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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구 요 약 ]

오늘날 인 자원의 질 제고는 국가 경쟁력 향상과 도약을 하여 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  이슈로서 국가인 자원개발(NHRD)이 등장하

고 기업의 HRD 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 에서의 인 자원개발 정책, 략, 과제 등이 인

력양성과 분배  활용에 을 맞추고 있다. 국가인 자원개발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교육기 ·연구기 ·기업 등이 인 자원을 양성·배분·활용하고, 이와 련되는 사회  규범

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하여 행하는 제반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의 주요

정책 에 하나로서 NHRD 련 정책은 정부주도하에 국가인력의 다양한 측면의 실제

인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더불어 이런 NHRD 정책의 효과를 더 높이기 하여 교육인

자원부에서는 국가인 자원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이런 정부주도의 

NHRD 련 정책의 수립과 실천은 학계에서의 NHRD 련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즉, 국가의 주요정책으로서 NHRD 정책을 수립하기 한 학문  근거

를 마련하고, 보다 효과 인 정책마련을 한 조언을 제공하기 한 학문  연구활동이 

더욱 실하다.  

다시 말해, NHRD 련 정책이 학문  근거를 제공받고, 국가 주요정책으로서 련지

식의 지속  공 과 활용을 하여 NHRD 련 연구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학문  연

구결과를 공유하며 후속세 가 지속 으로 양성되어야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HRD와 NHRD의 개념, 주요국가의 NHRD 정책, 국내외 NHRD 련 학회, 학

자, 연구물, 후진양성체계, HRD분야 R&D 체계 구축을 한 정책방안 등의 내용을 심

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NHRD 련 지식생산체계와 후진양성체계의 악을 하여 국

내외의 학자, 학회, 학  학원에 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 다. 자료수집의 

역은 교육학, 경제․경 학, 행정학 등의 학문 역으로 한정하 고 2000년 이후 최근 5년 

동안의 자료가 주요 분석자료로 활용되었다.  

주요 연구내용과 그 결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NHRD  HRD의 지식생산을 한 국내 주요 학회들의 노력을 살펴보았다. 특히 

각 학회별로 설립취지와 목   주요사업, 학회 연 , 주요 인 구성원, 최근 수년간 개

최된 학술 회 주제  발표논문, 그리고 학술지 논문들을 분석하 다. 분석결과, 국내 

련 학회와 학자의 활동이 최근에 와서 NHRD에 비교  활발한 심을 보이고 있으며  

국외의 경우에 국내에 비하여 상 으로 활발하지는 않지만 꾸 히 NHRD 련 주제로 

연구 활동이 개됨을 확인하 다. 그러나 NHRD 련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어 필요한 

지식을 생산하고 공유하기 해서는 교육학을 심으로 NHRD 련 연구가 이루어지되, 

경 학, 경제학, 행정학 등의 학문분야에서도 NHRD와 련된 연구 활동이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내외의 NHRD 련 연구가 상호 교환 는 공유될 

수 있도록 정보의 교류  인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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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NHRD 련 후진양성에 한 분석결과, 최근 HRD 문 학원이 설립되어 이제 

첫 걸음을 디디려고 하고 있으며, 국내외 학에서 NHRD 련 교과목이 편성되고 실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NHRD 분야의 문가를 육성하기에는 아직까지 교육

과정이 세분화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NHRD 련 문교수나 강사의 확보가 부족한 것

으로 평가된다. 이에 향후 NHRD 련 문가를 양성하기 해서 교육과정의 개편과 

임 교수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NHRD 련 학자와 연구물에 한 분석을 토 로 NHRD 련 지식생산동향을 

분석하 다. 국내 HRD 련 학회의 역할과 활동, NHRD 련 문학자의 활동에서 제시

된 교육학 역의 연구물을 내용별로 분석한 결과, 부분의 연구는 국가인 자원개발 정

책에 련된 학술논문과 연구보고서 고, 그 외에 지역인 자원개발과 련된 연구물, 특

정 상에 한 인 자원개발 에서의 연구물이 있었다. 한 국내 경 학 역의 학

회발표  학술지 게재 논문을 내용별로 분석한 결과 주로 기업의 HRD 역에 련된 

연구물이었다. 연구들이 다루고 있는 세부 주제들로는 직원역량개발 략, 교육 로그램, 

지역인 자원개발, 외국의 인 자원개발 연구동향 등 이었다.  

한편, 국외 NHRD 련 연구물에서 다룬 60편의 연구물을 내용별로 범주화하여 빈도분

석을 실시한 결과, 국가인 자원개발 략  정책 국가사례분석, 국가인 자원개발 개념 

 근방법, 기술개발․훈련․인 자원개발 로그램 국가사례분석, 국제인 자원개발 개

념, 국제인 자원개발 국가사례분석, 국가인 자원개발 정책, 국가인 자원개발 연구, 지역

인 자원개발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외 경 학 역의 경우, 인 자원 리에서도 보상이나 

채용의 제한된 역에 한 논문이 게재되었다. 보상의 경우 보상 구조, 보상과 조직의 

성과, 스탁옵션, 등에 한 연구물이 존재하 다. 

이상의 NHRD 련 황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하 다. 

첫째, NHRD 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체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정부주도의 정책추진체계에 민간참여를 확 할 필요가 있다. ② 정부부처의 일부 직

책에 NHRD 문가의 양성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우수인재를 양성해 내는 고등

교육기 에 한 평가시스템의 확립이다. ④ NHRD 통계 인 라의 구축이다. 

둘째, NHRD 학회  문학자 활용을 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하 다. 

① NHRD를 학술 회 주요 주제로 설정할 경우 학회에 직․간 으로 재정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② 국내 주요 학회들간 NHRD를 주제로 한 공동학술 회 

지원도 가능할 것이다. ③ 국제학회와의 공동학술 회 개최  참여를 한 지원노력도 생

각해 볼 수 있다. ④ 국책연구기 에서 정기 으로 실시하는 학술포럼을 련 학회와 공동

으로 NHRD를 주제로 하여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⑤ NHRD 련 국내외 

연구자 DB를 구축하여 활용한다. ⑥ 교육학, 경 학, 행정학 등 다양한 학문  기  에서 

NHRD 련 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학문  배경별로 주요 연구자 풀을 구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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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학문  에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NHRD 련 연구가 수행될 때 최 의 연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⑦ NHRD 련 DB에는 국외 NHRD 련 주요 연구자의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⑧ 국내의 경우 기 차원 이외에 개별 연구자의 NHRD 연구활

성화를 도모하기 하여 재정  지원이 요청된다. 

셋째, NHRD 후진인력 양성을 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제시되었다.

① NHRD 지식체계의 확산과 후진양성을 하여 정부 지원의 특수 학원 설립이 확

될 필요가 있다. ② NHRD 는 평생교육정책을 평생교육사 양성 교육과정의 한 과목

으로 지정하여 기존 학원 교육과정 내에서 NHRD 이슈가 하나의 교과목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③ HRD와 마찬가지로 NHRD 역시 간학

문  성격이 강하므로 기존 학내 경제학, 행정학, 교육학 등 련 공 교수와의 연계를 

통하여 NHRD 후진양성을 한 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④ NHRD가 국내 정책의 주

요 이슈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련 부처 공무원에게 NHRD에 한 심도 있는 이

해와 학습이 필요하다. 

넷째, 학 연계를 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제시되었다.

① NHRD에 한 개념을 정리하기 하여 학과 의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② 

NHRD와 련하여 학 연계를 강화하기 해서는 심의 로세스(process)를 학계 심 

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민간 심의 로세스로 환할 필요가 있다. ③ NHRD와 트

십을 구축하거나 의회를 구성하거나 연구용역을 발주하거나 하는 등의 의 활동에서 

학제간 혼합된 학자나 문가를 포함시키는 것이 NHRD 련 학 연계강화를 하여 필

요하다. ④ 재 존재하는 국내의 HRD 련 학회와의 트 십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

다. ⑤ 학 의 인 자원연계를 한 문가 상호교환이 보다 실질 으로 운 되어야 한다. 

⑥ NHRD 련 학 연계에서 산업계의 참여를 유도하기 한 노력이 필요하다. ⑦ 

NHRD 련 학간의 지식공유를 진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NHRD 시스템의 개선을 한 거시  수 에서의 제언과 

후속연구를 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우선 NHRD 시스템의 개선을 한 거시  수 에서의 주요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문  수 의 강화를 한 이론 측면에서 NHRD에 하여 시스템  근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NHRD 정책의 수립과 실행 그리고 그 결과의 평가 과정에서 

NHRD는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더불어 NHRD 정책의 수립과 학문  연

구의 결과 간에도 시스템  시각에 기반한 이해와 근이 필요하다. 

둘째, NHRD에 한 문제해결과정  근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기업의 수 에서 사

용되는 HRD는 단순한 교육의 범 를 넘어서 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한 과정으로서 그 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이는 국가수 에서도 동일하게 

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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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NHRD에 한 다학문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교육

학뿐만 아니라 경 학, 경제학, 행정학, 심리학, 국제학 등 다양한 분야를 포 함으로써  

NHRD의 정책과 연구가 문제해결과정으로서 NHRD의 특성에 합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 

넷째, NHRD 련 문학자의 활용을 하여 정부담당부서의 체계화된 차와 기 이 

마련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여타의 정책연구에 비해, NHRD 련 학회  개별학자의 연

구활동에 한 지원이나 문학자를 활용하기 한 방법들은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다섯째, NHRD 후진인력 양성체제는 NHRD의 향후 방향과 역을 반 하여 마련

되고 운 되는 것이 필요하다. 재는 학원 수 에서 NHRD 공이 존재하지도 않고 

련과목도 많은 편이 아니다. 그리고 HRD 문 학원도 이제 시작되는 단계에 있다. 이

와 같은 시 에서 오히려 NHRD 역의 필요한 인력을 수 하기 한 석을 놓는 것은 

이후 NHRD 련 후진양성체제가 NHRD의 목 에 보다 부합되도록 마련되고 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끝으로 후속연구를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NHRD의 개념에 한 보다 명확한 규정에 근거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

하다. 본 연구의 수행과정에서도 NHRD의 개념에 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

나 그 개념을 명확히 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하 다. 그러나 NHRD 지식생산 활성화와 

후진인력양성을 해서 NHRD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필수 이다. 

둘째, 보다 다양한 학문 역을 포 하여 NHRD 련 지식생산체계와 후진양성체계에 

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학을 심으로 경제학, 경 학, 행정학의 역

을 NHRD 학문 역으로 보고 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 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교

육학 이외의 학문 역에서 보다 다각 인 근을 활용하여 다양한 연구물을 수집하고, 학

문 역을 국제 계학, 국제비교학 등으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NHRD 지식생산체계와 후진양성체계를 하여 제시된 제언이나 향후 발 방향에 

하여 그 실 가능성을 검토하고 련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를 

들어 NHRD 련 학자들의 연구실 을 상호 공유하고 쉽게 확인해볼 수 있는 정보시스

템을 구축하는 것이 과연 다른 통계DB를 통해서 가능하지는 않는지, 문학자를 교육인

자원부에서 활용하는 방법에 한 보다 구체 인 실천 략은 어떤 것이 있는 등에 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 가능성을 검토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NHRD 후진인력양성체제를 구축하기 한 해외사례수집  분석연구가 필요하

다. 본 연구의 경우 국내외 학의 련 공 교육과정에 한 분석이 이루어졌으나 인터

넷 자료에 의존하고 교육과정만을 분석하는 수 에서 그치고 있다. 이에 NHRD 후진인력

양성을 한 체제를 구축하고 운 하기 해서 보다 구체 인 로그램사례나 운 사례를 

발굴하고 분석하여 시사 을 제공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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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목

21세기는 인력(人力)의 세기이다. 여기서 인력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지식의 힘은 새로운 부 창출의 근원이 되고 

있다(Thurow, 1999). 새로운 부창출의 근원이 되는 지식의 힘을 개발하기 한 

방법 가운데 하나로 인 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 HRD)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원래 인 자원개발은 기업이나 조직의 인 자원능력을 

개발하기 한 다양한 방법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출발하 다. 그리고 조직수

에서 인 자원의 능력개발은 기업의 지속  성장을 한 가장 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심지어 버스가 어디로 갈지를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능력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고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면 그 인재들이 올바른 길로 버스를 운

행할 것이라는 은유  표 이 유행하고 있다(Collins, 2003). 

지식기반경제 하에서 인 자원개발의 요성은 기업수 에서의 지역사회와 국

가 수 으로 확 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의 총체  경쟁력은 각 개인

과 조직이 지식을 창출․공유․심화․활용하는 정도에 크게 의존한다. 따라서 

사회 는 국가의 구성원의 지식과 기술숙련수 을 향상시키기 한 인 자원개

발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핵심  가치를 갖는다(김장호, 2005a). 특히 부존 천

연자원이 부족한 한국의 경우 인 자원은 경제발 의 요한 원동력으로 인식되

어 왔고, 지식기반경제사회가 도래한 재 그 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실제로 1971년부터 2001년까지 한국의 경제성장률에 한 인 자원의 기여율

을 분석1)하면, 인 자원의 기여율과 경제성장률의 동반상승 는 동반하락하는 

경제성장률
요인별 기여도  기여율

물 자본 노동 인 자본 총요소생산성

1971-1979 7.3 4.2(57.1) 2.2(30.1) 0.5(7.4) 0.4(5.4)

1980-1989 6.9 3.7(52.9) 1.5(21.3) 0.7(10.2) 1.1(15.6)

1990-1995 7.1 3.3(46.7) 1.5(20.5) 0.8(10.8) 1.6(23.0)

1996-2001 3.7 1.7(45.6) 0.5(13.8) 0.4(9.6) 1.1(31.0)

1) 경제성장률과 각 요소별 기여도  기여율

( )는 경제성 률에 대한 가 소  성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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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 수 있다(오호 , 2005). 그만큼 한국의 경우 인 자원과 경제발 간의 

연 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연 성이 크다는 것 때문에 향후 인

자원개발의 요성과 그에 따른 체계  근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한 2만불의 국민소득시 에 진입하기 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한국경제의 성장과 그 한계에 지식격차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1997년 

부즈알  보고서에서 한국경제의 근본문제는 지식격차에 있다는 지 이 있은 

후, 국가인 자원개발 정책은 인 자원의 질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강화의 일환으로 의미를 갖게 되었다(강일규, 2005; 조은상, 2001). 즉, 질 인 

측면과 양 인 측면에서 인 자원의 개발과 축 이 한국경제의 도약을 한 과

제가 되고 있다. 

이런 필요성에 입각하여 국가인 자원개발의 에서 인 자원개발정책이 

등장하 고, 기업의 인 자원개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 에서의 인 자원개발

정책, 략, 과제 등이 제시되어 운 되고 있다. 이런 국가인 자원개발 정책을 

총 하는 정책이 국가인 자원개발 기본계획이다. 4개의 정책 역을 기 로 다

양한 정책들이 실천되고 있다. 그리고 1차 기본계획의 실천이 마무리되고 2차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실천되기 직 이다. 

그런데 이런 국가인 자원개발 정책의 실천과 련하여 다양한 평가와 향후개

선방안에 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표 인 지  가운데 하나는 인 자원개

발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개념과 련된 논의  

하나는 인 자원개발이 다학문  특성을 갖기 때문에 보는 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므로, 다양한 학문 역을 반 하여 인 자원개발을 정의하고 그에 

따라 체계 이고 종합 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무근, 2001). 

한 인 자원개발의 개념을 보다 총제 인 에서 보아, 총제  학습사회에서

의 개인․사회․문화  차원에서의 인 자원개발을 포 하는 개념으로 야한다

는 구체  방향이 제시되기도 하 다(김장호, 2005b).  기업의 인 자원개발의 

개념을 확 하여 개인인 자원개발(Individu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IHRD), 지역사회인 자원개발(Reg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RHRD), 

국가인 자원개발(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국제인 자원개발

(Inter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IHRD) 등의 다양화된 하 개념과 

이를 통합하는 개념에 한 주장이 제시되었다(장찬원 외, 2006; Kwo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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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직까지 인 자원개발의 개념에 한 논의가 진행 이고 국가인 자원

개발의 정책체제와 기조를 마련하기 해서는 인 자원개발과 국가인 자원개발

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와 더불어 인 자원개발 는 국가인 자원개발 분야의 문가  련 학

회에 한 기 자료의 확보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필요성은 우선 학

제간 통합  특성을 갖는 인 자원개발의 학문  특성에 기 한다. 즉, 인 자원

개발과 국가인 자원개발의 학문  개념과 학문 역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바탕

으로 합의와 새로운 발 방향을 모색하기 하여 분야의 학자와 련 학회에 

한 악이 우선되어야 한다(이무근, 2001). 한 국가인 자원개발정책에 하여 

지 되는 문제 과 향후발 방향에 의해서도 학자와 련학회에 한 악의 필

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인 자원개발정책에 하여 정책목표의 구체성 결여, 

정책조종․통합의 기제 부족, 정책수립과 집행기능의 혼재, 부처간 이견조정기능

의 한계 등의 문제 (강일규, 2005), 인 자원개발정책을 한 트 십 운 의 

필요성(이남철, 2003; 장홍근, 2005), 우수인력 양성, 교육복지 확충, 평생학습 구

, 능력보상 사회 실  과제 등의 추진과제(장창원 외, 2006) 등 다양한 지 이 

있어왔다. 그런데 이런 향후 과제와 발 방향을 실천하고 평가하고 수정하기 

해서는 해당과제에 한 해박한 지식을 갖춘 문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문가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연구들이 어떤 시사 을 주는지에 한 

기 정보가 필요하다. 

 인 자원개발 분야의 문가를 육성하기 한 체계를 검하고 필요한 육

성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가  련기 , 기업 등에서 인 자원개

발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기 하여 충분한 능력을 갖춘 문가를 육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아직까지 학문의 세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향후 발 을 거듭해

야 하는 인 자원개발 분야에서 후진육성시스템을 체계화함으로써 앞으로 인

자원개발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문가의 공 이 가능해질 것이

다. 이를 해 우선 으로 인 자원개발 분야의 후진양성체계가 재 어떻게 구

축되어 운 되는지에 한 기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인 자원개발과 국가인 자원개발의 개념과 

학문  연구결과, 인 자원개발 분야의 문가  련학회의 연구동향 등에 

한 기 정보, 인 자원개발 분야의 후진양성체계에 한 기 정보 등에 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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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인 자원개발  국가

인 자원개발의 개념과 역, 이론을 분석하고, 둘째, 해외 주요국의 국가인 자

원개발 정책추진체계를 분석하고, 셋째, 국가인 자원개발 지식생산체계로서 인

자원개발 분야의 문가, 련학회, 후진양성체계, 국가인 자원개발 연구동향

을 분석하고, 넷째, 이상의 분석을 토 로 국가인 자원개발 연구개발 체제구축

을 한 시사 을 제공하는 것을 연구목 으로 설정하 다. 

2. 연구의 내용  범

본 연구는 교육인 자원부의 연구용역으로 진행된 연구로서 기본 으로 국가

인 자원개발과 련되어 지 된 연구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고 이에 기 한 정

책  시사 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 이 있다. 이런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하

여 본 연구의 내용과 범 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첫째, 인 자원개발 련 학회  문인력의 체계화를 하여 인 자원개발 

 국가인 자원개발의 개념, 역, 이론에 한 문헌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분석된 내용을 정리하 다. 

둘째, 국가인 자원개발정책의 추진체계에 한 세계  동향을 알아보기 하

여 국, 핀란드, 미국, 싱가폴, 인도 등 주요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인

자원개발 추진체계를 분석한다. 그리고 한국의 국가인 자원개발 추진체계와 비

교하여 시사 을 모색하 다.

셋째, 인 자원개발  국가인 자원개발의 지식생산체계를 알아보기 하여 

국내외 학자  련학회, 학문후속세  양성실태에 한 분석을 실시하 다. 

보다 세부 으로 국내․외 NHRD와 직․간 으로 련된 학회의 목 , 역할, 

활동 등에 한 분석, 국내․외 NHRD 련 주요 학자의 연구 분야, 연구 활동 

등에 한 분석, 국내외에서의 HRD분야 후진양성 체계  련실태 분석을 실

시하 다. 그리고 추가 으로 국가인 자원개발 련 연구동향을 분석하 다. 

넷째, 국가경쟁력 제고와 연계되는 인 자원개발의 연구  개발 체제구축을 

한 정책방안을 제시하 다. 여기서는 국가인 자원개발의 개념․ 역․이론 

분석과  국내․외 학회, 연구자, 학문후속세  양성 실태 분석의 결과를 기 로 

국가발 기여라는 목 과 부합되는 국가인 자원개발  인 자원개발 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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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  연구, 문인력연계, 후진인력 양성 등에 한 구체 인 정책방안 제시

하 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다양한 연구방법이 사용되었다. 우선 문헌

자료수집  분석을 활용하는 문헌조사방법이 활용되었다. 그리고 황조사도 

함께 병행하여 사용하 다. 문헌조사방법에 사용되는 문헌은 주로 국내․외 학

자들에 의해서 수행된 연구물을 의미한다. 문헌자료 분석방법의 경우 인 자원

개발  국가인 자원개발 련 개념, 역, 이론에 한 선행연구물, 국내․외 

학회의 특성  련연구동향 등에 한 자료, 국내․외 인 자원개발 련 문

인력 련 자료수집  분석, 국내 학, 학원, 기타 련기 의 HRD분야 후

진양성 련 자료수집  분석 등이 포함되었다. 

문헌자료분석과 함께 황조사방법도 활용되었다. 황조사방법은 되도록이면 

1차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 으나 부득이한 경우 2차 자료의 황도 분석에 포

함시켰다. 황조사에서는 인 자원개발 후진양성체제와 련된 실태를 악하

기 하여 해당기 의 실제 통계자료를 분석에 활용하 다. 

문헌자료를 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연구방법의 문제 을 보완하기 

하여 문가 의회를 개최하 다. 문가 의회는 인 자원개발분야 학자, 

련분야 학자, 국가정책 련 문가, 련분야 문가를 상으로 개별면담  

문가 의회를 통하여 국가인 자원개발의 개념․ 역․이론, 국내․외 학회, 

문인력, 후진양성, 련정책 등에 한 의견을 수렵하여 연구의 질을 높이고

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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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NHRD의 개념, 역, 이론의 체계화

1. HRD의 개념, 역, 이론

가. HRD의 개념

인 자원개발은 그 용어가 탄생하기 이 부터 존재해왔던 분야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 자원개발의 시작과 련하여 원시시 부터 논의를 시작하기도 한

다(권 , 2003).  원시시 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

는 경우에도 세시 의 도제제도에 한 논의나 근 의 산업화과정에서 공장

에서 실행되었던 교육에 한 논의에서 인 자원개발의 시작에 하여 논의하

기도 하 다(Swanson & Holton, 2001). 이런 근방법은 인 자원개발의 개념

을 인류가 오래 부터 실천해온 실생활의 기술이나 실무 심의 교육으로 먼  

이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 자원개발의 개념에 한 본격 인 논의는 인 자원개발의 용어가 

만들어지면서 부터라고 해야할 것이다. 1970년 Nadler는 개인차원의 교육훈련

을 인 자원개발이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인 자원개발의 개념을 제시하 다. 

Nadler가 인 자원개발이라는 용어를 탄생시키게 된 계기는 우연한 사건에 의

해서 다. 

Nadler가 교수로 재직 이면서 상담사자격과정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다. 강

의에 들어가게 된 Nadler는 수강생에게 3가지 질문을 던졌다. 첫째, ‘ 재 상담

가인데 상담에 하여 더 공부하고 싶어서 이 강좌를 신청하신 분은 손 들어 

보세요?’ 라는 질문이었다. 이 질문에 수강생의 3분의 1이 손을 들었다. 이 사람

들에게 해 Nadler는 ‘당신들은 훈련(training)을 받으러 온 것이군요.’라는 

답을 하 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 재 상담가가 아니지만 이 교육과정을 이

수하면 자격증을 취닥하여 상담가로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강좌를 신

청하신 손 들어 보세요?’라고 말하 다. 이 질문에 하여 수강생의 3분의 1이 

손을 들었다. 이 사람들에게 해서 Nadler는 ‘당신들은 교육(education)을 받으

러 온 것이군요.’라는 답을 하 다. 그런데 손을 들지 않은 나머지 3분의 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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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상담가도 아니고 자격증 취득하여 상담가가 될 것도 아닌데 이 교육과정

에 왜 참여하게 되었는지 의아하게 생각한 Nadler는 왜 이 교육과정을 수강하

는지 물어보았다. 그리고 수강생  어느 하나가 ‘우리는 상담가도 아니고 상담

가가 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만, 상담기술이 직장이나 가정 등에서 활용될 수 

있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강의를 수강하

게 되었습니다.’ 라고 답하 다. 이 답을 들은 Nadler는 ‘그럼 당신들은 개

발(development)를 하러 온 것이군요.’라고 답하 다. 강의가 끝난 후 Nadler 

교수가 연구실로 돌아오자  방에 있던 교수가 찾았다면서 무엇을 하고 왔냐

는 질문에 Nadler는 ‘나는 훈련도 하고 교육도 하고 개발도 학 왔다.’ 라는 이

야기를 해주었고 이에 의아하게 생각한 방의 교수는 ‘한 마디로 그것들을 모

두 합쳐서 무엇을 하고 왔냐는 것이냐?’ 라고 질문을 하 다. 이 질문에 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Nadler는 인 자원개발이라는 용어를 탄생시키게 되었다. 

그 후 Nadler는 자신의 서를 통하여 인 자원개발의 개념을 설명하고 그것

이 차 발 하여 재의 인 자원개발의 개념과 분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Nadler가 훈련, 교육, 개발의 개념을 통합하여 인 자원개발이라는 용어를 만들

었다는 것은 그다지 집 을 받지 못하 다. 그러나 에 와서 인 자원개발의 

개념을 생각한다면 Nadler의 생각은 많은 시사 을 제공해 다. 훈련은 재의 

직무수행을 잘 수행하기 한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라면, 교육은 가까운 미래의 

직무수행과 련되는 능력개발이고, 개발은 장기 이고 일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역까지 인 자원개발이 포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인 자

원개발의 포 성은 재 인 자원개발의 개념이 다양한 역으로 확장되는 모

습과도 련이 있다. 

이 게 용어를 만든 Nadler는 자신의 인 자원개발에 한 개념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인 자원개발을 정의내렸다. 

HRD is a series of organized activities conducted within a specific 

time and designed to produce behavioral change(Nadler, 1970, p. 3).

(인 자원개발은 행동변화를 해 설계되고 특정 시간동안에 실시되는 

일련의 조직화된 활동이다.)

Nadler의 인 자원개발에 한 정의에서 보면 인 자원개발은 조직화된 활동

으로 계획성을 갖고 있다. 한 목 이 행동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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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고,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에서 개인을 상으로 하는 훈련의 개념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장창원 외, 2006). 실제로 Nadler는 인 자원개발을 훈련, 

교육, 개발의 개념을 통합하는 것으로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수 에서 

개인의 훈련에 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 

Nadler 이후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서 인 자원개발에 한 정의가 시도되었

다. 이들의 정의는 각각 인 자원개발의 다른 측면들을 설명하거나 다른 정의들

을 통합 으로 설명하는 등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를 들어 Craig(1976)는 인

자원개발을 평생교육처럼 평생학습의 한 측면으로 설명하면서 평생학습 는 

교육학  을 강조하 다. 

HRD focus is on the central goal of developing human potential in 

every aspect of lifelong learning(Swanson & Holton, 2001, p. 4).

(인 자원개발의 은 평생학습의 모든 측면에서 인간의 잠재성을 개

발하는 주된 목 에 맞춰져있다.)

이런 Craig의 인 자원개발에 한 정의는 성과향상이나 조직의 이윤추구에 

제한되어 인 자원개발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생 체의 모든 장면

에서 이해한다는 ,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성을 개발하는 데에 을 둔다

는 을 강조함으로써 인 자원개발이 인간의  생애에 련되어 있을 수 있

다는 을 강조하 다. 그러나 Craig의 이런 정의는 인 자원개발의 목 이나 

추구하는 이상만을 강조하 다는 데에서 한계 을 갖는다. 

1980년 에 들어서면서 인 자원개발에 한 정의는 보다 조직이나 기업의 상

황으로 제한되어 논의된다. 이런 논의에 표 으로 Jones(1981), McLagan(1983), 

Chalofsky와 Lincoln(1983), Nadler와 Wiggs(1986), Swanson(1987), Jacobs(1988), 

Smith(1988), Watkins(1989), Gilley와 Eggland(1989), Nadler와 Nadler(1989) 등

의 학자들의 논의가 포함될 수 있다. 이들의 인 자원개발에 한 정의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HRD is a systematic expansion of people's work-related abilities, 

focused on the attainment of both organizational and personal 

goals(Jones, 1981, p. 199: Swanson & Holton, 2001, p. 5에서 재인용)

(인 자원개발은 조직목 과 개인목 을 동시에 성취하는데 을 두면

서 개인들의 직무 련능력을 체계 으로 확장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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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es의 정의에서 보면 인 자원개발의 목 은 조직과 개인의 목 을 추구하

고 달성하는 것인데, 특히 개인의 직무 련 능력을 개발시키는 것이 인 자원개

발의 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인 자원개발을 개인들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에 제한함으로써 Nadler의 훈련의 개념과 유사한 의미를 담게 되었다. 

Training and development is identifying, assessing and -through 

planned learning - helping develop the key competency which enable 

individuals to perform current or future job(McLagan, 1983, p. 25; 

Swanson & Holton, 2001, p. 5에서 재인용).

(훈련  개발은 기획된 학습을 통하여 재 는 미래의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개인의 핵심역량을 악하고 평가하며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다.)

McLagan은 인 자원개발이라는 표 신 훈련  개발이라는 표 을 사용하

여 인 자원개발에 한 정의를 회피하고 있다. 단지 훈련  개발이라는 용어

를 사용하여 재 는 가까운 미래의 직무수행을 하여 필요한 능력을 육성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런 McLagan의 정의 역시 개인수 의 직무수

행능력향상이라는 것에 을 두고 있다는 에서 앞서 Jones의 과 크게 

다르지 않다. 

Discipline of HRD is the study of how individuals and group in 

organizations change through learning(Chalofsky & Lincoln, 1983: 

Swanson & Holton, 2001, p. 5에서 재인용). 

(인 자원개발은 조직에 속한 개인과 집단이 학습을 통하여 어떻게 변화

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HRD is a comprehensive learning system for the release of the 

organization's human potentials -a system that include both vicarious 

(classroom, mediated, simulated) learning experience and experiential, 

on-the-job experiences that are keyed to the organization's reason for 

survival(Nadler & Wiggs, 1986, p.5: Swanson & Holton, 2001, p. 5에서 

재인용)

(인 자원개발은 조직의 인 잠재성을 확장시키기 한 포  학습시스

템으로 조직의 생존을 해 핵심 인 다양한 학습경험과 직에서의 경

험을 모두 포함하는 체제이다.)

Chalofsky와 Lincoln, Nadler와 Wiggs의 인 자원개발에 한 개념정의는 다

소 포 인 모습을 보인다 물론 조직이라는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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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지만, 학습을 통한 변화, 학습경험, 직에서의 경험과 같은 표 을 사용함으

로써 조직에서 개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학습에 을 두고 있다. 

HRD is a process of improving an organization's performance through 

the capabilities of its personnel. HRD includes activities dealing with 

work design, aptitude, expertise, and motivation(Swanson, 1987: 

Swanson & Holton, 2001, p. 5에서 재인용).

(인 자원개발은 조직의 직원의 능력을 통하여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

는 과정이다. 인 자원개발은 직무설계, 태도, 문성, 동기를 다루는 활

동을 포함한다.)

Human performance technology is the development of human 

performance systems and the management of the resulting systems, 

using a systems approach to achieve organizational and individual 

goals(Jacobs, 1988: Swanson & Holton, 2001, p. 5에서 재인용).

(인간수행공학은 조직목 과 개인목 을 달성하기 하여 체제 근방법

을 활용하면서 인간수행시스템을 개발하고 결과시스템을 리하는 것이

다)

HRD consists of programs and activities, direct and indirect, 

instructional and/or individual that positively affect the development 

of the individual and productivity and profit of the 

organization(Smith, R, 1988, p.1).

(인 자원개발은 개인의 발달과 조직의 생산성  이익에 정  향을 

미치는 직․간 이고 교수  는 개인  로그램  활동으로 구성

된다.)

HRD is the integrated use of training and development , career 

development and organizational development to improve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McLagan, 1989, p.7).

(인 자원개발은 개인과 조직의 효과성을 증진하기 한 훈련  개발, 

경력개발, 조직개발의 통합  사용이다.)

HRD is the field of study and practice responsible for the fostering of 

a long-term, work-related learning capacity at the individual, group 

and organizational level of organizations. As such, it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training, career development and organizational 

development(Watkins 1989, p.427).

(인 자원개발은 조직의 개인, 집단, 조직 수 에서 장기간이고 직무와 

련된 학습능력을 고양하기 한 연구와 실천분야이다. 즉, 인 자원개

발은 훈련, 경력개발, 조직개발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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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 is organized learning activities arranged within an organization 

to improve performance and/or personal growth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job, the individual and/or the organization(Gilley & 

Eggland, 1989, p.5)

(인 자원개발은 직무, 개인, 조직을 향상시킬 목 으로 성과향상과 개인

성장을 해 조직에서 실행되는 조직화된 학습활동이다.)

HRD is a organized learning experience provided by employer within 

a specified period of time to bring about the possibility of performance 

improvement and/or personal growth(Nadler & Nadler, 1989, p.6).

(인 자원개발은 성과향상과 개인성장의 가능성을 발생시키기 해서 일

정기간동안 고용주에 의해서 제공되는 조직화된 학습경험이다.)

이상의 1980년 의 인 자원개발에 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주로 조

직의 범주 안에서 조직구성원인 직원의 직무수행을 향상시키기 하여 실시되

는 다양한 교육  활동을 인 자원개발로 보았다. 사실 이런 은 미국을 

심으로 하는 인 자원개발분야의 학자  실천가들에 의해서 수용되고 있는 개

념이다. 즉, 해외의 경우 인 자원개발이라고 하면 기본 으로 조직을 단 로 

하여 실시되는 교육  활동을 의미한다. 특히 인 자원개발의 요한 목 을 성

과향성과 개인성장, 개인과 조직의 효과성 증진, 개인의 발달과 조직의 이익에 

한 정  향 등 인 자원개발의 목 을 조직의 성과와 함께 개인의 측면

에서도 함께 설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이후의 인 자원개발에 한 정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HRD is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optimum methods of 

developing and improving the human resource of an organization and 

the systemic improvement of the performance and productivity of 

employees through training, education and development and 

leadership for the mutual attainment of organizational and personal 

goals(Smith, D., 1990, p.16).

(인 자원개발은 조직의 목 과 개인의 목 을 동시에 달성하기 해 훈

련, 교육, 개발, 리더십을 통하여 종업원들의 생산성과 성과를 체계 으

로 향상시키고 조직의 인 자원의 개발과 향상을 한 최 의 방법을 결

정하는 과정이다.)

Human resource development as the integration of individual 

development, career development, and organization development roles 

to achieve maximum productivity, quality, opportunity, and fulfillment 

for organization member as they work to accomplish the goals of the 

organization(Pace, Smith, & Mills, 1991, p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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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개발, 경력개발, 조직개발의 통합체로서 인 자원개발은 조직구성원

이 조직의 목 을 달성하기 해서 일을 함으로써 생산성을 극 화하고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고, 조직구성원들의 기회와 만족을 성취하기 한 

역할을 수행한다.)

HRD is the study and practice of increasing the learning capacity of 

individuals, groups, collectives and organizations through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learning-based interventions for the 

purpose of optimizing human and organizational growth and 

effectiveness(Chalofsky, 1992, p.179).

(인 자원개발은 인간과 조직의 성장과 효과성을 최 화하기 해 학습

에 기반을 둔 조치의 개발과 용을 통해서 개인, 집단, 조직의 학습능력

을 향상시키는 연구와 실천이다.)

HRD as a combination of training, career development, and 

organizational development offers the theoretical integration need to 

envision a learning organization, but it must also be positioned to act 

strategically throughout the organization(Marsick & Watkins, 1994, p.335).

(훈련, 경력개발, 조직개발의 통합으로서 인 자원개발은 학습조직의 실

을 해서 필요한 이론  통합을 제공하지만, 한 조직 체에 걸쳐 

략 으로 활동하는 치는 갖는다.)

HRD is a process for development and unleashing human expertise 

through organizational development and personnel training and 

development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performance(Swanson & 

Holton, 2001, p.4).

(인 자원개발은 성과향상을 해서 조직개발과 개인훈련  개발을 통

해서 인 자원의 문성을 개발하고 발 시키는 과정이다.)

HRD can be defined as a set of systematic and planned activities 

designed by an organization to provide its members with the 

opportunities to learn necessary skills to meet current and future job 

demands(DeSimone, Werner, & Harris, 2002, p.3). 

(인 자원개발은 조직구성원에게 재 는 미래의 직무요구에 필요한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체계 이고 사 에 계

획된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인 자원개발에 한 근방법이 다양화되면서 개념 역시 다양한 표 들이 

등장하고 있다. 개인개발, 조직개발, 경력개발과 같은 표 들이 인 자원개발의 

요한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인 자원개발이 인 자원의 문성을 확장시

키는 것이라는 표 을 사용함으로써 인 자원개발의 개념을 더 포 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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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동시에 조직과 개인의 목 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는 이 강조되기도 하 다. 

한국의 경우에도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서 인 자원개발의 개념에 한 다양

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1990년  반에는 주로 훈련과 개발 는 연수와 같은 

표 을 사용하다가 그 이후 인 자원개발에 한 심이 증가하면서 일상 인 

용어처럼 그 사용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를 들어 조은상(2001)은 기존의 인

자원에 한 다학문  배경을 논의하면서 조직수 을 다루는 의의 의미와 국

가수 으로 확 되는 의의 의미를 제시하 다. 

의의 의미에서 인 자원개발의 개념은 ‘기존 조직차원의 교육․훈련․

발 을 시한 차원에서 확 되어 국가차원에서의 기 능력, 기술력, 정

보력, 도덕  성숙 등 인간의 제 능력과 품성을 갖춘 인 자원 효율  

개발과 활용을 한 국가․사회  제반 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의의 의미에서 인 자원개발이란 ‘한 조직 내에서 직무성과의 향상 가능

성  조직과 개인의 성장 가능성을 증 시키기 하여 개인개발, 조직

개발, 경력개발을 통합한 의도 이고 계획 이며 조직 인 학습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조은상, 2001, p. 52). 

인 자원개발의 다학문  의미에서 본다면 인 자원은 조직의 수 에서 훈련

이나 개발의 상이 되지만,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 문화  존재이자 사회  

존재이자 시민이라는 의미에서 국가수 에서 개발의 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인 자원개발의 목 은 의의 의미에서는 조직의 생산

성 증 를 최우선으로 하지만, 의의 의미에서 본다면 계속교육이나 평생교육

을 통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목 을 두고 있다. 

보다 통합 으로 권 (2003)은 인 자원개발을 조직의 수 에서 넓  지역

사회, 국가 등의 수 으로 확 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런 인 자원개발의 확

용은 한국의 경우 인 자원개발의 개념을 단지 기업이나 조직의 수 에서만 

사용하지 않고 보다 다양한 수 에서 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 자원개발은 학습이 심이 되는 개인개발, 경력개발, 조직개발, 지역

사회  국가 차원의 인 자원개발 풍토조성  인 라구축을 통해 개인

의 성장과 개발, 조직의 성과향샹, 지역사회의 개발과 발 , 국가의 발

과 국민복지의 향상을 달성하기 한 조직화된 활동 는 시스템이다(권

, 2003,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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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 정의에서 보면, 인 자원개발은 조직, 지역사회, 국가차원에서 이루

어지는 다양한 개발활동으로 개인의 성장과 발달, 조직의 성과향상, 지역사회의 

개발과 발 , 국가의 발 과 복지향상이 요한 목 으로 제시되었다. 

지 까지 살펴본 인 자원개발에 한 다양한 학자들의 입장을 개념의 목

과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인 자원개발에 한 정의에서 핵심

인 요소들을 인 자원의 목 과 이런 목 을 달성하기 한 방법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표 Ⅱ-1>과 같다. 

<표 Ⅱ-1>과 같이 인 자원개발의 목 과 방법은 학자별로 다양한 모습을 보

이기는 하지만,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인 자원개발의 목 의 경우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 행동이나 조직의 변화 는 개인이나 조직의 목 달성 등 

②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개발, 조직의 이익과 개인의 개발 등 

③ 학습조직의 실 이나 학습능력향상 등

④ 직무수행이나 직무의 요구만족 등

⑤ 국가수 이나 보다 확 된 수 에서의 개발과 발

국가수 의 목 에는 항상 조직수 의 목 도 함께 제시되어 있어서 인 자

원개발의 요한 목  에 하나는 조직수 의 목 을 달성하는 것으로 주로 

성과향상이나 생산성향상 등의 구체 인 목 이 조직수 의 목 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조직에만 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도 을 두어서 개인의 

직무수행능력향성, 개인의 능력향상, 개인의 목  달성 등 개인수 에 한 목

도 포함하고 있다. 

조직  개인목표 달성이라는 목표는 하  목표로 세분화할 수 있다. 조직목

표가 어떤 것이고 개인목표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세분화된다. 조직목표는 성

과, 생산성, 이윤, 품질 리 등으로 하 목표로 구분된다. 조직의 궁극 인 목표

들인 성과나 생산성 는 이윤이 인 자원개발에 있어서도 궁극 인 목표로 인

식된다. 따라서 인 자원개발은 조직의 궁극  목표를 달성하는데 직 으로 

련되는 분야로 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조직은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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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인 자원개발 개념들의 목 과 요소

학자 인 자원개발의 목 인 자원개발의 방법

Nadler(1970) 행동변화의 발생 특정 시간

Jones(1981) 조직목표와 개인목표의 달성 직무와 련된 능력을 체계 으로 확장

McLagan(1983) 재직무와 미래직무의 수행 역량 악, 평가, 개발

Chalofsky & 
Lincoln(1983) 조직의 변화 학습

Nadler & 
Wiggs(1986)

조직의 인  잠재성 개발 학습경험, 직에서의 경험

Swanson(1987) 조직의 성과향상 조직원의 능력, 직무설계, 문성, 동기

Jacobs(1988) 개인과 조직의 성과
시스템  근, 수행공학시스템개발․
리

Smith, R.(1988) 조직의 이익과 생산성  개인의 개발
직 , 간 , 교수 , 개발  로그
램과 활동

McLagan(1989) 개인  조직 효과성 증진 훈련  개발, 경력개발, 조직개발

Watkins(1989)
조직의 개인, 집단, 조직, 수 에서 장기
이고 일과 련된 학습능력의 강화

훈련, 경력개발, 조직개발

Gilley & 
Eggland(1989)

1차 목표: 개인성장, 수행증진
2차 목표: 직무, 개인, 조직의 향상

조직화된 학습활동

Nadler & 
Nadler(1989)

성과향상, 개인성장의 가능성 발 특정 시간동안 고용주에 의해 제공된 조
직화된 학습경험

Smith, D.(1990)
1차 목표: 종업원의 수행향상과 생산성의 
체계  향상  조직의 인 자원개발
2차 목표: 조직 목표와 개인목표 달성

훈련, 교육, 개발, 리더십 등 최  방법
의 결정과정

Pacs, Smith, & 
Nills(1991)

조직의 목 달성, 생산성극 화, 최상의 
품질 유지, 조직구성원의 기회와 만족

개인개발, 경력개발, 조직개발

Chalofsky(1992)

1차 목표: 인간과 조직의 성장과 효과성
의 최 화
2차 목표: 개인, 집단, 집합, 조직의 학습
능력의 향상

학습기반 처치 응용과 개발

Marsick & 
Watkins(1994)

학습조직의 실 훈련, 경력개발, 조직개발

Holton & 
Swanson(2001)

1차 목표: 성과향상
2차 목표: 인 문성(역량) 개발

조직개발, 개인 훈련  개발

DeSimon, 
Werner, & 

Harris(2002)
재와 미래의 직무 요구를 만족

일련의 체계 이고 계획된 활동(필요한 
기술을 학습할 기회를 조직구성원에게 
제공)

조은상(2001)
의: 인 자원의 효율  개발과 활용
의: 개인과 조직의 성과가능성 향상

의: 국가․사회  제반 노력
의: 개인개발, 조직개발, 경력개발을 
통합한 학습활동

권 (2003)
개인의 성장과 개발, 조직의 성과향샹, 지
역사회의 개발과 발 , 국가의 발 과 국
민복지의 향상

개인개발, 경력개발, 조직개발, 지역사회 
 국가 차원의 인 자원개발 풍토조성 
 인 라구축

개인목표는 개인성장, 개발, 만족, 지식향상과 같은 개인의 개발과 발 에 

련된 하 목표로 구분된다. 개인목표의 상은 조직구성원이며, 이런 개인목표

의 달성은 한편으로는 개인의 성장을 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조직차원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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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로서 인 자원개발의 요한 목표로 인식되고 있다. 조직목표와 개인목표의 

차원에서 인 자원개발은 조직목표에 을 두고 운 되어 왔다. 그러나 조직

구성원의 인식과 경 환경의 변화로 개인목표의 달성이 매우 요한 인 자원

개발의 목표 는 의무가 되고 있다. 더욱 요한 사항은 인 자원개발의 조직

차원의 의미와 정당성 는 공헌도를 증명하는 기본  철학이 개인목표와 조직

목표의 연계 부분에 기 를 두고 있다는 이다. 최근의 경향으로는 략  인

자원개발(Strategic Human Resource Development: SHRD)이라는 모습으로 

이런 철학이 실화되고 있다(권 , 2003). 

인 자원개발의 목표 가운데 특이한 목표로는 학습능력의 강화, 학습능력의 

향상, 학습조직의 실 이 있다. 이들 목표는 개인, 집단, 조직의 학습능력을 개

발하는 것을 상으로 하는 목표들이다. 특히 인 자원개발의 주된 방법이 학습

이라는 인식을 공유한 목표로서 학습 심의 인 자원개발 페러다임을 반 하고 

있다. 한 학습조직이라는 차원에서 학습을 조직화하고 이를 통해 조직의 성과

와 학습을 직결시키려는 노력을 표하는 목표로서 평가된다. 

인 자원개발의 개념에 담겨 있는 내용 가운데 목 과 함께 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방법이다. 인 자원개발의 목 을 어떤 방법으로 달성하는가에 한 

설명이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방법이 인 자원개발의 구체 인 활동을 반

한다. <표 Ⅱ-1>에서 보면 인 자원개발의 방법은 특정시간, 직무와 련된 

능력의 확장, 역량 악과 평가  개발, 개인과 집단의 학습을 통한 변화, 학습

경험, 직무설계, 태도, 문성, 동기화, 인간수행체제개발과 체제 리, 훈련  

개발, 경력개발, 조직개발, 조직화된 학습활동, 훈련, 교육, 개발, 리더십 등 최  

방법의 결정과정, 학습기반 처치 응용과 개발, 학습풍토개발, 훈련, 로그램 설

계, 경험과 정보 달, 결과 평가, 경력상담제공, 조직변화 창조, 학습자체개발과 

용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고 통 으로 인

자원개발의 방법으로 인정되는 것이 훈련  개발, 경력개발, 조직개발이다. 

훈련  개발은 개인개발이라는 용어로 치되기도 한다. 

학습 심의 패러다임이 등장하면서 인 자원개발의 요소를 학습의 에서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학습풍토의 개발, 학습조직의 구축 등과 같은 인 자원

개발의 활동요소가 이에 해당한다. 학습 심의 인 자원개발 활동요소들은 과거 

개인개발, 경력개발, 조직개발의 어느 한 차원에서만 집 되는 것이 아니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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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모두에서 나타나는 요소이다. 최근에는 지식경 과 맞물려 학습과 련된 

인 자원개발의 활동은 조직에서 더욱 요구하고 있는 활동이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학습 심의 패러다임을 성과 는 수행(performance) 

심의 패러다임이 체하면서 인 자원개발의 핵심  요소에 한 이 달

라지기 시작하 다. 즉, 개인개발, 조직개발, 경력개발로 표되었던 인 자원개

발의 요소 는 학습 심의 요소로 설명되었던 인 자원개발의 활동들이 성과

를 발생시키기 한 활동으로 통합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으로 최근 들어 혼

합 인 자원개발(blended HRD)이라고 한다. 혼합이라는 말은 다양한 요소들이 

통합되어 하나의 목 을 해서 운 된다는 것이다. 표 으로 인 자원개발의 

통 인 교육방법인 직무 장교육(on-the-job training)과 새롭게 등장하여 그 

유용성이 강조되고 있는 자학습(e-learning)이 통합되어 blended learning이 

되는 것이 그러한 이다. 이 밖에도 최근의 기업상황에서는 개인개발과 조직개

발, 그리고 경력개발이 서로 구분되지 않고 통합되어 운 되고 있다. 즉,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수행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나. HRD의 역

(1) HRD의 통  역구분

학문의 역을 몇 가지 용어나 범주구분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 자원개발의 역을 구분하고 논의하려는 이유는 인 자

원개발과 련된 학자들의 연구 역과 연구방향을 가늠하기 해서는 단순화의 

오류가 존재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역구분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 자원개발

의 개념에 한 다양한 정의에서 보면 지 않은 정의에서 인 자원개발의 

역에 한 표 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Nadler나 McLagan의 정의에서 잘 나타

나는데 바로 개인개발, 경력개발, 조직개발이다. 애 에 Nadler는 인 자원개발

의 역을 훈련, 교육, 개발이라고 생각하 다. 이는 처음 그가 인 자원개발이

라는 용어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훈련, 교육, 개발을 통합하여 부를 수 있는 이

름을 찾는데서 출발하 기 때문이다. 

Nadler(1970)에 따르면, 훈련은 재의 자신의 직무기술을 향상시키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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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고, 교육은 재 자신의 직무와 련되어 있으나 미래에 수행하게 되는 

직무에 해서 능력과 기술  지식을 향상시키는 활동이다. 그리고 개발은 직

무와 직 인 련은 없지만 미래의 어느 순간에 사용될 수도 있을지 모르는 

자신의 능력, 기술, 지식을 향상시키는 활동이다. 

훈련

(training)

교육

(education)

개발

(development)

[그림 Ⅱ-1] 인 자원개발의 역으로서 훈련, 교육, 개발

의 그림과 같이 Nadler는 훈련, 교육, 개발을 통합 으로 보고 이를 인 자

원개발이라고 불 다. 이러한 개념정의는 최근까지도 받아드려지고 있다. 나들

러는 훈련, 교육, 개발 모두 행동변화를 해 설계되고 특정 시간동안에 실시되

는 일련의 조직화된 활동으로 보고 인 자원개발의 개념정의를 시도하 다. 

그 이후에 다양한 학자나 실무자들에 의해서 인 자원개발이 정의 되었는데, 

McLagan(1983)은 훈련  개발은 기획된 학습을 통하여 재 는 미래의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개인의 핵심역량을 악하고 평가하며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으로 정의하면서 인 자원개발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 다.  

Gilley와 Eggland(1989)는 인 자원개발을 직무, 개인, 조직을 향상시킬 목 으

로 성과향상과 개인성장을 해 조직에서 실행되는 조직화된 학습활동으로 정

의하 다. 이런 개념정의를 본다면 인 자원개발은 기업이나 조직의 상황에 한

정될 경우 조직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개인들의 능력을 신장시키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학습이나 지원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Nadler는 인 자원개발의 목 을 강조하면서 인 자원개발의 역을 개인개

발(Individual Development: ID), 조직개발(Organizational Development), 경력

개발(Career Development: CD)로 구분하 다. 아래의 그림처럼 개인개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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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경력개발을 모두 인 자원개발의 역으로 보고 이러한 역에서 발생하

는 교육 로그램이나 지원을 인 자원개발의 모습으로 설명한다. 

개인개발

(ID)

조직개발

(OD)
경력개발

(CD)

[그림 Ⅱ-2] 인 자원개발의 역으로서 개인개발, 조직개발, 경력개발

인 자원개발분야에서 가장 기 인 분야이고 많은 활동이 개되는 하

역이 개인개발(individual development) 역이다. 그만큼 개인개발 역은 다양

한 형태와 이론이 련되어 있다. 개인개발은 훈련  개발(training and 

development)과 자주 혼용되어 사용된다. 애 에 인 자원개발의 시작이 훈련 

 개발이라는 용어로 시작되었다는 과 훈련  개발의 내용이 조직에 속한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 을 두었다는 에서 개인개발과 훈련  개

발간의 개념  친분 계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사실 개인개발보다 훈련  개발이라는 용어가 더욱 많이 사용되었던 데에는 

조직이 개인의 역량개발의 측면을 훈련으로 이해하 기 때문이다. 훈련은 개발

에 비해 비교  단기간이고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를 연마시키는데 을 둔다. 반면에 개발은 재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요건보다는 보다 장기 이고 미래지향 인 에서 개인들의 지식과 문성을 

향상시키는데 을 둔다(Swanson & Holton, 2001). 따라서 원래 기업은 재

심의 훈련에 보다 을 두고 인 자원개발을 실행하 다. 그러나 이런 재

심의 훈련은 그 한계가 명확하다. 훈련과 개발의 개념  차이에 해서 

Davis와 Davis(1998)는 다음과 같이 언 하 다. 

훈련은 조직에서 근무하는 개인들이 자신의 직무수행에서 좀 더 효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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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효과 일 수 있도록 돕기 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태도를 성숙시키는 과정이다. 훈련은 개인들의 반 인 개발을 도와주는 

한편, 조직이 조직의 목 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 다. 훈련은 

학습을 진시키지만, 학습은 특정성과향상을 해서 비된 훈련담당자

들에 의해 설계되고 운 되는 공식  활동만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학습

은 역량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해 설계된 보다 일반 인 활동이며 조직

의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형식 ․비형식 으로 진될 수 있다. 훈련은 

항상 학습을 최 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Davis & Davis, 1998. p. 44).

Davis와 Davis는 훈련을 학습과 비교하 다. 훈련과 학습은 모두 개인의 차

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훈련은 형식 인 교육 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는 

활동이며 학습을 최 한 발생시키는데 을 두고 있다. 반면에 학습은 공식

이고 형식 인 활동뿐만 아니라 비공식 이고 비형식 인 활동을 통한 능력이

나 역량의 향상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게 훈련과 학습의 비교는 훈련과 개

발의 비교와도 일맥상통한다. 

훈련  개발에 한 논의는 오랜 기간동안 지속되어온 것이지만 최근에 들

어서 인 자원개발의 하 구성으로 개인개발, 경력개발, 조직개발이 언 되면서 

개인개발의 용어로도 많이 체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개인개발은 이름 그 로 

조직 구성원인 개인들의 직무능력을 향상하기 한 일련의 노력이다. Gilley와 

Eggland(1989)는 개인개발의 이 개인들이 재 자신의 직무나 미래의 직무

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competency)을 악하고, 평가하고, 개발하도록 도

움을 제공하는 데 있는 것으로 제시하 다. 한 권 (1998)은 개인개발이란 

계획된 학습활동을 통하여 핵심업무수행능력의 개발을 확인하고, 평가하고, 도

움으로써 개인이 재와 미래에 있을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고 정의하 다. 두 가지 정의의 공통 은 개인개발이 재와 미래에 수행해야할 

직무를 개인들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다는 이다. 개인개발의 이런 정

의는 조직이 개인의 역량발 을 통해 조직의 원하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것

이라는 기 에 근거한다. 개인의 역량개발이 조직의 직무수행에 도움을 주지 못

한 다면 개인개발은 개인의 만족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에 머무르게 되고 조

직은 개인개발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개인개발은 훈련  개발에서 발 된 것으로 악되기도 한다. 훈련  개발

이 개인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조직 인 학습활동이라면 개인개발은 개

인의 직무수행능력뿐만 아니라 직 으로 직무에 련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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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부분을 포 하고 있다. 학에서의 교양교육과 유사

하게 조직차원에서도 조직원들을 상으로 직무와는 직  련은 없지만 실시

하고 있는 개인개발 교육 로그램이 존재한다. 컨 ,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한 교육이 해외의 경우 많이 실시되고 있다(DeSimon, Werner, & Harris, 2002). 

한 고용주가 제공하는 형태가 아니라 조직원이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학습하

는 형태 에서도 직무와 직 으로 련이 없는 개인개발 사례가 존재한다. 

컨 , 동호회활동을 통한 학습, 어학강좌 수강 등이다. 따라서 인 자원개발의 

개인개발은 조직차원에서조차도 직무기술이외의 오락, 취미, 개인  성장을 

한 학습을 개념 으로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실 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에 

해 아직은 의견이 분분하고 있다. 

다음으로 조직개발은 조직이 변화를 발생시키고 리할 수 있도록 하는 최고의 

방법으로 인 자원개발의 하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이다(DeSimon, Werner & 

Harris, 2002). 조직개발은 하드웨어(hardware)뿐만 아니라 소트 웨어(software)

와 휴먼웨어(humanware)까지도 요한 부분으로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이런 일반 인 경향에도 불구하고 조직개발의 개념에 하여 학자마다 다양

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그만큼 조직개발의 역이 범 하고, 동시에 복잡하

기 때문이다. 조직개발에 해서 일반 으로 합의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복잡한 구조를 갖는 기업에서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능력이 그 기업에 

최 의 이익을 가져다  수 있도록 조직화된다. 이와 같은 요구를 충족시키기 

하여 구성원  구조와 과정의 유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직을 계획

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조직개발이라고 한다. 조직개발의 보다 다양한 차원을 제

안한 조직개발에 한 정의는 DeSimon, Werner & Harris(2002)의 정의에서 찾

을 수 있다.

조직개발은 사 에 계획된 조치를 통해서 조직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고, 

조직구성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해서 사용되는 과정이다(DeSimon, 

Werner & Harris, 2002, p. 566)

이러한 정의는 조직개발의 세 가지 상이한 측면에 한 을 제시하고 있

다. 첫째는 조직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한 과정이 조직개발이라는 이다. 

앞서 제시한 조직개발에 한 정의에서처럼 일반 으로 가장 많이 언 되는 조



- 23 -

직개발의 목 이 바로 조직의 효과성 증 이다. 효과성이라는 것은 조직이 달성

하고자 하는 목 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념정의에 수단과 목 이 포함되

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조직의 효과성 증 는 목 에 해당하는 것이다. 

둘째, 조직개발은 개인들의 복지 는 개인  만족을 추구하도록 돕는 것을 

목 으로 한다는 이다. 여기에서 개인들은 조직구성원을 의미한다. 한 개

인  만족 는 복지는 개인들의 조직에서의 만족, 생애에서의 의미, 직무나 직

무환경에 한 종업원들의 인식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일반 으로 성취욕구

를 갖고 보다 높은 목표에 도 하고, 의미있는 일을 찾는 것은 조직으로부터 주

어지는 보상을 통해 지지되며 스스로의 만족을 이끌어 낸다. 결국 조직개발은 

조직차원뿐만 아니라 개인차원의 직무만족, 보상 등에도 심을 갖는다. 그리고 

개인들의 복지향상 는 개인  만족의 향상은 조직개발의 주된 목 이 된다. 

셋째, 조직개발은 계획된 조치들에 의해서 앞서 지 한 두 가지 목 을 달성

하려고 한다. 계획된 조치라는 것은 사 에 결정되고 조직의 목 을 달성하기 

해서 특정한 조직의 부서가 선정되고, 조치에 한 기 와 결과를 상하고, 

조직개발에 기여하려는 목 을 갖는 일련의 조직개발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계획된 조치는 사 에 결정되어야 하고 목  달성을 한 도구, 방법의 의미를 

갖는다. 그 밖에도 조직개발에 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한다. 학자들마다 다양

하게 정의되고 있는 조직개발에 한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직개발이란 일종의 변화에 응하는 것, 즉 조직이 새로운 기술, 새로

운 시장  도 에 보다 잘 응할 수 있도록 조직구성원의 신념, 태도, 

가치   조직구조를 변형시키고자 의도하는 일종의 복합 인 교육 략

이다(Bennis, 1969, p. 2).

조직개발이란 조직을 능률, 효율성, 건 도를 기 으로 측정했을 때 당

한 업 수 을 달성․유지할 수 있도록 조직능력을 개발시키기 한 의

식 이고 계획된 과정이다(McGill, 1977, p. 3).

조직개발이란 행동과학의 지식을 이용하여 조직의 과정에서 계획된 매개활

동을 통하여 조직의 효율성과 건 성을 증가시키기 한 계획 이고 체

인 노력이며 최고경 층으로부터 리되는 노력이다(Beckhard, 1969, p. 9).

조직개발이란 조직의 발 을 진하거나 해하는 조직구성원의 행동 유

형을 악하고 변화시키는 것이다(Burke, 1992,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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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발의 핵심은 기술과 인간 자원을 통해 조직에 생기를 주고, 에

지를 부여하고, 잠재능력을 발휘하게 하고, 활성화하며, 신하는 데에 

심을 두는 것이다(Argyris, 1971, p. 14).

이상과 같은 정의들로 종합하여 볼 때, 조직개발은 조직의 변화와 개인들의 

복지를 목 으로 조직문화, 구조, 운  등의 변화를 계획 으로 실시하는 행

를 의미한다. 한 그 이 개인보다는 조직에게 주어진다는 에서 특징 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직변화의 핵심에 개인의 행동변화가 제된다는 

은 인 자원개발의 다른 역과 공통되는 모습이다(권 , 2003). 

경력개발 역시 학자들마다 다양한 개념을 제공하고 있다. Greenhouse와 그의 

동료들은 경력개발을 인생의 단계와 련하여 개념정의 한다. 즉, 인간은 인생

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인생단계를 겪게 되는데 이런 인생단계를 거치면서 발

하는 과정을 경력개발이라고 정의한다. 

경력개발은 각각의 단계가 독특한 주제, 내용, 과업으로 특징지워지는 일

련의 단계를 통해서 진행되는 개인 이고 지속 인 발 과정이다

(Greenhouse, Callanan & Godshalk, 2000, p. 13)

Greenhouse와 그의 동료들은 경력개발을 연구하기 해서는 인간의 생애를 

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력을 조직이나 가정의 차원에서만 보기보다

는 인간의 생애에 걸쳐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그들

은 이러한 시각을 갖게 되면 인간의 경력은 측가능한 단계를 거쳐서 발 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흥국(2000)은  개발의 개념을 경력의 개념과 통합하여 개인들의 심리  변

화에 을 두고 경력개발에 한 정의를 제시하 다. 

경력개발이란 한 개인이 일생에 걸쳐 일과 련하여 얻게 되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직무 련 태도, 능력  성과를 향상시켜 나가는 과정이라

고 정의할 수 있다(김흥국, 2000, p. 33-34)

이런 경력개발에 한 정의는 개인의 차원에서 경력개발의 의미를 설명하고

는 있지만 조직의 차원에서 경력개발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는 에서 

한계를 나타낸다. 물론 경력개발에 한 많은 정의들이 조직차원보다는 개인의 

일생 차원에서 경력개발을 이해하고 있으나, Hall이 제시한 바와 같이 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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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차원이 존재하므로 이를 용한 경력개발의 개념에서도 조직차원에서의 

경력개발의 의미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김흥국은 경력개발에 

한 개념을 경 학  에서 재 진술하 다. 

경 학  에서 보면 한 개인이 입사로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의 경력경

로(career path)를 개인과 조직이 함께 계획하고 리하여 개인 욕구와 조직 

목표를 달성해 가는 총체  과정으로 악할 수 있다(김흥국, 2000, p.34)

경 학  은 경력개발의 의미를 개인차원뿐만 아니라 조직차원의 개념에

까지 확 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은 경력개발의 요한 특성 에 하

나인 조직과 개인간의 재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을 반 한다. 이런 두 입장을 

반 하고 두 측면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권 (2003)은 경력개

발에 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경력개발은 한 개인이 인생의 단계를 거치면서 일과 련되어 겪게 되는 경

험으로 개인차원에서는 자아실 , 조직차원에서는 성과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한 방법이다(권 , 2003, p. 296). 

이상과 같이 기업의 수 에서 이루어지는 인 자원개발의 주요 역으로서 개

인개발, 조직개발, 경력개발에 한 개념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구

분이 모호하게 되는 경향이 강하다. 실제 기업에서 개인개발, 조직개발, 경력개발

을 구분하여 교육 로그램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2개 이상의 목 으로 

교육 로그램이 운 되고 있다. 장의 원에 한 리더십교육은 장의 수행업

무인 리더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한다는 에서 개인개발의 

역에 포함된다. 동시에 웍 향상을 한 조직개발의 역에도 포함될 수 있다. 

이와 같이 HRD분야의 교육 로그램은 어느 한 가지 목  는 어느 한 가지 

역만을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서 기업의 다양한 목 에 부응하고 있다. 

(2) HRD의 역 확장

통 으로 인 자원개발을 기업이나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이나 교육 

는 개발의 활동으로 보는 이 차 확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게 확

되면서 인 자원개발의 역 역시 변화하고 있다. 이런 역 확장에 한 

은 우선 조직안에서의 역확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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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ley와 Eggland(1989)는 인 자원과 련되는 조직의 활동을 인 자원개발

(HRD)과 인 자원 리(Human Resource Management: HRM)로 구분하 다. 그

리고 그 이후 이런 을 이어받는 학자들에 의해서 인 자원개발과 인 자원

리간의 경계가 차 모호해지고 있다는 을 지 하고 있다. 즉, 상호 보완

이고 상호지원 인 계가 조직에 의해서 요구되고 있으며  그 게 해야 조

직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Gilley와 Eggland(1989)가 제시한 인 자원개발과 인 자원 리간의 구분을 

표 한 그림을 번역하여 제시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개인개발

직무를 잘 수

행하는데 필요

한 역량을 악

하고자 역량개

발지원

경력개발

조직과 개인의 

상호간에 경력의 

문성을 확보하

기 한 조직화

된 노력

조직개발

문화, 시스템, 제도의 

변화를 포함한 다양한 

조직의 변화능력을 제

고하기 한 노력

조직/직무설계

조직의 과업, 권력체

계 등의 설계

인 자원

기획

조직의 인

자원에 한  

  요구, 략,  

   철학 결정

선발과 배치

직원의 요구와 

직무  경력경

로상의 요구와 

합

인 자원

정보시스템

직원의 정보 리

보상

보상의 공정성과 

일 성 유지

직원지원

개개 직원들에게 

상담이나 사 인 

문제해결 지원

노사 계

건 한 노사 계

형성

인 자원 역의 

결과

생산성

노동조건의 질

인 자원개발

변화 비

[그림 Ⅱ-3] 인 자원 수 바퀴

출처: Gilley & Eggland (1989),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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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그림은 인 자원개발과 인 자원 리 역을 구분한 그림이다. 인 자원 

수 바퀴(HR Wheel)라고 불린다. 인 자원개발에는 개인개발, 경력개발, 조직개

발의 세 역이 포함되어 있고 인 자원 리에는 나머지 역이 해당된다. 인

자원 리에는 조직/직무설계, 인 자원기획, 승진이나 배치, 노사 계 등 다양

한 인 자원 련 사항이 포함된다. 최근에는 인 자원개발과 인 자원 리 역

이 상호 련되면서 인 자원과 련된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를 들어 한국의 K자동차의 경우 노사 계의 문제로 인하여 회사가 기에 

처하는 상황까지 발생하 었다. 이런 노사 계를 좋게 만들기 하여 인 자원

개발분야에서 다양한 교육 로그램을 운 하 다. 가족 교육 로그램이 있는

데 여기에는 사원뿐만 아니라 가족을 상으로 하는 가족 교육 로그램이 포

함되어 있다. 교육과 경 성과의 연계를 해 공동체함양을 매년 으로 실

시하여 왔으며 이는 ‘노사안정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사원은 물론 사원가족

에게도 함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 함양 교육은 

매년 실시되고 있다. 한 테마별 가족교육 상시실시하고 있다. K자동차는 교육

상을 직원, 가족, 고객으로 보고 교육서비스의 확 를 지속 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가족교육은 매년 사원 교육시 함께 실시하여 회사의 비 과 가정

의 소 함을 공유하는 것 외에도, 테마별 가족교육인 주부교실, 어린이캠 , 

사활동 등의 다양한 로그램을 장기 가족교육 계획에 따라 연  시행함으로

써 사랑하는 가족들의 자기계발을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원하고 차 그 폭을 

넓  가고 있다. 

한 K자동차의 경우 온라인교육을 이용한 사이버 가족교육(주부 학, 자녀교

실)을 실행하 다. K자동차는 온라인교육을  종업원은 물론, 가족들에게까지 

확 하 다. 자동차 산업 구조 조정기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경  정상

화를 이룩하게 한 종업원들과 물심양면으로 항상 지지와 심을 보내  종업원 

가족의 노고에 보답하고자 다양한 사내교육을 가족들에게 지속 으로 확 해왔

다. 특히, 임직원과 가족들의 평생교육을 회사에서 극 으로 지원하고자 기존

의 오 라인 가족교육과 더불어 보다 다양하고 실제 인 방법으로 사이버 가족

교육을 채택하여 특화된 가족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서 2001

년 7월부터 주부들을 한 문 학습사이트인 ‘기아주부 학’과 ․고등학교 

자녀들을 한 ‘기아자녀교실’을 개설하고 무료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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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버 주부 학은 한식 조리사 과정, 어독서 지도과정, 집에서 하는 

서양식 호텔요리, 아이들과 함께 배우는 요술풍선과정과 같은 60여 개의 강좌가 

개설되었고, 사이버 자녀교실은 재 등부와 고등부로 나 어 각각 국어, 

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과목이 학년별로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K자동차에서 보듯이 노사 계는 통 으로 인 자원 리의 역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노사 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인 자원개발이 필요하기도 하다. 

따라서 HR Wheel과 같이 인 자원개발과 인 자원 리가 구분되어 있기는 하

지만 최근에는 서로 통합 으로 운 되어 조직의 인 자원 련 문제를 해결하

려고 한다. 

이상과 같이 조직내에서 인 자원개발과 인 자원 리간의 교류가 확 되면

서 인 자원개발의 역이 차 확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의미에서 인 자원개발 역의 확장은 바로 지역인 자원개발, 국가

인 자원개발, 국제인 자원개발 등 인 자원개발이 발휘되는 수  자체가 확장

되는 것이 있다. 이런 경향은 미국 심의 인 자원개발 학계에서는 논의되지 않

고 있으나 한국을 심으로 하는 동양권의 학계에서는 논의되고 있다. 이에 

하여 권 (2003)은 인 자원개발의 수 이라는 표 을 사용하면서 역을 구

분하 다.

International HRD

National HRD

Organization 

HRD
Individual 

HRD

Regional HRD

[그림 Ⅱ-4] 인 자원개발의 수

출처: Kwon(2003), p. 379.

의 그림에서 보면 기존의 인 자원개발의 기본 인 연구나 범주로 인식되

어 왔던 기업이나 조직에서 인 자원개발은 체 인 자원개발의 역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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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부분으로 치하고 있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개념으로 개인인 자원개

발(Individu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IHRD), 지역인 자원개발

(Reg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RHRD), 국가인 자원개발(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NHRD), 국제인 자원개발(Inter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IHRD) 등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 

이 가운데 조직인 자원개발은 기존의 인 자원개발의 개념에서 다 온 기업

에서의 인 자원개발을 의미한다. 물론 기업과 같은 리추구조직뿐만 아니라 

비 리추구조직에서 이루어지는 직원 상 교육이나 훈련도 조직인 자원개발이

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인 자원개발은 평생교육의 에서 개인들이 자신의 개별  능력을 양

성하고 활용하기 한 노력들을 의미한다. 즉, 특정 조직에 포함되어서 참여하

는 교육이나 훈련이 아니라 개인  심이나 흥미에 의해서 개인  참여를 하

는 경우에 개인인 자원개발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개인수 의 인

자원개발은 그것이 조직에 속하지 않더라도 지역이나 국가수 에 포함될 수 있

다는 에서 개념  취약성을 갖고 있다. 

지역인 자원개발은 지방화시 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개념으로 지역의 인

자원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됨으로써 그 의미와 실천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역인

자원개발이 최근에 와서 더욱 요하게 되는 이유 에 하나는 앙집권의 

행정체제에서 지방분권의 행정체제로 변화되는 권한이양의 추세와 련되어 있

다. 앙집권국가이건 연방제 국가이건, 선진국이건 개발도상국이건 간에 앙

권한의 지방이양은 하나의 명백한 추세이었고, 조세권의 이양도 그 정도는 약하

지만 하나의 추세 다. 지방이양으로의 환은 부분 보다 민주 이고 참여

인 정부를 지향하기 한 것이었고, 유권자들에 한 정치지도자들의 응성과 

책임성을 제고시키기 한 것이었다. 한 공공서비스의 수요자의 선호와 공공

서비스의 구성, 양, 질 등을 일치시키기 한 것이기도 하 다(강일규 외, 2000). 

한 지역의 인 자원개발은 지역의 발 략을 달성하기 한 요한 요소

로서 인식되면서 그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역의 발 략을 달성하기 해

서는 련분야의 문가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런 문가를 제공하기 한 지

역의 인 자원육성  제공의 정책은 지역인 자원개발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

다. 를 들어 지역인 자원개발의 사례로서 실리콘벨리와 유사한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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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를 들 수 있다. 실리콘벨리와 같은 집 지를 형성하고자할 경우 이를 성

공시키기 해서는 산업체와 인 자원개발간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이상일, 2000). 즉, 지역의 경제발 을 해서는 지역에서 필

요로 하는 인 자원을 어떻게 개발해야하는지에 한 명확한 비 과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 게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 자원을 개발하려는 노력 역

시 지역인 자원개발의 범주에 포함된다. 

사실 지역인 자원개발의 개념에 한 논의는 그다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그 개념이 아직 생소하고 그 실천이 이제야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지역인 자원개발은 지역 주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 경쟁

력을 강화하기 한 인 자원의 효율  양성․공 ․활용  유지․ 리를 

한 지역의 종합  노력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백성 , 2005, p. 616). 이런 지역

인 자원개발의 정의는 구체 인 인 자원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있

어서 고려해야할 시사 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지역인 자원개발의 정책 상

은 학력인구와 성인을 포함한  지역 주민을 포 하고 정책주체는 지방자치단

체, 교육청, 노동사무소, 소기업청, 교육기 , 직업훈련기 , 연구기 , 기업, 

경 자단체, 상공회의소, 노동조합 등이 포함된다는 이다. 그리고 지역인 자

원개발 정책은 국가 차원의 인 자원개발 정책과 유기 인 계를 갖고 국가의 

정책과 지방의 정책이 상호 력 계를 만들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다. 

국가인 자원개발은 국가차원의 인 자원개발의 요성이 등장하면서 강조되

는 개념이다. 특히 인 자원개발이 공공재의 특성을 갖는다는 에서 국가에 의

한 통제가 필요하며, 사람이나 지식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요한 요소로 부

각되었다는 에서 지속  성장의 근간으로 국가의 인 자원개발을 주도해야한

다는 필요에 의해서 최근 그 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인 자원개발

의 개념에 한 논쟁은 합의 을 차직 못한 채, 학계뿐만 아니라 정책실무자들 

간에도 논란의 상이 되고 있다. 새로운 학문의 발 은 다양한 입장과 근의 

경쟁과 통합을 통해 가능할 수 있다는 을 인정하더라도, 국가인 자원개발의 

개념에 한 불명확한 정의는 실의 정책에 투 되어, 인 자원개발과 학교교

육과 계, 인 자원개발과 교육개 의 계, 인 자원개발과 평생교육 는 학

습의 연계 등 다양한 이슈에 한 문제제기로 이어진다(강창원 외, 2006). 국가

인 자원개발의 개념에 한 논의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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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으로 강창원 외(2006)는 국가차원의 인 자원개발이란 유량의 개념으로

서 인 자원이 가지는 특성을 확충하고 발 시키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런 활동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정규학교의 교육, 비정규학교  평생교육기

에서의 교육훈련, 기업체에서 업무능력 향상을 한 교육훈련, 조직체의 활성화 

 조직효율강화를 한 조직개발, 지역공동체의 기능  업무효율화를 한 사

회개발, 조직공동체의 가치  문화 향유를 향상시킬 문화발  등 일체의 역

을 포함한다. 한 교육인 자원개발부에서는 국가  인 자원의 효율  개발과 

활용을 한 교육․훈련․기타 문화  활동과 제도개선을 포함한 국가 사회  

제반노력이라고 보면서 문화  활동을 새로 추가하 다. 

이상의 국가인 자원개발의 정의를 살펴보면, 국가인 자원개발은 국민이나 

국민 개개인의 목 과 사회  는 국가  목 을 통합시키면서 목 달성을 

하여 인 자원의 육성, 배양, 유동 등의 활동을 체계화하고 제도 으로 리하

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국가인 자원개발과 련되어 개념확장에 한 

논란이 존재한다. 이런 논란 인 자원개발의 개념의 외연을 지나치게 확장하여 

개념상의 혼란이 빚어진다는 것이다. 한 인 자원개발과 인 자원 리간의 기

능  상호 계에서 생기는 혼란이 지 되는데, 이 혼란은 인 자원의 배분과 활

용이라는 표 이 국가인 자원개발에 포함시킴으로써 인 자원 리의 활동이 

개발에 포함되도록 하는 개념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국제 인 자원개발은 로벌 인 자원개발이라는 용어와 함께 사용되는데, 정

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정보화와 세계화의 추세에서 인 자원개발은 국제  

수 에서도 심의 상이 되고 있다. 이를 지구  인 자원개발(Glob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GHRD)라고 하기도 한다. 

국제 인 자원개발 는 지구  인 자원개발의 역은 국가인 자원개발의 

수 을 넘어서 제구  수 으로까지 인 자원개발 분야의 연구를 확 하고 

국제  수 에서의 인 자원의 교류에 한 국제  수 의 약이나 정책 등을 

연구 상 는 실천 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다. HRD의 이론

(1) 인 자원개발의 패러다임과 략  인 자원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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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경 환경변화는 기업의 다양한 활동에 향을 미친다. 로벌기 의 

용, 해외기업과의 경쟁, 조직원의 태도변화, 새로운 기술로 인한 신상품의 지

속  확  등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의 변화가 쏟아지고 있다. 이런 변화

에 어떻게 처하는가는 기업의 존립과 직 으로 련된다. 인 자원개발도 

기업의 한 부분으로서 경 환경변화와 무 할 수 없다. 최근 들어 인 자원개발

과 련되는 경 환경의 변화에는 자기술의 발달, 성과 심의 기업운 , 인재

심의 기업운 , 지식기반 경제 등 다양한 변화가 존재한다. 

를 들어 경 기법으로 아웃소싱(outsourcing)이 활발하게 활용되는 것도 인

자원개발에 많은 향을 주고 있다. 한국의 기업들이 문어발식 확장을 통한 

규모확 와 이를 통한 기업성장을 추구해왔던 것에 비해 세계 인 기업들은 세

계시장에서 경쟁력이 lT는 부분에 집 하기 하여 자사의 여러 부문을 아웃소

싱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한국기업이 인소싱(insourcing)하는 

략을 사용하면서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과는 반 의 사례이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한국의 기업에도 향을 주어 한국기업 역시 아웃소싱을 요한 

경 기법으로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 자원개발은 아

웃소싱의 상이 되고 있다. 보다 질 높은 교육 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인

자원개발 문기업을 통해서 자사에 필요한 교육 로그램을 제공받는 것이다. 

어떤 기업의 경우에는 자사의 인 자원개발 부서를 통째로 분사해서 아웃소싱

하는 경우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교육 로그램에 한정하여 아웃소싱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게 되면서 인 자원개발부서의 교육담당자들은 어떤 외

주업체가 제공하는 교육 로그램이 괜찮은지 지속 으로 모니터링해야 하고 외

주업체와의 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하는지가 심의 상이 되고 있다. 

기업은 지속 으로 변화하는 경 환경에서 살아남기 해 학습의 요성을 강

조하고 학습을 통한 성과향상을 인 자원개발에 요구하고 있다. 이런 기업의 요

구에 부응하여 인 자원개발의 패러다임 역시 함께 변화해왔다. 인 자원개발의 

패러다임은 크게 훈련 심 인 자원개발(training-centered HRD), 학습 심 인

자원개발(learning-centered HRD), 성과 심 인 자원개발(performance-centered 

HRD)로 발 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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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심의 

HRD 

패러다임

학습 심의 

HRD 

패러다임

성과 심의 

HRD 

패러다임

한국에서는 90년 반이나 반까지 훈련 심의 HRD 패러다임이 지배하

다. 80년 부터 우수기업들에서 연수원을 설립하면서 조직원의 교육에 한 

심이 증 하 고, 직원들을 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

다. 해외의 유행하는 교육 로그램을 들여오고  자사화하는 등 교육 로그

램의 개발과 용에 많은 노력을 기울 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기업들은 다양

한 교육 로그램을 소유하게 되었고 지속 으로 교육 로그램을 운 하게 되었

다. 이런 상황에서 인 자원개발 부서는 ‘on the shelf' 략으로 교육 로그램

을 운 하게 되었다. ‘on the shelf’는 ‘선반 에 있다’는 뜻으로 다양한 교육

로그램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한 다음에 필요한 때 

마다 꺼내서 쓰는 략을 의미한다. 이 정도까지 교육 로그램의 개발과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비  목소리도 함께 커지기 시작하 다(권 , 1998). 

즉, 과연 교육 로그램을 실시한다고 해서 학습이 발생하고 있는가에 한 회

의  반응이 그것이다. 교육 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운 하고 있으나 실

제 교육 로그램에 참여한 조직원들이 학습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단지 교육 로

그램을 실시한다고 해서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차 학습의 발

생이 심의 상이 되고 교육 로그램이 실제 학습을 발생시키는가에 이 

이루어지면서 학습 심의 HRD 패러다임이 등장하게 되었다. 

학습 심의 HRD 페러다임이 등장하면서 인 자원개발의 다양한 활동은 학습

의 발생, 조직원의 평생학습능력의 고양 등 보다 다양한 방향으로 발 되었다. 

특히 기업에서 지속 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인 학습풍토의 

개발이 화두로 등장하 고, 그러한 학습풍토와 학습문화가 정착되어 운 되는 

학습조직의 구축이 인 자원개발의 심사항이 되었다. 학습 심의 인 자원개

발 활동요소들은 과거 개인개발, 경력개발, 조직개발의 어느 한 차원에서만 집

되는 것이 아니라 세 차원 모두에서 나타나는 요소이다. 최근에는 지식경 과 

맞물려 학습과 련된 인 자원개발의 활동은 조직에서 더욱 요구하고 있는 활

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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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심 HRD 패러다임 역시  다른 비 에 직면하게 된다. 기업이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인 자원개발이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는 에서 학습으로만은 부

족하다는 것이다. 실제 조직원이 교육 로그램을 마치고 난 뒤 성과에 변화가 

나타나야 하고 이를 통해서 인 자원개발는 기업의 성과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등장한 것이 성과 심 인 자원개발 패러다임이다. 여

기서 성과(performance)는 2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수행이고 다른 하나

는 성과이다(한 상, 장원섭, 2003). 수행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조직원

의 행동의 변화 즉, 직무수행상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성과를 이러한 직무

수행상의 변화를 통해서 발생된 결과를 의미한다. 고객서비스 교육을 참가하고 

나서 고객서비스에 한 태도와 서비스 행동이 고객 심 으로 변화하 다고 

한다면 이는 수행상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런 고객서비스 수행상의 변화

를 통해서 고객만족이 증가하고 매출액이 증가하고 고객의 불만이 감소하 다

면 이것은 성과에 해당된다. 

최근에 와서는 학습 심의 패러다임을 성과 는 수행(performance) 심의 

패러다임이 체하면서 인 자원개발의 핵심  요소에 한 이 달라지기 

시작하 다. 즉, 개인개발, 조직개발, 경력개발로 표되었던 인 자원개발의 요

소 는 학습 심의 요소로 설명되었던 인 자원개발의 활동들이 성과를 발생

시키기 한 활동으로 통합되는 것이다. 이런 성과 심의 인 자원개발 패러다

임으로 환되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인 자원개발의 동향 e-learning과 blended 

learning을 들 수 있다. e-learning은 자기술이 발달하면서 학습을 사이버매체

를 통하여 발생시키는 것으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훈련 로그램

을 제공하는 e-learning은 이미 그 요성이 인정되고 활용된 지 오래이다. 

그러나 새롭게 나타나는 다양한 변화와 개발의 추세에서 e-learning은 지속

으로 재탄생하는 인 자원개발의 신생부분이다. 특히 최근에는 e-learning으로 

표되는 on-line learning과 off-line learning을 통합하는 blended learning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발 하고 있다. blended learning은 on-line 

learning과 off-line learning의 장 을 통합 으로 활용하기 한 노력으로 나타

나는 새로운 경향이다. 최근 2003년 ASTD의 국제학술 회에서도 blended 

learning을 요한 주제로 삼아서 학술  논의가 이루어졌다. 2002년 정도부터 

새롭게 등장하 기 이 분야에 한 지속 인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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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최근들에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발 에 의해서 인 자원개발 분야에서 

새로운 역으로 발 되는 분야가 지식경 (knowledge management)이다. 지식

경 은 경 학에서 주로 연구되고 있으나 지식이 학습과 무 할 수 없고 한 

인간과 불가분의 계에 있다는 에서 인 자원개발 분야와 한 련을 맺

고 있다. 학습과 지식 그리고 수행성과라는 세 가지의 화두가 서로 연결된 것이 

지식경 인 것이다. 특히 인 자원개발 분야에서는 지식경 의 시스템구축이라

든지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차원을 넘어서 지식의 창출, 공유, 활용 등의 지식경

활동에 련되는 부분에 을 두고 있다.

성과 심의 인 자원개발이 강조되면서 기존의 훈련 로그램방식 뿐만 아니

라 다양한 방법으로 인 자원개발을 한 활동을 개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가장 많은 향을  이론이 수행공학(Human Performance Technology: HPT)

이다. 수행공학은 조직내 인 자원의 수행을 향상시키기 한 방법을 기존의 인

자원개발에서 고수하던 훈련 로그램에 확 하여 조직의 운 , 인 자원의 

리 등의 비훈련 로그램의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해서 조직원을 

상으로 하는 역량개발의 략을 강조하고 있다(정재삼, 2000). 

수행공학의 개념은 직무성과개발시스템(Performance Development System)이

라는 용어로 기업에서 실천되고 있다. 표 인 직무수행개발체제 근의 사례

는 미연방비행 원회의 승무원 자격 훈련(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s 

Aircraft Certification Service; FAA/AIR) 체제 모델이다(Borad, 1997). [그림 Ⅱ

-5]에서 보는 것처럼 FAA에서는 FAA의 비 , 임무, 목 , 사업  요구 등을 직

무수행요구분석에 반 하면서 교육훈련의 요구분석을 실시한다. 요구분석 결과

를 통해, 요구 발생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근거로 해서 교육훈련

을 통한 해결책과 비교육훈련활동을 통한 해결책을 강구하게 된다. 교육훈련을 

실시한 이후 비교육훈련 방법을 함께 고려해서 직무수행의 향상을 측정하고 이

것을 통해서 향상된 조직  결과를 결과물로 단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리자, 교육훈련 참여자, 훈련가, 내용 문가 등의 련자들과의 지속 인 상호

작용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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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젼, 임무, 

목표, 사업  

요구

요구분석
원인  

해결  마련

교육훈련 

해결책  

비교육훈련 

해결책 실시

직무수행의 

향상

향상된 

조직  결과

계자

( 리자, 교육훈련 참여자, 훈련가, 

내용 문가 등등)

[그림 Ⅱ-5] FAA/AIR의 직무수행개발체제

출처: Broad (1997), p. 10.

