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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그간 추진경과

◇ 고용․사회안전망 + 사람투자 → 뉴딜 2.0(’21.7월)을 통해 격차 해소, 청년

지원 필요성 등을 반영하여 ‘휴먼 뉴딜’로 확대(‘25년까지 50조원 수준 투자) 

 (확대․개편) 뉴딜 1.0 ‘안전망 강화‘ → 뉴딜 2.0 ‘휴먼 뉴딜‘

□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사람투자를 대폭 강화

ㅇ 디지털․그린 등 인력수요가 늘어나는 분야 인적자원 육성

ㅇ 온 국민에 대한 평생학습지원 체계를 강화

□ 경제회복 과정에서의 불평등․격차 해소

ㅇ 국가의 미래자산이자, 경제구조 전환의 핵심 동력인 청년층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

ㅇ 소득․가정환경 등에 따라 심화되는 교육․돌봄 격차 해소,

문화 활동의 불평등 완화 추진

 (재정투자) 뉴딜 1.0 1.7조원 수준 → 2.0 9.7조원 수준으로 확대 

□ (‘20년 투자) ’20년 3․4차 추경으로 1.7조원 편성 사업 착수

□ (‘21년 투자) ’21년 본예산 9.7조원 편성하여 본격 재정투자 

 (제도 개선) 현장애로 개선 및 입법과제 제․개정 등 법령 정비 

□ (현장애로개선)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등 29개 과제 개선 추진

□ (미래입법과제) 뉴딜 12대 입법과제 9개 법률* 제․개정 완료

    * (제정) 원격교육기본법, 기초학력보장법, (개정) 고용보험법, 보험료징수법, 

남녀고용평등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직업능력훈련법, 소상공인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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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추진계획) 4대 분야 14개 과제, '25년까지 50조원 수준 투자

분  야 과   제 ‘20추경~‘25

휴

먼

1. 사람투자

 SW 인력확대 등 첨단분야 인력양성(신규)

9.3조원
 디지털ㆍ그린 인재 양성
 미래적응형 직업훈련 체계로 개편 
 농어촌ㆍ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2. 고용사회
안전망

 全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27조원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ㆍ고용안정 지원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3. 청년정책
<신규>

 청년을 위한 미래분야 일자리와 직업능력 확충(신규)
8조원 청년 생활안정 기반 마련(신규)

4. 격차해소
<신규>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교육격차 완화(신규)

5.7조원 취약계층 돌봄부담 경감(신규)

 국민 문화활동 기회 확대(신규)

< 뉴딜 1.0 > < 뉴딜 2.0 (변경)  >

휴먼뉴딜

“인재양성 및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 사람투자
 -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및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 개편 등

⇒

“사람 중심의 포용적 경제성장”

‣ 사람투자
+ SW‧의과학자‧BIG3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
+ SW 중심대학 추가 확대

(41개소→ ‘25년 64개소)

+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신설

‣ 고용‧사회안전망
 - 촘촘한 고용‧사회안전망 구축 및 

취약계층 생활‧고용안정 지원

‣ 고용‧사회안전망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 재난적 의료비 개선방안 마련
+ 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 청년정책
 - 청년 소득수준별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 마련
 - 청년 전·월세 부담 완화 및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지원 확대
 -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ICL 지원 대상 대학원생까지 확대
 - AI·SW 등 신산업분야 채용 지원, 

고용증대세제 등 일몰 연장 검토

‣ 격차해소
 - 4대 교육향상 패키지 도입: ❶기초

학력 강화, ❷다문화‧장애인 등 
맞춤형 지원, ❸사회성 함양 지원, 
❹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 사회서비스원 설립 + 한부모‧노인‧
장애인‧아동 돌봄 강화

 - 저소득층에게 문화활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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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추진성과

1  (사람투자)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 AI․SW 핵심인재(10만명)․녹색 융합기술 인재(2만명) 등 미래사회

성장 동력인 신기술 분야의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25)

ㅇ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 등 대학 간, 부처 간

연계․협력을 통해 교육과정 공동 개발 및 자원 공동 활용

    * (’21) AI, 빅데이터, 차세대반도체,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실감미디어, 지능형 
로봇, 에너지신산업 등 8개 분야별 컨소시엄 구성․운영

▸ ‘혁신공유대학’ 올해 첫 선...2026년까지 ‘신기술 인재’ 10만명 양성(‘21.2.24, 한국경제 등)
▸ 신기술 인재 양성에 대학들 맞손...혁신공유대학 8개 연합체 선정(’21.5.3, 연합뉴스 등)

ㅇ K-Digital Training 등 기업-대학-민간 혁신기관*을 통해 디지털․
신기술 분야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양성

    ※ ’22.2월 기준, 105개 기관 231개 과정 선정(19,869명 규모)

    * 멋쟁이사자처럼, 엘리스, 모두의 연구소 등 민간의 혁신 훈련기관 참여 기업이 
문제를 제기하고 훈련생이 직접 해결하는 프로젝트 기반 훈련 체계 구축

▸‘멋쟁이사자처럼’ 등 4개 사례 ‘이달의 한국판뉴딜’ 선정(‘21.4.29, KBS 뉴스)
▸삼성·KT·SK·포스코, 디지털인재 年3100명 육성···12월부터 직업훈련 (‘21.10.24, 아시아경제)
▸SW인재양성패러다임전환... 기업이 직접 ’개발자‘ 키운다(’21.11.18, 전자신문 등)

□ 도서․벽지 등 농어촌 마을(1,284개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디지털배움터’ 운영(1,000개소) 및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실시

등 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 유아 미디어교육(50개 기관), 노인․장애인 미디어교육(55개 기관) 

2  (안전망)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 예술인 등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통한 고용안전망 확충, 청년․
여성․장애인 등 취업 취약 계층에 대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 강화

    ※ ▲(고용보험) 예술인 10.7만명, 특고 종사자 57.7만명 가입(‘21.12월)

       ▲(여성)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 대상 확대(대규모기업집단 중 300인 이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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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조기 시행*(’21.10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율․금액 확대 등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지원

    * ❶노인, 한부모(만 30세 이상)(‘21.1월), ❷그 외 가구(’21.10월) 

    ※ 기초생활보장제도 총 수급자 수: (’19) 188만 → (‘20) 213만 → (’21) 236만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자녀 있어도 생계급여 받는다(‘21.9.30, 중앙일보 등)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됐다는데, 저도 받을 수 있나요?(’21.10.1, 한겨레 등)
▸문 대통령, “납득 안 돼”질책...‘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년 앞당겨(‘21.10.4, SBS)

□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보호 인프라 확충*,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수당 지급 확대(3년→5년)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학대피해아동쉼터: (’20) 76개 → (‘21) 105개 → (’22) 141개 목표

      아동보호전문기관: (‘20) 71개 → (’21) 81개 → (‘22) 95개 목표

   ** 자립정착금․자립수당 지급, 보호기간 연장, 자립지원 전담기관 설치․운영 규정 
신설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아동복지법」 개정, ‘22.6.22. 시행)

3  (청년) 청년의 사회진출과 생활안정을 돕는 청년지원 대책 마련

□ AI․SW 등 신산업 분야 청년 채용 지원*(’21), 고용증대세제**

및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일몰 연장 등 청년 일자리 확충

    * (청년디지털일자리) 중소․중견기업에서 IT 직무에 청년 채용시 최장 6개월간 
월 최대 190만원 지원(‘22.1월 기준, 10.7만명 지원)

   ** 추가 채용한 청년 1인당 400~1,200만원 세액 공제

  *** 중소기업 취업 청년(만 15~34세) 근로소득세 5년간 90% 감면 

□ ➊자산형성, ➋주거안정, ➌교육비부담 경감 등 청년세대 격차 

해소와 미래 도약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 마련

【 소득수준별 3대 자산형성 패키지 】 

가입대상 지원혜택 납입한도 만기수령금

『청년내일 저축계좌』
연소득 2,400만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저축액(월 10만원)에 
정부가 1배(차상위 이상), 
3배(차상위 이하) 매칭

연 120만원
(3년 만기)

(3년후) 720~1,440만원 수령
(청년 360 + 정부 360~1,080)

『청년희망적금』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저축장려금 2~4% 지원 
(1년차2%→ 2년차4%) 지급

연 600만원
(2년 만기)

(2년후) 1,200만원+시중금리
+ 저축장려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총급여 5,000만원 이하

펀드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연 600만원
(3 ~ 5년) (3년후) 1,800만원+펀드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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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 연장(~’23),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초장기 정책모기지 공급(‘21.7월) 등 주거 부담 완화

▸저소득청년 360만원 저축하면 4배로 돌려준다(‘21.7.14, 연합뉴스 등)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2년 연장(‘21.11.7, 한국일보)

ㅇ ’22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한도 인상*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ICL) 지원 대상 대학원생까지 확대 등 교육비 부담 경감

    * [기초․차상위] 520만원 → 첫째 700만원/둘째이상 등록금 전액, [다자녀] 8구간 이하 

셋째이상 520~450만원 → 등록금 전액, [5~8구간] 368~67.5만원 → 390~350만원

4  (격차해소) 교육격차 완화 및 취약계층 돌봄 부담 경감

□ 코로나19로 인한 학습․정서․사회성 결손 극복을 위한 종합적

교육회복 대책 마련* 및 전 생애에 걸친 역량 개발** 촉진

    * 「교육회복 종합방안」 수립(‘21.7.29.), 「기초학력보장법」 제정(’21.9월)

    ※ (‘21.下 지원실적, 중복포함) [교과보충] 학생 131만명 / [사회성함양] 학생 263만명

   ** 「평생교육법」 개정(’21.12.9. 시행)에 따라 평생교육 바우처 발급 가능한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 바우처 발급․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

▸고령화 시대 대비 평생교육 강화...바우처 지원 확대(‘21.8.11, NEWSIS)
▸’코로나 학습결손‘ 막는다…초중고생 3분의1대상 교과보충 프로그램 도입(’21.7.29, 헤럴드경제 등)
▸코로나발 학습‧심리‧정서결손 회복에 하반기 6,600억원 투입(‘21.9.8, 뉴스1 등)

□ 전국 시․도에 사회서비스원 설립(~‘22) 및 노인․아동․장애인

돌봄에 대한 국가적 책무 강화

ㅇ 공립 요양시설 확충(’21, 10개소 신축) 및 통합재가 서비스* 제공

    * 방문요양․목욕․간호 등 수급자 맞춤형 복합서비스 제공, 본인부담금 지원

ㅇ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공공보육이용률 제고*, 초등

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등 초등돌봄 강화

    * 공공보육이용률: (‘17) 23.6% → (’20) 32.1% → (‘21) 35.3%

   ** (‘20) 14,278실 → (’21) 14,774실 / *** (‘20) 424개소 → (’21) 694개소

□ 문화누리카드*, 저소득층 유․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

수강 지원(‘21년 7.2만명) 등 국민 문화활동 기회 확대

    * ’21년 197만명, 연간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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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과
담당 
부처

(사람투자)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BIG3, AI 등 8개 신기술 분야 
컨소시엄 선정‧운영(’21.5월~)

 * ’21년 2학기(9월) 또는 겨울(계절학기)부터 교육과정 운영 

(교육회복 종합방안) 4대 교육향상 패키지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21.7월~)
 * 기초학력 강화, 다문화․장애인 등 맞춤형 지원, 사회성 함양 지원,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평생교육) 평생교육바우처 발급 대상 전 국민으로 점진적 확대(’21.6월~)

교육부

(전국민 고용보험) 예술인(’20.12.10.) 및 특고 12개 직종('21.7.1.) 고용보험 적용 시행

(산재보험)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산재 적용('21.7.1.) * ('20.9월)14개 직종→('21.7월)15개 직종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해 취업지원 소득지원 제공*

   * '21년말 기준 42.3만명 지원

(K-Digital Training) 혁신적인 기술·훈련방법을 가진 기업-대학-민간 혁신기관*을 통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신기술 분야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양성

   * ‘22.2월 기준 105개 훈련기관의 231개 훈련과정 선정(삼성, KT, 멋쟁이 사자처럼 등) 

고용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로 생계급여 
28.3만명, 의료급여 8.8만명을 신규 수급자로 보호(누적, ‘17.11월~’21.12월), 기초
생보 총 수급자*는 236만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후 최다

  * (’19.12월) 188만명 → (’20.12월) 213만명 → (’21.12월) 236만명

(긴급복지제도 개선) 재산기준, 위기사유 등 완화로 ‘21년 67만건 지원, ’19년
(34만건) 대비 97.1%(34만건) 증가

  * (’19.12월) 336,782건 → (’20.12월) 839,967건 → (’21.12월) 673,376건

복지부

(AI대학원) 최고 수준의 교육‧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AI 석‧박사급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AI대학원 10개 확대(‘21.4월)

(SW중심대학) 대학지원을 강화하고 중소대학 참여를 확대한 SW중심대학 
2단계 사업 추진으로 9개교 신규 선정(‘21.4월)

(ICT이노베이션스퀘어) SW분야 개발·테스트·사업화 지원 및 AI․SW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거점을 전국으로 확산(’19년 1개권 → ’20년 5개권*)

  * ❶서울권, ❷부산·울산·경남, ❸경북·대구·강원, ❹광주·전북·전남, ❺대전·충남·충북·세종

과기부

(녹색융합기술인재양성) 13개 분야 특성화대학원 51개교 지원, 11개 전문인력 양성
과정 운영, 환경 관련 특성화고 5개교 지원   * (‘21년) 환경분야 전문인력 1,872명 양성

환경부

(문화격차)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의 문화활동 비용 지원(‘21년 197만명, 
연간 10만원), 저소득층 유․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 수강 지원(’21년 7.2만명)

(문화예술창작 안전망) 저소득 예술인 생활안정 자금 융자 운영(연 230억원) 

문체부

(디지털 미디어교육) 유아 및 노인·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실시
 * 유아 미디어교육(50개 기관), 노인·장애인 미디어교육(55개 기관), 맞춤형 교수학습자료 개발·배포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장애인 등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 환경 조성
 * 시·청각장애인용TV 보급(저소득층 누적보급률 ’17년 58%→’21년 100%), 장애인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

한국수어) 지원(’21년 93개사), 장애인 교육방송물(연 3,000여 편) 및 발달장애인 맞춤형 콘텐츠(연 30여 편)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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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참고
OECD 포용적 성장 한국 사례 연구 보고서(요약)

