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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보 영

이 연구의 목적은 대기업 HRD 담당자가 인식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과 개인 및 조

직 특성의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연구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국내 대기업 HRD 담당자가 인식한 전략적 인적자

원개발 활동의 수준을 구명한다. 둘째, 국내 대기업 HRD 담당자들의 개인 및 조직 특성에 

따른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수준의 차이를 구명한다. 셋째, 국내 대기업 HRD 담당자가 

인식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을 유형화한다. 넷째, 국내 대기업 HRD 담당자가 인식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유형별 개인 및 조직 특성의 차이를 구명한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대기업 HRD 담당자 전체이다. 이에 따라 국내 매출 규모 

상위 30대 그룹사를 표집 대상으로 선정하여, 해당 기업 HRD 부서에 근무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유의표집을 실시하였다. 대기업 HRD 담당자는 국내 30대 그룹의 연수원 및 

HRD 부서에 소속되어 인적자원개발에 관련된 의도적, 계획적, 조직적 활동을 수행하는 자

를 말하며 HRD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고찰한 후 사례 수 및 회수율을 고려하

여 350명을 표집하였다.

조사도구는 질문지를 활용하였으며, 질문지에는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응답자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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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및 조직 특성을 포함하였다. 측정도구는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선행연구

에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입증된 도구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새롭게 구인화한 전략적 인적자

원개발 활동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활용하였다. 질문지는 총 3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Likert 척도를 활용하였다. 도구 개발 과정에서 인적자원개발을 전공한 박사 2명, 박사수료 

2명을 통해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쳤으며,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도구를 4개의 구인으

로 확정하였다. 이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를 재확인 하였고 문항 내적 신뢰

도 조사를 거쳤다. 자료 수집은 2013년 10월 2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이루어졌고, 3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273부(회수율 78.0%)를 회수하였다. 이 중에서 불성실 응답, 미응답 

등의 자료를 제외한 263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통계기법은 기술통계

와 t-검정, ANOVA, 잠재프로파일분석, χ2 검정 등이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HRD 담당자가 인식한 SHRD 활동의 평균

은 5점 만점에 3.53으로 보통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SHRD 활동의 하위요인별 수준은 

‘전략과 HRD 통합’, ‘전략적 파트너십’, ‘HRD 성과체계 구축’, ‘수행향상 시스템 구축’ 순

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대기업 HRD 담당자가 인식한 SHRD 활동의 수준은 연령별, 직

급별, 근속기간별, HRD 업무경력별, HRD 조직 형태별, HRD 부서 구조별, 산업분류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SHRD 활동 유형은 상, 중, 하위 수준의 3개 유형으로 

구분되었고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각각의 유형을 하위 수준의 SHRD 활동, 중위 수준의 

SHRD 활동, 상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넷째, SHRD 활동 유형별로 

성별, 연령, 근속기간, HRD 업무경력, HRD 조직 형태, HRD 부서 구조, 산업분류 특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은 HRD 부서 및 HRD 담당자가 기

업 내에서 SHRD 활동을 높은 수준으로 균형 있게 확보하기 위해 HRD 성과체계 구축 및 

수행향상 시스템 구축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HRD 부서는 사원 ‧ 
대리급 HRD 담당자에게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핵심인재 육성전

략, 직무역량 체계에 기반한 학습활동 등의 설계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HRD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HRD 부서 및 HRD 담당자는 운영중심의 인

적자원개발 활동에서 벗어나 전략적 파트너십 확보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업은 HRD 담당자가 HRD를 지속적으로 전담하여 전문성을 개발하고 HRD 조직의 전략

적 역할을 확보할 수 있게 도와야 하며, HRD 조직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전략적 인적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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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개인 및 조직 특성, 잠재프로

파일분석(LPA), HRD 담당자, 대기업

학  번: 2012-21083

개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를 토대로 한 후속 연구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질적인 연구를 통해 추상적인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는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실행 절차를 

밝힐 필요가 있다. 둘째,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이 조직의 핵심역량 등 직접적인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요인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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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정보와 지식이 기업의 부와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요소가 되

고 있으며, 미래학자들은 글로벌 무한경쟁체제에서 기업 경쟁력의 원천을 자본, 토지, 기업

규모 등과 같은 물리적 자원보다는 지식생산의 주체인 인적자원으로 바라보고 있다

(Swanson & Holton, 2009).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인적자

원의 학습, 변화, 성과를 위해 인적자원개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이찬, 최영준, 박혜선, 정

보영, 전동원, 박연정, 2012).

전통적 관점에서 인적자원개발의 목적은 교육훈련을 통한 조직구성원의 지식, 기술, 태도 

향상에 있었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적자원개발이 개인 수준의 역량개발 뿐만 아니

라 조직 수준의 향상된 성과와 생산성을 목표로 한다는 관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Holton 

& Yamkovenko, 2008). 이에 따라, 인적자원개발의 패러다임 또한 ‘훈련에서 학습’으로, ‘학

습에서 성과’로 변화하였다. 이는 인적자원개발이 조직구성원의 실천적인 학습에 주목하고 

학습 결과에서 기인한 성과 창출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오헌

석 외, 2009). 최근에는 인적자원개발이 경영전략 달성을 위해 학습, 성과를 넘어 전략적 역

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전환되고 있다(Garavan, 1991, 2007; Sirén, Kohtamäki, 

& Kuckertz, 2012). 

1980년대 말부터 기업 경영의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인적자원개발의 개념이 강조되면서 

인적자원개발이 조직의 성공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활

발하게 이루어졌으며(Burgoyne, 1988; Garavan, 1991; Lee, 1996; McCracken & 

Wallace, 2000b; Torraco & Swanson, 1995), 2000년대에 들어서는 국내에서도 전략적 인

적자원개발의 개념을 정립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권대봉, 현영섭, 2003; 김종관, 이용

탁, 2002; 이희수, 조순옥, 2007; 주용국, 2010). 이러한 관심은 인적자원개발의 가치와 잠

재력이 강조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지만, 조직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전략적 인적자

원개발을 활용하고 조직에 통합시키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Alagaraja,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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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적자원개발의 전략적 역할에 대한 최고 경영자와 조직 차원의 관심을 높이기 위

해서는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이 HRD 담당자의 개인 및 조직 특성과 어떠한 관계에 있

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몇몇 국내 연구자(신덕상, 

2008; 이현필, 2010; 최용범, 최은수, 2008; 황영아, 2010)에 의해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

고,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성과변인에 집중하여 연구가 진행되다 보니, 전략적 인적자원개

발 활동이 HRD 담당자 및 HRD 조직의 어떠한 특징과 결부되어 있을 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는 조직 내에서 인적자원개발의 전

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HRD 담당자를 육성하거나 HRD 부서를 개편함에 있어 시사점

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과 개인 특성 및 조직 특

성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구명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을 인식한 HRD 담당자들의 응답 유형을 요약하여 그 

특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유형을 체계적으로 구분

하고 유형별로 HRD 담당자의 개인 특성 및 조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

다. 기존의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연구(이찬 외, 2012; 정은정, 2013; 황경호, 2012)들은 도

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응답자의 인식을 통해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수준을 

진단하는 제한된 함의만을 제공하고 있다(Lee, Choi, Park, & Jung, 2013). 하지만,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연구는 조직구성원들이 인식한 수준에 근거하여 현상을 단정짓는 데 그

치기보다는 유형화를 통해 조직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유형에 속한 응답자들의 특징이 어떠

한지 구명하여 인적자원개발 조직의 방향성을 수립하는 데 더욱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과 개인 및 조직 특성의 관계를 구명함에 있어 국내 대기

업을 대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최근 글로벌 대기업들은 불확실성이 확대된 경영환경 

속에서 인적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인적자원개발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Holton & Yamkovenko, 2008). 이러한 추세에 부합하여 국내 대기업은 HRD 조직이 비

즈니스와 학습의 연계, 미래 사업 강화를 위한 전략적 리더의 육성, 성과 창출을 위한 일과 

학습의 통합, 조직의 핵심가치 공유 등 다양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을 수행하도록 요

구하고 있다(황성준, 김진모, 2011). 하지만, 국내 대기업 간에도 연수원 유무, 전담자 유무 

등 HRD 조직의 특성이 다양하고 이러한 특성에 따라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수준에 차

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대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대기업 HRD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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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순히 교육훈련을 설계, 운영, 평가하는 역할을 넘어서 조직의 수행요구를 파악하고 수

행문제를 해결하는 컨설턴트, 변화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김진모, 2001) 기업 내

에서 인적자원개발의 조직차원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주체적 역할을 담당하므로 전략적 인

적자원개발 활동의 인식 수준 분석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인식 수준을 측정함에 있어 타당성이 확보된 조사도구

의 개발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송영수, 2009; 신덕상, 2010; 정은정, 2013; 최용범, 2009; 

허연, 2006; 황경호, 2012; 황영아, 2010; Lee et al., 2013)에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의 구인에 대하여 연구자별로 견해가 다양하고, 구인별로 중첩되는 활동을 상정하는 경우도 

있어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조사도구가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을 측정하기에 타당한 도구

인지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Garavan(1991) 등이 제안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특징을 

토대로 제작한 문항을 통해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활동을 측정하거나, 연구에 동원된 전문

가의 자질과 역량에 의존하는 델파이조사를 통해 조사도구가 개발되는 등 전략적 인적자원

개발 활동의 본질을 구명하기에 미흡함이 있었다. 따라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측면

에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구인하여 조사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대기업 HRD 담당자가 인식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과 개인 및 조직 

특성의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연구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국내 대기업 HRD 담당자가 인식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수준을 구명한다.

둘째, 국내 대기업 HRD 담당자들의 개인 및 조직 특성에 따른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수준의 차이를 구명한다.

셋째, 국내 대기업 HRD 담당자가 인식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을 유형화한다.

넷째, 국내 대기업 HRD 담당자가 인식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유형별 개인 및   

조직 특성의 차이를 구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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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문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국내 대기업 HRD 담당자가 인식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1. 국내 대기업 HRD 담당자가 인식한 전략적 파트너십 활동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2. 국내 대기업 HRD 담당자가 인식한 전략과 HRD 통합 활동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3. 국내 대기업 HRD 담당자가 인식한 수행향상 시스템 구축 활동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4. 국내 대기업 HRD 담당자가 인식한 HRD 성과체계 구축 활동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국내 대기업 HRD 담당자들의 개인 및 조직 특성에 따른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수준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1. 국내 대기업 HRD 담당자들의 개인 특성(성별, 연령, 직급, 근속년수, HRD 

업무경력)에 따른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수준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2. 국내 대기업 HRD 담당자들의 조직 특성(HRD 조직 형태, HRD 부서 구조, 

산업분류)에 따른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수준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국내 대기업 HRD 담당자가 인식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유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1. 국내 대기업 HRD 담당자가 인식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은 몇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가?

