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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세계 각국은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동시장 정책과 청년고용 정

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2010년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청년 실업에 한 우려

가 확산되면서, EU는 이들의 사회진입을 보장하기 위한 ‘청년보장(Youth 

Guarantee)’을 회원국들의 정책으로 추진하게 된다. 청년보장은 단순한 취업

알선을 넘어서서 교육훈련이나 취업으로의 진입을 국가가 보장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을 종합적으로 연계한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이 과정

에서 특히 청년들에 한 고용서비스 혁신과 강화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역

시 최근 지방 정부의 청년수당과 청년 공간을 통한 청년활동지원이 적극적으

로 실시되면서 청년들의 삶 전반에 한 지원이 공적 영역의 정책 상으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주목하면서, 청년 특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해외 국가의 서비스체계를 분석해 우리나라 청년고용

서비스 강화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청년보장 제도를 1980년

부터 실시한 스웨덴, 청년 고용서비스 패키지‘청년뉴딜’시행으로 우리나라 

취업성공패키지의 모델이 된 영국, 인근 아시아국가인 일본의 사례를 검토

하였다.

청년보장 제도는 다음 여섯 가지 축에 기반하고 있다. 첫째, 파트너십에 

기반한 접근. 둘째, 조기 개입과 활력화. 셋째, 노동시장 통합지원책. 넷째, 

EU 기금을 비롯한 안정적 재정 확보 다섯째, 신뢰로운 평가와 지속적 모니터

링 여섯째, 신속한 실행이다. 청년보장 정책은 시행이후 노동시장에서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시행 국가에서 실업률과 니트 비율

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서비스 개혁 등의 제도적 성과도 보고되고 

있다.

스웨덴은 유럽에서 청년 보장 제도를 가장 일찍 시작한 국가 중 하나이다. 



청년보장을 위한 스웨덴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징적 정책으로 DUA와 

UngKOMP를 꼽을 수 있다. DUA는 표단 형식을 띤 정부위원회로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

이다. UngKOMP는 청년들을 위한 통합지원 서비스기관으로 청년고용서비스와 

복지서비스가 한 장소에 통합되어 제공되는 청년판 ‘고용복지+센터’라 할 

수 있다. 

영국의 청년고용 관련 정책은 실업청년에 한 지원과 청년실업 예방을 

위한 교육훈련, 두 방향에서 진행된다. 실업청년 지원은 잡센터플러스를 통해

서 이루어진다. 실업부조를 받는 모든 수급자를 상으로 한 정책은 워크프로

그램이며, 청년들의 경우 2014년에 ‘청년의무(Youth Obligation)’ 프로그램이 

본격화되었다. 통합수당을 신청하는 청년은 수당신청과 동시에 잡센터에서 운

영하는 집중활동프로그램에 참가해야한다. 6개월이 지나도 취업하지 못하면 

의무적으로 일터에서 일을 해야 한다. 한편, 청년들의 고용가능성 증진을 위해 

견습제도에 한 적 개혁이 행해졌다. 진로교육 강화, 기술교육체제 개선, 

견습세 부과 및 견습직 3백만 개 신설 추진 등이 그것이다. 

일본의 청년고용서비스는 교육단계에서 직장정착에 이르는 과정의 단계적

이고 체계적인 지원, 프리터･무업자에 한 의욕 증진, 프리터의 상용고용화, 

일본판 듀얼시스템(dual system), 청년과 지역산업의 네트워크 강화가 중심이 

된다. 일본은 상별로 세분화된 청년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관도 별도로 

운영한다. 상별로 세분화된 서비스는 개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청년 당사자들에게는 어느 기관을 

찾아가야할지 혼란을 일으키고 한편으로는 서비스의 중복으로 인한 행정적 낭

비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청년서비스

를 통합, 연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행해지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사례로 

홋카이도의 통합센터인‘청년취직응원센터’와 ‘청년지원 종합센터’를 살펴

보았다. 

본 연구는 최근 청년 정책의 흐름과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장기적으로는 고용 문제를 사회제도 전반, 특히 

교육제도와 연계한 개혁 등 보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중단

기적으로는 서비스체계의 통합과 간소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위한 

체계 구축, 청년고용서비스에 코칭의 도입, 서비스 제공자로서 NGO 등 민간

단체의 활용, 청년활동 지원과 재정적 지원의 결합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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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청년고용은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 정부는 2000년  

초반부터 청년 실업 문제의 완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입안하고 책을 추진

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 고용문제는 날로 심화되어 

2018 청년실업률은 10%를 상회하며 외환위기 이후 최고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청년고용문제가 “국가재난수준”이라는 인식하에 마련한‘2018 청년일자리 

책’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확 하여 청년일자리를 늘릴 뿐 아니라, 취업

청년의 소득, 주거, 교통여건을 향상하는 등의 종합적인 책을 담고 있다. 

청년 취업난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이에 한 새로운 접근과 시도도 이루

어지고 있다. 청년문제가 고용 중심의 접근을 넘어서서 청년 복지 및 문화 등 

청년의 삶 전반에 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

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19  국회부터 시도되어 온 ‘청년기본법’ 제정



2  청년고용정책 해외사례 연구 – 청년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의 노력들은 이러한 접근을 반영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입법절차를 추진 

중인 청년기본법은“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선언하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

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회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청년문제에 한 새로운 접근은 지자체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전망을 지원하는 ‘청년수당’정책을 시

작한 이후, 자치단체에서 청년수당 정책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이는 청년지원

의 상과 범위, 방법에 한 접근, 청년 고용에 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과 

협력에 한 새로운 안을 현실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청년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유럽연합(EU)은 청년 고

용문제에 한 정책 상을 실업자를 넘어 NEET(Not in Employment, 

Education and Training)로 확장하면서 2014년부터 청년보장(Youth Guarantee) 

정책 실시하여 약 19개국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실

업상태에 있는 청년들에게 4개월 내에 교육훈련이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청년보장의 골간이다. 청년들이 장기실업 상태에 빠지기 전에 교육이나 일자

리의 보장을 통해 사회통합을 시도하는 EU의 청년보장은 완전히 새로운 정책

은 아니다. 스웨덴이나 핀란드 등 북유럽국가들이 이미 1990년 부터 실시하

고 있던 청년고용 정책을 발전시킨 것이며, 개별 국가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적합하게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2014년 시범운영을 실시한 이

래 시행 경험이 축적되면서 국가별로 다양한 모델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고용서비스는 청년 고용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제도적으로 적인 혁신과 개혁이 이

루어지기도 하였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고용서비스 체제의 정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고용서비스 통합과 협력 같은 것들이 그러한 사례에 속한다(ILO, 

2017). 

청년지원 정책이 고용을 넘어서서 보장으로 전환하고, 청년을 위한 포괄적 

원스톱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는 EU 국가의 우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청년 정책의 방향과 현실적 방안에 한 시사점을 얻을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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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청년보장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유럽 주요국을 중심으로 청년 고용서

비스 우수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청년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

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함

- 근접한 아시아권 국가이며 청년특화 고용서비스 전달체계가 잘 발달되

어 있는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여 청년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함

- 특히 청년 특화 원스톱 서비스와 거버넌스, 다양한 기관 간, 중앙정부

와 지방정부 간 협력 등의 파트너십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이후 우리

나라 청년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시사점을 얻고자 함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 스웨덴 고용서비스 현황 및 시사점

- 스웨덴 청년 노동시장의 현황과 특징

- 스웨덴 고용서비스 및 청년 통합지원 서비스 거버넌스 운영방식과 

프로그램        

- 스웨덴 청년고용서비스 시사점

◦ 영국의 고용서비스 현황 및 시사점

- 영국 청년 노동시장 현황과 특징

- 영국 고용서비스 및 청년 통합지원 서비스 거버넌스 운영방식과 프로

그램

- 영국 청년고용서비스 시사점

◦ 일본의 고용서비스와 현황 및 시사점

- 일본 청년 노동시장 현황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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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고용서비스 및 청년 통합지원 서비스 거버넌스 운영방식과 프로

그램

- 일본 청년고용서비스 시사점

◦ 한국 청년 고용서비스에의 시사

- 한국 청년 고용정책 및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에의 시사점 도출 및 제언

2.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 OECD, ILO 등 국제기구자료 및 해당 국가 온오프라인 상 행정 및 

보고 자료 수집 및 분석

- 국내외 주요 문헌, 통계 자료 수집 및 분석

◦ 현지 조사 및 인터뷰

- 사례 상국 청년고용서비스 현장 방문 및 정책 입안자, 종사자 등 

인터뷰

◦ 전문가 간담회

- 청년 일자리 정책 관련 전문가 풀 구성 및 자문

- 전문가 포럼 및 콜로키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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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실업자를 상으로 중앙정부가 추진하던 청년정책이 변화를 맞고 있

다. 한국에서는 그간 정부가 다양한 청년 일자리 정책을 펼쳐왔고, 2010년  

중반부터는 지자체들도 자체적으로 다양한 청년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그 표적인 예가 청년수당과 청년센터 운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EU는 2000

년  말 경제위기 직후 심각한 청년고용 문제에 처하면서 정책의 초점을 전통

적 실업자 지원에서 NEET를 위한 통합적 지원으로 전환하는 청년보장(Youth 

Guarantee) 제도를 추진 중인 바, 이 절에서는 한국의 지자체와 EU의 청년보

장을 중심으로 청년 지원 정책의 변화하는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한국의 지자체 청년고용정책

1. 배경

그간 청년정책은 주로 청년 고용을 중심으로 주로 중앙정부의 소관사항이

었으나,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는 한편 주거, 복지, 건강 등 삶 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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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 청년문제가 복합화되면서 최근 몇 년간 지방정부의 청년사업이 활성화되

고 있다. 지방정부의 청년지원 정책은 보다 근거리에서 청년의 삶에 기반하여 

중층적이고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2015년 서울시는 ‘2020 서울시 청년정책의 비전’을 발표하면서 청

년정책의 범위를 일자리 뿐 아니라 주거안정, 사회참여, 금융, 청년활동으로까

지 확 하였다. 또한 월 50만원 이내의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함으로써 청년수당 논의를 촉발시켰다. 도입 초기 논란을 지나 서울시는 2017

년 한 해 4,909명을 상으로 통합형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18년 현재 

7,000명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1)

〔그림 2-1〕 2020 서울시 청년정책 비전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시의 청년정책 발표 이후 지방정부와 지자체들은 앞 다투어 청년정책

을 수립하였으며 청년수당을 도입하고 청년 공간을 구축하는 등 다양하고 복

1)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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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 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또한 이러한 사업을 밑받침할 수 있는 청년조례

의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한 노력도 행해지고 있다2).

2. 지자체 청년수당

청년수당 혹은 청년활동수당 정책을 실시하는 지자체는 2018년 5월 현재 

광역 6개, 기초지자체 2개로 총 8개이다. 이 사업 부분은 청년들의 활동계획

서를 토 로 3개월~6개월간 월 30~50여만 원의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며, 활동

결과보고와 프로그램 참여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

지자체 청년수당은 ‘구직활동’ 수당을 표방하고 있으나, 학원비나 교재

구입비와 같은 구직활동 관련 직접비 뿐 아니라, 식비나 교통비와 같은 간접

비 지원을 포함함으로써 지원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청년수당 지원을 처음 시작한 서울시는 만19세에서 29세인 미취업 청년들

을 상으로 월 50만원의 수당을 6개월간 지급하는데, 수혜자들은 오리엔테이

션에 참여해야 하며 수당 수령 3개월 이후부터 활동결과서 제출이 의무이다. 

또한 청년활동지원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권고 받는다. 서울시청년활

동지원센터는 청년수당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며, 참여 청년들을 상으로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는 ‘광주청년드림수당’이라는 명칭으로 광주에 거주자는 만 19세

부터 34세까지의 미취업 청년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청년이 상이며 매월 40만원씩 6개월간 수당을 지급한다. 역시 

참여청년은 구직활동계획서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교육과 

심리상담을 병행한다. 지자체의 청년수당 제도 현황은 <표 2-1>과 같다. 

2) 2018년 10월 현재 17개 광역지자체 모두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였다(서복경,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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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명칭
시작연
도

상
1인당 
지원액

수혜자 
의무

광
역
자
치
단
체

서울
서울시 
청년
수당

ʼ16년
-서울 거주 중인 
만19~29세 미취업 
청년(기준중위소
득 150%미만)

50만원
/월

-3개월부터 
활동결과에 
근거해 
지급(결과보고 
제출)

전
청년취
업희망
카드

ʼ17년

-6개월 이상 전 
주민등록 자로 만 
18세~34세( 학교/
학원 졸업학년 

재학생·휴학생 
포함)(중위소득 
150% 미만)

30만원/
월

-카드사용 
승인신청 
(이에 한 
심사 승인과 
포인트 차감 
및 환급이 
이루어짐 )

광주

광주
청년 
드림
수당

ʼ18년
-만19세~34세 광주 
거주 
미취업청년(중위
소득 120%이하)

40만원
/월

-매월(총5회) 
구직활동보고
서 제출

부산

부산시 
청년
디딤돌
카드

ʼ17년
-만18세~34세 
부산시 거주 
미취업청년(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최
50만원/
월
(총 

240만원)

-분기(‘18년 
6,8월 예정) 
구직활동보고
서 제출

경기

경기도 
청년구
직지원
금

ʼ17년
-경기도 거주  만 
18세~34세 구직활동 
중인 청년 (중위소득 
150% 이하)

50만원/
월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강원

강원 
일자리 
특별지
원(구직활
동수당)

ʼ17년
(한시)

-도내 주소지를 둔 
만15~34세 
미취업청년 
(재학생은 
졸업학년만 가능) 

30만원/
월

(‘17. 

기준)

-

기
초
자
치
단
체

성남
청년
배당

ʼ16년 - 3년 이상 성남시 
거주 만 24세 청년

25만원
/분기

-

창원
창원시 
청년구
직수당

ʼ18년
-창원시 거주 
만19세~34세 
미취업청년(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0만원/
월

-2개월 지급 후 
구직결과 및 
활동계획서 
제출

<표 2-1> 지자체 청년수당

출처: 각 지자체 홈페이지 및 홍보자료 연구자 취합(’18년 5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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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많은 청년들이 취업준비 등을 이유로 졸업 혹은 학교 중퇴 이후 노

동시장에서 활동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다. 지자체의 청년수당은 기

존 중앙정부의 재학생, 혹은 실업자 중심의 취업지원 정책을 넘어서서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 이유로 NEET화 된 청년을 상으로 정책 범위를 넓혔다는 데

에 의의가 있다.

지자체의 청년에 한 새로운 정책적 접근은 중앙정부의 청년정책에 영향

을 미쳐, 고용부는 2019년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 도입을 계획 중

이다. 따라서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헙력적 파트너십에 기반하여 청년

의 사회진입 및 성장 경로를 어떻게 설계하고 집행하는가가 이후 청년정책 성

공의 필수 요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지자체 청년센터

청년수당과 더불어 다수의 지자체들이 청년활력화를 위한 ‘청년활동 생

태계 조성’을 표방하고 청년활동 공간 조성 사업을 시작하였다. 2018년 현재 

8개 광역지자체와 8개 기초지자체 등 전국 16개 지자체에서 청년센터를 운영 

중이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까지 각 기초지자체별로 1개씩의 청년센터를 설

립해 총 23개 청년센터(무중력지 )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며, 전과 경상북도

도 3개 이상의 청년센터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 청년센터는 직접적인 취업지원보다는 청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벌

일 수 있는 접근성 높은 공간을 조성하고, 자발적 활동을 통해 활력을 찾도록 

운영되고 있다. 

지자체별로 청년센터의 초점과 사업 중심은 조금씩 다른데 우선 청년들이 

자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연다는 의미의 공간지원 중심 센터는 서울시

의 무중력지 , 전시 청년센터를 들 수 있다. 프로그램 운영과 활동지원 중

심 센터로는 서울시활동지원센터와 구시 청년센터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센터는 청년수당을 운영, 관리하고 있다.  취업지원을 주로 하는 센터로는 서

울시 청년일자리센터, 광주 청년JOB희망팩토리를 들 수 있으며 순천 청춘창고

와 같이 창업지원을 주로 하는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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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자치단체 사업명

1

광역

자치

단체

서울시
청년활력공간(무중력 지 ), 청년활동지원

센터, 청년일자리센터

2 인천시 유유기지

3 전시 청춘나들목, 청춘너나들이, 청춘DoDoDo

4 광주시 청년센터 the숲

5 구시 구시 청년센터

6 충청북도 충북 청년희망센터(운영조직)

7 경상북도 청춘공감 카페, 괴짜방, 메이커스페이스

8 수원시 청년바람지

9

기초

자치

단체

청주시 청년 꿈 제작소

10 아산시 아산 청년내일센터

11 당진시 당진 청년센터 나래

12 전주시 청년상상놀이터

13 영광군 청춘공방

14 순천시 청춘창고

15 포항시 청춘센터

16 창원시 청년비전센터

<표 2-2 > 지자체 운영 청년센터

출처: 고용노동부 내부자료(2018)

지자체 청년센터 운영은 주로 NGO나 청년단체 등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지역 상황과 여건, 위탁 기관의 특성에 따라 프로

그램의 영역과 내용은 다양하다. 서울시 양천 무중력지 는 청년 역량강화, 청

년커뮤니티 운영, 활력증진 지원 등의 3개 영역에서 사업 및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이는 기존 정부 정책 중심이나 취업 중심 지원보다는 청년의 자발성

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활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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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프로그램 예시

역량강화

‣양천캠퍼스: 북콘서트, 역량개발(재무설계) 등 특강

‣미술심리치료 (고위험군 초기 진단- 전문 기관 연계)

‣지역사회 일자리 소개 서비스: 관내 사회서비스일자리 정보

제공, 정보플랫폼 개발 및 구축

‣지역사회 공방연계 : 지역사회 공방을 활용하여 공방 현황조사, 

체험 프로그램 목록화, 여가활동비 지원 사업 계획 중

청년활력

커뮤니티

‣지역 청년커뮤니티 기자단 운영(지역 청년 놀이문화 매거진 제작)

→양천구 청년 삶의 질 조사 및 빅데이터 형성이 목표

‣작은영화제: 매달 1회 상영회, 청년 제작 독립영화 상영

‣플리마켓: 공방 데이터 베이스를 가지고 판매자를 모집하여 

공원에서 판매 진행

활력증진

‣생활체육물품 여

‣공유부엌운영

‣방송실: 팟캐스트

<표 2-3> 서울시 청년센터(양천 무중력지대) 프로그램 영역과 내용

  출처: 양천 무중력지대 홈페이지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 정리

지자체 청년정책의 전달체계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중간지원조직’

이라 불리는 청년센터도 있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구 청년센터, 광주 

청년센터 등이 그러하다. ‘중간지원조직’의 표적 사례로 들 수 있는 구 

청년센터는 종합 청년정책센터로서의 역할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는데, 청년

정책 기반 조성, 청년커뮤니티 활성화, 청년성장지원, 청년활동홍보지원의 4개 

영역에서 다양한 사업 및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표2-4>)

기존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고용센터가 취약청년층을, 학일자리센터가 재

학생을 상으로 양분하고 있었으나 고용센터는 청년들의 접근성과 친화성이 

떨어지고, 학일자리센터는 서비스 상이 해당 학 학생만을 상으로 한

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진로지도나 취업알선 중심의 서비스로 서비스의 내

용도 일방적이고 제한적이라는 문제점도 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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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프로그램 목적 및 예시

청년정책

기반조성

‣목적: 청년들이 참여하고 제안하는 청년정책 마련을 위한 

기반조성 

‣프로그램명: 청년정책연구플랫폼(청년ON), 솔루션 디자인, 

청년정책 의제연구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목적: 청년커뮤니티 발굴 및 활동지원

‣프로그램명: 구청년학교(딴길), 청년커뮤니티 활성화 프로

젝트(다모디라),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청년

성장지원

‣목적: 청년생활문제 상담과 일경험 제공

‣프로그램명: 청년상담소, 청년사업장_청년잇기프로젝트, yes 

매칭, 청년주간행사

청년활동

홍보지원

‣프로그램 명: 청년기자단 활동지원 및 청년 종합 정보센터

( 구청년커뮤니티포털-젊프) 운영

<표 2-4> 대구 청년센터 프로그램 영역과 내용

  출처: 대구청년센터 홈페이지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 정리

지자체 청년센터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이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보다 다양한 욕구를 가진 청년층을 끌어들이고, 정책의 사각지 에 

있는 비재학 미취업 혹은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청년들까지 상을 확 하

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청년 당사자들의 참여에 의해 사업과 프로그램들이 기획되고 운영되

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과 프로그램은 청년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있으

며 청년 삶의 전반과 연관되어 있다.

셋째, 단일한 모델이나 모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사업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며 광역 자치제는 기초 자치별로 다양한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넷째, 지역의 NGO나 청년단체들이 사업을 위탁받고, 지역 사회의 유관기

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청년지원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과 거버넌스

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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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유럽 청년정책의 새로운 틀 
- 청년보장(Youth Guarantee)

1. 배경과 흐름3)

유럽의 청년보장(Youth Guarantee)은 EU 소속 회원국의 25세 이하 청년들

이 실직하거나 정규교육과정에서 이탈할 경우 4개월 이내에 개인의 능력과 경

험에 부합하는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계속 교육 혹은 훈련과정

(apprenticeship, traineeship)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청년보장 정책의 시행에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청년 문제의 심화라는 배경

이 작용하였다.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유럽 전역의 청년 노동시장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2013년, EU 28개국 평균 청년(15~24세) 실업률은 23.6% 였

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50%가 넘기도 했다(그리스 58.3%, 스페인55.5%). 또한 

청년층 중 NEET 비율은 평균 13%였으며, 불가리아, 그리스, 이탈리아 등 남유

럽 일부 국가는 20%를 넘어서기도 하였다.

청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유럽의 복지모델의 지속성이 위협받

고, 지속적인 수입상실, 역량 축적 기회 상실, 사회로부터의 배제 등 청년세

의 미래가 불안정해지면서 이에 한 적극적 정책노력이 요청되었다.

이에 한 응으로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0년 ‘Youth 

on the move’을 발의하면서 실업 청년들에게 4개월간 일자리 및 훈련의 기

회 제공 보장을 제안하였다. 이후 활발한 논의를 거쳐 2013년 EU 이사회는 청

년보장 프로그램 수립 권고를 발표하고 승인하였다. 

이에 부응하여 EU 회원국들은 2013년부터 2014년에 걸쳐 청년보장 프로그

램을 실행하기 위한 청년보장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이를 기반

으로 청년고용 이니셔티브(Youth Employment Initiative)로부터 재정을 지원받

게 되었다.

청년보장은 폭넓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정책적 노력으로, 정부, 공공ㆍ

민간 파트너들이 계획, 실행의 전반적인 절차에 참여하여 정책이 잘 정착될 

3) ILO(2017)을 중심으로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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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내용

1980∼1990

년

북유럽 국가를 중심을 처음 YG가 설계됨(스웨덴(1984), 노르웨이

(1993), 덴마크(1996), 핀란드(1996)

2005
유럽의회(Council of Europe)가 실업 청년에게 ‘실업 6개월 이내

에 새로운 시작의 기회 제공’하는 것을 보장하는 데에 합의

2008
오스트리아 ‘교육 보장’발표

유럽의회에서 6개월 기준을 4개월로 축소 합의

2010

유럽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초로 20% 넘어, 정부의 정책적 개입 

노력이 부족함을 느낌

유럽위원회(Europe Commission)는 ‘Youth on the move’ 정책

을 통해 YG를 구안

- 수학을 끝낸 실업청년에게 4개월 동안 일자리 및 훈련의 기회

제공 보장을 제안

유럽의회(Europe Parliament)와 유럽청년포럼은 유럽청년보장

(Europe Youth Guarantee) 구성을 요청 
2011 유럽의회, 국회, 유럽청년포럼은 유럽청년보장의 구성을 재요청

2012. 4

유럽위원회는 2012년 말까지 유럽청년보장에 한 유럽의회에 

한 제안서 초안을 발표

덴마크 국무총리가 YG의 설계,  방식에 한 회의를 구성함(유럽 

노동부 장관 참석)
2012. 5 유럽의회는 각국에 한 YG의 제도화 요구

2012. 6

사회 각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YG 계획 논의

유럽의회는 YG 시행에 따른 단기고용 등에 발생하는 비용은 유

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로부터 지원이 가능함을 확인

2012. 10 사회 각 이해관계자들이 YG 계획의 타당성에 해 논의함

2012. 12
유럽위원회는 청년고용패키지(Youth Employment Package)를 시

행하고, YG 제안서를 공식화 함

2013. 2

유럽의회는 청년고용계획(Youth Employment Initiative, YEI) 시

행에 동의하고, 640만 유로(약 83억)를 청년고용패키지(주로 YG) 

운영비용으로 제공함
2013. 4 유럽의회는 YG 제도화에 한 제안서를 채택함

<표 2-5> EU 청년보장 연혁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을 기울여 왔다. EU 청년보장의 흐름을 연도별로 정리

하면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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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내용

2013. 6

유럽의회는 2014∼2016년 안에 YG 예산으로 64억 유로(약 8조 3

천억 원)가 투입될 것을 승인하였고, 수혜국에 해 연말까지 YG 

실행계획을 제출을 의무화하였음
2014. 5 모든 회원국이 YG 실행계획을 제출함

2014∼2016 국가 YG프로그램이 시행됨

2016. 9
유럽연합은 YEI 예산(2017∼2020)을 22억으로 증액할 것을 제안

함

번
호

요소 내용
수행 국가
(괄호는 

계획만 한 국가)

1

고용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질 좋은 직업교육 및 훈련

Traineeship, Apprenticeship
19

(2)

헝가리, 

이탈리아 

제외

<표 2-6> YG 수행 EU 국가의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4개 요소

출처: ILO(2017). p.5 내용을 연구자 재구성

2. 주요 내용 및 특징

가. 주요 내용

1) 기본 틀과 개요

EU 이사회는 청년보장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청년보

장이란 청년들이 실직하거나 정규교육을 마친 시점으로부터 4개월 내에 양질

의 고용, 지속적 교육, 견습 또는 훈련을 제공받는 상황을 가리킨다. 지속적 

교육 제공에는 인정되는 직업자격으로 이어지는 양질의 훈련 프로그램도 포함

될 수 있다.”즉 청년보장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정책적 수단들은 다음 네 가

지를 포함한다. 첫째, 고용을 위한 교육훈련. 둘째, 학업 중단자를 위한 보완교

육. 셋째, 노동시장 중개 서비스. 넷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그것이다. 아

래 표는 EU 소속 국가들이 이 네 가지 요소를 활용하는 현황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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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 

중도탈락자

를 위한 

보완교육

(기술적 능력보다) 기초 역량이 부족한 사회 취

약 계층을 위해 채택하는 요소

학교 이탈방지+이탈 학생 재교육

기초역량↑, 취약수준↓

21

(7)
-

3
노동시장 

중개서비스

PES 강화

구체적으로, PES 인력 보강, 새로운 설계 도입

국가 – 유럽PES연합 (European Network of 

Public Employment Services) 협력이 이루어짐

21

(4)

크로아티아, 

프랑스, 

룩셈부르크

가 PES 혁신 

사례

4

적

극

적 

노

동

시

장

정

책

채용

보조

금

노동시장의 절 적 수요(일자리)를 늘리기 위

한 요소

다른 위의 3가지 요소(노동시장의 공급 개선)

에 비해서 노동시장의 수요를 자극한다는 측

면에서 용이한 편

채용보조금은 가장 표적인 방법, 주로 고용

보조금, 채용비용 절감의 방식으로 제공됨

벨기에,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는 저숙련 청

년의 무급근로 일자리 감소에 특히 효과가 있

었음

18

(7)

오스트리아, 

체코, 

프랑스 제외

직접

고용

창출

직접고용창출 프로그램은 단기 형태의 지역사

회 기반으로 수행됨
10

(2)
-

창업

인센

티브

청년 창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에 한 재정적 

지원(훈련, 멘토링 포함한)
16

(8)
-

EU는 25세 이하의 NEET 청년에게 4개월 내에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나 

학업 복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연령범위와 주된 상 집단은 

국가별로 조금씩 다르다.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고 고령화되면서 

연령 범위를 30세까지로 확 한 국가도 다수이다.

주요 상 집단은 NEET이면서 청년보장 프로그램 제공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자인데, 등록 주로 공공고용서비스 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이외에 

국가별로 상황에 따라 취약 계층을 포괄하는 기준을 각각 설정하고 있는데,  

EU 회원국의 청년보장 프로그램 상과 최  지원 기간은 아래 <표 2-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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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최  지원 

기간(NEET)
연령

주요 초점 상

주요 초점
니트 장기실직자

오스트리아, 

벨기에, 

사이프러스, 독일,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말타, 

스웨덴

4개월

(오스트리아, 

독일, 스웨덴 

3개월)

25세 

이하
○ ×

헝가리 4개월
25세 

이하
○ ○

핀란드 3개월
25세 

이하
○ ×

저학력자

(30세 이하 

최근 

졸업자)

루마니아 4개월
25세 

이하
○ ×

동유럽 출신 

이민자

여성

프랑스 4개월
26세 

이하
○ ×

네덜란드 4개월
27세 

이하
○ ×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그리스,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4개월

(덴마크, 

3개월)

30세 

이하
○ ×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4개월

30세 

이하
○ ○

슬로베니아 4개월
30세 

이하

실직자 

전체
○

불가리아 4개월
30세 

이하
○ ○

동유럽 출신 

이민자

저학력자

이탈리아 4개월
30세 

이하
○ ○

동유럽 출신 

이민자

<표 2-7> EU　국가별 청년보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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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최  지원 

기간(NEET)
연령

주요 초점 상

주요 초점
니트 장기실직자

폴란드 4개월
30세 

이하
○ ○ 장애인

스페인 4개월
30세 

이하
○ ×

여성

장애인

저학력자

영국 4개월
30세 

이하
○ ○

장애인

저학력자

2) 정책의 기본 축

청년보장은 국가 수준과 지역 수준의 지원조치들이 다양하게 활용되는데, 

이는 다음의 여섯 가지 축에 기반하고 있다. 파트너십에 기반한 접근, 조기 개

입과 활력화, 노동시장통합을 촉진하는 정책, EU 기금 활용, 평가와 정책틀에 

한 지속적 개선, 신속한 실행4)

- (파트너십) 청년 분야의 주요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청년보장 프로그램 전달의 중심 요소임. 여기에는 노사, 청년단체, 

공공 및 민간고용서비스 기관, 진로지도 기관, NGO, 청년센터 및 연합

회와 같이 비경제활동에서 교육, 훈련 또는 취업으로의 원만한 이행을 

지원하는 기타 청년 서비스 기관들 사이의 협력 증진이 포함되어야 함

- (노동시장 통합지원책) 노동시장 통합지원책은 학교 중도탈락자나 기초

자격 미취득 청년을 비롯해 청년층의 능력을 개선하는 활동과 채용장려

금, 임금보조금, 노동이동 또는 창업촉진 지원등과 관은 노동시장 관련 

책으로 다시 나눌 수 있음. 그러나 ‘양질의 기회 제공’이라는 개념

은 청년들이 지속가능한 기회를 갖지 목하고 반복되는 한시적 책이라

는 덫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강조하는 여러 이해당사자들로부터 비

판의 상이 되어 왔음

- (EU 기금활용) 청년보장 프로그램 재정은 청년고용 이니셔티브(YEI), 유

4) ILO(2017), 마시 리아노 마스케리니(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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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사회기금(ESF), 국내 재정 등 세 가지 재원으로 이루어짐. 

