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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요약 및 정책건의

1 연구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최근 전국적으로 청년실업의 심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따른 

신규 일자리 수요 증대 등의 문제로 인해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서울시는 이러한 상황에 부합하여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창업센터, 취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청년 일자리 창출,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등의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운영상 많은 비효율도 제기되고 

있음

◦ 이 연구는 서울시정의 다양한 정책 영역 중 현 시점에서 시급성이 큰 

창업 및 취업 정책을 중심으로 시정의 합리적 개선을 모색하고자 함

- 특히, 창업센터와 취업센터관련 정책을 진단하고 현안을 도출함으

로써 이들 일자리관련 센터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이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며, 첫째, 서울시 운영 청년, 장

년, 기술 창업센터 등의 현황과 운영 실태를 진단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안(2장)

◦ 둘째, 일자리플러스센터,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여성 취업알선센터 

등 계층별 취업센터 현황을 파악하고, 운영 실태를 진단하여 그 개선

방안을 제안(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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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된 연구기간 동안 효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문헌조사, 

통계조사, 설문조사, 전문가 인터뷰, 사례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함

- 문헌조사: 서울시 창업‧취업 지원 정책 관련 보고서, 창업‧취업센터 

운영 관련 내부조사 자료, 창업‧취업센터 운영 규정 등

- 통계조사: 서울시 창업 관련 현황(창업률, 분야별 창업 현황 등), 취

업 관련 현황(취업률, 분야별/연령별 취업률 등)

- 설문조사: 창업센터 운영주체, 입주기업, 졸업기업, 중도퇴거기업 

대상 심층 인터뷰 및 설문조사, 취업센터 운영주체, 구직자, 구인기

업, 취업자 대상 심층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시행

◦ 전문가 인터뷰 : 창업‧취업센터 관련 실무자, 민간 창업‧취업 기관 관

계자 대상 심층의견조사 시행

2 주요 연구결과

2 1 주요 현황

2 1 1 창업보육센터 현황 

◦ 서울에 총 54개 창업보육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이 가운데 13개가 

서울시가 운영하며 이외 대학(19개), 자치구(13개) 등이 각각 운영

- 서울시 창업보육센터는 청년창업센터, 장년창업센터, 창업플러스

센터와 창업지원센터, 신기술창업센터 등이 있으며, 대학이나 자치

구의 창업보육센터는 대부분 중소기업청 지원으로 운영

◦ 13개 센터 중 8개 센터는 SBA에서 위탁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5개 

센터는 다른 산하기관에서 운영 중

- 대부분 2009년 이후 설치(신기술창업센터 제외)되었으며, 예비창

업자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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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보육센터별로 지원서비스는 입주공간 제공을 필두로 해서 컨설

팅, 홍보마케팅, 교육 등의 서비스가 주를 이룸

- 청년창업센터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입주공간제공, 창업활동

비, 창업교육, 마케팅 등 지원서비스를 제공

- 창업지원센터, 신기술창업센터는 창업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입주

공간제공, 경영기술컨설팅, 홍보마케팅 등 지원서비스 제공

구  분 지원사업 인원
예산

(2012)

청년창업센터
(강북, 강남)

-입주자 교육(모니터링, 창업교육, 코칭, 컨설팅), 홍보･마케팅 
지원

-창업활동비 지원, 제품화, 디자인 및 특허 지원 등
13명

20억 원창업플러스센터
-입주자 교육(모니터링, 창업교육, 코칭, 컨설팅), 홍보･마케팅 
지원

-창업활동비 지원, 제품화, 디자인 및 특허 지원 등, 창업공간 제공
4명

장년창업센터
-창업희망자 입주공간 제공, 홍보･마케팅 및 판로 지원
-전문직 은퇴자 재능기부형 컨설턴트 육성을 위한 
희망설계아카데미 운영

6명

서울창업지원센터
-창업 초기 공간 제공, 경영기술컨설팅, 교육 및 홍보･마케팅 지원
-G밸리 협력사업 추진

3명 2억 원

서울신기술창업센터
-창업 초기기업의 공간 제공, 경영기술컨설팅 및 홍보･마케팅 지원
-전시회 참가지원, 벤처지원 및 BI 네트워킹 사업 추진

7명 2억 원

성수IT종합센터
-IT기술융합과제, 수제화산업 마케팅, 투자유치, 기술사업화 지원
-미래성장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홍보･마케팅･경영 지원

4명 7억 원

표 1 서울시 창업센터 지원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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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2 취업센터 현황 

◦ 현재 서울에는 총 106개의 공공취업센터가 운영 중이며, 그 성격상 

‘종합형 센터’와 ‘특화형 센터’로 구분 가능(아래 [표] 참조)

-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형 센터는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와 ‘자치구 취업정보센터’가 해당되며,

- 특화형 센터로는 ‘여성관련취업센터’(47개), ‘고령자취업알선센

터’(25개)가 대표적

구분

종합형 취업센터 특화형 취업센터

일자리플러스
센터

자치구
취업정보센터

여성관련
취업센터*

고령자취업
알선센터

서울인생 
이모작지원센터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이용자 제한없음 제한없음
취업교육 
필요 여성

55세 이상 
고령자

55세 이상 고령자
장애를 
보유한자

기관수 1개 27개 47개 25개 1개 1개

인력규모
(개소당)

22명 2~3명 *참조 각 1~3명 15명 16명

특성 1:1 맞춤 상담 취업알선
창업보육 
직무교육

취업적응
교육 등

전문직 
은퇴자지원

취업기관간 
연계관리

주1)그 외, 기술교육센터4개, 국가보훈처(재대군인취업지원센터) 1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주2)*는 여성능력개발원 1개(7명 내외), 여성발전센터 4개(5명~12명), 여성인력개발센터 17개(각 
5~7명),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5개(4명~9명)

표 2 서울시 취업센터의 종류 및 현황 

◦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제외한 모든 취업센터들은 민간위탁으로 운영

- 일자리플러스센터의 경우 2012년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다가 

2013년부터 22명의 상담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 고령자취업알선센터는 노인종합복지관,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함

◦ 원서비스는 취업알선･상담 외에도 구인기업개발, 교육 및 훈련서비

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기관별로 특화영역이 다소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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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플러스센터]는 맞춤형상담, 고령자 및 여성취업센터는 수요

기반 직업훈련, [자치구 취업정보센터]는 공공일자리 중심의 취업알

선에 중점

2 2 주요 현안문제

2 2 1 창업센터 현안문제

1) 운영정책을 둘러싼 구조적 불합리성 

◦ ① 예비창업 단계 중심의 센터운영과 센터 간 연계체제 부족

◦ 현재 창업센터는 주로 예비창업단계(Pre-BI) 지원에 주력하는 반

면, 실행단계 지원은 미흡하고 성장단계 지원은 부재

- 창업에 성공하려면 잠재적 역량이 큰 창업주체를 대상으로 창업진

행 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

- 현재 청년창업센터 등 4개의 센터가 예비창업단계를 지원하고, 신

기술창업센터 등 3개의 센터는 창업실행단계 지원에 해당(특화 센

터 제외)

- 예산 측면에서도 예비창업단계지원 센터(4개)는 연간 20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반면, 창업실행단계지원 센터(3개)는 39억 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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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창업단계(Pre-BI) 센터 : 청년창업센터, 장년창업센터, 창업플러스센터(1,670개 기업 보육, 208억 원)
○ 창업실행단계(BI) 센터: 신기술창업센터, 창업지원센터, 성수IT종합센터(126개 기업 보육, 39억 원)

◦ 이전 단계의 지원이 후속 단계 지원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현행 

구조도 개선이 필요 

- 기술기반 창업이나 사회적경제 분야 창업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

하려면, 개인의 열정과 노력에 더해 꾸준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필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창업단계형(Pre-BI) 센터는 생계형창업 지

원이 주를 이루는 반면, 창업실행단계형(BI) 센터는 기술창업 지원

이 주를 이루는 상이한 운영체계로 센터 간 단절이 존재 

- 이는, 상이한 본청 조직(과)에서 개별적으로 센터를 관리･운영함으

로 인해 발생

○ 일반창업: 통신판매업, 유통업 등, 기술창업: 첨단기술기반(IT, BT, NT 등),지식창업: 
지식서비스기반(문화콘텐츠, 디자인 등), 사회적경제창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유경제 등

◦ 예비창업단계 지원이 “단순 생계형창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도 문제

- 일반창업, 특히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과 같이 이미 시장포화상

태에 도달한 생계형 창업 지원이 전체의 48%를 차지 

- 이러한 구조는 기본적으로 생계형창업의 비중이 높은 점에서 비롯

하나, 센터를 단기 양적 성과 위주로 운영하는데도 기인

․ 입주기업 선정이 단기에 다수를 대상으로 하려다보니, 선정도 용이

하고 사업화(창업)도 손쉬운 생계형 창업에 편향

◦ ② 연령계층에 특화된 창업센터 운영모델은 실효성 부족

◦ 현재 주력 창업센터인 청년, 장년 센터는 연령을 고려한 특화형 센터

로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 센터 운영에서 지원서비스 수요에 대한 차



요약 및 정책건의 9

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운영실태 조사 결과)

- 즉, 청년창업이든 장년창업이든 기본적으로 공간제공, 창업교육, 비

즈니스컨설팅, 마케팅(판로개척) 지원 등의 요구가 일반적(보편적)

◦ 아울러, 장년창업센터는 창업활동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도 미미

- 청년창업센터와 달리 창업활동비 지원이 없고, 변동좌석제 등 입주기

업의 안정감이 약해, 장년창업센터의 창업률은 30%에 불과한 실정

2) 실적중심주의 운영시스템에 따른 정책효과의 저하

◦ ① 단순 창업률 달성과 비현실적 목표설정 등의 과도한 실적주의

◦ 단순 창업률 제고에 급급한 실적주의는 정책의 실효성을 약화시키

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

- 창업 이후 안정화에 이르기까지 평균 5년 이상이 소요되는 현실을 

고려 시,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후속 모니터링과 지원이 긴요

- 이를 고려해 창업 이후를 고려한 전주기(全週期)형 정책지원체계 구

축이 효과적 모형

◦ 이러한 여건 속에서 1,50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예비창업자를 선

정해 제한된 예산(200억 원)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운

영방식으로 인해 센터 운영이 형식화되는 경향 존재 

- 청년창업사관학교의 경우 300인 정도를 대상으로 25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기술개발-시제품제작-시험생산-마케팅지원을 단계별로 제공 

․ 청년창업사관학교(중소기업청)는 엄격한 절차를 통해 입주기업을 

선발하여 집중적인 전주기형 창업지원(1인당 8,300만 원(서울시 

1,300만 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88%의 창업률을 달성하

고 있음

◦ ② 과도한 실적주의는 입주기업 선정 부실화 유발 요인으로도 작용

◦ 대규모 인력을 단기에 선발해야 하는 심사방식은 불가피하게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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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적격자를 엄선하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를 형성

- 3,500명이 넘는 대상자를 서면심사(1차)를 통해 2,300여 명을 하루 

만에 선정 

- 면접심사(2차)에서도 개인당 발표 5분, 질의 10분을 통해 1,500명 

선발

◦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실한 대상자 선정은 높은 중도퇴거율이나 저

조한 창업률로 이어지고 있음

- 선발인원 대비 졸업후 창업률은 1기(2009∼2010년)는 37.2%이

고, 2기와 3기 또한 50% 미만 수준(*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률 

88%(2011년))

3) 센터별 서비스(기능) 수행을 둘러싼 추가 현안

◦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에서 운영하고 있는 8개 센터(전체 13개)

는 특성화 고려가 부족한 채 획일적 서비스와 수동적 운영

- 본 운영실태조사 결과, 교육의 경우 다양한 분야의 입주자를 대상으

로 운영하고 있어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며, 코칭 또한 실

효성이 부족하다고 제기

- 창업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도 기관 전체평가의 일부 요소로 환원되

어 운영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상세한 평가가 곤란한 실정

- 차제에 창업센터에 대한 독자 평가체계를 갖추는 한편, 현재 SBA를 

중심으로 한 창업센터 운영위탁 전반에 대해서도 재검토 필요

◦ 창업센터의 교육 및 컨설팅 관련 서비스의 실효성도 미흡한 실정

-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마케팅･재무･리더십에 관한 이론지향적 교

육을 의무 이수케 하고, 코칭프로그램도 강의중심으로 운영되어 입

주기업의 불만 존재

◦ 입주기업의 평가는 창업지원비 결정과 중도퇴거를 판단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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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정보이나, 평가는 물론 결과에 대한 환류 또한 형식적으로 운영

- 평가는 창업활동보고서에 대해 단순 확인(유선이나 이메일을 통해)

하는 정도이며, 평가기준 및 결과에 대한 환류절차는 거의 미비

◦ 창업센터와 타 기관(부문)과의 연계･협력 강화도 필요

- 청년창업센터의 경우, 대학의 창업활동과 적극 상호연계하는 것이 

바람직

- 성수IT창업보육센터처럼, 지역사회산업구조와 괴리된 창업지원도 

전면 개편 필요

2 2 2 취업센터 주요 현안

1) 계층(연령)별 일자리 수요에 부합하는 취업지원체계 미흡

◦ ① 노동시장 계층 분화에 대한 대응체계 미흡

◦ 청년층 및 고령층 일자리가 부족한 가운데 연령계층별로 노동시장 

분화에 따른 (신규)정책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 ‘베이비부머 은퇴’에 따른 고령층 신규일자리 수요, 청년구직자 내 

숙련자와 미숙련자 간 노동시장 이중화와 상이한 일자리 수요 등

◦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공공취업센터 차원에서 연령계층, 특히 

청년층에 대한 정책대응은 다소 미흡한 실정

- 청년층 정책수요를 전담하는 특화형 취업센터가 부재하고, 청년층 

고용시장 내에 계층분화에 따른 지원서비스는 다소 미흡 

◦ ② 소규모 센터의 분산 배치로 인한 서비스의 단순화･획일화

◦ 고령층 및 여성층 취업센터는 다수의 소규모 센터로 분산되어 규모

의 경제(효율화)를 기하기 불가능한 구조임

- 고령층 취업센터는 25개의 센터에 1∼3인의 인력이 분산 배치되어 

있고, 여성층 취업센터도 22개 센터에 평균 7인 정도가 분산 배치되

어 있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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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구조는 방문구직자에 대해 극히 초보적 상담･알선 수준의 단

순 기능을 획일적으로 수행하는 비효율적 운영체계를 형성

- 대다수 센터들이 유사서비스를 획일적으로 제공하는 바, 최소한의 

독자적 기능수행도 기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임

2) 서비스 질적 수준 미흡과 전문성 부족

◦ ① 취업센터의 서비스 질적 수준 미흡

◦ 취업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알선･상담 외에 전･후방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현재의 서비스는 여러 한계를 노정

- 이러한 한계로 인해 현재 취업센터에 의한 취업률은 42.6%에 불과

하고 주로 공공일자리 중심이어서 그 성과가 저조(*고용노동부 고용

센터는 49.5% 수준)

◦ [구인기업 발굴과 구직자 확보] 취업 중개･알선의 선순환 체계를 위

한 선결요건(출발점)으로서 중요한 요소이나, 현재는 고용노동부 

DB정보를 단순 이용하는 수준에 불과 

-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예외적으로 구인기업 발굴 노력을 하고는 있으

나 아직 체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지는 못함

- 아울러, 성공적인 민간취업포털에서 볼 수 있듯이 센터의 질적 고도

화를 위해서는 저학력, 저숙련 위주의 구직자풀에 대해서도 획기적 

개선 필요 

◦ [알선･상담 서비스] 무엇보다도 구인기업이나 구직자에 관한 상세 

정보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는 전문성이 크

게 부족 

◦ [교육･훈련 서비스와 사후관리서비스] 이들 서비스는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으므로 획기적 개선 필요

- 취업관련 교육의 경우, 서비스자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거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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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함

- 사후관리서비스는 취업알선의 성공과 정책의 효과를 위해 중요한 

요소이나 특정 시점(6개월)에서 구직자 대상으로 취업지속 여부를 

단순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

◦ ② 취업센터(인력)의 전문성 부족

◦ 센터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높은 성과를 위해서는 인력의 전

문성이 핵심 요소이나 현재의 인력충원, 특히 특화형 센터는 전문성

이 크게 부족 

- 취업센터의 상담사는 회사경력이 미미한 경력단절 여성이나 사회복

지사 위주(가령, 고령자취업알선센터)로 구성되어 노동시장 동향이

나 현장실무지식이 매우 취약

- 전문성 강화를 위한 중간관리층 확보와 상담사에 대한 체계적인 재

교육프로그램 관련해 적절한 예산체계 뒷받침이 미흡

◦ 아울러, 다수의 취업지원센터는 저임금과 고용불안 등으로 이직률

이 매우 높아 전문성 저하 등의 악순환을 초래

- 여성취업센터는 인건비가 타 기관에 비해 낮은 수준(132만 원)이며, 

업무강도도 높은 편임(여성능력개발원의 경우 자체조사 결과 1인 

연평균 업무량이 기본근로시간을 크게 상회)

3) 취업률 실적 위주의 획일적 성과평가체계

◦ 전체 기관평가와 취업센터평가가 미분리되어 있고, 취업률 위주로 

평가

- 현재 센터 자체에 대한 평가는 없으되, 상담사에 대한 평가는 단순 

양적 실적지표 위주(취업 건수, 구직자대비 취업률 등이 47% 차지)

◦ 반면, 구직자 취업의 질, 취업 유지율 내지 지속률, 구인기업 취업알

선서비스 만족도 등과 같은 질적 측면에 대한 평가는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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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정규직 알선보다는 단기간 실적화가 

가능한 비정규직 알선에 치중하고, 취업유지율과 같은 더 중요한 질

적 지표는 상대적으로 소홀

- 위탁을 통해 수행되는 취업센터의 경우 이러한 평가체계 및 그 결과

에 따라 위탁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므로 취업 건수에 초점을 두고 운

영하게 됨

3 정책 건의

3 1 창업센터 개선방안

1) 서울시 창업지원 조직 및 기능 재정립

◦ ① 창업활성화･다양화를 위한 창업지원 조직 및 기능의 재정립

◦ 생계형 창업 위주에서 탈피해, 기술･지식･사회적경제 관련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직 및 기능 측면에서 현행 창업지원체계 재정립

- 예비창업단계(Pre-BI) 센터는 기술창업/지식창업/사회적경제 창

업과 같이 영역별 맞춤형 창업센터체제로 구조개편하고, 

- 창업실행단계(BI) 센터는 기술창업 및 지식창업 분야 센터 중심으로 

특성화

- 현재는 부재한 성장단계(Post-BI) 센터는 기존의 일부 창업센터를 

활용해 신규 구축하는 방향을 검토 

◦ 이러한 방향에 입각해, 현행 청년창업센터와 장년창업센터는 영역

별 창업센터로 기능을 전환하고, 신기술창업센터와 창업지원센터

는 기술 및 지식창업센터로 특성화하고 그 역할도 대폭 강화

- 아울러, 성장단계(Post-BI) 센터는 창업플러스센터, 동북부창업센

터, 그리고 최근 설치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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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식 
창업지원센터

기술창업센터

지식창업센터

사회적경제
창업센터

신기술창업센터

창업지원센터

현행 개편 후

예비창업단계
(Pre-BI)

창업실행단계
(BI)

예비창업단계
(Pre-BI)

창업실행단계
(BI)

성장단계
(Post-BI)

청년창업센터

장년창업센터

창업플러스센터

신기술창업센터

창업지원센터

단절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센터

전단계 졸업생 선발

<창업단계별 지원의 주요 내용>
-예비창업단계 지원 : 공간제공, 기술개발지원, 창업교육, 비즈니스컨설팅 등
-창업실행단계 지원 : 공간제공, 시제품제작, 애로기술 컨설팅, 기술사업화, 인증 등
-성장단계 지원 : 공간제공, 투자유치 및 자금지원, 판로개척, 홍보마케팅, 해외바이어 유치 등

◦ ② 전주기형(全週期型) 창업지원체계 구축

◦ 일반창업(특히 생계형 창업)과 달리, 기술 및 지식창업, 사회적경제 

창업의 경우 지속 성장으로까지 이어지려면 전주기적 지원체계가 

바람직

- 이를 위해 예비창업단계(Pre-BI)를 졸업한 우수기업을 엄선해 창업

실행단계(BI)와 성장단계(Post-BI)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 

- 사회적경제창업의 경우, Pre-BI단계를 졸업한 기업이 재선발과정

을 거쳐 Post-BI단계에서 후속지원(판로개척, 홍보마케팅, 자금지

원 등)을 받도록 지원체계 구축

․ 전주기형 창업지원체계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재 분산된 

담당 부서를 통합 주체로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 한편, 생계형 창업은 구조고도화 및 업종전환 지원을 위한 컨설팅서