연구문제 4. 국내 대기업 HRD 담당자가 인식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유형별 개인 

및 조직 특성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1. 국내 대기업 HRD 담당자가 인식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유형 집단별 

구성원들의 개인 특성(성별, 연령, 직급, 근속년수, HRD 업무경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2. 국내 대기업 HRD 담당자가 인식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유형 집단별 

구성원들의 조직 특성(HRD 조직 형태, HRD 부서 구조, 산업분류)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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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가. 대기업 HRD 담당자

HRD 담당자란 일반적으로 연수원 및 HRD 부서에서 HRD 관련 업무를 의도적,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행하는 자(전영욱, 김진모, 2005)를 일컫는다. 또한, 이 연구에서 대기업은 공

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국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상위 30대 그룹에 속한 기업을 의

미한다. 따라서 대기업 HRD 담당자는 국내 30대 그룹의 연수원 및 HRD 부서에 소속되어 

인적자원개발에 관련된 의도적, 계획적, 조직적 활동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나. 개인 및 조직 특성

개인 및 조직 특성은 대기업 HRD 담당자가 수행하는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과 관계

가 있는 HRD 담당자의 개인 특성과 소속 기업 HRD 조직의 특성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

서는 개인 및 조직 특성을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HRD 조직의 일반적 특성으로 정의한다. 

개인 특성은 성별, 연령, 직급, 근속기간, HRD 업무경력을 의미하며, 조직 특성은 HRD 조

직 형태, HRD 부서 구조, 산업분류를 의미한다.

다.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전략적 인적자원개발(Strategic Human Resource Development) 활동은 조직의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인적자원개발 부서와 조직 내 주요 이해관계자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하

고, 인적자원개발의 기능 및 역할을 조직의 전략과 연계하여 수행향상 시스템 및 성과체계

를 구축함으로써 조직구성원의 학습, 수행 ‧ 성과, 변화를 촉진하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

다. 이 연구에서는 대기업 HRD 담당자가 Peterson(2008)이 제시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과정(process)을 중심으로 연구자가 전략적 파트너십, 전략과 HRD 통합, 수행향상 시스템 

구축, HRD 성과체계 구축 등 네 개 하위요인으로 구인화한 도구의 측정항목에 대하여 응

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 6 -

5. 연구의 제한

이 연구에서는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실행 수준이 높아 전략적 인적

자원개발 활동 수준을 측정하는 데 있어 안정적인 결과를 관찰할 수 있다는 점(최용범, 

2009)을 근거로 국내 상위 30대 그룹으로 목표 모집단을 제한하였다. 또한, 개인 특성 및 

조직 특성으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조직의 구조적 특성만을 선정하였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갖는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를 우리나라의 모든 대기업으로 일반화하는 데 신

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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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개념

가.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등장

오늘날 조직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직면하고 있으며, 현대인들은 환경의 급변에 가

장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 내 자원이 인적자원이라는 견해에 합의점을 두고 있다. 

이에 많은 조직들이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적자원의 개발 측면에서 다양한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인적자원개발은 개인, 집단, 조직의 효율향상을 목적으로 조직에 제공되

는 개인개발, 조직개발, 경력개발, 수행 ‧ 성과관리를 포함한다(Gilley, Eggland, & Gilley, 

2002). 특히 인적자원개발은 기업체에서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온 훈련 및 개발

이 개념적인 시초이기 때문에 여타의 조직보다는 주로 기업체에서 널리 활용되는 개념이다

(이용환, 정철영, 나승일, 김진모, 이찬, 2009). 이러한 인적자원개발은 학습 결과에서 기인

한 성과 창출에 집중하며 ‘훈련에서 학습’으로, ‘학습에서 성과’로 그 패러다임이 변화하였다. 

최근에는 인적자원개발이 기업의 경영전략 달성을 위해 학습, 성과를 넘어 보다 더 전략적

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Garavan, 2007).

체계적으로 구성된 인적자원개발 활동이 개인성과 및 조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

한다는 인식은 조직 내에서 끊임없이 확장되어 왔다(Wilson, 2012). 이는 인적자원개발의 

가치와 잠재력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Nickols, 2005). 그러나 여러 학자들

은 아직까지 많은 기업에서 인적자원개발의 전략적 역할 수행이 인식 확장의 속도보다 느리

게 나타난다고 비판하고 있다(Garavan, 1991; Gilley & Maycunich, 1998; McCracken & 

Wallace, 2000b; Tseng & McLean, 2008). 이러한 비판은 인적자원개발 활동이 조직의 전

략적 방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설계 ‧ 개발되고, 운영의 편의성에 따라 행정적으로 

전개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적자원개발이 기업 경영에 현재보다 더 많은 기

여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절차중심의 행정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보다 실천적이고 전략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Garavan, 1991; Gold, Walton, Cureton, & Anderso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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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에서 ‘전략적(Strategic)’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Chadwick 

& Cappelli, 1999). 첫째, 인적자원개발이 조직의 궁극적인 전략 목표, 즉 기업에서의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기업의 인적자원개발이 경영성과에 기여한다

는 것은 인적자원개발 본연의 주요한 가정 중 하나이다(Jeong, 2004). 인적자원개발의 결과

는 성과의 측면, 학습의 측면, 일의 의미 측면 등에서 다양하게 가정되지만(Bate & Chen, 

2005), ‘전략적’이라는 용어에 대한 논의는 인적자원개발이 경영성과에 기여한다는 가정에 

역점을 두고 전개되고 있다. 

둘째, ‘전략적’이라는 것은 인적자원개발이 조직의 전략과 한 방향으로 정렬되고 자원이 

적절히 분배됨으로써 통합된 해석과 추진이 가능할 때, 전략이 목표하는 조직성과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그림 Ⅱ-1] 참조). 즉, 인적자원에 접근 가능한 이해관계자가 

조직의 전략적 목표를 지원 및 형성시키기 위해 인적자원개발을 추진하는 외적 적합성

(external fit)과 부존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 및 활용하는 내적 적합성(internal fit)이 확보될 

때 경영성과가 증대된다는 것이다(주용국, 2010).

조직의 비전

(Visualizing the future)

↓

조직의 미션

(Goals and values)

↓

비즈니스 전략

(Plan and objectives)

↓

HRD 전략

(Including objectives)

↓

HRD 정책, 계획, 실행

[그림 Ⅱ-1] 조직의 가치체계와 HRD 전략의 연계

출처: Mankin, D. (2009). Human resource development.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 72.

셋째, 인적자원이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인 자산이 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는 산업 내에서의 경쟁적 위치 또는 내부자원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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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다(Porter, 2011; Prahalad & Hamel, 1990). 이 중에서 내부자원은 물적 자원, 재무

적 자원, 지적 자원, 인적자원, 조직적 자원 등 가시적 자원인 자산(asset)과 기업의 핵심역

량 등 비가시적 자원인 잠재력(capability)의 합으로 이루어진다(Clardy, 2008; Newbert, 

2008). 인적자원개발 활동은 인적자원의 가치 자체를 상승시키거나 조직의 잠재력 강화를 

목적으로 활용됨으로써 기업 내부자원의 가치를 상승시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데 기여한다

는 측면에서 인적자원을 ‘전략적’ 자산으로 변모시킨다([그림 Ⅱ-2] 참조). 선행연구(Clardy, 

2008; Garavan, Morley, Gunnigle, & Collins, 2001)에서는 특히, 조직의 핵심역량 등 잠

재력의 강화가 인적자원개발의 전략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림 Ⅱ-2] 내부자원(자산, 잠재력)과 경쟁우위의 개념적 구조
출처: Clardy, A. (2008).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the resource-based model of core competencies:

Methods for diagnosis and assessment. Human resource development review, 7(4), p.390. 재구성

이와 같이 인적자원개발이 ‘전략적’이라는 수식어와 결합되기 위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 어떤 활동들을 전개해야 하는가’하는 논의들이 전략적 위상, 전략적 역할, 전략

적 활동 등의 논제를 통해 199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 시초는 

Garavan(1991)으로 HRD의 전략적 접근에 대해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을 정의하고 9가지 전

략적 인적자원개발 특징을 제시함으로써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이후 영미권을 중심으로 인

적자원개발이 조직에 유효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활

발하게 이루어졌으며(Garavan, 2007; Gilley & Maycunich, 1998; Lee, 1996; McCracken 

& Wallace, 2000b; Peterson, 2008; Torraco & Swanson, 1995; Yorks, 2005), 200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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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들어서는 국내에서도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개념을 정립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권대봉, 현영섭, 2003; 김종관, 이용탁, 2002; 이희수, 조순옥, 2007; 주용국, 2010). 또한, 

2010년을 전후로 국내 연구자들(신덕상, 2008; 이찬 외, 2012; 정은정, 2013; 최용범, 최은

수, 2008; 황영아, 송영수, 2010)에 의해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전

략적 인적자원개발의 관계 변인 탐색에 관한 연구 등이 이루어져 왔다.

나.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정의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정의는 연구자별로 다양하다. Rothwell과 Kazanas(1989)는 전략

적 인적자원개발이란 미래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갖추기 위해서 계획된 활동을 통해 조

직, 조직 재 집단, 구성원 및 조직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

다. 또한, Beer와 Spector(1989)는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은 전략계획 및 문화적 변화와 연계

된 선행적이고 시스템 전반에 걸친 개입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Garavan(1991)은 9가지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특징을 제시하면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을 조직구성원 개인의 지식과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동시에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훈련개발, 직무교육 개입에 

대한 전략적 관리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개념은 Garavan(1991)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Garavan, Costine과 Heraty(1995)는 경영성과 창출 및 조직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행하는 

인적자원의 계획된 학습과 개발로, Walton(1999)은 인적자원의 개발이라는 측면과 학습을 

지원하는 프로세스가 조직의 전략적 특성과 연계되어 차별화된 역량을 구체화되는 과정으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을 정의하였다. 또한, Gilley와 Maycunich(2000)은 전략적 인적자원개

발을 조직의 수행역량, 능력, 경쟁력 강화 및 쇄신을 목적으로 계획된 처방이나 새로운 시도 

및 경영활동을 통하여 조직의 학습, 수행 ‧ 성과 및 변화를 촉진시키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McCracken과 Wallace(2000b)는 Garavan(1991)의 개념적 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수행

한 연구에서 앞선 연구들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전략실행 상황에서의 개입을 가정함으로써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정의를 차별화시켰다.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은 조직의 전략에 부응하

는 교육훈련 개발 및 학습전략인 동시에 전략을 구체화하고 전략실행에 영향을 행사함으로

써 조직이 변화하고 발전하며 성장하도록 하는 학습문화를 만드는 창조적 활동이라는 것이

다. Yorks(2005)는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이란 조직의 전략적 요구와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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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에 의하여 수행 능력개발과 경험이 가지는 의미 창출을 위하여 장기적인 전략적 수행성

과와 좀 더 즉각적인 수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Garavan(2007)은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이 조직의 전략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수직 ‧ 수평

적으로 통합된 일련의 학습 및 개발 활동을 포함한다고 정의함으로써 자신이 제시한 선행연

구에서 한 단계 나아가 인적자원개발의 전략적인 역할에 더욱 강조점을 두고자 하였다. 또

한, Peterson(2008)은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이란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는 조직의 수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된 개인 및 조직 수준에서의 능동적이

고 장기적이며 조직의 미션과 관련한 인적자원 활동 리더십이라고 정의하였다. 

