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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근로자 처우개선과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과도한 소개수수료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건설에서의 공공 취업알선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증대되어 건설
근로자들을 정책대상으로 2006년부터 도입한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사업의 지난 10여년간 전개
과정과 단계별 특징을 비교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사업 전개과정상에 나타나는 단계별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요
약할 수 있다. 먼저 도입기(2006~2008)는 고용센터를 통한 건설인력 취업지원(이하 ‘건설(고
용센터)라고 함)이 시작되었지만 지원내용과 사업수행기관 수 등에서 매년 변화를 보이면서 불
안정하게 출발했다. 취약계층 사업편성시기(2009~2014)는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를 확
대, 강화하기 위해 노숙인 고용지원센터와 건설근로자 고용지원센터 등에 대한 사업을 별도
관리하기 시작했지만 기관운영비 감소와 인건비 동결 등 말뿐인 취약계층 지원 에 머물던 때
였다. 다만 수행기관이 사업추진시기 중 가장 많은 기관을 보유하고 있어서 양적인 측면에서
는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투트랙(two-track)운영시기(2015~2018)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고용노동부의 위임을 받아
건설 관련 제반 업무처리를 위해 2015년부터 취업알선사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하여 공제회 주
관으로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이하 ‘건설(공제회)라고 함) 16개소를 운영하게 되면서 건설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국가 정책적 개입이 이원화 되었다. 이 시기 두 사업의 지원내용과 실적
을 비교한 결과, 건설(공제회)가 사업예산 특히, 인건비 지원에서 건설(고용센터) 보다 2배 이
상으로 많이 지원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과측면에서 상용직 취업 비중이나 참여자 만족
도 등 질적 성과가 건설(공제회)가 건설(고용센터) 보다 다소 높기는 하지만 양적인 실적은 건
설(고용센터) 실적이 건설(공제회) 실적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건설(고
용센터)는 2020년까지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건설(공제회)의 경우, 건설고용센터 보다 많
은 지원을 받으면서 양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만큼 향후 숙련공 혹은 기능공이 아닌
일반공 혹은 보조공 등 건설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의 질적 성과라도 가시적으로
창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본 논문은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사업의 전개과정을 단계별로 특징을 조명했을 뿐만 아니라
변화과정 시기별로도 상호 특징을 비교 분석하여 향후 본 사업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대책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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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시사점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를 들 수 있다. 이는 향후 전
개될 건설취업지원사업의 선진적인 운영방향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이다.
<주제어>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사업, 건설업,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취업지원센터

