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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화학업계의 영향과 대응

미·중 무역 전쟁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다. 미·중 양국은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고율관세의 

대상품목 수를 계속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비관세장벽이나 투자제한과 함께 환율전쟁의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미· 중 무역 전쟁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글로벌 경기의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으로 미·중간의 싸움을 단지 

옆집 불구경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미·중 무역전쟁의 배경과 전개과정 그리고 

우리나라 화학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 또 그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이는 우리 

화학업계와 정부가 앞으로 다가올지도 모르는 어려운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확한 상황인식과 

대응전략의 기초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2017년도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규모는 3,372억 달러에 달해 총 무역적자의 47.2%가 중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미국의 대규모 대중 무역 적자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국제 분업에 의한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미국의 2017년도 총 수출액은 1조 5,467억 달러였으며 총 수입액은 2조 3,429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7,956억 달러였는데, 이 중 대중 수출액은 1,304억 달러였고 대중 수입액은 5,056억 달러에 달하였다.

 �미국의 대중 수출품은 주로 곡물, 자동차, 오일·가스, 광물, 목재 등 주로 1차 산업 제품의 비중이 큰�

반면, 중국산 수입품은 주로 컴퓨터 및 전자 제품, 전기장치, 잡화, 의류, 기계, 가구, 철강, 가죽,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섬유 등 공산품이나 최종소비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대규모 대중 무역적자의 원인 중 하나는 미국의 많은 제조기업들이 인건비, 세금 등 비용�

측면에서 유리한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한 다음 그 생산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제 3국으로 

수출하는 현상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중국은 2016년 4월에 발표한 ‘13차 5개년 규획’에 따라 첨단산업 육성정책인 “중국제조2025”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제조업 부문별 정책목표는 다음과 같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트럼프대통령의 지시와 수퍼301조(Section 301 Action)에 따라 중국의 

미국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와 지적재산권보호 미비에 대한 대응책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지금까지 1~3 라운드에 걸쳐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관세 품목을 확대해 왔고 중국도 이에 맞서 같은 

방식으로 보복관세를 부과해 왔다.

2018년 7월 6일부터 발효된 무역전쟁 1 라운드에서 미국은 ‘중국제조2025’와 관련된 IT, 기계, 항공, 화학 

등 첨단 제조업 위주의 340억 달러 규모에 해당 하는 품목에 대하여 25%의 고율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중국은 이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자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340억 달러에 해당하는 대두, 

자동차, 돼지고기 등의 품목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였다. 화학분야에서는 미국은 중국의 벌크 

항생제, 인슐린, 에페드린, 아미노알콜, 트리에탄올아민염 등을 포함한 유기화학제품과 고무제품이 주요 

대상품목을 이루었지만 중국은 미국의 화학제품들은 1 라운드에서 제외시켰다. 

2018년 8월 23일부터 발효된 무역전쟁 2 라운드에서 미국은 철강, 기계, 청도, 화학 등 16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 하였으며 중국은 같은 규모의 미국 산 원유, 디젤, 

MRI, 화학제품에 대하여 25%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화학분야의 경우 미국은 중국산 비누와 계면활성제, 

플라스틱제품을 포함 시켰으며 중국은 LDPE, PVC, PC를 비롯하여 유기화학제품, 고무제품 등을 

포함시켰다.

2018년 9월 24일부터 발효된 무역전쟁 3 라운드에서 미국은 2,0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식품, 섬유, 종이, 

전기전자 및 기계부품, 철강 등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2019년 1월부터는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중국은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산 전기전자기기, 수송기기 및 부품, 

의료용 기기, 화학제품 등에 대하여 5~25%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화학분야의 경우 미국은 의약품을 

제외한 거의 모든 중국산 화학제품을 포함시켰으며 중국도 의약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미국 산 

화학제품을 포함 시켰다.

2017년도 한국, 미국, 중국 3국간의 화학제품 무역규모는 <그림1>에서 보듯이 중국은 미국은 중국과 

한국에 각각 약 176억 달러와 74억 달러 규모의 화학제품을 수출하였고, 중국은 미국과 한국에 각각 약 

275억 달러와 73억 달러 규모의 화학제품을 수출 하였으며 한국은 미국과 중국에 각각 약 69억 달러와 

300억 달러 규모의 화학제품을 수출하였다.

미·중 무역전쟁은 G2간의 패권경쟁과 관련되어 단기간에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간 지속될 것에 대비하여 정부는 시나리오별로 다양한 정책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화학 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미래 유망 품목의 발굴을 촉진하고 화학 산업의�

R&D 능력의 제고를 위해 화학분야 전용 R&D 기금을 조성할 필요

 �화학분야 R&D 고급두뇌의 분야별 실태파악과 양성을 위한 R&D 인력수급 계획과 로드맵의 수립,�

고급인력 정보화사업 지원

 �경쟁력이 부족하거나 과당경쟁인 분야의 경우 산업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

설비합리화 지원

미·중 무역 전쟁이 우리나라 화학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품목별로 수출확대의 기회를 

가져올 수도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글로벌경기의 침체와 자유무역의 후퇴로 결국 우리나라 화학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화학업계는 단기적으로는 품목별로 국제시장과 국내시장의 수급상황을 면밀히 체크해 가며�

최적화된 가동률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는 수급상황에 따라 업계 공동으로 생산능력의 합리적 조정을 

추진해 가며 때로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설비투자도 검토해 볼 필요

 �근본적으로는 무역전쟁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고기능성, 인체적합성, 친환경적 제품 등�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제품개발을 위한 R&D 능력의 확충을 위한 투자확대 필요

 �시장전략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를 통해 무역장벽을 우회하거나 미국과 중국 위주의�

수출시장을 제 3국으로 다변화 노력필요

미·중 무역 전쟁이 우리나라 경제 특히 화학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은 입장과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이는 기본적으로 한미·중 3국간의 국제 분업 구조가 한국은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은 

이를 가공하여 최종제품으로 제조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형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 

수출품에 대하여 고관세율 부과로 중국의 최종제품에 대하여 수요가 감소할 경우 우리의 중간재에 대한 

중국으로부터의 수요는 감소할 것이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중국제품의 대미 수출가격경쟁력이 저하되어 

한국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직접 미국시장으로 수출확대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대미 수출이 막힌 중국의 최종제품들은 국제시장으로 유입되어 국제가격에 충격을 

가하거나 아니면 생산이 감소하여 중간재인 화학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화학제품의 국제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입국의 경우 수입제품의 가격상승이나 수입제품의 물량감소로 인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수입국의 로컬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입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수송비가 낮고 또 공급여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새로운 수출수요의 증가로 기업이익의 향상이 기대된다.

화학분야의 경우 미국의 중국제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로 한국제품의 상대적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플라스틱제품과 고무제품분야라 할 수 있다. 중국이 미국제품에 대하여 

보복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중국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가 기대되는 분야는 석유화학제품들이 포함된 

유기화학제품들이다.