수행공학과 성과 심의 인 자원개발 패러다임 등 조직의 목 을 달성하기 

한 다양한 인 자원개발의 활동을 포 하기 한 개념  틀로서 략  인 자

원개발(SHRD)이 강조되고 있다. 인 자원개발 분야가 조직의 생존에 기여하지 

못하고 략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인 자원개발은 조직내에서 사라지고 말 것

이다. 더 이상 실경 에서 존재하지 않는 무의미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따라

서 인 자원개발 존재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복잡다단한 략과 활동을 체계 으

로 리하고 이해하기 한 틀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략  인 자원개발이 할 

수 있다. 조직의 략에 부합되고 조직의 략을 극 으로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인 자원개발은 자체의 활동을 운 하는 원리를 체득하게 된다. 

략  인 자원개발의 특징을 이해하기 해서는 략  인 자원개발이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에 한, 즉 략  인 자원개발의 필요성에 한 논의가 우

선되어야 한다. 략  인 자원개발이 등장하게 된 데에는 어느 한 가지의 원

인이 존재하기보다는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 으로 작용하 다. 를 들어, 새로

운 기술의 발달, 품질 리의 요성 강조, 경 의 국제화, 유연하고 신속한 조직 

등이다(Garavan, 1995).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인 자원개발의 패러다임이 변화

하면서 략  인 자원개발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기술의 발달은 생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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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보시스템에서의 새로운 기술의 등장, 조직의 하 계수 에서의 정보, 권

력, 지식의 확 , 새로운 생산품 개발 속도의 증가 등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요

구는 조직이 직면하게 되는 시장의 변화를 유도하면서 략의 요성을 더욱 

강조하도록 조장하며, 생존의 필수조건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었다. 

략  인 자원개발의 목 은 조직의 목  달성에 지원한다는 인 자원개발

의 일반  목 과 일치된다. 그러나 범 한 목 달성이 아니라 조직의 목  

달성을 한 략에 따라 인 자원개발 활동을 조정하는 것이 략  인 자원

개발의 실체이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조직의 략이라는 것은 외부환

경 변화와 조직내부의 자원 는 강․약 을 분석하여 이 둘간의 ‘ 략  합

(strategic fit)'을 시도하는 것이라는 에서 략  인 자원개발은 인 자원

을 조직의 핵심 인 자원으로 악하고 이를 략  에서 외부환경과의 

합화를 시도하는 을 갖는다. 그러나 략  인 자원개발이 조직목 의 달

성만을 주요핵심사항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조직내의 인 자원의 합화를 통

해 조직차원뿐만 아니라 개인차원에서도 개인의 목 달성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이 략  인 자원의 목 이 될 것이다. 

략  인 자원개발의 목 이 조직내 인 자원의 략  합화와 개인의 

발 이라고 한다면 실제 활동의 모습은 인 자원개발 분야의 시스템과 소 트

웨어(software)에 한 략  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인 자원

개발 분야뿐만 아니라 조직의  역에 해서 인 자원의 략  개발을 

한 시스템과 소 트웨어의 용이 그 활동 역에 해당한다. 즉 조직 체에 

한 ‘ 략  인 자원개발화’의 추진이 략  인 자원개발의 요한 몫이 된

다. 한 략  인 자원개발은 이 게 수동 인 의미에서 조직의 략에 따라 

조직의 인 자원개발활동을 개하고 조정하는 역할에서 한 걸음 더 발 되어 

략을 구축하고 인 자원계획을 수립하는 략구성의 주체로서 선수  활동을 

할 수 있다. 오히려 이런 활동이 략  인 자원개발 분야가 추구하는 이상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략  인 자원개발의 목 과 활동을 통합하여 볼 때, 략  

인 자원개발의 개념은 조직의 인 자원의 략  합화와 조직원의 개인발

을 목 으로 략의 구축, 인 자원기획, 인 자원개발의 활동을 주도하고, 략

 인 자원개발 시스템과 훈련 로그램을 사 으로 실시하는 인 자원개발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권 , 섭,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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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 자원개발의 동향

인 자원개발의 이론은 기업에서 실시되는 인 자원개발의 동향에 의해서도 

많은 향을 받는다. 인 자원개발의 동향은 새롭게 등장하고 있고 많은 학자 

 실천가들에 의해서 심의 상이 되고 있는 인 자원개발분야의 모습들을 

의미한다. 부분의 인 자원개발 동향에 한 논의는 미국훈련개발학회

(American Society for Training and Development: ASTD)의 인 자원개발 동

향에 한 국제회의에서 이루어진 논의에 기 하고 있다. 이에 여기서도 ASTD

의 인 자원개발 동향에 한 국제회의에 기 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인

자원개발에서 요한 동향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2005년 ASTD 국

제회의에서 인 자원개발의 동향으로 지목된 것들은 다음과 같다.

① 성과기반 인 자원개발

② 략  인 자원개발

③ e-learning

④ 교육내용 달방법(delivery)

⑤ 역량기반 인 자원개발

⑥ 경력개발

⑦ 리더십

⑧ 조직개발과 조직변화

성과기반 인 자원개발의 경우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기업의 인 자원개발

이 기업의 성과에 정 으로 련되어야 한다는 을 강조한다. 성과기반 인

자원개발이 강조됨으로써 특히 교육 로그램의 평가가 강조되고 특히 투자회수

율(Return on Investment: ROI)에 한 평가의 요성이 강조되면서 많은 기업

에서 교육 로그램의 투자회수율에 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Phillips, 1997a, 

1997b). EH한 학습 이나 훈련 이의 강조, 수행공학의 활용 등이 성과기반 인

자원개발과 련된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략  인 자원개발의 경우에는 조직이 략에 따라 인 자원개발이 탄력

으로 응하고  조직의 략을 선수 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성과기반 인 자원개발이 강조되면서 략  인 자원개발

은 조직의 략을 달성하기 한 인 자원개발이라는 개념을 강조하 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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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나고 있는 인 자원개발 분야의 새로운 동향은 략  인 자원개발의 

향을 받고 있다. 

e-learning은 새롭게 등장하는 인 자원개발의 동향 가운데 가장 강력한 모습 

에 하나로 교육을 달하는 매체를 자  방법으로 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우 효율 이고 학습자 심의 학습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는 에서 강조되고 

있다. 짧은 시간에 다량의 학습자에게 필요한 교육내용을 달하고 학습장소와 

직무수행장소를 가깝게 함으로써 교육효과를 증진시키고 교육 로그램 수정상

의 용이성 등 다양한 특징으로 인하여 거의 모든 기업에서 e-learning을 실시하

고 있을 정도이다. 이런 e-learning에 한 연구와 함께 다양한 교육방법을 혼합

하는 혼합학습(blended learning)도 등장하 다. 

교육내용 달방법(delivery)은 e-learning이나 혼합학습의 달뿐마 아니라 교

육내용의 달방법(Delivery)은 학습을 효과 으로 발생시키고 더불어 학습된 

내용이 지속되어 직무 장에서 잘 용될 수 있도록 하는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새로운 방식들이 모색되고 있다. 학습자가 지루해하지 않고 교육에 극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한 교수방법과 교육환경구성에 하여도 새로운 

방법들이 제공되고 있다. 특히 학습이 의미가 있는 것이면서 동시에 재미가 있

는 것이어야 한다는 이 강조되면서 교육에 필요한 사 비물이 마치 티를 

비하는 비물과도 비유될 정도가 되었다. 표 으로 가속학습, 게임학습 등

이 그런 교수방법이다. 

다음으로 략  인 자원개발이나 경력개발과도 계가 깊은 핵심인재육성

략이다. 기업은 인재 쟁에 돌입한지 오래되었다. 최고경 자들은 앞 다투어 

핵심인재의 요성을 역설하고 핵심인재의 확보, 육성, 리를 인 자원개발  

리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해외기업의 경우에는 이미 10여 년 부터 

핵심인재의 요성을 인식하고 필요한 제도의 마련과 운 에 박차를 가해왔다. 

국내기업의 경우에도 삼성 자, LG 자, SK텔 콤, 자동차, 포스코, KT, 국

민은행 등 우량 기업들이 우수인력 확보와 육성에 2000년 이후 사활을 건 인

재 쟁을 시작하 다( 앙일보, 핵심인재를 키우자, 2003년 1월 2일). 

핵심인재의 요성은 핵심인재에 의해서 기업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다는데 

있다. 핵심인재는 미래의 리더이며 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탁월한 성과를 달성

할 수 있는 조직원이다(Rothwell, 2001). 이러한 이유로 핵심인재는 어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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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potential individual', 'high potential employee', 'high potentials', 'high 

flies' 등으로 표 된다. 즉, 재의 우수한 성과와 함께 미래의 잠재성을 함께 

보유한 사람이 핵심인재이다. 이러한 핵심인재는 장래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재의 기업상황에서 2-3년 후 는 10년 뒤의 기업성과를 결정짓는 핵심요소가 

된다(이주인, 2002a).

이에 기업은 핵심인재 확보, 육성, 유지하는데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다. 핵심

인재의 확보, 육성, 유지를 한 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기 해서 다양한 

로그램을 운 한다. 후계자 육성 로그램(succession planning), 핵심인재양성

(developing high potential employee), 리더십 이 라인(leadership pipeline), 

체력강화활동(muscle building program) 등을 로 들 수 있다. 

역량기반 인 자원개발은 최근 기업들에 의해서 그 주요성이 인정되고 있고 

한국기업의 경우 많이 도입하려고 노력하는 인 자원개발의 동향 에 하나이

다. 역량에 한 정의는 학자마다 사용하는 기업마다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 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정의는 우수한 사원과 우수하지 않은 평균이하 

성과자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 능력, 재능, 지식, 기술, 태도를 의미한다. 즉, 성

과를 많이 내는 사람과 성과를 많이 내지 못하는 사람간의 차이를 의미한다. 학

자들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역량에 포함되는 것으로 지식(knowledge), 기

술(skill), 자기개념(self-concept), 특질(trait), 동기(motive)의 다섯 가지로 이야기 

한다(Spencer & Spencer, 1998). 

기업에서 역량을 찾아내는 과정을 역량모델링(competency modeling)이라고 

한다. 그리고 만들어진 역량모델링에 의해서 다양한 HR활동을 개하는 것을 

역량기반 HR(competency-based HR)이라고 한다. 이 역량기반 HR에 역량기반 

인 자원 리(competency-based human resource management)와 역량기반 인

자원개발(competency-based HRD)이 포함되어 있다. 역량기반 인 자원 리

에서는 기업에서 만들어진 역량을 가지고 직원의 성과평가에 반 하고, 새로운 

인재채용에서 기 으로 활용하고, 보직순환의 결정을 해서 사용하는 등 다양

한 인 자원 리 역에서 사용하고 있다. 인 자원개발의 경우에는 역량을 진단

하여 부족한 역량을 교육 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제공하는 역량기반 커리큘럼

(Competency-based Curriculum: CBC), 역량에 기반한 경력개발 체제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다(손필 , 2005; Lucia & Lepsinger,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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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인 자원개발의 동향 가운데 경력개발과 경력개발 계획(Career 

Development Planning: CDP)이 요한 사안으로 등장하 다. 경력개발은 조직

원의 문성을 장기 인 에서 육성하면서 한편으로는 조직에서 필요한 

문인력을 확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직원들의 평생직업을 한 능력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추구하는 분야이다. 한국의 경우 IMF 외환 기 이후 기업의 상

시 인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직장인들의 직업 이 변화하고 동시에 기업에 

한 충성심도 사라져 가면서 조직의 목표와 발 만을 우선시할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났다. 인재들도 자신들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인터

넷 등의 정보망을 활용하여 더 잘 알 수 있게 됨으로써 인재들의 경력개발에 

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인재의 확보와 육성이 기업

성장의 핵심요소라는 에서 보다 효율 으로 인재를 찾고 육성하는 방법에 

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한 퇴직자보다 입사자의 수가 많고 승진연한이 

차 빨라짐으로써 승진의 정체 상이 나타나고 있다. 승진보다는 능력개발이나 

직무성취감에 의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경력개발 로그램(Career 

Development Program: CDP)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다(DeSimon, Wrner, 

& Harris, 2002). 

경력개발은 다른 HRD분야와 마찬가지고 그리 긴 역사를 갖고 있지 못하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경력 개발 로그램은 1955년 미 연방 정부 조직의 효율

인 인력 운 을 목표로 구성된 제2차 후버 원회의 구상에서 시작되었다. 그리

고 구체 인 경력 개발 로그램은 후버 원회의 구상안에 따라 1957년 설계된 

'미국 육군 문  경력 개발 로그램'이 시 다. 그 후 미국 정부부 조직에서 

시작된 경력 개발 로그램은 1960년   IBM등 기업을 심으로 도입되기 

시작하 다. 그 이후 많은 기업에서 멘토링, 경력상담, 자발  직무순환제 등 다

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조직원의 경력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경력개발과도 련이 있으면서 기업의 끊임없는 심의 상이 되는 동향 

에 하나는 리더십이다. 조직이 성장하는데 리더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리

더의 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리더십교육도 심이 상이 되어왔고, 통 으

로 오랫동안 HRD분야의 주요이슈로 등장해왔다. 지속 인 심과 략  우선

순 를 차지하는 HRD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리더십과 련된 이론은, 특성론, 행동론, 상황 응론으로 발 되어 왔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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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서는 이를 조직의 체계와 필요에 의해 체계화하여 사용하고 있다. 특히 최

근에는 리더십 이 라인(leadership pipeline)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기업의 리

더십개발을 체계화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리더십 이 라인은 GE

의 리더개발을 한 체계화된 방법이다(Drotter & Noel, 2001). 

인 자원개발의 동향 가운데 조직개발과 조직변화는 매우 오랜 동안 동향의 

하나로 지속 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만큼 변화하는 상화에 조직이 끊임없이 

응하고  새로운 변화를 창조하기 해서 조직은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하는 

필요가 지속 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조직개발과 조직변화의 요한 이

론이나 연구동향은 통 으로 조직개발에 해당되는 이론과 함께 학습조직, 지

식경  등의 새로운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3) HRD의 통  이론

(가) 교육방법

교육방법은 오랫동안 인 자원개발 분야에서 고민해온 부분이다. 어떤 교육방

법이 가장 효과 으로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한 고민이 지속 으로 

이루어져왔다. 이론 교육방법과 련된 통 인 이론들에는 교육의 장소와 련

된 집합교육(원거리집합교육과 근거리집합교육의 구분), 직무 장교육(On-the-Job 

Training: OJT) 등이 연구되어 왔다. 그리고 학습과 련되어 보다 효과 인 학습

결과를 발생시키기 한 교육방법으로 경험을 강조하는 경험학습(experiential 

learning)과 실천학습(action learning)이 화두로 등장하 다. 그리고 최근에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로 on-line learning 는 e-learning이 심의 상으로 등장하

다.  학습에 한 조직구성원의 자기주도성을 강조하는 자기주도  학습

(Self-directed Learning: SDL), 조직구성원의 근본 인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강

조하는 환학습(transition learning) 등이 성인학습이론을 근간으로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다(권 , 2003). 

(나) 교육 로그램 개발

교육 로그램 개발과 련된 연구와 이론은 인 자원개발이라는 용어가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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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이 에 이미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왔고 교육학의 분야에서 교수학습이

론이나 교육공학에서도 상당한 연구가 축 되어 왔다. 주로 교육 로그램 개발

의 모형과 모형에 포함된 단계들과 련된 연구와 이론이 풍부하게 존재한다. 

표 으로 교육 로그램 개발 모형으로는 교수체제설계(Instructional System 

Design: ISD) 모형이 유명하다. 이 모형에는 하 에 다양한 모형들이 존재하는

데 일반 으로 교육요구분석(needs analysis), 설계(design), 개발(development), 

실행(implementation), 평가(evaluation)의 단계가 포함되어 있다(권 , 2003). 

따라서 ISD 모형에 포함되는 이론들은 학습자의 요구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학습목표와 교수방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실제 교재나 기타 학습에 필요한 

사항들을 어떻게 개발하고 비할 것인지, 교육 로그램을 실행하는데 주의할 

은 무엇이 있는지, 교육 로그램을 평가하기 하여 과정과 결과  어느 것

에 을 두고 평가할 것인지 등 다양한 문제들에 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교수체제설계이외에 교육 로그램 개발모형으로는 Cafferella(2002)의 로그

램 기획 상호작용모형, 역량기반 교육과정(Competency-based Curriculum: 

CBC)개발모형 등이 새롭게 등장하는 이론들이다. 특히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경우 각 기업마다 자사에 합화된 모형을 개발하여 운 하고 있으며 

최근에 기업에서 많이 용하는 로그램개발 모형이다. 

(다) 조직개발

조직개발은 조직변화나 조직 신 등을 한 다양한 이론들이 포 되어 있다. 

따라서 인 자원개발 뿐만 아니라 인 자원 리의 역에 포함될 수 있는 이론

이나 조직개발방법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조직개발의 이론은 크게 두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변화과

정이론(change process theory)이고 다른 하나는 실시이론(implementation 

theory)이다. 변화과정이론에는 Lewin(1958)의 변화 3단계 이론, Schein(1987)의 

변화모형이 표 인 이론이다. 그리고 실시이론은 변화를 구체 으로 발생시키

기 한 방법에 한 이론들로, 차개입이론(processual intervention theory), 

기술구조 개입이론(technostructural intervention theory), 사회기술 시스템 설계

(sociotechnical systems designs), 조직 환변화(organization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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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의 4가지 하 이론으로 구분된다(DeSimon, Werner & Harris, 2002). 

그리고 조직개발기법에 한 연구와 이론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설문지 

피드백, 빌딩(team building), 직무설계(job design) 이론, 품질분임조(quality 

circle 는 quality control circle) 이론, 사  품질경 (Total Quality 

Management: TQM), 조직문화변화, 학습조직구축 등의 이론이 이에 해당된다. 

(라) 경력개발

최근 한국에서 인 자원개발 분야 가운데 가장 많은 각 을 받고 있는 분야

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받으면 경력개발이라고 답해야 할 것이다. 세계 인 

기업들은 경력개발을 보다 극 으로 도입․활용하기 해 많은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경력개발에 해 보다 극 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경력에 한 개인  과 조직  이 경력개발에 한 요한  

는 근방법으로 논의될 수 있다. 개인  은 경력개발에서 개인이 주체 으

로 경력과 련된 정보를 찾고, 자기진단을 수행하며, 경력개발에 한 계획을 

수립하고, 자신의 경력을 선택하여 개발하는 등 그 과정에 한 주체  입지를 

고수한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  은 경력개발 가운데 경력계획(career 

planning)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조직  은 조직의 입장에서 인 자원의 

효율  운 이라는 을 유지한다. 따라서 조직  은 경력개발과 련된 

활동을 인 자원을 리하는데 을 둔다. 따라서 경력계획보다는 경력 리

(career management)를 주된 방향으로 설정한다(권 , 2003).

개인  의 경력개발 이론은 과정 심이론과 내용 심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내용 심이론은 개인들의 경력의 내용에 을 두는 것으로, 경력개발 

개인의 특성이론, 직무 응이론, 직업선택이론 등이 여기에 속한다. 과정 심이

론은 개인의 발달과정에 따라 경력개발의 단계를 용하고 구분하려는 이론이

다. 과정 심이론으로는 생애단계이론, 경력단계이론, 경력의사결정 단계이론, 

경험학습이론 등이 있다. 내용 심 경력개발 이론은 크게 개인특성  성격 

계이론, 경력선택 사회학습이론, 정신분석학  모형, 여성경력개발이론, 경력닻 

이론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흥국,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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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에 기 한 경력개발이론도 과정 심이론과 내용 심이론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조직  의 과정 심이론에는 조직사회화 단계모형, 경력성공 

순환모형, 직무경험 학습이론, 개인-조직 욕구 연계모형이 포함될 수 있다. 그리

고 조직  에서의 내용 심이론에는 Schein의 3차원 모형, Schein의 경력유

형론 등이 포함될 수 있다(권 , 2003). 

이 게 경력개발이론과 함께 경력개발에서 요한 학문  논의 에 하나는 

경력개발 로그램과 그 방법에 한 것이다. 경력개발 로그램과 그 방법에는 

경력상담(career counseling), 멘토링(mentoring), 직무순환, 특수집단을 한 경

력개발 로그램(여성, 핵심인재, 은퇴 비교육)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최근에 

새롭게 등장하는 개념으로 경력동기, 경력고원, 다 경력 등이 연구되고 있다

(권 , 2003). 

2. NHRD의 개념, 역, 이론

가. NHRD의 개념과 역

(1) NHRD의 두 배경

최근 지식과 정보를 주축으로 하는 세계화의 확 와 노동의 국제  이동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제 표 에 의한 인 자원개발  리체제의 필요성이 증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의 지속 인 성장을 해서는 지식기반산업을 주도할 

인력을 체계 으로 양성하는 일이 시 해지고 있다.

기업과 같은 조직차원에서 주로 논의되어 온 인 자원개발이 국가  차원으

로 확  용된 데에는 사람에게 체화된 지식의 창출  활용 능력이 부가가치 

창출의 원동력을 제공하는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라는 시 사  환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환경의 변화는 지식창출과 활용능력의 토 를 이루는 학습과 

교육에 새로운 역할을 기 하게 되었다(김안나, 2003:10). 

그러나 교육문제를 학교교육 제도 안에서 해결하려는 그동안의 노력이 기

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각도에서 교육문제를 규정하고 그 해결책

을 찾으려는 시도가 필요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국가발 이 경제발  수  만

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 제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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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사회 모든 부문의 인 라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의 능동  역할에 한 

요청이 국가인 자원개발론의 등장에 향을 미치게 된다.

지식기반사회란 정보와 지식이 생산에서 가장 요한 역할을 하며 지식과 정

보의 창출을 통해 생성되는 신기술이 생산력과 이윤을 큰 폭으로 늘려주는 새

로운 사회체제를 의미한다. 지식이 생산요소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개인과 사

회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동력을 제공하고, 통 인 생산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과 같이 요한 생산요소로 인식되는 것이다. 지식은 생산의 3요소에 추가

되는  하나의 요소가 아니라 이들 3요소를 운용하고 리하는 원천 요소가 

된다는 에서 드러커는 지식을 부가가치 창출능력이가장 높은 생산요소로 이

해한다(Drucker, 1993).

지식은 그 속성상 사람에게 체화되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과정

에서 창출되므로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의 생산과 활용은 결국 인 자원의 개

발과 한 련을 맺게 된다. 지식기반경제하에서는 국가․사회뿐만 아니라 

개인도 지식을 효과 으로 창출, 확산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체제를 갖추

어 변하는 사회 환경에 능동 으로 처해야 하며 국가  차원에서 지식과 

사람을 개발하고 리하는 정책을 효과 으로 수행하기 해 국가인 자원개발

론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김안나, 2003:11)

(2) NHRD의 개념

국가인 자원개발(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이란 ‘국가의 기

인 국민과 거주자를 국가경쟁력과 사회경제  발 을 한 핵심역량 즉 인 자

원으로 간주하고 이를 종합 으로 강화 발 시키기 한 모든 계획과 활동'을 

의미한다.

국가인 자원의 개념에 한 다양한 논란이 있으나(<표 Ⅱ-2> 참조), 재 정

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 ·연구기 ·기업 등이 인 자원을 양성·배분·활

용하고, 이와 련되는 사회  규범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으로 정의내리고 있다(인 자원개발기본법 제2조). 이 법에서 교육인 자원

부는 인 자원을 국민개개인․사회  국가의 발 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 인간이 지니는 능력과 품성으로 정의함으로써 인 자원개발을 교육의 상  

개념으로 보고 있다. 한 인 자원개발을 인 자원의 양성․개발․활용과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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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정의하면서 교육을 인 자원의 양성 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함으로

써 개념상의 혼란을 래하고 있다.

<표 Ⅱ-2> 인 자원과 국가인 자원개발의 정의

구분 개념 정의

교육부

(2000)

인 자원
․국가. 사회발 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하여 갖추어야 할 기술력, 정보력, 
그리고 도덕  성숙 등 가치 있는 인간의 제 능력과 품성

NHRD
․국가  인 자원의 효율  개발과 활용을 한 교육․훈련․기타 문화  활동과 제도 
개선을 포함한 국가․사회  제반 노력

김태기

(2000)

인 자원
․경제  가치를 생산하는 생산요소인 지식․소양(skill)의 축  (stock)
․인간을 생산 으로 만드는 소양 = 기 소양 (태도. 가치 ) + 문소양 (특정직무에 
필요한 지식․기술)

NHRD
․교육․훈련 등을 통해 인 자원을 형성하고 취업․연구개발 등을 통해 인 자원을 활
용하여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이루는 국가발 략

OECD

(2001)

인 자원
․개인에게 통합되어 개인 , 사회 , 경제  복지 창출을 진하는 지식, 기술, 능력  
속성

NHRD ․구체  정의 없음

박세일

(2001)

인 자원 ․인 자원 사람 개개인 속에 체화된 지식과 정보, 기술과 기능, 경험과 지혜

NHRD ․구체  정의 없음

인자

(2001)

인 자원
․인 자본과 사회  자본 등 국가와 사회의 발 과 개인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는 
인간의 모든 능력과 품성

NHRD
․인 자본과 사회  자본의 개발  효율  리로 지식의 창출․활용․확산을 진하
여 개인의 발 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국가. 사회의 총체  노력

김신복

(2001)

인 자원
․국가. 사회발 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하여 갖추어야 할 기술력, 정보력 
그리고 도덕  성숙 등 가치 있는 인간의 제 능력과 품성

NHRD
․인 자원의 효율  양성․배출․배분․보존․활용하기 한 교육, 훈련, 기타 문화  
활동과 제도 개선을 포함한 국가. 사회  제반 노력

정기오

(2001)

인 자원 ․인 자원 지식, 기능, 태도 등 인 요소의 종합으로서의 능력(capacity/competency)

NHRD
․국가의 기 인 국민과 거주자를 국가경쟁력과 사회경제  발 을 한 핵심역량, 즉 
인 자원으로 간주하고 이를 종합 으로 강화 발 시키기 한 정부의 계획과 행동

교육부

(2002)

인 자원
․사람 개개인 속에 체화된 가치 있는 지식과 정보, 기술과 기능, 도덕  품성과 가치

, 경험과 지혜 등. 구체 으로 이러한 지식․기술․도덕  품성 등을 갖춘 사람

NHRD
․인 자원을 경제. 사회  발 을 한 핵심역량으로 간주하고 이를 종합 으로 강
화․발 시키기 한 정부의 계획과 행동

인자법

(2002)

인 자원

․국가․사회발 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 가치 
있는 능력과 품성(법안)
․국민 개개인․사회  국가의 발 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 인간이 지니는 능
력과 품성

NHRD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인 자원을 양성․배분  활용하기 하여 행하는 제반활동
(법안)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 .연구기 .기업 등이 인 자원을 양성․배분․활용하고 이
와 련되는 사회  규범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하여 행하는 제반활동

자료: 김안나 외(2003). 국가인 자원개발의 개념  이해. 교육과 인 자원개발: 국가인 자원개

발을 한 교육의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OR 2003-05. p.18.



- 48 -

인 자원개발에 한 정책  의 기 는 기 학력, 인성  도덕  성숙, 

사회  신뢰 계가 공고해져야만 노동시장에서 개인의 가치가 제고됨은 물론 

사회 으로 가용 가능한 인 자원의 총량이 극 화되며, 국제 으로는 각종 물

․인 자본 유치  부가가치 창출에서 우 에 서게 된다는 에 있다(정

근, 2004). 

즉, 인 자원개발 정책의 범 를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산업 분야별 인력

의 개발  수 , 국민의 기본소양, 인성, 도덕  성숙, 사회  신뢰성 등을 포

하는 사회 ·문화  자본(Social ＆ Cultural Capital)의 형성, 각종 인 자원

개발 련 제도(System)의 효율화를 통한 국가 체 인 자원의 효용도 제고 

등을 포함하는 비교  범 한 기 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 으로, 인 자원개발은 개인  성장과 발   자아실 에 을 두는 

입장과 국가 인 자원의 개발을 통해 국가 체에 요구되는 성장과 발 에 

을 두는 입장을 모두 포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인 자원에 한 정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통 은 지식, 기능, 태도 등 인간의 모든 능력과 품성을 포함

한다는 것이며, 국가인 자원개발은 인 자원의 양성만이 아니라 배분과 활용까

지를 포함하는 포 인 활동으로 정의되고 있다는 이다.

가 적 원개
(NHRD)

훈 련 민간HRD

복지정책등

기타 야

과학기술

정 보
문화

활동

[그림 Ⅱ-6] 인 자원개발과 교육의 계

자료: 교육인 자원부(2002). 국가인 자원정책의 추진 황과 방향.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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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HRD의 성격2)

국가인 자원개발(NHRD)이란 국가의 기 인 국민과 거주자를 국가 경쟁력과 

사회경제  발 을 한 핵심역량 즉, 인 자원으로 간주하고 이를 종합 으로 

강화, 발 시키기 한 정부의 계획과 행동을 말한다. 이 때, 국민과 거주자는 

‘국민경제  정치 ․사회  공동체의 구성요소로서 사람’을 의미하며, 핵심역

량으로서의 인 자원이란 ‘지식, 기능, 가치 태도 등의 Capacity, Competence를 

말한다. 한 인 자원의 강화․발 이란 인 자원의 양성, 배치․ 리, 활용의 

3가지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의 계획과 행동이란 고용주나 기업의 행동이 

아닌 정부의 사명과 책임에 입각하고 있음을 뜻한다.

(가) 사람과 지식에 한 종합 정책으로서 NHRD

경제정책은 시장을 둘러싼 거래 등 경제 상에 한 정부 행동과 정책인데 

반해서, 인 자원정책은 사람과 지식(인 자원)을 심으로 일어나는 모든 활동

이 정책 상이다. 따라서 인 자원 양성과 개발 뿐 아니라 배치와 활용까지 포

함하는 포  근이 요구된다. 교육, 노동, 산업, 과학기술 등을 포함하는 학

제  근이 요구되며, 이 분야 문가들에게는 학제  지식이 요구된다. 여기

서 사람이란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요소로서 국토와 함께 국가 차원의 종합 이

고 정기 인 개발계획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OECD등 선진국에서는 인 자원의 

수요 리를 심으로 정책을 발 시키고, 고용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교육․

훈련 등 인 자원 공 부문에 향을 주는 방식을 채택하는 추세이다.

(나) 미시  신정책  구조조정 정책으로서 NHRD

경제정책은 물가, 리, 성장률 등 거시경제 변수의 움직임을 요시하고, 

융, 재정, 보조 , 세제 정책 등을 통해 총수요와 총공 을 리하는 표 인 

거시 정책인 반면, 인 자원정책은 개별 주체 즉, 국민 개개인과 기업, 학, 지

방자치단체 등이 가진 지식과 정보의 질과 양을 고도화하고 선진화하는데 심

을 기울인다. 아울러 조직에 내재한 후진  제도와 행을 선진화함으로써 소속

한 개인과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한 미시  차원의 신정책이며, 진정한 

의미의 구조조정 정책이다.

2) 교육인 자원부(2002)의 ‘국가인 자원정책의 추진 황과 방향’의 pp.10~12에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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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  자산(Social Asset)의 형성을 한 정책으로서 NHRD

문인력의 양성과 공 , 첨단 지식과 기술의 개발 등을 통한 경제의 지속  

성장은 인 자원 정책의 요한 목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 자원 정책을 

통한 경제성장(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욱 그 다)을 기 하고 있다. 인 자

원 정책의  다른 요한 목표는 경제성장을 한 인력개발(Manpower 

Development)외에 사회  신뢰의 구축과 시민의식의 제고 등 고도의 사회  

자산을 축 하는 것이다. 한 개인차원의 인 자원개발 뿐만 아니라 건 한 사

회규범의 공유와 사회 구성원간의 결속유지를 한 의식의 확산과 사회 안 망

의 확충 등이 요한 과제이며, 문화 발 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역시 빠질 수 

없는 역이다. 다수의 우리나라 국민이 획일 이고 평 화된 개발도상국형 행

동양식과 욕구수 에 계속 머무르고 있어 성장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사회 

변에 깔려있는 후진  제도와 행의 원천이 되고 있다.

지식 · 기술 축적

(knowledge Capital)

지식 · 기술 축적

(knowledge Capital)

사회적 산형성

(Social asset) 

사회적 산형성

(Social asset) 

적 원 양성

(Supply-Side)

- , 훈련, 연 개
- , 노동 , 과기

적 원 양성

(Supply-Side)

- , 훈련, 연 개
- , 노동 , 과기

적 원 활

(Demand -Side)

- 고 · 산업

- 산 , 노동 , 여성

적 원 활

(Demand -Side)

- 고 · 산업

- 산 , 노동 , 여성

가

적 원개

프라

(NHRD  infra. )

[그림 Ⅱ-7] NHRD의 범

자료: 교육인 자원부(2002). 국가인 자원정책의 추진 황과 방향.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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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HRD의 역3)

국가인 자원개발은 인 자원의 효율  양성  활용을 한 국가  차원의 

제반 노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로 보면 국가인 자원정책이란 국가의 기

인 국민과 거주자를 국가경쟁력과 사회경제  발 을 한 핵심역량 즉 인 자

원으로 간주하고 이를 종합 으로 강화 발 시키는 정부의 계획과 행동으로 볼 

수 있다.

국가인 자원개발의 역은 개인의 잠재력과 역량을 개발하여 사회와 국가 

체의 효율성  경쟁력을 증진시키기 한 교육·훈련 등의 인 자원 양성 활

동  양성된 인 자원의 배치·활용,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한 제반 체제로 

그 역을 설정해 볼 수 있다.

<표 Ⅱ-3> 국가인 자원개발의 역

정책 역 주요 정책분야

인 자원의

양성

지식, 기술, 태도 등의 숙련을 형성하는 과정으로서 교육, 훈련, 연구개발 등과 

련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인 자원의 양성은 숙련(지식, 기술, 태도 등)의 창출이 

본질이다. 여기서 숙련 창출은 고등교육, 직업교육, 직업훈련, 연구개발 등을 통하

여 축 된 숙련이 생산 활동에 있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의 수단  

가치에 해당된다. 따라서 인 자원 양성은 교육훈련 시장에서 개인의 선택과 

련되는 문제이다. 반면 국민기 교육에 해당되는 등교육은 인 자원의 기  

역량을 기르는 것으로 교육의 본질  가치이며 이것은 종국 으로 사회  자본 

형성과 련된다.

인 자원의

배분

인 자원 배분은 노동시장과 련되며, 인 자원의 수 과 련한 일련의 활동들

로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의 이동, 실업 등과 련

되는 제반 고용과 산업 활동을 포함한다. 인 자원의 배분은 노동시장에서 임 , 

기업의 채용 행, 정부의 인력수 정책 등에 의하여 향을 받는다. 

인 자원의

활용

인 자원 활용은 내부노동시장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이것은 에서 논의한 기업

차원에서의 인 자원개발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업이 인력을 한 번 채용하면 장기

인 고용 계를 유지하면서 내부의 승진 사다리에 의하여 인 자원을 리하는 

것이다. 거래비용이론에 의하면 이러한 내부노동시장은 주로 기업 특수  숙련

(firm specific skill)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발달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일단 시장의 

개념에 입각하여 인 자원을 조명한다면 인 자원정책은 시장실패의 문제를 어떻

게 다룰 것인가에 따라 정립할 수 있다.

자료: 김장호 편 (2005). 한국의 인 자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67-69.

3) NHRD의 역을 설정할 때, 2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음. 즉, 인 자원개발기본법

상의 NHRD 정의에 나타나 있는 ‘인 자원의 양성, 배분, 활용’의 측면에서 근하는 방

법과 제2차 국가인 자원개발기본계획에 나타난 정책 역에 따른 구분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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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2차 국가인 자원개발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NHRD의 정책

역과 주요 정책분야를 살펴보면 <표Ⅱ-4>와 같다.

<표 Ⅱ-4> 제2차 기본계획 주요 정책 역  주요 정책분야(안)

정책 역 주요 정책분야

Ⅰ. 국제 경쟁력 있는 

핵심 인재 양성

1. 미래 유망산업을 이끌 핵심인력 양성

2. 지식서비스 분야 문 인력 양성

3. 학교육의 산업 장 합성 제고

4. 인 자원 개발  활용의 국제화

5. 수월성 교육의 확

Ⅱ.  국민의 

평생학습 능력 향상

1. 인 자원개발 최 화를 한 교육체제 개편

2. 국민의 기본 핵심능력 함양

3. 직업교육․훈련․평생학습 체제의 신

4. 지역 인 자원개발 진

5. 군․공직분야 인 자원개발 활성화

Ⅲ. 사회통합  

교육․문화 복지 증진

1. 여성 인 자원개발 활성화

2. 청년층  고령층 인 자원개발 진

3. 고용지원 서비스  고용 행 신

4. 사회  신뢰․ 력 네트워크 구축

5. 사회  형평성 제고를 한 교육․문화 복지 증진

Ⅳ. 인 자원개발 

인 라 확충

1. 인력수  망체제 구축

2. 인 자원․보의 생성․제공

3. 지식과 권리의 보호체계 확립

4. 인 자원 평가․인증체제 구축

5. 인 자원개발 정책의 총 ․조정 기반 조성

자료: 교육인 자원부(2005). 제2차 국가인 자원개발기본계획(‘06~’10). p.34.

<표 Ⅱ-4>에 나타난 NHRD의 주요 역은 크게 여성, 군인, 학생, 교원, 장애

인, 청년층  노령층 등 상별 HRD, 기업, 군, 지역, 학교 등 역별 HRD를 

포 하는 등 다양한 에서의 HRD를 아우르는 포 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나. NHRD 련 이론

(1) 인 자원개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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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이라는 용어는 Nadler라는 성인

교육학자가 1969년 소규모 학회에서 처음 사용한 이래 최근에 이르러서는 하나

의 학문분야로까지 발 되어 왔다. 

학자들마다 서로 다른 에서 인 자원개발을 논하고 있으나, 체로 다음

의 두 가지 으로 구분되는 것이 일반 인데, 첫째는 조직 구성원의 학습활

동을 심으로 인 자원개발을 논하는 “학습 심 ”(learning perspective)이

고, 둘째는 조직의 성과를 심으로 논하는 “성과 심 ”(performance 

perspective)이다.

(가) 학습 심 인 자원개발론

학습 심 에서 보면 인 자원개발은 개인의 성장과 발 을 한 학습 기

회를 제공하는 체계 인 활동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는 인 자원개발을 한 

주요 수단이 곧 학습임을 의미한다. 

오랫동안 학습 심 이 지배 이었으며 이 에는 세 가지 근이 포함. 

첫째는 개인학습을 주로 논하는 성인학습이론과 통  교수설계이론. 두 번째 

근이 성과 심 학습(performance-based learning)이론이며, 세 번째 근이 시

스템 학습(whole systems learning)이론이다. 

성과 심 학습이나 시스템 학습이론은 여 히 성과가 학습의 결과에 의해 달

성된다는 입장을 견지하지만 산출물의 이 학습이 아닌 성과로 바 게 된다. 

성과 심 학습이론은 학습을 통해 개인의 성과가 향상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시스템학습이론은 개인의 성과향상 이외에 학습을 통한  는 조직의 성과를 

향상하는 방법을 시한다. 개인, , 조직수 의 학습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

비하여 학습조직을 만드는 것 이 이들의 지향 이다.

학습 심 은 훈련  개발을 인 자원개발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게 함

으로써 개인수 의 인 자원개발을 발 시키는 데 크게 공헌하 다. 학습 심

은 1990년 에 들어와서 그룹  조직수 으로 확 되어 학습조직이론의 등

장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Pedler에 의해 처음 창안된 학습조직 개념은 1990년 

Senge의 역작인 제5의 원리(the Fifth Discipline)에서 체계 으로 정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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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과 심 인 자원개발론

성과 심 인 자원개발론은 1990년 에 들어 새로운 주목을 받았으며 지구  

경제 시 에 기업이 처한 무한경쟁의 압력으로 인해 인 자원개발의 책무성이 

강조되면서 면에 부상하게 된 이다. 성과 심 인 자원개발론에서 주장하

는 인 자원개발의 목 은 조직 내에서 일하고 있는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조직 시스템을 개선하여 조직의 비 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다.

성과 심 에서 보면 인 자원개발은 조직의 성과향상을 목표로 하는 체

계 인 활동으로 정의된다. 인 자원개발의 목표는 총체 인 성과의 향상이며 

학습뿐만 아니라 학습 이외의 역에 한 해결책도 제시하고자 하는 입장인 

것이다. 이러한 이 학습 심 과 다른 은 학습 이외의 역에 한 심

이다. 여기에는 수행공학과 같이 개인 수 의 성과에 을 맞추는 근과 성과

향상 는 성과컨설 과 같이 체 시스템의 성과 향상을 논하는 두 가지 근이 

있다.

(2) 사회  자본이론

사회  자본은 사회  성취와 경제  산출 간의 상호 련성에 한 인식을 

확 하는데 요한 핵심개념  하나로써 집단행동을 진시키는 계구조, 네

트워크, 규범, 신뢰 등을 의미한다.

사회  자본은 이를 추론 가능  하는 무수하게 많은 찰이 가능한 는 

찰이 불가능한 변인들과 깊이 련되어있기에 규범, 네트워크, 기타 사회  커

넥션의 형태로 표 되어지는 다양한 변인들의 총집합체라고 볼 수 있다.

사회  자본은 주로 Pierre Bourdieu, James Coleman, Robert Putnam 등 사

회, 정치학자들에 의하여 개념 으로 정의되고 발 되어 왔다(김태  외, 2004).

Coleman은 사회  자본을 행 자들이 그들의 이익추구를 한 자원으로 이

용하는 사회 구조의 여러 측면으로 정의하고, 이것은 경제  자본을 확보하기 

한 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Bourdieu는 사회  자본을 집단  재화에 

한 근을 가능  하는 일종의 문화  자본으로 보았는데 Coleman과 유사하게 

경제  자본을 확보하기 한 요한 수단으로 보았다. Putnam의 경우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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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을 보다 범 한 입장에서 정의내리고 있는데, 그는 사회  자본이란 

상호 이익을 한 력을 조장하는 신뢰, 규범, 그리고 네트워크로 보았으며, 사

회  자본 육성의 목 은 효과 인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보장하기 한 수단

이라 여겼다(김태  외, 2004).

<표 Ⅱ-5> 사회  자본의 개념 비교

개념정의 목 분석단

Bourdieu
집단  재회에의 근을 가능하

게 하는 자원

경제  자본을

확보하기 한 수단

사회계층간 경쟁

장면에서의 개인

Coleman
행 자들의 이익 추구를 한 자

원으로써 사회구조의 여러 측면

경제  자본을

확보하기 한 수단

가족과 지역사회에서의

개인

Putnam
상호 이익을 한 력을 진하

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

효과 인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한 수단

국가  차원에서의

지역

자료: OECD (2000). Human & Social Capital & Sustained Growth & Development, Reconciling 

New Economies & Societies: The Role of Human & Social Capital. Paris: OCED.

최근 들어 사회  자본은 미시 ㆍ거시  차원에서 경제 ㆍ사회  발 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1980년  이후 격히 확산되고 있는 사회  불

평등과 사회 통합의 기 차원에서 그 요성에 한 인식이 크게 확산되고 있

는 추세이다.

사회  자본은 사회 구성원간의 력  태도 육성  사회 내부의 사회 ·문

화  응집력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사회  통합의 기 를 형성하며, 사회 통합

의 근원(sources)이자 결과(consequences)인 동시에 사회 발 을 한 투입요인

이자 가장 요한 산출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사회  자본은 어떠한 한 개인만

이 소유한 특성이라기보다는 사람들 간의 계에서 나타나고, 집단에 의해서 공

유되며, 습이나 문화의 인 향을 받는다(홍 란, 2003). 

결국 일종의 도덕  자원이며 공공재인 사회  자본은 다양한 사회구성원들

이 신뢰감과 호혜성을 기 로 물질 ·비물질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소속감과 

연 의식을 고취시켜 가는 일련의 사회  과정인 사회  통합의 기본 토 로써 

신뢰로운 계는 사회  결속과 경제 성장에 매우 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회  자본은 가정, 학교, 지역 사회, 회사, 시민 사회를 통해 형성

되며 공공 정책, 여성과 장애인을 한 정책 등에 향을 미친다. 사회  자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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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는 건강증진, 아동복지, 범죄율 하, 상호 용과 이해 증진, 삶에 한 만족

도 증  등과 같은 사회  효과 이외에도 직 으로 기업과 조직의 생산성을 

증 시키고, 지역 사회에서의 참여를 높이며, 직업 안정성을 높여 으로써 거시 

경제  차원의 이익을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김태  외, 2004). 

이는 조직이나 지역에서 일어나는 학습활동과 이를 하여 형성된 학습 네트

워크에 의하여 설명이 가능한데 이는 학습은 결국 국가의 경제  성장에 이바

지하는 인 자원을 개발하는데 있어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인  자원이란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인 자원으로서 자 , 시설, 

기자재 등의 물리  자원(Physical Resources)과 비되어 인력의 양성  리

와 련된 반 인 제반사항들을 지칭하지만, 지식기반경제체제의 후기산업사

회로 진입하면서 최근에는 소  장에서 직  생산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식

과 기술을 겸비한 인 자원과 그 개발은 교육시스템과 노동(직업)시스템간의 효

과 인 계 구축차원에서 재조명되어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홍 란, 2003).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 자원의 핵심  구성요소는 인간 자본과 사회  자본

이라고 보는데 의견이 일치되고 있으며 OECD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인 자원

개발 선진국들은 이들 개념이 가지는 의미와 경제  복지에 주는 효과들  형

성 략 등에 지 한 심을 보이고 있다.

(3) 인간자본론

1961년 Schultz에 의해 소개된 인간자본은 인간이 소유한 ‘지식과 기술’을 강

조하며, 이는 하나의 자산으로서 가치 창출을 이룰 수 있는 생산요소로 인식되

고 있다. 즉, 경제  차원에서 천연자원과 비되는 개념으로 인간을 단순한 노

동력 제공이 아닌 고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자산으로 간주한다. 김태

(2001)은 인간자본이란 개인 ․사회  혹은 경제  복지를 창출하기 하여 개

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 기술  능력이나 특성들을 말하며 이는  사회  자본

과 함께 인 자원(Human resources)의 한 구성요소임을 강조하 다. 인간자본

의 개념은 지난 40여 년간 지속 으로 발 하여 재 교육수   직업훈련 정

도 등과 련 있는 지식과 기술 뿐만 아니라 건강과 양상태 등 노동의 질에 

직․간 으로 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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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Schultz(1961)에 의하면 한 나라의 국민총생산액은 고  투입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에 의해 설명될 수 없는 큰 부분이 존재하며 이러한 차이는 인

간자본에 한 투자에 의해 발생한다고 하 다. 주로 인 자본의 요성은 경제

성장과의 계를 고찰한 연구들에서 특히 강조되어 왔다. 즉 인 자본이 국가경

제 성장의 요한 원동력으로 역할을 한다는 을 실증 으로 연구하 다. 이와 

같은 연구들에 기 하여 인간자본은 생산력 향상의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인식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90년 후반부터 경제성장에 한 인 자본 기여도가 

하락하고 있다(송창용 외, 2004). 학진학 등 교육수 의 증가율 둔화를 그 이

유로 추정한다. 더욱이 인구감소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체 인 교육수  

증가율 둔화는 당분간 지속될 망이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학진학 등을 

포함한 형식  교육 수 을 넘어 시민의 평생학습 확 와 기업의 인 자원개발 

등을 통한 학습력 증 를 통해 인 자본의 기여도를 확 할 수 있다. 

김태 (2001)에 의하면, 인간자본을 형성하기 한 노력은 국가 ( 를 들

면, EU, World Bank, Unesco 등), 국가 ( 를 들면, 국가  수 의 기술  자

격체계, 싱가폴의 Manpower 21 등), 그리고 지역 ( 를 들면, 평생학습도시, 

학습지역, 학습서클 등) 수 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인 자원개

발 략도 국가 ․지역  수 에서 동시에 인 자본의 지속  성장과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유용한 시스템으로서 역할을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3. HRD와  NHRD의 개념  계

지 까지의 HRD와 NHRD의 개념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인 자원개발과 

국가인 자원개발이라는 두 개념간의 계 면에서 국가인 자원개발은 인 원

개발의 응용개념(applied concept)인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국가인 자원개발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NHRD)에서 ‘국가(national)'의 의미

를 “국가의 인 자원개발(HRD of Nation)" 혹은 ”국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

자원개발(HRD in Nation)"  어느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NHRD의 포함 범

가 달라지게 된다. 자의 경우 NHRD는 ’기업에서의 HRD‘, ’학교에서의 

HRD‘, ’지역사회에서의 HRD‘ 등과 같은 HRD가 실행되는 역에 따라 구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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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념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 NHRD는 한 국가 내에서 HRD가 

용되는 상, 역을 총 망라하는 포 인 의미로 해석된다. 재, 우리나라

에서 수행되고 있는 NHRD 정책은 이 양자의 성격을 모두 포 하는 "HRD in 

and of Nation"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학문  의미에서 HRD는 조직의 성과 개선과 개인의 성취를 하여 조직 차

원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이의 해결을 한 안(solution)을 제공하는 모든 활동

을 의미한다. HRD는 교육훈련의 측면을 다루는 개인개발(ID) 는 종업원개발

(ED), 개인과 조직의 문성 향상을 추구하는 경력개발(CD), 그리고 조직의 문

화, 구조, 인간 계의 변화 등을 추구하는 조직개발(OD) 등을 통해 개인, , 조

직 등 개인에서부터 조직에 이르는  차원에서 성과를 개선해 나가려는 일련

의 조직화된 활동으로 이해되고 있다. 

H R D

개

인

조

직

국민

조직

지역사회

국가

NHRD

[그림 Ⅱ-8] HRD와  NHRD의 개념  비교

이러한 HRD의 개념을 확장해 나갈 때, 우리는 NHRD의 개념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HRD의 확장된 개념으로서 NHRD는 국가 수 에서 국가의 문

제를 악하고 우선순 에 따라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NHRD는 국가 내에 포함된 국민의 교육과 훈련을 다루는 개인 수 의 개

발에서부터 그것이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가정, 학교 등 지리  개념은 물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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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문화, 사회구조 개선, 인 라 등 문화  활동에서의 개발을 포함하는 조직수

의 활동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같이 국가의 개선을 도모하는 국가  

차원에서의 체계화된 노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HRD와 NHRD의 개념  논의로부터 우리는 이 두 가지 개념 모두가 

시스템 근에 바탕하고 있다는 을 고려할 수 있다. HRD는 개인, , 조직에

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요구분석을 통해 문제해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한 방법을 설계하고 개발하고(input), 그에 따른 필요

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필요한 교육을 실행하여(process), 문제를 해결하고 성

과향상이라는 목 을 달성하는(output) 일련의 시스템  근에 기 하고 있다.

NHRD 역시 이러한 시스템  에서 바라볼 수 있다. 국가 수 에서의 요

구분석과 문제 진단을 통하여 필요한 자원과 노력을 투입하고, 국민, 지역사회, 

국가수 에서의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이끌어내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인식해 

볼 수 있다. 특히, NHRD 정책은 국가차원의 다양한 요구들을 분석하고, 각 

역  분야별로 정책을 수립․실행하여 그 정책결과에 해 평가를 내리고 이

를 후속 정책에 반 하는 일련의 시스템으로 작동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HRD의 연속선상에서 NHRD를 국가차원의 문제해결을 한 하나의 시스템으

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에서 본 연구는 HRD와 NHRD간의 유사성과 차별성의 을 

동시에 견지하고 있다. 유사성의 에서 보면, 이 두 개념은 시스템  근방

법을 활용하여 특정 상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한 방법들을 포 한다. 한 

이 두 개념은 공통 으로 'Human Resource'라는 표 을 사용하고 있다는 에

서 특정 상이 개인, , 조직, 지역사회, 국가, 국제 등 어떤 수 이든지 인간

의 심리와 행동에 련되는 직 이거나 간 인 문제와 해결책을 찾아낸다. 

그리고 HRD와 NHRD의 이런 일련의 활동과 시스템  운 은 모두 특정 상

의 목 을 달성하는데 기여하기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RD와 NHRD는 차별성을 유지한다. 이런 차별성은 국가

정책을 다루고 국가수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인 자원과 련된 해결

책을 찾는 등의 활동을 하는 NHRD의 범 의 문제와 련된다. 즉, NHRD는 

국가수 에서의 목 을 달성하고 국가를 구성하는 다양한 수 의 조직이나 단체 

는 시스템상의 문제해결을 한 인 자원 련 정책을 추진한다는 에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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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리, 인 자원개발, 인 자원육성, 인 자원확보, 인 자원분배 등의 다양한 

활동을 포 해야한다. 그러나 HRD의 경우에는 실제로 개인이나 조직 단 에서 

실시하는 인 자원의 육성과 련되는 종합  근방식을 취한다. 이런 NHRD

와 HRD의 차별성은 학자나 이해 계자의 입장에서 따라서 논란의 소지가 존재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런 차별성을 공통성과 동시에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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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국의 NHRD 정책추진 체계

1. 국가별 동향

OECD는 지식의 생산, 활용 역량을 구비한 인 자원개발을 경제  제도  

체제, IT 그리고 NIS와 어불어 지식기반경제의 4 요소로 간주한 바 있다. 특히 

교육과 훈련이 인 자원개발  국가 신체제 구축에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2005년 발표한 신리스본 략(Renewed Lisbon Strategy)에

서 교육  기술훈련 강화를 통한 인 자본 투자 증 를 10  실행계획  하나

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목표달성을 해서는 평생학습이 필수 임을 확인하고 

있고, 숙련 노동자와 소기업 종사자에 한 평생학습 기회 보장에 특별한 

심을 가질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5년 EU차원의 평생학습 로

그램을 채택하고, 2006년 회원국 차원의 평생학습 략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의 도이치 방크 연구소(Deutshce Bank Research)가 2005년 8월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인 자본이 성장의 열쇠임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인 자본은 국가 

성장의 핵심으로서,  경제에서 가장 요한 생산요소라는 것이다. 특히 세

계화  기술변화로 인한 격한 구조 변화로 그 요성이 증하고 있다고 주

장하고 있다. 인 자본이란 각 개인의 능력과 지식의 합으로 노동공 의 질을 

나타내는 척도이며, 학교교육, 계속교육  경험을 통해 축 되는 것으로 이를 

축 하기 한 교육개 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 각국은 이미 인 자원개발을 한 개 을 진행 에 있다. 여

기서는 미국, 국, 캐나다, 독일, 랑스, 핀란드, 싱가포르, 일본, 호주 등 9개

국의 인 자원개발 동향과 황을 인 자원개발에 한 인식, 인 자원개발 

련 정부조직  인 자원정책  로그램 황을 살펴보고 각 국가별 주요 특

징을 요약한다4).

4) 이하 국가별 인 자원개발 동향은 교육인 자원부(2002)의 “국가인 자원정책의 추진 황

과 방향”, 김안나 외(2003)의 “교육과 인 자원개발 : 국가인 자원개발을 한 교육의 과

제“, 노경희 외(2002) ”한국에서의 인문학  사유와 인 자원개발의 연계 방안“, 김태  

외(2005)의 ”인 자원 개발을 한 e-learning 실태분석  활성화 방안“ 등의 내용을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재구성하고 최근의 동향을 추가로 반 하여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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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 국

(1) 개요

정보통신 는 이를 활용한 산업이 속도로 성장하면서 해당 산업은 인력난에 

직면하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이 문제를 새로운 기술 는 고 의 기술을 가진 

인 자원을 개발하는 문제로 보고 있다. 인 자원을 개발한다는 것은 고용에 필

요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자격을 갖춘다는 것은 생애단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우선 기본 으로 기  직업능력을 갖추고 더 나아가 직

업분야에서 요구되는 한 수 의 기술을 갖춘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한편

으로는 복지 상이 사람들의 자립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 세계무 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건강을 포함한 삶의 질 문제는 여 히 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한 

고려를 빠뜨리지 않고 있다. 결국 미국에서는 인 자원개발의 문제를 교육, 노동

과 통상, 복지가 맞물려 있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1996년에 발표한 첫 번째 교육정보기술계획 ‘21세기를 한 미국 

학생 비’가 그 목표를 성공 으로 달성했다고 평가하고, 기술 진보와 시  변

화에 따른 새로운 ｢E-Learning 계획｣을 발표하 다. 1998년 미 상무부는 ｢디지

털 경제｣ 시  도래에 한 보고서를 발표하여 필요한 인력의 양성을 역설하

다. 디지털 경제 시 에는 컴퓨터와 통신산업이 속도로 성장하고 정보기술을 

요구하는 직업이 늘어나게 되는 만큼, 정보기술 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그에 따르는 노동 시장의 변화가 필연 이어서 이에 한 응책을 세워야 한

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발표하여 이 분야의 응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 다. 

이어 2000 회계연도에는 21세기 정보 명을 지속시킬 후속 첨단 인력을 양성하

고 국가의 첨단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고 기 과학의 지식기반을 확충하기 해 

컴퓨터·정보과학·통신분야의 막 한 액수의 연구개발비를 산에 반 했다. 이

와 아울러 노동부는 미국사회와 노동시장의 변화를 망하고 분석하여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지닌 인력을 양성하기 한 보고서를 발표하 다. 이와 함께 학

교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직업세계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일치하도록 하려는 

School to Work Program과 직장에서 종업원에게 신규직업이 요구하는 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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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Work to Work Program을 마련하는 등 지

식기반 사회에 비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인 자원개발 정책 추진 체계

미국에는 인 자원개발을 총 으로 담하는 부서가 없다. 다만 교육부, 노

동부, 통상부 등이 각 부처의 고유기능을 감안해서 인 자원정책을 수립하여 시

행한다. 우선 교육부는 교육에 한 국가 인 주요 이슈를 다루고 직업․성인교

육뿐만 아니라 교육에 한 모든 국민의 평등한 근과 교육의 수월성 증진을 

보장하고 있다. 노동부는 고용안정 훈련을 할하고, 상무부는 국가기술정보서

비스(National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를 경제계․ 학․지역사회․노동

자와의 트 십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미국 국민의 삶의 수  향상을 꾀하고 

모든 국민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국가지원의 효율 인 리와 경 을 제고하

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Head Start’ 로그램을 통하여 유치원 교육 서비스

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물론 장애인과 취약계층의 자립(Independent Living)과 

고용( Employment)을 이념으로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을 실시하는 등, 인 자원 

개발정책을 정부부처의 핵심으로 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정책 입안  수행 시 참여기 들을 조정하고 력하기만 한다. 

정책 추진 시 실질 권한은 주와 지방 정부가 갖고 있으며 연방정부는 지원역할

을 수행한다. 앙과 지방 정부간의 계에서 지방이 실질 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처럼 정부와 민간의 계에서는 민간이 주도 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에

서 미국의 인  자원개발은 민간주도 이며 지방 분권 인 민주  방식으로 진

행된다.

미국의 인 자원개발은 민간과 지방 정부에 의해서 주도되지만 연방정부는 

거시 인 계획이나 정책 등은 수립하여 수행하기도 한다. 를 들어 교육부에서

는 ‘교육의 기회균등과 수월성 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교육발  5

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이다. 이 계획에서는 세계 최고를 목표로 미국교

육시스템을 개 하고자 하며, 모든 시민들이 등 이후 교육과 평생 학습 보장

하기, 교육부를 능률 인 기구로 개편하기와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 한 연방

정부는 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도 한다. 미

국의 과학기술정책실이 심이 되어 국립과학재단, 국립보건원, 국방부, 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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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등의 부서별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비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미국의 인 자원개발계획에서 정부는 통제나 리가 아니라 사

회발 의 방향을 측한 후 거기에 맞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런 에서 미국의 인 자원개발 략에는 국가 체의 인력수 을 통제하고 

리하는 계획과 같은 것은 없다. 그런 계획 신 상황에 한 진단과 측, 방

안을 마련하는 보고서가 있을 뿐이다. 이른바 민간이 주도가 되고 정부가 지원

하는 인 자원개발 개념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3) 인 자원개발 정책  로그램

미국에서는 ‘노동력 향상을 한 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을 제정

하여 ① 속하게 변화하는 작업 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고도

의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여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키고, ② 국가의 생산력과 경

쟁력을 증 시키며, ③ 복지정책에 한 의존성을 이고자 하고 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첫째, 일 달체계(one-stop delivery system)를 구축하여 조직화

되어 있지 않은 다양한 고용과 훈련 로그램을 통합 는 연계하고, 둘째, 개인

의 고용기회를 증진하기 하여 개인훈련구좌(individual training account)를 통

해서 개인의 경력을 스스로 리. 운 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재원을 제공하며, 

셋째, 주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직업훈련제공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넷째, 지

방 원회와 민간부분이 강력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며 이 때 정부는 정책의 

기획과 감독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인 자원개발 정책에서의 표 인 로그램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1세기를 한 정보기술 실행계획 : 미국의 미래를 한 과감한 투

자』 (클린턴, 회계연도 2000년도 정보기술 산서)에서는 첨단 정보기술자와 일

반인의 정보문해능력을 증진시키려는 목 을 가지고 있다. 

둘째, 『Future work : Trends and Challenges for Work in the 21st Centur

y』보고서(노동부)에서는 21세기 미국 사회와 노동시장의 변화를 망하고 분석

하여 합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인력을 양성하기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셋째, Youth opportunity(YO!) Movement에서는 정부, 지역사회, 비즈니스 리

더들, 그리고 청년들 간의 트 십 형성을 통하여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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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한 청소년들에게 합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여 인  자원의 낭비를 방지

하기 한 로그램이다.

넷째, 2004년 국가경쟁력 원회가 발표한 『미국의 국가 신 략(Innovate 

America)』(NII, 2004)에서는 인 자원개발을 3  국가 신 략 의 하나로 

선택하고, ① 이공계 학생  학원생 연구지원 등 과학자  공학자를 한 

기반 구축, ② 교육 신과 학과 기업간의 연계를 통한 차세  신 주도자 육

성, ③ 직업훈련, 평생학습  복지지원을 통한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등을 인

자원개발을 한 3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하 다. 이는 연구개발에 집 할 

수 있는 환경 정비  기술인력 부재 문제 해소를 한 교육개 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4) 주요 특징

미국 인 자원개발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방분권 이며 민간 주도 이라는 

이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인 자원개발은 국가 체 교육의 통일성과 일 성,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미국인 자원개발은 고등교

육에서 시작된다. 고등교육의 방향은 인문학과 실용학문 간의 격차를 없애는 방

향으로 진행된다. 이를 해 상 으로 소홀해지기 쉬운 인문학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며 2년제 학과 4년제 학의 연계를 강화하여 직업  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학을 활용하는 사업체에 제세 감면의 혜택을 으로써 고등

교육기 과 기업 간의 연 를 유도한다. 우리의 풍토와 달리 기업체와 학의 

연계가 활발할 수 있는 것은 학이 정부나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는 

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학들은 총장들의 발의로 공정한 학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의 인 자원개발과 연 해서  하나 특기할 만한 것은 인 자원

개발 과정에서 기 학문의 지식기반을 확충하기 해 막 한 액수의 연구개발

비를 먼  책정한다는 이다. 미래 지향 인 인 자원을 개발하기 한 첫째 

단계가 기 학문의 지식기반 확충이라는 에 주목하여 기 가 탄탄하지 않으

면 사상 각이며 뿌리 없는 나무가 되고 말 것이라는 인식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 민간에서도 연구개발비를 상당정도 투자하기는 하지만 민간기업이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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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학문  인 라에의 투자를 정부가 맡음으로서 시 지 효과를 얻어내고 

있는 것이다.

한, 미국에서는 고도기술직업이 다른 직업에 비해 3배 이상의 높은 성장률

을 보이고 있으며, 고용주들은 질 높은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반면 

수많은 근로자들은 기술이 낮거나 없어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즉 새로운 고도기술직업에 필요한 고 인력을 양성하고, 

근로자들에게 취업능력을 갖추어주기 해 IT기술의 습득 등 계속교육을 확

하는 등의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인 자원개발 정책의 시사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에서 요구되는 정보기술인력 양성과 국민 컴퓨

터 문해력 증진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School to Work 로그램과 Work to Work 로그램 등을 통해 학교 

교육과 직업세계의 요구를 조화시키고 직장을 학습조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교

육에 있어 산업계의 요구 반 에 주안 을 두고 평생에 걸친 인 자원개발을 

지향하고 있다. 

셋째 학교 도탈락자, 퇴직군인 등 소홀히 다루어지기 쉬운 계층을 한 

로그램을 개발하여 인 자원 활용의 극 화를 도모하고 있다.

나.  국

(1) 개요

국은 교육 부문과 경제 분야가 연계되지 못함으로써 만성 인 국가 경쟁력 

약화에 시달리고 있었다. 국정부는 이와 같은 사태를 타개하기 해 1955년 교

육부와 고용부를 통합하여 교육고용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를 출범시킴으로써 인 자원개발을 시작하 다. 교육고용부는 지식

ㆍ인력개발과 련하여 총 이고 일 인 노동시장 정책과 직업훈련 정책의 

수립  집행, 공공재정의 분배 기  설정  평가, 산업 장과 교육 장의 긴

한 연계체제 하에 학교교육, 계속교육, 고등교육, 고용서비스  실업 책 등 인

자원정책을 국가  수 에서 통합하여 종합 으로 추진하기 해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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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집권한 노동당정부는 교육고용부를 교육기술부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로 명칭을 변경하여 학교교육 개 을 주로 하는 인 자

원개발을 시행한다. 교육기술부는 학교교육의 수  향상을 토 로 평생교육의 

에서 직업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생애에 걸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

해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며 나아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습득하게 함으

로써 고용의 증 를 추구하고자 한다. 1990년  이후 국 정부의 인 자원개발 

정책의 은 재 필요한 기술수요 뿐 아니라 미래사회에서 국이 경제  

효율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인 자원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장기 인 

비 을 가지고 교육의 수  향상, 직업기술 자격증의 취득  공평한 기회의 제

공을 한 제도의 정비와 기반에 을 두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평생교육의 에서 16세 이후의 교육과 훈련을 재편하기 

한 정책을 집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발 과정에 비추어 볼 때 국의 인 자

원개발의 강조 은 교육과 직업세계의 통합  16세 이상자를 한 기술교육의 

강화, 트 십의 강화, 경제  효과성과 경쟁력 향상을 한 인 자원개발체제

의 구축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경쟁국에 비해 생산성이 20～40% 정도 뒤져 있다는 자체 단 

아래 국에서는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개인의 취업가능성과 고용안정성을 확

하기 해 인 자원개발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은 멋진 국(Cool 

Britain)이 될 것으로 기 하고 있다. 

국의 경우 인 자원개발은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개인의 취업가능성을 제

고하는 주요 정책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이 미국, 독일, 랑스 등에 비해 

생산성이 크게 뒤떨어지는 것은 인력 특히 간수  인력의 낮은 기술수 에서 

비롯되고 있으므로 이를 제고해야 한다고 단하고 있다. 토니 블 어 총리는 "

교육은 최선의 경제정책이다"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다. 인 자본에 

한 투자는 21C 지식기반경제에서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소가 될 것이며, 교

육을 새로운 국건설을 한 비 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학습사회의 구

은 국가번 을 여는 핵심 열쇠로서, 사회  포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은 청소년  성인 등에 한 국가학습목표(National Learning 

Target)를 설정․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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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 자원개발 정책 추진 체계

국에서는 인 자원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교육기술부는 교육과 훈련과 고용 

문제를 정부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이와 련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

에서 어느 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추진 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해 국

에서는 사회 체를 통합 이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학습사회로 변화시켜 

가고 있으며, 모든 부문에서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해 가고 있다. 

국정부는 지식인력수  불균형 해소를 한 지식인력개발과 련하여 총

이고, 일 인 정책수립  집행체제를 확립하기 해서 1995년 7월 5일 교

육부와 노동부를 통합한 교육고용부를 설치했다. 교육고용부는 학교교육, 계속

교육, 고등교육, 고용서비스  실업 책정책 수립 등을 종합 으로 추진했다. 

한 인 자원개발의 이 ‘교육과 훈련의 결과로서의 고용 확 ’라는 으

로부터 ‘교육과 훈련을 통합 개인의 고용가능성 증진’이라는 으로 변화하면

서, 2001년 교육고용부를 고용기술부로 변경하 다.

국에서는 국가의 경쟁력 향상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제로 정규교육과 

비정규교육을 포함한 일반교육, 직업교육과 훈련, 연구개발, 과학기술 부문을 망

라하여 인 자원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인 자원개발과 연 해서 앙정부 부서

인 교육기술부, 통산산업부 등은 정책수립  재정지원의 원칙을 수립하고 공공

재정의 배정을 통하여 련기구의 정책집행능력  효율성을 강화시키는 기능

을 담당한다. 주요담당부서의 기능과 역할은 <표 Ⅲ-1>과 같다.

국의 여타 정책과 마찬가지로 인 자원개발 분야에서도 앙 정부, 지방정

부, 책임집행기 , 민간의 역할은 엄격히 구분된다. 이런 구분을 토 로 시장 

심  교육제도, 구매자와 공 자의 분리원칙, 시장에 의존하는 재정분배 체계, 

성과에 근거한 재정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앙정부와 민간은 시장 심  제도

를 심으로 정부와 민간부분의 트 십에 의해 운 되며 산-학- 의 조체제

가 원할하게 유지되고 있다. 인 자원개발 략에서 각자의 역을 철 하게 보

장하면서 긴 한 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 주도 인 인 자원개발 

략을 수립함으로써 여타 분야(산, 학)의 자립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우리  

나라의 인 자원개발과 다른 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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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국 정부의 인 자원개발 주요 담당부서의 기능과 역할

주요 담당 부서 기능  역할

교육기술부

‘온 국민에게 교육, 훈련  일을 통해서 각자의 잠재력을 최 한 실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그 결과 공평하고 통합 인 사회  경쟁력이 

강한 경제를 건설하는 것’으로써 교육, 훈련  직업세계를 통합할 수 있

는 체제를 만들어 궁극 으로 사회통합과 경제발 을 이루는 것이 목표.

이 목표를 실 하기 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의 집행을 리하며 정책목

표의 달성을 한 질 리 체제를 유지

재 무 성
인 자원개발과 련한 국가 경제 차원의 반 인 거시경제 정책을 수립

하고 공공 투자  측면에서 각 부서의 목표와 산출물에 한 조정기능을 

담당

통상산업부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효과 인 시장의 조성을 통해 인 자원

개발에 여.

교통·지방정부지

역부
경제활동에 결정 인 역할을 하는 인 라 구조의 리를 담당한다.

사회복지부 일하는 복지정책의 추진을 해 교육고용부와 력 계를 유지.

 

(3) 인 자원개발 정책  로그램

국의 표 인 인 자원개발 정책  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백서 『경쟁력 있는 미래 : 지식기반 경제의 구축』발표 (새천년 

원회, 1998년 12월)를 통하여  21세기의 경제 패러다임을 지식기반경제로 설정, 

핵심 경쟁력을 지식, 숙련, 창조력으로 보고 이에 한 범국가 인 략을 수립

했다. 

둘째, 『The Education and Training Development Agenda : Towards 2000』

에서는 교육고용부 정책업무 반에 걸친 분석을 통해 21세기의 주요 정책업무

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에 한 우선순 를 정하고 있다. 

셋째, 『21세기를 한 교육과 직업훈련』 로그램에서는 기업이 요구하는 직

업능력의 개발을 핵심기능으로 하고 교육에서 훈련, 고용(취업 알선  산업체 

연계), 평생교육까지 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넷째, 평생교육백서 『신 국 건설을 한 교육 르네상스』 (교육고용부, 

1998)에서는 학의 평생교육 역할 확 , 학습과 일의 연계로 산업 학

(University for Industry) 구성, 개인학습 계좌를 설치․운 한다. 

다섯째, 청소년의 교육훈련휴가권(교수  고등교육법 1998)을 시행(1999.9.1)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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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특징

국의 인 자원개발 정책의 기본 방향은 교육단계의 수직 ㆍ수평  통합, 

사회  통합의 실 , 정부 부문간  민 의 트 십 강화, 장기계획에 입각한 

인 자원개발 정책의 단계 인 추진, 다양한 질 리 체제의 정비 등으로 요약

할 수 있다.

그  교육의 측면에서는 학교교육 단계와 후기 등교육 단계(16-18세)  

이후 단계(19-25세), 성인교육을 수직 으로 통합함으로써 취업을 해 필요한 

기술을 직업세계로의 기 진입단계에서 습득하고 이후 변하는 기술  요구

에 부응하기 한 재교육 기회를 지속 으로 부여하는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하

고자 한다. 한 앙정부와 지방정부, 학교  일선 교육훈련  고용 련기

을 잇는 수직  행정지원체제를 수립하고 각 단계에서 정부부문과 민간부문

이 횡  연계 하에 지속 으로 력해 가는 인 자원개발 체제를 추구한다.

이 같은 학교교육과 성인교육이 연계되어 통합된 체계는 장기 인 계획에 입

각한 인 자원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장기계획을 통해 정부에서는 학교교

육의 수 향상을 통해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미래 사회에 부응하는 인 자

원개발체제를 마련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교육표 청, 학습기술원 등을 설립하

여 다양하고 효과 인 질 리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교육과 훈련의 연계성을 해 교육고용부를 설치한 것은 인 자원의 개발과 

활용에 있어서 효율화를 도모하고 낭비  요소를 배제할 수 있는 장 을 가진

다. 이 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교육인 자원부 설치와 맥을 같이 하지만 

이 일방 으로 주도하는 인 자원개발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에서는 차이가 

난다. 국의 정부는 강력한 정책의지 하에 우선 으로 인 자원개발에 한 인

라(국가학습망, 산업 학 등)에 집 으로 투자한다. 다양한 평생학습 로그

램 실시를 통해 인 자원의 지속  개발을 시도한다. 고등교육 부문에 있어서 

고등교육기회의 확 를 한 제도와 2년제 문 학을 일반 학으로 승격하는 

제도를 실시하며 학평가를 재정지원과 연계시키고 있다. 학습과 일터와의 연

계 강화를 한 산업 학을 구성하고 개별학습계좌를 설치·운 하며 성인들의 

기  문자해득력(literacy)과 수리력 교육을 지원하여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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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국 인 자원개발 정책  추진체계 상의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 훈련에 한 연계성을 해 교육기술부를 설치함으로써, 인  자원

의 개발과 활용에 있어서 효율화를 도모하고 낭비  요소를 배제할 수 있었으

며, 둘째 정부가 강력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국가학습망, 산업 학 등 인 자원

개발에 한 인 라에 집 으로 투자했고, 셋째 다양한 평생학습 로그램을 

실시하여 인 자원을 지속 으로 개발했다.

다. 캐나다

(1) 인 자원개발에 한 인식

캐나다에서는 1993년에 인 자원개발부(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를 설치하여 운 하고 있는 외 인 경우로서, ‘인 자원개발’이라는 

용어를 명시 으로 사용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인 자원개발을 국가경쟁력 제

고를 한 최우선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모든 국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한 핵

심가치로 인식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공평하고 안 한 직장, 구나 공평하게 근할 수 있는 노동시

장을 마련하고 고무 인 학습환경을 조성하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직장과 지역

공동체에 극 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를 해 인 자원개발에 

한 통합  근방식을 취하고, 국민들이 평생에 걸쳐 경력 환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지속 으로 국민들이 자신의 강 을 개발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최고

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 인 자원개발 정책 추진 체계

캐나다에서는 1993년에 설치된 인 자원개발부(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가 2003년에 동 부서가 사회개발부 (Department of Social Development)

와 인 자원기술개발부 (Human Resources and Skills Development Canada : 

HRSDC)로 나뉘게 되었고, HRSDC에서 학교교육, 계속교육, 고용서비스, 실업

책, 장애인 교육 등 인 자원개발에 한 반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연방수 에서 교육부는 없으며, 주교육장 의회(Council of Education Canada, 

CMEC)를 통하여 교육에서의 정보를 공유하고 리더십을 제공한다. 교육과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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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의 개발  통계조사 실시 등은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에서 담당

한다. 인 자원개발부에서는 인간개발의 계획을 세우고, 고용보험, 인 자원투자, 

노동 로그램, 수입보장 로그램 등을 할하면서 .국민들의 고용가능성을 증진

시키고 실업자로 하여  직장을 구하도록 하며, 문해방지 로그램을 지원하고 

평생학습, 학교에서 일로의 이 등을 연구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교육

은 지방정부에게 권한이 있다. 

캐나다에서는 사용자, 노조, 교육기 , 정부가 20개의 산업 부문 의회(Sector 

Council)를 운 하여 산업별 인력개발정책을 추진한다. 민간기업이 인 자원개

발에 주도 인 역할을 수행하고, 인 자원개발부는 이를 지원하는 정부와 민간

부문의 조체제가 갖추어져 있다. 사용자, 노동조합, 교육기 , 정부  산업의 

다른 산업의 표들 간에 트 십이 형성되어 인 자원개발과 련된 조정역

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SPI(Sectoral Partnership Initiative)는 인 자원 트 십의 핵심 기구로 인 자원

의 개발․총 ․조정기능을 담당하고, 고용․청소년․학습․문자해독력(literacy)을 

진하는 인  투자에 한 사항을 의한다. 

(3) 인 자원개발 정책  로그램

The Red Seal and Apprenticeship Program은 직업훈련 로그램과 자격증 

로그램의 표 화를 진하여 숙련노동자의 이동성을 증진시키고 Youth 

Initiative은 산업계, 교육․훈련기 , 정부가 학교와 사회의 연계를 해 조하

는 민간주도 로그램이다. 

 한 Sectoral and Occupational Studies는 재와 미래의 인  자원에 한 

다양한 요구에 하여 분석하는 다 부문 합동연구 시스템으로서, 장기간에 걸친 

인 자원 개발 략의 기 를 제공하는 것이 목 이며, 기술변화의 요구분석, 기

술변화의 향정의, 훈련요구 분석, 인 자원수행과 고용평가 등이 있다.

(4) 주요특징

캐나다의 인 자원개발에 있어 표 인 특징과 시사 은 다음과 같이 요약

될 수 있다. 첫째, 인 자원기술개발부가 설립되어 교육부를 체한 국가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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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인 자원개발을 한 로그램의 개발, 시행, 그리고 선택에 있어서는 개인

과 민간의 역할을 보장한다는 이다. 둘째, 노․사, 교육자, 료 등의 참여 하

에 운 되는 SPI 같은 형태의 부처 의회는 도입할 만하다.

라. 독 일

(1) 개요

독일에서는 ‘인력개발’ 는 ‘인력과 조직개발’ 개념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기업 차원에서 근로자의 잠재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 이 있다. 독일의 

경우는 랑스와 마찬가지로 국이나 미국의 경제주의에 기 한 인력자원개발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고 있으나 독일에는 ‘인 자원개발’ 개념이 존재하

지 않지만 정부의 정책들을 살펴보면 많은 정책들이 인 자원개발에 맞추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디지털경제시 를 맞이하면서 독일은 높은 실업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

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독일에서

는 높은 실업을 해소하고 경쟁력 있는 인 자원을 개발하고 이를 해 학습사회

를 구 하는데 주목하고 있다. 디지털경제시 에 응하기 해서는 교육과 훈련

을 시할 수밖에 없고, 특히 청소년들이 격변하는 기술변화에 응하는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그러나 독일의 직업학교에서는 직업교육을 담하고 기업에서는 

직업훈련을 담하면서 이를 연계하는 직업교육훈련 구조를 가지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인 자원개발을 담하는 독립 인 부서를 설치하지 않고 있

다. 다만 연방 노동사회부, 연방 과학기술부, 연방교육연구부가 서로 공조하여 

조정, 력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경쟁력 유지를 한 문

인력 양성교육을 하고,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우수인재를 개발

하며, 기업과 학, 연구기 의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정책을 시행 에 있다.

연방교육연구부는 직업교육훈련 체제에 기 한 과학기술의 발 과 산학 동을 

강화하기 한 교육개 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방경제기술부는 국민의 경제  

복지가 주요 업무로서 취업, 경제 성장, 사회 안정을 한 정책과 경쟁력유지를 

한 신기술 도입과 신을 도모하고 있다. 연방노동사회부는 노동자의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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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련한 법제정과 구직과 구인업무를 한 행정  지원체제를 갖고, 실직 

방을 한 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업발생을 억제하고, 노동사고처리, 연 련 

사업 등을 총 하고 있다. 독일의 인 자원개발 네트워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학과 직업훈련기 이다. 정보화 사회의 성공을 해서는 교육과 훈련이 

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을 시한 교육기 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2) 인 자원개발 정책 추진 체계

독일의 인 자원개발 정책과 련해서 연방 교육․연구부와 그 산하 기 인 

략개발국이 주요 업무를 맡고 있으며, 그밖에 연방 노동․사회부와 국회, 노사

정  등의 인 자원개발 력체제가 존재한다. 연방노동사회부와 연방교육과학

기술부는 직업훈련에 있어 긴 한 조 계를 가지고 있다. 이들 부처는 직업교

육에 한 조언, 직업교육에 한 정기보고, 직업교육  훈련에 한 기타사항

( : 산, 법령, 연구 로그램 부문)에 한 정책수립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독일 인 자원개발에서 특기할 만한 은 노사정 의체이다. 연방 교육연구

부와 연방 노동사회부, 연방경제기술부는 상호 조정과 력 하에 노사정 합의체

제를 구축하고 있다. 노사 양측은 정책 수립과 훈련기 을 개발하는 연방직업훈

련연구소, 훈련 감독과 평가  검정기 을 담당하는 회의소, 노동시장 정책ㆍ

고용 창출·실업자 지원 등을 담당하는 연방노동청 등이 함께 직업교육훈련정책 

수립·운 ·자격검정·평가 등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있다.

학과 직업세계와의 계를 한 기본 인 생산인력체제의 기여는 학 교

육 는 학 졸업자의 양 ·질  자질요구의 문맥에 좌우되기 때문에 경제계 

표들은 모든 학의 공 역에서 활발하게 교육과정에 하여 논의한다. 이

런 과정을 통해 경제분야에서 장기 인 질 ․양  기획이 없으며, 학졸업자

에 한 수요의 증가와 자질의 향상에 해 무 심하다는 경험  보고서가 작

성된 도 있다. 국가 수 의 공 역에 해서는 국가가 학사 규정과 시험규

정에 하여 그 조직과 내용에 하여 구체 으로 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

가는 다만 행정 인 국가 운 의 차원에서 통제기능만을 수행하는 수 이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과 련해서 심을 기울여 볼 분야는 노동 행정의 

역할이다. 연방 노동청은 학진학 희망자, 학생, 학졸업생  고학력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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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1995년부터 연방노동청은 특히 학생과 

학졸업생  경 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학 심 노동행정 

강화의 핵심은 “ 학 ”의 설치․운 으로서 이 기구는 학생들의 진로상담, 

정보제공, 취업 개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재 34개의 도시에 36개의 학

이 운 되고 있으며 이 에서는 학입학자격증 소지자  재학생들을 한 

학수학, 직업 망  노동시장 정보 제공, 학 내의 력자와 노동청과 조 

등을 담당하고 있다.

(3) 인 자원개발 정책  로그램

국제경쟁력 유지를 한 문인력 양성교육은 새로운 기술분야  시장개척

을 한 문인력을 양성하며, 양성기 으로 독연방 직업교육연구소(BIBB), 독

일 역사연구소(로마와 리 소재), 독일 술연구소( 로랜스 소재)를 별도로 설

치․운 하고 있다. 

한 청소년 실업 긴 책(연방고용청, 2000. 2)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25

세 이하 청소년 10만 명에게 일자리 는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인 자원의 

낭비와 유휴화를 방지하고 있다.

최근 독일정부의 ‘Agenda 2010'은 인구 노령화에 비하고 경제부진을 타개

하기 한 경제개  로그램이다. 그  세부개 안 가운데 인 자원개발과 

련된 정책안으로는 교육  연구분야의 투자 확 , 청년 직업훈련 강화, 직업훈

련 장소 확  제공 등이 있다. 

(4) 주요특징  시사

독일 인 자원개발과 연 해서 주목해서 볼 만한 것은 부처간의 역할 분담 

시스템이다. 특히 연방 노동 사회부, 연방교육연구부, 연방과학기술부 등의 업무 

분장과 조이다. 한 노사정 원회 산하의 교육연구부는 정부기  상호간의 

업무 복을 피하고 동시에 업무의 능률을 올리기 해 조정기능을 발휘하면서 

민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최 로 고려하여 정부와 민간의 조를 극 화하고 

있다. 여기서도 우리는 앙 통제 리되는 앙집권  인 자원개발은 시도되

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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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인 자원개발 략  가장 요한 것은 역시 고등교육의 변화이다. 

학수업기간을 단축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며, 다양하고 유동 인 운 을 한 학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학의 교육은 실용학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

고 있으며 필요한 학과를 신설하고 불필요한 학과를 여 미래사회에 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비하여 외국과의 교환학생 

제도를 확 , 강화  외국 교수의 극  입을 해 체류 조건과 취업조건 

완화, 정보통신 분야의 교육과정을 개발, 확   화상 학에 한 지원의 강

화와 자도서 을 설립하여 운 하고 있다.

직업능력의 향상과 연 한 독일 인 자원개발의 기본 방침은 통 인 이원

화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과 운 의 개 을 단행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고 있다. 곧 통 인 학문과 기 과학에 한 지속  투자를 유지하면서도 

지역별, 산업별 단체 등 기업 이외의 각종 교육, 훈련단체가 주도하는 훈련의 

구를 통하여 기업에게  비용으로 인재 양성훈련의 참가를 가능하도록 유도

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통의 고수와 새로운 시 에 응하기 해 첨단분

야 직종의 개발을 지향하는 개방 이며 유연한 교육시스템으로 변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국가수 에서의 인 자원개발 개념은 존재하지 않지만, 인 자원

개발의 개념은 일반교육, 양성  향상 직업교육훈련  평생학습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재 독일에서는 높은 실업을 경험하면서도 기업이 필요한 우수인

력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이에 따라 고실업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갖춘 인

재를 확보하기 한 학습체제의 구축과 인 자원개발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학습체제에는 듀얼시스템으로 유명한 도제제도, 기업차원의 직업

계속교육훈련, 주정부차원의 평생교육, 주정부수 의 계속교육으로서 노조 심

으로 실시되는 정치교육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독일의 인 자원개발은 연방 노동․사회부가 독자 인 인 자원개발

정책을 별도로 시행하지 않고, 연방 교육과학기술부와 긴 한 조 하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인 자원개발정책에 있어 부처간 역할 분담은 고려할 만하다. 

한 노사정  산하 교육연구부는 정부기  상호간의 업무 복을 피하고 동시에 

업무의 능률을 올리기 한 요한 역할을 하는 새로운 공조체제의 모델로서 

민간부문 역할의 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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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랑스

(1) 개요

랑스 역시 ‘인 자원개발’ 개념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1세기 

경제기술을 발 시키고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인 자원개발

이 요하다는 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랑스는 인 자원개발과 련되어 

있는 교육과 훈련, 연구와 기술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 교육은 학교를 통한 

모든 일반․기술․직업교육을 포함하고, 훈련은 학교 밖에서 행해지는 모든 청

소년 훈련, 실직자 훈련, 재직자 훈련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연구는 순수 인

문․사회․자연과학의 연구를 지칭하고 기술은 순수과학의 결과를 응용․개발

하는 것을 지칭한다. 

랑스는 통 으로 기술개발을 소수의 엘리트 집단에 의존해 왔으나  

이를 확 하고 있으며, ‘국립과학연구센터’에만 부여하 던 연구기능을 학과 

연계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인 자원개발과 련하여 사회  트 십의 

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랑스는 인 자원개발을 한 독자 인 기구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도 

세계화의 흐름에 발맞추기 한 노력은 몇몇 기구를 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어떤 면에서 경제주의 인 에서 진행되는 인 자원개발 개념이 자리잡고 

있지 못하다. 