(OECD Inclusive Growth Review of Korea: Creating Opportunities for All)

□ OECD “文 포용성장, 한국인 삶의 질 향상 평가”
▸가계소득, 청년․여성 고용률 등 주요 지표 개선
▸고교 무상 등록금 등으로 저소득층 사회 참여 기회 확대
▸근로장려금 보장성 강화 등으로 사회안전망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등 고용복지 강화

◆ 포용적 성장 측정지표를 기준으로 OECD 회원국과 한국을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은 경제 성장과 함께 삶의 질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 

▪ 가계소득 및 청년․여성 고용률 개선, 저임금 근로자 비중 및 연 근로

시간 감소 등 각종 지표가 개선

* 실질임금이 ’17~‘18년 기간 중 1.3%에서 3.7%로 인상

* 청년 및 여성 취업률이 각각 57.8%, 52.8% 수준(’18)으로 상승(‘00년 이후 최고)

*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20% 미만으로 축소(’18),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연 근로시간이 
2,000시간 이하로 축소(‘18)

▪ 공교육 강화(고교 무상 등록금, 대학교 입학금 폐지 등)로 저소득층의 사회 

참여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사회안전망 확대(근로장려금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 등)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 안정에 기여

▪ ’한국판 뉴딜‘ 정책과 코로나19 대응은 한국이 경제․사회 변화에 신속히

대응한 정책 사례로서, 이를 높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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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휴먼 뉴딜 분과 2022년 실행계획

◈ 사람 중심의 포용적 경제성장을 위해 11.4조원 투자+ 제도정비

➊ (사람투자) 첨단분야 인력양성 및 미래적응력 제고

▪ SW 인력확대 등 첨단분야 인력양성,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➋ (고용․사회안전망) 전 국민 대상 고용․사회안전망 구축

▪고용보험 적용 대상 단계적 확대, 국민취업제도 취업연계성 제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 및 아동학대 보호 인프라 강화

➌ (청년정책) 미래사회 핵심 동력인 청년층의 고용․생활안정 강화

▪소득수준 등에 따른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 인상 등 청년의 교육비부담 경감

▪청년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일경험 프로그램 내실화

➍ (격차해소)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격차 완화

▪ ‘4대 교육향상 패키지(교육회복 종합방안)’ 본격 추진

▪한부모․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공공성 강화

 < 재정투자 및 주요 제도개선 계획 >

구분
투자(국비) (조원)

제도정비·규제개혁
20추 21년 22년

20추
~25

➊사람투자 0.2 1.3 2.0 9.3

➋고용·사회 안전망 1.5 6.5 5.9 27.0
▸ 전 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 확대 지속 추진(특고․
플랫폼 직종 추가 적용)

➌청년정책<신규> - 0.8 2.2 8.0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➍격차해소<신규> - 1.0 1.3 5.7 ▸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제정

계 1.7 9.7 11.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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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람투자

➊ (SW 인력확대 등 첨단분야 인력양성)

▪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 교육부가 총액으로 예산을 편성

하고, 신산업 분야 소관 부처와 공동으로 대학의 인재양성 

고도화 지원(7개 부처, 14개 분야, 420억원)

▪ (SW 인재 양성) ｢민‧관 협력 기반의 SW인재양성 대책｣ 단기

목표(‘22년까지 2.1만명 양성) 달성을 위해 K-Digital Training,
재직자 훈련 및 청년미소* 본격 추진

    * 청년미소 : 청년의 미래를 준비하는 소프트웨어(‘22년~, 1,250명)

➋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 (디지털 인재) SW 중심대학을 추가 확대(9개교)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교육생 확대(’22~, 연 500→750명)

▪ (그린 인재) 특성화고등학교(100명), 특성화대학원(1,034명), 민간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3,188명) 등 그린 인재 양성 확대

➌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

▪ (K-Digital Training) 민간의 협·단체, 디지털 분야 선도기업,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를 활용한 다양한 훈련유형* 지속 운영
.

     * 디지털 신기술 아카데미,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지역 주도형 아카데미 등

▪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22년 상반기 신규 훈련과정 선정

(’22.2월)을 통해 훈련과정 공급 확대 및 훈련분야 다양화* 추진
     * 메타버스, 직무융합과정 등 훈련 미개설 분야 포함 40개 과정 신규 공급(‘22.2월~)

➍ (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 (대체자료 제작)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 및 

서비스 확대를 통해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 연간 상업도서 대비 대체자료 제작비율 목표: (‘21) 15% → (’22) 18% 

▪ (디지털 미디어교육) 유아,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운영

- 10 -

2  고용․사회안전망

➊ (全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 (고용보험) 기타 특고 직종 추가 적용 확대(’22.7월) 및 자영업자

단계적 적용 추진(~‘25년)

▪ (산재보험) 現 산재보험법상 특고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여 다수 

사업에 종사하는 특고·플랫폼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➋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 (재난적의료비)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본인부담 의료비 50%

→ 기초·차상위 최대 80%) 및 지원한도 상향(2천만원 → 3천만원)

▪ (학대피해아동) 성별, 연령, 장애 등 아동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호 인프라 확대*를 통한 보호 내실화 지속 추진

     * 아동보호전문기관 81개소 → 95개소(+14개소, ’25년 전국 120개 권역별 1개소 설치)
     * 학대피해아동쉼터 105개소 → 141개소(+36개소, ‘25년 전국 120개 권역별 2개소 설치)
     *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6개소 신규 설치(’24년 전국 17개 시도별 2개소 이상 설치)  

➌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별 특성에 맞는 홍보접점 확대 등 

모집·발굴을 강화하고, 알선기능 강화 등 취업연계성 제고 추진

➍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 (AI 고용서비스) 모든 민원과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하는 

빅데이터, AI 기반의 온라인 고용센터(고용24) 구축(~23년)

➎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 (산업안전) 소규모 사업장 무료 기술지원 지속 추진 및 안전

투자혁신사업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산재예방 기여

▪ (근무환경 혁신) 컨설팅 분야 확대, 정부지원사업 연계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재택근무 제도 도입 확산

▪ (클린제조환경조성) 열악한 작업 환경 개선 사업* 추진

     * 작업장 내 공정분석으로 오염물질 저감, 안전사고 위험 요소 제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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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정책 

➊ (청년을 위한 미래분야 일자리와 직업능력 확충)

▪ (능력 개발) 청년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단기 체험형, 인턴형

등 참여기업 연계·직무체험 내실화(’22년 일경험 연계인원 8천명)

▪ (창업활성화) 청년창업펀드(’22년, 1,000억원)를 추가 조성하여 

자금여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기업 투자 유치 지원 강화

➋ (청년 생활안정 기반 마련)

▪ (자산 형성) 안정적 금융상품 제공으로 청년 생활안정 기반 조성

- (청년내일 저축계좌) 사업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50%이하

에서 100%이하까지 확대(‘21년 1.8만명 → ’22년 10.4만명)하여 

청년 자산형성 지원 강화(‘22.7월 시행)

- (청년희망적금) 수익률이 개선된 안정적 금융상품을 통해 

자산 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출시(’22.2.21.)

▪ (주거 안정) 청년 대출요건 완화 및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수혜자 확대, 월세(20만원) 지원 및 무이자 대출 도입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연장(’21→‘23년말) 및 

소득기준 완화(연 3,000만→3,600만)를 통해 청년 주거금융 지원

- (청년월세지원) 독립거주 저소득․무주택 청년(만19~34세)에게

최장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22.上)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출자격을 완화(소득, 대상주택,

한도 등)하고, 무이자 월세대출(월 20만원 한도) 도입

▪ (교육비부담 경감) 국가장학금 ①기초․차상위의 지원 단가 인상

(연 520→700만원, 둘째 등록금 전액), ②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셋째이상 등록금 전액 지원, ③5~8구간 지원금액 인상(연 

368~67.5→390~350만원)(‘22년~)

- (ICL 지원 확대)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 ICL 지원 및

기초․차상위, 다자녀가구 학생 재학 중 ICL 대출이자 전부 면제(‘22년~)

      * 일반대학원, 전문기술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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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격차해소

➊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교육격차 완화)

▪ (4대 교육향상 패키지) ‘대학생 튜터링’ 및 ‘교과보충’ 등 예비․현직

교원을 통한 학습보충 집중 지원으로 결손 회복 총력 지원

      ※ (‘22 예산) : 튜터링 국고 1,050억원 / 교과보충 특교 약 3,201억원

▪ (평생학습) 평생교육바우처 및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확대,
평생학습 종합 정보 플랫폼* 구축(‘22년~)

     * 평생학습 이력을 One-stop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24) 

➋ (돌봄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인프라) 전국 시·도에 사회서비스원 설립(~‘22년)

▪ (노인돌봄) 공립 요양시설 확충* 및 통합재가 서비스 제공

     *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22) 15개소 신축 추진 중(’22년까지 240개소 확충)

▪ (장애인돌봄) 중증․발달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가산수당을 인상*

하여 활동지원사 기피 문제 완화

     * 가산수당 지원대상 확대(3→4천명), 단가 인상(시간당 1,500원→2,000원)

▪ (아동돌봄) 국공립어린이집(550개소), 다함께돌봄센터(450개소)

및 학교 돌봄터(100실) 확충 

▪ (한부모)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 대상 아동양육비 인상(月 10→20만원),
청년 한부모 대상 추가아동양육비(月 5~10만원) 지속 지원

➌ (국민 문화활동 기회 확대)

▪ (문화누리카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활동 비용 지원(`22년 263만명)

▪ (스포츠강좌이용권) 저소득층 유·청소년(만5~18세) 및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강좌 수강 지원 확대*

     * (금액) 월8만원→8.5만원, (기간) 8개월→10개월, (인원) 7.2만명→8.5만명

▪ (예술인 융자) 저소득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운영(연 230억원),
소액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 등 대출(`22년 3,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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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발전방향

□ (사람투자) 신기술 분야 인력수급전망 및 협업예산 편성 범위를

확대*하고, 전 국민 평생학습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

    * (’21) AI․빅데이터 등 6개 분야 → (‘22) 메타버스․시스템반도체 등 20개 분야

   ** 평생교육바우처․국민내일배움카드 확대, 평생학습 종합 정보 플랫폼 구축 추진(~’24)

ㅇ 디지털․저탄소 전환 등 산업변화에 대응하여 맞춤형 훈련과정*을

확산하고, 기존 훈련과정 내에 비대면 훈련 방식 활성화

    * 네이버 등 기업이 훈련과정 설계에 참여, 기업과제 중심의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는 K-Digital Training 확대(’21년 1.7만명 → ‘22년 2.9만명)

□ (안전망) 특고․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피해아동 안전확보․회복지원을 위한 아동학대 보호 인프라 강화**

    * (’22.1월)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2개 플랫폼 직종, (‘22.7월) 기타 특고 종사자

   ** 학대피해아동쉼터(’21, 105→‘22, 141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21, 81→‘22, 95개소)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 및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 품질 관리체계* 구축

    * 담당자 교육, 우수사례 공유회, 직무교육 콘텐츠 개발 및 직종별 가이드라인 개발 등

□ (청년) 소득수준별 3대 자산형성 패키지* 등 취약 청년의 자립

지원 강화, 저금리 전․월세 자금 대출 지원 등 주거안정 지원

    * ➊청년내일 저축계좌, ➋청년희망적금, ➌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ㅇ (교육비 경감) ‘22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한도 인상* 및 ICL

지원 대상 대학원생까지 확대,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학생 

ICL 대출 이자 면제 

    * [기초․차상위] 520만원 → 첫째 700만원/둘째이상 등록금 전액, [다자녀] 8구간 이하 

셋째이상 520~450만원 → 등록금 전액, [5~8구간] 368~67.5만원 → 390~350만원

□ (격차해소) ’교육회복 종합방안*‘ 집중 운영(’22년), 시․도 사회

서비스원 설립, 노인․아동․장애인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 기초학력 강화 + 다문화․장애 학생 지원 + 사회성 함양 + 저소득층 장학금

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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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그간 추진경과

◇ 고용․사회안전망 + 사람투자 → 뉴딜 2.0(’21.7월)을 통해 격차 해소, 청년

지원 필요성 등을 반영하여 ‘휴먼 뉴딜’로 확대(‘25년까지 50조원 수준 투자) 

 (확대․개편) 뉴딜 1.0 ‘안전망 강화‘ → 뉴딜 2.0 ‘휴먼 뉴딜’

□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사람투자를 대폭 강화

ㅇ 디지털․그린 등 인력수요가 늘어나는 분야 인적자원 육성

ㅇ 온 국민에 대한 평생학습지원 체계를 강화

□ 경제회복 과정에서의 불평등․격차 해소

ㅇ 국가의 미래자산이자, 경제구조 전환의 핵심 동력인 청년층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

ㅇ 소득․가정환경 등에 따라 심화되는 교육․돌봄 격차 해소,
문화 활동의 불평등 완화 추진

 (재정투자) 뉴딜 1.0 1.7조원 수준 → 2.0 9.7조원 수준으로 확대 

□ (‘20년 투자) ’20년 3․4차 추경으로 1.7조원 편성 사업 착수

□ (‘21년 투자) ’21년 본예산 9.7조원 편성하여 본격 재정투자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및 SW 인재양성 등

사람투자로 고용충격 완화 및 포용 전환 토대 마련

 (제도 개선) 현장애로 개선 및 입법과제 제․개정 등 법령 정비 

□ (현장애로개선)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등 29개 과제 개선 추진

□ (미래입법과제) 뉴딜 12대 입법과제 9개 법률* 제․개정 완료

    * (제정) 원격교육기본법, 기초학력보장법, (개정) 고용보험법, 보험료징수법, 
남녀고용평등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직업능력훈련법, 소상공인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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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추진계획) 4대 분야 14개 과제, '25년까지 50조원 수준 투자

분  야 과   제 ‘20추경~‘25

휴

먼

1. 사람투자

 SW 인력확대 등 첨단분야 인력양성(신규)

9.3조원
 디지털ㆍ그린 인재 양성
 미래적응형 직업훈련 체계로 개편 
 농어촌ㆍ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2. 고용사회
안전망

 全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27조원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ㆍ고용안정 지원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3. 청년정책
<신규>

 청년을 위한 미래분야 일자리와 직업능력 확충(신규)
8조원 청년 생활안정 기반 마련(신규)