 �2017년 중국의 GDP 규모는 14.1조 달러로서 미국의 GDP 20.4조 달러의 69.1%에 이르고 있으며, 또�

2030년 중국의 GDP는 26.0조 달러에 달해 미국의 GDP 25.2조 달러를 넘어 세계제일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블룸버그 통신은 HSBC의 전망을 인용 보도 한 바 있다. 

 �이는 1970년대와 80년대에 빠르게 성장하던 일본경제가 1985년 9월에 “플라자 합의”이후 엔화가�

급격히 절상되는 바람에 이후 일본은 20여 년 동안 장기불황으로 잃어버린 20년의 세월을 겪었던 

경험을 상기시키기도 한다.

 �화학분야에서 중국의 계획을 보면 국영화학기업에 집중 지원에 의해 자급도 향상, 기술자립을 달성하고�

상대적으로 외국기업들에 대해서는 시장 접근제한, 기술이전을 전제로 한 시장접근허락, 인허가 

지연내지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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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화
신흥 산업 육성 전략산업 육성

핵심기초소재, 
핵심기초부품, 
선진기초기술, 
산업기술기초

스마트 제조공정,
고급 장비 혁신발전

프로젝트
항공우주장비, 

첨단기술선박, 선진궤도 
교통장비, 디지털 

수치제어공작기계, 
로봇장비, 농기계장비, 
고급의료장비, 선진 

화학공업 세트 장비 등

차세대 정보기술, 
신에너지자동차, 

생명과학, 녹색저탄소, 
고급 장비 및 소재, 

디지털 혁신 산업 육성

항공해양, 정보네트워크, 
생명과학, 핵 기술, 

양자통신, 합성생명 및 
재생의학기술, 소형 핵 
동력 시스템 등의 산업 

육성, 고급소재
스마트재료, 그라핀 및 

메타물질 등 기능성 
나노 재료, 인화인듐 

및 탄화규소 등 차세대 
반도체 재료, 분해성 

재료와 생합성 신재료 등

자료: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그림1> 한국, 미국, 중국 3국간의 화학제품 교역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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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절로 묶이는 운동화 끈이 있다? 신발을 신으면 발 크기에 맞게 자동으로 끈이 조여진다. 옷이 

물에 젖으면 벗지 말고 단추를 누른다. 드라이모드가 시작되면서 건조된다. 미래지향 SF영화로 

이슈가 되었던 1985년作 '백 투 더 퓨처'의 한 장면이다. 미래에 대한 상상은 2015년 현실이 

되었다. 2010년, 나이키에서는 신발 끈 자동 조절 기술 특허를 내고, 2015년 실제 제품을 

출시했다. 미국의 한 의류 업체에서는 2015년 옷이 젖었을 때 스스로 건조시키는 기능을 가진 

재킷을 개발했다. 자재부터 빠르게 건조되고 통풍이 잘되는 섬유로 만들어져 화제가 되었다. 전 

산업계가 4차 산업 혁명을 기반으로 한 변화의 물결 속에 있다. 섬유산업도 마찬가지다. 영화 속 

미래에서는,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산업용 소재가 자주 등장한다. 

우리나라 섬유산업 현주소

#한국형 #인더스트리4.0  #울트라혁신

우리나라 섬유패션산업은 타 산업 군들과 반대구조다. 다른 산업 군들은 부품과 소재에서 조립, 

완제품으로 가는 기간산업이지만 섬유산업은 거꾸로다. 원료생산 기업이 대기업이라는 산업적 

특성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Up Stream(면방, 화섬)부터 Middle Stream(직물, 염색가공), 

Down Stream(의류, 패션)까지의 생산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기술이 고르게 발달되어 

있다. 실을 뽑고 원단을 생산하고, 의류를 만드는 각각의 과정이 하나의 공정이고 이러한 공정이 

다단계 구성을 이루고 있다. 섬유산업은 2016년 기준 제조업 업체 수 대비 11.5%(48천개사), 

고용의 7.5%(302천명), 도·소매업 포함 시 전 산업의 7.7%(304천개사), 고용의 4.0%(854천명)을 

차지한다. 연관 산업까지 포함하면 10명 중 1명은 섬유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셈이다. 또 국제적으로 

세계 9위의 섬유수출국, 세계 4위의 생산기술국으로 세계 수출시장점유율 1위 품목을 다수 보유한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섬유산업은 정보통신기술(ICT), 나노기술(NT), 바이오기술(BT) 

등 첨단 신기술 및 연관 산업과의 융복합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융복합 섬유가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자동차, 에너지, 의료·위생, 우주·항공, 건축·토목, 웨어러블 의류 등 관련 산업과의 

융복합화가 진전되면서 사용용도도 확대되고 있다. 고성능 섬유의 수요는 연평균 7.8%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섬유·ICT·SW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디지털시대에 요구되는 스마트 의류,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핵심기술 등이 개발되고 있다. 

<고성능 섬유의 활용사례>

<웨어러블 디바이스 활용사례>

3년간 8개 자율기획사업 추진

NCS기반 인력양성으로 대표성 강화

‘15년 발족한 섬유제조패션 ISC는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NCS에 기반 한 사업영역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섬유 산업군 NCS는 세분류까지 모두 합쳐 24개가 확정, 섬유패션의 직무로서의 나열을 

포함하고 있다. 현 업계에서는 중장기 미래에 있어 AI를 기반으로 한 4차 산업에 대비한 직무 나열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업현장, 교육기관에서의 수요를 파악하고 교육시스템 정비를 

위한 협의체, 전문가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 섬유패션분야의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최적의 산업현장 전문 인력양성 기반을 마련하고, 섬유패션산업의 맞춤형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  산 업 군 의  과 업 비 전 을  가 장  명 확 하 게  들 여 다 볼  수  있 는  사 업 은  자 율 기 획 사 업 이 다 . 

섬유ISC도‘16년부터 매년 새로운 자율기획사업을 진행하며, 산업 대표성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올해도 3가지의 자율기획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첫 번째로 그동안의 과업을 통해 보급, 확산된 

NCS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현재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훈련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 NCS 신규개발, 개선 등이 현장에서 어떠한 

활용도가 있었는지 기업 간 성공스토리를 만들어보고자 우수사례집을 준비 중이다. 이번 사례집은 

11월 말 발간 예정으로 10여개 정도의 업체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두 번째 자율사업은‘지역 맞춤형 의류패션 채용지원’이다. 국내 섬유산업은 서울은 패션, 경기는 니트, 

대구는 직물 등으로 지역별, 스트림별 연구 및 지원 인프라가 대표 분류 되어 있다. 산학 미스매치 

최소화 및 권역별 산업현장 맞춤형 인력배출을 위해서는 기업과 의류패션 교육기관 간 협력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이에 기업 실무 형 인력수요에 대해 2~4년제 권역별 주요 의류패션 교육기관의 

커리큘럼 개선 등 기업과 교육기관간의 채용연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세 번째는 해외에 생산기지가 나가있는 기업을 위한 NCS 보급, 확산에 대한 인력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수출주도로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견인한 핵심기간산업인 섬유패션산업은 80년대 후반부터 