그 지만 첨단 기술을 토 로 한 세계화 과정에 동참하기 한 시도는 진행

되고 있다. ｢ 학 2000년｣(Universitè 2000)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고등교육

의 정비와 발 을 해 학 재정의 인상, 새로운 학과 부서 설치를 2차에 걸

쳐 실시하고 있으며, 직업교육의 발 을 도모하고, 기술분야 학을 집 으로 

육성하는데 을 두고 있다. 1985년부터는 비정규  경험학습에 한 면

인 체계정립과 평가를 시작하 는데 문 이고 교육 인 계획과 경력을 활용

하기 한 동기 부여와 태도뿐만 아니라 문 이고 개인 인 성의 평가

(assessment; bilande competerce)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 다. 700여 개의 공

공  민간 조직의 국가  네트워크는 125,000여명에게 개인 인 평가를 매년 

제공하고, 1992년 입법으로 직업경험을 통하여 습득한 숙련의 정당성을 제공하

으며, 국가자격과 직 으로 연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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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 자원개발 정책 추진 체계

1997년 6월 총선 이후 교육부장 인 알 그르가 입각하면서 기존의 교육부 

명칭을 교육․연구․기술부(Ministere de l'Education, de la Recherche et de la 

Technologie)로 개정했다. 이는 속한 산업변화에 따른 기술개발과 인 자원개

발을 국가수 에서 활성화하기 해 교육, 연구, 기술 업무를 한 부서로 통합한 

것이며, 고용연 부에서는 청소년 직업훈련을 한 특수노동계약  직업경험의 

인증 등을 담당하고 있다. 기타 인 자원개발 련부처로는, 고용․연 부(고용 

련), 문화부(건축국, 음악-무용국), 국방부(에꼴 폴리테크닉: 이공계 최고  인

력양성), 수상 산하기 (국립행정 학원), 농림수산부(농업학교)가 있다.

랑스에서는 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교육과 훈련의 재정지원을 분담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이 원칙을 지키는 범  내에서 지역에 따라 자율성을 보장받는

다. 사회구성원을 크게 고용주집단과 임 노동자집단으로 나 어 사회운 의 동

반자로 간주하며, 민간부문에서 합의한 사항을 입법화하고 정부는 국 으로 

시행하는 일만을 담당한다. 민간이 정책의 이념과 방향을 결정하고 정부가 시행

하는 하의상달 방식의 인 자원개발이 행해지고 있다. 

 하나 특기할 만한 것은 산· ·학 조체제이다. 국가교육연구기술부는 국

립과학연구센터에게만 부여하 던 순수 과학  연구임무를 학과 연계하도록 

함으로써 21세기의 경제-기술 발 에 기여하는 고등교육과 연구체계를 확립하

다. 고등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해 발표된 “U3M계획”(1992. 12)은 지난 7년

동안 400억 랑을 들여 학신설 등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양  팽창에 을 

둔 “U2000(2000년의 학)계획”과는 달리 학생 수 정체 상과 학생들의 학업

수행기간이 차 연장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연구개발  기업과의 산학 동을 

통한 고등교육의 질 인 변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

랑스의 경우 인 자원개발에 있어서 요한 정책결정을 사용자, 노조 등의 

합의체제를 통해 이루고 있다. 시행과정은 정부주도로 이루어지지만 정책결정 

과정은 철 하게 민간부문을 포함한 사회  합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랑스 직

업자문 원회의 경우 사용자  노조 각 10명, 정부 련 공무원 5-6명, 기타 

11명의 각계 표로 교원노조 6명, 학부모 연합 표 2명, 상공회의소 표, 무역

진흥회의소 표, 기술교육자문 원 표로 구성된다.



- 79 -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합하기 해서는 단기기술 학보다 고등기술자자격증 

과정의 육성 필요에 따라 단기기술 학(IUT)증설을 억제하고, 소도시의 학

을 비롯, 단기기술 학(IUT), 고등기술자과정(STS), 기술계  직업계 고등학교

의 기술자원을 재조직하여 소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한 랫폼으로 활용하

고, 소기업과 행당기 과의 계약 체결을 통해 기술이 과 신을 한 동력으

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종합 학 신설을 억제하는 신, 시설 부족

상태에 놓여 있는 인문  시설을 확충하며, 리에 집 되어 있는 인문학연구소

를 지방과 수도권지역에도 신설하 으며, 후생복지시설도 확충하 다. 산학연계

를 하여 도입한 순환훈련제를 통하여 이론은 학교와 훈련기 에서, 실천은 기

업내 생산 장활동을 통해서 습득하도록 하 으며, 각종 순환훈련계약을 해 

기업과 정부가 재정을 분담하고 있다.

(3) 인 자원개발 정책  로그램

랑스의 표 인 인 자원개발 정책 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첫째, 『U3M계획』수립(교육․연구․기술부, 1999. 12) 이다. 이 의 고등교

육 개  로그램 ‘U2000계획’은 학신설 등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양  팽창

에 을 둔 반면, 본 로그램은 학생수 정체 상과 학업수행기간 연장 추세

에 따라, 연구개발  산학 동을 통한 기술개발․고 인력 양성 등 인 자원의 

개발과 고등교육의 질 인 변화를 추구하는 로그램이다.  2000~2006년 기간 

동안 총 450억 랑(정부지원 270억 랑, 각 지역에서 180억 랑)의 산이 

소요되었다. 

둘째, 직업훈련보고서(고용․연 부, 1999. 3)에서는 학교탈락자, 재직노동자, 

실업자 상의 계속직업훈련과 도제 훈련 실시에 한 보고를 하고 있다. 

(4) 주요특징

당장 가시 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술이나 응용학문보다는 학술 반의 잠재

력 확보, 이공계에 한 편  지원이 아니라 인문학에 한 투자 증가와 같은 

방식으로 장기 인 인 자원개발의 효과를 극 화하는 방안을 취하고 있다. 

랑스는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 진학률이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력자원 수 별 개발 략을 통한 개방 역과 폐쇄 역이 공존하고 있으며, 

직업계열 강화  인력 자원의 질 리 방법으로서의 실패를 통한 선발 즉,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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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 탈락하는 학생들을 한 다양한 문직 교육과정이 마련되었다. 한 

엄격하고 신뢰받는 평가제도  강의 주제와 내용의 쇄신을 기하고 있다. 랑

스에서는 체 인 학력수  향상을 하여 학생인구의 80%를 고등학교 졸업

수  즉, 바칼로 아 응시자격 수 으로 끌어올리자는 방안을 1985년 마련하

으며 1989년 공포된 교육방침법에 명기되어 있다. 재 체 학생의 63.7%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바칼로 아 응시자격 수 에 이르게 되었으며 61.7%가 바칼

로 아에 합격하고 있으나 랑스 정부는 학생인구 80%까지 바칼로 아 응시

자격 수  도달을 목표로 설정하고 아직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학력

수  향상과 련하여 교육부장 은 의무교육연한을 행 16세에서 18세로 연

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랑스의 인 자원개발 정책의 주요특징은, 첫째 인 자원의 개발을 하여 

산학 동과 연구기술개발을 시하고, 둘째 연구체제 구축을 통하여 인 자원개

발 인 라를 형성하고, 노동시장의 수요에 히 응하여 자격증제도 등을 육

성하며, 셋째 인 자원의 개발에 하여 정부 부처별 문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으로 요약될 수 있다.

바. 핀란드

(1) 개요

핀란드는 OECD 국가  인 자원개발을 가장 성공 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

가이다. 1980년  말부터 1990년  까지 심각한 경제불황을 겪었던 핀란드 경

제는 1994년 이래 물가, 고성장, 높은 경상수지 흑자 구  등 목할 만한 거

시경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이 경제 사정이 호 된 데에는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 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일반 으로 지식기반사회에 응하기 

한 인 자원개발 계획의 성공에 힘입은 바 크다고 평가된다.

핀란드 정부는 교육, 연구, 문화의 세 가지 역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

제의 성장  지속 인 발달을 한 국가 략의 핵심 분야로 규정하고 있다. 핀

란드는 범국가차원에서 교육, 인 자원개발 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방 정부, 

산업체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교육부가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청소년 정책

에 한 반 인 책임을 지고 인 자원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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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정부는 국가의 지  자본이 경제 성공의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교육과 문화 

부문에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방향을 설정해 놓고 있다. 핀란드 인 자원개발

의 주요 방향은 ‘좋은 교육 정책과 문화정책이 가장 훌륭한 고용정책을 만든다’

는 모토에서 잘 드러난다.

이 략은 정보화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  소외와 

불평등, 정보의 불안정성과 국민의 사생활 노출, 가상경제로 인한 재정기반 약

화, 일상 인 사회  계의 도외시, 새로운 매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험 감수 능력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한 필요에서 구상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련 지식을 습득하고, 지식수 을 고양시키기 하

여 부단히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축 된 새 기술을 범 하게 용해 나가

야 한다. 핀란드는 모든 국민이 정보 활용 능력을 개발하고 지식창출에 참여하

고, 이를 토 로 삶의 질, 지식, 국제경쟁력, 국제교류에서 모범 인 선두주자로 

부상하는 것을 미래 비 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한 인 자원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핀란드는 와 같은 정책 비 을 갖고 1990년  부터 인 자원개발을 한 

교육개 을 단행하 다. 1991년에는 국가교육 원회를 발족하 고 1997년에는 6

개의 개별 부처를 통합하여 교육부를 구성하 으며 1991년부터는 체 교육체

제를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의 이원화체제로 개편하 다.

1995년에는 직업학교 설치법(Polytechnic Act)이 제정되어 핀란드 산업기반 인

력의 산실인 24개의 구 직업학교, 7개의 시범 직업학교가 정부차원의 인증을 

거쳐 창설되었다. 인 자원개발에 한 교육개 은 1995-1999년까지 실행되었던 

정보사회를 비한 교육, 훈련  연구에 한 1차 국가 략 보고서에 잘 나타

나 있으며 핀란드 정부는 2000-2004년까지 2차 국가 략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를 실행하 다. 이들 교육, 훈련  연구에 한 국가 략 보고서는 핀란드의 

인 자원개발에서 비 , 교육과 노하우, 연구개발, 정보서비스, 각 부문간의 연

계  력, 법제도, 물리  환경, 그리고 재정지원에 한 구체 인 실행계획들

을 담고 있다.

(2) 인 자원개발 정책 추진 체계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가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청소년 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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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반 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교육과학정책부(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와 문화정책부(Ministry of Culture)의 두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다. 교육

과학정책부는 일반교육국, 직업교육국, 폴리테크닉국, 학국, 성인교육훈련국, 

과학정책국을 포함하여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고, 문화정책부는 문화국, 술국, 

스포츠국, 청소년국, 문화법령과 재정국 등을 포함하는데, 두 부에 각각의 장

(minister)이 있으며 이를 총  조정하는 기구(Secretary General)를 두고 있다.

핀란드 인 자원개발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가 주도하여 일원화된 인

자원개발계획을 시행하고 있다는 이다. 곧 앙집권  일사분란한 체계를 유

지하고 있다는 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러면서도 핀란드는 공공부문과 민간이 

긴 한 트 십을 유지하고 있다. 핀란드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고 기술(기계공업, 제지, 정보통신 분야)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국가발 이

라는 목표 아래 긴 한 트 십을 유지함으로써 획득될 수 있었다.

핀란드의 연구개발비 투자 비율을 보면 이런 트 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

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재 핀란드는 GDP의 3.1%를 R&D에 투자함 으로써 

R&D 투자율 세계 1 를 기록하고 있다. 1990년 에 어들면서 국제, 민간부문

의 투자가 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재는 연구소  학에서 30%, 기업에서 

70%(그  50%는 NOKIA)를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핀란드 정부  국

민 모두가 학과 기업의 사회  책무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학의 

경우 3가지의 주요 사회  역할을 교육, 연구  지식의 공유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업의 경우에도 산학 력의 역할을 채용(recruitment), 교육과 훈련

(education and training)  연구개발(R&D)로 규정하여 학과 기업의 지식공

유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지식공유의 장은 기업에서 실시하는 네 분야

의 학습활동(learning by doing, self-study, training program, job transfer)을 통

해 구체 으로 실행되고 있다.

(3) 인 자원개발 정책  로그램

첫째, Objective 4 program으로서 이는 이미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변화

에 응할 수 있도록 기술과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한 로그램으로, 

1995~1999 소요 비용은 FIM 1.7 billion으로 정부의 보조(FIM 520)보다 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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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지원(FIM 730)이 더 많았다. 시작 당시의 목표인원은 88,100 명이었으며 이

는 이미 과 달성한 상태다. 

둘째, 총리실의 Tripartite Working Group (1999. 3. 10)을 통하여 성인들의 

자기 주도 인 학습을 장려하고, 학습기간 동안의 수입을 보장해 주어 노령 인

구의 인  자원개발을 도모한다.

셋째, 2001년 수립한 균형발  미래 략(Finland 2015: Balanced Development)

은 모든 연령층에서의 경제활동 참가 증 , 고령화 사회에 비, 교육과 직업훈

련을 통한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등 13개 미래 략을 제시한 바 있다. 주요 과

제로는 ①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출산장려정책, 교육․훈련 신을 통한 입직연

령 단축, ․고령자의 퇴직 연령 연장 등 ② 고령화사회에 한 비: 고령자의 

근로기간 연장, 노인복지정책, ③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청소년 교육의 장 

합성 제고, 성인계속교육 기회 증  등 평생학습사회 구축, 실업자 교육 내실화 

등이다. 

핀란드의 인 자원개발 정책은 학습을 통한 지식공유  창출을 해  다

른 트 십의 형성은 국제  력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핀란드의 주요 

력 상 는 EU로서 CERN, the ESA, EUREKA 등의 로젝트를 통해 이러한 

사업이 구 되고 있으며 USA, Japan과도 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주요 력 

분야는 지식집약산업분야(정보, 커뮤니 이션 기술  IT)로 정부차원에서도 이

에 한 심과 산을 집 하고 있으며 연구결과의 활용도에 을 둔 정책

을 펴나가고 있다. 핀란드는 이러한 활동들을 통하여 인 자원개발 분야에서 고

 연구인력 양성에 주력한 결과, 1995년 이후 연구분야 종사인력이 20%가 넘

게 증가하 으며 박사인력이 지속 으로 배출되어 지난 10년간 2배 가량의 증

가를 보이고 있다.

(4) 주요특징

핀란드 인 자원개발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 주도형의 인 자원개발을 하고 

있다는 이다. 핀란드는 인 자원 개발을 하여 정부조직을 개편하여 교육부

로 하여  인 자원개발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교육부 안에는 복수의 장

(minister)을 두어 업무를 분담 장하는 특이한 편제를 유지하고 있어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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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다기능 인 편제가 일으킬 수 있는 업무의 

복과 혼란을 방지하고, 교육 장의 장성을 반 하기 해 핵심교육과정 제시, 

법과 산의 효율  집행, 연구, 평가 등 교육 장과 직  연결된 실질 인 기

능들을 통합하여 장하는 국가교육 원회를 두고 있다. 

국가교육 원회는 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440개의 시·군·정부의 교육 원회

를 리하며 재 300여 명의 문가로 구성되어 국가정책 지원, 국제 력, 이

해 집단들의 리, 조정, 교육의 질 리기능을 수행한다. 국가교육 원회 업무

는 크게 개발(development education), 평가

(evalution of education), 지원(support services)의 세 가지 역으로 나뉜다. 

개발업무는 교육목표, 내용  방법을 개발하는 것으로 교육기 을 한 표  

핵심 교육과정 개발, 직업교육과 언어교육에서 국가차원의 자격체계 개발, 교육

의 질 향상을 한 로그램 개발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평가업무는 국가차원 

 국제  기 의 교육평가  정보 제공하고, EU, OECD, Nordic과 력하여 

국제 비교 평가 작업을 수행을 말한다. 지원업무는: 학생선발시험, 외국인의 자

격 인증, 교사의 계속교육, 교육공학  자료, 언어  문화  소수계층에 한 

교육 컨설   복지 등의 분야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정보에 한 핸드

북, 안내서  네트웍 서비스 교육시스템의 비용 효과에 한 정보 수집  제

공, 국가  국제 교육정보 통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도 이에 포함된다. 

이 외에도 핀란드는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으로 교육체계를 이원화하여 운 하

고 있다. 이 때문에 학과 산업체와의 연계가 활발하여 연구개발, 산학 력, 

트 십을 통해 지식창출  고 기술의 확보가 가능해진다. 기업과 학간에는 

지식공유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선발, 교육훈련  연구개발의 세 역에서 상

호교환․ 력이 긴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도 R&D 투자율이 EU 

국가들에 비하여 매우 높다는 이 핀란드를 인 자원강국으로 만들고 있다.

핀란드의 인 자원개발 정책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부 내

에 복수의 장 (minister)을 두어 업무를 분담․ 리하는 독특한 편제이며, 둘째 

성인의 교육훈련 참여 비율이 EU 국가 평균의 2배 이상이 되는 국가로서 정부 

각 부처(교육부, 노동부, 통상산업부) 뿐 아니라 민간의 참여가 활발하다는 것이

다. 셋째 교육부의 산  약 EUR 333million이 도박(pool)이나 복권 등에서 

얻어진 수입을 포함하며 이들 산은 주로 술(51%), 스포츠(23%), 청소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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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쓰여지므로 GDP 비 교육비 비율은 낮으나 복권 등 자체수입원 확보로 

재원조달이 가능하다.

사. 싱가포르

(1) 개요

싱가포르는 국토면 으로 보나 인구규모 면으로 보나 서울 정도 규모의 무척 

작은 나라이고,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 비해 천연자원도 거의 없는 자원빈국이

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국제경 개발원(IMD)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 에서 미

국 다음으로 2 를 차지할 정도로 막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싱가포

르가 일 이 지식기반 사회의 변화를 견하고 이에 비하는 산업기반 구축과 

인 자원 개발을 한 여러 정책들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싱가포르는 1997년 ‘국가경쟁력 원회’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제시한 비 과 

략에 따라 지식 기반경제패러다임을 도입하 다. 

싱가포르는 21세기 지식기반경제에 비 하고 경제의 지구 화 과정에서 경

쟁우 를 유지하기 하여 인력부의 주도 아래 「manpower 21」 정책을 추진

하고 있다. 인력부는 인 자원의 효율  리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목

으로 1998년에 설치되었다. 

「manpower 21」은 싱가포르를 고  인 자원의 메카이자 아이디어, 신, 

지식, 정보교환의 센터로 만드는 비 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평생 

직업을 한 지속 인 배움을 하여 정부, 고용주, 노동조합, 사회단체가 상호 

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싱가포르가 희망 인 미래 망 속에서 이

를 실화하기 해 인 자원개발에 주목하고 있음을 말해 다.

(2) 인 자원개발 정책 추진 체계

IMD 국가경쟁력에 있어 싱가포르는 인 자원이 유일한 자원인 국가로서 인

자원이 경제성장과 투자에 있어 결정  요인이다. 따라서 지식 기반경제에 

비해서 일 부터 인 자원개발에 심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국가경쟁력 제

고에 기여하고 인력개발을 효율 , 체계 으로 리하기 하여 1998년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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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인력부로 치했으며, 인력부는 국가 경쟁력을 갖춘 인력의 개발, 알맞은 작

업장 환경 조성, 노동자의 수  향상, 조화로운 노사 계 보장, 외국의 선진 기

술 유치, 외국 노동자 유입의 조   리 등을 담당한다. 인 자원개발 담당 

부서로 그밖에 교육부가 있다. 

즉, 싱가포르는 1998년에 노동부를 개편하여 인력부(Ministry of Manpower, 

MoM)를 설치하여 인 자원의 효율  리를 통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

고 있다. 한 국가인 자원개발계획을 입안하고 략 방향을 설정하고자 국가

인력 원회(Nat'l Manpower Council)를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인력부에

서는 1999년에 ｢Manpower 21｣ 계획을 통하여 싱가포르를 고 인력의 심이

자 아이디어․ 신․지식  정보교환의 센터가 되고자 하고 있다. 여기서는 싱

가포르가 평생직업을 한 지속 인 배움의 심이 되기 해 정부․고용주․

노동조합․사회단체가 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싱가포르 교육

부(Ministry of Education)에서는 ｢Singapore 21｣, ｢싱가포르 교육의 IT마스터

랜｣ 등 교육정책을 인 자원개발과 연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3) 인 자원개발 정책  로그램

싱가포르는 1997년 각계각층의 문가로 구성된 ‘싱가포르21 원회’를 만들

고 새로운 21세기의 비 을 한 총체  국가 략을 세웠다. 이것은 지식기반경

제 구축을 한 종합계획인 ‘Industry21’과, 이를 한 총체  인 자원 개발․

리 종합계획인 ‘Manpower21’로 구체화되었다. 

‘Industry21’은 싱가포르 경제개발청이 1998년에 발표한 것으로서, 향후 10년 

내에 지식기반산업이 싱가포르 GDP 생산의 40% 이상을 차지하게 하고, 이를 

한 고용을 창출하며 싱가포르를 지식기반경제 활동의 심 기지로 만들겠다

는 계획이다.

한편 ‘Industry21’ 계획에 이어 나온 ‘Manpower21’은, 1998년에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인력 개발을 효율 이고 체계 으로 리하기 해 기존의 노동부를 개

편한 인력부(Ministry of Manpower: MoM)에 의해 발표된 것이다. 

‘Manpower21’은 우수한 인력이야말로 사회  부를 이루는 원천이라는 인식 속

에서 싱가포르가 당면해 있던 구조  실업, 노령화, 새로운 정보산업 기술력 부

족 등을 극복하기 한 계획이다. 이것은 앞으로의 노동력 수요에 맞게 노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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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을 변화시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구조  실업을 최소한으로 이기 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Manpower21’은 한마디로 싱가포르를 우수한 고 인력의 

세계  거 (Talent Capital)로 삼고, 모든 지식과 아이디어, 정보의 교환센터로 

만들자는 것으로서, 고 인 자원 정보시스템을 심내용으로 하는 ‘종합 인

자원 개발 계획’, IT산업 등 략 업종을 한 교육․훈련 등 평생교육체제를 

집  지원하는 ‘인 자원 개발 지원 계획(Manpower Development Assistance 

Scheme: MIDS)’이 그 핵심축을 이루고 있다.

2003년에는 『싱가포르의 미래 략(Towards a Dynamic Global City)』을 발

표하 는데, 이 략에서는 잘 훈련되고 교육받은 노동력이 싱가포르 경제성장

의 핵심요소 으며, 향후 싱가포르 발 을 해 인 자본 신이 필요함을 강조

하고 있다. 인작자본 신분야 주요 략으로는 ① 모든 개인의 잠재력 발휘, 

② 인력수 정책의 융통성  다양성 제고, ③ 국제화된 사고방식 육성, ④ 국

외 인 자원네트워크 구축, ⑤ 우수 해외인력 유치, ⑥ 인 자본 리 강화(조

직내 인 자원 리 부서 설치), ⑦ 문화 등 기 환경 강화 등이다. 이를 한 

주요 추진 과제로는 ① 성인 근로자 능력개발을 한 지원, ② 술 교육 등 특

성화학교 개설, ③ 학 정원 확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 밖에 SRP(Skill Redevelopment Program, 1998. 5) 로그램이 있는데 이는 

40세 이상 고령자, 학력 노동자를 한 고용가능성 증진 로그램으로, 경제 

개발 원회, 생산성표 원회, 교육기 (Institute of Education) 등의 조로 구

성된다.

(4) 시사

싱가포르의 인 자원개발 정책의 주요 특징은, 인력부를 설립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인 자원을 개발하기 한 평생학습과 인 자원의 총 이고 체계 인 

리기능을 강화한 이다. 우리나라도 싱가포르처럼 인 자원이 유일한 요소라

는 을 감안할 때 국가 인 차원에서 인 자원개발․ 리에 강력한 정책  노

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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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일 본

(1) 개요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특별히 ‘인 자원 개발’이라는 개념을 별도로 설정하거

나 총 부서를 도입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21세기 새로운 일본의 

장기  국가정책 목표 속에서 무엇보다도 변화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새로운 

인력 양성을 매우 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문부성의 ‘21세기 일본의 구상’에서는 지식과 이해를 시하는 학력 으로부

터 심과 의욕과 태도를 시하는 새로운 학력 으로 환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 각자의 능력과 성을 존 하고 그 능력과 성을 개발할 수 있도

록 평생학습사회를 실 하고, 그 능력과 성을 기반으로 국제화와 정보매체의 

격한 보 에 따른 사회변화에 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교육개 의 원리에서

도 잘 드러나 있다. 

일본에서는 교육개 을 행정개 , 재정구조 개 , 경제 구조개 과 연계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이 인 자원개발에 해 총체 으로 근하고 있음

을 시사해 다. 이러한 총체  근 략은 국제경제, 외교안보, 국내경제, 정

부공공, 개인생활, 지역사회 등의 실무그룹에서 범 한 과제에 한 심의를 

거쳐 ‘2030 달성해야할 바람직한 모습’을 체계화한 일본의 21세기 비 ’에 잘 

나타나 있다. 

일본은 2001년 1월에 문부성을 기존의 과학기술청과 통합하여 ‘문부과학성

((文部科学省)’으로 개편하 다. 이는 21세기 일본의 주요 정책과제로서 제기된 

‘창조  인재 육성’과 ‘첨단 과학기술 육성’, ‘학술과 문화의 진흥’이라는 목표를 

충실화하기 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창조  인재 양성’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인 자원의 개발을 21

세기 새로운 일본 형성의 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 일본은 ‘문부과학성’을 심

으로 이를 한 구체  교육개 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이 추구하는 교육개 은 

‘새로운 학력(学力) 의 형성’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학

력’이란 지식의 습득이나 이해보다는 학습자의 극  의지와 심, 태도, 창조

 능력 등을 요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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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이러한 변화된 시 의 교육을 해 각개인의 능력과 성을 시하는 

교육, 생애 어느 시 에서든 교육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일본에서는 生涯学習

이라고 한다) 사회’의 실 , 세계화의 진 과 지식기반사회라는 사회변화에의 

극  응이라는 교육개  방향을 설정해 놓고 이를 실행해나가고 있다.

(2) 인 자원개발 정책 추진 체계

일본의 경우, 인 자원개발 정책은 정부조직법상의 앙성청의 임무지만, 정

부조직법상 인 자원개발을 주요임무로 하고 있는 앙성청은 없다. 그 신 소

업무 추진과 련하여 인 자원개발 련 정책을 성단 에서 자체 으로, 

는 여러 성청이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총리직속의 내각부가 인 자원개발정

책의 종합 인 조정업무를 담당한다. 

문부성은 평생학습국을 설치, 학교교육의 증진, 사회교육, 평생학습에 기여하

는 문화와 스포츠의 증진을 도모하고, 노동성은 평생직업능력 개발정책을 장

하며, 문부과학성은 교육진흥  생애학습 추진, 풍요로운 인간성을 갖춘 창조

인 인재육성, 학술과 스포츠  문화진흥, 과학기술의 종합  진흥, 종교에 

한 행정사무 등을 수행한다. 후생노동성은 사회복지․사회보장  공 생의 

향상과 증진, 노동조건과 노동자의 근무환경 정비, 직업 확보 등을 담당한다. 과

학기술성은 원자력 개발, 인재 양성, 문화청은 일본어 교육 지도자 양성, 농림수

산성은 여성 농업경 자 육성을 맡고 있다. 통상산업성은 산학연계  정보화인

력 양성을 담당한다. 한 각 성청은 특정 기술 는 특정 직업 인 자원개발과 

련, 각각 고유정책을 수행한다. 

한편, 2001년 정부조직 개 을 통해 평생학습정책(직업교육체제 포함)을 장

하고 있는 문부성과 과학기술진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학기술청을 문부과

학성으로 통합하여, 교육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의 통합을 꾀하 다.

(3) 인 자원개발 정책  로그램

2002년 8월 문부과학성은 인 자원 강화 략으로 『새로운 시 를 열어갈 믿

음직스런 일본인 육성』을 발표하 다. 이 략의 6  과제로는 ① 학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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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회성 배약, ③ 고 인재 육성, ④ 학 개 , ⑤ 문화력 제고, ⑥ 일본인의 

세계화 등으로 이를 한 Actiona plan에는 특정목 고 설립, 교원양성  평가 

강화, 외부교사인재 활용, 연구지원․산 학연계․지차제연계 등을 통한 고 인

재 육성  지 클러스터 창출, 문 학원을 통한 고 문인력 육성, 국립  

법인화를 통한 학개 , 유학생 상호교류, 원어민 강사 활용  고교생 유학 

장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인 자원개발 로그램으로는 첫째, National Lifelong Learning Festival은 지

방정부 등과의 력 하에 개최하여 일반인들의 평생 학습에 한 인식을 제고

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행사(집회)로 고등교육 부문까지 야간․주간 코스의 선

택, 특별 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해 성인학습자의 근가능성을 확 하 다.

(4) 주요특징

일본의 경우, 인 자원 개발을 한 별도의 명시  정책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일본 사회는 모든 사람이 평생 어느 시 에서든지 자유롭고 균등

하게 학습의 기회를 선택하여 배우는 ‘평생학습 체제’를 통하여 각 지역의 장애

인, 비식자, 도탈락자 등 배움의 기회를 놓친 청소년, 실업자 등이 자신의 개

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이러한 평생학습사회를 실 하기 해 문부과학성과 각 

교육 원회는 물론 직업능력개발센터나 지역의 공민 (公民館: 일본의 주민자치 

문화센터), 사회복지 기  등 평생학습과 련한 시책을 추진하는 각종 행정기

, 민간 각종기 과 단체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

다. 바로 이러한 계 기 과 단체간의 연 ․ 력체제, 그리고 그를 한 지방

정부와의 조 체제가 일본의 인 자원개발 련 정책의 가장 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장애인, 부라꾸민(部落民: 일본의 피차별집단), 재일 외

국인 등을 한 ‘인권교육’ 시책과 더불어 각 지역단체, 민간사회 단체와 연계

하여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평생학습 체제를 해 각각의 지방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

의 실정과 요구에 맞게 지역의 공민 , 도서  등의 학습시설을 정비하고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간단체들도 사회통신교육, 문화센터 등을 통해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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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이들의 활동을 더욱 진하기 해 첫째, 평생학

습 진흥에 한 제도 정비, 둘째,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차원에서 실시하기 어려

운 국 규모의 학습기반 정비, 셋째 지방공공단체의 권한 강화를 포함한 여러 

가지 지원책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자. 호 주

(1) 개요

호주는 비교  안정 인 경제발 의 기조 에서 아․태 지역권에서 가장 잘 

균형잡힌 인 자원 개발 정책을 잘 추진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미

국식 인 자원 개발 개념을 사용하기보다는 교육과 훈련을 어떻게 세계 노동시

장에 잘 용시켜 사회  손실을 게 하는가에 좀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

다. 즉 경제  인력계획의 개념으로서 인 자원 개발이란 용어를 공식 으로는 

잘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한 정책 변화는 1998년 기존의 고용․교육․훈련

부(Department of Employment, Education and Training: DEET)를 교육․훈

련․청소년부(Department of Education, Training and Youth Affairs: DETYA)로 

개칭한 데에서 잘 드러나는데, 이는 교육․훈련의 목 이 평생학습  에서 

학교교육을 후한 효과 인 교육․훈련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음을 보여 다. 

호주에서 인 자원개발은 기업내 조직원의 교육훈련과 개발에 련된 모든 

활동을 의미하고 있다. 특히, 호주에서는 모든 국민이 교육수 이 높고 공정하

고 개방된 사회에 생산 이고 보상을 받는 삶을 하는 데 필요한 지식, 이

해, 기술, 가치를 습득하도록 최 한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해 

학교는 모든 학생들에게 종합 이고 한 로그램을 제공하고 기업체는 직

업교육훈련 부문에서 지도 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 기 되고 있다. 

호주에서 인 자원개발의 문제는 정부, 학교와 직업교육훈련기 , 학생과 학

부모, 산업체와 고용주와 근로자가 긴 한 연계 속에서 해결해나가야 하는 문제

로 인식하고 있다.

(2) 인 자원개발 정책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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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인 자원개발 정책과 련해서는 1991년에 설립된 교육고용훈련청소

년부(DEETYA : 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Training and youth 

Authority)가 추 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통계청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에서는 인 자원개발과 련된 다양한 백업데이터를 체계 으로 수

집․ 리하고 있다. 

즉, DEETYA는 교육, 훈련  고용정책의 유기  련성을 인식하여 인 자

원개발에 한 제반 정책을 통합 으로 수립하고, 통계청(ABS)에서는 인 자원

개발과 련된 다양한 자료를 체계 으로 수립․ 리하고 있다. 

그밖에 1998년 구성된 School to Work Transition Task Force(교육훈련청소년

부의 작업반)와 EdNA(Education Network Australia)와 같은 조직 등이 있다.

(3) 인 자원개발 정책  로그램

교육훈련청소년부, 산업기술통신부 주도 하에 Best Demonstration Program을 

실시하여 작업장 개 과 노동자의 문해력 증진 (Workplace English Language 

and literacy Program)을 도모하고 있다. 

한 JPP(Jobs Pathway Programme)는 학교에서 직업 세계로 환하는 과정

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 주는 로그램으로 고용과 계속 인 학습, 학교에서의 

직업교육 로그램 이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JPET(Job Placement, Employment and Training)는 15~21세 청소년, 

특히 실업 이거나 불우한 계층의 청소년들이 직업능력을 배양하고 알맞은 일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로그램이다.

(4) 주요특징

호주의 인 자원개발 정책은 국가  수 에서의 응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세계시장에 응할 수 있는 국제 감각을 키우고 동시에 교육이 학교교육이라는 

일정 시기를 벗어나서 평생에 걸친 자기 개발이 가능하도록 일과 교육․훈련을 

연계시킨다는 데 일차  특징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와 일을 연계(School 

to Work)시키는 략은 모든 교육․훈련 행정의 기본이다. 즉 고용가능성을 높

일 수 있도록 진로지도교육, 태도교육, 직업교육, 도제훈련, 산업훈련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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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기존의 지식 달 심의 학교교육에 국한시키려는 발상을 과감히 던져

버리고 일할 가능성을 지닌 사람(workable person)을 양성하는 것을 교육․훈

련의 주목 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호주는 이 의 고용(employment) 부문을 경제, 산업 부문으로 이

하고 교육과 훈련 부문을 청소년 정책과 통합 리하여 실질 인 인 자원 

개발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 다. 즉 의무교육 단계는 학교교육 부서가, 의무교

육 이후의 단계는 청소년부가 분담하되, 직업훈련에 해서는 양부서 뿐만 아니

라 정부 다른 부서도 긴 하게 조하고 있다. 실제로 부처간의 조정, 력을 

해 주제별 특별 원회(taskforce committee)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 

이 듯 호주의 인 자원개발 정책은 첫째, 지속  학습과 훈련을 가능  하는 

평생학습사회의 기반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둘째 교육, 훈련, 청소년 업무를 동

시에 담당하여 교육과 직업간의 연계가 용이하고 특히 직업기술 교육에 한 

다수의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이 그 특징이다.

2. 국가별 인 자원개발 추진체계의 특징  시사

가. 국가인 자원개발의 개념에 한 이해

국가수 에서 “인 자원개발”의 개념을 설정하고, 동 개념을 정책의 틀로 활

용하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그러나 부분의 나라들은 21C 지식기반사회에

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해서는 우수인재를 양성․활용하는 것이 필수 이라는 

인식하에 동 개념과 유사한 개념 하에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1993년에 인 자원개발부(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를 설치하여 운 하고 있는 외 인 경우로서, ‘인 자원개발’이라는 

용어를 명시 으로 사용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인 자원개발을 국가경쟁력 제

고를 한 최우선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모든 국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한 핵

심가치로 인식하고 있다.

국의 경우 인 자원개발은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개인의 취업가능성을 제

고하는 주요 정책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이 미국․독일․ 랑스 등에 비

해 생산성이 크게 뒤떨어지는 것은 인력 특히 간수  인력의 낮은 기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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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비롯되고 있으므로 이를 제고해야 한다고 단하고 있다. 토니 블 어 총

리는 "교육은 최선의 경제정책이다"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다. 인

자본에 한 투자는 21C 지식기반경제에서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소가 될 것

이며, 교육을 새로운 국건설을 한 비 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학습사

회의 구 은 국가번 을 여는 핵심 열쇠로서, 사회  포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이다. 이에 따라 국은 청소년  성인 등에 한 국가학습목표(Nat'l Learning 

Target)를 설정․운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고도기술직업이 다른 직업에 비해 3배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

이고 있으며, 고용주들은 질 높은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반면 수많

은 근로자들은 기술이 낮거나 없어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해, 즉 새로운 고도기술직업에 필요한 고 인력을 양성하고, 

근로자들에게 취업능력을 갖추어주기 해 IT기술의 습득 등 계속교육을 확

하는 등의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국가수 에서의 인 자원개발 개념은 존재하지 않지만, 인 자원

개발의 개념은 일반교육, 양성  향상 직업교육훈련  평생학습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재 독일에서는 높은 실업을 경험하면서도 기업이 필요한 우수인

력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이에 따라 고실업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갖춘 인

재를 확보하기 한 학습체제의 구축과 인 자원개발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학습체제에는 듀얼시스템으로 유명한 도제제도, 기업차원의 직업

계속교육훈련, 주정부차원의 평생교육, 주정부수 의 계속교육으로서 노조 심

으로 실시되는 정치교육 등이 포함된다.

OECD에서도 인 자원개발의 개념을 명시 으로 사용하기보다는 평생학습체

제의 구축을 통하여 인 자본 스톡을 제고하는 략을 활용하고 있다. 유아교육 

 보육, 등교육, 학교육, 근로자교육훈련, 조기퇴직자 교육훈련 등을 포

하여 학습기회를 확 제공하고 학습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평생학습체제를 구

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원․자본, 기   원천 기술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 자

원개발을 통해 우수 인 자원을 양성하고 국가경쟁력을 획기 으로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국가수 의 인 자원개발의 개념을 설정․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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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인 자원개발 추진체계의 특징 

(1) 효과 인 인 자원개발을 한 정부체제의 구축

일부 국가에서는 인 자원개발을 담하는 부처를 신설하여 국가 인 자원개

발에 한 투자, 노동 정책 등을 총 ㆍ조정하는 기능을 맡기기도 한다. 캐나다

는 재의 인 자원기술개발부의 신인 인 자원개발부(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를 1993년에 설치하여 연방정부기구로서 학교교육, 계속

교육, 고용서비스, 실업 책, 장애인 교육 등 인 자원개발에 한 반  정책

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연방수 에서 교육부는 없으며, 주교육장 의회

(Council of Education Canada, CMEC)를 통하여 교육에서의 정보를 공유하고 

리더십을 제공한다. 교육과 련통계의 개발  서베이 실시 등은 캐나다 통계

청(Statistics Canada)에서 담당한다. 인 자원개발부에서는 국민들의 고용가능성

을 증진시키고 실업자로 하여  직장을 구하도록 하며, 문해방지 로그램을 지

원하고 평생학습, 학교에서 일로의 이 등을 연구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싱가포르에서는 1998년에 노동부를 개편하여 인력부(Ministry of Manpower, 

MoM)를 설치하여 인 자원의 효율  리를 통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

고 있다. 한 국가인 자원개발계획을 입안하고 략  방향을 설정하고자 국

가인력 원회(Nat'l Manpower Council)를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인력부

에서는 1999년에 ｢Manpower 21｣ 계획을 통하여 싱가포르를 고 인력의 심

이자 아이디어․ 신․지식  정보교환의 센터가 되고자 하고 있다. 여기서는 

싱가포르가 평생직업을 한 지속 인 배움의 심이 되기 해 정부․고용

주․노동조합․사회단체가 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싱가포르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에서는 ｢Singapore 21｣, ｢싱가포르 교육의 IT마스

터 랜｣ 등 교육정책을 인 자원개발과 연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른 일부 국가에서는 련부처의 통폐합을 통하여 교육과 산업 장의 긴

한 연계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학교교육, 계속교육, 고용지원 서비스  실업 책 

등 인 자원개발  리 기능을 국가 수 에서 통합 으로 수행한다. 국에서

는 교육부와 노동부를 통합하여 교육고용부로 개편하 다가 다시 2001년에 교

육기술부(Department for Education & Skills)로 개편하 으며, 통상산업부와의 

조체제도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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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에서는 속한 산업변화에 따른 기술개발과 인 자원개발을 국가수

에서 활성화하기 해 1997년에 교육, 연구, 기술 업무를 한 부서로 통합하 으

며, 고용연 부에서는 청소년 직업훈련을 한 특수노동계약  직업경험의 인

증 등을 담당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고용ㆍ교육ㆍ훈련ㆍ청소년부에서 련된 다수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2001년 문부성과 과학기술청을 교육과학기술성으로 통합하

여 운 하고 있다.

미국은 인 자원개발을 담하는 부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연방 교육부․

노동부․통상부 등이 고유기능을 수행하면서 사안별로 유기 인 력 계를 맺

고 있다. 그러나 인 자원개발의 핵심사항이 교육 련 내용이므로 교육성이 주

도 인 역할을 한다. 연방교육부는 평생학습에 한 투자, 성인의 교육  훈련

에 한 경비를 지원한다. 연방노동부도 직업훈련국을 심으로 빈곤계층의 도

제제도 등록을 진하기 한 Step-Up 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인력개발 기능

을 담당한다. 그러나 교육부와 노동부의 통합 는 교육부의 해체 등이 계속하

여 논의되고 있다.

독일에 인 자원개발을 총 하는 부처는 없으나 연방교육연구부(1998), 연방

경제기술부, 연방노동사회부가 련되어 있으며, 여기서 심이 되는 부처는 연

방교육연구부이다. 연방교육연구부는 연구를 통한 과학기술의 발 과 산학 동

을 통한 직업교육훈련체제를 강화하기 한 교육개 을 추진하고 있다. 연방노

동사회부는 실업자, 여성, 장애자 등 소외계층의 인 자원개발을 한 정책에 

력하고 있으며, 연방경제기술부는 학과 직업훈련기 에 새로운 기술을 제공

함으로써 인 자원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한 연방교육과학기술부는 직업훈련

을, 주 교육부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 교육부장  회의 등 정부부처 간 

조정과 력 공존 하에 노사정 합의체제가 운 되고 있다.

(2) 인 자원개발을 한 공공투자의 확

많은 선진국에서는 인 자본에 한 투자가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에서 성패

를 좌우하는 핵심요소가 될 것으로 인식하고, 이에 한 투자를 확 해나가고 

있다. 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 많은 나라에서 인 자원개발에 한 정부 산

을 확충하거나 기존 산의 효율화를 통하여 보다 많은 인 자원수요에 부응하

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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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노동력 향상을 한 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을 제정

하여 ① 속하게 변화하는 작업 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고도

의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여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키고, ② 국가의 생산력과 경

쟁력을 증 시키며, ③ 복지정책에 한 의존성을 이고자 하고 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첫째, 일 달체계(one-stop delivery system)를 구축하여 조직화

되어 있지 않은 다양한 고용과 훈련 로그램을 통합 는 연계하고, 둘째, 개인

의 고용기회를 증진하기 하여 개인훈련구좌(individual training account)를 통

해서 개인의 경력을 스스로 리. 운 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재원을 제공하며, 

셋째, 주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직업훈련제공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넷째, 지

방 원회와 민간부분이 강력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며 이 때 정부는 정책의 

기획과 감독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3) 인 자원개발에 있어서의 공공-민간 트 십 구축

인 자원개발에 있어서는 우선 련 정부부처 간 정책을 조정․강화하여 시

지 효과를 극 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일본의 경우 총리 직속의 내각부가 조

정 역할을 담당하여 업무의 복과 혼선을 방지한다. 독일의 경우 연방의 교육

연구부, 경제기술부, 노동사회부  훈련 직종 개발과 련된 연방부처는 경

자 표, 근로자 표, 주정부 표들과 함께 연방 직업훈련연구소(BIBB)의 앙

원회를 통하여 독일의 요한 인력개발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한 앙정

부는 직업훈련법에 근거하여 기업차원의 장직업훈련을 장하고, 지방정부는 

학교법에 따라 직업교육, 일반교육, 평생교육을 장함으로써 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조체제를 유지한다. 이러한 앙정부와 민간간의 트 십의 구축은 

크게 사회  합의에 의한 트 십, 산업체와 학교 간의 트 십, 산업체에 의

한 인 자원개발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가) 사회  합의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사업 추진

한, 독일, 랑스, 캐나다 등 상당수의 선진국에서는 인 자원개발 략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 기업  근로자 삼자 간 자문기구 는 원회

를 설립하여 력을 강화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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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표, 노동계 표로 구성된 합의체(BIBB)에서 국가의 인 자원개발 

련 정책을 심의한다. 여기서 정부와 민간기업은 동등한 력자로서의 역할이 분

명함으로써 정부가 민간부문의 직업훈련에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않게 됨에 따

라 이원화제도가 성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독일 노조는 직업교육훈련정

책의 수립․운 , 자격검정  직업훈련평가에 이르기까지 요한 정책결정에 

사용자단체와 동수로 참여하게 한다. 이는 독일의 사회  합의를 의미하며, 사

회  안정과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는 결정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

가되고 있다.

랑스의 경우 인 자원개발에 있어서 요한 정책결정을 사용자, 노조 등의 

합의체제를 통해 이루고 있다. 시행과정은 정부주도로 이루어지지만 정책결정 

과정은 철 하게 민간부문을 포함한 사회  합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랑스 직

업자문 원회의 경우 사용자  노조 각 10명, 정부 련 공무원 5-6명, 기타 

11명의 각계 표로 교원노조 6명, 학부모 연합 표 2명, 상공회의소 표, 무역

진흥회의소 표, 기술교육자문 원 표로 구성된다.

캐나다에서는 사용자, 노조, 교육기 , 정부가 20개의 산업 부문 의회(Sector 

Council)를 운 하여 산업별 인력개발정책을 추진한다. 민간기업이 인 자원개

발에 주도 인 역할을 수행하고, 인 자원개발부는 이를 지원하는 정부와 민간

부문의 조체제가 갖추어져 있다. 사용자, 노동조합, 교육기 , 정부  산업의 

다른 산업의 표들 간에 트 십이 형성되어 인 자원개발과 련된 조정역

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 호주에서는 연방정부 부처 간, 연방-지방 정

부, .민.산업체 간 다양한 사회  의체 운 을 통해 인 자원개발 사업이 추

진되고 있다.

국에서의 인 자원개발은 훈련기업 의회(TECs), 국훈련기구(NTO) 등 정

부와 민간부문의 트 십에 의해 운 되고 있다. 신도제제도(Modern 

Apprenticeship)와 국가훈련생제도(Nat'l Traineeship) 등은 훈련생, 훈련기업

의회, 사업주의 삼자가 정을 체결하여 추진된다. 정부는 재정지원  로그

램을 정하고, 실제 교육훈련은 민간기구가 제공한다. 학교와 학, 민간공 자들

은 시장원리에 따라 교육훈련시장에서 기 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기 해 경쟁

하게 된다. 사회  트 십을 형성하여 노동조합의 교육훈련에 한 역량을 늘

려주기 해 노조학습기  등을 조성.운 하고 있다. 사용자의 근로자 훈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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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발  기여에 의한 교육훈련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노사정 간 합의에 

의한 교육훈련이 사회정의의 측면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한

편 미국에서도 직업교육훈련에 있어서의 노조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교육.

훈련 로그램에 한 노조의 극  참여를 유도하여 단체 상  자체 교육

사업을 통하여 교육.훈련을 노조의 주력사업으로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나) 산업체와  학교 간의 트 십 강화

. 등  학에서의 인 자원개발이 장 합성을 지니기 해서는 교육과

정 개발  운 과정에서 산업체와 학교가 긴 하게 력해야 한다. 미국의 연

방교육부는 기업이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결과와 이익에 한 

실행계획서인 “ 력의 불가피성”(The corporate imperative)을 1998년에 발표하

다. 물론 미국에서는 인 자원개발을 민간이 주도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

하고 있지만, 능력 있는 근로자를 양성하기 하여 기업과 학교의 ‘ 략  력

계’의 설정이 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재학 에 실시하

는 인턴십 제도 등을 통해 장지향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독일에서의 기업

체와 학교 간의 조는 교육과정의 연속성과 함께, 기업체와 학교 두 훈련장소

에 한 시설장비 외에도 직업훈련 문가가 확보되어 있음을 말해 다고 할 

수 있다.

랑스에서는 기술 랫폼을 형성하여 소도시의 학을 비롯하여 단기기술

학(IUT), 고등기술자과정(STS), 기술계  직업계 고등학교의 인력자원을 포함

한 기술자원을 재조직하여 소기업의 신기술 연구개발을 한 기술 랫폼을 

형성하고 있다. 기술이 과 신을 한 동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기술 랫폼 이

용은 소기업과 해당기 과의 계약 체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한 랑스에서는 순환훈련제를 실시하여 이론은 학교와 훈련기 에서, 실습

은 기업 내 생산 장 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종 순환훈련 계

약에 따르는 재정부담은 기업과 정부가 분담하고 있다. 동 제도는 장기실업자와 

청소년을 상으로 하며 일종의 도제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호주의 신도제제도(New Apprenticeships)는 술  미디어, 미용, 보건, 소

매, 농업, 원 , 오락,  등 더욱 많은 산업 분야에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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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새로운 지원  일제  정시제 등 신축성 있는 훈련도 제공하고 있다. 

신도제제에서 좋은 도제를 선발하는 것은 고용주의 책임으로 되어 있으며, 재학

인 학생들을 도제로 고용할 수도 있다. 고용주는 새롭게 시작하는 도제와 훈

련생을 한 공공훈련기 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원은 해당 지역 정부

에서 수행한다. 도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직업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신도

제제 센터(New Apprenticeships Centres)는 고용주와 도제생들을 지원하며, 지

원방법에는 신도제제도에 한 정보 제공, 도제제도 지원업무 리, 도제제도의 

홍보  활성화, 고용주와 도제들을 지원하기 한 주.자치구 훈련청  다른 

기 들과의 력 등이 있다.

(다) 산업체에 의한 인 자원개발

미국에서는 학교에서 직업으로의 이행(school to work)에서 직업에서 직업으

로의 이행(work to work)으로 환되고 있다. 이는 기업이 인력개발에 한 수

동 인 자세에서 벗어나 기업 스스로 교육기   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인

력개발을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연결시키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업의 

직 인 교육제공의 로는 IT분야의 마이크로소 트, 선마이크로시스템, 시스

코 등의 기업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동 과정에서는 IT 산업부문에서 설정된 표

에 따라 자격증도 부여하고 있으며, 리 통용되고 있다.

기업의 작업조직 자체 는 직무 장을 학습조직화하여 인 자원개발을 최

화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경주되고 있다. 특히 지식집약기업 등에서는 작업장 등

에서의 학습기회를 향상하기 해서 근로자 훈련 로그램과 함께 직무  기업

의 조직과 구조가 능력개발과 학습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지에 을 

맞추고 있다. 최근 OECD가 실시한 지식 리 검토사업에서는 학습이 직업생활

의 우연한 부산물이 아니라 조직운 에서 의도 으로 계획된 결과일 수 있다는 

을 보여주고 있다. 학습 지향 인 작업장이 될 수 있는 요인으로는 분권화되

고 수평 인 리조직, 근로자의 직무경험 분석 장려, 심의 생산체제 활용, 

생산과정에 한 새로운 문제 제기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직무 장

에서의 근로자 능력개발에 한 최고경 자의 인식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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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서는 기업의 근로자에 한 훈련 투자를 장려하기 해 훈련투자의 성

과가 우수한 기업을 인정해주는 인력투자자(Investor in People: IIP)제도를 1991

년부터 운 하고 있다. 동 제도는 정부가 계속교육훈련에 직 으로 재정지원

을 하지는 않지만 근로자 훈련을 권장하는 효과가 있으며, . 기업의 45%, 1

만개의 소기업에게 IIP 인증을 부여할 계획을 가지고 시행되었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 싱가포르에서도 인 자원개발 투자가 활발한 기업을 인

증해주는 인 자본투자 인증제(People Developer)를 1998년도에 도입하 다. 도

입 첫해에는 23개 기업, 1999년에는 70여개 기업이 인증을 획득하 다. 동 인증

의 평가기 은 기업에서 인력개발에 념을 다하는지, 이를 실행하는지, 한 

이를 하게 사후 리하는지 등이다. 정부는 People Developer 인증기업에 

해 기업들에게 컨설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기업개발기 (Enterprise 

Development Fund, EDF)을 통해 기업의 필요 경비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다. 주요국 인 자원개발 추진체계의 시사

주요 국가의 인 자원개발 정책  추진체계 등을 살펴보는 것은 국가 인

자원개발 정책과 략의 방향을 수립하는데 많은 시사 을  수 있다. 주요 국

가의 인 자원개발 정책  추진 동향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 은 

체로 다음과 같은 6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정부의 직  개입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평가 시스템을 통하여 행ㆍ재정 

지원을 강화하며, 의체 기능을 활성화하여 의사결정에 있어서 공공  민간 

부문의 요구를 극 으로 수용하고 있다. 나아가 인 자원개발에 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수반되며, 정부는 주로 인 자원개발을 한 인 라에 집

으로 투자(국가학습망 등)하고 있다.

둘째, 교육-자격-기술간의 상호 연계성의 강화를 하여 일반 교육, 직업교육

훈련, 자격제도를 제도 으로 연계하려는 일련의 개 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인 자원개발과 활용에 있어서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낭비  요소를 배

제할 수 있다.

셋째, 각 개인에게 노동시장 정보, 구인, 구직, 직업분석, 직업진로 등의 정보

를 제공해 주기 해 통합 인 노동시장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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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있으며, 실무 직업 경험에 의한 지식을 평가, 인증하는 체제를 확립하고 

지역 산업체와 학간의 트 십을 강화하고 있다.

넷째, 학교와 직업(school to work, work to school), 직업과 직업(work to 

work) 등의 다양한 연계 시스템  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 

교육과 직업 세계의 요구를 조화시키고 직장이 하나의 학습조직으로 변화하도

록 추진하고 있다.

다섯째, 노동자ㆍ회사 표ㆍ교육 계자ㆍ정부 등이 참여하는 산업부문 의회

를 구성하여 산업부문별 인 자원개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연구함으로써 보다 

효율 인 국가 차원의 인 개발 정책과 과제를 제시하고, 인 자원의 문제를 해

결하기 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선진제국의 인 자원개발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야 할 특징은 

공정한 평가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는 이다. 학교육에 한 평가나, 자

격에 한 평가, 시스템 검 등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의 신뢰

성 있고 객 인 평가체제의 효과 인 구축이 국가인 자원개발에 상당 정도

의 시 지 효과를 내고 있다.

이처럼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련 부처의 통폐합을 통해 교육과 산업 장의 

긴 한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학교교육, 계속교육, 고용지원 서비스  실

업 책 등 인 자원개발  리 기능을 국가수 에서 통합 으로 수행하고 있

으며, 이를 해 정부 산이 확충되거나 기존 산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인 자원개발을 한 다양한 정책과 략들이 제안되고 

있는데, 련 부처간 정책조정 강화를 한 노력, 산업체와 학교간 트 십 구

축, 정부와 민간의 력체제 구축,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능력 육성에 

한 심 등은 재 우리나라의 인 자원개발 논의에서도 주요 쟁 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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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NHRD 지식생산체계 황  실태

 

1. 우리나라의 NHRD 지식생산체계 황

가. 국내 NHRD 련 학회

본 장에서는 국내 국가인 자원개발  인 자원개발의 지식생산을 한 학

회차원의 노력을 탐색하고자 하 다. 이를 하여 교육학 역과 경제  경 학

역에서 직 간 으로 련된 학회들의 설립취지와 목 , 주요사업, 그리고 

최근 수년간 개최된 학술 회 주제  발표논문을 분석하 다. 

(1) 국내 NHRD 련 학회: 교육학 역

교육학 역에서 국가인 자원개발  인 자원개발의 지식생산을 한 학회

차원의 노력을 살펴보기 하여 한국인력개발학회, 한국산업교육학회, 한국기업

교육학회, 한국성인교육학회, 한국평생교육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 그리고 한국

교육공학회를 분석 상으로 하 다. 연구목  달성을 하여 각 학회별로 설립

취지와 목   주요사업, 학회 연 , 인 구성원, 최근 수년간 개최된 학술 회 

주제  발표논문, 그리고 학술지 논문들을 분석 상으로 하 다. 

(가) 한국인력개발학회

21세기 지식정보화 시 의 도래로 지식자본이 경제를 지배하는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우리 사회는 인력개발에 한 많은 연구와 논의가 활발하 다. 그

러나 무 분업 이고 편 이어서 미래를 측하고 창의 이며 통합 인 종

합  근이 부족했다는 인식하에 한국인력개발학회가 출범하 다. 

□ 학회 목   주요 사업

한국인력개발학회의 회칙에 의하면 ‘21세기 지식 자본시 를 비하고 인력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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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에 한 이론과 실제를 과학 으로 연구하여 신과 변화를 주도하며 창의

이고 성과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인력개발 분야의 학문  발 과 실천에 

기여함’을 목 으로 하고 있다. 이 목 에서 핵심어는 “인력개발”, “ 신과 변

화”, 그리고 “생산성 향상”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들 핵심어는 오늘날에도 

HRD 분야에서 회자되고 있는 주요 용어이기도 하다. 

한 회칙 상에 언 된 한국인력개발학회의 주요사업을 보면 학술 회 개최, 

학술지  출 물 간행, 외부기   타 학술단체와 공동연구  학술행사 개

최, 회원의 유 와 권익증 를 한 활동, 인력개발 문가자격제도 운 , 그리고 

회원의 연구활동 조성을 한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인력개발학회는 

매년 정기 인 학술 회를 개최해 왔으며, “인력개발연구”라는 학술지를 매년 2

회씩 출 하고 있다. 한 국내 HRD 련 학회 가운데 최 로 2006년 3월 

“Workforce Development" 포럼을 2달에 한번씩 개최하여 개별 회원의 학술논

문과 실천 지향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 학회연

한국인력개발학회는 1997년 IMF 기를 맞아 국가의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

기 한 하나의 해결 방법으로 인력개발을 주창하 다. 즉 인력을 개발하여야 

나라의 미래가 있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1998년 3월 20일 인력개발을 연구하는 

학자와 인력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문가들이 뜻을 모아 탄생하 다. 이 당시 

인력개발이 여러 조직 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상이었으나 이를 학문  역

으로 끌어올리는 학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한국인력개발학회가 탄생

하 다. 특히 한국인력개발학회는 창립당시 교육학, 경 학, 경제학, 심리학, 사

회학 등 련 역의 간학문 (interdisciplinary) 력활동을 강조하 다. 한국인

력개발학회의 주요 연 을 년도 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997년 5월 고려 학교 교육 학원 기업교육 연구회 태동

- 1998년 2월 창립 비 원회 발족

- 1998년 3월 한국인력개발학회 창립총회 개최 

- 2005년 5월 사단법인 한국인력개발학회의 법인화 창립총회 개최

□ 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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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력개발학회의 회칙에 규정된 회원은 개인과 단체를 기 으로 각각 정

회원과 회원, 그리고 특별회원으로 구분된다. 정회원은 인력개발 련 학과 

공의 석사학  이상 취득자, 고등교육기 에서 인력개발 련 강의 담당자 

는 연구기  종사자, 그리고 인력개발 련 근무하고 있는 자 등으로 자격을 정

하고 있다. 한 회원제도를 두어 인력개발 련 학과의 학부생  인력개발 

분야에 심 있는 정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 등으로 정하여 인력개발에 심 있

는 모든 사람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한국인력개발학회는 5  임원진 총 50인이 주요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재 학회의 조직구성은 고문, 상임고문,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그리고 

감사로 구성되어 있다. 한 4개의 분과 원회(인력개발 리, 인력개발컨설 , 

인력개발교육, 인력개발정책)와 4개의 특별 원회(학술 회 원회, 국제교류 원

회, 운 원회, 홍보출 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특히 특별 원회는 원장, 

원, 그리고 간사로 구성되어 있다. 임원진의 활동 역별 구성비율을 보면 

학교수들로 표되는 학계와 기업 등 장 문가의 비율이 거의 같다. 특히 외

국인 교수 3명이 임원진으로 동참하고 있다. 학계의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은 경

학 역과 교육학 역이었다. 그 외에도 사회복지, 사회학, 농경제, 지역개발

정책 등 다양한 학문  배경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의 인 구성을 살펴보면 서

로 다른 학문 역간 상호 력  계  이론과 실천의 융합이라는 설립취지

와 목 에 맞게 다양한 학문  배경을 갖춘 교수  연구원, 그리고 장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HRD 장 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최근 수년간 개최된 학술 회 주제  발표논문

아래 <표 Ⅳ-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인력개발학회의 학술 회 주제  

발표된 논문의 내용은 부분 모두 기업의 HRD 련 주제들임을 알 수 있다. 

1999년과 2000년도에 발표된 홍 란의 논문이 NHRD 정책과 비 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시기 교육인 자원부에서 NHRD를 하나의 정책 드라이 로 채

택하여 그 활성화를 기하려고 하는 시 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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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한국인력개발학회 학술 회 주제 분석

년도 학술 회 주제  논문발표 특징

1999
￮ 특별한 학술 회 주제 없음. 

￮ 총 8편의 논문 가운데 1편이 NHRD와 

련됨

￮ NHRD정책과 기업교육 1편

￮ 주로 기업의 HRD에 련한 논문이 

다수

2000
￮ 특별한 학술 회 주제 없음.

￮ 총 9편의 논문 가운데 1편이 NHRD와 

련됨

￮ NHRD의 비젼과 기업교육 1편

￮ 주로 기업의 HRD에 련한 논문이 

다수

2001
￮ 주제: 구조조정기 HRD의 역할

￮ 총 16편의 논문발표 
￮ 모두 기업의 HRD 련 논문

2002
￮ 주제: 략  HRD의 효과  용방안

￮ 총 8편의 논문발표 
￮ 모두 기업의 HRD 련 논문

2003
￮ 주제: 성과지향 HRD, 일상학습으로의 패

러다임 변화

￮ 총 6편의 논문발표

￮ 모두 기업의 HRD 련 논문

2004 ￮ 학술 회 개최되지 않음. 

2005
￮ 주제: 략  인재육성 한 연구  진흥

활동

￮ 총 6편의 논문발표

￮ 모두 기업의 HRD 련 논문

□ 학술지 논문

한국인력개발학회는 회원의 연구논문 게재를 목 으로 1년에 2회 이상 ‘인력

개발연구’를 발간하고 있다. 1999년도부터 2001년까지는 년 1회씩, 2002년부터 

2005년 12월까지 1년에 2회씩 총 11권이 발간되었다. 2006년부터 ‘인력개발연구’

의 편집 원회는 원장 1인과 10명 내외의 원으로 구성된다. 2005년까지 편

집 원 모두 학의 교수들이며 2명은 교육학(교육행정과 HRD)분야 그리고 3

명은 경 학의 인사조직 분야 공이다.  

수록논문에 한 년도 별 종단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 Ⅳ-2>와 같

다. 연도별 논문주제를 크게 인 자원개발(HRD), 인 자원 리(HRM), 국가인

자원개발(NHRD), 성인교육(Adult education), 그리고 기타 역으로 구분하여 

분류하 다. 분석결과 ‘인력개발연구’에 수록된 논문의 주된 연구 역은 HRD와 

HRM인 것으로 나타났다. HRD와 HRM 련 논문들은 주로 기업과 련된 주

제들이었다. HRM 련 논문  직업군인을 상으로 하는 논문도 1편 있었다. 

그 외에도 고등교육을 주제로 한 교육행정, 교육공학, 지역HRD, 그리고 성인교

육 련 논문들도 수록되어 있다. 이는 한국인력개발학회의 목 에서도 언 되

어 있는 것처럼 인력개발의 간학문  성격을 충분히 반 한 결과라고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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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1999년 이후 매년 1-2편의 NHRD 련 논문들이 꾸 히 게재되어 왔

다. 이들 논문들은 NHRD 련 국제비교연구 등 주로 정부의 정책에 한 논

의가 주를 이룬다.  

<표 Ⅳ-2> 한국인력개발학회 학술지 논문 주제 분석

년도 논문 수 특징

2005 총10편

￮ HRD 5편, HRM 4편, NHRD 1편임.  

￮ HRD와 HRM은 모두 기업 련 주제임. 

￮ NHRD 주제 논문은 정부투자사업의 인력양성과 성과분석을 논함. 

2004 총11편

￮ HRD 3편, HRM 5편, NHRD 2편, 교육행정 1편임. 

￮ HRD와 HRM은 주로 기업 련 주제임. 

￮ 군 HRM 련 논문 1편 포함.

￮ 2편의 NHRD 주제 논문은 각각 핀란드의 NHRD 정책과 HRD를 지향하는 

우리정부의 교육패러다임 변화를 논함. 

2003 총11편

￮ HRD 5편, HRM 4편, 교육행정 련 2편임

￮ HRD와 HRM은 주로 기업 련 주제임. 

￮ HRD 논문  1편은 고등교육에서의 HRD를 논함

￮ 교육행정 주제 논문은 각각 교육체제에 한 국제비교연구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을 논함. 

2002 총14편

￮ HRD 3편, HRM 8편, NHRD 1편, 성인교육 1편, RHRD 1편임.

￮ HRD와 HRM은 모두 기업 련 주제임. 

￮ RHRD 주제 논문은 미래 지역인 자원으로서의 고교생의 진로의식을 논함

￮ NHRD 주제 논문은 사회 자본과 HRD정책에 하여 논함. 

2001 총8편

￮ HRD 5편, NHRD 1편, 교육공학 1편, 교육행정 1편임.

￮ HRD논문은 주로 기업 련 주제임.

￮ NHRD 주제 논문은 NHRD의 정책  방향에 하여 논함. 

2000 총9편

￮ HRD 4편, HRM 3편, NHRD 1편, 성인교육 련 1편임.

￮ HRD와 HRM은 주로 기업 련 주제임. 

￮ HRD 련 논문  2편은 고등교육 역을 포함함.

￮ NHRD 주제 논문은 NHRD와 기업교육의 방향을 논함.     

1999 총6편

￮ HRD 3편, HRM 1편, NHRD 1편, 성인교육 련 1편임. 

￮ HRD와 HRM은 기업 련 주제임. 

￮ NHRD 주제 논문은 정보화 인력개발정책과 련됨 

(나) 한국산업교육학회

한국산업교육학회는 산업교육과 련된 학문 역의 융합화를 바탕으로 한국

산업교육학과 국내 산업의 발 에 기여하고자 출범하 다. 특히 한국산업교육학

회는 산업체 담당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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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 목   주요 사업

한국산업교육학회의 회칙에 의하면 산업교육, 직업교육 그리고 평생교육의 학

술연구활동과 국내외 정보자료 교환을 통하여 한국산업교육학과 산업의 발 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함을 목 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한

국산업교육학회는 학계, 산업계, 일반기 들 간의 경계를 없애 명실 공히 산학

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명문화된 목 에서의 핵심어는 ‘산업교육’, ‘산학 력’, 

그리고 ‘산업발 ’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즉 한국산업교육학회는 산업교육에 

문성을 갖춘 학자와 실천가들이 서로 력하여 국내 산업발 에 기여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목 을 달성하고자 한국산업교육학회에서 설정한 주요 사업은 산

업교육이론 정립  연구개발, 여가교육․직업교육․노사교육․홍보교육․산업

복지․인간자원개발  인력개발 연구, 학술발표 회  연수교육, 연구지․학

술간행물  도서의 간행, 그리고 국제교류  정보자료 보  등이다.  

□ 학회연

한국산업교육학회는 산업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의 학술연구활동과 국내

외 정보자료 교환을 통해 한국 산업교육학과 산업의 발 에 기여하고 회원 상

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자 1989년 11월 학회가 설립되었다. 연도별 주요 연 은 

다음과 같다:

- 1989년 11월 학회 설립

- 1997년 11월 한양 학교 허운나 교수 회장 취임

- 2000년 5월 인재개발원 이진세 사장 회장 취임

- 2002년 5월 삼성인력개발원 고인수 부사장 회장 취임

- 2003년 5월 연세 학교 한 상 교수 회장 취임

- 2005년 7월 포스코 최종태 무 회장 취임

- 2005년 10월 한국기업교육학회  포스코와 함께 공동학술 회 개최 

□ 인 구성

한국산업교육학회의 회칙에 규정된 회원은 개인회원, 기 회원, 그리고 평생

회원으로 구분된다. 회원자격은 산업교육학회의 목 에 찬동하고 입회를 희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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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로서 석사학  이상 소지자, 학사로서 교육연구분야에 3년 이상 경력자, 

그리고 교육연구에 종사하는 자로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를 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산업교육학회는 총회와 이사회, 운 원회를 두고 있다. 재 5  임원

진 총 54명이 주요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재 학회의 조직구성은 명 회

장 5인, 회장 1인, 부회장 6인, 자문 원 1인, 상임이사 5인, 이사 26인, 그리고 

감사 2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 임원진의 활동 역별 구성비율을 보면 학

교수를 심으로 한 학계와 기업 등 장 문가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 특히 

학자의 학문  배경에 따라 구분한 결과 교육공학, 평생교육, HRD, 직업교육 

등 교육학 공자가 다수이며 경 학 공 교수는 상 으로 은 편이었다. 

이상의 인 구성을 살펴보면 다양한 학문  배경과 함께 산학연이 지혜를 모으

는 열띤 토론의 장을 구 하기 해 노력하는 한국산업교육학회의 목 에 부합

한다고 볼 수 있다. 

□ 최근 수년간 개최된 학술 회 주제  발표논문

아래 <표 Ⅳ-3>에서처럼, 1997년도 이후 학술 회 주제  발표된 논문을 분

석한 결과 한국산업교육학회는 기업차원의 HRD 역에 지식생산  공유의 

을 두고 있다. 즉 반 인 기업 HRD의 이슈들을 고루 다루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NHRD는 한국산업교육학회의 심 밖 역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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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한국산업교육학회 학술 회 주제 분석

년도 학술 회 주제  논문발표 특징

1997 ￮ 주제: 무한경쟁시 에 비하는 인 자원개발 략 ￮ 모두 기업의 HRD와 련

1998
￮ 주제: IMF체제극복을 한 인 자원개발 방향과 

과제
￮ 모두 기업의 HRD와 련

1999 ￮ 주제: 지식경 지 의 새로운 인재육성방향과 략 ￮ 모두 기업의 HRD와 련

2000 ￮ 주제: 디지털시 의 새로운 산업교육 패러다임 ￮ 모두 기업의 HRD와 련

2001

춘계

￮ 주제: Learning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실천  안

￮ 총 8편의 논문 발표
￮ 모두 기업의 HRD와 련

2001

추계

￮ 주제: e-Learning & c-Learning

￮ 총 4편의 논문 발표
￮ 모두 기업의 HRD와 련

2002

춘계

￮ 주제: Performance 심의 HRD 략과 과제

￮ 총 4편의 논문발표
￮ 모두 기업의 HRD와 련

2002

추계

￮ 주제: 핵심인력운 제도  양성 추진 사례

￮ 총 6편의 논문발표
￮ 모두 기업의 HRD와 련

2003

춘계

￮ 주제: 교육훈련성과평가: 이론과 사례

￮ 총 7편의 논문발표
￮ 모두 기업의 HRD와 련

2003

추계

￮ 주제: 로벌 경쟁시  기업의 우수인재확보  육

성 략과 인사 문가의 비 과 역할

￮ 총 2편의 논문발표

￮ 모두 기업의 HRD와 련

2004

춘계

￮ 주제: HRD와 조직변화, 그리고 Business Impact

￮ 총 11편의 논문발표 
￮ 모두 기업의 HRD와 련

2004

추계

￮ 주제: 교육산업과 한국교육의 발 과제

￮ 총 3편의 논문발표
￮ 모두 기업의 HRD와 련

2005

춘계

￮ 주제: HR의 략  역할

￮ 총 9편의 논문발표
￮ 모두 기업의 HRD와 련

2005

추계
￮ 한국기업교육학회와 공동개최 한국기업교육학회 참조바람

□ 학술지 논문

한국산업교육학회는 한국산업교육분야의 학술  지식의 축 에 기여하고자 

‘산업교육연구’라는 학술지를 매년 1회씩 발간하 으나 2006년부터 년 2회씩 발

간할 정이다. 한국산업교육학회는 학술지를 통하여 회원 상호간 학문  토론

의 기회 제공  그들의 연구와 교육활동에 도움이 될 학술자료를 제공하고 있

다. 특히 학술 연구이외에도 사례연구, 장실천연구, 로그램 개발연구 등 

장 심  내용을 학술지 논문에 포함시킬 정이다. 산업교육학 련 논문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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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신속하게 심사, 편집, 발간하기 하여 ‘산업교육연구’ 편집 원회를 운

하고 있다. 편집 원장 1명과 7명의 편집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8명 편집

원들의 학문  배경은 교육공학 는 HRD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98년부터 수록논문에 한 종단  분석을 통해 나타난 특징은 아래 <표 Ⅳ

-4>와 같다. ‘산업교육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의 주제는 주로 기업 련 HRD 다.  

한 직업교육과 e-Learning 분야의 논문도 매년 2편 이상 수록되어 있다.  

<표 Ⅳ-4> 한국산업교육학회 학술지 논문 주제 분석

년도 논문 수 특징

2005 총6편 ￮ 모두 기업과 련된 HRD 주제임. 

2004 총5편
￮ HRD 3편, 직업교육 2편임.  

￮ HRD는 모두 기업 련된 주제임. 

2003 총7편

￮ HRD 5편, e-Learning 2편임

￮ e-Learning 논문 1편은 기업 HRD와 련되어 있음 

￮ HRD는 모두 기업 련된 주제임.

2002 발간되지 못함. 

2001 총7편

￮ HRD 3편, 직업교육 2편, e-Learning 2편임. 

￮ HRD논문은 모두 기업 련 주제임.

￮ e-Learning 논문은 각각 HRD 는 정부정책과 련됨  

2000 총10편

￮ HRD 7편, HRM 1편, 직업교육 1편, e-Learning 1편임.

￮ HRD와 HRM은 모두 기업 련 주제임. 

￮ HRD 련 논문  3편은 e-Learning과 련됨.   

1999 총20편
￮ HRD 14편, HRM 1편, e-Learning 3편, 고등교육 1편, 직업교육 1편임. 

￮ HRD와 HRM은 모두 기업 련 주제임. 

1998 총7편
￮ HRD 6편, 교육일반 1편임 

￮ HRD 논문은 모두 기업 련 주제임. 

(다) 한국기업교육학회

1997년에 창립된 한국기업교육학회는 기업의 교육훈련을 비롯한 인 자원개

발  리의 실제를 이론 으로 조망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기여하고자 

출범하 다. 재 한국기업교육학회는 ‘기업 인 자원의 가치 창조를 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공동체’라는 비 을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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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 목   주요 사업

한국기업교육학회는 학회 목 으로 기업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과학 으로 연

구함으로써 한국기업교육 분야의 학문  발 과 실천에 기여함을 명문화 하고 

있다.  임원진은 같은 맥락에서 한국 기업 인력의 역량 수 을 세계 최고의 

수 으로 높일 수 있는 인 자원개발 이론과 방법론 구축을 핵심목 으로 설정

하고 있다. 

회칙에 언 된 회칙상 주요 사업은 정기연차  수시 학술 회 개최, 학술지 

 기타 출 물의 간행, 회원의 연구 활동을 조성하기 한 사업, 국내외 타 학

술단체와의 연구교류, 그리고 회원의 유   권익보호와 련된 활동 등이다. 

 임원진은 이와 같은 주요사업을 좀 더 구체 으로 다음과 제시하고 있다. 

￮ 웹 사이트를 활용한 다양한 정보 제공

￮ 기업교육 문 잡지 는 웹진과의 연결 서비스 제공

￮ 회원 간의 친목 기회 제공 

￮ 웹 사이트를 활용한 기업교육 련 정보 공유와 지식 창출 도모

￮ 인 자원개발의 모범 사례의 발굴과 장 연구의 활성화

￮ 기업교육연구 논문집의 질 , 양  성장 도모

￮ 미국 ASTD와의 유 계 형성

￮ 동남아 지역의 기업교육 련 학회와의 유 계 형성

￮ 국제 학술 회 개최 

□ 학회연

한국기업교육학회의 년 도별 주요 연 은 다음과 같다. 

- 1998년 제1회 학술 회 개최

- 1999년 회장 서울  나일주 교수 취임

- 1999년 제2회 학술 회 개최 

- 2001년 2  회장 숭실  임철일 교수 취임

- 2003년 3  회장 연세  이명근 교수 취임

- 2004년 4  회장 이화여  강명희 교수 취임

- 2006년 5  회장 서울  임철일 교수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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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구성

한국기업교육학회는 2006년 6월 재 305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온라

인상으로 회원자격을 부여받고 활동하고 있는 회원 수는 865명 정도이다. 회칙 

상 회원은 정회원과 회원으로 구분되며 정회원의 자격은 기업교육학회의 목

에 찬동하고 입회를 희망하는 자로서 기업교육 련 학과 공의 석사학  

이상 취득자, 고등교육기 에서 기업교육 강의를 담당하고 있거나 기업교육 련 

연구기 에 종사하고 있는자, 기업교육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정회원 2

인의 추천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회원의 자격은 기업교육분야에 3년 미

만 근무한 자  기업교육 련 학과 공 석사과정 이하 학생으로 정하고 있다. 

한국기업교육학회 회칙에 규정된 조직구조는 총회와 이사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특별운 원회를 두고 있다. 임원의 종류는 회장 1인, 부회장 2인, 이사 

30인 내외, 감사 2인, 그리고 간사 2인으로 규정되어 있다. 2006년 재 임원 49

명이 주요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재 임원진의 활동 역별 구성비율을 보

면 기업 등 장 문가 보다 학교수를 심으로 한 학계의 비율이 월등히 높

다. 학자의 학문  배경에 따라 구분한 결과 역시 교육공학이 가장 다수를 차지

하며 평생교육, 직업교육,  경 학 등은 소수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인 구성을 살펴보면 비록 장 문가의 임원 구성 비율이 한국인력

개발학회나 한국산업교육학회에 비하여 상 으로 작은 편이다. 그러나 한국기

업교육학회가 인 자원개발 이론과 방법론을 구축하기 해 학계 뿐만 아니라 

HRD 장 문가를 주요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는 은 다른 학회와 다르지 않

다. 가장 큰 특징은 학계 출신 임원구성의 공별 분포를 보면 교육공학을 공

한 교수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HRD  기타 교육학 역의 교수는 소

수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학회장의 공을 살펴보아도 알 수 있다. 2006

년 재 5  회장이 학회를 표하고 있는데 이들의 공은 모두 교육공학이다.  

□ 최근 수년간 개최된 학술 회 주제  발표논문

아래 <표 Ⅳ-5>에서처럼, 1998년도 이후 학술 회 주제  발표된 논문을 분

석한 결과 한국기업교육학회 경우 앞에서 언 한 주요사업에서 명시한 것처럼 

기업교육을 주요 심 역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8년간 진행된 학술 회에

서 모두 기업차원의 HRD에 심으로 두고 있으며 특히 2004년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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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arning과 련된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었다. 이는 한국기업교육학회의 임원

목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육공학을 공한 학자  실천가들이 많이 활동하

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05년에는 한국산업교육학회에 공동으로 학술 회를 

진행하기 때문에 e-Learning 련 논문보다 반 인 기업 HRD 분야의 논문이 

많이 발표되었다. 아래 <표 Ⅳ-5>에서와 같이 한국기업교육학회 경우 NHRD는 

심 밖의 주제로 볼 수 있다. 2005년에 김미숙의 “인 자원개발 우수기  인증

제도의 도입과 향후 망”이라는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 논문은 국가인 자원개

발 차원에서 기  인증제도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그 무게 심을 두고 

있다. 

<표 Ⅳ-5> 한국기업교육학회 학술 회 주제 분석

년도 학술 회 주제  논문발표 특징

1998
￮ 주제: 기업교육의 새로운 방향모색

￮ 총 12편의 논문발표

￮ 모두 E-learning 는 기업의 HRD와 

련

1999
￮ 특별한 학술 회 주제 없음

￮ 총 8편의 논문발표 

￮ 모두 E-learning 는 기업의 HRD와 

련

2000 ￮ 학술 회 개최되지 않음

2001

￮ 주제: e-learning 2001 기업교육의 새로

운 기능

￮ 총 13편의 논문 발표

￮ 모두 E-learning 는 기업의 HRD와 

련

2002
￮ 주제: 기업교육의 새로운 방향모색

￮ 총 18편의 논문 발표

￮ 모두 E-learning 는 기업의 HRD와 

련

2003

￮ 주제: Globalization과 기업교육의 략

 응

￮ 총 14편의 논문 발표 

￮ 모두 E-learning 는 기업의 HRD와 

련

2004

￮ 주제: 핵심인재육성과 장문제해결의 

실천  안: Action Learning

￮ 총 4편의 논문발표

￮ 모두 E-learning 는 기업의 HRD와 

련

2005

￮ 주제: HRD Values & Trends

￮ 총 21편의 논문발표 가운데 1편이 정부

의 HRD 정책과 련

￮ HRD 우수기  인증제도 련 1편 

￮ 모두 기업의 HRD와 련

￮ 한국산업교육학회와 공동주체 

□ 학술지 논문

한국기업교육학회는 회원의 연구논문 게재를 목 으로 ‘기업교육연구’를 년 2

회 발간한다. 게재할 논문은 일정한 주제에 의해 청탁하는 특별논문과 회원 개

인이 제출하는 일반논문으로 구분한다. 일반논문의 경우 일정한 심사 차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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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해야 한다. 편집 원장은 부장이 겸하며 편집 원은 5인 내외로 함을 회칙에 

명문화 하고 있다. 재 편집 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며 편집 원들의 

학문  배경은 교육공학과 직업교육이 다수이며 HRD와 HRM 공자 3인이 포

함되어있다. 

1998년부터 수록논문에 한 종단  분석을 통해 나타난 특징은 아래 <표 Ⅳ

-6>과 같다. ‘기업교육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은 주로 기업 련 HRD를 주요 주

제로 다루었다. 이들 논문  e-Learning과 교수학습체제 등 교육공학에 기 한 

논문들이 다수를 차지하 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에서 언 한 학회의 주요 구

성원에 한 학문  배경과 학술 회 주제  발표된 문 분석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표 Ⅳ-6> 한국기업교육학회 학술지 논문 주제 분석

년도 논문 수 특징

2005 총10편
￮ 모두 기업과 련된 HRD 주제임.

￮ 70%의 논문이 e-Learning 등 교육공학에 기 함.  

2004 총11편

￮ HRD 10편, 교육일반 1편임.  

￮ HRD는 모두 기업 련된 주제임. 

￮ 45.5%의 논문이 e-Learning 등 교육공학에 기 함.  

2003 총11편
￮ 모두 기업과 련된 HRD 주제임.

￮ 54.5%의 논문이 e-Learning 등 교육공학에 기 함.  

2002 총13편
￮ 부분 기업과 련된 HRD 주제임. RHRD 1편포함. 

￮ 38.5%의 논문이 e-Learning 등 교육공학에 기 함.  

2001 총11편
￮ 부분 기업과 련된 HRD 주제임. 직업교육 련 1편포함. 

￮ 45.5%의 논문이 e-Learning 등 교육공학에 기 함.

2000 총10편
￮ 모두 기업과 련된 HRD 련 주제임. 

￮ 63.6%의 논문이 e-Learning 등 교육공학에 기 함.

1999 ￮ 발간되지 않음. 

1998 총9편
￮ 부분 기업과 련된 HRD 주제임. 고등교육 1편포함 

￮ 교수학습체제 등 교육공학에 기 한 논문이 다수임. 

(라) 한국성인교육학회

한국성인교육학회는 성인교육학을 공부하는 학자  성인교육에 심이 있거

나 련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부하는 모임으로 출발하 다. 재 

한국성인교육학회는 구성원간 학문  동지로서,  인생의 동반자로서 희노애락

을 함께 할 수 있는 학문사랑, 인간사랑의 공동체를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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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 목   주요 사업

한국성인교육학회는 성인교육학의 학문  토 와 발 을 해 필요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회원간의 지속 인 학문  성취를 진하기 해 독회를 강화

하며 국내외 성인교육자들과 학문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한국성인교육학

의 학문  성장 진을 목 으로 하고 있다. 이를 하여 학술 회 개최, 독회 

 포럼 개최, 연구결과의 출 물 간행, 외국의 성인교육기 과의 연계활동  

Field Trip, 국제학술 회 개최, 포럼별 로젝트 개발, 그리고 회원 유   권

익보호와 련된 활동을 주요 사업으로 개하고 있다.  

□ 학회연

한국성인교육학회의 연도별 주요 연 은 다음과 같다: 

- 1995년 ‘성인교육학을 열어가는 은 학자들의 모임’이 우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매월 세미나를 실시 해옴.

- 1997년 10월 창립총회 개최  회장 연세  한 상 교수 선출

- 1997년 학술진흥재단에 학회로 정식 등록 

- 2000년 2  회장 단국  한상길 교수 선출

- 2000년 추계 국제학술 회 개최

- 2002년 3  회장 숭실  최은수 교수 선출

- 2003년 추계 국제학술 회 개최

- 2004년 4  회장 세종  주경란 교수 선출

- 2005년 추계 국제학술 회 개최 

□ 인 구성

한국성인교육학회는 2005년 12월 재 144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회칙 

상 회원은 정회원과 회원으로 구분한다. 정회원의 경우 한국성인교육학회의 

목 에 찬동하고 입회를 희망하는 자로서 성인교육학에 심이 있는 자, 교육학 

 그 인 학문을 공한 자, 성인교육기 과 그 외의 조직에서 성인교육과 

련된 활동에 종사하는 자  이사회에서 특별히 정회원 자격을 승인받은 자로 

한다. 회원은 성인교육학 련 분야의 학원생으로 정하고 있다. 

