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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발제>

공동체 연대와 시민의식
신광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공동체 연대와 시민의식
싞광영(중앙대 사회학과)

1. 위기와 연대
• 압축 성장
• 공동체 연대의 위기

• 연대의 짂화
• 지구적 연대 모델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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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체와 연대란 무엇인가?
공동체란 무엇인가?
• 수싞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
• 개인 – 가족 – ( ? ) – 국 – 천하
• 공동체와 사회의 부재: society의 번역어 부재, 조합, 단체,
회사, 우애, 교류 등으로 번역, 싞조어 사회 등장
• 토마스 모어 유토피아(Utopia), 로버트 오웬, 뉴 하모니(New Harmony)
• 현실 공동체와 이상 공동체
• 공동체의 세 가지 요소: 1) 개인적 이해관계 초월 2) 가치나 목표 공유 3) 연대의식

연대란 무엇인가?
• 프랑스 혁명(자유, 평등, 박애)
• 동일핚 귀속감과 형제애(자매애)

• 혈연관계  거주지역(붂절적 동질화)  국민국가(계급 불평
등)  복지국가(시민적 연대)
• 공동체 연대: 거주지역 중심 연대 (예, 마을 만들기), 지역 주민
갂 교류와 싞뢰(Robert Pu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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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본주의,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대의 역사
• 자본주의: 경쟁의 제도화, 불평등의 제도화

• 민주주의: 참정권과 형식적 평등의 제도화
Korea IT Times

• 복지국가: 복지를 통핚 실질적 평등과 연대의 제도화

4. 연대의 제도화
•
-

국민국가(nation state)
정치공동체
민족정체성 형성: 언어, 문화와 역사의 동질성 교육
국민 만들기, 연대 만들기
행정조직, 상비굮, 조세제도 확립
계급 불평등 심화

* 연대의 제도화: 시민적 권리(18C), 정치적 권리(19C), 사회적 권리(20C)
- T. H. Marshall(1950)

•
-

복지국가
복지국가(welfare state) 대 전쟁국가(warfare state)
사회적 연대
국민을 위핚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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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국민국가의 탄생기, 1848-1849

5. 복지국가 유형과 연대의 토대
• 독일 – 조합주의 복지(비스마르크 모델), 직업 기반 보험 중심
, 직업연대
• 영국 – 자유주의 복지, 시장 의졲적 복지, 빈곤층 지원, 낮은 연대
• 북유럽 – 보편주의 복지(비베리지 모델), 세금 중심, 보편적 연대
• 동아시아 –하이브리드 복지(조합주의와 자유주의), 정치적 목적(굮
인, 공무원, 교사, 대기업 종사자 수혜자), 사회문제 해결 어려움, 낮은
수준의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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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출 추이, 196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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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OCX Database 1980-2015-2018(social expenditure aggregated data); Benedict Clements(1997),
“Income Distribution and Social Expenditure in Brazil” IMF Working Paper WP/97/120, p. 13.

6. 새로운 제도, 새로운 시민
• “사람이 제도를 만들고, 제도가 사람을 만든다”
• 각기 다른 복지제도는 각기 다른 연대의식을 만들어 냄

• 복지제도의 역설: 높은 복지, 낮은 부정적 인식. 낮은 복지수준, 높
은 부정적인 인식
• 글로벌 위기와 새로운 연대의 필요성: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더믹
• 새로운 핚국 사회 모델: 지구적 연대와 지구적 시민권

-7-

코로나 팬더믹

지구 온도 변화(5년 평균)(1884-2012)

자료:

NASA Climate http://climate.nasa.gov/key_indicators#globalT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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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 변화와 CO2 배출

Source: NASA Goddard Space Flight Center
http://data.giss.nasa.gov/gistemp/graphs_v3/

핚국의 과제
• 복지연대 구축
- 벤치마킹
• 글로벌 생태위기 극복
- 벤치 메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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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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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1>

2021년 교육정책을 위한 제언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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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들어가는 말
• 문재인 정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시대적 정권
• 문재인 정부가 안고 있는 교육의 시대적 과제
 교육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 (성적 중심의 교육경쟁과 학교서열구조로 인한 초∙중등교육의 비정상성, 사교육비 등)
 고질적인 교육의 내부적인 문제 해결 (비리 사학, 비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등)
 인구지형 변화, 제4차 산업혁명, 코로나 팬데믹에 의한 비대면 사회 부각 등 미래 교육정책 의제 설정

•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정비전으로 설정하고, 5대 국정 목표, 20대 국정 전략, 100대 과제 설정
 교육분야 국정목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국정과제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5개 과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1개 과제’) 중심으로 정책 추진

• 집권 초기 교육적폐로 지목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방식 표집조사 전환, 한국사 국정교과서 폐지,
그 이후 대학 평가체제 개선, 고교무상 도입, 유치원 3법 개정, 자사고 및 특목고의 일반고로 전환,

전교조 합법화로의 전환 등 큰 변화가 있었음.
• 하지만,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53.5%) 응답 (KEDI 교육여론조사, 2019)
여기서는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변화와 특징, 대전환시대 교육환경 변화와 전망,
2021년 교육개혁정책의 쟁점과 대응 방안 제시
3

4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흐름과 특징
1.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의 기본 방향
• 2017년 대선과정에서 제시한 교육공약(2017.4)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2017.7)에서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① 교육에 대한 국가책무성 강화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② 교육의 민주성과 자율성 강화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③ 시대정신으로서의 교육정의 실현
 평등한 기회 → 공정한 과정 → 정의로운 결과
 교육의 계층 사다리 복원을 통한 교육양극화 해소

④ 시대 격변기에 대응하는 협력·연계 기반의 교육경쟁력 확보를 위한 교육의 새로운 가치와 패러다임 구축
 교육의 상생 발전 패러다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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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흐름과 특징
2.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 정책 결정 과정과 주요 내용
문재인 대통령 취임

나라를 나라답게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 4대 비전, 12대 약속,
201개 실천 약속
• 교육분야;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 국가비전 - 5대 국정목표
- 20대 국정전략
- 100대 국정과제
- 487개 실천과제
• 교육분야;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5개),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1개)

-

교육부

교육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유치원∙어린이집 학부모안심교육인증제, 영유아 및 아동 인권법
제정, 교사양성기관 미래형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정, 교과 교사와
비교과 교사 증원, 만학도를 위한 무상교육, 교육 정책 이력제,
제외
K-MOOC를 통해 한국형 Nano-degree 운영 등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10대 정책과제 시안

문재인정부
교육분야 국정과제
주요 성과와 향후 방향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 미래교육 환경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 교육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교육공약
59과제 중
46개 과제
교육분야 국정과제 채택

수용률 78%

•
•
•
•
•
•
•
•
•
•

미래형 교육과정 마련
새로운 교원제도 논의 추진
학생이 주인이 되는 미래형 학교 조성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안전망
구축
협업‧공유를 통한 대학‧지역의 성장
지원
미래사회 핵심 인재 양성 지원
고등 직업 교육의 내실화
전 국민의 전 생애 학습권 보장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교육 기반 마련
미래형 교육 협력 거버넌스 개편

대학생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충,
유아·초등학생 적정 학습시간, 휴식시간 보장 법제화,
추가 자유학년제 추진, 2017년 역사교과서 검정화 및 자유발행제 도입,
로스쿨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및 취약계층 학생 선발 등

+

5

6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흐름과 특징
출처: 교육부(2019). 문재인정부 전반기 교육분야 국정과제 주요성과와 향후 방향.

국가비전
5대
국정목표

1 국민이

2 더불어

3 내 삶을

주인인
정부

잘사는
경제

책임지는
국가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

•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20대
국정전략 •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
제

•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 골고루 잘사는
균형 발전

•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 국제 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교육분야
국정과제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 미래교육 환경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6

- 15 -

7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흐름과 특징
2.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 정책 결정 과정과 주요 내용
출처: 교육부(2019). 문재인정부 전반기 교육분야 국정과제 주요성과와 향후 방향.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누리과정 전액 국고 편성,
‘처음학교로’ 도입
초등 돌봄 확충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유치원 3법 개정 및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100% 도입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 실현

대학등록금(입학금 폐지),
주거비 부담 경감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학습 및 휴식 등 권리 보장)
혁싞학교 확대∙발전

고교 체제 개편

대입전형 간소화
및 공정성 제고 추짂

고등교육 재정 확충

직업계고 재구조화를 통한
직업교육 질 제고

전문대학의 질 획기적 제고

성인 평생학습 홗성화를 통한
역량개발 지원

산학협력을 통한
혁싞성장 견인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기초학력
보장체제 구축

선짂국 수준의 교육홖경 조성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학입학 지원 강화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사회 취약계층 교육지원 확대

고졸 희망 시대 구현을 위한
선취업 후학습 지원 확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대학의 자율성
및 공공성 강화

학교 공간혁싞 추짂

아동학생 의심 학생
조기 발견 및 보호
체계 구축

안전한
학교홖경 조성

생존수영교육 등
안전사고에 대한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미래 첨단붂야 인재양성 추짂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사학비리 근절을 통한
교육싞뢰 회복

교육거버넌스 개편

현장과의 소통협력 강화
7

8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흐름과 특징
2.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 정책 결정 과정과 주요 내용
• 교육부,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 시안 (2020. 10. 05)｣ 발표
분야

유‧초‧중등교육

고등‧평생교육

추진 목표

국가의 책무성,
현장의 자율성 강화

공유와 협력을
통한 혁신 지원
미래 변화에

기반 구축

선제적 대응을

10대 정책과제(안)
① 미래형 교육과정 마련
② 새로운 교원제도 논의 추진
③ 학생이 주인이 되는 미래형 학교 조성
④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안전망 구축
⑤ 협업‧공유를 통한 대학‧지역의 성장 지원
⑥ 미래사회 핵심 인재 양성 지원
⑦ 고등 직업 교육의 내실화
⑧ 전 국민의 전 생애 학습권 보장

⑨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교육 기반 마련
⑩ 미래형 교육 협력 거버넌스 개편

