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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이 연구보고서의 목적은 한국의 대(對)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ㆍ우즈베키스탄 간 제2기 CPS(2016~현재)에서 선정된 중점지원 분야
의 하나인 교육 분야에서는 직업교육훈련의 질적 향상과 교육정보화의 촉진에
지원을 집중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 연구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제인 직업교육훈련이 우즈베키
스탄의 경제, 특히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에서 갖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
즈베키스탄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조적인 과제를 살펴본다.
2016년 출범한 미르지요예프 신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5대 우선정책
방향을 공표하였다. 이 전략이 본격화하면 산업화ㆍ현지화의 추진에 따라 에너
지, 전력, 화학 및 석유화학, 야금, 기계제작 및 금속가공, 건설 자재 등의 생산
역량이 확충되고 관련 산업의 인력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즈베키스탄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개발수요를 정리한다면, 무엇보다도
산업구조의 변화에 부응하는 지식, 기능 및 직무능력을 지닌 노동력에 대한 수
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며, 특히 정보기술을 포함하여 새로운 기술의 활용 능력
에 대한 요구도 높아질 것이다.
제3장에서는 직업교육훈련 분야에서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발
협력 현황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살핀다. 중요한 시사점 중의 하나는 향후 우
즈베키스탄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성인에 대한 직업훈련이 크게 확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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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는 점이며, 따라서 한국의 개발협력방향은 큰 흐름에서 볼 때 적절한 것
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의 대(對)우즈베키스탄 원조액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제4장), EDCF(차관)가 직업교육과 일반교육 사업에 비중을 두는 것과는
달리 KOICA(무상)는 직업훈련, 중등교육, 고등교육을 골고루 지원하고 있다.
아쉬운 점은 무엇보다도 한국이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훈련 분야 협력사업
을 추진하면서 아직까지 개발협력기관들 사이의 사업간 연계, 민관협력, 그리
고 특히 유ㆍ무상 연계사업 등의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KOICA 및 EDCF에
의한 개발협력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대상부문별 지원규모의 확대를 위해서라
도 이들 협력기관 사이는 물론 민간부문과의 공동참여를 추진하는 한편, 이 두
기관이 제공하는 유ㆍ무상의 통합운영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제5장 및 제6장에서는 그간 한국이 제공해온 개발협력에 기초하여 앞으로의
개선 방향과 함께, 새로운 정책 및 전략의 도입을 체계적,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우선 이 연구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이 처한 경제ㆍ사회적 현실과 ‘진정한 개
발수요’를 반영하여 이제까지 한국의 지원방향과 수단이 대폭적으로 조정되어
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대표적인 예로 우즈베키스탄 내 성인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수요가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인프라나 역량이 크게 미
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의 지원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과감한
전략적 전환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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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 우즈베키스탄 정권의 교체로 기존의 경제 및 사회 개발정책에 많
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개발지원이 여기에 맞추
어 목표 및 방향을 조정ㆍ보완할 필요성을 말해 준다. 특히 경제ㆍ사회 발전전
략의 비중이 효율성제고 및 자동차, 섬유부문과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업
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에 대
한 개발협력의 초점 역시 평생 직업교육훈련을 취지로 하는 훈련원의 인프라
구축, 교육훈련표준의 현대화, 최신기술 및 교수법 확대, 다양한 수준의 인력양
성 정책과 방안 및 교육훈련교사 양성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원방식은 종전의 하드웨어 중심의 건설 및 기자재공급 위주의
지원과 더불어 앞으로는 컨설팅 및 자문사업과 같이 효율적이고도 질적인 개선
의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좀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최근 KOICA에서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컨설팅 사업(사흐리삽스 직업훈
련원 건립의 경우 일부분)과 같은 소프트웨어 협력은 그 의의가 크다.
이와 함께 협력의 형태를 우즈베키스탄 내 구체적인 개발수요에 맞도록 제
도적 기반 마련,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직업훈련 역량 강화로 구분하여 접근해야
한다.
그 밖에도 우즈베키스탄은 직업교육훈련의 성과평가목표를 과학적으로 체
계화하는 작업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한국의 자문협력이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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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취지와 배경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3. 연구방법

1. 연구의 취지와 배경
가. 연구의 취지
한국정부는 2016년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이하 우즈베키스탄)을 중점협력국
(2016~20)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협의하여 제1기
(2012~15)에 이어 제2기(2016~현재) 우즈베키스탄 국가협력전략(이하 CPS)
을 작성하였고 중점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개발협력을 수행하고 있다.1)
우즈베키스탄은 1991년 8월에 독립한 이후 독립국가연합(CIS)에 가입하였
으며, 카리모프(Islam Karimov) 대통령 중심의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치체제
를 유지해왔다.2) 우즈베키스탄은 대부분의 체제전환 국가들과는 달리 민주화
와 시장경제 도입을 서두르기보다는 자국의 특수한 여건을 반영한다는 명분 아
래 관리경제의 큰 틀은 유지한 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개혁을 추진
해왔다.3) 이러한 정책 기조는 2016년 취임한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oyev)
신임 대통령에 의해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독립 초기부터 밀접한 경제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1992년 1월 양국간 외교관계가 수립된 후 1993년부터 한국의 직접투자가 시
작되어 본격적인 교류단계에 들어섰고 일부 제조업분야에 집중하던 자본ㆍ기
술 협력은 가스를 비롯한 자원개발, 화학플랜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섬유
건설, 수송부문 등으로 급속하게 확대되었다. 무역에서도 양국간 수출입거래
가 한국-중앙아시아 간 전체 교역량의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현저한 규모로
발전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의 입장에서도 한국과의 무역 규모는 중국,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 등에 이어 상위 5위권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4)
1) 관계부처 합동(2016), p. 9 이하.
2)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은 5개국(키르기스스탄, 아프가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
탄, 타지키스탄)에 둘러싸인 이중 내륙국가임. 과거 실크로드의 출발지이기도 한 우즈베키스탄은 중앙
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관문으로 교통요충지로서의 지정학적 이점을 지니고 있음.
3) BTI(2016), p. 1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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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즈베키스탄의 MDGs(Millenium Development Goals) 달성 상황
을 보면 빈곤율은 2001년 27.5%에서 2015년 13.7%로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과제로 이월되었으며, 보건ㆍ위
생 분야의 일부도 MDGs의 목표에 미달인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
는 직업교육훈련의 경우 MDGs 기간에 공교육부문에서는 양적으로 많은 성과
를 거두었다. 반면에 직업교육 이수자의 직업능력 제고, 교사의 역량 강화 등과
같은 질적 향상은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이제까지 직업교육훈련이 현재의 일
자리를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미래의 일자리에 대비하기 위한 전환이 시급
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5)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30년까지 중고소득국가군(upper-middle income
countries)에 진입한다는 의욕적인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을 뒷받
침하는 가장 큰 잠재력은 다양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중앙
아시아 내에서 가장 큰 시장(2016년 현재 인구 3,160만 명, 인구증가율 1.7% 내
외)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6) 상대적으로 풍부한 천연자원은 그 자체로 수출
을 통한 외화수입원일 뿐만 아니라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인하는 매개로 작용함으
로써 자원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 및 서비스 부문을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7)
우즈베키스탄은 국제적으로 가장 빠른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
이며, 인구의 평균 연령도 28세로 상당히 젊은 편이다.8) 이에 따라 경제활동인구
4) 박정호 외(2016), p. 146 이하 및 Center for Economic Research(2016), pp. 88-91 참고. 당시 대우그
룹은 우즈베키스탄의 독립 직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때 중점을 두었던 자동차,
ICT, 금융, 가전 및 섬유와 같은 부문들은 최근 우즈베키스탄 일부 제조업 기반의 형성에 기여하였음.
5) CER(2015a), p. 34 참고.
6) 우즈베키스탄이 매장 또는 생산하고 있는 광물은 1,800여 종으로 알려져 있음. 그중 금 및 우라늄은 대
규모 생산되고 있으며 그 이외에도 천연가스, 몰리브덴, 레늄, 텅스텐, 구리 및 은 등은 세계적인 생산국
중 하나임. 2012년의 경우에는 광물자원의 수출액은 같은 해 GDP의 약 30%에 해당하였으며, 우즈베
키스탄의 중요산업인 연료산업, 금속가공 및 비철광공업 등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음. 농산물과 관련해
서는 전통적으로 세계적인 면화생산국으로서 면방직과 봉제산업의 밑바탕이 되고 있음. U.S.
Department of U.S. Geological Survey(2015), p. 67 이하 광물 품목별 생산국 참고. 우즈베키스탄
의 인구통계치는 CER(2016), pp. 24-25 참고.
7) 박정호 외(2016), p. 149 참고.
8) Center for Economic Research(2016), pp. 26-2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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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도 전체 인구의 61.4%를 차지하며 성장잠재력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러한 인구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중장기 경제사회발전전략 실현에 효과적으
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숙련 및 기술 인력을 양성해낼 수 있는 교육훈련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이 필수적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이 우즈베키스탄의 직업교육
훈련시스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개발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주제 선정의 배경
본 연구의 주제인 직업교육훈련이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특히 중장기 경제
발전전략에서 갖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즈베키스탄 경제가 한 단계 도
약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조적인 과제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즈베키스탄은 1996년 후반부터 정부의 강력한 통제 아래 수입대
체정책을 기조로 하는 내향적 발전전략을 추구하여 왔으며, 기간별로 다소 강
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정책기조는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9) 이를 뒷받침
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은 정부의 국영기업에 대한 지원, 고율의 관세 및 소비세,
외환통제를 비롯한 각종 비관세장벽 및 국영기업의 자본재 수입 지원을 취지로
하는 고평가환율 등이다.10)
우즈베키스탄은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는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자원집약형
성장전략을 통해 경제성장 및 공업화의 측면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특히
2011년 이후 국제원자재가격이 하락 추세를 보이는 기간에도 우즈베키스탄은
낮은 대외의존도와 확대 재정ㆍ금융정책에 힘입어 8%대의 높은 성장세를 유
지할 수 있었다.11) 빈곤율의 감소에 기여하는 고성장은 산업구조의 전환을 동
9) 박정호 외(2016), p. 146 이하 및 Center for Economic Research(2016), pp. 88-91 참고. 당시 대우그
룹은 우즈베키스탄의 독립 직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때 중점을 두었던 자동차,
ICT, 금융, 가전 및 섬유와 같은 부문들은 최근 우즈베키스탄 일부 제조업 기반의 형성에 기여하였음.
10) Trushin and Carneiro(2013), Economics Premises, p. 4 참고.
11) World Bank(2016a), p. 4 참고.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관련통계는 자료원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 연구에서는 가능한 한 CER(Center for Economic Research)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우즈베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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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한다. 2010~16년간 GDP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를 보면 농업 부문이 33%에
서 20%로 축소된 반면에 제조업 부문은 33% 내외로 거의 변동이 없으며, 전통
산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부문은 47%로 크게 확대되었다. 2010년대에 들어
서서 제조업에서는 자원가공 산업 및 면제품 등 재래식 토착산업에 추가하여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잠재적 경쟁력을 보여주는 분야
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예로 자동차 조립, 섬유산업, 석유ㆍ가스 산
업, 건축자재, 생활가전, 식료품 등을 들 수 있다.
이제까지 우즈베키스탄은 내수 위주의 요소(자원)주도적(factor-driven)
성장이 가능했으나 그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현실적으로
국내 시장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폐쇄 경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너무나 큰 비용을 치르고 있으며 비효율이 누적되어 왔다. 또한 장기적으로 자
원의존적인 수입대체정책은 국제원자재 가격의 변동이나 국제경기의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2000년
대 말부터는 수출산업의 육성도 동시에 병행한다는 정책기조의 전환을 발표하
였으며, 경쟁력ㆍ생산성ㆍ효율성 제고를 취지로 하는 일련의 구조개혁 프로그
램들을 제시하였다.12)
CER(Center for Economic Research)과 함께 우즈베키스탄 경제발전의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세계은행은 우즈베키스탄이 중고소득국에 진
입하기 위해서는 투입자원 의존적인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효율성주도의 경제
(efficiency-driven economies)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 핵심
은 교육 및 훈련의 질적 향상, 노동시장의 효율제고, 금융시장개발 및 기술개발

탄 정부통계가 부족한 경우에는 World Bank 발표 자료를 활용함. 참고로 우즈베키스탄은 1992년 세
계은행에 가입한 이후 통계를 비롯한 경제ㆍ사회 관련 자료조사 및 작성에는 세계은행 및 UNIDO 등
국제원조기구가 CER을 비롯한 우즈베키스탄 정부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고 있음.
12) 박정호 외(2016), p. 146 이하 및 Center for Economic Research(2016), pp. 88-91 참고. 당시
대우그룹은 우즈베키스탄의 독립 직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때 중점을 두
었던 자동차, ICT, 금융, 가전 및 섬유와 같은 부문들은 최근 우즈베키스탄 일부 제조업 기반의 형성에
기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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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촉진 등으로 요약된다.13)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7년 2월 새 정
부의 국가발전전략(2017~2021, 대통령령)을 발표하였다.14) 이 전략은 △ 국
가, 사회건설시스템의 현대화 △ 경제발전과 자유화 △ 법의 지배 및 사법제도
의 개혁 △ 사회분야의 발전 △ 안보, 민족 간 화합, 종교적 관용, 대외관계의 발
전을 위해 달성해야 할 과제를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간 국내외적으로
문제점 및 과제로 지적되어 온 주제들을 개괄적이기는 하나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정부개입의 지양 및 민간 자율성의 제고를 핵심으
로 하는 시장경제체제의 점진적인 도입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의 경
제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2017년의 국가발전전략은 산업정책을 통해 앞으로 5년간 추구할 중요한 목
표로 산업 다각화 및 경쟁력 강화, 제조업 부문의 국산화율 제고 등을 제시하였
다.15) 산업다각화를 위한 중점육성부문으로서 석유가스 및 석유화학, 화학, 기
계, 섬유 및 가죽, 에너지 플랜트, ICT, 자동차 등을 나열하고 있다.16) 또한 우
즈베키스탄 정부는 2030년까지 공업(제조업)비중을 GDP 대비 현재의 30%대
수준에서 40% 내외로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17) 이러한 제조업 부문의
확대는 농업 부문 및 서비스 부문의 상대적인 위축과 함께 제조업 부문의 노동
인력 수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임을 시사한다.
다른 한편 한국의 우즈베키스탄 CPS는 개발협력의 중점육성분야로서 교육,
물 관리 및 보건위생, 공공행정의 3개 분야를 선정하였다.18) 교육 분야에서는
직업교육훈련의 질적 향상과 교육 정보화 촉진에 지원을 집중하도록 하고 있는
데, 이러한 지원방향은 본 연구의 목적 및 내용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한
13)
14)
15)
16)
17)
18)

Trushin and Carneiro(2013), p. 4 참고.
변형섭(2017), p. 1 이하 및 한국수출입은행(2017), p. 1 이하 참고.
한국수출입은행(2017), p. 6 참고.
한국수출입은행(2017), p. 7 참고.
우즈베키스탄 주재 한국대사관(2016), p. 7 참고.
관계부처 합동(2016), p. 1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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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경제개발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 기능ㆍ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교
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이를 통해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은 대외적으로 직업교육훈련 분야 개발협력을 제공하기 시작하였기 때문
에 직업교육훈련 분야는 오래 전부터 한국의 주요 개발원조 분야의 하나로 자
리 잡고 있다.19)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도 이미 1999년 EDCF에 의한 직업교
육개발협력을 통해 기술인력 양성프로그램과 관련된 원조를 제공하였다. 이를
필두로 한국의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개발협력에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은 계속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왔으며, 이제는 가장 역점을 두는 분야의 대명사
와도 같은 위치에 있다. 2010년대에 들어서서 KOICA의 타슈켄트 시 직업훈
련원 건립(2007~12) 및 사마르칸트 직업훈련역량강화사업(2013~16)에 이어
사흐리삽즈 시에 대한 직업훈련원 건립 및 직업훈련 역량강화 컨설팅 사업
(2014~17)이 수행되었다. 한국의 개발협력은 초기에는 기자재를 비롯한 시설
재 공급 및 훈련기법의 전달 등에 치중하였으나, 단계별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인력양성프로그램의 운영, 직업훈련제도의 구축 및 관련 법령의 제정에 이르기
까지 전 과정에 대한 포괄적인 컨설팅 사업을 포괄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경험과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직업교육훈련 개발수요
를 정리하고 한국의 효과적인 개발협력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이상에서 설명한 연구의 취지 및 배경에 따라 본 연구는 서로 연결된 6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우선 제2장(우즈베키스탄의 국가발전전략과 직업교육훈련
19) 대표적인 예가 기능공 양성 프로그램으로 정부의 지원 아래 우수 기능공에 갖가지 혜택을 제공하였으
며 국제대회에서 연속으로 1등을 한 경험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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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수요)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경제개발정책 기조 및 방향, 산업ㆍ무역
ㆍ인구ㆍ고용 여건,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우
즈베키스탄의 직업교육훈련 분야 개발수요를 파악한다. 이러한 분석은 한국의
지원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며, 파리선언이 제안하는 ‘원조 일치’의 원칙
을 반영하는 기초가 된다. 제3장(우즈베키스탄의 직업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국
제사회의 개발협력)에서는 주요 선진공여국 및 국제원조기구의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지원전략과 사업을 검토한다. 이를 통하여 공여주체
들 간 개발협력 방식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협력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이미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주요 공여국
으로 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업교육훈련 분야에서는 선두그룹에 속한다.
그러나 개발협력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에서 다른 선진 공여주체의 경
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어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제4장(한국의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개발협력 현황과 과
제)에서는 그간 우즈베키스탄에 대해 한국이 수행해온 개발협력의 내용을 평가
하고 개선 과제를 정리한다. 한국의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훈련 분야 지원 방
향 및 전략을 정리하고 주요 사업을 분석ㆍ평가함으로써 그 특징 및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개발협력사업을 원조ㆍ개발 효과성 측면에서
어떻게 보완ㆍ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모색한다. 제5장(우즈베키스탄 직
업교육훈련 분야 개발협력방안 제안)에서는 한국의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추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프로그램을 모색한다. SDGs는 사회, 환경 및 경제
를 통합하는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을 제안하고 있는바, 이러한 SDGs의 취지를
고려하여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을 도출한다. 특히 개발협력 방안에서 우즈베키
스탄 내 민간부문 개발과 포용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한다. 직업
교육훈련은 실시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러한 과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
다. 이와 더불어 5장에서는 직업교육훈련이 체계를 갖추고 지속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를 위한 적절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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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한다. 끝으로 제6장은 결론으로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책적 시
사점을 정리한다.

3. 연구방법
가. 연구의 진행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로 통상적인 연구방법을 활용하였으며, 필
요한 경우에는 우즈베키스탄의 특수한 여건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였다. 그 내용은 ① 연구자 간 수시모임에 의한 연구 방향 및 내용 조정
그리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측과의 모임을 통한 조언 반영 ② 국내외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정책자료 및 통계의 확보 및 분석 ③ 국내
및 우즈베키스탄 현지 전문가와의 면담과 워크숍 개최 ④ 타슈켄트 주재 한국
대사관 및 KOICA 사무소 방문 등이다.

나.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및 차별성
우즈베키스탄의 직업교육훈련 개발정책을 종합적으로 다룬 최근의 국내외
전문연구보고서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수행한 우즈베키스탄 내 한국의 개발협력
과 관련된 조사보고서, 다른 개도국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연구 및 조사보고
서 등을 참고하였다. 예로 고혜원(2017), 허재준(2013), 채재은, 우명숙
(2012) , 최영렬 외(2011) 등을 참고하였으며, 박정호 외(2016)은 최근 우즈베
키스탄의 경제개발전략 및 산업부문별 현황과 전망을 다루고 있어 이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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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을 주었다.
한편 최근의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훈련 현황을 소개ㆍ분석한 외국자료는
학술적인 차원에서는 거의 없는 상황이며, 국제개발협력기구에서 발간한 자료
들이 있으나 이 연구의 주제와는 관련성이 낮다. 우선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제
한적이나마 일반 경제현황, 경제발전전략 및 분야별 계획 등과 관련된 자료와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능한 한 우즈베키스탄 정부(내각, 고용
노사관계부,20) 고등교육부21) 등)에서 발표한 경제ㆍ산업 개발정책, 노동고용
정책, 직업교육훈련정책 등에 대한 자료 중에서 연구주제와 관련된 자료들을
사용하였다. 국제기구 중에서는 세계은행이 발간한 자료를 많이 참고하였으
며, 필요한 범위에서 GIZ, UNESCO, SDC 등의 개발협력기관들이 발간한 자
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무엇보다도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개발전략과 산업ㆍ노
동수요 여건을 고려하여 직업교육훈련 분야 개발수요를 분석한 후 한국의 그간
개발협력 성과와 앞으로의 개발협력 방향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데 있다. 특히 연구자 중의 한 전문가가 현재 진행 중인 한국의 우즈베키스탄
사흐리삽즈 시 직업훈련원 건립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어서 우즈베키스탄 정
부, 특히 고용노사관계부 및 교육부의 직업훈련에 대한 정책방향을 파악하여
이를 십분 반영한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20) 이전의 노동부(Ministry of Labor)가 2017년 고용노사관계부(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ur Relations)로 개편되었음. 고용노사관계부는 고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 고용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집행 모니터링, 청년, 여성 및 장애인 등 실업자의 고용, 직업훈련 및 재교육에 대
한 지원 등을 담당함.
21) 우즈베키스탄의 고등교육부(Ministry of Higher and Secondary Specialized Education)는 고등교
육과 더불어 중등직업교육을 관할하는 정부부처이며, 직업고등학교 시스템의 관리는 고등교육부 산하의
중등전문직업교육센터(CSSVE: Center for Secondary Specialized Vocational Education)가 담
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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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료 및 통계상의 애로
강력한 정부 주도의 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경제체제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하는 자료나 통계를 많이 활용하고자 하였으
나 연구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나 통계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 뿐만
아니라 자료원에 따라서 통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또한
정부 자료는 러시아어로 된 경우가 많아서 필요한 경우에는 우즈베키스탄 현지
인 번역사의 도움을 받았다. 이러한 미비점은 현지를 방문하는 기회에 최대한
보완 또는 확인하였다.

라. 현지 방문 면담 및 워크숍
연구진은 2017년 7월 10~12일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를 방문하여 예정
된 면담과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당초 7월 14일까지 체류할 계획이었으나 예
정된 면담자들의 사정(휴가 또는 병가)으로 인해 기간을 단축하였다. 그 이후
연구 작업 진행 중에 미비한 자료를 보완하기 위해 연구진 일부는 10월 4~7일
간 2차로 타슈켄트를 방문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였다. 방문 일정과 면담
주제는 아래와 같다.

1) 1차 방문
∙ 우즈베키스탄 주재 대사관 및 KOICA 사무소 방문: 한국-우즈베키스탄 간
경제협력 상황,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개발전략 추진 내용, 한국의 직업훈련
협력 근황(특히 사흐리삽즈 시 직업훈련원) 및 평가 등
∙ 우즈베키스탄 고용노사관계부 및 교육부의 직업교육훈련 담당 국장 면담:
직업교육 정책의 현황, 경제사회개발정책의 수행에 따른 노동수요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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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직업교육 계획, 교육부, 고용노사관계부 및 재무부 간 정책조정 및 직업
교육에 대한 의사결정체계,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평가 등
∙ CER(Center for Economic Research) 방문 및 워크숍: 대통령실 산하
에 있는 이 연구소 측에서는 소장을 비롯해서 직업교육 담당 및 고용노사
관계부 산하 연구소 연구원 등이 면담에 참석하였으며, 중요 논의 주제는
다음과 같음. 5개년(2017~21) 사회경제발전전략 및 ‘Vision 2030’을 중
심으로 한 경제전망과 과제, 산업부문별 개발정책과 인력양성정책, 전문
인력양성에 대한 전망과 과제, 직업훈련부문에서의 국제협력의 역할,
KOICA 사업에 대한 평가와 기대 등

2) 2차 방문
∙ GIZ 타슈켄트 사무소 면담: GIZ의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개발협력 진행 경
과 및 애로 사항, GIZ의 개발협력 중점분야, 최근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
훈련의 변화, GIZ의 주요 추진 사업 내용 및 성과 등
∙ UNESCO 타슈켄트 사무소 면담: 최근 우즈베키스탄의 교육관련 정부부
서 개편 전망, UNESCO가 작성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국가 평생교육
전략’의 배경과 핵심 내용, 한국 원조기관과의 협력방안 등
∙ 세계은행 타슈켄트 사무소 면담: 최근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및 교육 분야
의 변화, 직업교육훈련 보고서의 작성 경과, 우즈베키스탄 경제의 과제, 우
즈베키스탄 경제의 유망 산업분야, 노동수요 변화,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전략산업 육성 정책 및 문제점 등
∙ SDC 타슈켄트 사무소 면담: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원조효과성 제고 방안,
우즈베키스탄에 적합한 직업훈련 시스템, SDC의 대우즈베키스탄 개발협
력 방향 및 주요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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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우즈베키스탄의 국가발전전략과
직업교육훈련 개발수요

1. 국가발전전략 및 산업ㆍ무역ㆍ고용 구조
2. 직업교육훈련 현황 및 개발수요

1. 국가발전전략 및 산업ㆍ무역ㆍ고용 구조
가. 주요 국가발전전략
우즈베키스탄은 독립 이후 2000년대까지 기본적으로 폐쇄적인 대외경제정
책을 유지하며 수입대체를 중심으로 국내 산업을 발전시키는 경제성장 방식을
채택하였다. 정부주도의 개발정책하에서 공공부문이 투자 및 경제 활동을 주도
하였고, 인구 증가에 따라 생산가능인력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부
문에서의 고용 기회는 충분히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해외의존도가 높은 산업부문의 수입대체와 더불어
일부 수출경쟁력을 지닌 공산품의 수출촉진도 모색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
안 풍부한 천연자원(원유, 천연가스 등), 농산물(면화, 원예작물 등), 저부가가
치 공산품의 수출을 통한 외환 수입과 이주 노동자의 송금에 따른 이전소득이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그 결과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몇 차례의 세계적
인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경제성장을 지속해왔으며 빈곤율도 지속적
으로 하락해왔다(그림 2-1 참고).

그림 2-1. 우즈베키스탄의 1인당 GDP와 빈곤율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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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enter for Economic Research(2016),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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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014

1인당 GDP (천 숨)
빈곤율 (%)

우즈베키스탄 경제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수입대체를 통한
국내산업 육성정책에도 불구하고 주력산업의 경쟁력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제조업 부문의 생산액이 증가하였으나 GDP와 수출액에서 제조업 부문
이 차지하는 비중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경
제의 주요 변수에 대한 IMF의 전망치를 통해 볼 때에도 2010년대 중반을 넘어
서면 우즈베키스탄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경상수지와 재정수지도 악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표 2-1 참고).

표 2-1. 우즈베키스탄의 주요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항목
GDP
(경상가격, 10억 US달러)
GDP
(경상가격, 전년대비 증가율, %)
1인당 GDP
(경상가격, US달러)
재정수지
(GDP 대비 비중, %)
경상수지
(GDP 대비 비중, %)
평균 소비자물가
(전년대비 증가율, %)

2000

2005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13.7

14.3

39.0

51.2

63.2

66.5

71.8

79.7

3.8

7.0

8.5

8.2

8.1

7.8

6.0

6.0

551

544

1,367

1,721

2,064

2,122

2,238

2,426

-2.5

1.3

3.6

7.8

2.2

-0.3

-0.1

0.1

1.8

7.7

6.6

1.2

1.7

1.4

1.6

1.3

25.0

10.7

12.3

11.9

9.1

8.0

8.8

9.0

주: * 2015년 이후 수치는 IMF의 추정치임.
자료: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검색일: 2017. 8. 1).

이에 따라 카리모프 정부는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우즈베키스탄 경제의
중장기적인 비전으로 중저소득국(세계은행 분류기준)에 속하는 우즈베키스탄
경제를 2030년까지 중고소득국 그룹에 진입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World Bank 2016a, p. 10). 세계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이
2030년까지 연간 평균 6%의 경제성장과 연간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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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Trushin and Carneiro 2013,
p. 2). 2015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즈
베키스탄의 사회경제적 개혁의 실행계획을 담은 ‘The Program of Action of
the Cabinet of Ministers for Short and Long-term Perspective’를 채택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표 2-2]와 같다. 이 실행계획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
는 ‘2015~19 우즈베키스탄 구조 개혁, 현대화 및 산업다각화 프로그램’은 석
유화학 부문의 고부가가치화, 섬유 및 가죽, 전자 제품, 건축자재 등 분야에서
제품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기계제작, 석유화학, 화학, 섬유, 식료 등이 공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14년의 62%에서 2020년에는 67%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22)23)

표 2-2. 카리모프 대통령의 ‘경제정책 우선방향 및 내각의 단ㆍ장기 실행계획(2015년)’

• 국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다각화, 현지화 추진
• 민간기업(대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
• 정부개입 축소 및 민영화 추진 등
주요
정책

▷ 경제구조 개혁, 현대화 및 산업 다각화 계획 2015~19(’15년)
▷ 현지화, 완제품ㆍ부품ㆍ자재 생산 프로그램 2015~19(’15년)
▷ 농업발전; 산업인프라 현대화; 에너지 절감, 절전 기술ㆍ시스템 도입 프로그램
2015~19(’15년) 외

22) 한국수출입은행 2017, pp. 7~8.
23) 한편 세계은행 타슈켄트 사무소 경제전문가는 우즈베키스탄이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노동집약산
업과 부존 광물자원을 개발ㆍ활용하는 산업에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으므로 향후 이 산업들에서의 생
산량, 수출량 및 고용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우즈베키스탄이 비교우위를 지닌 노동집약산
업으로는 유기농 및 식품, 농가공, 원예, 섬유 및 의류, 가죽 관련 제품, 관광 등이 있으며, 이러한 산업
과 연관성이 높은 화학 산업도 향후 확대될 유망산업으로 제시하였음. 반면 자동차 및 부품 산업은 기
술집약산업으로 우즈베키스탄이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음. 세계은
행 타슈켄트 사무소 경제전문가(Eskender Trushin)와의 면담(2017. 10. 6, 우즈베키스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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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계속
생산 다각화ㆍ현지화
• 생산의 현대화ㆍ다각화: 10개 우선 육성부문(전력, 석유ㆍ가스 화학, 화학, 기계,
섬유ㆍ가죽ㆍ제화, 전자, 건축자재, 제약, 식료품, 광물) 개발 등
• 현지화: 7개 유망 부문(농산품, 광물, 화학 및 관련 산업제품, 섬유재료, 건축자재,
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개발 등
• 농업 발전: 농기계 생산, 농산물 가공설비 및 통합유통망 구축 등
민간부문 강화 및 투자환경 개선
목표
및
과제

• 정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불합리한 규제 철폐
•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
•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등
인프라 개발
• 교통 인프라 개발: 자동차 도로 및 다리 건설, 도로 건설장비 현대화 등
• 산업ㆍ에너지 인프라 개발: 도로ㆍ철도 인프라, 물류 및 정보통신센터 구축, 에너지
효율화, 설비 현대화 등
인적자원 개발
• 전문 인력 고용 확대와 교육수준 제고
• 글로벌 경쟁력 제고 프로그램 추진

자료: 박정호 외(2016), p. 100의 [그림 3-2] 인용.

2016년 취임한 미르지요예프 신임 대통령은 카리모프 정부의 사회경제정책
기조를 이어받아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5대 우선정책 방향을 2017년 2월 공표
하였다(표 2-3 참고). 특히 ‘경제 개발 및 자유화’ 분야에서는 산업의 다각화,
금융시스템의 전면 개혁, 대외경제관계의 확대, 농업 부문의 개혁 등을 제시하
고 있으며, ‘사회서비스의 개선’ 분야는 교육 발전을 포함하고 있다.24)
‘경제 개발 및 자유화’ 분야에서 제시된 실행전략이 구체화되면 농업,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우즈베키스탄의 산업구조에 큰 영향이 나타날 것이며, 이
는 노동시장 및 노동수요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직업교육훈
24) 각 정부부서는 5대 정책방향에서 관련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연도별로 수립하여 이
행하도록 되어 있음. 2017년 9월에 단행된 이중환율의 단일화, 기업수익의 해외송금 허용 등의 금융
개혁조치, 일반 교육 및 직업 교육 시스템의 개편 조치, 인접국과의 정치경제적 협력관계의 회복 및 강
화 조치도 이러한 실행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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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시스템도 노동수요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인데,
이를 반영하여 ‘사회서비스의 개선’ 분야에서 중등전문직업교육기관 및 고등
교육기관 졸업생의 일자리 확대, 평생교육 및 성인교육 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양질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숙련인력
의 양성 등을 실행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신정부는 수입대체전략의 일환으로 국내 제조업의 생산 확대
목표치를 담은 국산화 프로그램도 발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수입의존도가 높
은 제조업 부문의 국내 생산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산업다각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25)

표 2-3. 우즈베키스탄의 최근 사회경제발전전략
전략

우선 개발 방향

실행전략의 주요 내용
∙ 의회와 정당의 역할 강화

1. 정부 및 사회
시스템의 개선

∙ 공공 서비스 개선, 경제적 규제 축소 등을 통한 국가
지배구조 강화
∙ 국민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 강화
∙ 사법부의 독립, 사법시스템의 민주화
∙ 시민의 권리 및 자유 보장

2. 법치의 확립 및
2017~21년

∙ 행정법, 형법, 민법, 상법 등의 개선

사법 시스템의 개혁 ∙ 범죄 퇴치 및 예방 시스템 개선

국가발전을 위한

∙ 법 집행 역량의 강화

5대 우선 개발

∙ 법률 지원ㆍ서비스 제공 시스템 개선

방향과

∙ 거시경제 안정성 강화, 지속적인 경제성장

실행전략

∙ 경제구조 개혁, 선도 산업의 개발 및 다각화를 통한
국가 경제의 경쟁력 향상
3. 경제 개발 및
자유화

∙ 농업 부문의 현대화 및 집약화
∙ 정부의 경제 개입 축소, 사적 재산권의 보장 강화,
민간 소기업 창업 촉진 등을 위한 제도적ㆍ구조적
개혁의 지속적 추진
∙ 지역, 도시의 종합적ㆍ균형적인 사회경제 개발
∙ 관광산업의 개발

25) 한국수출입은행(2017), p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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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계속
전략

우선 개발 방향

실행전략의 주요 내용
∙ 소득 및 고용의 지속적 향상
∙ 사회보장 및 보건 시스템의 개선, 여성의 사회ㆍ정치
적 활동 확대

2017~21년

4. 사회서비스의 개선 ∙ 생활여건의 향상을 위해 주택, 도로, 통신 등의 제공
확대

국가발전을 위한

∙ 교육 및 과학 분야의 발전

5대 우선 개발

∙ 국가 청소년 정책의 개선

방향과
실행전략

∙ 우즈베키스탄의 헌법 질서, 주권 및 영토의 보호
5. 안전보장, 종족 간 ∙ 사이버 안보 시스템의 개선
화해, 종교적 관용,

∙ 종족 간 관계 및 종교 문제의 해결 청사진 작성

호혜적 대외정책 추진 ∙ 국제 정치 및 외교 관계, 무역ㆍ금융ㆍ투자ㆍ기술 등
에서 국제 협력의 강화를 위한 로드맵 작성
2017~19
완제품, 부품 및
원자재 생산
국산화 프로그램

완제품 및 부품 등 제조업의 국산화 생산율 목표치를
국내 제조업 생산 확대 2017년 36%, 2018년 45%, 2019년 50%로 제
시26)

자료: Government of the Rep. of Uzbekistan(2017a), pp. 1-11; 한국수출입은행(2017), p. 6.