한국성인교육학회는 총회, 이사회, 그리고 특별운 원회를 두고 있다.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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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재 임원진 총 60인이 주요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임원진은 공동 표, 

회장, 수석부회장인, 자문 원, 감사, 지역부회장, 총무이사, 5개의 특별 원회 

원장(부회장)  실행이사, 상임이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 임원진의 활

동 역별 구성 비율을 보면 주로 교수와 연구원을 심으로 한 한계가 주류를 

이룬다. 특히 학자의 학문  배경에 따라 구분한 결과 평생교육이 다수이며 그 

다음으로 교육공학 공자들이 많았다. 그리고 소수이긴 하지만 교육행정, 교육

과정, 고등교육, 교육사회, 교육심리 등 교육학의  역에서 한국성인교육학회

의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최근 수년간 개최된 학술 회 주제  발표논문

<표 Ⅳ-7>에서처럼, 1998년도 이후 학술 회 주제  발표된 논문을 분석한 

결과 한국성인교육학회는 다양한 성인교육 분야를 주요 심 역으로 다루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주로 다양한 사회 상과 성인교육의 계, 성인교육학의 학문

 정체성과 역할 등에 한 논의가 많았다. 한 최근 발표된 논문에서는 

HRD  기업 등 조직에 한 성인학습자를 상으로 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 학술지 논문

한국성인교육학회는 성인교육학 뿐만 아니라 개 교육학에 련된 이론과 실

천  비  등을 과학 으로 발 시키고자 성인교육학 문학술지인 

IJACE(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Andragogy 

Today)를 발행하고 있다. 연간 4회 발행되는 IJACE는 재 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이기도 하다. 게재되는 논문은 일정한 주제에 의해 청탁한 특별논문, 회

원개인이 제출한 일반논문, 그리고 매달 정기 독회를 통한 력논문을 상으로 

한다. 모든 논문은 일정한 심사 차를 통과해야 한다. 학회지 편집규정에 의하

면 논문의 심사와 편집, 발간을 하여 원장 1인과 8-10인의 편집 원으로 편

집 원회가 구성됨을 명문화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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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 한국성인교육학회 학술 회 주제 분석

년도 학술 회 주제  논문발표 특징

1998

춘계

￮ 주제: 국가 기 극복을 한 성인교육학의 

슬기와 지혜

￮ 총 7편의 논문 발표

￮ 부분 다양한 사회변화 속에서 성인교육

의 역할과 련

1998

추계

￮ 주제: 포스트 모던 시 의 성인교육학 패

러다임 탐색

￮ 총 5편의 논문발표

￮ 성인교육학의 과제에 한 논의

1999

춘계

￮ 주제: 한국성인교육자 사상의 조명과 평가

￮ 총 7편의 논문발표

￮ 한국의 성인교육자 사상의 조명과 평가와 

련

1999

추계

￮ 주제: 성인학습의 일상성

￮ 총 7편의 논문발표

￮ 성인학습의 생활화를 한 논의  그 

략

2000

춘계

￮ 주제: 성인교육과 문화

￮ 총 5편의 논문 발표

￮ 문화, 여가, 사이버 문화등과 성인교

육의 련성

2000

추계

￮ 주제: Search for New Paradigm in Adult 

Learning

￮ 총 7편의 논문 발표

￮ 국제학술 회

2001

춘계

￮ 주제: 한국장애성인교육의 새로운 모형과 

과제

￮ 총 4편의 논문 발표 

￮ 장애성인교육의 철학 ▪심리학  

￮ 장애성인교육활동의 역과 형태  복시

시설 실태

2001

추계

￮ 주제: 한국노인교육의 비 과 망

￮ 총 4편의 논문발표

￮ 노인학습, 세 통합을 한 노인교육

￮ 노인의 직업훈련과 사회참여

2002

춘계

￮ 주제: 벤처산업육성을 한 성인교육의 역

할과 망

￮ 총 4편의 논문발표

￮ 벤처산업의 인력개발을 한 성인교육역

할 (HRD논문)

￮ 성인교육과 벤처산업

2002

추계
￮ 주제: 21세기 성인교육의 리더십 ￮ 성인교육 역에서 다양한 리더십 논의

2003

추계

￮ 주제: Role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for Life Skill Development

￮ 총 9편의 논문발표

￮ 국제학술 회

2004

춘계

￮ 주제: 노동시장의 변화와 성인교육의 과제

￮ 총 5편의 논문발표

￮ 새로운 평생교육체제 방향과 과제

￮ 경력개발, 청년실업, 장실습 주제

2004

추계

￮ 주제: 유비쿼터스 사회에서의 성인교육학

의 역할 재정립과 망

￮ 총 11편의 논문발표

￮ 다양한 분야에서 성인교육의 역할에 한 

조망

￮ HRD 련 논문 3편

2005

춘계

￮ 주제: 다양한 실업문제와 성인교육 략

￮ 총 5편의 논문발표

￮ 실업원인, 학생을 한 직업기 능력

￮ 재취업교육, 여성실업

2005

추계

￮ 주제: Knowledge Economy and Lifelong 

Learning: Challenges and Tasks of the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 총 11개의 논문발표

￮ 국제학술 회

재 편집 원회는 편집 원장 1인과 편집 원 11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

어 있다. 특히 4명의 외국인 학자들이 편집 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편집 원들 

가운데 2명은 국책연구소 연구 원이며 10명은 학교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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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학문  배경은 주로 성인교육을 공한 학자들이며 HRD와 교육공학을 

공한 학자도 포함되어 있다. 

1998년부터 수록논문에 한 종단  분석을 통해 나타난 특징은 아래 <표 Ⅳ

-8>과 같다. ‘IJACE’에 게재된 논문들은 평생교육과 련된 다양한 주제(노인, 

실직자, 여성, 장애성인 등)를 다루었다. 2003년까지 직업교육과 련된 논문이 

꾸 히 게재되었으나 2000년 이후 HRD 논문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한 

2000년과 2004~5년에 NHRD를 주제로 한 논문이 게재된 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표 Ⅳ-8> 한국성인교육학회 학술지 논문 주제 분석

년도 논문 수 특징

2005 총24편
￮ 평생교육(성인교육포함) 12편, HRD 8편, 교육일반 2편, 교육공학 1편, 

NHRD 1편.  

2004 총23편
￮ 평생교육(성인교육포함) 15편, HRD 3편, 교육일반 1편, 교육공학 1편, 

NHRD 2편, 고등교육 1편. 

2003 총20편 ￮ 평생교육(성인교육포함) 14편, HRD 3편, 직업교육 1편, 교육일반 2편.  

2002 총19편 ￮ 평생교육(성인교육포함) 17편, HRD 1편, 직업교육 1편. 

2001 총19편 ￮ 평생교육(성인교육포함) 16편, 직업교육 3편.

2000 총28편
￮ 평생교육(성인교육포함) 22편, 직업교육 3편, HRD 1편, NHRD 1편, 교육

일반 1편. 

1999 총23편 ￮ 평생교육(성인교육포함) 16편, 직업교육 4편, HRD 3편. 

1998 총9편 ￮ 평생교육(성인교육포함) 8편, 직업교육 1편,

(마) 한국평생교육학회

1966년 한국교육학회 사회교육연구회로 창립하여 본 연구에서 분석 상인 국

내 학회 가운데 가장 오랜 통을 가지고 있다. 재 련 학회  유일하게 한

국교육학회 소속 분과학회로서 그 정통성을 이어가고 있다. 

□ 학회 목   주요 사업

한국평생교육학회는 평생교육 분야의 연구 활동과 국내외 평생교육 문가들

의 학술  교류를 통하여 평생교육의 이론체계 정립과 우리나라 평생교육 발

을 목 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목 을 달성하기 하여 평생교육에 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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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행  그 성과 발표회를 개최하고 학회지  기타 출 물의 제작과 보 , 

국내외 교육학  련 학문의 학술단체와 교류 등을 주요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06년에 학회 40년사 편찬, 한일평생교육사 공동 편찬, 평생교육 

사 , 한국평생교육총서 발간 등의 사업을 추진 에 있다.  

□ 학회연

한국평생교육학회의 연도별 주요 연 은 다음과 같다: 

- 1966년 한국교육학회 사회교육연구회로 창립

- 1995년 한국사회교육학회로 재창립, 18  손직수 회장 피선

- 1995년 사회교육학연구 제1권 1호 발간

- 2000년 한국평생교육학회로 개칭, 학회지도 ‘평생교육학연구’로 변경

- 2004년 22  회장 권  교수 피선

- 2006년 23  회장 최운실 교수 피선

□ 인 구성

한국평생교육학회의 회칙에 언 된 회원의 자격은 한국평생교육학회의 목 에 

찬동하고 학 는 학원에서 평생교육을 공한 자나 교육학을 공한 자로

서 평생교육연구에 심이 있는 자, 직 교원이나 각종 평생교육기 에 종사하

는 사람으로서 평생교육 연구에 심이 있는 자, 그리고 연구기 에서 평생교육 

련 연구분야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 회칙은 회원의 등 을 정

회원(석사학  이상을 취득한 자), 학생회원(석사과정 재학 이거나 수료한 자)

과 명 회원(학회에 공헌이 많은 인사로 이사회에서 추 된 자)으로 구분한다.

한국평생교육학회는 총회, 이사회, 그리고 상설  특별운 원회를 두고 있

다. 2006년 재 임원진 총 60여명이 주요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임원진 

구성은 고문, 직 회장,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이사, 이사 등으로 구성된다. 상

설  특별 원회는 학술운 원회, 조직 원회, 홍보  회 력 원회, 학술

포럼 원회, 그리고 학회지편집 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재 임원진의 구성비율을 보면 주로 학교수들이 주류를 이루며 한국교육

개발원과 한국여성개발원 등의 국책연구소 연구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평생교육 

장 문가도 소수지만 포함되어 있다. 이들의 학문  배경은 부분 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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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교육, 노인교육, 직업교육 포함)이 공이며 약간명은 인 자원개발을 공

한 교수들이다. 이상의 주요 인 구성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평생교육 분야의 연

구활동과 학술  교류를 통해 평생교육의 이론체계 정립과 발 이 한국평생교

육학회의 주요 목 임을 알 수 있다. 즉 실천지향 이라기 보다 학문지향 인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 최근 수년간 개최된 학술 회 주제  발표논문

한국평생교육학회는 매년 춘계/추계 정기학술 회를 개최하여 평생학습 부문

의 학문  성과와 노력을 검하고 교류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이 외에도 평

생교육과 련된 여러 단체들의 실천  행사와 국내  국제 포럼  각종 행

사 등을 후원하고 있다. 한 한국평생교육학회는 정기학술 회 이외에도 기존 

학자들간의 학문  교류, 후속세 에 한 발표기회의 제공, 토론을 통한 학문

 심사의 공유와 발 을 키워나기 해 교수, 학자, 연구원, 학원생 등을 

심으로 월례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표 Ⅳ-9>에서처럼, 1998년도 이후 학술 회 주제  발표된 논문을 분석한 

결과 한국평생교육학회는 평생교육의 다양한 부문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로 평생학습사회, 평생교육연구, 지역공동체, 평생교육제도, 평생교육사의 

문성 등 평생교육의 학문  정체성과 함께 사회  역할 등에 한 논의가 많았

다. 한 최근 발표된 논문에서는 HRD  NHRD 그리고 기업 등 조직에 한 

성인학습자를 상으로 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 학술지 논문

한국평생교육학회는 학회의 주요 사업  하나인 학회지 간행을 해 ‘평생교

육학연구’를 발간하고 있다. 2002년까지는 년 2회, 2003년에는 년 3회 발간하

으며 2004년부터 년 4회 발행하고 있다. 재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 학술지이

기도 하다. 논문게재는 평생교육학 연구의 성과로서 독창성이 인정되는 회원의 

논문으로, 원칙 으로 한국평생교육학회의 학술 회, 세미나, 포럼 등을 통해 발

표된 것을 게재함을 명문화 하고 있다. 게재논문의 종류는 일정한 주제에 하

여 편집 원회가 청탁하는 특별논문과 회원 개인이 제출하는 일반논문으로 구

분한다. 단 일반논문은 소정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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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 한국평생교육학회 학술 회 주제 분석

년도 학술 회 주제  논문발표 특징

1999

춘계

￮ 주제: 특별한 주제 없음

￮ 총 5편의 논문 발표

￮ 지식기반사회와 평생교육에 

한 논문이 부분임

2000

춘계

￮ 주제: 평생학습사회 실 의 방향과 과제

￮ 총 4편의 논문발표

￮ 평생교육법, 기업교육에서 

사내 학, 원격교육, 

지역평생학습에 한 주제임 

2001

춘계

￮ 주제: 한국의 평생교육연구 2001 연구동향의 

진단과 망

2001

추계

￮ 주제: 지역공동체 형성을 한 평생교육의 과제

￮ 총 4편의 논문발표

￮ 부분 지역평생교육과 련된 

주제임. 

￮ 평생교육 에서 HRD비

2002

추계

￮ 주제: 평생학습시  교육 패러다임의  환

￮ 5편의 주제논문과 2편의 자유논문 발표

￮ 평생학습과 다양한 교육 

패러다임의 발  계분석

2003

춘계

￮ 주제: 한국 평생교육제도의 진단과 방향

￮ 3편의 주제논문과 6편의 자유논문 발표

￮ 평생교육 기회제공, 평가인정, 

지원체제의 진단과 방향

2003

추계

￮ 주제: 지식기반사회와 성인학습의 제 역

￮ 2편의 주제논문과 4편의 자유논문 발표 
￮ HRD & NHRD  

2004

춘계

￮ 주제: 한국의 성인학습자 그들은 구인가?

￮ 총 10편의 논문발표
￮ 다양한 성인학습자의 특성

2004

추계

￮ 주제: 평생교육의 방향성과 장성

￮ 총 4편의 논문발표

￮ 학습사회의 이념, 생애사 연구, 

학습도시의 학문  배경

￮ HRD와 고령자 학습모델

2005

춘계

￮ 주제: 평생학습사회의 학교와 교사

￮ 총 3편의 논문발표

￮ 평생학습사회 학교변화, 교사의 

지도성, 국가별 학습능력 수  

비교 연구 등 포함

2005

추계

￮ 주제: 평생교육사와 평생교육의 문성

￮ 3편의 지정논문과 4편의 자유논문발표
￮ 평생교육사의 문성과 양성과정 

학회지의 편집  발간 업무를 수행하기 해 학회지 편집 원회를 두고 있

다. 학회지 간행규정에 의하면 원장 1인과 9인 이내의 편집 원으로 편집 원

회가 구성된다. 재 편집 원회는 편집 원장 1인과 편집 원 6명 등 총 7명으

로 구성되어 있다. 편집 원들 학교수들이며 이들의 학문  배경은 성인교육, 

지역사회교육, 성인교육 등 모두 평생교육을 공하 다. 

한국평생교육학회는 1999년까지 ‘사회교육학연구’를 발행하 고 2000년부터 

학술지 명칭을 ‘평생교육학연구’로 개칭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0년부터 

수록된 논문에 하여 종단  분석을 실시하 고 그 결과와 특징은 <표 Ⅳ-10>

과 같다. ‘평생교육학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은 한국성인교육학회의 ‘IJACE'와 마



- 123 -

찬가지로 평생교육과 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특히 평생교육체제 

 정책, 그리고 국가간 비교정책연구 등도 있었다. HRD 련 논문은 매년 1-2

편씩 발표되고 있으며 2002년에는 4편이 발표되기도 하 으나 NHRD 련 논

문은 한편도 수록되지 못했다. 

<표 Ⅳ-10> 한국평생교육학회 학술지 논문 주제 분석

년도 논문 수 특징

2005 총30편

￮ 평생교육(성인학습, 지역사회, 여성, 고등교육, 노인 등 포함) 27편, HRD 

2편, 교육일반 1편 

￮ HRD 논문은 직장 내 성인학습자의 교육훈련에 한 것임.  

2004 총29편

￮ 평생교육(성인학습, 등교사, 지역사회, 여성, 문해, 방통고, 직업교육훈

련 등 포함) 27편, HRD 1편, RHRD 1편

￮ HRD 논문은 지식노동자의 조직학습을 연구함. 

2003 총32편

￮ 평생교육(성인학습, 고등교육기 , 직업교육훈련, 지역사회, 교육 학원, 

문해, 실업자, 여교사 등 포함) 31편, HRD 1편

￮ HRD 련 논문은 평생교육과의 계를 논함.  

2002 총23편

￮ 평생교육(성인학습, 학습동아리, 직업교육의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과 학

교교육, 직지원 로그램 등 포함) 18편, HRD 4편, 교육일반 1편.

￮ HRD 논문은 기업의 교육훈련과 HRD의 역할, HRD와 교육, HRD와 사

회  트 십이 주제임. 

2001 총19편

￮ 평생교육(성인학습, 고등교육, 원격교육, 화 의 역할, 여성 등 포함) 17

편, HRD 2편.

￮ HRD 논문은 평생교육 에서의 HRD와 소외계층 성인인 자원개발 방

안이 주제임. 

2000 총21편

￮ 평생교육(성인학습, 학, 노인, 홈스쿨링, 원격교육, 온라인학습공동체, 

시민교육, 성인교육, 문해 등 포함) 19편, HRD 2편

￮ HRD 논문은 기업교육과 사내 학 그리고 근로자의 경력개발이 주제임. 

(바) 한국교육행정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는 한국교육학회의 분과 학회로서의 정통성과 역사성을 인

정받고 있으며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에 심 있는 학자들과 교육행정 문가

들이 교육행정의 균형 있는 학문 ․실천  발 을 해 노력하고 있다. 

□ 학회 목   주요 사업

한국교육행정학회는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를 과학 으로 연구함으로써 한

국교육발 에 기여함을 목 으로 회칙에 명문화 하고 있다. 좀 더 자세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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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학회는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에 심있는 학자들과 교육행정 문가

들이 교육행정학의 학문  성격  체계를 확립하고, 교육행정이론을 체계 으

로 연구, 개발, 보 함과 동시에 교육행정 장의 문제들을 과학 으로 연구, 해

결함으로써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를 균형있게 발 시키고 나아가 한국교육의 

발 에 기여함을 목 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정기연차  수시 학술 회 개최, 학술지 

 기타 출 물 간행, 회원의 공동연구  개인연구 활동을 조성하기 한 사

업, 국내외 타 학술 단체와의 연구교류, 교육행정가 의회에 한 조  지

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학회연

한국교육행정학회의 연도별 주요 연 은 다음과 같다: 

- 1967년 2월 교육행정연구회 창립 발기인 총회 개최

- 1967년 3월 교육행정학연구회 발족,  강길수 교수 회장 추

- 1967년 3월 제1차 학술 회 개최

- 1972년 10월 제1차 연차 회 개최

- 1994년 10월 제1차 한일 교육행정학 공동세미나 개최

- 1995년 한국교육행정학회로 명칭개정

- 2004년 9월 제11회 한일 교육행정학 공동세미나 개최

- 2004년 10월 제133차 학술 회 개최 

- 2004년 12월 제32차 연차 회 개최

- 2006년 34  회장 박종렬 교수 취임

□ 인 구성

한국교육행정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기 회원으로 구분한다. 정

회원은 한국교육행정학회의 목 에 찬동하고 입회를 희망하며 교육행정학을 

공하여 석사학  이상의 학 를 취득한 자, 고등교육기 에서 교육행정분야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거나 교육 문 연구기 에서 교육행정 연구에 종사하고 있

는 자, 등교육기   기타 련기 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회원 2인의 추천

을 받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학생회원은 교육행정학을 연구하기 

해 국내외 학원 석사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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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행정학회는 총회, 이사회, 분과 원회, 그리고 사무국을 두고 있다. 

2006년 재 임원진은 총 177명이며 구체 으로 회장 1인, 부회장 1인, 감사 2

인, 당연직 원 31인, 선임직 원 33인, 사무국장 1인과 간사 1인으로 구성된

다. 분과 원회는 기획발 원회, 학술 회 원회, 학회지편집 원회, 국제학술

원회, 학술편찬 원회, 규정개선 원회, 정책연구 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각 

원회는 원장 1인과 부 원장 1인 그리고 12인 이내의 원을 두고 있다.  

재 임원진의 구성 비율을 보면 주로 학교수들로 표되는 학계와 한국교

육개발원  청소년개발원 등의 진 연구원이 주류를 이루며 교육청  학교 

등의 교육행정 실천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학계와 연구원들의 학문  배경

은 교육행정학 공자가 다수를 차지하며 교육평가, 교육사회학 등 기타 교육학 

역에서 소수가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 헌법과 경 학 공자도 임원으

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수년간 개최된 학술 회 주제  발표논문

오랜 역사를 지닌 한국교육행정학회는 교육행정의 다양한 상 뿐만 아니라 

정책  이슈들을 학술 회에서 논의함으로써 많은 정보들을 교육행정 학계와 

장에 제공하여 왔다. 2005년 6월까지 136차 학술 회, 2005년 10월 12회 한일 

교육행정학 공동 세미나, 그리고 2005년 12월에 33차 연차학술 회 등 다양한 

형식과 규모의 학술 회가 개최되어왔다. 

한국교육행정학회 내 수 많은 학술 회의 주제들과 발표논문 가운데 본 연구

의 심인 국가인 자원개발 는 인 자원개발과 련된 학술 회를 정리한 

결과는 아래 <표 Ⅳ-11>과 같다. 한국교육행정학회의 2000년 이후 학술 회에서 

국가인 자원개발에 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NHRD와 

련된 주제는 NHRD 체제와 방향, 학교를 포함한 교육정책과 NHRD, 새로운 

교육체제 구상을 한 NHRD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NHRD가 최근 정

부의 교육개 정책의 주요 흐름임을 감안할 때 교육행정  정책을 주요 연구

상으로 하고 있는 한국교육행정학회가 자연스럽게 NHRD에 심을 갖는 것

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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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1>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 회 주제 분석

년도 학술 회 주제  논문발표 특징

2000 

114차

￮ 주제:“인 자원개발담당”부총리: 역할과 

법  지

￮ 총 3편의 논문 발표

￮ NHRD 체제  방향

￮ NHRD를 한 정부조직개편

￮ 부총리제의 법  검토

2001

123차

￮ 주제: 국가인 자원개발을 한 인 라 

구축

￮ 총 5편의 논문 발표

￮ NHRD를 한 교육행정체제  교원

개발체제

￮ NHRD를 한 조정과 력

￮ NHRD를 한 법령 검토

￮ NHRD를 한 투자와 재원

2001

124차

￮ 특별한 주제 없음. 

￮ 총 8편 가운데 1편이 HRD와 련됨
￮ HRD를 한 청소년행정조직개선

2003

129차

￮ 주제: 교육분야 인 자원개발정책의 방

향과 과제

￮ 총 6편의 논문 발표

￮ 교사 련 

￮ 학교원 련 

￮ 교육행정가 련 

￮ 교육 문직 련 

￮ 학행정직 련 

￮ 교육행정직 련 

2003

130차

￮ 제2부의 소주제: 인 자원개발과 학교

구조 개선 효과

￮ 2부에만 총 6편의 논문 발표

￮ 인력양성정책에서 HRD정책으로의 이행에 

한 논문이 직 으로 NHRD 는 

HRD 정책과 련 있음

2000

28차

(연차)

￮ 주제: 지식기반사회의 인 자원개발과 

새로운 교육체제 구상

￮ 총 4편의 논문 발표

￮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유 등교육체

제, 등, 고등, 그리고 평생교육체제에 

한 논의 

□ 학술지 논문

한국교육행정학회는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의 균형 있는 발 을 한 노력

의 일환으로 회원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기 하여 ‘교육행정학연구’지를 발행하

고 있다. 회칙에 의하면 년 3회 이상 발간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1999년부

터 년 4회씩 발간하고 있다. 재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이기도 하다.  

게재논문의 종류는 일정한 주제에 의하여 청탁하는 특별논문과 회원 개인이 

제출하는 일반논문으로 구분한다. 학회지의 편집  발간 업무를 수행하기 해 

학회지 편집 원회를 두고 있다. 학회지 간행규정에 의하면 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편집 원으로 편집 원회가 구성된다. 재 편집 원회는 원장 1인, 

부 원장 1인 그리고 편집 원 10인 등 총 12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편집 원의 

다수가 학교수들이며 이들의 학문  배경은 주로 교육행정  교육경 을 

공하 다(회계학 공자 1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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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학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을 종단 으로 분석하기 하여 최근 발간

된 논문의 제목주제어(title keyword)를 이용하여 국가인 자원개발 는 인

자원개발과 련된 논문을 검색하여 정리하 다. 그 결과와 특징은 아래 <표  

Ⅳ-12>와 같다. ‘교육행정학연구’에 게재된 논문들 가운데 HRD 는 NHRD를 

주제로 다룬 논문은 총 8편이었다. 2000년 이후 매년 꾸 히 1-3편씩 HRD 

는 NHRD 련 논문들이 교육행정학 분야에 등장하고 있다. 주로 인 자원의 

양성, 활용 등에 한 정책  논의가 많았다. 특히 2001년과 2002년에는 구체

으로 NHRD의 정책평가 모형과 NHRD 성공을 한 정부 부처간 조정  력

을 논의함으로써 NHRD가 앞에서 분석한 학회들과 마찬가지로 교육행정학 분

야에서도 주요 심 상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12>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지 논문 주제 분석

년도 논문 수 특징

2005 2편
￮ 신규입직박사의 진로활동을 연구함으로써 고  HRD 정책에 시사  제공

￮ 해외 고 인 자원의 국내 유치 실태 분석 

2003 1편 ￮ 교육행정 의 인 자원 리 정책 방향 논의

2002 1편 ￮ NHRD를 한 정부부처간 조정과 력 논의

2001 3편

￮ NHRD정책 평가 모형 개발

￮ HRD 에서 교원개발체제 구축 논의

￮ 교육HRD을 한 련법 검토

2000 1편 ￮ 미래 지향  교육행정과 NHRD 논의

(사) 한국교육공학회

1985년에 창립된 한국교육공학회는 21세기 정보화시 의 다양한 인력개발을 

해 교육의 정보화를 선도 으로 수행하기 해 각종 교육공학  연구  개

발활동을 효과 이고 효율 으로 추진함으로써 정보마인드의 확산과 국가 경쟁

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 학회 목   주요 사업

한국교육공학회는 교육공학의 이론과 실제를 과학 으로 연구함으로써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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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발 에 기여하고자 함을 회칙에 명문화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목 을 달

성하기 하여 연차  수시 학술 회 개최, 학술지  기타 출 물 간행, 회원

의 연구활동을 조성하기 한 사업, 국내외 타 학술단체와의 연구교류, 학회의 

학술활동에 기여한 개인, 단체, 사업체의 포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좀 

더 구체 으로 한국교육공학회의 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사업을 설정하

여 실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교육정보화 추진을 한 연구  진흥활동

- 정보 마인드 육성을 한 인터넷 교육서비스 활동

- 학교 컴퓨터 교육(CAI)의 활성화를 한 소 트웨어 개발

- 기업 교육 장의 온라인 원격교육 활성화를 한 사업

- 국가 고속 정보망의 활성화를 한 멀티미디어 DB 구축 사업

- 기업교육의 신을 통한 21세기 인재 육성 개발 사업 등. 

이들 주요 사업 가운데 기업의 원격교육 활성화와 인재육성개발사업 등은 앞

에서 분석한 한국인력개발학회, 한국기업교육학회, 그리고 한국산업교육학회에 

복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 학회연

한국교육공학회의 년 도별 주요 연 은 다음과 같다: 

- 1985년 한국교육공학회  최장으로 이 덕 교수 취임

- 1985년 12월 학술지 ‘교육공학연구’ 창간

- 1990년 3  회장으로 유태  교수 취임

- 2002년 8월 국제학술 회 개최

- 2005년 12  회장으로 권상호 교수 취임 

- 2005년 3월 춘계학술 회 개최

- 2005년 8월 20주년 기념 국제학술 회 개최

□ 인 구성

한국교육공학회는 2006년 6월 재 1000여명에 달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회원은 한국교육공학회의 목 에 찬동하고 입회를 희망하는 자로서 정회원, 

회원  기 회원으로 구분한다. 정회원은 교육공학 분야에서 석사학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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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를 취득한 자, 학사 이상의 학 를 취득한 자로서 학이나 각  학교, 연

구기 , 산업체  그에 하는 기 에 재직하고 있는 자, 기타 이사회에서 특

별히 정회원 자격을 승인 받은 자로 구성된다. 회원은 교육공학에 심을 가

진 학원 재학생  기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로 하며 기 회원은 교육

공학회를 지원하고자 하는 기 이나 단체로 한다. 한국교육공학회는 총회와 이

사회를 두고 있다. 2006년 재 임원진은 총 53명이며 회장 1인, 부회장 2인, 

임회장으로 구성된 고문 9인, 감사 2인, 그리고 임회장단과  회장  부회

장으로 구성되는 당연직 이사와 회장이 하는 선임직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

회는 총 50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특별 원회 성격의 국문학술지 편집 원

회와 문학술지 편집 원회가 있으며 이사 가운데 2인을 홍보담당이사로 선임

하고 있다. 

재 임원진의 구성비율을 보면 주로 학교수들이 주류를 이루며 기업과 연

구소 연구원 약간명이 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학문  배경은 

부분 교육공학이 공이며 약간명은 교육철학, 교수방법, 컴퓨터 교육, 경 학을 

공하 다. 한국교육공학회는 교육공학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는 학술단체이기 

때문에 장 문가 보다는 학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임원의 구성비율을 볼 때 

실천지향 이기 보다 학문지향 인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 최근 수년간 개최된 학술 회 주제  발표논문

약 20년의 역사를 지닌 한국교육공학회는 각종 학술 회 개최 등 다양한 학

술행사를 개최해 왔다. 특히 연간 2회 이상 개최를 지향하는 학술 회는 춘계학

술 회와 추계학술 회를 비롯하여 기타 국제학술 회  학회연합 학술 회를 

개최하여 왔다. 이를 통하여 회원간 학술교류와 교육공학 분야의 발 을 해 

활발한 학술활동을 개하고 있다. 

한국교육공학회내 수많은 학술 회의 주제들과 발표논문 가운데 본 연구의 

심인 NHRD 는 HRD와 련된 학술 회 논문을 정리한 결과는 <표 Ⅳ-13>과 

같다. 2002년 이후 한국교육공학회의 학술 회는 평균 2편정도의 HRD 련 논문

이 발표되었다. 특히 2003년도 추계학술 회에서는 6편의 HRD 련 논문이 발

표되기도 하 으나 2005년도 추계학술 회에서는 단 한편의 논문도 발표되지 않

았다. 발표된 논문들의 부분은 기업내 e-Learning에 주된 심을 보 다.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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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춘계학술 회에서 e-Learning시스템을 활용한 NHRD회의 방안이 발표되기

도 하 으나 한국교육공학회의 경우 NHRD 측면에서 활발한 논의가 아직 이루

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Ⅳ-13> 한국교육공학회 학술 회 주제 분석

년도 학술 회 주제  논문발표 특징

2002

춘계

￮ 주제: 교육패러다임의 변화와 교육공학  

실천

￮ 총 2편의 HRD 련 논문 발표

￮ 기업 e-learning 련 정책  제도의 

발 방향

￮ 소기업의 지식경  련

2002

국제

￮ 주제: The role of educational technology 

in knowledge-based society

￮ 총 1편의 HRD 련 논문 발표

￮ 기업내 교육담당자 (교육공학담당자)

의 미래에 한 논의

2003

추계

￮ 주제: 교육공학의 학제  용

￮ 총 6편의 HRD 련 논문 발표

￮ 학습조직구축을 한 학습지원체제

￮ 기업 내 Blended 학습 련

￮ 직무분석 련

￮ 기업교육훈련 평가 련

￮ 기업교육의 이론 개발 련

2003

국제

￮ 주제: Educational technology in Knowledge- 

based Society

￮ 총 3편의 HRD 련 논문 발표

￮ 기업내 e-Learning  그 성과 

￮ HRD 패러다임과 성과

2004

춘계

￮ 주제: 공교육의 활성화와 교육공학

￮ 총 3편의 HRD 련 논문 발표

￮ 기업 내 e-learning 련 논문

￮ 기업의 HRD 련 논문(역량진단-분석 

시스템의 개발과 학습 이 련 논문)

2005

춘계

￮ 주제: e-Learning과 교육공학의 역할

￮ 총 2편의 HRD 련 논문 발표

￮ 기업내 e-Learning을 통한 품질 리 

연구

￮ NHRD회의에 e-Learning활용

2005

추계
￮ 주제: Ubiquitous 시 의 교육공학 ￮ HRD 련 논문 없음.  

2005

국제

￮ 주제: Reflection and vision for educational 

technology toward learning society

￮ 총 2편의 HRD 련 논문 발표

￮ 기업내 e-learning의 이슈와 트 드

￮ 기업교육에서 교육공학의 공헌

□ 학술지 논문

한국교육공학회는 교육공학의 이론과 실제에 한 회원들의 연구성과를 공유

하기 하여 ‘교육공학연구’지를 발행하고 있다. 회칙에 의하면 년 4회 이상 발

간함을 원칙으로 하며 실제 2000년부터 년 4회씩 발간하고 있다. 한 재 한

국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이기도 하다.  

게재논문의 종류는 일정한 주제에 의하여 청탁하는 특별논문과 회원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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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는 일반논문으로 구분한다. 논문심사, 편집  발간 업무를 수행하기 

해 학회지 편집 원회를 두고 있다. 규정에 의하면 편집 원회는 원장 1인과 

8·10인 이내의 편집 원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재 편집 원회는 국문학술지 

편집 원회와 문학술지 편집 원회로 구분된다. 국문학술지 편집 원회는 1인

의 편집 원장과 6인의 편집 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학술지 편집 원회는 

2인의 공동편집 원장과 국문편집 원 6을 비롯한 1인이 더 추가로 활동하고 

있다. 모든 편집 원은 학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학문  배경은 모

두 교육공학을 공하 다. 그러나 편집 원회 규정에 의하면 교육공학의 표

 연구분야인 교수설계, 이러닝, 기업교육, 원격교육, 학교교육 그리고 연구방

법론의 각 분야별로 문가 1인 이상 포함할 것을 명문화 하고 있다. 따라서 모

든 편집 원들이 교육공학 공자 이지만 이들의 심 역에 따라 세분화 된다. 

특히 기업교육을 교육공학의 표  연구분야로 정의한 것은 매우 이색 이며 

이는 한국교육공학회가 기업교육 장의 온라인 교육 활성화  기업교육의 

신을 통한 21세기 인재육성개발사업을 학회의 주요사업으로 규정한데서 그 이

유를 찾을 수 있다. 

‘교육공학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을 종단 으로 분석하기 하여 1999년 이후 

최근까지 발간된 논문의 제목주제어(title keyword)를 이용하여 국가인 자원개

발, 인 자원개발, 산업교육  기업교육 등과 련된 논문을 검색하여 정리하

다. 특히 산업교육과 기업교육을 검색어로 선정한 이유는 한국교육공학회 회

칙 는 학회 소개 홈페이지에 인 자원개발이라는 용어 보다는 기업교육 는 

산업교육이라는 용어를 보편 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와 특징은 

아래 <표 Ⅳ-14>와 같다. 

‘교육공학연구’에 게재된 논문들 가운데 HRD를 주제로 다룬 논문은 총 21편

이었다. 1999년 이후 매년 1-4편씩 HRD 련 논문들이 게재되고 있다. 이들 주

제는 부분 기업내 HRD 련 논문이며 특히 e-Learning에 한 연구가 많다. 

그러나 교육과정 개발 사례, 기업교육 이론, HRD 평가 등 순수한 HRD 련 

논문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분석 결과 국내 교육공학자들은 아직 NHRD에 

한 심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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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4> 한국교육공학회 학술지 논문 주제 분석

년도 논문 수 특징

2005 4편

￮ 기업의 e-Learning 련 연구

￮ HRD의 평가 련 연구 

￮ 지식창출  공유장소로서 Ba에 향을 미치는 학습입소문에 한 사례연구 

2004 2편 ￮ 기업 e-Learning 련 연구

2003 2편
￮ 기업교육의 이론개발

￮ 지식생산공동체 설계 연구

2002 4편

￮ 기업 e-Learning 련 연구

￮ 교육과정개발연구

￮ 기업교육방법들을 통한 교육공학의 과제 탐색

2001 1편 ￮ 지식경 과 e-Learning

2000 4편

￮ Web 기반 가상교육 로그램 련 연구

￮ 교육과정개발연구

￮ 경 학과 교육공학의 탐색

1999 4편
￮ HPT  수행컨설턴트 역량개발 

￮ WBT 개발 략  네트웤 학습체제

(사) 한국직업교육학회

1981년에 설립된 한국직업교육학회는 직업교육, 훈련  생애 교육에 한 학

술  연구와 정책개발을 통해 우리나라의 직업교육발 을 도모하고 있는 학술

단체이다. 

□ 학회 목   주요 사업

한국직업교육학회는 모든 인간에게 소 하고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진로개

발교육, 산업교육  생애교육의 학술  연구와 그 보 을 통해 직업교육의 발

에 기여함을 목 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목 을 달성하기 하여 학술연

구지 발간, 학술세미나, 정책심포지움, 각종 탁연구개발  보고, 실업교육

련 학회와의 공동학술 회 개최 등 우리나라 직업교육의 발 을 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좀 더 구체 으로 한국직업교육학회의 홈페이지에는 다

음과 같은 주요사업을 설정하여 실행하고 있다:

- 학술연구발표회의 개최

- 공동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

- 학회지  기타 출 물 편집 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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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 동에 한 연구자문  건의

- 직업교육에 련된 국제학술 교류 활동

- 직업교육  훈련에 한 수탁업무 수행

□ 학회연

한국직업교육학회의 년 도별 주요 연 은 다음과 같다: 

- 1981년 1월 한국직업교육학회 창립 총회  월례발표회 개최

- 1982년 3월 제 1차 이사회 개최

- 1986년 11월 제 1차 국제 세미나 개최

- 1988년 7월 외국 인사 청강연회 개최

- 1994년 10월 3차 국제학술 회 개최 

- 1999년 직업교육훈련 100주년 기념 심포지움

- 2004년 정책포럼 개최

- 2005년 14  회장 윤인경 교수 피선

□ 인 구성

한국직업교육학회의 회원은 한국직업교육학회의 목 에 찬동하고 입회 차를 

마찬 자로서 개인회원과 기 회원으로 구분하고 회비의 납부 방식에 따라 일반

회원과 종신회원으로 구분한다. 한국교육공학회는 총회와 이사회를 두고 있다. 

2006년 재 임원진은 총 129명이며 회장 1인, 부회장 10인, 임회장으로 구성

된 고문 8인, 감사 2인, 편집 원 7인, 그리고 총무이사, 재무이사, 조직이사, 섭

외이사, 연구이사 각각 1인과 96명의 일반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재 임원진의 

구성비율을 보면 주로 학교수들이 주류를 이루며 고등학교를 심으로 학교

장  교육청 등의 교장, 장학사, 그리고 교사 등 38명도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학문  배경은 부분 기술교육, 가정교육 등 직업교육학이 

공이다. 한국직업교육학회는 장 문가들이 앞에 살펴본 다른 학회들에 비

하여 그 구성비율이 높음을 고려할 때 학문  실천지향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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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수년간 개최된 학술 회 주제  발표논문

약 25년의 역사를 지닌 한국직업교육학회는 학술 회와 정책포럼 등 다양한 

학술행사를 개최해 왔다. 특히 학술 회는 춘계 는 추계학술 회를 개최하여  

회원간 학술교류와 직업교육 분야의 발 을 해 활발한 학술활동을 개하고 

있다. 

<표 Ⅳ-15> 한국직업교육학회 학술 회 주제 분석

년도 학술 회 주제  논문발표 특징

2001

6월

￮ 주제: 인 자원개발을 한 직업교육 방향

￮ 총 3편의 논문 발표

￮ 실업계 고등학교, 문 학에서 인

자원개발과 직업교육의 방향 

￮ 인 자원개발을 한 평생직업교육훈

련의 발 방향

2002

5월

￮ 주제: 산업인력양성을 한 직업교육훈련 정

책개선 방안 

￮ 총 7편의 직업교육훈련 방향에 한 논문

￮ 산업 학, 문 학, 기능 학, 직업훈

련기 , 실업계고등학교, 기업체, 기술

계 학원에서 직업교육훈련의 방향

2002

11월

￮ 주제: 기 응을 한 직업교육훈련 연구기

과 련단체의 역할  력 강화 방안

￮ 총 7편의 력강화방안 련 논문 발표

￮ NHRD 는 HRD와 련 없음. 

2003

5월

￮ 주제: 국가균형발 을 한 직업교육훈련 정

책방향

￮ 총 2편의 정책방향 련 논문 발표

￮ 총 6편의 분과별 정책방향 련 논문발표

￮ 교육부와 노동부 차원의 국가균형발

을 한 직업훈련정책 방향

￮ 가정교육, 공업교육, 농업교육, 상업교

육, 수해양교육  직업교육훈련의 정

책방향 

2003

6월

￮ 주제: 선진국의 직업교육훈련 개  동향과 

참여정부의 정책 방향

￮ 총 8편의 직업교육훈련 개  동향 련 

논문 발표

￮ 독일, 랑스, 호주, 일본, 미국, 국

의 직업교육훈련 개  동향 련 논문

￮ 참여정부의 직업교육  훈련의 정책

방향  

2004

7월

￮ 주제: 우리나라 직업교육 이 로 좋은가?

￮ 총 6편의 논문 발표

￮ 직업훈련 이수자의 취업률 제고

￮ 평생직업교육을 한 자격제도 개선

방향

2004

11월

￮ 주제: 산업인력양성의 효율성 제고를 한 

실업교육방안

￮ 총 10편의 논문 발표

￮ 직업교육개 을 한 실천방안과 분

야별 개 련 논문

2004

정책

포럼

￮ 주제: 직업교육 개 의 정책방안

￮ 총 8편의 논문 발표 

￮ 직업교육개  정책 방안과 분야별 개

 과제  개선방안 련 논문

2005

6월

￮ 주제: 직업교육 신을 한  토론회

￮ 총 1편의 논문 발표 

￮ 직업교육 신방안의 실 을 한 특

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6명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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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한국직업교육학회 학술 회의 주제들과 발표논문 가운데 본 연

구의 심인 NHRD 는 HRD와 련된 학술 회 논문을 정리한 결과는 아래 

<표 Ⅳ-15>와 같다. 2001년 이후 한국직업교육학회의 학술 회는 직업교육훈련

기 과 역(가정교육, 공업교육, 농업교육, 상업교육, 수해양교육, 직업훈련교

육)별 직업훈련의 방향과 정책 그리고 제도  개선책 등의 발표되었다. 이들  

산업인력 양성, 인 자원개발을 한 직업교육, 산업인력양성의 효율성 논의 등

이 NHRD 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직업교육학회의 학술 회 주제  논문은 특히 정책  이슈들이 집 으

로 논의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학술지 논문

한국직업교육학회는 직업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한 회원들의 연구성과를 공

유하기 하여 ‘직업교육연구’지를 발행하고 있다.  회칙에 의하면 년 3회 발

간함을 원칙으로 하며 2003년 이후 년 3회씩 발간하고 있다. 한 재 한국학

술진흥재단 등재후보학술지이기도 하다. 게재논문의 종류는 일반논문, 자료, 비

평, 총설, 서평, 속보, 록  단신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부분 회원 개인이 

제출하는 일반논문이다. 논문심사, 편집  발간 업무를 수행하기 해 학회지 

편집 원회를 두고 있다. 규정에 의하면 편집 원회는 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편집 원으로 구성된다. 모든 편집 원은 학교수와 국책연구소 문연구원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학문  배경은 직업교육 는 성인교육을 공하

다. 

‘직업교육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을 종단 으로 분석하기 하여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발간된 논문의 제목어 검색기능을 이용하여 국가인 자원개발, 인

자원개발, 인 자원, 인 자원정책, 사회  자본, 지역인 자원개발 등과 련된 

논문을 검색하여 정리하 다. 그 결과와 특징은 아래 <표 Ⅳ-16>과 같다. ‘직업

교육연구’에 게재된 논문들 가운데 HRD를 주제로 다룬 논문은 총 9편이었다. 

2001년 이후 매년 1-3편씩 HRD 련 논문들이 게재되고 있다. 이들 주제는 

부분 기업내 HRD 련 논문이며 특히 직업교육훈련에 한 연구가 많다. 분석 

결과 국내 직업교육학자들은 2000년 이후 NHRD에 한 심이 차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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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6> 한국직업교육학회 학술지 논문 주제 분석

년도 논문 수 특징

2005 1편 ￮ 산업단지 근로자의 HRD 실태  개선방안

2004 2편
￮ 성인 여성 HRD 기 의 황  과제

￮ 외국의 소기업 교육훈련 지원정책- 국, 싱가폴, 일본

2003 2편
￮ 기업내 HRD 진을 한 사내자격 실태분석

￮ 참여정부 직업훈련 정책과제와 발 방향

2002 3편

￮ 인 자원개발 인증제 연구-체제구축을 심으로

￮ HRD 에서 본 OECD의 평생직업교육정책 동향

￮ 일본의 장년층 실직자 직업훈련정책 사례  시사

2001 1편 ￮ 실업계 고등학교에서의 인 자원개발을 한 직업교육의 방향

(아) 소결 

지 까지 본 장에서는 교육학 역에서 NHRD  HRD의 지식생산을 한 

국내 주요 학회들의 노력을 살펴보았다. 특히 각 학회별로 설립취지와 목   

주요사업, 학회 연 , 인 구성원, 최근 수년간 개최된 학술 회 주제  발표논

문, 그리고 학술지 논문들을 분석하 다.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한국인력개발학회, 한국산업교육학회, 한국기업교육학회, 한국교육공학

회, 그리고 한국직업교육학회가 HRD 는 NHRD와 가장 련이 깊은 핵심주

제어들로 설립취지와 목 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인 자원개발과 련된 

노력을 구체 으로 설립취지  목 에 나타내고 있지는 않았다. 한 상 으

로 한국성인교육학회, 한국평생교육학회, 그리고 한국교육행정학회는 고유한 그

들의 설립취지  목 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인 자원개발과 직 으로 

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한국평생교육학회, 한국성인교육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에 비하여 상

으로 한국인력개발학회, 한국산업교육학회, 한국기업교육학회, 한국직업교육

학회, 그리고 한국교육공학회의 주요사업들이 HRD 역의 지식생산  공유에 

집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학회의 회칙 등에 명문화된 주요

사업의 상은 기업차원의 인 자원개발에 머물고 있다. 반면 한국직업교육학회

는 직 으로 NHRD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직업교육 훈련 등의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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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하고 있어 큰 범주에서 NHRD의 한 역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학회의 주요 인 자원인 임원진의 구성은 각 학회별로 차이가 있었다. 

한국인력개발학회, 한국산업교육학회, 한국직업교육학회, 그리고 한국기업교육학

회는 학계와 장 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이론과 실천의 융합  산학연계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분석 상인 다른 학회들은 학교수들이 다수이며 장

문가들은 임원진의 참여는 상 으로 앞의 네 학회에 비하여 은편이다. 

한 학회별로 임원진의 학문  배경이 차이가 있었다. 한국인력개발학회는 교육

학과 경 학이 상호 력  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다른 학회는 교육학이 

우세하 다. 특히 한국기업교육학회는 교육공학 공자들이 부분이었다. 이는 

교육공학회와 한국기업교육학회의 주요 구성원에 있어 차별화를 찾기 어려우며 

이러한 상은 한국평생교육학회와 한국성인교육학회에서도 마찬가지 다. 

넷째, 최근 각 학회의 학술 회 주제  발표 문을 분석한 결과 한국인력개

발학회, 한국기업교육학회, 한국산업교육학회, 그리고 한국교육공학회는 기업차

원의 HRD 이슈들을 고루 다루어왔다. 특히 한국기업교육학회는 e-Learning과 

련된 주제  논문들이 많았다. 한 한국노동경제학회는 노동시장과 고용, 

실업, 교육훈련의 경제  효과를 논한 논문들이 있었다. 한국직업교육학회는 직

업교육훈련의 방향과 정책 그리고 제도  개선책 등이 논의 되었으며 특히 산

업인력 양성, 인 자원개발을 한 직업교육, 산업인력양성의 효율성 논의 등이 

NHRD 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기업교육학회와 한국산업교

육학회의 경우 NHRD가 심 밖 역임을 알 수 있었다. 한국교육행정학회와 

한국노동경제학회는 학회의 설립취지  목  그리고 주요사업 분석에서 

NHRD  HRD와 직 으로 련이 없는 학회로 분류될 수 있으나 학술 회 

등을 통해 NHRD의 지식생산  공유에 가장 극 이었다. 한 한국직업교

육학회는 설립취지에서 언 된 산업교육의 범주를 넘어 산업인력양성을 주제로 

하여 학술 회를 통해 NHRD의 지식생산  공유에 활발한 활동을 개하고 

있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분석 상인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분석한 결

과 모든 학술지에 HRD 는 NHRD 련 논문들이 게재되어왔다. 특히 한국인

력개발학회, 한국산업교육학회 그리고 한국기업교육학회는 HRD 련 논문들이 

주류를 이루는 반면, 다른 학회의 경우 다른 주제에 비하여 상 으로 은 수

의 HRD 련 논문이 등장하 다. 그러나 부분 기업 련 HRD 논문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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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교육학회의 경우 직업교육  훈련을 심으로 실업계 고등학교, 여성, 

소기업, 실직자 등을 상으로 한 정책  주제들을 다루고 있었다. 특히 한국

기업교육학회와 한국교육공학회는 기업 련 e-Learning이 주된 심이었다. 결

론 으로  한국인력개발학회, 한국성인교육학회, 그리고 한국교육행정학회는 꾸

히 NHRD 련 논문이 게재되었다. 반면 한국산업교육학회, 한국기업교육학

회, 한국교육공학회  한국평생교육학회는 아직까지 NHRD가 심 밖의 주제

임을 확인하 다. 

(2) 국내 HRD 련 학회: 경제  경 학 역

경제․경 학 역에서 국가인 자원개발  인 자원개발의 지식생산을 

한 학회차원의 노력을 살펴보기 하여 한국경 학회, 한경 학회, 한국산업

경 학회, 한국인사조직학회, 한국인사 리학회, 한국인 자원 리학회, 한국인

자원개발학회, 그리고 한국노동경제학회를 분석 상으로 하 다. 연구목  달

성을 하여 각 학회별로 설립취지와 목   주요사업, 학회 연 , 인 구성원, 

최근 수년간 개최된 학술 회 주제  발표논문, 그리고 학술지 논문들을 분석

상으로 하 다. 

일반 으로 경 학을 공부한 모든 학자들은 직․간 으로 HRD와의 련성

을 찾아 볼 수 있다. 의로 해석할 때 경 학의 학문  역이 기업교육의 내

용이 될 수 있다는 면에서 경 학자들은 모두 HRD에 참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으로 해석하며, HRD가 공의 일부로 편입되어 있는 인사조직 공

자들만이 HRD와 련이 있으며, 인사 리 Training & Development의 일부로 

HRD를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NHRD의 측면에서 볼 때, 인사 리의 훈련  

개발의 일부분으로 여겨지는 HRD보다는 인사 리의 고유기능인 선발, 평가, 보

상, 배치, 승진 등 인사 리 자체가 인 자원개발을 지원하는 역할 할 수 있다. 

따라서 NHRD를 지원하는 인사 리 측면에서는 인사 리 고유기능이 의의 

HRD라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NHRD를 지원하는 의의 인사 리를 심으

로 학회활동과 교육기 에 한 것을 살펴본 후 좁은 의미의 HRD와 련된 내

용들을 서술하기로 한다.

HRD와 련된 경 학분야의 학회를 경 학 일반을 모두 포함하는 통합 경

학회와 인사조직분야의 인사조직 공학회로 구분할 수 있다. 통합 경 학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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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회는 한국경 학회, 한경 학회, 한국산업경 학회 등이 있으며, 인사조

직분야에는 한국인사조직학회, 한국인사 리학회, 한국인 자원 리학회, 한국인

자원개발학회 등이 있다.  

그러나 한경 학회와 한국산업경 학회는 각각 구와 부산을 거 으로 만

들어진 통합경 학회로 출발하여 학술지 등재제도가 시행된 후 국학회로의 

개편을 시도한 학회이며, 실질  운 이 지역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학회이

다. 두 학회는 성격  규모 면에서 한국경 학회의 축소 이라 할 수 있으며, 

두 학회 회원들이 모두 한국경 학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경

학 분야 통합학회를 표하여 한국경 학회를 자세히 살펴 본 후 HRD와 직

 련을 맺고 있는 인사조직과 련된 공학회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와 함께 경제학 분야의 표 인 학회인 한국노동경제학회를 다루고자 한

다. 한국노동경제학회는 학회의 설립취지  목  그리고 주요사업 분석에서 

NHRD  HRD와 직 으로 련이 없는 학회로 분류될 수 있으나 학술 회

와 학술지 등을 통해 노동시장과 고용, 실업, 교육훈련 등 NHRD 련 주제의 

논문들이 다수 발표되고 있어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 한국경 학회

□ 학회목   주요사업

한국경 학회는 1956년 12월 경 학회  계학술의 학리와 실무의 조사연

구  그 보 을 목 으로 창립되었다. 시 으로 요구되었던 경 합리화  

생산성향상에 기여하기 하여 학문 역의 수호  발 을 한 실무의 조사연

구  그 보 에 력을 경주하려는 목 으로 창립되었다.  

한국경 학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  제 4조).

- 산 학 동 차원의 연구, 교육  정책개발

- 경 련 학회 통합학술 회 개최

- 국내외 경 학  인 학문분야 학회  기 과의 제휴

- 학회지, 학회보  연구서 의 간행

- 연구발표회 개최

- 기 리와 련된 투자사업

- 각호 이외의 목 달성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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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연

빠른 경 학문의 보 과는 달리 1956년에 창립된 학회는 1969년까지 자체

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지 못하 으며, 1970년 정기총회를 통하여 정  개정, 

임원개선, 조직개편을 통하여 경 학도 상호간의 계몽연구와 상호친목을 도모하

여 경 학계의 발 에 이바지 할 것을 결의하 으며, 그 후 활발한 활동을 한 

수차례의 정 개정을 통하여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며, 가장 최근의 정

개정은 2004년 2월 21일 실시되었다.

□ 인 구성

㉮ 임원

한국경 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한국경 학회 정  제 12조).

① 회장 1명

② 부회장 10인 이내

③ 상임이사 3인 이내

④ 이사 50인 이내

⑤ 감사 2인

재 한국경 학회의 회장과 역  경 학회 회장은 모두 학교에 을 두고 

있는 경 학자가 맡고 있으며, 재 임원은 부회장 10명  4명이 기업인이며, 

이사 32명  단 1명이 기업인이다.  한 감사 2명은 학자가 맞고 있다.  이러

한 구성에서도 찰 할 수 있듯이 한국경 학회의 운 에 경 학 분야의 학자 

이외의 참여는 매우 제한 임을 알 수 있다.

㉯ 조직구성

한국경 학회는 회장을 심으로 운 기구로 총회와 이사회가 있으며, 사안에 

따른 각종 원회를 규정해 놓고 있다.  한국경 학회 정  제 23조～제 31조는 

학회의 운 기구로 총회와 이사회에 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제 32조～ 

제 39조는 학회 운 에 필요한 각종 원회  사무국에 한 규정을 설명하고 

있다. 정 에 규정한 원회에는 운 원회, 편집 원회, 로그램 원회, 웹 

원회, 기  원회, 임시 원회 등에 하여 규정하고 있다.

㉰ 체회원

한국경 학회의 회원은 경 학을 공한 학자 (모든 공을 포함)들과 기업의 

실무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경 학회는 회원의 자격에 하여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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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

- 학, 학교  학원에서 경 학과 이에 련된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임교원 는 겸임교원 

- 경 학 련분야의 박사과정에 있거나 박사학 를 취득한 개인

- 공인된 연구소  기 에서 경 학 련 분야 연구와 교육에 종사하는 개인

- 기타 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그러나 이러한 폭 넓은 회원에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구성에서 볼 

수 있듯이 실질 인 학회의 운 은 학교에 을 두고 있는 경 학을 공한 학

자 회원들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다.

□ 수년간 개최된 학술 회 주제  발표논문

한국경 학회가 주최하는 학술 회는 경 학 분야 모든 학회들이 함께 참여

하는 통합학술 회를 주 하는 것이다. 미국의 Academy of Management를 모

델로 삼아 통합학술 회를 주 하고 있다.  통합 학술 회는 공별 학술 회를 

한 장소에서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경 학회 고유의 학술 회는 개최하

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경 학회는 사안에 따라 경 학 분에 걸친 심포지움을 개최한

다. 심포지움의 주제는 시  요구를 반 하여 결정되며 HR과의 련성은 찾

아보기 힘들다. 가장 최근 2006년 5월 12일에도 “자본시장  기업지배구조의 

변화와 국가경쟁력”이란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하 다.  

□ 학술지 논문

한국경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는 「경 학연구」와 「경 교육연구」

가 있다. 「경 학 연구」는 경 학 모든 분야에 연구논문을 포함하고 있는 반

면에, 「경 교육연구」는 경 사례를 심으로 학회지를 구성하고 있다.

「경 학연구」에 발표되는 논문은 경 학  분야에 걸쳐있다.  이러한 사실

은 <표 Ⅳ-17>의 편집 원의 구성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총 16명의 편집 원 

 좁은 의미의 HRD와 련된 공자는 찾아 볼 수 없으며, NHRD를 지원하

는 의의 인 자원 리와 련을 맺을 수 있는 인사조직을 담당한 편집 원이 

2명에 불과하다. 실질 으로 최근 5년간 좁은 의미의 HRD와 련된 논문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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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도 발간되지 않았으며, NHRD를 지원하는 인사 리와 련된 논문은 보상 

분야의 단 2편 뿐이다.

<표 Ⅳ-17> 경 학연구 편집 원 명단

이름 학교 분야 이름 학교 분야 

한인구 KAIST 편집 원장 백윤정 경북 인사조직 

김보원 KAIST 편집간사 조건 남 생산계량 

이종천 숭실  회계학 정기호 경성 생산계량 

김문철 경희  회계학 양희동 이화여 MIS 

유창조 동국 마  김인재 동국 MIS 

이훈 경희 마  박 렬 연세 국제경  

고 찬 서울  재무 리 조 우 충남 국제경  

조진완 고려  재무 리 김희천 고려 경 략 

유구창 숙명여  인사조직 김 수 건국 경 략 

「경 교육연구」는 더욱 HRD와는 련 없는 논문이 발간되고 있다. 아래 

<표 Ⅳ-18>에서 찰 할 수 있듯이 「경 교육연구」 편집 원들은 더욱 HRD

와는 련 없는 공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표 Ⅳ-18> 경 교육연구 편집 원 명단

이름 학교 공 

용욱 앙 학교 편집 원장

박찬희 앙 학교 편집간사

강성민 가톨릭 학교 Operation 

구자숙 경희 학교 OB 

한순구 연세 학교 Game Theory 

김지홍 KDI 국제정책 학원 IB 

이석규 성균 학교 Marketing 

조성욱 고려 학교 Finance 

강태구 남 학교 IB 

이지환 SK 경제연구소 Strategy 

강신장 삼성경제연구소 OB 

장은미 연세 학교 OB 

Denis Simon SUNY Strategy/IB 

조국  Hawaii Pacific University 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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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인사 리학회

□ 학회목   주요사업

한국인사 리학회 정  제 2조는 학회의 목 에 해 다음과 같이 언 하고 

있다. “본 학회는 인 자원개발  인사 리분야에 한 연구를 진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한국 인사 리분야의 발 에 기여함을 목 으로 

한다.”

한국인사 리학회 정  제 4조는 학회의 주요사업에 하여 아래와 같이 규

정해 놓고 있다.

- 인 자원개발 유지에 련된 사업

- 학회지  도서의 간행

- 연구발표

- 산학 동에 한 사업

- 본 학회의 목 에 찬성하는 국내외 제학회와의 제휴

- 인사 리의 이론  실제와 련된 연구

- 기타 본 학회 목 달성에 필요한 사업

□ 학회연

한국인사 리학회는 1978년에 창립된 인사조직 분야의 가장 오래된 학회이다.  

한국인사조직학회의 요한 발자취는 다음과 같다. 

- 1978.     한국인사 리학회 창립

- 1978. 6   회장 김원경 교수( 앙 )취임

- 1979. 12  인사 리연구 제 1집 1권 발간

- 2001. 3   사단법인등록 (노동부 창립허가)

- 2005. 12.  2005년도 학술지 평가 결과 '인사 리연구' 등재지로 선정

- 2006. 3.   인사 리 연구 제 30집 1권 발간

- 2006. 6.   제23  회장 심원술 교수(한양 ) 취임

□ 인 구성

㉮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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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사 리학회 정  제 9조는 임원에 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한국인사 리학회의 임원은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로써 15인 

이하로 둔다. 감사는 2인으로 한다.

재 한국인사 리학회 임원은 모두 인사조직 분야의 직 학교수들로 구

성되어 있으며, 단지 산학 력을 담당하고 있는 임원만이 기업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 조직구성

한국인사 리학회는 정  제 14조에서 제 22조에 걸처서 학회의 조직에 하

여 설명하고 있다. 한국인사 리학회는 최고의 의결기구인 총회를 비롯하여 이

사회와 상임운 원회를 통하여 학회 운 을 결정한다(제 14조～제 18조). 학

회 목  달성을 해 각종 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제 19조), 인

사 리연구 편집을 한 편집 원회를 정식기구로 두고 있다(제 20조).  

㉰ 체회원

한국인사 리학회 정 은 회원에 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정  제 

5조는 회원의 성격에 따라 정회원, 기 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정

 제 7조는 각 회원의 자격에 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정회원

- 공인된 학의 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자  인사 리분야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자

- 공인된 연구기 에서 인사 리분야의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  

학원 박사과정에서 인사 리분야를 공하는 자

- 산업계 인사 리 담당부서의 리자

- 기타 상임이사회에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② 기 회원 : 본 학회 취지에 찬동하는 단체로서 상임이사회가 승인한 단체

 ③ 특별회원 : 본 학회 사업의 취지에 찬동하고 본회 발 에 공헌한 자로서 

상임이사회가 특별회원으로 추천한 자

재 한국인사 리학회의 회원은 부분 인사조직을 공한 직 교수와 기

업의 인사담당자로 구성되어 있으나, 학회의 운 은 직 교수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총 57명  단 4명만이 교수가 아닌 회원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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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 있다. 앞에서 언 한 회원의 규정에서도 찰할 수 있듯이 한국인사 리

학회는 기업의 실무자도 정식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재 기

업에 근무하고 있는 경 학박사학  소지자  기업의 인사 리 담당자들도 회

원으로 참석하고 있으며, 체 회원의 숫자는 500명을 넘고 있다.

□ 수년간 개최된 학술 회 주제  발표논문

한국인사 리학회는 독자 으로 춘계와 동계 학술 회를 개최하며, 하계학술

회는 경 학 통합학술 회로 치하고 있다. 지난 5년간 개최된 학술 회에서

는 주로 인사 리와 조직행동론과 련된 논문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때에 따라

서는 특별한 주제를 갖고 심포지엄 는 한 섹션의 운  등을 하는 모습을 보

여주었다. 지난 3년간 한국인사 리학회 학술 회에서 사용한 특별한 주제는 

<표 Ⅳ-19>에서 찰하는 것과 같다.

<표 Ⅳ-19> 최근 3년간 학술 회 주제

주 제 년도

노․사․정․학 심포지움 2005

인 자원 리의 뉴 라다임: 4조 2교 2004

인 자원정보시시스템과 지식경 , 직원역량개발과 육성 2003

지난 5년간 개최된 학술 회에서 발표된 논문  일부는 의의 HRD와 련

되어 있다. 구체 인 내용은 <표 Ⅳ-20>에 나타나 있다. 한국인사 리학회가 개

최한 학술 회  HRD와 련하여 특징 인 것은 2003년 추계학술 회를 한국

산업교육학회와 공동개최한 것이다. 이 학술 회에서 HRD와 련하여 최동석 

(교보생명 인사지원 담당 부사장)은 “직원역량개발과 육성 략”을 발표하 다.

<표 Ⅳ-20>에서 찰할 수 있듯이 인사 리 분야에서의 HRD는 기업의 교육

훈련과 련된 연구에 집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최근에 많이 유행하고 있

는 액션러닝을 이용한 HRD가 많이 연구되고 있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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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0> 인사 리학회 학술 회 HRD 련 발표논문

년도 발표논문 특징

2003 1편 ∘직원 육성 략에 한 것임.

2002 7편

∘발표된 논문 종업원의 교육 훈련과 인 자원개발에 집 되

어 있음.

∘Action Learning과 리더십 개발  종업원 개발에 련된 

논문이 특징 임.

2001 1편 ∘웹 기반을 심으로 한 것이 특징 임.

□ 학술지 논문

한국인사 리학회에서는 「인사 리연구」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다. 본 

학술지의 논문은 부분 인 자원 리와 조직행동론 분야에 치우쳐 있으며, 최

근에는 조직행동론과 인사 리 사이의 경계를 두지 않고 출 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최근 5년간 「인사 리연구」에 출간된 NHRD를 지원하는 인사

리와 련된 논문들은 <표 Ⅳ-21>에서 찰할 수 있듯이 일반 인 인 자원과

리, 보상, 채용, 평가 등에 걸쳐있으나, 그 편수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표 Ⅳ-21> 인사 리연구에 발표된 인 자원 리 련 논문 황

년도 발표논문 특징

2005 2편 ∘임 에 한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한 연구가 특징 임

2004 7편
∘채용, 승진, 보상, 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 논문이 게재된 

것이 특징 임

2003 7편
∘3편의 일반 인 인 자원 리 제도에 한 논문이 게재됨

∘한국형 임 제도를 구축하기 한 노력이 특징 임

2002 3편
∘2편이 보상 련 논문임.

∘성과지향  보상체계 구축에 한 논문이 특징 임.

 

반면에, 의의 HRD와 련된 논문은 많이 발간되지 않고 있다. 한국인사

리학회의 인사 리연구에 발간된 HRD와 련된 논문은 <표 Ⅳ-22>에서 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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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2> 인사 리연구에 발표된 HRD 련 논문

년도 발표논문 특징

2005 1편 ∘학습조직을 심으로한 HRD를 설명함.

2004 2편
∘학습 이와 련된 논문이 특징 임.

∘Action Learning의 성과에 한 논문이 특징 임.

2003 3편 ∘학습조직과 HRD에 심을 기울인 것이 특징 임.

2001 1편 ∘역량기반 HRD 에 심을 보인 것이 특징 임.

「인사 리연구」에 발간된 NHRD를 지원하는 인 자원 리와 련된 논문

들은 일반 인 인 자원 리 시스템과, 채용, 보상 등의 한정된 분야에서 연구

되고 있으며, 의의 HRD 련 논문들은 주로 기업 내 교육훈련과 련된 성

과, 시스템, 훈련자 등과 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징 인 것은 오직 

박양근의 논문만이 실업자 교육이라는 NHRD의 한 분야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다) 한국인사조직학회

□ 학회목   주요사업

한국인사조직학회는 인사  조직과 이에 련된 분야의 연구와 발표를 통하

여 경 학 발 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 으로 한다.

한국인사조직학회의 주요 사업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인사  조직과 련된 학술연구

- 학회지, 학회보  연구서 의 간행

- 연구발표회

- 학술정보  자료의 상호교류

- 본 학회와 목 을 같이하는 국내외 학회들과의 제휴

- 우수 논문  술에 한 학술상 시상

- 기타 본 학회의 목  달성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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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연

한국인사조직학회의 연 은 한국인사조직학회가 한국인사 리학회로부터 분

리 독립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당시의 소장  학자들은 한국인사 리학회의 

학회명칭에 조직을 첨가하자는 의견이 부결되자 한국인사 리학회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한국인사조직학회를 설립하 다. 한국인사조직학회의 연 은 다음과 

같다.

- 1991년 한국인사조직학회 창립

- 1991년 이학종 회장 취임

- 1993년 인사조직연구 발간 시작

- 2002년 사단법인 환

- 2006년 윤세  회장 취임

□ 인 구성

㉮ 임원

한국인사조직학회 정  제 9조는 학회의 임원에 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

고 있다.

- 회장 1명

- 차기회장 1명

- 부회장 5명

- 상임이사 15명 이내 (편집 원장, 분과 원장, 국제교류 원장은 당연직으로 

포함됨)

- 이사 40명 이내 (국제교류 원회 원은 당연직으로 포함됨)

재 한국인사조직학회 회장   회장은 모두 인사조직을 공한 재임당시

의 직 교수가 맞고 있으며, 상임이사도 1명의 연구소에 재직 인 경 학박사

를 제외한 14명 모두 직 경 학 교수로 이루어져 있다.

㉯ 조직구성

한국인사조직학회는 학회 정  제14조에서 제23조까지 학회의 조직에 해 

규정하고 있다. 학회의 운 을 한 의결기 으로 총회(제14조), 상임이사회(제

16조), 이사회(제18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사조직연구」의 편집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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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원회 (제20조), 국제교류 원회(제21조), 학회의 활동을 진하기 한 분

과 원회(제 22조) 등에 한 조직을 규정하고 있다.

㉰ 체회원

한국인사조직학회의 정 은 회원에 하여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하여 규

정하고 있다. 특별회원은 상임이하회의 결의에 의하여 입회가 결정된 개인 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제5조).

- 학에서 인사  조직과 련된 과목들 담당하고 있는 임강사 이상인 자.

- 공인된 연구기 에서 인사  조직과 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자.

- 학에서 인사  조직과 련된 분야의 박사과정에 재학 인 자.

- 항에 속하지 않는 자로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상임이사회에서 인

정하는 자.

이상의 한국인사조직학회의 회원규정에서 찰 할 수 있듯이 한국인사조직학

회는 인사조직 분야의 학자들을 상으로 조직된 학회로 규정지을 수 있다. 실

무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기 보다는 순수한 학문  발 을 하여 노력하는 학

회이다.  

□ 수년간 개최된 학술 회 주제  발표논문

최근 3년간 한국인사조직학회 학술 회에 발표된 논문  HRD와 련된 논

문은 단 1편도 없다. 그러나 NHRD를 지원하는 인 자원 리와 련된 논문은 

아래 <표 Ⅳ-23>에서 찰 할 수 있듯이 몇 편 되지 않으며, 주로 2005년도에 

집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23> 한국인사조직학회 인 자원 리 련 학술 회 발표 논문

년도 발표논문 특징

2005 8

∘평가/보상 련된 논문이 4편으로 가장 많이 게재됨.

∘시  흐름을 반 한 BSC와 다면평가 등과 련된 논문이 특

징 임.

2004 2 ∘보상에 한 논문만이 발표된 것이 특징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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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논문

한국인사조직학회 학술지인 「인사조직연구」는 일 년에 3번 출간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인사조직연구」에 출간된 논문  의의 HRD와 련된 논문은 

단 1편도 없다. 그러나 NHRD를 지원하는 인 자원 리와 련된 논문은 아래 

<표 Ⅳ-24>와 같이 요약 될 수 있다.

<표 Ⅳ-24> 인사조직연구에 발표된 인 자원 리 련 논문

년도 발표논문 특징

2005 4편
∘평가/보상에 한 논문이 3편임.

∘ 을 심으로 한 보상이 특징 임.

2004 1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 비교가 특징 임.

2003 6편
∘집단과 인 자원 리 번들에 한 논문이 특징 임.

∘평가/보상이 5편으로 주류를 이룸.

2002 2편
∘모두 보상에 한 논문임.

∘CEO 보상에 한 논문이 특징 임.

(라) 한국인 자원 리학회

한국인 자원 리학회는 부산에서 출발하 다. 지역학회로 출발한 한국인 자

원 리학회는 학술지 등재제도의 실시에 따라 국학회를 표방하고 있으나 아

래의 <표 Ⅳ-25>에서 찰할 수 있듯이 역  회장들이 모두 부산지역의 학교에 

재직하고 있다.

<표 Ⅳ-25> 한국인 자원 리학회 역 회장 소속 학교

회장 소속 학교 회장 소속 학교

1 박경문 경성 4 최해진 동의

2 박재린 동아 5 류태모 부경

3  차 운 신라

□ 학회목   주요사업

본 회는 인사·조직·노사분야에 한 연구를 진하고 회원상호간의 학술 교류

와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이 분야의 학문  발 에 기여함을 목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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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조직·노사분야의 이론과 실무에 련된 연구

- 연구발표회, 강연회, 세미나등의 개최와 학술논문집, 인사·조직·노사 련연

구총서 등의 발행

- 본 회와 목 을 같이 하는 국내외 제 학회와의 교류

- 기타 본 회의 목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학회연

- 1999. 10. 22. 창립총회    회장 경성  박경문 교수

- 2000. 4. 22. 제1차 학술발표 회 개최 발표논문집발간

- 2000. 8. 30. 인 자원 리연구 창간호 발간

- 2005. 1. 27. 제10차 학술발표 회  정기총회(회장 부경  류태모 교수)

- 2005. 6. 28. 제11차 하계국제학술발표 회

□ 인 구성

㉮ 임원

한국인 자원 리학회 정 은 아래와 같이 임원의 숫자에 하여 규정하고 

있다.

- 회장 1명

- 부회장 10명 내외

- 상임이사 20명 내외(사무국장 포함)

- 이사 30명 내외

- 감사 2명

- 고문 약간 명

앞의 표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한국인 자원 리학회 역    회장은 모두 

직에 근무하고 있는 교수들이다. 부회장 18명 모두 직 교수들이다. 학회의 

주요 임원들은 모두 직 교수들이다.

㉯ 조직구성

한국인 자원 리학회 정  제14조는 학회의 의결기 으로 총회에 하여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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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으며, 제15조  제16조는 상임이사회  이사회에 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 학회 정  제24조는 편집 원회에 하여, 제25조는 학회 사무국에 

하여 규정하고 있다.

㉰ 체회원

앞에서 언 했듯이 한국인 자원 리학회는 부산을 지역기반으로 만들어진 

학회이다. 따라서 역  회장  학회의 구성원들이 부산지역에 편 되어 있다.  

부분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들을 심으로 학회가 운 되고 있으며, 학회

지 등재제도 이후에 국 학회를 표방하기 하여 일부 타지의 교수들이 회원

으로 참가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 수년간 개최된 학술 회 주제  발표논문

한국인 자원 리학회의 학술 회와 련된 정보는 사무국에도 보존하고 있

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다. 임원진과의 인터뷰 내용에 기 하여 단할 

때, 한국인 자원 리학회는 학술 회에서도 일반 인 인사조직분야의 논문을 

기 로 학술 회를 진행하 음을 알 수 있다. 

□ 학술지 논문

한국인 자원 리학회에서 발간하는 논문집에는 「인 자원 리연구」가 있

다. 「인 자원 리연구」에 발표된 논문  최근 5년간에 NHRD을 지원하는 

인 자원 리와 련된 부분의 논문들을 <표 Ⅳ-26>에서 찰할 수 있다.  

<표 Ⅳ-26> 인 자원 리연구에 발표된 인 자원 리 련 논문

년도 발표논문 특징

2005 5편
∘보상에 한 논문이 3편임.

∘임  피크제  비정규직에 한 논문이 특징 임.

2004 3편
∘벤처기업의 인 자원 리에 한 논문이 특징 임.

∘다면평가, 비정규직에 한 논문이 발표됨.

2002 3편
∘한국  인 자원 리 시스템과 임 의 공정성에 한 논

문이 특징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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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소속 학교 회장 소속 학교

1 이해병 한남 6 이기돈 배재

2 유병주 충남 7 송 선 순천향

3 서도원 충북 8 황호 북

4 송계충 충남 9 장동운 주

5 김주엽 충북

반면에 의의 HRD와 련된 논문의 내용으로 「인 자원 리연구」에 게재

된 논문과 련된 내용을 <표 Ⅳ-27>에서 찰할 수 있다. 「인 자원 리연

구」에 게재된 HRD와 련된 논문들은 부분 기업 내 교육  훈련과 련된 

것들이며, 그 분량 한 많지 않은 실정이다.  

<표 Ⅳ-27> 인 자원 리연구에 발표된 HRD 련 논문

년도 발표논문 특징

2004 2편
∘노사 문인력 양성에 한 논문과 경찰의 교육훈련에 

한 논문임.

2002 1편 ∘HRD 설계에 한 논문임.

2001 2편 ∘e-learning과 근로자 견에 한 논문임.

(마) 한국인 자원개발학회

한국인 자원개발학회는 학회 명칭이 HRD에 가장 부합하는 학회이다.  그러

나 본 학회의 회장을 맞고 있는 주 학교 장동운 교수가 연구자와의 인터뷰

에서 언  했듯이 본 학회는 충청도를 기반으로 호남의 일부 학자들이 참여하

고 있는  다른 형태의 지역 인사 리학회라 할 수 있다. 본 학회 한 학술지 

등재제도 이후 국학회를 표방하고 있으나 역 의 회장에서 볼 수 있듯이 지

역성을 완 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표 Ⅳ-28> 한국인 자원 리학회 역 회장 소속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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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목   주요사업

한국인 자원개발학회는 학회 정  제 2조에서 본 학회의 목 을 다음과 같

이 밝히고 있다. “본회는 인사·조직·노사분야에 한 조사연구를 통한 이 분야

의 학문  발 과 지역사회 발 에 기여함과 동시에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

모함을 목 으로 한다.” 한국인 자원개발학회는 학회의 목 에서도 밝히고 있

듯이 학회의 명칭과는 다르게 인사․조직․노사 분야를 폭 넓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인 자원개발학회 정  제3조는 학회는 학회의 목 달성을 하여 다음

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인사·조직·노사분야에 한 조사연구

- 연구결과의 발표  세미나 등

- 학술지, 회보  기타 연구 간행물의 발간과 배포

- 인사·조직·노사분야에 련된 조사연구의 용역과 자문

- 국내외 련기 과의 공동사업  유 강화

- 기타 본회의 목  달성에 필요한 사업

학회의 주요 사업에 한 규정은 HRD가 학회의 주 목 이 아님을 나타내 주

고 있다. 

□ 학회연

앞에서 언 했듯이 한국인 자원개발학회는 충청도를 기반으로 두고 호남의 

일부 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는 사실이 학회의 연 에도 잘 

나타나 있다.

- 1997. 06. 21  창립총회 (충남 학교)

- 1997. 06. 21  제 1  회장 이 해병 (충남 ) 교수 선임

- 1997. 11. 14  첫 학술 회 개최 (한국과학재단)

- 1999. 06      인 자원개발연구 제 1권 1호 발간

- 2005. 06      9  회장 장 동운 ( 주 ) 교수 선임

□ 인 구성

한국인 자원개발학회 정 은 제 11조에서 다음과 같이 임원의 숫자에 한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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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 1인

- 부회장 10인

- 상임이사 20인 이내

- 이사 50인 이내

- 감사 2인

- 고문 약 간명

재 학회 임원의 구성은 부분 직 인사조직 교수로 되어 있으며, 다수가 

충청권과 호남권의 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들이다. 부회장은 18명  6명이 

타지역 교수이며, 3명의 실무자를 포함하고 있다. 한 상임이사는 31명  10

인이 타지역 출신 교수이며, 4명의 실무자를 포함하고 있다. 학회의 실질 인 

운 은 충청  호남권 회원에 의해 결정되며, 타 지역의 교수들은 구색 맞추기 

식으로 상임이사와 이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 조직구성

한국인 자원개발학회의 조직은 의사기구인 총회(제16조), 상임이사회(제17조), 

이사회(제18조) 등을 정 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학회 정  제24조는 사무국에 

한 규정을 설명하고 있다.

㉰ 체회원

한국인 자원개발학회 정 은 정회원, 특별회원 기 회원에 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본 학회의 정회원 자격에 하여 정  제 6조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하여 학회 정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 학  이에 상응하는 교육기 에서 인사·조직·노사분야의 강의를 담당하

고 있는 자

- 학 는 연구기 에서 련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 박사과정에서 인사·조직·노사분야를 공하고 있는 자

- 산업계에서 인사·조직·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리자

본 회원의 자격의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본 학회는 HRD 만을 한 학회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재 본 학회의 정규회원은 부분 충청  호남 지역의 

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로 이루어져 있다.

□ 수년간 개최된 학술 회 주제  발표논문

한국인 자원개발학회는 최근 5년간 주최한 학술 회의 자료를 갖고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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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회장과의 통화를 통해 최근에 주최한 학술 회에서는 단지 인사조직 분야 

일반에 한 논문이 발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 학술지 논문

한국인 자원개발학회는「인 자원개발연구」라는 명칭의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다. 1999년 6월에 처음 발간된 본 학술지에 발표된 넓은 의미의 NHRD를 지

원하는 인 자원 리와 련된 논문들은 <표 Ⅳ-29>에 정리되어 있다.  

<표 Ⅳ-29> 인 자원개발연구에 발표된 인 자원 리 련 논문

년도 발표논문 특징

2004 1편 ∘ 략  성과평가시스템에 한 논문임.

2002 3편
∘2편이 채용와 련된 논문임.

∘평가의 개념과 활용에 한 이론  설명 논문임.

반면에, 최근 5년간 좁은 의미의 HRD와 련하여 「인 자원개발연구」발표

된 논문에 한 내용을 <표 Ⅳ-30>에서 찰 할 수 있다. 표에서 찰할 수 있

듯이 부분의 논문이 기업 내 종업원의 훈련  개발에 련된 논문들이다.

<표 Ⅳ-30> 인 자원개발연구에 발표된 HRD 련 논문

년도 발표논문 특징

2005 1편 ∘외국의 인 자원개발 연구동향에 한 논문임.

2004 1편 ∘인 자원개발의 연구동향에 한 논문임.

2002 1편 ∘Action Learning을 이용한 논문임.

「인 자원개발연구」에 발표된 HRD 련 논문들은 숫자도 을 뿐만 아니

라, 그 내용도 제한된 내용에 그치고 있다. 단지 Action Learning과 련된 논

문이 특징 이다. 그 성격이 「인사 리연구」에 발표된 논문들과 그 성격이 유

사하며, 자들 한 거의 일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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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한국노동경제학회

1976년 4월에 설립된 한국노동경제학회는 사람만이 희망이며 사람에 의한  

사람을 한 경제발 의 비 을 갖고 노동경제에 한 연구의 질을 높이고 연

구의 세계화와 함께 이를 사회화 정책당국에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다. 

□ 학회 목   주요 사업

한국노동경제학회는 노동경제학  이에 련된 학술의 연구․조사․발표로 

국민경제의 바람직한 발  방향을 도모하고 연구자 상호간의 친목을 기하는데 

목 이 있다. 이와 같은 목 을 달성하기 하여 한국노동경제학회의 주요 활동

은 다음과 같다. 

- 노동경제학  이와 련된 학술의 연구와 조사

- 회지인 노동경제논집  서 의 발간

- 여타 학회와 공동으로 문학술지 발간

- 연구발표  강연회의 개최

- 본 학회와 목 을 같이하는 외 제 단체와의 교류 등 

□ 인 구성

한국노동경제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하고 정회원, 회

원, 특별회원  기 회원으로 구분하다. 정회원은 학  이에 하는 교육기

에서 노동경제학  인 과학에 한 강의를 하거나 각종 연구단체, 언론기

에서 이와 련된 연구  조사에 종사는 자로 하며 회원은 노동경제학  

이에 련된 학술의 연구  조사에 종사하거나 이에 심을 가진 자와 학원

생으로 한다. 특별회원과 기 회원은 한국노동경제학회의 사업에 계속 특별한 

찬조를 하는 자 는 기 으로 한다. 

한국노동경제학회의 회칙에 의하면 임원은 회장단(회장 1인, 부회장 약간명, 

상임이사 1인, 연구이사 1인, 편집이사 1인)과 이사회 (회장단과 이사를 포함한 

35인으로 함), 그리고 감사 2인으로 정하고 있다. 한 임회장들로 구성된 

임회장단 회의를 두고 학회 제반 사항에 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회의는 크

게 총회와 이사회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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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재 임원진은 총 36명이며 회장 1인, 부회장 4인, 상임이사, 편집이

사, 연구이사, 감사 각각 1인, 그리고 27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재 임원

진의 구성비율을 보면 주로 학교수와 국책연구소(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

력개발원, 한국노동교육원 등) 연구원이 15명이 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학문  배경은 부분 노동경제학이 공이며 약간명은 직업교육훈련을 

공하 다. 한국노동경제학회는 노동경제학 분야의 연구 질 향상이 주요한 목

이므로 장 문가 보다는 교수와 연구원 등을 심으로 한 학자들로 구성

되어 있어 임원의 구성비율을 볼 때 실천지향 이기 보다 학문지향 인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 최근 수년간 개최된 학술 회 주제  발표논문

약 30년의 역사를 지닌 한국노동경제학회는 추계  동계 학술 회, 경제학 

공동 학술 회, 정책토론회 등 다양한 학술행사를 개최해 왔다. 이를 통하여 회

원간 학술교류와 경제학 련 인 학문과의 교류를 활성화 하 으며 정책  제

안을 한 활발한 학술활동을 개하여 왔다.  

한국노동경제학회 내 많은 학술 회의 주제들과 발표논문 가운데 본 연구의 

심인 NHRD 는 HRD와 련된 학술 회 논문을 정리한 결과는 아래 <표  

Ⅳ-31>과 같다. 

2003년 이후 한국노동경제학회 학술 회에는 2번의 학술 회를 제외하고 1편 

이상씩 NHRD 련 논문이 발표되었다. 특히 2004년도 동계, 2005년도 경제학 

공동학술 회, 2005년도 추계 학술 회에서는 다른 학술 회에 비하여 많은 

NHRD논문이 발표되었다. 발표된 논문들의 부분은 노동시장과 고용, 실업, 

교육훈련의 경제  분석 등이 주된 심이었다. 그러나 2003년 동계학술 회에

서 부산지역 신을 한 인 자원개발을 주제로 RHRD 련 논문이 발표되었

으며 2005년 추계 학술 회에서 공공재정 기제를 통한 평생학습 증진 방안이 

논의되기도 하 다. 반 으로 한국노동경제학회에서는 의의 NHRD 개념 

근 차원에서 노동시장과 고용을 심으로 한 NHRD 논문이 다수 발표되었으

나, 노동경제학의 차원을 넘어 NHRD를 고유한 연구주제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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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1> 한국노동경제학회 학술 회 주제 분석

년도 학술 회 주제  논문발표 특징

2003

경제학 

공동

￮ 1분과 주제: 노동시장과 정부정책효과

￮ 2분과 주제: 기업내부노동시장과 기업

지배구조
￮ 총 6편의 논문 발표

￮ 고용안정사업의 효과성을 논의한 1편
의 논문이 NHRD와 련 있음 

2003

정채토론회

￮ 주제: 임  무엇이 문제인가?

￮ 총 2편의 논문 발표
￮ 임 수 과 구조  임 결정과정에 

한 논문으로 NHRD와 련 없음. 

2003

추계

￮ 주제: 자유일반논문 발표

￮ 총 5편의 논문 발표
￮ 고령자 고용을 논의한 1편의 논문이 

NHRD와 련 있음. 

2003

동계

￮ 주제: 고령화 사회진입과 노동시장 이슈

￮ 총 6편의 논문 발표

￮ 부산지역 HRD 략, 사회  자본과 

경제성장 등 2편의 논문이 NHRD와 

련 있음. 

2004

정책토론회

￮ 주제: 임 상의 과제-임 과 생산성

의 조화를 심으로
￮ 총 2편의 논문 발표

￮ 임 격차, 근로시간 단축과 임   

생산성 계에 한 논문으로 NHRD
와 련 없음 

2004

경제학 

공동

￮ 총 4편의 논문 발표
￮ OECD 경제의 고용분석 1편 논문이 

NHRD와 련 있음. 

2004

추계

￮ 1분과 주제: 한국노동시장의 분석

￮ 2분과 주제: 고용성과와 경쟁력

￮ 총 5편의 논문 발표

￮ 우리나라 제조업의 고용성과와 일자
리 창출과제, 독일 고용과 국제경쟁력 

효과 등 3편 논문이 NHRD와 련 

있음.  

2004

동계

￮ 주제: 고용창출을 한 정책과제

￮ 총 4편 논문 발표

￮ 비정규직, 청년실업, 인력개발, 노사

계와 고용창출 등을 논의하 으며 4

편 모두 NHRD와 련 있음. 

2005

경제학 

공동

￮ 1분과 주제: 노동시장의 분석

￮ 2분과 주제: 고용과 실업

￮ 3분과 주제: 교육/훈련의 경제분석

￮ 4분과 주제: 노사 계의 경제  효과

￮ 총 11편의 논문 발표

￮ 일자리 창출, IT 인력의 미취업 원인, 

기업규모간 실업, 고용률의 의의와 유

용성, 교육훈련기간별 청년층 취업률 

분석 등 5편의 논문이 NHRD와 련 

있음

2005

공동춘계

￮ 주제: 비정규노동의 실과 입법정책

￮ 총 3편 논문 발표

￮ 노동시장 비 정규화의 안과 과제와 
련된 1편의 논문이 NHRD와 련 

있음

2005

정책토론회

￮ 주제: 노사 계 선진화 방안: 법개정에 

한 경제학  분석을 심으로
￮ 총 2편 논문 발표

￮ 집단  노사 계, 노사 계 선진화 방

안에 한 경제  평가에 한 논문
으로 NHRD와 련 없음.