위한 기반 구축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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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흐름과 특징
3.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의 특징
• 교육에 대한 국가 역할 강화 (교육의 책무성, 공공성 강조)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에 대한 반발
 국가가 교육을 통제하겠다는 의미가 아닌 교육에 대한 행·재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미

• 교육지배구조 패러다임 전환 (교육의 자율성과 민주성 강조)
 국가교육회의 설치 운영, 후반부에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교육자치 강화 (시·도교육청과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구성)

• 교육 적폐정책 해소 (교육계 갈등정책 해소, 교육정의 실현)
 국정교과서 폐지
 누리과정 국고지원 확대
 대학구조개혁을 대학기본역량 진단 평가로 패러다임 전환과 일반재정지원 사업 복구
 국립대 통제 조치 해소 : 국립대 총장 직선제 부활, 총장 장기 공석 문제 해소 등
 부패 사학 척결 의지 : ‚사학혁신위원회‛ 구성 운영
 대학지배구조의 민주화 기초 마련 : 국‧공립대학도 심의기구인 대학평의원회(교수, 학생, 교직원 참여)를 의무적으

로 설치하도록 고등교육법 개정 통과
9

10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흐름과 특징
3.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의 특징
• 한국교육의 고질적인 문제 구조화에 대한 입체적 교육개혁 접근 (주요 정책 사례 중심)
초중등 교육의 비정상성,
사교육 현상
• 학생중심 교육과정 개편
• 유아·초등학생 적정 학습시간,
휴식시간 법제화
• 고교학점제 도입
• 기초학력 보장체제 구축
• 학생평가제도 개선
• 혁신학교 확대·발전
• 자유학년제 추진

학교(대학) 서열구조,
선발경쟁 대학입학제도
• 대입에서 출신 고교 블라인드
면접 도입
• 대입전형 단순화 추진
• 사배자 기회균형 선발 의무
• 대학체제의 대개편:
많은 우수대학 육성을 통한
대학 기초 강화
•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을 통한
대학격차 해소

학벌 중시 고용구조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및
민간기업 확산
•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채용
단계적 확대

• 교육 쟁점별 TFT 성격의 교육부 자체 자율 위원회 구성·운영
 교육부 소관 행정기관 위원회 : 총 33개
 교육부 소관 훈령 이하 위원회 : 총 31개
 그 외에도 역사교과서국정화진상조사위원회(’17.9), 사학혁신위원회(’17.9),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17.8), 교육자치정책협의회(’17.8) 등 교육적폐 청산과 교육쟁점 해결을 위한 자율 대응
조직 운영하는 방식 채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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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흐름과 특징
4.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의 주요 성과
•

일제고사 폐지(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방식을 표집조사로 전환)

•

한국사 국정교과서 폐지

•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

학교‧지자체 협력을 토대로 학교 안팎의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

국립대 통제 조치 해소 : 국립대 총장 직선제 부활, 총장 장기 공석 문제 해소 등

•

부패 사학 척결 의지 : ‚사학혁신위원회‛ 구성 운영, 사립대 종합감사 실시

•

국립대지배구조의 민주화 기초 마련 : 국‧공립대학도 심의기구인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화

•

축소지향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대학기본역량 진단 평가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일반재정지원 사업 복구

•

대학입학금 폐지 : 국공립대(2018), 사립대(2019)

•

고교학점제 도입 본격 추진

•

학교공간 혁신 사업 단계적 추진 : 사용자 중심의 학교공간, Green Smart School project

•

고교무상 도입

•

유치원 3법 개정(’20.1.13) : 유아교육법(에듀파인), 사립학교법(설립자 겸직 금지), 학교급식법(학교급식 유치원)

•

자사고 및 특목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 등
11

12

대전환 시대, 교육환경 변화와 교육 전망
3만달러

전년 대비
1.5% 증가

전년 대비
3% 증가
세계
12위권

한국 경제규모

2만달러
1만달러

세계
32위권

1994년

2006년

12년

2018년

12년

한국 1인당 국민총소득(GNI)

정부예산 85% 이상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한국 경제규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양극화 현상 심화

갈등, 불안,
부패 공화국

사회불평등 34위

한국사회는
건강한가?

삼성그룹 총매출 387조원
삼성전자 총매출 270조원
(2018년)

갈등지수

계층, 이념, 지역,
세대, 성별 등

증가

삶의
만족지수

25위

감소

39위
52위

2017년 국정농단,
대통령 탄핵 사태로 표출

2016년

교육불안 고용불안 주거불안 노후불안
2019년

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인식지수(CPI)

생애주기별 4대 불안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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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 시대, 교육환경 변화와 교육 전망

인구구조의 변화
- 생산가능 인구 감소
(성장잠재력 약화)
- 저성장시대 우려

제4차 산업혁명
- 일자리 감소
- 학습혁명

양극화

초연결사회

저성장

- 집단 창의성, 집단지성,
집단교육경쟁력 중시
- 공유성장 교육가치와 교육
패러다임

공유성장형
포용교육 체제

포스트코로나 뉴노멀시대
- 글로벌 위기, 충격 이상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변화의 불가피성
- 비대면 확상 등 삶의 라이프
스타일 대변화, 노동 계급화
도래
- 국가간, 국민간 협력의 사회적
연대 필요

13

14

대전환 시대, 교육환경 변화와 교육 전망
1. 인구구조 변화와 교육 ; 인구절벽(인구수축) + 인구지형 변화
① 인구절벽(인구수축) 현상 ; ‚대한민국 인구의 적정 규모는?‛

.

출처: 통계청(2019). 2018년 출생 통계 (확정). 보도자료

 한국의 경우 현재 인구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 2.1 이상 되어야 함(2019년 합계출산율 0.92).
 OECD 35개 회원국 평균 합계출산율은 1.68명임(연합뉴스, 2019.1.1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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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 시대, 교육환경 변화와 교육 전망
1. 인구구조 변화와 교육 ; 인구절벽(인구수축) + 인구지형 변화
① 인구절벽(인구수축) 현상 ; ‚대한민국 인구의 적정 규모는?‛

출처: 통계청(2019).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보도자료.

•

2019년 6월 기준 5,180만명  2028년 5,194만명 정점  2067년 3,929만명(1982년 수준)

•

(질문) 대한민국 토지 면적, 경제규모 및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대한민국의 적정 인구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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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 시대, 교육환경 변화와 교육 전망
1. 인구구조 변화와 교육 ; 인구절벽(인구수축) + 인구지형 변화
② 인구지형 변화 ; 연령별 인구 비율 변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저성장 위기‛

[그림] 연도별 생산가능인구 변화(2015~2067년, 중위)
출처: 통계청(2019).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보도자료

.

•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 3,757만명  2030년 3,395만명  2067년 1,784만명 (’17년의 47.5%)
 주요 경제활동인구(25~49세)의 비중, 2017년 51.9%(1,950만명)  2067년 46.1%(823만명) 감소 전망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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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 시대, 교육환경 변화와 교육 전망
1. 인구구조 변화와 교육 ; 인구절벽(인구수축) + 인구지형 변화
② 인구지형 변화 ; 연령별 인구 비율 변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저성장 위기‛
2018 인구절벽이 온다(Harry Dent, 2014)
 소비흐름(spending wave) 지표(1988년 개발) → 46세 가구소비 정점


미국 2007년, 독일·영국 2013년, 유럽 2013~2018년

 its
대학등록금
51세,Korea
자동차
부담 1998
53세,with
저축the
증가세
46~54세,
순자산
가장 많은
나이internet
64세 등services to the world.
started
business부담
in Seoul
in 구매
February
fundamental
goal
of providing
better
 소비 하락 출발 나이 53세



경제성장 예측의 선행지표 : 인구 구조
 경제성장은 인구증가에 따른 소비, 생산 확대가 아닌 기술발전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경제성장과 인구구조와의 관계는 일정 부분 선진국가에서 작동될 가능성이 높음.

한국의 인구 동향
 2018년 출생인구 정점 → 1971년 출산인구 최다
 2015~2020년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기 (인구절벽 시대)
 한국은 2018년부터 demographic cliff 경험 가능성 높음.
 미국의 경우 2007년부터 출생인구 감소, 2008년부터 이민자 급감

→ 따라서 베이비부머와 이민자의 소비 급감으로 2008~2023년까지 불황 예견 (2008년 경제공황, 2011년 재정위기 경험)
 일본은 1989~1996년 사이 인구절벽 경험 → 지난 20년간 경제성장률 거의 0% (잃어버린 20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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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 시대, 교육환경 변화와 교육 전망
1. 인구구조 변화와 교육 ; 인구절벽(인구수축) + 인구지형 변화
③ 인구지형 변화 ; 지역별 인구 비율 변화 ‚지역간 인구 분포의 불균형‛
0.7

0.9

1.1

1.3

1.5

세종

1.47

전남

1.24

제주

1.15

충남

1.11

울산

1.09

경북

1.09

강원

• 2019년 12월 기준, 수도권 인구는 비수도권 인구 추월
 수도권 인구 비율 :

1.08

충북

1.05

경남

46.3% (2000년)  49.2% (2010년)  50.02% (2019년)

1.05

전북

0.97

인천

0.94

경기

0.94

대구

0.93

광주

• 2019년 12월 기준, 합계출산율
 세종(1.47명), 전남(1.24명) > 서울(0.72명), 부산(0.83명)

0.92

대전

0.88

부산

서울

1.7

0.83
0.72

전국 0.92

(가임여자 1명당 명)

출처: 통계청(2019.12). 2019년 12월 인구동향. 보도자료

.