- (평가와 지속적 개선) 청년보장 프로그램 시행은 회원국별로 유럽정착조

정주기제도를 통해 면 하게 감독됨. 또한 EU 집행위는 회원국 간 모범

적 관행 교류와 함께 홍보를 독려하고 촉진함

- (신속한 실행) 청년보장은 2012년 부분 개념이 정립되고 2013년 EU 

차원에서 승인했으며, 2014년부터 이행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이행된 정책 중 하나로 꼽을 수 있음. 이미 청년보장 제안

을 매우 빠르게 채택된 바 있으며 이는 청년고용 위기에 신속히 처해

야 한다는 유럽 차원의 위기감을 반영하는 것임

나. 성과를 위한 전제 조건들

청년 지원이 성과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들이 충족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그간의 실행 경험에도 도출되고 있다. 

1) 정책 상 집단의 명확화

정책 상 집단을 명확히 하는 것은 그들의 특별한 요구에 부응한 조치들

을 취하기 위해 필요하다. 예컨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어려움을 가진 청년들

에게 고용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은 충분한 성과를 거두기 어려우며 특성에 

적합한 지원들이 복합적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

2) 조기개입

실업기간이 길어지면 활성화 조치들의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 장기간의 

실직으로 기술과 기능의 마모가 심해지고 의욕은 심각히 저하될 수 있기 때문

이다. 청년보장이 4개월 내의 즉각적 조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3) 종합적 지원

개별적 조치보다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조치들이 더욱 효과적이다. 공식

교육과 현장 실습의 병행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영국 뉴딜 프로그램의 경우 

다수의 지원 수단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경우 고용가능성이 5% 상승하였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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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되고 있다. 노르웨이도 종합적인 고용 프로그램으로 여성과 청년의 전일

제 고용이 상승하였다는 보고가 있다.

4) 적합한 제도 틀 설계

적합한 제도 틀의 설계는 성과 창출에 결정적인 요소인데, 이를 위해서는 

특히 공공고용서비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영국 뉴딜 프로그램의 초기 성

과의 1/5은 공공고용서비스에서 제공한 개인 맞춤형 취업알선으로 인한 것이

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부분 전문성을 갖춘 카운슬러들의 역할이 매우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프랑스의 경우 초기 3개월간의 집중

적이고 맞춤화된 상담 개입이 성과를 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5) 충분한 자원과 유연한 활용

청년보장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 충분한 자원의 확보는 필수적 요소이다. 

공공고용서비스를 위한 충분한 재원의 확보 뿐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이 유연하게 확보되고 투입되어야 한다. 예컨 ,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실

업률 증가에 응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증액 조치들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6) 수혜자들에 한 의무부과

프로그램의 성과를 내기 위해 보조금 수혜자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

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다양할 수 있는데, 장기실업 상태로 지내는 

청년들에게는 보조금을 삭감한다든지, 개인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참여를 의

무화한다든가 하는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을 것이다.

3. 성과

가. 노동시장 성과

청년보장 제도 시행 이후 청년 노동 시장 성과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 청년보장 제도가 시행된 2013년과 시행 3년 후인 2016년의 

노동시장 지표를 비교해 보면, 실업률은 23.6%에서 18.7%로 4.9%p. 감소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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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트비율은 1.5%p,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다만, 실업률 감소에 비해 고용

률 증가가 높지 않아(1.6%p 증가) 공식 교육이나 교육훈련으로 진입한 니트 

청년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2-8> 국가별 청년노동시장(15세-24세) 지표. 2013년과 2016년

출처: ILO(2017)

개별 국가의 청년보장 실행에 한 분석에서도 성과가 보고되고 있다. 프

랑스의 청년보장 파일럿 프로그램 참여자에 한 분석에 따르면 1년차 운영에 

따른 노동시장 효과는 기존에 비해 3배가량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

다.(Loison-Leruste et al., 2016).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의 청년보장도 유의미

한 성과가 있으나, 다만 사회적 취약집단의 성과는 상 적으로 높지 않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에 폭넓게 참여할수록 정적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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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Cockx & van Belle, 2017, Jensen et al., 2003, Blundell et al., 2004).

또한 청년보장은 일자리창출을 지원하고, EU 기금에 기반하여 고용보조금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청년층에 한 노동시장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나. 제도적 성과

청년보장은 정책 설계와 실행에 있어서 광범위한 개혁적 조치들을 필요로 

한다. EU 실행 국가들에서는 노동시장 성과 뿐 아니라, 공공 고용서비스 혁신 

등의 제도적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 정책 개혁의 동인

- 청년보장은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거시경제적 수단을 개혁하는 강력한 

정책적 동인임. 청년들에 한 조기개입이나 고용서비스에 등록하지 

않은 NEET 청년들에게 초점을 맞춤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정책적 조치

와 프로그램이 필요하기 때문임. 2013년에서 2015년까지 청년보장을 

실시하는 EU회원국에서 청년 고용정책에 초점을 맞춘 132개의 노동시

장 개혁조치가 이루어짐(EC, 2016)

○ 정책 영역 간 협력 강화에 기여

- 청년보장의 설계와 실행을 위해서는 고용, 교육, 청소년 정책 영역 간 

칸막이를 허물고 긴 하게 협력해야 함. 청년보장을 실행하는 각국에

서 사회적 파트너들, 청년 단체를 비롯한 청년 상 서비스 기관들을 

포함하는 새로운 파트너십이 정립됨. 특히 청(소)년 단체와 기관이 국

가 단위의 청년보장 정책을 설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도제제도와 직업훈련제도 개혁

-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고 노동시장에 적합한 기술을 훈련하는 개혁 조

치들이 취해짐. EU 차원에서 직업훈련의 질적 제고와 견습제도 활성화

를 위한 권고안5)이 채택되었으며 많은 회원국들이 이를 자국에 적용

하기 위한 법적 조치들을 취함

5) 예컨 , Council Recommendation of 10 March 2014 on a Quality Framework for 

Traineeships(2014/C 88/01). European Alliance for Apprenticeships는 2013년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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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고용서비스 혁신

- 공공고용서비스는 청년층에게까지 서비스 상을 확 하고 그에 상응

한 혁신 조치들을 취함. 많은 국가에서 청년 친화적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해 조직적 구조 개혁을 단행하고 개인 상담을 폭 늘림. 전문 훈

련을 통해 상담사들의 역량도 강화함

○ 조기개입과 적극적 상자 발굴

- 부분 국가에서 청년들에게 청년보장 프로그램 기관에 등록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음. 또한 적극적 발굴(outreach)도 행해짐. 온

라인 등록, 캠페인, 모바일 활용, 원스톱 서비스 기관(one-stop-shop) 

설치, 다양한 사회파트너와의 협력 등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아직 

제도권 밖의 청년들에게 접근하기 위한 노력들이 더 많이 행해져야 함

4. 향후 과제

청년보장 프로그램이 EU 국가에서 빠르게 확산되었으나, 국가별로 실행이

나 성취수준에 차이가 있다. 유럽 위원회는 청년보장을 실행하는 국가들의 수

준을 세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EC, 2016b). 실행의 속도가 느리고 성과가 높

지 않은 국가들의 공통된 한계는 사각지 에 놓은 청년 NEET에 접근하기 위

한 공공고용서비스의 역량 부족, 질 좋은 맞춤형 서비스 제공 미흡, 공공고용

서비스, 학교, 타 교육기관, 사회파트너, 민간 이해관계자 간 협력 부족 등을 

꼽고 있다. 쳥년보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과제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

이 지적되고 있다(EC, 2016b).

○ 충분하고 지속가능한 실행을 위한 기반 마련(재정 투입과 모니터링)

- 청년보장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개혁과 광범한 파트너십이 필

요함.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개정의 충분한 투입이 필수적임. 

청년고용이니셔티브(YEI)와 유럽사회기금(ESF)이 재정을 지원하면서 

청년보장 제도의 밑거름이 되었으나, EU에 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충분한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함

- EU 차원에서 청년보장 실행에 한 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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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음. 이는 각국이 청년보장을 위해 어느 정책 영역에 얼마만큼 

노력과 재원을 투입해야할지 알려주는 지표가 될 수 있음

○ 미등록 NEET와 저기술 청년들의 참여 증진

- 2014년 EU 국가에서 NEET 청년(15세-24세)의 37.3%만이 청년보장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청년 실업자에 비해 비경활 청년들에 

한 조치와 노력들은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개 청

년들은 공공고용서비스 등록을 꺼리는 경향이 있으나, 일부 소수 국가

들만이 이에 한 안책을 마련하고 있음. 복합적 어려움(가난, 사회

적 배제, 장애, 차별 등)에 처한 청년들에 한 접근도 충분하지 않음

- 사각지 에 놓인 청년들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하며, 청년

보장이 제공하는 네 가지 범주(고용을 위한 훈련, 학교 중도탈락자를 

위한 보완교육, 견습제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범위)를 확 해야 함

- 일부 국가에서는 보조금 지급을 활성화 조치와 연계하여 성과를 내고 

있음. 사각지 에 놓이거나 복합적 어려움을 가진 청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청년보장 등록에 한 인센티브, 적절한 생계보조, 질높은 서

비스 등을 결합하는 제도적 설계가 필요함

○ 양질의 지원을 위한 전문 역량과 파트너십 강화(PES 혁신)

- 이해관계자들의 역량 제고가 요구되며, 특히 PES의 역량강화가 필요

함.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인적, 물적 재원 확보가 중요하므로, PES 상

담사의 상담 건수를 줄이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며 지속적으로 전문

성 향상의 기회가 주어져야 함. 또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호학습 기

회를 지역과 국가 수준에서 제공하는 기회도 필요

- 이해관계자들 간의 파트너 십 강화를 위해 각 파트너간의 역할, 책임, 

명확한 목표 설정, 충분한 재원 확보, 정기 모임 및 상호 관심과 목적

에 따른 보다 작은 규모의 워킹 그룹 운영, 인센티브 구조와 같은 파트

너십 설계를 새롭게 해야 함

- 고용주와의 협력 강화도 필수적임. PES 내 기업 연결을 전담하는 담당 

직원 임명, 고용주단체의 전국 및 지역 차원의 청년보장제도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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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청년보장제도에 협조적인 기업 인증,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환기 등

과 같은 복합적 노력 필요

○ 지원 방안들의 질 제고

- 지나치게 단기적인 프로그램, 견습훈련에 한 관리감독 소홀, 계속 교

육에 한 질 관리 부족, 청년보장 이후 활동에 한 모니터링 소홀 등

은 질 낮은 지원으로 이어져 결국 청년 보장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결

과를 초래

- 질 높은 조치들이란 다음 두 가지를 충족해야함. 첫째, 내적인 측면으

로 개인의 특성, 상황, 요구에 맞춘 조치와 제안. 둘째, 지속가능하게 

노동시장으로 통합될 수 있는 조치와 제안(제안 조치들의 유지)`

- 노동시장에서의 수요 측면에 한 질 높은 조치들을 위해서는 고용보

조금 지급 등이 적절히 활용되어야 함. 그러나 사중손실을 줄이는 한

편, 타 조치들과의 복합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교한 설계가 필요

함

그간의 실행 경험을 통해 청년보장이 일정한 성과를 내기 위한 요소들을 

추려볼 수 있다. 우선 강력한 제도적 뒷받침과 내적인 협력이다. 두 번째, 더 

많은 청년을 참여시키기 위한 발굴 전략 실행을 들 수 있다. 세 번째, 개인 맞

춤형 서비스를 위한 단일 접촉 창구이다. 네 번째, 교육과 노동시장 간의 장벽

을 허문 파트너십을 들 수 있다. 다섯 번째,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기술을 훈련

하는 현 적 직업교육훈련 제도를 꼽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용주의 강력한 

참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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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스웨덴 청년노동시장의 전반적 현황

지난 10년여 간의 스웨덴 청년노동시장의 흐름은 체적으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급증한 청년실업 등록자가 지난 몇 년간 점차 줄어드는 추이

다. 2009년과 2012년 사이 약 백만 명에 가까웠던 16에서 24세 사이 고용서비

스청 실업 등록자는 2017년에 거의 절반의 수치로 줄어들었으며, 따라서 같은 

시기의 청년 실업률은 약 25%에서 13%로 떨어졌다. 이는 2012년 이후 스웨덴

의 지속적인 경기호황과 실업률 감소를 그 로 반영하는 수치이다. 고용서비

스청에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구직자로 등록된 청년 실업자 수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약 40%p 감소하였으나, 12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의 수치는 같은 폭으로 감소하지 않았다([그림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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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스웨덴 고용서비스청 청년실업 등록자, 2006-2017(단위: 명)
출처: 스웨덴 국영고용서비스청 데이터베이스

그러나 지난 5년여 간의 경기호황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청년 실업 문제

는 계속해서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다. 이는 부분적으

로 국외, 국내 출생자 사이에 고용 및 실업과 관련된 현저한 격차가 최근 들

어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2]와 [그림 3-3]에

서 볼 수 있듯 청년 실업자 중 국외 출생자는 지난 십년 동안 꾸준하게 증가

해 온 반면 실업 청년 중 국내 출생자는 2012년 말부터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는 2008년 이후 스웨덴의 고용서비스청 등록 실업자 중 특히 노동시장에서 

남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두 배 이상 더 커진 점을 그 로 반영

하는 것이다. 고용서비스청에서 특정 취약계층으로 정의되는 상층에는 중등

교육 이상을 받지 않은 저학력자, 유럽 이외에서 출생한 자, 55에서 64세 사이

의 중장년층 그리고 신체 및 정신적 장애로 인해 취업능력에 제한이 있는 자 

등이 포함된다(Arbetsförmedlinge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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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스웨덴 고용서비스청 국외출생자 청년실업 등록자, 2006-2017 

(단위: 명)
출처: 스웨덴 국영고용서비스청 데이터베이스

[그림 3-3] 스웨덴 고용서비스청 국내출생자 청년실업 등록자, 2006-2017 

(단위: 명)

 출처: 스웨덴 국영고용서비스청 데이터베이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역시 청년고용정책 관련 스웨덴에 한 사례 보

고서에서 이민자 청년들의 실업문제를 지적했는데, 특히 다른 국가들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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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저학력자, 그리고 국외 출생자가 니트로 이행되는 위험비율이 높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더구나 2015년에 16만여 명의 피난민이 거 유입되고 그 중 거

의 절반이 18세 이하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스웨덴에서 국외 출생자가 국내 

출생자에 비해 니트로 이행 될 위험이 2.6 배가량 더 높다는 점은 한동안 청

년 노동시장에서 이민자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문제가 지속적으로 두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다(OECD, 2016, 13). 

제2절 주요 청년고용 정책 및 고용서비스의 변천

청년실업이라는 개념은 스웨덴에서 1930년  초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는

데, 그 당시에 시작되었던 주요 정책노력들, 예를 들어 교육기회 및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 등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스웨덴에서 일 경험

이 전무한 청년층의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노력들은 부분 청년들의 노

동생산성이 임금수준에 비해 낮기 때문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청년고용 

관련 주요정책들은 따라서 적절한 교육 및 직업훈련, 일 경험이 부족한 청년

들이 실업률이 높고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시장의 주변부에 머물게 되는 것을 

문제삼아, 교육 및 직업훈련을 통한 노동생산성 강화에 주로 중점을 두어 왔

다 (Håkansson 2014, 42).  
스웨덴의 청년실업 문제는 1920년 에 처음으로 정치적 쟁점으로 등장한 

이후 노동시장의 발전상황에 따라서 활발히 논의가 되기도, 비교적 덜 관심을 

받기도 하였다. 1920년  후반부터 청년들의 실업이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최

초로 청년실업에 한 전문가들의 정책 안들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는데, 이 

당시 16-21세의 청년들에게 교육 및 일자리 제공 관련한 정책 제안들이 논의

되었다. 예를 들어 임업, 혹은 공공도로 공사 관련 청년들의 일자리 알선만을 

담당하는 특별 기관을 만들어 지역사회 고용 및 교육관련 기관들이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Wallentheim 1934, 35; SOU 

1934, 11).

이후 스웨덴의 경제발전이 지속되고 완전고용정책이 성공적으로 이어지면

서 청년 실업문제는 특별히 논의되지 않았다가, 1970-80년 에 들어서면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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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실업률이 높아지자 다시 논의가 활발해졌다(Håkansson 2014, 48). 특히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한 교육 및 고등교육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논의되었으며, 

1973년에는 오늘날의 청년보장정책의 시초라고도 볼 수 있는 정책안이 중도우

파 정당인 폴크파티 (Folkpartiet, 최근 Liberalerna로 당명 개칭)에서 나왔다. 

이 정책안은 모든 청년들이 일자리, 교육기회 혹은 직업훈련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10인 이상 사업장의 채용공고가 당시의 국영고용

서비스청에 고시될 의무를 제안했다(Riksdagens protokoll 1975/76:70, 103). 비

슷한 예로 스웨덴에서 스톡홀름 다음으로 가장 큰 도시인 예테보리에서는 

1977년에 지자체 차원에서 청년보장정책을 도입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예테보

리 시와 광역자치단체 (Län)의 고용관련 정책 및 서비스기관을 통합하려는 시

도로서, 10주간의 교육과 공공일자리(Beredskapsarbeten)으로 구성되었다

(Vestholm 1979).

1980년  초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Undomsplats(직역하면 ‘청년들의 자

리’)라는 정책이 도입되었는데, 18세 이하 청년들이 비교적 낮은 수준의 임금

을 받으면서 6개월간 일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으로, 교육관련 정부기

관 Skolstyrelsen(오늘날 Swed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이 담당했다

(Utbildningsutskottets betänkande 1982/83). 18세 이하 청년실업의 문제는 일경

험의 축적을 통한 교육훈련이 주된 방식이었으며 이를 교육제도 및 교육관련 

기관이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다. 같은 시기에 18에서 19세 청년들이 공공기관

에서 하루에 네 시간씩 일할 수 있게 한 법령인 Ungdomslag도 도입되었다 

(SFS 1983:1070, 1). 

 1990년 는 스웨덴의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 복지제도가 크게 변화하게 

된 매우 중요한 시기로서, 청년고용과 관련된 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도 예

외가 아니다. 1992년 경제위기를 맞아 총실업률이 8%에 달했고 청년실업은 

20%에 가까웠으며, 많은 청년들은 기초자치단체(Kommun)가 재정조달, 행정절

차 및 수급여부 결정을 담당하는 공공부조를 수급하였다(Angelin 2009, 11). 이

에 따라 90년  중반부터는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

의 고용서비스를 담당하던 Länsarbetsnämnden(2008년 국영고용서비스청 

Arbetsförmedlingen으로 체됨)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자발적인 협력관계 체결로 시작한 커뮨들의 청년고용관련 정책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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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95년부터 20세 이하 청년은 정부의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

게 됨으로서 커뮨들이 그 책임을 온전히 떠맡게 된다(Kommunala 

ungdomsprogrammet, KUP). 즉 경제위기 이후 실업문제가 90년  내내 심화되

면서 국영 고용서비스청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자체의 역할이 커진 것이다. 

청년 실업자를 위한 지자체의 책임영역은 1998년에 청년보장정책 

(Ungdomsgarantin, UG)이 도입됨으로써 고용서비스청이 90일 동안 일자리 혹

은 교육기회 알선을 해 주지 못한 20-24세 장기실업청년들까지 포함하게 되었

다. 최  12개월까지 지자체들이 이 상층을 전담하게 되었는데, 이를 위한 

재원은 중앙정부에서 지차체로 지원되어 교육 및 직업훈련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000년 에 들어서 청년실업률은 점차 개선되었으나 지자체들의 청년고용 

정책노력들은 많은 비판을 받았다. 가장 중점적으로 거론된 문제는 상층 구

분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영고용서비스청과 지자체에서 중복적으로 고용서비스

가 제공된다는 점, 각 지자체들이 고용서비스를 자체적으로 고안, 실행함으로

써 두되는 정책적 포괄성의 부재, 활성화관련 의무 등이 공공부조 시스템에 

통합됨으로써 두되는 문제 등이었다(Hollertz, 2010; Ulmestig, 2007; Vikman 

& Westerberg, 2017). 

2006년 가을 정권을 잡은 중도우파연립정권 Alliance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청년보장정책 Youth Job Programme (Jobbgaranti för ungdomar)을 도입하였다 

(SFS 2007:813). 이는 앞서 소개된 KUP, UG가 16세에서 24세 실업청년을 상

으로 하는 새로운 청년보장정책으로 체된 것으로, 지자체의 청년고용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다시 청년고용서비스 책임이 중앙화되면서 국영 고용서

비스청의 역할이 재확 된 것이다. 이 정책은 3개월 이상 고용서비스청에 등

록된 청년실업자를 상으로 실시되는데, 최  15개월간 초기에는 구직활동에 

한 강화된 슈퍼비젼 및 지원을 제공하고 이후 일자리 직업훈련 혹은 교육기

회를 제공한다(Ennerberg, 2017, 72).

같은 해 중도우파연립정권은 새로운 청년보장정책 이외에 청년층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도입했는데, 예를 들어 ‘새출발 일자리

(Nystartsjobb)’는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20-24세 청년층을 고용하는 고

용주에게 최  1년간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Pro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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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1). 이 밖에 18세에서 24세 청년층 고용주들에 한해서 고용자 부담금

이 32,4 %에서 21,3 %로 낮춰졌으며(Proposition 2006/07:84), 이는 2009년에 26

세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확장되는 동시에 고용자 부담금은 15,49 %로 한 층 

더 낮아졌다 (Proposition 2008/09:7).

스웨덴의 청년고용 정책의 커다란 흐름 및 고용서비스의 변천을 종합하자

면, 주로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및 교육기회 제공을 통해 이뤄졌고, 상 적으

로 일자리 알선과 관련된 측면에는 별로 중점을 두지 않아왔다고 볼 수 있다.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는 중앙화, 분권화, 재중앙화를 반복하며 지속적으로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노력이 다양하게 이어져 온 것으

로 보이며(<표 3-1>), 이는 본 연구의 기관 사례연구를 통해서도 재확인 된 바

이다 (제4절 참조). 주목할 만한 것은 2007년 중도우파연합정부가 집권했을 때 

최초로 청년층 상 고용자 부담 임금비용을 낮추는 정책이 실행되었으며

(Proposition 2006/07;84; 2008/09;7), 가장 최근에는 청년층의 임금수준을 낮추는 

정책이 우파정당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기도 한다는 점이다(Göteborgs Posten, 
2017)6). 따라서 교육중심모델, 인적자원이론을 기반으로 이어져 온 스웨덴의 

청년고용 정책 패러다임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6) 2017년 8월 중도우파연합 Alliance 는 23세 이하 고등교육을 완전히 이수하지 않은 청년 

및 스웨덴으로 이주한 지 5년 이내인 이민자 실업자를 상으로 하는 새로운 고용형태 

Inträdesjobb (직역하면 Entry job) 을 제안했다. 이 정책의 골자는 특정 실업층의 임금수

준을 단체협약을 통한 최저임금 수준의 70 %로 낮춤으로써 청년 및 이주민의 취업을 촉

진하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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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주요논의 정책내용

1920-30년 청년실업 문제의 두

정부조사위원회 (SOU 1934) - 청년

상 공공일자리 및 지역사회 고용 

및 교육관련 기관의 협력의 필요성이 

논의됨

1940-60년
청년실업이 특별한 사회적 

문제로 논의되지 않음
성공적 완전고용정책

1970-80년
교육기관들의 적극적 역할에 

한 필요성이 논의됨

최초의 청년보장정책 제안 (1973)

예테보리 지자체의 청년보장정책 도입 

(1977)

Undomsplats – 청년을 위한 공공일

자리 정책 (1983)

1990-2000년  

중반

경제위기 이후로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실업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맞게 되고, 이에 따라 중앙정부 

산하의 고용서비스청과 지자체의 

청년실업정책노력 조율이 중요하

게 논의됨

지방정부의 청년보장정책 도입:

Kommunala ungdomsprogrammet, 

KUP (1995); 

Ungdomsgarantin, UG (1998)

2006-현재

중앙정부의 청년보장정책 도입. 

국영고용서비스청의 역할 재확 . 

청년실업과 임금수준관련 논의가 

활발해짐. 이민자 청년 실업문제의 

심화.

Youth Job Guarantee (2007)

New Start Job (2008)

청년고용 고용주에게 세제혜택

다양한 중앙/지방협력모델 개발 및 

확산을 위한 프로젝트, 정부 표단  

형태의 정책 (DUA, UngKOMP)

<표 3-1> 스웨덴의 청년고용정책의 변천

출처: Håkansson (2014)외 본문에 언급된 관련 참조문헌.

제3절 스웨덴 국영고용서비스와 청년고용서비스 전달
체계

스웨덴의 청년보장정책 전달체계의 핵심은 2008년 이전의 광역단위 

고용정책 담당 기관이었던 Länsarbetsnämden을 체한 국영고용서비스청 

(Arbetsförmedlingen)이다. 국영고용서비스청은 2018년 현재 스웨덴 전역에 280

개의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여타 고용정책과 마찬가지로 청년보장정책 

역시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고용주, 노조, 여타 정부기관과의 협력에 기반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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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된다(SFS 2000:628). 국영고용서비스청 및 지방정부들이 실행하는 실업청년

을 상으로 하는 고용서비스 외에, 유럽연합의 사회적 기금 (European Social 

Fund) 지원을 통한 중단기적인 청년고용관련 프로젝트들을 지방정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으며, 이 밖에도 청년을 고용하는 사업장을 상으로 하는 세제

혜택, 노사정 간의 직업교육 및 도제식훈련에 한 합의, 교육부가 주관하는 

중등교육부터 실시되는 직업관련 교육 등을 더 포괄적인 청년고용 관련 다양

한 정책노력으로 볼 수 있다.

1. 국영 고용서비스청

스웨덴의 청년실업은 부분 단기적이기에 청년들을 위한 고용서비스는 

주로 일자리 알선, 동기부여, 교육 및 일 경험 권장 등에 중점을 둔다. 하지만 

장기 실업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특정 청년층에 해서는 고용서비스청이 

조기활성화(early activation) 프로그램을 시행해왔고(Regeringskansliet, 2014, 8), 

특히 2014년 이후 장기 실업 예방차원에서의 조기활성화 프로그램 실시가 더

욱 강화되어 왔다. 

고용서비스청의 개별 사례관리자들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2012년 1월부

터 사용되고 있는 평가도구는 온라인 설문지로 고용서비스청 등록 실업자의 

나이, 장애여부, 출생지, 교육, 이전 실업여부 등의 항목을 고려하여 등록자들

을 재취업 가능성 및 조기지원을 위한 필요성에 따라 네 개의 상층으로 구

분한다.

① 취업기회 및 가능성이 매우 높음

② 취업기회 및 가능성이 높음

③ 취업기회 및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도움을 고려해 볼만함

④ 취업기회 및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도움, 특히 조기개입이 필요함

위에서 마지막 ④번 상층으로 평가되는 실업자들은 고용서비스청에 등

록된 첫 날부터 조기활성화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데, 이는 장기실

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다른 상층 역시 등록 첫날부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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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스웨덴 고용서비스청 청년실업자 중 프로그램 참가자, 1996-2017(단위: 명)
출처: 스웨덴 국영고용서비스청 데이터베이스

및 직업 상담과 구직활동에 한 도움을 받으며, 이 밖에 초, 중등 교육을 마

치지 못한 실업등록자들은 평가도구의 상층 구분결과에 관계없이 공부를 마

치기 위한 동기부여 코스가 제공된다.

고용서비스청의 등록된 실업자들은 연령에 관계없이 30일 내에 고용서비

스청의 사례 관리자와 함께 개인별 활동계획(Individual action plan)을 작성해

야하는데, 청년실업자들은 더 조기에 작성해야 한다. 이는 개별적으로 실업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구직활동 계획을 명시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 2013

년부터 실행된 활동보고서(activity report)에는 매달 구직활동 관련 사항을 등

록 실업자가 명시해야 한다.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실업기금을 

통한 실업수당에 제제가 가해질 수 있다. 

고용서비스청에 등록하지 않는 실업청년들을 위해 고용서비스청은 학교 

등에서 information campaign 등을 실시하며, 교정기관, 경찰과도 협력하여 범

죄조직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청년들을 위한 노력도 시행한다. 주 

상층은 15세에서 25세 사이 범죄 이력이 있거나 교정기관에 있는 청년들이

다(Regeringskansliet 20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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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에서 볼 수 있듯이 스웨덴 고용서비스청에 등록된 16세에서 24

세 청년 실업자 중 프로그램 참가자의 수는 1990년  경제 위기 이후 감소추

세를 보이다가 2008년 세계 금융 및 경제위기 이후 2012년 말까지는 다시 6만

여 명 로 증가7)하였다. 지난 5년여 간은 프로그램 참가자 수가 3만여 명으로 

거의 절반 가까지 다시 줄어들었으며, 이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스웨덴의 

지속적인 경기호황과 실업률 감소 추세를 반영한다. 

2. 청년보장 프로그램

2007년 12월부터 청년보장정책으로 Job guarantee for youth가 도입되었다. 

16세에서 24세 사이 청년으로 고용서비스청에 3개월 이상 등록된 구직자를 

상으로 하는데, 이 프로그램의 처음 단계는 개개인의 집중적인 욕구분석 및 

취업가능성 분석, 학업 및 취업관련 상담, 구직활동 코칭에 집중한다. 세 달이 

지난 후로부터는 실습, 교육 및 직업훈련, 학업동기부여 코스, 자영업 스타트

업 지원, 고용가능성 향상을 위한 재활 등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필요에 따

라서 이러한 서비스가 실업자 등록 첫날부터도 제공 가능하다 (Regeringskansliet, 

2014, 11). 