2005

추계

￮ 1분과 주제: 지식경제하의 뉴페러다임

￮ 2분과 주제: 한국 노동시장의 동태  
구조

￮ 총 5편의 논문 발표

￮ 로벌지식경제의 효율과 평등, 공공

재정 기제를 통한 평생학습 증진, 청
년층의 직장이동 등 3편의 논문이 

NHRD와 련 있음

□ 학술지 논문

한국노동경제학회는 노동경제학  이에 련된 학술의 연구․조사․발표로 

국민경제의 바람직한 발  방향을 도모를 목 으로 회원들의 연구성과를 공유

하기 하여 ‘노동경제논집’을 발행하고 있다. 회칙에 의하면 년 3회 발간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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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 재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이기도 하다.  

논문심사, 편집  발간 업무를 수행하기 해 학회지 편집 원회를 두고 있

다. 재 편집 원회는 1인의 편집 원장과 8인의 편집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편집 원은 부분 학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3인의 국책연구소 연구

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의 학문  배경은 모두 노동경제학을 공하 다. 

‘노동경제논집’에 게재된 논문들을 종단 으로 분석하기 하여 2000년 이후 

최근까지 발간된 논문의 제목주제어(title keyword)를 이용하여 국가인 자원개

발, 인 자원개발, 인 자본, 사회  자본, 지역인 자원개발, 교육, 훈련 등과 

련된 논문을 검색하여 정리하 다. 그 결과와 특징은 아래 <표 Ⅳ-32>와 같다. 

<표 Ⅳ-32> 한국노동경제학회 학술지 논문 주제 분석

년도 논문 수 특징

2005 2편
￮ 교육훈련기  유형별 청년층 취업률 련 연구

￮ 과잉교육의 원인과 경제  효과 련 연구  

2004 2편
￮ 실업자 보호 정책의 개편 방향 련 연구

￮ 실직이 임 에 미치는 장기  효과 련 연구

2003 3편

￮ 미취업 이공계 석․박사 지원정책의 경제  효과 련 연구

￮ 일본의 직업교육훈련제도의 특성과 최근 변화 련 연구

￮ 국과 독일의 직업훈련, 숙련자격제도 련 연구

2002 2편
￮ 임 근로자를 심으로 한 교육훈련의 경제  성과 련 연구 

￮ 1997년 경제 기를 후한 인력  임 구조의 변화 련 연구

2001 2편
￮ 인 자본의 지역별 산업별 분포와 그 외부효과 련 연구

￮ 한국기업의 교육훈련투자 실태와 효율화 방안 련 연구

2000 4편

￮ 실업자 재취직훈련의 재취업 성과에 한 실험  평가 련 연구

￮ 직업훈련의 취업  임 효과 련 연구

￮ 임   고용정책의 운 방향

2000년 이후 2005년까지 ‘노동경제논집’에 게재된 논문들 가운데 NHRD를 주

제로 다룬 논문은 총 15편이었다. 2000년 이후 매년 2편 이상 NHRD 련 논

문들이 게재되고 있다. 이들 주제는 부분 실업  취업, 경제  효과 등이며 

교육훈련에 한 논문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자들이 키워드로 

설정한 단어들 가운데 NHRD 는 HRD라는 것을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연

구자들은 이들 주제가 노동경제학의 고유 이슈들이라고 인식하고 있을 뿐 

NHRD의 한 역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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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와 같이 체 경 학 교수들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경 학회는 다양한 경 학 공의 교수들이 회장과 임원직을 수행하고 있

어 특별한 좁은 의미의 HRD와의 련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학회의 특

성은 학회지와 학술 회에도 반 되어 좁은 의미의 HRD와 련된 활동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NHRD를 지원하는 의의 인 자원 리  HRD와 련된 논문들은 

인사조직을 공한 교수들을 심으로 구성된 학회의 학술 회  학회지에 출

간되고 있으나 그 숫자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인 한 조직행동론 분야에 비하

여 자료수집의 어려움, 은 숫자의 연구자 등의 이유 때문에 활발한 학술활동

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경제학 분야에서 살펴본 한국노동경제학회는 학회의 설립취지  목  

그리고 주요사업 분석에서 NHRD  HRD와 직 으로 련이 없는 학회로 

분류될 수 있으나 학술 회 등을 통해 NHRD의 지식생산  공유에 가장 극

이었다. 한국노동경제학회의 경우 NHRD 련 논문들의 부분 주제가 실업 

 취업, 경제  효과분석 등이며 교육훈련에 한 논문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

며, 꾸 히 NHRD 련 논문이 게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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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NHRD 련 연구물  학자

본 장에서는 국내 국가인 자원개발의 지식생산과 공유를 한 개인차원의 

노력을 교육학 역과 경 학 역에서 탐색하고자 한다. 

(1) 국내 NHRD 련 연구물  학자: 교육학 역

교육학 역에서 국가인 자원개발과 련된 논문들을 검색하기 하여 국회

도서 과 한국학술정보원의 검색엔진을 이용하 고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

력개발원, 교육부 자료실, 그리고 노동연구원 등 주요 국책연구기 들의 검색엔

진을 통해 연구물을 악하 다. 검색을 한 주제어(keyword)로 “국가인 자

원개발(NHRD)", ”인 자원개발(HRD)정책”, “인 자원정책”, “인간자본(human 

capital)", ”지역인 자원개발(RHRD)”을 사용하 다. 이를 통하여 연도별 연구물 

추이변화와 주요 연구자들을 악하고 그들의 학문  배경을 조사하 다. 특히 

학술논문의 경우 학술잡지가 아닌 소식지에 실린 논문은 제외하 다.    

(가) 연도별 NHRD 련 연구물 수

NHRD가 본격 으로 논의되었던 2000년 이후 연도별 그리고 종류별 연구물 

수의 변화추이는 아래 <표 Ⅳ-33>과 같다. 학술논문의 경우 2000년 25개의 학술

논문이 발표 된 이래 2002년에 최고의 정을 이루었고 2004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 다시 2005년에 2002년 수  정도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연구보고서

의 경우 2000년 16편의 연구보고서가 발표되었으며 학술논문과는 과는 달리  

2001년에 최다 연구보고서가 발표되었다. 2002년과 2003년에 속히 그 숫자가 

감소하 으나 그 이후 2005년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2002년

도 이후 학술 서의 주제로서 NHRD 는 직․간 으로 련 있는 인간자원 

 지역인 자원개발이 다루어졌음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년 도별 총 연구

물 수에 있어서도 2001년과 2002년에 속한 양  팽창과 함께 정 을 이루었

으나 2004년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 다. 그러나 2005년도에는 다시 상승하여 

최고의 연구물수를 기록하 다. 체 으로 2000년 이후 지난 6년간 239편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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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논문과 8편의 학술 서, 그리고 133편의 연구보고서 등 총 380편의 연구물을 

통해 NHRD가 주요 주제로서 논의되어 왔다.   

<표 Ⅳ-33> 연도별 NHRD 련 연구물 수: 교육학 역

년도 학술논문 학술 서 연구보고서 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5

37

50

48

30

49

․

․

3

2

2

1

16

28

16

13

17

23

41

65

69

63

49

73

계 239 8 133 380

(나) 주요 연구자 

총 380편 연구물의 자들을 분석하여 그 빈도를 종합한 결과는 아래 <표 Ⅳ

-34>와 같다. 가장 많은 연구물의 자는 백성 으로 총 14편의 NHRD 연구

로젝트 보고서와 연구논문에 참여하 고, 그 다음으로 정기오는 13편, 강일규와 

김환식은 11편의 연구에 참여하 다. 한 김태 과 이남철이 9편, 김형만은 8

편, 김신복, 이상돈, 이희수, 조은상 그리고 재식은 7편의 NHRD 연구에 참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창균은 총 6편의 NHRD 연구에, 강순희, 김정희, 우천

식, 이정표, 장창원은 5편, 그리고 신 석 외 14명은 총 4편의 NHRD 련 연

구에 참여하 다. 

<표 Ⅳ-34> NHRD 련 주요 연구자: 교육학 역

편수 자명 편수 자명

14

(총1명)
백성

13

(총1명)
정기오

11

(총2명)
강일규, 김환식

9

(총2명)
김태 , 이남철

8

(총1명)
김형만

7

(총5명)

김신복, 이상돈, 이희수, 조은상,

재식 

6

(총1명)
채창균

5

(총5명)

강순희, 김정희, 우천식, 이정표, 

장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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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4> NHRD 련 주요 연구자: 교육학 역(계속)

편수 자명 편수 자명

4

(총15명)

고혜원, 곽병선, 김남희, 김진 , 

김철희, 류재우, 신 석, 안 식, 

양병찬, 이의규, 이종화, 상 , 

정일환, 홍 란, 최 렬 

3

(총27명)

공은배, 김수원, 김상호, 김 근, 김태기, 

김태완, 김해동, 류장수, 박기성, 박재민, 

박태 , 서정화, 심재희, 어수 , 오호 , 

유 숙, 이건창, 이기성, 이병 , 이상일, 

이상 , 이성규, 이 석, 조혜선, 주용국,  

최돈민, 한상신 

2

(총62명)

강인수, 강한균, 고상원, 김 조, 김미란, 김안국, 김 철, 김용민, 김진덕, 김재웅, 김장호, 

김주섭, 김창엽, 김형규, 나승일, 나 선, 노종희, 문정오, 박성정, 박용웅, 박재규, 박천수, 

반상진, 배상훈, 변종임, 서원석, 송병호, 신익 , 오성배, 오은진, 오헌석, 옥 필, 윤여인, 

이 호, 이동임, 이번송, 이병욱, 이병희, 이장익, 이정택, 이정희, 이호길, 임천순, 장원섭, 

, 정동열, 정 근, 조 하, 조정윤, 조홍래, 조혜정, 진미석, 의수, 최지희, 최 섭, 

최희선, 한 상, 허종렬, 홍선이, 홍성표, 홍 미라, 황호진

1

(총327명)

강 철, 강수원, 강태 , 강석훈, 강정모, 강철희, 강동욱, 강재상, 강 호, 강무섭, 강성국, 

강상목, 고석남, 고성돈, 고승환, 고유미, 고재 , 고  , 곽태열, 구동모, 구본장, 구자숙, 

구혜정, 권 , 권아 , 권용수, 권재 , 권 화, 재호, 김 수, 김 복, 김 헌, 김경근, 

김남욱, 김남조, 김 욱, 김 원, 김득 , 김명수, 김명식, 김미혜, 김본 , 김병우, 김 환, 

김상춘, 김성진, 김선미, 김성 , 김시흥, 김소 , 김상훈, 김상권, 김숙이, 김순미, 김숙연, 

김안나, 김 천, 김용 , 김용진, 김용학, 김용재, 김용진, 김윤태, 김 생, 김원규, 김이경, 

김종인, 김 렬, 김정흥, 김종우, 김종일, 김 형, 김창숙, 김창환, 김철수, 김태리, 김태진, 

김태흥, 김학민, 김학주, 김 수, 김혜원, 김호근, 김호동, 김홍기, 김홍배, 김휘석, 김흥주, 

김희 , 김희 , 나정원, 나종 , 남장근, 남재 , 남호 , 노미 , 류석원, 류진석, 류혜숙, 

마상진, 문경년, 문경원, 문용린, 민무숙, 민승기, 박건식, 박 순, 박남규, 박노윤, 박동열, 

박병진, 박병석, 박성열, 박성익, 박수미, 박수홍, 박 구, 박 미, 박윤희, 박일근, 박을용, 

박재윤, 박정환, 박종필, 박종칠, 박진희, 박찬웅, 박철민, 박혜 , 박호근, 박희 , 박  희, 

방명숙, 방석 , 배무환, 배성근, 백윤정, 부태환, 서 호, 서재 , 서철 , 서환조, 성문정, 

손승 , 손  흥, 송 용, 송두범, 송병국, 송병 , 송 식, 송 섭, 송정호, 송 주, 송환식, 

신경수, 신동균, 신보성, 신선미, 신 암, 안주엽, 양건열, 양세정, 양승실, 양옥승, 양정선, 

양종철, 여윤경, 염돈민, 오상 , 오 석, 오유성, 오정희, 우경숙, 우미정, 우주희, 우하 , 

유길상, 유병철, 유석춘, 유향숙, 유 석, 유홍 , 윤석천, 윤성희, 윤여각, 윤인진, 이계우, 

이경 , 이 희, 이기 , 이기원, 이 식, 이덕희, 이돈희, 이만표, 이민환, 이부 , 이상엽, 

이상주, 이석재, 이석희, 이성수, 이세정, 이소연, 이수경, 이 수, 이 면, 이 연, 이 , 

이원덕, 이은규, 이은우, 이은화, 이재국, 이재욱, 이재호, 이재훈, 이재흥, 이종재, 이종철, 

이종훈, 이  , 이지연, 이진구, 이창우, 이철인, 이헌 , 이 재, 이혜 , 이호경, 이홍직, 

이효기, 임기 , 임병수, 임상훈, 임시 , 임연기, 임창희, 장두 , 장미혜, 장민혜, 장석인, 

장성윤, 장성자, 장수면, 장 철, 장원규, 장지순, 장지연, 장충석, 장홍근, 리상, 병 , 

제상, 형권, 정건오, 정 수, 정 호, 정동 , 정동일, 정미 , 정선기, 정 수, 정운용, 

정원호, 정용하, 정인숙, 정재삼, 정정철, 정종섭, 정주 , 정진화, 정철 , 정택수, 정택희, 

정하경, 정혜선, 조달호, 조동섭, 조병훈, 조복희, 조순옥, 조 달, 조윤애, 주경원, 주동범, 

주성환, 지해명, 최강식, 최병순, 최성원, 최양미, 최 균, 최 섭, 최 환, 최외선, 최운실, 

최종덕, 최 혜, 최진 , 최창섭, 최해범, 최혜지, 탁충습, 하규만, 하정화, 하 경, 한만 , 

한보명, 한상근, 한상 , 한성덕, 한숭희, 한승희, 한유경, 한표환, 한허정, 허재 , 함석동, 

함수곤, 함정호, 홍서연, 홍정용, 황건하, 황규희, 황 성, 황진

* 자명은 가, 나, 다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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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시된 국내 NHRD와 련된 지식생산  공유에 앞장선 주요 연구

자들의 직업과 학문  배경, 연구업 , 주요 심 역  학회활동 등에 하여 

[부록 1]에 정리되어있다. 먼  주요 연구자들의 학문  배경 살펴보면 경제학

과 교육학이 주류를 이룬다. 특히 경제학 역에서도 노동경제학을 공한 연구

자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교육학은 교육행정학과 인 자원개발을 공한 연

구자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경제학과 교육학 이외에도 행정학과 화학공학을 

공자도 주요 NHRD 역 연구자에 포함되어 있다. 

연구자의 직업군을 살펴보면 주요 국책 연구소 연구원과 학교수로 구분된

다. 연구소 가운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교육개발

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개발연구원 등이 포함된다. 학교수들은 주로 교육학

을 공한 연구자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주요 NHRD 연구자들의 학회활동 경력을 보면 한국노동경제학회가 가장 많

고 이어 한국경제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 순이다. 그리고 한국평생교육학회, 한

국인력개발학회와 한국행정학회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도 약간명 있다. 그러나 학

회활동에는 매우 유동 인 변인들이 작용하므로 객 인 수치로 주요 학회를 

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론 으로 NHRD 지식 생성  공유노력의 주도 세력은 한국직업능력개발

원 등과 같은 국책연구소가 핵심이며 일부 학교수들의 활동이 활발한 편이다. 

그리고 이들은 주로 경제학과 교육학을 공한 연구자들이다. 

(2) 국내 인 자원 리  HRD 련 연구물  학자: 경 학 역 

경 학분야에서 직 으로 NHRD를 언 하고 있는 연구물은 없다.  그러나 

앞에서 언 한 것과 같이 의의 HRD와 NHRD를 지원하는 의의 HRD라는 

측면에서 인 자원 리와 련된 논문을 심으로 연구물과 학자에 해 알아

보기로 한다.

(가) 연도별 NHRD 련 연구물 수 

국내에서 발표된 인 자원 리와 HRD 련 학자  연구물을 검색하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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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앞에서 언 된 한국경 학회, 한국인사 리학회, 한국인사조직학회, 한국인

자원 리학회, 한국인 자원개발학회 등에서 발간 된 최근 5년간의 학술지를 

수조사 하 다. 수조사를 통하여 조사된 체 논문의 통계를 <표 Ⅳ-35>에서 

찰할 수 있다.  

<표 Ⅳ-35> 연도별 NHRD 련 연구물 수: 경 학 역

년도 인 자원 리 련 논문들 HRD 련 논문들 계

2005 11편 2편 13편

2004 12편 5편 17편

2003 13편 3편 16편

2002 11편 3편 14편

2001 2편 2편

계 47편 15편 62편

표에서 찰할 수 있듯이, 인 자원 리 련논문들이 총 47편이며, HRD 

련 논문이 총 15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NHRD를 지원하는 인 자원 리와 

련된 논문들은 비교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의의 HRD와 련된 논문

들은 매우 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인 자원 리와 련된 연구결과물은 조직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는 면에서 많은 논문들이 조직론과 연결된 논문들로 분류되고 있기 때

문이다. 본 연구의 목 상 순수한 인사 리의 각론을 분류의 기 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비교  은 논문의 선택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반면에 HRD와 

련된 논문이 은 이유는 HRD가 경 학 특히, 인사조직에서 차지하는 비 이 

낮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 했듯이, HRD는 인사조직의 훈련  개발과 련된 

제한 된 분야로 취 하고 있다. 따라서 그 비 은 체 인사 리에 비교할 때 

매우 은 분야로 평가된다.

(나) 주요 연구자

총 62편의 자들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Ⅳ-36>에 나타나 있다.  표에서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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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듯이, 인 자원 리와 련된 논문을 3편 쓴 학자가 2명, 2편 쓴 학자

가 7명, 1편 쓴 학자가 48명이다.  HRD와 련하여서는 2편을 쓴 학자가 7명이

며 1편 쓴 학자가 16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이한 사항은 김종  박경규 유  등은 인 자원 리와 HRD 분야에 각각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특징은 인 자원 리

와 HRD와 련된 논문의 자는 모두 경 학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학자들이

며, 자  일부는 지도교수와 공 의 형태로 참여한 학생들로 나타나고 있다.  

결론 으로 볼 때, 연구물의 측면에서는 HRD에 비하여 인 자원 리와 련

된 논문이 더 많은 편이며, 일부 소수의 학자가 HRD와 인 자원 리에 한 

논문을 동시에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체 인사조직 교수 수에 비하여 인 자

원 리에 한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 학자들은 은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 이

러한 결과는 인 자원 리가 조직론을 배제하고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

한 결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표 Ⅳ-36> NHRD 련 주요 연구자: 경 학 역

인 자원 리 HRD

3편 양동훈 배종석 3편

2편
김경묵 김재구 신상인 양 승

유  장은미 한주희
2편

고기순 김인호 김진모 철

유재언 장 철 정형일

1편

김진희 김 식 구자숙 김정원 김태형 

권 생 권순식 김동배 김해룡 김성수 

김 성 권동인 김흥국 김환일 고수일 

김동원 김학돈 김종  김 진 박성수 

박호환 박원운 박오원 박경규 변상우 

박재희 방호열 박상언 오성욱 윤성  

임성  유규창 임상훈 이종구 안성익 

이경근 이종법 이만규 이용택 이정아 

윤  이경희 장용선 정재훈 정순자 

정범구 최순재 황국재

1편

김종인 김 원 김종  문계환

박양근 배무환 박경규 임효창

이인석 윤방섭 유  정규청

이주훈 정동섭 욱 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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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 HRD  NHRD 련 학원

본 장에서는 국내 HRD  NHRD의 지식생산과 공유를 한 고등교육기

의 학원 차원 노력을 교육학 역과 경 학 역에서 탐색하고자 한다. 

(1) 국내 HRD  NHRD 련 학원 로그램: 교육학 역

교육학 역에서 고등교육기 의 HRD  NHRD의 지식생산  공유 노력을 

살펴보기 하여 국내 련 학원의 세부 공 교육목표, 교육과정 그리고 담당

임교수를 악하 다. 

(가) 고려 학교 

고려 학교는 일반 학원의 교육학과 내 ‘교육사회학  성인계속교육 공’, 

교육 학원의 ‘기업교육 공’ 그리고 ‘평생교육 공’ 등과 같은 3개의 학원 

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권  교수가 아래 세 로그램에서 학원생들을 지

도하고 있다. 권  교수는 미국미시간주립 학교의 성인계속교육 공으로 박

사학 를 취득하여 지 까지 기업차원의 HRD  평생교육 분야에서 많은 연구

를 수행하고 있다. 한 NHRD 련 학자에서도 언 하 듯이 2000년 이후 

NHRD 련 연구 뿐만 아니라 직업교육, 국제비교연구, 노인교육 등의 연구에

도 심을 갖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 교육행정 공의 신 석 교수는 직․간 으로 NHRD 련 교수와 연

구활동을 개하고 있다. 앞장에서 분석된 국내 NHRD 련 주요 연구자에 속

하기도 한 신 석 교수는 미국 스콘신 학교에서 교육행정  정책으로 박사

학 를 받았으며 재 교육행정 역에서 NHRD정책에 심을 갖고 연구를 수

행해오고 있다. 

□ 일반 학원 교육학과의 교육사회학  성인계속교육학 공

고려 학교 일반 학원 교육학과는 크게 교육사․철학, 교육방법, 교육행정, 

그리고 교육사회학  성인계속교육학으로 세부 공을 구분하고 있다. 특히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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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속교육학 공은 평생교육 이념이 확산됨에 따라 사회 반에 걸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각종 사회교육  기업체 교육훈련을 수행할 문요원을 양성함

을 교육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구 하기 한 교육과정은 아래 <표 Ⅳ-37>

과 같다. 공 교육목표에서도 언 된 것처럼, 사회교육 문요원과 기업체 교육

훈련 문가를 양성하기 한 로그램임으로 주로 기업차원의 HRD와 평생교

육에 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비교교육학연구’를 통하여 해외

의 인 자원개발 정책에 하여 탐구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정책과 행정’을 통

해 국내외 NHRD 한 이슈들을 연구한다. 

한 고려 학교 일반 학원 교육학과 내 교육행정 세부 공에서도 NHRD

련 과목(교육인 자원개발정책론)을 신설하여 운 하고 있다. 교육인 자원개발

정책론은 교육인 자원개발의 정책논리와 배경을 이해하고 련 정부정책을 평

가하며 이 분야의 세계  동향을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NHRD가 HRD  평생교육 차원의 논의를 넘어서 교육행정에서도 요한 이

슈로 자리 메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Ⅳ-37> 일반 학원 내 NHRD 련 교과 개설 황(고려 )

과목명 과목명

기업인력개발 계속교육 요구분석과 로그램 설계

교육인 자원개발정책론 교육인사행정론

인 자원개발 고 세미나 직업교육  진로교육 고 세미나

성인계속교육학의 기 학습조직과 인간 계훈련

계속교육 마 성인교육기  경

평생교육 정책과 행정 인력개발 교육 로그램 평가

평생교육  평생학습 고  세미나 인력개발 수행 컨설

비교교육학 연구 성인교수학습  상담

□ 교육 학원의 기업교육 공

고려 학교 교육 학원 기업교육 공의 교육목표는 기업교육에 한 철학을 

갖추도록 하고 기업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탐구하여 개인의 삶의 질과 아울러 

기업조직의 생산성 향상과 사회발 을 주도하는 변화 창조  리더로서 기업인

력개발 문가 자질을 함양시키는데 있다. 이를 하여 구성된 교육과정은 아래 

<표 Ⅳ-38>과 같으며  기업차원의 HRD에 집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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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8> 교육 학원의 기업교육 공 내 NHRD 련 교과 개설 황(고려 )

교과목명 교과목명

기업교육연구방법Ⅰ 기업체 성인학습과 상담

기업교육연구방법Ⅱ 기업원격교육활용

논문지도Ⅰ 인간자원개발과 휴먼웨어

논문지도Ⅱ 산업교육방법연습

평생교육세미나 산업교육 로그램개발

기업평생교육경 학 경 학세미나

기업교육세미나 기업문화와 교육

직업과 윤리세미나 HRD세미나

산업복지 세미나 교육비즈니스와 마

노사 계와 교육 기업교육 평가

□ 교육 학원의 평생교육 공

고려 학교 교육 학원 평생교육 공은 학원생들로 하여  평생교육에 

한 철학을 갖추고, 평생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탐구하여 개인이 삶의 질 향상과 

사회발 을 주도하는 창조 인 평생교육사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하여 아래 <표 Ⅳ-39>에처럼 평생교육사 양성 교육과정을 용하여 운 하고 

있다. 

<표 Ⅳ-39> 교육 학원의 평생교육 공 내 NHRD 련 교과 개설 황(고려 )

교과목명 교과목명

평생교육연구방법 Ⅰ 평생교육실습

평생교육연구방법 Ⅱ 산업복지

논문지도Ⅰ 기업교육

논문지도Ⅱ 직업과 윤리

청소년 교육 지역사회교육

여성교육 장애인교육

노인교육 환경교육

평생교육 평생교육경

성인학습  상담 원격교육활용

인 자원개발 평생교육방법

평생교육 로그램 개발 평생교육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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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울 학교

서울 학교 일반 학원은 교육학과 내 평생교육 공 로그램과 농산업교육

과의 산업인력개발학 공 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먼  교육학과내 평생교

육 공의 담당 임교수는 김신일 교수(2006년 2월 은퇴), 한숭희 교수, 그리고 

오헌석 교수가 학원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김신일 교수는 미국 피츠버그 학

에서 교육사회학 공으로 박사학 를 받았으며 교육사회학과 평생교육론을 강

의하 으며 이 분야에서 많은 연구를 수행하 다. 한국교육사회학회장과 한국평

생교육학회장을 역임했고 2006년 재 한국교육학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숭

희 교수는 미국 뉴욕주립 (SUNY at Buffalo)에서 평생교육(특히 성인민 교육)

을 공하 고 평생교육분야에서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오헌석 교수는 교

육부 교육행정가 출신으로 미국 미네소타 학에서 HRD를 공하 다. 특히 

HRD와 NHRD에 많은 심을 갖고 연구  교육활동을 개하고 있다. 

농산업교육과 산업인력개발학 공은 5인의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철

교수와 나승일교수는 미국 오하이오 주립 학에서 직업교육을 공했으며 김

진모 교수는 서울  농업교육과에서 HRD를 공하 다. 한 이찬 교수는 미국 

오하이오 주립 학교에서 HRD를 공하 다. 최근에 보강된 교수인력을 볼 때 

농산업교육과가 직업교육에서 HRD로 그 문 역을 확 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 교육학과와 농산업교육과처럼 세부 공은 아니지만, 서울  행정 학원

의 김신복 교수에 의해 NHRD 련 과목(인 자원정책, 인 자원개발 리연구)

들이 개설 운 되고 있다. 이는 고려 학교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NHRD 

논의가 HRD  교육학을 넘어 행정학에서도 주요 연구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

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록 1]에서도 언 하 지만, 김신복 교수는 미국 피츠

버그 학교 교육행정을 공했으며 교육인 자원부 차 을 역임하 다.  

□ 교육학과 평생교육 공

오늘날 평생교육 혹은 평생학습에 한 논의를 통하여 교육개념과 활동의 확

장을 이루었고 교육의 주요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교육학과의 평생교육 공

은 이러한 평생학습 이념에 터하여 다양한 종류의 성인교육연구를 수행하여 

공 로그램을 통해 학원생의 연구능력  실천능력 향상을 목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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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평생학습에 한 개념연구  그 실천방안 연구, 과거 사회교육운동의 

통을 유지하면서 특히 NGO를 심으로 하는 사회변 지향  성인교육  성

인학습의 개념과 실천을 발 시키고자 하며 기업과 생산분야에서 인 자원개발

에 한 이론 ․실천  연구 등을 종합 으로 수행한다. 

이와 같은 목 을 하여 아래 <표 Ⅳ-40>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 한다. 교육

과정은 크게 평생교육과 HRD로 구분되며 주로 평생교육  학습 그리고 기업

차원의 HRD에 심을 두고 있다. 특히 ‘평생교육정책세미나’와 ‘인 자원개발

과 평생학습정책’을 통해 국내외 평생교육  NHRD 정책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표 Ⅳ-40> 일반 학원 교육학과 내 NHRD 련 교과 개설 황(서울 )

교과목명 교과목명

인 자원개발과 평생학습정책 평생교육연습

기업교육론 평생교육의 역사와 철학

평생교육 실습 평생교육의 정보 리와 상담

평생교육연구 평생교육 로그램과 운

학습자 연구 교육과 생애사

평생교육연구방법론 비  성인교육론

학  지역사회교육론 학습조직과 네트워크연구

평생교육정책세미나 국제성인문해연구(석박)

아시아평생교육제도연구(석박)

 

□ 농산업교육과 산업인력개발학 공     

농산업교육과 산업인력개발학 공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인 자

원개발 문 연구자, 학자, 행정가, 장 문가를 양성하는데 목 을 두고 있

다. 서울 학교 농과 학 내 농업교육과가 그 시 이며 사회 환경 변화로 농산

업교육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 고 오늘날 산업인력개발학에 이르고 있다. 농산

업교육과에서 주요 심 역은 직업교육이었다. 따라서 아직까지 직업교육이 산

업인력개발학 공의 주요 역 가운데 하나이다. 산업인력개발학 공의 비

은 다음과 같다. 

- 직업교육분야 교사 양성

- 직업교육  인 자원개발 문가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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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교육분야 리더십 확보

이와 같은 교육목표와 비 을 달성하기 하여 아래 <표 Ⅳ-41>과 같은 교육

과정을 운 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산업  직업교육과 기업차원의 HRD에 무

게 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NHRD를 탐구할 수 있는 교과목은 개설되어 있지 

않다.

<표 Ⅳ-41> 일반 학원 농산업교육과 내 NHRD 련 교과 개설 황(서울 )

교과목 교과목

진로지도론 청소년지도특론

산업교육사 실과,기술교육론

산업교육계획 성인교육특강

산업교육교재연구 고등직업교육론

산업교육평가 산업교육정책연구

산업교육세미나ⅠⅡ 산업교육연구방법특론

농업교육특강 직무분석법

산학 동교육론 산업교육행정  장학연구

농 지도론 인 자원개발컨설

기업교육론 인 자원개발연구

특수직업교육론 산업교육연구방법론

직업심리학 산업교원교육연구

국제직업교육론 산업교수학습이론

산업교육통계학 학원논문연구

(다) 연세 학교

연세 학교는 일반 학원의 교육학과 내 HRD와 련하여 ‘교육사회학, 배움

학, 평생교육의 HRD 공'과 ’인 자원개발, 일의 교육학 공‘ 등 2개의 세부

공을 운 하고 있다. 한 교육 학원에 ’산업교육 공‘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임교수로는 한 상교수와 장원섭 교수가 학원생들을 지도한다. 한

상 교수는 미국 남가주 학교에서 박사학 를 받았고 주요 연구 심분야는 인

간의 배움과 학습, 교육사회학, HRD, 평생교육, 학교교육과 청소년 문제, 유아

교육 등 교육학  역에 심을 갖고 연구활동을 개한다. 학원 강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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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유아교육의 교육사회학  이해, 교육사회학 연구특강, 학교학, 그리고 HRD 

로그램개발을 강의한다. 장원섭 교수는 미국 아이오아 학교에서 박사학 를 

취득하 으며 주요 심분야는 HRD, 기업교육평가(ROI), 조직학습 그리고 교육

과 일 등이며 재 학원에서 산업교육기 , 사업교육연구(조직학습), 산업교육

특강(ROI), 인력개발연구론, 평생직업교육세미나, 일의 교육학연구 등을 강의하

고 있다. 특히 장원섭 교수는 2001년까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NHRD 련 연구 로젝트에 다수 참여하기도 하 다.  

□ 일반 학원 교육학과 내 HRD 련 공

연세 학교 일반 학원 교육학과는 ‘교육사회학, 배움학, 평생교육의 HRD 

공'과 ’인 자원개발, 일의 교육학 공‘ 등 2개의 세부 공을 운 한다. 이들 

공은 기업체의 HRD 문가, 산업교육  평생교육 분야 컨설턴트, 카운슬러, 

평생교육사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할 교육 문가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하여 아래 <표 Ⅳ-42>에서처럼 교육과정을 운 하고 있다. 특히 평생직

업교육세미나 강의는 약 2주간 국가인 자원개발에 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다. 

<표 Ⅳ-42> 일반 학원 내 NHRD 련 교과 개설 황(연세 )

교육사회학, 배움학, 평생교육의 HRD 공

유아교육의 교육사회학  이해 학교학

HRD 로그램개발 교육사회학 특강

인 자원개발, 일의 교육학 공

평생직업교육세미나 산업교육기

산업교육특강 인력개발연구론

일의 교육학 연구 산업교육연구

□ 교육 학원 산업교육 공

산업교육 공은 산업교육에 한 기본 인 철학을 함양하고, 산업체·기업체에

서 이루어지는 산업교육에 한 이론과 실체를 탐구함으로써, 학습자 개인의 삶

의 질을 높이고, 산업조직·기업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국가와 사

회의 발 을 주도할 창조  리더로서 산업인 자원개발 문가를 양성하고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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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는데 그 목 이 있다. 구체 인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산업인 자원개발 문가 양성

-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이끌어갈 산업인 자원개발 문가 양성

- 산업교육의 수월성과 국가 사회를 한 공익성을 실 하는 리더십 배양

이와 같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한 구체 인 교육과정은 아래 <표 Ⅳ-43>

과 같다.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연세 학교 교육 학원 산업

교육 공은 기업차원의 HRD에 을 두고 있다. 따라서 NHRD에 한 교육

과정은 개설되어 있지 않다. 

<표 Ⅳ-43> 교육 학원 내 NHRD 련 교과 개설 황(연세 )

교과목 교과목

산업교육의 이론과 실제 산업심리학

산업교육연구방법 산업교육공학 세미나

성인학습 기 산업교육요구분석

산업교육 로그램 개발 산업교육정책

성인발달 심리학 산업교육방법

경 리의 이론과 실제 인 자원개발컨설

산업교육과정 인 자원개발사례연구

인간자원개발 세미나 원격교육활용론

평생교육기 직업윤리와 기업문화

산업교육 로그램평가 컴퓨터활용교육훈련

고충상담과 상담기법 학습조직의 이론과 실제

산업교육세미나 직 교육훈련의 경제학

지도성과 의사결정 지식경 과 기업교육

산업교육연구자료분석

(라) 숙명여자 학교 

숙명여자 학교는 일반 학원의 교육학과 내 세부 공 역으로 평생교육을 

운 하고 있다. 한 2006년부터 교육인 자원부의 수도권 학 특성화 사업지원

을 받아 여성인 자원개발 학원을 설립․운 하고 있다. 공교수로는 조 연 

교수와 유평  교수가 담당하고 있다. 조 연 교수는 미국 오하이오주립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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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HRD로 박사학 를 받았으며 연구 심분야는 성인학습이론, 교육훈련, 구

조화된 장학습, 조직학습과 학습조직이다. 유평  교수는 재 숙명여  여성

인 자원개발 연구센터 소장직을 맡고 있고, 미국 펜실바니아주립 학교에서 

HRD로 박사학 를 받았으며 주요 연구 심분야는 e-Learning이다.  

□ 일반 학원 교육학과의 평생교육 공

숙명여자 학교의 일반 학원 교육학과의 평생교육 공은 HRD와 성인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탐구하여 연구역량과 리더십을 갖춘 문 여성 인 자원개발 

문가  성인교육 실천가 양성을 목 으로 한다. 이를 한 교육과정은 아래 

<표 Ⅳ-44>와 같다. 교육과정  평생교육정책 비교연구 과목에 국가간 NHRD 

정책 비교를 한 기회를 학원생들에게 제공한다. 

<표 Ⅳ-44> 일반 학원 내 NHRD 련 교과 개설 황(숙명여 )

교과목 교과목

평생교육의 이해 인 자원개발의 이론과 실제

평생교육 로그램 개발 평생교육 로그램 평가

평생교육세미나 구조화된 장학습

조직개발과 HRD 컨설 경력개발과 HRD 컨설

평생교육정책비교 연구 평생교육  HRD 고 세미나

평생교육과 e-Learning 성인교수학습방법  상담

□ 여성인 자원개발 학원

숙명여  여성인 자원개발 학원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되는 국가

인 자원자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문 이고 효율 으로  생애  학습을 통

한 여성의 능력개발과 조직의 목 달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교육목표로 

설정 운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여성학, 성인교육

학, 경 학, HRD, 그리고 연구방법 등 간학문  특성을 바탕으로 아래 <표 Ⅳ

-45>와 같이 교육과정을 운 한다. 개설된 교과목  ‘지역사회발 , 여성, 그리

고 HRD’를 통해 RHRD 이슈를 고찰하며 ‘여성HRD정책 세미나’ 강의를 통해 

NHRD와 RHRD의 정책과 행정, 그리고 계법령을 분석하고 국내외 HRD제도

를 비교․연구한다. 특히 여성HRD정책과 법규 탐구를 통해 여성의 HRD를 

한 발  방향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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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5> 여성인 자원개발 학 내 NHRD 련 교과 개설 황(숙명여 )

교과목 교과목

여성과 일 여성과 교육

여성리더십 여성정책

여성과 조직문화 성인계속교육학의 이해

성인교수방법 략 성인학습이론과 상담의 실제

조직경역과 HRD 조직행동

인 자원 리 HRD요구분석

HRD의 이론과 실제 상과 퍼실리테이션 스킬

HRD시스템 기획  설계 지역사회발 , 여성, 그리고HRD

HRD컨설 HRD시스템 개발

HRD시스템 실행  평가 u-learning의 이론과 실제

조직개발의 이해 조직개발의 실천 략

코칭과 멘토링 경력설계와 역할모델링

액션러닝의 이론과 실제 여성HRD정책 세미나

HRD통계분석 HRD연구방법론

(마) 앙 학교 

앙 학교는 일반 학원 교육학과내 세부 공의 한 역으로 ‘교육사회  

평생교육 공’과 학과간 동과정으로 ‘인 자원개발정책학과’를 운 하고 있다. 

한 교육인 자원부의 수도권 학 특성화 지원사업의 지원으로 2006년부터 

로벌인 자원개발 학원을 운 하고 있다. 이 학원에서는 HRD정책학과와 

HRD 략학과를 두고 있다. 일반 학원 교육학과는 이희수교수가 공교수로 

학생지도와 공과목을 담당하고 있다. 이희수교수는 앙 학교에서 평생교육 

공으로 박사학 를 취득하 고 주요 심분야는 평생교육정책이다. 이희수교수

는 학과간 동과정인 인 자원정책개발학과와 특수 학원인 로벌인 자원개

발 학원에도 교수진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앙 학교는 인 자원개발의 간

학문  성격을 반 하여 교육학, 경 학, 경제학, 심리학, 신문방송학 등 의 교

수진으로 ‘인 자원개발정책학과’와 로벌인 자원개발 학원내 두 공을 운

하고 있다. 주요 교수진과 학문  배경은 <표 Ⅳ-4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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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6> 일반 학원 NHRD 련 주요 교수진 황( 앙 )

성명 소속 최종학력 연구분야

허형 앙  교육학과 아이오아 교육공학, 학습이론, ISD

이희수 앙  교육학과 앙 평생교육, HRD정책

강태 앙  교육학과 스콘신 HRD정책, HRD연구방법

김창수 앙  상경학부 로리다 국제 HRD 회계  평가

한주희 앙  상경학부 Exeter  인사,조직, HRM, OD

병 앙  경 학과 오 곤 조직행동, 리더십

정연앙 앙  경 학과 아이오아 인사 리, 노사 계

오세진 앙  심리학과 서미시간 산업/조직심리, OD

이민규 앙  신문방송 미주리 언론통제, 인간 계와 커뮤니 이션

박인선 GCG 표 앙 경 , 컨설 , HRD평가

김남희 한국여성개발원 미네소타 HRD, 성인교육

백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하바드 직업훈련, NHRD, RHRD

임 철 Cyber MBA 앙 HRM, e-Learning

*출처: 앙 학교 로벌HRD 학원 홈페이지(2006년 6월 재)

□ 일반 학원 교육학과내 교육사회  평생교육 공

앙 학교 일반 학원 교육학과의 교육사회  평생교육 공은 평생교육에 

한 문 인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인재와 함께 교육  안목을 가지고 지역

사회  국가발 에 기여할 수 있는 고 문인력을 양성함에 목표를 두고 있

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아래 <표 Ⅳ-47>과 같은 평생교육 련 

교육과정을 운 한다. NHRD를 연구하기 한 교과목은 개설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나 다른 학의 학과와 마찬가지로 ‘평생교육정책연구’라는 과목을 통해 

몇 주간 NHRD에 한 논의가 진행된다.  

<표 Ⅳ-47> 일반 학원 교육학과 내 NHRD 련 교과 개설 황( 앙 )

교과목 교과목

평생교육론 성인학습이론

평생교육경 평생교육세미나 I, II

성인교육의 실제 평생교육정책연구

인 자원개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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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학원 인 자원개발정책학과

앙  일반 학원 인 자원개발정책학과는 2005년 9월에 석․박사 통합학

과정이 개설하 다. 이 학과의 정부의 NHRD 정책 개발  RHRD추진을 담

할 리자의 양성과 기업 환경의 세계화, 지식경제화에 맞추어 HRD담당조직이 

략  신을 주도할 경 자 수 의 HRD 문가 육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특

히 학원생들이 HRD분야 문연구자로서의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간학문

 교육과정을 운 하고 있다(<표 Ⅳ-48>참조). 개설된 교과목  ‘국가인 자원

개발 정책론’, ‘국제 NHRD 비교연구’, ‘국가  지역 신체제연구 세미나’, 

‘HRD 계법’ 등이 NHRD를 주요 주제로 할 수 있는 교과목들이다. 

<표 Ⅳ-48> 일반 학원 인 자원개발정책학과 내 NHRD 련 교과 황( 앙 )

교과목 교과목

국가인 자원개발 정책론 국제 NHRD 비교연구

국가  지역 신체제연구 세미나 경제 법규  정책

학습도시, 신도시, 지역인 자원개발 조성론 경 략

략  인사 리 학습조직론

략  HRD 세미나 HRD 동향과 쟁

평생교육론 성인학습론

로그램 개발 방법론 로그램 평가

교육매체 활용 조지개발

인사 리체제 인사심리

노사 리 경 교육주제연구

산업심리 행동분석

조직행동 리 동기심리학

인사선발평가론 인 자원개발

인 자원개발체제세미나 HRD 계법 연구

HRD 기 경 과 마 연구조사방법론

통계 리젠테이션

로젝트 리 장실습 I, II. 

□ 로벌인 자원개발 학원

앙 학교 로벌인 자원개발 학원은 로벌 HRD(GHRD), 국가 HRD 

(NHRD), 지역HRD(RHRD),  조직HRD(OHRD)의 문가 양성을 교육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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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우리나라가 ‘인 자원강국’으로서 인 자원 분야 국가경쟁력 10 권 진입의 

석이 되고자 노력한다. 이를 하여 HRD 정책학과와 HRD 략학과를 개설

하고 있다. 아래 <표 Ⅳ-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HRD정책학과는 앙과 지자

체의 HRD 담당 을 비롯한 국가/지역 HRD 분야에 심을 가진 자를 상으로 

정책과 안 심의 이슈와 련교과를 다룬다. 한편 HRD 략학과는 민간/공공

기업 HRD 리자나 기업조직의 HRD 략을 담당하고자 하는 자를 상으로 

HRD, HRM, OD 등의 기업 HRD 련 교과를 탐구한다. HRD 정책학과 공의 

교과목들이 NHRD를 주된 연구주제로 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49> 로벌인 자원개발 학원 내 NHRD 련 교과 개설 황( 앙 )

HRD 정책학과 공교과

국가경쟁력강화를 한 NHRD 정책론 

워크
선진형 N/RHRD 용연구 세미나

상생의 노동정책 망과 HRD 과제 HRD를 통한 생산  복지체제연구

지역 신을 주도하는 RHRD 정책연구 학습국가 실 을 한 교육정책 신 세미나

선진 한국의 경제발  략과 직업능력개

발정책

HRD 략학과 공교과

Strategic HRD 세미나 신주도형 Action Learning 실습

Strategic HRD Planning Process 용 실습 HRD Internal Marketing의 이론과 실제

Performance Consulting Process 용 연구 조직문화 신을 주도하는 HRD 과제

학습조직과 지식경  워크 Global HRD 동향과 이슈

(바) 소결 

국내 일반 학원의 HRD  NHRD 련 공들은 주로 기업차원의 HRD와 

평생교육에 을 두고 있다. 평생교육정책과 련된 교과목은 부분 개설되

어 있으며 이 교과목을 포함한 한 두 과목에서 NHRD를 강의의 한 주제로 다

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앙 학교 일반 학원 인 자원개발정책학

과의 경우 학과 교육목  상 NHRD를 연구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 하고 있

다. 서울 학교 교육학과도 ‘평생교육정책세미나’과목의 부제를 ‘국가인 자원정



- 181 -

책세미나’로 하여 NHRD 정책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HRD와 평생교육 련 세부 공 역 이외에도 고려  교육학과의 교육행정 공

과 서울  행정 학원에서도 NHRD 련 한 두 과목이 개설되어 운 되고 있

다. 이는 NHRD가 HRD  평생교육 차원의 논의를 넘어서 타 세부 공 역

에서도 요한 학문  이슈로 자리 메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국내 교육 학원내 HRD  NHRD 련 공들은 교육과정이 주로 기업차

원의 HRD와 평생교육에 집 되어 있다. 따라서 NHRD를 탐구할 수 있는 교과

목은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HRD  NHRD 련 특수

학원을 운 하는 숙명여자 학교의 여성인 자원개발 학원과 앙 학교의 

로벌인 자원개발 학원은 NHRD와 련된 안과 이슈들을 연구할 수 있는 

교과목들을 개설하고 있다. 이들 학원들이 2006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여 운

하고 있기 때문에 재수 에서 NHRD 지식생산과 공유 등의 결과를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졸업생이 배출되는 2009년부터는 국내 NHRD의 지식생산과 공

유에 많은 공헌을 할 것으로 상된다. 

분석 상인 학교들은 HRD 련 공교수를 어도 1명씩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교수들은 부분 HRD 는 직업교육 등 유사 련 역

을 공하 다. 그러나 앙 학교의 경우 HRD를 공한 교수가 아직 없는 상

태에서 HRD  NHRD의 간학문  성격을 부각시켜 다른 역의 교수들이 

동과정으로 학과를 운 하고 있다.  

(2) 국내 NHRD  HRD 련 학원 로그램: 경 학 역

국내 경 학과 일반 학원들은 인 자원 리 공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반면에, 경 학과 일반 학원 내에 HRD를 독립 으로 운 하고 있는 학원

은 없다. 따라서 NHRD를 지원하는 공교육이란 측면에서 국내 학의 일반

학원의 인 자원 리 공과 련된 교육 형태에 해 알아보기로 한다.

국내 4년 재 학에는 모두 경 학과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학원 

경 학과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들은 모두 인사 리 공을 개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 인 학교 5개를 심으로 경 교육과 련

된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의 구성을 알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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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울 학교

서울 학교 경 학 학원은 인사 리를 하나의 공분야로 두고 있다. 아

래의 표에서 찰 할 수 있듯이 교육과정상 NHRD를 언 하는 과목은  없

으며, HRD를 공한 교수는 없는 실정이며, 그나마 HRD를 하나의 과목으로 

편성하고 있다. 의의 NHRD를 지원하는 인사 리 과목들은 조직행동론  

기타 과목들과 함께 인사 리 공에서 교육되고 있으며, 인사 리 공 교육은 

7명의 교수들이 담당하고 있다(<표 Ⅳ-50> 참조). 그러나 순수하게 인사 리를 

공한 교수는 매우 은 것이 실이다.

<표 Ⅳ-50> 서울 학교 경 학과 인사조직 공 교수진 명단

이름
공

노사 계 인사 리 조직행동 조직론/ 략

박오수 0 0

박원우 0 0

신유근 0

김성수 0 0

이경묵 0

박희 0 0

윤석화 0

서울 학교 학원 교육과정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사 리와 련된 과목들은 

10과목에 이르고 있다(약 36%). 서울 학교 학원 경 학과는 일반 인 인사

리 교육과 함께 평가와 보상에 을 맞춘 구체 인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것

이 특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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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1> 서울 학교 학원 경 학과 인사 리 공과목 편성표

과목
공구분

과목 기타

인력개발론(Human Resource Development) 0

임 리론(Compensation Management) 0

경 참가론(Management Participation) 0

노사 계론연구(Studies in Industrial Relations) 0

조직개발론(Organizational Development) 0

인사평가론(Personnel Evaluation) 0

인사 리연구(Studies in Personnel Management) 0

조직행 론연구(Studies in Organizational Behavior) 0

조직이론연구(Studies in Organization Theory) 0

조직설계론(Organization Design) 0

노사 계사례연구(Case Studies in Industrial Relations) 0

집단역학론(Group Dynamics) 0

인사 리론(Human Resource Management) 0

인사·조직세미나(Seminar in Personnel and Organization) 0

조직 략론(Organization and Strategy) 0

모티베이션세미나(Seminar in Motivation) 0

임 리세미나(Seminar in Compensation Management) 0

단체 상론(Collective Bargaining) 0

리더십세미나(Seminar in Leadership) 0

인사·조직연구방법론(Methodology in Personnel and Organization) 0

경 사회정책론(Social Policy for Business) 0

조직문화론(Organizational Culture) 0

인사 리세미나(Seminar in Human Resource Management) 0

조직행 론세미나(Seminar in Organizational Behavior) 0

노사 계세미나(Seminar in Industrial Relations) 0

인사정책세미나(Seminar in Human Resource Policy) 0

조직이론세미나(Seminar in Organizational Theory) 0

조직사상사(History of Organizational Thoughts) 0

(나) 고려 학교

고려 학교 학원 경 학과 인사 리 공은 7명의 인사조직 련 교수진이 

있다. 각 교수들의 공 분야는 <표 Ⅳ-52>와 같다. 표에서 찰할 수 있듯이 

순수 인사 리 공 교수는 많지 않은 것이 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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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2> 고려 학교 경 학과 인사조직 공 교수진 명단

이름
공

노사 계 인사 리 조직행동 조직론/ 략

김동원 0

김언수 0

김희천 0

문형구 0

배종석 0

신수식 0

이진규 0 0

고려 학교 학원 경 학과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사 리 과목은 총 7과목이

다. 체 31과목  23%를 차지하고 있다. 고려 학교의 교과과정은 세분화된 

인사 리 분야를 제공하기 보다는 포 인 과목의 구성으로 교육의 폭을 넓히

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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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3> 고려 학교 학원 경 학과 인사 리 공과목 편성표

과목
공구분

과목 기타

연구조사방법론(Research Methodology) 0

조직행동론(Organizational Behavior) 0

인 자원 리론(Human Resource Management) 0

조직이론(Organizational Theory) 0

경 략론(Strategic Management) 0

고용 계론(Employment Relations) 0

조직행동특강(Seminar in Organizational Behavior) 0

집단역학(Group Dynamics) 0

인 자원 리 특강 I(Seminal in Human Resource Management I) 0

인 자원 리 특강 II(Seminal in Human Resource Management II) 0

고용 계론 특강 I(Seminar in Employment Relations I) 0

고용 계론 특강 II(Seminar in Employment Relations II) 0

조직이론 특강 I(Seminar in Organizational Theory I) 0

조직이론 특강 II(Seminar in Organizational Theory II) 0

기업윤리론(Ethics in Management) 0

경 략 특강 I(Seminar in Strategic Management I) 0

경 략 특강 II(Seminar in Strategic Management II) 0

경 리 방법론(Research Seminar in Management) 0

조직심리학(Organization Psychology) 0

경 사(Business History) 0

기술 신 리론(Management of Technology and Innovation) 0

경 신론(Manangement Innovation) 0

조직학습과 지식경 론(Organizational Learning and Knowledge Management) 0

기업가론(Entrepreneurship) 0

기업과 환경(Business and Environment) 0

고용 계론 특수연구(Special Topics in Employment Relations) 0

조직행동론 특수연구(Special Topics in Organizational Behavior) 0

인 자원 리론 특수연구(Special Topics in Human Resource Management) 0

특수조직 리론(Management of Special Organizations) 0

경 략 특수연구(Special Topics in Strategic Management) 0

경 리 특수연구(Special Topics in Management)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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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세 학교

연세 학교 학원 경 학과 인사조직 담당 교수는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

다. 인사조직 공 교수의 규모로는 국내 최 라고 할 수 있으며, 교수들의 

공은 <표 Ⅳ-54>에서 보는 것과 같다. 국내 최  규모의 교수진이라 해도 표에

서 찰 할 수 있듯이 순수 인사 리 공교수는 소수임을 알 수 있다.

<표 Ⅳ-54> 연세 학교 경 학과 인사조직 공 교수진 명단

이름
공

노사 계 인사 리 조직행동 조직론/ 략

권구 0

박헌 0

신동엽 0(거시)

양 승 0

오홍석 0

윤세 0(거시)

이지만 0

이호욱 0

장은미 0

정승화 0(거시)

연세 학교 학원 경 학과의 인사조직 공 교육과정은 <표 Ⅳ-55>에서 

찰할 수 있다.  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인사 리 련 과목은 총 6과목으

로 체 교육과정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체 27과목). 과목구성의 특징은 인

사 리 제 분야에 한 구체 인 과목 구성보다는 포 인 과목구성을 하고 

있으며, 다른 학교의 교과과정에 비해 비교  다양한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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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5> 연세 학교 학원 경 학과 인사 리 공과목 편성표

과목
공구분

과목 기타

조직행동론(Organizational Behavior) 0

연구조사방법론(Research Methodology) 0

사회심리학(Social Psychology) 0

인 자원 리론(Human Resource Management) 0

조직구조와 환경(Organizational Structure and Environment) 0

산업/조직 심리학(Industrial/Organizational Psychology) 0

인사조직특수문제(Problems in Personnel and Organization) 0

기업발 과 조직설계(Corporate Development and Organizational Design) 0

조직 리론(Organization Management) 0

최고경 자의 기업 략  변화 리

(Top Executives, Strategy Implementation, and Change Management)
0

노사 계 세미나(Seminar in Industrial Relations) 0

조직네트웍간 략  제휴(Inter-Organizational Networks and Strategic Alliances) 0

창업 력실천(Entrepreneurship in Action) 0

경 상 세미나(Strategies on Process of Negotiation) 0

경 학사 연구(History of Business Management Theory) 0

략경  특별연구(Special Topics in Strategic Management) 0

략경 이론 세미나(Seminar in Strategic Management Theory) 0

창의성과 신(Creativity and Innovation) 0

조직행동 특별연구(Special Topics in Organizational Behavior) 0

비 조직이론(Critical in Organization Theory) 0

조직이론 세미나(Seminar in Organization Theory) 0

인 자원 리 세미나(Seminar in Human Resource Management) 0

기술개발 략(Seminar in Technology Management) 0

경 신 략(Contemporary Management Innovation Strategy) 0

가치창조 경 략(Quantitative Business Analyses) 0

략경 (Strategic Management) 0

경 과 사회(Management and Society) 0

(라) 성균 학교

성균과 학교 학원 경 학과 인사조직 공교수들을 <표 Ⅳ-56>과 같이 구

성되어 있다. 표에서 찰할 수 있듯이 많지 않은 숫자의 교수들이 학원 경

학과 인사 리 공을 이끌고 있으며, 그 에서도 순수 인사 리 공은 소수임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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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6> 성균 학교 경 학과 인사조직 공 교수진 명단

이름
공

노사 계 인사 리 조직행동 조직론/ 략

김정남 0

황규 0 0

선애 0

차동옥 0 0

문철우 0

박홍식 0

성균 학교 학원 경 학과 인사조직 공과 련된 교과목은 <표 Ⅳ-57>

에서 찰 할 수 있다. 표에서 찰할 수 있듯이 인사 리와 구체 인 련을 

맺고 있는 과목은 4과목 정도이다. 비교  은 과목이 개설되고 있으며 인사

리와 련된 과목도 제한 으로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사 리 공이 

다른 공(조직행동론, 거시조직론, 경 략)과 포 으로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57> 성균 학교 학원 경 학과 인사 리 공과목 편성표

과목
공구분

과목 기타

조사방법론 I(Research Methodology I) 0

조사방법론 II(Research Methodology II) 0

조직행동 세미나(Seminar in Organizational Behavior) 0

리더십 세미나(Seminar in Leadership) 0

조직개발 세미나(Seminar in Organizational Development) 0

조직이론 세미나 I(Seminar in Organization Theory I) 0

조직이론 세미나 II(Seminar in Organization Theory II) 0

인사 리 세미나(Seminar in Human Resource Management) 0

경 학 개별연구 1(Business Independent Study 1) 0

경 학 개별연구 2(Business Independent Study 2) 0

경 학 개별연구 3(Business Independent Study 3) 0

노사 계 세미나(Seminar in Industrial Relations) 0

경 략 세미나(Seminar in Strategic Management) 0

조직인사 연구방법 세미나

(Seminar in Personnel and Organization Research Methodology)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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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한양 학교

한양 학교 학원 경 학과 인사조직 공 련 교수진은 <표 Ⅳ-58>에 나

타나 있다. 총 11명으로 구성된 인사조직 련 교수진의 특징은 경 략 공

교수가 다른 공에 비하여 많은 이다(4명). 이는 경 략이 하나의 공으

로 독립하여 있기 때문이라 추측된다.  

<표 Ⅳ-58> 한양 학교 경 학과 인사조직 공 교수진 명단

이름
공

노사 계 인사 리 조직행동 조직론/ 략

이문선 0 0

안춘식 0

양창삼 0

손태원 0 0(거시)

심원술 0 0

상길 0(거시)

유규창 0

김인호 0

한정화 0

류태수 0

이웅희 0

한양 학교 학원 인사 리 공과 련된 교육과정은 <표 Ⅳ-55>에서 찰

할 수 있다. <표 Ⅳ-59>에서 찰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제한 인 인사 리 과목

이 개설되어 있으며, 그 숫자 한 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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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9> 한양 학교 학원 경 학과 인사 리 공과목 편성표

과목
공구분

과목 기타

경제 융시계열분석(Time Series Analysis in Economics and Banking) 0

다변량분석(Multivariate Analysis) 0

경 학 연구방법론(Business Research Methodology) 0

경 학 특수논제(Special Topics in Business Administration) 0

계량 경제이론(Quantitative Economic Theory) 0

조직행동 세미나(Seminar in Organizational Behavior) 0

인 자원 리 세미나(Seminar in Human Resource Management) 0

노사 계 세미나(Seminar in Industrial Relations) 0

조직행동론(Organizational Behavior) 0

노사 계론(Industrial Relations) 0

조직개발론(Organizational Development) 0

조직 리론(Organization Management) 0

기업문화론(Organizational Culture) 0

고  인사 리론(Advanced Personnel Management) 0

(바) 소결

국내 교육기 들이 제공하는 인 자원 리와 련된 교육 내용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한가지 차이 은 일부 교육기 들은 구체 인 교과목을 제공하는 

반면에 일부 교육기 은 과목의 명칭을 구체 으로 지정하지 않고 매우 포

인 교과목 제목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각 학교의 교육 담당자의 학문  

배경을 반 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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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의 NHRD 지식생산체계 황

가. 해외 NHRD 련 학회

본 장에서는 국외 HRD  NHRD의 지식생산을 한 학회차원의 노력을 탐

색하고자 하 다. 이를 하여 교육학 역과 경 학 역에서 직 간 으로 

련된 학회들의 설립취지와 목 , 주요사업, 그리고 최근 수년간 개최된 학술

회 주제  발표논문을 분석하 다. 

(1) 해외 NHRD 련 학회: 교육학 역

교육학 역에서 HRD  NHRD의 지식생산과 공유를 한 학회차원의 노력

을 살펴보기 하여 Academy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ternational, 

The University Forum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National HRD 

Network, 분석 상으로 하 다. 연구목  달성을 하여 각 학회별로 설립취지

와 목   주요사업, 학회 연 , 인 구성원, 최근 수년간 개최된 학술 회 주

제  발표논문, 그리고 학술지 논문들을 분석 상으로 하 다. 

(가) Academy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AHRD)

AHRD는  세계를 상으로 HRD 역 내 학문  공동체를 형성, 유지  

발 시키기 한 로벌 조직이다. AHRD의 비 은 “To lead the HRD 

professional through research"로 HRD 연구 활성화를 통한 구성원의 문성 

향상을 해 노력함을 선언하고 있다.  

□ 학회 목   주요 사업

AHRD는 다음과 같은 목 을 명문화 하고 있다. 첫째, HRD이론, 과정, 그리

고 실제의 체계 인 연구 진흥을 목 으로 한다. 둘째, HRD와 련된 정보를 

한다. 셋째, HRD 연구결과를 용한다. 넷째,  세계 그리고 다양한 학문

 배경을 갖는 HRD 학자  문가들 간의 사회  교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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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해서 AHRD에서는 매년 학술 회를 개최하고, 정

기 으로 학회지(Human Resource Development Quarterly,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ternational, Advances in Developing Human Resources, Human 

Resource Development Review)를 발간하여 그 학문  결합을 공고히 하고 있

다. 이외에도 'The Digest'라는 월간 뉴스 터를 간행하고 있으며 AHRD 

listserv를 통하여 학술정보  고용정보를 HRD에 심있는 회원에게 제공하고 

있다. 한 문ㆍ연구서 을 간행하며, 다른 HRD학회나 학자들과의 학술교류

를 활발하게 개함으로써 그 상을 리 하고 있다. 

특히 AHRD는 ‘Academy Awards’상을 제정하여 매년 HRD분야에서 뛰어난 

연구업 을 보인 학자에게 이 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HRD분야의 발 을 해

서 AHRD 재단을 설립  후원하고 있다. 

□ 인 구성

AHRD는 2006년 재 임원진을 살펴보면 12인의 이사회(회장 1인, 차기회장 1

인, 임회장 1인, VP Membership 1인, VP Research 1인, 이사 7인)와 명 이사 

7인, 국제교류이사 3인, 직원 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명 이사의 7인은 

AHRD에서 발행되는 학술지의 편집장들과 력단체장이 포함된다. 한 국제교

류이사 3인은 각각 아시아, 유럽, 그리고 인도의 표들로 구성되었다. AHRD 임

원진의 구성비율을 보면 학교수들이 주류를 이루며 단 2인만이 기업 는 연구

소 연구원이다. 특히 이들의 학문  배경은 모두 HRD가 공이다. 이와 같은 임

원의 구성비율을 볼 때 AHRD는 실천지향 이기 보다는 학문지향 인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사회와는 별도로 AHRD는 11개로 구성된 AHRD 특별 원회와 11개로 구성

된 AHRD 수상 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이들 원회는 회원들의 자발 인 참여

로 구성되며 자격제한은 없다.  

회칙 상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국제회원으로 구분한다. 정회원은 HRD분야

서 연구하거나 종사하는 사람으로 일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학생회원은 

고등교육기 에서 일제 학생으로 재학 인 자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필요로 한

다. 학생회원의 경우 3년을 과하여 등록할 수 없으며, 학생 연회비를 납부한다. 

국제회원은 미국 밖에서 거주하는 일반인을 상으로 하며 첫 해는 연 $90의 회

비만을 납부하지만, 그 다음해에는 정회원과 같은 회비를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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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 회 발표논문

1998년 이후 AHRD 학술 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분석한 결과 아래 <표 Ⅳ

-60>과 같이 NHRD와 련된 논문이 발표되었다. AHRD 학술 회가 로벌 학

술 회이므로 다양한 국가 그리고 문화  에서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HRD를 국가차원의 정책  에서 바라본 논문은 최근 수년간 5편의 

논문에 불과했다. 더구나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NHRD를 주제로 발표된 논

문이 한편도 없었다. 그러나 2005년도 AHRD 학술 회 Preconference의 한 주제

로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Next Steps"을 다루어 NHRD에 

한 뜨거운 심을 반 하 다. 특히 이 주제발표에서 좀 더 발  방향에서

의 NHRD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하여 많은 학자들의 논의가 있었다.    

<표 Ⅳ-60> AHRD 학술 회 발표 논문 분석

연도 NHRD 련 논문제목과 자 특징

1998

￮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the UK (Monica 

M. Lee). 

￮ Human Resource Development: The Key to 

Sustainable Growth and Competitiveness of 

Singapore(A. Ahad Osman-Gani, Wee-Liang-Tan)

￮ 국에서 HRD가 국가 

는 조직차원의 정책  이슈

로 변화되어감을 논의함.  

￮ 다른 국가에서 략  HRD 

정책의 발달을 소개하고 싱

가폴에 용가능성에 하

여 논의함. 

2000

￮ Role of Public Sector Agencies in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A Study of the 

Expectations of Singapore-Based Companies

  (A. Ahad M. Osman-Gani) 

￮ 싱가폴의 산업사회에서 지

식기반사회로 환과정에서 

성공 인 NHRD를 해 모

든 기업들이 동참해야 함을 

강조함. 

2004
￮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the 

People's Republic in China

  (Baiyin Yang, De Zhang, Mian Zhang)

￮ 국의 개 ㆍ개방정책 이

후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차원의 HRD 정책  그 

특징에 하여 살펴

2005

 (Pre-conference)

￮ Nat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Next  

Steps

  (Gary. N Mclean, Baiyin Yang, Alexandre Ardichvili)

￮ 국가차원의 정책  수단으

로서 HRD의 심이 증

하고 있는 시 에서 NHRD

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

향에 하여 논의함. 

□ 학술지 논문

앞에서도 언 하 지만, AHRD는 총 네 개의 학술지를 정기 으로 발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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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본 연구는 2006년 재까지 이들 학술지를 통해서 발표된 논문들 가운데 

NHRD 는 국가차원의 정책으로서 HRD와 련된 논문을 검색하여 아래 <표 

Ⅳ-61>과 같이 정리하 다. 1998년 이후 매년 1-2편의 논문이 발표됨을 알 수 있

다. 특히 2004년과 2006년에 Advances in Developing Human Resources라는 이

슈집을 통해서 각각 14편과 10편의 사례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는 AHRD가 학술

 주제로서 NHRD를 인정한 것이며 앞으로 양  그리고 질  성장이 기 된다.

<표 Ⅳ-61> AHRD 학술지 논문 분석

연도 논문수 련논문제목 

2006 10편

￮ Ahn, Y. S., & McLean, G. N. (2006). Reg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The case of Busan city, Korea.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ternational, 9(2)

￮ Wang, J., & Wang, G. G. (2006). Exploring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A case of China management development in a transitioning 

context. Human Resource Development Review, 5(2)

￮ Lynham, S. A., Paprock, K. E., & Cunningham, P. W. (2006, Eds.),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transitioning societies in the developing 

world. Advances in Developing Human Resources, 8(1)

2005 1편
￮ Garavan, T. N., McGuire, D., & O'Donnell, D. (2005). Exploring human 

resource development: a levels of analysis approach. Human Resource 

Development Review, 3(4)

2004 14편
￮ McLean, G. N., Os man-Gani, A. M., & Cho, E. (2004, Eds). Human resource 

development as national policy. Advances in Developing Human Resources, 6(3). 

2003 2편

￮ Kuchinke, K. P. (2003). Comparing national systems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role and function of post-baccalaureate HRD courses of study 

in the UK and US,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ternational, 6(3) 

￮ Marquardt, M., & Berger, N. O. (2003). The future: Globalization and new 

roles for HRD, Advances in Developing Human Resources, 5(3)

2002 1편
￮ Naquin, S. S., & Baker, D. E. (2002). Developing policy, governance, and 

foundation systems. Advances in Developing Human Resources, 4(2)

2001 1편
￮ McLean, G. N., & McLean, L. (2001). If we can't define HRD in one country, 

how can we define it in an international context?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ternational, 4(3)

1999 1편
￮ Hartenstein, A. (1999). The challenge of globalization and the HRD response. 

Advances in Developing Human Resources, 4

1998 1편
￮ Osman-Gani, A. M. & Tan, W. L. (1998). Human resource development: The 

key to sustainable growth and competitiveness of Singapore.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ternational,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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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The University Forum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UFHRD의 공식명칭은 “The University Forum for Studies and Research in 

HRD"이다. 이와 같은 공식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UFHRD는 HRD 역에서 

 세계 학과 연구자  실천가들과 학습에 심이 있는 기 들을 한 국제

학술단체이다. 

□ 학회 목   주요사업

UFHRD은 “The Forum seeks to lead in the global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HRD as a distinct field of academic study closely related to 

current professional practice.”로 그 비 을 삼아 HRD분야를 실제 업무 장과 

연계하여 타 학문과 구별되는 독특한 학문  역의 형성과 발 을 도모함을 

그 목 으로 한다. 한, 개인, 집단, 조직 간의 유기 이고 국제  네트워크를 

통하여 HRD의 이론과 실천을 발 시켜 선도해 나감을 과제로 삼고 있다.

UFHRD는 크게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주요사업을 개하고 있다. 

첫째, 유사한 목 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   단체들과 국제  네

트워킹을 발 시킨다. 

둘째, UFHRD의 목 과 핵심가치에 부합되는 다른 조직의 국제 HRD 학술지

와 력 계를 유지한다. 

셋째, HR 역에서 문단체  자격증 수여단체와의 국제  력 계를 증

진한다. 

넷째, 회원들의 학술  그리고 문  발 기회를 제공한다. 

이처럼 UFHRD는 다양한 차원의 트 십을 강조한다. 를 들면, 효과 인 

HRD 연구는 연구자들과 장 문가, 문가 단체, 이해 계자, 후원자, 그리고 

기업․지역사회․공공차원의 기 들과의 트 십을 통해서 유지 발 될 수 있

음을 정 에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을 하여 Euresform을 통한 자격심사  부여, 외국인을 

한 컨설 연수기회제공, 정기 인 학술 회, 그리고 다양한 Forum 이벤트를 제

공한다. 특히 Forum 이벤트는 HRD 역에서 연구자  실천가들을 한 다양

한 워크샵과 세미나 등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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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구성

회칙에서는 회원자격을 크게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고 있으며,  학회를 회장, 

단체( 학)회원, 단체(교육기 )회원, 개인(HRD 련 연구기 에 종사하는 사람 

혹은 학생)회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조직 황을 살펴보면 일 년에 세 번 정기회

(定期 )를 개최하고 있으나, 학회를 실제 으로 운 하는 실행 원회는 일 년

에 한 번 개최한다. 실행 원회의 구성은 명 회원, 회장, 사무총장, 명 감사역

의 원으로 구성된다. 실행 원회는 1인의 의장과 3인의 부의장을 두고 있고 3

인의 부의장은 각각 연구 역, 로그램과 자격, 실천과 조직 역을 담당하고 

있다. 각 역별로 Standing 원회를 운 하고 있고 3인의 부의장이 책임을 맡

고 있다. 따라서 실행 원회는 총 8인으로 구성되며 모두 학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들이다. 이들의 공 역은 주로 HRD와 HRM 역이다. 

한 UFHRD는 Euresform이라는 별도의 기구를 운 한다. 이 기구는 

UFHRD에 소속된 학의 집합체로 HRD 역에서 다문화 Euresform 자격을 

수여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컨설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학술 회 주제  발표논문

UFHRD의 홈페이지에 2000년 이후 학술 회 안내가 있으나 발표된 논문은 

2005년과 2006년의 것만 확인 가능하 다. 2005년도에는 2편의 NHRD 련 논

문이 발표되었고 2006년에는 1편의 논문만이 발표되었다. 

<표 Ⅳ-62> UFHRD 학술 회 발표 논문 분석

연도 NHRD 련 논문제목과 자 특징

2006
￮ Work-based learning programmes in 

business and management in the UK: Policy 

and practice (Smith, P. & Preece, D.)

￮ 국정부의 학과 산업체간 력을 

강화하기 한 WBL 련 정책평가  

2005

￮ Government's role in enterpreneurial and 

small business learning in Taiwan (Kuo, M. 

C., & McLean, G. N.)

￮ 타이완내 소기업의 학습을 증진

하기 한 국가정책과 그 역할을 

고찰함. 

￮ Global, comparative and national HRD 

(Metcalfe, B. D., & Rees, C. J.)

￮ 최근 세계화와 HRD의 다양한 논

의들을 International HRD로 보고 

이들을 Global HRD, Comparative 

HRD, 그리고 National HRD로 구

분하는 이론  틀을 제공함. 

UFHRD는 별도의 학술지를 발행하지 않고 기존의 HRD 련 학술지와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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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력 계를 통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UFHRD만의 학술지를 

통한 NHRD 지식 생성  확산노력을 악하기는 불가능하다. 

(다) National HRD Network

NHRD Network는 인도지역내 HRD의 지식과 정보의 공유를 통한 학문   

발 을 도모하기 하여 1985년 3월 출범하 다. NHRD Network은 기본 으로 

모든 인간은 무궁한 잠재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조직에서 갖는 선입견과 단

기간의 결과 지향성 때문에 인간의 가능성을 발 시키지 못함을 지 한다. 따라

서 NHRD Network에서 지향하는 HRD 운동은 인 자원을 극 화하여 개인과 

조직을 돕기 한 것이다. 재 인도 역에 30개의 분회와 5500여명 이상의 회

원이 활동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국내외 학회들과는 달리 NHRD 

Network의 홈페이지를 통해 학술 회  발표 논문에 한 정보가 없으며 

계자와의 연락을 통해서도 수집할 수 없었다.  

□ 학회목   주요사업

NHRD Network은 조직수 과 국가수 에서 자신들의 철학을 분명히 하고 

있다. 먼  조직수 에서 NHRD Network의 철학은 (1)조직구성원의 재  

미래에 지닐 역할과 연 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능력을 배양

하고, (2)  조직과 개인의 성장을 해 구성원들의 내 인 잠재능력을 발견  

발 할 수 있도록 각 개인의 일반능력(general capabilities)을 배양하며, (3) 조

직건강과 구성원 개인의 참살이(well-being)에 기여하고 조직내 상하 계, 워

크, 다양한 집단간 력의 조직문화를 발 시키는데 있다.  

한 국가차원에서 NHRD Network은 시민들이 지속 으로 새로운 역량을 

확보하고 자기믿음을 강화하도록 돕는다. 한 자아존 감  국가에 한 자랑

스러움을 증진하도록 돕는다. 

NHRD Network은 9가지의 목 을 명시하고 있다. 첫째, 개인이 국가생활에

서 인간 인 시스템과 조직을 형성하도록 하는 정 인 힘을 자극하고 최 한 

개인들이 이에 기여하도록 돕는 것, 둘째, HRD와 련된 지식과 기술, HRD 철

학, HRD과정을 토의하고 그 실행을 돕는 것, 셋째, 연구개발을 통해 HRD와 

련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지속 으로 생성  습득하는 것, 넷째, HRD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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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식과 기술의 풍부한 그리고 과학 인 보고를 형성하는 것, 다섯째, HRD의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문가와 실천가들에게 하는 것, 여섯째, 국가 차

원의 HRD 운동을 강화하는 것, 일곱째, 국가 요구와 신  근과 기술에 기

하여 다양한 인간 시스템과 조직을 망라하는 HRD 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확

립하는 것, 여덟째, HRD에서 문  수월성을 한 거를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 끝으로 인도내 HRD와 련된 모든 계자에 clearninghouse의 역할을 수행

하는 것으로 설정하 다. 

이와 같은 목 에서 나타난 것처럼 인도의 NHRD Network은 개인  조직

차원의 HRD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으로 HRD활동을 확 하고자 함을 강조

하고 있다. 

NHRD Network는 HRD활동의 강화를 통한 개인과 조직이 지닌 역량을 배양

시켜 나아감을 그 주된 목 으로 삼고 이를 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본 으로 NHRD Network은 인도내 유사 역의 다양한 문단체들과

의 공존  번 을 해 노력한다. 한 'The Best Network Award'라는 상을 

제정하여 해마다 HRD분야에서 뛰어난 활동을 한 지회(支 )에 그 상을 수여한

다. 지회뿐만 아니라 HRD분야에서 뛰어난 업 을 쌓은 개인과 조직에 상을 수

여하고 있다. 개인 연구자들에게는 연구비 수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The HRD Newsletter’를 발행하고 있으며, 2년마다 한 번씩 컨퍼런스를 개최하

여 그 학문  결속을 공고히 하고 있다.  

□ 연

1985년 3월 NHRD Network는 인도 내 HRD의 지식과 정보의 공유를 통한 

그 학문분야의 발 을 하여 몇몇 HRD 문가가 심이 되어 포럼이 출범되

었다. 

- 1985년 ‘The HRD Newsletter’를 발행

- 1989년 HRD분야에서 뛰어난 업 을 쌓은 개인과 조직에 상을 수여함. 

- 1990년 2월에 “the Academy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라는 교육

훈련 기 을 운 함. 

- 1992년에 'The Best Network Award'라는 상을 제정함. 개인 연구자들에게

는 연구비 수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2006년 재 30개 지부 5500여명 이상의 회원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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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구성

NHRD Network는 크게 단체회원, 개인회원, 학생회원, 명 회원으로 구분되

며, 단체회원은 다시 평생회원과 연 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의 경우 단체

회원과 같이 평생회원과 연 회원으로 구분되며, 그 자격조건을 HRD담당자, 인

사담당자, 기업의 최고경 자, HRD분야에 종사하는 교수ㆍ연구원ㆍ컨설턴트로 

한정하고 있다. 학생회원의 경우에는 HRD분야와 련 있는 학문을 공하는 

학원생을 상으로 한다. 명 회원의 경우에는 HRD 분야에 뛰어난 공헌을 

한 개인을 상으로 한다. 

NHRD Network는 16인으로 구성된 실행 원회가 있다. 실행 원회의 구성은 

회장과 직회장, 인도의 지회를 동서남북 권역별 구분한 권역별 회장, 장 실

무담당, 감사 등으로 구성된다. 한 11인의 자문 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4인의 

상임 원회가 있으며 27개 지회의 지회장들이 선임되어 있다. 27개 지회는 

NHRD Network 실행 원회의 승인을 거쳐서 ‘지부’로써 인정을 받는다. 체

인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NHRD Network, NHRD Network의 하부지부로 

Local Network, 특별 원회가 있다. 그 임원의 인 구성은 학의 교수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지만, 장 실천가들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라) Association of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ACTE는 1926년에 설립되어 경력  기술교육분야에서의 각종 교육 로그램

에 참여한 학습자의 입장을 변하고 련 문가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

구역할을 하는 일종의 연합단체이다. ACET는 미국에서 가장 큰 단체로서 청소

년  성인이 성공 인 경력을 비할 수 있는 교육의 발 을 목 으로 한다. 

홈페이지는 www.acteonilne.org이다.

□ 학회 목   주요 사업

ACET는 한 교육을 받고 비되어 있고 경쟁력을 갖춘 노동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리더십을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목 을 보다 

구체화하기 하여 6개의 핵심가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6가지 핵심가치는 옹

호(advocacy), 다양성(diversity),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 력(collaboration), 

책무성(accountability), 사(service)이다.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00 -

옹호: 학습자에게 경력과 기술교육의 요성을 지원하고 그 가치를 공 으로 인정

받기 하여 국가수 과 주정부수 에서 강력한 의견표 이 필요

다양성: ACTE 구성원과 그 구성원의 학생들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가치를 부여

평생학습: 평생학습의 개념을 수용하고 지속 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경쟁력을 갖

추기 하여 평생학습의 요성 인정

력: 비 을 공유하는 다른 개인들과 집단들과의 강력한 지원 계를 통하여 

ACTE의 목  달성이 가능

책무성: ACTE의 구성원과 그 구성원의 조직이 학습자에게 정 인 공헌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책무성의 

개념 지원

사: 경력  기술교육의 문성과 조직에 한 구성원의 개인  몰입의 향상

이상의 6가지 핵심가치를 보다 구체 인 목표로 구체화하고 이를 달성하기 

하여 다양한 활동을 개하고 있다. ACTE에서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하

여 하 의 조직을 설치하 는데 12개의 부서(division)를 두었다. 12개의 부서에

는 리(administration), 성인노동력개발(adult workforce development), 농업교

육(agricultural education), 경 교육(business education), 가족  고객과학교육

(family and customer science education), 지도(guidance), 건강과학기술교육

(health science technology education), 마 교육(marketing education), 새로

운 련 서비스(new and related service), 특수요구(special needs), 기술교육

(technology education), 무역  산업교육(trade and industry education)이 포

함되어 있다. 각 부서에서는 해당분야의 청소년  성인의 직업교육 로그램에 

참가한 학습자들을 한 보다 구체 인 활동을 개하고 ACTE 회원을 결속시

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ACTE는 학회의 성격보다는 일종의 연합회로서 경력  기술교육분야에 종사

하는 교육자, 학자, 학습자의 권리를 보장  확 하기 한 활동을 개한다. 

이에 학술  특성을 보이기보다는 연합회 는 회로서의 특성이 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활동을 개하고 있다. 이런 활동 에 하나로 ACTE는 매년 'ACET 

Convention and Career Tech Expo'를 개최하고 있다. 2006년에는 아틀란타에서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Conneting Education and Careers'라는 주제로 개

최가 정되어 있다. 그리고 ACTE의 발간지에는 연 8회에 걸쳐 발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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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ques', 월 2회 발간되는 ’e-Newsletters'가 있다. ’e-Newsletters'가 일종의 

소식지라는 에서 ACTE의 표 인 발간지는 ‘Techniques'라고 할 수 있다. 

EH한 매년 ‘ACTE National Award'를 통하여 경력과 기술교육의 발 에 기여

한 교육 로그램, 기 , 개인에 한 시상을 하고 있다. ‘ACTE National Award'

의 하 부분에는 ’올해의 교사(teacher of the year)‘, ’최우수 경력  기술교육자

(Outstanding Career and Technical Educator)', '최우수 경력  기술교육 신임

교사(Outstanding New Career and Technical Educator)', '최우수 지역사회서비

스 교육자(Outstanding Teacher in Community Service)', '명 상(Arch of 

Fame)', '공로상(Award of Merit)', '최우수 서비스(Outstanding Service)', ‘우수자

동차서비스상(Award of Excellence-Automotive Service)’이 있다. 

□ 인 구성

ACTE의 임원진 구성은 집행 원(executive committee)과 임원진(board of 

directors)으로 구분된다. 집행 원은 총 6명으로 구성된다. 구성원은  회장, 

 회장, 차기 회장, 12부서 표, 5개 지역 표, 재무담당이다. 집행 원의 

구성에서 특이한 은 회장이 재 회장,  회장, 차기 회장으로 구성

된다는 이다. 이 게 함으로써 회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회가 발휘하

는 리더십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임원진의 경우에는 12개 부서의 표와 5개 지

역 표 그리고 선임임원의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집행 원과 임원진의 앙임원진 외에도 ACTE에는 상비 원회(standing 

committee)가 존재한다. 이 원회들은 ACTE의 Expo, 시상, 재정지원 등의 다

양한 역에서 필요한 일을 하기 한 원회들이다. 구체 으로 회계감사 원

회(audit review committee), 시상 원회(award committee), 희사소통 원회

(communication committee) 등 15개의 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ACTE의 회원은 경력  기술교육분야에서 교육자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어야 가입자격이 주어진다. 보다 구체 으로 회원자격에 하여 ACTE에서는 규

정하고 있는데, 등학교의 교사나 행정가, 고등교육의 강사․교수․행정가, 교사

교육자, 지도 문가(guide professional), 국가정부의 교육 문가로 제한하고 있다. 

회원은 개인, 교육기 , 국가 련기 , 연합회로 구분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개인의 

경우에는 문회원(professional membership), 은퇴회원(retired membership), 평

생회원(life membership), 학생회원(student membership), 국제회원(international 



- 202 -

membership)으로 구분된다. 이 에서 문회원은 경력  기술교육분야에서 

재 근무 인 개인이 해당되고, 은퇴회원은 련분야에서 은퇴한 개인이고, 평생

회원은 ACTE에서 문회원이나 은퇴회원 가운데 인정한 회원이 해당된다. 회원

의 유형에 EK라 회가입비에도 차이가 있다. 문회원은 $60, 은퇴회원은 $31, 

평생회원은 무료, 학생회원은 $10, 국제회원은 임원진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 학술 회 발표논문

ACTE에서는 학술 회라고 하기 보다는 일종의 회정기회의  Expo가 

1968년 이후 매년 개최하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상에서 학술 회의 세부내용을 

악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것은 2003년 이후이기 때문에 ACTE의 학술 회 발

표논문에 한 분석을 2003년 이후의 발표논문으로 한정하 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ACTE Convention and Career Expo'에서는 국가인

자원개발의 수 에서 논의되기 보다는 주로 교실상황이나 경력 련 교육 로그

램의 교수법이나 경력상담 등과 같은 보다 장 심의 구체 인 논의가 심을 

이루고 있다. 

2003년의 경우에는 주로 경력  기술교육과 련되는 교육 로그램을 제공하

거나 기술교육에 한 새로운 근법에 한 사례 심의 워크샵이 이루어졌다. 

를 들어 마이크로소 트사의 오피스 로그램자격증의 교육 로그램과의 연계

방안 등이 그 가 된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다루는 워크샵의 발표논문이 국가

인 자원개발의 에서 포함되기에는 그 범 가 무 넓다는 문제 을 갖는다. 

2004년도의 경우에는 자격증에 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등교육수

부터 고등교육수 까지 경력 비를 한 자격증 로그램의 새로운 시도들에 

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한 산학 동, 기존의 학교에서의 경력개발을 

한 경력경로나 경력범주의 활용방법, 지역사회와 기술교육기 의 연계, 국가정

책에서의 기술교육 등의 주제가 발표되었다. 

2005년의 경우에도 2004년도와 유사하게 자격증, 직업교육 련 법안에 한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그 외에 학교수 에서의 직업교육 는 경력개발에 한 

효과  로그램에 한 사례분석, Web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경력개

발을 한 교육과 트 십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ACTE의 'ACTE Convention and Career Expo'는 매우 실천 심 인 학술

회라는 에서 그리고 경력  기술교육과 련된 기업, 정부, 학교, 학구 등에

서의 실천사례에 한 논의가 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에서 국가인 자원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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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주에 발표논문이 모두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에 국가수 에서의 정책이나 지역사회수 에서의 정책, 산학 동, 자격증제도와 

같이 국가인 자원개발과 직 으로 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발표논문을 

정리하면 <표 Ⅳ-63>과 같다. 

<표 Ⅳ-63> ACTE 학술 회 발표논문 분석

연도 NHRD 련 논문제목과 자 특징

2003
￮ Institues, academies, and magnets for high school 

students (Harvey Dean). 

￮ 고등학교학생들을 한 

학습커뮤니티와 교육과정의 

개발을 논의함.

2004

￮ Selecting & implementation industry-based 

certifications (Joselito Lualhati)

￮ Emerging models of alternative teacher 

licensure/certifications (Rebeca Parker)

￮ Industry/education partnership: What they are all 

about (John Cunningham, et. al.)

￮ Overview of career cluster (Ken Lake & Nancy 

Verburg)

￮ Implementing career pathway in a K-12 system 

(Nancy Verburg & Ken Lake)

￮ Leveraging the synergistic power of key 

stakeholders within corporate and community 

networks (Shaun Knight)

￮ Transformation of Taiwan's vocational and 

technical education (Lin Yi-ping)

￮ Win-win relationships with partner schools, 

communities and business: How to make it happen 

using distance technology (Tina Steele, et. al.)

￮ The impact of globalization on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in Taiwan, Republic of China 

(Robert Wu)

￮ Revised national career development guidelines 

and new applications for No Child Left Behind 

(Linda Kobylarz)

￮ 산업에 기반을 둔 자격증을 

교육 로그램의 일부분으로 

포함시키는 문제 다룸.

￮ 미국의 'No Child Left 

Behind' 정책의 하나로 

교사자격의 안  방법에 

한 논의.

￮ 성공  산학 동을 한 

요인에 한 논의 포함.

￮ K-16동안의 경력범주와의 

연계에 한 고찰

￮ K-12에서 경력경로시스템의 

구축을 다룸.