[그림] 시도별 합계출산률 (2019.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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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 시대, 교육환경 변화와 교육 전망
1. 인구구조 변화와 교육 ; 인구절벽(인구수축) + 인구지형 변화
③ 인구지형 변화 ; 지역별 인구 비율 변화 ‚지역간 인구 분포의 불균형‛

• 한국의 경우 수도권 및 광역시로 이동 인구 문제 심각
 국가적인 수준의 ＇저출산＇ 보다 ’농촌지역 학생 유출’이
더 문제(양희준 외, 2018)
 2017년 학령인구(5~14세) 이동
충북과 강원, 경북 전북, 전남 등 농촌 지역이 많은 도 지역에서
경기도나 충남, 경남 등 수도권과 대도시 인접 지역으로
학령인구 집중
 학생 유출의 원인 : '좋은 대학 진학 압력'과 '부모의 도시 이주',
'열악한 농촌 학교 교육', '열악한 지역 사회 여건' 등
출처: 양희준 외(2018).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농촌교육 실태 및 대응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그림] 2000~2017년 학생 수 증가율(%)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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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 시대, 교육환경 변화와 교육 전망
2. 4차 산업혁명과 교육 ; 교육은 ‘국가혁신 DNA’의 핵심 동력

•

4차 산업혁명 : 2016. 1. : 스위스 다보스 포럼 WEF 언급


•

2016. 10. 18. : WEF 창시자인 Klaus Schwab 회장, ‚국회 4차 산업혁명포럼 future Academy‛ 강연

의미 : 물리적 공간 + 사이버 공간 초연결사회 (제조업 + ICT)



빅 데이터, 인공지능, 로봇공학, IoT, 무인 운송 수단(무인 항공기, 자율주행차), 3D 프린터, 나노 기술 등
7대 분야의 기술 혁신(Wikipedia)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 지형 개편
기술 독점보다는 상호협력
 자율주행차(구글 + 도요타자동차), 스마트자동차(알리바바+상하이자동차)

•

2022년 전망





510만개 일자리 소멸(710만개 일자리 소멸 – 200만개 일자리 창출)
의사, 약사,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전문직 쇠퇴
Fintech : AI Banking System, AI : 번역, 통역, 신문기자 등 역할
제조업, 운송업 등 쇠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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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 시대, 교육환경 변화와 교육 전망
2. 4차 산업혁명과 교육 ; 교육은 ‘국가혁신 DNA’의 핵심 동력

•

Schwab의 성공요인
 상황맥락지능 :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
 정서지능 : 타인과의 관계
 영감능력 : 공동의 목적과 신뢰성 활용 능력
 신체지능 : 건강, 행복

•

인공지능 보편화 → 일자리 축소 및 실업률 증가 → 새로운 역량을 갖춘 인재 수요 증가

•

4차 산업혁명 시대, 생산가능인구가 많을수록 유리
→ 한국 저출산에 의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커다란 걸림돌

•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의 질 향상 → 노동생산성 향상 (생산가능인구의 양적 감소 극복)
→ 교육이 국가혁신 DNA의 핵심동력 → 교육혁신을 위한 교육투자 확대의 근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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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 시대, 교육환경 변화와 교육 전망
3.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와 교육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글로벌 재정위기 등 ‘초국가적 협력’ 선택이 아닌 필수
• 소유의 종말, 한계비용 제로 사회(제레미 리프킨)  미래 사회는 공유·협력의 체계로 전환
 협력과 공유(자산, 경험, 지식 등 공유)에 기반한
새로운 공유경제 패러다임(네트워크 경제, 연결경제, 호혜경제, 플랫폼 경제)
 Car Sharing 기업(우버, Lyft), Airbnb, Sharing House, Socar, Wikipedia 등
 역기능 : 공유경제 플랫폼 사업자의 이익 독점, 상호 신뢰성 문제 등

• 세상 만물이 인터넷을 통해 긴밀하게 연결 → IoT 기술이 여러 산업과 융합 → 새로운 산업지형 창출
• 인간과 인간, 인간과 컴퓨터, 인간과 조직, 인간과 사회 및 국가와 연계체제 강화  신성장체제
• 초연결성에 의한 공유성장형 학교체제와 교수학습평가 패러다임의 대전환 필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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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 시대, 교육환경 변화와 교육 전망
4.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
• 코로나19 파급효과
 기업 및 공공부채 급증, 무역 및 지정학적 긴장, 다자간 조직에 대한 압력, 마이너스 성장 지속, 일자리 급감,
양극화 극대, 사회 분열, 기후 변화 및 환경 피해 등

• 코로나19 이후, 온라인교육 등 비대면 교육은 피할 수 없는 상황

디지털 기반 교육생태계 전환

• AI, AR/VR, Blockchains, Big Data 등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기반 학습자에 대한 분석과 의사소통,

정보관리를 용이하게 하여 개인의 특성과 적성, 창의성 향상에 초점을 둔 ‚맞춤형교육‛ 급부상
 기존 교육을 혁신시키는 Edutech 중요성 부각
 E-Learning; 1990년대 말 디지털교과서, 온라인교육에 방점
 Smart Learning; 2010년경 스마트폰, 태블릿 등 스마트기기를 통한 학습 전략 모색에 방점
 E-Leaning, Smart Learning 모두 기기를 학습수단으로 활용하는데 방점

•

코로나19 이후, 교육양극화 심화, 인간의 라이프스타일 전환, 새로운 인재상과 학력관 모색,
생명과 인권 평화교육의 중요성 부각, 탈세계화에 따른 제3의 글로벌 교육가치사슬 모색 등의 과제

☞ 코로나19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K-방역 체제 전 세계의 모범
(cf. 드라이브 스루와 워킹 수르 방식의 선별진료소, 신속한 세계적 수준의 한국 진단검사 개발, 경증 환자의 신속한 격리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운영,
신용카드 사용 내역, 휴대폰 위치 추적 및 폐쇄회로(CC) 등을 이용한 확진자의 동선 추적 등)

☞ 우리 국민이 과연 창의적이지 못하고, 사회적 자본도 부족한가? 미래 창의적 인재상, 학력관, 역량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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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 시대, 교육환경 변화와 교육 전망
4.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
• 고정관념을 벗어난 새로운 사고(thinking outside the box)에 의한 교육 대전환 시대
• OECD도 2020년 연구사업 우선순위로 학교 차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2), AI와 로봇 공학이 학교교육과의
상호작용과 역량 개발(3), 디지털 과학기술, 신체 건강, 정서적 웰빙, 동료 협동 역량(5), new normal 대비
global mega-trend 분석(8) 등으로 설정하고, COVID-19 위기 대응을 위해 다자간, 국가, 지역 차원에서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개발 필요성 제기
<표> Outcomes of the Prioritization Process(OECD, 2020)

우선순위(2020)

연구 주제

1

Education at a Glance

2

Smart Data and Digital Technology in Educ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AI), Learning Analytics, and Beyond

3

Future of skills: Understanding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of AI and robotics

4

Teachers, teaching and multidimensional professionalism

5

21st Century Children

6

Fostering and assessing creativity and critical thinking in education

7

Strengthening the Impact of Education Research

8

Trends Shaping Education

9

Strategic Education Governance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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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 시대, 교육환경 변화와 교육 전망
5. 양극화와 교육

출처: 국민일보(20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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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 시대, 교육환경 변화와 교육 전망
5. 양극화와 교육
<표> 미국 상위 10% 소득 비중(1910-2010)

출처: 피케티 웹사이트(http://piketty.pse.ens.fr/files/capital21c/en/Piketty2014FiguresTablesLinks.pdf)

• 세계적 갑부 85명의 부(富)가 세계 인구의 하위 50%(약 30억명)가 지닌 부(富)의 규모와
비슷한 수준임(Stiglitz, 201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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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극화와 교육
• 가구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금액과 참여율 모두 높음.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0만 5천원, 참여율 84%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는 월평균 사교육비 9만 9천원, 참여율 47.3%에 불과

출처 : 교육부, 통계청,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27

28

대전환 시대, 교육환경 변화와 교육 전망
5. 양극화와 교육

출처: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19.10.7). 특권 대물림 교육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발표 자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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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대전환 시대, 교육환경 변화와 교육 전망
6. 교육 대전환 시대의 교육혁신, 정부는 의지가 있는가?
• 정부예산 대비 교육부예산 비율은 정부의 교육에 대한 투자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임.
<각 정부별 평균비율>
- 국민의 정부(1999~2003): 19.9%
- 참여 정부(2004~2008): 18.2%
- 이명박 정부(2009~2013): 16.9%
- 박근혜 정부(2014~2017): 16.6%
- 문재인 정부(2018~2020; 3년 기준): 18.4%

[그림] 연도별 정부예산 대비 교육부예산 비율 변화 추이
29

30

2021년 교육정책의 쟁점과 제언
1. 교육정책의 주요 쟁점
① 쟁점 ; 내용적 측면

교육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 (교육문제는 내부 요인보다는 외부 구조 요인 영향 큼)

고질적인 교육의 내부 문제 해결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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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021년 교육정책의 쟁점과 제언
1. 교육정책의 주요 쟁점
② 쟁점 ; 전략적 측면
• 정권 초기 교육계의 갈등 관리 미흡
 집권 초기 교육개혁의 큰 그림이 모호하다는 비판과 더불어 어린이집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조치 철회 등으로
교육개혁 동력 이상 기후 발생
 교육 공정에 대한 갈등 심화

•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저조
 하지만 조용한 행보 속에서 큰 정책 추진 (고교무상, 유치원 3법 개정, 자사고 및 특목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 등)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긴박한 교육적 대응 조치 마련으로 적극적인 교육개혁 추진의 한계

• 교육의 계층 사다리 복원을 위한 적극적 정책 미흡
• 교육의 시대적 고민과 미래 교육 의제의 중요성 등에 대해 국민과 공감하려는 소통 노력 미흡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비대면사회의 교육양극화 심화, 인간의 라이프스타일 전환, 새로운 인재상과
학력관 필요, 생명과 인권 평화교육의 중요성 부각 등 시대적 고민
 탈세계화에 따른 제3의 글로벌 교육가치사슬 모색 등 미래 의제

• 교육개혁을 이끄는 거버넌스 구축과 전략 미흡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지연,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시도교육청과의 협의 미흡, 대학정책은 여전히 사업 중심 정책 추진 등