18세 이상 청년보장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는 사회보험청에서 금전적 혜

택이 주어진다. 학교육을 시작하기 전 혹은 전일제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나 최 기간은 15개월이며 15개월 이후에도 계속 

실업상태인 청년들은 일반 실업자를 상으로 하는 Job and development 

guarantee로 넘어간다(Regeringskansliet, 2014, 12). 

최근에는 청년보장프로그램에서 실제 직업현장과 연계된 활동에 더 큰 중

점을 두는 방향으로 변화가 있었으나, 급증한 망명 신청자, 장기실업자, 장애

가 있는 구직자 등 여러 취약계층들 역시 비슷한 트레이닝 기회를 필요로 하

7) 최근 십여 년간 국영고용서비스청에서 청년보장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고 하나 기존의 

청년들을 상으로 하던 크고 작은 노동시장 프로그램들이 전부 체된 것은 아니며, 따

라서 프로그램 총 참가자 집계는 청년보장 프로그램에 속하는 프로그램 이외 여타 15여

가지 종류의 프로그램 참가자가 모두 같이 집계된 것이다. 스웨덴 정부에서 유럽연합에 

보고하는 수치 역시 같은 방식으로 집계된 것으로 보인다(예를 들어 Figure 5, 

Regeringskansliet, 201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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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실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Regeringskansliet, 2014, 12).

청년보장프로그램의 큰 틀 내에, 다음과 같은 개별 프로그램들이 있다

가. 교육계약(Utbdilningskontrakt) (SFS 2015:502)

일명 교육계약. 고용서비스청에 실업자로 등록이 된 20-24세 청년 중 고등

학교를 마치지 않은 자 중, 고용서비스청과 지방정부가 교육계약을 맺은 지역 

거주자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다. 고등학교를 마치지 않은 청년실업층이 지방

정부가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Komvux) 혹은 민간평생교육기관 (Folkhögskola) 
등에서 고등학교 교육을 마치도록 지원하며, 학업과 다른 노동시장활성화프로

그램을 파트타임으로 병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교육계약에 의한 지원은 고등

교육을 마칠 때까지, 다만 최  25세까지 가능하다. 2015년 말에 시작된 이 프

로그램의 참여자는 점차 증가하여 2017말 기준으로 연간 3,000명이 참가하였

다([그림 3-5]).

[그림 3-5] 스웨덴 고용서비스청 청년실업자 중 교육계약 프로그램 참가자, 

1996-2017(단위: 명)
출처: 스웨덴 국영고용서비스청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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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업소개(Yrkesintroduktion Förordning) (SFS 2013:1157) 
일명 직업소개프로그램. 정부보조 일자리의 한 예로 15-24세, 90일 이상 

고용서비스청에 구직자로 등록 되어있는 실업청년 중 특정 직업의 경험이 없

는 구직자, 25세 이상 12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혹은 새로 스웨덴으로 이주한 

이민자 중 고용서비스청의 프로그램 참가자 등을 상으로 한다. 해당 상층

을 직업소개프로그램을 통해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하면 고용서비스청에서 사

용자에게 임금의 31,42 %에 해당하는 사용자부담금 지원을 제공하며, 최  월 

18,750 크로나, 최  12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고용시간의 15%는 교

육 및 직업훈련, 수퍼비젼에 사용되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다. 2014년 초에 

시작된 이 프로그램에는 연간 600명에서 1000명 사이의 실업청년들이 참가해 

왔다([그림 3-6]). 

[그림 3-6] 스웨덴 직업소개프로그램 참가자 2014년-2017년 (단위: 명)

출처: 스웨덴 국영고용서비스청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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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기관과의 협력

90년 부터 스웨덴의 학교들은 지방정부의 책임 하에 있는데, 스웨덴의 

지방정부는 매해 30,000여 명으로 추정되는 20세 이하 청년 중 고등교육을 

받지 않는 거주자를 파악할 책임을 지고 있다. 이는 지방정부가 이 청년층이 

일자리를 갖거나 다시 고등교육기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위함인데, 개별 지방정부마다 이 책임을 이행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Regeringskansliet, 2014, 7)

2018년 7월부터 재정된 학교법에 의하면 의무교육 상 학생들 중 재적상

태가 좋지 않은 학생들에 해 학교들이 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이를 지

방정부에 알리는 의무를 도입하는 등 학교들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Prop. 

2017/17:182). 이 법에 의하면 중등교육 (8학년부터) 기관의 PRAO(praktisk 

arbetslivsorientering), 즉 실습 중심의 직업교육에 한 책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2015년에 실시된 직업교육프로그램 위원회(SOU 2015:97)의 최종권고사항

이 법제화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은 국영고

용서비스청 및 광역정부와 협력하여 학교들이 어떻게 진로지도 및 효과적인 

직업교육을 도울 수 있는 지에 해 지원을 한다.

프라오 프로그램은 되도록 학생들이 실제 직업현장에서 10일간의 교육을 

받거나, 차선으로는 직업고등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이는 

학생들이 중등교육을 마치면서 직업 및 교육과 관련된 선택을 하는 데에 최

한 실질적인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최근 몇 년 간에는 지방정부들이 고등교육을 받고 있지 않는 청년 거주자

들에 한 통계 및 정책노력을 문서화 하고 정부조사위원회가 니트청년층에 

한 특별 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왔다. 스웨덴 니트청년층에 한 

최근 정부위원회의 보고서(SOU 2017:9)에 따르면 정확한 추계는 어려우나 

2016년에 15세에서 29세 사이 니트청년층은 131,500 명에 달했다. 지난 10년에

서 15년간, 경제상황에 관계없이 니트의 비율은 일정하게 유지되어 왔는데, 

20-24세 사이 청년층 중 9.4 %, 15-19세 사이 청년층 중 3%가 니트로 집계된

다.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니트 비율 높으며 특히 국외 출생 여성 중

에 니트 비율 현저히 높다. 최근 망명신청자 증가에 의해 이민자 중 니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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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에 특별히 여러 관계기관들이 이민자 청년층의 

학업 및 취업을 돕는 데 중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 장애가 있는 청년 니트의 

문제 역시 그 중요성에 비해 정책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SOU 2017:9, 10).

니트 청년층에 한 정부위원회 보고서는 또한 니트 청년층이 장기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기에 예방적 차원에서의 조기개입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집안환경, 경제적 배경, 심리, 사회적 안정감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중요하기에 지방정부, 중앙정부, 정부기관, 지역사회, 시

민사회, 비지니스 등 여러 주체들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SOU 

2017:9, 12). 보고서는 더 나아가 니트 청년층을 상으로 한 정책노력 및 통계

집계를 위한 새로운 지표개발 및 지방, 중앙정부, 교육기관들의 책임성 강화 

및 구체화를 제안하였다(SOU 2017:9, 14).

4. 청년고용을 위한 정부위원회 DUA(Delegationen för unga 
till arbete)

2014년 이후 지난 몇 년 간 스웨덴의 청년고용정책은 다시금 지방정부들

의 역할을 재조명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Delegationen för unga till 

arbete (DUA)는 표단의 형식을 띈 정부위원회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간의 

새로운 협력모델 개발을 촉진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왔다(Dir. 2014:157).

DUA는 2015년 한 해 동안 스웨덴의 290개 기초자치단체 커뮨이 각 지역

의 국영고용서비스청 지부와 청년고용을 위한 협력모델을 명시하는 협약을 체

결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DUA 표단은 수차례 고용서비스청과 

커뮨 간의 협력에 해 논의하는 컨퍼런스를 스웨덴 각지에서 열었고 실무자

들이 참여할 수 있는 워크샵 및 일명 웨비나(Webinar, 웹에서 진행되는 세미

나) 등을 여는가 하면 고용서비스청과 커뮨 간의 협약 메뉴얼을 제공하였다.

표단은 또한 협력모델 협약 체결을 위한 프로젝트 재정지원을 한 거의 

모든 커뮨들에게 정부보조금을 제공하였다 (SOU 2018:12a, 34). DUA에서 커뮨

들에게 지원되는 정부보조금의 내용은 획일화 되어 있지 않고 다양하며, 2015

년에 마련된 특별 법령에 따라 운영된다(SFS 2015:502). 예를 들어 지역사회의 

사업주들과의 협력을 위한 프로젝트 보조금, 커뮨 간 경험교류를 위한 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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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보조금, 이주청년들을 특별 상으로 하는 커뮨과 고용서비스청 협력모델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보조금, 통합된 정책평가 시스템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보조금, 위에 언급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발된 실업청년의 욕구분석 시스템 

사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보조금 등 그 내용이 다양하다 (SOU 2018:12a, 

34-36).

DUA는 이러한 프로젝트 중심의 정부보조금을 커뮨들이 적극적으로 활용

하여 청년고용관련 협력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국영고용서비스청

과 커뮨 이외에 스웨덴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인 SKL (Swedish Association of 

Local Authorities and Regions)과도 긴 히 협력해오고 있다. 청년고용을 위한 

협력모델 개발을 위해 출범한 정부위원회 DUA는 2017년부터 비슷한 방법으로 

이주민들의 고용을 위한 고용서비스청과 커뮨 간의 협력모델 개발을 위한 노

력을 해왔다. 

정부위원회 DUA에서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부분의 커뮨들이 

(열 중 일곱) 지난 몇 년 간 각 지역의 고용서비스청과 협력관계를 맺었으며,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지자체에서는 고용서비스청의 지역사무소와 커뮨이 청

년고용과 관련하여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모델이 정착되어간다고 한다 

(SOU 2018:12a, 85). DUA가 전국 각지에서 개최해온 워크샵에 참여한 실무자

들의 경험에 따르면, 커뮨과 고용서비스청의 성공적인 협력관계를 위해서는 

실제 실업청년들과 일하는 실무자들의 태도, 열정, 협력관련 프로젝트에 한 

각 조직 상급자들의 적극적인 지원 등이 중요하다고 한다(SOU 2018:12a, 

81-82).

5 청년종합지원 기관 UngKOMP

스웨덴 국영고용서비스청은 2015-2018년 동안 유럽연합 사회기금 

(European Social Fund)의 재정 지원 (총 18백만 유로)을 받아 UngKOMP이라는 

프로젝트를 실행해왔다. 이 프로젝트의 주 목적은 간단히 말하면 고용서비스

청과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 실업청년들이 한 장소에서 통합적인 서

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이다. 상층은 고용서비

스청 혹은 지자체가 장기실업 위험에 놓여있다고 판단하는 실업청년층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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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평균적으로 8개월 정도의 도움을 여러 직종을 표하는 전문가 팀으로

부터 받게 된다. 전문가 팀은 주로 직업상담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직업

치료사, 진로 및 구직상담사, SIUS 컨설턴트8)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Arbetsförmedlingen, 2018).
전문가 팀이 한 공간에서 실업청년을 만나도록 하는 UngKOMP의 모델은 

프로젝트 기간 중에 전국 19개의 지자체에서 실행되었다. UngKOMP과 관련된 

국영고용서비스청의 프로그램 권고사항 및 매뉴얼에 의하면 가장 중점적으로 

강조되어 온 것은 실업청년들이 한 장소에서 다양한 전문가를 만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특히 기존 고용서비스청 사무실과는 달리 라운

지 형태의 편안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권고되었다. 국영고용서비스청은 또

한 프로젝트의 확산을 위해 전문가 팀이 실업청년들의 통합적인 욕구분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상담매뉴얼 등을 개발하였고 워크숍, 기관 방문 등의 방법

을 통해 팔로업을 하였다(Brog & Rahm, 2017). 한 평가연구에 따르면 전문가 

팀을 통한 서비스 제공을 받은 실업청년들이 고용서비스청의 기존 프로그램 

혹은 서비스를 받은 실업청년들에 비해 학업을 시작하거나 성공적으로 일자리

를 구하는 비율이 높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UngKOMP참가자 중 장애가 있는 

실업청년들 중 30%가 24개월 내에 구직 혹은 학업기회를 얻게 된 반면, 기존 

프로그램 참가자 가운데는 그 비율이 20 %였다(Arbetsförmedlingen, 2018).

제4절 스웨덴 청년특화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사례

앞서 설명하였듯이 스웨덴 정부의 최근 청년고용 관련 정책들은 지자체와 

고용서비스 지역지부 간의 협력관계를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추어 개발하는 것

을 촉진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왔다. 따라서 청년고용 서비스 전달체계를 위한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기관 간의 협력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스웨덴 남부의 

도시 말뫼, 룬드를 중심으로 기관 방문 및 실무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8) SIUS-konsulent (Särskilt introduktions och uppföljningsstöd) 고용서비스청에 고용된 전문

상담가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구직자를 상으로 일하며, 예를 들어 직업소개 프

로그램 혹은 정부 지원 일자리에서 일하는 상층을 가까이서 돕고 고용주와의 커뮤니

케이션을 돕기도 한다. 영어로 직역하면 Special introduction and follow-up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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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룬드시(Lund) 컴웅(ComUng)

컴웅(ComUng)은 스웨덴 서남부에 위치한 학도시 룬드에 위치해있다. 룬

드는 1671년 룬드 학교가 세워진 이후 지금까지 스웨덴 남부의 문화 및 교

육의 중심지로 여겨지는 표적인 학도시이다. 인구 12만의 룬드시는 학

도시로서 고학력자들이 상 적으로 많이 살고 있으며, 지난 5년 간 룬드시의 

실업률은 5.9%에서 6.2%로 스웨덴 평균에 비해 지속적으로 낮게 집계되어왔

다9). 

컴웅은 룬드시의 16-24세 교육 및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있는 청년들을 

위한 센터로, 기초자체단체인 룬드시의 고용, 복지, 문화 및 여가, 교육분과와 

국영 고용서비스청의 룬드지부가 협력하여 실업청년들이 한 곳에서 다양한 서

비스를 받을 수 있는 원스톱숍이라고 볼 수 있다. 룬드시 컴웅은 유럽연합 사

회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다. 

룬드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컴웅센터 일층에는 청년들이 매일 오후 

13시부터 16시까지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교육 및 취업기회

와 관련된 정보를 얻거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당구 , 컴퓨

터,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부엌이 있는가 하면 한 편에는 일 일 상담을 받

을 수 있는 상담실들이 배치되어 있다. 위층은 사무실로, 앞서 말했듯 룬드시

의 고용, 복지, 문화 및 여가, 교육분과에서 파견되어 있는 사회복지사 및 노

동시장 컨설턴트, 레크리에이션 리더 등이 상근하고 있다. 

컴웅에서는 진로지도 및 상담 이외에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신체 및 사회활동을 제공하는데, 예를 들어 매주 수요일에는 레크리에이션 리

더와 함께 수영을 갈 수 있고 화요일 저녁시간에는 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카

페 등의 이벤트가 열리기도 한다. 

컴웅 홈페이지에 명시된 주 목적은 노동시장 컨설턴트, 청년사회복지사, 

진로상담사, 고용서비스청 직업상담사 등 여러 전문직업군이 한 곳에 모여서 

다양한 방법으로 청년들의 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

나 컴웅의 발표자료에 명시되어 있고 토론과정을 통해서도 뚜렷해진 것은 궁

9) 스웨덴 국영고용서비스청 (Arbetsförmedli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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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는 청년들의 사회적 통합이 주 목적이라는 점이다. 

회의에 참석한 컴웅 상근자들 하나같이 입을 모아 강조한 것 중 하나는 

컴웅에 오는 청년들 중에 바로 구직활동에 뛰어들기에는 심리적으로나 정신적

으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청년들이 있으며, 이들을 위해서 컴웅은 청년들

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잘 해낼 수 있기 위한 하나의 준비과정으로서 만남의 

장소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방문시 면담을 실시한 컴웅 상근자 세 명 중 두 명은 각각 룬드시의 복지

과와 문화 및 여가분과에서 파견되어 와있는데, 2011년 최초로 컴웅 프로젝트

가 시작될 때부터 함께해 온 가장 오래된 실무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특히 청년들과의 일을 즐겁게 여기고 사명감을 가지고 컴웅의 활동에 임할 수 

있는 실무 담당자 개개인들의 열정이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 중 하나라고 입을 

모았으며, 특히 한 곳에 모여 상근자들이 가깝게 소통을 할 수 있는 점 역시 

커다란 장점이라고 강조하였다. 실제 스웨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분과

가 함께 모여서 실업청년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드물다. 

실무자 인터뷰 중 여러 번 강조된 점 중 하나는 룬드시 여러 분과 간의 

협력이 잘 이뤄질 수 있는 성공요인은 바로 컴웅 자체가 정책적으로 위로부터 

결정된 모델이 실행된 것이 아니라, 실무담당자들이 부서 간 협력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직접 주도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였다는 점이다. 앞서 설명되었던 

국영고용서비스청 중앙지부에서 유럽연합의 사회기금을 통해 지자체와 고용서

비스청 지역지부들의 협력을 촉진하는 UngKOMP 프로젝트 (2015-2018)가 지향

하는 바가 이미 룬드의 컴웅에서는 2011년부터 자체적으로 정립되어 이뤄져 

온 것이다. 한편, 국영고용서비스청과의 협력과 관해서는 최근 고용서비스청 

룬드지부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컴웅과의 협력이 우선적으로 다뤄지지 않게 되

면서 협력관계가 소원해 졌다는 점을 밝혔다. 

컴웅에 오는 청년들은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그룹

은 주로 룬드시의 복지과를 통해서, 혹은 고용서비스청 룬드 지부를 통해서 

보내지는 청년들이다. 예를 들어 고용서비스청 사례관리자가 고용서비스청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청년들이 있는 경우 컴웅을 

소개하거나, 가정문제 혹은 생계문제 등 다른 연유로 인해 룬드시의 복지과와 

연락이 닿는 청년들 중 컴웅의 서비스가 도움이 될만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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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웅으로 보내지기도 한다. 컴웅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두 번째 그룹은 컴웅에 

등록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청년들인데, 2015년 난민 신청자 거 유

입 이후로 많은 이민자 청년들이 주로 컴웅을 찾고 있다.  

전반적으로 컴웅은 직접적인 고용알선보다는 사회생활에 발을 디디기에는 

아직 준비가 더 필요한 청년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주로 여러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위해 어떤 기관들을 찾아가서 어떤 도

움을 요청해야 하는지에 해 정보제공을 하고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여타기관

에 찾아갈 수 있게끔 장려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기관으로 조사되었다.  

2. 말뫼 FF커리어아카데미10)

말뫼FF커리어아카데미는 말뫼시에 위치하고 있다. 인구 삼십만의 말뫼는 

스웨덴에서 스톡홀름, 예테보리 다음으로 세 번째로 가장 큰 도시로 서남쪽 

끝뜨머리에 위치하고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을 마주하고 있는 항구도시이다. 

룬드와 거리는 가깝지만 역사나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특색이 상당히 다른 

도시로서, 20세기 후반 조선업이 쇠퇴하면서 어려워진 노동시장 상황이 지금

까지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2000년  이후로는 정보통신 

관련 많은 스타트업 회사가 생기는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이 활발히 발전되어 

왔으나, 여전히 말뫼의 실업률 및 공공부조 수급율은 스웨덴 평균보다 높고 

인구 당 지방소득세 납부금액도 훨씬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말뫼FF는 스웨덴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세계적으로도 알려진 말뫼의 축구

클럽이다. 말뫼FF커리어아카데미는 말뫼FF 홈경기장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

다. 말뫼축구클럽 Malmö FF의 커리어아카데미는 민간 축구재단의 사회공헌활

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커리어아카데미는 말뫼시 및 국영 고용서비스청의 

말뫼 지부와 협력하여 16-29세의 말뫼 실업청년들에게 고용알선 및 진로지도

관련 활동을 제공한다. 또한 비영리기관과 말뫼시 간의 특별 파트너쉽 협약 

(Idéburet offentligt partnerskap, IOP) 을 통해 협력해왔으며, 공공기관 외에 민

간 고용자단체 및 회사들과 협력하여 실업청년들의 직업알선의 가능성을 높이

10) 총책임자 Karin과의 면담에 기초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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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노력한다. 

말뫼 FF는 말뫼시 내의 중, 고등학교에서 ”Football against racism”이라

는 슬로건을 가지고 축구를 통해 어린 청소년들에게 인종차별과 관련한 교육 

및 캠페인 활동을 하는가 하면, 일년에 한번 씩은 ”Karriärdag med 

fotballträning”을 개최하는데, 이는 국영고용서비스청, 말뫼축구단의 스폰서 

기업들 그리고 말뫼의 실업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하루 동안 축구경기를 하며 

어울리는 동시에 기존의 직업박람회와 비슷한 형태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커리어아카데미는 지난 몇 년간 스폰서 기업들과 협력하여 직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고 알렸다. 말뫼 축구단 커리어아카데미의 고유한 

직업알선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이뤄진다.

① 스폰서 기업들이 커리어아카데미에 채용관련 수요를 전달. 고용서비스

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한 정부보조금 등에 의해 마련되는 일

자리가 아닌 ”진짜” 일자리라는 점을 강조.

② 커리어아카데미가 채용공고를 홈페이지에 개시하는 동시에 고용서비스

청 말뫼지부에서 청년실업자들과 주로 일하는 직원들에게 이 정보를 

알림.

③ 커리어아카데미가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한 청년들의 지원서 등을 보고 

일차적으로 인터뷰 상을 결정.

④ 커리어아카데미에서 채용공고를 낸 기업 인사담당자와 인터뷰 상자

들이 만나서 인터뷰 및 채용결정을 내림.

커리어 아카데미의 총 책임자는 이전에 말뫼시 고용분과에서 일했던 이력

이 있는데, 이날 발표 및 토론 중 민간단체로서 커리어 아카데미가 말뫼시에 

비해 덜 관료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실업청년들과 일을 해올 수 있는지를 

강조했다. 또한, 스웨덴의 국영고용서비스청의 신뢰도가 스웨덴 일반 국민, 그

리고 특히 기업주들에게도 낮은 상황에서, 중의 인기와 인지도를 자랑하는 

말뫼 축구단이 지역사회의 실업청년들을 위한 고유의 매칭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는 것에 한 자부심을 내비췄다. 실제로 말뫼축구단 커리어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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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델을 현재 스웨덴의 32개의 축구단 중 22개곳에서 도입해서 운영하기 시

작했다고 하며, 국영고용서비스청 본부에서도 이 협력모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여 현재 총책임자의 급여 절반을 부담하는 등 커리어아카데미 모델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3. 말뫼시(Malmö) 웅말뫼(UngMalmö)11)
웅말뫼(UngMalmö)는 말뫼시의 16-24세 교육 및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있

는 청년들을 상으로 하는 기관으로, 진로상담과 인턴십 연결 이외에 이력서 

작성, 기관방문, 사회복지사와의 상담 등을 제공한다. 상 청년들은 진로상담

사, 사회복지사, 고용서비스청의 직업상담사를 만날 수 있으며 이 밖에도 말뫼

시에서 청년실업과 관련해 활동하고 있는 여러 민간단체들, 그리고 말뫼시의 

복지과와의 협력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된다.

웅말뫼가 위치한 건물 일층에는 진로상담센터(Vägledningscentrum)가 자리

하고 있다. 이는 웅말뫼와는 별개로 말뫼시의 교육 분과에서 평생교육과 관련

한 여러 가지 정보제공을 하는 센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와 같은 건물에 

있는 것 자체로 두 분과 사이에 많은 교류가 있다고 한다.

웅말뫼의 전신은 좝 말뫼 (JobbMalmö), 직역하면 일자리 말뫼라는 프로그

램이었는데, 실무자들 사이에서 청년실업층을 위한 개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

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2년 전에 웅말뫼가 시작되었고, 정책적으로 장려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하는 원스톱숍을 정립하는 것

을 목표로 해서 시작되었다. 

웅말뫼는 말뫼시의 고등교육 담당 분과와 고용분과가 함께 협력하는 프로

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교육분과에서는 Swedish National Education Agency 

에서 규제하는, 일명 ”지자체의 활성화 책임”(Kommunernas aktivitetsansvar, 

KAA)을 담당하는 부서가 웅말뫼에 파견되어 나와있는 것이다. 이는 스웨덴 정

부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근에 지자체들의 니트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책임

을 명시하고 강화하는 차원에서 생긴 부서라고 볼 수 있다. KAA는 16에서 19세 

11) 실무 담당자 Emelie와의 면담에 기초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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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상으로 하고 고용분과는 20에서 24세 청년을 주 상으로 하지만 

웅말뫼에서 함께 협력을 함으로써 교육분과와 고용분과로 옮겨지는 청년들에 

한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을 웅말뫼의 장점으로 강조했다.

말뫼시 두 분과간의 협력 이외에, 지난 6월부터 고용서비스청 말뫼 지부에

서 파견되어 나오는 6명의 직업상담가들이 있는데, 이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오후 드롭인 시간 (13-15시)에 웅말뫼의 실무자들과 함께 청년들을 만나

서 상담을 진행한다. 이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고용서비스청과 

지자체의 고용관련 프로그램이 중복적으로 제공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인데, 상담을 같이 진행하는 것 외에 2주에 한 번씩은 고용서비스청의 직

업상담가들과 웅말뫼의 직원들이 사례관리 회의를 실시한다.

고용서비스청과의 협력과 관련해서 웅말뫼는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있는

데, 2019년 1월에 말뫼의 고용서비스청 세 지부가 한 곳으로 이사를 하는 동

시에 웅말뫼 역시 같은 건물로 이주할 계획이 있다는 점을 밝혔다. 웅말뫼 실

무자는 이러한 이주계획이 위로부터 내려온 결정이며 오히려 컴웅의 경우처럼 

웅말뫼에 말뫼 시의 복지과, 문화 및 여가분과 등이 함께 통합되었으면 한다

고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웅말뫼를 방문하는 청년들은 말뫼시 사회복지분과를 통해 오게 되는데, 사

실 아직까지도 말뫼시에는 어떠한 공공기관과의 접촉이 없는 니트 청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모든 자원과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동원한 지속적인 발굴작

업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의 NGO들을 통해 웅말뫼

에 한 정보를 퍼뜨리거나 직접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뒤쳐진 지역에 방문하

여 적극적으로 청년들을 만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자발적으

로 웅말뫼에 오는 소수의 청년들은 체적으로 구직관련 서비스 이외에 다른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고용서비스청의 프로그램으로 바로 

보내지는 경우가 많다.

룬드의 컴웅이 지자체 내의 여러 분과가 협력을 하여 센터를 만들고 꾸려

온 것에 한 자부심을 내비췄다면, 웅말뫼의 실무 담당자는 말뫼시가 어떠한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고용서비스청과의 협력 및 말뫼 시 고용분과, 교육분과 

및 복지과 간의 청년실업 관련 노력을 위한 여러가지 프로그램 및 협력방식을 

고민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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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좋은 협력프로그램은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말뫼FF의 커리어아카데미 등 비영리단체와 말뫼시의 파트너쉽은 재

원에 비해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어, 앞으로는 니트 청년을 위한 발

굴 작업을 위한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한다. 

4. 시사점

기관방문 및 인터뷰를 통해 만나온 룬드시와 말뫼시의 실업청년을 위한 

원스톱숍은 중앙정부 차원이나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획일적으로 센터화되어 

각 기초자치단체에 설립된 기관들이 아니다. 룬드시의 컴웅의 경우 유럽연합

의 사회기금 (European Social Fund) 을 통한 한시적인 프로젝트가 시의 상설

센터로 발전된 것이고, 말뫼시의 웅말뫼 역시 고용분과의 여러가지 고용정책 

관련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최근까지 계속해서 새로운 조직, 새로운 협력관

계, 프로그램 등을 시도하는 지자체의 노력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지자체들이 90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맡아 온 실업청년을 상으로 

하는 여러 정책 프로그램들이 유기적으로 발전되어 온 것의 연장선상에서 이

해할 수 있다. 

상 적으로 기초자치단체들의 주체성이 한국에 비해 두드러지는 스웨덴에

서는 체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정책이 도입된다고 해도 개별 지자체

들 간에 정책 실행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스웨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원스톱숍 및 중앙-지방정부의 새로운 협력모델개발 관련 정책제안 

및 장려에도 불구하고, 90년 부터 꾸준히 지적되어온 국영고용서비스청과 지

자체의 고용관련 프로그램의 중복서비스에 한 문제점이 정도는 다르지만 지

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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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스웨덴 청년고용서비스 특징과 시사점

가장 최근 사민당과 녹색당으로 꾸려진 스웨덴 정부의 청년고용관련 정책

노력인 특별정부위원회 DUA의 최근활동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난 수십 년 간

의 청년고용정책 및 서비스가 중앙화, 분권화, 재중앙화를 걸치면서 거듭 강조

되어 온 중앙정부와 기초자체단체인 커뮨들의 협력의 역할이 재조명 되면서 

획일적인 중앙정부의 정책을 커뮨들이 이행한다기 보다는 각 지역사회의 노동

시장 상황 및 청년실업문제의 특성에 맞추어진 맞춤형 협력모델 개발에 정책 

노력을 두는 것을 볼 수 있다. 

스웨덴이 청년보장정책의 본산지로서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의 주목

을 받는 가운데, 정작 스웨덴 내에서는 1930년 부터 사용되어 온 정부보조 

일자리, 최근 십년간 사용되어 온 고용주 부담금 보조 정책 모두 상 적으로 

낮은 효과성을 보여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Egebark & Kaunitz. 2013). 

2000년  후반부터 재중앙화를 통해 거듭난 청년보장 관련 프로그램에 해서

도 역시 여타 고용서비스청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 실업자와 

비교하여 고용효과 관련 결과가 의미있는 차이가 없다는 비판적인 평가이다 

(Hall & Liljeberg, 2011). 