Ⅰ.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건설근로자들을 위한 취업지원사업이 도입 13년차를 맞고 있다. 건설업 근로자는 임
시ㆍ일용직 비중이 높아서 현재 가동되고 있는 공공 및 민간취업알선업체의 역할만으
로는 해결되지 않는 복잡한 매커니즘이 산재하고 있다.
건설일용 근로자는 구인 및 구직 측면 그리고 정보매개기구 측면에서 일반근로자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심규범, 2003; 심규범ㆍ김지혜, 2005). 구인측면에서 일용직
중심의 고용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공정별로 순차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므로 구인규모가
크고 구인활동이 일상적이다. 또한 장기고용계약이 거의 없고 이직예고 또한 없어 노
동력 동원에 불확실성이 상존하므로 작업시작 직전인 새벽시간에 구인활동을 하는 경
우도 있다. 더하여 고용관계가 일회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채용절차가 매우 단순하며
수습 또는 교육기간 없이 채용과 동시에 작업에 투입하므로 숙련노동력의 경우 선별이
중요하다.
이에 반해 일반근로자는 상용직 중심의 고용구조와 여러 업무가 동시에 진행되므로
구인규모가 작고 구인활동이 일시적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근로자가 장기고용이 계약
되어 있고 이직예고가 일반적이므로 구인상의 여유를 가진다. 일반근로자는 상용관계
가 많으므로 채용시 선발절차가 까다롭고 채용 후 일정기간의 수습 또는 교육이 진행
되어 선별의 위험이 분산된다고 볼 수 있다.
구직측면에서는 일용근로자에게 구직활동은 일상적이고 임금 등 근로조건도 중요하
지만 일거리에 관한 유무 자체가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일반 상용근로자에게 구직활
동은 일시적이고 일거리 유무 자체도 중요하나 임금 등 근로조건과 전망 등이 더 의미
가 있을 것이다.
정보매개 기구측면을 보면 건설일용 근로자는 숙련공의 경우 맞춤서비스가 매우 중
요하나 공식적인 판단자료가 부족해 현장을 모르는 일반상담원에 의할 경우 취업알선
오류(mismatch)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비숙련공의 경우에는 단순한 일거리와 노동
력의 매개로 취업알선 오류(mismatch)의 가능성은 적다. 하지만 일자리 파악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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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공급된 노동력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여부를 일상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에 반해 일반 근로자는 구인직무의 특성 및 구직자의 특성에 관한 고
려를 소홀히 할 경우 취업알선 오류(mismatch)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불확실성이 많은 일자리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진행
중인 건설현장으로 인해 일자리가 일상적으로 적잖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고용구조가
일용직 형태이고 구인 상황이 상시로 노동시장에서 형성되는 만큼 여러 측면에서 가변
성이 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고용관계도 대부분 단발적으로 일회성에 그치며 상용직
에 비해 구인ㆍ구직과정의 절차와 근로 난이도, 임금수준 등 전반적인 근로환경이 단
순하고 획일적으로 형성된다. 따라서 상시 및 수시형태의 상황발생적인 구인ㆍ구직체
계가 대부분인 관계로 제도권 안에서 장단기 인력수급에 의해 정기적ㆍ계획적ㆍ체계적
으로 고용구조가 형성되고 진행되는 상용근로자와는 다양한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본 연구는 고용노동부가 2006년부터 건설근로자들을 위해 착수한 건설인력취업지원
사업의 전개과정과 특징을 시대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전체적인 틀(framework)
로 보았을 때 환경분석이 중요한 만큼 본 연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를 통한 문제제기
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 있어 환경분석은 본 사업을 전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
는 현황에 대한 접근인 만큼 연구배경에 대한 다양한 상황적인 측면을 담고 있다.
취업지원사업의 최근 현황을 보면 건설인력취업지원사업과 건설근로자취업지원사업
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전자는 고용센터를 통한 건설인력에 대한 지원사업이며
후자는 건설공제회를 통한 건설인력취업지원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지원방식도 전자
는 민간보조이며 후자는 민간위탁(건설공제회) 형태이다. 하지만 두 사업 모두 고용노
동부의 건설업종사자를 위한 취업지원이라는 취지에서는 동일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
다(건설인력취업지원사업은 고용서비스정책과 소관이고 건설근로자취업지원사업은 지
역산업고용정책과가 담당함).
2006년부터 건설인력지원사업은 노동부 산하 각 지역 고용센터가 맡았다. 그리고
2015년부터 시작된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한 건설인력지원사업도 함께 진행되고 있
다. 고용센터의 경우, 전국 7개 기관에 2017년 실적으로 보았을 때 구직인원 13,064
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상용인원이 30명, 일용직이 12,972명이다. 건설근로
자공제회를 통한 2017년 실적은 총 17개 기관에 구직인원이 10,747명이며 이 중 상
용직이 760명, 일용직이 5,22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사업주체별 역할을 보면 건설인력취업지원사업은 사업추진계획의 수립과 모집공고,
보조사업자선정 및 평가, 사업운영예산배정 등이며 이에 관한 주관 기관은 고용노동부
이다. 건설근로자취업지원사업 또한 주관 기관이 고용노동부이며 역할은 사업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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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운영평가 등 사업진행업무에 대한 총괄과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고용서비스정책과
소관인 고용센터의 역할은 모집공고, 민간기관 참여 신청서접수, 심사위원회 통한 보조
사업자 선정 및 실태에 대한 지도, 점검이며 이 외 민간보조사업자와 고용노동부 본부
를 연결하는 중간자로서의 역할 수행까지도 함께 하고 있다.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소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역할은 취업지원 위탁운영기관 공
모, 선정과 위탁운영기관의 구인ㆍ구직자 모집활동지원, 취업지원 실시현황 지도점검,
위탁운영비 지급 및 반환결정, 사업종료시 고용부에 평가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정산
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듯 건설근로자는 일용직이냐 상용근로자이냐에 따라 고용환경
과 고용구조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취업지원사업에 있어서도 고용센터
주관이냐 혹은 건설공제회 주관이냐에 따라 역할과 실적 및 지원내용에 있어서도 달리
전개되어진다. 이는 지난 10여년 간의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사업의 전개과정과 특징에
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2006년 건설근로자들을 정책대상으로 도입한 건설근로자 취
업지원사업의 지난 10여년간 단계별 전개과정과 시기별 특징을 비교 분석하여 이에 따
른 사업개선안과 시사점 등을 조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본 논문은 건설근로
자 취업지원사업의 전개과정을 시기별로 그 특징을 조명했을 뿐만 아니라 전개과정 단
계별로 나타나는 특징을 상호 비교 분석하여 향후 본 사업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더불
어 시사점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를 들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범위 및 체계도
본 연구는 고용노동부가 건설근로자들을 정책대상으로 2006년부터 시도한 취업지원
사업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그 특징을 비교 분석하여 향후 진행될 본 사업의 행보에 유
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연구의 접근방법과 연구범위, 구
성체계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건설근로자 취업지원 사업이 출범한 2006년을 시점으로 지원
대상과 사업목표, 수행주체, 수행기관 수 등의 변화에 근거하여 시기별 3단계로 구분하
여 접근했다. 이 전개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나타나는 특징을 조명한 후, 이를 비교 분
석하는 형태로 연구체계를 구성했다. 즉, 본 연구는 단계별로 나타나는 미시적인 특징
을 다시 전체 과정에서 비교 분석함으로써 본 사업의 전 맥락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탐색적이고도(exploratory article) 사적인 연구방법(historical studies)을 동시
에 원용하는 접근기법을 사용했다(김호원ㆍ이종구, 2018; 채영일ㆍ이종구, 2015; 한준
기ㆍ이종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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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및 체계도

연구범위는 본 사업의 출범기로 볼수 있는 도입기(2006~2008), 다음은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편성기(2009~2014), 그리고 투트랙(two-track) 운영기(2015~2018) 등 3
단계로 구분시켜 전개하였으며 먼저 각 단계별로 나타나는 사업 동향과 현황을 미시적
으로 파악한 데 이어 각 시기별로 전개되는 사업의 수행주체, 지원내용, 사업평가 등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형태로 진행했다.
본 연구는 Ⅲ. 장에서부터 시기별 탐사방법을 동원하여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사업의
전개과정과 특징을 단계별로 분석하였으며 Ⅳ. 장에서는 단계별 건설취업지원사업의
특징을 상호 비교 분석하는 탐색적인 연구방법에 주력하고자 했다.