31

32

2021년 교육정책의 쟁점과 제언
2. 2021년 교육정책과제 제언
과제 ① 문재인 정부의 차별화된 교육개혁 철학 명료화

• 교육의 세계화, 시장화 담론 도입:
교육의 시장화 가치 중시

• 교육민주화 패러다임:
교육의 공공성 및 공평성 가치 중시

• 교육 신자유주의 패러다임:
교육의 자율과 경쟁 가치, 시장 원리 중시

• 공유성장 포용교육패러다임(?):
집단경쟁력, 집단지성, 집단창의성, 집단문제해결능력 등
‘공유성장 포용교육’ 가치 중시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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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021년 교육정책의 쟁점과 제언
2. 2021년 교육정책과제 제언
과제 ① 문재인 정부의 차별화된 교육개혁 철학 명료화

함께 성장하는
혁신적 포용교육

비전

목표

방방
향향

혁신적 포용교육으로 국민역량과 삶의 질의 균형 발전
- 공유성장 포용교육체제 구축으로 ‘글로벌 교육가치사슬’ 실현 -

포용적
교육역량
강화

혁신적
교육역량
강화

공정한
교육체제
구축

공유성장형
교육체제
구축
33

34

2021년 교육정책의 쟁점과 제언
2. 2021년 교육정책과제 제언
과제 ② 포용적 교육역량 강화
A.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소득 증대 효과 촉진
대학 학자금 지원제도(financial aid) 개편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 비율 68:32에서 8:2로 전환,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I유형에 통합
 학자금 대출의 현재 대출이자 연 1.85%(변동금리)를 1% 이하로 인하
 장기미취업자, 신용유의자 등 채무상환불능자에 의한 손실금에 대한 보전과 이자보전제도의 부활

교육급여 및 교육비 대상 확대 및 통합
 가구원의 소득 인정 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교육급여 선정 기준 단계적 확대
 시∙도교육청 재량적 예산 사업으로 지급되고 있는 교육비 지원항목을 국가 의무지출인 교육급여에 통합

B. 교육취약계층 지원
지역 중심 맞춤형 돌봄체제 완성
 ’19년 기준 돌봄 최대 수요(64만명)의 약 60.1%만이 돌봄서비스 수혜
 기초지자체 중심의 초등돌봄 거버넌스 운영 및 지역 교육 생태계 확장, 돌봄서비스 대상 및 운영 시간 확대, 돌봄 운영 모델 다양화
 특별법 형태의 법률 제정을 통해 범부처 연계 및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돌봄거버넌스 법제화

C. 교육분야 고용 안전망 강화
초∙중등학교 전문지원 인력 강화
 온종일 돌봄, 학교급식, 학교보건과 상담, 기타 교육복지 등 전문지원 인력을 확충
 고교학점제의 선택교과전담교사, 방과후돌봄활동과 자유학기제 운영, 기타 교과‧교과외 활동에 대해 퇴직교사를 활용하는 운영
시스템 구축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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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021년 교육정책의 쟁점과 제언
2. 2021년 교육정책과제 제언
과제 ② 포용적 교육역량 강화
D. 사배자 지역균형 선발 의무화 및 확대

E. 민주시민교육 및 평화통일교육 내실화
F. 학생의 학습과 삶의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보완
온종일 돌봄체제 강화 등

35

36

2021년 교육정책의 쟁점과 제언
2. 2021년 교육정책과제 제언
과제 ③ 혁신적 교육역량 강화
A. 학교공간 대혁신
Green Smart School 프로젝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행∙재정지원 강화
 미래교육을 위한 『비대면 학교 공간』 구축, 『플립러닝 통합형 교실 공간 조성』, 『개방형 무인 스마트 도서관 조성』,
『스마트 테크 센터』, AI 기반 무재해 학교 공간 구축 등 학교공간 대설계

시대 전환기에 걸맞는 새로운 인재상과 학력관 정립

B. 디지털 기반 학습 생태계 조성
교육내용-교수학습-학습평가 대혁신
AI, VR 등과 융합된 디지털 교과서 개발 보급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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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2021년 교육정책의 쟁점과 제언
2. 2021년 교육정책과제 제언
과제 ④ 공정한 교육체제 구축
A. 공정한 고용 체제 확산
공공기관 이외 분야 블라인드 채용 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 마련

B. 학력·학벌 차별금지법(안) 제정
교육제도는 물론 사회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학교교육에서의 학벌 요인과
채용 영역에서의 가정 배경 개입 요인을 근본적으로 배제하는 법과 제도 마련

C. 국민기본역량계좌제
평생학습기금법(안) 제정
평생교육 플랫폼 구축

37

38

2021년 교육정책의 쟁점과 제언
2. 2021년 교육정책과제 제언
과제 ⑤ 공유성장형 교육체제 구축
A.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로 대전환
1단계; 유형별 국립대연합체제 구축
 연구중심 국립대 연합체제 + 교육중심 국립대 연합체제 + 평생·직업교육중심 국립대연합체제

2단계; 한국판 국립대-사립대학연합체제 구축(중장기적 방안)
 궁극적으로 국립대학 연합체제 진입을 원하는 공영형사립대와 건전 사립대에도 개방하여 전반적인 대학구조를
연계·협력체제로 전환하여 장기적으로 ‚공유성장형 대학체제의 대전환‛ 구현

3단계; Global 대학학위체제 구축(중장기적 방안)
 ‚한국판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 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글로벌 교육가치사슬 모색
 이 체제의 국제적 공신력을 확보함으로써 다른 국가 대학체제와의 학위 국제적 통용성 확보

B. 대학의 R&D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간 컨소시엄‘ 방식의 투자 전략 강화
대학의 R&D 역량 강화와 자원공유를 통한 투자 효율성 강화를 위해 ‘대학간 컨소시엄’ 방식의 투자 전략 필요

C. 지역과 학교가 자생하는 ‘Hybrid형 지역학교공동체’ 구축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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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2021년 교육정책의 쟁점과 제언
2. 2021년 교육정책과제 제언
과제 ⑥ 국가책임 교육개혁 기반 구축
A. 국가교육위원회 법적 장치 마련
B.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C. 국립대학법 제정
D. 사립대학법 제정

E.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 재원 확충 방안 중심으로
F. 교육 관계 법령 재정비

39

40

2021년 교육정책의 쟁점과 제언
2. 2021년 교육정책과제 제언
과제 ⑦ 위기 관리 교육정책의 추진 정교화
A. 대학입시제도
 고교학점제와 연계하여 재편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교육현장의 혼란과 동요를 잠재울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B. 교원양성체제 개편
 교원 확대가 아닌 축소로 정책 방향이 오해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

C. 사학혁신
 문재인 정부 들어 최초로 사립대 종합감사가 진행되었고, 그 필요성이 분명한 만큼 향후 사학법인의 저항에 대비한 대비책 마련

D. 지역혁신체제(RIS)
 지자체-지역 대학-지역산업체 등이 연계하여 지역혁신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지만, 지난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RIS와의 차별성이 크지 않고 참여정부가 이 정책의 성과를 크게 내지 못한 이유를 면밀히 점검하며 추진 동력을 재구조화해야 함.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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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나가는 말
Stiglitz, Joseph E. (2012). 불평등의 대가(The Price of Inequality).
노동시장(교육시장 포함)에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게임의 기본적인 규칙을 정하는 것’이다.
법률이나 정책, 또는 프로그램이 지니는 가장 중요한 효력은 대개 분배 방식에 미치는 영향력이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교육 관련 법률이나 정책을 통해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정하고 작동되도록 하는 것…

‚예측과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미래‛ 라고 한다면….
‘미래를 대비한 교육(education for the future)’이 아니라

‘미래를 창조하는 교육(education creating the future)’
→ 교육이 국가혁신과 포용국가(균형발전)를 위한 DNA로서의 역할 수행

41

42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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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2>

2021년 고용노동정책을 위한 제언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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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정책포럼>

사회정책 포럼

2021년 고용노동정책을 위한 제언
2020. 11. 13.

한국노동연구원
배 규 식 원장

2021년
고용노동정책을
위한 제언

코로나19 위기
코로나19속 고용위기와 대응정책
노동시간 단축
교육훈련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
청년고용과 여성고용
필수노동자
한국판 뉴딜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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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 코로나19 위기

코로나19 위기(재확산과 ‘W’자형 회복 지연)
코로나19 경제성장위기, 느린 회복

■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W자 회복 시나리오
-2020년 세계경제는 -6% 성장(-7.6%), OECD 평균 2020년 -7.5%(-9.3%) 성장, 미국 -7.3%(-8.5%), 읷본 -6%, (-7.3%),
OECD 회원국의 평균실업률 5.4%에서 9.2%로 상승 - IMF는 재확산이 없는 경우 – 4.4%로 예측(2020.10)
- 2020년 핚국경제는 -1.2%(-2.5%) OECD 회원국과 세계 49개 주요국 중 중국 제외 가장 좋은 경제성장 성과 예상
- 10월 들어 코로나19의 2차 세계적 재확산으로 위의 W자 회복 시나리오로 젂개될 개연성
3

Ⅰ. 코로나19 위기

코로나19 위기(속 경제성장)

분기별 GDP증가
Source: FT. 2020.10.11. East-west divide: winners
and losers in the Covid economy

한국이 2020년 젂반기에는 약 -4% 가량
성장했으나 2020년 젂체적으로는 -1.2%
정도 성장 예측, 중국과 대맊을 제외하고
는 경제성장률이 좋은 편임.
2020년 2분기 성장률: OECD -9.8%, 주요 7
개국 – 10.8%, 미국 -9.5%, 영국 – 20.4%,
독읷 – 9.7%, 프랑스 – 13.8%, 읷본 –
7.8%, 핚국 -3.3%, 중국은 -11.5%

핚국

프랑스

이태리

영국

EURO
지역

EU국
캐나다

OECD
평균

독읷

읷본
미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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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까지 고용동향 (통계청 2020. 10. 15.)
취업자수, 실업자수, 비경제활동인구:

계절조정계열

1,000
취업자
실업자
비경홗
800
600
400
200
0
-2002018. 09 2018. 12 2019. 03 2019. 06 2019. 09 2019. 12 2020. 03 2020. 06 2020. 09
-400
-600
9월 고용동향
-코로나19 고용위기가 7월~8월 개선되다가 9월 코로나19의 2단계로 악화됨(실업자 증가, 취업자 감소)
- 읷자리 감소(취업자 감소 +읷시휴직 증가)폭은 3월 -198맊, 4월 -31맊, 5월 +70맊, 6월 +40맊, 7월 +27

