는 정부사업과 관련한 행정지원에 더 많은 시간
을 할애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민간 고용서비스의 관
심이 빅데이터 기반 또는 인공지능 기반 일자리매칭으로 옮겨가면서 고
용센터도 변화를 꾀하고 있다. 워크넷의 ‘더 워크(The Work)’에서는 구직
자의 직무능력, 개인특성, 근로이력 그리고 구인기업의 채용직무, 기업 속
성, 근로자이력에 대한 빅데이터를 매칭알고리듬을 이용하여 서로 적절
하게 매칭시켜주는 일자리 포털을 운영하고 있으며, 좀 더 나아가서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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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역량 기반 채용을 위하여 머신러닝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개
발하고자 한다. 더 워크의 핵심서비스는 직무능력과 개인속성, 근로이력
을 기반으로 머신러닝 알고리듬을 개발하여 가장 적합한 일자리를 매칭
하는 서비스에 AI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확성을 단언하기는 이르
지만 이런 인공지능 기반 일자리 매칭의 취업 적중률이 직업상담사들에
의한 취업 적중률보다 더 높아진다면 현재 직업상담사들의 많은 직무들
은 AI의 역할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미 해외의 민간회사들
은 AI를 활용해 채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다국적 브랜드 유
니레버(Unilever), 로레알(Loreal), IBM, 아마존이 채용에 인공지능을 활
용했거나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대기업을 중심
으로 AI채용을 확산하고 있으며, AI면접과 관련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
업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런 많은 변화들은 향후 채용시장이 점점 빅데이
터와 이를 기반으로 기계학습을 한 인공지능들에 의해 고도화 될 것을 예
상하게 한다.
본 장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직업정보, 상담, 알선, 훈련정보, 자격증 정
보 등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개인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추천이 가
능하다고 전제할 때 미래 공공고용서비스에서 고용센터의 직업상담서비
스와 관련한 직무는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술변화에 따른 공공 고용서비스의 내용 변화 및
민간영역에서의 채용관행의 변화를 분석하고, 현재 인공지능(AI)과 빅데
이터를 활용한 직업상담사의 직무변화 및 역할에 대한 재정립 방향을 논
의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고용센터 워크넷 활용, 해외 및 국내의 빅
데이터 및 인공지능(AI) 활용사례와 관련한 문헌 및 사례연구를 수행했
으며, 고용센터 직업상담사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GI)와 델파이
조사를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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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고용서비스의 변화

1. 해외 기업의 신규채용에서의 AI의 활용사례 : 성공 vs. 실패
해외의 기업들 중 인공지능(AI)을 채용에 활용하는 사례가 발견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성공사례와 실패사례가 공존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유
니레버, 로레알, IBM은 대표적으로 기업이 만족하면서 그들의 성과를 홍
보하는 사례라 하겠다. 유니레버(Unilever)는 2017년부터 다양한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지사에서 AI를 활용한 채용방식을 도입하였다
(the Guardian, 2019).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인 Pymetrics와 파트너십
을 갖고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하였으며, 이 플랫폼을 통해 기업은 모바일
또는 웹에서 지원자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채용단계는 우선 AI 지
원을 검토한 후 해당직무에 적합하다 판단되는 지원자를 1차 선발한 뒤
온라인 게임 테스트를 통해 기본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한다. 이후 AI를 현
재 해당 기업에 근무하는 저성과자 또는 고성자들의 개인의 특성과 성과
의 상관성에 대한 알고리듬을 기계학습시킨 이후 지원자의 인성․적성의
특성을 AI를 통해 분석 시킨 후 지원자가 해당 회사의 직원으로 적합한
지에 대해 평가한다. 이후 면접단계 역시 AI가 비디오 인터뷰를 평가하는
데 AI는 30분 동안 질문에 대답한 지원자의 사용언어, 응답속도, 표정 등
을 활용하여 적합성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최종 채용단계인 임원 면접
에서는 최종적으로 지원자와 대면면접을 통해 최종 결정을 하는 프로세
스를 갖는다.
로레알(Lorea)도 2018년부터 다양성확보 및 지원자의 경험을 잘 분석
하면서 동시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AI를 채용에 도입하였다(Peoplematters, 2019). 로레알의 경우 2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1단계에서는 챗봇
(Chatbot)인 마야(Maya)에게 1차 검증을 받는다. 빅데이터 기반으로 일
상 언어로 대화하는 메신저 역할을 수행하는 마야(Maya)는 글로벌 기업
에 지원하는 지원자들의 기본적인 조건(비자문제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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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합격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단계에서 많은 시간을 절약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화장품신문, 2018). 2단계 인터뷰에서는 시드링크
(Seedlink)라는 AI와 인터뷰를 하는데 3개의 개방형 인터뷰 질문을 하도
록 한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실패경험에 대해 말해주세요. 그 프로젝트
를 통해 무엇을 배웠나요?”, “당신이 확신하는 아이디어에 대해 상사가
반대한 경험이 있나요? 어떻게 설득했는지 말해주세요.” 등을 통해 지원
자들이 로레알에 적합한 지원자인지에 대해 검증한다. 그러나 최종 면접
단계는 여전히 임원들이 직접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AI면접
과 관련해서는 본인들의 회사에 잘 맞도록 솔루션을 수정하는 것은 지속
적으로 하고 있다.
IBM의 인공지능 Watson은 의료분야 등에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채용분야에 사용되는 Watson Candidate Assistant는 기존 회사
직원들의 직무기술과 직무경력, 성과 데이터에 대한 기계학습을 토대로
지원자가 새로운 직무와 잘 맞는지 분석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www.ibm.com).
아마존의 경우는 2014년부터 AI채용을 도입하여 이력서를 평가하고 재
능 있는 지원자를 선택하고자 하였으나 2018년에 이와 같은 시스템을 폐
기했는데, 그 이유는 AI의 학습 알고리듬이 여성 후보보다 남성 후보를
선호하는 경향성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력서에서 여성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문구가 있으면 감점이 된 반면, 남성 엔지니어들이 주로 쓰는 동
사를 유리하게 인식했다는 것을 발견하고 공정성 확보에 실패했다고 판
단하여 AI채용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폐기했다(BBC뉴스코리아, 2018).
이는 실패사례로 기억된다.
기술의 발전에 의해 채용시장에서 빅데이터 또는 AI의 활용이 노동시
장의 젠더편향성을 오히려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논의는 지속적으로
되어왔다. ILO(2018)의 보고서에서도 알고리듬에 의한 채용이 여성에게
상당하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고, 해외 구인광고 추천 알
고리듬을 이용한 카네기 멜론대학의 연구팀의 결과는 구글의 직업광고
알고리듬이 직업적 성차별을 재생산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문유경
외, 2018; Datta et al., 2015: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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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사례를 정리하면 글로벌 기업, IT기업들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와 AI가 채용단계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기술들이 그 간 기업이 인력채용하는 과정에 소비되었던 많은 수공들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 온 것은 확실하다. 좋은 인력을 선별하고 싶은 것
은 모든 기업의 소망이나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비
용이 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간 기업 입장에서 인사관리의 부담을
많이 느껴 왔으나 데이터를 통해 본인들이 원하는 인재를 정확하게 선발
할 수 있다면 많은 기업들이 이런 방식을 선호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아마존의 사례처럼 기존의 빅데이터를 통한 채용 알고리듬이 연
령, 젠더, 학력 편향성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기계학습이 이루어진다면
편리함 대신 편견에 대한 더 많은 위험을 기업이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다음 절에서는 국내 고용서비스 시장의 구인구직과 관련한 빅데이터 기
반 추천 알고리듬 이용의 현황과 인공지능(AI) 활용 사례를 확인함으로
써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고자 한다.

2. 국내 고용서비스의 빅데이터․인공지능(AI) 도입사례
가. 워크넷의 빅데이터 기반 일자리 추천 서비스 사례
고용센터는 다양한 기술을 이용하여 고용센터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업
무를 효율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용센터의 IT기술
적용과 관련한 최근의 변화에 대해 관련 연구자를 인터뷰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음의 사례를 표로 재구성할 수 있었다.18)
앞에서 제공된 내용을 정리하면 최근 3～5년간 고용서비스의 디지털화
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고용센터의 업무
처리를 일반 판매매장에서 활용하는 키오스크 방식을 이용하여 기다림을
최소화하면서 업무의 효율화를 높이려는 노력부터 빅데이터, 인공지능
18) 본 자료는 고용서비스 관련하여 고용센터의 IT화를 담당하는 복수의 관련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재정리한 내용이다. 인터뷰는 2019년 9월 중에 행
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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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새로운 기술적용에 대한 고용센터의 주요 사례
주요 사례
사례 1

스마트 고용복지+센터

배경

불필요한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종이수첩 형태의 취업희망카드를
대체하고 예약 중심의 효율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

시기

2015～2016

핵심 서비스

모바일 취업희망카드, 스마트체크인, 디지털 번호표 발급기, 모바
일 실업인정 신청 및 수급 내역 조회

주요 기술

O2O, IoT, 모바일, 비콘 센서

사례 2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및 더 워크 서비스

배경

정책 발굴, 구직자 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해 내․외부 데이터 수집
및 빅데이터 활용․분석체계를 구축

시기

2016～2018

핵심 서비스

메타 데이터 관리시스템, MDM,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추천 더
워크 서비스(채용, 훈련, 자격, 기업, 정책, 심리검사 등 추천 서비
스 제공), 일자리포털

주요 기술

빅데이터, CRM

사례 3

AI를 활용한 매칭 서비스

배경

직무중심의 역량 기반 채용을 위해 머신러닝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개발

시기

2018～

핵심 서비스

직무능력과 개인속성 및 근로이력을 기반으로 한 머신러닝 알고
리듬을 개발하여 가장 적합한 일자리를 매칭하는 서비스

주요 기술

AI, 머신러닝

사례 4

진입상담을 위한 정보 제공 키오스크(Kiosk)

배경

업무 효율화를 위해 고용센터 방문 목적 확인, 개인정보 수집, 필
요서류 확인, 번호표 발급 등을 위한 무인기기를 개발

시기

개발 예정

핵심 서비스

안내를 포함한 복수의 정보 제공 서비스

주요 기술

터치패드

자료 : 관련자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저자가 재구성.