4. 격차해소
<신규>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교육격차 완화(신규)

5.7조원 취약계층 돌봄부담 경감(신규)

 국민 문화활동 기회 확대(신규)

< 뉴딜 1.0 > < 뉴딜 2.0 (변경)  >

휴먼뉴딜

“인재양성 및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 사람투자
 -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및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 개편 등

⇒

“사람 중심의 포용적 경제성장”

‣ 사람투자
+ SW‧의과학자‧BIG3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
+ SW 중심대학 추가 확대

(41개소→ ‘25년 64개소)

+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신설

‣ 고용‧사회안전망
 - 촘촘한 고용‧사회안전망 구축 및 

취약계층 생활‧고용안정 지원

‣ 고용‧사회안전망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 재난적 의료비 개선방안 마련
+ 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 청년정책
 - 청년 소득수준별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 마련
 - 청년 전·월세 부담 완화 및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지원 확대
 -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ICL 지원대상 대학원생까지 확대
 - AI·SW 등 신산업분야 채용 지원, 

고용증대세제 등 일몰연장 검토

‣ 격차해소
 - 4대 교육향상 패키지 도입: ❶기초

학력 강화, ❷다문화‧장애인 등 
맞춤형 지원, ❸사회성 함양 지원, 
❹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 사회서비스원 설립 + 한부모‧노인‧
장애인‧아동 돌봄 강화

 - 저소득층에게 문화활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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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참고  한국판 뉴딜 2.0 구조

□ ’25년까지 총사업비(지방비‧민간 등 포함) 

   160조원(뉴딜 1.0) → 220조원(+60조원) 수준으로 확대 전망

 ㅇ 국비는 114.1조원 → 160조원(+45.9조원) 수준으로 확대

비전
대한민국 대전환을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

선도형 경제, 탄소중립 사회, 포용적 성장으로 진화하는 대한민국

추진

구조

추진

과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➊ D.N.A 생태계 강화

➋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➌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신규>

➍ SOC 디지털화

➊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신규>

➋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➌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➍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➊ 사람투자

➋ 고용사회 안전망

➌ 청년정책<신규>

➍ 격차해소<신규>

 지역균형 뉴딜
①한국판 뉴딜 지역 사업, ②지자체 주도형 뉴딜, ③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뒷받침 재정 지원 민간 참여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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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진성과

1  사람투자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2025년
AI․SW 

핵심인재 양성 1.4만명 3.2만명(누적) 13.3만명(누적)

녹색융합기술
인재 양성 1,431명 2천명(누적) 2만명(누적)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4,061명 10,977명(누적) 47,531명(누적)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 비율 12% 15% 27%

□ SW 인력확대 등 첨단분야 인력양성

ㅇ (디지털 신기술) 대학 간 공유․개방․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으로 분야별 컨소시엄 구성․운영

    ※ (‘21) AI, 빅데이터, 차세대반도체,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실감미디어, 지능형 
로봇, 에너지신산업 등 8개 분야 → (’23~) 신기술 분야 단계적 확대 추진

ㅇ (SW 인재양성)「민․관 협력 기반의 SW 인재양성 대책」(관계

부처 합동, ‘21.6.9) 마련, 민간주도형 SW 인재양성 추진

- 향후 5년 간 예상되는 SW인력 수급차(4만+α)에 대응, 8.9만명의 

SW인재 추가 양성 → ‘21~’25년 총 41.3만명* 양성 추진

    * 대학 등 교육과정 양성 11만명 + 기존 정부 인재양성사업 21.4만명 + 추가 8.9만명 

▸(단기과제, ~’22년) 목표인원 2.1만명 중 약 10,000명(48%)이 K-Digital Training, 재직자 대상 
S-OJT, 산업전문인력 AI역량강화 등 훈련 참여

▸(중기과제, ~’25년) 인재양성 목표 달성을 위해 캠퍼스 SW아카데미 등 ’22년 예산 
확보 완료 및 사업설계·공모절차 등 추진 중

□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ㅇ (디지털 인력) SW 중심대학을 추가 확대(9개교)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교육생 확대(‘21년 500→550명)

ㅇ (융합 인력) 주력산업 재직자 및 출연연 연구자 등 대상 AI
교육을 제공하여 해당 산업에 AI를 도입․확산시킬 실무인력* 양성

    * ’21년 금융, 농축산, 디스플레이 등 12개 산업분야 2,400명 양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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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바이오헬스 인재) K-NIBRT*, 의사과학자, K-뷰티, 재생의료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바이오헬스 필수 인재 양성

    * 아일랜드 NIBRT(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rch and Training) 
: 첨단바이오공정시설을 활용한 인력 교육‧연구 솔루션 제공하는 국립 교육기관

ㅇ (그린 인재) 특성화대학원*, 중․단기 실무연계 교육** 등 

산업계의 다양한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그린인재 양성

    * (’20) 11개 분야 35개 대학(157억원) → (‘21) 13개 분야 51개 대학(259억원)

   ** (’20) 7개 과정, 838명(37억원) → (‘21) 11개 과정, 1,872명(122.5억원)

□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 

ㅇ (K-Digital Training) 디지털 분야 선도적 기업* 등이 훈련과정을 설계․
지원하는 기업맞춤형 훈련과정 231개 선정(’21.12월, 105개 훈련기관)

    * 삼성, SK하이닉스, 네이버, KT, 쏘카, SK텔레콤 등

ㅇ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청년․중장년의 디지털 기초역량 훈련

지원을 위해 총 24개 훈련기관, 113개 훈련과정* 운영 중(‘21.5월~)

    * (예시) 언리얼 엔진으로 나만의 가상 세계 만들기(클래스101), [왕초보] 데이터
분석 종합반(팀스파르타), 일러스트레이터 웹디자인 첫걸음 시작하기(패스트캠퍼스) 등

ㅇ (K-Digital Platform) 지역 내 디지털 융합훈련의 거점인 

K-Digital 플랫폼 15개소* 신규 선정(’22.1월)

<참고 : ‘22년 K-Digital Platform 공동훈련센터> ’21년 선정기관

경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서울

SKT 대전 모두의 연구소
대구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구름 엘리스 경남 삼성중공업 경북대학교

성균관대+솔데스크 모두의 연구소 제주 구름 울산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충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성균관대+솔데스크

광주
전남대학교

부산
부산대학교

백석대학교 경북 포스코 광주과학기술원 엘리스

□ 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ㅇ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 초고속인터넷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도서․벽지 등 농어촌 마을(1,284개소)에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ㅇ (공공와이파이) 국민 통신접근성 강화 및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전국 공공장소에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

    * (‘12~’17) 10,696개소, (‘19) 7,141개소, (’20) 10,022개소, (‘21) 15,000개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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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디지털배움터) 전 국민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생활 공간

(주민센터․도서관․경로당 등)을 활용한 디지털배움터 운영(1,000개소)

ㅇ (디지털 미디어교육) 유아, 노인․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실시 및 맞춤형 교수․학습자료 개발․배포

    * 유아 미디어교육(50개 기관), 노인․장애인 미디어교육(55개 기관)

ㅇ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성)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연 1.5만대),
장애인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 제작 지원(93개사) 등

    *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용 TV 누적 보급률 : (‘19) 83.5% → (’20) 99.4% → (‘21) 100%

ㅇ (스마트빌리지) 농어촌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여 농어촌지역 생활편의 개선

    * 예 : (제주) IoT 디바이스 활용 해녀 안전사고 방지 / (김해) 자율작업 트랙터 도입 등

ㅇ (대체자료 제작)「대체자료 제작신청 제한기준 폐지*」(‘21.1월) 및

‘3일 드림’ 서비스 도입(‘21.7월) 등 장애인 정보기본권 보장 강화

    * 신청제한: 1회 5권/연간 15권, 제작신청: (‘20) 1~10월 6,534건 → (’21) 

1~10월 9,527건(46%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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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참고 「민․관 협력 기반의 SW인재양성 대책」주요 내용 및 현황

□ (추진방향) 인재양성사업의 시차 극복 및 시급한 중소‧벤처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는 기업이 잘 안다”는 측면에서 民 주도형 인재 양성 추진

□ (주요내용) 인력수급차(4만+α)에 대응, SW인재 8.9만명 추가 양성

⇒ ’21~’25년 5년간 총 41.3만명*의 SW인재 양성 추진

     * 대학 등 교육과정 양성 11만명 + 기존 정부 인재양성사업 21.4만명 + 추가 8.9만명 

ㅇ 단기(~22년) 추진과제: 2.1만명 양성

- K-Digital Training 신규유형(벤처‧스타트업, 디지털 선도기업, 지역

주도형 아카데미)을 활용한 디지털‧신기술 인재 1만명 양성

- 기업맞춤형 현장훈련 등 재직자 대상 SW훈련 7천명 및 

대상별(경력단절여성․퇴직자 등) SW전문교육 3.6천명 지원

ㅇ 중기(~25년) 추진과제: 향후 4년간 6.8만명 추가양성

- 캠퍼스 SW아카데미, NW형 캠퍼스 SW아카데미 등 기업 주도로

대학과 협력하는 인재양성사업 신설, 5천명 양성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 기존 인재양성사업의 확대 및 기업

주도형으로의 개편을 통해 4.2만명 추가양성

- SW중심대학, 특성화고 등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2만명 양성 

및 스타트업-청년인재 이어드림 프로젝트 등 신규 추진

ㅇ 인프라 강화

- ‘신기술 인력양성 관계부처 협업예산’을 통해 신기술 분야 

인력수급전망에 따라서 전략적 예산편성 추진 및 HRD-Net(국가

직업능력포털)을 활용한 범부처 인재양성 통합관리 추진

- 전 국민 대상 디지털 기초역량 훈련(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軍 장병 대상 AI‧SW교육, AI선도학교 등 디지털 역량강화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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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사회 안전망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2025년
고용보험 가입자 수 1,367만명 1,455만명 2,100만명

특고 산재보험
가입자 수 65.7만명 75만명 80만명+α

국민취업제도
연간 지원자수

- 64만명 50만명

생계급여 수급자 101만 가구 120만 가구 120만 가구+α
산재사고 사망자수

(1만명당)
0.46 0.43 0.2

□ 全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ㅇ (고용보험)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 적용 

확대*, 예술인․특고(12개 직종) 고용보험 안착,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22.1월) 준비

    * (’20.12월) 예술인 → (‘21.7월) 특고 12개 직종 → (’22.1월) 플랫폼 기반 2개 
직종 → (‘22.7월) 기타 특고 직종 추가 → (~’25) 자영업자 적용 확대 추진

- (고용보험료) 소규모 사업 저임금 예술인․특고 및 그 사업주 

대상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료 지원(보험료의 80% 지원)

ㅇ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 직종 확대*(14→15개), 연구

용역 등을 바탕으로 특고 산재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 추진

    * (‘20년) 퀵서비스 등 14개 직종 → (’21년)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직종 추가

▸(고용보험) (‘21년) 특고 12개 직종 적용(7월), 예술인 10.7만명․특고 57.7만명 가입
            (’22.1월) 퀵서비스(라이더), 대리운전기사 적용, (‘22.7월) 기타 특고 직종 추가 적용 추진
▸(산재보험) (‘20년)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가전제품설치기사 등 5개 직종 적용 확대
            (’21년)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직종 적용 확대, 산재보험 적용
            (‘22.7월) 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 화물차주 등 3개 직종 적용 확대 예정

제도개선
• (법령 개정) 예술인(‘20.12월 시행), 특고 종사자(’21.7월 시행)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등 개정 및 하위법령 제․개정
• (인프라 구축) 예술인․특고 고용보험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소속 

권역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4개소 설치

□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ㅇ (기초생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조기 시행(‘21.10월)* 및 

’22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4인 기준, 487.6만→512.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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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❶노인, 한부모(만 30세 이상)(‘21.1월), ❷그 외 가구(’21.10월) 약 23만명 이상 

신규지원 예정 ‘21년 완료  

ㅇ (재난적의료비) 코로나19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에 대응하여「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1.11월) 및 지원 기준 확대*

    * 지원비율 : (당초) 비급여․선별급여 본인부담 의료비의 50% → (개선) ▲기초․
차상위 : 80%,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중위소득 
50~100% : 60%, ▲기준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금액 : (당초) 최대 2천만원 → (개선) 최대 3천만원

ㅇ (학대피해아동 보호)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등 피해아동 안전확보․회복 지원을 위한 보호 인프라 강화

    * 학대피해아동쉼터 : (’20) 76개 → (‘21) 105개 → (’22) 141개 → (‘25) 240개 목표

   ** 아동보호전문기관 : (’20) 71개 → (‘21) 81개 → (’22) 95개 → (25) 120개 목표

- 즉각분리 제도 시행(’21.3월) 및 만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대상 

위기아동 가정보호 신설(‘21.4월)

ㅇ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수당 지급

기간 확대*(3년→5년) 및 ’21년 지급대상 대비 600명 추가 지원

    * 자립정착금․자립수당 지급, 보호기간 연장, 자립지원 전담기관 설치․운영 규정 
신설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아동복지법」개정, ‘22.6.22. 시행)

ㅇ (상병수당)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및 사회적

논의(’20.8월~), ‘22년 시범사업 예산 확보* 등 추진기반 마련

    * 6개 시․군․구에 3개 모형(모형별 2개 지역) 적용하여 사업 추진(’22.7월~)

□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층, 미취업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소득지원 실시

    * ‘21년말 기준 약 42.3만명 지원 

제도개선

• 청년(18~34세, 중위소득120%↓& 재산4억원↓)은 종전취업경험이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개선있는 경우에도 Ⅰ유형 취업지원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이 가능하도록 개선(7.27 법 개정)

• Ⅰ유형 소득요건을 중위소득 50→ 60%, 재산요건은 3→4억원으로 확대(9.7)
• 영세자영업자(연 매출 1.5억→ 3억) 등(7.1), 보호종료아동 및 구직단념청년,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취업지원 확대(3.29)
• 금융거래 불가 수급자(신용회복지원자 등) 대상 전용계좌 개설(7월)
  * 고용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및 다수언론 보도(서울경제, MBC라디오, 연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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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ㅇ (AI 고용서비스) 생애주기별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머신러닝 기반

일자리 매칭 및 직업상담지원서비스(JobCare) 시범 실시(‘21.8월)

