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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자격기본법은 자격정책의 계획적 •종합적 •체계적 추진을 위한 방향제시，

자격제도 •정책의 전체적 �종합적 체계화， 자격정책의 계속성 �일관성 확보，

국민에 대한 자격정책의 메시지 발신기능 등，기본법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

고 있지 못하여 기능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로부터 우리나라 자격제도 및

관련법제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자격정책의 체계적 •효율적 수행을 도모

하고，자격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된 자격기본법의 기본법적 성격 및 기

능의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자격기본법의 입

법연혁 및 체계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그 기본법적 성격 및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 •내용적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자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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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관리 •운영방안，용어의 통일성 �일관성 제고방안을 제시하였고， 공인

신청 및 공인취소 등의 내용적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자격기본법， 민간자격，국가자격，자격정책，공인민간자격

I . 서 론

디지럴경제시대의 도래，노동시장의 유동성 증가，노동 및 직업에 대한 가치

관의 변화 등을 특정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적 직업능력에 대한 평가

시스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이로부터 학력중심사회에서 능력중심사회

로 변화하고 있으며，이러한 변화는 개인적 능력인증의 기재로서 자격의 중요

성 및 수요를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능력위주의 새로운 사회건설

을 위한 전략적 발판으로서의 자격제도는 우수한 산업인력의 수급을 위한 객

관적 능력검층의 수단으로서 교육 �훈련시장과 산업현장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며，성과중심 •능력본위 사회의 주요한 기재로 작용한다 .1) 나아가 자격

제도는 개인의 능력개발을 촉진하여 직업교육훈련과 일을 연계시키는 국가의

인적 자원개발에 있어 핵심적 인프라로 작용하고 있다.이로부터 우리나라는

자격기본법을 중심으로 하여 직업교육과 훈련과정의 연계，산엽계 수요에의

부응，직업교육훈련과정의 다양성과 창의성 제고，평생학습 •능력중섬 사회로

의 정착에 기여하고，자격간의 호완성과 국제적 통용성 증진을 위하여 자격제

도를 관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기술자격， 국가자격， 민간자격 등을 규정한 자격관련법령 간에

상호 상충하거나 연계되지 않는 규정이 존재하는 등，법령별 자격관련규정의

내용과 수준이 상이하여 자격의 활용성 확보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21 또한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자격제도가 자격기본볍， 국가기술자격법， 자격관련 개

1) 박태준 1 “한국 자격께도에 대한 상황적 분석" ，직업교육연구」 제 21권 제2호 (2002) ，460연
2) 깅현수 •이동임 �깅덕기 최영호，자격의 활용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J，한국직업
능력개발원，2007，1-2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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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법령의 체계 하에서 자격의 발급주체，검정기관，자격등급체계， 합격기준 등

이 상이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어，법체계적 산만성으로 인한 기본법과 개별

법령간의 유기적 연계성이 결여되고，결국 제도운영의 비효율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적되고 있다 3) 이와 같이 1997년에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를 목

적으로 제정된 자격기본법은 자격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특히 국가기술자격과 민간기술자격 등과 관련하여 제도운영 주관부

처의 운영미숙과 절차중심의 행정처리 등으로 입법취지에 비추어 기능적 한

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로부터 자격기본법의 이러한 기능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었다 4)

이와 같이 자격기본법은 자격정책의 계획적 종합적 �체계적 추진을 위한

방향제시， 자격제도 •정책의 전체적 �종합적 체계화，자격정책의 계속성 •일

관성 확보，국민에 대한 자격정책의 메시지 발신기능 등，기본법적 기능을 제

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여 기능적 한계를 드러내고 었다.결국 이것은 우리

나라 자격제도 및 관련법제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자격정책의 체계적 �효

율적 수행을 도모하고， 자격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된 자격기본법의 기

본법적 성격 및 기능의 강화가 자격법제의 우선적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자격기본법의 입법연혁 및 체계를 분석하여 문

제점을 도출하고，그 기본법적 성격 및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 �내용적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1. 자격기본법의 입법배경과 연혁

1. 국가주도 자격관리의 형성

가.직업훈련법의 성립 폐지

3) 이상윤，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격법체계 연구，，한국법제연구원， 2010，12-13연
4) 최영렬 김미숙 정인수，자격기본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1，98
면 이하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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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 비하여 비교적 늦게 출발한 우리나라의 자격제도는 1960년대 초반

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경제개발에 따라 개별법령에서 각종 자격이 신설되

는 등 양적 성장을 보이게 된다.이로부터 직업훈련의 진흥을 위하여 1967년
1월 16일에는 직업훈련법(법률 제 1880호)이 제정되었으며， 거기에서는 근로자

에게 직업훈련과 기능검정을 실시하여 공업 및 기타 산업에 필요한 기능자를

양성할 목적으로，근로자의 기능을 공증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능

의 정도를 검정하는 기능검정을 실시하였다. 당시 노동청 주관으로 기능검정

이 광범위하게 실시되었으며， 주목해야 할 것은 직업훈련법에 따른 자격검정

이 다른 기관에서 실시하는 자격종목과 중복되는 경우，이를 통합 병행하였

다는 점이다 5) 직업훈련법의 제정과 함께 노동청 훈련으로 시행되어 온 기능

검정사업은 1969년 4월 28일 직업훈련법 시행규칙(보건사회부령 제 250호)의
제정으로 등급별 컴정기준과 검정시행방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기능

검정의 운영에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 이와 같이 직업훈련법은 정부의 다양한

부처에서 분산적으로 실시되고 있던 기술 및 기능 자격검정의 직종을 일원화

하는 준비단계적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그 후 직업훈련

법에 따른 기능검정은 여러 차례의 수정과 보완을 거쳤으며， 직업훈련법은

1976년 12월 31일에 직업훈련기본볍(법률 제 2973호)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61