이와 같이 이전 정부와 신정부는 경제 및 산업 개발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작
성하였고 전략별로 투자소요액, 추진할 사업 등을 개괄적으로 제시하였다. 그
러나 이러한 전략들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마스터플랜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특히 각각의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범분야 요소 즉 필요 전문 인력의 양
성, 기술의 개발 등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전략의 실현가능
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즈베키스탄의 국가개발전략에 따라 경제 자유화 및 산업구조의 다변화가
추진되고 민간부문의 역할과 비중이 확대되면 이에 맞추어 새로운 기술과 기능
을 지닌 인력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
하는 노동인력을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수요에 맞게 교육ㆍ훈련
시켜야 할 것이며,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기존 취업자의 직무능
26) 국산화 촉진을 위한 권고 품목은 [부록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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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향상 또는 전직을 위한 새로운 직업능력의 취득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ㆍ장비ㆍ기자재ㆍ교육과정 및 교사역
량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국가역량체계ㆍ직무표준의 도입, 직업훈련기관
의 인정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직업교육훈련시스템을 보완해나가는 노력이 필
요하다.

나. 산업 및 무역 구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2000년대 이후 점진적으로 농업 부문이 축소되는 것과
함께 공업 부문이 확대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공업 부문과 농업 부문 간 GDP
비중의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공업 부문을 육성하려는 산업정책을 추진하였으며, 그리 큰 폭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2000년대에 비하여 2010년대의 GDP 대비 공업 부문 비중이 다소 상
승하였다. 반면 농업 부문의 비중은 2005년 약 26% 수준이었는데, 2010년대
에 들어오면서 크게 하락하여 18~19%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표 2-4 참고).

표 2-4. 우즈베키스탄의 산업구조 변화 추이(GDP 대비 비중)
(단위: %)

구분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공업*

21.2

23.9

24.0

24.0

25.9

25.8

26.2

농업

26.3

18.0

17.8

17.6

19.0

18.9

18.2

건설

4.8

6.5

6.1

6.3

6.5

6.8

7.3

유통**

8.8

9.2

9.3

8.8

10.1

10.4

9.8

운송 및 통신

10.6

11.5

11.7

11.9

13.2

12.7

12.5

기타

17.8

21.7

22.5

23.1

25.3

25.4

26.0

순조세***

10.6

9.2

8.6

8.6

8.2

8.6

8.8

주: * industry, ** trade and public catering, *** net taxes.
자료: Center for Economic Research(2016),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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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우즈베키스탄 GDP에서 공업 및 농업 부문의 비중 변화
(단위: %)
30
25
20
15
1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GDP에서 공업부문의 비중

GDP에서 농업부문의 비중

자료: Center for Economic Research(2016), p. 37; Fayzullaev(2010), p. 5.

글상자 2-1. 우즈베키스탄의 산업구조 변화 추이(세계은행 통계치)

우즈베키스탄의 산업구조 변화 추이를 세계은행의 통계치로 살펴보면 우즈베키스탄의 국내 통계
치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구조 변화의 추이는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

(십억 US$)

100

63.1

90
80

42.5

43.7

43.3

42.2

45.9

46.8

70
39.3

60
50
40
30
20
10
0

47.8

47.6

70
67.2
49.5

50

51.8

40

29.5
23.1

22.0

13.8
9.7
34.4

34.3

26.0

30

29.9

12.0

17.3

30.8

27.9

60

32.3

33.4

33.0

33.6

32.9

21.9

19.8

19.2

18.8

17.6

서비스(GDP대비 비중)
공입(Industry, GDP대비 비중)
농업(GDP대비 비중)
GDP(경상가격, 십억 US$)

20
10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0

자료: World Bank, DataBank(검색일: 2017. 7. 10).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공업 부문의 육성을 위한 산업화ㆍ현지화 개발전략을
시행함에 따라 공업 부문에 대한 고정자본 투자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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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는 전체 고정자본 투자의 약 40%가 공업 부문에서 이루어졌으며, 공업 부
문의 GDP 대비 비중도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 2015년에는 약 26%에 이르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이후 전체 취업자에서 공업 부문에 종사하는
취업자의 비중은 정체 상태에 있다(표 2-5 참고). 향후 산업화를 촉진하는 정책
및 조치가 보다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공업 부문의 취업자 비중도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5. 우즈베키스탄 공업 부문의 생산, 투자 및 고용 지표 추이
구분
GDP(십억 숨)
공업 부문 비중(%)
고정자본 투자(십억 숨)
공업 부문 비중(%)
취업자 수(전체, 천 명)
공업 부문 비중(%)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62,388.3

78,764.2

23.9

24.0

24.0

25.9

25.8

26.2

15,338.7

17,953.4

22,797.3

28,694.6

35,233.3

41,670.5

97,929.3 120,861.5 145,846.4 171,369.0

30.4

33.8

34.2

34.2

37.4

40.9

11,628.4

11,919.1

12,223.8

12,523.3

12,818.4

13,058.3

13.2

13.1

13.0

12.9

12.8

12.8

자료: Center for Economic Research(2016), p. 41.

우즈베키스탄의 공업 부문에서 투자가 집중되는 분야는 우즈베키스탄 정부
가 산업화ㆍ현지화 개발전략을 통해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는 산업에 해당한다.
2010년대 들어 공업 부문 전체 투자의 절반가량이 에너지ㆍ연료 산업에 집중
되었다. 이는 우즈베키스탄이 보유한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수출하려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노력과 해외 투자의 유입에 따른 것
이다. 또한 산업화ㆍ현지화 개발전략의 주요 대상이 되는 전력, 화학 및 석유화
학, 야금, 기계제작 및 금속가공 등의 산업에서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
므로 이 분야들의 생산역량과 인력수요가 확대될 것이다(표 2-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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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우즈베키스탄 공업 부문별 투자
(단위: 십억 숨)

구분

2013

2014

2015

775.9

822.6

837.2

1,060.4

1,357.5

1,918.4

1,090.6

1,883.8

3,042.9

4,153.4

6,330.2

9,016.7

야금(metallurgy)

834.3

788.0

640.4

936.7

1058.1

939.0

화학 및 석유화학

196.2

182.2

524.3

577.5

598.4

988.6

기계제작 및 금속가공

521.5

825.9

920.1

833.9

738.9

922.6

전력
연료(fuel)

목재, 목재가공 및 펄프
건설 자재
유리 및 자기(whiteware)

2010

2011

2012

53.4

87.0

78.6

69.7

172.7

155.3

388.1

270.1

410.1

546.2

749.3

726.9

18.5

25.2

10.3

33.2

73.2

145.1

경공업

391.0

637.6

670.3

775.1

909.4

746.3

식료품

253.8

296.6

384.3

446.6

758.8

679.0

밀가루, 곡류 및 사료

39.1

50.0

55.3

113.6

82.4

128.2

의료

39.0

45.8

62.8

107.8

137.4

149.9

출판

23.0

21.3

54.6

39.8

44.7

71.4

기타

32.5

134.2

102.8

99.5

153.5

453.7

4,659.9

6,070.3

7,794

공업 부문 합계

9,813.4 13,164.5 17,041.0

자료: Center for Economic Research(2016), p. 56.

2015년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공업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료
품 산업(20.2%)은 2005년에 비해 그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경공
업, 연료, 야금, 기계제작 및 금속가공 등의 부문이 각각 10% 이상의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그림 2-3 참고).27) 현재 산업화ㆍ현지화를 위한 개발전략이 시행
중이고,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많은 투자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향후
에너지, 전력, 화학 및 석유화학, 야금, 기계제작 및 금속가공, 건설 자재 등의
생산역량이 확충되고 생산비중도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7) 2015년 공업생산에서 에너지 및 광물자원 관련 부문(전력, 연료, 야금, 화학 및 석유화학 등)의 비중이
35%를 상회하는데, 이는 1차 산업과 관련된 산업이 공업생산에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함(표 2-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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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우즈베키스탄 공업(industry)의 부문별 생산 비중 변화
(단위: %)

자료: Center for Economic Research(2016), p. 42.

2000년대 이후 우즈베키스탄의 수출과 수입은 액수 및 물량 측면 모두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인접국들의 경기 둔
화 등의 이유로 인해 수출이 하락하는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2000년 이후 수
출액은 4배 이상, 수출량은 약 2배 증가하였다. 수출과 함께 수입도 늘어나고
있으며, 경상수지가 큰 폭은 아니지만 흑자를 유지하였는데 2010년 전후로 경
상수지 흑자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2-7 참고). 향후 수
입대체 현지화 전략과 더불어 경쟁력이 있는 유망품목의 수출촉진 전략이 성
공적으로 시행된다면 경상수지 흑자폭이 유지 또는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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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우즈베키스탄의 수출입 및 경상수지 추이
항목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수출액 (2000 = 100)

100

89

152

199

366

415

398

467

437*

수출액/GDP (%)

24.6

30.8

40.2

36.5

41.1

31.7

27.3

23.1

20.6

수출량 (2000 = 100)

100

94

120

116

152

169

138

178

190*

수입액 (2000 = 100)

100

90

126

162

344

322

446

485

381*

수입액/GDP (%)

21.5

29.3

32.7

30.9

38.6

28.5

32.5

27.1

21.5

수입량 (2000 = 100)

100

91

111

130

232

218

276

313

273*

경상수지** (십억 US달러)

0.25

0.12

0.86

1.56

2.49

2.57

0.60

1.07

0.91

경상수지/GDP** (%)

1.8

1.2

7.2

9.2

8.7

6.6

1.2

1.7

1.4

주: * 2015년 수치임.
** IMF 자료이며, 2015년 이후 수치는 IMF의 추정치임.
자료: World Bank, DataBank(검색일: 2017. 8. 1);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검색일: 2017. 8. 1).

우즈베키스탄의 수출은 에너지, 면화 등의 1차 산업과 저부가가치 공산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등 인접국
에 편중된 무역구조를 지니고 있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화와 주요 교역상
대국의 경제여건에 큰 영향을 받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표 2-8]
에 나타나 있듯이 전체 수출에서 에너지 및 유류 제품의 비중이 약 25%를 차지
하고 있다. 2010년대 들어 다소 낮아지고는 있으나 면섬유의 수출 비중도 약
6%에 달한다. 수출액의 약 3/4이 천연자원과 관련된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한편 최대 수입 품목은 자동차 및 장비이며, 화학 및
관련제품, 식료품 등의 수입비중도 큰 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2장 우즈베키스탄의 국가발전전략과 직업교육훈련 개발수요 • 37

표 2-8.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수출입 제품(수출입액 대비 비중)
(단위: %)

구분
수 출
면섬유(면화)

2005

2010

2012

2014

2015

100.0

100.0

100.0

100.0

100.0

19.1

12.1

9.3

7.7

5.9

식료품

3.8

9.7

6.4

12.4

10.6

화학 및 관련 제품

5.3

5.1

5.6

4.7

4.9

에너지 및 유류 제품

11.5

22.8

34.6

23.0

24.2

철금속 및 비철금속

9.2

6.9

7.8

7.2

6.6

자동차 및 장비(equipment)

8.4

5.5

6.5

4.0

1.3

서비스

12.2

10.2

17.3

22.4

24.5

기타

30.5

27.2

12.5

18.6

22.0

100.0

100.0

100.0

100.0

100.0

7.0

10.5

10.9

10.8

12.8

13.7

13.8

13.7

15.9

17.0

에너지 및 유류 제품

2.5

7.1

6.6

6.2

5.8

철금속 및 비철금속

10.3

8.1

7.2

8.0

7.4

자동차 및 장비(equipment)

43.3

44.0

45.9

39.5

40.5

서비스

10.4

5.3

5.8

8.0

7.7

기타

12.8

11.2

9.9

11.6

8.8

수 입
식료품
화학 및 관련 제품

자료: State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Statistics 홈페이지(검색일: 2017. 7. 15).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경제구조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
보하기 위하여 산업다각화, 현지화, 농업개혁 등을 목표로 경제개발정책을 추
진해오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산업발전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하
기 위한 선결요건은 해당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증대함과 동시에 산업화를
위해 필요한 산업기술을 개발하고 양질의 기술ㆍ기능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경제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인 개별 산업별 육성방안과 그에 따른 인력양성 계획이 제시되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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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구 및 고용 구조
우즈베키스탄의 인구는 독립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가장 큰 특
징은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그림 2-4 참
고). 이는 경제성장을 위한 노동력이 충분하게 확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2-4. 우즈베키스탄의 인구 및 연령별 구성 변화 추이
(단위: %, 천 명)
(%)

100

(천 명)
7.7

7.6

7.3

7

7.6

8.7

40,000

90
35,000

80
70

49.1

49.6

53

57.9

60

30,000
61.1

50

61.4

25,000

40

생산가능
인구(15~64세) 비중(%)
14세 이하
인구 비중(%)

20,000

30
20

65세 이상
인구 비중(%)

인구(천 명)

43.2

42.8

39.8

35

31.2

29.9

1991

1995

2000

2005

2010

2014

15,000

10
10,000

0

자료: Center for Economic Research(2016), p. 26.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경제활동인구도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활동
참가율 또한 작은 폭이기는 하지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2010년
이후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실업률 추계치는 약 5% 내외의 수준이지만, ILO의
실업률 추산치는 두 배에 달하는 9~10% 수준이다. 특기할 만한 것은 15~24
세의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약 두 배인 17~18% 수준으로 매우 높다는 점으
로 이는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노동인력의 실업률이 기존 노동인력의 실업
률을 크게 상회함을 의미한다.
2010년 이후 전체 취업자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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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비중을 보면,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산업다각화, 현지화, 수출유망산업 육
성 등 산업개발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체 취업
자 중에서 공업 부문에 종사하는 취업자의 비중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표 2-9 참고).

표 2-9. 우즈베키스탄의 노동력 및 고용 지표 추이
(단위: %, 백만 명)

항목
경제활동인구
(labor force, 백만 명)
경제활동참가율
(%, ILO 추산치)
15~24세 경제활동참가율
(%, ILO 추산치)
실업률
(%, ILO 추산치)
실업률 (%,
우즈베키스탄 정부 추산치)
15~24세 실업률
(%, ILO 추산치)
취업자 수 (백만 명,
우즈베키스탄 정부 추산치)
취업자의 공업 부문
비중 (%)

2000

2005

2010

2012

2014

2015

2016

9.19

10.53

12.28

12.97

13.54

13.83

14.10

59.0

59.2

60.6

61.1

61.6

61.8

62.0

42.7

42.9

44.8

45.3

45.6

45.7

45.8

9.3

9.3

9.3

9.1

9.0

8.9

8.9

0.4

0.3

5.4

4.9

4.9

5.2

-

17.7

17.7

17.7

17.7

17.7

17.8

17.9

-

-

11.63

12.22

12.82

13.06

-

-

-

13.2

13.0

12.8

12.8

-

주: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의 인구).
실업률(%, 우즈베키스탄 정부 추산치)의 2010~15년 수치, 취업자 수치, 취업자의 공업 부문 비중 수치는 Center
for Economic Research(2016)에서 인용.
자료: World Bank, DataBank(검색일: 2017. 7. 10); Center for Economic Research(2016), p. 30, p. 41.

취업자의 연령층별 구성을 보면 2015년 18~29세의 비중이 29.8%, 30~39
세의 비중도 28.7%에 달하여 18~39세 연령층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그
림 2-5 참고). 이는 우즈베키스탄 노동인력이 상당히 젊다는 것을 의미하며 향
후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성장에 큰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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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취업자의 연령별 구성
(단위: %)

자료: Center for Economic Research(2016), p. 3.

한편 2015년 취업자의 교육수준별 구성을 보면 고등학교 졸업자가 43.7%
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취업자 중 고등학교 졸업자의
비중이 2005년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지닌
취업자의 비중은 크게 하락하였다는 것이다(그림 2-6 참고). 이는 2000년대
중반 이후 2 트랙의 고등학교 의무교육이 도입되면서 고등학교 진학자 및 등록
률이 급증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보
유한 취업자의 비중도 상승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우즈베키스탄 노동인력
의 역량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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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취업자의 교육수준별 구성
(단위: %)

자료: Center for Economic Research(2016), p. 32.

전체 취업자의 산업부문별 구성을 살펴보면 농업 부문의 GDP 대비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대 이후에도 농업 부문에 종사하
는 취업자의 비중은 여전히 26~28%에 달하고 있다. 반면 공업 부문에 종사하
는 취업자의 비중은 약 13% 수준으로 농업 부문보다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표 2-10 참고). 이는 향후 우즈베키스탄에서 산업화가 진행되어 공업 부
문의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공업 부문에서의 기술인력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
임을 의미한다. 또한 농업 부문의 비중 축소로 인해 농업 부문에서의 인력수요
량이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보다 효율적인 농업기술 교육 및 훈련을 받
은 인력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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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우즈베키스탄 취업자의 산업부문별 구성
(단위: 천 명, 괄호 안은 비중)

구분
전체 취업자 수
공업(industry)

농업 및 임업

건설

운송 및 통신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1,628.4

11,919.1

12,223.8

12,523.3

12,818.4

13,058.3

1,539.6

1,563.7

1,589.9

1,615.3

1,640.8

1,668.2

(13.2%)

(13.1%)

(13.0%)

(12.9%)

(12.8%)

(12.8%)

3,127.5

3,239.4

3,260.8

3,398.8

3,537.9

3,610.9

(26.9%)

(27.2%)

(26.7%)

(27.1%)

(27.6%)

(27.7%)

1,065.1

1,093.4

1,130.3

1,169.3

1,204.9

1,248.5

(9.2%)

(9.2%)

(9.2%)

(9.3%)

(9.4%)

(9.6%)

603.8

619.9

638.7

660.9

679.4

710.6

(5.2%)

(5.2%)

(5.2%)

(5.3%)

(5.3%)

(5.4%)

유통, 물류, 마케팅

1,243.2

1,283.4

1,330.0

1,379.1

1,435.7

1,481.0

및 조달

(10.7%)

(10.8%)

(10.9%)

(11.0%)

(11.2%)

(11.3%)

공공 서비스

400.5

417.5

432.7

448.3

461.5

481.5

(3.4%)

(3.5%)

(3.5%)

(3.6%)

(3.6%)

(3.7%)

894.1

908.5

924.1

924.6

922.9

925.6

(7.7%)

(7.6%)

(7.6%)

(7.4%)

(7.2%)

(7.1%)

교육, 문화, 예술,

1,609.9

1,636.9

1,642.9

1,643.8

1,640.8

1,645.8

과학 및 과학서비스

(13.8%)

(13.7%)

(13.4%)

(13.1%)

(12.8%)

(12.6%)

66.3

67.7

65.5

64.7

64.1

65.2

보건, 사회보장

금융, 보험

기타

(0.6%)

(0.6%)

(0.5%)

(0.5%)

(0.5%)

(0.5%)

1,078.4

1,088.7

1,208.9

1,218.5

1,230.6

1,221.0

(9.3%)

(9.1%)

(9.9%)

(9.7%)

(9.6%)

(9.4%)

자료: State Committee of Statistics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Stastistics 홈페이지(검색일: 2017. 7. 15).

전체 취업자의 수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노동인력의 노동수요 부합도
는 미흡하여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28) 예
를 들어 우즈베키스탄의 직업고등학교는 2005~10년 동안 농업 부문에 대한
직업교육을 이수한 졸업생을 다수 배출하였으나 실제 농업 부문에서는 일자리
수가 감소하였으며, 보건 등의 다른 분야에서도 창출된 일자리보다 많은 졸업
28) 232개의 우즈베키스탄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기업들은 교육과정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우즈베키스탄의 고등교육기관은 이를 매우 꺼리는 것을 조사되었음(Ajwad et al. 2014,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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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7 참고).

그림 2-7. 우즈베키스탄 교육기관의 인력배출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
(단위: 천 명)
125
100
75

창출된 일자리 수

50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수

25

직업고등학교 졸업생 수

0
-25

농업

공업 및 건설

운송 및 통신 보건, 스포츠, 교육 및 예술
문화

기타 서비스

주: 2010년 수치.
자료: World Bank(2014), p. 31.

한편 우즈베키스탄은 해외로의 인력송출 규모가 커서 이를 통해 상당량의
외환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다. 2013년까지 누적된 해외이주자는 약192만 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인구의 6.3%에 해당한다. 해외이주는 주로 인접국인 러시
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등과 함께 미국, 독일, 한국 등의 국가로 이루어지
고 있다. OECD 국가로 향한 해외이주자 중에서 대학교육을 이수한 이주자의
비중이 약 45%(2011년)에 달한다(World Bank 2016b, p. 262).
해외로의 인력송출에 따른 국내송금액은 2008~09년의 세계경제위기 기간
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2013년 66억 9,000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우즈베키스탄 GDP의 11.6%에 해당한다. 2013년 이후 인
접국의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해외송금액이 빠르게 감소하여 2016년에는 22
억 6,000만 달러(GDP의 3.4%)로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국제수지 흑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그림 2-8 참고). 최근 들어 해외송금액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
은 해외로 송출된 인력의 귀국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향후 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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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키스탄에서 활용될 수 있는 노동력이 확대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
나 귀국 노동인력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우즈베키스탄 국내에서 이들을
위한 충분한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하며, 국내 노동수요에 부합하는 직업훈련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2-8. 우즈베키스탄의 해외송금액(remittances) 추이
(단위: 십억 US달러(좌),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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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orld Bank, DataBank(검색일: 2017. 7. 10).

2. 직업교육훈련 현황 및 개발수요
가. 정규 직업교육
우즈베키스탄의 교육체계를 정리한 [표 2-1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현재 우즈
베키스탄은 정규학제에 의한 중등전문직업교육(SSVE: Secondary Specialized
Vocational Education)을 의무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다. 중학교 졸업 이후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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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인문계 고등학교(Academic Lyceum)와 직업고등학교(Vocational
College)를 선택하여 지원한다. 전자는 외국어, 의료 분야의 직업교육을, 후자는
기타 기술 분야의 직업교육을 제공한다. 매년 약 55만 명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그중 약 9%만이 대학에 진학한다. 대학진학자의 대부분은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생
이며, 나머지 고등학교 졸업생은 노동시장으로 진입한다.

표 2-11. 우즈베키스탄 교육체계
교육기간

연령

학교

6년 이상

26~

박사

2년

24~25

석사

4년

20~23

학사

3년

17~19

5년

12~16

중학교

4년

8~11

초등학교

1~6년

2~7

유치원

기타
자유교육
(의대 12년)

인문계고등학교

직업고등학교

(Academic Lyceum)

(Vocational College)
의무교육

자유교육

자료: 한국국제협력단(2015a), p. 43.

글상자 2-2. 우즈베키스탄 중등교육시스템의 최근 변화

□ 기존 중등교육시스템에서 주로 대학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인문계고등학교와 직업교육
을 제공하는 직업고등학교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이와 병행하여 2017년 하반기(우즈베키스탄
학제로는 1학기)부터 시범적으로 기존의 중학교에서 2년 과정의 고등학교 과정을 추가로 제
공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정착되면 11학년 과정의 초중등교육시스템이 도입됨을
의미함.
- 이에 따라 학생들은 중학교 과정을 이수한 이후 인문계고등학교 또는 직업고등학교를 선택
하는 것 이외에 기존의 중학교에서 2년의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할 수도 있도록 되었음. 2
년의 고등학교 과정에서 학생들은 이론수업과 함께 주 1~2일의 실습 직업교육을 이수하도
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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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2-2. 계속

□ 지방에 위치한 다수의 직업고등학교는 직업교육을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미흡하여 졸
업생의 취업률이 저조하고 입학생의 수가 수용 정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일부 직업고등학교를 폐교하고 있는 상황임.
- 한편 대도시 지역에 소재한 소수의 직업고등학교는 우수한 시설, 장비, 교사, 교육과정 등
을 갖추고 있어서 졸업생의 취업률도 매우 높고 입학을 위한 경쟁도 심한 상태임. 이러한
직업고등학교는 대부분 국내외 대기업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거나 대학교 산하에 설
치된 경우, 또는 해외 개발협력기관의 지원사업으로 관리되는 경우임.
□ 11년 초중등 교육과정이 도입됨에 따라 직업고등학교의 숫자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새로운 교육시스템하에서 학생들은 11년 교과과정을 밟을지 또는 직업고등학교를 갈 것인
지 선택할 수 있음. 따라서 직업고등학교의 신입생 유치 경쟁이 심화될 것이므로 교육 품
질이 낮은 직업고등학교는 신입생의 확보가 어려워져서 폐교될 것으로 예상됨. 11년 교과
과정을 도입할 학교의 숫자, 폐교될 직업고등학교의 숫자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임.
□ 직업교육훈련을 관할ㆍ관리하는 정부 부서의 분권화도 진행되고 있음.
- 이제까지 직업교육을 총괄적으로 관할하였던 중등전문직업교육센터(CSSVE)는 폐지되고,
직업교육 분야에 따라 관련 정부부서가 직업고등학교를 관할하여 교과과정, 표준 등을 관
리하며 인력 양성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더불어 정부부서별로 담당하는 직업교육을 조정ㆍ조율하는 조직이 신설될 예정임. 신
설 조직이 각 직무분야별 교과과정의 공통 기본틀을 제시하고, 직무분야별 구체적인 교과과
정은 관련 정부부서에서 그 분야의 노동수요에 맞도록 작성ㆍ관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고용노사관계부 산하에 있는 소수의 직업훈련센터는 성인(실업자, 이직자, 이주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과정을 제공하고 있음.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직업훈련센터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되고 있으나 기존의 직업훈련센터는 이러한 수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
자료: 타슈켄트 소재 세계은행, GIZ, UNESCO, SDC 사무소 전문가와의 면담(2017. 10. 5~6, 우즈베키스탄) 결과를
저자가 정리한 내용.

1) 교육에 대한 접근
교육 시설의 충분한 확보는 교육에 대한 접근도 제고를 위한 필요조건이다.
2000년대 이후 우즈베키스탄의 고등학교 숫자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였다. 인
문계 고등학교는 2000년 47개에서 2015년에는 144개로, 직업고등학교는
2000년 301개에서 2015년에는 1,423개로 대폭 증가하였다. 전체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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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약 90%가 직업고등학교이며, 고등학생의 약 93%가 직업고등학교에 등록
하고 있다(표 2-12 참고).29)

표 2-12. 우즈베키스탄의 고등학교 현황
(단위: 학교 수–개, 학생 수–천 명)

항목
학교
수

학생
수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고등학교 전체

1539

1540

1551

1556

1557

1567

인문계 고등학교

143

142

143

143

143

144

직업 고등학교

1396

1398

1408

1413

1414

1423

고등학생 전체

1623.1

1711.9

1685.9

1626.9

1559.3

1498.6

인문계 고등학교

108.3

112.9

112.0

111.9

108.5

103.7

직업 고등학교

1514.8

1599.0

1573.9

1515.0

1450.7

1394.9

고등학교 입학생 수

570.8

573.9

553.8

533.8

505.3

486

고등학교 졸업생 수

445.6

474.5

555.1

539.8

534.5

518.3

65

65

64

66

68

69

274.5

253.0

258.3

259.3

261.3

264.3

고등교육기관 수
고등교육기관 학생 수

자료: Center for Economic Research(2016), pp. 130-131.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이미 초중등 교육이 무상ㆍ의무 교육으로 제공되어 있
어 일반 교육에 대한 접근도는 매우 높은 상태로 초ㆍ증등 교육 등록률이 약
98%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그림 2-9]에서 볼 수 있듯이 우즈베키스탄에서
는 고등학교의 등록률이 거의 100%에 육박하며, 졸업률도 약 95%에 이른다.
이는 2009년 이후 고등학교 과정이 의무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른 결과인 것으
로 보인다. 고등학교에서 제공되는 직업교육의 성과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직업
교육의 품질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적어도 양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즈베키스탄의 고등학생 연령의 90% 이상이 직업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29) 그러나 고등학교 수의 확대가 교육품질을 담보하는 충분조건은 아님. 교육 기자재, 교사, 교과과정, 노
동시장과의 연계 등을 포함하여 인적ㆍ물적ㆍ제도적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는 것이 교육품질의 개
선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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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우즈베키스탄 고등학교의 등록률(2002~13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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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enter for Economic Research(2015a), p. 27.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여학생의 접근도에 있어서도 매우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직업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비율이 96%(2013년)에
달하며, 인문계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74%(2013년)로 다소 낮게 나타나
고 있다(그림 2-10 참고).

그림 2-10. 우즈베키스탄 고등학교의 여학생 비중(여학생 수÷남학생 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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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enter for Economic Research(2015a),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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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사 및 교과과정
교육의 품질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 중의 하나가 교사 1인당 학생 수이다. 우
즈베키스탄 중등교육기관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중저소득국 그룹(세계은행
기준)의 절반보다도 낮아서 매우 양호한 상태이다. 고등학교의 교사 1인당 학
생 수는 중고소득국의 수준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2-13 참고).

표 2-13. 우즈베키스탄 중등교육기관의 교사 1인당 학생 수
(단위: 명)

항목

국가/그룹

2000

2005

2010

2012

2013

2014

2015

우즈베키스탄

11.5

13.3

13.0

12.8

11.7

10.9

10.7

중등교육기관의

중저소득국

24.4

23.2

20.9

21.9

23.0

23.4

23.4

교사 1인당 학생 수

중고소득국

16.3

16.8

15.4

14.9

15.4

14.9

14.7

고소득국

13.6

13.0

12.6

12.7

12.9

12.9

12.9

-

-

-

19.0

18.7

16.2

15.5

우즈베키스탄
고등학교의 교사

중저소득국

22.7

21.2

18.8

20.2

24.7

25.3

25.2

1인당 학생 수

중고소득국

15.3

16.6

15.4

15.1

16.3

15.6

15.2

고소득국

13.0

12.7

12.5

12.5

12.8

12.9

12.8

-

-

-

10.6

9.3

9.0

8.9

우즈베키스탄
중학교의 교사

중저소득국

25.6

24.7

22.6

23.5

22.0

22.1

22.1

1인당 학생 수

중고소득국

16.8

16.8

15.5

14.8

14.8

14.4

14.2

고소득국

14.3

13.3

12.8

13.0

13.1

13.0

12.9

자료: World Bank, DataBank(검색일: 2017. 7. 10).

2013년 현재 인문계고등학교의 경우 고등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의 비율이
99.4%, 직업고등학교의 경우에는 91.7%로 나타나고 있어 고등학교 교사의 자
격수준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Center for Economic Research 2015a, p.
32). 이와 같이 양적ㆍ질적 측면에서는 교사 확보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나고는
있으나, 교사 역량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재교육은 미흡한 상태이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중학교 졸업생의 90% 이상이 직업고등학교에 진학하
는데, 직업고등학교의 교과과정은 보통교과 40%와 전공교과 60%로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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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전공교과는 이론과 실습 과목으로 나누어지는데, 실습과목의 비율이
65%이다.30) 그러나 직업고등학교의 교육훈련 및 실험장비 기반이 여전히 미
흡하며, 교사 훈련 및 재교육 수요도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한국국제
협력단 2015a, p. 44).
직업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률은 90%에 달하지만 졸업생의 45~50%만이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취업하고 있으며, 졸업생을 고용한 기업의 만족도가 그리
높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사
업장애요인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중의 약 35%가 우수한 기술인력의 부족이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장애요인 또는 매우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한국국제협력단 2015a, p. 38). 또한 2013년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공업 부문에 속하는 응답 기업의 절반이 노동시장에서 자신이 원
하는 고급의 기술인력을 찾기 어렵다고 대답하였다(그림 2-11 참고).

그림 2-11. 우즈베키스탄 기업의 전문 인력 확보 애로에 대한 설문조사(대학교육을 이수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
(단위: %)

공업

49
41

건설, 운송, 통신
14

유통

32

사회적 서비스

42

기타 서비스
35

전체
0

10

20

30

40

50

60

자료: World Bank(2016c), p. 33.

30) 2013년 대통령령을 통해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실습시간 확대를 목적으로 직업고등학교 실습과
목의 비중을 55%에서 65%로 확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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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에 대한 정부지출
우즈베키스탄의 GDP 대비 교육 분야 정부지출의 비중은 7~7.5%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나, 2000년 이후 GDP 자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교육
분야 정부지출의 절대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또한 정부지출에서 교육 분
야는 3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2-14 참고).