비스 및 교육서비스 지원 등 센터 지원보다는 서비스 지원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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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도한 실적주의 운영체계의 합리적 개선

◦ ① 질적 성과체계 구축 및 지원규모의 재설정(재조정)

◦ 현행 창업센터는 창업자 수나 창업률 같은 단순 실적치에 치중하므로, 창

업의 지속성이나 성장성 등을 기반으로 한 질적인 성과체계로 전환 모색 

- 창업자 수 증가, 창업률 등과 같은 양적 실적중심의 성과지표 대신, 

창업활동의 질적 측면이나 입주기업 만족도 지향의 성과지표를 개

발･도입

․ 창업의 질적 측면과 관련해, 생존율(3년 또는 5년), 기업성장성 등의 

지표를 고려

◦ 지원규모도 합리적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창업률이

나 지원금 규모 등을 고려해 입주기업 규모를 현실화하는 방안 강구

- ① 창업률을 고려한 입주기업 규모 설정 : Pre-BI센터의 경우 선발

인원 대비 창업률이 50% 수준인 바, 지원대상규모를 현재의 

60%(900명) 수준으로 조정

- ② 적정 지원금을 고려한 입주기업 규모 설정 : 현재의 두 배인 

2,600만 원으로 증액 시 약 830명으로 축소되며, 이는 청년창업사

관학교 지원금의 30% 수준

◦ ② 창업자 양산을 위한 무리한 입주기업 선발체계도 개선

◦ 근본적으로 입주기업 규모를 현실화하되, 심층적인 입주심사가 가

능하도록 다각적으로 심사의 내실화 모색

◦ 서류심사(1차)와 면접심사(2차) 모두 동일하게 구성된 평가지표를 

상세화하고 심사단계별로 다양화

- 사업의지 및 마인드, 아이템 및 기술성, 시장성, 파급효과 등 추상적

으로 제시되어 있는 기존 평가지표를 측정 및 평가가 가능하도록 상

세화하는 한편, 

- 서류 심사단계에서는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을 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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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심사에서는 경영자 역량 및 마인드 등 위주의 평가지표로 특성

화함

◦ 특별전형 등을 통한 입주기업 선발방식의 다양화

- 서울시 소재 대학생 대상 창업 콘테스트 개최를 통해 특화분야별(기

술창업, 지식창업, 사회적경제창업) 우수 입상자 선발

3) 창업센터 운영의 효율화 및 활성화

◦ ① 창업센터 (위탁)운영의 경쟁체제 도입

◦ 현재 SBA 중심의 창업센터 위탁운영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평가체

계가 부재한 폐쇄적 운영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

◦ 모든 센터를 대상으로 독자적 평가시스템을 도입, 주기적으로 평가

를 시행하고, 평가결과를 위탁 재계약 시 반영

- 2014년부터 매년 정기평가를 시행해서, 평가결과를 재계약 여부에 

반영

- 재위탁이 적정하지 않다고 평가될 때는, 개방형 민간위탁운영체계

로 전환하여 재단･협회, 대학, 민간기업 등의 다양한 주체 참여 고려

․ 기술 및 지식 창업센터는, (사)벤처기업협회(서울벤처인큐베이터), 

한국기술벤처재단(홍릉벤처밸리창업보육센터) 등 다양한 운영주체

를 고려

․ 사회적경제 분야 창업센터의 경우, 아직은 창업보육 경험을 보유한 

기관이 미비하므로, 일부 지원서비스(교육, 비즈니스컨설팅 등)의 

위탁운영 추진도 고려함

◦ ② 창업활성화를 위한 센터 내 교류 네트워크 촉진

◦ 창업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비 또는 초기 창업자들이 가

장 필요로 하는 투자 유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한바, 다음과 같은 방

안을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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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인맥 구축을 위한 교류 프로그램 강화

- 창업성공사례 경진대회, 성공 벤처기업가와 청년창업자의 만남, 창

업 기술･아이템 교류회 등 상시적인 네트워킹 프로그램 강화

◦ Ⓑ예비창업자 크라우드 펀딩 프로그램 도입･운영

-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해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

집하는 크라우드 펀딩 프로그램 도입･운영

《크라우드 펀딩 사례 –킥스타터(미국)》
○ 투자금 조달을 희망하는 벤처기업은 킥스타터 사이트에 프로젝트 비디오 프레젠테이션, 상세한 제품 사진 
및 생산계획과 목표 모금액을 게시
 - 투자가들은 어떤 식으로도 해당 벤처기업에 대한 지분을 가질 수 없으며, 금전적 수익 대신 후원금에 대한 
보답품이나 기업 후원자라는 크레딧을 갖게 됨.

◦ Ⓒ투자 활성화 프로그램 강화

- 벤처캐피탈, 신용보증재단, 민간기업 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예비

창업자의 시제품설명회, 데모데이(창업자와 투자자 연계) 등의 행사

를 다양화

《입주기업이 주도하여 네트워킹이 활성화된 창업센터 사례 -D.CAMP》
○ D.CAMP는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이 2012년 설립
○ 창업자들은 센터이용을 위해 복잡한 행정 서류작성이나 강제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은 없으며, 창업 
인맥을 쌓는 ‘네트워킹’을 중점 추진
 - 창업기업 종사자부터 정부, 벤처캐피털(VC) 관계자까지 다양한 창업 관계자들이 모이며, 투자 유치를 
위한 각종 행사 활성화
 - 특히, 은행연합회 회원사(18개 시중 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산하기관(20개)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1,000억 원을 투자 지원

◦ ③ 입주기업 평가방식 및 환류체계 질적 개선

◦ 창업활동보고서 위주의 형식적 평가에서 탈피해, 실제 입주기업에 

대한 현장실사와 세부 실적자료 증빙 등을 통해 모니터링･평가함 

◦ 평가결과의 실효성(구속력) 강화를 위해서도 창업활동비 지원도 차

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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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당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이에 상응해 지원대상자 규모는 

30%(현재 90% 수준) 이하로 재조정하고 차등 지급

◦ 입주기업의 평가결과 환류도 미비되어 있으므로 환류체계를 강화하

되, 입주기업 요구 시 문제해결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④ 창업활성화를 위해 대학과의 협력체계 강화

◦ 서울시 창업센터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서비스의 고도화 및 특성화

를 위해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를 활용

- 기술창업･지식창업 분야의 경우, 대학 창업보육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컨설팅 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을 위탁

- 사회적경제 분야의 경우도 해당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있거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나 공공기관에 위탁 

◦ 서울시 창업센터 입주기업이 대학 창업보육센터의 장비 및 실험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

- 서울시 창업센터에서는 기술･지식창업 등에 필요한 실험장비 및 실

험실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만큼, 대학 인프라 활용을 위한 협약체결 

및 사용료 지원

․ 가령, 시제품 제작단계에 필요한 제타 전위측정기, X-선회절분석

기, 디자인에 필요한 입체 3D 모니터, 문화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엑

스센스 자이로 모션캡쳐 등

◦ ⑤ 진흥지구 내 창업보육센터의 지역사회경제와의 연계 강화 

◦ 진흥지구가 입지하는 지역사회 주력산업 분야의 영세소기업을 입주

시켜 시장안착을 지원하는 동시에 해당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

◦ 이를 위해, 입주기업 선정 시 해당 지역사회 주력산업 분야의 영세소

기업이나 청년층 예비창업주체들에 대해서는 가점 적용

- 가령, 성수 IT진흥지구 내의 수제화 분야의 경우 입주 시 가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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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취업센터 개선 방안

1) 연령계층별 맞춤형의 취업지원체계 강화 및 센터 간 역할분담

◦ 창업센터와 달리, 취업센터는 연령이나 교육수준 등의 계층별 고려

가 중요하므로 연령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 필요

◦ 이를 위해, ‘종합형센터’와 ‘특화형센터’로 이원화된 현 취업센터 체

제를 다음과 같은 연령계층 기반의 특화형 체제로 개편

◦ ① 청년계층 : 청년층 특화형 취업센터 설치･운영

◦ 심화되는 청년실업과 증대되는 구직수요를 고려해 ‘청년취업센터’

(가칭)를 설치･운영

- 민간의 취업알선기관(취업포털)이 경력･전문직 구직자 위주로 운영

되는 현실을 감안해, ‘청년취업센터’(가칭)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

하려는 대졸 청년층이나 비숙련(고졸) 청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양질

의 일자리를 상담･알선

◦ ‘청년취업센터’(가칭) 설치는 행･재정적 부담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신규 설치보다는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함

- 현행 일자리 관련 기관인 일자리플러스센터나 청년일자리허브 산하 

부설기관으로 청년특화형 취업센터를 설치

- 일자리플러스터센터와 청년일자리허브의 두 기관을 고려 시, 기능

적 연속성이나 업무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청년일자리허브 활용방

안이 비교우위를 가짐 

․ 이 경우, 특화형 센터로의 전환에 상응해 일자리플러스센터도 근본

적 기능재설정 필요

◦ ② 기존 특화형 센터 : 기능강화와 통합적 운영체계 확립

◦ 현재 운영 중인 특화형 센터들(여성관련 취업센터, 고령자취업센터, 

장애인관련 취업센터)의 취약한 기능을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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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층 취업센터는 알선･상담 외에 구인기업 발굴과 (재)교육 기능 

보강 

- 고학력 위주의 베이비부머 세대 유입 추세를 고려해 구인기업 발굴 

강화

- 저학력의 고령층 구직자에 대해서도 새로운 고용환경이나 기술변화

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서비스(특히 취업교육)도 강화

◦ 여성층 취업센터는 알선･상담 기능의 충실화와 다양한 구직자 확보

- 직업훈련 서비스에 편향된 센터운영에서 취업 알선･상담 기능을 대

폭 강화

- 취업알선도 직업훈련 대상자 위주에서 탈피해 구직자 발굴 다양화 

노력 필요

◦ 장애인 취업센터는 장애인의 특수성을 감안해 토털서비스 제공

- 현재 2.9%에 불과한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의 장애인지원정

책과 연계한 구인기업 발굴과 직업훈련정책과 연동하여 센터 운영

◦ 아울러, 현재 소규모의 분산형 구조로 되어 있는 특화형 센터의 운영

(조직)체계를 권역에 기반한 통합운영(조직)체계로 전환 

- 향후에는 권역별 기반으로 센터를 통합한 운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규모의 효율을 기하고 독자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권역별 통합운영체계 구축 시, 일자리플러스센터 규모의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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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종합형 취업센터 : 핵심역량 중심으로 기능 재조정

◦ 상기 특화형 취업센터들의 구조개편에 상응하여 종합형센터인 [일

자리플러스센터]나 [자치구 취업정보센터]도 기능 재정립

◦ [일자리플러스센터] 타 센터와 동질적 기능수행이나 유사서비스 제

공에서 벗어나, 특화형 센터들에 대한 지원기능을 전담하는 ‘허브형 

센터’로 전환

- ‘허브형 센터’로의 기능전환에 상응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함

․ 전 연령계층 대상의 구인기업 및 구직자 발굴, 정보의 검증, 등록, 갱신

․ 상담사 및 구직자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기획 및 시행, DB 구축

․ 구직자 대상 온라인 커뮤니티 구축, 운영 및 관리

- [자치구 취업정보센터] 전 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되, 이용자 접근

성 향상을 최우선 고려해 지역사회밀착형 종합 알선･상담기능으로 

특성화

- 과거 자치구 취업정보센터는 주로 저학력･저소득자를 대상으로 공

공근로, 행정인턴십 등 공공일자리 알선업무를 주로 제공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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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에는 지역사회밀착형 종합 알선상담 기능을 수행하되, 특화형 

센터들과의 연계, 특히 조직 및 인적 연계를 강화하도록 특화형 센터

로부터 인력파견도 검토

2) 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인력의 전문성 강화

◦ 현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나 다양성이 미흡해 단순 알선･상담 위주

로 운영되는 취업센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들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고, 그 일환으로 인력의 전문성도 제고함

- ① 구인구직 개발 및 DB 구축, ② 교육･훈련 서비스, ③ 사후관리 서

비스

◦ ① 구인구직 발굴 채널의 다각화와 민관협력체계 구축

◦ 기존의 민간취업기관으로부터 얻거나 공개된 인터넷 정보에 기반하

던 것에서 탈피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구인･구직정보 획득

- 구인기업 정보가 밀집한 기관(협회)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주기적

인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및 갱신 보장 

- 중견기업연합회, G밸리기업인연합회, 특성화고, 대학취업지원실 

등 청년 구인구직 정보가 풍부한 채널을 발굴

◦ 구인구직 정보 확보를 위해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

- 구직자가 선호하는 市 공기업 취업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구직자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서울시의 경쟁력 확보

- 신입･비숙련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구인구직DB 확충을 위해 

민간 취업포털과의 구인구직DB 공동 구축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

◦ 구직자 온라인커뮤니티 구축･운영하여 구직자 간 정보공유 촉진

◦ ② 교육훈련서비스의 개선･강화

◦ 현재 일자리 알선의 일환으로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으나, 전반적

으로 그 효과가 크지 않는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적극적 개선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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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서비스 내용과 전달방식 질적 개선, ② 취업알선과 직업훈련의 실

질적 연계 강화

◦ [취업관련 교육서비스] 일대일 컨설팅 방식을 강화하고 현장중심형 

교육으로 내용도 개선

- 구직자의 취업 관련 교육서비스 요청 시 실시간으로 컨설팅 방식의 

서비스 제공

- 기업 인사담당자 등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생생한 취업교육 시행

◦ [직업훈련 서비스] 현재와 같은 단순한 기관 소개 수준에서 탈피해 

구직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서비스 제공

- 구직자가 필요한 직업훈련이 무엇인지 찾아주는 진단서비스를 제공

- 아울러 구직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직업훈련 교육과정 알선서비스 

제공

․ 이를 위해 다양한 직업훈련 교육프로그램의 DB化 선행 필요 

◦ ③ 사후관리서비스 실효성 강화

◦ 현재에도 취업자 대상으로 사후관리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

분히 형식화되고 있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현재는 취업 후 6개월에 1회 연락을 취하여 취업유지 여부 정도 확

인하는 수준

◦ 향후에는 사후관리를 보다 실질화하고 취업 후 다양한 상황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서비스 표준 매뉴얼을 도입함

- 취업지속 여부 중심의 단순 사실 확인에서 원인 파악, 취업자의 애로

사항, 고용업체의 취업자에 대한 평가 등을 입체적으로 파악

- 취업 후 초기 3개월까지가 중요하므로 현행 6개월 1회의 연락주기

를 향후에는 3개월에 2회로 횟수를 늘려 선제 대응력을 높이도록 함

- 사후관리에 따르는 다양한 상황에 대응한 시나리오를 매뉴얼로 만

들어 표준적인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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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인력의 전문성 강화

◦ 취업센터, 특히 여성 및 고령자 취업센터의 인력 채용방식 개선 필요

- 직업상담사 및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유자 위주로 채용하는 것에서 

탈피해, 산업경제 여건에 익숙하고 노동시장에 현장 감각이 높은 인

력을 채용

- 이를 위해 직업상담사 및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부가적 요건으로 하

되, 회사 경력(5년 이상), 의사소통 능력 등을 주요 요건으로 설정

- 역량 있는 중간 관리자 확보도 매우 중요하므로 민간취업기관 경험

자를 충원

․ 민간취업기관 전문가 면담 시 자격증 소지 여부보다는 회사경력(5

년 이상) 유무가 관건이고 중간관리자 확보도 중요하다는 의견 청취

◦ 전문인력 유치를 위해 근무여건 개선도 긴요

3) 취업센터 단위의 성과평가체계 도입･강화

◦ 현재 취업센터는 운영의 성과나 효과를 체계적으로 진단･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거의 부재한 실정

- 이는 현재 취업센터를 둘러싼 제도적 여건에서 비롯한 것으로, 

- 모든 취업센터가 특정 기관에 부속된 형태로 설치 및 운영되고 있음

◦ 이에 취업센터를 대상으로 한 독자적인 (성과)평가체계를 도입･운

영함

- 현재 일자리플러스센터는 공무원조직인 창취업지원팀에, 고령자 

및 여성취업센터는 상위기관의 일부 조직으로 속해 성과평가가 기

관평가로 대체･생략됨

- 향후 취업센터들은 소속기관 평가와는 분리하여 취업센터를 평가

◦ 취업센터를 단위로 한 독자적 평가체계 도입과 별도로, 현행의 단순

취업실적 위주의 평가방식에서 탈피해 질적 평가방식을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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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일자리와 민간일자리,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일자리 질을 고려

하여 평가

- 최초 취업여부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 유지율이나 지속률 

등도 평가 지표로 고려

- 구직자 및 구인기업 대상의 만족도를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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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 최근 전국적으로 청년실업의 심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따른 

신규 일자리 수요 증대 등의 문제로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서울시는 이러한 상황에 부합하여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창업센터, 취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적 지원에 따라 청년 일자리 창출,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등의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운

영상 많은 비효율이 제기되고 있다.

- 특히, 창업･취업센터의 경우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

는 지원서비스가 정책의 효과성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 취업･창업 지원에 관련된 다양한 기관들의 조직 간 기능 중복, 조직 

간 과도한 경쟁구도에 따른 상호 네트워크 미흡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1 2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서울시정의 다양한 정책 영역 가운데 현재 시정의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한 일자리･창업 관련 의제를 중심으로 시정의 전략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이 연구에서는 특히 창업센터, 취업센터, 그리고 사회적배려기업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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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마케팅 정책을 체계적으로 진단하여 현안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안할 것임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1 연구의 범위

◦ 이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됨

◦ 첫째, 서울시 운영 청년, 장년, 기술 창업센터 등의 현황과 운영 실태

를 진단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안(2장)

◦ 둘째, 일자리플러스센터,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여성 취업알선센터 

등 계층별 취업센터 현황을 파악하고, 운영 실태를 진단하여 그 개선

방안을 제안(3장)

2 2 연구의 방법

◦ 제한된 연구기간 동안 효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문헌조사, 

통계조사, 설문조사, 전문가 인터뷰, 사례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함

◦ 문헌조사

- 서울시 창업‧취업 지원 정책 관련 보고서, 창업‧취업센터 운영 관련 

내부조사 자료, 창업‧취업센터 운영 규정 등

- 서울시 사회적배려기업 관련 보고서, 사회적배려기업 지원 정책 관

련 내부 보고자료 등

◦ 통계조사

- 서울시 창업 관련 현황(창업률, 분야별 창업 현황 등), 취업 관련 현

황(취업률, 분야별/연령별 취업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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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사회적배려기업 현황(기업 수, 종사자 수, 지역별 기업 수 등)

◦ 설문조사

- 창업센터 운영 주체, 입주기업, 졸업기업, 중도퇴거기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한 운영 실태 분석

- 취업센터 운영 주체, 구직자, 구인기업, 취업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

터뷰 및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취업센터 운영 실태 분석

◦ 전문가 인터뷰

- 창업‧취업센터 관련 실무자, 민간 창업‧취업 기관 관계자 대상 심층

의견조사 시행

- 사회적배려기업 유통지원정책 담당기관 관계자, 사회적경제 지원

기관 관계자, 대상 기업 관계자 대상 심층의견조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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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서울시 창업센터의 혁신화 방안

1 창업센터 현황

1 1 서울시 창업보육 정책의 제도적 여건

◦ 창업보육센터는 중소･벤처기업의 부족한 경영능력과 자원을 지원

하여 창업의 활성화 및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임

- 창업보육센터는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주된 목적으

로 하는 사업장을 말함(「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7항)

- 창업보육센터는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 사업장 및 시설확보

에 어려움이 있는 창업자 또는 예비 창업자에게 작업장 등의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함과 더불어 경영, 세무, 기술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

공함으로써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성공률 향상을 가능하게 함

◦ 창업보육정책은 1990년 「창업기업보육센터 설립･운영지원 계획」

이 의결되고, 1991년 「창업기업보육센터의 설립 및 업무운용 준칙」

의 고시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됨

- 창업보육센터의 개념이 도입된 것은 역외방식(out-of-wall type) 

보육사업인 기술창업보육사업을 1991년 (구)생산기술연구원에서 

시행한 것이 최초

- 지금의 입주방식은 1993년 ㈜중부산업컨설팅의 영동창업보육센터

가 최초이며, 1994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기술창업보육센

터,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진흥공단, 과학기술부 등에서 본격적인 창

업보육 정책을 추진

◦ 창업보육센터 설립･운영 주체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근거하

여 중소기업청장에 의해 지정을 받아야 해당 법에 의해 지원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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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

- 창업보육센터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규정된 시설, 전문인력 확보, 사

업계획 수립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에 의거한 사항을 충족

해야 하며, 

- 중소기업청장에 의해 지정을 받은 창업보육센터는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터 설립 지원금 및 각종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