(AI)을 이용하여 추천서비스를 고도화하여 취업적중률을 높이려는 노력
까지 상당히 광범위한 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
은 단순․반복적인 업무에 대한 불필요한 수공을 줄여주는 것보다 구인구
직 매칭의 적중률을 높일 수 있는 빅데이터의 활용과 인공지능의 기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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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서비스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민간채용서비스 시장과의 상황을 비교해 본다면 워크넷의 IT기술
적용이 빠르다 보기 어렵다.
국내의 채용서비스를 대행하는 채용서비스 회사 또는 민간취업포털 사
이트는 기존의 구인구직매칭 시스템의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인처와 구직자의 만족도를 높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추천 알고리듬을 개발하여 일부 상용하는 추세에 있다(문유경 외,
2018). 민간시장뿐만 아니라 공공일자리포털 서비스인 워크넷에서도 ‘더
워크(The Work)‘를 개발하여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일자리 추천 서
비스를 시작하였다.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2019. 8. 8)에 따르면 2019년 4
∼6월 취업에 성공한 사람 중 ‘더 워크’가 추천해 준 일자리에 입사지원하
고 취업한 사람은 2,666명이며, 이 중 ‘더 워크’ 추천 일자리에 두 건 이상
지원했고 지원 일자리 전체 중 30% 이상이 추천 일자리인 경우는 1,039
명, ‘더 워크’ 추천 일자리에 세 건 이상 지원했고 지원 일자리 중 50% 이
상이 추천 일자리인 경우는 363명으로 나타나 빅데이터 기반의 일자리
추천 서비스에 대한 호응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용노동부 2019a: 1).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더 워크’의 일자리 매칭 서비스 모델의 완성은
다음과 같은 [그림 5-1]로 설명될 수 있다.
해당 그림에서 보여주는 내용은 워크넷의 일자리 매칭을 단순 검색을
통한 조건 검색 기반의 일자리 매칭에서 진일보하여 구직자와 구인자의
특성과 선호조건, 과거 매칭 성공 조건 등을 모두 고려하여 추천을 정교
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궁극적인
목표는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있다.
부처 관련 담당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워크넷은 로그인하는 사람들을
13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이들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고 있으며 각각의 유형에 필요한 내용을 추천하는 방식을 취한
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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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워크넷의 일자리 매칭 서비스 모델

자료 : 고용노동부(2019d: 28).

워크넷에서 로그인 하시면 사회초년생, 경력단절여성, 중장년 등 대상별로
정리된 내용을 제공하고 있어요.
워크넷에 이력서를 작성하고 들어가면 경력사항, 직업훈련이력 등을 모두
넣을 수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이력이 있는 가입자는 워크넷에서 본
인의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어요.

현재 워크넷상에서 고용보험관련 이력, 직업훈련을 포함한 HRD관련
이력, 자격과 관련한 이력 등을 모두 모아서 개인이 이력서를 작성하면
이와 관련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희망 직종, 희망 훈련
을 적으면 이와 관련한 추천서비스도 제공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심리검사, 직업훈련 정보도 추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구인처와 관련해서는 구인공고를 통해 기업이 요구하는 내용을 내 이
력서에 가장 근접한 내용으로 정리하여 추전하고 있다. 특히 추천일자리
는 구직자의 지역상황도 고려하여 추천하고 있다고 하였다.
어느 지역에 계시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합니다.

현재의 시스템은 나와 유사한 사람에 대해 네트워크 추천분석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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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적용하고 있으며 개인에 대해 3개의 알고리듬을 이용해서 추천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였다. 해당 알고리듬에 대한 성과를 주기적으로
비교해서 3～6개월 이후 다시 알고리듬을 정비해서 수정하는 역할을 하
고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초반 10만 명에 대해 적용하고 성과가 좋으
면 확대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은 기계학습을 통한 인공
지능이 파악한 구인처가 원하는 직무능력, 구직자가 현재 보유한 직무능
력을 기반으로 하는 완전매칭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관련 담당자
의 인터뷰 결과 확인된다.19)
특히 민간기업에서 채용에 활용하는 AI의 기능 중 회사의 저성과자와
고성과자의 특성과 지원자의 특성을 서로 매칭하여 선발하도록 하는 기
능과 관련해서는 개별회사의 성과에 대한 부분을 인공지능이 기계학습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별 맞춤형 매칭을 유도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나 워크넷이 공공서비스인 만큼 NCS를 기반으로 하는 추천
을 할 수 있도록 그 방향에서 인공지능의 기능을 더 발전시키려고 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경영회계사무의 NCS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환경
분석과 지식, 기술, 태도에 대해 인지하도록 기계학습을 시키고 있으며, 구
인처가 NCS와 관련한 직무기술서를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AI가 도와주
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후략)

챗봇과 관련해서는 이해보다는 실업급여 찾기 등 간단한 내용에 대한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부분은 앞서 설명한 로레알 사의
초기 채용단계에서의 챗봇의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콜센
터에서 대응하지 못하는 시간대에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
다. 인터뷰 시점까지 챗봇은 8만 명 정도가 질의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으며, 웹에서의 만족도는 80%, 모바일은 90% 이상의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담당자는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워크넷에서 이런 서비스가 안정

19)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더 워크’의 현재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고
용노동부의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중심으로 ‘더 워크’와 관련
한 내용을 기술하였음을 밝힌다. 인터뷰는 2019년 9월 중에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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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정착된다면, 현재 직업상담사들이 하고 있는 직업정보수집, 이력
서쓰기 등을 도와주는 역할의 상당부분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서비스가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직업상담사들이 수행하는 많은 행
정업무들이 감소할 것이며, 그들의 본연의 업무인 구직자의 취업욕구에
대한 보다 정성적인 파악, 그리고 구인처가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한 상
담 등 그 간 추진하지 못했던 직업상담 분야의 많은 영역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관점에서 공공고용서비스 포털인 워크넷에
빅데이터, 인공지능(AI)의 도입을 통해 보다 최적화된 상황에서 고도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시도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음 부분에서는 민간기업에서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채용
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나. 민간기업 채용에서의 빅데이터․인공지능(AI)활용 사례
1) 국내 기업 인력채용에서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적용 현황
국내 대기업 인력채용과정에서 AI를 활용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나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기업에서 이를 사용하고 있는지 모집단을 파악하
기는 매우 어렵다. 이런 한계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소위 대기업 두 곳 기
업을 인터뷰하였고, 이후 AI채용서비스를 대행하는 인력채용대행 서비스
회사 1곳을 추가로 인터뷰하여 개별 기업의 사례를 정리함으로써 국내
인력채용 시장의 현황과 추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사례
로 추천된 기업 2곳의 일반적 현황은 다음과 같다.20)
두 개의 기업을 비교하면 그룹차원의 인사채용 방식이 두 기업이 다
유사한 경향성을 보인다. 이 두 기업은 신규채용에서 AI를 적극적으로 활
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사의 경우, AI를 도입한 시점은 3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해당 기업에
지원하는 신규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를 분석하는 업무에 너무 많은 시
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20) 기업 면담은 필자와 연구진이 기업 당 한명의 담당자를 만나 개방형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면담은 9월에서 10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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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사례기업 현황
A사

채용방식

B사

신규

- 그룹은 대졸신입, 인턴과 관련
- 그룹은 일반공채와 관련하
해서 계열사의 요구를 반영하
여 계열사의 요구를 반영하
여 전체 스케줄 관리
여 전체 스케줄 관리
- 계약직은 계열사가 관리

경력

- 계열사에서 관리

특별채용

- 계열사에서 관리

- 특수 직무에 한정해서 산학 협
력(산학 장학생 선발)

자료 : 저자 작성.

있었고, 채용의 공정성이 점점 중요하게 생각되는 분위기에서 심사자들
간의 서로 상이한 기준에 의해 심사결과의 신뢰도를 믿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것에 대안을 찾고 싶었는데, 해외에서 면접결과를 AI가 분
석하는 것을 보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도입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사장님과 XX에 출장을 가서 XX를 방문했는데, XXX(AI)를 사용해서 이
력서 평가하는 것을 사장님이 보시고는 전격도입을 결정하셨어요.

초기 도입과정에서 해당기업에 맞는 채용솔루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그룹 내 정보통신기술회사 내 AI팀과 외부의 다른 채용솔루션 기업
이 협업을 하여 솔루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우선 해당 솔루션을 적용
한 분야는 첫째, 필요인재부합도 검사에서 새로운 지원자들의 자기소개
서를 분석해서 기업의 기존 인재(인재상)의 역량과 부합정도를 검토하는
역할을 하고 둘째, 자기소개서의 표절분석을 하여 표절이 확인된 자기소
개서는 우선 탈락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셋째는 지원자들의 직무
관련 에세이를 분석하도록 하여 해당 기업의 직무 프로파일과 얼마나 부
합하는지에 대한 직무적합도 분석을 실시했으나 이 부분은 신뢰성이 낮
아 실용화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현재 활용되는 영역은 2가지 영
역으로 자기소개서의 표절에 대한 분석 그리고 해당 기업이 생각하는 인
재상과의 부합정도를 검토하는 역할을 솔루션프로그램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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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존 역량구조화 면접에서 고득점을 받은 입사자들의 자기소개서를
AI에게 학습 시킨 후에 학습세트 완성 후에 새로운 신규지원자의 자기소
개서를 분석시켜 기존 지원자와 신규지원자 간의 벡터값을 분석하도록 하
여 서로의 연계가 높으면…(후략)

이 회사의 경우 기존 지원자들의 고득점 자기소개서를 AI에게 학습 시
킨 후 유사한 성과를 보이는 신규지원자들을 찾아내는 것에 AI를 활용한
다고 할 수 있다. 표절 검사의 경우는 빅데이터 구축 및 오픈소스를 이용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회사의 경우 직무적합도를 분석하는 것에서 AI를 활용한 분석의 신
뢰도가 낮아 활용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회사의 직무기술서가 신입
직원 채용에 적용하기에는 난이도가 너무 높은 것이었고, 사실상 신입직
원의 경우 해당 직무에 대해 행동하는 행동데이터가 없었고, 직무에 대한
이상적인 데이터만을 AI에게 학습시켰기 때문에 실질적인 직무적합 정도
를 확인하는 매칭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
고 있었다.
일단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직무기술서라는 것 자체가 신입이 들어와서 이
렇게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죠. 그런데 회사에서는 우리 이
직무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신입이 무슨
경력이 그렇게 화려하게 다 있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기에서 오는 간극에,
인식의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중략)… 직무의 담당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학생들이 그 정도
다 돼 있는 사람, 그게 매칭이 잘 안 됐던 것 같다. 그래서 율이 굉장히 너
무 낮게 나오더라고요.

인터뷰 과정에서 사실상 전체 그룹차원의 신규채용은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그 대신에 수시채용으로 인사채용의 관행이 변화하고 있다고 하
였다. 수시채용으로 변화하는 이유는 대규모 사람을 필요로 하는 업종이
그룹차원에서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해당 기업
의 주력 산업의 큰 변화가 감지되어 이런 변화에 따라 기업의 인사문화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채용관행도 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제5장 기술발전에 따른 인재 채용방식과 직업상담 역량 변화 159

의사를 표명했다. 과거와 비교해서 달라진 채용문화는 회사에 대한 충성
도를 요구하기보다는 당장 일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에 대한 필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고 했다.
계열사마다 전문경영체계에서 실적을 바로 올려줄 수 있는 경력사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룹 회장님이 신입사원을 많이 뽑으라고 해도 각 계
열사에서는 그걸 그대로 반영하기는 어렵죠.

