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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要約 및 政策建議
Ⅰ 연구의 요약
.

1. 연구의 목적
경제위기 이후 우리 사회는 사상 초유의 실업대란을 겪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실
업률은 앞으로도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상용직의 비중은 줄어들고 임
시직과 시간제 고용의 비중이 증가하는 고용구조상의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우
리 노동시장에서 평생고용의 개념이 급속하게 사라지고 유연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전반적으로 실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실업에 대한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노동환경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적 대안의 제시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며, 포괄적인 사회안전망 체계의
구축 등 실업에 대한 공공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먼저 실업대책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방향을 정립하고, 실업
대책의 생산성 향상방안을 제시하며. 그리고 실업에 대한 서울시의 장단기 대책방안의
제시에 있다. 서울시의 경우, 중앙정부와의 역할분담을 통해 중앙정부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거시경제정책 등을 통한 대안을 모색하고 자치단체 지역실정에
맞는 공공근로사업 또는 공공사업에 대한 투자확대와 제한적 경기진흥책의 강구 등 지
역실정에 맞는 보완적인 정책방안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

2. 현황 및 기본 정책방향
현재 서울시의 실업대책은 각 부문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업대책위원회와 실행부
서로 실업대책본부체제로 추진되고 있다. 실업대책위원회는 각종 실업대책을 검토, 심
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실업대책본부는 각종 실업대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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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실업대책의 내용은 기업지원, 공공근로,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그리고 실직
자생활보호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기업지원은 중소기업 자금지원, 기업지원을 위
한 제도개선, 기업창업지원, 중소기업 수출지원 등의 대책이 추진되고 있고, 공공근로
사업은 국가지원과 시자체 사업에서 일일 참여자가 1단계의 경우 약 1만명이었고 지난
8월 17일부터 시작된 2단계의 경우는 43천명 수준에 이르고 있다.
서울시 실업대책의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자에 관한 통계자료 및 정보부재를 들 수 있다. 실업자에 관한 정보를 파
악할 수 있는 기초적인 데이터(실업자 연령, 학력, 직종, 생활상태, 욕구사항 등)가 파
악되지 않아 유형별 실업자대책 수립과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먼저 실업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노동부,
또는 통계청 등과 연계하여 실업자에 대하여 연령별⋅소득수준별⋅이전 직업별⋅산업
별 등 실업대책 수립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시계열로 구축하여 실업대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중‧장기계획의 빈약을 들 수 있다. 대량실업은 최근에 발생된 관계로 아직은
대부분이 실업기간이 길지 않은 실업자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우리경제의 불황이 장기
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또 2-3년 후 경제가 다시 좋아지더라도 과거와 같은 낮은
실업률의 시대는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실업이 항상
지속되고 이를 사회가 포용한다는 전제하에 실업대책을 단‧중‧장기로 구분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종합적인 대책기능의 미비이다. 실업대책에 대한 최고의 정책검토기구인 서울
시 실업대책위원회는 저소득시민, 생산‧일용직, 청년‧여성, 사무‧전문직 등의 분과위를
두고 실업의 유형별 대책수립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사실은 각 실업자 유형별 공공근
로사업의 사업발굴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인상이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지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실업대책의 전부는 될 수가 없고 실업
대책은 종합적인 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공공근로사업은 단기적 대책의 하나로 시행되
고 이에 따른 유형별 사업내용의 발굴이 필요한 것이다.
넷째, 생산적인 사업발굴의 한계이다. 서울시 실업대책은 공공근로사업이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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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의 공공근로사업은 사실상 실업자에 대한 생계보호 차원
의 지원에 그치는 즉효성 복지정책 또는 단발성 소득보전과 같은 단기처방적인 대책에
치중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복지지출형 실업대책이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실
업대책은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일자리창출 등에 충실해야 하는데 공공근로사업의 생산
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부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방안 수립이 따라야 한다.
다섯째, 거시경제정책기능과의 연계부족이다. 실업은 경제현상을 그대로 반영한다.
경기가 좋으면 실업자가 줄어들고 경기가 나쁘면 실업자가 늘어난다. 따라서 실업대책
은 실업자를 위한 생활안정대책 뿐만이 아니라 거시경제 조절기능을 통해 실업의 규모
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도 실업대책의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이다. 먼저 거시경제
전망을 통해 전체적인 실업의 규모를 예상하고 실업의 규모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거
시적인 조절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함과 동시에 이미 발생된 실업자에 대한 생활안정
대책과 재취업의 가능성을 극대화시켜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실업대책의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즉, 실업자에 대한 최고의 대책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고 일자리 제공
은 경제현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경기순환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과 실업자 수
의 증감에 대한 연구, 그리고 실업자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먼저 수립하
고 이에 부응하는 각종 단기적인 대책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실업규모축소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서울시의 역할은 사실상 매
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경기가 계속 침체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구조적 실업자가
급증하는 여건 하에서 거시경제조절기능을 가지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경기부양책은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진행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및 미래의 경제상
황을 분석하고 실업의 발생추이와 그 성격을 관찰하면서 전체적인 실업의 규모를 예측
하고,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각종 경기부양책을 이용하여 실업자를 위한 각종 대책의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실업자의 생활안정대책이 단순히 일과성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기술습득을 통한 노동생산성향상과 재취업의 가능성을 높이고, 궁극적으
로 실업규모를 축소할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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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책대안
.

2. 動向分析機能의 强化
향후 서울시 실업정책은 상시적으로 관찰하고, 장‧단기 대응책을 마련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서울시에 서울의 실업문제를 상시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기능을 보강
하기 위하여 서울시 실업대책본부 산하의 실업대책상황실에 ‘동향분석팀’을 설치할 필
요가 있다. 동향분석팀은 우리나라 경제상황 전반을 관찰하고 경기예측 및 분석기능과
함께 장‧단기 실업의 규모와 실업률 등을 예측하고 분석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경기
부양과 실업규모축소를 위한 서울시의 대처방안들을 제시하며, 관련부처로 하여금 시
책수행에 참고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동향분석팀의 역할은 첫째, 서울시의 실업통계를 상시적으로 작
성하는 것이다. 현재 통계청에서 매월 전국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서울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별 통계를 작성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통계청과 협의하여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폭을 넓히고 기능을 강화하여 전국에 대한 분
석과 동시에 서울시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여기
에는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통계청과 조사하는 방안도 강구될
수 있다. 이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서울시민의 고용과 실업 등 각종 경제활동에 관
한 정보를 구할 수 있는 방안인 동시에 주기적으로 흐름을 관찰하고 추세를 분석하는
데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둘째, 지역총생산의 작성이다. 실업은 경기의 흐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지역경제의 현황을 파악하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라 할 수 있는 지역총생
산에 대한 자료가 작성되지 않고 있다. 현재 통계청에서 1년단위의 지역총생산을 발표
하고 있지만 지역경제에 대한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월 또는 분기단위
의 지역총생산에 대한 자료가 확보되어야 한다. 지역경제의 흐름에 대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지역의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
다. 이 문제 역시 실업통계와 마찬가지로 전국의 지방정부가 연대하여 통계청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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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분기별 지역총생산의 조사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실업 및 경기흐름을 바탕으로 6개월-2년 정도 中期 서울지역 경기전망과 실
업규모를 예측하는 일이다.
넷째, 서울시 예산편성, 각종 대형사업의 수행, 또는 각종 시책수행에 지침을 제공
하는 일이다. 서울시의 예산집행 또는 대형사업의 수행은 서울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실업규모의 증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서울시 예산을 확대편성할 것인가 아니면
축소할 것인가, 또는 대형사업을 수행할 것인가, 수행한다면 언제 할 것인가 등등 지금
까지 경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없이 수행되던 각종 시책들이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실
업규모의 축소와 철저하게 연계하여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2. 生産的인 公共勤勞事業의 運營을 위한 參與人力의 지역中小企業 活用
현재 시행중인 공공근로사업은 사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공공근로사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써 공공근로 참여인력의 지역중
소기업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공공근로 참여자의 중소기업 활용은 현행 공공근로사업이 안고있는 사업발굴과 지
속적인 사업참여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인력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공공근로참가자 중 희망자를 배치하고, 사업참여기간 동안은
공공근로사업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사업기간이 끝나면 해당기업에서 채용하여 계속적
으로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기업으로 하여금 몇달동안 인건비 부담없이 인력을 활용
하게 하여 기업의 운영비용을 절감하게 하여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공공근로 참가자
는 사업참여를 통해 사실상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받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自治區에서 지역의 중소기업에 공문을 보내서 기업의 인력필
요 유무를 먼저 확인하고 공공근로 대상자 중 희망자를 선발하여 기업체 관련자와 면
접을 거친 후 해당기업에 근무여부를 결정하게 한다. 이 때 기업은 단순히 몇개월동안
무비용으로 인력을 활용하고 공공근로 기간이 지나면 그만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적인 고용을 전제로 필요인력을 선발하여 몇개월간 비용부담없이 활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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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공공근로 참여기간 동안은 공공근로기금에서 정해진 금액이 임금의 형태로 지급되
고 기간이 끝나면 해당기업에서 근로자로 채용하여 고용을 지속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반드시 장기적으로 계속 필요로 하는 분야에
인력을 활용하여야 한다. 기업에서 근로자를 공공근로 기간동안만 일시적으로 이용하
는 소위 도덕적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도
록 해당기업의 인력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감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3. 失業者의 事業單位別 協同組合化
공공근로참여자의 민간기업 활용과 함께 지속적인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또 하나
의 대안으로 실업자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사업단위별로 설립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수행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협동조합이 그리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나 실업의 규모를 줄이고 공공근로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의 하나로 실업자의 협
동조합의 설립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들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자활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전문인력을 활용한다. 일부 자활지원
센터는 지역복지관에서 담당하도록 정부 지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과다한 업무로 인하여 자활지원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든 경향이 있다.
자활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력의 확보가 중
요한데 이미 민간차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을 활용하여 이러한 인력을 확보함
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다. 자활지원센터업무는 지역
에 대한 이해,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그리고 기업적 경영과 관리업무에 전문지식을 필
요로 하므로 현재 민간에서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인력을 통한 경영지도와 교
육을 담당하게 한다.
둘째, 법적보호장치를 마련한다. 현재 의류생산협동조합 중 사업장 등록을 한 곳은
4곳으로 나머지 공장들은 법적으로 무허가 공장에 불과하여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법적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최소한 자활지원센터가 관할하는 사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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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서 만이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예; 미등록공장중 빈민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보호) 공식적인 대출이나 사업확장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
는 제도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협동조합법을 제정토록 하고 우선적으로 서울시의회에서 ‘협동조합 설립과 관
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토록 한다. 협동조합은 주로 일하는 사람들의 자발적 노력
에 의해 생겨나지만 이것이 사회내에서 안정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초가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 협동조합법에 기초하여 협동조합 설립이 활성화되
고 있다. 이는 법인화를 통해서 재산소유권, 상품매매권, 자금차입권, 법적 소송권 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법에서는 조직의 성격, 목적, 조합원 자격, 자금조달
절차, 의사통제절차, 이윤 및 손실의 분배절차, 해산절차 등을 규정하고, 법인으로서의
성격과 운영방법에 대한 일반적 절차를 규정하여야 한다. 현재 영세업종 및 빈민지역
영세업체의 협동조합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자생산협동조합에 관한 법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失業者 類型別 事業計劃 樹立
공공근로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고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실업자 유형별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업자 유형은 前직업을 중심으로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기능∙단순노무직, 청소년 및 신규실업자, 그리고 노숙자 등으로 분류하고 공공근로사
업을 실업자 유형별로 나누어 특색있게 시행토록 한다.
사업의 종류는 크게 정보화사업, 사회복지사업, 환경관련사업, 건설관련사업 그리고
문화관련사업 등으로 분류토록 한다. 정보화사업은 사무직 출신이나 청소년 등 신규실
업자에 적당하다. 사회복지분야는 이용자 돕기 등에, 복지서비스 제공 분야는 사무직,
서비스직, 청소년 실업자들이 적당하고 시설개보수 청소 등은 기능직출신자들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관련분야는 주로 서비스, 기능직, 및 청소년 실업자 등이 적
당하고 건설분야는 기능직과 청소년 실업자들이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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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근로사업참가자 실적평가제도 시행
공공근로사업 참가자들에 대해 실적평가제도를 시행하여 사업효과를 제고하도록
한다. 각 사업장마다 감독자가 작업할당량이나 작업목표를 설정하고 작업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시행한다. 또한 각 사업별 인력 배치의 원칙이나 기준을 설정하여 현
재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비생산성과 비효율적인 인력관리문제에
대한 개선을 도모한다.
시행방법으로는 현재 각 구별로 시행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각 단위사업마다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의 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공공근로 참가자의 일일 또는 주
별 작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한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각 단위사업별로 해당
사업의 참가자들이 갖추어야 할 학력, 연령, 성, 신체조건, 前職형태 등의 기준을 제시
하며, 향후 공공근로사업의 인력배치에도 활용하도록 한다. 평가결과를 공공근로 계약
갱신에 활용할 수도 있다.

6. 서울市⋅中央政府 單位의 事業計劃 樹立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 차원의 대규모 공공사업개발을 개발한다. 공공근로의 사업단
위가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 되어 있어, 각 기초자치단체마다 막대한 인원을 소화시킬
방안에 골몰하고 있으나 사업비 없이 인건비만 책정된 공공근로의 막대한 참여인원을
생산적 사업으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공공근로의 사업단위를 기초자
치단체가 아닌 광역자치 또는 중앙정부 차원의 대규모적인 공공사업의 비중을 높일 필
요가 있다. 비교적 선발기준이 엄격했던 1단계사업과는 달리 2단계의 경우 지원자 전
원선발의 원칙이 제시되어 서울시의 경우 1단계사업 때 일일평균 7천여명 정도이던 참
가자 규모가 2단계에서는 43천명에 이르고 있어 각 구별로 인원을 소화시키는데 어려
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공공근로의 사업단위를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 구청 등 각 정부단위별로 책
정하여 정부차원의 대규모적인 사업이 수행되면서 구단위의 각종 사업도 시행되는 쪽
으로 공공근로사업의 방향을 잡아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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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公共勤勞事業에 대한 民間委員會 設置
공공근로사업의 생산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관리감독기
구로서 민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다. 위원회는 지역 및 협동조합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지역사회전문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회는 공공근로사업의
민간위탁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담당하고, 공공사업을 위탁할 사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사업자체의 효과와 사업체의 수행능력을 판단함으로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은 기존의 행정조직을 통한 사업시행의 비효율성을 시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8. 中小企業 수출支援 强化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도록 한다. 중소기업지원은 서울시
가 선택할 수 있는 실업규모축소, 또는 실업발생예방 차원의 실업대책이라 할 수 있으
나 현재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대체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경영여건이 열악하
고, 자금력과 해외정보수집능력의 부족, 유능한 해외판매직원의 확보능력 부족 등으로
수출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 현재 무역협회 등에서 수출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고 있으나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고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는 지극히 미미한 수준
이다. 따라서 전문적인 인력들을 확보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을 적극적으로 지
원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지원대책은 중소기업 수출지원과 전시판매망 확대, 창업환경개선 등이 있
을 수 있는데 서울산업진흥재단 등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에 총력 지원
체제를 구축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해외홍보용 팜프렛이나 카타로그 등의 제작
에서부터 해외구매사절단을 초청하여 전시판매 등의 정기적 이벤트 개최, 해외사정에
밝고 외국어에 능통한 마켓팅전문가를 고용하여 해외에서의 전시판매이벤트 개최, 해
외바이어 발굴 및 해외바이어에 대한 정보제공, 수출업종별 해외사절단 파견,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판매망 구축 등 다양하게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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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中小企業에 대한 인터넷 情報網 構築 및 運營支援
지역의 소규모 중소기업을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정보체계의 구축이 필요하
다. 현재 무역협회 등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대기업위주로 되어 있고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중소기업들을 위
한 공간을 제공하면 기업이 스스로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것 보다 공신력 면에서 훨씬
효과적이다. 따라서 인터넷에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희망회사
들의 회사정보와 각종 생산품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올리고 자료가 오래되지 않도
록 적어도 한달에 두 번 정도 최신자료를 입력 관리할 필요가 있다.

10. 創業環境 改善
전문직 및 기술직 창업유도 및 육성 지원책으로 비지니스인큐베이터(business
incubator)를 운영한다. 즉, 자치구 유휴공간을 창업지원공간으로 활용하게 하고, 창업
에 관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복사, 통신, 행정, 세무, 경영, 기술지원 등의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를 민간전문가에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기존의 창업보육센터는 우수기술을 기업화하는 기술인큐베이터
(technology incubator)에 해당하는 것인데 비해, 비즈니스인큐베이터는 고용창출이 주
목적인 창업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핸한다.

11. 中小企業製品 常設販賣網 確保
유통, 마케팅 등에서 대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지역 중소기
업의 질 좋은 제품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직접 연결시켜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지
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치구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중소기
업제품의 상설판매장을 설치한다.
상설판매장에 제품판매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서울산업진흥재단 등에서 제품의
품질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기업의 신용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거친 제품을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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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소비자에게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고, 지역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한 홍보도 강화
한다.

12. 職業訓鍊의 개선을 위한 각종 개선방안 마련
서울시 직업훈련제도의 개선방향은 고용촉진훈련 프로그램의 강화, 각 직업훈련기
관의 특성화를 통한 효율성 강화, 21세기 산업인력수요에 대비한 고급 기술인력 양성
과정 개설, 시립기능대학의 기술대학으로의 개편, 학점은행제 등에 대비한 교과과정의
개편, 그리고 직업훈련기관과 산업체와의 연계 강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고용촉진훈련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하다. 실업자를 위한 고용촉진프로그램
이 대부분 민간학원에 6개월정도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6개월 교육과정은 기능
인으로서 충분한 기술을 익히는데는 부족한 기간이다. 따라서 민간학원 뿐만이 아니라
각 직업전문학교에 실업자를 위한 과정개설을 확대하고 교육기간도 늘려 실업자의 다
양한 직업훈련수요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각 직업훈련기관의 특성화 도모가 필요하다. 현재 기능대학과 직업전문학교에
서 같은 직종을 개설하여 중복투자로 인한 낭비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자동차정비 4군데, 정보처리 4군데 등 같은 과정이 분산 개설되어 교육 투자의 낭비와
비효율이 심화되므로 같은 직종은 한 곳에 모아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업교육의
질의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시립기능대학은 고가의 장비가 많이 투입되
어야 하는 분야로 특성화를 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의 투입으로도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분야는 민간위탁 직업전문학교 쪽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게 보인다.
셋째, 직업훈련기관과 산업체와의 연계강화 및 학점은행제에 대비한 교과과정 개편
의 필요성이다. 현재 시립기능대학은 교학처장, 각 직업전문학교는 훈련부장 아래 교무
과를 두고 교육내용을 총괄하고 있다. 그런데 각 기관이 독립적인 체제를 갖추고 있어
교과과정의 편성 등에 연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교육내용이 산업체의 요구와
흐름을 바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중소기업과장, 기능대학과 직업전문학교의 교
학처장과 훈련부장, 그리고 지역기업체의 경영자 또는 고급관리자 등이 다같이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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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과과정편성협의체를 구성하여 각 기관의 역할분담과 산업체의 요구를 동시에 반
영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개혁에 따른 학점은행제
에 대비한 투자확대가 필요하다. 직업훈련교육은 산업현장 수요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직업훈련협의회를 구성한다. 협의회원은 자치구의 해당공무원. 직업훈련기관 관
련자, 그리고 지역기업의 경영자 등으로 구성한다. 이 협의회에서 현재 시행 중인 고용
촉진훈련사업의 훈련직종과 훈련기간, 그리고 인가인원 등을 정하게 한다. 지역기업인
의 참여는 산업현장의 수요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3. 就業斡旋의 강화를 위한 종합복지센타 기능 및 구직자유형별관리대책 수립
취업알선강화를 위해 각 구청별로 설치되어 있는 취업정보센터를 중앙고용정보관
리소의 종합전산망 worknet과 연계하여 종합복지센타로 기능을 확대하도록 한다. 실직
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정서적∙심리적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취업의 기회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종합복지센터로 취업알선센타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종교기관, 민간단체,
개인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실업자를 위한 쉼터로서의 역할, 또 가족간의 갈등, 정
서적 불안 등에 대한 심리상담 등 다양한 실업자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한다.
고용정보는 노동부 산하 중앙고용정보관리소에서 종합적인 전산망을 구축하여 1998
년 11월 26일부터 1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이 자료를 적극적으
로 활용하여 구직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한다. 먼저 취업상담 전문가를 양성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구직희망자 유형
별 관리, 그리고 종합적인 실업자복지증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모색하여야 한다.
현재 서울시내 전구청이 운영하고 있는 취업정보센터는 담당인력이 불과 1-2명 정
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구직자들의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구청이 구색갖추기식의 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민간자원봉사자, 또는 공공근로 참여자 중 상담관련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취업알선기
능을 강화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구직자 유형별 관리대책은 노동부 중앙고용
정보관리소와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마련하도록 한다. 현재 구직 기간 3개월이면 기록
- xii -

이 말소되는 문제를 개선하여 미취업인 경우에는 기록이 갱신되도록 하여 장기구직자
를 따로 관리하는 등 구직 유형별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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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Ⅰ 章 硏究의 槪要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 2 절 연구의 목표
제 3 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第 I 章 硏究의 槪要
第 1 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대량실업의 발생 :
우리경제가 외환위기를 맞이하고 IMF관리체제로 접어든지 만1년이 지났다. 그
동안 급격한 환율상승과 수입상품의 가격급등, 이로 인한 원자재가격의 상승과 전반
적인 소비자 물가의 상승, 살인적인 고금리와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의 증가, 연이은
기업 도산과 대량실업의 발생 등 많은 변수가 새롭게 등장하였다. 더구나 금융부문,
기업, 공공부문 등 각 경제주체들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소득감소와 실업의 증가는
계속되고 있다.
우리 경제는 지표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환율의 안정세가
지속되고, 금리도 낮은 수준에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주식 등 자본시장도 안정
세를 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고용구조는 크게 변화하여 상용직의 비중은 줄어들고,
임시직과 시간제 고용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우리 노동시장에서 평생고용
의 개념이 급속하게 사라지고 유연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경제에 높은 수준의 실업률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구조조
정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더욱 크게 하여 경기의 순환에 따른 고용과 실업의 반복
이 보다 자연스런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실업으로 인한 서
민가정의 심리적‧사회적 불안은 가중될 것이다. 따라서 실업에 대한 정책당국의 적
극적인 역할과 함께 노동환경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적 대안의 제시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1-

‧ 실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부족 :
실업은 물가와 더불어 서민경제의 안정에 가장 중요한 경제변수이다. 실업은 여러
가지 경제변수에 영향을 받고 있다. 즉, 실업은 경제성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또
경제성장은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출 등 여러 변수들에 의해 결정된다. 또 이러한 여
러 변수들은 환율, 금리, 세율 등 정부 또는 시장기능에 주도되는 각종 변수들과 밀접
한 연관이 있다.
선진국의 경우 각 변수들이 물가 또는 실업에 미치는 영향은 수 없이 연구되고 검
토되어 정부의 정책으로 실현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전반적으로 실업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지출의 증가가 경제성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또 경기부양과 실업의 감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등 경제변수 하나하나에
대한 이론적인 또는 계량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 대통
령이 취한 한계세율인하와 정부지출의 확대는 불황타개와 실업감소의 한 방안으로 전
문가집단이나 관련부처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미 수없이 연구되고 검토되었던 사안이었
다. 우리도 이제부터라도 각 부문에서 실업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 공공부문의 체계적인 대응 미흡 :
실업에 대한 연구의 부족과 더불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대처기능 또
한 아직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실업대책은 경기대책과 연관된 실업규모축소를 위한
대책과 현재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안정을 도모시키는 실업자
대책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실업규모축소대책은 경제변수들의 변화를 감안하
여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실업자의 규모를 축소하고 보다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실업자를 위한 대책은 당장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면서
재취업의 기회를 포착하거나, 새로운 기술습득을 통한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실업규모축소를 위한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고 실업자를 위한 대책도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한 사실
상의 단기적인 현금급여사업에만 치중하고 있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
실업사태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고용보험 역시 이제 시행된
-2-

지 2년에 불과하고, 그 대상도 지극히 제한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현재 고
용보험기금을 확대하고 대상자와 受惠범위를 늘리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이 시급히 모색되어야 한다. 고실업 현상이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됨에 따라 포괄적인 사회안전망 체계의 구축 등 실업에 대한
공공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정부와의 역할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실업대책의 수립이 절
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정부가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거시경제정책 등
을 통한 역할모색에 주력한다면 서울시는 지역실정에 맞는 공공근로사업 또는 공공
사업에 대한 투자확대와 제한적 경기진흥책의 강구 등 지역실정에 맞는 각종 정책방
안의 모색에 주력해야 한다. 본 연구는 실업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인 역할이 강조되는 현실 속에서 실업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대책을 체계적으로 정
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第 2 節 硏究의 目的
‧ 실업대책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방향의 제시 :
앞서 지적한 대로 실업은 각종 경제변수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정부에서 고용을
늘리기 위해 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급하고, 실업자들에게 각종 기술교육을 제공하고,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고, 또 고용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각종 고용증진대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경기침체로 신규고용의 창출이 되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하고 정책의 효과는 거두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실업자를 위한 취업알선,
기술교육, 생활안정 등의 각종 대책은 전반적인 경기의 흐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일자리창출의 규모와 분야 등에 대한 방향을 먼저 설정하고 이에 따른 대
책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시행되는 정부의 실업대책은 강력한 구조조정의 시행과 대량실업발생의 최소
화 등 서로 양립하기 힘든 정책방안을 놓고 혼선이 야기되어 정책의 효율성과 신뢰성
이 떨어지고 있다. 또 정부 각부처에서 발표하는 실업대책 역시 현실성과 실효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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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충분한 검토가 결여되어 언론에서의 요란한 발표내용과는 달리 실제 실업자들의 피
부에 와 닿는 정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본 연구는 실업대책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그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 실업대책의 생산성 향상방안 도출 :
현재 정부의 실업대책은 공공근로사업에 치중되고 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은 단
순히 참여자들에게 현금을 급여하는 수준의 낭비적인 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
근에 정부는 공공근로자들을 중소기업에 투입하는 등 공공근로사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지만,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시급히 모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공공근로자들의 재취업율을 높이면서 사업
의 생산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연구의 또다른 목적이다.
‧ 실업에 대한 서울시의 장단기 대책방안 제시 :
실업대책은 그 성격상 중앙정부의 역할이 강조된다. 실업규모축소를 위한 각종 경
기부양대책도 각종 거시경제변수의 조절기능이 대부분 중앙정부에 의해서만 통제될 수
있고, 지방정부의 역할은 지극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실업자를 위한 각종 대
책도 고용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의 확충 등 중앙정부에 의해 그 기능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고 지방정부의 역할은 미미한 수준인 것이다.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실
업대책은 공공근로사업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참여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차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실업대책이 검토될 수 있고 시행될 수
있다. 서울시의 예산을 서울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연계하여 집행할 수 있고, 이를 통한
제한적이긴 하지만 경기부양과 실업규모축소를 도모할 수 있다. 또 공공근로사업의 생
산성을 높이는 방안의 모색 등 서울시 차원에서 실업대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
안이 다양하게 모색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서울시의 실업대책
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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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 節 硏究의 內容 및 方法
본 연구는 우선 전반적인 실업현황과 그 특성을 분석하고 정부, 서울시 및 민간부
문 등 각 공급주체별 실업대책의 현황을 살펴본다. 그리고 실업대책으로 정부에서 가
장 치중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발전방향을 공공근로사업참여자들
과 관리자들의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주요 외국의 실업대책의 현황과
사례 등을 살펴본 후에 실업대책에 대한 정책방향과 공공과 민간에서 수행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통계청자료 등을 이용하여 실업자 현황을 분석하고 또 각종 문헌조사
와 현장방문 및 관련자 면담과 전문가 회의 또 실업과 관련된 세미나 및 토론회 참석
등을 통하여 실업대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공공근로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의 제시는 공공근로 참여자 및 관리자
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외국사례의 경우는
국내외 각 연구기관의 보고서와 관련 문헌조사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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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Ⅱ 章 失業動向 分析

제 1 절 실업의 현황
제 2 절 고용의 안정성 분석

第 II 章 失業動向 分析
第 1 節 失業의 現況
1. 현황

1998년 9월 현재 서울의 실업률은 8.3%, 실업자 규모는 403천명으로 나타났다1). <
그림 2-1>은 서울과 전국자료의 실업률 변화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1996년과 1997년의
경우 1/4분기에서 서울의 실업률이 전국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여주지만 2/4분기부
터는 전국의 실업률이 서울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12

전국
서울시

10

실업률(%)

8

6

4

2

0

96 1/4

2/4

3/4

4/4 97 1/4

2/4

3/4

4/4 98 1

2

3

4

5

6

7

8

9

분기, 월

<그림 2-1> 전국과 서울시의 실업률 추이 비교2)

1) 통계청, ｢1998년 9월 서울시 고용동향｣.
2) 여기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통계청에서 매달 발표하는 ⌈고용동향⌋으로 전국의 경우 비농가부문의 자료이고
계절적인 요인은 일단 무시되었다. 1998년 1월-9월 사이의 전국의 월별 실업률은 4.8%, 6.4%, 7.1%, 7.4%,
7.7%, 7.9%, 8.6%, 8.3%, 및 8.1%이고, 서울의 경우는 4.3%, 6.5%, 7.3%, 7.4%, 7.9%, 8.1%, 9.7%, 8.1%, 및
7.9%로 나타나 실업률이 3월을 기점으로 어느 정도 정체되고 있으며 7월을 정점으로 하여 점차 하향 안정화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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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98년의 경우를 보면 2월부터 서울의 실업률이 전국보다 높게 나타나다가
8월부터 다시 전국수준 보다 약간 낮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 경제가 IMF관리체제로
접어들고 경기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서울의 실업이 전국보다 훨씬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계청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분석된 우리 나라 실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
약된다.
첫째는 통계자체가 실업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
수립의 한계가 노출된다는 점이다. <표 2-1>는 월별 실업자 및 취업자 수의 변화를
요약하였다. 증감란의 (-)는 감소를 나타낸다.
<표 2-1> 1998년 월별 취업자, 실업자 및 증감표3)

(단위: 천명)

월

지역
1
2
3
4
5
6
7
8
9
누계

서
취업자
수
증감
4883
4750 -133
4697
-53
4709
12
4681
-28
4660
-21
4606
-54
4580
-26
4672
92
-211

울
실업자
수
증감
219
328
109
371
43
375
4
404
29
408
4
493
85
403
-90
403
0
184

전
취업자
수
증감
17590
17248 -342
17356
108
17336
-20
17357
21
17360
3
17233 -127
17118 -115
17309
191
-281

국
실업자
수
증감
896
1190
294
1328
138
1391
63
1451
60
1494
43
1616
122
1540
-76
1534
-6
638

1998년 1월부터 9월까지 월별 취업자는 3-4월에 12천명, 8-9월에 92천명이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총 211천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
은 기간 실업자는 184천명이 증가한 것에 불과하여 신규실업자까지 감안하면 실직자의
3) 자료출처는 통계청의 ｢고용동향｣ 각월호이고 전국자료는 서울을 포함한 비농가부문의 자료이며 서울지역은
비농가가 포함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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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가 실업자 통계에 잡히지 않고 아예 비경제활동인구로 파악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전국의 경우 3월, 5월, 6월, 그리고 9월에 취업자의 순증가가 관찰되었다. 그
리고 지난 9개월간 취업자는 281천명이 감소한 반면 실업자는 638천명이 증가하여 취
업자 감소분보다 월등히 많은 실업자의 증가가 관찰되었다. 즉, 서울의 경우는 취업자
감소분 보다 훨씬 적은 규모의 실업자 증가가 관찰된 반면 전국자료는 취업자 감소분
보다 월등히 많은 실업자의 증가가 관찰되었다.
이것은 아직 우리 나라 실업자 통계가 실업자의 정확한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매달 통계청에서 시행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조사표
에 지난 일주일간 불과 한시간이라도 근로를 한 적이 있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것
으로 응답한 사람은 실업자에서 제외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많은 사람
들이 통계에서 누락되고 있는 것이다. 실업과 관련된 연구소 및 대학의 전문가, 노동
부, 통계청, 그리고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정부의 실업관련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업자에 대한 정의를 다시 규명하여 일할 의사는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
는 사람들의 규모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파악하는 작업부터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
다.
둘째는 제조업의 급격한 위축이 현재 나타나는 고실업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
나라는 점이다. 산업별로 지난 9개월간의 취업자 증감현황은 <표 2-2>에 요약되었다.
서울과 지방 모두 취업자수 감소의 주된 원인은 제조업의 급속한 위축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분문의 취업자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다가 8-9월로
접어들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의 경우 서울은 1998년 2월부터 취업자수가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고
전기‧운수‧창고‧금융업의 경우는 3월부터 증가세를 보이다가 6-7월 감소후 다시 증가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분야는 취업자수의 변동폭이 크지 않
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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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월별 산업별 취업자 증감표4)

(단위: 천명)

지역
월
1-2
2-3
3-4
4-5
5-6
6-7
7-8
8-9
누계

서울

‧

‧ ‧
‧

‧ ‧

전국

‧

‧
‧

‧

도소매 전기 운수 사업 개인
도소매 전기 운수 사업 개인
광공업 건설업
광공업 건설업
음식숙박 창고 금융 공공서비스
음식숙박 창고 금융 공공서비스

-51
-35
-19
-25
-19
1
-11
47
-112

-36
+6
+10
+0
+3
-30
-4
22
-29

-28
-7
+11
-17
-12
-11
-26
5
-85

5
+1
+2
+0
-2
-10
10
2
8

-23 -146 -136
-23 -54 +17
+4 -95 -6
+11 -66 -25
+11 -51 -2
-4 -27 -67
7 -37 -41
16
67 45
-1 -409 -215

-21
-24
+4
-17
+15
5
-59
15
-82

+14
+31
-7
+1
-9
9
15
-6
+48

-16
+28
+6
+75
+49
5
9
88
+244

그러나 지방의 경우에는 건설업이 2-3월을 제외하고 감소세이지만 전기‧운수 등의
분야와 사업‧개인서비스업 분야는 전체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지난
9개월 동안 서울의 경우 제조업에서 112천명, 도소매‧음식‧숙박에서 85천명, 그리고 건
설업에서 29천명의 취업자 감소가 있었고, 전국적으로는 제조업 409천명, 건설업 215천
명,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82천명의 취업자 감소가 있었다. 서울과 지방 모두 제조업
의 위축이 실업을 늘어나게 하는 주된 원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조업의 활성화
가 장기적으로 실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실업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해결책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사무직과 기능직의 상시근로자의 실직이 증가하는 반면에 일용직 근로자의
취업은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표 2-3>는 서울지역 취업자의 직업별‧종사상지위별
변동사항을 요약하고 있다. 직업별 현황에서 전문‧기술‧관리직은 지난 9개월간 소폭의
감소만 기록하였지만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및 기능‧단순노무직 등의 분야에서 취업
자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8-9월 접어들면서 서비스‧판매직과 기능‧단순노
무직에서 취업자수의 증가가 관찰되고 있지만 사무직은 여전히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
다.