Ⅱ.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사업 동향 및 현황
건설업 생산 및 고용구조의 특성상 건설현장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민간 취업알선기
관의 적극적 활용이 요망되는 가운데 2018년 현재,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와
지역산업고용정책과에서 함께 건설업 취업지원이라는 동일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하에서 관련 두 사업을 비교해서 기본적인 현황을 설명하고 Ⅲ. 장에서 이렇게 이원
화 되어 운영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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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사업현황 및 실적 비교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구직등록, 직업훈련 연계, 취업상담,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운영을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건설근로자에 대한 구직등록, 취업
상담 및 일자리 알선, 건설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ㆍ자격상담, 직업적성진단, 심층서비
스(심층상담ㆍ개인별 맞춤서비스)가 필요한 구직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주요 서비스 내
용으로 구성하고 있다. 설치지역은 서울 등 건설인력 일용근로자가 많은 새벽 인력시
장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표 1> 사업현황 비교
사업명

사업내용

건설인력
고용센터를 통한
취업지원사업 건설인력 취업지원

지원방식

사업시작

민간보조

2006년

예산(백만원)
’17년

’18년

운영기관수
(’18년 기준)

525

450

6

고용서비스
정책과

17

지역산업
고용정책과

건설근로자 건설공제회 통한 민간위탁
2015년 3,400
취업지원사업 건설인력취업지원 (건설공제회)

3,400

건설무료
취업센터

소관과

출처：’18년 ｢취약계층취업촉진｣ 사업 시행지침 개정안(고용부 내부 문서, ’18.1.4).

<표 2> 사업수행기관 비교
건설인력 취업지원사업
(고용서비스정책과)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사업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서울서부고용센터 서울건설산업노동조합(분소)

서울센터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설
대구서부고용센터 (사)전국건설기능훈련취업지원센터
서울영등포 (사)미래고용노사네트워크
대구지점
인천북부고용센터 인천지역건설산업무료취업알선센터

서울북부

(사)한국고용복지센터

안산고용센터

안산건설취업알선센터

경기성남

(사)전국건설기능훈련취업지원
센터

광주고용센터

전국건설산업노조연맹 무료취업알선
센터 광주지부

경기평택

한국비정규직일반노조

대전고용센터

전국건설산업노조연맹(사)전국건설기
능훈련 취업지원센터 대전건설취업
알선센터

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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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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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서

사회적협동조합희망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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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인력 취업지원사업
(고용서비스정책과)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사업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충북청주

(사)전국건설기능훈련취업지원
센터 충북지사

광주서부

(재)한국능력개발원

전남동부

(사)전남경영자총협회

전북서부

(사)대한노인회

대구서부

대구경북지역토목건축노동조합

경북포항

(재)이찬

부산진구

(사)부산경영자총협회

경남창원

(사)경남고용복지센터

울산

(사)전국건설기능훈련취업지원
센터

출처：2018년 취약계층취업촉진 사업 시행지침(고용노동부, 2018); 2018년도 건설근로자 취업지원
사업 추진계획(고용노동부, 2017.11) 수정ㆍ보완하여 연구자가 재구성.

다만, 2018년 현재기준, 2006년부터 시작된 고용센터를 통한 건설인력 취업지원[고
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소관; 이하 ‘건설(고용센터)’라고 함]과 2015년부터 시작된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한 건설인력 취업지원[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이하
‘건설(공제회)’라고 함]이 함께 운영되고 있다. 이들 두 사업의 예산은 수행기관 규모는
’18년 기준 건설(고용센터)의 경우, 4억5천만원에 6개 기관이 수행하고 있으며 건설
(공제회)의 경우, 34억원에 17개 기관이 수행하고 있다.
또한 <표 2> 수행기관의 특성을 살펴보면 건설(고용센터)의 경우, 건설산업노동조합
소속인데 반해 건설(공제회)의 경우, 노동조합은 물론 경영자총협회 등 사업주 단체와
(사)한국고용복지센터,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리본 그리고 (사)대한노인회 등 일반 단체
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2017년 기준 사업 수행 기관별 평균 기준실적을 비교하면 구직인원에서 건설(고용
센터) 1,866.3명, 건설(공제회) 632.2명으로 건설(고용센터) 운영 사업이 높게 나타났
다. 취업실적은 상용에서 건설(고용센터) 4.29명, 건설(공제회) 44.7명으로 건설(공제
회) 운영의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용에서는 건설(고용센터) 1,853명, 건설
(공제회) 307.4명 그리고 일용근무일에서 건설(고용센터) 33,142.3일, 건설(공제회)
13,178.4일로 건설(고용센터) 운영의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은 실적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상용직 취업실적은 건설(공제회)가 건설(고용센터)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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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17년 참여자 만족도 조사결과에서도 건설(공제회)가 100점 만점 기준 81.3점인데
비해 건설(고용센터)는 79.5점으로 나타는 등 사업의 질적인 성과는 건설(공제회)가 조
금 높게 나타났다.
<표 3> 사업실적 비교
2016년
사 업

2017년
취업실적

구직
인원

상용

건설
(고용센터)

7

11,853

44

11,150 197,396

7

13,064
30 12,972 231,996
(1,866.3) (4.29) (1,853) (33,142.3)

건설
(공제회)

17

10,638

522

2,923

17

10,747 760 5,225 224,032
(632.2) (44.7) (307.4) (13,178.4)

일용

일용
근무일

135,638

기관
수

구직
인원

취업실적

기관
수

상용

일용

일용
근무일

출처：’18년 ｢취약계층취업촉진｣ 사업 시행지침 개정안(고용부 내부 문서, ’18.1.4) 수정하여 연구자
가 재구성.
주：( )는 1개 기관 당 실적 평균

2. 사업주체별 역할 비교
두 사업간 사업주체별 역할의 차이를 비교하면 공통적으로 사업계획 수립, 운영평가
등 사업운영 총괄 및 조정 등을 하지만 건설(고용센터)의 경우, 모집공고, 민간기관 참
여 신청서접수, 심사위원회를 통한 보조사업자선정 등을 추가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
한 건설(고용센터)는 고용센터에서 모집공고, 민간기관 참여 신청서 접수, 심사위원회
를 통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민간보조사업자의 사업운영 실태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하면서 민간보조사업자와 고용노동부 본부를 연결하는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건설(공제회)의 경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취업
지원 위탁운영기관을 공모ㆍ선정하고 지도점검하며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사업 운영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또한 사업종료
시 고용부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민간보조사업자와 고용노동부 본부를 연
결하는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고용센터와는 다소 수직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건설(공제회)의 경우 취업지원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운영ㆍ유지하고 있는데
이 또한 워크넷에 기반하고 있는 건설(고용센터)와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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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사업주체별 역할 비교
건설인력 취업지원사업(고용서비스정책과)
- 건설(고용센터)

