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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9.9%로 전체 실업률 3.7% 보다 매우 높은 가운데 고용노동부 종합취
업지원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가 도입 10년차를 맞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2018년 내실화 시기를 맞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시기별 변천과정의 특징과
단계별 특성 비교분석, 사업개선안과 한계점 등을 조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정책의 시기별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도입기
(2009~2011)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을 위해 도입되었지만 홍보부족으로
참여인원이 목표에 미달한 채, 모집과 참여,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확장기(2012~
2014)는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을 신설하여 취업에 난항을 겪는 청년층과 최저생계비 250%
이하 중장년층도 사업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 확대에 주력한 시기로 분석됐
다. 발전기(2015~2017)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던 희망리본사업을 통합하여 취업성공패키지가
국내 유일의 저소득층 대상 종합고용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출발하는 가운데 본 사업이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는 종합 모델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시기로 분석되고 있다. 내실화기
(2018~ )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양적 발전을 넘어 질적인 도약을 꾀하는 충실화 시기로
압축된다. 그동안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양적 급성장과정에서 미약했던 취업지원서비스의 내
용적인 측면이 적지않은 한계점을 노출시킨 만큼 이 시기에는 패키지 단계별 서비스 내용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충실화 작업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파악된다.
본 논문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전개과정을 라이프사이클화 시켜 시기별로 특징을 조명
했을 뿐만 아니라 변천과정 단계별로 그 특징을 비교분석하여 한계점과 개선안, 시사점 등을
종합적으로 도출했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를 들수 있다. 이는 향후 전개될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선진 운영방향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
만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한 유형별 기능적인 완전한 차별성과 참여자들에 대한 질적 욕구에 대
한 만족도 제고 그리고 지자체 프로그램과 연계 및 내실화 차원에서 야기되는 인프라 구축의
*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labour21@keis.or.kr, 제1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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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성과 취업일자리 질제고 문제 등은 향후 극복해야할 한계점이자, 시사점으로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해결해야할 중요한 개선과제로 남겨지고 있다.
<주제어>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취약계층, 희망리본사업, 종합고용서비스, 고용-복지연계모델.

Ⅰ.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노동시장의 고용지표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최근 OECD 회원국들의 고용상황이 개
선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실업률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한국의 실업률만 4년째
반등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우리의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한국 전체 실업률
3.7%(2018년 1월 기준, OECD 35개 회원국 실업률 발표 중 한국 실업률 3.7%)를 훨
씬 넘는 9.9%를 기록하여 2천년대 통계기준 변경 이래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국내 노
동시장이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범국
가적 정책 프로젝트로 출범시킨 종합취업지원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가 주목을 받고 있
다. 취업성공패키지는 고용노동부가 2009년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출범된 정책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 2018년 도입 10년차를 맞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가 최근 다시 초점의 대상이 되는 배경에는 도입기(2009~2011)
와 확장기(2012~2014), 발전기(2015~2017)를 거쳐 올해 내실화기(2018~ )로 접어
들면서 양적, 질적 차원에서 위축된 국내 노동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종합고용서비스 제
도가 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2009년 태동시점의 취업성공패키지의 정식 명칭은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이라는 모양새로 시범사업형태로 시작됐다. 2010년 정식 명칭인 ‘취업성공패키지’로 개
명한 후, 이 사업은 내실화기를 맞고 있는 지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며 우리
노동시장 곳곳에서 취업활성화를 위해 분주히 뛰고 있다. 특히, 취업성공패키지가 주목
받는 이유는 출범 당시의 지원 주력대상인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확장기에 접어들면서
취업난에 고통받고 있는 젊은이들을 위한 청년층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청년취업
성공패키지’와 관련된 많은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 높은 청년실업
률에 비쳐보았을 때 매우 의미심장한 대목이 아닐수 없다(고용노동부a, 2015).
사실 취업성공패키지는 글로벌 금융경제위기와도 인과관계를 맺고 있다. 2008년 글
로벌 경제위기로 인하여 저소득층의 고용시장에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이들 대부분이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자 이러한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기
- 62 -

김호원ㆍ이종구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변천과정과 시기별 특징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위해 도입한 한국 최초의 고용서비스 사업인 것이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2009년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 시범사업과정을 거친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2012
년에는 유사한 종합고용서비스 사업이나 특정 계층(청년, 고령자)을 대상으로 하는 청
년층 뉴스타트, 디딤돌일자리사업 등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통합하여 사업규모를
대폭 확대하였다.
2009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자는 약 9,082명이었으며 지속적으로 참여대상을
확대하여 2018년 사업 목표인원 31만명 수준까지 확대되었다. 특히, 초기 차상위 및
차차상위 계층을 주 대상으로 하던 사업을 2012년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대상에 포함
시키고 자산빈곤 및 다양한 취업취약집단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빈곤층을 사업대상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국내 노동시장의 위기상황에서 지난 2009년 취업취약계층을
정책대상으로 한국 최초의 종합고용서비스 사업으로 도입한 취업성공패키지의 시기별
변천과정의 특징과 단계별 특징 비교분석, 사업개선안과 한계점 등을 조명하는 데 초
점을 두고 있다. 또한 본 논문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전개과정을 라이프사이클화
시켜 시기별로 특징을 조명했을 뿐만 아니라 변천과정 단계별로 그 특징을 비교분석하
여 현재 내실화기를 맞고 있는 본 사업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대책안 그리고 시사점 등
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를 들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노동부가 지난 2009년 9천명 정도의 참여자 규모로 시범사업 치원에서
착수한 취업성공패키지가 2018년 참여자 목표 총 311,000명, 예산 5,029억원의 명실
상부한 국가적인 종합취업지원사업으로 발돋음한 시점에서 그동안 본 사업이 추진해온
전 사업영역을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현 상황에서 이것이 지니는 시대적
인 역할과 의미를 분명하게 재정립해둔다는 취지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2. 연구범위 및 체계도
본 연구는 고용노동부가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을 정책대상으로 시도한 최초의 고용서
비스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로 지칭되는 국가 정책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시기별로 그
특징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진행될 본 사업의 행보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
적이 있다. 이를 위한 연구의 접근방법과 연구범위, 구성체계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연구방법은 취업성공패키지가 출범한 2009년을 시점으로 지원대상과 사업목표, 수행
주체, 참여인원 등의 변화에 근거하여 시기별 4단계로 구분하여 접근했다. 이 전개과정
에서 각 시기별로 나타나는 특징을 조명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비교분석하는 형태로 연
구체계를 구성했다. 즉, 본 연구는 단계별로 나타나는 미시적이고도 부분적인 특징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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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및 체계도

