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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HRD 전문가의 HRD 가치지향성과 성인교육철학의 관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3년

홍 은 선

이 연구의 목적은 HRD 전문가를 대상으로 HRD 가치지향성과 성인교육철학의 관계를 구

명하는 데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연구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HRD 전문가의 HRD 가치지향성의 특성을 구명한다. 둘째, HRD 전문가의 

성인교육철학의 특성을 구명하고 유형화한다. 셋째, HRD 전문가의 성인교육철학 유형 집단별 

HRD 가치지향성의 차이를 구명한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국내 HRD 전문가 전체이다. 이 연구에서 HRD 전문가란 연구 분야

와 실무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를 포괄하는 의미로, HRD 연구자와 HRD 실무 담당자를 

가리킨다. 이에 따라 연구분야의 경우에는 HRD 연구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12개

의 학회지에 HRD 관련 주제로 게재된 실적이 있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무 분야

는 HRD 조직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

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40대 그룹의 HRD 담당자와 HRD 컨설팅 기

업의 HRD 컨설턴트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HRD 전문가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

문에 유의표집을 활용하였으며, HRD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 터해 사례 수 및 회

수율을 고려하여 총 420명을 표집하였다. 

조사도구는 HRD 가치지향성 및 성인교육철학, 그리고 성별, 연령, 학력, 전공, 소속, HRD 

경력, HRD 담당 및 전문 분야와 같은 일반적 특성으로 구성되었다. 자료 수집은 2013년 4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이루어졌고, 420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으며, 272개의 자료가 회수되

었고(회수율 64.76%), 이 중에서 불성실 응답, 미응답 등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249개의 자

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 분석은 SPSS 20.0와 Mplus 6.12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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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와 신뢰도 분석, t-test, ANOVA, χ2 검정, 잠재프로파

일분석을 실시하였고, 추리통계 분석에 있어 통계적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여 처리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HRD 전문가가 인식한 HRD 가치지향성의 수준은 

개인의 직무수행 개선, 조직의 수행 개선, 일의 의미부여, 학습 시스템 구축, 개인의 학습경험 

제공,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조직 확립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력, 소속, HRD 경력에 따

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HRD 전문가의 성인교육철학의 수준은 진보

주의, 행동주의, 인문주의, 인본주의, 급진주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연령, 최종학력, 소

속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HRD 전문가들의 성인교육철학은 3개의 유

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유형별 명칭은 유형 1은 비급진적 진보주의 유형, 유형 2는 비

진보적 행동주의 유형, 유형 3은 비인문적 진보주의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에 따라 성인교육철학 유형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성인교육철학 유형에 따른 HRD 가치지향성은 개인의 직무수행 개선, 조직의 

수행 개선,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조직확립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개

인의 직무수행 개선은 비급진적 진보주의 유형이 비진보적 행동주의 유형과 비인문적 진보주

의 유형보다 개인의 직무수행 개선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조직의 수행 개선의 수준

은 비급진적 진보주의 유형이 비진보적 행동주의 유형과 비인문적 진보주의 유형보다 조직의 

수행 개선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조직 확립은 비인

문적 진보주의 유형이 비급진적 진보주의 유형보다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조직 확립의 수

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HRD 전문가의 HRD 가치지향성은 개

인의 직무수행 개선과 조직의 수행 개선이 주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부문과 실

무부분을 막론하고 수행지향성을 HRD의 주요 목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HRD 전문가들의 주

된 흐름이라 할 수 있다. 둘째, HRD 패러다임 중 일의 의미 지향성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는 HRD가 단일 조직의 범위에서 벗어나 영향 범위의 확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을 시사한다. 셋째, 학습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는 크게 연구와 실무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HRD 연구 부문과 실무 부문의 인식의 차이를 나

타낸다. 넷째, HRD 전문가들은 진보주의적 교육성향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공, 

HRD 경력, HRD 담당 분야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치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는 비교적 부동

적인 성질의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학습지향성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성인교

육철학 유형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학습 시스템 구축의 경우에는 비급진적 진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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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형이 비진보적 행동주의 유형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행동주의는 곧 수행 패러다임이라는 연결고리가 적절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여섯째, 성인

교육철학 유형에 따라 수행지향성 및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조직 확립 수준에 차이가 있었

다. 수행지향성은 행동주의 외에도 현재의 조직 및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고자 하는 진보주의

와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급진주의의 성향의 차이에 수행 패러다임에 대한 교육철학의 관

계가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조직 확립에 있어서는 급진주의가 

단일 조직의 범위를 벗어나 사회 변화를 추구하고 그 안에서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한다는 점

에서 일의 의미 패러다임과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토대로 현장의 수행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성인교육철학 

유형의 개인들이 혼재해 있는 실제를 고려하여 깊은 이해와 융합의 시도가 필요하다. 둘째, 

HRD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HRD 실무자는 조직에서 지향하는 HRD의 목표를 분명히 인

지하고 성인교육철학적 배경을 고려하여 인터벤션을 행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이 연구를 

토대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HRD 전문가의 성인교육철학 및 HRD 

가치지향성을 보다 정확하게 구명하기 위해 도구를 개발하고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할 필요

가 있다. 둘째, HRD 정체성 확립을 위해 HRD 전문가 외에도 HRD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HRD 가치지향성을 구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류적인 흐름인 HRD 수행지향성에 따라 

HRD 기능의 유효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 및 도구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성인교육

철학과 HRD 가치지향성의 관계를 구명하는 연구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주요어: HRD 전문가, HRD 가치지향성, 성인교육철학

학  번: 2011-23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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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HRD는 실천분야임과 동시에 간학문적인 지식체계로(황성준, 2010), HRD의 기본 

틀을 다진 Nadler(1970)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HRD가 독립된 학문 분야로서 자리 

잡기 위한 활발한 논의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Chalofsky(1992)가 HRD를 ‘자신

의 정체를 찾고 있는 분야’라고 표현한 데서 단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HRD는 비

교적 새롭게 등장하는 학문 영역으로, HRD의 영역을 명확히 규정짓는 어려운 것이 사

실이다. 이는 HRD가 이론적인 근간을 마련하고 있는 분야는 크게 심리학, 경영학, 경

제학, 체제이론, 교육학 등으로 간학문적인 성격을 갖는 점에 기인하며(정진철, 2008), 

HRD의 주된 목적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가운데 촉발된 논쟁 중 하나가 HRD의 목적이 학습(learning)에 있는가 아

니면 수행(performance)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Barrie & Pace, 1998; 

Kuchinke, 1998; Swanson & Holton Ⅲ, 2009; 장원섭, 심우정, 2005; 정진철, 

2008). 하나의 학문 영역이라고 하면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세계관, 인식론, 가치론에 

따라 각기 다른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발전 과정에서 논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학

문의 발전을 촉진하는 자극제 역할을 한다(이희수, 안동윤, 2007). HRD 패러다임 논

쟁 역시 HRD에 대한 목적, 가치, 실행지침 등에 대한 기저의 근본적인 견해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Swanson & Holton Ⅲ, 2009), 학문적 발전과정에서 불거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목적에 대한 인식은 개인 또는 조직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활용하는 비교적 영구

적인 평가기준이기 때문에(우진영, 2008), 개인 및 조직의 행동을 동기화하고 구체적 

실행에 영향을 미친다. 나아가 Holton Ⅲ(2002)은 HRD 가치는 기본적으로 대학의 커

리큘럼이 설계되는 것에서부터 조직에서의 HRD 활동의 실행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즉, HRD 전문가가 인식한 HRD의 가치는 HRD의 발달 및 이론과 

실천의 연계 상에서 기틀이 되고 방향을 설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기업에서

는 HRD 활동의 최종 결정이 경영진에 의한 것이지만 실제 프로그램의 성격과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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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세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는 HRD 담당자의 판단과 결정이 크게 작용하

며, 이해당사자들의 기대나 요구는 HRD 전문가가 제공하는 결과물에 의해 결정되기에 

HRD 전문가가 인식한 HRD의 가치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박희원, 

2009). 

일반적으로 패러다임은 변화하는 것이 아닌 전환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HRD 

분야에서 동시대의 모든 HRD 전문가들이 같은 패러다임을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

다. 각 개인은 HRD의 목적을 바라보는 특정 관점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수 있

는데 HRD를 둘러싼 패러다임 논쟁이 바로 그 증거인 것이다. 즉, HRD 전문가들 사이

에서도 HRD의 주요 가치에 대한 인식이 혼재되어 있어 HRD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

준이 모호해 진다. 이는 HRD 기능에 대한 유효성을 평가 절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HRD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기업 내 HRD의 위상을 높이

고 학문적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업의 HRD 담당자를 비롯한 HRD 

전문가들이 HRD의 주된 가치를 무엇으로 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HRD 패러다임은 훈련 패러다임으로부터 학습, 수행, 그리고 일의 의미 패러다임으

로 발전하여 왔다. HRD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훈련에 집중해 

왔으나, 조직에서 인적자원의 개발이 조직의 경쟁 우위를 점하는 데에 가장 핵심으로 

작용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HRD가 조직구성원의 학습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

해야한다는 측면에서 학습 패러다임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조직구성원의 학습이 조직

의 유효성을 높이는 데 직결되지 않고 보장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수행 

패러다임이 대두되었다. 수행 패러다임은 HRD가 개인과 조직의 수행을 향상시키기 위

하여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최근에 와서는 개인차원에서는 개인과 조직의 

조화를 추구하여 개인의 직무만족도와 몰입을 높이고, 조직차원에서는 윤리경영, 기업

의 사회적 책임과 같은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조직을 강조하여 HRD가 이를 지원하

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일의 의미부여 패러다임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Dirkx, 

1996; Kuchinke, 1998; Oh, 2002; Swanson & Holton Ⅲ, 2009; 박희원, 2009; 장

원섭, 심우정, 2005). 

Kuchinke(1998)는 학습 대 수행이라는 HRD 패러다임 논쟁의 이원주의적 관점은 

실제의 연속성을 무시하여 통합을 비롯한 보다 적절한 이해 수준으로 나아가는데 적절

하지 않기 때문에 패러다임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수행 패러다임은 경

제적 효율성만을 강조한다는 등의 패러다임에 대한 편협한 이해를 바탕으로 표면상의 

차이만을 가지고 논쟁을 이어가는 것은 불필요하지만, 기본 가정과 접근 방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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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찰로부터 접근한다면 HRD 분야가 독자적 학문체계로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데 

있어 생산적인 논의들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서로 다른 이론적 관점을 형성하게 되는 데에는 자연과 인간, 사회, 역사를 바라보

는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에서 기인하게 되는데, HRD의 경우 이러한 차이의 한 가운데

에는 HRD의 핵심적인 요소인 교육에 대한 관점이 자리한다. 성인교육철학은 교육행위

의 전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치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신념체제라는 점

에서 미루어 볼 때, HRD도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분야로서 성인교육과 마찬가

지로 어떠한 성인교육철학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HRD에 대한 관점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성과 패러다임의 대표적인 모델인 HPT는 행동주의를 기반으

로 하여 설계되었으며, 무형식학습, 실행공동체 같은 일터학습은 인본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권대봉, 2003; 장원섭, 2011).

1990년대 HRD 패러다임에 관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을 만큼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HRD 가치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몇몇 학자들에 의

해서만 수행되고 있으며, 이도 HRD 담당자의 HRD 가치에 대한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Bates & Chen, 2005; 우진영, 2008; 박희원, 2009; 전영욱, 

2009) HRD 가치를 둘러싼 깊은 이해로 나아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대상을 기업

의 HRD 담당자로 한정하여 그 인식을 조사하고 있기에 HRD의 실천 분야뿐만 아니라 

연구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HRD 전문가들의 인식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HRD 연구분야와 실무분야에서 활동하는 HRD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인교육철학을 파악하고 성인교육철학 유형 집단에 따라 실

제 HRD 가치지향성 인식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구명함으로써 HRD 전문가들이 갖는 

HRD에 대한 기저 가정과 접근 방법을 유추해보고자 한다. 성인교육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에게 있어 특정 관점에 대한 경향성이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 하나

의 관점만 있고 다른 관점은 없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 성인교육철학으로 한 개

인의 성인교육철학을 치부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경향성에 따라 성인교육철학을 유형화해 보고 그에 따라 집단 내 구성원의 특징에 따

른 성인교육철학 수준의 차이를 보고, HRD 가치를 인식하는 데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HRD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HRD 가치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

고 성인교육철학을 파악함으로써 주류적인 관점을 파악할 수 있으며, HRD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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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에 있어 차이가 나는 성인교육철학의 요소를 밝힘으로써 보다 각 입장에 대한 본

질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실증적인 연구는 HRD의 가치에 대한 어

떠한 가정이 HRD에 대한 연구와 실천을 이끌고, HRD의 정의, 철학, 실천을 둘러싼 

담론이 이어지며, HRD 활동을 평가하는데 활용되는지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도와 

HRD가 독립적인 학문으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데 있어 방향을 설정하는데 필요

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더욱이 HRD 전문가들에게 향후 HRD가 추구해야 할 

방향에 대한 반성적 성찰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HRD 전문가를 대상으로 HRD 가치지향성과 성인교육철학의 관

계를 구명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연구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HRD 전문가의 HRD 가치지향성의 특성을 구명한다.

둘째, HRD 전문가의 성인교육철학의 특성을 구명하고 유형화한다. 

셋째, HRD 전문가의 성인교육철학 유형 집단별 HRD 가치지향성의 차이를 구명한다.

3. 연구문제

연구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의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HRD 전문가가 인식한 HRD 가치지향성 수준은 어떠한가?

1-1. HRD 전문가들이 인식한 HRD 가치지향성의 수준은 어떠한가?

1-2. HRD 전문가들이 인식한 HRD 가치지향성은 HRD 전문가들의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 학력, 전공, 소속, HRD 경력, HRD 담당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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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 HRD 전문가의 성인교육철학의 특성은 어떠한가?

2-1. HRD 전문가들의 성인교육철학 수준은 어떠한가?

2-2. HRD 전문가들의 성인교육철학은 HRD 전문가들의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학력, 전공, 소속, HRD 경력, HRD 담당 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3. HRD 전문가들의 성인교육철학은 몇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가?

2-4. HRD 전문가들의 성인교육철학 유형 집단별 구성원들의 특성

(성별, 연령, 학력, 전공, 소속, HRD 경력, HRD 담당 분야)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HRD 전문가들의 성인교육철학 유형 집단별 HRD 가치지향성에

차이가 있는가?

4. 용어의 정의

가. HRD 전문가

HRD(Human Resource Development: 인적자원개발) 전문가는 조직구성원들의 개

인적 성장, 조직의 성과향상 및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 내에서 개인 및 팀, 

조직 전체 수준에서 다양한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크게 HRD 실천영역과 

HRD 연구 영역을 포괄하여 기업 HRD 분야에 종사하거나 HRD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즉, 기업체 HRD 담당자뿐만 아니라 HRD 전공 교수, HRD 관련 연

구소의 연구원, HRD 컨설턴트를 포괄하여, 개인개발, 경력개발, 조직개발, 수행관리, 

및 HRD 관리 영역에서 연구 및 실무를 담당하는 HRD 전문가로, 학습요구분석자, 학

습프로그램설계자, 학습프로그램 개발자, 강사/퍼실리테이터, 학습전이 촉진자, 학습평

가자, 핵심인재개발자, 경력개발지원자, 조직변화촉진자, 조직학습담당자, 수행분석자, 

개입실행지원자, 개입평가자, HRD전략가, 비즈니스 파트너, 프로젝트 관리자, 마케터, 

행정담당자, 연구자를 포함한다(황성준, 2010). 이 연구에서는 HRD 담당자라는 표현

도 사용되는데 이것은 기업 내 HRD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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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HRD 가치지향성

무엇을 HRD의 주된 목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HRD 패러다임 논쟁에서 불거진 

것으로, HRD 활동의 행동의 목표와 행동 양식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바람직성을 판단

하는 평가적 특성이다. 즉, 학습, 수행, 일의 의미부여 중에서 HRD 전문가들이 인식한 

HRD의 주요 가치로, 이 연구에서는 Bates & Chen(2005)이 개발한 HRD 가치지향성

(HRD value orientation)을 우진영(2008)이 번안한 조사도구를 사용하여 7점 Likert

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다. 성인교육철학

성인교육철학이란 교육행위의 전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치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신념체계로, HRD 전문가들이 HRD 활동 및 관련 사항을 판단하는 성인

교육차원의 성향을 말한다. 이 연구에서는 Zinn(1983, 1994)이 개발 및 수정하고, 수

정된 성인교육철학 검사지(PAEI)를 권두승(2002)이 번안한 문항을 사용하여 7점 

Likert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5. 연구의 제한

이 연구에서 모집단은 HRD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모집단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렵고, 자료 수집을 위한 접근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조사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유의

표집 방법으로 연구를 설계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를 HRD 전문가 전체로 일반

화시키는 데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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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HRD 전문가

가. HRD 전문가의 개념 및 특징

HRD는 연구 및 실무에서 이를 지칭하는 용어로 HRD(Human Resource Development) 

영문 표현 그대로 사용하거나, 인간자원개발, 인력자원개발, 인적자원개발, 산업교육, 

기업교육, 사내교육 등이 혼재되어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HRD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에 있어서도 인력개발전문가, 교육 담당자, HRD담당자, 

인적자원개발 담당자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이지은, 2007).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HRD의 영역 전반 걸쳐 기업과 기관에서 HRD 

관련 연구 및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가장 포괄적인 성격의 

HRD 전문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수행 내용에 있어서는 HRD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담당하는 범위 및 영역이 상이해지기 때문에 HRD 관련 수행 내용 측

면은 배제하고 HRD 전문가에 대한 특징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전영욱(2005)은 HRD

와 관련된 의도적, 계획적, 조직적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보았으며, 황성준

(2010)은 조직의 규모나 속성에 관계없이 조직 내에서 단기 또는 장기적으로 개인, 

팀, 조직 전체 수준에서 HRD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HRD 전문

가는 조직구성원들의 개인적 성장, 조직의 성과향상 및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조

직 내에서 개인 및 팀, 조직 전체 수준에서 다양한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크

게 HRD 실천영역과 HRD 연구 영역을 포괄하여 기업 HRD 분야에 종사하거나 HRD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가라고 정리할 수 있다. 

한편, HRD는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성인교육과의 관계가 논의되

곤 한다. 성인교육에서 성인학습자는 학습 경험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모든 결정에 

자유로운 반면(이희수, 안동윤, 2007), HRD에서의 성인학습자는 학습의 경험이 주로 

조직 맥락에서 이루어지며,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교육의 경험은 조직 차원의 결정에 

따라 주어진다. 학습의 결과에 있어서도 성인교육은 온전히 개인의 성장과 자아실현에 

관련되어 있고 나아가 사회적 필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HRD에서 성인학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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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의 결과는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조직 내 개인의 수행으로 평가된다. 성인

교육과의 관계선상에서 볼 때, HRD는 조직의 맥락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이다. 

일터는 성인학습을 위한 일차적인 장으로서 HRD에 있어서는 무엇을, 어떻게, 왜, 배

우는가에 대한 권한과 통제권은 조직, 기업 구조 등 조직차원의 맥락과 긴밀하게 연결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이희수, 안동윤, 2007). 이에 따라 HRD 전문가는 성인교육자

들과는 달리 조직이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교육에 대한 관점을 형성하고 HRD의 가치

를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Holton Ⅲ(2002)은 HRD 가치는 기본적으로 대학의 커리큘럼이 설계되는 것에서

부터 조직에서의 HRD 활동의 실행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HRD 전

문가가 인식한 HRD의 가치는 HRD의 발달 및 실천의 연계 상에서 기틀이 되고 방향

이 설정되는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기업에서는 HRD 활동의 최종 결정이 경영진에 

의한 것이지만 실제 프로그램의 성격과 내용을 결정하는 세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있

어서는 HRD 담당자의 판단과 결정이 크게 작용하며, 이해당사자들의 기대나 요구는 

HRD 전문가가 제공하는 결과물에 의해 결정되기에 HRD 전문가의 영향력은 매우 크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HRD 전문가는 개인이 아닌 조직의 맥락에서 공적 삶의 영역

에 위치해 활동하며, 조직과 관련된 많은 환경과의 영향 관계에 놓여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박희원, 2009; 백평구, 이희수, 2010).

나. HRD 전문가의 역할

HRD에 대한 개념과 성격이 논의되면서부터 지금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HRD 담당

자들의 역할과 역량 구명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어져왔다(김영길, 2007). 일반적으

로 HRD 전문가의 역할과 역량 연구는 기업 내 HRD 담당자의 역할을 구명하는 데 초

점이 맞추어져 왔다(<표 Ⅱ-1> 참조).

Nadler(1970)는 행정담당자, 컨설턴트, 학습전문가로 역할을 정의하였고, 이후 학

습전문가, HRD 매니저, 컨설턴트로 구분하고, 하위 역할도 수정하였다(Nadler, 1970, 

; Nadler, 1979, Nadler L., & Nadler, Z., 1989). Nadler(1970, 1979)와 Nadler & 

Nadler(1989)의 역할 정의는 HRD 전문가의 역할을 정의하는 데 중요한 개념적 모델

로 평가받고 있으며, 후속 연구의 기본 문헌이 되었다(황성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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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연도) 역할 구분

Nadler
(1970)

행정담당자 직원 개발자, 진행 프로그램 감독자, 관계 유지자(지역), 
조정자(시설, 재정)

컨설턴트 옹호자, 전문가, 자극자(질문), 변화촉진자
학습전문가 학습 퍼실리테이터, 교육과정 개발자, 교수 전략가

Pinto&Walker
(1978)

요구 분석 및 진단, 적절한 훈련 접근법의 결정, 프로그램 설계와 개발, 
교보재 자원 개발, 내부 자원 관리, 외부 자원 관리, 개인 개발 계획과 
상담, 직무/수행 관련 훈련, 집합 훈련 수행, 그룹 및 조직 개발, 훈련 
연구, 매니저 및 고객과의 업무관계 관리, T&D 기능 관리, 전문적 자기 
개발

McLagan & 
McCullough

(1983)
평가자, 그룹 퍼실리테이터, 개인개발 상담자, 교안 작성자, 강사, T&D 
매니저, 마케터, 매체 전문가, 요구 분석가, 프로그램 운영자, 프로그램 
설계자, 전략가, 과업 분석자, 이론가, 전이 촉진자

Laird
(1985) 행정담당자, 컨설턴트, 설계자, 강사

Nadler & 
Nadler
(1989)

학습전문가
평가자， 그룹 퍼실리테이터, 교안작성자, 강사,

매체전문가, 학습전문가, 요구분석자，프로그램 설계자,

과업 분석자, 전이 촉진자

HRD 매니저 HRD 프로그램 감독자, HRD 직원 개발자, 시설 및 재정 
조정자, 관계 유지자

컨설턴트 전문가, 옹호자, 자극자, 변화관리자
McLagan & 
Suhadolnik

(1989)
행정담당자, 평가자, HRD 매니저, HRD 자료 개발자, 개인 경력개발 
상담자, 강사/퍼실리테이터, 마케터, 요구 분석자, 조직변화 촉진자, 
프로그램 설계자, 연구자

Gilley & 
Eggland
(1989)

관리자 평가자, T&D 매니저, 마케터, 프로그램 운영자, 전략가
학습전문가 평가자, 그룹 퍼실리테이터, 교안 작성자, 강사, 매체 전문가, 

요구분석자, 프로그램 설계자, 과업 분석자, 전이 촉진자
교수설계자 평가자, 교안 작성자, 교육매체 전문가, 요구분석자, 

프로그램 설계자, 과업 분석자, 이론가
컨설턴트 평가자, 그룹 퍼실리테이터, 산업개발 상담자, 강사, 마케터, 

요구분석자, 전략가, 과업 분석자, 전이촉진자
McLagan
(1996)

인적자원전략 조언자, 인적자원 시스템 설계 및 개발자, 조직변화 컨설턴트, 
조직설계 컨설턴트, 학습 프로그램 전문가, 강사/퍼실리테이터, 개인개발 및 
경력 컨설턴트, 수행컨설턴트, 연구자

Rothwell
(1996) 분석자, 개입 전문가, 평가자, 변화 관리자

Piskurich & 
Sander
(1998)

HRD 매니저, 분석가, 설계자, 개발자, 실행자, 강사, 평가자, 조직변화 
촉진자

(표 계속)

<표 Ⅱ-1> HRD 담당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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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연도) 역할 구분
Rothwell, 

Sanders, & 
Soper
(1999)

매니저, 분석자, 개입 선택자, 개입 설계자 및 개발, 개입 실행자, 변화 
리더, 평가자

Gilley, 
Eggland & 

Gilley
(2002)

학습촉진자
평가자, 조직 촉진자, 교수자료 작성자, 교수자, 교육매체 
전문가, 요구분석자, 프로그램 설계자, 직무분석자, 
전이촉진자

교수설계자 프로그램 설계자, 교수자료 작성자, 교육매체 전문가, 
직무분석자, 이론가

수행공학자 수행공학자
HRD 

컨설턴트
관계형성자, 의사소통자, 협력자, 영향력 행사자, 전략가, 
문제해결자, 탐색자, 전략적 동반자, 체제연계자

HRD 리더
전략적 사업동반자, 평가자, 조직의 학습·수행·변화체제의 
관리자, 기업가, 프로젝트 리더, 운영의 리더, 학습관리자, 
전략가, 문제해결자, 변화촉진자, 마케팅 전문가

Bernthal et al.
(2004)

학습전략가, 비즈니스 파트너, 프로젝트관리자, 직업적 전문가(경력계획과 
핵심인재 관리, 코칭, 훈련 전달, 학습 설계, 조직의 변화 촉진, 
인간수행향상, 조직 지식관리, 학습 기능 관리, 측정과 평가 등 9개 
전문분야 중 1개 이상의 전문성 보유)

황성준
(2010)

학습요구분석자, 학습프로그램설계자, 학습프로그램 개발자, 강사/퍼실리테이
터, 학습전이 촉진자, 학습평가자, 핵심인재개발자, 경력개발지원자, 조직변
화촉진자, 조직학습담당자, 수행분석자, 개입실행지원자, 개입평가자, HRD전
략가, 비즈니스 파트너, 프로젝트 관리자, 마케터, 행정담당자, 연구자

자료: 황성준(2010, pp.51-52) 바탕으로 보완.

Pinto & Walker(1978)는 훈련가의 전문성 개발 연수 체계를 확립하기 전에 개념

적인 모형이 아닌 실제 활동에 대한 경험적 분석에 기초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1977

년 ASTD(American Society for Training & Development, 미국교육훈련협회)의 전

체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T&D(훈련 및 개발) 현업 종사자의 

역할을 개괄하였다. McLagan & McCullough(1983), Laird(1985)의 연구도 T&D 영

역에 초점이 맞추어 역할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후 McLagan & Suhadolnik(1989)의 

연구에서는 T&D와 경력개발, 그리고 조직개발까지 확대되어 HRD 담당자의 역할을 

정의하였고, 이는 HRD 기초연구로 평가받고 있다(Bernthal et al. 2004). 

1990년대의 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수용하여 HRD 담당자의 역할에서도 기업

의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수행을 개선하며,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역할이 요구되

었다. 이에 따라 역할 연구에 있어서도 변화 촉진자, 전략적 조언자, 수행 컨설턴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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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이 추가된다(McLagan, 1996; Piskurich & Sander, 1998). 한편 

Rothwell(1996)은 HPI(Human Performance Improvement, 인간수행향상) 전문가의 

역할 및 역량 연구를 수행하여 HPI 전문가의 역할로 분석자, 개입 전문가, 평가자, 변

화 관리자를 제시하였다. 또한 Rothwell, Sanders, & Soper(1999)의 연구에서는 

WLP(Workplace Learning and Performance, 일터학습 및 성과) 전문가의 역할로 매

니저, 분석자, 개입 선택자, 개입 설계자 및 개발, 개입 실행자, 변화 리더, 평가자를 

제시하였다. 