주체별 역할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사업(지역산업고용정책과)
- 건설(공제회)

◦사업추진계획 수립, 시행지침의 제ㆍ개정 등
사업의 총괄ㆍ관리
◦모집공고, 민간기관 참여 신청서 접수,
심사위원회를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
- 민간보조사업자 선정 후 사업지역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추진 통보
◦보조사업자 평가 및 제도발전에 관한 사항 등
◦청ㆍ지청 고용센터에 사업운영을 위한 예산
배정

고용노동부

사업계획 수립, 운영평가 등
사업운영 총괄 및 조정 등

◦모집공고, 민간기관 참여 신청서 접수, 심사위
원회를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
◦민간보조사업자의 사업운영 실태에 대한 지도
ㆍ점검
◦민간보조사업자와 고용노동부 본부를 연결하
는 중간자로서의 역할 수행

해당 고용센터
(고용서비스
정책과)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역산업고용
정책과)

◦취업지원 위탁운영기관 공모ㆍ선정
◦위탁운영기관의 구인ㆍ구직자 모집활동 지원
◦취업지원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ㆍ유지
◦취업지원 실시현황 등을 지도점검(정기, 수시)
◦위탁운영비 지급 및 반환에 관한 결정
◦사업추진 단계별로 체계적인 홍보 활동
◦기타 원활한 취업지원 사업을 위한 필요 사항
수행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의 사
업운영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운영계획 수립
ㆍ시행
◦사업종료 시 고용부에 평가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정산 등

출처：2018년 취약계층취업촉진 사업 시행지침(고용노동부, 2018); 2018년도 건설근로자 취업지원
사업 추진계획(고용노동부, 2017.11) 수정ㆍ보완하여 연구자가 재구성.

3. 지원내용 비교
사업지원 내용 측면에서 두 사업을 비교하면 건설(공제회)가 건설(고용센터) 보다 지
원내용이 양적으로 우위를 보여 주고 있다. 먼저 기관별 인건비 측면에서 건설(고용센
터)는 전담인력 2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기관당 약 6,800만을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건설(공제회)는 전담인력 4명의 인건비가 지원되면서 연간 기관별 약 1.8억원이 지원
되고 있다.
다음으로 인센티브 측면에서 건설(고용센터)는 분기별로 사업추진실적을 가, 나, 다
의 세 등급으로 구분해 가(상위 10%), 나(상위 10~30%) 등급에 대해 성과인센티브를
각각 300만원과 150만원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성과인센티브 지급 상세 기준을
사업 시행지침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공제회)는 성과인센티브 약 1억원을 인센
티브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은 고용노동부가 공제회와의 협의를 통해 기관별 실적 등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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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사업별 지원내용 비교
건설인력 취업지원사업
(고용서비스정책과)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사업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구분

◦원칙적으로 사업수행 약정체결 시점부터 3회계연도를
계속하여 보장하되, 연도별 성과평가 결과 3회계연도
중 2회 이상 C등급을 받는 경우, 다음연도 사업 참여
를 배제하고 2회 연속 C등급을 받는 기관은 보장기간
과 관계없이 다음연도 사업 참여 배제

◦기관별로 전담인력 2인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
로 구성된 운영지원 기본금 지급
- 단, 실제 지원금액은 약정체결시기 및 사업개시 지
연, 인력 교체로 인한 공백기, 약정해지 등 개별 사
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인건비는 전담인력 2명에게 노동관계법령 사항(최저
임금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관실정에
따라 차등 지급 가능
- 기관당 6,800만원 지원

◦약정기간은 ’18.1월~12월까지를 원칙으로 함
평가는 매년 실시하며 2회 연속 최하위등급을 받을
약정
경우 차년도 약정 체결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음
기간
및
* A등급 20%, B등급 20~50%, C등급 50~80%,
평가
D등급 하위 20%
* 당해연도 취업실적 목표를 달성한 경우 차년도
사업 참여 가능
◦센터별 기본 지원금：총 30.6억(1.8억×17개소)
지
원
금

◦센터별 인건비(4명) 및 운영비로 구성
- 연간 센터별 1.8억(인건비 1.2억, 운영비 0.6억)
* 인건비 1.2억원은 전담인력 4명에게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관실정에 따라 차등
지급 가능

◦성과지향적 관리를 위해 성과에 따른 분기별 성과인센
◦성과 인센티브：1억원
티브, 전년도 최우수 계속사업기관 추가지원 등 실시
- 근무일수 등을 기준으로 평가, 상위기관에 성과
- 분기별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분기별 사업추진실적을
인센티브지급(연 1회)
가, 나, 다의 세 등급으로 구분해 가(상위 10%), 나
* 센터별 설립일자가 다른 경우, 운영일단위로 환산
(상위 10~30%) 등급에 대해 성과인센티브 차등 지급 인센
한 근무일수로 평가
- 가 등급에 300만원, 나 등급에 150만원을 지급하 티브
- 다만, 지역별 구인ㆍ구직 상황 차이가 많을 경우,
되,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이를 감안하여 인센티브 지급 대상 센터를 선정
◦인센티브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은 고용노동부가
- 단, 해당분기 경고 또는 주의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
공제회와의 협의를 통해 기관별 실적 등을 기준으로
는 성과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결정
- 성과인센티브 지급 상세 기준사업 시행지침에 명시

출처：2018년 취약계층취업촉진 사업 시행지침(고용노동부, 2018); 2018년도 건설근로자 취업지원
사업 추진계획(고용노동부, 2017.11) 수정ㆍ보완하여 연구자가 재구성.