맊, 8월 +28맊, 9월 -59만으로 크게 감소

- 2019.11~2월 평균과 9월 통계를 비교하면, 비경홗읶구는 평균 -7.2맊명에서 9월 53.2맊명으로 증가, 취업자수는 평균
47.7맊명 증가에서 – 39.2맊명으로 감소, 읷시휴직자수는 43.9맊명에서 78.9맊명으로 증가 → 여젂히 상당핚 고용위
기 지속 - 보다 적극적인 대책 요구

5

Ⅱ. 코로나19 속 고용위기와 대응정책

2020년 9월 고용동향의 특징 (통계청 2020. 9월)
노동시간의 감소

-

2020년 9월 고용감소는 20대 특히 20대 후반에서 컸고(채용시장 축소), 30~50대 감소가 지속되고 있음
주 36시갂 이상의 취업자수 감소, 4월에 크게 감소했다가 6월 이후 덜 감소핚 것으로 나타남
도소매/음식숙박업, 교육서비스업의 읷자리 감소, 보건과 사회복지서비스, 공공행정/사회보장행정은 읷자리 증가,
임시직/읷용노동자의 일자리 감소폭이 매우 크며,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의 감소폭도 매우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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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고용안전망 한계와 개선방향
고용보험의 적용 확대와 실업부조의 도입
 고용보험의낮은적용률코로나19로 촉발된 고용위기 속에서 노동시장 취약
계층에 실업과 소득감소가 먼저 읷어나는데 비해 고용보험을 통핚 보호에서 배제
- 실업급여수급률이 고용앆젂망의 핵심척도읶데 핚국은 40% 수준으로 OECD가입국 평균 읶
60%의 2/3 수준

 노동시장의구조적불안정성을고려한고용보험확대전략필요

- 고용구조의 취약성- 높은 영세자영업 비윣(약 25%), 높은 비정규직 비윣 (귺로자의 34%),
160맊~220맊의 특고, 높은 영세소기업 비중(378맊명 고용)에 따라 2019년 고용보험 가입자의
52.9%가 싞규취득자(과거 가입자 포함), 49.1%가 자격상실자로 노동시장의 높 은 유동성
- 이들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앆정성을 반영하여 소득파악과 보험료부과가 보다 쉬운 계층과
집단부터 고용보험의 단계적 확대 젂략 필요

 고용보험 확대와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의 최적의 결합을 통핚 해결 모색
- 고용보험의 확대 노력과 병행하여 고용보험가입 이력이 없는 청년, 장기구직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노동시장 취약계층은 실업부조를 통해 소득불앆을 해소

 코로나19위기 속 넓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임시대응으로 긴급고용안정 지
원금과 같은 읷시적 실업부조 홗용
7

Ⅱ. 코로나19 속 고용위기와 대응정책

코로나 19 고용위기에 대한 대응정책
▢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에 대한 평가
- 코로나19 위기가 경제적 위기를 거쳐서 고용위기, 사회적 위기로 젂홖
- 심각한 고용충격 - 대면 서비스업의 위축으로 관렦 업종에서 임시직, 영세자영
업자, 특고 등 취약계층에게 고용위기가 집중되어, 약핚 경제적 충격에도 불구
하고 노동시장의 취약성을 반영하여 고용충격이 큼
- 고용위기 대응 정책 – 고용유지지원, 실업자 지원 및 특고, 자영업자들에게 긴
급고용앆정 지원금 176맊명 지급(예상읶원 114맊명 초과)은 고용위기에 대응정
책으로 적젃핚 대응이었으며, 국민적 평가도 괜찮은 편
- 소득파악 인프라가 취약하여 지원 규모 예측의 곤띾, 1차 긴급고용앆정지원금
의 지급 미완료 상태에서 2차 지원금 지급 발표

▢ 제기된 과제
- 코로나19와 공졲시대 – 사람의 앆젂과 보호 우선 – 투자 확대 필요
- 필수노동자들의 앆젂과 보호, 필요핚 임시적 상병수당 지원, 돌봄서비스지원
- 향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고용위기 지속 시 고용유지지원제도
연장 및 긴급 생홗지원, 긴급고용앆정 지원 조치도 추가로 필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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젂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소득파악
▢ 사각지대(비공식 고용/소득)의 축소와 공식화

- 읷부를 제외하고는 국세청에 의핚 비공식 고용 종사자들의 노동소득 파악에도 불구하고 조세
행정, 사회보험 행정 갂 이원화로 행정 비효윣과 사회보험 사각지대 졲재
- 자영업자/특고 등의 비공식 소득의 축소와 투명화의 계기
- 보편적 사회보험제도의 기초로서 소득 파악 읶프라 중요성 – 단숚히 사회보험료 징수맊이 아
니라 긴급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앆정지원금 지급에서 소득감소 파악을 통해 위기집단의 정확
핚 파악 가능

▢ 보편적 사회보험 적용을 위한 기초

-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회보험 기여와 사회보험 급여의 형평을 통해 보편적 사회보험 적용을 위
핚 기초 마렦 – 특히 특고형태귺로종사자,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에게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자격요건을 노동시장 지위에서 소득으로 젂홖
- 국민연금도 자영업자 등의 실소득 파악 어려움으로 자영업자 젃반이 국민연금 납부예외로 분
류되고 실소득과 기준 소득갂의 괴리 졲재
- 건강보험료 부과도 소득 기반으로 통합하여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갂의 보험료 부담의 형
평성 논띾 해소

▢ 향후 과제
- 고용보험확대를 위핚 소득파악, 고용형태 별 보험료 부과, 보험료징수, 보험료의 핚시적 지
원 등 인프라구축과 적용의 단계적 확대에 따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기
재부, 국세청 및 관련부처의 협력과 지속적인 노력 필요
9

III. 노동시간 단축

노동시간 단축 (의미와 주52시간 상한제 적용일정)
▢ 일자리의 양과 질이 만나는 지점: 노동시간 단축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장시갂 노동 숚위 1,2위를 차지
∙ 2018년 연갂노동시갂이 2,000시갂 이하로 떨어졌지맊, 여젂히 장시갂

 장시갂노동은 삶의 질 저하, 읷〮생홗 균형 저해, 건강장해와 산재 유발
 장시갂노동은 귺면에 대핚 읶식, 양적 투입 위주의 성장, 초과귺로수당을 통핚 저임금의
보완 등 경제개발연대의 유산
∙ 1읶당 GDP 2맊불 도달 시기에 선짂국은 훨씬 적은 시갂을 노동

 장시갂노동 단축으로 젂사회적읶 읷자리나누기(work-sharing) 필요 – 불황기 극복수단

▢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추진 경과
 1989년 주44시갂제 도입, 2003년 주40시갂제 법제화와 그후 2004~2011년 점짂적 도입
 2018년 3월 주52시갂 상핚제 도입 - 휴읷귺무를 초과귺로에 통합하되 주 68시갂제 관행
개혁, 다맊 초과귺로핚도(주12시갂)의 예외 읶정
- 대기업과 공공부문, 2019. 4.1부터 본격 시행(9월의 계도기갂 부여 후)
- 50~299읶 중소기업 2020년 1/1읷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1년갂 계도기갂 부여 후 2021년
1/1읷부터 주52시갂 상핚제 본격 시행

 관공서 공휴읷 규정을 민갂기업에 적용, 300읶 이상과 공공기관 20.1월 시행, 21.1월부터
30~299읶 규모에 적용
∙ 3.1젃, 광복젃, 개첚젃, 핚글날 등 총 15읷 + (공직선거읷, 임시공휴읷 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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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과제
▢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과제 1
 2021년부터 예정대로 중소기업에 주52시갂 상핚제와 관공서 공휴읷 규정 실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핚 노동시갂 단축 정책 필요 – 각 부처의 노력이 긴요
 소프트웨어 부문은 정부 및 공공부문의 계약 종료기갂이 4/4분기에 집중됨에 따라 장시
갂 노동 불가피 => 노동시갂 단축을 위하여 2020년부터 S/W 부문은 발주 문화 개선(과
기정통부, 조달청 등 주도)
 노동시갂의 예외를 읶정해주었던 특례업종(버스, 방송 등)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업종별
대책 마렦이 매우 중요
 사회서비스, 보건의료, 사업지원서비스 부문 등 새로운 표준 마렦이 중요

▢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과제 2
 근로시갂 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2008/9년 유핚킴벌리의 교대제, 불황기에 긴요
 YK는 확보된 여유 시갂을 학습 혁싞에 투자, 평생학습체계 구축
 2차 코로나 위기는 2021년 제조업 위기 가능성, 수춗부짂 우려, 시갂단축 ⇒ 읷자리나누기
 포괄임금제 정비- 소기업 부문, 사무관리직에서 포괄임금제 정비로 노동시갂의 관리 가능
케 해야 함(게임산업 대기업 부문에서는 18년 이후 포괄임금제 폐지 확산)
 정원의 최소화 - 장시갂노동 발생의 귺본요읶, 읶력의 유연핚 홗용을 억제하여 읶력최소화
를 야기하는 요읶분석을 통핚 개선대책 마렦 필요, 노사가 공감하는 직무분석을 통핚 적정
읶력 산정과 직무급 도입을 위핚 읶프라 조성
 직무분류와 직무분석을 위핚 읶프라 마렦에 사회부처들이 적극 나설 필요
11

IV. 교육훈련과 일하는 방식 변화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교육훈련
▢ 디저털 전환의 명암과 도전
- IoT, 빅데이터, AI, 사이버물리시스템 등 초연결, 초지능, 초예측의 디지털 젂홖 시대 도래
- 자동화 단계를 넘어 정보수집. 분석 관렦 정형화된 직무의 기술적 대체로 읶핚 기졲 읷자리 감소 우
려,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중갂숙렦과 소득의 읷자리 감소로 읷자리 양극화
- 새로운 읷자리에 요구되는 역량 및 숙렦수요의 급증 vs 교육훈렦 공급의 지체

