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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O L IC Y
PRO PO SAL

정책건의

모든 시민에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정부의 직접 일자리 창출 정책이 필요
‘일할 권리’의 보장은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사회참여를 위한 ‘경제적 기본권’이
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핵심 책무 중 하나로 인식해야 함
선행연구에 따르면, 실업은 소득단절, 정신적･신체적 위협 등 개인적 비용과 불
평등 심화, 성장률 둔화, 사회보장지출 증가, 범죄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
시장의 일자리 창출력 위축에 따른 만성적 실업과 고용불안정 심화에 대응하여
정부가 직접 일자리 제공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

‘일자리보장제’는 실업 비용의 제거, 사회복지제도 복원 등에 기여
일자리보장제는 ‘일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일할 의사가 있는 모든 개인에게 정부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정책
일자리보장제는 실질적인 완전고용 상태를 지향하기 때문에, 실업이 유발하는
개인적･사회적 비용을 제거하고 복지 사각지대의 축소에 기여
일자리보장제는 전국적 차원에서 노동표준의 적용을 강제하고, 강력한 거시경제
자동 안정화 장치의 기능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의 기반을 제공

한국에서 일자리보장제 도입 시 성장률이 평균 0.87%p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
2000~2019년 동안 일자리보장제가 없는 경우와 도입한 경우에 대해 각각 시뮬
레이션을 진행하여 비교 분석
일자리보장제 도입 시 GDP 성장률이 연간 0.68~1.06%p 상승
일자리보장제 도입 시 66.7만~107.9만 명(평균 86.9만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
일자리보장제 도입 시 GDP 대비 정부 재정수지는 연간 1.3~1.6%p(평균
1.5%p) 악화하지만, 조세제도 정비 등을 통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i

사회･경제 전환과 혁신을 추동하는 한국형 일자리보장제의 도입을 검토
(목적) 일할 능력이 있고 일할 의지가 있는 모든 (장기)실업자에게 괜찮은 근로조
건을 갖춘 일자리를 제공하여 국가가 완전한 ‘일할 권리’를 보장
(목표) 실질적 완전고용 달성 및 사회･산업전환 기반 강화
(급여) 일자리보장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
(전략1) 생태적 전환, 국가 돌봄체계로의 전환, 혁신적 지식커먼즈 조성, 사회연
대경제 강화 등과 연계한 사회전환형 일자리 및 참여소득형 일자리를 발굴
(전략2) 실업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이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역량 확충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전략3) 국가 차원의 전환형 프로젝트는 공공조직을 통해 수행하고 참여소득형
프로젝트는 지자체 단위에서 사회연대경제와 협업체계로 운영

경기도는 청년층의 고용난 완화를 위해 ‘청년일자리보장제’ 도입을 검토
(배경) 경기도 청년층의 고용지표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므
로, 경기도의 예산제약을 고려하여 청년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
(목적) 일할 능력이 있고 일할 의지가 있는 경기도 내 모든 청년 실업자에게 사회
적으로 의미 있는 일자리를 제공
(전략1) 청년의 역량 축적과 사회･경제 혁신 기반 강화를 위해 ‘청년보장제’와
‘일자리보장제’를 결합한 모델을 구상
(전략2) ‘경기도형 청년일자리보장제’의 주요 사업으로 ‘경기도 기후위기 청년본
부’를 설립하고 청년 실업자에게 생태전환 기반 구축 일자리를 제공
(전략3) ‘경기도 청년일자리은행’을 구축하여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상시로 제공
(예산)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 실업자가 모두 참여하는 경우 연간
약 2,6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키워드 일자리보장제, 일자리사업, 생태전환, 돌봄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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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 배경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자동화로 일자리 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코로
나19 확산 이후 일자리 대란과 불안정 고용 증가로 인해 정부의 일자리 창출
역할에 대한 요구가 확대
-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Amartya Sen(1997)은 고용이야말로 인간에게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보장하고 심리적 안정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수단을 제공하는 원천이라
고 주장
- AI 등 자동화 기술이 발전하면서 중간층 일자리가 사라지고 일자리의 양극화가 발생
- 국민들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뉴노멀(New Normal)로 일자리보장제 도입이 가장 필요
하다고 응답(김을식 외, 2020)

‘경제적 기본권(economic fundamental rights)’으로서 ‘일할 권리(right to
work)’ 보장과 빈곤 퇴치를 위한 방안으로 제안된 ‘최종고용자(employer of
last resort)로서의 정부’ 혹은 ‘일자리보장제(Job Guarantee)’에 관한 논의가
최근 들어 확산
- 시장경제에서는 고용의 주체인 기업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므로, 시민들의 ‘일할 권리’
를 자동적으로 보장하지 못함
- 일자리보장제는 일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일할 의사가 있는 모두에게 정부가 일자리를 제공
하는 프로그램으로, 최근 화폐 및 재정정책에 대해 논쟁적 화두를 던진 MMT(현대화폐이
론)와 연계되어 논의되고 있음
- 2020년 미국 대선 경선 유력주자였던 Bernie Sanders 상원의원 등 유력정치인에 의해
‘일자리보장제’가 주요 의제로 부상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으며, 오스트레일리아
녹색당 등 일부 정당에서는 일자리보장제를 정책강령으로 채택

최근 주요국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보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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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유사한 정책 프로그램을 계획하거나 시범적으로 시행
- 미국 Joe Biden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그린뉴딜)과 고용 창출을 위해 100억 달러
규모의 ‘민간기후단(Civilian Climate Corps)’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
- 오스트리아 남부 공공노동청은 코로나19로 촉발한 고용위기 대응 방안으로 마리엔탈
(Marienthal) 마을의 9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2020년 10월부터 일자리보장제
시험사업을 실시
- 영국 스코틀랜드 정부의 자문위원회(advisory group)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25가지 경기회복 방안 중 하나로 청년 일자리보장제의 도입을 제안
- 스코틀랜드 노동당은 25세 이하 모든 청년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발표

연구 목적
현재 우리 사회는 일자리 소멸, 고용 불안정, 소득 양극화, 사회해체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양한 공공적 사회경제 모델이
검토되고 있으나, 고용안정과 이에 기초한 소득보장을 위한 근원적인 논의는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
- 현재 일자리 정책에 관한 논의는 주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 노동공급 측면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등 노동수요 측면의 접근은 부족한 상태임

전 국민에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직접적 책무를 중시하는
일자리보장제에 관한 이론적･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
- 특히, 최근 들어 일자리보장제와 참여소득, 기본서비스 등 다른 대안적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논의가 대두되고 있음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일자리보장제의 이론 및 쟁점에 대해 포괄적으로 살펴보
고, 우리 사회의 특성에 부합하는 일자리보장제의 현실적 적용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
- 기후위기에 대응한 생태적 전환,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한 사회적 돌봄체계로의 전환, 혁신
적 지식커먼즈 조성, 사회연대경제 강화 등 사회･경제 패러다임의 전환과 연계한 일자리보
장제를 방안을 수립
- 일자리보장제 도입 시 경제적 파급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거시경제모형을 수립하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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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범위 및 방법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공간적 범위 : 경기도 및 전국
시간적 범위 : 현재(통계는 최근 연도 사용)
주요 연구내용
- 고용 현황 및 실업 비용
- 일자리보장제의 이론적 검토
- 일자리보장제 관련 국내외 사례
- 일자리보장제 도입 시 경제적 파급효과
- 일자리보장제 도입방안

연구 방법
문헌조사 : 일자리보장제 관련 이론 검토
사례연구 : 일자리보장제 관련 국내외 사례조사
자문회의 : 일자리보장제 도입을 위한 전략 수립
모형 수립 및 시뮬레이션 :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제1장 서론∣5

02
고용 현황 및
일자리사업 평가
G

1. 고용 현황 및 특징

y
e

2. 정부 일자리사업 평가

o

3. 일자리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n
g
g
i
R
e
s
e
a
r
c
h
I
n
s
t
i
t
u
t
e

제2장

고용 현황 및 일자리사업 평가
1. 고용 현황 및 특징
1) 경제성장률 및 고용탄력성 추이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 성장률은 뚜렷한 하락세
1970년대와 1980년대 연평균 GDP 성장률 10% 이상의 고도성장을 기록한
경제성장률은 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의 연평균 GDP 성장률은 각각 10.6%와 10.2%로 상당히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
- 1990년대 들어 경제성장률은 10% 아래로 하락하였으며, 특히 1997년 IMF 경제위기의
여파로 김대중 정부 시기에 GDP 성장률은 연평균 5.6%를 기록
- 2000년대 들어서 GDP 성장률은 연평균 4% 내외로 하락하였고,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3%대의 성장률을 기록한 후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연평균 2% 이하를 기록
[그림 2-1] 한국과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각년도). 국민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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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2%대의 저성장이 고착화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경기 충격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2011년 3.7%에서 2019년 2.0%
까지 하락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1.1%까지 하락
- 2021년에는 기저효과로 인해 경기가 반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기존 성장경로를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할 전망
[그림 2-2] 한국의 경제성장률 추이(2015년 불변가격 기준, 계절조정)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각년도). 국민계정.

한국의 잠재성장률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2026년 이후 잠재성
장률이 1%대에 그칠 것으로 추정
- 조동철 외(2014)는 2026~2030년 잠재성장률을 1.8%로 추정하고, 홍준표･민지원
(2019)는 같은 기간에 대해 1.9%로 추정
-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자본 축적 저하, 고부가가치 산업
성장 둔화, 총요소생산성 약화 등임
- 정보기술(IT)을 통한 생산성 개선이 한계에 직면하고, 핵심 생산가능인구(25~49세)가
2009년 이후부터 감소하는 등 잠재성장률 정체를 유발
- 기존 연구들은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여성･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인적
자원 역량 강화, 소득분배 개선 통한 가계소비 확대, 사회투자 확대 및 기술혁신 촉진
등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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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한국 잠재성장률 추이
단위 : %

주 :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 내의 모든 생산요소(자본, 노동력, 자원 등)를 사용하여 물가상승을 유발하
지 않으면서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을 의미.
자료 : 조동철 외(2014); 홍준표･민지원(2019).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고용탄력성이 낮은 수준을 보여 고용창출력이
크게 약화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창출력을 의미하는 고용탄력성은 금융위기에서 회복된
2010년 초반 높은 수준을 나타내다가 2010년 후반 감소하는 추세
- 2010년대 초반 고용탄력성은 평균 0.5~0.6 사이에서 형성
- 2010년대 후반 들어 고용탄력성은 0.3 내외에서 정체를 보임
- 2019년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성장률(2.0%)의 영향으로 고용탄력성이 0.6으로 다소 반등
- 2019년 기준 독일, 일본, 영국의 고용탄력성은 각각 2.1, 1.3, 0.9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 한국과는 대조적인 양상

잠재성장률을 하락과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두 문제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 정책을 모색해야 할 시기
- 인공지능 등 자동화의 영향으로 인해 높은 경제성장이 높은 고용 창출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태가 심화할 우려
- 시장영역에서의 고용 창출이 한계를 보이고 있으므로, 시장에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회적
필요에 대한 공공부문의 서비스 제공 확장을 통해 적극적인 실업자 흡수 정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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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고용탄력성 추이
단위 : %

자료 :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은행(각년도). 국민계정.

2) 최근 국내 고용 현황
취업자수 증가율 둔화가 가속화되는 추세
취업자수 증가율은 최근 10년간 2%를 밑도는 수준에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
- 최근 2% 내외의 낮은 경제성장률로 인해 취업자수 증가율도 정체를 보임
-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취업자수 증가율이 –0.8%를 기록하는 등 어려움
이 가중

청년의 취업자수 증가율은 2012~2020년 동안 연평균 –0.4%로 취업자수가 감
소했으며, 전체 취업자수 증가율(1.0%)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에 그침
- 청년 취업자수는 2012년 –1.8%, 2013년 –2.8%로 감소한 후 증가로 전환했으나, 증가
폭이 점차 축소하는 추세
-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여파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청년층에서 크게 나타나 2020년 청년
취업자수 감소가 두드러짐(-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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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취업자수 증감률(전년 대비) 추이
단위 : %

자료 :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여성･노인의 경제활동 증가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이 완만히 상승하는 추세
최근 10년간 경제활동참가율은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으나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하락
- 경제활동참가율은 2011년 61.3%에서 2019년 63.3%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62.5%까지 하락
- 최근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아직 60% 초반에 머물러 OECD 주요국에 비해서
는 낮은 수준임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20년 46.4%를 기록하여 전체 경제활동참가율
(62.5%)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
- 2011~2020년 동안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6%p 상승하여 전체 경제활동참가율
(1.2%p)에 비해 상승 폭이 크지만, 여전히 큰 격차가 존재
- 2019년 기준으로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7.8%를 기록하여 OECD 평균 60.0%에
비해 약 12%p 정도 낮은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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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단위 : %

자료 :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률도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
최근 10년간 고용률은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으나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
로 하락
- 고용률은 2011년 59.3%에서 2019년 60.9%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으나, 2020년에
는 코로나19 여파로 60.1%까지 하락
- 최근 고용률은 여성과 고령층에서 빠른 상승세를 보임
- 고용률의 지속적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은 편임

청년고용률은 2020년 42.2%에 그쳐 전체 고용률(60.1%)에 비해 상당히 낮음
- 2011~2020년 동안 청년고용률은 1.8%p 상승하여 전체 고용률(0.8%p)에 비해 상대적
으로 상승 폭이 크게 나타남
- 2019년 기준으로 청년의 고용률은 43.5%로 나타나 OECD 평균 54.3%에 비해 10%p
이상 낮은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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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고용률 추이
단위 : %

자료 :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실업률은 아직 낮은 편이나 지속적인 상승세
최근 10년간 실업률은 2013년 3.1%를 기록한 이후로 매년 완만히 상승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4.0%까지 높아짐
- 2020년에 기록한 4.0%의 실업률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 2015~2019년 한국의 연평균 실업률은 3.7%로 OECD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
- 구직을 포기한 실망실업자의 경우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업률이 실업
상태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

청년의 실업률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다른 연령대 실업률과의 격차가 확대
- 청년실업률은 2019년 기준으로 8.9%로 나타나 전체 실업률(3.8%)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
- 7~8%대로 유지되던 청년실업률은 2014년 이후 9%대를 유지
- 2011~2020년 동안 청년실업률은 1.4%p 상승하여 전체 실업률(0.6%p)에 비해 상승
폭이 크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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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실업률 추이
단위 : %

자료 :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체감 실업률을 보여주는 확장실업률은 공식 실업률과 격차를 벌리며 상대적으
로 큰 폭으로 상승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1)은 2016년 10.7%를 기록한 이후로 매년 완만히
상승했으며, 2020년 코로나19의 여파로 13.6%까지 급등
- 2020년 기록한 확장실업률 13.6%는 2015년 통계 집계이래 최고 수준
- 공식 실업률과 확장실업률 간 격차는 2015년 7.6%p에서 2019년 8.0%p, 2020년
9.6%p로 확대
- 확장실업률이 실제 실업률에 비해 3배 이상 높아 실질적인 실업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규모가 상당함을 시사

청년의 확장실업률이 20%를 상회하여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청년의 확장실업률은 2019년 기준으로 22.9%로 나타나 전체 확장실업률(11.8%)에 약
2배 높은 수준
- 청년 확장실업률은 2020년 25.1%로 청년 4명 중 1명이 실질적 실업 상태임을 시사
- 2015~2020년 동안 청년 확장실업률은 3.2%p 상승하여 전체(2.4%p)에 비해 상승 폭이
크게 나타나 격차가 확대

1)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 =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실업자 + 잠재경제활동인구) ÷ 확장경제활동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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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 추이
단위 : %

자료 :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3) 최근 국내 고용 특징
고용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
취업자수 증가율 둔화는 제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 2016년 이후 제조업 취업자수 증가율은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으며, 취업자수 감소가
계속해서 확대하는 추세(2019년 –1.8%)
- 제조업의 고용 부진은 사업자의 자동화 확산, 국제무역 불확실성 증대, 인구･산업구조
변화 등이 영향을 미침

산업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사회복지 분야의 수요가 증대하면서
서비스 분야의 고용의 증가세가 지속
- 2016년 이후 서비스업 취업자수 증가율이 제조업 취업자수 증가율을 상회
- 서비스업은 평균적으로 1% 이상의 취업자수 증가율을 유지해왔으나,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크게 하락하여 –1.0%를 기록
- 서비스업은 고령화의 영향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공공서비스 부문을 중심으
로 취업자수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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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산업별 취업자수 증감률(전년 대비) 추이
단위 : %

주 : 서비스업은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임.
자료 :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임금수준이 높은 제조업 취업자 비율은 전체 취업자의 16%에 불과하고 상대적
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서비스업 취업자 비율이 80%에 육박
- 2020년 기준으로 산업별 취업자 비율은 서비스업(건설업 제외)이 70.8%, 제조업이
16.2%, 농림어업이 5.5%로 서비스업 비율이 가장 높음
- 도소매･음식숙박업과 부동산임대업 등의 업종들은 진입이 쉽고 수익성이 낮은 편으로
자영업자들이 주로 창업하는 생계형 서비스업임

청년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에 비해 서비스업 종사 비율이 높고 제조업 종사
비율은 비슷
- 2020년 기준으로 산업별 청년 취업자 비중은 서비스업이 78.4%, 제조업이 16.1%, 농림
어업이 1.2%로 전체 취업자에 비해 서비스업 비율이 7.6%p 높음
- 청년 취업자의 제조업 종사 비율은 전체 취업자와 비슷한 반면, 도소매･음식숙박업
(26.0%)과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업(41.5%)의 비율은 전체 취업자에
비해 높고 건설업 비율(4.2%)은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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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산업별 취업자 비율(2020년)
단위 : %

자료 :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 취업자 증가율은 서비스업에서 높고 제조업에서 낮아 청년이 겪는 고용의
질 악화 문제가 대두
- 2013~2020년 동안 산업별 청년 취업자 증가율은 제조업은 –1.3%로 취업자수가 감소(전
체 제조업 취업자 0.3% 증가)
- 청년 취업자수는 주로 건설업(6.4%)과 도소매･음식숙박업(1.3%) 등 서비스업에서 더
크게 증가(전체 건설업 1.2%, 도소매･음식숙박업 0.1% 증가)
[그림 2-12] 2013~2020년 산업별 취업자수 증가율
단위 : %

자료 :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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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비율이 여전히 높고,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 분야 고용 급감
2000년대 들어 자영업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한국 경제의 소득
수준에 비해 자영업자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임
- 자영업자수는 2002년 621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지속하여 2020년 553만 명을
기록
- 2020년 자영업자 비율은 20.6%로 소득 수준이 비슷한 OECD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
-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산업은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숙박음식업이 주를 이루며, 이들
분야는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은 특성이 있음
- 진입장벽이 낮은 편의점, 치킨집, 여관업과 같은 일부 업종에 창업이 집중되면서 업체
간 경쟁이 심화하는 양상
- 제조업의 고용 창출 둔화와 경기 침체에 따른 고용 충격을 자영업자의 증가를 통해 흡수하
는 방식의 ‘고용 버퍼(employment buffer)’ 역할이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그림 2-13] 자영업자수 추이
단위 : 천 명

자료 :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증가하면서 자영업 분야의 고용 여건이 악화
- 2020년 기준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 대비 16.6만 명 감소(자영업자의 비율
2.6%p 하락)하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전년 대비 9.1만 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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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의 규모는 점점 영세해지고, 플랫폼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절반 정도에 불과하며 나머지
절반은 야외 작업 현장, 운송 수단 등이 주된 근무 장소로 나타남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전통적 자영업인 도･소매, 숙박･음식, 교육 등에 주로 종사하며,
인건비, 임차료 등 높은 고정 비용으로 인해 경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음
[그림 2-14] 고용원 여부별 자영업자수 추이
단위 : 천 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자료 :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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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근로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
전체 비정규직근로자 비율은 2014년(32.2%)까지 완만히 하락하다 다시 상승
하여 2020년에는 36.3%를 기록
-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2011년 34.2%에서 2020년 36.3%로 2.1%p 상승하여
고용 불안정성이 증대
-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의 한시적 근로자 비율은 24.4%로 OECD 평균 11.8%의 2배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준
- 노동비용 절감을 위해 근로계약 기간이 한정되는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된 노동자의 비중이
상당함을 시사

청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근로자 비율의 상승이 두드러짐
- 2020년 기준으로 청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근로자는 40.4%로, 전체 임금근로자에
비해 비정규직 비율이 높음
- 2011~2020년 동안 청년 비정규직근로자 비율은 5.9%p 상승하여 전체 비정규직근로자
비율(2.1%p)에 비해 상승 폭이 크게 나타남
[그림 2-15] 비정규직근로자 비율 추이
단위 : %

주 : 2019년부터 기간 기준을 강화하여 세분화된 임금근로자 분류의 영향으로 기간제 근로자 추가 포
착의 영향이 존재.
자료 :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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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임시･일용근로 취업자수가 큰 폭으로 감소
- 2020년 기준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비율은 71.4%, 임시근로자 비율은 22.0%, 일용
근로자 비율은 6.5%로 나타남
- 코로나19 여파로 임시･일용근로자는 2019년 622만 명에서 2020년 581만 명으로 감소
- 임시･일용근로자의 급격한 감소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임시･일용 일자리 감소와 비대
면 확산으로 인한 택배, 배달업 등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이동한 결과로 추정
[그림 2-16] 임금근로자 취업자수 추이
단위 : 천 명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자료 :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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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정규직근로자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 지속
- 정규직근로자 대비 비정규직근로자 임금 비율은 2011년 53.8%에서 2019년 50.5%로
하락
- 2014년에 정규직근로자 대비 비정규직근로자 임금 비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후 임금
비율이 소폭 상승하고 있으나, 비정규직근로자 평균임금은 여전히 정규직근로자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는 실정
- 고용형태별 임금 격차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고착화하고 소득불평등 심화에 큰 영향을
미침

청년층에서 정규직근로자 대비 비정규직근로자 임금 비율이 더 크게 악화
- 2019년 기준으로 청년 정규직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243만 원인 반면, 청년 비정규직근
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130만 원에 불과
- 2011~2019년 동안 청년 임금근로자의 정규직근로자 대비 비정규직근로자 임금 비율은
6.6%p 하락하여 전체 임금근로자(3.3%p)보다 하락 폭이 크게 나타남
[그림 2-17] 정규직근로자 대비 비정규직근로자 임금 비율
단위 : %

자료 : 통계청(각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중소기업 취업자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300인 미만 기업의 취업자 비율이 90%를 상회하여 OECD 주요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 비율은 2011년 91.8%에서 2020년 90.1%로 1.7%p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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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기준으로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비율은 78%로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가
상당한 수준
- 임금근로자 대부분이 임금 및 비임금 근로조건이 영세한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어 고용의
질과 관련한 문제 발생
[그림 2-18] 중소기업 취업자 비율 추이
단위 : 명

자료 :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플랫폼노동자를 비롯한 불안정 고용 확대
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근로자가 감소하고, 플랫폼노동자와 같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증가하는 추세가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됨
-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플랫폼노동자는 전체 취업자의 7.6%인 약 183만 명 정도로
추산(장지연, 2020)
- 향후 다양한 분야가 플랫폼노동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플랫폼노동이 미래의
새로운 노동 형태로 확산할 전망

플랫폼노동자는 종사상 지위상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고 노동 사각지대에 처할 우려
- 최기성(2019)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대리운전, 퀵서비스, 음식배달, 대리운전 종사
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건강보험 70.1%, 국민연금 53.6%, 고용보험 34.4%에 불과
- 음식배달원과 퀵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률이 각각 10.2%, 19.6%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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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배달원과 퀵서비스의 국민연금 가입률도 종사자가 각각 37.8%, 34.0%로 낮은 수치
를 보여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그림 2-19] 플랫폼노동 직종별 사회보험 가입률(2019년 기준)
단위 : %

자료 : 최기성(2019).

50대와 60대 이상의 장년층에서 높은 플랫폼노동자 비중
- 50대 이상의 플랫폼노동자가 전체 플랫폼노동자의 50% 이상을 차지하여 비플랫폼노동자
비중보다 약 10%p 높음
[그림 2-20] 연령별 플랫폼노동자 비율(2019년 기준)
단위 : %

자료 : 김준영 외(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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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 일자리사업 평가
1) 정부 일자리사업 현황
정부 일자리사업의 연혁
한국의 일자리사업은 목적성과 기준이 다소 모호한 가운데 그 규모가 확대되어
온 특징을 보임
- 일자리사업은 기본적으로 고용정책의 영역에 속하지만,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일자리사
업이 확대되면서 복지 정책, 보건 정책, 여성 정책 등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소득지원과
사회참여 지원의 수단으로 도입･활용됨2)
- 일자리사업 중 복지 부문의 일자리 사무는 2005년 지방이양 이후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하에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형태로 변경됨
- 복지 부문의 지방이양 사무 중 대표적인 일자리 사무는 공공근로사업이며, 이후 복지
대상자에 대한 일자리사업은 복지 정책 차원에서 지자체가 담당하고, 근로능력을 가진
실업자에 대한 일자리사업은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역할 분담이 이뤄짐
- 하지만, 일자리사업의 전개 과정에서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역할 분담이 모호해지고 있으
며, 청년고용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자체 자체적으로 고용과 복지 정책 이외의 정책
수단으로 일자리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정부 일자리사업의 개요
우리나라 정부 일자리사업은 크게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지자체의
공공일자리사업으로 나눌 수 있음
-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정부의 재정을 활용해 시행하는 모
든 일자리사업을 의미하며, 법에 따라 정부는 그 사업의 범위, 분류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
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반면, 지자체 공공일자리사업은 공공근로, 희망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다양한 사업
이 혼합되어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의 범위와 대상,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2)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본격화된 정부의 일자리사업은 1995년에 출범한 고용보험의 미성숙과 여타 사회안전망의
미발전 속에서 실업자에 대한 긴급한 소득지원 성격이 강했음. 이후 실업 안전망이 강화됨에 따라 일자리사업이
실업자의 노동시장 재진입 및 고용가능성 확대를 목적으로 전환되었으나 여전히 두 목적이 혼재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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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고용정책법 재정지원일자리사업 규정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범위, 분류 및 평가기준의 마련
1의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 중복 조정기준의 마련 및 이에 따른 조정
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취업취약계층의 우선적 참여를 위한 취업취약계층의 정의 및 사업별
고용비율･고용방법 등 제시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추진체계 개선
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 연계성 강화
6.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 및 그 평가에 따른 제도개선이나 예산반영에 관한 의견
제시
7.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정보전산망 운영
8. 그 밖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심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제1항제6호의 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제1항제1호의2,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통보받은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은 효율화 방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설계･운영 방안을 조정
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반영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기존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기관･
단체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매년 자신이 수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사업실적, 예산서, 운영지침 등 현황 통보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시한 사업개선과 예산반영 의견에 대한 결과의 보고
3. 소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통합 정보전산망 관리 및 기존 정보전산망과의 연계
4.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참여 여부 확인
5. 그 밖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심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사업과 그 밖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의 중복을 방지하고 해당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제시한 의견 또는 권고의 내용과 그에 따른 결과를 기획재
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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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기본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 대응책으
로 확대한 정부 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차원에서 마련됨
- 1997년 경제위기 시기에 확대된 일자리사업은 2005년 지방이양사무 개편 때 복지 사업
등이 지자체로 이관되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 다시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확대되었음
- 어느 정도 경제 회복이 진행되자 확대된 일자리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2009년 12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정부 일자리사업의 유사･중복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1차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추진하기로
결정
- 제1차 일자리사업 효율화에서는 OECD 일자리사업 기준에 맞춰 기존 일자리사업을 재편
하는 작업이 핵심이었음
- 하지만, 제1차 일자리사업 효율화 시, 여전히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분류 기준에 누락된
일자리사업이 다수 있다는 점과 지자체 일자리사업의 정보 수집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 이에 따라 2012년 2차 일자리사업 효율화에서는 자치단체 일자리사업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일자리사업 범위 및 분류 재편, 일모아시스템을 통한 사업 참여자 관리
강화, 자치단체 합동평가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었음

두 차례의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자체 일자리
사업 영역의 공식적 집계가 어렵다는 한계와 고용 상황의 악화에 대응하기 위하
여 일자리사업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진다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음
- 지자체 일자리사업 중 중앙정부 예산지원을 받지 않는 일자리사업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점이 노출
- 지방자치제도의 성숙도가 높아질수록 지자체 단위에서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문제에 직접
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서울과 경기도의 뉴딜 사업이
자체적인 재원과 추진체계에 의하여 진행되는 청년 일자리사업임
- 정부가 공식적으로 집계하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은 2015년 13.9조 원에서 2021년 30조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함

지자체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의 모태는 1997년 IMF 경제위기 시기
도입된 공공근로사업임
- 공공근로사업은 1997년 경제위기 시기에 그 대상 범위가 매우 좁았던 고용보험을 보완하
기 위해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시작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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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사업 도입 시, 실직자들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동안 이들을 제한적으로 공익성이
높은 공공부문에 고용하여, 최저생계비를 보장함으로써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공익성이 높은 사업추진 및 행정서비스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음(김미곤,
1999)
- 초기 공공근로사업의 주요 사업은 정보화사업, 공공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지원사업, 환경
정화사업으로 구성되었음
- 사업 초기에는 엄격한 자격 조건보다는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 수혜자를 제외한 모든 실업
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국민연금 가입자가 당시에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 없는 일반 실업자가 다수 포함되었다는 지적을 받았음
- 당시 공공근로사업은 소득 보장, 고용 지속성, 생산성 향상을 모두 추구한다는 다중의
목적이 있었으나, 단기 공공일자리의 임금이 높아질수록 실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늦추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사업의 기간을 늘릴수록 근로자가 저임금 일자리로 고착화한다는 문제
가 발생하여 사업 목적 간 상호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을 받았음
- 이처럼 초기 공공근로사업이 가지는 문제점은 사회안전망이 미비한 상태에서 예상하지
못한 대규모 실업 상황에서 긴급히 대처해야 하는 제약으로부터 비롯한 측면이 강했지만,
이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직접일자리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지속적으로 왜곡하는
부작용이 나타남
- 더불어, 고용보험제도의 확대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 하에서 조건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자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공공근로사업의 재편이 필요해짐

2005년부터 공공근로 시행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전하면서 빈곤층에 대
한 소득지원 목적을 확대하여, ‘지역 행정서비스에 필요한 사회적 공익적 일자
리 창출’과 ‘저소득 노동자 생계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으로 재편됨
- 참여 대상으로는 연령 제한이 없는 일반 모집군, 청년 모집군, 만 65세 이상의 노인 모집군
으로 구별됨
- 지원 자격은 정기적 소득이 없어야 하며, 모집하는 기초 지자체 행정 구역에서 거주하는
시민이어야 함
- 결격 사유로는 실업급여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이 불가하며, 동일 세대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없어야 함
- 공공근로는 지역에 따라 희망 일자리, 안심 일자리, 새희망 일자리, 공공일자리 등 다양한
명칭으로 지자체의 개별적 목표에 따라 유연하게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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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구조
일반적으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크게 직접일자리사업과 간접일자리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직접일자리사업은 공공근로와 같이 정부가 시장에서 창출되지 않거나 충분히 공급할 수
없는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여 제공하는 사업
- 간접일자리사업은 보조금, 훈련, 고용서비스 등을 통해 구직과 구인을 원활히 지원함으로
써 간접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
- 일자리 정책은 일반적으로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만들어지며,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은 일자리 창출 정책의 수단적 정책으로, 특정 대상 집단을 정하여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정책(김주섭 외, 2008)

우리나라는 OECD 기준에 근거하여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을 직접일자리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은 일자리의 단기성 및 일회성, 공급 중심적 사업, 지방정부의 역량
차이 등과 관련하여 비판을 받고 있음
- 2011년부터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을 매년 평가하고 있지만, 획일적 정성적 평가로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고 사업 간 연계성을 확보하는 데도 문제점을 드러냄
- 하지만,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
공함으로써 고용능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이규용 외, 201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현황(2021년)
2021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경우,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이 가장 많은 예산
비중을 차지하고 고용장려금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2021년 정부가 집계한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총예산은 30.5조 원으로 2020년 25.4조
원에 비해 19.7%나 증가했으며, 이는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고용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크게 확대된 것임
- 2021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중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비중이 41.1%로 가장 높고, 그다
음으로 고용장려금 27.6%, 직접일자리사업 10.4%, 직업훈련 7.4%, 고용서비스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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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 7.9% 순임
-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평가 대상은 2021년 현재 고용서비스사업 27개, 고용장려금사업
29개, 직업훈련사업 34개, 직접일자리사업 36개, 창업지원사업 24개로 구성됨
[표 2-2] 사업유형별 재정지원 일사리사업 예산증감
단위: 억 원, 천 명, %

’20년(A)

’21년(B)

예산

예산

금액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총합)

254,998

305,131

50,133

19.7

-

직접 일자리

28,587

31,599

3,012

10.5

10.4

사업 유형
(사업명)

증감(B-A)
증가율
(B-A)/(A)

전체대비
비중(%)

직업훈련

22,434

22,648

214

1.0

7.4

고용서비스

11,994

17,330

5,336

44.5

5.7

고용장려금

64,950

84,106

19,156

29.5

27.6

창업지원

23,585

24,071

486

2.1

7.9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103,447

125,377

21,930

21.2

41.1

자료 : 고용노동부(2021a).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1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중 직접일자리사업은 3.1조
원으로 전체의 10.4%를 차지함
- 2021년 현재 직접일자리사업은 총 33개 사업으로 경찰청 1개 사업, 고용부 3개 사업,
문체부 3개 사업, 복지부 6개 사업, 산림청 3개 사업, 여가부 1개 사업, 행안부 5개
사업, 환경부 7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서 직업훈련, 고용장려금 사업과 달리 직접일자리사업에서 고용정
책 주관 부서인 고용부의 사업 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 직접일자리사업 중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약 1.3조
원이며, 그다음은 자활사업으로 6.2천억 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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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2021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중 직접일자리 분야
사업명

부처

예산(백만원)

아동안전지킴이

경찰청

54,044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사회공헌)

고용부

16,123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경력형)

고용부

27,703

업종별재해예방(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

고용부

12,236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문체부

12,414

박물관 미술관 진흥지원(박물관운영활성화)

문체부

4,389

예술인력육성(현장예술인력육성)

문체부

10,412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문체부

9,956

자활사업

복지부

620,031

장애인일자리지원

복지부

159,59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복지부

5,952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및 일자리운영(청년사회서비스사업)

복지부

1,47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복지부

418,299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재능나눔형 외)

복지부

1,315,156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청

8,104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산림청

1,547

산림재해일자리

산림청

98,950

산불방지대책(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림청

11,734

숲가꾸기(공공산림가꾸기)

산림청

23,115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새일인턴운영)

여가부

23,642

국내지식재산권보호활동강화

특허청

1,578

공공데이터개발 및 이용활성화 지원(빅데이터활용청년인턴십)
국가기록물정리(기록물 정리사업)

행안부
행안부

16,300
3,500

국가기록물정리(전자기록물 검수등록체계 마련)

행안부

1,769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

행안부

212,370

지역공동체 일자리(균특)

행안부

38,476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

환경부

13,660

환경지킴이(자연환경해설사)

환경부

2,011

환경지킴이(국립공원지킴-녹색순찰대)

환경부

11,834

환경지킴이(주민감시요원)

환경부

2,755

환경지킴이(5대강지킴이)

환경부

9,806

상수원관리지역관리(쓰레기수거사업-하천변쓰레기수거)

환경부

2,308

상수원관리역관리(대청호상류유입하천쓰레기수거)

환경부

2,308

자료 : 고용노동부(202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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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예산 규모를 가지고 있는 복지부 일자리사업의 경우, 저소득층과 장
애인, 노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보장 성격의 사업과 사회서비스 확대
를 위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예산 규모와 달리 가장 많은 사업 수를 가진 환경부 사업의 경우, 환경 보호와 감시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형 사업으로 구성된 특징을 보임
- 경찰청, 문체부의 사업도 환경부 사업과 유사한 성격으로 구성되어 있음
- 행안부의 사업은 기존 단순 행정 보조 인력 사업과 더불어 지역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 일자리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직접일자리사업은 부처마다 사업 참여 대상이 다소 상이하기는 하지만, 기존의
공공근로일자리의 성격을 이어받으면서 일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자리의
특징이 있음
- 그러나 상당수의 일자리가 단기 일자리, 단순 일자리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근로 능력 향상을
제고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를 보임
- 또한, 복지부의 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지원의 성격이 있으므로, 년간 단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참여자가 계속 참여하는 구조를 지님

직접일자리사업 중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정책과 공공인력지원 사업을 재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직접일자리사업은 복지부의 취약계층 소득 지원사업과 이외 부처의 공공부문 인력 부족분
을 보충하는 제도로 양분되어 운영하는 형태임
- 현재 취약계층 소득지원 사업은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배제된 취약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향후 이 사업들은 2021년 도입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중복될
가능성이 높음
- 공공인력 보충형 사업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유동성이 강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쉽지 않은 공급 중심의 사업들이라고 할 수 있어 사업
전달체계 구축에 있어 재검토가 필요함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중 고용장려금 사업은 대부분 고용보험사업의 일환, 즉 고
용보험 기금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고용창출지원 장려금, 고용조정지원
장려금, 청년 및 특수 대상 집단 고용장려금, 모성보호사업으로 구분됨
- 2021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고용장려금 영역은 27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용부
가 22개 사업으로 가장 많고 교육부 2개 사업, 국토부, 중기부, 산업부 각각 1개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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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됨
- 고용장려금 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을 보유한 사업은 고용부의 모성보호 사업으로 1.6조
원의 예산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고용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1.4조 원),
고용유지지원금사업(1.37조 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1.2조 원)임
[표 2-4] 2021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고용장려금 분야
사업명

주관부처

예산(백만원)

고용촉진장려금

고용부

186,481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부

1,401,694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고용부

810,347

사회적기업육성

고용부

88,367

모성보호육아지원

고용부

1,591,537

고용유지지원금

고용부

1,372,832

고용창출장려금(장년고용지원)

고용부

24,288

일자리함께하기

고용부

64,625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고용부

1,728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부

1,201,802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고용부

86,381

정규직전환지원

고용부

15,331

워라벨일자리장려금

고용부

18,175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

고용부

35,092

직장어린이집

고용부

127,092

장년고용안정지원금(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고용부

53,592

고용장려금(융자)(고령자고용환경개선지원)

고용부

9,167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부

4,746

산재근로자재활복지지원

고용부

3,168

장애인고용장려금

고용부

252,191

장애인고용관리지원

고용부

161,192

고용보험미적용자출산급여

고용부

24,899

맞춤형국가장학금지원

교육부

45,880

고교취업연계지원장려금

교육부

133,000

해외인프라시장개척

국토부

2,138

중견기업핵심연구인력성장지원

산업부

1,863

인력유입인프라조성

중기부

314,934

자료 : 고용노동부(202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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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의 재정지원일자리 고용장려금사업의 주요 근거는 고용보험법이며, 주요
재원은 고용보험 기금으로 충당되고 있음
- 예외적인 사업으로는 산재근로자재활복지지원 사업과 장애인 고용지원 사업으로 각각
산재보험과 장애인고용촉진기금 등에서 재원을 마련하고 있음
- 교육부의 장학사업은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는 대학생과 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
업임
- 국토부와 산업부 사업은 인턴 및 청년 고용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중기부의 인력유입인프라조성 사업은 중소기업 재직 청년근로자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사
업으로 고용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일부 중복

고용장려금 사업은 전통적으로 채용과 고용유지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이 있으
나, 최근에는 일자리의 질 개선 및 모성보호 사업 등이 추가가 되면서 노동시장
미스매치 완화로 목적이 이동되고 있음
-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은 1.59조 원으로 가장 큰 예산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청년내일채움공제, 직장어린이집 사업 등이 대표적인 일자리 질 개선 사업
으로 볼 수 있음
- 고용장려금 사업은 고용 상황에 따라 사업의 방향이 유연하게 바뀔 수 있도록 일반회계
재원이 아닌 고용보험 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기금 재원 고갈의
문제와 더불어 외부 견제가 약한 기금에 근거한 공급적 사업 성격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음

재정지원일자리사업 고용서비스 영역은 총 29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용부가 16개 사업으로 가장 많음
- 고용서비스 영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가진 사업은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으로
3.2천억 원이며, 해외취업지원이 526억 원임
- 고용서비스 영역의 사업들은 대체로 구직･구인 알선 사업 혹은 고용서비스 기관 운영과
관련된 사업이 대부분이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고용서비스에 소득지원 사업이 결합한
고용복지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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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2021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고용서비스 분야
사업명

주관부처

예산(백만원)

취업활동지원

국방부

14,908

농촌고용인력지원

농림부

5,300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복지부

19,115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대한노인회 취업센터 지원)

복지부

8,073

해외취업지원

고용부

52,625

취업성공패키지지원

고용부

327,231

청년취업진로및일경험지원

고용부

2,972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고용부

18,200

취약계층취업촉진

고용부

11,654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고용부

33,537

중장년층취업지원(고령자인재은행)

고용부

3,799

중장년층취업지원(중장년일자리센터)

고용부

13,298

건설근로자기능향상 및 취업지원

고용부

3,400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고용부

11,800

일터혁신컨설팅지원

고용부

22,054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고용부

16,985

장애인취업지원(통합)

고용부

26,166

중증장애인지역맞춤형취업지원

고용부

2,914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

고용부

28,472

보조공학기기지원

고용부

14,437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새일센터)

여성부

25,226

물류산업지원

국토부

150

어업인교육훈련및기술지원

해수부

373

벤처기업인경쟁력강화

중기부

1,370

기업인력애로센터활용취업지원

중기부

10,013

취업지원

보훈처

2,535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보훈처

7,046

수요자중심의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

특허청

600

중앙취업지원센터운영지원사업

교육부

2,200

자료 : 고용노동부(2021b).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서 기존의 취업성공패키
지 사업을 확대･발전시킨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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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고용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
득지원을 함께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연계 등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제도의 1유형에서는 자산조사를 통하여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50만 원, 최장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함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총 64만 명을 대상으로 1.2조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으며, 특히
구직촉진수당이 지원되는 1유형은 45만 명(9,3천억 원), 2유형 19만 명(3,272억 원)으로
구성됨
- 2022년부터는 1유형은 50만 명, 2유형 10만 명으로 총 60만 명으로 조정할 예정임
[표 2-6]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강

자료 : 고용노동부(2021.7.28.).

경기도 일자리사업의 현황(2021년)
공공근로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각 지자체는 자체 예산을 통해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지자체마다 자체 예산을 통해 일자리사업을 독립적으로 분류하고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일자리사업 분류와 일치시켜 일자리사업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
- 여기서는 경기도 자체 일자리사업에 기초하여 논의를 진행함

경기도 일자리사업은 2021년 기준으로 총 162개 사업(약 9257억 원)을 시행하
고 있으며, 이 사업의 총 일자리 수는 130,734개임
- 국비가 투입되지 않은 도비와 시･군비로 운영하는 사업은 총 42개이고 예산은 약 642억
원이며, 총 3,16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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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광역단위로 직접 시행하는 일자리사업은 총 48개이며, 총 945개(약 228억 원)의
일자리의 창출을 목표로 함
- 경기도 부서별로는 공정국 2개 사업, 문화체육관광국 8개 사업, 도시주택실 1개사업,
농정해양국 1개 사업, 건설국 1개 사업, 농업기술원 1개 사업, 자치행정국 7개 사업,
소방재난본부 7개 사업, 축산산림국 20개 사업을 시행
- 도에서 운영하는 일자리는 모두 공공일자리, 즉 직접일자리사업으로 공공부문의 인력 보조
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경기도 시･군에서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총 3개 사업(약 63억 원)에
불과한 실정
- 사업 내용으로는 농지이용관리지원,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산림서비스도우
미 사업 등으로, 총 일자리 수는 758개임
- 도비와 시･군비를 결합하여 운영하는 사업은 17개 사업(약 416억 원)이고, 총 1,848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함

국비가 투입된 사업은 주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내 직접일자리사업으로, 광역
정부와 기초지자체와 예산 매칭으로 진행
- 노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사업,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등이
대표적 사업임
- 국비 보조 일자리사업은 노인, 장애인, 아이돌봄 등 복지 부문에 집중되고 있음

2) 정부 일자리사업 평가
우리 사회의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직접일자
리사업이 추진됐으나, 사업형태와 참여경로가 복잡하여 접근성이 제약
IMF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공공근로일자리사업을 계기로 직접일자리사업이 크
게 확대
- 외환위기 이후 실업문제가 심각해지자 공공부조 등 사회안전망 바깥에 있는 저소득 실업자
를 구제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공공근로프로그램을 도입(지방정부로 사업권한을 점차 확대)

일자리사업 유형･주체가 다양하고 전체 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이
상대적으로 미약
- 여러 정부 부처들이 다양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실시하면서 근로조건, 고용형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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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직무 난이도가 매우 다양하여 일반대중의 접근성 떨어지고, 사업 간 유사･중복 논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컨트롤타워 기능부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지자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파악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중앙정부-지자체
간 기획･조정 기능 부재, 지역 간 정책역량 격차 문제가 계속 제기됨

직접일자리정책의 모호한 목표로 인해 사업에 대한 성과측정과 명확한 개선
방향의 도출이 쉽지 않음
- 경기위기 시 부족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직접일자리사업이 도입되면서
여러 정책목표가 혼재되어 나타남
- 직접일자리정책의 주요 목표가 취약계층 소득지원인지, 사회참여인지, 공공재 및 사회서비
스 제공인지, 민간일자리 이행 지원인지가 모호하여 사업의 성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추진이 어려움

공공부문 주도의 ‘직접일자리사업’ 중 참여수요 및 만족도 큰 사업 존재하지만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은 민간노동시장 이행지원에만 주로 집중됨
공적부문에서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거나, 의미 있는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대한 선호도와 직무 만족도는 높은 편임(이규용 외,
2011)
- 이규용 외(2011)는 돌봄노동 일자리, 경과적 일자리, 공공재 제공 일자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이들을 제외한 ‘비사회서비스 일자리’로 직접일자리사업을 구분
- 고학력･청년층의 참여 비율이 높은 ‘경과적 일자리’는 반복일자리 참여자의 비중이 높고3)
지원자 규모도 크기 때문에 참여수요가 높지만 사업특성상 주로 단기 일자리를 제공
- 노인일자리사업은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무위고독(無爲孤獨)’ 해소 효과로 인해 참여자
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며, 일자리사업의 지속적인 참여 보장과 처우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남

3) 이규용 외(2011)의 계산에 따르면 당시 경과적 일자리사업의 반복참여자 평균비율은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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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선행연구의 직접일자리사업 유형분류
대분류
사회
서비스
일자리

소분류

내 용

돌봄노동 일자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복지정책과 일자리 정책이 결합

경과적 일자리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일자리 참여자 경력형성 지원

공공재 제공 일자리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으나 일자리 참여자의
소득지원･사회활동 지원의 성격이 강함

경력형성형 일자리

일자리 참여자의 경력형성이나 일자리 역량 강화에 초점

채용보조금형 일자리
비사회
서비스
일자리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장려금 성격이 강함

지역사회지원형
일자리

지역사회의 지원 및 참여자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수행되며 사회서비스 및 공공재 제공 일자리와 유사

일자리 일몰제형

정부 및 공공부문의 고유 영역을 지원하는 일자리로 일정
기간 후 일자리사업의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높은 유형

기타 일자리

위의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일자리

자료 : 이규용 외(2011).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에도 공공부문 주도의 일자리사업에 대한 직무만
족도가 (민간)노동시장 참여형 일자리사업에 비해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이
성희･노용진, 2017)
- 이성희･노용진(2017)은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 유형을 공공업무지원형, 경기대응형, 사
회서비스형, 노동시장참여형으로 구분
- 청년들의 관심사 및 전공 살릴 수 있는 ‘공공업무지원형’ 사업의 경우, 직무가 단순한
자원봉사 관련 사업을 제외하면 참여자의 만족도가 민간 노동시장과 관련성이 높은 ‘노동
시장참여형’에 비해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의 소득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직무가
치의 문제가 아닌 재정지원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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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별 만족도
만족도

구분

주관
부처

사업명

직무
만족도

소득
만족도

근무시간
만족도

근무관리
만족도

취업지원
만족도

사회
서비스형

외교부

해외봉사단

55.0

65.0

40.0

25.0

45.0

74.2

36.7

66.7

65.0

55.8

83.1

33.1

68.5

76.6

71.0

74.2

32.0

72.7

68.8

66.4

75.0

32.8

71.1

60.9

59.4

-

-

-

-

-

61.7

31.3

60.9

50.8

47.7

71.0

43.5

66.1

67.7

64.5

77.5

45.8

72.5

70.8

65.8

-

-

-

-

-

75.0

45.6

73.5

60.3

58.8

83.9

50.0

77.4

68.5

55.6

박물관진흥지원

74.2

29.0

75.8

60.5

58.1

예술인력육성
국가과학기술
연구회
연구운영비지원
해외산림
인턴지원

76.7

31.7

60.8

69.2

58.3

73.4

42.7

77.4

71.8

62.9

75.0

25.0

69.4

63.9

63.9

73.5

38.8

68.0

62.8

59.5

공공업무
지원형

문화부

행자부
고용
노동부
교육부

국토부
노동
시장
참여형

농진청
문화부

미래부

산림청

국민문화
향유권 확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장애인 체육
활성화 지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자원봉사
활성화지원
중소기업청년
인턴제
글로벌현장학습
프로그램운영
글로벌청년
리더양성
항공전문
인력양성
해외농업기술
개발지원

평균
자료 : 이성희･노용진(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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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자리사업은 고용보장 확대에 따른 노동수요 창출 및 공공재 공급
효과보다 단기적 재정효율성과 민간일자리 이행 실적에 치중한 한계를 보임
높은 만족도와 참여율을 보인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고용이 보
장되지 않고 단기 일자리만 제공되고 있으며, 상당수 사업은 반복참여를 제한하
고 있어 실업문제에 대한 궁극적 해결방안으로는 미흡
- 민간부문은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일자리사업은
원칙적으로 반복참여를 제한
- 그 결과, 일부 일자리사업의 경우 민간 노동시장에서처럼 일자리 경쟁이 반복되고 있으며,
따라서 ‘고용기회 확대’라는 정책의 취지가 무색해짐4)

단기간 내 민간부문에서 수요가 창출되기 어려운 직무의 경우에도 민간 노동시
장 이행을 전제로 한 ‘경과적 일자리’로 분류되는 실정
- 청년층의 반복참여율이 높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이나 ‘생활체육지도자 교육활동지
원사업’의 경우5) 취약계층 대상 체육･문화행사 등 복지사업 수요에서 파생된 업무가 다수
를 차지
- 이들 분야는 공공성이 강한 일자리사업이므로 민간영역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나, 경과형 일자리로 분류되는 문제가 있음

직접일자리사업의 평가에서 거시경제적 안정화 효과를 고려하지 않아 실제 성
과를 과소평가하는 경향
- 장기적인 실업문제는 이력효과(hysteresis)로 인해 전통적인 직업훈련 등 공급측면의 생
산성 향상이나 단순한 고용서비스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움(Mitchell, 1998)
- 공공부문의 직접고용 확대에 따른 소비, 투자 등 수요 창출은 경기둔화 시기에 그 자체로
공급을 견인하고, 추가적 민간일자리를 창출하고, 궁극적으로 세수 증대로 이어지지만,
재정효율성 평가는 이와 같은 적극적 재정정책의 거시안정화 효과를 간과

일자리 전반의 안정성과 질적 측면보다 민간 노동시장 이행의 양적 측면에 중심
을 두는 정책지표 상 한계가 존재

4) 기초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대부분의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신청자 수가 모집인원의 1.5배 이상으로 나타남.
5) 2015년 기준으로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반복참여 현황을 보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의 경우 전체
참여자 5,270명 중에서 4,322명이 반복참여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지도자 교육활동지원사업의 경우도 1,051명 중
반복참여자가 679명으로 반복참여자 비중이 높게 나타남(이성희･노용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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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일자리사업 평가 시 민간일자리로의 이행 성과와 고용유지 실적에 주목하는 경향
- 각종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노동권침해 방지 등 공공부문의 안정적 일자리가 제시하는
노동표준이 민간일자리 이행 후에도 유지되는지에 대한 평가가 간과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2021.6.8) 보도자료에서 향후
직접일자리사업에서 “민간일자리로의 이행을 최대한 유도”하겠다고 밝혀 직접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책임 요소를 줄일 것이라고 시사
- 다만, 2020년 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시 정성평가 항목 신설한 것은 진보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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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자리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대부분의 인식조사에서 국민은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일자리정책
을, 가장 필요한 제도로 ‘일자리보장제’를 선택
향후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일자리정책’이라고 응답한 국민
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김성근(2020)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에서 추진한 ‘소득주도 성장정책’, ‘일자리정
책’, ‘혁신성장정책’, ‘공정경제정책’, ‘사회정책’, ‘환경/지역/균형정책’, ‘남부/대외정책’,
‘공공부문 개혁정책’ 등 8대 정책 중 미래에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일자리정책’
을 선택한 비율은 26.9%로 가장 높음
- 2019년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 향후 늘려야 할 복지로 ‘고용･취업 지원 서비스’라고
응답한 비율은 3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응답률이 높은 ‘보건의료･건강
관리 서비스’의 18.7%와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선호도를 보임
- 김태완 외(2020)의 2020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연구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
로 향후 5년간 중점 추진해야 할 소득보장 분야로 ‘일자리(자활사업,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를 통한 탈빈곤’이라고 응답한 일반시민의 비율이 28.5%, 전문가의 비율이 45.0%로
나타나, 모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그림 2-21] 향후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및 서비스
단위 : %

자료 : 김성근(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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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위기 시기에도 ‘일자리보장제’ 등 일자리 정책을 다른
분야보다 중요하게 인식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김을식･김재신(2020)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필요한 제도로 ‘일자리보장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42.2%로
가장 높고, 도입이 시급한 제도 역시 ‘일자리보장제’가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남(도입
찬성은 각각 89.9%, 86.6%)
- 한국개발연구원의 ｢2021년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6) 결과, 향후 보완이 필요한 정책으
로 ‘일자리 지키기 및 창출’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1.7%로 나타나 ‘소상공인 등 피해지
원’(18.6%)보다 높으며, 경제전문가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일자리 지키기 및 창출’
응답이 2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그림 2-22] 고용 제도 필요성 우선순위

[그림 2-23] 향후 보완이 필요한 정책

단위 : %

자료 : 김을식･김재신(2020).