4) 자료출처는 통계청에서 발행하는 ⌈고용동향⌋ 및 ⌈경제활동인구월보⌋ 각월호이며 비농가부문을 포함하고 전국
자료는 서울지역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농림어업부문의 취업자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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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3> 서울의 직업별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증감표5)

(단위: 천명)

월

분류

‧ ‧

직업별

전문 기술
사무직
관리직

‧

종사상지위별

‧

무급가족
서비스 판 기 능 단 순
상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주
매직
노무
종사

1-2

-6

-47

-12

-67

+9

-24

-96

-22

2-3

1

-28

-25

-6

-20

-15

-63

+44

3-4

-13

+12

+6

+5

+3

+1

-21

+30

4-5

7

-3

-11

-25

-8

-11

-2

-5

5-6

6

-11

-17

+1

-7

+4

-38

+17

6-7
7-8
8-9
누계

-17
-6
5
-23

-1
-3
-14
-95

-11
-16
16
-70

-26
-1
86
-33

-17
11
36
7

-7
-10
20
-42

-42
-28
-24
-314

14
1
59
+138

종사상지위별 분석에서도 상시직의 취업자 수는 크게 줄어든 반면에 일용직 근로
자의 취업은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영업자의 수도 7월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지난 9개월간 실업자가 급증하고 신규취업의 문이 크게
좁아지는 등 취업여건이 크게 악화됨은 물론 고용의 내용에서도 상용직과 사무직의 비
중이 줄어드는 반면 일용직 또는 단순노무직의 고용은 증가하는 등 고용구조 면에서도
크게 악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 실업은 IMF관리체제에 들어간 직후부터 지난 2월까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3월 이후 증가세는 약간 둔화되었다. 그러나 1998년 하반기 이후 금융권과
민간 대기업 및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그리고 공기업의 민영화 등이 본격
적으로 진행되면 실업은 다시 급격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특히 중장년층 남성실업자
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8년 상반기의 고용조정은 주로 임시직과 일용
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1998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사무직 또는 상용근로자의
실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사무직과 서비스‧
판매직의 비율이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화이트칼라직종 실직자 증가가 예상되며,
5) 각주 5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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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산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부도로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규실업자의 경우에는 금년에는 상당수가 진학, 입대, 직업훈련 참여 등으로
비경제활동인구에 머물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 이후 구직활동을 할 대학졸업자가 늘어
날 것으로 보여 1999년 이후에는 신규실업자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失業의 特徵
<표 2-4>는 서울과 서울이외 지역 실업자의 유형별 분포를 보여준다. 서울의 경우
1998년 5월 현재 전체 실업자 중 남성이 63%, 여성이 37%로 서울의 여성실업률이 지
방보다 7%나 높게 나타나 서울이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여성의 실업이 더욱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29세 이하의 젊은 층의 실업이 지방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30
대 및 40대의 실업은 지방보다 낮은 수준이다.
학력별로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수준의 학력자가 가장 많고 지방의 같은 학력계층
보다도 비율이 높게 나타나 서울이 상대적으로 고학력 실업자가 많음을 알 수 있다.
前산업별 실업자는 도소매업, 광공업 및 건설업 분야의 종사자가 많았고, 前직업별로는
기능‧단순노무직과 서비스‧판매직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과 비교하면
기능‧단순노무직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에 전문‧기술‧관리직과 사무직, 그리
고 서비스‧판매직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종사상지위별로는 임시직과 일용직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지방보다도 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울의 실업자는 여성과 29세 이하의 젊은 층, 그리고 고등학교나 대학교 교육
수준의 광공업, 건설업, 및 도소매업 분야의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종사자로서, 임시직
이나 일용직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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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실업자의 유형별 분류6)

(단위 : %)

<성별>

<연령별>

<학력별>

15-29
63(70) 30-39
40-49
37(30) 50-59
60이상

남
녀

前

< 산업별>
광공업
전기 운수 창고 금융
건설업
도소매 음식 숙박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 ‧ ‧

‧ ‧
‧ ‧

前

41(38)
23(27)
19(20)
13(12)
4 (3)

< 직업별>
20(21)
6 (5)
20(23)
28(23)
16(10)

前

1 (1)
7(10)
13(17)
51(47)
9(9)
20(15)

< 종사상지위별>

‧ ‧

전문 기술 관리직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기능 단순노무직

‧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초급대)
대학이상

‧

16(10)11
(8)
22(17)
39(48)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자
무급종사자

14(20)
33(26)
27(23)
12(13)
2 (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raw data).
괄호안은 서울을 제외한 전지역.

3. 실업의 향후전망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2월까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던 실업이 3월 이후
약간 둔화된 상태이다. 그러나 1998년 하반기 이후 금융권과 민간 대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그리고 우량 공기업의 민영화 등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실업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특히 중장년층 남성실업자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8년 1/4분기 고용조정은 주로 임시직과 일용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하반기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예상되므로 상용근로자의 실직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사무직과 서비스판매직의 비율이 지방보
6) 여기 <표 2-4>에 요약 설명되고 있는 통계자료는 통계청에서 매달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중 1998년 5
월 자료에서 비농가부문만을 대상으로 계절적인 요인은 일단 감안하지 않고 원자료(raw data)를 그대로 분석
하였다. 또 전국자료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자료이다. 그러나 <그림 2-1>의 전국자료는 서울을 포함한 비
농가부문이고 서울자료는 비농가부문을 제외하지 않은 것으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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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대적으로 높아 화이트칼라직종 실직자 증가가 예상되며, 서울산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부도로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규실업자의 경우에는 금년에는 상당수가 진학, 입대, 직업훈련 참여 등으로
비경제활동인구에 머물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 이후 구직활동을 할 대학졸업자가 늘어
날 것으로 보여 1999년 이후에는 신규실업자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와 같이 실업이 대량적으로 증가할 경우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
을 야기할 수 있다. 적정 수준의 실업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근로자의 위기의식, 기업
의 탄력적 인력관리 등의 측면에서 플러스적인 효과를 야기하기도 하지만 실업이 사회
안정선(sustainable level of unemployment)을 넘어서면 사회적 무력감이 팽배해지고
갈등과 혼란으로 생산적인 경제활동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우리 사회에는 이미 실
직자가정의 파탄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노숙자 인구도 점차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가정해체의 사회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또 노동계에서는 실업자동맹
을 결성하는 등으로 올 하반기이후 심각한 사회갈등의 요인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실업은 개인과 그 가족에게 중대한 위기상황이며 대량실업은 전체사회를 공황상태
로 빠뜨릴 위험이 있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 오랜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실업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가 사회보장제도 등의 형태로 구조화되어 있어서 실업이 개인과
가족에 미치는 충격을 흡수하고 완화하는 완충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실업문제가 사
회적 위기상황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예방하고 있다. 그러나 생존수단의 거의 대부분
을 시장임금(market wage)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 실업은 곡 생존수단의
박탈을 의미하며, 실직하는 순간부터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치명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는 것이다.
Marry Merva와 Richard Fowles의 연구에 의하면 1%의 실업률 상승이 뇌일혈에
의한 사망을 3.1% 증가시킨다고 한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스트레스의 증가와 우
울증을 경험하며 예전에 비해 술과 담배에 더 많이 의존하고 건강식품을 덜 섭취함으
로써 심장마비나 뇌일혈의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실업률이 1% 상
승하면 살인범죄가 6.7%증가하며, 폭력범죄가 3.4%, 재산범죄가 2.4%증가하는 원인이
된다(J. Rifkin, The End of Work, 이영호역, 1994.) 이와 같은 가족해체의 급증추세는
전반적인 사회불안으로 이어져 사회해체의 위기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으므로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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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의 형성이 필요하다.
실업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은 우리 나라의 경우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
과거 이와 같은 경험이 없어 더 심각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1998년 들어 실직으
로 인한 생존권의 위협에 직면한 사람들에 의한 생계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자살
율 및 이혼율이 전년 동기에 비해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대량실업으로 인한 국민적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에 의한
적절한 고통분담 및 감수를 통해 사회결속력을 응집시키고 노사협력을 도출해 내는 노
력이 필요하다. 실업에 따른 사회적 고통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노사분규
의 확대 등 사회적 저항의 증대로 경제구조조정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안
전망의 확충 등 종합적인 고용안정 및 실업구제대책의 마련이 국민적 고통의 최소화
및 원활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第 2 節 雇傭의 安定性分析
현재 실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실업자대책에 치중되어 있다. 자치단체 중심의 공
공근로사업 활성화하고, 생활자금 또는 창업자금의 지원확대 등 실업자 생활안정에 치
중되어 있다. 그러나 실업은 궁극적으로 경제현상의 반영이고 가장 이상적인 실업대책
은 경제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이다. 따라서 실업대책은 중‧장기적으로 경제활성화를
통한 실업규모 축소와 단기적인 실업자 생활안정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실업규모축소는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흐름을 관찰하
고 이들이 실업이나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분석결과
를 바탕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체예산규모 또는 부문별 예산의 규모를 조정
하는 등으로 경기의 흐름을 조절하고 통제하여 중‧장기적인 실업규모축소를 도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율과 금리 등 두 변수를 선정하여 이들이 서울지역의 고용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환율과 금리는 민간소비와 투자 및 수출에 가장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변수들이다. 우리 경제가 외환고갈에서 기인한 환율급등과 살인적인 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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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이로 인한 투자와 소비의 급격한 위축, 그리고 이로 파생된 대량실업과 경기침체
등 IMF관리체제 1년 동안 경험한 것을 봐도 환율과 금리 등 자본시장의 변수들이 실
물경제에 미치는 막강한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 즉, 경제성장이 민간부문의 소비와 투
자확대, 정부지출의 증가, 수출의 증가 등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이 각각의 항목들
은 환율과 금리의 직접적인 영향하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사인 고용확대
또는 실업규모의 축소는 경제활성화를 통해서 도모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율과 금리 등 각 경제변수가 서울지역의 노동시장 안정성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7).

1. 환율변화의 영향
<표 2-5>에서 <표 2-6>은 시계열분석방법을 이용한 충격반응표로 환율과 금리의
변화 등이 서울지역의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하였다. <표 2-5>는 환율이 1단
위 변화할 때 취업자수, 환율, 이자율, 국내총생산 등 각 변수들의 분기별 변화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낸다. 환율과 취업자수는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임을 알 수 있다. 즉, 환율이 1단위 변화할 때 취업자수가 즉각적으로
0.0024단위만큼 상승하고, 1분기 후에는 0.0113단위만큼 상승함을 알 수 있다.
2분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본 분석에서 환율의 상승이
이자율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상승이 이자율의 상승을
유도하고 있긴 하지만 표준오차가 크게 나타남으로서 서로간의 상관관계를 단적으로
규정하기 힘든 측면이 관찰되었다. 환율의 상승이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도 약 3분
기까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관찰되었지만 3분기를 지나면서 환율상승의 효과는 현저히

7) 여기서는 Dickey-Fuller 및 Phillips-Perron 방법론을 이용한 단위근검정(unit root test)과 Johansen-Juselius
방법론을 이용한 공적분검정(cointegration)을 거쳐 그 결과를 기초로 하여 Lükepohl-Reimer방법론에 의한 오
차수정모형을 구하고 충격반응표를 작성하였다. 그 결과가 <표 2-5>와 <표 2-6>에 주어져 있다. 이용변수는
서울지역취업자수, 국내총생산(1990년 불변가격), 대미환율, 그리고 이자율(3년만기 회사채 수익률) 등이고
1989년 1/4분기에서 1998년 1/4분기까지의 분기별 데이터를 이용하였고, 각각의 변수들에 대해 계절조정검정
(seasonality test)을 통해 취업자수와 국내총생산은 계절조정을 하였다. 구체적인 추정방법은 부록에 따로 요
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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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짐을 알 수 있다. 즉 3분기 이후에는 표준오차가 매우 커져 환율상승이 국내경제
의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그렇게 크다고 단정하기 힘든 것이다.
환율의 상승은 수출에 활력을 주고 이것이 국내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다고 알려
져 있다. 그러나 기술개발이나 다른 변수들의 경쟁력강화가 뒷받침되지 않는 환율상승
으로 인한 가격의 하락에만 의지한 수출증대는 그 효과가 단기간에 그치고 오히려 환
율상승으로 인한 수입가격의 상승으로 원자재 값의 상승을 불러오고 국내 물가의 상승
요인만 발생하여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표 2-5>는 이러한
영향을 계량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5> 환율의 변화로 기인한 각 변수들의 충격반응표

시차

취업자수

환율

이자율

국내총생산

0

0.0024(0.0053)

0.0300(0.0037)

0(0)

0(0)

1

0.0113(0.0090)

0.0433(0.0072)

-0.0016(0.0039)

0.0008(0.0046)

2

0.0176(0.0088)

0.0060(0.0218)

0.0002(0.0082)

0.0100(0.0068)

3

0.0091(0.0118)

0.0305(0.0334)

0.0029(0.0103)

0.0164(0.0064)

4

0.0163(0.0335)

0.1761(0.0474)

0.0102(0.0084)

0.0068(0.0084)

5

0.0648(0.0415)

0.1481(0.0546)

0.0179(0.0254)

0.0212(0.0269)

6

0.0696(0.0449)

-0.1113(0.2399)

0.0121(0.0452)

0.0728(0.0341)

7

-0.0029(0.0842)

0.1289(0.2482)

0.0062(0.0486)

0.0574(0.0418)

8

0.0629(0.1594)

0.7786(0.5361)

0.0341(0.0438)

-0.0214(0.0786)

2. 금리변화의 영향
<표 2-6>은 금리변화가 각종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금리변화는 취업자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만 그 효과는 1-2분기에서 약
간 나타나고 3분기 이후부터는 표준오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환율 등
다른 변수에 미치는 영향 역시 단기적인 효과에 그침을 볼 수 있다.
이것은 IMF가 환율안정과 외화유입책의 하나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한 고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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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별반 효과적이지 못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의 경제여
건에서는 국내기업의 투자확대나 외국자본의 국내유입 등의 결정변수에서 금리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변수가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IMF관리체제
이후에 채택된 고금리정책은 국내기업들의 금융비용 증가와 이로 인한 국내경제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든 반면 외화유입 등 긍정적인 측면은 미미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2-6> 이자율의 변화로 기인한 각 변수들의 충격반응표

시차

취업자수

환율

이자율

국내총생산

0

0.0056(0.0126)

0.0615(0.0100)

0.0367(0.0087)

0(0)

1

0.0249(0.0192)

0.0775(0.0173)

0.0372(0.0134)

0.0196(0.0116)

2

0.0310(0.0191)

0.0045(0.0509)

0.0240(0.0181)

0.0248(0.0147)

3

0.0230(0.0230)

0.0262(0.0705)

0.0074(0.0177)

0.0188(0.0125)

4

0.0337(0.0446)

0.2061(0.0983)

0.0071(0.0156)

-0.0013(0.0176)

5

0.0892(0.0515)

0.1361(0.0956)

0.0079(0.0319)

0.0203(0.0371)

6

0.0773(0.0585)

-0.1817(0.4029)

-0.0042(0.0528)

0.0781(0.0466)

7

-0.0156(0.1308)

0.2192(0.4006)

-0.0162(0.0589)

0.0448(0.0581)

8

0.0949(0.2160)

1.0050(0.9084)

0.0126(0.0615)

-0.0486(0.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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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Ⅲ 章 失業對策의 現況 및 問題點

제 1 절 중앙정부의 실업대책
제 2 절 서울시의 실업대책

第 III 章 失業對策의 現況 및 問題點
현재 시행중인 실업대책은 크게 고용안정(실업발생예방), 고용창출, 그리고
실업자 생활안정대책 등이 있다. 본 장에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공급주체
별로 각종 실업대책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 도출을 통한 바람직한 서울
시 실업대책방안을 제시하는 토대를 마련토록 한다.

第 1 節 中央政府의 失業對策
1. 失業對策의 內容

<표 3-1>은 정부의 고용안정․고용창출 및 실업자 생활안정 등을 골자로 하는 ｢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1998. 3. 26)을 요약하고 있다.
고용안정대책은 크게 실업발생 최소화를 위한 기업지원방안과 취업능력향상을 위
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실업발생 최소화대책은 중소기업의
정상경영을 위한 재정지원, 근로시간 단축, 일시휴업 등 기업의 해고회피노력을 지원하
고, 신용보증 확충⋅중소기업은행 증자 등을 통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난
완화를 도모하여 실업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인력감축시 근로자와
의 사전 협의⋅설득 등 신중한 고용조정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또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체계를 확대하여 마찰적 실업기간을 단축하고 고
용보험 적용사업장 실직자에 대해서는 재취직 훈련을 확대하고, 대졸 신규실업자를 위
한 대학 특별훈련과정 운영, 비진학 청소년 등에 대한 고용촉진훈련을 확대하고 직업
전환훈련과 창업훈련을 지원하는 한편, 신규인력 채용확대를 위해 대기업의 대졸자 인
턴사원 채용활성화를 유도하고, 인력은행을 증설하고 민간전문상담원을 배치하여 전문
성을 높이는 등의 고용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구인구직 연계체계를 확충하는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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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중앙정부의 실업대책 현황

분
정책
야

내용

자격조건

건실한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한 신용보증 확충
기업
∙중소기업은행 증자.
∙만기도래된 외화표시 대출금(5.3억달러) 상환기한 1년간 연장: 환차손

중소 출연규모:2조6천억
보증여력:52조원
1.5조원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함
고용안정 ∙기업경영안정자금 마련

1,025억원

∙구조개선자금의 용도확대(중소기업의 인수⋅합병, 처분 등)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여력 확충: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3천억원

위함

∙업무공유지원: 최대 6개월간 단축전 지급임금총액의 5%까지 지원
기 업 의 ∙일시휴업지원: 최대 6개월간 휴업수당의 50%까지 지원
해고회피
노력지원 ∙인력재배치지원 : 1년간 임금의 50%까지 지원

예산/
재원

근 로 시 간
10%이상 단
축한 사업주
대상

훈련을
∙고용유지훈련지원: 최대 6개월간 훈련비전액과 임금의 50%까지 지원 직한 업사업주
∙실직자 재취업 훈련
- 인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실직자 8만명
- 훈련수당: 최저임금의 70%
창업훈련: 40 50대 화이트칼라 실직자 1만명 대상

고
∙
∼
용
∙신규실업자 직업훈련: 공업고등학교, 대학․전문대학 시설 이용, 고졸
안
직업훈련
실직자들에 대해서는 기능사 양성훈련 실시
정

1천억원 증액

∙재직 및 이직예정근로자의 직업전환훈련⋅창업훈련시 고용보험기금
에서 훈련비용 및 임금지원

∙대기업의 대졸자 인턴사원제 유도
∙교육연장제도: 전문대졸자의 대학진학 및 대졸자의 대학원 진학 장려
∙인력은행추가설치: 현행 7개소에서 5월까지 20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27개소로 확대

∙일괄처리체계 구축: 776명의 인력증원 및 민원공간 확보
취업알선 ∙지방노동관서의 민간상담원 증원
망 확충 ∙구인․구직 정보전산망 구축: 온라인 D/B구축
∙민간취업알선 활성화: 민간직업소개업에 대한 규제완화
∙해외취업알선 기능 활성화: 한국국제협력단(KOCIA) 활용
∙자금출처 조사가 완전 면제되는 고용안정채권을 98년 3월 23일부터
발행,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생계자금과 학자금, 주택자금, 혼례⋅장례

고용안정 비 등의 대출사업을 개시키로 함.
채권 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98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발행되는
행
이 무기명 장기채권의 발행조건은 5년 만기, 연리 7.5%이며
대부이자는 연리 9.5%(생계자금 8.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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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천억원 규모

분
야

정책

내용

공 공 투 자 ∙상반기 예산배정비율 상향조정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사업 상반기집행
사업의 조
∙한전의 송배전 시설 투자확대
기집행

공 공 근 로 ∙생산적 근로에 대한 보상
고 사업확대
∙지자체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업무 발굴(바다 및 하천청소, 교통정
용
리, 주차계도, 방범요원, 119 구조보조원 등)
창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벤쳐기업 특별보증지원 확대
출 벤 쳐 기 업 ∙소프트웨어 벤처기업에 정보화촉진기금 증액

자격조
건

∙소규모 자영창업, 작업환경개선지원
∙수출용원자재의 수급애로 타개
∙적대적 M&A 전면허용
외국인 투 ∙외국인 토지취득제한 철폐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임대료감면 대상사업요건 완화
자촉진
∙외국인지분 최저한도요건 완화
∙적용대상 확대: 5인미만 사업장, 임시직 포함. 실직전 임금의 98년 4
월부터
50%(최저 월 25만원⋅최고105만원)를 지원
∙최저급여액 인상: 최저임금의 70%까지
고 용 보 험 ∙실업급여지급기간 연장: 최저지급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
창업촉진

고실업이 상당기간 연장되는 경우 특별연장제도(2개월이내) 시
실 의 확대
행
업
∙보험료율 인상: 실업보험료율을 종전 급여의 1.5%에서 2-3%로
자
인상근거 법률개정, 실업급여재원마련 위함
∙생활안정 자금․생업자금․주택자금 저리융자
생
- 구직등록후 3개월이 지났으나 취업이 안됐고 재산이 일정수준
활
이하인 경우
안 적 용 대 ∙정착자금 지원: 귀농자와 영세자영업 실직자
정 상 생활안 ∙공공근로사업
∙의료보험료 지원: 직장의료보험료의 50%를 보험조합이 1년간 지
정지원

미

예산/재원

→

비고

36조원 42조원
30조원 규모

1만2천명
고용창출
6 백 억 원 에 서 월50만원,
4,519억을 추가 8 개 월 ,
배정하여 5,119 1 2 8 천명
억원
대상)
6천억지원

2조3백억원
1천억원
IBRD차관 1조원
IBRD차관 1.4조
원

→

10인 5
인

총 1.6조원

28만가구

2천억원
총 5,119억원

1만 가구

원

∙영세실직자 생계보호⋅의료⋅교육비
1,800억원
8만가구
∙실직노숙자, 부랑인 무료숙식
200억원
7천명
∙
경제난과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자가 급증하는데 따른 범정부차원의 대책마련과 지방
실업
자치단체의 실업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내에 `실업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
대책 실 업 대 책 ∙실업대책상황실은 행정자치부 자치지원국장을 책임자로 총괄반, 재정대책반, 민간협력반, 민생
전담 상황실 설 치안반 등 4개반이 운영되며 서울시 등 각 지자체에도 상황실을 설치. 실업대책상황실은
부서 치
범정부차원의 종합실업대책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와의 협조역할,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설치
실업대책 지원, 실업대책 추진상황의 주기적 분석과 대책 마련 등의 활동을 함.

고용창출정책으로는 벤쳐기업의 창업촉진 및 수출기업의 고용확대, 외국인투자촉진
등 민간고용창출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는 한편, 상반기 예산배정비율을 51%에서
61%인 42조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공공투자사업의 조기집행을 통해 민간고용창출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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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고 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을 당초 600억원에서 5,7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실업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대책은 먼저 실업자의 최소한 생계보장을 위하여 고
용보험의 역할을 강화하여 그 적용을 확대하고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최저임금액의
50%인 월 178천원에서 70%인 250천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최저지급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등 실업급여 혜택을 확충하였다. 또 생활안정자금을 저리융자하고, 공
공근로사업을 실시하며 의료보험료 지원 등 고용보험 미적용사업장 실직자 즉 실업급
여 비수혜자에 대한 생계안정지원을 확대하고 근로복지
를 추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이외에도 영세실업자 생계보호 노숙자 숙식제공 부랑인 시설보호 등을
,

(workfare)

지원하고 있다

.

,

,

.

1) 1998년 하반기 이후 추진되고 있거나 향후 추진예정 실업대책
정부가 최근 확정한 일용직 및 저소득층의 실업대책은 <표 3-2>와 <표 3-3>에
요약되었다. 1998년 8월 전체 취업자수 1,986만명중 167만명이 일용직 근로자이며, 전
체 일용직 취업자중 건설일용직 근로자가 35.8%인 60만명을 차지하고 있고, 일용직 실
업자의 수는 약 42만명으로 전체 일용직의 20.2%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전체 일용
직 실업자중 건설일용직 실업자가 24만명으로 57.3%를 차지하고 있다.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 직업훈련, 공공취업알선 등 실업관련 각종 대책에서 상
대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퇴직금이나 실업급여의 혜택이 없어 실직의 고통이 매우 크
고, 건설경기의 냉각으로 일자리 자체가 줄어든 데다가, 특히 동절기 실업문제가 보다
심각해 질 것이므로 동절기에 직접 수혜 가능한 대책으로 행정자치부에서는 올해 사업
비의 여유재원 및 내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1-4월) 예산을 활용하여 1998. 11-1999.
3월까지 5개월간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이를테면 서울시의 경우
‘생명의 나무 1천만그루 심기 운동’ 등과 같은 지역별 특색사업을 발굴⋅시행하고, 도
시주변 소공원 조성사업, 소하천 정비,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 및 생보자⋅독거노인
집수리 등을 중심으로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생활안정대부자금을 동절기중 5개월간('98.11-'99.3) 6만명 이상의 실직자
가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생계비 대부자금 3,000억원을 배정하여 저소득 실직자 생계
지원(500만원x월 1.2만명x5개월=3,000억원)을 할 예정이며, 일용직 실직자에 대해서는
한시적 일자리 제공, 기능향상 지원 등 생계보호대책 마련을 위해 일용근로자가 많은
- 22 -

15개 주요 도시의 일일노동시장이 있는 지역 또는 일용근로자가 찾아오기 쉬운 도심지
나 전국 총 55개 자생 일일노동시장 형성지역중 집결인원이 많은 곳에 ‘일용근로자 취
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47억원)하고(서울: 4개소, 부산: 2개소, 광주⋅성남 등 15개
설치지역 확정(10.20)), 건설분야 유경력자를 중심으로 상담원과 공공근로요원 3-5명을
배치하여 구직등록을 받아 일용근로자 D/B를 구축하여 일일취업안내, 취업정보 제공,
공공근로사업 투입, 직업훈련 소개, 실업자 대부 등 각종 실업대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표 3-2> 저소득실업자 동절기 생활안정대책 체계

사업분야

저소 실업자,
일용직
-

득

-

절

사

업 내 용

공공근로사업 : 동 기 사업 집중 시행, 제2단계 사업(8.17부터) 32만명
직업훈련 : 일용근로자 훈련 4천명
실업자 대부 : 생계비 대부 6만명
한시 생활보호 : 연 까지 31만명 보호
민간실업 복운동 : 울 기 지원사업, 연사업 등
일반생활보호
. 생계비 지원(12-15만원) : 39만명
. 의료비, 학자금 지원 : 77만명
자활보호대상자 특별 월동비 지원:
근로능력은 으 특별한 기능이 어 생활이 어려운 자활보호자에 주 부식비 등 월동
생계비 특별 지원
98년 11월 중순에 40만가구에 대해 가구당 10만원(총 398억원) 1회 지급
한시적 생활보호자보호사업 가 화
보호가 요한 저소 계 이 추가 발생시 이들을 모
(현재 19만명 31만명)
노인, 부녀자 등 근로능력이 부족한 생보자의 생계보호 화를 위해 제2차 취로사업 시행
100억원을 투자하여 3만명(15일간) 보호
노숙자를 위한 시설 및 보호사업 확대 추진
근로능력이 는 실직노숙자는 한시 생활보호, 취업알선, 자리 급식 제공 등을 통한
가 및 사회복 를 지원
사회복 가
노 병 부 인은 급 의료구호 사회복지시설 소 유도
울 기 지원사업, 연사업 등
실직가정과 단체간 연운동 전개, 실업가정 식 동지원(한국여성단체협의회), d Ba 사
업등
실업자 울 기 프로
집중 시행(40만가구)

극

말
겨나

결

⋅
있나
없
게 ⋅
⋅
씩
생활보호
속
대상자
⋅ 필
득층
두 편입
→
강
⋅
⋅
있
잠 와
귀
귀
⋅ 귀 힘든 쇠⋅ 약 랑 응
후
입
-겨 나
결
민간단체 실업 결
결아
Foo nk
극복운동 유도
⋅‘ 겨 나 그램’
자료: 노동부(1998). 동절기 일용직 실업대책(안). 1998. 10. 27.