ㅇ (신중년 특화과정)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 대상을 확대하고

(만 50세 이상 → 40세 이상), 창업․전직을 위한 특화 교육훈련 제공

    * (’18) 7개 과정 → (‘19) 12개 과정 → (’20) 16개 과정 → (‘21) 20개 과정

□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ㅇ (산업안전) 소규모 사업장 대상 민간위탁 산업안전 기술지원

및 관련 퇴직자 안전보건지킴이로 활용 등을 통한 산재예방 기여

- 위험기계 교체, 뿌리산업 공정개선 지원 등 영세사업장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투자혁신사업*’ 및 화재․폭발사고 예방물품 지원**

    * (‘21) 3,271억원 / ** (’20~‘21) 840억원

ㅇ (근무혁신) 코로나19 이후에도 재택근무가 일상적인 근로형태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 컨설팅을 통한 기업 내 제도화 지원

    * (’20) 212개소 → (’21) 400개소로 확대

우수사례

▸재택근무 도입 위해 내부TF를 구성한 것이 신의 한 수 <동국제약(주)>

  (컨설팅 전) 취업규칙상에 시행근거 있으나 세부적 기준 미흡하고 제도 운영 
경험 부재로 임직원의 제도 운영에 대한 우려 발생

  (컨설팅 후) 재택근무TF 운영을 통해 세부적인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재택근무 
애로사항을 해소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재택근무 시범운영 후 전사적 재택
근무 체계 확립(재택근무 116명 활용)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조직의 전문성을 지켜내다. <삼화회계법인>

  (컨설팅 전) 별도의 규정 없이 임의로 극소수 직원만 일부 활용하고, 재택
근무자에 대한 근태관리 미흡하여 제도 운영에 어려움 발생

  (컨설팅 후) 재택근무 적합 직무를 다각적으로 발굴하여 취업규칙 등에 규정을 
마련하고 IT 솔루션 도입을 통해 근태관리 이슈 해결을 통해 재택근무 활용도 
증가(2명→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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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정책 <2.0 신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2025년
청년층 RIR

(Rent Income Ratio) 17.5% 17.0% 16.5%

29세 이하 
가구주 금융자산 5,500만원 7,000만원 8,000만원

청년층 LTI
(Loan To Income) 220% 210% 200%

초장기
정책모기지

건수 5,716건 8,642건(누적) 15,843건(누적)

공급 13,970억원 20,955억원(누적) 38,417억원(누적)

□ 청년을 위한 미래분야 일자리와 직업능력 확충

ㅇ (일자리 확대) AI․SW 등 신산업 분야 청년 채용을 지원(’21)*

하고, 고용증대세제** 및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일몰 연장

    * (청년디지털일자리)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서 IT 직무에 청년 채용시 최장 6개월간 
월 최대 190만원 지원→ ‘22.1월 기준 10.7만명 지원(목표 12만명 대비 89.1%)

   ** 청년을 추가 채용한 기업에 대해 증가인원 1인당 400~1,200만원 세액공제

  *** 중소기업 취업 청년(만 15~34세) 근로소득세 5년간 90% 감면

     → 계속시행,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1.12.2. 본회의 통과로 일몰 연장

우수사례

• (주식회사 푸드나무)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을 통해 56명의 청년을 전원 정규직
으로 채용하여 인건비 부담을 덜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며 ‘21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

• (주식회사 하이브로)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을 통해 13명의 청년을 정규직
으로 채용, 서버 개발 및 게임 콘텐츠 제작 업무를 수행하여 기업 매출이 
증가하고 청년 연봉이 500만원 이상 인상되는 등 성과 달성

ㅇ (능력 개발) 청년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대기업 참여 인턴십*

(직무체험․공동실습 등)’ 운영 등 일경험 프로그램 내실화(‘21.7월~)
    * 대기업 등이 공동 참여해 기초직무능력 및 현장연수 경험을 제공하는 일경험 프로그램

제도개선 및 우수사례

• ➊참여기업(5인 미만 등) 확대(3월), ➋인턴형 채용한도 상향, 참여자 선택권(면접) 
허용(4월), ➌참여 제한요건(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2개월 이내 참여) 완화(6월)

• (한국전력공사) 일경험 위한 직무 자체 발굴 후 전국 사업장에서 137명 참여, 
정규직과 동일한 직무교육, 고충처리 창구 운영, 기간 종료 후 참여자 피드백 등 
내실 있는 일경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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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창업활성화) 청년 전용 모태펀드 신규 조성 및 창업 융자 자금

제공*(‘21.9월), IT기반 창업기업(지식서비스업종) 부담금** 신규 면제
    * 모태펀드(민간 400억원, 정부출자 600억원), 청년 창업 융자 전용자금(2,100억원)
   ** 공공시설, 초지, 산림, 교통, 대기, 수질, 지하수, 물이용, 전력 등 13개 부담금
     → 「창업지원법」 전부 개정 ’21.12.21. 국무회의 의결, ‘22.6.29. 시행

□ 청년 생활안정 기반 마련

ㅇ (주거 안정) 주거관련 대출 요건 완화 등 주택금융지원 강화*,
주거비 지원제도 연장**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연장(~’23년)

    *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대출 기준 확대(연소득 2→5천만) 및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 
공적전세대출보증 보증금 기준 5→7억원, 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 한도 5→7억원 등

   ** 중소기업 취업 청년 보증금 대출(금리 연 1.2%), 일몰기한 연장(‘21→’23년말)

- (초장기 정책모기지)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40년 만기 초장기

정책모기지 공급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21.7월)

▸(신청현황) 전체 보금자리론 신청자의 16.1%가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선택 (‘21.10월)

구 분
대출만기

합 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신청(건수) 3,473
(6.1%)

2,555
(4.5%)

4,592
(8.0%)

37,402
(65.4%)

9,208
(16.1%)

57,230
(100%)

▸(공급현황) 초장기 정책모기지는 ‘21.7월 출시 이후 누적 공급 13,970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이 중 만 39세 이하 청년층이 95.5%를 차지 (’21.10월) 

  
구분 청년 신혼부부 합계

공급(금액) 13,336억원(95.5%) 634억원(4.5%) 13,970억원(100%)   

ㅇ (자산 마련) 소득수준별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 마련

    * ❶청년내일저축계좌: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저축액(월 10만원)에 정부가 1~3배 매칭(‘22.下)

      ❷청년희망적금: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납입액(연 600만원)의 2~4% 장려금 지급(’22.1분기)

      ❸소득공제 장기펀드: 총급여 5,000만원 이하, 펀드 납입액(연 600만원)의 40% 소득공제(‘22.上)

ㅇ (청년 채무조정)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에게 채무조정 특례*를

제공하여 청년층의 경제적 재기 지원(‘20.12월)

    * ❶(사전채무조정) 약정이자율의 50% 인하 → (특례) 65% 인하

      ❷(개인워크아웃) 채무과중도에 따라 상각채권 20~70% 감면 → (특례) 70% 감면 / 
최장 1년 → (특례) 재학기간 및 졸업 후 취업시까지 최장 5년 상환유예

ㅇ (교육비부담 경감) ‘22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한도 인상* 및 ICL 지원 대상

대학원생까지 확대**,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학생 ICL 대출이자 면제

    * [기초․차상위] 520만원 → 첫째 700만원/둘째이상 등록금 전액, [다자녀] 8구간 이하 
셋째이상 520~450만원 → 등록금 전액, [5~8구간] 368~67.5만원 → 390~350만원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21.6.8.) 및 동법 시행령 개정(‘2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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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격차해소 <2.0 신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2025년
정신건강 위기학생

지원 250명 513명 2,000명(누적)

시․도 사회서비스원 11개소 14개소 17개소
공공보육이용률 32% 35.3% 50%

평생교육바우처
발급자 수 10,374명 19,531명 300,000명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자 수 177만명 197만명 263만명

□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교육격차 완화

< 4대 교육향상 패키지 >

ㅇ (기반 마련) 코로나19 이후 심화되는 학습결손 해소 등을 위해 

실질적인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 발표(’21.7.29.), 「기초학력보장법」 제정(‘21.9월)

➊ (기초학력 강화) 방과후․방학중 학습보충, 초등 1․2학년 위주

기초학력 전담강사 배치, 교․사대생 튜터링 프로그램 등 지원

- (학습보충) 교사 추천 또는 희망학생에게 방과후․방학중 학습

진단․독서활동․AI 활용 등과 연계하여 교과보충 집중지원

    ※ (’21.下) 교(강)사 17.6만명이 초․중․고 학생 131만명(중복 포함) 지원

우수사례
• 희망교과 집중지원 : 학생 희망과목, 발달수준에 따라 규모별(5명‧10명‧20명 내외 등) 

다양하게 구성하여 여러 교과보충을 다양하게 운영(광주)
• 수학‧영어 집중지원 : 전환기(초6‧중3) 자기주도적학습 지원, 소인수 방과후‧방학중 

집중지원, 기숙사 수준별‧주제별 학습지원, 또래 1:1 멘토링 등 주요과목 집중지원(강원)
• AI 활용 : 수학과목을 AI프로그램에 연계하여 진단‧학습‧피드백 등에 활용하고 

학습이력관리, 소인수 그룹 지도, 사이버 수학교실 운영 등을 통해 수학보충 지원(부산)

- (기초학력) 협력수업(1수업2교사제 등) 선도․시범학교 확대(’20,

75개교 → ‘21, 92개교),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신설(’21.3월)

    * 기초학력 지원 제도개선 연구, 현황조사․성과관리 및 컨설팅, 교수학습자료 개발 등 수행

- (튜터링*) 관계기관(한국장학재단․교사대 등) 업무협약(‘21.10월), 사업

계획 수립, 교․사대생 사전교육자료 개발 등 추진(’22.3월 시행)

    * 교․사대생 등 대학생이 희망하는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교과학습, 상담(학교
생활․교우관계․진로 등) 등을 온․오프라인으로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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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다문화․장애학생) 다문화학생 교육수요에 맞춘 특색 프로그램

및 장애학생 유형별 맞춤 집중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학생) 한국어학급 및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대학생 

멘토링** 확대, 한국어능력 진단-보정 시스템*** 확대 적용 등 

    * 한국어학급․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수혜학생 수 : (‘20) 5,309 → (’21) 7,044명

   ** 멘토/멘티 수 : (‘20) 1,971명/2,436명 → (’21) 2,439명/3,091명

  *** (‘19) 초 3~6학년 → (’20) 중등학교 학생으로 확대 → (‘21) 모든 학생 대상 

- (장애학생)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학습, 의사소통, 사회성 

및 디지털리터러시 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 예산/수혜학생 수 : 특교․지방비 약 147억원 / 39,508명(‘21.12월 기준)

➌ (사회성 함양) 사회성 결손 회복을 위해 교내활동․교외체험학습

지원* 및 취약계층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의 회복 촉진**

    * (’21.下) 초․중․고 학생 263만명 지원(중복 포함) / ** 총 2,763교 학생 37,543명 지원

우수사례
• (서울) 유․초․중․고 또래활동 학급․스포츠․예술 프로그램
• (부산) “토닥토닥 행복마음 나누기” 놀이치료 클래스, “함께해요 선생님” 사제동행 

동아리, “어깨동무” 학급 또래활동
• (울산) 메타버스 활용 온․오프 블랜디드 체험활동 프로그램

➍ (저소득층 장학금) 우수 저소득층 중․고생에게 장학금(3,350명) 및

교육프로그램(1:1멘토링, 캠프, 심리상담 등)을 대학 졸업 시까지 지원

- 장학생 인원을 초과지원(신규 1,050명 계획 → 실적 1,200명)하고,
취약계층 지원의 유연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

    * △SOS 장학금 선발시기 조정 등 제도 개선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을 
통한 비대면 증서수여식․멘토링캠프 운영 △멘토링 가이드북 제작․배포 등

< 평생학습 지원 체계 강화 >

ㅇ (평생학습) 평생교육 바우처 법적 근거 신설 및 발급 대상 확대*,
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 등으로 전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 보장

    * 「평생교육법」 개정 완료(‘21.12.9. 시행), (‘21) 15,000명, 74억원

   ** 학습․훈련 이력을 One-stop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24)

ㅇ (직업능력) 전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 완료(‘21.8.17.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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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돌봄 부담 경감

ㅇ (인프라) 전국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공공성 강화(~22년),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실시(~22년) 후 추진모델 마련

    * (‘19) 서울․대구․경기․경남, (’20) 인천․광주․대전․세종․강원․충남․전남, (‘21) 울산․전북․제주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완료(‘21.9월)

ㅇ (노인돌봄) 공립 요양시설 확충* 및 통합재가 서비스 제공**

    *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 (’21) 10개소 신축 추진 → (‘22) 15개소 신축 계획

   ** 공단-기관 협업을 통한 방문요양․목욕․간호 등 수급자 맞춤형 복합서비스 제공 

및 월정액(월한도액의 110%)과 가산금 지급, 본인부담금 지원

ㅇ (아동돌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공공보육이용률 제고*,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등 초등돌봄 강화

    * 공공보육이용률: (’20) 32.1% → (‘21) 35.3%(’21년 추가 514개소, ‘22년 40% 목표)

   ** (‘20) 14,278실 → (’21) 14,774실 / *** (‘20) 424개소 → (’21) 694개소

ㅇ (장애인돌봄)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가산수당* 개선(‘22년)

    * 최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지급되는 추가 가산

수당 지원대상 확대(3→4천명), 단가 인상(시간당 1,500→2,000원)

□ 국민 문화활동 기회 확대

ㅇ (문화누리카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활동 비용 지원(’21년 197만명/연간 10만원)

ㅇ (스포츠강좌) 저소득층 유․청소년(만5~18세) 및 장애인의 체육

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강좌 수강 지원(‘21년 7.2만명)

ㅇ (예술인 융자) 제도권 금융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운영*(연 230억), ‘21년 지역상담창구 개설(5개 광역)

    * 코로나19 특별융자 운영(50억) 및 지원 강화(’20, 금리 2.2%, 한도 5백만원 → 

‘21, 금리 1.2%, 한도 7백만원), 긴급생계비 한도 상향(’20, 3백 → ‘21, 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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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과
담당 
부처

(사람투자)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BIG3, AI 등 8개 신기술 분야 
컨소시엄 선정‧운영(’21.5월~)