나 국가기술자격법의 제정

1960년대 후반 10개의 부처에서 기술사법， 건설업법 등 197~의 다른 법령이

존재하였으며， 이러한 법령에 따라 26개의 부처가 독립적으로 기술자격제도를

제정하거나 외국의 자격제도를 모방하여 실시하였다 이로부터 자격종목과 등

급 간의 혼란이 발생하고，자격기준의 불일치 및 유사종목의 중복 등의 문제

5) 최영렬 •검미숙 •정인수，전케서，101연
6) 1995년 7월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도입으로 직업훈련의 중점이 기능인력양
성에서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로 확대 •발전하는 한편，직업훈련의 환경변화에 적극적
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98년 정기국회에서 직업훈련기본법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근
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제정하였으며， 2004년 12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볍에서 근로자직업능
력 개발법으로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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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발생하게 되었다.1973년 12월에 국가기술자격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기

술자격은 산발적으로 제정되고，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등의 문제점으로 여전히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양질의 기술인력 개발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

다 즉，기술자격의 자격기준이 복잡 �다기하여 동일한 기술 •자격이라는 관념

의 부재로 기술자격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하지 못하였다.또한 정부부처 또는

자격법령 간에 중복되거나 유사한 기술자격이 설정 �운영되어 서로 통용되지

못함으로써 자격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됨은 물론 응시자 입장에서도 노력

과 경비를 낭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산발적인 자격제도로 인하

여 기술교육 및 직업훈련제도와 체계적으로 연결되지 못하여 기술교육 및 직

업훈련을 산업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유도 �발전시키는 역할을 충분하게 수행

하지 못하였다 7)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73년 12월 31일에 각종 자
격을 통폐합하고，공신력 있는 검정시행을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법률제

2672호)을제정하였다.국가기술자격법의 제정으로 기술사법 등 각 부처소관

의 197~ 법령의 128개 종목이 국가기술자격으로 흡수되는 등，대부분의 기술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통합되어 실시됨으로써 기능검정의 일원화가 설현

되었다

2. 자격기본법의 성립과 전개

가.자격기본법의 성립

1990년대 후반부터 경제와 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기술의 융합과 변화가 급

속하게 진행됨으로써，현장의 직무도 다양화 �다변화되었으며，급변하는 다양

한 자격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로부터 기존의 국

가주도의 자격운영 형태를 넘어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

었다 자격기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국가주도의 경제개발전략을 추구함으

로써 “국가주도의자격관리”라는사회적 풍토가 정착되어 있었으므로，민간자

7) 직업훈련연구소 r한국직업훈련발전사 J. 한국칙엽훈련관리공단‘ 1989. 303-30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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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의 운영은 생각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로부터 극소수의 기관이 정보 •

사무 �경영분야를 중심으로 체계화되지 못한 민간자격을 운영하거나 일부 기

업체가 사내자격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1997
년 3월 27일 정부는 자격기본법(볍률 제5314호)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자격기본법은 φ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자격수요에 부응하여 자격

제도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자격제도의 관리주체를 다원화

하는 등 자격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자격제도의 관리 �운영을

체계화 �효율화함과 통시에.@ 자격제도의 공신력을 높여 국민의 직업능력개

발을 촉진하고，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81

나 자격기본법의 전개

1997년에 제정된 이후 자격기본법은 총 9차계(타법개정 포함)의 개정을 거치

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997년 12월 13일(법률 제 5453호，타
법개정)，1999년 1월 29일(법률 제 5733호，타법개정)，2005년 3월 31일(법률
처117428호，타법개정).2007년 4월 27일(법률 제8390호，전부개정)，2008년 2월
29일(법률 제 8852호，타법개정).2008년 12월 26일(법률 제 9190호，일부개정)•
2010년 3월 17일(법률 제 10093호，일부개정)，2010년 6월 4일(법률 제 10339호，
타법개정).2011년 7월 25일(법률 제 10907호，타법개정)의 개정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1997년 12월 13일의 개정(타법)은행정절차법의 시행 (1998년 1월 1
일)에 따른 개정으로서， 행정절차법과 개별법률에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행정절차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처분을 명확하게 개별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법의 운영적 실효성을 확

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로부터 자격기본법 제29조에 민간자격 공인취소에

관한 청문조항이 신설되었다

8) 자격기본엽의 입법과정에서는 교육부와 노통부 간에 법률의 소관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다

즉‘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법을 확대 개편하여 만든 자격기본법이므로 당연히 노동부 소관

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신 직업교육체제 구축방안은 어디까지나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행해졌

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소관으로 되었다 정핵수，직업능력개발께도 변천사 J，한국직엽능력

개발원， 2008，10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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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27일에는 전면개정이 있었는데，개정이유는 교육훈련 �자격 �산

업현장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 및 자격체제를 도입

하고，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자격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격관리 �운영 기

본계획을 수립하고，자격정책심의회를 신설하는 한편，민간자격의 신설이 제한

되는 분야의 기준을 신설하고， 민간자격 및 민간자격 공인제도를 보완하여 자

격의 남발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며，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촉진

하여 능력중심사회의 구현하기 위한 것이었다.주요 개정내용은 국가직무능력

표준 및 자격체제의 도입，자격관리 �운영기본계획의 수립 및 자격정책심의회

의 설치，교육훈련과 자격과의 연계，민간자격의 제한분야 설정，민간자격의

공인대상자 제한，민간자격 공인제도의 보완 등을 들 수 있다

2012년 11월 19일 제 311회 국회(정기회)제9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 들여 1012년 7월 25일 강은회 의원이 대

표발의한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012년 7월 27일 정부가 제출한 자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한 대안을 제안하였으며， 2013년 3월 4일에 법

사위에 상정되어 의결된 된 후，3월 5일 제313회 국회(임시회)본회의에서 가

결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려면

사전에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제17조 제2항)，이를 위반할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제39조 제1호
의3 신설)，또한 민간자격과 관련한 소비자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주무부장관

이 등록자격을 관리 •운영하는 자에 대한 시정명령(제18조의2 신설)，등록취
소，자격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 운영의 정지(제18조의 3 신설)，등록취소 등의

공고(제18조의4 신설) 등을 통하여 등록자격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

다 그리고 민간자격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한 교육훈련과정을 이

수한 사랍에게도 공인 민간자격을 수여하는 과정이수형 민간자격의 취득 근
거를 마련하였다(제 23조) 또한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려는 자에 대하여 자