을 수 있음

◦ 이 외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

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창업보육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제5항에 의거 창업정보 제공과 창업보육센터를 운

영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근거하여 중

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게 되면 중소기업청의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서울시 차원에서도 1996년 서울창업보육센터(現 신기술창업센터)

를 설립함으로써 국내 최초로 지자체 차원에서 창업보육 사업을 추

진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서울창업보육센터는 최초 서울대학교에서 위탁운영하였으며, 

2001년 서울산업진흥재단에서 인수하게 됨에 따라 서울산업지원

센터와 서울창업보육센터를 통합하면서 서울신기술창업센터로 명

칭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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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창업보육센터 시행 연혁

1991년 산업자원부 신기술창업지원사업(생산기술연구원 역외기업지원 형태)

1993년 중부산업컨설팅 영동창업보육센터 설립(최초 민간 보육 센터)

1994년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진흥공단, 과학기술부 창업보육사업 시행

1996년 정보통신부, 서울시 창업보육센터 설립

1998년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사업 확대 시행

2000년 문화관광부 문화사업지원센터 설립

2001년 환경부 환경신기술창업보육센터 설립 

2003년 국방부 국방벤처센터 설립

2005년 창업보육사업 효율성 제고 방안 의결 - 경제정책조정회의

2009년 서울시 강남청년창업센터, 강북청년창업센터, 서울시창업지원센터 설립

2011년 성수IT종합센터, 청년창업플러스센터, 장년창업센터 설립

표 2-1 창업보육사업 연혁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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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서울시 창업센터 일반 현황

◦ 서울시 내 창업보육센터는 총 54개소로 이 중 13개소는 서울시가 운

영하는 창업보육센터이며, 나머지 센터는 대학(19개), 자치구(13개), 

연구소/기타(10개)가 운영하고 있음

- 상기의 창업보육센터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센터와 서울시 

자체 창업지원 정책에 의해 설립된 센터를 통칭

-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는 서울신기술창업센터, 서

울창업지원센터, 성수IT종합센터, 청･장년창업센터(3개소), 창업플

러스센터, 여성창업보육센터(3개소)로 약 1,500개의 입주기업을 보

육하고 있음

․ 청년창업센터, 장년창업센터, 창업플러스센터는 각각 「서울시 청년창

업 1000프로젝트」, 「서울시 장년창업 500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되

고 있는 서울시 자체 창업지원 정책으로 상기의 창업보육센터와는 차

이가 있는 Pre-BI에 해당하나 보육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본 통

계에 포함함

◦ 서울시 창업보육센터를 보육대상기업 기준으로 구분하면 특성화 센

터와 비특성화(종합형) 센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서울시 내에는 종합

형 센터가 33개소로 특성화 센터(18개소)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

- 서울시가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는 종합형 센터(6개소)와 특성화 

센터(6개소)가 비슷한 비중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특성화 센터는 대

부분 여성 특화 창업보육센터(3개소)가 주를 이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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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특성화 센터

종합형 센터 총계
소계 IT 바이오

문화콘
텐츠/앱

기타
성별/

연령층

대학 BI 8 3 1 3 0 1 11 19

연구소 BI 2 0 0 0 2 0 2 4

자치구 BI 0 0 0 0 0 0 13 13

서울시 BI 6 1 0 2 0 3 6 12

기타 BI 4 1 0 1 1 1 2 6

총계 20 5 1 6 3 5 34 54

주) 청･장년창업센터, 서울앱창업센터, DMC 창업센터 모두 포함

표 2-2 서울시 운영 창업센터 유형별 현황

◦ 서울시 관리의 창업보육센터 운영주체를 살펴보면, 총 13개의 센터 

중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이 8개의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의 센터는 민간위탁 및 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음

-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하는 창업보육센터는 대학･자치구･연구소･ 
민간 등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센터이며, 그 외 12개의 센

터가 서울시에서 창업활성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임

- 13개의 창업보육센터 중 8개의 센터를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 위

탁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DMC창업센터는 서울디자인재단, 서울

앱창업센터는 한국생산성본부, 여성창업보육센터는 여성 관련 민

간단체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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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서울시 창업보육센터 관리/운영 주체 현황

◦ SBA가 운영하는 창업센터의 경우 서울신기술창업센터를 제외하고

는 모두 2009년 이후에 설립되었으며, 이 중 예비창업자 지원 센터가 

4개소로 예비창업자 지원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

- 청년창업센터, 장년창업센터, 창업플러스센터는 창업 활성화를 위

한 서울시 일자리 창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예비창업

자를 중점적으로 보육하여 창업을 달성하는 것이 주요 목적

- 이 외 성수IT종합센터는 성수IT산업진흥지구 사업의 하나로 해당 

지구의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위해 창업보육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타 창업보육센터와는 달리 IT업종에 특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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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설립 입주대상 입주기간 업종
운영
주체

담당부서

청년창업센터
(강북, 강남)

2009
20~39세, 창업 1년 
미만 기업

1년
(최대 2년)

전 분야 SBA

경제진흥실 
창업취업지원과

창업플러스센터 2011 청년창업센터 졸업기업 1년 전 분야 SBA

장년창업센터 2011 40대 이상 창업희망자 6개월 전 분야 SBA

서울창업지원센터 2009
예비창업자, 창업 3년 
미만 기업

2년
(1년 연장가능)

전 분야 SBA

서울신기술창업센터 1995
예비창업자, 창업 2년 
미만 기업

2년
(1년 연장가능)

전 분야 SBA

성수IT종합센터 2011 창업 5년 미만 기업
2년

(1년 연장가능)
IT SBA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

표 2-3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운영 창업센터 현황

◦ 중기청 지정 BI와 청･장년창업센터는 창업보육서비스(입주공간, 컨

설팅 등 지원서비스 제공)를 제공하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창업보육 

목표와 대상에서 다소 차이가 있음

- 중기청 BI는 보통 특정 산업 분야의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후 2년~7

년 사이의 기업을 집중적으로 보육하여 입주기업의 압축성장을 목

표로 하고 있으며,

- 청･장년창업센터 및 창업플러스센터는 창업 동아리, 예비창업자들

을 집중적으로 보육하여 창업에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기청의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이 중 서울시가 운영하면서 중기청 BI에 해당하는 서울신기술창업

센터, 서울창업지원센터는 예비창업자와 2년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

로 창업보육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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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청년창업1000프로젝트 청년창업사관학교 민간 인큐베이팅 대학 등 BI

분
야

∙ 지식, 기술, 일반 ∙ 제조업중심 기술업종 ∙ 창의적 아이디어 위주 ∙ IT, 지식서비스 중심

인
원

∙ 1,200개 팀 ∙ 240개 팀 내외 ∙ 4~10팀 ∙ 20개 팀 내외

대
상

∙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 ∙ 창업 후 2~7년 이내 ∙ 창업 후 2~7년 이내

기
간

∙ 1년 간(매년 7월~6월)
 졸업 후 2년 추가지원

∙1년 간(매년 7월~6월)
∙ 3~5년
 설정된 목표달성 

시까지
∙ 2년 + 1년(연장지원)

내
용

∙ 창업활동비(100만 원이내)
∙ 창업사무실 등 공간제공
∙ 코칭, 컨설팅, 창업 모니터링
∙ 졸업 후 기업성장 지원
∙ 판로개척 및 홍보지원

∙ 개발자금: 1억 원 이내 
∙ 창업사무실 등 공간제공
∙ 창업교육, 전담코치 등 

지원
∙ 시제품 제작 등 제품 개발 
기술･장비 지원

∙ 지분투자: 5천만 원 
  이내(엔젤투자자 역할)
∙ 전문가 중심 창업지원단
 - 경영상 어려움 해소

∙ 창업공간 제공 위주
∙ 컨설팅 등 창업활동 

지원

특
징

∙ 청년창업 선도사업
∙ 밀착형 창업활동 관리
∙ 판로개척형 마케팅 

∙ 기술개발 창업지원금 
  최고

∙ 소규모 스타기업 육성
∙ 엔젤투자 네트워크 활용
∙ 지분매각으로 시세차익 

실현

∙ 창업공간지원 중심

표 2-4 서울시 창업보육센터 주체별 특성비교

◦ 창업보육센터별로 지원서비스는 입주공간제공을 필두로 해서 컨설

팅, 홍보마케팅, 교육 등의 서비스가 주를 이룸

- 청년창업센터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입주공간제공, 창업활동

비, 창업교육, 마케팅 등 지원서비스를 제공

- 창업지원센터, 신기술창업센터는 창업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입주

공간제공, 경영기술컨설팅, 홍보마케팅 등 지원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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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원사업
사업예산
(2012)

청년창업센터
(강북, 강남)

-입주자 교육(모니터링, 창업교육, 코칭, 컨설팅 지원), 홍보･마케팅 지원
-창업활동비 지원, 제품화, 디자인 및 특허 지원 등, 창업공간 제공

20억 원창업플러스센터
-입주자 교육(모니터링, 창업교육, 코칭, 컨설팅 지원), 홍보･마케팅 지원
-창업활동비 지원, 제품화, 디자인 및 특허 지원 등, 창업공간 제공

장년창업센터
-창업희망자 입주공간 제공, 홍보･마케팅 및 판로 지원
-전문직 은퇴자 재능기부형 컨설턴트 육성을 위한 희망설계아카데미 운영

서울창업지원센터
-창업 초기기업의 공간 제공, 경영기술컨설팅, 교육 및 홍보･마케팅 지원
-G밸리 협력사업 추진

2억 원

서울신기술창업센터
-창업 초기기업의 공간 제공, 경영기술컨설팅 및 홍보･마케팅 지원
-전시회 참가지원, 벤처지원 및 BI 네트워킹 사업 추진

2억 원

성수IT종합센터
-IT기술융합과제, 수제화산업 마케팅, 투자유치, 기술사업화 지원
-미래성장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홍보･마케팅･경영 지원

7억 원

표 2-5 서울시 창업센터 지원서비스 현황

2 창업센터 운영 실태

2 1 지원서비스 운영 실태

◦ [교육 프로그램] 다양한 업종 및 교육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천편일률적

으로 이론 교육을 의무화하여 진행하고 있어 입주기업의 불만이 제기

-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창업활동 의무사항으로 월 4시간씩 수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 내용이 추상적인 이론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

적인 창업활동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입주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내용의 창업 교육을 수행하다

보니 기초적 지식제공에 국한되어 있으며, 동일한 내용을 되풀이하

여 교육하고 있어 다양성이 부족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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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프로그램 관련 인터뷰 결과
 m 대강당에 집합해서 한 달에 4시간의 집합교육을 하는데 정말 교육이 필요한 사람만 들었으면 좋겠음. 

교육의 수준･단계별 진행 필요하며 수요조사 필요. 상담가 태도가 전반적으로 열의 부족하다고 
생각함(강북센터입주기업)

 m 교육은 강사 수준에 따라 다르나 창업 분야가 다양하고 입주자가 많다보니 분야 포커싱이 되기 어렵고 
일반적 교육에 그침(강남센터입주기업)

◦ [코칭 및 멘토링 프로그램] 컨설턴트 1인당 다수의 창업자를 배정하고, 

월정액 또는 시간당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다양한 창업자의 수요를 맞출 수 없을뿐더러 컨설턴트의 동기부여 미비

- 코칭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센터에서 주기적인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는 

등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입주기업은 일부 코

치들의 전문성과 형식적인 코칭 프로그램 운영에 불만을 제기

․ 일부 코칭 프로그램의 경우 전문적 상담이 이뤄지지 않으며 시간 때

우기 식의 일회성 자문이 주류, 비전문가 창업닥터 배치로 실질적인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코칭 프로그램 관련 인터뷰 내용
 m 코치는 원론적 이야기만 하고 자기 소개에 그치는 등 창업에 도움이 되지 않고 시간 낭비로 그치는 수준. 

향후 평가점수에 반영될까 봐 지속적으로 출석했으나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음(강북센터입주기업)
 m 현재 코칭 그룹핑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음. 현재 코칭 그룹을 통해 커뮤니티 형성하라고 하나 정작 

원하는 것은 다른 분야 창업자와의 네트워킹임(강남센터입주기업)

구  분 매우만족 다소만족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총계

 창업공간 및 공용기기 제공 15 13 1 3 - 32

 창업교육 운영 10 12 5 5 1 33

 코칭을 통한 맞춤식 상담 9 7 9 5 2 32

 컨설팅을 통한 전문가 상담 7 10 9 2 2 30

 멘토링 지원 8 7 7 1 2 25

 창업활동비 제공 10 3 2 1 - 16

 자금융자･보증 지원 7 5 8 3 2 25

 마케팅･홍보 등 판로개척 지원 9 8 6 2 - 25

표 2-6 창업센터 지원서비스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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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마케팅 서비스] 제공되는 서비스가 포괄적인 수준이라 창업

업종에 따라 홍보･마케팅의 차별화가 없으며, 실제 지원을 받는 입

주기업도 제한적

- 억대 이상의 매출액을 내는 기업도 있는 반면, 매출액이 없는 기업도 

457개나 있어 창업성숙도가 천차만별

- 업종 또한 디자인, 외식, IT 등 매우 다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센

터가 제공하는 지원서비스는 일반적인 서비스가 대부분

- IT･무역･외식･인터넷쇼핑몰･컨설팅･교육･공예 등 다양한 업종의 

9개 코칭그룹 있으나, 전시회 참여, 꿈꾸는 청년가게 입점 등의 판로

지원으로 주로 제품생산 업종에만 지원이 치우쳐져 있음

◦ [네트워킹 지원] 입주기업 간의 협업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다양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센터 중심의 운영으로 인해 유명무

실한 상황

- 센터에서 협업 활성화를 위해 샌드위치데이･네트워킹데이 등 협업

지원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만 참여할 뿐 유명무실한 상황

․ 창업센터 협업 및 커뮤니티 활성화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 총 19개 

기업 중 보통 이하가 10개로 많은 기업이 협업 관련 지원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많은 입주자가 협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협업 분야의 발굴이 

어려운 상황이며 일부 구성원들만 필요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짐

구  분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총계

강북청년센터 - 1 - 2 2 5

강남청년센터 4 1 - - - 5

장년센터 - 3 1 1 - 5

플러스센터 - - 2 2 - 4

총계 4 5 3 5 2 19

표 2-7 창업센터 협업 및 커뮤니티 활성화 정도(201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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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입주기간
선발
(A)

졸업
(팀)

창업(건)

졸업당시 현재(B) 생존율(B/A)

계 3,023 2,407 1,511 1,355 44.8

1기 09.7~10.6 1,021 856 512 380 37.2

2기 10.7~11.6 1,001 871 482 458 45.8

3기 11.7~12.6 1,001 680 517 517 51.6

표 2-8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실적

2 2 창업센터 운영 실적

◦ 청년 창업센터는 2009년 이후 3,023팀의 예비창업자를 지원해 왔

으나, 졸업 후 창업률이 50% 정도 수준으로 저조한 상황이며, 창업 

후 생존율은 40% 수준

- 또한, 선발인원 대비 졸업 후 생존율은 1기(2009~2010년)가 

37.2%이며, 2기와 3기 또한 50% 미만의 수준 

- 이는 매월 최대 100만 원에서 최소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

는 만큼 1,000명의 지원 비용 중 절반 이상이 효과를 보지 못한 채 

사용되고 있는 실정

․ 중소기업청의 청년창업사관학교의 경우 졸업 후 창업률이 80% 

이상

◦ 고용실적의 경우 대부분 1~2인의 소규모 창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

며, 3년간 3,515명의 고용과 778억 원(졸업당시)의 매출액을 창출

- 고용실적의 경우 1기 989명에서 3기 1,508명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추

세에 있으나 1~2인의 소규모 창업이기 때문에 고용창출 효과는 크지 않

은 편

- 매출실적의 경우 1기 190억 원에서 3기 252억 원으로 증가 추세



18 서울시 창업·취업센터 개선방안

구 분 선 발 졸 업
운  영  실  적

사업자등록 지식재산권 누적 매출액 일자리

합 계 1,178 823 353개 188건 5,345백만 원 688명

제1기 250 236 88개 63건 916백만 원 169명

제2기 285 272 101개 43건 2,332백만 원 198명

제3기 321 315 99개 64건 1,774백만 원 232명

제4기 322 - 65개 18건 323백만 원 89명

표 2-10 장년창업지원센터 고용 및 매출 실적

구분
고용인원(명) 매출(백만 원) 지식재산권-

출원중 
포함(건)계 창업자 종업원 졸업당시 누  적

계 3,515 1,355 2,160 77,861 261,965 1,337

1기 989 380 609 19,056 136,660 471

2기 1,018 458 560 33,572 100,072 550

3기 1,508 517 991 25,233 25,233 316

표 2-9 청년창업지원센터 고용 및 매출 실적

◦ 장년 창업센터는 2011년부터 1,178개 팀을 선발하여 지원해 왔으

나, 창업 달성은 353개 팀으로 약 30% 수준

- 6개월 단위로 선발하여 집중 보육 및 지원하고 있으나 졸업 후 창업

과 연계되는 것은 1기 35.2%, 2기 35.4%, 3기 30.8% 수준

◦ 창업보육센터(창업지원, 신기술창업)에서 외부에 공개하고 있는 입

주기업 운영 성과를 토대로 분석할 경우, 고용실적은 2010년 이후

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이며, 매출액은 소폭 변화가 있으나 큰 증가는 

없는 추세

- 서울시 운영 창업보육센터의 경우 내･외부 평가체계가 없어 실적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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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불가능

◦ 입주지원프로그램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

이며, 지식재산권 등록 또한 감소 추세

- 입주지원프로그램의 경우 창업지원센터는 2010년 511건에서 

2012년 496건으로 감소, 신기술창업센터는 2010년 802건에서 

2012년 605건으로 감소

2 3 창업센터 개선 요구사항

◦ 창업센터 입주기업의 창업공간 지원 개선사항으로는 창업공간 확장

(25.8%), 사무실･장비 등 활용 시 자율성 확대(16.1%), 기타

(16.1%)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구  분
강남

창업센터
강북

창업센터
장년

창업센터
창업

플러스센터
총계

창업공간 확장 2 1 1 4 8

설비･장비 확충 1 1 1 1 4

소음문제 1 1 1 1 4

첨단･전문장비 도입 2 1 1 4

사무실･장비 등 활용 시 자율성 확대 1 1 1 2 5

기타 - 2 3 - 5

개선사항 없음 - - 1 - 1

총계 7 6 9 9 31

표 2-11 창업센터 창업공간 지원 개선사항(복수응답 포함)

◦ 창업센터 모니터링(교육, 컨설팅 등) 개선사항은 상담가 전문성 강화

(14.3%), 현장경험 기회 확대(14.3%)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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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28건의 응답 중 기타 6건, 상담가 전문성 강화 5건, 현장경험 기

회확대 4건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는 교육 자체의 효과성 부족, 

의무시간 60시간의 탄력적 적용 필요 등이 제기

구  분
강남

창업센터
강북

창업센터
장년

창업센터
창업

플러스센터
총계

창업교육 주제 다양화 1 1 1 - 3

의무교육시간 축소 1 1 1 - 3

현장경험 기회 확대 1 - 1 2 4

상담가 전문성 강화 - 2 1 2 5

참여기회 확대 2 - - 1 3

기타 2 3 1 - 6

개선사항 없음 - 1 2 1 4

총계 7 8 7 6 28

표 2-12 창업센터 모니터링(교육, 컨설팅 등) 개선사항(복수응답 포함)

◦ 홍보･마케팅 지원 개선사항은 판로확보를 위한 유관기관 연계지원 

확대 8건, 유통망 지원(온･오프라인 판매장) 강화 6건의 순으로 높

은 비중을 차지

구  분
강남

창업센터
강북

창업센터
장년

창업센터
창업

플러스센터
총계

국내･외 시장 정보제공 강화 1 2 - - 3

판로확보 위한 유관기관 연계지원 확대 1 2 1 4 8

업체 및 제품 홍보지원( 전시회 참가 등) 강화 1 2 - 1 4

유통망 지원(온･오프라인 판매장) 강화 2 2 1 1 6

생산･판매업체 연계지원 강화 2 2 - - 4

기타 1 - 1 - 2

개선사항 없음 - - 4 - 4

총계 8 10 7 6 31

표 2-13 창업센터 홍보･마케팅 지원 개선사항(복수응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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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자금 지원 개선사항은 창업활동비 인상, 보증 등 융자알선 자격 

및 금액 확대가 각각 21%로 높은 비중을 차지

구  분
강남

창업센터
강북

창업센터
장년

창업센터
창업

플러스센터
총계

창업활동비 인상 1 3 - - 4

창업활동비 지출항목 확대 1 1 - - 2

창업활동비 사용 자율성 확대 3 - - - 3

보증 등 융자알선 자격 및 금액 확대 1 1 1 1 4

기타 - - 2 - 2

개선사항 없음 - 1 3 - 4

총계 6 6 6 1 19

표 2-14 창업자금 지원 개선사항(복수응답 포함)