이 기업의 AI에 대한 개발에 투자한 비용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초기
개발이 3억 정도이며 연간 5천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고, 계
열사마다 운영자가 3명 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운영자가 필요한 이유는
AI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각 계열사마다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고 분석
하는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채용 과정에서 AI를 활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
해 구체적인 점수를 주지는 않고 면접관들에게 검토 자료로만 활용된다
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표절에 걸리는 자기소개서 작성자는 탈락시키
는 기능이 작동된다고 했다. 표절 이외에 이를 중요한 탈락기제로 활용하
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축적되
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계속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향후 3년 정도의 데이터
가 축적되어야 이를 점수화(scoring)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향후 지속적인 기계학습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문
제점 또는 편향성들이 많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며, 그 이후에는 점수화
하는 작업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직무와 관련한 빅데이터
를 입력하여 이를 상용화한다면 AI가 더 적절한 직무추천을 할 수 있도
록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이직, 승진 등과 관련하여 사전에 어떤 행동양식을 보이는가에 대한 행동
데이터를 모아서 이를 적용하는 것 등에 대해서도 검토는 하고 있으나 현
실적으로는 아직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승진, 이직 등과 관련해서 활용하고 싶기는 하지만 외국에도 사례가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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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며, 국내 적용사례는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A사의 경우 채용 단계에서의 AI의 역할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사람들에게 여러 정보를 종합해서 알려주는 부분에서는 매우
유용하며 최종 결정은 결국 사람이 하지만 서류심사에서의 절차를 최소
화할 수 있고 최종 면접단계에서 여러 정보를 종합해서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보조 자료로써는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현재 사람이 하는 일을
획기적으로 대신하는 역할이 되지는 못한다. 향후 데이터가 축적되는 3년
이 지나면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유사한 면담을 진행했던 B사의 경우도 본격적으로 AI를 채용에 활용
하기로 결정하고 도입한 시점은 2년이 채 되지 않았다 했다. B사는 지원
자들의 자소서를 대상으로 파일럿을 시행했으며, 그 이전에 입사한 지원
자들의 과거 데이터를 모두 학습시켜 솔루션을 완성했다고 하였다. 기계
학습은 최소 5,000개의 자소서를 데이터화했다고 했다. 현재 AI관련 유지
솔루션을 담당하는 인원은 총 6인이며 이들이 이를 사업모형으로 개발하
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같은 그룹 내에서도 이를 활용하는 계열사는 현
재 얼마 되지 않는다고 했다.
B사도 현재 AI의 활용은 자기소개서에서의 표절을 확인하는 것에 가
장 많은 비중을 두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B사는 자기소개서에서 표절이
확인되면 이는 탈락으로 결정된다. 또한 A사와의 차이점은 B사의 경우는
AI 솔루션을 통해 자기소개서의 평가(scoring)를 하도록 하여 이 점수를
기준으로 지원자들의 순서를 정하고 있다고 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10%
정도는 다시 사람이 검증을 하고 있지만 당락이 바뀌는 경우는 10% 정도
라고 했다.
평가에서 상하 10% 정도 다시 검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랜
덤하게 선택하고 있어요.

담당자는 1차 자기소개서는 상당부분 AI가 검토하는 부분에서 당락을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만큼 해당 솔루션에 대해서 자신이 있
었으며, 이 부분에 에러가 오히려 사람보다 적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표절과 관련해서는 예/아니오의 방식으로 평가를 하지만 예라는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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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뜬다 하더라도 사람이 다시 검증을 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고 했
다. 전체적으로는 약 30%+알파 정도를 더 검증하고 있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1차에서 AI에 의한 표절 및 자기소개서 평가를 하고 2차에
서는 인성․적성 검사, 3차는 마지막 면접단계를 거쳐 신규직원을 채용하
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 3차 단계에서는 AI가 평가한 점수 등은 함께 제
공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자기소개서 등에서 AI가 높은 점수를 준 부
분들에 대해 면접자가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해서 면접의 보조자료로 활용
된다고 했다.
A사와 B사의 차이점은 A사의 경우는 신규채용에만 AI가 활용되고 현
재 수시채용에는 활용되지 않는 반면 B사의 경우에는 수시채용규모가 신
규채용 만큼 크기 때문에 수시채용에도 사용되고 있다고 했다. 담당자는
지원자의 규모가 큰 경우, 현실적으로 시간과 수공을 줄일 수 있기 때문
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채용 솔루션의 도입 이후 이
전에 1인당 200건씩 보던 자기소개서를 1인당 30개 정도만 보는 것으로
감소했고 이전에 면접관 사이에서의 공통된 기준을 찾기 어렵던 부분에
대해서 AI가 일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평가의 공정성
과 신뢰성이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실무자 입장에
서 가장 좋은 것은 절대적인 시간과 수공이 줄어든다는 점에 있다는 것을
역설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B사는 A사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3차 면접
단계에서 이 결과를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특히 AI면접을 보는 것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다고 했다. 여전히 현재의 솔루션은 초기 자기소개서
를 평가하는 것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는 것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솔루
션을 수정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 회사도 승진 또는 부서배치 등과 관
련해서 솔루션을 확장할 계획이 현재는 모호하다고 하였다.
A사와 B사 모두 채용 1단계에서 AI면접을 도입하는 것은 고려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초기 1 단계 서류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부적절한 지원자를 골라내는 것을 현재의 채용 솔루션에 집중하
고 있다. 이런 이유는 채용시장에서 대기업이 갖는 우수인재의 독식에 있
다. 인터뷰에 응한 두 기업의 경우, 젊은 층이 모두 선호하는 국내 굴지의
기업이기 때문에 서류전형에서 우수한 인재를 면접도 없이 떨어트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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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닌가에 대한 두려움이 거의 없었다. 이들은 해당 기업이 얼마나
공정하게 서류평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공정성과 서류심사자들이 평
가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평가의 신뢰성 확보에 빅데이터 알고리듬 및
인공지능(AI)을 이용하는데 더 많은 관심이 있었다. 또한 많은 인재들이
몰려오는 것에 대해 인사채용의 시간적, 물리적 소비를 덜하고자 하는데
초점이 있었다. 이들 스스로도 대기업은 여전히 신규인력채용에 있어서
는 구인자 우위인 시장에 있기 때문에 굳이 AI면접을 활용하지 않아도
좋은 인재를 찾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라면 자신들의 상황과 다
를 수 있으며 이들은 다각도의 정확한 면접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인재
상을 선택하기를 원할 수도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음은 이제 중견 또
는 중소기업에서 활용 가능한 AI채용 솔루션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회사
하는 면담을 통해 중소, 중견기업의 채용시장에서의 AI활용에 대해 좀 더
심도있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2)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인력채용시장에서 활용되는 AI솔루션 기업
사례
본 연구와 관련하여 고용센터 및 고용서비스 전문가, 대기업 인사채용
담당자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민간의 AI 채용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기업들이 인사채용 과정에
서 AI채용 솔루션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고, 이를 개발하는 IT회사들이
얼마나 존재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여전히 구체
적 자료들에 한계가 존재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견기업 등에서 비
교적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추천을 받은 C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
소 또는 중견기업 AI 솔루션 활용의 사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21)
C사는 IT회사로 다양한 사업 중 일부로 인공지능 기반 토털 채용 솔루
션을 개발운영하고 있었다. AI 채용 솔루션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우선 기업이 최고의 인재를 채용하고 싶어 하는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21) 면담은 집필진과 연구진이 해당사를 방문해 두 명의 관련자의 발표를 청취하고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면담은 10월에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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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면접을 다 실
시할 수 없는 행정적 비용 때문에 서류전형이 강화되었으나 자기소개서,
인적성검사 등 서류전형에서의 평가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서 기업이 좋
은 인재를 놓치고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실제 업무에서 스펙, 자기소개
서, 인적성검사 등이 얼마나 성과와 연동되어 있는가에 대해 회의적이기
때문에 AI 면접을 통해 실질적인 인재를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
했다.
AI 면접 채용 솔루션의 장점은 기업에게 적합하고 우수한 인재를 채용
하게 해주면서 동시에 채용 기간과 비용을 실질적으로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관련자는 주장했다. 현재 대기업, 중견기업들이 M사의 채용 솔루
션을 구매하여 활용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는데, 규모가 큰 기업일
수록 인성, 적성 검사를 쓰지 않고 AI면접 기능을 사용하는 추세라고 했
다. 이 채용 솔루션의 결과가 단지 면접의 보조자료가 아닌 최종면접을
가기 전에 컷오프에 활용되는 자료임을 강조했다. 대체로 기업들이 초기
에는 해당 솔루션을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이 보유한 기존방식대
로 서류전형을 한 후 이 채용 솔루션을 보조로 활용하지만 이후에 신뢰성
이 높아지면서 최종자료에 활용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또한
C사의 경우, 기업의 저성과자들에 대한 패턴을 찾아 여러 부분에 가중을
넣기 때문에 해당 기업이 원하는 방식대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고
했다. 기업 맞춤형 채용 솔루션이 가능하다는 평가이다.
연구진은 이런 기업 관계자의 설명에 대해 만일 AI 면접이 상용화된다
고 가정할 때 AI 면접을 잘 보기 위한 학습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질문
했으나, 관련자는 일부영역의 경우 약간의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행동반응 등과 관련한 부분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
측했다. 해당 솔루션은 대체로 신규채용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상당히 높
은 적중률을 예상했다.
기업의 고성과자와 저성과자를 분류하여 이들의 행동패턴을 학습시키고
확인한 결과 XX%(80% 이상) 정도의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현재 AI 면
접과 관련해서는 XXX(수백여 개)개 회사가 사용 중이며…(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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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사는 이 외에도 채용 플랫폼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채용 플랫폼은
채용과 관련한 단계나 내용 그리고 데이터를 구조화하여 인터페이스로
구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모집, 지원서 접수, 서류전형, AI 면접, 대면
면접, 그리고 실시간의 채용 정보와 지원자의 평가가 담긴 통계분석 등
채용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하였다. 현
재 이 채용 플랫폼을 이용하는 기업이 약 수백여 개사에 이르며 향후에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사채용과 관련한 빅데이터․AI 솔루션의 활용과 관련해서 공공고용
서비스 영역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의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대
부분 활용 중이거나 또는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런
솔루션 프로그램들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듬 또는 기계학습 등으
로 풍부하면서도 정확한 정보를 생산하여 구인-구직자들 간 맞춤형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만일 이런 프로그램들이 향
후 널리 활용된다고 하면 현재 많은 직업상담사들이 하고 있는 직무들은
채용 솔루션 프로그램으로 대체 가능한 것일까에 대한 고민과 함께 공공
고용서비스의 기능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었다.