Gilley, Eggland & Gilley(2002)의 연구에서는 학습촉진자, 교수설계자, 수행공학

자, HRD 컨설턴트, HRD 리더로 구분되었고, Bernthal et al.(2004)의 연구에서는 

WLP 전문가가 조직의 비즈니스 전략과 WLP를 연계하여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주도적

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4개의 역할에 대한 피라미드형 WLP 전문가의 역량 모델을 제시

하였다. 황성준(2010)은 기존의 HRD 전문가의 역할 연구를 종합하여 이를 국내 대기

업 HRD 전문가들에게 실질적으로 구명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이를 통해 개인개

발, 경력개발, 조직개발, 수행관리, HRD 관리의 5개의 영역에서 19개 역할을 제시하

였다.

종합해 보면, 시대적으로 산업 환경을 둘러싼 변화가 급격해지고 패러다임의 변화

에 따른 기저 이론이 달라지면서 HRD 담당자의 역할도 확대되고 변화되어 왔다. 역할

이란 요구되고 기대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HRD 담당자에게 요구되는 역할도 

주변 환경과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변화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훈련 및 학습 패러

다임이 주류를 이루던 시기에는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고 학습자들을 촉진하는 역할

이었다면, 최근에 와서는 비즈니스 및 조직의 수행 향상을 위한 역할까지 확대되었으

며, 더욱이 전략적 HRD가 대두되면서 HRD 담당자는 단순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자나 관리자가 아닌 혁신가나 컨설턴트의 역할까지 요구받고 있다(Garavan, 1991; 

Wognum, 2000). 

다. HRD 전문가의 현황

학교 기관과 연구기관 등에서 HRD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를 명확하게 파악

하기는 쉽지 않으며, 대부분의 HRD 전문가에 대한 연구는 기업 내 HRD 담당자를 대

상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HRD 담당자는 조직 규모와 여건에 따라 H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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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전담으로 하는 담당자가 있는 경우, 다른 업무와 겸임하는 담당자가 있는 경우, 

HRD 전담 조직이 있는 경우 등 여러 경우의 수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전수조사에 따른 명확한 통계치를 구하기

는 어려우며, 표집을 통한 결과로 국내 HRD 전문가의 현황을 추산해 볼 수 있다.

주용국, 홍선이(2002)는 직업능력개발 담당자가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

원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국내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HRD 담당자의 현황을 분석하였

다. 2002년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국내 500인 이상 대기업 600개와 499인 이

하의 중소기업 900개를 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표 Ⅱ-2>와 <표 Ⅱ-3>

과 같다. 

구분
조직규모

전체49명 이하 50~299명 300~
999명

1000~
4999명

5000명
이상

HRD 
담당자 
유무

없음 빈도
(비율)

31
(75.6)

15
(53.6)

3
(13.0)

3
(5.0) - 52

(27.4)
있음 빈도

(비율)
10

(24.4)
13

(46.4)
20

(87.0)
54

(94.7)
41

(100.0)
138

(72.6)
전체 빈도

(비율)
41

(100.0)
28

(100.0)
23

(100.0)
57

(100.0)
41

(100.0)
190

(100.0)
자료: 주용국, 홍선이(2002, p. 56)

<표 Ⅱ-2> 조직규모별 HRD 담당자 유무

               담당자 수
    조직규모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49명이하 6.90 8.608 10
50∼299명 7.62 11.515 13
300∼999명 2.55 1.504 20

1000∼4999명 9.57 10.277 54
5000명 이상 28.33 36.961 40

합계 13.64 23.339 137
자료: 주용국, 홍선이(2002, p. 56)

<표 Ⅱ-3> 조직규모별 HRD 담당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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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 담당자는 조직 규모가 300명 미만인 경우, HRD 담당자가 있는 경우보다 없

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조직 규모가 300명 이상인 경우에는 HRD 담당자가 있는 경

우가 훨씬 많았고, 조직 규모가 5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기업체에 HRD 담당자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규모별 HRD 담당자 수는 조직 규모가 49명 이하인 

경우에는 평균 6.90명에서 5000명 이상으로 조직 규모가 큰 경우 평균 28.33명의 

HRD 담당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성, 이수영, 이영민(2008)은 HRD 담당자의 교수설계 전문역량에 관한 실

태를 조사하였는데, 기업 및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교육훈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2007

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조사한 결과는 <표 Ⅱ-4>와 같다. 1년 간 수행한 경험이 

가장 많은 영역은 운영 영역이었으며, 영역별로 교수설계를 경험하지 않은 이유에 대

한 응답을 볼 때 모든 영역에서 1위로 선택된 이유는 자신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

이었으며, 다음으로 조직 내에서 관련 활동을 다루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HRD 담당자의 역량과 전문성은 기업 내에서 HRD 기능의 수행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기업 내 HRD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데에 크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더욱

이 교수설계는 HRD 전문가의 역할과 역량을 다룬 선행연구에서 대부분 다뤄질 정도

로 핵심역량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성 부족 등으로 잘 행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분석 설계 개발 운영 평가
0회 56 56 43 43 73
1회 36 39 46 25 37
2회 51 44 47 32 33
3회 11 22 19 14 10
4회 10 5 9 24 11

5회 이상 13 11 13 38 11
평균 1.6 1.5 1.7 2.4 1.3

1회 이하 
선택 이유

전문성 부족 전문성 부족 전문성 부족 전문성 부족 전문성 부족
관련 활동 무 관련 활동 무 외부 위탁 관련 활동 무 관련 활동 무

자료: 이성, 이수영, 이영민(2008, p. 159) 

<표 Ⅱ-4> HRD 담당자의 1년 간 교수설계 수행 경험

관련하여 유영만(1996)은 HRD 담당자들이 기획 및 과정 개발 부서를 제외하고 

단순하고 반복적인 교육운영 및 진행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지적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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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운영의 역할이 비대해지면 그 외 HRD 담당자에 요구되는 역할의 수행을 위한 

역량 개발을 제한하는 결과를 야기하기에 HRD 전문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조직 내 

HRD의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이러한 문제들이 신중하게 재고될 필요가 있다.

2. HRD 가치지향성

가. HRD의 개념

학문 분야로서 HRD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되는 Nadler(1970)는 HRD란 특정

기간 내에 직무성과향상의 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직화된 학습 경험이라고 정의

하였다. 그 후 1989년에 수행향상의 가능성 그리고 개인적 성장을 가져오기 위하여 

특정 기간 내에 고용주가 제공하는 조직화된 학습경험이라고 수정하였다(Nadler & 

Nadler, 1989). Grubb et al.(1998)은 Nadler & Nadler(1989)가 HRD라는 용어의 

사용에 있어 유연성을 부여하여 이후 학자들이 저마다 자신에게 유리한 정의를 사용함

으로써 HRD을 바라보는 관점에 혼란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는 HRD 논쟁을 더

욱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1995년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열

린  AHRD(Academy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연차  학술대회에서  

Swanson과  Watkins에  의해 촉발된 패러다임 논쟁은  HRD가  학습(learning)과  

관련된  것인가, 수행(performance)과  관련된  것인가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이러

한 논쟁은 이어지고 있다(정진철, 2008).

Weinberger(1998)는 각 학자들이 HRD를 어떻게 바라보고 정의하느냐에 따라 학

자들을 학습 지향, 수행 지향으로 구분하고 개념의 핵심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Weinberger(1998) 이후 지금까지 제시된 정의들을 분석하여 학습, 수행, 일

의 의미부여 패러다임에 따라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1) 학습 관련 정의

학습 관련 HRD의 정의를 살펴보면 <표 Ⅱ-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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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의
Craig
(1976)

HRD는 평생학습의 측면에서 인간의 잠재성 개발이라는 중점적 목표에 초점
을 맞춘다.

McLagan
(1983)

훈련과 개발은 개인이 현재 또는 미래의 직업을 수행 할 수 있는 핵심능력을 
확인하고, 평가하며, 계획된 학습을 통하여 돕는 것이다(p.25).

Chalofsky
& Lincoln

(1983)
HRD의 훈련은 조직 내의 개인과 그룹이 학습을 통하여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연구이다(p.20).

Watkins
(1989)

HRD는 개인, 집단, 조직 수준에서 장기간동안 직무와 관련한 학습 능력을 개
발시키기 위한 연구와 실천 분야로, 훈련, 경력개발, 조직개발을 포함하나 이
로 한정되지 않는다(p.427).

Chalofsky
(1992)

HRD는 인간과 조직의 성장과 유효성을 극대화시킬 목적으로 학습 기반의 인
터벤션을 개발 및 적용함으로써 개인, 그룹, 집단, 조직들의 학습능력을 증가
시키는 연구와 실천이다(p.179).

Marquardt 
& Engel
(1993)

HRD 기술은 학습분위기 조성, 훈련 프로그램 설계, 정보 전달과 경험, 결과
평가, 경력상담, 조직적 변화 형성과 학습 기제 적용을 포함한다.

Marsick &
Watkins
(1994)

HRD는 훈련, 경력개발, 그리고 조직개발의 연합으로 학습조직을 위한 이론적
인 통합을 제공하며, 또한 조직 전체에 걸쳐 전략적으로 활동하는 위치를 갖
는다(p.335).

Stewart & 
McGoldrick

(1996)
HRD는 조직학습과 개인학습에 대한 영향력을 주기 위한 활동과 과정을 포함
한다.

자료: Weinberger(1998, pp.77-79) 바탕으로 수정 및 보완.

<표 Ⅱ-5> 학습 관련 HRD 정의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HRD를 정의한 Craig(1976)는 HRD란 평생학습의 측면에서 

인간의 잠재성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보았다. Chalofsky & Lincoln(1983)은 

조직에서 개인과 그룹이 학습을 통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보고, 

이후 Chalofsky(1992)는 성인학습의 차원에서 HRD는 인간과 조직의 성장과 유효성

을 극대화시킬 목적으로 학습 기반의 인터벤션을 개발 및 적용함으로써 개인, 그룹, 

집단, 조직들의 학습능력을 증가시키는 연구와 실천이라고 정의하였다. HRD 논쟁에 

한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는 Watkins(1989)는 조직의 다양한 수준에서 학습을 촉진시

키고 개인, 팀, 조직 수준의 개입을 포함하여 학습을 촉진시키는 데 초점을 두는 장기

적인 개발활동이 HRD라고 정의함으로써 HRD가 학습에 주안점을 두면서도 조직개발

을 실천하는 HRD의 통합적 개념을 이끌어냈다(우진영, 2008). Marsick & 

Watkins(1994)는 HRD란 훈련, 경력개발, 그리고 조직개발의 연합으로 학습조직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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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론적인 통합을 제공하며, 또한 조직 전체에 걸쳐 전략적으로 활동하는 위치를 갖

는다고 정의하면서 HRD의 통합비전으로서 학습조직 개념을 제안하였다.

종합해 보면, 학습 패러다임에 위치한 학자들은 대체로 심리학, 철학을 공통적인 

기저 이론으로, 성인교육과의 연결선상에서 HRD를 위치시키고 있다. 학습 관점에서 

볼 때, HRD의 인터벤션들은 학습을 기반으로 하며, 학습을 중심으로 HRD의 경력개

발, 조직개발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는 개념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수행 관련 정의

수행 관련 HRD의 정의 및 핵심 요소와 기저 이론을 살펴보면 <표 Ⅱ-6>과 같다. 

저자 정의
Swanson
(1987)

HRD는 조직구성원의 능력을 통해 조직의 수행을 향상시키는 과정이다. HRD
는 직무 설계, 적성, 전문기술, 동기유발을 다루는 활동들을 포함한다.

Jacobs
(1988)

인간수행기술은 조직과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간수행시스템의 개발, 
결과 시스템의 관리, 시스템 접근의 활용이다.

Smith, R.
(1988)

HRD는 개인의 개발과 조직의 생산성과 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간
접적이고, 교수적이거나 개인적인 프로그램과 활동들로 구성된다(p.1).

Smith, D.
(1990)

HRD는 조직과 개인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훈련, 교육 및 개발, 리더십을 통
해 조직 인적자원의 개발과 향상, 그리고 조직구성원의 수행과 생산성의 시스
템적 향상을 위한 최적의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이다(p.16).

Pacs, 
Smith, & 

Nills(1991)
HRD는 개인개발, 경력개발, 조직개발의 통합체로서 조직구성원이 조직의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을 함으로써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
고, 조직구성원들의 기회와 만족을 성취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Swanson
(1995)

HRD는 수행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개발, 직원 훈련 및 개발을 통해 인간의 전
문성을 개발하거나 촉발시키는 과정이다(p. 208).

Jacobs
(2000)

HRD는 개인개발, 조직개발, 그리고 경력개발을 통해 조직성과 및 개인의 학
습을 증진시키는 과정이다.

Swanson &
 Holton Ⅲ

(2001)
HRD는 수행향상을 목표로 조직개발과 개인의 훈련 및 개발을 통해 인간의 전
문성을 개발하고 발현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Swnason & 
Holton Ⅲ

(2009)
HRD는 개인, 팀, 작업 프로세스, 그리고 조직적 시스템상의 수행 향상을 목적
으로 전문성을 개발 및 촉진시키는 과정이다(p.4). 

자료: Weinberger(1998, pp.77-79) 바탕으로 수정 및 보완.

<표 Ⅱ-6> 수행 관련 HRD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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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th(1990)는 HRD를 조직과 개인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훈련, 교육 및 개발, 리

더십을 통해 조직 인적자원의 개발과 향상, 그리고 조직구성원의 수행과 생산성의 시

스템적 향상을 위한 최적의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보고 조직구성원의 수행향상과 

생산성의 체계적 향상을 1차적인 목표로 두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수행 패러다임의 

맥락에 있는 학자들의 정의는 수행을 목적으로 하여 HRD의 기능을 정렬하는 특징을 

보인다.

HRD 패러다임 논쟁에서 수행 패러다임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Swanson(1978, 

1995)은 HRD는 수행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드러낸다. 그는 HRD가 

비즈니스 과정에서 중심으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성과가 그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 더 나아가 HRD의 범위를 확대하여 수행향상체계 관리가 학습 프로그램 설계

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체제적 요인과 과정 요인을 관리하

는 조직 활동을 포함하였다(황성준, 2010).

종합하면, 수행 관점에서 HRD는 시스템이론과 경제학 및 심리학을 기저 이론으로 

하여 개인 수준에서의 수행과 조직 수준에서의 수행을 강조한다. 즉, 조직의 수행향상

을 목표로 조직, 팀, 그리고 개인차원의 문제 파악을 통해 개인개발, 조직개발, 그리고 

경력개발을 활용한 문제해결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의 학습은 수행향상을 위한 

핵심적인 인터벤션으로 다양한 HRD 해결 전략 중의 하나로서 의미를 갖는다.

3) 일의 의미 관련 정의

일의 의미 관련 HRD의 정의 및 핵심 요소와 기저 이론을 살펴보면 <표 Ⅱ-7>과 

같다. 기존의 HRD 정의에 대한 접근과는 다른 차원에서 McLean & McLean(2001)은 

HRD의 정의는 국가마다 다양할 수 있으며 조직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국가 그리고 궁

극적으로는 전 인류의 이익을 위한 활동 및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권대봉(2003)도 매

우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맥락에서 기존의 학습이 중심이 되는 개인개발, 경력개발, 조

직개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및 국가 차원의 HRD 풍토조성 및 인프라구축을 통해 나

아가 국가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향상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화된 활동 또는 시스템이라

고 보았다. 이후 Wang & McLean(2007)은 영리, 비영리, 정부 조직, 그리고 국가 경

계를 넘어 협력하는 개인에 초점을 둔 국제인적자원개발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한

편, Bierema & D’Abundo(2004)는 HRD는 성장과 학습에 대한 것이고, 의식의 개발

은 학습의 과정이기 때문에 사회적 의식에 관한 개발이 HRD의 역할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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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의
McLean & 

Mclean
(2001)

HRD는 개인, 집단/팀 혹은 조직, 지역사회, 국가, 궁극적으로 인류를 위해 단
기적 혹은 장기적 관점에서 성인의 일 관련 지식, 전문성, 생산성,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잠재력을 지는 과정 혹은 활동을 말한다(p.313).

권대봉
(2003)

HRD는 학습이 중심이 되는 개인개발, 경력개발, 조직개발, 지역사회 및 국가 
차원의 HRD 풍토조성 및 인프라구축을 통해 개인의 성장과 개발, 조직의 성
과향상, 지역사회의 개발과 발전, 국가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향상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화된 활동 또는 시스템이다(p.24)

Bierema & 
D’Abundo

(2004)

HRD는 성장과 학습에 대한 것이고, 의식의 개발은 학습의 과정이기 때문에 
사회적 의식에 관한 개발이다. 사회적으로 의식있는 HRD는 조직이 그들의 이
해관계자에게 혜택을 주기위해서 그들의 자원을 활용하도록 돕는 교육적이며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Wang & 
McLean
(2007)

HRD는 영리, 비영리, 정부 조직, 그리고 국가 경계를 넘어 협력하는 개인에 
초점을 둔다.

<표 Ⅱ-7> 일의 의미 관련 HRD 정의

종합해 보면, 일의 의미와 관련한 정의는 기존의 학습 및 수행 관점의 HRD 보다 

HRD 외연이 매우 확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일의 의미 관점에서는 개인차원의 

인격적, 총체적 개발뿐만 아니라, 일의 개념이 해당 조직의 범위를 초월하여 조직과 

사회, 국가 차원에서의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다.

4) 종합

HRD라는 용어는 용어 자체의 추상성과 학자별 접근 시각의 다양성으로 인해 

HRD를 하나의 개념으로 명확히 정의 내리는 것은 어렵다(Ruona, 2000; 김진모, 

2004, 황성준, 2010). 공통적으로는 조직, 조직구성원, 인류, 학습, 개발, 수행, 일의 

의미의 요소를 다루고 있으나,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각 요소별로 주안점이 달려져 전

반적인 요소들의 배치가 달라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학습 패러다임에서는 학습을 중심으로 HRD의 기능들로 확장되며, 수행 패러다임

에서는 수행 향상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의 달성을 위한 정렬된 인터벤션의 하나로 학습

이 위치하게 되며, 일의 의미 패러다임에서는 조직 내의 학습 및 수행 이면에 총체적 

차원의 영향력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 19 -

나. HRD의 영역

HRD를 언제부터 그 시작으로 보고자 하는 데에도 이견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18

세기 도제제도로부터 그 시작으로 보는데 의견이 모아지는 듯하다. HRD는 도제제도에 

따른 개인의 훈련의 개념에서부터 수행관리까지 시간이 흐르면서 영역이 확대되었다.

연구자 HRD 영역 구분 영역 수 주요 특징
McLagan & McCullough

(1983) 훈련 및 개발 1 훈련 및 개발 하위요소로 
경력개발 개념 포함

  McLagan & 
  Suhadolnik
    (1989)

훈련 및 개발
경력개발 
조직개발

3
지식과 기술의 개발이라
는 공통점을 가짐
경력개발과 조직개발 영
역 추가

관
련
연
구

Gilley & Eggland
(1989)

개인개발
경력개발
조직개발

3 훈련 및 개발 대신 개인
개발이라는 용어 사용

Wilson
(2005)

개인개발
직업 및 집단개발

조직개발
3 개인, 집단, 조직의 수준

에서 개발을 구분

Gilley, Eggland, 
   & Gilley
    (2002)

개인개발
경력개발
조직개발
수행관리

4
HRD를 초점(개인과 조직)
과 결과(단기와 장기)에 
따라 영역 구분
수행관리 영역 추가

관
련
연
구

강대석
(2007)

훈련 및 개발
경력개발
성과향상
조직변화

4
HRD를 목표(성장과 생존)
와 초점(현재가치와 미래
가치)에 따라 영역 구분

Abdullah
(2009)

개인개발(훈련 및 개발)
경력개발

조직개발(변화관리)
수행개발(수행관리)

4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수
행개발을 추가

자료: 황성준(2010, p. 17) 

<표 Ⅱ-8> HRD 영역 연구

HRD의 개념을 처음 제시했던 Nadler(1970)는 HRD를 개인의 교육·훈련 및 개발

에 초점을 맞추었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McLagan & McCullough(1983)는 훈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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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영역을 두었으나, McLagan & Suhadolnik(1989)는 훈련 및 개발, 경력개발, 조

직개발로 확대하였다. Gilley & Eggland(1989)도 3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나 훈련 

및 개발이라는 용어 대신에 개인개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후 Gilley, Eggland, 

& Gilley(2002)는 개인개발, 경력개발, 조직개발로 구분한 것을 보완하여 기존의 세 

영역에 수행관리(performance management) 영역을 추가하였다. 지금까지도 개인개

발, 경력개발, 조직개발, 그리고 수행관리 각 영역의 관계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논의되

고 있으며, 이들의 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HRD의 영역으로 4

가지를 꼽는 것이 주된 흐름이다.

Gilley, Eggland & Gilley(2002)는 HRD 역할과 실천의 영역을 결과와 초점에 따

라 4 영역의 매트릭스로 제시하였다([그림 Ⅱ-1] 참조). 개인개발과 수행관리는 즉각

적인 결과를 산출하도록 계획되기 때문에 단기적 접근이며, 경력개발과 조직개발은 개

인의 경력개발 또는 조직의 체제 변화를 위해 필요한 활동들을 통해서 개인과 조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기적인 접근법이다. 한편, 개인개발과 경력개발은 개인의 성

장과 발달에 초점을 두는 반면, 수행관리와 조직개발은 조직의 효과성에 초점을 둔 조

직 전체적인 접근법을 취한다. Gilley, Eggland & Gilley(2002)의 구분에 따라 각 영

역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Ⅱ-1] HRD 영역

자료: Gilley, Eggland, & Gilley.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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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개발은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개선된 행동을 개발하는 HRD 활동

이다(Gilley, Eggland, & Gilley, 2002). 개인개발은 기존에는 훈련 및 개발(Training 

& Development)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였는데(McLagan & McCullough, 1983; 

McLagan & Suhadolnik, 1989), Gilley & Eggland(1989)에서부터 개인개발

(Individual Development)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이는 지식이나 기능에 대한 훈련 

및 개발 외에도 개인의 총체적인 개발을 위한 다양한 인터벤션이 포함될 수 있는 여지

를 주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개인개발은 주로 조직화된 형태의 형식 훈련으로 실시

되지만, 실제로는 무형식교육이나 무형식학습, 혹은 OJT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배을규, 

2010).

경력개발은 미래의 직무를 위한 기술 개발에 필요한 개인적 관심, 가치, 역량, 목

표, 활동 등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HRD 활동이다(Gilley, Eggland, & Gilley, 2002). 

경력개발은 개인 차원의 경력 계획과 조직차원의 경력관리가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것

으로 개인과 조직의 니즈가 적절하게 매칭 될 때 긍정적인 시너지가 형성된다. 경력개

발은 개인 활동과 조직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데, 개인 활동에는 경력계획, 경력 인식, 

경력자원센터의 활용이 있으며, 조직 활동은 직무공고제도, 멘토링, 경력자원센터의 개

발과 유지, 경력 상담자로서 관리자의 활용, 경력 개발 워크숍과 세미나 개최, 인적자

원계획, 수행평가 그리고 경력경로 프로그램이 포함된다(배을규, 2010).

조직개발은 수행 문제와 조직의 비효율성에 대한 새롭고 창조적인 해결방안을 만

드는 데 초점을 맞추는 HRD 활동으로, 조직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은 조직의 자기갱신 

능력을 함양하는데 있다(Gilley, Eggland, & Gilley, 2002). 조직개발은 조직 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정체된 조직문화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두되었는데, 조직

의 실태를 진단하여 조직의 문제와 약점을 발견하고, 조직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자원

을 올바르게 투입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문제 기반의 전통적인 Action Research 접근 

외에도 강점 기반의 Appreciative Inquiry 등 새로운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갈등

관리, 변화관리, 리더십 등 다양한 인터벤션이 고려된다. 

수행관리는 조직의 수행 활동 개선을 위한 체제적인 접근으로, 업무에 적합한 사

람이 지식, 기술, 동기 그리고 환경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Gilley, Eggland, & Gilley, 2002). 수행관리가 HRD의 영역으로 비교적 최근에 

대두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수행관리의 요소는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수행관리는 수행

공학의 관점에서 수행분석, 원인분석, 그리고 해결책의 선택, 변화관리, 평가 등으로 

이어지는 수행개선과정이나 체제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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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HRD 가치지향성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인간만이 지니는 특성으로 특정한 행위의 방식을 결정하는 기

준으로서 선호와 관련된 일관된 신념이다(Rokeach, 1973). 그리하여 가치를 다루는 

것은 개인이 좋은 것, 윤리적이거나 효과적인 행동 등을 평가하는 데 적용하는 우선순

위를 이해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Bates & Chen, 2005). 

가치지향성은 철학, 인류학, 사회학, 심리학 등 여러 학문영역에서 규범적, 문화적, 

사회적, 심리적 차원에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행동의 목표와 행동 

양식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바람직성을 판단하는 평가적 특성이라고 규정된다(마상진, 

2004). 따라서 HRD에 있어서 HRD 가치지향성이란, HRD 활동의 행동의 목표와 행동 

양식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바람직성을 판단하는 평가적 특성이다. 구체적으로 HRD 

가치지향성은 HRD 패러다임 논쟁을 둘러싸고 무엇을 HRD의 주된 목적으로 볼 것인

가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시작되어 HRD의 주요 목적에 대한 지향성을 의미한다.

HRD 전문가가 어떠한 HRD 가치지향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HRD의 목표, 계

획, 운영, 평가의 일련의 단계에 있어 기준 또는 지침이 되고 실제 HRD 전문가의 행

동을 이끈다. 따라서 HRD에서 가치에 대한 논의는 HRD의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논

의의 연결선 상에서 패러다임 논쟁으로 이어져왔다(백평구, 2012).

1995년 이래 미국 학계는 HRD 분야에서 학습 패러다임(Learning paradigm)과 

수행 패러다임(Performance paradigm) 간의 큰 논쟁이 일었다. 한 동안 격렬했던 

HRD 패러다임 논쟁은 그 목적, 가치, 실행지침 등에 대한 근본적인 견해 차이에서 발

생된 것이다. 이러한 견해 차이에 따라 HRD와 관련한 문제해결 접근법이나 연구과제

와 방법론이 다르게 제시된다고 할 수 있다(Swanson, 1995; Swanson & Holton Ⅲ, 

2009; Watkins & Marsick, 1995; 정진철, 2008).

학습 패러다임과 수행 패러다임은 모두 최고의 발전 단계로서 전체 시스템 수준의 

개입을 강조한다. 학습 패러다임에서 전체 시스템 차원에서의 개입은 조직 학습을 통

해 지속적인 학습 메커니즘을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속에 구축함으로써 조직 내 구성

원의 학습역량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반면 수행 패러다임에서는 학습뿐만 아니라 조직 

및 제도의 개편, 인사 개혁, 업무 프로세스 개혁 등 학습 외 다양한 인터벤션을 포함

하여 이를 조직 전체와 집단 수준에서 제공하는 경우 더 큰 영향력을 조직에 끼칠 수 

있다고 본다(우진영,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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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 패러다임

조직에서의 학습은 업무가 점차 통합적인 요소로서 지식을 활용하는 것으로 변화

하고 있으며, 업무 내용이 변화하는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조직

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지식을 습득하고 창출할 수 있는 학습능력을 기르도록 조직구

성원을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되면서 학습의 중요성이 꾸준히 강조되고 있다

(Jacobs & Park, 2009). 학습 패러다임에서 바라보는 HRD의 주요 목표는 조직의 학

습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며, 나아가 조직을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

는 데 있다(박희원, 2009).

학습 패러다임의 대표적인 학자인 Watkins(1995)는 HRD는 조직 내 개인, 그룹, 

조직 수준에서 장기적인 업무관련 학습역량을 촉진하기 위한 책임이 있는 학문과 실제

의 영역이라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개인을 학습의 주체로 보았던 전통적인 학습패러다

임에서의 개인뿐만 아니라 그룹과 조직을 학습의 주체로 포함하여 조직학습과 학습조

직에 대한 논의로까지 범위가 확대되었다(전정호, 2010). 조직학습이란 개인, 집단, 시

스템 수준에서 학습과정을 의도적으로 활용하여 조직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조직의 학

습 과정에 대한 기술적인 개념이라면, 학습조직은 조직구성원들의 지속적인 학습활동

을 통하여 스스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조직으로, 학습조직을 기초로 하는 처방적인 

개념이다(Watkins & Marsick, 1993; 장원섭, 2011; 조태준, 2013). 