3 창업센터 주요 현안

3 1 창업지원 정책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 

3 1 1 예비창업 단계 중심의 창업지원센터 운영

◦ 창업초기기업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과 성장을 위해서는 창업 단계

별 보육 정책이 필요함

- 창업의 성장단계는 예비단계(Pre-BI) → 실행단계(BI) → 성장단계

(Post-BI)로 구분이 가능한데, 단계별로 지원 정책이 달라짐

- 예비단계는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서비스, 실행단계는 

기술개발, 시제품 개발, 인증 등의 지원서비스, 성장단계는 홍보마

케팅, 해외시장개척 등의 지원서비스로 각기 특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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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현재의 서울시 창업지원정책은 예비창업자(Pre-BI) 지원정

책에 예산과 인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실행단계(BI)와 성장단계

(Post-BI)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상황

- 예비창업자(Pre-BI)의 경우, 연간 208억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

며, 운영인력은 23명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

- 반면, 실행단계(BI)의 경우 연간 25억원 수준이며, 운영인력도 10명 

수준으로 예비창업자에 비해 지원 규모가 미미한 수준

◦ 특히,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의 지원을 위한 Post-BI 센터는 전무

- 이러한 Post-BI 센터의 부재로 인해, Pre-BI 또는 BI 졸업 후 성장

과정에 있는 기업들의 후속관리 및 특화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

고 있는 상황

센 터 명 입주기업 운영예산(억 원) 운영인력(명) 수탁기관

계 1,856 243 33

Pre-BI

청년창업(2개소) 1,200 152 13 SBA

청년창업플러스 200 40 4 SBA

장년창업 330 16 6 SBA

BI

창업지원 51 16 3 SBA(직영)

신기술창업 44 11 3 SBA(직영)

성수IT종합 31 8 4 SBA

표 2-15 SBA 운영 창업센터(2013년)

3 1 2 단순 생계형창업 위주의 창업지원에 따른 한계 존재

◦ 현재 서울시 창업구조는 생계형창업(51.9%)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반

면, 제조업, 정보서비스업 등 기술창업 분야(9.2%)는 저조한 상황

- 2009년 기준 창업사업체의 절반 이상이 도･소매업(28.3%), 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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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23.6%) 등과 같은 생계형창업으로 나타났으며,

- 반면, 제조업(4.6%), 기술서비스업(2.9%), 정보서비스업(1.6%) 등 

기술창업은 9.2%로 저조한 상황

◦ 서울시의 창업구조 개선 및 창업정책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기술창

업, 지식기반형 1인 창업, 사회적경제분야 창업 등의 활성화가 필요

- 제조업(3.8명), 정보서비스업(8.5명), 기술서비스업(9명) 등의 기술

창업에 비해 생계형창업은 고용규모(3명)가 적음

- 또한, 최근 사회적 가치 실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창업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 

◦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예비창업자 지원정책은 지식창업, 기술창

업, 일반창업 분야로 구분하여 다양한 분야의 창업을 유도하고 있으나,

- 청년창업은 지식창업(40%), 기술창업(30%), 일반창업(30%)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특별전형으로 사회적경제창업

(10%) 분야를 지원하고 있음

그림 2-2 창업 단계별 센터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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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년창업은 지식창업, 기술창업, 일반창업을 대상으로 분야별 비중

의 제약 없이 지원

◦ 실질적으로 창업이 이루어지는 업종은 도･소매업 등과 같은 생계형 

창업(48%)이 대다수를 차지

- 청년창업센터는 도소매업 48%, 서비스업(외식, 교육, 디자인 등) 40%, 

제조업 6.3%, 출판업 4.4%, 장년창업센터는 도소매업이 27%를 차지 

◦ 생계형 창업이 주를 이루게 된 이유는 ① 단기간 실현가능성 위주의 

선정기준, ② 생계형창업에 해당하는 일반･지식(일부) 분야의 높은 

비중(70%)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①의 경우 현재 입주기업 선정기준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실현가능성에 주로 초점을 맞추다 보니, 빠른 사업화가 가능한 생계

형 창업에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

- 선정 지표 중 제품의 시장성･매출실현가능성 20점, 제품생산 또는 

상품화 가능성 10점으로 단기간 내의 실현가능성 부분이 높은 비중

을 차지

◦ ②의 경우 창업지원 대상 분야를 일반창업(30%)과 지식창업(40%)

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일반창업은 대부분 생계형창업

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지식창업 또한 일부분 생계형창업이 포함

- 일반창업에는 통신판매업, 인터넷 쇼핑몰, 유통업, 아이디어 창업 

등 대부분 생계형창업 업종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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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업종

지식창업 
 ･지식콘텐츠, 마케팅홍보, 전문컨설팅, 번역 ･ 웹디자인 프리랜서, 통신업, 오락 ･ 문화 ･ 운동

관련 서비스업 등

기술창업
 ･기계･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섬유, 생명･식품, 환경･에너지, 공예･디자인, 녹색산업, 

바이오 등

일반창업  ･통신판매업, 인터넷 쇼핑몰, 유통업, 아이디어 창업 등

특별전형

사회적
경 제 
분야 

공유경제
 ･다른 사람과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협력적 소비개념의 창업아이템으

로 사회적 가치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대표자가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의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거나, 창업아이템이 사회적기업을 목적
으로 하는 경우

협동조합
 ･대표자가 발기인으로 협동조합기본법 15조 1항에 의거 설립신고가 

완료되었거나, 창업아이템이 협동조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재능형
창업
분야

캠퍼스 CEO  ･캠퍼스 CEO 창업경진대회 수상기업

우수솜씨창업  ･솜씨자랑(13.09) 입상자 별도선발

서울시 창업스
쿨우수자

 ･서울시 창업스쿨 기졸업자(‘13.04) 별도선발

표 2-16 청년･장년창업센터 지원 대상 분야

◦ 지식창업 분야는 업종을 지식콘텐츠, 통신업, 오락･문화･운동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통신업과 오락･문화･운동관련 

서비스업에는 일부 생계형 창업도 포함되어 분야별 중복이 나타남

◦ 이러한 생계형창업 중심의 창업지원은 생계형 창업시장의 포화에 

따른 구조조정을 가속화하여 서울시 창업지원정책의 비효율을 야기

- 이미 활발한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생계형 창업(특히 음식, 도소

매, 서비스 등) 분야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면 시장 포화에 따른 구조

조정을 야기하여 오히려 창업 생존율 저하를 가져올 수 있음

․ 최근 5년간 서울시 전체 창업 중 창업부동산 및 임대업, 숙박 및 음

식점업, 도소매업 등 생계형 창업이 전체 창업의 63.7%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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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형 창업은 정책적 지원 수요가 높은 분야이기는 하나, 창업하기

까지의 과정을 지원하기 보다는 창업 후 벤처창업 진입이나 아이템 

고도화 및 차별화, 업종 전환 등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 또한, Pre-BI 단계에서 생계형 위주의 창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대

부분 기술창업을 지원하고 있는 BI단계의 창업보육센터와는 사실상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

- BI단계의 창업보육센터는 대부분 기술창업 중심으로 보육하고 있는 

만큼, 생계형창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Pre-BI 단계 창업기업과 연계

가 어려워 정책적 지원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3 1 3 특화형 센터, 특히 장년창업센터 운영의 실효성 미흡

◦ 현재, 예비창업자 지원 정책은 청년창업, 장년창업으로 구분하여 각

기 센터를 운영

- 청년창업센터는 1,300명의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창업

활동비, 코칭 및 멘토링, 홍보마케팅 등의 지원서비스를 운영

- 장년창업센터는 250명의 장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6개월간 코칭 

및 교육프로그램 등 지원서비스 운영

◦ 그러나, 청년･장년 창업센터는 센터별 지원서비스 운영 방식 및 내

용에 특별한 차이가 없으며,

- 청년･장년창업센터 모두 기술창업, 일반창업, 지식창업 분야를 대

상으로 지원하고하고 있으며, 지원서비스 또한 코칭, 멘토링, 교육 

등 큰 차이가 없음

◦ 오히려, 청년창업센터에 집중된 예산편성으로 인해 장년창업센터

에는 실질적으로 창업에 필요한 창업활동비 지원 및 상시공간제공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장년창업센터는 청년창업센터와는 달리 창업활동비 지원이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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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특히 변동좌석제 운영으로 입주기업의 공간이 상황마다 바뀌고 

있어 창업활동에 불편을 주고 있음

․ 현재 입주기업의 78%가 변동좌석을 이용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소속

감이 결여되고, 제조업의 경우 시제품 보관 등의 공간제약으로 창업

활동에 불편

․ 입주･졸업기업 대부분이 독서실 분위기, 소음문제 등을 창업활동 

저해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음

- 또한, 장년창업센터는 청년창업센터와는 달리 입주기업 대상 성과관

리를 위한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단순히 의무사항(월 60시

간)만을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수준에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형식적인 장년창업센터 운영으로 인해 창업 달성률은 선발

인원 대비 30% 수준으로 운영의 실효성이 매우 미비

3 2 정책효과 저해하는 양적 기반의 실적중심주의 센터 운영

3 2 1 과도한 양적 목표설정과 창업률 위주의 실적중심주의

◦ 현재, 서울시는 매년 1,500팀 규모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공간

제공에서부터 창업활동비, 각종 지원서비스, 매장 지원 등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연간 예산 200억 규모로 1,500명 가량의 예비창업자를 지원하고 있

으며, 

- 지원서비스도 공간제공→창업활동비 지원→지원서비스 제공(교육, 

컨설팅, 멘토링 등)→자금지원→매장지원 등 모든 서비스를 통합하

여 제공

◦ 그러나, 제한된 예산으로 다수의 예비창업자에게 광범위한 서비스

를 제공함에 따라 지원서비스(프로그램) 형식화

-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의 경우 입주 업종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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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부가가치가 높은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업)하여 300명 이내의 

인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예산 규모는 서울시보다 많은 253억 원 가

량(서울시 170억 원)

- 가령, 청년창업사관학교는 교육프로그램을 공통과정, 특화과정, 소

그룹특화과정으로 구분하여 기본 소양과 함께 창업 분야별, 업종 특

성별 전문능력향상을 집중교육(300시간 이수 가능 과목 운영)하고 

있는 반면, 

- 서울시 청년창업센터는 제한된 예산으로 모든 대상에게 지원서비스

를 제공하다 보니 이론중심의 마케팅, 재무분야 등의 서비스에 국한

되어 제공되고 있어 다양성의 한계를 보이고 있음

구분 서울시 청년창업센터 중기청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 분야

･일반 분야(인터넷 쇼핑몰, 유통업 등)
･지식 분야(지식콘텐츠, 마케팅홍보 등)
･기술 분야(기계･재료, 전기･전자 등)
･사회적 경제 분야(사회적기업 등)

･제조업
･지식서비스업(연구개발업, 전문디자인업 포함)

지원 인원 ･1,300명 ･300명 이내

지원 예산 ･170억 원 ･253억 원

지원 서비스
･창업공간, 창업코칭, 창업교육, 창업활동비, 
마케팅, 박람회 등

･창업공간, 창업코칭, 창업교육, 기술지원, 사
업비지원(창업활동비, 기술개발비, 시제품 
제작비 등)

표 2-17 창업센터 지원 규모 및 예산 비교

3 2 2 단순 창업률 제고에 급급한 실적중심주의 또한 정책의 실효성 약화

◦ 2009년 이후, 매년 1,500여 팀의 예비창업자 지원으로 창업(사업

자등록)을 통한 취업률 향상이라는 양적인 성과는 달성

- 2009년부터 연간 청년창업 약 1,300팀, 2011년부터 장년 창업 지

원으로 확대하여 연간 250여 팀의 창업을 목표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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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부터 연간 약 170억 규모로 지원하여, 2013년 현재까지 약 

900억의 예산이 투입된 상황

◦ 그러나, 양적인 창업달성이라는 실적중심주의로 인해 센터의 운영

이 창업(사업자등록)에만 급급할 뿐, 졸업 기업의 생존 및 성장에 대

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

- 청년창업센터의 경우 일부 우수 기업을 뽑아 창업플러스센터에서 

최대 2년까지 추가지원을 하고 있으나, 모두 창업(사업자등록) 단계

까지의 지원일 뿐, 창업 후 시장 안착을 위한 보육 지원은 없는 상황

- 특히, 창업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후관리서비스는 창업 유지 여

부확인, 지원서비스 홍보 메일 발송 정도에만 그치고 있는 상황

◦ 이러한, 사업자등록 자체에만 초점을 둔 정책은 창업이 지속되지 못한

다면 오랜 기간 많은 비용을 투입한 성과가 무의미해지는 결과를 초래

- 입주기업당 창업활동비(최대 1,200만원), 교육비, 코칭 및 멘토링

비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창업한 후 폐업한다면 정책

적 지원의 성과가 무의미해지는 결과를 초래

3 2 3 양적 중심주의는 지원대상자 선정의 부실화도 초래

◦ 1,50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력을 선발하는 심사과정은 역량 있

는 주체를 선발하기에 제한적

- 서면심사(1차)는 심사위원(3인 1조)이 최대 80명의 사업계획서를 1

일 내에 평가해야 하는 구조이며,

- 면접심사(2차)는 면접 대상자를 3인 1조로 구성하여 개인당 발표 5

분, 조별 질문 10분으로 제한하고 있어 충분한 아이템 평가 및 추진 

역량 파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

․ 청년창업사관학교는 3단계 심사(서류-면접-심층심사)와 입교심사

위원회를 거쳐 입주기업을 선정 



30 서울시 창업·취업센터 개선방안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등급

서류심사

사업의지 및 마인드 20 A~E

아이템의 독창성 및 기술성 20 A~E

사업계획 20 A~E

시 장 성 20 A~E

파급효과 10 A~E

자금계획 10 A~E

면접심사

사업의지 및 마인드(20)
창업의 동기 10 A~E

창업의지 및 역량 10 A~E

아이템의 독창성 및 기술성
(20)

아이템의 독창성 10 A~E

아이템의 기술성 10 A~E

사업계획(20)
사업계획의 합리성 10 A~E

제품생산 또는 상품화 가능성 10 A~E

시 장 성(20)
제품의 시장성 10 A~E

매출실현 가능성 10 A~E

파급효과(10)
사회적 공헌도 5 A~E

고용유발효과 5 A~E

자금계획(10) 자금조달계획 및 손익분석의 적정성 10 A~E

표 2-18 창업지원센터 심사 평가기준

※ 평가 절차 세부 내용
 m 서면(1차) 심사
    - 심사대상 인원을 1개조당 80명 내외로 심사위원 위촉(3인 1조), 1.5배수 선발
 m 면접(2차) 심사
    - 예비청년창업가 3인 1조로 편성하여 면접 시행, 개인별 5분 발표 후 조별 10분간 질의응답
    - 심사위원 평가점수 합산평균이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선발

◦ 특히, 심사 전체가 추상적인 실현가능성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 구

현가능성이 있는 시제품(예시) 또는 기술(디자인 등)구현 방법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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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요구는 전무

- 심사 전반이 사업계획서의 실현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 만큼 추상적인 차원에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 창업자의 의지 및 실현가능성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제품 또

는 기술구현 방법, 디자인 등에 대한 요구 및 평가 기준은 없는 상황

◦ 반면, 청년창업사관학교의 경우 3단계의 심사과정을 거친 후 입교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

-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서류심사(1단계)→면접심사(2단계)→심층심

사(3단계)→입교심사위원회(선정)를 거쳐 입주기업을 선정

- 심층심사(3단계)에서는 교육과 인터뷰를 통해 사업화실행계획 심층 

검토 및 사업가역량을 평가

◦ 이로 인해, 중도퇴사율이 3기의 경우 40%에 달하며, 창업 달성률 또

한 5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

- 선발인원 대비 졸업 후 생존율은 1기(2009~2010년)의 경우 37.2%

이며, 2기와 3기 또한 50% 미만의 수준 

- 이는, 매월 1,000명에게 최대 100만 원에서 최소 50만 원의 지원금

을 지급하고 있으나 절반 이상이 효과를 보지 못한 채 사용되고 있는 

실정

․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청의 청년창업사관학교의 경

우 졸업 후 창업률이 88%(2011년 기준)에 달함

3 3 이외 센터 운영을 둘러싼 다양한 현안

3 3 1 지원서비스 운영 방식과 내용의 형식화에 따른 비효율 존재

◦ 현재, 서울시 청년창업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원서비스는 운영 

방식과 내용이 상당 부분 형식화되어 있는 한계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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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중기청의 청년창업사관학교와 비교했을 때 극명히 나타남

◦ 코칭 서비스의 경우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전담 컨설턴트를 채용하여 

선정단계에서부터 졸업까지 전담 코칭을 하는 반면, 서울시 청년창

업센터는 관련 전문가를 섭외하여 강의형식의 단발성으로 운영

- 청년창업사관학교는 20명의 전문가를 채용하여 사관학교 입교자 

선정단계부터 참여시켜, 기술사업화 계획수립→기술개발→시제품

설계 및 제작→마케팅 단계까지 전담코칭을 하고 있는 반면,

- 서울시 청년창업센터는 코칭 및 멘토링 전문가를 외부에서 섭외하

여 건당(월당) 자문료를 지급하고 컨설팅 해주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외부전문가의 전문성 및 책임성에 대해 불만이 제기되고 있

는 상황

◦ 교육프로그램도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창업 단계별 교육프로그램을 

특성화하여 다양한 범위의 실무교육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하는 

반면, 서울시는 대부분 마케팅･재무 등 이론분야에 치우쳐 있는 상황

- 청년창업사관학교의 경우 공통과정, 특화과정, 소그룹특화과정으

로 구분하여 기본 소양과 함께 창업 분야별, 업종 특성별 전문능력향

상을 집중교육(300시간 이수 가능 과목 운영)하고 있는 반면, 

- 서울시 창업센터는 수요에 기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는 하나, 대부분 

이론중심의 마케팅(26%), 재무분야(14.4%), 리더십 교육(7.9%)이 주

를 이룸

- 또한, 교육프로그램의 질에 대한 고려 없이 교육 수강만을 의무화시

키고 있어 입주기업들의 불만이 제기



II 서울시 창업센터의 혁신화 방안 33

구분 청년창업사관학교 서울시 청년창업센터

창업공간 ･개별, 공동공간 지원 ･공동공간 지원

창업코칭

･전문인력 20인 컨설턴트 채용
 -입주기업의 전담교수로 배치하여 선발단계부

터 진도관리 및 창업 전 과정 지원
･외부 전문가풀 활용

･외부 전문가를 단기적으로 활용
 -외부 현장 관계자의 노하우나 기업의 애

로사항을 논의하거나 강의하는 형태로 
운영 

창업교육
･공통과정, 특화과정, 소그룹특화과정으로 구분
･창업단계별로 구분하여 300시간 이수가 가능
한 다양한 실무교육 운영 

･교육 수요조사를 통해 상황마다 교육 내
용 결정

･수요조사에 중심을 둔 교육운영으로 마케
팅, 재무 분야에 집중

기술지원
･제품설계, 시제품 제작 등 제품개발과정의 기술 
및 장비 지원

･없음

사업비지원
･창업활동비,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비, 기술
정보활동비 등

･창업활동비

표 2-19 창업센터 지원서비스 운영 특성 비교

3 3 2 입주기업 평가 방식 및 환류체계의 불합리 존재

◦ 입주기업 대상 정기평가는 창업지원비 결정 및 중도퇴거를 결정하

는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평가 진행 방식이 창업활동보고서 내용 검

토 후 유선 또는 이메일을 통해 단순히 사실을 확인하는 형태로 운영

- 서면평가(창업활동 수행계획서･보고서, 근태자료 등)에 국한되어 

창업 성과를 평가하고 있는 지금의 구조에서는 정확한 평가가 불가

능

- 특히, 입주기업이 제출한 매출액 및 고용 등의 실적 검증을 전화통화

로만 확인하고 있는 만큼 해당 실적의 사실 여부 파악이 불투명

◦ 특히,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기업 성과 개선을 지시해야 함

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뿐 아니라 평가 기준에 대한 안내

도 없는 상황 

- 피드백보고서는 본인평가 결과라도 신청절차를 거쳐야 열람할 수 

있으며, 면담도 등급 조정(결정) 사유를 통보하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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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기업 대상 인터뷰 내용
 m 평가체계 개선이 필요함. 보고서 작성만 잘 되면 평가 증빙자료를 안내도 평가를 잘 받는 시스템이며, 이런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지원금을 노린 허수지원 많음. 실제 3달에 1번씩 받는 전화도 정확한 평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함(청년창업센터 입주기업)

 m 방식 및 체계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함. 다양한 분야의 창업자들이 입주해 있는데 천편일률적인 
평가체계를 적용하고 도리어 창업이 아닌 통신판매업을 권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음. 벌써 4기가 
졸업을 하는데 아직까지 평가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았다는 것이 의문임(청년업센터 입주기업)

 m 정기평가 결과에 대한 개별 통보, 피드백 등 어떠한 안내도 없었음, 활동비 입금액으로 등급 
판단(청년창업센터 졸업기업)

 m 정기평가 시 평가기준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주지 않았으며, 피드백도 제출한 사업실적 내용과 비슷하게 
통보, 등급을 배분하는 느낌이 듦(청년창업센터 중도퇴거기업)