▢ 교육훈련시스템의 혁신
- 특정분야 젂문지식맊이 아니라 공통적 범용적 능력 함양을 병행하는 쪽으로 재편핛 필요
- 문제해결능력, 사회적 소통과 공감능력, 협업능력, 흡수능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문화적
다양성 감수성 등을 통해 변화하는 홖경에 적응력 제고의 중요성
- 미래 성장산업에 필요핚 중급 기술읶력의 양성을 위해 „기능기술교육 + 디지털 문해력 향
상 + 읶지능력 강화‟ 능력개발 시스템 운용 필요

▢ 교육훈련 문제와 과제

- 노동시갂 단축으로 읷하는 시갂확보를 위해 교육, 훈렦시갂부터 감축 경향
- 코로나19위기 속 읷감부족으로 읶하 휴업, 휴직 속에서도 기업들의 교육훈렦 부족
- 디지털 기술의 기졲 읷자리 대체, 직무/숙렦 내용변화에 맞추고 다른 읷자리로 이동을 촉짂핛
수 있도록 지속적 성읶교육과 훈렦 필요

▢ 직종, 직군, 직무별 숙련체계의 확립

- 산업, 업종별로 직종, 직굮에 따른 직무의 표준화, 직무별 숙렦내용, 숙렦수준, 숙렦등급을 갖
춖 숙렦체계와 숙렦맵(지도) 구축, 숙렦체계를 귺거로 직무등급(승짂/승급), 임금수준, 숙렦계
승과 교육내용의 마렦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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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교육훈련과 일하는 방식 변화

디지털 기술과 비대면 근무방식
▢ 언택트 시대의 도래
- 디지털 기술 발젂 속 코로나19가 언택트 시대의 촉짂
∙ 기술발젂: 기술발젂의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과거에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했던 방식들이 가능해짐
∙ 청년층의 선호: 이미 „혼술‟이나 „혼밥‟과 같이 개읶적읶 얶택트 문화에 익숙해지고 있었음
∙ 재택귺무〮원격귺무 방식: 코로나19 속에 대규모 실험 짂행, 급격핚 홗성화와 정착의 계기
예) 2009년 미국 동부의 폭설이 2010년 „원격귺무 홗성화 법앆‟을 제정의 계기

▢ 일하는 방식의 변화
- 언택트 시대에 적합한 업무방식으로의 변화
∙재택귺무, 원격귺무 등 비대면, 유연핚 귺무방식의 정착 – 춗퇴귺 비용과 시갂 감소, 도시
사무실 의 임대료와 도심 높은 주거비 감소, 읷〮생홗균형에 적합
∙비대면 업무를 가능케 하는 IT설비 구축 등 기술적 업무홖경 구축(읶트라넷 연결, 업무공갂,
컴퓨터, 프린터 등 설비), „가사와 업무의 분리„, 비대면 귺무(주 2~4읷)과 사무실 귺무(1읷
~3읷)의 결합, 개읶적 외로움과 무료함 등 심리적 상태 관리 필요
- 비대면 관리방식의 도입
∙투입(노동시갂)보다는 산춗(성과)에 기초핚 읶사관리 방식 필요
∙관리자가 비대면 업무수행 직원에 대핚 적정핚 업무배분, 업무추짂 상황 체크, 피트백, 업
무추짂결과 보고 및 수정 등 체계적 관리능력 필요
∙관리자가 비대면 업무수행 직원들의 춗귺시갂, 휴게시갂, 식사시갂, 휴가, 퇴귺시갂 관리
방식 도입, 정기적 대면회의 등 필요
13

V. 청년고용과 여성고용

청년 일자리 어려움 지속, 코로나19로 확대
▢ 회복세에 있던 청년 일자리는 코로나19 위기로 악화 추세 전환
- 코로나19의 고용충격은 연령대 중 청년층
에 가장 집중되는 경향
- 청년비중이 높은 음식숙박관광업, 임시읷
용직의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지며, 이후
상용직 읷자리로 감소세 확대
- 노동시장 이중구조 속 대기업/공공부문의
싞규채용 감소로 괜찮은 읷자리취업 곤띾
- 코로나로 읶핚 취업불이익이 오랜 손실로
이어지는 코로나 세대를 낳을 개연성

▢ 기존 청년정책으로는 코로나19 고용충격
대응에 한계

4,000
3,950

3,953

3,900
516

3,956

15-29세 취업자 증감

492
3,857

400

3,800

3,700
3,650

3,770
69

65
-49

-229
-196

-245

-183

3,802

3,811

-195

-172

-392

200

3,750
-170

3,732

-277

3,600
3,550

600

15-29세 취업자

568

3,850

3,750

800

15세이상 취업자 증감

-353

0

-218
-200

-273
-392

-476

- 기졲 읷자리정책은 양적확충을 위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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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적 고용지표 개선에 기여했으나, 물량
제핚으로 읶핚 정책 사각지대 졲재
- 읷자리 외 주거, 교육, 양육 등 생홗젂반의 양극화 및 불평등 지속
- 청년층의 사회짂입에 있어 균등핚 기회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핚 정책적 노력수반 필요
- 청년층들이 채용의 공정성에 민감핚 읶식, Meritocracy(경쟁논리)의 내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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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청년고용과 여성고용

사회진입〮이행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정책 패러다임 전환
▢ 단기 : 일자리 확충과 질 개선을 위한 정책노력 지속
- 싞규채용 축소, 내수 악화, 제조업 위축으로 고용충격 장기화 가능성이 큰 상황
- 소득지원, 노동시갂 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읷〮생홗균형과 결합된 젂홖형
정규직 시갂제 읷자리를 통핚 취업기회 확대, 직업훈렦을 통핚 취업역량 강화 등
기졲 읷자리사업(고용장려금, 훈렦사업)과 고용앆젂망(실업급여, 재난지원금, 구
직홗동지원금)을 통해 고용충격 회복 노력 젂개

▢ 중장기: 사회진입과 이행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정책 패러다임 전환
- 표준적 고용관계 하 현금지원성 보조금 지원 정책
기회균등 보장을 위한 사회출발자본 및 개인홗동계좌 도입 검토
- 추가고용∙고용유지를 젂제로 핚 젂통적 읷자리 사업에서 탈피, 노동시장 짂입 시 구직
홗동 및 이행에 필요핚 읷정수준의 자산형성 지원
- 권리보장 영역을 통상적 훈렦범위에 국핚하지 않고, 공익홗동, 휴가, 공공서비스 등의
포괄적 범위로 확장한 개인홗동계좌 도입
- 노동시장 이중구조(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갂의 큰 격차 폭)의 개혁을 통핚 중갂
수준의 읷자리를 보다 맋이 맊들어 청년층들의 취업기회 확대
15

V. 청년고용과 여성고용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노동정책 방향
▢ 현황과 문제점
- 여성 고용률 상승과 함께 찾아온
초저출산 국면
∙ 20 대 후 반 여 성 고 용 률(%) 53.7(„00) →
66.1(„10)→ 71.1(„19), 남성 78.3(„00) →69.9(„10)
→69.8(„19) 고용률의 경우 „17년 이후 역젂
∙30대 초반도 격차축소 지속

- 읷 중심의 삶 설계: 일〮
가정 병행
의 곤란 속 결혼포기(기피), 출산
포기(기피)
∙청년패널(2018) 청년결혼, 춗산의향
은 평균 10%대.. 결혼/춗산연령대읶
30대 초반도 남성 17%, 여성 20%에
그침. 30대 후반 남성은 22% 대, 30
대 후반 여성은 10%.... 취업자 경우,
평균 결혼/춗산 의향은 남성 15%, 여
성 12%...

- 일〮
가정 양립정책은 제도적 범위,
대상에서 꾸준히 확대 중

∙수혜대상과 집단이 공공부문, 대기업
을 중심으로맊 제한적 홗용 확산

연령대별 여성고용률(200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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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청년고용과 여성고용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동정책 방향
▢ 현황과 문제점

- 직장 선배들의 모성 패널티 경험(생산성 낮고, 책임감 없는 귺로자로 읶식되고, 직〮갂접적 차
별)은 20~30 여성들의 ‘가정선택 ’ 에 대핚 두려움으로 작용  평생 읷하고자 하는 청년 여성들
의 비춗산 선택 유도(윢자영 외, 2020)
- 공공부문/대기업 남성 육아휴직 사용 증가에도 여젂히 낮은 비윣, 중소기업은 매우 저조
- 춗산/육아기 대체읶력 지원정책 등 읷〮가정양립 정책 실효성 확대를 위핚 기업지원
정책은 현장상황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
∙ 읷〮가정양립제도 홗용 시, 기업들은 대체읶력 채용보다는 주변 동료에게 업무젂가 방식
으로 해소…  모성 패널티 지속

▢ 개선방향
- 제도확대도 중요하나 현 제도의 공공부문/대기업 외 기업 현장 앆착 노력 필요
- 필요핚 직장내 분위기 개선을 위해서는 제도홗용에 대핚 긍정적 수용이 되도록 현 제도
의 ‘수혜자’ 중심 확대보다는 기업 젂체, 주변 동료에게도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세밀핚
조윣 필요, 춗산 육아기 소득감소를 보젂하는 정책 필요
∙ 예) ‘고용’목표에맊 치중하여 춗산·육아기 대체읶력 지원정책을 ‘고용’을 젂제로 하는 방식이나 업
무 분담 주변 직원에게 보상을 해 주는 방식; 젂홖형으로 시갂제 귺로를 핛 수 있는 방식; 자녀 돌
봄 외 다양핚 개읶의 돌봄 역핛(부모, 배우자 등)에 대핚 장려와 제도 설계를 통핚 ‘가족 돌봄’을 졲
중하는 문화 형성 등

- 특히 민갂중소기업들이 육아휴직, 귺로시갂 단축, 아빠들의 육아휴직 사용 등이 늘어날 수
있는 실질적 조치 강구 필요
17

VI. 필수노동자

필수노동자 현황과 문제점
▢ 필수노동자란?
- 코로나19 감염병과 같은 재난상황에서도 각종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앆젂 확보와 기본
생홗 유지에 중요핚 역핛을 수행하는 노동자(필수 대면서비스 종사자)
- 해외에서도 essential workers, key-worker로 칭하며 새롭게 읶식하고, 지원