일반적으로 학습을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는 조직에서는 학습의 결과가 언제, 어느 

정도 산출될지에 대해 미리 예측하거나 조절할 수는 없지만, 조직구성원이 자유롭게 

학습에 몰입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는 인

간의 잠재력에 대한 신뢰로서 조직구성원을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것이 학습 패러다

임에서 지향하는 조직상으로 그려지고 있다(전정호, 2010).

Swanson & Holton Ⅲ(2009)은 학습 패러다임의 전제를 9가지로 정리하고 있는

데 이를 통해 학습 패러다임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다. ① 개인의 교육, 성장, 학습과 

개발은 본질적으로 개인에게 좋은 것이다. ② 인간은 결과물을 성취하기 위한 자원으

로서가 아니라, 인간 고유의 가치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③ HRD의 주요한 목적은 

개인의 개발이다. ④ HRD의 주된 결과물은 학습과 발달이다. ⑤ 조직은 개인이 완전

히 개발됨으로써 가장 진보된다. ⑥ 개인은 자신의 학습과정을 통제해야 한다. ⑦ 개

인 개발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다뤄져야 한다. ⑧ 조직은 개인이 의미 있는 일을 통해 그

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⑨ 성과나 조직의 이익을 

강조하는 것은 개인이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을 막는 기계적인 견해를 만들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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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패러다임

무한 경쟁 시장의 상황에서 조직의 수행이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HRD

에서 수행 패러다임이 대두하게 된다(Swanson & Holton Ⅲ, 2009; 장원섭, 2011; 

정재삼, 2000). Swanson & Holton Ⅲ(2009)는 조직을 수행체제(performance 

system)로 규정하는데, 이 때 수행체제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된 체제를 

의미한다. 수행 패러다임의 견지에서는 조직이 경쟁우위를 점하고 생존하지 않으면 그 

조직 내 조직구성원 또한 생존할 수 없으며, 조직구성원이 수행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조직 내 멤버십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학습은 조직의 수행으로 수렴되어야 

한다고 본다(전정호, 2010). HRD 활동은 실용주의적 입장을 취하는데, Swanson & 

Holton Ⅲ(2009)은 HRD 효과성 모형에서 수행이 항상 종속변수가 되어야 한다고 강

조한 바 있다. 이에 수행 패러다임 하에서 HRD 담당자는 이해관계자들에게 HRD의 

효과성을 입증해 보이기 위하여 수행 향상 결과를 측정하여 제시하고자 노력한다. 

수행 패러다임에서는 개인과 조직의 수행 향상과 관련하여 HRD의 관심을 학습뿐

만 아니라 그 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두게 된다. 이 때 교육은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가 되기 위해 다른 비교육적 수단과 어떻게 결합되어야 하는

지 고려되며, 시스템 이론에서 경계하는 것은 수행으로 이어지지 않고 학습 차원의 만

족에서 그치는 교육이다(전정호, 2010). 교육과 교육 이외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행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매우 광범위한 접근법을 취하는 수행 패러다임에서는 훈련 

부서가 수행증진 부서로 전환하고, 교육 담당자가 수행 컨설턴트 또는 인적수행공학 

실천가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Rosenberg, 1996; 정재삼, 2000). 

Swanson & Holton Ⅲ(2009)는 수행 패러다임의 이론적 핵심가정을 다음과 같이 

11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① 수행시스템은 생존과 번영을 위해 역할 해야 하고, 이 시

스템 내에서 일하는 개인은 그들의 경력을 개발하고 고용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② HRD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스템 내에서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의 수행을 개선하는데 있다. ③ HRD의 주요 산출물은 

학습뿐만 아니라 수행도 포괄한다. ④ 조직 내에서 인간의 잠재력은 육성되고 높이 평

가되며 개발되어야 한다. ⑤ HRD는 지속적인 높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현재의 수

행을 강화하고 미래의 효과성을 위한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⑥ HRD 전문가는 조직

적인 성과 목표의 달성을 위해 조직구성원을 혹사하지 않도록 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

인 의무를 갖는다. ⑦ 훈련/학습 활동은 수행시스템의 다른 부분과 분리될 수 없으며 

다른 수행개선 인터벤션과 좋은 번들이 된다. ⑧ 효과적인 수행과 수행시스템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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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조직에게 보상이 된다. ⑨ 수행개선의 전체 시스템은 조직 내 학습의 가치를 높이

는 방안을 강구한다. ⑩ HRD는 수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능적 부서와 파트너가 되

어야 한다. ⑪ 업무 성과로의 전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3) 일의 의미 패러다임

ASTD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HRD의 동향과 이슈를 분석한 

오헌석 외(2008)에 따르면, 최근 10대 동향 중 하나로 일과 삶의 관계 변화가 꼽혔는

데, 이는 이러한 주제가 HRD 내 상당한 이슈로 떠올랐음을 시사한다. 일과 삶의 관계

에 대한 관점은 1970년대 갈등관계에서 1980년대 균형관계, 그리고 2000년대에 와서

는 조화관계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조화 관계에서는 개인의 질적이고 주관적인 특

성이 중시되어 대인관계, 경력과 일, 그리고 건강과 여가의 3대 영역의 조화가 중시된

다(오헌석 외, 2008). 

조직을 둘러싸고 환경이 급변하면서 개인은 변화에 대한 빠른 적응을 요구받을 뿐

만 아니라, 조직의 구조 및 제도의 개혁에 따라 조직 내 개인의 경력이 의도치 않게 

변경되거나 일과 삶의 균형이 깨지는 등의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에 HRD는 사회적 책

임을 다하기 위해 조직을 교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HRD 전략을 통해 사회적 의식

을 통합하는 HRD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갖기에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

구받고 있다(Bierema & D’abundo, 2004). 

기존의 HRD 패러다임은 기본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행동, 

태도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 정작 그 직무를 수행하는 본질적 핵심인 사람에 

대한 관심은 적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존 HRD 패러다임 하에서의 결과물이 조직

구성원의 내적 동기 저하나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장기적으로는 영향력이나 효

과가 감소 또는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조태준, 2013). 일의 의미 패러다임

은 조직구성원과 그를 둘러싼 환경에 있어서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는데, 이는 개인 개

발과 조직 개발에 대한 총제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진다(Bates & Chen, 2005). 새로운 

HRD 패러다임에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인간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다(조태준, 

2013).

개인차원에서 HRD는 의미 있게 일하는 삶을 영위하려는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킴

으로서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업무몰입을 유도하여 전문적 능력을 발휘하도록 한다. 이

에 따라 일과 관련하여 개인의 인격적, 총체적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된다(Dirk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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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조직차원에서는 기업으로 하여금 사회공헌이나 윤리 경영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직을 확립하도록 한다. 즉, 일의 의미 패러다임에서는 HRD의 목적과 가치가 

기존 패러다임의 관심사인 과업, 생산성, 개인성과, 조직성과를 넘어 근본적인 것에 있

다고 보고, 해당 조직의 범위를 초월하는 조직과 사회 차원의 의무를 강조한다. 이는 

조직, 사회 그리고 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건강 문제와 인간성 회복 문제 등에 대한 사

안을 다룬다(Bates & Chen, 2005). 

4) 종합

Swanson & Holton Ⅲ(2009)은 HRD 패러다임을 세대별로 구분하였는데 제 1세

대를 학습 패러다임, 제 2세대를 수행 패러다임이라고 명명하고 <표 Ⅱ-3>과 같이 정

리하였다.

구분
학습 패러다임 수행 패러다임

개인학습 수행중심 학습 전 체제학습 개인적 수행의 
개선

전 체제의 수행 
개선

결과에 
초점

∙개인의 학습 
 향상

∙학습을 통한 개
인의 수행 향상

∙학습을 통한 다
양한 수준의 수
행 향상

∙개인적 수행의 
향상

∙다양한 수준의 
수행의 향상

조정에 
초점 ∙개인적 학습

∙개인적 학습
∙개인학습을 지
원하기 위한 조
직적인 체계

∙개인, 팀 그리고 
조직적인 학습
∙다양한 수준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적 체
계

∙비학습적인 개
인수행 체계 조정
∙필요시 교육

∙비학습적인 다
양한 수행체계의 
조정
∙필요시 다양한 
수준으로 교육

연구의 
주류적 
흐름

∙성인학습
∙교수설계

∙수행중심의 교육
∙학습 전이 ∙학습조직 ∙인간 수행 기술 ∙수행의 향상

자료: Swanson & Holton Ⅲ(2009, p. 141)

<표 Ⅱ-9> 학습과 수행 패러다임의 비교

학습에 대한 학습 패러다임과 수행 패러다임의 입장은 개인과 조직의 학습 자체를 

강조하는 입장과 개인과 조직의 수행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인터벤션 중의 하나로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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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드러난다. Swanson & Holton Ⅲ(2009)은 수행 패러다임에

서도 개인의 학습이나 성장가능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 효과가 개인의 사

기진작의 차원이 아니라 조직차원의 수행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추구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학습은 다른 인터벤션과 융합하여 적용될 때 더욱 효과적이라고 

본다.

수행 패러다임에서의 학습은 조직에서 정한 결과물을 얻기 위해 학습이 적용되기

에 적응학습으로 볼 수 있다(Woercom, 2004). 적응학습은 직무, 목표, 그리고 다른 

조건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개인이 지식을 얻고, 문제를 해결하고, 행동을 취하는 과정

이 포함되지만 이는 설정된 기준에 의해 평가되고 그 결과가 조직의 기능과 연계되기 

때문에 개인의 잠재성 개발을 위한 활동을 제약하기 쉽다. 또한 학습 활동의 결과가 

발생학습, 전환학습으로 나아가는 환경이 조성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학습 패러다임

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학습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추구하는 결과에 있어 수행 패러다임에서는 수행의 결과로서 경제적으로 환원이 

가능한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데에 반해, 학습 패러다임에서는 개인의 학습능력 향

상 및 잠재력의 발현이라는 가치를 추구한다(전정호, 2010). 그러나 학습 패러다임 하

에서도 개인의 학습능력 및 잠재력이 종국에 기업의 성과라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에 

기여한다는 의견을 찾아볼 수 있다(Watkins, 1995). 

Swanson & Holton Ⅲ(2009)은 학습과 수행 패러다임이 갖는 합의점을 제시하는 

데, 이는 ① 개인 성장의 동력으로서 학습과 개발에 대한 강한 믿음, ② 조직이 학습

과 개발활동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 ③ 인간과 인간의 잠재적 능력에 대한 강

조, ④ 성장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보고자 하는 욕구, ⑤ 학습에 대한 열정으로 정리되

고 있다. 

한편, 최근의 일의 의미 패러다임에서는 HRD의 목적과 가치가 기존 패러다임의 

관심사인 과업, 생산성, 개인수행, 조직수행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것에 있다고 본다. 

이는 조직, 사회 그리고 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건강 문제와 인간성 회복 문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이다(Bates & Chen, 2005). 그리하여 일의 의미 패러다임 하에서 

HRD는 인간 그 자체, 공동체, 인류 등 보다 근본적인 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직을 확립하기 위하여 HRD 활동을 수행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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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HRD 가치지향성 관련 선행연구

HRD 가치지향성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HRD의 개념과 목적, 그리고 HRD 패

러다임 논쟁과 관련된다. HRD가 학문분야로서 기틀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연구되는 

모든 과정에서 HRD의 개념 및 목적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어져왔다. 이후 1990년

대 HRD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를 두고 HRD 패러다임 논쟁이 일면서 HRD 가치지향

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어졌다.

Bates, Chen, & Hatcher(2002)는 HRD 연구자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HRD 가치 

우선순위를 측정하였다. HRD 가치 매트릭스는 HRD 결과, 영향력의 소재를 두 축으로 

하여, 유의미한 일의 창출(Creating empowering work), 배려하는 조직 구축(Building 

caring organization), 학습을 통한 역량 증진(Building competence through 

learning), 학습 시스템 구축(Creating learning systems), 개인 직무 수행 향상

(Improving job-specific performance), 조직 목표 부합(Meeting organizational 

goals), 그리고 거시적 HRD 목적(Macro-HRD goal)의 일곱 가지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학습을 통한 역량 증진이 가장 높았으며, 학습 시스템 구축, 유의미한 일의 창

출, 개인 직무 수행 향상, 조직 목표 부합, 배려하는 조직 구축, 거시적 HRD 목적 순

으로 나타났다.

Bates & Chen(2004)의 연구에서는 HRD 가치 매트릭스를 일의 유의미성 부여

(Enabling meaningful work), 사회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조직 구축(Building 

socially responsible organizations), 개인적인 학습 경험 제공(Providing individual 

learning experiences), 학습시스템 구축(Building learning systems), 개인의 직무수

행 개선(Improving individual job performance), 조직의 수행 개선(Improving 

organizational performance)의 6가지로 구성하여 타당화하는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

는 개념적인 프레임웍과 높게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영욱(2009)은 Bates & Chen(2004)가 개발한 도구를 활용하여 국내 대기업 

HRD 담당자들의 가치성향을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일의 의미를 중시하는 가치 성향

과 학습을 중시하는 가치성향보다 수행을 중시하는 가치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Bates & Chen(2005)의 연구에서는 미국훈련개발협회(ASTD), HRD학회

(AHRD), 수행개선학회(ISPI)의 회원 4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HRD 가치지향성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학습이나 일의 의미보다 수행 지향성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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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우진영(2008), 박희원(2009), 백평구(2012)의 연구가 있는데, 우진영

(2008)은 HRD 담당자를 대상으로 Bates & Chen(2005)의 도구를 활용하여 HRD 가

치지향성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HRD 담당자들이 Bates & Chen(2005)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수행을 가장 우선시 하였으며, 일의 의미에 대해서는 학습보다 더 

높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원(2009)의 연구를 통해서는 HRD 담당자의 특정 가치지향성이 기업의 전략

적 HRD의 수행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 중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HRD 가치지향성이 HRD의 전략적 성숙도에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

친다고 나타났고, 조직수행 가치지향성은 전략적 HRD의 특성 중 최고경영층의 지원 

특성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의 의미 부여 가치지향성의 경우에

는 전략적 성숙도에 부(-)적 영향을 마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희원(2009)은 일

의 의미부여 가치를 지향하는 HRD는 인간성의 회복, 직무만족이나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종업원의 내적 성장을 지향함으로써 업무수행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반하여 전략적 HRD는 조직의 수행 개선이라는 조직적 수준에서 가시적인 수행향상을 

강조함으로써 양자가 서로 상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백평구(2012)의 연구에서는 Q 방법론을 적용하여 HRD 담당자들의 인식을 분석하

였다. 9명의 P표본의 HRD 담당자들의 HRD 가치에 대한 인식의 유형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유형은 조직수행 유형(N=3)이고, 2유형은 조직 

수준 학습 시스템 유형(N=4), 3유형은 사회적 책임-일의 의미 유형(N=2)으로 명명되

었다. 연구결과, HRD 담당자는 HRD 가치 우선순위에 대해 일의 의미와 개인 성과유

형(N=3)을 비교적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적자원관리 담당자가 

HRD 담당자의 입장에서 인식한 부분에 있어서도 일의 의미에 대한 부분을 비교적 높

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비교적 최근에 패러다임의 한 축으로 형

성된 일의 의미 지향성도 학습 지향성이나 수행 지향성과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지향

성이 일정 수준 형성되어 있었으며, HRD 담당자가 인식하는 학습과 수행, 그리고 일

의 의미 지향성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각 연구에서 엇갈리는 결과가 도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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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HRD 가치지향성의 측정

Bates, Chen, & Hatcher(2002)는 HRD 결과, 영향력의 소재를 두 축으로 하여, 

유의미한 일의 창출(Creating empowering work), 배려하는 조직 구축(Building 

caring organization), 학습을 통한 역량 증진(Building competence through 

learning), 학습 시스템 구축(Creating learning systems), 개인 직무 수행 향상

(Improving job-specific performance), 조직 목표 부합(Meeting organizational 

goals), 그리고 거시적 HRD 목적(Macro-HRD goal)의 일곱 가지로 HRD 가치 매트릭

스를 구성하였다.

이후 Bates & Chen(2004, 2005)은 HRD 가치 매트릭스를 수정하고 타당화 과정

을 거쳤다. HRD 가치 매트릭스는 학습 패러다임, 수행 패러다임, 일의 의미부여 패러

다임을 HRD 가치지향성으로 규정하고, HRD 결과(HRD outcome)와 영향력의 소재

(Locus of influence)를 두 축으로 하여 HRD 가치 매트릭스와 가치 구조(HRD Value 

Matrix and Value Constructs)를 구조화하였다. 

HRD 결과는 일의 의미(Meaning in Work), 학습(Learning), 수행(Performance)이

며, 영향력의 소재는 개인(individual)과 조직(Organization)으로, 6개의 구인, 즉 일의 

의미부여(Enabling Meaningful Work),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조직 확립(Building 

Socially Responsible Organizations), 개인적인 학습 경험 제공(Providing Individual 

Learning Experiences), 학습시스템 구축(Building Learning Systems), 개인의 직무

수행 개선(Improving Individual Job Performance), 조직의 수행 개선(Improving 

Organizational Performance)이 가치 구조에 매칭 되었다.

구분 HRD 결과
일의 의미 학습 수행

영향력 
소재

개인 일의 의미 부여 개인적인 
학습 경험 제공

개인적인 
직무 수행 향상

조직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조직 확립 학습 시스템 구축 조직적 수행 향상

자료: Bates & Chen. (2005). p. 349.

<표 Ⅱ-10> HRD 가치 매트릭스와 가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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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의 의미 부여와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조직 확립

일의 의미 패러다임과 관련된 것으로, 개인차원에서는 HRD가 조직구성원이 중요시

하는 내면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도와 조직구성원의 일과 삶의 조화와 정신적 성

장을 돕는 것이 HRD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조직차원에서는 HRD는 사회 공

동의 선에 기여하는 조직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Bates & Chen, 2005).

2) 개인적인 학습 경험 제공과 학습 시스템 구축

학습 패러다임과 관련된 것으로, 개인차원에서는 HRD의 주요 초점이 학습경험을 제

공함으로써 학습을 통해서 조직구성원의 전문성을 개발하는 것에 있다고 보는 것이고, 

조직차원에서는 HRD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학습한 것을 보다 빨리 적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학습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Bates & Chen, 2005).

3) 개인적인 직무 성과 향상과 조직적 수행 향상

수행 패러다임과 관련된 것으로, 개인 차원에서는 HRD의 주요 초점은 조직구성원

의 직무 수행을 향상시키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조직차원에서는 HRD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 향상시킴으로서 조직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라고 본다(Bates & Chen, 2005).

3. 성인교육철학

가. 성인교육철학의 개념

일반적으로 철학이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왜 그것을 하는지에 대해 자문하게 

하며, 인간의 행위를 고무시킴과 동시에 실천의 방향까지도 제시해 준다(권두승, 

2002). 따라서 철학이 교육에 적용될 때, 즉 교육철학은 교육행위의 전반 과정에서 이

루어지는 모든 가치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신념체제를 뜻한다. 교육철학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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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로는 교육관, 교육에 대한 가치관, 교육에 관한 의식, 교육사상 

등이 있으며, 이 중 보다 체계적인 의미로서 교육철학이 사용된다(한국교육개발원, 1994).

일반 교육철학과 마찬가지로 성인교육철학은 성인교육의 이론과 실천을 이해하는 

기본구조가 된다. 우선적으로 성인교육의 가치와 원리들을 개념적으로 규정하고, 성인

교육과 관련된 의사결정과 정책수립의 지침을 제공하며, 성인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

정과 교수방법에 직접 영향을 미쳐 교육의 방향을 결정짓고 성인교육철학에 따른 상이

한 결과물을 초래하게 된다. 한편에서는 성인교육 담당자들 간의 의사소통을 촉진하여 

무엇을 왜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인지하게 하여 분명한 목적인식에 따라 이론과 실천

을 통합시킬 수 있도록 작용하기도 한다(기영화, 2002).

HRD에 있어서도 성인교육철학은 조직 맥락이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지만 HRD

가 성인교육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교육일반과 마찬가지로 교육 현장에 대

한 이해에 있어 교육적 행동을 제시하는 내적인 개인의 지향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HRD 전문가의 성인교육철학은 교육에 대한 인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교

육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도 함께 수반되어 HRD를 인식하게 한다고 할 수 있다.

나. 성인교육철학의 유형

Elias & Merriam(1995)은 성인교육의 철학적 태도를 인문주의, 행동주의, 진보주

의, 인본주의, 급진주의로 구분하여 논하고 있다. 다섯 가지 교육철학의 관점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Baek, 2004; Elias & Merriam, 2002; Merriam & Brockett, 1997; 

권두승, 2002; 김도일, 2010; 김희선, 2005; 정민승, 2008; 차갑부, 1994). 

1) 인문주의

가) 배경 및 기본 원리

인문교육은 ‘liberal education’으로, 고대 그리스에서 자유인을 위한 교육에서 비

롯된 교육을 말한다. 인문주의는 고전 휴머니즘, 항존주의, 이성적 휴머니즘, 인문교육, 

전인교육 등으로 불리며, 종교적으로는 신토마스주의로 해석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인문주의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콜라 학파의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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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에서 비롯되었다.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인

간은 본래 지적인 본성을 지녔다고 본다. 

인문주의 교육의 원리는 다섯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Kneller, 1963). 첫째, 인

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의 본질도 변하지 않는다. 둘째, 인간의 본질적 

특성은 이성이기 때문에 교육은 이성일 발달시키는데 집중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의 

목표는 인간을 영원불변의 진리에 적응시키는 것이다. 넷째, 교육은 생활의 모방이 아

니라 생활을 위한 준비이다. 다섯째, 학습자는 기본을 충실히 배워 우주의 영원성에 

도달해야 한다. 여섯째, 우주의 영원성은 위대한 책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 이러한 

인문주의 성인교육철학을 지지하는 학자로는 M. Adler, R. M. Hutchins, J. Maritain, 

M. V. Doren 등이 있다.

나) 교육과정

인문주의 교육에서 학습자는 문명화된 인간으로 언제나 지식, 개념, 이론적 이해를 

추구하는 교양있는 학습자로 간주되며, 지도자는 가르치는 전문가로서 지식의 전달자

이고 학습과정을 통제하게 된다.

인문주의 교육자들은 학문중심의 교육과정을 구축하는 등 교육의 내용적 측면보다 

관심을 두었다. 인문주의 교육자들에게 지식이란 어떤 학문의 영역을 체계적으로 이해

하는 것으로, 정신을 훈련시키기만 하면 어떤 영역에서든지 경험을 통해 필요로 하는 

기술은 습득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고전의 학습이 권장되었고, 특히 국어, 언어

학, 역사, 수학, 자연과학, 예술, 철학을 중시하였다. 교육방법으로는 강의법, 대화법, 

스터디 그룹, 명상, 비판적 읽기, 토론 등이 선호된다.

2) 행동주의

가) 배경 및 기본 원리

행동주의학자들은 심리학이 명백하게 관찰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연구에 기초해야 

한다고 보고, 자아 관찰은 배제하고 행위를 관찰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인간의 행동

이란 선행조건에 의한 결과로 외적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환경에 의해 통제되

고 조작될 수 있다고 보았다. 행동주의 이론에 따르면, 학습이란 자극에 대한 반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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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외부에서 주어지는 보상에 의해 그 행동은 강화되거나 소거된다. 행동주의 성인교

육철학을 지지하는 학자로는 R. Tyler, L. Nadler 등이 있다.

나) 목표 및 교육과정

행동주의 교육의 목적은 인간 행동의 과학화를 통한 조직 유효성의 향상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활동에서 주로 활용되는 행동목표, 책무성, 역량중심 교육과정, 

교수체제개발(Instructional System Development: ISD) 모델, 준거지향적 평가와 같은 

개념들은 본질적으로 행동주의에 기반하고 있으며, 프로그램화된 수업, 컴퓨터보조수업, 

교수기계, 개인별로 처방된 수업 등이 행동주의에서 선호되는 교수학습 방법이다.

행동주의 교육에서 학습자는 학습과정에서 새로운 행동을 실천하고 피드백을 수용

하고 환경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학습자로 그려지며, 지도자는 학습의 결과를 예측

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또는 통제자의 역할을 한다.

3) 진보주의

가) 배경 및 기본 원리

진보주의의 주창자인 Dewey는 정치, 경제, 사회개혁, 교육 전반에 관여했는데, 그

는 암기 위주의 전통식 교육을 비판하고, 학생중심, 흥미중심 및 경험중심의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창안 및 실험하여 교육현장에 도입하였다. 1919년 진보주의교육협회

(Progressive Education Association: PEA)가 설립되었고 진보주의교육협회는 진보

주의 교육을 보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7개의 강령을 채택하였다. 첫째, 학습자는 외

적 권위에 의하지 않고 자신의 사회적 필요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발전할 자유를 누려

야 한다. 둘째, 흥미는 모든 학습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 셋째, 지도자는 학생의 모든 

활동을 고무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안내자이어야 한다. 넷째, 학습자에 대한 

평가는 지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신체, 지성, 사회성을 포함하는 넓은 것으로

써 학습자의 지도를 돕는 것이어야 한다. 다섯째, 가장 중요시할 것은 학생의 건강이

며 따라서 시설, 환경, 인적 조건은 명랑해야 한다. 여섯째, 학교는 학습자의 교육을 학

부형과 긴밀한 협조관계 속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일곱째, 진보주의 학교는 좋은 전통 

위에 새 것을 담는 실험학교로써 교육개혁운동의 중핵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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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주의 교육의 주된 공헌은 교육의 개념을 확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학교교육

의 범주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사회화와 문명화 등이 교육에 포함되어 사회가 인정하

는 모든 우연적, 의도적 가치, 태도, 지식, 기술 습득의 행위를 포함하게 되었다. 진보

주의의 지지자로는 C. Houle, E. C. Lindman, P. Bergevin 등이 있다.

나) 목표 및 교육과정

진보주의이 지향한 교육은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이다. 진보주의에 있어 지도자는 교

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학습자가 경험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각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도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이 이루

어지기 때문에 지도자는 조력자, 촉진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학습자가 될 수 있다. 

진보주의자들이 선호한 수업방법은 문제해결방법, 프로젝트 방법, 활동방법

(activity method)으로 불리는데, 이 방법은 주어진 문제상황에 대하여 문제를 명료화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가설을 제시하며 실험하는 것이다.

4) 인본주의

가) 배경 및 기본 원리

인본주의적 교육은 20세기 중반 이후, 초기 진보주의 교육의 학습자 중심적 흐름

의 확장으로서, 인본주의 심리학의 깊은 영향 하에서 형성되었다. 인본주의자들은 인

간의 본성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던 행동주의자와 프로이트 학파 모두가 인간의 복잡

성, 즉 개인성, 잠재성, 창조성과 자유 등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인

본주의가 내세우는 포괄적인 가치는 모든 사람이 인간이라는 그 이유로 인하여 존귀하

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하는 인본주의 교육은 일반적으로 인간성을 존

중하고, 잠재성에 초점을 맞추며, 인간성을 억압하는 것에 반대한다. 인본주의 지지자

로는 C. R. Rogers, M. S. Knowles 등이 있다.

나) 목표 및 교육과정

인본주의 교육의 목표는 개인의 발전이다. 즉, 변화와 계속학습에 있어 개방적인 

인간, 자아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인간, 그리고 전기능적 인간으로 타인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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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본주의 교육에서 학습자는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방식

으로 학습할 자유가 있다. 이 때 지도자는 촉진자로서 학습자와의 상호과정은 인지적

일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관여를 요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적이고, 우호적이며, 협동적인 수업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따라서 인본주의에서 

선호되는 교육방법으로는 경험학습, 집단토의, 자기 주도적 학습 등이 있다. 

5) 급진주의

가) 배경 및 기본 원리

대부분의 교육철학이 기존의 사회적 가치를 수용하여 그 가치체계 내에서 교육철

학을 수립하였다면, 급진주의는 비판적 교육을 통한 사회변화를 주도하고자 하였다. 

무정부주의,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 좌파 프로이트주의 등에 역사적 근거를 두고 있

는 급진주의자들은 전통적인 교육적 접근이 학습자에게 기존의 지식을 수동적으로 받

아들이도록 하여, 사회의 부조리한 결과를 재생산하도록 하는 폭력의 한 형태라고 꼬

집었다. 이에 따라 학습자는 비판적인 성찰을 통해 사회가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직

시하고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능동적인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급진주의 교육을 지지한 학자 중에 성인교육 측면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은 

P. Freire이다. 그는 억압받는 소작농들에게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침으로써 정치적인 

결정에 참여할 것을 강조하였다.