3 3 3 서울시 소재 대학과 청년창업센터 간 협력 사업 미비

◦ 현재, 서울시에는 국･공립, 사립, 전문대학을 포함하여 53개의 대학

이 소재해 있으며, 각 대학별로 대학생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대학에서는 정규과목으로 창업강좌를 개설하여, 1~2학년부터 

기업가마인드 교육 등 다양한 정규과목을 운영

- 창업교육 사업으로 대학생창업교육 패키지 사업(창업강좌, 동아리 

지원), 창업선도대학 등 연간 400억 원을 투입하여 대학생의 창업역

량 강화에 노력

유형(개수) 사업명 지원기관 예산(원)

창업교육(6개)
대학창업교육패키지사업(창업강좌, 동아리지원), 창업선도대학, 
창조 캠퍼스 등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400억

경진대회(3개) 벤처･창업대전, 실전창업리그, 소셜벤처경연대회
중소기업청
고용부

28억

표 2-20  대학생 창업지원 사업 현황(2012)

◦ 또한, 19개 대학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기 산업분

야별 특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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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우수한 창업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을 활용하여 창업 

프로그램 위탁운영, 분야별 청년창업 경진대회 등 다양한 협력사업

이 가능하나, 현재까지는 연계가 매우 미흡한 상황

◦ 심지어, 현재 서울지역 대학 창업보육 기관의 특화분야 및 운영프로

그램 등에 대한 정보조차 파악이 안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연계사업

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존재

- 서울시 운영 창업센터를 제외하고 대학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와 관련된 정보는 별도의 조사를 통해 분석해야 하는 

상황

3 3 4 위탁운영 체계 전반의 재검토 필요

◦ 현재, 서울시 창업센터 13개 센터(17개소) 중 8개 센터(9개소)가 서

울산업통상진흥원(SBA)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

- 위탁운영: 7개소(SBA), 4개소(여성재단 등), 2개소(민간기관)

- 산하기관 직영: 창업지원･신기술창업(SBA), DMC창업센터(디자인

재단)

- 용역관리: 앱창업센터(매년 관리업체 변경)

◦ 그러나, SBA의 창업센터 운영에 다음과 같은 문제 및 한계가 제기

- ① 지원서비스의 형식화, ② 평가 부재에 따른 경쟁력 강화 노력 미흡

◦ ① [지원서비스의 형식화] 현재 제한된 예산으로 과도한 규모의 대

상자에게 모든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센터 운영이 형식화

- 코칭프로그램의 경우, 강의 중심의 형식적 서비스로 운영되고, 건당

(월당) 자문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인해 전문성 및 책임성에 불만을 

제기함

- 교육프로그램도 마케팅이나 재무, 리더십교육 등을 대상으로 이론

지향의 교육을 제공하면서 이를 의무화하게 한 점은 입주기업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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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초래

․ 청년창업사관학교의 경우 이론지향의 기본소양 교육 외에 다양한 

창업실무교육 제공

- 또한, 입주기업 대상 지원서비스가 운영인력의 적극적인 수요 발굴, 

외부 네트워크 개발 등 능동적 업무 처리보다는 입주기업이 지원서

비스 항목에 맞춰 자체적으로 해온 결과물에 대해 비용을 지급하는 

수동적 형태의 업무가 주를 이룸

※ 입주기업 대상 인터뷰 내용
 m 몇 달 후면 1년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기간연장에 대해서 문의한지 1주일이 다 되어가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고 언제까지 답변을 준다는 말도 없네요. (강북센터 입주기업)
 m 전에 랭키닷컴 해당분야 쇼핑몰 1위를 한 적이 있어 홍보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 계속 검토 중이라고 하고 

결과통보도 없었어요.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이라도 해주면 좋은데 매우 답답해요. (강북센터 입주기업)
 m 화장품 제조 관련 컨설팅을 요청했는데 적임자를 구하지 못해, 제가 컨설팅받고 싶은 사람을 지정해서 

요청했으나, SBA의 인력풀이 아니라서 섭외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강남센터 입주기업)

◦ ② [평가 부재에 따른 성과개선 동기 미흡] 창업센터 운영 평가가 

SBA 전체 경영평가의 일부로 시행될 뿐, 창업센터 운영에 대한 성과

평가는 전무

- 성과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독점적 운영체계로 인해 자체 진단을 통

한 혁신 또는 센터 간 경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기 어려움

- 평가시스템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SBA의 독점적 운영체계에서는 평

가의 결과가 실효성을 갖기 어려움  

․ 중소기업청 BI의 경우, 성과평가를 통해 최대 5,000만 원의 인센티

브를 차등 지급하거나, 성과 미달의 창업보육센터 퇴출제 등을 수행

하여 창업보육센터의 성과를 관리하고 있음

3 4 진흥지구 내 지역산업구조와 창업센터 운영 간 미스매치 존재

◦ 성수IT종합센터는 성수IT산업개발진흥지구의 앵커시설로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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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산업의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화를 유도하는 것이 주요 목적

- 지구 내 입지해 있는 기업의 업종은 IT분야(17.1%)가 가장 많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전통산업 분야인 기계금속(16.3%), 의류피

혁(11.6%), 인쇄출판(7.8%)도 많은 비중을 차지

-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IT 분야와 전통산업 분야의 기술 융복합이 중

요

◦ 그러나, 성수IT종합센터의 설립취지와는 다르게 외부 IT기업을 입

주시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역 전통산업의 육성과는 

괴리

◦ 일부 지역 전통산업과의 연계를 위해 IT 입주기업과 전통산업의 기

술 융복합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제한적인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

- 실제로 기술융합이 일어나는 부분은 홈페이지 제작 분야에 국한되어 

있으며 제품개발 또는 실질적인 제품 혁신에 도움이 되는 기술융합은 

없는 상황

- 인천의 경우 뿌리산업인 기계･금속산업에 IT 등의 기술을 융합하기 

위한 사업으로 바이오 고형연료 제조시스템 개발사업, 옥외 LED조

명 모듈 개발, 자동차 충돌회피 시스템 개발 등의 공정개선 및 기술개

발에 중점

◦ 이는 전통산업 지원이라는 취지와는 다르게 입주기업 선정에서부터 

기술융복합을 고려했기보다는 우수한 입주기업 유치에 중점을 두었

기 때문

- 성수IT종합센터의 입주기업이 대부분 소프트웨어 개발, 스마트폰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전통산업인 기계･금속, 의류･피혁 등 분야

의 공정개선, 기술혁신 등과 관련된 협업 분야를 발굴하기 어려우며,

- 이로 인해 홈페이지 개발,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의 마케팅 분야에 국

한된 협업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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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입주기간이 끝난 후 성수IT산업진흥지구에 뿌리내릴 수 있도

록 유도해야 장기간의 지원 성과가 의미를 갖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사후관리나 지역 정착에 대한 계획 및 사업은 전무한 상황 

4 창업센터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

4 1 서울시 창업지원 조직 및 기능 재정립

◦ 창업지원 분야의 다각화를 위한 조직 및 기능 재정립

◦ 생계형 창업지원 위주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창업지원 분야를 다

각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지식･사회적경제 분야 창업의 집중적인 지

원 필요

◦ 그러나, 현재 공간별･연령별로 구분되어 있는 창업센터 구조로는 상

이한 특성을 지닌 기술･지식･사회적경제 창업 분야의 효율적 지원이 

어려움

- 기술창업은 첨단기술 기반의 제조업, 지식창업은 1인 지식기반 서

비스업, 사회적경제창업은 사회적기업 등으로 각기 지원서비스 수

요에 차이가 존재

- 현재는 연령별･공간별로 모든 분야의 기업을 입주시켜 지원서비스

의 특성화가 어려운 상황 

◦ 향후, 다양한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지원체계를 조직

과 기능 측면에서 재정립

- 연령계층별로 운영되고 있는 Pre-BI단계 센터는 기술창업, 지식창

업, 사회적경제창업 등 영역별 맞춤형 센터로 개편하는 한편, 

- BI단계 센터는 전 분야 대상의 지원에서 기술･지식창업 분야 지원센

터로 특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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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BI단계 센터는 현재는 없으므로, 기 운영되고 있는 일부 창업

센터를 기술･지식창업, 사회적경제창업 지원센터로 개편

․ 가령, 청년창업센터, 장년창업센터 등 Pre-BI단계 센터는 분야별 

센터로 개편, 신기술창업센터, 창업지원센터 등 BI단계 센터는 기

술･지식 창업분야 센터로 특성화

․ Post-BI센터는 창업플러스센터, 동북부 창업센터, 사회적경제지원

센터 등을 활용 

4 2 전주기형 창업 지원체계 구축

◦ 기술･지식･사회적경제 창업의 성공적인 시장안착과 지속적인 성장

을 위해서는 창업단계별로 연계된 전주기적 창업지원이 필요 

- 기술･지식창업은 기술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시제품제작, 자금부족, 

판로개척 등의 문제로 사업화 단계(일명 데스밸리)까지 이르지 못하

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업화 실패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창업단계별 

전주기적 지원 필요

- 사회적경제창업은 창업 이후 시장에 안착하기까지 판로개척, 홍보

마케팅, 자금조달 등의 문제로 폐업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시장안착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후속 지원 필요

◦ 이를 위해, Pre-BI 졸업기업이 BI, Post-BI로 이행할 수 있도록 단

계별 선발을 통한 전주기적 지원체계 구축

- 기술･지식창업의 경우, Pre-BI단계를 졸업한 기업이 재선발과정을 

거쳐 BI,  Post-BI에서 다시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 

구축

․ Pre-BI센터(기술개발지원, 컨설팅, 창업교육 등)→BI센터(인증, 시

제품제작, 애로기술컨설팅 등)→Post-BI센터(해외바이어 초청, 판

로개척, 자금지원, 홍보마케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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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경제창업에서는, Pre-BI단계를 졸업한 기업이 재선발과정

을 거쳐 Post-BI단계에서 후속지원(판로개척, 홍보마케팅, 자금지

원 등)을 받도록 지원체계 구축

◦ 한편, 생계형 창업은 구조고도화 및 업종전환 지원을 위한 컨설팅서

비스 및 교육서비스 지원 위주로 전환

그림 2-3 창업센터 구조개편 방안

4 3 질적 성과체계 구축 및 입주기업 선발방식 개선

4 3 1 질적 성과체계 구축 및 지원규모의 재설정(재조정)

◦ 현재 서울시의 창업지원 성과체계, 즉 성과목표 및 핵심성과지표가 

창업자 수 및 창업률 같은 단순 실적치에 치중함 

- 현재 서울시는 창업지원 정책의 목표를 창업자 수(1,300개 청년 창

업 달성, 250개 장년 창업 달성) 및 창업률 달성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음 

◦ 이로 인해, 제한된 예산 대비 지나치게 많은 규모의 인원을 지원하는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지원서비스의 형식화를 야기

-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의 경우 연간 250억 

규모로 300명의 기술창업자를 지원

-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서울 청년･장년창업센터의 지원서비스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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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때, 서울시 창업센터의 지원서비스는 매우 포괄적이고 형식화

되어 있는 상황

◦ 이에, 창업의 지속성과 성장성 등도 반영할 수 있는 질적 성과체계로 

재정립

- 창업자 수 증가, 창업률 등과 같은 양적 실적중심의 성과지표 대신, 

창업의 질 또는 입주기업 만족도 지향의 성과지표를 개발･도입

- 창업의 질과 관련해서는 생존율, 기업 성장성 등의 지표를 고려

◦ 또한, 지원규모도 합리적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다

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을 강구

- ① 창업률을 고려한 입주기업 규모 설정: Pre-BI센터는 선발인원 대

비 창업률이 50%수준인 바, 지원대상 규모를 현재의 60%(900명) 

수준으로 조정

- ② 적정 지원금을 고려한 입주기업 규모 설정: 청년창업사관학교 지

원금 수준의 30%인 2,400만 원(현재 1,300만 원)으로 증액 시 약 

830명으로 축소

4 3 2 단기/多인원 선발의 입주기업 선발방식 개선

◦ 심층적인 심사체계 구축을 위한 입주심사의 내실화

- 서면심사(1차)는 심사기간을 늘리거나, 심사위원을 확대하도록 현

실화

- 면접심사(2차)에서도 기간을 늘리고, 아이디어･기획 수준에 더해 

데모 또는 시제품(안)의 발표로 보완

<청년창업사관학교 심사 사례>
○ 청년창업사관학교의 경우 
서류심사(1단계)→면접심사(2단계)→심층심사(3단계)→입교심사위원회(선정)를 거쳐 입주기업을 선정
○ 심층심사(3단계)의 경우 교육과 인터뷰를 통해 사업화실행계획 심층 검토 및 사업가역량을 평가



42 서울시 창업·취업센터 개선방안

◦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모두 동일한 평가지표를 상세화 및 심사단계

별로 다양화

- 사업의지 및 마인드, 아이템 및 기술성, 시장성, 파급효과 등 추상적

으로 제시되어 있는 기존 평가지표를 측정 및 평가가 가능하도록 상

세화 

- 단계별로 평가 지표를 특성화: 서류 심사단계에서는 사업계획의 구

체성 및 실현가능성을 위주로, 면접심사에서는 경영자 역량 및 마인

드 등 위주의 평가지표로 특성화함

현행 강화

서류
심사 
지표

-사업의지 및 마인드
 ･창업의 동기, 창업 의지
-아이템의 독창성 및 기술성
 ･아이템의 독창성, 기술성
-사업계획
 ･계획의 합리성, 상품화가능성
-시장성
 ･시장성, 매출실현가능성
-파급효과
 ･사회적 공헌도, 고용유발효과
-자금계획
 ･자금조달계획 및 손익분석

서류
심사 
지표

-사업의지 및 마인드
 ･신청자 및 팀원의 입소 후 활동계획
 ･사전 준비성 및 시장(고객)분석 타당성
-아이템의 독창성 및 기술성
 ･CEO(팀)의 기술확보 수준 및 역량
-기타
 ･해당아이템의 정부지원 타당성
 ･시장진입 가능성 및 경쟁강도, 고객확보 
가능성

면접
심사 
지표

면접
심사 
지표

-사업의지 및 마인드
 ･사업 발전가능성
 ･전문성(기술력, 동업종경력, 경영능력)
-아이템의 독창성 및 기술성
 ･개발기술의 매력도, 독특성, 구매력
 ･투자유치 및 사업파트너 확보가능성
-기타
 ･수익모델 수립의 타당성
 ･판매전략 및 마케팅 능력 등

표 2-21 선정지표의 강화(예시)

◦ 특별전형 등을 통한 입주기업 선발방식의 다양화

- 서울시 소재 대학생 대상 창업 콘테스트 개최를 통해 특화분야별(기

술창업, 지식창업, 사회적경제창업) 우수 입상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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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서울시 창업센터 운영의 효율성 개선

4 4 1 입주기업 평가방식 및 환류체계 개선

◦ 현행 입주기업 평가방식의 내실화

- 창업활동보고서 중심의 입주기업 평가에서 탈피해, 현장 실사 및 구

체적인 실적 증빙을 통해 입주기업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

◦ 평가결과의 실효성(구속력) 강화를 위해 창업활동비의 차등화

- 개별 기업당 창업활동비 지원 규모를 확대하되, 현재 90% 수준까지 

지급되는 창업활동비 지원대상을 50% 수준으로 축소

◦ 입주기업 평가에 대한 환류체계 강화

- 입주기업의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가 거의 미비한 바,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체계 강화 및 입주기업 요구 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4 4 2 창업지원 효율성 강화를 위한 대학과의 협력체계 구축

◦ 서울시 창업센터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서비스의 고도화 및 특성화

를 위해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를 활용

- 기술창업･지식창업 분야의 경우 대학 창업보육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컨설팅 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을 위탁

- 사회적경제의 분야도 해당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있거나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나 공공기관에 위탁 

◦ 서울시 창업센터 입주기업이 대학 창업보육센터의 장비 및 실험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

- 서울시 창업센터에서는 기술･지식창업 등에 필요한 실험장비 및 실

험실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만큼, 대학 인프라 활용을 위한 협약체결 

및 사용료 지원

․ 가령, 시제품 제작단계에 필요한 제타 전위측정기, X-선회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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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디자인에 필요한 입체 3D 모니터, 문화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엑

스센스 자이로 모션캡쳐 등

센터명 분야  대표 지원서비스

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 종합형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창업준비교실, 창업강좌, 창업로드쇼, 창업경진대회 개최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시행 등
-창업활성화를 위한 업무
 ･연세벤처인의 밤, 입주･졸업기업과 유관기관 간담회 및 교류

회 개최
 ･정부지원 시책 설명회, 서울지역 창업기업 만남의 장 개최 

서울대학교 
유전공학특화창업보육센터

바이오
-유전공학분야 관련 창업보육사업, 기술혁신사업, 대･중･소기
업 지원사업, 기업 간 국제 공동연구 및 교류지원사업, 교육훈
련사업

세종대학교 벤처창업보육센터 앱개발
-앱개발에 특화된 컨설팅(세종대교수 컨설팅)
-앱개발 관련 프로그래밍, 디자인, 기획, 번역 등  

숙명여대 창업보육센터
문화

콘텐츠
-문화콘텐츠에 특화된 경영지원, 기술지원, 마케팅 지원서비스 
운영

한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 IT

-자금 지원: 시제품 제작, 기술정보활동, 마케팅 등 창업사업화
에 필요한 자금 지원 

-교육 지원: 회계, 법률, 경영 등 창업기본 교육 및 창업단계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사업 지원  

-창업 아카데미
 ･한양 스타트업 아카데미, 한양 창업 동아리 지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민대학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시민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표 2-22 서울시 소재 대학 창업보육센터 지원서비스(예시)

4 4 3 창업센터 운영의 경쟁체제 도입

◦ 현재 SBA가 8개의 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수동적인 지원서비

스 운영 등 서비스 질에 대해 불만이 일부 제기되고 있음(현장실태조

사 결과)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평가체

계가 없고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없는 다소 폐쇄적인 운영체계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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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별로 주기적인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위탁 재계약 시 반영 

- 2014년부터 매년 정기평가를 시행하되, 2015년 평가를 위탁 재계

약(2015.6) 전에 시행하여 평가결과를 재계약에 반영

◦ 평가결과를 통해 재위탁이 안 될 경우, 단계별로 8개 창업센터를 개

방형 위탁운영체제로 전환

- 개방형 위탁운영의 주체로는 특화 분야별로 재단･협회, 대학, 민간

기업 등 창업센터 운영 경험이 있는 주체들을 고려

- 기술･지식창업 센터의 경우, (사)벤처기업협회(서울벤처인큐베이

터), 한국기술벤처재단(홍릉벤처밸리창업보육센터) 등 다양한 운영

주체를 고려

- 사회적경제분야는 아직 창업보육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관련 기관

이 미비한 만큼, 일부 지원서비스(교육프로그램, 컨설팅 등)를 위탁

운영 추진도 고려

구분 기관명 운영 창업센터 특화분야

협회･
재단

(사)벤처기업협회 서울벤처인큐베이터 종합형

한국기술벤처재단 홍릉벤처밸리창업보육센터 종합형

창업진흥원 앱창업누림터 앱개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없음 사회적경제지원

사회투자지원재단 없음 사회적경제지원

(사)씨즈 서초 창의허브 사회적경제지원

서울성동제화협회 없음 성수 수제화

대학

세종대학교 세종대학교 벤처창업보육센터 앱개발

숭실대학교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센터 IT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 종합형

기업
㈜씨씨브이씨 밸류업센터 씨씨브이씨 밸류업센터(주) IT

㈜닷네임코리아 글로벌벤처센터 IT

표 2-23 창업센터 위탁운영 가능 대상(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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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4 진흥지구 내 창업보육센터의 지역사회경제와의 연계 강화 