이와 관련 항상 두되는 비판의 목소리는 고용서비스청에 등록된 실업청

년중 부분은 개인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일자리를 구한다는 점이다. 개인적 

연락망에 의한 실제 구직활동과 관련한 정책노력은 오늘날까지 비교적 미미하

며, 여론의 극심한 비판을 받아온 국영고용서비스청의 지역사무소 형태의 조

직을 해체하고 민간업체들이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는 제안도 중도우파연합 Alliance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Dagens Nyheter, 

2018). 지난 9월 총선 이후 2018년 12월 현재 스웨덴의 새 정부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Alliance에 속한 정당들의 고용정책 관련 영향이 커질 경우 

국영고용서비스청의 운명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크게 다뤄지지 않았지만 스웨덴의 실업청년을 

위한 정책변화와 관련해 큰 영향을 끼치는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스웨덴 실업

보험의 변화이다. 다른 노르딕 국가들과 같이 겐트시스템12)으로 운영되는 스

웨덴의 실업보험은 2006년과 2008년 사이에 중도우파연합정부가 단행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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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으로 실업보험의 가입율이 현저하게 떨어졌다(Lindellee, 2018). 실업보

험기금 가입비에 한 정부의 세제혜택이 없어지고 실업보험 혜택을 받기 위

한 근로조건 등이 한층 까다로워지면서 특히 30세 이하 청년층이 실업보험기

금에서 탈퇴하거나 노동시장에 진입을 하면서도 실업보험기금에는 가입하지 

않는 현상을 보였다(Kjellberg, 2010/2014). 청년층의 실업보험 가입율의 저하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경제 침체가 이어졌던 시기에도 불구하고 실업청

년들의 실업보험 수당 수급율을 절반으로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OECD, 

2016, 14).

현재 스웨덴 고용정책 관련 최  문제점은 특정 취약계층의 장기 실업, 노

동시장 진입의 벽이 높은 점 등으로 한국의 청년실업문제와는 매우 다른 양상

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자체의 주도성이 강한 스웨덴의 특성상 청년 고용서

비스 역시 지자체의 정책 노력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종합적으로 스

웨덴의 청년고용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변천 및 현 상황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벤치마킹되어 오고 있는 20세기 스웨덴

의 성공적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모델은 강력한 사회민주정권의 오랜 집권과 

노동조합의 연합에 의해 한시적으로 가능했었다. 90년  중반 경제위기 이후, 

특히 지난 십여 년 간 고용정책, 실업자 보호관련 정책 영역에서 중도우파연

합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실업보험제도에 큰 변화가 있어왔고, 적극적 노동시

장정책 관련 프로그램들 역시 그 효과성 및 고용서비스청의 존립여부가 재검

토될 정도로 정책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진 청년실업층을 상으로 한 고용정책 프로

그램 및 서비스 전달체계는 중앙 정부에서 정형화된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

는 것이 아니라, 90년 부터 청년실업 관련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행해 온 지

방자치단체와 2008년부터 다시 정부 정책으로의 청년보장정책을 실행해 온 국

12) 겐트시스템은 벨기에 겐트에서 처음 시작된 실업보험 시스템으로, 노동조합들이 운영하

는 실업보험기금을 정부가 재정지원 및 규제를 하는 거버넌스 시스템을 의미한다. 스웨

덴의 겐트시스템은 1934년 도입 이후 90년  초까지 자발적인 보험기금 가입원칙을 유

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율 및 실업 시 혜택 등이 유럽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했

다 (Scruggs, 2007; Sjöberg,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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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고용서비스청의 지역지부 간의 자발적, 다양한 형태의 협력 모델 개발 촉진

을 위한 정책 노력이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정부가 특정 모델을 일괄적

으로 추진하기보다는 DUA와 같이 전국단위 위원회를 결성하여 지역에 적합한 

협력 모델구축과 사업 수행을 독려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네트워크

를 구성하는 방식은 최근 지자체가 청년 고용서비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

는 한국의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스웨덴이 청년 원스톱 서비스 모델도 특징적이다. 실업청년이 한 장소에서 

여러 전문직종의 서비스 및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숍 모델이 고용서비스청

과 지자체간의 성공적 협력 사례로 많이 거론되고는 있으나, 이웃나라 핀란드, 

덴마크 등과 같이 고용서비스 관련 원스톱숍이 전국 단위에서 제도화는 되지 않

고 있다. 다만, 지역별로 다양한 모델들이 자발적으로 수립되고 운영되면서 국영

고용서비스청이 여기에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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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영국 고용서비스와 청년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영국 사례를 다루는 이번 장에서 답하고자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영국

의 청년실업 상황은 어떠한가? 실업상태인 청년은 어떤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서비스의 주체는 누구인가? 서비스를 받는 청년들은 어떤 특징을 

지니는가? 서비스의 내용은 무엇이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영

국의 청년고용서비스는 어떤 특징을 지니고, 왜 그렇게 접근하는가? 어떤 현

상이나 실체를 이해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여섯가지 질문 - 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언제, 어디에서 –을 가지고 영국의 청년고용서비스 사례를 검토한다. 

먼저 영국의 청년실업의 규모를 다룬다. 실업률과 니트청년인구 통계를 소

개하여 현재 청년실업문제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한다. 다음으로 청년고용정

책에서 무엇을 중시하고,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를 검토한다. 주로 의회와 

관련 부처의 문서를 검토하여 전반적인 서비스의 틀과 방향을 소개한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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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금부(DWP)의 워크 프로그램 (Work Program)과 교육부(DfE)와 비즈니스 

에너지 산업전략부(BEIS)가 협력해서 운영하는 견습제도(Apprenticeship)를 중

심으로 서술한다. 이어 실제로 일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구체적으

로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를 다룬다. 영국은 전문 위탁기관이 공공기관

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몇몇 서비스제공자

(service provider)의 사례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영국청년고용서비스의 특징을 정리하고, 영국의 사례가 한국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본다. 영국과 한국은 고용시장의 구조, 실업청년의 

특징, 사회적 자원의 규모, 교육과 직업훈련에 한 사회구성원의 인식 등이 

근본적으로 상이하다. 그러므로 영국 고용서비스 제도의 어느 한 부분을 한국

에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다만 이들이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 즉 문

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연결시키는

지,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는지 등을 살

피는 것은, 이 문제를 한국 상황에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데 시사점을 줄 

것이다. 

이 연구는 정부 문서에 한 검토와 관련자 인터뷰, 기관방문 등을 통해 

수행하였다. 청년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인 인지어스, 레서고, YES는 

기관을 방문하여 담당자와 인터뷰하였다. 캐치22는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교신

하였다.  

제1절 청년 고용상황

1. 청년실업 현황

가. 청년실업률

청년실업률은 만 16세 이상 24세 이하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실업자의 비

율을 의미한다. 정부는 추이 분석을 위해 3개월마다 실업률을 조사한다. 가장 

최근 통계(2018년 6월-8월)는 청년실업률을 10.8%라고 보고하였다. 이는 1992

년에 이 추이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저치이다. 영국의 청년실업률은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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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분기 EU 평균 청년실업률 15%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다. 영국의 청년실업

률은 2012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했고 그후 지속적으로 EU국가 평균보다 낮은 

청년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4-1] 영국 청년실업률 (16세-24세) 추이 1993-2018(단위: %)
출처: Labour Force Survey (https://www.ons.gov.uk/employmentandlabourmarket)

[그림 4-2] EU와 영국의 청년실업률비교 2007-2018(단위: %)
출처: Eur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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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년실업률이 청년고용문제를 정확히 보여주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

다. 영국의 실업률은, 다른 많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ILO가 정의한 ‘실업’ 

기준으로 실업인구를 산정하고 계산한다. 즉 실업자는 ‘현재 직업이 없고, 지

난 4주 동안 구직활동을 했으며, 2주 안에 일을 시작할 능력이 있는 사람’13)

이다. 일할 능력이 있는 구직희망자를 실업자로 보기 때문에, 적극적인 구직활

동을 하지 않는 청년은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된다. 청년고용정책에서 중요하

게 사용하는 다른 지표는 니트 청년의 규모이다.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는 말 그 로 교육기관에서 공부하지도, 

취업을 하지도, 직업훈련을 받지도 않는 청년이다. 영국에서는 16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년을 상으로 한다.

2017년 4/4분기 통계에 따르면, 영국의 16세 이상 24세 이하 인구는 총 

710만 명이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14)

- 380만 명은 일을 한다. (전체의 54%).

- 220만 명은 취업하지 않았지만, 전일제 교육/훈련을 받는다. (32%).

- 29만9천 명은 취업하지 않았지만, 시간제 교육/훈련을 받는다. (3%). 

- 79만4천 명은 취업도, 교육도 훈련도 받지 않는다.(11%)    

 

취업도 교육도 훈련도 받지 않는 11%가 니트 청년이다. 니트 청년의 일부

는 청년실업인구에 포함된다. 마찬가지로 청년실업인구의 일부는 니트에 포함

되기도 한다.

2017년의 경우, 영국의 청년실업인구는 547,000명이었다. 이 중 약 40%는 

교육기관에 적을 두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고, 나머지 60%는 교육기관에 속

해 있지 않으면서 구직활동을 했다. 같은 해 니트 인구는 794,000명이었다. 이

중 42%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구직노력을 하는 청년이고, 58%는 구직

노력을 하지 않거나 일할 능력이 없는 청년이었다.15) 청년실업인구 가운데 교

13) Office of National Statistics, Unemployment and The Claimant Count

14) Andrew Powell (2018), NEET: Young Peopl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House of Commons Briefing Paper, 24 August 2018

15)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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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기관에 속하지 않은 60%와 니트 인구 가운데 구직활동을 하는 42%는 동일

한 집단이다. 이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3] 청년실업과 니트의 관계

자료: House of Commons Briefing Paper, NEET: Young People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24, August 2018

 

이 자료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니트 인구의 규모는 청년실업 인구 보

다 훨씬 크다. 니트 집단 가운데 약 60%를 차지하는 비경제활동 인구는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잡센터플러스의 지원을 받기 어렵다. 적절한 지원이 없

으면 장기실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다.

나. 니트 통계

니트라는 용어는 1999년 영국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1998년, 청년실직자 

고용지원을 위해 청년뉴딜정책(New Deal for Young People)이 도입되었다. 이

는 18-24세 청년 가운데 6개월 이상 구직수당을 받고 있는 청년실업자를 상

으로 정부차원에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사회로 진출시키는 제도였다. 이 

정책은 사회복지연금과 고용정책을 연결시킴으로써 청년들에게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강제할 수 있는 잇점이 있었으나, 구직수당을 받지 않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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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고용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맹점이 있었다. 이에 해 사회적배제국

(Social Exclusion Unit)은 1999년 보고서를 통해 구직수당을 지급받지 않아 공

공고용서비스로부터 소외된 청년층을 ‘state zero group(위상이 없는 집단)’

으로 표현하며 이들을 위한 별도의 상담 및 인센티브 등의 지원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니트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도 이 보고서이다.16)  

2000년 이후 니트는 영국의 청년고용정책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국가

통계청은 니트청년의 규모를 분기별로 조사한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2018년 

2/4분기의 영국의 니트 인구는 총 78만3천명이고, 이는 해당 연령 청년의 

11.3%이다.17) 다음 그래프는 2002년 이후 니트 청년 비율의 변화를 보여준다. 

해당연령의 12-13%정도를 유지하던 니트 청년의 규모는 경제 불황기인 2009

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2012년 이후로 청년실업률이 점진적으로 낮아지면

서, 니트 청년수도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4-4] 영국 NEET 청년 인구 추이 2002-2017(단위: %)
자료: Labour Force Survey

16) 정연순외(2013), 『취업지원을 위한 청년 니트 실태조사』 한국고용정보원, 2013

17)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Young people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NEET), UK: Augus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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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트 집단은 흔히 16-17세와 18-24세 집단으로 나눈다. 집단의 특징이 다

르고 그에 따라 서비스 정책도 다르다. 16-17세 집단은 취학하도록 하고, 18세 

이상은 취업능력을 갖도록 지원한다. 

 16-17세의 연령의 니트 인구의 감소는 취학인구의 변화와 관련된다. 영국

의 의무교육 연한은 2015년부터 18세까지로 확 되었다.18) 이에 16-17세 니트 

청소년의 경우 교육기관에서 계속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 방향

이 되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16-17세 취학인구는 크게 증가하였다. 2005년

에 16-17세 인구 가운데 전일제 학생 비율은 76%였으나 2015년에는 89%가 되

었다19). 의무교육이 시행된 후로는 100% 취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  

18-24세 청년 인구의 경우, 60% 이상이 취업하고, 20-30% 청년이 교육을 

받고, 나머지가 니트 청년이다. 이 NEET 인구는 이 연령집단의 취업상황에 영

향을 받는다. 다음 그래프를 보면 2007년부터 20011년말까지 고용률이 65%에

서 56%로 하락하였다. 이 시기에 취학률이 높아지긴 했지만 19%에서 24%로 

소폭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니트 청년의 비율이 증가했다. 2011년 이후로는 취

업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취학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자, 니트 청년의 비

율은 감소하게 된다. 

18)‘교육과 기술법 (Education and Skill Act 2008)’에 따라 의무교육연령은 16세에서 18세

로 연장되었다. 16세까지는 국가교육과정으로 학교교육(schooling)을 받고 17-18세는 본

인의 진로에 따라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 식스드폼(Sixth Form) 칼리지에서 A레벨이라

는 학문적 교과를 배울 수 있다. 칼리지(College)에서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견습제도에 들어가서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외부서비스제공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교육 형태는 다양해도 18세까지는 교육받는 것을 의무로 하였다.

19) House of Commons Work and Pension Committee,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Young 

People, 29 March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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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영국 18-24세 취학, 취업, NEET 청년 비율 2002-2017(단위: %)

  

출처: House of Commons, NEET: Young People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청년고용 문제에서 니트 집단이 중요한 고려 상이 되자, 니트에 처하게 

되는 청년이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에 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2017년 니트 

통계에 따르면, 이 집단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20) 

[그림 4-6]  집단별(장애유무, 교육수준, 인종) 니트 청년의 비율 16-24세(단위: %)
자료: Labour Force Survey 

20) Andrew Powell (2018),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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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세 청년 중 니트가 될 가능성은, 장애인(30%)이 비장애인(9%)보다 3

배 이상 높다. 아무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청년(25%)이 중등교육일반자

격증(GCSE)21) 이상을 가진 청년보다 2.5배 더 높다. 인종별로 파키스탄, 방글

라데시 출신자가 인도, 중국, 다른 아시아 출신청년의 경우보다 2배 이상 높

다.   

니트 청년에 한 다른 조사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청년종단연구22)에

서는 다음과 같은 집단을 니트 취약계층으로 보았다. 학교 제적생, 중등교육일

반자격증(GCSE)을 갖지 못한 기초학력미달자, 무상급식 상 학생이 16세에서 

19세 사이에 니트 상태에 놓일 가능성은 50% 이상, 그 상태가 1년 이상 지속

될 가능성은 25% 이상이다.23) 교육부의 최근 보고서도 위탁양육아동

(LAC)(37%), 위탁학교학생(PRU)(27%), KS3단계(11-14세)에서  제적된 학생(26%), 

안교육시설학생(24%), KS4단계(15-16세)에서 제적된 학생(22%) 등이 니트 청

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24). 

니트 상태는 개인의 건강과 이후 고용경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연구에 의

하면 니트를 경험하는 나이가 어릴수록, 니트 상태가 길어질수록 신체적 정신

적 건강이 훼손되고, 이후 실업, 저임금, 저숙련노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

진다. 니트 경험이 이후 부정적인 삶의 경로로 발전하는 것은, 개인의 사회경

제적 조건에 따라서 다소 상이한데,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일수록, 부모의 사

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니트가 될 가능성도 높고, 그 경험이 이후 삶에 부

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25) 

21) 중등교육일반자격증인 GCSE (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시험은 만 16

세(11학년)에 치르는 국가고사이다. 영어, 수학, 과학 관련 6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선택하

고 4개과목을 선택하여 최소 10개 과목을 본다. 과목별로 C (2018년 이후로는 4점) 이

상을 받아야 과목별 자격이 인정된다. 영어와 수학과목의 GCSE가 있는 것은 취업에 필

요한 최소한의 기초기술능력으로 간주된다.    

22) 청년종단연구(Longitudinal Study of Young People, LSYPE)는 국가학생통계와 인구조사 

등을 활용하여 아동청년기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교육기관에서 직업세계로 이

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등을 장기 추적하는 규모 국가 프로젝트이다. 2004

년에 13-14세 학생 21,000명을 상으로 시작되었다. 

23) Department for Education(2011), Youth cohort study and longitudinal Study of Young 

People, July 2011

24) Department for Education(2018), Characteristics of young people who are long-term 

NEET, Februr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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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고용의 사회적 중요성

고용연금부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모든 청년이 “벌거나 배우는 

(earning or learning)” 상황을 만드는 것이 현 정부의 목표이고, 범부처간 협

력으로 이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힌다26).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간주된다. 이들의 고용상황이 다른 연령에 비해 

열악하고, 이 시기의 실업이 개인에게 큰 상처를 남기며, 사회적으로도 큰 손

실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가. 상 적으로 높은 청년실업 

영국의 청년실업률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실업률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다음 그래프를 보면, 2008년 금융위기 후 촉발된 경제불황기에 청년

실업률이 크게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실업률도 증가하지만 청년실

업의 경우 그 증가폭은 훨씬 크다. 청년실업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1년의 경

우 16-64세 실업률은 8.1%였으나 16-24세 실업률은 22.3%로, 거의 3배가 더 

높았다. 경제 불황의 여파가 청년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경

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해고되는 집단이 청년이다. 또한 신규채용이 줄어

들면 취업의 기회 자체를 갖지 못하게 되는 집단도 청년들이다.  

25) Public Health England/UCL Institute of Health Equity(2014), Local action on health 

inequalities: reducing the number of young people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September 2014

26) Written evidence from the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EOP0048) (with 

contributions from Department of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BEIS) and 

Department for Education (DfE)), Septemb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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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영국 연령별(16-24세) 실업률(단위%)

출처: 영국 하원보고서,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Young people(2016-2017)

자료: ONS Labour Market Statistics, January 2017

청년이 25세 이상 성인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모

든 국가의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그 정도는 국가마다 다르다. 영국고용기술위

원회(UKCES)는 2014년 보고서에서 영국이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청년실업이 

상 적으로 높다는 점을 우려한다. 

[그림 4-8]  연령에 따른 실업률 비교(2013 4분기) 및 청년 및 성인 실업률 추이 단위: %)
출처: UKCED 보고서(2014)

자료: Eurostat, OECD Stat

조사시점인 2012-2013년의 경우 영국은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청년실업률과 

일반실업률의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독일과 비교하면, 일반실업률은 비슷한 

수준이지만, 청년실업률은 영국이 3배까지 높았다. 청년실업은 개인적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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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으로 많은 손실을 가져온다. 영국정부는 청년고용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

고 핵심적인 정책의제로 삼게 된다. 

나 . 청년실업의 낙인 효과 (Scar effect)

실업은 누구에게나 큰 상처를 남기는데, 청년기에 경험하는 실업의 상처는 

특히 더 깊고 오래간다. 하원 노동연금위원회는 청년기에 겪는 실업은 이후에

도 장기실업, 저임금,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훼손으로 이어지고 이후 경력에도 

영구적인 상처를 남긴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청년기 일하지 않은 기간은 이후 

생애에서 반복적인 복지수당 청구와 높은 상관을 보인다. 실업은 청년 개인에

게는 이후 노동시장에서 실업과 저임금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높이고, 사회적

으로는 국가 세수의 감소와 복지예산의 증가 등 사회적인 비용을 발생시킨

다.27)          

청년실업의 낙인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일자리를 구한 후에도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고용된 이후에도 ‘임금불이익’을 겪게 된

다. 셋째, 실업의 경험에 따른 심리적 낙인으로 정신적 및 육제적 건강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업이 질병, 정신적 스트레스, 무력감, 우울증의 원인이 

되는 자존감 상실에 한 민감성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심리적 낙인은 이후 

지속되고, 그 결과 후기 생애에서 심장병 같은 취약한 신체적 건강을 결과하

게 된다. 넷째, 노동시장에 진입하기까지 직면하게 되는 일련의 불평등들이 상

호 연결되어 청년들의 ‘사회이동’에 한 기 를 좌절시킨다. 다섯째, 청년

실업은 현재 및 장래에 실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프로그램에서의 지출, 상

실된 조세 징수액 등으로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28) 요컨  청

년실업을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이유는 이 시기의 실업이 개인

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이는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장기적인 손실이 되

기 때문이다.

27) House of Commons Work and Pensions Committee,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Young People. 29 March 2017

28) 강욱모(2017)  “영국의 청년실업” 심창학(엮음)(2017), 「청년실업, 노동시장, 그리고 

국가」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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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중노동시장에서 2차 노동시장으로의 진입과 정체

영국고용기술위원회의 노동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노동시장은 

향후 모래시계 모양의 이중구조 형태를 띨 것이라고 한다. 상층에 고숙련 전

문직 시장이 발달하고, 중간부분의 제조업은 축소되고, 하층의 저숙련 저임금 

노동시장이 확 될 것이라는 것이다.29) 모래시계 형태의 노동시장에서, 직업 

경험이 없는 청년의 부분은 하층의 저숙련, 저임금 직종에 입직하는데 거기

서는 직업 훈련을 받을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이후 높은 임금의 안정적인 

상층 직업으로 진입하는 것이 어렵다. 더욱이 노동시장에서 중간부분을 차지

했던 직종이 축소하면서 일 경험이 있는 성인이 유사 업종의 경력직으로 이동

하게 되는데 이는 상층 직업에 청년이 진입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한다. 일터

에서 자기개발의 기회가 없어서 특별한 기술을 갖지 못한 개인은 경쟁이 가속

화되는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계속 더 저임금의 불안정한 고용상태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30) 

이중노동시장(dual labor market) 이론은 이를 잘 설명한다. 이 이론에 따

르면 노동시장은 일자리의 고용안정성과 임금수준에 의해 좋은 일자리의 1차 

노동시장과 나쁜 일자리의 2차 노동시장으로 분단되어 있다. 2차 시장에서 1

차 시장으로의 노동이동은 구조적으로 어렵다. 청년들은 분단된 노동시장에서 

저임금의 불안정한 2차 노동시장에 머물면서 고임금의 안정된 일자리의 1차 

노동시장으로 이동하기를 기다리는데 그동안 빈번한 노동이동을 경험하게 된

다31) 한번 2차 노동시장으로 들어간 청년이 1차 노동시장으로 이동하기가 쉽

지 않고 때때로 2차 노동시장 고용경험이 낙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다수의 

청년들은 애초에 처음부터 1차 노동시장 진입을 목표로 장기간 취업준비 상태

에 머무르게 된다. 1,2차 노동시장의 직무 여건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러한 

선택을 하는 청년구직자가 늘어나게 된다. 

29) UKCES(2014), Working Futures 2012 to 2022: Main Report, UK Commission for 

Employment and Skills

30) UKCES(2015) Catch16-24, UK Commission for Employment and Skills

31) 송기호(2017), “청년고용에 한 경제학적 접근: 쟁점과 정책 안”, 심창학(편), 『청년

실업, 노동시장, 그리고 국가』 1장, 도서출판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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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년고용 시장의 전망 불투명

다음 자료는 16-24세 청년들이 취업하는 주요 직종과 2007년부터 2022년

까지 직종별 고용상황과 전망을 보여준다. 첫 번째 그래프를 보면, 청년(16-24

세)의 취업시장과 성인(25-64세)의 취업시장이 확연히 구별됨을 알 수 있다. 

청년들은 절반 가량이 판매, 서비스직, 단순직 등 하층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반

면 성인은 반 로 관리직, 전문직, 전문기술직 등 상층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양

상을 보인다.  

직종에 따른 청년(16-24)과 성인(25-64)
의 분리(2013년)

2007년 4분기
-2013년 4분기

고용량 순 변화

2012-2022년
총 고용량 순 변화

[그림 4-9] 직종별 청년 및 성인 고용현황 및 고용량 변화(단위: %)

출처: UKCED 보고서(2014)

자료: Labour Force Survey (4 quarter average for 2013), ONS Labour Market Statistics table EMP04, 

UKCES Working Futures: 2012 to 2022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래프는 2007년에서 2022년까지 직종별 고용 추이와 

전망을 보여준다. 2007년에서 2013년을 거치면서 고용이 확 된 직종은 관리

직, 전문직, 전문기술직과 돌봄서비스와 관련된 직종이다. 이 직종은 2022년까

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전문직 종사자의 수는 크게 늘 전망이

다. 청년들이 취업해 있는 판매, 서비스직, 단순직은 그동안 일자리가 줄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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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앞으로도 계속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청년들에게는 적절한 진로 가

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고용을 위해 적절한 직업 훈련을 제공하

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  

 

제2절 청년 고용 서비스 정책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의 요구와 구직자의 특성을 동

시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5년 영국고용기술위원회는 고용주를 상 로 

직원 채용 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지를 설문했다. 가장 많은 답변은 

‘관련분야에서 일한 경험’(66%)이었다. ‘일한 경험’이 ‘학업성적’(49%) 

이나 ‘자격증’(50%)을 보다 훨씬 중요하였다. 고용주가 직원 채용 시 ‘일

한 경험’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일경험이 별로 없는 청년들에게는 불리

할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이를 물고 물리는 자기모순적인 상황(Catch 22)라고 

표현한다. 청년은 일한 경험이 부족해서 취업을 못하고, 취업을 못하기 때문에 

일한 경험이 없다는 것이다. 청년고용정책에서는 이런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청년고용서비스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하나는 포괄절인 

의미에서, 청년들이 취업하고 취업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역량(employability)

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원은 아직 학교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도 광범위하게 제공된다. 다른 하나는 현재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이 장기실업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이는 특히 고용시장에서 

취약한 집단에게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복지연금제도와 긴 히 

연결된다. 

1. 학교와 일터의 연계

가. 잡센터플러스의 학교 방문 지원

영국의 공공고용지원센터는 잡센터플러스(Jobcentre Plus)이다. 고용연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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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기관이고 전국에 700여개가 있다. 2016년 1월에 잡센터플러스의 적극적 

학교지원계획이 시작되었다. 그중 하나는 잡센터플러스 직원이 학교를 방문하

여 12-18세 학생들에게 노동시장에 해 설명하고 가능한 직업선택과 훈련기

회 (견습생이나 훈련생제도 등)에 해 안내하는 것이다. 1:1상담도 포함한다. 

또한 학생들이 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  

나. 학생들의 일 경험 (Work experience) 프로그램

어린 나이에 일 경험을 하는 것은 영국의 오랜 전통이다. 법적으로 만 13

세가 되면 시간제 일을 할 수 있다.32) 가정과 사회는 청소년이 시간제로 일하

는 것을 장려하는 편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고용주들도 이렇게 일해 본 경

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중등학교에서는 많은 학교가 일 경험을 제공한다. 

10학년(14세)이 되면 학생들은 일 경험이 가능한 사업장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서 일주일 동안 그곳으로 출근해서 일을 한다. 학생들은 일터에 적합한 복장

을 갖추고 직장에 나가서 성인들의 일 세계를 체험한다. 직장은 근거리가 

부분이지만 한 시간 가량 차량으로 통근하는 경우도 있다.  

16세 이상 학생들의 일 경험 프로그램은 좀 더 체계적이다. 일 경험은 교

육과 일의 세계가 단절되지 않게 다리를 놓는 것이다. 청년들의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고, 고용주에게 스스로의 역량을 증명할 기회를 주며, 작업장에서 필

요한 태도와 행동을 익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 경험의 구체적인 내

용은 학생 개개인의 학습계획(Study Programme)에 따라 다르다. 어떤 학생의 

경우 일 경험이 자신의 진로에 핵심 활동이어서 훈련생이 되거나 기술관련 자

격증 취득처럼 구체적인 목적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의 경우 일 경험을 

세상경험을 하고 시야를 확장시키는 보조적인 활동으로 삼을 수도 있다. 16세

-19세의 모든 학생의 학습계획에 따른 활동을 정부 교육기금이 보조하므로 학

습계획에 포함된 일 경험은 교육기금의 보조를 받는다.33) 

32) 16세 이하 청소년의 노동에 한 규정은 엄격하다. 학기 중에는 주당 12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평일과 일요일에는 최  2시간, 토요일은 13-14세는 5시간, 15-16세는 8시간이 

일할 수 있는 최 한도이다. 방학 중에는 13-14세는 주당 25시간, 15-16세는 주당 35시

간으로 늘어난다. 16-17세는 주당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17세 이하 청소년의 시간당 

임금은 4.20파운드(약 6천3백 원)이다. 18세 이상은 성인과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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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일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고용주의 협력이 절실하다. 

UKCES보고서에 따르면, 학생들에게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주는 전체

의 약 30% 정도이다. 공공기관, 교육기관,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 일 경험을 제

공하는 경우가 많다34). 보고서는 직원 채용 시 66%가 일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청년들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는 고용주는 30% 밖에 안 되는 

것을 지적하며, 고용주의 참여를 독려한다. 

2. 16-18세 청년의 NEET 예방 : 취학 보장

16세-18세 청소년들이 계속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

은 니트를 방지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16세에 학교 취학 의무가 끝난 후에도 

계속 교육을 받는 것을 보장하고, 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청소

년에게는 별도의 교육비를 보조한다.  

가. 9월 보장(The September Guarantee) 

지자체는 그 지역의 거주하는 16-17세 청소년을 모두 적절한 교육과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해당 청소년들의 교육/훈련기관 배치를 

9월말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9월 보장’ 정책이라고 부른다. 

2007년에 이 제도가 도입되었다. 지자체가 제공하는 교육/훈련기회는 개별 청

소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크게 다음 세 가지 중에 하나이다. 

첫째, 칼리지로 진학하는 것 둘째, 견습생이나 훈련생이 되는 것 셋째, 취업한  

후 시간제로 교육받는 것이다. 무엇이 개인에게 적절한 선택인지는, 10-11학년 

재학 중에 진로상담과 직업체험 등을 통해 본인이 결정한다.  

33) Education fund agency(2015), 16 to 19 funding study programmes: work experience, 

https://www.gov.uk/guidance/16-to-19-funding-study-programmes-work-experience (last 

updated 25 May 2018)

34) UKCES (2015), Catch 16-24, UK Commission for Employment and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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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6-19세 교육비 지원 (16 to 19 Bursary Fund)

16-19세 청년이 공립학교나 직업훈련기관에서 계속 교육을 받고자 할 때, 

교육비를 신청할 수 있다. 수업료는 무료이므로 별도의 수업료 지원은 필요 

없고, 교육비로 신청할 수 있는 항목은 피복비, 도서구입비, 수업에 필요한 경

비, 교통비, 식비 등이다. 취약학생(위탁가정아동, 복지연금수혜자, 장애아동 

등)의 경우 평가를 거쳐 최  1,200파운드(약 1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

훈련을 받는 기간은 최소 30주 이상이어야 한다. 취약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신청서는 학생이 재적하는 교육기관에서 

제출한다. 16-19세 교육비 지원으로 2017-2018년에 지급된 기금은 총 1억3천

만 파운드(1,950억 원)이었다.35)

3. 직업 훈련 제도의 정비

청년고용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접근은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기술

을 충분히 갖추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저숙련 

단순노동자로 저임금의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전전하지 않도록, 확실한 기술을 

익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견습제도를 정비하고 기술

교육개혁을 추진하였다. 직업훈련과 고용이 분리되지 않도록, 고용된 상태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접근하였다. 