 * ’21년 2학기(9월) 또는 겨울(계절학기)부터 교육과정 운영 

(교육회복 종합방안) 4대 교육향상 패키지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21.7월~)
 * 기초학력 강화, 다문화․장애인 등 맞춤형 지원, 사회성 함양 지원,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평생교육) 평생교육바우처 발급 대상 전 국민으로 점진적 확대(’21.6월~)

교육부

(전국민 고용보험) 예술인(’20.12.10.) 및 특고 12개 직종('21.7.1.) 고용보험 적용 시행

(산재보험)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산재 적용('21.7.1.) * ('20.9월)14개 직종→('21.7월)15개 직종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해 취업지원 소득지원 제공*

   * '21년말 기준 42.3만명 지원

(K-Digital Training) 혁신적인 기술·훈련방법을 가진 기업-대학-민간 혁신기관*을 통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신기술 분야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양성

   * ‘22.2월 기준 105개 훈련기관의 231개 훈련과정 선정(삼성, KT, 멋쟁이 사자처럼 등) 

고용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로 생계급여 
28.3만명, 의료급여 8.8만명을 신규 수급자로 보호(누적, ‘17.11월~’21.12월), 기초
생보 총 수급자*는 236만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후 최다

  * (’19.12월) 188만명 → (’20.12월) 213만명 → (’21.12월) 236만명

(긴급복지제도 개선) 재산기준, 위기사유 등 완화로 ‘21년 67만건 지원, ’19년
(34만건) 대비 97.1%(34만건) 증가

  * (’19.12월) 336,782건 → (’20.12월) 839,967건 → (’21.12월) 673,376건

복지부

(AI대학원) 최고 수준의 교육‧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AI 석‧박사급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AI대학원 10개 확대(‘21.4월)

(SW중심대학) 대학지원을 강화하고 중소대학 참여를 확대한 SW중심대학 
2단계 사업 추진으로 9개교 신규 선정(‘21.4월)

(ICT이노베이션스퀘어) SW분야 개발·테스트·사업화 지원 및 AI․SW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거점을 전국으로 확산(’19년 1개권 → ’20년 5개권*)

  * ❶서울권, ❷부산·울산·경남, ❸경북·대구·강원, ❹광주·전북·전남, ❺대전·충남·충북·세종

과기부

(녹색융합기술인재양성) 13개 분야 특성화대학원 51개교 지원, 11개 전문인력 양성
과정 운영, 환경 관련 특성화고 5개교 지원   * (‘21년) 환경분야 전문인력 1,872명 양성

환경부

(문화격차)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의 문화활동 비용 지원(‘21년 197만명, 
연간 10만원), 저소득층 유․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 수강 지원(’21년 7.2만명)

(문화예술창작 안전망) 저소득 예술인 생활안정 자금 융자 운영(연 230억원) 

문체부

(디지털 미디어교육) 유아 및 노인·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실시
 * 유아 미디어교육(50개 기관), 노인·장애인 미디어교육(55개 기관), 맞춤형 교수학습자료 개발·배포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장애인 등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 환경 조성
 * 시·청각장애인용TV 보급(저소득층 누적보급률 ’17년 58%→’21년 100%), 장애인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

한국수어) 지원(’21년 93개사), 장애인 교육방송물(연 3,000여 편) 및 발달장애인 맞춤형 콘텐츠(연 30여 편)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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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대내․외 평가

1  추진 성과(긍정)

□ (사람투자)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ㅇ AI․SW 핵심인재(10만명)․녹색 융합기술 인재(2만명) 등 미래

사회 성장 동력인 신기술 분야의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25)

    ※ (반도체) 고급․전문인재 및 학사급 인재 8천명 이상, (바이오헬스) 의료 
빅데이터․AI, 신산업 융합인재 2만 명 이상, (미래차) 융합기술 전문인재 3천명 이상 

-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 등 대학 간, 부처 간

연계․협력을 통해 교육과정 공동 개발 및 자원 공동 활용

 【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례 】

◾ 8개 신기술분야별 컨소시엄 구성 및 사업 추진
 산업체·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신기술 분야 표준화된 수준별 교육과정을 개발·
공유하여 핵심인재 양성

신기술분야
컨소시엄

주관대학 참여대학    ※ 밑줄 : 전문대학
① 인공지능 전남대 성균관대, 서울시립대, 서울과학기술대, 경북대, 전주대, 영진전문대
② 빅데이터 서울대 경상국립대, 서울시립대, 숙명여자대, 전북대, 한동대, 경기과학기술대
③ 차세대반도체 서울대 강원대, 대구대, 숭실대, 중앙대, 포항공과대, 조선이공대
④ 미래자동차 국민대 계명대, 선문대, 아주대, 인하대, 충북대, 대림대
⑤ 바이오헬스 단국대 상명대, 홍익대, 대전대, 우송대, 동의대, 원광보건대
⑥ 실감미디어 건국대 경희대, 계명대, 배재대, 전주대, 중앙대, 계원예술대
⑦ 지능형로봇 한양대(ERICA) 광운대, 부경대, 상명대, 조선대, 한국산업기술대, 영진전문대
⑧ 에너지신산업 고려대 서울대, 한양대, 강원대, 부산대, 전북대, 경남정보대

▸ ‘혁신공유대학’ 올해 첫 선...2026년까지 ‘신기술 인재’ 10만명 양성(‘21.2.24, 한국경제 등)
▸ 신기술 인재 양성에 대학들 맞손...혁신공유대학 8개 연합체 선정(’21.5.3, 연합뉴스 등)
▸ ’디지털 신기술 혁신공유대학‘ 출범식...인재 10만명 양성 목표(’21.9.28, 동아일보 등)
▸ SW인재양성패러다임전환... 기업이 직접 ‘개발자’ 키운다(‘21.11.18, 전자신문 등)

- K-Digital Training 등 기업-대학-민간 혁신기관*을 통해 디지털․
신기술 분야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양성

    ※ ’22.2월 기준, 105개 기관 231개 과정 선정(19,869명 규모)

    * 멋쟁이사자처럼, 엘리스, 모두의 연구소 등 민간의 혁신 훈련기관 참여 기업이 
문제를 제기하고 훈련생이 직접 해결하는 프로젝트 기반 훈련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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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관, 청년 IT 구직훈련소 찾아 “인문계․비전공자 육성”(21.3.3, 아시아경제)
▸‘멋쟁이사자처럼’ 등 4개 사례 ‘이달의 한국판뉴딜’ 선정(‘21.4.29, KBS 뉴스)
▸삼성·KT·SK·포스코, 디지털인재 年3100명 육성···12월부터 직업훈련 (‘21.10.24, 아시아경제)

□ (고용․사회안전망/격차 해소) 더불어 살아가는 포용사회 기반 마련

ㅇ 학교․지자체 등 협력을 통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공공보육이용률 제고*

    * 공공보육이용률: (‘20) 32.1% → (’21) 35.3%(‘21년 추가 514개소, ’22년 40% 목표)

【4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성과 】

▸‘다함께돌봄센터’ 555개로 확충... 1만2000여 아동의 돌봄공백 메워(’21.10.27, 조선일보)

ㅇ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조기 시행, 재난적 의료비 지원,
공립 요양시설 확충 등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지원

    ※ 기초생활보장제도 총 수급자 수: (’19) 188만 → (‘20) 213만 → (’21) 236만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자녀있어도 생계급여 받는다(‘21.9.30, 중앙일보 등)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됐다는데, 저도 받을 수 있나요?(’21.10.1, 한겨레 등)
▸문 대통령, “납득 안 돼”질책...‘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년 앞당겨(‘21.10.4, SBS)

ㅇ 예술인 등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통한 고용안전망 확충, 청년․
여성․장애인 등 취업 취약 계층에 대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 강화

    ※ ▲(고용보험) 예술인 10.7만명, 특고 종사자 57.7만명 가입(‘21.12월)

       ▲(여성)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 대상 확대(대규모기업집단 중 300인 이상까지)

▸성공적인 첫걸음 뗀 예술인 고용보험제도(‘21.2.15, 아주경제)
▸특고 고용보험 가입 5개월만에 50만명 돌파(‘21.11.23, 서울신문)
▸[함께만드는일자리] 정부가 밀고, 기업이 끄는 ‘청년고용 응원프로젝트’ 주목(’21.9.28, 중앙일보)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가능...출퇴근 시간 변경도 ‘OK’(’21.11.18, 뉴스1)
▸장애인, 4차 산업혁명 역군으로...IT직업훈련 통해 전문가 키운다-‘IT인력 양성’ 

구로 디지털 훈련센터 개소(‘21.11.29.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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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코로나19로 인한 학습․정서․사회성 결손 극복을 위한 종합적

교육회복 대책 마련* 및 전 생애에 걸친 역량 개발 촉진**

    * 「교육회복 종합방안」 수립(‘21.7.29.) 및 17개 시․도교육청 ’21년 하반기 즉시 추진

   ** 「평생교육법」 개정(’21.6월)에 따라 평생교육 바우처 발급 가능한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 바우처 발급․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

▸고령화 시대 대비 평생교육 강화...바우처 지원 확대(‘21.8.11, NEWSIS)

▸‘평생교육이용권’ 소외계층 우선 지급...평생교육법 개정 시행령 입법예고(‘21.9.17, 아시아투데이)

▸영등포구,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뜨거운 호응‘...토크콘서트 성료(’21.9.6, 국제뉴스)

▸’코로나 학습결손‘ 막는다…초중고생 3분의1대상 교과보충 프로그램 도입(’21.7.29, 헤럴드경제 등)

▸코로나발 학습‧심리‧정서결손 회복에 하반기 6,600억원 투입(‘21.9.8, 뉴스1 등)

▸코로나 팬데믹에 학력저하…문 대통령 “교육회복 종합방안 마련”(’21.11.21, 머니S 등)

□ (청년) 청년의 사회진출과 생활안정을 돕는 청년지원 대책 마련

ㅇ ➊자산형성, ➋주거안정, ➌교육비부담 경감 등 청년세대 격차 

해소와 미래 도약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 마련

가입대상 지원혜택 납입한도 만기수령금

『청년내일 저축계좌』
연소득 2,400만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저축액(월 10만원)에 
정부가 1배(차상위 이상), 
3배(차상위 이하) 매칭

연 120만원
(3년 만기)

(3년후) 720~1,440만원 수령
(청년 360 + 정부 360~1,080)

『청년희망적금』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저축장려금 2~4% 지원 
(1년차2%→ 2년차4%) 지급

연 600만원
(2년 만기)

(2년후) 1,200만원+시중금리
+ 저축장려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총급여 5,000만원 이하

펀드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연 600만원
(3 ~ 5년) (3년후) 1,800만원+펀드수익*

군장병 『장병내일준비적금』 장병3:정부1 비율로 매칭 최대 750만원 (사회복귀시) 최대 1천만원 수령

▸저소득청년 360만원 저축하면 4배로 돌려준다(‘21.7.14, 연합뉴스 등)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2년 연장(‘21.11.7, 한국일보)

▸‘자산관리’에 일찍 눈뜬 MZ세대...알바비로 ‘주식·적금·청약’(‘21.11.15, 네이버뉴스)

▸月 20만원 월세 지원한다고? 금수저도, 집주인도 ‘솔깃’ (‘21.11.3, 국민일보)

□ (해외) OECD “文 포용성장, 한국인 삶의 질 향상 평가”

▸가계소득, 청년․여성 고용률 등 주요 지표 개선

▸고교 무상 등록금 등으로 저소득층 사회 참여 기회 확대

▸근로장려금 보장성 강화 등으로 사회안전망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등 고용복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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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참고 1
 OECD 포용적 성장 한국 사례 연구 보고서(요약)
(OECD Inclusive Growth Review of Korea: Creating Opportunities for All)

◆ OECD는 ‘포용적 성장 정책실행 프레임워크*’를 적용, 한국의 포용적

성장 현황을 국제적 기준으로 점검하고 그 성과와 향후 정책과제를 

포괄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21.2.8, KDI와 공동)
* ➊소외된 사람 및 지역에 대한 투자, ➋비즈니스 역동성 및 포용적 노동시장 지원, 

➌ 효율적이고 대응역량을 갖춘 정부 구축

◆ 포용적 성장 측정지표를 기준으로 OECD 회원국과 한국을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은 경제 성장과 함께 삶의 질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 

▪ 가계소득 및 청년․여성 고용률 개선, 저임금 근로자 비중 및 연 근로

시간 감소 등 각종 지표가 개선

* 실질임금이 ’17~‘18년 기간 중 1.3%에서 3.7%로 인상

* 청년 및 여성 취업률이 각각 57.8%, 52.8% 수준(’18)으로 상승(‘00년 이후 최고)

*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20% 미만으로 축소(’18),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연 근로시간이 
2,000시간 이하로 축소(‘18)

▪ 공교육 강화(고교 무상 등록금, 대학교 입학금 폐지 등)로 저소득층의 사회 

참여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사회안전망 확대(근로장려금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 등)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 안정에 기여

▪ ’한국판 뉴딜‘ 정책과 코로나19 대응은 한국이 경제․사회 변화에 신속히

대응한 정책 사례로서, 이를 높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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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참고 2  휴먼 뉴딜 분과 홍보 세부 추진실적

□ (대중매체) 국민의 정책 인식도 제고에 가장 높은 효과를 보이는

언론보도 등 전통적 매체(TV, 라디오, 신문 등)를 통한 홍보 실시

ㅇ (K-Digital Training)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과정 수강 후,
디지털 신기술 분야 취업에 성공한 청년의 모습을 담은 콘텐츠

제작, TV, 라디오, 유튜브 등 온·오프라인 송출

K-Digital Training 홍보영상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집중홍보의 달(5월) 운영 등 홍보 접점별로

다각적인 정책공감대 확산 추진

<TV·유튜브 정책홍보영상> <포털 배너광고>

<유튜브 인플루언서(펭수·워크맨) 협업홍보영상> <SNS 실시간 정책상담 챗봇>

<온라인 신청 안내영상> <모션 그래픽>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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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해위험요인시설개선)

- ‘22년 신속 사업 추진을 위해「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안내」 일간지 및 경제지 등 신문광고(18개 매체) 조기 시행

신문광고(1차)
(’21.12.10) 6개 매체

신문광고(2차)
(’21.12.13) 1개 매체

신문광고(3차)
(’21.12.14) 6개 매체

신문광고(4차)
(’21.12.15) 5개 매체

ㅇ (안전투자혁신사업)

- TV 자막안내(332회), 라디오 캠페인(416회), 지면광고(16회)

등을 통해 안전투자 혁신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추진

YTN 등 TV 자막안내 CBS 등 라디오 스크립트 지면광고

- 산업안전보건전광판(40개소), 라이트박스(1개소), KTX 모니터

(112대) 등 생활 매체를 이용하여 5,754,520회 홍보

전광판 홍보 CBS 등 라디오 스크립트 지면광고

ㅇ (산재예방시설융자) 언론보도(43개 매체), TBN라디오캠페인

(총 42회), 신문광고(21개 매체) 등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 안내

언론보도(1차)
(’21. 1. 3.~4.) 23개 매체

언론보도(2차)
(’21. 6. 20.~21.) 20개 매체

TBN 라디오캠페인 
(’21. 6. 14.~7. 25.) 