단위 : %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2020.12.22.).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일자리정책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응답하고 ‘일자리보장제’를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인식
2019년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 향후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로 ‘고용･취업
지원 서비스’를 선택한 20~29세 청년의 비율이 43.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 ‘주거 관련 서비스’의 14.2%에 비해 3배 이상 높음

박진수･문송이(2018)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정부･지자체의 청년정책 추진 우
6) 한국개발연구원(2020.12.22.). https://eiec.kdi.re.kr/issue/opinionView.do?idx=22&pp=20&p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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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로 취업･노동분야가 71.6%(2순위 포함)를 기록하여 압도적 1위를 차지
- 그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 ‘주거 분야’의 56.9%와 큰 차이를 보임

서울시 청년을 대상으로 한 변금선 외(2021)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
나19 이후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단기 및 장기 정책의제로 ‘일자리보장제’를
선택
- 1순위 단기 정책의제는 ‘청년일자리보장제’ 30.3% (3순위까지 합산 시 62.8%), ‘청년주
거안심제’ 24.9% (58.6%) 순이고, 1순위 중･장기 정책의제는 ‘청년일자리보장제’
27.4% (59.4%), ‘청년주거안심제’ 22.9% (54.6%) 순으로 나타남
[그림 2-24] 향후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

[그림 2-25] 서울시 청년 정책영역 우선순위

단위 : %

자료 : 통계청(2019). 사회조사.

단위 : %

자료 : 변금선 외(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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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회･경제구조 변화와 일자리
1. 생태전환과 일자리
1) 기후위기의 긴급성7)
기후위기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생태전환
현재 기후위기는 ‘미래세대를 위한 장기적 과제’라는 통념과 달리 매우 긴급하
며, 10년 안에 전 사회적이고 포괄적인 행동이 필요한 중대 문제
미국 백악관(White House, 2015)은 ‘변화하는 기후에 대한 국가 안보적 함의’
라는 보고서에서 “기후변화는 우리 국가안보에 대한 긴급하고도 점증하는 위
협”이라고 재차 확인하면서 기후위기를 국가안보의 문제로 격상
생태전환 과정에서 어느 영역이 어느 정도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하는지를 예상
하려면, 현재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이를 막기 위한 대처 강도를 어느 정도 가늠
할 수 있어야 함

기후위기 대응은 단순히 ‘북극곰 살리기’가 아니라 ‘인류생존’ 프로젝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2018)는 지구 온난화를 막을 기준 온도
인 1.5도까지 지구온도가 추가 상승하기만 해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균 온도
가 상승하고 사람들의 거주지역 대부분에서 극한 고온 발생하며, 일부 지역에서
는 호우 및 가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지구온도 상승이 2도까지 올라갈 경우, 해수면이 10cm 더 상승하고 빈곤에 취약한 인구가
수억 명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

따라서 기후위기는 북극곰 생존 문제가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지구 모든 곳에서
생활하는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

7) 좀 더 상세한 내용은 김병권(2021)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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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지구 온난화 1.5도와 2도 상승할 경우 예상되는 위험
구분

1.5℃

2℃

고유 생태계 및 인간계

높은 위험

매우 높은 위험

중위도 폭염일 온도

3℃ 상승

4℃ 상승

고위도 극한일 온도

4.5℃ 상승

6℃ 상승

산호 소멸

70~90%

99% 이상

비고

기후 영향･빈곤 취약 인구

2℃ 온난화에서 2050년까지 최대 수 억 명 증가

물 부족 인구

2℃에서 최대 50% 증가

그 외

평균 온도 상승(대부분의 지역), 극한 고온(거주지역 대부분),
호우 및 가뭄 증가(일부 지역)

육상 생태계

중간 위험

높은 위험

서식지 절반 이상이
감소될 비율

곤충 6%, 식물
8%, 척추동물 4%

곤충 18%, 식물
16%, 척추동물 8%

2℃에서 두 배

다른 유형의 생태계로
전환되는 면적

6.5%

13.0%

2℃에서 두 배

대규모 특이 현상

중간 위험

중간-높은 위험

해수면 상승

0.26~0.77m

0.30~0.93m

약 10cm 차이.
인구 천만 명이 해수면
상승위험에서 벗어남

북극 해빙 완전 소멸 빈도

100년에 한 번
(복원 가능)

10년에 한 번
(복원 어려움)

1.5℃ 초과 시 남극
해빙 및 그린란드 빙상
손실

자료 : IPCC(2018); 기후변화홍보포털(2019)에서 재인용.

기후위기 대응은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를 지키는 프로젝트
지구 온도는 2021년 현재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서 1.1~1.2도 상승한 상태이
며, 현재 추세가 유지되면 10년마다 0.2도씩 추가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
- 기후위기에 대응한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빠르면 2030년 늦어도 2040년
이내에 1.5도 이상 지구 온도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앞으로 10~20년 이내에 미래세대가 아닌 현 세대에서 기후위기의 피해를 직접
겪게 될 것으로 예상
- 2020년 한국의 54일간 최장기 장마, 2019~2020년 약 10억 마리의 생물개체를 희생시킨
호주 산불 등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후와 자연재앙은 기후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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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0년 동안 탄소배출을 지구적 수준에서 절반 이하로 감축시킬 수 있는지
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
- 기후위기 대처는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대처해야 할 프로젝트가 아니라, 당장 10년도
남지 않은 2030년 탄소배출 절반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대규모적이고 전 사회적인 자원을
동원해야 하는 프로젝트임

최근 세계적으로 추진되는 ‘그린뉴딜(Green New Deal)’ 정책의 핵심도 대체
로는 ‘10년 국가 프로젝트’로 제안
- 미국 청소년 기후운동단체인 선라이스운동(Sunrise Movement)은 2030년까지 100%
청정 그린에너지 달성, 필요로 하는 모두에게 생활임금 보장, 공동체와 노동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미국 사회의 각계각층 동참 등을 포함하는 그린뉴딜을 주장8)

기후위기 대응은 지역주민과 노동자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당면과제
세계 주요국과 글로벌 자동차업체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규판매
중단을 연이어 발표
- 영국과 프랑스는 2030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
하기로 했으며, 중국도 2025년까지 자동차 판매량 중 25%를 전기차로 채우고 2035년부
터 가솔린 디젤차판매를 중단하기로 함
- 폭스바겐은 2026년까지만 내연기관차를 생산하기로 했고, 볼보, 포드, GM은 2035년까
지 내연기관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혼다도 2040년까지 전기차 전환을 완료할 계획

자동차산업에서 예상보다 빨라진 전기차로의 전환은 완성차부문뿐만 아니라 협
력업체, 자동차정비업체, 주유소 등 기존 연관산업의 존폐와 고용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침
또한, 전기차로의 전환은 자동차 관련 업체가 입지한 지역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전력산업, 각종 소비재산업 등도 전방위적 변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

8) Sunrise Movement. “https://www.sunrisemovement.org/green-new-deal/” (2021.8.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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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과제
생태적 산업전환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소멸이 동시에 진행
국제노동기구(ILO)와 OECD 등 국제기구들은 코로나19 재난 극복과 생태전환
을 위한 ‘녹색 회복전략’을 제안하고, 이 과정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
- ILO(2019)는 파리 기후협약으로 인해 전 세계 일자리 중 약 600만 개가 감소하는 반면,
그 4배에 해당하는 2,4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
- 아울러 “진행되고 있는 변화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새로운 경제, 즉 녹색경제, 디지털 경제,
돌봄경제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
하자고 제안
- “재생에너지 및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건설과 친환경적 리모델링 분야에 주요 투자와
혁신기회”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여기에 필요한 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
- 지역 중소기업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기후변화 적응방안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
- 특히 청년의 경우에는 생태산업으로의 전환기에 원활한 노동시장 편입과 사회참여를 보장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폭넓은 지원이 동반되어야 함

국제기구들은 그린뉴딜의 절실함과 전면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생태전환에 대해
다소 느슨한 전망을 하는 실정
- 기후위기 대처와 생태적 전환의 성격을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전향적 차원의 고려가
필요

‘10년 안에 탄소배출량을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전 사회적 참여프로
젝트’는 2018년부터 세계 차원에서 기획하고 있는 그린뉴딜 프로젝트로서, 대
규모의 전환적 일자리 창출을 포괄하고 있음
- ‘전 사회적 10년 프로젝트’는 기후위기 대처와 ‘탈-탄소경제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생태적
대전환을 지향
- 그린뉴딜 프로젝트는 기존 화석연료에 기반한 산업, 도시, 지역을 재생에너지와 녹색인프
라에 기반한 구조로 빠르게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 과정은 미래 지향적인 혁신 영역이며, 여기서 혁신형 전환적 일자리 공간이 대규모로
창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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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에서 산업전환의 과제
생태적 산업전환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문은 발전산업이며, 재생에너지
로의 전환은 발전부문의 일자리 특성을 변화시킬 전망
- 현재 4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석탄발전이 10년 안에 실질적으로 가동종료를
해야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생산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품생산과
양산, 설치와 운영,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창출해야 하고 관련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야 함
- 도시와 지역의 태양광 가능공간 찾기와 창의적인 태양광 설치 방식에 대한 다양한 조사와
공론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석탄발전산업에서 재생에너지산업으로의 대규모 전환과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
며, 발전부문의 전환전략을 노동부문에서 준비해야 할 시기임

기존 산업들에서의 에너지 효율화, 재사용률 증대, 대체기술의 도입 등을 적극
적으로 추진할 필요
- 특히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탄소집약형 산업은 우리나라 주력산업이기도 한 철강(탄소배출
비중 32%), 석유화학(13%), 시멘트(7%) 등임(국가온실가스 통계관리위원회, 2020)
- 예를 들어, 제철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심한 코크스를 환원제로 사용하고 있으나 수소를
사용하는 새로운 공법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음9)
- 재활용과 재사용을 높여서 탄소배출을 줄이고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를 구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 또한 산업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효율을 약 10~20% 증대할 여지가 있으므로(한국에너지
공단, 2019),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할 필요

전 세계적 차원에서 탈-탄소경제 이행이 가장 느린 산업분야가 농업과 축산업
이며, 이들 분야의 전환을 시급히 준비해야 함
- 선도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진행하고 있는 유럽에서 산업부문의 재생에너지 사용률은 약
15% 정도이지만 농업에서는 그 절반인 7%만 재생에너지로 사용
- 농촌에서 농사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을 함께 이용하여 농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9) 포스코는 지난 2020년 12월 수소환원 제철공법으로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탄소배출 중립에 동참하겠다고
발표함.(“日･EU 철강업계도 수소 환원제철 박차”, 헤럴드경제(2021.1.2. 온라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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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농업 인프라 전환을 계획하고 추진할 필요

그린뉴딜에서 도시전환의 과제 - ‘15분 도시 모델’
Moreno et al.(2021)는 시민들이 집에서 도보로 15분 반경 안에서 기본 생활
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시 인프라를 개혁하자고 주장
- Moreno가 제안한 15분 도시는 ‘인접성’, ‘밀도’, ‘다양성’, ‘디지털’이라는 키워드를 중심
으로 도시를 설계한 것임
- ‘15분 도시(15 minute city)’개념은 2020년 파리시장으로 재선된 Hidalgo가 정책공약으
로 채택하면서 알려짐
- 파리시는 2020년 3월 코로나19 봉쇄기간 동안 루브르 박물관에서 바스티유 광장에 이르
는 상업 중심가 50km에 대해 자동차 접근을 금지하고 자전거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변경함
- 또한 Hidalgo는 파리 시내에 실외 주차장 8만 5천 개 가운데 6만 개의 주차장을 폐쇄하여
‘자동차 타고 다니기가 매우 불편한 도시’로 만들고, 2024년까지 1,400km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
[그림 3-1] 파리의 15분 도시 프레임워크

자료 : Moreno et al.(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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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요 도시에 ‘15분 도시 모델’의 원칙을 점차 적용하여 ‘그린뉴딜 녹색
교통 전환’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그린모빌리티로의 전환’은 자동차를 덜 타도되는 도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하기 편한
도로와 도시, 대중교통으로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한 도시를 지향
- 그린모빌리티 정책의 핵심은 일상에서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임
- ‘15분 도시’로의 전환은 기존 자동차 중심의 인프라를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의 인프라로
교체하는 상당한 변화를 수반하므로 녹색전환 일자리도 대규모로 창출할 수 있음
[표 3-2] 서울시의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책 사례
Ÿ

2021년 6월 기준으로 서울시의 공공자전거 대여소는 2천 467곳이고, 약 3만여 대의 대여용 공공자
전거를 보급

Ÿ

2020년 말 기준으로 누적 회원 수는 279만 명이고 대여 건수는 연 2천 4백만 건

Ÿ

서울시 공공자전거는 교통난 완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의 배출저감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

Ÿ

현재는 공공자전거를 서울시설공단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나, 이를 지역의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자치적으로 관리하게 하면 상당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

자료 :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https://data.seoul.go.kr/” (2021.9.13. 검색); 박형준 외(2018).

전국적 그린 프로젝트 ‘그린 리모델링’
그린 리모델링은 주택의 전면적인 개조를 동반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도시의
생태적 전환에서 가장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영역
- 그린 리모델링은 고효율 조명시스템 및 플러그인장치 설치, 에너지 저장능력이 큰 건물
(thermal mass)로 개조, 공조시스템(Heating, Ventilation, Air Conditioning
System) 효율 극대화, 지붕에 태양광 패널 설치, 통합 전력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설치 등 다양한 작업을 포괄
- 2018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전국 단독･다가구 주택의 74.8%
가 2000년 이전에 지어진 외벽 단열 50mm 이하의 추운 집이며, 단열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1980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 비율도 35.0%에 달함(김병권, 2020)
- 아파트를 포함해도 2000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이 절반을 넘어 사실상 대한민국 주택의
50%는 그린 리모델링 대상이며,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뛰어넘는 대규모 인프라 전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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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상황임
[표 3-3] 건축연도 및 노후기간별 주택유형
단위 : 호, %

구분
2010년~
2018년
2000년대

계
주택수

단독･다가구주택
비율

주택수

비율

아파트
주택수

연립･다세대주택
비율

주택수

비율

4,065,107 23.1

496,179 12.6

2,688,456 24.8

848,676 32.0

4,618,482 26.2

497,942 12.6

3,390,404 31.3

691,604 26.1

1990년대

5,470,938 31.0

912,276 23.1

3,740,599 34.6

748,780 28.3

1980년대

1,917,485 10.9

660,412 16.7

895,101 8.3

317,145 12.0

~1979년

1,561,315 8.9

1,382,175 35.0

111,484 1.0

42,344 1.6

합계

17,633,327 100

3,948,984 100

10,826,044 100

2,648,549 100

자료 : 통계청(2018). 인구주택총조사.

3) 생태전환을 위한 일자리 창출
그린뉴딜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정책
그린뉴딜을 통해서 탈-탄소사회로 가는 생태전환은 대규모 인프라의 교체를
수반하기 때문에 일자리 잠재력이 매우 크며, 이 과정에서 투입하는 노동은 미
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특성을 가짐
- 탈-탄소를 향한 에너지 전환, 녹색산업혁명, 녹색혁신은 ‘탄소에 기초한 20세기 문명’을
‘재생에너지 기반의 새로운 경제사회’로 대전환하는 것임
- 에너지 분야의 경우 발전기술(태양광 셀), 저장기술(배터리, 수소 등), 제어기술(스마트
그리드, 전력송전) 등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고, 기술혁신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특히 생태적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공간 가운데 상당한 부분은 청년들에게 매력적
인 미래혁신형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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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생태전환과 일자리보장제 공간

Pollin(2015)은 GDP의 1.5%를 재생에너지에 투자할 경우 경제활동인구 대비
0.4~1.4%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
- 한국은 경제활동인구의 약 0.6%에 해당하는 175,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
- 중국과 인도는 1천만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미국은 1.5백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
[표 3-4] 에너지 전환의 일자리 창출 및 감소 추정
국가

GDP 1.5% 재생에너지
투자 시 일자리 창출(개)

브라질

화석연료 폐기 시
일자리 감소(개)

경제활동인구 대비
일자리 창출 비율(%)

925,000

395,000

0.4

중국

11,400,000

6,400,000

0.6

인도

12,000,000

5,700,000

1.4

인도네시아

954,000

752,000

0.6

독일

330,000

남아공

252,000

한국

175,000

스페인
미국

0.8
126,000

0.6

320,000
1,500,000

0.7
1.4

650,000

0.5

자료 : Pollin(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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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돌봄전환과 일자리
1) 고령화와 돌봄의 사회적 수요 증가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사회적 변화는 가족 의존적 돌봄을 사회적 돌봄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
OECD 보고서는 회원국 중 한국이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를 겪으면서 30년
후 80세 이상 인구 비중이 OECD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
- 2017년 기준으로 OECD 평균 80세 이상 인구 비중은 4.6%, 한국은 3.0%이나, 2050년
에는 OECD 평균 10.1%, 한국 15.1%로 전망(한국은 30년 후 5배 증가)
- 한편 현재에도 장기요양종사자 부족을 겪고 있는 회원국들이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국가들이 숙력된 장기요양인력 확보에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전망(OECD 대한민국정책센
터, 2020)

2025년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은 1천만 명 이상이고 2030년에는 전체 인구의
25%인 1천 3백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에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의 비중(인정률)은 12.3%로 약 16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
- 2050년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40%인 1,900만 명에 달하고 장기요양인정률은
19.2%, 인정자 규모는 365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
- 특히, 돌봄필요도가 높은 75세 이상 인구는 2020년 전체 인구의 6.7%에서 2030년
10.2%로 증가하고, 2050년에는 23.9%로 증가(현재 1.5%에 불과한 85세 이상 인구는
8.5%로 증가)(박종서 외, 2020)

돌봄의 사회적 수요는 인구사회적 차원의 다양한 변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노인가구 및 1인 가구의 증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침
- 1990년 가구 구성의 절반 이상은 4~5인 가구가 차지했으나, 2020년에는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고,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
- 기대수명이 급속하게 늘면서 노인가구의 약 70% 이상이 노인독거가구와 노인부부가구이
며, 이에 따라 가족이 노인돌봄문제를 해결하던 시기는 지났음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성평등이 진전되어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노동시
장 참여 증가도 여성의 무급돌봄에 기초한 가족돌봄 기능을 축소시킨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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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 모두 노동시장에서 고용을 기초로 한 생애 전망이 확산하면서 돌봄의 사회화가 더욱
필요하게 됨
- 돌봄의 사회화는 보육의 사회화, 초등아동돌봄의 사회화를 거쳐 다양한 제도로 확대하는
추세
- 노인장기요양제도는 사회 전체의 노인돌봄 수요를 가족돌봄으로 충당할 수 없게 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노년기 돌봄권리 보장을 사회보험방식으로 제도화한 것임

2000년대 중반 이후 돌봄의 사회화, 돌봄의 제도화가 추진되었으나,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충분한 사회적 돌봄은 공급되지 못하는 실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지 못하는 65세 이상 노인
을 대상으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의 대표적인 제도로 지
난 십여 년간 지속적으로 이용자가 확대
- 2008년에는 노인인구의 4.3%인 약 21만 명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요양서비스
를 제공받았으나, 2019년에는 10.1%인 약 77만 명으로 크게 확대
[표 3-5] 노인장기요양 신청자와 인정자 추이(2010~2019)
단위 : 명, %

구분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19

65+인구 4,988,592 5,366,109 5,766,729 6,277,126 6,757,083 7,372,160 7,684,919
장기요양
신청자

376,032

381,561

643,409

736,879

848,829 1,009,209 1,113,093

인정자

214,480

315,994

341,788

424,572

519,850

670,810

772,206

인정률

4.3

5.9

5.9

6.8

7.7

9.1

10.1

노인인구
비율

10.2

10.8

11.5

12.4

13.2

14.3

14.9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각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박종서 외(2020)에서 재인용.

그러나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노인에게 필요한 요양과 돌봄서비스를 충
분히 공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
을 겪고 있는 노인은 전체의 25.3% 수준에 달함
-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측정하는 IADL과 ADL 조사10)에서 불편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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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비율이 각각 16.6%, 8.7%임
- 거주형태별로 보면 독거노인의 경우 IADL과 ADL 제한에 직면해 있다는 응답률이 각각
24.8%, 9.0%로 높아 이들에게서 특히 돌봄필요가 높다는 사실을 보여줌
[표 3-6] 노인의 기능상태 제한 추이
2011
구분

응답자
(명)

계

2014

2017

IADL만 ADL도
IADL만 ADL도
IADL만 ADL도
응답자
응답자
제한
제한
제한
제한
제한
제한
(명)
(명)
(%)
(%)
(%)
(%)
(%)
(%)

10,666

7.7

7.2

10,451

11.3

6.9

10,299

16.6

8.7

남자

4,600

4.8

6.5

4,354

5.6

5.0

4,375

10.4

6.1

여자

6,064

9.9

7.7

6,097

15.4

8.3

5,924

21.2

10.7

독거

2,091

10.4

6.6

2,407

15.6

6.6

2,426

24.8

9.0

가구 부부
형태 자녀
동거

5,169

5.0

6.0

4,655

7.2

5.4

4,980

11.8

6.4

2,915

10.2

9.9

2,973

14.7

9.6

2,444

19.1

11.0

성별

자료 : 보건복지부(각년도). 노인실태조사.

2019년 노인장기요양 인정률은 노인인구의 10%에 달하고 있으나, 등급인정을
받은 노인들이 돌봄 필요의 양과 질에 맞는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시설이나 병원보다 살던 집에서 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방문요양은 하루 최대 3~4시간만 제공되는 실정
- 제한된 시간 이상으로 방문요양을 이용할 경우, 초과비용의 100%를 수급자가 부담해야
함(제한된 시간 이내에서의 본인부담금은 총비용의 15%)
- 시설급여가 24시간 돌봄을 보장하는 데 비해 재가급여는 시설에서 보장하는 시간의 20%
도 보장하고 있지 않음
- 이런 시설급여와 재가급여의 격차는 1, 2등급 인정자가 이용하도록 설계된 노인요양시설
에 3, 4, 5등급 인정자가 더 많이 이용하는 결과로 나타남

10) IADL(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은 수단적 일상생활능력으로 요리, 세탁, 시장보기, 복약, 공공교통
수단 이용, 청소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고,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은 일상생활수행능력으로
목욕, 식사, 옷입기, 걷기, 배설 등의 활동을 의미함. IADL과 ADL조사는 각각의 활동을 혼자 도움없이 할 수
있는지,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지,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지를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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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고도 시설급여나 재가급여를 이용하지 않고 요양병원을 선택
하는 인정자가 2019년 기준으로 7만 명에 달함11)
[그림 3-3] 노인장기요양등급별 급여이용 현황(2019년 기준)
단위 : 명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2020).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UN은 고령사회에서 ‘지역사회 거주를 기반으로 나이 들 수 있는 권리(Aging
in Place)’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한국은 재가급여의 제도적 불충분성으
로 인해 노인들이 시설요양을 선택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요양병원은 꾸준히 증가하여 요양병원의 장기요
양병상은 지난 10여 년간 4배 이상 폭증(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음)
- 요양시설 병상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지만 요양병원 병상은 10배 이상임(김태일
외, 201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외에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노인돌봄서비스는 독거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맞춤돌봄사업이 있으나, 직접 돌봄 지원은 제한적임
- 2020년 기준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는 31,250명, 사회복지사는 1,953명
이며, 약 43,000명의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
- 노인맞춤돌봄사업은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 물품 전달, 정보 제공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접적인 돌봄 지원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사회

11) 요양병원의 경우 등급이 없어도 입소할 수 있으므로, 치매나 경증 의존도를 가지고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상당수
이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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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의 돌봄 필요를 충당하는 보편적인 노인돌봄서비스가 되지 못함
- 지역사회 돌봄의 필요성이 높아지자 정부는 2019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의 보편적 돌봄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구조와 서비스를 갖추기 위해 지역사회통
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

한국의 빠른 인구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돌봄일자리의 급격한 증가 예상
ILO(2019)는 한국에서 현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2015년과 비교해 2030
년에 돌봄일자리가 약 148만 개 증가할 것으로 예측
- 한국에서 고진로(high road)전략12)을 추진할 경우 돌봄일자리는 207만 개까지 증가
[그림 3-4] 한국의 돌봄일자리 전망
단위 : 천 명

자료 : ILO, Care Economy. “https://www.ilo.org/global/topics/care-economy” (2021.6.3. 검색).

돌봄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요양보호사와 같은 직접
돌봄노동자의 인력공급 부족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서구의 요양시설 집단감염과 높은 사망률은 불충분한 요양인력
및 요양서비스에 대한 낮은 처우와 밀접한 연관
- 최근 영국, 캐나다 등 주요 국가에서는 돌봄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돌봄노동자 처우개선과
12) 고진로전략은 일자리의 수만이 아니라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공공재와 기타 소프트웨어적 인프라에 투자하고
환경친화적 생산 관행을 확립하는 한편, 교육과 훈련을 보장하고 공공지출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며 민간부문과 공공부
문이 협력해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음(이주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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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임

임정미･김혜수(2019)의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도 점차 요양보호사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
- 2030년에 필요한 요양보호사 규모가 약 7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공급은 약
11만 명 부족할 것으로 예측
[그림 3-5] 한국의 요양보호사 수요･공급 격차 추계

자료 : 임정미･김혜수(2019).

2) 돌봄시장과 돌봄고용 문제
한국의 사회서비스정책은 저출생･고령화 추이에 대한 대응이자 새로운 고용
창출이라는 이중의 정책목표를 지향
2000년대 중반 저출생･고령화라는 인구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돌봄서비스 제
도화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가 확대
- 무의탁,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사회복지서비스는 생애주기별로 보편적인
사회서비스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변화
- 2007년 장애인활동지원바우처, 노인돌봄바우처 등 이용자 비용지원방식의 사회서비스가
제도화되었으며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고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
사업, 보육비 차등 지원방식을 거쳐 2013년에 무상보육이 도입

정부는 보육과 장기요양 등 돌봄의 사회화를 통해 일자리를 확충하려는 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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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했으며, 수급자격을 확대하여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의 사회서
비스정책에서 민간제공기관의 참여가 확대
- 이에 따라 개별 기관에서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활동지원사 등 돌봄노동자를 고용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종사자수는 2000년 117,461
명에서 2019년 1,009,876명으로 약 20년간 8.6배 증가
- 사회복지서비스업 전체 종사자의 87%는 여성
- 보육교사는 약 24만 명, 요양보호사는 약 42만 명이 보육과 요양서비스 분야에 종사
[그림 3-6] 사회복지서비스업종 총 종사자수 추이(명)

자료 : 통계청(각년도). 전국사업체조사.

방문형 돌봄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호출형 계약(zero-hours contracts) 중심
으로 불안정 저임금 고용 양산
2013~2019년 동안 돌봄노동 종사자의 분포를 보면(지역별고용조사), 가구
내 고용활동은 17만 4천 명에서 9만 7천 명으로 감소한 반면, 보건복지서비스
업은 18만 8천 명에서 40만 5천 명으로 2배 이상 증가(장지연 외, 2020)
- 이는 가정에서 이용하는 돌봄서비스인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간병인 등의 일자리가
정부 재정사업 내부로 이동하여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등으로 제도화된 것을 반영
- 가내 고용 돌봄일자리에 비해 사회서비스업에 속한 돌봄일자리의 시간당 임금 수준이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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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월 평균임금은 121.7만 원으로, 전체 근로자 임금인
266.5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 주당 근로시간은 전체 근로자 평균이 40.7시간이지만,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주당 29.4시
간에 불과
[표 3-7] 월 평균임금과 주당 근로시간 비교(2019년 기준)
2019 하반기

돌봄서비스종사자

전체 근로자

월 평균임금(만 원)

121.7

266.5

주당 근로시간(시간)

29.4

40.7

자료 : 통계청(2019). 지역별고용조사.

[표 3-8] 돌봄서비스업 종사자 임금수준(2018년 기준)
사회서비스
산업분류

표준
직업분류

명목임금
(만 원)

근로
시간

시간당
임금(원)

실질임금
(만 원)

근속기간
(년)

상용직
비율(%)

종합사회
서비스업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186.9

40.0

10,949

178.9

3.5

91.0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116.9

31.6

8,945

111.9

2.4

47.2

가사 및 육아
도우미

102.0

30.5

8,512

97.7

2.2

1.6

상담･재활
서비스업

치료･재활사
및 의료기사

245.2

40.8

14,213

234.7

4.7

90.8

건강지원
서비스업

간호사

283.4

42.1

15,825

271.4

5.9

97.2

보건의료

187.9

42.6

10,380

179.9

3.6

93.0

돌봄
서비스업

주 : 실질임금은 물가상승효과를 제거한 실질적인 구매력을 나타낸 임금으로,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
수로 나누어 산출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안수란 외(2019)에서 재인용.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방문요양을 대표로 하는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대폭 확
대되었으며, 방문요양의 대부분은 비정규 시급제 고용이 일반적이고 단시간 저
임금 일자리라는 특성을 보임
- 2019년 노인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돌봄종사자 월 평균임금이 요양보호사
107.6만 원,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183.3만 원(30~49명 시설) ~ 188만 원(50
인 이상 시설), 방문요양 80.8만 원, 방문목욕 70만 원으로 나타남(강은나 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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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형 요양보호사나 바우처 종사자의 임금이 낮은 것은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방식에서 시설 요양보호사에 비해 근로시간이 적기 때문임
- 2019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317,113명 중 31.8%가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시설요양보호사는 74,000명 중 약 95%가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지만, 재가요양보호사는 243,113명 중 12.5%만이 월 160시간 근무

다수를 차지하는 개인영리시설 돌봄노동자는 국공립･비영리법인시설 돌봄노
동자에 비해 노동조건이 매우 열악
2000년대 중반 이후 보편적으로 확대된 보육과 요양 등 사회서비스는 시장화
(marketization) 방식으로 제도화되어 공급 인프라의 상당 부분을 차지
- 바우처 등 이용자에 대한 비용지원과 함께 영리, 비영리, 법인, 개인 사업자 등 다양한
제공기관이 낮은 규제 기반에서 경쟁하는 사회서비스 시장이 형성
- 정부가 비용지원으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제공기관이 이용자 유치를 위해 경쟁하
는 시장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시장기제를 도입
- 제도 시행 초기에 부족한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한 민간에 의존한 결과, 소규모 영세기관의
난립과 수익 추구를 위한 부당경쟁이 초래되고 공급과잉으로 인한 과도한 경쟁환경이
조성되어 기관 경영이 구조적으로 불안정해짐
- 민간기관의 경영 불안이 불안정노동으로 전가되는 악순환이 발생(석재은, 2017)

노인장기요양 제공기관의 경우 81%가 개인영리사업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나 지자체가 설립한 공적 장기요양시설이나 기관은 2%에도 미치지 못함
- 2019년 기준으로 전체 3,606개소의 노인요양시설 중 2,303개소가 개인영리사업자에
의해 운영
- 5~9인 시설인 노인장기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전체 1,939개소 가운데 1,757개소가
개인영리사업자에 의해 운영
-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경우 19,410개소 가운데
16,641개소가 개인영리사업자에 의해 운영
- 2008~2019년 동안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요양기관은 주로 개인영리사업자에 의한 기관을
중심으로 증가

어린이집(약 3만 7천 개소)도 개인사업자가 소규모로 운영하는 가정어린이집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중은 전체의 12%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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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이용 아동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9년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 전체의 17%, 민간어린이집 이용아동이 48.6%, 가정어린이집 이용아동이 20%를
차지(강민정 외, 2020:97)

2000년대 중반 이후 보육과 요양을 중심으로 돌봄시장이 확대되고 개인영리사
업자에 의해 다수 제공기관이 설립, 운영되면서 우리나라 전체 사회서비스 인프
라에서 개인영리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짐
- 정부 재정에 의존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중 개인영리기관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소규모 개인자영업이 돌봄노동자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했음을 의미
[그림 3-7] 사회서비스 영역별 설립주체별 제공기관
단위 : 개

자료 : 보건복지부(2019). 보건복지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2018).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를 이용하여 작성.

보육, 장기요양 등 돌봄서비스에서 민간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고용된
돌봄노동자의 임금은 비영리법인이나 지자체에 의해 설립된 시설에 고용된 돌
봄노동자에 비해 낮은 수준
- 2019년 기준으로 방문요양기관에 속한 요양보호사의 월 평균임금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월 90.6만 원이지만 개인기관은 월 77.5만 원에 불과함
- 2019년 기준으로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월 평균임금은 비영리법인 186.3만 원,
개인시설 178.4만 원으로 나타남
- 2018년 기준으로 보육교사의 월평균 급여는 가정어린이집은 196.5만 원, 민간어린이집
은 204.6만 원인데 반해, 국공립어린이집은 249.8만 원,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은 248.4만
원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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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방문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운영주체별 요양보호사 평균임금
단위 : 만 원

(A) 방문요양기관

(B) 노인요양시설

자료 : 강민정 외(2020).

[표 3-9] 2018년도 보육교사 월평균 급여
단위 : 만 원, 개

구분

기본급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직장

168.9
202.9
204.1
201.9
160.5
156.6
185.6

기관지원
제 수당
5.7
6.9
5.3
6.6
4.8
3.8
26.0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제 수당
38.4
40.0
39.0
40.0
39.3
36.1
37.4

총금액

기관수

213.0
249.8
248.4
248.4
204.6
196.5
249.0

18,389
3,181
2,397
1,475
5,980
3,347
2,009

자료 : 유해미 외(2018).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에서 돌봄노동자 한 사람이 다수의 이용자를 책임져야
하는 현실은 저임금과 잦은 이직, 부실한 서비스를 초래하는 주요 요인
우리나라 사회적 돌봄은 저가 기반 공급으로, 돌봄 유형을 막론하고 돌봄인력의
질적･양적 불충분성이라는 문제가 있음
- 보육비용, 요양수가 등 제도적으로 정해진 재정규모가 크지 않고, 낮은 자격기준으로 양성
된 돌봄인력이 사유화된 공급구조 안에서 서비스별 최소인력기준을 적용한 고용계약을
개별적으로 맺는 구조

어린이집의 경우 교사 대 아동 비율은 0세 1:3명, 1세 1:5명, 2세 1:7명, 3세
1:15명, 4~5세 1:20명으로 높은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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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돌봄의 질은 교사와 영유아 간 상호작용 횟수와 시간에 영향을 받는데, 현행 기준은
아동의 안전한 바깥 활동은 물론 화장실 이용, 상호작용에 적절한 인력기준이 되기 어려움
-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의 적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이재희･김은설, 2017)

노인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 1인당 2.5명의 입소노인을 기준으로 하는데, 24시
간 운영을 고려할 때 요양보호사 1인이 낮시간에 입소노인 7~10명에게 요양서
비스를 제공하는 상황
- 건강보험공단은 인력기준보다 더 많은 장기요양인력을 채용한 기관에게 가산수가를 적용
하지만,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에게 충분한 관심과 생활지원을 위해 필요한 인력에는 크게
미치지 못함

세계적으로 돌봄일자리는 불안정 저임금 고용이라는 경향을 공유하고 있으나,
그중에서도 한국의 돌봄노동 임금은 낮은 편임
한국 어린이집 교사의 연평균 임금은 2만 달러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 30%에 속함
- 또한 어린이집 교사의 임금과 유치원 교사의 임금에서 차이가 나는데, 이는 학령 전 아동의
보육･교육부문에 자격과 임금 차이가 큰 인력들이 혼재된 상황을 반영
[그림 3-9] 학령 전 아동교육에서 교사의 연간 임금(201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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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요양보호사와 간호사의 월 평균임금은 스웨덴, 네덜란드, 호주, 독일의
절반 이하임
- OECD 회원국 대상으로 방문형 장기요양서비스의 시간당 보상수준을 비교한 연구(Muir,
2017)에 따르면, 한국 방문형 재가서비스의 시간당 비용은 시간당 GDP의 약 40%로
스웨덴, 네덜란드, 일본, 영국,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음
[그림 3-10] 장기요양인력의 월 평균임금 국제 비교

자료 : OECD(2020).

[그림 3-11] GDP 대비 재가요양 비용 비율(시간당)

자료 : Muir(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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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과 좋은 일자리로의
전환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
코로나19 확산은 돌봄이 사회 유지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이자 필수노동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줌
- 상당수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가족 밖에서’ 지원되
는 사회적 돌봄을 통해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더 많은 가족구성원이 사회적 돌봄을
이용하여 경제･사회활동을 하면서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남
- 2020년 2월 코로나19 대책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중단되고 긴급돌봄만 수행하게 했지만,
5월에 이미 어린이집 이용률이 70%를 상회하고 재가장기요양이나 장애인활동지원의 경
우 가족 간 왕래와 지원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자 오히려 수요가 증가

사회서비스 시장에서 양산되는 불안정･저임금 돌봄일자리는 낮은 질의 서비스
를 유발하고 돌봄이 필요한 아동, 노인, 장애인의 존엄성과 건강,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
- 정부도 “민간 공급기관 간의 경쟁이 과도해지고 서비스 제공인력의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
이 서비스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보건복지부, 2018)
- 이에 정부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사회서
비스원 설립을 통한 공영화, 돌봄노동자 직접 고용 등을 추진

ILO(2018)는 젠더 평등한 돌봄노동의 고진로전략으로서 5R 프레임워크를 제안
- 좋은 일자리(decent care work)로서 돌봄노동은 높은 서비스 질과 아동･노인의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경제활동 지속과 조세기반의 확충이라는
선순환구조를 창출
- 5R 프레임워크는 돌봄정책만이 아니라 거시경제정책, 사회보장정책, 노동정책, 이주정책
에 걸쳐 적용되며 무급 돌봄노동을 인정(Recognize)하고 줄이고(Reduce) 재분배
(Redistribute)하고, 유급돌봄노동을 하는 돌봄노동자에게는 좋은 일자리 보상(Reward)
과 사회적 대화와 단체협약이 대변(Representation)되어야 하는 정책 제안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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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령화와 일자리
1) 노인일자리사업 현황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복지법｣ 및 ｢저출생고령사회기본법｣을 근거로 하며,
사회보장 및 일자리제공의 성격을 가진 노인복지정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복지서비스”를 의미
-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복지법｣과 ｢저출생고령사회기본법｣을 근거로 함

노인일자리사업은 2005년 도입된 이후 예산규모, 수행기관, 참여자수가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규 사업이 추가되는 등 사업유형과 실적
평가 기준이 변화
- 노인일자리사업의 명칭도 여러 차례 변화했는데, 2005년 도입 당시 ‘노인일자리사업’에서
2015년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사업’을 거쳐 201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

노인일자리사업은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으로 나뉘며, 세부 유형에
따라 참여자의 자격조건, 활동시간, 급여의 수준에 차이가 존재
노인일자리사업의 대상자는 참여 당해 연도에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지만, 세
부 사업의 유형에 따라 사업 참여자의 연령과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선정 기준
이 다르고 참여자의 지위에도 차이가 있음13)
- 사회서비스형 참여자와 민간형 일자리사업 중 시장형사업단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일자리사업의 사용자는 수행기관이고 노동관계법령(｢근로기준법｣, ｢최저임
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회보험관계법령(｢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을 준수해
야 함

13) 사회서비스유형의 ‘시니어 안전모니터링’, ‘시니어 컨설턴트’ 유형은 60세 이상의 고령자도 참여 가능함. 또한 65세
이상이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 중 2개 이상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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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활동 참여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며, 공익활동 참여자는 ‘사회활동(자원
봉사활동)’의 대가로 월 27만 원의 활동비를 소득세 차감(원천징수) 없이 수령하고 ｢노인복
지법｣에 따라 ‘유급자원봉사자(지역봉사지도원)’의 지위를 지님

공공형(공익활동)은 공익활동과 재능나눔활동으로 구분되고 참여자는 월 30시
간 이상(일 3시간 이내) 활동에 1인당 월 27만 원 이내의 활동비를 지급받음
- 공익활동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
활동”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사업대상으로 하는 지자체 경상보조사업14)
- 재능나눔활동은 “재능을 보유한 노인이 자기 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성격의 활동”으로 만 60세 이상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
- 공익활동 사업은 ‘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경륜전수활동’, ‘지역상생활
동(시범사업)’이 있으며, 재능나눔활동 사업은 ‘노인안전예방’, ‘상담안내’, ‘학습지도’, ‘문
화예술’ 등이 있음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참여자는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15)하며, 주휴
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대 712,800만 원16)을 인건비(연차수당 별도)로 지급받음
- 2019년에 새롭게 도입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사업대
상인 지자체 경상보조사업
- 2021년 기준으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가정 및 세대 간 서비스’, ‘취약계층 전문서비
스’, ‘공공전문서비스’로 나누어짐17)
- 수행기관은 근로계약서를 체결 및 교부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취업 장소,
업무내용, 근로일 및 휴(무)일, 시업･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월 급여에 대한 사항을 명시해
야 함

민간형 일자리는 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지원
사업으로 구성

14) 단,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중인 지역상생활동에 한해 만 60세 이상의 사업특성 적합자가 참여할 수 있음.
15) 노인의 신체적 능력을 고려하여 하루 8시간 초과 근무를 금지하고,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의 연장
및 휴일, 야감근로(22시 익일 06시)가 불가함.
16) 기본급은 월 최대 594,000원이며,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을 1인당 1,458,000원 지급함.
17) 이 사업의 참여자는 주로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 관련 사회복지 시설 및 노인 돌봄 시설에서 환경정비,
급식, 정서적 지원 등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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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형사업단은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만 60세 이상의 사업 특성에 적합한 사람을 대상
으로 하는 지자체 경상보조사업18)
- 취업알선형 일자리는 “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해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받는 일자리”로,
만 60세 이상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자체 및 민간 경상보조사업19)
- 시니어인턴십은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 고용
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4대 보험 가입 사업자 중 근로자 보고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 민간단체를 참여기업으로 두는 민간 경상보조사업20)
- 고령자친화기업지원은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
여 운영할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기업뿐만 아니라 신규로
설립할 기업 및 단체도 지원대상으로 하는 민간 경상보조사업

노인일자리사업의 신청자는 사업공고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서류를 제출하며, 담당자는 신청자와 개별상담을 통해 선발기
준표를 작성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참여자를 선정
- 선발된 참여자는 소양교육 12시간 및 직무교육 6시간, 총 18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함

18) 중앙정부가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하여 지원하고 기업이 추가적으로 사업소득을 일으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형태임.
19) 이 사업은 참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임.
20) 정부는 참여기업에게 인건비를, 수행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함. 시니어인턴십을 원하는 만 60세 이상의 참여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혹은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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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노인 일자리사업의 유형과 주요 내용
유형

내용

지원형태

공익
활동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
진을 위해 참여하는 활동

지자체
경상보조

재능
나눔

재능을 보유한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
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성격의 각종 활동

민간
경상보조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
를 제공하는 일자리

지자체
경상보조

시장형
사업단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 수익
으로 연중 운영하는 일자리

지자체
경상보조

시니어
인턴십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
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민간
경상보조

고령화
친화기업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 설립 지원

민간
경상보조

공
공
형

사회
서비스형

민
간
형

활동성격
봉사
(사회
공헌)

근로

자료 : 복지로 홈페이지. “http://bokjiro.go.kr/nwel/bokjiroMain.do” (2021.8.25. 검색).

[표 3-11] 사업유형별 참여노인 월 평균 활동시간 및 활동비(각 년도 말)
단위 : 시간, 천 원

2017
구분

공공형

2019

활동
시간

활동비
(임금)

활동
시간

활동비
(임금)

활동
시간

활동비
(임금)

공익나눔

30

270

30

270

30

270

재능나눔

10

100

10

100

10

100

-

-

-

-

60/66

713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2018

시장형사업단

-

263

-

302

-

313

취업알선형

-

1,135

-

1,299

-

1,370

시니어인턴십

-

1,369

-

1,615

-

1,787

고령친화기업

-

978

-

979

-

890

기업연계형

-

1,243

-

1,545

-

1,885

주 : 2019년 신규 도입사업인 사회서비스형의 활동시간 유형은 60시간 혹은 66시간임.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20). 2019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통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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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으로 전국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1,291개, 참여자는 62만 명,
사업예산(추경포함)은 9,228억 원
2019년 말 기준으로 경기도 내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179개소이
며, 경기도민 약 8만 2천여 명이 참여
- 대부분은 공익활동 참가자(약 6만 2천 명)이며 사회 서비스형 참여자는 약 4천 2백여
명에 불과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은 2004년 213억 원에서 2019년 기준 9,228억 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
-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지원방식은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국비 50%, 지방비 50%)21)와
민간경상보조(국비 100%)로 구분
[표 3-12] 전국 및 수도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실적
단위 : 개소, 명

구분

기관수1)

배정
사업량2)

추진
실적3)

전국

1,291

653,911

서울

231

인천
경기

공익
활동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

인력
파견형

622,444

504,206

23,548

66,972

27,718

77,585

71,467

56,814

2,771

9,692

2,190

45

39,068

37,881

29,761

1.288

4,782

2,050

179

82,187

80,287

62,277

4,225

9,525

4,260

주1 : 수행기관 수는 사업단 수와 동일함.
주2 : 배정 사업량에는 지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확정/목표 사업량과 차이가 있
을 수 있음.
주3 : 추진실적은 공익활동의 경우 ‘누적참여자 수 - 중도 포기자 수’로 산출하며, ‘사회서비스형’, ‘시장
형사업단’, ‘인력파견형’은 누적 참여자 수로 산출함.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20). 2019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통계동향.