인력난 및 임금상승으로 인해 생산 공장(생산기지) 해외이전이 확대되었다. 이에, 섬유패션 

수출기업들은 개발실, 샘플실은 국내에 잔류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고,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양성이 요구되고 있다. 글로벌 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고용확대를 위한 인력양성정책이 

필요하고, NCS기반 교육의 질 관리로 직업훈련 정책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섬유패션ISC는 ‘인력현황 분석보고서’ 발간을 통해서도 산업현장과 소통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통계청, WTO, IMF, UN 등 국내외 기관에서 발표한 통계를 집대성하여 섬유패션 산업 및 인력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있다. 섬유패션 ISC 협의체 위원, 산·학·연 전문가들과 보고서 개선방안 등 의견 수렴을 

하고, 각종 산·학·연 관련단체 및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중소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이슈리포트’를 발간할 예정이다. 1년에 4회, 각 분기별로 산업계에서 

가장 뜨겁고 관심이 많은 이슈를 뽑아 현장중심적인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섬유제조패션 ISC 자율기획사업

상상이 현실이 되다,

기술을 입은 섬유패션산업  

성장 엔진은 인력양성 ISC 

‘16년 ‘17년 ‘18년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발굴‧선정 지원�

��인재양성 및 교육기관 컨소시엄�
운영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위한�
�인재양성 방안 마련

��산업현장 인력채용 확대를 위한�
산학 컨소시엄 운영

�NCS활용기업 확대 지원사업�

��섬유패션 수출기업을 위한�
NCS�기반 인력양성 방안

��지역 맞춤형 의류패션�
�채용지원

��섬유패션기업�NCS�
활용실태조사

*취재협조

섬유제조패션산업 ISC 이용한과장, 정규희대리, 안정현대리

우주/항공

동체, 부품,
내장재

차체, 내장재,
연료탱크,

타이어코드

블레이드,
시추용 파이프,

연료건지

전자제품,
로봇, 광케이블,

보강재

구조재,
내장재, 필터,
지반보강재

골프채, 라켓,
낚시, 요트,

자전거

의료용품 기기, 
방호 방탄용품

수송기기 에너지 전자/기계 건축/토목 스포츠/레저 의료/기타

증강현실

흥미유발

헬스케어 생활보조

인간능력 향상

군사용

웨어러블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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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없는 산업. 섬유산업의 또 다른 이름이다.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의 부재인 우리나라 섬유산업은 
글로벌 브랜드 메이킹에 돌파구를 찾고 있다. 부가가치를 줄 수 있는 인기 있는 얼굴, 브랜드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부터 섬유 산업이 점차 성숙단계로 접어들었지만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기술과 비즈니스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내고 있다.‘자라’회장‘아만시오 

오르테가’와, 일본의 부자 1위‘유니클로’회장‘야나이 다다시’가 세계 최고 부자인 빌게이츠와 1, 2위를 
다투고 있다. 자라와 유니클로는 첨단 소재와 유통, 공정의 혁신을 통해 패스트 패션을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의 지격변동을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인력에 대한 고민이 최우선이다.‘15년 발족이후 
섬유패션산업의 인력양성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섬유제조패션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를 만났다. 

대표기관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다음은 최준영 사무총장과의 인터뷰 내용. 

Q1. 
업종별 전문가 728명, NCS 수행역량

확보·구축에 큰 도움 될 것 같다. 

섬유패션 산업계, 학계 등 분야별, 업종별 전문가를 포함해 모두 728명의 업종별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다. 섬유패션산업군의 다단계 공정과 분업화되어있는 직군 특성상 전문가 확보도 많다. 산업 군 구분이 

명확하니 관련 과업 실적도 비교적 뚜렷한 편이다.‘15년부터 NCS 신규개발 2건, 개선 14건, 기업 활용 

컨설팅 110개사가 진행되었다. 향후 산업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세분류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섬유패션분야 능력단위 신설 및 분할 등을 개선중이다. 구체적으로 

패션소품생산 능력단위 분할, 온라인유통 능력단위 신설, 염색가공 능력단위 신설 등이다. 

Q2. 
산업계 변화와

NCS  보완·개선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나라 섬유패션산업은 성숙단계다. 섬유패션산업계에서는 의류 업을 탈피하고 있다. 옷을 위한 

섬유에서 산업용으로 넘어가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산업용의 비중이 높다. 국내 섬유패션산업군은 

의류용 70%, 산업용 30%의 비중을 차지한다. 산업용 부품으로 쓰이는 소재 발달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우주/항공, 수송기기의 기체에 탄소섬유가 쓰인다. 산업용 섬유는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다. 산업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섬유산업계의 롤 모델로 생각하는 독일, 일본에서의 정책들을 

많이 참조한다. 전 세계에서 도제시스템이 제일 잘 구축된 나라가 독일이다. 의류용에서 산업용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나라의 제조 산업에 대해 한국화가 가능한 부분들을 참고하는 편이다. 이러한 

산업계의 변화가 있지만, 섬유산업을 NCS상으로 구분하는 데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같은 폴리에스터 

실을 만드는데 그 실로 옷을 만들면 의류용, 인공 혈관을 만들면 산업용 등 직무는 같지만 용도가 

다르다. NCS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앞으로의 숙제다. 4차 산업혁명이 산업계에 불어온 바람에 따라, 

IT를 활용한 제품혁신, 공정 혁신 등 새로운 직무가 생겨나고 있고 그것에 대비할 수 있는 NCS 구축이 

필요하다.   

Q3.
섬유제조패션 ISC 구성원 내부의

역량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ISC 1기부터 3개년 간 참여한 인력과 효과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지속적인 내부인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연초 사무국 직원의 역량개발 계획 및 일정을 수립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시간 

확보 및 비용을 지원한다. 전담인력 역량강화 교육 및 사업운영관련 교육 등을 1인당 연간 16시간 

이상 이수 의무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체평가 및 교육 결과보고를 통해, 정성적, 정량적 결과를 

확보한다. 교육시행 후에는 결과보고와 교육성취도에 대한 자체평가서를 작성해 달성수준을 정량적 

추산, 선임위원에게 보고하여 성과평가 및 피드백을 실시한다. 내부직원의 ISC 사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담인력 교육계획안도 운영 중에 있다.  

Q4.
앞으로 섬유제조패션 ISC 목표는?

섬유패션ISC는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실력중심사회 구현을 미션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섬유패션산업 

인재양성의 허브기관 역할수행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추진전략, 전략과제를 참여업체, 노동계, 관련 기관과 함께 협의하여 진행 중이다. 섬유패션ISC는 

적어도 인력양성에 있어서 각 계의 허브역할을 하고자 한다. 섬유패션산업이 다단계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섬유, 의류산업 간의 단절, 공급에 비해 수요가 적은 수요공급의 비대칭 등의 어려움을 갖고 

있다. 섬유패션ISC는 교육기관, 공급기관, 수요기관의 요구를 파악하고, 수렴된 의견으로 발전전략을 

만들어서 액션 플랜을 실행을 할 것이다. 