신문광고
(’21. 6. 15.~22.) 21개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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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뉴딜 관련 내용을 찾아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콘텐츠 수시 제작·배포

ㅇ (K-Digital Training) 훈련내용, 혁신 훈련기관 방문 현장 등이

담긴 다수의 유튜브 영상 제작·송출

어흥! 멋쟁이사자처럼~
한국판 뉴딜잡으러 나간다!(‘21.5)

메타버스 시대의 취업치트키!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면?(‘21.10)

우리가 몰랐던 조선시대 
기술자 클라쓰(‘21.10)

ㅇ (유해위험요인시설개선) 클린사업장 홈페이지(clean.co.kr)를 통한

보조금 사업(화재·폭발) 운영 관련 팝업 안내 실시(‘21.7월)

클린사업장 홈페이지 팝업 안내

ㅇ (산재예방시설융자)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카드뉴스 형식의 콘텐츠 제작·게시(‘21.9.14.~)

카드뉴스 콘텐츠 제작 트위터 게시(9. 14.) 유튜브 게시(10. 1.)

ㅇ (안전투자혁신사업) 블로그, 페이스북 등 온라인 매체(6개)에 

카드뉴스, 한컷 이미지 등을 게재

카드뉴스 게재 한컷 이미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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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현장방문, 간담회, 대국민행사 등 다양한 방식의 현장 소통

ㅇ (K-Digital Training) 해커톤 개최를 통한 우수성·성과 홍보

제1회 K-Digital Training 해커톤(‘21.5.26.~7.29.)

▴7개 수상팀 시상 및 훈련생들과의 간담회 실시(고용부 장관, 7.29)

ㅇ K-Digital Training 훈련생 대상으로 디지털·신기술 특화 

훈련내용을 바탕으로 한 신규 앱 등 개발 해커톤을 개최,
프로젝트 실습의 장(場) 마련 및 KDT의 우수성·성과 홍보

     * 해커톤 주제: 한국판 뉴딜의 실현을 돕는 서비스나 앱 개발

- 5.26일 신청 접수(202명의 훈련생, 48개 팀 신청)를 시작으로 

기획서 심사, 온라인 해커톤, 본선을 거쳐 7개 수상팀 선정

구분 대통령상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선정 Sim2Data 청(聽)개구리 MYBIDE, 우리가그린 Watchers, 리뉴어블, ADD

상훈 대통령상 장관상 장관상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상

상금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상·하반기 공모전(7.5, 12.2)을 통해 취업지원

우수사례 발굴, 컨퍼런스 개최*, 보도자료 배포 등 우수사례 

확산 추진

     * 코로나19·디지털전환 등에 대응하여 현장과 메타버스(비대면 플랫폼) 행사 동시 

개최(‘21.12.2.)

취업지원 우수사례 (상반기 우수사례 공모전 최우수상)

“포기했던 한 가정이 다시 회생되고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로부터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ㅇ 말기암 환자인 남편을 간병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한 50대 
구직자에게 취업지원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

  → 참여자는 한때 삶을 포기하는 것까지 생각했었으나, 고용센터 지원을 통해 심리적·
경제적 안정을 찾고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및 요양병원 취업에 성공

    * 심리안정상담, 구직촉진수당 지원과 함께 민간기관과 협업하여 밀린 월세, 공과금 해결 등 취업의 
장애요인을 해소하는데 주력. 직업훈련과정과 연계하여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및 고용센터 알선을 
통해 요양병원에 취업하기까지 전 과정을 상담사가 참여자 맞춤형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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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재예방시설융자) 최우선선정 지원대상 사업장에 사업 안내 

OPS 제작·우편발송*(전체 5,842개소)

ㅇ (안전투자혁신사업) 현장 방문 간담회 등 사업장 밀착 홍보 실시

- 지원사업장 현장행보(고용부장관(1월), 국무총리(12월))를 통한 언론

보도로 산업재해예방 등 사업성과 우수성 홍보

고용노동부 장관 방문 보도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보도 국무총리 방문 보도

ㅇ (SW․AI 인재양성) 사업 홍보 및 성과 제고를 위한 다양한

현장 소통 행사 개최

인공지능대학원 개원식(장관, 2월) SW 인재양성 현장방문(2차관, 4월) 이노베이션아카데미 방문(장관, 5월)

SW인재양성대책 발표 및 실천협약 (6월) SW중심대학 총장간담회(장관, 9월) AI혁신허브 현판 제막식(장관, 11월)

<우수사례 컨퍼런스> <지인추천 이벤트> <장관-참여자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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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계 및 보완 필요사항

ㅇ (SW 인재양성) ｢민‧관 협력 기반의 SW인재양성 대책｣(‘21.6.9.)

과제별 추진 현황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대책의 목표인

’25년까지 8.9만명 SW 인재 추가양성 지속 추진

    * ‘22년까지 양성 목표 2.1만명 대비 8,162명(40%, ’21.12.20. 기준) 교육 실시

ㅇ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신산업 변화에 대응 가능한 전문성을 

갖춰 성장할 수 있는 종합적․체계적 인재양성에 한계

-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에 따라, 산업계 인재

수요에 대응 가능한 산업 분야별 사업 다각화 및 지원 확대 필요

ㅇ (교육훈련 신규사업) K-Digital Training 등 ‘21년 신규 사업의

경우 집행 부진, 시행시기 다소 지연 등 사업 효율성 제고 필요

- 우수 훈련기관 추가 발굴 및 훈련분야 다양화 등 공급 확대,

중장년 재직자 등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사업 안착 추진(’22년~)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잠재적 대상자 집중

홍보․발굴 및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취약계층 참여 유인 강화 필요

    * 시행 첫해 42.3만명 지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실적(만명): (‘19) 22.3 → (’20) 22.7)

ㅇ (학대피해아동 보호) 성별, 연령, 장애 등 아동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호 인프라 확대를 통한 보호 내실화 필요

    *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관할 지역(전국 120개)당 학대피해아동쉼터 최소 2개소

(남․여) 확보, 학대피해 장애아동쉼터 및 영유아 대상 위기아동 가정보호 확대 등

ㅇ (초등돌봄)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초등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 시설별 운영비 현실화 등 국고지원 강화 필요

    * 다함께돌봄센터장 인건비는 월 2,220천원으로 4대 보험료 등을 제하면 

월 지급액은 약 1,874천원으로 최저임금(월 1,822천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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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실행계획

◈ 사람 중심의 포용적 경제성장을 위해 11.4조원 투자+ 제도정비

➊ 사람투자 첨단분야 인력양성 및 미래적응력 제고

인력확대 등 첨단분야 인력양성 디지털 그린 인재 양성

농어촌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➋ 고용 사회안전망 전 국민 대상 고용 사회안전망 구축

고용보험 적용 대상 단계적 확대 국민취업제도 취업연계성 제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 및 아동학대 보호 인프라 강화

➌ 청년정책 미래사회 핵심 동력인 청년층의 고용 생활안정 강화

소득수준 등에 따른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 인상 등 청년의 교육비부담 경감

청년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일경험 프로그램 내실화

➍ 격차해소 코로나 로 인한 불평등 격차 완화

대 교육향상 패키지 교육회복 종합방안 본격 추진

한부모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공공성 강화

 < 재정투자 및 주요 제도개선 계획 >

구분
투자(국비) (조원)

제도정비·규제개혁
20추 21년 22년

20추
~25

➊사람투자 0.2 1.3 2.0 9.3

➋고용·사회 안전망 1.5 6.5 5.9 27.0
▸ 전 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 확대 지속 추진(특고․
플랫폼 직종 추가 적용)

➌청년정책<신규> - 0.8 2.2 8.0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➍격차해소<신규> - 1.0 1.3 5.7 ▸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제정

계 1.7 9.7 11.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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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람투자 

주요 사업별 현재 상황 미래 모습

 성과지표 ’20년 ‘22년
(‘22년 5월)

‘22년
(‘22년 12월) ‘25년

AI‧SW 등 디지털인재 양성(누적) 1.4만 명 3.2만명 5.3만명 13.3만 명

녹색융합기술 인재 양성(누적) 1,431명 2,100명 4,000명 2만명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누적) 4,061명 10,977명 10,977명 47,531명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 비율 12% 15% 15% 27%

➊ (SW 인력확대 등 첨단분야 인력양성)

▪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 교육부가 총액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신산업 분야 소관 부처와 공동으로 대학의 인재양성 고도화 지원

     * (’22) 7개 부처, 14개 분야(420억원)

▪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 1․2단계 LINC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산학연협력을 질적 고도화하고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 (반도체) 폴리텍 반도체클러스터(성남․청주․아산) 운영 및 학과

신설을 통한 반도체 분야 인재양성 추진

▪ (바이오헬스) 대학-병원 간 컨소시엄 등을 통해 융합 전공과정

마련 및 의료 인공지능 인재 양성 등 의료 융합인력 양성 강화

▪ (SW 인재 양성) 기업 주도로 청년 SW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민․관 협력형 인재육성 프로젝트 청년미소* 본격 추진
     * 청년미소 : 청년의 미래를 준비하는 소프트웨어(‘22년~, 1,250명)

➋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 (디지털 인재) SW 중심대학을 추가 확대(9개교)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교육생 확대(’22~, 연 500→750명)

▪ (융합 인재) 주력산업 재직자 및 출연연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제공하고 경단자, 퇴직자 등을 SW전문인력으로 육성
.

     * (‘22) 제조, 금융, 에너지 등 12개 산업분야 5,600명 양성(180억원)

▪ (그린 인재) 특성화고등학교(100명), 특성화대학원(1,034명), 민간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3,188명) 등 그린 인재 양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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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

▪ (K-Digital Training) 민간의 협·단체, 디지털 분야 선도기업,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훈련 운영*

     * 디지털 신기술 아카데미,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지역 주도형 아카데미 등 

- K-Digital Training 훈련생 대상 제2회 해커톤 개최 및 청년 

구직자 대상 홍보 강화를 통해 사업 참여 촉진, 집행 실적 제고

▪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22년 상반기 신규 훈련과정 선정(’22.2월)을

통해 훈련과정 공급 확대 및 훈련분야 다양화*

     * 메타버스, 직무융합과정 등 훈련 미개설 분야 포함 40개 과정 신규 공급(2월~)

- 대학 학사제도(비교과포인트→장학금지급요건)와 연계 등 수요 견인

      ※ 전남대, 가천대 등 46개교 비교과포인트 연계, ‘22년 1학기부터 시행 → 전국 확산

▪ (K-Digital Platform) ’21년 5개소 집행성과 점검 및 ‘22년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여 K-Digital Platform의 사업 효과성 제고

➍ (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 (스마트빌리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 농․어촌의 생산성 향상,
안전 강화 및 생활편의 등 정주여건 개선*

     * 스마트빌리지 서비스 발굴·실증, 스마트경로당 구축, 지역밀착형 생활SOC 
시설 스마트화

▪ (대체자료 제작)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 및

서비스 확대를 통해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 연간 상업도서 대비 대체자료 제작비율 목표: (‘21) 15% → (’22) 18% 

▪ (디지털 미디어교육) 유아,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운영

     * 유아, 노인․장애인 미디어교육(총 105개 기관) 및 맞춤형 교수학습자료 개발

▪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대상 확대* 및 장애인방송(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비율 확대**

     * 기존 시․청각장애인 저소득층에서 전체 대상으로 확대․보급(연 15,000대)

    ** 필수지정사업자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비율: (‘21) 5% → (’2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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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과제별 추진일정 >

정책 과제 추진시기 주관 부처

1
분
기

▪폴리텍 반도체학과 신입생 모집 및 그린 반도체 인프라 구축 ‘22.1월~ 고용부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

- K-Digital Training/기초역량훈련/Platform ‘22.1월~ 고용부

▪LINC 3.0 사업 기본계획 수립·공고 ‘22.1월 교육부
▪SW중심대학 신규선정 공고 ‘22.1월 과기부
▪산업분야 AI융합인력 양성 지원사업 공모 ‘22.1월 과기부
▪스마트경로당, 생활SOC스마트화 대상지역 선정 ‘22.2월 과기부
▪스마트빌리지 과제 선정 공모 ‘22.2월 과기부
▪노인‧장애인 및 유아 미디어교육 공모 ‘22.2월 방통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22.2월 교육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6기 본과정 교육 개시 ‘22.3월~ 과기부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방송사업자 선정 ‘22.3월 방통위

2
분
기

▪제품 탄소발자국(LCI)관련 특성화대학원 운영 ‘22.4월 환경부
▪SW중심대학 신규선정 확정 ‘22.4월 과기부
▪산업분야 AI융합인력 양성 지원사업 교육개시 ‘22.4월~ 과기부
▪폴리텍 반도체캠퍼스 훈련 실시 ‘22.4월~ 고용부
▪노인‧장애인 및 유아 미디어교육 운영 ‘22.4월~ 방통위
▪노인‧장애인 및 유아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연구 개시 ‘22.5월~ 방통위
▪미래차 인프라 구축․운영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22.5월 환경부
▪미래차 환경인증평가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등 도입계획 수립

(VR프로그램, 검증프로그램 등) ‘22.5월 환경부

▪스마트빌리지, 스마트경로당, 생활SOC스마트화 착수보고회 개최 ‘22.6월 과기부
▪장애인방송 관련 고시 개정 ‘22.6월 방통위

3
분
기

▪탄소중립특성화대학원 선정 ‘22.7월 환경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7기 본과정 교육 개시 ‘22.7월 과기부
▪폴리텍 반도체캠퍼스 훈련 실시 및 교과과정 개발 ‘22.7월~ 고용부
▪탄소중립특성화대학원 운영 ‘22.9월 환경부
▪물산업재직자 과정 운영 ‘22.9월 환경부

4
분
기

▪스마트빌리지, 스마트경로당, 생활SOC스마트화 중간보고회 개최 ‘22.10월 과기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8기 본과정 교육 개시 ‘22.11월 과기부
▪SW중심대학 성과 홍보 ‘22.12월 과기부
▪스마트빌리지, 스마트경로당, 생활SOC스마트화 결과보고회 개최 ‘22.12월 과기부
▪노인‧장애인 및 유아 미디어교육 성과공유 및 연구 완료 ‘22.12월 방통위
▪폴리텍 그린 반도체학과 인프라 구축 완료  ~‘22.12월 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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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사회 안전망

주요 사업별 현재 상황 미래 모습

 성과지표 ’20년 ‘22년
(‘22년 5월)

‘22년
(‘22년 12월) ‘25년

고용보험 가입자 수 1,367만명 1,500만명 1,564만명 2,100만명

특고 산재보험 가입자 수 65.7만명 75만명 75만명+α 80만명+α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간 지원자 수 - 25만명 60만명 50만명

생계급여 수급자 101만 가구 120만 가구 120만 가구
120만 

가구+α
산재사고 사망자수(1만명당) 0.46 0.38 0.38 0.2

➊ (全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 (고용보험) 기타 특고 직종 추가 적용 확대(‘22.7월) 및 자영업자

단계적 적용 추진(~‘25년)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확대 연구회(~’22.3월) 운영중

- (소득기반 관리체계) 소득기반 개인별 고용보험 관리체계 

논의를 위한 전문기관 연구용역 및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운영

▪ (산재보험) 現 산재보험법상 특고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여 

특고·플랫폼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 ①유통배송기사, ②택배 지간선기사, ③특정품목(카캐리어, 곡물)

운송 화물차주 등 총 11.8만명 특고 적용 확대

➋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 (재난적의료비)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본인부담 의료비 50%

→ 기초·차상위 최대 80%) 및 지원한도 상향(2천만원 → 3천만원)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완료(‘21.11.1.)   