21) 서울시는 국비 30%, 지방비 7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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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노인일자리사업의 연도별 예산추이
단위 : 백만 원

연도

2004

2008

예산

21,268

96,073

2014

2015

2016

2017

(추경포함) (추경포함) (추경포함)

2018

2019
(추경포함)

305,190 358,063 403,486 523,193 636,724 922,761

주 : 예산은 국비기준.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20). 2019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통계동향.

2) 노인일자리사업 개선 방향
여러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는 노인일자리를 대폭 늘릴 필요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의 가계소득과 건강 유지 및 사회참여를 동시에 보장하
는 일자리정책이자 사회보장정책
- 많은 연구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은 근로소득을 통한 노후소득 보충기능뿐만 아니라
참여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사회적 관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음
- 노인의 일을 통한 건강개선은 의료시설 이용의 감소와 사회적 활동을 촉진하여 지역의
공공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음
- 그러나 노인일자리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성의 문제, 수행기관 수와 전담인력의
부족 등의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

노년기에 일을 통해 근로소득을 확충하려는 주요 이유는 현재 노인이 공적연금
이나 사적 이전을 통해 얻는 소득이 생활 유지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임
- 2020년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은 44%로,
OECD 회원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 2019년 기준으로 공적연금 수급률은 50.9%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여성･고령자의
수급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여성의 공적연금 수급률은 35.9%로 남성의 절반 수준, 80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 수급률은 26.1%에 불과)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현재로선 OECD 가입국 중 낮은 편이나,
고령인구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노인일자리의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
- 지난 10년 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평균 4.4% 증가
-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 중단이라는 일상생활의 변화가 노인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노인빈곤을 악화시킬 수 있음
제3장 사회･경제구조 변화와 일자리∣79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할
필요
참여자들은 생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민간분야의 노인일자리를 선호하지
만 일자리 공급이 충분하지 않음
- 봉사활동의 성격이 강한 공공형 노인일자리의 활동비로는 노인가구의 생계유지가 현실적
으로 어려움
- 민간분야 노인일자리는 2019년 10.9만 명(전체 노인일자리의 15.9%)에서 2020년 13만
명(17.6%), 2021년 14.5만 명(18.1%)으로 꾸준히 증가추세이지만 일자리 수요에 비해
서는 상당히 부족한 수준

노인의 경륜과 은퇴 이전의 노동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할
필요
- 노인일자리사업 초기부터 단순업무 위주, 낮은 임금 등 일자리의 질에 대해 계속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이는 참여노인의 근로동기와 참여태도에 직접적인 영향
- 노인인구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신노년세대(baby-boomer) 등장 등 노인인구의 특성이
변화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괜찮은 노인일자리를 확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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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업이 유발하는 문제
1) 개인 차원의 실업 비용
실업은 소득단절뿐만 아니라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위협하고 사회적 존재감
의 상실을 초래
실직은 경제적 안정, 심리적 안녕, 시간관념, 타인과의 교류, 명확한 목표의식,
정체성 및 사회적 지위 등을 제공하는 데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일자리의 상실
이며, 이는 개인의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의 박탈을 의미(Jahoda, 1988;
Dooley, 2003; Wisman, 2010)

실업의 금전적 비용
전통적 경제학에서는 실직으로 인해 개인에게 발생하는 비용을 주로 가계의
소득원 단절이라는 측면에서 분석
- 일자리의 불안정은 소득 불안정을 유발하여 경제적 삶을 악화시키고 빈곤을 낳는 주요
요인이며, 특히 사회진입 초기 단계의 청년실업은 생애소득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침
- 경기변동에 취약하여 실직 리스크가 높은 계층의 경우 실직 시 생계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의 규모가 작아서 경기 하강 시 실직으로 인해 생계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Wolff, 1998; 김미곤, 1999)

실업은 인적 역량(human capability)의 손실을 유발하여 일자리를 상실한 사
람은 빈번한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되고 만성적인 소득 불안정을 유발
- 노동에 체화된 기술 숙련, 지식, 능력을 나타내는 인적자본은 실업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일반적으로 감퇴하는 특성이 있음
- 실업자는 자신감 및 통제력의 상실로 인해 ‘인지 능력(cognitive abilities)’의 손실을
경험할 수 있으며, 특히 장기실업자의 경우 동기부여가 약화하여 체념적이고 수동적인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음(Sen, 1997; Price et al. 1992)
- 이러한 실업으로 인한 인적자본 손실은 괜찮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더욱 낮추고 빈번한
실업 상태에 내몰리는 악순환이 계속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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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의 비금전적 비용
반복적인 실직을 경험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신체적 질병이나 심리
적 불안을 겪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비자발적 실업은 박탈감 및 우울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데, 실업자가 재취업하는
경우 우울증 발생 빈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Waters & Moore, 2002;
Jackson, 1985)22)
- 실업자의 정신적 불안은 알코올 중독의 비율을 높이고, 이는 다시 재취업의 기회를 낮추는
등 다른 삶의 영역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Dooley, 2003; Ahr et
al., 1981)
- 실업자의 정신적 불안, 사회적 배제･고립, 자존감 상실, 알코올 남용, 독립성 결여 등은
자살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며, 한 실증연구는 실업 1%p 증가가 자살률을 1.2%p 상승시킨
다는 결과를 보고함(Lin, 2006)
- 아버지가 실업자인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더 높음
(Storm, 2003)
- 실제 미국의 초장기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실업률의 1.5% 상승은 5년 이내에
사망자를 51,000명, 입원환자를 6,000명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Kates et al., 1990)
[그림 3-12] 고용불안정이 우울에 미치는 경로

자료 : 변금선･이혜원(2018).

22) 일부 연구에 따르면, 사회복지 수급에도 불구하고 실직으로 인한 실업자의 우울증 발병률은 경감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됨(Kates et al.,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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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한국에서 실업과 자살 간 관계(2009~2020년)

자료 :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각년도). 사망원인통계.

실업은 사회 네트워크의 약화와 시간관념의 상실을 유발하여 실업자의 사회활
동이 위축되고 사회적 자존감이 상실
- 실업은 사회보험 기회의 상실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참여 등 사회활동을 위축시
켜 사회적 배제(네트워크의 축소)의 주요 요인이 되고, 이로부터 실업자는 사회적 자존감이
크게 저하됨(Sen, 1997; 1999)
- 실업자는 사회적 관계를 맺을 기회를 상실하여 사회로부터 유리되고 노동시장의 접근 기회
를 상실하는 실업함정(unemployment trap)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Calvo-Armengol,
2004)
- 실증연구에 따르면, 실업자는 시간관념의 상실로 자신의 시간을 의미 있게 활용하지 못하
는 체념적 삶을 살 가능성이 높음(Jahoda et al,, 2002; Kelvin & Jarrett, 1985)
- 인류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노동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데, 실업자는 자신
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어렵고 자신의 시간을 지배하지 못하는 ‘심리적 곤궁’ 상태에 놓이게
됨(Vašek, 2013)

실업은 가정불안을 유발하여 가족 전체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결혼의 장애요인
으로 작용하여 저출생의 주요 요인이 됨
- 실업자가 겪는 스트레스는 가정폭력 등을 통해 그 배우자나 자식들에게 전이되는 특성을
지니므로, 경제의 기초단위인 가정의 불안을 유발하는 요인(Rook et al., 1991; Hanse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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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의 불안정성과 이혼율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South,
1985)
- 여러 실증연구에 따르면, 실업자와 비정규직에서 결혼확률이 낮아지고 초혼연령이 높아지
는 경향을 보여 저출생 요인으로 작용(이상호･이상헌, 2011)

과거에 실업을 경험한 사람들은 실업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삶의 만족도(행복
도)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Clark et al. 2001; Lucas et al. 2004)

2) 사회 차원의 실업 비용
실업의 증가는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을 심화시켜 소수자와 이민자에 대한 사회
적 반감이 증대하므로 사회통합을 저해(Sen, 1997; 1999)
- 사회 지출 초년생인 청년이 실업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의 사회통합을 위협(Kieselbach,
2003)

실업의 증가는 가계소득 및 유효수요 감소에 따른 총생산 감소, 사회보험 지출
등 정부 지출 증가, 세수 감소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
- 실업으로 인한 실업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악화는 사회 전체의 건강보험료 지출 증가
등 사회적 비용으로 전환

실업의 증가는 가계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지출의 약화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가계부문의 교육 지출 감소와 일역량 강화 저해23) 등으로 인해 국가
차원의 인적자본 축적을 약화시키고 잠재성장률의 둔화를 초래
- 실업의 증가는 소비자 신뢰를 약화시켜 경제성장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침(Mueller,
1996)

또한 실업률과 범죄 활동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여, 실업의 증가는
사회적 불안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남(Raphael & Winter-Ebmer, 2001)
- 범죄 활동도 실업률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임(Grogger, 1998; Gould et al., 2002)

장기간의 높은 실업은 빈곤 문제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정치적 불안을 고조시
키는 요인으로 작용(Galbraith, 1998; Parvin, 1973)
- 한국의 가계소득 중 근로소득이 90% 이상을 차지하므로 실업의 증가는 사회적으로 빈곤
23) Sen(1999, p.64)은 “실업은 단순히 정부의 분배로 메울 수 있는 소득의 결여가 아니다. 그것은 또한 개인의 자유와
동기, 재능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원천이기도 하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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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심화를 의미
- 실업으로 인한 소득 불평등은 단지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을 약화시켜 경제
성장의 장애물로 작용(Berg and Ostry, 2011; Cingano, 2014; Ostry et al., 2014;
Stiglitz, 2012, 2015)
- 불평등의 확대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분열된 사회를 초래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크게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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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일자리보장제의 이론적 검토
1. 일자리보장제의 필요성
1) 일자리보장제의 정당성
일자리보장제는 ‘일할 권리’를 시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
다수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시민은 기본권으로서 ‘일할 권리’(right to
work)를 갖는다는 신념을 견지
- 일할 권리는 “인간 인격체의 완전한 발전”에 필수 요소(Harvey, 2005; Morsink, 1999)
① 일할 권리는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는 수단이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노동자(시민의 다수)에게 생계수단의 보장과 같은 의미이며, 따라서 비자발적 실업
은 가장 근본적인 생존권을 위협
② 인간에게 노동은 단지 경제적 수단에 한정되지 않으며,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동물
이고 사회적 네트워크와 유대 관계 유지는 생물학적 생존만큼이나 중요한 요소
- 사회적 관계는 “인격체의 완전한 발전”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며 인간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채널이 바로 노동임24)

실제로, 다양한 국제조약은 일할 권리를 시민적 기본권으로 명시
- UN 헌장(United Nations Charter, 55조 및 56조)
-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 23조)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6~8조)
- 유럽 사회 헌장(European Social Charter, 1~6조)
- 인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미국 선언(American Declaration of the Rights and
Duties of Man, 14조)
-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규약 71, 122)

24) 인간은 독립 노동이 아니라 협업(공동 노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자아실현의 계기를 만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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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과 국민에 관한 아프리카 권리 헌장(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15조)

일자리보장제는 사회적 실업 비용25)의 감축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제도의 복원
에 기여
현대 사회복지제도는 ‘사회보험’(국민연금, 실업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고용을 중심으로 설계된 사회복지제도(김교성
외, 2018)
- 여타 사회부조가 존재하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미미한 역할을 담당
- 사회보험 대부분이 소득이 있는 계층과 취업자만을 가입대상으로 함

한국의 사회보험제도는 심각한 사각지대의 문제가 존재
- 2019년 우리나라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가입률은 전체
생산가능인구(15~64세) 3,700만 명 중 약 65%에 지나지 않음
- 2019년 고용보험에도 37.3%(약 1,400만 명)만이 가입하고 있음

사회보험 가입자 수가 저조한 이유는 실업자 무소득자 및 최근 급증하는 불안정
노동자(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가 사회보험 가입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임
- 실업이 빈곤과 소득 불평등 등 사회복지제도가 담당해야 할 사회적 위험 대부분의 원인이
지만, 현재의 사회복지제도는 실업을 직접 다루지 않음

실업은 사회보험 중심의 전통적 사회복지제도 전체를 위협함
- 실업은 사회보험 가입자 수의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제도 역시 위축시킴
- 경제위기가 발생하거나 ‘고용 없는 성장’과 같은 장기적 고용 침체는 사회보험 기금 고갈이
나 재정적자로 나타남
- 이러한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선진국 정부들은 사회보험 지급을 삭감하는 ‘긴축정책’으
로 대응했으나, 이는 사회복지제도의 위기를 강화하는 불안정 고용의 증가 추세를 막기는
커녕 오히려 가중시킴

일자리보장제는 사회보험 가입자 수를 획기적으로 증가시켜 기존 사회복지제도
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음

25) 제3장의 4절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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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고용정책의 한계 및 일자리보장의 필요성
실업의 원인에 대한 두 가지 지배적 관점
(개인의 역량부족) 실업의 원인을 개인의 취업역량 부족에서 찾는 관점이며 이
는 실업의 책임을 자기계발에 실패한 개인에게 돌리는 태도임
(노동시장의 비효율성) 노동시장이 비효율적으로 작동하여 실업이 존재한다는
주장
- 법정 최저임금 설정, 해고의 제한 등 노동시장 규제와 ‘이중 노동시장’ 구조가 비효율적
노동시장을 만든다고 주장

이들 입장에 따르면, 임금이 충분히 하락하면 실업자 모두 고용될 수 있으나
단결권이 보장된 내부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임금이 지급되면서 기업의 추가
고용 여력이 감소하여, 실업이 발생

신자유주의적 실업 이론에 대한 비판
실업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관점은 만성적 유효수요 부족에 시달리는 자본주의
경제의 구조적 결함을 무시
- 자본주의 경제 내에 일자리 수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존재
- 자본주의에서는 모든 생산물이 판매되어야 하는 상품으로 생산되는데, 생산된 모든 상품이
판매되지 않으면 기업은 파산하거나 투자를 축소하여 실업이 발생
- 자본주의 경제는 미래의 불확실성, 불평등한 소득분배 등으로 인해 생산물이 모두 판매되
기 어려운 구조적 제약 하에서 작동하므로, 만성적 실업이 불가피하게 나타남

자본주의 경제의 분배 상 모순으로 인해 유효수요 부족과 구조적 실업이 발생
- 자본가와 부자에게 분배된 소득 중 큰 부분은 소비되지 않고 저축되며 노동자도 임금
일부를 저축하기도 하는데, 경기가 둔화되어 미래 경영환경이 불확실해지고 소비 여력이
약화하는 시기에는 저축이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생산된 상품의 판매가 부진한 상황이
초래
- 수요 부족에 의한 판매 위기가 강화되고 완제품 재고가 증가하면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줄이는데 이것이 실업의 원인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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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한 경제의 유효수요 부족이 실업의 구조적 원인

직업훈련 지원 정책의 한계
실업의 원인을 개인의 취업역량 부족에서 찾는 관점은 고용 대책으로 노동공급
측면인 ‘직업훈련’에 초점을 맞추려 함
하지만 경제 전체적으로 일자리 총량이 제한되어 있는 한,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의 취업 가능성은 커질 수 있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취업에서 탈락할 수밖
에 없는 문제는 지속
- 노동수요가 한정된 상황에서 개인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의자 뺏기’ 게임으로
귀결되며, 실제로는 직업훈련보다 경제 상황이 취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침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한계
실업을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로 보는 관점은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임의적 개입을 제거하는 정책을 선호
- 최저임금제도 폐지, 해고를 쉽게 하는 노동시장 유연화, 노동권 일부 제한, 일자리 나누기
등의 정책이 이 범주에 속함

유연한 노동시장에서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최적 고용량의 합이 ‘경
제 전체’의 모든 노동자를 고용할 만큼 충분하리란 보장이 없음
- 1980년대부터 전면화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노동에 관한 규제는 유례없이 약화됐지만
실업이 감소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음
- 노동시장 유연화 논리에 따라 임금을 하락시키면, 노동공급이 감소하여 ‘자발적 실업자’가
증가할 뿐 취업자 증가로 직결되지 않음
- 임금 하락에 따른 취업 포기는 ‘자발적 실업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임금 하락에 의해 실업률
이 하락하더라도 이는 경제활동 참가율(=경제활동인구/생산 가능 인구)과 고용률(=취업자
수/생산 가능 인구)의 동반하락을 통해 달성될 뿐이며, 이는 의미 있는 고용정책이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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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요관리 정책의 한계
일부 학자나 전문가들은 일자리 총량의 부족이 유효수요 부족에 기인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업 해소를 위해 총수요 확대 정책, 정부 지출 확대정책을 대안
으로 제시
기존 총수요 관리 정책도 실업을 해소하는데 한계를 보였으며, 이는 민간기업에
의지하여 고용 확대를 추구했기 때문임
- 유효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 지출은 주로 기업의 매출을 올리거나 기업에 고용 인센티
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후자의 경우 대표적인 것이 조세 감면, 규제 완화
등으로 ‘일자리 낙수효과 이론’의 기대효과를 겨냥한 정책
- 그러나 기업의 목표는 이윤 극대화 혹은 시장점유율 증대이지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에 의존하는 일자리 정책은 대부분 실패로 귀결

근본적 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보장 필요
고용의 근본적 문제는 노동공급 측면보다 노동수요 측면에서 발생하고 있으므
로, 정부는 노동시장의 조정자 역할을 넘어 일자리보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
- 2014~2020년 동안 한국의 취업률 변화가 총 23만 명의 취업자를 감소시킨 것으로 추정
되며, 이는 노동시장이 노동공급을 충분히 흡수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시사26)
- 한국은 기계화･자동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로서, 4차 산업혁명 확산에 따라 민간
부문의 일자리 축소 우려가 증대
-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나 직업훈련 등 노동공급 중심 정책만으
로는 완전고용 달성이 어려움
- 실업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고 모든 시민에게 실질적인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적극적 역할이 필요

26) ∆취업자  ∆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   인구 ×∆경제활동참가율 × 취업률 
 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    ⇒ 우변세번째항목이취업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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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한국에서 취업률 변화가 취업자수에 미치는 영향 추정
단위 : 천 명

자료 :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4-2] 주요국의 로봇 집약도 변화
단위 : 개

주 : 로봇 집약도는 제조업의 100만 달러 부가가치생산 당 로봇 스톡으로 측정.
자료 : OECD(2019).

정부가 모든 실업자를 직접 고용(혹은 일자리 제공)하는 것이 완전고용을 위한
재정지출의 측면에서도 효율적일 수 있음
-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한 재정지
출 규모는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의 직접 고용이 오히려 비용효율적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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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자리보장의 역사적 개요
1) 자연실업률 개념 및 비판
신고전학파 경제학(neo-classical economics)27)은 장기적으로 경제가 물
가상승률을 가속화하지 않는 균형실업률로 수렴한다고 주장
단기적으로 실업률과 물가상승률(혹은 명목 임금상승률) 간에는 상충관계가 존
재(Phillips, 1958; Samuelson & Solow, 1960)
-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간의 관계가 단기적으로 안정적이라면, 정책당국은 물가와 실업(혹은
총수요) 사이에 정책적 선택을 할 수 있음
- 즉, 실업을 줄이는 정책은 물가상승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함(‘공짜점심은 없다’)

장기적으로 실업률은 물가상승을 가속화하지 않는 균형실업률(완전고용 수준)
로 수렴
- Friedman(1968)은 노동 및 상품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일반균형체계에서 도출되
는 장기 균형실업률을 ‘자연실업률(Natural Rate of Unemployment, NRU)’로 정의하
고, 이 상태에서의 고용을 ‘완전고용(full employment)’ 수준이라고 주장
- 자연실업률 가설에 따르면,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간 상충관계는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단기에만 존재하고, 경제주체들이 물가상승률에 대한 기대를 점차 수정(명목임금이 아닌
실질임금 수준을 고려)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단기적 상충관계가 소멸하면서 실업률이
자연실업률(완전고용 수준)로 수렴
- Modigliani & Papademos(1975)는 자연실업률과 유사한 비가속실업률(Non-Accelerating
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 NAIRU)의 개념을 제안했는데, 이 균형실업률은 물가상
승을 가속화하지 않는 실업률로 정의되며 현대적 통화정책에서 핵심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
- NAIRU 가설에 따르면, 실업률이 NAIRU보다 낮은 경우 임금상승 압력이 강화되고 이로
인한 임금상승이 가격상승으로 전가되어 물가상승이 발생하므로, 실업률이 NAIRU 수준
을 유지할 때 물가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음

결국, 신고전학파 경제학에서는 물가상승을 가속화하지 않는 실업률에서의 고
용 수준을 완전고용 상태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보다 높은 고용 수준은 물가상

27) ‘신고전학파 종합(neo-classical synthesis)’이라고도 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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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을 초래하여 경제 불안정성을 높이고 경제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포스트-케인스학파 경제학(post-Keynesian economics)은 신고전학파의
균형실업률은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매우 넓은 범위를 갖는다고 주장
현실에서 고용, 임금, 물가는 각각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 결정되므로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이 반드시 연관되는 것은 아님(Eichner & Kregel, 1975; Piore,
1978)
- 고용 수준은 (실질)임금 수준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유효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음(Keynes,
1936)
- 임금 및 물가는 경기침체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로 자본가와 노동자 간 소득분배
를 둘러싼 힘의 관계나 역사적･사회적 규범으로부터 영향을 받음(Lavoie, 2015; Piore,
1973)
- 특히, 기업의 가격결정은 일반적으로 ‘비용가중 가격결정(cost-push pricing)’에 기초하
는데(Lavoie, 2001; Lee, 1998), 명목임금이 크게 상승하지 않는 한 가격(물가)이 수요
변화(혹은 고용 수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음

실제 실업률(혹은 설비가동률)과 물가상승률 간 관계를 나타내는 필립스곡선
(Phillips curve)은 현실에서 상당히 넓은 구간에 걸쳐 수평인 형태로 나타나
며, 이는 물가상승 압력 없이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실행이 가능함을
보여줌
- 노사 간의 효과적 조정(effective coordination)이 소득분배 갈등을 완화시키는 경우
필립스곡선이 수평의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음(Hein, 2002)
- 몇몇 실증분석에 따르면, 필립스곡선의 기울기는 상당한 구간에서 수평이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Kim, 2007; 김명호, 2021)

‘신고전파 종합’에 기초하여 중앙은행은 물가안정(물가상승률 안정)을 핵심 목
표로 하고 이를 위해 단기금리정책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런 통화정책이 오히려
물가상승과 고용둔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현대 통화정책의 단일 목표는 단기금리의 변동을 통한 물가상승률 목표의 달성이지만,28)

28) 이를 뉴컨센서스(New Consensus)라고 부름. 한국은행 역시 물가안정목표를 단일 목표로 설정(「한국은행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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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U나 NAIRU는 어느 수준이 물가상승률의 최적 목표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
- 금리 변화는 경제 상황에 따라 비대칭적 효과가 나타나는데, 경기 호황기에는 금리 인상이
부채 부담 증가로 투자가 억제되어 경제성장을 둔화시키지만, 경기 침체기에는 기업의
미래 수요에 대한 기대가 바뀌지 않는 한 금리 인하가 투자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낮음
- 오히려 경기 호황기에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은 단위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져 단기적으로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경기 확장기의 물가상승은 유효수요의 증대
혹은 고용 증대의 결과가 아니라 통화정책의 결과일 수 있음
- 더욱이, 물가상승 압력이 공급 충격(cost-push inflation)에 의해 유발될 때에 정부의
낮은 물가상승 정책은 총생산 및 고용에서 훨씬 더 큰 희생을 초래할 수 있음

결국, 포스트-케인스학파 경제학에 따르면, 정부의 고용정책은 물가상승을 유
발하지 않으면서도 유효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함

2) 케인스와 칼레츠키의 완전고용론
케인스는 유효수요 증대와 완전고용 달성을 위해 ‘투자의 사회화’를 주장
Keynes(1936)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유효수요(effective demand)의 부족으
로 인해 완전고용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태가 일반적인 경제 현상이라고 지적
- Tcherneva(2012)에 따르면, Keynes가 강조한 것은 ‘총수요(aggregate demand)’가
아닌 ‘유효수요’임
- 유효수요이론은 화폐생산경제(monetary production economy)에서 투자를 결정하는
요소들에 관한 이론인 반면, 총수요이론은 잠재생산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민간 혹은
공공부문의 지출을 촉진하는 데 중심을 둔 이론임
- Keynes(1982)는 실업의 발생은 총수요의 부족이 아니라 유효수요의 부족에서 비롯되며,
유효수요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분배된 수요(distributed demand)’, 즉
‘특정 수요(targeted demand)’가 필요하다고 주장

Keynes는 정부가 ‘투자의 사회화(socialization of investment)’ 등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완전고용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
- 경제 전반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투자의 안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제1항)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 2%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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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수준의 투자를 관리하거나 통제할 필요가 있음29)
- 더욱이 민간부문의 투자 촉진으로는 결코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없으며, 정부의 공공사업
등 광범위한 ‘투자의 사회화’만이 완전고용에 근접한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음(Keynes,
1936)
- Keynes는 정부예산을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일반예산(ordinary budget)과 경제활동의
변동에 따라 변화하는 자본예산(capital budget)으로 나누어 운영할 것을 제한했는데,
자본예산 운영의 핵심 목표는 높은 수준의 생산과 고용의 유지임(조복현, 2021)

칼레츠키는 노동자의 정치력 강화가 완전고용 달성에 필수 요소라고 주장
Kalecki(1971)는 독과점적 시장을 특징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휴설비
와 실업예비군의 존재가 전형적 특징이라고 주장
- 기업의 주요 목적은 이윤극대화보다는 시장에서의 생존이며, 이를 위해 시장점유율을 높이
는 전략을 추구
- 다른 기업의 시장진입을 막고 경기 호황기에 상품 제공을 원활히 하기 위해 기업은 유휴
초과설비를 보유
- 따라서 한 경제의 고용 수준은 경기 호황기에 설비가동률이 최대치에 도달하는 정점보다는
훨씬 낮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임

완전고용 달성을 위한 여러 정책방안은 그 자체의 한계와 정치적 저항 등으로
인해 현실에서 실현하기 쉽지 않음(Kalecki, 1944)
- 공공투자 지출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 재정지출 정책은 유효수요 증대보다 소비재 생산
증가에 기여하므로 완전고용을 달성하는 데 한계를 지님
- 금리 인하, 조세 감소 등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은 주로 생산수단 확충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윤율 저하로 인한 투자 둔화가 불가피하므로 완전고용을 달성
하기 어려움
-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계층에게 유리한 소득재분배는 유효수요를 증대시켜 고용을 증가
시킬 수 있으나 자본가･고소득계층의 정치적 저항으로 인해 정책 추진이 어려움

완전고용 달성에 가장 큰 장애물은 정책수단의 선택보다는 기업가의 정치적
저항에 있으므로, 노동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의 혁신이 필요
29) Keynes(1943)는 경제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총투자의 2/3 혹은 3/4 수준이 공공부문 혹은 준공공부문의
영향 아래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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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수준이 완전고용에 근접할수록 정부에 대한 기업의 영향력과 노동자에 대한 자본가의
통제력이 약화할 것이므로, 자본가는 고용 증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에 저항하는 경향
- 현실에서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영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새로운 사회･정치적 제도의 발전이 필요(Kalecki, 1943)

3) 러너의 기능적 재정론과 완전고용
Lerner(1951)는 국가의 주요 목표를 ‘기능적 재정(functional finance)’을 통
한 완전고용 달성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
- 기능적 재정론 : 화폐는 국가의 창조물로서 정부가 필요한 만큼 화폐를 발행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전통적인 건정재정(sound finance)의 원리와 달리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기준으로 삼아 재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이론(Lerner, 1947)
- 국가부채의 증가는 민간 부의 증가와 소비지출 증대로 이어져 정부 적자지출을 줄이므로,
국가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음
- 정부 정책의 판단 근거는 ‘건전성(soundness)’이 아니라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의 여부에 있으며, 실업이 존재한다면 정부지출이 너무 낮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정
지출을 늘려 실업을 제거해야 함(Lerner, 1943)30)
- 즉, 정부의 목표가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이라면, 정부의 정책은 ‘국민경제의 총지출이 현재
가격에서 완전고용 수준의 총생산을 구매하기에 충분할 정도를 유지하도록 지출과 조세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되어야 함

완전고용은 개인의 경제적 안전, 국가경제의 효율성 증대와 안정, 사회적 안정
을 보장(Lerner, 1951)
- 완전고용은 실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영구적인 생산손실, 범죄나 사회적 문제 등을 제거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안
- 완전고용은 모든 사람의 고용과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정치를 안정시키고, 이로부터
건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토대를 제공
- 완전고용은 일자리를 둘러싼 노동자 간 경쟁을 완화하여 임금격차 축소에 기여하고, 성별
차별이나 인종차별 등의 해소에 도움
- 완전고용은 안정적인 총수요의 유지에 기여하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활동을 안정화시켜
투자 및 경제성장에 기여

30) 완전고용을 달성하는 재정적자는 정부의 바람직한 적자를 의미함(Wra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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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고용은 노동자들이 생산성이 낮은 일자리에서 생산성이 높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상대
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므로, 사회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
- 완전고용은 자원을 희소하게 만들기 때문에 실업에 대한 우려 없이 노동절약적 기술혁신을
촉진시키는 반면, 만성적 실업의 상태에서는 기술혁신의 동기가 약화되고 불충분한 소득에
따른 유효수요 부족으로 인해 혁신적 투자가 지체되는 결과를 초래31)
- 완전고용은 개인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기존 거주지를 이탈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가족과
지역공동체를 파괴하지 않음

Lerner(1944)는 정부가 공공사업을 통해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완전고
용과 가격안정을 위한 방안이라고 제안
- 우리 사회에는 민간부문에서 제공되지 않는 매우 많은 공공서비스와 사회서비스가 존재하
기 때문에, 공공사업이 비생산적이라는 근거는 없음
- 공공서비스는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와 사회에 이익이 되고 민간부문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4) 민스키의 최종고용자(employer of last resort)로서의 정부
Minsky는 완전고용은 빈곤 해소와 불평등 완화를 위한 최선의 정책이라고 주장
- 1960년대 미국 Johnson 대통령의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은 완전고용을
목표로 하지 않고 국방비 지출 중심의 총수요 증대정책으로서 빈곤한 사람이 아닌 숙련노
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갔기 때문에 실패
- 통상적인 총수요 증가 정책은 노동의 이질성 등의 요인으로 인해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어려움
- 특히 조세 경감, 특정 산업 지원, R&D 지원 등을 통한 민간투자 촉진 정책은 기업가
이윤을 증가시키고 자본재 생산부문의 임금을 상승시켜 노동자 간 임금 격차를 확대시키므
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소득분배 악화를 초래할 수 있음(Minsky, 1968; 1973)32)
- Minsky는 정부의 고용 목표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완전고용이 아닌 마찰적 실업
및 자발적 실업을 제외한 완전고용 수준이어야 한다고 주장33)

31) 기술혁신이 임금격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면 유효수요는 더욱 축소될 것임. 또한, 실업이 존재할 때 어떤
생산과정의 효율성 증대는 오히려 실업을 더욱 증가시키고 경제 전반의 효율성 증대로 확산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남.
32) 더욱이 민간투자 중심 정책은 과도한 투자자금 조달로 이어져 취약한 부채구조로 인한 금융불안정성을 더욱 강화시키
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
33) Minsky(1965)는 ‘넓은 영역의 직업, 산업, 지역에 걸쳐, 고용주가 현재 임금 수준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기를 선호하는 상태’인 ‘빠듯한 완전고용(tight full employment)’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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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특정한 수요를 창출하도록 계획한 ‘특정 수요(directed demand)’ 증가 정책,
즉 금융불안정을 낳는 대규모 투자를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완전고용(공공고용)을 달성할
수 있는 수요 창출 정책을 추진할 필요

Minsky는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윤 동기를
갖지 않는 정부가 최종고용자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역설
- 실업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해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인적자본 투자정책은 실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장기적으로 인적 투자가 효과적이더라도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다른 정책이 필요(Minsky, 1968)34)
- 빈곤층이 일할 자격을 획득하기 전에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며,
노동자들을 일자리에 맞추려고 하기보다 노동자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임(Minsky, 1965; 1973)
- Minsky는 빈곤 퇴치와 경제 안정을 위해 정부의 최종고용자(완전고용) 역할과 빈곤층에
유리한 조세제도의 조합을 강조(Wray, 2007)
- 완전고용 정책은 가구당 근로자 수를 증가시켜 빈곤율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일반적으로
고용률이 높은 시기에 저소득층의 임금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완전고용 정책은
임금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도 존재

Minsky(1973)는 완전고용을 위해 제공하는 공공일자리는 노동집약적 공공서
비스이고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을 제안
- 실업자에게 제공하는 공공일자리는 청소, 도시 안전, 공원･편의시설 유지 등 노동집약적인
공공서비스와 관련한 일자리
- 정부가 제공한 일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이 경기회복 시에는 민간부문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
- 최저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사회 전반에서 이 기준이 실현될 수 있으므로 저임금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이 가능

5) 최근 일자리보장제의 이론적 발전
1990년대 말 이후 현대화폐이론(Modern Monetary Theory) 주창자들은
Lerner와 Minsky의 이론을 계승한 ‘일자리보장제(Job Guarantee)’를 제안

34) 역동적인 자본주의 경제에서 새로운 기술이 출현하는 구조적 변화는 특정 기술을 쓸모없게 하고, 고용에서 퇴장하는
노동자들이 인적자본의 ‘재조정(retailing)’을 통해 구조적 변화에 조응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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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화폐이론은 Lerner의 기능적 재정론을 발전시켜 재정립한 이론으로, 변동환율제에서
주권통화를 발행하는 정부의 재정지출은 세입 규모에 의해 제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
(Wray, 2015)35)
- 일군의 현대화폐이론 주창자 중 Wray, Mitchell, Mosler는 ‘최종고용자로서의 정부’라는
책임을 구현하는 정책수단으로 일자리보장제를 제안
- 일자리보장제는 일할 의사가 있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정부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현대화폐이론과 결합하여 국가 재정의 제약 없이 비자발적 실업의
제거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견해

최근 일자리보장제는 완전고용의 전통적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적 필요의 충족,
녹색산업 전환, 돌봄체계 전환, 사회연대경제 강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기능
에 관한 논의로 발전
- Wary et al.(2018)는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욕구의 충족과 고용 증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일자리보장제의 일환으로 ‘공공서비스 고용 프로그램(Public Service Employment
Program)’의 도입을 제안
- Godin(2012), Tcherneva(2020) 등은 일자리보장제 프로그램으로 ‘녹색일자리(Green
Job)’를 제공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산업으로의 전환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
- 홍기빈(2021)은 사회연대경제와 일자리보장제를 결합하여 사회연대경제의 재원확충 문제
해소와 일자리보장제의 사회적 가치 창출 기능 강화를 동시에 달성(‘사회적 완전고용’)하자
고 제안

35) 정부의 재정지출은 은행시스템에서 통화 창출을 동반하며, 은행시스템의 유동성을 세입 및 채권판매를 통해 정부부문
으로 (사후적으로) 회수할 수 있으므로, ‘재정지출이 세입에 논리적으로 선행’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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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자리보장제 개념 및 주요 원리
1) 일자리보장제 개념과 특징
일자리보장제의 개념 및 주요 목적
‘일자리보장(Job Guarantee)’ 프로그램은 일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일할 의사가
있는 모든 개인에게 괜찮은 근로조건을 갖춘 일자리를 정부가 지속적으로 보장
하는 정책(Wray, 2015)
- 이윤 추구와 시장에서의 생존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일자리 창출을 주요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노동수요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완전고용(full
employment)을 달성하지 못하여 만성적인 구조적 실업이 발생
- 일자리보장제는 ‘최종고용자(Employer of Last Resort)’로서의 정부가 ‘무한 탄력적
노동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실질적인 완전고용 달성을 목표로 함

일자리보장제는 일할 의욕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빈곤 퇴출
과 사회적 협력의 토대 제공을 주요 목적으로 함
- 일정한 임금 수준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 완충재고(buffer stock)36)의 역할을
하여 경기침체 시 경기를 부양하는 등 경기변동 완화에도 기여

일자리보장제의 주요 특징(Tcherneva, 2018; 2020)
실업자는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일자리보장제에 참여하고 정부는 영구적으로 일
자리보장을 보장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구직자에게만 국한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직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
전일제 및 시간제 일자리의 선택이 가능하고 유연한 노동시간을 설정하도록
허용하여 개인의 일자리 참여 여건을 충분히 고려
거주하는 지역에서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발전
과 지역공동체의 필요를 동시에 충족

36) 농산물의 과잉생산 발생 시 국가가 재고를 구매해 가격을 안정화하는 농산물 국가수매제와 유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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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혹은 생활임금 수준을 제공하고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은 민간 노동시장 구축 및 임금･물가상승 압력 등 경제적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

기존에 존재하는 공공 일자리 관련 프로그램을 대체하지 않음
- 예를 들어, 실업급여 수급과 일자리보장제 중 선택할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일자리보장제를 통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음

경기변동에 따라 실업자들이 실업 상태에서 다른 형태의 민간･공공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

2) 일자리보장제의 기본 원리
일자리보장 프로젝트의 실행 조직
중앙정부가 일자리보장제 운영을 위한 재원을 제공
- 매해 의회는 일자리보장제 운영을 위한 기본 예산을 마련하지만, 실제 필요 예산의 크기는
일자리가 없는 사람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므로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 필요 예산의 변동성
이 존재
- 경기 침체로 인한 대량 해고 발생 시 추가 예산이 필요하므로 일자리보장제의 예산이
경기순환에 연동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실업은 많은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므로, 실업을 막기 위한 일자리보장제의 재원
마련을 재난 긴급 구호와 같은 관점으로 바라봐야 함(자연재해와 경기 침체로
인한 대량 해고의 유사성)
- 재난 구호의 경우처럼 고용 구호 펀드(Employment Relief Fund)를 조성하여 노동부의
예산과 더불어 일자리보장제의 추가 재원으로 활용

중앙정부, 지자체,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협력하여 운영
- 일자리보장제는 실업보험처럼 중앙정부 관할 사업으로 하고, 노동부는 일자리보장제 프로
그램 안에서 운영될 수 있는 프로젝트의 종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 지자체(municipalities)는 지역 단체와 협업하여 지역사회의 니즈(필요한 일자리)와 가용
자원에 대한 것을 파악
- 기존에 존재하는 지역 실업 사무소의 역할(실업급여 지급, 직업탐색 보조, 교육훈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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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확장하여 수행하는 One-Stop Job Centers를 만들어 지역 일자리와 노동자를
연결하는 허브로 삼음
- 지자체는 One-Stop Job Centers와 함께 일자리를 찾는 사람에게 즉시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 일자리 은행(Community Jobs Banks)를 설립
-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은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일자리 은행에 제공하고, One-Stop Job Centers에 등록된 노동자를 고용하여 프로젝트
를 수행

일자리보장제의 주요 유형
환경돌봄, 지역사회돌봄, 사람돌봄 등 광의적 개념의 국가돌봄체계 안에서 일자
리보장제의 설계가 가능(Tcherneva, 2018, 2020; Watts, 2002)
환경돌봄 일자리 : 자연재해 예방, 토양 침식 방지, 홍수 관리, 환경 조사, 멸종
위기종 감시, 공원 유지와 외래 침입종 제거, 지역 어업에 대한 지원, 지역 주도
형 농장, 나무 심기 등
지역사회돌봄 일자리 : 빈 토지 정비, 공공 공간 재생, 학교 정원 조성, 도시
농장, 공동업무공간, 토양정리, 장비 대여도서관, 지역 극장, 놀이터 공사, 역사
공간 복구, 카풀 프로그램 조직, 재활용, 음식쓰레기 프로그램 등
사람돌봄 일자리: 노인 돌봄, 방과후 학교, 어린이 프로그램, 퇴역군인, 출소자,
장애인 등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영양 관련 조사 수행, 건강 프로그램, 학교
교사 보조, 일학습병행제도 교육지원 등

3) 일자리보장제의 도입 효과
일자리보장제는 기존 사회보장제도(사회보험)를 강화
세계적으로 사회복지제도는 취업자 중심의 사회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로 인해 사회보험의 사회적 유효성은 취업자 수에 의존하고 필연적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문제가 발생
- 실업과 불완전･불안정 고용의 확대는 사회보험과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을 위협

일자리보장제 참여자는 사회보험 또한 자동 가입하게 하므로, 이는 ‘복지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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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극복하는 유력한 방법이 될 수 있음
일자리보장제는 기존 사회보험 제도를 축소시키지 않고 오히려 보완하고 강화
하는 역할

일자리보장제는 새로운 노동표준을 형성(Tcherneva, 2018; 2020)
일자리 부족(실업)과 해고 위협은 노동자의 협상력을 약화하는 가장 강력한 요
인이며, 이는 저임금 노동과 부당노동 행위 등을 유발
이에 대한 기존 대책은 새로운 행정적 규제를 도입하는 방식이지만, 노동 현장
에서 정보의 우위를 점하는 사용자 측은 항상 규제를 회피할 방법을 찾아내기
때문에 규제의 실패 혹은 비효율성이 발생
위로부터의 규제보다는 노동자의 협상력을 높여주고 협상력 우열이 없는 상태
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등 당사자가 직접 협의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
적인 문제 해결 방법
일자리보장제가 도입될 경우 민간 부분은 임금(시급 및 정기적 임금 총액 모두)
과 근로조건을 일자리보장제 이상으로 제시해야 인력 확충이 가능하므로, 일자
리보장제는 노동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가장 강력한 제도로서 기능
- 공공부문 기본임금은 노동시장 임금의 닻(앵커) 역할을 수행하고 민간고용주는 해당임금보
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제시해야 고용 풀(pool)에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음

일자리보장제는 지역사회가 원하는 사회서비스를 공공재로 제공(Tcherneva,
2020)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은 지역공동체의 ‘미충족 욕구’를 해소하는 일거리로 구성
될 수 있음
- 지역공동체 구성원은 사회서비스 혜택을 받는 동시에 사회서비스를 지역공동체에 제공하
는 역할을 수행

지역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일자리보장 프
로그램을 통해 개개인은 경제적 이익을 얻는 동시에 협력과 공존의 가치를 체득
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연대 강화를 위한 중요한 토대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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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보장제는 사회자본(신뢰, 호혜성, 네트워크)의 축적과 동시에 사회 전체의 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

일자리보장제를 통해 소득 걱정 없이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들이 증가할수록
사회혁신의 역량이 강화되고,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지역사회를 질적으로 개선
시켜 일자리 창출 선순환의 여건을 강화할 것이며, 사회운동을 통한 다양한 분
야의 지식과 역량에 대한 습득은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핵심 요원의 양성에 기여하여 일자리 선순환을 창출

일자리보장제는 지역 사회적기업 및 공동체경제 확대에 기여
혁신적 사회적기업과 시민단체가 일자리보장제 프로그램의 운영을 주도하는 모
델의 적용이 가능
- 시민단체와 사회적기업은 빈곤, 기아, 주거불안, 환경 및 지역문제, 교육, 돌봄 등 특정
사안들을 다루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왔음
-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기업과 전통적 시민단체가 프로젝트를 제안･관리･운영함으
로써 지역공동체경제의 확대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Tcherneva, 2014)
- 특히, 시민단체가 겪는 만성 재정난과 인력난의 문제를 정부가 보완할 수 있으며, 실업과
빈곤이 유발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해 및 보조를 맞출 수 있음

사회적 경제부문의 활동은 경기역행적이므로 일자리보장제와 결합이 용이
- 경제적으로 어려워질수록 공동체의 필요와 사회문제도 증가하며, 이에 따라 사회적 경제부
문의 역할도 늘어나게 됨
- 이처럼 경기둔화 시기에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단체와 사회적기업에게 일자리보장제
참여자의 고용을 지원할 경우 지역회복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일자리보장제는 강력한 자동 안정화 장치(Fullwiler,
2007; Mitchell, 1998; Mitchell and Muysken, 2008; Mosler, 1997;
Tcherneva, 2020; Wray, 1998)
자본주의 역사 전체로 보면 경기변동은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피할 수 없는 숙명
이며, 이때 주기적 경기변동은 실업의 증감을 통해 강화되는 특성이 있음
일자리보장제 프로그램이 도입될 경우, 경기침체로 민간 부문에서 실업이 양산

제4장 일자리보장제의 이론적 검토∣107

될 때 일자리보장제가 그들을 흡수하여 경력과 소득 단절로부터 보호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은 소득단절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실직하더라도 계속 일
을 하면서 숙련을 유지하게 하며, 이는 경기회복 시 민간부문으로의 이직을 용
이하게 함
- 경기 악화 → 민간 지출 및 고용 감소 → 정부 지출 및 일자리보장 고용 증가
- 경기 호황 → 민간 지출 및 고용 증가 → 정부 지출 및 일자리보장 고용 감소

또한, 노동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하는 청년들에게도 경력과 숙련을 쌓을 기회를
제공

사회･경제적 전환의 촉진 가능(Mitchell, 2017; Nersisyan and Wray, 2020;
Tcherneva, 2020)
산업 및 사회 전환은 대규모 투자와 자원 동원, 특히 노동 투입이 필요하며 일자
리보장 프로그램 일부를 여기에 활용할 수 있음
- 일례로, 기후변화로 예상되는 자연재해 예방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일자리보장
프로그램 중 하나로 시행이 가능

일자리보장제는 사회･경제적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간소득 일자리의 대규
모 공동화 등 노동 재배치 문제의 완화(‘정의로운 전환’)에도 기여
-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기존 화석연료 산업에 종사하던 노동자의 실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들을 (재교육 후) 신재생에너지 산업이나 기타 업종으로 재배치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보장제와 같은 대규모 일자리 완충장치가 필요함
- 화석연료 산업의 쇠퇴로 실직한 사람들은 일자리보장제가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일을 배울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재취업할 수 있음
- 일자리보장 프로그램 중 일부를 신재생에너지 관련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실직한 화석연
료 종사자들이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재취업할 수도 있을 것임
- 이러한 일자리 재전환 방식으로 운용되는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은 사회와 산업의 전환
과정에서 실직한 사람들을 소득 단절 없이 재교육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훈련하는 기능을 수행(Tcherneva,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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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보장제는 생산성 정체 극복 및 질적으로 우수한 경제체제 구축에 기여
최근 노동 절약적 기술 산업이 발달하면서 고용의 불안정성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 불평등도 확대하는 추세
- 불평등 확대는 결국 유효수족 부족 문제를 악화하고 궁극적으로 경제성장과 생산성 정체로
이어짐
- 경제성장과 생산성 정체는 다시 실업과 고용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킴

일자리보장제를 통해 생산성 정체를 극복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경제체제를 구
축할 수 있음
- 일자리보장제를 시행하면 실업이 완전히 사라지고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어 경제 전체적으
로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수요가 증가하는데, 이렇게 유효수요가 증가하면 일차적으로 경제
전체의 가동률이 상승하여 유휴 자원이 활용되기 시작
- 기업에게 가동률 상승은 매출과 이윤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투자가 유발되며, 이러한 신규
투자는 최신 기술이 집약된 설비와 경영기술을 도입하므로 기업의 생산성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킴

일자리보장제를 통한 소득 증가는 ‘버둔의 법칙’을 통해 투자와 생산성 그리고
경제성장으로 이어짐
- 생산량 증가(경제성장)가 생산성을 개선하는 효과도 존재
- 생산 증대에 따라 노동자들의 숙련도가 향상되고 규모와 범위의 경제가 실현되면서 다양한
생산성 향상 채널이 작동(‘버둔의 법칙’)
- 일자리보장제는 고질적인 실업문제를 해소하여 불평등을 개선하고 경제 전체의 유효수요
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생산성 정체를 극복하여 경제 전반의 구조를 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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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수요주도 경제성장의 구조

자료 : 전용복(2020).