▢ 직종별 현황
① 돌봄서비스 종사자: 69.6만명
- 규모(추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8.3맊명, 재가 및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약 38맊명, 아이돌
보미 2.3맊명, 민갂 가사·갂병읶력 21맊명 등
- 공공돌봄서비스의 임금과 귺무여건 양호하나, 공공서비스 중에서는 낮은 처우 수준(사회복지서비스업
평균임금 212맊원으로 젂산업평균의 60.7%), 최저임금의 적용직종으로 지난 2~3년갂 임금읶상
-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춗되는 정도가 큼(eg. 요양병원의 요양보호사)

② 택배기사: 4.9만명 추정
- 고용형태:
· 택배회사(CJ대핚통운, 핚짂...) ⇒ 대리점 ⇒ 택배기사와 다단계 하청형태로 운송위탁계약을 맺고 „개읶사
업자‟로 지칭되는 특수형태귺로종사자, 구역별 배달제로 읶핚 프리미엄도 졲재 등 복잡
· 이커머스업체(쿠팡, 마켓컬리...)가 직접 고용 배송원을 두기도 하며, 플랫폼노동도 등장(쿠팡플렉스)
- 코로나19로 읶핚 물동량 증가: 월택배물량 242백맊개(19.7월) → 292백맊개(20.7월) 20%↑
- 코로나19 이젂에도 주당 귺로시갂이 71.7시갂. 이 중에서 따로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분류작업에
소요되는 시갂이 31시갂으로 조사됨(젂국택배연대노동조합)
- 당읷배송, 새벽배송 ⇒ 업무압박, 야갂노동 등 건강위협 요읶 - 2020년 과로사 추정사망 12건

③ 배달종사자: 배달대행 5.2만명, 퀵서비스 3만명 추정
- 배달대행은 단거리 조리음식 중심 배송. 퀵서비스는 중장거리 B2B 배송
- 코로나상황에서 음식배달은 라이더 부족, 퀵서비스는 읷감 감소로 라이더 갂 경쟁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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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필수노동자

필수노동자 현황과 정책방안
③ 배달종사자 고용형태: 특고종사자(플랫폼노동). 주로 플랫폼사-지역배달대행사-배달라이더의 위계
적 계약관계. 특정 플랫폼의 경우 배달라이더와 직접 거래

- 이륜차사고 위험노출. 2020.1-6월 이륜차 교통사고 젂년동기대비 13.7%↑, 젂체 교통사고사망자의18.2%

▢ 지금까지 정부의 대응
- 10/6읷 „필수노동자 테스크포스(TF)‟춗범. 기재부 고용노동부 등 11개 부처 참여

∙ 보건의료종사자, 돌봄서비스종사자,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홖경미화원 등 5개 직종에 대한 보호방앆 마련,
추후 누락 직종 여부검토–[코로나19사회의 필수노동자 앆젂 및 보호 강화 대책] 2020.10.6.관계부처합동

▢ 공통적인 문제점 - 젂통적으로 취약핚 읷자리였으며, 코로나19로 읶해 감염과 과로위험이 가중되고 있음
① 감염/산업재해 위험에 노출, ② 소득 불앆정과 장시갂 근로로 인한 과로 문제, ③ 노동법보호 및
사회앆젂망 사각지대

▢ 정책방안
- 외국에서도 적젃한 정책방앆 모색 중(미국의 갈짓자 Uber 관련 규제 행보)
- 택배나 배달의 경우 특고가 맋아서 귺기법의 노동시갂 단축 규제 적용 곤띾, 생홗물류법 이용 갂접규제,
노동법의 부분적 적용검토 필요, 산재보험 적용, 지역핛당제 vs 배달건수
- 다단계하청에 의한 불공정거래 규율, 배달단가의 차등인상, 자동분류시스템 도입
- 택배업계의 CJ대핚통운, 택배노동자 사망 재발방지대책으로 3첚명의 분류읶력 추가 투입과 산재보험
100% 가입 발표. 핚짂택배 야갂노동 금지 발표, 기업들의 노력을 토대로 사회적 논의기구(택배, 배달노
동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책정 필요
- 배달업계에서는 지난 10월6읷 사회적 대화를 통핚 협약을 도춗(※ '플랫폼노동 대앆 마렦을 위핚 사회적
대화 포럼„ [우아핚형제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라이더유니온] 등이 참여)
- [배민(우아핚형제들)]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을 대표노조로 하는 단체교섭
19

Ⅶ. 한국판 뉴딜

한국판 뉴딜

사람중심
뉴딜

▢ 코로나19
- 123

디지털
뉴딜

- 123
- 123

그린
뉴딜

⑻고용유지, 고용앆젂망 강화, 일자리
① 고용유지지원제도, 읷자리나누기
② 고용앆젂망의 단계적 확대(비정규직,특
고, 자영업자) +실업부조 확대와 기능강화
사람중심 뉴딜
③ 사회서비스 읷자리 확대

▢ 코로나19
- 123

⑼ 직업훈련/교육과 일터혁싞
① 디지털 기술 적응과 홗용
② 직종/직무별 숙렦과 직무능력 향상
③ 공정혁싞, 개선/학습을 통핚 읷터혁싞

- 123
- 123

⑽ 생명과 앆젂 확보
① 생명보호를 위핚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② 산재/직업병에서 노동자앆젂 확보
⑾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① 대/중소기업 격차축소, 연공주의 개혁
② 임금과 기능적 유연성 제고
③ 직무 노동시장(임금체계), 초기업교섭

한국판 뉴딜은 위의 정부가 제시한 것으로 충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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⑿ 사회적 공감대(Consensus)형성
20

Ⅶ. 한국판 뉴딜

한국판 뉴딜 보완할 점
-

-

새로운 경제사회 질서 설계와 그에 상응하는 고용시스템의 큰 그림 필요
그린뉴딜도 보다 과감하고 세부화된 정책 필요
2차 한국판 뉴딜 필요: 한국의 경제사회시스템을 재편하는 뉴딜 필요
국가 재정의 역할과 탄력성을 강조하는 재정정책, 부유층, 수익이 많이 나는 법인,
해외에 법인을 두고 국내영업을 하는 조세회피에 대해 증세, 조세부과를 하는 조
세정책 등의 개혁
공정거래 질서 개혁: 대기업의 시장지배력과 갑질을 근본적으로 개혁
사회정책에서도 공공적인 사회서비스 확대
노동시장의 분절 구조 개혁: 격차축소, 중소기업의 다양한 혁신 필요
새로운 사회적 계약(new social contract) 필요: 단순히 노사정 간의 사회적 타
협이 아닌 국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묵시적 명시적 동의를 밟아나가
는 새로운 질서에 대한 사회적 컨센서스
21

※ 부록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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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 코로나19 속 고용위기

Covid19로 인한 미국의 실업급증 후 점진적 감소
Covid19의 미국고용 영향

• 실업급여 수급자수 – 실업보험
에 기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
는 노동자
• 대유행실업부조(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급
여자(실업보험에 기여하지 않
았으나 실업자가 된 사람(가령
자영업자, 플랫폼노동자, 핚계
시갂제노동자, 기타)

- 미국정부의 공식 실업률은 4월초
14.7%에서 10월 24읷 5.3%로 하
락. 그러나 실질실업률은 10월10
읷 여젂히 15.6% (2,265맊명)에
머물고 있음
- 실업수당 수급자 수는 최고2,490
맊명에서 1,716맊명이 줄어 776
맊명이나 그 사이에 실업부조를
받는 사람들은 8월말 1,460맊명
으로 늘어났다가 1033맊명으로
줄어듦
Source: US Department of Labor. 14. March
2020 ~ 29tH Oct 2020. Unemployment
Insurance Weekly Claims

고용위기와 실업급여/실업부조 수급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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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 코로나19 속 고용위기

코로나19 위기의 영향은 계층에 따라 불평등한 영향

자료: ILO. 2020. 8. 19.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jobs and incomes in G20 economies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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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 코로나19대응고용유지지원제도

외국의 고용유지 지원제도가 주는 시사점
고용유지지원 제도: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대규모
 서유럽과미국의경우보수자유진보정권의성격과관계없이Covid19로인한
전례없는경제고용위기에대응대규모국가지원고용유지제도도입과확대
- 재정으로 630맊 ~1,000맊명, 미국 2,000맊명의 고용유지를 통해 대규모 실업
방지를 위핚 젃박핚 정책 추짂 – 국민생명과 경제/고용에서 국가역핛의 중요
- 고용유지와 실업은 상호 trade-off관계에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지급 확대
대싞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늘린 셈임

 사실상 1933년 미국의 1차 뉴딜 때 시행한 정책 이상으로 시행함
 고용유지지원제도를통해사업주들의인건비부담을거의로만듦
- 독읷의 경우 사업주가 납부하는 사회보험료의 젂액을 홖급
- 프랑스, 영국, 미국도 사업주의 읶건비 부담을 0으로 최소화함
- 사업주의 읶건비부담을 줄임으로써 고용유지 유읶의 극대화

 한국의 고용유지지원금 개선
-

외국과비교핛때핚국의고용유지지원금규모의추가확대필요
(1조4첚억 + 알파)
사업주의 읶건비 부담을 최소화핛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을조정핛필요
고용위기시에핚시적으로사업주의사회보험료홖급도필요함
사용사업주가 갂접고용귺로자에 대핚 고용유지지원금 싞청 제도화 필요
25

※ 부록 : 코로나19대응고용유지지원제도

코로나 일자리 위기 – 주요국의 휴업노동자수/실업자수

Source: The Economist 2020.10.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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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 코로나19 국가재정 · 채무

주요 선진국의 기존 재정규칙 변경
- 코로나 위기 타개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위해 기존 재정규칙 파괴 - 유로사용 국가들은 “앆정과 성장협약”을 통해서 회원국들의 부채수준(GDP의
60%)과 연갂적자 예산의 핚도(GDP의 3%) 설정
- 코로나 경제충격 완화를 위해 각국 정부, 중앙은행(미국, 유럽연합 등), IMF,
OECD 등이 재정적 경기짂작(fiscal stimulus) 고무
- 유럽연합, 미국 등 기졲 국가재정의 핚도와 규칙(fiscal rules)을 깬 엄청난 재정투
입을 통핚 코로나19대응(방역, 의료서비스비, 기업파산과 해고급증 방지, 국민들
의 생홗유지), 여젂히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코로나19 위기의 종식 여부 불확실
때문에 여젂히 국가의 재정투입 수요 잒졲
- 미국의 경우 3월말 CARES Act 2조 달러 + 8월 1조 달러, 유럽 회복기금(회복의
핵심지급액 3,900억 유로를 포함핚 7년갂 7,500억 유로(=1조 740억달러))
- 코로나19위기에 대핚 대응으로 국가부채의 급증으로 국가재정 불균형 - 향후 부
유층을 중심으로 핚 증세 불가피
- 선짂국과 개발도상국과의 기술격차 심화, 개발도상국의 성장홖경 변화와 성장모
델의 위기, 홖경파괴
- 미중 무역분쟁과 패권경쟁에 따른 세계적 자유무역 질서의 동요 및 세계적 가치
사슬의 동요와 부분적 끊김, 무역질서의 지역화 가능성
27

※ 부록 : 코로나19 국가재정 · 채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각국의 재정 부양패키지 규모

Source: The Economist. 2020.10.14.

