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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정권별 해외취업지원사업 추진현황[ 1-1]

시기 정권 정책대상 정책목표 주요특징

기1

국민의정부
(1998~2003)

전체실업자
실업해소
외화획득

외환위기 이후 실업대책 일환으로 추진◦
공공 해외취업지원사업 재개◦
전문직 및 경력직 중심의 취업알선◦

참여정부
(2003~2008)

청년실업자
청년실업
해소

공공 해외취업 예산 및 조직 확대◦
청년 중심의 해외취업연수 및 인턴◦
프로그램 도입

기2
이명박정부
(2008~2013)

청년해외
취업희망자

글로벌리
더양성

글로벌 청년리더 만명 양성 계획10◦
해외취업 만명 목표( 5 )
해외취업 및 해외봉사 확대◦

기3
박근혜정부
(2013~2016)

〃
청년일자
리 창출

해외취업 해외인턴 해외봉사 해외, , ,◦
창업 등 개분야로 사업확대4

사업으로 총칭('K-Move' )

















  
  




  

 













표 정책혁신승계 유지종결의 비교< 2-1. >․ ․ ․

구분 정책혁신 정책승계 정책유지 정책종결

기본성격 의도적 의도적 적응적 의도적

조직적 측면 기존 조직 없
음

기존 조직의
개편이 필요함

일반적으로 조
직개편 불필요

기존조직이 폐
지되는 경우
많음

법률적 측면 기존 법률 없
음

기존법률 개정,
신법률 제정 필
요

일반적으로 법
률의 개정 불
필요

모든 관련 법
률이 폐지됨

예산적 측면 기존 예산 없
음

기존예산이 있
으나 예산이체
필요

예산과목에는
변동 없으나
예산증액이나
예비비 사용이
필요함

원칙적으로 모
든 관련 예산
소멸







3) 양승일 정책변동론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2006), 『 』







그림 다중흐름구조모형의 도식< 2-1>

시간의 경과방향

문제의 흐름

결 합
연계논리 결정방식( , )

정책
산물

정책의 창

정치의 흐름



정책사업가
접근 자원 전략( , , )대안의 흐름

자료 이재무 인용: (2016)





4) 은 세 가지 흐름으로 정책문제흐름 정책대안흐름 정치흐름 등을 들고 있다Kingdon , , .



표 구성변수 및 연구문제< 2-2>

구성변수 연구문제

정책변동요인 해외취업지원사업의 주요한 정책변동요인은 무엇이며 어떠
한 흐름에 의해 변동이 일어났는가?

노동시장구조와
정책수혜자의
가치관

정책 환경의 변수인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 및 정책수혜
자의 가치관 변화는 해외취업 정책변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
쳤는가?



그림 본 연구의 분석틀< 2-2. >

정책대안의 흐름

기1 기2 기3
실업대책 글로벌리더양성 청년일자리창출

  

외적변수 사회경제적 구조 정책수혜자의 가치관 변화: ,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외환위기
청년실업

공공해외취업 창구 일원화

국가적 분위기
행정부 교체

정책선도가



정책의 창


정책산출물

정책혁신 승계 유지( , , )





표 의 가지 흐름별 세부요인 및 분석의 초점< 2-3> Kingdon 3

구분 세부요인 분석의 초점 자료

문제흐름

지표 공식 비공( ․
식지표)

실업율전체 청년( , )

정책결정가가 정
책문제에 주목하
게 된 요인 과정･

고용노동부･
자료
국무총리실･
자료
한국산업인력･
공단 자료
국회 자료･
통계청 자료･
세미나 자료･
선행연구･
주요 일간지･

경제성장율

관심집중사건
( f o c u s i n g
event)

외환위기

청년실업

공공 해외취업 창
구 일원화

환류(feedback)
예측하지 못한
결과
예산

정치흐름
국가적분위기 정책변동을 추진

하게 된 요인 과,
정행정부 교체

정책대안의
흐름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지원사업
내용

대안의 경쟁과 생
존과정

정책의 창
정책선도가

정책의제 결정의제가 되는 순간, ,
정책변동이 발생가능한 기회,
주도적으로 역할한 주체

세가지 흐름의 불
완전한 결합 정,
책선도자의 역할

정책산출물 해외취업지원사업의 주요변동 내용 정책산출물의 한계
구조적 요인 등( )