4) 일자리보장제와 직접일자리사업 간 차이
고용수준의 차이
정부의 직접일자리사업은 정부가 배정한 예산 내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수가
결정되는 반면, 일자리보장제는 정부에 대한 일자리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수준
에서 정부의 예산이 결정
-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 통상적으로 일자리 수요가 일자리 공급을 초과하여 만성적인 초과
수요 상태가 발생

반면, 일자리보장제는 정부에 대한 일자리 요구에 맞춰 일자리 공급이 이루어지
므로, 수요와 공급이 항시적으로 일치

목적 및 목표의 차이
직접일자리사업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서 민간기업의 일자리로의 이행이
주요 목적이자 목표
- 직접일자리사업은 반복적 사업 참여가 민간부문 일자리로의 이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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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반면, 일자리보장제는 항시적인 완전고용을 목적으로 하여 일할 의지가 있는
모든 실업자에게 정부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목표
- 일자리보장제도 제도설계 시 민간부문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고려하지만 그 자체가 주요
목적이자 목표는 아님
- 일자리보장제의 경우 반복적인 참여 자체는 문제가 아님

사업 대상 및 범주에서의 차이
직접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 중 실업자를 주요 대상으로 제한하는 선별적
정책이며, 그 고유한 목적으로 인해 일자리 제공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고 다른
사업과의 중복 여부, 사업 적합성 등의 논란이 발생
- 대부분의 직접일자리사업은 잔여적(residual) 성격의 사회보장정책과 유사하게 자산조사
방식을 통해 자산과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그 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참여자의 자존감
상실 등의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

반면, 일자리보장제는 가구소득, 가구자산, 성별, 연령 등과 상관없이 모든 실업
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정책이며, 완전고용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업범주에
대한 논란이 불필요하고 일자리 제공범위가 제한되지 않음
- 일자리보장제는 빈곤층이나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제공을 통해 빈곤을 퇴출시
키려는 정책이 아니라 실업자 모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결과로서 빈곤을 퇴출시키는
정책으로 이해해야 함

5) 일자리보장제와 참여소득, 기본서비스 간 관계
일자리보장제와 참여소득 간 관계
참여소득(Participation Income)은 ‘사회에 유용한 활동을 수행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소득’으로 정의(Atkinson, 1996)37)
- ‘참여’의 인정범위는 교육, 훈련, 직업탐색, 육아･노인돌봄(가사), 정기적 봉사활동 등 사회
에 기여하는 대부분의 행위를 포함하는 상당히 넓은 범위로 설정(Atkinson, 1996, 2015;

37) 참여소득의 개요에 대해서는 김정훈･최석현(2018), 김정훈 외(2018)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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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érez-Muñoz, 2016)
- 반면,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여가시간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

일자리보장제와 참여소득은 기본 목표와 소득보장의 접근 방식에서 매우 유사
한 특성을 지님(Atkinson, 2015; Tcherneva and Wray, 2005c)
- 일자리보장제와 참여소득제는 모두 빈곤의 퇴출을 주요 목표로 함
- 두 제도는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일에 대해 적정한 급여를 정부가 직접 지급함

소득보장의 구체적인 방식에서 일자리보장제와 참여소득은 다소 차이가 존재하
지만, 일자리보장제에서 제공하는 ‘일’의 범위를 비시장영역 등으로 확장할 경
우 참여소득 개념으로 수렴 가능
- 참여소득은 사회적 기여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현재 직업이 있는 자를 포함)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지만, 일자리보장제는 주로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라는 점에
서 참여소득제가 일자리보장제에 비해 폭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일자리보장제는 참여소득제와 비교하여 정부의 보다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음
- 그러나, 참여소득제에서 지역사회가 인정하는 사회적 필요와 관련한 일은 주로 실업자나
여성, 노인 등에 의해 충족될 가능성이 높으며, 일자리보장제에서 제공하는 ‘일’을 사회돌
봄이나 지영공동체 활동 전반으로 확장할 경우 그 경계는 약화됨

일자리보장제와 보편적 기본서비스 간 관계
보편적 기본서비스(Universal Basic Income)는 ‘모든 시민이 일정 수준의 안
전(security), 기회(opportunity), 참여(participation)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
으로써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무상 혹은 저렴한 가격
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Portes et al, 2017; Coote & Percy, 2020)
- 기본서비스의 개념은 2017년 영국 University College London의 ‘글로벌 번영을 위한
연구소(Institute for Global Prosperity; IGP)’가 발간한 보고서(Portes et al, 2017)에
서 처음으로 제안
- ‘서비스(services)’는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고 집단적으로 생성된 활동을 의미
- ‘기본(basic)’은 사람들에게 최소한(minimal)을 보장하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이 개인의
번영과 사회참여에 필요한 필수적(essential)이고 충분한(sufficient) 수준의 보장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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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편적(universal)’은 모든 사람이 지불능력에 관계없이 자신의 욕구(needs)를 충족시키
는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의미
- 따라서 보편적 기본서비스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무상 혹은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

보편적 기본서비스는 ‘공유된 인간적 필요(shared human need)’ 개념에 기초
하고 있으며, 금융위기 이후 ‘시민(복지) 기준선’ 개념으로 구현
- 건강, 자율성, 참여 등 필수적인 인간적 필요에 부응하는 고유한 재화･서비스들은 단일한
지표로 합산되거나 다른 시장재와 대체 불가능
-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재화･서비스는 공적인 공급시스템, 그리고 이와 결부된 사회경
제적 시민권 개념이 보장돼야 충분히 공급됨(Gough, 2019)
- 시민(복지) 기준선은 교통, 소득, 의료, 주거 등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모든 시민이
최소한으로 누려야 할 보편적 사회경제적 권리의 개념
- 이들 논의를 기초로 하여, Gough(2019)와 Coote and Percy(2020)는 보편적 기본서비
스 분야로 ① 교육, ② 의료, ③ 법･민주주의 관련 공공서비스, ④ 주거, ⑤ 생계유지,
⑥ 교통, ⑦ 정보(데이터, 전화, 인터넷, 민주주의 참여 접근 향상), ⑧ 소득안정 등을
제시
[표 4-1] 기본서비스의 잠재적 구성요소
보편적 욕구
영양
주거

사회참여
(교육, 정보, 교통)
건강
(예방, 치료, 돌봄)
물리적 안전
소득안정

현시대 욕구 충족 분야
적절한 영양 섭취, 식품 안전
적절하고 안전하고 지불가능한 주택
에너지
상하수도
학교 교육, 성인교육
핸드폰, 컴퓨터, 인터넷 연결

공급체계
농업, 식품 가공, 식품판매망
주택(토지, 건물, 소유, 임대)
사회기반시설(utility)
사회기반시설(utility)
교육, 훈련 시스템
통신

교통수단 접근성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대중교통
서비스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사회돌봄

공공보건서비스, 국민건강서비스,
사회돌봄서비스

긴급서비스
고용
소득 유지
화폐, 지불시스템

긴급서비스
괜찮고 안전한 직업
사회보장, 민간보험
소매금융

자료 : Gough(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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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기본서비스는 공공부문에서 공급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자리보장
제는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기본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기능
- 보편적 기본서비스 주창자들은 기본서비스가 높은 공공성을 지니고 있으며 정부가 시장실
패의 문제(특히, 과소 공급)를 방지해야 하므로 공공부문이 기본서비스를 직접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
- 기본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이 필요한 분야는 공공부문 일자리의 창출을 통해 공급할 필요가
있으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제공이 가능한 기본서비스 분야(예,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나무심기 등)는 일자리보장제를 통해 제공이 가능함
- 또한 보편적 기본서비스의 분야는 사회발전에 따라 확대될 수 있고 지역사회의 욕구에
기초하여 다양하게 범주가 설정될 수 있으므로, 일자리보장제의 기본방향에 조응
- 더욱이 기본서비스에 대한 공공부문의 보장은 공공부문의 직접적인 공급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과의 협력(예, 비영리부문과의 협력사업, 공공-민간 협력기금 조성 등)을 통한 공급도
가능하므로, 일자리보장제의 운영원리와도 결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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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자리보장제 관련 논쟁
1) 거시경제적 영향에 관한 쟁점
재정 건전성 악화
(비판) 일자리보장제는 경기침체기에 일시적으로 도입되는 제도가 아니라 항시
적인 완전고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막대한 예산투입이 누적으로 발생하여
정부부채 비율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 일자리보장제가 도입될 경우, 실업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비공식 실업자(잠재구직자 등)와
근로조건이 열악한 불안정 노동자도 이 프로그램에 대규모로 참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 재정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음

(반론) 일자리보장제 재정투입이 실업으로 인해 직간접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사회적 비용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으며, 고용 증대로 인한 소득 및 소비지출
증가에 따른 세수 확충을 고려하면 재정투입의 순규모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
- 오스트리아 마리엔탈 마을의 일자리보장제 시험사업을 위한 사전 연구에 따르면, 일자리보
장제 참여자 1인당 소요비용이 실업자 지원사업의 1인당 예산보다도 낮을 것으로 추정하
고 있으며,38) 실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 비용(사회부조, 건강 악화 등)을 고려하면
일자리보장제의 비용이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
- 경기침체기에 일자리보장제를 통한 완전고용 유지는 소득 보전과 함께 유효수요 및 세수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여 오히려 재정 악화 방지에 기여
- 다른 한편으로, 일자리보장제가 사회적 필요를 충족하고 사회통합도를 높이는 기능을 담당
하므로, 조세 증가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이 약화하여 장기적으로는 세원 확충이 용이
- 여러 실증연구에 따르면, 일자리보장제 도입에 따른 재정지출의 순증가는 GDP의 2%
내외로 추정되며, 이는 세원 조정 및 새로운 세원 확충을 통해 감내할 수 있는 규모39)

38) 이 보고서의 제5장을 참고하기 바람.
39) 한국에서 전체 실업자를 대상으로 일자리보장제를 도입할 경우, 재정부담은 GDP 대비 1.3~1.6%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제6장 3절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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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 압력 증대
(비판) 일자리보장제 도입으로 경제가 완전고용 수준 근방에 도달하면, 임금상
승 압력이 커져 생산비용이 높아지며, 이는 물가상승(cost-push inflation)으
로 이어져 경제가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음(Sawyer, 2003; Seccareccia,
2004)
- 또한, 고용 확대에 따른 가계소득의 증대는 소비를 증가시켜 수요견인 물가상승
(demand-pull inflation)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처럼 전반적인 물가상승은 실질임금을 하락시켜 다시 명목임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임금-물가 악순환(wage-price spiral)’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반론) 일자리보장제의 일자리와 민간부문 일자리는 상호 대체관계에 있고 경기
역행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물가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것임(Wray, 1997;
Mitchell, 1998)
- 일자리보장제는 최저임금 수준에서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일종의 완충
고용지대)이기 때문에, 공공일자리와 민간일자리 간 강한 대체관계로 인해 민간부문의
비용상승 압력은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 불과하여 비용 측면의 물가상승 요인은
크지 않음40)
- 그리고 한 경제에서 실업의 존재는 민간부문의 잠재적 순저축(potential net saving)이
실제 순저축(actual net saving)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자리보장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는 바람직한 순저축 수준을 충족시키는 것이며, 따라서 수요견인 물가상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 아울러 일자리보장제 참여자들은 자신의 기술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으므로, 민간부문
으로 이행할 경우 잠재총생산이 증대하여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만약 물가상승 압력이 임계치를 넘어 커질 경우에는 세율 상승이나 다른 공공지출 감소를

40) 이와 같은 일자리보장론자들의 반론에 대해 Sawyer(2003)는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이 일자리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노동자의 협상력을 높여 여전히 비용 측면에서 물가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함.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자의 협상력 증대가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함. 만약 노동자의
협상력 증대가 기업가의 마크업(기업가의 분배몫)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물가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수 있음.
또한 노동자와 자본가 간 조정 여력이 크다면, 고용률의 상승이 바로 임금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 그리고
Halevi & Kriesler(2001)는 일자리보장제 도입 초기에 가계소득 증가로 인해 민간부문의 생산이 확대되면서 기업의
고용이 증대할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협상력이 더욱 강해져 물가상승 압력이 한층 커질 것이라고 주장함. 그러나
일자리보장제 고용이 확대되는 시기는 경제가 둔화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경우 물가상승 압력은 경기둔화에
따른 물가하락 압력을 상쇄하여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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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물가 안정화 정책을 사용하여 통제할 수 있을 것임
- 우선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력난 심화
(비판) 열악한 노동환경과 최저임금으로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문은 고용된 노동자가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으로 이동하여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할 우려가 대두될 수 있음
- 최근 한국에서 최저임금의 빠른 상승으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음
- 최저임금 수준을 지급하는 일자리보장제가 도입될 경우에도 민간부문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급여 수준을 지급해야 인력 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영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들은 임금상승 압력 증대에 따른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반론) 일자리보장제의 도입 효과 중 하나가 노동시장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
는 것이며, 프로그램 참여자의 소득 증대는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상생이 가능한 방향으로 정책설계를 할 수도 있음
- 일자리보장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경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단기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일자리의 새로운 표준을 세우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
한 측면이 있음
- 코로나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용 확대에 따른 가계소득의
증가는 오히려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여파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에게 급여 중 일정부분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이 경우에도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우선 일자리보장제를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저임금-저숙련 함정
(비판) 노동공급곡선이 후방굴절의 모양을 가질 때 ‘저임금-저숙련’ 완전고용
균형과 ‘고임금-고숙련’ 완전고용 균형이 존재하는데, 정부의 예산절감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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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보장제 참여자의 임금을 낮출 경우 ‘저임금-저숙련’ 균형의 함정에 빠질
수 있음(Halevi & Kriesler, 2001; Seccareccia, 2004)
- 일자리보장제 임금이 낮은 상태에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일자리보장제 일자리로 대체하는
경우41)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비숙련 노동자 임금하락 압력이
커짐
- 이 경우 경제 전반에 걸쳐 생산성을 높이려는 동기가 약화되어 악순환 함정에 빠질 수
있음

(반론) 일자리보장제는 최저임금 수준의 고정된 임금을 지급하고 공공부문 일자
리를 대체하려는 목적이 아니므로, ‘저임금-저숙련’ 함정에 빠질 우려가 없음
- 일자리보장제의 목적은 지속적인 서비스의 공급이 필요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일자리보장론자는 임금을 고정된 최저임금(혹은 생활임금) 수준으로 지급하
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분석적 모형에서 완전고용 균형점은 2개가 아닌 1개로 나타남
- 즉, 일자리보장제에서 정책변수는 임금 수준이 아니라 고용 수준이며, 노동공급곡선에
변화가 없는 경우 평균임금은 일자리보장제 임금이 아니라 민간부문의 노동수요 상태에
의해 결정될 것임
- 일자리보장제는 실업자가 일을 통해 일의 감각을 유지하도록 도울 수 있으며, 일과 병행하
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오히려 기술이 확장되어 ‘저임금-저숙련’으로부
터 벗어날 수 있음
- 일자리보장론자들은 일자리보장제가 노동시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거나 소득분배의 문제
를 해결한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전통적 케인즈 정책에 대한 대체가 아니라 보완(예, 빈곤
퇴치)을 주요 목적으로 함(Tcherneva, 2014)

2) 운영에 관한 쟁점
일자리를 위한 일자리 양산
(비판) 일자리보장제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는 직접일자리사업과 유사하게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한 불필요하거나 무의미한 일자리(예, 도로 청소)일 가능성이
높아 참여자들에 대한 낙인효과가 우려됨(Standing, 2013; 井上智洋, 2019)
- 소득을 받기 위해 경력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는 결과를 초래

41) 이는 정부가 공공부문의 노조를 약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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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 일자리보장제를 통해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일자리를 기획할 수 있
으며, 특히 기후변화 대응, 지역사회 커먼즈 조성, 국가돌봄체계 강화 등 사회･
경제 전환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참여하는 것은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회
- 누군가를 고용하는 것은 실업 상태에 방치하는 것보다 결코 더 나쁘지 않으며, 지역공동체
를 위한 작은 일이라도 일을 하는 것이 일을 하지 않는 것보다 나음
- 청소 등 기존 노인일자리사업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며, 사회혁신 단위와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일은 얼마든지 발굴할 수 있으며, 실무를 통한 직업훈련과
교육의 제공이 가능
- 생태전환, 돌봄전환, 지역공동체 참여 등 사회･경제적 전환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설계할
경우, 일자리보장제 참여자는 자긍심을 갖고 사회변화를 추동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사회･경제구조 전환과 숙련을 필요로 하는 일의 경우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과정을
거친 후 일을 수행하도록 기획할 수 있음
- 결국, 실업자의 역량을 발휘하는 의미 있는 사회적 필요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기획･발굴하
는지가 중요

운영 및 관리의 어려움
(비판) 역량 편차가 큰 대규모 인력이 일자리보장제에 참여하므로, 전체 운영이
나 관리가 쉽지 않고 참여자가 일을 열심히 하지 않거나 ‘위장된 실업’의 경우
이에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음(Seccareccia 2004; 井上智洋, 2019)
(반론) 기존 지역 일자리사업의 인프라와 노하우를 활용하여 작은 단위의 실행
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업무의 규정을 명확히 할 경우 운영 및 관리를 효과적으
로 진행할 수 있음
- 일자리사업을 시행하는 일자리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각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동안 축적된 인프라, 네트워크, 노하우 등을 활용할 경우 원활한 운영이 가능
- 정부, 지자체, 민간부문의 협력을 통해 업무를 명확히 규정할 경우 대부분의 참가자는
사회적 존재감을 갖고 일하려는 동기가 부여됨42)
- 기존 일자리보장제 유사 사례를 볼 때, 운영이나 관리의 어려움이 사업의 수행에 가장
큰 장애물이라기보다는 사회적 필요를 발굴하여 많은 일자리 풀(pool)을 구성함으로써
42) 어느 사회조직이든 상대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려는 구성원이 존재하기 마련이므로, 일자리보장제에 대해서만
강한 관리를 요구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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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이 바라는 일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임
- 다만, 참여자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체계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안정적인 사회서비스 공급 저해
(비판) 사회적 필요를 충족하는 사회서비스(예, 돌봄)는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하고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일자리보장제를 통한 공급은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하여 문제를 유발하고 한시적 일자리로서 전문성이 부족(Seccareccia
2004; 井上智洋, 2019)
(반론) 일자리보장제는 안정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체하
는 것이 아니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담당하기 어렵거나 이들 부문을 지원
하는 한시적 일자리의 제공에 중심을 두고 있음
- 핵심 공공서비스는 영구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기초하여 고용할 필요가 있으므
로, 일시적 일자리가 아닌 안정적 일자리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확대를 통한 안정적 일자리의 지속적인 창출과 경기변동에
따른 일시적 일자리를 일자리보장제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모두 고려해야 함
- 국가 혹은 지역사회의 필요에 따라 한시적 일자리가 공공부문 일자리로 전환될 수도 있을
것임
- 또한, 일자리보장제에 참여하는 동안 부과된 일과 관련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획득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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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보장제의 주요 사례
1. 해외 사례
1) 미국의 대공황 시기 시민국토보전단(Civilian Conservation
Corps, CCC)
배경 및 목적
(배경) 미국은 1929년 이후 경제 대공황으로 유례없는 경기침체를 기록하고,
후버행정부의 정부개입 최소화 정책의 실패로 온건 진보주의 성향의 루즈벨트
대통령(민주당)으로 정권 교체
- 미국은 1929년 여름부터 고용과 생산이 저하되고, 10월 주식시장이 붕괴(Black
Tuesday)된 이후 미국경제는 급격히 침체기에 빠짐
- 1932년을 기준으로 전체 노동인구의 23%인 1,200만 명 가량이 실직하고, 임금 수준은
1929년 대비 42%로 급감, 은행 1,400여개 파산, 경영자 자살 등 사회경제적 문제 심화
- 뉴욕 주지사였던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1932년에 Civilian Conservation Corps(이하
CCC)의 전신인 Temporary Emergency Relief Administration(TERA)를 창설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의회에 제안(1933년 3월 21일)
- TERA는 숲 가꾸기 사업에 실직 상태의 청년들을 고용하였고, 사업 첫해에 뉴욕주 거주자
중 2만 5천 명 이상의 실직자가 프로그램에 참여
- 루즈벨트는 대통령 취임 이후 구제(Relief), 회복(Recovery), 개혁(Reform)의 3R 정책을
중심으로 공공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련한 제도개혁에 착수

(목적 및 내용) 미국 대공황 시기에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가의 자연
자원을 보전 및 관리
- CCC는 1933년~1942년까지 운영된 자발적 공공 일자리 구호 프로그램(voluntary
public work relief program)으로서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 초창기의 주요 사업
- CCC는 미국 대공황 시절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 및 청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
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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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C는 실업상태의 미혼자인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고, 연방, 주, 지방 정부에 의하여
농촌지역의 천연자원 개발 및 보전과 관련한 육체노동 일자리를 제공
- CCC는 1933~1942년 동안 미혼이고 실업 상태인 18~25세 남성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였고(이후 17~28세로 대상을 확대)
- 모든 남성의 25%가 실질 상태였고 십대들의 교육수준이 낮았던 대공황기에 야외 활동
일자리를 통해 전국민 사기 진작을 도모
- CCC는 9개 유형의 일자리사업을 통해 300여 개의 세부 프로젝트를 시행
- CCC는 공공일자리를 통해 임금을 지불하고, 주거, 의복, 음식, 의료 서비스 등을 함께
제공

(의의 1) CCC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 CCC는 보편적인 일자리나 산림, 토양 부식, 홍수 예방 등에 국한된 일자리가 아닌 보다
고도화한 형태의 일자리를 지향
- 경제적 측면에서의 대공황 극복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국가 자본 축적의 수단으로써 역할

(의의 2) 정부 역할을 확대하고 노동 및 복지제도 등의 권리를 강화
- 시장경제질서 및 민주주의를 유지하면서 정부의 과감한 개입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낸 사례
- 와그너법(Wagner Act)으로 알려져 있는 전국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을 통해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강화하는 등 부당노동행위제도에 대항하고,
미국 노동조합 확대의 기반을 마련
-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을 통해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개념을 확립하고, 실업보
험, 노령보험, 공공부조 등을 명문화하는 등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은 일자리 창출만이
아니라 노동 및 복지 권리를 강화

(의의 3) 연방긴급구조법(the Federal Emergency Relief Administration,
FERA, 1933) 제정을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
- 연방긴급구조법은 일자리 구호를 받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편견에 대응하고, 장기
실업상태에 놓인 미국 시민(전체 인구의 1/4 이상)의 일 윤리 회복을 위해 제정(Murray
and Forstater, 2013)
- 블루컬러 육체 노동과 화이트컬러 일자리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일자리를 단순히 일로
취급하지 않고, FERA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미국 인구의 니즈를 반영하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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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컬러 일자리 : 성인 대상 교육, 정부부처 서무직, 도서관, 미술박물관, 고령자 요양소
등에서 근무

주요 운영 원리
CCC는 네 개의 정부 부처가 공동 관리하는 형태를 유지
- 노동국(CCC 프로그램에 참여할 젊은 남성을 모집), 전쟁부43)(CCC 캠프 운영), 농림부
및 내무부(일자리 프로젝트를 조직 및 운영) 등이 공동 참여하고, 자문위원회가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

군인과 미국 원주민을 별도로 분리하여 프로그램 운영
- 대략 1만 5천 명의 미국 원주민(Native American)이 프로그램에 참여

시대에 따라 CCC 운영 목표를 조정
- 1940년 이후 유럽과 아시아에서 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미국 정부는 CCC 프로젝트의
수를 늘리고, 자연 보전이 아닌 국가 방어를 새로운 정책 목표로 수립
- CCC는 군사 훈련 시설과 관련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군사적 성격이 강해짐에 따라 기존의
자연 보전을 위한 구호 프로그램의 특성은 사라짐

주요 고용 분야
CCC는 9개 유형의 일자리사업 내 300개의 세부 프로젝트를 시행
- ① 구조 개선 : 다리, 화재 감시 타워, 서비스 빌딩, ② 교통 : 트럭 도로, 갓길, 오솔길,
비행기 이착륙장, ③ 토양 부식 대비한 제방사업 : 사방댐, 계단재배, 식생식물 재배,
④ 홍수방지 : 관개, 배수, 댐, 배수로, 유로공사, 사석공사, ⑤ 산림조성 : 나무 식재,
산불 예방, 산불 사전 방지, 산불진압, 병해충 방제, ⑥ 경관 및 여가 : 공공지 야영 장소
개발, 호수 및 연못 환경 조성, ⑦ 목초지 : 위협 야생동물 포획, ⑧ 야생 : 하천개수,
어족자원, 식량 및 식생관리, ⑨ 기타 : 긴급구호, 설문조사, 모기 제거 등

주요 성과
(일자리 창출) 9년 동안 3백만 명의 청년들을 CCC에서 고용
-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가량 근무가 가능했고, 한 달 기준으로 30달러(2020년 기준

43) 미군의 예비역 장교가 CCC 캠프를 담당하였으나 실제 군사 훈련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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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달러 가치)의 임금을 지불
- 임금 30달러 중 25달러는 수표로 지급하고, 의무적으로 가족에게 송금하게 함으로써
가계 소득 보전에도 기여

(국민적 지지) CCC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루즈벨트 대통령의 주요 뉴딜
정책으로서 대두
- 1935년 8월 31일 기준으로 CCC는 505,782명의 참여자와 2,900여개 가량의 캠프를
포함하는 등 확장세를 이어갔고, 1936년 4월 18일 설문조사에서 82%의 설문 응답자가
CCC 프로그램을 긍정적으로 평가(민주당 지지자 92%, 공화당 지지자 67%)

(참여자들의 삶의 질 향상) 참여자들의 신체 건강, 삶의 의지, 고용역량 등이
증대
- 안정적인 소득원 제공으로 사업 참여자들의 자존감 회복
- 일자리 지원 이외에도 취약계층 중심으로 간이 숙소를 제공하고, 일자리 교육 및 언어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
- 원주민들의 CCC 참여는 인디언 개편법(Indian Reorganization Act of 1934) 제정으로
이어지고, 과거 원주민에게 가해진 불공정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여러 제약을 완화(전통문
화 유지, 자체적 헌법 제정 허용,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독자적인 정책 수립 등)

(자연자원 보전 및 관리) CCC는 국가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의 토대가 됨
- 자연자원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포괄적인 국가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
- 원주민 캠프의 사례 : 1933년 사우스 다코나 Sioux 원주민 보호구역의 CCC-ID는 학교
및 도로 건설을 통해 인프라를 향상시키고, 토양부식 방지를 통해 원주민 거주지의 토지
가치를 증대시킴

(다양한 참여 주체) CCC는 일반 미국 시민을 중심으로 원주민 등 다양한 출신
을 모두 포용
- 최초의 CCC는 일반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나, 1933년 5월 11일 재향군인도
사업 대상에 포함
- CCC 참여자의 55% 가량이 농촌 지역사회 출신이고, 학업성취도가 낮고(문맹인 3%,
중등교육과정 이하 38%, 고등학교 미진학자 48%, 고등학교 졸업자 11% 등), 70%
가량이 식량･의복 등 생필품이 부족한 취약계층
- 인종 분리(racial segregation) 정책이 한창이던 1930년대에 흑인도 사업에 참여하여
백인과 동등한 수준의 임금과 주거를 보장받음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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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원주민의 경우 17~35세를 대상으로 그들의 거주치 근처에서 도로, 다리, 보건소,
숙소, 기타 공공 용역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

시사점
CCC는 참여대상, 근로조건 등에서 일자리보장제의 기본원리를 온전히 실현한
프로그램은 아니었으나, 현실에서 일자리보장제의 도입 가능성을 보여준 중요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음
대공황 시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시장질서를 유지하면서도 공공일
자리를 창출하여 당시 실업문제 완화와 경기침체 회복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번영을 이끌 국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음
청년층을 참여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일 경험 및 역량 축적에 기여했으며, 그
이후 민간기업의 대규모 인력확충 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
CCC의 정신은 AmeriCorps 등 국가 차원의 대규모 자원봉사단으로 발전하였
고, 최근 Biden 대통령의 ‘시민기후단(Civilian Climate Corps)’ 계획의 기초
를 제공

44) 하지만 흑인 지도자는 흑인 캠프의 교육 담당을 제외하고는 관리직을 수행할 수 없었으며, 원주민을 위한 별도의
캠프가 구성되었으나 다른 캠프와 달리 한시적 목적으로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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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르헨티나의 예페 계획(Argentina’s Plan Jefes y Jefas de
Hogares, Plan Jefes)
배경 및 목적
(배경) 아르헨티나는 소득보조가 아닌 Plan Jefes가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프로
그램을 통해 2001년 국가 경제위기에 대응
- 아르헨티나 정부는 2001년 사상 최대 규모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는 등 금융
붕괴 상황을 겪으면서 실업률이 21.5%까지 급등(2002년 5월 기준)
- 생활 수준 하락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cacerolazo” 평화 시위(2001년 12월 12일)로
이어지고, 실업자 구제를 위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촉구하는 군소적인 캠페인이 전국적
으로 확산
- 시위대의 압력으로 대통령(De la Rua)과 경제 각료가 사임하고, 대통령 대행인 Adolfo
Rodríguez Saá는 실업자들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Plan Jefes de Hogar를 대통
령 명으로 시행
- 이어 집권한 Eduardo Duhale은 Plan Jefes 시행을 위한 비상 법령을 제정하고, 통화
위원회 붕괴 이후 사회적 혼란에 대처할 수 있는 제1의 정책으로 대두

(목적 및 내용) Plan Jefes는 실직한 가장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자발적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여, 대규모 실업 상황에 대응
- (차별성) 아르헨티나 정부는 직접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위기에 대응함으로써 소득보조
정책을 통해 실업률 증가에 대응하는 타 국가 정부 정책과 차별화
- (일자리 제공) 가계의 가장(18세 미만의 자녀, 장애인, 임산부와 거주하는 경우)에게 최소
하루 4시간 가량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한 달에 150페소의 임금을 지급
- (지역사회 발전) 참여자의 대부분은 지역사회 기반의 프로젝트에 참여
- (인적자본 유지) 기초 교육(basic education) 이수를 포함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의의 1) 국가가 최종 고용자(Employer of Last Resort, 이하 ELR)로서 일자
리정책 수립 및 시행에 근거를 제공
- Plan Jefes는 ELR 프로그램에 근접한 형태의 정책이며, 정부가 최종 고용자로서 일자리
보장 통해 시민의 의무감, 사회적 응집력, 시민정신과 상호성, 지역 커뮤니티 발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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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을 시사(Tcherneva and Wray, 2005a)
- Plan Jefes의 사업 비용은 아르헨티나 국가 GDP의 1%였고, 약 2백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국가사업으로 총인구 대비 5%, 노동인구 대비 13%가 사업에 참여

(의의 2) Plan Jefes의 경험은 ELR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제공
- 경제적 불안정성과 실업 등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ELR 프로그램의 정책효과를 확대하
기 위한 방안을 고민

(의의 3) Plan Jefes는 일자리에 대한 전통적인 성역할, 일자리의 생산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고 전통적인 현금 복지가 아닌
일자리 제공의 장점을 평가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
- Plan Jefes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현금 지원 중심의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일자리를 통한 자기 존중의 영역으로 논의를 확대

주요 운영 원리
Plan Jefes는 중앙정부가 정책자금을 지원하나, 지자체가 실질적인 운영주체로
서 사업실행을 담당
- 아르헨티나 정부는 다채로운 일자리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지자체가 지역의 기본적인
필요(needs)와 지역사회의 가용 자원을 평가하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 일자리를
창출

가계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가장을 대상으로 사업 대상을 선별
- Plan Jefes 프로그램은 한 가구당 한 명만이 참여할 수 있고, 18세 미만의 자녀, 장애인,
임산부 등과 거주하는 가장에게만 기회가 주어짐

Plan Jefes는 통화위원회로부터 재정적 자유를 획득하고, 공공 목적으로 지역
자원(고용)을 활용
- 지속가능한 예산 운영이 가능하고, 지역의 가용 자원을 활용하는 데 유리

주요 고용 분야
Plan Jefes는 지역사회와 취업 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일
자리를 제공
- 탁아소, 노숙자 쉼터, 가정지원센터 등 사회적 니즈가 존재하는 부분에 일자리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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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 계층과 지역사회 리더들을 중심으로 푸드키친, 지속가능한 영농활동, 도시농업 등의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청원

주요 성과
(고용 상황 안정) Plan Jefes는 일자리의 완충재고(buffer stock) 운영을 통해
탄력적으로 거시경제의 상황변화에 대응
- Plan Jefes 프로그램은 경제가 실업문제를 해결할 만큼 회복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실업자
를 직접 고용함으로써 실업률이 경기회복에 따라 가파르게 하락
- Plan Jefes 프로그램은 경기순환과 반대로 작동하므로,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총지불
임금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경기 회복에 따라 남성 참여자의 약 3/4은 민간 건설 및 제조업 분야로 이행하고, 여성은
서비스 부문으로 이행하는 경향을 보임
- 사업 시작 이후 4년 반 만에 총지불 임금은 최고 수준 대비 40%가량 감소하는 등 취업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음에도 경기회복에 따라 완충재고 효과가 나타남
[그림 5-1] 아르헨티나 실업률 변화 추이

자료 : Tcherneva(2013).

(노동자 임금 증대) Plan Jefes는 민간시장의 최저임금 상승에 영향을 미침
- Plan Jefes는 공공일자리에서 민간시장으로 이행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하한(wage floor)
을 지지하는 효과를 보임(민간 회사에 취직한 Plan Jefes 참여자 중 약 93%가 더 높은
임금을 받음)
130∣일자리보장제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Plan Jefes 프로그램은 사업 참여자들에게 사회보장카드를 발급하고, 사업 참여자들이
민간시장으로 이행할 때 고용조건을 보장하여 비공식적인 경제부문을 공식화하는 기능을
수행

(완전탄력적 노동수요) Plan Jefes는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일
자리를 제공
- Plan Jefes는 일자리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에게 차별 없이 일자리를 제공
- 가계의 가장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나 2005년 기준으로 참여자의 3/4 이상이 여성이었고,
남녀 참여자는 과거의 일 경험, 교육 및 기술 수준에 상관없이 지역 프로젝트와 관련한
일자리를 제공받음

(사회경제 전환 효과) 만성적인 사회경제적 문제를 공공고용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보임
- 공공일자리 프로그램이 극심한 빈곤, 성차별 등 사회에 만연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부상
- 빈곤 및 성차별 문제는 다차원적인 특성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ELR 유형의 정부 프로그램
이 빈곤과 성차별 문제를 촉발하는 뿌리깊은 문제에 대한 처방책이 될 가능성을 암시
- Plan Jefes 시행 5개월 만에 사업 참여자의 빈곤율(indigency rate)이 25% 가량 가파르
게 감소

(취약계층 배려) 민간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을 배려
-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다수는 낮은 소득(하위 소득분위), 고졸 미만의 학력, 장기간의 실업
경험, 비공식 경제(informal economy)에서 불안정한 고용 상태 등으로 특정되는 취업
취약계층임

(사회적 가치 창출) 공공부문에서의 일 경험을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을 제고
- Plan Jefes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 아닌 지역사회를 전환하는데 필요한 사업 수행을
통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가치를 창출(용수 공급 개선, 하수관 시스템 개선, 배수 시스템
개선 등)
- 건강 및 교육 부문 인프라, 점토 채취장, 도살장, 여가 및 관광 등 지역 자본에 투자
- Plan Jefes 자금을 활용하여 실업자들이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재활용
물질을 활용한 장난감 제조, 국내 및 수출 의류 시장, 목공품 및 공예 상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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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완화) 공공고용 프로그램이 여성의 권익을 어떻게 신장할 수 있는지를
제시
- 본래 프로그램 명칭은 “Plan Jefes de Hogar”이고, 남성 가장을 위한 프로그램의 의미를
담고 있었으나, 여성의 참여가 증가하면서 남성과 여성 가장 모두에 대한 프로그램인
“Plan Jefes y Jefas de Hogar”로 명칭을 변경
- 자녀를 가진 빈곤 여성들에게 현금 지원이 아닌 지역사회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빈곤, 저학력, 다자녀 등의 이유로 취업할 수 없었던 여성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여성들은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을 받기보다 일자리를 선호하는 것으
로 설문조사에서 드러남(Tcherneva and Wray, 2005b)
- 여성들은 일자리를 통해 전통적인 성역할의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자기 본연의 가치를
인식(예, 가정 내에서의 입지 상승)
- 일자리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만족감을 나타냄
-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공공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실업 문제 해결 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부분

시사점
Plan Jefes를 통한 재정지출은 일자리보장제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사업
의 동력이 크게 약화했고 결국 사업 종료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일자리보장제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정착이 중요한 과제
- Plan Jefes는 일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고용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재정지출 수준이
낮았음
- 당시 아르헨티나의 높은 실업률 수준을 고려할 때, Plan Jefes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보장 차원에서 충분한 지출을 하지 못했고, 사업 종료 이후 사업 참여자들은 기존의 사회보
장제도(실업수당 등)로 회귀
- Plan Jefes는 약 4년 반 동안 시행되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통한 완전고용이라는 경제적
안정화 효과 달성 여부는 미확인

Plan Jefes에서 제공하는 임금은 빈곤선 이하였고, 사업 참여자의 빈곤율 개선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고용을 통한 빈곤 퇴치’라는 일자리보장제의
주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참여자에게 최저임금 혹은 생활임금 수준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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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도의 국가 농촌 고용보장사업(National Rural Employment
Guarantee Scheme, NREGS)45)
배경 및 목적
(배경) 인도는 농촌 고용 보장법에 근거한 농촌 고용보장사업(이하 NREGS)을
통해 농촌의 빈곤 문제 해결에 노력
- Dr. Manmohan Sigh 총리 재직시절(2005년 9월) 통과된 국가 농촌 고용보장법
(National Rural Employment Guarantee Act, 이하 NREGA)은 일할 권리에 대한
보장을 명시
- 2006년 200개 District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2007~2008년에 130개
District를 추가하고, 2008년 4월 이후 농촌 전역으로 확대 시행(2019년 2월 기준 691개
District)
- NREGA는 2009년 10월 2일 마하트마 간디 국가 농촌 고용보장법(Mahatma Gandhi
National Rural Employment Guarantee Act, 이하 MGNREGA)으로 명칭 변경

(목적 및 내용) 농촌의 계절적 실업자들에게 정부가 일자리를 보장하고, 농촌
빈민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
- (고용기회 보장) 농촌 가구의 성인 구성원이 비숙련 육체노동에 자원하면, 회계년도 기준
dmfh 최소 100일 이상의 고용을 통해 임금을 지급
- 농한기 동안의 지정카스트46), 지정부족47), 여성과 저고용 및 실업 노동력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기회를 제공
- (농촌 물적 자산 확충) 지정카스트와 지정부족의 농장토지 개선과 지정부족 소유의 토지에
대한 관개시설 확충을 지원
- NREGA는 도로, 운하, 연못, 우물 등 내구자산(Durable assets) 창출의 목적을 가짐

(의의) NREGS는 경제성장을 지향하는 전략이기보다는 정부의 직접적인 고용
을 통해 빈곤 문제를 해결

45) 이 내용은 권기철(2019)을 주로 참고함.
46) 지정카스트(Scheduled Castes)는 이전에 피억압계급이라 불리던 하층카스트를 지칭함.
47) 지정부족(Scheduled Tribes)은 지정카스트와 마찬가지로 하층카스트인 달리트(Dalits) 계급에 속하거나, 카스트제
도 바깥에 있는 사회경제적 혹은 교육적으로 불우한 계급을 일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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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는 경제성장을 통한 혜택이 저소득층에게 파급되지 않는 상황에 주목하고, 제5차
5개년계획(1974~1979년)부터 다양한 농촌 일자리사업을 통해 빈곤 대중의 소득 증대에
노력
- 인도 헌법 제41조 “인도의 모든 주는 시민들에게 기본적 생존권과 함께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에 근거하여, 고용기회를 시민권 보장의 문제로 고려

주요 운영 원리
NREGA는 인도 헌법에 근거하여 운영
- NREGA는 인도 헌법 제4부의 국가정책 지도원리(Directive Principles of State Policy)
에 근거하여 법령의 목적을 수립
- 일할 권리에 대한 부분은 헌법 제41조와 관련하고, 농촌 일자리를 통한 환경 보전의 목적은
헌법 제48A조(protect the environment)를 따름
- 농촌 주민들의 생계보장은 헌법 제21조의 ‘모든 인도 시민은 존엄성을 지닌 삶을 살 권리가
있음’에 근거
- 공공고용에서 기회의 평등, 고용 차별(종교, 인종, 카스트제도, 성별, 태어난 곳, 사는
곳 등) 방지는 헌법 제16조에 근거
- 경제적 신분 상승을 목적으로 일에 흥미를 유발하고, 카스트 및 특정 부락의 차별이나
착취의 방지는 헌법 제46조에 근거
- 마을 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하고, 자치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헌법 제40조에 근거

NREGS는 최종적인 고용 책임자로서의 정부의 역할과 사업 참여자의 권한을
명시
- 인도 정부는 연 100일간의 고용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이를 어길 시 당사자에게 실업급여
를 지급해야 함
- 정부가 실업급여 지불을 미이행할 경우 당사자는 정부를 고소할 수 있고, 임금 수준은
매년 최저임금 변동을 반영해야 함

NREGS는 지역주민의 필요를 반영하는 상향식 정책
- NREGS는 지역정부의 주민 자치기구인 빤짜야뜨와 지역 당국이 그 시행과 감시에 관여하
는 분권화된 프로그램임
- 마을은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수요에 기초하여 당해연도의 일거리를 채택하는 상향식 정책
구조를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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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주정부의 재원지원 방안은 일자리의 숙련 정도에 따라 결정
-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재원을 공동 분담하되 중앙정부가 다소 많은 부분을 부담
- 중앙정부는 미숙련 단순 노동자 임금의 100%와 숙련 및 반숙련 노동자 임금의 75%를
부담하고, 주정부는 숙련 및 반숙련 노동자 임금의 25%를 부담

지역 위계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상의 역할 분담
- 중앙정부-주정부-District-Block-Taluka 등 지역별로 프로그램 의사결정 주체들에게
역할을 부여
- NREGS의 원활한 계획, 집행, 감독, 평가, 불만사항 처리를 위해 모든 기구들이 협력하도
록 규정
[표 5-1] 지역 위계별 NREGS 이해당사자의 역할
지역 위계(하향 순)
중앙정부
(농촌개발부)
주정부
(MGNREGA 위원회)
District
(질라 파리샤드)
지
Block
역
(빤짜야뜨 사미티)
정
구역/Taluka
부
(그람 빤짜야뜨)

역할
NREGS 정책을 구상하고, 주정부와 지역정부에 제도 시행 지침을
제공
MGNREGA(의장 : 주 총리, 부의장 : 농촌개발부 장관) 위원회를
운영하고, 매년 일자리별 임금을 결정
NREGS 연차 계획과 마을 단위 계획에 기초한 5개년 계획을 수립
질라 파리샤드와 그람 빤짜야뜨의 중간에서 NREGS 시행
농촌 가구의 프로그램 등록, 일자리 카드 발행, 사업 홍보, 노동
계획 및 집행, 기록물 보존 등의 활동을 책임(구역 개발 담당자 조직
으로서 일자리 신청자에게 15일 이내에 일자리 제공)

자료 : 권기철(2019).

[표 5-2] NREGS의 주요 조항
1)
2)
3)
4)
5)
6)
7)
8)
9)

일자리 신청 15일 이내에 고용이 이루어진다.
고용이 15일 이내에 제공되지 않을 경우 일일 실업 급여가 현금으로 지불된다.
고용은 반경 5km 이내에서 이뤄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추가 임금이 지불된다.
수혜자의 1/3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주민회의 조직체인 그람 사바48)(Gram Sabha)가 일자리를 추천한다.
그람 빤짜야뜨49)가 최소 50%의 일자리를 집행한다.
빤짜야뜨는 기획과 시행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모든 수준에서 제도적 기구를 통해 투명성, 책임성, 사회적 감시가 보장되어야 한다.
시행상의 소통과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해 불만 시정 기구가 작동되어야 한다.

자료 : 권기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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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고용 분야
NREGS는 농촌지역의 실물 자산을 창출할 수 있는 일거리 마련에 중점을 둠
- 공공 기반시설의 건설, 운하･물탱크･사방댐･방화벽･우물관정의 건축 및 보수, 마을 도로
의 건설 및 보수, 토지 개발 등
- 용수 보전, 용수 개발, 가뭄 대응(숲 가꾸기), 관개배수, 토지 개발, 식량 조절, 지역공동체
형성, 정부 지시 일거리 등

주요 성과
(고용 및 소득) 고용기회 확대에 따른 농촌 노동자의 소득 및 임금 상승
- NREGS 참여자 임금이 농촌 임금보다 높아 농촌 노동자들의 유보 임금 상승과 소득
증가에 기여(2015년 기준 빈곤율 32%(약 1,400만 명) 감소)
- 농번기에는 기존의 농업 일자리와 NREGS 일자리 간 경쟁이 증가하고, 최저임금 강제로
인한 농촌의 임금 상승을 유도(가구당 평균 일자리 수는 34~54인일)

(인프라) NREGS의 인프라 창출 기능으로 관개용수 가용성이 증대
- 용수 집약도가 낮은 작물에서 높은 사업으로의 경작 패턴이 변화
- 총 관개면적, 단위 생산량 변화 등을 유발

(취약계층) 농촌 여성의 사회적 지위 상승과 지정카스트 및 지정부족 등 취약계
층에게 일자리 제공
- 사회구성원으로서 여성의 잠재력 발현에 따른 새로운 역할 및 책임 부여
- 2015~2016년 기준으로 일자리 비중은 지정카스트 22.3%, 지정부족 17.8%, 여성
55.2%로 집계

(인구) 도시로 이농하는 농가인구 감소
- 인도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주요 요인인 궁핍 이주(distress migration)가 감소

(환경) 환경 보전
48) 그람 사바는 빤짜야뜨 영역 안에 포함된 마을과 관련이 있는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체(주민회의)
를 의미함(박홍윤, 2013).
49) 농촌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 빤짜야뜨는 마을(village) 수준의 그람 빤짜야뜨(Gram Panchayat, GP), 중간 단계의
빤짜야뜨 사미티(Panchayat Samiti, PS), 지역(district) 단위로 질라 파리샤드(Zilla Parishad, ZP)라는 3계층제로
구성됨(박홍윤,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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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조성 및 환경미화 관련한 활동 수행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 해소
- 소득 증대에 따른 자기 주도적 의사결정 및 사회적 협상력 제고 효과

시사점
NREGS 사업예산이 확대되지 않고 연방 예산 대비 2% 수준에 계속 머무르면
서, 사업의 성과가 국가 경제 전체로 확산되지 못한 한계를 보임
- NREGS 사업의 예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농촌의 기존 빈곤 사업을 대체하는
성격이 강했음

사업 체제의 빈번한 수정, 일자리 확보 계획상에서의 차질, 사업 시행과정에서
만연한 부패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효율적 사업 진행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했
으며, 이는 사업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일깨워줌
- 일자리 요청 가구 수 대비 수혜 가구 수의 비율은 2015~2016년 사이에 90%에 불과
- 정부는 일자리 수요 감소를 주장하나, 임금 체불 및 정부의 소극적인 예산 배정에 따른
주민들의 프로그램 참여 거부와 관련한 문제 제기도 존재

기술 부족에 의한 미완성 사업의 누적으로 예산 낭비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으므로, 일자리보장제 설계 시 일의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평가체계를 세부적으로 확립할 필요
- NREGS를 통해 창출된 자산 수는 2010~2011년 동안 259만 개소로 최고치를 보였으나,
2016~2017년 동안 25.4만 개소로 급격하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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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스트리아의 일자리보장제 시범사업
배경 및 목적
(목적) 오스트리아 마리엔탈(Marienthal) 지역에서 실시하는 ‘일자리보장제 시
범사업’의 정식 명칭은 ‘Modellprojekt Arbeitsplatzgarantie in Marienthal
(MAGMA)’
- MAGMA는 니더외스터라이히주(Niederösterreich)의 지방고용청(Arbeitmarktservice,
AMS)에서 2020년 10월부터 3년간 진행하는 일자리보장 시범사업으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일환
- 이 시범사업은 ‘장기실업자의 노동시장 재진입이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짐
- 세계 최초로 실증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일자리보장 모델을 구상하고 실행

(지역특성) 마리엔탈은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에서 동남쪽으로 20km 떨어진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작은 마을이며, 행정구역상으로는 니더외스터라이히주의
그라마트노이지들(Gramatneusiedl)
- 2018년 기준 그라마트노이지들의 전체 인구는 약 3,600명,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2.9%
- 전체 인구의 54.7%가 경제활동인구이고 경제활동인구의 90% 이상이 종속적 사용자-근
로자 관계
-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한 주요 산업은 제조업, 상업 및 유통업,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배경) 오스트리아는 1980년대 이후 구조적 실업으로 인해 장기실업자가 증가
하고 있으며, 마리엔탈 지역에서 이 문제의 해소방안으로 일자리보장제 도입을
검토
- 코로나 위기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에도 니더외스터라이히주 지방고용청에 등록된 ‘1년
이상 일을 쉰 장기실업자’의 수는 1,421명에 달함
- 코로나 팬데믹 시기인 2020년 8월에 이 지역의 장기 실업자 비율은 전체 실업자의 20%에
이름

(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임금과 함께 사회에서 ‘존중과 인정’(Respekt und
Anerkennung)을 부여하며 금전적 대가를 받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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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실업은 통계상으로 하나의 숫자(eine Zahl)에 불과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일상이
끝나는 것임
- 장기실업급여를 제공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개인과 사회 모두에 이익

시범사업의 내용
(목표 및 특징) 1년 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장기실업자의 비율을 줄이고 1차 노
동시장에 진입 시키는 것이며, 시범사업은 세 가지 근본적인 특징이 있음
- 장기실업자 일부가 아닌, 공동체 내 모든 장기실업자가 적용 대상
- 취업을 위한 광범위한 지원책 제공
- 추가적인 일자리는 공동체영역(gemeinnützigen Bereich)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기반의
기업(marktwirtschafrlichen Unternehmen)에서 발굴하며, 고용에 따른 임금은 지방고
용청에서 지원

(시범사업 내용) 교육훈련 지원, 근로계약 체결 시 동행, 임금 지원 등으로 구성
- 8주간의 교육훈련을 거치며,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개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
- 개별상담을 통해 건강 문제와 같은 노동시장 재진입 방해 요소 등을 제거
- 필요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기관 담당자가 참여자와 동행
- 장기실업자를 위한 신규고용 창출 시 임금의 100%까지 지방고용청에서 지원하는 등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임금지원책을 마련
- 일반 기업에서 지방고용청이 책정한 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할 때, 지역공동체 등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용역계약을 통해 금전적 지원을 추가로
제공

(재원 및 참여규모) 시범사업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일환으로 재원은 지방
고용청에서 부담
- 니더외스터라이히 지방고용청(AMS NÖ)은 1인당 소요 비용을 연간 29,800유로로 추정
하며, 이는 1인당 연간 약 30,000유로를 지원하던 실업 지원 시범사업 소요 예산보다
낮음
- 참여 규모는 3년간 150명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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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효과성 평가
(평가연구) 시범사업의 효과성과 시범사업이 개인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연구를 진행
- 평가연구는 무작위 배정연구(Randomised Control Trial), 공동체수준(Gemeindeebene)
분석, 참여자에 대한 양적･질적 설문조사(혼합방법론, mixed-method) 등

(평가연구 내용) 평가연구는 옥스퍼드 대학 및 비엔나 대학에서 독립적으로 실시50)
- 무작위 배정연구는 저개발국의 빈곤퇴치를 위해 개발된 사회실험 연구방법으로 비슷한
사회인구적 특성을 가진 집단을 무작위로 배정하고, 시차를 두어 일자리와 취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후 효과를 분석
- 공동체(Gemeindeebene) 수준 분석은 그라마트노이지들과 유사한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가진 합성된(synthetic) 통제집단을 설정하여 두 집단의 노동시장상황을 비교 분석
- 참여자에 대한 양적 설문조사 및 질적 설문조사(혼합방법론)를 활용하여 ‘장기실업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과정의 경험’, ‘삶의 만족도, 자기효능감, 건강상태 및 재정적 상황’,
‘사회적 관계의 변화, 인정과 존중의 경험, 사회적 통합 혹은 배제의 경험’을 분석