Ⅲ. 시기별 건설업 취업지원사업 전개과정과 특징 분석
1. 도입기(2006~2008)：건설업 취업지원사업 착수기
2004년 플랜트 건설노조의 포스코 점거사태를 시작으로 주 40시간 근무제 포함 등
건설근로자 처우개선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유료직업소개소를 통해 건설현장
에 투입되는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과도한 소개수수료 문제가 거론되면서 공공 취업
알선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증대되었다(김호원, 201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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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운데 노동부는 2006년 건설업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다 쉽게 구인ㆍ구
직을 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민간의 취업알선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사업의 참여대상은 건설근로자에 대한 무료취업알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
고 있는 민간 무료취업알선기관이 구성한 연합체(컨소시엄)를 주로 하고 예외적으로 사
업제안 지역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 단독으로도 신청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원칙적으로 하나 또는 수개의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제안이 가능하고 예외
적으로 광역지자체(또는 수개의 광역지자체) 단위의 사업의 경우, 필요시 그 필요성을
적시하여 사업제안이 가능토록 하였다.
<표 6> 건설업 취업지원사업 도입기(2006~2008)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예산(백만원)

671

637
(1개소 기준 60)

495

∙ 사업비(백만원)

127.19

1개소 기준 19.8
(2.2×9개월)

신규 2개소(110)
(인건비：1.5×2명×11개월)
(운영비：2×11개월)

∙ 인건비(백만원)

543.6

1개소 기준 40.5
(1.5×3명×9개월)

기존 13개소(385)

평가

지방노동청 평가：
지도점검 결과와
사업보고서 등을
기초로 평가

본부에서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위원회 회의를
통해 ‘민간위탁 참여
기관 평가제(등급제)’

좌동

수행기관(개소)

-

19

15

출처：각 해당년도 고용노동부 사업지침 및 사업공고 자료(2006, 2007, 2008).

지원대상 사업 및 비용은 컨소시엄의 경우, 최고 4억원 단일기관 제안사업의 경우,
최고 5천만원을 한도로 지원하고 사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하고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상
담원인건비, D/B구축비 등에 대해 지원하였다. 지원기간은 1년 단위로 지원을 하되
사업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계속지원 가능 여부를 결정하였다.

2. 취약계층 사업으로 편성(2009~2014)：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 편입시기
고용노동부는 2009년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를 확대 및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노숙인 고용지원센터와 건설근로자 고용지원센터, 산업단지 고용지원센
터, 직업훈련수료지 고용지원센터 등에 대한 사업을 별도 관리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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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건설업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편입기(2009~2014)
구분

2009

예산(백만원) 1개소 기준 49.5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619

999

-

1개소 기준 65

-

∙ 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월 1.5 운영비 월 1.5 운영비 월 1.2
설치비 연 20
설치비 연 15
설치비 연 15 운영비 월 1.85
운영경비 월 1.5
(설치비는
(설치비는
(설치비는
(22.2)
신규기관에 한해 신규기관에 한해 신규기관에 한해 홍보비 반기 1(2)
지원)
지원)
지원)

∙ 인건비
(백만원)

월 1.5(1명기준) 월 1.65(1명기준) 월 1.65(1명기준) 월 1.65(1명기준) 월 1.7(1명기준) 월 1.7(1명기준)
×2명
×2명
×2명
×2명
×2명(40.8)
×2명
‘민간위탁
참여기관
등급제’에 의한
수탁 기관별
등급 심사

좌동

외부전문기관
(한국고용정보원)
평가：정량 60%,
정성 40%

성과인센티브
(백만원)

-

분기별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상위
30% 이상 월
0.6, 상위 30%
미만 하위 40%
이상 월 0.3

수행기관(개소)

-

9

평가

좌동

좌동

좌동

좌동

분기별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
상위 10% 이상
분기당 2, 상위
30% 분기당 1

좌동

분기별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
상위 10% 이상
분기당 3, 상위
30% 분기당 1.5

분기별 사업
추진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상위
30% 이상
분기당 3

13

21

20

12

출처：각 해당년도 고용노동부 사업지침 및 사업공고 자료(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특히, 노숙인 대다수가 전직이 건설노동자였고 건설사업의 특성상 인맥 등 정보부족
으로 재취업이 어렵고 숙련공 혹은 기능공을 제외한 일반공, 보조공, 고령자 등은 건설
업에서도 취약계층 영역에 해당됨으로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사업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기관 운영비에서 신규기관에 한해 지원되는 설치비의 경우는 2010년 연 2천
만원에서 2011년부터 연 1천5백만원으로 감소했고 운영비도 월 150만원에서 2012년
월 120만원으로 감액되었다. 인건비 또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월 165만원으로
동결되는 등 수행기관에 대한 지원은 답보 혹은 후퇴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다만 수행기관이 2012년 21개, 2013년 20개로 사업수행기간 중 가장 많은 센터를
보유하는 시기였고 2010년부터 사업성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 성과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되어 시행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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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 트랙 운영 시기(2015~2018)：건설근로자공제회 취업지원사업 참여
1997년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건설근로자에 대한 퇴직공제금 지급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3년 이후 퇴직공제
제도가 의무가입제도로 전환되고 사업범위 또한 기타 복지영역ㆍ직업능력개발로 확대
및 공공의 역할과 성격이 강화되었다(박광일, 2015).
<표 8> 투 트랙 운영 시기(2015~2018)
구분
예산(백만원)

∙ 사업비(백만원)

2015년
Ⅰ유형：Ⅱ유형：3,400(센터당 190)

2016년
Ⅰ유형：Ⅱ유형：좌동

Ⅰ유형：운영비 월 1.85
Ⅰ유형：홍보비 반기 1
Ⅱ유형：Ⅱ유형：운영비(50) 홍보비 (20)