▪ (학대피해아동) 성별, 연령, 장애 등 아동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호 인프라 확대*를 통한 보호 내실화 지속 추진

     * 아동보호전문기관 81개소 → 95개소(+14개소, ’25년 전국 120개 권역별 1개소 설치)

     * 학대피해아동쉼터 105개소 → 141개소(+36개소, ‘25년 전국 120개 권역별 2개소 설치)

     *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6개소 신규 설치(’24년 전국 17개 시도별 2개소 이상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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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자립수당

지급기간 확대(3년→5년), 아동발달지원계좌 정부 매칭 비율 

확대(1:1→1:2) 등 보호종료아동의 소득․돌봄 안전망 강화

      *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주거·생활·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➌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사 알선기능 강화, 취업지원프로그램

다양화 등을 통해 취업연계성 제고 및 구직활동 실질화 추진

      * ▴집중취업알선기간(3개월) 운영, ▴취업알선 전담팀 시범센터 운영, ▴취업역량평가 
전면개편, ▴취업지원 단계별 구직의사 지속 확인 등

➍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 (AI 고용서비스) 모든 민원과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하는 

빅데이터, AI 기반의 온라인 고용센터(고용24) 구축*(~23년)

      * (대민) 직업·훈련상담, 취업알선, 고용지원금 등 개별전산망의 민원신청 기능 통합
(행정) 모든 행정처리를 한 화면에서 처리 가능한 고용행정통합포털 구축

▪ (재취업·재창업지원)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 확대* 및 유망·특화·
융복합분야 재창업 사업화를 위한 교육 및 전문가 멘토링 지원

     * (’20) 700명 → (‘21) 900명 → (’22) 2,500명  

➎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 (산업안전) 소규모 사업장 무료 기술지원, 사고사망예방품목

보조 지원, 안전투자혁신사업 지원대상 확대* 등 산재예방 기여

     * (위험기계·기구 교체) 이동식크레인 등 3종 → 30년 이상 노후 안전검사 대상 기계 6종 추가
(노후·위험공정 개선) 뿌리산업 3대 공정 → 제조업 끼임·추락 사고 상위 3대 업종 추가

▪ (근무환경 혁신) 컨설팅 분야 확대*, 정부지원사업 연계**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재택근무 제도 도입 확산

      * (현행) 재택근무 미도입 사업장 대상으로 종합 컨설팅 → (신설) 기도입 
사업장 대상으로 성과평가, 조직문화 개선 등 심화 컨설팅 추가

     ** 재택근무 간접노무비, 인프라 구축비 지원,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등 유관사업 연계

▪ (클린제조환경조성) 열악한 작업 환경 개선 사업 추진

      * 작업장 내 공정분석으로 오염물질 저감, 안전사고 위험 요소 제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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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과제별 추진일정 >

정책 과제 추진시기 주관 부처

1
분
기

▪폴리텍 신중년특화과정 훈련생 모집 ‘22.1월~ 고용부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 모집 공고 ‘22.1월 중기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방향 및 지역공모계획 발표 ‘22.1월 복지부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및 전담인력 배치(연중) ‘22.1월~ 복지부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완료 ‘22.1월 고용부
▪산재예방시설융자 신청 개시 ‘22.1월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연계성 강화 등 ‘22.1월~ 고용부
▪고용24 시스템 구축 추진 ‘22..1월~ 고용부
▪사망사고 예방품목 보조신청접수 및 지원(연중) ‘22..1월~ 고용부
▪안전투자혁신사업 접수 실시 ‘22.1~4월 고용부
▪안전투자혁신사업 우선선정 및 지급대상 결정 ‘22.2~6월 고용부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사업 추진 ‘22.3~11월 고용부

2
분
기
▪폴리텍 신중년특화과정 상반기 훈련 실시 ~‘22.6월 고용부

3
분
기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22.7월~ 복지부
▪폴리텍 신중년특화과정 하반기 훈련생 모집 ~‘22.9월 고용부
▪안전투자혁신사업 투자완료 확인 및 자금 지급 ‘22.9~12월 고용부

4
분
기

▪폴리텍 신중년특화과정 훈련생 수료 및 취업 지원 ~22.12월 고용부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아동학대 인프라 확충 ~‘22.12월 복지부



- 34 -

3  청년정책

주요 사업별 현재 상황 미래 모습

 성과지표 ’20년 ‘22년
(‘22년 5월)

‘22년
(‘22년 12월) ‘25년

청년층 RIR
(Rent Income Ratio) 17.5% 17.0% 17.0% 16.5%

29세 이하 
가구주 금융자산 5,500만원 7,000만원 7,000만원 8,000만원

청년층 LTI
(Loan To Income) 220% 210% 210% 200%

초장기 
정책모기지

건수 5,716건 8,642건(누적) 8,642건(누적) 15,843건(누적)

공급 13,970억원 20,955억원(누적) 20,955억원(누적) 38,417억원(누적)

➊ (청년을 위한 미래분야 일자리와 직업능력 확충)

▪ (능력 개발) 청년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단기 체험형, 인턴형

등 참여기업 연계·직무체험 내실화(’22년 일경험 연계인원 8천명)

▪ (창업활성화) 청년창업펀드(’22년, 1,000억원)를 추가 조성하여

자금여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기업 투자 유치 지원 강화

➋ (청년 생활안정 기반 마련)

▪ (자산 형성) 안정적 금융상품 제공으로 청년 생활안정 기반 조성

- (청년내일 저축계좌) 사업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50%이하에서

100%이하까지 확대(‘21년 1.8만명 → ’22년 10.4만명)(‘22.7월 시행)

      ※ 본인저축액(월 10만원)에 정부지원금 1～3배 매칭하여 지원(차상위 이하 1 : 정부3 
/ 차상위 초과 1 : 정부1)

- (청년희망적금) 수익률이 개선된 안정적 금융상품을 통해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출시(’22.2.21.)

     ※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 가능한 
월 납입한도가 50만원인 2년 만기 적금

▪ (주거 안정) 청년 대출요건 완화 및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수혜자

확대, 월세(20만원) 지원 및 무이자 대출 도입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대출) 대상 연령기준을 하향*하고,
제도 일몰기한을 2년 연장(‘21→’23년)하여 수혜자 확대(‘22.1월~)

      * 고졸취업자 혜택부여를 위해 ’만19세부터‘ → ’만19세가 되는 해 1.1.부터‘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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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출자격을 완화(소득, 대상주택,

한도 등)하고, 무이자 월세대출(월 20만원 한도) 도입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연장(’21→‘23년말) 및 

소득기준 완화(연 3,000만→3,600만)를 통해 청년 주거금융 지원

- (청년월세지원) 독립거주 저소득․무주택 청년(만19~34세)에게

최장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22.上)

▪ (교육비부담 경감) 국가장학금 ①기초․차상위의 지원 단가

인상(연 520→700만원, 둘째 등록금 전액), ②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셋째이상 등록금 전액 지원, ③5~8구간 지원금액 인상

(연 368~67.5→390~350만원)(‘22년~)

- (ICL 지원 확대)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 ICL
지원 및 기초․차상위, 다자녀가구 학생 재학 중 ICL 대출

이자 전부 면제(‘22년~)

      * 일반대학원, 전문기술석사

< 주요 과제별 추진일정 >

정책 과제 추진시기 주관 부처

1
분
기

▪청년 전·월세대출 지원 관련 세칙 개정·시행 ’22.1월~ 국토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 연장 및 가입요건 완화 ‘22.1월 국토부
▪‘22년 학자금지원 기본계획 수립

(국가장학금, 대학원생 ICL 지원 포함)
‘22.1월 교육부

▪청년희망적금 상품 출시 ~‘22.2월 금융위
▪청년월세지원 신청·접수 등 사업 시행 ’22.上 국토부

3
분
기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근거 마련 ~’22.7월 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시행 ’22.7월~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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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격차해소

주요 사업별 현재 상황 미래 모습

 성과지표 ’20년 ‘22년
(‘22년 5월)

‘22년
(‘22년 12월) ‘25년

정신건강 위기학생 지원 250명 550명(누적) 600명(누적) 2,400명(누적)

시 ․도 사회서비스원 11개소 14개소 17개소 17개소

공공보육이용률 32% 37.4% 40% 50%
평생교육바우처

발급자 수 10,374명 30,000명 30,000명 300,000명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자 수 177만명 197만명 263만명 263만명

➊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교육격차 완화)

▪ (4대 교육향상 패키지) ‘대학생 튜터링’ 및 ‘교과보충’ 등 예비․현직

교원을 통한 학습보충 집중 지원으로 결손 회복 총력 지원

- (기초학력) 「기초학력 보장법」시행(‘22.3.25.) 및 시․도별 기초

학력지원센터 지정․운영(’22~), 인력․예산․제도 등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의 효율성 제고

     ※ (‘22 예산) : 튜터링 국고 1,050억원 / 교과보충 특교 약 3,201억원

▪ (평생학습) 평생교육바우처 및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확대,
평생학습 종합 정보 플랫폼** 구축(‘22년~)

     * 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무기초능력까지 직무훈련을 폭넓게 지원하고, 훈련 
외에도 경력진단․설계 추가 지원

    ** 평생학습 이력을 One-stop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24) 

➋ (돌봄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인프라) 전국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공공성 강화(~‘22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실시(∼’22년) 후 추진모델 마련

     *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누적): (‘19) 4개소 (’20) 11개소 (‘21) 14개소 (’22) 전국 17개소

▪ (노인돌봄) 공립 요양시설 확충 및 통합재가 서비스 제공

- (요양시설) 공립 노인요양시설을 15개소 확충*하여 모든 시군구에

최소 1개소 이상 설치 추진(‘21, 225개소 → ’22, 240개소)

     * 건축비 지원 단가 인상(㎡당 단가 : (’19) 150만원→(‘20) 180만원→(’22) 198만원

- 37 -

- (통합재가급여) 재가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여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는 복합서비스를 제공토록 서비스 제공체계 개편** 추진
     * (현행) 6가지 중 선택(방문요양, 목욕, 간호, 복지용구,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개선) 단시간 수시방문서비스, 이동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혼합 사용

    ** 시행 중인 예비사업(‘21.10월~)을 바탕으로 본사업 모형 개발 및 관련 법령 정비 등

▪ (장애인돌봄) 중증․발달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가산수당을

인상*하여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사 기피 문제 완화

     * 가산수당 지원대상 확대(3→4천명), 단가 인상(시간당 1,500→2,000원)

▪ (영유아돌봄) 국공립어린이집(550개소) 확충* 및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품질 관리를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확충 개소수 : (’17) 373 → (’18) 574 → (’19) 654 → (’20) 574 → ’(21) 515

    * 공공보육이용률 : (‘20) 32.1% → (’21) 35.3% (‘22, 40% 목표)

▪ (초등돌봄) 다함께돌봄센터(450개소) 및 학교돌봄터(100실) 확충

▪ (한부모)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 대상 아동양육비 인상(月 10→

20만원), 청년 한부모 대상 추가아동양육비(月 5~10만원) 지속 지원

➌ (국민 문화활동 기회 확대)

▪ (문화누리카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활동 비용 지원(`22년 263만명)

▪ (스포츠강좌이용권) 저소득층 유·청소년(만5~18세) 및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강좌 수강 지원 확대

     * (금액) 월8만원→8.5만원, (기간) 8개월→10개월, (인원) 7.2만명→8.5만명

▪ (예술인 융자) 저소득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운영(연 230억원),
소액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 등 대출(`22년 3,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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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과제별 추진일정 >

정책 과제 추진시기 주관 부처

1
분
기

▪초등돌봄교실 ‘22년 국고 예산 교부 ‘22.1월~ 교육부
▪’22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 ’22.1월~ 복지부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인상 ‘22.1월 여가부
▪청년 한부모 추가아동양육비 지속 지원 ‘22.1월 여가부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추진 ‘22.1월~ 여가부
▪교육회복(교과보충)시·도교육청별 ‘22년 자체계획 수립·추진 ‘22.1월~ 교육부
▪시·도별 교육회복(교과보충) 추진현황 및 성과 점검·공유 ‘22.2월~ 교육부
▪‘22년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및 이용 개시 ‘22.2월~ 문체부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모집 공고 및 선정 ~‘22.2월 교육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 추진 ‘22.3월 복지부
▪민간·가정 국공립 장기임차 선정기준 개정 및 배포 ’22.3월 복지부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국고 예산 교부(1차) 및  추가 수요조사 ‘22.3월 복지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22년 기본계획 수립 ‘22.3월 교육부
▪‘22년 영재키움 프로젝트 사업계획 수립 ~‘22.3월 교육부