나) 목표 및 교육과정

급진주의에서 추구하는 진정한 인간화는 각 개인이 자신에게 미치는 사회세력을 

인식하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급진주의자들은 이를 위한 교육

방법으로 대화, 비판적 성찰, 문제제기교육(problem-posing education)을 제안했다. 

급진주의 교육에 있어 지도자와 학습자 사이에는 평등, 상호존중, 의사교환, 그리고 결

속이 필수적이다. 이 때 지도자는 가능한 한 명료하고 수정된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

야 하며, 지도자는 대화의 주제를 제안할 수 있지만 결정할 수는 없다. 진정한 인간화

는 학습자가 지도자와 함께 교육과정을 자유로이 설정하는 등의 비강제적인 교육으로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지도자와 학습자는 사회에 내재해 있는 문제 상황에 대

해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결정하게 된다.



- 37 -

6) 종합

이제까지 제시되어 왔던 대표적인 다섯 가지의 철학적 태도들을 간단하게 요약하

여 제시하면 <표 Ⅱ-11>과 같다. 

인문주의 교육은 진보주의 관점에서 볼 때, 학습자들의 요구와 관심을 충분히 인

식하지 못하며, 학습의 내용으로 고전을 선호하여 현재의 문제에 기인한 실용적인 지

식의 추구에는 관심이 부진하여 사회의 제반사건에 무관심하다는 비판이 가해진다.

행동주의는 일반적으로 행동주의 교육과 인본주의 교육 간의 철학적 차이에서 비

판이 제기된다. 행동주의 교육은 학생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창조성을 방해하여 모

든 학습자가 똑같아지도록 강요한다는 점에서 비인간적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

다(Verdiun, Miler & Greer, 1977).

진보주의는 인문주의와 대별되는 입장에서 제기된 접근으로, 진보주의의 대두는 

인문주의 교육철학이 주장하는 교양, 역사, 문학, 예술을 약화시켰으며, 행동주의, 인본

주의, 급진주의 교육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진보주의에 대

한 비판은 주로 인문주의 교육자들에 의해 비판점이 가해지고 있는데, 인문주의자들에 

따르면, 진보주의는 사회변화를 가져오는 교육의 영향력을 지나치게 크게 묘사하고 있

으며, 교육의 낙관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교사의 역할에 대해 충분한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평가된다(Elias & Merriam, 2002).

인본주의는 행동주의자들이 인간을 환경에 의해 통제되고, 환경의 조건은 학습될 

수 있다는 접근에 반하여 인간성을 강조하며 등장한 것으로 인간에 대한 가정에서 행

동주의와 많은 차이를 보이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인본주의는 분명한 교육 목표에 따

른 학습 결과보다는 인간의 잠재성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평

가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인본주의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일맥상통하며, 특히 성

인교육에서는 학습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성인의 발달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점에서 

인본주의적인 측면이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급진주의는 성인교육의 실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Elias & Merriam, 

2002). 급진주의는 사회의 개혁 및 사회에 대한 비판적 관점 형성에 목적을 두고 있

기에 집단, 조직의 맥락에서는 적용되기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주도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성찰의 강

조는 성인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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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문주의 행동주의 진보주의 인본주의 급진주의

목적

§지적 
능력개발 
중시

§넓은 
의미에서 
지적, 도덕적, 
영적, 그리고 
심미적 
인간의 형성

§기능개발 및 
행동변화의 
촉진

§표준지향적인 
인간의 개발 
및 사회적 
기대 충족

§사회복지의 
증진

§실제 
문제해결능력 
제공

§개인의 성장 
발달의 증진

§자기실현의 
촉진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변화의 도모

학습자

§문명화된 
인간

§언제나 지식, 
개념, 그리고 
이론적 
이해를 
추구하는 
교양있는 
학습자

§학습과정에서 
능동적인 
역할

§새로운 
행동의 실천 
및 피드백 
수용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음

§학습자의 
요구, 흥미 및 
경험이 
학습의 핵심 
요소

§학습자는 
동기화되어 
있고, 자기 
주도적 
존재이며, 
책임감 있는 
존재 가정

§학습과정에서 
지도자와 
동등한 지위

§개인적 
자율성

지도자

§가르치는 
전문가

§지식의 
전달자

§권위주의적
§학습과정의 
통제

§관리자, 
통제자

§학습결과의 
예측 및 지지

§조직자, 
자극자, 
촉진자

§교육적인 
경험을 통한 
학습의 안내

§촉진자, 
조성자, 
동반자

§촉진하지만 
학습에 대한 
지시는 하지 
않음

§학습과정에 
대하여 제안 
및 조언

주요
개념

§인문예술, 
학습자체의 
강조

§이성적, 지적 
교육, 지식의 
전달

§고전적 
인문주의

§능력개발 
중심, 
완전학습

§표준지향적, 
행동목표

§시행착오, 
피드백

§강화

§문제해결, 
경험중심 
교육의 강조

§민주적 이상, 
사회적 책무

§경험학습, 
개별성

§자기주도성
§사호작용, 
개방성

§프락시스(praxi
s)

§비강제적인 
학습

§자율성, 
사회행동

방법
§강의법, 
대화법, 
스터디 그룹

§명상, 비판적 
읽기 및 토의

§프로그램화된 
교수방법

§계약학습, 
준거지향적 
평가

§컴퓨터 
보조학습, 
기능훈련

§문제해결, 
과학적 방법, 
활동중심, 
통합 
교육과정

§경험중심 
교육과정

§경험학습, 
집단토의

§자기주도적 
학습

§개별화된 
학습

§대화 교육, 
문제해결

§비판적 성찰
§실제상황에서
의 매체․인간 
중시

자료: 권두승. (2002). p. 148.

<표 Ⅱ-11> 성인교육철학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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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인교육철학 관련 선행연구

성인교육철학이 실천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여 성인교육철학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Zinn(1983)의 성인교육철학 검사도구가 개발되면서부터이다

(기영화, 2002). 그 동안의 연구에서 대상이 된 성인교육자로는 HRD 담당자, 종교조

직 교육자, 성인교육전공 대학원생, HRD 전공 교수, 농업계 교사, 청소년지도자, 평생

교육담당자 등이 있었다(Baek, 2004; Boone, Buckingham, & Lawrence, 2001; 

McKenzie, 1985; Spurgeon & Moor, 1994; Wingenbach, 1996; 권두승, 2002; 기

영화, 2002 등).

이 중 HRD 전문가를 대상으로 성인교육철학을 측정한 연구로는 McKenzie(1985), 

Spurgeon & Moor(1994), Baek(2004), 기영화(2002)의 연구가 있다.

McKenzie(1985)는 사회교육자들, 즉 기업의 훈련가, 종교조직의 교육자, 성인교육 

대학원생들 간의 성인교육철학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각 집단 간에 인문주의와 진보

주의 철학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대학원학생들의 경우는 진

보주의적 성향이 강했고, 학부생들의 경우는 인문주의 철학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

다. 이는 교육연한과 전공분야 교육경력과 관련한 차이로, 대학원생들은 평균 12년 정

도의 평생교육 현장경험을 갖고 있어 경험을 통한 실질적인 기법을 강조하고, 학부생

들은 인문주의를 선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Spurgeon & Moor(1994)는 성인교육에서의 철학의 역할과 기능을 설명하고 지배

적인 교육 철학을 구명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ASTD 회원을 대상으로 HRD 교수

(638명), 훈련 책임자(3,702명), 그리고 HRD 전문가, 코디네이터 및 강사(5,422명) 세 

개의 집단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교수집단과 리더집단은 진보주의 성인교육

철학을 가장 선호하였고, 현장실무자들은 행동주의를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급진

주의는 세 집단 모두에서 가장 선호되지 않았다. 

Baek(2004)은 교육훈련에 관한 HRD 실무자 및 조직구성원의 인식과 선호에 있어

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고자 교육철학, 설계, 및 카테고리, 성별, 연령, 세대, 재

직기간, 작업 유형, 직위에 관련하여 가장 최적의 교육을 실행하는데 있어 인식과 선

호를 조사하고 비교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 결과, 한국 기업의 교육은 교육훈

련의 설계 및 제공에 있어 교육철학을 기초로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재증명하였고, 

연령, 성별, 근무연한, 직책, 직종을 고려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실시를 고려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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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 문화의 특성에 부합하는 특성화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하

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기영화(2002)의 연구에서는 평생교육 담당자들의 교육철학적 성향을 분석하였는

데, 연구 결과, 평생교육 담당자들은 행동주의를 가장 선호하였고, 응답자의 85% 이상

이 행동주의, 진보주의, 인본주의 철학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다. 성인교육철학의 선호

도는 연령, 학력, 소득, 직급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종사하는 평생교육기관

의 종류와 성인교육훈련 여부에 따라 선호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성인교육철학과 관련한 실중적인 연구가 인식에 따른 우선

순위를 분석하고 인구통계학적인 변인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를 다룬 연구가 대부분이

었으며, 그 결과 가장 선호되는 성인교육철학은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성인교육철학의 측정

교육일반에서 교육철학을 측정 하는 검사로 MABE(Minnesota Analysis of 

Beliefs in Education, Ross(1970)의 REPI(Ross Educational Philosophical 

Inventory), Zinn(1983)의 PAEI(Philosophy of AduJt Education Inventory),  

Witcher & Travers(1999)의 WTSEB(Witcher-Travers Survey of Educational 

Beliefs) 등이 있다(마상진, 2004)(<표 Ⅱ-12> 참조).

가치성향으로는 MABE는 이상주의, 본질주의, 행동주의, 실용주의, 실존주의, REPI

는 이상주의, 현실주의, 실용주의, 실존주의,  PAEI는 인문주의, 행동주의, 진보주의, 

인본주의, 급진주의, WTSEB는 전도주의, 진보주의를 다루고, 구성요소로는 MABE는 

인간본성, 지식, 가치, REPI는 존재, 인식, 가치, PAEI는 학습자, 교수자, 학습의 과정, 

교육내용, 교육목적, WTSEB는 학생동기화, 교사, 평가, 교육과정, 학교교육의 목적으

로 구성되어 있다. 반응양식은 MABE는 각 문항에 대해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0, 1)의 2점 척도로 되어있고, REPI는 5점 척도로 0을 기점으로 –2와 2사이에서 반

응하도록 되어있으며, PAEI는 7점 척도를 활용하고, WTSEB는 5점 척도로 되어있다. 

특히 성인교육철학을 측정하는 도구로 PAEI는 Zinn(1983, 1994)에 의해 개발되었

으며, Elias & Merriam(1995)의 성인교육철학의 프레임웍에 기반을 두었다. 이 도구는 

각 성인교육철학에 대한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다시 Apps(1973)가 제

안한 교육신념 유형에 따라, 학습자에 대한 신념, 성인교육의 목적, 핵심 내용 또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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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학습 과정, 성인교육자의 역할로 재배열하였다. PAEI는 교육자가 교육철학적인 성

향을 확인하고 그들이 가진 신념과 행동에 대해 성찰함으로써 교육철학에 대한 이해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활동 계획, 의사결정, 그리고 성인교육자의 목적과 성인학습자

의 요구 사이에 조율 과정에서 업무 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Baek, 2004). 

구분
MABE

(Minnesota Analysis 
of Beliefs in 
Education)

REPI
(Ross Educational 

Philosophical 
Inventory)

PAEI
(Philosophy of Adult 
Education Inventory)

WTSEB
(Witcher-Travers 

Survey of 
Educational Beliefs)

가치성향
§이상주의
§본질주의
§행동주의
§실용주의
§실존주의

§이상주의
§현실주의
§실용주의
§실존주의

§인문주의
§행동주의
§진보주의
§인본주의
§급진주의

§전도주의
§진보주의

구성요소
§인간본성
§지식
§가치

§존재
§인식
§가치

§학습자
§교수자
§학습의 과정
§교육내용
§교육목적

§학생동기화
§교사
§평가
§교육과정
§학교교육의 목적

척도 § 2점척도(0, 1) § 5점척도(-2~2) § 7점 척도 § 5점 척도
자료: 마상진(2004, p.31) 바탕으로 수정.

<표 Ⅱ-12> 교육철학 측정 도구

4. HRD 가치지향성과 성인교육철학의 관계

HRD 전문가의 HRD 가치지향성은 HRD가 바람직한 모습을 갖추기 위한 진술로서 

파악될 수 있다. 본질적으로 HRD 목적은 HRD 프로세스 상에서 행동의 선호를 결정

하기 때문에 개인 및 조직적 행동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가치의 충돌 앞에서는 어

떠한 활동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HRD의 가치지향성에 대한 깊

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HRD는 응용학문으로서 HRD에 대한 핵심 가치와 신념에 대한 철학적 접근

은 연구-이론-실제 사이의 간극을 줄이고 이들을 상호 연결시키는 기능을 갖는다(백

평구, 이희수, 2010). 더욱이 현실에서의 HRD를 고려해 볼 때, 현장에서 HRD가 전문

성을 확실하게 인정받고 기업에 필수불가결한 기능으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이를 탄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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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학문적 지원과 이론적 안내가 필요하다(장원섭, 심우정, 2005). 

더욱이 HRD 전문가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측정하는 것은 보다 명확하게 그

들의 특성과 다양성을 이해하도록 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하며, 이해관계자와 효과적으

로 소통하도록 할 수 있다(Bates & Chen, 2004). 

HRD에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 연결된다(권대봉, 2003). 교육은 근본적

으로 가치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교육의 개념을 규정하는 일 자체가 가치판단

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교육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의 의도와 관심 또는 신념과 가치

의 표현이기 때문이다(백승우, 2012). 교육의 개념을 규정하는 이론적인 일에서부터, 

교육의 목표를 세우고, 교육의 내용을 선정하고, 교육의 방법을 구안하는 일련의 실천

적인 활동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전 가정이 교육적 가치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며, 

그러한 가치판단의 준거가 되는 것이 바로 교육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김재용, 2003).

 Apps(1973)는 교육 현장에서 교육담당자들에게 철학이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

이 제시하였다. ① 교육자는 교육문제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토대를 필요로 한

다. ② 교육자는 교육활동과 사희와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③ 철학은 교육자에게 

실재란 무엇이고 인간의 본질이란 무엇이며, 또한 교육이란 무엇인지와 같은 기초적이

고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견해를 제시해 줄 수 있다. ④ 개인 차원에서 철학의 폭넓은 

개발은 교육자의 삶에 심오한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다. 

HRD 전문가 역시 조직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관련된 여러 활동을 계획하

고 수행하는 사람들로서 성인교육을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그들이 지닌 성인교육철학이 

HRD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귀결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겠다. 더 나아가 

이러한 교육에 대한 철학적 기반이 HRD의 주요 목적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있어서도 

무엇을 중심에 두고 접근하는가하는 교육적 관점의 상이함의 연장선상에서 차이가 있

을 것으로 보인다.

가. 인문주의와 HRD 가치지향성

인문주의와 관련하여 HRD 맥락에서 논의된 것은 매우 미미하다. 이는 인문주의가 

본래의 교육철학적 특성과는 달리 근대로 넘어오면서 그 의미가 축소된 부분과 HRD

의 분야 특성상 교육철학의 여러 유형 중에서 인문주의와의 교차점이 가장 적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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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로 오면서 본래 자유교육적 인문교육의 속성은 본질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19

세기 과학의 부흥은 학문의 분화와 전문화를 촉진하였고, 대학에서 인문교육은 일반교

육과 교양교육에서 특화된 전문가를 키우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초점을 맞추게 된다(강

선주，2006). 오늘날 인문교육이 주지주의적 교육으로 축소해석된 것은 진리추구나 

인격적 성장 등 자유교육이 추구해 왔던 여러 목적이 인문학의 분과학문적 규정으로 

인해 사라지게 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정민승, 2008).

한편, HRD는 조직이라는 맥락에 놓여 있어 조직이 처한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산업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조직은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여 경쟁우위를 차

지하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조직의 생존을 결정짓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업무 내용이 

빠르게 변화하고 핵심 지식과 정보가 가치를 잃게 되는 주기가 짧아지면서 학습의 내

용보다는 학습능력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이러한 HRD 특수한 맥락에서 고려

해 보건대 지적교육을 강조하는 인문주의 교육의 특성은 HRD에 주는 시사점이 상대

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본질적으로 인문주의적 교육철학은 자유로운 학습을 강조하며, 지식의 조직화와 

지적능력의 개발 등과 같은 측면을 중시한다(권두승, 2002). 이에 따라 인문주의에서

는 교육자는 지식을 전달하는 위치에서 교육의 통제권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인문주의 

교육철학은 HRD 패러다임에 있어서 학습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속에서 개인의 개발

을 추구하는 학습 패러다임과 가장 관련성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나. 행동주의와 HRD 가치지향성

HRD의 근대적 기원이라 할 수 있는 TWI(Training Within Industry)는 2차 세계

대전 당시 정부와 협약을 맺은 산업계가 군수물자의 효과적인 생산과 보급을 위한 근

로자와 감독자의 효과적인 훈련을 위해 고안되었다. 수행 개선을 목적으로 계획된 

TWI는 행동주의와 사회학습이론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다(배을규, 2010). 행동주의는 1

훈련과 개발 영역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행동주의자들의 강화에 의한 행동 수정의 

원리는 직무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관찰 가능한 행동을 훈련생이 반복 실습하고, 피드

백을 주고, 행동목표에 따라 측정함으로써 수행과 관련된 학습의 가시적 증거를 제공

하였다(우진영, 2008). 

HRD에서 수행 패러다임이 강조되면서 기존의 수행 향상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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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것은 

HPT(Human Performance Technology, 수행공학)으로, HPT는 조직의 수행을 위해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를 진단, 처방하는 체계화된 방법을 제공한다. 이에 HPT는 교

육적 방법뿐만 아니라 비교육적 방법으로까지 확대하여 역량개발의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권대봉, 2003).

행동주의 맥락에서 학습은 적응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지배적인 지식 및 주

어진 환경과 필수적으로 연관되어 외부의 환경의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행동의 변

화를 설명한다(Song & Chermark, 2008). 학습의 결과 설정, 피드백, 수행에 대한 평

가 등은 학습에 한계를 설정하여 개인의 학습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이 아니라 학습의 

결과 또한 제한되게 한다(전정호, 2010). 이는 학습 패러다임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

는 개인의 잠재력 발현이나 일의 의미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종합해 보면 행동주의의 표준 지향적인 역량 개발, 행동 변화의 촉진, 행동목표와 

그에 따른 피드백, 가시적인 평가 등 수행 패러다임의 많은 요소들과 맞닿아 있다. 따

라서 행동주의 교육철학의 수준이 높은 HRD 담당자는 HRD 패러다임에 있어서 수행 

패러다임을 보다 높게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진보주의와 HRD 가치지향성

HRD 분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육현장에서 형식교육의 방법보다는 무형식학습

이 강조되면서 경험에 대한 새롭고 다양한 해석과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HRD에서 

경험학습 그 자체는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측면으로 다뤄지고 실제에 있어서는 액션러

닝(action learning), OJT를 비롯하여 일터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 장면에서 광

범위하게 적용된다. 

경험학습이 교육학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진 것은 진보주의 철학의 대표자인 

Dewey에서부터이다. Dewey(1933)는 단순한 행동이나 활동만으로는 학습이 이루어졌

다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경험이 학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지속

적이며, 주의 깊은 숙고, 즉 성찰적 사고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하였다. 나아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육은 학습이 학습자의 경험과 연결되거나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Dewey, 1938). 이러한 그의 주장은 학습의 범위 안으로 경험을 끌어들여, 경험이 학

습의 중요한 요소가 되게 하였다(Woercom,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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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험학습에서는 경험의 특성으로 계속성과 상호작용성이 중시된다. 계속성은 

학습과 학습자의 경험의 연계는 학습자의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이 학습의 재료가 되어 

경험학습은 시간적으로는 평생에 걸쳐 발생하는 개념이 되는 것이고, 상호작용성은 경

험이 일상생활에서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여 경험과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학습자

들 간의 상호작용,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경험학습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

다(권대봉, 2003; 김지자, 정지웅, 2001).

요컨대 진보주의는 사회 또는 일상생활이라는 맥락 안에 사회복지의 증진 및 문제

해결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경험이 학습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학습

자의 경험이 학습의 핵심 요소로서 학습자, 경험, 그리고 교수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강조되는 교육철학이다. 이는 학습자의 경험을 중시하고 조직 내 구성원의 개발을 목

적으로 하는 학습 패러다임의 특성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진보주

의적 교육철학에 대한 인식이 높은 HRD 담당자는 HRD 패러다임에 있어서 학습 패러

다임을 보다 높게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라. 인본주의와 HRD 가치지향성

장원섭(2011)은 학습 패러다임에서는 HRD를 도구적이거나 조작적으로 보지 않고, 

능동적인 존재로서 인간이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현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는 행동

주의, 페다고지, 도구적 합리주의와 대조되는 인본주의 심리학, 안드라고지, 구성주의

에 근거한다고 설명하였다. HRD에 있어서는 인본주의의 영향으로 인하여 인적자원에 

대한 관심이 조직구성원들의 인간적인 특성과 동기로 옮겨가면서 조직행동에 대한 연

구들이 진행되었으며, 학습자의 경험이 지식의 자원 또는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 및 과

정으로 인식되어 경험학습의 탐구 및 실제적 적용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왔다(권대

봉, 2003; 김자자, 정지웅, 2001). 

인본주의에 따르면, 학습을 방해하는 것은 온정, 관심, 이해와 같은 정서적인 지원

의 결핍과 외적 요인과 내적 두려움 간의 결합에 인한 것으로, 모든 인간은 학습에 대

한 잠재성을 가지고 태어나며 거의 모든 것을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본다(강

대석, 2007). 이러한 가정으로 인해 인본주의 교육에 있어서는 개인의 내적인 잠재성

을 발현시킬 수 있도록 학습자 중심의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학습 패러다임을 지지하는 Bierema(1999)는 보다 생산적인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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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개인의 전인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조직이 직면하는 

도전들이 매우 유동적인 상황에서 학습에 대한 기계적인 접근방식, 고정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목적을 둔 학습은 개인 개발은 뿐만 아니라 조직의 수행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학습 패러다임에서는 무형식학습, 학습조직, 실행공

동체 같은 일터학습의 자연스러운 학습방식이 추구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HRD 담당

자들은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구성원의 비형식적이고 우발적인 또는 자연발생적인 학습 

현상들에 주목하여 조직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촉진할 필

요가 있다(장원섭, 2011).

한편, 일과 삶의 관계에 대한 관점이 갈등관계에서 균형관계, 그리고 최근 조화관

계로 인식되면서, 개인의 질적이고 주관적인 특성이 중시되고 있다(오헌석 외, 2008). 

즉, 일과 삶은 조직에서도 조화를 이루어야 할 대상으로, 고전적 동기이론가와 인본주

의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은 의미 있게 일하는 삶을 위한 내적 욕구를 지니고 있

기에, 일터가 의미 있고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지되지 않은 개인들은 그들의 전문적 

능력이 발휘될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조직 내 조직구성원이 과거와는 달리 

점차 질적인 보상 및 삶의 가치를 중시하는 이러한 경향은 HRD에 있어서도 그들의 

욕구를 중시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강조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인본주의적 교육철학은 교육을 통한 개인의 잠재성의 발현에 주된 관심을 

두고 있어 학습 패러다임의 기본 가정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으며, 개인차원의 가치에 

초점을 두어 일터에서의 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일의 의미 패러다임과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인본주의적 교육철학에 대한 인식이 높은 HRD 담당자는 HRD 패러다

임에 있어서 학습 패러다임과 일의 의미 패러다임을 보다 높게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고 할 수 있다.

마. 급진주의와 HRD 가치지향성

경험학습을 보다 발전시킨 것은 Freire를 중심으로 하는 급진주의 교육철학이다

(권대봉, 2003). 비평이론의 영향을 받은 Freire(1970)는 브라질에서 억압받는 소작농

들에게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침으로써 읽기와 쓰기의 지식을 통한 정치적 결정에의 참

여를 강조했다. 그는 경험에 대한 성찰을 강조함으로써, 성찰을 통해 문제를 새롭게 

설정하고, 비판을 통해 새로운 해석을 발견해, 실재하는 상황을 직면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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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Woercom, 2004). 급진주의 교육철학에서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변화의 도모

를 교육의 목적으로 상정하고, 학습자들의 반성적인 사고와 그에 따른 실천을 중시한 

학습방법으로 경험이 위치하게 된다. 이때의 경험은 의식화, 역사의식의 형성, 해방, 

사회적 변혁과 같은 공동체수준으로 확장되는 특성을 지닌다(권대봉, 2003).

이는 일터 맥락에서 사회의 제도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개인과 집

단의 능력을 증대시키는 역할의 필요성으로 이어졌다(배을규, 2010). 비판적인 학습의 

결과로 조직구성원이 조직이 미리 정해놓은 목표나 전략의 실현에 맹목적으로 순응하

기보다는 목표 및 기본 가정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능력을 기를 때 개인의 개

발뿐만 아니라 조직차원에서도 종국에 조직의 큰 가치에 기여하게 된다고 본다.

급진주의 교육철학은 사회의 유지 및 발전 차원이 아닌 사회 변화를 추구하고 그 

안에서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는데, 이는 단일 조직을 초월한 가치에 초점을 맞춘 일

의 의미 패러다임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급진주의적 교육철학에 대한 인식

이 높은 HRD 담당자는 HRD 패러다임에 있어서 일의 의미 패러다임을 보다 높게 인

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48 -

I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이 연구의 목적은 HRD 전문가의 성인교육철학을 유형화하고, 성인교육철학 유형

별 HRD 가치지향성의 차이를 구명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크게 ① HRD 

가치지향성 수준 분석 단계, ② 성인교육철학 수준 분석 및 유형화 단계, ③ 성인교육

철학 유형별 HRD 가치지향성 차이 구명의 3단계로 진행된다. 

단계 분석 내용 분석 방법

1단계
HRD 

가치지향
성 수준 
분석  

HRD 가치지향성 수준 분석 기술통계
응답자 일반적 특성에 따른 HRD 

가치지향성 수준의 차이 분석 t-검증, 일원배치분산분석

2단계

성인교육
철학   
수준 
분석

성인교육철학 수준 분석 기술통계
응답자 일반적 특성에 따라 

성인교육철학 수준의 차이 분석 t-검증, 일원배치분산분석
성인교육

철학 
유형화

성인교육철학에 따른 유형 구명 잠재집단분석
분석유형별 구성원 특성 분석  카이제곱 검정

3단계 성인교육철학 유형별 
HRD 가치지향성 차이 구명 일원배치분산분석

[그림 Ⅲ-1] 연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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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가. 모집단

이 연구의 목적은 HRD 전문가의 성인교육철학을 유형화하고, 성인교육철학 유형

별 HRD 가치지향성의 차이를 구명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모집단은 국내 

HRD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HRD 전문가이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란 어떤 분야를 연구하거나 그 일에 종사하여 그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13), HRD는 이론과 

실천이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발전하는 분야로서, HRD 전문가도 크게 HRD 연구자와 

HRD 실무 담당자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

적은 HRD의 정체성 형성을 위한 것이므로, 연구과 실무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HRD 

전문가들의 인식을 총 망라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HRD 전문가란 학문분야와 실무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를 

포괄하는 의미로, HRD 연구자와 HRD 실무 담당자를 가리킨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의 목표 모집단

(target population)을 설정하였다. 목표 모집단은 HRD 연구자는 HRD 관련 학회지에 

게재된 실적이 있는 연구자이고, HRD 실무 담당자는 대기업 HRD 부서와 대기업 연

수원에 종사하는 HRD 담당자, 그리고 HRD 컨설팅 기업의 HRD 컨설턴트이다. HRD 

실무 담당자의 경우, HRD 조직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비롯한 여건을 충분히 확보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황성준, 2010), 40대 그룹의 HRD 담당자로 한정하였다.