￮ 기업과 지역사회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한 

핵심 계자에 한 논의.

￮ 만의 직업학교의 

개 정책에 한 분석.

￮ 학교, 지역사회, 산업계간의 

연계를 한 원격기술을 

활용하는 기술센터 분석.

￮ 만의 기술교육에 한 

세계화의 향 분석.

￮ 국가경력개발가이드라인과 

미국의 NCLB 

정책 로그램에 한 분석.

2005

￮ Perkins and other federal legislation... What's 

next? (Beto Gonzalez)

￮ National certification for business 

administration/marketing students(James Gleason)

￮ 경력  기술교육 로그램에 

향을 주는 Perkins법안  

련법안 분석.

￮ 1만 명이상의 학생이 취득한 

산업기반 자격 로그램에 

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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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E에서 발간하는 인쇄물 가운데 학술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다. 다만 잡지의 수 에서 ‘Techniques'가 1년에 8차례 발간된다. 이에 ACTE가 발

간하는 학술지를 통한 NHRD 지식 생성  확산노력을 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해외 NHRD  HRD 련 학회: 경 학 역

외국의 경 학 분야에서도 NHRD를 주제로 다루고 있는 학회는 없다. 단지 

앞에서 언 했듯이 NHRD를 지원하는 넓은 의미의 인 자원 리와 련된 학

회들이 존재하고 있다. 인 자원 리와 련하여 세계 각지의 학자들이 참여하

고 Academy of Management(이하 AOM)에 해 살펴보기로 한다.

□ 학회목   주요사업

AOM은 학회의 사명에 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AOM의 핵심 

사명은 구성원들의 학문 인 능력의 증진과 숙련된 문가로서의 개발을 통하

여 리 문가로서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The Academy's central mission 

is to enhance the profession of management by advancing the scholarship of 

management and enriching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of its members.). 

AOM의 정 은 AMOM의 주요 사업 역에 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리와 련된 양질의 연구, 교육, 실무를 개발하고 달한다.

- 연구, 교육, 실무와 련된 모든 활동에서 윤리 이며 책임 있는 행동을 옹

호하고 배양한다.

- 모든 기 , 모든 상황, 모든 모임, 모든 문화의 구성원들이 상호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지 이며 역동 인 공동체를 제공한다.

- 리  지식의 개발과 실행에 있어서 세계 각국에서 온 구성원들의 다양한 

시각을 격려하며 존 한다.

- 리와 련된 학문  실문  발 에 몰입하는 다른 모임, 다른 기 들과 

동 인 계  유 를 구축한다.

□ 학회 연

AOM의 역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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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6년 학회 창립모임 (Charles L. Jamison과 William N. Mitchell이 주도)

- 1936년 회장 Charles L. (Charlie) Jamison 취임

- 1941년 정  확정

- 1947년 2차 후 다시 모임

- 1948년 회원 자격을 강의를 담하는 학의 교수까지 확

- 1994년 Pace University에 사무국 설립

- 2005년  회장 Denise M. Rousseau 회장 취임

□ 인 구성

1936년에 10명이 교수들이 학문 인 공유를 하여 시작한 AOM은 재 세

계 인 조직으로 발 하 다. 재는  세계 96개국에 있는 학자와 실무자들을 

포함하여 모두 17025명의 구성원을 두고 있다.

□ 수년간 개최된 학술 회 주제  발표논문

AOM이 개최한 최근 5년간의 학술 회 주제  개최지는 <표 Ⅳ-64>에서 

찰할 수 있다.

<표 Ⅳ-64> 최근 5년간 AOM 학술 회 개최지  주제

년도 개최지 주제

2006 Atlata Action and the Public Concern

2005 Honolulu A new Visionof Management in the 21st Century

2004 New Orleans Creating Actionable Knowledge

2003 Seattle Democracy in a Knowledge Economy

2002 Denver Building Effective Networks

AOM의 학술 회는 사 에 정해진 분과를 심으로 운 된다. 따라서 분과의 

종류가 발표된 논문의 종류를 결정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AOM의 분과를 알아

보기로 한다. 다음은 AOM 학술 회의 분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Ⅳ-65>에서 

찰 할 수 있듯이 의의 HRD와 련된 분과는 없으며, NHRD를 지원하는 

인 자원 리가 하나의 분과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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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5> AOM 학술 회 운 분과  흥미집단 

 1. Business Policy and Strategy

 2. Careers

 3. Conflict Management

 4. Critical Management Studies(흥미집단)

 5. Entrepreneurship

 6. Gender and Diversity in Organizations

 7. Health Care Management

 8. Human Resource

 9. International Management

10. Management Consulting

11. Management Education and Development

12. Management History

13. Management Spirituality & Religion(흥미집단)

14. Managerial & Organizational Cognition

15. Operations Management

16. Organization & Management Theory

17. Organization Development & Change

18. Organizational Behavior

19.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 Information 

Systems

20. Organizations and The Natural Environment 

(흥미집단)

21. Public and Nonprofit

22. Research Methods

23. Social Issues in Management

24. Technology & Innovation Management

□ 학술지 논문

AOM은 4종류의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다. 이론 심의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AMR), 실증연구 심의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AMJ)이 발간되고 있으며, 인사조직 교육을 돕기 한 사례가 발표되고 

있는 Academy of Management Education과 실무자들을 돕기 하여 실무자 

 학자들의 경 에 한 실무  시각과 련된 실무 인 이 발표되고 있는 

Academy of Management Perspectives 등이 출간되고 있다. 이들  본 연구의 

성격을 고려하여 AMJ와 AMR에 발표된 인사 리 논문을 살펴보기로 한다. 지

난 5년간 NHRD를 지원하는 인사 리의 이론  발 을 다룬 논문은 1편도 

AMR에 발표된 것이 없으며, AMJ에는 <표 Ⅳ-66>에서 찰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논문들이 지난 5년간에 발표 되었다. 표에서 찰 할 수 있듯이 선발, 평

가, 보상, 배치와 련된 논문은 많은 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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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6> 최근 5년간 AMJ에 출간된 인사 리 논문 목록

논문제목 연도 자 역

Local Density and Foreign Subsidiary 
Performance

2006
Stewart R. Miller & Lorraine 
Eden

채용

Mixing Standard Work and Nonstandard 
deals: The Consequences of Heterogeneity 
in Employment Arrangements

2006
Joseph P. Brochak & Alison 
Davis-Blake

채용

Cutthroat Cooperation: Asymmetrical 
Adaptation to Changes in Team Reward 
Structures.

2006

Michael D. Johson, John R. 
Hollenbeck, Stephen E. 
Humphrey, Daniel R. Ilgen, 
Dustin Jundt, Cristopher J. 
Meyer

보상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Lobor 
Productivity: Does Industry Matter.

2005
Deepak K. Datta, James P. 
Guthrie, Patrick M. Wright

일반

Stragetic Human Resource Practices, Top 
Management Team, Social Networks, and 
Firm Performance: The Role of HR 
Practices in Creating Organizational 
Competitive advantage.

2003
Cristopher Collins, Kevin D. 
Clark

일반

Compensational Policy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e Efficiency, Operational 
and Financial implications of Pay Level 
and Pay Structure.

2003
Mark P. Brown, Michael C. 
Sturman, Marcia J. Simmering

보상

Giving Money to Get Money: How CEO 
Stock Options and CEO Equity Enhance 
IPO valuation.

2003
Trevis S. Certo, Catherine M. 
Daily, Albert A. Cannella Jr., 
Dan R. Dalton

보상

CEO Stock Options: The Silent 
Dimension of Ownership

2003 Jean McGuire, Elie Mutta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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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외 NHRD 련 연구물  학자

본 장에서는 국외에서 발견되는 국가인 자원개발의 지식기반  지식생산체

계를 악하기 하여 교육학과 경 학의 역에서 국가인 자원개발  인

자원개발과 련된 연구물과 학자를 탐색하고자 한다. 

(1) 국외 NHRD 련 연구물  학자: 교육학 역

국외 교육학 역에서 NHRD의 지식기반과 지식생산체계를 악하기 하여 

주요학자들의 연구물과 학자를 분석하기 하여 각종 포털사이트, 학술정보검색

사이트, 주요 국외 학회사이트 등을 통하여 검색하 다. 자료수집을 하여 사

용된 사이트에는 일반 포털 사이트로 ‘구 (google)’을 활용하 다. 학술정보검

색사이트로는 ‘EBSCO', 'Inter Willeyscience', 'ERIC'을 활용하 다. 그리고 학회

사이트로 ‘Academy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AHRD)', 'European 

HRD', 'ISPI', 'ASTD'를 활용하 다. 이런 포털사이트(portal site)의 검색엔진이

나 학술정보검색사이트의 검색엔진 그리고 각종 학회에서의 학술논문 검색엔진

에서 검색을 실시하기 하여 사용한 주제어(keyword)는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Human Resource Development Policy', 'Human 

Resource Policy', 'Inter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Reg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이었다. 그리고 학자를 검색한 후에는 학자가 

운 하는 홈페이지나 학의 소개 홈페이지에서 NHRD 련 연구물을 검색하

여 추가하기도 하 다. 검색을 통하여 수집된 연구물을 연도별로 정리하여 연구

의 추이와 주요학자를 악하고 학자들의 배경정보를 수집하여 분류하 다. 

(가) 국외 NHRD 련 연구물 추이

국외 NHRD 련 연구물의 추이를 분석하기 하여 우선 연도별로 학술논

문, 학술 서, 연구보고서로 구분하여 빈도를 추출하 다. 결과는 <표 Ⅳ-6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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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7> 연도별 국외 NHRD 련 연구물 추이

연도 학술논문 학술 서 연구보고서 계

1999년 이 5 1 6

2000 2 1 3

2001 1 1

2002 5 1 6

2003 4 2 1 7

2004 16 1 17

2005 7 7

2006 13 13

계 53 5 2 60

의 <표 Ⅳ-6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9년 이 부터 2006년까지 학술논문

이 54편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학술 서와 연구보고서의 순으로 나타났

다. 특히 연도별로 보면, 2004년과 2006년에 각각 16편과 13편으로 다른 연도에 

비해 다수의 학술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는 2004년과 2006년에 국제학술지인 

‘Advances in Developing Human Resources'에서 NHRD 는 국가수 에서의 

인 자원개발을 요한 학술주제로 선정하여 학술논문집을 발표하 기 때문이

다. 연구보고서의 경우 실제로 연구보고서는 더 많을 것으로 측되나 본 연구

에서 사용한 검색엔진에서는 보고서가 추출되지 않았다. 반 인 경향을 보면 

최근 3년 동안 NHRD에 련된 국외 연구들이 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다음으로 국외 NHRD 련 학자들이 소속된 국가별 연구물 수와 연구 상이 

되었던 국가별 연구물 수에 한 빈도를 분석하 다. 국가별․학자별로 반복측

정 되었다. 즉, 한국의 A 학자가 3편의 논문을 발표한 경우 한국의 연구물이 3

편이 되고, 한국을 상으로 한 연구물이 2편인 경우 한국을 연구 상으로 한 

연구물 수가 2편이 되었다. 분석결과는 아래의 <표 Ⅳ-6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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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8> 국가별 국외 NHRD 련 연구물 추이

구분 연구자 소속국가별 연구물 연구 상 국가별 연구물

유럽 27 6

북미 56 2

남미 1 2

아시아 22 23

아 리카 8 7

호주  주변국 2 2

의 표에서 연구자 소속국가별 연구물은 연구자의 탄생국가가 아니라 재 

근무처가 소속된 국가이다. 북미가 56편의 연구물로 가장 많은 수를 나타냈고, 

그 다음이 유럽(27편), 아시아(22편)의 순으로 빈도가 나타났다. 북미의 경우 미

국과 멕시코가 포함되었고, 유럽의 경우 국, 덴마크, 아일랜드, 폴란드가 포함

되었다. 아시아에는 국, 한국, 싱가폴, 사우디아라비아, 만, 인도, 필리핀, 일

본이 포함되었고, 아 리카의 경우 모로코, 남아 리카, 냐, 남미의 경우 라

질, 호주  주변국의 호주와 주변 섬나라가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국외 NHRD 련 연구물에서 연구 상이 된 국가의 빈도분석을 실

시하 다. 연구 상 국가별 연구물에서 보면, 아시아가 23편으로 가장 많았다. 

아시아의 경우 한국, 말 이시아, 싱가폴, 만,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국, 일본, 키르키즈스탄, 인도, 필리핀이 연구 상 국가로 등장하 다. 이 가운데 

국이나 싱가폴에 한 연구가 상 으로 많았다. 그리고 아 라카의 경우 남

아 리카, 모로코, 탄자니아, 냐가 연구 상 국가로 나타났고, 남아 리카에 

한 연구가 상 으로 많았다. 남미의 경우 라질, 북미의 경우 미국, 멕시코, 

캐러비안 해역의 St. Lucia, 유럽의 경우 국, 폴란드, 독일, 호주  주변국의 

경우 호주, 뉴질랜드가 연구 상 국가로 포함되었다. 그리고 연구물 에 18편은 

국가구분이 포함되지 않거나 일반 인 NHRD에 한 논의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볼 때, 첫째, 미국이나 국 등 기존의 지식강 국에서 

NHRD에 한 연구물이 많이 배출되고 있었다. 연구자 소속국가별 연구물 추

이는 국제 으로 NHRD 련 지식생산이 주로 어느 나라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지식강 국으로 손꼽히는 미국이 가장 많은 편수의 연구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유럽지역이었다. 유럽에서는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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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많은 편수의 연구물을 제공하 다. 아시아의 경우에는 국, 싱가폴, 만 

등이 다수의 연구물을 제공하는 국가로 나타났다. 

둘째, 개발도상국이나 제3세계 국가가 연구 상국가로 많이 등장하 다. 아시

아에 포함된 국가에 한 연구물이 가장 많이 배출되었다. 한 아 리카에 소

속된 국가에 한 연구도 7편으로 아시아 다음으로 나타났고, 유럽이 6편으로 3

를 차지하 다. 아시아와 아 리카에 개발도상국이 많이 포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의 경쟁성장의 원동력이 인 자원개발이라는 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 싱가폴,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남아 리카 등은 반복

으로 연구 상이 되는 국가들이었다. 유럽을 상으로 하는 연구물은 주로 

국에 한 연구가 많았는데 이는 국의 교육정책이나 노동정책이 국가인 자

원개발의 측면에서 벤치마킹의 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 주요 학자

총 62편의 연구물의 연구를 수행한 65명의 학자를 연구물수에 의하여 구분하

다. 가장 많은 연구물을 발표한 국외학자는 7편으로 Lynham, S. A.와 

McLean, G. N.이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Ⅳ-69>와 같다.

이 둘은 모두 인 자원개발 역에서도 다양한 연구물을 발표하고 있는 학자

로서 NHRD분야에서도 연구활동을 활발하게 개하고 있다. 특히 McLean의 

경우에는 한국을 상으로 하는 연구에도 극 으로 참가하고 있었다. 그 다음

으로 연구물이 총 5편인 학자가 Lee, M. M.와 Paprock, K. E. 2명이었다. 그리

고 3편인 학자는 총 5명이었고, 2편인 학자는 11명, 1편인 학자는 55명이었다. 

이상의 학자분석에서 분석 상이 된 주요학자들의 직업, 학문  배경, 주요

심 역, 연구업  등은 [부록 2]에 정리되어 있다. 국외학문  특성에 따라 학

자들의 학문  배경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재는 교육학과나 성인교육학과나 

경 학과에 재직 이지만 학부나 석사학 는 경 학, 행정학, 경제학, 교육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 소속 인 기 은 부분이 

학이었다. 특이한 은 경 학과에 소속된 학자들이 NHRD에 한 학술논문을 

발표하고 연구 로젝트를 수행하는 활동을 극 으로 하고 있다는 이었다. 

표 으로 국 Brunel 학 경 학과의 Debrah, Y., 국 Lancaster 학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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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의 Lee, M. M., California 주립 학의 경 학과의 Wang, J., 미국 Hamilton 

학 경제학과의 Takao Kato, 국 Brooks 학 경 학의 Woodall, J. 등이 

있다. 

<표 Ⅳ-69> 국외 NHRD 련 연구자별 연구물 발표수

편수 연구자

7

(총 2명)
Lynham, S. A. McLean, G. N.

5

(총 2명)
Lee, M. M. E. Paprock, K.

3

(총 5명)

Ashton, D. N.

Bartlett, K. R.

Cunningham, P. W. 

Debrah, Y. A. 

Oaman-Gani, A.

2

(총 11명)

Cox, J. B.

Estrada, S. D.

Hasler, M. G.

Jie Ke

Lin, J.

Takao, K.

Tompson, M. D.

Wang, G. G.

Yang, B.

Zhang, D.

Zhamg, M.

1

(총 55명)

Ahn, Y. S.

Arkoubi, K. A. 

Atienza, T. V. 

Bae, J.

Baker, D. E. 

Berger, N. O. 

Briggs, V. M. Jr.

Budhwar, P.

Chen, S. J.

Chermark, T. J. 

Cho, E. S. 

Dosary, A. S. A.

Fleming, D.

Garavan, T. N.

Green, F. 

Hertenstein, A.

Holton, E. F. 

Jankowicz, D. 

James, D. 

Kraak, A.

Kuchinke, K. P.

Kuo, M. 

Ofori, G.

Lawler, J. J.

LcGovern, I.

Li, J.

Lee, H.

Lee, Y. H.

Marquardt, M.

McGuire, D.

McLean, L.

Metcalfer, D.

Motii, N.

Naquin, S. S.

O'Donnell, D.

Powell, M.

Preece, D.

Rees, C.

Rangel, E.

Rao, T. V.

Rodgers, J.

Schuler, M.

Scotland, M.

Smith, P.

Soborg, H.

Stead, V.

Sung, J.

Szalkowski, A.

Tang, W. L.

Wan, T. W. D.

Wang, J.

Weatherly, G.

Whiteley, A.

Woodall, J.

Yumol, B.

학별로는 미국의 텍사스 A & M 학 교육행정  인 자원개발(department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학과나 미네소

타 학의 교육  인간개발(education and human development) 학의 근로 

 인 자원교육(work and human resource education) 학과의 출신이거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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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인 학자가 다수 있었다. 국외 NHRD 연구자들의 학회활동 경력을 보면 

주로 ‘Academy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AHRD)'에서 발간하는 학술

지나 국제학술 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UFHRD'에서 개최하는 학술 회

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 

국외 NHRD 연구물을 발표한 학자들을 분석한 결과, 교육학 역뿐만 아니라 

경 학이나 경제학의 역에 포함되는 학자들도 극 으로 NHRD 련 연구

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NHRD 련 연구물을 발표하는 학

자들이 부분은 미국이나 국의 학교수로 재직 이었다. 

(2) 국외 인 자원 리  HRD 련 연구물  학자: 경 학 역 

경 학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HRD 분야의 학자들은 학제간 교육이 활발히 

진행되고, 한 학문의 역을 가르지 않는 학회의 운   활동이라는 외국 학

회활동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부분의 학자들이 교육학 쪽의 학회지에서 활

동하고 있는 학자들과 복되고 있다.

<표 Ⅳ-70> 인사 리 역별 문가

역 이름 소속

평가

Jeanette N. Cleveland Penn State University

George Thornton III Colorado State University

Luis Gometz-Mejia Arizona State University

선발
Neal Schmit Michigan State University

Barry Gerhart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충원

Timoth Judge University of Florida

Robert Heneman Ohio State University

Herbert Henem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보상

Brian Becker SUNY at Buffalo

Mark Huselid Rutgers University 

Ed E. Lawler III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그러나 NHRD를 지원하는 넓은 의미의 HRD측면에서 인 자원 리와 련

된 학자들은 무 많아 정리가 불가능할 정도이다. 따라서 학회활동, 많이 읽히



- 214 -

는 책의 자, 유명한 논문의 자  인사 리 교수들의 추천을 받아 평가, 선

발, 충원 보상 분야의 세계 인 권 자 2～3명을 결정하 다(<표 Ⅳ-70> 참조).  

한 이들의 업 은 따로 부록으로 정리하 다([부록 2]참조).

다. 해외 HRD  NHRD 련 학원 

본 장에서는 해외 HRD  NHRD의 지식생산과 공유를 한 고등교육기

의 학원 차원 노력을 교육학 역과 경 학 역에서 탐색하고자 한다. 

(1) 해외 HRD  NHRD 련 학원 로그램: 교육학 역

교육학 역에서 고등교육기 의 HRD  NHRD의 지식생산  공유 노력을 

살펴보기 하여 해외 련 학원의 세부 공 교육목표, 교육과정 그리고 담당

임교수를 악하 다. 

(가) 미네소타 학교 

미네소타 학교는 ‘Education and Human Development 학’ 내  ‘Work 

and Human Resource Education’ 학과에서 HRD, 성인 교육, Business and 

industry Education(BIE) 등의 세부 공과정을 운 한다. Education and 

Human Development 학은 직장, 가족, 사회에서 직업  사명을 가진 성인으

로의 성장을 돕는 교육과 훈련 역의 이론과 실제에 한 탐구를 바탕으로 

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사명을 두고 있다. 이러한 사명을 바탕으로 HRD 공은 

조직 개발(OD)과 교육훈련에 있어 리더와 학자육성을 공의 비 으로 삼고, 

인 자원의 훈련과 조직변화에 한 주제를 으로 다룬다. 교수진은 지속

인 연구 활동과 함께 HRD 컨설턴트로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HRD 

공의 주요 교수진과 그들의 학문  배경  주요 심사는 아래 <표 Ⅳ-7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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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1> 미네소타 학교 HRD 공 주요 교수진

성명 최종학력 연구분야
Kenneth R. Bartlett University of Illinois Outcomes of HRD, OD

James M. Brown
Bowling Green State 

University

교육과 일터에서 학습 요구와 차이, 

HRD 평가

Barry Johansen University of Minnesota OD, 조직문화

Gary N. McLean Columbia University 국제  경  개발, 조직 질과 생산성,OD

Rosemarie Park Harvard University 성인 문해교육, 여성문제

Shari Peterson University of Minnesota 성인교육, HRD

David J. Pucel University of Minnesota 로그램과 훈련생 평가 

James R. Stone III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work-based learning

Baiyin Yang University of Georgia 성인 교육, 조직 로세스 측정

* 출처 : 미네소타 학교 Work and Human Resource Education 홈페이지(2006년 6월 재)

 

공 역의 범 를 인 자원 리(HRM), 경력개발(career development), 질향

상(quality improvement) 등 세 역으로 나 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범 를 

기 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은 아래 <표 Ⅳ-72>와 같다. 개설된 교육과정  

‘Inter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ternational Field Study in 

Human Resource Development ’ 등은 직 으로 NHRD를 연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가를 단 로 한 HRD에 한 논의가 진행된다.

<표 Ⅳ-72> 미네소타 학 교육과정

교과목 교과목
Inter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Training on the Internet 

International Field Study in Human 

Resource Development 
Advanced Organization Development

Introduction to Human Resource Development 
Advanced Training and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Profession and Practice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Survey of Research Methods and Emerging 

Research in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troduction to Training and Development Evaluation in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troduction to Organization Development Planning and Decision-Making Skills

Foundations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Training and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Economic Foundation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Quality Improvement Through Human 

Resources

Psychological Foundation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Managing Work Teams in Business and 

Industry

Systems Foundation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Organization Development

Strategic Planning through Human Resources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Through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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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Texas A&M 학교

Texas A&M 학교는 ‘The education and Human Development 학’ 내 

‘교육행정과 HRD’ 학과에서 세부 공으로 HRD를 운 하고 있다. 이 에서 

HRD 세부 공 역은 성인교육, 교육훈련(Training & Development), 조직개발

(Organizational Development)을 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HRD 공은 다양한 

역에서 교수-학습 분야의 성공 인 리더십을 갖춘 건강한 문인 양성을 목

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목표달성을 하여 행해지는 다양한 노력들은 미래

에 사람들의 삶을 변화 시킬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HRD 공은 Dooley 

Larry 교수가 주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교수진의 학문  배경과 연구

심사는 아래 <표 Ⅳ-73>과 같다.

<표 Ⅳ-73> Texas A&M 학교 ‘교육행정과 HRD’ 학과 주요 교수진

성명 최종학력 연구분야

Callahan, 

Jamie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Critical HRD, Leadership Development 

Organizational learning and cognition 

Sociology of emotions/emotion management in 

organizations 

Dooley, 

Larry

Texas A&M 

University

Distance Training , 

Foundations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

Integration of Technology into Organizations ,

Leadership Development , Transfer of Training

Lynham, 

Susan

University of 

Minnesota

Applied Theory Building Methods

Leadership Development 

Strategic Human Resource Development (HRD) 

* 출처 : Texas A&M 학교 The education and Human Development 학과 홈페이지(2006년 6월 재)

‘교육행정과 HRD학과’의 교과과정 가운데 HRD 세부 공과 련된 교육과정

은 아래 <표 Ⅳ-74>와 같다. NHRD를 연구하는 교과목은 개설되어 있지 않으

나 ‘Inter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Workforce Development'라

는 과목을 통해 국가 단 로 한 HRD에 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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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4> ‘교육행정과 HRD학과’의 HRD 세부 공과 련된 교육과정

교과목 교과목

Foundations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Adult Learning.

Critical Issues i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Foundations of Adult Education.

Applied Theoretical Foundations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Working with Adult Groups.

Principles and Practices of Leadership in 

Educ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Workforce Development.

Management of Educ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grams and Departments.
Evaluation of Adult 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gram Development in Adult Education.

Training and Development in Human 

Resource Development.
Women in Education.

Career Development in Human Resource 

Development

Distance Networking for Training and 

Development.

Strategic Planning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Women and Organizational Leadership.

Human Relations in Education and 

Industry.
Introduction to Distance Learning.

Organization Development and Performance 

in Human Resource Development.
Management of Distance Learning System

(다) 싱카폴 국립 난향 기술 학교

싱가폴 국립 난향 기술 학교는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세계 인 지도자를 양

성하고 싱가폴의 지  자본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특히 컴퓨터 

기술 학, 인문 사회 과학 학, 경 학 등을 운 하고 있다. 이  경 학

은 싱가폴 경 분야에서 지도자를 양성하고 이론과 실제에 있어 두루 향상된 

지식을 창출하는데 설립목 이 있다. 이 경 학에는 여러 MBA 코스가 운

되어지고 있는데 이  Nanyang Fellow Program은 MIT의 Sloan Fellows 

Program을 모델로 설립되었다.  이 로그램은 아시아 지역에 지도자를 육성하

고 비즈니스 역 개발에 기여하는데 목 을 두고 있으며, 세계를 이끌 수 있을 

만한 인재의 형상을 만들어 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A Ahad M Osman-gani 교

수는 이 로그램에 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심분야는 HRD이다. 

Nanyang Fellow Program의 주요 교수진과 학문  배경, 연구 심사는 아래 

<표 Ⅳ-7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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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5> Nanyang Fellow Program의 주요 교수진

성명 최종학력 연구분야

LEE Chay 

Hoon

Cincinnati 

University

Leadership, Cultural Intelligence,

Employer and Employee linkages ,Music and 

Management 

Robert Stewart 

BOYD

Harvard 

University.

investment banking and mergers/acquisitions in 

Southeast Asia,  financial deregulation activities in 

the region,regulatory responses to rising credit 

problems throughout Asia

AAhad M 

OSMAN-GANI

Ohio State 

University

International HRD/Overseas Manpower Strategies,  

International Technology Transfer and HRD,  

Cross-Cultural Management Issues,  Expatriate 

Management and Development , Human Capital 

Management 

Vijay SETHI
Pittsburgh 

University

multinational IT strategies,  global information 

systems 

TAN Joo Seng
Malaya 

University  

Cross-cultural Negotiation & Conflict Management,  

Cross-cultural Communication,  Emotions in 

Organization 

TOH See Kiat
London 

University.  

Competition/anti-trust law;  Ethics;   Corporate 

governance;   Negotiations and dispute resolution. 

WAN Chew 

Yoong

 Lausanne 

University  

strategic planning for large companies,  design of 

management control systems and strategy 

formulation for privatisation,  accounting for R&D,  

industry and competitive analysis,  business 

turnaround situations 

Amit DAS
 University of 

Minnesota

 Social Construction of Microprocessor Performance,  

Economic Analyses of Telecommunications 

Technologies,  Computer Support for Knowledge 

Work 

HOOI Den 

Huan 

Manchester  

University. 

Dynamic innovative markets and the impact of 

changing technology, Organisation renewal and 

business re-invention,  Marketing Plan and 

Branding 

*출처: 싱가폴 국립 난향 기술 학교 내 NBS 홈페이지 Fellow Program 홈페이지(2006년 6월 재)

‘Nanyang Fellow Program’의 교과과정은 아래 <표 Ⅳ-76>과 같다. 학원생

들은 ‘Nanyang Fellow Program’의 교과과정 외 MBA 커리큘럼의 과목도 수강

할 수 있는데, MBA 교과과정은 아래 <표 Ⅳ-77>와 같다. 싱가폴의 Nanyang 

Fellow Program 역시 경 학에 존재하기 때문에 주요 교과목이 기업의 HRD 

는 HRM쪽에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Managing in Asia 과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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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지역에 있는 국가의 국가단  HR 리  개발과 이 문화에서 의사소통 

문제해결 등에 한 이슈를 탐구하고 있어 NHRD와 련이 있는 과목으로 볼 

수 있다. 

<표 Ⅳ-76> ‘Nanyang Fellow Program’의 교과과정

교과목 교과목

Corporate Finance and Policy
Global Corporate Strategy: A Strategy 

Innovation & Business   Redesign Approach

Accounting Managing in Asia

Seminar on Leadership Legal Aspects of International Business

Contemporary Economic Analysis and Policy
Corporate Governance & Social 

Responsibility

Global Marketing Corporate Mergers and Acquisitions

*출처 : NBS 홈페이지 내 Fellow Program 홈페이지 (2006년 6월 재)

<표 Ⅳ-77> MBA 교과목

교과목 교과목

Marketing Management Economic Analysis

 Financial Accounting Electronic Commerce and IT

Managing Business Operations Corporate and Business Strategy

Accounting for Decision Making and Control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Behaviour 

*출처 : NBS 홈페이지 내 MBA 홈페이지 (2006년 6월 재)

(라) 국 Lancaster 학교 

국 Lancaster 학교는 HRD와 련된 공을 Management learning & 

Leadership학과와 Organization, Work and Technology학과에서 개설하고 있다. 

□ Management learning & Leadership 

Management learning & Leadership 학과의 HRD 련 세부 공 명은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Consulting(HRD & Consulting)’으로 1년

의 석사과정이다. 박사과정은 Management school 내 통합과정으로 HRD를 연

구할 수 있으나 구체 인 공으로 HRD를 다루고 있지는 않다. HRD & 

Consulting 공의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 인 사고 기술과 분석 능력



- 220 -

을 개발한다. 둘째, 국제  학습 커뮤니티 내에서 자신감과 기술을 향상시킨다. 

셋째, 변화의 요구에 부응하고 이를 분석하며, 조직의 컨텐츠를 발 시킬 수 있

는 반성  성찰자로서 의식과 기술을 개발한다. 넷째, 자신의 일의 장 과 약 , 

가치에 해 명하게 단하며, 조화를 이루어 낼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한다. 

HRD 세부 공에서는 주로 HRD와 조직 학습,  경 학습,  컨설 을 으

로 다루고 있다.   HRD와 조직학습에서는  조직 구조와 과정을 으로 살

펴보며, 경 학습에서는 교육과 일터의 환경 속에서의 개인 개발을 연구한다.  

컨설 에서는 개인과 조직의 변화를 한 일터에서 필요한 이해를 개발한다. 

Lancaster 학의 HRD & Consulting 공 내 주요 교수진의 학문  배경과 

심연구분야는 아래 <표 Ⅳ-78>과 같다. 

<표 Ⅳ-78> Lancaster 학의 HRD & Consulting 공 주요 교수진

성명 최종학력 연구분야

John 

Burgoyne

Manchester 

University

The learning organization, Corporate management 

development, The nature of management, knowledge and 

competence Theories of learning and teaching, training 

and development methods

Keith 

Grint

University of 

Oxford 

Relationship between work and technology, The sociology 

of work, critical and social constructivist accounts of 

leadership and followership

Vivien 

Hodgson

Surrey 

University

Students' experiences of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since 

the 70s,  Notions of critical management learning, 

Relational dialogue with others and with online resources.

Michael 

Reynolds

Durham 

University

Issues of control in experiential and self directed learning 

designs, The dimensions of experience-based approaches 

identified in the ways management teachers and 

management development professionals describe their 

understanding of these methods in practice. 

* 출처 : 국 Lancaster 학교 내 Management Learning and Leadership 학과 홈페이지(2006년 

6월 재)

아래 <표 Ⅳ-79>는 HRD & Consulting 공 교과목을 정리하 다. 1년 기간

의 석사과정이므로 많은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지는 않다. 교과목들 가운데 

‘HRD & Management Learning 2'는 NHRD와 직 으로 련이 있다. 이 과

목은 수강생들에게 조직과 국가의 다양한 컨텐츠 내에서 HRD를 한 경제, 정

치, 사회  함의를 으로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221 -

<표 Ⅳ-79> Lancaster 학의 HRD & Consulting 공 교과목

교과목 교과목
Introduction to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Management Learning

Organisational Learning and Knowledge 

Management

Design and Dynamics for Learning Corporate Management Development

International HRD Organizational Diagnosis and Consulting

Networked Learning Quantitative Survey and Research Methods

HRD and Management Learning 2

*출처 : 국 Lancaster 학교의 HRD & Consulting 공 홈페이지(2006년 6월 재)

□ Organization, Work and Technology

국 Lancaster 학은 Organization, Work and Technology 학과 내에서 1년

의 석사과정으로 Human Resources & Knowledge Management라는 세부 공

을 운 하고 있다. 이 공은 인문▪사회 과학의 개념과 이론의 넓은 범 를 소

개하고, 특히 지식경 과 인 자원에 련된 의문을 탐구함으로써 경 과 비즈

니스에서 건 한 경력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 이 공의 로그램은 조직분

석, 인 자원과 지식경  등 다양한 학문  지식의 융합을 탐구하며 이를 통해 

 사회에서 조직의 문제를 통합 으로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

도록 운 된다. HR & Knowledge Management 공 내에서 석사과정을 지도

하는 주요 교수진과 이들의 심 분야는 <표 Ⅳ-80>와 같다.

<표 Ⅳ-80> Lancaster 학 HR & Knowledge Management 공 주요 교수진

성명 최종학력 연구분야
Stephen 

Ackroyd

Lancaster 

Univesity

Mediation by public and private sector organizations of 

economic and political power.

Frank 

Blackler

London 

University 

Theories of practice. Change in the Public Sector. 

Leadership and organisation 

Brian 

Bloomfield

Open 

University

The sociology of science and technology. Issues of power 

and knowledge in IT. Problems of order/disorder and 

technology. Technology, time and narrative. The 

modernisation of public services.

 Lucas 
Introna

BCom, BA 

(Hons), MBA, 

PhD

Information and power, Situated organizational cognition 

and embodiment

Virtuality, Ethical implications of IT,
Political studies of technology / values in the design of 

IT artifacts,

Philosophy of technology

 

* 출처 : 국 Lancaster 학교의 Human resource & Knowledge Management 공 홈페이지 

(2006년 6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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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 Knowledge Management 공의 교과목은 아래<표 Ⅳ-81>과 같다. 교

수요목을 살펴본 결과 주로 HRM 는 조직분석 련 과목들이 기업의 HRD와 

직 으로 련이 있었다. 그러나 NHRD와 직․간 으로 련된 교과목은 

아직 개설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81> HR & Knowledge Management 공의 교과목

교과목 교과목

Science& Organization Studies Organizational Analysis I

Research in Organization Settings Organizational Analysis II

Quantitative & Survey Reserarch Methods Human Resource Management I

The Management of Organizational Change Human Resource Management II

Knowledge Management & Information Technology

* 출처 : 국 Lancaster 학교의 Human resource & Knowledge Management 공 홈페이지 

(2006년 6월 재)

(마) Indian School of Business(ISB)

Indian School of Business(ISB)는 비즈니스 련 분야에서 연구를 주도하고 인

도와 세계를 이끌 미래 지도자 육성을 비 으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BIS의 학

원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운 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분야를 이끌어 갈 지도자

를 육성하는 데 목표를 삼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해 ISB의 학원은 개인의 

비 과 지 훈련을 도울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해 노력하고 있다. 

학원의 교육과정은 회계학(Accounting), 마 (Marketing), 경제와 공공정책

(Economics and Public Policy ), 조직 행동(Organizational Behaviour), 기업정신

(Entrepreneurship), 공정(Operations), 재무(Finance), 략(Strategy), 정보 시스템

(Information Systems) 등 9개 역으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다. 9개의 역  조

직행동(OB)에서는 S. Ramnaraya 교수가 재직하고 있으며, 심분야는 리더십이

다. 조직행동 련 교수진의 학문  배경과 심 연구분야는 <표 Ⅳ-8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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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2> Indian School of Business(ISB) 조직행동 역 교수진

성명 최종학력 연구분야

David Balkin 
University of 

Minnesota
Compensation Strategy, Strategic HR, Management 
of Innovation

Dishan 
Kamdar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Contextual work performance,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s (OCB), Relationships 
between group composition and group 
performance, Effects of role perceptions on OCB 

Stephen 
Nas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International management and culture, 
International HRM, Organizational learning, 
Organizational culture

S 
Ramnarayan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Change Management, Decision making in complex 
situations characterized by uncertainty, Leadership 
development through feedback and coaching

Catherine H 
Tinsley 

Kellogg School of 
Managemen

Influence of culture, reputations, negotiator 
mobility, and perceptions of fairness on people's 
negotiation skills and conflict resolution.

Rajeshwar 
Upadhyaya 

The American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Management, Arizon

Organizational Learning, Transformational 
Leadership, Emotional and Spiritual Intelligence

Mary 
Watson 

Vanderbilt Universit

Cross-cultural management of human capital, 
Evolution of interorganizational fields, Restructuring 
and stock market returns, Ethics in multinational 
operations 

*출처 : ISB홈페이지 학원 홈페이지 (2006년 6월 재)

ISB의 교과과정은 필수 코스와 선택코스로 나 어져 있으며, 조직행동  경

제와 공공정책과 련된 과목명은 다음 <표 Ⅳ-83>와 같다. 주로 경 학 련 

교과목들로 구성되며 인 자원 련 교과목들 역시 경 학에 기 를 두고 있다. 

따라서 직․간 으로 NHRD의 지식생성  공유를 한 교과목은 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Ⅳ-83> HR 련 과목명

교과목 교과목
Management of Organizations Creativity Innovation and Desig

Negotiation Analysis Strategy Implementation

Strategic Technology Alliances Change Management

Competitive Strategy & Advanced Industry Analysis Group Dynamics and Organizational Politics

Operations Strategy International Comparative Management

Managing Strategic Partnership Strategic HR

Global Economics Managerial Economics

Government, Society & Business

*출처 : ISB홈페이지 학원 홈페이지 (2006년 6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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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소결

해외 학원의 HRD  NHRD 련 공들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기업차원

의 HRD에 많은 비 을 두고 있다. 더욱이 공의 소속 학이 주로 사범 학과 

경 학이다. 본 연구의 분석 상인 모든 학과에서 어도 3인 이상의 HRD 

는 경 학 는 그 인 학문을 공한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몇몇 담당 교

수들은 HRD 는 경 학 분야에서 국제 인 이슈들에 심이 있다. 이들의 

심분야  하나가 NHRD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미국 Minnesota 학의 McLean 

교수, Texas A&M 학의 Dooley 교수, Ohio State University의 Jacobs 교수, 

국 Lancaster 학의 Lee 교수, 그리고 싱카폴 국립난향기술 학의 Osman-Gani 

교수가 표 이다. 이들은 2000년 이 까지 다국  기업, 다문화 기업, 국가간 

기업 인 자원개발 비교 등에 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자  유

학생의 NHRD에 한 소개로 인하여 심을 갖게 되고 이들의 심 역  하

나로 자리 잡고 있다. 

교과목 개설에서는 아직까지 직 으로 NHRD라는 표 을 쓰고 있지는 않

다. 그러나 국내 학원과 마찬가지로 International HRD 등의 과목명으로 한 

두 과목에서 NHRD를 강의의 한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인도의 

ISB제외). 

(2) 해외 HRD  NHRD 련 학원 로그램: 경 학 역

외국의 경 학은 미국의 경 학과 London Business School을 선정하

다. 미국의 경 학은 US News에서 선정한 순 를 고려하여 선정하 다. 미

국 경 학의 상  5개 학 에는 인 자원 리를 하나의 공으로 제공하

기 보다는 조직행동론의 일부로 다루는 교육과정을 보유하고 있는 학이 다수 

있었다( , Harvard, Berkley, Stanford). 따라서 이들  Stanford 학을 표

로 선정하 으며, 인 자원 리를 하나의 공으로 제공하고 있는 University 

of Pennsylvania, UCLA, University of Wisconsin 등을 선정하여 교육과정  

교수진에 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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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Stanford University

Stanford 학은 HRD와 련된 과목 는 교육과정을 경 학 공에서는 제

공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NHRD를 지원하는 인 자원 리는 독립된 공으로

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박사과정에서는 조직행동론 공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표 Ⅳ-84> 참조), 반면에 석사과정에서는 인 자원 리를 하나의 공분야로 

교육하고 있다. 인 자원 리 공의 석사과정 핵심 교과목은 <표 Ⅳ-85>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Ⅳ-84> Stanford 학 학원 경 학과 조직행동론 공과목 편성표(박사)

과목
공구분

인사 리 과목 기타

Social Psychology of Organizations 0

Organization & Environment 0

Perspectives On The Social Psychology of Organizations 0

Perspectives on Organization and Environment 0

Micro Research Methods 0

Perspectives on Justice 0

Workshop in Behavioral Research 0

Application of Hierarchical Linear Models in Behavioral 

and Social Research
0

Organizational Decision Making 0

<표 Ⅳ-85> Stanford 학교 학원 경 학과 인사 리 공과목 편성표(석사)

과목
공구분

인사 리 과목 기타

Organizational Behavior 0

Organization and Leadership 0

Strategy and Organization in The Global Economy 0

Human Resource Management 0

Strategy in Business Environment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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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ford 학 학원 경 학과 교수진은 <표 Ⅳ-86>에서 찰할 수 있다. 표

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부분의 교수들의 공이 조직과 련된 공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학의 공이 조직론을 심으로 한 공으로 자

리를 잡고 있으며, 인사 리는 조직과 련된 하나의 실무 역으로 다루 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표 Ⅳ-86> Stanford 학 학원 경 학과 인사조직 공 교수진

이름
공

노사 계 인사 리 조직행동 조직론/ 략

William P. Barnett 0

James N. Baron 0 0

Anthony S Bryk 0

Bobert A. Burgelman 0

Daniel T. Byrd 0

Glenn R. Carroll 0

Jerker C. Denrell 0

Deborah H. Gruenfeld 0

Michael T. Hannan 0

Chip Heath 0

Roderick M. Kramer 0

Brian S. Lowery 0

Joanne Martin 0

Dale T. Miller 0

Margaret A. Neale 0

Charles A. O'Reilly III 0 0

Jeffrey Pfeffer 0 0

Hayagreeva Rao 0

Larissa Z. Tiedens 0

(나) University of Pennsylvania

펜실베니아 주립 학은 Management를 공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 로그

램 내에 인사 리가 하나의 공으로 제공되고 있는 학이다. 이 학이 제공

하고 있는 인 자원 리 공의 핵심 교육과정은 <표 Ⅳ-87>에서 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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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공

노사 계 인사 리 조직행동 조직론/ 략

Janice R. Bellace 0

Peter Cappelli 0

Gerald R. Faulhaber 0

Thomas P. Gerrity 0

Mauro Guillen 0 0

William F. Hamilton 0

Robert House 0

John R. Kimberly 0

Katherine Klein 0

다. 핵심 교육과정을 제외한 나머지 과정은 심리학, 사회학 등과 학제간 교육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것이 특징 이다.

<표 Ⅳ-87> University of Pennsylvania 학 학원 경 학과 인 자원 리 핵

심 공과목 편성표(박사)

과목
공구분

인사 리 과목 기타

Economic Foundation of Research in Management 0

Seminar in Human Resource Management 0

Research Seminar in Corporate Strategy 0

Pro-Seminar in Management Fall 0

Psychological and Sociological Foundations of Research 

in Management
0

Network Theory & Application 0

Seminar in Micro-Organizational Behavior 0

Seminar in Macro-Organizational Behavior 0

Research Methods 0

Seminar in International Management 0

Independent Study 0

  

펜실베니아 주립 학의 Management 공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진은 <표Ⅳ

-88>에서 찰할 수 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비교  많은 교수진이 한 공

에 배정되어 있으나, 인사 리 공 보다는 거시 인 조직  략에 을 맞

춘 교수진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특징 임을 알 수 있다.  

<표 Ⅳ-88> University of Pennsylvania 학원 경 학과 인사조직 공 교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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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8> University of Pennsylvania 학원 경 학과 인사조직 공 교수진(계속)

이름
공

노사 계 인사 리 조직행동 조직론/ 략

Stephen J. Kobrin 0

ADaniel A. Levinthal 0

Iam C. MacMilan 0

Marshall W. Meyer 0

Johannes M. Pennings 0

Harbir Singh 0

Jitendra V. Singh 0

Michael Useem 0 0

Keith Weigelt 0

Sidney G. Winter 0

Sigal Barsade 0

Witold Henis 0

Lawrence Hrebiniak 0

John Paul MacDuffie 0

Mary O'Sullivan 0

Daniel M.G. Raff 0

Lori Rosenkopf 0

Nicolaj Siggelkow 0

Louis A. Thomas 0

Mary Benner 0

Heather Berry 0

Benjamin campbell 0

Saikat Chaudhuri 0

Gary Dushnitsky 0

David Hsu 0

Sarah Kaplan 0

Gerald McDermott 0

Jennifer Mueller 0

Nancy Rothband 0

Mark Zbaracki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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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UCLA

UCLA는 경 학과 내에 Management School이 있으며, 이 Management 

School에서 Human Resource and Organization Behavior를 하나의 공 역으

로 제공하고 있다. 이 공의 교육과정은 <표 Ⅳ-89>에서 찰 할 수 있다. <표 

Ⅳ-89>에서 찰할 수 있듯이 이 학교의교육과정은 인사 리와 조직행동론의 

각론에 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89> UCLA 학 학원 경 학과 인 자원 리 공과목 편성표(박사)

과목
공구분

인사 리 과목 기타

Labor Relations: Process and Law 0

Managing Human Resource 0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0

Individual and Group in Human Systems 0

Labor Markets and Public Policy 0

Research Design in Human Systems Studies 0

People in Organization 0

Task Group Processes 0

Organization Design 0

Organization Development 0

Leadership, Motivation, and Power 0

Manageri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0

Negotiations Behavior 0

Special Topics in Management 0

Managing Human Resources in Organizations 0

UCLA의 Human Resource and Organizational Behavior 공의 교수진은 

<표 Ⅳ-90>에서 찰할 수 있다. <표 Ⅳ-90>에서 찰할 수 있듯이 UCLA는 

비교  많은 숫자의 인사 리 공 교수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시와 거시 조

직에 걸쳐 비교  고른 교수진을 보유하고 있음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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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0> UCLA 학원 경 학과 인사조직 공 교수진 명단

이름
공

노사 계 인사 리 조직행동 조직론/ 략

Corninne Bendersky 0

Samuel Culbert 0

Christopher L. Erickson 0

Eric G. Flamholtz 0 0

Stanford M. Jacoby 0

Archie Kleingartner 0

Barbara S. Lawrence 0

David Lewin 0

Fred Massarik 0

Daniel J.B. Mitchell 0

Judy D. Olian 0 0

William G. Ouchi 0

Anthony Raia 0

Maia Young 0

(라)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Wisconsin 학 학원 경 학과에서는 Managment and Human Resource라

는 공 내에 인사 리 공을 제공하고 있다. Management and Human 

Resource 공과 련하여 이 학이 개설하고 있는 교과목은 <표 Ⅳ-91>에서 

찰할 수 있다. 표에서 찰할 수 있듯이 인사 리와 련된 다양한 과목을 제

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 이며, 비교  구체 인 역에서의 과목이 개설되고 있

는 것이 특징 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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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1> Wisconsin (Madison) 학 학원 경 학과 인 자원 리 공과목 

편성표(박사)

과목
공구분

인사 리 과목 기타

Organizational Behavior 0

Human Resource Management 0

Contemporary Topics' Summer Internship Program 0

Reading and Research 0

Management of Teams 0

Global Issue in Management 0

Organization and Management Processes 0

Management: Decisions, Implementation and Control 0

Small Business Management / Entrepreneurship 0

Strategic Management 0

Women in Management 0

Public Sector Bargaining 0

Compensation: Theory and Administration 0

Personnel Staffing and Evaluation 0

Labor-Management Relations 0

Human Resource Skills for Managers 0

Motivational Effectiveness 0

Leadership Effectiveness 0

Global Issues in Management 0

Human Resource Management 0

Business Strategy 0

Organization and Management Processes 0

Management Decisions, Implementation and Control 0

Small sections Business Management / Entrepreneurship 0

Business Strategy 0

Project Management 0

The Strategic Management of Innovation and Technology 0

Power and Politics in Organizations 0

Small Sections Business Planning 0

Bargaining, Negotiating and Dispute Settlement for Managers 0

Behavioral Analysis of Management Decision Making 0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Function 0



- 232 -

<표 Ⅳ-91> Wisconsin (Madison) 학 학원 경 학과 인 자원 리 공과목 

편성표(박사)(계속)

과목
공구분

인사 리 과목 기타

Organizational Intervention 0

Program Planning and Management 0

Corporate Strategy 0

Seminar - Arts Administration 0

Reading and Research - Management 0

Research Methods in Management I 0

Research Methods in Management II 0

Seminar - Administrative Policy 0

Seminar - Personnel Management 0

Seminar in Organizational Behavior and Design 0

Doctoral Research Seminar in Management 0

Wisconsin 학의 Management and Human Resource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

진은 <표 Ⅳ-92>에서 찰할 수 있다. 표에서 찰할 수 있듯이 이 학의 교

수진은 Management and Human Resource 공과목들이 개설되는 숫자에 비

하여 많지 않지만, 인사 리, 조직론 등에 걸쳐 다양하게 포진하고 있는 것이 

특징 이다.  

<표 Ⅳ-92> Wisconsin (Madison) 학 학원 경 학과 인사조직 공 교수진

이름
공

노사 계 인사 리 조직행동 조직론/ 략

Ramon J. Aldag 0 0

Mason A. Carpenter 0

Randall B. Dunham 0 0

Jon Eckhardt 0

Barry Gerhart 0

Larry W. Hunter 0 0

Sanjay Jain 0

Loren W. Kuzuhara 0

Anne S. Miner 0

Alexander D Stajkovic 0

Ann Terlaak 0

Charlie O. Trevor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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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London Business School

London Business School에서는 Management라는 포 인 공 내에 인사

리 공이 제공되고 있다.  Management 공과 련된 교육과정은 <표 Ⅳ-93>

에서 찰할 수 있다. <표 Ⅳ-93>에서 찰할 수 있듯이 인사 리와 련된 과

목들은 인사 리 각론과 련된 구체성을 띠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93> London Business School 학원 경 학과 인 자원 리 공과목 

편성표(박사)

과목
공구분

인사 리 과목 기타

Foundation of Business Research 0

Statistical Research Methods 0

Microeconomics I 0

Basic Readings in Business 0

Strategy Process 0

Macro Organizational Behavior 0

Industrial Organization 0

Macro Organizational Behavior 0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0

Behavioral Decision Making 0

Groups and Top Management Teams 0

Knowledge Management 0

Strategy Content 0

Innovation, Learning, and Knowledge 0

London Business School의 Management 공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진은 <표

Ⅳ-94>에서 찰할 수 있다. London Business School의 Managment의 교수진

은 다른 학교에 비해 많은 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에 을 맞추고 연구

하는 교수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직행동론, 조직론, 경 략

을 공하는 교수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매우 특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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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4> London Business School 학원 경 학과 인사조직 공 교수진 

이름
공

노사 계 인사 리 조직행동 조직론/ 략

Marcus Alexander 0

Julian Birkinshaw 0

Richard Boyatzis 0

Shelley Brickson 0

Jay Conger 0

Gerald Davis 0

Chris Farley 0

Isabel Fernandez-Mateo 0

Michael Frese 0

Modestas Gelbuda 0

Rob Goffee 0

Lynda Gratton 0

Hal Gregersen 0

Gary Hamel 0

Michael Hay 0

Manuel Hensmans 0

Dominic Houlder 0

Michael Jocobides 0

Michael Jarrett 0

Richard Jolly 0

Harry Korine 0

Gillian Ku 0

Babis Mainemelis 0

Costas Markides 0

Michael Mol 0

Peter Moran 0

Lisa Moynihan 0

John Mullin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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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4> London Business School 학원 경 학과 인사조직 공 교수진

(계속)

이름
공

노사 계 인사 리 조직행동 조직론/ 략

Janine Nuhapiet 0

Anand Narasimhan 0

Charlan Nemeth 0

Kathleen O'Connor 0

Randall Peterson 0

Madan Pillutta 0

Phanish Puranam 0

Douglas Ready 0

Diana Robertson 0

Stuart Slatter 0

Olav Sorenson 0

Donald Sull 0

Freck Vermeulen 0

Kim Warren 0

George Yip 0

(바) 소결

국외 교육기 들의 인 자원 리와 련된 로그램들은 상당히 다양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핵심 교과목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학제간 교육으로 치하

는 학료로부터, 모든 과목을 경 학과내에서 소화하는 학교에 이르기까지 다양

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내 교육기 에 비하여 외국의 교육기 들은 더 많은 교

수를 확보하고 있으며, 더 문 인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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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HRD 련 지식생산동향: NHRD 련 연구동향 분석

본 장에서는 이상의 NHRD 련 학회, 문학자, 후진양성체계에 한 논의

를 기반으로 국내외 NHRD 련 연구동향을 심으로 NHRD 련 지식생산동

향을 정리하 다. 

가. 국내 NHRD 련 지식생산동향

(1) 교육학 분야

지 까지도 NHRD의 개념은 여러 학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NHRD 

련 이슈들을 상으로 연구 심의 확 를 통해 계속 으로 성장하고 있다. 

를 들면, 교육인 자원부로 교육주무부처의 명칭이 바 면서 국가인 자원개발

에 한 심이 발되었다. 더욱이 국가인 자원개발 5개년 계획이 실행되면서 

국가인 자원개발 련 정책은 교육인 자원부가 주 하는 정책에서 가장 요

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학계에서도 기존의 기업교육, 인 자원개발, 평

생교육 등의 분야에 존재해왔던 학회들에서 NHRD에 한 논문발표나 논문게

제가 이루어져왔다. 한 학에서 련 공이나 학원이 설치되면서 NHRD

련 인력양성의 체계가 가동되었고, 국책연구기 을 비롯한 다양한 연구기 에

서는 NHRD 정책에 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교육학 역의 학회별 학술지 논문 주제 분석 결과 한국인력개발학회의 학술

지들에 2000년 이후 꾸 히 1-2편씩 NHRD 논문이 게재되고 있다. 2004년도에는 

군HRD를 포함한 3편의 논문이 게재되기도 하 다. 한국성인교육학회의 학술지 

역시 2000년 이후 직업교육  NHRD 련 논문이 꾸 히 1-2편씩 매년 등장하

고 있다. 한국교육행정학회의 학술지는 교육행정과 교육정책이라는 그들 고유 

역 속에서 NHRD를 소화하여 매년 1-3편의 NHRD 정책 련 논문을 게재해 

오고 있다. 한국직업교육학회의 학술지는 매년 1-3편씩 직업교육을 심으로 한 

NHRD 련 논문들이 게재되고 있다. 반면 한국산업교육학회, 한국교육공학회, 

그리고 한국기업교육학회(1편의 RHRD논문 제외)는 기업 련 HRD를 주로 심

상으로 하여 상 으로 NHRD에 한 심은 매우 은 편이다. 한국평생교

육학회의 경우도 HRD 련 연구물이 매년 1-2편씩 등장하지만 NHRD를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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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결과 으로 교육학 역에서 한국인력개발학회, 한

국성인교육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 그리고 한국직업교육학회의 학술지들을 심

으로 NHRD에 한 연구 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학 역의 연구물을 내용별로 분석하면 부분의 연구는 국가인 자원개발 

정책에 련된 연구물이었다. 물론 국가인 자원개발 정책의 개념이 범 하다

는 에서 빈도수가 많을 수 있겠지만, 학술논문뿐만 아니라 국책연구기 의 연

구보고서의 부분이 국가인 자원개발 정책에 련된 것이라는 에서 이런 결

과가 도출되었다. 그 외에 지역인 자원개발과 련된 연구물, 교원이나 공학분야 

여성인력과 같이 특정 상에 한 인 자원개발 에서의 연구물, 국가인 자

원개발 련 지표, 통계, DB 등에 한 연구물, 국가인 자원개발 정책에 한 

평가, e-learning이나 문 학과 같이 교육 로그램의 수 에서 국가인 자원개

발 정책에 한 연구물 등 다양한 분야에 한 연구물이 산출되고 있다. 

교육학 역에서 연도별 NHRD 련 학술논문의 경우 2002년에, 연구보고서

의 경우 2001년에 가장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다. 학술논문, 학술 서 그리고 연

구보고서를 합한 총 연구물 수에서 2000년 이후 2002년까지 증가하다가 2003년

과 2004년에 감소추세를 보 으며 다시 2005년에 최고 정을 이루었다. 

NHRD를 주요 주제로 하는 연구물은 계속 으로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그 

이유로 국내 교육학 역 학회들의 NHRD에 한 심이 진 으로 확 되고 

있으며 교육인 자원부의 지원을 받은 숙명여 와 앙 의 특수 학원을 통해 

문인력 배출과 그들의 논문이 졸업과 함께 발표될 것이며 본 연구의 분석

상 일반 학원의 교과목 가운데 NHRD를 주제로 한 교과목이 등장하고 있음은 

NHRD 연구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 인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국가인 자원개발에 있어서 선두  치에 

있다는 에서 국외 연구물에 비해 보다 다양하고 체계 으로 연구물이 산출되

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 동안의 연구물만 보더라도 복되는 연구주제가 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 한 연구물이 특정 분야에 집 되는 경향이 있다. 

(2) 경제․경 학 분야

먼  국내에서 경 학 역에서의 NHRD 련 연구물과 련되어 앞서 진술

된 연구물을 내용에 따라 구분하 다. 경 학 역의 연구물을 내용별로 분석하

면 <표 Ⅳ-9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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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5> 국내 경 학 역 NHRD 련 연구동향

연구물 내용 연구물 편수

HRD 23

보상 36

임 1

채용 8

지식기반 3

평가 9

승진 1

인사 리 시스템 4

한국형 인사제도 1

략  인 자원 리 4

국제인 자원 리 국가사례분석 2

일반 인 자원 리 2

국내 경 학 역의 학회발표  학술지 게재 논문을 내용별로 분석한 결과 

HRD 역에 련된 연구물도 지 않게 나타났다. 물론 이 HRD 련 연구물

은 부분 기업수 에서 이루어지는 HRD에 한 실증  는 이론  연구들이

었다. 연구들이 다루고 있는 세부 주제들로는 직원역량개발 략, 교육 로그램, 

action learning, 기업투자, 웹기반 훈련, 종교단체 인 자원개발, 경력상담, 지역

인 자원개발, 외국의 인 자원개발 연구동향, 국과 싱가포르 인 자원개발 

인증제 등이었다. 여기서 특이한 은 교육학 역에서의 국가인 자원개발의 

역에 직 으로 포함될 수 있는 연구주제를 다루고 있는 연구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다. 즉, 지역인 자원개발, 외국의 인 자원개발 연구동향, 국과 

싱가포르 인 자원개발 인증제 등은 국가인 자원개발 정책이나 략의 역에 

포함될 수 있다. 

인 자원 리 역은 원래 보상, 임 , 채용, 평가, 승진 등의 역으로 구분

되지만, 여기에서는 좀 더 세분화하 다. 보상, 임 , 채용, 평가, 승진의 기존의 

역에 지식기반, 인사 리 시스템, 한국형 인사제도, 략  인 자원 리, 국

제인 자원 리 국가사례분석. 일반 인 자원 리의 범주를 추가하 다. 이런 

범주로 연구물의 편수를 분석한 결과, 보상이 36편으로 가장 많았고, 평가, 채

용, 인사 리 시스템, 략  인 자원 리의 순으로 편수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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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내 경 학 역에서의 연구동향을 보면, HRD 련 연구물도 발표

되고 있으며 인 자원 리 분야에서는 보상에 한 연구물이 가장 많이 제공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 으로 보면 인 자원 리의 역에서 보상

의 경우 한국기업의 보상체계나 보상의 효과나 복리후생 등의 주제를 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한 채용의 경우에는 역량을 활용한 채용방식에 한 연구

나 채용의 차, 채용방식과 그 효과 등에 한 연구물이 존재하 다. 평가의 

경우에는 균형성과표나 고과 등에 한 연구가 존재하 다. 

한편 노동경제학 역에서 비교  최근인 2004년 이후 학술 회에서 많은 

NHRD 련 논문이 발표되었다. 논문의 주제는 부분 노동시장과 고용, 실업, 

교육훈련의 경제  분석 등이었다. 그러나 교육학 역에서와 같이 노동경제 

역을 넘는 NHRD를 고유한 연구주제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다. 한국노동경제

학회에서 발행되는 ‘노동경제논집’을 심으로 한 학술지 논문 분석 결과 2000

년 이후 매년 2편 이상씩 NHRD 련 논문들이 게재되고 있다. 이들 논문들의 

주제분석 결과는 학술 회 발표논문의 분석결과와 마찬가로 부분 실업  취

업, 경제  효과 등이며 교육훈련에 한 논문도 다수 다. 

(3) 행정학 분야

교육학과 경제․경 학 이외의 학문 역 가운데 행정학 역에서 인 자원개

발 정책 는 인 자원 정책이라는 주제로 연구물이 발표되고 있다. 행정학 

역에서 연구물을 검색하기 하여 한국정책학회(http://www.kaps.or.kr), 한국

행정학회(http://www.kapa21.or.kr), 한국행정연구원(http://www.kipa.re.kr)의 

세 개 홈페이지에서 검색엔진을 활용하 다. 검색어는 국가인 자원, 국가인

자원개발, 인 자원개발정책, 인 자원정책, 인사행정이었다. 

한국정책학회의 경우 발행하는 학술지인 한국정책학회보에 게재된 논문과 학

술 회엣 발표된 논문을 검색하 다. 검색결과 학술논문만 2개 검색되었다. 한

국정책학회보에 2004년과 2006년에 각각 한편 씩 강일규의 학술논문이 게재되

었다. 내용은 북한의 인 자원개발 체제에 한 논문과 국가인 자원개발 정책 

사례에 한 논문이었다. 

한국행정학회에서도 동일한 검색어로 검색한 결과 인사행정에 한 4편의 연

구물이 검색되었다. 2002년과 2004년에 걸쳐 학술 회 발표논문의 형태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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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발표되었다. 연구문의 내용을 보면 해외 각국의 인사제도 개 에 한 사

례  비교연구와 한국의 인사행정의 개 과 쇄신이 주된 연구주제 다. 

한국행정연구원의 경우 국가인 자원, 국가인 자원개발, 인 자원개발정책, 인

자원정책, 인사행정을 검색어로 검색한 결과, 1편의 연구보고서가 검색되었다. 

검색된 연구보고서는 한국행정연구원 자체의 연구보고서 용역연구보고서로 지역 

인 자원개발을 한 지방정부의 역량과 변화에 한 연구주제로 2002년에 보고

된 것이었다. 행정학 역에서 검색된 연구물을 정리하면 <표 Ⅳ-96>과 같다. 

<표 Ⅳ-96> 국내 행정학 역 NHRD 련 연구물

기 연구물 편수

한국정책

학회

강일규(2004). 북한의 인 자원개발 체제와 정책분석을 통한 통일

비 인 자원개발 정책의 방향과 과제 고찰. 한국정책학회

보, 13(4), pp. 305-338.

강일규(2006). 국가인 자원개발 정책 사례. 한국정책학회보, 14(4), 

pp. 305-331.

2

한국행정

학회

박희 , 임승빈(2004). 각국의 주요한 인사제도 개 과 앙인사행

정 장기구 역할에 한 비교연구. 2004년 한국행정학회 하

계학술 회 발표논문.

김근세(2002). 한국 인사행정의 개 의 계획과 실제. 2002년 한국행

정학회세미나 앙인사 원회 출범 3주년 기념 국제회의.

오성호(2002). 지방자치단체 인사행정의 쇄신방향. 2002년 한국행정

학회 춘계학술 회.

김 석(2002). 국가경쟁력 제고를 한 인사행정 신. 2002년 한국

행정학회 추계학술 회.

4

한국행정

연구원

서원석(2002). 지역 인 자원개발을 한 지방정부의 역량과 기능 

재정립. 한국행정연구원 용역연구보고서.
1

이상과 같이 행정학 분야에서의 2개 학회와 1개 국책연구기 에서 연구물을 

검색한 결과 국가인 자원개발과 직 으로 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연구

물은 6편 정도로 매우 극소수 다. 그리고 연구물의 주요 동향을 보면 국가인

자원개발의 사례나 북한이나 국외국가의 사례 는 인사행정의 신 등에 한 

연구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이런 에서 보면 행정학의 분야에서는 국가인 자

원개발이나 인 자원개발 정책에 한 직 인 연구를 실시하기 보다는 행정

학의 기본 인 역에서 국가의 정책을 연구하는 동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즉, 국가인 자원개발이나 인 자원개발 정책을 직 으로 다루기보다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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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라든지 정책기획이라든지 정책만족이라든지 하는 에서 연구보고서나 

학술논문의 일부분에서 하나의 사례로 다룰 수 있는 정도이다. 

나. 국외 NHRD 련 지식생산동향

(1) 교육학 분야

앞서 국외 NHRD 련 연구물에서 다룬 60편의 연구물을 내용별로 범주화하

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래 <표 IV-97>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국가

인 자원개발의 사례를 다룬 연구물과 사례의 범 를 넘어서 이론이나 개념을 

다룬 연구물로 구분하 고, 다시 하 범주로 구분하 다. 사례분석의 경우에는 

하 범주로 기술개발, 훈련, 인 자원개발 로그램 국가사례분석, 국가인 자원

개발 략  정책 국가사례분석, 국제인 자원개발 국가사례분석이 포함되었고 

이론의 경우에는 국가인 자원개발 정책, 국가인 자원개발 개념  근방법, 

국가인 자원개발 연구, 국제인 자원개발 개념, 지역인 자원개발이 하 범주

로 포함되었다. 

연구물 편수를 보면, 국가인 자원개발 략  정책 국가사례분석에 해당되

는 연구물이 36편으로 반 이상을 차지하 다. 그 다음으로는 국가인 자원개

발 개념  근방법이 11편으로 2 로 나타났고, 계속해서 기술개발, 훈련, 인

자원개발 로그램 국가사례분석(4편), 국제인 자원개발 개념(4편), 국제인

자원개발 국가사례분석(2편), 국가인 자원개발 정책(1편), 국가인 자원개발 연

구(1편), 지역인 자원개발(1편)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빈도가 나타난 국가인 자원개발 략  정책 국가사례분석의 경

우 다양한 국가들에서 실시하는 국가인 자원개발 정책이나 략을 분석한 연

구물이었다. 그리고 국가인 자원개발 개념  근방법을 주제로 다룬 연구물

들은 좀 더 범 한 내용으로 HRD 학계에서 논의되는 NHRD의 개념이나 연

구자가 고민하고 있는 개념의 문제를 다루거나 다른 학자들이 사용하는 개념을 

비 으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국가인 자원개발 연구의 경

우에는 국가인 자원개발에 한 그 동안의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는 메타(meta) 연구의 특성을 지닌 연구물이었다. 그리고 국제인 자원개

발의 경우에는 로벌 인 자원개발(Global HRD)의 에서 HRD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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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야 하고 어떤 략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마지막

으로 지역인 자원개발에 한 연구물은 한국의 부산을 상으로 하는 연구물

로서 NHRD의 하  역으로 지역인 자원개발을 다루고 있었다. 이상의 국외 

NHRD 련 연구물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주로 국가인 자원개발 정책이나 

략에 한 사례연구가 그 동안 축 되고 있었고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국제인 자원개발이나 국가인 자원개발 연구 는 지역인 자

원개발 등의 새로운 주제에 한 연구들이 조 씩 진행되고 있었다. 

<표 Ⅳ-97> 국외 교육학 역 NHRD 련 연구동향

연구물 내용 연구물 편수

사례

분석

기술개발, 훈련, 인 자원개발 로그램 국가사례분석

국가인 자원개발 략  정책 국가사례분석

국제인 자원개발 국가사례분석

4

36

2

이론

국가인 자원개발 정책

국가인 자원개발 개념  근방법

국가인 자원개발 연구

국제인 자원개발 개념

지역인 자원개발

1

11

1

4

1

국외의 경우 NHRD 라는 용어가 본격 으로 학문 역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에 들어서이다. 특히 HRD 련 국제학술지인 ‘Advances in 

Developing Human Resources'에서 NHRD를 요주제로 다룸으로써 NHRD 

련 연구물이 격하게 증가하 다. 그 외에서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ternational'이라든지,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 Research'나 ’Journal 

of Education and Work'와 같은 학회지를 통하여 NHRD 련 학술논문이 발표

되었다. 그리고 ‘Academy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를 주축으로 매년 

개최되는 정기학술 회에서 NHRD 련 학술발표가 이루어기도 하 다. 

(2) 경 학 분야

국외에서 경 학 역에서의 NHRD 련 연구물과 련되어 앞서 진술된 연

구물을 내용에 따라 구분하 다. 국외 경 학 역의 표 인 학술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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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y of Management'에서 게재된 논문을 심으로 분석하 다. 

일반 경 학 학술지라는 에서 HRD와 련된 학술논문이 존재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인 자원 리에서도 보상이나 채용의 제한된 역에 한 논문이 

게재되었다. 보상의 경우 보상 구조, 보상과 조직의 성과, 스탁옵션, 등에 

한 연구물이 존재하 다. 물론 Academy of Management' 이외에 인사 리 문

학술 회나 심리학 련 학술지 등에도 련된 학술논문이 존재한다는 에서 

논의의 제한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 학 련 문학술지에서는 국

가인 자원개발에 한 논의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국외 

NHRD 련 학술논문이나 연구활동을 개하는 학자들 가운데 일부분은 경

학과에 소속된 학자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 부분은 NHRD 련 연구물

을 HRD 련 문학술지에 게재한다는 에서 경 학 련 학술지에 NHRD를 

직 으로 언 하는 연구물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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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HRD분야 R&D 체계 구축을 한 방안

1. NHRD 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체계

재 인 자원개발기본법 상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 ·연구기 ·기업 

등이 인 자원을 양성·배분·활용하고, 이와 련되는 사회  규범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하여 행하는 제반활동’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개념 정의 특히 

양성·배분·활용에 의한 역의 구분은 학계 문가들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논란의 심에는 교육이 양성에 한정되느냐 아니면 양성, 배분, 활용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놓여 있다. 아울러 인 자원을 배치하고 

활용하는 문제는 교육과 훈련을 심으로 HRD 논의를 개하는 경 학의 

과 여 히 차이가 있다. 이는 학계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정부출연연구기 들의 

연구물들 사이에서도 그 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이해의 간극들은 결국 국가

수 의 HRD 정책이 공감 를 형성하고, 총 조정부처인 교육인 자원부가 계

부처  산․학계의 극 인 지원을 얻어내는데 있어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시 에서 타부처, 산업계, 학계에서 이해하고 있는 NHRD의 개념과 

역 등에 한 견해를 면 하게 검토하여, 부처간 트 십을 공고히 하고 산

업계 학계의 공감 를 얻을 수 있는 NHRD의 개념 정립을 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HRD를 단순히 교육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 에서 벗어나 

문제를 해결하기 한 방법 는 논리로서 그 개념을 이해하고 교육의 분야에 

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필요하다. 

2. 정책추진체계 개선방안

첫째, 정부주도의 정책추진체계에 민간참여를 확 할 필요가 있다. 재의 정

책추진체계는 정부가 정책입안에서부터 기본계획  세부 시행계획에 이르기까

지 거의 부분의 과정에서 주도 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 주요국의 

NHRD 련 정책의 추진체계를 보면 정책의 입안에서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산업체, 연구소, 학교, 지역주민 등 다양한 민간부문의 주체들이 포함된 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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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성하여 민간부문의 의견이 충분히 반 된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간

부문의 주체들을 정부정책수립과정에 참여시키고 그들의 의견을 반 하고자 하

는 노력들이 일부 추진되고는 있으나, 참여주체들의 범 와 구성, 시기 등에 보

다 많은 다양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부처의 일부 직책에 NHRD 문가의 양성  활용을 고려할 수 있

다. 재의 NHRD 정책은 교육의 역뿐만 아니라 행정, 경 , 산업, 과학기술 

등 다양한 역의 정책이 종합되어 있는 성격을 띠고 있다. 교육인 자원부가 

NHRD 정책의 명실상부한 총 ․조정부처로서 상을 높이기 해서는 교육은 

물론이고 다양한 역의 문성을 갖추는 일이 요하다. 

교육인 자원부가 보다 문성을 갖추기 해서는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NHRD 정책추진에 필요한 NHRD 문 료 양성의 확 이다. 

를 들면, 교육인 자원부내 련 부서의 유능한 인재를 국내외 NHRD 련 교

육기 에서 교육 는 연수를 받게 함으로써 문성 신장을 도모할 수 있다. 재 

한국교원 학교 교육정책 학원에서 공무원들을 한 연수과정을 운 하고 있으

나 이러한 노력이 문성을 갖춘 다른 학들로 확 될 필요가 있다. 다른 하나는 

외부 문가의 활용이다. 이는 개방형임용제와 같은 제도를 통하여 국내외 NHRD 

문가들을 NHRD 련 부서에 채용하여 문성을 갖추는 방안이다. 

셋째, NHRD 통계 인 라의 구축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 주요국은 

정부의 직  개입을 최소화 하고 다양한 평가시스템을 통하여 행․재정 지원을 

강화하며, 의체 기능을 활성화하면서 의사결정에 있어 공공과 민간의 요구를 

극 으로 수용하고 있다. 특히, NHRD 련 정책추진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주로 인 자원개발을 한 인 라의 구축에 집 투자 하고 있었다.

인 자원개발 인 라의 구축에 있어 가장 시 한 것은 통계  정보인 라의 

구축이라 할 수 있다. 재 우리나라는 부처 혹은 정부출연연구기 들을 통해 

다양한 인 자원 련 통계들을 생성해 내고는 있지만 이를 연계해 주지 못함으

로써 연구자나 정책입안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때 활용하기가 힘든 구조로 되

어 있다. 각 부처와 연구기 에서 생성되는 통계들은 각기 독립  정보로서의 

제한 인 기능만을 제공하고 있고 효과 으로 연계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며, 

NHRD 정책의 종합정보망이라 할 수 있는 NHRD-net은 NHRD 정책과 련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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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보들은 비교  잘 구비되어 있으나 통계 정보의 제공이나 통계DB로서의 기

능은 미흡한 실정이다.

3. NHRD 학회  문학자 활용 방안

가. NHRD 련 학회

NHRD가 국내 련 학회들의 주요 심 역으로 자리 잡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NHRD를 학술 회 주요 주제로 설정할 경우 학회에 직․간 으로 재

정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재 정부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을 

통해 학회들의 정기학술 회를 재정 으로 지원하고 있다. 좀 더 NHRD에 하

여 련 학회들의 심을 유도하고 학회 차원에서 NHRD 련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기 하여 NHRD를 주요 주제로 하는 학술 회를 상으로 재정  지원

이 요청된다. 

둘째, 국내 주요 학회들간 NHRD를 주제로 공동학술 회 지원도 가능할 것이

다. 본 연구를 통해 밝 진 NHRD 련 주요 연구자들의 학회경력을 보면 한국

노동경제학회가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경제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 순이었다. 그 

이외에도 한국평생교육학회, 한국인력개발학회, 한국행정학회 등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도 약간 명 있었다. 각 학회별로 NHRD에 심을 갖는 회원은 소수일지 

모르나 학회들 간 공동학술 회를 통해 NHRD에 심을 갖는 연구자들이 참여

한다면 NHRD의 지식생산  공유의 극 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제학회와의 공동학술 회 개최  참여를 한 지원 노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교육학 역에서 국외 학회 가운데 AHRD는 

NHRD에 한 심이 높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유럽

에 본부를 두고 있는 UFHRD 역시 NHRD 련 논문들이 학술 회를 통하여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그 규모는 국내 연구성과에 비하여 조하다. 따라서 국

내 련 학회 는 연합이 이들 국제 학회와 NHRD를 주제로 공동학술 회를 

국내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는 국내 련 학회들의 

연합을 통해 AHRD 는 UFHRD 등 국제학술 회의 심포지엄 형식으로 한 

역을 담당하여 NHRD를 주제로 논문발표  토론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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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국책연구기 ( 를 들면,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에서 

정기 으로 실시하는 학술포럼을 련 학회와 공동으로 NHRD를 주제로 하여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 재 HRD분야 수도권 학 특성화 사

업을 개하고 있는 학이 있다. 이들 학의 련 연구소들이 련 학회 는 

연합체와 함께 NHRD를 주제로 학술포럼을 개최한다면 NHRD의 지식생산  

공유노력이 극 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문학자 활용 

본 연구의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활용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NHRD 련 국내․외 연구자 DB를 구축하여 활용한다. 재 한국직업

능력개발원에서 구축하고 있는 문가 DB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약하고 있는 

주요 인물의 경력과 능력 등에 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동시에 범정부  

NHRD 문가 인 라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순수한

(authentic) NHRD 련 연구자의 인 라 구축을 시도하여 NHRD 지식생산  

공유를 한 학술 ․경험 으로 깊은 심과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NHRD 문가의 활용을 기 할 수 있다.

둘째, 교육학, 경 학, 행정학, 노동경제학 등 다양한 학문  기  에서 

NHRD 련 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학문  배경별로 주요 연구자 풀을 구축

함으로써 다양한 학문  에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NHRD 련 연구가 수행

될 때 최 의 연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국내 주요 NHRD 

련 연구자를 분석한 결과 다양한 학문  배경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NHRD가 간학문  특성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NHRD의 

간학문  특성을 활용하고 강화하기 하여 연구자의 풀과 학자의 학문  배경

을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NHRD 련 DB에는 국외 NHRD 련 주요 연구자의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외 NHRD 련 주요 연구자 DB를 활용하여 국내 연구자, 학

회  연구기 에 NHRD를 주제로 하는 국제학술교류를 한 유용한 정보를 제

공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국내의 경우 기 차원 이외에 개별 연구자의 NHRD 연구 활성화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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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한 방안 마련이 요청된다. 재 국내에서 NHRD 련 연구물의 주요 생산

처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며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원들이 본 연구에서 선

정한 주요 연구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상 으로 다양한 학문 역에서 

학 교수 등 개별 연구자들의 자유로운 NHRD 련 연구 성과는 미흡한 편이다. 

4. NHRD 후진인력 양성 

본 연구의 결과, NHRD 후진인력 양성을 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첫째, HRD분야 수도권 학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숙명여

와 앙 의 졸업생이 아직 배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성과를 논하기는 힘들지

만, NHRD 지식체계의 확산과 후진양성을 하여 정부 지원의 특수 학원 설

립이 확 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학들은 NHRD 련 임교수 확보를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연구와 후진양성을 해 노력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학차원

에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NHRD 는 평생교육정책을 평생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과목으로 지정

하여 기존 학원 교육과정 내에서 NHRD 이슈가 하나의 교과목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특수 학원의 HRD 

공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공에서도 NHRD의 기본 개념  역, 그리고 주요 

이슈들을 탐색함으로써 학 논문의 주제로 다루어 져 NHRD 지식생산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HRD와 마찬가지로 NHRD 역시 간학문  성격이 강하므로 기존 학 

내 경제학, 행정학, 교육학 등 련 공 교수와의 연계를 통하여 NHRD 후진양

성을 한 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학 차원의 경우 숙명여자 학교  

앙 학교가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학과 차원의 경우 학과 내 세부 공 간 

연계를 통해 NHRD 연구 활성화  후진양성이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를 

들면, 고려 학교 교육학과의 경우 HRD 세부 공 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에 

NHRD정책론이라는 수업을 개설하여 두 세부 공간 NHRD를 매개로 한 연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넷째, NHRD가 국내 정책의 주요 이슈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련 부처 

공무원에게 NHRD에 한 심도 있는 이해와 학습이 필요하다. 정부차원의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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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에서 NHRD 정책수립론에 한 연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교원 학교 

교육정책 학원에서도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회확  차원에서 국내 

주요 일반 학원  특수 학원의 학 과정에 련 공무원을 견함으로써 

NHRD 분야 후진양성 뿐만 아니라 련 공무원의 문성 함양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들에게 학 과정을 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1년 

는 6개월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학 연계의 출발 으로 삼을 수도 있다. 

5. NHRD 학 연계방안

지 까지 논의한 NHRD 분야의 지식기반  생산체계에 한 조사와 논의를 

기반으로 아래에서는 NHRD 학 연계방안을 제시하 다. NHRD 학 연계방안

은 NHRD학문분야의 발 과 이를 지원하고 활용하기 한 정부  련기 의 

노력과 상호지원과 련되는 방안을 의미한다. 이런 학 연계를 진하기 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NHRD에 한 개념을 정리하기 하여 학 간의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

다. 본 연구보고서의 HRD  NHRD의 개념과 역에 한 논의에서 보면, 

NHRD의 개념에 한 논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NHRD 개념을 이해하는데 

시각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런 시각 차이의 원인 에 하나는  심의 NHRD 

개념규정과 학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데 있다. 이에 학 간의 연계를 진하

고 확 하기 해서 우선 NHRD에 한 개념정의부터 어느 정도 의견 근이 필

요하다. 

둘째, NHRD와 련하여 학 연계를 강화하기 해서는 심의 로세스

(process)를 학계 심 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민간 심의 로세스로 환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NHRD 련 정책의 입안과 실천의 를 보면, 학계나 산

업계 등 민간이 심이 되어 진행되거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정부

의 직  개입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평가 시스템을 통하여 행ㆍ재정 지원을 강화

하며, 의체 기능을 활성화하여 의사결정에 있어서 공공  민간 부문의 요구

를 극 으로 수용하고 있다. 재 한국의 경우에도 민간의 다양한 참여가 

NHRD 련 정책결정이나 의사결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NHRD 련 

학자들의 참여는 연구나 자문으로 제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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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NHRD와 트 십을 구축하거나 의회를 구성하거나 연구용역을 발주

하거나 하는 등의 의 활동에서 학제간 혼합된 학자나 문가를 포함시키는 것

이 NHRD 련 학 연계강화를 하여 필요하다. 실제 NHRD 정책집행 의도에

서도 교육이나 NHRD가 타분야와의 연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

다. 를 들어, 국의 경우 NHRD의 주무부서는 교육노동부나 교육기술부 등 

다른 유 분야와 통합하여 운 되고 있다. 이런 상은 결국 NHRD와 련하여 

학 연계를 하여 교육학뿐만 아니라 경 학, 경제학, 행정학 등의 분야의 학과 

의 문가를 활용하고 참석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 다. 본 연구

의 결과 국내외의 NHRD 련 연구물을 발표하는 학자들은 그 역이 교육학뿐

만 아니라 경 학, 경제학, 행정학 등 다양한 분야의 문성을 갖거나 소속된 학

자들이 지 않았다. 따라서 학 연계를 보다 실질화시키고 이를 통하여 나올 

수 있는 산출물이 보다 실효를 갖기 해서는 NHRD와 련된 교육학을 심으

로 한 다양한 학제간 통합  문가 활용이 필요하다. HRD나 NHRD가 교육학

역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될 뿐만 아니라 다수의 학자들이 교육학의 역에 포

함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넷째, 재 존재하는 국내의 HRD 련 학회와의 트 십을 구축하는 것이 필

요하다. 트 십의 구체 인 모습은 NHRD 련 지식교류, 학회에 한 NHRD 

련 지원 등을 로 들 수 있다. 학 연계의 요한 연결고리의 역할을 학회가 

할 수 있다. 그리고 학회보다는 비공식 이거나 형식이 덜 엄격한 유형의 모임들

도 운 되고 있다. 이런 학회와 모임은 NHRD와 련되어 최신의 지식을 생산하

고 공유하는 장이 되고 있다. 그리고 NHRD와 련되어 필요한 사회  자본을 

획득하는 데에도 학회나 모임이 도움이 된다. 즉, 의 측면에서는 학회나 모임에 

극 으로 참여함으로써 학계의 문가나 신진학자들과의 교류를 가질 수 있어

서 학계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보다 구체 인 방법으로 은 NHRD 

련 학회나 모임에 참석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하여 NHRD 련 지식교

류, 학회에 한 NHRD 련 지원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NHRD 련 지

식의 교류는 말 그 로 학회의 참여와 지식생산  공유의 활동을 개하는 것이

다. 에 소속된 경우라도 에서의 경험이나 사례를 학문  논문의 형태나 비공

식 인 발표의 형태로 NHRD 련 지식을 공유할 수 있다. 

다섯째, 학 의 인 자원연계를 한 문가 상호교환이 보다 실질 으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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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필요가 있다. 즉, 학계와 계의 NHRD 련 문가 상호 교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미 교육인 자원부의 리가 학 련학과의 교수로 특정기간 동안 

근무하는 고용휴직제가 운 되고 있고, 학계의 문가가 리로서 특별채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고용휴직제의 경우 학계와의 교류보다는 학습휴가의 의미를 

갖는다는 에서도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NHRD 학 연계강화를 하여 우선 최근에 선정된 HRD 문 학원이

나 BK21사업이 선정된 학의 빙교수로 특정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

려해 볼 수 있다. 학 는 HRD 과련 문 학원에 계인사를 견하는 것이 

교육과정의 운 에서도 도움이 되고 학 의 연계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

인다. 그리고 견된 리에게 NHRD 련 지식생산의 의무를 부여하여 계에

서의 경험을 NHRD 학계에 공유할 수 있다. 한 이런 문가의 배치는 학교단

에서 NHRD 련 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교육과정

상의 질  향상도 기 할 수 있다는 에서 학계뿐만 아니라 학교의 차원에서도 

학 연계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여섯째, NHRD 련 학 연계에서 산업계의 참여를 유도하기 한 노력이 필

요하다.  학 연계를 한 네트워크의 구성에서 보다 폭넓은 산업계를 포함하여 

산학 연계를 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이미 트 십 는 산학 력 등의 네

트워크가 마련되어 가고 있다. 이에 더하여 NHRD 련 산업계의 문가를 찾

아 네트워크에 포함시키고 종합 으로 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NHRD 련 학간의 지식공유를 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와 같

이 국단  그리고 해외까지 포 하여 NHRD 련 지식생산과 공유  동향에 

한 분석을 실시하는 특별한 연구가 아니고서는 NHRD와 련된 지식생산을 

개인이 악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 이에 학이나 학자들이 지속 으로 

NHRD 련 지식을 생사하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타 학, 타연구소, 정부부

처, 각종 유 기 에서 악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필요하다. 물론 이는 앞서 제

시한 NHRD 련 통계DB에서 요한 지표로 다루어질 수도 있으나 통계DB의 

경우 가 어떤 연구를 하고 어떤 기 에서 어떤 보고서나 나오고 하는 수 까

지 자료를 제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속 으로 NHRD 련 학자동향, 연구물, 

해외동향 등에 한 모니터링을 하는 업무를 재 시행되고 있는 HRD 문

학원에 업무로 부여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 253 -

Ⅵ. 요약  결론

1. 요약

아직까지 인 자원개발의 개념에 한 논의가 진행 이고 국가인 자원개발

의 정책체제와 기조를 마련하기 해서는 인 자원개발과 국가인 자원개발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와 더불어 인 자원개발 는 국

가인 자원개발 분야의 문가  련 학회에 한 기  자료의 확보의 필요성

이 증가하고 있다. 한 인 자원개발  국가인 자원개발 분야의 후진양성  

학술연구 증진을 한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인 자원개발  국가인 자원개발의 개념과 역, 

이론을 분석하고, 둘째, 해외 주요국의 국가인 자원개발 정책추진체계를 분석하

고, 셋째, 국가인 자원개발 지식생산체계로서 인 자원개발 분야의 문가, 

련학회, 후진양성체계, 국가인 자원개발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넷째, 이상의 분

석을 토 로 국가인 자원개발분야 R&D 체제구축을 한 시사 을 제공하는 

것을 연구목 으로 설정하 다. 이와 같은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하여 주로 문

헌조사방법이 활용되었으며 황조사도 함께 병행하여 사용하 다.