국내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정의가 논의되었다. 권대봉과 현영섭

(2003)은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이란 인적자원개발과 기업의 전략의 관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

해서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송해덕(2007)은 기업이 훈련

개발 및 관리와 같이 인적자원개발 간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조직의 목표달성

을 촉진시키는 것과 함께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학습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전략

적 인적자원개발이라고 한다고 정의하였다. 주용국(2010)은 경영전략 관점에서 목적과 절차

를 중심으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을 정의하였다.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이란 인적자원의 이해

관계자가 조직의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위한 방향으로서의 조직의 전략적 목표를 지지하거

나 형성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의 사업의 영역을 선정하고, 자원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활

용하며, 그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찬 외(2012)는 국내 ‧ 외에서 진행

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이란 조직의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인적자원

개발 부서와 조직 내 주요 이해관계자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인적자원개발의 

기능 및 역할을 조직의 전략과 연계하여 조직구성원의 학습, 성과, 변화를 촉진하는 활동이

라고 정의하였다.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을 정의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Ⅱ-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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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정의

Rothwell & Kanzanas

(1989)

미래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갖추기 위해서 계획된 활동을 통해 조직, 조직 
재 집단, 구성원 및 조직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을 변화시키는 과정

Beer & Spector

(1989)
전략계획 및 문화적 변화와 연계된 선행적이고 시스템 전반에 걸친 개입 활동

Garavan

(1991)

조직구성원 개인의 지식과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동시에 조직의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한 훈련개발, 직무교육 개입에 대한 전략적 관리

Garavan,

Costine, & Heraty

(1995)

경영성과 창출 및 조직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행하는 인적자원의 계획된 학습과 
개발 

Walton

(1999)

성공적인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은 인적자원의 개발이라는 측면과 학습을 지원하는 
프로세스가 조직의 전략적 특성과 연계되어 차별화된 역량을 구체화되는 과정

Gilley & Maycunich

(2000)

조직의 수행역량, 능력, 경쟁력 강화 및 쇄신을 목적으로 계획된 처방이나 새로
운 시도 및 경영활동을 통하여 조직의 학습, 수행 성과 및 변화를 촉진시키는 
과정

McCracken & Wallace

(2000b)

조직의 전략에 부응하는 교육훈련 개발 및 학습전략인 동시에 전략을 구체화
하고 전략실행에 영향을 행사함으로써 조직이 변화하고 발전하며 성장하도록 
하는 학습문화를 만드는 창조적 활동

권대봉, 현영섭
(2003)

인적자원개발과 기업의 전략의 관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노력

Yorks

(2005)

조직의 전략적 요구와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수행 능력개발
과 경험이 가지는 의미 창출을 위하여 장기적인 전략적 수행성과와 좀 더 즉
각적인 수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

Garavan

(2007)

조직의 전략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수직 수평적으로 통합된 일련의 학습 및 
개발 활동

송해덕
(2007)

기업이 훈련개발 및 관리와 같이 인적자원개발 간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
함으로써 조직의 목표달성을 촉진시키는 것과 함께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학
습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

Peterson

(2008)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는 조직의 수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
획된 개인 및 조직 수준에서의 능동적이고 장기적이며 조직의 미션과 관련한 
인적자원 활동 리더십

주용국
(2010)

인적자원의 이해관계자가 조직의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위한 방향으로서의 조
직의 전략적 목표를 지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의 사업의 영역
을 선정하고, 자원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그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

이찬 외
(2012)

조직의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인적자원개발 부서와 조직 내 주요 이해관계자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인적자원개발의 기능 및 역할을 조직의 전
략과 연계하여 조직구성원의 학습, 성과, 변화를 촉진하는 활동

출처: 이찬 외. (2012).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수준 진단준거 개발. 기업교육연구, 14(2), 155-178. p.158 수정 및 보완

<표 Ⅱ-1>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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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을 조직의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인적자원개발 부서와 조직 내 주요 이해관계자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인적자원개발의 기능 및 역할을 조직의 전략과 연계하여 수행향상 시스템 및 성과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조직구성원의 학습, 수행 ‧ 성과, 변화를 촉진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2.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모형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특징에 관한 고찰은 Lawrie(1986)가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부서가 

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 이후 본격화되었다(이찬 외, 2012). 이후 여러 연구자들(Garavan, 

1991, 2007; McCracken & Wallace, 2000b; Peterson, 2008)을 통해서 전략적 인적자원개

발의 모형을 구명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특징에 관한 연

구는 특징의 제시 방식을 중심으로 기술적 모형(prescriptive model)과 해석적 모형

(explanatory model)으로 구분할 수 있다(Wilson, 2012). 기술적 모형은 전략적 인적자원개

발의 바람직한 모습을 선언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특징을 설명하고자 하였고, 해석적 모형은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을 둘러싼 환경이나 요소 간 관계성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특징을 설

명하고자 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 선행연구 별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모형 제시 

방식과 강조점은 다음 <표 Ⅱ-2>와 같다.

구분 주요 선행연구 강조점

기술적 모형
(prescriptive model)

Garavan

(1991)
•SHRD의 규범적 측면 강조

McCracken과 
Wallace

(2000b)

•경영전략과의 통합 강조
•HRD의 능동적 역할 강조

해석적 모형
(explanatory model)

Garavan

(2007)

•SHRD가 경영의 동적인 맥락에 부합함을 강조
•이해관계자의 기대와 만족 강조
•HRD 담당자의 능력 강조

Peterson

(2008)

•SHRD의 시스템적 특징 강조
•HRD 담당자의 능력 강조

출처: Wilson, J. P. (2012). Inter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Learning, educating and training for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3rd ed.). PA: Kogan Page Publishers, pp.27-32. 재구성

<표 Ⅱ-2>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모형 제시 방식과 강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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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avan(1991)은 교육훈련과 구별되는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역할 탐색을 목적으로 전

략적 인적자원개발의 9 가지 특징을 제시하였다. Garavan(1991)은 ‘조직 미션 및 목표와의 

통합’, ‘최고경영층의 지원’, ‘환경분석’, ‘인적자원개발 계획 및 정책’, ‘일선 관리자의 헌신 

및 참여’, ‘보완적 인적자원관리 활동의 존재’, ‘HRD 담당자의 역할 확대’, ‘조직문화에 대한 

인지’, ‘평가 강조’ 등을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특징으로 꼽았다. 그러나 구성요소 간 관계

를 설명하지 않고 특징을 나열하였으며, 모형을 실증할 여지가 적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

되었다.

McCracken과 Wallace(2000b)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Garavan(1991)이 제시한 9가

지 특징에 경영전략과의 통합과 능동적인 인적자원개발의 역할을 보다 강조함으로써 조직 

내 인적자원개발의 영향력을 강조하였다. McCracken과 Wallace(2000b)는 특히, 

Garavan(1991)이 제시한 특징이 경영 환경 맥락에서 능동적이지 못하고 반응적임을 지적했

다. 이에 McCracken과 Wallace(2000b)는 ‘조직 미션 및 목표 형성’,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HRD 관점에서 고위 경영진에 의한 환경분석’, ‘인적자원개발 전략, 계획, 정책’, ‘일선 관리

자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인적자원관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조직변화 컨설턴트로서의 

교육훈련 담당자 역할’, ‘조직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비용효과성 평가의 강조’ 

등을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특징으로 제시하였다.

McCracken과 Wallace(2000b)와 Garavan(1991)의 연구에서 나타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의 특징을 종합하면 다음 <표 Ⅱ-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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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avan(1991) McCracken과 Wallace(2000b)

조직 미션 및 목표와의 통합 조직 미션 및 목표 형성

최고경영층의 지원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환경분석 HRD 관점에서 고위 경영진에 의한 환경분석

인적자원개발 계획 및 정책 인적자원개발 전략, 계획, 정책

일선 관리자의 헌신 및 참여 일선 관리자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보완적 인적자원관리(HRM)활동의 존재 인적자원관리(HRM)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HRD 담당자의 역할 확대 조직변화 컨설턴트로서의 교육훈련 담당자 역할

조직문화에 대한 인지 조직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평가 강조 비용효과성 평가의 강조

<표 Ⅱ-3> Garavan(1991), McCracken과 Wallace(2000b)가 제시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특징

Garavan(2007)은 McCracken과 Wallace(2000b)와 Garavan(1991)가 제시한 특징들을 고

찰하여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이 기업 경영의 동적인 맥락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전략적 인적자

원개발 체계의 모습을 제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Garavan(2007)은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이 환경과 조직의 상황,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절차, 이해관계자 만족, HRD 전문가를 그 영

역으로 하며, 이들 영역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조직의 학습, 수행 ․ 성과, 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Garavan(2007)의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개념적 모형은 제시된 수준(level) 측면에서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이 모형에서 HRD에 영향을 주는 서로 다른 4개의 상황 수준이 제시되

었다. 첫째, 1수준은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환경을 고려한다. 지역적 요소는 경제적, 정치

적 특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국가적 요소는 기술의 변화, 노동시장의 특성, 국가적 문화와 

HRD 시스템을 포함한다. 국제적 환경 관점은 국가 간 차이와 국제적 법 및 규제에 초점을 

맞춘다. 둘째, 2수준은 조직 내부적 상황으로 기업의 전략, 구조, 문화, 리더십을 포함한다. 

전략은 비용 지향적, 차별화, 산업 특화와 연관된 재화와 서비스를 의미한다. 또한 조직의 

구조, 조직문화, 비전 ․ 가치 일치성, 비전과 가치를 수행하고 문화를 발달시키는 데 핵심요

소로 고려되는 리더십 스타일 등을 포함한다. 셋째, 3수준은 직무에 초점을 맞추고 직무의 

가치와 독특성을 강조한다. 인적자원개발 전략은 조직 내 다른 위치에 있는 가치와 충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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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야 한다. 넷째, 4수준은 조직구성원의 기대 및 경력개발에 초점을 맞추며 핵심인재로 

평가된 조직구성원은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실천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다시 투입, 과정, 산출의 프로세스로 구분하면, 환경과 조직의 상황은 투입이며, 조

직의 전략과 통합된 HRD 전략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과정, 전략적인 인적자원개발이 

산출이 됨을 알 수 있다. Garavan(2007)의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개념적 모형을 제시하면 

다음 [그림 Ⅱ-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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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Garavan(2007)의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개념적 모형
출처: Garavan. (2007). A Strategic perspective 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Advances in

developing Human Resources, 9(1), p.17.

Peterson(2008)은 Garavan(2007)이 제시한 SHRD 개념적 모형에서 착안하여 국제적, 문

화적, 정치적, 경제적, 규제적, 경쟁적이며 조직이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갖는 사회적 맥

락 내에 조직적 맥락을 위치시키며 시스템 이론에 입각한 SHRD 체계 모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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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son(2008)은 조직적 맥락 내에서 학습 풍토, 성과개선에 대한 몰입, 전략적 개입을 

위한 능력 등을 조직적 차원으로 간주하고, 조직 미션 및 전략과의 합치, 리더십 및 전문직

업의식, 사업 통찰력, 전략적 관점 등 HRD 본연의 역량이 이러한 조직적 차원의 인프라와 

상호작용함으로써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투입이 조직된다고 보았다. 또한, 전략적 인적자원

개발의 목적으로 ① 전략적 관계를 공고히 함, ② 체계와 절차에 부합함, ③ 고성과 작업 체

계 및 문화를 만들어 냄, ④ 책임의 체계를 개발함 등 4가지를 제시하면서 각각 하위 목표

를 통해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과정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Peterson(2008)의 전략적 인적자

원개발의 체계 모형을 제시하면 다음 [그림 Ⅱ-4]와 같다.