3. NCS 기반의 고용센터 직업상담사의 업무와 역할
앞서 민간, 공공고용서비스 시장에서의 새로운 기술의 도입현황 등에
대해 고용센터, 국내외 기업사례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
런 현실적 상황변화에 대해 현재 고용센터 직업상담사들이 수행해야 하는
직무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는 확인하고, 미래 기계대체가 일어나는 영역에서 직업상담사 고유
의 직무로 남아야 하는 일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직업상담사의 직무와 관련해서는 산업인력공단의 국가직무능력표준과
관련하여 이들의 직무와 관련한 능력단위요소를 얼마나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미래에 중요한 능력단위요소가 될 내용은 무엇인가를 확인하고자
한다(www.ncs.go.kr). 이를 위해 고용센터 상담사 총 10명과 집담회 형
식의 초점집단면접(FGI)을 진행하였다. 면접의 주요 내용은 첫째,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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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들의 주요 업무 내용과 워크넷이 변화하는 것에 따라 본인들의 역할
이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가를 체험하고 있는가와 둘째, 미래 직업상담 업
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중점적으로 질문하였다. 이와 함께 면접자들
에게 직업상담사 NCS의 능력단위요소가 얼마나 현재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에 얼마나 활용될 것인지에 대해 5점 척도로 각각을 응답하
도록 하였다.
가. 고용센터 상담원들의 현재와 미래의 주요 직무 인식22)
면접대상자들을 통해 직업상담사들의 현재와 미래 직무차이를 확인한
자료는 다음의 <표 5-3>에서 <표 5-5>까지이다. 직업상담서비스의
NCS에서 제시한 3개의 영역은 직업상담, 취업알선, 전직지원이다.
직업상담과 관련해서 필요한 능력단위요소는 총 35개이다. 10명의 직
업상담사의 의견을 종합하면 현재 가장 사용 수준이 높은 능력단위는 직
업심리검사선정, 직업심리검사해석, 직업심리검사실시로 직업심리검사에
관한 능력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5점 척도23)의 평균점수, 중위수에서 모
두 해당 능력이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미래 활용예정에 대해서도 점수는
평균 4점을 넘어서 높게 나타났으나, 미래능력단위가 직업상담사에게 필
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직업심리검사실시와 해석에 대해서는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현재 필요성에 대해서도 70%
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직업심리검사선정에서는 40%만이 필요성이
있다라고 응답했다. 현재 35개의 능력단위요소 중 창업준비상담과 창업
실행지원에 대해서는 사용수준이 2점 아래로 사용이 아주 저조한 수준으
로 파악된다. 대체로 직업상담행정, 마케팅, 홍보 등 행정업무에 대한 부
분은 사용수준이 3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심층직업상담, 심층직업상담
초기면담 등 심층상담에 대한 부분은 ‘보통’ 미만인 것으로 확인된다. 그
22) 직업상담사의 직무는 NCS 직무에서 “직업상담서비스”의 직무로 분류되며, 이는
사회복지(대분류) → 상담(중분류) → 직업상담, 취업알선, 전직지원(소분류)으로
나눠진다(www.ncs.go.kr, retrieved. 2019. 11. 10). 본 연구에서는 직업상담, 취업
알선, 전직지원 직무의 능력단위요소를 중심으로 직무차이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23) 5점 척도는 5점이 “매우활용,” 1점이 “저조”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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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직업상담 시 필요 능력
능력단위
사이버직업상담
직업상담행정
직업상담마케팅
직업상담홍보
직업상담네트워크 구축
직업심리검사 선정
직업심리검사 실시
직업심리검사 해석
구직역량 분석
취업상담
구직자 사후관리
직업적응문제 진단
직업적응상담
전직상담
전직실행 지원
창업준비상담
창업실행 지원
직업복귀자 역량분석
직업복귀상담
은퇴자 특성분석
은퇴상담
재활직업역량 분석
재활직업상담
다문화직업역량 분석
다문화직업상담
심층직업상담 초기면담
심층직업상담
심층직업상담 변화관리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시
직업심리검사도구 개발
직업상담프로그램 개발
직업상담슈퍼비전
직업상담사업현황 분석
직업상담사업계획 수립
직업정보관리
자료 : 저자 작성.

현재 사용 수준
평균
중위수
1.80
1.50
3.60
3.50
3.60
3.50
3.10
3.00
3.10
4.00
4.40
4.00
4.30
4.50
4.40
4.50
3.90
4.00
4.20
4.00
3.10
3.00
3.20
3.00
3.50
3.50
3.30
3.00
2.70
3.00
1.80
2.00
1.70
1.50
3.20
3.00
3.00
3.00
2.80
3.00
2.80
2.50
2.40
2.50
2.10
2.00
2.70
2.50
2.60
2.50
3.40
3.50
3.40
3.50
3.00
3.00
3.10
4.00
2.00
1.50
2.10
2.00
2.00
2.00
2.10
1.50
2.20
2.00
3.00
3.00

미래 활용 예정
평균
중위수
3.60
4.00
3.20
3.00
3.80
4.00
3.50
3.50
4.20
5.00
4.40
5.00
4.20
5.00
4.40
4.50
4.10
4.00
4.50
5.00
3.40
3.00
4.10
4.00
4.00
4.00
4.10
4.00
3.80
4.00
3.60
3.50
3.10
3.00
4.00
4.00
3.70
4.00
4.40
5.00
4.40
5.00
3.70
3.50
3.60
3.50
3.80
4.00
3.90
4.00
3.80
3.50
4.00
4.00
4.20
4.50
3.20
3.00
3.40
3.50
3.90
4.00
3.90
4.00
3.78
4.00
3.70
4.00
4.50
5.00

능력단위
필요여부(%)
90
30
40
10
60
40
70
70
60
70
30
50
50
50
50
30
40
50
40
70
70
50
50
40
40
40
60
40
40
30
40
50
20
3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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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취업알선
현재 사용 수준

미래 활용 예정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능력단위
필요여부(%)

직업훈련상담

4.50

5.00

4.70

5.00

70

구인자 초기상담

2.30

2.00

3.70

3.50

40

구인자 일반상담

2.40

2.00

3.60

3.00

50

구직자 초기상담

4.60

5.00

4.50

5.00

80

구직자 일반상담

4.10

4.00

4.50

5.00

70

직업심리검사 준비

3.90

3.50

4.50

5.00

60

직업심리검사 운영

4.00

4.00

4.56

5.00

70

구직기술상담 준비

4.10

4.00

4.78

5.00

70

구직기술 클리닉

4.10

4.00

4.80

5.00

90

취업알선사업 기획

2.10

2.00

3.70

3.50

10

취업알선사업 운영

1.90

1.50

3.60

3.50

20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기획

2.20

2.00

3.80

4.00

70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2.20

2.00

3.80

4.00

70

구직자 발굴

1.90

2.00

3.50

3.00

20

구인개척

1.80

1.50

3.30

3.00

20

구인구직매칭

3.30

3.00

4.10

4.50

50

취업알선정보 관리

4.00

4.00

4.30

4.50

70

취업알선 사례관리

3.10

3.00

4.10

4.50

50

능력단위

자료 : 저자 작성.

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미래에 활용이 현재보다는 필요하
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의 능력단위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0% 이상인 능력단위요소는 취업상담, 직업심리
검사실시, 직업심리검사해석, 은퇴자 특성분석, 은퇴상담, 심층직업상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0%의 직업상담사는 직업정보를 관리하는
능력이 현재보다 미래에 더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취업알선과 관련해서는 총 18개의 능력단위에 대해 현재 사용 수준, 미
래 활용 예정과 능력단위의 필요여부를 확인했는데, 현재 사용 수준이 높
은 능력단위는 직업훈련상담, 구직자 초기상담, 구직자 일반상담, 직업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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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검사운영, 구직기술상담준비, 구직기술 클리닉 등으로 확인되며, 사용
수준이 낮은 능력단위요소는 취업알선사업운영, 취업알선사업기획, 구직
자 발굴, 구인개척 등으로 나타난다. 이런 능력단위들도 미래에 활용은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하지만 다른 능력단위에 비해서는 미래 활용 예정
의 수준이 대체로 낮게 평가됐다. 능력단위의 지속성에 관련해서도 구인
자 초기상담, 취업알선사업기획, 취업알선사업운영, 구직자 발굴 및 구인
개척 등은 능력단위의 지속성도 20% 내외로 다수의 직업상담사들이 필
요성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5-5> 전직지원
현재 사용 수준

미래 활용 예정

평균

중위수

평균

능력개발컨설팅

3.10

3.00

3.78

4.00

30

전직지원 사후관리

1.90

1.50

3.78

4.00

40

전직지원컨설팅 사전기획

1.70

1.50

3.67

4.00

40

전지지원프로그램 사전컨설팅

1.90

1.50

3.56

4.00

30

전직환경 인지

2.30

2.50

3.44

3.00

40

전직환경 재적응 능력 향상

2.50

3.00

3.75

4.00

50

경력목표설정 사전분석

2.30

2.00

3.78

4.00

50

경력목표설정 컨설팅

2.30

2.00

3.60

4.00

60

재취업 욕구사정

3.10

3.00

3.60

3.50

50

재취업 역량강화 컨설팅

2.90

3.00

3.80

4.00

40

창업역량 사전컨설팅

2.00

2.00

3.30

3.50

10

창업실무 지원컨설팅

1.90

1.50

3.20

3.00

30

생애설계 욕구사정

1.70

1.00

3.40

3.50

40

생애설계 지원컨설팅

1.60

1.00

3.30

3.50

40

전직지원 프로그램 운영

1.44

1.00

3.78

4.00

50

전직지원 프로그램 평가

1.56

1.00

3.38

3.50

40

능력단위

능력단위
필요여부(%)
중위수

자료 : 저자 작성.

전직지원과 관련해서는 직업상담, 취업알선의 영역보다 현재의 사용수
준이나 미래의 활용에 대해서도 더 낮게 직업상담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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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해당 영역 능력단위의 지속적인 필요에 60% 이상
이 동의하는 능력단위는 경력목표설정 컨설팅 능력단위 1개밖에는 없었
다. 따라서 전직지원이 미래에도 고용센터 직업상담사들의 필요능력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직업상담사들의 현재 및 미래의 주요 역할
직업상담사들의 면담을 통해 확인된 현재 가장 중점을 두는 일은 취업
알선이라고 하였고 상당수 대부분의 직업상담사들이 이 의견에 동의했다.
취업성공패키지 취지는 의욕을 높이는 데 있지만 현재는 알선 위주로 가
고 있어요. 초창기에는 취업을 할 수 없는데 직업훈련이나 의욕을 주는 식
으로 운영하였지만 이게 확대되어 알선 위주로 가고 있어요.
상담자가 권하고 싶은 것과 내담자가 원하는 것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내
담자가 취업보다 훈련 욕심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정한 진로와 다른 쪽
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고, 마음을 먹고 왔을 때는 상담자들의 마음이 잘
바뀌지 않아요.