나. 표집

HRD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

라 자료 수집상의 정확한 조사가 불가능하므로, 이 연구에서는 비확률 표집

(nonprobability sampling) 중에서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을 사용하여 HRD 

전문가를 표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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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RD 연구자

HRD 연구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12개의 주요 학회지(김진모, 2004)

에 논문을 게재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2009년부터 2013년(설문 시점까지)까지 

게재된 논문 중에서 HRD 관련 연구로 판단되며. 저자의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연

구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번호 학회명 학술지명
1 한국경영학회 경영학연구
2 한국교육공학회 교육공학연구
3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4 한국기업교육학회 기업교육연구
5 한국농·산업교육학회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6 한국산업교육학회 산업교육연구
7 한국산업및조직심리학회 산업 및 조직
8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인적자원관리연구
9 한국직업교육학회 직업교육연구
10 한국평생교육학회 평생교육학연구
11 한국성인교육학회 andragogy today
12 한국인력개발학회 HRD연구

<표 Ⅲ-1> HRD 연구 관련 학회지

2) HRD 실무 담당자

가) 기업체 HRD 담당자

기업체 HRD 담당자의 경우는 조직 내 HRD 담당자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고 

HRD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대기업의 HRD 

담당자로 한정하였다. 규모가 비교적 작은 기업의 경우 HRD 전담 부서의 존재와 담당

자가 명확하지 않으며, HRD 담당자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체에서만 확인이 가능

하다는 기존 보고에 따라(김현수, 1999; 주용국, 홍선이, 2002), 상대적으로 HRD 조

직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정거

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40대 그룹의 HRD 조직에 속해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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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그룹명 계열사 수 순위 그룹명 계열사 수
1 삼성 76 21 신세계 27
2 한국전력공사 22 22 한국철도공사 10
3 한국토지주택공사 5 23 엘에스 49
4 현대자동차 57 24 동부 61
5 에스케이 81 25 금호아시아나 24
6 엘지 61 26 대우조선해양 20
7 롯데 77 27 대림 19
8 포스코 52 28 현대 20
9 현대중공업 26 29 부영 16
10 지에스 79 30 에쓰-오일 2
11 한국도로공사 3 31 오씨아이 22
12 한국가스공사 3 32 현대백화점 35
13 농협 35 33 효성 48
14 한진 45 34 대우건설 16
15 한화 49 35 인천도시공사 3
16 케이티 54 36 한국지엠 3
17 두산 25 37 동국제강 15
18 한국수자원공사 2 38 영풍 23
19 에스티엑스 21 39 코오롱 40
20 씨제이 82 40 한진중공업 9

<표 Ⅲ-2>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40대 그룹(2013년 4월 기준)

나) HRD 컨설턴트

HRD 컨설팅 기업에 대한 기준점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어 HRD 컨설턴트 2명과 

HRD 담당자 2명의 의견을 종합하여 HRD 컨설팅 업체의 리스트를 확보하였다(표 Ⅲ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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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사이트 기업명 사이트
크레듀 http://www.credu.com/ 한국생산성본부 www.kpc.or.kr

한화S&C http://www.hsnc.co.kr/index.jsp 한국능률협회컨설팅 www.kmac.co.kr
웅진패스원 www.passone.net/krcomp/

home 인사이트그룹 www.insightgroup.co.kr
KT이노에듀 http://www.ktinnoedu.com/ Haygroup http://www.haygroup.com/kr

엑스퍼트컨설팅 www.exc.co.kr Mercer http://www.mercer.co.kr
PSI컨설팅 www.psiconsulting.co.kr Towerswatson http://towerswatson.com/

윌슨러닝코리아 http://www.wlk.co.kr/ HCG http://www.e-hcg.com/HCG.htm
인키움 www.inkium.com/ Aon Hewitt http://www.aon.com

룩스컨설팅 http://www.luxc.com 에듀맨컨설팅 http://www.eduman.com/
알키미컨설팅 http://www.alkimi.com/ 휴넷 http://www.hunet.co.kr/

main/main.aspxL&I컨설팅 http://www.lnic.co.kr/

<표 Ⅲ-3> HRD 컨설팅 기업 리스트

다. 표집 수

모집단의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연구의 일반화

를 위한 적정 표집 수는 산출하기 어렵다(McMillan & Schmacher, 2006). 국내 HRD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 수로 103명~274명의 사례 수를 보이고 

있으며, 회수율이 33.1%~81.17%로 보고되었다(배을규, 김대영, 2007; 우진영, 2008; 

박희원, 2009; 황성준, 2010, 이하지, 2011 등). 이 연구에서는 예상 표집 수 250부

를 목표로 회수율을 60%로 고려하여 총 42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3. 조사 도구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사도구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이 연구에

서 구명하고자 하는 HRD 가치지향성 및 성인교육철학,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성별, 연령, 학력, 전공, 소속, 경력, 분야와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기영화, 2002; 우진영, 2008; 전영욱, 2009). HRD 가치지향성은 6개의 하위 구인에 

대해 총 3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성인교육철학은 5개의 하위 구인에 대해 1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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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 총 7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응답방식은 Likert 척도 및 선택형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도구는 <표 Ⅲ-4>와 같다.

변인명 문항 수 문항 번호 척도

HRD
가치

지향성

학습 개인의 학습경험 제공 6 Ⅰ- 2, 3, 6, 12, 13, 16

7점
척도

학습 시스템 구축 6 Ⅰ- 22, 23, 27, 29, 32, 35
수행 개인의 직무수행 개선 6 Ⅰ- 5, 9, 10, 14, 17, 18

조직의 수행 개선 6 Ⅰ- 20, 24, 25, 30, 33, 34
일의 
의미

일의 의미부여 6 Ⅰ- 1, 4, 7, 8, 11, 15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조직 확립 5 Ⅰ- 19, 21, 26, 28, 31

성인교육
철학

인문주의 15
Ⅱ- 1_3, 2_5, 3_3, 4_5, 5_5, 

6_3, 7_4, 8_4, 9_5, 
10_5, 11_3, 12_1, 13_4, 
14_2, 15_1

7점
척도

행동주의 15
Ⅱ- 1_2, 2_2, 3_5, 4_3, 5_2, 

6_1, 7_2, 8_3, 9_4, 
10_2, 11_4, 12_5, 13_2, 
14_1, 15_2

진보주의 15
Ⅱ- 1_4, 2_1, 3_4, 4_1, 5_4, 

6_2, 7_3, 8_1, 9_2, 
10_1, 11_2, 12_3, 13_5, 
14_3, 15_5

인본주의 15
Ⅱ- 1_5, 2_4, 3_1, 4_4, 5_1, 

6_5, 7_1, 8_5, 9_3, 
10_3, 11_5, 12_2, 13_3, 
14_5, 15_3

급진주의 15
Ⅱ- 1_1, 2_3, 3_2, 4_2, 5_3, 

6_4, 7_5, 8_2, 9_1, 
10_4, 11_1, 12_4, 13_1, 
14_4, 15_4

인구
통계학적 

특성

성별

7 -

연령
최종 학력

전공
소속

HRD 경력
HRD 담당 분야

<표 Ⅲ-4> 조사도구(설문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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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도구는 선행연구에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입증된 도구들을 활용하였으며, HRD 

전문가들이 응답하기에 적합하도록 문장을 수정하였다. 조사도구에 대한 전문가 검토

는 HRD 전공 교수 1인과 HRD 전공 박사 1인, 그리고 HRD를 전공한 HRD 실무자

(박사학위 소지자) 1인을 통해 이루어졌다. 검토 과정을 통해 응답하기 용이하게 설문

이 구성되어 있는지, 설문에 대한 안내가 잘 이루어져 있는지, 문항이 이해하기 쉽게 

기술되어 있는지, 측정하려는 변인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피드백이 주

어졌다.

가. HRD 가치지향성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는 HRD 가치지향성을 Bates & Chen(2005)이 개발한 HRD 가치지향

성(HRD　Value orientation)을 우진영(2008)이 번안한 조사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

다. 하위 구인인 개인의 학습경험 제공, 학습 시스템 구축, 개인의 직무수행 개선, 조

직의 수행 개선, 일의 의미부여,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조직 확립의 내적 신뢰도 계

수는 우진영(2008)의 연구에서 .67~.93으로 적절한 수준이었다. 

예비 조사를 통해 문항의 내적 일치도 계수를 분석한 결과, 문항 전체에 대한 내

적일치도 계수는 .917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구인별 내적일치도 계수를 살펴보

면, 개인의 학습경험 제공 .795, 학습 시스템 구축 ,772, 개인의 직무수행 개선 .894, 

조직의 수행 개선 .901, 일의 의미부여 .888,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조직 확립 .950

으로 나타났다. 구인별로 문항 삭제 시 내적일치도 계수가 증가하는 경우와, 문항-전

체 상관관계에 의한 변별도 분석에서 해당 구인과의 상관계수가 낮은 문항이 발견되었

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문항의 표현을 응답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수정하였

고, HRD 전공 교수 및 HRD 전공 박사 학위소지자, HRD 전공 박사 수료생의 검토

를 받아 최종 본조사 문항을 완성하였다. 

본 조사에서 내적 신뢰도 계수는 전체 .917이었으며, 하위 구인별로는 개인의 학습

경험 제공 .748, 학습 시스템 구축 .844, 개인의 직무수행 개선 .854, 조직의 수행 개

선 .894, 일의 의미부여 .804,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조직 확립 .896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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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문항 수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
예비조사(n=37) 본조사(n=249)

HRD 가치지향성 35 .917 .917
개인의 학습경험 제공 6 .795 .748

학습 시스템 구축 6 .772 .844
개인의 직무수행 개선 6 .894 .854

조직의 수행 개선 6 .901 .894
일의 의미부여 6 .888 .804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조직 확립 5 .950 .896

<표 Ⅲ-5> HRD 가치지향성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

나. 성인교육철학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는 성인교육철학을 Zinn(1983, 1994)이 개발하고 수정한 것을 권두

승(2002)이 번안한 조사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하위 구인인 인문주의, 행동주의, 

진보주의, 인본주의, 급진주의의 내적 신뢰도 계수는 권두승(2002)의 연구에서 

.79~.86으로 적절한 수준이었다. 

예비 조사를 통해 문항의 내적 일치도 계수를 분석한 결과, 문항 전체에 대한 내

적일치도 계수는 .913으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구인별 내적일치도 계수를 살펴

보면, 인문주의 .724, 행동주의 .806, 진보주의 .815, 인본주의 .786, 급진주의 .819로 

나타났다. 구인별로 문항 삭제 시 내적일치도 계수가 증가하는 경우와, 문항-전체 상

관관계에 의한 변별도 분석에서 해당 구인과의 상관계수가 낮은 문항이 발견되어, 문

항의 표현을 응답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수정하였고, HRD 전공 교수 및 HRD 전

공 박사 학위소지자, HRD 전공 박사 수료생의 검토를 받아 최종 본조사 문항을 완성

하였다. 

본 조사에서 내적 신뢰도 계수는 전체 .909였고, 하위 구인별로는 인문주의 .685, 

행동주의 .735, 진보주의 .745, 인본주의 .685, 급진주의 .79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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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문항 수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
예비조사(n=37) 본조사(n=249)

성인교육철학 75 .913 .909
인문주의 15 .724 .685
행동주의 15 .806 .735
진보주의 15 .815 .745
인본주의 15 .786 .685
급진주의 15 .819 .798

<표 Ⅲ-6> 성인교육철학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

4. 자료 수집

자료의 수집은 온라인조사 및 우편조사로 이루어졌으며, HRD 연구자의 경우, 

HRD 관련 학회지에 게재된 실적이 있는 연구자 중 이메일 주소를 제시하고 있는 연

구자에 한해 1차적으로 설문에 응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긍정적인 회신이 온 경우 온라인 설문 주소를 보내 설문에 참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HRD 실무자는 먼저 기업체 HRD 담당자의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40개 그룹 중 20개의 기업집단을 무작위로 선정하였고, 각 1개 개열사의 

HRD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HRD 컨설팅 업체는 확보한 리스

트에서 무작위로 10개 기업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우편과 온

라인 설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자료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Dillman(2000)의 방법

을 활용하였다. 협력자에게 개별적인 연락을 취하여 연구의 취지 및 설문지 발송에 대

해 논의하여 해당 조직에서 설문 가능한 인원을 파악하여 설문지, 반송봉투 및 설문안

내서를 발송하였다. 이후 지속적으로 협력자에게 연락을 취해 기간 내에 설문을 회수

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고, 설문에 응한 대상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자료수집은 2013년 4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이루어졌고, 420부의 설문지가 배

포되었으며 272개의 자료가 회수되었고(회수율 64.76%), 이 중에서 불성실 응답, 미

응답 등의 자료를 제외하여 총 249개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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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Mplus 6.12와 SPSS 2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든 분석에 있어서 통계적 유의수준은 5%로 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통계분석방법

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표 Ⅲ-7>과 같다. 

연구 문제 통계분석방법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기술통계

연구문제 1. HRD 전문가가 인식한 HRD 가치지향성 수준은 어떠
한가?

 1-1. HRD 전문가들이 인식한 HRD 가치지향성의 수준은 어떠
한가?

 1-2. HRD 전문가들이 인식한 HRD 가치지향성은 HRD 전문가
들의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 학력, 전공, 소속, HRD 경
력, HRD 담당 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기술통계, 
t-검증, 

일원배치분산분석

연구문제 2. HRD 전문가의 성인교육철학의 특성은 어떠한가?
 2-1. HRD 전문가들의 성인교육철학 수준은 어떠한가?
 2-2. HRD 전문가들의 성인교육철학은 HRD 전문가들의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 학력, 전공, 소속, HRD 경력, HRD 담당 
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3. HRD 전문가들의 성인교육철학은 몇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 
될 수 있는가?

 2-4. HRD 전문가들의 성인교육철학 유형 집단별 구성원들의 특
성(성별, 연령, 학력, 전공, 소속, HRD 경력, HRD 담당 
분야)은 어떠한가?

기술통계, 
t-검증, 

일원배치분산분석,
잠재프로파일분석(LPA),

카이제곱 검정

연구문제 3. HRD 전문가들의 성인교육철학 유형 집단별 HRD 가
치지향성에 차이가 있는가? 일원배치분산분석

<표 Ⅲ-7> 연구목적에 따른 통계분석방법

이 연구에서 적용된 통계방법은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

성의 경우에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 방법을 활용하고, 성인교

육철학 특징 및 HRD 가치지향성을 구명하기 위해 기술통계와 t-검증, 일원배치분산분

석을 하였다. 또한 집단 유형화를 위해 잠재집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 때 응답자 

개인의 가치성향 차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표준화 점수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집단 

간 비교를 위해서는 카이제곱 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활용하였다.



- 58 -

가. 자료 처리

1) 결측치 처리

결측치를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완전제거법(List-wise 

deletion)은 일부 케이스가 표본의 특성을 지배하게 됨으로써 편의가 발생하게 되며, 

케이스 수의 감소로 효율성이 감소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강민아, 김경아, 

2006).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결측 자료의 분포 모양을 가정하고, 이 분포 하에서 결

측치에 대한 우도값을 추정하는 EM(Expectation -Maximization) 방식으로 결측치를 

처리하였다.

2) 교육관 유형화를 위한 표준화 점수 활용

이 연구에서는 Likert 척도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개인의 응답 경향에 

관계없이 개인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을 강조하여 교육철학에 대한 선호를 분명

히 할 수 있도록 변환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김상룡, 조길호, 이수형(1994)의 반응편향

성을 내포한 Likert형 척도 자료의 분석방법 중 개인 차원에서 자료의 표준화 방법을 

활용하여 교육관을 유형화하는데 있어 각 개인의 교육관 선호 정도에 따라 비슷한 경

향의 개인들이 같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자료를 처리하였다.

3) x² 검정을 위한 집단 재범주화

x²검정은 기대빈도가 5미만인 셀이 전체의 20%를 넘는 경우 x²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해당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재범주화 하여 분석

을 실시하였다. 한편, HRD 담당 분야의 경우는 Gilley et al.(2002)의 HRD 영역 구분 

기준에 따라 개인차원과 조직차원의 두 범주로 재범주화 하였다.

나. 잠재프로파일분석(LPA)

잠재프로파일 분석의 목적은 군집분석과 같이 변수 간 유사한 값을 갖는 관찰대상

들의 유형을 분류하는데 있다. 이것은 다양한 요인이 혼합되어 있는 조합들을 구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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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도움이 되고, 체계적이고 의미있는 방식으로 모집단의 하위 집단을 요약적으로 

보여주는데 적합한 방식이다(이정은, 2012). 

잠재프로파일분석은 군집분석에 비해 방법론상으로 몇 가지 장점이 있다(Miller. 

et al., 2009). 잠재프로파일분석은 Maximun likelihood 추정방법을 사용하여 각 유형

에 속한 모든 개인에 대한 추정된 확률값을 설명하는 유형 멤버십 확률을 구할 수 있

다. 또한 잠재변수를 사용함으로써 측정 오차를 줄일 수 있고, 최적의 잠재유형 모델

을 결정하기 위해 적합도 지수를 사용할 수 있다. 

다. 잠재 집단 수 결정

잠재프로파일분석에서는 유형의 집단 수를 결정하기 위해 적합도 지수인 

AIC(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BIC(Baysian Information Criterion), 

SSA-BIC(Sample-Size Adjusted BIC)와 통계적 유의도 검증에는 

LMR(LO-MENDELL-RUBIN ADJUSTED LRT TEST), Entropy 지수를 활용하였다. 

AIC, BIC, SSA-BIC는 값이 작을수록 적합도가 좋고, Entropy는 1에 가까울수록 적

합도가 좋다고 본다. 또한 통계적 유의도 LMR은 유형이 k개인 모형과 k-1개인 모형

을 비교하여 p-value가 .05보다 작으면 k개인 모형의 적합도가 더 좋은 것으로 판단

한다(조정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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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이 연구의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HRD 관련 특성으로 살펴보았다

(<표 Ⅳ-1> 참조).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최종학력, 전공으로 구성하였

고, HRD 관련 특성으로는 소속 기관, HRD 관련 경력, HRD 담당 분야로 구성하였다.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의 경우, 남성이 59.4%(148명), 여성이 40.6%(101명)로 남

성이 조금 더 많았고, 연령은 30세 미만은 18.9%(47명), 30세 이상 40세 미만은 

42.6%(106명), 40세 이상 50세 미만은 26.5%(66명), 50세 이상은 12.0%(30명)로,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최종학력의 경우는 4년제 

대학 졸업 이하는 33.7%(84명), 석사 32.9%(82명), 박사 33.3%(83명)로 매우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전공별로는 인문계열 18.5%(46명), 사회계열 41.4%(103명), 교육계열 

30.5%(76명), 공학계열 6.8%(17명), 기타 2.8%(7명)로 사회계열이 가장 많았다. 

HRD와 관련된 특성으로 소속에 있어서는 학교기관이 30.1%(75명), 연구기관이 

4.0%(10명), 기업체 HRD 부서(파트, 팀, 실, 부 등) 34.9%(87명), 기업체 연수원 

14.1%(35명), HRD 컨설팅 기업 15.3%(38명), 기타 1.6%(4명)로 기업체 HRD 부서

(파트, 팀, 실, 부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HRD 관련 경력으로는 5년 미

만이 41.0%(102명),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6.5%(66명),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17.7%(44명), 15년 이상 20년 미만이 8.8%(22명), 20년 이상은 6.0%(15명)로 5년 

미만이 가장 많았다. HRD 영역에서 주로 담당하거나 연구하는 분야로는 개인개발이 

41.4%(103명), 경력개발 14.5%(36명), 조직개발 25.3%(63명), 수행관리 7.2%(18명)

이었으며, 여러 분야로 응답한 경우가 11.6%(29명)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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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148 59.4

여성 101 40.6

연령
30세 미만 47 18.9

30-40세 미만 106 42.6
40-50세 미만 66 26.5

50세 이상 30 12.0

최종학력
4년대졸 이하 84 33.7

석사 82 32.9
박사 83 33.3

전공

인문계열 46 18.5
사회계열 103 41.4
교육계열 76 30.5
공학계열 17 6.8

기타 7 2.8

소속

학교기관 75 30.1
연구기관 10 4.0

기업체 HRD 부서 87 34.9
기업체 연수원 35 14.1

HRD 컨설팅 기업 38 15.3
기타 4 1.6

HRD 경력

5년 미만 102 41.0
5~10년 미만 66 26.5
10~15년 미만 44 17.7
15~20년 미만 22 8.8

20년 이상 15 6.0

HRD 분야

개인개발 103 41.4
경력개발 36 14.5
조직개발 63 25.3
수행관리 18 7.2
복수응답 29 11.6

계 249 100.0

<표 Ⅳ-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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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RD 가치지향성

가. HRD 가치지향성의 기술적 통계량

HRD 전문가가 인식한 HRD 가치지향성의 평균, 표준편차, 환산평균, 최솟값, 최댓

값, 반응범위를 나타낸 결과는 <표 Ⅳ-2>와 같다. 문항은 7점 Likert 척도를 활용하였

고, 총 3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전체 HRD 가치지향성 문항의 이론적 반응 범위는 

35~245이고, 하위 요인은 6~42이다. 

HRD 가치지향성의 수준은 개인의 학습경험 제공의 경우, 최솟값 23, 최댓값 42

로, 평균 33.86, 표준편차 3.91, 환산평균 5.64였으며, 학습 시스템 구축은 최솟값 22, 

최댓값 42이며, 평균 34.03, 표준편차, 4.12, 환산평균 5.67로 나타났다. 개인의 직무

수행 개선은 최솟값 27, 최댓값 42로, 평균 36.99, 표준편차 3.59, 환산평균 6.17이었

고, 조직의 수행 개선은 최솟값 26, 최댓값 42로, 평균 35.97, 표준편차 4.08, 환산평

균 6.00이었다. 일의 의미부여는 최솟값 23, 최댓값 42로, 평균 35.18, 표준편차 

4.20, 환산평균 5.86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조직 확립의 경우, 최

솟값 13, 최댓값 35로, 평균 26.56, 표준편차 4.71, 환산평균 5.31이었다.

변인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반응

범위
7점 환산 

평균
학습 개인의 학습경험 제공 33.86 3.91 23 42 6-42 5.64

학습 시스템 구축 34.03 4.12 22 42 6-42 5.67
수행 개인의 직무수행 개선 36.99 3.59 27 42 6-42 6.17

조직의 수행 개선 35.97 4.08 26 42 6-42 6.00
일의 
의미

일의 의미부여 35.18 4.20 23 42 6-42 5.86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조직 확립 26.56 4.71 13 35 5-35 5.31

<표 Ⅳ-2> HRD 가치지향성의 기술적 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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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HRD 가치지향성의 차이

1) 성별

성별에 따른 HRD 가치지향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결

과는 <표 Ⅳ-3>과 같다. 첫째, 개인의 학습경험 제공의 수준은 남성 5.59, 여성 5.72

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습 시스템 구축의 

수준은 남성 5.69, 여성 5.65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셋째, 개인

의 직무수행 개선은 남성 6.16, 여성 6.18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넷째, 일의 의미 부여는 남성 5.84, 여성 5.91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다섯째,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조직 확립은 남성 5.22, 여성 5.45로 나타났

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값
개인의 학습경험 제공 남성 148 5.59 .67 -1.540여성 101 5.72 .63

학습 시스템 구축 남성 148 5.69 .69 .428여성 101 5.65 .69
개인의 직무수행 개선 남성 148 6.16 .63 -.282여성 101 6.18 .55

조직의 수행 개선 남성 148 6.01 .70 .523여성 101 5.97 .66
일의 의미부여 남성 148 5.84 .73 -.789여성 101 5.91 .66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조직 확립

남성 148 5.22 .95 -1.896여성 101 5.45 .92

<표 Ⅳ-3> 성별에 따른 HRD 가치지향성의 차이

2) 연령

연령에 따른 HRD 가치지향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ANOVA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Ⅳ-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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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개인의 학습경험 
제공

a 30세 미만 47 5.61 0.62
1.023b 30-40세 미만 106 5.60 0.64

c 40-50세 미만 66 5.66 0.70
d 50세 이상 30 5.83 0.62

학습 시스템 
구축

a 30세 미만 47 5.62 0.66
1.873b 30-40세 미만 106 5.58 0.72

c 40-50세 미만 66 5.78 0.65
d 50세 이상 30 5.83 0.67

개인의 직무수행 
개선

a 30세 미만 47 6.20 0.63
.555b 30-40세 미만 106 6.11 0.62

c 40-50세 미만 66 6.19 0.59
d 50세 이상 30 6.25 0.49

조직의 
수행 개선

a 30세 미만 47 6.08 0.73
1.030b 30-40세 미만 106 5.94 0.67

c 40-50세 미만 66 5.95 0.71
d 50세 이상 30 6.14 0.59

일의 의미부여
a 30세 미만 47 5.79 0.72

1.242b 30-40세 미만 106 5.80 0.71
c 40-50세 미만 66 5.98 0.71
d 50세 이상 30 5.96 0.57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조직 확립

a 30세 미만 47 5.08 1.08
1.915b 30-40세 미만 106 5.28 0.96

c 40-50세 미만 66 5.43 0.90
d 50세 이상 30 5.53 0.66

<표 Ⅳ-4> 연령에 따른 HRD 가치지향성의 차이

첫째, 개인의 학습경험 제공의 수준은 50세 이상 5.83, 40세 이상 50세 미만 

5.66, 30세 미만 5.61, 30세 이상 40세 미만 5.60 순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습 시스템 구축의 수준은 50세 이상 5.83, 40세 

이상 50세 미만은 5.78, 30세 미만은 5.62, 30세 이상 40세 미만은 5.58 순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개인의 직무수행 개선의 수준은 

50세 이상 6.25, 30세 미만 6.20, 40세 이상 50세 미만 6.19, 30세 이상 40세 미만 

6.11 순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조직의 수행 

개선의 수준은 50세 이상 6.25, 30세 미만 6.20, 40세 이상 50세 미만 6.19, 30세 



- 65 -

이상 40세 미만 6.11 순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일의 의미부여 수준은 40세 이상 50세 미만은 5.98, 50세 이상은 5.96, 30세 

이상 40세 미만은 5.80, 30세 미만은 5.79 순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

타나지 않았다. 여섯째,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조직 확립의 수준은 50세 이상 5.53, 

40세 이상 50세 미만 5.43, 30세 이상 40세 미만 5.28, 30세 미만 5.08 순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학력

학력에 따른 HRD 가치지향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ANOVA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Ⅳ-5>와 같다.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LSD
개인의 

학습경험 
제공

a 4년대졸 이하 84 5.57 0.66
1.148 -b 석사 82 5.63 0.61

c 박사 83 5.73 0.68
학습 시스템 

구축
a 4년대졸 이하 84 5.51 0.68

6.880** c>a,bb 석사 82 5.63 0.72
c 박사 83 5.88 0.61

개인의 
직무수행 

개선

a 4년대졸 이하 84 6.10 0.62
1.108 -b 석사 82 6.16 0.57

c 박사 83 6.24 0.60
조직의 

수행 개선
a 4년대졸 이하 84 5.97 0.71

.474 -b 석사 82 5.96 0.68
c 박사 83 6.05 0.66

일의 
의미부여

a 4년대졸 이하 84 5.71 0.68
3.434* c>ab 석사 82 5.89 0.75

c 박사 83 5.99 0.64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조직 확립

a 4년대졸 이하 84 5.24 0.93
.424 -b 석사 82 5.32 0.99

c 박사 83 5.37 0.91
*p<.05, **p<.01

<표 Ⅳ-5> 학력에 따른 HRD 가치지향성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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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개인의 학습경험 제공 수준은 박사 5.72, 석사 5.63, 4년대졸 이하 5.57 순

이었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습 시스

템 구축의 수준은 박사 5.88, 석사 5.63, 4년대졸 이하 5.51 순이었고, 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느 집단에서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LSD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박사가 4년대졸 이하나 석사보다 학습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개인의 직무수행 개선의 수

준은 박사 6.24, 석사 6.16, 4년대졸 이하 6.10 순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는 없었다. 넷째, 조직의 수행 개선의 수준은 박사 6.05, 4년대졸 이하 5.97, 석사 

5.96 순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섯째, 일의 의미부여

의 수준은 박사 5.99, 석사 5.89, 4년대졸 이하 5.71 순이었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차이가 나는 집단을 확인하기 위하여 LSD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박사가 4년대졸 이하보다 일의 의미부여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조직 확립의 수준은 박사 5.37, 석

사 5.32, 4년대졸 이하 5.24 순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4) 전공

전공에 따른 HRD 가치지향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ANOVA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Ⅳ-6>과 같다. 