격의 종류，등록 또는 공인번호，해당 자격을 관리 �운영하는 자 등을 표시하

도록 의무화하고(제33조)，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

록 하였다(처1141조).그 밖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였다(제39조제 1호의 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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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자격기본법의 기본성격과 체계

1. 자격기본법의 일반적 유형

가.형식적 의미의 기본법

현행법령에 있어서 기본법은 정책입법 •프로그램입법으로서의 기능과 성격

을 가지는 독특한 입법형식，즉 해당 정책의 이념이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

하고 그에 의거하여 시책을 추진하거나 제도의 정비를 도모하는 입법유형이

라 하겠다 9) 이러한 기본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첫째，사회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이나 준칙 내지 일정한 볍분야의 제도 •정

책 등에 관한 기본과 원칙 •기준 등에 관하여 정한 법률을 지칭하는 경우이

다.이러한 용례는 “실질적 의미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기본법이라는

제명을 가진 볍률인가와는 관계가 없다 1이 둘째，법령의 제명에 기본법이라는

명칭을 지닌 법률을 지칭하는 경우이며， 이를 “형식적 의미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법은 주로 국정의 중요분야에 있어서 제도 •정책의

방향성과 대강을 천명 •지시하는 법률로서 이해되고 있다.그 외에도 국가의

기본조직을 정하는 법규범올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었으며，이 경

우의 기본법은 헌법과 거의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고，독일연방공화국기본법

이나 사우디아라비아의 통치기본법 등을 예로 들 수 었다 111 이와 같이 기본

법은 국가의 기본조직을 정하는 볍규범이라는 의미를 제외하면， 형식적 의미

의 기본법과 실질적 의미의 기본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자격기본법은 기본

9) 박영도，입법학입문， ，한국볍게연구원， 2008，127면 창조

10) 예컨대 교육기본법이 교육에 관한 기본법，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법 1 근로기준

법과 노동조합 빛 노동관계조정법이 노동분야에 관한 기본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이 경제법분야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하는 경우가 이려한 용헤에 해당한다

11) 박영도，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19-20 연 창조 그 외에도 황송흠，

“기본법체계에 대한 법학적 이해”‘「공법학연구」 제 11권 제 l호 (2010) ，243연 이하 조정

찬，“법령상호간의 체계에 관한 연구" ，법제J 제 268호 (]989) ，17연 이하도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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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는 용어률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자격제도 •정책의 방향성과 대강을

천명 •지시하는 형식척 의미의 기본법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나 저11유형의 기본법

형식척 의미의 기본법과 관련하여 일정한 기준이 없이 법률의 제명에 기본

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의 계

명에서 기본법이라는 영칭의 사용에 관하여 다음의 표와 같은 일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즉，“。。기본법”이라는 제명을 사용하고 있는 법률의 내용 및

개별척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그 구분에 따라

제l유형에 속하는 법률군을 제영에 기본법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1) 형식적 의미의 기본법 유형 12)

유형 특 징 입법례

규융히려는제도의 기본이념 및 기본방향 고용정책기본법1 관광기본법，교
국민의 기본적인권리•의무.해당 제도의 육기본법，국세기본법，기금관리
운영을위한기본계획및 국가동의책무，체 기본법，건설산업기본법‘국가표
도의 옥척을 달성하기위한 관련법률의해 준기본법，전기통신기본법.문화
석 적용의기준및 제•개정시기본법의꺾 산업진흥기본법.보건의료기본법.

제 1유형 지존중，해당 제도들시행함에있어서다흔 사회보장기본법.여성발전기본법，
개별법률에서도입할운영등에관한기본적 영상진흥기본법.자격기본법.전
인사항등 해당제도의운영에있어서총팔 기통신기본법’전자거래기본법，
적•포팔적인사항 둥을정하고 기본법에서 정보회촉진기본법，정부투자기관
구현하고자하는 제도의 구체적•세부적인 관리기본법，중소기업기본법，청
사항등에대하여는관련개별법을제정하여 소년기본법.해양”발기본법，행
운영하도록하고 있는법률의유형 정규제기본법‘환경정책기본법등

법률에서 닝。기본법”이라는체영을 사 민방위기본법
용하연서 규융하고자 하는 제도의 기본이 채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념 •기본계획 등 기본적인 사항과 구체

제 2유형 척 •세부척인 제도의 운영을 자체 완결척
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 기본법을 구체
화 ，세부화 하는 다른 개별법률이 없는
법률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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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형식적 의미의 기본법에도 제1유형과 제2유형이 있으며，자격기

본법은 자격제도의 기본이념 및 기본방향，그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및 국가

등의 책무，제도적 목적달성을 위한 관련 개볍법의 해석 •적용의 기준，개별법

에서 도입할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총괄적 •포괄적 사항 등을 정하고，이러

한 제도의 구체적 •세부적 사항 등에 대하여는 국가기술자격볍 등 관련 개별

볍령을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제l유형의 기본법에 해당한다.

2. 자격기본법의 핵심적 기능

가 기본법의 일반적 기능

기본법의 기능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13) 첫째，
국가정책의 방향제시와 추진기능을 들 수 있다.기본법의 기능은 일반적으로

해당 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고，그에 의거하여 시책을 추진하거나

제도의 정비를 도모함에 었다.즉，기본법의 제정은 국가차원에서 그 분야의

정책이 중요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인식을 제시하고， 그 책무나 결의를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거기에서 제시된 방향성과 지침에 따라 계획적 �종합

적 •장기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또한 사회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분야의 정책을 크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 기본법의 제정 �

개정으로 새로운 이념과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에 의거하여 순차적

으로 개별법의 정비나 정책의 변경을 도모해 가는 방법을 채용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 기본법은 새로운 정책이나 개혁의 방향성 •근간 등을 제시하고， 정