시 전체 과정에서 비교분석함으로써 본 사업의 전체 맥락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짚을수
있는 탐색적이고도(exploratory article) 사적인 연구방법(historical studies)을 동시
에 원용하는 접근기법을 사용했다. 연구범위는 본 사업의 출범기부터 충실화기 과정에
접어든 현재 까지를 도입기(2009~2011), 확장기(2012~2014), 발전기(2015~2017),
내실화기(2018~ ) 등 4단계로 구분시켜 전개하였으며 각 시대별 지원대상, 사업영역,
목표, 특징 등을 시기별, 단계별, 특징별로 체계적으로 접근한 후, 종합 비교분석 하는
형태로 진행했다.
본 연구는 Ⅲ. 장에서부터 시기별로 탐사방법을 동원하여 취업성공패키지의 전개과
정과 특징을 분석했으며 Ⅳ. 장에서 다시 시기별로 취업성공패키지의 특징을 전체적으
로 상호 비교 분석한 만큼 탐색적 연구방법에 주력했다.

Ⅱ. 취업성공패키지 동향 및 현황 고찰
1. 취업성공패키지 동향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비록 사업 시작 10년차라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고용센터(이하 ‘고용센터’라 한다.)
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위탁기관과의 역할 분담구조도 계속 조정해 왔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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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사업초기에는 고용센터가 참여자 모집과 고용서비스 제공을 주로 담당하고 지자
체는 소극적인 역할에 머물렀다. 왜냐하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초기에 조건부 수급자
들의 참여가 가능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조건부 수급자를 자활사업이 아닌 취업성공패
키지 사업에 참여시킬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은 처
음 시범사업으로 시행된 2009년에는 사업의 일부분(취업알선 및 구인개척)에 대한 부
분위탁만 있었으나 본 사업이 시작된 2010년에는 사업의 전 과정을 위탁하거나 취업
알선을 부분위탁하는 형태로 민간기관과의 역할 분담이 점차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2011년에는 모집과정을 제외한 전 과정을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대신, 부분위탁방식
을 폐지했다. 이 시기에는 민간위탁기관의 자체모집을 금지하고 고용센터에서 참여자
를 모집한 이후 프로파일링을 거쳐 취업난이도가 높은 순으로 민간위탁 대상자를 선정
했다. 즉, 취업역량이 높은 구직자는 고용센터가 담당하고 취업역량이 낮아 더 실질적
인 고용서비스가 필요한 구직자는 민간위탁기관이 담당하도록 사업을 구성했다.
2015년 이후 현재와 같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저소득층과 청년 및 중장년으로
구분되어 2개의 프로그램으로 정착되자, 취업난이도가 높은 패키지Ⅰ사업은 고용센터
가 직접 수행하고 상대적으로 취업난이도가 낮은 패키지Ⅱ사업은 민간기관에 위탁을
주는 방식으로 구분하여 수행되고 있다. 또한 2015년부터는 희망리본사업이 취업성공
패키지에 통합되고 2016년 사전단계가 의무화됨에 따라 Ⅰ유형의 경우, 고용센터와
지자체 간의 연계가 더욱 강화되고 Ⅱ유형은 민간위탁기관이 전담하고 있다.
<표 1> 취업성공패키지 단계별 지원내용
구분

1단계(상담ㆍ진단)

2단계(직업능력향상)

3단계(취업알선)

패키지
Ⅰ

• 3주~1개월
• 참여수당
최대 25만원

• 최장 8개월
• 훈련비 300만원
(내일배움카드, 최대10%)
• 참여수당 최대 40만원(6개월)

• 최장 3개월
• 취업성공 시
최대 150만원지급
• 청년 구직 촉진수당
30만원, 최대 3개월

패키지
Ⅱ

• 1주~1개월
• 참여수당
최대 20만원

• 최장 8개월
• 훈련비 200만원
(내일배움카드, 자부담 5~50%)
• 참여수당 최대 40만원(6개월)

• 최장 3개월
• 청년 구직촉진수당
30만원, 최대 3개월

출처：(고용노동부, 2018)

특히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은 I 유형에 대해서 필수 서비스가 있고, Ⅱ 유형에는
없었는데 이를 모든 유형에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실업급여 수급중 참여 가능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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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료 후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변경 되었다. 또한 파견업 취업관련 실적을 인정하였
지만 2018년은 취업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평가실적과 인센티브 지급대상
에서 제외 된다.
취업성공패키지 프로세스는 참여자의 특성 진단(프로파일링)을 토대로 최장 1년간 진
단ㆍ경로설정(1단계) → 직업능력증진(2단계) → 취업알선(3단계)의 단계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종합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참여대상은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눠진다. 먼저
Ⅰ유형의 지원대상은 중위소득층과 취업취약계층이다. 중위소득층은 중위소득 60% 이
하 가구 구성원이며 취업취약계층은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여성가
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영세자영업자(연간매출액 8천만원 미만)에 해당되며 Ⅱ유형은
청년층과 중ㆍ장년층이 해당된다. 청년층은 만 18~34세 이하 미취업청년이며 중ㆍ장년
층(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정액 이하 가구 참여가능)은 만 35~69세 이하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의 구성원에 속한다.
지원내용은 단계별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참여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먼저 1단
계에서는 상담, 진단을 통해 청년층 취업역량 및 원하는 구인처를 파악하고 향후 취업
지원경로를 설정(1단계 상담시 참여수당지급)하는 과정이며 2단계는 직업능력향상을
위해 훈련, 인턴, 창업, 해외취업 등 프로그램으로 연계 지원(훈련 참여시 훈련참여수
당 지원)하는 과정이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구인정보제공 등 집중적으로 취업알선을
진행(청년층 최대 90만원)하는 과정이다.