표 2-14. 우즈베키스탄 정부지출의 부문별 구성(GDP 대비 비중)
(단위: %)

항목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1.46

21.51

21.62

21.37

21.52

21.16

12.56

12.48

12.73

12.53

12.67

12.44

교육

7.16

7.18

7.38

7.28

7.31

7.10

보건

2.75

2.86

3.13

3.07

3.09

3.05

문화 및 스포츠

0.25

0.24

0.23

0.24

0.25

0.23

과학

0.13

0.14

0.14

0.14

0.13

0.13

사회보장

0.09

0.09

0.09

0.09

0.09

0.09

2.10

1.77

1.67

1.33

1.24

1.23

-

-

-

0.31

0.48

0.51

NGO 및 시민사회단계에 대한 지원

0.01

0.01

0.01

0.01

0.01

0.01

경제부문에 대한 지출

2.43

2.48

2.40

2.28

2.30

2.23

1.38

1.41

1.17

1.19

1.11

1.07

0.79

0.81

0.88

0.95

0.97

0.94

4.30

4.32

4.43

4.41

4.47

4.47

정부 수입

21.79

21.94

22.05

21.70

21.73

21.30

재정 수지

0.34

0.43

0.43

0.33

0.21

0.14

정부 지출
사회부문에 대한 지출

아동이 포함된 가정을 포함하여
가계부문에 대한 사회적 보조
농촌지역 주택 건설 프로그램에
대한 공동 투자 지출

중앙정부의 투자(centralized
investments) 지출
행정부, 사법부, 시민자치기구 등의
운영 및 관리 비용
기타

자료: Center for Economic Research(2016), p.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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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의 교육부문에 대한 지출 비중(정부지출 대비 비중, GDP 대비
비중)은 유사한 소득수준의 국가그룹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치이다. 중저소
득국과 중저소득 유럽/중앙아시아 국가그룹(세계은행 기준)의 경우 교육부문
에 대한 정부지출의 GDP 대비 비중이 3-4% 수준인데 반해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는 7-7.5%에 달하고 있다(표 2-15 참고).31)

표 2-15. 우즈베키스탄 정부지출의 교육부문 비중 및 중등 직업교육 학생의 비중
(단위: %)

항목

국가/그룹

2000

2005

2010

2012

2014

2016

우즈베키스탄

-

-

-

-

-

-

교육부문에 대한

중저소득국 그룹

13.3

14.5

16.4

15.4

-

-

정부지출(정부지출

유럽 및 중앙아시아 국가

대비 비중)

그룹(IDA & IBRD

11.6

12.6

11.2

11.3

-

-

국가들)
우즈베키스탄

-

-

-

-

-

-

교육부문에 대한

중저소득국 그룹

3.1

3.1

4.0

3.4

-

-

정부지출(GDP 대비

유럽 및 중앙아시아 국가

비중)

그룹(IDA & IBRD

3.3

3.6

4.3

4.0

-

-

국가들)
우즈베키스탄

11.3

-

-

36.9

37.1

35.7

중등학교 학생 중

중저소득국 그룹

5.0

5.0

5.1

5.5

5.3

-

직업교육 학생의

유럽 및 중앙아시아 국가

비중

그룹(IDA & IBRD

15.3

16.3

18.5

19.3

18.8

-

우즈베키스탄

-

-

0.1*

3.2

3.4

2.5

학교 미등록 청소년

중저소득국 그룹

34.8

28.4

22.9

20.4

19.4

-

(중학생 연령 인구

유럽 및 중앙아시아 국가

대비 비중)

그룹(IDA & IBRD

11.0

9.0

5.8

4.6

4.1

-

국가들)

국가들)
주: * 2009년 수치임.
자료: World Bank, DataBank(검색일: 2017. 10. 15).

31) 중등학교 학생 중 직업교육 과정에 속하는 학생의 비중에 있어서도 비교대상 국가 그룹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이는 우즈베키스탄에서 2000년대 후반 이후 직업고등학교의 숫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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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교육부문에 대한 정부지출의 교육단계별 비중을 보면 중학교
교육에의 지출비중이 약 56%로 가장 크다.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교육(인문계
및 직업 고등학교)에의 지출비중이 20%를 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직업고등
학교에 배정되고 있다(그림 2-12 참고). 이는 고등학교 교육에서 직업고등학
교가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2-12. 우즈베키스탄 교육부문에 대한 정부지출의 교육단계별 비중(2011년)
(단위: %)

기타, 12.3

취학 전 교육,
10.2

대학, 5.4
인문계고등학교,
1.9

직업고등학교,
19.5

중학교
(General secondary
education), 56.1

자료: Center for Economic Research(2015a), p. 34.

글상자 2-3. 우즈베키스탄 고등교육부의 직업교육 정책 방향32)

□ 2017년에 들어오면서 신정부하에서 직업교육훈련정책이 강화되고 있음.
- 교육부는 선진국 경험 및 국제 표준을 반영하여 우즈베키스탄의 직업교육시스템을 개선하
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교육 품질의 개선을 위해 국제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교육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의 강화를 모색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에서 직업교육훈련은 주로 20~30대를 대상으로 제공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산업구조가 변화하여 더 이상 기존의 직무에 대한 수요가
없어져 직무 전환이 필요한 노동인력에 대한 직업훈련)도 강화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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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2-3. 계속

□ 2017년 2월 국가발전을 위한 실행전략이 발표되었으며 교육시스템 발전 전략도 포함되어 있음.
- 대통령령에 따라 교육부와 고용노사관계부가 공동으로 직업교육훈련시스템의 개선 방향에
대한 문서(concept)를 작성하고 있음. 경제사회발전계획, 산업구조 변화 등에 맞추어 직업
교육훈련을 강화해나갈 분야를 결정할 예정임.
- 이 문서에 담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직업교육 모듈(전공) 수의 축소
∙ 직업교육의 품질 제고를 위한 평가 강화 및 평가 역량의 향상
∙ 이론보다 실습교육 강화
∙ 실습 담당 교ㆍ강사의 역량 강화
∙ 실습 시설ㆍ장비에 대한 예산 지원
- 직업교육훈련 모듈(현재 240개) 중에서 인력수요의 변화를 고려하여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모듈 분야로는 자동차 분야, 수출량 증가가 예상되는 농업 분야, FDI 유입이 예상되는 산
업 분야, 의료ㆍ교육 등의 서비스 분야를 들 수 있음.
□ 5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 및 인력양성 계획은 작성된 바 없음.
- 국가 차원의 5개년 발전계획, 주요 지역별 3개년 개발계획이 작성되고는 있으나 중장기 인
력수급을 위한 계획은 없음. 노동수요 변화에 따라 새로운 직종이 나타나면 교육부가 해당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 고용노사관계부가 3년마다 주요 지역별로 기업, 공장 등의 설립 계획을 바탕으로 직무별
노동수요량을 조사하여 교육부에 제공하면 교육부가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전공 학과)을
개발하여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자료: 우즈베키스탄 고등교육부 직업교육국장(Rustamov Rahmatullo) 면담(2017. 7. 11, 우즈베키스탄) 내용을 저자가
정리.

나. 성인에 대한 직업훈련
우즈베키스탄은 정규학제에 의한 직업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비정규
직업훈련은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서 고용노사관계부 산하의 직업훈련센터
에서 실업자를 위한 재취업 프로그램이 소규모로 제공되고 있다. 청소년층의
32) 우즈베키스탄 고등교육부 직업교육국장(Rustamov Rahmatullo) 면담(2017. 7. 11, 우즈베키스탄)
및 고등교육부 차관(Xolmuxamedov Murodullo Maxmudovich) 면담(2017. 7. 7, 우즈베키스탄)
을 통해 신정부의 직업교육 관련 개혁조치와 한국의 지난 지원에 대한 평가를 파악한 내용은 [부록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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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직업교육에 대한 접근가능성은 대폭 강화되어 왔으나, 성인을 위한 교육
훈련 기회는 매우 제한적인 상태로 남아있다(UNESCO 2017, p. 18).
한국의 지원으로 타슈켄트에 연간 3~5천 명 규모로 직업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직업훈련원이 설립되었고, 최근 사마르칸트에도 한국의 지원으로 직업훈
련원이 설립되어 가동되고 있으며, 사흐리삽즈 시에 작은 규모의 직업훈련원이
운영되고 있다. 직업훈련원에서는 실업자의 취업을 위해 산업체와 취업약정을
체결하고 훈련과정(1개월, 3개월, 6개월 과정)을 산업체 맞춤형으로 제공하며,
훈련비는 국가가 부담한다(한국국제협력단 2015a, pp. 44~45).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이외에 재직근로자, 전직희망자, 취약계층 등을 위
한 훈련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공공기관, 대기업 등이 재직근로자를 위
해 자체 훈련센터를 운영하는 경우가 일부 있으나 여타 중소 민간기업, 합작기
업 등은 자체적인 재직근로자 직업훈련을 제공할 역량이 미흡하다. 전국적으로
주요 지역에 사설 직업훈련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훈련시설의 지정 및 인정
(accreditation) 기준이 없어서 훈련프로그램의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
고 있다. 또한 기술ㆍ기능 인력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국가역량체계(NQF),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자격검정제도 등도 구비되어 있지 않다(한국국제협
력단 2015a, pp. 46~47).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교육 분야 지출은 GDP의 7~8%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
지하고 있으며, 이 중 약 75%가 중등교육(일반 중등 및 중등전문직업 교육)에 지
출되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성인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정부지출은 매우 낮은 수
준인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통계치가 집계되지 않고 있어서 성
인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적절한 정책의 수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 고용노사관계부의 지원으로 일부 직업고등학교에서 실업자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으나, 재원의 부족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직
업고등학교가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UNESCO 2017, pp. 20-21).33)
33) 독일의 원조사업으로 2002~06년 독일 성인교육협회(DVV)가 직업고등학교에서 성인 실업자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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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개발에 따라 산업구조와 노동수요가 변화하기 되
면 새로운 직종 및 기술 분야에 대한 직업훈련, 이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재직
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재훈련, 해외에서 귀국하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직
업훈련 등에 대한 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성인
직업훈련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직업훈련 수요를 수용할 여력 및 역량이 크게
미흡한 상태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실업자 직
업훈련원 건립방안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각령｣(2017)을 통해 실업
자 및 성인에 대한 직업훈련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다(글상자 2-4 참고). 이 내
각령에 따라 2020년까지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도시지역에 11개의 공공 직업
훈련원이 추가로 설립될 예정이며, 한국은 KOICA를 통해 2개의 직업훈련원
설립을 무상 지원하기로 되어 있다(표 2-16 참고).34)
직업훈련원의 양적인 증가와 관련하여 향후 중요한 협력 분야는 다수의 직
업훈련원에 대한 관리ㆍ운영 지원이다. 우즈베키스탄 고용노사관계부는 기존
에 건립된 직업훈련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역량과 제도를 갖추지 못하고 있
다. 관리ㆍ운영에는 직업훈련원 전체를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의
설립과 직업훈련원 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수요
조사 및 적절한 수준의 훈련 제공, 표준화된 훈련장비 및 교재의 제공, 새로운
장비 등의 도입에 따른 훈련교사의 역량강화 등이 필요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재정지원을 통해 훈련원이 설립되고 운영될 계획이기 때문
에 우즈베키스탄 고용노사관계부 및 직업훈련원 지원에 참여하는 외국의 원조
기구들과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상으로 계속 직업훈련을 제공하였던 사례가 있음(UNESCO 2015, p. 23).
34) 한국의 지원으로 설립된 타슈켄트 훈련원은 기계, 자동차정비, 전기전자, IT 전공, 사마르칸트 훈련원
은 전기, 용접배관, 자동차정비, 정보기술(ICT) 전공을 제공하고 있음. 또한 한국의 지원으로 2018년
개원 예정인 사흐리삽즈 훈련원은 IT, 기계, 방적, 전기, 봉제 전공을 개설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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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2-4. ｢실업자 직업훈련원 건립방안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각령｣의 주요 내용

□ 우즈베키스탄은 신임 대통령이 취임한 후 실업자 직업훈련에 관한 내각령을 발표하여
2017~20년 실업자 직업훈련원의 단계별 설립 방안을 제시하였음.
- 이 내각령은 실업자 재교육 및 근로자 역량강화를 위해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직
종과 전공에 대한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직업훈련원은 국립교육기관으로 우즈베키스탄 고용노사관계부에 귀속되며, 직업훈련원의 교
수학습지침은 고등교육부 산하기관인 중등전문직업교육센터가 담당함. 고용노사관계부는 중
등전문직업교육센터와 공동으로 직업훈련원의 정관, 직업훈련원의 정원계획표 등을 작성하
여 승인함.
□ 추가 설립될 직업훈련원의 역할
- 한시적 실업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직업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노동시장에서 요구되
는 직종 및 전공에 대한 재교육 및 역량강화 과정을 최대 1년 동안 무상으로 제공
- 고용노사관계부에 실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구직자, 고용주가 의뢰하는 근로자를 대상
으로도 입학정원의 15% 내에서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직종에 대한 직업훈련 단기과정을
유상으로 제공*
□ 주요 훈련분야
- 직업훈련원이 설립되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평균 5개 정도의 직종 및 전공이 배정되었음.
- 직종 및 전공: 전기 및 전자, 정보기술, 수산물 양식 및 가공기술, 건설공사, 자동차 수리
및 유지보수, 냉각장치 운영기술, 봉제 및 섬유제조기술, 용접, 기계, 관광 및 서비스 분야
(종업원, 미용사, 안내원), 작물생산 및 농산물가공, 축산업, 양계업, 양봉업, 모피 및 가죽
제품 제조ㆍ수선, 육류 및 유제품 가공, 특수 장비 운영(굴착기 운전기사, 기중기 운전기사
및 기타), 수력장치 운영, 농업기계 수리 및 관리 등
- 한국의 경우 전기 및 전자, 정보기술, 봉제, 기계제조, 미용제품, 자동차 수리 및 유지보수,
관광 및 서비스 분야(종업원, 미용사, 안내원), 건설공사 직종을 지원할 계획임.
□ 직업훈련원 설립 재원의 조달
- 직업훈련원 건설 및 장비: 공여국 및 국제금융기구의 증여와 양허성 차관
- 카라칼파크스탄 자치공화국각료회의 및 지방자치정부 시설의 재건축, 대규모 수리 및 장비
설치: 우즈베키스탄 국가고용지원기금
- 우즈베키스탄 지역 내로 반입되는 교육 및 연구용 설비와 기자재의 보관, 수속 및 운송:
우즈베키스탄의 고용지원기금
- 건설부지: 우즈베키스탄 정부
주: * 우즈베키스탄에는 실업자를 등록된 실업자와 등록되지 않은 실업자로 구분하고 있음. 등록된 실업자의 경우 국가가
제공하는 직업교육훈련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지만, 등록되지 않은 실업자는 자비로 직업교육훈련을 받아야 함.
자료: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입법회의 관보(2017. 4. 10), p.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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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성인 직업훈련원 설립 계획: 2017~20년
#

지역

도시

인원

1.

카라칼파크

누쿠스 시

240

공화국

직종 및 전공
1. 전기 및 전자

안디잔 주

안디잔 시

240

자금출처

2. 정보기술

공여국의 증여

3. 수산물 양식 및 가공기술

국제금융기구의

4. 건설공사
2.

시행기간

2018~20 국가고용지원기금

1. 자동차 수리 및 유지보수

양허성 차관
2019~20 국가고용지원기금

2. 냉각장치 운영기술

공여국의 증여

3. 전기 및 전자

국제금융기구의

4. 정보기술

양허성 차관

5. 봉제 및 섬유제조
3.

부하라 주

부하라 시

240

1. 자동차 수리 및 유지보수

2018~20 국가고용지원기금

2. 정보기술

공여국의 증여

3. 건설공사

국제금융기구의

4. 용접

양허성 차관

5. 관광 및 서비스 분야 (종업원, 미용
사, 안내원)
4.

지자크 주

지자크 시

240

1. 용접 및 기계

2019~20 국가고용지원기금

2. 자동차 수리 및 유지보수

공여국의 증여

3. 전기 및 전자

국제금융기구의

4. 봉제 및 섬유제조

양허성 차관

5. 작물생산 및 농산물가공
6. 축산업, 양계업, 양봉업
5.

나보이 주

나보이 시

240

1. 정보기술

2019~20 국가고용지원기금

2. 전기 및 전자

공여국의 증여

3. 모피 및 가죽제품 제조ㆍ수선

국제금융기구의

4. 육류 및 유제품 가공

양허성 차관

5. 특수장비 운영(굴착기 운전기사,
기중기 운전기사 및 기타)
6.

나망간 주

나망간 시

240

1. 냉동장치 유지관리

2019~20 국가고용지원기금

2. 전기 및 전자

공여국의 증여

3. 정보기술

국제금융기구의

4. 봉제 및 섬유제조

양허성 차관

5. 특수장비 운영(굴착기 운전기사,
기중기 운전기사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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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계속
#

지역

도시

7. 스르다랴 주 굴리스탄 시

인원
240

직종 및 전공
1. 전기 및 전자

시행기간

자금출처

2019~20 국가고용지원기금

2. 수력장치 운영

공여국의 증여

3. 특수장비 운영(굴착기 운전기사,

국제금융기구의

기중기 운전기사 및 기타)

양허성 차관

4. 농업기계 수리 및 유지관리
5. 봉제 및 섬유제조
8.

수르한다랴 테르메즈 시

240

주

1. 과일, 야채 및 박과 가공

2018~19 국가고용지원기금

2. 정보기술

공여국의 증여

3. 특수장비 운영 및 수리 (굴착기

국제금융기구의

운전기사, 기중기 운전기사 및 기

양허성 차관

타)
4. 농업기계 수리 및 관리
5. 양봉업 전문가 양성
9. 타슈켄트 주 투이쩨파 시

240

1. 전기 및 전자

2019~20 국가고용지원기금

2. 정보기술

공여국의 증여

3. 봉제 및 방직 설비

국제금융기구의

4. 수력 및 배수 시스템 수리 및 관리

양허성 차관

5. 특수장비 운영(굴착기 운전기사,
기중기 운전기사 및 기타)
10. 페르가나 주 코칸드 시

240

1. 전기 및 전자

2017~19 한국정부의

2. 정보기술

무상원조

3. 봉제
4. 기계제조
5. 미용제품
11. 호레즘 주 우르겐츠 시

240

1. 자동차 수리 및 유지보수

2018~19 한국정부의

2. 정보기술
3. 관광 및 서비스 분야 (종업원, 미용
사, 안내원)
4. 봉제
5. 건설공사
자료: Government of the Rep. of Uzbekistan(2017b), ПРИЛОЖЕНИЕ 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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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원조

다. 직업교육훈련 개발수요
향후 우즈베키스탄 경제의 성장과 산업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산업구조의 변
화와 더불어 노동수요에도 큰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부응
하는 새로운 지식, 기능 및 직무능력을 지닌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
게 될 것이며, 정보기술을 포함하여 새로운 기술의 활용 능력에 대한 요구도 높
아질 것이다. 따라서 직업고등학교에서는 새로운 노동수요에 부합하는 역량을
지닌 졸업생이 배출되어야 할 것이며, 기존의 재직자 또는 실업자가 변화하는
노동수요에 부응하거나 전직을 위해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도 충분히 제공되어
야 한다. 이를 고려하여 우즈베키스탄의 직업교육훈련 분야 개발수요를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1) 중장기 인력양성계획의 작성 및 이행
현재 지역별로 기업들의 단기적인 인력수요를 파악하여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직업교육 과정을 즉흥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상태이며, 산업 개발에 필요
한 기술 및 숙련인력의 수요를 모니터링하고 예측하는 시스템이 없어서 노동시
장이 필요로 하는 숙련인력의 수급 불일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UNESCO
2017, p. 23).35) 국가개발전략, 특히 산업개발전략에서 주요 산업부문별로 향
후 예상되는 노동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중장기 인력양성계획의 작성 및 이행이
병행되어야 개발전략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2)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의 도입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직업교육훈련은 정규 직업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성인에 대한 직업훈련은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향후 성인에 대한 직업
훈련 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35) 제2장 ‘1. 가.’와 ‘1. 다.’ 및 [글상자 2-3]의 설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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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이 필요하다.36) 중장기 로드맵에는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의 개선을 위
한 비전, 단계별 목표, 효과적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일정이 포
함되어야 할 것이다.

3) 직업교육훈련 시스템과 노동시장의 연계 강화
새로운 노동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시스템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현재 고등학교 졸업생의 약 10%만이 대학에
진학하고 나머지는 노동시장에 진입하므로 숙련ㆍ기술 인력을 양성함에 있어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산업구조 및 노동수요의 변화에
맞추어 직업교육훈련의 분야, 교과과정, 교육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ㆍ혁신하
는 것이 필요하다.37) 이를 위해서는 실용적인 훈련프로그램의 고안 및 실행,
졸업생에 대한 성과 평가 등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직업고등학교
와 고용기업 간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ㆍ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
한 새로운 직업교육훈련 수요에 부응하는 직업교육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의 역량 개선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양적ㆍ질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
이다.

4) 성인 직업훈련을 위한 인프라의 확충
직업고등학교 졸업생의 대부분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취업을 하더라도 추
가적인 교육 및 훈련 기회가 거의 없는 상태이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성인을 위한 직업훈련 필요성이 크게 증가될 것
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성인을 위한 직업훈련기관의 양적ㆍ질적 공급 역량
은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38) 따라서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성인에 대한 추가 직
업교육훈련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법ㆍ제도를 정비하고, 성인의 직업
36) 제2장 ‘1. 가.’ 및 ‘2. 나.’의 설명 참고.
37) 제2장 ‘2. 가. 2)’의 설명 참고.
38) 제2장 ‘2. 나.’의 설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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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수요(새로운 직무분야로 이직해야 하는 노동자의 직무능력 취득, 기존 취
업자의 직무능력 향상, 기업의 재직자 재훈련, 귀국하는 해외 이주노동자의 직
무능력 습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성인 대상 직업훈련
시설을 질적ㆍ양적으로 대폭 확충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전국의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 직업훈련센터를 증설하여 성인
직업훈련 제공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이와 더불어 민간 직업훈련프로그램
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법ㆍ제도ㆍ재정적 지원을 점차적으로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5) 직무 자격의 신뢰도 및 수용성 제고
중장기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국가역량체계(NQF), 직업훈련기관
의 인정제도 등을 도입ㆍ적용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의 공급기반을 확대하고
직무 자격의 신뢰도 및 수용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39) 성인을 위한 공공
직업훈련원과 더불어 다양한 종류의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역할 및 비중의 확대
가 필요한바, 이를 위해서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인정, 자격 인증 등의 제도적
보완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직업훈련 여건 및
수준을 고려할 때, 한국이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 운용하였던 국가자격제도를
먼저 도입ㆍ운용하고, 중장기적으로 포괄적인 직무자격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구축해나가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6)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의 개선
향후 양질의 직업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훈련
의 품질 및 성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40) 국제적인 평가기준
을 참고하되 우즈베키스탄의 직업교육훈련체계, 노동시장 여건 등에 적합한 평

39) 제2장 ‘2. 나.’의 설명 참고.
40) [글상자 2-3]의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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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준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품질 및 성과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직업
교육훈련의 양성 간ㆍ지역 간 불균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7) 정보 수집 및 확산 시스템의 구축
최근의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적절한 정책방향
수립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 분야를 포함하여 교육 분야 전반에 대한 정보
수집 및 확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41)

41) 제2장 ‘2. 나.’의 설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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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우즈베키스탄의 직업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1. 주요 개발협력기관의 지원 현황
2. 주요 개발협력기관의 지원전략 및 주요 사업
3. 시사점

본 장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주요 개발협력기관의
지원 현황, 주요 사업 및 지원전략을 분석함으로써 이 기관들이 어떻게 원조효
과성 및 개발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지를 파악하고 한국의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1. 주요 개발협력기관의 지원 현황
ADB, 세계은행 등을 비롯한 다자간 개발은행뿐만 아니라 일본, 독일, 한국,
미국 등의 공여국이 우즈베키스탄의 사회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원조사업을 진행해왔다. [표 3-1]에서 알 수 있듯이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원조
총액은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으며 2015년에는 약 5억 달러(지출액 기준)에 이
르렀다.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원조를 유형별로 보면 전체 원조에서 무상 원조
의 비율이 약 35%이며, 양자 원조보다는 다자 원조(약 60%)가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표 3-2 참고). 한국은 2010~15년간 지출액 기준으로 상위 5위에 해
당하는 주요 공여국 중의 하나이다.

표 3-1.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전체 원조의 공여국별ㆍ기관별 분포
(단위: 백만 달러, 지출액)

순위

국가/기관

2006

2010

2012

2014

2015

2010~15 합계

1

ADB

-

34.626

52.665

86.832

119.084

415.706

2

World Bank

13.837

30.135

44.075

69.107

110.086

352.467

3

일본

27.173

24.773

17.844

54.438

154.146

319.455

4

독일

17.562

26.99

40.116

21.379

14.43

153.415

5

한국

5.203

37.808

22.419

16.444

18.226

133.549

6

미국

57.875

17.924

11.322

23.564

10.358

100.383

7

Global Fund

5.834

3.771

41.056

10.109

10.143

79.56

8

EU Institutions

12.493

5.725

3.168

6.477

11.797

4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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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계속
(단위: 백만 달러, 지출액)

순위

국가/기관

2006

2010

2012

2014

2015

2010~15 합계

9

쿠웨이트

-

21.704

4.505

1.409

2.505

38.414

10

GAVI

-

6.848

1.591

14.744

8.986

38.395

11

UNDP

3.798

6.47

5.174

3.759

3.345

28.928

12

UNICEF

2.617

3.532

2.906

3.495

4.861

21.274

13

스위스

4.06

1.07

2.56

3.994

4.867

17.718

14

GEF

0.476

2.222

2.962

3.142

3.414

16.68

15

프랑스

2.557

2.023

1.926

1.446

6.977

16.288

40.241

98.779

다자간 원조기관

162.49

211.65

280.187

1,047.75

DAC 국가 전체

117.73

113.78

100.4

124.54

212.849

763.48

원조 총액

157.97

234.3

267.47

337.7

501.312

1,855.71

주: GAVI: 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zation.
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
OFID: OPEC Fund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자료: OECD, CRS DB(검색일: 2017. 9. 22).

표 3-2.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원조의 유형
(단위: 백만 달러, 지출액 기준)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유상

120.01

143.87

193.92

219.53

384.17

무상

100.78

130.2

114.36

125.06

117.14

104.982

131.308

126.044

221.125

162.491

169.73

211.647

280.187

양자
다자

88.987
124.91

자료: OECD, CRS DB(검색일: 2017. 9. 22).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원조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2015년
기준으로 전체 수원국에 대한 원조 총액의 0.3%, 아시아 지역 수원국에 대한
원조액의 0.9%을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큰 규모라고 할 수는 없다(표 3-3
참고).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GNI 대비 원조액 비율(2011~15년 평균)은 약
0.5%로 전 세계 수원국의 평균치와 유사하며 아시아 지역 수원국의 평균치보
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표 3-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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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원조의 규모 비교
(단위: 백만 달러, 지출액 기준)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우즈베키스탄

220.8

274.1

308.3

344.6

501.3

카자흐스탄

223.9

159.4

158.2

125.3

131.2

키르기즈스탄

516.5

466.2

513.8

578.7

832.4

투르크메니스탄
중앙&남아시아 전체

40.1

38.1

35.2

35.1

27.1

22259.4

21150.6

26324.1

23188.9

24287.5

아시아 전체

45358.9

40705.2

55113.5

60763.2

56586.3

수원국 전체

144549.0

138758.6

159321.8

165692.3

174083.7

자료: OECD, CRS DB(검색일: 2017. 9. 22).

표 3-4. ODA/GNI 추이 비교
(단위: 백만 달러, 지출액 기준)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우즈베키스탄

0.58

0.43

0.49

0.5

0.5

0.66

카자흐스탄

0.17

0.12

0.07

0.04

0.05

0.05

키르기즈스탄*

8.55

9.45

7.31

7.66

8.66

12.16

투르크메니스탄

0.21

0.16

0.12

0.1

0.09

0.07

중앙&남아시아 전체

0.79

0.78

0.64

0.72

0.65

0.65

아시아 전체

0.34

0.3

0.24

0.29

0.33

0.28

수원국 전체

0.69

0.65

0.57

0.61

0.64

0.65

주: * 2015년 기준 키르기스스탄의 1인당 GNI(Atlas method, 경상 US달러 기준)는 주변국(투르크메니스탄 7,120달러,
우즈베키스탄 2,170달러)들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며, 정부 지출에서 ODA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52%로 매우
높은 상태임.(World Bank, DataBank(검색일: 2017. 9. 22)).
자료: OECD, CRS DB(검색일: 2017. 9. 22).

2010~15년 동안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전체 원조가 분야별로 배분된 상태
를 보면 수자원 분야에 약 17.2%, 에너지 분야에 16.4%, 그 다음으로 교육 분
야에 12.5%가 지출되어 교육 분야에 대한 원조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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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원조의 분야별 지원현황
(단위: 백만 달러)
인구 정책/프로그램,
모자보건, 3.4
기타,
6.6

정부/시민사회,
4.1

수자원
공급/위생,
17.2

다부문/범분야,
5.8
농업/임업/수산업,
10.0

에너지,
16.4

운송/저장,
11.7
보건,
12.0

교육,
12.5

주: 지출액(2010~15년 원조 합계), 경상가격.
자료: OECD, CRS DB(검색일: 2017. 9. 25).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원조 규모 상위 6개 공여국ㆍ기관을 대상으로 원조의
분야별 분포(2010~15년 합계)를 비교한 것이 [표 3-5]이다. 한국과 독일의 경
우 교육 분야에 대한 원조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일본과 미국은 상대적으로 에
너지 분야에 많은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세계은행은 농업, 에너지, 수자
원 및 위생 분야에, ADB는 수자원 및 위생, 운송 및 저장 분야에 원조를 집중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5. 주요 공여국ㆍ기관의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원조: 분야별 비중 비교
(단위: %, 총액은 백만 US달러(지출액 기준))

원조 분야

ADB

WB

일본

독일

교육
보건

한국

미국

3.2

8.5

7.3

37.3

54.4

0.5

0.0

15.2

1.7

3.9

14.8

16.4

인구 및 모자보건

0.0

0.7

0.0

4.8

0.4

2.5

수자원 공급 및 위생

52.2

19.6

0.1

0.0

1.9

0.0

정부 & 시민사회

0.1

0.1

0.8

3.1

5.8

22.2

운송 & 저장

30.7

0.0

19.9

6.0

0.2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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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계속
(단위: %, 총액은 백만 US달러(지출액 기준))

원조 분야

ADB

WB

일본

독일

한국

미국

에너지

1.1

19.3

58.0

0.1

3.8

31.2

농업/임업/수산업

3.6

36.6

2.9

0.1

5.8

4.7

다부문 & 범분야

9.0

0.0

2.1

3.6

3.9

6.8

기타

0.2

합계
원조 총액(2010~15년)

0.0

7.2

41.2

9.2

15.7

100

100

100

100

100

100

415.71

352.47

319.46

153.42

133.55

100.38

자료: OECD, CRS DB(검색일: 2017. 9. 25).

2010년 이후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교육 분야 원조는 감소하는 추세로
2015년에는 약 2천만 US달러가 지원되었다. 2006~15년의 10년 동안 우즈
베키스탄의 교육 분야에 독일, 한국, 일본, World Bank, ADB 등 원조를 제공
하였으며, 그중에서도 독일과 한국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3-6 참고).

표 3-6.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교육 분야 원조의 공여국별ㆍ기관별 분포
(단위: 백만 US달러, 지출액)

순위

국가/기관

2006

2010

2012

1

독일

9.961

9.176 14.362

2

한국

2.098 28.857

3

World Bank

-

4

일본

5

ADB

6

프랑스

2013

2014

2015

2006~15

7.818

7.916

7.060

101.631

8.017

3.599

4.919

5.858

82.298

5.680 10.428

8.480

0.768

-

34.627

3.076

3.098

4.685

4.743

3.843

1.899

32.346

-

7.142

0.787

0.160

-

-

13.132

1.154

1.038

0.880

0.984

0.931

0.891

9.954

7

스위스

0.535

0.547

0.877

0.937

0.776

1.158

9.559

8

EU Institutions

0.521

0.409

0.129

1.925

2.155

0.154

9.145

17.758 44.379 30.299 19.930 20.135 19.187

251.047

DAC 국가 전체
다자간 원조기관
원조 총액

0.784 13.675 12.206 11.138

0.966

66.947

18.542 58.054 42.504 31.068 23.725 20.204

318.102

자료: OECD, CRS DB(검색일: 2017.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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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0

2006~15년 동안 우즈베키스탄에 지원된 교육 분야 원조의 약 20%가 직업
교육훈련 분야에 제공되었으며, 연평균으로는 약 6백만 달러로 그리 큰 규모라
하기는 어렵다. 직업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원조에서도 독일과 한국이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으며 스위스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표 3-7 참고).

표 3-7.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분야 원조의 공여국별ㆍ기관별 분포42)
(단위: 백만 US달러, 지출액)

순위

국가

2006

2010

2012

2013

2014

2015

2006~15

1

독일

2

한국

4.940

0.748

6.295

0.237

1.329

0.327

28.534

0.050

10.535

0.815

1.091

1.635

2.767

23.950

3
4

스위스

0.436

0.504

0.840

0.908

0.771

1.147

9.114

일본

-

0.324

-

0.020

0.025

-

0.407

5

영국

-

-

0.007

-

0.206

0.142

0.355

DAC 국가 전체

5.426

12.111

7.958

2.256

3.966

4.383

62.360

원조 총액

5.426

12.111

7.958

2.256

3.966

4.383

62.360

주: CRS code 11330과 11430의 수치를 합한 금액임.
자료: OECD, CRS DB(검색일: 2017. 9. 27).

2. 주요 개발협력기관의 지원전략 및 주요 사업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원조의 주요 공여국ㆍ기관별로 원조를 집중하는 중점
협력분야는 [표 3-8]과 같다. 독일, 한국, 세계은행 등이 중점분야의 일부분으
로 직업교육훈련 분야에서 원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42) CRS code 11330: Vocational training - Elementary vocational training and secondary
level technical education; on-the job training; apprenticeships; including informal
vocational training. CRS code 11430은 고등교육 수준에서의 직업훈련(Advanced technical
and managerial training - Professional-level vocational training programmes and
in-service training)인데, CRS code 11430에 해당하는 원조액은 매우 미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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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주요 원조국ㆍ기관의 중점협력분야

독일

• 지속가능한 경제개발
• 보건
• 교육: 직업교육훈련 질적 향상, 교육정보화 지원

한국

• 물관리 및 보건위생: 수자원 관리 역량 강화, 영유아에 대한 보건지원 확대,
전염병 진단 및 치료 시스템 구축
• 공공행정: 전자정부 구축, 공공부문 역량 강화
• 경제 인프라(운송, 에너지) 개선

일본

• 인적자원 개발, 시장경제 체제 및 산업개발 시스템의 도입
• 농업 개혁 및 농촌 개발
• 보건

세계
은행

• 민간부문 개발(private sector growth)
• 농업경쟁력 향상 및 면화 부문 근대화
•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운송 및 정보통신기술, 에너지

ADB

• 수자원 공급 및 도시지역 인프라 개선
• 농업 및 자연자원 개발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자료: BMZ 홈페이지(검색일: 2017. 7. 23),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6), JICA(2017), World Bank(2016a), ADB(2016b)
에서 저자가 정리.