책전환이나 개혁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41

둘째，제도 •정책의 체계화 및 종합화 기능을 들 수 있다.기본법에 의하여

12) 박영도 r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J (전게)，345-346연 여기에서 박영도 박사는 기본법의 성
격과 기능을 일관되게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순수한 조칙법적인 통상의 법률로서의 의미가
있는 기본법은 그 체명에서 기본법이라는 명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13) 박영도 r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J (전게)，24-34면 창조
14) 그 밖에도 사회보장기본법 등과 같이 헌법을 보완하거나 헌법규정을 개별법과 관련시키는

형태로 구체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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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분야의 제도 •정책의 기본적 방향을 정하고，관계되는 제도 �정책을

정비하며，그것의 종합화 •체계화를 도모하는 것은 사회의 복잡화 및 국가역

할의 비약적 증대를 특정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일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특히 입법수�법령수의 증대，무계획적인 입법，법제도의 고도

화 •복잡화 등에 따라 법률 간의 모순 �충돌도 다수 발생하므로 그것을 기본

법에서 제시하는 이념 �지침 •조감도에 의하여 기본적 방향과 전체상을 명확

하게 하는 것은 제도 �정책의 통일성 �체계성의 확보나 국민에 대한 이해증

대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다.또한 기본법에 의하여 제도 �정책의 종

합화를 도모하는 것은 종합적 •기동적인 대응의 방해，권한쟁의 등의 원인이

되어 온 부처이기주의행정의 폐해를 완화 �시정하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기본법에서는 관련되는 시책을 횡단적 •체계적으로 규정할 뿐만 아니라

종합조정을 도모하는 구조로서 기본계획의 제도，관계부처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위원회 •심의회 등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으며，이러한 것에 의한

조정이나 연대를 통하여 정책의 전체적 �종합적 체계를 기대할 수도 있다.

셋째，정책의 계속성 �일관성의 확보기능을 들 수 있다 기본법은 단기적이

고 즙은 시야에서 형성되기보다는 현실의 정책을 장기적 •종합적인 시야 •전

망에 엽각하여 방향을 제시하고，국회의 구성이나 내각이 변경되더라도 기본

법에 규정된 정책이 유지됩으로써 정책의 계속성•일관성•안정성의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다.그러나 최근에는 일부 기본법이 빈번히 개

정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지만，기본법이 제정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그 제

도 �정책이 장기적 �안정적인 것이 된다는 보장도 없다 또한 반대로 기본법

의 존재가 제도나 정책을 고정화하여 기득권의 옹호와 연관되거나 상황의 변

화에 대응할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넷째，행정의 통제기능을 들 수 있다 즉，현대국가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확

대됩에 따라 행정부가 거대화되고，이에 권력이나 정보가 집중되는 이른바 행

정국가현상이 현저하며，이러한 상황 하에서 기본법은 국회가 행정에 대하여

일정한 틀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감시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

이다.그러한 경우 기본법은 국회가 법률이라는 형식으로 행정부에 대하여 그

분야의 제도 •정책에 관한 이념 �방향성 �대장을 제시함으로써 일정한 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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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함과 동시에 이에 의거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명하는 의미를 가지게 된

다.그리고 이러한 점은 행정부가 정책형성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국회에는 기본법의 제정 등을 통하여 정책의 기본

적 방향을 결정하고， 행정에 대한 감시 �통제를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입

각하는 것이며，이러한 행정에 대한 감시 �통제기능은 현대행정국가에 있어서

의회의 주요한 기능으로 인식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섯째，국민에 대한 정책메시지 발신기능을 들 수 있다 기본법의 제정을

통하여 그 분야 •사항의 정책에 관한 국가의 기본인식을 제시함과 아울러 그

이념이나 방향성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메시지도 될 수 있다-기

본볍은 국가가 국민에게 메시지를 발신하고，촉구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이 되

고 있으며，특히 사회에 있어서 새로운 이념이나 제도의 형성 �정착을 도모하

려는 경우에는 그 제정을 통하여 사회의 이해와 인식，의식개혁 등이 추진되

도록 하는 것도 있으며，그곳에서는 국민에 대한 교육효과를 의도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는 그 내용도 인식시키므로 그에 관하여 기본법이 제정

된다는 사실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15)

나.자걱법제의 체계화 기능

이상과 같이 기본법의 일반적 기능으로는 국가정책의 방향제시와 추진기능，

제도 �정책의 체계화 및 종합화 기능，정책의 계속성 �일관성 확보기능，행정

의 통제기능， 국민에 대한 정책메시지 발신기능을 들 수 있으며，이러한 것들

은 자격기본법의 일반적 기능이라 하겠다.다만，기본법 제정 •운용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면， 기본법이 제정되어도 정책메뉴가 망라적으로 제시되는 데

15) 그 외에도 지방분권의 추진기능을 들 수 있으며， 기본법에 의하여 각각의 행정분야에 있어

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을 명확하케 할 수 있다는 정에서 기본법이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현재의 사회시스탱을 전망하고， 분권형의 사회를 형

성하기 위해서는 보충성의 원리를 염두에 두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그 분담에

관하여 명확하게 하는 것은 중요하며， 현행 지방분권특별법에서도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종합적 자율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를 주민의 연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제6조 제 l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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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고，제도 •정책의 종합화나 체계화와 거리가 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기본법이 부처의 예산 •인원이나 권익의 획득 •확보를 도모하는 수단으

로서 사용되고 있는 사례도 있으며，기본법의 제정을 둘러싼 부처 간의 이해

관계로 인하여 제도 �정책의 종합화 내지 체계화를 도모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이로부터 당초 기본법이 규정한 이념 �원칙 •지침이 해당 기

본법을 소관하는 부처 외의 부처가 소관하는 법령에까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그 효과가 한정적인 것에 그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나아가

기본법의 증가에 따라 기본법간의 규정사항의 중복이나 미조정 �미정비의 사

태도 발생하고 있으며，그 관계나 정합성이 문제로 되는 경우가 있다.따라서

자격기본법의 핵심적 기능은 기본법으로서 유효하게 기능하기 위한 각 부처

소관 법령 간 및 기본법 간의 체계적 정합성 유지기능，즉 자격법제의 체계화

기능이라하겠다

3. 자격기본법의 기본적 체계

가.기본적 체계

자격기본법은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 •

운영의 체계화， 평생직업능력 개발의 족진，국민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 의미의 제1유형에 해당하는 기