[그림 Ⅱ-4] Peterson(2008)의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체계 모형
Peterson, S. L. (2008). Creating and sustaining a strategic partnership: A model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Journal of Leadership Studies, 2(2), p.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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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구성요소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모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은 시스템 

이론에서 기초하여 투입(input) ․ 과정(process) ․ 산출(output)의 인과적 관계로 설명되고 있

다.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투입은 HRD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 또는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투입(input)은 Garavan(2007)이 제시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체계 중 환경과 조

직의 상황 영역 등이다. 또한, 산출(output)은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결과 영역으로 이해관

계자가 관심을 갖는 기업의 명성, 성장, 투자대비 회수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Garavan, 2007). 과정(process)은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을 실행하는 실제 행위들로 규정할 

수 있다. Garavan(2007)의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개념적 모형에서는 HRD 초점, 지향점, 시

스템, 정책, 실천 등 광범위한 영역을 HRD 프로세스로 규정하고 있다. 

Peterson(2008)은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목적 및 목표를 기술하면서 이러한 영역을 조직

적 맥락 내에서 SHRD 투입 및 산출과의 인과적 순서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과정이라고 보

았으며 ① 전략적 관계를 공고히 함, ② 체계와 절차에 부합함, ③ 고성과 작업 체계 및 문

화를 만들어 냄, ④ 책임의 체계를 개발함 등 4 가지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Garavan, 1991, 2007; McCracken & Wallace, 2000b; 

Peterson, 2008)를 바탕으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과정 측면을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

동’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투입 및 산출은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을 구성

하는 요인이기 보다는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제반이 되는 정적인 요소 또는 실행의 결과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정은정, 2013).

한편, 앞서 살펴본 연구의 고찰을 통해 제시된 국내의 연구(송영수, 2009; 정은정, 2013; 

주용국, 2010; 최용범, 2009, Lee et al., 2013)를 종합하여 SHRD 과정에 해당하는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을 도출하였다.

최용범(2009)은 기업의 조직전략과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이 SHRD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SHRD를 구성하는 요인을 고찰하였으며, ‘최고경영층의 지원’, ‘인적

자원개발 계획 및 정책수립 과정’, ‘현업부서관리자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헌신 및 참여’, 

‘HRM과 HRD간 상호보완적 활동 존재’, ‘조직미션 및 목표와 일치’, ‘조직전략수립 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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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환경을 포함한 경영환경 분석’, ‘HRD담당자의 역할 확대’, ‘HRD의 조직문화에 대한 인

지도’, ‘HRD활동의 성과평가’ 등 9개의 요소를 제시하였다. 

송영수(2009)는 대기업 중심의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주요영역 및 핵심과제를 도출하기 위

한 연구에서 ‘조직문화 공유 및 확산’, ‘차세대 리더 및 핵심인재 양성’, ‘경영성과 및 조직목

표 달성 지원’, ‘변화와 혁신 선도 및 지원’ 등 4개의 요소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

째, ‘조직문화 공유 및 확산’영역에 ‘조직 구심력 강화를 위한 회사 가치체계(미션 ․ 비전 ․ 
전략)의 정립’, ‘조직의 미션 ․ 비전 ․ 전략의 전사적 공유 추진’, ‘조직의 미션 ․ 비전 ․ 전략 

분석을 통한 HRD 전략 수립’, ‘핵심가치의 이해 ․ 실천 및 확산’,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CEO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형성’ 등 5개 핵심과제를 제안하였다. 둘째, ‘차세대 리더 및 핵

심인재 양성’영역에 ‘인재경영을 위한 HRD와 HRM의 전략적 연계’, ‘핵심인재 선발 ․ 육

성’, ‘차세대 글로벌 리더의 체계적 양성’, ‘후계자 양성 지원’, ‘자사형 리더십 모델 구축 및 

실행’ 등 5개 핵심과제를 제안하였다. 셋째, ‘경영성과 및 조직목표 달성 지원’영역에 ‘경영

전략과 밀착된 HRD 활동 강화’, ‘경영현장의 성과향상 및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 ․ 교육외적 

해결방안 지원’, ‘경영현장 리더들과 비즈니스 파트너십 형성’, ‘조직 개발 및 활성화’, ‘교육

효과 및 성과측정(ROI)’ 등 5개 핵심과제를 제안하였다. 넷째, ‘변화와 혁신 선도 및 지원’

영역에 ‘학습조직 구축’,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 인식 및 공유’, ‘회사 차원의 경영 혁신 전파 

및 지원’, ‘변화관리’ 등 4개 핵심과제를 제안하였다.

주용국(2010)은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구성요소 및 인적자원개발 실행전략을 탐색하고 

적용하고자 한 연구에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을, ‘내 ․ 외부 환경변화의 유연성과 민감성 제

고’, ‘지속가능한 경쟁우위 요소의 탐색과 파악’, ‘전략의 지원과 신규전략의 형성’, ‘경영층 

및 리더의 지지와 적극적 참여’, ‘환경변화에 따른 환경 및 조직역량, 인적역량, 개인 요구 

간의 적합성 강화’, ‘인적자원관리와 인적자원개발과의 연계성 강화’,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성과지표의 관리’ 등 7개의 요소로 구분하고 국내 기업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정은정(2013)은 기업 내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측정도구 개발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

으며, ‘경영진의 HRD 지원’, ‘HRM과의 연계’, ‘전략적파트너십 형성’, ‘내 ‧ 외부 환경분석

을 통한 전략수립’, ‘비전목표 이해 및 설정’, ‘전략과 연계된 HRD’, ‘경력개발 및 성장지

원’, ‘개방적‧수평적 조직문화’, ‘현장성과 지향’, ‘변화에 대한 동기부여’, ‘전략실행 지원시스

템 구축’ 등 11개의 구성요소를 제안하였다. 

Lee et al.(2013)은 HRD 성숙도 진단을 위한 도구개발 연구에서 ‘HRD관점의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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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경영진과의 파트너십 형성’, ‘현장관리자와의 파트너십 형성’, ‘HRM과의 연계성’, 

‘조직전략과 연계된 HRD 전략 수립’, ‘수행향상을 위한 해결방안 제시’, ‘HRD활동의 성과 

강조’ 등 7개의 요소를 제시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Peterson(2008)이 제시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체계 모

형 중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에 해당하는 과정(process)을 중심으로 나타내면 다음 <표Ⅱ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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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행연구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전략적 파트너십 전략과 HRD 통합 수행 향상 시스템 구축 HRD 성과 체계 구축

Peterson

(2008)

•전략적 관계 구축
․경영층․일선 관리자․HRM․조직
구성원과의 공조 형성
․신뢰 구축
․조직의 변환 선도

•시스템과 절차의 통합
․체계의 구조를 구성
․정량적 지표 수집
․벤치마킹

•고성과 작업시스템 및 문화 형성
․수행 기준 개발
․지식창출 및 지식공유 선도
․열린 소통을 육성
․지속적인 학습 문화 증진

•책임의 체계 개발
․인적자원개발 성과 측정
․전략적 측정 절차 촉진

최용범
(2009)

•최고경영층의 지원
•인적자원개발계획 및 정책수립 과정
•현업부서관리자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헌신 및 참여
•HRM과 HRD 간 상호보완적 활동 존재

•조직미션 및 목표와 일치
•조직전략수립 시 학습환경을 포함한 
경영환경 분석
•HRD담당자의 역할 확대

•HRD의 조직문화에 대한 인지도 •HRD 활동의 성과평가

송영수
(2009)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CEO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인재경영을 위한 HRD와 HRM의 
전략적 연계
•자사형 리더십 모델 구축 및 실행
•경영현장 리더들과 비즈니스 파트
너십 형성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 인식 및 공유
•회사 차원의 경영혁신 전파 및 지원
•변화관리

•조직 구심력 강화를 위한 회사 가치
체계의 정립
•조직의 미션․비전․전략의 전사적인 
공유
•조직의 미션․비전․전략 분석을 
통한 HRD 전략 수립
•핵심가치의 이해․실천 및 확산
•핵심인재 선발․육성
•차세대 글로벌 리더의 체계적 양성
•후계자 양성 지원

•조직 개발 및 활성화
•학습조직 구축
•경영현장의 성과향상 및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교육외적 해결방안 지원

•교육효과 및 성과측정(ROI)

(표 계속)

<표 Ⅱ-4>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구성요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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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행연구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전략적 파트너십 전략과 HRD 통합 수행 향상 시스템 구축 HRD 성과 체계 구축

주용국
(2010)

•경영층 및 리더의 지지와 적극적 참여

•HRM과 HRD와의 연계성 강화

•내․외부 환경변화의 유연성과 
민감성 제고

•지속가능한 경쟁우위 요소의 탐색과 
파악

•전략의 지원과 신규전략의 형성

•환경변화에 따른 환경 및 조직역량,

인적역량, 개인요구 간의 적합성 
강화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성과지표의 관리

Lee et al.

(2013)

•경영진과의 파트너십 형성

•현장관리자와의 파트너십 형성

•HRM과의 연계성

•HRD관점의 비즈니스 분석

•조직전략과 연계된 HRD 전략 수립
•수행향상을 위한 해결방안 제시 •HRD활동의 성과 강조

정은정
(2013)

•경영진의 HRD 지원

•HRM과의 연계

•전략적파트너십 형성

•내 외부 환경분석을 통한 전략수립

•비전목표 이해 및 설정

•전략과 연계된 HRD

•경력개발 및 성장지원

•개방적수평적 조직문화

•현장성과 지향

•변화에 대한 동기 부여

•전략실행 지원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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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특징 및 구성요소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을 토대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활동의 영역을 종합하여 ‘전략적 파트너십’, ‘전략과 HRD 

통합’, ‘수행 향상 시스템 구축’, ‘HRD 성과 체계 구축’ 등의 4개 구성요소로 구분하였다.

가. 전략적 파트너십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은 경영층의 경영목표를 확인하여 인적자원개발의 우선순위를 선정하

고, 일선 관리자들과 전략적 관계의 구축하며, HRM과 협력의 기회를 확장하는 활동에 힘

써야 한다. 

특히,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은 최고경영층의 지원과 참여를 필요로 한다(Garavan, 1991). 

HRD 부서와 경영층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HRD가 조직성과에 기여하는 바를 연계하여 설

명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Garavan, 2007; Swanson & Holton, 2009). 경영층의 경영

목표는 인적자원개발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경영층은 단순히 인적자원으로서의 기능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사결정 조직으로 보

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Gilley et al.(2002)는 기업의 고위 임원 등 의사결정자가 HRD 

활동의 최종 승인권 및 재정적 ‧ 인적 자원의 할당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HRD 부서가 고

위 임원들과 공유된 가치, 일관된 목표, 상호 지원 관계 등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이렇듯 HRD 부서가 경영층의 관심 분야를 지지하고 가치를 공유할 때, 조직 내에

서 인적자원개발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다(Galang & Ferris, 1997).

한편, 일선 관리자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적극적 참여는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Garavan, 1991; Zenger, 1985). 인적자원개발 담당자는 일선 관리자로

부터 어떠한 지원을 요구하여야 할지에 대하여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인적자원개

발에 관한 파트너십과 주인의식을 강조하여야 한다. 또한 일선 관리자에 의한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적극적 수행과 적용이 이루어질 때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이 일어난다(McCracken & 

Wallace, 2000a).

또한, HRD가 단순한 HRM의 보완적 활동만으로는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을 발전시키기에

는 불충분하며, HRD 부서와 HRM 부서 간 전략적 파트너십이 요구된다(Garavan, 1991). 