□ NHRD의 개념, 역, 이론의 체계화

 HRD의 개념에 한 수많은 학자들의 개념정의가 있어 왔다. 1980년 의 인

자원개발에 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주로 조직의 범주 안에서 조직구

성원인 직원의 직무수행을 향상시키기 하여 실시되는 다양한 교육  활동을 

인 자원개발로 보았다. 이런 조직수 의 목 과 함께 국가수 의 목 에 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기업의 수 에서 이루어지는 인 자원개발의 주요 역으로서 개인개발, 조직

개발, 경력개발에 한 개념이 논의되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구분이 모호하

게 되는 경향이 강하다. 실제 기업에서 개인개발, 조직개발, 경력개발을 구분하

여 교육 로그램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2개 이상의 목 으로 교육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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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이 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HRD분야의 교육 로그램은 어느 한 가지 목

 는 어느 한 가지 역만을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서 기업의 다양한 목 에 

부응하고 있으며, 조직에서 인 자원개발과 인 자원 리간의 교류가 확 되면

서 인 자원개발의 역이 차 확 되고 있다.

다른 의미에서 인 자원개발 역의 확장은 바로 지역인 자원개발, 국가인

자원개발, 국제인 자원개발 등 인 자원개발이 발휘되는 수  자체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에서 국가인 자원개발은 국가차원의 인 자원개발의 요성이 등장하면

서 강조되는 개념이다. 특히 인 자원개발이 공공재의 특성을 갖는다는 에서 

국가에 의한 통제가 필요하며, 사람이나 지식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요한 

요소로 부각되었다는 에서 지속  성장의 근간으로 국가의 인 자원개발을 주

도해야한다는 필요에 의해서 최근 그 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인

자원개발의 개념에 한 논쟁은 합의 을 찾지 못한 채, 학계뿐만 아니라 정책

실무자들 간에도 논란의 상이 되고 있다. 국가인 자원개발에 한 논의 가운

데 국가인 자원개발은 ‘국가의 기 인 국민과 거주자를 국가경쟁력과 사회경제

 발 을 한 핵심역량 즉 인 자원으로 간주하고 이를 종합 으로 강화․발

시키기 한 모든 계획과 활동'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리고 재 정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교육기 ·연구기 ·기업 등이 인 자원을 양성·배분·활용하고, 이와 

련되는 사회  규범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하여 행하는 제반활동’으로 정

의내리고 있다

NHRD는 인 자원의 효율  양성  활용을 한 국가  차원의 제반 노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로 보면 국가인 자원정책이란 국가의 기 인 국민과 거

주자를 국가경쟁력과 사회경제  발 을 한 핵심역량 즉 인 자원으로 간주하

고 이를 종합 으로 강화 발 시키는 정부의 계획과 행동으로 볼 수 있다.

국가인 자원개발의 역은 개인의 잠재력과 역량을 개발하여 사회와 국가 

체의 효율성  경쟁력을 증진시키기 한 교육·훈련 등의 인 자원 양성 활동 

 양성된 인 자원의 배치·활용,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한 제반 체제로 그 

역을 설정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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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의 NHRD 정책추진 체계

미국에는 인 자원개발을 총 으로 담하는 부서는 없다. 교육부, 노동부, 

통상부 등이 각 부처의 고유기능을 감안해서 인 자원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한

다. 미국 인 자원개발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방분권 이며 민간 주도 이라는 

이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인 자원개발은 국가 체 교육의 통일성, 일 성, 효

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미국의 인 자원개발과 연

해서  하나 특기할 만한 것은 인 자원개발 과정에서 기 학문의 지식기반을 

확충하기 해 막 한 연구개발비를 먼  책정한다는 이다. 

미국의 인 자원개발 정책의 시사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1세기 지

식기반 경제에서 요구되는 정보기술인력 양성과  국민 컴퓨터 문해력 증진 교

육을 강조하여 정보통신 기술의 사용을 한 국민의 역량을 향상하는데 역 을 

두고 있다. 둘째, School to Work 로그램과 Work to Work 로그램 등을 통

해 학교 교육과 직업세계의 요구를 조화시키고 직장을 학습조직으로 변화시킴으

로써, 교육에 있어 산업계의 요구 반 에 주안 을 두고 평생에 걸친 인 자원개

발을 지향하고 있다. 셋째, 학교 도탈락자, 퇴직군인 등 소홀히 다루어지기 쉬

운 계층을 한 로그램을 개발하여 인 자원 활용의 극 화를 도모하고 있다.

국은 교육 부문과 경제 분야가 연계되지 못함으로써 만성 인 국가 경쟁력 

약화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에 이 두 역을 통합하여 교육노동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나 교육기술부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등의 명칭으로 행정부서를 설치하 다. 국의 인 자원개발의 강조 은 

교육과 직업세계의 통합  16세 이상자를 한 기술교육의 강화, 트 십의 

강화, 경제  효과성과 경쟁력 향상을 한 인 자원개발체제의 구축으로 요약

할 수 있다. 국 인 자원개발 정책  추진체계 상의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 훈련에 한 연계성을 해 교육기술부를 설치함으로써, 인  자원

의 개발과 활용에 있어서 효율화를 도모하고 낭비  요소를 배제할 수 있었으

며, 둘째 정부가 강력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국가학습망, 산업 학 등 인 자원개

발에 한 인 라에 집 으로 투자했고, 셋째 다양한 평생학습 로그램을 실

시하여 인 자원을 지속 으로 개발했다.

캐나다에서는 2003년 인 자원개발부(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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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분리된 인 자원기술개발부를 설치․운 하는 외 인 경우로서, ‘인

자원개발’이라는 용어를 명시 으로 사용하고 있다. 캐나다의 인 자원개발에 있

어 표 인 특징과 시사 은 첫째, 인 자원기술개발부가 설립되어 교육부를 

체한 국가이면서도 인 자원개발을 한 로그램의 개발, 시행, 그리고 선택에 

있어서는 개인과 민간의 역할을 보장한다는 이다. 둘째, 노․사, 교육자, 료 

등의 참여 하에 운 되는 SPI 같은 형태의 부처 의회를 운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인 자원개발’ 개념이 존재하지 않지만 많은 정부 정책들이 

인 자원개발에 맞춰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의 인 자원개발 정책과 

련해서 연방 교육․연구부와 그 산하 기 인 략개발국이 주요 업무를 맡고 있

으며, 그밖에 연방 노동․사회부, 국회, 노사정  등의 인 자원개발 력체제가 

존재한다. 독일 인 자원개발과 연 해서 주목할 만한 것은 부처간의 역할 분담 

시스템이다. 특히 연방 노동 사회부, 연방교육연구부, 연방과학기술부 등의 업무 

분장과 조가 잘되어 있다. 한 노사정 원회 산하의 교육연구부는 정부기  

상호간의 업무 복을 피하고 동시에 업무의 능률을 올리기 해 조정기능을 발

휘하면서 민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최 로 고려하여 정부와 민간의 조를 극

화하고 있다. 

랑스 역시 ‘인 자원개발’ 개념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랑스는 당장 가시 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술이나 응용학문보다는 학술

반의 잠재력 확보, 이공계에 한 편  지원이 아니라 인문학에 한 투자 

증가와 같은 방식으로 장기 인 인 자원개발의 효과를 극 화하는 방안을 취하

고 있다. 랑스의 인 자원개발 정책의 주요특징은, 첫째 인 자원의 개발을 

하여 산학 동과 연구기술개발을 시하고, 둘째 연구체제 구축을 통하여 인

자원개발 인 라를 형성하고, 노동시장의 수요에 히 응하여 자격증제도 

등을 육성하며, 셋째 인 자원의 개발에 하여 정부 부처별 문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핀란드 정부는 교육, 연구, 문화의 세 가지 역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

제의 성장  지속 인 발달을 한 국가 략의 핵심 분야로 규정하고 있다. 핀

란드 인 자원개발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가 주도하여 일원화된 인 자원개

발계획을 시행하고 있다는 이다. 곧 앙집권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핀란드의 인 자원개발 정책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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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교육부 내에 복수의 장 (minister)을 두어 업무를 분담․ 리하는 독특한 

편제이며, 둘째, 성인의 교육훈련 참여 비율이 EU 국가 평균의 2배 이상이 되는 

국가로서 정부 각 부처(교육부, 노동부, 통상산업부) 뿐 아니라 민간의 참여가 활

발하다는 것이다. 셋째, 교육부의 산에 도박이나 복권 등에서 얻어진 수입인 

약 EUR 333million이 포함되며, 이들 산은 주로 술(51%), 스포츠(23%), 청소

년(6%) 등에 쓰여지므로 GDP 비 교육비 비율은 낮으나 복권 등 자체수입원 

확보로 재원조달이 가능하다.

싱가포르 인 자원개발정책 실천의 기본 인 방향은 'Manpower21'로 집약된

다. ‘Manpower21’은 한마디로 싱가포르를 우수한 고 인력의 세계  거

(Talent Capital)으로 삼고, 모든 지식과 아이디어, 정보의 교환센터로 만들자는 

것으로서, 고 인 자원 정보시스템을 심내용으로 하는 ‘종합 인 자원 개발 

계획’, IT산업 등 략 업종을 한 교육․훈련 등 평생교육체제를 집  지원하

는 ‘인 자원 개발 지원 계획(Manpower Development Assistance Scheme)’이 그 

핵심 축을 이루고 있다. 싱가포르의 인 자원개발 정책의 주요 특징은, 인력부를 

설립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인 자원을 개발하기 한 평생학습과 인 자원의 총

이고 체계 인 리기능을 강화한 이다. 

일본의 경우, 인 자원 개발을 한 별도의 명시  정책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일본 사회는 모든 사람이 평생 어느 시 에서든지 자유롭고 균등

하게 학습의 기회를 선택하여 배우는 ‘평생학습 체제’를 통하여 각 지역의 장애

인, 도탈락자 등 배움의 기회를 놓친 청소년, 실업자 등이 자신의 개성과 능력

에 맞는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호주는 비교  안정 인 경제발 의 기조 에서 아․태 지역권에서 가장 잘 

균형 잡힌 인 자원 개발 정책을 잘 추진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미

국식 인 자원 개발 개념을 사용하기보다는 교육과 훈련을 어떻게 세계 노동시

장에 잘 용시켜 사회  손실을 게 하는가에 좀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

다. 호주의 인 자원개발 정책은 국가  수 에서의 응을 한 것이라기보다

는 세계시장에 응할 수 있는 국제 감각을 키우고 동시에 교육이 학교교육이라

는 일정 시기를 벗어나서 평생에 걸친 자기 개발이 가능하도록 일과 교육․훈련

을 연계시킨다는 데 일차  특징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와 일을 연계

(school to work)시키는 략은 모든 교육․훈련 행정의 기본이다. 호주의 인

자원개발 정책은 첫째, 지속  학습과 훈련을 가능  하는 평생학습사회의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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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둘째 교육, 훈련, 청소년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여 교육과 

직업 간의 연계가 용이하고 특히 직업기술 교육에 한 다수의 로그램을 제공

하고 있는 이 그 특징이다.

이상의 6개 국가 사례분석결과에 따른 시사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직  개입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평가 시스템을 통하여 행ㆍ재정 

지원을 강화하며, 의체 기능을 활성화하여 의사결정에 있어서 공공  민간 

부문의 요구를 극 으로 수용하고 있다. 나아가 인 자원개발에 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수반되며, 정부는 주로 인 자원개발을 한 인 라에 집

으로 투자(국가학습망 등)하고 있다.

둘째, 교육-자격-기술 간의 상호 연계성의 강화를 하여 일반 교육, 직업교육

훈련, 자격제도를 제도 으로 연계하려는 일련의 개 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

하여 인 자원개발과 활용에 있어서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낭비  요소를 배제할 

수 있다.

셋째, 각 개인에게 노동시장 정보, 구인, 구직, 직업분석, 직업진로 등의 정보

를 제공해 주기 해 통합 인 노동시장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기울

이고 있으며, 실무 직업 경험에 의한 지식을 평가, 인증하는 체제를 확립하고 지

역 산업체와 학간의 트 십을 강화하고 있다.

넷째, 학교와 직업(school to work, work to school), 직업과 직업(work to 

work) 등의 다양한 연계 시스템  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 

교육과 직업 세계의 요구를 조화시키고 직장이 하나의 학습조직으로 변화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다섯째, 노동자ㆍ회사 표ㆍ교육 계자ㆍ정부 등이 참여하는 산업부문 의회

를 구성하여 산업부문별 인 자원개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연구함으로써 보다 

효율 인 국가 차원의 인 개발 정책과 과제를 제시하고, 인 자원의 문제를 해

결하기 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선진제국의 인 자원개발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야 할 특징은 

공정한 평가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는 이다. 학교육에 한 평가나, 자

격에 한 평가, 시스템 검 등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의 신뢰

성 있고 객 인 평가체제의 효과 인 구축이 국가인 자원개발에 상당 정도의 

시 지 효과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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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RD 지식생산체계 황  실태

우선, 교육학 역에서 NHRD  HRD의 지식생산을 한 국내 주요 학회들의 

노력을 살펴보았다. 특히 각 학회별로 설립취지와 목   주요사업, 학회 연 , 

인 구성원, 최근 수년간 개최된 학술 회 주제  발표논문, 그리고 학술지 논

문들을 분석하 다.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한국인력개발학회, 한국산업교육학회, 한국기업교육학회, 한국교육공학회 

그리고 한국직업교육학회가 HRD와 가장 련이 깊은 핵심주제어들로 설립취지

와 목 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인 자원개발과 련된 노력을 구체 으

로 설립취지  목 에 나타내고 있지는 않았다. 한 상 으로 한국성인교육

학회, 한국평생교육학회, 그리고 한국교육행정학회는 고유한 그들의 설립취지  

목 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인 자원개발과 직 으로 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한국평생교육학회, 한국성인교육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에 비하여 상

으로 한국인력개발학회, 한국산업교육학회, 한국기업교육학회, 한국직업교육

학회 그리고 한국교육공학회의 주요사업들이 HRD 역의 지식생산  공유에 

집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회의 주요 인 자원인 임원진의 구성은 각 학회별로 차이가 있었다. 

한국인력개발학회, 한국산업교육학회, 한국직업교육학회 그리고 한국기업교육학

회는 학계와 장 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이론과 실천의 융합  산학연계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분석 상인 다른 학회들은 학교수들이 다수이며 장

문가들의 임원진 참여는 상 으로 앞의 네 학회에 비하여 은 편이다. 

한 학회별로 임원진의 학문  배경이 차이가 있었다. 한국인력개발학회는 교육

학과 경 학이 상호 력  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다른 학회는 교육학이 우

세하 다. 특히 한국기업교육학회는 교육공학 공자들이 부분이었다. 이는 교

육공학회와 한국기업교육학회의 주요 구성원에 있어 차별화를 찾기 어려우며 이

러한 상은 한국평생교육학회와 한국성인교육학회에서도 마찬가지 다. 

넷째, 최근 각 학회의 학술 회 주제  발표 문을 분석한 결과 한국인력개

발학회, 한국기업교육학회, 한국산업교육학회, 그리고 한국교육공학회는 기업차원

의 HRD 이슈들을 고루 다루어왔다. 특히 한국기업교육학회는 e-Learning과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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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주제  논문들이 많았다. 한국직업교육학회는 직업교육훈련의 방향과 정책 

그리고 제도  개선책 등이 논의되었으며 특히 산업인력 양성, 인 자원개발을 

한 직업교육, 산업인력양성의 효율성 논의 등이 NHRD 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기업교육학회와 한국산업교육학회의 경우 NHRD가 심 밖 

역임을 알 수 있었다. 한국교육행정학회는 학회의 설립취지  목  그리고 주

요사업 분석에서 NHRD  HRD와 직 으로 련이 은 학회로 분류될 수 

있으나 학술 회 등을 통해 NHRD의 지식생산  공유에 가장 극 이었다. 

한 한국직업교육학회는 설립취지에서 언 된 산업교육의 범주를 넘어 산업인력

양성을 주제로 하여 학술 회를 통해 NHRD의 지식생산  공유에 활발한 활동

을 개하고 있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분석 상인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분석한 결

과, 모든 학술지에 HRD 련 논문들이 게재되어왔다. 특히 한국인력개발학회, 

한국산업교육학회 그리고 한국기업교육학회는 HRD 련 논문들이 주류를 이루

는 반면, 다른 학회의 경우 다른 주제에 비하여 상 으로 은 수의 HRD 련 

논문이 등장하 다. 한국직업교육학회의 경우 직업교육  훈련을 심으로 실

업계 고등학교, 여성, 소기업, 실직자 등을 상으로 한 정책  주제들을 다루

고 있었다. 

다음으로 국내 NHRD 련 연구물  학자를 분석하 다. 교육학 역에서는 

2000년 이후 연구물 추이를 보면 2002년 최고의 정을 이루었고 차 감소하다

가 2005년도에 다시 많은 연구물들이 산출되었다. 체 으로 2000년 이후 지난 

6년 간 239편의 학술논문과 8편의 학술 서 그리고 133편의 연구보고서 등 총 

380편의 연구물이 제공되었다. 주요연구자들을 정리한 결과, 학문  배경에서 보

면 경제학과 교육학이 주류를 이루고 경제학 에서도 노동경제학을 공한 연

구자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교육학은 교육행정학과 인 자원개발을 공한 

연구자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경제학과 교육학 이외에도 행정학과 화학공학의 

공자도 주요 NHRD 역 연구자에 포함되어 있다. 연구자의 직업군을 살펴보

면 주요 국책 연구소 연구원과 학교수로 구분된다. 연구소 가운데 한국직업능

력개발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개발연

구원 등이 포함된다. 학교수들은 주로 교육학을 공한 연구자들이 다수 포함

되었다. 주요 NHRD 연구자들의 학회활동 경력을 보면 한국노동경제학회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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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많고 이어 한국경제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 순이다. 그리고 한국평생교육학

회, 한국인력개발학회와 한국행정학회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도 약간 명 있다. 

결론 으로 NHRD 지식 생성  공유노력의 주도 세력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과 같은 국책연구소가 핵심이며 일부 학교수들의 활동이 활발한 편이다. 그

리고 이들은 주로 경제학과 교육학을 공한 연구자들이다. 

다음으로 국내의 경제  경 학분야에서의 학회를 분석하 다. 체 경 학 

교수들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경 학회는 다양한 경 학 공의 교수

들이 회장과 임원직을 수행하고 있어 기업 내 인 자원개발이라는 좁은 의미의 

HRD와의 련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학회의 특성은 학회지와 학술 회

에도 반 되어 좁은 의미의 HRD와 련된 활동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NHRD를 지원하는 의의 인 자원 리  HRD와 련된 논문들은 인사조직을 

공한 교수들을 심으로 구성된 학회의 학술 회  학회지에 출간되고 있으나 

그 숫자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인 한 조직행동론 분야에 비하여 자료수집의 어

려움, 은 숫자의 연구자 등의 이유 때문에 활발한 학술활동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경제학 분야에서 살펴본 한국노동경제학회는 학회의 설립취지  목

 그리고 주요사업 분석에서 NHRD  HRD와 직 으로 련이 없는 학회

로 분류될 수 있으나 학술 회 등을 통해 NHRD의 지식생산  공유에 가장 

극 이었다. 한국노동경제학회의 경우 NHRD 련 논문들의 부분 주제가 

실업  취업, 경제  효과분석 등이며 교육훈련에 한 논문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국내 경 학 학자  연구물을 분석한 결과, HRD에 비하여 인 자원 리와 

련된 논문이 더 많은 편이며, 일부 소수의 학자가 HRD와 인 자원 리에 

한 논문을 동시에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체 인사조직 교수 수에 비하여 인

자원 리에 한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 학자들은 은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 

NHRD 련 문 인력의 양성을 한 체제를 알아보기 하여 교육학 역에

서 국내 HRD  NHRD 련 학원의 교육과정을 분석하 다. 국내 일반 학

원의 HRD  NHRD 련 공들은 주로 기업차원의 HRD와 평생교육에 을 

두고 있다. 평생교육정책과 련된 교과목은 부분 개설되어 있으며 이 교과목

을 포함한 한 두 과목에서 NHRD를 강의의 한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앙 학교 일반 학원 인 자원개발정책학과의 경우 학과 교육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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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NHRD를 연구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 하고 있다. 서울 학교 교육학

과도 ‘평생교육정책세미나’과목의 부제를 ‘국가인 자원정책세미나’로 하여 

NHRD 정책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HRD와 평생교육 

련 세부 공 역 이외에도 고려  교육학과의 교육행정 공과 서울  행정

학원에서도 NHRD 련과목이 개설되어 운 되고 있다. 

국내 교육 학원내 HRD  NHRD 련 공들은 교육과정이 주로 기업차원

의 HRD와 평생교육에 집 되어 있다. 따라서 NHRD를 탐구할 수 있는 교과목

은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HRD  NHRD 련 특수 학

원을 운 하는 숙명여자 학교의 여성인 자원개발 학원과 앙 학교의 로

벌인 자원개발 학원은 NHRD와 련된 안과 이슈들을 연구할 수 있는 교과

목들을 개설하고 있다. 

분석 상인 학교들은 HRD 련 공교수를 어도 1명씩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교수들은 부분 HRD 는 직업교육 등 유사 련 역

을 공하 다. 그러나 앙 학교의 경우 HRD를 공한 교수가 아직 없는 상

태에서 HRD  NHRD의 간학문  성격을 부각시켜 다른 역의 교수들이 

동과정으로 학과를 운 하고 있다.

경 학의 역에서 국내 교육기 들이 제공하는 인 자원 리와 련된 교육 

내용은 비슷하다. 한 가지 차이 은 일부 교육기 들은 구체 인 교과목을 제공

하는 반면에 일부 교육기 은 과목의 명칭을 구체 으로 지정하지 않고 매우 포

인 교과 제목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외국의 NHRD 련 지식생산체계 황을 분석하 다. 우선 교육학

역에서 HRD  NHRD의 지식생산과 공유를 한 학회차원의 노력을 살펴보기 

하여 AHRD, UFHRD, , National HRD Network, ACTE를 분석 상으로 하

다. 분석한 결과 NHRD와 련하여 2004년과 2006년에 많은 연구물이 축 되고 

있었고, NHRD라는 용어를 직 으로 사용하는 학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 

각 학회들 가운데 AHRD는 NHRD 련 연구활동을 꾸 하게 진행하고 있다.

외국의 경 학 분야에서 NHRD를 주제로 다루고 있는 학회는 존재하지 않았

다. 단지 앞에서 언 했듯이 NHRD를 지원하는 넓은 의미의 인 자원 리와 

련된 학회들이 존재하고 있다. 인 자원 리와 련하여 세계 각지의 학자들이 

참여하는 Academy of Management에 해 분석하 다. Academ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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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의 분과에서 보면, 의의 HRD와 련된 분과는 없으며, NHRD를 

지원하는 인 자원 리가 하나의 분과로 자리 잡고 있다. 발간하는 학술지인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Academy of Management Education, Academy of Management Perspectives의 

4종의 학술지에서 인 자원 리에 해당되는 학술논문이 최근 5년 동안 8편 정도 

실렸다. 

다음으로 NHRD와 직 으로 련된 연구를 하고 이를 발표한 학자를 심

으로 연구물을 분석하 다. 1999년 이 부터 2006년까지 학술논문이 54편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학술 서와 연구보고서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도별

로 보면, 2004년과 2006년에 각각 16편과 13편으로 다른 연도에 비해 다수의 학

술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는 2004년과 2006년에 국제학술지인 Advances in 

Developing Human Resources에서 NHRD 는 국가수 에서의 인 자원개발을 

요한 학술주제로 선정하여 학술논문집을 발표하 기 때문이다. 반 인 경향

을 보면 최근 3년 동안 NHRD에 련된 국외 연구들이 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NHRD 련 지식생산이 어떤 국가를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하여 NHRD 련 연구물의 연구자의 소속국가와 연구 상 국가를 

분석하 다. 북미가 56편의 연구물로 가장 많은 수를 나타냈고, 그 다음이 유럽

(27편), 아시아(22편)의 순이었다. 국외 NHRD 련 연구물에서 연구 상이 된 

국가의 빈도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 상 국가별 연구물에서 보면, 아시아가 23

편으로 가장 많았다. 아시아의 경우 한국, 말 이시아, 싱가폴, 만,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국, 일본, 키르기즈스탄, 인도, 필리핀이 연구 상 국가로 등

장하 다. 이 가운데 국이나 싱가폴에 한 연구가 상 으로 많았다. 그리고 

아 라카의 경우 남아 리카, 모로코, 탄자니아, 냐가 연구 상 국가로 나타났

고, 남아 리카에 한 연구가 상 으로 많았다. 남미의 경우 라질, 북미의 

경우 미국, 멕시코, 캐러비안 해역의 St. Lucia, 유럽의 경우 국, 폴란드, 독일, 

호주  주변국의 경우 호주, 뉴질랜드가 연구 상 국가로 포함되었다. 

학자별 연구물의 편수를 분석한 결과, McLean, G. N과 Lynham, S. A.가 

NHRD 련 연구를 가장 많이 수행하 고, 그 다음으로 연구물이 총 5편인 학

자가 Lee, M. M.와 Paprock, K. E. 2명이었다. 그리고 3편인 학자는 총 5명이었



- 264 -

고, 2편인 학자는 11명, 1편인 학자는 55명이었다. 국외 학문  특성에 따라 학

자들의 학문  배경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재는 교육학과, 성인교육학과 는 

경 학과에 재직 이지만 학부나 석사학 는 경 학, 행정학, 경제학, 교육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 소속 인 기 은 부분이 

학이었다. 특이한 은 경 학과에 소속된 학자들이 NHRD에 한 학술논문을 

발표하고 연구 로젝트를 수행하는 활동을 극 으로 하고 있다는 이었다. 

해외에서의 NHRD 련 후진인력 양성체제를 알아보기 하여 해외 학원의 

교육과정을 분석하 다. 분석결과, 해외 학원의 HRD  NHRD 련 공들

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기업차원의 HRD에 많은 비 을 두고 있다. 더욱이 공

의 소속 학이 주로 사범 학과 경 학이었다. 본 연구의 분석 상인 모든 학

과에서 어도 3인 이상의 HRD, 경 학 는 그 인 학문을 공한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몇몇 담당 교수들은 HRD 는 경 학 분야에서 국제 인 이슈

들에 심이 있다. 이들의 심분야  하나가 NHRD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학자  유학생의 NHRD에 한 소개로 인하여 심을 갖게 되고 이들의 심

역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교과목 개설에서는 아직까지 직 으로 

NHRD라는 표 을 쓰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국내 학원과 마찬가지로 

International HRD 등의 과목명으로 한 두 과목에서 NHRD를 강의의 한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경 학은 미국의 경 학과 London Business School을 선정하 다. 

미국 경 학의 상  5개 학 에는 인 자원 리를 하나의 공으로 제공하

기 보다는 조직행동론의 일부로 다루는 교육과정이 보유하고 있는 학이 다수

다( , Harvard, Berkley, Stanford). 분석결과, 국외 교육기 들의 인 자원

리와 련된 로그램들은 상당히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핵심 교과목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학제간 교육으로 치하는 학교로부터, 모든 과목을 경 학

과내에서 소화하는 학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지 까지 NHRD 련 학자와 연구물에 한 분석을 토 로 NHRD 

련 지식생산동향을 분석하 다. HRD 련 학회의 역할과 활동, NHRD 련 

문학자의 활동에서 제시된 교육학 역의 연구물을 내용별로 분석하면 부분의 

연구는 국가인 자원개발 정책에 련된 연구물이었다. 물론 국가인 자원개발 정

책의 개념이 범 하다는 에서 빈도수가 많을 수 있겠지만, 학술논문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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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책연구기 의 연구보고서의 부분이 국가인 자원개발 정책에 련된 것이

라는 에서 이런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 외에 지역인 자원개발과 련된 연구

물, 특정 상에 한 인 자원개발 에서의 연구물이 산출되고 있다. 

한 국내 경 학 역의 학회발표  학술지 게재 논문을 내용별로 분석한 

결과 HRD 역에 련된 연구물도 지 않게 나타났다. 물론 이 HRD 련 연

구물은 부분 기업수 에서 이루어지는 HRD에 한 실증  는 이론  연구

들이었다. 연구들이 다루고 있는 세부 주제들로는 직원역량개발 략, 교육 로그

램, 지역인 자원개발, 외국의 인 자원개발 연구동향 등 이었다. 

인 자원 리 역은 원래 보상, 임 , 채용, 평가, 승진 등의 역으로 구분되

지만, 여기에서는 좀 더 세분화하 다. 보상이 36편으로 가장 많았고, 평가, 채

용, 인사 리 시스템, 략  인 자원 리의 순으로 편수가 많았다. 따라서 국

내 경 학 역에서의 연구동향을 보면, HRD 련 연구물도 발표되고 있으며 

인 자원 리 분야에서는 보상에 한 연구물이 가장 많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행정학 분야에서의 2개 학회(한국정책학회, 한국행정학회)와 1개 국책연구기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연구물을 검색한 결과 국가인 자원개발과 직 으로 

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연구물은 6편 정도로 매우 극소수 다. 그리고 연구물

의 주요 동향을 보면 국가인 자원개발의 사례나 북한이나 국외국가의 사례 

는 인사행정의 신 등에 한 연구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이런 에서 보면 행

정학의 분야에서는 국가인 자원개발이나 인 자원개발 정책에 한 직 인 

연구를 실시하기 보다는 행정학의 기본 인 역에서 국가의 정책을 연구하는 

동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즉, 국가인 자원개발이나 인 자원개발 정책을 직

으로 다루기보다는 정책평가, 정책기획, 는 정책만족 에서 하나의 사

례로 다룰 수 있는 정도이다. 

국외 NHRD 련 연구물에서 다룬 60편의 연구물을 내용별로 범주화하여 빈

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가인 자원개발 략  정책 국가사례분석, 국가인

자원개발 개념  근방법, 기술개발․훈련․인 자원개발 로그램 국가사례

분석, 국제인 자원개발 개념, 국제인 자원개발 국가사례분석, 국가인 자원개

발 정책, 국가인 자원개발 연구, 지역인 자원개발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외에서 경 학 역에서의 NHRD 련 연구물과 련되어 앞서 진술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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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물을 내용에 따라 구분하 다. 국외 경 학 역의 표 인 학술지인 

'Academy of Management'에서 게재된 논문을 심으로 분석하면 인 자원 리

에서도 보상이나 채용의 제한된 역에 한 논문이 게재되었다. 보상의 경우 

보상 구조, 보상과 조직의 성과, 스탁옵션, 등에 한 연구물이 존재하 다. 

□ HRD분야 R&D 체계 구축을 한 방안

이상의 NHRD 련 황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 다. 

첫째, NHRD 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체계의 경우 NHRD의 개념에 한 

일치된 개념 정립 노력을 요한 정책  시사 으로 제시하 다. 그리고 정책추

진체계 개선방안으로 아래와 같이 제시하 다. 

① 정부주도의 정책추진체계에 민간참여를 확 할 필요가 있다. 

② 정부부처의 일부 직책에 NHRD 문가의 양성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우수인재를 양성해 내는 고등교육기 에 한 평가시스템의 확립이다. 

④ NHRD 통계 인 라의 구축이다. 

둘째, NHRD 학회  문학자 활용을 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

하 다.

① NHRD를 학술 회 주요 주제로 설정할 경우 학회에 직․간 으로 재정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② 국내 주요 학회들 간 NHRD를 주제로 한 공동학술 회 지원도 가능할 것

이다. 

③ 국제학회와의 공동학술 회 개최  참여를 한 지원노력도 생각해 볼 수 

있다. 

④ 정부로부터 학회의 직 인 재정  지원이 용이하지 않다면 국책연구기

( 를 들면,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에서 정기 으로 실시

하는 학술포럼을 련 학회와 공동으로 NHRD를 주제로 하여 개최하는 방

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⑤ NHRD 련 국내․외 연구자 DB를 구축하여 활용한다.

⑥ 교육학, 경 학, 행정학 등 다양한 학문  기  에서 NHRD 련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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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될 수 있도록 학문  배경별로 주요 연구자 풀을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학문  에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NHRD 련 연구가 수행될 때 최

의 연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⑦ NHRD 련 DB에는 국외 NHRD 련 주요 연구자의 정보를 포함하는 것

이 필요하다. 

⑧ 국내의 경우 기 차원 이외에 개별 연구자의 NHRD 연구활성화를 도모하

기 하여 재정  지원이 요청된다. 

셋째, NHRD 후진인력 양성을 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제시되었다.

① HRD분야 학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숙명여 와 앙

의 졸업생이 아직 배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성과를 논하기는 힘들지만, 

NHRD 지식체계의 확산과 후진양성을 하여 정부 지원의 특수 학원 설

립이 확 될 필요가 있다. 

② NHRD 는 평생교육정책을 평생교육사 양성 교육과정의 한 과목으로 지

정하여 기존 학원 교육과정 내에서 NHRD 이슈가 하나의 교과목으로 자

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③ HRD와 마찬가지로 NHRD 역시 간학문  성격이 강하므로 기존 학내 

경제학, 행정학, 교육학 등 련 공 교수와의 연계를 통하여 NHRD 후진

양성을 한 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④ NHRD가 국내 정책의 주요 이슈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련 부처 공

무원에게 NHRD에 한 심도 있는 이해와 학습이 필요하다. 

넷째, 학 연계를 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제시되었다.

① NHRD에 한 개념을 정리하기 하여 학과 의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

다.

② NHRD와 련하여 학 연계를 강화하기 해서는 심의 로세스

(process)를 학계 심 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민간 심의 로세스로 

환할 필요가 있다. 

③ NHRD와 트 십을 구축하거나 의회를 구성하거나 연구용역을 발주하

거나 하는 등의 의 활동에서 학제간 혼합된 학자나 문가를 포함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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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NHRD 련 학 연계강화를 하여 필요하다. 

④ 재 존재하는 국내의 HRD 련 학회와의 트 십을 구축하는 것이 필

요하다. 

⑤ 학 의 인 자원연계를 한 문가 상호교환이 보다 실질 으로 운 되어

야 한다. 

⑥ NHRD 련 학 연계에서 산업계의 참여를 유도하기 한 노력이 필요하다. 

⑦ NHRD 련 학간의 지식공유를 진할 필요가 있다. 

2. 제언

NHRD는 국가  인력육성과 배분, 활용에서 가장 기본 인 원리가 되는 개념

이다. 재 한국의 경우 국가인 자원개발을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 ·연구기

·기업 등이 인 자원을 양성·배분·활용하고, 이와 련되는 사회  규범과 네

트워크를 형성하기 하여 행하는 제반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의 

주요정책 에 하나로서 NHRD 련 정책은 정부주도하에 국가인력의 다양한 

측면의 실제 인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더불어 이런 NHRD 정책의 효과를 더 

높이기 하여 교육인 자원부에서는 국가인 자원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이런 정부주도의 NHRD 련 정책의 수립과 실천은 학계에서의 NHRD 련 

연구활동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즉, 국가의 주요정책으로서 

NHRD 정책을 수립하기 한 학문  근거를 마련하고, 보다 효과 인 정책마련

을 한 조언을 제공하기 한 학문  연구활동이 필요하 다. 본 연구결과에서

도 알 수 있듯이 최근까지 국내에서 지 않은 수의 NHRD 련 연구물이 축

되었고, 국외에서도 NHRD가 학자들의 심 역으로 등장하기 시작하 다. 

NHRD 련 학문  논의와 연구들은 NHRD의 개념, 각국의 NHRD 정책 사례, 

분야별 NHRD 정책  이슈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NHRD 련 학술 회나 NHRD를 주제로 한 학술모임이 개최되고 있다. 

그러나 NHRD 련 정책이 학문  근거를 제공받고, 국가 주요정책으로서 

련지식의 지속  공 과 활용을 하여 NHRD 련 학문  연구활동이 더욱 활

성화되고 학문  연구결과를 공유하며 후속세 가 지속 으로 양성되어야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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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커지고 있다. 아직까지 NHRD 련 연구는 자체 지식생산을 한 토양이 

마련되어 가는 기의 단계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HRD와 NHRD의 

개념, 해외국가의 NHRD 정책, 국내외 NHRD 련 학회, 학자, 연구물, 후진양

성체계, HRD분야 R&D 체계 구축을 한 정책방안 등의 내용을 심으로 연구

를 진행하 다. NHRD 련 지식생산체계와 후진양성체계의 악을 하여 국

내외의 학자, 학회, 학  학원에 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 다. 자료

수집의 역은 교육학, 경제․경 학, 행정학 등의 학문 역으로 한정하 고 

2000년 이후 최근 5년 동안의 자료가 주요 분석자료로 활용되었다.  

연구결과, 국내 NHRD 련 학회와 학자의 활동이 최근에 와서 비교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외의 경우에 국내에 비하여 상 으로 활발하지는 

않지만 2004년과 2006년에 걸쳐 연구 활동이 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

나 NHRD 련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어 필요한 지식을 생산하고 공유하기 해

서는 교육학을 심으로 NHRD 련 연구가 이루어지되, 경 학, 경제학, 행정

학 등의 학문분야에서도 NHRD와 련된 연구 활동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내외의 NHRD 련 연구가 상호 교환 는 공유될 수 

있도록 정보의 교류  인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다. 한 NHRD 련 후진

양성에서도 HRD 문 학원이 설립되어 이제 첫 걸음을 디디려고 하고 있으며, 

국내외 학에서 NHRD 련 교과목이 편성되고 실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었

다. 그러나 NHRD 분야의 문가를 육성하기에는 아직까지 교육과정이 세분화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NHRD 련 문교수나 강사의 확보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향후 NHRD 련 문가를 양성하기 해서 교육과정의 개편과 

임 교수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NHRD 시스템의 개선을 한 거시  수 에서의 

제언과 후속연구를 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우선 NHRD 시스템의 

개선을 한 거시  수 에서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문  수 의 강화를 한 이론 측면에서 NHRD에 하여 시스템  

근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NHRD는 투입(input)과 과정(process) 그리

고 산출(output)의 단계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NHRD 정

책의 수립과 실행 그리고 그 결과의 평가 과정에서도 NHRD는 하나의 시스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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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더불어 NHRD 정책의 수립과 학문  연구의 결과 간에

도 시스템  시각에 기반한 이해와 근이 필요하다. 즉, 학문  연구의 결과는 

NHRD 정책을 마련하기 한 투입요소가 될 수 있다. 한 연구를 수행하는 학

자들도 NHRD를 시스템의 에서 보고 투입과 과정 그리고 산출에 한 다양

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NHRD와 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NHRD에 

한 시스템  근방법을 용할 경우, NHRD 정책과 연구가 추구해야할 방향

에 합한 정책과 연구의 구체 인 모습들이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NHRD에 한 문제해결과정  근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기업의 수

에서 사용되는 HRD는 단순한 교육의 범 를 넘어서 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한 과정으로서 그 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이는 국가수 에서도 동

일하게 용될 수 있다. 를 들어 실업문제에 한 NHRD 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경우, 정책입안자들은 NHRD를 교육의 에서만 해결책을 찾고

자 한다. 그러나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이외의 다양한 방법, 를 들어 실업상담, 

실업자에 한 보상 지 , 취업교육기  경 의 효율화 등의 방법에 한 고민

이 NHRD를 문제해결방법으로 인식함으로써 가능한 시각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학자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다. 그 동안의 NHRD 련 연구물을 보면 

NHRD를 교육의 범주에서 근하려는 경향이 강하 고 이로 인하여 국가의 다

양한 문제나 과제에 한 NHRD의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NHRD를 연구하는 학자의 경우에도 NHRD를 문제해결과정으로 바라보고 보다 

다양한 역으로 연구범 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NHRD에 한 다학문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앞서 제시한 것과 같이 NHRD가 문제해결과정으로서 그 의미를 재조정한

다면, NHRD 련 연구의 범  역시 확 되어야 하고 그만큼 교육학뿐만 아니

라 경 학, 경제학, 행정학, 심리학, 국제학 등 다양한 분야를 포 해야 한다. 이

게 다양한 학문분야를 포 함으로써 NHRD의 정책과 연구가 문제해결과정으

로서 NHRD의 특성에 합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 한 NHRD 정책주무

부서인 교육인 자원부에서도 이런 을 수용하여 NHRD 련 연구 지원, 후

진학자양성체계 등에 한 정책  변화를 검토해 야 한다. 

넷째, NHRD 련 문학자의 활용을 하여 정부담당부서의 체계화된 차

와 기 이 마련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교육인 자원부의 정책 련 연구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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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나 연구사업의 실행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이 

기획되고 있다. 그러나 NHRD 련 학회  개별학자의 연구활동에 한 지원

이나 문학자를 활용하기 한 방법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개별연구

사업이외에 학회  개별연구자에 한 지원방법과 차, 문학자의 연구물을 

활용하고 이에 한 보상을 제공하는 방법과 차 등에 한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NHRD 후진인력 양성체제는 NHRD의 향후 방향과 역을 반

하여 마련되고 운 되는 것이 필요하다. 재는 학원 수 에서 NHRD 공이 

존재하지도 않고 련과목도 많은 편이 아니다. 그리고 HRD 문 학원도 이제 

시작되는 단계에 있다. 이와 같은 시 에서 오히려 NHRD 역의 필요한 인력

을 수 하기 한 석을 놓는 것이 정책 으로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즉, 후

진인력양성을 한 기본 인 방향을 지  설정함으로써 이후 NHRD 련 후진

양성체제가 NHRD의 목 에 보다 부합되도록 마련되고 운 될 수 있기 때문이

다. 를 들어 후진양성체제를 한 NHRD의 향후 방향과 역으로 교육복

지, NHRD 정책수립과 평가, 지방자치단체 수 에서의 NHRD 용, 국민의 기

능력향상, 노년층의 증가와 NHRD 등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후진인력양성을 

한 시스템과 교육과정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여섯째, NHRD 련 학 의 연계를 하여 기존의 연계방법에 한 재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NHRD와 련된 학 연계는 크게 두 가지의 에서 볼 수 

있다. 하나는 다양한 학문 역에서의 학 연계를 NHRD의 에서 재조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NHRD라는 학문 역에서 학 연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런 두  가운데 자는 

다양한 로그램과 트 십구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즉 연계 역을 NHRD 분야로 축소해본다면 산업기술, 의학기술, 경제, 외교 등

의 다른 분야에 비해 연계가 잘 되고 있는지는 의심이 된다. 따라서 NHRD 

역에서의 학 연계에 한 보다 극 인 조치가 요구된다 하겠다. 

후속연구를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NHRD의 개념에 한 보다 명확한 규정에 근거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수행과정에서도 NHRD의 개념에 한 다양한 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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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개념을 명확히 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하 다. 그러나 

NHRD 지식생산 활성화와 후진인력양성을 해서 NHRD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필수 이다. 

둘째, 보다 다양한 학문 역을 포 하여 NHRD 련 지식생산체계와 후진양

성체계에 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학, 경제학, 경 학, 행정학

의 역을 NHRD 학문 역으로 보고 련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 다. 그러나 

NHRD의 특성상 교육학의 역에서 특히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왔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교육학 이외의 학문 역에서 보다 다각 인 근을 활용하여 다양한 

연구물을 수집하고, 학문 역을 국제 계학, 국제비교학 등으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NHRD 지식생산체계와 후진양성체계를 하여 제시된 제언이나 향후 

발 방향에 하여 그 실 가능성을 검토하고 련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연

구가 필요하다. 를 들어 NHRD 련 학자들의 연구실 을 상호 공유하고 쉽

게 확인해볼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과연 다른 통계DB를 통해서 

가능하지는 않는지, 문학자를 교육인 자원부에서 활용하는 방법에 한 보다 

구체 인 실천 략은 어떤 것이 있는 등에 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 가능성을 

검토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NHRD 후진인력양성체제를 구축하기 한 해외사례수집  분석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경우 국내외 학의 련 공 교육과정에 한 분석이 이

루어졌으나 인터넷 자료에 의존하고 교육과정만을 분석하는 수 에서 그치고 있

다. 이에 NHRD 후진인력양성을 한 체제를 구축하고 운 하기 해서 보다 

구체 인 로그램사례나 운 사례를 발굴하고 분석하여 시사 을 제공하는 후

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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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남북한 평화공존과 남북연합 추진을 한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연계방안 연구

•(2002) 직업인 자원개발 정책평가 체제 개발 

•(2002) 인 자원개발 정책 평가 체제 개발 

•(2002) 일반시스템이론에 근거한 인 자원개발 정책수립모형 개발 

•(2003) 인 자원개발 기본계획 시행계획안 검토 연구

•(2003) 직업능력개발 련 북한 력의 방향과 과제

•(2003) 지식강국건설을 한 국가인 자원개발 - 취약계층인 자원개발 방안

•(2003) 인 자원개발 계획 추진   실  평가

•(2004) 인 자원개발정책의 문제 과 정책과제 

•(2004) 동북아 국가의 인 자원실태  개발 동향과 인 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

능성 연구

•(2005) 인 자원개발정책의 이해

•(2005) 동북아 국가의 인 자원개발 제도  인 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2005) 제2차 국가인 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평가체제 개편  평가 편람 개발

연구

•(2005) 지방 자치 단체의 고용과 인 자원개발 정책: 지역편 

•(2005) 지방 자치 단체의 고용과 인 자원개발 정책: 총 편 

•(2005) 국외인 자원개발  활용에 한 정책연구 

•(2006) 인 자원개발 정책의 이해 

□ 강순희

1. 소속  직  : 한국산업인력공단 연구 원

2. 학  사항 : 성균 학교 노동경제학 박사

3. 주요 경력 : 

•1988.9-1996.3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1988.9-2002.12 성균 학교, 성신여자 학교 강사

•1996.3-2003.2 한국노동연구원 연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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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3-2001.6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

•2002.11-2003.2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조정실장

•2003.2 앙고용정보원 원장

4. 학회  기타 활동 :

•1996.1-2000.12 한국노동경제학회 이사

•2001.1 한국APEC학회 이사

•2002.1-2003.6 한국노사 계학회 상임이사

•2002.4 한국인력개발학회 이사

•2004.1 한국진로교육학회 부회장

5. 연구 실  :

•(2000) 직업훈련의 취업  임 효과

•(2000) 신산업분야 훈련 로그램 개발을 한 훈련수요조사: 유망직종300선 

•(2001) 실업자 직업훈련의 효율화 방안

•(2001) 소기업의 인 자원개발 지원방안 연구

•(2001) 지식기반사회 교육훈련의 방향과 과제

•(2001) 국가인 자원개발의 비 과 략

•(2002) 평생학습과 직업훈련

•(2004) 인 자원개발 련 DB  정보인 라 효율화 방안

•(2005) 장기 인력수  망  인 자원정책 개선 지원

□ 고상원

1. 소속  직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산업연구실장

2. 학  사항 : Cornell University 경제학과 박사

3. 주요 경력 :

•1988.8-1992.2 미국 cornell 학교 경제학과 Teaching Assistant 

•1993.12-2001.9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 원

•1994.4-1998.11 OECD 과학기술정책 원회 GSS WG 한국 표

•1996.3-1998.6 연세 학교 국제학 학원 강사

•1997.5-1998.2 노사 계개 원회 문 원

•1998.3-2001.8 한양 학교 아태지역학 학원 강사

•2000.9-2001.9 OECD WG On Steering and funding of research institutions 한국 표

•2001.1- 재 노동경제학회 이사

•2001.9- 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 원

•2003.1-2003.2 통령인수 원회 경제2분과 자문 원

•2003.3- 재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사 조정 원

•2003.8-2005.8 인 자원개발 기본계획  시행계획 평가단 평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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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5- 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신성장산업연구실장

•2005.10-2007.9 인 자원개발 기본계획  시행계획 평가단 평가 원

4. 연구 실  :

•(1999) 과학기술인력 양성제도의 황과 선진각국의 주요 정책방향에 한 연구

•(2000) 국가인 자원개발 비 과 추진 략, 교육부 정책연구 과제

•(2005) IT 문인력양성 략분야 수 차 분석  망 연구

•(2005) 장기 인력수  망  인 자원정책 개선 지원

□ 고혜원

1. 소속  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능력개발본부 부연구 원

2. 학  사항 : 이화여자 학교 행정학 박사

3. 주요 경력 :

•1989-1993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원

•1995-1997 노동부 직업훈련 문 원

•2003- 재 앙 ,건국 ,강남  강사

•2005- 재 기획 산처 정부산하기  경 평가 원

•2004- 재 기획 산처,여성가족부,국방부,국가보훈처 자체평가 원

•2005- 재 교육인 자원부 국가인 자원개발기본계획 시행 평가 원

•2005- 재 통령자문정부 신지방분권 원회 문 원

4. 학회  기타 활동 : 

•1997- 재 한국정책학회

•1998- 재 한국행정학회 운 이사

5. 연구 실  :

•(2000) 2000년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   과정평가(공공부문)

•(2000) 직업훈련과 직업교육의 상호연계방안연구

•(2000) 산업인력수 망에 따른 직업훈련정책방향연구

•(2000) 평생직업교육훈련 실태분석과 발 방안Ⅰ

•(2000) 재직여성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훈련 활성화방안

•(2000) APEC인 자원개발 실무그룹 황과 한국에의 시사  

•(2000) 직업교육훈련 련 법규의 국제비교 연구

•(2001) 국가인 자원개발 기계획(안)구상 

•(2001) 여성회   여성인력개발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2001) 평생직업교육 훈련 종합 책 Ⅱ 

•(2001) 고학 사항실업자훈련 이수자의 직종 합성 연구 

•(2002) 국가인 자원정책의 추진 황과 방향 

•(2002) 여성직업교육훈련  사회교육기 의 실태분석과 기능 재정립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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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인 자원개발정책 평가체제 개발 

•(2003) 미국과 국의 시각장애인 직업교육훈련의 동향과 시사

•(2003) 경기도 여성교육훈련기 의 실태와 과제 

•(2003) 직업훈련과 직업교육의 연계 활성화 방안 

•(2003) 과천여성인 자원개발,활용방안 2

•(2003) 지식강국건설을 한 국가인 자원개발(Ⅱ)-취약계층 인 자원개발 방안 

•(2003) 여성인력개발센터 평가지표 개발  용에 한 연구

•(2004) 국내외 성인여성인 자원개발기 의 황과 과제

•(2004) 국 직업훈련정책의 제도주의  분석 

•(2004) 여성인력개발센터 운 평가  개선방안 연구 

•(2004) NGO의 교육훈련사업 실태와 과제 

•(2005) 서울지역 , 장기  인력, 직업훈련 수요조사  극  노동시장 정책연구 

•(2005) 재직자훈련 분석을 통한 직업과 훈련과정 연계

•(2005) , 장기  지역별 인력  직업훈련 수요 망에 한 분석, 평가 

•(2005) 직장내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사업 

•(2005) 해외진출기업의 교육훈련실태  지원방안 연구

□ 공은배

1. 소속  직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연구본부 교육제도연구실 선임연구 원

2. 학  사항 : 앙 학교 교육학 박사

3. 주요 경력 :

•교육인 자원부 교육정책자문 원회 원

•교육인 자원부 학, 문 학설립심사 원회 원

•교육인 자원부 주요 업무, 산사업 평가 원

•교육인 자원부 시,도 교육청 평가 원회 원

•교육인 자원부 교육개  우수 학 평가 원

•교육인 자원부 디지털 지방교육재정 자문 원회 원장

•국정홍보처 국민홍보 원

•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계획심사 원회 원

•서울시교육청 투자심사 원회 원

•한국교육신문 논설 원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부회장(차기회장)

•연세 , 외 , 서강 , 앙  등 학원, 교육 학원 겸임교수  강사

4. 연구 실  :

•국가인 자원개발 비 과 추진 략: 2000년도 교육부 정책연구과제

•국가인 자원개발 정책의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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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자원개발 기회의 확

•평생교육 종합발 계획 수립 연구

□ 곽병선

1. 소속  직  : 경인여자 학 학장 , 한국학교교육연구원 원장

2. 학  사항 : Marquette Univ. 교수이론/교육방법/교수법 박사

3. 주요 경력 :

•1980.9-1996.5 한국교육개발원 책임연구원, 연구 원, 수석연구 원

•1996.5-1998.6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

•1998.6-1999.5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직무 리

•1999.5-2002.5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4. 학회  기타 활동 :

•1996.5 OECD 력 아시아 태평양 교육 문가기구 차기의장(2003-5)

•1999.4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회원

•2001.10 Society for Human Resource Management 회원

5. 연구 실  :

•(2002) 국가인 자원개발 련 핵심 추진과제

•(2003) 교육분야 인 자원개발정책의 방향과 과제

□ 김남희

1. 소속  직  : 한국여성개발원 연구 원

2. 학  사항 : Univ.of Minnesota 평생교육 박사

3. 주요 경력 : 

•1991.3-1992.3 미림여자고등학교 윤리과 강사

•1992.8-1994.12 한국지역사회교육 의회 서울 의회 간사

•1998.8-1998.9 AchieveGloval.Inc 연구센터 인턴

•2002.5-2004.2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 부연구 원

4. 학회  기타 활동 :

•2003.11 Academy of HRD 회원

•2004.06 한국 HRD학회 회원

•2004.10 한국평생교육학회 회원

5. 연구 실  :

•(2001) Improving customer service traini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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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Career success orientation of Korean employees

•(2002) 교육과 국가인 자원개발과의 계에 한 소고

•(2002) HRD definitions and evolving trends

•(2002) 생애능력육성을 한 성인학습 지원체제의 황과 과제

•(2002) 생애능력형성의 에서 본 학교교육과 직업세계와의 연계체제의 황과 과제 

•(2003) 인 자원개발에 한 오해: 경제  효율성이 부인가?-인 자원개발과 평생교육과

의 력  계모색을 한 탐색

•(2003) 교육과 인 자원개발:국가인 자원개발을 한 교육의 과제

•(2003) Executive programs in two different systems-comparison between government 

sector and business sector

•(2003) Should and we measure the impact of training programs in dollar terms?

•(2004) Getting Balanced : Women's career success orientation

•(2004) Enhancing women's networking through mentoring program( a Korean case)

•(2004) Career success orientation of Korean women bank employee

•(2004) 국내에서 해외 고 인 자원 활용 방안 연구

•(2004) 국민의 핵심역량 향상을 한 평생학습체제 구안 

•(2004) 기업의 여성인력교육 개선방안 연구

•(2005) 장년층 여성인 자원개발 실태와 정책과제 

•(2005) 국외인 자원의 개발과 활용에 한 정책연구

□ 김미란

1. 소속  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 자원개발지원센터 문연구원

2. 학  사항 : 서울시립 학교 경제학 박사

3. 주요 경력 :

4. 연구 실  :

•(2000) 근로자 자율  능력개발의 활성화 방안

•(2001) 기업교육훈련 투자의 황과 과제

•(2002) 직업훈련평가결과를 활용한 훈련기  DB구축 방안 

•(2003) 인 자원 종합정보 DB 구축사업(Ⅱ)

•(2003) 한국의 인 자원개발지표

•(2003) 직업훈련서비스 시장개방에 비한 응방안 모색:WTO 서비스 상과 련하여

•(2003) 실업자 직업훈련 참여자의 취업  고용효과 분석

•(2004) 직업훈련정책평가 계량모형연구

•(2004) 한국형 인 자원개발 지수 개발

•(2004) 수형자 직업훈련정책의 성별 향분석평가

•(2005) 산업별 인 자원개발 련 연구:화학 자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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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산업부문별 인 자원개발과 숙련수요

•(2005) 장기 인력수 망  인 자원 정책 개선 지원

•(2005) 인 자원개발지수 개발

□ 김상호

1. 소속  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 자원개발지원센터 연구원

2. 학  사항 : 성균 학교 경제학과 박사과정 수료

3. 주요 경력 : 

•1998.1-2001.3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

•2001.4- 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4. 연구 실  :

•(2001)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지표

•(2001) 청년층 교육,고용패 자료 구축사업

•(2001) 국가인 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Ⅰ)

•(2001) 인 자원개발 지표  지수 기 연구 

•(2001) 직업탐색과 자발  이직

•(2002) 직업능력개발사업 백서

•(2002) 한국의 인 자원개발 지표

•(2002) 국가인 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Ⅱ)

•(2002) 웹기반 HRD정보 황과 NHRD-Net발 방안 

□ 김수원

1. 소속  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능력개발연구본부 문연구원

2. 학  사항 : 강원 학교 경 학 박사

3. 주요 경력 :

•1997.10- 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문연구원

•1988.9-1997.10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훈련교사

•2002.3-2002.6 강원 학교 시간 강사

•2003.3-2003.7 춘천기능 학 시간 강사

•2005.2- 재 통일부 하나원 강사

•2005.3- 재 인천기능 학 시간 강사

4. 학회  기타 활동 :

•1999.5- 재 산업기술교육훈련학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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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 재 한국직업교육학회 회원

•2003.4- 재 한국기업교육학회 회원

•2004.7- 재 직업자고용서비스연구회 회장

•2006.2- 재 한국품질경 학회 회원

5. 연구 실  :

•(2000) 직업교육훈련 평가의 추구 효과 분석

•(2000) 2000년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   과정 평가(민간부문)

•(2001) 기업의 학습조직와 진 방안

•(2001)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장비지원  부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2001) 직업능력개발사업 재원의 효율  배분 방향

•(2002) 직업능력개발 훈련기   과정평가

•(2002) 사업체 HRD조사

•(2003)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지정  사후 리 방안 연구

•(2003) 환기의 직업훈련체제 재정립

•(2003) 기업조직 구성원의 문성 지원을 한 학습공동체 구축 방안

•(2003) 우리나라 기업체의 인 자원개발 실태 분석

•(2003) 기업내 근로자 훈련의 망과 방향

•(2004) 산업단지 근로자의 인 자원개발 실태  수요분석

•(2004) 작업조직 신과 숙련형성-정보통신서비스산업의 사례

•(2004) 인 자원개발과 리더십-지방자치단체를 심으로

•(2004) 기업의 학습공동체 실태분석과 과제

•(2004) 작업훈련 환경변화에 따른 직업훈련의 방향과 과제

•(2004) 기업의 인 자원개발을 한 교육훈련 투자 행태 분석

•(2005) 직업훈련시장의 구조와 특성

•(2005)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인 자원개발 정책평가사업:실태조사와 평가지표개발

•(2005) 인 자원개발 심의 산학 력체제 구축

•(2005) 산업단지에서의 인 자원개발 실태  개선방안

□ 김신복

1. 소속  직  : 서울 학교 행정 학원 교수

2. 학  사항 : Univ.of Pittsburgh 교육행정학 박사

3. 주요 경력 :

•1995-1998 앙공무원 교육원 겸임교수

•1997-1998 서울 학교 교무처장

•1999-2000 서울 학교 행정 학원장

•2000-2001 경원학원( 학교, 문 학)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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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교육인 자원부 차

4. 학회  기타 활동 :

•1990 한국행정학회 연구이사

•1998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

•1999 한국행정학회 회장

•2000-2001 한국학술단체연합회 회장

5. 연구 실  :

•(2000) 종합  인 자원개발 리체제의 필요와 과제 

•(2001) The role of HRD in the advanced economics and its implications to the Korean 

policy directions 

•(2001) 교육  인 자원개발체제의 발 방향 

•(2001) 국가인 자원개발의 비 ,목표개발 연구 

•(2001) 국가인 자원개발의 비 과 략 

•(2002) 국가인 자원개발의 황과 과제 

•(2003) 참여정부의 인 자원개발정책 

•(2004) 제2차 국가인 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평가체제 개편  평가편람 개발 

연구 

•(2004) 제1차 국가인 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추진성과와 발 방향 

□ 김안국

1. 소속  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HRD정보통계센터 부연구 원

2. 학  사항 : 고려 학교 경제학 박사

3. 주요 경력 :

•1990.3-2000.2 석 .면목.서울북공업고등학교 교사 재직

•2000.5-2001.10 고려 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2001.9-2001.1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빙연구원

•2001.10-2002.3 고려 학교 BK21 개방체제하 한국경제교육연구단 박사후과정

•2002.3-2003.3 한국노동연구원 빙연구 원

4. 학회  기타 활동 :

•2002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원

•2002 한국경제학회 회원

•2002 한국노사 계학회 회원

•2002 한국산업노동학회 회원

5. 연구 실  :

•(2001) 직업능력개발 훈련기   과정평가-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정책평가 

•(2001) 기업교육훈련의 실과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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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기업교육훈련과 기업효율 

•(2002) 교육훈련의 경제 성과-임 근로자를 심으로 

•(2003) 직업능력개발 훈련기   과정평가 

•(2003) 직업능력개발 훈련기   과정평가-⑧ 직업훈련 정책평가 

•(2003) 직업능력개발 훈련기   과정평가-① 실업자 훈련평가 

•(2003) 직업능력개발 훈련기   과정평가-⑨ 평가 원 연수  운  

•(2004) 직업교육훈련 정책평가 계량모형 연구 

•(2005)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과 인 자원개발(Ⅰ) 

•(2005)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인 자원개발 정책 

•(2006) 지방자치단체의 고용과 인 자원개발 정책의 효과 

□ 김 철

1. 소속  직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 원

2. 학  사항 : Florida State University 교육행정/경 학 박사

3. 주요 경력 :

•1972.10-2000.5 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 원

•1995.3-1997.2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회장

•1995.9 교육부 교육규제완화 원회 원장

•1998.4-2000.3 한국교육시설학회 부회장

4. 연구 실  :

•(1999) 지식기반경제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 방안

•(2000) 평생학습 차원에서의 인 자원개발 략

•(2000) 지식기반사회의 인 자원개발 략

•(2001) 국가인 자원정책 수요분석 연구: 문가 의견조사를 심으로

•(2001) 국가인 자원개발의 인 라 구축

□ 김재웅

1. 소속  직  : 서강 학교 인문학부 교직과정 교수

2. 학  사항 :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교육행정/경 학 박사

3. 주요 경력 :

•1982.7-1994.9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책임연구원

•1994.10-2001.8 한국방송통신 학교 조교수, 부교수

•2001.9 서강 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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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회  기타 활동 :

•1992.3 한국교육학회 회원

•1995.5-2003.8 한국교육정치학회 편집 원장

•2005.1 한국교육학회 학술편집 원

•2005.1 열린교육학회 학술편집 원장

5. 연구 실  :

•(2001) 국가인 자원개발의 인 라 구축

•(2002) 평생교육경 학

•(2002) 국가인 자원개발을 한 정부부처간 조정과 력

•(2003) 평생교육개론

•(2003) 평생교육행정

•(2003) 지역사회 평생교육의 문제  발 방안

•(2005) 평생학습국가 건설을 한 평생교육제도 활성화 방안: 원격 학,학 은행제,그리고 

독학학 제를 심으로 

□ 김정희

1. 소속  직  : 구가톨릭 학교 교육학과 강의교수

2. 학  사항 : 구가톨릭 학교 교육행정/경 학 박사

3. 주요 경력 :

•1998.3-2004.2 구가톨릭 학교 시간강사 교육학 공

•2000.3 구 학교 시간강사 교육학 공

•2002.8-2004.7 한국가톨릭신학학회 연구원 

•2004.3 구가톨릭 학교 강의 담교수 

4. 학회  기타 활동 :

•1997.3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회원

•1998.3 한국교육학회 회원

•2002.11 한국정책과학학회 회원

•2003.10 한국비교교육학회 회원

•2003.10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원

•2004.3 한국교육사회학회 회원

•2004.7 한국비교교육학회 편집간사

•2005.3 한국지체부자유아교육학회 회원

•2006.4 한국특수아동학회 회원

5. 연구 실  :

•(2000) 교육부문에서 인간자본론의 재조명

•(2000) 인간자본론의 경제  기여  측정방법에 한 연구



- 290 -

•(2001) 인  자본의 가치와 효과에 한 분석

•(2002) 인  자본 투자의 경제  효과에 한 인지도 분석

•(2003) 교사의 문  능력개발을 한 직연수제도의 발 방향 탐색

•(2004) 교사의 문  능력개발을 한 근무성 평정제도의 개선방향

•(2004) 미국과 일본의 근무성 평정제도 동향과 시사

•(2004) 평생교육체제에서 인 자원개발의 탐색

•(2005) 농어  등학교 교원들의 교사 직무에 한 인식 연구

□ 김진

1. 소속  직  : 건국 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2. 학  사항 : Univ. of Rochester 지방재정경제/지방재정 박사

3. 주요 경력 :

•2000.2-2002.2 한국조세연구원 문연구 원

•2002.3 건국 학교 조교수

4. 연구 실  :

•(2000) 인구집 과 도시의 성장 : 정태모형과 그 실증  함의

•(2003) 국제자료를 통해 본 인 자본과 경제성장 : 내생  성장이론에 한 실증  재검토

•(2004) 인 자본과 경제성장 - 신고 학  이론에 한 실증  재검토

□ 김철희

1. 소속  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능력개발본부 문연구원

2. 학  사항 : 성균 학교 경제학 박사

3. 주요 경력 : 

•1993.2-1994.10 국회사무처 의원비서

•1995.7-1999.10 한국노동연구원 교육행정원 

•1999.1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문연구원

4. 학회  기타 활동 :

•1998.5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원

•2004.1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원

5. 연구 실  :

•(2000) 남북한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교류  력 방안 연구 

•(2000) 소제조업의 인력구조와 직업교육훈련 수요

•(2000) 지식기반 산업화에 따른 인 자원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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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공공직업훈련기  역할 강화 방안 연구 

•(2001) 인 자원개발 산업의 발 을 한 민간투자의 진방안 

•(2001) 국가인력수 망 (Ⅰ) - 장기 인력수 망모형 구축을 한 기  연구 

•(2001) 국가인 자원개발의 비 과 략

•(2001) 2000년 실업자 직업훈련 성과 분석

•(2002) Work-net 직종별 구인수요  구직수요 분석을 통한 지역별 훈련수  체계구축

•(2002) 국가인력수 망과 인 자원개발 정책 (2) 

•(2003) 직업능력개발 훈련기   과정평가 

•(2003) 직업능력개발 훈련기   과정평가-④정부 탁 훈련평가

•(2003) 지역인 자원개발을 한 지방 학의 육성방안

•(2003) 직업능력개발제도 운 에 있어서의 사업주단체의 참여제고 방안

•(2003) 고령층의 직업능력개발 체제 구축

•(2003) 직업교육훈련 재정제도 국제비교연구

•(2004) 빈곤층의 직업훈련과 실업 여 효과분석

•(2005) 지역수요 착형  취약계층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한 개인훈련계좌제 

시범 용 방안연구

•(2005) 평생학습 에서 본 고령자 인 자원개발 방안

•(2005) 훈련연장 여 제도 개선방안 

□ 김태기

1. 소속  직  : 단국 학교 경제,무역학과 부교수

2. 학  사항 :  Univ. of Iowa 경제학 박사

3. 주요경력 :

•1988.5-1996.2 한국노동연구원 연구 원

•1993.12-1994.12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

•1995.1-1996.2 통령비서실 행정

•1996.3 단국 학교 부교수

•1996.5-1998.2 노사 계개 원회 수석 문 원

•1997.6 앙노동 원회 원

•1997.7 통령자문정책기획 원회 원

•2002.5 단국 학교 부설 분쟁해결연구소 소장

4. 학회  기타 활동 :

•1990.1 한국노동경제학회 이사

•1990.12 한국경제학회 

•1995.1 한국노사 계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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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 상학회 

5. 연구 실  :

•(1996) 지식정보화시 의 인 자원개발연구

•(1998)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 노동시장의 효율성

•(2000) 국가인 자원개발 비 과 추진 략:2000년도 교육부 정책연구과제

•(2001) 국가인 자원개발의 비 과 과제

□ 김태완

1. 소속  직  : 계명 학교 사범 학 교육학과 교수

2. 학  사항 : Univ. of Michigan 교육행정/경 학 박사

3. 주요 경력 :

•1989.1-1992.2 한국교육개발원 책임연구원

•1992.3-1996.8 계명 학교 조교수

•1996.9-1999.7 계명 학교 부교수

4. 학회  기타 활동 :

•1991.2-1993.1 한국교육정책학회 회장

•1998.11 한국교육행정학회 이사

•2002.3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회장

5. 연구 실  :

•(2001) 국가인 자원개발을 한 투자정책

•(2001) 국가인 자원개발의 인 라 구축

□ 김태

1. 소속  직  :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 부연구 원

2. 학  사항 : 한양 학교 교육학 박사

3. 주요 경력:

4. 학회  기타 활동 :

•한국심리학회 회원

•한국평생교육학회 회원

•한국성인교육학회 회원

•국가 비 2011 국토균형발 반 자문 원

•노인교육담당자 양성기  평가 심사 원

5. 연구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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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기업교육평가 모형, 차  활용 방안

•(2000) 퇴직 정자 재취업  직업재조정 교육 로그램개발 연구

•(2000) 퇴직 정자 심리  요인을 고려한 교육모형개발 연구

•(2000) 지역인 자원개발 추진 략 수립을 한 연구

•(2000) 국가인 자원개발 주요 정책 진단 분석  개발 연구

•(2001) 지역단  인 자원개발 추진체제 구축방안

□ 김형만

1. 소속  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 자원개발지원센터 연구 원

2. 학  사항 : 서강 학교 경제학 박사

3. 주요 경력 :

•1991.7-1991.12 한국노동연구원, 빙연구원

•1997.11-2001.1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책임연구원

•2002.2.28-2003.1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 원, 인 자원개발센터 센터장

4. 학회  기타 활동 :

•1996.8- 재 한국경제학회 

•1996.8- 재 노동경제학회

5. 연구 실  :

•(2000) 경제환경의 변화와 소기업의 인력자원개발

•(2000) 기업내 인 자원개발 체제 지원 방안 

•(2000) 주 산업 타당성 분석  인력양성방안 연구 

•(2000) 소제조업이 인력구조와 직업교육훈련수요 

•(2000) 산업인력수 망에 따른 직업훈련 정책방향 연구 

•(2000) 인 자원개발 기능강화를 한 자치단체의 조직  운 체제 개선 방안 연구 

•(2000) 여성 고 인 자원의 활용실태  개선방안연구

•(2001) 장기실업자의 직업훈련 황 분석

•(2001) 기술인력양성사업에 한 성과분석도구 개발 연구

•(2002) 국가인력수  장기 계획 정책연구 

•(2002) 국가인력수  망과 정책(Ⅱ)

•(2003) 국가인력수  장기 망에 따른 정책과제의 세부실행방안 연구

•(2003) 경쟁력 강화를 한 국가인 자원개발 인 라 구축 

•(2003) 인 자원종합정보 DB구축사업(Ⅱ) 

•(2003) 인 자원 정책과제 개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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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승일

1. 소속  직  : 서울 학교 농업생명과학 학 농산업교육 부교수

2. 학  사항 : The Ohio State Univ. 직업교육 박사

3. 주요 경력 :

•1993.7-1994.6 오하이오주립 학교 농업교육과 조교수

•1994.2-1995.8 미국 연방 노동부 산하 인디애나소재 직업훈련원 임교수

•1995.10-1996.2 서울 학교 농업생명과학 학 부설 농업개발연구소 특별연구원

•1996.3-1999.7 구교육 학교 실업교육과 교수

•1999.10 교육인 자원부/농업교육 회 주  한국 농학생 진 회 장연구논문심사 원

•2000.5 농림부 농소정 력사업 선정 원회 평가 원

•2000.9-2001.9 서울 학교 농산업교육과 학과장

•2001.4-2002.12 교육인 자원부 시도교육청 평가 원회 직업교육분과 원장

•2002.3-2002.12 교육인 자원부 농어 교육발 원회 원

•2002.12 교육인 자원부 2003년도 시도교육평가 원 평가 원

•2003.3-2003.4 교육인 자원부 특성화고등학교 평가 원회 평가 원

4. 학회  기타 활동

•1992.5-1995.8 The Honor Society of Phi Kappa Phi Membership

•1992.6-1995.8 미국직업교육학회 회원

•1992.10-1995.8 The Honor Society of Omicron Tau Theta Membership

•1993.1 국제농업교육학회 회원

•1995.9-1999.7 한국진로교육학회 이사

•1997.1-1999.7 한국직업교육학회 편집 원

•1997.3-1999.7 구열린교육연구회 연수부장

•1998.5-1999.7 남사회교육 회 이사

•1999.8-2001.8 한국직업교육학회 편집 원장

•2000.8 문 학 교수-학습개발 의회 자문교수

•2001.7 한국직업교육학회 감사

5. 연구 실  :

•(2000) 신지식농업인육성을 한 교육훈련 방안과 지원 책

•(2000) 국가 문행정연수원 농업연수부 교육훈련 개선방안 연구

•(2001) 지식기반농업을 한 농업인력 육성의 문제  분석

•(2001) 21세기 지식기반 농업을 한 농업인력 육성 방안

•(2001) 평생교육백서

•(2002) 국외의 농업인력 교육체제  황분석

•(2002) 인 자원개발 진을 한 직업교육모형과 국내외 직업교육법제화 동향

•(2003) 교육인 자원 련 직업교육법제 정비 방안 연구

•(2003) 농업인 자원개발 문가로서 농 지도사의 교수능력에 한 교육 요구 분석

•(2003) 국가인 자원개발의 효과성 제고를 한 다양한 직업교육 경로설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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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선

1. 소속  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능력개발연구본부 연구 원

2. 학  사항 : 이화여자 학교 사회학 박사

3. 주요 경력 :

•1986.6-1992.6 한국산업인력공단 선임연구원

•1992.7-1997.10 한국기술교육 학교 조교수

•1997.11- 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 원

•2004.1-2004.12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 학 방문교수

4. 학회  기타 활동 :

•1992.7- 재 한국사회학회 일반회원

5. 연구 실  :

•(2000) 성인 근로자 향상훈련 비교 연구

•(2000) 교육훈련제도 규제개 방안 연구

•(2000) 재직 여성근로자 직업능력 향상훈련 활성화 방안

•(2000) Adult Retraining and Reskilling and Australia 

•(2000) 목표집단별 실업자 직업훈련체제 구축방안

•(2000) 근로자 직업훈련체제 발 방안 연구

•(2001) 국가 략분야 인력양성 책 연구

•(2002) 인 자원개발백서발간을 한 국내외 인 자원개발 황 연구

•(2003) 직업능력개발에 한 주요국가 법령 연구

•(2003) 여성인력개발센터 평가지표 개발  용에 한 연구

•(2003) 학력, 숙련 계층의 성인학습 황과 과제

•(2003) 직업능력개발체제 개편방안 연구

•(2003) 지식강국건설을 한 국가인 자원개발(Ⅱ)-장기실업자의 재취업 진을 한 직업

능력개발 방안

•(2003) 지식강국건설을 한 국가인 자원개발(Ⅱ)-취약계층 인 자원개발 방안

•(2004) 미국의 인력투자법 시스템과 직업훈련 개  동향

□ 류장수

1. 소속  직  : 부경 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2. 학  사항 : 서울 학교 노동경제 박사

3. 주요 경력 :

•1995.9 부경 학교 교수

•1997.4-1998.2 ( 통령자문)노사 계개 원회 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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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5 부산 역시 실업 책 원회 원

•1998.10-1999.6 ( 통령자문기구)새교육공동체 원회 연구 원

•2001.10-2002.9 ( 통령자문)교육인 자원정책 원회 문 원

•2003.5 교육인 자원부 지방 학 문가 의회 원

•2003.9 ( 통령직속)노사정 원회 원

•2004.7 (교육인 자원부) 리사업 리 원회 원

•2004.9 (노동부)정책자문 원회 원

•2005.3 ( 통령자문)국가균형발 원회 평가 원회 분과 원장

•2005.10 부경  인 자원개발노동연구소 소장

•2006.2 ( 통령자문)사람입국일자리 원회 문 원

•2006.5 (교육인 자원부)교육인 자원정책 평가 원회 평가 원

4. 학회  기타 활동 :

•1993.1 한국경제학회 회원

•1994.1 한국산업노동학회 회원

•1995.1 한국사회경제학회 평의원

•1996.1 한국노사 계학회 이사

•1996.1 한국경제발 학회 회원

•1997.1-1999.6 한국지역사회학회 편집 원

•1997.1 한국노동경제학회 이사

•2000.1 한국지역사회학회 운 이사

5. 연구 실  :

•(2001) 지식기반경제의 인력개발정책-선진국의 경험과 한국의 과제 

•(2001) 기업내 교육훈련을 통한 인 자원개발

•(2001) 미국 학교의 노동 문교육실태: 코넬 학교를 심으로

•(2001) 지식기반경제의 직업능력개발훈련 활성화 방안 

•(2001) 한국기업의 교육훈련투자 실태와 효율화 방안 연구- 국내 기업 D사를 심으로 

•(2001) 직업능력개발 훈련 평가 발 방안 

•(2002) 인 자원개발 투자, 숙련향상, 국가경쟁력 

•(2002) 지식기반경제의 인력개발정책에 한연구 

•(2002) 지역차원의 인 자원개발체제 구축방안 

•(2002) 지역균형발 과 인 자원개발 

•(2003) 부산지역 인 자원개발을 한 지역 학의 역할과 과제 

•(2003) 신산학 력 활성화를 한 지방 학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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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우

1.소속  직  : 국민 학교 경상 학 경제학부 교수

2. 학  사항 : Univ. of Chicago 노동경제 박사

3. 주요 경력 :

•1991.7-1995.12 University of Pennsylvania 경제학과 조교수

•1996.3 국민 학교 경제학부 조교수, 부교수, 교수

•2002.7-2003.7 홍콩과학기술 학 객원교수

•2003.8 재단법인 용복장학회 이사장

4. 학회  기타 활동 :

•1998.1-2003.12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편집 원

•1998.1-1998.12 한국노동경제학회 연구이사

•1999.1-2004.12 한국계량경제학회 문학술지 편집 원

•2000.1-2001.12 한국경제학회 청람상심사 원

•2000.1-2000.12 한국노동경제학회 상임이사

•2001.1-2001.12 한국노동경제학회 부회장

•2002.1 한국노동경제학회 이사

•2004.1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편집 원

•2005.1 한국계량경제학회 이사

•2005.9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편집 원 

5. 연구 실  :

•(2001) 노동시장 변화와 평생교육체제의 구축

•(2001) 국가인 자원개발의 비 과 략 

•(2001) 평생교육체계의 신 

•(2004) 이공계인력의 경제  지   근래의 변화 

•(2004) 과학기술인력의 노동시장성과  근래의 변화 

•(2004) 과학인력 노동시장의 수 구조와 효율성

•(2005) 지방자치단체의 고용과 인 자원개발정책-지역편

•(2005) 지방자치단체의 고용과 인 자원개발정책-총 편

□ 박기성

1. 소속  직  : 성신여자 학교 노동경제 교수

2. 학  사항 : University of Chicago 경제학 박사

3. 주요 경력 :

•1988-1994 한국노동연구원 연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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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993 시카고 학교 동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 원

•1996-1997 노사 계개 원회 문 원

•1997-1999 성신여자 학교 경제학과 학과장

4. 연구 실  :

•(1997) A Theory of On-the Job Learning

•(2002) 한국근로자의 인 자본형성에 한 연구

•(2002) 지식형성과 성과

•(2003) 1997년 경제 기를 후한 인력  임 구조의 변화

•(2004) The Effect of Worker's Region of Birth on Labor Market Outcome in the 

Republic of Korea 

□ 박재민

1. 소속  직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수석연구원

2. 학  사항 : The Ohio State Univ. 과학기술경제학 박사

3. 주요 경력 :

•2000.1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인력 장, 과학기술인력 연구 책임

4. 연구 실  :

•(2001) 과학기술기본계획-과학기술인력부문 

•(2002) 기술환경변화에 따른 고  과학기술인력 양성  활용 증 방안에 한 연구 

•(2002) 과학기술인력의 산학연 유동성 실태분석  정책방향 

•(2002) 과학기술인력의 수 과 효율  양성  활용방안 

•(2002) Fostering and Unitilization of S&T Human Resources in Korea : National S&T 

Basic Plan 

•(2002) 기술환경변화에 따른 과학기술인력 양성  활용:제반 문제   정책방향을 심

으로 

•(2002) 동북아 R&BD구축을 한 마스터 랜 수립방안: 연구인력 

•(2002) 기술 환기의 과학기술인력 수요,공 구조 분석

•(2003) 국가인력 장기 망:과학기술  핵심기술분야 인력 망 

•(2003) 21세기 과학기술강국 실 을 한 핵심과학기술인력 양성 기본구상

•(2003) 패러다임 환기의 과학기술인력정책 

•(2003) 기업인재확보의 새로운 패러다임 

•(2003) 과학기술인력의 장기 수 망(2001-2010)과 과제 

•(2003) 지역인재확보와 균형성장의 새로운 략 

•(2003) 국가인 자원 통계정보 서비스  통합 시스템 구축사업

•(2003) 과학기술기본계획 (2003-2007):과학기술인력부문

•(2003) 고 과학기술인력의 산업계 유인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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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산업기술인력정책 성과분석  장기 정책방향 연구 

•(2003) 국가인력수  장기계획 정책연구 

•(2003) 2003생명공학백서-생명공학(BT) 문인력의 황과 망 

•(2004) 인 자원개발기본계획 추진실  평가 

•(2004) 과학기술인력 양성  활용 마스터 랜 

•(2004) 우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한 선순환 정책 

•(2004) 우리나라 기술인력의 황  향후 정책방향 

•(2004) 인 자원개발 련 DB  정보인 라 효율화 방안 

•(2004) 국가기술인력지도 구축 방안 연구 

•(2005) 과학기술인력의 새로운 정책방향 고찰 

•(2005) 인 자원개발지수 개발 

•(2005) 미래유망산업을 이끌 핵심인력 양성방안

•(2005) 장기 인력수  망  인 자원정책 개선 지원 

•(2006) 과학기술인력이 양성, 활용측면에서 본 산업별 의체의 역할 

□ 박천수

1. 소속  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 자원개발지원센터 연구 원

2. 학  사항 : 뉴욕주립 학교 경제학 박사

3. 주요 경력 :

•1998.9-2000.12 뉴욕주립  연구원

•1998.11-2000.12 노동부 앙고용정보 리소 책임연구원

•2001.1-2005.11 한국산업인력공단 앙고용정보원 동향분석 장

•2003.3-2003.7 소기업지원사업 평가,사 조정 원회 분과 원

•2005.2- 재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 원회 세부직무분야 문 원

•2005.11- 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 원

4. 연구 실  :

•(2000) A study of workers' earnings 

•(2001) 국가인 자원개발의 비 과 략

□ 박태

1. 소속  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 원

2. 학  사항 : Univ.de Paris x 교육학 박사

3.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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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0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 원

4. 학회  기타 활동 :

•1997.10 한국교육학회

•2000.5 한국비교교육학회

5. 연구 실  :

•(2000) 주 산업 타당성 분석  인력양성방안 연구

•(2000) APEC인 자원개발 실무그룹 황 한국에의 시사

•(2001) 지역 신체제 구축을 통한 인 자원개발 방안

•(2002) 교육  소외계층에 한 직업교육 형태 탐색과 시사

•(2003) 인 자원개발기본계획 2003/2004년도 시행계획(안) 검토 연구

•(2003) 직업교육훈련 기피 상의 사회문화  근

•(2004) 교육훈련분야 국제비교연구 방법의 이론  기 를 한 연구

•(2005) 지속발 을 한 인 자원확보 국가시스템의 신: 창의성제고를 심으로

□ 반상진

1. 소속  직  : 북 학교 사범 학교 교육학 부교수

2. 학  사항 : Univ.of Wisconsin - Madison 교육행정/경 학 박사

3. 주요 경력 :

•1992.9-1993.6 미국 National Center for Effective School 연구원

•1995.3-1997.2 순천 학교 임강사

•1997.3-2002.10 순천 학교 조교수,부교수

•2000.3-2001.2 라남도교육청 교육정책 원

•2000.5-2001.4 한국교육개발원 학교평가 원

•2001.10-2003.2 통령자문 교육인 자원정책 원회 문 원

•2004.3-2006.2 교육부, 학교원임용양성평등 원회 원

•2004.5-2004.12 교육인 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 학원 평가 원회 평가 원

•2004.6-2005.2 교육인 자원부, Post-BK21사업 추진단 원

•2004.10-2005.2 통령자문 정책기획 원회(교육개 분과) 정책평가 원

•2005.5-2005.6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자립형 사립고 평가 워회 평가 원

•2005.7 라북도 교육청, 인사 원회 부 원장

•2005.7 라북도 교육청, 교육정책자문 원회 원

•2005.10-2006.10 단계 BK21사업 평가 리 문 원회 원

4. 학회  기타 활동 :

•1991.8 미국교육학회 회원

•1995.3 한국종교교육학회 회원

•2000.2 한국지방교육경 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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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편집 원

•2004.2 한국교육행정학회 편집 원

•2004.6 한국교육정치학회 편집 원장

•2004.9 한국교원교육학회 이사

•2005.1 한국교육학회 외홍보 원

5. 연구 실  :

•(2001) 국가인 자원개발을 한 인 라 구축 방안

•(2003) 인 자원개발론

•(2003) 교육인 자원부의 발족과 인 자원개발정책

□ 백성

1. 소속  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 자원개발지원센터 선임연구 원

2. 학  사항 : Harvard Univ. 교육행정 박사

3. 주요 경력 :

•1999.7- 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 원, 직업교육훈련재정, 직업교육, 국가  지역

인 자원정책연구

•1991.5-1999.6 한국교육개발원, 연구 원 , 교육재정, 교육정책연구

4. 학회  기타 활동 :

•1994- 재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998- 재 한국교육학회

5. 연구 실  :

•(2000) 직업교육훈련 재정 배분  운 체제 개선방안

•(2000) 지식기반 산업화에 따른 인력정책방향과제 

•(2000) APEC인 자원개발 실무 그룹 황과 한국에서의 시사  

•(2000) 국가인 자원개발 주요 정책 진단 분석  개발 연구 

•(2000) 인 자원개발 정책포럼 개최 사업 

•(2001) 기업내 인 자원개발 체제 지원 방안 

•(2001) 국가인 자원개발의 비 과 략

•(2001) 국가인 자원개발 기 계획 구상

•(2002) 직업교육훈련재정 배분  운 체제 개선 방안 

•(2002) 인 자원개발백서발간을 한 국내외 인 자원개발 황 연구

•(2002) 지역 신체제 구축을 통한 인 자원개발 방안 

•(2002) 지역인 자원개발 정책  추진 략 

•(2003) 직업능력개발원에 한 주요 국가 법령 연구 

•(2004) 지식강국건설을 한 국가 인 자원개발 : 사업서비스분야 인 자원개발 

•(2004) 지역인 자원개발운 로그램 개발 정책연구 

•(2004) 지역인 자원개발 Governance System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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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화

1. 소속  직  : 홍익 학교 사범 학 교육학 교수

2. 학  사항 : Florida State University 교육행정/경 학 박사

3. 주요 경력 :