가. 양자 개발협력기관
1) 독일
가) 지원전략 개관
독일의 원조 총괄기관인 BMZ는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별도의 국가협력전략
을 작성하지는 않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의 수원국 전체에 대한 개발협력 정책
방향(The BMZ’s New Asia Policy 2015)을 보유하고 있다. BMZ는 아시아
의 수원국을 양자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가, 국가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국가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우즈
베키스탄은 양자 개발협력을 운영하는 13개 수원국 중의 하나이다.

72 • 우즈베키스탄의 직업교육훈련 개발협력 방안 연구

2015년부터 BMZ는 개별 수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양자 간 개발협력에서는
중점분야를 한 분야로 국한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지역적으로 인접한 몇 개의
수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개발협력에서는 분야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현재 BMZ의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개발협력 중점분야는 보건이지만, 직
업교육훈련도 보건과 더불어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이다. 예전에는 보건과 더불
어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이 중점분야로 포함되어 있었고 그 하위분야로 직업교
육훈련에 대한 양자 개발협력사업이 시행되었다. 따라서 BMZ는 우즈베키스탄
에 대한 개발협력에서 직업교육훈련 분야 지원에 대하여 명시적인 전략을 제시
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직업교육훈련 분야 개발협력사업이 준수해야
할 기본 지침을 보유하고 있다(글상자 3-1 참고).

글상자 3-1. BMZ의 직업교육훈련 분야 개발협력에 대한 기본 지침

□ 독일의 대외원조를 총괄하는 BMZ가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개발협력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한 전략 문서를 작성하였으며, 수원국에서 독일 원조기관이 추진하는 직업교육훈련 사업들
이 기획, 이행, 평가 등의 모든 단계에서 전략문서가 제시한 기본 방향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 독일의 교육 분야 원조는 수원국의 평생교육 지원을 지향하고 있음. 즉 취학 전 교육, 초
등교육, 중등교육 및 직업교육, 고등교육, 성인교육 등 모든 연령대에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음.
- 교육의 주요한 부분인 직업교육훈련도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초기 직업교육훈련과 계속 직업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교육 분야 및 개발협력의 여타 핵심분야에 대한 지원과 연계되어야 함.
□ 직업교육훈련 개발협력의 목표
- 독일의 직업교육훈련 원조는 수원국의 국민들이 숙련 노동인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술
역량을 습득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들이 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지원방향은 직업교육훈련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개선, 직업교육훈
련을 통한 지속가능한 빈곤감축, 직업교육훈련을 통한 사회 개발 및 통합의 촉진, 직업교
육훈련을 통한 고용가능성의 제고 등임.
- 특히 고용가능성의 제고를 위한 직업교육훈련은 다양한 그룹을 대상으로 제공되어야 함.
이미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청년층뿐만 아니라 직업능력의 습득을 원하는 학
교 중퇴자, 구직자, 부분 취업자, 소기업 운영자 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제공을 통해 고용

제3장 우즈베키스탄의 직업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 73

글상자 3-1. 계속

가능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여성층, 극빈 취약그룹, 해외고용으로부터 복귀하는
노동자 등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이 필요함.
□ 직업교육훈련 개발협력의 방식
- 직업교육훈련 분야 개발협력은 거시적ㆍ정책 수준(노동시장ㆍ직업교육훈련 관련 법ㆍ규제ㆍ
정책의 개혁에 대한 자문, 직무ㆍ자격시험 관련 표준의 도입 지원 등), 중간단계ㆍ기관 수
준(직업교육훈련 품질 인정기관의 역량 강화 지원, 직업학교ㆍ훈련센터ㆍ민간기업 간의 협
력 지원, 직업교육훈련 교사의 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의 역량 강화 지원 등), 미시적ㆍ이행
수준(교과과정ㆍ교재의 개발 지원, 직업교육훈련 워크숍ㆍ교실 등의 훈련인프라 개선 지원
등)에서 입체적인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음.
- GIZ, KfW 등 공공원조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은 직업교육훈련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함. 공
공원조기관과 더불어 종교기관, 산업협회, NGO 등이 수원국에서 각 기관의 강점을 활용하
여 상호 보완적인 방식으로 직업교육훈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성공적인 사업결과의 도출
을 위해 중요함.
- 여러 개발협력기관의 직업교육훈련 분야 지원방식이 상이한 경우가 많아서 원조조화가 원
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음. 독일은 직업교육훈련 분야 지원에서 타 개발협력기관과의
조정 및 조화를 통해 보다 많은 지원 사업ㆍ프로그램을 수행할 것임. 그 과정에서 독일이
보유한 직업교육훈련 분야 전문성, 지원방식의 신축성 등을 십분 활용함으로써 직업교육훈
련 분야 개발협력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임.
□ 직업교육훈련 개발협력사업의 성공 요인
- 노동시장 지향성: 고용 및 소득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수요에 맞추어 실습 중심의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야 함. 노동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노동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의 종류와 수요의 크기, 지역적 분포, 변화 전망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독일은 개발협력을 통해 수원국이 노동시장 정보 시스템을 구
축하도록 지원해야 함.
- 독일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의 원칙 활용: 독일의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은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어 왔기에 많은 수원국이 독일 모델을 따라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ㆍ개선하려고
시도하고 있음. 이를 지원하는 사업은 개별 수원국 고유의 여건을 고려하여 독일 모델을
변형ㆍ적용해야 할 것이지만 독일 모델의 성공에 기여한 기본적인 원칙을 따라야 할 것임.
이러한 원칙으로는 정부와 민간 부문의 긴밀한 협력, 현장 학습 중심의 교육훈련, 직무ㆍ
훈련ㆍ시험 관련 표준, 교사 및 강사의 훈련, 직업교육훈련 및 노동시장에 대한 연구, 진로
지도 등임.
- 자격체계의 구축: 노동시장의 수요를 고려한 직무 표준과 그에 기반한 자격체계의 개발이
효과적인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필수 요소임.
- 민간부문의 동참: 직업교육훈련이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합되도록 하려면 민간부문의 대표자들
이 직업교육훈련 정책의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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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교육훈련 기관의 역량 강화: 직업교육훈련의 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직업교육훈련을 제
공하는 다양한 기관의 역량 개선이 필요함. 직업교육훈련 민간기관, 비영리기관 등을 지원
하여 직업교육훈련을 확대하되 기관 인정을 통해 직업교육훈련의 품질을 유지ㆍ개선하도록
함. 기업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 자체적으로 현상 실습 중심의 직업훈련을
제공하도록 유도함.
□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지출 방식
- 대부분의 수원국에서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장기적인 재원이 불충분하여 포용적인 직업교육
훈련의 제공이 어려운 상태임. 직업교육훈련이 필요한 개인의 지불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 재원을 통해 직업교육훈련이 제공되고 있으나 공공 재원의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태
임. 따라서 직업교육훈련의 다른 수혜자인 민간부문이 직업훈련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이제까지 공공 재원은 직업훈련 공급기관에 제공되어 왔으나, 이와 함께 직업훈련 수요자
에게 재원을 제공하고 수요자로 하여금 공급기관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 수요자 기반 재원지출 방식은 직업훈련 공급기관 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기관
의 경쟁력 강화 및 품질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음.
□ 성과 지향의 모니터링과 평가
- 직업교육훈련 분야 개발협력에 대한 재원의 확대가 수원국 인력의 고용가능성 제고와 빈곤
감축이라는 성과를 담보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
기 위해서는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에 대해 성과 기반의 모니터링 및 평가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 및 교훈을 향후 지원사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자료: BMZ(2012)의 내용을 저자 재정리.

나) 직업교육훈련 분야 주요 사업
독일 원조기관은 이제까지 ICT 분야와 농가공 분야에서 직업교육을 지원하
였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ICT 분야 직업교육 지원사업(Labour-Market-Oriented Vocational
Education in the ICT Area)43)
독일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3차에 걸쳐서 우즈베키스탄 ICT 분야 직
43) 이 내용은 한국수출입은행 경협평가팀(2015), pp. 165~167를 발췌ㆍ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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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교육을 지원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의 직업고등학교에 새로운 직업교육시스
템을 적용함으로써 직업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ICT 분야
숙련노동자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중등전문직업교육센터(CSSVE)가 사업을 주관하였으
며, 32개 직업고등학교가 사업에 참여하였다.44) 독일의 원조기관인 GTZ와
KfW가 협력하여 지원을 분담하였는데, GTZ는 직무 표준 및 (중간급 ICT 전
문가 양성을 위한) 커리큘럼의 개발을 담당하였으며, KfW는 교사 연수, 워크
숍, 기자재, 교구 제공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였다(표 3-9 참고).45)

표 3-9. 독일의 우즈베키스탄 ICT 분야 직업교육 지원사업 개요

사업명

우즈베키스탄 ICT 분야 노동시장 지향적 직업교육
• 1기: 2003년 1월~2005년 1월

사업기간

• 2기: 2005년 2월~2008년 6월
• 3기: 2008년 7월~2010년 6월
• 독일: 1,296만 9,000유로

총 비용

- GTZ: 1기 127만 7,000유로, 2기 100만 유로, 3기 80만 유로
- KfW: 989만 2,000유로
• CSSVE(현물지원): 1,025만 유로

사업목표

직업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가능성 제고, ICT 분야 중간 숙련노동자의 원활한 공급

사업수행

CSSVE 및 우즈베키스탄 내 32개 직업학교

지원대상

직업고등학교 학생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경협평가팀(2015), p. 167의 [부표 3-9] 인용.

44) 2004~07년에 32개의 직업고등학교가 추가로 이 사업에 참여하였음.
45) 이 사업에 참여하였던 직업고등학교의 졸업생을 고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이
사업의 효과가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웠던 것으로 평가되었음(GIZ 2010, pp. 5-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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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가공 분야 직업교육 지원사업(Profess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Central Asia)
GIZ는 2010년부터 중앙아시아 국가 그룹(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
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
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도 이 사업에 참여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사업의 초기 단
계에 우즈베키스탄 정부(고등교육부 및 SSVE)와 GIZ의 사업관리자 간의 의사
소통 문제로 인해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 사업에 대한 참여 의사를 철회하였
다. 우즈베키스탄에 신정부가 들어선 이후 2017년 7월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 사업에 다시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46)
이 사업은 수원국별로 수원국 정부와 협의하여 우선분야를 선정하고 그 분
야의 대학과 직업고등학교를 지원한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부가가치 제고 및
수출 잠재력이 매우 큰 농가공 분야가 우선분야로 선택되었으며, 이 분야의 대
학교와 직업고등학교가 각각 2~3개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 새로운 교육프
로그램, 실험실, 장비의 지원 △ 실습중심의 직업교육 △ 민간부문(기업, 상공
회의소 등)과의 연계 △ 직업교육 교사의 재훈련(training of trainers) △ 중
앙아시아 4개국 교육기관 간의 연계를 통해 지원 대상 교육기관의 직업교육 역
량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소기업들도 선정된 교육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최신 기술과 장비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자신에 적합한 가공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재원의
한계로 인해 선정 교육기관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어려운 상태이나, 시범적
인 모델을 통해 성공적인 성과를 도출하여 다른 교육기관으로도 성공적인 모델
이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46)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자국에 대한 명시적인 지원 규모를 확인하고 싶어 하였으나, 이 사업은 여러 국
가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사업이었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에 귀속되는 재원의 규모를 사전적으로 분
리하는 것이 어려웠고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였음. GIZ 타슈켄트
사무소 liaison advisor(Djakhongir Djuraev) 면담(2017. 10. 5, 우즈베키스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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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DC(Swiss Agenc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가) 지원전략 개관
SDC는 중앙아시아 지역 개발협력전략의 일부분으로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개발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차기(2016~20년) 전략을 작성하고 있
으나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지원은 2018년에 종료될 예정이다.47) 우즈베키스
탄에 대한 전략 방향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DC의 개발협력 중점분야는 용수 공급 및 위생, 기본 교육 및 직업훈련이지
만 수자원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의 비중이 크다.48) 직업교육훈련 분야에서는
2004년부터 무상 직업교육훈련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현재 4차 사업을 진
행하고 있다.49)
우즈베키스탄에는 전국적으로 1,400개가 넘는 직업고등학교가 있으나 직업
교육의 품질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직업고등학교는
직업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산업발
전 단계를 고려할 때 우즈베키스탄에 적합한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은 중간 수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시스템이다.50) SDC는 특정 직
무분야를 대상으로 일부 선도 직업고등학교를 선정하여 노동시장과 연계된 직
업고등학교의 모범사례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51)
47) 지난 10여 년간 우즈베키스탄 경제의 소득 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빈곤이 대폭 감소되었다는 점이 그
이유임. 우즈베키스탄의 민간부문(예를 들어 상공회의소)은 선진국으로부터 시설, 장비 등의 하드웨
어 지원보다는 개발 노하우의 전수를 원하고 있음(SDC 직업교육훈련 사업관리자(Hans Dieter
Hoepfner) 면담(2017. 10. 6, 우즈베키스탄) 결과.
48) SDC(2012), pp. 31-32 참고.
49) 원조사업의 효과성은 ▹효율적인 사업 기획 및 관리 △ 기존의 다른 사업과의 연관성 △ 수혜기관과의
협력 및 수원기관의 주인의식에 크게 의존함. 개발협력기관 측의 노력뿐만 아니라 수원기관의 주인의
식, 흡수능력 등도 원조 효과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우즈베키스탄 수원기관의 원조사업에 대한 수용
태도(readiness), 흡수능력은 미흡한 상태여서 원조 효과성에 대한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SDC
직업교육훈련 사업관리자(Hans Dieter Hoepfner) 면담(2017. 10. 6, 우즈베키스탄) 결과.
50) 고품질 제품의 생산에 적합한 직업교육훈련과 대량생산에서 일부분의 작업을 담당하는 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은 다른 내용으로 구성될 것임.
51) SDC의 직업교육 지원사업 관리자는 KOICA 사업으로 설립된 직업훈련센터의 물리적 인프라(시설,
장비 등)는 매우 우수하지만 센터의 관리 측면에서는 기존 직업훈련 시스템과의 연계성이 부족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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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업교육훈련 분야 주요 사업
SDC는 2004년부터 약 30개의 직업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직업교육 지원 사
업을 진행하였다.52) 자동차산업의 자동화 기술(1~2차 사업), 수자원 관리
(3~4차 사업) 등 일부 직업분야를 선정하여 직업고등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기
업들이 직무능력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고 선정된 직업고등학교가 그에 맞는 중
간 수준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을 제공하도록 지원하였다. 이를 위
해 직업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재교육, 교과과정의 개선, 해당 분야 해외 전문가
의 파견 등이 이루어졌다.

3) UNESCO
가) 지원전략 개관
UNESCO의 대우즈베키스탄 국가협력전략53)은 교육 분야의 일부분으로 직
업교육훈련에 대한 지원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즈베키스탄의 정규교육을 위한 물리적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
이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교과과정ㆍ교자재의 품질이 낮고 교사의 역량이
미흡하며 노동시장 수요와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수준의 직
업교육에서도 그간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무상 의무교육으로 접근성을 개선하
고 물리적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주력하였으나 여전히 실용적인 훈련과정과 숙
련된 훈련강사가 부족한 상태이다.54) 또한 소외 지역, 사회적 취약 그룹에 대
로 판단하였음. 직업훈련센터 설립사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지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그 센터가 제공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직업훈련 수요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센
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지식을 전달해야 함. 예를 들어 주말에 이직희망자에 대한 직업훈
련 제공, 기업의 직업훈련 수요를 충족하는 프로그램 개발 등은 직업훈련센터의 효용을 제고할 것임.
SDC 직업교육 지원사업 관리자(Hans Dieter Hoepfner) 면담(2017. 10. 6, 우즈베키스탄) 결과.
52) 2000년대에 진행되었는 GIZ의 ‘Labor-market-oriente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the ICT area’ 사업에서는 직업고등학교 교사의 훈련(training of trainers) 분야에서 GIZ와 협
력 사업을 수행하였음.
53) UNESCO(2014), pp. 35-36 참고.
54) 이제까지 고등학교 직업교육은 무상 의무교육이었으나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유상 교육으로 전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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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업교육훈련 기회도 부족하며, 노동시장의 상태 및 변화를 고려하여 새로
운 직종, 소기업 창업, 미등록 노동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도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성인을 위한 비정규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자격을 취득하거나 새로운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다. 정규 직업교육과 민간 비정규 직업훈련 간의 동등한
직무능력을 인정하는 메커니즘이 결여되어 있다.
향후 UNESCO가 보유한 다양한 교육관련 전문성을 활용하여 우즈베키스탄
에서 숙련인력 수요의 변화에 부응하도록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평
생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교육관련 정보ㆍ데이타의 수집
ㆍ관리 시스템 도입을 지원할 것이다. 직업교육훈련을 포함한 교육 분야 개발
협력에서 UNESCO는 여러 개발협력기관과 원활한 협력관계를 형성해왔으며,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교육관련 부서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를 바탕으로 개발협력기관 간의 원조조화를 촉진할 것이다.

나) 직업교육훈련 분야 주요 사업
현재 UNESCO는 우즈베키스탄 정부를 위한 ‘국가 평생교육 전략’을 작성
중이며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검토를 거쳐 11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55) 우즈
베키스탄에서는 매년 약 55만 명에 달하는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서 약 9%만이
대학에 진학하고 나머지 졸업생은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고 있는데, 일단 노동시
장에 진입하여 취업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교육 및 훈련 기회가 극히 부족한 상
태이다. UNESCO의 평생교육 전략은 이러한 노동인력이 추가적인 교육 및 훈
련 기회를 얻어 자격증을 획득하고 보다 나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것을 고려하고 있음. 이렇게 될 경우 초기 직업교육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에 대한 보장은 이루어지지
않게 됨.
55) UNESCO(201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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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56)
이 전략은 전 연령대의 교육을 대상으로 하지만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정규 학습(non-formal learning)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57) 또한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포괄적인 내용과 더불어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핵심 과제로 국가역
량체계 구축, 공공ㆍ민간 직업훈련기관의 인정(accreditation) 메커니즘 도
입, 직업교육훈련 교ㆍ강사의 재훈련 및 역량강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58)

나. 국제 개발협력기관
1) 세계은행
가) 지원전략 개관
세계은행이 수원국별로 원조사업의 기본틀을 제시한 문서가 ‘Country
Partnership Framework’(이하 CPF)이다.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최신 CPF
는 2016~20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중기 개발계획 이행
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59) 세계은행은 주요 공여국ㆍ기관
중에서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개발협력을 위한 가장 포괄적인 국가협력전략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60)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30년까지 중고소득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56) KOICA의 직업훈련센터 설립 사업은 성인 직업훈련 위한 물리적 인프라와 함께 정책 컨설팅을 제공
하는 사업으로 UNESCO의 평생교육 전략 작성 작업과 긴밀한 정책적 연관성이 있음. 직업교육훈련
정책과 규제를 도입함에 있어 한국의 역량체계, 직무능력표준 등에 대한 경험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향후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분야 개발협력에서 UNESCO와 한국 원조기관 간의
협력관계 강화를 통해 원조사업의 효율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임. UNESCO 타슈켄트 사무소 교
육전문가(Bakhtiyor Namazov) 면담(2017. 10. 5, 우즈베키스탄) 결과.
57) 공공 직업훈련센터, 민간 직업훈련기관, 기업 등이 재직자, 실업자, 이직희망자, 이주노동자 등을 대
상으로 제공하는 직업훈련이 모두 포함됨.
58) 한국에서 제조업 각 분야의 기술장인들이 장인 교사(master teacher)로서 우즈베키스탄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훈련을 제공하면 큰 교육효과가 있을 것임. UNESCO 타슈켄트 사무소 교육전문가
(Bakhtiyor Namazov) 면담(2017. 10. 5, 우즈베키스탄) 결과.
59) 2015년 1월 내각 명의로 발표된 실행 프로그램에서 제시되었음.
60) World Bank(2016a)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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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연간 평균 6%의 경제성장과 연간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목표는 세계은행이 추구하는 최빈
계층의 감소와 소득 하위 40% 인구의 생활수준 향상이라는 목표에도 부합된
다. CPF의 기본 목적은 우즈베키스탄이 연간 약 50만 개의 생산적이고 지속가
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자리 창출은 우즈베
키스탄이 2030년까지 중상위 소득국으로 진입하는 데 필요한 포용적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CPF의 중점 분야는 △ 민간부문의 성장 △ 농업
경쟁력과 면화 부문 근대화 △ 공공서비스(교육, 보건, 사회보장, 에너지, 운송,
수자원 등) 제공의 개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중점 분야의 목표가 일자리
창출에 연결되어 있다.61)
⦁ 민간부문 성장: 투자환경 및 기업환경의 개선을 통해 금융과 실물 부문의
기업들이 증가하는 노동인구의 고용에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한다.
⦁ 농업 경쟁력 및 면화 부문 근대화: 농업 부문은 여전히 우즈베키스탄 경제
에서 가장 큰 고용기회, 특히 빈곤층과 여성층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농업 부문의 경쟁력 제고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수적이다. 농
업 부문에서 생산성 개선, 환경적 지속가능성 확보, 면화생산에서의 강제
노동 폐지 등이 필요하다.
⦁ 공공서비스 제공의 개선: 공공서비스 제공의 개선은 인프라 근대화, 공공
서비스의 지역적 불균등 해소 등을 위해 필요하다. 이는 결국 인적자본의
확충에 기여하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61) CPF의 세 가지 중점분야는 타 원조기관의 사업 분야를 보완하고 있음. ADB는 주로 운송, 용수, 금융
접근 등의 분야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IsDB는 농업, 교육, 에너지, 보건, 운송, 소기업 및
공공재정관리에 원조를 제공하고 있음. EU의 2014~20 협력프로그램은 농촌개발에 원조를 집중하
고 있음. 한편 JICA의 협력전략은 에너지, 농업, 보건, 인적자원개발, 농촌개발, 운송 및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UNDP의 협력프로그램 실행계획(2010~15)은 지배구조, 빈곤감축, 환경과 에
너지 등의 분야에 대한 기술적 지원에 집중하고 있음. 세계은행 그룹은 이러한 개발협력기관들과 섹터
및 사업 수준에서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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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대표적인 공공서비스이다. 공공서비스 제공의 품질을 제고하는 것은
경제성장, 빈곤감축 및 고용 창출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공공서비스는 양적 질적 측면에서 현재
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서 성장잠재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기회의 지역적 편차는 소외 지역의 빈곤감축 및
소득향상을 저해한다. 공공서비스 제공의 개선은 △ 공공 교육의 품질 개선 △
용수 공급 및 위생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품질 개선 △ 에너지 안정성 및 효율성
의 개선과 에너지 집약도의 저하 △ 운송서비스의 신뢰도 제고 및 비용 저하 등
을 목표로 하여 추진한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일반 중등교육에 대한 접근도는 거의 100%에 달하지만
교육 품질의 지역적 편차가 심하여 농촌지역 중등학교의 기자재, 시설 등이 상
대적으로 열악하며 학생들의 학습 성과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기회도 매우 제한적이며 교육의 품
질, 고용주와의 연계도 미흡한 상태이다. 세계은행은 우즈베키스탄 중등 및 고
등 교육의 품질과 학습 성과를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수요에 적합한 교육이 제
공되도록 지원한다. 세계은행이 시행하는 관련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학생, 시민사회, 기업 등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부
합도 개선 정도를 관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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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업교육훈련 분야 주요 사업
세계은행은 현재 1~9학년(초등학교 및 중학교 수준)과 영유아 교육에 집중
하고 있으며, 최근에 고등교육 현대화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표 3-10 참고).
아직까지 중등 직업교육 및 성인 직업훈련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으나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의 직업교육
훈련 현황, 문제점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현재 교육
과 노동시장 간의 부조화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 문제의 해
결에 기여하기 위하여 세계은행은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지원하는 것에 집중
할 예정이다.62)

표 3-10. 세계은행의 우즈베키스탄 교육 분야 지원사업 내역
(단위: 백만 달러)

사 업 명
Basic Education,
Phase 1

Basic Education,
Phase 2

사 업 목 표

사업기간

금액

유아교육: 25%

글로벌 경제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학습효과를 제고하기

2007~11

15

위한 유아교육 및 중등교육 지원

기초교육: 35%
중등교육: 35%
교육행정: 5%
유아교육: 20%

농촌빈곤지역을 중심으로 유아 및
중등 교육기관의 학습효과를 제고하

지출 비중

2010~14

28

기 위한 지원

기초교육: 50%
중등교육: 20%
교육행정: 10%

Improving
Pre-primary and

3~6세 농촌아동의 교육접근성을 높

General

이고 농촌 일반중등학교의 학습효과

Secondary

유아교육: 42%
2014~19

49.9

를 제고하기 위한 환경 개선

중등교육: 52%
교육행정: 5%

Education Project
Modernizing

고등교육기관의 노동시장 관련성 및

Higher Education 학습 환경 개선과 교육시스템 관리 2016~23
Project

능력 강화

50

고등교육: 75%
직업훈련: 25%

자료: World Bank, http://projects.worldbank.org/(검색일: 2017. 7. 5)에 기재된 우즈베키스탄 지원실적을 토대로
저자 작성.

62) 세계은행 타슈켄트 사무소 교육전문가인 Tatiana Shin 면담(2017. 10. 6, 우즈베키스탄)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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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DB
가) 지원전략 개관
ADB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운송 및 ICT, 에너지, 수자원, 도시지역 인프라,
농업 및 자연자원, 중소기업 금융 등에 개발협력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2011년 이전에는 교육 분야에서 빈곤층의 기초교육 기회를 향상하는 것을 중
점분야의 하나로 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2011년 이후에는 직업교육
훈련을 포함한 교육 분야가 개발협력의 중점분야에서 제외된 상태이다.

나) 직업교육훈련 분야 주요 사업
이제까지 ADB가 우즈베키스탄의 교육 분야를 지원하였던 사업은 주로 기초
교육 및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를 목표로 하였다. 직업교육훈련에 대
한 사업으로는 국가인력훈련프로그램(NPPT) 목표의 달성을 위한 중등교육체
계의 개혁 지원사업을 들 수 있다(표 3-11 참고).

표 3-11. ADB의 우즈베키스탄 교육 분야 지원 실적
(단위: 백만 달러)

사 업 명

사 업 목 표

Senior Secondary

NPPT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등학교 교육의

Education
Textbook Sector
Development
Program(1, 2)

개혁을 지원
전국적으로 교과서 및 교육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
하여 기본 교육의 질을 향상

기간

금액

2001~07

115

2003~10

175

2004~11

30.6

2006~11

1.5

5~9학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ICT를 활용하여 학
ICT in Basic

습효과를 향상함으로써 빈곤층과 소외 지역 학생들

Education

을 포함하여 모든 학생들에 대한 기본 교육의 질적
향상과 접근성 제고를 지원

Basic Education for

교육을 통한 포용적 개발을 위해 특수교육이 필요

Children with Special

한 아동을 위한 교사 훈련모듈 및 학습자료를 개발

Needs

하고 학습성과 향상 전략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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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계속
(단위: 백만 달러)

사 업 명

사 업 목 표

Rural Basic

농촌 지역의 기본 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통해

Education Project

교육 수준의 향상 지원

기간

금액

2006~11

35

2017~18

0.9

Skills Strategies
for Industrial
Modernization and

산업의 현대화와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숙련인력
양성 전략 작성

Inclusive Growth
자료: ADB, https://www.adb.org/projects/country/uzb/sector/education(검색일: 2017. 7. 5)에 기재된 우즈베키
스탄 지원실적을 토대로 저자 작성.

3.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주요 개발협력기관의 지원전략 및 사업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전체 원조에서 직업교
육훈련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으며, 대부분의 지원사업이 직업고등학
교의 역량 강화에 집중되었다. 향후 우즈베키스탄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성
인에 대한 직업훈련 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개발협력의 확대
가 필요하다. 따라서 성인 직업훈련의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는 한국의 개발
협력 방향은 매우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주요 개발협력기관은 정규 직
업교육을 지원해왔는데, (직업교육 시설 등의 물리적 인프라에 대한 지원보다
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와의 협의에 따라 선정된 직무분야와 교육기관을 대상으
로 효과적인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과정에
서 노동시장과의 연계성 강화,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 직업교육 교사의 역량 확
충 등을 통해 직업교육의 품질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였다. 향후 한국의 개발협
력사업도 직업훈련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제공을 넘어서, 직업훈련기관의 효과
적인 운영을 통해 훈련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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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더욱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관련 개발경험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직업교육훈련 분야 개
발협력 전략 지침을 도입하여 이 분야의 사업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내용
을 제시하는 것은 이 분야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에 큰 도
움이 될 것이다. 기본 지침을 준수하되 개별 수원국의 특유한 여건을 충분히 고
려하여 지원사업을 기획ㆍ이행해야 사업의 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직업교육훈련 분야 개발협력에서 공여국ㆍ기관들
간의 협력은 그리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직업훈련 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타 개발협력기관(GIZ, UNESCO, 세계은행 등)과의
협력을 도모하면서 한국의 비교우위 및 개발경험을 십분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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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훈련 분야 개발협력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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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훈련 분야 개발협력사업 개요
최근 5년간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유ㆍ무상 양자 간 ODA는 순지출 기준
으로 2012년 1,909만 달러에서 2016년 2,581만 달러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이 중 교육 분야는 약 16~31%를 차지하고 있다. 우즈베키스
탄 교육 분야에 2016년 기준으로 약 400만 달러를 순지출하였다.

표 4-1.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양자 간 ODA의 교육 분야 지원 추이(2012~16년)
(단위: 백만 달러, 순지출 기준)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양자 간

19.09

10.70

14.47

14.96

25.81

교육 분야

5.84(31%)

1.66(15.5%)

3.14(21.7%)

3.32(22.2%)

4.11(15.9%)

자료: ODA 통계시스템, https://211.171.208.92/index.html(검색일: 2017. 9. 12)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더불어 원조를 시작한 1991년부터 2016년까지 우즈베키스탄의 교육 분야
에 [그림 4-1]과 같이 총 1억 7,125만 달러의 ODA를 지원하기로 승인하였다.
EDCF를 통해 차관으로 81%인 1억 3,935만 달러를, KOICA를 통해 무상으로
3,19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그림 4-1. 지원기관별 교육 분야 ODA 지원액
(단위: 백만 달러, 승인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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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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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CF

주: 프로젝트 지원 기준.
자료: KOICA 통계사이트, 1991~2015년 교육 분야(프로젝트 사업비)http://stat.koica.go.kr/ipm/os/acms/areaEacoE
acoDetailList.do?lang=ko; EDCF 통계보고서 사업비 승인액 기준, https://www.edcfkorea.go.kr/site/homepa
ge/menu/viewMenu?menuid=004002004001(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7. 6. 27)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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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별로 우즈베키스탄과의 교육 분야 개발협력 현황을 살펴보면,
KOICA가 7개 사업, EDCF가 5개의 사업을 지원하였다. KOICA에서는 다수
의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대학의 도서관 정보화 지원사업과 교육 역량 강화 및
전산기반 평가시스템 개선사업 등 중등교육 및 직업훈련과 고등교육 분야 사업
을 지원하였다. 특히 직업교육훈련 비중이 높다. 그리고 EDCF는 주로 직업교
육을 위한 시설 개선사업과 직업교육개발 사업을 지원하였다. 전자도서관 구축
사업과 교육정보화 사업 등 중등교육과 일반교육 분야에도 지원을 하였다.