◦ 진흥지구가 입지하는 지역사회 주력산업 분야의 영세소기업을 입주

시켜 시장안착을 지원하는 동시에 해당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

◦ 이를 위해, 입주기업 선정 대상에 지역사회 주력산업 분야의 영세소

기업에 대해서는 가점 적용

- 가령, 성수 IT산업진흥지구 내의 수제화 분야의 경우 입주 시 가점 

적용

◦ 아울러, 졸업예정인 IT기업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이 부재하므로 지

역사회경제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사후관리서비스 도입･강화 

- IT 분야의 입주기업이 졸업 후 지구 내에 입지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

로 입지할 경우 그동안의 지원 성과가 무의미해짐

- 지구 내에 입지할 수 있도록 지역 전통산업 협업 네트워크 지원, 기

술융복합지원 등의 사후관리서비스 도입･강화



Ⅲ 서울시 취업센터의 혁신화 방안

1 취업센터 현황

2 취업센터 운영 실태

3 취업센터 주요 현안

4 취업센터 운영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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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서울시 취업센터의 혁신화 방안

1 취업센터 현황

◦ 현재 서울에는 총 106개의 공공취업센터가 운영 중이며, 그 성격상 

‘종합형 센터’와 ‘특화형 센터’로 구분 가능(아래 [표 3-1] 참조)

-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형 센터는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와 

자치구 취업정보센터가 해당되며,

- 특화형 센터로는 여성관련취업센터(47개), 고령자취업알선센터(25개)가 

대표적임

구분

종합형 취업센터 특화형 취업센터

일자리플러스
센터

자치구
취업정보센터

여성관련
취업센터*

고령자취업
알선센터

서울인생 
이모작지원센터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이용자 제한없음 제한없음
취업교육 
필요 여성

55세 이상 
고령자

55세 이상 
고령자

장애를 보유한 자

기관 수 1개 27개 47개 25개 1개 1개

인력규모
(개소당)

22명 2~3명 *참조 각 1~3명 15명 16명

특성 1:1 맞춤 상담 취업알선
창업보육 
직무교육

취업적응 
교육 등

전문직 
은퇴자지원

취업기관 간 
연계관리

주1)그 외, 기술교육센터4개, 국가보훈처(재대군인취업지원센터) 1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주2)*는 여성능력개발원 1개(7명 내외), 여성발전센터 4개(5~12명), 여성인력개발센터 17개(각 5~7

명),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5개(4~9명)

표 3-1 서울시 취업센터 현황(자치구 취업정보센터 제외)

◦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제외한 모든 취업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

- 일자리플러스센터의 경우 2012년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다가 

2013년부터 22명의 상담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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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취업알선센터는 노인종합복지관,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함

그림 3-1 서울시 취업보육센터 관리/운영 주체 현황

◦ 지원서비스는 취업알선･상담 외에도 구인기업개발, 교육 및 훈련서

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기관별로 특화영역이 다소 상이함

- 일자리플러스센터는 맞춤형상담, 고령자 및 여성취업센터는 수요기

반 직업훈련, 자치구 취업정보센터는 공공일자리 중심의 취업알선에 

중점

◦ 취업센터의 예산규모는, 여성개발인력센터가 가장 많으나 단일 센터

규모로 봤을 때 여성능력개발원이 15억 2,200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남

- 여성인력개발센터(17개소) 55억 2,400만 원, 새로일하기 센터(25

개소) 21억 7,700만 원, 고령자취업알선센터(25개소) 24억 6,200

만 원의 순

- 일자리플러스센터의 경우 4억 7,500만 원으로 가장 예산이 적은 것

으로 나타나나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에 해당되며, 이는 2013년부

터 시 직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직원들의 인건비가 시 총괄예산으로 

별도 책정되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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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일자리알선 관련 업무

2011년 현황

취업
실적

사업비
(시비)

일자리플러스센터 -여성, 청장년, 고령자 맞춤 취업알선 7,792 1,338

자치구취업센터 -25개 자치구별 취업센터운영 (서울시 인건비 지원) 41,504 1,389

고령자취업알선센터 -55세 이상 고령자 취업알선/교육(서울시 인건비 등 지원) 8,894 2,695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장애인 일자리알선, 교육, 기업발굴 867 582

서울여성능력개발원
-여성 일자리 알선/교육
-여성창업 보육공간, 프로그램지원

1,693 2,235

여성발전센터(4개) -여성 일자리 알선/교육 10,753 3,397

여성인력개발센터
-센터별 직업훈련, 취업알선
※노동부 산하 서울시 17개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

7,358 5,890

새로일하기센터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22개소 직업교육, 취업지원(시 30%)

23,778 1,678

표 3-2 서울시 취업센터 예산 현황

(단위: 명/백만 원)

2 취업센터 운영 실태

2 1 취업센터 이용자 관련 실태

◦ 서울시 산하의 취업센터가 공공부문 취업알선의 42.6%를 담당하고 

있으며, 서울시 소속 취업센터 중에서는 자치구 취업정보센터가 가

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 중인 고용센터(워크넷)가 

49.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의 새로일하기센

터(새일센터)는 7.3%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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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센터 수 취업자 수(명) 비율(%)

시 시, 자치구, 산하기관 79 134,496 42.6%

국가

고용센터(워크넷) 8 156,391 49.5%

여성가족부(새일센터) 24 23,001  7.3%

국가보훈처(재대군인취업지원센터) 1 1,800  0.6%

계 112 315,688 100.0%

표 3-3 국가/서울시 운영 취업센터 취업실적(2012년 기준)                  

- 서울시 산하의 취업센터 중에서 자치구 취업정보 센터가 가장 많은 

비중(17.7%)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는 2.7%

의 비중을 차지하나 상담사 1인당 연간 취업실적은 타 기관에 비해 

높은 편

- 상담사 1인당 연간 취업실적은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431명, 고용

센터 284명, 새일센터 176명, 재대군인지원센터 163명의 순으로 

나타남

기관 센터 수 취업자 수(명) 비율(%)

전체(시, 자치구, 산하기관) 79 134,496 42.6%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1 8,626 2.7%

자치구 취업정보센터 25 55,839 17.7%

여성 대상 취업센터 22 29,645 9.4%

고령인 대상 
취업센터

인생이모작지원센터 1 555 0.2%

어르신취업알선센터 25 26,008 8.2%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1 3,457 1.1%

기타(기술교육원) 4 10,366 3.3%

표 3-4 서울시 운영 취업센터 취업실적(2012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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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기관의 구직자 대비 구인 수를 살펴보면,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제외하고는 구직자에 비하여 구인수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 일자리플러스 센터의 구인배율(구직자 수 대비 구인 수)은 112.8% 

수준이나, 타기관은 평균 60.7%로 구인기업 발굴이 크게 부진한 편

- 이는 구인개발상담사가 취업알선상담사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

하여 구인기업 발굴과 등록된 구인기업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것이 

원인

◦ 취업률을 살펴볼 때, 일자리플러스센터와 여성 대상 취업센터들의 

취업률은 50%대로 상대적으로 높으나 이외 자치구와 고령자 대상 

취업센터는 30% 정도로 낮으며 장애인 대상 취업센터는 2%로 매우 

저조

- 취업과 관련하여 단편적으로 취업 등록 수에 기반한 취업률 이외에, 

취업의 질이나 지속성에 대한 비교는 구축된 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 

없음

구  분 총 계

종합형 취업센터 특화형 취업센터

일자리
플러스센터

자치구 
취업센터

여성 대상 
취업센터

고령자 대상 
취업센터

장애인 대상 
취업센터

구 인 수 157,832 21,578 77,798 34,969 10,437 220

기관당 구인 수 2,104 21,578 3,112 1,590 401 220 

구인배율
(구인 수/구직자 수)

70.3% 112.8% 61.4% 58.9% 56.1% 28.6%

구직자 수 224,570 19,128 126,717 59,367 18,590 768

기관당 구직자 수 2,994 19,128 5,069 2,699 715 768 

취 업 률 40.6% 50.4% 32.8% 55.6% 38.1% 2.9%

표 3-5 기관별 구인･구직 현황(2011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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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별 실태를 살펴보면, 먼저 일자리플러스센터의 경우 이용매체

는 주로 전화이며 연령계층･학력수준･임금수준･구인기업 규모･업

종 등에 따라 구직･구인 특성이 다르게 나타남

- 일자리 플러스센터 이용자는 일 평균 525여 명(구인기업/구직자 포

함)으로 전화상담(93.0%)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구         분 계 전 화 내 방 온라인 기  타

2012년
(7월 말 기준)

일 평균 이용자 525명 489명 34명 2.6명 0.1명

비 율 100% 93.0% 6.4% 0.5% 0.1%

2011년
일 평균 이용자 500명 458명 39명 2명 1명

비 율 100% 91.7% 7.8% 0.4% 0.1%

표 3-6 센터 일평균 구직/구인 이용자 현황

- 연령계층의 구직 및 구인에 있어,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구인수요

가 구직수요보다 더 높게 나타나나, 연령별 취업률은 20대 이하가 

60% 이상인 반면, 40대와 50대는 취업률이 40%대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구 분 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관계없음

구 직 51,868 9,928 11,993 7,943 10,241 11,763

구 인 83,169 7,274 23,447 16,067 12,564 9,726 14,091

취 업 27,032 6,082 7,048 3,864 4,527 5,511

취업률 52.1% 61.3% 58.8% 48.6% 44.2% 46.9%

표 3-7 센터 구직/구인 연령 특성(2010.1월~2012.7월/최근 3년간)

- 학력수준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졸업자, 전문대학교 졸업자는 구직/

구인수요가 상호 간 높고, 취업률이 높아 구인/구직 간 취업 매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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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한 반면, 

- 대학교 졸업자의 경우 구직자 대비 구인 수요가 절반도 못 미치지만, 

취업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구인 기업 개발이 많

이 이루어진다면 취업과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구 분 계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이상
기타

(학원 등)
관계없음

구 직 51,868 4,128 17,872 8,563 19,073 1,945 287

구 인 83,169 850 31,947 10,449 8,266 2,107 872 28,678

취 업 27,032 2,270 8,961 4,903 9,825 890 183

취업률 52.1% 55.0% 50.1% 57.3% 51.5% 45.8% 63.8%

표 3-8 센터 구직/구인 학력 특성(2010.1월~2012.7월/최근 3년간)

- 임금 수준과 관련하여, 구직자/구인기업의 임금 수요는 150만 원 

이하의 저임금이 대다수이며, 200만 원 이상의 임금은 구직자 수요 

대비 구인기업 수요가 적은 편

구 분 계 80만 원 이하 80~100만 원 100~150만 원 150~200만 원 200~300만 원
300만 원 

초과

구 직 51,868 2,501 12,414 23,258 9,749 3,305 641

구 인 83,169 2,282 18,149 43,576 15,945 2,565 652

취 업 27,032 1,272 6,505 12,454 4,972 1,561 268

취업률 52.1% 50.9% 52.4% 53.5% 51.0% 47.2% 41.8%

표 3-9 센터 구직/구인 임금 특성(2010.1월~2012.7월/최근 3년간)

- 구인기업의 규모 관련, 센터 이용 구인기업은 영세 소기업(49인 이

하)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견기업 이상(300인 이상)은 극

히 적은 비중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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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5인 미만
(소기업)

5~49인
(소기업)

50~299인
(중기업)

300~999인
(중견기업)

1,000인 이상
(대기업)

공공/복지

구인기업
13,400
(100%)

2,953
(22.0%)

7,795
(58.2%)

1,712
(12.8%)

331
(2.5%)

265
(2.0%)

334
(2.6%)

구 인 수
83,169
(100%)

8,777
(10.6%)

32,812
(39.5%)

12,718
(15.3%)

7,202
(8.7%)

17,805
(21.4%)

3,855
(4.6%)

표 3-10 센터 구인기업 규모(2010.1월~2012.7월/최근 3년간)

- 고용형태 관련, 특히 55세 이상은 구직자들의 정규직에 대한 수요

에 비해 계약직의 구인 수요가 많아 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구분 고용형태별 합계 연령무관 29세 이하 30세~39세 40세~49세 50세~54세 55세 이상

연도별 합계 17,650 970 12,626 1,917 1,334 437 366 

2012
년도

소계 5,668 376 4,052 506 345 182 207 

정규직 4,089 98 3,236 378 169 120 88 

계약직 1,175 143 750 89 82 50 61 

계약직(시간제) 135 16 23 11 30 3 52 

정규직(시간제) 159 10 42 28 64 9 6 

기타 110 109 1 0 0 0 0 

2013
년도

소계 11,982 594 8,574 1,411 989 255 159 

정규직 8,702 270 6,923 958 352 129 70 

계약직 2,194 104 1,470 294 197 57 72 

계약직(시간제) 153 17 52 23 44 10 7 

정규직(시간제) 771 41 129 136 396 59 10 

기타 162 162 0 0 0 0 0 

표 3-11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고용형태(연령)별 구인현황(2012.06~2013.05)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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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알선 업종은 경영･회계･사무, 경비･청소, 운전･운송 분야가 높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구직자의 수요에 비해 구인기업 수가 부

족하거나 구인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의 구직자 수 부족

․ 경비･청소, 운전･운송, 사회복지･종교 직종의 경우 구인보다 구직

자가 많아 취업이 어려운 직종

․ 반면, 경영･회계･사무, 문화･예술･디자인, 정보통신 직종의 경우 

구직자보다 기업의 구인이 많아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 또한, 영업･판매 직종의 경우 업무 강도가 높은 것으로 구직자가 인

식하는 기피업종이기 때문에 구인기업 수요는 많으나 구직자는 상

대적으로 적은 편

구분 계
경영

･회계
･사무

경비
･청소

영업
･판매

문화예술
･디자인･

방송

운전
･운송

사회복지
･종교

정보통신
그 외 

18직종

구직 51,868 13,494 8,087 3,054 3,620 3,251 2,614 1,721 16,027

구인 83,169 21,778 5,726 15,017 5,036 2,724 2,530 6,379 23,979

취업 27,032 6,932 4,174 1,510 2,317 1,571 1,349 1,150 8,029

취업률(%) 52.1% 51.4% 51.6% 49.4% 64.0% 48.3% 51.6% 66.8% 50.1%

표 3-12 서울시 취업센터별 직종별 구인기업/구직자 현황(2010.1월~2012.7월/최근 3년간)

(단위: 명)

◦ 고령자취업알선센터의 경우, 구직 및 구인수요가(50~70세)로 골고

루 분포되어 있는 편이나, 고령자의 취업능력 및 구인기업의 열악함

으로 인해 취업률은 43% 수준으로 낮은 수준

- 60~69세의 구직자가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65~69세의 구

직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취업률은 42.7%로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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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55~59 60~64 65~69 70~74 75세 이상

구 직 19,392 1,940 5,347 6,873 4,103 1,129

취 업 8,460 972 2,676 2,938 1,437 437

취업률(%) 43.6 50.1 50.0 42.7 35.0 38.7

표 3-13 고령자취업알선센터 구직/구인 연령 특성(2011년 기준)

(단위: 명)

- 고령자취업센터의 주요 취업알선 업종은 환경미화직, 운전�운수

�주차관리, 배달직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150만 원 미만의 저

임금이 대다수

․ 환경미화직(40.5%), 운전�운수�주차관리(25.8%), 배달직(11.6%)

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모두 생계형 일자리에 집중

되어 있는 상황

․ 최근 55~60대의 고학력 또는 중산층 이상 고령자들의 수요가 늘어

나면서 다양한 직종의 일자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반영되고 있지 못

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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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2009 2010 2011

단순노무직 487 4.1% 926 5.0% 365 6.2%

단순사무조사직 274 2.3% 144 0.8% 86 1.5%

도우미직 1,262 10.7% 1,334 7.2% 204 3.5%

배달직 1,629 13.8% 1,583 8.5% 677 11.6%

사무관리직 115 1.0% 100 0.5% 58 1.0%

서비스판매직 142 1.2% 127 0.7% 40 0.7%

시설관리경비직 3,149 26.7% 5,814 31.2% 103 1.8%

운전･운수･주차관리 676 5.7% 1,130 6.1% 1,510 25.8%

전문직 10 0.1% 12 0.1% 278 4.7%

제조생산직 109 0.9% 185 1.0% 13 0.2%

환경미화직 3,493 29.6% 6,755 36.3% 2,371 40.5%

기타직 443 3.8% 500 2.8% 154 2.6%

총계 11,789 100% 18,610 100% 5,859 100%

표 3-14 고령자취업알선센터 구인 업종 현황

(단위: 명/%)

◦ 여성 대상 취업센터는 30~50대 후반의 경력단절 여성이 주로 이용하

고 있으며, 100~150만 원 선의 조리･돌봄･경리･회계 등이 주로 알선

- 20~40대 구인여성은 고학력자들이 많으며, 급여와 상관없이 상담

관련 직업 등 자신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직업 및 경력에 도움이 

되는 직종 선호

- 50~60대 여성은 경제적 문제로 직업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 직종은 

거의 따지지 않음

- 특히, 구인 시 예전 경력이나 자신의 여건에 대한 고려를 못하기 때

문에 초기상담 후 1차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이미지 메이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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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취업지원서비스 관련 실태

◦ 취업센터는 주로 구직자 대상 상담 및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과정에서 필요 시 구직자 교육을 수행하고, 이후 취업후 관리 서비스

를 제공

◦ 이를 위한 주요 지원 기능으로, 구인기업 발굴 및 검증, 데이터베이

스 구축 및 업데이트, 상담사 교육 등을 수행

◦ [구인기업 발굴 및 검증] 현재 서울시 취업센터들 중 일자리플러스

센터에 전담팀(5명)이 2012년 신설되어 운영 중으로, 주로 기 구축

된 자료의 검증 작업을 진행

- 여타 취업센터에서도 구인기업 발굴이 이뤄지는 경우는 있으나 상

담사가 부가적인 업무로 비체계적으로 수행

- 구인기업 발굴 방법 역시 다양한 방법이 이용되기는 하지만, 주로 기 

구축된 워크넷이나 사람인의 자료를 검증하는 형태로 진행

◦ [구직자 상담] 현재, 대부분의 취업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1:1 상담

서비스는 간단한 정보만이 담긴 구직표를 바탕으로 상담하는 형태

로 운영

- 특히, 일자리플러스센터는 1:1맞춤형 상담을 센터의 특화분야로 내

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상담에 필요한 구직자 정보 파악이 

단순히 구직표(연령, 경력, 학력 등)에 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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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취업센터 지원서비스 구조

- 그 외 고령자취업알선센터 등과 같은 특정계층 대상 취업센터는 형

식적으로 구직표를 작성하고 있으나, 대부분 취약계층이 주를 이루

고 있어 빠른 취업알선을 위해 단순히 참고하는 형태로 운영

◦ 특히, 일부 교육프로그램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심층상담서비스

는 제한적인 예산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극

히 제한적

-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심층상담의 경우, 교육프로그램 

형태로 월 3회(1회당 10명) 운영하고 있어 실효성이 매우 미미한 

상황

- 특히, 심층상담서비스는 교육프로그램이 아닌 일상적인 상담 절차

로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프로그램화해 대상자를 제한

하고 있는 한계 존재

◦ [구직자 교육] 취업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은 지역별･구직자별 수요와 

취업 센터의 운영 목표에 따라 달리 운영

- 일자리 플러스센터는 취업준비 프로그램을 위주로 운영, 필요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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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훈련기관 소개

․ 취업준비 프로그램은 취업준비교육･심층상담교육･캐치업교육으

로 구분하여, 구직자의 특성에 따라 면접준비 및 모의면접부터 구직

역량 진단 및 강화, 자기이해 및 구직역량 진단, 취업전략 수립 등의 

단계별 교육을 시행

․ 그러나, 예산부족으로 인해 총 구직인원(19,128명) 대비 프로그램 

운영규모가 매우 적은 것이 한계(전체대비 4%)

- 자치구 취업센터는 자치구의 여건에 따라 다른데, 14개(전체 25개) 

정도는 자체적인 취업준비 프로그램을 운영(2012년)하거나, 일자

리플러스센터의 프로그램으로 연계하는 형태로 제한적 수행

- 반면, 여성인력개발기관, 고령자 관련 취업센터는 기존의 직업훈련

기관에 취업알선기능이 더해진 만큼 전문직업훈련에 중점을 두어 

1~6개월의 기간 동안 집중적인 교육을 수료한 후 취업을 알선하는 

형태로 진행

기관명 구분
교육인원

(명)
교육시간 교육내용

일자리플러스센터
(1개소)

취업준비교육 600 1일 2시간
-면접 준비 및 모의면접
-개별 클리닉 제공

심층상담교육 180 3일 9시간
-구직역량 진단 및 강화
-구직스킬 향상, 구직전략 수립

캐치업교육 90 5일 20시간
-자기이해 및 구직역량 진단
-취업전략 수립, 구직스킬 향상

시립기술교육원
(4개소)

직업훈련 6,000
강좌별 

6~12개월
-일반과정과 특성화과정으로 분류
-고령자, 산업별 교과정 신설

여성인력개발기관
(21개소)