인적자원개발 전략은 넓은 의미에서 인적자원관리(HRM) 전략의 일부이며, HRD는 H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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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HRD 활동과 HRM 활동의 수평적 통합이 필요하다(Garavan, 

1991; Jackson & Schuler, 2003). 수평적 통합에는 기능적 통합과 절차적 통합이 선행되어

야 한다(Guest & Peccei, 1994). 기능적 통합은 HRD 부서를 분리하여 HRD 담당자를 배

치하고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고

유의 효과를 분리할 수 있다. 절차적 통합은 HRM 활동의 절차와 HRD 운영의 절차 간 통

합이며, 이를 통해 운영의 질을 확보하고 내부 고객의 집중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나. 전략과 HRD 통합

전통적 HRD를 전략적 인적자원개발로 이끌기 위해서는 조직의 가치 체계와 인적자원개

발을 통합시키는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HRD 활동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증명해야 한다. 이

를 위해, HRD 부서 및 HRD 담당자는 가치 체계 구조를 포함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조직의 정량적 지표를 수집하며, 다른 HRD 조직을 벤치마킹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

다(Peterson, 2008). 전략과 HRD를 통합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 활동은 이해관계 부서들이 

투입-산출에 초점을 맞추고, 관리자들이 명확하게 조직의 체계적 행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인적자원개발 활동이 ‘전략적’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 내 경영전략과 연계되어야 한다(Beer 

& Spector, 1989). HRD 담당자들은 조직의 전략적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략적

으로 통합된 인적자원개발 철학을 갖고, 조직이 전략적 목표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

와야 한다(Gilley & Maycunich, 2000). 이렇듯 조직 내 인적자원개발 기능이 조직의 사업

전략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결국 조직의 미션 및 목표와 동떨어지지 않고, 미션이나 목표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전략과 HRD의 통합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Alagaraja, 

2013). 첫째, HRD 성과를 경영 성과에 연계시키고자 하는 전통적인 통합 관점이다(Guest, 

1987). 둘째, 전략과 HRD를 연계의 방향 및 강도에 따라 분류하는 관점으로 Golden과 

Ramanujam(1985)에 의해 주창되었다. Golden과 Ramanujam(1985)은 전략-인적자원을 연

속체로 상정하고, ① 전략과 연계 부재(행정적인 연계), ② 단방향 연계(전략이 HR 기능에 

영향을 미침), ③ 쌍방향 연계(전략과 HR 상호 정보공유), ④ 통합적 연계(조직의 전략적 

목표와 조직구성원 목표가 밀접한 연계) 등 4수준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전략적 인적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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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활동이 전개되기 위해서는 전략과 HRD가 단순 연계된 수준에서 나아가 조직구성원의 

가치 체계와 조직의 가치 체계가 밀접한 연계를 이루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한편,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체제가 조직 내에 정착되고 전략과 HRD가 통합되기 위해서

는 HRD 부서가 조직 내부의 환경뿐만 아니라 조직 외부의 환경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HRD에 대한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Garavan, 

1991). McCracken과 Wallace(2000b)는 이러한 관점을 발전시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을 위

해서는 Garavan(1991)이 제시한 환경분석을 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고위 관리자들에 

의한 HRD 관점에서의 환경분석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 수행향상 시스템 구축

인적자원으로부터 기인하는 수행 패러다임은 작업시스템의 성과를 직접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작업 행동(work behavior)의 요인들을 촉진하는 것을 강조한다(전영욱, 2009). 수

행향상 시스템 구축 활동은 경영층, 일선 관리자, HRM, 조직구성원 등이 HRD와 협력하기 

위해서 긴밀한 관계를 갖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된다(Wilson, 2012). 

수행향상 시스템 구축 활동들은 조직구성원의 높은 수행을 이끄는 일에 참여하고 이것을 

자연스럽게 유지하기 위해 조직의 문화를 촉진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Holbeche(1999)는 역

량 활용, 효과적인 보상 체계 설계, 조직 활성화 촉진, 인재 유인 및 개발 등을 통해 인적자

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문화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인적자원개발의 전략적 역할을 강조했

다. 인적자원개발은 수행향상 시스템 구축을 위해 조직구성원의 수행 직무를 중심으로 학습

활동, 조직개발 활동, 경력개발 제도 등의 개입방안(intervention)을 활용한다. 수행향상 시스

템 구축이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일환으로 작동하려면 이러한 개입방안의 설계 ․ 개발

에 경영전략의 충분한 이해와 적용이 선행되어야 한다(Becker, Huselid, & Ulrich, 2001; 

Wright, 1999).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할 때, 조직의 수행향상 시스템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

이 조직구성원의 직무 수행 기준을 개발하고, 지식 창출과 지식 공유를 이끌며, 지속적인 학

습 문화를 촉진하고, 열린 의사소통을 장려해야 한다(Peterson, 2008). 따라서 HRD 부서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수행향상을 위한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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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송영수, 2009; Gilley & Maycunich, 2000; Rothwell, 1996).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실행을 위해 HRD 부서는 사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수행상의 문제를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교육적 ․ 
교육 외적 해결방안을 선정하여 실행을 지원하며, 그 결과를 평가하여 효과를 검증해야 한

다. 수행향상 시스템 구축을 위해 HRD 담당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HRD 담당자는 조직구

성원이 거시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문제해결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개입

방안들을 다양하게 고려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한준상, 김소영, 김민영, 2008).

라. HRD 성과체계 구축

인적자원개발 성과를 효과적으로 측정하는 활동은 단기적인 재무적 성과나 단기 효율성에 

편향되지 않은 평가 체계를 요구하지만, 실제 절차에서는 비즈니스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

고 있다(Becker et al., 2001; Dwyer, 2000). 최근에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은 전략 실행의 관

점에 부합하는 장기적 사업성과 측정을 요구한다. 경쟁자들로부터 조직을 차별화하는 데 도

움을 줄 수 있는 연관 있는 성과 측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Becker & Huselid, 

2003). 

HRD 성과체계 구축은 장기적 목표 및 단기적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여 경쟁적인 이점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목적과 관계가 깊다. HRD 성과체계 구축

에 관해 언급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Garavan(1991)은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 활동에 대한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Becker와 

Huselid(2003)는 측정을 위해 가치사슬 내 공유된 책임을 강조하였고, Kearns(2004)는 

HRD 성과체계의 질은 인적자원개발이 전략 의도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이익, 차이, 

ROI 등 부가적인 가치를 측정해서 반영하는데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송해덕(2007)은 

조직의 전략적 요구와 조직구성원의 수행능력개발을 일치시켜 장기적 성과 창출과 즉각적 

수행개선을 하는 데에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조직에서 실시되는 인적자원개발 활동은 조직의 가치체계에 부합한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수행되어야 하며, HRD 부서는 그에 대한 활동을 정확히 평가해야 한다. 인적자원개발 활동

이 전략적으로 부합된 경우 평가활동에 적정한 시간이 할애되며 인적자원개발 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최적의 평가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Yang,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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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측정

가.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성숙도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성숙도를 측정하려는 시도는 Burgoyne(1988)의 전략적 인적자원

개발 유형분류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Burgoyne(1988)은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수준을 체계

적인 인적자원개발이 부재하는 1단계에서부터 인적자원개발이 조직의 정책 및 목표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6단계까지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후 Lee(1996)는 Burgoyne(1988)의 연구

를 기반으로 교육훈련 운영의 정교함, 전략과의 통합정도를 기준으로 6단계의 훈련 성숙도 

모형을 제시하였다(<표 Ⅱ-5> 참조).

구분 Burgoyne(1988) Lee(1996)

6단계
인적자원개발이 조직의 정책 및 목표수립에 

영향을 미치고 실제 기여를 하는 경우

전략 수립 및 실행 전반에 걸쳐 질적수준을 

향상시키는 학습과정이 존재하는 경우

5단계
인적자원개발이 조직의 목표 형성에 사전 

고려되는 경우

교육훈련 및 학습이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기여하는 경우

4단계
인적자원개발이 조직의 목표를 고려하여 

작동하는 경우

교육훈련이 전략을 실행하고 변화를 달성

하기 위한 수단임

3단계

인적자원개발 활동 간에 상호 연계성이 존

재하고 개인의 경력개발이나 학습 동기부

여에 영향을 주는 경우

교육훈련이 운영적 수준의 관리와 통합됨

2단계

조직 내 인적자원 부분과 연계되지 않은 

고립된 형태의 임기응변식 인적자원개발, 

또는 조직 내 산발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

으로서의 개발노력

조직 내 특정문제의 해결을 위한 임기응변식 

전술적 수준의 교육훈련

1단계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존재하지 않음
자유방임적이며, 비공식적인 학습 프로세스에 

의존, 체계적 교육훈련이 존재하지 않음

출처: 허연. (2006). 기업의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이 학습조직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식공유 문
화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27.

<표 Ⅱ-5> Burgoyne(1988)과 Lee(1996)의 훈련 성숙도 모형

McCracken과 Wallace(2000a)는 전략적 HRD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위해 Lee(1996)가 

제시한 훈련 성숙도와 연계하여 [그림 Ⅱ-5]와 같이 전략적 HRD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인적자원개발의 전략적 성숙도 모형을 고안하였다. 이 모델은 전략적 성숙도를 훈련, 일상적 

HRD, 전략적 HRD의 세 수준으로 구분하여 전략적 HRD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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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훈련의 성숙도가 높다는 것을 가정한다. HRD의 전략적 성숙도는 McCracken과 

Wallace(2000b)가 제시한 전략적 HRD의 9가지 특성에 대하여 3점 척도를 기준으로 평균

을 산출하여 측정하며, 이때 평균 2.30~3.00점의 경우 전략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수준(not 

very mature)의 ‘교육훈련’단계에 해당하고, 1.60~2.29점은 전략적으로 꽤 성숙한(quite 

mature)한 수준인 ‘HRD’단계로 구분되며, 1~1.59점의 경우 전략적으로 매우 성숙한 수준

(very mature)인 ‘전략적 HRD’단계로 구분된다.  

[그림 Ⅱ-5] 인적자원개발의 전략적 성숙도 모형
출처 : MaCracken, M., & Wallace, M. (2000a). Exploring strategic maturity in HRD–rhetoric, aspiration or

reality?. Journal of European Industrial Training, 24(8), p.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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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측정도구

국내의 연구에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성숙도 측정은 주로 Garavan(1991)과 

McCracken과 Wallace(2000b)가 제시한 전략적 HRD의 9가지 특성을 토대로 진행 되었다

(신덕상, 2010; 장영수, 2010; 조세형, 2010; 최용범, 2009; 허연, 2006). 

허연(2006)의 연구에서는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해 McCracken과 

Wallace(2000b)가 제시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9가지 특성을 참고하여 이를 재구성하였

으며, 9개 문항을 단일요인으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해당 측정 도구의 문항 내적 일치도 계

수는 0.899로 나타났다.

신덕상(2010)은 McCracken과 Wallace(2000a)의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성숙도 척도에 대

한 타당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Garavan(1991), McCracken과 Wallace(2000b)

가 제시한 전략적 HRD의 특성을 토대로 18개 문항을 구성하였고, 구인 타당도, 예언 타당

도를 검증하여 18개 문항이 단일요인임을 검증하였다. 해당 측정 도구의 문항 내적 일치도 

계수는 0.843-0.887로 보고하였다.

최용범(2009)은 Garavan(2007)이 기존의 자신의 연구(Garavan, 2001)에서 제시한 전략적 

인력자원개발의 9가지 특징에 대한 실천전략을 새롭게 제시하였는데, 이를 활용하여 9개 하위

요소의 28개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하위요소로 ① 미션일치, 

② 최고경영층의 지원, ③ 환경분석, ④ 인적자원개발 계획, ⑤ 일선 관리자 참여, ⑥ HRM 

보완활동, ⑦ 인적자원개발 담당자의 역할, ⑧ 조직문화 인지, ⑨ 평가의 중시를 설정하였다. 