2017년

2018년

Ⅰ유형：1개소 기준 68 Ⅰ유형：1개소 기준 68
내외
내외
Ⅱ유형：좌동
Ⅱ유형：3,400(센터당 180)
Ⅰ유형：운영비 월 1.9
Ⅰ유형：좌동
홍보비 반기 1
Ⅱ유형：운영비 (60)
Ⅱ유형 :

Ⅰ유형：월 1.7(1명 기준)×2명
∙ 인건비(백만원) Ⅱ유형：전담인력 4명 기준
(120)

Ⅰ유형：Ⅱ유형：좌동

Ⅰ유형：월 1.8(1명
기준)×2명
Ⅱ유형：좌동

Ⅰ유형：좌동
Ⅱ유형：좌동

Ⅰ유형：외부전문기관
(한국고용정보원) 평가
Ⅱ유형：정량평가(고용정보원)
정성평가(건설공제회)

Ⅰ유형：좌동
Ⅱ유형：좌동

Ⅰ유형：좌동
Ⅱ유형：좌동

Ⅰ유형：좌동
Ⅱ유형：정량 및 정성평가
(한국고용정보원)

성과인센티브
(백만원)

Ⅰ유형：분기별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상위 30%
Ⅰ유형：좌동
이상 분기당 3
Ⅱ유형：좌동
Ⅱ유형：목표 초과 달성 상위기
관 중 일부기관에 연간
기준 100 인센티브지급

Ⅰ유형：좌동
Ⅱ유형：좌동

Ⅰ유형：분기별 사업추진 실
적에 따라 차등 지
급：상위 10% 이상
분기당 3, 상위 30%
분기당 1.5
Ⅱ유형：좌동

수행기관(개소)

Ⅰ유형：12
Ⅱ유형：16

Ⅰ유형：7
Ⅱ유형：좌동

Ⅰ유형：6
Ⅱ유형：좌동

평가

Ⅰ유형：7
Ⅱ유형：17

출처：각 해당년도 고용노동부 사업지침 및 사업공고 자료(2015, 2016, 2017, 2018).
주：Ⅰ유형은 건설(고용센터), Ⅱ유형은 건설(공제회)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고용노동부의 위임을 받아 건설 관련 제반 업
무 처리를 위해 2015년부터 취업알선사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하여 공제회 주관으로 건
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 16개소를 운영하여 공공고용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건설취업지
원 사업에 대한 국가 정책적 개입이 이원화 되었다. 그러나 건설공제회 주관 취업지원
센터의 경우, 아직 운영 초기단계로 실적은 크지 않지만 공제회의 공공 고용서비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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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수급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으면 기업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하게 될 수 있다는 기대로 출범하였다.
이처럼 공제회 주관 취업지원세터가 출범하면서 건설업 취업지원에 대한 채널이 고
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가 고용센터를 통해 지도점검과 현장평가를 실시하면서 운
영하는 취업센터[‘이하 건설(고용센터’)]와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가 건설공제
회를 통해 운영하는 취업센터[‘이하 건설(공제회’)]가 함께 공존하게 되었다. 다만 이러
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2020년까지 건설(고용센터)는 사업 종료될 예정이다.
한편 <표 1>에서 두 사업의 실적을 비교한 바 있고 그 중 건설(고용센터) 실적이 건
설(공제회) 실적 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그 이유를 간단히 살펴
보면 건설(고용센터)의 경우 2006년부터 시작된 오래 사업연혁으로 축적된 경험에 의
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인프라 구축 내용은 먼저 개별 구직자 중심 취업이 아닌 인맥관리 시스템(팀 단
위)을 통한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노동조합의 영향으로 산업재해, 임금체불 등의 위
험요인 제거 및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사업 수행에 대한 지역사회에서의 공신력을 확
보하고 있다. 이를테면 팀장이 조합원이어서 임금체불 위험이 낮으며 또한 사고위험
등 기능공 고용에 대한 구인업체의 부담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신뢰 확보가 우선적으
로 요구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잘 충족하고 있다. 그 밖에 오랜 사업경험으로 장기간 축
적된 구인 및 구직 풀(pool)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꼽을 수 있다.
한편 고용센터를 통한 운영의 장점으로 지도점검과 현장평가가 단순히 점검과 평가
가 아닌 고용센터와 수행기관 간 소통의 채널 역할도 수행하고 있고 이렇게 논의된 내
용이 제도 개선에도 반영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교차점검이 1년에 4회
의 지도점검 중 1년에 2회 이루어지면서 지역 고용센터 담당자가 다른 지역 고용센터
담당자와 함께 수행하고 이를 통해 센터별, 지역별 차이 등을 고려 할 수 있게 된 것이
다(김호원, 2018b).
이에 반해 2015년부터 시작된 건설공제회 운영 사업의 경우, 축적된 경험을 기반으
로 하는 인프라 구축에 어느 정도 시간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며 주로 광역 단위 지역이
아닌 중소도시 지역에 센터가 설치된 경우가 많아서 건설현장 확보 및 관련 정보파악
등에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건설의 경우, 지역별 특성 차이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
기 때문이다.
또한 공제회 운영 사업의 경우,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서류 준비가 많고 공제회의
경우 제도개선을 위한 의사결정 역량이 미흡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센터는 제도개선에
적극적인데 반해 상대적으로 공제회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이러한 부분에 상대적
으로 한계를 지닐 수 있다. 그리고 노조와 연계 제한 혹은 지양으로 노조를 통한 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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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확대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김호원, 2018b). 즉, 건설사업의 특성 상 지역적 기반
을 바탕으로 한 팀 단위, 인맥단위 취업이 진행되고 이들 대부분이 노조 가입자가 다수
이므로 양적인 성과는 대부분 노조와 연계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조연계 취업
알선을 지양하는 공제회 운영 사업의 경우 양적 성과가 다소 낮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공제회 사업의 경우 2018년 운영기관 기준 (재)이찬, (사)대한노인회, 사회적협동조
합희망리본 등의 센터를 기반으로 건설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일정 경력 미만의 일반공
혹은 보조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의 질적 성과창출이 예전 건설(고용센
터) 사업과 차별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Ⅳ. 단계별 건설업 취업지원사업 특징 비교 분석
본 장에서는 건설 취업지원사업이 시기별로 추진해온 전개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비교 분석해 보기로 한다.
<표 9> 단계별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사업 특징 비교분석：2006~2018
분류
시기
도입기
(2006~
2008)