표 외환위기 이전 지역별 해외인력진출 추이< 3-1>

연도 계 중동 아시아 유럽 미주 아프리카 선적국
1963~
1975 114,859 6,861 12,116 18,710 5,981 25,287 45,904

1976 37,192 21,269 1,765 534 526 25,287 13,098
1977 9,623 52,247 1,998 799 505 - 14,074
1978 101,998 81,987 1,069 97 676 - 18,169
1979 120,990 99,141 1,037 - 225 - 20,587
1980 146,436 120,535 4,095 3 154 - 21,649
1981 175,114 138,310 9,178 - 70 - 27,556
1982 196,855 151,583 12,597 288 857 278 31,252
1983 184,277 130,776 18,092 437 1,219 468 33,285
1984 152,673 100,765 16,350 378 805 308 34,067
1985 120,245 72,907 5,590 320 1,418 795 39,215
1986 95,275 44,753 4,882 338 2,093 458 42,300
1987 86,340 31,069 6,813 742 2,659 757 44,300
1988 82,982 21,542 8,215 646 1,894 455 50,230
1989 63,647 11,764 5,432 112 807 132 45,400
1990 55,774 7,964 4,840 - 220 176 42,574
1995 20,472 2,538 3,601 103 21 120 14,056

자료 아산사회복지재단 남성일 최병기 자료 재구성: (1988), (1999), (2005)





표 외환위기 이전 직종별 해외인력진출 추이< 3-2.>

단위명( : )

자료 아산사회복지재단 남성일 최병기 자료 재구성: (1988), (1999), (2005)

연도 계 건축/
토목 선원 운전

정비 광부 의료 단순
노무 기타

1963~
1975 35,591 7,690 11,616 4,356 2,272 7,712 53 1,659

1976 37,192 21,269 1,765 534 526 - -
1977 83,262 33,060 17,082 9,192 1,432 7,043 8,152 7,301
1978 122,421 55,433 19,269 11,286 1,257 5,443 12,744 16,989
1979 140,669 57,760 19,160 14,578 1,100 5,221 24,721 18,219
1980 166,051 71,482 21,284 17,832 335 4,818 31,827 18,473
1981 202,538 87,869 24,850 22,872 335 5,135 38,969 22,508
1982 224,023 93,747 30,420 26,231 296 6,540 27,440 36,349
1983 222,159 95,996 31,192 21,040 296 5,650 21,576 49,409
1984 196,063 62,732 34,417 19,118 - 3,946 13,507 62,343
1985 163,313 43,240 36,730 15,375 - 3,449 10,771 53,748
1986 124,032 24,125 39,441 4,081 - 2,314 6,342 47,729
1987 114,930 17,621 42,671 3,290 - 2,708 4,404 44,236
1988 99,507 13,184 50,230 2,819 - 2,507 3,854 28,913
1989 76,127 8,216 36,450 2,187 - 2,049 1,779 25,446
1990 57,245 4,644 33,230 1,353 - 1,686 1,156 15,176
1991 42,756 3,364 26,336 914 - 708 366 11,068
1992 30,017 2,061 20,359 2,886 - 128 1,032 3,551
1993 26,268 1,898 17,283 1,120 - 184 94 5,689
1994 24,989 1,797 17,092 1,027 - 131 143 4,799





그림 공공 해외취업 업무흐름도< 3-1>

국외노동시장·
동향분석

구인업체개발①
구인요청서 접수②
구인조건확정 및③
구인 협약체결필요시( )

범 례【 】

모집공고④

모 자격자선발⑤

집 구인업체면접⑥

위 지원(KOICA )

탁 사전교육⑦

근로계약체결⑧

국제협력단 출국지원⑨ 국외구인업체

해외관련업무 국제:◦
협력단①②③⑨

국내관련업무 산업:◦
인력공단④⑤⑥⑦⑧

실
적
보
고

업
무
지
도
감
독 정보제공

국내구직자 산업인력공단 노 동 부 외교통상부 제외공관

국외취업모집·
계획수립

해외취업관련·
정책수립
사후관리·
제외공관협조( )