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 기능향상 지원(4천명, 19억원)을 위해 건설직종 위주로 일
거리가 없는 날에 훈련을 받는 ‘일용근로자능력개발과정’을 개설(산업인력공단, 1천명)
하여 한시적('98.12.1-'99.2.28)으로 5대 도시를 대상으로 미장, 타일, 도배 등 9개 직종,
29과정(과정당 35명)을 시범 실시하고, 민간직업훈련기관(15개소)에 타일⋅건축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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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직종의 ‘정부위탁훈련’을 3-6개월 과정으로 확대 실시(10월 : 1천명 → 11월 이후 :
3천명)할 예정이다.
<표 3-3> 실업관련 저소득층 생계안정대책 주요업무 추진현황

사업분야

득

저소 실직자
생계지원

형

생계보호 특
별취로사업 실
시

대도시 노숙자
특별보호사업
실시

생활안정자금
대부 및 의료
보험료 경감

득

저소 실직여
성 지원대

책

사

책본

업 내 용

득층

와

- 서민생계안정대 부를 설치(98. 4. 1)하여 저소 의 생계보호 대도시 노숙자 특별보호사업 시행중
- 실직 저소 자 31만명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하여 생계비, 자녀학비 지원, 의료보호 등 실시
(1,800억원)
선정기 : 소 1인당 월 23만원, 재산 가구당 4,400만원
기 생활보호대상자 기 : 소 1인당 월 23만원, 재산 가구당 2,900만원
- 98.10월 현재 생계보호대상자 102천, 자활보호대상자 73천명 선정 지원
- 99년에는 57만명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생계보호 11만, 자활보호 46만명)로 선정 보호 계
자활보호 대상중 13만가구에 대해 월 15만원 1년간 생계비 지원(2,340억원)
- 자활보호대상자중 생활이 어려운 3만명을 택보호대상자로 전환,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2차추경 122억
원)
- 98.11월중 자활보호대상자에 도 월동대 비 지급계 (2차추경 398억원)
- 실직한 저소 임시 일용직 근로자 등 자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98년 5월부터 환경정비사업, 교통 서
지도, 산 감시 등 특별취로사업실시(지방비 함 400억원, 1일 23천원)
- 99년에는 생계보호 특별취로사업 확대실시 계 (지방비 함 1,000억원)
- 10월 현재 노숙자는 3,000여명(서울 2,400명)이며 이중 실직으로 인한 노숙자는 77%인 2,300명 추정
- 자리, 급식, 무료진료 등 기 적 생활 의를 제공하고 상담 및 자활지원을 통해 사회복 기반 조성
무료숙소 94개소, 급식소 36개소, 상담소 44개소 설치 운영
- 동 기 대비 노숙자 보호대 추진
현재 94개소인 터를 11월 까지 147개소(수용규모 5,060명)로 확충
98년 9월 21일부터 한 달간 서울시 등 5개 시.도 합동으로 전문상담 (30개 95명)을 구성,
상담
및 사회복 지원사업 시행
교회. 복지시설 등에 일자리 제공, 직업훈련, 한시적 생계보호 등 실시(1,840명 조치 계 )
- 98년 5월부터 국민연금가 실직자에 최고 1천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10월 현재 17만9천명에
5,807억원 대부)
- 실직 1년간 의료보험료의 50%를 직장의료보험조합에서 지원(6월3일 의료보험 개정, 10월 현재 5만 9
천명에 77억원 경감조치)
- 98년 8월부터 실직여성가장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 지원( 3천가구)
- 98년 9월부터 실직 저소 모자가정 자녀에 대한 인문고생 학비지원(4,100명)
- 98년 9월부터 공공근로사업에 여성적합프로
확대
사회복지시설.가정에 주하는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청소,
등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성복지
도우 2,256명 배치(2차추경 50억원)
저소
동의 방과 생활지도를 위해 600명을 390여기관에
(실업대
적예비비 15억원)

'
'

득
준 득

⋅
⋅존

준 득

⋅

'

'
잠
⋅
절
⋅
⋅
⋅

게

득 ⋅
림
형

귀

후
게

⋅
미
⋅ 득아

책

거

포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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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

입

득
거
후

⋅

씩

획

획

획

편

질

포

귀

⋅

팀 팀

게

법

그램

획

밀착

게

약

세탁
파견

책목

자료: 보건복지부. (1998). 제198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보고자료. 98.10.23.

또, 행정자치부에서는 동절기 소득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취업지원센터에서 당일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을 공공근로사업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며, 일용직의 특성을
감안하여 1주일 단위의 단기 공공근로사업을 발굴하고, 384억원의 예산을 들여 1만6천
명에게 노후화된 양로원, 육아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도배⋅수리, 저소득층 주거시설
수리⋅정비, 제설, 동파지역 보수 등 동절기 소득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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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공근로사업의 당일 결원자를 대신하여 1일 단위로 교체 투입하거나, 기존 사업
투입인력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초고속망기획과에서는 정보화근로사업을 본격
적으로 시행하여 3만명의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줄 방침이다. 정보화근로사업은
고학력 미취업자 및 실직자의 고용 창출과 더불어 구축된 DB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인
터넷이나 초고속망을 통해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획기적으
로 개선하는 정보인프라 구축사업이다. 정보화근로사업은 이상과 같은 고학력 미취업
자 및 실직자의 고용창출 효과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좋은 계기가 된
다.
또한 정보⋅통신⋅의료 등 전문직 중 해외취업 가능성이 높은 5천명에게 최장 3개
월까지 월 40만원의 어학교육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그 대상자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정보통신분야 4천명과 간호사 등 의료인력 5백명, 금융 등 기타 전문직 5백명으로
산업인력관리공단에 해외취업 희망자 등록을 한 사람 중에 선발한다.
장기실업자나 해외건설 유경험자 2천명을 선발, 취업 훈련비 등 명목으로 1년동안
1인당 월 5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기로 하였다.
신규대졸자 및 고졸자 등 신규실업자에 대해서는 총 6천9백95억원을 투입하여 취
업대책을 확정하였다. 참여사업은 지형도 전산화, 전국교통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공공
부문 정보화요원으로 1만5천명을 이미 선발한 데 이어 11월과 99년에 각각 1만8천명씩
을 선발, 1인당 월 60만원씩 4-6개월동안 지원하기로 하여, 98년 11월부터 99년 3월까
지 대기업, 공기업, 각종 협회를 상대로 대졸예정자 인턴채용을 장려, 1인당 월50만원
씩 4만5천명에 대해 6개월간 지원키로 했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신고 안내요원, 수질오
염감시단 등 공공기관행정서비스요원 7만6천명을 선발해 월 60만원씩 3-12개월간 지원
할 예정이다.

2) 1999년 실업대책 검토
예산편성안을 근거로 내년(1999년)의 정부실업대책을 살펴보자. <표 3-4>는 실업
대책의 주요내역을 보이고 있고, <표 3-5>는 이를 실업자 보호와 사회복지 부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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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별하여 예산내역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표 3-6>은 실업대책의 각 사업부문별
로 추진예산의 주요내역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 특히 실업자 및 저소득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 예산편성을 하였
다. 우선 실업대책예산이 올해(1998년) 5조7천억원에서 8조2천억원(45.3%)으로 대폭 증
액하였고, 기업⋅금융 등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행되는 실업자를 구제하고 사회안전
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실업자에게 최대한의 일자리를 제공하
기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1998년 1조원에서 1999년에는 2조원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표 3-4> 1999년 실업대책 주요내역

(단위: 억원)

실 업 대 책

내 역

’99
예산안
’98
예산액 (전년대비
증가율)

• 실업대책 추진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45만명의 실업자에게 임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대폭 확대
⋅중앙부처 시행은 7천억원, 지자체 시행은 1조 3천억원
⋅숲가꾸기 등 생산성 있는 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정보화 D/B 구축.
⋅기업 인턴사원 지원 등 고학력 미취업자를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
⋅시중노임을 감안 일당을 3천원 인하(22-32천원)하고, 관리감독체계 개선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자활보호자를 위해 특별취로사업 확대
•생활보호자 확대 지정 및 지원의 내실화
⋅생계보호자 11만명(39 --> 50만명), 자활보호자 46만명(77 --> 123만명)
⋅생계보호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단가를 3% 인상(월 127 --> 131천원/인)
⋅자활보호 13만가구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월 15만원 지원(2,340억원)
•실업자 직업훈련은 '98년 수준인 32만명 지원
⋅직업훈련의 수강료(고용촉진훈련 10 --> 12만원) 및 훈련수당(평균 8
--> 10만원)을 인상하여 훈련의 내실화 도모
⋅여성가장실업자를 위한 특별훈련과정 신설 : 100만원
•저소득 실직자 자녀를 위한 특별지원
⋅실업자 중고생 자녀 25만명에 대한 학비 지원(1,000억원)
⋅결식학생 12만명 전원에 대해 중식비 지원(342억원)
•실업자 대부사업은 '98년 실업자 대부사업 재원중 '99 사업으로 이월되는
7,535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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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준

국고기 : 3
조 154-- 3
8조
5조
2,295억원(4 조 7,077억원
6,634억원
5.3%) (23.0%)으로
증가

10,044

20,000억원

400

1,000억원

15,913

19,499억원

7,553

8,197억원

>

>

116 -- 173
만명)

<표 3-5> 98-99년도 부문별 예산안 비교

’98 예산

구분
실업자보호
사회복지

’99 예산(안)

56,634
46,925

82,295
53,525

(단위: 억원)

’98 예산대비 증감

45.3%, 2.6조원 증가
14.1%, 6,600억원 증가

<표 3-6> 실업대책 추진예산 내역 비교

(단위: 억원)

'98예산
정부예산

'99예산(안)

주요 내역

증감

36,405(30,154) 48,680(37,077) 12,275(6,923)

공공근로사업

특별취로사업

10,044(7,934) 20,000(15,000) 9,956(7,066)

400(250)

1,000(500)

600(250)

3,056(2,933)

2,494(2,388)

-562(550)

신규실업자대
360
한시적생활보호 2,122(1,611)

360
4,972(3,766)

2,850(2,105)

생계비보조지원 1,472(1,421)

3,682(2,420)

2,210(999)

645

-4,515

직업훈련

책

'98 한시대책

5,160

예비비
1,000
기 생활보호 13,791(10,435) 14,527(11,003)

존

비예산

33,615

고용보험기금

15,579

25,630

10,051

실업자 대부 등
합
계

4,650
56,634

7,985
82,295

3,335
25,661

획

’

금 채권기금 지원 등은 제외

1,000
736(568)

20,229

⋅( )는 국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45만명의 실업자에게 임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대폭 확대
⋅중앙부처 시행은 7천억원, 지자체 시행은 1조 3천억원
⋅숲가꾸기 등 생산성 있는 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정보화 D/B
구축.
⋅기업 인턴사원 지원 등 고학력 미취업자를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
⋅시중노임을 감안 일당을 3천원 인하(22-32천원)하고, 관리감
독체계 개선
⋅참가인원 45만명
⋅행정서비스 자원요원 1만명 포함
⋅참가인원 4만명
⋅훈련인원 32만명
⋅고용보험기금 포함
⋅고용보험 적용 확대로 일반회계 지원 감축
⋅고학력 미취업자대책(4만명, 1,270억원)
⋅한시적 보호 57만명
⋅13만명, 월 15만원
⋅월 - 중고생 학비보조 1,000 - 결식학생 중식지원 342
⋅'98 추경에 한시적으로 반영된 일용직실업자 월동대책 및 임
⋅기존 생활보호 116만명

13,386

야

⋅실업급여 15,012 ⋅직업훈련 5,703 ⋅고용안정 4,916
⋅고용안정채권 판매자금 이월금
⋅45.3% 증가

자료: 기 예산위원회, 99년도 예산(안) 주요분 별 설명자료.

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저소득 실업자 및 일할 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해서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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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생활보호자를 1998년 116만명에서 57만명을 추가
하여 173만명을 지원하고(4,972억원), 생활보호대상자 13만 가구에 대해서는 월 15만원
씩 생계비를 보조(2,340억원)하는 한편 결식자녀에 대해서는 중식을 지원하는 데 342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사회복지 부문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어려워진 경제사정을 감안한 예산배정이 이
루어졌다(<표 3-7> 참조). 우선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1998년에 4조 6,925억원에서 99
년에는 5조 3,525억원 전년대비 14.1%의 예산증액을 통해 경제난으로 생활여건이 어려
워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65세 이상 생활보호노인 및
저소득노인 66만명에 대해 월 2-5만원씩 경노연금을 지급(1,501억원)하는 한편, 생활보
호 장애인에게 월 45천원씩 지급하는 생계보조수당 지급대상을 1, 2급 전체 생활보호
장애인으로 확대(42 → 49천명 : 176억원)하는 예산을 책정하였다.
특히 실업난을 감안하여 생활보호대상자를 1998년 116만명에서 173만명으로 추가
지원하기로 하고, 생계보호대상자의 생계비 지원단가를 3% 인상하는 동시에 자활보호
13만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월 15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자활보
호자를 위해 특별취로사업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표 3-7> 사회복지 부문 예산내역 중 실업대책 관련예산 내역

(단위 : 억원)

생활보호

'98예산

'99예산(안)

증감

11,188

18,055

6,867

4,461

6,156

1,695

주요 내역

⋅실업난을 감안하여 생활보호대상자를
지원(116 → 173만명)
⋅
⋅
→
⋅
⋅
⋅
→
⋅
⋅
⋅
→
⋅산업인력공단 출연(1,354)
⋅고용촉진훈련(499)
⋅고용관리(147)

추가

거택보호(5,182), 시설보호(620) 등

생계보호

생계보호대상자의 생계비 지원단가 3% 인상
(127

131천원/인.월)

130천가구, 15만원, 12월

자활보호생계지원

398

2,340

1,942

교육보호

567

844

277

의료보호

5,462

7,678

2,216

300

1,037

737

자활보호 13만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월 15
만원 지원(2,340억원)

대상(128

190천명)

진료비(6,305)

특별취로(500)

특별취로등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자활보호자를 위해 특
별취로사업 확대(250

직업훈련

2,933

2,383

-550

고용안정

790

625

-165

획

야

자료: 기 예산위원회, 1999년도 예산(안) 주요분 별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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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원) 등

2. 失業대책의 평가
1998년 3월부터 약 6개월간 범정부적인 실업대책의 추진 결과, 집행예정액 10조
707억원중 7조원(70%)이 집행되고, 실업자 195만명에게 혜택이 부여(10. 17 현재)되었
다. 주요 사업 수혜인원을 보면 공공근로사업 36만명, 직업훈련 23만명, 실업급여 34만
명, 실업자대부 6만명 등 많은 수혜인원에도 불구하고, 실업대책에 대하여 비판적 의견
이 제기되어 왔다8). 노동부 고용정책과에서 자체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첫째, 공공근로
사업의 대상자 선정시 비적격자가 포함되고, 사업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고
둘째, 일부 대책(예: 고학력 미취업자 대책)은 언론발표 후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
가 있어 정책의 신뢰성 저하를 야기했고 셋째, 실업대책 추진실적에 대한 체계적 모니
터링과 그 결과를 반영하는 체제가 미흡하여 수요자 중심의 대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
음을 자인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정부는 실업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중앙‧지방간 협조체제
구축, 모니터링 시스템의 확립, 실업자 D/B 구축을 통해 실업대책이 국민의 피부에 와
닿도록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실업대책 추진체계를 제시하고 있다9).
첫째, 중앙⋅지방간 업무협조체제 강화를 위해 시⋅도 부지사 회의 등을 통해 공공
근로사업 등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중앙⋅지방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하고 둘째, 한국노동연구원에 "실업대책모니터링센터"를 설치, 실업대책 추진실적을 상
시 점검하고, 勞⋅使, 언론,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에서 "모니터링센터"의
점검결과를 논의하여 정부에 개선책을 건의하는 체제를 구축하며, 셋째, 실업자 유형에
따른 대책 추진을 위한 실업자 D/B 구축 및 실업자관리 프로그램을 1999년 상반기까
지 개발하고, 지방노동관서, 시⋅군⋅구청에 등록한 실업자에 한하여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대책의 혜택을 제공하여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실업자 개개인에 대한 심층적
상담을 통해 실업대책 수혜가 가장 절실한 순서대로 실업자를 분류(profiling)⋅관리하
여 개인특성에 맞는 실업대책 수혜 기회(실업사유, 실직시 금품수령액, 가구소득 및 자
산, 가구원의 경제활동 상태, 취업 및 훈련희망분야 등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98
년 11월부터 지방노동관서와 시.군.구청에 구직등록한 자를 개별면담하여 실업자 개별
8) 노동부 고용정책과. (1998). 실업자 보호대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98.10.20 개최된 제11차 경제대책조정회의
보고자료.
9) 노동부 고용정책과, “실업자보호대책의 실효성 제고방안”, 1998.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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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정비하고 있다. 넷째, 구인⋅구직 시스템을 대학, 각종 단체, 기업 등 민간과 연
계 운용하여 그 효과를 제고시키고자 하고 있다.
1999년 실업대책을 보면 전반적으로 실업관련 예산이 1998년보다 대폭 증가하여
실업대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측면이라 할 수 있으나 1998년의 사업성
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작업 없이 1999년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공
공근로사업의 경우 올해 1조원의 약 두 배인 2조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나 예산책정
이전에 사업의 성격을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즉, 공공근로사업을 실업자의 단
기적 생활안정에 치중할 것인가 아니면 실업자에게 일자리제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것인데 정부의 방향은 이미 후자쪽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현재는 사업의 성과가 불분명하고, 생산적이지 못한 단순노동업무의 사업에
치중되어 단순생계지원대책과의 차이가 불분명하고 이것이 공공근로사업의 생산성에
대한 비판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을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주는 것으로 성격을 분명히 규정하고 공공근로사업의 생산성 향상
방안이 시급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의 6장에서 공공근로사업의 생산성 향상방
안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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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 節 서울市의 失業對策
1. 서울市의 失業對策 現況

1) 失業對策의 推進體系

서울시 실업대책의 추진체계를 보면 각 부문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업대책위원회
가 있고 실행부서로 실업대책본부가 있다(<그림 3-1> 참조). 서울시 실업대책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는데 각 분과별로 현재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
고 행정1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이 공동대표로 되어 있다. 현재 실업대책위원회는 실업정
책, 저소득시민, 생산‧일용직, 사무‧전문직, 그리고 청년‧여성 등 5개 분과위원회를 두
고 각 분과위마다 서울시의 해당과장들을 간사로 두고 있다. 실업대책위원회는 1년동
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① 서울의 경제를 살려 일자리 유지 ② 실업자의 처지와 능
력에 맞는 일자리 마련 ③ 효율적인 취업알선과 훈련체계 마련 ④ 실직자 생활안정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업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실업대책위는 98년 11
월 10일 현재 6차회의를 개최하였고 실업대책과 관련된 정책심의와 제안을 하고 있다.
실업대책위원회가 각종 실업대책을 검토하고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면 실업대책본부는 각종 실업대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실업대책본부는 행정1
부시장을 본부장으로하고 기업⋅고용지원반, 근로사업반, 공공건설반, 생활지원반 등 4
개 반과 실업대책상황실을 두고 있다. 기업⋅고용지원반은 중소기업 지원, 창업지원 및
외국인투자사업 유치 활성화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실행부서는 산업경제국 산업정책
과와 중소기업과이다. 근로사업반은 일용⋅생산직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개발과 시행과
취업알선과 훈련체계 마련을 담당하고 있으며 산업경제국 고용안정과에서 추진하고 있
다. 공공건설반은 고용효과가 큰 SOC사업개발과 시행,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확대,
택지개발⋅제방축조 등 대규모 공공토목사업 개발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주택국 주택
기획과에서 담당한다. 생활지원반은 한계실업자, 저소득실업자 등의 생활보호업무와 자
활대상자‧노숙자 등의 보호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실행부서는 보건복지국 사회복
지과이다. 그리고 실업대책상황실은 실업대책 추진을 총괄하며 각종 실업대책의 현황
파악과 종합적인 실업대책을 추진하며 산업경제국장이 상황실장을 겸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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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대책위원회(5개 분과위원회)
ㅇ
ㅇ
ㅇ
ㅇ
ㅇ

책
득
‧
‧
‧

실업정 분과위원회 (간사 : 고용안정과장)
저소 시민분과위원회 (간사 : 사회복지과장)
생산 일용직분과위원회 (간사 : 주택기 과장)
사무 전문직분과위원회 (간사 : 자치행정과장)
청년 여성분과위원회 (간사 : 고용안정과장)

획

본부장

행정1부시장
⋅
산업경제국장
산업정책과
중소기업과

기업 고용지원반

실업대책
상황실장

근로사업반

공공건설반

주택국장

보건복지국장

생활지원반

산업경제국장

고용안정과

주택기획과

사회복지과

실업대책총괄반

산업경제국장

<그림 3-1> 서울시 실업대책 추진체계

2) 失業對策의 內容
서울시의 실업대책은 기업지원, 공공근로,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그리고 실직자생
활보호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현재 시행중인 서울시의 실업대책은 <표 3-8>에
요약되었다. 기업지원은 중소기업 자금지원, 기업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기업창업지원,
중소기업 수출지원 등의 대책이 추진되고 있고, 공공근로사업은 국가지원과 시자체 사
업에서 일일 참여자가 1단계의 경우 약 1만명이었고 지난 8월 17일부터 시작된 2단계
의 경우는 43천명 수준에 이르고 있다.
취업알선은 현재 공공과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총 1,288개소가 있는데 공공은 신
청자의 18%정도를 취업시키는 반면에 민간은 취업률이 80%를 상회하고 있어 민간과
공공이 극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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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서울시 실업대책의 주요내용

분야

정책

변

내용

-설계 경 관련 개산급 지급
-100억이상 대 공사장 선급금지급율 상향조정: 20 30%
기업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시행 - 공업지역내 공장 상 하수도 요금 감면: 3,438개업체
상수도요금: 영업2종 1종(업체당 월330천원 196천원, 40.6%감면)
하수도요금: 50%감면
-재원확보: 중소기업육성기금 2,750억원(자치구 540억 함)
운전자금: 1950억원, 시설자금: 800억원
시설자금 500억원을 운전자금으로 전환하여 융자
운전자금(2억까지), 시설자금(60억까지)
중소기업 도산방지를 위한 자금 -자금지원:
-운전자금 융자조건 완화추진중: 현재 1년 치 2년 분 상환, 2억원 2년 치 3년 분 상환, 3억원
지원
- 중소기업자금지원 확대:
중소기업육성기금 확대지원: 2,710억원 (운전자금 1,410 / 시설자금 1,300)
운전자금 추가확보 추진: 1,000억원
금융기관(시금고) 자금활용 추진
98.10.29현재 융자실적(운전자금: 1,174개업체 1,165억원/ 시설자금:14개업체 49억원)
기
취업자
-기술과 이 어는 으 사업화에 어려 을 고 는 예비기업가의 창업 및 기술 경영 판로지원
고용
-서울창업보육 터 운영 활성화: 23 36개업체
안정
신기술
, 무역 마
기업창업지원 확대
등 경영기 교육기회 확대
(11개사업)
신기술개발제품 전시회 개최 등 판로지원, 자치구 창업보육 타 지원 등
-자치구단위 창업지원 타 확충: 자치구별 1개소, 연차적 추진
-담보능력부족으로 자금지원을 지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으로 자금융통을 원활 하고, 서
울 산업 벤쳐기업 등 유망기업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지역신용보증조합 에 의한 인을 99
년 7월 설
지역신용보증조합 설 운영
예정
-기능: 지역중소기업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조사, 신용정보관리, 기 재산관리 등
-기 재산: 1,000억원(시출연, 금융기관 기업인 등 민자출연 연차적 확보)
-전시판매장 3개소( 실 여의도 창동) 운영
-전시사업 확대개최: 여의도전시장(전문전시회 26회) / 창동전시장(제품전시회 10회)
중소기업 판로지원
- 보 화: 중소기업제품 보전용 스
설치 -99년 학여율 무역전시장 설치 예정
중소기업을 수출기업화하기위한 107개업체 선정: 수출실무교육, 해외진출지원, 해외시장개 단
등
사업시행
OC등 조기집행 사업
315개사업 1조 7,762억원
-11개 대상사업에 쳐 1일 9,341명(연 812,667명)
실업자 취업 국고보조 공공근로사업(1단계) -사업기간: 98. 5. 2 - 8. 14
-총사업비: 20,028백만원 -2단계는 8. 15일부터 시행예정
기회 확대(16 시 자체사업
-13개 대상사업에 쳐 1일 965명(연 144,364명) 고용계
-사업기간: 98. 4- 12. 31.
개사업)
공공공사장 취업기회 확대
-1일 1,556명(연 407,307명)

준
⋅
⋅
⋅
⋅

립

포

할

→ 거

할

⋅ ⋅

센

｢

법｣

본

히
법

척 파견

획

-취업알선기관 1,288개소
-기능보 : 시구동 창구인력 보 : 1명 2 3명
자치구 취업창구 전용전화 개설: 1919
시정 보관에서 실업자를 위한 종합적인 고용정보 제공

강⋅
⋅ 홍

강

강 →∼

⋅

번

195개 기관 46,919명
-한시적 생계보호자 생계지원: 10,335명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사하여 실직 산 등으로 생계 자 선정
실업자에 대한 한시적생활보호
가구당 인원수에 라 79천원에서 최고 320천원 지급(98. 12. 31까지)
-한시적 생활보호자 자녀학비 지원: 2,142명(중 902, 고 1,240)
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급
-대상인원: 21,418명
-일시적 실업, 병, 의의 사고로 생활 자
급구호
-현재 1인 2만원 지급 6만원으로 확대예정, 1가구 5인 이내 3개월 한도
-생업자금 융자지원 확대: 575가구 지원규모: 신용 12백만원, 25백만원
융자조건: 연리 10%, 5년 치 5년 분 상환
-특별취로사업 실시: 1일 116명(연 6,957명)
자활보호대상자, 임시 일용직 등 실직자를 대상/취로노임: 23,000원/일, 4개월 한도
저소 실직자에 대한 생활보호
-시 병원 진료비 등 감면: 30,000명: 일정소 수 이하의 실직자 및 가족이 시 병원 이용시 자부담
진료비의 30% 감면
-전 융자금 확대(7,500가구): 전 보증금 3천만원이하를 대상으로 대당 750만원
- 동보육료 감면(50%): 1,837명
- 동복지시설 소대상 확대 및 보호비 면제
- 서우지역 노숙자: 총 2,400명 추산
노숙자 다시서기 프로
추진 무료급식: 22개종교단체 3,969명(서울역주 5개단체 400 650명)
자리제공: 8개소 271명
및 관리
상담: 성공회대학교 주관, 상담원 9명
무료진료: 서울역 2개반운영(98. 6. 3현재 1,507명 진료)
근로자합숙소 설치 운영
1일 320명 수용(최대 500명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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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울특별시. 실업대 추진현 보고. 199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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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란

질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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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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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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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립

직업훈련은 195개 기관에서 50천여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29
천명 정도 교육시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업자 생활보호사업은 한시적 생계
및 자녀학비지원사업, 긴급구호사업, 실업자 생업자금융자, 시립병원 진료비감면,
전세자금 융자, 아동보육료 감면 및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면제 등을 다양한 대책
들이 시행되고 있다.
실업자 취업기회확대방안으로는 국고보조 공공근로사업 실시, 시 자체 공공근로사
업 시행, 또 공공공사장 취업기회 확대 등을 시행하고 있다. 실직기간 중 생활보호사업
으로는 실직자에 대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 한시적인 생활보호사업의 시행, 실직으
로 인한 생활곤란자에게 대한 긴급구호사업, 또 저소득 실직자에게 생업자금 융자 전
세금융자, 아동보육료감면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실직자를 위한 취업알선기능과
직업훈련의 확대와 노숙자 등을 위한 대책 등이 시행되고 있다.
1998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이미 시행된 실업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새롭게
실업대책 추진 기본방향을 실업자 유형에 따른 일자리 마련과 효율적인 취업알선
체계 구축, 저소득 실직자 생활안정 지원 및 노숙자 보호, 그리고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 등으로 잡고 주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취업자 고용안정대책으로는 각종 기업지원제도와 중소기업 도산방지 및 유망중소
기업, 서울형산업 등을 위한 자금지원,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기업가를 지원하기 위해 창업지원을 하고 각 자치구 단위별로 창업지원
센타 확충,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및 제품 판로를 지원해 주기 위해 전시판매장
운영과 홍보강화, 사회간접자본(SOC) 조기집행 등 주로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을 중심
으로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계획들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표 3-9> 서울시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계
운전자금지원
시설자금지원
주: 1998년 10월

말

업체수
2,647
2,380
267
현재

책

접수실적

금액
479,800
379,600
100,200

운

영 실 적
융자확정
업체수
금액
1,537
177,500
1,388
141,000
149
36,500

황

자료: 서울시 실업대 추진현 보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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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수
1,187
1,174
14

대출실적

금액
121,400
116,500
4,900

그리고 지역신용보증조합을 설립(99년 7월 예정)하여 담보능력 부족으로 자금지원
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으로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서울형산업⋅
벤쳐기업 등 유망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98년 10월말 현재 융자실적은 운전자금의
경우 1,174개 업체에 걸쳐 1,165억원, 시설자금은 14개 업체에 걸쳐 49억원이 지급되었
다(<표 3-9> 참조).
실업자 유형별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사무직⋅전문직을 위한 도시정
보화사업 추진과, 일용직⋅생산직 실업자를 위한 사업을 발굴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먼
저 사무직⋅전문직을 위한 도시정보화사업을 보면 <표 3-10>에서 보듯이 각종 정보화
사업 추진으로 2천년까지 연 134만명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향후 업무분석을 통
해 발굴한 전산화대상 사업 40여개 분야에 대한 전산화 조기추진 및 사업기간 단축추
진으로 고용효과를 극대화하고 대규모 고용창출이 가능한 도시정보화사업 및 정보화근
로사업은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

<표 3-10> 사무직

전문직을 위한 도시정보화 사업의 고용규모

도시정보화 사업

• 지리정보시스템 구축(’96-2000)
•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98-’99)
• 호적사무 전산화(’98-’99)
• 새주소 부여사업(’98-2000)
• 각종 행정자료 D/B구축 등
자료: 서울시 실업대책추진현황보고

고용규모

⋅ 연 50만명
⋅ 연 16만명
⋅ 연 24만명
⋅ 연 10만명
⋅ 연 34만명
자료

한편, 일용직⋅생산직 실업자를 위한 사업으로는 주택건설경기 활성화와 강동 가래
여울마을 제방축조공사,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 등이 있다(<표 3-11> 참조).
취로대상 실업자는 실업급여 지급여부에 따라 고용보험적용 실업자와 고용보험 미
적용 실업자로 나누어지는 데 98년도 서울시 취로대상 실직자는 고용보험적용 실업자
47만7천명, 미적용실업자 61만8천명으로 총 109만5천명을 대상으로 잡고 있다(<표
3-12> 참조). 이들 중 공공부문 채용대상(취로대상) 실업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
는 고용보험미적용실업자 중 전직 실업자와 고용보험 적용 실업자 중 미수혜자들이다.
이외에도 8개구청에 실직자들을 위한 IMF쉼터를 개설⋅운영 중이고, 25개 전 구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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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정보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

<표 3-11> 일용직

생산직 실업자를 위한 사업

사업

사업내용

⋅주택재발사업활성화: 25개구역 44,294가구
- 주택재개발사업자금 대출지원(’98): 1,280억원
⋅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건설 조기 추진(’98): 6개구역 797천㎡
⋅도심재개발 활성화
•주택건설경기 활성화
- 도심재개발사업 융자실시(’98): 34개지구, 420억원
- 주거복합건축시 용적율 완화(최대 1,100 → 1,300%) 및 층수 완화
⋅ 잠실 등 저밀도 아파트지구 재건축 조기착수(’99년말): 5개지구 5만호
•강동 가래여울마을 제방축조공사 ⋅190억원 투입, 연 6만명 고용창출
(’98.8 착공)
•생명의 나무 1천만그루 심기(’98.10 ⋅2,200억원 투입(공공 1,400/ 민간 800), 연 170만명 고용창출
시범식수)

말

주: 1998년 10월
현재
자료: 서울시 실업대 추진현 보고 자료

책

황

<표 3-12> 서울시 취로대상 실업자 현황

계
1,095천명

고용보험적용 실업자(477)
실업급여수 자
수 자
440
37

혜

미 혜

｢

미

(단위 : 천명, %)

고용보험 적용실업자(618)
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
415
204

획｣. 1998. 3.