본법에 해당하고， 하위법령으로서 자격기본법 시행령，자격기본법 시행규칙이

있다 자격기본법은 기본법의 일반적 구성체계에 비추어 보면，체계적으로나

내용적으로 크게 다른 바가 없는 구조를 취하고 었다.즉.<표-2>와 같이 제1
장에서 총칙，제2장에서 자격관리 �운영체제，제3장에서 국가자격. 제4장에서
민간자격，제5장에서 보칙을 각각 규정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예컨대，고용

정책기본법(법률 제 10339호)의 경우도 총칙(총칙)，고용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제2장).고용정보 등의 수집 �제공(제3장)•직업능력개발(제 4장)，근로자
의 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확보 지원(제5장)，고용조정지원 및 고용안정대

책(제6장)，보칙(제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학기술기본법(법률 제9992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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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자격기본법의 기본체계

제 1조(목적)

제 1장 총 칙
제 2조(정의)
제 3조(자격제도관리 �운영의 기본방향)
제 4조(국가의책무)
제 5 조(국가칙무능력표준)
제 6조(자격체제)

제2장 자격관리 • 제 7조(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
운영체계 제 8 조(자격정책심의회설치 등)

제 9 조(교육훈련과자격과의 연계)
제10조(자격정보시λ 댐의 구축 등)
제11조(국가자격의신설 등)
제12조(국가자격의취득)

제3장 국가자격
제13조(국가자격검정의 연께)
제14조(통일영칭의사용금지)
제15조(국가자격의정비)
제16조(국가자격관리 •운영의 위엄 �위탁)

제17조(민간자격의신설 및 등록 등)
제18조(결격사유)
제19조(민간자격의공인)
제20조(민간자격관리자의공인기간 동)
제21조(공인자격의효력)
제22조(공인증서의교부 등)

제4장 민간차격 제23조(공인자격의취득 등)
제24조(공인사항의변경)
처1125조(시정명령)
제26조(공인의취소 또는 자격검정의 정지 퉁)
제27조(공인자격관리자의책무)
체28조(공인의공고)
제29조(주무부장관의지도 감독)

제30조(자격취득자에대한 우대)
제31조(자격취득자의성실의무 등)
제32조(자격취득의취소 정지 등)
제33조(거짓광고의금지 등)
제34조(자격취득자의정보관리)
제35조(보수교육)

제5장 보 칙 제36조(청문)
제37조(수수료)
제38조(권한의위임 �위탁)

제39조(벌칙)
제40조(벌칙)
제41조(벌칙)
제42조(양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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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제1장)，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제2장)，과학기술 연구개발 추

진(제3장)•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제4장)•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제5장)의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나.체계적 문제점

자격기본법은 국가자격과 민간자격 등 자격 전반에 공통된 사항을 규율하

는 기본법으로서 2007년의 개정을 통하여 제2장에 자격의 관리 •운영체계가

신설됩으로써 기본법적 성격이 강화되었다 .161 즉，자격정책심의회의 설치 •운

영(제8조).자격관리 �운영기본계획의 수립(제7조)，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제

10조)，국가자격 관리 �운영권한의 위탁(제10조 제3항，제 16조，제38조)，자격

제도 관련정책 및 성과에 대한 조사 •연구 �평가사업의 수권(제38조 제l항，
제7조 제1항 제6호).국가직무능력표준 (Korean skill standards. KSS)의 개발

(제5조).자격체계 (Korean qualification framework. KQF)의 구축(제6조)에
관한 조항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추진체계 및 주요정책을 바탕으로 자격기본

법은 자격을 교육훈련 및 산업현장과 연계하고，자격 간 호환성 및 국제적 통

용성을 확보하며，현장성 �활용성 �통용성이라는 자격의 이념구현을 추구하고

있다.그러나 현행 자격관련 법령체계의 산만성 등으로 인하여 국가자격은 실

제적으로 자격기본법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들과 상관

없이 관리 �운용되고 있다 17) 특히 자격기본법은 국가자격 중 기술자격에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그나마 국가기술자격 중 일부에 대하여도 예

외가 적용되고 있다.따라서 자격기본법은 용어만 자격에 관한 기본법이고，실

제적으로는 기본법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16) 자격기본법은 1997년 제정당시에는 민간자격에 대한 경우와는 달리 국가자격에 대하여는

기존법령의 지위를 정당화하는 의미를 가졌을 쁜，개별 국가자격에 대하여 실질적인 규율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았다， 이로부터 자격기본법은 민간자격에 대하여는 실체법적인 지위를

가지는 것이었으나， 국가자격에 대하여는 스스로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형식적으로 확인

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었다 김현수 •최영호 •조정윤 •깅상호，국가자격시험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7. 56면 창조

17) 이상윤，전케서. 46연 등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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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은 자격기본법이 자격법제의 체계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하고 있다.일반적으로 입법내용의 종합적 조정이라는 관점

에서 보면，법령 또는 법령의 각 개별규정은 고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유기적

결부관계에 었으며，이를 통하여 종합적인 법제도 �법령체계를 구성하고， 이러

한 법령 또는 규정 사이에는 조화 또는 균형의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이것을

“체계성의 원리” 내지 “체계정당성의 원리‘’라고한다 18) 결국 자격기본법과

관련법령 및 개별규정간의 유기적 결부 또는 조화 •균형의 관계를 충분히 형

성하고 있지 못하며，자격볍제에 있어서 체계성의 원리는 충분히 관철되지 못

하고 있다고 하겠다.따라서 기존의 자격법체계에 의해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

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형식의 남용으

로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입법태도라 하겠지만， 일단 자격기본법이 제정된

이상 그것과 관련되는 개별법령의 체계 및 내용에서는 당연히 자격기본법의

입법목적과 입법이염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91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해결과제가 자격기본법의 기본법적 위상강화임

을 전제로 하여 자격기본법의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V. 자격기본법의 입법론적 개선방안