첫째, 개인의 학습경험 제공은 사회계열과 교육계열 5.66, 기타 5.62, 공학계열 

5.61, 인문계열 5.60 순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습 시스템 구축은 교육계열 5.80, 공학계열 5.77, 사회계열 5.64, 인문계열 

5.51, 기타 5.48 순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개인

의 직무수행 개선은 교육계열 6.23, 공학계열 6.19, 인문계열과 사회계열 6.14, 기타 

6.00 순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넷째, 조직의 수행 개선의 수준은 

공학계열 6.11, 교육개열 6.08, 인문계열 6.02, 사회계열 5.93, 기타 5.55 순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섯째, 일의 의미부여의 수준은 기타 

5.98, 사회계열과 교육계열 5.88, 공학계열 5.84, 인문계열 5.80 순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여섯째,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조직 확립의 수준은 기타 

5.57, 인문계열 5.47, 공학계열 5.44, 사회계열 5.32, 교육계열 5.16 순이었고,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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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개인의 학습경험 
제공

a 인문계열 46 5.60 0.66

.088
b 사회계열 103 5.66 0.64
c 교육계열 76 5.66 0.66
d 공학계열 17 5.61 0.65
e 기타 7 5.62 0.84

학습 시스템 
구축

a 인문계열 46 5.51 0.73

1.616
b 사회계열 103 5.64 0.66
c 교육계열 76 5.80 0.62
d 공학계열 17 5.77 0.85
e 기타 7 5.48 0.99

개인의 직무수행 
개선

a 인문계열 46 6.14 0.59

.449
b 사회계열 103 6.14 0.61
c 교육계열 76 6.23 0.61
d 공학계열 17 6.19 0.43
e 기타 7 6.00 0.79

조직의 
수행 개선

a 인문계열 46 6.02 0.69

1.407
b 사회계열 103 5.93 0.68
c 교육계열 76 6.08 0.68
d 공학계열 17 6.11 0.56
e 기타 7 5.55 0.72

일의 의미부여

a 인문계열 46 5.80 0.72

.172
b 사회계열 103 5.88 0.72
c 교육계열 76 5.88 0.69
d 공학계열 17 5.84 0.53
e 기타 7 5.98 0.84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조직 확립

a 인문계열 46 5.47 0.95

1.030
b 사회계열 103 5.32 0.96
c 교육계열 76 5.16 0.94
d 공학계열 17 5.44 0.78
e 기타 7 5.57 0.98

<표 Ⅳ-6> 전공에 따른 성인교육철학 차이



- 68 -

5) 소속

소속에 따른 HRD 가치지향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ANOVA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Ⅳ-7>과 같다.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LSD

개인의 
학습경험 

제공

a 학교기관 75 5.74 0.66

1.289 -
b 연구기관 10 5.55 0.61
c 기업체 HRD 부서 87 5.62 0.67
d 기업체 연수원 35 5.65 0.57
e HRD 컨설팅 기업 38 5.47 0.66
f 기타 4 6.08 0.78

학습 시스템 
구축

a 학교기관 75 5.87 0.63

2.854* a>c,d,e
b>e

b 연구기관 10 5.98 0.60
c 기업체 HRD 부서 87 5.57 0.71
d 기업체 연수원 35 5.58 0.71
e HRD 컨설팅 기업 38 5.50 0.68
f 기타 4 5.92 0.52

개인의 
직무수행 

개선

a 학교기관 75 6.19 0.63

.971 -
b 연구기관 10 6.34 0.51
c 기업체 HRD 부서 87 6.23 0.59
d 기업체 연수원 35 6.06 0.59
e HRD 컨설팅 기업 38 6.03 0.56
f 기타 4 6.21 0.88

조직의 
수행 개선

a 학교기관 75 5.99 0.66

1.348 -
b 연구기관 10 6.28 0.65
c 기업체 HRD 부서 87 6.08 0.65
d 기업체 연수원 35 5.81 0.73
e HRD 컨설팅 기업 38 5.89 0.74
f 기타 4 6.17 0.56

일의 
의미부여

a 학교기관 75 6.02 0.68

1.745 -
b 연구기관 10 6.03 0.50
c 기업체 HRD 부서 87 5.71 0.76
d 기업체 연수원 35 5.86 0.65
e HRD 컨설팅 기업 38 5.86 0.66
f 기타 4 5.96 0.70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조직 확립

a 학교기관 75 5.34 1.00

.593 -
b 연구기관 10 5.44 0.39
c 기업체 HRD 부서 87 5.19 1.00
d 기업체 연수원 35 5.50 0.92
e HRD 컨설팅 기업 38 5.31 0.87
f 기타 4 5.40 0.23

*p<.05

<표 Ⅳ-7> 소속에 따른 HRD 가치지향성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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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개인의 학습경험 제공의 수준은 기타 6.08, 학교기관 5.74, 기업체 연수원 

5.65, 기업체 HRD 부서 5.62, 연구기관 5.55, HRD 컨설팅 기업 5.47 순이었고,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학습 시스템 구축의 수준은 연구기관 

5.98, 기타 5.92, 학교기관 5.87, 기업체 연수원 5.58, 기업체 HRD 부서 5.57, HRD 

컨설팅 기업 5.50 순이었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체적으로 차이가 나는 집단을 확인하기 위하여 LSD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학교기

관이 기업체 HRD부서, 기업체연수원, HRD 컨설팅 기업보다 학습 시스템 구축의 수준

이 높았으며, 연구기관은 HRD 컨설팅 기업보다 수준이 높았다. 셋째, 개인의 직무수

행 개선의 수준은 연구기관 6.34, 기업체 HRD 부서 6.23, 기타 6.21, 학교기관 6.19, 

기업체 연수원 6.06, HRD 컨설팅 기업 6.03 순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조직의 수행 개선의 수준은 연구기관 6.28, 기타 6.17, 기업체 

HRD 부서 6.08, 학교기관 5.99, HRD 컨설팅 기업 5.89, 기업체 연수원 5.81 순이었

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섯째, 일의 의미 부여의 수준은 

연구기관 6.03, 학교기관 6.02, 기타 5.96, 기업체 연수원과 HRD 컨설팅 기업 5.86, 

기업체 HRD 부서 5.71 순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조직 확립의 수준은 기업체 연수원 5.50, 연구기관 

5.44, 기타 5.40, 학교기관 5.34, HRD 컨설팅 기업 5.31, 기업체 HRD 부서 5.19 순

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6) HRD 경력

HRD 경력에 따른 HRD 가치지향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ANOVA를 실시하였

으며, 결과는 <표 Ⅳ-8>과 같다. 

첫째, 개인의 학습경험 제공의 수준은 15년 이상 20년 미만 5.82, 20년 이상 

5.81, 10년 이상 15년 미만 5.80, 5년 미만 5.59, 5년 이상 10년 미만 5.53 순이었

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습 시스템 구축의 수

준은 15년 이상 20년 미만 5.97, 10년 이상 15년 미만 5.90, 20년 이상 5.79, 5년 

이상 10년 미만 5.57, 5년 미만 5.56 순이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차이가 나는 집단을 확인하기 위하여 LSD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5년 미만과 5년 이상 10년 미만보다 학습 시스

템 구축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5년 이상 20년 미만도 5년 미만과 5년 

이상 10년 미만보다 학습 시스템 구축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70 -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LSD
개인의 

학습경험 
제공

a 5년 미만 102 5.59 0.65
2.082 -

b 5~10년 미만 66 5.53 0.68
c 10~15년 미만 44 5.80 0.63
d 15~20년 미만 22 5.82 0.55
e 20년 이상 15 5.81 0.61

학습 시스템 
구축

a 5년 미만 102 5.56 0.72
3.601** c>a,b

d>a,b
b 5~10년 미만 66 5.57 0.68
c 10~15년 미만 44 5.90 0.65
d 15~20년 미만 22 5.97 0.55
e 20년 이상 15 5.79 0.52

개인의 
직무수행 

개선

a 5년 미만 102 6.11 0.62
2.460* c>b

d>a,b
b 5~10년 미만 66 6.06 0.66
c 10~15년 미만 44 6.29 0.50
d 15~20년 미만 22 6.40 0.39
e 20년 이상 15 6.32 0.53

조직의 
수행 개선

a 5년 미만 102 5.94 0.69
1.814 -

b 5~10년 미만 66 5.89 0.72
c 10~15년 미만 44 6.14 0.67
d 15~20년 미만 22 6.22 0.50
e 20년 이상 15 6.10 0.60

일의 
의미부여

a 5년 미만 102 5.81 0.73
.600 -

b 5~10년 미만 66 5.85 0.71
c 10~15년 미만 44 5.99 0.68
d 15~20년 미만 22 5.95 0.68
e 20년 이상 15 5.81 0.54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조직 확립

a 5년 미만 102 5.19 1.00
1.684 -

b 5~10년 미만 66 5.35 1.01
c 10~15년 미만 44 5.44 0.85
d 15~20년 미만 22 5.66 0.69
e 20년 이상 15 5.07 0.63

*p<.05

<표 Ⅳ-8> HRD 경력에 따른 HRD 가치지향성의 차이

셋째, 개인의 직무수행 개선의 수준은 15년 이상 20년 미만 6.40, 20년 이상 

6.32, 10년 이상 15년 미만 6.29, 5년 미만 6.11, 5년 이상 10년 미만 6.06 순이었

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차이가 나타나

는 집단을 확인하기 위하여 LSD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5년 

이상 10년 미만보다 개인의 직무수행 개선의 인식 수준이 높았으며, 15년 이상 20년 

미만이 5년 미만과 5년 이상 10년 미만보다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조직의 수행 개선의 수준은 15년 이상 20년 미만 6.22, 10년 이상 15년 미만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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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6.10, 5년 미만 5.94, 5년 이상 10년 미만 5.89 순이었고,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섯째, 일의 의미부여의 수준은 10년 이상 15년 미

만 5.99, 15년 이상 20년 미만 5.95, 5년 이상 10년 미만 5.85, 5년 미만과 20년 이

상 5.81 순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여섯째,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

는 조직 확립의 수준은 15년 이상 20년 미만 5.66, 10년 이상 15년 미만 5.44, 5년 이

상 10년 미만 5.35, 5년 미만 5.19, 20년 이상 5.07 순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7) HRD 담당 분야

HRD 담당 분야에 따른 HRD 가치지향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ANOVA를 실시

하였으며, 결과는 <표 Ⅳ-9>와 같다. 

첫째, 개인의 학습경험 제공의 수준은 개인개발과 중복응답 5.69, 조직개발 5.66, 

경력개발 5.63, 수행관리 5.30 순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둘째, 

학습 시스템 구축의 수준은 중복응답 5.77, 개인개발 5.76, 조직개발 5.67, 수행관리 

5.49, 경력개발 5.44  순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개인의 직무수행 개선의 수준은 수행관리 6.27, 개인개발 6.21, 중복응답 6.16, 조직

개발 6.11, 경력개발 6.09 순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조직의 수행 개선의 수준은 수행관리 6.19, 중복응답 6.04, 개인개발 6.03, 조직

개발 5.96, 경력개발 5.83 순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섯째, 일의 의미부여의 수준은 경력개발과 조직개발 5.98, 중복응답 5.87, 개인개발

과 수행관리 5.79 순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여섯째, 사

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조직 확립의 수준은 경력개발 5.50, 조직개발 5.31, 개인개발 

5.29, 수행관리 5.28, 중복응답 5.18 순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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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개인의 학습경험 
제공

a 개인개발 103 5.69 0.66

1.398
b 경력개발 36 5.63 0.57
c 조직개발 63 5.66 0.62
d 수행관리 18 5.30 0.73
e 중복응답 29 5.69 0.73

학습 시스템 구축

a 개인개발 103 5.76 0.64

1.877
b 경력개발 36 5.44 0.63
c 조직개발 63 5.67 0.78
d 수행관리 18 5.49 0.56
e 중복응답 29 5.77 0.73

개인의 직무수행 
개선

a 개인개발 103 6.21 0.58

.508
b 경력개발 36 6.09 0.65
c 조직개발 63 6.11 0.58
d 수행관리 18 6.27 0.49
e 중복응답 29 6.16 0.70

조직의 
수행 개선

a 개인개발 103 6.03 0.70

1.069
b 경력개발 36 5.83 0.67
c 조직개발 63 5.96 0.61
d 수행관리 18 6.19 0.54
e 중복응답 29 6.04 0.82

일의 의미부여

a 개인개발 103 5.79 0.73

.682
b 경력개발 36 5.95 0.71
c 조직개발 63 5.95 0.66
d 수행관리 18 5.79 0.72
e 중복응답 29 5.87 0.67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조직 

확립

a 개인개발 103 5.29 0.95

.497
b 경력개발 36 5.50 0.89
c 조직개발 63 5.31 0.99
d 수행관리 18 5.28 0.94
e 중복응답 29 5.18 0.94

<표 Ⅳ-9> HRD 담당 분야에 따른 HRD 가치지향성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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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인교육철학

가. 성인교육철학의 기술적 통계량

HRD 전문가가 인식한 성인교육철학의 평균, 표준편차, 환산평균, 최솟값, 최댓값, 

반응범위를 나타낸 결과는 <표 Ⅳ-10>과 같다. 문항은 7점 Likert 척도를 활용하였

고, 하위 요인별 각각 15개 문항씩 총 7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전체 성인교육철학 

문항의 이론적 반응 범위는 75~525이고, 하위 요인은 15~105이다. 

성인교육철학의 수준은 인문주의의 경우, 최솟값 64, 최댓값 99로, 평균 82.24, 표

준편차 6.71, 환산평균 5.48이었으며, 행동주의는 최솟값 69, 최댓값 103이었으며, 평

균 85.83, 표준편차, 6.59, 환산평균 5.72로 나타났다. 진보주의는 최솟값 70, 최댓값 

104로, 평균 87.37, 표준편차 6.29, 환산평균 5.82였고, 인본주의는 최솟값 61, 최댓

값 98로, 평균 81.71, 표준편차 7.03, 환산평균 5.45였으며, 급진주의는 최솟값 55, 

최댓값 103으로, 평균 78.79, 표준편차 8.45, 환산평균 5.25로 나타났다.

변인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반응 범위 7점 
환산평균

인문주의 82.24 6.71 64 99 15-105 5.48
행동주의 85.83 6.59 69 103 15-105 5.72
진보주의 87.37 6.29 70 104 15-105 5.82
인본주의 81.71 7.03 61 98 15-105 5.45
급진주의 78.79 8.45 55 103 15-105 5.25

<표 Ⅳ-10> 성인교육철학의 기술적 통계량

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성인교육철학의 차이

1) 성별

성별에 따른 성인교육철학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Ⅳ-11>과 같다. 첫째, 인문주의의 수준은 남성 5.51, 여성은 5.44였고,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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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행동주의의 수준은 남성 5.72, 

여성 5.73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진보주의

의 수준은 남성 5.81, 여성은 5.85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넷째, 인본주의의 수준은 남성 5.38, 여성 5.55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급진주의의 수준은 남성 5.21, 여성 5.31이었

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값
인문주의 남성 148 5.51 .43 1.340여성 101 5.44 .48
행동주의 남성 148 5.72 .43 -.106여성 101 5.73 .46
진보주의 남성 148 5.81 .40 -.857여성 101 5.85 .45
인본주의 남성 148 5.38 .46 -2.742**

여성 101 5.55 .46
급진주의 남성 148 5.21 .57 -1.396여성 101 5.31 .54

**p<.01

<표 Ⅳ-11> 성별에 따른 성인교육철학 차이

2) 연령

연령에 따른 성인교육철학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ANOVA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Ⅳ-12>와 같다. 

첫째, 인문주의의 수준은 50세 이상 5.62, 40세 이상 50세 미만 5.61, 30세 미만 

5.46, 30세 이상 40세 미만 5.38 순이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집단을 확인하기 위하여 LSD 사후검증

을 실시한 결과, 40세 이상 50세 미만의 집단이 30세 이상 40세 미만의 집단보다 인

문주의 수준이 높았으며, 50세 이상이 30세 이상 40세 미만보다 인문주의 수준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행동주의는 50세 이상 5.81, 40세 이상 50세 미만 5.77, 

30세 미만 5.75, 30세 이상 40세 미만 5.66 순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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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진보주의의 수준은 40세 이상 50세 미만이 5.91, 30세 미만 

5.87, 50세 이상 5.85, 30세 이상 40세 미만 5.75 순이었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인본주의의 수준은 30세 미만과 50세 이

상 5.50, 40세 이상 50세 미만 5.48, 30세 이상 40세 미만 5.39 순이었고,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급진주의의 수준은 40세 이상 50

세 미만 5.39, 50세 이상 5.34, 30세 미만 5.23,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5.15 순이었

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집단을 확인하기 위하여 LSD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40세 이상 50세 미만이 30세 

이상 40세 미만보다 급진주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LSD

인문주의
a 30세 미만 47 5.46 0.50

4.916** c>b
d>b

b 30-40세 미만 106 5.38 0.41
c 40-50세 미만 66 5.61 0.43
d 50세 이상 30 5.62 0.46

행동주의
a 30세 미만 47 5.75 0.49

1.639 -b 30-40세 미만 106 5.65 0.44
c 40-50세 미만 66 5.77 0.41
d 50세 이상 30 5.81 0.41

진보주의
a 30세 미만 47 5.87 0.51

2.230 -b 30-40세 미만 106 5.75 0.43
c 40-50세 미만 66 5.91 0.33
d 50세 이상 30 5.85 0.39

인본주의
a 30세 미만 47 5.50 0.48

.948 -b 30-40세 미만 106 5.39 0.47
c 40-50세 미만 66 5.48 0.49
d 50세 이상 30 5.50 0.41

급진주의
a 30세 미만 47 5.23 0.54

2.837* c>bb 30-40세 미만 106 5.15 0.55
c 40-50세 미만 66 5.39 0.58
d 50세 이상 30 5.34 0.56

*p<.05, **p<.01

<표 Ⅳ-12> 연령에 따른 성인교육철학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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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력

최종 학력에 따른 성인교육철학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ANOVA를 실시하였

으며, 결과는 <표 Ⅳ-13>과 같다.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LSD

인문주의
a 4년대졸 이하 84 5.47 0.46

.100 -b 석사 82 5.48 0.40
c 박사 83 5.50 0.48

행동주의
a 4년대졸 이하 84 5.76 0.43

1.155 -b 석사 82 5.66 0.43
c 박사 83 5.74 0.46

진보주의
a 4년대졸 이하 84 5.81 0.46

.919 -b 석사 82 5.79 0.45
c 박사 83 5.87 0.34

인본주의
a 4년대졸 이하 84 5.49 0.47

3.153* a>b
c>bb 석사 82 5.34 0.49

c 박사 83 5.51 0.43

급진주의
a 4년대졸 이하 84 5.23 0.54

3.291* c>bb 석사 82 5.16 0.55
c 박사 83 5.37 0.58

*p<.05

<표 Ⅳ-13> 최종 학력에 따른 성인교육철학 차이

첫째, 인문주의의 수준은 박사 5.50, 석사 5.48, 4년대졸 이하 5.47 순이었고,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행동주의의 수준은 4년대졸 

이하 5.76, 박사 5.74, 석사 5.66 순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진보주의의 수준은 박사 5.87, 4년대졸 이하 5.81, 석사 5.79 순이었

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인본주의의 수준은 박사 

5.51, 4년대졸 이하 5.49, 석사 5.34 순이었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집단을 확인하기 위하여 LSD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4년대졸 이하는 석사보다 인본주의 수준이 높았고, 박사는 석사보다 인

문주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급진주의의 수준은 박사 5.37, 4년대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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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5.23, 석사 5.16 순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집단을 확인하기 위하여 LSD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급진주의 수준은 박사가 석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전공

전공에 따른 성인교육철학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ANOVA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Ⅳ-14>와 같다.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인문주의

a 인문계열 46 5.46 0.48

1.054
b 사회계열 103 5.48 0.43
c 교육계열 76 5.44 0.45
d 공학계열 17 5.67 0.42
e 기타 7 5.59 0.49

행동주의

a 인문계열 46 5.73 0.47

.547
b 사회계열 103 5.73 0.42
c 교육계열 76 5.69 0.46
d 공학계열 17 5.86 0.27
e 기타 7 5.67 0.63

진보주의

a 인문계열 46 5.78 0.40

1.935
b 사회계열 103 5.76 0.39
c 교육계열 76 5.91 0.45
d 공학계열 17 5.94 0.33
e 기타 7 5.87 0.66

인본주의

a 인문계열 46 5.43 0.48

.686
b 사회계열 103 5.43 0.46
c 교육계열 76 5.44 0.48
d 공학계열 17 5.51 0.44
e 기타 7 5.71 0.56

급진주의

a 인문계열 46 5.26 0.59

.676
b 사회계열 103 5.25 0.55
c 교육계열 76 5.22 0.53
d 공학계열 17 5.27 0.64
e 기타 7 5.58 0.72

<표 Ⅳ-14> 전공에 따른 성인교육철학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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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전공에 따른 성인교육철학 수준은 기타 5.68, 공학계열 5.65, 교육계열 

5.54, 인문계열과 사회계열 5.53 순이었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문주의의 수준은 공학계열 5.67, 기타 5.59, 사회계열 

5.48, 인문계열 5.46, 교육계열 5.44 순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셋째, 행동주의의 수준은 공학계열 5.86, 인문계열과 사회계열 5.73, 

교육계열 5.69, 기타 5.67 순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진보주의의 수준은 공학계열 5.94, 교육계열 5.91, 기타 5.87, 인문계열 5.78, 

사회계열 5.76 순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인본주의의 수준은 기타 5.71, 공학계열 5.51, 교육계열 5.44, 인문계열과 사회계열 

5.43 순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급

진주의의 수준은 기타 5.58, 공학계열 5.27, 인문계열 5.26, 사회계열 5.25, 교육계열 

5.22 순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소속

소속에 따른 성인교육철학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ANOVA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Ⅳ-15>와 같다. 

첫째, 인문주의의 수준은 기타 5.92, 기업체 연수원 5.57, 학교기관 5.55, 연구기

관과 기업체 HRD 부서 5.45, HRD 컨설팅 기업 5.31 순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집단을 확인하기 위하여 

LSD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학교기관이 HRD 컨설팅 기업보다 인문주의 수준이 높

았고, 기업체 연수원이 HRD 컨설팅 기업보다 높았으며, 기타가 기업체 HRD 부서와 

HRD 컨설팅 기업보다 높았다. 둘째, 행동주의의 수준은 기타 6.00, 연구기관과 기업

체 HRD 부서 5.76, 학교기관 5.75, HRD 컨설팅 기업 5.63, 기업체 연수원 5.62 순이

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진보주의의 수준은 기

타 6.05, 연구기관 6.00, 학교기관 5.90, 기업체 연수원 5.81, 기업체 HRD 부서 5.79, 

HRD 컨설팅 기업 5.71 순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인본주의의 수준은 기타 5.97, 연구기관 5.56, 학교기관 5.54, 기업체 연수원 

5.52, 기업체 HRD 부서 5.38, HRD 컨설팅 기업 5.28 순이었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집단을 확인하기 위하

여 LSD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학교기관이 기업체 HRD 부서와 HRD 컨설팅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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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인본주의 수준이 높았고, 기업체 연수원은 HRD 컨설팅 기업보다 높았으며, 기타

는 기업체 HRD 부서와 HRD 컨설팅 기업보다 높았다.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LSD

인문주의

a 학교기관 75 5.55 0.44

2.653*
a>e
d>e
f>c,e

b 연구기관 10 5.45 0.47
c 기업체 HRD 부서 87 5.45 0.44
d 기업체 연수원 35 5.57 0.42
e HRD 컨설팅 기업 38 5.31 0.47
f 기타 4 5.92 0.17

행동주의

a 학교기관 75 5.75 0.42

1.191 -
b 연구기관 10 5.76 0.45
c 기업체 HRD 부서 87 5.76 0.46
d 기업체 연수원 35 5.62 0.41
e HRD 컨설팅 기업 38 5.63 0.46
f 기타 4 6.00 0.09

진보주의

a 학교기관 75 5.90 0.35

1.760 -
b 연구기관 10 6.00 0.46
c 기업체 HRD 부서 87 5.79 0.47
d 기업체 연수원 35 5.81 0.41
e HRD 컨설팅 기업 38 5.71 0.43
f 기타 4 6.05 0.14

인본주의

a 학교기관 75 5.54 0.45

3.224**
a>c,e
d>e
f>c,e

b 연구기관 10 5.56 0.36
c 기업체 HRD 부서 87 5.38 0.46
d 기업체 연수원 35 5.52 0.45
e HRD 컨설팅 기업 38 5.28 0.53
f 기타 4 5.97 0.12

급진주의

a 학교기관 75 5.35 0.59

1.900 -
b 연구기관 10 5.25 0.65
c 기업체 HRD 부서 87 5.18 0.54
d 기업체 연수원 35 5.31 0.55
e HRD 컨설팅 기업 38 5.13 0.53
f 기타 4 5.75 0.26

*p<.05, **p<.01

<표 Ⅳ-15> 소속에 따른 성인교육철학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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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급진주의의 수준은 기타 5.75, 학교기관 5.35, 기업체 연수원, 5.31, 연구

기관 5.25, 기업체 HRD 부서 5.18, HRD 컨설팅 기업 5.13 순이었고,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 HRD 경력

HRD 관련 경력에 따른 성인교육철학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ANOVA를 실

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Ⅳ-16>과 같다.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인문주의

a 5년 미만 102 5.46 0.43

2.074
b 5~10년 미만 66 5.40 0.47
c 10~15년 미만 44 5.54 0.45
d 15~20년 미만 22 5.55 0.48
e 20년 이상 15 5.73 0.36

행동주의

a 5년 미만 102 5.71 0.46

.932
b 5~10년 미만 66 5.65 0.46
c 10~15년 미만 44 5.79 0.41
d 15~20년 미만 22 5.78 0.34
e 20년 이상 15 5.82 0.44

진보주의

a 5년 미만 102 5.80 0.44

1.257
b 5~10년 미만 66 5.77 0.46
c 10~15년 미만 44 5.88 0.36
d 15~20년 미만 22 5.96 0.34
e 20년 이상 15 5.89 0.35

인본주의

a 5년 미만 102 5.46 0.46

.479
b 5~10년 미만 66 5.39 0.52
c 10~15년 미만 44 5.49 0.47
d 15~20년 미만 22 5.52 0.43
e 20년 이상 15 5.43 0.34

급진주의

a 5년 미만 102 5.23 0.53

.355
b 5~10년 미만 66 5.21 0.64
c 10~15년 미만 44 5.29 0.55
d 15~20년 미만 22 5.28 0.57
e 20년 이상 15 5.38 0.53

<표 Ⅳ-16> HRD 경력에 따른 성인교육철학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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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인문주의의 수준은 20년 이상 5.73, 15년 이상 20년 미만 5.55, 10년 이상 

15년 미만 5.54, 5년 미만 5.46, 5년 이상 10년 미만 5.40 순이었고,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행동주의의 수준은 20년 이상 5.82, 10년 

이상 15년 미만 5.79, 15년 이상 20년 미만 5.78, 5년 미만 5.71, 5년 이상 10년 미

만 5.65 순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진보주의

의 수준은 15년 이상 20년 미만 5.96, 20년 이상 5.89, 10년 이상 15년 미만 5.88, 

5년 미만 5.80, 5년 이상 10년 미만 5.77 순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

타나지 않았다. 넷째, 인본주의의 수준은 15년 이상 20년 미만 5.52, 10년 이상 15년 

미만 5.49, 5년 미만 5.46, 20년 이상 5.43, 5년 이상 10년 미만 5.39 순이었고,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급진주의의 수준은 20년 이상 

5.38, 10년 이상 15년 미만 5.29, 15년 이상 20년 미만 5.28, 5년 미만 5.23, 5년 이

상 10년 미만 5.21 순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7) HRD 담당 분야

HRD 담당 분야에 따른 성인교육철학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ANOVA를 실

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Ⅳ-17>와 같다. 