자료 : 서울시 보건사회국 내부문건, 98년도 실직자 취로사업 계

3) 1999년도 실업대책안 검토
1999년도 예산안 편성을 기준으로 서울시의 1999년 실업대책안을 살펴보자. 서울시
의 1999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8.4% 감소한 총 8조9,845억원으로 내용면에서 경
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춰 고용창출⋅경기부양 효과가 큰 사업을 골라 중점적
으로 재정지출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 특징이다. 분야별로 서울형 신산업 육
성, 중소기업 신용보증조합 설립⋅지원 등을 통한 산업경기 부양과 공공근로사업 등
지역경제 촉진을 위해 지난해에 비해 65%나 증액된 3,44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실업종합대책에 8,252억원을 배정해 이 분야 자금만 지난해의 5,655억원보다 45.9%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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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였다.
1999년도 경기부양과 실업대책의 특징을 보면, 사무직⋅전문직 실업자들의 일자리
를 위해 도시정보화 사업(536억원)이 추진되고 일용직⋅생산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
대주택 매입, 도심재개발사업 등 건설경기 활성화사업(5453억원)이 추진될 예정이며,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2500업체에 총 1조원을 지원할 수 있는 신용보증조합이
설립될 예정이다. 또 연 810만명을 대상으로 공공근로사업이 계속해서 시행될 예정이
다.

2. 서울시 실업대책의 평가

1) 基本方向 設定에 있어서의 問題

서울시 실업대책의 문제는 첫째, 실업자에 관한 통계자료 및 정보부재를 들 수 있
다. 실업자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적인 데이터(실업자 연령, 학력, 직종,
생활상태, 욕구사항 등)가 파악되지 않아 유형별 실업자대책 수립과 사업추진이 제대
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먼저 실업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노동부, 또는 통계청 등과 연계하여 실업자에 대하여 연령별⋅
소득수준별⋅이전 직업별⋅산업별 등 실업대책 수립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시계열로
구축하여 실업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는 중‧장기계획의 빈약을 들 수 있다. 대량실업은 최근에 발생된 관계로 아직
은 대부분이 실업기간이 길지 않은 실업자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우리경제의 불황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또 2-3년 후 경제가 다시 좋아지더라도 과거와 같은 낮
은 실업률의 시대는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실업이 항
상 지속되고 이를 사회가 포용한다는 전제하에 실업대책을 단‧중‧장기로 구분하여 수
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종합적인 대책기능의 미비이다. 실업대책에 대한 최고의 정책검토기구인 서
울시 실업대책위원회는 저소득시민, 생산‧일용직, 청년‧여성, 사무‧전문직 등의 분과위
를 두고 실업의 유형별 대책수립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사실은 각 실업자 유형별 공공
근로사업의 사업발굴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인상이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은 실업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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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지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실업대책의 전부는 될 수가 없고
실업대책은 종합적인 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공공근로사업은 단기적 대책의 하나로 시
행되고 이에 따른 유형별 사업내용의 발굴이 필요한 것이다.
넷째는 생산적인 사업발굴의 한계이다. 서울시 실업대책은 공공근로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의 공공근로사업은 사실상 실업자에 대한 생계보호 차원
의 지원에 그치는 즉효성 복지정책 또는 단발성 소득보전과 같은 단기처방적인 대책에
치중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복지지출형 실업대책이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실
업대책은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일자리창출 등에 충실해야 하는데 공공근로사업의 생산
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부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방안 수립이 따라야 한다.
다섯째는 거시경제정책기능과의 연계부족이다. 실업은 경제현상을 그대로 반영한다.
경기가 좋으면 실업자가 줄어들고 경기가 나쁘면 실업자가 늘어난다. 따라서 실업대책
은 실업자를 위한 생활안정대책 뿐만이 아니라 거시경제 조절기능을 통해 실업의 규모
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도 실업대책의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이다. 먼저 거시경제
전망을 통해 전체적인 실업의 규모를 예상하고 실업의 규모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거
시적인 조절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함과 동시에 이미 발생된 실업자에 대한 생활안정
대책과 재취업의 가능성을 극대화시켜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실업대책의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즉, 실업자에 대한 최고의 대책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고 일자리 제공
은 경제현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경기의 순환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과 실업자
수의 증감에 대한 연구, 그리고 실업자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먼저 수립
하고 이에 부응하는 각종 단기적인 대책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여기서 제시된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6장에서 실업대책의 내
용을 소개하였다. 동향분석기능의 강화는 실업 및 고용과 관련된 각종 통계와 경제변
수들에 대한 추이를 분석하고 실업규모 축소를 위한 장∙단기적 대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실업자 유형별 사업의 전개는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며, 특히 공공근로자의 중소기업 참여는 공공근로사업의 생산성
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된다.

2) 事業別 問題10)

10)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평가는 4장에서 따로 취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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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알선

현재 취업알선기관은 서울시 등 공공기관 560개소, 민간기관 728개소로 유료직업소
개소가 671개, 중기협⋅노동협⋅경총협⋅중진공⋅산업인력관리공단⋅노인회 등 무료가
57개가 산재하고 있어 민간부문 유료직업소개소의 비율이 약 92%를 차지하고 있다(<
표 3-13> 및 <표 3-14> 참조). 취업알선기관의 취업률은 전체적으로 72%를 상회하고
있지만 민간의 취업률이 81%를 넘는데 반하여 공공기관의 취업은 20% 수준에 머무르
고 있다.
<표 3-13> 서울시 취업알선기관 및 취업알선 현황

(단위 : 개소, 명, %)

구분

서울시
(5개소)
자치구
(555개소)
민간부문
(728개소)

공공부문
(560개소)

계

내용
시(인력은행) 1
여성발전 터 4
구청 25
동사무소 530
유료 671
무료 57

∙
∙
∙
∙
∙
∙

센

총 1,288개소

구인

구직

취업

29,272

58,393

11,891
(20.4%)

273,894

326,205

303,166

384,598

266,222
(81.6%)
278,113
(72.3%)

주: 1998년 6월 현재
자료: 서울시 중소기업과 인력지원계 내부자료.

현재 취업알선기관의 문제는 첫째 종합적인 고용정보체계의 미비를 들 수 있다. 현
재 노동부에서 고용정보 전산망체계를 구축하고 서울인력은행을 비롯한 공공취업알선
기관과 인터넷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만 산업인력공단 등 민
간취업알선기관과의 정보공유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고용정보가 노동부와 민간취
업알선기관 등 취업알선기관별로 따로 구축되어 통합적인 고용정보의 공유가 불가능한
것이다. 또 일부 무료취업알선기관의 고용정보는 수록내용이 1년이상 변경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고, 일부 정보는 항목만 있고 내용은 없는 등 부실한 관리로 사용자가
아예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는 취업전문상담인력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서울인력은행 이외의 공공취업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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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은 취업상담과 관련된 전문가가 아닌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곳이 많아 전문성이
결여되고 동사무소의 경우는 단순히 취업신청의 접수업무만 보고 있다. 민간의 취업률
이 공공보다 월등히 높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구인요구가 있는 직종을 정확하게 파악
하여 구직자와 연계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민간에는 다수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3-14> 서울시 자치구별 직업소개소 현황

구

계

계
종 로
중 구
용 산
성 동
광 진
동대문
중
성

728
49
41
35
10
15
35
20
7
12
6
20
8
27
16
19
23
28
12
71
20
37
55
103
26
33

랑
북
강 북
도 봉
노 원
은 평
서대문
마 포
양 천
강 서
구 로
금 천
영등
동 작
관
서 초
남
송
동

포
악

강
파
강

소계
639
45
37
31
6
15
30
20
5
11
5
15
7
23
9
17
21
23
11
66
14
35
52
90
21
30

할

자치구관
인
319
17
13
18

법

12
11
14
5
5
3
8
3
12
4
9
12
13
6
25
4
17
14
66
15
13

유료직업소개소
개인
320
28
24
13
6
3
19
6

소계
32

할
본점

시관
15
1

1

57
3
4
4
3

1

3

1

1

1
1
1
3
1
2
1
1

1
1
1
2

1
1

1
2

6
2
7
4
11
5
8
9
10
5
41
10
18
38
24
6
17

점

지
17

무료직업
소개소

1

1
1
1
1

1
3

1
2

2
4
4
2

2
1
1
2

1
1

1
3
3

4
1
6
1
4
1
4
3
2
1
9
1
1

주 1)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1998년 6월 현재.

할

2) 시관

직업소개소: 2개구 이상에

걸치는

유료직업소개소 및 무료직업소개소 전부.

셋째는 구직자의 특성에 따른 분류와 관리가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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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실업자, 가장실업자, 취약계층실업자 등 특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구직자가 있
지만, 구직자의 전공분야, 성, 연령, 전직경력 등에 따라 상담과 조언, 구직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표 3-15> 직업훈련기관 교육내용

학교명
계

구분

립

시 기능대학

소계
다기능기술자과정
(전문학사학위수여)
직업훈련 주간(청소년)
과정
간(일 반)
소계

야

서울종합
직업전문학교

주간(청소년)
주간(일반)

야간(일반)
소계
한남여자
직업전문학교

주간(청소년)

야간(일 반)
소계

상
계
직업전문학교

주간(청소년)

야간(일 반)
엘

림

직업전문학교

소계
주간(청소년)

훈련직종
29직종
11직종
전자, 전기, 산업설비,

밀
섬

연인원 훈련기간
3560
640

패션디자인

120

정 기계, 정보처리, 자동차정비, 조리,
280
유공예,
인 , 가구 자인
조리, 정보처리, 자동차정비
240
13직종
1040
시 자인
80
보일러, 특수용 , 자동차정비,
건축인 리어, 전자출판, 기계조 ,
320
공예 자인, 가구 자인
조리, 의상 자인
160
조리, 의상 자인, 건축인 리어,
480
자동차정비, 특수용 ,
터산업 자인
6직종
880
자인, 한국의상 자인,
240
용, 실내 자인, 조리
유공예(자수, 유), 정보처리,
자인, 한국의상 자인, 용,
640
실내 자인, 조리
11직종
740
산업기계, 가스안전기술, 특수용 ,
자동차정비, 자동차판금, 자동차도장,
400
전자통신, 전기제어, 스 인 ,
전자출판
정보처리, 전자통신 산업기계, 특수용 ,
340
자동차정비,
5직종
260
자동차정비, 가구 자인, 유공예, 용,
260
전산건축설계

옵셋 쇄

테

디

각디
접

립

디
디
디
디
테
접 컴퓨 디
패션디
디
미 디
섬
섬
패션디
디 미
디
접
크린 쇄

접

디

자료: 서울시 중소기업과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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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미

2년
1년
6개월
2년
1년
6개월
6개월

1년
6개월

1년

6개월
1년

<표 3-16> 구별 고용촉진사업 인원 및 훈련직종

구

기관수 인원수

종로

34

1670

중

6

360

용산

11

660

성동
광진

7
2

200
60

동대문

29

1170

7

210

9

330

2
5
9
7
4

70
300
540
360
240

마

9

540

양천
서
구로
금천

1
3
3
1

60
180
90
120

랑
성북
도봉
강북
노원
은평
중

서대문

포

강

포

영등

동작
관
서초
남
송

악
강
파
강동
계

36

2280

3
4
12
5
5

180
150
660
240
180

15

900

229

11750

훈련직종

압

삭 미 석
파괴검
컴퓨 디 컴퓨 속
항
립
미 석
컴퓨 디
미
아
미
압
그 픽디 미
디
컴퓨 디 아
미
컴퓨 디
컴퓨 디 컴퓨 속
항
립
빵
미용, 자동차정비, 정보처리, 정보통신운용, 컴퓨터산업디자인
공인중개사, 미용, 전자기기, 정보처리, 정보통신운용, 주택관리사, 컴퓨터산업디자인
그래픽디자인, 미용, 자동차정비, 전산응용설계, 정보처리, 정보통신운용, 주택관리사
미용, 전산응용건축제도, 정보처리
간호조무, 공인중개사, 미용, 실내디자인, 정보통신운용, 제빵, 주택관리사, 컴퓨터산업
디자인, 한식
컴퓨터산업디자인
미용, 양장
자동차정비, 전산응용건축제도, 컴퓨터산업디자인

고 가스, 굴 기운전, 용, 보 감정, 보일러, 복어조리, 비
사, 선로설비, 양식,
양장, 이용, 일식, 자동차정비, 전기공사, 전자계산기, 전자통신, 정보처리, 정보통신운
용, 중식,
터산업 자인,
터 기, 한복, 한식, 공기기체조 등
관광통역, 용, 보 감정, 전자기기, 정보처리, 정보통신운용 등
간호조무, 양식, 일식, 자동차정비, 정보처리, 정보통신운용, 정보통신설비, 중기정비,
터산업 자인, 한식 등
간호조무, 용, 자동차정비, 정보처리, 정보통신운용, 중기정비, 피 노조율
용, 정보처리
간호조무, 고 가스, 공인중개사, 래 자인, 용, 보일러, 실내 자인, 영상제작,
유선방송설비, 자동차정비, 전자계산기, 전자기기, 정보처리, 정보통신설비, 정보통신운
용, 주택관리사, 중기정비,
터산업 자인, 피 노조율
용, 양식, 정보처리, 정보통신운용, 정보통신,
터산업 자인, 한식
양식,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정보통신운용,
터산업 자인,
터 기, 한식, 공
기기체조
제과제 , 한식조리

도배
간호조무, 공인중개사, 금 가공, 래 자인, 내선공사, 동력배선, 용, 복어조리,
비
사, 선로설비, 실내 자인, 양식, 일식, 자동차정비, 전기기기, 전산 용설계,
전자계산기, 조직 용, 전자출판, 전자통신 용, 정보처리, 정보통신, 주택관리사, 중기
정비, 지 차운전,
일,
터산업 자인,
터 기, 한식, 공기정비
간호조무, 정보처리, 제과 제

파괴검
게

귀 속 그 픽디
디
응
응
칵테 컴퓨 디 컴퓨 속
∙빵

미

항

자동차정비, 정보처리, 제과, 한식

디

응

디
빵 패션디자인, 한식
공인중개사, 미용, 주택관리사, 컴퓨터속기, 패션디자인
공인중개사, 정보처리, 제빵, 주택관리사, 한식
공인중개사, 그래픽디자인, 도배, 미용, 보일러, 실내디자인, 자동차정비, 정보처리, 정
보통신운용, 주택관리사, 컴퓨터산업디자인, 컴퓨터속기, 한식
산업 자인(만화영화제작), 실내 자인, 일식, 정보처리, 제과, 제 ,

자료: 서울특별시 중소기업과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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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훈련

서울시의 직업훈련사업은 시립 직업훈련기관의 운영과 민간에 위탁운영되는 고용
촉진사업이 있다. 직업훈련기관은 현재 5개의 기관이 있는데 그 중 시립기능대학은 직
영으로 운영하고 서울종합‧한남여자‧상계‧엘림직업전문학교 등 4개 직업전문학교는 민
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 직업훈련기관별 교육내용은 <표 3-15>에 요약되었다.
훈련교육직종은 전자, 전기, 기계, 건축인테리어, 자동차정비, 산업설비, 패션디자인,
공예, 미용 등 총 29개 직종에 연인원 3,560명 수준이고 교육기간은 1년-2년이며 야간
과정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은 6개월로 되어 있다.
서울시의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서울시내거주 만 15세 이상의 고용보험미적용 전직
실업자와 졸업, 전역 등의 신규실업자를 대상으로 자활기반을 제공하고 기능인력을 양
성할 목표로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훈련기간 중 훈련비 전액(교재비
포함)과 가계보조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등 훈련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현재 각 구별 훈련직종 및 인원은 <표 3-16>에 요약되었다. 영등포구가 36개 기관
에 인가인원이 2,280명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에 참가하는 직업훈련기관 수와 인원수에
서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229개 기관에 인
가인원은 11,750명이다.
서울시 직업훈련사업의 문제는 산업현장과의 연계기능 미약, 고용촉진훈련기간의
획일화11), 그리고 훈련내용이 전문기술인력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 등으로 요약된
다. 현재의 직업훈련사업은 산업현장의 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의 미비로 실업자
니드(need)와 동떨어진 교육훈련이 제공되고 재취업교육의 실효성과 재취업율의 저조
를 낳고 있는 것이다. 또 고용촉진훈련이 6개월의 단기간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있어
숙련된 기술을 익히는데 한계가 있다. 훈련직종과 훈련내용에 따라 교육기간의 다양화
가 요구된다. 훈련직종 역시 기능직종 위주로만 짜여있어 전문적인 기술인력의 공급과
는 명백한 거리가 있다.
(3)

기업지원대책

현재 서울시의 기업지원책은 총 2,750억원에 이르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설계변경
11) 고용촉진훈련사업의 훈련기간은 간호조무직종은 1년 나머지 전 직종이 6개월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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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산급 우선지급후 사후정산, 100억 이상 공사의 경우 선급금 지급율을 20%에서 30%
로 상향조정, 준공업지역내 3,488개 업체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의 40-50%감면, 창업
보육센터 운영 활성화, 그리고 기존의 14개 업체에서 107개 업체로 확대된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등으로 요약된다.
중소기업 지원대책의 문제는 자금지원 위주의 대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서울시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결정해도 일선 은행창구에서 해당기업에 대한
대출은 담보나 보증이 확실하지 않는 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또 융자신청
의 폭주로 지원자금 역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출과정에서 서울시의
결정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또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및 판매 등에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4)

실업자 생활보호사업

실업자 생활보호대책은 실직으로 인한 생계곤란자 대상의 한시적 생계 및 자녀학
비 지원, 일시적 실직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한 생활곤란자에게 3개월 한도로 지급하
는 긴급구호사업, 실직가정의 시립병원 진료비 30% 감면, 아동보육료 50% 감면, 아동
복지시설 보호비 면제, 그리고 생업자금 및 전세자금 융자 등의 대책을 시행중에 있다.
실업자 생활보호대책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보호수준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
하고 보호대상도 지극히 제한된 범위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시행상
정확한 소득 및 재산파악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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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Ⅳ 章 公共勤勞事業의 現況 및 評價

제 1 절 공공근로사업의 현황
제 2 절 공공근로사업의 평가

第 IV 章 公共勤勞事業의 現況 및 評價
第 1 節 公共勤勞事業의 現況
1.現況

서울시 공공근로사업의 현황은 <표 4-1>에 요약되었다. 공공근로사업은 1단계 사
업이 1998년 5월에 시작하여 8월 14일에 끝났고 8월 17일부터 2단계 사업이 시작되었
다. 1단계사업의 경우, 구별 참가인원을 보면 1998년 7월 31일 현재 종로구가 가장 작
은 77명이고 관악구가 가장 많은 562명 수준이었다. 그리고 서울시 전체 참가자는
7,526명에 참가율은 83.7% 수준이었다. 1단계 사업초기인 5월 27일 참가율이 70% 수준이
었음을 감안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실업자의 관심이 커지고 참가율도
높아지고있음을알수있다 .
공공근로사업은 국고보조사업과 시자체사업, 그리고 공공공사장 취업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공공공사장 취업은 일일 1,556명(연 407,307명) 정도의 고용규모로 공
원조성사업 20개소, 공공공사장 21개소, 상수도공사 373개소, 지하철공사장 23개공구
282개소, 소방관서 신⋅증축공사 11개소에 걸쳐 대단위규모 공사에 실직자들을 투입하
고 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7개분야 11개사업과 자치구 중점사업 등에 걸쳐 사업이 진
행되고 있으며 하루 평균 32,000명이 참여하여 87%의 평균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1998년 10월말 현재 1,705,339명의 참여연인원을 기록하고 있다. 1998년 9월 현재 2단
계 공공근로사업 종사자는 사무관련종사자 9,254명과 단순노동종사자 30,010명을 합친
총 39,264명이다. 특히 2단계에서는 도시정보화사업을 중점추진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
하고 있다. 1998년 10월말 현재 하루평균 건축물대장전산화에 317명, 호적전산화에 481
명, 새주소부여사업에 618명, 그리고 산업경제통신망에 5명 등이 투입되고 있으며 도시
정보화사업에만 66,877명이 참여연인원을 기록하고 있다.
12)

12)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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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사업의 수당은 단순사무일 경우 1일 2만원, 노동강도가 있는 사업일 경우
2만5천원을 지급하고 있고, 3개월까지 참여가 가능하고 3개월이 지나도 2단계 공공근
로사업이 98년 8월17일부터 시작되고 있어 계속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또 단순 육체
노동위주의 사업유형이 많았던 1단계와 달리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화이트칼라층을 수
용할 수 있는 사업유형이 추가되었으며 임금도 근로자의 자격과 업무성격에 따라 다양
하게 지급한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의 임금은 전문직⋅유경력자 종사업무는 일비 4만
원, 노동강도가 높은 사업은 3만3천원, 실내사무보조는 2만원, 옥외근로사업 및 민간단
체위탁사업은 2만5천원 등으로 차등화되어 있다.
<표 4-1>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및 취로사업 현황

국고보조(1단계)사업
대상사업

시자체사업

11개 사업

획⋅참여 일일 9,341명(연 812,667명)
’98. 5. 2

야

점

7개분 11개사업, 자치구 중 사업 등
신청 51,885명/ 선발 42,491명(81.9%)

참여연인원(10.30현재): 1,705,339명
(평균참여율 87%, 일평균 32,000명)
’98. 4 - 12. 31(사업별 기간상 ’98. 8. 17-12. 31(4개월반)
이)

고용계

사업기간

2단계

13개 사업

일일 965명(연 144,364명)

8. 14

소요예산: 96,823백만원(국비 47,748, 지
방비 44,069, 1단계 5,006)

20,028백만원
총사업비
(국비 4,764, 시비 9,120, 자치
(단위: 백만원)
구비 6,144)

불

야

분 별
사업내용

도시가로 정비, 산 감시, 위
험제방 보수, 마을방범
활동, 교통 서계도, 지방
자치단체중 사업, 상수
원보호구역
기 처리,
재활용품 선별, 지소유
및 이용실 조사, 문화유
적지 정화, 도시근교산
정비

질
점
쓰레
농
태

집행액(10. 30현재): 48,580백만원

격

(집행율 50.2%)

주급 내지 주로 임금 지급
장애 동 간병보조, 동부근로청
소년회관 정보자료실 정리 및
안내, 문화관련분 , 서울 보 도시정보화사업(건축 대장전산화, 호적
관안내, 서울시종합자료관 장서
전산화, 주소부여사업, 사업경제통신망
, 가래여울마을 제방축조,
구축), I 사업분 (상 하수도 도로관
자동차배출가스 단 , 시직영공
원내 무가 기사업, 산임내
리 전산시스 구축), 1단 사업 지
무가 기사업, 만기수도계 기
교체사업 등

아

야

점검

나 꾸
림 꾸

속

홍

나
량

물

새
GS 야 ⋅ ⋅
템
게 속

서울시의 경우 행정자치부의 방침에 따라 98년 11월부터 99년 2월까지 동절기 일
용근로자 공공근로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데 107억3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인 바, 노숙자 특별보호사업을 포함한 본청 발굴 16개 사업에
4,035백만원, 자치구 발굴 132개 사업에 6,668백만원에 소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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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問題點
공공근로사업은 일단 실업자들에게 대규모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정수준의 유
효수요를 유지시킨다는 점에서 경기침체기의 단기적인 실업대책으로는 아주 유효한 수
단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은 첫
째, 서울의 경우 자치구단위의 생산적인 사업발굴의 한계를 들 수 있다. 공공근로는 지
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사업의 개발을 그 전제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각 지역마다 실업자를 흡수할 수 있는 대규모적인 사업의 개발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둘째는 장기실업자에 대한 대책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경
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실업기간 역시 점차 장기화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근로는
3-4개월 정도의 단기적인 소득보전에 치중되고 있어 장기실업자의 증가가 우려되는 상
황하에서의 실업대책으로 명백한 한계가 있는 것이다. 더구나 공공근로 참여자의 절대
다수가 계속적인 참여를 희망하는 현실 속에서 자치구의 형편에 따라 지속적인 참여가
불투명한 경우도 많이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다.
셋째는 예산이 인건비 위주로 짜여져 있어 실질적으로 생산적인 사업의 수행이 사
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공공근로사업의 실행예산 대부분이 참여자의 일당지급 등
인건비로 짜여져 있어 참여자의 노동력만을 이용하는 것 이외의 사업 수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는 경제적 꼭 필요자 선발의 문제점이다. 공공근로사업의 참여자는 특정한 직
업이 없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가정주부 등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일당을 받아가는 사례도 많
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수단은 별로 없는 실정이다. 성동구에서
조사한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조사자료에 의하면 참여자 중 생계곤란자가 75%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집에 노는 것이 싫어서 또는 활동을 위해서 참여하는
경우도 각각 6%와 1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 2단계 사업의 경우 실업
기간의 장기화로 더욱 많은 실업자가 참여하여 서울시의 경우 총 43천여명 규모인데
이중 여성이 4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계곤란자가 아닌 참여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선발 시에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13) 성동구 실업대책상황실, ｢실업자 현황과 공공근로사업대책｣, 1998.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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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를 통한 면접을 거쳐 선발하고 있으나 경제적 꼭 필요자 선발의 한계가 노출
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는 기존의 취로사업과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현재 저소득층에 제공되
는 취로사업의 경우 일당 17,000원, 월 12일, 3개월이내로 제한되고 있는데 반하여 공
공근로는 일당 22,000원+간식비(2,500)에 주 5일 근무할 경우 주차(휴일근무수당 즉 만
근시 일요일 유급휴일 지급)수당까지 지급되어 만근시 월 60-70만원 정도에 이르고 있
어 취로사업 참가자들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여섯째는 희망자 전체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1단계 사업초기에는 체
면손상과 현실상황의 인식부족, 인건비 과소 등으로 실업자의 참여가 저조하였지만 경
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실업기간 역시 장기화되면서 실업자들의 의식전환이 뚜렷해지고
신청자격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공공근로에 대한 실업자들의 참여욕구는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참가제외자의 수가 늘어나고 이에 따른 불만이 야기될 것으
로 보인다.

第 2 節 公共勤勞事業의 評價
본 절은 공공근로사업의 참여자와 관리자(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
사의 결과를 요약 소개하여 공공근로사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조사는 참여자와 관리자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시행되었고 조사시점은 1998년 9
월이었다. 표본은 참여자의 경우 서울시 25개구에서 구별참여자 비율을 적용하여
50-100명 정도 추출하여 전체 1,586명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관리자의 경우는 구별로
20명을 할당하여 500명을 조사하였다.

1.응답자특성
공공근로참여자의 경우 전체 응답자 1,586명의 구성비율을 보면 우선 남성이
52.1%, 여성이 47.9%이었다. 연령은 50대 25.9%, 40대, 24.5%, 30대가 19.2%,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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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가 13.2%를 차지하였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40.1%, 중학교 18.3%, 그리고 대학
이 16.8%로서 60%가까이가 고졸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고 40대 이상의 장년층 비
율이 50%정도로 높은 편이었다. 혼인상태는 배우자 있음이 65.4%, 미혼 21.2%, 사별
7.5%이고 가족관계에서는 가구주인 경우가 57.1%, 배우자는 20.8%, 그리고 자녀가
13.1%를 차지하였다. 가구원 수는 4명이 32.4%, 3명이 23.1%2명이 13.9% 정도였다. 주
택소유형태는 전세 39.9%, 자가 31.2%, 월세 16.6%, 보증부월세 8.9%였고, 월평균소득
은 50-69만원 38.6%, 70-89만원 24.8%, 150만원 이상 16.9%, 그리고 90-109만원이
11.9% 정도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가계소득이 낮은 형편임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응답
자를 통해서 본 서울시 공공근로참여자는 중년의 남성 또는 여성의 가장으로 고등학교
정도의 학력수준에 가족이 2명이상인 경우가 다수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단순육체노동업무인 경우가 68.7%, 단순기능업
무와 전산⋅사무직업무가 각각 9.8%이었고, 기술⋅전문직업무가 8.5%, 그리고 복지관
련업무가 3.1%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단순육체노동위주의 사업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 직장활동 경력은 90.6%가 직장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직기간은 1년
이상이 27.4%, 3-6개월 21.5%, 6-9월 21.5%, 9-12개월 17.3%이었다. 직장을 그만둔 이
유는 일거리가 줄어서가 32.5%, 사업실패 또는 직장폐업이 26.7%, 조기퇴직・정리해고
가 14.8% 정도였다. 과거 종사 분야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가 27.7%, 제조업
23.2%, 건설업 17.6%, 도소매・음식숙박업 12.2%였고, 과거직종은 서비스・판매직
22.9%, 단순노무직 22.8%, 숙련근로 18.4%, 사무직 17.2%로 고른 비율을 보이고 있었
다. 종사상지위는 상용 54.5%, 일용 19.1%, 임시 11.6%, 자영업 9.8%이고 전직장 종업
원 규모는 1-4인 26.2%, 5-9인 21.3%, 10-19인 16.0%, 30-99인 12.3%이었다.
관리자의 경우 공공근로 현장을 관리하는 담당공무원이나 공공근로자가 일하는 복
지시설 등의 기관에 근무하는 민간인 담당관리자들 가운데 구별로 20명씩 무작위 추출
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는데 총 응답자는 498명이었다.