시사점
마리엔탈은 소규모 마을로 시범사업의 성과에 대한 일반화가 어려울 수 있으며,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일자리보장제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기획
할 필요가 있음
- 마리엔탈 마을의 기초 행정구역인 그라마트노이지들은 인구 약 3,600명의 제조업 기반의
작은 마을
- 2020년 일자리보장제 시범사업의 1차 참여자는 61명임
- 이 시범사업을 대도시 혹은 전국에도 적용하여 일반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마리엔탈 시범사업은 1년 이상의 장기실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부분적･계절
적 실업, 자영업자의 소득감소 등 다양한 형태의 소득손실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상을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사전에 기획할 필요
- MAGMA는 장기실업자 지원책으로,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선해주는

50) 옥스퍼드 대학의 Lukas Lehner교수 연구팀과 비엔나 국립대학의 사회학연구소의 Jörg Flecker교수 연구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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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은 아님
- 열악한 일자리에 놓여 있으나 장기실업자가 아닌 사람은 이 시범사업의 대상자가 아님

오스트리아의 장기실업자는 실업급여수급자이지만, 한국의 경우 장기실업자가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자리보장제의 순비용 산정
시 이를 고려해야 함
- MAGMA 참여자 당 지원액수는 기존 오스트리아 실업급여와 비슷하거나 소요 비용이
더 낮음
- 한국의 장기실업자들은 직전 일자리를 통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한국의 실업급여 최대 수급기간은 270일(50세 미만 기준)로, 장기실업자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가능한지에 대 한 판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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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코틀랜드의 청년 일자리보장제(Scottish Jobs Guarantee) 제안
배경 및 목적
(배경) 스코틀랜드 정부의 독립자문위원회(Independent Advisory Group)는
2020년 6월에 발표한 경제회복을 위한 보고서(Advisory Group on
Economic Recovery, 2020)에서 청년 일자리보장제를 제안
- 독립자문위원회의 경제회복을 위한 25가지 방안에는 재정, 투자, 기업 및 지역경제 개발
등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으며 스코틀랜드 일자리보장제는 23번째에 명시
- 산업, 고용주, 교육센터, 학교, 학부형 간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모든 졸업생들의 취업이
가능하도록 직업훈련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영국 에딘버러 고용보장(Edinburgh
guarantee)의 성공사례에 안주하지 않고, 현재의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야심적이고, 국가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고민에서 스코틀랜드
일자리보장제가 대두

(목적) 청년 실업률 완화를 통한 세대 간 격차 축소 및 코로나19 이후 강건하고
회복력 높은 스코틀랜드 경제시스템의 구현
- (세대 간 불평등) 청년 실업률 심화는 세대 간 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고, 16~25세
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보장제는 세대 간 불평등 문제 해소에 대안적
역할을 담당
- (경제 회복력) 일자리보장제는 지역의 사업체-지역 당국-스코틀랜드 정부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지역 차원의 지원 정책이나, 범국가적인 틀 내에서 정책을 설계하여 스코틀랜드
경제 회복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의의) 스코틀랜드 일자리보장제는 보다 적극적인 정부 개입을 통해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려는 제안
- 2021년 4월 기준으로 36만 명의 스코틀랜드 시민이 한시적 실직상태이고, 2021년 6월까
지 21만 명의 실업자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2021년 4월 기준으로 스코틀랜드 고용주의 55% 가량은 젊은 세대의 중단기 취업 전망이
암울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코로나19 이후 청년고용 문제가 심화
- 장기 실업자(12개월 이상)를 지원하는 영국의 ‘Restart’ 정책이 2021년 6월 이전에 실행
되지 않으면서 실업률 문제 해소를 위해 스코틀랜드 일자리보장제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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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 일자리보장제 추진 경과(Scottish Labour, 2021)
2021년 4월 스코틀랜드 노동당 대표 Anas Sarwar는 당해년 5월 의회선거에
서 코로나19 회복 정책을 우선순위로 제안할 것임을 발표
- 5월 의회선거에서 노동당이 제안하는 주요 국가 미션은 의료 서비스, 교육, 일자리, 기후,
지역사회 등으로 요약

노동당이 제안한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보장제, 직업훈련, 민간일자리 창출 지
원, 공공부문 일자리 규범 확립, 공공투자 확대 등 5개 부문으로 세분화
직접적인 일자리보장 정책
- 스코틀랜드 노동당의 일자리보장제는 신체적 장애 혹은 장기 실업상태를 경험하는 25세
이하의 실업자, 25세 이상 장기실업자, 장애인 실업자 누구에게나 일자리를 보장하는
정책(2021년 4월 발표)
- 일자리보장제에서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프로그램 참여자는 처음 6개월 동안
의 임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음
- 일자리보장제 기간의 20%를 숙련향상 및 재취업 모색에 할애하도록 보장
- 민간부문은 일자리보장제 참여자를 보다 적은 비용으로 재취업 과정(placement)에 참여
시킬 수 있음
- 영국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의 성공을 계승한다고 명시

재훈련 및 업스킬 정책
- 숙련 수당의 첫 번째 단계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ITA(Individual Training Account)
지원금을 200파운드에서 500파운드로 증액하는 것임(기존의 통합복지시스템, Universal
Credit을 통한 혜택은 유지)
- 아울러, 실업자는 추가적으로 750 파운드의 소득지원(교육비, 학습시간, 생활임금을 반영)
을 받을 수 있으며, 경제구조적 변화의 충격을 가장 많이 받은 소매, 화석연료 산업의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온라인 직업훈련 코스 개설
- 학령인구 대상으로 견습기회를 보장하고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National Work
Experience Scheme51) 도입

51) 커리어 지원 허브 역할을 하는 중등교육기관 및 대학들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졸업자에 대해 최장 2년 구직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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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 보건, 간호 부문의 훈련 지원 위한 training fund 설립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지원
- UK Kickstart Scheme 추가 지원(6개월 임금보조) 통해 청년 구직자 고용을 독려
- 고용유지를 전제로 5,000개의 신규현장에서 12개월 간의 견습을 지원
- 청년 장애인 Job Start Grant(취업수당)를 500파운드로 확대

공공부문의 일자리 규범 확립
- Zero Hour Contract52) 업체로부터 공공조달을 금지
- Better Business Scotland 인증제 도입: (1) no zero hour contract (2) 생활임금
지급 (3) 탄소절감 계획 준수

예상 소요예산
- 스코틀랜드의 일자리 정책은 첫해 2.5~3억 파운드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표 5-3] 스코틀랜드 노동당의 국가 회복 계획(National Recovery Plan)
구분

내용

일자리 회복

NTF(National Training Fund)와 BRF(Business Resrat Fund)
등의 기금 투자를 통해 모든 스코틀랜드 청년에게 일자리 보장

의료･보건 회복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 기금확충을 통한 항암치료 서비스 등의
정상화, 정신건강 향상,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교육 회복

학교 투자를 통한 학업복귀 프로그램 개발, 모든 초중학교에 대한 IT
지원 보장

기후 회복

그린 일자리에 대한 투자와 야심찬 기후정의 플랜을 후원하기 위한
COP26 유엔 기후회의 유치

공동체 회복

지역에 투자하고 공동체를 안전하고 강건하게 만들기 위한 공동체
회복 펀드 조성

자료 : “Sarwar announces new ‘Scottish skills benefit’ policy for retraining workers”, LABOURLIST
(2021.4.6.).

지원함.
52) ‘호출형 근로계약’이라고도 부르며, 일정한 근로시간 보장 없이 필요에 따라 호출하여 근로하는 형태의 노동계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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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국 바이든 정부의 시민기후단(Civilian Climate Corps) 추진
계획
배경 및 목적
(배경)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내
청년층의 일 경험 부족과 실업률 문제가 대두
- 코로나19로 인한 청년들의 일 경험 및 계획이 무너지고, 실업률이 증가하고, 대학진학률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창출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단합된 대응이
필요
- 자국 내 환경 인프라 개선 등 기후변화 위험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
- 2021년 1월 27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내와 해외에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할 것을 선포

(목적 및 내용)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기후변화의 위험을 해소하고,
국가 자연 보전 및 손상된 국토를 관리
- 바이든 정부의 CCC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한 정부 주도의 일자리 프로그
램을 창출하는 정책
- 시민기후단 창설 정책은 미래 세대에 자연 보전 및 회복과 관련한 활동을 전수하고, 교육
및 훈련 기회 증대, 좋은 일자리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
- 바이든 정부는 2조 달러 규모의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 중 100억
달러 정도를 10년 동안 시민기후단에 투입할 계획

(의의 1) 시민기후단은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창출
- 국토 및 수자원 등의 보전과 회복,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 숲 가꾸기, 농업 부문의 탄소
격리 기능 강화, 생물다양성 보호, 여가 접근성 향상, 기후변화 문제 해결 등을 통해 공익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전망

(의의 2) 기존 정부의 일자리 계획과 연계
- 2021년 3월에 바이든 행정부는 백악관의 미국 일자리 계획의 한 부문으로 100억 달러
가량의 시민기후단 투자계획을 권고

(의의 3) 과거 대공황 시절의 시민국토보전단 정책 및 기타 연방정부에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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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프로그램과 차별화
- 오늘날 미국 내에서 행해지는 다수의 연방정부 프로그램은 과거 대공황 시절 시민국토보전
단에 비해 규모는 작으나, 계획 설계 내용･사업의 지리적 범위･일거리의 범위 등이 대폭
확대됨
- 바이든 정부의 시민기후단은 과거 루즈벨트 대통령의 시민국토보전단(인종 차별, 여성에게
일자리 제공이 제한, 임금 미지불 사례 등)과 달리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
- 바이든의 시민기후단은 공정, 평등의 가치를 통해 기후 위기, 인종차별, 경기침체 등의
요인으로 피해받은 지역사회에 좋은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공급
- 또한 시민기후단 참여자들은 임금, 주거, 일자리 훈련, 환경 교육, 전문적인 지원 서비스,
교육 수료증 등 과거 정책에 비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의의 4) 기후변화의 충격 완화에 중점
- 시민기후단 활동은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는 것이 아닌,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둠
- 야생산불 및 허리케인 재해에 강건한 지역사회 구축, 용수 함양 기능의 늪지대 보전, 해충
박멸, 생물다양성 확보 등의 사업을 포괄

주요 운영 원리
시민기후단은 관련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 부처가 공동 대응하는 형태
- 내무부 장관이 시민기후단 사업을 총괄하고, 농림부 장관과 관련 부처장이 협조하는 형태
로 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을 마련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사업 참여자 모집･채용 및 관리
기능 수행
- 국토와 수자원 보전 및 회복과 관련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YCC(Youth Conservation
Corps)와 PLC(Public Lands Corps)가 존재
- YCC는 15~18세를 대상으로 하절기 동안 8~10주 가량 국토 및 수자원 보전 프로젝트를
수행(미국 농무부 관할)
- PLC는 직업 훈련 및 고용 프로그램으로서 16~30세를 대상으로 하고, 제대군인의 경우
35세까지 참여를 허용(미국 농무부 및 상무부 관할)
- YCC와 PLC는 정부기관이 프로그램을 통제하지 않고, 지역에 근거한 비연방 보전단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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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federal corps organizations)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참여자 모집, 채용, 관리 등의
업무를 비연방 보전단 기구가 담당하도록 함
- 정부부처는 연간 예산의 일부를 국토 및 수자원 보전 관련 프로젝트에 할당하여, YCC
및 PLC 프로젝트 수행 비용의 일부를 지원
- 또한 YCC 및 PLC 내에서 정부부서 고유의 일자리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실제 비연방
보전단 기구와 협약 관계를 유지

정부부처는 보전 일자리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부처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
- 정부부처는 시민기후단을 통해 부처별 특정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참여자 모집, 고용,
관리가 가능
- 노동부는 청년취약계층 지원프로그램(Job Corps)을 운영하면서 보전과 관련한 업무를
추가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 121개의 생활관 중에 24개는 미국 산림서비스
에서 운영하는 시민보전센터(Civilian Conservation Centers)이고 16~24세의 학생들이
생활관에 거주하면서 산림서비스의 보전, 개발, 관리 관련한 직업 교육을 받음

AmeriCorp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일자리 프로그램 수행 조직에 재정을 지원
- AmeriCorps grant 프로그램을 통해 보전 프로젝트에 참여할 대상자 모집에 재정을 지원
- AmeriCorps는 독립적인 연방조직으로서 전방위적으로 국가 서비스 프로그램과 프로젝
트(보전 관련 업무 포함)를 지원

공공과 사적부문 간 파트너십 체결과 프로그램 참여율 증대를 위해 기존 인프라
를 활용
- 2012년 오바마 정부는 21세기 보전서비스단(21 Conservation Service Corps,
21CSC)을 창설하고, 국토 보전과 관련한 청년 고용･훈련 기회 제공과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부처간 계획을 수립
- 오바마 정부의 21CSC의 핵심 운영 원칙은 비정부 파트너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 일각에서는 지역 corps 조직에 대한 재정지원과 함께 정부부처에서 프로그램을 직접적으
로 관리하는 하이브리드 접근 방식을 제안

주요 고용 분야
시민기후단 일자리는 내무부 및 농림부에서 다루는 일자리 범위에 속하고, 기존
중앙정부의 일자리 계획과 유사
- AmeriCorps, the Peace Corps and the Corps Network, 미국 전역에서 유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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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개 이상의 소규모 보전단(conservation corps) 일자리와 유사
- 대부분의 일자리는 단기 일자리이고, 환경 및 야외 활동에 중점

시민기후단은 전통적인 기후 일자리에 더해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일자리로 구성될 전망
- 고령층 돌봄, 마을 및 도시 기후 정책의 근거자료 마련, 아동 교육, 지역 푸드 프로그램
운영,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새로운 지역사회 시스템 마련 등과 관련한 일자리 제공

주요 기대효과
(일자리 창출) 시민기후단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2만 명 가량의 사람들에게 일
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
- 시간당 15달러 이상 임금 지불을 목표(정부고위 당국자 및 민주당 의원 주장), 건강 보험
및 기타 편익(교통, 주거, 아동양육 등) 제공 목표

(교육 지원) 연간 2만 5천 ~ 5만 달러가량의 교육보조금을 지급하고, 학생들의
대출을 경감
(장기간 경력 지원) 시민기후단 참여자 모두는 교육 및 훈련 기간에도 일자리
제공을 통해 일 경험을 유지
(공정한 채용과 투자) 시민기후단 참여자는 나이 제한 없이 프로그램에 참여

시사점
시민기후단의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목표 대비 투자 금액이
적어기 때문에 본래의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장
기적으로 예산에 맞춘 일자리 제공이 아닌 (참여대상의) 일자리 요구에 맞춘
예산의 탄력적 운영을 검토할 필요
- 다수의 이해당사자들이 과거 중앙정부가 계획한 고용 프로그램에 비해 바이든 정부의
시민기후단 정책을 선호하는 경향
-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는 기후 위기 극복, 국토 및 수자원 보전,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
환경 정의 실현 등의 가치를 실현하기에 부족한 금액이라는 평가
- 청년실업의 문제를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나, 근본적인 실업문제의
해소방안으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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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일자리와 정의를 위한 시민기후단법(Civilian Climate Corps for Jobs and
Justice Act)’ 발의안의 주요 내용(2021. 4. 20)

개요
- 민주당 상원의원인 Ed Markey가 발의
- 기후변화, 클린경제로의 전환 등을 지원하는 시민기후단 설립을 위해 ‘국가 및 공동체 서비스법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Act of 1990)’의 개정을 요구

참여 대상
-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지원이 가능
- 참여자 50% 이상은 취약지역(under-resourced community)53) 출신으로 함

참여 기간
- 한 기간 당 최소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 참여(최대 2번 참여 가능)

프로그램
- 직접 고용과 민간 및 지자체 위탁으로 이원화
- national climate service program : 일자리의 조직화
- national climate service grant program : 기후위기 극복 사업 파트너 자금지원 및 사업위탁

거버넌스 구조
- 디렉터(Director)가 프로그램을 총괄
- 자문단(Advisory Board), 사업파트너(지자체, 노조, 시민단체, 노동단체 등)를 구성
- 참여자는 기본 Unit 단위로 편제되고, 디렉터는 Unit leader를 임명

노동관계 및 보수구조
- 시민기후단이 고용주가 됨
- 보수는 생활임금(living wage) 수준(시간당 최저 $15)
- 중위소득 임금 증가율만큼 매년 보수를 인상
- Team leader의 경우 Director 권한 아래 생활임금 이상 지급 가능
- 건설 및 수리･보수 현장에는 별도 임금 책정 가능
- 기타 혜택 : 교통비, 출장비, 식비, 장비, 유니폼, 건강보험, 아동돌봄 서비스 지원, 최대
$25,000 교육비 및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
- 노조를 조직하고 참여할 권리, 단체교섭, 단체행동권 보장

53) 저소득 유색인종 및 원주민 커뮤니티 혹은 탈산업 등의 경제전환 겪거나 자문위원회에서 지정한 고실업･경제위기
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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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국가 기후 서비스(National Climate Service)의 일거리 목록
(1) 탄소 저감 활동
- 주거 혹은 비주거 건물의 에너지･전력 효율화 및 개조, 에너지 제로 건물 건설참여
- 에너지 효율적, 에너지 제로 건물의 유지･보수 및 운영
- 에너지 효율적 주택의 건설
- 에너지 감사(energy audit) 실시
- 에너지 효율 증진을 위한 가구 대상 자문활동
- 대중교통 및 전기차 인프라 설치 및 업그레이드
- 가계, 영세 사업체, 농장, 지역 커뮤니티에 청정 에너지 설비 설치
(2) 재생에너지로의 조직적 전환 촉진
- 환경 및 에너지 정책에 대한 조언
- 청정에너지 관련 서비스 제공
- 광대역 무선망 도입 및 확장
(3) 건강한 무공해 커뮤니티 건설
- 청년･학생 대상 가정 에너지 사용절감 및 환경개선 교육 활동 관련 교육기관 및 청년 프로그램과
협업
- 지역 내 쓰레기 재활용 및 음식쓰레기 퇴비 활용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 인디언 부족 등 기타 공적단위 소유 및 관리 하의 공공부지 및 산책로
재생 및 복원
- 공기질 및 여타 오염 모니터링 네트워크 개선
- 식수, 가정 내 납 오염 등 유독물질, 여타 위협적 오염피해로부터의 회복
- 친환경 폭우관리 시설 건설 및 유지
- 로컬 및 지역 푸드 시스템 창출 및 확장
- 학교, 병원, 여타 기관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식품 유통망 구축 및
이를 위한 농장 개발
(4) 기후변화와 관련한 재해의 피해 완화
- 커뮤니티 회복력(community resilience) 평가
- 기후변화 및 재난 관련 데이터 수집
- 커뮤니티 회복력 확충을 위한 자문 및 계획
- 기후회복(climate resilient) 인프라 건설 및 유지
- 산불에 대한 맞불 대응 및 재조림(reforestation) 사업
- 지역의 재난관리 단위 및 프로그램 활동 지원
- 농장주와 목장주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경영관리 자문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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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5) 지역 커뮤니티의 재난 대비
- 커뮤니티 기반 회복연합(resilience coalition)과 실무단 조직
- 커뮤니티 기반 조직 및 거주자 대상 재난 대비 지원, 커뮤니티 재난대응 팀 훈련 제공(재난상황
속 동물도 대상에 포함)
- 기후변화, 재난, 기후복원력 등에 대한 커뮤니티 기반 조직 및 학교 내 교육 제공
- 커뮤니티의 기후회복력 허브 인프라 개발
(6) 재난으로부터의 회복
- 잔해 청소
- 건물 및 주택 수리 및 재건
- 지역에 자생하는 나무 및 식물 재이식
- 서식지 복원
- 해안 및 인근 야산 정상화
- 채굴산업이 남긴 파괴된 부지 복원 및 반환
(7) 기후변화 관련 환경보전 프로젝트 개발 및 실행
- 위협받거나 멸종위기인 동식물종의 서식지 보전, 보호, 복원
- 자연습지 등 녹색 인프라를 이용한 해안가 및 하천강변 안정화
- 외래침입종 제거 및 지역 자생종 이식
- 자생식물 및 씨앗 수집, 저장, 확산
- 거주지 및 주택의 1/4 마일 이내 혹은 커뮤니티 경계 1/4 마일 이내 고위험 연료 근절
- 도시, 인디언 부족관리 지역, 지역의 숲, 나무, 초지대 등의 조성 및 유지
- 도시농업, 도시정원 개발
- 지역 숲 생태계의 복원, 조림사업 등 유력한 탄소 흡수원 만들기 프로젝트
- 불필요한 도로, 길의 제거 및 채굴지역의 자연 복원
- 야생동물 이동로 건설, 야생동물 이동의 장벽 제거 등 자생종을 위한 생태통로 및 서식지 연결
복원･관리
- 재생가능한 농업 및 목축업으로의 이행을 위한 농부와 농장주 지원
(8) 기타
-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 미만에서 지구온도 유지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프로젝트
- 환경 정의 증진을 위한 오염감축 활동
- 기후위기와 경제 전환에 직면한 커뮤니티 번영, 회복력 증진 등

훈련 과정
- (기초훈련) 참여자는 2~6주간 기초 서비스 학습 커리큘럼 이수(협동정신, 리더십, 시민의식,
환경관리 능력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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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 (Advanced Service Training) 프로젝트에 특화된 스킬 배양
- 최소 4주 간 기후･환경 관련 직업능력 향상 교육 제공, 그 과정에서 직업능력 자격증 획득
기회 제공
- 훈련 과정 시 보수 지급
- (이력 모니터링 및 관리 서비스) 참여자는 시민기후단 활동 종료 이후에도 9~12개월 간 경력
개발을 위한 follow-up service를 제공받을 수 있음
자료 : United States Congress. “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senate-bill/1244”
(2021.9.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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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참고 사례
1) 대한민국사회봉사단(Korea Hands) 시범사업
배경 및 목적
(배경)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통합 위한 민간참여 유도
- (사회복지 사각지대) 인력 및 예산부족으로 인해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소외된 복지 사각
지대가 다수 존재
- (자원봉사 업그레이드) 자원봉사의 참여자 규모는 양적으로 증가했으나,54) 일회성･노력봉
사에 편중55)되어 있어 지속적인 봉사 서비스 확충 필요

(도입목적 및 의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미흡한 복지사각지대에서 참여
자들의 각종 재능기부를 통해 미충족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신규 복지수요
를 발굴하는 봉사단체 모델 정립
- 미국의 국민적 봉사단체인 CNCS(Corporation of National Community Service) 혹은
AmeriCorps의 선례 따른 전국 봉사단체 설립 시도

기대효과
- 사회복지 사각지대의 해소
- 협력기관의 사회서비스 질 제고, 역량 강화, 인력 부족 해소
- 청년층에게 사회참여, 경력개발, 장학금 등 인센티브 혜택
- 노인들에게 노후생활의 활력소 및 보람 추구 기회 제공

조직구조 및 추진체계(2011년도 기준)
(조직구조) 총괄･기획･지원 담당 ‘중앙지원단’과 봉사자의 선발･활동 관리 등을
담당하는 시도별 ‘지역지원단’ 등으로 구성
- 대한민국사회봉사단 시범사업의 기본 추진체계는 중앙지원단-지역지원단-협력기관･수
행기관의 체계로 구성되며 청년봉사단과 시니어봉사단을 독립적으로 운영

54) 보건복지부(2012.2.13.)에 따르면, 당시 자원봉사 참여자 규모는 2003년 29만 명에서 2010년 406만 명으로
증가함.
55) 20대 봉사자 230,751명 중 월 1회 이상 참여자는 938명(0.41%)으로 파악됨(보건복지부, 201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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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기관의 경우 지역지원단 운영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사업의 방향 설정 및 주요 논의
사항 결정에 참여
[그림 5-2] 2011년도 대한민국사회봉사단 사업 조직도

(추진 방향) 대한민국사회봉사단의 단원들은 지역 소재 복지관, 비영리단체 등
취약지역의 거점 협력기관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여 각종 서비
스를 제공
(참여자 역할 및 참여방식) 6개월간 청년층 및 시니어 참여자들이 시간제･전일
제로 봉사활동에 참여
- 6개월 동안 일정 시간 이상(시니어는 주 6~8시간, 청년은 주 10시간 혹은 40시간) 활동하
며 체계적인 프로그램 및 멘토링 활동에 참여
- 청년은 ① 취약아동 발굴 및 각종 서비스 제공 ② 빈곤･도서･다문화가정 아동 대상 멘토링
및 정서 지원 ③ 주거 환경 개선 또는 독거･도서 노인 대상 정서･생활 지원 ④ 기타
프로그램을 기획･지원
- 시니어는 ① 전문직 은퇴자 대상으로 4~5인의 팀을 구성하여 빈곤 아동에게 필요한 지원
연계 ② 아동에게 안전한 지역환경 만들기 위한 지역 차원의 활동 기획･실행

(교육체계) 협력기관 실무자와 교수 등 자문위원들이 참여자에게 지도･조언하
는 체계를 마련
- 참여 자체에만 의의를 두는 기존 자원봉사 활동과 차별화하고자 봉사 서비스의 질과 참여
자의 역량을 제고하고자 교육체계를 마련

(협력기관의 역할) 지역사회 서비스 담당 최일선 기관으로서 사업기획, 참여자
배치･교육･관리, 지역지원단 운영 등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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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및 법령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민･사회･종교
단체들이 대상
- (참여자와의 연계) 전일제 참여자 1인, 그 외 시간제 참여자 10~20명을 협력기관별로
배치하여, 협력기관 실무자의 관리 하에 각종 프로그램을 기획･운영
- (사업기획) 지역 내 복지수요를 파악하여 단원들의 활동을 통해 부족한 복지서비스를 확충
하고 지역사회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기획
- (단원 활동관리) 참여자를 적정 활동분야에 배치한 후 사업계획서 작성, 활동기록 관리
등 각종 활동을 지원하고, 교육･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참여자들의 봉사활동을 지원
- (지역지원단 운영참여) 협력기관은 대한민국사회봉사단의 지역지원단 운영위원회 일원으
로서 사업의 방향 설정 및 주요 논의 사항 결정에 참여
[표 5-5] 기존 자원봉사 활동과 대한민국사회봉사단 비교
구분

기존의 자원봉사

사업내용

병렬적･나열적

참여방식

자발적･개별적･일시적
봉사

인센티브

무대가･봉사점수

참여동기

단순참여

대한민국사회봉사단(Korean Hands)
Ÿ 매해의 사업목표에 따라
Ÿ 전국･지역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Ÿ 6~9개월 간 지속적 봉사참여 요구
Ÿ 청년의 경우 주당 10 혹은 40시간
Ÿ 시니어의 경우 주당 6~8시간
Ÿ 청년의 경우 인센티브(장학금 등) 부여
Ÿ 봉사학습 통한 시민 참여의식 함양

자료 : 대한민국사회봉사단(2012); 경기연구원 재작성.

사업추진 계획 및 내용(2012년 기준)
(참여자 규모 및 구성) 2012년도의 경우 2개 시도(경기도･전라남도)에서 청년
400명, 시니어 300명 참여
(활동기간) 9개월 간 청년은 시간제(주 10시간) 및 전일제(주 40시간)로, 시니어
는 주 6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에 참여
(활동분야) 빈곤 아동･노인 등 국가적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체계적 프로그램을 마련한 후 이를 기반으로 활동
- (활동분야의 구분) 보건복지부가 프로그램을 기획･제시하는 ‘국가제시 분야’, 시･도가 프
로그램을 기획･제시하는 ‘지역제시 분야’, 참여자 또는 지역 내 민간기관이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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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제시하는 ‘자율발굴 분야’로 분류
- 지역사회의 욕구 파악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 노인 등 기존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소외된
대상자를 발굴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 참여자 재능기부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창출하고 사회통합 활동을 진행
[표 5-6] 봉사활동 분야별 예시
분야

내용

예시

국가제시 분야

복지부가 분야를 제시하고 지역에서
세부 설계･실행

수원시 빈곤지역 내 방임아동 발굴 및
사례 관리

지역제시 분야

지자체가 지역의 욕구에 따라 봉사분
야 설계 및 실행

전남 도서지역(신안군) 아동 대상 멘토
링･정서 지원

자율발굴 분야

봉사자 또는 팀이 직접 지역의 욕구를
파악하여 활동

장애아동 및 비장애 아동 통합프로그램

자료 : 대한민국사회봉사단(2012).

[표 5-7] 대한민국사회봉사단 주요 사업 내용
분야

세부활동

독거노인 정서 지원

새터민 한국사회
적응 지원

Ÿ 복지사각지역 독거어르신 주거환경 개선 및 정서･생활 지원
Ÿ 복지사각지역 아동 학습･문화 멘토링 지원
Ÿ 나홀로 아동,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등 빈곤･취약가정 아동 정서
지원
Ÿ 새터민 아동 학습 및 정서 지원
Ÿ 새터민 성인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다문화 아동 정서 지원

Ÿ 다문화 아동 중 서비스 사각지대 아동 발굴 및 학습･문화･정서 지원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

Ÿ 중도입국 아동 및 청소년 학습･문화 멘토링
Ÿ 중도입국 아동 및 청소년 한국사회 적응 프로그램

빈곤아동
학습･정서 지원

자료 : 대한민국사회봉사단(2012).

(참여자 인센티브) 장학금 등 금전적 혜택과 해외봉사 기회 및 표창장 제공
- 청년층에 한해 봉사수료 후 장학금56) 또는 해외봉사 기회를 부여하고, 전일제 단원에게는
생활 유지를 위한 월별 활동비(50만 원)를 지원57)하며, 활동 기간 동안 리더십 교육 등

56) 청년 시간제단원은 200만 원, 전일제단원은 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함.
57) 2012년도 사업의 경우 협력기관별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최대 400만 원 지원, 봉사 관리 교육 및
슈퍼비전비 월 10만 원 지원, 봉사단원에 팀별 활동비 150만 원 별도 지원 등을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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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인센티브를 제공
- 시니어의 경우 전문직 은퇴자의 명예감을 높일 수 있는 인정 방안을 강구
- 활동을 성실히 수료한 참여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활동 인증서를 수여하며,
우수 활동팀에 대해서는 별도 표창장이 주어짐

주요 성과(2011년도 기준)58)
높은 참여 유지율로 다른 봉사활동과 차별화
- 6개월 지속의 의무적 활동조건 속에서 최종 수료율은 77.3%를 기록해 다른 일시적･단속
적 형태의 봉사활동과 차별성을 보임59)
- 청년 평균 활동시간은 288시간(일반 자원봉사자의 약 13배), 시니어 평균 활동시간은
104시간(일반 자원봉사자의 약 2배)을 기록해 기존 자원봉사보다 헌신적･지속적으로 활
동

사회복지기관이 부재하거나 복지서비스가 미비한 지역･계층에 각종 질 좋은
복지서비스를 공급
- 독거노인, 결손가정 아동 등 2,206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주거환경 개선, 멘토링,
정서지원 등의 활동을 총 140,740시간 실시
- 북한이탈주민 적응지원(경기도), 도서지역 독거노인 환경 개선(전남) 등 지역별 맞춤형
과제를 발굴하여 기존 사회서비스 취약지대에 헌신적인 사회서비스를 기획･제공
- 특히 1,964개 섬 있는 전라남도에는 도서지역 복지시설이 15개에 지나지 않았으나, 100
여 명의 참여자가 6개월간 28,505시간을 활동해 독거노인 환경 개선, 아동돌봄 등 지역사
회서비스 확충에 기여

58) 이하 내용의 주요 출처는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2011)과 보건복지부(2012.2.13.)를 참고하기 바람.
59) 최초 790명(청년 568명, 시니어 222명) 중 613명(청년 414명, 시니어 199명)의 단원이 최종활동을 수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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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2011년) 대한민국사회봉사단 시범사업 개요
구분

경기도

전라남도

청년

시니어

청년

시니어

활동지역

수원, 안산, 용인

고양, 성남, 안산,
화성, 부천

신안, 무안,
나주, 목포

목포, 여수

주요
프로그램

북한이탈주민
적응지원, 다문
화가정 아동지원

빈곤아동
솔루션위원회,
아동안전환경만들기

조손 가정 아동
비전형성, 농어촌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빈곤아동
솔루션위원회,
아동안전환경만들기

(대상자) 봉사활동 수혜자의 서비스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
- 서비스 수혜자의 서비스 만족도는 평균 88점으로 친절(93점), 지속성(89점), 진실성(91
점) 등의 분야에서 높은 평가
- 서비스 수혜자들은 대한민국사회봉사단 활동을 통해 외로움이 감소(84점)하고 삶의 질이
높아졌다(82점)고 응답
- 이들은 대한민국사회봉사단 참여자들이 기존 자원봉사자보다 더 적극적(86.2점)이고 이해
심이 높으며(87점) 지속성(80점)이 있다고 평가

(협력기관) 신규 인력의 유입으로 협력기관의 서비스 역량이 강화되었고 새로운
복지수요를 발굴
- 협력기관 응답에 따르면 대한민국사회봉사단 참여자들의 지속적 활동으로 협력기관의
서비스 역량이 강화(80점)되었다고 평가
- 지역사회 신규 활동영역 및 과제 발굴(78점)이 이뤄지고 지역사회의 새로운 문제와 복지욕
구를 발굴(74점)했다고 응답

(봉사자) 대한민국사회봉사단 참여자들의 자긍심과 참여의식이 고취되고 활동
만족도 역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헌신적 태도(청년 83.5점, 시니어 78.7점)와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도 증가(청년 78.5점, 시니어 78.3점)
- 참여자들의 경우 사업 종료 후에도 자원봉사를 지속하겠다는 응답이 72%에 달하여 사회
통합 및 나눔문화의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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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서비스 대상자 만족도

[그림 5-4] 활동 종료 후 자원봉사 참여 의사

자료 : 보건복지부(2012.2.13.)

자료 : 보건복지부(2012.2.13.)

시사점
(가능성) 지역사회 문제해결 위한 시민참여형 사업의 선례를 남김
- 6~9개월 간 참여가 필요한 사업들에서 참여자의 이탈률이 낮았던 것은 사회참여형 (봉사)
활동을 일시적, 보조적, 전시용 사업으로 인식했던 일부 통념에 대한 반례이며, 참여자
동기부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
- 청년층 및 시니어 참여자들과 비영리기관이 결합하여 보다 유연한 형태의60) 지역문제해결
형, 참여형 일거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
- 새로운 유형의 시민참여형, 지역문제해결형 일거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새로운
복지수요 발굴, 이들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서비스의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
- 시민참여형 봉사활동이 취약계층에게 질 나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존 공공부문의 영역
을 구축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Sturgess, 2017)와 달리, 대한민국사회봉사단 사업은
기존 공공부문과 차별화된 활동모델을 창출61)

(한계) 무보수이거나 참여자들이 상당히 낮은 수준의 보수에 의존해야 하는 한
계와 더불어, 전반적인 지원 인력･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사업이 지속하지 못한
채 ‘시범사업’에 그침

60) 시민들은 전일제와 시간제 그리고 탄력적 형태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음.
61) 광운대학교 산합협력단(2011)은 국가봉사활동조직의 활동영역으로서 “현재의 국가행정기관의 인력으로 다루기 어렵
거나, 현재의 국가행정기관의 역량으로 범위가 너무 넓거나 파악하기 어렵거나, 현재의 국가행정구조에 의한 것보다
근접한 서비스가 요구되는” 영역을 제안하고, 보다 장기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할 행정수요를 발굴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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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대상 장학금 혜택과 활동비 외에는 무급 봉사활동의 비중이 컸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으며,62) 이는 광범위한 참여자에게 건강보험과 아동수당 및 생활수당(living
allowance)을 보장하는 미국 봉사조직 CNCS(AmeriCorps)와 대조 이룸
- 청년 및 시니어 참여자들에게 의미 있는 장기적 커리어 형성으로 이어지지 못해 역량개발
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특히 참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관리 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했음
- 중앙정부･지자체 관계부처와 중앙지원단 및 지역지원단과의 연계 부족, 청년 및 시니어봉
사단 사이의 지원수준 격차, 협력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인력 및 예산지원 등의 유인책
부족 등의 문제도 제기됨
- 관계부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보도자료 위주의 관료적 홍보방식으로 일관해 국민적
인지도와 관심도를 높이는 데 한계를 보임

(일자리사업 운영의 시사점) 활동분야를 전략적으로 선정해야 하고, 사업 추진
단위의 전문성, 정부･지자체･시민사회의 명확한 역할 분담, 충분한 교육･훈련･
관리 지원체계가 필요함을 시사
- 사업의 추진단위는 단순 정부용역 담당자가 아니라 사업을 실질적으로 기획･개발･운영･평
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단위여야 하며, 사업시행 전 지역적 차원의 과제를 전략적으로
발굴･선정해야 할 필요성 있음
- MOU 체결 등을 통해 관계부처 간 명확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사업의 추진단위와
중앙정부 및 지자체 간 역할갈등･중복 방지책이 필요
- 참여자의 봉사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장기적 커리어 형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관리 프로그램 및 전문인력 확충이 필요
- 전국민적 홍보를 통해 국민적 기대를 고취하고, 특히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사업 비중을 높여야 참여 의욕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확장 가능성) 지역문제해결형, 시민참여형 활동과 참여소득 보장 개념을 결합
할 경우 ‘일자리보장제’ 시범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
- (사회보험을 포함한) 최저임금, 활동경비, 각종 교육･훈련 기회 보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참여유인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안전망과 노동표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62) 시니어 봉사단의 경우 활동경비 지원이 부재하여 사기저하 문제가 발상한 것으로 지적됨(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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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참여소득을 보장한다’는 개념을 통해 지역문제해결형, 시민참여형 활동에 접근해야
(단순 자원봉사활동이 아닌) 일정 기간 동안 약정된 보상을 받고 공적인 직무(work)를
수행한다는 의식 획득할 수 있음
[표 5-9] 대한민국사회봉사단 평가 및 정책 제언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요 내용
국가봉사사업의
목표 및 차별성

“국가봉사사업은 국가나 지역사회에서 겪는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나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시행되는 활동이 아니라, 국가사회에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해소되어야 할 욕구의 충족이나 문제의 해소 또는 국가
사회이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 촉매적 또는 잔불 짚이기 역할 수행”

장기적･정성적
평가의 중요성

“국가봉사사업은 다른 아닌 인적자본의 형성과 유지 그리고 확장을 그 핵심
으로 한다 (...) 이 점에서, 매우 어렵더라도 국가봉사사업 시행의 정당성
근거를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나는 ‘통계적인 가시적’ 성과에 의존하려고 해
서는 안된다.”

사업 추진시
정치적 역량의
필요성

“사업 자체에 대한 정치적 지지는 부처차원의 정책기업가적 노력(Policy
Entrepreneurship)에 의해 보다 쉽게 획득될 수 있다.”

전문적 사업
추진단위 필요성

“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공공기관 성격의 중앙운영조직이 필요”

자료 :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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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사업 개요
(목적) ‘어려운 고용 여건에 있는 실업시민이 안정된 생활기반 위에서 직업역량
을 배양하고 체계적인 취･창업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
록 지원
- 아울러 ‘시민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는 일 경험을 제공하여 민간일자
리로의 진입 촉진’을 도모
- 2013년에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경과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처음으로
시작

(대상사업) 2021년 기준으로 경제, 교육혁신, 문화, 복지, 환경안전 등 5개 분야
(모집인원) 2021년에는 총 4,200명 고용을 목표로 함
- 시 : 80개 사업 / 2,200명
- 자치구 : 126개 사업 / 600명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 16개 사업 / 300명
- 민간공모 : 54개 사업 / 1,100명

(사업비) 2021년 사업비로 841억 2,900만 원을 책정
(근무조건) 1일 8시간 이내에서 다양한 근무시간･근무형태를 제공하며, 근무기
간은 참여자별 최대 23개월 이하로 함
- 최대 130시간 취업교육 및 자격증 응시 비용을 지원

(임금) 서울형 생활임금(2021년 10,710원)으로 일급제(시간급 × 근무시간)를
적용
- 월 최대 임금 : 약 23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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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규모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목표)

사업수
(개)

29

27

45

78

266

305

293

284

276

참여인원
(명)

4,079

2,123

1,730

2,160

5,294

5,092

4,944

5,354

4,200

사업비
(억 원)

227

164

159

216

666

782

848

1,003

841

주 : 2020년의 경우 사업수 및 참여인원은 11월말 기준, 사업비는 예산액 기준임.
자료 : 서울위키. “https://yesan.seoul.go.kr/be/main.do” (2021.9.16. 검색).

[표 5-11]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추진 절차

자료 : 서울특별시(2020). “20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종합지침”.

분야별 사업(2021년)63)
경제 : 뉴딜매니저, 국제기구 청년 인턴십, 소상공인 역량강화 매니저, 도시재생
리더 양성자과정, 청년 커뮤니티 매니저, 사회적경제 링크업, 청년 창업 프로그
램 Wizard 양성 등
문화 : 서울 MICE 뉴딜일자리, 정원문화 크리에이터, CITY IN BLOOM 홍보,
서대문구 문화지기, 생활문화예술 코디네이터, 은평역사한옥박물관 학예 전문
인력, 옹기테마공원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복지 : 특성화고 등 취업지원관 사업, 청각장애인 CCTV 모니터링 사업, 감염병
의료지원 활동가, 사랑을 전하는 수어통역사 양성 사업, 주민이 체감하는 노후
주택 집수리를 위한 상담사 등
63) 서울특별시. “https://news.seoul.go.kr/economy/newdeal” (2021.9.1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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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 : 주민자치 공론장 코디네이터 배치사업, 공간정보구축사업, 서울도
서관 디지털사회혁신센터(DSI) 운영, 녹색복지 코디네이터 양성, 호박골 마을
공방 목공교육사, 문해교육매니저 등
환경/안전 : 서울교통주치의, 원정수 및 수돗물 수질검사, 서울식물원 마스터가
드너, 찾아가는 우리동네 동물훈련사, 서울50+뉴딜인턴십 <50+그린뉴딜 전문
인력>, 언택트 시대 동행 전문가 등

참여 대상 및 선발기준
신청 자격
- 당해 연도 중 만 18세 이상인 서울시민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에서 특별히 정한 요건이 있는 경우 정한 요건을 갖춘 자
‚ 청년사업의 경우 당해 연도 중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서울시민
※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제외.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
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선발기준
-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기준 점수표 (표준안)
※ 재산상황, 부양가족수, 취업 취약계층 배점은 변경 불가

참여자 지원
- 참여자 통합지원체계 구축
- 단계적 상담을 통한 참여자 역량 강화 및 취업알선 지원
- 현장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참여자 수요 분석 기반 맞춤형 직무 및 취･창업 교육, 취업
전문 컨설팅(전문교육기관 대행)

사업별 직무특성에 맞는 자체교육 및 전문기관 위탁교육
민간일자리 진입 촉진을 위한 취업활동 지원
- 자격증 및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취업서류 및 면접, 채용박람회 참석 시 근무시간으로
인정 등

참여자 진로 및 애로사항 등 사업완성도 제고를 위한 뉴딜매니저 지원
- 사업장 현장점검, 사업별 참여자 상담 및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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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 서울형 뉴딜일자리 선발기준표(2021년)
평가항목

배점
(100)

배점 기준

 재산상황
(건축물, 주택, 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 부양가족수

1억 원 미만

20

1억 원 ~ 3억 원

15

3억 원 초과

10

2명 이상

10

1명

5

없음

3

20

10

※ 만65세 초과자 또는 만 18세미만자에 한함

ƒ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

Ÿ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장애인
Ÿ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
자, 고엽제휴유의증 등)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
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전문성

20

업무관심도 및 구직노력 정도

10

과제해결능력

10

의사표현능력

10

인성

10

„ 면접

10

60

자료 : 서울특별시(2020). “20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종합지침”.

뉴딜일자리매니저 운영
운영목적
- 뉴딜일자리사업 추진에 있어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참여자에 대한
경력관리를 담당토록 하여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참여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자격요건
- 만 18세 이상 공고일 현재 미취업자인 서울시민

보수수준
- 시급 12,650원 일급 101,200원, 출장비 5,000원/일

업무범위
제5장 일자리보장제의 주요 사례∣165

- 사업 목표달성 지원 및 사업 추진 실적 관리
- 참여자 경력관리, 참여자 진로상담, 취･창업 지원 등
- 참여자 전문직무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 상/하반기 뉴딜일자리사업 현장점검
- 행정지원 업무(참여자 복무 및 급여 관리 등)
- 기타 사업별 추진 여건에 따라 필요한 업무 등

중간지원조직 운영
추진목적
- 전문성을 활용하여 일자리 발굴과 참여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을 하기 위함

대상사업
- 사업 관련 중간지원조직이 구축된 사업
- 사회혁신청년활동가-청년허브, 지역혁신청년활동가-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회적경제청
년혁신활동가-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공동추진 범위
- 세부 실행계획 수립, 모집선발, 사업관리, 교육훈련, 취업알선
- 근로계약 체결 및 급여지급은 서울시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협력사업장 참여기준
- 협력사업장은 참여자의 일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규모로 상근근로자 3인 이상 사업장
으로 한정함
- 협력사업장은 비영리법인 및 단체, 사회적 경제조직, NGO 등 공익성 있는 단체에 한정함

사업 성과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취업률은 처음 사업을 시작한 2013년에
8.9%로 저조했으나, 2016년 이후 50% 이상으로 높아졌으며 2020년에는
56.6%로 나타남
- 2018년부터 추진한 민간기업 맞춤형 뉴딜일자리의 경우 사업 참여자의 취업률은 2018년
77.4%, 2019년 72.7%, 2020년 79.4%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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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3]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취업률(단위 :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8.9

30.2

42.2

52.0

52.9

51.6

52.9

56.6

민간기업 맞춤형

-

-

-

-

-

77.4

72.7

79.4

자료 : 서울특별시(2021). “2020년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취업률 조사결과 및 향후계획”.
서울특별시.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10971” (2021.9.16. 검색).