대부분의 상담사들이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서 직업상담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성공을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내방자의 성향이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기는 하지만 대체
로 취업알선이나 능력개발과 관련한 정보제공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
다. 일부는 조건부 대상자로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수급이 나오기 때문에
취업의지 요건 충족을 위해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청년층은 바로 취업보다는 본인에 대해 더 알고 진행하는 기회가 있고…
그분들은 심리검사를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직업이 자신의 성향과 얼마나
맞는지 궁금하다며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알선 쪽에 많이 치우쳐서 진
행하고 있어요.
조건부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오는 이유는 이곳을 와야 수급이
나오기 때문에 취업의지가 있거나 없거나 오는 경우가 있고, 그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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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는 수급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오는 경우가 있고…(후략)

직업상담사들은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방문자들의 대부분은 일정한 목
적을 위해 방문을 하고 있고, 직업상담사들은 그 목적 달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 고용센터를
방문한 경우는 직업훈련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참여자의 경우, 취업이 목적이기 때문에 알선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업급여 또는 조건부 수급자들이 대상자가 되면 그들에게 필요로 하는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직업상담사의 주요 역할로 인식하고 있
었다.
이들에게 현재 하고 있는 상당수의 행정적인 서비스를 AI 또는 빅데이
터가 대체한다고 가정할 때 어떤 일을 해야 하냐고 물었을 때 이들은 대
부분 심리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직업상담사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응
답했다.
기술적인 부분보다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 필요하다면 직업상담사가 필요
하지 않을까. 힘들고 외로운 친구들이 와서 위로 받고 취업이 됐을 경우
알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상담을 통해 강점을 찾아주는 것은 어려워요. 교정, 교열은 AI가 해줄 수
있으나 이야기를 통해 어렸을 때 경험 등을 끌어내는 것은 AI가 해줄 수
없지 않나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찾아보고 회사
를 지원할 때마다 다르게 하기 때문에 이는 AI가 해줄 수 없는 부분…(후
략)

이들은 자기 스스로 취업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취약계층의 경우
AI의 지원서비스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있
어서도 어려움을 느껴 직업상담사의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디지털 문해능력(Digital Literacy)이 떨어지는 고령층,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해서는 직업상담사들의 직무 변화가 더 많이 요구됨을 지
적했다.
원래 하는 일들은 구직의사가 약한 분들을 상담을 통해 취업의지를 향상

제5장 기술발전에 따른 인재 채용방식과 직업상담 역량 변화 171

시키고 구직활동을 못하는 분들을 매칭시켜주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 AI가 아무리 발전되어도 스스로 못하시는 분들은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미래 빅데이터 추전 및 인공지능의 기능이 강해져 현재 맞춤형 취업알
선 및 매칭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취약계층 대상자들이 취업을 할 수 있
도록 심리적 지원을 해주고 이들이 기본적인 취업능력을 갖도록 공감능
력을 가지고 이들을 이해하며 지원해 줄 수 있는 역할은 여전히 직업상담
사의 역할이라고 하였으며 따라서 미래의 핵심 직업상담사들의 능력은
심리상담 및 공감능력에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런 의견들은 앞서 응
답한 델파이 질문지의 응답결과와도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4. 결론 : 미래 직업상담 역할의 방향성
본 장에서는 빅데이터․인공지능(AI)의 활용에 따른 미래 고용서비스
를 예측함에 있어서 공공고용서비스 포털인 워크넷의 변화와 민간채용시
장에서의 대기업, 중견․중소기업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고용센터의
직업상담사들 대상으로 한 미래 직업상담사 직무와 관련한 의견조사 및
FGI를 통해 향후 직업상담사들의 역할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가도 확인
하였다. 이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인재채용 방식에 따른 빅데이터,
인공지능(AI)도입 목적은 차이가 있고 향후에도 이런 격차는 쉽게 극복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고용시
장에서 구인처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는 오히려 구
직자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시장에
서의 구인․구직의 미스매치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고용시장 양극화로
인한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공고용서비스는 고용시장의
어느 지점에 정책을 지원할 것인가에 맵핑을 명확히 해야 한다.
대기업 신규직원 채용은 기업이 채용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청년층들은 대기업 취업을 선호하고 이를 위해
스펙 쌓기, 인성․적성검사 및 면접을 대비하는 연습을 한다. 이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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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대기업은 좋은 인재를 가려내기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하기 보다는 너무 많은 지원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선별할 수 있을
까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 면접에서도 사람이 하는 수공을 덜어
낼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에서 해당 솔루션개발을 추진했다고 하기도 했
다. 대기업은 이런 이유에서 서류전형 단계에서 선발의 합리성과 공정성
을 기준으로 빅데이터․AI솔루션을 활용할 가능성이 앞으로도 상당히 있
을 것이라 예측하며 서류전형의 인재선발에서 AI면접을 실시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채용시장에서 주도권을 구직자에게 내어 준 상황이
다. 신규채용에서 특히 주도권을 갖기 어려운 노동시장 구조이다.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지원자들의 옥석을 가리기 위해 빅데이터․인공지능을 사
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관리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적절한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늘 시급한 상황이다. 중소기업
의 경우 앞서 사례 조사한 C사와 같은 채용 솔루션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
장 좋겠지만 비용 대비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C사의 채
용 솔루션은 중견기업이라 일컬을 수 있는 정도 규모의 기업에서 사용하
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정부의 공공고용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맵핑
은 중소기업을 타깃으로 하는 구인-구직 매칭 서비스에 빅데이터와 인공
지능(AI)서비스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맞춰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고용센터의 구인처 관련 정보이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고용
센터가 가진 많은 고용서비스 관련 정보는 대체로 구직자 관련 정보에 한
정되어 있다. 어떤 인구학적 특성, 어떤 직업훈련 이력, 어떤 직업이력을
지닌 구직자가 어느 곳으로 취업했다는 정보가 구인처 정보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구인처에 대한 정보는 일반적 정보 이
외에 고용센터에 별로 쌓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실질적으로 구인처
의 내면의 정보는 기업정보로 공표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고용센
터의 고용서비스가 너무 구직자 중심에 와있지 않은가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구인처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상세히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NCS가 직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기술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NCS직무가 중소기업에 바로 적용되지 못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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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기업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에 대한 직무기술서를 작성하는데
도 애로를 겪는다고 한다. 따라서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구인처대상 빅데
이터 정보 및 인공지능으로 구직자에 대한 평가를 하는 방식은 해당 기업
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에 대한 정확한 직무기술서 작성을 비롯한 중소기
업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 부분이 미래 공
공고용서비스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셋째, 체계적인 빅데이터 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이 필요하다. 워크넷에
서 빅데이터․인공지능(AI)기반으로 하는 채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 현재 구직자의 데이터(워크넷 DB, 취업성공패키지 DB, HRD-net DB
등)24)는 비교적 충분하지만 구인처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며, 특히 행동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대기업의 채용 솔루션, C사의 채용 솔루션 프로그램이 기업 맞춤형으
로 가능한 것은 해당 기업의 저성과자와 고성과자의 행동데이터를 만들
어 기계학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워크넷 데이터
는 사실상 결과데이터만을 가지고 기계학습을 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이
럴 경우, 구직자에 대한 부분은 행동데이터로 대리할 수 있는 변수들을
생성할 수 있지만25) 구인처 특성에 따른 직원성과의 행동데이터를 워크
넷이 수합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담당자와의 인터뷰 과정
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워크넷의 경우
는 NCS라는 표준직무와 관련한 세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별 맞춤형은 어렵다 하더라도 직무기술을 토대로 하는 데이터는 향
후 생산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데이터로 활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따라
서 향후 워크넷의 기능이 미래 고용서비스의 변화에 맞게 전략적으로 진
화해야 할 것이며, 그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이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구인처에 데이터 확보에 대한 직업상담사의 역할 강화이다. 앞서
작성한 델파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업상담사 역시 구직자 중심의 서비

24) 이런 데이터들을 질적인 데이터와 연계하여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5) 고용보험DB 또는 HRD-net의 개인성과 데이터들은 사실상 행동데이터로 치환하
여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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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하고 있었으며, 미래에도 그 방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체로
합의하고 있었다. 구인처 개척 또는 구인처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 인식이 없었다. 현실적으로 AI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
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특히 행동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필요한데, 사실상
미래의 고용서비스에서도 구인처 정보에 대한 구체적 전략은 아직 제시
되지 못하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하고 싶은 것은 미래 고용센터
직업상담사의 업무 중 중요한 역할이 되어야 하는 것은 구인처에 대한 보
다 심도 있는 질적 데이터를 수합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한 전문 직업상
담사를 양성해야 함을 제안한다.
다섯째, 구직자에 대한 부분이다. 현실적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구
직자들은 스스로 자기주도취업이 가능한 구직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스스로 취업정보 수집 및 지원이 가능한 인력들은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
하기 보다는 워크넷을 통해 지원하는 경향이 강하며, 젊은 층의 경우 워
크넷 사용보다는 민간 취업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향이 더 큰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워크넷이 민간포털사이트와의 경쟁관계를 갖기 보다는
민간포털서비스를 통해 취업이 어려운 계층들이 이용 가능한 메뉴의 개
발과 정보의 축적을 통해 이들에게 적합한 취업알선을 하도록 하는 방향
의 빅데이터․인공지능(AI) 솔루션 개발의 방향성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빅데이터․인공지능(AI) 솔루션의 활용이 일상화되었을 것을
가정할 때 미래직업상담사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예측
은 사실상 정책변수가 미래변수보다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 만일 고용
센터의 방향성이 진정한 취약계층(고령, 심신미약, 장애)을 위한 고용서
비스로 지속된다면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구직자들에게는 오히려 아날로
그식 직업상담과 심리상담이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 현대인이 가지고 있
는 여러 가지 병리적 현상으로 인해 심신미약자들의 고용서비스는 심리
상담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며 이 영역이 공공고용서비스의 영역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직업상담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부분은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현재의 구직자들 역시 조건부 수급자, 고령층, 청년
층이나 심신미약을 겪고 있는 심리적 장애아들이라고 했다. 현재의 많은
고용센터 업무들이 정부사업의 행정처리 업무에 속해 있지만 만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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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들이 기계로 대체된다면 구직자 개별에 대한 심리상담 및 사례관리
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고용센터를 정부사업의 행정
수행의 전달체계로 생각해서 정부사업운영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정책이 실행된다면 직업상담사들은 심리상담 및 직업상담 업무 외의 다
른 업무들에 우선 배치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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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본 연구는 고용서비스와 관련된 전통적 문제의식과 기술진보
로 인한 새로운 문제의식이 혼재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고용서비스와 관
련된 전통적이거나 새로운 복수의 핵심 논점을 탐색해 향후 고용서비스
발전방향을 탐색해 보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전통-기술혁신,
구조-일선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공공고용서비스 규모 국가비
교(전통-구조, 제2장), 민간고용서비스 매칭플랫폼화(기술혁신-구조, 제3
장), 공공직업상담사 직무열의(전통-일선, 제4장), 인공지능․빅데이터 도
입에 따른 공공직업상담사 직무변화(기술혁신-일선, 제5장)라는 네 가지
주제를 선정해 각각의 주제와 관련한 현상적 특징과 정책적 함의를 확인
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연구결과 및 정책적 함의를 정
리하면 <표 6-1>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공공고용서비스에 대해 국가 간 비교의 관
점에서 살펴보았다. OECD 자료를 활용하여 노동시장정책의 현황과 추이
를 기술적 수준에서 분석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하위 프로그램들
을 지표로 활용하여 국가 간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또한 패널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공공고용서비스 지출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고, 분석결과 도출
된 회귀식을 통해 한국의 공공고용서비스 적정 지출 수준을 탐색적 수준
에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정책의 하위 요소, 프로그램들이
대표적 노동시장 성과인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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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연구요약 및 정책제언
분석결과 요약