해당 측정 도구의 문항 내적 일치도 계수는 0.662-0.850으로 보고하였다. 

송영수(2009)는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주요영역 및 핵심과제를 도

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델파이 조사를 통해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주요영

역으로 ① 조직문화의 공유 및 확산, ② 차세대 리더 및 핵심인재 양성, ③ 경영성과 및 조직

목표 달성지원, ④ 변화와 혁신 선도 및 지원의 4개 영역과 이에 따른 19가지 핵심과제를 도

출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이에 대한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해당 측정 도구의 문항 

내적 일치도 계수는 0.857-0.872로 보고하였다(<표 Ⅱ-6> 참조).



- 31 -

주요영역 핵심과제

Ⅰ. 조직문화 공유 및 확산

Ⅰ-1. 조직 구심력 강화를 위한 회사가치체계의 정립

Ⅰ-2. 조직의 미션․비전․전략의 전사적 공유추진

Ⅰ-3. 조직의 미션․비전․전략 분석을 통한 HRD 전략수립

Ⅰ-4. 핵심가치의 이해․실천 및 확산

Ⅰ-5.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CEO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형성

Ⅱ. 차세대 리더 및 
핵심인재 양성

Ⅱ-1. 인재경영을 위한 HRD와 HRM의 전략적 연계

Ⅱ-2. 핵심인재 선발 및 육성

Ⅱ-3. 차세대 글로벌 리더의 체계적 양성

Ⅱ-4. 후계자 양성지원

Ⅱ-5. 자사형 리더십 모델 구축 및 실행

Ⅲ. 경영성과 및 
조직목표 달성 지원

Ⅲ-1. 경영전략과 밀착된 HRD 활동 강화

Ⅲ-2. 경영현장의 성과향상 및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교육외적 해결방안 지원

Ⅲ-3. 경영현장 리더들과 비즈니스 파트너십 형성

Ⅲ-4. 조직개발(OD) 및 활성화

Ⅲ-5. 교육효과 및 성과측정(ROI)

Ⅳ. 변화와 혁신선도 
및 지원

Ⅳ-1. 학습조직 구축

Ⅳ-2.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 인식 및 공유

Ⅳ-3. 회사차원의 경영혁신 전파 및 지원

Ⅳ-4. 변화관리

출처: 송영수. (2009). 대기업 중심의 전략적 HRD 주요영역 및 핵심과제 도출, 기업교육연구, 11(2), P.92.

<표 Ⅱ-6> 송영수(2009)가 제시한 전략적 HRD 주요영역 및 핵심과제

황경호(2012)는 기업의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준비도 진단 도구 개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하위 요인으로 ① 현장과의 파트너

십 및 변화주도, ② 인적자원관리와의 파트너십, ③ 명확한 가치체계에 기반한 인적자원개발 

전략 및 활동, ④ 학습조직 구축인적자원개발 담당자 역할, ⑤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평가 및 

활용, ⑥ 핵심이해관계자들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인식 및 지원, ⑦ 인적자원개발 담당자 역

할 확대, ⑧ CLO/CKO 위상 및 역할 경영 현장과의 파트너십, ⑨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수

준, ⑩ 지식경영시스템 구축 등 총 10개 요인의 37개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

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해당 도구의 문항 내적 일치도 계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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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6-0.918로 보고하였다. 

Lee et al.(2013)은 이찬 외(2012)의 연구를 발전시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성숙도 진단 도

구를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의 하위 요인으로 ① HRD 관점의 비즈니스 분석, ② 경영진과의 파트너십 형성, ③ 현장관리

자와의 파트너십 형성, ④ HRM과의 연계성, ⑤ 조직전략과 연계된 HRD 전략 수립, ⑥ 수행

향상을 위한 해결방안 제시, ⑦ HRD 활동의 성과 강조 등 총 7개 요인의 33개 문항을 구성

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해당 도구의 문항 

내적 일치도 계수는 0.687-0.916으로 보고하였다.

정은정(2013) 또한 기업 내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선

행연구 고찰을 통해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하위 요인을 2차 2요인으로 구성하여 SHRD 지

원 환경 요인에서 ① 비전 ‧ 목표 이해 및 설정, ② 내 ‧ 외부 환경분석을 통한 전략 수립, ③ 

전략실행 지원 시스템 구축등을 하위 요인으로, SHRD 실천 활동 요인에서 ① 전략과 연계된 

HRD, ② 변화에 대한 동기부여, ③ 경력개발 및 성장지원, ④ 전략적 파트너십 형성 등을 하

위 요인으로 총 47개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

도를 검증하였다. 해당 도구의 문항 내적 일치도 계수는 0.727-0.842로 보고하였다.

이상에서 제시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측정도구의 특징을 종합하

면 다음 <표 Ⅱ-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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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측정도구의 특징 문항 구조 타당성 신뢰도

허연(2006) ․ McCracken과 Wallace(2000b)가 제시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9가지 특성을 토대로 문항 구성 1개 요인, 9개 문항 탐색적 요인분석
내적 일치도 계수

(α =. 899) 

최용범(2009) ․ Garavan(2007)이 제시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실천전략을 토대로 25개 문항 구성 9개 요인, 28개 문항 -
내적 일치도 계수

(α =. 662-. 850)

송영수(2009)
․ 국내 대기업 HRD 담당자를 대상으로 패널조사를 실시하여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4개 영역 및 19가
지 핵심과제 도출

4개 요인, 19개 문항
전문가 패널조사
탐색적 요인분석

내적 일치도 계수
(α =. 857-. 872)

신덕상(2010) 
․ Garavan(1991), McCracken과 Wallace(2000b)가 제시한 전략적 HRD의 9가지 특성을 토대로 18개 문항 구

성
1개 요인, 18개 문항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내적 일치도 계수
(α =. 843-. 887)

황영아(2010) ․ 송영수(2009)가 제시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영역 및 핵심과제를 토대로 문항 개발 4개 요인, 18개 문항 탐색적 요인분석
내적 일치도 계수

(α =. 834-. 870)

황경호(2012)
․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특징과 관련된 선행연구(Burgoyne, 1988; Garavan, 1991; Gilley & 

Maycunich, 1998; Harrison, 1997; Lee, 1996; McCracken & Wallace, 2000; Ready, 1999; 
Torraco & Swanson, 1995; Yorks, 2005)를 토대로 문항개발

10개 요인, 37개 문항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내적 일치도 계수
(α =. 816-. 918)

Lee et al. 
(2013)

․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특징과 HRD 담당자의 전략적 역할에 관련된 선행연구(김종관, 이용탁, 
2002; 송영수, 2009; 전영욱, 김진모, 2005; 황성준, 2010; Garavan, 1991; Gilley & 
Maycunich, 2000; Lawrie, 1986; McCracken & Wallace, 2000b; McLagan, 1989; 1996)토대
로 진단영역 개발

․ 국내 대기업 HRD 학문 연구자, HRD 현장 전문가 대상으로 패널조사를 실시하여 진단 항목 및 
지표 개발

7개 요인, 33개 문항
전문가 패널조사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내적 일치도 계수
(α =. 687-. 916)

정은정(2013)

․ 선행연구 고찰 및 국내 대기업 HRD 담당자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 방법인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여 전략적 인적자
원개발의 구성요인 도출

․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구성요인을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지원 환경, 실천 활동으로 구분 

7개 요인, 47개 문항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내적 일치도 계수
(α =. 727-. 842)

<표 Ⅱ-7>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측정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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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과 개인 및 조직 특성의 관계

개인 및 조직 특성은 대기업 HRD 담당자의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인식에 영향을 미

치는 HRD 담당자의 개인 특성과 소속 HRD 조직의 특성을 의미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직급, 근속기간, HRD 업무경력 등을 개인 특성으로, HRD 

조직의 구조적인 특성인 HRD 조직 형태, HRD 부서 구조, 산업분류 등을 조직 특성으로 

구분한다. 

가.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과 개인 특성의 관계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수행에 있어 HRD 담당자의 가치와 역량은 매우 중요하다

(Wilson, 2012). HRD 담당자의 가치와 역량은 그들에게 내재된 특질로써 조직 내에서의 경

쟁적 위치, 기대뿐만 아니라 개인의 특성과도 관련된다. Grossman(2007)은 운영적 관점에서 

HRD 담당자의 가치와 역량에 따른 인적자원개발의 효과적 실행을 강조했다. HRD 담당자

는 이해관계자와 효과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인적자원개발 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를 획득하

며, 전문성을 갖고 성과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최근 HRD 부서에 종사하는 HRD 담당자의 평균 연령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여성의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다(엑스퍼트컨설팅, 2012). 이러한 대기업 HRD 담당자의 연

령, 성별분포 변화에 따라 각각 기업의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HRD 담당자의 연령별, 남녀별 차이는 주로 HRD 담당자의 역할 인식

에 관한 연구(이강봉, 2009; 황성준, 2010)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기업에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소통을 위해 높은 직급자가 낮은 직급자보다 많은 업무 활동 권한을 갖게 하는 

것을 하나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Massie, 1965). 특히,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은 경영전

략과 연계된 높은 차원의 활동으로 직급, 근속기간 등 조직구성원의 위계적인 특성에 따라 

수행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Gubbins & Garavan, 2005). 또한, HRD 담당자들의 전문적 능

력은 통상 업무 경험을 통해 개발되는 특성이 있다(주용국, 홍선이, 2002). 따라서 HRD 업

무경력에 따라서도 인적자원개발 활동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영향에 관해서는 조직성과를 위주로 몇몇 연구가 이루어져왔지만,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을 남녀별 차이, 연령별 차이, 직급별 차이, 근속기간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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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 업무경력별 차이등을 중심으로 보는 연구는 많지 않다. 기업이나 다양한 조직에서는 

인적자원개발의 효과성 제고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정책에 활용하려 하지만 아직은 개인의 

특성에 따른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은 편이다(Cloutier, Renaud, & Morin, 2008). HRD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연구, HRD 담당자의 역할 인식

에 관한 연구, HRD 전문가의 가치지향성에 관한 연구 등이 있으며, 이 중 개인 특성에 따

른 HRD 관련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로는 이강봉(2009), 황성준(2010), 장영수(2010), 

최용범(2009), 황영아(2010)의 연구가 있다.

이강봉(2009)은 HRD 담당자의 역할과 핵심역량에 관한 인식 연구에서 HRD 담당자의 

역할을 변화관리전략자, 직장개발자, 촉진자, 의사소통자 등으로 구분하고 개인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성별, 연령, 직위, HRD 업무경력 등을 개인적 

특성으로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변화관리전략자, 촉진자 ‧ 의사소통자로서의 역할에 직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직위가 낮을수록 변화관리전략자, 촉진자 ‧ 의사소통자로서 인식

이 낮게 나타났다. 직장개발자로서의 역할에는 연령과 직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구

체적으로는 사원과 부서장 이상 간 차이가 나타났고 연령이 높을수록 직장개발자로서의 역할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황성준(2010)은 대기업 HRD 담당자의 역할수행을 분석한 연구에서 성별, 직책, HRD 경

력 등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HRD 담당자의 역할 중요도, 수행빈도, 수행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역할 수행빈도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대부분의 역할 수행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외에 직책, 경력, HRD 조직유형 변인의 효과가 있었지

만, 국내 대기업에서 아직까지 남성에게 보다 많은 역할과 업무부여를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으로 분석하였다.