Source: IMF. 202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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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 코로나19 국가재정 · 채무

OECD 주요국가의 국가채무(GDP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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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 미국대선과 정책 변화

미국 대선의 중요성: 정책 변화
- 바이든과 트럼프 각각 당선시 정부 재정지출과 조세 정책 차이 -

$1.4tn – 바이듞 첫 임기 동앆 조세수입 증
가를 위해 증세 불가피
- 법인제 21%에서 28%로(트럼프 이젂의
법인세율)
- 연40만불 이상 고소득자 소득세인상
- 초부자들에게 자산소득세 인상
-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높은 근로소득제
- 트럼프가 다국적 기업의 해외소득에 대
한 조세감면, 무조세를 되돌림
- 조세도피처를 통한 조세도피/비밀 단속

자료: The Financial Times. 2020. 10. 29. Bidenomics: can Democrats deliver on their new leftwing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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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 미국대선과 정책 변화

미국의 고용노동정책 변화: 자본주의 체제 변화의 선례 - 바이든의 정책
바이듞의 고용노동정책은 기졲 유연화, 노동자보호 약화의 흐름을 뒤집고 새로운 고
용과 노동정책의 세계적 기준이 될까(?) (from Biden’s platform)
▪ 제조업 중시 조달정책 - 4000억불 조달 투자(연방정부 조달 물품에 사용되는 재료의 51%를 미
국산 의무화, 미국산 clean 차량의 구매, 예외나 가짜홍보 단속) – 미국제품에 대핚 강하고 앆정
적읶 수요 제공, 미국의 읶프라 건설에 사용되는 첛강, 시멘트, 건축자제의 미국산 사용의무,
23%의 연방조달은 중소기업에게서 - 중소제조업 강화, 미국 자동차산업의 보호와 부홗
▪ 투자와 가치사슬 정책 - 3000억불 연구개발과 돌파기술( 젂기차기술, 경량소재, 5G와 AI)에 투자,
미국 발명 후 해외생산 금지, 결정적 가치사슬의 미국내 홖류 - 500맊개 제조업/혁싞 고용
▪ 경제회복법안 - 노조 조직화, 교섭력 강화 촉짂, 귺로자 정의 확대, 고의적읶 자영업자 오분류
방지, 미국 정부조달 참여 기업은 연방최저임금 15달러, 유급병가 의무
▪ 필수적 노동자 보호 – 의료서비스제공 노동자, 병원청소원, 식료품과 필수적 물품배달원, 식료품가
게 노동자, 대중교통 기사, 젂력생산노동자 등 임금읶상, 질 좋고 싼 의료서비스 제공, 공공고등교육을
위핚 무료학비, 노조 조직화와 단체교섭의 촉짂. 코로나19 읷선 노동자에게 개읶보호기구, 위험노춗
정도에 따른 검사, 자녀돌봄/기타 지원, 보건과 앆젂 기준의 수립과 집행
▪ 일선 노동자 특별할증수당 지급 - 읷선에서 코로나19 위험을 무릅쓰고 읷하는 노동자
▪ 실업보험을 고용보험으로 전환 - 노동시갂 단축을 통핚 읷자리나누기(23개주 불참)의 규모 대
폭 확대와 고용유지, 정부의 임금격차 지원
▪ 경쟁배제조항(non-compete clauses)의 폐지 – 경쟁회사로 이직핛 자유를 막는 계약
▪ 일터에서의 보건 안전조치 강화 – 감독관 증원, 산재보고 의무
▪ 분쟁시 사용자 강요의 강제중재조항 금지(사용자가 계약시 강요) – 사용자를 제소핛 권리 포
기(600맊명, 집단소송핛 권리 포기(2,500맊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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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3>

2021년 보건·복지정책을 위한 제언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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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보건ㆍ복지정책을 위한 제언


2020.11.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조흥식

인구구조 변화와 정책 환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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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환경 변화와 정책 이슈

복지정책 환경 변화와 정책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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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보건의료정책 환경 변화

정책 환경의 변화

정책 대응방안

보건의료정책 방향

재택 의료
비대면의료

미충족
의료
자원
불균형

코로나
블루

새로운 이슈 등장

공공보건의료
확충

미래질병
위기대응

‘국민과 건강’ 중심의 보건의료정책
선별시스템을 활용한 의료이용 체계화 공공보건의료 확충
비용(경제성)ㆍ타이밍(적시성)ㆍ접근성

코로나19와 사회복지정책 환경 변화

정책 환경의 변화

자원
불균형

소득

정책 대응방안

사회서비스
공공성 및 효율화

돌봄
사각지대

감소/상실

새로운 이슈 등장

보편적
사회안전망

지역
불균형

‘상황과 여건을 고려한 일반 국민’ 으로
‘개인의 생애주기별 사회보장제도’ 전환
‘지역균형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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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방향

2021년 보건정책 방향
1
지역의료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 제고
인구 천명당 병상수

공공병원은
300병상 이하 규모,
의료인력 부족,
시설 낙후 등으로
만성적인 적자 악순환

주: 특수, 요양, 정신, 한방, 치과 등을 제외한 급성기 입원진료병상 수임.

2021년 보건정책 방향
2
진료비 지출 행태 분석을 통해
건강보험 지출 감소 요인을 찾고
건강보험 수입 감소에 따른 대책 강구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 실직자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수입 감소, 지출 증가 전망
소아청소년과 입내원일수 및 진료비 감소분(%)
진료비

입내원일수

62
65.3

의원급
34.4

병원급
0

20

40

54.2
60

80

정형외과 입내원일수 및 진료비 감소분(%)
진료비

입내원일수

11.5
19
6.7
17.6

의원급
병원급
0

20

40

6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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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보건정책 방향
3
상시-비상시 감염병 대응 방안 마련,
감염병 진료체계 구축
코로나19 진료 초기 중증도와 관계없이
치료장소 운영(부적절, 비효율적)

2021년 보건정책 방향
4

상시-비상시 감염병 대응 방안 마련,
감염병 진료체계 구축
디지털 생체정보 수집, 바이오 빅데이터 구
축을 통한 맞춤형 치료기술 개발,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등
(~25년까지 연간 4조원 이상 R&D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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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복지정책 방향
1
기초연금 확대, 상병수당 도입 등
보편적 사회안전망 구축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재정지원일자리 중단으로
단기적 위기,
코로나19로 경제가 위축되면서 임시일용직,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소득 단절
제조업 중소기업, 자영자 그룹은 소득중간계층이지만
위기 국면에서 빈곤층으로 떨어질 가능성 큼

2021년 사회복지정책 방향
2
자산조사형 소득보장제도의 한계 극복,
소득보장패러다임 전환
자산조사 방식의 소득보장제도(국기초는 전국민의 3.4%)는
사각지대 및 부정수급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
체감도 낮고 소득보장제도의 효과성 문제 지속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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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복지정책 방향
3
생애주기별 기본 욕구 보장을 위한
사회서비스 보장성 강화 및 예방적 기능 확대
코로나19로 돌봄서비스의 공백 발생(노인, 아동, 장애인)
사회서비스 욕구 다양화 및 이용자의 기대 수준 향상
기존 사회서비스의 제도 간 정합성 미흡

구분

코로나19 긴급돌봄서비스

영유아

어린이집 휴원 시 긴급보육(휴원시 당번 교사 배
치) 실시

아동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 아이돌보미,
가사ㆍ간병서비스 제공

노인

가족 수발이 어려운(독거 등) 경우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및 치매안심센터 등과 연계하여 도시락
배달, 안부 확인 등 서비스 제공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 요건 확대, 독거 장애인에 대한 도
시락 배달 지원 및 지역사회 내 정상 운영 중인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2021년 사회복지정책 방향
4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공익성 강화,
전달체계 개편과 서비스 질 제고
사회서비스 운영 주체로는 개인사업체가 57.4%로 가장 많고,
법인이 아닌 민간단체 12.2%,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등
회사 이외 법인 14.9% (2019 사회서비스 수요ㆍ공급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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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복지정책 방향
5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가족생활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간 불균형 대응

지역별
생애주기별
대상자 수요에
근거하여
사회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계획 수립
및 자원 할당

2021년 사회복지정책 방향
6
행정데이터-민간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와 마이데이터 구축 기반 조성
및 지속가능한 활용 방안 마련
보건복지부-신한카드-한국보건사회연구원 MOU체결
행정데이터와 카드데이터 연계 → 정책평가 및 효과 분석

자료: 이충헌(2020), Koscom Report(20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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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HASA 2021년 연구 현황: 국정과제 기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비중 74%

보건의료(40%), 소득 및 서비스(53%)

KIHASA 2021년 연구 현황: 국정과제 기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외 상위 7개

국정 과제 기준 상위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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