정책제언

- 연구목적 : 우리나라 공공고용서비스 국 - 국가비교 관점에서 확인
가 간 비교
해 보면 노동시장정책에
- 한국의 공공고용서비스 지출은 지속적 대한 양적 지출 수준은
으로 증가해 왔으나 2017년 기준 GDP 과감하게 확대할 필요
대비 0.04%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여 - 다만 어떠한 방식으로의
전히 매우 낮은 수준
확대인가에 대해서 충분
한국의 공공고용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기준으로 OECD 한 논의가 필요. 첫째,
서비스 : 국가 간 국가들을 유형화한 결과, 한국은 남부 적극적 - 소극적 노동시
비교분석
유럽 국가군과 하나의 유형에 포함 장정책 지출 균형 증대
(제2장)
(2015년 기준). 직접일자리 창출과 창 필요, 둘째, 적극적 노동
업장려금에 대한 지출이 가장 높으며, 시장정책 중 직접일자리
고용장려금에 대한 지출도 높은 유형
창출 축소하고 고용서비
- 공공고용서비스 지출 결정요인 회귀식 스 등 다른 사업의 상대
에 한국의 통계값을 투입해 보면 예측 적 비중 높일 필요
되는 공공고용서비스 수준은 0.089%
(실제 지출은 0.04%)

유료직업소개
기관 매칭
플랫폼화
가능성에 대한
탐색(제3장)

- 연구목적 : 유료직업소개시장 매칭 플랫 - 플랫폼은 사업의 대규모
폼화 가능성 탐색
화 지향, 공개성․개방
- 세부 분야와 관계없이 매칭 플랫폼은 성․합법성 등으로 인해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자동화된 매칭 기존 국내 유료직업소개
기술을 토대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기관의 문제를 극복할
초기 투자를 통해 최대한 많은 잠재적 수 있는 대안적 행위자
이용자 및 서비스 공급자를 플랫폼으 가 될 가능성 확인. 최근
로 유입시키고 또 매칭이 이루어지도 등장하는 매칭 플랫폼을
록 지원해 궁극적으로는 시장 내 주도 정책이해관계자로 적극
적 사업자가 되어 수익을 확보하는 전 포용하는 노력 기울일
략을 활용
필요
- 이러한 사업전략을 지니고 있기에 국 - 매칭 플랫폼의 확산은
내 유료직업소개기관에 비해 플랫폼은 전통적 국내 유료직업
상당히 공개적이고 개방적이며, 또 공 소개기관-직업정보제공
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공통적 사업기관의 경계를 모호
인 특징을 지님
하게 만들 가능성 존재.
- 사업모델을 기준으로, 가사, 아동 돌봄, 민간고용서비스 분류체
음식점 분야는 매칭 플랫폼이 주요 행 계 재정의 가능성이 존
위자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으나, 간병 재함을 유념할 필요
은 매칭 플랫폼 등장이 어려운 일부
제약조건을 지니고 있으며, 건설 분야
는 시장 자체의 여러 관행들로 인해
플랫폼이 주요 행위자로 등장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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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의 계속
분석결과 요약
- 연구목적 : 공공고용서비스 직업상담사
의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확
인
- 객관적 일경험, 일경험에 대한 인식, 일
과 관련된 개인의 심리상태, 일과 무관
한 개인의 심리적 성향 요인들이 직간
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
공공 직업상담사 - 악성민원 경험 어려움, 직장 구성원의
직무열의에
긍정적 일 평가, 직장 구성원 간의 좋
영향을 미치는
은 관계, 어려운 사례성공의 뿌듯함, 참
요인 탐색
여자로부터의 인정, 업무량이 많다는
(제4장)
인식, 실적이나 성과의 압박, 자유방임
형 리더십, 연령, 성실성, 외향성, 개방
성, 회복탄력성, 성취욕이 직간접적으로
직무열의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

정책제언
- 악성민원에 대한 관리체
계 확립 필요
- 직장상사들이 대면상담
업무를 계속 지지할 수
있는 체계 확립 필요
- 직무전환 체계 도입 등
을 통한 팀 분위기 쇄신
고려
- 사례난이도 고려한 참여
자 배치체계 도입 통한
성공경험 확대
- 면담자로부터의 칭찬을 확
대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업무시간 및 스트레스
관리교육 강화 통한 지
침완화
- 상담에 부합하는 성격
확인 위한 채용 시 인적
성검사 도입 고려