•1993.3-2000.12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자문교수

•1994.3-1996.2 통령자문 교육개 원회 문 원

•2000.8-2000.11 교육 , 교육 학원 평가단 단장

•2001.1-2002.12 경제정의실천연합 교육 원장

•2001.8-2001.8 학교육개 추진 평가 원회 분과 원장

•2001.9-2003.2 통령자문 인 자원정책 원회 선임 원

•2002.7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 편집 원회 원장

•2003.3 홍익 학교 교육경 리 학원/교육 학원 원장

•2003.6 시/도 교육청 평가단

•2003.7 교육인 자원부 정책자문 원회

4. 학회  기타 활동 :

•2000.7-2002.6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장

•2001.1-2001.12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

•2002.1-2004.2 한국고등교육학회 이사

•2004.1 문교육 학원장 의회 회장

•2004.4 교육개 포럼 회장

•2004.12 한국교육학회 상임이사

5. 연구 실  :

•(1998) 인 자원정책의 개발과 추진

•(2001) 국가인 자원개발을 한 인 라 구축 방안 

•(2001) 교육  인 자원 행정체제의 개편 

•(2002) 인 자원정책 조정기능의 활성화 

•(2003) 교육분야 인 자원개발정책의 방향과 과제 

□ 신 석

1. 소속  직  : 고려 학교 교육학과 교수

2. 학  사항 : 스콘신 학교 교육행정학 박사

3. 주요 경력 :

•1993.3-2001.2 한남 학교 부교수

•1994.4- 재 한국교육정치학회 운 원

•1997.3-1999.2 한남 학교 외 력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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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999.12 한국교육행정학회 국제학술 원

•1999.3-2000.2 한남 학교 국제 력 원장

•2000.3-2001.2 한남 학교 교육학과장

•2000.10- 재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지 편집 원

•2001.1 행정자치부 각종고시 원

•2001.1-2001.12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제 심의의원

•2001.1-2001.8 교육인 자원정책 원회 문 원

•2001.1 한국인력개발학회 이사

•2001.1- 재 한국교육학회 학술 회 운 원

•2001.1- 재 통령자문교육인 자원 정책 원회 문 원 

•2001.3 안암교육학회 학술/편집 원

•2001.3 고려 학교 부교수

•2002.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장학사시험출제/채 원

•2002.1-2002.1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연구 원

•2002.7 사립학교교직원연 리공단 30년사편찬 원회 원

•2002.12-2003.4 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 평가 원

•2003.1 한국교육연구소 운 원

•2005.3 고려 학교 교수

•2005.10 교육부 교육 신 원회 문 원

4. 연구 실  :

•(1997) The Career Mobility of American Teacher : Implications for Teacher Policies

•(1998) 교내 직연수 개선에 한 연구

•(2001) 국가인 자원개발정책 평가모형 개발연구

•(2002) 고 인력양성을 한 학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2003) 교육인 자원부의 발족과 인 자원개발정책

•(2003)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분석: 체제  근

•(2003) 한국 고등교육개 의 구상과 략

•(2003) 외국 박사학  인증 련 제도개선 방안연구

•(2003) 한국 교원정책의 발  구상과 과제

•(2005) 2004 한국교육평론: 교육의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본 한국교육의 과제

□ 안 식

1. 소속  직  : 동의 학교 평생교육학 조교수

2. 학  사항 : Univ. of Minnesota 인 자원개발 박사

3. 주요 경력 :

•19990.1-1993.12 미국 인 자원개발센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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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2003.2 부산 역시 정책개발실 연구 원

•1997.11-2001.12 부산 역시 여성정책개발센터 센터장

•2003.3 부산시 도시 신연구 원회 원

•2003.3-2004.10 부산시 인재개발 의회 실무 원

•2003.3 동의 학교 조교수

•2004.3 부산교육발 원회 자문 원

•2005.5 동의 학교 문화콘텐츠연구소 운 원

•2005.12 동의 학교 교육 학원 원회 원

4. 학회  기타 활동 :

•1999.12-2004.12 한국인 자원 리학회 이사

•2000.3 한국 한경 학회 회원

•2002.3 Academy of HRD 회원

•2003.3 한국평생교육학회 이사

5. 연구 실  :

•(2002) 부산지역 여성인력의 취업활성화 방안

•(2002) 여성단체의 평생학습에 한 사례 연구

•(2003) Reg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2004) 평생학습사회 구 을 한 주민자치센터 발 략

•(2004) 지역여성단체의 성장을 한 교육요구 분석

•(2004) 직업훈련기 의 취업률 제고에 한 연구

•(2004) Partnership for increasing the Employment Rate of Vocational Training Institutes

•(2005) Identification of Core Competencies in Developing Regional Resource : Focus on 

Port industry in Busan,Korea

•(2005) Competences Needed by Practitioners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 Focus 

on Port industry in Busan,Korea

•(2005) 지역인 자원개발을 한 핵심역량 도출

•(2005) 핵심역량 강화를 한 체계  액션러닝 로그램 개발

•(2006) 항만물류산업의 시스템 리 역량강화를 한 액션러닝 로그램 개발 

•(2006) Reg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 The Case of Busan City, Korea

□ 양병찬

1. 소속  직  : 공주 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2. 학  사항 : 단국 학교 평생교육학 박사

3. 주요 경력 :

•1998.3-2002.8 천안외국 학 평생교육과 부교수

•2002.9-2006.2 공주 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 305 -

4. 학회  기타 활동 :

•1991.1-2003.3 한국교육학회 회원

•1991.1-2003.3 한국교육사회학회 회원

•1995.11-2003.3 한국평생교육학회 회원

•1999.5-2003.3 한국평생교육학회 이사

•2002.3-2003.3 한국여성평생교육회 이사

•2002.11-2003.3 한국평생교육연합회 사무차장

5. 연구 실  :

•(2000) 학평생교육원의 학외 일반성인교육 로그램 탁 운  방안

•(2000) 평생학습지원시스템 구축을 한 행정의 과제

•(2000) 학성인교육의 원

•(2001) 공공도서 과 평생학습 의 기능  통합의 가능성

•(2002) 지역학습공동체 창조를 한 네트워크 가능성 탐색 : 학습네트워크 사례를 심으로

•(2002) 평생교육 세력화를 한 평생교육사 일터 만들기

•(2003) 평생학습도시 실천 략

•(2003) 지방분권시 에 있어서의 평생학습마을 만들기의 과제와 망

•(2003) 성인 문해학습권 보장을 한 정책 제안

•(2003) 평생학습지원체제 구축방안 연구

•(2003) 지역인 자원개발 시범지역 운  성과 분석  확  발  방안 연구

•(2003) 평생교육단계에서의 인문교육 황 진단  정책 안

•(2003)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 의 여성교육 기능 강화 방안

•(2003) 학 은행제 체제 발  방안 연구

•(2003) 건강한 지역교육공동체 조성을 한 지역사회학교 운 방안에 한 연구

•(2003) 서울지역 평생학습  운  실태 분석 연구

•(2003) 평생교육: 이론과 장

•(2003) 학 평생교육원의 지역 네트워크 강화 략 탐색

•(2004) 충남평생교육 담기 의 네트워크 강화 략 연구

•(2004) 충남지역 평생교육 기 조사 연구

•(2004) 외국 지역평생교육 담기 의 여성교육  역할 탐색

•(2004) 부천 평생학습도시 추진 시스템 평가

•(2004) 농 지역리더 교육 로그램 개발에 한 연구

•(2004) 국 문해교육 기  실태 조사

•(2004) 야학의 실태  지원 방안 연구

•(2004) 학교평생교육 실무교사를 한 학교 평생교육 길라잡이

•(2004) 교육 취약계층을 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연구

•(2004) 정부부처별 평생교육 련 정책 탐색 : 국가 평생교육정책 황 분석

•(2005)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를 한 실천  학습체제 구축

•(2005) 평생교육 담기 의 네트워크 실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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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지역 신의 성공  실행을 한 평생학습도시 매뉴얼

•(2005) 평생학습추진체제 신에 한 제언

•(2005) 한국 학평생교육원의 존재 방식

•(2005) 한국의 평생학습도시 발 방안

•(2005) 평생교육 활성화를 한 평생교육사 자격 제도, 개선 방안연구

□ 어수

1. 소속  직  : 한국기술교육 학교 산업경 학부 부교수

2. 학  사항 : Vanderbilt Univ. 경제학 박사

3. 주요 경력 :

•1989.12-1995.3 한국노동연구원 연구 원

•1995.3-1997.3 한국노총 앙연구원 원장

•1997.4-1998.12 한국노동연구원 연구 원

•1999.1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 원

4. 학회  기타 활동 :

•1996.3-1998.2 노동경제학회 연구이사

•1998.3-1999.2 노동경제학회 상임이사

5. 연구 실  :

•(2000) HRD 문인력 양성체계:기술교육 문가를 심으로

•(2001) 경제사회환경변화와 국가인 자원개발의 략

•(2001) 국가인 자원개발의 비 과 략

□ 오은진

1. 소속  직  : 한국여성개발원 연구 원

2. 학  사항 :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직업교육/산업교육 박사

3. 주요 경력 :

•2000.8-2000.12 동덕여 , 서강 , 아주 , 성신여  

•2001.1-2004.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4. 연구 실  :

•여학생 진로 다양화를 한 진로직업지도 가이드라인

• 문 학에서의 여성인 자원개발 황과 정책과제-이공계열을 심으로

•여 생 커리어개발센터 평가지표 개발  발 방안에 한 연구

•재직자 직업훈련정책의 성별 향 분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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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산업 기반 소기업의 정보화 시스템 활용을 한 인력 양성 방안

•성인학습자의 학습유형에 따른 e-learning 학습효과 제고 방안

•직업교육의 정보화: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심으로

□ 오헌석

1. 소속  직  : 서울 학교 사범 학 교육학 조교수

2. 학  사항 : Univ.of Minnesota 인 자원개발 박사

3. 주요 경력 :

•1992.4-1993.8 행정자치부  교육부 수습사무

•1993.8-1993.1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교육행정사무

•1995.5-1996.7 목포 학교 행정실장

•1996.7-1999.8 교육부 교육행정사무

•2001.12-2003.7 교육부 정책분석과 교육행정사무

•2003.8 서울 학교 교수

4. 학회  기타 활동 :

•Academy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회원 

•한국HRD학회 총무이사

•한국교육학회 회원

•한국기업교육학회 회원

•한국평생교육학회 회원

•제3회 아시아인 자원개발 국제학술 회 비 원회 사무국장 겸 편집 원

5. 연구 실  :

•(2002) 국가인 자원개발 리 모델과 인 자원정책 방향의 탐색

•(2002) 지식근로자의 특성이 조직지식창출과정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2002) 직장교육 패러다임의 변화:훈련에서 학습, 학습에서 성과로

•(2004) 평생학습시 의 인 자원개발 정책과제에 한 연구

□ 오호

1. 소속  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신기획조정실 부연구 원

2. 학  사항 : 서울 학교 경제학과 박사

3. 주요 경력 :

•1992.12-2004.12 한국무역 회 무역연구소 연구 원

•2001.3-2003.3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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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 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 원

•2005.4-2005.12 교육인 자원부 제2차 국가인 자원개발기본계획 수립 역별 문가 원

•2006.3- 재 서울산업통상진흥원 해외취업연수과정 심사 원

4. 학회  기타 활동 :

•한국경제학회

•한국노동경제학회

5. 연구 실  :

•(2004)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인 자원개발정책 평가사업 

•(2005) 지방자치단체의 고용과 인 자원개발정책:지역편

•(2005) 지방자치단체의 고용과 인 자원개발정책:총 편

•(2005) 청년층의 취업능력 제고를 한 인 자원개발(Ⅰ) 

•(2005) 국가인 자원개발지수 개발 

•(2005) 장기 인력수 망  인 자원정책 개선 지원

□ 옥 필

1. 소속  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교육,산학 력연구본부 문연구원

2. 학  사항 : 서울 학교 직업교육 박사과정 수료

3. 주요 경력 :

•1995.3- 재 한국교육공학연구회 회원

•2002 교육인 자원부 평생교육사 양성기  지정 평가 원

•2003.2004 교육인 자원부 실업계고등학교 재정지원사업 평가 원

•2003.2005 교육인 자원부 국 100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 평가 원

•2006 교육인 자원부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선정 평가 원

4. 연구 실  :

•(2001) 재외동포 인 자원 지원  활용 진방안 연구

•(2001) 남북한 평화공존과 남북연합 추진을 한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연계방안 연구

•(2002) 한국 직업교육의 황과 최근 개편 동향

•(2002) 고령화사회의 인 자원정책

•(2002) 평생직업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응방안

•(2003) 환기의 직업교육 재정립

•(2004) 엔지니어링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2005) 지방자치단체의 고용과 인 자원개발정책:지역편 

•(2005) 지방자치단체의 고용과 인 자원개발정책:총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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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천식

1. 소속  직  : 한국개발연구원 산업기업경제연구부 연구 원

2. 학  사항 : Columbia  경제학 박사 

3. 주요 경력 :

•1991-1995 Clemson 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2004-2006 산업, 기업경제 연구부장

• 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 원

4. 연구 실  :

•(2000) 국가인 자원개발 비 과 추진 략: 2000년도 교육부 정책연구과제 

•(2001) 인 자원개발 련 재정지원사업 분석  효율화 방안 

•(2001) The Role of HRD in the advanced economics and its implications to the Korean 

policy directions 

•(2001) 장기 국가인 자원개발 기본계획 연구 

•(2001) 국가인 자원개발 기본계획 : 사람 , 지식, 그리고 도약 

•(2003) 인 자원정책과제 개발연구 

•(2005) 인 자원정책과제 개발연구 (Ⅱ) 

□ 유 숙

1. 소속  직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 원

2. 학  사항 : 고려 학교 교육행정/경 학 박사

3. 주요 경력 :

•1979.2-2004.7 한국교육개발원 연구 원

•1994.2-1994.7 통령자문 농어 발 원회 문 원

•1996.11-1998.10 국제교육개 연구소 Visiting Fellow

•1999.8-1999.12 고려 학교 겸임교수

•2000.3-2000.12 교육부지방 학육성 원회 실무추진반 원

•2002.3-2002.12 교육인 자원정책 원회 고등교육분과 원

•2003.1-2003.12 미국미시건 학교 고등교육센터 Visiting scholar

4. 학회  기타 활동 :

•1995.1 한국교육정치학회 운 원

•1995.1 한국고등교육연구회 회원

•1996.5 한국비교교육학회 회원

•1996.9 아시아 비교교육학회 회원

5. 연구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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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국가인 자원정책 수요분석 연구: 문가 의견조사를 심으로

•(2002) 국가인 자원개발 련 핵심 추진과제

•(2002) 한국의 인 자원개발면에서 본 교육의 문제들

•(2003) 생애단계별 인 자원의 질  기  설립 방안

□ 윤여인

1. 소속  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HRD정보통계센터 연구원

2. 학  사항 : 성균 학교 경제학 박사 과정

3. 연구 실  :

•(2002) 직업교육에 한 실업체의 요구  만족도 조사(Ⅰ)

•(2003) 직업능력개발에 한 주요 국가 법령연구

•(2004) 지식강국건설을 한 국가인 자원개발(Ⅲ)-사업서비스분야 인 자원개발

•(2004) 인 자원개발 동향분석 연구사업

•(2005) 장기 인력수 망  인 자원정책 개선 지원

•(2005) 직업훈련시장의 구조와 특성

•(2005) 인 자원입국의 비 과 략

□ 이기성

1. 소속  직  : 숭실  평생교육학과 교수

2. 학  사항 :  Univ.of Minnesota 철학 박사

3. 주요 경력 :

•1997.9-1998.2 연세 학교 교육 학원 강사

•1998.6-2000.1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책임연구원

4. 학회  기타 활동 :

•1997.9- 한국성인교육학회 부회장

•2000.8-2000.11 International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ssociation 회원

5. 연구 실  :

•(2000) 청년실업자 진로교육 기회로서의 인턴제 개선을 한 연구 

•(2000)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비한 직업/평생교육 개  3  우선과제

•(2001) The Role of HRD in the advanced economics and its implications to the Korean 

policy directions 

•(2002) 인 자원개발  평생직업교육훈련 국제동향 분석

•(2005) 국외인 자원개발  활용에 한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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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남철

1. 소속  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 자원개발센터 연구 원

2. 학  사항 : The University of Oklahoma 경제학 박사

3. 주요 경력 :

•1998.8-2001.10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책임연구원

•2001.11- 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 원

4. 학회  기타 활동 :

•1999.1- 재 미국 응용 경 학회 회원

•2001.1- 재 세계 지구  학회 회원

•2001.1- 재 한일 경상학회 회원

•2001.6- 재 한국평생교육학회 회원

•2002.6- 재 한국 세무회계학회 이사

5. 연구 실  :

•(2000) Women Participation in Technical and Vocation Education in Korea 

•(2000) 남북한 경제 력 활성화를 비한 북한 근로자 인 자원개발 방안연구(Ⅱ) 

•(2000) 인 자본스톡측정연구 (Ⅰ) 

•(2001) 인 자본스톡측정연구 (Ⅱ) 

•(2001) Human Capital and Female Participation in Korea Labor Market 

•(2001) 국가인력수  망연구(Ⅰ)- 장기 인력수  망 모형 구축을 한 기 연구

•(2001)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연계 

•(2002) changes of Economics Environment and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2002) 인 자원개발을 한 인 자본과 사회  자본 

•(2002) 직업교육훈련기  이수자의 노동시장 진입  직무수행 실태분석 연구 (Ⅰ)

•(2002) 평생학습비 지원제도 방안

•(2002) Mechanism for the Co-finance of Lifelong Learning 

•(2003) Women's Engineering Educationa and Labor Market in Korea 

•(2003) Human Capital and Female Labor Market in Korea 

•(2003) A Labor-Income-Based Estimates of the Human Capital Stock for Korea 

•(2003)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인 자원정책 력망 운  

•(2003) 지역 신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인 자원개발에 한 세미나 

•(2003) 국가인력수  장기 망에 따른 정책과제의 세부실행방안 연구 

•(2003) 인 자원개발 계획 추진실  평가 

•(2003) 인 자원정책과제 개발연구

•(2003) 지역단  인 자원개발 활성화를 한 행.재정지원 인 라 구축방안 

•(2005) 지방자치단체의 고용과 인 자원개발정책: 지역편

•(2005) 지방자치단체의 고용과 인 자원개발정책: 총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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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임

1. 소속  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격연구본부 연구 원

2. 학  사항 : 독일 도르트문트 학 경제학 박사

3. 주요 경력 :

•1994.1-1995.12 한국노동연구원 해외 특 원

•1999.3-1999.7 한국노동연구원 빙연구 원

•1999.7- 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 원

4. 학회  기타 활동 :

•한국직업교육학회 회원

•한.독 경상학회 회원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원

•2004.11-2005.3 국무조정실 자격제도개선 분과 원회 원

•2004.2005 청소년상담원 국가자격개선 자문 원

•2005.2006 국가기술자격 신 TF 원 

5. 연구 실  :

•(2000) APEC 인 자원개발 실무그룹 황과 한국에의 시사

•(2000) 직업능력개발 훈련기   훈련과정 평가-민간부문

•(2000) 직업훈련 평가제도 발 방안 연구

•(2001) 기업의 인 자원개발 실태조사에 한 기 연구

•(2001) 직업훈련기   훈련과정 DB구축을 한 기 연구

•(2001) 직업능력개발 훈련기   과정평가-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정책평가

•(2001) 국가인 자원개발 기계획(안)구상

•(2001) 인 자원개발 인증제 연구-체제구축을 심으로

•(2001) 직업능력개발 훈련기   과정평가-정책평가

•(2002) The Role of Qualification System in Promoting Life Long Learning

•(2002) 자동차 산업의 성인직업훈련 연구

•(2002) 근로자직업능력개발을 한 사내자격 활성화 방안

□ 이병욱

1. 소속  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교육,산학 력연구본부 부연구 원

2. 학  사항 : 충남 학교 공업교육학과 박사

3. 주요 경력 :

•1991.3-1999.2 충남기계고등학교 교사

•1999.3-2002.12 공업고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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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4- 재 역시교육청 직업교육 공동평가단 평가 원

•2003.1- 재 교육인 자원부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사업 평가 원

•2003.5 한국직업능력개원 문연구원

•2004.10- 재 통령자문교육 신 원회 상임 문 원

4. 학회  기타 활동 :

•1997.3 한국교육평가학회 정회원

•1997.3 한국교육과정학회 정회원

•1999.3 직업교육학회 평생회원

•2000.4 한국기술교육학회 평생회원

•2004.3 한국성인교육학회 정회원

5. 연구 실  :

•(2003) 국가인 자원개발의 효과성 제고를 한 다양한 직업교육경로 설계 연구

•(2003) 학교-군-직업세계의 원활한 이행을 한 군 인 자원개발 종합 책

•(2004) 기업 e-Learning 인력 연수 로그램 개발  운

•(2004) 소기업 근로자를 한 콘텐츠 시범 운  사업

•(2004) 총체  학습사회와 e-Learnimg 

□ 이병

1. 소속  직  : 부산 학교 사범 학 교육학 부교수

2. 학  사항 : Westfaelische Wihelmser-Univ. Muenst 평생교육 박사

3. 주요 경력 :

•1997.11-2000.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2000.3-2001.2 동의 학교 임강사

•2001.3 부산 학교 부교수

4. 학회  기타 활동 :

•1997.8 한국평생교육학회 이사

•1997.9 한국성인교육학회

•1998.3 한독교육학회 부회장

•1999.10 한국비교교육학회 

•2005.1 한국박물 교육학회 이사

•2005.10 교육철학회 회원

•2006.1 한국교육사학회 회원

•2006.2 문화교육학회 회장

•2006.3 한국 술경 학회 평생회원

•2006.3 교육인류학회 평생회원

5. 연구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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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지역평생교육센터 활성화 방안

•(2002)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방안

•(2003) 고령인 자원개발의 실태와 개선방안

•(2004) 한국 학에 있어서의 평생교육 상  과제

•(2004) 생애사 연구와 성인교육학이론- , 주제, 방법

•(2004) 독일의 지역인 자원개발 정책과 시스템에 한 연구

•(2006) 평생교육  실천의 문화와 문성에 한 이론  논의

□ 이병희

1. 소속  직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 원

2. 학  사항 : 서울 학교 경제학 박사

3. 주요 경력 :

•1997.11-1999.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책임연구원

•1999.4 한국노동연구원 연구 원

•2000.11-2002.10 통령자문교육인 자원정책 원회 문 원

4. 학회  기타 활동 :

•1990.3 한국사회경제학회

•1997.3 한국경제학회

•1997.3 한국산업노동학회

•1997.3 한국노동경제학회

•1998.3 한국경제발 학회

5. 연구 실  :

•(2001) 평생학습 진을 한 근로자 자율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 연구

•(2001) 국가인 자원개발을 한 인 라 구축 방안

•(2004) 고용의 유연화가 기업의 훈련투자에 미치는 향

•(2004) 기업훈련지원제도의 특성과 효과에 한 연구

•(2005) 노동이동과 인력개발

□ 이상돈

1. 소속  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 자원개발지원센터 연구 원

2. 학  사항 : 성균 학교 경제학 박사

3. 주요 경력 :

•1996.12-2001.2 한국방송 고공사 고연구소 연구 원

•2001.10-2002.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 자원정보센터 부연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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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3-2003.5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 자원개발연구실 부연구 원

•2003.6-2006.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 자원개발지원센터 부연구 원

•2006.4- 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 자원개발지원센터 연구 원

4. 학회  기타 활동 :

•1996.6- 재 한국경제학회 회원

•1998.2- 재 한구경제연구학회 회원

•1999.2- 재 한국응용경제학회 회원

•2003.12- 재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원

•2004.1- 재 한국경제연구학회 사무처장

5. 연구 실  :

•(2002) 국가인력수  장기 계획 

•(2002) 산업구조 변화추이와 직업훈련 수요 망 

•(2002) 지식기반제조업 분야의 인력수요 망  양성방안 

•(2002) 국가인력수 망과 인 자원개발정책 

•(2002) 인 자원개발백서발간을 한 국내외 인 자원개발 황 연구

•(2003) 2만불시  인 자원개발종합 책 수립 연구 

•(2003) 국가인력수 망과 정책과제 -서비스산업 분야 

•(2003) 인 자원정책과제 개발연구 

•(2004) 한국형 인 자원개발지수 개발 

•(2004) 지식기반 서비스업 인 자원개발 실태  정책발 방향 연구 

•(2004) 인 자원정책과제 개발연구 Ⅱ 

•(2004) 지식강국건설을 한 국가인 자원개발 사업 서비스 분야 인 자원개발 

•(2005) 장기 인력수  망  인 자원 정책 개선지원 

□ 이상일

1. 소속  직  : 인제 학교 국제경상학부 교수

2. 학  사항 : Univ. of Iowa 노동경제학 박사

3. 주요 경력 :

•1989.9-1991.2 산업과학기술연구소 주임연구원

•1990.3-1991.2 포항공과 학교 교양학부 겸임교수

•1996.4-2002.3 인제 학교 부교수

•197.8-1998.7 Cornell University 객원교수

•2002.4 인제 학교 교수

4. 학회  기타 활동 :

•2000.1-2001.12 한국노동경제학회 이사

•2000.6 한국인력개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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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 실  :

•(2000) 지역차원의 인 자원개발과 정책방향

•(2000) 직업정보의 오류와 인력수 불일치에 의한 후생수 의 변화

•(2000) 실리콘밸리형 집 지의 인 자원개발에 한 연구

•(2001) 인 자원개발 지역정보체계에 한 연구

•(2001) 인력수요 측과 인 자원개발의 연계에 한 연구

•(2002) 미국 직업교육훈련의 주요 황과 특징

□ 이상

1. 소속  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 자원개발센터 문연구원

2. 학  사항 : 성균 학교 경제학 석사

3. 주요 경력 :

•1997.11-2001.10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2001.11- 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문연구원

4. 학회  기타 활동 :

•1998- 재 한국노동경제학회

5. 연구 실  :

•(2000) 국가인 자원개발 통계조사 방향에 한 소고

•(2000) 청년층 교육훈련 패 자료 구축사업

•(2000) 산업인력수 망에 따른 직업훈련 정책방향 연구

•(2000) 2000년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   과정평가(민간부문)

•(2000) 99년 실업자 직업훈련 성과분석

•(2001) 인 자원지표  지수개발

•(2001) 국가인 자원종합 정보시스템구축사업(Ⅰ)

•(2001) 정기실업자의 직업훈련 황분석

•(2003) 직업능력개발 훈련기   과정평가-직업훈련 정책평가

•(2003) 고령화사회의 인 자원정책(Ⅱ)

•(2005) 인 자원개발 력망 운 을 통한 인 자원 정책과제 개발연구

□ 이성규

1. 소속  직  : 서울시립 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2. 학  사항 :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London 

산업/노동복지 박사

3. 연구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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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여성장애인의 취업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탐색  연구

•(2001) 장애인의 취업욕구와 직업재활에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

•(2002) 공공부문 장애인고욕 진  직업안정에 한 연구

•(2003) 정신장애인 직업재활모델과 직업평가 : 직업기능 척도개발을 한 비연구

•(2003) 성인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을 통하나 고용연계 방안

•(2004) 장애인 직업훈련사업의 효과성과 활성화에 한 연구

□ 이의규

1. 소속  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능력개발연구본부 연구 원

2. 학  사항 : 大阪 立大學  경제학 박사

3. 주요 경력 :

•1988.4-1992.3 花園大學 비상근강사

•1990.4-1992.3 아시아연구소 연구원

4. 연구 실  :

•(2000) 인 자본의 스톡측정 연구 

•(2000) 직업교육훈련제도 규제개 방안 연구 

•(2000) APEC주요 회원국의 HRD 략 비교연구 

•(2000) 조세특례제한법상 인력개발 조세지원규정 정비방안 

•(2001)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방안

•(2001) 기업의 학습조직화 진 방안

•(2001)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장비지원  부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2001)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훈련의 확  방안

•(2002) 외국의 직업훈련제도 분석1(일본) 

•(2002)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한 노사정 력 방안 연구 

•(2003) 근로자 자기주도  능력개발 지원 체계 구축안 

•(2004) 동북아국가의 인 자원실태  개발 동향과 인 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

능성 연구 

•(2005) 동북아국가의 인 자원개발 제도  인 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연구 

□ 이장익

1. 소속  직  : 아주 학교 교육 학원 조교수

2. 학  사항 : Univ.of California at Berkeley 교육행정/경 학 박사

3. 주요 경력 :

•1993.4-1996.5 Academic Systems Graduate Student 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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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2-1999.3 경희  교육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1997.6-1999.3 연세  교육문제연구소 연구원

•1998.9-2001.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책임연구원

•2001.9-2003.8 아주 학교 우조교수

•2001.10 노동부 e-Training 평가 심사평가 원

•2002.9 경기도 교육용 소 트웨어 공모  심사 원

•2003.9 아주 학교 조교수

4. 학회  기타 활동 :

•1997.6 한국교육학회

•1998.4 성인교육학회

•2003.3 한국산업교육학회

5. 연구 실  :

•(1999) 평생학습 정보DB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1999) 직업진로개발 정보센터의 조직  운 방안 연구

•(1999) 평생교육의 21세기 장기발 과 비젼을 한 략모형 연구

•(2000)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HRD모형 수립을 한 기 연구

•(2002) 평생직업교육훈련 의사결정지원을 한 정보시스템 연구

□ 이정택

1. 소속  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교육.산학 력연구본부 선임연구 원

2. 학  사항 : 하와이 주립  사회학 박사

3. 주요 경력 :

•1990.1-1998.12 한국사회학회 분과회 간사

•1987.9-2002.12 산업사회연구회 연구참여

•2002.4- 재 Journal of Asian Economics 발간심사 원

•2002.4- 재 Journal of APEC Studies 운 원

4. 연구 실  :

•(2000) APEC 주요 회원국의 HRD 략 비교 연구

•(2000) APEC 인 자원개발 실무그룹 황과 한국에의 시사

•(2001) APEC 주요 선진국의  아시아 노동,직업능력개발 국제 력 사업 황과 한국정

부 정책에의 시사

•(2001) HRD 향후 진로 : APEC을 심으로

•(2002) 정보통신기술분야 인력양성과 인 자원 교류 활성화를 한 방안 연구

•(2003) 열린 평생능력개발을 한 정부-기업-연구기 간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2004) 평생학습과 일자리 창출정책: APEC사례 연구

•(2005) 자기주도 평생학습 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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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표

1. 소속  직  : 한양여자 학 교육학 조교수

2. 학  사항 : 이화여자 학교 교육사회학 박사

3. 주요 경력 : 

•1989.10-1997.10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1997.10-2006.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 원

4. 학회  기타 활동 :

•한국평생교육학회 

•한국직업교육학회

•한국교육학회

•한국교육사회학회

5. 연구 실  :

•(2000) 평생직업교육훈련 종합 책(Ⅰ)

•(2000) 문 학 직업교육의 다양화를 통한 인 자원개발 방안 연구

•(2000) 평생학습 평가인정제도 구축방향과 과제탐색

•(2001) 평생직업교육훈련 종합 책(Ⅱ)

•(2001) 국가인 자원개발 기 계획 기본틀 구상

•(2001) 평생교육에 한 국민의식과 정책  함의

•(2001) 평생학습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  운 방안연구

•(2001) 평생교육훈련제도의 발 방안:국가인 자원 비  2005

•(2001) 고학 사항 미취업 여성의 실업 책 교육훈련 지원방안

•(2002) 호주의 직업교육훈련

•(2003) 호주의 고등단계 교육훈련의 연계운 과 시사

•(2003) 평생학습 평가인정제도의 황과 문제

•(2003) 국가인 자원개발의 효과성 제고를 한 다양한 직업교육경로 설계 연구

•(2003) 환기의 직업교육체제 재정립

•(2003) 학교-군-직업세계의 원활한 이행을 한 군 인 자원개발 종합 책

•(2003) 호주의 직업교육훈련 개  동향과 시사

•(2004) New Perspective on Military Human Resources Development : Making 

School-Military-Work Transition Work

•(2004) 청년실업과 평생교육 과제

•(2004) 기업의 직업기 능력 교육훈련 실태와 과제

•(2004) 성인의 직업기 능력 로그램 실태 조사

•(2005) 국 인 자원개발계획 수립 연구

•(2005) 부사 의 사회취업 연계를 한 부사 의 능력개발 방안

•(2005) 제2차 국가인 자원개발기본계획(6-10)수립을 한 연구-인 자원정책 추진 략 보고서

•(2005) 군의 자기계발 지원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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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수

1. 소속  직  : 앙 학교 사범 학 교육학 교수

2. 학  사항 : 앙 학교 평생교육 박사

3. 주요 경력 :

•1987.4-2003.2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운 실장

•1998.1 한국성인교육학회 총무

•1999.12 한국자유총연맹 교육교재편찬 원

•2000.7-2001.7 교육부 사내 학설치심사 원회 원

•2000.11-2001.12 2000년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 원회 원

•2001.7 한국평생교육학회 편집 원  감사

•2003.3 한국평생교육학회 학술편집 원장

•2003.3 앙 학교 교수

4. 학회  기타 활동 :

•1996.1-2000.6 한국성인교육학회 총무

•1996.9-2000.6 한국교육사회학회 회원

•1998.6-2000.6 한국평생교육학회 회원

•2004.1-2004.12 한국지역사회교육 의회 이사

•2004.1-2004.12 한국문해교육 의회 총무

•2004.1-2004.12 한국평생교육학회 감사

•2004.12-2005.11 한국교육학회 학회지편집 원회 원

5. 연구 실  :

•(2000) 인 자원개발. 리를 한 평생학습체제 종합 발  방향과 과제

•(2000) 평생학습지원체제 종합발  방안 연구(Ⅰ)

•(2000) 평생교육기 간 연계체제 유지  활성화 방안 연구

•(2000)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평생학습시 의 도래

•(2000) 평생교육 활성화를 한 재정확충방안 연구

•(2001) 지역단  평생교육체제 구축 방안

•(2003) 생애단계별 평생학습모델 연구

•(2003) 평생교육지원체제의 진단과 발 과제

•(2003) 지식사회의 동안거의 평생학습을 비하며-기억의 학교교육에서 망각의 평생학습으로

•(2003) 평생교육정보화지표 개발을 넘어서

•(2003) 평생학습도시에 한 소크라테스의 변명

•(2003) OECD지역인 자원개발정책 동향과 망

•(2003) 지역인 자원개발운  성과분석  확 발  방안 연구

•(2004) 지역인 자원개발 운 로그램개발 정책 연구

•(2004) 참여정부의 지역 신체제 구축을 한 평생학습의 발 략 탐구

•(2004) 국가인 자원개발 정책동향과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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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국가인 자원개발정책의 좌표를 찾아서

•(2004) 국가평생교육정책 황분석

•(2005) 지역인 자원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2005) 평생교육법개정과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 주요 쟁 과 과제

•(2005) 한국 력공사의 평생학습 기업 발  방향

•(2005) e-러닝 활성화를 통한 국가인 자원개발 추진 략 실행계획 수립 연구

•(2005) 한국형 HRD교과과정 개발- 앙 학교 로벌 인 자원개발 학원 사례를 심으로

□ 임천순

1. 소속  직  : 세종 학교 인문과학 학 교육학 교수

2. 학  사항 : Harvard University 교육행정학 박사

3. 주요 경력 :

•1984.1-1993.8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부장,실장

•1993.3 세종 학교 교수

•1993.9-1997.2 세종 학교 교육정책연구소 소장

•1995.6-1996.2 교육개 원회 문 원

•1997.1-1999.12 OECD Education Committee 부의장

•1997.2-1998.2 세종 학교 교육 학원장 

•1997.4-1999.2 OECD-CERI 집행 원

•1998.3 세종 학교 인문과학 학장

•1999.9-2001.9 국무총리실 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 원회 원

•2000.6-2001.6 교육부 두뇌한국21 인문사회분야 분과 원회 원

•2000.10-2001.8 통령자문 교육인 자원정책 원회 선임 원

•2002.9 세종 학교 교육과정 원회

4. 연구 실  :

•(2000) 인 자원개발정책의 공과연구

•(2001) 국가인 자원개발의 비 ,목표 개발 연구

•(2003) 교육기획과 인 자원개발의 정책경제

□ 장원섭

1. 소속  직  : 연세 학교 교육과학 학 교육학 부교수

2. 학  사항 : Univ.of Iowa 교육학 박사

3. 주요 경력 :

•1993.8-1996.5 Univ.of Iowa Research Assi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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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9-1998.2 연세 학교 교육연구소 문연구원

•1997.10-2001.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책임연구원

•1999.3-2000.7 통령자문 새교육공동체 원외 문 원

•2000.12-2001.3 Univ.of Wisconsin-Madison Visiting Scholar 

•2001.9 연세 학교 부교수

4. 학회  기타 활동 :

•1996.5 한국교육사회학회 

•1997.1 한국직업교육학회 

•2000.1 한국평생교육학회

•2001.10 한국성인교육학회

•2002.5 한국산업교육학회

5. 연구 실  :

•(2000) 성인 직업교육참여결정 요인 분석

•(2000) 국가인 자원개발 주요 정책 진단분석  개발 연구

•(2000) 고학력 실업자 인력개발정책-한미 비교 분석

•(2000) 성인의 직업교육 참여에 향을 미치는 요인

•(2001) 학력, 능력 계층을 한 성인인 자원개발 방안

•(2001) 국가인 자원개발 기 계획 구상

•(2002) 인력개발의 에서 본 교육 학원 역할 : HRD 문가 양성 기능을 심으로

•(2003) 평생학습지원체제로서 사회학습망의 제안

•(2003) 인 자원개발론

•(2005) 고령화시 에 비한 평생학습정책 개선방안 연구

•(2005) 기업교육의 패러다임 환: 훈련에서 학습으로, 그리고 성과에서 가치로

•(2006) 평생학습과 노동시장 연구

•(2006) 기업단  평생학습의 학 인정확 를 한 평가인정 개선

 

□ 장창원

1. 소속  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 자원개발지원센터 연구 원

2. 학  사항 : Univ.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경제학 박사 

3. 주요 경력 :

•1996.1- 재 한국노동경제학회이사 , 한국경제학회, 한국인사학회, 한국제도경제학회, 한국

직업교육학회, 계산비즈니스포럼, 교육개 포럼 참여

•1997.10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 원 

•1997.10-1998.12 인력수   개발 장

•1999.1-2000.3 노동시장 분석 실장

•2000.7-2004.12 노동부 고용정책부문 정책평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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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02.2 인 자원정보센터 소장

•2001.3-2003.3 교육 인 자원부 국립 학 발 계획 원

•2003.3-2003.12 국회사무처 인 자원계발정책부문 외부 문 원

•2005.1-2005.12 인력수 연구 장

•2006.3- 재 감사원 사회, 복지국 자문 원

4. 연구 실  :

•(2001) NHRD-net시스템 구축완료  개통 

•(2001) 국가인 자원개발을 한 정보화 략 

•(2002) 국가인 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2002) 주 5일제 근무제 도입에 따른 인 자원개발 부문 

•(2002) 지식기반제조업 분야의 인력수요 망  양성방안 

•(2002) 국가인력수  장기 계획 정책연구 

•(2002) 국가인 자원개발 측면에서의 학정보화의 비  

•(2003) 고령화 사회의 인 자원정책  

•(2004) 2만불시  인 자원개발종합 책 수립연구 

•(2004) 인 자원개발정책의 문제   발 책 

•(2004) 고령층 재취업 결정요인분석과 정책과제 

•(2005) 장기 인력수  망  인 자원정책개선지원 

•(2006) 인 자원개발 정책의 이해 

•(2006) 인력수 망과 국가인 자원정책 

□ 재식

1. 소속  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 자원개발센터 문연구원

2. 학  사항 : 서강 학교 경제학 박사 

3. 주요 경력 : 

•1997.3-2001.9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연구원

•2001.10- 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문연구원 

4. 연구 실  :

•(2000) 사업장 노사 계  인 자원 리 패 조사의 필요성과 구축방안 

•(2001) 직업교육의 정보화 :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심으로 

•(2002) 국가인력수 망과 인 자원개발정책 

•(2002) 지역 신체제 구축을 동한 인 자원개발방안 

•(2002) 국가인 자원정책 제2호 

•(2002) 지역인 자원개발 정책  추진 략 

•(2003) 지식강국건설을 한 국가인 자원개발 - 취약계층을 인 자원개발 방안 

•(2003) 인 자원 종합정보 DB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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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한국의 인 자원개발지표 

•(2004) 인 자원개발 련 DB  정보인 라 효율화 방안 

•(2005) 장기 인력수 망  인 자원정책 개선 지원 

□ 정기오

1. 소속  직  : 한국교원 학교 교육정책 학원 부교수

2. 학  사항 : 서울 학교 사회과교육 박사

3. 주요 경력 :

•2000.8-2001.2 한국교원 학교 사무국장

•2001.2-2003.2 교육인 자원부 인 자원정책국장

•2003.3- 재 한국교원 학교 교육정책 학원 부교수

4. 학회  기타 활동 :

•1996.01 교육재경학회 이사

•1998.01-1998.12 기업교육학회 이사

•1998.03 한국사회과교육학회 이사

•1998.09 한국교육행정학회 이사

•2001.12 한국교육법학회 부회장

5. 연구 실  :

•(2001) 서비스경제시 를 한 교육과정 신: 진로 비로서의 사회과 교육 진로교육연구

•(2001) 장기 국가인 자원개발 기본계획 

•(2001) The role of HRD in the advanced economics and its implications to the Korean 

policy directions 

•(2001) 21세기 한국 인 자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2001) 주요 부처 인 자원개발 황과 기본계획 

•(2001) 인 자원정책 : 개념과 그 이론  거의 검토 

•(2001) 국가인 자원개발정책 

•(2002) 낡은 인력개발 모델의 극복과 국가인 자원정책의 성격 

•(2003) 국가인 자원개발체제의 조기 정착

•(2003) 성공 인 인 자원개발정책, 신설되는 부총리를 심으로 

•(2003) 인 자원정책 조정 연계를 한 기반 구축 방안 

•(2003) 양식화된 의사소통과 정책과정의 민주화 : 교육인 자원정책을 심으로 

•(2004) 지식기반 서비스업 인 자원개발 실태  정책발 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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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환

1. 소속  직  : 구가톨릭 학교 교육학 교수

2. 학  사항 : Pennsylvania State Univ. 교육행정/경 학 박사

3. 주요 경력 :

•1994.3-1996.2 구가톨릭 학교 사범 학 교육학과 학과장

•1996.9-1998.8 구가톨릭 학교 교육연구소 소장

•1998.3-1999.2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진흥정책연구실 문 원

•1999.5 한국교육개발원 출제 원

•2001.9 구가톨릭 학교 학생상담센터 소장

•2001.1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원 

4. 학회  기타 활동 :

•1994.3 한국비교교육학회 이사, 편집 원

•1994.3 한국교육정치학회 이사, 편집 원

•1996.11 한국교육학회 조직 원

•1998.3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이사

•1999.2 한국교육행정학회 편집, 학술 원

•1999.5 한국지방교육경 학회 이사

•1999.12 국가 문행정연수원 편집기획 원회

5. 연구 실  :

•(2000) 교육행정의 정보체제 유형  평가지표 탐색

•(2000) 교육인사행정제도의 발 방향 탐색

•(2000) 교원 직연수의 발 방향 탐색

•(2001) 인 자본의 가치와 효과에 한 분석

•(2002) 학교공동체의 형성방안 탐색

•(2002) 인 자본 투자의 경제  효과에 한 인지도 분석

•(2003) 동  학교조직 문화형성에 한 연구: 특성과 요인 분석

•(2003) 미국과 일본의 직연수제도 동향과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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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상

1. 소속  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능력개발연구본부 부연구 원

2. 학  사항 : 미네소타 학교 직업  인 자원개발 박사

3. 주요 경력 :

•1997.11-2002.2.2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책임연구원

•1999.6-1999.9 국제노동기구, 컨설턴트

•2002.3.11- 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 원

4. 학회  기타 활동 :

•1998.1- 재 한국인사 리학회

•1999- 재 한국인력개발학회

•2001- 재 한국직업교육학회

•2001- 재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운 원

•2002- 재 한국기업윤리학회, 이사

•2004.6- 재 한국인사 리학회, 상임이사

5. 연구 실  :

•(2000) 경 학  에서 본 인 자원개발

•(2000) 기업의 인 자원개발 략: 효율성 , 효과성,정체성  형평성을 심으로 

•(2000) 기업체의 인 자원개발의 이론과 동향 

•(2000) APEC인 자원개발 실무그룹 황과 한국에의 시사

•(2000) 국가인 자원개발 주요 정책 진단, 분석  개발연구 

•(2000) 사이버 교육을 통한 인 자원개발 방안 연구 

•(2001) 21세기 지식경제하에서 APEC국가의 HRD활성화 방안과 우리나라의 HRD 략 

•(2001) 인 자원개발 련 재정지원 사업 분석  효율화 방안 

•(2001) 인 자원개발: 다학문  근 

•(2002) 인 자원개발인증제 도입방안 

•(2003) 국가경쟁력 강화를 한 교육 인 자원개발 략 

•(2003) 2만불시  인 자원개발 종합 책 수립연구 

•(2003) 노사 력  인 자원개발 사례조사 

•(2004) 2004년도 인 자원개발 련 사업투자분석 

•(2004) 평생학습 시 의 인 자원개발 정책과제에 한 연구 

•(2004) 인 자원정책의 문제   발  책 

•(2006) 인 자원개발 정책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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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윤

1. 소속  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신기획조정실 연구 원

2. 학  사항 : 한양 학교 매공학( 지) 공학박사

3. 주요 경력 :

•1993.3-1995.3 서울북공고 교사

•1995.4-1997.10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직업교육)

•1997.6- 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가자격 장 기획조정 장 자격연구 장 역임 ( ) 신

기획조정실장  자격연구본부 겸임

•1999.3- 재 한국교육개발원 학 인정심의 원회 원

•1999.6- 재 한국APEC Engineer Monitoring committee 원 

4. 학회  기타 활동 :

•1999 한국기술교육학회 이사

5. 연구 실  :

•(2000) 평생학습사회에서 국가자격 취득에 따른 학 인정 방안 연구 

•(2000) APEC 인 자원개발 실무그룹 황과 한국에의 시사   

•(2000.10 - 2002.2) 한.남아공 직업훈련  자격제도에 한 비교연구 

•(2000) 사내인정자격등 경험학습의 평가인정  학 인정방안 연구 

•(2001.3 - 2002.12) 평생학습 진을 한 능력인증체제의 연계성 강화 방안 연구 

•(2001) 직업교육의 이론  상에 한 재고찰: 개념과 방법론을 심으로 

•(2001) 문직 인 자원개발 장기 계획 정책 연구

•(2002) 남아공 직업훈련과 자격제도 비교연구 

•(2005) 국가인 자원개발 정책 홍보 콘텐츠 개발연구 

□ 조혜선

1. 소속  직  : 연세 학교 여성인력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2. 학  사항 : 연세 학교 사회학 박사

□ 주용국

1. 소속  직  : 경성 학교 문과 학 교육학과 임강사

2. 학  사항 : Univ. of Minnesota 교육학 박사

3. 주요 경력 :

•1989.12-1994.6 코오롱종합연수원 (주)코오롱 주임

•1999.9-2001.4 PSI컨설  HRD실장 Expert 컨설  수석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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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5-2001.9 한국교육개발원 인 자원연구실 부연구 원

•2001.10-2005.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조직․학습연구 장, 산학 력연구 장

•2004.7-2004.12 통령자문 사람입국신경쟁력특별 원회 문 원

•2005.9- 재 경성 학교 교육학과 임강사

4. 학회  기타 활동:

•2001.3- Academy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회원

•2003.3- 한국인력개발학회 이사

•2003.3- 한국성인교육학회 회원

•2004.6- 재 뉴패러다임 포럼 기획 원

•2004.6-2004.12 산학 력 심 학 육성사업 평가 원

•2004.8- 한국HRD학회 회원

•2004.5-2004.12 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평가 원

5. 연구 실  :

•(2001) Human resource development: Vision, strategies, and tasks in Korea 

•(2001)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훈련의 확 방안 

•(2002) 사업체 HRD조사

•(2002) 기업내 직업능력개발담당자 지원방안

•(2002) 직업교육에 한 산업체의 요구  만족도 조사

•(2002) 소기업 사내교육 내실화 방안

•(2002) 직지원서비스의 지원요인과 장애요인

•(2003) 기업조직 구성원의 문성 개발을 한 학습공동체 구축방안

•(2004) 환기의 직업훈련체제 재정립

•(2004) 기업의 학습공동체 운 실태와 과제

•(2004) 소기업 근로자 개발활동의 참가요인과 성과

•(2004) 인 자원개발과 리더십:지방자치단체를 심으로

•(2004) 지식근로자 육성을 한 평생학습체제의 구축:유한킴벌리 성공 사례 확산을 한 

실천모형과 매뉴얼 개발

•(2005) 「평생학습기업」평생학습의 뉴 패러다임

•(2005) 신산학 력체제의 구축

•(2005) 「기업의 인 자원개발」한국의 인 자원:도 과 새 패러다임

□ 진미석

1. 소속  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진로정보센터 선임연구 원

2. 학  사항 : Harvard University 교육행정  사회정책 박사

3. 주요 경력 :

•1997.1-1997.12 Center on Education and Work,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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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Fellow project 수행

•1997- 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 원

•2001.1-2002.1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진로정보센터 소장

4. 학회  기타 활동 :

•1989- 재 한국교육학회 회원

•1989- 재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원

•1997- 재 한국진로교육학회 이사

5. 연구 실  :

•(2000) 지식정보화사회의 여성인 자원개발방안 

•(2000) 직업교육훈련제도 규제개 방안 연구 

•(2000) 여성고 인 자원의 활용 실태  개선방안연구-박사학  소지자를 심으로-

•(2001) 여성과학기술인력의 활용방안 

•(2001) 여성인 자원의 효율 인 활용을 한 여학생 진로지도 체계화 방안 연구 

•(2001) 학부모 강사 상 진로지도 연수 

•(2002) Education and Training of teachers for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in Korea 

•(2002) 진로교육  진로지도 지원 방안 

•(2002) 국가인 자원개발과 학생 진로지도 

•(2002) 국가 략분야 인력 양성과 이공계 기피 상 

•(2003) 성인진로개발 지원체제 구축 방안 

•(2003) 고  문인력 활용 진 책 연구 

□ 채창균

1. 소속  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 자원개발지원센터 연구 원

2. 학  사항 : 서울 학교 노동경제 박사

3. 주요 경력 : 

•1993.9-2000.12 경제연구원, 연구 원

•2001.1- 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 원(인 자원개발지원센터 소장)

•2001.10-2004.2 2003년 2월 통령자문 교육인 자원정책 원회 문 원

•2003.9-2003.12 국무총리실 청년실업 책 의회 원

•2005.3 통령자문 고령화  미래사회 원회 문 원

•2006.2 통령자문 사람입국일자리 원회 문 원

4. 학회  기타 활동 :

•1993.9 한국경제학회

•1993.9 한국노동경제학회

•2006.4 한국교육사회학회

5. 연구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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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국가인 자원개발의 비 과 략

•(2001) 국가인 자원개발 기계획(안)구상

•(2001) 국가인력수 망연구(Ⅰ)- 장기 인력수 망모형 구축을 한 기 연구

•(2001) APEC주요 선진국의  아시아 노동, 직업능력개발 국제 력 사업 황과 한국 정

부 정책에의 시사

•(2001) 여성회   여성인력개발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2002) 지식강국건설을 한 국가인 자원개발(Ⅰ)-지역 신체제 구축을 통한 인 자원개

발방안

•(2003) 교육과 노동시장 연계를 한 지식정보자원 통합 Gateway 구축  서비스운

•(2003) 실업자 직업훈련 참여자의 취업  고용효과 분석

•(2003) 청년층 교육,훈련과 고용(Ⅰ):교육,훈련기  유형별 분석

•(2004) 인 자본기업패  조사

•(2005) 교육훈련기  유형별 청년층 취업률 분석

•(2005)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과 인 자원개발(Ⅰ)

•(2005) 인 자본기업패  조사

•(2005) 인 자원입국의 비 과 략

□ 최 렬

1. 소속  직  : 우석 학교 교육학과 교수

2. 학  사항 : Univ.of Iowa 교육행정 박사

3. 주요 경력 :

•1994.1 우석 학교 부교수

•1997.2-1999.12 교육부시도교육청평가 원회 평가 원

•1998.10-2000.9 교육부 교육정책심의회 연구 원

•2001.3-2001.12 라북도교육청 인 자원개발자문 원

•2001.3-2002.10 교육인 자원정책 원회 문 원

•2002.3-2002.12 교육인 자원부 농어 교육발 원

•2002.12-2003.12 교육인 자원부 시도교육청평가 원

•2003.1-2003.2 통령직인수 원회 자문 원, 경제2분과 자문 

•2003.3-2005.2 라남도교육청 자문 원, 곡성농어  학교 통합 자문

•2003.3-2005.2 라남도교육청 곡성교육발 원

•2003.5-2005.5 라북도교육청 심사 원, 산성과  심사

•2003.5-2004.12 농어업 농어 특별 책 원회 분과 원장, 농어업 농어 교육발 의회

•2003.5-2004.12 농어업 농어 특별 책특별 원회 교육발 의회 원장

•2003.5-2005.5 라북도 교육청 산성과 심사 원

•2003.6-2003.12 한국교육개발원 객원연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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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8-2005.6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문제모니터 원

•2005.4-2008.4 한국사학진흥재단 임원추천 원, 임원추천 원회

•2005.4-2005.8 역시교육청 자문 원, 교육청평가

•2005.5-2005.12 교육인 자원부 평가 원, 2005 학 특성화지원사업

4. 학회  기타 활동 :

•1997.12-2000.12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  편집 원 

•1997.12 한국지방교육경 학회 이사

•1998.2-2000.1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학술  편집 원

•2000.2-2002.2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상임이사

•2000.12-2001.12 한국교육행정학회 국제학술 원장

•2001.12-2002.12 한국교육행정학회 국제학술 원

•2002.2-2004.2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학술  편집 원

•2002.12-2003.12 한국교육행정학회 국제학술 원

•2004.12-2005.12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편집 원

5. 연구 실  :

•(2001) 국가인 자원개발 정책의 방향과 추진 과제

•(2001) 국가인 자원정책 수요분석 연구: 문가 의견조사를 심으로

•(2001) 국가인 자원개발을 한 인 라 구축 방안

•(2001) 국가인 자원개발의 비 ,목표 개발 연구

□ 최창섭

1. 소속  직  : 강릉 학교 인문 학 유아교육 교수

2. 학  사항 : 고려 학교 교육행정/경 학 박사

3. 주요 경력 : 

•1990.9-1994.8 강릉  조교수

•1994.9-1999.9 강릉  부교수

•1997.8-1998.7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old Westbury 교환교수

•1999.10 강릉 학교 교수

4. 학회  기타 활동 :

•1995.1 한국부모교육학회 정회원,이사

•1995.1 한국교육정치학회 정회원

5. 연구 실  :

•(2002) 인 자원개발기본법을 한 효과 인 인 자원개발 략 

•(2003) 인 자원개발교육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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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섭

1. 소속  직  : 강원 학교 총장 (제8 )

2. 학  사항 : 서울 학교 교육학과 박사

3. 주요 경력 : 

•1983.2- 재 강원 학교 사범 학 교수

•1996.11-1998.11 강원 학교 사범 학장, 교육 학원장

•1997.10-1998.10 국립사범 학장 의회장, 국립교육 학원 의회장

•2000.10-2003.4 통령자문교육인 자원정책 원회 원

•2001.5-2002.12 교육부 국립 학발 원회 원

•2001.5-2002.12 교육부 학교정책 의회 분과 원장

•2003.7-2005.7 통령자문교육 신 원회 원

•2004- 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자문 원

•2004.2- 재 학교법인 한국기능 학 이사

•2004.8-2008.4 한국 학교육 의회 이사

•2004.12- 재 교육발 의회 원

•2005.6-2006.5 국가균형발 원회 자문 원

•2005.7-2007.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 원

•2006.5-2007.5 거 국립 학교총장 의회 회장

4. 연구 실  :

•(2001) 강원교육과 인재 양성

•(2001) 교육인 자원개발 정책의 철학과 쟁  분석

•(2003) 지방 학의 인 자원개발기능 강화방안 연구

□ 한 상

1. 소속  직  : 연세 학교 교육과학 학 교육학 교수

2. 학  사항 : Univ.of Southern California 교육학 박사

3. 주요 경력 :

•1996.1-1998.12 리 유네스코 본부 국제평생교육평가 원

•1996.1-1997.12 통령자문 교육개 원회 원

•1997.1-1998.12 교육부 국 시도교육청 교육개 분과 평가 장

•1997.1-1998.12 교육부 시도 교육청 평가 원

•1999.1 교육정책평가 원회 원

•2000.6-2001.5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자문교수

•2002.1-2003.4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 운 원

•2002.3-2003.2 한국노동교육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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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5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 부 원장

•2004.1 국가인 자원개발 정책 포럼 부 원장

•2004.7-2006.7 한국청소년개발원 편집 원장

•2004.8-2005. 12 국가인 자원개발 정책 포럼 원장

4. 학회  기타 활동 :

•1990.3 한국평생교육학회 이사

•1993.1-1995.12 인간교육 학부모연  정책연구 원

•1994.3-1996.12 한국교육사회학연구회 회장

•1994.3-1996.12 한국교육학회 이사

•2000.3 국제이해교육학회 회원

•2000.3 한국성인교육학회 공동 표

•2002.4-2004.4 한국산업교육학회 학회장

•2003.7 여가문화학회 부회장

•2005.10-2010.11 세계 총회 원

5. 연구 실  :

•(2000) 교육은 계속되어야 한다.

•(2000) 살며 배우며 가르치며  

•(2001) 호모에루디티오:학습인간으로서의 성인학습자 

•(2002) 평생학습사회의 장애인 평생교육

•(2002) 국민잠재력 최 화 한 학습력 증진에:교육인 자원정책 이래야 한다

•(2003) 교육인 자원부의 발족과 인 자원개발정책

•(2006) 배움과 치움의 HRD

□ 허종렬

1. 소속  직  : 서울교육 학교 사회과교육 부교수

2. 학  사항 : 성균 학교 헌법 박사

3. 주요 경력 : 

•1990.5-1991.8 미국헌법연구소 수석연구원

•1991.9-1995.3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1996.1-1996.7 통령자문 교육개 원회 연구 원

•1997.3 서울교육 학교 부교수

4. 학회  기타 활동 :

•1991.3 한국공법학회 이사

•1994.7 학교육법학회 수석부회장

•1994.8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  편집 원역임

•2002.11 한국교육학회 규정심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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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 실  :

•(2001) 교육인 자원개발정책을 한 교육  련법제 개 방안

•(2003) 교육인 자원 련 직업교육법제 정비방안 연구

□ 홍선이

1. 소속  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교육,산학 력연구본부 문연구원

2. 학  사항 : 고려 학교 교육사회학  성인계속교육 박사

3. 주요 경력 :

•1996.7-1997.10 서울인력은행 문상담원 취업정보지 발간

•1997.11- 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문연구원

4. 학회  기타 활동 :

•1997.11- 재 한독교육학회

•2002.3- 재 평생교육학회

•2002.3- 재 성인교육학회

5. 연구 실  :

•(2000) 직업교육훈련 련 법규의 국제비교 연구

•(2000) 직업훈련과 직업교육의 상호 연계 방안 연구

•(2000) 문 학 직업교육 다양화를 통한 인 자원개발 방안 연구

•(2000) APEC인 자원개발 실무그룹 황과 한국에의 시사

•(2001) 단시간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한 특별훈련 로그램 도입 방안 연구-생산직을 

심으로

•(2001) 직업능력개발사업 재원의 효율  배분 방향

•(2001) 평생교육기  운 실태 조사

•(2001) 비정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책-제조업 생산직 근로자를 심으로 

•(2002) 한 독 자동차 산업의 성인직업훈련 비교 연구

•(2002) 기업내 직업능력개발 담당자 지원 방안

•(2002) 사업체 HRD조사

•(2003) 교육훈련분야에서의 e-Learning 에 한 한 호주 비교연구

•(2004) 동북아 국가의 인 자원 실태  개발동향과 인 자원분야의 동북아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2004) 사업체 인 자원개발 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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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란

1. 소속  직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연구본부 고등인 자원연구실 연구 원

2. 학  사항 : 고려 학교 교육학 박사

3. 주요 경력 : 

•1984.1-2000.4 한국교육개발원 연구 원

•2000.3 한국인력개발학회 이사

•2001.3 안암교육학회 편집 원

•2001.3-2003.3 교육부 정책자문 원회 자문 원

•2002.3 교육부 주요업무평가 원회 평가 원 

•2002.6-2002.8 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 국가공인평가 원회 평가 원

•2003.8-2004.3 국무조정실 청년실업 책 의회 원

•2003.9-2003.12 교육부 사범 학 평가단 평가 원

•2004.1 국무조정실 청년실업 책 특별 원회 원

4. 학회  기타 활동 :

•1994.9 안암교육학회 

•1997.2 한국청소년학회

•1998.3 한국기업교육학회

•1998.5 한국인력개발학회 

•1999.6 한국사회교육학회

•2000.9 한국성인교육학회

5. 연구 실  :

•(2000) 평생교육경 론 

•(2000) 국가인 자원개발의 방향과 과제 

•(2000) 평생학습지원체제 종합 발  방안 연구 

•(2000) 국가인 자원개발 주요 정책 진단 분석  개발연구 

•(2000) 국가 인 자원개발정책과 기업교육의 방향 

•(2000) 학습단계별 국가  차원의 질 리 시스템 구축을 한 기 연구 

•(2000) 사회통합 측면에서의 인 자원개발 정책 추진 방향 

•(2001) 사회통합을 한 인 자원개발 정책의 방향 

•(2001) 사회  약자  특수계층의 인 자원개발 방안 연구

•(2001) 인 자원개발의 효율화를 한 교육시스템의 재구조화 방안 

•(2001) 국가인 자원개발 핵심 추진과제 

•(2002) 사회  자본과 사회통합 인 자원개발정책의 방향 

•(2002) 국가인 자원개발 련 핵심 추진과제 

•(2006) 제2차 국가인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통해 본 교육 양극화 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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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hton, D. N. 

1. 직 : Professor

2. 소속 학: Cardiff University, School of Social Science

3. Research Group: Work, Employability and Labour Markets

4. Email: david.ashton4@ntlworld.com

5. 주요 심사항

•Company Skill Strategies

•High Performance Work Organisations

•Workplace Learning; Company Training

•National Systems of Education and Training

•National Approaches to Workforce Development

•Globalisation

6. 주요경력

•International expert/advisor for the World Bank and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Consultant to a range of government departments in the UK and to a number of 

governments world-wide on workforce development issues. 

•Advisor to a range of private sector companies and public sector organisations on high 

performance working and workplace learning.

7. NHRD 련 연구물

•Ashton, D. N. (2005). High skills: The concept and its application to South Africa. 

Journal of Education and Work, 18(1), pp. 19-32.

•Ashton, D. N. (2002). Explaining change in national HRD Strategies: The case of three 

Asian tigers. The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 Research, 14(1), pp. 126-144.

•Ashton, D. N., Green, F., Sung, J., & James, D. (2002). ‘The evolut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strategies in Singapore, Taiwan and S. Korea: A developmental model of skill 

formation. Journal of Education and Work, 15 (1) pp. 5-30.

□ Bartlett, K. R.

1. 직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Chair 

2. 소속: University of Minnesota, College of Education and Human Development, 

Department of Work and Human Resource Education

3. Email: bartlett@umn.edu

4. 주요 심사항

•Outcomes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ter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Organization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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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경력

•BS: Lincoln University, parks and recreation management

•MS: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master of science

•Ph.D.: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HRD

6. NHRD 련 연구물

•Bartlett, K. R., & Rodgers, J. (2004). Human resource development as national policy in 

the Pacific Islands. Advances in Developing Human Resources, 6(3), 307-314. 

•Bartlett, K. R., Lawler, J. J., Bae, J., Chen, S. J., &. Wan, T. W. D. (2002). Differences in 

human resource development among indigenous firms and multinational affiliates in 

East and Southeast Asia. Human Resource Development Quarterly, 13(4), 383-405.

□ Briggs, V. M., Jr.

1. 직 : 퇴직

2. 소속: Cornell University, ILR Human Resource Studies

3. E-Mail: vmb2@cornell.edu

4. NHRD 련 연구물

•Briggs, V. M., Jr. (1987).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the formulation of national 

economic policy. Journal of Economic Issues, 21, 1207-1240. 

□ Budhwar, P.

1. 직 : Professor

2. 소속: Aston University, Aston Business School, 

3. Research Group: Work & Organisational Psychology Group

4. Email: p.s.budhwar@aston.ac.uk

5. 주요경력

•BA (Economics and Geography), University College, Rohtak, India 

•M.B.A. (Personnel Management and Marketing), M.D. University, Rohtak, India

•MA (Industrial Sociology), M.D University, Rohtak, India

•M.Phil. (Industrial Sociology), M.D. University, Rohtak, India

•Ph.D. (Cross-National Comparative HRM), Manchester Business School

6. NHRD 련 연구물

•Debrah, Y. A., McGovern, I., & Budhwar, P. (2000). Complementarity or competition: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in a South-East Asian Growth Triangle: 

Indonesia, Malaysia and Singapor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11(2), pp. 31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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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x, J. B.

1. 직 : Professor

2. 소속: Al Akhawayn University(Mal, Schoo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3. E-mail: B.Cox@aui.ma

4. 주요경력

•Ph.D.: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Texas A&M University

5. NHRD 련 연구물

•Cox, J. B., Arkoubi, K. A., & Estrada, S. D. (2006).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transitioning societies in the developing world: Morocco. Advances in 

Developing Human Resources, 8(1), pp. 84-98. 

•Cox, J. B., Estrada, S. D., Lynham, S. A., & Motii, N. (2005).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Morocco: An exploratory inquiry.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ternational, 8(4), pp. 435-447.

□ Cunningham, P. W.

1. 직 : 교수

2. 소속: Nelson Mandela Metropolitan University

3. NHRD 련 연구물

•Cunningham, P. W. Lynham, S. A., & Weatherly, G. (In press).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transitioning societies: South Africa. Advances in Developing 

Human Resources, 8(1). pp. 62-83.

□ Debrah, Y. A.

1. 직 : Reader

2. 소속: Brunel University(UK), Department of Business and Management

3. E-Mail: Yaw.Debrah@Brunel.ac.uk

4. 주요 심사항

•Management in Emerging/Developing Economies including Privatization

•Globalizatio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Changing Employment Practices in 

Emerging/Developing Countries

•MNCs/Business and Development Challenges in Developing Countries

•International Human Resource Management Issues including Cross Cultural Management

•Employment Issues in the Informal Sector and SMEs in Emerging/Develo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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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es

5. 주요경력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Developing Countries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Africa

•Globalization, Employment and the Workplace: Diverse Impacts

•Work and Employment in a Globalized Era 

•Migrant Workers in Pacific Asia

6. NHRD 련 연구물

•Debrah, Y. A. & Ofori, G. (2006). Human resource development of professionals in an 

emerging economy: the case of the Tanzanian construction industry.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17(3), pp. 440-463 

•Debrah, Y. A., McGovern, I., & Budhwar, P. (2000). Complementarity or competition: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in a South-East Asian Growth Triangle: 

Indonesia, Malaysia and Singapor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11(2), pp. 314-335.

□ Dosary, A. S. A.

1. 직 : Professor

2. 소속: College in Environmental Design(Saudi Arabia), Department of City and Regional 

Planning

3. E-Mail: asdosary@kfupm.edu.sa

4. 주요 심 역

•Urban Survey Analysis & Models

•Manpower Planning

•Saudization (Localization) and National Training Issues

•Computer-Aided Planning

•Urban Systems & Policy Analysis

•Urban & Regional Planning

•Demographic Studies

5. 주요경력

•Ph.D.: The University of Michigan, Technological & Environmental Planning: Urban & 

Regional Planning

•Master of Urban Planning(MUP): Urban Planning, The University of Michigan

•Bachelor of Science(BS): Field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King Fahd University of 

Petroleum & Minerals

6. NHRD 련 연구물



- 341 -

•Dosary, A. S. A. (2004). HRD or manpower policy?: Options for government 

intervention in the local labor market that depends upon a foreign labor force: the 

Saudi Arabian perspective.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ternational, 7(1), pp. 123-135.

□ Fleming, D.

1. 직 : Professor

2. 소속: University of Roskilde(Denmark), Department of Geography and International 

3. E-mail fleming@ruc.dk

4. 주요 심사항

•Globalisation, Multinationals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Southeast Asia

•Management-Labour Relations & Corporate Culture

•Network organisation, Competence & Participation in Multinationals 

5. 주요경력

•Studies in Political Science, Philosophy, Economics, History, Sociology(MA and Ph.D. 

studies)

6. NHRD 련 연구물

•Fleming, D. & Søborg, H. (2002). Dilemmas of a Proactive Human Resource Development 

Policy in Malaysia. The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 Research, 14(1), pp. 145-170.

□ Garavan, T. N.

1. 직 : Senior Lecturer in HRD

2. 소속: University of Limerick(Ireland), Department of Personnel & Employment Relations

3. E-Mail: Thomas.Garavan@ul.ie

4. NHRD 련 연구물

•Garavan, T. N., McGuire, D., & O'Donnell, D. (2004). Exploring human resource development: 

A level of analysis approach. Human Resource Development Review, 3(4), pp. 417-441.

□ Hartenstein, A.

1. NHRD 련 연구물

•Hartenstein, A. (1999). The challenge of globalization and the HRD response. Advances 

in Developing Human Resources, 4(3), pp. 4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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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sler, M. G.

1. 소속: Texas A & M University(USA), Department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2. NHRD 련 연구물

•Hasler, M. G., Thompson, M. D., & Schuler, M. (2006).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transitioning societies in the developing world: Brazil. Advances in 

Developing Human Resources, 8(1), pp. 99-115. 

•Hasler, M., Thompson, M., Lynham, S. A., & Paprock, K. E. (2004). HRD in Latin 

America: An exploratory review of the literature. In T. M. Egan & M. L. Morris (Eds.), 

Academy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Conference Proceedings (pp. 463-470), Bowling 

Green, OH: Academy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 Jie, Ke

1. 직 : Graduate Assistant - Research

2. 소속: Texas A & M University(USA), Department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3. E-Mail: ke_jie@tamu.edu

4. NHRD 련 연구물

•Jie, Ke. & Chermack, T. J., Lee, Y. H., & Lin, J. (2006).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transitioning societies in the developing worl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dvances in Developing Human Resources, 8(1), pp. 28-45.

•Jie, K., Paprock, K. E., & Lynham, S. A. (2004). The role of HRD in Chinese 

state-owned banks and implications for future HRD policies and practices. In T. M. 

Egan & M. L. Morris (Eds.), Academy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Conference 

Proceedings (pp. 176-182). Bowling Green, OH: Academy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 Kraak, A.

1. 직 : Executive Director of the Education, Science and Skills Development Research 

Programme

2. 소속: Human Science Research Council(HSRC) of South Africa 

3. E-Mail: ahkraak@hsrc.ac.za

4. 주요경력

•Ph. D.: University of the Western 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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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ior lecturer in Comparative Education, Head of the Academic Planning Uni

•Involvement in several education and training policy development initiatives since the 

late 1980s

•working with Cosatu, the ANC Since 1994

•Service on a government Task Team to draw up a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trategy for South Africa in 2000

5. NHRD 련 연구물

•Kraak, A. (2005).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the skills crisis in South Africa: 

the need for a multi-pronged strategy. Journal of Education and Work, 18(1), pp. 57-83.

□ Kuchinke, K. P.

1. 직 : Professor

2. 소속: University of Illinois(USA), Department of Human Resource Education

3. E-Mail: kuchinke@ad.uiuc.edu

4. 주요 심 역

•evolution of the field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leadership development in corporate settings

•evaluation of public vocational education

•definition and justification of the subject matter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5. 주요경력

•Ph.D., Human Resource Development, University of Minnesota, 1997

•M.A., Policy Studies in Higher Educ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1985

•B.A., Psychology; Business Administration, Antioch University, Los Angeles, 1984

•Research/Teaching Assistant, Work, Community, and Family Educ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1994-1997

•Education and Training Consultant, Education and Training, Process Management 

International, 1991-1994

•Director, Education, United Education and Software, 1986-1991

•Research Associate, Training, Training Research Corporation, 1984-1986

6. NHRD 련 연구물

•Kuchinke, K. P. (2003). Comparing national systems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Role and function of post-baccalarureate HRD courses of study in the UK and US.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ternational, 6(3), pp. 28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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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o, M.

1. 직 : Professor

2. 소속: Yuan-Ze University(Taiwan),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3. E-mail: christinekuo@saturn.yzu.edu.tw

4. 주요 심 역

•Training & Development 

•Organization Development & International Organization Development 

•Foundations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5. 주요경력

•Ph.D, University of Minnesota

•MBA, University of Minnesota

•Guest Lecturer, Human Resource Development/Adult Educ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6. NHRD 련 연구물

•Kuo, M. & Mclean, G. (2005). Government's role in entrepreneurial and small business 

learning in Taiwan. UFHRD conference.

□ Lutta-Mukhebi, Mary Casina 

1. 직 : Professor

2. 소속: Moi University(Kenya), School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Department of 

Communication Studies

3. 주요경력

•M.C. BA: CSR-Albany,

•PGDE: Leeds

•MSc, Ed. D.: Sunny-Albany

4. NHRD 련 연구물

•Lutta-Mukhebi, M. C. (2004).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policy in Kenya. 

Advances in Developing Human Resources, 6(3), pp. 326-333.

□ Lee, M. M. 

1. 직 : Professor

2. 소속: Lancaster University(UK), Management School, Department of Organisation, Work 

and Technology 

3. E-Mail: m.lee@lancaster.ac.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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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경력

•Visiting Professor, Northumbria University

•Honorary Senior Lecturer, Lancaster University

•Editor, Routledge book series 'Studies in HRD'

•Founding Editor in Chief, HRDI (1998-2002)

•Executive Secretary, EURESFORM/UFHRD

5. NHRD 련 연구물

•Lee, M. M. (2004).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the United Kingdom. 

Advances in Developing Human Resources, 6(3), pp. 334-345.

•Lee, M. M. (2004). The evolution of HR. In M. M. Lee, J. Stwart, & J. Woodall (eds). New 

Frontiers in Human Resource Development (pp. 180-194).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Lee, M. M. (2003). HRD in a Complex World.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Lee, M. M. (1998).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the UK.

•Lee, M. M. & Stead, V. (1998). HRD in the UK: A partial account. Human Resource 

Development Quarterly, 9(3), pp 297-308.

□ Lee, Yi-Hsuan 

1. 직 : Professor

2. 소속: National Central University(Taiwan),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3. E-mail: yihsuanlee@mgt.ncu.edu.tw

4. 주요 심 역

•Organization Development and Change

•Workforce Development

•Career Planning and Development

•Human Resource Development Theory and Practice

•Human Relation in Industry

•Inter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Quantitative Research Methodology 

5. 주요경력

•Ph.D: Department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Texas A&M University, College Station. 

•B.A.: Bachelor of Art, Philosophy, Fu Jen Catholic University, Taiwan Minor: Business 

Administration, June 1999/6.

6. NHRD 련 연구물

•Lee, H., Lin, J., Paprock, K. E., Lynham, S. A., & Li, J. (2004). A review of HRD 

research in three areas of East Asia: Mainland China, Japan, and Taiwan. In T.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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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an & M. L. Morris (Eds.), Academy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Conference 

Proceedings (pp. 455-462). Bowling Green, OH: Academy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 Lynham, S. A.

1. 직 : Professor

2. 소속: Texas A&M University(USA), Department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3. E-Mail: slynham@coe.tamu.edu

4. 주요 심 역

•Applied Theory Building Methods 

•Leadership Development 

•Strategic Human Resource Development (HRD) 

5. 주요경력

•B.Econ., 1980, University of Stellenbosch, South Africa, Business Economics and 

Industrial Psychology. 

•M.A., 1992, College of St. Catherine, St. Paul, Minnesota, Organizational Leadership. 

•M.Ed., 1997, University of Minnesota, Organization Development. 

•Ph.D., 2000, University of Minnesota, Human Resource Development. 

6. NHRD 련 연구물

•Lynham, S. A. & Cunningham, P. W. (2006).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transitioning societies in the developing world: Concept and challenges. Advances in 

Developing Human Resources, 8(1), pp. 116-135.

•Lynham, S. A. & Cunningham, P. W. (2004). Human resource development: The South 

African case. Advances in Developing Human Resources, 6(3). pp. 315-325.

□ Marquardt, M.

1. 직 : Professor

2. 소속: George Washington University(USA), Department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3. E-mail: mjmq@aol.com

4. 주요 심 역

•Action Learning

•Global Learning Organizations

•Leadership Development;

•International and Cross-cultural H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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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경력

•B.A. 1965, Maryknoll College

•M.A. 1969,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Ed.D. 1976,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6. NHRD 련 연구물

•Marquardt, M. & Berger, N. O. (2003). The future: Globalization and new roles of 

HRD. Advances in Developing Human Resources, 5(3), pp. 283-295.

□ McLean, G. N.

1. 직 : Professor

2. 소속: University of Minnesota(USA), College of Education and Human Development, 

Department of Work and Human Resource Education

3. E-Mail: mclea002@umn.edu

4. 주요 심 역

•Inter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Human resource development on a national level 

•Organizational development 

•Computer keyboarding instruction 

5. 주요경력

•Principal consultant with ECCO (Effective Creative Change in Organizations)

•Winner of the Malcolm Baldridge and Minnesota Quality Awards

•Outstanding Scholar by the Academy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1997)

•Honorary Life Member in Delta Pi Epsilon (1996)

•Honorary Life Member in the Minnesota Chapter of the Organization Development 

Network (1995), 

6. NHRD 련 연구물

•McLean, G. N. (2006).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A focused study in 

transitioning societies in the developing world. Advances in Developing Human Resources, 

8(1), pp. 3-11.

•McLean, G. N. & Ahn, Y. S.  (2006). Reg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The case 

of Busan city, Korea.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ternational, 9(2), pp. 261-270.

•McLean, G. N. (2004).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What in the World Is 

It? Advances in Developing Human Resources, 6(3), pp. 269-275 

•McLean, G. N., Bartlett, K., & Cho, E. S. (2003). Human resource development as national 

policy: Republic of Korea and New Zealand. Pacific-Asian Education, 15(1), pp. 41-59.

•McLean, G. N. (2002). First year report: Developing and strengthening education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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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future: Kyrgyzstan. Partnership Agreement under Bureau of Educational and 

Cultural Affairs FY2001 NIS College and University Partnerships Program of the U.S. 

State Department, Washington, DC.

•McLean, G. N. & McLean, L. (2001). If we cant's define HRD in one country, how we 

can define it in an international context?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ternational, 4(3), 

pp. 313-326.

□ Metcalfe, D.

1. 직 : Professor

2. 소속: the University of Hull(UK) University Business School

3. E-Mail: b.metcalfe@hull.ac.uk 

4. 주요 심 역

•Inter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HRD strategy and public sector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gender, management and empowerment in the 

Middle East, Asia and Eastern Europe

•Gender Islam and management

•Feminist theory and organization analysis(Luce Irigaray and Helen Cixous)

•Managing international diversity

5. 주요경력

•BA (Hons) Kingston 

•PGCE Greenwich 

•MA Westminster 

•MSc Sheffield 

•PhD Keele 

•Research Associate, Centre for Diversity and Work Psychology, Manchester Business 

School, University of Manchester 

•Visiting Research Fellow, International Diversity,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Griffith University, Australia 2005 

6. NHRD 련 연구물

•Metcalfe, D. & Rees, C. (2005). Theorizing advances in inter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ternational, 8(4), pp. 449-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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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quin, S. S.

1. 직 : Professor

2. 소속: Louisiana State University(USA), School of Human Resource Education and Work 

Development 

3. E-Mail: snaquin@lsu.edu

4. 주요 심사항 : Dispositional effects on adult learning in the workplace

5. 주요경력

•Ph.D. in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Adult Education at Louisiana State 

University

•Vice President of Savings Operations and Human Resources with a major bank

6. NHRD 련 연구물

•Naquin, S. S. & Baker, D. E. (2002). Developing policy: governance, and foundation 

systems. Advances in Developing Human Resource, 4(2), pp. 133-150.

□ Osman-Gani, A.

1. 소속: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Singapore), Division of Strategy, Management & 

Organization

2. E-Mail: aahad@ntu.edu.sg

3. NHRD 련 연구물

•Osman-Gani, A. M. (2004). Human capital development in Singapore: An analysis of 

national policy perspectives. Advances in Developing Human Resources, 6(3), pp. 276-287.

•Osman-Gani, A. (2000). Role of the public sector agencies in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A study of the expectations of Singapore-based companies. Academy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Conference.

•Osman-Gani, A. & Tang, W. L. (1998). Human resource development: The key to 

sustainable growth and competitiveness of Singapore.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ternational, 1(4), pp. 

□ Powell, M.

1. NHRD 련 연구물

•Powell, M. (2003). Economic Restructuring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England: 

Ashgate Pub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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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ngel, E.

1. 직 : Professor

2. 소속: University of Colima(Mexico)

3. E-Mail: erangel@cgic.ucol.mx

4. NHRD 련 연구물

•Rangel, E. (2004). Policies for employment and higher education in Mexico: An 

approach to human resource development as policy. Advances in Developing Human 

Resources, 6(3), pp. 374-381.

□ Rao, T. V.

1. 소속: Indian Institute of Management, Ahmedabad(India)

2. NHRD 련 연구물

•Rao, T. V. (2004). Human resource development as national policy in India. Advances 

in Developing Human Resources, 6(3), pp. 288-296. 

□ Paprock, K. E.

1. 직 : 은퇴

2. 소속: Texas A & M University(USA), Department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3. E-Mail: kpaprock@tamu.edu

4. 주요 심 역 

•Cognitive and learning style in different cultures

•Competency identification in US and internationally

•Cross cultural training and development

•International training

•Learning across cultures

5. 주요경력

•BA.: 1965, University of California. 

•M.A.: 1966, University of California. 

•Ph.D.: 1986, University of Illinois, Adult, Higher, and Continuing Education. 

6. NHRD 련 연구물

•Paprock, K. E. (2006).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transitioning societies 

in the developing world: Introductory overview. Advances in Developing Human 

Resources, 8(1), pp.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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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rock, K. E., Yumol, B., & Atienza, T. V. (2006).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transitioning societies in the developing world: The Philippines. 

Advances in Developing Human Resources, 8(1), pp. 46 - 61. 

□ Scotland, M.

1. NHRD 련 연구물

•Scotland, M. (2004).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St. Lucia. Advances in 

Developing Human Resources, 6(3), pp. 355-362.

□ Smith, P.

1. NHRD 련 연구물

•Smith, P. & Preece, D. (2006). Work-based learning programs in business and 

management in the UK: Policy and practice. UFHRD conference

□ Szalkowski, A.

1. NHRD 련 연구물

•Szalkowski, A., & Jankowicz, D. (2004).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during 

the process of economic and structural transformation in Poland. Advances in Developing 

Human Resources, 6(3), pp. 346-354. 

□ Takao, K.

1. 직 : Professor

2. 소속: Colgate University(USA), Department of Economics

3. E-Mail: Tkato@mail.colgate.edu

4. 주요 심 역

•Employee participation and innovative work practices

•Compensation, corporate governance, and economics of transition)

5. 주요경력

•BA, MA:Nagoya University 1977, 1979

•Ph.D.: Queen's University 1986

•W.S. Schupf Professor of Economics and Far Eastern Studies, Department of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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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gate University

•Visiting Professor of Economics, Department of Economics, Stanford University

•Research Fellow, IZA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r)

•Research Associate, Center on Japanese Economy and Business, Columbia University

•Research Associate, Tokyo Center for Economic Research

6. NHRD 련 연구물

•Takao, K. (2003). The recent transformation of participatory employment practices in 

Japan. In Seiritsu O., Toshiaki, T., & David W. (eds.). NBER Conference Report Labor 

Markets and Firm Benefit Policies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pp. 39-80).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Takao, K. (1998). Preliminary findings on the nature and scope of career development 

of managers in Japan, the U.S., and Germany: Evidence from a new cross-national 

survey. In The Japan Institute of Labour (ed). Cross-national Comparison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Employment System of White-collar Employees Part II Survey 

Results (pp. 19-41). Tokyo: Japan Institute of Labour.

□ Yang, B. 

1. 직 : Professor

2. 소속: University of Minnesota(USA), College of Education and Human Development, 

Department of Work and Human Resource Education

3. E-Mail: yinyang@umn.edu

4. 주요 심 역

•Adult and organizational learning 

•Power and influence tactics in program planning 

•Cross-cultural studies of learning and organizational behavior 

•Program planning and evaluation 

•Continuing professional education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5. 주요경력

•Ph.D.: University of Georgia 

6. NHRD 련 연구물

•Yang, B., Zhang, D., & Zhang, M. (2004).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dvances in Developing Human Resources, 6(3), pp. 297-306. 

•Yang, B., Zang, D., & Zang, M. (2004).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HRD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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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ng, J. 

1. 직 : Professor

2. 소속: California State University(USA), Craig School of Business, Department of 

Management

3. E-Mail: jiaw@csufresno.edu

4. 주요 심사항

•Corporate Governanc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rporate Strategy

•International Business

5. 주요경력

•Ph.D.: University of Tennessee, Knoxville, USA 

•MBA: California State University, Fresno, USA 

•Diploma: Fudan University, Shanghai, China

6. NHRD 련 연구물

•Wang, J. & Wang, G. G. (2006). Exploring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A 

case of china management development in a transitioning context. Human Resource 

Development Review, 5(2), pp. 176-201. 

□ Wang, G. G. 

1. 직 : Professor

2. 소속: James Madison University(USA) Department of Adult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3. E-Mail: wanggg@jmu.edu

4. NHRD 련 연구물

•Wang, G. G. & Wang, J. (2003). Human resource development evaluation: Emerging. 

market, barriers, and theory building. Advances in Human Resources, 10(10), pp. 1-15.

•Wang, G. G. & Holton, E F. (2005). Neoclassical and institutional economics as 

foundations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theory. Human Resource Development 

Review, 4(1), pp. 86-108 

•Wang, J. & Wang, G. G. (2006). Exploring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A 

case of china management development in a transitioning context. Human Resource 

Development Review, 5(2), pp. 176-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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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teley, A.

1. 직 : Professor of International Human Resources

2. 소속: Curtin University of Technology(Australia), Curtin Business School. 

3. E-Mail: whiteleya@gsb.curtin.edu.au

4. 주요 심 역

•International human resource management

•Corporate culture and change

•Group decision support systems

•Senior management development 

5. 주요경력

•BEd, DPM(Tees), PhD(N'cleUK), FAITD 

•DBA Director Thailand 

•Co-Director of the Governance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search Unit (GSB) 

6. NHRD 련 연구물

•Whiteley, A., Cheung, S., & Zhang, S. Q. (2000). Human Resource Strategies in China. 

Singapore: World Science Publishing. 

□ Woodall, J.

1. 직 : Professor

2. 소속: Brooks University(UK), Business School

3. E-Mail: rbaxter@brookes.ac.uk. 

4. 주요 심 역

•Career management for women

•Work-related management development

•International management development

•Ethics and HRD, HR outsourcing, and professional learning

5. 주요경력

•Director of the Higher Education Academy Subject Centre for Business, Management, 

Accountancy and Finance

6. NHRD 련 연구물

•Woodall, J. (2005). Theoretical frameworks for comparing HRD in an international 

context.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ternational, 8(4), pp. 399-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