취약계층
사업편성
(2009~
2014)

수행주체 및 역할

지원내용

사업평가

∙ 사업 주체：고용노동부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총괄)
∙ 사업 주관：고용센터
(지도점검 및 현장평가)

∙ 2007년 인건비 3명 기준에서
2008년 2명 기준으로 변경

∙ 사업 주체：고용노동부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총괄)
∙ 사업 주관：고용센터
(지도점검 및 현장평가)

∙ 2009년부터 2011년 월 150만원에
서 2012년 월 12만원으로 기관운영
비 감소
∙ 2010년 연 2천만원 신규기관 설치비
2011년부터 외부전문기관
2011년부터 1천5백만원으로 감소되
(한국고용정보원) 평가
고 2013년부터 반기별 홍보비 2백만
원으로 대체
∙ 2010년부터 2012년 까지 인건비
165만원으로 동결

2006년 지방노동청 평가에서 2007
년부터 본부에서 민간위탁사업 성
과평가위원회 회의를 통해 ‘민간위
탁 참여기관 평가제(등급제)’ 실시

∙ Ⅰ유형：외부전문기관
∙ 사업 주체：고용노동부
∙ Ⅰ유형：전담인력 2명의 인건비를
(한국고용정보원) 평가
투트랙 운영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총괄)
지원하고 기관당 약 6,800만을 지원 ∙ Ⅱ유형：2015년 정량평가(한국
(2015~
고용정보원), 정성평가(건설공제
∙ 사업 주관：Ⅰ유형(고용센터), ∙ Ⅱ유형：전담인력 4명의 인건비와
2018)
회)에서 2018년부터 정량 및 정
Ⅱ유형(건설근로자공제회)
기관별 약 1.8억원 지원
성평가 한국고용정보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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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시기별
환경분석

수행주체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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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사업평가

▶ 도입기：2004년 플랜트 건설노조의 포스코 점거사태를 시작으로 주40시간 근무제 포함 등 건설근로자
처우개선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
▶ 취약계층 사업편성：2008년~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사회 전반적인 경기 위축
▶ 투 트랙 운영：건설근로자공제회 사업범위와 기타 복지영역ㆍ직업능력개발로 확대, 공공의 역할과 성격
강화

주：연구자가 구성; Ⅰ유형은 건설(고용센터), Ⅱ유형은 건설(공제회)