직업훈련 50,000
강좌별 

1~6개월
-사무관리, 교육강사, 미용 등 여성 
취업이 수월한 교육과정 교육

노인취업훈련센터
(1개소)

직업훈련 3,500
강좌별 

25~30시간
-노년설계, 직무교육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4개소)

직업훈련 40 300시간 -바리스타 교육

표 3-15 센터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2011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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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후 관리] 현재 대부분의 취업센터에서 사후관리서비스를 운영

하고 있으나, 일정 시점에서 구직자를 대상으로만 취업 지속 여부 등 

간단한 정보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음

- 현재 취업자의 사후관리는 취업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취업자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을 통해 기초적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직이나 전

직의사를 확인하고 재취업을 유도하는 형태로 진행

․ 근속 여부, 직무 및 조직적응(동료관계, 고용주와의 관계, 직무만족

도, 업무량)등에 대한 기초적인 질문을 통해 구직자의 상황을 파악하

고 상담과정에서 이･전직의사가 확인되거나 이미 퇴사한 경우는 퇴

사 사유를 확인

- 이러한 사후관리가 취업자가 갖는 구체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보다는, 단순사실 확인을 통해 재취업을 유도하는데 

국한

3 취업센터 주요 현안

3 1 연령･계층의 일자리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 체계의 미흡

◦ ① 취업시장에서 연령계층 간 상이성과 계층 내 분화현상이 증대

- 연령 계층별로 볼 때 장년층과 비교하여 청년층과 고령층의 일자리 

부족이 심각함

- 취업시장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의 저임금 인력 수요는 많으나 양질

의 일자리는 부족하여 인력 수급에서 불일치가 보편적으로 존재하

는 가운데,

- 양적으로 장년층 인력의 수요는 상대적으로 많으나 청년층과 노령

층의 인력수요는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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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직 선호 현상 심화로 청년층의 취업기회는 더욱 축소되고 있음

․ 베이비부머 은퇴로 고령층 구직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일자리플러스센터의 구인구직 현황에서 전체 구인건수가 구직건수

보다 많으나, 20대 이하와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구직건수가 구

인건수보다 많음

- 동일 계층 내 구직자들의 분화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음

- [청년층]은 대졸(전문대 졸) 구직자가 대부분인 가운데 특성화高 졸

업자가 청년 구직자의 일부를 이루고 있음

․ 高역량 대졸인력은 주로 민간시장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음

- [노령층]은 기존의 저학력･비전문직 구직자계층이 있는 가운데, 베

이비부머 은퇴 등으로 인해 고학력･전문직 인력계층이 대량 형성되

고 있음

- [여성층]은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직업훈련을 받는 구직자층과 여유

가 없이 생계형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로 양분되어 있음

- [장애인층]은 즉시 취업가능한 계층과 상당기간 직업훈련이 필요한 

계층으로 나뉘어져 있으나, 직업훈련 서비스가 취약한 상황임

◦ ② 현재 취업센터의 서비스는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상황임

- 서울시는 종합형 취업센터와 특화형 취업센터를 통해 각 계층에 맞

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형식적으로 갖추고 있으나,

- 전 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알선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형 취업센터는 

일자리플러스센터와 구 취업센터가 있음 

-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형 취업센터는 고령자

취업센터, 여성관련센터, 장애인고용지원센터 등이 있음

- 날로 심각해지는 청년실업에 대해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

하고 있어 서비스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실정임

-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특화형 취업센터는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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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형 취업센터는 일부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알선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나, 미흡한 상황임

․ 자치구 취업센터는 취업교육 이외에 청년층을 위한 별도의 서비스가 

없음

․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청년인턴십(재정지원사업), 1:1멘토링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별도의 서비스 프로그램은 없음 

․ 청년구직자들은 서울시 취업센터를 잘 모르거나 저학력 구직자들이 

이용하는 곳이라는 편견 등으로 인해 잘 이용하지 않는 상황임

◦ 특화형 취업센터는 취업알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계층 내 분

화현상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상황임

- [고령층] 베이비부머 세대는 다양한 일자리를 선호하나, 등록된 일

자리는 경비, 물류 등 단순노무직에 집중되어 있음

․ 최근 ‘인생이모작센터’가 설립되면서 베이비부머를 위한 취업알선

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여성층] 현 취업센터는 대부분 직업훈련센터에 부속되어 있어 직업

훈련 이수자의 취업알선을 중심으로 하며 생계형 구직여성을 위한 

서비스는 별도 없음

- [장애인층]대부분 장애인은 당장의 취업알선보다는 직업훈련 서비

스가 필요한 실정

3 2 취업센터 서비스의 질적 수준 미흡

◦ 취업센터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자리 발굴, 구직자 확보, 알선･
상담, 교육･훈련, 사후관리 등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구비되어야 함

- 취업센터는 본질적으로 구직자들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연결시켜 주

는 것으로 일자리 발굴, 구직자 확보, 알선･상담, 교육･훈련, 사후관

리가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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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공공 취업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민간과 대동소이하나 소요되

는 인력 및 시간은 더 많이 투입되는 경향이 있음

․ 민간 온라인취업포털이 대기업, 중견기업들을 구인기업으로 갖고 

있고 고급 인력을 구직자로 확보하고 있는 반면, 공공 취업센터는 중

소기업을 구인기업으로, 중간 이하의 인력을 구직자로 갖고 있음

◦ ① 소극적 방식 위주의 구인 발굴과 구직자 확보

- 현재 대부분 취업센터는 고용노동부DB에 등록된 정보를 그대로 이

용하거나 접수되는 정보를 상담사가 등록하는 상황임

- 현재 대부분의 취업센터는 소극적인 구인 발굴 방식을 택하고 있음

․ 사실상 구인발굴 없이 고용노동부DB(워크넷)에 올라온 정보를 그

대로 이용하여 알선하는 방식 등 소극적 방식 위주로 시행하고 있음

․ 워크넷과 서울시 구인구직DB는 연동되어 있어서 서울시가 독자적

으로 구인 발굴을 안 하더라도 구인기업정보가 있는 상황임

․ 자체적으로 구인정보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노력여하와 무관

하게 접수되는 정보를 단순히 등록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예외적으로 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일부 센터가 적극적인 구인 발굴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아직 체계화되어 있지 않음

․ 구인기한 만료 정보의 갱신, 일반 구인사이트 정보의 상세 파악 후 

등록, 구인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기관(대한상의 등)과의 연계 등 적

극적인 방식으로 구인 발굴을 하고 있음

․ 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12년 대한상의와 협력하여 단기간에 6천여 

건의 일자리를 발굴하였으나 일회성 사업으로 추진되었음

․ 그러나 이를 위해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수행할지 불확실성이 있음

․ 일자리플러스센터도 구인개발을 외주화하고 기존 구인개발팀을 상

담인력으로 전환 배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일자리플러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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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중)

- 이러한 소극적 구인 발굴 방식으로는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청년층과 노령층의 취업난을 해결하기 어려움

- 현재 청년층 취업난의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므로, 구인 발굴

이 필수적

․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부족은 기존 구인정보의 갱신 또는 상

세화에만 의존해서는 해결되기 어렵고 신규 일자리를 확보하는 과

정이 필요

- 노령층은 다양한 일자리의 부족(다양한 업종, 다양한 고용방식 등)

이 문제이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신규 일자리 발굴이 필요함

․ 단 노령층의 다양한 일자리 부족은 서울시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차원의 문제로서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 

- 한편 구직자 확보의 중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음

- 현재 취업난이 심각한 상태에서 양적으로 구직자 확보에 어려움은 

없으나 질적으로 低역량 인력으로 편중되어 있음

․ 공공 취업센터는 공공근로 등 저임금 일자리 알선을 위주로 한다는 

인식 등 요인에 의해 저역량 구직인력이 다수를 이루고 있음

․ 특히 청년층 사이에서 공공 취업센터는 인지도가 낮고 저역량 인력

이 이용하는 곳이라는 편견이 있음

- 양질의 인력확보는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촉진할 수 있음

․ 민간취업포털의 예에서와같이 양질의 인력은 양질의 일자리를 견인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

◦ ② 형식적이고 전문성이 미흡한 알선･상담 서비스

- 알선･상담은 구직자가 원하는 구인정보, 업계동향, 현장정보 등의 제

공이 필요하나 상담사가 숙지하지 못한 채 알선상담이 진행되는 경우

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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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적인 알선상담을 위해서는 상담사가 구직자 현황 파악 이외에 

구인기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 관련 업계의 동향, 구체적인 현장 정

보 등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나, 

- 대부분의 상담사가 이러한 배경적 지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음

․ 이러한 경향은 취업센터의 상담사가 회사 경력이 미비한 경력단절

여성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며

․ 상담사에 대한 업계 동향, 현장실무지식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임

․ 2~3명의 인원이 근무하는 고령자취업센터, 여성관련 취업센터에서 

이러한 경향이 심각함

- 이에 따라 알선･상담이 단순히 구직정보 검색결과를 제시하는 수준

에 머무르고 있어 구직자의 만족도가 낮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 알선상담을 통해 획득하는 정보가 구직자 본인이 온라인으로 검색

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에 따라 알선상담의 

의의가 반감됨

- 특히 인터넷 사용능력이 뛰어난 청년층의 경우 알선･상담의 효용이 매우 

낮음

․ 단, 자신이 직접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이 취약한 구직자의 경우 이러

한 알선상담이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 ③ 피상적으로 운영되는 교육･훈련

- 대다수 취업센터는 구직자에게 제공하는 취업(준비)교육, 심층상

담, 직업훈련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 취업(준비)교육, 심층상담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음

- 취업(준비)교육은 센터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인력이 있는 센터에서는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일자리플러스

센터)

․ 일부 자치구 취업정보센터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행하거나 일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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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교육 없이 온라인 자료제공으로 대체(일부 자치구 취업센터, 

여성인력개발원 등)

․ 고령층 취업센터는 각 구청 노인복지센터 산하의 노인취업훈련센터

가 교육을 담당하고 있음

- 심층상담은 대부분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나, 1:1 상담이 아닌 교육

형태의 그룹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음

․ 심층상담이 구직자 개인에 맞춘 서비스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례에 

맞춘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음

․ 심층상담이 구직자에게 즉각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

로 교육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상담의 적시성이 떨어짐

- 온라인 교육, 그룹상담 등 방식은 구직자 개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

- 직업훈련 연계서비스는 구직자를 다양한 직업훈련기관에 연결하기

보다 직업훈련기관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음

- 취업센터는 취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직업훈련 연계서비스를 추천하기보다 취업을 알선하는 경향이 강함

- 직업훈련이 필요한 경우 단순히 직업훈련기관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적극적으로 직업훈련기관과 연결해주는 때는 많지 않음

․ 단, 직업훈련기관에 부속된 취업센터는 구직자에게 해당 직업훈련기

관을 적극적으로 소개하여 교육을 받도록 경쟁적으로 유도하는 경우

가 있음

◦ 한편, 취업센터 상담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은 없는 상

황임

- 현재 대다수 취업센터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갖고 있지 않으며, 외부 전문가 또는 교육기관을 활용한 재교육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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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사 교육은 각 개별센터가 임의로 외부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진

행하거나, 개인의 선택에 맡기고 있음

- 이에 따라 상담업무의 체계적인 전문성 구축 및 전수 메커니즘이 없

는 상황임

◦ ④ 단순 사실 확인 위주의 사후관리

- 사후관리서비스는 취업 후 일정 시점에서 취업 지속 여부 등 간단한 

사실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음 

- 현재 취업자의 사후관리는 취업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취업자와

의 전화 상담을 통해 취업 지속여부를 확인하여 퇴사한 경우 이직이

나 전직의사를 확인하고 재취업을 유도하는 형태로 진행

․ 근속 여부, 직무 및 조직적응(동료관계, 고용주와의 관계, 직무만족

도, 업무량)등에 대한 기초적인 질문을 통해 구직자의 상황을 파악하

고 상담과정에서 이･전직의사가 확인되거나 이미 퇴사한 경우는 퇴

사사유를 확인

- 이러한 사후관리가 취업자가 갖는 구체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보다는, 단순사실 확인을 통해 재취업을 유도하는데 국

한

․ 사후관리서비스를 번거롭게 여기는 취업자들이 많은 상황임

◦ 구직자를 대상으로만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어 구인기업의 입장에

서 퇴사 이유나 취업자에 대한 불만 등에 대해 구체적인 파악이 불가

능

- 구직자만을 대상으로 한 확인으로는 구직자가 퇴사한 정확한 이유

나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

- 고령자취업알선센터의 경우 구인기업/구직자 모두 사후관리를 진

행하는 것이 기본지침이나 인력의 부족 및 정확한 매뉴얼의 부재로 

인해 실효성은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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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취업알선센터 관계자 인터뷰>
 ❍ 취업 알선 후 전화통화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사후관리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
  - 사후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구직자의 근무현황 및 구인처의 고용만족도 파악에 한계가 있으며, 취업자 

퇴사 시 퇴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어 취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힘듦

◦ 체계적인 사후관리 지침이 없이 사후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음

- 구직자가 취업 후 직면하는 다양한 상황과 이후 대처방식에 대한 매

뉴얼 등이 없이 상담사의 판단에 맡기고 있음

- 상담사의 소질과 판단능력과 상관없이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

어지도록 매뉴얼을 갖출 필요가 있음 

․ 퇴사하는 원인도 매우 다양하므로 이에 대한 다각도의 고려가 필요

하며, 생계형 취업자는 보다 나은 근무조건을 좇아 빈번하게 전직하

는 경우가 있어 퇴사를 문제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임

3 3 센터 인력의 전문성 부족

◦ ① 현실과 동떨어진 자격증 보유자 위주 취업센터 인력채용방식

- 상담사가 업계동향, 기업운영원리에 대한 이해가 풍부해야 효과적 

상담이 가능하나, 대부분의 취업센터에서는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

는 경력단절 여성이 주로 채용되고 있는 상황

-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사회복지사 중심인 타 취업센터 보다는 양호하

나, 센터 구성원이 대부분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유 경력단절여성 또

는 여성관련취업센터 및 복지관 경력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

- 고령자취업알선센터는 고령자의 특성상 사회복지사가 필요한 경우

도 있으나,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에 있어 한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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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중복산정) 인원 경력 인원

사회복지사 1급 9 여성 관련 기관 5

사회복지사 2급 3 제대군인지원기관 1

직업상담사 2급 8 종합복지관 4

MTBI･STRONG 등 진단 3 치매지원센터 1

평생교육사 2급 1 투자증권 1

심리상담사 2급 1 민간 취업 기관 3

청소년상담사 3급 1 지방노동청 1

임상심리사 2급 1

아웃소싱지도자 3급 1

인터넷정보검색사 1

경영지도사 2

공인중개사 1

표 3-16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자격증 보유 및 경력 현황

- 대부분의 취업센터에서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소유자를 채용하고 

있으며, 고령자취업알선센터의 경우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유

자를 채용하고 있는 상황

구분 자격기준

일자리플러스센터
1. 4년제 대학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중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2. 고등학교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직업상담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고령자취업알선센터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2. 운전면허증 1종(실제로 운전가능한 자)

3. 취업관련 업무 유경험자
4. 전산업무(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가능자 우대 

여성인력개발센터
1. 직업상담사 자격증

2. 취업관련 업무 유경험자

표 3-17 서울시 취업센터별 채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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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취업포털의 경우 상담사 채용 시 특정 자격증 소지 여부보다는 

회사경력(최소한 3년 이상) 유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민간취업기관 간담회>
 ❍ 민간 취업기관의 경우 채용 시 자격증 소유 여부보다는 실무 경험 또는 다양한 사회경험 보유자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초기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취업시장 조사 및 구인기업 개발업무를 중점적으로 시킴
 - 신입사원의 경우 초기 근무경험 축적을 위해 취업알선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산업 동향, 구인기업의 구체적인 현황과 

비전 분석 등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시켜 구직자에게 알선 기업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있음

◦ 상담사에 대한 체계적인 재교육을 통해 전문성 강화가 가능하나, 이

러한 재교육체계가 없음

- 일자리플러스센터의 경우 연 1회에 한하여 내부 또는 외부교육을 받

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교육 일수 및 깊이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음

- 타 취업센터는 이보다 더 열악한 상황으로, 체계적인 재교육은 거의 

없음 

◦ ②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을 위한 예산지원 미비

◦ 센터의 예산이 상담사 인건비와 사업비를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고 

센터 운영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거의 없는 실정임

- 이로 인해 역량 있는 중간관리자를 고용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

킬 수 있는 예산의 뒷받침이 전무한 상황이며, 

- 직원 또는 팀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시적으로 민간전문컨설팅

과 연계하여 전문교육 또는 노하우를 받을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음

-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구인기업 개발을 위해 필요한 기획 예산 또한 

편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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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3

예산(안)
2012
예산

산  출  내  역

계 475,970 582,542

사무관리비 396,270 459,742
･희망취업멘토스쿨운영, 취창업 교육, 센터홍보, 상담사 
선택적복지 등

공공운영비 60,000 60,000 ･센터 통신요금     

국외업무여비 - 3,8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700 9,000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시책업무추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0 50,000 ･센터 민원편의시설 및 환경개선 집기 비품

표 3-18  일자리플러스센터 예산 구조                                                              

(단위: 천 원)

◦ 이로 인해 성공적인 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역량 있는 중간관리자 확

보가 사실상 불가능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 센터장의 경우 대부분 일반직 공무원이 순환보직 방식으로 맡고 있

으므로 전문성 축적이 어려움

- 상담사의 경우 대개 짧은 경험과 많은 업무량으로 인해 서비스 질 향

상을 위한 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기 곤란한 상황임

- 대다수 특화형 취업센터는 중간관리층이 아예 없음

․ 센터당 2~3명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중간관리자를 두는 것이 근본

적으로 불가능

◦ ③ 상담사의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한 높은 이직률

- [상담인력의 높은 이직률]여성취업센터의 경우 저임금 및 고용불안 

등의 이유로 이직률이 매우 높아 전문성 저하 등의 악순환을 겪고 있

는 상황

- 현재 여성취업센터는 상담사 및 취업설계사 인건비(132만 원)가 타 

기관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업무강도 또한 높아 이직률이 높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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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능력개발원의 2012년도 1인당 연평균 업무량은 2,896시간으

로, 연평균 소정근로시간 2,016(252일 * 8시간)시간을 상회

․ 여성능력개발원의 2012년 이직률이 21%(전체 인원 19명 대비 4명 

퇴사), 서부여성발전센터가 40% 등 대부분의 여성관련취업센터가 

이직률이 매우 높은 수준

구분 주요 내용

연봉
� 유사 기관들에 비해 연봉이 낮은 편으로, 특히 초과근무수당 및 연월차수당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연봉으로 잡고 있어, 실제 연봉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가 다소 낮음

고용형태
� 고용형태는 계약직으로, 서울시 산하 기관들이 모두 정규직 전환화 되는 추세에 있어, 고용
형태에 대한 만족수준이 다소 낮으며, 특히 신규 채용시에 고용형태로 인한 어려움이 있음

업무강도

� 2012년도 1인당 연평균 업무량은 2,896시간으로 연평균 소정근로시간 2,016(252일 
* 8시간)시간을 상회
� 2012년도 19명 기준, 업무대비 인력이 3인 이상 부족하다는 연구결과 등, 현재 한 사람당 
많은 업무를 감당하고 있음.