섬유제조패션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총장 최준영 int

사람과 기술을 잇는다

미래 섬유산업지도 다시 그리는 ISC

10월호월간ISC 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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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ISC 트렌드 탐방

인적자원개발 선진국, 

뉴질랜드 ISC

트렌드 맛보기

전기에너지자원ISC
안선희과장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2015년 출범과 함께 1기 사업부터 함께한 전기·에너지·자원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매년 해외 선진 인적자원개발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선진주요국을 

방문하고 있다. 다녀온 국가의 주요 인적자원개발기관은 ISC 거버넌스 체계에 추가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유기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2016년 호주, 2017년 영국 방문에 이어 올해는 교육훈련과 자격 연계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뉴질랜드를 

방문하게 되었으며, 뉴질랜드의 전기공사협회를 주력으로 전기분야 인적자원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CONNEXIS(전기 ITO), 뉴질랜드의 국가기술자격을 담당하고 있는 NZQA(New Zealand Qualification 

Authonty), 기술, 직업을 교육하는 폴리테크닉 대학 ARA(ITP)를 컨택 할 수 있었다. 

교육과 자격이 일원화된 나라

뉴질랜드

-

4개의 공식 기관을 방문하면서 가장 벤치마킹하고 싶었던 뉴질랜드의 사례는 교육과 자격체계가 

일원화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산업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누구든 해당 분야 교육을 

이수하고 현장실무능력을 갖추어 소정의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와 같은 개념인 

Unit Standards를 토대로 그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때문에 교육과 국가기술자격 분야에서 Unit 

Standards가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뉴질랜드에서는 산업현장을 반영한 Unit 

Standards의 개발, 개선 및 리뷰에 큰 비중을 두고 산업계와 교육체계의 괴리를 해소하고자 

수시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NCS는 현재 각 산업별 ISC에서 개발하고 있지만, 

뉴질랜드에서는 산업별 ITO 뿐만 아니라, 누구나 Unit Standards 및 교육 과정을 개발할 수 있고 

개선 의견을 언제든지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NCS를 도입한 지 수 해가 지났지만 실제로 NCS를 개발, 개선 및 확산하는 

정부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사업주, 교육기관 외에는 NCS의 개념과 활용방법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뉴질랜드 정부에서는 교육과 자격이 일원화된 체계로 운영하다 보니 Unit 

Standards에 대한 홍보는 따로 할 필요가 없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교육과 

자격을 통합시키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가까운 미래에는 개발된 NCS 및 학습모듈 등의 활용, 개선 

부분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두 번째로 인상 깊었던 내용은 전기분야 인적자원개발 및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CONNEXIS에서 

교육을 이수한 학습자는 100% 취업과 연계된다는 것이었다. 이는 해당 산업의 Unit Standards를 

담당하는 ITO가 교육(국가기술자격 취득)도 함께 담당함으로써 큰 시너지를 내는 것으로 보였다. 교육 

종료 후 취업을 하게 되면 학습자의 현장 적응을 돕고 교육받은 내용이 현장에서 실제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육자 및 교육과정 개설 담당자는 팀(제너럴 매니저 3인, 교육자 12명)을 구성하여 

이수한 학습자의 취업현장을 1년에 4~5회 방문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었다. 나아가 산업계 

실무담당자, 교육 제공자, 교육전문가, 고용주, 견습생, 이수자로 이루어진 워킹 그룹은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Unit Standards와 현장실무에 적합한 교육 과정(국가기술자격 취득 연계)을 끊임없이 

개선, 적용하고 있었다.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면 현장실무와 교육, 자격이 일치될 수밖에 없을 

뿐더러 인력 미스매치는 자연적으로 해소되고, 산업계는 재교육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우 리 나 라 도  국 가 기 술 자 격 체 계  및  산 업 실 무  교 육 체 계 를  일 원 화 하 고  산 업 계 의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NCS개발, 개선과 산업실무 교육(국가기술자격 연계)을 함께 담당한다면, 

교육 이수자, 즉 자격 취득자가 산업체에 들어가 겪게 되는 부적응, 재교육의 부담, 이직 욕구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산업계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더 이상 인력난에 호소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Unit Standards 및 교육 과정(국가기술자격 취득)을 

개발, 개선할 때 ITO, 교육 제공자, 교육 전문가, 고용주 뿐만 아니라 산업계 실무담당자, 견습생, 

이수자, 그리고 Unit Standards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일반인들의 의견까지 반영을 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우리나라처럼 개발, 개선이 필요한 Unit Standards를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전문가, 고용주가 정하는 것이 아닌 실제 산업계 실무담당자와 견습생, 이수자, 심지어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견을 제시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항상 마련되어 있고, 실제로 실무에서 

절실하고 의미 있는 부분의 Unit Standards가 개발, 개선될 수 있도록 그 산업 전체가 참여하고 

있었다. 이 또한 교육과 자격이 일원화되어 있고 산업계가 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 자격체계의 일원화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기관은 NZQA와 ITO였다. 

산업계의 인적자원개발,

훈련기관 ITO(전기분야 CONNEXIS)

-

뉴질랜드의 인적자원개발위원회(ITO, Industry Training Organizations)는 50개의 ITO로 

출범하였다가 2016년 정부의 ITO통합으로 현재는 11개의 ITO만 남아있다. CONNEXIS는 

이를 계기로 건설인프라, 전기공급(통신 포함), 수자원 분야가 통합되었으며 여러 개의 산업이 

통합되었다는 의미로 명칭을 CONNEXIS로 명명하였다고 한다.  CONNEXIS의 거버넌스 체계는 

다른 ITO와 같이 고용주, 학습자, 정부이며 주요 협력기관은 산업자문그룹, TEC(고등교육위원회), 

NZQA, 타 교육제공기관(폴리텍 대학, 사립교육시설)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ITO는 국가표준 및 

자격의 설계, 개발, 평가 및 조정과 역량체계 개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산업계를 대신하여 교육을 

컨트롤 하고 있었다. 또한 기업과 학습자가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학습하고, 올바른 

지식, 기술 및 경험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었다. 이를 통해 학습자를 성장시키고, 고용주 및 

산업계의 진정한 힘을 키우며 유닛 스탠다드 및 교육, 현장 적응 등 정보를 지속적으로 피드백하여 

교육체계와 산업현장과의 괴리를 최소화하고 있었다. CONNEXIS의 직원은 지점직원까지 60여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재정은 학습 수료자의 수에 따라 정부에서 70%, 산업계에서 30%를 지원하고 

있었다. ITO는 5년 단위로 NZQA와 TEC(Tertiary Education Commission)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산업현장의 요구 및 교육 전략을 반영한 연간 투자계획을 승인받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었다. 한국의 