2.설문조사분석결과14)
14) 설문조사결과표는 뒤의 부록에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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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公共勤勞者
(1)

작업장배치

공공근로작업장에 배치되는 과정은 주로 구⋅동사무소에서 일괄배치하거나 본인선
택 후 구⋅동사무소에서 배치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었다. 본인이 선택한 경우는 1단계
(11.3%)보다 2단계(8.8%)에서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참여자가 대폭 늘어
나면서 일선 공무원들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일괄배치하는 현상이 늘어난 것으
로 풀이된다. 그러나 공공근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
으로 개선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1단계에서는 단순기능 및 단순노동분야가, 2단계
에서는 단순노동 및 복지관련사업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
을 차지하였다.
(2)

참여동기

공공근로 참여동기는 생계곤란(1단계 69.8%, 2단계 63.9%)과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
려워서(28.0%, 33.2%)가 주된 이유였고 특히 단순노동업무, 단순기능, 복지관련 종사자
가운데서 생계곤란 이유가 높게 나타났다.
(3)

현장감독

단순노동업무의 경우 공공근로자 가운데서 반장을 선임하고 현장관리자는 가끔씩
현장점검하는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하였다. 단순기능, 복지관련 업무의 경우는 현장
관리자가 가끔씩 현장점검하는 경우와 공공근로자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40-50%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업무량 지정

할 일이 지정되어있는가 하는 질문에는 업무지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1단계
22.8%, 2단계 24.6%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주로 전산⋅사무보조, 단순노동업무의 경
우에 업무지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비율이 30% 정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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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업환경

작업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1단계: 35.5%, 2단계: 41.2%), 대체로 만족(1단계:
40.0%, 2단계: 35.4%), 그리고 매우 만족(1단계: 13.5%, 2단계: 8.8%) 순으로 작업환경
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기술⋅전문직의 경우 불만족 비율이 26%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6)

작업강도

작업강도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단계 64.7%, 2단계 63.9%로 가장 많았고,
약간과중이 1단계 25.1%, 2단계 27.9%, 매우과중이 1단계 6.5%, 2단계 6.2% 정도였다.
그러나 복지관련, 단순노동, 기술⋅전문직의 경우 약 30-40%정도가 업무가 약간 또는
매우 과중하다고 응답하여 이 분야의 업무가 상대적으로 과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7)

업무만족도

업무만족도는 보통이 1단계에서 36.4% 2단계에서 44.2%로 가장 높았고 대체로 만
족이 1단계 42.7%, 2단계 38.8% 그리고 매우만족은 1단계 12.6%, 2단계 7.3%로 응답
하여 1단계보다 2단계에서 만족도가 오히려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산⋅사무보조
와 복지관련업무, 단순노동업무의 업무만족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기술⋅전문직
가운데 불만족 비율이 약 10%정도로 나타났다.
(8)

임금만족도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단계 39%, 2단계 36.5%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만족과 불만족의 비율은 1, 2단계 공히 30% 내외로 비슷한 것으
로 나타났다. 전산⋅사무보조와 복지관련업무의 임금만족도가 높은 반면 단순노동업무
(36%)와 기술⋅전문직(28%)의 경우 불만족도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낮을
수록(109만원이하 계층) 임금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9)

생계도움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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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받고 있는 임금이 생계에 도움을 주는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매우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1단계 38.2%, 2단계 30.2%, 약간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1단계 38.4%, 2
단계 41.9%로 생계에 도움이 된다는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 공공근로사업이 참여실
직자들에게 소득보전의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통이라는 응답도 1, 2단계 공히
20% 정도이었다. 단순노동∙단순기능∙복지관련업무 종사자의 경우 생계에 도움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10)

공공근로사업의 효과

공공근로사업의 참여로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경제적 도움(1단계: 45.6%, 2단계:
44.2%), 생활의 나태방지(1단계: 22.8%, 2단계: 25.9%), 가족간의 불화방지(1단계:
16.1%, 2단계: 16.3%)44.244.3%), 생활의 나태 방지(25.9%), 그리고 자부심 고양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1)

동거가족의 돈벌이 유무

본인이외 수입이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가 약 31.1%이며, 본인이외 1명정도가 수입
이 있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본인이외 수입이 있는 경우는 기술⋅전문직, 전산⋅사무보
조의 경우가 높고, 단순노동⋅단순기능⋅복지관련업무의 경우 낮게 나타났다. 주로, 월
평균가구소득 110만원이상의 가구에서 본인이외 수입이 있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 여부

(12) 3

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 희망비율이 95.8%로 거의 대부분이 3단계에도 공공근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었다. 참여희망 사업유형 1순위에서는 전문기술직사업을 제외
하고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2순위에서는 단순노동, 단순기능, 복지관련업무에 대한
희망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13)

대상자 선정방법

공공근로사업의 대상자 선정은 저소득층으로 제한(38.3%), 실직자(30.3%), 업무유형
별 자격조건제한(20.2%) 순으로 나타났다. 단순육체노동과 복지관련종사자의 경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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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층으로 제한하자는 비율이 80%가까이 나타났다.
(14)

사업효과 제고방안

공공근로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을 늘려 더 많은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응답(27.5%)이 가장 높았고, 다른사업개발(24.3%), 중소기업 투입(21.1%) 순으
로 의견이 있었는 바, 이로써 새로운 사업발굴과 생산적인 사업에 대한 개선바램을 엿
볼 수 있다.
(15)

현재 구직노력

취업알선센타에 구직신청을 한 경우(44.8%)가 가장 많고, 그밖에 신문광고(19.4%),
구직포기(19.3%)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참여자들이 계속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으나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취업알선센타 이용비율은 그리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6)

중소기업에 취업않는 이유

참여자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어디서 하는지 몰라서
(29.2%), 부도위험으로 임금을 못받을까봐(21.7%), 작업환경 열악(18.4%) 순으로 나타
나 당국의 적극적인 고용정보제공이 필요함을 보였다.
(17)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정부로부터 가장 받고 싶은 도움은 취업알선(34.3%), 공공근로사업(30.3%)이 가장
많고, 그밖에 기술교육(10.9%), 한시적 생계보호(6.5%) 순이었다. 따라서 실직자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일할 수 있는 일자리 확보가 시급함을 알 수 있고,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는 현단계에서는 그리 높지 않음을 엿볼 수 있다.

2) 現場管理者
(1)

지휘감독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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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관리자가 작업현장에 상주하는 경우는 1단계 34.5%, 2단계 36.8%, 하루 2-3회
나가는 경우는 1단계 25.9%, 2단계 29.5%, 일주일에 1-2회는 1단계 24.6%, 2단계
17.8%, 그리고 거의 못나가는 비율은 1단계 6.4%, 2단계 7% 정도이었다.
현장에 잘나가지 않는 이유로는 업무가 너무 바빠서(1단계 : 39.1%, 2단계 :
42.6%),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잘하기때문(1단계 : 17.3%, 2단계 : 13.4%)으로 전담인
력의 확보가 효과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작업의 목표지정 여부

작업목표와 일일작업량이 지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1단계 29.7%, 2단계 27.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1단계와 2단계사업을 비교한 결과 2단계사업에서 작업량이 많
아졌으며(41.6%), 감독체계가 보다 체계적(58.4%)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3)

작업강도

작업강도는 전체적으로 보통이 60%, 약간 많은 편이 25%, 적은 편이 12.3% 정도로
적당하다와 약간 많은 편이 많게 나타났다. 사업부문별로는 기술⋅전문직 업무의 작업
강도가 가장 높고, 단순노동, 단순기능, 전산⋅사무보조 업무에서 작업강도가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4)

투입인원

투입인원은 적당하다는 응답이 62.8%, 많은 편이라는 응답이 24.5%, 매우 많다는
응답이 7.4% 정도이었다. 사업부문별로는 단순노동업무, 복지관련, 기술⋅전문직, 단순
기능, 전산⋅사무보조 순으로 투입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인력관리부담

인력관리부담정도는 보통이 33%, 약간부담이 33.8%, 매우 부담이 16.3%로 공공근
로사업이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을 과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부문별로는 단순노
동, 단순기능, 기술⋅전문직, 복지관련업무 순으로 인력관리에 부담이 있으며, 전산⋅사
무보조, 기술⋅전문직, 복지관련업무 순으로 부담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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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유형별 필요인력

전문⋅기술직, 전산⋅사무보조, 단순기능업무의 경우에는 고졸이상의 젊은 사람이,
복지관련업무는 고졸이상의 여자, 단순육체노동업무는 연령, 학력에 관계없이 남자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전문직의 경우 젊은사람(80.2%), 고졸이상(90.8%), 남녀상관없음(71.4%)의 순
이었고, 전산⋅사무보조는 젊은사람(83.8%), 고졸이상(88.8%), 여자(47.8%) 또는 남녀상
관없음(42.8%)의 순이었다. 복지관련업무의 경우 젊은사람(57.7%), 고졸이상(71.4%), 여
자(60.6%)의 순이었고 단순기능업무의 경우는 젊은사람(75.9%), 고졸이상(75.8%), 남자
(48.2%) 또는 상관없음(36.8%)의 순이었다. 단순노동의 경우는 나이상관없음(53.7%),
학력상관없음(85.7%), 남자(52.1%) 또는 상관없음(40.7%)의 순으로 나타났다.
(7)

사업운영방안

단순노동, 단순기능, 복지관련업무의 경우 민간위탁방식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기술⋅전문직은 56.4%, 전산사무보조는 62.2%가 공공직접관리에 응답하
였고 복지관련업무는 공공직접관리가 45.7%, 민간위탁 28.6% 정도였다. 단순기능업무
의 경우는 공공직접관리가 50.5%, 민간위탁이 29.0%이었고 단순노동의 경우는 공공직
접관리가 45.0%, 민간위탁이 33.9% 이었다.
(8)

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은 실직자로 제한(42.5%), 작업성격에 따라 자격조건 제한(30.0%), 저소
득층으로 제한(25.2%)하자는 순으로 응답하여 실직자, 저소득층으로 자격조건을 제한
하자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9)

사업효과 제고방안

공공근로사업의 사업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참가인력의 중소기업 투입이 35.8%
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다른사업개발(33.7%), 근로강도를 높임(10.5%) 순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사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발굴과 그 방안의 하나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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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력의 중소기업 투입이 효과적인 대안의 하나로 선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公共勤勞事業 評價調査 結果가 주는 示唆
이상의 공공근로 참여자와 현장관리자의 의견조사를 요약하면 대체로 지금까지 공
공근로사업의 문제점으로 거론된 사항들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전체 사업 중 1/3 정
도가 현장지휘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작업목표와 일일작업량도 지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의 생산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단순노동업무와 단순기능
업무, 복지관련업무 등에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참여자를 실직자와 저
소득층으로 제한하고 또 업무의 성격에 따른 자격제한의 요구가 강하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기술⋅전문직업무는 작업강도가 높은 반면, 임근수준은 낮은 수준이었
고 고졸이상의 젊은 사람으로 자격제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산⋅사무업무는 작
업강도, 임금수준에서 거의 문제가 없었으며 고졸이상의 젊은 사람으로 여성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복지업무의 경우 작업강도와 작업성과가 높은 반면, 임금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고졸이상의 여자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나이에는 그다지 구애받지
않았다. 단순기능업무는 작업강도와 작업성과가 낮은 반면,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
가되었다. 그리고 인력관리면에서 부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졸이상의 젊은 사람
으로 남자에 대한 선호가 있었다. 단순노동업무는 투입인력이 적정수준에 비해 많아
인력관리에 부담이 있었고, 작업강도와 작업성과는 낮은 반면,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연령, 학력에는 관계없이 남자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또 참여자들의 계속적인 공공근로사업에 참여요구가 높게 나타났고 정부에 대해
취업알선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또 사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중소기업과 연
계하여 참여인력을 중소기업에 투입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공공근로사업의전개방향
공공근로는 실업인구의 흡수와 소득지원 효과가 크고 직접적이기 때문에 지속적으
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현단계에서 공공
근로사업의 추진이 실직에 따른 충격을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한정된 재원으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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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데는 공공근로사업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비생산적이고 사업의 효과도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실업자에게
생계보조수당을 주는 수준의 단기적 효과만 기대되고 장기적인 인력공급을 통한 유효
수요창출은 어려운 형편이다. 현재 공공근로사업은 대상사업발굴의 한계, 인건비 위주
의 예산배정으로 생산적인 사업 수행의 한계, 참여자의 일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근로
생산성의 저조, 장기실업자에 대한 대책미비, 경제적 꼭 필요자가 아닌 가정주부, 노약
자 등의 참여문제, 근로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으로 야기되는 노동시장 구
조의 왜곡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시행상의 문제를 개선하면서 "일하는 복지" 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개선대책으로 선정기준을 엄격
히 적용, 실직자 위주로 선발하여 사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신규 실직자가 항상 참여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등의 '99 공공근로사업 추진지침을 제정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참여자격 관리강화
⋅참여연령을 조정하여 취로사업과 차별: 15-65세(현행) --> 18-60세(개선)
⋅참여자격을 지방노동관서 및 시.군.구에 등록된 실업자 및 일용직과 지자체가 확인할 수 있는 자로 제
한하고, 실직세대주 및 저소득 가구의 가장을 최우선 선발
⋅전업주부 등 무자격자 배제(11천명)
⋅임금단가 인하(-3천원)로 중소기업 인력 역류 방지
(2) 취로성 사업을 과감히 축소하고 생산성 있는 사업 적극 발굴
⋅국가단위 새주소부여사업, 지하시설물.호적.지적도면 전산화사업 등 추진
⋅양로원 등 사회복지 지원사업 확대 및 병원.학교 등 비영리법 인도 지원
⋅자재비 등의 비중을 높여 공공근로사업의 생산성 제고: 시.도 실업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재구
입비 등이 단위 사업비의 30%를 초과하는 사업도 인정(행자부에 사후보고)
⋅지자체가 발굴하는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심의.인정하는 방식도 병행
- 광역단위 또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추진사업 적극 발굴
⋅ 자치단체의 현안사업과 연계 추진: 농번기 사업중지(817개 사업장), 실효성이 적은 사업 축소(201개
(1)

사업장)
(3) 관리운영 방 을 보완하여 수요자 중 의 여체계 마련
신청인이 제 지 사업에 여 수 도 수시 수 창구 가동
비정부기구( O)에 공공근로사업 위 확대방안
: 시행주체간 경 촉진으로 공공근로사업의

⋅
⋅

법
언 든
NG

심 참
참 할 있 록 접
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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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효

과성 제고
(4) 공공근로사업과 취업의 연계성 확보
지방노동관서 및 시. .구의 구인정보를 활용, 공공근로사업 여중이라도 지 적으로 취업 알선
(5) 관리체계 화 및 가체계 확
공공근로사업의 율적 집행을 위해 행자부 시도, 시 구 담당기구를 보
지자체 구조조정에
여인력을 사업장 감 요원으로 투

⋅

강

군
평

참

립

속

⋅
효
와
군
강
⋅
따른 잉
독
입
⋅공공근로사업 상시점검반을 설치 운영: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국비예산배정에 반영하고 포상도 실시

위와 같이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
진은 공공근로요원을 중소기업에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는 관리
운영상의 개선방향만을 제시한 것이지 장기적인 고용안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되는
바,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수행방향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
며, 그 대안의 하나로써 공공근로사업참가인력을 중소기업에 투입하는 방안을 적극 도
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6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본 연구진의 조사결과에도 이러한 변화에 대한 바램이 나타났는데 이에 따르면 공
공근로사업의 현장관리자의 경우 공공근로사업의 사업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참가
인력을 중소기업에 투입하자는 응답이 36%로 가장 높게 나왔고, 다음으로 다른 사업
을 개발하자는 의견이 34%가 나와 현재의 공공근로사업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생산성
있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2> 공공근로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장래 사업방향

- 58 -

중기투입
36%

예산증액
5%

구
근로의

분

강도를 높임

른 사업 개발

다

인건비이외 사업경비 보충

줄이고 임금향상
예산증액으로 참여폭 확대
참가인력을 중소기업에 투입
인원을

기

타
계

빈도

비율(%)

95

10.5

305

33.7

43

4.7

75

8.3

47

5.2

324

35.8

17

1.9

906

100.0

기타
2%

임금향상
8%

근로강도
강화
10%

사업비보
충
5%

타사업
개발
34%

또 향후 바람직한 운영형태를 묻는 질문에 약 50%정도가 사업의 민간위탁 운영이
나 민간위탁과 공공직접관리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표 4-3> 공공근로사업의 운영형태 개선방향

(단위: %)
병행
22%

공공직접
관리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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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29%

와
게

현재
동일하
병행하는
공공이
음
직 관리

구
분

사업단위별로
민간위 운영

단순
노동

33.9

45.0

21.1

100.0

전체

28.7

49.4

21.9

100.0

탁

접

게좋

계

이와같은 참여인력의 중소기업투입은 이미 서울시와 중앙정부에서 일부 실시되고
있는 현실이다. 서울시의 경우 ’99년에 공공근로사업인력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Y2K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오는 2000년 전세계적으로 발생할 컴퓨터상의 밀레
니엄버그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전문직 실업자에 대
한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컴퓨터 2000년문제’에 대한 조사를 공공근로사업으로 실
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정보통신분야 경력 3년이상의 전문직실업자
100명을 99년 2월 1일부터 3월30일까지 서울시 2,000개 사업장에 투입, Y2K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자동화설비나 컴퓨터같은 정보처리장치 등을 조사해 정확한 진단을 내
려줄 예정이다. 조사요원은 1일 3만5천원의 보수를 받는다.
이외에도 2,200억원(공공부문이 1,400억원, 민간부문이 800억원)을 투입하여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를 추진하여 연 170만명의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을 추진하
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경우 이미 실직한 고급기술자의 재취업을 돕고 중소기업에 기술이전
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15). 중기청
에 따르면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된 실직기술자 중 53%가 이미 재취업이 확정됐고 40%
정도는 고용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원된 기술자의 75%가 연구개발에
투입돼 신제품개발을 지원하거나 기술이전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에도 높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이 사업의 규모를 올해 20
억원(1000명 배정)에서 내년에는 52억원(2000명 배정)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지원기간도
현재 2-3개월에서 6개월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청이 자체적으로 예비비를 책정하여 98년 8월 3일부터 공공근
로인력을 중소기업체에 투입한 중간결과로서, 인력배치과정은 중소기업체의 참여신청
15) 매일경제, 1998년 11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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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은 후 기술자신상명세를 관련 신청한 중소기업체에 주고, 업체에 필요한 인원을
요청하게 하여 업체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연계시켜 주는 형태로 이
루어 졌고, 보수지급은 정부의 공공근로인력 보수기준에 따랐다.
■ 사례: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기술인력지원사업

⋅목적: 최근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발생된 오랜 경험과 실력을 보유한 실직고급기술인력을 선발하여 고습기술인력 부
족으로 기술개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일정기간 근무토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실업기술자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
⋅사업내용: 일정자격 이상의 고급기술자와 이를 필요로 하는 업체의 신청을 받아 상호연결시켜 일정기간(3-6개월)
중소기업에 파견 근무토록 하고 일당 지급
⋅사업규모: 1,000업체에 2,000여명 지원
⋅임금단가: 1일 32,000원 이하(간식비 및 교통비 5,000원 별도)
⋅사업기간: ’99. 2. 1 - 12. 31
⋅투입인원: 1일 1,000-2,000명(연인원 144,000명)
⋅사업예산: 5,264백만원
⋅사업추진체계: - 사업계획수립: 중소기업청(본청) - 사업시행: 지방중소기업청
⋅사업지역: 전국
⋅자격요건:
ㅇ 중소기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제조업체
- 공장등록이 되어 있고 신청일 현재 가동중인 업체(소기업 및 정보처리업체는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
- 중소기업청장(지방청장 포함)이 기술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ㅇ 실업기술자
- 신청일 현재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65세 이하인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대학졸업자 또는 전문대학 졸업후 3년이상 유경험자
- 공인자격증 소지자(경영⋅기술지도사, 기능사 1급 이상 등)
- 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 연구소의 연구원
-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품질경영 또는 환경경영 진단사
- 제조업체 현장 실무경력 7년이상인 자로 전문분야 기술보유자
- 중소기업청의 기술인력 POOL에 등록된 자
- 기타 전문기술인력을 갖추었다고 중소기업청장(지방청장 포함)이 인정한 자
⋅근무요령
- 근무내용: 배정받은 중소기업체에 출근하여 정규직원과 동일하게 근무하면서 보유기술을 업체에 이전하거나 기
술개발 등 기술지원
- 근무기간: 3-6개월
-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6일 근무를 원 으로 함
- 유급휴일: 1개월간 근 이 개근한 경우 월 1일의 유급휴일 실시

씩
결 없

칙

중앙정부에서도 98년 11월 중순부터 99년 3월까지 구인난을 겪고 있는 3D업종 중
심의 3백인 이하 중소제조⋅건설업체에 정부가 임금을 지원하는 공공근로인력을 1-2만
명 범위 안에서 파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대상인력과 임금조건은 직업안정기관에 구
직등록을 한 저소득 장기실업자들을 3백인미만의 중소기업에 파견, 1인당 월 60만원씩
지원하고, 지원기간은 6개월로 대상은 장기실업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일용직, 고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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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신규실업자, 여성가장, 고령자 등에게도 기회를 주기로 하였다. 한편, 99년 2월 대
학 및 고교졸업 예정자 중 미취업자 20만여명을 공공부문 정보화, 행정서비스 요원, 각
급 학교 보조요원 등으로 채용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공공근로사업의 생산성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대한의 하나로
공공근로사업의 중소기업투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체계적인 사업시행방안을 수립
할 필요가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6장에서 알아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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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Ⅴ 章 主要外國의 失業對策 및 政策的 示唆

제 1 절 영미형 실업대책
제 2 절 유럽형 실업대책
제 3 절 일본의 실업대책

第 V 章 主要外國의 失業對策 및 政策的 示唆
외국의 실업대책은 각국이 처한 정치⋅사회⋅문화적 배경과 경제여건에 따라 그
특징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크게 영미식, 유럽식(또는 EU형), 그리고 일본식 유형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영미계국가에서 실업대책은 기본적으로 시장원리에 맡기고 있으
며, 다양한 단기적 고용안정대책을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경기불황기에 과감한 대량해고와 다운사이징을 통한 기업회생을 도모하고 확
대성장을 통한 고용확대를 도모하는 것이다. 유럽식은 국가가 사회복지제도를 완비하
고 실업자에 대한 완벽한 생활보장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독일, 프랑스 등
의 국가들이 이 범주에 속하는데 사회복지제도가 잘 정비되고 실업자에 대한 생활보장
이 완벽하게 제공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의 규모를 축
소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형은 기업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중시하여 정리해고나 고용조정
은 기업이 파산하지 않은 한 시도하지 않은 대신에 정부는 기업의 해고억제 노력이나
구조조정 노력을 지원하여 실업의 사전예방에 주력하는 것이다. 그러면 각 실업대책의
유형별 주요국가들의 정책들을 살펴보자

第 1 節 영미형 실업대책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의 고실업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은 기본
적으로 시장원리에 충실하면서 각 목표집단별로 실업의 발생원인 및 형태를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대책들을 수립하여 목표집단별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들
을 시행하였다. 그러면 영미형 국가들의 실업대책의 대강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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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1) 1930년대 뉴딜정책
미국은 1931년 실업률이 16%(실제 실업률은 40-45%까지 추산), 1932-1933년 기간
중에 노동인구의 25%가 실직을 당하는 경제대공황기를 맞이하였다. 이에 당시 루즈벨
트 정부는 실업난 타개를 위해 대규모 공공사업 추진으로 유효수요를 증대한다는 정책
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정부 주도하에 긴급적, 구호적 성격의 대대적인 공
공사업을 실시하였다. 실업구제법, 농업조정법, 테네시계곡개발법 등으로 구성된 New
Deal 프로그램을 위해 1933∼1939년에 걸쳐 매년 5억 달러 가량을 투입하였다. 그리고
테네시계곡개발공사(TVA)를 설립하여 댐건설, 지역재조림, 국민휴양지 조성사업 등을
실시하였고, 공공사업청(WPA)의 사업을 확대하여 도로, 공공건물, 공원, 학교 건축 등
으로 연간 40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였다.
그러나 실업대책으로서의 뉴딜정책은 당시 미국의 실업률이 1940년도까지 14%의
높은 수준을 보인 것을 보면 영구적인 일자리 창출정책으로서는 한계가 있었다. 1941
년 제 2차 세계대전 참전으로 인한 모병과 군수산업의 증강 등으로 실업난이 비로소
해소되었던 것이다. C.D. Romer 등 경제사학자들은 대공황 극복의 결정적인 역할은
통화팽창정책에 기인하고 뉴딜정책 등 직접적 고용창출 정책은 일시적 실업완화 정도
의 부차적 효과만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긴급구제프로그램의 실시로
인해 국가채무가 증가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후 1960～70년대 중 대체로 3～5%대에 머물렀던 美國의 失業率은 1982～83년 중
에는 2차 석유파동에 뒤이은 景氣沈滯의 영향으로 10% 가까운 수준까지 크게 상승하
고 失業者數도 1,070만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그 후 경기회복과 더불어 실업률이 점
차 하락하여 1980년대 말에는 5%대 초반(실업자수 650만명)으로 낮아졌으나 1992년에
는 경기침체로 다시 실업률이 7%대로 상승하고 실업자수도 1,000만명에 육박하였으나,
1993년 이후 미국 경제의 長期好況 등에 따라 실업률이 계속 하락하여 1998년 2월에는
24년만의 최저 수준인 4.6%를 기록하고 실업자수도 610만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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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그림 5-1> 미국의 실업률 및 경제성장률 추이

미국 정부는 1970년대 초반과 1980년대 초반에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
을 시도하였으나 1980년대 중반부터는 失業保險制度의 개선, 職業訓練制度의 확충에
중점을 두고 失業對策을 추진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失業保險制度 운용 측면에서
실직자의 구직유인을 높이기 위하여 실업보험의 수혜자격 및 지급기간을 엄격히 제한
하고, 未熟練 勞動者나 低學歷者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직업교육 및 재취업지원제도
를 확충한 것이다.

2) 1980년대 레이건의 정책
레이건 대통령의 집권초기인 82년 12월의 미국 실업률은 10.8%, 실업자 1천2백만명
으로 1930년대 대공황이래 최고 수준이었다. 실업난 타개를 위한 레이건 정부의 기본
방향은 ‘직장보호’가 아닌 ‘고용보호’에 주력하는 것이었다. 즉,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유
지하고, 회사는 해고 등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부는 직업훈련과 공공
16) 한국은행 조사제1부. (1998). 주요국의 실업대책. 199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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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등을 통해 사회 전체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미시적 고용안정책에 주력했다.
레이건 정부는 또 실업대책을 위한 각종 법령을 개정하여 1982년 직업훈련공동법
(The Job Training Partnership Act)을 제정, 실직자와 경제적 취약자에 대한 직업훈련
을 지역별로 실시하고 그 비용은 연방기금에서 지원토록 했다. 레이건 시절의 실업대
책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내용은 <표 5-1>에 요약하였다.
17)

<표 5-1> 레이건행정부의 실업대책

책항목

책

정

정 내용

법 ㅇ 최고 10주간 실업보험 급부기간을 연장
ㅇ 지역별로 위원회(지역의 민간산업계와 지역정부인사로 구성)를 설치
직업훈련공동법 시행 ㅇ 실직자 및 경제적 취약자에게 지역실정에 맞는 직업훈련을 실시
ㅇ 운영은 연방기금에서 지원
ㅇ 건설업 중심 32만명에게 일자리 창출
ㅇ 가솔린 및 디젤 연료세를 인상하여 이를 재원(약 55억달러)으로
고용창출법 시행
도로
의 재포장, 다리의
또는 대량수송체제의 확립을 위한 공공사업 실시
ㅇ 고실업지역 중심으로 공공사업 등의 원조 실시
ㅇ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고용자금지원
긴급고용창출법 시행 ㅇ 직업훈련, 근로학생에 대한 원조
ㅇ 빈곤가정에 식료품원조, 보험서비스 제공
ㅇ 27개주의 실업보험재정에 원조 제공
ㅇ 실업자에 따른 대책 마련
- 경기회복시 즉시 취업가능자: 생활보장차원에서 실업보험급부의 장기연장
조치 실시.
- 구조적 실업자, 청소년실업자: 직업훈련공동법에 따른 직업훈련 지원강화
고용법 시행
ㅇ 하기 청소년 최저임금제 인하
ㅇ 재취업보증전표제도(Job Voucher Program)
- 실업보험급부 장기수급자를 채용한 경우 사용자에게 잔여금을 보증전표
로 지급하여 그 고용자의 실업보험세 및 연방소득세 지불에 대체하게 함
연방실업급부연장
시행

州間

改修

1983년 1월에 제정된 ‘고용창출법’은 건설업을 중심으로 32만명에게 새로운 일자리
를 만들어냈는데 그 비용은 가솔린 및 디젤연료세를 인상해 충당했다. 이같은 미시적
고용안정대책은 같은 해 제정된 고용법(레이건의 고용법)으로 포괄적으로 통합돼 실업
17) 한국노동연구원(1998), ｢실업대책의 국제비교｣ 및 전국경제인연합회(1998.4), ｢고용창출을 통한 실업대
책｣에서 발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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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종류에 따라 그 처방을 달리했다. 즉 경기가 회복되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실업
자는 경기가 획복될 때까지 생활보장의 차원에서 실업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경기
가 회복돼도 용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구조적 실업자와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청소년
실업자는 직업훈련공동법 등에 따라 강도 높은 직업훈련을 실시, 완전고용에 접근하려
했다.
장기실업자의 취직 촉진을 위해 마련한 재취업보증전표제도(Job Voucher Program)
를 도입했는데, 이는 실업보험급부 (Federal Supplemental Compensation)를 받아온 실
직자가 취업할 경우 사용자에게 실업보험급부의 잔여분을 연방정부로부터 보증수표 형
식으로 받아 연방소득세 지불 등에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같은 레이건 행정
부의 실업대책으로 86년 실업률은 6.9%로 떨어졌다. 레이건 행정부가 핵심정책으로 내
세운 노동시장 유연화는 지금까지도 미국 경제성장을 뒷받침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미국 실업대책의 특징은 인적자원이 이미 축적되어 있는 자들에 대하여는 단기적
생활대책을 마련해 주고, 그렇지 못한 나머지 주변 근로자에 대하여는 장기적으로 교
육⋅훈련을 통하여 고용가능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공공부문의 고용창출
을 통하여 흡수하는 것이었다. 즉, 직장보호보다는 고용보호에 주력하여 노동시장의 유
연성을 높이고, 회사는 해고 등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했고, 정부는 직업훈련
과 공공사업을 통한 일자리 확장에 나섰던 것이다.