장영수(2010)는 사립대학 학습조직을 중심으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함에 있어 성별, 연령, 직급, 근속기간, HRD 업무경력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에 따라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연령, 

직급, 근속기간, HRD 업무경력 등에 따라서는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수준에 차이가 없으나 

남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최용범(2009)는 기업의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조직적 전략과 최고경

영자 리더십의 영향력에 대해 연구함에 있어,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전략적 인적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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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활동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가를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연령, 학력, 직급, HRD 

부서 근무년수, 담당업무 등 개인적 특성별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에 대한 인식의 차이 

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40~50대가 자신이 속한 조직의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수

준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에 있어서는 부장급 및 과장 ‧ 대리급이 기타 직

급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HRD 부서 근속년수 또한 10년 이상 근속자와 5

년 미만 근속자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황영아(2010)는 국내 대기업 인적자원개발 담당자의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중요도 

인식 및 수행수준을 도출하고자 매출액 기준 국내 200대 기업의 HRD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직급별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중요도 인식 및 수행수준 비교를 위해 

대리 이하, 과 ‧ 차장급, 부장 이상급의 세 직급으로 구분하고 평균 차이를 검정하였다. 연구

결과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주요영역으로 설정한 ‘조직문화 공유 및 확산’, ‘차세대 리더 및 

핵심인재 양성’, ‘경영성과 및 조직목표 달성 지원’ 등의 영역에서 높은 직급일수록 HRD 담

당자의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중요도 인식 수준이 높았다. 또한, ‘조직문화 공유 및 확산’, 

‘차세대 리더 및 핵심인재 양성’, ‘경영성과 및 조직목표 달성 지원’, ‘변화와 혁신 선도 및 

지원’ 등의 영역에서 높은 직급일수록 HRD 담당자의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수행 수준이 높

게 나타났다.

위와 같이 HRD 담당자의 개인 특성에 따라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관련 변인의 수준 

차이를 밝힌 선행연구, HRD 담당자의 개인 특성에 따라 HRD 담당자의 역할 인식의 차이

를 밝힌 연구 등을 토대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인구

통계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직급, 근속기간, HRD 업무경력을 설정하였다. 

나.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과 조직 특성의 관계

기업 내에서 HRD 패러다임이 전환됨과 동시에 요구되는 HRD의 역할이 변화함에 따라 

함께 HRD 조직의 명칭 또한 변화해 왔다. 1990년대에는 기업 내의 인적자원개발이 교육제

공의 관점에서 인재육성의 관점으로 서서히 변화하면서 1980년대 주류를 이루던 연수과, 교

육과 등의 부서 명칭이 인재개발팀, 인력개발팀 등으로 전환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HRD 기능이 분화하고 전략적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러닝센터, HRD 컨설팅팀, 리더십개발

팀, 글로벌 HRD팀 등의 명칭이 등장하였다(송영수, 2007; 전동원, 2013, 황성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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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서 HRD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형태는 그룹 ‧ 계열사, 연수원 유무에 따라 4가

지로 구분할 수 있다. 박지원(2001)은 대기업의 HRD 조직이 연수원, 인력개발원, 인재개발

원, 인력개발센터, 교육원 등의 명칭으로 불리는 연수원 형태와 계열사별 HRD 부서의 형태

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전동원(2013)은 대기업 HRD 팀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국내 대

기업의 경우 다수의 계열회사들이 그룹으로 묶여져 있는 경우가 많고, HRD 조직 또한 이러

한 특성을 반영하여 그룹 교육을 총괄하는 그룹 연수원 조직, 사업단위 개념의 계열회사별 

교육부서 등이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국내 대기업 HRD 조직 형태를 그룹 ‧ 계열사, HRD 부서 ‧ 연

수원 유무에 따라 크게 그룹 연수원, 본사 HRD 부서, 계열사 HRD 부서, 계열사 연수원, 

기타 등 5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HRD 조직 형태에 따라 수행하는 HRD 업무 

또는 강조점을 두는 HRD 기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인식에도 차

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HRD 조직은 기업 규모, 연수원 ․ 비연수원 여부, 경영진이 인식하는 HRD 역할의 중요성 

등에 따라 HRD 부서의 구조를 다르게 갖는다.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의 HRD 부서

는 HRM과 괴리되어 상호 간의 연계가 거의 없었으나(박지원, 2001), 최근 국내 대기업은 

HRD 부서 구조의 측면에서 HR 부서와 분리된 단독적 부서인 경우 50%, HR 부서에 귀속

되는 경우 32%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엑스퍼트컨설팅, 2012). 한편, 일반적으로 HRD 기능

에 따라 인적자원개발 담당자의 규모도 다르게 배치된다. 연수원의 경우 HRD 활동의 기획, 

분석, 설계, 개발, 운영, 평가 등의 전반적인 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계열사에 비해 많은 수

의 인적자원개발 담당자를 배치하고 있다. 반면 계열사 HRD 부서의 경우 HRD 담당자의 

수가 연수원 조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기업에 따라 직무교육, 계층교육, 조직문화 팀과 

같이 일부 기능을 담당하는 하위 부서를 가지고 있거나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다수의 인력이 

HRD 부서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으며, 두 가지 형태는 모두 HRD 업무를 담당하는 전임자

들로만 구성된 부서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전동원, 2013). 이러한 구조적인 특성에 따라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양상과 HRD 담당자의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HRD 부서의 구조를 HR 부서와 분리되어 독립적인 HRD 전담 

부서로 존재하는 경우, HR 부서 내 하위부서로 HRD 부서가 존재하는 경우, 별도의 HRD 

부서 없이 HR 부서 내에 HRD 전담자가 배치된 경우, 별도의 HRD 전담자 없이 HR 부서 

내 인사업무와 병행하여 HRD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기타 등 5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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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특성에 따른 HRD 관련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로는 최용범(2009), 신덕상(2008), 

신동호(2005), 황영아(2010)의 연구가 있다.

최용범(2009)는 기업의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조직적 전략과 최고경

영자 리더십의 영향력에 대해 연구함에 있어, 응답자 소속 조직의 특성에 따라 전략적 인적

자원개발 활동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산업분류, 기업규모, 노동조합 유

무 등 조직적 특성별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에 대한 차이 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산업분류에 따라 ‘미션 일치’, ‘환경 분석’, ‘HRM보완활동’ 등에서 유의미한 평균차이를 보

였으며, 유통‧판매업과 정보통신업이 제조업, 서비스업, 금융업에 비해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덕상(2008)은 Best-HRD 인증기관의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성숙도 측정에 관한 연구를 

통해 업종별, 기업규모별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성숙도를 측정하였으며, 연구결과 Best-HRD 

인증기관의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성숙도는 건강/의료, 지방자치단체, 금융/서비스, 물류/통신, 

교육‧출판, 제조업, 대학, 공익사업(전기, 가스, 대중교통 등), 중앙행정기관 순으로 나타났다. 

신동호(2005)의 연구에서는 인적자원개발 조직의 유형을 본사 인적자원개발 전담인력, 본

사 인적자원개발 겸직, 사업장 인적자원개발 전담, 사업장 인적자원개발 겸직의 네 가지 형

태로 나누어 인적자원개발 담당자의 역할 중요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했다.

황영아(2010)는 국내 대기업 인적자원개발 담당자의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중요도 

인식 및 수행수준을 도출하고자 매출액 기준 국내 200대 기업의 HRD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업종별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중요도 인식 및 수행수준 비교를 위해 

전기 ‧ 전자 ‧ 자동차, 서비스 ‧ 금융보험, 석유 ‧ 화학 ‧ 제철, IT ‧ 웹 ‧ 통신의 네 업종으로 

구분하고 평균차이를 검정하였다. 연구결과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주요영역으로 설정한 ‘조

직문화 공유 및 확산’, ‘차세대 리더 및 핵심인재 양성’, ‘경영성과 및 조직목표 달성 지원’, 

‘변화와 혁신 선도 및 지원’ 중 4개 영역 모두에서 업종별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중요도 인식

에 대한 차이가 나타났다. 주된 결과로는 ‘차세대 리더 및 핵심인재 양성’, ‘경영성과 및 조

직목표 달성 지원’, ‘변화와 혁신 선도 및 지원’ 등의 주요영역에서 전기‧전자‧자동차 관련 업

종이 기타 업종보다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중요도를 높게 인식했으며, ‘조직문화 공유 및 확

산’영역에서 IT ‧ 웹 ‧ 통신 관련 업종이 기타 업종보다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중요도를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문화 공유 및 확산’, ‘차세대 리더 및 핵심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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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경영성과 및 조직목표 달성 지원’ 등의 주요영역에서 전기 ‧ 전자 ‧ 자동차 관련 업종

이 기타 업종보다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수행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위와 같이 HRD 담당자가 소속된 조직의 특성에 따라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관련 변

인의 수준 차이를 밝힌 선행연구를 토대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조직 특성으로 HRD 조직 형태, HRD 부서구조, 산업분류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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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대기업 HRD 담당자가 인식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과 개인 특

성 및 조직 특성의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변인은 전략적 인적자원개

발 활동이며, 구체적으로 전략적 파트너십, 전략과 HRD 통합, 수행향상 시스템 구축, HRD 

성과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개인 특성 및 조직 특성 변인으로 성별, 연령, 직급, 

근속기간, HRD 업무경력, HRD 조직 형태, HRD 부서 구조, 업종 등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

른 연구 모형은 [그림 Ⅲ-1]과 같다.

[그림 Ⅲ-1] 연구 모형

연구의 단계는 크게 ①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구인화 및 도구개발, ② 전략적 인적자원

개발 활동 수준 분석, ③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유형별 특성 분석 등 3단계로 이루어졌다. 

분석방법으로 기술통계, t-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 잠재프로파일분석, χ2 검정 등을 활용하였

다. 이에 따른 연구 절차는 [그림 Ⅲ-2]와 같다.



- 42 -

단계 분석 내용 분석 방법

1단계

q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구인화
q 내용 타당도 검증 및 예비조사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q 도구 수정 및 본조사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2단계

q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수준 분석 기술통계

q 개인 특성 및 조직 특성에 따른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수준 차이 분석

t-검증, 일원배치분산분석



3단계

q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유형 규명 잠재프로파일분석

q 유형별 개인 특성 및 조직 특성 분석 χ2 검정

[그림 Ⅲ-2] 연구 절차

2. 연구대상

연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대기업 HRD 담당자 전체이다. 대기업을 분류하는데 주로 사용

되는 방식은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근거하여 업종별로 상시 종사자 수 및 자본금 규모를 

기준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하는 방법이다. 이에 따르면 업종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제조업을 기준으로 볼 때 최대 상시 종사자 수가 300인 미만, 매출액 200억 이하 또는 자본

금 80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이며, 그 이상인 경우를 대기업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대기업을 분류할 경우 인원, 자본금, 매출액 등에 근

거한 분류가 업종별로 상이하여 일관된 기준을 정립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기업 정보 사이트(http://www.korchambiz.net)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업체 리스트 중 상위 30대 그룹사를 유의표집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을 측정하는 문항이 HRD 부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에 대해 폭넓은 이해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

안하여 상위 30대 그룹사의 HRD 부서에 근무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표집을 실시하였다. 우

리나라 30대 그룹사 현황은 다음 <표 Ⅲ-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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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그룹명 계열사 수 순위 그룹명 계열사 수 순위 그룹명 계열사 수

1 삼성 74 11 한국도로공사 3 21 신세계 27

2 한국전력공사 23 12 한국가스공사 3 22 한국철도공사 9

3 한국토지주택공사 5 13 농협 28 23 엘에스 49

4 현대자동차 56 14 한진 45 24 동부 59

5 에스케이 81 15 한화 48 25 금호아시아나 21

6 엘지 57 16 케이티 48 26 대우조선해양 13

7 롯데 69 17 두산 21 27 대림 19

8 포스코 48 18 한국수자원공사 2 28 현대 18

9 현대중공업 26 19 에스티엑스 13 29 부영 15

10 지에스 75 20 씨제이 75 30 에쓰오일 2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2013). 기업정보 분야별 국내기업 30대 그룹. Retrived Nov. 1, 2013, from

http://www.korchambiz.net/.