첫째, 인문주의의 수준은 개인개발 5.53, 조직개발 5.50, 경력개발 5.46, 중복응답 

5.40, 수행관리 5.36 순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행동주의의 수준은 개인개발 5.76, 수행관리 5.75, 경력개발 5.71, 조직개발 5.70, 중

복응답 5.64 순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진보주의

의 수준은 경력개발과 수행관리 5.84, 조직개발 5.83, 개인개발 5.82, 중복응답 5.80 

순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인본주의의 수준

은 경력개발 5.55, 개인개발과 조직개발 5.46, 중복응답 5.35, 수행관리 5.27 순이었

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섯째, 급진주의의 수준은 조직개

발 5.35, 경력개발 5.31, 수행관리 5.23, 중복응답 5.20, 개인개발 5.19 순이었고,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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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인문주의

a 개인개발 103 5.53 0.43

.880
b 경력개발 36 5.46 0.42
c 조직개발 63 5.50 0.46
d 수행관리 18 5.36 0.45
e 중복응답 29 5.40 0.50

행동주의

a 개인개발 103 5.76 0.42

.485
b 경력개발 36 5.71 0.37
c 조직개발 63 5.70 0.46
d 수행관리 18 5.75 0.41
e 중복응답 29 5.64 0.54

진보주의

a 개인개발 103 5.82 0.39

.049
b 경력개발 36 5.84 0.41
c 조직개발 63 5.83 0.46
d 수행관리 18 5.84 0.44
e 중복응답 29 5.80 0.45

인본주의

a 개인개발 103 5.46 0.47

1.450
b 경력개발 36 5.55 0.42
c 조직개발 63 5.46 0.45
d 수행관리 18 5.27 0.58
e 중복응답 29 5.35 0.46

급진주의

a 개인개발 103 5.19 0.58

.878
b 경력개발 36 5.31 0.49
c 조직개발 63 5.35 0.62
d 수행관리 18 5.23 0.48
e 중복응답 29 5.20 0.49

<표 Ⅳ-17> HRD 담당 분야에 따른 성인교육철학 차이

다. 성인교육철학 유형

1) 유형 수

HRD 전문가들의 성인교육철학 기초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

에서는 독립모형으로부터 점차 잠재집단의 수를 늘려가는 탐색적 방법으로 분석하였

다. 독립모형부터 잠재집단의 수를 6개로 설정했을 때, 각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Ⅳ-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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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집단 1 집단 2 집단 3 집단 4 집단 5 집단 6
AIC 1970.727 1867.850 1793.272 1763.656 1756.336 1743.293
BIC 2005.902 1924.129 1870.656 1862.145 1875.929 1883.991

SSA-BIC 1974.201 1873.408 1800.915 1773.383 1768.148 1757.189
Entropy - 0.703 0.781 0.822 0.839 0.812

LMR - 111.509 84.039 40.396 21.345 17.312
p-value - 0.0157 0.0127 0.4064 0.5392 0.7778

사
례 
수
비
율
(%)

집단 1 100.00 39.76 49.00 49.00 47.39 33.33
집단 2 - 60.24 11.25 36.55 36.95 10.84
집단 3 - - 39.76 6.02 4.02 5.62
집단 4 - - - 8.43 6.02 4.02
집단 5 - - - - 5.62 6.02
집단 6 - - - - - 40.16

<표 Ⅳ-18> 성인교육철학 잠재유형의 각 집단 수별 적합도와 사례 수 비율

이러한 집단 수 결정 기준에 따라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AIC와 SSA-BIC는 

집단 6으로 갈수록 값이 작아지나, BIC는 집단 4까지 작아지다가 집단 5에서 다시 높

아졌다. Entropy는 집단 5가 적합도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LMR은 집단 2와 

집단 3에서만 p-value 값이 0.5 이하로 나타났다. 적합도 지수와 통계적 유의도, 

Entropy, 그리고 사례 수의 비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단 3이 가장 적합한 것

으로 판단하였다.

집단 3에 따라 구분된 잠재유형별 할당된 확률 평균을 보면 <표 Ⅳ-19>와 같

다. 이 분류표에서 음영 처리된 대각선에 해당하는 값이 클수록 각 사례별 분류의 

정확성이 큰 것을 의미한다(Paster, Barron, Miller & Davis, 2007). 따라서 분류

된 응답자들은 해당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크게 나타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잠재유형 사례 수
(잠재유형의 크기)

잠재유형별 할당 확률 평균
유형 1 유형 2 유형 3

1 122(49.0%) 0.910 0.021 0.069
2 28(11.2%) 0.081 0.905 0.014
3 99(39.8%) 0.106 0.007 0.887

<표 Ⅳ-19> 집단 5에 할당된 잠재 유형별 할당 확률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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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별 특성 및 명칭

가) 유형별 특성

성인교육철학의 유형에 따라 성인교육철학의 기술적 통계량을 살펴보면 <표 Ⅳ

-20>과 같다. 

구분
유형 1
(n=122)

유형 2
(n=28)

유형 3
(n=99)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인문주의 5.61 0.42 5.69 0.45 5.26 0.39
행동주의 5.84 0.43 5.77 0.46 5.56 0.40
진보주의 5.85 0.39 5.47 0.47 5.89 0.39
인본주의 5.24 0.47 5.59 0.48 5.66 0.34
급진주의 5.09 0.55 5.36 0.60 5.42 0.52

<표 Ⅳ-20> 유형별 성인교육철학의 기술적 통계량

성인교육철학의 하위 요인별 수준을 살펴보면, 유형 1은 진보주의 5.85, 행동주

의 5.84, 인문주의 5.61, 인본주의 5.24, 급진주의 5.09 순이었고, 유형 2는 행동주의 

5.77, 인문주의 5.69, 인본주의 5.59, 진보주의 5.47, 급진주의 5.36 순이었으며, 유형 

3은 진보주의 5.89, 인본주의 5.66, 행동주의 5.56, 급진주의 5.42, 인문주의 5.26 순

이었다. 성인교육철학의 하위 요소별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Ⅳ-1>, <그림 Ⅳ-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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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성인교육철학 유형별 분포(방사형)

[그림 Ⅳ-2] 성인교육철학 유형별 분포(꺾은선형)

나) 유형별 명칭 설정

일반적으로 PAEI로 성인교육철학을 측정하면 대부분 하나의 성인교육철학이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데, 그 성인교육철학은 교육에 대한 교육자의 주된 철학을 대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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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명의 교육자에게서 두 개의 성인교육철학이 높은 점수로 나

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두 개의 교육철학이 유사한 특성을 지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Zinn(1983)은 이러한 교육철학의 조합으로 인문주의와 행동주의, 진보

주의와 인본주의, 진보주의와 급진주의, 인본주의와 급진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

다. 한편, 인문주의와 급진주의, 행동주의와 인본주의의 조합은 본질적으로 서로 모순

되는 가정을 하고 있기에 적절한 조합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성인교육철학 유형의 

명칭을 설정하는 데 있어 이러한 성인교육철학의 이론적 구조를 고려하여 각 유형별 

특징을 바탕으로 명칭을 설정하였다. 

성인교육철학 유형에 따라 성인교육철학의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면, 집단별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21> 참조).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LSD/
Dunnett T3

인문주의
a 유형 1 122 5.61 0.42

23.832** a>c
b>cb 유형 2 28 5.69 0.45

c 유형 3 99 5.26 0.39

행동주의
a 유형 1 122 5.84 0.43

12.839** a>c
b>cb 유형 2 28 5.77 0.46

c 유형 3 99 5.56 0.40

진보주의
a 유형 1 122 5.85 0.39

12.333** a>b
c>bb 유형 2 28 5.47 0.47

c 유형 3 99 5.89 0.39

인본주의
a 유형 1 122 5.24 0.47

28.825** b>a
c>ab 유형 2 28 5.59 0.48

c 유형 3 99 5.66 0.34

급진주의
a 유형 1 122 5.09 0.55

11.110** b>a
c>ab 유형 2 28 5.36 0.60

c 유형 3 99 5.42 0.52
**p<.01
주) 음영처리는 Dunnett T3 검정 결과임

<표 Ⅳ-21> 성인교육철학 유형별 성인교육철학 수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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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주의는 유형 1이 유형 3보다 높았고 유형 2가 유형 3보다 높았으며, 행동주의

도 유형 1이 유형 3보다 높았고, 유형 2가 유형 3보다 높았다. 진보주의는 유형 1이 

유형 2보다 높았고, 유형 3이 유형 2보다 높았으며, 인본주의는 유형 2가 유형 1보다 

높았고, 유형 3이 유형 1보다 높았다. 급진주의도 유형 2가 유형 1보다 높았고, 유형 

3이 유형 1보다 높게 나타났다. 

유형별로 특징을 살펴보면, 유형 1은 진보주의 성향과 행동주의 성향이 비슷하게 

높았고, 기타 인문주의와 인본주의, 급진주의의 성향은 낮았다. 유형 2는 행동주의 성

향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 다음으로 인문주의 성향이 비슷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

고, 그 외 진보주의, 인본주의, 급진주의 성향은 낮게 나타났다. 유형 3은 진보주의 성

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인본주의 성향이 높았다. 그 외 행동주의, 인

문주의, 급진주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두드러진 특징을 종합해 보면, 유형 1은 진보주의 수준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행동주의 수준이 높았으며, 다른 유형에 비교해 볼 때 인본주의와 급진주

의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지향성에 있어 크게 대별되는 성인교육철학을 

중심으로 보면 진보주의는 사회복지의 증진 및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주된 목

적으로 하여 경험이 학습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급진주의는 사회의 유지 및 발전 

차원이 아닌 더 나아가 사회 변화를 추구하고 그 안에서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한다. 

이 유형은 급진적인 성향은 가장 낮고 진보주의 성향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에 따라 

이 유형의 특징은 현상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개인의 경험을 통한 학습을 

중시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비급진적 진보주의 유형이

라고 명명하였다.

유형 2는 행동주의 수준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인문주의 수준이 높았으며, 

다른 유형에 비해 진보주의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지향성에 있어 크게 대별되는 

성인교육철학을 중심으로 보면 행동주의는 표준 지향적인 기능 개발 및 행동 변화의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보고 행동목표와 그에 따른 피드백이 중시된다. 한편, 진보주의

는 학습자의 요구, 흥미 및 경험이 학습의 핵심 요소로 교육적인 경험을 통해 학습을 

안내하는 방법들이 추구된다. 이 유형에서는 행동주의 수준은 가장 높고 진보주의 수

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기에 교육목표를 중시하여 그에 따른 기능을 개발하는 방식이 

추구되고 개인의 흥미나 경험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비진보적 행동주의 유형이라고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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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3은 진보주의 수준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인본주의 수준이 높았으며, 

다른 유형에 비해 인문주의와 행동주의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지향성에 있어 크

게 대별되는 성인교육철학을 중심으로 보면 진보주의는 학습자의 경험이 중시되기에 

지도자에게 경험을 통한 학습을 유도하는 촉진자, 자극자의 역할이 요구되는 데 반해 

인문주의에서는 지적 능력개발을 중시하여 지도자는 권위주의적이고 학습과정을 통제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유형에서는 진보주의 성향이 가장 높고 인문주의적 성

향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로써 경험을 통한 학습자의 학습을 촉진하는 교육자의 역할

을 수행하여 상대적으로 권위적이고 지식의 전달 위주의 교육 방식을 지양하는 특징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비인문적 진보주의 유형이라고 명명하였다. 

라. 유형별 인구통계적 특성

1) 성별

성별에 따라 성인교육철학 유형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Ⅳ-22>와 같다. 

구분 비급진적 
진보주의 유형

비진보적 
행동주의 유형

비인문적 
진보주의 유형 합계

남성
빈도 83 18 47 148

기대빈도 72.5 16.6 58.8 148.0
% 56.1 12.2 31.8 100.0

여성
빈도 39 10 52 101

기대빈도 49.5 11.4 40.2 101.0
% 38.6 9.9 51.5 100.0

합계
빈도 122 28 99 249

기대빈도 122.0 28.0 99.0 249.0
% 49.0 11.2 39.8 100.0

χ2=9.888(df=2, p=.007)

<표 Ⅳ-22> 성별에 따른 성인교육철학 유형의 차이

검정 결과,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남성의 경우 56.1%(83명)가 비급진적 진보주의 유형이었고, 다음으로 비인문적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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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유형 31.8%(47명), 행동-인문주의 유형 12.2%(18명) 순이었다. 둘째, 여성의 경

우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은 51.5%(52명)로 비인문적 진보주의 유형이었으며, 

비급진적 진보주의 유형 38.6%(39명), 비진보적 행동주의 유형 9.9%(10명) 순이었다. 

2) 연령

연령에 따라 성인교육철학 유형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Ⅳ-23>과 같다. 

구분 비급진적 
진보주의 유형

비진보적 
행동주의 유형

비인문적 
진보주의 유형 합계

30세 미만
빈도 20 5 22 47

기대빈도 23.0 5.3 18.7 47.0
% 42.6 10.6 46.8 100.0

30-40세 미만
빈도 54 10 42 106

기대빈도 51.9 11.9 42.1 106.0
% 50.9 9.4 39.6 100.0

40-50세 미만
빈도 36 7 23 66

기대빈도 32.3 7.4 26.2 66.0
% 54.5 10.6 34.8 100.0

50세 이상
빈도 12 6 12 30

기대빈도 14.7 3.4 11.9 30.0
% 40.0 20.0 40.0 100.0

합계
빈도 122 28 99 249

기대빈도 122.0 28.0 99.0 249.0
% 49.0 11.2 39.8 100.0

χ2=4.773(df=6, p=.573)

<표 Ⅳ-23> 연령에 따른 성인교육철학 유형의 차이

검정 결과,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30세 미만은 비인문적 진보주의 유형 46.8%(22명), 비급진적 진보주의 유형 

42.6%(20명), 비진보적 행동주의 유형 10.6%(5명) 순이었다. 둘째, 30세 이상 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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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은 비급진적 진보주의 유형 50.9%(54명), 비인문적 진보주의 유형 39.6%(42명), 

비진보적 행동주의 유형 9.4%(10명) 순이었다. 셋째, 40세 이상 50세 미만은 비급진

적 진보주의 유형 54.5%(36명), 비인문적 진보주의 유형 34.8%(23명), 비진보적 행동

주의 유형 10.6%(7명) 순이었다. 넷째, 50세 이상은 비급진적 진보주의 유형과 비인

문적 진보주의 유형이 각각 40.0%(12명)였고, 비진보적 행동주의 유형이 20.0%(6명)

으로 나타났다. 

3) 학력

학력에 따라 성인교육철학 유형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Ⅳ-24>와 같다. 

구분 비급진적 
진보주의 유형

비진보적 
행동주의 유형

비인문적 
진보주의 유형 합계

4년대졸
이하

빈도 36 12 36 84
기대빈도 41.2 9.4 33.4 84.0

% 42.9 14.3 42.9 100.0

석사
빈도 46 7 29 82

기대빈도 40.2 9.2 32.6 82.0
% 56.1 8.5 35.4 100.0

박사
빈도 40 9 34 83

기대빈도 40.7 9.3 33.0 83.0
% 48.2 10.8 41.0 100.0

합계
빈도 122 28 99 249

기대빈도 122.0 28.0 99.0 249.0
% 49.0 11.2 39.8 100.0

χ2=3.370(df=4, p=.498)

<표 Ⅳ-24> 학력에 따른 성인교육철학 유형의 차이

검정 결과,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4년대졸 이하는 비급진적 진보주의 유형과 비인문적 진보주의 유형이 각각 42.9%(36

명)이고, 비진보적 행동주의 유형이 14.3%(12명)였다. 둘째, 석사는 비급진적 진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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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형 56.1%(46명), 비인문적 진보주의 유형 35.4%(29명), 비진보적 행동주의 유형 

8.5%(7명) 순이었다. 셋째, 박사는 비급진적 진보주의 유형 48.2%(40명), 비인문적 진

보주의 유형 41.0%(34명), 비진보적 행동주의 유형 10.8%(9명) 순이었다.

4) 전공

전공에 따라 성인교육철학 유형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Ⅳ-25>와 같다. 

구분 비급진적 
진보주의 유형

비진보적 
행동주의 유형

비인문적 
진보주의 유형 합계

인문계열
빈도 24 4 18 46

기대빈도 22.5 5.2 18.3 46.0
% 52.2 8.7 39.1 100.0

사회계열
빈도 49 15 39 103

기대빈도 50.5 11.6 41.0 103.0
% 47.6 14.6 37.9 100.0

교육계열
빈도 39 5 32 76

기대빈도 37.2 8.5 30.2 76.0
% 51.3 6.6 42.1 100.0

공학계열 및 
기타

빈도 10 4 10 24
기대빈도 11.8 2.7 9.5 24.0

% 41.7% 16.7% 41.7% 100.0%

합계
빈도 122 28 99 249

기대빈도 122.0 28.0 99.0 249.0
% 49.0 11.2 39.8 100.0

χ2=7.435(df=8, p=.491)

<표 Ⅳ-25> 전공에 따른 성인교육철학 유형의 차이

검정 결과, 전공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인문계열은 비급진적 진보주의 유형 52.2%(24명), 비인문적 진보주의 유형 39.1%(18

명), 비진보적 행동주의 유형 8.7%(4명) 순이었다. 둘째, 사회계열은 비급진적 진보주

의 유형 47.6%(49명), 비인문적 진보주의 유형 37.9%(39명), 행동-인본주의 유형 

14.6%(15명) 순이었다. 셋째, 교육계열은 비급진적 진보주의 유형 51.3%(39명), 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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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적 진보주의 유형 42.1%(32명), 비진보적 행동주의 유형 6.6%(5명) 순이었다. 넷째, 

공학계열 및 기타는 비급진적 진보주의 유형과 비인문적 진보주의 유형이 각각 

41.7%(10명), 비진보적 행동주의 유형 16.7%(4명) 순이었다.

5) 소속

소속에 따라 성인교육철학 유형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Ⅳ-26>과 같다. 

검정 결과, 소속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연구부문은 비급진적 진보주의 유형 45.9%(39명), 비인문적 진보주의 유형 44.7%(38

명), 비진보적 행동주의 유형 9.4%(8명) 순이었다. 둘째, 실무부문은 비급진적 진보주

의 유형 50.6%(83명), 비인문적 진보주의 유형 37.2%(61명), 비진보적 행동주의 유형 

12.2%(20명) 순이었다. 

구분 비급진적 
진보주의 유형

비진보적 
행동주의 유형

비인문적 
진보주의 유형 합계

연구부문
빈도 39 8 38 85

기대빈도 41.6 9.6 33.8 85.0
% 45.9% 9.4% 44.7% 100.0%

실무부문
빈도 83 20 61 164

기대빈도 80.4 18.4 65.2 164.0
% 50.6% 12.2% 37.2% 100.0%

합계
빈도 122 28 99 249

기대빈도 122.0 28.0 99.0 249.0
% 49.0% 11.2% 39.8% 100.0%

χ2=4.082(df=6, p=.666)

<표 Ⅳ-26> 소속에 따른 성인교육철학 유형의 차이

6) HRD 경력

HRD 경력에 따라 성인교육철학 유형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

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Ⅳ-2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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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결과, HRD 경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10년 미만은 비급진적 진보주의 유형 47.0%(79명), 비인문적 진보주의 유형 

66.8%(69명), 비진보적 행동주의 유형 11.9%(20명) 순이었다. 둘째, 10년 이상은 비

급진적 진보주의 유형 53.1%(43명), 비인문적 진보주의 유형 37.0%(30명), 비진보적 

행동주의 유형 9.9%(8명) 순이었다. 

구분 비급진적 
진보주의 유형

비진보적 
행동주의 유형

비인문적 
진보주의 유형 합계

10년 미만
빈도 79 20 69 168

기대빈도 82.3 18.9 66.8 168.0
% 47.0% 11.9% 41.1% 100.0%

10년 이상
빈도 43 8 30 81

기대빈도 39.7 9.1 32.2 81.0
% 53.1% 9.9% 37.0% 100.0%

합계
빈도 122 28 99 249

기대빈도 122.0 28.0 99.0 249.0
% 49.0% 11.2% 39.8% 100.0%

χ2=0834(df=2, p=.659)

<표 Ⅳ-27> HRD 경력에 따른 성인교육철학 유형의 차이

7) HRD 담당 분야

HRD 담당 분야에 따라 성인교육철학 유형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Ⅳ-28>과 같다. 

검정 결과, HRD 담당 분야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첫째, 개인차원은 비급진적 진보주의 유형 46.0%(64명), 비인문적 진보주의 유

형 40.3%(56명), 비진보적 행동주의 유형 13.7%(19명) 순이었다. 둘째, 조직차원은 

비급진적 진보주의 유형 52.7%(58명), 비인문적 진보주의 유형 39.1%(43명), 비진보

적 행동주의 유형 12.4%(9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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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급진적 
진보주의 유형

비진보적 
행동주의 유형

비인문적 
진보주의 유형 합계

개인차원
빈도 64 19 56 139

기대빈도 68.1 15.6 55.3 139.0
% 46.0% 13.7% 40.3% 100.0%

조직차원
빈도 58 9 43 110

기대빈도 53.9 12.4 43.7 110.0
% 52.7% 8.2% 39.1% 100.0%

합계
빈도 122 28 99 249

기대빈도 122.0 28.0 99.0 249.0
% 49.0% 11.2% 39.8% 100.0%

χ2=2.226(df=2, p=.329)

<표 Ⅳ-28> HRD 담당 분야에 따른 성인교육철학 유형의 차이

4. 성인교육철학 유형별 HRD 가치지향성의 차이

성인교육철학 유형에 따른 HRD 가치지향성의 수준을 살펴보면 [그림 Ⅳ-3], [그

림 Ⅳ-4]와 같다.

[그림 Ⅳ-3]성인교육철학 유형별 HRD 가치지향성의 수준(방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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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성인교육철학 유형별 HRD 가치지향성의 수준(꺾은선형)

구체적으로 성인교육철학 유형에 따른 HRD 가치지향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ANOVA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Ⅳ-29>와 같다. 

첫째, 개인의 학습경험 제공의 수준은 비인문적 진보주의 유형 5.67, 비급진적 진

보주의 유형 5.64, 비진보적 행동주의 유형 5.56 순이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

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습시스템 구축의 수준은 비급진적 진보주의 유형 5.75, 비인문적 진보주의 

유형 5.62, 비진보적 행동주의 유형 5.53 순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개인의 직무수행 개선의 수준은 비급진적 진보주의 유형 6.27, 비인문적 진보

주의 유형 6.09, 비진보적 행동주의 유형 6.00 순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느 집단에서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LSD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비급진적 진보주의 유형이 비진보적 행동주의 유형과 

비인문적 진보주의 유형보다 개인의 직무수행 개선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조직의 수행 개선의 수준은 비급진적 진보주의 유형 6.11, 비인문적 진보주

의 유형 5.91, 비진보적 행동주의 유형 5.80 순이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느 집단에서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LSD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비급진적 진보주의 유형이 비진보적 행동주의 유형과 

비인문적 진보주의 유형보다 조직의 수행 개선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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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일의 의미부여의 수준은 비인문적 진보주의 유형 5.97, 비급진적 진보주의 

유형 5.82, 비진보적 행동주의 유형 5.70 순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

타나지 않았다.

여섯째,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조직 확립의 수준은 비인문적 진보주의 유형 

5.58, 비진보적 행동주의 유형 5.25, 비급진적 진보주의 유형 5.11 순이었으며, 이러

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느 집단에서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LSD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비인문적 진보주의 유형이 비

급진적 진보주의 유형보다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조직 확립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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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LSD

개인의 
학습경험 

제공

a 비급진적 
진보주의 유형 122 5.64 0.67

.314 -b 비진보적 
행동주의 유형 28 5.56 0.57

c 비인문적 
진보주의 유형 99 5.67 0.65

학습 
시스템 
구축

a 비급진적 
진보주의 유형 122 5.75 0.69

1.562 -b 비진보적 
행동주의 유형 28 5.53 0.70

c 비인문적 
진보주의 유형 99 5.62 0.68

개인의 
직무수행 

개선

a 비급진적 
진보주의 유형 122 6.27 0.54

3.799* a>b,cb 비진보적 
행동주의 유형 28 6.00 0.66

c 비인문적 
진보주의 유형 99 6.09 0.63

조직의 
수행 개선

a 비급진적 
진보주의 유형 122 6.11 0.66

3.556* a>b,cb 비진보적 
행동주의 유형 28 5.80 0.66

c 비인문적 
진보주의 유형 99 5.91 0.70

일의 
의미부여

a 비급진적 
진보주의 유형 122 5.82 0.71

2.157 -b 비진보적 
행동주의 유형 28 5.70 0.80

c 비인문적 
진보주의 유형 99 5.97 0.65

사회적 
책임감 
있는 

조직확립

a 비급진적 
진보주의 유형 122 5.11 0.98

7.219** c>ab 비진보적 
행동주의 유형 28 5.25 0.92

c 비인문적 
진보주의 유형 99 5.58 0.84

*p<.05, **p<.01

<표 Ⅳ-29> 성인교육철학 유형에 따른 HRD 가치지향성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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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가. HRD 가치지향성 

HRD 전문가가 인식한 HRD 가치지향성은 개인의 직무수행 개선(36.99), 조직의 

수행 개선(35.97), 일의 의미부여(35.18), 학습 시스템 구축(34.03), 개인의 학습경험 

제공(33.86),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조직 확립(26.56)의 순으로 수준이 나타났다. 선

행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수행 지향의 개인의 직무수행 개선과 조직의 수행 개선이 가

장 높게 인식되고 있었고(Bates & Chen, 2005; 우진영, 2008; 박희원, 2009; 전영

욱, 2009), 우진영(2008)의 연구 결과처럼 일의 의미부여는 개인의 학습 경험 제공 및 

학습시스템 확립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Q방법론을 적용하여 질적 자료를 양적으로 분

석하여 개인차원의 수행과 비슷한 수준에서 개인 차원의 일의 의미를 인식하고 있다는 

백평구(2012)의 연구와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른 차이는 전영욱(2009)의 연구 결과에서 HRD 근무 연

한, 최종 학력 전공, 직위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같은 HRD 담당

자라도 연령, 근무연한, 직위에 따라 다른 업무 특성을 가진 데서 이런 차이가 기인한

다고 제시한 것과는 달리 성별, 연령, 전공, HRD 담당 분야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한편, 학력에서는 학습 시스템 구축은 박사가 4년대졸 이하

와 석사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일의 의미부여도 박사가 4년대졸 이하보다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에서는 학교기관이 기업체 HRD 부서, 기업체 연수원, 

HRD 컨설팅 기업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연구기관이 HRD 컨설팅 기업보다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에 따른 학습 시스템 구축의 인식 차이는 HRD 실무 

부분 보다는 HRD 연구 부분에서 보다 높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HRD 실무와 HRD 

연구에서 지향 수준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성인교육철학

HRD 전문가의 성인교육철학은 진보주의(87.37), 행동주의(85.83), 인문주의

(82.24), 인본주의(81.71), 급진주의(78.79) 순으로 수준이 나타났다. 이는 평생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성인교육철학을 측정한 기영화(2002)의 연구 결과에서 기업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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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들은 진보주의 철학을 가장 선호하고, 급진주의를 선호하는 기업연수원담당자는 

없었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HRD 전문가들은 진보주의적인 성향은 상대적

으로 강하나, 급진주의적인 경향은 가장 미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라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이 남성보

다 인본주의의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에 따라서는 40세 이상 50

세 미만이 30세 이상 40세 미만 보다 인문주의와 급진주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50세 이상이 30세 이상 40세 미만보다 인문주의의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에서는 4년대졸 이하가 석사보다 인본주의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사가 석사보다 인본주의와 급진주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공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소속에 따라서는 인문주

의의 경우, 학교기관이 HRD 컨설팅 기업보다 수준이 높았고, 기업체 연수원이 HRD 

컨설팅 기업보다 수준이 높았으며, 기타가 기업체 HRD 부서와 HRD 컨설팅 기업보다 

수준이 높았다. 인본주의에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학교기관이 기업체 HRD부서와 HRD 

컨설팅 기업보다 높았고, 기업체 연수원이 HRD 컨설팅 기업보다 높았으며, 기타가 기

업체 HRD 부서와 HRD 컨설팅 기업보다 인본주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이나 HRD 경력과 HRD 담당 분야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인교육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각 개인의 철학 및 개인이 속

한 다양한 맥락에서의 경험에 걸쳐 장기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서 전공 및 HRD와 관

련한 경력과 담당 분야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HRD 전문가들의 성인교육철학은 3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론적 구조

에 기반하여 각 유형별 명칭은 유형 1은 비급진적 진보주의 유형, 유형 2는 비진보적 

행동주의 유형, 유형 3은 비인문적 진보주의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성인교육철학 유형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성별

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연령, 학력, 전공, 소속, HRD 경력, HRD 담

당 분야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이 비급진적 진보주의 유형에 속했고 여성의 경우에는 과반수가 비인문적 진보주

의 유형이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성인교육철학의 유형은 인구통계적인 특정 성격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는데, 이는 HRD의 연구와 실무분야에서는 연령, 학력, 전공, 소속, 

HRD 경력, HRD 담당분야를 넘어 개인 차원에서 다양한 성인교육철학을 형성하는 개

인들이 혼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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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인교육철학 유형에 따른 HRD 가치지향성의 차이

성인교육철학 유형에 따른 HRD 가치지향성의 차이는 학습 지향성, 즉 개인의 학

습경험 제공과 학습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는 성인교육철학 유형별 차이가 없었으나, 수

행 지향성과 일의 의미 지향성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직무수행 개선은 비급진적 진보주의 유형이 비진보적 행동주의 유형과 비인

문적 진보주의 유형보다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직의 수행개선도 비급진적 

진보주의 유형이 비진보적 행동주의 유형과 비인문적 진보주의 유형보다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조직 확립에 있어서는 비인문적 진보

주의 유형이 비급진적 진보주의 유형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 개선은 비급진적인 진보주의 성향을 지닌 HRD 전문가들, 즉 현상을 유지하

고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개인의 경험을 통한 학습을 중시하는 유형이 조직의 수행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일상에서의 경험을 중시하는 진

보주의 성향은 높고 사회를 변혁하고자 하는 급진주의적인 성향이 낮은 이 유형의 특

징에서 고려해볼 때, 조직의 유지 및 발전에 가치를 두어 조직의 수행 개선을 높게 인

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수행 패러다임에서는 가시적인 수행의 개선을 측정하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에 따른 인터벤션으로 행동주의의 교육적 요소들을 반영한 기법들을 활용하여 수행 

패러다임과 행동주의의 관련성이 많이 논의되었는데, 그 외에도 현재의 조직 및 사회

를 유지 발전시키고자 하는 진보주의 성향과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급진주의 성향에 

따라서도 수행 패러다임에 대한 교육철학의 관계가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조직 확립은 이는 공통적으로 진보주의적 성향은 높

게 인식하고 인문주의와 급진주의 성향의 차이에서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조직 확립

을 인식하는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급진주의가 가장 선호되지 않

을 때보다 인문주의가 가장 선호되지 않을 때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조직 확립에 대

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인문주의가 급진주의보다 일의 의미 패러다임과 거리가 더 있

음을 보여준다. 이는 급진주의가 단일 조직의 범위를 벗어나 사회 변화를 추구하고 그 

안에서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일의 의미 패러다임과 관련성이 있음을 시

사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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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HRD 전문가를 대상으로 HRD 가치지향성과 성인교육철학의 관

계를 구명하는 데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부 연구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HRD 전문가의 HRD 가치지향성의 특성을 구명한다. 