1. 자격의 체계적 관리 •운영

가.관리 �운영의실태

전술한 바와 같이 자격기본법은 제명에 기본법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

어 형식적 의미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으며，기능적으로도 자격제도에 관한

18) 박영도，기본법의 입법모텔연구， (전게)，347면
19) 이로부터 자격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자격법제의 효력을 상송시키기 위해서는 개별법령의

전체적 구조 및 내용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문체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한계를 고려하여 자격기본법에 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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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과 관련정책의 추진 등에 관한 기본원칙과 방향성 등을 제시하는 기

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기본적인 구성체계의 관점에서 보아도 기본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자격기본법에서는 자격을 국가자격과‘민간자

격으로 구분하고， 국가자격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자격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가자격은 국가가 법령으로 규정하여

관리하는 자격을 말하는데，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 �기능 및

서비스분야의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서 규정하고， 나머지의 국가자격은 각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예컨대，전자상거래운용사， 직업상

담사，소비자전문상당사， 입상심리사， 게임그래픽전문 7)-，게임기획전문가， 스포

츠경영관리사 등의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나，변호

사�공인회계사�변리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법무사�간호사 등의

자격은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변리사법 등의 각 개별법률에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 •기능 및 서비스분야의 자격에

있어서도 국가자격의 모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법률에 규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도 많다.예컨대 가맹거래사(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건설기계조종사(건설기계관리법) ，경매사(경매

법)，유통관리사(유통산업발전법) 등은 모두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 •기능

및 서비스분야의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개별법률에서 규정되어 관리됨으로써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과 별도로 관리 •운용되고 있다.이와 같이 국가

자격에 대한 법령체제가 다양하게 흔재되어 있고，그에 따라 국가자격을 관

리 �운용하고 있는 소관 부처도 자격기본법과 국가기술자격법은 교육과학기

술부와 노동부이지만， 다른 국가자격은 각 개별법률의 소관부처가 관리 �운용

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자격에 대하여 법률의 체제가 다르고，소관

부처도 다름에 따라 각 개별법률에서 규정되어 관리 �운용되고 있는 국가자

격은 실제적으로는 자격기본법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

들과 상관없이 관리 �운용되고 있는 것이다

나 자격기본법 제11조의 개선

- 127 -



@-(2) 생략

제11조(국가자격의신설 등)
φ@ 생략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자격을

신설 변경 또는 폐지(이하“신설등”
이라 한다)함에있어서누 대퉁렷렷으
로 젓하논 바에 따라 섬의회에 섬의
를 요첫하여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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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격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에 관하여 다

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자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즉 자격정책

의 기본방향 및 조정에 관한 사항，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국가자격의 신설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사

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자격정책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었다.또한 자격기본법 제 11조 제3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

자격을 신설 •변경 또는 폐지함에 있어서 펼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정책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다만，이 규정에서는 관계부처 간에 의견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자격정책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을 뿐(같은 항 단

서)，그 외의 경우에는 임의규정의 방식을 채용하고 었다.이러한 임의규정

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표 3>과 같이 이를 강행규정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선이 어려울 경우，부처

간의 자격제도 관리 •운영에 관한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남아 있

게 되는 것이다，

〈표-3) 자격기본법 제11조 개선방안

현 행 | 개선만

제11조(국가자격의신설 등)
<D-(Z) 생략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자격을

신설 �변경 또는 폐지(이하“신설등”
이라 한다)함에 있어서 훨요하다고
이것하늑 격우 대좋력렷으로 젓하논

바에 따라 섬의회에 성의를 요첫항

수 잉다 다반 과계 부처가에 의견이

다휴 격우에논 섬의회에 식의를 요첫

화연앞화요
@-(2) 생략

다 유사자격의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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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자격의 해소를 통한 자격의 활용성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자격기본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정책심의회를 통하여 국가자격의 신설 �폐지

시에 기존 자격과의 유사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국가기술자격의 경우，다른

유사 국가자격에 대한 검정과목의 면제를 확대할 휠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국가기술자격의 경우 검정과목의 면제범위를 관련 국가기술자격만으로 제한

하여 시행하고 있다-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제l항 제3호에서는 검정을 받고

자 하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제할 수 있도록 하

고 있으나，현재 이에 근거하여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

는 국가자격은 없는 실정이다.따라서 국가기술자격과 개별법상 국가자격 간

의 호환성을 강화함으로써 중복평가에 따른 개인적 국가적 •경제적 비용절

감뿐만 아니라 국가자격제도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용어의 통일성�일관성제고

가.자격의미의 통일적 사용

현행 자격법령에서 자격의 의미가 다양하게 사용됨으로써 자격정책을 수립

하거나 자격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격의 의미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발급하고 있는 국가자격의 종목파악에 있어서도 자격의

범주에 포함시킬 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201 또한 국가

기술자격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등급과 분야를 모두 세분화하여

종목이라는 형태로 자격의 개수를 산정하고 있다 자격의 발급에는 모두 시험

에 합격해야 하는 통일적인 운영을 통하여 전체 종목에 걸쳐 일관성을 확보

하고 었다 그러나 개별법령상 국가자격은 통일된 자격분류기준이나 자격발급

20) 즉，자격시험을 실시하는 종목만을 대상으로 하면，10여 종목의 개별법상 국가자격이 무시
험으로 자격을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깅현수 ，이동입 ，깅덕
기 �최영호， 전게서， 16-17면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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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채태하고 있지 않아 자격의 개수를 산정하는 것도 그 기준에 따라 달

리 파악되기도 하고，파악된 것조차 이것이 자격인지 직무명칭인가가 모호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최소한 자격제도 관련법령만이라도 관련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가급적 자격이라는 용어를 통일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자격기본법 상 자격의 통일적 정의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의조항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국가자격의 영칭통일

국가자격의 명칭은 대부분 “。。사”라는명칭으로 되어 있으나，일부자격에

대하여서는 “。。자”또는 “。。인”으로규정되어 있다.예컨대，세무사 �건축

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간호사 등은 물론이고，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농