표 3-19  여성 관련 취업센터 근무 여건 사례

- 이러한 높은 이직률로 인해 직원의 교체 시마다 구인기업 발굴 및 데

이터 관리, 구직자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등에 연속성이 떨어져 센터 

차원에서도 전문성의 축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 특히, 센터에 근무하는 직업상담사의 처우(급여)가 낮아 좋은 일자

리가 들어 왔을 경우, 타인 상담 및 소개보다는 본인이 직접취업을 

하고자 하는 욕구로 이직률이 높음

<00새일센터 관계자 인터뷰>
❍ 현재 00새일센터에 근무 중인 상담사 및 취업설계사의 평균 재직기간은 7개월 미만이며, 인건비가 

직업상담 관련 업종 최저 수준으로 주로 경력이 없는 초임자들이 채용되고 있음
❍ 대부분 서울소재 새일센터 상담사 및 취업설계사들은 1~2년 근무 후 경력이 쌓이면 대학의 취업센터 등 

타 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다수



Ⅲ 서울시 취업센터의 혁신화 방안 75

3 4 취업률 위주의 획일적 실적 평가체제

◦ ① 현재 모든 취업센터의 실적평가가 취업률 위주로 되어 있음

- 전반적으로 취업센터를 단위로 하는 취업알선 성과평가가 이루어지

지 않고 있음

- 취업센터는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기는 하나 취업센터에 대한 성과

평가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대표적 취업알선 전담기관인 일자리플러스센터는 공무원 기관으로

서 공무원조직 업무성과평가를 시행할 뿐 취업알선 실적평가가 이

루어지지 않고 있음

․ 기관의 일부 부속센터인 대다수 여성관련 취업센터의 경우 기관평

가와 취업센터평가가 분리되어 각각 시행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취업알선 관련 상담사 성과평가는 있으나 센터평가는 없

거나, 기관평가는 있으나 센터평가는 없는 경우가 있어 혼선이 있음

․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상담사 성과평가는 있으나 센터의 실적평가는 

없음

․ 여성발전센터, 기술교육원 등 직업훈련을 주로 하는 기관들은 취업

알선 센터가 추가된 후 그 기관의 전반적 평가가 취업알선실적 위주

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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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평 가 항 목 가중치 배점 평가기준 비고

업무
능력 
및 

근태
(20)

업무처리능력 - 5 A~D등급

팀워크 기여도 - 5 A~D등급

직무몰입도(적극성) - 5 A~D등급

토털케어관리 - 5 A~D등급

업무
실적
(80)

구직등록 건수 1.0 12점
배점×(해당팀 월평균실적×
가중치)/(팀별 월평균 최고실
적×가중치)  

①소속팀원
의 전체 실
적 평가
② 팀실적 /
팀원

상담 건수

내방 1.0

14점

“

전화 0.5 “

온라인 0.5 “

e-mail 0.1 “

방문 등 2 “

구직자 대비 취업률 1.0  12점 “

취업 건수

알선 1.0

35점

“

알선 외(정보제공,
공공일자리등)

0.1 “

취업사례
(홍보)

방송 신문 등 보도 1.0
 2점

“

취업성공사례 0.5 “

구인기업 
개발 및 

등록 건수

기업(신규)등록 1

5점 “
구인공고등록 1

표 3-20  일자리플러스센터 평가 지표(구직상담사 기준)                                 

- 현 취업센터의 평가 방식이 취업률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센터 운영

이 일차적으로 취업률 지표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

- 일자리플러스센터의 구직상담사의 업무평가 기준에서 취업 건수와 

구직자 대비 취업률의 비중의 47%에 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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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 구직등록 건수, 상담 건수 등 지표는 26점임

․ 취업률 실적 이외에 구인 발굴, 사후관리 등 필수적 기능의 수행정도

를 평가하는 지표는 비중이 적거나 아예 반영되지 않은 상황임

- 업무평가 결과는 인사고과, 인센티브 지급과 직결되므로 상담사는 

우선적으로 취업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됨

- 이에 따라 평가지표가 취업건수 및 취업률 지표 등 양적 지표를 중심

으로 구성되어 구직자의 취업의 질, 취업유지율, 구인기업의 취업알

선서비스 만족도 등 질적 측면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② 취업률 실적 위주의 센터 운영으로 인한 불합리성이 여러 가지 측

면에서 나타나고 있음

- 무차별적인 취업실적 위주의 성과평가로 취업알선의 질적 측면, 취

업유지율, 구인기업의 만족도 등이 소홀하게 취급되는 상황을 초래

- 정규직 알선과 공공근로 등 비정규직 알선이 동일한 비중으로 계산

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정규직 알선보다는 비정규직 

알선 위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음

․ 특히, 취업역량이 부족한 취업자를 집중 교육과 동행 면접까지 제공

하면서 취업시켜도 성과는 1명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현재의 평가구

조에서는 이러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

- 취업 시점을 기준으로 취업 건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취업유지율은 

고려대상에서 멀어지게 되어, 일단 취업시키고 보자는 태도가 만연

․ 취약 구직자를 위해 집중적인 상담과 교육서비스 안내, 지속적인 사

후관리 등을 통해 취업까지 연계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하여 빠르게 취업시키려는 경향

이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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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플러스센터 미스테리샤퍼 결과>
 ❍ 희망임금에 대하여 스펙 확보나 임시 경력 확보 등 희망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고용시장 사정이 어려움을 핑계로 임금 깎기 시도

- 구인기업의 취업알선서비스 만족도 등 중요한 측면이 반영되지 않고 

있음

․ 구인기업 만족도는 취업알선의 효과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

표임에도 평가지표에 반영되지 않고 있음

- 특히, 고령자취업알선센터는 이러한 평가를 통해 위탁재계약 여부

가 결정되기 때문에 취업건수 실적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음

- 고령자취업알선센터 등의 경우 연 2회 자체평가와 3년 재계약 시 종

합평가를 시행하는데, 이 때 취업상담 실적 등이 반영되어 재계약 여

부를 결정

․ 평가 지표는 취업상담�알선�취업실적, 구인처개발, 구직자�구인처 

관리, 사후관리, 취업(적응 및 전문)교육 실적, 사업홍보 및 기타 서

비스에 관한 사항, 연합사업 및 협회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

- 이러한 평가구조로 인해 구직자의 요구와 수준에 맞추어 알선하기 

보다는 상황에 맞춰 빠르게 취업시키는 데 보다 초점을 두고 있음

<여성관련취업센터 인터뷰 결과>
 ❍ 발전센터 중 한 곳은 취업자 5,0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상당한 부분에서 허구가 존재
  - 예 : 가사돌보미 파견사업의 경우 1달에 한 번씩 3번 파견한 것을 총 3번의 취업으로 측정하고 있는 경우 존재

- 또한, 여성발전센터의 경우 본래 설립 목적과 인력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취업률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운영상 어려움이 존재

- 본래 여성발전센터의 설립 목적은 여성 대상 직업 교육, 창업보육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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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등이 중심이었으나 취업지원 기능 강화 중심의 서울시 정책으로 

인해 취업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

- 그러나, 사실상 서울시 지원인력 중에 취업지원 역할을 담당하는 인

력은 상담강사 한명 뿐이고 팀도 2개(관리팀/교육팀)밖에 없는 상황

- 특히, 취업지원 기능은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지정 새로일하기센

터’가 수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발전센터 평가에 취업영역

에 대한 부문이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운영상 어려움을 겪

고 있음

- 이는 사후관리서비스의 부실을 유발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음

- 현재 사후관리는 일정 시점에서 취업 지속 여부 등 간단한 정보를 확

인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음

- 취업률 위주이다 보니 유지율이 낮아지고, 만족도가 없다 보니 사후관

리가 부실하게 됨

3 5 센터 간 기능의 유사･중복과 상호 연계 부족 

◦ ① 센터 간 기능적 특화 없이 유사기능이 중복되고 있음

- 전반적으로 각 센터는 상담･알선 위주의 기초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

음

․ 상담･알선은 보편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기타 기능은 없거나 취

약함

․ 이에 따라 각 센터 간 기능 차별화 없이 유사한 업무를 다수의 취업

센터가 기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한편 각 센터 업무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별도로 없음

․ 각 취업센터가 알선･상담에 급급한 가운데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요

구되는 구인 발굴, 교육･훈련 등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조직은 별도

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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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결국 각 취업센터가 알선･상담에 더욱 몰두하고 여타 서비스는 

부실해지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일자리플러스센터는 구 취업지원센터와의 역할분담 없이 자체의 취

업알선업무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음

․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상대적으로 구인 개발, 교육훈련 등을 비교적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나, 일자리플러스센터는 구 취업센터와 협

력체계나 연계가 없는 채로 운영 중

․ 구 취업센터는 상담인력 인건비에 대해 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상

담사의 교육을 일자리플러스센터가 담당하고 있으나, 그 외에는 업

무협력이 되지 않고 있음

- 일자리플러스센터와 특화형 센터 간에 업무상의 연계가 없는 상

황임

․ 특화형 센터가 일자리플러스센터와 상이한 소관부서에 속해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서비스 기관 간에 협의구조가 없는 상황임

․ 취업 건수 실적 위주의 운영으로 찾아온 구직자를 자체의 실적으로 

잡으려는 태도가 강하여 타 센터로 소개하는 것은 드문 상황임

- 특히, 다수의 부가적 취업센터가 운영 중인 여성 관련 취업센터에서 

문제 심각

․ 여성관련 취업센터는 직업훈련, 여성복지에 특화된 기관에 부가적

으로 설치한 취업센터로 각 센터 당 규모가 2~3명에 불과하나, 센터 

수는 22개임

․ 최근 설치되는 ‘새로일하기센터’가 여성인력개발센터 부속으로 설

치 예정이므로, 소규모 취업센터가 이를 지원하는 조직도 없이 우후

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음

- 이에 따라 취업센터의 서비스는 상담알선에 국한되고 이를 지원하

는 인력은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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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동류 센터 간 상호연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음

- 동류의 취업센터 사이에 상호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되어 교육프로

그램, 취업알선 등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서울시 내 공공 취업센터 간에는 구인정보를 모두 공유할 수 있는 온

라인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으나, 교육프로그램은 상호 정보제공 수

준에 그치고 있음

․ 특히,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여성 관련 취업센터 등에서 각각의 특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경쟁자로 인식하여 이들 

교육프로그램을 상호 연계하지 않고 있는 상황

- 이러한, 과도한 경쟁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

는 기관 사이의 평가와 교육생 유치가 경쟁구도를 이룰 수밖에 없기 

때문

․ 현재 취업률 위주의 지표에 의거한 센터평가방식, 운영비의 대부분

을 수강생의 수강료에 의존하는 센터 운영으로 인해 구직자 및 교육

생을 대상으로 각 센터 간 경쟁관계가 형성

- 교육프로그램, 우수강사진 및 센터운영방식에 대한 공유도 전혀 이

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태로 시간 및 행정력 낭비 초래

․ 바리스타 교육 등 일부 교육의 경우 시설비 등 초기비용이 많이 소요

되는 것을 감안할 때 센터 간 협력관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계가 미흡

<여성발전센터 관계자 인터뷰>
 ❍ 취업자 수를 기준으로 한 취업기관 평가로 취업정보공유 소극적 
  - 서울시에 다양한 취업기관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간에 정보를 공유할 경우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취업자 수를 기준으로 센터 평가를 시행하고 있어 정보공유에 부정적임

- 특히,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 간 기능의 중복으로 인해 

상호 시너지를 내야할 센터끼리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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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4개 권역에 존재하는 여성발전센터의 경우 설립 당시 복지시

설로 시작,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구별이 되었으나, 현재 취업훈련 및 

알선 기능을 더함에 따라 인력개발센터와의 역할 구분이 모호

․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야할 발전센터 및 여성인력

개발센터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동일 카테고리 내에서 평가를 

받음으로써 경쟁관계 형성

4 취업센터 운영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

4 1 연령계층별 맞춤형의 취업지원체계 강화 및 센터 간 역할분담

◦ 창업과 달리, 취업은 연령이나 교육수준 등의 계층별 고려가 중요하

므로 연령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 필요

◦ 이를 위해, 현재 종합형센터와 특화형센터로 이원화된 취업센터를 

연령계층별 특화체제로 개편

- 청년층은 별도의 센터가 없으므로 청년층 특화형센터를 설치･운영

- 기존 특화형센터는 계층 내부의 분화를 고려해 취약기능의 보강과 

통합적 운영

- 종합형센터는 특화형센터에 대한 지원기능(구인기업발굴, 상담사 

및 구직자 교육훈련 등)을 전담하는 ‘허브형 센터’로 전환

4 1 1 청년계층 특화형 취업센터 설치･운영

◦ 심화되는 청년실업과 이에 따른 구직수요 증대를 고려해 청년층에 

특화한 ‘청년취업센터’(가칭)를 설치･운영

- 현재 청년층에 특화된 취업지원센터는 별도로 없으며, 그나마 종합

형 취업센터에서 청년층 취업지원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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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취업포털이 경력･전문직 구직자 위주로 운영되는 현실을 감안

해볼 때, 청년취업센터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려는 대졸 청년층

을 주요 대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상담･알선

◦ ‘청년취업센터’(가칭) 설치는 ① 신설방안과 ② 기존조직 활용방안 

가운데, 기존조직 활용(안)을 검토함

- ① 신설 방안: 기존 취업센터에 더해 별도의 독립된 기관으로 센터를 

설치

- ② 기존조직 활용방안: 청년층 일자리 관련 기관(일자리플러스센터, 

청년일자리허브 등)의 부설조직으로 설치

- ①안은 조직 신설에 따른 행･재정적 부담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②

안을 고려하되, ‘일자리플러스센터 활용방안’이 비교우위를 가짐

․ 일자리플러스센터와 청년일자리허브 두 기관을 고려 시 기능적 연

속성이나 업무의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활용

하는 방안이 설치도 용이하고 효과적

4 1 2 특화형취업센터의 기능강화와 통합적 운영체계

◦ 여성 및 고령자, 장애인 등 특화형센터의 취약한 기능을 대폭 강화

◦ 고령층취업센터는 알선상담 외에 구인 발굴과 교육훈련 기능 보강 

- 고학력자가 다수인 베이비부머 세대의 유입으로 인해 구직자에 비

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구인기업 발굴을 강화

- 고령자 중 저학력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서비스(특히 취업교육)

도 강화

◦ 여성층 취업센터는 알선･상담 기능의 충실화와 다양한 구직자 확보

- 직업훈련 서비스에 편향된 센터운영에서 알선상담 서비스 기능을 

대폭 강화

- 직업훈련 대상자 위주의 취업알선에서 탈피해 구직자의 다양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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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 장애인 취업센터는 정부의 지원정책 활용, 직업훈련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장애인에게 토털서비스 제공

- 현재 취업률이 2.9%에 불과하며,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한 구인 발굴과 직업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현재 소규모 분산형 구조로 되어 있는 특화형센터의 운영

(조직)체계를 권역에 기반한 운영(조직)체계로 전환

- 현재 고령자취업알선센터는 센터 당 1~3명 씩 25개소에 분산 설치

되어 있으며, 여성관련 취업센터는 센터 당 5~12명씩 47개소에 분

산 설치

- 향후에는 권역별 운영체계에 기반해 센터를 통합하여 규모의 효율

을 기하고 독자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4 1 3 종합형취업센터의 핵심기능 재조정

◦ 상기 특화형취업센터의 구조개편과 상응하여 종합형센터인 [일자

리플러스센터]나 [자치구 취업정보센터]도 기능 재정립

◦ [일자리플러스센터] 기존의 다른 센터와 기능적 동질화에서 탈피해 

특화형센터에 대한 지원기능을 전담하는 허브센터로 전환

- 향후 허브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함

․ 모든 연령계층을 대상으로 한 구인･구직 정보의 검증, 등록, 갱신

․ 상담사 및 구직자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기획 및 시행, DB 구

축

․ 구직자 온라인 커뮤니티 구축, 운영 및 관리

◦ [자치구 취업정보센터] 특정 계층에 국한하지 않은 전 계층을 대상

으로 운영하되, 구직자 개발을 포함해 이용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밀착형 종합알선･상담기능으로 특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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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는 저학력･저소득 계층에게 공공근로, 행정인턴십 등 공공일

자리 알선업무를 중점으로 제공해 왔음

- 특화형 센터와의 정보 및 인적 연계를 강화하며, 특히 인적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특화형 센터에서의 인력 파견도 검토

4 2 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인력의 전문성 강화

◦ 현재 취업센터는 일자리를 알선･상담해 주고 있기는 하나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나 다양성이 미흡해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한 실정

-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에 등록된 구인정보, 민간 기관의 구인정보 또

는 서울시 자체의 구인구직DB를 활용해 단순 알선상담 위주의 서비

스를 제공

- 취업률은 42.6%에 불과하고 주로 공공일자리 중심이어서 그 성과

가 저조하다고 할 수 있음(고용노동부 고용센터는 49.5% 수준)

◦ 향후에는 일자리 알선상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서비스들에 대해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력의 전문성도 제고함

- ① 구인구직 개발 및 DB 구축, ② 교육･훈련, ③ 사후관리

4 2 1 구인구직 발굴의 채널 다각화 및 적극화

◦ 기존의 민간취업기관으로부터 얻거나 공개된 인터넷 정보에 기반하

던 것에서 탈피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구인･구직정보 획득

- 중견기업연합회, G밸리기업인연합회, 특성화고, 대학취업지원실 

등 청년 구인구직 정보가 풍부한 채널을 발굴

◦ 기존의 단순접수와 정보의 이차가공 위주의 소극적 구인기업 발굴

에서 탈피해 적극적 방식으로 전환

- 찾아가는 구인구직 발굴과 더불어 양질의 구직자가 스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서비스 수준의 획기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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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인･구직 발굴 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가 검토

- 민간 취업포털과의 구인구직 DB 공동 구축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

- 구직자 온라인커뮤니티 구축･운영하여 구직자의 자발적 등록 활

성화

4 2 2 교육훈련서비스의 개선･강화

◦ 현재 일자리 알선의 하나로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으나, 전반적으

로 그 효과가 크지 않는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적극적 개선을 모색

- 서비스의 내용 및 전달방식의 질적 개선

- 취업알선과 직업훈련 간 실질적 연계 강화

◦ 취업관련 교육서비스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일대일 컨설팅 방식을 

강화하고 현장중심형 교육으로 내용도 개선

- 구직자가 취업 관련 교육서비스를 요청 시 실시간으로 컨설팅 방식

의 서비스 제공

- 기업 인사담당자 등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생생한 취업교육 시행

◦ 직업훈련 서비스로의 연계도 현재와 같은 단순한 기관 소개 차원에

서 탈피해서 구직자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 서비스 제공

- 구직자가 직업훈련을 원할 경우 즉석에서 직업훈련과정 정보를 제공

- 직업훈련 관련 교육과정을 DB화 하여 시행간으로 정보 제공

4 2 3 사후관리서비스 실효성 강화

◦ 현재에도 취업자 대상으로 사후관리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

분히 형식화되고 있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현재 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 후 6개월에 1회 연락을 취하여 취업유

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임

◦ 앞으로는 사후관리를 보다 실질화하고 취업 후 다양한 상황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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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서비스 표준 매뉴얼을 도입함

- 취업지속 여부 중심의 단순 사실 확인에서 원인 파악, 취업자의 애로

사항, 고용업체의 취업자에 대한 평가 등을 입체적으로 파악

․ 특히 이직의 경우 고용업체와의 연락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여 향후 

후속 알선에 활용

- 현행 6개월 1회의 연락주기를 취업 후 초기 3개월까지가 중요하므

로 향후에는 3개월에 2회로 횟수를 늘려 선제 대응력을 높이도록 함

- 사후관리에 따르는 다양한 상황에 대응한 시나리오를 매뉴얼로 만

들어 표준적인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활용

4 2 4 인력의 전문성 강화

◦ 취업센터, 특히 여성 및 고령자 취업센터의 인력 채용방식 개선 필요

- 직업상담사 및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유자 위주의 채용에서 탈피해, 

산업경제 여건에 익숙하고 노동시장 현장 감각이 높은 인력을 채용

- 이를 위해 직업상담사 및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부가적 요건으로 하

되, 회사 경력(5년 이상), 의사소통 능력 등을 주요 요건으로 설정

- 역량 있는 중간 관리자 확보도 매우 중요하므로 민간취업기관 경험

자를 충원

․ 민간취업기관 전문가 면담 시 자격증 소지 여부보다는 회사 경력(5

년 이상) 유무가 관건이고 중간관리자 확보도 중요하다는 의견 청취

◦ 전문인력 유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취업센터 상담사 근무여건을 개

선하는 것도 긴요

- 단기적으로는 센터의 권역별 통합을 통해 인력을 적정하게 줄이고 

임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사실상 처우를 개선  

- 장기적으로는 민간위탁계약 내용을 통해 상담사의 고용형태나 근무

여건을 통일시키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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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취업센터 단위의 성과평가체계 도입･강화

◦ 현재 취업센터는 운영의 성과나 효과를 체계적으로 진단･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거의 부재한 실정

- 이는 현재 취업센터를 둘러싼 제도적 여건에서 비롯한 것으로, 

- 모든 취업센터가 특정 기관에 부속된 형태로 설치 및 운영되고 있음

◦ 이에 취업센터를 대상으로 한 독자적인 (성과)평가체계를 도입･운

영함

- 현재 일자리플러스센터는 공무원조직인 창취업지원팀에, 고령자 

및 여성취업센터는 상위기관의 일부 조직으로 속해있어, 센터 평가

가 기관평가로 대체･생략됨

- 향후 취업센터들은 소속기관 평가와는 분리하여 취업센터를 평가

◦ 취업센터를 단위로 한 독자적 평가체계 도입과 별도로, 현행의 단순

취업실적 위주의 평가방식에서 탈피해 질적 평가방식을 대폭 강화 

- 공공일자리와 민간일자리,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일자리 질을 고려

하여 평가

- 최초 취업여부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 유지율이나 지속률 

등도 평가 지표로 고려

- 구직자 및 구인기업 대상의 만족도를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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