3) 1990년대
1990년대에는 정책의 초점을 시장원리에 따른 고용촉진에 두고 있다. 과감한 구조
조정(30%내외의 감원)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회복, 그리고 신규산업의 발전을 통한 일
자리 창출(91-97년 1억4,000만개) 등 시장원리에 따른 고용촉진에 중점을 둔 결과 클린
턴정부 들어 3%대의 낮은 실업률을 보이며 제2의 경제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현재 미국 기업의 고용재량권은 1992년 제정된 ‘고용조정과 재훈련 통고법’으로 보
장받고 있는데, 이 법은 1백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들은 대규모 고용조정에 앞서 60
일 전에 사전통지만 하면 해고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와 주정부
의 다양한 실업대책으로 해고된 근로자의 80%는 1년내 재취업이 가능한 실정이다.
- 68 -

미국은 실직자들의 求職誘引을 높이기 위해 유럽대륙국가들과는 달리 실업보험의
수혜자격 및 지급기간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였다. 失業保險의 受惠資格은 각 州別로
상이하나 대체로 ① 실직전 1년 동안 일정금액 이상의 勤勞所得이 있고 ② 비자발적으
로 실직한 者로서 ③ 적극적으로 求職活動을 하고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1주일간 근
로소득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는 경우, 대부분의 州에서 실직 이전 기간중 임금이 가
장 높았던 분기의 임금총액의 4.0～4.8%를 1주일분의 失業給與로 매주 지급하고 있으
며, 失業保險의 支給期間도 최장 26주로서 독일, 프랑스 등 여타 선진국에 비해 훨씬
단기이다.
실업보험의 재원은 기업의 실업보험료로 충당하고 있는데 동 保險料率은 기업별로
失業保險 經驗料率制(Experience Rating of Unemployment Insurance)에 의해 차등 적
용되며 이에 따라 기업의 解雇가 억제되는 효과가 있다.
1993년 이후에는 기업의 해고를 억제하고 실직자의 재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失業
保險制度를 개선하였는 데 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이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근로자에게 勤勞時間 短縮手當으로 지급하고, 실직후 12주 이내에 재취업하여 4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일정금액을 격려금 형식으로 지급하며, 自營業援助 프로그램
(self-employment program)을 도입하여 創業을 희망하는 실업자에 대하여 기업경영기
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생활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 밖에 1996년에는 사회보
장급여 수혜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최소 2년 수혜 후에는 소정의 직업을 갖도록 의
무화하고 있다.
실직자를 위한 직업훈련은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기업간의 동반자(partnership)
정신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주는 실업교부금과, 주정부의 지방세
와, 기업체가 실업자들을 위해 재직시에 지급했던 실업보험료로 충당되고 있다18). 즉,
기업은 새 직원을 고용할 경우 미래의 해고나 실직을 대비해서 전액 기업부담의 실업
보험을 가입하고, 해고당한 사람은 실직 기간동안 기업체에서 받던 급료의 50%, 세금
등을 제하면 40%를 해고이후 26주 동안 수령하게 된다. 또한 1백인 이상의 종업원들
을 둔 회사에서 30일 이내에 50명 이상을 해고하는 대량해고의 경우 업체는 이 사실을
60일 전에 관내 카운티정부의 고용사무소에 통보하면, 카운티정부는 긴급구조반을 편
18) 아래내용은 이 책을 적극 참고하였다. 한국은행 조사제1부. (1998). 주요국의 실업대책.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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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여 해당사업장에 가서 실업보험금을 지급받게 해주고 취업정보 등을 제공한다. 이
는 ‘직업조정 및 재교육법’이란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
정부는 독자적으로 또는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classroom training, on-the-job
training 등으로 민간기업이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사업장내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이 과정을 이수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제도로서 훈련기간중 임금의 절반을 정부가 지
원) 職業訓鍊을 실시함으로써 취업이 어려운 청소년이나 미숙련 노동자의 고용을 증대
하는 제도이다. 연방정부는 1973년 包括雇傭 및 訓練法(CETA; Comprehensive
Employment and Training Act)을 제정하여 주로 청소년에 대하여 3～6개월간의 직업
훈련을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였고, 1982년에는 CETA를 職業訓練協力法(JTPA; Job
Training Partnership Act)으로 대체하여 민간기업과의 협력하에 청소년뿐만 아니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및 해고자 등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였다. 또한
1994년에는 産學連繫支援法(School-to-Work Opportunities Act)의 제정을 통하여 학교
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就業情報提供 機能의 强化를 위해서 雇傭事務所(Job Service Office), 一括就業情報
센터(One-stop Career Center) 등을 통한 고용관련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勞動部 산하에 2,000여개의 雇傭事務所를 설치하여 취업자격 및 임금, 구직자의 경력
등 제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인자와 구직자의 연계를 원활화하고, 1990년대 들어서
는 聯邦․州政府가 실시하고 있는 직업 알선 및 재취업 훈련 등 각종 고용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一括就業情報센터를 전국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一括就業
情報센터는 기업, 노동조합, 학교, 직업훈련단체 등의 대표로 구성되고 연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地域雇傭委員會(Regional Employment Board)에 의해 운영되고 있
다.
또 대량 실업이 발생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公共事業의 추진 등을 통해 신규 고용
을 창출하였는 데 1970년대 초반에는 緊急雇傭創出法(Emergency Employment Act of
1971)을 제정하여 15만명의 공공부문 신규 고용 창출을 목표로 2년간 23억달러의 예산
을 지원하였고, 1980년대 초반에는 雇傭創出法(1983년)을 제정하여 油類稅 인상으로 마
련된 재원(55억달러)으로 도로포장, 교량보수 등 건설부문에서 32만명의 신규 고용 창
출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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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적 시사점
1930년대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주도하에 실시된 대규모 공공사업은 실업난 타개책
으로는 근본적인 한계를 노출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에 고실업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설정된 ‘직장보장’이 아닌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한 ‘고용보장’과 인적자
본(human capital)의 축적정도에 따라 대책을 차별화하는 전략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미국의 실업률을 가장 낮게 유지하는 원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은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을 오히려 축소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수혜자에 대
한 보호를 제한하여 취업을 유도하고 복지수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세액공제의 혜택
을 부여하는 등 사회보장혜택이 생산적 부문에 집중되도록 제도개선에 주력하였다.
그리고 구조적 실업자, 청소년 교육훈련 및 일경험 등을 통한 장기적으로 산업이 필요
로 하는 노동력을 공급한다는 구조적 고용정책에 주력하면서 실업이 극심하였던
1982-83년에 한시적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건설부문의 고용창출 등의 대책들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정책들은 정부규제의 완화 및 민간부문의 경쟁력 강
화를 통한 시장기능의 배양이라는 미국경제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와 부합되는 범
위 안에 있었다.
미국의 경우에서는 구조조정과 실업의 교환조건(Trade-off) 관계는 필연적인 것으
로, 실업을 인위적으로 막을 경우 부문간 인력이동을 통한 구조조정은 요원해질 뿐아
니라, 경기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공공투자확대를 통한 일시적 실업완화는
실효성있는 실업대책의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즉, 실효성 있는 사
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추진 등을 제외하면 정부에 의한 직접적 고용창출보다는 신
속한 구조조정이 실업해소에 더욱 효과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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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1) 실업대책의 내용
영국은 1970년대 초반까지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에 의해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
와 물가불안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완전고용 상태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1970
년대의 두차례의 석유파동으로 경기침체하에 물가상승이 심화되자 정부는 고용을 희생
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 결과 물가는 안정되었으나 1970년대
중반까지 대체로 2～3%대에서 유지되던 英國의 失業率은 197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1985년에는 11.2%까지 상승하였으며 失業者數도 300만명을 돌파하였다. 이같
은 雇傭事情의 악화는 두차례의 석유파동에 뒤이은 景氣沈滯와 보수당 정부의 광범위
한 勞動關聯 制度改革 추진 등에 주로 기인하였다.
<그림 5-2> 영국의 실업률 및 경제성장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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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경기회복으로 失業率은 점차 하락하여 1980년대말에는 6% 수준(실업자수
180만명)으로 낮아졌으나 1992～93년에는 不況의 여파로 실업률이 다시 10% 수준으로
상승하고 失業者數도 300만명에 육박하였으나 1993년 이후에는 景氣好調 지속에 따라
失業率이 계속 하락하여 1998년 2월에는 18년만의 최저수준인 4.9%로 낮아졌으며 失
業者數도 140만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대처정부 실업대책의 기본방향은 시장원리에 따라 국가경제를 생산적으로 운영하
여 경제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로 실업의 흡수를 도모하는 것이었다. 정책의 주안점
은 시장기능 회복 및 사회복지제도 개혁, 국영기업 민영화, 노동시장 개혁(노조권한 축
소⋅규제완화), 대대적 외자유치, 취업유도(파트타임 장려, 기업의 고용비용 절감) 등이
었다. 그러나 대처정부에서도 실업난 타개를 위한 부분적인 인력정책은 시행되었는데
영국의 실업대책의 특징은 특히 고령자와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는 점이다. 파트타임 근로의 장려와 함께 청소년층에 대한 교육훈련 및 고용촉진이 실
업대책의 근간이었으며 고용흡수기능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서 지역
고용촉진을 도모하였다.
영국 고용정책의 주요 내용은 <표 5-2>에 요약하였다. 영국의 고실업타개대책의
특징은 그 목표가 고령자와 청소년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고령자들의 조기퇴직
및 파트타임근로 장려와 청소년 교육훈련 및 고용촉진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배경에는 젊은 인력자원을 활용하여 노동의 질을 높인다는 효율성을 지
향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노동의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노동기회를
부여함으로서 사회전체의 형평성을 추구한다는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
기 때문이다.
또 고용흡수기능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영국식 실업대책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력정책이 부분적으
로 시행되었지만 대처정부의 기본정책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의 힘에 의존한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1979년 국영 영국석유 주식 2억 8000만 파운드의 매각으로 시작된 국영기업의 민영
화 정책은 팔리지 않는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고 국영기업근로자 200만명의
해고 및 감봉, 그리고 국영제철소 3곳 폐쇄 등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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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표 5-2> 대처정부의 고용정책

책항목
고령자 조기퇴직제도

책

정

정 내용
실업자를 대신 채용하는 조건으로 통상의 직연 보다 일
직한 자
(남자 62-64 , 여자 59 )에 수당을 지급
여근로자를 해고하지 고 단기고용으로 대처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6
임시단기고용보상제도 개월간 대상자의 노동손실일수에 대한 임금의 50% 및 국민보험 출금을
보상.
신규학졸자 및 청소년 장기실업자의 취업능력을 러주기 위해 지역별로
지역고용사업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간제로 고용
장기적 훈련을 요로 하는 기술에 어서 도제, 기타 장기훈련자를 채용
기능훈련사업
하는 사용자에 장려금 지급
18
만의 무경력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에 임금의 일부를 최고 1년간
청소년고용조치
지급
자영업원조수단
실업자가 사업을 시작하여 실업급부 등 지급이 정지된 경우 수당을 지급.
직업분 제도
한사 의 업무를 누어 실업자를 채용하는 사용자에 장려금 지급
16-17 학졸자 및 16 이하의 청소년 대상 직업훈련실시(보조금보다는
청소년훈련계
훈련실시에 중 을 )
62-64 남자 및 59 이상의 여자로 트타임 근로로 경하고자 하는
고 자 트타임장려제도 경우 사용자가 분담된 업무에 대해 실업자를 고용 경우 트타임으로
전환한 자에 급부금을 지급

세

잉

세미

할

령파

획

람
세
세

퇴 령

세 게
않

필

갹

길

있

나
세
점 둠
세
게

찍퇴

게

게

파

할

변

파

또 노조권한의 축소를 주된 내용으로 한 노동시장의 규제완화는 민간기업 사용자
의 단체교섭을 의무화 하면서 단체교섭의 법적구속력은 폐지하였고 파업참가 이유만으
로도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 근로의욕의 고취를 위해 소득세 대폭인하를 단행
하였다.
이러한 노동환경의 변화를 바탕으로 영국은 대대적인 외자유치를 통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성공한 대표적인 유럽국가가 되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해 제조업의 세율
인하와 공장부지 무상대여 등을 시행하였고, 1979년 투자청 설치이후 1995년 말까지
외국인 투자는 1600억파운드(235조원), 직접고용효과만 77만명에 달하고 있다.
노동당 정부는 실업자 취업유도정책과 노동시장 유연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노동당
정부에서 시행하는 New Deal 정책의 내용을 보면 6개월 이상된 실업자에게 정부보조
하에 민간기업 취업, 전일 훈련, 자원봉사, 그리고 환경부문 취업 등 4가지 대안을 제
시하고 불응시에는 일정기간 실업수당을 박탈하는 강력한 취업유도정책이다. 또 노동
시장의 탄력성을 더욱 높여 근로자 수습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해고에 대한 사전심
19) 한국노동연구원(1998). ｢실업대책의 국제비교｣에서 발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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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도를 폐지하고 소규모사업장에 대해 퇴직금 분할지급을 허용하고 있다.

2) 정책적 시사점
영국의 실업대책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시장원리에 충실하는 정책을 지
향하면서 공공부문 고용확대 및 고용안정정책 등을 단기적 보조수단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업에 대한 대처정부에서 현 노동당정부에 이르기까지 영국
정부의 기본적인 인식은 실업문제는 단기간 내에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경제
성장과 인적투자 및 시장기능의 활성화와 같은 중장기적인 정책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
이다. 또 단기적 실업대책은 조세 및 복지시스템의 전면 재검토를 통한 시혜중심에서
강력한 취업유도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노동당 정부는 소위 대처리즘을 더욱 강화하
여 경제성장과 경제안정기반의 강화, 인적투자의 활성화, 복지기능의 축소와 강력한 취
업유도책 시행, 시장기능활성화 및 사회통합의 강화 등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
자 흡수로 정책의 방향을 잡고 있다.
영국과 미국은 강력한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
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함
으로써 실업자를 흡수하는 가장 이상적인 고용정책의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미시적인 실업대책은 부분적이고 제한된 범위 안에서 시행하여 실업자에게 일시적인
수혜를 부여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고용창출을 통한 실업문제의 해소에 성공한 것이다.
우리의 경우도 현재 대량실업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방안의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데 영
미형의 사례가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第 2 節 유럽형 실업대책
EU를 중심으로 한 서유럽국가들의 실업대책은 영미계 국가들과는 달리 사회보장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를 완비하고 국
민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였으나, 소위 선진국병으로 고실업이 만성화되면서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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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상승하는 복지비용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게 되어 최근에는 국가복지의 규모를
축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몇몇 나라들의 실업대
책을 살펴보자.

1. 프랑스
1) 정책내용
프랑스는 1980년 실업률이 3.8%로 낮은 수준이었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실
업률이 높아져 1985년 9.3%, 1995년 11.7%, 그리고 1997년의 실업률은 12.4%에 실업자
규모가 316만명이며 이중에 111만명이 1년 이상의 장기실업자들이다.
<그림 5-3> 프랑스의 실업률 및 경제성장률 추이

프랑스의 실업대책은 우선 강력한 사회보장제도를 들 수 있다. <표 4-3>에 실업과
관련된 프랑스의 사회보장시스템을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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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표 5-3>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중 실업관련 부문

책항목

정

책

정 내용

게
혜격

맹

있

비자발적 실업자에 지급. 노사대표로 구성된 전국 고용동 에서 관장하고 으며 350
만의 실업자 중 180만명이 실업보험으로 생활함.
실업보험의 수 자 은 1)최근 1년간(임시직의 경우 4년간) 26주 이상 고용되 고 2)
최근 12개월간 실업보험료를 부한 실적이 는 경우로 규정
실업급여는 실직전 임금의 59%로서 일(63-68%)보다 다소 으
국(50%)보다는
실업보험기금
은수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최장 30개월로서 국(26주), 영국(6개월) 등 여타 선진국에 비해
장기이며 실업급여 지급시까지 대기기간을 고 는 국(7일), 영국(3일) 등과는 달리
실직 시 지급
실업보험 수 기간이
고도 재취업을 하지 한 실업자에 국가가 지급( 50만명).
특별연대수당(A ) A 대상이
자로 생계대 이 전무한 자에 최저생계수당 지급( 100만명)
지자체 공공기관, 협회 등에 간단한 일자리를 만들어 실업자를 임시직으로 취업시키고
고용연대계 (C ) 최저임금에 하는 급여는 국가가 부담함(매년 70만명의 실업자를 수)

⋅
납
⋅
높 준
⋅
즉
SS SS 혜아닌 끝나 책
약 ES 나 준

독
미

있

었

낮 나미

두 있 미
못
게
게
약
흡

약

실업보험과 특별연대수당 그리고 고용계약 등의 프로그램으로 실업자들은 국가로
부터 최소한의 생계비지원을 보장받고 있다. 프랑스는 1990년대 초까지 이러한 사회보
장제도를 통한 실업대책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막대한 재정적자로 한계에 봉착하게 되
었다. 1970년대 100억프랑 수준에 불과하던 실업관련 재정지출이 최근에는 연간 3천억
프랑 수준에 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낮아지지 않아 국가의 막대한 재정적
자만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수년간 구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한 실업대책에 중점을 두어
왔다. 즉, 조세증대 등을 통하여 고용정책의 재정을 마련하고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시
도하며, 동시에 노동시장 유연화의 촉진책으로서 비정규 근로를 촉진하고 근로시간 및
임금제도를 유연화하였다.
1990년대 이후 고실업타개를 위해 프랑스 정부는 다양한 실업대책을 발표하고 있
는데 그 내용은 <표 5-4>에 요약하였다. 프랑스 실업대책은 노동분담(work sharing),
단순노동력 시장의 유연성 증가, 그리고 노동비용감소로 요약할 수 있다. 1993년 ‘노동
부담’이란 기치를 표방한 프랑스는 파트타임 장려, 근로시간 단축, 탄력시간제를 도입
했다. 파트타임 전환후 신규채용하거나 장기실업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고용
인센티브정책 등을 시행하였다. 1995년 노동비용 인하를 통한 고용규모 유지⋅확대를
목표로 한 ‘긴급고용계획’을 발표한 프랑스는 사용자 부담 노동비용 인하를 목적으로
20) 한국노동연구원(1998). ｢실업대책의 국제비교｣에서 발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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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련 조세를 인하했다. 1996년에는 근로시간 단축, 조기퇴직, 신규고용창출을 골자
로 한 사회당의 실업대책이 발표되었다.
<표 5-4> 프랑스의 실업대책21)

책항목

정

탄

｢

책
삭없

정 내용

법｣

ㅇ 력적 근로시간제: 1993년 노동, 고용 및 직업훈련에 관한
제정
ㅇ 직업훈련시간 기금설치 : 임금 감 이 근로시간 중 직업훈련 실시
ㅇ 시간외 수당 인상: 시간외 근로 억제가 적
ㅇ 사용자 부담경감: 고용인의 사회보장 비용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액 30% 경감
ㅇ 트타임 장려: 정규직 채용시 트타임 직원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임금,

목

파
파
승
진 등에서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보장.
ㅇ 점진적 조기정년: 55세 초과근로자는 현재 총임금의 80%를 받고 파트타임으

노동분담
(w r - ari )

o k sh ng

로 전환 가능

ㅇ 근로시간 단축 지원:

후
후
쉽
세
법 세와
그나
항

긴급고용계획
책

사회당의 실업대

늘릴
늘릴
랑

첫
첫

- 근로시간 10% 단축하고 신규채용 10%
경우 사회보장부담금을 해
40%, 이 6년간 30% 인하.
- 근로시간 15% 단축하고 신규채용 15%
경우 사회보장부담금을 해
50% 이 6년간 40% 인하.
ㅇ 해외인턴 : 대졸자 10만명을 매년 해외 프 스기업에 단기연수
ㅇ 고용관련 조 (사회보장 부담금)는 인하하고 고용과 무관한 조 (부가가치 ,
인 ) 최저임금 등 인상
ㅇ 러 기업은 최저임금과 인 동시인상에
, 노조는 부가가치 인상
에저
ㅇ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과 신규채용 확대시에 사회보장부담금 완화
(2000년부터 임금감축 이 20인 이상 사업장 근로시간을 주 39시간에서 35
시간으로 축소)
ㅇ 향 5년간 70만명 신규고용창출 :
- 공공부문에서 5년간 최저임금 수 으로 고용(35만명)
- 기업의 조기 직 및 신규채용에 대한 인
제공(35만명 고용계 )

법세

불평

세

세

세

없

후

준

퇴

센티브

획

2) 정책적 시사점
1994년 이후 12%대의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프랑스가 중점을 두는 정책은 임
시직이나 파트타임 같은 '비정규노동'의 활성화, 즉 근로시간을 단축해 고용증대효과를
21) 전국경제인연합회.(1998.4). ｢고용창출을 통한 실업대책｣ 중에서 발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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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다는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1982년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9시간으로
단축하고 2000년에는 다시 35시간으로 줄인다는 계획을 확정해놓고 있다. 리오넬 조스
팽 총리의 사회당 정부는 올해 초 주노동시간을 38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여 줄인만큼
의 노동시간을 실업자와 나눠 갖게 하겠다는 노동시간 단축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현
재 16% 정도인 임시직 비중을 20%대 이상까지 높여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취
지다.
여기에 다양한 아이디어로 고용촉진을 노리고 있다. 장기실업자를 채용한 고용주에
게는 최저임금 수준까지 사회보장료 지불을 면제해주고 무직 청소년을 고용하면 정부
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공무원 조기퇴직제를 도입해 퇴직인원만큼 신규인력을 충원, 일
자리를 만들어낸다. 이래도 구직이 어려운 취업자에게는 실업급여와 사회구호금, 그리
고 월 2천5백프랑의 최저소득보조금(RMI)까지 지급하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해 실업률이 12.4%에 달해 여전히 높은 실업률을 보여 각종 실업대
책의 효과가 의문시 되고 있다. 그것은 노동시장에 대한 유연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
직 영미의 노동시장에 비해서는 현격한 차이가 있고 잘 정비된 사회보장제도가 오히려
일자리 창출과 국민들의 근로의욕 고취에 역행하는 소위 선진국병의 치유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대부분이 초과인력을 고용하고 있으며 고용과 해고 관련 고비
용의 사회보장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해고대신에 근로시간 감축을 통해 고용조정을 하는 기업들에 부담을 경감하는 제
도는 우리도 이미 고용보험제도의 고용안정사업이 지향하는 것과 일치하고 있다. 그리
고 공공부문의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대신에 그만큼의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조치는 우
리 나라의 실업대책마련과 관련하여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2. 독일
1) 정책내용
독일은 다른 서부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사회정의와 생활의 질에 대한 인식이 강
하여 고용감축과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심하였고, 근로자와 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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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적극적인 고용조정이나 구조조정에 대하여 소극적이었다. 또한 사회보장제도가
발달되어 실업급여를 포함하여 실업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이 존재하고, 그 수준도
매우 높다.
그러나 독일은 통일이후 실업자가 급증하기 시작하여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야기
되면서 실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독일은 1970년대 초까지
2% 미만 수준의 낮은 실업률을 보였지만 제1차 石油波動의 영향으로 1970년대 중반부
터 높아지기 시작하여 1975년에는 4.7%(실업자수 107만명)로, 1984～85년중에는 9%대
(실업자수 230만명)로 크게 상승하다가 그 후 1980년대 후반 성장세가 회복됨에 따라
실업률은 7%(실업자수 200만명 내외)대로 다소 낮아졌으나 過去 高成長期에 비해서는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고 있으며, 1990년대초 統獨 特需의 영향으로 실업률이 일시 낮
아지기도 하였으나 1992년 이후 경기부진 및 동독, 동유럽국가 등으로부터의 노동인구
유입 등으로 다시 높아지기 시작하여 1997년에는 失業率이 戰後 최고수준인 11.4%까
지 상승하였으며 失業者數도 440만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5-4> 독일의 실업률 및 경제성장률 추이

주 : 1991년 이전은 舊西獨 기준
독일 실업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5-5>에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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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표 5-5> 독일의 실업대책 주요내용

책항목

정

책

정 내용

책

ㅇ 근로자 직업훈련 지원대 :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직업훈련에

참할

여 경우
- 신 사원훈련보조금: 실업자를 채용한 사용자가 로 채용한 자의 훈련을
실시
경우
- 직업훈련수당: 사업장 내에서 현장직업훈련을 고 는 저소 출신자
- 생계비 지원: 향상훈련 는 재훈련에 여하는 재직근로자
- 생계비 이외에도 훈련과정의 비용의 전부 는 일부 작업복 구 비, 교통비,
비
용 등을 지급
ㅇ 취업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
- 구직비용(지원서 제출에
비용) 지원
고용정 사업
- 광역구직활동비 지원 : 광역구직에
교통비, 숙박비, 이주비 등 지원
- 작업에 요한 의복, 도구, 및 장비 구 비용 지원
- 취업에 라 가족과 별 시 별 수당 지급 1년간 보 금 지급
- 취업
급여일 까지 과도기 수당 지급
- 사용자가 취업알선이 매우
한 실업자를 채용 을 경우 보조금 지급
ㅇ 창업지원 :
- 실업급여 는 실업부조를 최저 4주동안
자가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우 기 의
급여액과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 지원
- 4주 이상 고용창출사업 는 생산적 고용촉진사업 여자 과도기급여 지급
- 의료보험, 연금보험, 간호보험에 대한 보험료 보조
ㅇ 근로단축수당: 근로자 해고 대신 근로시간 단축시 지원
ㅇ 건설업에 대한 시적 고용촉진 : 동 기 수당지급(현재는 지되 음)
ㅇ 고용창출사업: 장기실업자, 장애자 중고 자 등의 취업시 임금의 일정비율을 사용자에
보조
ㅇ 생산적 임금보조: 실업수당, 실업부조 수급자, 고용창출사업 가자, 단축근로수당 수급
고용창출 및
자 등이 환경 사회복지 청소년복지 등과 관련된 일에 종사 경우 임금보조금 지급.
러 대규모 고용확대에는 실 함.
고용유지 사업
ㅇ 고 자 트타임 근로 : 55 이상 근로자가 트타임 선택시에 임금을 1/2로 이
고 연방고용청이 20% 추가로 지급
ㅇ 조기 직 및 직전환 :
ㅇ 장기실업 예방 프로
시행: 장기실업자 고용 는 직업훈련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사용자는 비용의 80%까지 보조 음
ㅇ 실업급여: 최저 12개월에서 최고 32개월까지 순임금의 60-67%지급
ㅇ 실업부조: 실업급여 수급권이 소 되는 실업자
실업자 지원사업 ㅇ 기업 산에
손실구제수당: 회사 산으로 사용자 제능력 상실에
근로자 소
손실액 보상

입

새

또

참

따른

책

필
따
후첫

거 거
곤란

따른
입

받 있
또 와

;

득

입

탁아

즈

했

또

받던

존

또

참

항

‧

그나
령 파
퇴 퇴

득

할

파 따른

절

참
할

‧
패
법 세

그램

받
멸

폐 었

령

파

줄

또

파

변

따른

통일후 대체로 8% 이상의 고실업을 겪고 있는 독일은 고용정책사업,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사업, 그리고 실업자 지원 등 세가지 정책기조를 유지하며 실업문제에 접근하
고 있다. 예컨대 실업자를 채용하는 회사의 신입사원 훈련비용을 국가가 지급한다거나
22) 전국경제인연합회.(1998.4). ｢고용창출을 통한 실업대책｣ 중에서 발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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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를 활성화해 실업자의 구직을 알선할 경우 구직비용을 개인당 2백마르크까
지 지원하는 것 등은 모두가 취업촉진을 위한 정부시책이다. 실직자가 자영업을 시작
하면 창업초기 생계보장을 위해 과도기급여까지 지급하고 있다.

2) 정책적 시사점
독일은 전통적으로 사회정의와 생활의 질에 대한 인식이 강하여 사회보장제도, 특
히 실업급여를 포함한 실업자 지원책이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다. 영미계 국가들과는
달리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적극적인 고용조정이나 구조조정에 소극적인데 이러한
관대한 사회보장제도가 적극적 구직활동을 저해하여 실업함정(unemployment trap)을
초래하고, 임금 및 고용의 유연성을 감소시켜 독일을 대표적 고실업국가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독일 복지제도 하에서는 저임금 근로자보다 복지수당
수혜자의 수입이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수입증대에 비례해 복지수당이 삭감되어 결과적
으로 실업자보다 저임 근로자의 수입이 더 줄어들기도 하는 것이다.
특히 1993년에 생산적 사회보장의 강화책으로 실업급여 또는 단축근로수당 수급자
가 환경 및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사업에 종사할 경우 임금보조금 지급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지만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잘 발달된 사회보장체제 안에서 실업자를 위한 완벽
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오히려 실직 근로자의 취업의지를 무력화
시키고 민간부문의 고용창출노력도 저조하게 하여 높은 실업률을 나오게 하는 근본 원
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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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 節 일본의 실업대책
1. 실업대책의 내용
선진국가운데 고용안정측면에서는 최우량국가였던 일본도 1997년도에는 실업률이
3.5%로 증가하여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등 고용사정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1998년 3
월말 현재 실업률 3.9%, 실업자수277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일본 실업률은 경기침체와
종신고용제 붕괴등으로 1991년(2.1%)이후 8년째 상승세가 이어져 왔으며 최근에는 기
업도산과 인원감축등에 따른 중도 실직자가 급증하는 추세이고,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
을 위해 정식사원 채용을 억제해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임시근로자는 1998
년 3월 한달동안 27만명 늘었으며 98년 3월에는 3.9%의 실업률, 실업자수 280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그림 5-5> 일본의 실업률 및 경제성장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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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이미 1970년대 중반 이후 성장둔화로 실업증가가 확산되자, 실업자 보호 위
주의 정책에서 사전적 실업 대처에 중점을 둔 적극적인 대책을 도입하였고, 1974년에
는 고용보험법을 제정하여 실업자에 대한 사후보장과 함께 해고의 억제, 고용 창출 등
을 위한 사전적 고용정책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로 접어 들면서 부동산시장
의 침체와 이에 기인한 거품경제가 붕괴되면서 실업문제가 계속 악화되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새로운 고용창출을 위해서 고용흡수력이 큰 중소기업을 육
성함으로써, 대기업에서 퇴직한 중고령 근로자가 이러한 중소기업 분야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의 정비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교육을 통하여 기업가정신 및 창조적
정신을 강화하고, 창업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기업에 대해서도 고용조정의 경우 정
리해고 대신 신규채용억제, 배치전환 등 재직근로자의 고용보장을 전제로 한 방법을
택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나아가 정규직 중심의 종신고용관행이 신규취업자 및 해고자
의 고용 기회를 저해한다는 인식에서 노동시장의 규제완화를 추진하여 파트타임, 임시
고용, 근로파견제도 등으로 고용형태를 다양화하고 있다. 즉, 정규직근로자에게는 고용
안정을 계속해서 제공하는 동시에 주변인력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1993년 후반부터 고용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자 일본은 종합적인 고용대책
을 추진하기 위해 “고용조정 종합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표 5-6>
에 요약하였다. 주로 기업의 고용유지에 초점을 맞춘 일본형의 실업대책이다.
23)

<표 5-6> 일본의 고용조정 종합프로그램의 주요내용

23) 전국경제인연합회. (1998.4) ｢고용창출을 통한 실업대책｣ 중에서 발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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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항목

정

책

정 내용

ㅇ 직업능력개발지원제도 확충 :

- 근로자 능력향상에 의한 고용유지 지원(중소기업 사업전환 등 능력
개발 급
부금 지원 인상)
ㅇ 직업능력개발 서비스 터 내 상담지원체제 화
ㅇ 특정구직자 고용개발 지원 : 재취직이
한 중고 이직자의 조
기 재취
직 촉진을 위해 지원요건 연 하향 조정 등
ㅇ 재취직 촉진
- 재취업수당 지급대상 범위확대, 지급액 인상
- 직업훈련 확충
이직자 재취직 촉진
- 합동박 회 개최, 구인개 의 적 적 실시
- 중고 구직자 특별취직 상담창구 개설 등
ㅇ 신규졸업자 취직 지원
- 취직면 회 실시, 취직 졸업자 상담
설치 등
ㅇ 지역고용창출계 지원 :
- 지역고용개발을 위한 구체적 계 안 지원
ㅇ 구직자 선호 고용기회 개발기업 지원 :
- 고용기회가 적, 양적으로 부족한 지역내 고용기회 창출기업 지원
로운 고용기회 개발
ㅇ 지역고용개발 지원금 확충 :
지원
- 고용기회 부족 지역내 사업체 설 및 지역 주자 고용기업 지원
ㅇ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의 매력적 직장만들기 지원확대
ㅇ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장려금 :
- 고용기회 개발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지원범위 확대

률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

센

강
곤란

령

람
령
접

새

령

척 극

획

미

코너

획입

질

립

거

일본 노동성은 1997년 12월부터 제조업이나 건설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만든 ‘고용
조정조성금’의 지원대상에 금융업을 포함시켰다. 일본정부가 화이트칼라들의 고용지원
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원래 조성금제도는 사회불안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제조업이나 건설업의 대량해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불황기업에 임금 등의 일부를 지
원해 주는 조치로 지난 1975년에 창설된 것이다. 노동성은 또 경제단체들과 함께 대도
시 화이트칼라들에 대한 구직알선과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한 ‘화이트칼라 고용지
원 네트워크’도 1998년 2월부터 가동했다.
정부는 실업자들에 대해 실업전 임금의 60-80%를 최장 3백일간 지급하는 고용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나 4년연속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올해
적자액은 3천억엔(약3조3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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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시사점
일본정부의 실업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고용안정이
가장 큰 중요과제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일본의 실업정책은 기업이 고용보장을
앞세운다는 점에서 미국⋅유럽과 차이가 있다. 특히 전통적인 종신고용⋅연공서열제가
무너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조기퇴직이나 정리해고 등 강력한 고용조정방식은 아직 일
반화되어 있지 않다. 대신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자연감소인원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고
용을 조정하는 상황이다.
일본의 독특한 고용관행과 낮은 실업률, 그리고 무역의 흑자기조의 정착, 그리고 경
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한때 가장 강력한 경쟁력의 전형으로 미국과 유럽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연구의 대상이 되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접어들면서 부동산 경기의 하락으
로 금융부문이 급속하게 부실화되고 경제 각부문의 거품이 빠지면서 일본의 경제는 장
기침체의 늪에 빠지게 되었고 일본식의 고용관행 또한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 국가들이 높은 실업률을 타개하기 위해 자국의 노동정책에 부분적이나마 영미
형의 요소들을 채택하고 있음에 반하여 일본은 아직은 전통적인 일본식의 고용관행과
노동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일본의 이러한 자세가 앞으로 계속
견지될지 아니면 노동시장 유연성을 바탕으로 한 영미형의 요소를 가미하게 될지는 앞
으로 시행되는 경기부양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느냐에 달렸다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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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Ⅵ 章 서울市 失業對策

제 1 절 기본방향
제 2 절 서울시 실업대책의 주요방안

第 VI 章 서울市 失業對策
第 1 節 기본방향
1. 基本政策方向

지금까지 실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외 각 경제주체들의 실업대책의 현황과 문
제점들을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서울시의 바람직한 실업대
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실업대책은 실업의 규모를 줄여나가는 대책과 실업자의 생활안정대책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정리된다. 실업규모축소는 국가경제상황과 직결된다. 경제가 성장국면에
접어들면 노동시장에서의 인력수요가 많아지고 실업의 규모 자체가 줄어들게 된다. 그
러나 이미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국가가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과 취업의
기회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의 실업대책은 실
업규모축소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은 없고 실업자의 단기적인 생활안정에만 치중하
여 실업대책이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실업문제
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 등의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실업대책은 불황을 타개하고 국가경제를 성장시키면서 중‧장기적으로 실업의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거시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꾸준하게 노력하면서 동시에 실업자의 생활안
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
는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업규모축소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은 사실상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경기가 계속 침체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구조적 실업자가 급증하는 여건 하에서 거
시경제조절기능을 가지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경기부양책은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진
행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및 미래의 경제상황을 분석하고 실업의 발
생추이와 그 성격을 관찰하면서 전체적인 실업의 규모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서울시에
서 할 수 있는 각종 경기부양책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실업자를 위한 각종 대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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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실업자의 생활안정대책이 단순히 일과성 또는 소비성 지
출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기술습득을 통한 노동생산성향상과 재취업의 가능성을 높이
고, 동시에 경기부양의 효과를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실업규모축소와 연계되어야 하는
것이다.