- 연구목적 : 고용서비스나 채용시장에 빅 - 공공고용서비스의 구인분
데이터․인공지능 기술 확산 시 공공 야 주요 대상은 중소기
고용서비스 직업상담사 직무변화 탐색 업이며, 신뢰할 만한 인
- 국내외 기업 채용부문에서 빅데이터․ 공지능 기술은 정확한
인공지능 기술이 확산 중임을 확인. 공 데이터에 기반해야 하기
고용서비스시장
통적으로 인재채용의 공정․정확성 제 에 공공 직업상담사는
채용관행 및
고와 효율화를 위한 목적을 지님
정확하고 구체적인 중소
직업상담사의
- 민간․공공 취업포털에서 빅데이터․ 기업 구인정보 확보를 위
직무변화 탐색 :
인공지능 기술 활용한 자동일자리 매 한 전문성 증진이 필요
빅데이터․인공
칭 기술 적용을 확인. 향후 보다 정교 - 공공고용서비스의 구직분
지능 활용
하게 발전 예정
야 주요대상은 취업취약
(제5장)
- 빅데이터․인공지능이 도입될 경우 이 계층이기에, 고용서비스
의 활용을 돕는 수요나 심리상담․공 에 있어 인공지능기술 적
감능력에 대한 수요는 유지․증가할 용이 확대된다면 취업취
것으로 예측
약계층에 대한 심리상담
과 관련한 직무가 더욱
중요해질 가능성 존재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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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체 노동시장정책 지출은 2007년 GDP 대비 0.35%에서 2017
년 0.64%로 증가하였으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전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일본(0.30%)과 미국(0.24%)을 제외하고
분석 대상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경우 미국, 일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자유주의 복지체제 유형의 국가들과 함께 적
극적,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모두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노동시장정책 중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비중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의 비중이 높은 편
이다. 2010년 이후 최근의 경향을 보면 전체 노동시장정책 지출 중 적극
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중이 50%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스웨덴, 노르웨
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의 경우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정책 지출이 높은
상황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의 비중도 높고, 한국을 포함한 미국,
영국 등 자유주의 유형 국가의 경우 전체 노동시장정책 지출이 낮은 상황
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상대적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중 공공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한국의
공공고용서비스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으나 2017년 기준 GDP
대비 0.04%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미국
(0.02%)을 제외하면 분석대상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중 공공고용서비스 지출 비중의 측면에서 살
펴보면, 2008년 이후 한국의 공공고용서비스 지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
가하였고, 2017년 기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중 13.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분석 대상 국가들과 비교할 때 공공고용서비스의 비중
이 높다고는 할 수 없는데, 포르투갈을 제외하면 비중 측면에서도 분석
대상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직접일자리
창출의 비중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이는데, 직접일자리 창출의 높은 비중
을 유지하면서 고용서비스 및 창업장려금을 통한 취업 및 창업 강화의 방
향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중심이 다소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공고용서비스 활용 측면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2008년 이후 공공
고용서비스를 활용한 구직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
다. 데이터 수집방법의 국가 간 차이로 인해 해석에 유의가 필요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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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고용서비스 이용 비율이 북유럽 국가나 대륙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대체로 낮고, 미국, 캐나다 등 자유주의 유형의 국가들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
다음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하위 프로그램들을 지표로 활용하여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을 유형화한 결과, 2008년 기준으로 한국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미국, 영국 등 자유주의 유형 국가들과 하
나의 유형으로 묶였다. 전반적으로 낮은 지출 수준을 보이지만 공공고용
서비스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형이다. 2015년 기준 분석결과로는 스
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남부유럽 국가군과 하나의 유형에 포함되었
는데, 직접일자리창출과 창업장려금에 대한 지출이 타 유형에 비해 가장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고용장려금에 대한 지출도 높은 유형이다.
공공고용서비스 지출의 결정요인 분석결과 도출된 회귀식에 2016년 한
국의 통계값들을 투입해보면 회귀식에 의해 예측되는 공공고용서비스 지
출 수준은 0.089%로 나타났다. 2016년 한국의 공공고용서비스 지출이
GDP 대비 0.04%임을 고려하면 확대의 여지가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
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후기산업사회의 도래로 인한 경제 환경 및 노동시
장구조의 변화와 ‘활성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역할 및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 역시 특히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
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정책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적극적 지출 및 소극적 지출이 모두 낮은 전형적인 ‘자유
주의’ 유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양적 지출 수준을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에 가깝게 과감하게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어떠한 방식으로의 확대인가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이다. 노동시장정책의 유형 및 ‘활성화’의 패턴은 각 국가가 처한 경제․
사회․정치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른 노
동시장 성과 역시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한국이 어떠한 방식의 노
동시장정책 유형, ‘활성화’의 패턴을 지향해야 하는지 본 장에서 답을 내
리기는 어려우나, 방향성을 고민하는데 있어 몇 가지 고려할 수 있는 사
항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적․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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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적으로 증대될 필요가 있다. 서구 국가들의 경우 실업자에 대한 소득
보장정책이 충분히 발전된 상황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상대적 중요
성이 강조되면서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한국의 경우 실업자에
대한 소득보장제도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확대와 함께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및 급여수준 확대,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도입 등을 포함하여 실업자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양적 확대와 함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의 하위 프로그램 간 상대적 비중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중 직접일자리창출
의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비율적으로 축소하고 공공고용서비스
등 다른 사업의 상대적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보다 유연하
고 다양한 방식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공공고
용서비스의 경우 직접일자리 사업 등에 비해 고용률, 실업률 등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효과성이 보다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Card, Kluve &
Weber, 2015), 본 장에서의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공공고용서비스는 직업훈련 등 다른 적극적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거나, 실업급여 등 소극적 프로그램의 부정적 효과를 줄이는 조절효
과를 갖는다는 분석결과도 존재한다(Fredriksson, 2019). 적어도 거시적
인 측면에서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내에 공공고용서비스의 비중을 높이
는 것이 필요하며, 앞서 논의한 것처럼 적어도 두 배 이상의 충분한 확대
의 여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민간고용서비스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유료직
업소개시장의 매칭 플랫폼과 가능성을 탐색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전통
적 유료직업소개기관에서 담당하던 일용 가사, 아동 돌봄, 간병, 식당, 건
설분야에서 디지털플랫폼 운영현황과 이의 확산 가능성, 그리고 이러한
확산의 정책적 의미를 정리해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국내 유료직업소개 시장에 최근 매칭 플
랫폼이 속속 등장하여 기존과 다른 사업모델을 활용해 기존 국내유료직
업소개기관과 경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부적인 분야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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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이들 매칭 플랫폼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자동화된 매칭 기술을 토
대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초기 투자를 통해 최대한 많은 잠재적 이용자
및 서비스 공급자를 플랫폼으로 유입시키고 또 매칭이 이루어지도록 지
원해 궁극적으로는 시장 내 주도적 사업자가 되어 수익을 확보하는 전략
을 활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업전략을 지니고 있기에 국내유료직업소
개기관에 비해 플랫폼은 상당히 공개적이고 개방적이며, 또 공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공통적인 특징 또한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사업모델
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본 연구는 가사나 음식점 분야인 파출영역
및 아동 돌봄 분야는 플랫폼이 주요행위자로 등장할 가능성이 상대적으
로 높으며, 간병은 플랫폼이 주요 행위자로 등장하기에 어려운 일부 제약
조건을 지니고 있으며, 건설 분야는 시장 자체의 여러 관행들로 인해 플
랫폼이 주요 행위자로 등장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판단했다.
간병 분야의 경우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자동화된 매칭 기능 자체를
도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라 판단된다. 다만 간병 분야는 직무자체
의 특성상 가사, 돌봄, 음식점 분야보다 잠재적 서비스 제공자를 검증하
는 과정에 상당한 기업역량을 투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다. 이는
다른 분야와는 달리 간병의 경우 특별한 기술이나 적성이 필요한 영역이
기 때문이다. 즉 플랫폼 기업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초보자들에
게 일정정도의 교육을 반드시 행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을 받은 것과 별
개로 실습을 통해 해당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 또한 필요
하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서비스 제공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장이라
면, 합법성․공식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거의 전체 간병사들을 대상으
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인지의 여부에 대한 검증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이용자 관점에서도 다른 플랫폼 시장과 달리 병원이 매우
중요한 행위자로서 존재하기에, 플랫폼이 다수의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
해서는 적어도 현재 유료직업소개기관 수준만큼의 병원과의 신뢰관계 형
성을 위한 부가적인 노력 또한 필요하다. 특히 개별 병원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 해당 병원에 익숙한 간병사 상당수를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다
른 유료직업소개기관이 서비스 품질에 있어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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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높기에 매칭 플랫폼의 사업성공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병원과의 관계맺음의 중요성은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공동간병의
경우에 더더욱 그러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앞서 언급한 어려움은 민간 간병 인력시장에서 매칭 플랫폼이 지
배적인 사업자로 성장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간병 노동시장이나 다른 매칭 플랫폼의 사례 등을 고려해 이러한 어려움
을 극복하기 위해 개별 기업에서 시도해 볼 만한 대안적인 접근법들이 존
재할 수 있다 판단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자
를 잠재적 서비스 제공자로 우선적으로 모집해 교육시간을 단축해 본다
던가, 기존 사업자 지배적 시장인 전일제 시장에 바로 도전하기보다는 가
사나 돌봄 플랫폼의 사례와 같이 간헐적이고 일회성의 틈새시장을 주요
매칭영역으로 우선 포괄해 다수의 매칭 성과를 만들고, 이러한 성과를 바
탕으로 시장, 특히 병원의 신뢰를 쌓아나가는 전략방향을 설정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건설분야에서는 건설 인력시장 자체의 상황들로 인해 매칭 플랫
폼화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판단된다. 다른 여러 분야와 마찬
가지로 자동화된 매칭 기술 자체를 건설 분야에 적용하는 것은 그리 어려
운 과업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건설 분야의 매우 독특한 임금결제체계인
대불제도가 존재하기에 매칭 플랫폼이 매우 많은 수의 매칭 자체를 감당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즉, 하나의 벤처기업이 다수의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대불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예비비를 두고 사업을 운영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그리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외국
인 노동자 문제, 기능공 영역의 구인․계약 관행 등 온전하게 합법적이라
보기 어려운 건설 인력시장의 여러 관행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가중시키
는 요소이다. 특히 공개적․개방적․공식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는 플
랫폼에서는 이러한 계약관계에 개입되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 있을 것이
다. 물론 엄격하게 합법적으로 검증된 영역에서만 플랫폼이 활동하고자
할 경우 현재 상황에서 이용자나 사업자 검증과정을 위해 많은 기업역량
을 투입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자동매칭의 취지가 상당부분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특징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볼 때 주요 행위자로서