시사점
뉴딜일자리 참여자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단순 업무만 할당하는 경우
가 다수이며,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미흡하여 참여자 역량 제고에 한계64)
- 뉴딜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교육은 외주업체가 담당하고 있으나, 교육 참여자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신청 선착순 마감 등으로 인기 교육의 경우 참여가 쉽지
않은 문제가 존재

한시적 일자리라는 인식으로 인해 참여자들이 참여기관의 일원으로 포용되지
못하여 자존감이 낮아지고 조기에 참여를 중단하는 문제가 나타남
- 부서회의 참석 등을 제한하여 함께 일을 하는 동료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소외감을 경험

일부 사업의 경우 모집 공고 시 관련학과 졸업자 및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나 ‘수행 직무’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아 지원자의 직무능
력에 기초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65)
서울시와 뉴딜일자리 참여자의 중간자 역할을 하는 매니저 제도를 두고 있으나,
매니저 한 명당 담당 인원수가 많아 실질적인 중간자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매니저 1명이 50~300명을 관리)66)
민간일자리로 취업한 뉴딜일자리 참여자 중 많은 사람이 일 경험과 무관한 업종
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근무 경험과 관련 있는 업종으로 이행한 비율은 낮음67)

64) “뉴딜일자리 참여자는 노동자인가, 직장체험 교육생인가?”, 오마이뉴스(2020.10.27. 온라인판),
65) “매년 1000억 쓰고도 실효성 '0'… '희망고문'으로 전락한 뉴딜 일자리”, 뉴스투데이(2017.7.24. 온라인판).
66) “한해 천억 쏟아붓는 서울시 뉴딜일자리…"편의점 알바만 못해요"”. 이데일리(2018.11.7. 온라인판).
67) “매년 200억 쏟아붓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성과는?”, News1(2016.2.16. 온라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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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안전부의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업68)
주요 목적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의 개념
- 지역사회의 문제를 주민이 직접 발굴하고 이를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문제
를 해결하는 협업체계

추진 목표
- 시민주도 : 지역의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 발견하고 시민
스스로 해결 방안을 모색
- 민관협력 : 시민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공동체협력체계 구축
및 기업 간 연계 협업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
- 실행지원 : 지역별 문제해결역량을 제고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시민주도형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간역량 강화 지원체계를 구성

주요 운영원리
① 지역문제 발굴 및 선정
- 온･오프라인을 통해 주민과 공동체로부터 지역문제 발굴 및 수렴

② 의제선정
- 수렴된 의제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주민, 전문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집중토론,
문제 해결 협약식 진행

③ 의제실행
- 선정된 의제에 대해 컨설팅, 기술 및 예산 지원을 통해 주민, 전문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협업하여 의제 해결 추진

운영실적
사업 선정 대상

68) 행정안전부(2021.1.25.), 지역문제해결플랫폼 “https://happychange.kr/about-platform” (2021.8.18. 검색)
을 주로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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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광주, 충북, 대전, 경남, 대구, 강원 등 6개 지역에 처음 도입
- 2020년 전남, 충남 등 2개 지역 추가
- 2021년 부산, 울산 등 2개 지역 추가

운영예산 규모
- 2021년 기준으로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10개 지역에 총 37억 원의 사업비
를 투입할 계획

기관 참여 및 의제 실행 실적
- 2020년 8개 지역에서 시민사회단체,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등 475개 기관이 다양하게
참여해 총 122개의 의제를 실행
- 지역별 의제수(개) : 대구 15, 광주 24, 대전 12, 강원 7, 충북 10, 충남 7, 전남 27,
경남 20

우수 사례69)
광주 영구임대주택 공동체재생
- 2019년 광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광주청년센터the숲 등과 협력하여 영
구임대아파트 공실(34호)을 지역 청년들에게 지원
- 2020년에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공실 문제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거개선사업(66호)을 추진
-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인근의 슬럼화를 방지하고 청년들에게 주거 및 창업 공간의 제공과
함께 공동체 프로그램을 진행

대구 무장애플랫폼
-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자유로운 이동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카페나 식당, 지하철 편의시설
에 있는 경사로 등의 정보를 스마트 앱(FLAT)으로 제공
- 대구장애인연맹,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대구도시철도공사, ㈜파란자몽이 협업하여 대
구 혁신도시와 동성로 인근 주변의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를 구축

광주･전남 자전거라도(羅道)
- 광주･전남 지역의 하천과 강을 중심으로 한 자전거 여행 프로그램이며, 다양한 지역 문화와
생태환경을 주제로 한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
69) 행정안전부(2021.6.10.)를 주로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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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에코바이크, 지방재정공제회, 한국관광공사가 협업하여 8개의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자전거라도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충남 해양쓰레기의 변신
- 해양쓰레기를 재활용한 악기 제작, 해양쓰레기 투척금지 홍보 공연 등을 통해 해양쓰레기
의 심각성을 홍보
- 보령시 주민, 충남개발공사, 한국중부발전이 협업하여 개사 음원 녹음, 뮤직비디오 및
다큐멘터리 제작 등을 진행

시사점
코로나19, 기후위기와 같은 세계적인 변화가 지역마다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이에 대해 잘 파악하고 지역에 맞는 해결책이 필요함
- 아무리 좋은 해결책도 지역 환경에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므로, 삶의 현장에서의 경험에
따른 대응이 중요
- 지역의 문제와 주민들의 요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특정 계층이 아닌 전체의 경험이 되도
록 노력해야 함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의 사업 경험 및 노하우를 활용하여 지역 문제 해결에 대
한 요구가 큰 부분을 발굴하고, 이를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제공의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역 기관과 시민이 참여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는 지역문제가 산재해 있으나 지역별 선정
사업이 1건에 불과하여 지역주민의 참여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사업의 실효성 측면에 중심
을 두고 있음
- 사업 참여자에게는 공식적인 보상이 지급되지 않아 지역문제 해결형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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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일자리보장제의 거시경제 효과 분석
1. 모의실험 선행연구
주요 모의실험 및 계량 결과
일자리보장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모의실험 분석 방법
을 활용하고 있음
기존 연구가 활용한 모의실험 모형과 방법은 다양하지만 결과는 대부분 일치
① 일자리보장제에 따른 재정 부담이 대부분의 연구에서 GDP의 2% 미만으로 나타나 그
사회경제적 효과에 비해 크지 않음
② 일자리보장제는 경제성장을 개선하고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함
③ 이러한 긍정적 경제효과는 추가 세수와 복지지출 감소 등 정부 재정에도 긍정적 피드백
효과를 가져옴
④ 인플레이션 압력 등 부정적 효과를 발견하기 어려움

저량-유량 일치 모형을 통해 본 경제효과
Godin(2012)는 구조주의 저량-유량 일치 모형(structuralist stock-flow
consistent model)을 구축하고, 일자리보장제와 전통적인 케인스주의 총수요
부양 정책(Keynesian Demand Spur)의 효과를 모의실험하여 비교 분석
① 빈곤과 소득 불평등 대응책으로서 일자리보장 정책이 총수요 부양 정책보다 더 효과적인
적으로 나타남
② 일자리보장제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는데 더 효과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일자리보
장제가 가격 안정화 장치로도 작동할 수 있음을 의미
③ 균형재정을 유지하는 경우, 두 정책 전략의 경제성장 효과는 크게 약화되지만 일자리보장
제는 균형재정을 유지하면서도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있음
④ 일자리보장제는 저임금 완전고용 상태를 낳을 것이란 비판(Seccareccia, 2004)과는
달리 경제를 고임금 완전고용 상태로 나아가게 할 수 있음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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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본 경제효과
투입산출표(input-output table)을 이용하여 일자리보장제의 경제적 효과를
예측한 연구도 있음
Antonopoulos et al.(2014)는 그리스에서 2010년부터 불거진 국채위기와 그
에 따른 대규모 실업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을 제안하면서 이
방법으로 경제적 효과를 추정
-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규모의 일자리보장제(50만 명, 경제활동가능인구(15~64세)의 약
7%)를 실시하고 당시(2012년 기준) 최저임금을 지급할 때, 일자리보장 지출은 GDP의
5.4%로 나타남
- 하지만, 대규모 고용보장 프로그램에 따라 민간부문에서 약 26.9만 개의 고용이 유발되고
GDP도 약 9.8% 추가 증가하며, 그 결과 일자리보장 지출의 약 55%는 세수 증가 등에
의해 상쇄
- 결국 일자리보장제를 위한 순지출은 GDP 대비 2.2%에 지나지 않음

Mastromatteo and Esposito(2017)도 위 연구와 같은 방법으로 이탈리아와
유럽 전체에 적용하여 일자리보장제를 위한 순지출이 GDP 대비 2%에도 미치
지 않을 것으로 추산

거시경제모형 모의실험을 통해 본 경제효과
일자리보장제의 경제적 효과를 예측하기 위해 대규모 다부문 거시경제 모형을
활용하는 연구도 진행되었으며, 대부분 Fair Model(Fair 2004; 2018)에 기초한
모의실험
- Fair Model은 경제를 가계, 기업, 정부(연방정부 및 주정부), 금융, 해외 등 5개 부문으로
구성한 다부문 모형
- 개별 경제부문은 핵심 변수(예를 들어, 가계의 소비, 기업의 생산 등)를 결정하는 원리를
설명하는 행태방정식(30개)과 그 결과들을 거시 수준에서 취합하는 항등식(100개)으로
구성
- 행태방정식은 각 경제 주체들의 ‘선택’을 설명하며, 항등식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의

70) 모형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저임금 완전고용 상태가 되는 경우는 일자리보장제가 균형재정을 유지할 때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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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flow of fund)과 경제적 결과를 포착(스톡과 플로우의 상호작용)
- 이렇게 구성된 모형 체계에서 일부 변수가 변하면 다른 변수도 상호작용하면서 변화

Wray et al.(2018)의 모의실험에 따르면, 미국에서 일자리보장제를 시행하면
연평균 최대 1,470만 명(2017년 말 경제활동인구의 9.6%)이 참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비용인상과 인플레이션 압박요인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민간부문 고용도 연평균 약 365만 명(2017년 말 공식 실업자 627.8만 명의 58%)
증가하고 GDP도 연평균 2.1% 추가로 증가
- 이에 필요한 재정은 연평균 5,430억 달러이지만 세수 증가로 상쇄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약 3,400억 달러로 GDP의 1.33%에 지나지 않음
-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으로 최대 0.74%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Mario(2020)는 아르헨티나 경제에서 일자리보장제 효과를 모의실험했으며,
그 결과는 Wray et al.(2018)와 전반적으로 유사
- Fair Model의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행태방정식 8개, 항등식 18개로 구성된 소규모
모형을 구성하여 모의실험 결과를 추정하였음
- 해당 연구의 일부 시나리오(scenario 1)71)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에서 일자리보장제가 시
행되면 참여자 수는 최대 440만 명, 평균 18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 이에 따라, 민간부문에서도 추가로 최대 260만 명, 평균 160만 명의 고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더욱이 일자리보장제의 경우 경기 역행적으로 작용하여 실질 GDP가 크게 증가
- 일자리보장제를 위한 총지출은 GDP 대비 평균 1.2%(최소 0.3%, 최대 4%)이지만 일자
리보장제의 경기 역행적인 경기 부양 효과로 인해 재정 부담 일부가 경감72)
- 한편, 일자리보장제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을 낳는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음

Murray(2017)는 일자리보장제 재정을 개인 소득세로 충당하는 시나리오를 모의
실험(Fair Model)했는데, 균형 재정을 유지하는 ‘재정 중립적 일자리보장
제’(budget-neutral job guarantee)도 긍정적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
로 나타남
71) scenario 2에서는 정부가 제로 이자율 정책(ZIRP)을 펼치고, 인플레이션에 따라 비-일자리보장제 정부지출을 조정하
는 준칙을 따르는 등 보다 더 특수한 가정들을 도입했으나, 여기서의 모의실험과 맞지 않는 가정이기에 소개를
생략한다. 반면 scenario 1은 이하 제3절에서 실시할 Fair Model 기반 모의실험의 가정과 유사함.
72) 모의실험 대상 기간 중 일부 기간에서는 총 정부지출이 일자리보장제를 시행하지 않을 때보다 더 낮아지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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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의실험 대상 기간 10년 동안 실질 GDP는 일자리보장제 시행되지 않을 때보다 연평균
5.8%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
- 또한, 소득 불평등도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가계의 처분가능소득과 GDP 대비
소비 비중 모두 일자리보장제를 실시하는 경우 증가한다는 사실로 확인할 수 있음
- 일자리보장제를 시행하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 이는 일자리보장제를 위한 재정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음을 의미
- 재정 중립적 일자리보장제가 재정적자를 완화한다는 결과는 현재의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방식으로도 일자리보장제를 통해 경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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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균형 경제모형 분석 : Stock-Flow Consistent(SFC)
Model73)
2.1 주요 가정
Neo-Kaleckian 성장모형에 기반한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을 구성하기 위해
다음의 가정 부과
경제는 소규모 개방경제의 국내부문과 해외부문으로 구성
국내에서 생산되는 상품은 소비･수출되는 상품과 해외에서 수입되는 상품, 두
가지가 존재
소비재가 투자재로도 사용
한 국가에서 생산한 상품은 제약 없이 해외에서 판매 가능
조세는 모든 소득에 부과
정부는 국채 발행을 통해 재정적자 하의 정책 수행
기업은 초과설비를 갖추며 가격결정 시 단순 비용할증(mark-up) 방식 적용
기업은 투자자금을 사내유보금과 은행대출로 조달
대출이자율, 예금이자율, 정부금리가 동일하고 은행 운영비용은 0 (zero)
현금화폐는 존재하지 않으며 가계부문은 은행 예금을 사용하여 상품 구매
각 기간에서 상품시장과 노동시장 균형은 수요량 변화에 대한 공급량 조정으로
달성
인구성장률과 경제활동참가인구 증가율은 외생적으로 주어짐
일자리보장제 운영비용은 0 (zero)

73) Stock-Flow Consistent Model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Godley and Lavoie(2012)를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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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차대조표와 거래흐름표
대차대조표와 거래흐름표 작성
SFC Model은 대차대조표, 자산재평가표 및 거래흐름표 등의 3가지 표로 구성
되나 본 연구에서는 주택이나 주식과 같은 자산이 없는 관계로 자산재평가표는
제외
(대차대조표: 저량표) 각 경제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나타내며 국내경제 대차대
조표에서 자산은 ‘+’, 부채는 ‘-’로 표시
- 대차대조표에서 국내경제와 해외경제 실물자본 가치를 제외한 각 행의 합은 0(zero)이며
마지막 행은 개별 경제부문의 순가치(Net Workth)를 나타냄
- 하첨자 h, f, g, cb, b는 각각 국내경제부문인 가계, 기업, 정부, 중앙은행, 시중은행,
해외부문이고 상첨자 w는 해외부문을 지칭
- 국내경제의 자산은 자본(K), 예금(D), 현금(H), 대출(L), 국채(GB), 통화안정채권(MSB),
외환(FC) 등 7가지가 존재하며, 이들은 각 부문의 부(V)를 구성
[표 6-1] 국내 경제의 대차대조표
구분
자본
예금
현금
대출
국채
통화안정채권
외환
순가치(∑)

가계

기업
+K

소규모 개방 경제
정부
중앙은행

+D
+H

-D

합계
+K
0

-H
-Lf
- GBg

+Vh

시중은행

+Vf

+Vg

+GBcb
-MSB
+FC
+Vcb

+Lf
+GBb
+MSB
0

0
0
+FC
K+FC

(거래흐름표: 유량표) 특정 기간 동안 화폐와 자금의 모든 흐름과 경제부문 간
상호관계를 보여주며 자금 원천은 ‘+’, 자금 사용은 ‘-’로 표시
- 거래흐름표에서 각 열은 개별 경제부문의 예산제약(Budget Constraint)을 나타내고 각
열의 합은 0(zero)이어야 함
- 하첨자 (-1)은 이전 기(period)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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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거래흐름표
소규모 개방 경제
구분

가계
(A)

소비
투자

-C

정부
지출

기업
경상
(B)

자본
(C)

+C
+I
+Go

-I

정부
(D)

중앙
은행
(E)

시중
은행
(F)

환율
(원/
달러)

해외
부문
(G)

0
0
0
0

-Go
-Gj

+Gj

합계

수출

+X

xr

-IM
w/xr

0

수입

-IM

xr

+Xw
/xr

0

임금

+WB

기업
이윤

-WB
-Ff

0
+Fr

중앙은
행이윤

이자
지불

0
+Fcb

-Fcb

-i(-1)
GB(-1)

+i(-1)G
Bcb(-1)

+i(-1)G
Bb

0

-i(-1)M
SB(-1)

+i(-1)M
SB(-1)

0

+i(-1)･
L(-1)

0

-i(-1)･
D(-1)

0

-i(-1)
L(-1)
+i(-1)
D(-1)

세금

-Th

예금
변화

-ΔD

현금

-H

-Tf

0

+T

0
+ΔD

0

-ΔL

0

-ΔGBb

0

-H

대출
변화

+ΔL

국채
변화

+ΔGB

-ΔGBcb

외환
변화

-ΔFC･
xr

통안증
권변화

+Δ
MSB

-Δ
MSB

0

0

합계

0

0

0

0

xr

+Δ
FC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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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문의 예산제약
(변수 정의) 거래흐름표 A열에서 D는 가계예금액,  는 소득세, 는 이자율,
WB는 기업 지급 총명목임금,  는 정부의 총 고용보장 임금, C는 명목소비액
을 의미
- 명목가처분소득은 가계 총명목임금과 이전 기 이자율과 예금액을 곱한 것의 합으로부터
소득세를 뺀 값
- 가계 총명목임금은 기업 지급 총명목임금과 정부의 총 고용보장 임금을 합한 값
- 가계 부(자산)의 명목가치는 명목가처분소득에서 명목소비액을 뺀 값
- 가계부문은 소비하고 남은 모든 자산을 예금과 현금으로 보유, 현금은 이전기 소비량에
비례하여 보유함

(수식 표현) 거래흐름표 A열을 참고하여 가계부문의 예산제약을 표현한 식은
아래와 같음
            

(1)

     

(2)

      

(3)

    

(4)

       

(5)

- 여기서 YD는 명목가처분소득, TW는 가계 총명목임금,  는 가계 부(자산)의 명목가
치, △는 변수의 두 기간 차액을 의미

정부 및 기업부문의 예산제약
(변수 정의) 거래흐름표 B열에서 명목소비액은 C, 명목투자액은 I, 명목 정부
총지출액은 G, 명목상품수출액은 X, 명목상품수입액은 IM, 기업의 세금은 
기업의 영업이윤은  으로 정의
- 명목 정부 총지출액 G는 기업 구매 부분인 일상적 정부지출(Government ordi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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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nditure;   )과 가계에 대한 고용보장지출(Job Guarantee;  )로 구성
- 기업의 영업이윤  는 기업 명목총생산에서 비용에 해당하는 임금과 대출이자액을 지급한
금액으로 정의

(수식 표현) 거래흐름표 B열을 참고하여 정부 및 기업 부문의 예산제약을 표현
한 식은 아래와 같음
           

(6)

    

(7)

             

(8)

           ⋅    

(9)

- 여기서  는 국내총생산(GDP),   는 일자리보장제가 도입되지 않을 때의 GDP

(기업 금융제약) 기업은 투자자금 I로 내부 이윤을  를 활용하고 부족할 경우
은행 차입 L을 통해 조달하기에 은행 차입은 투자자금 조달에서 완충(Buffer)
역할을 한다고 가정
- 위 가정 하에서 기업 금융제약은 거래흐름표 C열을 통해 도출할 수 있고 여기서 내부이윤
(  )은 영업이윤에서 기업에 대한 조세를 제외한 금액
- 기업 금융제약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 가능

     

(10)

     

(11)

(정부 금융제약) 정부는 적자재정 운용 시 국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한다고
가정
- 거래흐름표 D열에서 국채가치는 GB, 정부지출은 G, 조세는 T, 중앙은행 이윤은   로
정의하면 정부 금융제약은 다음 수식으로 표현 가능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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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의 재무상태
(중앙은행의 재무상태) 중앙은행은 통화안정채권을 발행하여 외환을 구매하고
본원통화 발행으로 국채를 보유한다고 가정
- 거래흐름표 E열은 중앙은행 재무상태를 보여주며 통화안정채권은 MSB, 본원통화는 H,
국채는   , 외환보유액은 FC, 원달러 환율은 xr, 현금을  로 정의하면 국채증감에
관한 수식을 설정 가능
- 중앙은행 이윤   은 자산인 국채 이자수입액과 부채인 통화안정채권 이자지급액의 차이
로 결정

         ⋅  

(13)

     ⋅          

(14)

(시중은행의 재무상태) 본 모형을 따르면, 예금액에서 대출액, 지준예치금 및
통화안정채권의 합을 뺀 값은 은행이 보유한 국채가치와 항상 일치하며 은행은
가계 예금수요, 기업 대출수요, 중앙은행의 통화안정채권 공급 등에 수동적 역
할만 한다고 가정
- 거래흐름표 F열은 시중은행 재무상태를 보여주며   는 은행이 보유한 정부발행 국채
가치, D는 가계부문 예금가치, L은 기업 총대출금,   는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한
지불준비금이며 시중은행의 행동은 다음 식으로 표현 가능

        

(15)

- 위 식이 성립하면 은행의 이윤은 0(zero)이며, 위 식은 모형 일관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모의실험을 통한 모형의 해를 구하는 과정에 활용하지 않음

해외부문의 순수출과 교역조건
(순수출 결정 요인) 거래흐름표 G열은 외국과 거래를 의미하며 국내에서 생산
한 상품 수출은 해외부문 가계수요로, 해외에서 생산한 상품 수입은 국내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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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수요로 각각 결정
- X를 수출품의 실질 원화가치, IM을 수입품의 실질 원화가치로 설정하면 순수출액은 외환
변화량에 환율을 곱한 값으로 나타남

 ⋅     

(16)

(교역조건 구성) 국제무역에서 한 국가의 상품유입은 다른 국가의 상품 유출과
정확히 일치하며 수입재 가격(  )이 외생적일 경우 교역조건은 국내와 해외의
상대가격(     ×  )으로 정의
- RX는 수출된 상품의 실질가치, RIM은 수입된 상품의 실질가치로 정의하고 외생적 상대가
격을 가정하면 각 지역의 상품유출은 식 (17)~(20), 국내 교역조건(  )은 (21)로 표현

   

(17)

   

(19)

 

(20)

  




(18)


       

(21)

2.3 경제부문별 행태방정식
1) 가계부문
소비･지출 및 수입재 관련 가정을 통해 소비함수 도출
(소비･지출 가정) 가계부문의 소비는 기간별 가처분소득과 부(자산)으로, 국내･
외 상품에 대한 지출은 상대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으로 결정
(수입재 관련 가정) 수입재 유입은 국내 가처분소득 증가와 비례하지만 수입재
가격 상승과 반비례
(변수 설정)  은 가처분소득에 대한 소비성향,  는 부(자산) 가치에 대한 소

제6장 일자리보장제의 거시경제 효과 분석∣183

비성향,  ,  ,  는 각각 국내･외 상품 질적 차이를 반영하는 파라미터, 상대
가격탄력성, 실질소득탄력성으로 정의
- 소비･지출 및 수입재에 대한 가정과 변수를 고려하면 가계부문 소비함수들은 아래와 같이
표현 가능

            

(22)

     

(23)

   ⋅  

(24)





            

(25)

명목 부문과 실물과 연동된 고용 부문의 결정
(명목 부문) 소비자물가지수(Consumper Price Index;  )는 국내에서 사용한
소비재 가격과 수입된 소비재 가격의 가중 합이며 z는 국내 총 소비지출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

       

(26)

       

(27)

(실질 부문과 고용) RYD는 실질가처분소득,  는 소비자물가지수, WB는 명목
임금, N는 총고용자 수, W는 시장 명목임금, RS는 실질생산량을 각각 의미하
며 실질가처분소득을 비롯한 임금과 고용수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

184∣일자리보장제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28)

  ⋅ 

(29)

  ⋅ 

(30)

일자리보장제 프로그램 관련 식
(변수 설정) UE는 실업자 수,   는 비자발적 실업자 수, adj는 비자발적 실
업자 조정계수, 일자리 보장임금 총액은  , 총고용은 NT, 시장고용은 N, 전체
인구는 POP, 경제활동인구는  , 경제활동참가율은 act, 전체 실업률은  ,
인구증가율은  로 각각 정의하며 인구는 외생적인 증가를 가정
- (경제활동인구, 총고용 및 실업률) 경제활동인구는 전체인구에 경제활동참가율을 곱한
값, 총고용은 일자리보장제 고용규모에 시장고용을 합한 값, 실업률은 일자리보장제 고용
규모와 경제활동인구를 고려하여 산정한 값으로 각각 표현
- (일자리보장제 임금수준) 명목임금에 반영률 를 곱하여 노동시장 하한 임금 역할을 하는
일자리보장제 임금  을 산정
- (일자리보장제 고용규모) 실업자 수에서 비자발적 실업자 수를 제외한 뒤 비자발적 실업자
조정계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
- (일자리보장제 필요재원) 일자리보장제 임금수준에 일자리보장제 고용규모를 곱한 값에
해당
- (수식 표현) 위 사항을 고려하여 일자리보장제가 실시되는 노동시장 행태방정식을 식
(31)~(37)로 구성 가능

     ⋅ ⋅     

(31)

   ⋅ 

(32)

     

(33)

        

(34)

    ⋅     

(35)

   ⋅ 

(36)

          

(37)

제6장 일자리보장제의 거시경제 효과 분석∣185

2) 기업부문
단위비용과 가동률에 따른 기업행태가 반영된 가격방정식 설정
(변수 설정) 는 비용마진(cost margin)74), u는 가동률, ue는 실업률, UC는
단위비용, RS는 실질생산량으로 각각 정의
(주요 가정) 각 기업은 단순 비용할증 가격결정 규칙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
가격을 설정하고 할증요소인 기업의 비용마진은 이전 기의 가동률 및 실업률
변화에 대한 함수로 설정
- (비용마진 상승 요인) ① 수요 증대에 따른 높은 가동률 ② 실업률 증가에 따른 노동자들의
협상력 약화(Kim and Lavoie, 2016)

(수식 표현) 설정된 변수와 기업행태에 대한 주요 가정을 활용하여 아래와 같은
가격방정식, 비용마진 및 단위비용을 도출
      ⋅ 

(38)

       ⋅       ⋅   

(39)

   

(40)

정부 재정지출에 관한 가정을 통해 실질생산량과 명목생산액 방정식 설정
(변수 설정)  는 국내 생산물의 가계 실질소비량, RI는 기업 실질투자량,
S는 명목생산액,  는 기업 상품 구매를 위한 실질정부지출액으로 각각 설정
(주요 가정) 정부의 재정지출은 자국에서 생산한 상품 구매에만 사용하며 이
경우 실질생산액과 명목생산액은 식 (41)~(42)와 같이 정의
         

(41)

   ⋅ 

(42)

74) 여기서 이윤 몫(profit share)은       으로 나타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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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스톡가치, 이윤율, 자산현황 및 기업가 성향 등을 반영한 투자 결정 도출
(기업의 실질투자) RK를 자본스톡 실질가치, K를 자본스톡 명목가치,  를 자
본축적률로 각각 정의하면 실질투자는 식 (45)와 같이 정의
       

(43)

  ⋅ 

(44)

   ⋅    

(45)

  ⋅ 

(46)

(기업의 투자함수) 기업의 자본축적률이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
을 반영하는 독립투자율  , 총자산 대비 현금흐름비율(경상이윤율,  ), 설비
가동률 u에 의존한다고 가정하면 기업의 투자함수는 식 (47)과 같이 표현
- 경상이윤율과 가동률은 각각 식 (48)과 (49)로 정의되며 식(49)에서  는 완전가동
시 생산물, 식 (50)에서  는 완전가동 시 생산물 대비 자본스톡 비율

      ⋅       ⋅   

(47)

     

(48)

     

(49)

        

(50)

기업 노동수요로 고용이 결정될 경우 노동자의 목표임금 수준
(주요 가정) ① 노동시장에서 항상 실업이 존재하므로 고용 결정요인은 기업의
노동수요 ② 임금 결정요인은 노동자 임금협상력(   ≤ )과 노동자 목표임
금(   )에 해당 ③ 노동자들은 이전 기의 인플레이션()과 고용률 변화
(  )를 고려하여 목표임금상승률( )을 결정(Kim and Lavoie, 2016)
- 식 (51)~(53)은 노사 간 협상력 크기인 로 임금이 결정되는 방식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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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      ⋅ 

(52)
(53)

3) 정부부문
일반지출, 고용보장지출 및 국채이자율 지급 등을 GDP 성장률과 연계하여
총정부지출 분석 모형 구성
(주요 가정) 총정부지출 TG는 일반 정부지출   , 고용보장지출   , 국채이자
율 지급으로 구성되며 정부소비지출은 GDP 성장률  와 동일하게 증가하고
정부는 임금소득과 기업이윤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
- 일반적 정부지출은 예산을 전기의 일반전기 지출에 전기 경제성장률에 재량적 지출항목
 을 고려하여 예산을 작성하고 이를 집행

- 실질 일반 정부지출 은 명목 예산과 지출에서 물가가 반영되어 결정됨
- 고용보장지출은 식 (32)에서 이미 정의
- 임금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은  , 기업이윤에 대한 법인세율은  로 각각 정의하며 식
(58)의 조세액 계산에 반영

(수식 표현) 위 가정과 변수 설정을 감안하여 총정부지출, 일반 정부지출, 실질
정부지출 및 조세에 관한 식을 (54)~(58)과 같이 도출 가능
           ⋅    

(54)

                

(55)

     

(56)

         

(57)

   ⋅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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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부문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의 태도 및 대출에 관한 가정으로 모형 구성
(중앙은행) 국채 수용, 이자율 결정, 이윤 귀속 및 외환 등에 관한 가정을 부여
- (국채 수용 및 이자율 결정) 중앙은행은 식 (59)처럼 정부가 발행한 국채 중에 시중은행이
보유하는 국채의 나머지를 모두 수요하며 국채이자율을 결정
- (이윤 귀속 및 외환) 중앙은행의 모든 이윤은 정부에 귀속되고 모든 외환은 중앙은행이
통화인정채권을 발행하여 자산으로 보유

(시중은행) 대출, 채권 및 이자율에 관한 가정을 부여하며 식 (12)와 연관
- (대출 및 채권) 내생화폐이론을 고려하여 기업이 자금을 요청할 때마다 대출을 실행하며
가계의 예금수요와 중앙은행의 통화안정채권 공급도 모두 수용
- (이자율) 대출이자율( )과 예금이자율이 동일하여 시중은행 부문은 이윤이 존재하지 않으
며 대출이자율은 국채이자율과 동일

      

(59)

  

(60)

     ⋅

(61)

5) 해외부문
실질 해외소비의 결정
본 모형은 국가 간 소비재교역만 이뤄지므로 해외로부터 실질수입량은 해외소
비재 수요로 결정
해외소비재 수요는 앞선 식 (21)의 가계소비함수와 유사하게 해외부문 소득과
자산에 따라 증가
- 해외부문 소득과 자산의 증가율은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며, 식 (66)에서  ,  ,  는
국내와 해외 간 상품의 질적 차이를 반영하는 파라미터, 상대가격탄력성, 실질소득탄력성
을 각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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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63)


       ⋅  


(64)

      

(65)

    ⋅  

(66)







       
 

(67)

     

(68)

     

(69)

실질 수출입과 환율의 결정
명목수입액은 식 (70)과 같이 해외부문의 실질수입량   으로 결정
국가 간 소비재 거래만 이뤄진다는 앞선 가정으로 인해 외국의 실질수입량은
식 (71)처럼 해외부문의 국내 소비재에 대한 수요인 식 (66)과 일치
식 (72)와 (73)에서 해외부문의 수출은 국내의 수입이며 이는 해외소비재에 대
한 국내 가계수요로 결정
식 (74)~(76)에서 환율은 고정환율제를 가정하며 해외 수입재 가격은 국내가격
을 환율로 나눈 값, 국내 수입재 가격은 해외가격에 환율을 곱한 값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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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71)

   

(72)

   

(73)

  


(74)

  

(75)

   ’

(76)

2.4 모의실험
일자리보장제를 도입할 때 지니는 경제적 효과와 실시 중의 경제안정화 효과
를 나누어 살펴봄
파라미터 값들의 캘리브래이션(Calibration)을 통하여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장기 균형을 구하고, 장기균형 상태에서 외부적 충격 등을 추가하여 그 결과를
살펴봄
일자리보장제 도입효과는 일자리보장제가 정부의 정책으로 추가적으로 도입될
때 지니는 경제적 영향임
경제안정화 효과는 세계경제 성장률이 순환적으로 변동할 때 일자리보장제가
도입된 경제와 도입되지 않은 경제에서 국내 경제성장률의 변화를 비교 분석함

1) 일자리보장제 도입효과
일자리보장제를 다음과 같이 도입한다고 가정함
① 일자리보장제 참여자에게 평균임금의 40% 수준으로 임금을 지불
② 일반적으로 마찰적 실업이 2~3% 수준으로 알려져 있기에 일자리보장제 실시
후에도 2.5% 수준의 마찰적 실업이 존재한다고 가정
③ 일자리보장제를 점진적으로 도입 : 일자리보장제가 도입된 후 매기마다 현재
실업자의 25%p씩 정부가 고용을 늘려간다고 가정(일자리보장제 도입 후 4기에
마찰적 실업을 제외한 모든 실업자에게 일자리 제공)

일자리보장제 도입 초기에 경제성장률과 실질 GDP의 증가가 뚜렷하게 발생
[그림 6-1]은 일자리보장제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음
- 일자리보장제가 도입된 21기 이후 실질 GDP의 경제성장률은 도입 초기에 상승한 후
다시 하락하는 모습으로 나타남
- 초기 일자리보장제 도입의 효과가 이후 도입의 효과보다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초기
일자리 보장도입의 경제적 효과가 2기 이후에 나타나기에 경제성장률은 도입이 완료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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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에서 극대화된 이후, 점차적으로 하락하면서 장기수준 세계 경제성장률으로 수렴

경제성장률의 단기적인 효과는 수준효과를 발휘하여 실질 GDP를 계속해서 높
은 수준으로 유지시킴
- 경제성장률의 장기적인 하락은 소규모 개방경제로 해외 경제상승률 수준으로 수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모형이 가진 특수성에서 기인
- 실제 경제성장률 상승효과는 경로 의존성(path-dependency)이 존재할 경우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그림 6-1] 일자리보장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단위 : %

.0385
.0380
.0375
.0370
.0365
.0360
.0355
.0350
.0345

18

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40

주 : 세로축은 경제성장률, 가로축은 기간(period)을 의미.

일자리보장제 실시 이후 일자리보장제 참여자 외의 민간고용도 증가하면서
고용률이 상승
[그림 6-2]는 일자리보장제가 일자리(고용)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냄
일자리보장제 도입에 따라 국내 경제는 중장기적으로 목표 고용률(또는 목표
실업률 2.5%)에 도달
민간부문 고용률도 시차를 두고 증가하는데 이는 경제성장률이 증가함에 따라
민간고용이 증가하기 때문임
- 일자리보장제 도입으로 소득증대가 발생하여 민간수요의 증대로 기업의 고용증대가 이루
어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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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일자리보장제가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
단위 : %

.634
.632
.630
.628
.626
.624
.622

18

20

22

24

26

28
고용률

30

32

34

36

38

40

민간 고용률

주 : 세로축은 고용률, 가로축은 기간(period)을 의미.

일자리보장제 실시 이후 기업의 이윤율도 상승
[그림 6-3]은 일자리보장제가 이윤율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냄
일자리보장제 도입에 따라 가계부문의 소득이 증대하고, 이는 기업의 판매 증가
로 이어져 이윤율이 상승하기 시작함
- 도입 1기에는 일자리보장제 지출만큼의 GDP 증대가 발생하며, 2기에 일자리보장제 소득
이 가계소득을 늘리면서 소비재 구매로 이어짐

일자리 도입이 완료된 이후에도 상당기간 초기상태보다 높은 수준의 이윤율이
지속(장기균제상태에서는 초기의 이윤율로 수렴)
- 이윤율은 다른 변수보다 긴 기간을 두고 장기 상태로 수렴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기업
이윤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

기업의 입장에서도 일자리보장제 도입이 이윤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는 사실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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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일자리보장제가 이윤율에 미치는 영향
단위 : %

.02128
.02124
.02120
.02116
.02112
.0210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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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주 : 세로축은 이윤율, 가로축은 기간(period)을 의미.

일자리보장제 도입 완료 이후 물가가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
[그림 6-4]는 일자리보장제가 물가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냄
- 일자리보장제가 도입되기 직전인 20기를 기준으로 물가수준을 100으로 설정함

일자리보장제 도입됨에 따라 명목임금이 상승하면서 물가수준이 상승하며 장기
적으로 물가수준이 약간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됨
- 일자리보장제 도입에 따라 1기에는 실업률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기업의 마크업이 하락
하여 물가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후에는 물가가 상승하여 초기 상태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

인플레이션은 물가수준의 상승을 의미하는데, 초기 상태에서 장기 균형으로 가
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이 발생함
- 초기의 효과는 시차의 문제로 사실상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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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일자리보장제가 물가수준에 미치는 영향
단위 : 20기 = 100

주 : 세로축은 물가수준, 가로축은 기간(period)을 의미.

물가 상승에 따른 수출 감소와 소득 증가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무역수지가
악화
[그림 6-5]는 일자리보장제가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냄
- GDP 대비 무역수지 흑자 비율은 4.67%에서 장기균형 4.46%로 0.21%p 하락하고,
20기를 기준 100으로 하였을 때, 무역흑자 규모가 새로운 장기균형 상태에서는 4.4%p
하락을 보이면서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수준

일자리보장제를 시행하면서 물가가 상승하여 GDP 대비 수출이 감소
- 장기적으로 수출 비중의 감소 현상이 나타남

소득과 소비가 증가하면서 GDP 대비 수입이 증가
- 단기적으로 수입비중은 성장률 상승으로 일시 하락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수입 비중이
상승으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

여기서는 고정환율제도를 가정하고 있지만, 변동환율제도를 적용할 경우 자국
통화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 순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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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일자리보장제가 GDP 대비 순수출 비율에 미치는 영향
단위 : 20기 = 100

주 : 세로축은 GDP 대비 순수출 비율, 가로축은 기간(period)을 의미.

일자리보장제가 재정수지를 다소 악화시키지만, 조세 부담률은 낮아짐
[그림 6-6]을 보면,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이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남
일자리보장제 실시로 GDP 대비 정부지출 규모가 증가하지만, 일자리보장제에
의해 재정지출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 GDP 대비 정부지출 규모가 일자리보장제가 도입되는 기간 중에 상승하지만, 도입이 완료
된 이후에는 서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장기 균형으로 수렴

GDP 대비 조세 비율(조세부담률)은 하락하면서 조세부담이 경감됨
- 일자리보장제가 도입되는 동안에는 성장률의 급격한 상승으로 GDP 대비 조세의 비율이
하락하지만 이후에 서서히 상승하면서 초기 값보다 낮은 수준인 장기균형으로 수렴
- 조세부담률의 장기균형 값이 초기 균형 값보다 낮다는 것은 국민들의 조세 부담이 낮아진
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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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일자리보장제가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
단위 : GDP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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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세로축은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 가로축은 기간(period)을 의미.

2) 일자리보장제의 경기안정화 효과
일자리보장제는 경기순환에 있어서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역할
외생적으로 주어진 세계경제성장률에 sin 값을 이용하여 순환변동하게 함
[그림 6-7]은 일자리보장제 도입되어 있는 경제의 경기순환과 일자리보장제가
도입되지 않은 경제의 경기순환을 보여주고 있음
일자리보장제를 실시하는 경우의 경기변동폭이 일자리보장제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보다 작게 나타남
- 일자리보장제가 도입된 경제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최저 2.54%, 최고 4.36%로 변동폭이
1.82%p를 보여줌
- 일자리보장제가 도입되지 않은 경제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최저 1.81%, 최고 4.82%로
3.01%p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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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경기순환과 경제성장률의 변화
단위 : %

주 : 세로축은 경제성장률, 가로축은 기간(period)을 의미.

[그림 6-8]은 일자리보장제의 경제안정화 효과를 보여줌
- 일자리보장제가 실시하는 경제의 성장률과 미실시하는 경제의 성장률 격차를 보여줌
- 경기순환과 역행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기하락시에는 0.86%p 덜 하락하고, 경기상승
기에는 0.54%p 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6-8] 일자리보장제의 경기안정화 효과
단위 : %p

주 : 세로축은 성장률 변동 축소(경기안정화) 효과, 가로축은 기간(period)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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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균형 경제모형 분석 : Fair Model
3.1 자료와 모형 설정
변수 구축 및 자료
자료의 시간적 범위: 2000년 1분기 ~ 2019년 4분기
주요변수의 구축방법 및 사용된 자료는 아래와 같음
- 평균명목임금(awp) : 국민계정의 연간 피용자보수 중 ‘임금 및 급여’ 항목과 연간 개인
영업잉여의 합을 연간 취업자 수로 나눈 다음 이를 사업체노동력조사의 5인 이상 사업체
임금의 분기별 비율을 계수값으로 삼아 분기별 배분 및 실질화
-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계단형 더미변수(d1) : 2008년 3분기 이후 기간 ‘1’, 나머지 기간은
‘0’ (금융위기 전후 영구적 구조변화 포착 위한 변수)
-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요철형 더미변수(d2) : 2008년 3분기부터 2009년 3분기까지 ‘1’,
나머지 기간은 ‘0’ (금융위기 기간의 일시적 변화 포착 위한 변수)
- 반도체･디스플레이 호황기 더미변수(divt_17) : 2017년 1분기부터 2018년 1분기까지
‘1’, 나머지 기간은 ‘0’ (반도체 호황기 포착 위한 변수)
- 가계 부(wealth) : 초기 값은 자금순환표 상의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자산과 국민
대차대조표 상의 주거용 부동산 실질치를 합산한 다음 매 분기의 실질 저축을 가산
- 가계 부채(deb) : 자금순환표에서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 항목
- 고정자본소모(dep) : 국민계정 기준 연간 고정자본소모 항목을 계절조정 실질 GDP
기준으로 분기별 배분한 뒤 이를 총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실질화
- GDP(y) : 국민계정의 계절조정된 분기별 실질 GDP
- 가처분소득(yd) : 국민계정의 GDP에서 고정자본소모와 정부 재정수입을 차감하고 ｢통
합재정수지｣ 상의 가계경상이전을 더한 값(가감된 각 변수들은 실질 및 계절조정 변수들이
며 이 중 정부재정수입은 GDP 디플레이터로 실질화)
- 수출(ex) : 국민계정의 계절조정된 분기별 실질 수출
- 수입(im) : 국민계정의 계절조정된 분기별 실질 수입
- 무역수지(bop) : 위의 수출 항목에서 수입 항목을 차감
- 정부지출(g_new) : 국민계정의 계절조정된 분기별 실질 정부소비와 실질 정부총고정자
본형성 항목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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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소비(cp) : 국민계정의 계절조정된 분기별 실질 민간소비
- 민간투자(ivt_p) : 국민계정의 계절조정된 분기별 민간총고정자본형성
- 정부 재정수입(tax) : 통합재정수지 분기별 총수입을 GDP 디플레이터로 실질화
- 가계경상이전(tran) : 통합재정수지 분기별 가계경상이전을 GDP 디플레이터로 실질화
- 재정수지(def) : 정부재정수입에서 정부지출을 차감 (단, 통합재정수지와 국민계정
자료의 범위가 달라 실제 재정수지와 다소 차이가 있음)
- 취업자 수(j) :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분기별 계절조정 값
- 최소 필요노동자 수(jmin) : 주어진 잠재노동생산성 아래 현재의 산출물 생산에 필요한
최소 노동자의 수로서, GDP를 잠재노동생산성으로 나누어 계산
- 경제활동인구(l) :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분기별 계절조정 값
- 실업률(u) : 경제활동인구조사 상의 실업률
- 15세 이상 인구(pop) :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분기별 값
- 잠재노동생산성(lam) : y/j의 peak to peak 보간법(이하 설명)을 통해 시산
- GDP 디플레이터(p) : 국민계정의 총 GDP 디플레이터 사용
- 전기대비 인플레이션(pie) : GDP 디플레이터의 전기대비 증가율
- 수입물가(pim) : 수출입물가조사의 수입물가지수
- 단기이자율(rs)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CD 3개월물 유통수익률
- 장기이자율(r)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국고채 10년물 금리
- 미국 단기이자율(rsus) : ｢Fred Economic Data｣의 미국 국고채 3개월물 금리

Peak to Peak 보간법(interpolation)
- Fair(2018)는 대규모 거시경제 모형을 구축하면서 ‘노동시간 당 산출물’의 정점들을 직선
으로 연결한 peak to peak interpolation을 통해 잠재노동생산성을 추정
- 여기서는 Mario(2020)의 보다 간소화된 Fair 모형 수정본을 따라 GDP를 취업자 수로
나눈 실제 노동생산성(y/j) 시계열의 정점을 직선으로 연결해 잠재노동생산성을 추정
- 실제 노동생산성의 시계열 정점을 선정하기 위해 통계청의 ‘경기순환시계’ 상의 경기 정점
시점들을 일부 참고
- Fair(2018)와 Mario(2020)의 방식을 따라 peak to peak 보간법을 통해 산출한 잠재노동
생산성 지수를, 명목임금 상승분에서 노동생산성 상승이 차지하는 부분의 통제 등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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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잠재 노동생산성의 추정 결과는 [그림 6-9]와 같음
[그림 6-9] 한국 잠재 노동생산성의 Peak to Peak 보간 결과

주1 : 좌측 그래프 축의 단위는 분기별 취업자 한 명당 백만 원 단위의 경제적 생산성을 의미.
주2 : 정점은 2000년 3분기, 2002년 4분기, 2007년 4분기, 2011년 1분기, 2018년 4분기로 선정.
통계청 경기순환시계상의 경기정점은 2000년 8월, 2002년 12월, 2008년 1월, 2011년 8월,
2017년 9월.
주3 : 데이터의 우측 끝 부분의 LAM은 마지막 정점까지의 LAM 기울기를 외삽하여 적용하거나 아니면
수평선을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Fair, 2016), 여기서는 전자의 방법을 따름.

[표 6-3] 주요 변수 및 구축 방법
기호

변수명

비고 및 도출방식

awp

평균명목임금

d1

계단형 더미변수

Ÿ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8/2)은 0
Ÿ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8/3~)는 1

d2

요철형 더미변수

Ÿ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은 (2008/3 ~
2009/3) 1
Ÿ 나머지 기간은 0

divt_17

사용된 방정식

Ÿ 명목 피용자보수와 개인영업잉여 중 임금
및 급여를 취업자 수로 나눈 값을 (사업체
eq2. eq3. eq6
노동력조사 임금을 통해) 분기별 배분
Ÿ awp=twcp/j

반도체･디스플레이 Ÿ 2017/1 ~ 2018/1 기간은 1
호황기 더미변수 Ÿ 나머지 기간은 0

eq3, eq5

eq7

eq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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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기호

변수명

비고 및 도출방식

사용된 방정식

가계 부(wealth)

Ÿ 초기 값은 국민대차대조표 기준 주거용
건물과 자금순환표 기준 가계 금융자산
을 합산하여 구함
Ÿ 이후 값은 I6 항등식 통해 시계열 구축

eq1, eq10, I6

v

재고자산

Ÿ 초기 값을 국민대차대조표 상의 재고자
산으로 설정
Ÿ 국민계정 기준 재고증감 및 귀중품 순취
득을 분기별로 가감

I3

s

저축

w

Ÿ 도출 과정 I5 참조

deb

가계부채

Ÿ 자금순환표 기준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부채

dep

고정자본소모

Ÿ 국민계정 기준 연간 고정자본소모를 계
절조정 실질 GDP 기준으로 분기별 분배
후 GDP 디플레이터 이용하여 실질화

y

GDP

yd

가처분소득

Ÿ 국민계정 기준 국내총생산
Ÿ 도출 과정 I4 참조

I5, I6
eq1

I4
eq2, eq4, eq5,
eq7, eq8, eq10,
I3, I4, I7
eq1, I5

ex

수출

Ÿ 국민계정 기준 수출

I2

im

수입

Ÿ 국민계정 기준 수입

eq8, I2

bop

무역수지

Ÿ 도출 과정 I2 참조

I2, I3

Ÿ 정부 소비 + 정부 총고정자본형성

I1, I3

g_new

정부지출

total_g

총 정부지출

cp

민간소비

Ÿ 국민계정 기준 민간소비

ivt_p

민간투자

Ÿ 국민계정 기준 민간총고정자본형성

tax

정부 재정수입

tran

가계경상이전

def

정부 재정수지

j

취업자 수

jmin

Ÿ 정부지출 + 일자리보장제 관련 지출

Ÿ 통합재정수지 기준 정부 총수입
Ÿ 통합재정수지 기준 가계이전
Ÿ 도출 과정 I1 참조
Ÿ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취업자 수

최소 필요노동자 수 Ÿ 도출 과정 I7 참조

eq4, I3
eq10, I1, I3
I4
I1
eq5, I9
eq5, I7
eq2, I9

Ÿ 도출 과정 I9 참조

eq6, I9

경제활동인구
실업률

pop

15세 이상 인구

Ÿ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lam

잠재노동생산성

Ÿ y/j의 peak to peak interpolation

GDP 디플레이터

eq1, I3, I5

Ÿ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경제활동인구

l
u

p

I14

Ÿ 국민계정 기준 GDP 디플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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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방정식
eq3, eq6, I7
eq2, eq3, eq6,
eq8, eq9, I8

(표 계속)

기호

변수명

pie

전기대비
인플레이션

비고 및 도출방식

pim

수입물가

rs

단기이자율

Ÿ CD 3개월물 수익률

eq7, eq9

r

장기이자율

Ÿ 국고채 10년물 금리

eq1, eq4, eq7

rsus

미국 단기이자율

Ÿ 도출 과정 I8 참조

사용된 방정식
eq7, eq9, I8

Ÿ 수출입물가조사 기준 수입물가지수

Ÿ 미국 국고채 3개월물 금리

eq3, eq8

eq9

주1 : 민간소비, 재정적자, 고정자본소모, 수출, 정부지출, 수입, 민간총고정자본형성 등 분기별 국민계정의
주요 플로우 변수들은 계절조정된 실질변수(2015년 기준)이며, 단위는 십억 원임.
주2 : 취업자 수, 최소 필요자 노동자 수 등 주요 경제활동인구 변수는 계절조정된 값이며, 단위는 천 명임.

기본모형의 행태방정식 및 항등식 개요
Fair Model(2018) 접근법을 따르되, 한국 실정에 적합한 소규모 모형을 구축
- 이는 도그마적이기보다는 실용적 접근법을 선호하는 Cowles Commission 접근법에
기초75)
- 이 접근법이 신고전학파 접근법과 다른 점은 다음과 같음(Fulllwiler, 2007; Majewski
and Nell, 2000)
① 경제 주체의 결정(소비, 생산 등)은 기대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 여기서 기대는 ‘합리
적’(rational)이기보다는 ‘적응적’(adaptive)임
② 생산량과 생산성 모두 일방적으로 ‘생산 영역’에서 결정되지 않으며, 총수요(현재 판매량,
재고 변화 등)의 영향을 받음
③ 투자는 투자 비용(이자율)에 영향을 받고, 국민계정 항등식을 통해 저축과 투자가 일치하지
만, 저축이 투자 재원으로 사용되지 않음 (즉, 통화공급은 내생적임)
④ 중앙은행은 통화량이 아니라 초단기이자율(타겟 금리)을 설정하는데, 그것은 ‘최적’ 통화정
책 준칙을 따르지 않음(지급준비금의 내생성)
⑤ 비가속실업률(NAIRU) 개념을 기각함
⑥ 스톡과 플로우의 상호작용을 명시적으로 고려함(stock-flow consistent approach)
⑦ 장기이자율은 단기이자율의 마크업으로 결정됨

75) 행태방정식 구성에 관한 이론적 근거는 미리 정해진 이론(예: 합리적 기대가설, Real Business Cycle Model
등)을 고수하기보다는, 데이터와 씨름하는 시행착오 과정에서 확인된 이론을 차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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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등식 개요([표 6-4] 참고)
- I1은 재정수입에서 정부지출을 차감한 재정수지 지표를 정의 (단, 재정수입은 ｢통합재정수
지｣ 자료를 활용하였고 정부지출은 ｢국민계정｣을 이용하며, 두 자료의 범위가 달라 실제
재정수지와 다소 다를 수 있음)
- I2는 순수출을 정의하는 항등식
- I3는 국내 총생산과 총지출을 연결하는 국민계정 항등식
- I4는 민간부문의 가처분소득을 정의하는 항등식
- I5는 저축을 정의하는 항등식
- I6은 민간부문의 부를 정의하는 항등식
- I7은 산출물 당 최소 필요노동자를 정의하는 항등식
- I8은 전기대비 GDP 디플레이터의 증가율로서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항등식
- I9는 실업률을 정의하는 항등식
- I10은 일자리보장제 참여자 규모(단위: 천 명)를 정의하는 항등식76)
- I11은 일자리보장제 직접노동비용을 정의하는 항등식 : 일자리보장제 참여자가 분기 당
수령하는 임금은 약 5백 5십만 원으로 가정하였으며 여기에 10%의 고용주 부담 사회보험
료 비용을 가산
- I12는 일자리보장제 총 직접노동비용 정의하는 항등식(단위: 십억 원)
- I13은 일자리보장제에 소요되는 총 간접노동비용(overhead cost) : 직접노동비용에
20%의 가산율을 적용
- I14는 기존 정부지출에 일자리보장제 관련 정부지출을 더한 총 정부지출을 정의하는 항등식

76) 참여대상인 실업자 전원이 참가한다고 가정하되 제도 시행 초기(2010년 1분기 ~ 2011년 3분기)에는 참여대상의
12.5%씩 누적해서 수용하는 등의 점진적 사업 확대 시행을 가정함. 이러한 점진적 참여대상 수용은 phase라는
비율 변수로 정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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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방정식 및 항등식
방정식

종속변수

설명변수

eq1

log(cp/pop)

c log(cp(-1)/pop(-1)) log(yd/pop)
log(r(-1)*w(-1)/pop(-1)) log(r(-1)*deb(-1)/pop(-1))
ar(1) ar(2) ar(3) ar(4)

eq2

log(l/pop)

c log(l(-1)/pop(-1)) log(awp/p) dlog(y(-1))

eq3

log(p)

c d1 log(p(-1)) log(awp/lam) dlog(pim) ar(1)

eq4

dlog(ivt_p)

c @trend divt_17 log(ivt_p(-1)) dlog(y(-1)) r(-1)

eq5

log(j)

c d1 log(j(-1)) dlog(y) log(j(-1)/jmin(-1)) ar(1)

eq6

log(awp/lam)

c log(awp(-1)/lam(-1)) log(p) d(u) ar(1) ar(2)

eq7

r

c d2 r(-1) rs 100*(y/y(-1)-1) 100*(p(-1)/p(-2)-1) ar(1)

eq8

log(im/pop)

c log(y/pop) dlog(pim/p) ar(1)

eq9

rs

c @trend rs(-1) (pie-pie(-4))/pie(-4) rsus

eq10

log(tax)

c log(y) log(w) log(w(-1))

항등식

종속변수

설명변수

I1

def

tax - total_g

I2

bop

ex - im

I3

y

cp + g_new + ivt_p + bop + v - v(-1) + tw_jg + ohc_jg

I4

yd

y - dep - tax + tran

I5

s

yd - cp

I6

w

w(-1) + s

I7

jmin

y / lam

I8

pie

100 * ((p / p(-1)) - 1)

I9

u

(l - j) / l

I10

j_jg

(l - j) * phase

I11

w_jg

1.1 * 5500000

I12

tw_jg

( j_jg * 1000 * w_jg) / 1000000000

I13

ohc_jg

0.2 * tw_jg

I14

total_g

g_new + (tw_jg + ohc_jg)

주 : @trend는 확정적･비확률적 시간추세 더미변수.