ISC와 같이 1년 단위로 사업 평가 결과 및 계획에 따라 국가의 재정적 지원은 증감이 생기기도 하며 

지원에 대한 배분은 TEC에서 관장하고 있었다. ITO는 거버넌스 체계를 활용하여 해당 산업의 유닛 

스탠다드 및 자격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개발 프로세스는 “①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검토 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개발을 시작, ②초안을 작성하고, 내·외부적으로 컨설팅 받은 후 피드백 

검토, ③품질 검증 및 리스팅, ④(CONNEXIS-교육제공자) 실무 현장을 반영한 자격, 훈련, 평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⑤(NZQA-국가자격기관) 일관성 있는 표준을 제시하고 자격 고시‘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CONNEXIS 방문을 통해 가장 유익했던 점은 유닛 스탠다드의 개선시스템이었다. 유닛 스탠다드 

및 자격은 5년에 한 번씩 보완하는 체계로 되어있으나, CONNEXIS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리뷰를 

진행하고 있었다. 개선사항 리뷰 과정은 NZQA(뉴질랜드 국가기술자격청)에 이메일로 접수된 의견을 

받고, 산업계 실무담당자, 교육제공자, 고용주, 견습생, 이수자로 이루어진 워킹 그룹이 모여 평가 및 

리뷰 단계를 거쳐 수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자격증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매년 개선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또 하나의 주목할 점은 산업계에서는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CONNEXIS에서 배출한 기술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CONNEXIS에서 

교육을 받은 학습자는 100% 취업으로 연계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수한 학습자의 현장 적응을 돕고 

교육내용의 문제점을 수시로 피드백 하고자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수시로 NZQA에 접수하고 있었다.

이는 해당 산업의 Unit Standards를 담당하는 ITO가 교육(국가기술자격 취득)도 함께 담당함으로써 

큰 시너지를 내는 것으로 보였다. 

뉴질랜드의 교육과 자격을

관장하고 있는 NZQA

-

NZQA(New Zealand Qualification Authority) 는 뉴질랜드의 국가기술자격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NZQF(뉴질랜드 자격체계)와  NCEAs(뉴질랜드 교육체계)를 관장하고 고등 교육기관의 품질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또한 뉴질랜드 자격체계 관리, 중 고등학교 평가 시스템 관리, 비 대학 교육기관의 

독립적인 품질 보증, 특정 단위 표준에 대한 자격 인정 및 표준 설정 등 국가자격제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NZQA는 산업현장 전문가와 교육 분야 전문가와 함께 NQF(국가자격체계)를 관리 및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인정된 일관성 있는 직무능력표준과 자격을 관리하고 학습에 학점(credit)을 부여하고 

국가 자격을 구조화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었다. 2018년 9월 기준 NZQA에 등록되어 있는 자격은 

총 4,304개이고 이 중 전기 관련 자격은 25가지이다. 기관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현재 뉴질랜드 

자격체계가 개편 중에 있다고 한다. 뉴질랜드의 자격체계는 크게 National Qualification과 Local 

Qualificatio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evel 1~ Level 10까지 수준별로 구분되어 있다. National 

Qualification은 일관된 기준과 표준을 가진 국가 자격을 의미하며, Local Qualification은 국가 

자격 외의 교육훈련기관이 개발한 자격을 의미한다. Level 1~Level 3는 고등학교 교육과 이에 

상응하는 기초훈련 수준이며, 4~6은 좀더 높은 수준의 자격이다. 고등학교 수준에서 자격을 학습 

기간으로 환산하면 Certificate는 1년, Associate Diploma(정부)는 2년, Diploma(교사, 간호사)는 

3년, Post-graduate Diploma는 1년이다. 학사학위(Bachelor Degree), 석사학위(Masters), 

박사학위(Doctorates)는 학습자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났다.     

뉴질랜드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뉴질랜드 자격체계를 기반으로 TEO(Tertiary education 

organizations)가 개발하여 인증서 또는 학위를 수여하는데 이 과정을 NZQA에서 승인·관리함으로써 

뉴질랜드의 자격 관리가 체계화되었으며, 현재 시스템으로 정착되기까지 6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NZQA 역할 중 중요한 다른 하나는 대학교를 제외한 고등교육기관의 품질 보증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부터 중등단계 학생들의 성취평가 및 결과까지 관리하고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NZQF는 40학점 이상을 받고 승인된 품질 보증 기구에 의해 품질이 보장되는 모든 자격을 

NZQA에 의해 자격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격은 평균 5년마다 자격을 재평가·검토하고 

품질을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NZQA는 자격 및 교육의 품질 보증 프레임워크에 대한 평가 

방법을 개발하여 2009년부터 도입하였으며 아래 그림과 같은 과정으로 품질이 보증된다. 그 외에도 

뉴질랜드의 교육체계와 자격과 관련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증을 받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탐방기를 마치며

- 

 처음 출장을 계획하고 공식 방문기관과 소통하면서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시작했던 뉴질랜드 

출장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일원으로서 NCS 관련 사업을 

담당하면서도 출장을 가기 전에는 NCS는“지극히 평범한 초등학생이 옷장 저 깊숙이 숨겨져 있던 

아버지의 멋진 턱시도를 걸친 것”같다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다. 이론으로는 잘 되어있고 이상적인 

구색을 갖추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에 꼭 맞지 않는 NCS이고, 교육기관, 기업과 구직자, 

재직자에게 많은 홍보가 되지 않아 개발된 NCS를 개선, 확산하는 등 사업을 이끌어 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또한,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이끌어가야 하는데 과연 미래에 이 부분이 교육과 

산업계에 잘 적용될 수 있을지 막연하기만 했었던 생각이 이번 출장으로 인해 많이 바뀌게 되었던 

것 같다. 교육과 자격, 그리고 취업이 원스톱이고, 해당 산업의 모든 사람이 의견을 제시하고 교육과 

자격정책에 참여할 수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루트와 일을 하게 

되었을 때의 미래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나라 뉴질랜드, 물론 다른 나라와 동떨어져 있는 섬나라이고, 

인구가 적고 준법정신이 투철한 나라라서 국가 정책에 시민과 산업계가 잘 따라주는 특성이 큰 

메리트로 작용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뉴질랜드의 모든 것을 벤치마킹 할 수는 없겠지만, 교육과 

자격의 일원화, NCS에 대한 상시 리뷰 루트, 산업계에서의 국가기술자격 운영 부분은 이미 그 효과가 

입증된 뉴질랜드의 사례를 접목한다면 괄목할만한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이 탐방기가 NCS 담당기관인 직업능력개발원, 산업인력공단.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의 개발, 

개선 및 확산 담당자에게 NCS 관련사업 운영에 있어 미력하나마 뉴질랜드의 교육 및 자격체계에 

대한 작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탐방기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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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샷

남기는 골목벽화길 여행 

여행의 추억을 기록 없이 오랫동안 기억하기란 쉽지 않다. 여행지만의 분위기, 뉘앙스를 모두 

담기는 어렵지만 우리들은 잊혀지는 여행의 소중함을 기억해두기 위해 사진을 찍어둔다. 그 중 

두고두고 돌아볼 수 있는 ‘인생샷’은 어느새 여행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경북에는 ‘인생샷’을 

건질 수 있는 벽화마을이 여러 곳에 조성되었다. 낡고 오래된 벽면을 채운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아기자기한 그림들은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고, 마을의 분위기를 화사하게 바꿨다. 알록달록 

다채로운 색감의 벽면은 명품 야외 스튜디오 역할을 톡톡히 한다. 그냥 지나치기엔 아까운 인생샷 

스팟, 경상북도의 숨은 벽화명소 6곳을 만나보자.