2. 취업성공패키지 시기별 실적 현황
취업성공패키지 실적은 집행실적기준으로 2009년도 예산 46억원, 참여자 9,082명
에서 2016년도 예산 3,246억원, 참여자 364,720명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취업성공패
키지 실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9년 약 9,000여명에서 2016년 기준, 약
365,000여명으로 7년만에 약 40배로 증가하였으며 예산은 2016년이 2009년에 비해
약 70배 정도 증가하였다.
참여대상자도 2012년 참여자 가운데 저소득층 76,418명, 청년 41,573명 그리고 중
장년은 25,258명으로 저소득층 참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2016년 참여
자 중 저소득층은 145,042명, 청년 191,769명 그리고 중장년은 27,909명으로 청년층
참여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연령별로는 20~40대가 전체의 80% 이상이고 이
가운데 2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점차 증가추세(2013년 34.9%
→ 2014년 37.9% → 2015년 47.1% → 2016년 5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성공패키지 세부 유형별 참여자 수는 I유형 저소득층의 경우, 확인대상자(차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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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 참여자가 2012년 44,364명에서 2016년 82,305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이 주목할
만 하다. Ⅱ 유형 청년의 경우, 대졸이상 미취업자가 2012년 24,443명에서 2016년
72,494명으로 대학교 재학생과 2/3년제 대학교 재학생이, 2015년 각각 16,666명과
11,768명에서 2016년 각각 38,605명과 23,820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일반계
고졸 이하 비진학 청년도 2015년 9,491명에서 2016년 23,624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2> 취업성공패키지 연도별 실적 현황(2009~2018)
구 분
예산
(계획)
집행
(실적)

예산(억원)

2009
년도

2010
년도

2011
년도

2012
년도

2013년도
(추경포함)

2014
년도

104

197

574

1,396

1,696

2,171

2015년도 2016년도
(추경포함) (추경포함)
3,374

3,494

2017
년도

2018
년도

4,411

5,029

물량(명) 10,000 20,000 50,000 226,000 230,000 250,000 360,000 340,000 361,000 311,000
결산(억원)
물량(명)

46

141

569

1,065

1,939

2,009

2,562

3,246

9,082 25,228 63,964 143,249 208,775 193,745 295,397 364,720

-

-

-

-

출처：(고용노동부a, 2017) 및 (고용노동부, 2018) 참고하여 연구자가 재구성.

3. 취업성공패키지 시기별 참여자 만족도 추이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사업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하반기 구조화된
설문지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민간위탁기관별 30개 표본을 원칙으로 하여 전화
조사를 통해 실시한 만족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2017년 전반적 만족도는 82.3점으로 2016년(86.1점) 대비 -3.8점 낮게 평가되었으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업무처리절차 만족도는 81.5점으로 2016년(84.0점) 대비 -2.5
점 낮게 평가되었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기대 대비 만족도는 76.7점으로 2016년(77.8점) 대비 -1.1점
낮게 평가되었고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대한 추천 의향은 80.8점으로 2016년(79.9
점) 대비 0.9점 높게 나타났다. 상담품질에 대한 만족도는 85.2점으로 2016년(88.0점)
대비 -2.8점 낮게 평가됐으며 이에 반해 서비스 이용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82.7점으로
2016년(82.0점) 대비 0.7점 높게 평가됐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양적인 성과는 크게 높아졌지만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사업 참여자들의 사업
에 대한 만족도 측면은 이전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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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취업성공패키지 전반적 만족도 및 업무처리절차 만족도
전반적인 만족도

업무처리절차 만족도

출처：(한국고용정보원, 2017)

<그림 3> 취업성공패키지 기대 대비 만족도와 추천의향
기대대비 만족도

추천 의향

출처：(한국고용정보원, 2017)

<그림 4> 상담품질 만족도와 시설 및 이용환경 만족도
상담품질 만족도

시설 및 이용환경 만족도

출처：(한국고용정보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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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기별 취업성공패키지 전개과정과 특징 분석
1. 도입기(2009~2011)：저소득 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 착수기
2009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차상위 이하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최초의 고
용정책 개입으로 저소득층의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가 도입되
었다. 하지만 사업 첫 해는 시범사업으로 참여자 1만명을 목표로 시작했지만 참여인원
이 9천여명으로 목표에 미달할 만큼 사업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 시기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대상은 ‘만 15~64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각 유형별 참
여요건에 해당하고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지고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희망하는 자’로
규정했다(2009년에는 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로 규정됨). 즉, 사업의 대상은 근로가
능인구를 대상으로 일반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심각한 취업장애요인을 가지고 있는 상
태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며 사업에 참여의사가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설정했다. 이 가
운데 구직 장애요인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된 사항은 소득빈곤자(조건부 수급자, 최저생계
비 150% 이하), 노숙인, 출소예정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결혼이
민자, 비주택거주자,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 건설일용근로자, 장애인 등 이었다. 이외
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근로무능력자로 판정되어 근로조건이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에도 본인의 참여의사가 있으면 지자체의 추천을 거쳐 사업에 참여할 자격을 부여했다.
<표 3> 취업성공사업패키지 사업 도입기(2009~2011)
구분

지원대상

2009년

• 조건부수급자
• 차차상위 이하

2010년
<추가>
• 결혼이민자
• 북한이탈주민
• 고용센터(80)
• 민간위탁(55)

2011년
<추가>
노숙인/위기청소년/출소(예정)자/
신용회복지원자/건설일용근로자
여성가장/영세자영업자
(연매출 8천만원 미만)
• 고용센터(81)
• 민간위탁(243)