2. 動向分析機能의 强化
실업문제는 외환위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정책당국자들의 주된 관심사항은 아니었
다. IMF관리체제에 접어들고 대량실업이 발생하면서 비로소 실업문제가 전면에 대두
하고 실업자를 위한 각종 대책이 검토되고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업은 경제
가 좋을 때도 항상 존재한다. 구조적실업, 마찰적실업 등 실업의 발생요인은 다양하지
만 선진 외국의 경우를 보면 실업은 물가와 더불어 경기의 호‧불황에 상관없이 항상
정책당국자의 최대의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이제 실업은 상시적으로 관찰하고, 장‧단기 대응책을 마련하는 체제
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울시에 서울의 실업문제를 상시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경제상황 전반을 관찰하고 경기예측 및
분석기능과 함께 장‧단기 실업의 규모와 실업률 등을 예측하고 분석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경기부양과 실업규모축소를 위한 서울시의 대처방안들을 제시하여 관련부처로
하여금 시책수행에 참고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실업대책본부 산하의 실업대책상황실에 동향분석팀 구성
을 제의한다.
동향분석팀의 역할은 첫째, 서울시의 실업통계를 상시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다. 현재
통계청에서 매월 전국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서울 등 지역
의 분석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미흡하다. 따라서 통계청과 협의하여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폭을 넓히고 기능을 강화하여 전국에 대한 분석과 동시에 서울시에 대한 분석이 가능
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정
부가 공동으로 통계청과 협의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뿐만 아니라 대
부분의 지방정부가 자체적인 실업대책 수립에 필요한 지역의 실업에 관한 통계자료의
부족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서울시민의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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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실업 등 각종 경제활동에 관한 정보를 구할 수 있는 방안인 것이다. 또 실업은 일
회성 조사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흐름을 관찰하고 추세를 분석하여야 하
기 때문에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 보다는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둘째는 지역총생산의 작성이다. 실업은 경기의 흐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그러
나 아직 우리는 지역경제의 현황을 파악하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라 할 수 있는 지역총
생산에 대한 자료가 작성되지 않고 있다. 현재 통계청에서 1년단위의 지역총생산을 발
표하고 있지만 지역경제에 대한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월 또는 분기단
위의 지역총생산에 대한 자료가 확보되어야 한다. 지역경제의 흐름에 대한 자료가 없
는 상태에서 지역의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이 문제 역시 실업통계와 마찬가지로 전국의 지방정부가 연대하여 통계청과
협의하여 분기별 지역총생산의 조사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실업 및 경기흐름을 바탕으로 6개월-2년 정도 中期 서울지역 경기전망과
실업규모를 예측하는 일이다. 현재는 이에 대한 분석기능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서울경제에 대한 흐름을 알지 못하고 현시점, 6개월, 또는 1년 후의 실업에 대한 구체
적인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실업자를 위한 각종 대책만 남발하는 것이 지금의 서
울시 실업대책인 것이다.
네째는 서울시 예산편성, 각종 대형사업의 수행, 또는 각종 시책수행에 지침을 제공
하는 일이다. 서울시의 예산집행 또는 대형사업의 수행은 서울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실업규모의 증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서울시 예산을 확대편성할 것인가 아니면
축소할 것인가, 또는 대형사업을 수행할 것인가 말것인가 수행한다면 언제 할 것인가
등등 지금까지 경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없이 수행되던 각종 시책들을 앞으로는 지역경
제의 활성화 및 실업규모의 축소와 철저하게 연계한 집행이 필요한 것이다.
여기서 제안된 서울시 동향분석팀의 구성은 서울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실업규모 축
소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기능과 역할이 공무원으로만 구
성된 동향분석팀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외부기관 전문가의 전문적인 연구와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서울의 지역경제와 고용과 실업
등 경제활동인구의 전반적인 흐름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전문연구팀을 두는 방안 또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실업대책은 1년으로 끝낼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 계속해
서 분석하고 관찰하고 연구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지속적인 연구과제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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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第 2 節 서울市 失業對策의 主要方案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서울시 실업대책의 기본방향에 부합하는 실업대책의
구체적 방안으로 현재 시행 중인 공공근로사업의 생산성을 제고키 위한 각종 방안과,
중소기업의 지원강화방안, 그리고 취업알선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강화방안 등을 제
시하였다.

1. 生産的인 公共勤勞事業의 運營
현재 시행중인 공공근로사업은 사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공공근로 참여
인력의 지역중소기업 지원, 사업단위별 협동조합화, 실업자 유형별 사업개발,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 차원의 대규모 사업개발 등이 제시되었다.

1) 參與人力의 中小企業 活用
(1)

對策의 背景

공공근로 참여자의 중소기업 활용은 현행 공공근로사업이 안고있는 사업발굴과 지
속적인 사업참여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이다. 즉, 지역 내
에 인력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공공근로참가자 중 희망자를 근무하게 하면서 사업
참여기간동안은 공공근로참가자의 신분으로 공공근로사업에서 임금이 지급되고 사업기
간이 끝나면 해당기업이 채용하여 계속적으로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기업으로 하여
금 몇달동안 인건비 부담없이 인력을 활용하게 하여 기업의 운영비용을 절감하게 하여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공공근로 참가자는 사업참여를 통해 사실상 재취업의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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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게 되는 것이다.
<표 6-1>은 서울시내의 1998년 상반기 산업별 구인현황을 보여준다. 신규구인인원
전체규모는 51,537명인데 취업건수는 13,875명으로 구인규모의 2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998년 6월 30일 현재 구인인원규모(유효구인인원)도 9,461명으로 나
타났다. 이것은 노동부 취업알선전산망에 등록된 인원만 나타내므로 실제 노동인력에
대한 수요는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산된다. 제조업(광공업)부문의 신규구인인원은
12,961명이 이르고 실제 취업건수는 3,808건으로 구인규모의 29.3% 수준에 머물고 있
다. 그리고 1998년 6월 30일 현재 제조업부문 구인규모는 2,217명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경기불황이 심화되는 속에서도 아직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기업이 상당수 존재
하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수립의 필요성이 시급히 요구됨을 의미한다.
<표 6-1> 서울시 산업별 구인현황24)

효

률

구분

신규구인

유 구인

알선건수

취업건수

계

51537

9461

257856

13875

26.9

76

2

389

29

38.1

광공업

12961

2217

80832

3808

29.3

전기 운수 창고 금융

3834

1201

9820

582

15.1

건설업

5390

540

40331

1941

36.0

도소매 음식 숙박

14704

3328

72302

3470

23.5

14563

2171

54146

4040

27.7

9

2

36

5

55.5

농‧림‧어업
‧ ‧ ‧

‧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외국기관‧기타

충족

<표 6-2>는 서울시의 1998년 1/4분기 등록공장의 현황을 보여준다. 전체 공장수는
7,935개인데 극심한 경기불황 속에서도 신규등록이 532개로 말소된 수치 267 보다 많
24) 본 자료는 중앙고용정보관리소의 ⌈1998 2/4분기 취업동향⌋에서 발췌 정리한 것으로 1998년 1월 1일부
터 6월 30일까지 노동부 산하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취업알선전산망에 등록된 자료이다. 따라서 구인업
체와 구직자 중 취업알선 전산망을 이용한 경우는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료가 노동시장 전
체의 수급상황을 대표하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 이 표에서 신규구인은 해당기간동안의 모집인원 수를 유효구인인원은 해당기간동안 구인신청을
한 모집인원 중 현재 알선가능한 인원수의 합을 나타낸다. 즉, 전체 모집인원수에서 신청취소, 자체충
족, 기간만료(60일) 등으로 등록마감한 인원수와 채용으로 알선처리한 인원수를 뺀 것이다. 충족률은
(취업자수/구인인원)*100으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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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걸로 나타났다. 이것은 공장에 대한 각종 지원이 강화되면서 기존의 사업자등록증
만으로 운영하던 소규모 공장들이 해당구청에 등록하는 수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
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각 구별로 보면 영등포구가 가장 많은 1,116개의 공장이
있으며 노원구가 가장 적은 105개의 공장이 있다.
25)

<표 6-2> 서울시 각 구별 등록공장 현황

구분

계

신규

계
종로

7,935
153

532
13

중

778

용산

270

성동

754

광진

109

17

동대문

173

17

129

17

랑
성북
강북
도봉
중

폐업‧이전‧
말소
267
1

18
3

신규

폐업‧이전‧
말소

마

포

335

32

11

양천

강서

177

58

315

금천

8

176
12

159

19

노원

105

13

1

은

154

24

2

118

8

2

5

733

32

12

947

44

182

1,116

49

18

동작

115

15

4

관

138

15

1

서초

184

18

228

25

296

55

2

157

28

3

포

영등

15

서대문

계

구로

116

평

구분

악

강남
송파
강동

제조업은 여러 산업부문 중 고용유발효과가 가장 큰 분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2장에서 1998년 상반기의 급격한 고용규모축소와 실업자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 제조
업 부문의 급격한 위축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제조업부문의 경쟁력회복을 통한
고용의 증대는 실업대책의 핵심전략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하고 이러한 전략의 하나로
공공근로 참여자의 지역 중소기업 근무를 유도해야 하는 것이다.
(2)

施行方案

自治區에서 지역의 중소기업에 공문을 보내서 기업의 인력필요 유무를 먼저 확인

25) 서울시 중소기업과 내부자료(1998년 1/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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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공공근로 대상자 중 희망자를 선발하여 기업체 관련자와 면접을 거친 후 해당기
업에 근무여부를 결정하게 한다. 이 때 기업은 단순히 몇개월동안 무비용으로 인력을
활용하고 공공근로 기간이 지나면 그만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고용을 전제로
필요인력을 선발하여 몇개월간 비용부담없이 활용하는 것이다.
즉, 공공근로 참여기간 동안은 공공근로기금에서 정해진 금액이 임금의 형태로 지
급되고 기간이 끝나면 해당기업에서 근로자로 채용하여 고용을 지속시켜 나가는 것이
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반드시 장기적으로 계속 필요로 하는 분야에
인력을 활용하여야 한다. 기업에서 근로자를 공공근로 기간동안만 일시적으로 이용하
는 소위 도덕적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게
해당기업의 인력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 失業者의 協同組合化
(1)

협동조합의 유형

공공근로참여자의 민간기업 활용과 함께 지속적인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안으로 실업자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설립케 하고 공공근로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방
안이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협동조합이 그리 활성화 되어있지 않다. 그러나 제한적인
규모이긴 하지만 실업의 규모를 줄이고 공공근로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의 하나로 실
업자의 협동조합의 설립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크게 세가지 형태로 출발하였다. <표 13>은 우리나라 협동
조합의 요약을 보여주고 있다. 협동조합의 사례는 첫째 노동자생산조합으로 기업의 도
산과정에서 기업을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이 인수한 것이 있다. 조합원수나 자본규모,
경영능력에 있어서 비교적 안정적인데, 광동택시(마산), 신아조선 등이 대표적이고 최
근 기업의 도산이 빈번하면서 노동자기업인수센터와 민노총의 노동자기업인수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둘째는 도시빈민지역에 공동작업장 공간을 마련하고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영세
하청기업을 협동창업하여 협동조합으로 발전시키는 경우이다. 의류봉제협동조합, 건설
노동자협동조합, 청소년용역협동조합 등이 있다. 철거지역 주민들이 假移住단지에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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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였거나, 지역운동센터의 주민조직화 과정에서 출발하였다.
<표 6-3>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종류

름

이
건설노동자협동조합 (주)마 건설
다산건설 생산협동조합
공동체 한백
누리
의류생산협동조합

논골

포

옷

늘
우리품새
나눔물산
들무새
푸른환경
늘푸른 환경
실과 바

광동택시
협성
신 조선
인 리서치
A&B
문
동 기
키
일신 지 어

아
텔
테크
허니 랜드
심획
텔
엔니링

립

창 시기
1994. 8
1995. 11
1995. 3
1994. 4
1995. 11
1993. 4
1996. 9
1997. 5
1996. 10
1997. 11
1996. 12
1997. 6
1998
1988
1992
1993
1993
1997
1995
1992
1997

종사자규모
10명
13명
16명
17명
21명
12명
6명
13명
6명
4명
5명
210명
7명
250명
6명
5명
5명
7명
27명
5명

업 종
건설업
건설업
제업
제업
제업

봉
봉
봉
봉제업
봉제업
봉제업
봉제업

위생관리 용역업
상동
택시
비누, 기계제조
조선
시장조사
소프트웨어 개발
웨 용품 제조
출판, 인
터통신
주문기계 제작

딩
쇄
컴퓨

자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내부자료.

셋째는 의식있는 청년들과 지식인들에 의한 노동자협동조합이다. 규모가 크지 않은
벤처기업의 성격이 강한데 키텔, 인텔리서치 등 컴퓨터나 정보분야에 활발하게 전개되
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협동조합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업을 벌이는 곳은 의류생산업으로,
1996～97년 생활한복의 시장확대로 일시적 호황을 누렸다. 생활한복제조업체인 ‘한백’
의 경우 1997년 총매출액이 4억원까지 이르렀으나, IMF관리체제 이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재 의류생산협동조합에 속한 업체들은 대부분 현금거래를 주로 하고 있
어 어음결재에 따른 어려움은 덜 겪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대부분 조합의 사업운용자금은 자활지원쎈타의 생업자금융자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고, 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기금과 같은 공식적인 금융기관과 거래를 맺고 있
지 않아 장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커질 우려가 있다. 특히 돈이 모자랄 경우 금리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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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높은 개인 사채를 쓰거나 대금결제용으로 가계수표 등을 발행하고 있어 자금
부담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협동조합 운영은 이제 단순한 하청위주 생산이 아닌 공동상품개발과 유통망확보로
이어지고 있다. 의류업을 중심으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독자상품개발
과 판매망 확보는 협동조합의 성격이 지금까지 운동의 성격에서 본격적인 사업으로 탈
바꿈하는 것을 의미한다.
(2)

事例硏究

① 국내사례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사례로 여기서는 노원자활지원센터를 살펴보기로 하자26). 협
동조합에 대한 자활지원센터의 지원은 기존의 민간단체가 실시하고 있던 사업에 대해
‘자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인건비와 사업비 위주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공간
지원은 따로 없이 기존 협동조합의 공간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노원자활지원센터는 저소득 주민의 경제・문화적 자립을 위해 5개의 협동조합을
지원 하고 있다. 지원받는 협동조합은 <표 6-4>에 요약하였다. 노원자활지원센터의 지
원은 봉제∙용역∙건설협동조합별로 한 명씩 전문상담인력을 두어 협동조합설립시 사
업자금, 필요장비를 지원해 주고 인허가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후 자립
능력이 생겨 독립하기 이전까지는 지속적으로 경영과 관리에 대한 자문을 해주고, 지
역을 방문하여 홍보를 하는 등 개별협동조합의 판로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
고 취업알선센터와 노원고용지원센터를 연계하여 조합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 홍보로
인력조달과 고용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26) 자활지원센터는 지역주민과 지역경제를 연결하여 지역주민이 생산・유통・소비・신용 공동체를 스스
로 결성하고, 협동조합 및 협동적 기업을 설립/운영하여 자립적・협동적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현재 전국에 10개소의 자활지원센터가 있고 5개소가 설립예정으로 있
다. 서울에는 4개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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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노원자활지원센터 지원 협동조합27)

구성원

늘
새

봉제생산자협

실과 바
우리품

동조합
위생관리용역
협동조합
건설업
협동조합

1)

작업
년간매출액
개시일
조합원 비조합원
5
7
1996. 9. 25,000만원
3
5
1997. 5. 10,270만원

늘푸른환경
진성종합건축공사

빛

한 종합건축공사

빛

기타
사업

주: 1) 93년 창업

34

1997. 6. 3,700만원

1
3

한 공예사

1

재활용협동조합

4

취업알선사업

1

비고

1997. 5. 3,000만원

4

센

터에서 동사무소, 복지
관, 노인정 등을 방문하
1997. 12. 3,000만원 여 영업활동을 해

줌

1997. 5.

준비중

-

장애인 생산협동조합으
로 발전시 계 중

킬 획

-

후

경비, 청소, 간병인, 산
조리인, 보모, 가정도우
, 주방보조원 등 소개

미

후 94년 일시폐업, 자활지원센터 지원으로 96년 재창업

각 협동조합별 지원 및 운영현황을 살펴보자.
○ 봉제생산자협동조합:
센타는 실과바늘, 우리품새 등 봉제공장을 설립하고 봉제생산자들에 의한 공동출자,
공동운영, 공동분배의 원칙 아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봉제생산자협동조합이 노
원자활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협동조합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기는 하지만, 최근 경제
환경의 급격한 악화와 봉제업 자체의 사양화 경향에 따라 하청업무가 줄어들고 있어서
매출에 직접적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체 브랜드를 제작하고 디자인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 용역협동조합 「늘푸른환경」:
늘푸른환경은 저소득 지역주민 특히 여성으로 구성된 위생관리용역업체이다. 저소
득층 여성은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청소일에 종사하는데 청소
27) 출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실업자 대책｣ 중 발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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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특성상 정식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이런 처지
에 놓인 사람들이 모여 늘푸른환경을 조직하였다. 연간 매출액 규모는 3,700만원이고,
현재 매출액의 대부분은 임금, 자재비 등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기업의 자체 순이익은
재투자되고 있다.
○ 건설협동조합인 진성 종합건축공사와 한빛 종합건축공사:
하루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형편에 용역회사에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저소득
남성의 안정된 취업구조 마련을 위해 설립한 협동조합이다. 센터에서 영업활동 등에
지원업무를 하고 있다.
○ 한빛공예사: 현재 1명의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향후 장애인협동조합으로 발
전시키려고 계획 중에 있다.
○ 실과 바늘:
빈민들의 가장 기본적이고 심각한 문제는 고용불안정으로,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다. 빈민지역 주민의 대부분은 건축일용노동이나 하청중소기업의 공원, 노점
상, 파출부, 청소원 등의 직업에 종사하는데, 이들의 취업기반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실과 바늘’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설립된 한국 최초의 협동조합 형태의 기업
으로 성공회 산하 상계동 소재 ‘나눔의 집’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실과 바늘’은 다음 세 가지 준비과정을 거쳐 1993년 4월 15일 첫 가동을 시작하였
다. 먼저 생산협동조합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문제를 학습하여 준비과정을 이수하
였다. 둘째, 공장부지 마련과 기계설비 도입 등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자금조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셋째, 생산물량의 확보와 판로 개척에 주력하였는데 주로
성공회에서 생산물량을 안정적으로 구매하여 줌으로서 해결되었다.
‘실과 바늘’은 1994년 일시폐업되었으나, 자활지원센터 지원으로 1996년에 재창업되
었다. 1998년 상반기에 조합의 자립능력 향상으로 자활센터로부터 독립할 계획이었으
나, IMF관리체제 이후 경제환경의 악화로 현재 독립을 보류중에 있다. ‘실과 바늘’은
사양사업의 길을 걷고 있는 봉제업의 한계를 벋어나기 위해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소비자들과 직거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현재 ‘실과 바늘’은 노원자활지
원센터에서 활동중인 협동조합들 중 가장 성공적인 협동조합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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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본의 노동자협동조합

일본의 노동자협동조합은 주로 용역사업을 하고 있으며 특별한 기술이 없이도 할
수 있고 연령이 높아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사업내용을 보면 빌딩
의 종합관리∙개수∙개축 등 병원관련 업무, 생활협동조합 물류센터, 노인급식 등 사회
적 서비스업무, 공원관리∙도시녹화∙산림보전 업무, 쓰레기처리∙자원재생업무, 농업
노동∙농산물생산∙물류업무, 그리고 토목∙건축업무 등이다.
현재 일본노동자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총 14,000여명으로 조직 및 수주사업의 민간/
공공비율은 센터 사업단이 77.9 : 22.1에 총사업비 63억엔(1997년도), 조합원수 2,300명
규모이고 중고년사업단의 경우는 민간/공공의 비율이 53.2 : 46.8 정도이다. 센타와 중
고년사업단은 자체적인 일감확보와 운영에 있어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고령자사업단의 경우는 민간/공공이 24.6 : 75.4의 비율인데 자치단체나 후생성의
지원으로 공공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고령자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가능한 사업
을 발굴하는데 Home Helper 사업, 운송사업, 집합주택관리사업 등을 활발히 펼치고 있
다.
(3)

施行方案

국내외의 여러 사례들을 종합해 볼 때 협동조합은 실업의 규모를 줄이고 공공근로사
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협동조합의 효율적 운
영을 위한 방안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① 자활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간전문인력의 활용

일부 자활지원센터는 지역복지관에서 담당하도록 정부 지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과다한 업무로 인하여 자활지원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든 경향이 있다. 자활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
는 인력의 확보가 중요한데 이미 민간차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을 활용하여
이러한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다.
자활지원센터업무는 지역에 대한 이해,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그리고 기업적 경영
과 관리업무에 전문지식이 필요로 하므로 현재 민간에서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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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나 단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협동조합은 경쟁력 확보가 사업 성공의 성
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통한 경영지도와 교육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② 법적보호장치 마련

현재 의류생산협동조합 중 사업장 등록을 한 곳은 4곳으로 나머지 공장들은 법적
으로 무허가 공장에 불과하다.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법적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 자활지원센터가 관할하는 사업장에 한해서 만이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예; 미등록공장중 빈민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보호). 공식적인 대출이나 사업확장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제도적인 방
안이 강구 되어야 할 것이다.
③ 협동조합법의 확립

협동조합은 주로 일하는 사람들의 자발적 노력에 의해 생겨나지만 이것이 사회내
에서 안정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초가 있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도 대부분
협동조합법이 존재하고 있다. 법률에 의해 협동조합은 법인격이 주어지며 재산소유권,
상품매매권, 자금차입권, 법적 소송권 등이 인정될 수 있다.
법률은 또한 조직의 성격, 목적, 조합원 자격, 자금조달절차, 의사통제절차, 이윤 및
손실의 분배절차, 해산절차 등을 규정해 줌으로써 법인으로서의 성격과 운영방법에 대
한 일반적 절차를 규정해 준다.
조합의 자구적인 노력과 더불어 노동자생산협동조합의 모법이 제정되어 현재 영세
업종 및 빈민지역 영세업체의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3) 失業者 類型別 事業計劃 樹立28)
여기서는 각 지역단위로 시행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각 실업자 유형에 맞는 사
업내용으로 분류∙소개하고자 한다. 공공사업의 종류는 크게 정보화사업, 사회복지사
28) 유형별 대책 내용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실업자 대책｣ 중 발췌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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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환경관련사업, 건설관련사업 그리고 문화관련사업 등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각 사
업의 내용을 살펴보자.
(1)

情報化 事業

① 주소체계 개선사업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강남구의 경우 사업이 완료
되었으며, 향후 24개 구에 확대실시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출입구조사 : 지도상에 각건물의 출입구 방향을 조사하여 표기, 고졸학력 필요.
∙주출입구 재조사 : 주출입구조사에서 미확인된 건물 재조사, 고졸학력 필요.
∙기초번호 및 건물번호 부여 : 주출입구조사 및 재조사의 조사자료를 기초로 도로
별 번호 부여, 대졸학력 필요.
∙부착후 건물번호 및 주출입구 확인 : 기초번호 및 건물번호부여 작업결과에 대한
현장확인조사, 대졸학력 필요.
∙도로명판 부착 : 제작된 도로명판을 기둥에 부착.
∙건물번호판 부착 : 제작된 건물번호판을 건물별로 부착.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구청별로 주소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Task Force팀이 구성되어야 하고 각 구청별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한다. 즉, 기획 및
전산화 전문인력 인건비,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제작비 등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강남구
청의 경우 약 13억원이 소요되었다. 각 구별로 행정자치부에서 2억원씩 보조가 가능하
다.
이 사업의 총소요인력은 고졸 조사인력이 1개 구당 33인을 10일간 고용이 가능하
고 대졸 건물번호 부여인력은 1구당 20인을 8일간 고용이 가능하다. 각 단계별 업무가
연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각 구별 사업추진기간을 차등화할 경우 약 3개 구청이 1개 팀
을 번갈아 가면서 활용한다면 조사원의 입장에서는 연속적인 작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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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

서울시내에 소재하는 모든 건물에 대한 정보전산화로 지방세수 확보, 신속‧정확한
부동산정보 활용으로 상당한 사회적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③ 지하매설물에 관한 데이터 정비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도면, 대장, 도서 등에 수록되어 있는 정보의 정확성 조
사․확인 작업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으로 많은 인력
과 노력이 필요하다.
(2)

社會福祉事業

사회복지분야 중 현재까지 파악된 공공근로사업 수요는 <표 6-5>에 요약되었다.
복지분야 공공근로는 본인이 이러한 분야의 일을 좋아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면밀
한 관찰이 요구되고 사전에 자원봉사자교육 등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기존의 무급 자원봉사자들과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일의 중복성
여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수는 기존 직원들의 보수를 고려하여 그들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기관은 간병인(호스피스)교육과 장애인∙노인 수용시설의 보조원 교육은 대한
적십자사, 주부클럽연합회, YWCA, 대학병원(삼성의료원, 강남성모병원), 또는 사회복
지관 등에서 실시하고 교육내용은 환자간호 및 노인간호에 대한 기초교육으로 교육시
간은 1일 3시간 4일교육이 적당하다. 상담원교육은 현재 전화상담원의 경우 사랑의 전
화, 생명의 전화, 자광아동상담소 등에서 시행하는데 상담관련 전공자를 선별하여 일주
일 정도 실시함이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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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서울시의 사회복지분야 공공근로사업

사업내용

참가자 자격기준 필요인력

업무내용

추정

yp ng

필요인력

＝

서울시 사회복지관 복지관이용자 관리, 고졸이상의 t i 이 복지관 1개소당 3명 사회복지관 총 76개×3명
재무관리등 전산화에 가능한 자(사무직 실
228명
전산화 사업
요한 이터 력 직자 대상사업)

필 데 입

했

비인가 사회복지수용 사회복지시설 청소 및 단순노무직에 종사
시설 청소 및 사 식사보조,
보조,
자
일상생활 도

봉

던

세탁
움

․

시설 1개소당 2명

비인가사회복지시설 80개×2
명 160명

＝

센
곽

장애인 노인수용시 수용시설에 수용된 자 단순노무직에 종사, 시설당 현재 1명이 수용시설(요양원, 치매 타
설에 보육교사 및 보 들의 생활보조. 3교대 화이트칼라 누구
하
을 3교대로 등)
31개×5명(서울외 에
조원 사업
근무실시
확대
위치하 로 부가경비로 교통
비 지급) 155명

나

민간사회복지단체, 사무보조,
시민단체업무보조
행사보조

받

전화 기, 사무직 실직자

아
각
녹

기관당 1명

나

장애인종합복지관, 재활전화상담, 장애 특별한 기술이
노인종합복지관의 이 동 학 지도, 시 장 력에 제한 음.
용자 기
애인 이동훈련 보조,
시 장애인을 위한
음서 제작 보조, 이동
보조

돕

각

존

습

없

입

간병인 및 호스피스 기 의 병원에 원중 간병인 교육을
인 사 들을 위한 12 자
사업
시간 간병

또
미

람

던것

학

각 기관당 3명

NGO

므
＝

장애인 및 노인이용시설 37개
(장애인시설 19개 노인복지
관, 재가노인복지시설 함 18)
×3명 111명

＋

＝

받은

나

병원당 50명

각

종합병원
명

포

＝

70개×50명 3,500

나
곳

재가 장애인 는 노 집안일 및 외출 보조, 특별한 기술이 학
장애인이 노인 재가 장애인
인 가정도우 사업
,
보조, 급식, 력에 제한 음. 여성 가정 1일 2 방문 재가 요보호노인
도시 배달,
선호
배달

말벗 목욕
락
세탁물

린

오후의 보육을 전담

어 이집 보조교사

나

사회복지관이 복지 서류정리,
시설의 사무보조사업 기안작성

없

아

나

린

파일관리,

야

핑

고졸 이상의 타이
이 가능한 자

나

사회복지관의 도서방 도서방관리, 도서관리, 특별한 기술이
관리 비 관리 비
관리, 영화상 력에 제한 음.
영, 운동기기 관리

나 디오

디오

긴

상담전화 운영보조

없

복지관당 1명

＝

테크

나
없
받 뒤

＝

‧

없

‧ 낙후
‧

없

사회복지시설 개 보
된 사회복지시설 건설직 일용노동자
수 사업
개 보수작업 및 도배 중 일이 는 자

돕

＝

사회복지관 총 76개×1명 76
명

곳 폭

급한 24시간 상담전 특별한 기술이 학 상담소 1개소당 2명 상담시설 7 (성 력시설
화에서 전화 인 이 력에 제한 음. 상담
함)×2명 14명
교육을 은 근로
실시

‧

병원이용자 기

립

학 복지관 1개소당 1명 복지관 76개소×1명 76명

장애인, 노인, 소년 내부 도배 및 주택의 건설직 일용노동자
소녀가장 가정의 도 개 보수
중 일이 는 자
배 및 개 보수

‧

립린
＝

유 교육이 사회사 어 이집 1개소당 3 국공 어 이집 3,707(국공
업을 전공한 자. 특정 명
478)×3명 11,121명
예술분 졸업자

병원안내, 로비 및
원 안내 등

입

나

특별한 기술이
력에 제한 음.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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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병원당 5명