해외노동시장·
정보접수

구인요청서 사실·
여부 확인
해외노동시장·
정보수집

자료 정일성: (1999)









표 글로벌 청년리더 만명 양성계획< 3-3> 10

구분 부처 사업명

해외취업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 해외취업연수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 해외취업알선

국토부 해외건설인력양성

기타 해외인턴 및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여자 중 해외
취업자

해외인턴

교과부 전문대학 해외인턴십

교과부 대학생글로벌현장학습

지경부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 플랜트해외인턴 해외전시회, ,
해외인턴

교과부외통부․ 한미대학생 연수취업(WEST)

외통부 현지 전문가 양성

여성부 국제 전문여성인력양성

농진청 글로벌 농업인턴

해외봉사

외통부 해외봉사단 파견

교과부 대학생 해외봉사단 파견

행안부 해외인터넷 청년봉사단

교과부 개도국 과학기술지원단









표 세부사업현황< 3-4> K-Move

구분 부처 사업명

해외취업
고용부 해외취업지원 연수 알선( + )
국토부 해외건설현장인력지원
코트라 글로벌취업상담회

해외인턴

고용부 해외인턴
산업부 글로벌마케팅인턴
산림청 해외산림인턴
국토부 항공인턴쉽 해외인턴( )

교육부 글로벌현장학습

대학글로벌현장학습
전문대학글로벌현장학습
한미대학생연수 프로그램(WEST)
교사대졸업자 해외진출

농진청 해외농업연구인턴
기재부 청년인턴EDCF

외교부
해외사무소 청년인턴

수행기관 청년인턴ODA
다자협력전문가(KMCO)

해외봉사
외교부
코이카( )

해외봉사단
코이카 봉사단-NGO
대한민국 봉사단IT
대학생해외봉사단
개도국 과학기술지원단

해외창업

중기청 글로벌 청년창업

미래부
센터 운영K-ICT Born2Global

엑셀러레이터 육성K-Global
해외 지원센터 운영IT

코트라 글로벌 청년예비창업가 육성사업

자료 고용부: (2015)



표 국가별연도별 해외취업 인원< 3-5.> ․

연도 국가/ 계 일본 중국 호주 미국 UAE 기타
계 24,715 6,233 5,741 3,884 2,901 1,455 10,734
1998 13 -　 -　 -　 1 -　 12
1999 107 2 1 -　 -　 -　 106
2000 160 -　 4 -　 2 1 153
2001 199 14 25 -　 7 40 127
2002 71 224 8 -　 7 -　 56
2003 133 60 6 2 59 4 62
2004 385 186 151 -　 60 58 116
2005 1,060 561 537 79 231 89 124
2006 847 599 416 28 91 202 110
2007 944 604 610 22 22 75 215
2008 966 468 491 18 33 166 258
2009 1,321 250 656 249 42 48 326
2010 2,491 228 654 505 70 91 1,171
2011 3,731 326 1,078 976 174 59 1,444
2012 3,684 323 472 1,137 197 65 1,813
2013 1,311 296 76 307 97 41 790
2014 1,680 339 138 175 118 50 1,199
2015 2,903 632 199 75 640 158 1,831
2016 4,811 1,103 218 353 1,031 308 2,901

주 외환위기 직후에는 노동부가 전체 해외취업현황 통계를 파악하였으나 현재는 한국산)

업인력공단을 통한 해외취업자 통계만 확인 가능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내부자료:



표 직종별연도별 해외취업< 3-6> ․

현재 단위 명(2016.12.31. , : )

연도 직종/ 계 IT 의료 기계금속/ 전기전자/ 건설토목/ 사무서비스/ 기타
계 23,243 3,336 979 851 200 551 14,981 2,345
1998 13 -　 -　 　- 　- 11 1 1
1999 109 4 2 6 9 78 9 1
2000 160 11 104 4 3 15 19 4
2001 213 19 73 1 3 23 93 1
2002 295 223 29 1 -　 13 19 10
2003 193 56 77 2 6 13 37 2
2004 571 68 102 104 1 14 270 12
2005 1,621 345 221 165 2 26 700 162
2006 1,446 499 74 107 19 22 723 2
2007 1,548 454 18 154 14 21 776 111
2008 1,434 359 43 106 5 36 727 158
2009 1,571 166 51 38 13 21 819 463
2010 2,719 229 49 37 34 28 1,898 444
2011 4,057 341 57 16 18 59 3,141 425
2012 4,007 210 48 33 9 48 3,350 309
2013 1,607 136 20 36 31 54 1,189 141
2014 1,679 216 11 41 33 69 1,210 99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내부자료:



표 해외취업인원< 3-7> (1998-2003)

단위명( : )

구분 계 년1998 년1999 년2000 년2001 년2002 년2003

인원 명( ) 983 13 109 160 213 295 193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내부 통계자료< : >

그림 해외취업자 수< 3-2. (199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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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변경



표 해외취업인원< 3-8> (2003-2008)

단위 명( : )

구분 계 년2003 년2004 년2005 년2006 년2007 년2008

인원 명( ) 6,345 193 571 1,621 1,446 1,548 966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내부 통계자료< : >



그림 해외취업자 수< 3-3. (2003-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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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해외취업인원< 3-9> (2008-2012)

단위 명( : )

구분 계 년2008 년2009 년2010 년2011 년2012

인원 명( ) 12,193 966 1,321 2,491 3,731 3,684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내부 통계자료< : >



그림 해외취업자 수< 3-3. (2008-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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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해외취업인원< 3-10> (2013-2016)

단위 명( : )

구분 계 년2013 년2014 년2015 년2016

인원 명( ) 10,705 1,311 1,680 2,903 4,811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내부 통계자료< : >



그림 해외취업자 수< 3-3. (2013-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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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제 기 해외취업관련 예산추이< 4-1> 1

단위백만원( :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계 13,679 10,679 10,415 10,415
해외취업알선 1,679 1,679 1,915 1,415
해외취업연수 6,000 6,000 7,000 9,000
해외인턴파견 6,000 3,000 1,500 -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요구자료: (2008), 2008 , p.24







표 제 기 연도별 경제성장률 및 실업률< 4-2> 1

단위( :%)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경제성장률
실질 성장률( GDP ) 5.9 -5.5 11.3 8.9 4.5 7.4

전체실업률 2.6 7 6.3 4.4 4 3.3

청년실업률 5.7 12.2 10.9 8.1 7.9 7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경제성장률
실질 성장률( GDP ) 2.9 4.9 3.9 5.2 5.5

전체실업률 3.6 3.7 3.7 3.5 3.2

청년실업률 8 8.3 8 7.9 7.2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











표 제 기의 정책변동< 4-3> 1

구분 하위요소 주요내용

문제의 흐름
현황 및 문제점 실업율전체 청년 증가 경기가 호전되어( , ) ,

도 실업율이 감소되지 않음

사건 및 환류 외환위기로 인한 실업문제

정치의 흐름
국민적 분위기

실업에 대한 국민관심이 높고 정부 추진의
지 강함 민간업체 및 일부 공공기관 해외,
취업에 대한 관심 보임

정권교체 김대중 정권 집권

대안의 흐름

정책활동가 대통령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당정공동특, ,
별위원회

정책대안
실업대책 해외취업활성화방안 해외취업촉, ,
진대책

기타

조직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국제협력단,

예산 기존 예산 없음 신규 확보( )

법률 직업안정법 개정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신설,

성격 의도적 정책승계,



표 제 기 해외취업관련 예산추이< 4-4> 2

단위백만원( : )

구 분 년2008 년2009 년2010 년2011 년2012

계 21,393 20,274 23,758 28,547 17,828

해외취업알선 4,193 1,978 2,891 2,947 3,578

해외취업연수 17,200 18,296 20,867 25,600 14,250

자료 고용노동부 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요구자료 및 국회예: (2010), (2010 ) , p.285

산정책처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종합 토대로 작성(2012), (2011 ) : , p.88



표 제 기 연도별 경제성장률 및 실업률< 4-5> 2

단위( :%)