산물품질관리사， 경매사，물류관리사， 건강가정사， 유통관리사 등과 같이 국가

자격의 명칭은 대부분 “。。사”로되어 있으나，무대예술전문인(공연법)，사료

안전관리인(사료관리법)，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보호법) ，산립기술자(산림자

원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경우처럼 “。。자”나“。。인”으로되

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사례로부터 보면，해당자격을 국가자

격으로 규정할 때，이해관계가 대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해당자격의 명칭을

“。o사”로 하지 못하고，“。。자”또는 “。。인”으로한 것으로 추측된다.이

와 같이 국가자격의 명칭을 “。。사’‘가아닌 “。。자”또는 “O 。인”으로 하

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이를 통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

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하고，국가자격이란 국가가 이러

한 자격을 평가 또는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러한 자격자에 대하여

는 명칭에 있어서도 차별 없이 일관된 원칙에 따라 규정되어야 한다.이러한

원칙에 입각해서 보면，국가자격의 명칭은 일관된 명칭으로 하여 모두 “。。

사”로 하는 것이 공평하고，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예컨대，“무대

예술전문인”의 명칭을 “무대예술사” 또는 “전문무대예술사” 등의 명칭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명칭을 “문화재수리기술사”로 하는 것이 훨씬 국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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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자라는 것을 알기 쉽게 할 것이다.굳이 국가자격의 명칭을 구분하는 경우

에도 국가자격에는 고도의 지식이나 기술을 갖추고 경쟁력이 심한 시험에 합

격해야 되는 자격도 있고，일정한 교육과정만 마치거나 연수하기만 하연 되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도 있으므로 그러한 기준에 따라

명칭을 구분하는 것이 보다 실질적이고 합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국가

기술자격이라는 명칭의 통일성을 제고함에도 자격기본법이 기본법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이러한 관점에서의 개선방안의 모색이 과제로

제기된다

다 교육관련 용어의 통일

자격취득자에 대한 교육과 관련해서는 자격기본법 제35조의 보수교육，21l 변

호사법 제 85조의 연수교육，공인회계사법 제46조의 연수 및 연수활동 등 다양

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그 의미 또한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수교육이라는 용어가 천통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이에 대한 교

육훈련 참여자 퉁이 거부감이 강하여 명칭변경에 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7년 기술사 교육훈련을 신설한 기술사법의 경우 보수교육이라는

용어들 사용하지 않고，교육훈련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이러한 요청에 반

영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현행 자격기본법에서는 보수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이것은 시대적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었지 못하며，또한

자격관련 개별법령에서 자격취득자에 대한 교육의 명칭에 관한 기준을 제대

로 제시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이해된다.따라서 자격기본법 제35조의 제명을

계속전문교육으로 변경하고，자격관련 개별법령의 관련조항도 이에 따라 통일

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격기본법의 보수교육 관련규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짙다

21) 의료법 제30조(협조 의무) 제2항에서도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補
修)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여기에서도 “보수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다만，계속전문교육에 관한 행정을 주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시행규정인 “연수교육시
행규정”에서는 “연수”라는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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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자격기본법 저135조의 개선방안

현 행 | 개선안

제35조 (보수교육)국가자격관리자 및 | 제35조 (겐솜죄둡곽율)국가자격관리자
공인자격관리자는 해당 국가자격 및 | 및 공인자격관리자는 해당 국가자격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의 직무능력의 | 및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의 직무능력

유지 �발전을 위하여 펼요한 경우 보 | 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필욕한멸 겐
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I 솜죄운교효을 실시할 수 있다

3. 자격기본법의 내용적 정비

가.공인신청자격의 완화

민간자격이란 국가가 아닌 민간이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자격을 말하며，

자격기본법에서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

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누구든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있고，이를 관리하

는 민간자격관리자가 될 수 있다.다만，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

된 특정분야나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이나 국방에 직결되는 분。k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등에 대하여는 민

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게 하여 국민 등을 보호하도록 하고 었다 이와 같이

관리 운용되는 민간자격제도 중에서 우선 민간자격의 공인과 관련해서는 다

음과 같은 문제점이 었다

민간자격의 공인이란 “민간자격의 검정기준 •검정과목 �응시자격 등 검정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경우에 국가가 인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민간자격이 공인을 받게 되는 것은 국가자격에 상당하는 자격으로서의 공신

력을 갖추고 국가가 이를 보증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민간자격에 대하여

공인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즉 법인이 아닌 단체나

개인은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할 수는 있으나，공인을 받

을 수는 없게 되어 있다.따라서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단체나

개인이 그 민간자격을 공인받으려연 법인을 만들어야 한다 자격기본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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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의 공인에 대하여 “민간자격의 검정기준 �검정과목 •응시자격 등 검

정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경우에 국가가 인정하는 행위”로 정의하

고 있다.따라서 공인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민간자격의 검정

기준 •검정과옥 �응시자격 등 검정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지의 여

부”이지，공인신청기관이 법인인지 법인이 아닌지가 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공인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법인으로 한정한 이유가 민간자격을 공인할 경

우，이에 관계되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그것은 별도로 민간자격을 공

인한 후에 해당자격을 관리하는 자를 법인으로 한정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민간자격의 공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그 자체들 법인으로 한정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공인취소 시의 보호강화

자격기본법은 공인된 민간자격의 관리자가 공인자격을 법령에 정한 대로

관리하지 않으면，주무부장관은 해당 자격의 공인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내에서 자격검정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또한 공인자격관리자가 법

인의 해산，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인자격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공인증서를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

이 공인자격이 취소되거나 폐지되면 그동안 해당 자격에 대한 시험이나 검정

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갖춘 자는 그 공인자격이 취소되거나 폐지됨으로서

그 피해가 예상된다.따라서 취소되거나 폐지된 공인자격을 선의로 취득한 자

에 대하여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자격기본법에서는 공인자격을 폐지하는 경우에 폐지 신고를 받은 주무부장관

이 해당 공인자격을 계속 존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인

자격의 관리 �운영권을 다른 공인자격관리자 또는 민간자격관리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게 하여 해당 공인자격을 딴 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자격기본법에서는 공인자격자에 대한 보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공인자격을