또한 직업 훈련의 내용이 실제 작업장에서 필요한 것이 되도록 교육내용과 자

격기준을 정하는데 고용주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가. 16+ 기술교육개혁

영국 청년의 생애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기점은 16세, 18세, 24세라고 볼 

수 있다. 16세까지는 모든 학생이 국가교육과정에 기초하여 학교교육을 받고, 

18세까지는 의무교육기간이며, 24세까지는 청년으로 간주되어 직업훈련 등에

서 혜택을 받는다.36)  

35) Andrew Powell (2018), 앞의 글

36) 영국의 교육제도를 간단히 설명하면, 의무교육은 만 5세부터 시작한다. 초등교육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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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이후가 되면 자신의 진로에 따라 교육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17-18세 청소년들은 전일제 교육기관에서 공부할 수도,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일정기간 교육기관에서 공부할 수도 있다. 이 교육을 계속교육(Further 

Education, FE)라고 부른다. 교육기관으로는 식스드폼 칼리지와 칼리지가 있다. 

식스트폼 칼리지(Sixth form college)는 학문 중심 교육기관이다. 졸업 후 A레

벨 (Advanced level)이라고 불리는 자격시험을 본다. 칼리지의 경우 A레벨 과

정도 있고 직업과정도 있다. 직업과정에서는 전일제 교육을 받을 수도, 견습생

처럼 작업장에서 일하면서 일정 시간 칼리지에서 공부할 수도 있다. 기술관련 

자격증은 다양한데 가장 표적인 것이 BTEC(Business and Technology 

Education Council) 자격증과 견습제(Apprenticeship) 자격증이다.37) 직업교육을 

받으면서 학생들은 직업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17-18세 칼리지 학생

의 경우 소정의 과정을 마치면 레벨3 자격증을 받는다.

2016년에 비즈니스혁신기술부38)와 교육부는 공동으로 ‘16세 이후 기술계

획(Post 16 Skills Plan)’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두 가지 목적을 갖는다. 하

나는 청년들이 생애 지속가능한 기술직 고용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고, 다

른 하나는 빠르게 변화 발전하는 경제의 요구에 부응하여 기술교육체제를 개

치원 2년 (infant 5세-7세)과 초등학교 4년 (Junior 8세-11세)이다. 초등교육을 마칠 때 

영어, 수학, 문제해결능력 시험을 본다. 이를 11+라고 부른다. 중등교육은 5년 

(secondary 12세-16세)이다. 16세까지는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공부한다. 국가교육과정은 

핵심단계(Key Stage, KS)로 구분되어 있다. 유치원이 KS1, 초등학교가 KS2,  중등학교 

초기 3년이 KS3, 마지막 2년이 KS4이다. KS4가 끝나면 일반중등교육자격증(GCSE) 시험

을 본다. GCSE 영어와 수학 이수자격은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최소 기초기술(basic 

skills)로 간주된다.  

37) 영국에는 공인인증 자격증이 매우 많은데, 그 종류와 상관없이 레벨1부터 8까지 수준이 

정해져 있다. 자격취득은 각 레벨별 도달기준을 달성했는지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자격을 받는다. 평가방식은 자격증이 다루는 영역에 따라 다르다. 영역은 다르지

만 레벨에 따라 그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학업중심으로 수준을 설명하면 레벨1은 

GCSE 수준을 도달하지 못한 정도이다. 레벨2는 GCSE 4-5과목을 합격한 정도이다. 레벨

3은 A레벨 2과목이상을 합격한 수준이다. 레벨4-6은 학졸업수준인데, 수준에 따라 자

격증, 학위, 우수학위 등으로 나눈다. 레벨7은 석사, 레벨8은 박사수준이다. 직업관련 자

격증도 동일한 레벨 기준을 갖는다. 견습제도를 마친 후에도 수준에 따라 레벨2(중급견

습), 레벨3(고급견습), 레벨4,5,6,7(고등견습) 자격증을 갖는다. BTEC자격증도 레벨2(1단계 

비텍), 레벨3(보통국가학위 비텍), 레벨4(고등국가학위 비텍) 자격증이 있다. 

38) 2016년 7월, 비즈니스혁신기술부(BIS)는 에너지기후변화부(DECC)와 통합되어 비즈니스 

에너지 산업전략부(BEIS)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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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6세 이후에 A레벨과 동등한 T레벨 기술교육(Technical Education)을 재정

비한다. 이 두 경로 상이에 경계를 유연하게 하여 학진학 및 취업에서 상호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기술교육은 산업계가 요구하는 관련 지식과 실제 기

술을 가르쳐서 개개인을 숙련기술자로 취업할 수 있게 한다. 기술교육은 학교

기반(college-based)이 될 수도, 견습제도처럼 고용기반(employment-based)이 

될 수도 있다. 기술교육의 내용과 자격기준을 정하는 데 고용주들이 핵심역할

을 수행하도록 한다. 학교기반 교육의 경우에도 학생들은 최소한 45일간 현장

에서 훈련 받도록 한다. T 레벨 과정은 2020년부터 시행한다. 복잡하고 세분

화된 기술교육내용은 미래 산업의 전망과 노동시장, 직종의 연관을 고려하여 

다음 15개 경로로 단순화한다. ⓵ 농업 환경 동물케어 ⓶비즈니스와 행정 ⓷
외식업 및 환 산업 ⓸보육과 교육 ⓹건설 ⓺창작과 디자인 ⓻디지털 ⓼공학

과 제조업 ⓽미용 ⓾건강과 과학 ⑪법률,재무,회계 ⑫보호서비스 ⑬판매,마케

팅,조달 ⑭사회복지 ⑮교통과 운송 등이다. 기술교육 자격증은 학과 학원 

졸업과 동일한 수준의 고등기술레벨로 확 하고  그 자격제도의 질 관리는 견

습제 관리지원 기관(Institute for Apprenticeship)에서 담당한다.    

나. 견습제도(Apprenticeship)의 정비와 확

견습제도는 고용기반 기술교육의 가장 표적인 제도이다. 견습생은 직장

에서 임금을 받고 일하면서 관련 지식과 기술을 배운다. 직무와 관련된 훈련

을 일터와 외부 교육기관에서 받고  소정의 훈련과정을 마치면 국가기술자격

증을 갖게 된다. 역사적으로 견습제도는 중세 영국에서 시작되었지만 그동안 

유럽 다른 나라에서 직업훈련 제도로 발전하였다. 영국에서는 1993년에 “현

식 견습제도(Modern Apprenticeship)”를 발표하고, 기존에 관례로 이루어졌

던 절차와 자격을 제도화하였다. 

견습생은 만 16세부터 지원할 수 있다. 종전에는 25세까지로 지원 상한선 

나이가 있었는데 2004년에 폐지되었다. 만 16세 이상 누구나 견습생이 될 수 

있다. 견습생이 되면 최소 주당 30시간, 12개월 동안 일해야 하고, 총 280시간 

이상의 지도학습(guided learning)을 받아야 한다. 이중 20%는 일터 밖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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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the-job training)이 되어야 한다. 학습의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된다. 견

습생의 임금은 국가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견습직 임금은 2018년 현

재, 16-17세는 시급 4,20파운드(6천3백 원), 18세-20세는 5,90파운드(8천9백 원), 

21-24세는 7.38파운드(1만1천 원), 25세 이상은 국가최저임금과 동일하게 7.83

파운드(1만2천 원)이다. 

견습과정 후 받는 자격증은 수준에 따라 중급(레벨2), 고급(레벨3), 고등(레

벨4,5,6,7), 학위(레벨6,7) 과정으로 나뉜다. 레벨4 이상의 고등견습직은 2010년

에 신설되었다. 견습기간은 과정에 따라 1년에서 4년까지이다. 2017년부터 

EPA(end-point assessment)라는 새로운 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견습직이 끝날 

지점에 하는 종합평가이다. 이 평가는 독립된 민간평가기관들에서 한다. 직종

에 따라 수많은 평가기관들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교육부에 등록된 기관들이

다. 평가자는 해당 직종의 평가기준(Standard)에 따라 견습생의 지식, 기술, 태

도 등을 측정한다. 평가방법은 시험, 전문적 토론, 작업장 관찰, 활동 포트폴리

오, 과제, 작업산출물 평가 등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다.39) 최종평가에 합격

한 경우, 평가자가 평가결과를 교육훈련기금국 ESFA(Education and Skills Fund 

Agency) 보내면 해당 자격증이 발급된다.  

정부는 2015년, 견습제도를 적으로 확 하는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2015년과 2020년 사이에 견습직 3백만 개를 제공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고 

이를 공식화하였다. 견습제도는 해당 학위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는 법적 지

위도 명시하였다.40) 2016년에 기업법(Enterprise Act)를 개정하여 견습직의 법

적 자격, 권리 등을 보장하였다. 이 법에 따라 2016년 5월, 견습제도 관리 지

원 기관 (Institute for Apprenticeship)이 신설되었다. 현재 견습제는 ‘디지털 

견습제 서비스(Digital Apprenticeship Service)’에서 온라인상으로 관리된다. 

2016년 4월, 고용주의 견습제 채용 정보 등록부터 시작하여 2017년 4월에는 

견습제 훈련경비 신청을 포함하여 관련된 행정업무는 모두 온라인상에서 이루

어진다. 

39) Institute for Apprenticeship, Developing an end-pont assessment plan, https://www. 

instituteforapprenticeships.org/developing-new-apprenticeships/developing-an-end-point-a

ssessment-plan/

40)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Press release, 14 Jun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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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부터 기업에 의무적으로 견습세 (Apprenticeship Levy)를 부과

하였다. 견습세는 직원인건비를 연간 3백만파운드(45억 원) 이상 지불하는 

기업이 총 인건비의 0.5%를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확보된 재

원은 견습생의 훈련비용으로 쓰인다. 견습세를 낸 기업은 그 비용을 자기 기

업과 그 하청기업에서 일하는 견습생의 훈련비용으로 다시 청구할 수 있다. 

견습세를 내지 않는 중소기업(SMEs)의 견습생 훈련비용은 국가가 보조한다. 

훈련비용의 90%는 국가보조를 받고 10%는 고용주가 부담한다. 이러한 조치는 

고용주가 견습생을 적극적으로 고용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견습제도를 

통해 청년에게 고용과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직원 교육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일련의 개혁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견습제

는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크게 주목받으며 고용 및 직업훈련에 중심 제도로 

정비되고 있다.  

현재 잉글랜드 지역에는 170여개 산업부문에서 1,500개의 직업에 걸쳐 1년

에서 4년 기간의 견습직이 운영되고 있다.41) 견습생의 훈련은 고용주의 필요

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교육계획을 세운다. 최근 직업훈련에서 고용

주의 주도권(Employers’ ownership)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공공영역 (병원, 

학교, 경찰서, 관공서)은 견습제도 확 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영국의 공공의

료제도인 국가건강서비스(NHS)는 2015/2016년에 17,000개의 견습직을 신설하

고, 2020년까지 견습직 10만개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통부에서는 도

로와 철도산업에서 3만개의 견습직을 제공할 계획이다.42)  

정부(교육부)는 고용주의 구인과 견습생의 구직을 온라인으로 관리한다. 아

래 그림은 고용주가 견습제도를 시작할 때 따르는 절차를 보여준다. 

41) House of Commons briefing paper(2017), Apprenticeship Policy in England, 29 June 2017

42)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Department for Education(2015), English 

Apprenticeships: Our 2020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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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온라인 견습제도 관련 안내서(고용주 대상)
출처: 영국교육부

첫째, 견습제 프로그램을 계획한다. 견습제에 소요되는 예상 비용도 산정

한다. 둘째,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훈련과 평가방식을 선택한다. 훈련제공

자(training provider)를 정한다. 셋째, 훈련제공자와 상의하여 견습직 구직광고

를 정부 온라인에 올린다. 넷째, 견습제도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한다. 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견습세’를 낸 기업은 이미 납부한 견습세 범위에서 청구

할 수 있고, 견습세 부과 상이 아닌 중소기업은 정부의 교육훈련기금청

(Education Skills Funding Agency, ESFA)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다섯째, 훈련

제공자와 견습제도 운영 계약을 맺는다. 

견습생의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훈련제공자(train provider)이

다. 훈련제공자는 지역 칼리지가 될 수도 있고, 민간 전문기관일 수도 있다. 

훈련제공자는 고용주와 협력하여 견습생의 개인별 훈련계획을 세우고, 일터 

밖 교육을 담당한다. 또한 견습제 전 과정에 걸쳐 견습생의 훈련정도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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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평가하고 지원하여 최종단계의 평가를 비하도록 도와준다. 훈련제공자

는 정부의 공식 교육평가기관인 오프스테드(Ofsted)43)의 평가를 받는다.   

견습생 신청은 개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정부웹사이트 견습직찾기 온

라인 서비스는 잉글랜드 전 지역에서 현재 지원 가능한 견습직 정보를 모두 

제공한다.44)  검색창에 직종 키워드, 지역, 견습직 레벨, 장애인고용여부 등을 

선택하면 가능한 모든 견습직 정보가 보인다. 채용정보는 제법 자세하다. 어떤 

일인지에 한 친절한 설명. 주급, 주당 근무시간, 채용기간, 근무시작일, 견습

제도레벨, 직무영역, 지원자격, 이 일의 전망, 고용주 정보, 훈련제공자(training 

provider) 정보, 지원방법 등 정보가 제공된다. 

견습생이 되기에 아직 역량이 부족한 청년들은 ‘훈련생(trainee)’이 될 

수 있다. 훈련생 제도는 2013년에 시작되었다. 훈련생은 16-24세 청년을 상

으로 한다. 훈련생은 6주에서 6개월 사이에 일 경험을 쌓으면서 교육, 훈련을 

받게 된다. 직업 경험, 일할 준비 훈련, GCSE 수준의 영어와 수학, 그 외 훈련

생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을 배운다. 소요경비는 16-18세 훈련생은 교

육부가, 19-24세 훈련생은 기술기금청(Skills Funding Agency)이 부담한다. 훈련

생은 ‘고용’된 것이 아니므로 임금을 받지 않는다. 신 16-19세는 앞서 설

명한 교육기금(Bursary Fund)를 받을 수 있고, 구직수당 등 복지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4. 공공고용센터 잡센터플러스(Jobcentre Plus)를 통한 실업
청년 지원

잡센터플러스는 18세이상 복지수당신청자의 고용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지만 최근 청년고용서비스를 강화하면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43) Ofsted (The 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Children's Services and Skills)는 ‘교육, 

아동서비스, 기술에서의 표준관리청’의 약자로 공공교육기관의 평가관리를 담당하는 

정부기구이다. 모든 공립학교의 학교평가도 오프스테드에서 담당한다. 

44) https://www.findapprenticeship.service.gov.uk/apprenticeshipsearch



제4장 영국 고용서비스와 청년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79

가. 일 경험과 자원활동 기회 제공

잡센터는 청년들이 일터에서 기본적인 일 경험을 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한

다. 이러한 지원이 필요한 것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청년의 경우 일경험이 부

족한 것이 취업에 큰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다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일 경험 (Work Experience) : 구직자수당을 받는 16-24세는 잡센터플러

스를 통해 일터에서 일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일 경험은 보통 2

주에서 8주 동안 진행되고 일주일에 25-30시간 일한다. 일 경험을 하는 

동안 발생하는 비용 (예컨  교통비, 아동보육비)은 잡 센터에서 지원

한다. 

○ 자원 활동 (Work Together) : 실업상태이고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누구나 

‘함께 일하기’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기관에서 자원봉사할 수 있다. 

잡센터플러스의 워크코치(work coach)45)가 지원봉사 기회를 찾는 것을 

도와준다. 

○ 일 시도 (Work Trials) : 구직수당을 받는 사람에게 일을 시도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최  30일간 할 수 있다. 이 기간이 끝난 

후 취업 제의를 받을 수도 있다. 

나. 워크 프로그램 (Work Program) 

워크프로그램’은 영국정부의 표적인 ‘근로연계복지(welfare-to work)’ 

프로그램이다. 복지수당에 의존하는 장기실업자에게 적극적인 취업지원 서비

스를 제공해서 구직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1년에 시작되었다. 구직자

수당을 받는 실업자의 실업 상태가 12개월이 넘으면 잡센터는 상자를 외부 

워크프로그램 제공자에게 위탁한다. 상자가 청년인 경우, 그 위탁시기가 앞

당겨진다. 18-24세의 경우 9개월, 18세 NEET청년의 경우 3개월 후에 워크프로

그램이 시작된다. 

45) 워크 코치는 잡센터플러스에서 근무하는 노동연금부 직원으로 실업상태인 사람에게 개

인별 상담을 통해 동기부여 및 도전하도록 하고, 지역 노동시장에 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일자리를 연계해주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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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워크프로그램 개요
출처: Ingeus 소개 자료

위 그림을 보면 잡센터플러스에서 구직자수당을 받는 수급자의 50%는 3개

월, 70%는 6개월, 90%는 1년 안에 취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적극적인 구직

노력을 통해 부분의 사람들은 1년 안에 수급자 지위를 벗어난다. 지인의 소

개처럼 추천이 취업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1년이 지나도 취업이 어려운 10%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취업이 불리한 집단이다. 이들은 외부 전문서비스 제공자

에게 위탁된다.  

워크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지원받는 기간은 최장 2년이다. 프로그램은 외부 

위탁 계약자가 담당하게 했다. 고용연금부는 권역별로 주계약자(Prime 

Contracter)를 선정하고, 이들과 위탁서비스 계약을 맺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을 총 18개 권역으로 나누고, 한 권역에 2-3개의 기관을 주계약자로 선정

하여 서로 경쟁하게 하였다. 복수의 기관을 두는 것은 한 기관이 제 로 작동

하지 않을 경우를 비한 안전장치이기도 했다. 2013년에 워크프로그램 주계

약자는 모두 18개 기관이었다. 이 가운데 가장 넓은 지역을 담당하는 것은 인

지어스(Ingeus)로, 총 7개 권역의 주계약자가 되었다. 주계약자는 그 지역에 있

는 전문 교육훈련기관을 하도급계약자(subcontractors)로 두고 실제 서비스제공

은 그들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어떤 지역의 주계약자가 다른 지역의 하도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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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가 되기도 했다. 하도급계약자는 특히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지닌 청년 

등 전문적 지원이 필요한 상자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줄 수 있는 지역기

관들이 많았다. 워크프로그램은 구직수당 청구 후 12개월이 지나면 잡센터플

러스는 권역의 주계약자에게 상자를 이관시키고, 주계약자는 상자의 특징

을 파악하여 가장 적합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하도급계약자에게 이관시키는 

피라미드 구조로 이루어졌다.46)  

주계약자와 하도급계약자와 같은 서비스 제공자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하여 높은 자율성을 가졌다. 서비스 제공자는 실업상태인 참가자가 직업을 찾

고 장기적인 취업상태를 유지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창의적으로 계획할 수 

있다. 프로그램 운영방식을 전적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

에서, 이 계약은 “블랙박스” 계약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고용연금부는 서비

스 내용에 관여하지 않는 신, 그 성과에 따라 주계약자에게 공적기금을 지

원하였다. 주계약자는 참가자가 최소 26주(특정 집단은 13주) 이상 고용을 유

지하면 ‘취업성과급(job outcome payment)를 받고, 그 후 고용상태가 4주 지

속될 때마다 지속수당(sustainment payment)를 받았다. 주계약자는 그 성과에 

따라 하도계약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이는 실업자의 취업과 지속에 

성과를 낼수록 서비스제공자들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다. 서비스제

공자에게 지불되는 비용은 구직수당 청구인이 취업을 함으로서 절약된 복지재

원을 사용하였다. 2011년 6월에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후 2015년 12월까지 4

년 동안 영국에서 181만 명이 워크프로그램으로 보내졌고, 이중 503,160명이 

직업을 가졌다.47) 

워크프로그램은 2017년 4월부터 점진적으로 중단되고 점차 ‘일과 건강 

프로그램’(Work and Health Program)으로 통합되어 가고 있다. ‘일과 건강 

프로그램‘은 종전에 장애인 고용을 지원한 ‘일 선택(Work Choice)’ 프로그

46) 고용연금부-주계약자-하도급계약자로 연결되는 워크프로그램의 구조에 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홍석민(2015), 영국 보수당의 근로연계복지정책: 고용프로그램

(Work Programme)의 구조와 특성, 『영국연구』 제34호; 김승택,노상현,Daniel 

Finne(2015), 『우리나라 고용서비스 선진화 어디까지 왔나』 3장 OECD 국가의 공공 

및 민간고용서비스 현황 및 추이, 한국노동연구원 

47) House of Commons Briefing paper, Work Program: background and statistics, March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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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과 워크프로그램을 통합한 것이다. 일과 건강 프로그램에서는 외부 서비스

제공자에게 위탁되는 시기가 12개월에서 24개월로 늘어났다. 잡센터플러스가 

취업 코치를 하는 기간이 길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실업률이 최저상태를 

유지하는 등 호전된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지속

적인 공공예산의 삭감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다. 청년 의무 (Youth Obligation)48)

2017년 4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통합수당(Universal Credit)49)을 받는 18세 

이상 21세 미만 청년들을 상으로 한 고용지원서비스이다. 통합수당을 받기 

48) 고용센터를 통한 청년고용서비스는 지난 20년간 다양한 이름을 거치면서 변화하였다. 

청년뉴딜(New Deal for Young People, (1998-2011), 청년계약(Youth Contract, 

2012-2015), 청년제안(Youth Offer, 2015-2017), 청년의무(Youth Obligation, 2017-현재) 

등이다. 세부적인 절차나 운영방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명칭이 변하긴 하였으나, 기본적

인 구조는 유사하다. 고용센터에 구직자수당을 신청하는 청년에게 상담과 일 경험 기회

를 제공하여 취업을 돕는다는 것이다. 지원서비스는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일정

기간 구직을 못하면, 개별 상담사와의 취업 상담 및 컨설팅이 이루어진다. 상담기간에

도 취업하지 못하면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일 경험을 해야 한다. 청년뉴딜의 경우 다음 

네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1) 보조금을 받는 일터에서 고용주로부터 직업훈

련을 받으면서, 6개월간 일한다. 참가자는 일하는 기간 동안 급여를 받는다. 고용주에게

는 주당 60파운드(약 9만원)의 보조금과 총 750파운드(약 110만원)의 훈련비용이 제공된

다. (2) 12개월 동안 전일제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는다. 이 기간 동안 구직자수당은 

계속 받을 수 있다. (3) 자원활동 영역에서 6개월 동안 일한다. 이 기간 동안 구직자수

당을 받을 수 있고, 총 400파운드(약 60만원)의 활동비를 6개월에 나눠서 받는다. (4) 환

경 관련 일을 6개월 동안 한다. 이 경우도 구직자수당과 400파운드의 활동비를 제공받

는다. 이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의무사항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직자 수당 지

급이 중단된다. 집중활동기간의 일 경험이 취업으로 연결되면 성공적이지만, 그렇지 않

은 경우 다시 집중 상담이 이루어지고, 처음으로 다시 환류한다. 

49) 통합수당(Universal Credit)은 2010년에 보수당이 제안하여 2012년 복지개혁법(Welfare 

Reform Act)으로 제정되고 2013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된 새로운 복지수당제도이다. 일

할 나이에 있는 수급자의 다양한 수당을 하나로 통합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지원(Income Support), 구직자 수당(Jobseeker’s 

allowance), 주거비지원(Housing Benefit), 고용지원수당(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아동세액공제(Child Tax Credit),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 등 6개 

수당이 모두 통합수당(Universal Credit)으로 일원화되었다. 18세 이상 (예외적인 경우에 

16-17세) 은퇴연령(보통 65세)이하의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실업자(예금액이 16,000파운드

(약 2천 4백만원) 이하인 경우), 저소득자를 지원한다. 지원액은 평가를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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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면서부터 바로 집중활동프로그램(Intensive Activity Programme, IAP)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6개월이 지나도 취업이 되지 않으면, 견습직

(apprenticeship), 훈련생(traineeship), 잡센터가 제공하는 일기반 훈련

(work-based training) 프로그램 중 하나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집중활동프로그램(IAP)은 청년실업자가 자신의 적성과 보유기술, 진로 희망

과 직업목표를 확인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련의 프로그

램이다. 진로적성, 이력서쓰기, 취업면접준비, 일자리 검색 워크숍 등이 포함된

다. 집중활동프로그램 후에는 워크코치와 함께 6개월 동안 일상적인 구직활동

을 한다. 워크코치는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여러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소개한다. 예를 들어 기초기술훈련, 부문별 일 기반 훈련, 2-8주의 일 경험 등

이다. 6개월 후에도 취업하지 못하면, 작업장 내 직업 훈련기관이나 훈련생제

도에 들어가도록 안내한다. 

이러한 직업훈련기관이나 훈련생제도, 견습제도는 모두 청년들이 작업장에

서 배우면서 ‘일 경험’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 청년의무 프로그램은 청년들

에게 일터에서 일해 본 경험을 줌으로써 고용주가 기 하는 실제 작업경험과 

핵심기술을 익히고, 자신감을 높이며, 이력서에 일한 경력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야만 복지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해서 참여를 강제

하였다.  

5. 취약집단 청년의 취업능력 증진

다음과 같은 기금을 활용해서, 저학력, 빈곤, 장애청년 등 취약 집단이 고

용능력(employability)을 높이도록 돕는다.50) 

○ 성인교육예산(Adult Education Budget) : 19-23세 청년이 ‘두 번째 기

회’를 가질 수 있도록 레벨2 (GCSE 수준)와 레벨3 (A레벨 수준) 자격

증을 얻을 수 있는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한다. 19세 이상 실

업상태 성인에게는 레벨2 자격과정의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영어

50) Andrew Powell (2018),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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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수학에서 레벨 2를 받지 못한 모든 성인이 해당 교육을 학습하고자 

할 때 교육기회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정부는 2017년에 15억파운드

(2,250억 원)을 성인교육예산으로 책정하였다. 

○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 : 유럽사회기금은 장애 등으로 취

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실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7년 유럽사회기금 프로그램은 13억2600파운드

(약 2000억 원)이였다. 

○ 지원 인턴쉽(Supported Internship) : 학습곤란이나 장애를 겪는 청년들

에게 지원 인턴쉽을 제공한다. 고용주의 일차적 요구에 기초해서 잘 짜

여진 학습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프로그램 종료 시 고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7년 교육부는 970만파운드 (146억 원) 예산을 확

보하였다.

○ 청년참여기금(Youth Engagement Fund) : 2014년 5월에 조성된 기금으

로 14-17세의 취약집단 청년의 교육 수준을 높여서 고용가능성을 증진

하는데 사용된다. 외부 서비스제공자는 이들이 니트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이 기금은 ‘사회적 영향 채권(Social 

Impact Bond)’으로 조성되었다. 긍정적인 성과를 내는 성공적인 프로

젝트에 기금을 제공한다.  

○ 공정한 기회 기금 (Fair Chance Fund): 2014년 11월에 조성된 기금으로 

18-24세 노숙청년들에게 살 집과 고용,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마찬가지

로 기금은 ‘사회적 영향 채권’에서 나오고 성과에 기초하여 기금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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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청년고용서비스와 전달체계: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를 중심으로 

영국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에는 정부기관, 서비스제공기관, 고용주가 긴

히 연계되어있다.  정부기관은 고용연금부, 교육부, 비즈니스 에너지 산업전

략부 등이 관련된다. 위탁 서비스제공기관은 주계약자(Prime contractor)와 수

많은 하도급계약자(subcontractors)들이 연결되어 있다. 고용주는 견습제도와 

일 경험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직업훈련에서 서비스제공기관

과 협력한다.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전체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

운 일이다. 관련기관들은 거미줄처럼 서로 서로 얽혀있고, 지역의 상황, 구직

자 개인의 조건과 필요에  따라 여러 기관이 유연하게 연결되므로 단일한 모

델을 찾기는 어렵다.   

이 글에서는 청년고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자’를 중심에 

놓고 전달체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서비스제공자는 거시적인 정책과 정책소비

자인 청년 사이를 연계하는 다리역할을 하는 중간 행위자이다. 이들에게 초점

을 맞추면 이들의 활동을 통해 주요 정책이 어떻게 지역에서 개개인 청년에게 

전달되는지, 최종적으로 청년이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다. 

1. 인지어스(Ingeus) - 워크 프로그램51) 주계약자

인지어스는 영국의 워크프로그램에서 가장 넓은 지역을 포괄하는 주계약

자이다. 인지어스는  1989년 호주에서 질병이나 장애로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

들에게 재활훈련을 제공하는 워크디렉션(Work Direction)이라는 이름의 작은 

NGO에서 시작했다. 워크디렉션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평판을 얻었고, 공공기관과 고용주와 협력 네트

웍을 강화하면서 성장했다. 2002년에 인지어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현재는 

51) 2011년에 시작한 워크프로그램은 장기계약(5년 계약과 2년 추가계약) 프로그램이었다. 

2017년부터 점차 ‘일과 건강프로그램(Work and Health Progrma)’으로 체되고 있다. 

일과 건강프로그램도 구조는 유사하므로, 이 글에서는 워크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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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등 13개국에서 취업지원훈련을 포함해서 다양한 활

동을 하는 다국적 회사이다. 한국에도 2008년에 인지어스 코리아가 설립되

었다.

워크 프로그램 이전에는 잡센터플러스가 직접 일선의 수많은 서비스제공

기관과 파트너쉽을 맺고 일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열 개 남짓의 주계약자와 

일을 한다. 주계약자는 지역에서 직접 훈련업무를 하는 교육기관을 파트너로 

해서 이들과 하도급계약을 맺고 협력한다. 잡센터플러스를 운영하는 고용연금

부, 인지어스 같은 주계약자, 맞춤형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많은 지역 서

비스제공자들은 피라미드형으로 구조를 가지고 공급 사슬 (supply chain)로 이

어져 있다. 이 서비스망이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각 부문이 담당하는 역

할이 분명해야 한다. 