구분 년2008 년2009 년2010 년2011 년2012
경제성장률
실질 성장률( GDP ) 2.8 0.7 6.5 3.7 2.3

전체실업률 3.2 3.6 3.7 3.4 3.2
청년실업률 7.2 8.1 8 7.6 7.5









표 제 기의 정책변동< 4-6> 2

구분 하위요소 주요내용

문제의 흐름
현황 및 문제점 실업율전체 청년 증가 경기가 호전되( , ) ,

어도 실업율이 감소되지 않음

사건 및 환류 청년실업문제

정치의 흐름
국민적 분위기 청년실업에 대한 국민관심이 높고 정부

추진의지 강함

정권교체 이명박 정권 집권

대안의 흐름
정책활동가

대통령 소관부처 한나라당 인류국가비전, ,
위원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대안 글로벌청년리더양성계획

기타

조직 한국산업인력공단 조직 확대( )

예산 예산증액

법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성격 적응적 정책유지,



표 제 기 해외취업관련 예산추이< 4-7> 3

단위백만원( : )

구 분 년2013 년2014 년2015 년2016
계 13,829 23,679 33,623 27,774

해외취업알선 등 7,457 9,855 10,348 11,527

해외취업연수
스쿨(K-Move ) 6,372 8,641 18,375 16,247

해외인턴사업 - 5,183 4,900 -





표 제 기 연도별 경제성장률 및 실업률< 4-8> 3

단위( :%)

구분 년2013 년2014 년2015 년2016
경제성장률
실질 성장률( GDP ) 2.9 3.3 2.6 -

전체실업률 3.1 3.5 3.6 3.7

청년실업률 8 9 9.2 9.8



표 사업 중동취업에 관한 언론보도기사< 4-9> K-Move

언론매체 제목 주요내용

매일경제
(‘15.3.9)

제 중동붐 해외서 일자리2 ...
찾겠다

제 의 중동붐을 이용한 경제2
부흥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

헤럴드경제
(‘15.3.9)

돌아온 해외에도 내가, “‘朴
갈 일자리 있다 마인드’

바꿔야”

국내시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외 일자리 확충을 위한 방안을

추진

한겨레
(‘15.3.20)

청년 실업 대책이 중동‘ ’ ‘
일자리 알선’ ?

박근혜 대통령 중동순방의
경제적 효과 및 청년 중동진출에

대한 비판 제기

문화일보
(‘15.3.20)

중동 순방 후 청년, “朴
해외 일자리 찾아야 연일”

강조

광부중동 건설 붐 등·派獨
성공적인 전례에 청년 중동
해외취업 적극 추진

경향신문
(‘15.3.23)

청년들 중동 가라고“ ?
당신이 가라 중동 김무성, ”

청춘무대 된서리‘ ’

새누리 당대표 청년층 대상
타운홀 미팅에서 한국청년연대
소속 학생들이 박근혜정부의

해외인턴 정책 비판







표 제 기의 정책변동< 4-10> 3

구분 하위요소 주요내용

문제의 흐름
현황 및 문제점 실업율전체 청년 증가 경기가 호전되( , ) ,

어도 실업율이 감소되지 않음

사건 및 환류
청년실업문제 글로벌일자리 양성사업의,
한계 노출

정치의 흐름
국민적 분위기

청년실업에 대한 국민관심이 높고 정부
추진의지 강함 해외취업지원사업 개선에.
대한 공감대 형성

정권교체 박근혜 정권 집권

대안의 흐름

정책활동가 대통령 관계부처 합동,

정책대안 청년해외취업촉진방안 청년해외취업촉진,
대책

기타

조직 한국산업인력공단조직 확대 코트라협업( ), ( )

예산 예산증액

법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성격 적응적 정책유지,







표 해외취업지원사업 정책변동과정에서 문제 정치 대안의 흐름< 4-11> , ,

구분 하위요소 주요내용

문제의 흐름

현황 및 문제점 실업율 전체 청년 증가 경기가 호전되( , ) ,
어도 실업율이 감소되지 않음

사건 및 환류
외환위기 청년실업문제 글로벌일자리 양, ,
성사업의 한계 노출

정치의 흐름
국민적 분위기

청년실업에 대한 국민관심이 높고 정부
추진의지 강함 해외취업지원사업 개선에.
대한 공감대 형성

정권교체 대선으로 인한 정권 교체

대안의 흐름

정책활동가 대통령 관계부처 합동 인수위원회 등, ,

정책대안
실업대책 해외취업촉진대책 글로벌청년, ,
리더양성계획 청년해외취업촉진방안 청, ,
년해외취업촉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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