여름에도 꽃이 만발한,

김천 자산 벽화마을

김천 자산공원 인근마을에 자리 잡은 자산벽화마을. 김천의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벽화마을 골목 곳곳 아기자기한 

그림들이 가득하다. 자산동 벽화마을은 소원성취의길, 

출산장려의 길, 야생화벽화의 길 3개로 나뉘어져있다. 특히 

야생화벽화의 길은 오르막길 내내 다채로운 색과 특징을 

지닌 꽃들이 보여 기분이 좋아진다. 벽화를 따라 계속 

오르다보면 김천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산공원 전망대가 

있어 가슴이 탁 트이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오르막을 오를 

땐 힘들었지만 다시금 새로운 벽화를 보며 내려오면 또 다른 

여행지로 온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벽 가득 다양한 그림에 

홀로 떠나 골목을 걸어도 심심하지 않을 자산 벽화마을로 

떠나보자. 

옛 신라의 자취를 찾다,

경주 보문단지 벽화

특히나 바쁜 일상으로부터 벗어난 여행은 다시금 마음을 정비할 수 있는 ‘쉼표’가 되어준다. 

경상북도 사람들의 대표 힐링 여행지인 경주 보문단지. 벚꽃여행지로도 유명한 이곳에도 숨겨진 

벽화거리가 있다. 단지산책로를 따라 늘어진 흰벽에 새겨진 그림은 바로 경주 천마총에서 발견된 

천마도이다. 빨,주,노,초,파,남,보 무지개의 알록달록한 색상들로 새롭게 그려진 천마총은 원색의 

강렬한 색깔로 사진 찍기 딱 좋은 장소이다. 경주만의 역사와 특색을 담은 벽화를 따라 거닐며 옛 

신라의 모습을 떠올려보자. 

음식과 함께하는 어린 시절의 추억,

예천 맛고을 문화의 거리

활기가 느껴지는 맛고을 문화거리의 그림. 거리에 혼자 조용히 거리를 거닐어도, 

골목 벽 가득한 그림 속 사람들로 골목이 시끌벅적하다. 예천 맛고을 길은 50여 

년 전부터 음식상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추억이 깃든 음식거리이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옛거리는 음식점 사이사이 자리 잡은 ‘벽화’들로 새롭게 

태어났다. ‘말뚝박기’, ‘구슬치기’, ‘제기차기’ 등 8090세대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익살스러운 

그림들은 마치 어린 시절로 되돌아간 듯한 착각이 일어난다. 예천 맛고을 문화거리를 들러 맛있는 

먹거리와 함께 벽화를 만나보자.

정다운 시골의 풍경이 담긴,

의성 점곡면 사촌마을 벽화거리

쨍하게 내려쬐는 햇빛이 알록달록한 벽화를 더 돋보이게 

만들었다. 점곡면의 벽화들은 화려하진 않지만 서정적인 

시골의 풍경을 정겹게 담아냈다. 벽에 가득한 녹색의 

푸르름과, 황금빛이 어우러진 그림들은 농촌 우리네 삶을 

표현하기에 안성맞춤인 색이다. 또한 선비문화를 주제로 

조성된 점곡 벽화거리는 그림과 더불어 아름다운 시가 

곁들여서 거리를 거닐며 사색을 즐길 수 있다. 천연기념물인 

사촌가로숲과 만취당(보물1825호)으로 가는 길의 나지막한 

돌담길과 주변의 풍경들이 벽화거리와의 절묘한 조화를 

만든다. 농촌 특유의 정겨움을 느낄 수 있는 점곡면 사촌마을 

벽화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가족 친구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보자. 

분천역 협곡열차 인증샷은 여기에서,

봉화 소천면 벽화마을

봉화군 소천면 현동4리, 속칭 ‘운곡마을’의 길을 따라 채워진 

시골풍경이 눈길을 끌었다. 마을 특성을 살린 소천면 벽화에는 

‘그네를 타는 여인’, ‘벼를 든 농부’, ‘산속의 송이버섯’이 

담겼다. 이외에도 주목할 것은 담벼락을 따라 길게 늘어진 

‘기차’와 ‘백두대간 호랑이’그림이다. 소천면의 벽화에는 

유독 기차그림들이 많았는데, 이는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소천면의 V트레인 백두대간 협곡열차를 

나타내고 있다. 벽을 뚫고 나오는 듯한 벽화 그림들은 

생동감이 넘쳤다. 분천역 협곡열차, 산타마을 등 벽화마을 

근처에는 놓치기 아까운 여행명소들이 있다. 협곡열차를 

찾은 분이라면 꼭 소천면 벽화마을도 들러 사진을 찍어보자.

옛 추억을 간직한,

경산 서상동 골목길

여유로이 나들이하기 좋은 경산시 서상동의 벽화골목. 골목길을 돌때마다 속속히 나타나는 

그림들에 다음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마음이 설렌다. 서상동 골목길의 주제는 바로 ‘추억길’

이다. 도시 옆의 작은 시골마을인 서상동의 벽면을 채운 ‘축음기’, ‘족자’, ‘오래된 전화기’ 등의 

그림들은 옛 추억을 떠오르게 만들었다. 골목 한 켠에는 서상동 출신 가수 방운아의 

대표곡인 ‘마음의 자유천지 ’가사가 그려졌다. 또한 서상동의 벽화는 벽을 따라 

자라난 담쟁이와 어우러져 더욱 아름다웠다.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한적한 

벽화마을로 떠나 여유를 즐겨보자.

사진 찍기 좋은 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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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산업 인력현황조사 

주요 이슈 9가지,

zoom in! 