포

도배에 사용되는 부가경비 지
급
개보수사업에 사용되는 부가
경비 지급

＝

종합병원 70개×5명 350명

(3)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 보조교사

서울시의 방과후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기관수가 총 62개소로 43개소가 현재 운영
중이고 19개소가 설치중에 있다. 62개소 중 초등학교가 12개, 어린이집이 40개, 그리고
복지관이 10개소이고 정원 2,096명에 보육교사는 47명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각 구별
보조교사 수요는 <표 6-6>에 요약하였다. 서초가 53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시 전체적
으로는 140명 정도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6> 서울시 각 구별 보조교사 수요

구

명

․

시설(개소)

정 원(명)

보조교사 수요

종로 중

2

51

3

성

동

3

219

15

동대문 중

3

230

15

2

47

3

2

228

15

3

90

6

4

100

7

4

120

8

2

60

4

2

60

4

․랑
성북․도봉
서대문․마포
양천․구로
금

천

포
동작․관악
강 동
영등

광

진

2

97

7

서

초

14

794

53

43

2,096

140

계

현재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대부분이 여성과 대학생이고, 또 일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전문성과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신규 대졸 실업자들을 방과후 보
육 프로그램의 보조교사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부분의 보육
시설에서 보육교사 일인당 30명의 아동보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사 일인당 적정
아동수를 2배 가량 초과하고 있어, 보조교사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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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교사는 일의 특성상 학습 및 숙제는 주 6일 지도가 필요하고 나머지 특별활동
은 주 1회씩 돌아가면서 배우기 때문에 각각의 특기를 가진 공공근로자가 같은 구내에
있는 보육시설에서 주 1회 1～2시간 근무하고 일주일에 3～4곳에 나가는 것이 적당하
다.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은 고급인력을 필요로 하는데 고학력인력의 경우 공공근로사
업의 참여가 비교적 저조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또 공공근
로사업은 3개월간의 짧은 기간동안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교사가 3개월에 한번
씩 교체되어 교육의 일관성이 없어 자칫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
다. 따라서 특히 악기, 서예 등의 전문교육의 경우 융통적 운영이 필요하다.
(4)

환경관련사업

① 공원녹지조성사업

소규모의 공유지나 토지구획정리사업 혹은 택지개발사업시 확보된 체비지를 시민
이 접근하기 쉬운 소규모 공원녹지조성사업에 일용직 실업자를 활용하도록 한다.
② 공중화장실 정비⋅개량 및 청결관리사업

2002년 월드컵대회 개최도시라는 이미지에 맞게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및 다중이용화장실에 대한 정비‧개량사업과 청결하게 관리하는 사업에 실직자를 활용
한다. 서울시내의 공중장실은 총 871개소, 다중이용화장실은 4,770개소이므로 상당한
일자리를 실직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③ 광역상수원 조사⋅감시사업

한강 상류지역과 팔당댐 유역내 주민 및 업소가 배출하는 하수, 분뇨, 축산폐수, 골
프장에서 흘러나오는 농약물질 등의 오염물질 무단‧불법배출상태를 조사하고 감시하는
일에 실업자를 활용한다.
④ 노후 상⋅하수관의 보수⋅점검 및 하천준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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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거에 부착된 오물 등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장마철 홍수에 대비하는데 중요
한 작업이다.
⑤ 녹색가게운영사업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 근처에 녹색가게(재활용‧중고물품 교환‧
매매센터)를 설치하여 협동조합 형식으로 사무직 실업자를 녹색가게 운영요원으로 활
용한다. 그리고 녹색가게 주변 동네를 직접 돌면서 교환‧판매할 수 있는 재활용‧중고
물품을 모으는 일에 일용직 실업자를 활용하면 녹색가게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
다.
⑥ 도시환경림조성사업

서울의 주요 산은 환경오염, 산성비, 등산객의 급증 등으로 인해 생태적으로 불안정
상태의 산림으로 변해 있다. 실직자를 나무 솎아베기 및 나무심기활동에 투입한다.
⑦ 쓰레기 무단⋅불법투기행위 단속과 골목청소

공공장소나 인적이 드문 곳에 쓰레기를 무단‧불법으로 버리는 행위를 단속하는 일
에 실업자를 활용한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이후로 청소상태가 나빠진 골목청소활동
에 실직자를 활용한다.
⑧ 옥외광고물 단속

현재 시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만연되어 있는 비합법적인 옥외광고물 단속에 실
직자들을 활용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경우 도시미관증진에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
된다.
⑨ 자동차매연 감시

매연측정장비만 갖추어진다면 실직자들을 활용하여 수시로 시내에서 배출가스 측정
이 가능하다. 배출가스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기 위해서는 감시활동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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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련사업
①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일상점검
(5)

:

현재 구청에서 직접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업무에 관련분
야 전공 대학생이나 실직자들을 활용하면 비용절감과 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
다.
② 도로정비 및 보수

실직노무자들을 팀으로 조직, 지역별로 배치한다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도로정비
및 보수작업에 계속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③ 이면도로 주차선 재정비

현재 서울시의 이면도로에는 효율적 주차를 위해 주차선이 그려져 있으나 아직 불완
전한 지역이 많고, 이미 그려진 주차선의 재정비도 필요하다.
④ 건축물 소방안전점검

현재 구청에서 직접 실시하고 있는 소방점검 업무는 간단한 교육만으로 부녀자들도
수행이 가능한 일이므로 실직자들을 활용하면 인력절감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
(6)

문화관련사업: 시립도서관 자료전산화

서울시내 24개 공공도서관과 청소년회관의 도서실에 대해 서고정리, 자료찾기, 자료
정리 및 입력에 실직자를 활용한다. 기존인력은 서비스 질 향상과 서비스 다양화를 위
한 업무에 배치한다. 본 사업은 도서관규모, 장서수, 전산화정도, 직원수, 이용자수에
따라 소요인력이 차이가 있으므로 각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사업내용과 인력에 관한 계
획서를 받아 예산지원을 한다. 그 동안 적은 인원으로 일상적 업무처리에 급급하여 자
료정리작업이 미흡하였기 때문에 이번 사업을 통해 낙후된 공공도서관서비스 질 향상
을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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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失業者 類型別 對策

<표 6-7>은 실업자 유형을 前직업을 중심으로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기능∙단순
노무직, 청소년 및 신규실업자, 그리고 노숙자 등으로 분류하고 앞의 각 사업종류별로
수행가능한 사업종류를 제시하였다.
<표 6-7> 서울시의 실업자 유형별 수행가능한 공공근로사업분야

공공근로사업
구

분

정보화

형
○
유형2 서비스‧판매직
유형3 기능‧단순노무직
유형4 청소년⋅신규실업자 ○
유형5 노숙자
유 1 사무직

사회
복지

환 경 건 설 문 화

○
○
○
○

○
○
○
○
○

○
○
○
○

○

직업훈련 취업알선

○
○
○
○
○

○
○
○
○
○

시설보호
무료숙식

○

<표 6-8> 중앙정부의 실업집단별 사회보호프로그램

실업집단별
보호대상자

사회보호
프로

그램

○

실업급여
수 자
실업급여
비수 자
자영업 실직자

혜
혜

4인이하 사업장 실직자
임시, 임용직 실직자
자활보호대상자

거택‧시설보호대상자
“

책

근로보장

자활보호 공공근로
생계보호 실업급여 생활안정
자금융자 사 업 사 업

신규실업자
5인이상
사업장
실직자

형 생계지원사업

생계지원사업

○

○

○
○
○
○

”

○
논

○
○
○
○

출처 : 문진영. 실업대 과 사회보장방향 . 사회보장학회 발표 문, 1998.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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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자영영 창 직업훈련
업자금융자

○
○
○
○
○
○

○
○
○
○
○
○
○

<표 6-9> 서울시의 실업자 유형별 공공근로사업

유

사 업

형

사무직 서비스 기능직 청소년 노숙
신규
자

- 정보화
・동부 근로청소년회관 정보자료실 취로사업
・주소체계 개선사업(건
호부여)
・건축 관리(가 )대장 정보확인조사 및 전산화
・상하수도 관망 위치확인 및 도면전산화
・지하매설 에 관한 이터 정비
- 사회복지
・서울시 사회복지관 전산화사업
・비인가 사회복지수용시설 청소 및 사
・장애인 노인수용시설 보육교사 및 보조원사업
・민간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업무보조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이용자 기
・간병인 및 호스피스사업
・재가장애인 는 노인가정 도우 사업
・어 이집 보조교사
・사회복지관이 복지시설의 사무보조사업
・사회복지관의 도서방관리 비
관리
・상담전화 운영보조
・장애인, 노인, 소년 소녀가장 가정의 도배 및 개 보수
・사회복지시설 개 보수 사업
・병원이용자 기
- 방과 프로
보조교사

물

물

물번

옥

데

봉

‧

린

또
나

돕
후 그램

돕

미

‧

‧

나 디오

‧

- 환경
・자동차매연 단
・공중화장실 정비·개 ·청 사업
・광역상수원 조사·감시사업
・만기 수도계 기 교체
・노 상하수관 정비사업
・
가 운영사업
・도시환경 조성사업
・공원 지조성사업
・
기 무단 투기단 · 청소
도로환경정비
하천주 정리
외광고 단

속

량
후
녹색 게
림
녹
쓰레 불법
․
․ 변
․옥 물 속

량 결

점검

점검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속 골목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점검

찾

ㅇ

ㅇ
ㅇ
ㅇ

ㅇ

- 건설
・가래여울마을 제방축조
・상수도 공사장
・지하 공사장
・소방관서 신·증축
・건축 구조안전진단 : 일상
・도로정비 및 보수
・건축 소방안전
- 문화
・서울 보관 안내요원
・종합자료관 장서
・시 도서관 서고정리, 자료 기 및 력

철
물
물
홍
립

ㅇ
ㅇ
ㅇ
ㅇ
ㅇ

ㅇ

입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표 6-8>은 중앙정부의 실업집단별 사회보호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있고, <표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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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 실업자 유형별로 수행가능한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테면 정보화사업은 사
무직 출신이나 청소년 등 신규실업자에 적당하고, 사회복지분야는 공공기관 및 사회복
지기관의 이용자 돕기나 도우미 등의 역할을, 복지서비스제공 분야는 사무직⋅서비스
직⋅청소년 실업자들이 적당하고, 시설개보수 청소 등은 기능직출신자들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관련분야는 주로 서비스, 기능직, 및 청소년 실업자 등이 적당하고
건설분야는 기능직과 청소년 실업자들이 적당하다.
이와같이 실업자 유형별로 나누어 공공근로사업에 적정배치하여 생산성을 제고
시킬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실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일자리제공과 사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장단기 계획하에 유형별 세부사업발굴과 각종 대책수립 및 직업훈련
⋅취업알선 시스템 구축과의 연계가 있어야겠다.
(8)

공공근로사업참가자 실적평가제도 시행

참가자 실적평가제도는 각 사업장마다 감독자가 작업할당량이나 작업목표를 설정하
고 작업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시행하며 각 사업별 인력 배치의 원칙이나 기준
을 설정하여 현재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비생산성과 비효율적인
인력관리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다.
현재 각 구별로 시행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각 단위사업마다 담당공무원으로 하
여금 작업의 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공공근로 참가자의 일일 또는 주별 작업성과에 대
한 평가를 하게 하며,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각 단위사업 담당공무원들은 해당사업
의 참가자들이 갖추어야 할 학력, 연령, 성, 신체조건, 前職형태 등의 기준을 제시하여
공공근로사업의 인력배치에 활용하게 한다. 또 평가결과를 공공근로 계약갱신에 활용
한다.

4) 서울市⋅中央政府 單位의 事業計劃 樹立
공공근로의 사업단위가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 되어 있어, 각 기초자치단체마다 막
대한 인원을 소화시킬 방안에 골몰하고 있다. 사업비 없이 인건비만 책정된 공공근로
의 막대한 참여인원을 생산적 사업으로 활용하는데 기초자치단체로서는 한계가 있는데
공공근로의 사업단위를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광역자치 또는 중앙정부 차원의 대규모적
인 공공사업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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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선발기준이 엄격했던 1단계사업과는 달리 2단계의 경우 지원자 전원선발의
원칙이 제시되어 서울시의 경우 1단계사업 때 일일평균 7천여명 정도이던 참가자 규모
가 2단계에서는 43천명에 이르고 있어 각 구별로 인원을 소화시키는데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근로의 사업단위를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 구청 등 각 정부단위별로 책
정하여 정부차원의 대규모적인 사업이 수행되면서 구단위의 각종 사업도 시행되는 쪽
으로 공공근로사업의 방향을 잡아나가야 할 것이다.

5) 公共勤勞事業에 대한 民間委員會 設置
공공근로사업의 생산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민간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는 지역 및 협동조합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지역사회전
문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이 공공근로사업의 민간위탁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하고, 공공사업을 위탁할 사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사업자체의 효
과와 사업체의 신뢰성을 판단함으로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방안
은 기존의 행정조직을 통한 사업시행의 비효율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2. 中小企業 支援强化
중소기업지원은 서울시가 선택할 수 있는 실업규모축소, 또는 실업발생예방 차원의
실업대책이라 할 수 있다. 중소기업지원대책은 중소기업 수출지원과 전시판매망 확대,
창업환경개선 등이 있다.

1) 中小企業 輸出支援
중소기업들은 대체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경영여건이 열악하고, 자금력과 해
외정보수집능력의 부족, 유능한 해외판매직원의 확보능력 부족 등으로 수출에 절대적
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 현재 무역협회 등에서 수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고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는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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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적인 인력들을 확보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
다.
서울산업진흥재단 등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에 총력 지원체제를 구축
한다.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해 해외 홍보용 팜프렛이나 카타로그 등의 제작을 지원하
고, 해외구매사절단을 초청하여 전시판매 등의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해외사
정에 밝고 외국어에 능통한 마켓팅전문가를 고용하여 해외에서의 전시판매이벤트를 개
최하고 해외바이어 발굴 및 해외바이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출중소기업을 업종
별로 선정하여 해외사절단 파견 등으로 중소기업제품의 해외판매망 구축에 주력하게
한다.
예를 들면 동작구의 경우 중국 돈화시에 상품전시판매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러한 해외판매망을 미국, 유럽, 일본, 동남아, 중동, 남미 등 각 지역마다 시장의 동향
을 면밀히 분석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中小企業에 대한 인터넷 情報網 構築 및 運營支援
지역의 소규모 중소기업을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정보체계의 구축이 필요하
다. 현재 무역협회 등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대기업위주로 되어 있고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중소기업들을 위
한 공간을 제공하면 기업이 스스로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것 보다 공신력 면에서 훨씬
효과적이다. 따라서 인터넷에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희망회사
들의 회사정보와 각종 생산품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올리고 자료가 오래되지 않도
록 적어도 한달에 두 번 정도 최신자료를 입력 관리할 필요가 있다.

3) 創業環境 改善
전문직 및 기술직 창업유도 및 육성 지원책으로 비지니스인큐베이터(business
incubator)를 운영한다. 즉, 자치구 유휴공간을 창업지원공간으로 활용하게 하고, 창업
에 관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복사, 통신, 행정, 세무, 경영, 기술지원 등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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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으로 활용).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를 민간전문가에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기존의 창업보육센터는 우수기술을 기업화하는 테크날러지 인큐베이
터(technology incubator)에 해당하는 것임에 비해, 이러한 유형은 고용창출이 주목적
인 창업지원센터에 해당하는 것이다.

4) 中小企業製品 常設販賣網 確保
유통, 마케팅 등에서 대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지역 중소기
업의 질 좋은 제품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직접 연결시켜 중간유통과정을 최소화하여 저
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이를 발판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치구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중소기업제품의 상설판매장을 설치한다.
성동구의 경우 1998년 7월 21일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장을 개설하였는데 초기분석
결과 일일 약 5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의 손님들이 저
녁시간대 장바구니 주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판매품목의 다양성 부족을 지적하고
식료품, 농산물을 찾는 손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농협 등과 연계하여 식료품, 축산
물, 농산물 등의 코너를 개설하는 등 제품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간이의자 스넥코너, 자
판기설치 등 손님들의 쉼터공간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상설판매장에 제품판매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서울산업진흥재단 등에서 관련전문가
들이 모여 제품의 품질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기업의 신용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거친 후에 선별하여 제품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고, 지역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한 홍보도 강화한다.

3. 職業訓鍊 및 就業斡旋
1) 職業訓鍊 改善方向

서울시 직업훈련제도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ㅇ

고용촉진훈련 프로그램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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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직업훈련기관의 특성화를 통한 효율성 강화
ㅇ 21세기 산업인력수요에 대비한 시립기능대학의 기능강화: 고급 기술인력 양성과정
을 개설하고 기술대학으로의 개편 검토 필요
ㅇ 학점은행제 등에 대비한 교과과정의 개편
ㅇ 직업훈련기관과 산업체와의 연계 강화
ㅇ

(1)

고용촉진훈련프로그램의 강화

실업자를 위한 고용촉진프로그램이 대부분 민간학원에 6개월정도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6개월 교육과정은 기능인으로서 충분한 기술을 익히는데는 부족한
기간이다. 민간학원 뿐만이 아니라 각 직업전문학교에 실업자를 위한 과정개설을 확대
하고 교육기간도 늘려 실업자의 다양한 직업훈련수요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2)

각 직업훈련기관의 특성화

① 특성화의 배경

현재 기능대학과 직업전문학교에서 같은 직종을 개설하여 중복투자로 인한 낭비요인
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자동차정비 4군데, 정보처리 4군데 등 같은 과정이
분산 개설되어 교육 투자의 낭비와 비효율이 심화되므로 같은 직종은 한 곳에 모아 투
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업교육의 질의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시립기능대학은 고가의 장비가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분야로 특성화를 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의 투입으로도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분야는 민간위탁 직업전문
학교 쪽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게 보인다.
② 각 직종별 교육투자비용

- 고가의 장비 등 많은 투자가 요구되는 분야: 정밀기계, 자동차정비, 기계조립, 산업기
계등
- 중간규모의 투자가 요구되는 분야: 정보처리, 특수용접, 전자출판, 컴퓨터산업디자인,
자동차도장, 자동차판금, 전기제어계측, 스크린인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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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로도 교육이 가능한 분야: 가구디자인, 옵셋인쇄, 조리, 섬유공
예디자인, 시각디자인, 공예디자인, 건축인테리어, 보일러시공, 의상디자인, 패션디자
인, 미용, 한국의상디자인, 실내디자인, 가스안전기술, 전자통신, 섬유공예, 전산건축
설계 등
③ 각 교육기관별 직종분포

각 교육기관별 중복되는 과정을 모아서 다음과 같이 개편할 필요가 있다.

시립기능대학:
- 정밀기계, 자동차정비, 기계조립, 산업기계 등 고가의 장비 등을 필요로 하는 분야

ㅇ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 정보처리, 전자출판, 옵셋인쇄, 전자통신, 전기제어계측, 컴퓨터산업디자인, 전산건
축설계등 주로 컴퓨터를 이용하는 분야

ㅇ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
- 조리, 의상디자인, 패션디자인, 미용, 한국의상디자인, 실내디자인 등 주로 여성인
력수요가 많은 분야

ㅇ

상계직업전문학교:
- 가스안전기술, 특수용접, 보일러시공, 자동차도장, 자동차판금 등의 상대적으로 고
가의 장비가 필요하지 않은 교육과정의 기능인력 양성분야

ㅇ

엘림직업전문학교:
- 가구디자인, 섬유공예, 시각디자인, 공예디자인, 실내디자인, 건축인테리어 등 각
분야의 디자인계통의 기능인력 양성 분야

ㅇ

(3)

직업훈련기관과 산업체와의 연계강화 및 학점은행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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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립기능대학은 교학처장, 각 직업전문학교는 훈련부장 아래 교무과를 두고 교
육내용을 총괄하고 있다. 그런데 각 기관이 독립적인 체제를 갖추고 있어 교과과정의
편성 등에 연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교육내용이 산업체의 요구와 흐름을 바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중소기업과장, 기능대학과 직업전문학교의 교학처장과 훈련
부장, 그리고 지역기업체의 경영자 또는 고급관리자 등이 다같이 참여하는 교과과정편
성협의체를 구성하여 각 직업훈련기관의 역할분담과 산업체의 요구를 동시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의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개혁에 따른 학점은행제에 대비한 투자확
대가 필요하다. 직업훈련교육은 산업현장 수요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직업훈련
협의회를 구성한다. 협의회원은 자치구의 해당공무원. 직업훈련기관 관련자, 그리고 지
역기업의 경영자 등으로 구성한다. 이 협의회에서 현재 시행 중인 고용촉진훈련사업의
훈련직종과 훈련기간, 그리고 인가인원 등을 정하게 한다. 지역기업인의 참여는 산업현
장의 수요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就業斡旋 强化方向
고용정보체계는 노동부 산하 중앙고용정보관리소에서 종합적인 전산망을 구축하여
1998년 11월 26일부터 1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이 자료를 적극
적으로 활용하여 구직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
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먼저 취업상담 전문가를 양성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야 하겠다. 구직희망자의 유형별 관리대책의 마련, 그리고 종합적인 실업자복지증진기
관으로서의 역할 모색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서울시내 전구청이 운영하고 있는 취업
정보센터는 담당인력이 불과 1-2명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구직자들의 수요를 충
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구청이 전시행정 또는 구색갖추기식의
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민간자원봉사자, 또는 공공근로
참여자 중 상담관련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취업알선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구직자 유형별 관리대책은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와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마련
해야 한다. 현재 구직 기간 3개월이면 기록이 말소되는데 미취업인 경우에는 기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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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하지 말고 장기구직자로 따로 관리하는 등 구직 유형별 관리대책이 마련되어야 한
다.
또 취업알선센터를 실직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정서적∙심리적 불안요인을 해소하
여 실업자가 정신적 안정이 유지되는 가운데 재취업의 기회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종합
복지센터로 역할을 확대하는 것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종교기관, 민간단체, 개인자
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실업자를 위한 쉼터로서의 역할, 또 가족간의 갈등, 정서적 불
안 등에 대한 심리상담 등 다양한 실업자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서울에서 취업알선이 비교적 성공적인 자치구는 동작구로 11명 규모의 취업개발센터
를 운영하면서 상담, 기획, 구직 등 업무를 나누어서 적극적인 구인개척을 하는 등 비
교적 성공적인 취업알선가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 대전 서구청의 경우는 취업건강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취업알선과 IMF쉼터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헬스클럽, 탁구장, 노래방, 건강검진실, 휴게실, 취업상담
실 등을 고루 갖춘 종합복지관 형태로 인력은행을 비롯한 각종 취업정보전산망과 연결
되어 있어 최신의 구인정보를 입수할 수 있고 구청상담요원을 통해 구직신청과 취업알
선을 받을 수 있다. 또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자들이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며 건강검
진과 헬스클럽이용도 무료로 제공되는 등 실업자를 위한 종합적인 복지증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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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Ⅶ章 結 論

第 VII 章 結論
실업문제의 해결은 우리가 현재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중앙정부와 각급지방
자치단체 역시 실업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먼저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실업에 대한 흐름을 분석하고 중앙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외국의 실업대책 현황과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대량실업사태를 타개하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실업문제의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은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이다. 일자리
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노동인력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여야 하고 따라서 실업대책은 인
력수요를 활성화 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경기활성화 방안이 반드시 동반된 단기적인 실
업자 생활안정대책이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실업기간동안의 생활안정과 실업규모의 축소∙실업발생예방 등 두 가지
원칙에 충실한 서울시의 실업대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실업대책이 현재는
실업자의 단기적인 생활안정대책에만 치중하여 당국의 막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업
대책이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이며 소위 ‘실업자대책은 있어도 실업대책은 없다’는 비판
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의 흐름과 서울의 지역경제동향을 먼저 분석하고 미래의 실업규모를 예측하여
이에 맞는 경기조절기능을 서울시 차원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서울시 동향분석기능의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현행 공공근로사업의 생산성 향상방안으로 공공근로자
의 중소기업 활용과 협동조합화 등을 제안하였다. 공공근로자 중소기업활용과 협동조
합화는 실업자 생활안정과 실업규모축소라는 두 가지 관점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 현행 공공근로사업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업
자 유형별 사업의 내용을 제시하였고, 자치구가 아닌 서울시 또는 중앙정부 차원의 대
규모적인 사업수행의 필요성 역시 제시되었다.
또 산업활성화 방안으로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중소기업제품 상설판매장 운영 등이
제시되었고,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제도의 개선책 등도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현재 시행중인 실업대책의 가시적이고 단편적인 면들을 제거하고, 보다
본질적이고 체계적∙종합적인 실업대책들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서울시 실업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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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에 여기서 제시된 대책들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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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錄

Ⅰ. 고용안정성 분석방법
Ⅱ. 공공근로사업평가조사 설문지

Ⅰ. 고용안정성 분석방법
본 연구의 고용안정성 분석29)은 충격반응추정방법을 이용하였는 데 충격반응표는
Lüketkepohl-Reimers 방법론에 의한 불안정시계열의 추정방법을 이용하였다. 즉, 먼저
단위근검정을 통하여 불안정시계열임을 먼저 확인하였고 다시 공적분검정을 통하여 변
수 상호간의 장기균형관계 여부를 확인한 후 오차수정모형을 통한 충격반응을 구하였
다.
1) 단위근 및 공적분 검정
단위근 검정은 시계열 변수가 확률적 추세를 지니는 불안정진행인가의 여부를 판단
하는 검정방법으로 Dickey-Fuller(DF) 및 Phillips-Perron(PP)방법론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추정식을 간단히 소개하면 DF검정식은
yt = γ + αyt-1 + j=∑P 1 vjΔyt-j + εt,

Δ

(1)

H0: α = 0,
HA: α < 0.
여기서 시차수 p는 εt가 백색오차(white noise)가 될 수 있도록 선택하는데 가장 보편
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Akaike's Information Criterion(AIC)를 최소화할 수 있는 p
를 선택하는 것이다. 시간변수, t를 위의 모형에 첨가하면
yt = γ + αyt-1 + δt + j=∑P 1 vjΔyt-j + εt.

Δ

(2)

29)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은 Dickey and Fuller(1979), Dickey(1981), Johansen and
Juselius(1990), Lütkepohl(1990), 그리고 Lütkephol and Reimers(1992)의 논문의 핵심만 정리
한 것으로 구체적인 추정방법은 위의 논문들을 참고하거나 이경원(1995)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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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검정이 AR계열에 적절하다면 PP검정은 변수가 AR 계열 뿐 아니라 ARIMA 계
열일 경우에도 검정이 가능하도록 고안되었다. 검정식은
yt = ︿α yt-1 + ︿μ t.
상수항을 포함시키면
yt = μ* + α*yt-1 + ut*,

(3)
(4)

시간변수를 포함하면
yt = μ͠ + β͠ {t - (1/2)T} + α͠ yt-1 + u͠ t
단위근검정의 가설을 다음에 요약하였다.

.

모형식
(3)
(4)
(5)

(5)

H0 HA 검정통계량
︿α =1 ︿α <1 Z(t︿)
α*=1
α*<1
Z(t *)
α͠ =1
α͠ <1
Z(t )
α

α

α͠

공동가설(joint hypothesis) 검정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30).
모형식
(4)
(5)

H0
u** = 0
α =1
u͠ = 0
β͠ = 0

검정통계량
Z(Φ1)
Z(Φ2)

30) 해당되는 F-통계량의 임계치는 Dickey와 Fuller(1981, p. 1063)의 Table IV, V, 그리고 VI에
주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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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α͠
β͠
α͠

=1
=0
=1

Z(Φ3)

공적분검정은 단위근검정을 다변량(multivariate) 또는 백터자기회기(vector
autoregressive, or VAR)모형으로 확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이용된 Johansen
-Juselius방법론은 앞의 식 (6)의 VAR모형의 형태에서 시작한다.
Xt = П1Xt-1 +・・・+ ПkXt-k + μ + εt.
(t = 1, . . . , T),

(6)

단, Xt 는 p×1 변수벡터,
εt ∼ i.i.d.(0, Λ), Λ는 공분산 행렬을 나타낸다.
L을 시차(Lag)를 의미한다고 가정하고 Δ=1-L라 하면 식 (6)의 일차차분방정식은 다
음과 같이 다시 쓸 수 있다.
Xt = Γ1ΔXt-1 +・・・+ Γk-1ΔXt-k+1 + ПXt-k + μ + εt. (7)

Δ

그리고
Γi

= - (I - П1 -・・・- Пi), (i= 1, ・・・, k-1),

П

= - (I - П1 -・・・-Пk).

(8)

Johansen-Juselius 방법의 핵심은 차원(dimension) (p×p) 계수행렬 П의 위수(rank)를
분석하여 변수 상호간의 존재할 수 있는 장기균형관계를 규명함에 있다. 다음의 세 가
지 경우로 요약된다.
- 125 -

* 랭크(П) = p, П는 p개의 선형조화를 이루고 Xt의 모든 변수는 수준(level)
에서 안정계열이다.
* 랭크(П) = 0, П행렬 내의 모든 원소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
며 모든 변수가 불안정계열이고 따라서 1차차분에 의한 모형추정이 타당하다.
* 랭크(П) = r < p, 차원 p×r의 П=αβ́ 관계를 보이는 행렬 α와 β가 존재
하며 r개의 변수가 공적분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Xt의 변수들 중에 p-r개가 공통확
률추세를 지닌다.
공적분검정은 식 (7)에 대해 최우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하고 П=αβ́
(α 및 β의 랭크(rank)는 각각 p×r)를 충족하는 r를 구하면 이 때의 r이 공적분관계의
수를 의미하게 된다. 검정과정은 일련의 연산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서는 생략한다.
2) 오차수정모형과 충격반응
먼저 식(6)의 상수항을 제거하면
Xt = П1Xt-1 +・・・+ ПkXt-k + εt,
(t = 1, . . . , T).

(9)

이것은 다시
Xt = Γ1ΔXt-1 +・・・+ Γk-1ΔXt-k+1 + ПXt-k + εt, (10)

Δ

단
Γi

= - (I - П1 -・・・- Пi), (i= 1, ・・・, k-1).

충격반응은 학자들에 따라 동적 승수(dynamic multiplier)라고도 표현되며 분석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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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변수들의 충격에 따른 반응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이용된 충격반응은 다음의
식으로 표현한다.
Θn

= (θik,n) = ΦnP, n = 0, 1, 2, ... ,.

(11)

차원이 p×p인 행렬 Λ 는 양정치(positive definite)이므로 PΛṔ=Ip의 조건을 만족하는
정칙행렬(nonsingular matrix) P가 존재하고 P는 Λ의 Choleski 분해(decomposition)의
하위삼각행렬(lower triangular matrix), 즉 PṔ=Λ의 관계가 성립한다.31) θik,n은 n시차
이전에 변수 k에서 발생한 충격에 대한 변수 i의 반응을 의미한다. 식 (11)의 충격함수
는 오차항의 변형된 형태라 할 수 있다. 즉 ωt=P-1εt이며 공분산 행렬 Λ =E(ωtωt́)=Ip의
관계가 성립한다. 이동평균의 형태는
ε

ω

Xt = n=∑∞ 0 ΦnPP-1εt-n = n∑=∞ 0 Θnωt-n.

(12)

구체적인 추정방법은 일련의 연산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는 생략한다.

31) 기술적으로는 하위 또는 상위삼각행렬 어느 것을 취해도 무방하지만 실제 추정에서는 변수
들의 순서를 달리하면 충격반응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므로 변수들의 순서를 배열하는 것과
상위 또는 하위삼각행렬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올바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대단히 중
요하다.
하위삼각행렬을 취할 때는 변수들 중에 가장 외생적인 변수(the most exogenous
variable) 부터 선정하고 가장 내생적인 변수(the most endogenous variable)를 마지막에 오
도록 배열하고 상위삼각행렬을 취할 때는 반대로 순서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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