표 4-2.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ODA 교육사업 현황
(단위: 만 달러)

구 분

EDCF

사업명

사업규모

비고

직업교육시설 개선사업

3,500

직업교육

직업교육개발 사업

2,700

직업교육

교육정보화 사업

3,000

일반교육

국립전자도서관 구축사업
교육정보화 2차 사업

KOICA

14.35

일반교육

3,300

일반교육

한ㆍ우즈베키스탄 IT 훈련원 건립사업

70

직업훈련

세계경제외교대 도서관정보화 지원

85

고등교육

타슈켄트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400

직업훈련

타슈켄트 2개 대학 전자도서관 지원사업

250

고등교육

130

고등교육

사마르칸트 직업훈련교육 역량강화사업

640

직업훈련

사흐리삽즈 시 훈련센터 설립 및 직업훈련 역량강화 컨설팅사업

850

직업훈련

세계경제외교대 및 세계언어대 통역교육 역량강화 및 세계경제외
교대 전산기반 평가시스템 개선사업

자료: KOICA 통계사이트 1991~2015년 교육 분야(프로젝트 사업비), http://stat.koica.go.kr/ipm/os/acms/areaEaco
EacoDetailList.do?lang=ko; EDCF 통계보고서 사업비 승인액 기준, https://www.edcfkorea.go.kr/site/home
page/menu/viewMenu?menuid=004002004001(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7. 6. 27) 참고하여 저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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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원사업의 경우, 직업훈련 지원이 8,160만 달러로
가장 많아 전체의 47.6%를 차지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직업훈련원의 건
립개선 사업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KOICA를 통한 무상원조로 우즈
베키스탄 3개 지역에 직업훈련센터 건립 사업을 지원하였다. 향후 2개 지역에
추가로 건립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한편 일반교육에 대한 지원은 6,314만 달러(36.9%)로, 중등교육 및 직업교
육 다음으로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다. 일반 사업은 모두 EDCF를 통해 차관으
로 지원한 사업이다. 교육정보화 1, 2차 사업과 국립전자도서관 구축사업으로
서 교육과 IT 분야의 협업으로 지원되었다.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은 465만 달
러(2.7%)에 불과하다. 타슈켄트에 위치한 대학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이 지
원되었다. 마지막으로 기초교육을 지원한 사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2. 교육 분야별 ODA 지원액
(단위: 만 달러)

9,000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8,160
6,314

465

0
기초교육

중등교육 및
직업훈련

고등교육

일반교육
(비특정분야)

주: 프로젝트 지원 기준.
자료: ODA 통계시스템, https://211.171.208.92/index.html(검색일: 2017. 9. 12)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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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훈련 분야 주요 개발협력사업
현황
이하에서는 한국의 우즈베키스탄 교육 분야 개발협력사업 중 직업교육훈련
의 주요 사업을 정리하였다. 한국의 우즈베키스탄 중등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은 [표 4-2]와 같이 모두 직업교육훈련 사업이다.
EDCF는 직업교육시설 개선사업과 직업교육 개발 사업을 지원하였다. 직업
교육시설 개선사업은 한국에서 최초로 지원된 사업이다.
KOICA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직업훈련원과 사마르칸트 직업훈련원 건
립을 지원하였다. 2018년 중 사흐리삽즈 직업훈련원이 완공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훈련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도 사흐리삽즈 훈
련원 건립사업과 함께 진행 중이다. 향후 2개 지역에 추가적으로 직업훈련원
건립사업을 지원하기로 양 정부가 협정을 맺은 상황이다. 이후부터 EDCF를
통한 직업교육시설 개선사업과 KOICA를 통한 직업훈련원 건립사업들과 직업
교육훈련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가. EDCF 직업교육시설 개선사업
2000년 6월 공급자 선정을 시작으로 2003년 1월 최종 자금 지출과 더불어
우즈베키스탄 측이 사업완공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전국의 218개 인문 및 실업
계 고등학교 건물 개ㆍ보수, 기초과학ㆍ전기ㆍ자동차 정비ㆍ전자통신 및 어학
실습 등 교육실습용 기자재를 학교 특성에 맞게 공급하였다. 한편 우즈베키스
탄 교사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장비운영 등에 관한 연수를 제공하였다. 이 사
업은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 시스템 발전의 기틀 마련과 교육개혁 프로그램 수
행을 위한 양질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사업 목표로 설정하였다. 장기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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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향후 사업화 진전과 지속적 경제발전의 초석이 되어 양국의 관계를 제고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63)

표 4-3. 직업교육시설 개선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 노동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사업목적

￮ 학생들의 직업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직업역량 강화
￮ 교육과정과 취업의 연계성 강화 등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차기 교육개혁정책 수
행과 연계
시설개보수
(1,000만 달러)*
기자재지원
(3,200만 달러)
부품공급
(100만 달러)

사업내용

전문가파견
(32만 달러)

￮ 기초과학, 전기, 자동차 정비, 전자통신 및 어학실
습 등 분야의 교육용 기자재 공급
￮ 소모품 및 수리ㆍ교환용 예비부품 공급
￮ 전문가 11명 파견
- 컴퓨터, 전기, 전자, 자동차, 기초과학분야
￮ 교육정책 자문 및 커리큘럼 작성 지원

연수생 초청

￮ 전문교사 240명/1개월

(96만 달러)

￮ 교육관리자 30명/1개월

기타
(72만 달러)
사업규모/기간

￮ 교육용 기자재 설치를 위한 교실 신축 및 개보수

￮ 차관행정수수료
￮ 예비비

￮ 3,500만 달러/2000~03년

주: * 우즈베키스탄 정부 지출.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07b)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나. KOICA 직업훈련원 건립 및 지원 사업
1) 한ㆍ우즈베키스탄 IT 훈련원 건립사업
2002년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ICT 분야 개발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
며 한국정부에 사업 요청을 하였다. 타슈켄트 시청에 IT 훈련센터를 건립하였
63) 한국수출입은행(2007b), p.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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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지원사업은 양질의 IT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IT 분야의 고급인력 양
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표 4-4. 한ㆍ우즈베키스탄 IT 훈련원 건립사업 개요
구

분

사업목적

내
￮ 우즈베키스탄 IT 분야 인적자원 개발
￮ 우즈베키스탄과 아국의 우호협력관계 증진
시설개보수
(7만 달러)
기자재지원
(39만 6,000달러)

사업내용

전문가파견
(9만 8,000달러)
연수생 초청
(5만 4,000달러)
기타
(5만 4,000달러)

사업규모/기간

용

￮ 시설개보수
- 소강당 4개 IT 전문교육장 개조
- 벽체/Access Floor/천정/조명/인테리어공사
￮ 기자재지원
- 서버, PC 및 각종 IT 교육장비
￮ 전문가파견
- 사전조사
￮ 연수생 초청
￮ 기타

￮ 70만 달러/2003~04년

자료: 한국국제협력단(2011), p. 118.

2) 타슈켄트 시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산업사회의 다양한 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국가 발전의 핵심 과제로 교
육 분야를 선정하였다. 교육현대화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일환으로서 본 사업을
한국정부에 요청하며 사업이 추진되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타슈켄트의 세
르겔리 지역에 훈련원 부지를 제공하였다. KOICA는 2007~10년까지 4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1백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포함한 훈련원 건
물을 건설하였다. 자동차ㆍ금속 가공ㆍ전기전자ㆍIT 등 4개 공과를 개설하였
다. 기자재공급과, 전문가 파견 및 우즈베키스탄 훈련원 교사의 국내 연수를 실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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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타슈켄트 시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개요
구

분

사업목적

내

￮ 우즈베키스탄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숙련기술인력 양성
시설건축
(20억 원)
기자재지원
(14억 8,600만 원)

사업내용

￮ 본관, 실습동, 기숙사 건축(100명 수용)
￮ 4개 공과 실습 및 교육기자재 지원
- 기계, 자동차정비, 전기ㆍ전자, IT 공과

전문가파견

￮ 수석전문가 : 1명 3개월(3M/M)

(160만 원)

￮ 분야별 전문가 : 4명 2개월(8M/M)

연수생 초청

￮ 관리자과정: 5명/1주/1회

(1억 3,600만 원)
교재개발
(1억 6,200만 원)
사업관리
(1억 1,400만 원)
사업규모/기간

용

￮ 우즈베키스탄 직업기술 및 교육훈련 분야 시설기반 구축 지원

- 훈련교사과정: 10명/1개월/1회
￮ 4개 공과 각각 이론 1, 실습 2 교재 개발
￮ PMC 7회 출장 등

￮ 40억 5,800만 원(351만 8,000달러)/2008~12년

자료: 한국국제협력단(2015b), pp. 3~4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본 사업은 향후 추진할 ‘사마르칸트 직업훈련원 역량강화사업’ 및 ‘우즈베키
스탄 직업훈련제도 컨설팅 및 시범사업’의 1차 사업 형태로 추진되었다. 그 배
경은 향후 추진될 후속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3. 한국 직업교육훈련 분야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
가. 한국 직업교육훈련 지원의 특징
그동안 EDCF와 KOICA를 통해 지원한 교육 분야 지원사업 직업훈련과 직
업훈련 이외의 교육 사업으로 구분하여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분야 개발협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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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EDCF를 통한 지원사업 교육 분야의 구성요소와 지
원방식에 따라 구분하여, 한국의 교육 분야 ODA의 특징을 살펴본다. KOICA
를 통한 지원사업도 직업교육훈련 분야 중 직업교육부문과 직업훈련부문으로
구분하여 한국 지원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 분야 지원사업 구성요소 및 지원방식에 따라 ① 통합연계형 ② 인프라
확충형으로 구분된다. EDCF의 경우 기자재 차관사업이 추가되기도 한다. 통
합연계형은 건축 신축 및 개보수와 같이 시설개선, 기자재 지원, 전문가 현지
파견 및 연수생 국내 초청, 교과과정 및 교재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
업을 가리킨다. 인프라확충형은 시설개선, 기자재 지원과 함께 훈련교사 및 직
원 연수에 중점을 두며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은 지원하지 않는 사업을 가리킨
다. 마지막으로 기자재 차관사업은 기자재 공급을 기본으로 하며, 기자재 사용
법에 대한 교육 및 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을 가리킨다.64)
먼저 EDCF 지원사업을 [표 4-6]과 같이 1991년부터 2013년까지 지원한
총 29건의 사업을 분석하였다. 지원한 총 사업이 많지 않아 전수조사가 가능하
였다. 교육 분야 지원사업 중 직업훈련 분야에 지원한 사업은 총 23건으로 직
업훈련 분야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건의 직업훈련사업 중
통합연계형 사업은 6개국 총 8건의 사업이 지원되었으며, 인프라 확충형 사업
은 7개국 총 8건의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기자재 차관사업은 베트남 4건, 인도
네시아 2건, 예멘 1건으로 총 7건 사업이 추진되었다. EDCF 사업은 차관사업
으로 수원국 주도로 운영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직업교육훈련의 산출물은
일반적으로 훈련생 등록률ㆍ취업률, 훈련프로그램 개설 횟수 등이 주된 성과평
가지표로 설정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이 사업이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평가는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64) 한국수출입은행(2015), pp.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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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EDCF 지원 교육 분야 사업 개요
(단위: 백만 달러)

지원요소

사업명

및 방식

승인
연도

승인액

직업교육훈련 분야

통합연계형

케냐 기술훈련소 설립사업

1992

14.4

캄보디아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2002

27.7

니카라과 직업훈련소 확충사업

2006

12.6

스리랑카 나야가마 국립직업훈련원 개선사업

2006

8.8
35

베트남 5개 지역 한베직업기술대학 건립사업

2007

니카라과 직업훈련소확충 2차사업

2010

23

스리랑카 콜롬보 중앙직업훈련원 및 감파하 기술대학 건립사업

2011

26.1

아제르바이잔 직업훈련센터 건립사업

2011

22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시설 개선사업

1999

35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개발 사업

2003

27

탄자니아 직업훈련센터 건립사업

2004

18

2007

10.7

2008

35

앙골라 산업고등기술센터 건립사업

2010

34.8

우간다 교육개선사업

2010

26.8

모잠비크 교육개선사업

2011

18.1

인도네시아 이동식 직업훈련사업

1991

25

인도네시아 실업교육 개선사업

1994

10

예멘 고등 기술훈련소 사업

2007

15.4

베트남 탱화시 직업기술대학 개선사업

2008

3

베트남 하띤성 중등직업학교 개선사업

2009

3

베트남 꽝빈성 직업전문대학 개선사업

2009

3

베트남 아운파 중등직업학교 개선사업

2009

3

라오스 루앙프라방 지방국립대학교 설립사업

2004

22.7

방글라데시 ICT 교육훈련센터 건립사업

2009

39

우즈베키스탄 교육정보화 사업

2006

30

2009

30

르완다 국립대학교 건립사업

2013

51.3

베트남 하노이약학대학 건립사업

2013

45

훈련인프라 케냐 기술훈련소 확장개선사업
확충형

기자재
차관

카메룬 직업훈련소 건립사업

직업훈련 외 교육 분야
통합연계형

훈련인프라 콜롬비아 ICT 교육 역량강화사업
확충형

주: * 구체적인 내용 자료 확인 불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5), pp. 9~13를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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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부터 2015년까지 KOICA의 교육 분야 무상원조지원 금액은 총 11
억 6,485만 6,771달러이다. 이 중 약 50%에 해당하는 5억 8,282만 5,890달
러를 프로젝트로 지원하였다. 프로젝트 중에서 직업교육훈련에 총 132개, 3억
3,003만 5,504달러(57%)를 지원하였다. 이 중 직업훈련 분야에만 2억 5,489
만 2,734달러를 지원하였다. KOICA의 사업은 무상원조 사업으로 시설 및 기
자재 공급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무상지원 사업은 평가시기에 따라 사전평
가, 중간평가, 종료평가, 사후평가를 받는다. 사후평가의 경우 사업 종료 후 2
년 경과 시점에서 수행된다. 평가지표는 OECD/DAC의 5대 평가기준인 적절
성(relevance), 효과성(effectiveness), 효율성(efficiency),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영향력(impact)을 활용하고 있다.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려
면 좀 더 장기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나, 사업 종료 2년 후에 한 번 실시하
는 사후평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표 4-7. 교육 분야 무상원조 지원 금액
(단위: 달러)

부 문
교육 분야 총 지원 금액
프로젝트(286개)

금 액
1,164,856,771
582,825,790

직업훈련(105개)

254,892,734

직업교육(27개)

75,142,770

개발컨설팅

3,556,050

봉사단

409,891,825

연수생초청사업

56,025,783

소규모무상원조

23,044,602

전문가파견

19,747,003

민관협력사업

58,480,234

국제기구협력사업

11,285,483

자료: KOICA 통계사이트(검색일: 2017. 10. 16)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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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현재까지 지원한 사업 중 21건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중
직업훈련 분야에 17건의 사업을 지원하였다. 무상원조 역시 직업훈련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직업훈련 분야에 지원된 총 17건의 사업
중 통합연계형 사업은 5개국 총 5건의 사업이 지원되었다. 인프라 확충형 사업
은 총 6건의 사업이 지원되었다. 무상원조의 특성상 시설 개선에 대한 지원 없
이 기자재 지원, 파견 및 연수만 구성하여 지원하거나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을
포함하여 구성하여 지원한 사업 역시 총 6건이다.

표 4-8. KOICA 지원 교육 분야 대표사업 개요

국가

사업명

사업 기간

시설

기자재

파견

교육과

및

정/교

연수

재개발

직업훈련 분야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방글라데시
미얀마
이집트
과테말라

국가기술자격제도 구축지원 사업

2007~09

X

O

O

X

자카르타 기술문화협력센터 건립 사업

2006~08

O

O

O

X

직업훈련원 역량강화 사업

2007~08

O

O

O

X

2007~09

O

O

O

O

2007~09

설계

O

O

X

2006~08

X

O

O

O

2007~08

O

O

O

X

2007~10

O

O

O

O

국가자격검정시스템 구축지원 사업

2006~08

X

O

O

X

자르카 직업훈련원 증축 및 건립 사업

2007~09

O

O

O

O

다카시 미르푸르 직업훈련원 개보수 및
역량강화 사업
따가야지역 직업훈련원 건립 사업
기자지역 자동차정비 직업훈련센터 개보
수 및 역량강화 사업
과테말라 시 청소년직업훈련원 자동차정
비 훈련소 건립 사업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시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카자흐스탄
요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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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계속
파견
국가

사업명

사업 기간

시설

기자재

교육과

및

정/교

연수

재개발

직업훈련 분야
이란

2007~09

X

O

O

O

2007~08

X

O

O

X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직업훈련교육 역량강화 사업 2013~17

O

O

O

O

O

O

O

O

리비아

우즈베키스탄

자동차정비 직업훈련원 지원사업
트리폴리시 건설 분야 직업훈련원 지원
사업

사흐리삽즈 훈련센터 건립 및 직업훈련
역량강화 컨설팅 사업

2015~18

직업훈련 외 교육 분야
베트남

산업기술학교 증축 및 역량강화 사업

2007~08

O

O

O

X

라오스

중등학교 교과서 보급 사업

2007~09

X

O

O

O

2007~08

X

O

O

X

2006~08

O

O

O

X

2007~08

O

O

O

X

2007~09

O

O

O

X

2007~08

O

O

O

X

이집트
탄자니아
콩고
팔레스타인
엘사바도르

룩소르 중등기술학교 시설개선 및 역량
강화 사업
다레살람 공대 ICT시설 개보수 및 역량
강화 사업
브라자빌시 8개 중등학교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팔레스타인 제닌시 기술고등학교 건립
사업
소야빵고시 초중등학교 시설개선 사업

자료: 한국국제협력단(2010), pp. 81~152, 각 사업의 주요 사업 내용을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나. 평가
이상의 지원현황을 정리해보면 한국의 교육 분야 지원사업은 크게 직업훈련
사업과 직업훈련 이외의 사업으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다. 한국이 중점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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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고 있는 직업훈련 분야 지원사업은 직업훈련센터(원) 사업과 국가기술
자격제도 사업으로 구분된다. 직업훈련센터(원) 지원사업 대부분 하드웨어 중
심의 훈련센터(원) 건축 등의 시설 및 훈련 공과(자동차 등 5~6개 분야)의 기자
재 공급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파견/연수 및 교육과정/교재개발은
하드웨어 지원에 수반되는 사업으로 파악된다.
직업훈련 외 지원 분야에서 EDCF는 고등교육, ICT 등에 집중되어 있고,
KOICA의 경우 교과서, ICT, 교육정보화, 초등학교 등 산발적으로 지원이 이
루어졌다. 학교중심의 직업교육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지원한 사업은 없는 것
으로 확인된다. 반면에 직업교육 지원사업 통합연계형이 주류를 이루고, 인프
라확충형이 보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 배경에는 직업교육은 대
상, 규모, 범위가 매우 방대하여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국의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에서 무상은 직업훈련지원 사업, 유상은 직업훈련
이외의 교육 사업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4.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훈련 분야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
우즈베키스탄에 지원한 교육 분야 지원사업도 KOICA 지원사업은 직업훈련
에 집중되어 있고, EDCF 사업은 직업교육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개발협
력사업의 특성상 유ㆍ무상으로 지원되는 금액의 규모와 수혜대상의 규모와 관
련이 있다. KOICA 사업과 EDCF 사업의 규모는 이러한 차이에 기인한다. 직
업교육 분야와 같이 많은 학교와 학생, 교사를 수혜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수원
국이 주인의식(ownership)을 갖고 큰 규모의 차관사업으로 진행되었다. 반면
에 직업훈련원 건립과 같이 작은 규모의 단위사업은 무상원조 사업으로 지원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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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리고 KOICA의 지원사업 규모와 수혜대상은 작기 때문에 통합연계형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반면에 EDCF 사업은 그 수혜대상이 방대하여 주로 기
자재 차관사업으로 추진되었다.

표 4-9. 우즈베키스탄 교육 분야 대표사업
파견
사업명

사업기간

지원기관

시설

기자재

교육과

및

정/교

연수

재개발

직업훈련 분야
타슈켄트 시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2007~10년

KOICA

O

O

O

O

사마르칸트 직업훈련교육 역량강화 사업

2013~17년

KOICA

O

O

O

O

2015~18년

KOICA

O

O

O

O

사흐리삽즈 훈련센터 건립 및 직업훈련
역량강화 컨설팅 사업

직업훈련 외 직업교육 분야
직업교육시설 개선사업

1999년

EDCF

O

O

O

X

직업교육개발 사업

2003년

EDCF

O

O

O

X

교육정보화 사업

2006년

EDCF

자료: 저자 작성.

가. 사후평가보고서 등을 토대로 한 평가
교육 분야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확한 계획의 수립과
더불어 엄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표 4-6]과 같이 우즈베키스탄 직업교
육훈련 분야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는 3개 사업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다.
EDCF를 통해 지원한 ‘직업교육시설 개선사업’과 KOICA를 통해 지원한 ‘한ㆍ
우즈베키스탄 IT 훈련원 건립사업’, ‘타슈켄트 시 직업훈련원 건립사업’에 대
해서 사후평가가 실시되었다. 사마르칸트 직업훈련교육 역량강화사업은 2016
년 10월 개원을 하였기에 아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흐리삽즈 훈련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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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건립 및 직업훈련 역량강화 컨설팅사업’은 2018년 완료를 목표로 현재 진행
중이다.

표 4-10.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훈련 분야 개발협력사업 평가실시 현황
사 업 완 료
평가 실시

평가 미실시/확인 불가

사업 진행 중

[사후 평가보고서]
￮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시설 개선
사업’(2000~03년)
￮ 한ㆍ우즈베키스탄 IT 훈련원 건립
사업(2003~04년)
￮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시 직업훈

￮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 개발사업
(2003~확인불가)
￮ 사마르칸트 직업훈련교육 역량강
화사업(2013~17년)

￮ 사흐리삽즈 훈련센터 건립 및 직업
훈련 역량강화 컨설팅사업
(2015~18년)

련원 건립사업(2007~12년)
자료: 저자 작성.

이하에서는 사후평가가 실시된 3개의 사업에 대해 평가보고서를 기반으로
OECD/DAC의 5대 평가기준(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을
토대로 우즈베키스탄에 지원한 직업교육훈련 분야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
를 정리하였다.

나. 직업교육시설 개선 사업65)
1) 적절성
우즈베키스탄은 1997년 제정한 ‘신교육법(New Law on Education)’ 및
‘국가교육개혁프로그램(National Program for Personnel Training)을 통
해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전문직업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그에 따라 낙후
된 교육시설 및 운영체계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본 사업은 우즈베키스탄 정부
의 교육개혁 정책상 필요성과 우선선위가 높은 사업으로 수원국의 정책과의 적
65) 한국수출입은행(2007b), pp. 5-29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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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 지침상 ‘개도국의 경
제개발계획상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 중 중점지원 사업에도 해당되어 EDCF
정책과도 적절하다고 평가되었다.

2) 효과성
전체학교 대비 85%의 학교에 한국산 장비를 공급하여 우즈베키스탄 교육기
관의 수혜율은 높았다. 그러나 학교별 기자재 물량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효
과성이 반감된 측면이 있다.

3) 효율성
총 20개월간 교육기자재 공급대상 학교 218개교, 공급대상품목 227종을 공
급하였다. 한국으로 장비의 사용방법 관련 초청연수를 진행하는 것이 본 사업
의 주요내용이었다. 사업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져 실질적으로는 총 32개월이
소요되었다. 그 배경은 다품종 소량의 기자재가 투입되는 일반적인 직업교육훈
련사업과 달리 소품종 대량의 기자재가 투입되었기 때문이다. 사업관리능력에
서 부족한 점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되었다.

4) 영향력
당시 우즈베키스탄은 고등기술교육 3단계 추진전략 중 1단계에 있었다. 그
내용은 선진 교육시스템 도입, 최신 교육장비 구축, 교육방법론 개발ㆍ적용 등
이다. 본 사업은 2단계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평가되었다.

5) 지속가능성
장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 위탁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현지 업체를 선정하
였다. 간단한 고장은 담당교사가 수리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다. 자체수리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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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경우 정부의 예비부품을 가지고 업체가 수리를 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다만 복잡한 행정절차로 예비부품의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점이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다. 반면에 각 학교는 정부의 지원 외에도 한국으로부터 지
원받은 장비를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수익금을 충당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
되었다. 사업의 지속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 한ㆍ우즈베키스탄 IT 훈련원 건립사업66)
1) 적절성
우즈베키스탄 국별전략(CAS: Country Assistance Strategy)에서 설정한
‘공공부문 역량강화 사업 질적 수준 제고’에 적합한 과제였다. 국민후생개발전
략(WIS: Welfare Improvement Strategy of Uzbekistan)의 ‘인적자원 개
발과 사회보호 강화(교육/보건 등 사회분야 개발)’와도 일치한다. 또한 MDGs
의 <목표 8.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과 <세부목표 18. 민간분야
와 협력, 정보통신 등 신기술 혜택 확산>과 관련이 있어 MDGs에도 부응한 것
으로 평가되었다.

2) 효과성
평가가 이루어진 2011년 기준으로 4,000명의 인원이 교육을 받았다. 시청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14세부터 75세까지 모든 주민이 등록하여 교육을 받
을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어 사업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3) 효율성
계획된 범위의 예산과 계획된 기간에 사업을 완료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계획되지 않았던 보안장비를 추가하여 장비
66) 한국국제협력단(2011), pp. 118~121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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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예산의 25% 추가 지원이 이뤄졌다. 초청연수와 전문가 파견이 계획 대
비 40%, 85%만 집행되어 세밀한 계획수립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4) 영향력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에 수료증을 발급함으로써 이수자가 구직 시 취업
에 도움이 되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IT 인력 확충에 기여하였다. 타 IT 기관
및 대학들이 위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 사업이 우즈베키스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었다.

5) 지속가능성
2004년 설치된 이후 평가가 실시된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
었다. 향후 오래된 컴퓨터에 대한 업그레이드 계획을 추가 원조사업으로 지원
해주기를 희망하여, 장비에 대한 관리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성이 약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라. 타슈켄트 시 직업훈련원 건립67)
1) 적절성
우즈베키스탄의 WIS와 교육부문계획과 부합하며, 사업대상지역 및 수혜자
의 수요에도 적합한 사업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의 직업교육훈
련제도 및 노동시장에 대한 분석이 다소 미흡하였다. 그리고 비형식 직업훈련
제도가 구축되어있지 않은 점으로 인해 직업훈련원에서 양성하고자 하는 인력
의 수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교육생에 대한 자격증 부여 여부 등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이 시작되었다.

67) 한국국제협력단(2015), pp. 8~10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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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과성
당초 계획된 활동들을 모두 수행하여 4개 공과 운영을 위한 훈련원 운영 기
본계획 수립, 직업훈련 시설 및 기자재 구비, 신규 교과과정 및 교재, 교원의 능
력 향상 등의 결과를 산출하였다. 2012년 7월 개원하여 2015년 기준 7기 훈련
생 331명이 등록되어 있어(정원 360명) 등록률은 91.9%을 기록하였다. 5기
졸업생까지 1,234명을 배출하여 졸업률(내적 성공률)은 78.7%이며, 이 가운
데 약 95.2%가 취업하였다. 사업을 통하여 지원된 교과과정 및 교재, 훈련 시
설, 그리고 훈련기자재는 적절히 활용되고 있다. 공과 교사들의 역량도 향상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개발된 교재의 번역 과정에서 많은 오류가 발생한 것
은 본 사업의 효과성을 다소 저해하는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3) 효율성
우즈베키스탄의 환율 인상 및 재정 악화로 인한 훈련원 건축 면적 축소와 기
자재 통관 지연 등으로 2년 5개월이 연장되어 계획된 사업 기간을 준수하지 못
하였다. 이에 따라 출장 횟수, 인력, 기간을 모두 추가로 투입한 점으로 인해 사
업 수행의 효율성 및 비용의 효율성이 다소 떨어졌다고 평가되었다.

4) 영향력
직업훈련원 졸업생 118명에 대해 실시한 추적조사 결과, 74명이 취업함으
로써 취업률은 67.9%인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생의 73%가 훈련받은 직업에
종사하였다. 훈련 수료생을 대상으로 ʻ직업훈련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이 현
직무수행에 도움이 되는가?(Skills Match)ʼ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4.1점(5.0
만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졸업생 직무수행에 대한 고용주들의 만족도는 4.33
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타 기관에의 기술전수 효과도 62%로 높게 나타나 고용
주 사이에서의 직업훈련원의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사업이 우
즈베키스탄의 직업교육훈련에 미친 영향력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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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속가능성
직업훈련원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실업자 지원 정책 및 고용촉진기금의 지
원을 받고 있어 지속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내각이 직업훈련원에 대
한 특별한 관심을 보임으로써 발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훈
련원 교사의 역량 및 교육생 수급 측면에서도 운영의 지속가능성은 높은 것으
로 판단되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비형식 직업훈련이 구축되지 않아 제도적으
로 불안정한 상태로서 직업훈련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지속가능
성을 다소 저해하는 요소로 평가되었다.

마. 평가
직업훈련 분야는 KOICA가 지원하여 직업훈련원 건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에 직업훈련 외 지원사업 EDCF 자금이 지원되어 직업교육시설, 교육정보
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두 분야 모두 주로 기자재,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
위주로 지원되었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원사업 또는 기자재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지원한 사업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원사업은 일반적으로 정책 자문이나 컨설팅 사업으로
구성된다. 우즈베키스탄 ‘사흐리삽즈 훈련센터 건립 및 직업훈련 역량강화 컨
설팅 사업’이 최초이며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훈련 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타 개발협력
기관 사업과 연계, 민관협력 및 유ㆍ무상 연계사업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
악되었다. 지원사업들이 다른 사업 또는 기관과의 연계성 없이 단독적으로 지
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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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즈베키스탄 교육훈련 분야 개발협력의 방향 및 전략
가.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국가협력전략의 재검토68)
2016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즈베키스탄 국가협력전략이 작성되었다. 한국
은 우즈베키스탄이 중장기 국가개발계획인 Vision 2030(’15~’30)을 기반으
로, 한국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인적자원개발 등의 분야를 중점 지원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에 따라 교육, 물관리 및 보건위생, 공공행정을 3개
중점협력 분야로 선정하였다.
교육 분야는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목표하에 직업교육
훈련의 질적 향상과 교육정보화 지원을 중점분야로 선정하였다. 그 배경에는
약 95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중앙아시아 지역 내 전략적 입지
강화, 산업구조 다변화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인력 양성, 산
업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및 재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했기 때문
이다. 직업교육훈련 분야는 한국이 산업화 경험 및 많은 원조경험을 지니고 있
어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국제적인 비교우위도 높기 때문이다.69)
직업교육훈련 분야 지원방안으로는 직업교육훈련의 질적 향상을 기본방향
으로 정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직업훈련교육기관의 실습역량 강화, 교육
과정의 질적 제고 및 교사 역량 강화, 제도 개선을 통한 숙련기술인력의 적시
양성 및 고용 확대 도모를 지원한다. 둘째, 전반적인 직업훈련교육 인프라 구축
을 통해 학생들의 실습 위주의 실제적인 기술 습득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통한
취업기회 확대 지원이다. 그러나 지원방안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이 체제전환국
이라는 점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새로운 직종의 출현에 따른 노동시장 수요를 감안할 때 실업자,
68) 관계부처 합동(2016), pp. 10~21.
69) 기술직업훈련 분야 순위(관계부처 합동(2016), p. 12): 133개국 중 16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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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자 및 전직자에 대한 양성훈련과 더불어, 재직자에 대한 향상훈련도 매우
중요해진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및 역량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규 직업교육훈련에
서 수용할 수 없는 성인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림 5-1. 우즈베키스탄 지원 기본 방향

VISION2030
국가개발계획(’15~30)

개발효과성 증대를 통해 2030년까지
산업화된 중고소득국 진입

Welfare Improvement StrategyⅡ
국민후생개발전략Ⅱ(’13~15)

지속가능하며 양질의 국민 복지 증진 달성

한국의 지원 목표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중점분야 지원 방향

직원교육훈련 질적 향상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6), p. 10 내용 중 직업교육훈련 관련 분야 정리.

직업교육훈련 분야 성과(OUTPUT)목표로 직업교육훈련 커리큘럼 개선, 직
업교육훈련 환경 개선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직업교육훈련의 성과목표는 커
리큘럼 개선 또는 환경 개선 등 일반적인 내용으로 정하기보다는, 좀 더 측정
가능한 항목으로 정해져야 한다. 성과 목표로 직업교육훈련 졸업생의 취업률,
만족도, 시설 및 장비 활용률 등 보다 구체적인 항목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CPS 적합성(해당분야 사업이 CPS 목표 달성에 적절히 발굴 되었는지 여부)과,
사업 정상 추진 여부(CPS에 적합한 사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로 정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한 협력 방안으로 타 개발협력기관과의 사업 연계, 민관협
력 다변화, 유ㆍ무상 연계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 중 직업교육훈련 분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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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 분야 전문가 파견을 통한 기술직업교육훈련 관련 제도(자격검정
제도, NCS 구축 등) 및 정책, 시설 운영 및 관리(비정규학제 기술직업교육훈련
기관 등), 산학ㆍ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 자문으로 정하고 있다. 현지
출장을 통한 면담결과 직업교육훈련 분야에서 타 개발협력기관과의 사업 연계
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민관협력의 경우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유
ㆍ무상 연계도 실제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여전히 과거와 같은 형태로 한국
지원기관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인적ㆍ물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지나치게 이상적인 목표를 설정한 것으
로 판단된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국가협력전략에서 위험요인으로 제시한 정치적 변동
상황이 2016년 말 발생하였다. 독립 이후 장기간 집권해오던 카리모프 대통령
의 서거로 인해 2016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였다. 최근에 우즈
베키스탄 대통령의 교체로 인해 기존의 경제 및 사회 개발 정책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향후 우즈베키스탄의 직업교육은 질적으로 큰 변화가 예상된다. 우즈베키스
탄 정부는 국제수준에 적합한 교육시스템을 개발하고, 그 성과를 평가할 계획
이다. 이를 위하여 시설, 장비 등을 국제적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국제적 전
문가에 의한 평가를 받을 계획이다. 고교 직업교육 과목 수를 축소하고 실습교
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실습교사의 숫자를 늘리고, 이들의 능력을
국내외 연수를 통해 향상하려 한다. 직업교육을 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방향
은 정해졌으나, 구체적으로 재원마련 방안 및 단계적 계획 수립은 현재 진행되
고 있다.70)
70) 한국의 경우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교재 개발을 위한 전문가 지원 및 교사양성을
위한 연수 등을 지원할 여지는 충분히 있음. 또한 노동시장과 연계되는 직업교육훈련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도 가능할 것임. 그러나 직업교육의 시설 및 장비는 약 1,400개 직업고등학교,
140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감안할 때, 그 규모가 대단히 클 것으로 예상되
므로 한국이 전체를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타 원조공여국과의 사업연계도 고려해볼 수 있으
나, 외국의 원조기구들도 시설, 장비 등에 지원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이 중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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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직업교육훈련 지원을 위한 개발협력 방향도 우즈베키스탄의 여건 변
화를 고려하여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의 최근 직업교
육훈련 분야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한국의 지원 목표 및 방향을 제안한다.

나. 향후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훈련 개발협력의
방향 및 전략
우즈베키스탄의 사회ㆍ경제 구조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직업교육훈련에 영
향을 미치게 된다. 우즈베키스탄은 노동인력이 젊기 때문에 향후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경제 및 고용구
조가 크게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제조업으로 단계적 이
동과 더불어 서비스 산업이 증가할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양적인 수요의 증대와 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따른 직업교육
훈련의 양적 확대와 질 향상은 국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선택권, 취업, 소득인
상,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미래 노동시장
수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직업교육훈련 개발협력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
해야 한다. 기존의 CPS는 다음과 같이 보완되어야 한다.
직업교육훈련의 지원목표는 기존의 ‘우즈베키스탄 국가협력전략’에 나타난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우즈베키스탄의 신정부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목표가 과거와 크게 차
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속도와 방법만이 차이가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방향은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지원방향으로는 기존의 ‘직업교육훈련의
질적 향상’을 유지하면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정규 교육훈련의 확대’를
추가하였다.
으로 육성하려는 산업 분야(자동차, 농업, 서비스 분야 등) 중 일부로 한정해서 기업들과 민관협력을
통해 학교시설 및 장비와 교재개발, 교사양성을 지원하는 방안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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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 협력 추진전략은 기존의 ‘타 개발협력기관 사업과 연계’, ‘민관
협력 다변화’에 더하여 ‘지원방식의 효율화’, ‘성과관리 강화’를 추가하였다.
지원방향으로는 기존의 직업훈련교육기관의 실습역량 강화, 교육과정의 질
적 제고 및 교사 역량 강화, 제도 개선을 통한 숙련기술인력의 적시 양성 및 고
용 확대 도모, 전반적인 직업교육훈련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학생들의 실습 위주
의 실제적인 기술 습득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통한 취업기회 확대 지원으로 되
어 있는 내용을 분야별로 제도적 기반 마련, 정보 시스템 구축, 직업훈련 역량
강화 등으로 구분하였다. 직업교육훈련 인프라 구축은 이미 KOICA 및 EDCF
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계획으로 있어 본고에서는 상세하
게 다루지 않는다. 구체적인 지원사업으로는 법적 기반 마련, 직업교육훈련 전
담기구 설립, 국가자격체계 도입, 노동시장정보 및 분석 시스템 구축, 직업훈련
원 네트워크 구축, 민간훈련기관 지원체제 구축, 직업교육훈련 교사역량 강화
를 제시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간략히 제시하면 [그림 5-2]와 같다.