행태방정식의 개요
- (개요) 경제 주요부문들의 행태를 설명하는 10개의 행태방정식들([표 6-4])에 대한 추정
결과를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과 함께 제시
- (추정방법) 2단계 최소자승법(2SLS) 및 시계열 자기회귀 모형(autoregressiv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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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기간) 2000년 1분기 ~ 2019년 4분기

주요 검정 통계량
- (카이제곱 검정) 카이제곱 통계량 검정은 기존 추정 모형에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추가변수
를 투입하여 이것(들)이 유의한지를 검정하는 방법 (여기에서는 확정적 시간추세77), 자기
회귀항78) 등의 계수값과 과도식별 제약 통계량79)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순서대로 각각 T검정, RHO 검정, Overid 검정이라고 명명)
- (과도식별 제약 검정) John Denis Sargan(1958)이 처음 제안한 뒤 Peter Hansen(1982)
이 정교화 (이하 식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도구변수 회귀모형의 잔차인 E와 도구변수 집합인
Z의 함수이며 GMM(Generalized Method of moment)의 최소화 목적함수(minimand)
와 동일)

 ′ ′
 ′   ′
- J-검정통계량에서

사용되는

귀무가설은

‘과도식별된

(77)

제약식은

유효하다(the

over-identifying restrictions are valid)’고, 이때 점근적으로(asymptotically) m-k의
자유도를 가진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m은 도구변수 집합의
랭크, k는 회귀모형 독립면수의 수를 의미(Baum et al., 2003)

행태방정식 추정 방법
- Cowles Commission 방법을 따라 (별도의 이론적 가정이 사용되지 않는 한) 대부분의
방정식들에서 종속변수의 시차변수를 설명변수 항에 추가80)
- 추정 회귀식의 내생성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2단계 최소자승추정법(2SLS)을 사용81)
- Fair(2018)와 Godley & Lavoie(2012)의 (포스트)케인지언 거시경제 모형･이론을 참조
하여 행태방정식 모형을 구성 및 추정하였으나, 설명변수가 크게 유의하지 않거나(t 통계량
1 미만) 이론이 예상했던 부호와 반대 부호가 나오거나 혹은 (다중공선성 문제 등으로)
이론적으로 보다 더 중요한 설명변수의 설명력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소거
77) Time Trend 항 추가 시 해당 항의 계수가 0이라는 귀무가설에 대한 Wald-test 기반 카이제곱 검정임. 변수들이
공유하는 확정적 시간추세에 따른 가성회귀 문제를 탐지하기 위해 사용함.
78) Sargan-Hansen Test 기반의 검정방법으로 J-통계량을 사용함.
79) 자기회귀항(AR) 추가 시 해당 항의 계수가 0이라는 귀무가설에 대한 Wald-test 기반 카이제곱 검정임.
80) 미래에 대한 경제주체의 예측이나 부분적 조정을 감안하기 위한 변수임(Fair, 2018 : 85).
81) 내생성이 의심되는 설명변수에 대한 도구변수로는 해당 설명변수의 시차변수를 사용하였고, 회귀방정식 체계에
대해 외생적이며 일부 설명변수에 대한 설명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될 시 재정 및 수출 변수를 추가적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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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ir(2016, 2018)와 Mario(2020)의 선례를 따라 추정된 설명변수 계수값의 t 통계량
절대값이 1.8 이상일 때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며82), T 검정, RHO 검정, Overid 검정
등 카이제곱 통계량 기반의 검정의 경우 p값이 0.01보다 작을 때 (T 검정과 RHO 검정의
경우) 추가변수의 계수값이 0과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된 것으로 간주
- 모형 전반의 적합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행태방정식 모형을 추정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일부 설명변수가 유의하지 않게 나오거나 일부 방정식의 경우 카이제곱 검정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행태방정식 모형의 수정이 모형 전체의 적합도를 개선
시키지 못하거나 시뮬레이션 결과를 오히려 불안정하게 하는 경우 기존 행태방정식 모형의
틀을 유지83)

민간소비 행태방정식
- (개요) [표 6-5]에서 eq1은 소비 방정식으로서 종속변수와 주요 설명변수는 1인당 변수로
구성되었으며 로그형태를 취함
- (이론적 배경) 기본형태는 Godley & Lavoie(2012)의 소비함수이고, 여기서 C는 소비,
YD는 가처분소득,     는 가계의 전기부를 의미함

    ·     ·    

(78)

- (주요 변수) 사용한 설명변수는 1인당 소비의 시차변수, 1인당 가처분소득, 전기 1인당
민간부와 장기이자율의 곱, 전기 1인당 가계부채와 장기이자율의 곱임84)
- (추정 결과) ① 가처분소득의 계수는 이론적 예측대로 양의 값을 가지지만 유의하지 않음
② 전기 민간부와 장기이자율의 곱은 이론적 예측대로 양의 값을 가지며 유의함 ③ 전기
가계부채와 장기이자율의 곱은 이론적 예측대로 음의 값을 가지며 유의함
- (추가 변수) 더빈왓슨 검정통계량 및 Breusch-Godfrey 자기상관 LM 통계량85) 등을
참고하여 4개의 시차 자기회귀 항을 추가
- (검정 통계량) T 검정과 Overid 검정 통과하였음

82) 본래는 2 이상을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표본크기 등을 감안하여 1.8로 기준을
설정함.
83) 이후 모형 구성과 관련하여 추가적 개선점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 관련하여 Fair 모형은 1970년대 이후 지속적인
수정의 과정을 거쳤음. 자세한 사항은 Fair(2018) 참조하기 바람.
84) 가계는 미래의 자산소득과 부채의 이자 부담을 감안하여 소비 결정한다고 가정하였음.
85) 최종적으로 추정한 모형에서 관련된 Obs*R2 통계량은 5.7022이며 p 값은 0.0578로 5% 유의수준에서 ‘시차
2까지 시계열 자기상관이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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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민간소비 행태방정식 (종속변수 : log(cp/pop))
설명변수

계수

t 통계량

p값

C

-0.00344

-0.05996

0.9524

LOG(CP(-1)/POP(-1))

0.85685

13.17543

0

LOG(YD/POP)

0.043297

1.125108

0.2648

LOG(R(-1)*W(-1)/POP(-1))

0.12113

2.380004

0.0204

LOG(R(-1)*DEB(-1)/POP(-1))

-0.1132

-2.40174

0.0193

AR(1)

0.374161

2.724043

0.0083

AR(2)

-0.26288

-1.96954

0.0533

AR(3)

0.135083

0.94936

0.3461

AR(4)

-0.0786

-0.60639

0.5464

DF

p값

추가검정 통계량





T

0.668925

1

0.4134

Overid

17.82276

17

0.1644

RHO

-

-

-

SE

DW

0.008041

1.998370

모형의 적합도

조정 



0.988560
1st Regressor

c log(cp(-1)/pop(-1)) log(yd(-1)/pop(-1)) log(yd(-2)/pop(-2))
log(r(-2)*w(-2)/pop(-2)) log(r(-3)*w(-3)/pop(-3)) log(r(-2)*deb(-2)/pop(-2))
log(r(-3)*deb(-3)/pop(-3)) log(ex(-1)/pop(-1)) log(ex(-2)/pop(-2))
log(g(-1)/pop(-1)) log(g(-2)/pop(-2))

경제활동인구 행태방정식
- (개요) [표 6-4]에서 eq2는 경제활동인구 행태방정식으로서 종속변수는 경제활동참가율
이며 주요 변수들은 로그형태를 취함
- (이론적 배경) 경제활동참가율은 실질임금과 전기의 경기상황에 기반한 경기예측에 좌우됨
- (주요 변수) 사용한 설명변수는 평균실질임금과 전기의 경제성장률(전기대비)
- (추정 결과) ① 평균실질임금은 이론적 예측대로 양의 값을 가지며 유의함 ② 전기의
경제성장률은 이론적 예측대로 양의 값을 가지며 유의함
- (검정 통계량) T 검정, Overid 검정, RHO 검정 모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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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경제활동인구 행태방정식 (종속변수 : log(l/pop))
설명변수

계수

t 통계량

p값

C

-0.01272

-0.6765

0.5009

LOG(L(-1)/POP(-1))

0.914467

19.56436

0.0000

LOG(AWP/P)

0.010681

1.874535

0.0649

DLOG(Y(-1))

0.162392

2.969475

0.0041

DF

p값

추가검정 통계량





T

1.412545

1

0.2346

Overid

11.00984

7

0.1382

RHO

0.004038

1

0.9493

SE

DW

0.003841

1.976935

모형의 적합도

조정 



0.890453
1st Regressor

c log(l(-1)/pop(-1)) log(awp(-1)/p(-1)) log(awp(-2)/p(-2)) log(awp(-3)/p(-3))
log(awp(-4)/p(-4)) dlog(y(-1)) log(ex(-1)/pop(-1)) log(ex(-2)/pop(-2))
log(ex(-3)/pop(-3)) log(ex(-4)/pop(-4))

물가 행태방정식
- (개요) [표 6-4]에서 eq3는 물가 행태방정식으로서 종속변수는 물가(GDP 디플레이터)의
로그 변수이며 그 외의 설명변수도 로그 형태를 취함
- (이론적 배경) 물가는 명목임금과 수입물가의 변동에 좌우되고, 잠재노동생산성의 증가는
물가의 하락 압력을 낳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 물가수준이 한 단계 상승86)
- (마크업 가격설정) 기업 및 생산자는 명목임금에 대해 마크업 가격설정을 행함
- (주요 변수) 사용한 설명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를 구분하는 더미변수, 전기의 물가수
준, 평균명목임금에서 잠재노동생산성을 차감한 값, 수입물가의 증감률 등임
- (추정 결과) ① 금융위기 이후 더미변수의 계수는 예측대로 양의 값을 가지며 유의함
② 평균명목임금에서 잠재노동생산성을 차감한 계수는 이론적 예측대로 양의 값을 가지며
유의함 ③ 수입물가상승률의 계수는 이론적 예측대로 양의 값을 가지며 유의함
- (추가변수) RHO 검정 결과에 따라 1개의 시차 자기회귀 항 추가
- (검정 통계량) T 검정, Overid 검정을 모두 통과
86) 인플레이션이 아닌 물가수준이 설명변수로 설정된 것이 전통적 필립스-곡선 접근법이나 NAIRU 접근법과의 중요
차별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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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 물가 행태방정식 (종속변수 : log(p))
설명변수

계수

t 통계량

p값

C

0.987351

2.673837

0.0093

D1

0.017551

3.225335

0.0019

LOG(P(-1))

0.811295

12.06509

0.0000

LOG(AWP/LAM)

0.162949

2.02493

0.0467

DLOG(PIM)

0.062292

1.874212

0.0651

AR(1)

-0.65543

-6.75151

0.0000

DF

p값

추가검정 통계량





T

3.270749

1

0.0705

Overid

18.87215

12

0.0917

RHO

-

-

-

SE

DW

0.012436

1.848357

모형의 적합도

조정 



0.986238
1st Regressor

c d1 log(p(-1)) log(awp(-1)/lam(-1)) log(awp(-2)/lam(-2)) log(awp(-3)/lam(-3))
log(awp(-4)/lam(-4)) log(pim(-1)) log(pim(-2)) log(pim(-3)) log(pim(-4))
log(ex(-1)/pop(-1)) log(ex(-2)/pop(-2)) log(ex(-3)/pop(-3)) log(ex(-4)/pop(-4))

민간투자 행태방정식
- (개요) [표 6-4]에서 eq4는 민간투자 행태방정식으로서 종속변수는 민간총고정자본형성
의 로그 증감이며 그 외의 주요 설명변수도 로그 형태임
- (이론적 배경) 고정자본을 늘리거나 줄이는 데 일정한 조정비용이 든다고 가정하고, 민간고
정자본스톡에 대한 별도의 측정 없이도 투자함수를 식별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회귀방정식을 도출(Mario, 2020)

        

(79)

       

(80)

      

(81)

                 ≤   ≤ 

(82)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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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는 민간고정자본,  는 민간고정자본형성 혹은 민간투자량,   는 민간고정
자본소모분 (확정적 시간추세를 따른다고 가정)   는 목표민간고정자본,   는 목표 투자
량을 의미함

              ≤   ≤ 

(84)

- 위 식에 나머지 식들 대입하면 다음과 같음

                             

(85)

- 위 식을 시간에 대해 전미분할 경우 다음과 같음

∆         ∆               
   ∆       ∆  

(86)

∆       ∆                 ∆   
                           

(87)

-    인 경우 계획된 투자와 실제 투자 사이의 간극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식을
다음과 같이 다시 쓸 수 있음

∆            ∆                       

(88)

- (주요 변수) 사용한 설명변수는 확정적 시간추세, 2017~2018년 반도체･디스플레이 호황
기 더미변수, 전기의 민간투자, 전기의 경제성장률(전기대비), 장기이자율 등임87)
- (추정 결과) ① 확정적 시간추세 변수는 양의 값을 가지며 유의함 ② 반도체･디스플레이
호황기 더미변수의 계수는 예측대로 양의 값을 가지며 유의함 ③ 이론에 따라 도출된
전기 민간투자 항과 전기 GDP 증감 항의 계수값 모두 예측된 부호가 나왔으며 유의함
③ 장기이자율 계수는 이론적 예측대로 음의 값을 가지며 유의함

87) Mario(2020)와 차별되는 부분은 장기이자율 변수를 추가하였다는 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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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변수) 고정자본소모의 추세를 통제하기 위해 확정적 시간추세 항을 추가
- (검정 통계량) Overid 검정, RHO 검정 모두 통과하였음
[표 6-8] 민간투자 행태방정식 (종속변수 : △log(ivt_p))
설명변수

계수

t 통계량

p값

C

3.8047

4.967405

0.0000

@TREND

0.001942

3.241027

0.0018

DIVT_17

0.052248

4.062119

0.0001

LOG(IVT_P(-1))

-0.36486

-4.79941

0.0000

DLOG(Y(-1))

0.773237

2.447198

0.0168

R(-1)

-0.01144

-2.66885

0.0094

DF

p값

추가검정 통계량





T

-

-

-

Overid

4.729349

7

0.6930

RHO

0.055984

1

0.8130

SE

DW

0.019945

1.946681

모형의 적합도

조정 



0.311183
1st Regressor

c @trend divt_17 log(ivt_p(-2)) log(ivt_p(-3)) log(y(-3)) log(y(-4)) log(y(-5)) log(y(-6))
r(-2) r(-3) log(ex(-1)/pop(-1)) log(ex(-2)/pop(-2))

취업자 행태방정식
- (개요) [표 6-4]에서 eq5는 취업자 행태방정식으로서 종속변수는 취업자 수의 로그 변수
이고 그 외의 설명변수도 로그 형태임
- (이론적 배경) 생산에 대한 결정이 고용에 선행하고 고용과 해고의 조정비용 때문에 일정한
과잉 취업자 규모가 존재하므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회귀 방정식을 도출88)

log     log           ∆log

(89)

log  log    log   log    

(90)

88) Mario(2020)는 고용주 및 기업이 취업자 수 증감률을 타게팅한다고 가정하여 취업자 수의 로그 증감률을 종속변수로
삼아 회귀식을 전개하였지만, 본고에서는 취업자의 로그 수준변수를 설명변수로 삼는 것이 보다 실제 경험 및 이론적
직관에 부합하다고 판단함. 예컨대 고용주는 계획된 생산 및 매출규모를 감안하여 ‘취업자 수의 증감률’을 타게팅한다
기보다는 ‘취업자 수의 규모’를 타게팅한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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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와  는 각각 목표 취업자 수, 실제 취업자 수,  은 최소 필요취업
자 수이며,  는 GDP, 는 임의의 상수이며, 위의 두 식을 상호대입하면 다음과
같음

(91)

∆ log    log           ∆log  log   

log    log           ∆log     log    (92)

- (주요 변수) 사용한 설명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를 구분하는 더미변수, 전기의 취업자
수, 경제성장률(전기대비), 과잉 취업자 수 등임
- (추정 결과) ① 금융위기 이후 취업자 규모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② 전기대
비 경제성장률(GDP의 로그변화분)의 계수는 이론적 예측대로 양의 값을 가지며 유의함
③ 과잉 취업자 수의 계수는 이론적 예측대로 음의 값을 가지며 유의함
- (추가변수) RHO 검정 결과에 따라 1개의 시차 자기회귀 항을 추가
- (검정 통계량) T 검정, Overid 검정을 모두 통과
[표 6-9] 취업자 행태방정식 (종속변수 : log(j)
설명변수

계수

t 통계량

p값

C

0.05024

0.447477

0.6558

D1

0.003394

2.001897

0.0488

LOG(J(-1))

0.994967

89.22883

0.0000

DLOG(Y)

0.501196

3.772901

0.0003

LOG(J(-1)/JMIN(-1))

-0.20768

-3.24874

0.0017

AR(1)

-0.23322

-1.80781

0.0745

DF

p값

추가검정 통계량





T

0.43596

1

0.5091

Overid

9.554814

7

0.1447

RHO

-

-

-

SE

DW

0.004925

1.876484

모형의 적합도

조정 



0.995896
1st Regressor

c d1 log(j(-1)) log(y(-2)) log(y(-3)) log(y(-4)) log(y(-5)) log(j(-1)/jm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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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임금 행태방정식
- (개요) [표 6-4]에서 eq6는 명목임금방정식으로서 임금증감 중에서 노동생산성 변동요인
을 통제하기 위하여 종속변수는 평균명목임금과 잠재노동생산성 비율의 로그변수를 삼았
으며 그 외 실업률 증감을 제외한 변수는 로그 형태임
- (이론적 배경) 평균명목임금은 물가수준과 이번 기의 실업증감에 의해 영향 받음
- (주요 변수) 사용한 설명변수는 이번 기의 물가수준, 평균명목임금에서 잠재노동생산성을
차감한 값, 이번 기의 실업률 증감을 사용함
- (추정 결과) ① 물가수준은 유의하며 이론적 예측대로 양의 계수 값을 가짐 ② 노동시장
수급상황 반영하는 실업률 증감은 유의하지 않으나 이론적 예측대로 음의 계수 값을 가짐
- (추가변수) RHO 검정 결과에 따라 2개의 시차 자기회귀 항 추가
- (검정 통계량) T 검정, Overid 검정을 모두 통과
[표 6-10] 명목임금 행태방정식 (종속변수 : log(awp/lam)
설명변수

계수

t 통계량

p값

C

-0.44483

-2.03909

0.0452

LOG(AWP(-1)/LAM(-1))

0.885471

15.52039

0

LOG(P)

0.076805

2.053915

0.0437

D(U)

-2.14757

-1.36139

0.1777

AR(1)

-0.50577

-4.21118

0.0001

AR(2)

-0.22294

-1.88836

0.0631

DF

p값

추가검정 통계량





T

0.107624

1

0.7429

Overid

0.862462

5

0.8345

RHO

-

-

-

SE

DW

0.012835

2.077019

모형의 적합도

조정 



0.967007
1st Regressor

c log(awp(-1)/lam(-1)) log(p(-1)) log(p(-2)) u(-2) u(-3)

장기이자율 행태방정식
- (개요) [표 6-4]에서 eq7은 장기이자율 행태방정식으로서 장기이자율 수준변수를 종속변
수로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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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적 배경) 장기이자율은 단기이자율에 일정한 가산율을 더해 결정되며 가산의 폭은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질수록, 경제성장에 따른 기대수익률이 높아질수록 상승
- (주요 변수) 사용한 설명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더미변수, 전기의 장기이자율, 단기
이자율, 경제성장률(전기대비) 그리고 전기의 물가상승률(전기대비)임
- (추정 결과) ① 금융위기 기간 중 장기금리의 절편이 유의미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② 단기이자율의 계수값은 유의미하며 이론적 예측대로 양의 값을 가짐 ③ 경제성장률의
계수값은 유의미하며 이론적 예측대로 양의 값을 가짐 ④ 전기의 물가상승률 계수값은
예측대로 양의 값을 가지지만 유의하지 않음
- (추가변수) RHO 검정 결과에 따라 1개의 시차 자기회귀 항 추가
- (검정 통계량) T 검정, Overid 검정을 모두 통과
[표 6-11] 장기이자율 행태방정식 (종속변수 : r)
설명변수

계수

t 통계량

p값

C

-0.03125

-0.35735

0.7219

D2

0.340962

1.972411

0.0524

R(-1)

0.797795

11.48674

0.0000

RS

0.158638

2.300695

0.0243

100*(Y/Y(-1)-1)

0.27150

2.854488

0.0056

100*(P(-1)/P(-2)-1)

0.051227

1.181509

0.2413

AR(1)

-0.16391

-1.43638

0.1552

DF

p값

추가검정 통계량





T

0.247688

1

0.6187

Overid

2.766846

3

0.4290

RHO

-

-

-

SE

DW

0.324251

1.824505

모형의 적합도

조정 



0.959886
1st Regressor

c d2 r(-1) rs(-1) 100*(y(-2)/y(-3)-1) 100*(p(-3)/p(-4)-1)

수입 행태방정식
- (개요) [표 6-4]에서 eq8은 수입 행태방정식으로서 1인당 수입량의 로그값을 종속변수로
취함
- (이론적 배경) 소득규모가 커질수록, 수입의 상대물가 상승률이 커질수록 수입규모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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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변수) 사용한 설명변수는 1인당 GDP, GDP 디플레이터 대비 수입물가지수 비율의
증감 등임
- (추정 결과) ① 수입의 소득탄력성은 이론적 예측대로 양의 부호이고 1보다 큰 값을 보임
② 수입 상대물가의 상승은 이론적 예측대로 수입품의 대체(수입의 감소)로 이어져 수입상
대물가상승률의 탄력성 계수값은 음의 부호이고 유의미하게 나타남
- (추가변수) RHO 검정 결과에 따라 1개의 시차 자기회귀 항 추가
- (검정 통계량) Overid 검정 통과하였으나 T 검정 통과하지 못함
[표 6-12] 수입 행태방정식 (종속변수 : log(im/pop))
설명변수

계수

t 통계량

p값

C

-3.25486

-11.3687

0.0000

LOG(Y/POP)

2.000775

15.11007

0.0000

DLOG(PIM/P)

-0.28447

-2.01113

0.0479

AR(1)

0.801503

10.96839

0.0000

DF

p값

추가검정 통계량





T

9.708132

1

0.0018

Overid

10.10451

7

0.1203

RHO

-

-

-

SE

DW

0.033046

1.802378

모형의 적합도

조정 



0.988200
1st Regressor

c log(pim(-2)/p(-2)) log(pim(-3)/p(-3)) log(pim(-4)/p(-4)) log(pim(-5)/p(-5))
log(ex(-1)/pop(-1)) log(ex(-2)/pop(-2))

단기이자율 행태방정식
- (개요) [표 6-4]에서 eq9는 단기이자율 행태방정식으로서 단기이자율 수준변수를 종속변
수로 취하며 통화당국의 정책반응함수로 간주할 수 있음
- (이론적 배경) 단기이자율은 하락추세이고 해외 단기금리를 추종하며 전년동기대비 물가상
승률의 변화에 반응한다고 가정
- (주요 변수) 확정적 시간추세, 전년동기대비 인플레이션 변동, 미국 단기금리를 설명변수로 함
- (추정 결과) ① 전년동기대비 인플레이션 변동은 유의하며 이론적 예측에 부합하는 양의
부호 가짐 ② 해외 단기금리의 계수값은 유의미하며 이론적 예측대로 양의 값을 가짐
- (검정 통계량) Overid, RHO 검정을 모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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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3] 단기이자율 행태방정식 (종속변수 : rs)
설명변수

계수

t 통계량

p값

C

0.87723

1.369275

0.5236

@TREND

-0.00247

0.005677

0.6649

RS(-1)

0.838507

0.080813

0.0000

(PIE-PIE(-4))/PIE(-4)

0.005988

0.003353

0.0780

RSUS

0.089028

0.041052

0.0331

DF

p값

추가검정 통계량





T

-

-

-

Overid

5.038612

5

0.168992

RHO

0.006939

1

0.9336

SE

DW

0.513508

1.987077

모형의 적합도

조정 



0.899218

1st Regressor
c @trend rs(-1) (pie(-1)-pie(-5))/pie(-5) (pie(-2)-pie(-6))/pie(-6) rsus
log(ex(-1)/pop(-1)) log(ex(-2)/pop(-2))

재정수입 행태방정식
- (개요) [표 6-4]에서 eq10은 재정수입 행태방정식으로서 재정수입 로그변수를 종속변수
로 취함
- (이론적 배경) 재정수입은 국내총생산 규모가 클수록 크고, 저축의 규모가 커질수록 작아짐
- (주요 변수) GDP의 수준 변수, 민간 부의 변화
- (추정 결과) ① 국민소득의 계수값은 유의하며 이론적 예측과 부합하는 부호 ② 민간
부의 계수값 역시 유의하며 이론적 예측값과 부합함 ③ 민간 부의 당기와 전기 계수값의
절대값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검정 통계량) Overid 검정, T 검정을 모두 통과하였으나 RHO 검정은 통과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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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4] 재정수입 행태방정식 (종속변수 : log(tax))
설명변수

계수

t 통계량

p값

C

-6.23966

-3.47109

0.0009

LOG(Y)

1.758916

4.670975

0.0000

LOG(W)

-14.7487

-2.44472

0.0169

LOG(W(-1))

14.42623

2.452195

0.0166

DF

p값

추가검정 통계량





T

0.14061

1

0.7077

Overid

5.662386

2

0.0589

RHO

49.72546

1

0.0000

SE

DW

0.054424

2.147030

모형의 적합도

조정 



0.955993
1st Regressor

c log(y(-1)) log(w(-2)) log(w(-3)) log(ex(-1)/pop(-1)) log(ex(-2)/po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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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모의실험 결과89)
1) 추정방법
다부문 거시모형의 구축
다부문 거시경제 모형을 구축하고, 행태방정식을 추정하여 계수를 결정하면,
연립방정식 체계 전체를 풀어 내생변수들의 해(solution)를 구할 수 있음

내생변수의 해를 구하는 방법
첫째, 다부문 거시경제 모형을 통해 동태적 해를 구함. 이는   기의 해를
구하기 위해 (기의 실측치(actual or histotical data)가 아니라) 기의 해를
이용하는 방법
- 동태적 해법은 과거의 예측치(forecast)가 미래에 누적되어 반영되는 방법

둘째, 확률적 해법(stochastic solution)이 아닌 비확률적 해법(deterministic
solution)을 이용
- 모형이 선형으로 구성되는 경우, 확률적 해를 찾기 위한 시뮬레이션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계수와 오차의 표본 편차가 비확률적 해법의 그것으로 수렴하기 때문임
- 더구나, 확률적 해법은 이론적 가정(예컨대, 계수 사이에 공분산이 제로(0))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실제 모형의 대부분이 그러함) 해의 변동성을 과대추정할 수 있음
- 즉, 확률적 해법이 비확률적 해법보다 비효율적임(Pindyck and Rubinfeld, 1997)

사후적(ex-post) 예측 방법
모의실험은 2010년 1분기부터 2019년 4분기를 대상으로 사후적 예측 방법
(ex-post forecast)을 활용
- 이러한 접근법은 외생변수 경로를 임의로 정하기보다 과거에 실현된 외생변수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또한, 실측치를 베이스라인의 레퍼런스(reference)로 활용하여 모형 발산 여부를 평가하

89) 모든 추정은 Eviews(ver.11)을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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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가능함

일자리보장제를 포함하지 않은 모형을 각 분기별로 풀어서 해를 구하고, 여기서
구해진 내생변수 해(solution)의 경로를 ‘베이스라인’(baseline)이라 부름
일자리보장제를 포함하여 구한 내생변수의 새로운 해가 모의실험 결과이며, 이
를 베이스라인과 비교하면 일자리보장제 정책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음90)

2) 시나리오의 결과
한국에서 일자리보장제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고 가정
① 모든 공식 실업자를 고용하고, 2021년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연봉 2,200만
원(분기별 550만 원)을 임금으로 지급
② 참여자 모두가 5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에 가입하고, 임금 총액의 10%를 사회보험료로 지급
③ 임금총액과 사회보험료를 합한 직접인건비의 20%를 간접비로 지출
④ 일자리보장제를 2020년 1분기부터 점진적으로 도입
- 일자리보장제 도입 후 매 분기마다 실업자의 12.5%씩 증가시켜, 2011년 4분기에 실업자
100%를 고용하는 것으로 구상

일자리보장제 실시 후 실질 GDP의 증가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남
[그림 6-10]은 일자리보장제가 실질 GDP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음91)
분기별 실질 GDP는 베이스라인 대비 0.68~1.06% 증가
90) 베이스라인 또한 모형을 풀어서 구한 추정치이므로 실측치와 다를 수 있음. 하지만, 일자리보장제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일자리보장제 모형을 이용한 모의실험으로 생성되는 예측치를 실측치가 아니라 베이스라인과
비교해야 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 일자리보장제 모의실험 결과와 실측치의 차이에는 ‘추정 오차’가
포함되어 있음. 전자와 후자를 직접 비교하면 추정 오차까지 정책 효과로 오인할 수 있음. 이 추정 오차를 제거하고
온전히 정책효과만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책(일자리보장제)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의 해(베이스라인)와 정책이 포함
된 모형의 해를 비교해야 함. 베이스라인과 실측치 사이의 차이가 추정 오차이기 때문임. 둘째, 본 연구가 구축한
모형의 베이스라인 추정치가 실측치의 ‘추세’를 매우 잘 반영하고 있음. 베이스라인과 실측치 사이의 차이임 추정
오차는 모형의 적합도 평가에 활용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실측치의 추세를 따르는 한, 베이스라인 추정 오차는
본 연구의 목표, 즉 정책 효과 평가에 방해가 되지는 않음. 이런 이유로, 앞서 검토한 선행연구들(다부문 거시모형을
이용한 모의실험)도 베이스라인을 활용하고 있음.
91) 이하 논의는 일자리보장제가 완전히 실현되는 2011년 4분기 이후를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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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가 전체 분기 평균 0.87% 증가하여, 일자리보장제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
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정부가 더 많이 구매(일자리보장제는 국방이나 치안처럼, 정부가 서비스를 구매하여
공급하는 활동)했기 때문만은 아님
- 이하에서 살펴보겠지만, 일자리보장제가 민간부문의 고용과 생산도 견인한 효과를 포함함

일자리보장제가 실질 GDP에 미치는 영향은 2016년 4분기까지 약 5년간
지속한 후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임
- 일자리보장제 시행 초기에 효과가 극대화된 후 안정화되는 모습
[그림 6-10] 일자리보장제가 실질 GDP에 미치는 영향
단위 : 십억 원, %, 2015년 기준 실질

일자리보장제 실시 이후 일자리보장제 참여자 외의 민간고용도 증가하며 경제
활동참가율도 개선
[그림 6-11]은 일자리보장제가 일자리(고용)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냄
일자리보장제 참여자 수는 51.2만~80.8만 명(평균 65.8만 명)으로 나타남
- 베이스라인 경제활동 인구 대비 2.0~2.9%(평균 2.4%)를 일자리보장제가 고용하는 것으
로 나타남

민간부문 고용도 13.7만~26.0만 명(평균 21.2만 명) 증가
- 이는 일자리보장제의 실행으로 경제성장이 증가한 효과에서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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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제 전체에서 66.7만~107.9만 명(평균 86.9만 명)의 고용이 창출
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6-11] 일자리보장제가 일자리(고용)에 미치는 영향
단위 : 천 명

일자리보장제가 시행되면, 일자리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 인구 또한
증가
- [그림 6-12]는 이를 보여주는데, 일자리보장제가 시행되면 최대 26,000명이 경제활동인
구로 편입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경제활동인구 증가분보다 민간부문 취업자 증가분이 더욱 크게 나타나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실업자(일자리보장제를 실시할 경우 이들 모두 일자리보장제 영역으로 흡수)의
규모는 일자리보장제 실시 이전보다 더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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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2] 일자리보장제가 경제활동인구에 미치는 영향
단위 : 천 명

일자리보장제 실시 이후 인플레이션은 악화하지 않음
자연실업률 이상으로 실업이 감소하면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리라는 믿음이 있
으나, [그림 6-13]은 이런 우려와는 다른 모습을 보임
일자리보장제 시행 이후 인플레이션은 베이스라인 인플레이션과 거의 유사하게
움직임
실제로 일자리보장제 시행 직후 인플레이션 상승 폭은 미미함
- 2012년 1분기 최대 0.23%p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후 상승폭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7년 1분기부터 인플레이션은 베이스라인보다 최대 0.12%p 낮아짐
- 전체적으로, 일자리보장제에 따른 인플레이션 위협은 미미하거나 존재하지 않음92)
- 즉, 실업이 제로로 하락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사이에는 일관된 상관성이 존재하지 않음

92)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의 통상적인 상충관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첫째, 19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필립스곡선의 기울기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평짐(Blanchard et al. 2015; BIS, 2017).
둘째, 지난 30여 년 동안 세계적으로 물가가 안정되었지만, 인플레이션율-실업률 관계로는 이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Tarullo,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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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3] 일자리보장제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소득 증가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나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는 나타나지 않음
일자리보장제를 시행하면 해외로부터의 수입은 베이스라인 대비 1.4~2.1%(평
균 1.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소득과 소비가 증가한 결과이며, 실제로 수입의 증가폭은 경제성장과 보조를 맞추어
변화하는 경향이 있음

수입의 증가 폭은 일자리보장제 시행 초기에는 지속적으로 확대하지만, 2017
년 1분기부터 증가폭이 둔화되었다가, 2019년 1분기부터 다시 확대하는 모습
을 보임
수입 증가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대외무역수지 악화 우려 때문이지만,
[그림 6-14]는 수입의 증가와 순수출 사이에 상관성 크지 않음을 보임
- 일자리보장제 시행 초기에 수입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동안에 순수출(무역수지 흑자)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이후에 순수출의 변동은 수입 증가와 무관한 양상을 보임
- 일자리보장제에 따른 수입 증가는 무역수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모형에서
외생변수인 수출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224∣일자리보장제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그림 6-14] 일자리보장제가 수입과 순수출에 미치는 영향
단위 : 십억 원, 2015년 기준 실질

일자리보장제가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미약한 수준
모의실험에 따르면, 일자리보장제는 우리나라 재정수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남
일자리보장제는 20.5조~26.6조 원, 베이스라인 GDP 대비 1.3~1.6%(평균
1.5%)에 해당하는 추가 재정지출을 요구
- 이는 실질 GDP 증가와 고용 및 소득 증가에 따른 세입 증가 효과를 반영한 결과이며,
앞서 검토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유사한 수치

재정지출 증가가 반드시 재정 ‘적자’를 의미하지는 않음
- 한국 중앙정부는 IMF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지속해서 (통합재정수
지 기준) 흑자재정을 유지해왔으며, [그림 6-15]에 나타나듯 모의실험 기간에도 정부
재정은 매년 흑자를 기록

일자리보장제를 위한 추가지출이 세입 증가분을 초과할 때 재정적자가 발생할
수 있으나, 모의실험 결과에 따르면 일자리보장제를 시행하더라도 해당 기간
(2019년 제외) 정부 재정은 여전히 흑자로 나타남
- 정부 재정이 흑자일 필요가 전혀 없으므로, 이는 결국 일자리보장제가 균형재정 달성에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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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자리보장제를 위한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
- 모의실험 결과에 따르면, GDP 대비 일자리보장제 지출의 비중은 정책 초기(2012년부터
2015년)에 점차 증가하지만,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자리보장제를 위해 필요한
재정은 안정적임

더욱이 이 추산에는 일자비보장제에 따른 재정 지출 감소분(고용정책 예산, 사
회복지비 지출 등)이 반영되지 않은, 매우 보수적인 추정치이므로, 이를 감한할
경우 일자리보장제의 순재정지출은 상당히 줄어들 여지가 있음
- 모의실험 결과에서 일자리보장제를 위한 지출의 최대치는 26.6조 원인데, 이는 현재 이미
지출하고 있는 고용정책 예산의 조정분과 사회복지지출의 감소분으로 충당할 수도 있는
규모임
[그림 6-15] 일자리보장제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단위 : 십억 원, 2015년 기준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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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일자리보장제 도입 전략
및 경기도 적용방안
1. 일자리보장제 도입 방향
시장실패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중심을 둔 접근
사회적 가치는 개인 및 집단 차원에서 ‘좋은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제반 재화
와 서비스로서, 이를 조달하는 제반 행위가 ‘실체적 의미의 경제’를 구성
시장거래는 사회적 필요를 충족하는 조달 방식 중 하나이지만, 시장실패나 시장
의 미성숙으로 인해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영역이 광범위하게 존재
사회･경제 수준의 발전에 따라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가 확장되
고 있으나, 시장 원리는 ‘1원 1표’에 기초하고 있어 사회-경제권 보장의 사각지
대가 증가할 우려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영역에서 다양한 사회적 필요를 발굴하고 이를 충족시키
는 일자리를 확대

사회구조 및 경제(산업)구조의 전환과 접목
인구구조의 변화와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사회적 필요 충족에 대한 요구가 증가
하고 있으며, 이에 조응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시대적 요청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중장기 과제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사회･경제･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
한 전환적 혁신을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선도할 필요
일자리보장제는 단순히 일자리 보장을 넘어 사회･경제 혁신 과정을 촉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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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혁신을 추동하는 역량 강화를 도모
사회･경제구조의 변화는 정형적 형태에서 벗어나 비정형적 형태의 서비스 공급
으로 전환을 촉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 필요의 확대는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새롭고 창의적인 방식을 요구
만성적 실업의 위험에 놓인 잠재적 실업자에게 사회･경제적 필요에 대한 파악
과 사회참여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자기발견(self-discovery) 과정을 통해
자신의 스킬셋(skill set)을 축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다양한 일자리 선택의 기회를 최대한 제공
사회･경제구조의 전환 과정에서 창출되는 일자리(공공일자리 포함)는 주로 재
화 및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영역이므로 지속적 일자리의 특성을
지님
전통적 일자리보장제 논의는 경기변동에 따른 민간부문 실업자에게 일시적 공
공일자리 제공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 일자리 자체가
소멸하고 이에 대응한 새로운 일자리의 적극적 창출도 중요한 과제
일자리보장제는 사회･경제의 대전환에 따른 지속적 일자리의 적극적 창출을
통한 실업 pool 자체의 축소와 경기변동 혹은 일자리 이행 따른 일시적 일자리
제공이라는 고용 완충지대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

지자체 및 지역 혁신부문이 중심이 되어 운영
중앙정부는 산업전환 등 국가적 차원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기획과 일자리보장
제 관련 예산 확충의 역할을 담당
지자체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등 사회연대경제 부문과 협력하여
일자리보장제의 운영과 사업 집행의 역할을 담당
지역특화형 일자리보장의 성공적 운영은 지역사회의 필요 충족에 효과적이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토대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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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사회연대경제 부문과 협업체계 구축
기존 정부 주도적 공공근로사업과의 차별화를 위해 지역사회의 필요와 자산에
기초하여 사회･경제적 ‘혁신’과 ‘창조정신(entrepreneurship)’을 조직하는 형
태를 지향
일자리보장은 반드시 공공근로일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사회혁신부문의 적극
적 참여와 협력을 통한 일자리의 발굴이 사회적 필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방식일 수 있음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 조직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조직과의
협업을 통해 어떤 종류의 일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를 모색93)
사회연대경제 혹은 사회적 경제분야의 발전에 걸림돌이었던 인건비 부담을 일
자리보장제를 통해 완화하고 창의적 참여를 확대

기존 일자리사업 및 고용서비스의 적극적인 활용
정부･지자체의 일자리사업은 이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직접일자리, 고용서
비스, 직업훈련 등의 사업에서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으므로, 일자리보장
제는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존 일자리사업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유형의 사업
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
특히 지역 일자리센터는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에서 제안한 일자리를 비축
하는 ‘일자리은행’을 운영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단위의 기능을 담당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단기적 성과목표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전환에 중점
원론적 일자리보장제의 주요 목적은 만성적 실업자와 경기 악화로 인해 발생하
는 실업자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기가 개선될 때 다시 민간부문 일자
리로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단기적 관점에 중심을 둠
그러나 지금과 같은 사회･경제구조 전환의 시기에는 정부가 미래 지향적인 일
93) 다만, 사회적 경제부문이 지대(정부 지원금)를 추구하는 이해관계자로 변질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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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기변동에 따른 일자리보장과 전환적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고려하여 제도를 설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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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자리보장제 목적 및 운영방식
1) 주요 목적 및 목표
(목적) 일할 능력이 있고 일할 의지가 있는 모든 실업자에게 괜찮은 근로조건
을 갖춘 일자리를 제공하여 국가가 실질적 ‘일할 권리’를 보장
국가 차원의 일자리 창출력이 점차 약화하는 상황에서 헌법 제32조 제1항 ‘근
로의 권리’ 보장을 단순히 국가의 노력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로 확장할 필요94)
실업자들에게 소득 및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일자리보장 프로그램
을 도입
- 노동시장의 만성적인 일자리 공급 부족으로 인해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는 상황
- 모든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력형성을 돕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릴 기회를 제공할
필요

(목표) 실질적 완전고용 달성 및 사회･산업전환 역량 강화
모든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구조적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 소득
을 보장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
기후위기 대응, 커먼즈 구축, 지역사회 미충족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산업전
환을 정부부문이 선도
실업자들에게 일자리와 함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신
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함

(참여 대상) 모든 (장기)실업자 및 불안정 종사자
2020년 기준으로 공식 실업자 수는 약 111만 명
- 고용보조지표1 기준 실업자 수(공식 실업자 + 시간 관련 추가 취업가능자)는 약 220만 명
- 고용보조지표2 기준 실업자 수(공식 실업자 + 잠재 경제활동인구)는 약 298만 명

94) 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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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조지표3 기준 실업자 수(공식 실업자 + 시간 관련 추가 취업가능자 + 잠재 경제활동
인구)는 약 407만 명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년 이상 장기실업자를 우선 대상으로 시범사업
을 진행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도 있음
[표 7-1] 공식 및 잠재적 실업자 수
단위 : 천 명

구분

2020년

2015~20년 평균

공식 실업자

1,108

1,042

시간 관련 추가 취업가능자

1,088

676

잠재 경제활동인구

1,873

1,712

합계

4,069

3,429

자료 :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존 정부 정책의 일자리보장제로 전환 연계>
복지제도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일자리보장제 참여 가능성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무능력 수급자는 일자리보장제에서 제외
- 기초생활보장제도 하에서 조건부 수급자인 근로능력을 가진 수급자는 기존 자활근로사업을 활용
하여 일자리보장제에 참여 가능
- 소득 기준에 의해 자활근로사업에서 제외되는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대상자들은 일자리보장제의 주요 참여자임

일자리보장제 도입 시 직접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고용장려금 사업과 일부 고용서
비스 사업을 재조정
- 직접일자리사업 중 취약계층에 대한 단순 소득지원사업은 복지영역으로 재조정하고, 사회가치형
일자리사업은 참여자의 동기 부여를 촉진하는 일자리사업으로 개편
- 고용장려금 사업 중 일자리 미스매치 대응을 위한 사업은 일자리보장제 사업으로 전환하고,
고용보험 기금 사업에서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 고려
- 고용서비스 사업의 대부분은 취업 알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실질적
소득지원과 고용지원이 결합한 사업이므로 일자리보장제와 연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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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자리 유형 및 임금 수준
일의 특성에 따라 사회전환형 일자리와 참여소득형 일자리로 구분
사회전환형 일자리는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급히 대응할
필요가 있지만, 시장기능의 미작동 혹은 공공성이 커서 정부･지자체가 주도적
인 역할을 해야 하는 분야의 일자리
- 기후변화 위기 대응, 사회적 돌봄 확대, 커먼즈 확대 등과 관련한 일자리

참여소득형 일자리는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일자리이며, 지자체와 지역의 사회적 경제부문이 협력하여 창출하는 일자리
- 지역 문제 해결, 커뮤니티 케어, 지역공동체 강화 등과 관련한 일자리

사회적 필요의 충족 지속성에 따라 안정적 일자리와 한시적 일자리로 구분
안정적 일자리는 사회적 필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일자리로서 공공부문 일
자리의 특성을 지님
- 공공부문 일자리와 유사하지만, 민간부문 일자리로의 이행을 위한 최저임금(혹은 생활임
금) 수준의 경력형성 일자리

한시적 일자리는 사회적 필요가 충족되면 소멸하는 일자리 혹은 간헐적 충족이
가능한 일자리
- 이는 이론적 일자리보장제에서 제시하는 일자리로, 경기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실업자를
흡수하는 완충 역할
- 기존 직접일자리사업과 달리, 일자리보장제는 구직자의 총참여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음

참여자의 고용 기간은 각 프로젝트에 대해 2년 미만으로 하고, 연속 사업으로
발전하는 경우 공공부문 정규직 일자리로 전환
- 현행법에서는 2년 이상 동일 업무 근속 시 정규직 일자리(무기계약직 포함)에 해당하므로,
일자리보장제 계약기간은 2년 미만으로 함
- 다만, 사업의 진행에 따라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판명되고 일의 숙련도가
높아질수록 서비스의 질이 크게 향상되는 경우 공공부문 정규직 일자리로 전환 검토
- 참여자는 풀타임, 파트타임, 참여 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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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일자리보장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정부 프로젝트, 공공일자리, 사회적 경제부문 등) 참여자
에게는 최저임금(혹은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사회보험 혜택을 부여
- 최저임금(혹은 생활임금) 이상 지급 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구인난 우려

구직활동, 직업교육･훈련 등 일자리사업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도 참여소득의 형
태로 (최장 4개월간) 최저임금을 지급(현금+지역화폐)

3) 주요 운영방식
(운영 프로세스) 실업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단계별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
실업자는 지역 일자리센터에 등록하고, 개개인의 상황에 대한 심층 분석과 상담
을 통해 구직장애 요인, 생애 희망 직업, 현재 역량 등을 파악
- 재직자와 실업자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제외된 청년을 포괄하는 ‘이력관리 정보시스템’
을 구축하고 지역 일자리센터 내에 ‘통합고용서비스’를 운영

취업 가능자에게는 현행 매칭서비스 등을 정교화하여 일반기업 취업을 지원하
고, 일반기업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 실업자들이 상호교류와 정보교환을 통해 취업 동기와 직업의식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유형을 공동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지역 구직활동 공간을 확대

국가 차원에서 사회･경제적 전환을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교육･훈련 프로
그램을 이수한 실업자에게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
- 사회･경제적 전환을 위한 프로젝트는 기후위기 대응, 지식커먼즈 조성, 지역 돌봄 혁신
등으로 구성

(한시적으로) 지역특화 공공서비스나 공공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실업자들에게
참여소득형 일자리를 제공
- 공공서비스 참여자의 경우 근로시간 중 20%는 개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여 민간일자리 이행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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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일자리보장 개념도

(조직체계) 국가 차원의 전환형 프로젝트는 공공조직을 통해 수행하고 참여소
득형 프로젝트는 지자체 단위에서 사회연대경제와 협업체계를 구축
국가 차원의 전환을 준비하는 프로젝트(기후위기 대응, 지식커먼즈 조성, 지역
돌봄 혁신 등)는 중앙정부에서 하나의 조직으로 총괄하되 지자체 단위에서 실행
- 중앙정부는 각 전환형 프로젝트를 하나의 공공조직으로 구성하고 성공적 실행을 위한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
-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사업실행 방안을
수립하고 참여자들을 관리