수행 주체(기관)

고용센터(81)

유형별 수행 주체

-

목표 인원(명)

10,000

20,000

50,000

참여 인원

(9,082)

(25,228)

(63,965)

예산(백만원)

10,387

19,712

57,386

집행

(4,590)

(14,148)

(56,915)

고용센터+민간위탁

출처 : (고용노동부a, 2017) 참고, 연구자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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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는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출소(예정)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신용회
복지원자, 여성가장 등의 기존 복지사업 대상자와 영세자영업자, 비주택거주자, 건설일
용근로자가 사업대상에 포함되었다.
참여자의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2009년 사업이 시작되고 난 이후 2011년까지 사업
규모가 매년 2배가량 늘어나면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주로 참여한 대상자들은 차상
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 즉,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고용보험 사이에서 소득보호를 받지
못한 복지사각지대의 대상자들이다. 반면, 지자체 의뢰를 받는 조건부 수급자의 비중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이와 같이 참여자의 비중을 살펴보았을 때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전달체계에서 고용센터와 민간위탁사업자가 자체 모집하는 참여자들이 갈수록 늘어나
서 전체 참여자의 약 80%를 차지하였으며 지자체가 전달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반
면 갈수록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양지윤 외, 2016).

2. 확장기(2012~2014)：지원대상 확대 통한 사업 확대기
2012년부터는 취업성공패키지 Ⅱ를 신설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과 최저생
계비 250% 이하 중장년층도 사업대상으로 포함하고 ‘청년 뉴스타트’, ‘고령자(50~64
세) 뉴스타트’ 사업을 통합하는 등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시기였다(고용노동부a, 2016).
2012년의 경우, 2011년의 4개 세부 프로그램을 하나로 통합하고 단계별로 지원되
는 수당체계를 일원화했다. 이는 기존 Ⅱ유형과 Ⅲ유형의 참여대상자인 청년층과 중장
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고용지원프로그램(청ㆍ장년층 내일희망찾기사업)이 신설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2012년 미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체결에 따른 농어민 등
일부 사업자 및 근로자에 대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들을 사업대상에 포함시켰다.
2013년에는 2012년 분리되어 운영된 청ㆍ장년층 내일희망찾기사업이 취업성공패키
지 사업으로 흡수되어 취업성공패키지Ⅰ(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Ⅱ(청ㆍ장년층)로
분리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고용노동부, 2013). 2014년부터는 조건부 수급자들
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 단계를 신설하여 지자체에서 자활사업과의 역할분담과 연계를
강화했다(고용노동부b, 2014).
또한 2012년부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규모가 대폭 확대되어 참여자가 10만명을
넘었다. 이에 따라 2012년 참여인원이 14만여명, 2013년 20만여명, 2014년 19만여
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 같은 참여인원의 확대로 기존 고용센터 중심의 참여자 모집
과 서비스 전달체계에 과부하를 줄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2012년 이후
민간위탁 참여 규모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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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취업성공사업패키지 사업 확장기(2012~2014)
구분

2012년
<추가>
• 장애인
• FTA피해실직자

지원대상

수행 주체(기관)
유형별 수행 주체

<Ⅱ유형 신설>
• 청년 미취업자
(소득 무관)
• 중장년 미취업자
(최저생계비 250%
이하)

2013년
<추가>
￭Ⅰ유형
•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자
￭Ⅱ유형
• 영세자영업자
(연매출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 고용개발촉진 지역
이직자

• 고용센터(81)
• 민간위탁(268)

• 고용센터(82)
• 민간위탁(275)

2014년
<추가>
￭Ⅰ유형
• 국가유공자
• 맞춤특기병
￭Ⅱ유형
• 맞춤특기병
<제외>
￭Ⅰ유형
• 출소(예정)자
• 고용센터(83)
• 민간위탁(273)

(Ⅰ유형) 고용센터+민간위탁기관/ (Ⅱ유형) 고용센터

목표 인원(명)

226,000

230,000

250,000

참여 인원

(143,249)

(208,775)

(193,745)

예산(백만원)

139,620

169,642

217,085

집행

(106,470)

(193,851)

(200,873)

출처：(고용노동부a 2017; 고용노동부b 2013; 고용노동부b 2014) 참고, 연구자가 재구성.

3. 발전기(2015~2017)：고용-복지 연계 통합기(종합고용서비스사업 출범기)
2015년부터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던 희망리본사업을 통합하여 취업성공패키지 사
업은 국내 유일의 저소득층 대상 종합고용서비스 사업이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자활
사업 등 복지 대상자에 대한 고용지원이 확대되었다(고용노동부b, 2015). 2016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노동부는 2013년부터 시작
된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사전단계를 2016년부터 의무화 시키고 기초지자체에 배치하
는 등 조건부 수급자의 모집과 사전단계를 담당하는 자립지원상담사를 확대하였다. 또
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민간위탁기관과 공동으로 진행하던 패키지 사
업Ⅰ을 고용센터가 단독으로 진행하게 하고 청ㆍ장년층을 담당하던 패키지Ⅱ를 민간위
탁기관이 수행하도록 역할을 재조정하였다. 이것은 정부의 정책기조가 고용과 복지정
책 연계 확대를 통하여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위치한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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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취업성공사업패키지 사업 발전기(2015~2017)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지원대상

<추가>
￭Ⅰ유형
• 미혼모, 한부모
• 실업급여수급자(수당미지급)
￭Ⅱ유형
• 마지막학년 재학생
• 실업급여수급자(수당미지급)
• (명칭변경)
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재난지역 이직자

<추가>
￭Ⅱ유형
• 고용위기업종
근로후 실직자
• 기업활력법에
따른 실직자
(중장년은 중위
소득 150%까지
허용)

<추가 없음>

• 고용센터(94)
• 민간위탁(288)

• 고용센터(94)
• 민간위탁(322)

수행 주체(기관)

• 고용센터(86)
• 민간위탁(309)

유형별 수행 주체

(Ⅰ유형) 고용센터/ (Ⅱ유형) 민간위탁기관

목표 인원(명)

360,000

340,000

316,000

참여 인원

(295,404)

(364,720)

361,000

예산(백만원)

337,426

349,362

327,292

집행

(256,184)

(324,623)

-

출처：(고용노동부a, 2017; 고용노동부b, 2015; 고용노동부b, 2016; 고용노동부b, 2017) 참고,
연구자가 재구성.