184

전환기 고용서비스의 현재와 미래

플랫폼이 부각될 가능성은 다른 여러 분야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이며,
매칭 플랫폼의 전략만으로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것 자체는 현실
적으로 매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정책적 견지에서 보면, 이들 매칭 플랫폼들은 기존 국내유료직업소개
기관이 갖는 근본적 문제를 일정부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적 행위자가 될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국내 유료직업소개기관의 근본적인 문제는 영
세성과 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불법․탈법성이었다. 물론 매칭 플랫폼
역시 인맥활용 등 전통적인 사업운영방식을 일부 차용하고 있긴 하나 상
대적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영세하게 운영되는 사업모델이 아닌 사업의
대규모화를 지향하고 있었으며, 일부 영역에서는 기존보다 훨씬 더 다양
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공개적․개방적․합법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특징도 확인
할 수 있었다. 즉, 근본적인 사업모델의 차이로 인해 국내 유료직업소개
기관이 갖던 본질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 더해 적어도 면담에 응한 모든 플랫폼에서 구직자에게는
전혀 수수료를 받지 않거나 이러한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계획하고 있
음을 확인해 보았을 때, 민간구인구직서비스 시장에서 수수료와 관련한
국제표준을 따를 수 있는 가능성 또한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긍정
적 잠재력을 고려한다면, 정부는 우선 최근의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을 정
확하게 인지하고 이들을 민간고용서비스 영역의 새롭고 중요한 정책이해
관계자로서 포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들이 경험하는 제도적인 어려움들과 필요한 지원들을 포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민간 고용서비스 세부 영역으로 논의를 좀 더 구체화해 보면, 매
칭 플랫폼의 확산은 국내유료직업소개기관만을 넘어 기존 민간고용서비
스기관 전체의 경계 혹은 구분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킬 가능성도 존재한
다. 현 시점에서 순수 민간분야 대표서비스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과
직업정보제공사업이라 할 수 있다.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이들 두 영역을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기능, 즉 알선과 정보제공이라는 기능의 차이이다.
하지만 매칭 플랫폼이 등장함으로 인해 이러한 구분이 흐려지게 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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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다. 즉, 매칭 플랫폼은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일
정정도 알선기능을 직접 수행하거나 자동적인 매칭을 지원하기 위해 별
점․평가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에, 일견 이들 매칭 플랫폼은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인 동시에 알선을 수
행하거나 돕는 직업소개사업자로 볼 수 있다. 이는, 만약 매칭 플랫폼이
민간고용서비스 영역의 주도적인 매칭 방식으로 확대되게 된다면, 현재
의 민간고용서비스 시장의 분류체계의 재구조화나 재정의화가 필요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물론 이러한 기존 분류의 재정의 혹은 재구조화는 현재
의 관리․감독 등 여러 정책적 개입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
다. 물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제4장에서는 공공고용서비스 직업상담사의 직무열의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공공고용서비스
대표적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사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이들의
직무열의 실태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 및 직업상담사 면담 결과를 통해 확인한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1) 객관적 일 경험, 2) 일 경험에 대한 인식, 3) 일과 관
련된 개인의 심리상태 혹은 특성 등 일과 관련된 부분과 4) 일과 무관한
개인의 심리적 성향이나 특성 크게 네 가지 요인으로 범주화 해 볼 수 있
었다. 이들 네 요소들은 직접적으로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특히 일과 관련한 요소의 경우 객관적 일경험(1)이나 일 경험에 대한 인
식(2)이 일과 관련된 개인의 심리상태나 특성에 영향을 미치면(3), 이 심
리상태나 특성이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즉 간접적인 방식으로도 영
향을 미치기도 한다고 가정했다.
복수의 구조방정식 모델을 통해 이들 요인이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해 본 결과, 직무열의에는 여러 일․직무경험
에 대한 인식, 일과 관련된 심리상태나 특성, 그리고 개인적 특성들이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악성민원 경험 어려움, 직장 구성원 긍정적 일 평가, 직장 구성원 좋
은 관계, 어려운 사례성공 뿌듯함, 참여자로부터의 인정, 업무량이 많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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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실적이나 성과의 압박, 자유방임형리더십, 연령, 성실성, 외향성, 개
방성, 회복탄력성, 성취욕이 직간접적으로 직무열의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공공고용서비스 일선 인사․조직관리에 있어 다
양한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악성민원의 경험에 대한 인식은 직무열의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기에 일선 차원에서 악성민원에 대한 관리체계 확
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악성민원에 대한 중간관리자의
개입시점이나 원칙 등을 정하는 노력 등을 통해 일선 직업상담사의 부담
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둘째, 직장 구성원들의 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는 직무열의를 고취시키는 요소일 수 있기에, 일선 고용복지+센터 내에
함께 일하는 구성원, 특히 중간관리자 이상 상사들이 직업상담사들이 수
행하는 일선 대면상담 업무의 중요함을 지속적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체
계를 구축하는 대안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직장구성원 간에 좋은 관계는 직무열의에 긍정적일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일선 팀 내 동료 및 상사가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일선 조직운영체계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필요에 따라 팀 내 분위기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성원들의 직무전환을 통해 팀 내 분위기를
쇄신할 뿐만 아니라 해당 직업상담사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
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이다. 넷째, 어려운 사례를 성공시켰
을 경우 느끼는 뿌듯함은 직무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직업상담사들이 이를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입직 혹은 경력별로 순차적으로 사례의 난
이도를 고려해 참여자를 배치해 직업상담사가 경력이 지속되면서 계속해
사례성공이라는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 한다거나, 어려운 사례에 대
한 일선동료들 간 지지체계를 강화해 심리적․기술적 지지를 받을 수 있
도록 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볼 만할 것이다.
다섯째, 참여자로부터의 인정 역시 직무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일선 담당자들이 참여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피드
백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최초
면담시 직업상담사들에게 긍정적인 지지를 많이 하는 것을 유도하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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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의 소소한 노력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
이다. 다음으로 업무량이 많다는 인식의 경우 자기효능감을 증가시켜 직
무열의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이기도 하지만, 직업상담사를 지치게 해
직무열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후자
의 경우를 위해 직업상담사가 업무시간을 관리하는 기술을 증진시키거나
일로 인한 스트레스나 소진을 감소시키기 위한 심리적 교육과정 등을 개
설해 운영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와 같은 노력
은 실적이나 성과의 압박을 많이 느끼는 직업상담사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직무와 관련된 인식 뿐 아니라 개인의 성격이나 특성 또한
직무열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에
따르면 성실하거나, 외향적이거나, 개방적이거나 성취욕이 높거나 회복탄
력성이 높은 직업상담사들의 직무열의가 높은 편이었다. 이 같은 분석결
과를 감안해 본다면, 채용과정에서 인적성 검사 등을 통해 직무관련 성격
적 특성을 확인하는 인사채용체계를 도입하는 것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다
판단된다.
위 연구내용을 종합해 보면, 결국 직업상담사들의 직무열의를 증진시
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점은 일선 직업상담사에 대한 정책 이해관계자
모두의 긍정적인 관심일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직무
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은 일견 당연하다 생각할 수 요소들
이었으며, 이러한 요인들을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개
입 역시 정책이해관계자들의 소소한 관심으로 구현될 수 있는 것들이었
다. 이러한 소소한 변화가 공공고용서비스 전체의 성과 자체를 혁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변화일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정부는 이상에서 언급한
작지만 다양한 여러 인사․조직체계의 개편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제5장에서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직업정보, 상담, 알선, 훈련
정보, 자격증 정보 등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개인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추천이 가능하다고 전제할 때 미래 공공고용서비스에서 고용센터
의 직업상담서비스와 관련한 직무는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는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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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기술변화에 따른 공공 고용서비스의 내용 변
화 및 민간영역에서의 채용관행의 변화를 분석하고, 현재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직업상담사의 직무변화 및 역할에 대한 재정립 방향
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먼저 고용서비스 관련 빅데이터․인공지능 활용현황을 확인해 보기 위
해 국내외 기업의 채용부문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채용현황과
고용서비스 정보시스템에서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적용사례를 정리해
보았다. 해외에서는 유니레버, 로레알, IBM,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 IT기
업들을 중심으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이 채용단계에서 다양하게 활
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기술들이 그간 기업이 인력을 채
용하는 과정에 소비되었던 많은 수공들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 것
은 확실해 보였다. 그간 기업 입장에서는 인사관리의 부담을 많이 느껴왔
으나 데이터를 통해 본인들이 원하는 인재를 정확하게 선발할 수 있다면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방식을 선호할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었다. 우리나
라에서도 이러한 기술을 인사채용에 도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
데, 면담에서 확인한 복수의 대기업들의 경우 초기 1단계 서류 평가의 공
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부적절한 지원자를 골라내는 것에 집중해 이를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많은 인재들이 몰려오는 것에 대한 인사채용의
시간적, 물리적 소비를 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지니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외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채용솔루션을 제공하는 기관도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많은 기업이 본 면접 채용솔루션을 활용하
는 목적 역시 위의 사례와 유사하게 기업에게 적합하고 우수한 인재를 채
용하게 해 주면서 동시에 채용 기관과 비용을 실질적으로 절감하는 효과
를 얻기 위함이었다.
다음으로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공공 및 민간
취업포털사이트에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추천 알고리듬을 개
발하여 일부 활용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공부문의 경우 대표적
인 공공일자리포털 서비스인 워크넷에서 더 워크 서비스를 개발하여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자동 일자리 추천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었다. 더
워크 서비스는 기존의 단순 검색을 통한 조건검색 기반의 일자리 매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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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한층 진일보한 일자리 매칭 서비스 제공을 지향하고 있는데, 현재에는
기업의 구인공고와 구직자의 이력서를 비교해 가장 근접한 경우를 자동
매칭해 주는 자동 구인처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향후 더 워크
서비스는 구직자와 구인자의 특성과 선호조건, 과거 매칭 성공조건 등을
모두 고려하여 일자리를 추천하는 보다 정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
향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지니고 있었다.
이와 같은 채용시장 및 매칭 서비스의 변화는 공공직업상담사의 직무
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공공직업상담사들은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기에, 인공지능 기반의 채용시장이나 매칭서비스가 도입되었
을 경우 이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기에 이를 지원하는 직
업상담사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더해, 아무리 빅데이터
추천 및 인공지능의 기능이 강해져 맞춤형 자동 취업알선 및 매칭이 이루
어진다 해도 이들이 기본적인 취업능력을 갖도록 공감능력을 가지고 이
들을 이해하며 지원해 줄 수 있는 역할은 여전히 직업상담사의 역할이기
에 미래 직업상담사들의 핵심적 능력은 심리상담 및 공감능력에 있을 것
이라고 예측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기반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채용 및
일자리 매칭 전반에 인공지능․빅데이터 적용을 탐색함에 있어 정부는
노동시장 구인처의 어느 지점에 정책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타깃을 명
확화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인재채용 방식
에 따른 빅데이터, 인공지능 도입 목적은 차이가 있고 향후에도 이런 격
차는 쉽게 극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기업이 채
용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많은 지원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선별할 수 있을까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소기업은 채용
시장에서 주도권을 구직자에게 내어 준 상황에서 인사관리 비용을 최소
화하기 위해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적절한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늘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정부의 공공고용서비스의 타깃은
중소기업이 되어야 하며, 인공지능․빅데이터의 활용 역시 중소기업 채
용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방향에의 적용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어떠한 방식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던 가장 중요한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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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일일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
하면 고용센터가 가진 많은 정보는 구직자 중심이다. 구인처에 대한 정보
는 일반적 정보 이외에 고용센터에 별로 쌓여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구인처, 특히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에 대한 정확한
직무기술서 작성을 비롯한 중소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현재보
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비록 본 연구에 참여한 면담자들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는 못했지만, 미래 공공고용서비스 직업상담사 직
무 중 현재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직무는 구인처에 대한 보다 심
도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한 전문성을 확대시킬 필요
가 있다.
셋째, 현실적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구직자들을 스스로 자기주도취
업이 가능한 구직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민간포털사이트와의
경쟁관계를 갖기 보다는 민간포털서비스를 통해 취업이 어려운 계층들이
이용 가능한 메뉴의 개발과 정보의 축적을 통해 이들에게 적합한 취업알
선을 하도록 하는 방향의 빅데이터․인공지능 솔루션 개발의 방향성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즉, 구인처에서 중소기업을 주요 타깃으로 하는 것
처럼, 공공고용서비스는 취업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하여야 하며, 인공지
능․빅데이터의 활용 역시 이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방향에의 적용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만약 인공지능․빅데이터가 취약계층을 위해 적절하게 활용되고
또 직업상담사에게 이들을 지원하는 진정한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서비스
를 구현하는 역할을 부여하게 된다면, 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아날로
그식 직업상담과 심리상담이 더 필요할 것이다.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여
러 가지 병리적 현상으로 인해 심신미약자들의 고용서비스는 심리상담으
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며, 이 영역이 공공고용서비스의 영역으로 강화
되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고용센터를 정부사업의 행정수행 전달
체계로 생각해서 정부사업운영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정책이 실현
된다면 직업상담사들은 심리상담 및 직업상담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들
에 우선 배치되어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
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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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공공고용서비스는 큰 틀
에서 향후 상당기간 동안 일정정도의 확대 기조를 유지하되, 일선의 인
사․관리체계의 정교한 개선을 통해 직업상담사의 직무열의를 향상시켜
질적 효과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판단된다. 이와 동시
에 최근 고용서비스 관련 분야에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고 있음을 고려해 본다면, 정부는 이러한 기술을 어떤 구직․구인
처를 주요 대상으로 설정해 활용․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
을 설정하고, 구인처 지원이나 구직자 심리상담 등 기술변화로 인해 향후
일선에서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은 직업상담사 직무향상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할 필요가 있다 판단된다. 이와 별개로, 민간고용서비스 분야에
서 새로운 정책이해관계자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매칭 플랫폼을 주요
정책행위자로서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이들이 기존 민간고용서비스 시장
의 문제점을 극복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민간고용서
비스 정책방향을 새로이 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 연구는 기존에 다루지 못한 복수의 연구주제를
탐색적․심층적으로 확인해 기존연구의 사각지대를 보완했다는 측면에
서, 그리고 이들 연구주제와 관련한 큰 틀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
에서 나름의 학문적․정책적 의의를 갖는다 판단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앞서 다룬 네 개 논점의 일부분만을 연구내용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 그
리고 연구의 사각지대로 존재하는 다른 여러 고용서비스와 관련한 논점
들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도 동시에 지니
고 있다 판단된다. 거시적인 틀에서 국가비교를 수행하고 있으나, 고용서
비스 현재 규모에 대한 각국의 문제의식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
하고 있지 못했다는 점, 국내 유료직업소개기관이나 공공일자리 포털에
초점을 두어 민간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최근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
보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점, 기술 등 직무열의 이외에 일선 직업상담사의
성과에 영향을 다른 요소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 거시-일선 이외에 중간 행정 전달체계와 관련한 다양한 논점은 전혀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이 이에 해당된다. 물론, 한 명 혹은 하나의
연구팀이 이러한 다양한 고용서비스 관련 주제를 모두 다루는 것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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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가 고용서비스와 관련한 연구의 여러 사각지대
를 메우는 데 있어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촉발하는 데 일정부분 기여하
기를 기대한다. 만약, 현재보다 많은 연구자들이 고용서비스에 관심을 갖
고 이들이 수행한 연구들이 향후 우리나라의 고용서비스와 관련한 다양
한 문제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는 잠재적인 고용서비스 이용자 혹은 서비스 제공자인 우리 모두의 안
녕(well-being)을 증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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