그림 5-2.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훈련 개발협력의 방향 및 전략 개념도

목표
방향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비정규 교육훈련의 확대

직업교육훈련의 질적 향상
타 공여기관 사업과 연계

추진
전략

·주요 공여국과의 협력 체계 강화

민관렵력 다변화

·기업, 대학, NGOs와 PPP 활성화

지원방식의 효율화

·하드웨어 외 소프트웨어 지원 병행
·유·무상 연계 강화
·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 강화
·사후관리를 통한 지속적 성과관리 체계 구축

성과관리 강화

제도적 기반 마련
중점
사업

·법적 기반 마련
·직업교육훈련 전담기구 설립
·국가자격체계 도입

정보 시스템 구축
·노동시장정보 및
분석 시스템 구축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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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역량 강화
·직업훈련원 네트워크 구축
·민간훈련기관 지원 체제 구축
·직업교육훈련 교사 역량 강화

1) 직업교육훈련 지원 목표 및 방향
가) 직업교육훈련의 질적 향상
산업수요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산업수요와 교육훈련
의 불일치는 직업교육훈련 발전의 장애가 된다. 이를 개선하는 것도 직업교육
훈련이 사회적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직업교육훈
련은 취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직업교육훈련을 마친 인력이 전공분야에 제
대로 인정을 받고 취업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하는
교육훈련의 질이 보장되어야 한다. 직업교육훈련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국가질 관리 체계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은 국가시험센터
(National Testing Center)가 유일하다. 그러나 국가시험센터는 직업교육 졸
업생에 대한 졸업인증 기능만 수행하고 있다. 현재 직업훈련을 포함한 다양한
학습결과를 인정하는 기관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훈련의 질은 여
전히 중요한 관심사이나, 훈련 프로그램의 질도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조정되지 않고 있다.71)
직업교육훈련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CPS72)에서 제시한 것만으로는 충
분하지가 않다. 직업고등학교 및 훈련원의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제도적 보완
이 필요하다. 교육훈련 표준을 보완하고, 새로운 질 관리 표준과 교사/강사 대
상 재교육 단기과정 운영, 교사/강사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 도입 등 다양한 정
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직업교육훈련이 직업교
육기관 이외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시험센터, 지방정부, 직
업훈련 담당 기관이 직업교육훈련기관들을 인증하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71) OECD(2013), p. 89.
72) CPS의 질적 향상을 위한 내용은 첫째,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실습역량 강화, 교육과정의 질적 제고 및
교사 역량 강화, 제도 개선을 통한 숙련기술인력의 적시 양성 및 고용 확대 도모를 지원한다. 둘째, 전
반적인 직업훈련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학생들의 실습 위주의 실제적인 기술 습득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통한 취업기회 확대 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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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나) 비정규 교육훈련의 확대
비정규 직업교육훈련의 확대는 평생직업교육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평
생직업교육은 경제 및 산업의 변화의 속도가 커질 때 더욱 중요해진다. 기존에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지식, 기술 등의 역량만으로는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
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평생에 거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해진다. 성
인에 대한 평생직업교육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ㆍ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성인에 대한 양질의 비정규 직업교육훈련이 확대될 수 있도
록 정부차원에서 물적ㆍ인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정규직업교육 외에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
육훈련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정규직업교육을 통해 제공되는 내
용들은 상당 부분 이론에 집중되어 있다. 개혁 이전의 우즈베키스탄은 낮은 수
준의 직무능력과 자격을 지닌 인력에 대한 민간 분야의 수요가 많았다. 그러나
민간분야가 확대되고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업으로 산업구조가 전환되고 있다.
정부는 기존의 농업위주의 생산 방식에서 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을 갖
고 있다. 전력, 화학 및 석유화학, 야금, 기계제작 및 금속가공 등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에 따른 기능 인력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
다. 따라서 기존의 낮은 직무능력을 지닌 성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규
교육훈련 외에 다양한 형태의 교육훈련이 필요해졌다.
현지 방문 시 대기업의 교육훈련 담당자는 “기업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재훈련이 필요합니다. 학교는 낡은 지식, 기술을 가르치고 장비가 낙후되어 있
으므로 기업에서 재훈련의 필요합니다”73)로 우즈베키스탄의 직업교육훈련의

73) Abdujabar A. Abduvakhitov(Deputy General Director)와 면담(2017. 7. 5, AKFA 그룹 회의
실). AKFA 그룹은 아르텔(TV, 냉장고 등), 미디어 파크(5~6개의 백화점 소유), Akfa food(초콜릿
등), Akfa 메디라인(의료 분야), 건축 자재 등을 생산하는 대규모 재벌 그룹임.

118 • 우즈베키스탄의 직업교육훈련 개발협력 방안 연구

질과 수준을 평가하였다.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는 실업자뿐만 아니라 재직자를 포함하여 확대하는 것
도 필요하다. 재직자 대상 수요 맞춤형 훈련을 실시 확대함으로써, 훈련 자체의
성과를 높이고 자신의 직무에 맞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도 양성해야 한다. 이러
한 기반하에 향후에는 직업교육, 직업훈련은 물론 평생교육훈련 확대를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한국은 1990년대부터 평생학습 개념을 도
입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발전시켜왔다. 평생학습은 정규교육기관, 학원 및 훈
련을 담당하는 민간부분, 사내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에서 학교, 훈련기관, 기업들이 참여하여 성인
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직업교육 체제를 갖추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양적 확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양질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기관 또는 프로그램 인증, 교육훈련생에 대한 자격 인증 체제
의 구축 등 제도 마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추진전략
대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훈련 협력 추진전략은 기존의 ‘우즈베키스탄 국가
협력전략’에서 제시한 ‘타 개발협력기관 사업과 연계’, ‘민관협력 다변화’에 더
하여 ‘지원방식의 효율화’, ‘성과관리 강화’를 추가하였다.
‘타 개발협력기관 사업과 연계’는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우즈베키스탄은 국
제기구 및 다른 국가로부터 교육훈련 분야 지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우즈베키스
탄과 직업교육훈련 분야 개발협력사업 추진 시 국제기구 및 주요 공여국(독일,
스위스 등)과 협력 가능성이 있는지도 적극적으로 타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3
장에서 2000년에 SDC(Swiss Agency for Development Corporation)와 독
일의 GIZ가 직업고등학교 교사 훈련을 공동으로 추진한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SDC는 2004년부터 직업고등학교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제도 및 교육과
정, 교재, 직업표준(자동화 기계 분야) 작성 등을 지원해왔다. 또한 지역별로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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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를 지정하여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사관계부가 추진하는
직업훈련원과 교육부의 직업고등학교 간의 활동 내역 공유 및 역할분담을 통해
협력하자는 제안을 하였다.74)
‘민관협력 다변화’는 KOICA 또는 EDCF가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기
존 방식에서, 수원국 정부, 기업(한국기업, 현지기업), 개발 NGOs 등과 협력하
는 방식으로의 전환이다. 최근에 중요성이 부각되는 분야는 민관협력(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으로, NGOs, 민간기업, 대학 등이 정부의 ODA
사업에 참여하여 정부와 민간 부분의 자본, 기술 및 전문성을 연계하는 것이
다.75) 국내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투자는 1992년에 수교를 맺으면서 시작되었
다. 1998년까지 연평균 3,600만 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2016년 말
기준 266개 기업이 6억 7,4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표 5-1.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업종별 투자(2016년 말 누계 기준)
(단위: 천 달러, %)

업종 대분류

신규 법인 수

투자 금액

비중

농업, 임업 및 어업

2

758

0.1

광업

7

43,208

6.4

제조업

119

434,611

64.4

건설업

28

4,190

0.6

도매 및 소매업

26

7,958

1.2

운수업

14

23,596

3.5

숙박 및 음식점업

8

17,239

2.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

41,010

6.1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8

34,487

5.1

16

54,542

8.1

기타

32

2,839

0.4

합계

266

674,652

10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17), p. 5.

7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내부 자료(2016. 2. 3 면담).
75) 최영렬 외(2011), 제2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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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투자 부문은 제조업 부문이 6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다음으로 부동산 임대(8.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6.1%),
금융업(5.1%) 등이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베트남 등과 비교
할 때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지는 않지만 PPP의 가능성은 높다고 보인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제조업 분야와 더불어 자동차 정비, 섬유 분야에서 PPP
가 가능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76)
또한 현지 기업도 PPP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AKFA는 민간 기업이지만
“KOICA의 전문가 해외파견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전문가가 우즈베키스탄
에서 교육훈련을 받거나, AKFA의 훈련교사, 직원들을 한국의 공장에서 현장
훈련을 받기를 희망”하였다.77)
‘지원방식의 효율화’는 하드웨어 중심의 건설, 기자재공급 및 이에 따른 연
수, 교재공급, 전문가 파견 등의 하드웨어적인 지원만으로는 효과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과제이다. 외국의 원조기관처럼 하드웨어적 지원과
컨설팅 및 자문 등을 통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지원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
다. 현재 ‘우즈베키스탄 사흐리삽즈 훈련센터 건립 및 직업훈련 역량강화 컨설
팅사업’에서 최초로 통합연계형 사업과 더불어 컨설팅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컨설팅 분야는 직업훈련 법령 마련, 직업훈련 마스터플랜 수립, 직업훈련원 관
리운영 제도, 국가직무능력 표준화이다. 향후 직업교육훈련 분야 지원 시 단기
적인 조사보다는 해당국가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전반적인 진단과 더불어 향
후 정책 방향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지원방식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유
ㆍ무상 연계가 필요하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EDCF와
KOICA가 별도의 독립된 사업을 지원해왔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직업교육은 EDCF에서 직업훈련은 KOICA에서 지원해왔다. 우즈베

76) 조정윤 외(2012), p. 229.
77) 2017년 7월 5일 AKFA 그룹 방문 시 Abdujabar A. Abduvakhitov(Deputy General Director)와
의 면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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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탄의 경우 직업교육훈련 분야에서 유ㆍ무상 연계가 가능한 국가이다. 그
이유는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표준을 모두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고등교육부
(Ministry of Higher and Secondary Specialized Education) 산하 기관에
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즈베키스탄 방문면담에서 “고용노사관계부의 하
드웨어, 교육부는 커리큘럼, 교재 등 소프트웨어 담당한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모든 학교, 훈련원 등의 교재를 교육부에서 승인한다. 직업훈련에 사용되는 커리
큘럼 및 교재도 모두 교육부에서 승인한다”78)고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우즈베
키스탄의 직업교육훈련 분야는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시설 및 장비 지원 등 인
프라지원 사업과 컨설팅 사업의 병행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한다.
‘성과관리 강화’는 지원사업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수단이다. 사업을 모니터
링하고 성과평가를 강화하는 것과 사후관리를 통한 지속적 성과 관리체계를 구
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훈련 기관 설립 건수, 연수생 숫자, 지원한 공과의
숫자 등과 같은 산출 지표(output indicator)만으로는 지원사업의 책무성 강
화에는 한계가 있다. 취업률 등 취업능력 증가, 장비활용률, 교육훈련생 등록
률, 학생/교사/교직원 만족도, 자격증 취득 등과 같이 역량의 증가를 파악할 수
있는 사후 관리적 성격의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도 활용하여야
한다.

2.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훈련 분야 중점 사업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훈련 분야 중점 협력사업은 크게 3개 분야로 구분해
서 제시하였다. 제도적 기반 마련, 정보 시스템 구축, 직업훈련 역량 강화가 그

78) Xolmuxamedov Murodullo Maxmudovich 우즈베키스탄 고등교육부 차관, 마소도프 국제아카
데미 대표, R. Rustamov 교육표준화 국장과 면담(2017. 7. 7, Center for Secondary Special and
profession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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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현재 한국이 지원하고 있는 시설, 기자재 등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
진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향후 우즈베키스탄의 직업교육훈련 질적 향상과
비정규 교육훈련의 확대를 위해 필요한 컨설팅 및 그에 수반되는 사업을 제시
하였다.

가. 제도적 기반 마련
1) 법적 기반 마련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본, 기술, 노동 등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작용
해야 한다. 최근에는 새로운 생산 기술의 출현, 전체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
증대, 근로자의 자격 요건 강화, 새로운 직업과 향상된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직업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직업교육은 노동 시장의 새로운 요
구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존의 직업교육 훈련 제도를 새롭게 개혁해야 한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에는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독립된 법률로는 1997년에 제
정된 National Program for the Personnel Training(NPPT)가 유일하다.
이 법은 취학 전 교육, 학교교육, 중등전문직업교육, 고등교육을 포함한 계속
학습의 모델을 포함하여 평생학습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은
그 제정 시점이 오래되었고, 내용도 선언적인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 현재의 경
제 및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 후 2015년 3월 10일자 ‘직업
고등학교 졸업생 취업 시스템 지속 개선 방안’에 관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내
각령 N52호는 공화국 및 지역 조정위원회 창설, 직업고등학교 졸업생을 위한
채용연계형 현장실습 조직, 직업고등학교 졸업생 전공별 취업 현황 분석 및 모
니터링, 채용박람회 개최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에 우즈베키스탄 정
부는 다양한 인재 양성을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법적 기반 조성, 시장개혁과
요구에 부합하는 젊은 인재 양성, 인문계(Academic Lyceum) 및 실업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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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Vocational College)의 물질적ㆍ기술적 기반 개발 및 강화, 국가교육
표준, 교육과정, 교사양성 및 재교육 개발 등을 포함한 ‘국가 인재 양성 계획 실
행 방향’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직업교육훈련은 대
통령 또는 내각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일부는 장관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수년 동안 직업 교육훈련 법령을 시행함에 따라 직업 훈련 시스템이 개발되었
다. 특히 주 및 비정부 교육 기관이 설립되었다. 일부 대기업에서도 사내교육훈
련 기관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제2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직업교육훈련의 개념, 민간에서의 재직
자 및 실업자교육 설립, 교육훈련 교사/강사의 자격 정의 등 많은 요소들이 명
시적으로 정의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근로자의 적합한 능력 개발과 교육수준을 전제
로 하는 ‘2017~21년 5대 국가발전 우선 방향 실행전략’에서도 확인할 수 있
다. 우즈베키스탄은 신산업의 등장과 혁신기술의 적극적인 도입, 외국인투자
규모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인력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개혁도
진행할 계획이다. 그 결과 신규 또는 기존의 일자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가
능한 짧은 기간에 시장에서 요구하는 양과 질을 충족하는 교육훈련제도가 필요
하다.
2017년 3월 14일자 ‘중등전문직업교육기관 활동 지속 개선 방안’에 관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통령 N.PP-2829호가 발표되었다. 이에는 직종 선택,
교육과정의 근본적인 질 개선, 일반고등학교(Academic Lyceum) 졸업생들에
게 취업에 중요한 전공을 부여하는 내용에 관한 주요 과제와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2017년 9월 26일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PP-3290 결의안이 발표되
었다. 그 내용은 현재 10% 수준인 인문계고등학교의 수업 연한을 2년으로 정
하고, 숫자를 축소하고, 직업고등학교의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우즈베키스탄 교육부는 관련 법령을 준비해야 한다. 직업교육
분야에서는 교육의 질 평가, 학습모듈(현재 240개)의 숫자 축소 및 신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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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교육강화, 실습 시설 및 장비의 공급, 진로지도 및 채용정보 제공, 취업 모
니터링, 국제적인 평가 등에 관한 내용들이 법률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
요하다.
직업훈련 분야는 직업훈련 관련 기본법을 KOICA의 지원으로 제정하고 있
다. 이는 실업자 훈련 및 일반인 직업훈련 관련 모든 핵심 내용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향후 이 법률이 채택되면 직업훈련의 기본이 될 것이다. 훈련 분야에서
는 향후에 추가적으로 우즈베키스탄 내 성인 대상 훈련기관, 채용 정보 업체,
직업훈련 전담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령마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직업교육훈련 전담기구 설립
현재 우즈베키스탄에는 직업교육훈련을 총괄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 직업
교육훈련 표준은 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직업교육은 교육부, 훈련은 고용
노사관계부에서 책임지고 있다. 고용노사관계부는 약 200여 개의 직업고등학
교를 지원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현재 3개인 직업훈련원을 계속 확장
하고, 직업고등학교도 확대하겠다고 공표했다. 그리고 일반고등학교도 직업교
육을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담당
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없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한국의 한국산업인력공단(HRD Korea) 경험을 바탕
으로 우즈베키스탄에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특수 기관 설립을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정부부처, 지방단체, 경제단체, 민간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
관계자로 구성하여, 직업교육훈련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을 책임지
는 기관의 설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 기관은 지역 직업훈련원의 역할 제
고, 실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훈련 기회 확대, 직
업교육훈련 데이터베이스 개선, 성인 대상 훈련, 재교육 보조금 및 예산 재편성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직업교육훈련 혁신 방법 연
구, 교육훈련 과정 개발, 훈련교사 양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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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자격체계 도입
국가역량체계는 개인의 능력을 직무수준에 따라 구분하고, 해당 수준에 도
달하기 위해 필요한 학위, 자격증, 현장경력 등을 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가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직무유형(type)과 수준(level)을 정하게 된다. 자격
체계는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직업교육훈련 졸업생뿐만 아니라, 현재 노
동시장에 있는 재직자 및 실업자들의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우즈베키스탄에는 직업고등학교(Vocational College) 네트워크가 모든 지
역에 구축되어 있다. 또한 거의 모든 지역에 직업훈련원의 제도가 마련되고 있
다. 이와 더불어 현재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는 몇 개의 분류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 주요직위직업분류(2015년 6월 19일 내각령 N164호에 의해 승인), 국가
표준직종분류(2000년 8월 9일 국가표준청), 중등전문직업교육 계열/전공/직
종 분류(중고등특수교육부령, 2006. 7. 18 승인), 고등교육 계열/전공 분류
(2012년)가 그것이다. 또한 모든 직무와 직업에는 국가교육계열 분류체계에
따라 필요한 직업교육 수준요건이 게시되어 있다. 이 요건은 산업계의 직업/직
무와 국가인력양성체계의 호환성, 산업 포함 직업교육기관의 인력양성체계 구
축에 필요한 정보기반을 보장하기 위한 기반이 된다. 그러나 직업교육훈련 졸
업생 및 성인의 역량평가체계는 구축되어 있지 않다.
국가자격체계는 주요 직무에 대한 자격등급 개발 절차에 대한 규정, 주요직
업 자격등급 도입을 위한 지역별/산업별 표준규정, 통일된 자격등급취득 증명
서 양식, 자격의 인증 및 상호인정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OECD도 우즈
베키스탄은 “모든 VET(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직업에 대한 직
업 표준이 있지만 국가자격체계(NQF: National Qualifications Framework)
는 없다”고 지적하면서 제안한 내용이다.79) 국가자격체계를 도입해야 하고 이
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79) OECD(2013),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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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보 시스템 구축
1) 노동시장 정보 및 분석 시스템 구축
정책 개발 및 실행의 기초로서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정보 인프라를 확충하
는 것이 필요하다. 신뢰성 있는 정책의 수립은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을 두어
야 하기 때문이다. 산업계의 수요와 필요한 인력 분야 및 수준에 관한 노동시장
정보가 신속하게 교육훈련에 제공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훈련을 통
해 양성된 인력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이 두 가지 시스템이 구축
되어야 산업발전에 따른 적절한 인력의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양질의 인
적자원이 양성되는 선순환 체제를 갖출 수 있다.
현 우즈베키스탄의 직업교육훈련은 산업과 지역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산업의 발전 전망을 많이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직업교육기관의 인력
양성 수준은 사회적ㆍ경제적 요구와 산업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며, 교육
방식은 노후되었고, 훈련의 질과 효율성이 보다 총공급에 집중되어 있다. 그 이
유는 산업과 지역 발전에 따라 산업의 인력에 대한 숙련수요를 모니터링하고
예측하는 실질적인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World Bank(2014) 보고서
에서 지적되었듯이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한다. 현 직업교육기관은 기
초직무능력, 구직활동능력, 창업능력을 갖춘 졸업생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과정을 마친 인력에 대한 평가가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 인력 수급의 미스매치로 인해 역량 있는 학생들마저 시장 경
쟁력을 잃고 있다.80)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능력요건을 파악할 수 있는 산업 및 지역 차원에서
의 협력체계가 부족하다. 그 결과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술 및 숙련 수요를 모니
80) 전공별 직업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낮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전체 졸업생 중에서 전공 연관 분야에
취업한 비율은 59.8%로 25만 800명이다. 시장수요와 학교공급 간의 숙련 불일치로 취업률이 가장 낮
은 지역은 시르다이라 주(38.4%), 수르한다리야 주(49.9%)와 타슈켄트 시(50.3%)이다. 고용노사관
계부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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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링하고 예측하는 시스템이 없다.81) 특히 직업교육훈련 이해 관계자들이 정
책에 관여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대기업에만 적용되고, 소기업 및 민간
기업은 관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우즈베키스탄에는 상당한 관리 데이터가
있지만 설문 조사는 일반적이지 않다. OECD는 일관성 있는 VET 정책을 위
해, 데이터베이스는 졸업생과의 추적연구(tracer) 및 고용주 설문 조사와 같은
분석 도구의 정기적인 사용을 통해 강화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82)
따라서 노동시장 정보 및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향후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필요한 중장기 인력양성계획 작성 및 이행에 필수적인
시스템이다. 노동시장 정보를 바탕으로 교육훈련시스템과 노동시장과의 연계
를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도 마련하여야 한다. 중장기 로드맵에는 전체
TVET(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시스템의 변
화 방향, 비전, 관리 등에 대한 정책 방향 및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행에 옮
겨야 한다. 또한 직업교육훈련 졸업생에 대한 성과 평가 등에 민관이 협력하여
직업교육훈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매년 약 50만 명의 직업교육 졸업
생이 배출되고, 향후 15개 훈련원이 설립되면 추가적으로 4,500~7,500명의
훈련기관 졸업생이 배출될 것을 감안할 때 졸업생 성과평가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 및 직업을
연구하는 한국의 노동연구원 또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같은 다양한 노동 및
직업교육훈련 관련 정책연구기관의 설립도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

81) UNESCO(2017), p. 23.
82) OECD(2013),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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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교육훈련 역량 강화
가) 직업훈련원 네트워크 구축
직업훈련원 네트워크는 직업훈련원 간의 교육훈련의 질을 유지하고, 상호
간 정보를 교류하여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유형의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하여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기업, 민간 대표들
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직업훈련원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적절한 정책방향을 수립하여
야 한다.
향후 우즈베키스탄에는 2020년까지 15개의 훈련원이 완성되어 운영될 것
이다. 직업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사관계부는 직업훈련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 그리고 각 지역에 고용노사관계부가 관할하는 직업교육
기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훈련기관들이 운영될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지역
산업수요에 맞는 직업고등학교, 민간 교육기관, 기업 맞춤형 교육을 위한 프로
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를 구축
해야 한다.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정책과 프로그램을 논의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직업교육훈련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과정에 참여하
는 기관, 역할, 수행기능과 과제, 재정, 제한요인은 다음과 같다.

표 5-2. 직업교육훈련 참여기관
참여기관

기관의 역할

수행 기능과 과제

중고등특수교육부

직업고등학교에서 직업교육 제공

교육과정 및 훈련내용 개발

고용노사관계부

직업훈련 제공, 고용 보장

상공회의소
노동조합

사업개발 지원

훈련기관 운영, 노동시장
모니터링/분석
중소기업 지원, 문제해결
지원

근로현황 분석, 근로자 사회보장

사회권, 노동권 및 노동조합

정책 추진, 근로자 재교육 지원

이익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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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계속
참여기관

기관의 역할

수행 기능과 과제

재정부

예산지원

-

경제부
대기업 소속 교육원
비공립 교육기관

국가 사회경제발전 분석, 국가
경제성장 보장
재직 근로자를 위한 교육훈련 제공
훈련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훈련 제공

근로자의 지식과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유료 서비스 제공

자료: 저자 작성.

우선적으로 한국정부의 원조로 설립된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및 샤흐리삽즈
직업훈련센터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한국정부의 지원으로 코칸다
와 우르겐치 시에 추가로 설립될 훈련원의 공과 선정 및 운영을 위한 논의에도
참여하여야 한다. 우즈베키스탄 고용노사관계부는 한국정부 및 다른 국가의 원
조자금과 국제금융기구의 차관을 이용하여 노동시장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는
지역에 직업훈련센터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다. 이 훈련센터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방안에도 한국이 참여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나) 민간훈련기관 지원 체제 구축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는 데 정부의 공적자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한국은
물론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직업훈련에 민간의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 한
국의 경우 약 5,000개 이상의 민간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운영 중이다. 이 민간
기관들은 주로 재직자 및 실업자를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농업 인구가 감소하고, 공업 분야에
종사하는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결과 많은 기술 인력이 필요해질
것이다. 이들에 대한 정규교육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전문가들도 기존 교육체계의 장점과 과거 성과인 직업고등학교 확대를 인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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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평생교육체계가 형식교육(formal education)에 집중
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비정규 교육인 무형식 교육(non-formal education)과
비형식 교육(informal education)은 현재의 평생교육체계에서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태이다. 우즈베키스탄에는 재직자 및 실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훈련
을 제공하는 기관이 있다. [표 5-3]은 정규교육과 비정규교육을 제공하는 기관들
을 분류하였다.

표 5-3. 성인 대상 교육훈련 기관
성인 대상 정규교육

성인 대상 비정규교육

중등직업학교(college)

비국공립 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비정부 또는 비영리 단체(연합, 협회 포함)

단과대학(institute), 센터(center),

국제기구 / 프로젝트

학부대학(faculty), 향상훈련과정
여가문화활동센터
자료: 저자 작성.

우즈베키스탄에는 국공립교육기관 외 비정규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수백 개의
기타 기관들이 있다. 이 기관들 대부분은 우즈베키스탄의 내각령(N 100 2004.
3. 1일자)에 따라 허가를 받아 활동하는 비국공립교육기관(non- governmental
educational instituions)들이다. 그러나 민간 직업교육훈련기관은 많은 제약하
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 이유는 우즈베키스탄에는 민간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절차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법에서는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을 법적인 실체만
으로 한정하고 있다. 민간 교육훈련기관은 성인 대상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려
면 주정부와 내각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법적 실체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
나 2013년 외국어 교육훈련기관만이 승인된 이후 아직까지 다른 분야에서 민
간 직업교육훈련기관이 법적 실체로 인정받은 사례가 없다. 따라서 공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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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숫자가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향상훈
련기관들은 주로 대도시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고
용노사관계부가 지원하는 실업자(취업지원센터 및 사회보장센터에 정식 등록
된 자) 훈련, 재교육, 향상훈련은 200여 개의 직업고등학교에서만 제공된다.
기업은 자신의 직원을 위해 훈련비를 부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개인들도
재정적 이유로 비정규 직업훈련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다.83) UNESCO도
성인이 교육훈련을 통하여 정규교육과 동등하게 직무능력을 인정받는 기제가
없고, 교육훈련 기회도 매우 제한적임을 지적하였다.84) 성인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법률에 민간 성인교육기관 인가 규정 단순화 및 완화, 이
수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제도 추가, 교육훈련기관의 교사 및 시설에
관한 규정 등을 포함해서 법률을 보완해야 한다. 재정적 측면에서는 성인 훈련
및 재교육을 위한 재정지원과 보조금 지급체계를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다
양한 훈련에 대한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재정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세금을 면제하거나 직업훈련지원
을 위한 고용기금의 배정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직업훈련생의 증가
와 교육기관의 책임 제고를 위해 재정지원체계의 변화와 함께 보조금지급체계
도 바꿔야 한다. 민간교육기관의 확대는 부실한 교육훈련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
야 한다. 따라서 한국의 경험을 활용하여 민간 직업훈련 분야 활성화를 통해 산
업화에 부응하는 실업자 및 재직자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민간훈
련기관 지원 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83) 2017년 7월 5일 AKFA 그룹 방문 시 Abdujabar A. Abduvakhitov(Deputy General Director) 면
담 내용.
84) UNESCO(2014),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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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업교육훈련 교사 역량 강화
직업훈련 교사와 관련된 정책은 양적인 문제와 질적인 분제로 구분할 수 있
다. 양적인 측면에서는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새로운 수요가 나타나는 분야를
담당할 수 있는 충분한 숫자의 훈련교사 양성이다. 질적인 측면에서는 산업계
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춘 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교사자격요건,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등이 정비가 되어야 한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제2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양적ㆍ질적인 측면에서
교사확보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육훈련 실습장
비들이 부족하여 주로 이론적인 교육훈련이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이는
훈련교사가 이론에는 훌륭한 역량이 있지만 실습경험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산업계는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요구하고 있으나, 훈련교
사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지닌 기능 인력을 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직업
교육훈련기관의 인력 양성 수준은 사회적ㆍ경제적 요구와 산업 기술 발전을 따
라가지 못하며, 교육방식은 노후되었고, 훈련의 질과 효율성보다는 낮은 수준
의 공급에 집중되어 있다. UNESCO도 훈련교사의 부족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근로자의 적합한 능력 개발과 교육
수준을 목표로 하는 ‘2017~21년 5대 국가발전 우선 방향 실행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산업의 등장과 혁신기술의 적극적인 도입, 외국인투자 규모 확대,
인력 과잉 문제를 해소할 구조개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렇게 창
출되는 일자리에 새로운 기술을 보유한 일반 인력과 전문 인력이 가능한 빠른
기간에 공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사양성 및 재교육 등을 포함한 ‘국가
인재 양성 계획 실행 방향’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정규교육과정 졸업생을 지도하는 교사의 문제도 존재하지만, 성인 실업자
및 재직자 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훈련교사는 양과 질의 두 가지 측면에서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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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우즈베키스탄의 실업자 및 재직자 훈련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 고용노사관계부에서는 입학정원의 15% 내에서 미
등록 실업자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유상으로 훈련원에서 교육훈련을 하고 있
다. 그러나 이를 담당할 교사의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해당 교사들은 실업자
를 대상으로 입직을 위한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수준이지, 재직자를 대상으로
향상훈련을 하는 데 필요한 역량은 부족하다. 따라서 훈련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과 실행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직업교육훈련 분야 성과평가지표
가. 성과평가지표(안)
직업교육훈련은 직업교육과 훈련으로 구분될 수 있지만, 90년대 후반이후 국제
사회는 ‘기술직업교육훈련(TVET: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이라는 통합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85) 개발협력사업은 프로젝트
사이클관리(PCM) 방식을 활용하여왔다. 이는 사업의 진행 단계별로 성과프레임
워크를 통해 성과평가지표를 설정해왔다. 따라서 사업 초기에 사업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에 지원한 우즈베키
스탄 직업교육훈련 사업도 초기에 명확한 성과평가 지표의 설정이 미흡하여 사업
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도 앞에서 보았다.
각각의 목표의 달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도 미리 선정해야 한다. 성
과지표는 가능하면 측정가능하고 표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에 따라 사업
진행 단계별로 세부목표의 수행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그
리고 사업이 종료되면 종합적인 성과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85) 한국수출입은행 경협평가팀(2015), p.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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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 사업은 단순 기자재 지원 또는 연수부터 종합적인 사업(시설
신축, 연수, 기자재 공급, 교육과정 개발 등)까지 유형이 다양하다. 사업별 평가
지표를 어느 한 가지로 특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성과도 효과가 나타
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과 목표에 따라 성과지표가 다르게 나
타날 수 있다.
직업교육훈련의 성과평가지표는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성과평가지
표는 프로젝트가 완료시점의 산출물(output), 프로젝트의 완성 후 일정 시점
에 확인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 역량 강화와 같은 단기성과(outcome), 인적
자원 개발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같은 중장기성과(impact) 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86) 위에서 제시한 개발협력 목표 및 방향과 중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지표를 정리하면 [표 5-4]와 같다.

표 5-4.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훈련 성과평가지표(안)
디자인 요약

단계별 성과목표

성과평가지표

데이터 및 자료

가정 및 위험요소
가정

중장기 성과
(impact)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청년층의 증가
•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국제사회의 SDGs와 수
• 고용노사관계부/ 원국의 사회경제개발전
교육부 통계

실업자 및 재직자의 증가

략 및 국가인재양성계획
실행 방향으로 인적자원
개발 활성화
가정

• 직업훈련 졸업생의
단기성과

직업교육훈련

(outcome)

역량 강화

취업률 증가
• 직업훈련 역량 강화에
대한 교사, 학생 등
수혜자의 만족도 증가

• 직업교육훈련 분야 • 노동시장의 유연하고
프로그램 및

탄력적인 운용과 산

실행계획

업계의 수요 및 참여

• 고용노사관계부
/교육부의
통계자료

확대
• 노동시장 분석을 통
한 직업교육훈련지
원강화

86) 한국수출입은행 경협평가팀(2015), p.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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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계속
디자인 요약

단계별 성과목표

성과평가지표

• 법적 기반 마련
• 직업교육훈련 전담기구 설립
• 국가자격체계 도입
산출물
(output)*

• 노동시장 정보 및 분석 시스템 구축
• 직업훈련원 네트워크 구축
• 민간훈련기관 지원체제 구축
• 직업교육훈련 교사 역량 강화

데이터 및 자료
• 법령 공포
• 기관설립 공고
• TVET 기관, 유관
기관, 각국별 및
고용노사관계부/
교육부가 발간한
연차보고서
• 사업성과보고서,
모니터링 및 사업
평가 보고서 등

가정 및 위험요소
가정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인식 및 지원정책 개선
위험
훈련기관의 재정 및 예
산이 미흡하고, 비용 분
담 및 산업연계프로그
램 미흡

주: *산출물에 대한 성과평가지표 후술.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경협평가팀(2015), p. 115의 내용을 앞에서 제시한 프로그램에 맞게 수정함.