이와 같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재편과정에서 특징적인 것은 그동안 제한적 참여
에 머물렀던 기초생활보장제의 조건부 수급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자체에
자립지원 상담사를 파견하여 조건부 수급자들의 밀착사례관리를 통하여 사업참여를 원
활토록 했다는 점이다(양지윤 외, 2016). 이렇게 하여 취업성공패키지는 고용부 사업
을 벗어나 고용-복지연계 모델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고용ㆍ복지 연계
강화를 위해 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센터 및 취업성공패키지 역할의 확대를 추진하면
서 그동안 중복사업 지적을 받아왔던 희망리본사업과 통합(2015년~ )하기에 이르렀다.
2015년 희망리본사업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통합되면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자활사업과의 경쟁관계가 더욱 심화됨에 따라 2016년부터 노동부는 시군 단위에서 조
건부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이전의 사전단계를 의무화 시켰고 2016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자활사업도 상당부문이 변경되
었다(보건복지부, 2016).
먼저 맞춤형 급여에서 근로능력평가 대상자는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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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 급여 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근로능력의 판정은 생
활급여 수급대상자 중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이 필요한 이들이 근로능력평가용 진단
서 및 소견서 등을 준비하여 시ㆍ군ㆍ구에 제출하면 행복e음을 통하여 국민연금공단에
근로능력평가를 요청하게 된다. 한편 2016년부터는 희망리본프로젝트 사업이 취업성
공패키지 사업에 통합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하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수
급자가 사업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변경된 제도하에서 지자체가 근로능력을 평가한 결과,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때
지자체 기초생보 담당자는 자활사업 참여 이전에 원칙적으로 고용센터에 조건부 수급
자를 고용센터에 우선적으로 의뢰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센터는 의뢰받은 조건부 수급
자를 대상으로 2주간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를 운영하는데 이 단계에서는 초기상
담, 심층상담 및 취업가능성진단, 직업심리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후, 취업준비도
평가 및 진단회의 등을 통해 3가지 유형의 자활경로를 설정한다(김호원 외, 2017).
이와 같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참여자 모집과정이 변경됨에 따라 그동안 자활사업
과의 경쟁관계를 보완관계로 변화시킬 수 있는 효과 또한 나타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역할이 제한적이던 시ㆍ군 자립지원상담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다. 그 밖에
2016년에는 청년층 취업지원 강화를 위하여 패키지Ⅱ에서 청년층 사업을 분리하였다.

4. 내실화기(2018~ )：사업 업그레이드 및 충실화기
2018년부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양적 발전을 넘어 질적인 도약이 필요한 충실화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시기별 양적인 급성장에 맞는 패키지 단계별 서비스
내용을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 이른바 내실다지기의 필요성이 어느 때 보다도 요구되고
있다. 즉, 고용센터, 위탁기관 등 사업주체의 역량제고, 유관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등
을 통해 취업성공패키지가 고용서비스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
다. 그동안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양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
이 지적되었다.
먼저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에 새로이 포함된 청년 중 자기주도적으로 구직활동이
가능하여 취업알선 등 단기간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만으로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계층,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제공할 수 있는 구인처나 개인의 취업준비도 혹
은 역량이 차이가 있는 계층(예: 고소득 일자리를 구하는 계층) 등에게 취업성공패키지
는 효과적인 고용서비스라고 볼수 없다(이병희 외, 2016).
그리고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는 훈련, 인턴, 일경험, 해외취업, 창업지원 등으로 연
계가 가능하나 실질적으로는 훈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취업성공패키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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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중 훈련의 비중이 2014년 98.3% → 2015년 97.4% → 2016년(6월)은 97.6%에
달할 만큼 그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현재 2단계 프로그램 중 내일배움카드ㆍ국가기간
전략직종훈련 등 고용부 사업이 대다수 이며 타 부처ㆍ지자체 프로그램은 미미한 실정
이다.
물론 2017년부터 지자체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연계가 시작되었지만 실제상의 훈
련정보 와 연계된 인프라 구축은 취약한 상태이다. 즉, 공급자 중심의 운영체계로 인하
여 정부제공 훈련과 청년 니즈(needs) 간의 미스매치(mismatch)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 승인과정 중심의 훈련과정운영으로 청년수요가 많은 어학, 문화산업, 첨단기술분
야 등에 대한 지원이 곤란한 상태이다. 따라서 취업성공패키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프로그램 간에 연계 및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이 중요하다.
<표 6>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내실화기(2018~ )：2017년, 2018년 비교
구 분

2017년

2018년

목표 인원(명)

316,000

311.000

예산(백만원)

327,292

502,900

참여 대상자 선정 • 실업급여 수급 중 참여 가능

• 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자의 경우
2단계 1회차 상담은 방문상담 필수
(1단계 기간 중 카드발급 제한)

2단계 운영

3단계 운영

민간위탁기관
평가체계

•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1차 상담은 방문상담 원칙
(참여자의 사정으로 불가피한
경우 유선상담 대체 가능)

• 1차 상담은 방문상담 원칙
(참여자가 방문 상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출석통지 등 조치)

• 월 2회 이상 취업알선ㆍ직업
정보 제공
• 월 1회 이상 취업알선 필수

• 취업알선 또는 구인정보 제공
월 2회 이상 필수
• 동행면접, 이력서ㆍ자기소개서ㆍ
면접 클리닉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월 1회 이상 필수

5등급 평가
(최하위 등급 10%)

4등급 평가
(최하위 등급 15%)

자료：(고용노동부a, 2017; 고용노동부, 2018) 참고, 연구자가 재구성.