인지어스가 인식하는 각 부문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라미드의 가

장 상층에 있는 고용연금부는 워크 프로그램의 목적을 분명히 정하고, 계약 

입찰 과정을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하며, 주계약자의 성과를 평가한다. 둘째, 

중간단계에 있는 주계약자는 혁신적인 서비스의 내용을 구안하고, 기관이 추

구하는 서비스의 핵심을 지역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트너기관(하도급

계약기관)들과 공유하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의 질과 위험을 관리한

다. 셋째, 가장 저변에 있는 하도급계약자는 주계약자와 협력하여 장기실업자

의 구체적인 조건과 복잡한 요구에 맞는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실행한

다.52) 고용연금부는 주계약자의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에 많은 재량을 준다.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블랙박스”라고 부를 만큼 자율권을 주고, 

신 그 산출물을 평가한다. 평가기준은 두 가지이다. 장기실업자가 프로그램

을 통해서 취업했는지, 그 취업상태를 장기간 유지하는지다. 그에 따라 주계약

자는 고용연금부의 수당을 받는다. 하도급계약자도 성과에 기반하여 주계약자

로부터 수당을 받는다. 주계약자와 하도급계약자는 서로 협력하여 성과를 내

어야 하므로 그들은 한 배를 탄 운명이라고 할 수 있다. 

52) Anton Eckersley(2018), Tackling Youth Unemployment, Ingeus (본 연구자가 방문했을 

때 준비한 발표자료 중) 이 절에서 소개하는 인지어스의 접근은 국제협력 담당자인 안

톤 에커슬리씨와의 인터뷰에 기초하였다. 인터뷰는 총 세 차례 (9/5, 9/26, 10/31)에 걸쳐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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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어스는 실업자 취업지원서비스를 구안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한

다. 첫째, 구직자의 특성을 분석한다. 둘째, 고용주의 요구를 분석한다. 셋째, 

구직자의 특성과 고용주의 요구 사이의 간격을 메꿀 수 있는 훈련방법을 찾는

다. 넷째, 상자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제공자를 연결하고 그 진행상황

을 점검하고 결과를 평가한다. 이러한 접근에 따라 18-24세 청년구직자를 

상으로 한 서비스의 기본틀을 다음과 같이 디자인하였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상자의 특징이다. 구직청년을 이 모든 서비스의 

중심에 놓고 사고하는 것이 기본이다. 잡센터플러스에서 위탁되는 장기실업 

청년의 프로파일을 분석한다. 인지어스가 분석한 이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기초기술능력부족: 이들의 49%는 기본적인 문해(literacy), 수리(numeracy), 

IT능력이 부족하다. 이 능력이 부족한 청년은 직장을 구하는 것이 2.8배 더 어

렵다. (2) 낮은 자격능력: 37%는 영어와 수학 레벨2 자격증53)도 없다. (3) 문해

능력의 문제: 24%는 읽고 쓰는데 어려움이 있다. (4) 경력의 부족 : 17%는 이

전에 어떤 일도 해 본 적이 없다. (5) 경험 부족 : 56%는 일 경험(직업경험 뿐

만 아니라 사회적 경험을 포함한 포괄적 경험)이 부족한 것이 직장을 구하는 

데 주요 걸림돌이 된다고 믿는다. 

둘째, 고용주의 요구를 분석한다. 인지어스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고용주

의 90%는 채용 시 구직자의 기초기술능력(언어와 수리능력)을 중요하게 본다. 

고용주들은 입사희망자의 71%가 요구하는 기술을 갖추지 못했고, 66%가 일 

경험이 부족하다고 답하였다. 고용주는 또한 의사소통능력, 팀웍 같은 소프

트 스킬(soft skills)이 일터에서 점점 더 중요해진다고 생각한다. 

셋째, 구직청년의 특징과 고용주의 요구를 고려하여 적절한 훈련 가이드라

인을 정한다. 지금까지 청년고용지원 경험을 통해 인지어스가 직업훈련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1) 언어, 수리능력 등 핵심기초기술 (2) 참여의지, 동

기부여, 태도 등 마음가짐 (mind set) (3) 유사 직무를 통합하여 훈련하는 부문

별 접근 (sector focus) (4) 경험부족의 만회 (5) 개인별 맞춤형 취업능력 계발

훈련 (이력서작성, 모의 면접, 건강관리 등)이다.

넷째, 공급 사슬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도급계약을 맺은 지역사회 

53) 레벨2는 GCSE수준 자격증이다. 영국의 자격레벨에 해서는 각주 24)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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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와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디자인한다. 파트너 기관들은 인지어스의 기본 

가이드라인을 따르되 상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계획한다. 

파트너기관은 특수한 영역(약물중독, 알코올문제, 정신건강, 학습장애, 재활 등)

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인지어스는 파트너기관의 훈련과정을 

관리하고 그들이 역량개발을 지원한다. 인지어스는 2018년에 멀린스탠다드

(Merlin Standard) 상을 받았다. 멀린 스탠다드는 고용연금부가 주계약자에게 

지키도록 한 기준이다.54) 인지어스는 ‘고용, 건강, 청년 서비스에서 공급사슬

(supply chain) 파트너들과 모범적인 업무를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 캐치 22 (Catch 22) - 견습제 훈련제공자

청년고용훈련 서비스제공자들은 취약청년에 한 맞춤형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견습제도의 훈련제공기관이기도 하다. 앞서 소개한 인지어

스도 그 중에 하나이다. 인지어스는 고객서비스 부문 레벨2 자격증 과정(12개

월 이상), 관리자를 위한 레벨3 자격증 과정(14개월 이상), 지도자를 위한 레벨 

5 자격증 과정(18개월 이상)을 운영한다. 이 과정의 견습생을 고용하려는 회사

가 인지어스를 훈련제공자로 선택하면, 고용주와 협력하여 훈련계획을 세운다. 

계획 수립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⓵견습훈련 전과정에서 회사의 

전략과 윤리를 전달한다. ⓶회사의 필요와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계획한다. ⓷훈련담당자와 교육과정개발자는 회사에서 해당 팀과 일정기간을 

보내며 조직문화와 동기부여 방법 등을 이해한다. ⓸회사와 직원의 필요에 맞

춰 온라인학습, 작업장 내 훈련, 1:1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혼합하여 교육한다. 

⓹회사의 전략목표와 핵심성과지표에 따라 맞춤형 투자수익을 보고한다.55) 견

습제도가 견습생 뿐만 아니라, 직원의 직무역량계발을 통해 기업에도 이익이 

되도록 처음부터 고용주와 협력하여 구체적인 훈련계획을 세운다. 

54)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2013), The Merlin Standard: Guide for Prime 

providers, updated 20 November 2013.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he-merlin-standard-guide-for-dwp-providers

/the-merlin-standard-a-guide-for-dwp-providers

55) 인지어스 영국 웹사이트 https://www.ingeus.com/your-program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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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견습제도(프로그램) 운영 과정(Catch 22) 
자료: Catch 22, What an Apprenticeship Programme looks like

캐치22는 200년 전통을 지닌 영국의 표적인 사회적 기업 가운데 하나이

다. 개인과 공동체에 건강한 발전을 위해 교육, 주거지원, 직업훈련 등 다양한 

사회복지분야의 활동을 한다. 2015/2016년에 영국의 144개 지역에서 138개의 

서비스를 약 44,000명에게 제공하였다고 한다.56) 견습생 훈련과 고용능력증진 

프로그램(employability programme)은 캐치22의 표적인 사업이다. 

다음 그림은 캐치22가 운영하는 견습생 훈련의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과정

을 보여준다. 

견습생 훈련 프로그램은 처음에 견습생의 현재 상태에 한 평가에서부터 

시작한다. 훈련담당자는 이에 기초하여 고용주와 함께 개별훈련계획(Individual 

Training Plan, ITP)를 세운다. 훈련프로그램은 크게 네 가지 영역을 포괄한다. 

직무에 필요한 학습, 일터에서의 교육, 일터 밖에서의 교육, 그리고 직무수행

에 기본적인 언어와 수리영역의 지원이다. 개별훈련생에 따라 마지막 영역은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최소 1년 이상 소정의 훈련과정

을 마치면 독립적 평가기관에서 최종단계평가(EPA)를 수행하다. 이 평가의 합

격자는 견습자격증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은 개별 견습생을 관리하는 훈련담당자(trainer)이다. 훈련담당자는 견습과정 

56) 캐치22 웹사이트 https://www.catch-22.org.uk/about/who-we-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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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단계에서 개별훈련계획을 세우고 견습기간 중에 전 과정을 관리하고 최종

단계평가를 준비시키는 담임교사같은 존재이다. 견습제가 시작되면 견습생과 

훈련담당자, 회사의 업무담당자는 8-10주에 한번씩 모여서 견습생의 훈련 상

황을 점검한다. 성취기준(Apprentice Standards)을 확인하고, 기술(skills), 지식

(knowledge), 태도(behavior)에서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를 토의하고 상호 피드

백을 준다. 

실제로 견습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음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다

음은 캐치22에서 담당하는 고객서비스 실무자 레벨2과정이다.57)

○ 고객서비스 실무자 레벨3과정

이 과정은 고객서비스 훈련과정이다. 견습생은 이 훈련을 통해 다양한 부

문에 걸쳐 수백 개의 유사한 고객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수 있

다. 훈련과정은 18개월이다. 훈련내용은 개별학습 및 생각하는 기술, 고용과 

관련된 권리와 책임, 영어와 수학 기초기능(필요한 경우) 등 국가직업자격증

(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이 요구하는 기본사항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

이 구성된다. 

[공통필수영역] 

⓵ 고객서비스의 조직과 전달 ⓶ 고객서비스 환경의 이해 ⓷ 고객 문제의 

해결 ⓸ 비즈니스의 원리 ⓹ 개인적 전문적 능력 개발 관리 ⓺ 고객의 이해와 

고객 유지

[선택영역]

총 30개의 선택주제가 있다. 견습생은 고용주와 의논하여 직무에 가장 적

합한 과목을 신청한다. 보통 8개 정도를 선택한다. 과목은 다음과 같은 주제와 

관련된 것들이다. 

⓵ 의사소통 ⓶ 문제해결 ⓷ 피드백 분석 ⓸ 협상 ⓹ 모니터링 ⓺ 업무 

관리 ⓻ 자원 개발 ⓼ 업무관계 개선 등  

견습생은 직장에 취업하여 고객서비스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위의 과목들

57) 캐치22 웹사이트 소개된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견습제도 

훈련 담당자와 이메일 교신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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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학습한다. 훈련의 80%는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고, 20%는 직장 밖에서 이루

어진다. 캐치 22 훈련담당자는 직장밖 훈련을 전담하지만, 직장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고용주와 직장내의 학습상황을 점검한다. 견습제도는 이처럼 일하면

서 배우는 일 기반 훈련 프로그램이다. 캐치22는 지난 4년간 약 500개의 사업

장에서 약 1,000명의 견습직 훈련을 담당했다고 한다.  

3. 레서고(RESURGO) – 스피어 프로그램(Spear Programme)

레서고(RESURGO)는 라틴어로 ‘다시 일어난다’는 뜻의 NGO이다. 2003

년에 설립되었다. 취약청년의 취업을 지원하는 코칭 프로그램인 스피어(Spear)

는 레서고의 표적 프로그램이다. 레서고는 2013년에 가디언자선단체상

(Gardian Charity Award)를 수상했고 2018년에 설립자 톰 잭슨은 “청년들과 

공동체를 위해 봉사”한 공을 인정받아 2018년 여왕으로부터 MBE상58)을 받았다. 

스피어는 16세-24세 청년 가운데 니트 상태에 놓인 이들을 지원하는 커리

어 코칭 프로그램이다. 앞서 니트 상태에 빠지기 쉬운 청년의 특징을 기술한 

바와 같이,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부분 낮은 학력, 정신건강상의 

문제, 장애, 빈곤가정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울증, 불안 등 정신건강의 

문제가 있는 경우, 학교중퇴로 인해 고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격증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가진 부모를 돌봐야하는 보호자, 홈리스, 출

소자, 십  부모 등 각각의 처지는 다르다. 공통적인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취

약한 배경으로 인해 자존감이 매우 낮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스피어 프로그램의 코치는 이 청년들이 자신을 움츠리게 하는 삶의 태도와 행

동을 극복하도록 돕는 한편 이력서 쓰는 법, 면접 준비 등 취업에 필요한 기

술을 가르친다. 

프로그램의 핵심은 6주간 스피어 기본(Spear Foundation)과정에 참가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은 6주 동안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시부터 5시까지 

58) MBE(Member of the Most Excellent Order of the British Empire, 영제국의 영예로운 

구성원) 상은 사회를 위해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왕실이 내리는 상으로 여왕의 생

일을 기념해서 수여된다. 2018년에 총 1,057명이 수상했다. 수상자의 71%는 지역사회에

서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개인과 단체에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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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시간 동안 진행된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15명 정도의 청년들이 코치와 함

께 자기를 알아나가는 그룹 워크숍이다. 6주 프로그램이 끝나면 청년들은 후

속 활동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모여서 한주 동안의 생활과 구직활동에 해 경

험을 나눈다. 그 후에는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서 코치와 소통한다. 집중워크

숍, 주간 모임, 코치의 컨설팅 등 전체 프로그램은 약 1년 동안 진행된다.   

스피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레서고 센터는 런던에 8개, 브라이튼에 1개가 

있다. 각 센터에서는 6주 프로그램을 1년에 6차례 운영한다. 1년 동안 한 센터

에서 90명, 9개 센터에서 약 800명이 코칭을 받는다. 스피어는 지난 10년 동안 

5,400명을 취업시켰고, 이중 75%가 1년 이상 취업상태를 유지하였다.

훈련생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스피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잡센터 플

러스의 워크 코치나 구청의 사회복지사가 소개하기도 하고, 청년의 정신건강 

문제나 주거문제를 돕는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이 안내하기도 한다. 프로그램 

참가비는 무료이다. 레서고는 프로그램 운영경비를 자체 기금조성 행사나 기

업과 개인의 후원을 통해서 마련하고, 구청에서 소액 지원을 받는다. 

2018년 11월 5일, 연구자는 런던 해머스미스에 있는 스피어센터를 방문했

다. 센터는 해머스미스 역에서 3분 거리에 있는 세인트폴교회 부속 건물에 있

었다. 담당자와 면담하고, 실제로 프로그램을 참관하였다. 20  전후의 청년들 

10명과 코치 3명이 ‘의사소통’을 주제로 그룹활동을 하고 있었다. 큰 종이

에 ‘평상시에 쓰는 말’과 ‘공식적인 말’이라고 적고, 훈련생들은 평상시

에 쓰는 말을 직장에서는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은지를 토론했다. 코치는 이들

의 의견을 모아서 종이에 적고 정리했다. 다음으로 전화받는 법에 해 토론

했는데, 우선 전화벨이 울리면 어떻게 하는지에 해서 훈련생들에게 물어봤

다. 청년들은 ‘모르는 번호면 받지 않는다’고 답했고, 그 이유는 상품판매

광고 전화가 싫어서 그렇다고 했다. 코치는 만약 그게 이력서를 낸 회사에서 

온 전화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해서 물었다. 청년들은 원치 않는 전화를 

끊는 것은 언제든 할 수 있는 선택이지만, 애초에 받지 않으면 인생에서 중요

한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코치는 전화를 받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해 물었다. 훈련생은 상 방이 말꺼내기를 기

다린다고 했다. 전화를 건 사람이 상 방이니, 상 방이 먼저 용건을 이야기해

야 한다고 말했다. 코치는 여러 응 방식을 예로 들고 각각이 어떤 느낌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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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를 물었다. 훈련생은 토론을 통해 가장 적절한 반응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아갔다.  코치는 주로 질문을 하면서 청년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살

살 몰고 갔다. 6주 동안의 프로그램은 모두 이와 비슷한 활동으로 이루어져있

다고 했다. 이 청년들은 부분이 우울증이나 불안 등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사회경제적배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프로그램을 마친 청년들의 참가후기를 보면, 그동안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 

때문에 사람 만나기도 싫었는데 코칭을 받고 나서 인관계에서 자신감을 회

복하고 성격이 밝아졌다는 피드백이 가장 많았다. 훈련생의 절반 정도는 6주 

과정이 끝날 즈음에 절반 정도가 취업에 성공한다고 한다. 나머지는 일년에 

걸쳐 서서히 진로를 찾아간다. 코치는 취업 후에도 계속 훈련생과 연락하여 

직장생활에 해 듣는다.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코치의 역할이다. 스피어 프로그램의 

코치들은 젊고 활기찬 20  후반 청년들이었다. 코치들의 전공과 경력은 일정

하지 않았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년들을 몰입해서 도와주는 코치의 업무가 

소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 센터마나 3명의 상근자를 두어 협력하고, 다른 

센터의 코치와 주기적으로 모임을 갖는다. 레서고에서 일하는 코치는 9개 센

터의 총 27명인데 이들은 6주에 한번씩 모여서 워크숍을 한다. 외부전문가를 

초청해 직무연수를 하기도 하고, 서로 동료코칭을 하기도 한다. 코치의 직무만

족도는 높은 편이고, 이 프로그램이 실지로 이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고 업무

를 해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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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영국의 청년고용서비스 특징과 시사점

1. 특징

글을 시작할 때 이번 장에서 다루겠다고 한 질문에 한 답은 이렇다. 영

국의 16세-24세 청년실업률은 2018년 현재 10.8%이다. 2011년 22.3%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고 청년실업률은 EU평균에 비해서도 낮은 상황이다. 같은 연령

의 니트청년의 비율은 11%이다. 이 비율도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장기실업

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청년은 사회적 취약계층이다. 저학력, 장애, 정신건강

의 문제를 가진 경우가 많다.   

청년실업문제는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는 편이다. 청년실업이 전체실

업에 비해 2배가량 높고, 취약계층 청년이 겪는 실업의 상처는 이후 개인의 

건강과 취업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청년들이 취업하는 직종의 전망

이 밝지 못하기 때문이다. 청년고용과 관련된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된다. 하나는 실업청년에 한 지원이고, 다른 하나는 넒은 의미에서 청년

실업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취업이 가능하도록 훈련시키는 일이다.  

실업청년에 한 지원은 잡센터플러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실업부조를 

받는 모든 수급자를 상으로 한 정책은 워크프로그램이었다. 일반적으로 구

직수당을 받는 실업자의 90%는 12개월 이내에 취업을 하는데, 12개월이 지나

도 취업하지 못한 10%는 외부 전문 위탁기관에 의뢰하여 최  2년동안 집중

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워크프로그램은 2017년에 일과 건강프로

그램으로 체되어 위탁시기가 24개월로 늘어났다. 청년들의 경우 2014년에 

‘청년의무(Youth Obligation)’ 프로그램이 본격화되었다. 통합수당을 신청하

는 청년은 수당신청과 동시에 잡센터에서 운영하는 집중활동프로그램에 참가

해야한다. 6개월이 지나도 취업하지 못하면 의무적으로 일터에서 일을 해야 

한다. 견습제, 훈련생, 잡센터에서 연결하는 일 경험을 해야만 계속 통합수당

을 받을 수 있다. 취업지원정책에서 일 경험을 강조하는 것은, 고용주가 직원

채용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일 경험(work experience)라는 문제의

식을 반영한다. 

실업청년의 취업 중심의 고용정책은 니트 비경활인구를 포함해서 취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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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한 다수를 포괄하지 못한다. 이에 청년들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를 

높이는 정책이 큰 틀에서 이루어졌다. 중등학교에 취학 중인 학생들에게 일 

경험을 포함하여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중등학교 졸업 후에 기술교육체제를 

개선하였다. 특히 견습제도를 크게 정비하고 확 하였다. 견습세를 부과하여 

훈련비용을 확보하고, 견습직을 2020년까지 3백만 개 신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청년고용정책은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경제상황에서 영국사회가 

지속가능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한 고민을 반영

한다. 청년들이 저숙련 저임금 노동에 머무르지 않도록 훈련의 기회를 확 하

였다. 그리고 이 직업훈련과 일터를 연결시켰다.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일 경험

을 할 수 있고, 일을 하면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였다. 직

업훈련의 내용은 산업현장의 요구와 필요를 적극 반영하였다. 직업훈련에서 

고용주의 주도성을 강화하였다. 

워크프로그램이나 견습제도 등 공공영역에서 민간 전문 훈련제공자를 연

계한 것도 중요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워크프로그램의 경우 민간 서비스제

공자에게 성과에 기반하여 보상하였다. 성과평가의 기준은 간단하고 명료하다. 

장기실업 청년이 안정적으로 취업을 했는지와 취업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두 가지다. 견습제의 경우 훈련비용을 기업의 견습세나 국가의 교육훈련예산

에서 지불한다. 

2. 시사점

영국의 청년실업과 한국의 청년실업의 양태는 매우 다르다. 영국에서는 

GCSE자격증도 갖지 못한 기초기술능력 부족 청년의 실업이 문제라면, 한국에

서는 졸 고학력 청년실업이 문제이다. 한국에서 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

과 비정규직간에 근로조건의 차이는 훨씬 크고, 최저임금의 수준도 다르고, 실

업이나 저소득에 한 사회부조 방식이나 규모도 다르다. 영국에서는 니트청

년에게 취업이나 취학을 하도록 동기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한국에서는 

이들이 선택할만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더 필요해 보인다. 영국에서

는 어릴 적부터 일 경험을 강조한다면, 한국에서는 청소년이 해야 할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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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공부라고 믿는 사람이 다수이다. 직업관련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

의 특징도 접근방식도 다르다. 실업청년의 특징, 고용시장의 구조, 교육과 직

업훈련에 한 사회구성원의 인식, 사회적 가용자원 등 청년고용정책에서 고

려해야 할 여러 요소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사례가 한국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 볼 수 있다. 고용서비스 제도 그 자체보다는 청년 고용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방식과 관련된다. 

가. 지속가능한 고용을 위한 포괄적 접근

청년고용과 관련된 문제를 미래 산업전망, 교육제도, 사회복지제도, 고용주

의 필요, 청년들의 직무역량 등을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

다. 청년들의 취업이 지속가능하고 고용정책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

해서는 장기적인 전망 위에 사회 제 분야의 개혁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영

국의 경우, 최근 몇 년간 견습제도에 해 적인 지원을 시작하였다. 기술

교육개혁을 단행하여 자격증제도를 정비하고 기술교육분야를 융합하여 재구성

하였다. 의무교육기간을 연장하였고, 청년들이 교육기관에서 일터로 무리없이 

이전할 수 있도록 재학 중에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였다. 글로벌경제 환경에

서 점점 중요해지는 소프트스킬(창의적 문제해결능력, 팀웍능력, 의사소통능력 

등)을 직업훈련 과정에서 강조하였다. 청년실업문제는 단기일자리를 제공하는 

긴급구호차원의 지원이 아니라, 보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청년의 경우에는 교육과 직업세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교육제도와의 연계

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고용과 직업훈련의 연계

직업훈련과 고용이 동시에 진행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흔

히 이 둘이 관계를 직업훈련과정이 끝난 후 그 자격증을 가지고 고용시장으로 

나가는 순차적인 관계로 사고하기 쉽다. 특히 한국의 경우, 청년들은 다양한 

경로로 자신의 ‘스펙’을 높일 수 있는 자격증 취득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데, 일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실제로 직무수행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영국에서는 고용된 상태에서 직업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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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일 경험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견습

제도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것은 고용과 훈련을 동시에 진행하고, 직무에 직

접적으로 관련있는 것을 훈련하여 견습제 후에도 계속 고용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직무훈련에 고용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현장

에 필요한 훈련이 되는데 도움이 된다. 학교교육과 직업훈련, 고용이 단절되어 

있는 한국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 제3섹터의 활성화와 맞춤형 지원

청년이 장기 실업상태에 놓이게 되는 구체적인 이유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취업에 장애가 되는 개인적 요인을 확인하고 그에 해 맞춤형 지원

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중심의 접근은 

유연하고 창의적인 접근을 어렵게 하고, 민간 중심의 접근은 공공성을 확보하

기가 어렵다. 영국에서 잡센터플러스가 다양한 외부 서비스제공자와 위탁계약

을 체결하여 지역의 다양한 훈련기관을 서비스제공 네트웍으로 기능하게 하는 

것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협력체계를 만드는 사례로 검토할만하다. 이러한 

방식은 견습제도에서 보인다. 견습생은 직장에 고용되어 있지만, 훈련은 칼리

지나 민간교육훈련기관이 담당하고, 자격증은 국가에서 관리한다. 외부 위탁기

관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되, 성과지표를 확실히 하고 그에 따라 인센티

브를 제공함으로서 서비스의 질을 관리한다. 가용한 사회자원을 충분히 활용

하여 서비스전달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도 참조할만하다. 

라. 간략하고 분명한 성과지표

청년고용서비스에서 수많은 기관이 공습사슬로 엮어 있을 때 그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영국의 경우, 두 가지 지표

로 평가한다. 안정적으로(6개월 이상) 취업하였는지, 취업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지 이 두 가지. 취업 후 승진하였는지를 세 번째 지표로 추가해야 한

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에 청년고용을 지원하는 원스톱 청년활동지원센터를 

설립한다면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과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한 고민이 

필요하다. 평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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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고 구체적인 지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다양한 기관이 연계

되어 있을 때는 간략하고 분명한 지표를 공유하는 것이 통합된 서비스 운영에 

도움이 된다.  

마. 선순환 구조의 재원 마련

2017년에 도입된 견습세 (Apprenticeship Levy)의 경우 기업이 세금을 납

부하고, 그 비용을 기업이 채용한 견습생의 훈련비용으로 재청구하게 하는 방

식으로 운용한다. 아직 제도 시행의 초창기라서 그 성과를 평가하기는 이르지

만, 이러한 재원마련 방식은 여러 면에서 참조할 만하다. 이러한 제도는 기업

이 견습생을 보다 적극적으로 채용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재원이 확보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훈련기관이 견습제 훈련을 안정적으로 담당할 수 있다. 

견습생의 직무능력에 향상시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청년고용과 관련된 공적기금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산업을 지속적

으로 발전시키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창의적으로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청년고용정보를 온라인에서 통합관리하는 것, 청년들의 취업능력 

개발프로그램에 ‘코칭’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 산업전망을 고려하여 자

격증제도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추는 것, 다양한 NGO들을 적

극적으로 활용하여 니트청년 개개인이 겪는 구체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것 등 영국의 사례에서 참조로 할 만한 것들은 다양하다. 무엇보

다도, 글로벌 세계 경제에서 지속적인 사회발전을 이루어내려면 미래 세 가 

어떤 역량을 갖춰야하고 광범위한 사회제도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는지에 한 영국사회의 진단과 해결방식은 청년고용서비스를 고민하는 우

리가 보다 큰 틀에서 긴 안목을 가지고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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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일본 고용서비스와 청년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일본의 청년고용정책의 획기적 전기는 2003년 발표된 ‘청년 자립․도전 플

랜’이다. 1990년  후반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NEET나 은둔형 외톨이 등 청

년실업과 청년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두된 데에 한 응이었다. 이 

책에 포함된 부분의 정책들이 이후 일본 청년고용서비스의 근간을 이루게 

된다. 2012년 12월부터 제2차 아베 정권 발족 이후 성장전략을 추진하면서 청

년 고용 책은 종합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되었으나, 이 역시 기존 정책

의 기본적인 틀에 기반하여 추진되어 왔다. 본 장에서는 일본의 청년 고용 현

황을 살펴보고, 청년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

할분담과 협력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이를 위해 문헌 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

하였는데, 사례 현장은 홋카이도의 삿포로 지역을 선택하였다. 홋카이도는 일

본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회기관 간 협력네트워크의 모범적 사례 중 

하나로 알려진 지역이다(내각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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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청년 노동 시장과 청년 취업 상황

1. 청년 노동 시장

가. 경제상황과 실업률

일본의 경제상황은 규모 금융완화를 주축으로 한 ‘아베노믹스’이후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일

시적으로 감소하였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17년 1인당 

국민소득은 43,299달러로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림 5-1] 일본의 연도별 1인당 GDP 변화(단위: 달러)
주: expenditure approach, current price, current PPPs

자료: OECD. https://stats.oecd.org/ Annual National Accounts. 1. Gross domestic product (GDP). 

(2018.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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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황이 호전되면서 노동시장의 상황도 회복되어 왔다. 2010년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5% 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2017년 현재 실

업률은 OECD 국가 평균 5.9%보다 낮은 3.0% 이다. 그러나 연령별 실업률의 

격차는 다른 나라와 비슷한 경향을 보여 청년실업률이 일반 실업률에 비해 높

은 편이다. 연령별 실업률은 15-24세의 실업률이 4.6%로 가장 높고, 다른 연령

의 실업률은 체로 2% 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림 5-2] 일본의 연도별 15세-64세 실업률 변화(단위: %)
자료: OECD. https://stats.oecd.org/ Dataset: LFS by sex and age – indicators. (2018.7.12.)

실업률이 저하하면서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 

통계국의 노동력조사(기본집계)에 의하면  2018년 7월분(2018년8월31일 공표) 

취업자 수는 6,660만 명으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97만 명 증가로 67개월 연

속 증가했고, 고용자수는 5,953만 명으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114만 명 증가

로 67개월 연속 증가하였다.

2000년  중반에 들어서면서 나타난 일본 노동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파

트타임직의 급격한 증가이다. 일본의 파트타임직 비율은 1995년 14.2%에 불과

하였으나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17년 현재 22.4%에 이른다. 특히 남성의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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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타임직 비율이 16.5%임에 반해 여성은 36.7%로 매우 높은 편이다. 연령별로

는 65세 이상(45%)과 15-24세(33.9%)의 파트타임직 비율이 높다. 

[그림 5-3] 일본의 연도별 15세-64세 파트타임직 비율 변화(단위: %)
자료: OECD. https://stats.oecd.org/ Dataset: Incidence of FTPT employment - common definition

  

[그림 5-4] 일본의 연도별 세부연령별 파트타임직 비율 변화(단위: %)

 자료: OECD. https://stats.oecd.org/ Dataset: Incidence of FTPT employment - common defi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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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년 실업률

일본의 청년고용은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양호한 수준이다. 경제상황 

전반이 호조를 보이고 전체 실업률이 낮아지면서 청년 고용상황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7년 일본의 청년실업률은 4.6%로 OECD 평균 11.9%에 

비해 매우 낮다. 

[그림 5-5] 일본의 연도별 청년층 세부연령 실업률 변화(단위: %)
자료: OECD. https://stats.oecd.org/ Dataset: LFS by sex and age – indicators. (2018.7.12.)