나. 중점사업별 성과지표, 협력기관 및 역할 분담
1) 법적 기반 마련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법령의 제정과 관련된
성과지표는 질적인 측면보다는 양적인 측면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률 제안건수, 법률공포건수 등으로 파악이
가능하다. 법령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고용노사관계부 및 고등교육부 등 관련 부
처의 참여가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직업교육훈련 법령에 관한 경험을 많이 축
적하고 있어서 KOICA의 재정 지원하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초청연수 또는
전문가 파견을 통한 컨설팅 제공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국제기구들의
참여도 필요하다. 그 이유는 국제기구들이 오랫동안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훈
련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한 경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법령의 내용에 관
해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 기반 마련의 성과지표로는 법률 제안건수,
법률공포 건수, 초청연수,87) 전문가 파견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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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교육훈련 전담기구 설립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사결정과 더불어 시설 및 인력
이 필요하다. 또한 전담기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수 및 자문이 필요하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새로운 기관을 설립할 경우 내각령 또는 대통령령이 선포
되어야 한다. 관련 기관은 고용노사관계부와 고등교육부 산하 시험센터
(testing center)가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전담기구를 고용노사관계부 산하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훈련생을 위한 프로그램 인정 및 졸업역량을 인정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기관이 시험센터이기 때문이다. 전담기구 설립에는 KOICA
또는 EDCF의 지원이 필요하다. 전담기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
담기구 인력에 대한 연수 및 기관 운영 자문이 필요하다. 자문기관으로는 한국
산업인력공단과 직업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있는 독일의 BMZ가 가장 적절할 것
이다. 성과지표로는 내각령/대통령령 공표 건수, 연수 및 전문가 파견으로 선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3) 국가자격체계 도입
국가자격체계 도입은 우즈베키스탄의 역량인정체계 전체를 바꾸는 커다란
변화이다. 현재의 교육훈련 평가 방식, 교육훈련표준, 자격증 제도, 현장경력
인정방안 등이 모두 변화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기관은 교육부, 고용노사관
계부, 시험센터, 상공회의소, 기업체, 노동조합 등이다. 국가자격체계를 도입
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구 설립과 유사하게 내각령 또는 대통령령이 선포되어야
한다. 국가자격체계 도입을 지원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을 지닌 기관은 한국과
외국의 원조기관 중 스위스 또는 독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국가자격체
제를 구축 중이나, 이의 기반이 되는 교육훈련표준, 자격제도, 교육훈련 평가

87) 전문가 파견 또는 초청연수의 경우 단순한 건수보다는 MAN Month 개념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예) 10명x30일=300MM. 참여 대상 인원이 많을수록, 기간이 길수록 MM은 증가함. 따라서 대상자들
이 적절한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MM을 정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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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KOICA,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참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위스와 독일은 산학협력을 통해 도제제도를 오랫동안
운영해온 국가이고, 국가자격체계를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경험을 축
적하였다. 스위스는 SDC, 독일은 BMZ의 참여가 바람직하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국가자격체계에 관한 경험과 역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과
더불어 연수가 필요할 것이다. 성과평가지표는 내각령/대통령령 공표 건수, 국
가자격체계 구축 여부, 연수 및 전문가 파견으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4) 노동시장 정보 및 분석 시스템 구축
노동시장 정보는 산업의 변화를 파악하여 인력수요를 예측하는 업무와 이를
직업교육훈련에 반영하여 교육훈련 과정을 설계하는 업무로 구분할 수 있다.
산업계의 변화정보를 파악하고 인력수요를 예측하는 기능은 한국고용정보원
이, 직업교육훈련에 반영 및 교육과정 설계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경제부, 고용노사관계부, 교육부가 전문
성을 보유하고 있다. 외국 원조기구의 경우 World Bank, 독일의 BMZ가 각각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노동시장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와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의 KOICA
또는 EDCF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고용노사관계부 산하 교육센터, 지역산업체 등의 참여도 필요하다. 성과평가
지표로는 노동시장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내각령/대통령령 공표 건수, 노동
시장 정보 시스템 구축 여부, 교육과정 개편 여부, 연수 및 전문가 자문으로 선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5) 직업훈련원 네트워크 구축
직업훈련원 네트워크 구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협의체
를 구축해야 한다. 협의체는 직업교육훈련에 관련된 공공부문과 민간부분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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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용노사관계부, 교육부, 직업훈련원, 상공회의
소, 노동조합, 재정부, 경제부, 대기업소속교육원, 비공립교육기관 등의 참여
가 필요하다. 네트워크의 구축과 운영에는 큰 비용이 소요되지는 않지만, 네크
워크 운영을 위한 자문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KOICA의 재정 지원하에 한
국직업능력개발원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의 경우 독일이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오랫동안 구축하여 운영해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BMZ가 참여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과평가지표로는 네트워크 구축 실적, 연수 및 전문가 자
문으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6) 민간 훈련기관 지원체제 구축
성인 재직자 및 실업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제공하는 민간훈련기관을 육성하
려면, 훈련시설 및 교사에 대한 인정 및 운영 규정 정비, 자격증 발급 체계 수
립, 질 관리 방안 수립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가 수행해
야 할 역할을 민간에 위탁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민간훈련기관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독립된 부서가 고용노사관계부 산하
중앙사무소에 설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컨설팅 해주기 위하여 한국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 KOICA의 재정 지원하에 관리ㆍ운영 경험이 풍부
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같은 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 영국, 독일 등과 같은 외
국의 경우 민간훈련기관 운영에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외
국의 개발협력기관들의 참여는 바람직하지 않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고용노
사관계부, 재정부, 상공회의소, 대기업소속교육원, 비공립교육기관들의 참여
가 필요하다. 성과평가지표로는 지원받는 민간훈련기관의 수, 고용노사관계부
내 독립부서의 설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내각령/대통령령 공표 건수, 재
정지원액, 민간 교육훈련기관에서 배출되는 인력의 수, 연수, 전문가파견 등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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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직업교육훈련 교사 역량 강화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는 훈련교사의 수준은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양질
의 훈련생을 양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양적인 측면에서는 훈련교사 1인당
교육훈련생의 비율을 파악해야 한다. 질적인 측면에서는 훈련교사의 학력 및
경력 등 자격요건이 적절한지를 평가해야 한다. 훈련교사는 이론적인 능력과
더불어 실무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훈련교사의 능력 향상은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 및 연수 참여 실적 등을 통해 파악이 가능하다. 한국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KOICA 프로그램을 통하여 연수생 초청을 실시하고, 전문가를
파견하는 방안이 있다. 연수 및 전문가 파견은 한국교원대학교가 교사 양성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고용노사관계부 및 교육부와 한국의
KOICA와의 협력을 통해 이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재정지원의 경우 훈련교
사의 임금 등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부담하고, 연수생 초청 및 전문가 파견은
한국이 부담할 것을 제안한다. 성과평가지표는 교육과정 수, 교수학습방법 이
수 실적, 교사 1인당 훈련생 수, 현장경험 보유 교사의 비율, 교육훈련 참여 실
적, 연수, 전문가파견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5-5. 중점사업별 성과지표, 협력기관, 재정 분담 및 역할
중점사업명

성과평가지표

협력기관

재정분담 및 역할
• KOICA: 재정지원

법적 기반 마련

• 법률제안건수
• 법률공포건수

• KOICA
• 고용노사관계부, 고등교
육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수 및 전문
가 자문
• 고용노사관계부, 고등교육부: 법령
제정
• KOICA/EDCF: 재정지원

• 내각령/대통령령 공
직업교육훈련

표 건수

전담기구 설립

• 연수(MM)
• 전문가파견(MM)

• KOICA/EDCF, 한국산 • 한국산업인력공단: 연수 및 전문가
업인력공단

자문

• 고용노사관계부, 고등교 • 우즈베키스탄 정부: 기관설립 부지
육부 산하 시험센터
• BMZ(독일)

등 제공, 인력선발, 법령 공표
• BMZ: 재정지원, 연수 및 전문가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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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계속
중점사업명

성과평가지표
• 내각령/대통령령
공표 건수

국가자격체계
도입

• 국가자격체계 구축
여부
• 연수(MM)
• 전문가파견(MM)
• 내각령/대통령령
공표 건수

노동시장 정보
및 분석 시스템
구축

• 노동시장 정보 시스템
구축 여부
• 교육과정 개편 여부
• 연수(MM)
• 전문가파견(MM)

협력기관
개발원
• 고용노사관계부, 고등교
공회의소, 기업체, 노동
조합
• BMZ(독일), SDC(스위스)

직업훈련원

• 연수(MM)
• 전문가파견(MM)

및 연수
선발 등
• BMZ 및 SDC: 재정지원, 연수 및
전문가 자문

• KOICA, EDCF, 한국직 • KOICA, EDCF: 재정지원
업능력개발원, 한국고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고용정보
용정보원

원 : 전문가 자문 및 연수

• 고용노사관계부, 고등교육 • 고용노사관계부, 고등교육부 산하
부 산하 시험센터, 상공회
의소, 기업체, 노동조합
• BMZ(독일), World
Bank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네트워크 구축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가 자문

육부 산하 시험센터, 상 • 우즈베키스탄 정부 : 법령 공표, 인력

• KOICA

• 네트워크 구축 실적

재정분담 및 역할

• KOICA, 한국직업능력 • KOICA/EDCF: 재정지원

• 고용노사관계부, 교육
부, 직업훈련원, 상공회
의소, 노동조합, 재정부,
경제부, 대기업소속교
육원, 비공립교육기관
• BMZ(독일)

시험센터, 상공회의소, 기업체, 노
동조합: 재정지원 및 인력 선발 등
• BMZ(독일), World Bank: 재정지
원, 연수 및 전문가 자문
• KOICA: 재정지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가 자문
및 연수
• 고용노사관계부, 교육부, 직업훈련원,
상공회의소, 노동조합, 재정부, 경제
부, 대기업소속교육원, 비공립교육기
관: 재정지원 및 네트워크 운영
• BMZ(독일): 재정지원, 연수 및 전문
가 자문

• 지원받는 민간훈련기
관의 수
• 고용노사관계부 내 독
립부서 설치
•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
민간훈련기관
지원체제 구축

한 내각령/대통령령
공표 건수
• 재정지원액
• 민간교육훈련 기관에
서 배출되는 인력의 수

• KOICA

• KOICA: 재정지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가 자문 및

• 고용노사관계부, 교육부,
직업훈련원, 상공회의

연수
• 고용노사관계부, 교육부, 직업훈련원,

소, 재정부, 경제부, 대기

상공회의소, 노동조합, 재정부, 경제

업소속교육원, 비공립

부, 대기업소속교육원, 비공립교육

교육기관

기관: 재정지원 및 체제 구축

• 연수(MM)
• 전문가파견(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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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계속
중점사업명

성과평가지표

협력기관

재정분담 및 역할

• 교육과정 수
• 교수학습방법 이수
• KOICA: 재정지원

실적
직업교육훈련
교사 역량 강화

• 교사 1인당 훈련생 수 • KOICA
• 현장경험 보유 교사의 • 고용노사관계부, 고등교
비율

육부

• 교육훈련 참여실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수 및 전문
가 자문
• 우즈베키스탄 정부: 인력선발 및 관
리ㆍ운영

• 연수(MM)
• 전문가파견(MM)
자료: 저자 작성.

위에서 제시한 우즈베키스탄의 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해야 한다.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사업은 법적 기반 마련이다. 그 이유는 제도적 기반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그에 따른 예산 및 정책들이 수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직업교육훈련 전담기구 설립, 노동시장 정보 및 분석 시스템 구축,
직업훈련원 네트워크 구축, 민간 훈련기관 지원체제 구축이다. 전담기구 및 노
동시장 정보 시스템, 직업훈련원 네트워크 구축은 2018년부터 추진해서 15개
직업훈련원이 설립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민간 훈련기관 지원체제 구축은 기간
이 오래 걸리는 사업인 관계로 ’18년부터 추진해서 ‘23년까지는 구축을 완료
해야 한다. 연도별로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점차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나가
야 한다. 국가자격체계의 도입은 고용노사관계부, 교육부, 재정부 등의 협업이
필요하며, 직업교육훈련 전체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약 2년간의 준
비 기간을 거쳐 ’23년까지는 완성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5-6]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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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중점사업별 사업추진 우선순위
중점사업명

1단계(’18~’19)

2단계(’20~’21)

3단계(~’23)

법적 기반 마련
직업교육훈련 전담기구 설립
국가자격체계 도입
노동시장 정보 및 분석 시스템 구축
직업훈련원 네트워크 구축
민간훈련기관 지원체제 구축
자료: 저자 작성.

다.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의 향후 방향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사업은 직업교육훈련 시설 건축, 기자재 및 장비 설치
위주로 지원되어 왔다. 기자재 및 장비는 활용하기 교재 개발, 교사 연수, 전문
가 파견은 파생적으로 이루어졌다. 기자재 및 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재정적 기
반이 취약한 수원국의 인적자원 양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수원국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이러한 지원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한국도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1960~70년대 독일 등 외국으로부터
장비 및 기자재 등을 원조 받은 동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건축, 기자재 및 장비 지원이 수원국에서 꼭 필요한 분야에 적
시에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한국은 그동안
수원국의 전반적인 경제전망, 노동시장 변화, 직업교육훈련 수요에 대해 장기
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을 해왔기 때문이
다.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 직업훈련원 지원사업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
다. 수원국의 직업훈련제도 및 노동시장에 대한 충분한 분석도 이루어지지 않
은 상태에서 훈련원 지원이 결정되고 공과가 선정되었다.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은 사업기간이 끝나면 그것으로 기능을 다하는 운명을 맞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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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부분이다. 하나의 사업이 시작되면 그 사업이 이전의 사업과 어떻게 연계
되고, 추후에 지원되는 사업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결고리
가 명확하지 않았다.
또한 수원국에서 오랫동안 지원을 해왔고, 장기적인 국가발전방향 및 지원
정책을 축적하고 있는 원조공여국과 공동 논의도 미흡한 상태에서 지원을 해왔
다. 그 결과 그들이 지닌 경험과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
다. 한국은 수원국에서 요구하는 분야를 전문가들이 짧은 기간 검토해서 지원
하는 단기적인 지원을 원조공여국과의 협력체계도 구축되지 않은 채 단독으로
지원을 해왔다. 단편적ㆍ단기적 성과위주의 지원을 해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
유이다.
우즈베키스탄에 지원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과는 지원방식
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의 경우 거시적ㆍ정책 수준부터 미시적ㆍ
이행 수준까지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다. UNESCO도 ‘국가 평생교육 전략’이
라는 정책문서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가장 심각한 분야인 비정규학습에 집중
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중등 및 고등 교육의 품질 보증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사업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학생, 시민사회, 기업 등을 대
상으로 정기적인 추적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이들의 특징은 철
저한 조사 분석을 통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설정하여 추진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원조기관 간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원조의 내용을 조정하고,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수행하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노동시장
의 변화와 사업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점이다.
반면에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분야 지원은 거시적, 중장기적 전략문서도 없
이 미시적인 수준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원조기관 간의 협조도 부족하고, 사
업종료 후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향후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원조의 방향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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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에서 언급했듯이 타 개발협력기관 사업과 연계, 민관협력 다변화, 지
원방식의 효율화, 성과관리 강화를 제안한다. 한국의 CPS 문서상에는 이러한
내용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명기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내용들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지에 파견된 인력들이
직접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원조 방식은 현재의 문제점들을 계속 반
복하게 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각각의 전략별로 향후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타 개발협력기관 사업과 연계를 통해 주요공여국과의 협력체계를 구
축해야 한다. 현재는 타 공여국과의 대화 채널도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
우선적으로 공여국 정례회의에 참석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공동사업 등을 추진
하면서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 전문가들이 지원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외국기관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자료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다. 그러나 한
국 원조기관들은 그러한 자료를 전문가들에게 전혀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직업교육훈련은 건설, 장비, 기자재 지원이 포함되어 있어 많은 재원
이 필요한 사업으로 민관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한국, 수원국, 외국 기업
들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장기적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과 같은 컨
설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학, NGOs 등과의 협업이 대단히 중요하나, 직업
교육훈련 사업에 민관협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민관협력은 별도의 분야
로 추진되었다. 다른 분야도 상황이 비슷하겠지만, 직업교육훈련 분야 지원사
업은 설계하는 시점부터 민관협력을 포함해야 한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직업
교육훈련의 질적 향상과 비정규 교육훈련의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관협
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민관협력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모든 사업에 민관협력을 필수 전략으로 포함하고 그 결과도 평가
해야 한다.
셋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자재 및 장비 등을 지원하는 하드웨어적 지원
방식과 더불어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국가차원의 자문을 실시해야 한다. 자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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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적, 중장기적 차원에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자문을 통해 사
업도 발굴해야 한다. 현재처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분야 국내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이들이 수원
국과 지속적으로 네트워킹을 하고, 정책파트너로서 활동할 수 있는 제도를 도
입해야 한다. 전문가의 역할은 직업교육훈련 제도 및 정책 자문, 네트워크 운
영, 계속적인 조사 실시, 사업 발굴, 사업지원, 사후 모니터링을 통한 성과관리
등 다양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외국의 원조기구들이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에
관한 조사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넷째, 직업교육훈련 사업은 지원이 된 후 CPS의 목표 및 방향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사후 관리를 통해 지원의 성과
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의 성과
관리는 필요 시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서 실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성과관
리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직업교육훈련에 오랫동안 경험과
지식을 축적한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제도적인 측면도 강화해야겠지만, 성과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당 국가 및 분야 전문가의 장기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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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 요약
2. 향후 개발협력 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개발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우즈베키스탄의
관련 정책방향과 경제사회 여건을 살펴봄으로써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개발수
요를 파악하고, 그간 이루어진 국제사회의 관련 개발협력 방향 및 사업을 분석
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수행해온 관련 개발협력을 평
가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정책 방향과 시사점을 제시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요약
가. 우즈베키스탄의 국가발전전략과 직업교육훈련 개발수요
1) 우즈베키스탄의 국가발전전략 및 산업ㆍ무역 구조
우즈베키스탄은 독립 이후 2000년대까지 수입 대체를 통해 국내 산업을 발
전시키는 경제성장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수입 대체
와 더불어 일부 수출경쟁력을 지닌 제품의 수출 촉진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주도의 개발정책에 따라 주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져 민간
부문의 개발이 지연되었으며, 생산가능 인력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
용은 충분히 창출되지 못하고 있다. GDP와 수출액에서 제조업 부문이 차지하
는 비중에는 큰 변화가 없는 상태이다. IMF는 201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 우즈
베키스탄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경상수지와 재정수지도 악화될 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경제구조 개혁 및 산업다각화를 위한 일련
의 정책을 도입하였다. 전임 카리모프 정부는 2015년 사회경제개혁의 실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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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을 제시하였으며, 2016년 출범한 신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5대 우선
정책 방향을 공표하였다. 특히 ‘경제 개발 및 자유화’ 분야에서는 산업 다각화,
금융시스템의 전면 개혁, 대외경제관계의 확대, 농업 부문의 개혁 등을 제시하
고 있으며, ‘사회서비스의 개선’ 분야는 교육 발전을 포함하고 있다. 향후 우즈
베키스탄의 국가개발전략에 따라 경제 자유화 및 산업구조의 다변화가 추진되
고 민간부문의 역할과 비중이 확대되면 이에 맞추어 새로운 기술과 기능을 지
닌 인력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대 들어 공업 부문 전체 투자의 절반가량이 에너지ㆍ연료 산업에 집
중되었는데, 이는 우즈베키스탄이 보유한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보다 적극적으
로 개발하고 수출하려는 정부의 노력과 해외 투자의 유입에 따른 것으로 보인
다. 산업화ㆍ현지화를 위한 개발전략에 따라 에너지, 전력, 화학 및 석유화학,
야금, 기계제작 및 금속가공, 건설 자재 등의 생산역량이 확충되고 인력수요도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이 원자재의 가공 및 연관 산
업의 개발을 통해 수출을 촉진하려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관련 산업에서의
인력수요도 확대될 것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산업발전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선결
요건은 해당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증대함과 동시에 산업화를 위해 필요한
산업기술을 개발하고 양질의 기술ㆍ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각각의 경제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개별 산업
별 육성방안과 그에 따른 인력양성 계획이 제시되지는 않고 있다.

2) 우즈베키스탄의 인구 및 고용 구조
우즈베키스탄의 인구는 독립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생산
가능인구(15~64세)의 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18~39세 연령층의 비중
이 약 62%(2015년)에 달한다. 이와 같은 인구구조는 향후 우즈베키스탄의 경
제성장을 위한 큰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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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부문의 GDP 대비 비중이 감소하여 공업 부문과 농업 부문 간 GDP 비
중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 부문 취업자의 비중
(26~28%)이 공업 부문 취업자 비중(13%)보다 높은 상태이다. 향후 산업정책
의 추진에 따라 공업 부문의 비중이 확대되면 공업 부문에서의 기술인력 수요
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또한 농업 부문에서의 인력수요량이 증가하기는 어려
울 것이지만 보다 효율적인 농업기술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인력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은 해외로의 인력송출 규모가
커서 이를 통해 상당량의 외환소득을 벌어들여 왔는데, 최근 들어 해외송금액
이 줄어들고 있다. 향후 해외에서 귀국하는 이주노동자의 국내 취업을 위한 직
업훈련 수요도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우즈베키스탄의 직업교육훈련 현황 및 문제점
우즈베키스탄의 직업교육훈련은 정규학제에 의한 중등 직업교육이 주를 이
루고 있다. 매년 약 55만 명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그중 약 9%만이 대학에
진학하며, 나머지 고등학교 졸업생은 노동시장으로 진입한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초중등 교육이 무상ㆍ의무 교육으로 제공되어 있고, 고
등학생 연령의 90% 이상이 직업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정규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교육부문에 대한 정부지출에서 고등학교
교육이 2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직업고등학교에 배정되고 있
다. 또한 중등교육기관의 학생-교사 비율은 중저소득국 그룹(세계은행 기준)의
절반 이하로 매우 양호한 상태이다. 그러나 직업고등학교의 교육훈련 및 실험
장비 기반이 여전히 미흡하며, 교사 역량의 유지와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재교
육은 미흡한 상태이다.
전체 취업자의 수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노동인력의 노동수요 부합도는 미흡
하여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직업고등학
교 졸업생을 고용한 기업의 만족도가 그리 높지 못하다.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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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장애요인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중의 약 35%가
우수한 기술인력의 부족이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장애요인 또는 매우 심각
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청소년층의 정규 직업교육에 대한 접근가능성은 개선되
어 왔으나, 성인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는 매우 제한적인 상태로 남아있다. 공공
부문의 비정규 직업훈련은 고용노사관계부 산하의 직업훈련원에서 실업자를
위한 재취업 프로그램이 소규모로 제공되고 있다.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이
외에 재직근로자, 전직희망자, 취약계층 등을 위한 직업훈련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전국적으로 사설 직업훈련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훈련기관의 지
정 및 인정 기준(교사, 훈련과정, 시설장비 등)이 없으며 훈련프로그램의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술ㆍ기능 인력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
한 국가역량체계, 국가직무능력표준, 자격검정제도 등도 구비되어 있지 않다.
향후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산업구조 및 노동수요의 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새
로운 직종 및 기술 분야에 대한 직업훈련, 이직자 및 전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재훈련, 해외에서 귀국하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직업훈련 등에 대한 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성
인 직업훈련기관들이 이와 같은 직업훈련 수요를 수용할 여력 및 역량이 크게
미흡한 상태이다.

4)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훈련 정책의 변화
우즈베키스탄은 직업교육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 2017년 신임 대통령이
5개년 국가발전계획을 발표하면서 직업교육훈련 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발생하
고 있다.
⦁ 교육 분야는 일반 초중등 교육기간을 12년에서 11년으로 1년 축소하면
서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일반고등학교 학생도 직업교육을 받도
록 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교육적 기반이 낮은 일반고등학교를 폐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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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성과가 낮은 54개의 일반고등학교를 직업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 직업교육은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인력양성을 목표로 교원 재교육, 자격
제도의 재검토, IT 장비ㆍ시설 등의 최신화, 학생 평가 툴 개발을 추진 중
이다. 한국이 지원해준 NCS 학습모듈을 직업교육에 확대하여 활용, 직
업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평가 전문가의 자문, 워크숍 및 연수 등
을 추진 중이다.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정보, 시스템 등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전문가를 통해 전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직업훈련 분야는 실업자 재교육 및 근로자 역량강화를 위해 노동시장에
서 요구되는 새로운 직종과 전공과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을 발
표하였다. 향후 2020년까지 직업훈련원을 공여국 및 국제금융기구의 증
여와 양허성 차관을 이용하여 현재 2개에서 15개까지 지속적으로 확장
해나갈 계획이다.
⦁ 성인의 직업교육훈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용노사관계부에 실업자
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구직자 및 고용주의 요청에 따른 근로자를 대상으
로 입학정원의 15% 내에서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직종에 대한 역량강
화 단기과정을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5) 우즈베키스탄의 직업교육훈련 개발수요
향후 우즈베키스탄 산업구조의 변화에 부응하는 지식, 기능 및 직무능력을
지닌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며, 정보기술을 포함하여 새
로운 기술의 활용 능력에 대한 요구도 높아질 것이다. 이에 따라 확대되거나 새
롭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교육훈련 개발수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개발전략, 특히 산업개발전략에서 주요 산업부문별로 향후 예상
되는 노동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중장기 인력양성계획 작성 및 이행이 병행되어
야 개발전략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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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 특히 성인에 대한 직업훈련 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프로그램을 도입해
야 할 것이다. 셋째, 새로운 노동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시스템과 노
동시장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산업구조 및 노동수요의 변
화에 맞추어 직업교육훈련의 분야, 교과과정, 교육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ㆍ혁
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실용적인 훈련프로그램의 고안 및 실행, 졸업생에
대한 성과 평가 등을 위한 민관협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새로운 직업교육
훈련 수요에 부응하는 직업교육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의 역량 개선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양적ㆍ질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넷째, 평생교육
의 관점에서 성인에 대한 추가 직업교육훈련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법
ㆍ제도를 정비하고, 성인에 대한 양질의 직업훈련 제공을 위한 물적ㆍ인적 인
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
직업훈련센터 증설을 통해 성인 직업훈련 인프라를 확대하고, 이와 더불어 민
간 직업훈련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가직무능력표준, 국가역량체계, 직업훈련 기관의 인정제도 등을 도
입ㆍ적용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의 공급기반을 확대하고 직무 자격의 신뢰도
및 수용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직업훈련 여건 및
수준을 고려하여 한국이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 운용하였던 국가자격제도를 먼
저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직업교육훈련의 품질 및 성과
를 평가하는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품질 및 성과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직
업교육훈련의 지역 간 불균등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최근의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적절한 정책방향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 분야를 포함하여 교육 분야
전반에 대한 정보 수집 및 확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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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제사회의 개발협력과 시사점
2010~15년 동안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전체 원조가 분야별로 배분된 상태
를 보면 수자원 분야에 약 17.2%, 에너지 분야에 16.4%, 그 다음으로 교육 분
야에 12.5%가 지출되었다. 2006~15년의 10년 동안 우즈베키스탄의 교육 분
야에 독일, 한국, 일본, World Bank, ADB 등이 원조를 제공하였으며, 그중에
서도 독일과 한국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6~15년 동안 우즈
베키스탄에 지원된 교육 분야 원조의 약 20%가 직업교육훈련 분야에 제공되었
으며, 연평균으로는 약 6백만 달러로 그리 큰 규모라 하기는 어렵다. 직업교육
훈련 분야에 대한 원조에서도 독일과 한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스위
스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직업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주요 공여국ㆍ기관의 개발협력
현황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즈베키스탄에 대
한 전체 원조에서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비중은 매우 낮으며, 대부분의 개발협
력사업이 직업고등학교의 역량 강화에 집중되었다. 향후 우즈베키스탄의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성인에 대한 직업훈련 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이므로 성인 직
업훈련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국의 개발협력방향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대부분의 개발협력기관이 소수의 선정된 직무분야와 교육기
관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지원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직업교육의 품질을 개선하
는 데 집중하였다. 향후 한국의 개발협력사업도 직업훈련기관의 효과적인 운영
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직업
교육훈련 분야 지원사업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이 분야에 대한
전략 지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 직업훈련 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
를 위해서는 타 개발협력기관(GIZ, UNESCO, 세계은행 등)과의 협력을 모색
하면서 한국의 비교우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154 • 우즈베키스탄의 직업교육훈련 개발협력 방안 연구

다. 한국의 개발협력 현황과 과제
1)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훈련 분야 개발협력 현황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원조액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1년부터 교육 분야는 총 12건의 지원사업이 추진되었다. EDCF는 직업교
육과 일반교육 사업을 지원하였다. 반면에 KOICA는 직업훈련, 중등교육, 고
등교육을 골고루 지원하였다. 교육 분야 지원사업 중에서 직업훈련 지원이 전
체의 47.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KOICA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직업훈련원과 사마르칸트 직업훈련원 건
립을 지원하였다. 2018년 중 사흐리삽즈 직업훈련원이 완공될 예정이다. 향후
2개 지역에 추가적으로 직업훈련원 건립사업을 지원하기로 양 정부가 협정을
맺은 상황이다.
EDCF는 직업교육시설 개선사업을 지원하면서 시설개보수와 기자재 지원을
위주로 하고 그에 수반되는 부품 공급, 전문가 파견, 연수 등을 진행하였다. 전
국의 218개 인문 및 실업계 고등학교 건물 개ㆍ보수, 기초과학ㆍ전기ㆍ자동차
정비ㆍ전자통신 및 어학 실습 등 교육실습용 기자재를 학교 특성에 맞게 공급
하였다.
KOICA 사업은 최근에 우즈베키스탄 직업훈련제도 컨설팅을 시작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전반적으로 개발협력사업들이 하드웨어 중심의 기자재 공급 및
이를 설치하기 위한 건물 신축 또는 개보수로 한정되어 있다. 외국과 같이 컨설
팅 또는 국가정책 자문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지원은 없었다는 한계가 있다.
KOICA의 직업훈련제도 컨설팅 사업을 최초로 시행하여, 향후 한국이 추구해
야 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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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훈련 분야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
가와 시사점
우즈베키스탄의 직업교육훈련 관련 협력사업에 대한 평가는 OECD/DAC
의 5대 평가기준(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을 이용한다. 직
업교육시설 개선사업의 경우 전반적으로 모든 요소에서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기간 장기화, 기자재 물량의 산정 오류 등의 단점을 지니고
있다. 한ㆍ우즈베키스탄 IT 훈련원 건립사업도 성공적인 지원사업으로 평가되
고 있다. 그러나 일부 분야(초청연수와 전문가 파견)에서 최초 계획대비 실적이
미진하였고, 장비를 공급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후속 조치(장비 업그레이드 등)
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타슈켄트 시 직업훈련원 건립사업은 영향력
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우즈베키스탄의 직업교육훈련제도 및 노동시장에 대
한 분석이 다소 미흡한 상태에서 출발하여 사업의 적절성 및 지속가능성 측면
에서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직업교육훈련 사업
을 지원할 경우 경제상황, 노동시장, 직업교육훈련 역량 등을 충분히 조사ㆍ분
석한 후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KOICA의 무상 협력사업은 직업훈련에 집중되어 있고, EDCF의 차관사업
은 직업교육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직업훈련 분야는 직업훈련원 건립, 직업훈
련 외 지원사업 직업교육시설, 교육정보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로 기자
재, 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위주로 지원되었다. 우즈베키스탄 ‘사흐리삽즈 훈
련센터 건립 및 직업훈련 역량강화 컨설팅 사업’이 자문을 제공하는 최초의 대
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타 개발협력기관 사
업과 연계, 민관협력을 통한 추진, 유무상 연계, 지속적인 성과관리 체계 보완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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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분야 개발협력사업의 전반적 특징과 시사점
한국의 교육 분야 지원사업은 크게 직업훈련사업과 직업훈련 외 사업으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다. 1991년부터 2013년까지 EDCF가 지원한 총 29건의
사업을 분석하였다. KOICA는 1991년부터 2015년까지 직업교육훈련에 총
132개, 3억 3,003만 5,504달러(57%)를 지원하였다.
직업훈련 지원사업은 직업훈련센터(원) 사업과 국가기술자격제도 사업으로
구분된다. 직업훈련 외 지원 분야는 고등교육, ICT, 교과서 보급, 교육정보화,
초등학교, 직업교육 등 산발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학교중심의 직업교육
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지원한 사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 배경에는 직
업교육은 그 대상, 규모, 범위가 매우 방대하여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이
다. 향후에는 한국의 장점을 살려 직업훈련과 자격제도를 집중적으로 지원하
고, 직업훈련 외 분야는 1~2개 분야로 집중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우즈베키
스탄 직업교육훈련 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타 개발협력기관 사업과 연계,
민관협력 및 유ㆍ무상 연계사업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4) 현행 한국의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훈련 분야 개발협력 방향 및 전략
한국은 대우즈베키스탄 교육 분야 지원 목표를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국가경
쟁력 강화로 설정하였다. 직업교육훈련의 질적 향상을 중점지원 방향으로 정하
고 있다. 이를 위하여 직업훈련교육기관의 실습역량 강화와 시설 및 장비 등 인
프라 구축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격검정제도, NCS 구축 및 정책 등 직업
교육훈련 전략 자문의 제공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및 역량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규 직업교육훈련에서 수용
할 수 없는 성인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을 추
가적으로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성과목표도 직업교육훈련 졸업
생의 취업률, 만족도, 시설 및 장비 활용률 등 보다 구체적인 항목으로 설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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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협력방안은 이를 추진하기 위한 인적ㆍ물적 기반을 보완하거나,
좀 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즈베키스탄 정권의 교체로 기존의 경제 및 사회 개발 정책에 많은 변
화가 발생함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지원을 위한 개발협력 방향도 조정이 필요해
졌다. 그에 따라 한국의 지원 목표 및 방향을 보완할 여지가 있다.