이를 위해 지자체 프로그램과 연계시키는 내실화 차원에서 지자체 프로그램의 수준
을 확인하여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가능성 및 연계수준에 따라 핵심사업(참여보장)과
비핵심(정보제공 및 사업안내) 사업으로 구분하여 진행시키는 충실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패키지의 플랫폼화를 통해 단계별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타 부처, 지자체,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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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유연하게 연계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
해서는 무엇보다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내실화 작업이 이루어져
야 한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의 취업일자리 질도 제고해야 한다. 취업자의 임금수준을 분석
한 결과, 월 150만원 이상 일자리에 취업한 비율은 2012년 39.0%, 2013년 40.9%,
2014년 46.7%로 점차 증가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과반수 이상이 150만원 미만의 일
자리에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 2016). 특히, 100만원 미만 일자리에
취업한 비율도 2012년 10.7%, 2013년 7.7%, 2014년 6.1%에 이르고 있다. 이 밖에
도 취업자의 근속기간을 분석한 결과, 과반수 이상이 1년 내에 퇴직과 취업을 반복하
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결국 일자리의 질 및 임금수준과 연계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이를 위한 대책안도 깊게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2018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변화를 살
펴보면 먼저 운영규모를 311,000명으로 축소하였다. 그리고 예산은 청년구직촉진수당
1,728억원을 포함시킨 것이기는 하나 그래도 증가시켜 운영규모 면에서 내실을 기하
고 있는 모양새다. 또한 참여 대상자 선정에 있어 기존에는 실업급여 수급 중에 참여가
가능했으나 지금은 실업급여 수급종료후 참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조건부 수급자
의 경우, 2018년은 조건부 수급자 중 일반노동시장 진입이 가능한 자를 중심으로 하는
대상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2단계 운영에서 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자의 경우, 2단계 1회차 상담은 방문
상담을 필수로 하고 1단계기간 중 카드발급을 제한하도록 했다. 3단계에서는 취업알선
또는 구인정보제공을 월 2회 이상 필수로 하고 동행면접, 이력서ㆍ자기소개서ㆍ면접
클리닉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도 월 1회 이상 필수로 지정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운
영 쪽으로 접근하고 있다.

Ⅳ. 시기별 취업성공패키지 특징 비교분석
본 장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시기별, 단계별로 추진해온 전개과정에서 나타
나는 특징을 비교분석해 보기로 한다.
먼저 도입기(2009~2011)는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여파로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진
입이 난항을 겪는 시대였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착수기로 볼수 있는 이 단계는 이
러한 국내외 경제환경문제로 저소득층 고용시장의 침체가 가중되는 시기였다. 이렇듯
취약계층들은 대부분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관계로 정부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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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시기별-단계별 취업성공패키지 특징 비교분석：2009~2018(현재)
분류

사업 영역

시기

도입기
(2009~
2011)

- 저소득 취약계층 일을
통한 탈빈곤지원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도입
- 참여인원 목표 미달
(홍보부족)

사업현황 및 실적

<목표인원(참여인원)>：명
- 2009：10,000(9,082)
- 2010：20,000(25,228)
- 2011：50,000(63,965)

주력사항 및 지원대상
- 저소득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 정착 주력
- 2009：조건부수급자 차차상위
이하
- 2010：결혼이민자 및
북한이탈주민 추가
- 2011：노숙인, 출소자,
여성가장 등 추가

확장기
(2012~
2014)

- 취업성공패키지Ⅱ신설
- 취업난 대상인 청년층과
- 2012：226,000(143,249)
최저생계비 250% 이하
- 2013：230,000(208,775)
중장년층도 사업대상 포함
- 2014：250,000(193,745)

- 지원대상 확대를 통한 사업확장
주력
- 2012：장애인, FTA 피해 실직
자 추가, Ⅱ유형 추가
- 2013：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자 추가
- 2014：맞춤특기병 추가

발전기
(2015~
2017)

- 보건복지부 운영하던
희망리본사업 통합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국내
유일의 저소득층 대상
종합 고용서비스
사업이 됨

- 고용/복지 연계모델로 발전하는
시기
- 종합고용서비스로 자리 매김함
- 2015：미혼모, 한부모 등 추가
- 2016：고용위기업종 근로자
실직자추가
- 2017：추가 없음

<목표인원(참여인원)>：명

- 양적발전을 넘어 질적인
도약을 요구하는 시기
내실화기 - 양적 발전과정에서
소홀했던 취업지원서비스
(2018~ )
내용적 측면의 한계점
지적 및 극복 요망시기

<목표인원(참여인원)>：명
- 2015：360,000(295,404)
- 2016：340,000(364,720)
- 2017：316,000(361,000)