2. 취직률과 구인배율

가. 신규 졸업자(예정자)의 취직률 상황

일본의 청년 노동시장의 특성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표는 신규 졸업

(예정)자의 취직 내정률 추이이다. 기업이 신규 졸업 예정자의 취업을 내정하

는 방식은 일본의 전통적 채용방식으로, 취직 내정률의 추이를 보면 청년 노

동시장의 전반적 상황을 알 수 있다. 2018년 후생노동성 발표 9월말 현재 고

등학교 신규 졸업자의 취직내정률은 62.3%로 전년 동기 비 0.4% 감소하였

다. 그러나 구인배율은 2.63배로 구인난이 가속화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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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일본 고졸 신규졸업자의 구인, 구직, 취직내정률 추이(단위: 명, %)
출처: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졸 예정자의 취직 내정률은 10월말 현재 77%로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

치를 기록하였다. 다양한 지표에서 읽을 수 있듯 일본 청년노동시장은 경기의 

호조에 힘입어 구직난보다는 구인난이 더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5장 일본 고용서비스와 청년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105

[그림 5-7] 일본 2018년 대졸예정자 취직내정 추이(단위: %)
출처: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청년 노동시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가볍지 않다. 

우선, 청년층의 비정규직화 문제이다. 청년 비정규직 비율은 1990년  이래 빠

르게 증가해 현재 고용 상태에 있는 청년 중 절반이 비정규직인 실정이다. 또

한 청년 니트 문제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이다. 전체 청년 인구 중 취업도 

교육훈련도 받지 않는 니트의 비율이 10.1%인데 이중 2/3가 비경활상태에 머

물러 있다. 30세 이하 인구 중 1.8%에 해당하는 약 3만 2천명의 청년이 은둔

형 외톨이로 지내면서 사회적 단절 상태에 있는 것도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경제 회복과 활황에도 불구하고 일본 청년들이 처한 취약한 

상황, 즉 불정한 일자리, 역량 증진과 인적자본 축적의 기회 미흡, 사회적 관

계 단절, 이로 인한 청년 빈곤의 문제는 일본 정부로 하여금 청년들을 위한 

광범하고 종합적인 사회적 지원망을 구축이라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한 

이유라 할 수 있다(OECD,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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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청년 고용정책

일본 청년 고용정책의 획기적 전기는 2003년에 발표된「청년자립·도전 

플랜」이다. 1990년  중반부터 ‘취직 빙하기’라는 용어가 사용될 정도로 

청년 취업상황이 악화되면서 정부는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설계하기 시작하였

다. 후생노동성·경제산업성·문부 과학성·내각부 합동으로 발표된「청년자

립·도전 플랜」59)은 교육단계에서 직장정착에 이르는 과정의 단계적이고 체

계적인 지원, 프리터․무업자에 한 의욕 증진, 프리터의 상용고용화, 일본판 

듀얼시스템(dual system), 청년과 지역산업의 네트워크 강화 등의 방책이 포함

되어 있다. 청년고용 정책은 이후 부분적 보완을 거쳤으나 「청년자립·도전 

플랜」의 기본적인 방향을 유지하면서 발전되어 왔다. 

일본정부의 청년취업지원은 크게 “학교에서 직업에의 이행”과  “비정

규직의 커리어 형성지원”60)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학교에서 직업

에의 이행은 학교 내 커리어 교육 강화, 헬로워크의 신규 졸업자 취직 지원 

체제 강화에 중점이 있다. 비정규직의 커리어 형성 지원61)은 학생과 중소기업

의 매칭 추진, 능력개발 기회가 적은 비정규직의 고용 법률에 관한 재검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1. 청년고용 정책의 기본 방향과 개요

청년층 실업률 저하와 고등학교· 학 신규 졸업자의 구인배율 개선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비정규직 비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한 조기 이직 청

년 비율도 높아 3년 이내 조기 이직하는 비율이 고졸 취업자는 40%, 졸 취

업자는 30%에 이른다(JILT, 2018). 노동시장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취업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후생노동성은 2016년 후생노동성 

59)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청년의 자립·도전을 위한 액션 플랜」（http://www.mhlw.go.jp/shingi/ 

2005/03/s0303-11d.html）

60) 오시마 야스코(2014) 청년 취업지원 「앞으로」를 생각한다 ∼기존 정책 지원 영역은 

충분. 그러나, 개별시책에는 개선 여지가 존재( 미즈호 종합연구소논집 2014년 Ⅲ호) 

61) 고스기 레이코(2011) 『비정규고용의 커리어 형성:직업능력평가 사회를 지향하여』



제5장 일본 고용서비스와 청년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107

상자 지원기관 시책내용

고교 및 

학 재

학생

학교 ◦재학생 상 커리어 교육 및 취업지원

도도부현 노동국, 헬로

워크1)

◦노동법의 기초 지식 교육

◦민간 사업주에 의한 직업강의 실시(고등학생)

◦직장 체험 기회 확보(고등학생)

신규

졸업자

(3년 이내

의 신규졸

업자 포함)

도도부현 노동국, 헬로워크

(신규졸업자 지원 헬로워크 등)

◦지원 상자별 전담 담당자 지정에 의한 지원

◦각종 가이던스·세미나

◦취업 설명회 개최

◦채용예정기업 조사

◦현지 기업에 관한 정보 제공(청년층지원 기업 

선언 사업)

<표 5-1> 대상자별 취업지원 시책

고시 제4호로 ‘청년고용 책 기본방침’을 발표하였다. 이 책은 학교 졸업 

예정자 등의 취업 활동부터 직장 정착까지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주요 

방향을 담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다(후생노동성, 2016).

- 재학 단계에서 직업 의식 등의 양성

- 매칭의 향상 등에 의한 학교 졸업 예정자 등의 직업 생활에의 원활한 

직업 선택 및 직장 정착을 위한 지원

- 중퇴자, 취직이 정해지지 않은 채 졸업한 자에 한 지원

- 프리터를 포함한 비정규직 청년의 정규고용화를 위한 지원

- 회사에서 청년 활약 촉진을 위한 지원

-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 촉진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및 직장 정착 시까지의 체계적 지원이라는 

모토에 따라 일본 정부는 노동시장 이행 단계별로 지원기관을 분화시켜 세분

화된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상에 따른 주요 지원 기관 및 지원 내용은 다

음 <표 5-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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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지원기관 시책내용

※ 청년층지원 기업 선언 사업은 일정한 노무 

관리 체제가 정비되어 있는 기업에서 청년

층(35세 미만)을 채용·육성을 위하여 상

세한 기업 정보·채용 정보를 공개하여 

구인신청 또는 모집을 하는 중소기업을 "

청년층지원 선언 기업"으로 선정하여 적

극적으로 매칭이나 PR등을 실시하는 사업

훈련기관 ◦신규 졸업자에 한 직업 훈련 실시(잡 카드 활용 등)

정규직

취업자

도도부현 노동국, 헬로

워크(신규졸업자 지원 헬

로워크, 청년 헬로워크 등)

◦재직자 상 상담 창구의 설치․운영(정착 지원·
전직 지원)

◦기업 내에서의 인재 육성 지원(커리어 형성 촉

진 지원금)

훈련기관 ◦재직자에 한 직업 훈련의 실시

프리터 

등

(약 45세 

미만의 

구직자 

포함)

도도부현 노동국, 헬로

워크

(청년 헬로워크 등)

◦지원 상자별 전담 담당자 지정에 의한 지원

◦그룹 워크샵 등의 집단 지도

◦각종 가이던스·세미나

◦취업 설명회 개최

◦채용예정기업 조사

◦트라이얼 채용을 통한 고용 지원(트라이얼 고용 

장려금)

※ "트라이얼 채용"은 직업 경험 부족 등으로 

취업이 힘든 구직자를 상으로 3개월 간 

시행 고용함으로써 그 적성과 능력을 

가늠하여 정상적 고용의 계기로 삼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제도

◦기업 내에서의 정규직 전환 지원(커리어 업 조

성금)

◦기업 내에서의 인재 육성 지원(커리어 형성 촉진 

지원금)
◦현지 기업에 관한 정보 제공(청년층 지원기업 

선언 사업)

잡카페(도도부현)
◦지역 실정에 맞는 적성판단, 상담, 세미나, 직업 

소개 등

훈련기관 ◦구직자 등에 한 직업 훈련(잡 카드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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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지원기관 시책내용

니트

(15~39세）

지역 청년 서포트스테

이션（NPO등이 운영기

금에 의해 운영)

◦직업적 자립을 위한 전문 상담

◦각종 세미나를 통한 자기계발

◦직장 체험

◦다른 지원 기관에 유도

◦중퇴자 등 지원이 필요한 자에 한 지원

자료: 한승희 외(2017)

출처: 일본 후생노동성(2014), 청년고용대책의 현황

2. 청년고용서비스 체계와 기관

일본의 공공고용서비스는 고용센터인 헬로워크(Hellow Work)를 통해서 이

루어지고 있다. 헬로워크는 민간의 직업소개소 등을 통하여서도 취업이 어려

운 사람을 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로서 최후 안전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이는 지역의 종합적인 채용서비스 기관으로서 직업소개, 채용

보험, 채용 책 등의 업무를 총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18년 현재 헬로워크

는 후생노동성 관할로 전국적으로 544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본사업소 436

개소, 출장소 95개소, 분실 13개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무하는 공무원은 

10,367명이고 상담직원만도 15,692명이나 된다. 

모든 구직자는 원칙적으로 헬로워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프리터 등의 청년, 장애자, 한부모 가정의 어머니, 생활보호수급자,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주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

지면서 일본 정부는 별도의 청년 고용서비스 기관을 설치해 청년들에게 특화

된 맞춤형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신규졸업자 응원 헬로워크, 청년 헬로워크, 

잡카페, 청년 서포트스테이션 등의 기관이 그것들이다. 

가. 신규졸업자 응원 헬로워크

일본 후생노동성은 2000년  이후 헬로워크에서의 고등학교 신규졸업자와 

학 신규졸업자 상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해왔다. 2008년에 리먼 쇼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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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일본 경제가 위축되자 신규졸업자 채용 시장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하

면서, 2009년 10월에 긴급고용 책본부를 발족시켜 전국적으로 신규졸업자 등

의 취직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신규졸업자 응원 헬로워크」를 별도 설치하

게 된다. 졸업예정자를 일괄 채용하는 일본 기업의 채용 관행상 졸업 시기에 

취업이 내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후 비정규직이나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신규 졸업자의 취업 내정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이다.

전국 57개소에 설치된 신규졸업자 응원 헬로워크의 2017년도 이용자수는 

약 44.9만 명, 그 중 취직 건수는 약10.3만 건이다. 신규졸업자 응원 헬로워크

의 이용자수는 졸업시기인 1월부터 3월말까지 가장 몰린다. 신규졸업자 응원 

헬로워크에서는 민간 기업에서 신규졸업자들을 위하여 근무, 채용 경험 등이 

있는 “잡 서포터62)”가 개별지원을 하고 있다. 졸·고졸 잡 서포터의 수는 

2010년 당초 900명이었는데, 2010년 긴급경제 책 영향을 받아 2,003명으로 증

원되었고, 그 이후, 현재에도 2,000명이상의 체제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예

를 들어, 도쿄 신주쿠에 소재한 신규 졸업자 응원 헬로워크에서는 잡서포터 

63명이 상주하고 있다).

신규졸업자 응원 헬로워크에서는 2013년도부터 각 지방의 핵심도시에 있

는 50개의 학에 잡 서포터를 상주시켜 고용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졸자 

취업을 위한 “잡 서포터” 역할은 학과의 연계를 통해서 미내정자를 파악

하고, 희망자에게는 구직신청서 작성이나 면접 지도, 구직처의 선정과 같은 구

체적인 개별지도를 한다. 또한, 지역의 중소기업 합동 취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소규모사업자와 학생과의 매칭을 하며, 고용의 미스매치 해소시키고 있다.

후생 노동성, 문부 과학성 및 경제산업성은, 한사람이라도 더 많은 신규 

졸업자가 졸업 때까지 취직 할 수 있도록, 1월부터 3월말까지 「미내정 취업

활동 생에 집중 지원 2016」을 추진, 고등학교· 학교 등과 잡 서포터와의 

연계를 통해 개별지원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1월∼3월말 취직 미내정자 약

3만2000명의 취직이 결정되었다. 특히, 2016년 3월 졸업예정인 학생에 해

서는, 동기간에 약1만5000명의 취직이 결정되었다. 학생 이용자 가운데 약

62)“잡 서포터”역할은 취직 지원을 하는 전문가이다. 학 등에서의 취직 지원이나 기업

에서의 인사 노무 등의 업무를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이나, 커리어 카운셀러 자격 보

유자가 많이 종사하고 있으며, 전국의 헬로워크(공공직업 안정소)에 배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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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명칭 신규 졸업자 응원 헬로워크

소관 후생노동성

설치개소 47도도부현 전국57개소

정책

개시년도
2010년

목적 신규 졸업자의 취업지원을 통해 실업률 재고

개요 

 

▪ 신규 졸업자 및 학졸업 미취직자에게 취업준비 지원

‘잡서포터’가 담당제로 개별 응

▪‘잡서포터’ 개별 학 파견 상주 서비스

 → 폭넓은 상담, 취업활동 페어나 각종 세미나 개최. 전국 구인정

보를 검색

 → 면접 책, 회사설명회, 취직 면접회, 심리상담 

지원 

상자 

신규 졸업자( 학· 학원, 단기 학, 직업전문학교를 졸업 

예정)·기졸 3년 이내의 미취직자. 신규 졸업자나 졸업 후 

체로 3년 미만인 자

<표 5-2> 신규 졸업자 응원 헬로워크 

58%가 학교 등에서 의뢰하여 신규졸업자응원 헬로워크에 내방한다. 신규졸

업자응원 헬로워크의 개요는 아래 표와 같다.

자료: 후생노동성 참고, 번역 재작성

나. 청년 헬로워크와 잡카페

1) 청년 헬로워크

청년 헬로워크는 2012년에 후생노동성이 프리터 등의 비정규직 청년들의 

정규직으로의 취업지원을 위해 설치하였다. 전국 2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지역의 헬로워크에 청년 지원 코너가 37곳, 청년 지원 창구가 157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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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이용 상은 정규직 취업을 원하는 45세 미만의 청년이다. 2017년

도는 총 22.1만 명이 청년 헬로워크를 이용하였고, 그 중 9.8만 명이 취직 결

정되었다. 청년 헬로워크에서는 “취직 지원 네비게이터63)”에 의한 세심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잡카페

잡카페는 청년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의 지역 거점 기관이다. 이 기관은

2003년 ‘청년 자립·도전 플랜’에 근거해 경제산업성 모델 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나, 2007년도이후부터는 46의 도도부현이 소관이 되어 운영하고 있다. 정

식 명칭은 “청년고용 원스톱 서비스센터”이나 46개 도도부현의 잡 카페는 

명칭, 운영 주체(도도부현 직영, 외부위탁, 공사·공공노사운영 등), 상 등에 

있어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2017년 현재 46개 도도부현에서 11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후생 노동성은 도도부현의 요청에 따라, 잡 카페 옆에 헬로워

크 등을 병설하여, 직업 소개를 하는 등의 연계를 하고 있다.

도도부현이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잡 카페와, 정부 후생노동성이 주관인 청

년 헬로워크는 같은 청년 상 고용서비스 기관이나, 지원 상이나 지원 내

용에는 차이가 있다. 잡카페에서는 취업 희망 및 적성 확인이나 사회인으로서

의 기초적 능력 강화가 필요한 청년들에게 상담이나 세미나 중심의 커리어 가

이던스중심의 지원을 제공한다. 직장체험 직업 소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하며 학부모를 위한 세미나도 실시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취업알선을 하지 

않고 있다. 반면, 청년 헬로워크에서는 정규직 취업을 목적으로 알선이 중심이

며 따라서 주된 상이 프리터 등의 비정규직 청년들이다. 청년헬로워크와 잡

카페의 차이는 아래 표와 같다. 

63) 청년 헬로워크에서는, 정규직취직을 목표로 하는 청년을 상으로, 이른바 전문상담원인 

“취직 지원 네비게이터”에 의한 세심한 지원 등이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전문 직

원인 “취직 지원 네비게이터”가 개별지원을 한다. 직업상담이나 직업 소개, 어드바이스 

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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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부]청년 헬로워크 [도도부현]잡 카페

정책

개시년도
2012년 2004년

운영 주체 ·후생 노동성(도도부현노동국)

·도도부현이 주체적으로 운영

(단독운영, 민간위탁, 공사·

공노사 운영 등의 다양성)

설치 개수

·전국 25개소 (그밖에, 청년 지

원 코너가 37개소, 청년 지원 

창구가 157개소)

·전국 46 도도부현 110개소

지원 

상자

· 체로 45세 이하의 정규직

을 목표로 하는 프리터 등을 

상

·청년(도도부현에 따라 상연

령, 학생을 포함여부는 차이

는 있다)

목적

·취직 빙하기에 취업활동을 하고, 

정규사원의 희망이 이루지 못한 

청년지원 .정규직을 목표로 하는 

프리터 등의 취직 지원 

·청년 상 진로 상담으로 능력 

향상 및 취업 촉진. 청년 헬로워

크는 독립된 시설인 반면에,「잡

카페」는헬로워크에 병설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헬로워크의 

보완적 시설에 가까움 

지원 내용

·전국 일률적 지원.

·첫 회합시 이용할 경우는 사

전 상담실시. 담당자에 의한 

개별지도. 

·정규사원취직을 위한 취직 

플랜작성이나 직업상담, 직업 

소개

·도도부현마다 특색 있는 지원 

메뉴

·커리어 카운셀링으로 지원 취

직활동세미나.직장체험.카운

세링.직업상담.구직을 위한 요

령 익히기.

·취업알선은 하지 않음.

<표 5-3> 청년 헬로워크와 잡 카페운영 실태

 자료: 후생노동성. 미즈호 종합연구소 자료 참고, 번역 재작성

다.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Support Station)64)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은 청년 니트를 상으로 한 고용서비스이다. 

64) 한승희 외(2017), 정연순 외(2013)의 내용을 요약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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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청년 서포트스테이션 총 이용 건수 추이(단위: 명)
출처: 서포스테 네트워크 홈페이지(http://saposute-net.mhlw.go.jp)

특히 취업 의향은 있으나 사회적 기술이나 직업 역량이 부족한 15세에서 39세

까지의 니트 청년을 상으로 한다. 이들에게 커리어 컨설턴트의 전문 상담, 

소통 훈련 등으로 스텝 업 프로그램, 협력 기업 취업 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

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2005년에는 전국 30개소에 ‘청년 자립학교’가 개설되어, 1년 이상 미취

업상태에 있었던 청년이 3개월에서 6개월간 합숙생활을 하면서 상담, 기초생

활훈련, 노동체험 등을 하며 취업지원을 받도록 했으나 3년 후 폐지되었다. 이

후 2006년에 전국 20개소에 ‘청년 서포트스테이션(서포스테)’가 설립되었고 

2018년에는 전국 175개소로 확 되었다. 

서포트스테이션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 기관의 지원을 받아 진로가 결정된 

청년의 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17년을 기준으로 누적 이용 건수는 총 약 

450만 건이며, 2017년 한해의 이용 건수는 50만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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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포스테이션의 성과를 취업 중심으로 살펴보면, 2017년을 기준으로 한해 

등록자 중 약 9,000명이 취업하였는데 신규 등록자의 취업률은 약 60% 가량으

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서포스테의 지원을 받는 청년 부분이 정규 일자

리보다는 진로결정이나 일경험을 위한 경과적 일자리를 구하기 때문에 1년 미

만의 취업자가 다수이다. 취업자의 약 89%가 1년 미만의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다(서포트스테이션 네트워크 홈페이지)

청년 서포트스테이션의 사업 총괄은 후생노동성이 담당한다. 후생노동성은 

중앙 서포트스테이션을 관할하며, 각 지역에는 경쟁 선정에 의해 1년 단위로 

지역 청년 서포트스테이션에 예산을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모든 도

도부현에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지역 서포트스테이션 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추천이 필요하며 후생노동성의 모집에 앞서 지자체가 추천

받기를 원하는 단체를 공모하고, 이 과정을 거쳐 추천단체가 결정되면 후생노

동성 공모에 응하는 절차를 밟는다(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s://www.mhlw.go.jp). 

청년 서포트스테이션은 미취업청년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세미나, 직

장체험, 학교와의 연계 추진사업 등을 통한 집중훈련프로그램 실시 등의 서비

스를 수행하고 있으며, 생활보호 상 청소년을 위한 방문지원, 고교중퇴자를 

위한 방문지원, 생활지원과 학습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주로 10

 후반에서 30 까지의 청년이 진로 및 취업과 관련된 지원을 받고 있으나, 

니트의 고령화에 따라 이용자의 상범위가 확 되는 중이다(한승희 외, 2017). 

청년 서포트스테이션을 이용하는 청년은 ‘진로에 해 막연하게 생각하

기 시작했거나 흥미나 관심이 생겼지만 아직 명확한 방향성을 갖지는 않은 상

황’이거나 ‘진로에 한 방향성이 보여 정보수집이 가능한 상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정연순 외, 2013).

지역 청년 서포트스테이션은 니트나 은둔형 외톨이 청년의 자립 및 사회

적 포용을 목적으로 출발하였으므로, 취업지원 기관뿐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관련 기관 네트워크 속에서 작동된다. 헬로 워크, 잡카페 등의 취업지원 기관

을 비롯한 교육기관, 보건복지기관(발달 장애자 지원 센터, 정신보건복지센터 

등), 행정기관, 지역사회 등의 다양한 주체들과 네트워크를 맺음으로써 종합적

인 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아래 〔그림 5-9〕는 지역 청년 서포트스테

이션의 유관기관 종합적인 네트워크 상황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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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일본의 청년 서포트스테이션

자료: 정연순 외(2013) 출처: 일본 후생노동성

보통 한 청년 서포트스테이션에는 경력컨설턴트(산업 카운셀러를 포함) 등 

8명, 심리상담사 1명, 사회복지사 2명, 정신보건복지사 1명 등으로 인적 구성

이 이루어진다. 경력 컨설턴트를 비롯한 전문가가 종합적인 상담을 실시하여 

개별 맞춤형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앞서 기술한 외부의 적절한 지원기

관 및 단체 등을 소개하고 적극 연계하여 청년층에게 필요한 다면적인 서비스

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거나 연계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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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지역 청년고용서비스 전달체계 사례: 홋카이도

 인구 급감으로 인한 생산력 부족 문제는 일본이 전체적으로 겪고 있으나, 

그중에서도 홋카이도는 인구 급감이 급격한 지역이다. 국립 사회 보장·인구

문제연구소에 의하면 「일본의 지역별 장래추계인구」에 따르면 2040년까지 

홋카이도의 인구는 2010년 시점의 550만 명에서 2040년이 되면 419만 명으로 

폭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홋카이도의 고용을 둘러싼 상황을 보면, 전국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인구감

소와 출생률 감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일손부족의 장기화에 의해 노동력

의 확보가 한층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홋카이도 경제부 노

동정책국은 ‘홋카이도 고용창출 기본계획(2018)’을 수립하고 고용 안전망 정

비, 취업촉진, 고용창출을 위한 환경 조성이라는 3개 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

진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 하에 진행되는 청년 고용서비스의 지역 사례를 살

펴본다. 

1. 홋카이도 청년고용서비스 기관

  가. 삿포로 신규 졸업자 응원 헬로워크 

홋카이도 역시 졸업 후 3년 이내의 미취업자를 상으로 집중으로 취업지

원하는 신규졸업자 응원 헬로워크를 설치하고 있다. 홋카이도 노동국은 신규

졸업자응원 헬로워크를 삿포로를 거점으로 하여, 학 및 고등학교 등을 신규

로 졸업할 예정자 및 졸업 후 3년 이내의 미취직자를 상으로, 직업 상담이

나 면접 책 등의 지원 활동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잡 서포터 주된 업무 내용은 학교에의 정기적인 출장 상담을 실시하고, 

학이나 고등학교 취업 지원 담당자와의 연계 강화, 학 내에 헬로워크 코너

를 설치를 하고 있다. 

또한, 홋카이도 내의 구인기업과 학 등 졸업 예정자 및 졸업자와의 매칭

의 기회를 마련하고, 홋카이도 내의 취업 내정을 위해 합동 기업설명회 및 취

업 면접회를 개최하고 있다. 청년들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담당자가 지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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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할 때까지 일관된 전담서비스를 받게 된다. 여기에는 신청서 및 이력서 

첨삭지도, 모의 면접이나 직업상담, 구인개척 등이 포함된다. 신규 졸업자 응

원 헬로워크에서의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규졸업자 응원 헬로워크에서의 메일 매거진에 의한 학생에의 구인정보 

제공 

② 취직 면접회 전에 「취업활동에 보탬이 되는 세미나」를 개최 

③ 학교와 신규졸업자응원 헬로워크의 연계에 의한 미내정자 학생에 

맞는 「학내기업설명회」의 개최. 

④ 학교와 신규졸업자 응원 헬로워크가 협력한 패키지 연수 개최 

⑤ 헬로워크의 잡 서포터에 의한 취업준비 강좌의 실시 

⑥ 교원 상 세미나 실시 

⑦ 잡 서포터의 학 상주에 의한 지원  등

나. 홋카이도 잡카페

 전술하였듯 잡카페는 도도부현이 지역의 청년 고용 원스톱서비스를 제공

하는 기관이다. ‘잡 카페 홋카이도-홋카이도 청년 취직 지원센터’는 2004년 

7월 홋카이도 경제산업국과 노동국의 협력으로 설치되어 지역 청년들을 위한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상은 44세 미만의 청년

으로 구직 청년, 전직을 고려하는 청년, 재학생, 졸업생 중 미취업자 등이다.

홋카이도 잡카페는 삿포로에 설치되어 있으나 삿포로권 이외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홋카이도 내 5군데 거점을 두고 있다. 하코다테·아

사히카와·구시로·오비히로·기타미의 잡 카페 잡 살롱이 있다. 지방거점에

는 카운셀러가 상주하고 있으며, 삿포로와 마찬가지로 무료로 취업상담이나 

취업지원 세미나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잡카페 홋카이도는 직영 운영이 아니며, 홋카이도로부터 커리어뱅크 

주식회사에 그 운영과 관리를 위탁하여 매년 단년도 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하

여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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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잡카페 홋카이도 > <청년 헬로워크 삿포로>

운영

주체
홋카이도 지방정부 후생노동성 도도부현 노동국

인력

구성

총 24명

센터장. 총괄 매니저·카운셀러·

코디네이터

・총 44명　　　　　　　　

・직원 · 잡 서포터 　　　　　

・취직지원   네비게이터　　　

・직업상담원

<표 5-4> 홋카이도 잡카페와 청년헬로워크

출처: www.cao.go.jp/bunken-suishin/.../hw-01-hokkaido-jirei2.pdf 인용

다. 청년 지원서비스 통합 브랜드화: 홋카이도 청년 취직응원센터 
‘미라잇포’

일본의 청년 고용서비스는 상별로 분화되어 각 특성에 맞게 특화된 서

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서비스 상 및 내용의 중복과 분

절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OECD, 2016). 

지역 차원에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청년 지원 서비스를 통합 연계하기 위

한 노력들이 행해지고 있는데, 홋카이도는 고용 관련 서비스를 통합 브랜드화

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잡카페 홋카이도,  삿포로 청년 헬로워크,  삿포로 신규졸업자 응원 헬로

워크 등 청년 지원 기관 및 서비스를 ‘홋카이도 청년 취직응원센터(애칭 미

라잇포65))’로 통괄하여 서비스를 연계하고 협력사업을 진행하면서, 청년들에

게는 하나의 창구를 방문하면 종합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통합 브랜드로 홍보

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협력 내용은 다음과 같다. 

65)‘미라잇포’는 미래로 한발을 내딛는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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훗카이도 정부노동국

카운슬링, 각종 정보 제공 직업상담·직업 소개 실시

① 사업내용　　　　　　　　　　　　　

- 커리어 카운셀링, 적성진단·각종 세미나 개최·직업상담·소개, 
구인수리·직업 의식 형성 지원 

② 협정·사업계획

- 홋카이도 지사와 홋카이도 노동 국장 사이에 협정을 체결·수치목
표를 담은 사업계획을 홋카이도와 홋카이도 노동국의 사이에 책정

*협정 실시 등에 대해서 홋카이도 지사 및 홋카이도 노동 국장은　서로 
요청할 수 있고, 요청에 성실하게 대응하는 취지를 규정.  

양시설의 일체적 운영을 통해, 청년 취직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

[그림 5-10] 청년 취직 지원 원스톱 서비스 현황

○ 내방 청년에 한 원스톱 서비스 기반 마련

- 공통발권기 및 호출 모니터 설치, 양시설의 등록양식 일체화,  취직활

동 응원메뉴의 공동제공 등

○ 구인 구직 정보 공유

- 잡카페 홋카이도는 접수한 구직정보를 청년 헬로워크 등에 제공. 청년 

헬로워크는 이를 활용하여 구인 개척, 구인 정보를 잡카페 홋카이도와 

공유

○ 공통 서비스 프로세스

- 이용자 공동 접수, 등록, 지원 메뉴의 총체적인 제공에 의해 이용자 요

구를 파악· 쌍방의 지원 메뉴 조정. 직원 및 상담자 및 정기 회의 및 

통합 사례 회의 실시 

○ 장소의 물리적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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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센터 팜플릿, 잡카페  홋카이도(왼쪽), 삿포로 청년 헬로워크(오른쪽) 

- 삿포로는 한 건물의 같은 층에 헬로워크와 잡카페 위치. 이용자는 잡

카페에서 커리어 카운셀링을 받고 헬로워크에 인계하여 취업알선을 할 

수 있음. 잡카페는 카페 같은 분위기로 헬로워크 이용자들도 편안히 

이용

[그림 5-11] 홋카이도 청년 취직 응원 센터 (애칭 미라잇포)

청년지원 서비스의 연계와 공동 브랜드화는 정부와 지방정부의 분업과 연

계를 촉진하는 일본 정부의 방침을 충실하게 따르는 홋카이도의 정책이다. 일

본 정부는 고용과 관련된 중앙정부와 지방의 분업과 연계에 해 아래 표와 

같이 지침을 정하고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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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고용대책 실시

상호 필요 업무 요청

【정부】

<안전 네트워크로서의 역할>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서, 헌법에 

정해진 근로권의 보장을 위한 

안전 네트워크 역할을　다함. 

≪ 주된 업무≫

아래 업무를 일체적 실시

① 전국 네트워크의 직업 소개

(취직 상담, 직업 소개, 기업

방문에 의한 구인 개척, 각종 

세미나·취직 면접회의 개최 등) 

② 고용 보험 제도의 운영

③ 고용 대책 

각종 공동 사업

(유치 기업의 인재 확보 등) 

원스톱 창구설치

(일체적 실시 303개소,

헬로워크 특구 2개소) 

고용 대책 협정

(33도도부현68시정촌) 

101자치단체 

상호 필요한 업무 요청

/ 헬로워크의 구인정보 

온라인 제공 

【2014년 9월1일 시작, 

290 자치단체가 이용】 

헬로워크의 구직 정보 제공

 (2016년 3월에 시작, 

110 자치단체 이용) 

【지방자치체】 

<지역 문제에의 대응> 

지방자치체는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을 포함한 각종 고용 대책

을 독자적으로 실시가능하고, 

지역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

책을 실시.  