둘째, HRD 전문가의 성인교육철학의 특성을 구명하고 유형화한다. 셋째, HRD 전문가

의 성인교육철학 유형 집단별 HRD 가치지향성의 차이를 구명한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국내 HRD 전문가 전체이다. 이 연구에서 HRD 전문가란 연구 

분야와 실무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를 포괄하는 의미로, HRD 연구자와 HRD 실무 

담당자를 가리킨다. 이에 따라 연구분야의 경우에는 HRD 연구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12개의 학회지에 HRD 관련 주제로 게재된 실적이 있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무 분야는 HRD 조직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

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40대 그룹의 

HRD 담당자와 HRD 컨설팅 기업의 HRD 컨설턴트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HRD 전문가

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의표집을 활용하였으며, HRD 담당자를 대

상으로 한 선행연구에 터해 사례 수 및 회수율을 고려하여 총 420명을 표집하였다. 

조사도구는 HRD 가치지향성 및 성인교육철학, 그리고 성별, 연령, 학력, 전공, 소

속, HRD 경력, HRD 담당 및 전문 분야와 같은 일반적 특성으로 구성되었다. HRD 가

치지향성은 Bates & Chen(2005)이 개발한 도구를 우진영(2008)이 번안한 조사도구

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HRD 가치지향성은 6개의 하위 구인에 대해 총 3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7점 Likert 척도를 활용하였다. 내적 신뢰도 계수는 예비조사에서는 

.772~.950으로 나타났으며, 본조사에서는 .748~.896으로 나타났다. 성인교육철학은 

Zinn(1983, 1994)이 개발하고 수정한 것을 권두승(2002)이 번안한 조사도구를 수정하

여 사용하였다. 5개의 하위 구인에 대해 15문항씩 총 7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응답방식은 7점 Likert 척도를 활용하였다. 내적 신뢰도 계수는 예비조사에서는 

.724~.819 였으며, 본조사에서는 .685~.79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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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수집은 2013년 4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이루어졌고, 420부의 설문지가 배

포되었으며 272개의 자료가 회수되었고(회수율 64.76%), 이 중에서 불성실 응답, 미

응답 등의 자료를 제외하여 총 249개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 분석은 

SPSS 20.0와 Mplus 6.12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

와 신뢰도 분석, t-test, ANOVA, χ2 검정,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하였고, 추리통계 

분석에 있어 통계적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여 처리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HRD 전문가가 인식한 HRD 가치지향성의 수준은 개인의 직무수행 개선, 조

직의 수행 개선, 일의 의미 부여, 학습 시스템 구축, 개인의 학습경험 제공, 사회적으

로 책임감 있는 조직 확립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른 차이는 학

력, 소속, HRD 경력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성별, 연령, 

전공, HRD 담당 분야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HRD 전문가의 성인교육철학의 수준은 진보주의, 행동주의, 인문주의, 인본

주의, 급진주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른 차이는 성별, 연령, 최

종학력, 소속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전공, HRD 경력, 

HRD 담당 분야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RD 전문가들의 

성인교육철학은 3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론적 구조를 고려하여 각 유형별 

명칭은 유형 1은 비급진적 진보주의 유형, 유형 2는 비진보적 행동주의 유형, 유형 3

은 비인문적 진보주의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성인교육철학 

유형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연령, 

학력, 전공, 소속, HRD 경력, HRD 담당 분야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셋째, 성인교육철학 유형에 따른 HRD 가치지향성은 개인의 학습경험 제공 수준의 

경우, 비인문적 진보주의 유형, 비급진적 진보주의 유형, 비진보적 행동주의 유형 순이

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시스템 

구축의 수준은 비급진적 진보주의 유형, 비인문적 진보주의 유형, 비진보적 행동주의 

유형 순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직무수

행 개선의 수준은 비급진적 진보주의 유형, 비인문적 진보주의 유형, 비진보적 행동주

의 유형 순이었으며, 비급진적 진보주의 유형이 비진보적 행동주의 유형과 비인문적 

진보주의 유형보다 개인의 직무수행 개선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의 수

행 개선의 수준은 비급진적 진보주의 유형, 비인문적 진보주의 유형, 비진보적 행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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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형 순이었으며, 비급진적 진보주의 유형이 비진보적 행동주의 유형과 비인문적 

진보주의 유형보다 조직의 수행 개선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의 의미

부여의 수준은 비인문적 진보주의 유형, 비급진적 진보주의 유형, 비진보적 행동주의 

유형 순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조직 확립의 수준은 비인문적 진보주의 유형, 비진보적 행동주의 유형, 비급진적 

진보주의 유형 순이었으며, 비인문적 진보주의 유형이 비급진적 진보주의 유형보다 사

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조직 확립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결론

이 연구는 HRD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성인교육철학을 파악하고 HRD 가치지향

성을 살펴봄으로써 주류적인 관점을 파악하고, HRD 패러다임 논쟁에 있어 차이가 나

는 성인교육철학의 요소를 밝혀 보다 각 입장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HRD 전문가의 HRD 가치지향성은 개인의 직무수행 개선, 조직의 수행 개선

이 주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두 HRD의 주된 목적을 개인과 조직 차원의 수

행 개선으로 본 것인데, HRD 전문가들은 수행 패러다임에 대한 인식이 우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연구와 실무를 막론하고 수행지향성을 HRD의 주요 목적으로 보는 

것이 HRD 전문가들의 주된 흐름이라 할 수 있다. 

둘째, HRD 패러다임 중 일의 의미 지향성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서는 HRD 전문가들이 학습과 관련한 가치보다도 개인 차원의 일의 의미에 대한 가치

를 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교적 최근에 HRD의 주된 가치

로 등장한 일의 의미 패러다임에 대해서도 HRD 전문가들이 상당한 인식을 가지고 있

는 것이며, 이는 HRD가 단일 조직의 범위에서 벗어나 영향 범위 확장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학습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는 크게 연구와 실무 집단에서 인식의 차이가 있

었다. 학습 시스템 구축은 연구 부분에서 높이 인식하고 있는 데 반해, 실무 부분에서 

그만큼의 인식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 생성 순환 과정에 따르

면 연구와 실천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갖으며, 이를 통해 HRD가 학문 분야로서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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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정진철, 2008). 따라서 연구 부분과 실

무 부분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학습 시스템 구축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HRD 전문가들은 진보주의적 교육성향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전공, HRD 경력, HRD 담당 분야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가치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장기간에 걸

쳐 형성된 비교적 부동적인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

라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학습지향성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는 성인교육철학 유형별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비급진적 진보주의 유형, 비진보적 행동주의 유형, 비급진적 진보주의 유형

에서는 개인의 학습경험 제공 및 학습 시스템 구축을 인식하는 데 있어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HRD에 있어 학습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기에 

뚜렷한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학습 시스템 구축의 경우에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비급진적 진보주의 유형이 비진보적 행동주의 유

형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에 패러다임 논쟁에

서 행동주의는 곧 수행 패러다임이라는 연결고리가 적절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여섯째, 성인교육철학 유형에 따라 수행지향성 및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조직 

확립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수행지향성은 행동주의 외에도 현재의 조직 및 사회를 유

지 발전시키고자 하는 진보주의와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급진주의의 성향의 차이에 

수행 패러다임에 대한 교육철학의 관계가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사회적으로 책

임감 있는 조직 확립에 있어서는 급진주의가 단일 조직의 범위를 벗어나 사회 변화를 

추구하고 그 안에서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일의 의미 패러다임과 관련성

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3. 제언

이 연구를 토대로 현장의 수행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교육관 유형의 개인들이 혼재해 있는 실제를 고려하여 깊은 이해와 

융합의 시도가 필요하다. HRD 실무 담당자를 비롯한 HRD 전문가들의 교육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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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은 인구통계학적인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즉, HRD 전문가들은 소속, 경력, 담

당 분야 등에 따라 교육관 유형이 특징지워 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관 유형의 

개인들이 혼재해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HRD 기능 및 인터벤션 적용에 있어 

의사결정 시 교육관을 고려하여 현상을 이해하고 융합해가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둘째, HRD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HRD 실무자는 조직에서 지향하는 HRD의 목

표를 분명히 인지하고 성인교육철학적 배경을 고려하여 인터벤션을 행할 필요가 있다. 

HRD의 다양한 인터벤션은 개발된 성인교육철학적 배경이 다양하고 이에 따라 추구하

는 결과물이 상이하기에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여 하위 HRD의 

인터벤션들을 계획하고 정렬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지향하는 HRD의 목표가 지속적으

로 추구될 수 있으며, 목적에 따른 HRD 기능의 유효성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이 연구를 토대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HRD 전문가의 교육관 및 HRD 가치지향성을 보다 정확하게 구명하기 위해 

도구 개발 및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Bates ＆ 

Chen(2005)의 HRD value orientation과 Zinn(1983, 1994)의 PAEI 도구를 활용하였

는데, 이 도구들은 7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나 개인 인식의 정도를 비교·평가하는데 한

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줄이고자 표준화한 점수를 활용하여 비교·분

석하였으나, 편향에 따른 오류 자체를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연구방법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고 선행연구들과 비교하고 통합하는 연

구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HRD 정체성 확립을 위해 HRD 전문가 외에도 HRD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HRD 가치지향성을 구명할 필요가 있다. HRD는 학제적인 성격을 띠며, 실무에 있어도 

관계가 깊은 조직 기능과의 영향을 주고받고, 조직 또는 더 나아가 국가라는 사회적인 

맥락에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HRD 내부에서의 HRD의 주된 목적에 대한 합의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HRD를 바라보는 시각도 고려하여 다각적인 시각을 종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류적인 흐름인 HRD 수행지향성에 따라 HRD 기능의 유효성을 제대로 평

가할 수 있는 방법 및 도구개발이 필요하다. HRD 영역 및 역할은 경영 환경이 급변함

에 따라 확대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그러한 기능을 HRD가 조직 내에서 얼마나 수행

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조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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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 HRD 외부의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HRD 가치를 평가절하하게 만드는 원인

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HRD의 주된 목적에 따라 HRD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도구가 

고안되어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성인교육철학과 HRD 가치지향성의 관계를 구명하는 연구가 더욱 확대될 필

요가 있다. HRD 가치지향성, 즉 HRD의 목적은 성인교육의 철학적 배경과 이론적으로 

관련성이 있으며, HRD 전문가가 실제 이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성인교육철학과 HRD 가치지향성의 관계를 구명하는 연구가 확대되어 

HRD의 이론적 기반을 확고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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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평소 HRD(Human Resource Development: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

치하는 곳에 V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설문항목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약
간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약
간
그
렇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HRD는 조직구성원이 중요시하는 내면의 요구를 충
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HRD의 주요 초점은 학습을 통해서 조직구성원의 전
문성을 개발하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HRD의 주요 기능은 학습을 통해서 업무 스킬을 향
상시키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HRD활동은 조직구성원의 심리적 안녕과 정신적 성
장에 기여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HRD활동은 조직구성원이 직무와 관련된 수행을 향
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HRD의 핵심 과제는 조직구성원의 학습을 돕는 것이
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HRD는 조직구성원이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업무와 연결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HRD활동은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업무를 개인적으로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HRD는 조직구성원이 업무수행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HRD활동은 조직구성원의 업무수행을 향상시켜야 한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HRD는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업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HRD의 주요 기능은 조직구성원에게 학습경험을 제
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HRD에서는 개인학습의 증진이 조직에서 주로 사용
하는 수단이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HRD의 주요 초점은 조직구성원의 직무 수행을 향상
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HRD활동은 조직구성원이 그들의 내면에 활력을 불
어넣을 수 있는 업무를 만들도록 도와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HRD의 목표는 조직구성원에게 업무수행을 향상시키
는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7
HRD의 목표는 조직구성원이 업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120 -

번호 설문항목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약
간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약
간
그
렇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8
HRD활동은 업무 수행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
거나 조직구성원의 역량을 향상시켜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9
HRD는 사회 공동의 선에 기여하는 조직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
HRD의 주요 임무는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수행
을 향상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1
HRD는 조직과 조직 외부의 사회·문화·생태학적 
환경 사이에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2
HRD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효과적인 학습시스템
을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3
HRD는 조직이 학습한 것을 더 빨리 적용할 수 있도
록 도와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4
HRD의 주요 목표는 조직이 미션을 완수할 수 있도
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5
HRD의 핵심 과제는 조직의 수행을 향상시키는 것이
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6
HRD는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조직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7
HRD활동은 조직 내의 학습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두
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8
HRD는 사회 공동체의 선과 연결되는 일을 하는 조
직을 만들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9
HRD의 주요 목표는 조직의 학습능력 향상이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0
HRD활동은 조직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직
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1
HRD활동은 조직의 목표를 넘어 인간과 조직의 개
발에 대한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2
HRD의 목표는 조직을 지속적인 학습시스템으로 변
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3
HRD활동은 조직의 수행 목표를 달성하는 데 초점
을 두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4
HRD의 목표는 조직의 수행을 향상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5
HRD는 조직이 변화를 추구하는데 학습과 지식을 
활용하도록 도와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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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평소 교육에 대한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V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항목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약
간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약
간
그
렇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교육 활동을 계획할 때, 나는 다음과 같이 할 것이다.

1_1
학습자와 더불어 중요한 사회·정치적 이슈를 파악하
고 그것을 중심으로 학습활동을 계획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_2
내가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그 결
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_3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_4
학습자의 요구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학습활동을 
개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_5
학습자가 가장 흥미를 느끼는 영역을 고려하여 이를 
다루려고 계획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할 때 가장 학습을 잘한다.

2_1 문제 해결을 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지식이 제시될 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_2
학습활동이 명확하게 구조화되어 있고 연습과 반복
의 기회를 제공할 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_3
다른 학습자나 집단의 의견조정자와 대화나 토론을 
할 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_4
어떤 체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탐색하고 학습
할 수 있을 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_5 해당 분야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로부터 배울 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교육의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다.

3_1 학습자의 입장에서 개개인의 발달을 촉진하는 데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_2
사회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학습자가 더 자각하도록 하고, 
그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_3 개념과 이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_4
학습자가 개인이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개발시키는 데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_5
학습자가 특정 지식과 기술에 대한 역량을 개발하고 
그것을 완전히 터득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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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습득한 것이다.

4_1
문제를 해결하면서 의식적으로 자신이 세운 목표를 
추구한 결과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_2
중요한 사회·정치적 이슈에 대한 비판적 또는 반성
적 사고를 통해 학습한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_3 시행착오와 피드백의 과정을 통해 학습한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_4
짜여진 교육과정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스스로 발견하
여 획득한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_5
체계적이거나 종합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한 것
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학습 활동에 포함시켜야 할 것에 관한 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5_1
조력자와의 협의를 통해 학습자가 대부분의 결정을 내
려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_2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교육자가 학습 활동 
후에 그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기초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_3
중요한 사회·정치·문화적 상황을 고려해서 이루어
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_4
학습자의 요구, 흥미, 그리고 학습자가 당면한 문제
들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_5
교육자가 학습 활동 중에 다룰 자료와 가르칠 개념
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훌륭한 교육자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교육을 계획하기 시작한다.

6_1
학습자에게 기대하는 최종 행동이나 특정 결과, 그리
고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
을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_2
교육의 결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상생활의 문제를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_3
가르칠 내용과 개념, 이론적 원리를 명확하게 파악한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_4
학습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정치적 
이슈를 명확하게 파악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_5 학습자에게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싶은지 물어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123 -

설문항목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약
간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약
간
그
렇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7. 교육자로서 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7_1
학습자의 흥미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비구
조적이고 유연한 상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_2
학습자에게 분명한 학습목표와 피드백이 제공되는 
매우 구조적인 상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_3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 기술과 
지식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상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_4
자료의 사용 범위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고, 가르칠 
내용이 논리적으로 조직된 상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_5
학습자가 사회·정치적 이슈에 대해 지각하고 있고, 
그러한 이슈가 자신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탐
색하고자 하는 상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교육활동을 계획할 때, 나는 다음과 같은 학습환경을 조성하려고 한다.

8_1
학습자들의 문제해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실제 
세계와 유사한 환경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_2
학습자가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검토하고 비판적인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환경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_3
학습자들이 체계적으로 학습목표 달성에 접근하도
록 하는 통제된 환경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_4
학습 내용과 개념에 대한 개요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 환경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_5 자기발견과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우호적인 환경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교육의 과정에 수반되는 학습자의 감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9_1
학습자가 교육활동에 진정으로 참여하기 위해 감
정은 표출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_2 문제나 질문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_3
학습자가 학습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과 깊은 관련
이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_4
유능한 교육자는 학습목표를 달성하는 데 학습자의 
감정을 활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_5 학습자의 주의를 분산시켜 학습에 방해가 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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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내가 선호하는 교육 방법은 다음과 같다.

10_1
학습자에게 실제로 도전이 될 만한 문제를 제시하
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_2 학습자에게 연습과 피드백을 강조하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_3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장려
하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_4
학습자를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한 비
판적 검토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_5
대체로 교육의 과정에서 다루는 주제나 내용에 따라
서 달라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학습자가 학습 주제에 대해서 별다른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11_1
학습자가 그 주제를 배우지 않는 것이 얼마나 심각
한 결과를 가져올지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_2
학습자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_3
교육자가 그 주제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해 학습
자가 흥미를 느끼도록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_4
학습자가 교육의 과정에서 충분한 연습이나 피드백
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_5
학습자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가 아
니어서 아직 배울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학습자 간의 개인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12_1
학습자들이 학습경험을 통하여 공통의 이해 기반을 
형성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_2
학습자들이 스스로 자신에게 적합한 시간과 방식으
로 학습을 했을 때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나게 만든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_3
학습자들의 인생경험의 차이에서 주로 기인하는 것
으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다
른 방식으로 적용하게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_4
학습자들의 문화·사회적 상황의 차이 때문에 나타
나는 것으로 그 차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_5
모든 학습자에게 연습과 강화가 충분히 주어지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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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학습 결과의 평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13_1
학습의 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
문에 평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_2
학습자들이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아 수행을 조정
할 수 있도록 시스템 내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_3
학습자가 자신이 세운 목적을 위해 스스로 평가하
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_4
학습자가 새로운 자료를 얼마나 개념적으로 잘 이해
했는지 알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_5
학습자가 학습 환경이나 실제세계에서 당면한 문제
를 성공적으로 해결했을 때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교육자로서 나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14_1
구조화된 학습 활동과 적절한 피드백을 통하여 학
습자를 지도하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_2
학습자가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고 기본적인 이론과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_3
학습자가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거나, 더 적절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_4
학습자가 환경·사회·정치적 이슈를 자각하도록 
하고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 영향을 미치려면 어떻
게 해야 하는지 배우게 하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_5
학습자의 학습 활동을 촉진하기는 하지만, 방향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결국 학습자가 교육한 내용을 제대로 학습하지 못했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15_1 교육자가 제대로 가르쳤다고 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_2
학습 경험을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반복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_3
학습자는 교육한 내용보다는 자신이 흥미 있거나 
유용하다고 생각한 것을 배웠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_4
학습자들은 학습을 통해 어떻게 사회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칠 수 있게 하는지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_5
아마도 학습자들이 새로 습득한 지식을 실제 문제
를 해결하는 데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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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귀하의 일반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을 읽고 귀하에게 해당하는 보기의 번호

에 V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      ) 세

3.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고졸이하  ② 전문대졸  ③ 4년제 대졸  ④ 석사  ⑤ 박사

4. 귀하의 전공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① 인문계열  ② 사회계열  ③ 교육계열  ④ 공학계열  ⑤ 자연계열  ⑥ 기 타

5. 귀하께서 소속된 조직은 어디입니까?

   ① 학교기관  ② 연구기관  ③ 기업체 HRD 부서(파트, 팀, 실, 부 등) 

   ④ 기업체 연수원  ⑤ HRD 컨설팅 기업  ⑥ 기타(         )

6. 귀하께서 HRD(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은 몇 년 입니까?

                                                            약 (          ) 년

7. 귀하께서 주로 담당(연구)하는 HRD 분야는 무엇입니까?

   ① 개인개발  ② 경력개발  ③ 조직개발  ④ 수행관리 

- 긴 설문에 성실히 웅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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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HRD value orientation 
and adult education philosophy of HRD professionals in Korea. To accomplish the research 
purpose, the following was examined: First,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HRD value 
orientation; Second,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adult education philosophy and categorize 
adult education philosophy; Fourth,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in HRD value orientation by the 
types of adult education philosophy.

The population of this study was all HRD professionals in Korea. In this study, HRD 
professionals refers to the specialists working in the HRD field including research and practice. 
Accordingly, in the case of the research part, target people were the researchers who have 
published HRD-related topics in 12 Journals that are associated closely with HRD research., and 
in the case of the practice part, the target people were HRD consultants of HRD consulting firms 
and HRD practitioners in 40 companies list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which are 
considered to have enough HRD facilities, equipment, and professionals for the HRD operation. 
However, it is difficult to identify the number of HRD professionals, by considering the number 
of cases and the return rate based on previous research, a total of 420 people were sampled by 
purposeful samp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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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for the instrument of investigation, the questionnaires consisted of HRD value orientation, 
adult education philosophy, and general characteristics such as gender, age, education, major, 
organization, HRD career, and HRD domain. The data was collected from the 9th of April, 2013 
to the 19th of May, 2013. Two hundred and seventy two of the 420 questionnaires were returned 
(return rate 64.76%), of which 249 were used for final analysis after data cleaning. All data 
analysis was accomplished by using the SPSS 20.0 and Mplus6.12, utilizing descriptive statistics 
like Frequency and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and reliability analysis, t-test, 
ANOVA, χ2 test, Latent Profile Analysis(LPA). An alpha level of 5% was established prior to 
determining significance in inferential statistic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HRD value orientation perceived 
by HRD professionals was in Improving individual job performance, Improving organizational 
performance, Enabling meaningful work, Building learning systems, Providing individual learning 
experiences and Building socially responsible organizations, and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education, organization, and HRD career. Second, the level of adult education 
philosophy for HRD professionals was in progressivism, behaviorism, liberalism, humanism and 
radicalism, and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gender, age, education, 
organization. Adult education philosophy of HRD professionals could be divided into three types, 
based on the theoretical structure, each type was named as: Type 1 is non-radical progressivism 
type, Type 2 is non-progressive behaviorism type, and Type 3 is non-liberal progressivism type. 
The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s i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except gender. Third, according to the types of adult education philosophy, HRD value 
orientation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Improving individual job performance, 
Improving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Building socially responsible organizations. In the case 
of Improving individual job performance, the level of non-radical progressivism type was higher 
than that of non-progressive behaviorism type and non-liberal progressivism type. In the case of 
Improving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e level of non-radical progressivism type was found to be 
higher than that of non-progressive behaviorism type and non-liberal progressivism type. In the 
case of Building socially responsible organizations, it was higher than the level of non-liberal 
progressivism type to that of non-progressive behaviorism type.

The conclus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HRD value orientation 
of Korean HRD professionals has a strong tendency toward Improving individual job performance 
and Improving organizational performance. It means performance orientation is mainstream among 
Korean HRD professionals, and what they think to be the main purpose of HRD is performance 
orientation. Second, Korean HRD professionals have the strongest tendency to progressivism in 
adult education philosophy. There a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adult education 
philosophy by major, HRD career, HRD domain. Because, it seems that HRD value ori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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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ed by the person’s various experiences in the long-term are relatively immovable things. 
Third, it was observed to be the growth of Meaning in Work orientation in HRD paradigm. This 
suggests that HRD needs to consider the expansion of the range beyond the scope of a single 
organization. Fourth,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Learning system between 
research and practice of HRD. It reveals the difference of awareness between research and 
practice of HRD. Fifth, Learning orientation did not differ by the types of adult education 
philosophy. In the case of Building learning systems, non-radical progressivism type have a higher 
level than that of non-progressive behaviorism type. So, it shows the myth that behaviorism is 
directly related to performance paradigm in HRD is not adequate. Sixth, there are differences in 
performance orientation and Building socially responsible organizations by the types of adult 
education philosophy. It shows that adult education philosophy is reflected in the purpose of 
HRD perceived by HRD professionals.

Based on the conclusions, some recommendations for the practice field of HRD were 
suggested: First, organizations need to make an attempt to deeply unify the differences and 
understanding of each other by considering the actual situation in existing individuals mixed by 
differences in the types of adult education philosophy. Second, in conducting HRD functions, 
HRD practitioners need to recognize the purpose of HRD aimed by their organization, and 
conduct interventions by considering its educational philosophical background. Next, some 
recommendations for the research field of HRD were suggested: First,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develop and utilize various tools and research methods in order to investigate adult education 
philosophy and the HRD value orientation of HRD professionals more precisely. Second, further 
research needs to be done to investigate the HRD value orientation of relevant stakeholders in 
HRD as well as HRD professionals to establish an identity of HRD. Third, in accordance with 
the performance orientation as the mainstream, further research needs to develop tools and 
research methods in order to properly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HRD functions. Forth, further 
research needs to be expand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HRD value orientation and 
adult education philosophy.

Key words: HRD Professionals, HRD Value Orientation, Adult Education Philosophy 
Student Number: 2011-23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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