<목표인원(참여인원)>：명
- 2018：311,000

- 사업의 질적 제고를 통한
내실화 추진 요구 시기
- 패키지 단계별 내용 업그레이드
추진
- 실업금여 수급종료 후 참여가능

• 도입기：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저소득층 고용시장 침체 가중, 대부분 고용 보험 등 사회
안전망의 보호받지 못함, 취업취약계층대상, 본 사업 도입
• 확장기：미국 등 자유무역협정 체결, 근로자 및 농어민 피해 가중, 자산빈곤층 및 취업취약계
층까지 범위 확대, 근로빈곤층 사업 대상에 포함
시기별
• 발전기：2016년 청년실업률 9.8%, 역대 최고, 취업자 증가폭도 2000년 이후 첫 20만명대 수
고용
준, 취업성공패키지 종합고용서비스로 발전, 자리매김함
환경분석
• 내실화기：통계청(2018.1.10.)발표：2017년 청년실업률(15~29세 기준) 9.9%, 2000년대 통
계기준 변경 이래 가장 높은 수치 기록, 1월 청년층 체감실업률 22.7%로 역대 최
고치 기록
주：연구자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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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취업취약계층을 위하여 본 사업을 도입하기에 이른 것이다. 사업대상은 저소득층
탈빈곤 지원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춘 만큼 이와 관련된 저소득 취약계층이 주류를 형성
하고 있다. 2009년은 차차상위 이하, 2010년은 북한이탈주민, 2011년은 노숙인, 출소
(예정)자, 여성가장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홍보부족으로 사업운영
상태가 빈약하게 출발했다.
확장기(2012~2014)의 대내외 환경은 2012년 미국 등과 자유무역협정체결이라는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다. 농어민은 물론 영세사업자와 근로자에 대한 피해가 예상
되는 시기였다. 자연히 본 사업의 방향도 이를 감안하는 영역으로 짜여졌다. 자산빈곤
층과 취업취약집단까지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외에도 근로빈곤층도 사업대상에 포함시
켰다. 확장기에 주목할 것은 취업성공패키지Ⅱ 영역(청년층 및 중ㆍ장년층대상) 신설이
다(고용노동부a, 2014). 취업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포함시키는 본격적인 시기
이자, 단계였다고 볼수 있다. 특히, 확장기에는 ‘청년 뉴스타트’와 ‘고령자 뉴스타트’
사업을 통합시키는 사업영역이 확대되는 시기였다.
발전기(2015~2017)의 고용환경은 2016년에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인 9.8%로
나타난데 이어 2017년에는 최고치가 갱신되는 9.9%를 기록하여 2천년대 통계기준 변
경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2016년은 취업자의 증가폭도 2천년대 이후 처
음으로 20만명대 수준에 그치는 등 전반적으로 고용환경이 침체되는 시기였다. 발전기
에는 고용과 복지가 연계모델로 발전하는 종합고용서비스가 태동하는 시기였다. 2015
년부터 보건복지부가 해오던 희망리본사업을 통합하여 국내 유일의 저소득층 대상 종
합고용서비스 사업으로 발돋음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고용과 복지를 연계, 확대시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이
루어졌다.
내실화기(2018~ )의 고용환경은 역대 최악 상태이다. 2017년 청년실업률이 9.9%로
최고치를 기록한데 이어 청년들의 체감실업률도 22.7%에 달하고 있다. 풀어야할 현안
들도 산적해 있다. 비정규직문제와 최저임금제로 노동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미국과
의 FTA 재개정문제로 정부와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터진
한국GM 사태는 국내 노동시장판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고용환경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정치, 사회, 경제 분야에서 무엇하나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도 새롭게 도약해야 하는 내실화 시
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양적성장에 주력해왔다면 이제는 종합서비스의 질적제고
에 초점을 맞춘 내용상의 업그레이드에 역량을 모아야 할 충실화 시점이다. 사업전개
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수도권에 집중된 훈련기관 등 취약한 인프라 개선과 대학생 수
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의 효율성문제, 공급자 측면의 일방적인 지원서비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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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수요자측의 조건과 요구를 반영하는 사업개발, 취업자가 만족하는 일자리 수요처개
발 등이 향후 해결해야할 숙제인 것이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출범했지만 확장기와
발전기를 거치면서 취업성공을 원하는 노동시장의 다양한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취
업지원제도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특히, 참여자들의 양적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 출범 당시 9,082명이던
참여인원이 2017년에는 361,000명으로 약 40배 정도에 이를 만큼 엄청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단계별 역할분담도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원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키
우기 위해 취업난이도가 높은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 사업은 고용센터가 직접 실행하
고 취업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 사업은 외부 민간기관에 위
탁, 운영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은 고용센터와
지자체 간의 연계가 더욱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Ⅱ유형 사업은 민간위탁기관이
전담하여 운영하는 형태로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취업성공패키지 정책사업의 전개과정상에 나타나는 단계별, 시기별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도입기(2009~2011)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을 통
한 탈빈곤지원을 위해 도입되었지만 홍보부족으로 참여인원이 목표에 미달한 채, 모집
과 참여,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2009년 저소득 취약계층에 고용정책적인 개
입으로 저소득층의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가 도입되었지만 사
업 첫 해는 시범사업으로 참여자 1만명을 목표로 시작했으나 참여인원이 9천여명으로
목표에 미달할 정도로 사업에 대한 모든 여건이 빈약하게 출발하였다.
확장기(2012~2014)인 2012년부터는 취업성공패키지 Ⅱ를 신설하여 취업에 어려움
을 겪는 청년층과 최저생계비 250% 이하 중장년층도 사업대상으로 포함하고 ‘청년 뉴
스타트’, ‘고령자(50~64세) 뉴스타트’ 사업을 통합하는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해
나간 시기로 분석됐다. 특히, 이 단계부터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규모가 대폭 확대
되어 참여자가 10만명을 넘었다. 2012년 참여인원이 14만여명, 2013년 20만여명,
2014년 19만여명으로 눈에 띄게 그 폭이 증가했다. 이 같은 참여인원의 확대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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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중심의 참여자 모집과 서비스 전달체계에 과부하를 줄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졌다. 이에 따라 2012년 이후 민간위탁 참여 규모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발전기(2015~2017)인 2015년부터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던 희망리본사업을 통합
하여 취업성공패키지가 국내 유일의 저소득층 대상 종합고용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출발
하는 가운데 본 사업이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는 종합 모델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한
시기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부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종합고용서비스 사
업으로 자리매김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자활사업 등 복지대상자에 대한
고용지원이 확대되었다. 이렇게 하여 취업성공패키지는 고용부 사업만을 벗어나 고용
과 복지가 연계되는 모델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내실화기(2018~ )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양적 발전을 넘어 질적인 도약을 꾀하
는 시기로 압축된다. 그동안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양적 급성장과정에서 취업지원서
비스의 내용적인 측면이 적지 않은 한계점을 노출시켜온 만큼 패키지 단계별 서비스
내용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내실화 작업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그동안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전 사업영역에 대한 충실화에 대
한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2. 제언 및 시사점
향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추구해야할 방향과 개선안 및 현
안에서 볼 수 있는 시사점을 찾으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라는 취업
성공패키지의 정체성 확립을 들 수 있다. 2012년 취업성공패키지 Ⅱ를 신설하여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대상의 고용-복지연계 모델(Ⅰ유형)과 청장년 대상의 통합형 고용서비스
모델(Ⅱ유형)을 병행하고 특히, 2015년부터 Ⅱ유형 청년 참여대상이 마지막 학년 재학
생까지로 확대되면서 2016년부터 Ⅱ유형(195,000명) 참여자 규모가 Ⅰ유형(145,000