산업인력현황 보고서

재료산업 인력 전반 감소, 특히 1차 금속 업종 심화

철강 산업 기술 인력의 부족인원 및 부족률, 전년대비 증가

사내협력사, 교대제 등 차별화된 인사제도 특성 보유

제조업 대비 재료산업인력 고령화 가속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기술인력 비중은 상승한 반면 신규 채용규모는 감소

산업체는 수도권 밀집, 산업기술 인력은 주요 대기업 소재지 (경남·북) 에 집중

기업 규모별로 근로자 임금수준 차이 발생

금속산업 대비 세라믹 산업 부족인원 역전 발생

12대 주요 산업 근로자 대비 철강 산업 기술인력 비중 高

 �총 현원은 206,469명으로 전년대비 3,523명 감소(감소율 1.67%)�
* 제조업 피보험자는 2,914,274명으로 그중 재료산업 고용비중은 7.08%를 차지

 �‘17년 하반기 재료산업 부족인원은 6,433명, 부족률은 2.5%(전년대비 0.4% 감소)�
* 부족률= [부족인원/(현원+부족인원)]×100, (‘15하반기)1.8%➡(‘16하반기) 2.9%➡(‘17하반기) 2.5% 

  * 부족인원: (‘15) 4,393명➡(‘16) 6,904명➡(‘17) 6,433명

 �전년대비 인력증가 상위 5개업종(기타 1차 비철금속제조업,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등) 등에서 �
전년 대비 1,784명 증가하였으나,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등 5개 업종의 감소인원 –5,193명 등으로 
산업 전체 종사자는–3,525명 감소

전년 대비 인력 증가율 상위 5개 업종

업정 별 소속 외 근로자 비율

전연령 대비 50대 이상 종사자 비율 상위

전년 대비 인력 감소율 상위 5개 업종

 �12대 주력산업의 산업기술인력(1,057,310명)은 15년 대비 1.6% 감소한 반면 철강 산업은�
929명(1.3%) 감소�
* �기계(3.8%), IT비즈니스(5.6%), SW(1.3%), 전자(2.2%), 화학(4.5%), 바이오헬스(5.9%), 디스플레이�

(3.2%), 자동차(2.7%) 는 전년대비 증가한 반면, 섬유(-0.2%), 조선(-2.9%), 철강(-1.3%), 반도체 
(-4.4%), 는 전년대비 감소

 �12대 주력산업의 부족률은 2.4%로 전년 대비 0.1%p (2.5%➡2.4%) 하락�
* 부족률 상위 3개 업종: 자동차(-4.4%), 조선(-2.9%), 철강(1.3%)

 �철강 산업 업종별 소속 외 근로자 비율(38.6%), 조선>철강금속>화학 산업 순�
* �‘09년 설비증설로 인해 대규모 신규채용이 필요하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방산업 수요 둔화�

등으로 쉽게 고용변동이 가능한 협력사 활용 추세, 하도급 급여 비중 급등(‘08년 56.4%➡‘12년 68.3%)

 �철강협회 회원사 설문 결과 35개 업체 중 91.5%인 12개 업체가 1개 이상의 협력사를 활용, 자사�
직원(43,624명) 대비 협력사 비중은 82.6%(35,601명)를 차지

 �연령별 분포 종형에서 역 피라미드 형태로 변화추세, 50세 이상 인력 비중 상승�
* �사업체 규모별 전체 산업기술인력 중 50세 이상 장년근로자 비중 변화�

- (‘16년) 제조업 전체 25.0%, 재료산업 32.5%  �
- (‘17년) 제조업 전체 26.3%. 재료산업 34.7%

 철강주조업, 기타비금속광물, 내화 비내화 요업, 비철금속주조업 순으로 고령화 비율 심각

 재료산업 사업체 종사자 수는 ‘16년 대비 256명 (-0.09%) 감소 (사업체노동력조사)
* 1차금속제조업 (‘15년 157,184명➡’16년 154,892명➡‘17년 152,137명)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15년 107,817명➡’16년 109,497명➡‘17년 111,996명)

 입·이직 등 노동이동은 전년대비 둔화세, 특히 300인 이상 감소 폭 지속 확대
* 중소규모 비금속(300인 미만) 입직자 2,986명 (‘16)➡2,928명 (‘17), 300인 이상 137명 (‘16)➡122명 (‘17) 
* 중소규모 1차 금속(300인 미만) 입직자 3,315명 (‘16)➡2,992명 , 300인 이상 221명 (‘16)➡224명 (‘17)

 경영악화로 인한 자발적 이직 감소 및 비자발적 퇴직 증가
* 재료 관련 직 취업건수는 12,473(‘17년)명, 충족률 42.7%에 불과(고용DB_구인구직실적)

 �집중화, 수직계열화 생산형태에 따라 경북 등지에 주요 대기업이 소속되어 있으나, 유통·가공사들은�
수도권에 분포
* 1차 금속 사업장(1개 기업 당 기술인력)은 경기(5.1명)>경북(28.8명)>경남(17.8명)>인천(13.8명) 순 
* 세라믹 사업장(1개 기업 당 기술인력)은 경기(1.6명)>경북(5.58명)>경남(8.1명)>경남(2.4명) 순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의 51.1%를 차지하고, 500인�
이상 사업장 대비 58.7%의 급여 수준임

 �(1차 철강제조업) 2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1차 철강 제조업의 44.6%를 차지하고, 500인 이상 사업장�
대비 45.9%의 급여 수준임

 �(1차 비철금속제조업) 2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1차 비철 금속 제조업의 49.8%를 차지하고, 500인 이상�
사업장 대비 56.2%의 급여 수준임

 ‘16년 상반기 이후 부족인원 역전현상, 중소·중견사업체의 인력난은 여전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부족률 0.4%p (‘15년 2.1% ➡ ’17년 2.5%) 상승 
* 1차 금속 제조업 부족률 0.7%p (‘15년 1.8% ➡ ’16년 2.5%) 상승

 직능수준이 높아질수록 부족률 감소
* 금속 기계조작원 직무(2.5%)는 기술자·시험 원(1.4%)에 비해 기피현상 및 미스 매칭 현상이 두드러짐

 철강 산업은 전년대비 고용감소 상위 3위, 12대 주요산업 중 7번째

(*1차금속이란 철강 주조, 기타 1차 비철금속 등) 01

02

03

04

05

06

07

08

09

산업별 전체 근로자수 소속 외 근로자수 비율(%)
조선업 197 131 66.5%(▲1.3%p)

철강금속 99 38 38.6%(▲0.7%p)
화학 121 28 23.2%(▲0.4%p)

제조업 1566 381 24.4%(▲0.6%p)

(단위: 천명, 5)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공시 결과(2016)

산업별 이직자 유형

산업별 종사자 현황

산업별 기술인력현황 및 고용증감률, 부족률

산업별 부족인원 현황

자료: 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조사(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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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65 28,426 124,934 151,368 36,453 191,027 118,720 68,410 86,525 22,108 65,121 51,210

1.3

’16년                   전년대비 고용증감율(우)                    2016년부족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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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도제식 교육훈련제도

 ‘일학습병행’

정책스토리 인포그래픽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일학습지원국

일학습병행 목적

노동시장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

일학습병행 도입과정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만들기”

일학습병행 운영근거

법률에 근거한 사업 운영

일학습병행 참여대상

기업이 직접 인재를 육성하여 경쟁력 제고

일학습병행 참여형태

양질의 우수기업 유치를 통한 훈련수준 제고

기업에 대한 지원 ①

재정적 지원(Financial Support)

기업에 대한 지원 ②

행정적 지원(Administrative Support)