2
분
기

▪어린이집 확충 사업 제1차 추가 수요조사 ’22.4월 복지부
▪2022년 문화누리카드 수기공모전 개최 `22.4~5월 문체부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전세자금) 대출 상반기 사업 시행 ‘22.4~6월 문체부
▪제4기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생 신규 선발 및 지속 지원 ‘22.4월~ 교육부
▪민간·가정 국공립 장기임차 사업 최종 선정 ~’22.上 복지부
▪통합재가 서비스 모의적용 결과 분석 및 본사업(안) 마련 ‘22.上~ 복지부

3
분
기

▪어린이집 확충 사업 제2차 추가 수요조사 ’22.7월 복지부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국고 예산 교부(2차) 및  추가 수요조사 ‘22.9월 복지부
▪제4회 복권기금 꿈사다리 멘토링 캠프 개최 ‘22.9월 교육부
▪2022년 평생교육바우처 수기공모전 개최 ~‘22.9월 교육부

4
분
기

▪2022년 문화누리카드 이용 촉진 행사 등 추진 2̀2.10~12월 문체부
▪어린이집 확충 사업 제3차 추가 수요조사 ’22.10월 복지부
▪복권기금 꿈사다리 사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22.12월 교육부
▪‘23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기준 고시 ‘22.12월 여가부
▪17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완료 ~̀ 22.12월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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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향후 발전방향

□ (사람투자) 신기술 분야 인력수급전망 및 협업예산 편성 범위를

확대*하고, 전 국민 평생학습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

    * (’21) AI․빅데이터 등 6개 분야 → (‘22) 메타버스․시스템반도체 등 20개 분야

   ** 평생교육바우처․국민내일배움카드 확대, 평생학습 종합 정보 플랫폼 구축 추진(~’24)

ㅇ 디지털․저탄소 전환 등 산업변화에 대응하여 맞춤형 훈련과정*을

확산하고, 기존 훈련과정 내에 비대면 훈련 방식 활성화

    * 네이버 등 기업이 훈련과정 설계에 참여, 기업과제 중심의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는 K-Digital Training 확대(’21년 1.7만명 → ‘22년 2.9만명)

□ (안전망) 특고․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피해아동 안전확보․회복지원을 위한 아동학대 보호 인프라 강화**

    * (’22.1월)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2개 플랫폼 직종, (‘22.7월) 기타 특고 종사자

   ** 학대피해아동쉼터(’21, 105→‘22, 141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21, 81→‘22, 95개소)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 및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 품질 관리체계* 구축

    * 담당자 교육, 우수사례 공유회, 직무교육 콘텐츠 및 직종별 가이드라인 개발 등

□ (청년) 소득수준별 3대 자산형성 패키지* 등 취약 청년의 자립

지원 강화, 저금리 전․월세 자금 대출 지원 등 주거안정 지원

    * ➊청년내일 저축계좌, ➋청년희망적금, ➌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ㅇ (교육비 경감) ‘22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한도 인상* 및 ICL

지원 대상 대학원생까지 확대,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학생 

ICL 대출 이자 면제 

    * [기초․차상위] 520만원 → 첫째 700만원/둘째이상 등록금 전액, [다자녀] 8구간 이하 

셋째이상 520~450만원 → 등록금 전액, [5~8구간] 368~67.5만원 → 390~350만원

□ (격차해소) ’교육회복 종합방안*‘ 집중 운영(’22년), 시․도 사회

서비스원 설립, 노인․아동․장애인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 기초학력 강화 + 다문화․장애 학생 지원 + 사회성 함양 + 저소득층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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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휴먼 뉴딜 분야 대표과제 ’21년 추진실적

 청년 정책

 성과지표 ‘20년 ‘21년(현재) ‘25년(미래)

청년층 RIR
(Rent Income Ratio) 17.5% 17.0% 16.5%

29세 이하 가구주 
금융자산 5,500만원 7,000만원 8,000만원

청년층 LTI
(Loan To Income) 220% 210% 200%

◇ (재정투자) ‘21년 국비 예산 1,944억원 중 1,889억원 집행(97.2%)

➊ (주거안정) 청년 대출요건 완화 및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수혜자

확대, 월세(20만원) 지원 및 무이자 대출 도입

     ❶(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대출) 일몰기한 2년 연장(‘21→’23), 연령기준 하향(‘22.1월~)

     ❷(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연장(’21→‘23년말), 소득기준 완화(연 3,000→3,600만)

     ➌(청년 월세지원)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만 19~34세)에게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22.上)

     ➍(청년 월세대출) 대출자격 완화(소득 대상주택 등), 무이자 월세대출(~월 20만원) 도입(‘22.上)

▪ ’21년도 1,944억원 중 1,889억원 집행(97.2%) 완료

     ❶(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1,896억원 중 1,862억원 집행(98.2%)

➋ (자산형성) 소득수준별 3대 자산형성 패키지 마련, ‘22년부터 본격 시행

    * ❶청년내일저축계좌: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저축액(월 10만원)에 정부가 1~3배 매칭

      ❷청년희망적금: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납입액(연 600만원)의 2~4%를 장려금으로 지급

      ❸소득공제 장기펀드: 총급여 5,000만원 이하, 펀드 납입액(연 600만원)의 40% 소득공제

➌ (교육비 경감) ‘22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한도 인상* 및 ICL 지원 대상

대학원생까지 확대**,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학생 ICL 대출 이자 면제

    * [기초․차상위] 520만원 → 첫째 700만원/둘째이상 등록금 전액, [다자녀] 8구간 이하 

셋째이상 520~450만원 → 등록금 전액, [5~8구간] 368~67.5만원 → 390~350만원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21.6.8.) 및 동법 시행령 개정(‘2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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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교육향상 패키지

 성과지표 ‘20년 ‘21년(현재) ‘25년(미래)

초중고학생 학습지원 - 40,000명 40,000명+α

정신건강 위기학생 지원 250명
(‘21.6월말) 513명

2,000명
(누적)

◇ (재정투자) ‘21년 예산 2.5조원 중 1.6조원 집행(66.6%)
◇ (제도개선)「기초학력보장법」제정(’21.9월)

➊ (기초학력 강화) 방과후‧방학중 학습보충*(특교 2,200억원), 기초
학력 전담강사 배치(92교, 특교 9억원),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신설(국고‧특교 총 20억원)

    * 학습보충(2,200억원)의 경우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21.7.29.) 관련 
예산으로 ’21.하반기부터 예산편성 및 집행

   ※ ’21년 예산 총 2,229억원(국고 10억, 그 외는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 상반기에 기초학력 관련 총 29억원 중 25억원(86.2%) 집행,
하반기 집행완료 목표

➋ (다문화․장애학생) 다문화학생 교육수요에 맞춘 특색 프로그램
및 장애학생 유형별 맞춤 집중 지원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상반기에 특교 총 120억원 중 109억원 집행(91.4%),
하반기 집행완료 목표

▪(장애)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및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시도교육청별 장애학생 맞춤형 집중 지원 지속 실시(지방비)

➌ (사회성 함양) 학교 안·밖 체험활동 등 사회성 함양을 돕는 
학교 자율 또래활동, 교외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의료비 지원**을 통한 회복 촉진

    * (‘21) 시도별 편성 예산 총 619억원(특교 437억원+지방비 182억원)
   ** (’21) 총 15.4억원(특교 11.4억원+민간재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4억원)

▪(체험활동) 하반기부터 예산편성 및 집행하여 564억원 집행(91%)

▪(정신건강) 상반기에 9.24억원 집행(60%), 하반기 집행완료 목표

➍ (저소득층 장학금) ’21년 신규 장학생 초과선발* 및 교육 지원 강화**

    * (당초) 1,050명 선발 계획 → (실제) 1,200명 선발 완료
   ** △온라인 멘토링 캠프 운영 △대-중·고 장학생 간 나눔멘토링 신규 시행 등

▪ 상반기에 924.9억원 집행(92.9%), 하반기 집행완료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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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돌봄격차 해소 패키지

 성과지표 ‘20년 ‘21년(현재) ‘25년(미래)

사회서비스원 11개소 14개소 17개소

공공보육이용률 32% 35.3% 50%

◇ (제도개선)「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정(’21.9월)

➊ (인프라) 전국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공공성 강화(~22년),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실시(~22년) 후 추진모델 마련

   * (‘19) 서울․대구․경기․경남, (’20) 인천․광주․대전․세종․강원․충남․전남, (‘21) 울산․전북․제주

▪ (사회서비스원 설립) 상반기 104억원 집행(77%), 하반기 집행완료
▪ (지역사회통합돌봄) 상반기 103억원 집행(64%), 하반기 집행완료

➋ (한부모)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월 10만원) 지원,
청년 한부모 대상 추가아동 양육비(월 5~10만원) 신규 지원(’21.5월~)

▪ 상반기에 1,905억원 집행(62.1%), 하반기 1,162억원 집행(100%)

➌ (노인) 공립 요양시설을 확충*하고 통합재가 서비스 제공**

   *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 (’21) 10개소 신축 추진 중 → (‘22) 15개소 신축 계획
  ** 공단-기관 협업을 통한 방문요양․목욕․간호 등 수급자 맞춤형 복합서비스 

제공 및 월정액(월한도액의 110%)과 가산금 지급, 본인부담금 지원

▪ (공립 요양시설) 상반기 653억 집행(98.2%), 하반기 집행완료

➍ (장애인)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가산수당* 개선(’22년)

    * 최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지급되는 추가 가산수당 
지원대상 확대(3→4천명), 단가 인상(시간당 1,500→2,000원)

▪ 상반기 91억원 집행(100%) 완료, 하반기 실집행 완료 목표

➎ (아동)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공공보육이용률 제고,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등 초등돌봄 강화

▪ (국공립어린이집) 상반기 343억원 집행(56.4%), 공사기간 등으로 
다소 시간 소요(’21.12월 기준 485억원 집행(79.6%))

▪ (다함께돌봄) 437억원(추경포함) 중 367억원 집행(예산현액 367억원 대비 99.9%)

▪ (지역아동센터) 2,116억원(추경포함) 중 2,112억원 집행(예산현액 2,116억원 대비 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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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1. 추진배경 

ㅇ 탄소·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일자리 문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산업구조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발표(‘21.7.22)

2. 주요 추진 현황 

◇ ‘22.1월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본격 시행 + 당장 어려움이 예상되는 
석탄화력·내연차 부문 선제 대응 추진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사업 본격 시행

ㅇ (제도) 5개 부처*, 41개 사업(1조 385억원) 본격 시행 

    * 고용부, 산업부, 과기부, 중기부, 환경부 

    * [직무전환]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구조변화 대응 특화훈련｣ 등 신설
[전직지원] 장기유급휴가훈련 등을 통한 위기지역의 고용유지, 이 · 전직 지원
[기업지원] 노동전환지원금을 신설하고, 기업에 사업 · 노동전환 컨설팅 제공

ㅇ (인프라)「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센터*」 및 「노동전환 고용
안정 분석센터**」 구축

    * 선제적 기업수요 발굴 및 노동전환 컨설팅 지원 ** 산업·지역별 고용전망 상시 분석 등

ㅇ (법안)「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발의(‘21.9.14)

    * (주요내용) 국가ㆍ지자체 및 노사의 기본 책무 규정, 노동전환 지원 인프라 설치·운영 
근거 마련, 노동전환 지원사업 근거 규정, 기본계획 수립 등 

 석탄화력발전 및 내연차 부문 선제대응 

ㅇ (석탄화력발전) 즉시 지원이 필요한 사항 파악+지원방안 마련·추진

- (호남 1·2호기) 발전사·자회사·협력사 노·사 간담회 및 산업부·
여수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원방안 마련·추진

    * 재취업지원(심층상담, 취업지원경로 설정, 동행면접 등 밀착지원), 생계지원, 주거지원 등 

ㅇ (내연차) 자동차 인적자원개발委 출범(7.26)으로 지원기반 구축,
인사담당자 심층 인터뷰 및 설문조사 등 현장 모니터링 + 지원방안
설명회·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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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계획 

 노동전환 지원체계 구축·운영 

ㅇ (지원센터) 노동전환 컨설팅 본격 지원(‘22년, 1,300건)

- 사업재편‧전환 승인기업 명단 활용 수요기업 발굴 + 유관기관과

합동 설명회 개최 등 초기 집중 홍보 

- 우수사례 발굴‧홍보를 통해 노동전환 인식개선 및 확산 추진

ㅇ (분석센터) 위기기업 공정별 직무분석 및 업무량 변화 분석 +
전환대상 직종‧기업‧지역 도출→ 노동전환 지도 시범 구축

    * (예시) A지역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 A지역 LNG 발전소 + B지역 태양광·풍력 등 
발전소  + C지역 조선소 등 이직이 가능한 유사한 직무·지역·기업 등 제시 

 탄소중립법(22.3.25 시행) 및 노동전환법 이행 

ㅇ (탄소중립법) 고용부-산업부 공동 주관인 정의로운 전환 특별

지구*·지원센터** 지정·개소를 위한 세부사항 마련 

    * 관계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반 구축 → ｢특별지구 지정기준 등｣ 고시(‘22.3.25)
   ** 산업부와 협의, 노동전환 지원센터와의 관계정립·기능·권한조율 등 운영방안 마련(’22.上)

ㅇ (노동전환법*) 법안의 조속한 제정 지원, 법 제정시 NDC 상향 등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제1차 노동전환 기본계획**」수립(’22.下)

     * 산업구조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21.9.14 발의, 이수진 의원)  
    ** 주기적으로 노동전환이 필요한 산업ㆍ업종 등을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5년 단위로 수립 

 상시 점검체계 운영 및 사회적 대화 추진 

ㅇ (점검체계) 노동전환 지원사업의 상시적인 관리·점검을 위해 「노동

전환 지원분과*」 격월 개최 → 기민한 대응체계 유지

    * 고용부(주재),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과기부, 환경부

ㅇ (사회적 대화) 경사노委·탄중委와의 협의를 통해 사회적 대화

추진계획 및 역할분담·상호연계 방안 마련(‘22.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