명)을 상회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취업성공패키지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 보다는 종합고용서비스에
가까워지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저소득층 대상의 I유형과 청ㆍ장년 대상의 Ⅱ유형으로
구분은 되어 있으나 사업대상, 취업성공수당지급, 내일배움카드 자부담율 이외는 별반
차이가 없게 되었다. 즉, 사업의 양적 확대에 비하여 프로그램 등 질적 개선이 취약한
상태가 의미하는 시사점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과거 Ⅰ유형 대상
상담프로그램을 Ⅱ유형 참여자에게 범용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이는 현재 취업성공패키
지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층 참여자들의 상담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한계가 있다. 따
라서 향후 취업성공패키지가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는 완전한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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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는 패키지의 정체성과 이에 따른 I유형과 II유형의 기능을 명확히 할 필요
가 있다.
이를 위하여 Ⅰ유형의 경우, 참여자의 소득보전 지원수준을 대폭 향상하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Ⅱ유형은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 수당 지급액을 하향조정하는 반면 민간위탁기관 담당자의 성과인센티브의 금
전적 기능을 강화하고 계층별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사업성과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해야할 것이다. 즉, 참여대상자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특히, 청
년층 등 각 계층에 적합한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양질의 구인처 확보 등 획기적인 개선
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내실화가 필요하다. 직업훈련 참
여자가 미참여자 보다 취업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직업훈련 참여율이
모든 계층에서 낮고,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에 새로이 포함된 청년 가운데 자기주도적
으로 구직활동이 가능하여 취업알선 등 단기간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만으로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계층 그리고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제공할 수 있는 구인처나
개인의 취업준비도 혹은 역량 차이가 있는 계층(예: 고소득 일자리를 구하는 계층) 등
에게 있어 취업성공패키지는 효과적인 고용서비스라 볼 수 없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는 훈련, 인턴, 일경험, 해외취업, 창업지원 등으로 연계
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훈련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나마 2단계 프로그램 중
내일배움카드ㆍ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등 노동부 사업이 대다수인 만큼 타 부처ㆍ지자
체 프로그램은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2017년부터 지자체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연계
가 시작되었지만 훈련정보 연계 등 인프라 구축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이다. 즉, 공급자
중심의 운영체계로 인해 정부가 제공하는 훈련과 청년 니즈(needs) 간에 미스매치
(mismatch)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 승인과정 중심의 훈련과정 운영으로 인하여 청년
수요가 많은 어학, 문화산업, 첨단 기술분야 등에 대한 지원이 곤란한 상태이다. 따라
서 취업성공패키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프로그램 간에 연계 및 다양한 프로그램 제
공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자체 프로그램과 연계 및 내실화 차원에서 지자체 프로그
램의 수준확인을 통해 취업성공패키지의 연계가능성 및 연계수준에 따라 핵심사업(참
여보장)과 비핵심(정보제공 및 사업안내) 사업으로 구분하여 연계를 내실화 하고 패키
지의 플랫폼화를 통해 단계별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타 부처, 지자체, 민간기관의 다
양한 프로그램과 유연하게 연계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취업성공패키지의 취업일자리에 대한 질을 제고해야 한다. 취업자의 임
금수준을 분석한 결과, 아직까지 과반수 이상이 150만원 미만의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
으며 심지어 100만원 미만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도 있다. 또한 취업자의 근속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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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결과, 과반수 이상이 1년내에 퇴직과 취업을 반복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취업성공패키지의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기관의 인센티브 지급에 있
어서 취업처와 임금수준의 연동을 보다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개
선안과 한계점을 보완하여 내실화기를 다져나간다면 향후 취업성공패키지는 정부와 프
로그램 수요자들에게 기존보다 한층 더 양질의 수혜를 주는 종합고용서비스 제도로 진
전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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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Employment Success
Package’s procedural feature and its periodical characteristics of changing process,
to focus on illuminating improvement suggestions and its limits, which welcomes
internal stability in 2018.
The analysis of periodical features of Employment Success Package polic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introductory period (2009~2011), it was
implemented to help low income vulnerable class’ overcome poverty through
work. However, due to the lack of promotion, number of participants fell short of
the goal. Therefore, recruitment, participation, effect of the policy were weak. In
expansion period (2012~2014), second type was established to include not only
employment vulnerable youth class but also below 250% of the minimum cost of
living among middle-aged class. On the whole, this period was analyzed to have
been concentrating on business expansion. In developmental period (2015~2017),
it was integrated with Ribbon of Business operated b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hich made Employment Success Package start as sole domestic total
employment service program for low income class. It became a period that
generated momentum to develop total model which links employment and
welfare. Internal stabilization period (2018~ ) can be summarized as challenging
period from quantitative development to qualitative leap. In this period, it is said
to focus on enriching package that upgrades service contents phase by phase
since a lot of limits in contents aspect from Employment Support Service have
been already disclosed.
The significance of this thesis is that it is not only shed light on periodical
enhancement process of Employment Success Package policy but also analyzed
feature in each changing process and generated synthetical implication, improvement
* Research Fellow,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 Professor,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He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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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gestions, limits. For that reason, it can provide useful information systematically
which is necessary for advanced Employment Success Package’s operating
direction.
<Key Words> Employment Success Package, Employment Vulnerable Class,
Ribbons of Business, Total Employment Service, Employment
Welfare Link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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