학습근로자에 대한 지원

조기취업에 이은 경력개발경로 작성

일학습병행 성과 ①

제도시행 4년 만에 가시적 성과 거양

일학습병행 성과 ②

제도시행 4년 만에 가시적 성과 거양

일학습병행 기대효과

범 국가적 체계적 인재육성시스템 정착 강화

일학습병행 운영절차

일학습병행제 참여 A to Z

일학습병행 특징

스펙초월 기업맞춤형 인재육성

한국 vs. 독일 일학습병행

한국형 도제식 교육훈련제도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국회 상정)

01

02

03

06

07

10

11

12

13

14

15

08

04

05

일학습병행은 독일·스위스式 도제제도를

한국실정에 맞게 설계한 “도제식 교육훈련제도”

현장중심 인재육성

직능법
§20, §22

고용보험법
§27, §36

근로기준법
§ALL

청년 조기입직, 기업 경쟁력 제고 기업 및 국가경쟁력 도모

 2013.5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만들기 핵심과제로 선정(국정과제73번)

 2013.9 일학습 듀얼시스템 도입계획 발표(경제관계장관회의)

 2014 사업추진 인프라 구축(폴리텍, 한기대, 공동훈련센터 등)

 2015 고교, 전문대학, 대학교 재학생 단계로 수혜대상 확대

 2016 사업의 양적 확산과 함께 훈련품질 제고 도모

➊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 기업 주도

➋ 인증된 교육훈련과정에 따라 훈련

➌ 생산 현장의 시설·장비 활용

➍ 평가를 통한 도제자격 부여

 고용보험 성립 사업장

 상시근로자 규모

 기술력  및 시설/장비

  CEO 의지 임금체불/산재다발 X

 고용보험 피보험자

 만 15세 이상

 선원법, 공무원법 X

 재직기간 1년 이내

 외국국적자 중 F4,F5,F6

구분 한국 독일

교육

정규교육과정 X O

훈련대상 15세 이상 청년층
16세 전후 중등

교육단계

훈련기간 1년~4년 3년~3.5년

고용 훈련 신분ㅁ
근로기준법 제2조

에 따른 근로자
노동법으로 보장받

는 훈련생 신분

정부지원
훈련비 지원

국가 고용보험
지원

기업에서 부담

자격 부여 O O

단독기업 공동훈련센터형

주요 특징
기업 자체적 시설/장비를 활

용하여 인재 육성
훈련역량 부족 중소기업이 

연합하여 인재 육성

OJT 기업 기업

Off-JT 기업 공동훈련센터

“일학습병행 운영 및 평가 규정”(고용부 고시 제2014-38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부 고시 제2017-15호)

기 업

기업선정

정기공모

분기 1회 공단/ISC/폴리텍 기업 기업, 공단

지부지사 기업 자체 월 1회 산업계, 대학

본부 한기대 지부지사 기업

훈련과정 개발 훈련실시 내외부평가

현장실사 학습근로자 채용 훈련비 신청 자격부여

최종선정 양성교육 모니터링 일반근로자 전환

훈련진행 훈련종료훈련준비

근로자

일학습병행 훈련방식

OJT와 OFF-JT의 상호 연계
09

OJT OFF-JT

ON THE JOB TRAINING OFF THE JOB TRAINING

 기업현장교사의 밀착관리  

 1일 5시간/1주 15시간

 사전에 준비된 훈련계획

 업무현장의 연속적 훈련

훈련과정 개발비

병무청

조달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조기 취업 체계적 교육 훈련 혜택

훈련비
(OJT/OFF-JT)

수당
(교사/HRD담당자)

학습근로자
훈련지원금

 근로현장과 분리된 시설

 대학, 공동훈련센터 등 위탁

 사전에 준비된 훈련계획

 고품질, 교육에 집중 가능

상호 연계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개발비용 지원
※ 1개 580만원, 2개 750만원, 3개 890만원

훈련비: 직종별단가×훈련인원×훈련시간×3배
※ 예) 2,500원×3명×600시간×3배=13,500,000원

실제 훈련시간에 비례하여 연간 한도액으로 분배
※ 연간 한도액: 교사 1,600만원, HRD담당자 300만원

월 최저임금 지급 시 사업주에게 월 40만원 지원
※ 예) 400,000원×12개월=4,800,000원

산업기능요원

배정 1순위

물품제조, 구매  낙찰자

결정 시 0.5점 가점

일학습병행 수료자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클린사업장 선정 시

가점 부여

  스펙쌓기 없이 

우량기업에 취업

  근기법 상 근로자 

(4대보험 가입)

  현장에서 일하면서 

실무중심의 훈련

   산업계 인정의 

수료증(자격증)

  청년공제 가입 

장기근속&자산형성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 복무

핵심인재로 성장

14년

2,079개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5,764개

8,679개

35,324명

3,197명

참여기업 수

학습근로자 수

10,869명

11,655개

57,386명

15년 16년 17년

 학습근로자의 91.1% 정규직

 기업 만족도 4.1 (5점 만점)(16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학습근로자 임금은 최저임금의 1.3배 수준

 1인당 생산성 1,982만원 (미참여기업 1,394만원) (16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일자리 창출유공 대통령 표창(16년. 한국산업인력공단)

 OECD 일학습병행제 확대 권고 (16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

 청년실업 해소

 노동시장 미스매치 해소

 숙련기술인 육성

 재교육 비용 최소화

 조기 취업

 자격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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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의 구성
월간 ISC 웹진 ‘사람과 일’은 가장 먼저 ISC가 하는 일을 알릴 것입니다. 

창간호에서는 ISC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들이 중심이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ISC를 찾아가 산업별 ISC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about ISC

함께하는 ISC

먼저, [about ISC]는 ISC들의 뉴스를 전하는 메뉴입니다.  
여러  ISC 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과, 그달의 소식들을 
about ISC에서 전하겠습니다. 여러 ISC의 크고 작은 
뉴스들을 모으고, 관련 산업의 이슈들을 모아 전하겠습니다. 
해외사례도 빠트리지 않겠습니다. 해외의 ISC 현황부터, 
ISC운영 우수사례 등 양질의 정보를 발빠르게 전하겠습니다. 

[함께하는 ISC]는 나눔을 위한 코너입니다.
ISC 웹진의 구독자를 확대하기 위한 이벤트나, 독자의 
소리를 듣는 다양한 참여코너가 마련됩니다. 또 좋은 
정보를 오래도록 소장할 수 있도록 ISC웹진을 PDF 
version 으로 제공합니다. 차곡차곡 모아두면 ISC에 
대한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독자가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코너와 정보를 제안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ISC 웹진 ‘사람과 일’이 되겠습니다.

이달의 ISC

[이달의 ISC]는 ISC를 직접 찾아가는 코너입니다. 
매달 2~3개의 ISC를 직접 찾아가 취재를 합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사무국의 구성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하겠습니다. 또 해당 ISC만의 특성을 배우고, 장점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해당 ISC의 사무총장님을 
만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ISC 콘텐츠 리뷰

[ISC 콘텐츠리뷰]는 ISC의 성과를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자율기획사업의 성과를 소개하고, 산업별 일자리 
현황도 살펴봅니다. ISC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앞으로의 성과를 기대하게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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