≪ 주된업무≫

※자치단체에 의해 다른 

① 기업유치·산업육성

② 생활상담·복지관계 업무

③ 각종취업지원

(카운셀링, 무료 직업 소개 사업, 

취직 면접회, 각종 세미나 등) 

<표 5-5> 정부와 지방의 분업·연계의 이미지

출처: 고용 대책법 (1966년 법률 제132호) (抄)제5조 지방 공공단체는 정부의 시책과 (https://www.mhl

w.go.jp/file/06-Seisakujouhou-11600000-Shokugyouanteikyoku/0000135647.pdf#search=%27%E9%

80%A3%E6%90%BA%E9%9B%87%E7%94%A8%E5%AF%BE%E7%AD%96++%E5%9C%B0%E6%9

6%B9%E8%87%AA%E6%B2%BB%E4%BD%93%27) 번역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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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년 지원 종합 센터66) 삿포로 Youth+ (유스 플러스) 

 삿포로 유스 플러스 센터는 ‘삿포로 아동․청년지원 종합센터’의 별칭이

다. 센터는 청년이 안고 있는 다양한 고민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나아가 청

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67). 센터는 크게 5개의 하부 센터로 구성되어 있

으며, 삿포로 시내 곳곳에 흩어져 있다. 그 중에서도 청년 지원 종합 센터는 

청년 활동 지원을 위한 공간뿐만 아니라 종합 상담 창구가 설치되어 있는 곳

으로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은둔형 외톨이 등 인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진로와 직업선택에 도움이 필요한 청년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에 한 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청년 지원 종합 센터

는 상담 거점 센터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어디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지원받아야 될지 모르는 내담자를 지역 내 전문 기관으로 연계하는 일도 담당

하고 있다. 

청년 지원 종합 센터 외 4개 센터는 아카시아 청년 활동 센터, 포플러 청

년 활동 센터, 도요히라 청년 활동 센터, 미야노사와 청년 활동 센터이며, 삿

포로 시내에 곳곳에 흩어져 있어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활동 센터

는 청년들의 사회 참여 활동 및 교류의 거점으로써, 음악활동, 스포츠, 댄스 

등이 가능한 활동 장소를 유로로 제공하고, 청년이 참여 가능한 이벤트 개최, 

음식을 만들거나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66) 일본은 2010년 ‘아동․청년 육성지원 추진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저학력 및 빈곤과 

높은 관련이 있는 청년 니트에 한 일종의 예방책으로, 빈곤 가정 아동의 학습지원과 

학교중도탈락자 자립을 지원하고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 적응이 어려운 청년의 자립지

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어려움에 처한 아동과 청년을 조기에 발굴, 지원하여 사회

적, 직업적 자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법으로 상은 주된 상은 사춘기 청소년부터 30

세까지의 청년이다. 이 법에서는 행정과 민간 기관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아동․청
년 지원 지역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아동․청년지원종합센터 및 조정기

관을 두도록 하였다(정연순 외, 2014, p.218). 

67) ‘아동․청년지원지역협의회’가 설치된 곳에서는 종합지원센터가 운영되는데,  2018년 4월 

현재 일본 전국 47개 도도부현 중 40개 지역, 1,724개 시정촌 중 62개소에서 ‘아동․청년 

지원 지역협의회’가 설치되었다(야마모토 코헤이, 2018).



124  청년 고용정책 해외사례 연구 – 청년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 삿포로 시

  (왼쪽 위부터 차례로)

   - 미야노사 청년활동센터

   - 아카시아 청년활동센터

   - 청년 지원 종합 센터

   - 도요히라 청년활동센터

   - 포플러 청년활동센터

[그림 5-12] 삿포로 Youth+ (유스 플러스) 센터 위치
출처: 삿포로 youth+ 홈페이지 (http://www.sapporo-youth.jp/)

삿포로 유스 플러스의 주요 사업은 아래와 같이 크게 5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① 활동 공간 유료 여 

5개 센터는 음악 스튜디오, 체육실, 춤 및 연극 연습에 사용할 수 있는 연

습실 등 다양한 활동 공간을 유료로 여하고 있다. 예약 방법은 전화와 방문

예약이 가능하다. 일반단체와 청년단체가 모두 공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청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 주민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센터는 청년 단체(34세 이하 청년이 단체의 2/3 이상)에게 요금할인과 예약 우

선권을 부여하여, 활동 공간의 주체가 청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운영

하고 있다. 나아가 삿포로 지역 청년 활동 네트워크인“ENGINE-LINK”에 가입

한 청년 단체의 경우 등록하지 않은 청년단체보다 더 일찍 예약이 가능하도록 

하여, 등록 단체에 한 우선권을 부여하고, 지역 청년 단체들의 등록을 유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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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5개 센터 유료 대여 공간 
출처: 삿포로 youth+ 홈페이지 (http://www.sapporo-youth.jp/)

② 무료 공간 지원

5개 각 센터는 로비를 무료 개방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공부나, 인터넷 서

핑, 탁구, 각종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만화나 책을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곳도 있고,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곳도 

있다

③ 청년 참여 이벤트 및 자원봉사 지원

유스 플러스 센터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발표하거나, 

음악 공연, 연극 무 를 직접 계획하고 실행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할 수 있도

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을 원하는 경우, 다양한 형태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 봉사 정보를 제공 중이다. 

④ 청년 상담 지원

삿포로 청년 종합 지원 센터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은둔형 외톨이 등 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상담 뿐만 아니라 진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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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에 한 상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별 상담과, 취업 준비와 진로 

지원 등을 위한 그룹 프로그램 그리고 가족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청년 종합 

지원 센터에는 청년 서포트스테이션의 상담 창구도 함께 배치되어 있어, 종합

적인 상담이 가능하다. 개별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예

약을 실시하고, 방문해야 한다. 

그룹 프로그램은 정기적인 외출기회를 만들어주며 집단에 익숙하도록 돕

는 모임,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임, 일체

험, 취업 등 자신의 개별적인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임 등 단

계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단계별 그룹 프로그램 외에도 직장인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법, 노동법, 비즈니스 매너 등 각종 세미나가 제공되고 있다.

한편, 청년 종합 지원 센터에서는 자신의 자녀에 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가족을 상으로 매월 셋째 주 토요일 가족 모임을 실시하고 있다. 가족 모임

에서는 비슷한 고민을 가진 가족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⑤ 청년 단체 네트워크 지원

센터는 지역 내 청년 단체들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각 단체의 과제 

해결과 단체 간의 교류 촉진을 지원하며,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ENGINE-LINK”는 센터가 지원하는 삿포로 지역의 청년 단체 네크워크 기

구로써, 가입 상은 15세~34세 청년이 2/3으로 구성된 삿포로 중심의 활동 청

년 단체 또는 개인이다. 청년 단체가 네트워크에 등록되면 청년 활동 센터 등

에 단체를 소개할 수 있으며, 정보지 “ENGINE_I”에 게재 된다. 또한 청년 

활동 센터로부터 각종 단체 회 및 이벤트에 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

며, 활동 공간 우선 예약권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삿포로 인터넷 청년 단체 네

트워크 상에 등록된 단체는 총 134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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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청년 단체 네트워크 ENGINE-LINK 현황
출처: 삿포로 youth+ 홈페이지 (http://www.sapporo-youth.jp/)

⑤ 아동‧청년 지원 지역 협의회 

‘아동‧청년 육성 지원 추진법’은 청년의 사회적 자립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 모든 행정 및 민간 자원을 연계하는 지역 협의회를 결성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 [그림 5-15]은 아동‧청년의 사회적 포용을 위해 지역 협의회가 

어떻게 연계하고 협력하는가에 한 이미지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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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일본 아동‧청년 육성지원 추진법과 실천 네트워크

출처: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 www.cao.go.jp/youth/suisin/pdf/s_gaiyo..pdf

삿포로 청년 종합 지원센터 역시 지역 사회 내 아동 및 청년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삿포로 아동·청년 지원 지역 협

의회는 바로 이러한 네트워크가 구축된 형태의 협의회로, 아동·청년 육성 지

원 추진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 관계 기관 등이 구성되었다.

삿포로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청년 지원 종합센터가 학교와 청년 니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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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삿포로시 청년 자립지원 사례

립을 위한 연계체제를 구축하였다. 학교 재학 기간 중에 중도 탈락 등의 위험 

요소를 가진 학생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미취업 비진학자나 중퇴 

청년들은 학교에서 곧바로 청년지원 종합센터로 연계되는 시스템이다. 장기 

미취업 상태로 방치되는 사태를 조기에 방지하는 이 체계는 교육기관과 청년

지원 종합센터가 협력하는 모델로 전국적으로 모델로 확산되었다(정연순 외, 

2013, p230). 

출처: 札幌市若者支援総合センター

삿포로 아동 청년 지원 지역 협의회는 아동 청년을 위한 상담 기관을 소

개하는 핸드북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는데 핸드북 차례를 보면, 삿포로 내 다

양한 상담 기관들이 청년종합상담기관,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관, 마음과 발달 

상담 기관, 취업지원 기관, 학습 및 취업 지원 기관, 기타 상담 기관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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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되어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개인이 자신의 필요를 인지하여 개별적

으로 이런 기관을 찾아가기는 어려우므로 삿포로 청년종합상담센터는 종합적

으로 상담하여 이 모든 기관들을 연계해주는 원스톱 종합 상담 안내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림 5-17] 삿포로 아동·청년 지원 핸드북
출처: 삿포로 youth+ 홈페이지 (http://www.sapporo-youth.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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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년 지원 핸드북 – 삿포로 상담 기관의 이정표 목차>

◦ 청년 종합 상담
 - 삿포로시 청년 지원 종합 센터(Youth+ 센터) 

◦ 은둔형 외톨이 지원
 - 삿포로시 은둔형 외톨이 지역 지원 센터
 - 전국 KHJ 가족 연합회 훗카이도

◦ 마음과 발달에 대해 지원
 - 삿포로시 아동 상담소
 - 삿포로시 교육 센터 교육 상담실
 - 삿포로시 아동 발달 지원 종합 센터 “똑딱”
 - 삿포로시 마음의 센터(삿포로시 정신 보건 복지 센터)
 - 삿포로시 자폐증 및 발달 장애인 지원 센터 문의

◦ 취업 지원
 - 삿포로시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
 - 훗카이도 청년층 취업 지원 센터
 - 삿포로 청년 헬로 워크/올해 졸업자 응원 헬로워크
 - 삿포로시 경제 관광국 고용 추진부

◦ 학습 취학 지원
 - 삿포로시 교육위원회 학교 교육부
 - 훗카이도 프리 스쿨 등 네트워크

◦ 기타 상담 지원
 - 삿포로시 아동 권리 구제 기관 자녀 지원센터
 - 법무부 소년 지원 센터 삿포로
 - 훗카이도 경찰본부 소년과 소년 지원 센터
 - 삿포로시 보건 복지국 보호 자립 지원과 (삿포로 생활 위업 센터 연계
 - 삿포로시 보건 복지구 보건 복지과

※ 어디에 상담하면 좋을지 헤매고 있는 분은 삿포로시 청년 지원 종합 
센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삿포로시 청년 지원 종합 센터는 삿포로 아동 청년 지원 지역 협의회의 종합 
상담 창구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상담 내용에 따라 지원 기관을 안내합니다. 

<표 5-6> 삿포로시 아동·청년 지원 핸드북 목차

출처: 삿포로 아동·청년 지원 지역 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sapporo-youth.jp/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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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일본 청년고용서비스 특징과 시사점

일본의 청년고용 상황은 한국에 비하면 매우 양호한 편이다. 2018년 6월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아동‧청년 백서」는 고졸 및 졸 예정자의 구인배율 

상승 등 청년 노동시장의 지표가 뚜렷이 개선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내각

부, 2018). 청년 노동시장의 지표 개선은 우선,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에 따른 영향, 경제상황의 전반적 호전에 영향을 받고 있으

나, 정부의 꾸준하고 적극적인 고용정책의 성과에 힘입은 바가 크다. 

2003년에 발표된 ‘청년 도전·자립 플랜’은 교육단계에서 직장정착에 

이르는 과정의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프리터․무업자에 한 의욕 증진, 

프리터의 상용고용화, 일본판 듀얼시스템(dual system), 청년과 지역산업의 네

트워크 강화 등의 방책이 포함되어 있다. 청년고용 정책은 이후 부분적 보완

을 거쳤으나 ‘청년자립·도전 플랜’의 기본적인 방향을 유지하면서 발전되

어 왔다. 

일본 청년고용서비스 체계의 특징은 상별로 세분화된 지원을 단계적으

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정부인 후생노동성이 운영하는 고용서비스 

기관으로는 재학생 혹은 졸업 3년 이내 청년들을 상으로 하는 ‘신규졸업자

응원 헬로워크’, 프리터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이행을 지원하는 청년 

헬로워크, 취업 의욕은 있으나 취업 능력이 부족한 청년 니트 등을 위한 지역

청년 서포트스테이션이 있다. 이에 더하여 지자체들은 종합적인 상담 서비스

를 제공하는 잡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상별로 세분화된 서비스는 개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청년 당사자들에게는 어느 기관을 찾아

가야할지 혼란을 일으키고 한편으로는 서비스의 중복으로 인한 행정적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청년서비스를 

통합, 연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행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의 사례로 

홋카이도의 ‘청년취직응원센터’를 살펴보았다. 본 센터는 잡카페, 청년헬로

워크, 신규졸업자 응원 헬로워크를 한 건물에 위치하게 하고 ‘미라잇포(미래

로 한발 내딛다’라는 통합 브랜드를 사용하여 홍보하고 있다. 구인구직 정보 

공유, 통합 사례 회의, 서비스 연계, 통합 브랜드를 통한 홍보 등의 협력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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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행정적, 재정적 중복을 줄이고 청년들에게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개별 상별로 분화된 청년고용서비스에 더하여 일본 청년 정책의 또 하

나의 특징 및 시사점은 빈곤이나 심리적 어려움 등 복합적 위기를 겪는 청년

들에 한 사회적 포용 시스템 구축과 지역사회 네트워크이다. 일본은 청년 

니트에 한 적 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이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청년 니트 규모 추정뿐 아니라 전국 단위 전수 조사를 비

롯하여 체계적인 실태 및 요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

이션은 니트나 은둔형 외톨이 상태에서 복합적 위기를 겪는 청년들이 마음의 

힘을 기르고 사회적 적응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본격적인 취업 이전에 지역사회 착형 ‘중간적 일자리’를 제공한다. 또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청년이 겪는 문제와 어려움에 종합적이고 다층적인 접

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은 이제까지 청년고용 서비스를 취업 중심으로 설계해 왔다. 상 적으

로 청년 니트에 한 관심이나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이에 응하는 정

책은 매우 미흡하였다. 우리나라는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니트 비율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바(채창균, 2017a), 이들이 겪는 다면적이고 복

합적인 위기에 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조사와 종합적 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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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요약

청년 문제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공통된 사회적 이슈이다. 세계 각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동시장 정책과 청년고용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2010년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청년 실업이 개인의 인적자원 손실 뿐 아

니라 국가의 미래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이들의 사회 

진입을 국가가 보장하기 위한 청년보장을 EU 차원의 정책으로 실시하게 된다. 

청년보장은 단순한 취업 알선을 넘어서서 교육훈련이나 취업으로의 진입을 국

가가 보장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을 종합적으로 연계한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지방 정부의 청년 수당과 청년 공간을 

통한 청년 활동 지원이 적극적으로 실시되면서 청년들의 삶 전반에 한 지원

이 공적 영역의 정책 상으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

적 흐름에 주목하면서, 청년 특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해외 국가들을 

상으로 청년 고용서비스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청년보장 제도를 

1980년 부터 실시한 스웨덴, 청년 고용서비스 패키지‘청년뉴딜’시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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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취업성공패키지의 모델이 된 영국, 인근 아시아국가인 일본의 사례

를 검토하였다.  

EU 청년보장은 “청년들이 실직하거나 정규교육을 마친 시점으로부터 4개

월 내에 양질의 고용, 지속적 교육, 견습 또는 훈련을 제공받는 상황을 가리킨

다.”이에 한 주요 정책적 수단은 다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고용을 위한 

교육훈련, 학업 중단 청년을 위한 보완교육, 노동시장 중개 서비스, 적극적 노

동시장 정책이 그것이다. 2014년 청년보장이 시행된 이래 유럽 각국은 위의 

정책들을 각 국가의 사회적 상황과 맥락에 맞게 발전시켜오고 있다. 국가적 

수준과 지역 수준의 지원조치들이 다양하게 활용되는 바, 이는 다음 여섯 가

지 축에 기반하고 있다. 우선 파트너십에 기반한 접근으로 청년 분야 주요 이

해당사자들 사이에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청년보장 프로그램의 주요 전달 

요소이다. 여기에는 노사, 청년단체, 공공 및 민간고용서비스 기관, 진로지도 

기관, NG 등이 포함된다. 둘째, 조기 개입과 활력화로 학교나 노동시장에서 

탈락한지 4개월 내에 신속한 지원을 시작한다. 따라서 청년보장은 이들을 신

속하게 발굴하여 연계하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된다. 셋째, 노동시장 통합지원

책이다. 여기에는 직업훈련, 채용장려금, 임금보조금, 창업촉진 지원금 등이 포

함된다. 넷째, EU 기금을 활용하고 여기에 국가의 재정 투여가 결합된다. 다섯

째, 신뢰로운 평가와 지속적 모니터링 여섯째, 신속한 실행이다. 

청년보장 정책은 시행이후 노동시장에서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시행 국가에서 실업률과 니트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제도적으로도 고용서비스 개혁이 이루어지고 고용・교육・청소년 정책 영

역간의 협력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스웨덴은 다른 북유럽 국가와 함께 유럽에서 청년 보장 제도를 가장 일찍 

시작한 국가 중 하나이다. 2007년부터 청년보장 제도가 도입되어 16세에서 24

세 사이의 청년들을 상으로 지원을 실시하였다. 상자들은 고용서비스청에 

3개월 이상 등록된 구직자들이다. 2007 년 12월부터 청년보장정책으로 Job 

guarantee for youth 도입되었다. 16세에서 24세 사이 청년으로 고용서비스청

에 3개월 이상 등록된 구직자를 상으로 하는데, 청년보장의 첫 단계에서는 

집중적인 욕구분석 및 취업가능성 분석, 학업 및 취업관련 상담, 구직활동 코

칭에 집중한다. 세 달이 지난 후로부터는 실습, 교육 및 직업훈련, 학업동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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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코스, 자영업 스타트업 지원, 고용가능성 향상을 위한 재활 등등의 서비스

가 제공되고, 필요에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가 실업자 등록 첫날부터도 제공 

가능하다. 청년보장은 재정적 지원과 연계되어 있다. 18세 이상 청년보장 프로

그램 참가자들에게는 사회보험청에서 금전적 혜택이 주어진다. 학교육을 시

작하기 전 혹은 전일제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나 

최 기간은 15개월이며 15개월 이후에도 계속 실업상태인 청년들은 일반 실업

자를 상으로 하는 job and development guarantee로 넘어간다  

최근에는 청년보장프로그램에서 실제 직업현장과 연계된 활동에 더 큰 중

점을 두는 방향으로 변화가 있었으나, 급증한 망명 신청자, 장기실업자, 장애

가 있는 구직자 등 여러 취약계층들 역시 비슷한 트레이닝 기회를 필요로 하

기에 실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청년보장의 본 프로그램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고등학교 미이수자를 상으로 하는 ‘교육계

약’과 직업경험이 없는 청년들을 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프로그램’이 그

것이다. 

청년보장을 위한 스웨덴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징적 정책으로 

DUA(Delegationen för unga till arbete)와 UngKOMP를 꼽을 수 있다. DUA는 

표단 형식을 띤 정부위원회로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DUA는 각 지역의 국영고용

서비스청이 기초자치단체 커뮨과 청년고용을 위한 협력 모델을 명시하는 협약

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스웨덴에서는 수차례 세미나와 워

크숍이 열렸고, 고용서비스청과 커뮨간의 협약 매뉴얼이 제공되었다. 또한 협

약을 체결한 커뮨들에게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정부 보조금이 제공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는 국영고용서비스청 지부와 지역의 특색에 적합한 사업

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UngKOMP는 청년들을 위한 통합지원 서비스기관으로 

청년고용서비스와 복지서비스가 한 장소에 통합되어 제공되는 청년판 ‘고용

복지+센터’라 할 수 있다. 고용서비스청 지역 지부에서 직원이 파견되고, 지

자체의 사회복지사, 청소년 상담사, 심리상담사 등이 한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

공하면서 청년들에 한 통합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이의 구체적 운영 형태 

또한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데, 본고에서는 스웨덴 말뫼와 룬드의 사례를 살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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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역시 청년실업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다. 청년고용과 관련된 

정책은 크게 두가지 방향에서 진행된다. 하나는 실업청년에 한 지원이고, 다

른 하나는 넒은 의미에서 청년실업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취업이 가능하도록 

훈련시키는 일이다.  실업청년에 한 지원은 잡센터플러스를 통해서 이루어

진다. 실업부조를 받는 모든 수급자를 상으로 한 정책은 워크프로그램이었

다. 일반적으로 구직수당을 받는 실업자의 90%는 12개월 이내에 취업을 하는

데, 12개월이 지나도 취업하지 못한 10%는 외부 전문 위탁기관에 의뢰하여 최

 2년동안 집중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워크프로그램은 2017년에 

일과 건강프로그램으로 체되어 위탁시기가 24개월로 늘어났다. 청년들의 경

우 2014년에 ‘청년의무(Youth Obligation)’ 프로그램이 본격화되었다. 통합수

당을 신청하는 청년은 수당신청과 동시에 잡센터에서 운영하는 집중활동프로

그램에 참가해야한다. 6개월이 지나도 취업하지 못하면 의무적으로 일터에서 

일을 해야 한다. 견습제, 훈련생, 잡센터에서 연결하는 일 경험을 해야만 계속 

통합수당을 받을 수 있다. 취업지원정책에서 일 경험을 강조하는 것은, 고용주

가 직원채용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일 경험(work experience)라는 

문제의식을 반영한다. 

실업청년의 취업 중심의 고용정책은 니트 비경활인구를 포함해서 취업에 

취약한 다수를 포괄하지 못한다. 이에 청년들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를 

높이는 정책이 큰 틀에서 이루어졌다. 중등학교에 취학 중인 학생들에게 일 

경험을 포함하여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중등학교 졸업후에 기술교육체제를 개

선하였다. 특히 견습제도를 크게 정비하고 확 하였다. 견습세를 부과하여 훈련

비용을 확보하고, 견습직을 2020년까지 3백만개 신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청년고용정책은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상황에서 영국사회가 

지속가능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한 고민을 반영

한다. 청년들이 저숙련 저임금 노동에 머무르지 않도록 훈련의 기회를 확 하

였다. 그리고 이 직업훈련과 일터를 연결시켰다.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일 경험

을 할 수 있고, 일을 하면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였다. 직

업훈련의 내용은 산업현장의 요구와 필요를 적극 반영하였다. 직업훈련에서 

고용주의 주도성을 강화하였다. 

워크프로그램이나 견습제도 등 공공영역에서 민간 전문 훈련제공자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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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한 것도 중요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워크프로그램의 경우 민간 서비스제

공자에게 성과에 기반하여 보상하였다. 성과평가의 기준은 간단하고 명료하다. 

장기실업 청년이 안정적으로 취업을 했는지와 취업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두가지이다. 견습제의 경우 훈련비용을 기업의 견습세나 국가의 교육훈련예산

에서 지불한다. 

일본은 1990년 후반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청년 실업과 청년 문제가 심각

하게 두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적 전기가 2003년에 발표된 

‘청년 도전·자립 플랜’이다. 이 계획은 교육단계에서 직장정착에 이르는 

과정의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프리터․무업자에 한 의욕 증진, 프리터의 

상용고용화, 일본판 듀얼시스템(dual system), 청년과 지역산업의 네트워크 강

화 등의 방책이 포함되어 있다. 청년고용 정책은 이후 부분적 보완을 거쳤으

나 「청년자립·도전 플랜」의 기본적인 방향을 유지하면서 발전되어 왔다. 

일본 청년고용서비스 체계의 특징은 상별로 세분화된 지원을 단계적으로 시

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정부인 후생노동성이 운영하는 고용서비스 기관으

로는 재학생 혹은 졸업 3년 이내 청년들을 상으로 하는 ‘신규졸업자응원 

헬로워크’, 프리터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이행을 지원하는 청년 헬로

워크, 취업 의욕은 있으나 취업 능력이 부족한 청년 니트 등을 위한 지역청년 

서포트스테이션이 있다. 이에 더하여 지자체들은 종합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

공하는 잡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상별로 세분화된 서비스는 개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청년 당사자들에게는 어느 기관을 찾아

가야할지 혼란을 일으키고 한편으로는 서비스의 중복으로 인한 행정적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청년서비스를 

통합, 연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행해지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의 사례

로 홋카이도의 ‘청년취직응원센터’를 살펴보았다. 본 센터는 잡카페, 청년헬

로워크, 신규졸업자 응원 헬로워크를 한 건물에 위치하게 하고 ‘미라잇포(미

래로 한발 내딛다’라는 통합 브랜드를 사용하여 홍보하고 있다. 구인구직 정

보 공유, 통합 사례 회의, 서비스 연계, 통합 브랜드를 통한 홍보 등의 협력 

사업을 통해 행정적, 재정적 중복을 줄이고 청년들에게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

는 데에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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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결론

최근 청년정책의 흐름과 해외 사례를 통해 청년고용서비스에 한 몇 가

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장기적 과제로는 고용, 사회, 교육 분야의 협력

적 구조개혁을 들 수 있다. 청년고용과 관련된 문제를 미래 산업 전망, 교육제

도, 사회복지제도, 청년들의 직무역량 등을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

이 필요하다. 청년 취업이 지속가능하고 고용정책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

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전망 위에 사회 제 분야의 개혁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

다. 최근 견습 제도에 한 적 지원을 시작한 영국의 경우 교육 분야의 

개혁 조치들이 함께 시행되었다. 기술 교육개혁을 단행해 자격증 제도를 정비

하고 기술교육의 영역을 융합하여 재구성하였다. 의무교육기간을 연장하고, 청

년들의 일 경험 기회 제공을 확 하였다. 청년 실업 완화는 단기 일자리 등의 

긴급 구호적 조치도 필요하나, 교육제도와 연계한 개혁 등 보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청년 문제를 단순한 취업 문제를 넘어서서 ‘자립 지원’이라는 보

다 포용적 관점에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취업 우선의 지원 정책으로는 빈곤, 

건강, 저학력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돕는 데에 한계가 있다. 경

제적 지원과 심리상담 주거지원 단계적 교육훈련 등 종합적인 지원이 수반되

지 않으면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집단은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기 쉽다. 

일본이나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 원스톱숍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협의회를 설치

하여 네트워크 사업을 펼치는 것은 청년들이 겪는 복합적 위기에 응하려는 

노력들이다. 우리나라 역시 취업률 중심의 청년고용정책을 넘어서서 이들의 

사회적 자립이라는 장기적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 접근은 긴 시간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에 따른 세 하고 단계적 접

근이 필요하므로 고용서비스 영역에서 중단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들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중단기적 방안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체계의 통합과 간소화이

다. 청년 문제가 사회 이슈화되면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여러 부처와 기관에서 경쟁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막상 청년들은 자신

들을 위해 어떤 정책들이 있으며, 어디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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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주거, 금융, 고용 등 다양한 영역의 지원 

정책은 다양할수록 좋으나,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단순하고 

명확할수록 좋다. 전 세계적으로 공공 서비스가 원스톱숍화 되는 추세는 이러

한 필요를 반영한 것이다. 상별 서비스가 세분화되어 있는 일본이 통합 브

랜드를 개발하여 청년들에게 홍보하고, 청년 원스톱 서비스 기관을 만들어 고

용복지 서비스를 한 장소에서 받을 수 있게 하는 스웨덴 사례는 이를 위한 좋

은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위한 체계 구축이다. 최근 몇 년간 우

리나라 지방 정부는 청년수당과 청년 공간 설치 등을 통해 청년 활동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왔다. 지방정부에서 시발된 청년 활동 지원 정책이 중앙 

정부 정책에 영향을 주면서 2019년부터 청년수당, 청년공간 지원 등의 정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방 정부는 별도로 다양한 청년 

일자리 정책과 고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정책의 중복과 협력 증진

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청년 활동지원 및 고용서비스를 어떻게 통합

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할 것인가에 한 방안과 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지자

체의 독립성이 강한 스웨덴에서 중앙정부가 정부 위원회를 두어 청년 고용서

비스에 한 협력 사업을 주도하는 사례는 향후 우리나라 중앙/지방 협력 체

계 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청년고용서비스에 ‘코칭’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취업

성공패키지 등에서는 개인 상담을 통해 개인구직활동계획(IAP)을 세우고 패키

지가 종료될 때까지 개인 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러나 청년들이 겪는 문

제의 다양성에 비추어보면 청년들에 한 상담이 고용문제를 넘어서 삶 전반

의 문제에 한 접근으로 확 되어야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개별적인 상담을 넘어서서 진로와 삶을 연관시켜 착 지원

하는 코칭으로까지 확 될 필요가 있다. 스웨덴 역시 웅말뫼나 웅콤의 사례와 

같이 청년 활동 공간에서 상담자가 단편적이거나 특정한 영역의 상담을 넘어

서서 생활 전반에 한 코칭을 통해 청년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넷째, NGO 등 민간 기관 및 단체를 활용하여 청년 개개인이 겪는 구체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청년 당사자가 겪는 어려움을 이

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사업에 한 전문성과 경험, 그리고 청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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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해가 깊은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특히 니트 등 노동시장에서 탈락하

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청년들을 발굴하고,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민간 단체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도 지자체의 청년 공간 운영을 지역의 청년단체에 위탁 운영하면서 호응을 얻

고 있다. 일본은 청년 서비스에 NGO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가로, 특

히 청년 니트 지원을 위한 서포스테는 유관 민간 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지역 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성과를 보고 있다. 다만, 이들 사업에 

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성과 평가와 모니터링은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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