폐지한 경우”만으로 규정하여 공인자격관리자가 법에 위반되게 관리하여 공인자

격을 취소하는 경우에 그동안 시험을 치거나 검정에 응시하여 그러한 공인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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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춘 자는 해당 공인자격의 취소에 대하여 아무런 연관이 없고，따라서 아무

런 잘못이 없음에도 피해를 입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따라서 공인자격관리자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해당 공인자격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주무관청은 일

방적으로 해당 공인자격을 취소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해당 자격을 선의

로 취득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다-결격사유의 완화

자격기본볍에서는 민간자격관리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미성년

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금

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위와 같은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민간자격관리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자격기본법에서의 민간자격관리자의 업무는 분명하지 않으나，대체로 공

인자격관리자의 업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공인자격관리자의 업무는 해

당 공인자격의 검정기준 �검정과목 •응시자격 등 자격검정의 수준이 관련되는

국가자격의 경우와 같거나 비슷하도록 유지하여야 하고，공인자격관리자가 교

부받은 공인증서는 이를 다른 사랍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양도

받아서는 아니 되며，공인자격관리자는 공인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 운

영하여서는 아니 되고，공인자격관리자는 공인자격을 공인받은 내용에 따라 관

리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었다 이러한 업무의 내용으로부터 보면，파

산자 등의 경우까지도 민간자격관리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즉，파산자를 결격사유로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파산자를

상대로 경제적 행위를 하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자격기본법에 따

른 자격관리자의 경우 이에 대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이다.

라 기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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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에는 다른 기본법의 입법례와는 달리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

한 규정이 없어，유사입법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조항의 추가여부를 결정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또한 자격에 관하여 현행 자격기본법에서는 기본계획

만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연도별 시행계획은 동 시행령에서 수립하도록 하

고 있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업무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내용은 기본법의 일반적인 입법례임을 고려하

여，검토 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자격기본법에는 국

회에 대한 보고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매년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해당 연도

의 시행계획，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자격기본법의 기본법적 성격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밖에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규정，자격관련 정

보의 유통 및 활통에 관한 규정，우수자격관리기관의 인정 규정 등의 추가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민간자격법의 입법화

현행 자격기본법은 기본법적 성격과 민간자격과 같은 개별법적 성격의 내

용이 병행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민간자격을 별도로 구분하여 “민간자격법”

(가칭)등으로 입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민간자격법의

입볍화를 통하여 자격에 관한 기본법인 자격기본법의 법체계적 위상도 강

화 •확립할 수 있으며，자격기본법이 마치 민간자격법이라는 오해의 소지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민간자격의 관리 �운영에 관한 정보는 각 부처에 있

으며，이러한 정보가 종합적으로 집계되지 못함으로써 민간자격에 관한 정책

의 수럽과 관리 또는 지원을 위한 제도의 마련이 온란하다는 점에서，민간자

격을 전체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률의 소관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현행과 같이 교육부 및 고용노동

부에서 관리하고， 자격연구와 실무를 수행하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운영

을 담당하는 방안 등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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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자격에 대한 법령체제가 다양하게 혼재되

어 있고，그에 따라 국가자격을 관리 •운용하고 있는 소관부처도 자격기본법

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이며， 국가기술자격법은 고용노동부이지만， 다른 국가

자격은 각 개별법률의 소관부처가 관리 •운용하고 있다 국가자격에 대하여

법률의 체제는 물론 소관부처도 달라 각 개별 법률에서 규정되어 관리 •운용

되고 있는 국가자격은 실제적으로는 자격기본법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서 규

정하고 있는 원칙들과 상관없이 관리 •운용되고 있다.특히 자격기본법은 자

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 •운영을 체계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본법에 해당하는 것이지만，자격제도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

장하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즉，자격기본법은 국가자격 중 기술자격에

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었을 뿐이고，그나마 국가기술자격 중 일부에 대하여도

예외가 적용되고 있다.따라서 자격기본볍은 용어만 자격에 관한 기본법이고，

실제적으로는 기본법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었지 못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이 글에서는 자격기본법의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자격은 교육훈련의 결과，

즉 인적 자원개발의 결과를 외부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지표로서 교육훈련시

장과 노동시장을 연계하는 가장 대표적인 신호기재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격

제도는 단순히 노동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훈련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인적 자원개발의 핵심적 인프라에 해당하며， 자격제도의 정비는 국가의 인적

자원개발정책의 주요 내용이라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자격제도의 정

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 자격기본법의 법체계적 위

상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모색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이상에서 제시한 자

격기본법에 관한 각종 개선방안이 국가의 인적 자원개발정책의 주요내용을

이루는 자격제도의 정비에 하나의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었으연 하는 바랩을

가져보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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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gislative Reform Plans of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s

Lee，Sang-Yoon
Ph. D.. Senior Research Fellow，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The Framework Aet on Qualifications has funetional limitations in the
sense that it is incapable performing such funetions of a fundament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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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preæntation of directions for promotion of qualification policies. overall
and comprehensive systematization of qua!ification systems and policies.
securement of continuance and consistency of qualification policies，funetions
for diffusing messages on qua!ification policies to the peop!e. Hence，it is
urgent!y required to reinforce the charaeteristics of the Framework Aet on
Qua!ifications as a fundamenta! !aw enaeted for the systematic and efficient
imp!ementation of qua!ification policies and the funetions thereof. by
reinforcing the conneetivity of qua1ification systems and related !egis!ative
systems. This study finds out，in this respect. points in question by ana1ysing
!egis!ation history and system of the Framework Aet on Qua!ifications and
proposes methods of systematic and content-re!ated mod퍼cations for the

reinforcement of the charaeteristics of the same Aet as a fundamenta1 !aw
and the funetions thereof. It proposes，to be specific，methods for systematic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of qua!ifications. methods for improving the
unity and consistency of termino!ogy as well as methods for modifying the
contents of the 잃me Aet such as applicationfor or revocationof accr'려itation

Key words Framework Aet on Qual떠cations. private qualification，national
qua1ification，qualificationpolicy，accredited private qual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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