2. 향후 개발협력 방안
가. 향후 한국의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훈련 개발협력의
방향 및 전략
직업교육훈련의 지원목표는 ‘우즈베키스탄 국가협력전략’에 나타난 ‘인적자
원개발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그대로 유지하고, ‘직업교육훈련의 질적 향
상’에 ‘비정규 교육훈련의 확대’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직업교육훈련의 질적 향상은 우즈베키스탄이 그동안 양적인 팽창을 해왔
으나, 이제는 질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훈련원의 인프라 구축, 교육훈련표준 현대화, 최신기술 및 교수법
확대, 다양한 수준의 인력양성 정책과 방안, 교육훈련교사 양성 등에 대
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 민간분야가 확대되고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업으로 산업이 전환되고 있
다. 비정규 교육훈련의 확대를 통해 재직자 및 실업자를 대상으로 평생직
업교육훈련 관점에서 직무능력 향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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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훈련 개발협력의 추진전략
기존의 ‘우즈베키스탄 국가협력전략’에서 제시한 ‘타 개발협력기관 사업과
연계’, ‘민관협력 다변화’에 더해서 ‘지원 방식의 효율화’, ‘성과 관리 강화’를
추가하였다.
⦁ 타 개발협력기관은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관심이 많고 정보를 공
유하면서, 공동사업을 추진하자는 제안도 하고 있다. SDC는 직업훈련원
과 직업고등학교 간의 활동 내역 공유 및 역할분담을 통해 협력하자는 제
안을 하는 등 타 개발협력기관 사업과 연계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국내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투자는 1992년부터 1998년까지 연평균
3,600만 달러 규모로 이루어졌다. 2016년 말 기준 266개 기업이 6억
7,4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제조업 분야와 더
불어 자동차 정비, 섬유 분야에서 민관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우즈
베키스탄 기업과의 PPP도 가능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 지원방식을 효율화해야 한다. 하드웨어 중심의 건설, 기자재공급 위주의
지원과 더불어 컨설팅 및 자문 등을 통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지원이 병
행되어야 한다.
⦁ 지원사업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과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사업
을 모니터링하고 성과평가를 강화하는 산출 지표(output indicator)와
더불어 사후 관리적 성격의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도 활용
해야 한다. 취업률 등 취업능력 증가, 장비활용률, 교육훈련생 등록률, 학
생/교사/교직원 만족도, 자격증 취득 등과 같이 역량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도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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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훈련 분야 개발협력 중점사업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훈련 분야 중점 협력사업을 제도적 기반 마련, 정보시
스템 구축, 직업훈련 역량 강화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현재 한국이 지원하고
있는 시설, 기자재 등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는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독자적인 법령을 제정하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직업교육훈련을 총괄하는 직업
교육훈련 전담기구 설립, 직업교육훈련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국가자
격체계 도입을 위한 법령제정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직업교육은 교육의 질 평가, 학습 모듈(현재 240개)의 숫자 축소 및 신
규개발, 실습교육강화, 실습 시설 및 장비의 공급, 진로지도 및 채용정
보 제공, 취업 모니터링, 국제적인 평가 등에 관한 내용들이 법률에 포
함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 직업훈련 분야는 성인 대상 훈련기관, 채용정보 업체, 직업훈련 전담기
구 설치 등에 관한 법령마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HRD Korea)과 유사한 직업교육훈련 전담기관을
정부부처, 지방단체, 경제단체, 민간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 관계자
로 구성하여 설립하는 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주요 직무에 대한 자격등급 개발 절차에 대한 규정, 주요직업 자격등급
도입을 위한 지역별/산업별 표준규정, 통일된 자격등급취득 증명서 양
식, 자격의 인증 및 상호인정 방안 등을 포함하는 국가자격체계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 정보 시스템 구축은 노동시장 정보를 체계적ㆍ주기적으로 수집하고 분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직업교육훈련과 노동시장 간의 미스매치에 따른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고, 훈련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 향후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필요한 중장기 인력양성계획 작성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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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에 필수적인 시스템이다. 노동시장 정보를 바탕으로 교육훈련시스템
과 노동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기반이다.
- 향후 15개 훈련원이 설립되면 추가적으로 4,500~7,500명의 훈련기관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졸업생 성과평가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직업교육훈련 역량 강화를 위하여 향후 고용노사관계부 주도로 설립되는
많은 직업훈련원의 네트워크 구축,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에서 민간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른 민간훈련기관 지원 체제 구축, 직업
교육훈련을 질적 향상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교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 우선적으로 한국정부의 원조로 설립된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및 사흐리
삽즈 직업훈련센터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향후 한국정부의 지
원으로 코칸다와 우르겐치 시에 추가로 설립될 훈련원의 공과 선정 및
운영을 위한 논의에도 참여하여야 한다. 다른 국가의 원조자금과 국제
금융기구의 차관을 이용하여 설립되는 훈련원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운
영 방안에도 한국이 참여하여야 한다.
- 한국의 경험을 활용하여 민간 직업훈련 분야 활성화를 지원하여 산업화
에 부응하는 실업자 및 재직자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민간
훈련기관 지원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 훈련교사가 이론에는 훌륭한 역량이 있지만 실습경험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
고 있어, 정규직업교육기관 및 성인 실업자 및 재직자를 양성할 수 있는
훈련교사의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과 실행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 개발협력 중점사업 성과지표
직업교육훈련의 성과평가목표는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중장기성과(impact), 직업교육훈련 역량 강화를 단기 성과(outcome),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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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트가 완료시점의 산출물(output)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그에 따른 성과평
가지표 및 이를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와 자료, 가정 및 위험요소로 구분하여 제
시하였다. 앞서 제시한 중점사업별로 성과지표, 협력기관 및 재정분담 및 역할
을 제시하였다. 성과평가지표는 가능한 계량적으로 파악이 가능한 지표를 선정
하였다. 협력기관은 한국의 원조기구 및 전문기관명, 수원국 정부의 기관, 국제
기구 또는 공여국의 명칭을 파악하여 기재하였다. 향후 원조 추진 시 협력해야
할 파트너로서 매우 중요하다. 재정분담 및 역할은 우즈베키스탄의 재정 상태
를 고려하여 한국의 KOICA 또는 EDCF가 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제안하였고,
분야별 전문기관에서 전문가 파견 및 연수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부분과 외국의 원조공여국의 재정 및
역할 분담도 정리하였다.
또한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도 2018~23년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제시하였다.
가장 우선적으로 법적 기반 마련을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직업교육훈련 전담
기구 설립, 노동시장 정보 및 분석 시스템 구축, 직업훈련원 네트워크 구축, 민
간훈련기관 지원체제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마.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의 향후 방향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사업은 직업교육훈련 시설 건축, 기자재 및 장비 설치
위주로 지원되어 왔다. 기자재 및 장비는 활용하기 교재 개발, 교사 연수, 전문
가 파견은 파생적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분야 지원은 거시적,
중장기적 전략문서도 없이 미시적인 수준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원조기관 간
의 협조도 부족하고, 사업종료 후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는 문제가 있다. 향후 방향으로 타 개발협력기관 사업과 연계, 민관협력 다변
화, 지원방식의 효율화, 성과관리 강화를 제안하였다.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지원방향이 아니라 실행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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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개발협력기관 사업과 연계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여국 정례회의
에 참석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공동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 민관협력을 별도의 사업 분야로 분리하지 말고, 직업교육훈련 분야 지
원 사업을 설계하는 시점부터, 해당 프로젝트에 민관협력을 필수 전략
으로 포함하고 그 결과도 평가해야 한다.
- 기자재 및 장비 등을 지원하는 하드웨어적 지원 방식과 더불어 직업교
육훈련에 관한 국가차원의 자문을 실시해야 한다. 직업교육훈련 분야
국내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이 전문가들이 수원국과 지속적으로 네트
워킹을 하고, 정책파트너로서 활동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사후 관리를 통해 지원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해당 국가의 직업교육훈련에 오랫동안 경험과
지식을 축적한 전문가를 장기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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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국산화 촉진을 위한 권고 품목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2017~2019 완제품, 부품 및 원자재 생산 국산화 프
로그램’에 따라 국내 생산 촉진을 권고하는 품목은 [부표 1]과 같다.

부표 1. 2017~2019년 완제품, 부품의 국산화 권고 품목
#

제품명

HS

Code

1. 문구류
1.

수채화 물감

2.

구아슈

3.

고무 찰흙

4.

사무용 액체

5.

접착 테이프

6.

딱풀

7.

지우개

8.

스테이플러

9.

스테이플러

10.

가위

11.

연필깎이

12.

연필깎이 칼

13.

스테이플러의 철사 침

14.

스테이플러의 철사 침

15.

클램프(고정하는 금속제 집게)

16.

콤파스

17.

색연필

18.

붓

3213 10 000 0
3407 00 000 0

3506 10 000 0

4016 92 000 0
8205 59 809 9
8213 00 000 0
8214 10 000 0
8305 20 000 0
8305 90 000 0
9017 20 100 0
9609 10 100 0
9609 10 900 0
9603 30 100 0
2. 식료품

19.

감자 전분

1108 13 000 0

20.

스톡 전분

1702 30 9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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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계속
#

제품명

HS

Code

3. 광물자원
21.

고체 형태의 수산화 나트륨(가성 소다)

2815 11 000 0

4. 화학 공업 제품 관련 산업
22.

프로필렌글리콜

2905 32 000 0

23.

펜타에리트리톨

2905 42 000 0

24.

옥시란(에틸렌 옥사이드)

2910 10 000 0

25.

아세트산

2915 33 000 0

26.

구연산

2918 14 000 0

27.

디에탄올아민

2922 12 000 0

28.

메칠-디에탄올아민

2922 19 200 0

29.

면역 혈청, 면역학 제품, 백신, 독소, 미생물 배양 및 유사 제품

30.

치료 또는 예방 목적을 위해 2개 이상의 성분이 혼합되어 있으나 복용
또는 소매용 또는 패킹으로 미리 포장되지 않은 의약품

3002
3003

31.

치료용ㆍ예방용으로 복용 또는 소매용으로 포장된 의약품

32.

피부 관리용 수단(오일, 크림, 마스크, 로션 등)

3304 99 000 0

3004

33.

모발용 광택제

3305 30 000 0

34.

헤어 케어 제품

3305 90 000 0

35.

치약

3306 10 000 0

36.

방취제, 발한 방취제(스프레이, 고체, 젤, 크림 형태)

3307 20 000 0

37.

자동차용(에어로졸, 스프레이, 젤 및 액체 청정제) 방향ㆍ탈취제

3307 49 000 0

5. 플라스틱 및 해당 제품
38.

폴리염화비닐

3904 10 009 9

39.

가소화된 폴리염화비닐(플라스틱)

3904 22 000 0

40.

분산액 형태의 폴리아세트산비닐

3905 12 000 0

41.

폴리메타크릴산메칠

3906 10 000 0

42.

아크릴 고분자

3906 90 900 0

43.

폴리에틸렌글리콜

3907 20 110 0

44.

고탄성 폴리스티렌

3920 30 000 0

45.

산업 차량 조립용 좌측, 우측 지붕 및 도어 몰딩

3926 30 000 1

46.

확장 탱크, 유압 부스터의 저장소 및 자동차의 와셔

3926 30 000 1
3926 30 00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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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계속
#

제품명

47.

와이어하네스용 고정 장치 및 커넥터

48.

고무-밧줄, 컨베이어 벨트

HS

Code

3926 30 000 1
3926 90 970 7

49.
50.

4010 12 000 0

어린이용 고무 및 라텍스 젖꼭지
코르크 주입 솔루션용 의학 고무 마개
금속 함유 고무로 만들어진 제품

4014 90 000 0
4016 99 520 9

6. 섬유재료 및 물품
51.

폴리에스테르 원사

5401 10 180 0

52.

합성 폴리에스테르 원사

5402 33 000 0

53.

합성 섬유, 폴리에스테르 섬유

5503 20 000 0
7. 건축자재 및 유리제품

54.

디스크 및 연삭 바퀴

6804 22 180 0

55.

조방사 섬유 유리

7019 12 000 0

56.

유리 섬유 직물 및 유리 섬유 등

7019 90 990 0

8. 금속 및 금속 제품
57.

자동차 조립 산업용 스프링

7320

58.

음식 조리하는 주방기구

7321 90 000 0

59.

버너용 디스펜서, 버너용 그릇

7616 99 100 9

60.

착암기

8207 19 900 1
9. 기계 및 장비

61.

냉장고, 에어컨 및 기타 냉동 장비용 압축기

62.

수직형 냉동고

8418 40 800 9

63.

냉동식품을 보관하기 위한 냉장고 진열장

8418 50 110 0

64.

냉장고 진열장

8418 50 190 0

65.

신형 태양열 집열기

8419 19 000 0

66.

물의 여과 또는 정화용 장비 및 장치

8421 21 000 9

67.

가정용 전자 저울

8423 10 100 0

68.

플랫폼 저울, 실험실용 저울

8423 81 900 0

69.

제품의 연속적인 운반을 위한 엘리베이터 및 컨베이어

8428 39 900 9

70.

연마 기계

8445 11 000 0

71.

테이프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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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4 30

8445 13 000 2
8445 13 000 9

부표 1. 계속
#

제품명

HS

Code

72.

둥근 뜨개질 기계, 양말 장비

8447 11 000 9

73.

세탁기 액세서리 및 부품

8450 90 000 0

74.

금속 가공용 수평 선반

8458 19 000 0

75.

드릴링 기계 선반

8459 29 000 0

76.

프레스, 금형, 금형 부품

8466 94 000 0

77.

수동 회전식 공압 공구

8467 11 900 0

78.

전기 공압 드릴

8467 21 910 0

79.

전기 드릴 (천공 포함), 전기 모터가 내장된 천공기

8467 21 990 0

80.

앵글 그라인더 기계

8467 29 510 0

81.

공압 도구용 부품 및 구성 요소

8467 92 000 0

82.

태블릿 컴퓨터

8471 30 000 0

83.

컴퓨터 키보드

8471 60 600 0

84.

광학 마우스

8471 60 700 0

85.

콘크리트 믹서, 회반죽 믹서, 모바일 콘크리트 생산 라인

8474 31 000 0

86.

고무 및 플라스틱 성형용 압력 금형, 신발 생산 포함

8480 71000 0

87.

자동차 산업 및 가전 제품용 저전력 엔진

88.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8504 40 300 9

89.

휴대 전화 및 노트북용 충전지

8507 60 000 0

90.

가정용 진공 청소기 부품 및 구성 요소

8508 70 000 1

91.

믹서기

8509 40 000 0

92.

믹서기

8509 40 000 0

93.

주스용 믹서기

8509 40 000 0

94.

자가 발전용 렌턴, 광산에서 사용하는 헤드램프 포함

8513 10 000 0

95.

고온 및 저온 납땜용 기계 및 장치

8515 19 000 0

96.

용접봉 및 절단기, 변압기, 코팅 전극이 있는 수동 용접 기계ㆍ장치

8515 39 130 0

97.

금속 아크 용접 기계

8515 39 180 0

98.

헤어 드라이어

8516 31 000 0

99.

스팀 가습기, 섬유 생산용 스팀 다리미.

8516 40 000 0

100. 가정용 가스-전기 스토브, 전기 챔버, 전기 밥솥, 빵기계

8501

851660 101 0
8516 60 1090

101. 토스트, 샌드위치용 기계

8516 72 000 0

102. 밥솥, 전기 온수기, 다기능 압력솥, 스팀 전기 살균기

8516 79 7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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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계속
#

제품명

HS

Code

103. 스마트폰

8517 12 000 0

104. 영상 감시 시스템용 DVR

8521 90 000 9

105. 보안 카메라

8525 80 190 0

106. 단로기 및 차단기

8535 30 900 0

107. 자동차용 배터리 케이블

8544 30 000 1

108. 자동차용 와이어 캔들

8544 30 000 8

109. 드릴링

8705 20 000 0

110. 자동차, 트럭 및 버스용 라디에이터

8708 91 350 1
8708 91 350 9

111. 페달 어셈블리- 브레이크, 가스, 클러치

8708 99 100 0

112. 연료 탱크

8708 99 970 9

113. 오토바이 차량(스쿠터, 오토바이)

8711

114. 어린이용 카트

8715 00 100 0

115. 제품용 카트(슈퍼마켓, 공항, 버스 정류장, 기차역)

8716 80 000 0

116. 석유 및 가스, 에너지, 화학 및 기타 산업 분야의 압력계

9026 20 800 9

117. 교류, 단상 전기 계량기

9028 30 110 0

118. 교류, 다단계 전기 계량기

9028 30 190 0

119. 자동차 시트, 카시트, 자동차 시트 뒤쪽에 매달려있는 카시트

9401 80 000 0

120. 아이용 플라스틱 보행기

9403 70 000 0
10. 단일용도 의료 제품

121. 바늘, 의료용 튜브

9018 32 100 0

122. 몸속에 삽입하는 관, 폴리도뇨 관

9018 39 000 0

자료: Government of the Rep. of Uzbekistan(2016) 부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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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우즈베키스탄 신정부의 직업교육 개혁조치와
한국 지원에 대한 평가
우즈베키스탄은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국가발전을 추
진하고 있다. 2017~21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 교육 분야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직업고등학교의 활동을 더욱 향상하
기 위한 결정’을 2017년 3월 14일 채택하였다.88) 주요 내용은 인문계고등학
교 교육의 질과 교육효과를 근본적으로 향상하며 직업교육을 확대하는 데 있
다.89) 이를 위하여 학업성과가 낮은 4개 인문계고등학교를 폐지하고, 가장 낮
은 성과지표를 보인 54개의 인문계고등학교를 직업고등학교로 전환하는 내용
을 담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약 9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직업고등학
교의 비중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문계 고등학교 10학년 학생은 일주일에 4~5일은 일반과목을, 1~2
일은 직업 관련 과목을 학습하게 된다.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 시스템의 변화는
이론적 지식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기술습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직
업고등학교와 거리가 멀리 떨어진 2,703개의 학교 중, 1,103개 학교에서 교육
과 실습을 위한 단지가 마련될 것이다. 나머지 6,656개 학교는 615개의 직업
고등학교에서 실습을 하게 된다. 10학년 학생들을 위한 교과서 및 학습 보조재
850만부가 제작되었다.90) 인문계 고등학생의 직업관련 실습의 확대가 예상된
다. 따라서 현재 직업고등학교의 시설 및 장비, 교사 훈련이 낮은 수준임을 감
안할 때 직업교육 장비의 현대화 및 이에 따른 건물 등 시설의 건축, 표준화된
교재 개발, 교사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91)
88) Government of the Rep. of Uzbekistan(2017c) 참고.
89) http://news.uzreport.uz/news_2_e_155572.html(검색일: 2017. 8. 2~10. 15). Shavkat
Mirziyoyev 상원 의원은 11년 중등교육, 일반중등학교와 중등직업전문학교의 통합 강화 등 직업교육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였음.
90) http://news.uzreport.uz/news_3_e_155799.html(검색일: 2017.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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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교육부와의 면담을 통하여 확인한 직업교육 개혁의 방향은 다
음과 같다.92) “산업, 서비스 등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부에서 우수한 인재양
성이 중요한 전제조건임을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의 질을 발전시키는 것
이 대통령의 방침이고, 교육발전 계획을 대통령이 발표하였다. 그 결과 국제표
준에 부합하는 인력양성이 교육부의 새로운 과제로 부상되고 있다. 한국의 교
육시스템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한국정부의 우즈베키스탄 직업훈련
센터 건립사업은 우즈베키스탄의 인재양성과 국가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교육표준을 새롭게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재검토하고, 교원 재교육 등을 통해 표준화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
하여 자격제도의 재검토, IT 장비ㆍ시설 등의 최신화를 통해 학생들에게 양질
의 교육제공 필요, 학생들의 지식, 기술 등 평가 툴 개발 필요, 학생들에게
self-study, self-education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교육시스템의 전반
적인 현대화가 필요하다.”
신임 대통령이 5개년 국가발전계획을 발표하고, 각 부처는 업무계획을 통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고 있다. 대통령이 지
시한 교육발전계획에 담을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의 질 국제평가,
국제수준에 적합한 교육시스템 개발, 고교 직업교육 과목 수 축소 및 조정, 실
습교육 추가, 고교단계 2년 이론 + 1년 실습인데 실습을 할 수 있는 교사확대,
실습교사에 대한 국내외 연수기회 확대가 필요하다.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장비 등을 국제적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교육의 질에 대한
국제전문가 초청을 통한 평가를 1년 혹은 3년에 1회 정도 실시해야 한다.”
또한 한국과의 협력 방안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국
91) 타슈켄트에서 10학년을 담당할 11만 6,000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단기재교육 과정을 2017~18 학년
도 운영하고, 이수자를 일반 중등교육 10학년 교사로 배치할 계획임. 향후 약 22,000명의 10학년 교
사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 중 9,000명은 대학 졸업자로 충원되고, 나머지 1만 3,000명은 일반고등학
교 및 직업고등학교 교사로 충원될 계획임.
92) 우즈베키스탄 고등교육부 차관(Xolmuxamedov Murodullo Maxmudovich) 면담(2017. 7. 7, 우
즈베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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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원에서 개발하여 제공해준 2종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학습모듈은 매우 우수하다. 향후 다양한
분야의 NCS 학습모듈을 활용하여 우즈베키스탄 훈련원에서만 교재로 활용하
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을 찾길 기대한다. 교육부에서는 11월까지 교육 분야 발전전략을 개발할 예정
으로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원의 관계를 어떻
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하며, 교육부와 고용노사관계부의 협력을 통해 이를 교육
분야 발전전략에 반영하고자 한다. 고교 직업교육에서는 2년 이론교육, 1년 실
습(학교 실습실)을 받는다. 직업훈련원에서는 1년의 실습은 전문적인 분야의
지식과 기술이므로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된다. 목화, 과일, 야채 등을 가공하여
수출할 계획이며, 산업시스템을 잘 아는 전문가가 필요하며, 직업훈련원에서
새로운 장비를 이용하여 신기술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의 질 평가를 위
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전문가 초청 및 워크숍, 연
수추진 등이 필요하다.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정보, 시스템 등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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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우즈베키스탄의 직업교육훈련 분야 법령 검토93)
가.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
개인의 직업교육훈련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 헌법
제37조와 제41조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일ㆍ고용 선택의 자유, 실업으로부터
의 보호와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1997년 이러한 권
리의 실현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NPPT: National Programme for
Personnel Training)을 채택함으로써 직업훈련 시스템을 도입하였다.NPPT
는 직업교육훈련을 포함하여 다양한 수준과 형태의 교육훈련을 포괄한다.
NPPT에 따르면 향상훈련과 재훈련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심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NPPT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직원 및 관리자의 향상훈련 및 재훈련의 내용
⦁ 우수한 교사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직원 배치
⦁ 국가 및 민간 재교육 기관의 설립과 개발
⦁ 자격인정시스템의 도입과 자격수여 기관의 지정

‘직업교육 규칙에 관한 내각령’(2012)은 직업교육의 목적, 직업교육기관 입
학, 교육과정 진행 및 내용, 직업고등학교 졸업생 취업 원칙, 교직원, 직업교육
관리, 직업교육기관의 재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졸업생 취업은 직업고등학교,
졸업생, 학부모, 지방정부, 노동기관, 후원자, 정부부처들의 공동 지원하에 이
루어진다. 즉 직업고등학교-재학생-고용주 간의 계약, 대기업 내 일자리 마련
협의, 정기 채용박람회, 상공회의소 지사와 함께 졸업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
업프로젝트 개발, 졸업생 채용을 위한 특혜 대출 등의 방법으로 직업고등학교

93) 본 내용은 우즈베키스탄의 Dr. Azizjon Yuldoshev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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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채용을 지원한다.
‘고용에 관한 법률’ 제16조도 노동자가 직업훈련, 재훈련, 향상훈련을 받을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고용노사관계부는 실업자의 직무역량
및 노동관련 기관들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훈련 및 재훈련을 위한 국가고용보
조기금(State Employment Assistance Fund) 사용을 결정한다. 현재까지 각
료회의는 노동자의 재훈련과 자격향상을 위하여 교육 인력의 재훈련 및 향상훈
련 요구 사항(PKM, 2006년 2월 25일, 25호), 관리자 및 전문가의 재훈련 및
향상훈련 과정에 관한 규정(2016년 4월 21일, 118호) 등을 승인하였다. 고용
노사관계부 산하의 직업훈련기관 13개가 우즈베키스탄 전역에서 운영되고 있
는데 청년층, 현장 전문가, 기업들에 필요한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94)

나. 최근의 법제 현황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2017년 2월 7일 ‘2017~2021년 국가발전을 위한 5
대 우선 개발 방향 실행전략’을 승인하였다. 실행전략은 노동력의 최대한 활용,
기업 활동의 촉진, 근로자의 역량 개선, 직업훈련의 확대, 취업 준비자를 위한
재훈련 및 향상훈련 제공 등을 사회 발전의 우선순위로 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노동시장 요구에 따라 전문직 종사자를 위한 단기 훈련 및 재훈련 과정, 노동
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분야에서 청소년 재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
다. 또한 한국정부의 지원으로 설립된 타슈켄트와 사마르칸트의 훈련센터를 비
롯하여 일본, 국제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직업훈련센터를 단계적으
로 설립할 계획이며, 각 지역 도시의 실업자를 위한 단기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
할 예정이다.
2017년 4월 10일에는 내각령(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 실업자 직업훈련원

94) http://markaz.uz/(2017.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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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방안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각령,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입법회의
(관보) 2017년, № 15, p. 255)이 발표되었으며, 직업고등학교 개선을 위한 대
통령령도 공포되었다. 이러한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우즈베키스탄 교육부
와 고용노사관계부는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하기 위
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훈련의 법ㆍ제도적 검토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훈련제도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직업교육훈련’의 개념이 법에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NPPT 및 교육법에서 향상훈련 및 재훈련이 독립된 교육유형으로 정의되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전문적인 기술이 없는 실업자를 위한 직업훈련의 특
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둘째, 교육법 제6조는 교육기관을 법적인 실체로 정
의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제공하는 교육, 공예학교의 교육 등 실제로 직업
훈련에 종사하는 기관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기관들
은 라이선스를 받아 법적인 지위를 취득해야 법적인 실체로 인정되고 교육훈련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사설교육기관은 라이선스 취득 절차를 통과하는
것 외에도 훈련과정 등 각 유형의 교육훈련에 관한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장관급으로 구성된 내각의 인가가 필요하다는 점도 기관 설립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95) 넷째, 직업훈련기관의 훈련교사 및 행정직원의 자격, 교직원
의 전문성 개발 및 재훈련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을 포함하여 직업훈련기관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섯째, 실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구직자를 위
한 직업훈련 규정이 없어서 이들을 위한 직업훈련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95) 2013년 6월 14일부터 PKM 외국어 학습을 위한 훈련 과정을 운영하려는 사립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라이선스 절차가 간소화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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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KOICA 및 EDCF의 우즈베키스탄 지원사업 내역
KOICA와 EDCF가 우즈베키스탄을 대상으로 시행해온 원조사업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부표 2. KOICA의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원조 프로젝트 내역(1991~2016년)
사업유형

사업 내용(사업기간/지원규모)
보건소 건립지원(95~96/30만 달러)
IT 훈련원 건립지원(03~04/70만 달러)
국가 지리 정보 시스템 구축지원(05~06/125만 달러)
세계경제외교대 도서관정보화 지원(06~07/85만 달러)
응급후송시스템 구축사업(07~08/250만 달러)
타슈켄트 시 직업훈련원 건립사업(07~12/400만 달러)
국가사료보관소 국립문서/영상/과학의료 기술 보관서 전자기록 시스템 구축사업
(08~09/394만 달러)
과학기술문헌 전자도서관 시스템 및 도서네트워크 구축사업(08~09/220만 달러)
호레즘 주 열공급 시스템 개선사업(09~10/350만 달러)
카파라스크 식수공급 개선사업(09~10/150만 달러)

프로젝트
및
개발
컨설팅

농업배수 염분저감기술 개발사업(09~10/65만 달러)
전염병관리 역량강화 1차 사업(09~11/300만 달러)
나보이 주 배전손실감소 마스터플랜 수립 및 AMR 시범사업(11~12/250만 달러)
타슈켄트 2개 대학 전자도서관 구축사업(11~13/250만 달러)
시범온실 지원사업(11~14/400만 달러)
도시계획 지리정보 훈련센터 지원사업(11~14/150만 달러)
세계경제외교대 및 세계언어대 통역교육 역량강화 및 세계경제외교대 전산기반 평가시스
템 개선사업(12~14/130만 달러)
싱글윈도우를 통한 관세행정 현대화사업(13~15/550만 달러)
나보이 지역 조림사업(13~16/250만 달러)
사마르칸트 직업훈련교육 역량강화사업(13~16/640만 달러)
전염성 질병관리 역량강화 2차 사업(13~17/600만 달러)
표준청 국제동등성 확보 지원 및 통합시스템 구축사업(14~18/700만 달러)
사흐리사브즈 시 훈련센터 설립 및 직업훈련 역량강화 컨설팅사업(14~17/850만 달러)
아동병원 의료인력 역량강화사업(15~20/700만 달러)
ICT 기반의 통합물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시설기반강화시범사업(16~19/700만 달러)

자료: 한국국제협력단(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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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EDCF의 우즈베키스탄 지원사업
(단위: 백만 달러)

승인

사업명

연도

승인액

분야
통신인프라

1996

통신망 현대화사업

15

1999

직업교육시설 개선사업(시설 신축 및 개보수)

35

직업교육훈련

2003

직업교육개발 사업(시설 신축 및 개보수)

27

직업교육훈련

2006

교육정보화 사업

30

교육

2009

심장수술센터 의료기기 공급사업

10

보건

2011

국가지리 정보 시스템 구축사업

15

공공행정

2013

국립아동병원 건립사업

2014

국립전자도서관 구축사업

2015

교육정보화 2차 사업
(초등학교 컴퓨터 교실 구축, 컨설팅 및 교육ㆍ훈련)

2016

타슈켄트 국제공항 신여객터미널 건설사업

2016

전자정부 통합데이터센터 건립사업

계

11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7),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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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보건

14

교육

33

교육

200

운송인프라

27

공공행정

509

-

Executive
Summary

Korea's Development Cooperation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Uzbekistan
KIM Cae-One, RHEE Ho Saeng, and CHOI Young Real

Korea has been providing development aids to support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VET) in Uzbekistan. This report aims to derive
Korea’s policy alternatives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in
Uzbekistan’s VET by carrying out the following analyses. The
development needs of Uzbekistan’s VET are identified, and lessons are
drawn from donor communities’ VET cooperation practices. Korea’s VET
cooperation efforts in Uzbekistan are also examined and evaluated.
Korea’s new cooperation strategy and projects for Uzbekistan’s VET are
proposed for more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outcomes.
In Uzbekistan, under the government-led development policy with
most of investment made in the public sector, the private sector has not
played an active role in economic growth. Employment opportunities
have not been created enough to provide jobs for the increasing and
young labor force. To cope with this problem, the Uzbek government
introduced a series of policies aimed at expanding the private sector and
diversifying the industrial structure. In 2017, the new Mirziyoyev
government announced the five priority policy directions to be
implemented over the next five years. Economic development and
liberalization is one of the priority directions, where indus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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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rsification, financial and agricultural reforms etc, were proposed.
The improvement of education system was included in the priority
direction for improvement of social services. The prerequisite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industrial development policy is to
increase investment in potentially competitive industries, develop
industrial technologies, and cultivate high-quality technical personnel
required for industrialization. However, no specific plans or strategies
have been laid out by the Uzbek government to foster strategic industries
and cultivate technical manpower.
Vocational high schools have played a major role in providing
compulsory vocational education in Uzbekistan, which means that access
to vocational education is very high. However, the quality of vocational
education is inadequate, which results from problems in facilities and
equipments, curriculum, training of trainers etc. On the other hand, as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labor demands change, vocational training
will need to be provided for new occupations and technical fields,
unemployed and transferring workers, returning migrant workers etc.
The development needs for VET in Uzbekista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mid/long-term manpower development plan should be
prepared for strategic industries. Second, the mid/long-term road map
for improvement of the VET system needs to be introduced. Third, the
linkage between the VET system and the labor market has to be
strengthened to meet new labor demands. Fourth, institutions and
regulations need to be established to expand VET opportunities for
adults. Fifth, credibility and acceptability of VET qualifications and
institutions have to be improved. Sixth, the VET quality evaluation system
needs to be strengthened. Lastly, information gathering and diffusion has
to be improved in education including VET.
About 12.5% of development aids for Uzbekistan was spent on
education, approximately 20% of which was provided for VET. Sev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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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ications can be drawn from the practices of major donor institutions
in VET. First, as the industrial structure of Uzbekistan changes, demands
for vocational training for adults will be greatly expanded. Second, Korea
can improve the sustainability of VET projects by putting more aid
resources on VET programs rather than VET hardwares. Third, the
introduction of strategic guidelines on VET will be helpful for the
effective and systematic implementation of VET projects. Fourth,
cooperation with other donor institutions should be pursue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Korea’s VET projects.
Korea’s ODA for Uzbekistan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and 12 aid
projects have been implemented in education since 1991. While the EDCF
has provided concessional loans for vocational and general education,
the KOICA has carried out grant projects on vocational training,
secondary and higher education.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Korea’s
VET cooperation projects were limited to providing supports on VET
hardwares such as facilities and equipments. It is noteworthy that the
KOICA recently launched its first consulting project on the vocational
training system of Uzbekistan, which will contribute to the effectiveness
of Korea’s VET supports. In addition, Korea can increase its VET aid
effectiveness of Uzbekistan by concentrating its supports on expanding
vocational training and establishing the qualification system in
cooperation with other development partners including the private
sector.
Korea’s new strategy directions for VET development cooperation in
Uzbekistan are proposed as follows. First, Uzbekistan will have increasing
demands for adult VET which can not be met by the current VET
infrastructure and capacity. Therefore, Korea’s supports need to fill the
gap in Uzbekistan’s vocational training capacity. Second, in order to
increase the accountability of Korea’s VET projects in Uzbekistan, the
result-oriented monitoring and management system have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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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ened. Third, Koreas needs to help Uzbekistan establish the more
effective VET system by providing legal and institutional consultation.
Fourth, a list of promising VET aid projects with concrete implementation
mechanisms can contribute to the effectiveness of Korea’s new VET
cooperation strategy for Uzbeki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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