먼저 도입기(2006~2008)는 2004년 플랜트 건설노조의 포스코 점거사태를 시작으
로 주40시간 근무제 포함 등 건설근로자 처우개선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유
료직업소개소를 통해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과도한 소개수수료
문제가 거론되면서 공공 취업알선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노동부는 2006년 건설업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다 쉽게 구인ㆍ구
직을 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민간의 취업알선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본 사업을 도입하기에 이른 것이다. 도입기 지원내용은 2007년 인건비가
3명 기준에서 2008년 2명 기준으로 변경되고 사업수행기관 또한 19개에서 15개로 감
소하는 등 불안정하게 출발했다.
취약계층 사업편성시기(2009~2014)의 환경은 금융위기로 인해 사회가 전반적으로
경기가 위축되어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는 때였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2009년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를 확대 및 강화하고자 노
숙인 고용지원센터와 건설근로자 고용지원센터, 산업단지 고용지원센터, 직업훈련수료
지 고용지원센터 등에 대한 사업을 별도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관운영비와 신
규기관 설치비 감소와 인건비 동결 등 수행기관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전혀 개선의 여지
가 없는 가운데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다만 수행기관이 2012년과 2013년 각각 21개
와 20개로 사업추진 시기 중 가장 많은 기관을 보유하고 있어서 양적인 측면에서는 확
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투 트랙 운영시기(2015~2018)의 환경은 1997년 건설근로자에 대한 퇴직공제금 지
급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2003년 이후 퇴직공제제도가 의무가
입제도로 전환되면서 사업범위를 기타 복지영역ㆍ직업능력개발로 확대시켜 공공의 역
할과 성격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고용노동부의 위임을 받아 건설
관련 제반 업무처리를 위해 2015년부터 취업알선사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하여 공제회
주관으로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 16개소를 운영하게 되면서 건설취업지원사업에 대
한 국가 정책적 개입이 이원화 되기 시작했다.
한편 두 사업의 지원내용과 실적을 비교한 결과, 건설(공제회)가 사업예산 특히,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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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비 지원에서 건설(고용센터) 보다 2배 이상으로 많이 지원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양적인 실적은 건설(고용센터) 실적이 건설(공제회) 실적 보다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다만 2020년까지 건설(고용센터)는 사업 종료될 예정이지만 건설(공제회)의 경우,
건설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일정 경력 미만의 일반공 혹은 보조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
자리 제공 등의 질적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면 건설(고용센터) 보다 많은 지원을 받으면
서 양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과 설명을 함께 해야 하는 상황을 맞
게 될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사업 전개과정상에 나타나는 시기별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
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도입기(2006~2008)는 건설근로자 처우개선과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과도한 소개수수료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건설에서의 공공 취업알
선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증대되어 건설취업지원센터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도입기
지원내용과 사업수행기관 수 등에서 매년 변동성을 보이면서 불안정하게 출발했다.
취약계층 사업편성시기(2009~2014)의 고용노동부는 2009년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를 확대 및 강화하고자 노숙인 고용지원센터와 건설근로자 고용지원센터 등
에 대한 사업을 별도로 관리하기 시작했지만 기관운영비 감소와 인건비 동결 등 말뿐
인 취약계층지원에 머무르는 수준이었다. 다만 수행기관이 2012년과 2013년 각각 21
개와 20개로 사업추진 시기 중 가장 많은 기관을 보유하고 있어서 양적인 측면에서는
확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투 트랙 운영시기(2015~2018)는 건설(고용센터)가 운영하
는 취업지원센터가 취약계층 취업지원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이 이어지
지 않고 있는 가운데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고용노동부의 위임을 받아 건설 관련 제반
업무처리를 위해 2015년부터 취업알선사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하여 공제회 주관으로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 16개소를 운영하게 되면서 건설취업지원 사업에 대한 국가
정책적 개입이 이원화 되었다.
한편 두 사업의 지원내용과 실적을 비교한 결과, 건설(공제회)가 사업예산 특히, 인
건비 지원에서 건설(고용센터) 보다 2배 이상으로 많이 지원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양적인 실적은 건설(고용센터) 실적이 건설(공제회) 실적 보다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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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2020년까지 건설(고용센터)는 사업 종료될 예정이어서 건
설(공제회)의 경우, 건설(고용센터) 보다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양적인 성과를 내지 못
하면 숙련공 혹은 기능공이 아닌 일반공 혹은 보조공 등 건설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
리 제공 등과 같은 질적 성과라도 가시적으로 창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2. 제언 및 시사점
향후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추구해야할 방향과 개선대책
및 현안에서 모색 할 수 있는 제언과 시사점을 찾으면 다음과 같다.
먼저, 건설현장 청년층 취업을 위하여 청년들이 건설현장을 무조건 기피한다고 비판
하지 말고 건설현장에서 외국인노동자의 불법취업에 대한 단속을 통하여 건설현장 노
임 단가를 정상화 시켜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임금수준으로 높여줄 필요가 있다. 또
한 청년층이 일할 수 있는 건전한 건설산업 일자리 확보를 위하여 임금체불 및 산업재
해 등의 위협요소 제거와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대 청년취업
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토요일은 오후 3시까지로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토요일
일당은 주휴수당 개념을 적용하여 일당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이다(김호원,
2018b).
둘째, 건설현장 취업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하여 건설업 취업취약계층은 65세 이상 고
령자이면서 현장경력이 짧은 기능공이 아닌 보조공으로 유료직업소개 취업알선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이들에 대한 취업지원이 공공 부문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 공제회가 건설취업지원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건설노동조합
소속이 아닌 기관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이루어내어야 한다. 그래야만 노동조합 조합원
소속의 팀장(반장)이 기능공 혹은 숙련공들을 팀 단위로 공사 현장에 투입하는 것 이외
에 저숙련 일반공 혹은 보조공들의 개별적인 취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것이 건설취업지원센터 평가 그룹을 건설노동조합 소속의 양적
인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기관과 건설근로자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질적인 성
과를 창출하는 그룹으로 구분해서 평가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제회가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가장 유념해야 할 부분은 그간의
공공 고용서비스(고용센터)가 노사의 요구에 대응하지 못했던 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민
간 고용서비스 업체가 가진 기술적 전문성과 수요 지향성을 빠르게 흡수하고 접근성과
편리성 등 근로자의 요구에도 부응하도록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박광일, 2015).
또한 공제회 주도로 ‘건설근로자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시
스템이 제 기능을 하려면 건설기능인 등급제, 취업정보, 공제부금 납부, 직업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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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를 단순히 연계하는데 그치지 않고, 건설 노동시장 전반을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춘 ‘정보센터’로 인프라 확충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장의 임금수준이 적정한 수준인지 가늠하려면 기능수준별
생산성 평가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건설현장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대한 조사ㆍ분
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공제회의 정보센터가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
춰야만 수동적 정보 제공이 아니라 시장질서를 바로 잡고 노동시장의 주체들에게 방향
성을 제시하는 적극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박광일, 2015).
그러나 이상 제언한 것 보다 우선하여 건설근로자들의 취업지원사업의 발전을 도모
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저가수주 경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임금체불 증가, 공기단축,
저임금 외국인력 투입(불법취업) 등 건설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종류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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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Progress and Phased Feature Comparison Analysis
of Construction Workers’ Employment Support Project
1)

Ho-Won Kim*ㆍJong-Gu Le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ocus on comparing and analyzing employment
support project’s phased progress and feature which was introduced in 2006 for
construction workers. Phased features that were shown in construction workers’
employment support project process of progress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introductory stage(2006~2008), its start was unstable showing changes
every year in contents of support and in organization of project implementation
institute. In vulnerable social group project formation stage(2009~2014),
employment centers for the homeless and construction workers were separately
managed to enhance employment service to the vulnerable social group. Reduced
budget for operating and personnel expenses could only explain policy’s
ineffective implementation. Rather, since implementation organization possessed
most of the agency, it can be said that the project was expanded in quantitative
terms.
In the two track operation stage(2015~2018),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delegated construction related service to CWMAA and started employment
placement project from 2015 in earnest. 16 employment support centers were
operated under CWMAA and national policy intervention to construction
employment support was divided into two parts. After reviewing outcomes and
supporting contents of the two policies in this stage, higher qualitative
performance from construction employment center(CEC) was identified even
though CWMAA received double the budget particularly in personnel expense.
CEC is expected to terminate the policy by 2020. This leaves CWMAA a task to
create visible qualitative performance such as providing employment to skilled
workers or general workers or assistant workers who are in vulnerable
construction workers groups as long as CWMAA is not showing better results even
after receiving more support than C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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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not only identified phased progresses and features of construction
workers’ employment support policy, but also compared and analyzed its
changing process features in accordance with stages. This study will provide
useful information necessary for advanced operational direction of upcoming
construction employment suppor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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