참여소득형 프로젝트는 지자체와 마을 단위에서 사회적 필요의 발굴이 중요하
며, 아래로부터의 자발적 창의성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과 협
업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
- 지자체는 ‘지역 일자리은행’을 구축하고,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조직, 지역
주민 등으로부터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접수받아 심사한 후 일자리로 등록
- 지자체는 ‘지역 일자리은행’ 등록심사를 위한 기준을 수립하고 지역일자리위원회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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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수 이상의 지역주민 동의(온라인)를 받은 사업에 대해 지역일자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식 사업으로 승인
- 사업의 실행은 지자체가 직접 담당할 수도 있고 사회적 경제부문에 인력을 파견하여 수행
할 수도 있도록 함
- 지역 일자리센터에 등록한 사람들은 기초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누구나 ‘지역 일자리
은행’에 등록된 일자리에 지원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사업평가) 사업의 진행 중 혹은 종료 후 다수가 참여하는 다면적 평가체계를
구축
사업실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사업의 목적과 사회적 가치 창출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사업의 종결, 지속, 발전 등을 결정
일자리보장제는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사회적 가치’의 창출을 궁극적 목
표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업의 실행 단위로부터 독립적인 다수가 참여하는 평
가체계를 구축할 필요
- 기존 평면적인 ‘사회적 가치지표’ 중심의 측정방식은 사업 주체가 측정지표 달성을 위한
실행에 매몰되어 본래 사업의 다면적 목적을 충실히 실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사업의 목적을 온전히 반영한 측정지표 구성의 한계)
- 또한 평가 주체가 자원조달이나 사업실행 주체와 독립적이지 않은 경우 공식･비공식 경로
로 서로 면식이 있는 ‘정실(crony)’ 집단이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음
- 따라서 엄정한 사업평가를 위해서는 익명성과 다수성의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최근
발전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여 사업 참여자와 사업 수혜자가 기여와 혜택을
‘공동 장부(common ledger)’에 모두 기입하는 방식의 다면적 사회적 가치평가를 적용할
필요
- 아울러 블록체인을 활용한 평가방식은 일자리보장제의 사업 수와 참여자가 많아 평가비용
이 대폭 증가하는 문제를 피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식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외에 일자리보장제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
일자리보장제 참여자들이 다양한 유형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전에 이수해야
하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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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에게 일과 사회참여에 대한 동기부여, 기본소양
교육, 스킬셋 강화 등을 제공
- 기후위기 대응, 지역공동체 강화, 사회적 돌봄 등 새로운 사회적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동기를 부여
- 생태･공동체 마인드의 기본적 가치부터 여러 생태적 문제 및 해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역 활동가에 준하는 의식을 함양
- 참여자들이 지닌 다양한 역량과 스킬셋의 준비상태를 공유하고,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협업 프로젝트 수행 등을 통해 필요한 역량을 강화

참여자의 업무시간 중 일정 시간을 참여프로젝트 관련 분야의 교육･훈련 프로
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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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자리보장제 전략사업(안)
1) 기후위기 대응 프로젝트
배경 및 목적
기후위기는 전 인류의 급박한 문제로서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생태전환을 시
급히 준비하고 추진해야 할 필요
- 기후위기 대응은 새로운 생태산업을 창출하는 과정인 동시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정이지만 아직 민간기업과 국가/공공부문의 참여가 사회적 필요에 비해 저조한 상태

성공적인 생태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초자료 조사, 생태환경 조성･
감시 등 단기간 내 대규모 인력의 투입이 필수적임
기후위기 프로젝트는 사회･경제의 생태전환적 재구성과 관련한 녹색 일자리
발굴･제공 및 인력양성을 주요 목적으로 함

주요 역할
정부의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과 ‘2050 탄소중립’ 관련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토대로서 생태전환 정보･지식 인프라를 구축
중앙･지자체 단위에서 생태전환 및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신사업을 기
획하여 여러 유형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실업자 및 불안정 취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
이 프로젝트 참여자가 생태전환과 관련한 일을 수행하면서 교육･훈련을 병행하
도록 함으로써 생태산업 육성 시 필수 요소인 숙련인력을 대규모로 양성

주요 프로젝트 사업(안)
(1) 생태･환경 빅데이터센터
현실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에너지 통계, 에너지 지도, 폭염 지도 등과
관련한 대규모 생태･환경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해야 함
- 또한, 생태전환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예, 생물자원의 다양성 보호와 재생가능에너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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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균형)하기 위해서는 자연생태계에 대한 조사와 CO2 배출 검증조사 등을 추진할 필요

생태･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다양한 영역의 정보를 수집･조사하
기 위해 ‘기후위기 조사단’을 구성하여 운영
(2) ‘그린 리모델링’ 정보센터
기후위기 대응에서 에너지 전환과 더불어 가장 시급한 분야는 건축물 리모델링
을 통한 에너지소비 및 탄소배출 감소
- 2020년 유엔환경계획(UNEP)의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큰 탄소배출 원천은 넓은 의미의
건설･건축 분야로 38%를 차지(산업 32%, 운송 26%)
- 국내에서 2000년 이전에 건설되어 에너지 효율성이 낮은 주택은 그린 리모델링 대상이며,
이는 전체 주택의 50% 이상을 차지

전국의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그린 리모델링에 필요한 상황(에너지 사용량
등)을 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해 ‘그린 리모델링 지도’ 작성 사업
에 대규모 인력을 투입
- 그린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다양한 특성, 지역의 특성, 이해관계자(건물 소유주, 사용자,
주민) 간 조율 등 여러 상황을 파악해야 효과적 추진이 가능
- 일정 기간(예, 20년)이 지난 주택은 주기적으로 ‘주택안전 및 에너지효율 진단’ 검사를
받도록 제도화하여 연속 사업으로 추진
[그림 7-2] 지역 ‘그린 리모델링’ 프로세스 예시
Ÿ

‘그린 리모델링 지도’ 작성 참여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경력 및 자격 기준을 충족할 경우 ‘주택에너지
진단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들이 정기적으로 주택 진단검사를 진행하도록 함

Ÿ

다음 단계로 전국의 관공서와 국공립 소유의 건축물에 우선 그린 리모델링을 시공하면서 민간 건축
물들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창출

Ÿ

이 과정에서 지차체 특성에 맞는 지역센터를 창설하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주택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들과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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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의로운 전환’ 조사센터
에너지 및 산업구조 전환이 어떤 노동자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
기 위해 현장 실태 조사를 면밀히 진행할 필요
- 생태전환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소멸･변환이 동시에 발생

각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녹색산업 전환으로 인해 위기에 직면한 사업장과 노
동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정의로운 전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축적
(4) 환경보전센터
지역 공원 관리, 도시농업 조성, 체계적 나무 심기, 멸종위기 동식물종의 서식지
보전･복원, 해양 플라스틱 수거, 총어획량 쿼터 감시 등 우리 사회가 당장 추진
해야 할 환경 보전･감시 관련 사업에 대규모의 인력 투입이 필요한 상황
각 지역 단위에 ‘(가칭)환경실천단’을 구성하여 환경 보전･감시 사업을 기획하
고 지역 내 시민단체 및 사회적 경제부문과 협력하여 사업을 실행

기대효과
이 사업 참여자들은 에너지･녹색산업으로의 전환과정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를
높여 중장기적 비전과 자긍심을 갖고 역량 강화를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음
참여자에게 고용기간 동안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공공부문이
나 민간부문 일자리로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
- 한시적 고용을 넘어 생태산업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인 참여와 숙련의 축적을
체계적으로 유도하여 자격증을 발급하고 미래의 생태산업에서 일할 수 있는 숙련인력으로
양성하는, 생태산업에서의 길드 시스템을 운영
- 그린 리모델링 및 생태･환경 관련 전문직(ESG 활동가 등)으로 이행하거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 마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보인프라는 생태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
용되고, 전환과정에서 여러 상충관계(예, 신재생에너지와 자연 보전 간 상충성
등) 발생 시 정책 판단을 위한 근거로 활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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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적한 빅데이터 공개를 통해 에너지 효율화, 주거 안전, 주거수요 파악 등과 관련한 신사업
및 창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
[표 7-2] ‘기후위기 대응 프로젝트’의 기대효과
구분

주요 기대효과

기후위기 대응정책

인력의 고용 및 양성이라는 방식으로 대규모 재원을 투하하여 시급한 과제
인 기후위기 대응 전환의 속도를 올림

산업정책

넓은 의미의 생태산업을 양성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산업구조 전체의
미래 지향적 재편을 가속화

고용･성장정책

실업･저소득 문제를 해소하여 단기적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미래 장기적
수요에 맞는 숙련인력 양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임

사회통합정책

일자리 부족으로 빈곤은 물론 사회적 배제와 소외를 겪고 있는 실업자에게
사회적 신뢰와 자신감을 부여하여 사회통합을 공고히 함

[표 7-3] ‘기후위기 대응 프로젝트’ 내 숙련 일자리 부문 예시

에너지전환센터
- 에너지 전환 과정은 재생 에너지 산업뿐만 아니라 양수 발전이나 ESS 등의 전력 저장은 물론
전력 그리드의 ‘스마트화’까지 포함하여 대규모의 산업전환을 가져오므로, 새로운 숙련을 갖춘
대규모의 인력이 필요
- 실업자들을 고용하여 기존에 에너지 전환 사업을 추진해 온 기업, 사회적 경제, 공공조직 등 다양한
단위에 인력을 공급하면, 이들 조직에 인건비라는 현물 보조금으로 작용하여 에너지 전환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음
- 이 프로젝트 단위는 고속도로 태양광, 하천 저수지 소수력 발전 등 기존 사업 단위들이 활발히
진행하지 않는 사업 영역에서 독자적으로 에너지 전환 사업을 기획하여 진행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장래에 가장 크게 성장할 산업 분야인 대안적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숙련된 인력을
대량 육성함

순환경제센터
- 생활 지역과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서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고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순환경제
(circular economy)에 입각한 다양한 재활용 혹은 ‘고활용(up-cycling)’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
이 반드시 필요함
- 이는 지역과 부문의 고유하고 독특한 상황과 조건에 천착하여 이를 십분 활용하는 혁신적인 아이디
어와 실행을 필요로 하는 부문임
- 순환경제 구축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기술, 자연, 사회가 어떻게 연결되어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는지에 대한 혜안을 얻을 수 있으며, 생태산업의 혁신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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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식커먼즈 조성 프로젝트
배경 및 목적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잠재성장률 하락이 지속하고 있는 한국 경제는 생산
요소의 양적 투입 확장에 의존해오던 ‘외생적 성장’에서 벗어나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 등 포괄적 의미의 ‘지식’을 강조하는 ‘내생적 성장’ 전략으로 전환
해야 할 시기
- 현대 자본주의에서 부가가치 창출의 가장 중요한 원천은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고 체화된
정보 형태인 ‘지식(knowledge)’임95)
- 가능한 한 풍부한 지식을 누구나 빠르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의 조성은
새로운 산업구조의 전환과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필수적임

디지털전환은 단순한 기술 전환이 아니라 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생산하는
지식･정보의 확대를 의미하며, 사회구성원 모두가 이를 공유자산으로 활용하는
‘커먼즈(commons)’와 결합할 필요
- 커먼즈는 ‘집단의 필요에 의해 집단이 소유하고 관리하고 향유하는 유형･무형의 자산’을
의미함
- 디지털화된 지식이 커먼즈라는 공유재산의 성격을 띠게 되면, 지적재산권의 한계를 넘어
모두가 무제한으로 누릴 수 있으므로, 지식의 비배제성이 극복되고 완전한 공공재로 만들
수 있음
- 디지털 커먼즈는 물적 이동 최소화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 산업혁신을 위한 지식 인프라
체계화, 도시집중 억제를 통한 지역 불균형 완화, 소득계층 간 교육비 불균형 완화, 사회적
자산인 지식･정보 접근 기회의 공정성 보장 등에 기여

디지털 지식커먼즈 조성 프로젝트는 어디서든, 누구든 사회적 공동 지식･정보
를 혁신역량 강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자산으로 디지털화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95) 지식은 어느 정도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지식의 배제성(excludability)이 존재함. 지식의
배재성은 모두가 접근 가능한 일반지식(common knowldedge)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남. 즉, 배타적
인 지적소유권 설정을 통한 지식의 ‘의도적 배제’가 이루어지거나, 지역적･부문적 차별로 인해 한정된 네트워크
안에서만 유통되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식의 ‘비의도적인 배제’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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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4] 지식커먼즈와 코스모-로컬리즘(cosmo-localism),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최근 폭발적인 탄소배출 증가는 생산 및 소비의 지구화(globalization)에 따른 인적･
물적 자원의 물리적 이동성 증가가 큰 원인이며, 산업의 지구화라는 현실적 조건에서
인적･물적 요소의 이동성을 줄일 방안이 절실한 상황
- 지식 및 정보라는 무형적 요소가 아직도 공간 제약성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비정상적인 도시의 비대화와 대학･고등교육 기관의 비대화를 낳는 원인이자 탄소 발생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

‘코스모-로컬리즘’은 생산과 소비에 투입하는 여러 요소 중 ‘물리적 이동으로 인해
탄소배출을 동반하는 인적･물적 요소’와 ‘디지털이라는 방법을 통해 탄소 발생의
최소화와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무형적 지식 및 정보’를 분리하려는 시도임
- ‘코스모-로컬리즘’은 무형의 생산요소인 지식과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코스모’), 생산 활동에 필요한 인적･물적 요소의 동원과 이동은 최대한 작은 물리적
반경 안에서 조직되도록 하자(‘로컬’)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음

‘코스모-로컬리즘’의 실현을 위해서는 필요한 지식 및 정보 인프라를 디지털로 구축해
야 하며, 이는 기후위기 대응에 중요한 한 축이 될 것임
- 디지털 지식커먼즈가 조성되고 풍성해질수록 지식, 정보 등 무형적인 경제 요소들은 탄소를 배출하
지 않으면서 더욱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물질적 경제 활동을 최대한 가까운 이동 거리 안에서
할 수 있으므로, 디지털 지식커먼즈 조성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주요 역할
공유자산으로 등록 가능한 모든 지식･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전환하고 ‘디지털
지식커먼즈 플랫폼(e-commons platform)’을 구축
누구나 쉽게 문화, 예술, 과학, 기술, 외국어 등과 관련한 지식을 공동으로 생산
하고 생산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지식생태계를 구축

주요 프로젝트 사업(안)
(1) 도서 및 영상물 디지털화 사업
현재 절판되어 구하기 어려운 출판물이나 비조직적으로 산재해 있는 영상물
등을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디지털화하는 데 많은 인력의 투입이 필요
- 한국 출판계의 특성상 현재 절판된 상태의 출판물들은 구할 방법이 없고 중앙도서관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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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외하면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곳도 없는 실정
- 지식의 디지털화에 대규모 노동력이 필요하고 디지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탈자를 잡아
내는 과정에서도 많은 노동력의 투여가 필요

한국어로 되어 있는 서적, 정기 간행물, 연구소 보고서 등 다양한 출판물들을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광학 문자 인식)로 스캔하여 디지털로
전환
- 국내외 저작권이 만료된 출판물을 우선 OCR로 제작
- 공적 자금으로 제작한 출판물이나 절판된 출판물의 경우 일정한 절차와 자원 투여를 통해
저작권 문제를 해결(디지털 전환 후 유상 대여)

방송국,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등 다양한 기관의 기존 아카이브와 연계하여
이들이 보유한 콘텐츠를 디지털 아카이빙으로 구축
- 국공립기관 소유물이나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음악, 미술, 기타 무형의 문화 자산을 중심으
로 아카이빙
[표 7-5] 갈리꺄(Gallica) : 프랑스 디지털도서관 플랫폼
프랑스의 국립도서관(BnF)이 소장한 서적과
각종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프로젝트임. 디지털 자료는 서
적, 잡지, 신문, 사진, 만화, 포스터, 지도, 옛
날 동전, 무대 의상, 무대 장치, 음성, 동영상
등을 망라함. 주로 프랑스와 관련한 자료 혹은
프랑스어로 출판된 자료이며, 일부 고전은 원
어의 번역본을 포함함. 현재 6백만 점 이상을
보유하고 있음.
자료 : 갈리꺄(Gallica). “https://gallica.bnf.fr/accueil/en/content/accueil-en” (2021.9.13. 검색).

(2) 사회적 유형･무형 자산 디지털화 사업
지금까지 아카이빙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다양한 지역 내 유형･무형 문화재
등을 발견하고 디지털로 전환
- 지역자산 디지털화는 지역공동체 정체성의 강화와 주민참여형 정책 수립을 위해 필수적
요소
- 지역 사회단체,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역자산을 발굴하여 이를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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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디지털화

게임, 소프트웨어, 그 밖에 인터넷에 공개된 가치 있는 각종 자료를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아카이빙
[표 7-6] 유럽 문화유산 플랫폼 : 유로피아나(Europeana)
유로피아나는 유럽의 디지털 문화도서관으로, 유
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2008년부터 유럽 공동의 문화유산을 디지털화
하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
는 프로젝트임. 이 프로젝트를 위해 유로피아나
재단(Europeana Foundation)을 설립함. 이 재
단의 사업으로 대영도서관과 루브르박물관 등 유
럽 전역에 걸쳐 3,600개 이상의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이 결합하여 서적, 미술 작품, 건축물, 설화 등 모든 방면의 무형 문화재를 디지털화 하는
중임. 현재 5,800만 점 이상의 문화유산 기록을 디지털화하여 전 세계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 이후 유럽 관광이 침체를 겪는 상황에서 가상현
실, 증강현실, 3D 등 다양한 현대기술을 접목한 ‘유럽 발견’이라는 특별 섹션을 운영하고, 전
세계인들이 유럽 전역을 가상여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자료 : Europeana. “https://www.europeana.eu/en” (2021.9.23. 검색); European Commission.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europeana” (2021.9.23. 검색).

(3) 생활지식생태계 플랫폼 구축
요리, 육아, 교육, 원예, 위생･보건 등 모두의 생활에 밀접하고 필요한 지식을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P2P 커먼즈의 형태로 조성
-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람들의 ‘온라인 생활’이 고착화하는 상황에서 누구나 참여하여
함께 구축하는 무형의 공동재산(community wealth)은 국민의 전반적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동창작(co-operation)의 저변 확대에 기여

생활지식생태계 구축은 참여소득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고, 적립한 보수를 지역
화폐로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기대효과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종류의 지식 자산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기술을 배울 뿐만 아니라, 디지털이라는 미디어를 통해 다중에게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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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공유되는 과정을 배우면서 고숙련 인력으로 성장
디지털 커먼즈의 형태로 지식 등의 무형 재산에 접근할 수 있는 비용을 0(zero)
으로 수렴시키게 되면 ‘내생적 성장’에 절실히 필요한 집단적인 지식자본 형성
의 비용이 크게 줄어들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
- 지식의 디지털화는 검색을 통해 사용자가 필요한 지식을 보다 짧은 시간에 더 포괄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게 하므로, 개별 지식 요소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평생교육 시대에 정보 공유자산의 접근권 보장과 정보 생산 촉진을 위해 전국민에게 유료
디지털 지식커먼즈 이용 바우처를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유료 지식커먼즈 생산자는
이 바우처를 지역화폐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모든 사회적 과정의 디지털화는 인적･물적 자원의 물리적 이동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동의 효율성･생산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기후위
기 대응에 기여
전자도서관, MOOC, 유튜브 등의 사례에서와 같이, 지식의 디지털화는 지식
접근성 측면에서 지역 불평등과 특정 네트워크 배제 등의 문제 해소에 기여

3) 마을돌봄 프로젝트
배경 및 목적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술･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는 인구변화와 함께 사회구조에
도 급격한 변화의 충격을 주고 있지만,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돌봄영역에서의
사회제도 변화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
-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안전망 확충은 OECD 국가
중 하위권 수준
- 전통적으로 돌봄을 담당해왔던 가족, 친족, 이웃 등 비공식적 돌봄부문이 급격히 소멸하면
서 다양한 형태의 돌봄 수요에서 공백이 발생

전국단위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행정망 확충(2,911개소), 취약가구 예측방
식의 발전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에서는 정보 접근성 제약, 질병, 장
애, 사회적 낙인 등으로 인해 기존 사회안전망에 접근하지 못하는 대규모 취약계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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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만~500만 명 존재하는 것으로 예측96)
- 2018년 서울시 기준 423개 동주민센터 1개소당 ‘복지담당 공무원’은 4.3명으로, 자치구
복지담당공무원 1인이 평균 658명을 담당하는 실정
- AI･빅데이터 기술 발전으로 취약가구 예측능력이 향상됐지만, 이들을 공식 사회안전망에
편입시키고 복지서비스 수요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현장 인력이 필요

복지 사각지대로 인한 고독사 및 자살 문제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할 필요
- 자살률 OECD 1위, 2019년 기준 고독사 2,536명
- 고독사, 자살사망자 상당수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속해 있으며, 이를 사회적 재난 사태
로 규정하여 대응해야 함

마을돌봄 프로젝트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찾아내고 이들에게 실
제 도움이 되는 수요의 파악을 주요 목표로 함

주요 역할
마을 단위의 복지사각지대 조사단을 대규모로 편성하여 취약계층의 실태를 실
시간으로 파악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취약계층의 복지 수요를 파악하여 기존 사업 인력만으로는 충족시키지 못한
다양한 돌봄사업을 수행

주요 프로젝트 사업(안)
(1) 지역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 지원
현재 읍면동 단위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나 인력 부족으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 중 일부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복지담당공무원의 고유업무가
아닌 민관협력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사업분류와 책임 주체가 불명확한 상황

민관협력 사업 추진 단위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무단위에 ‘마을돌봄 프로
젝트’ 지원자가 참여하여 독자적 마을사업을 추진하거나 담당부서 업무를 지원

96) “복지 사각지대 비극, 왜 되풀이되나”, 한국일보(2020.12.28. 온라인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22804430004320

제7장 일자리보장제 도입 전략 및 경기도 적용방안∣249

- 사업예시 : ① 서울시 우리동네 주무관 사업, ② 읍면동 마을복지계획 수립 참여, ③
마을 소통･돌봄 공간확충, ④ 잠재적 위기가구 방문 및 전화 모니터링, ⑤ 지역자원 현황
조사, ⑥ 방과후 돌봄서비스 및 재능기부, ⑦ 방문간호사 가정방문 에스코트, ⑧ 장애이동
서비스 지원, ⑨ 문화사업 개최 등
- ‘행정안전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수행하는 민관협력사업 일부를 ‘마을
돌봄 프로젝트’의 고유업무로 지정해 기존 공무원 인력만으로 추진할 수 없었던 각종
마을복지사업, 문화행사사업, 마을돌봄사업 등을 기획･추진

(2)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수요조사 사업
AI･빅데이터 시스템과 연계하여 위기가구로 예측된 가구를 방문･상담･조사하
고 위기가구를 관련 행정전산망에 등록
잠재적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복지･행정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회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데이터를 축적
단순 행정업무처리 교육 외에도 사회복지분야 사회조사방법론, AI 및 빅데이터
기술 활용법 등의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참여자의 역량 증진을 도모
- 사회복지분야 연구조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자격증제도 운영

(3) IT기술과 연계한 전국 ‘안부살핌 서비스’ 사업
일부 지자체(동대문구, 제주시 등)는 단전･단수･통신 데이터를 활용해 위기가
구 고독사･사고 예방을 위한 실시간 상담 및 방문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
며,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
- 한전, 통신사, 행안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단위에서 마을돌봄 프로젝
트의 고유업무로 이를 지정해 실업자들을 상담원으로 교육하여 배치
- 사업홍보를 통해 안부살핌 서비스 가입 희망자를 모집한 뒤 이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모
니터링)을 실행한 후 대상 규모를 점차 확대
- 이 사업이 안착할 경우, 서울시 돌봄 SOS센터와 연계한 ‘착한탐정 캠페인’ 사례를 참고하
여 빅데이를 활용한 우범지대 에스코트, 1인 가구 및 취약가구 정기방문, 공공시설 몰카탐
지 등 사전적 예방적 활동을 상시로 수행하는 것으로 발전
※ 서울시 착한탐정 캠페인 : 서울시는 위기가구 사례를 제보할 수 있도록 약 10만 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약 8,600명의 이웃살피미를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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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실업들이 대규모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연결해주어 사회적 기여에 대한 자긍심과 사회연대
의식 고취에 기여
- 복지 사각지대의 사회안전망 편입과 실업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음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데이터 축적을 통해 향후 복지행정망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음
-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의 사회적 활용방안 모색이 가능(장롱 자격증이라 자조적으로 불리던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부여)
- 저임금, 단순 노동으로 인식되는 돌봄서비스를 IT기술과 결합된 고급 사회서비스로 인식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미래 사회복지 전문가의 양성이 가능

그동안 재중동포, 고령층, 여성 등이 전담하는 것으로 인식된 사회적돌봄을 전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으로 확대
- 전문가로 양성한 일부 인력은 전문적 마을복지플래너, 연구조사인력, 복지상담사 등 공식
적 공적부문 일자리로 편입하고 나머지 일거리는 예방적･사전적 업무나 행정보조 업무
등 ‘일자리 버퍼’ 성격에 부합하는 영역으로 분화

4) 참여소득형 프로젝트
배경 및 목적
사회･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미충족 지역사회 욕구의 발굴 및 해소 등 사회
혁신에 투자할 필요가 있음
- 고령화, 불평등 확대, 인공지능과 플랫폼 등 신기술의 급속한 확산으로 민간부문 일자리
수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질 또한 악화
- 한편에서 일자리를 찾는 비자발적 실업이 증가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서비스가 부족하
여 고통받는 부조화 현상이 악화하고 있음

실업자 해소 및 사회혁신이 실질적 효과를 낳기 위해서는 참여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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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취업･고용 정책 대부분은 대상자의 민간부문 취업을 전제로 ‘간접적’으로만 지원하지
만, 일자리 총량이 제한된 환경에서 이는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취업을 희망하는 모두에게
일자리를 직접 제공할 필요
- 지역사회 시민의 미충족 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당사
자가 직접 참여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해소하는 활동을 보장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임

참여소득형 프로젝트는 다양한 지역사회의 필요를 발굴하고 지역 내 실업자의
고용을 통해 이를 충족시킴으로써 지역공동체 발전과 사회연대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사업 운영 방안
운영원리
① 구직실업자의 ‘참여’를 보장
- 일자리의 발굴과 조직 운영에서 상향식(bottom-up) 적용
② 기존 일자리사업 조직 및 사회 인프라 활용
- 정부･지자체의 일자리사업은 이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직접 일자리, 고용서비스,
교육･훈련 등의 사업에서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
-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 조직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조직과의 협업을 통해
어떤 종류의 일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를 모색
③ 장기적 운영
-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장기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구직실업자의 참여 유인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일자리 보장 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해
최대한 참여자가 원하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일자리를 발굴

운영 절차
① ‘참여소득형 일자리’ 사업 공모
- 공모를 통해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고, 일자리보장제의 취지와 목적, 내용 및 구조, 조건
등에 관한 집중 교육(진로교육 포함) 후, 사업계획서를 모집
- 정부･지자체의 기존 일자리사업 관련 전문가, 사회적 경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모
과제 선정 위원회(가) 구성 및 심사･선발(유사 사업계획서를 통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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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된 인원은 관련 직업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이후에도 사업과 교육과정을 병행
- 선정된 사업의 정착을 위해, 사업 초기에 지도위원(멘토)를 배치하여 운영
- 주기적인 평가 및 환류 체계를 구축
② ‘일자리은행’ 운영
- 공모를 통해 제출된 과제, 정부･지자체 요청, 지역 사회적 경제조직과 주민의 제안 등을
수집하여 ‘다양한 일거리’ 수요를 상시로 확보
- 이들 수요는 차후 ‘참여를 희망하지만, 구체적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준에 이르지 못한’
참여 희망자에게 열람하도록 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구직실업자의 소득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서 필요
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확대
- 구직실업자는 상시적 일자리 보장을 통해 소득 확충과 함께 다양한 일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음
- 미충족 욕구의 실질적 해소를 통해 정책 효능감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사회적
연대의식 강화에 기여

지역사회 사회서비스 제공 전문가 양성
- 참여소득형 일자리가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동안 참여자의 숙련 및 노하우
가 축적되며, 이들은 정책 확대 과정에서 선도 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음
- 참여자가 스스로 관심 분야를 정하고 문제를 개척하여 역량을 축적하면, 장기적으로 이들
이 해당 사회혁신 분야 전문가로 성장하여 사회 전체의 사회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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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기도 적용방안 - ‘청년일자리보장제’
1) ‘청년일자리보장제’ 필요성
특정 대상에 대한 시범적 일자리보장제를 우선 시행한 후 점차 확대
특정 대상에 대한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
하는 것이 정책효과를 높이는 방안
- 앞선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에 시행한 일자리보장제 혹은 유사 정책은 청년,
농민, 장기실업자, 일부 지역 등 특정 단위를 대상으로 함
- 우리 사회의 특성에 부합하는 일자리보장제를 도입･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이에 대한 엄밀한 평가에 기초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
- 일자리보장제는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 제도의 전면적 도입은
사회적･정치적 동의를 전제로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성과에 대해
검증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

전면적인 일자리보장제 도입은 대규모 예산 투입이 필요한데, 중앙정부와 달리
(광역)지자체는 강한 예산제약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부분적 일자리보장제 도
입이 불가피한 상황

경기도형 일자리보장제는 고용난이 심각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
청년기는 생애주기에서 노동시장 진입을 통한 소득 확충뿐만 아니라 사회참여
와 사회적 자아 형성이라는 과제가 주어진 시기
- 청년층은 급변하는 환경에서 사회･경제 변화를 추동하고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세대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소득 및 자산 형성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함
-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욕망’과 이를 통해 ‘사회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립하고 통합되기를 원하는 욕망’이 청년 세대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임

경기도 청년층의 고용지표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당히 열악하므로 청년 일자
리 확충이 시급한 상황
- 고용창출력 약화로 인해 많은 청년층은 극심한 취업 경쟁을 치르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일자리 공급 부족으로 인해 대규모 청년 실업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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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20년 경기도에서 만 15~29세 고용률은
43.1%에 불과해 전체 고용률 60.3%에 비해 17.2%p 낮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률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2020년 경기도에서 만 15~29세 실업률은 8.6%로, 전체 실업률 4.0%에 비해 4.6%p나
높게 나타남

[그림 7-3] 경기도 고용률 추이(%)

[그림 7-4] 경기도 실업률 추이(%)

자료 :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경기도는 청년층의 인간 발전(human development)과 역량 강화를 가능하게
하는 활동이면서 사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활동에 대규모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개인적･사회적 수요 중심의 ‘일(work)’ 정책을 추진할 필요
- 청년이 삶의 자율성(autonomy)에 대한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Sen(1999)의 인간
발전 및 역량 강화, 즉 ‘피어나는 삶(eudaimonia)’을 실현할 활동의 기회가 있어야 함
-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활동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사회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립하고
인적 사업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이런 활동을 전체 사회적 차원에서
대규모로 조직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경기도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보장제 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청년 세대의 역량 강화, 사회적 필요 충족, 장기적 사회･산업혁신’이라는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도록 일자리를 기획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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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형 청년일자리보장제’ 도입방안
‘청년보장제’와 ‘일자리보장제’를 결합한 ‘청년일자리보장제’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97)는 청년이 정규교육 졸업이나 실업 직후 양
질의 고용과 교육･훈련 등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유럽 전역에서 도입
- EU의 청년보장제는 미취업 청년들의 장기간 비경제활동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함
- 회원국의 프로그램 계획을 심사한 후 EU에서 조성한 청년고용기금(youth employment
initiative)을 지원하는 방식
- 청년보장제의 프로그램은 교육･훈련, 학교 중퇴 예방 및 치료교육, 취업 알선, 직접 고용
창출, 고용 인센티브, 스타트업 인센티브 등으로 구성
- 특히, 유럽의 전통적 도제시스템을 현대화하여, 청년들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에
선제적으로 일 경험과 전문적 기술을 습득하도록 지원(장기현장실습제도 등)하는 데 중심
을 두고 있음(최석현･김정훈, 2018)

청년의 역량 축적과 사회･경제 혁신 기반 강화를 위해 ‘청년보장제’와 ‘일자리
보장제’를 결합한 모델을 구상할 필요
- 유럽과 국내 일부 광역지자체(서울, 대구 등)에서 시행하는 청년보장제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확장하여 고용가능성 강화라는 인력공급에 중심을 두고 있으므로, 청년고용의 핵심
문제인 일자리 공급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한편, 일자리보장제의 경우 사회･경제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새로운 사회적 필요의 발굴,
개인 역량 강화 등 사회혁신과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 청년일자리보장제가 청년에게 의미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력형성을 강화하는 디딤돌
이 되기 위해서는 청년보장제 프로그램과 같이 자존감 회복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접목하여 도입될 필요가 있음
-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들이 청년보장제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부문 혹은 공공부문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하되 최종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에게
일자리를 보장하는 방식을 적용

97) 청년보장제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오세제 외(2020)를 참고.

256∣일자리보장제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경기도형 청년일자리보장제’의 주요 목적 및 대상
(목적) 일할 능력이 있고 일할 의지가 있는 경기도 내 청년 장기실업자에게 사회
적으로 의미 있는 일자리를 제공
- 청년층은 급변하는 환경에서 사회･경제 변화를 추동하고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세대로서.
청년 실업자들에게 소득 및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일자리보장 프로그램을
도입
- 생애 경로에서 큰 장애에 직면해 있는 청년 장기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력형성을
돕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릴 기회를 제공할 필요

(대상) 만 19~34세 청년 장기실업자(6개월 이상 구직자)
- 2020년 경기도의 만 19~34세 청년 실업자는 약 12만 명, 장기실업자는 약 8천 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경기도 기후위기 청년본부’(가칭) 설립
경기도 ‘청년일자리보장제’의 주요 사업으로 ‘경기도 기후위기 청년본부’를 설
립하고 청년 실업자에게 지역 단위의 기후위기 대응 및 성공적 생태전환 기반
구축에 필요한 대규모 일자리를 제공
- ‘경기도 기후위기 청년본부’는 경기도, 시군, 공공부문에서 진행하는 생태전환 관련 사업
(그린뉴딜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전환적 기반 구축을 주요 목적으로 함
- 생태산업 육성의 걸림돌은 사회적 필요가 절실한 사업 분야를 발견하는 ‘탐색 과정’의
리스크와 해당 분야의 숙련인력 부족이며, ‘경기도 기후위기 청년본부’는 이런 문제의
해소에 기여
- ‘경기도 기후위기 청년본부’ 참여자들은 생태전환에 필요한 다양한 조사, 관련 데이터베이
스 구축, 지역 생태 복원 등의 역할을 담당

‘경기도 기후위기 청년본부’는 각 시군에서 대규모 청년들을 선발하여 미래를
위한 환경･사회･경제적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고, 지역 생태운동 활동가로서 생
태 문제 해결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들은 생태전환을 위한 공공사업에 참여하거나 생태산업 기여가
인정되는 지역 내 사회적기업, 민간사업체, 비영리단체에 광범위하게 파견되어 활동
- 창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생태전환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컨설팅 및 네트워크 구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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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후위기 청년본부’ 산하에 ‘경기도 청년환경보전단’을 두고 기후위기
대응 관련 참여소득형 프로젝트 일자리도 제공
- 참여소득형 사업은 경기도 내 숲 관리, 생태 복원, 생태 조사, 홍수 예방, 멸종위기 생물
모니터링 등 다양하게 구성
[표 7-7]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인증하는 ‘장인제도(안)’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숙련도에 따라 도제(apprentice), 직인(journeyman),
장인(master)에 해당하는 정부 자격증 발급을 통해 공식적으로 역량을 인정하는 제도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음
Ÿ 도제 과정 : 일정 기간 생태산업 일꾼으로서 기본 교육 및 실습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도제
자격증’을 발급
Ÿ 직인 과정 : 도제 자격증 취득 후 ‘기후위기 청년본부’에 소속되어 2년간 실무 경험을 쌓고
신규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책임자의 평가 등을 종합하여 ‘직인 자격증’을 발급
Ÿ 장인 과정 : 직인 과정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기초하여 ‘기후위기 청년본부’ 내 청년들과
함께 신규 프로젝트를 2~3년간 진행하고 프로젝트 종료 후 사업평가 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장인 자격증’을 발급

‘경기도 청년일자리은행’(가칭)을 구축하여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상시로 제공
‘경기도형 청년일자리보장제’를 통해 청년의 능력에 맞는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직자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비축해야 함
지자체는 ‘청년일자리은행’(가칭)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공동체 필요를 충족시
키는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축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 지역공동체 구성원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마을 공동식당, 마을 공방, 마을 도서관, 생산
기반 시설 등을 파악하여 관련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청년일자리은행에 등록
- 사회적기업･벤처,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등도 지역공동체의 필요(프로젝트)를 제안하여
선정된 일자리를 ‘청년일자리은행’에 축적
- 일자리의 승인 기준은 청년 실업자에게 실질적인 고용기회를 창출하는가, 현직 노동자들을
대체하는 문제가 없는가, 사회와 환경 측면에서 유용한 활동인가 등이 될 수 있음
(Tcherneva, 2020)
- ‘청년일자리은행’에 일자리를 등록할 때 어떤 역량을 갖춘 청년이 필요한지를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얻는 데 필요한 역량을 확충할 동기를 부여하고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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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효과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
- 청년고용정보 통합시스템에 축적된 청년의 역량과 청년일자리은행에 등록된 일자리 리스
트 간 매칭체계를 도입

지자체가 지역 문제의 해결방안을 공모하고 그 프로젝트에 청년 실업자를 참여
시키는 방식도 도입 가능
- 행자부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영국의 Spice 타임크레디트 등의 사례를 확장한 참여소득
형 프로젝트를 기획

청년 일자리보장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업무수행 이전 혹은 그 과정에서
이수해야 하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기관(가칭 ‘청년두레’)을 설립
-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업무수행 관련 교육･훈련뿐만 아니라 일과 사회참여에 대한 동기부
여, 기본소양 교육, 스킬셋 강화 등을 제공
- 기후위기 대응, 지역공동체 강화, 사회적 돌봄 등 청년들이 새로운 사회적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동기를 부여
- 생태･공동체의 기본적 가치부터 여러 생태적 문제 및 해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역 활동가
에 준하는 의식을 함양
- 청년들이 지닌 다양한 역량과 스킬셋의 준비상태를 공유하고,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협업 프로젝트 수행 등을 통해 필요한 역량을 강화

3) 경기도형 ‘청년일자리보장제’ 예산 추정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대상자 모두가 풀타임으로
참여하는 경우 연간 약 2,6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
-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경기도 청년 장기구직자 : 2020년 하반기 기준 8,243명(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 1인당 급여 : 연간 2,400만 원
- 사회보험료 : 급여의 10%
- 간접비 : 총 인건비(월급여+사회보험료)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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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일자리보장제 도입 시 모든 청년 실업자의 풀타임 참여를 가정
하는 경우 연간 약 3조 6천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
- 경기도 청년 실업자 : 2020년 하반기 기준 115,1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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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정책제언
1. 연구 요약
저성장 시대 진입, 자동화･기계화 등으로 일자리 창출력이 약화
지난 10년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연 2%대에 불과했으며, 잠재성장률은 2026
년 이후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
성장률 하락에 더하여 고용탄력성이 2012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면서, 취업자
수 증가율 둔화 등 고용 상황이 더욱 악화
체감 실업률을 보여주는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
2000년대 이후 청년실업 문제가 더욱 심화하면서 전체 실업률과 청년실업률
간 격차가 확대되는 것도 주요 특징
특히, 코로나19 위기는 임시･일용직 등 불안전 노동자의 고용을 크게 위협하여
저소득층의 빈곤 문제를 악화시킴

모든 시민에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정부의 직접 일자리 창출 정책이 필요
일자리는 경제적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네트워크와의 통합을 의미하므로
‘일할 권리’는 ‘인간 인격체의 완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
‘일할 권리(right to work)’의 보장은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사회참여를 위한
‘경제적 기본권(economic fundamental rights)’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핵
심 책무 중 하나로 인식해야 함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업은 소득단절, 정신적･신체적 위협, 사회적 존재
감 상실 등 개인적 차원의 비용과 불평등 심화, 성장률 둔화, 사회보장지출 증
가, 범죄 증가, 사회통합 약화 등 사회적 차원의 막대한 비용을 유발
시장의 일자리 창출력 위축에 따른 만성적 실업과 고용불안정 심화에 대응하여
정부가 직접 일자리 제공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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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요국에서는 일자리보장제와 관련한 정책을 계획하거나 시범사업을 진행
중임
우리 국민도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에 가장 필요하고 도입이 시급한 제도
로서 일자리보장제를 선호

‘일자리보장제’는 실업 비용의 제거, 사회복지제도 복원 등에 기여
일자리보장제는 “일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일할 의사가 있는 모든 개인에게 정부
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정책
일자리보장제는 모든 시민의 실질적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최종 고용
자(Employer of Last Resort)’ 역할에 조응
일자리보장제는 실질적인 완전고용 상태를 지향하기 때문에, 실업이 유발하는
개인적･사회적 비용을 제거하고 복지사각지대의 축소(참여자의 사회보험 자동
가입)에 기여
또한 일자리보장제는 경기역행적으로 작동하므로, 강력한 거시경제 자동 안정
화 장치의 기능을 담당
나아가 일자리보장제는 전국적 차원에서 노동표준의 적용을 강제하고, 지역에
서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와 공공재 창출에 기여

이론적 차원의 개방 거시경제모형(Stock-Flow Consistent Model) 분석
결과, 일자리보장제 도입은 성장률 제고와 경제 안정에 기여
일자리보장제 도입은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소비를 증가시켜 가동률을 높이고
투자 촉진과 함께 성장률 상승에 기여
장기 균형 모형에서 국내 경제성장률은 세계 경제성장률로 수렴하지만, 일자리
보장제 도입에 따른 성장률의 단기적 상승은 일자리보장제가 도입되지 않은
경제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은 GDP 수준을 달성하도록 함
또한 일자리보장제 실시 이후 기업의 이윤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일자리
보장제가 고용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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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일자리보장제를 실시하는 경우 경기변동 폭이 일자리보장제를 미실시하
는 경우보다 작게 나타나 경기순환 과정에서 경제 안정화 효과가 발생
일자리보장제 도입은 물가상승, 무역수지 악화, 재정부담 증대 등 부정정 효과
를 유발하지만, 그 효과는 경제에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남

한국 경제 데이터에 기초한 시뮬레이션(Fair Model) 결과, 일자리보장제 도입
시 한국 성장률은 평균 0.87%p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
2000~2019년 동안 일자리보장제가 없는 경우와 도입한 경우에 대해 각각 시
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일자리보장제 도입 시 GDP 성장률이 연간
0.68~1.06%p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
일자리보장제를 통해 직접 고용하는 인원은 51.2만~80.8만 명(평균 65.8만
명)이고 민간부문 고용도 13.7만~26.0만 명(평균 21.2만 명) 추가로 증가시켜,
경제 전체에서 66.7만~107.9만 명(평균 86.9만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것으로 추정
일자리보장제로 인한 인플레이션 유발 우려와 달리, 일자리보장제를 시행하더
라도 인플레이션이 악화한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며, 무역수지도 중장기적
으로 악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일자리보장제 도입 시 GDP 대비 정부의 재정수지는 연간 1.3~1.6%p(평균
1.5%p) 악화하지만, 조세제도 정비 등을 통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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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제언
사회･경제 전환과 혁신을 추동하는 한국형 일자리보장제의 도입을 검토
(목적) 일할 능력이 있고 일할 의지가 있는 모든 실업자에게 괜찮은 근로조건을
갖춘 일자리를 제공하여 국가가 완전한 ‘일할 권리’를 보장
- 단순한 일자리의 선택권을 넘어 ‘일자리를 보장받을 권리’로 ‘일할 권리’의 개념을 확장

(목표) 실질적 완전고용 달성 및 사회･산업전환 기반 강화
- 단순한 일자리 보장을 넘어 사회･경제의 혁신과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
- 친환경 에너지･산업구조로의 전환, 고령화에 따른 돌봄수요 확대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
의 사회･경제･환경 변화를 추동하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공공부문이 전환적 혁신을 주도

(급여) 일자리보장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사회보험 혜택을
부여
- 구직활동, 직업교육･훈련 등 일자리사업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도 참여소득의 형태로 최저
임금을 지급

(전략1) 기후위기에 대응한 생태적 전환,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한 사회적 돌봄
체계로의 전환, 혁신적 지식커먼즈 조성, 사회연대경제 강화 등 사회･경제 패러
다임의 전환과 연계하여 ‘사회전환형 일자리’와 ‘참여소득형 일자리’를 발굴
- 사회전환형 일자리는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급히 대응할 필요가
있지만, 시장기능의 미작동 혹은 공공성이 커서 정부･지자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분야의 일자리
- 참여소득형 일자리는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일자리이
며, 지자체와 지역의 사회적 경제부문이 협력하여 창출하는 일자리

(전략2) 실업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이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다양한
선택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자의 역량 확충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 민간기업 취업 가능자에게는 현행 구인-구직 매칭서비스를 정교화하여 취업을 지원하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
- 실업자들에게 사회참여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이들이 자기발견(self-discovery) 과정
을 통해 사회･경제구조 변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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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차원에서 사회･경제적 전환을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
한 실업자에게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
- 지역특화 공공서비스나 공공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실업자에게 참여소득형 일자리를 제공
하고, 근로시간 중 20%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여 민간일자리 이행을 지원

(전략3) 국가 차원의 전환형 프로젝트는 공공조직을 통해 수행하고 참여소득형
프로젝트는 지자체 단위에서 사회연대경제와 협업체계를 구축
- 국가 차원의 전환을 준비하는 프로젝트(기후위기 대응, 지식커먼즈 조성, 지역 돌봄혁신
등)는 중앙정부에서 총괄하되 지자체 단위에서 실행
- 지자체는 기존 공공근로 형태를 넘어 사회연대경제 부문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의
필요를 발굴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일자리를 창출
- 사회연대경제 부문은 지역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고 창의적 참여 기회를
확대

(실행방안) 모든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제공을 장기적 목표로 하되, 현실적 여건
을 고려하여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
-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우선 진행하고, 이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점차
확대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

경기도는 청년층의 고용난 완화를 위해 ‘청년일자리보장제’의 선도적인 도입
을 검토
(배경) 청년층 고용지표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므로, 경기
도의 예산제약을 고려하여 청년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
- 청년기는 생애주기에서 노동시장 진입을 통한 소득 확충뿐만 아니라 사회참여와 사회적
자아 형성이라는 과제가 주어진 시기

(목적) 일할 능력이 있고 일할 의지가 있는 경기도 내 청년 (장기)실업자에게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자리를 제공
- ‘경기도형 청년일자리보장제’는 ‘청년 세대의 역량 강화, 사회적 필요 충족, 장기적 사회･
산업혁신’이라는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도록 기획
- 만19~34세 청년 장기실업자(6개월 이상)를 우선 대상자로 하고 점차 확대

(전략1) 청년의 역량 축적과 사회･경제 혁신 기반 강화를 위해 ‘청년보장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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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보장제’를 결합한 모델을 구상
- 청년일자리보장제가 청년에게 의미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력형성을 강화하는 디딤돌
이 되기 위해서는 청년보장제 프로그램과 같이 자존감 회복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접목하여 도입할 필요
- 청년 실업자들이 청년보장제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공공부문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하고, 최종적으로 실업 상태에 놓인 청년들에게는 경기도가 직접
일자리를 제공

(전략2) 경기도 ‘청년일자리보장제’의 주요 사업으로 ‘경기도 기후위기 청년본
부’를 설립하고 청년 실업자에게 생태전환 기반 구축 일자리를 제공
- ‘기후위기 청년본부’의 주요 목적은 경기도, 시･군, 공공부문에서 진행하는 생태 전환
관련 사업(그린뉴딜 등)의 통합적 관리와 전환적 인프라 구축
- 청년 참여자들은 환경･사회･경제적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고, 생태 전환에 필요한 다양한
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역 생태 복원 등의 역할을 수행
- ‘경기도 기후위기 청년본부’ 산하에 ‘경기도 청년 환경보전단’을 두고 숲 관리, 생태 복원,
생태 조사, 홍수 예방 등 참여소득형 프로젝트 일자리도 제공

(전략3) ‘경기도 청년일자리은행’을 구축하여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상시로 제공
- 지역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등이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를 제안
하고 선정된 일자리를 청년일자리은행에 비축
- 청년 고용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청년일자리은행에 등록된 일자리 리스트와 효과적
으로 매칭하는 체계를 도입

(예산) 장기 청년 실업자(6개월 이상)를 대상으로 하고 대상자 모두가 참여하는
경우 연간 약 2,6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경기도 청년 장기구직자 : 2020년 하반기 기준 8,2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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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port is to review theories and suggestions related
to the Job Guarantee, and to propose a plan for implementing the Job
Guarantee program in Korea, with simulation results of economic
models, considering its characteristics and social needs.
We established an empirical model to analyze the economic effects
of the Job Guarantee in Korea through simulations over 2000-2019, in
line with the Fair model approach. If the Job Guarantee was
implemented in 2000, in our model, GDP growth rates in Korea would
have been increased by 0.68%p-1.06%p per year. Also, an increase in
the employed was estimated to be 667,000-1,079,000. However, the
government’s fiscal balance as a percentage of GDP was estimated to
decrease by 1.3%p-1.6%p per year, which might not cause a serious
problem in the Korean economy.
Now, Korea must prepare a great transformation to a new paradigm
in the post-COVID era. Thus, the Job Guarantee program needs to be
introduced in the direction transforming social and economic structures.
We could consider creating transformation-type and participation
income-type jobs, which would stimulate the ecological transformation,
the transformation of the national care system, the creation of innovative
commons, and the reinforcement of our social solidarity economy. We
also suggest that the national-wide transformation projects be carried
out by public organizations, and the participation income-type projects
be operated through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various units of social economy.

Keywords

Job Guarantee, Public Works Plan, Ecological Transformation, Social Ca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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