<표 Ⅲ-1> 우리나라 30대 그룹사 현황(2013. 11. 기준)

연구의 대상인 대기업의 정확한 모집단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이 연구에서는 

비확률적 표집(Non-Probability Sampling)중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을 사용하여 표본

을 추출하였다. 확률적 표집(Probability Sampling)의 경우 신뢰에 따른 적절한 표본 크기에 

대한 통계적인 규칙이 있으나, 비확률적 표집의 경우에는 일반화를 위해 더 큰 표본이 필요하

다는 지침 외에 특별한 규정은 없다(McMillan & Schmacher, 2006).

한편, 질문지를 활용한 조사 방법에서 한 문항 당 5명에서 10명의 자료가 확보되었을 때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는데 필요한 적정 표본 수가 확보된다(홍세희, 2012). 이 

연구에서는 4개의 독립변인이 투입되므로 80개 이상의 표본이 필요하며, 29개의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145~290개의 표본이 요구된다. 그러나, 질문지의 회수율, 불성실 

응답, 이상치 제거 등의 응답의 적절성에 따른 사례 삭제를 고려할 때 적정 표본크기보다 더 

많은 수의 표본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기업 정보 사이

트에서 제공하는 우리나라 30대 그룹사의 HRD 담당자 350명을 대상으로 유의표집을 실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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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도구

이 연구에서는 조사도구로 질문지를 활용하였으며, 조사도구는 <표 III-2>와 같이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응답자의 개인 특성 및 조직 특성을 포함하였다. 측정도구는 연구의 목적

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선행연구에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입증된 도구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새로 구인화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활용하였다. 또한, 이 연구의 

대상인 대기업 HRD 담당자들이 응답하기에 적합하도록 문장을 수정하였다. 전략적 인적자원

개발은 4개의 하위 구인에 대해 총 2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개인 특성 5문항, 조직 특성 3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응답방식은 Likert 척도 및 선택형을 활용하였다.

변수 및 구성요소 문항 수 문항번호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전략적 파트너십 9 Ⅰ- 1~ 9

전략과 HRD 통합 10 Ⅰ- 10~19

수행향상 시스템 구축 5 Ⅰ- 20~24

HRD 성과체계 구축 5 Ⅰ- 24~29

개인 특성

성별

5

Ⅱ- 1

연령 Ⅱ- 2

직급 Ⅱ- 3

근속기간 Ⅱ- 4

HRD 업무경력 Ⅱ- 5

조직 특성

HRD 조직 형태

3

Ⅱ- 6

HRD 부서 구조 Ⅱ- 7

산업분류 Ⅱ- 8

총 문항 37

<표 Ⅲ-2> 조사도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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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활용된 조사도구는 전문가 검토과정과 예비조사를 통해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

보하였다. 먼저 각 변인에 맞는 도구를 선정하고, 이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수정하여 질문지를 

개발한 후 인적자원개발(HRD)을 전공한 박사 2인과 박사수료 2인의 검토를 받았다. 그 결과 

일부 문항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해하기가 어려워 이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졌

다. 또한 예비조사는 이 연구의 목표 모집단으로 선정된 대기업 HRD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

시하였다. 총 110부를 배포하여 회수된 91부(회수율 82.7%)를 대상으로 AMOS 18.0을 활용

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SPSS 21.0을 활용하여 문항의 내적일치도 계수를 산출함으

로써 조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가.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는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을 ‘조직의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인적자원개발 부

서와 조직 내 주요 이해관계자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인적자원개발의 기능 및 역

할을 조직의 전략과 연계하여 수행향상 시스템 및 성과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조직구성원의 학

습, 수행 ‧ 성과, 변화를 촉진하는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개념을 토대로 다음의 [그

림 Ⅲ-3]과 같이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측정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였다.

단계 세부 내용

구인화
q 선행연구 내용분석에 따른 구인화 모형 설정
q 하위영역별 개념 구명


예비문항 작성

q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문항 pool 구성
q 지시문 및 반응양식 선정


내용타당도 검증

q 구인화 및 예비문항(안)에 대한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검증 
q 문항수정 및 예비조사용 문항 작성


예비조사

q 예비조사 실시 및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q 예비조사 문항 수정 및 보완


본조사

q 본조사 실시 및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q 최종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보고

[그림 Ⅲ-3]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측정도구의 개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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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son(2008)이 제시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과정(process)을 구인화 모형으로 하여 전략

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에 대한 최용범(2009), 황영아(2010), 정은정(2013), Lee et al.(2013) 등의 

연구를 종합함으로써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을 ‘전략적 파트너십’, ‘전략과 HRD 통합’, ‘수행

향상 시스템 구축’, ‘HRD 성과체계 구축’의 네 가지 요인으로 구인하였다([그림 Ⅲ-4] 참조). 

[그림 Ⅲ-4]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개념적 구인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설정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하위영역에 대한 예비문항을 

작성하고(정은정, 2013; 최용범, 2009; 황영아, 2010; Lee et al., 2013), 구인화 및 예비문항

에 대한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또한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예비조사용 문

항을 작성하고,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이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대상

으로 SPSS 21.0을 활용하여 문항의 내적일치도 계수를 산출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측정도구의 경우 선행연구의 문항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새롭게 

구인화 했기 때문에, 구인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의 요인추출방법은 주성분분석을 활용하였으며, 회전방식은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

스 방식을 활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전략적 파트너십의 6번, 8번, 전략과 HRD 통합의 1번, 2번, 3번, 수

행향상 시스템 구축 2번, HRD 성과체계 구축의 5번 문항의 요인적재치가 다른 요인을 더 높

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3> 참조).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구한 결과, 문항의 

의미가 모호하고 타 문항과 동일한 것을 측정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에 따라 삭제를 결

정하였다. 문항을 삭제한 이후 본조사 결과 모든 문항이 각 해당 요인에 높은 요인적재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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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전략적 파트너십 04 .777 .114 .150 .124

전략적 파트너십 05 .718 .182 .186 　

전략과 HRD 통합 02 .673 .322 　 .328

전략적 파트너십 02 .648 .178 　 .219

전략과 HRD 통합 01 .629 .295 　 .200

전략적 파트너십 09 .606 .141 .258 .291

전략과 HRD 통합 03 .588 .286 .215 .128

전략적 파트너십 03 .553 .330 .210 　

전략적 파트너십 01 .543 .284 .163 .140

전략적 파트너십 07 .463 .426 　 .109

전략과 HRD 통합 08 .187 .779 .225 .111

전략과 HRD 통합 07 .232 .765 .152 　

전략과 HRD 통합 05 .411 .638 　 .134

전략과 HRD 통합 09 .153 .627 .258 .270

전략과 HRD 통합 10 .289 .604 .218 .384

전략과 HRD 통합 06 .362 .534 .158 .222

전략적 파트너십 06 .345 .520 　 .102

전략과 HRD 통합 04 .479 .511 .266 .127

전략적 파트너십 08 .257 .406 .192 .367

HRD 성과체계 구축 4 　 .128 .987 　

HRD 성과체계 구축 5 　 　 .708 .178

HRD 성과체계 구축 3 .101 .343 .684 .384

수행향상 시스템 구축 5 .184 .211 .527 .280

HRD 성과체계 구축 1 .223 .338 .506 .160

HRD 성과체계 구축 2 .320 .346 .373 .365

수행향상 시스템 구축 2 .254 .189 .492 .757

수행향상 시스템 구축 1 .248 .203 .457 .606

수행향상 시스템 구축 4 .288 .306 .422 .462

수행향상 시스템 구축 3 .293 .305 .394 .460

고유치 5.331 4.758 3.978 2.599

설명변량(%) 18.382 16.407 13.716 8.962

누적변량(%) 18.382 34.789 48.505 57.468

주 1: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분석
주 2: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표 Ⅲ-3>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조사도구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예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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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전략과 HRD 통합_07 .807 .228 .261 　

전략과 HRD 통합_08 .791 .112 .327 　

전략과 HRD 통합_05 .703 .371 　 .259

전략과 HRD 통합_06 .694 .262 .121 .199

전략과 HRD 통합_10 .671 .209 .231 .339

전략과 HRD 통합_09 .661 .161 .258 .380

전략과 HRD 통합_04 .556 .384 .143 .401

전략적 파트너십_04 .147 .774 .349 　

전략적 파트너십_02 .203 .739 　 .262

전략적 파트너십_05 .194 .733 .364 -.106

전략적 파트너십_01 .196 .665 .169 .257

전략적 파트너십_03 .248 .639 .299 .129

전략적 파트너십_09 .262 .632 .164 .336

전략적 파트너십_07 .377 .522 　 .348

HRD 성과체계 구축_04 　 .235 .793 .238

HRD 성과체계 구축_03 .246 .182 .773 .275

HRD 성과체계 구축_01 .350 .218 .619 .177

HRD 성과체계 구축_02 .340 .328 .615 .208

수행향상 시스템 구축_01 .263 .119 .266 .741

수행향상 시스템 구축_04 .259 .271 .451 .629

수행향상 시스템 구축_03 .266 .297 .405 .626

수행향상 시스템 구축_05 .217 .255 .498 .523

고유치 4.421 4.178 3.416 2.748

설명변량(%) 20.096 18.991 15.529 12.493

누적변량(%) 20.096 39.086 54.615 67.107

주 1: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분석
주 2: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표 Ⅲ-4>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조사도구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본조사)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측정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 예비조사에서 수집한 자료를 

대상으로 문항의 Cronbach’s α값을 산출하여 내적일치도를 분석하였다. Cronbach’s α는 0

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신뢰도가 높다고 해석된다. 분석 결과, 문항 전체

의 Cronbach’s α값은 0.957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으며, 문항제거 시 신뢰도가 증가하는 문

항은 3개로, 삭제했을 때 신뢰도가 증가하는 문항이 있었으나 0.01 수준으로 그 차이가 미미

하므로 문항의 수정 없이 이 도구를 본 조사에 활용하였다(<표 Ⅲ-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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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내적일치도(Cronbach’s α)

예비조사(n=91) 본조사(n=263)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전략적 파트너십 0.900 0.881

전략과 HRD 통합 0.913 0.910

수행향상 시스템 구축 0.888 0.867

HRD 성과체계 구축 0.858 0.860

전체 0.957 0.949

<표 Ⅲ-5>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측정문항의 내적일치도 계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Ⅲ-6>과 같다.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

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절대적합지수는 RMSEA값이 0.092로 모형의 수용수준을 충족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증분적합지수인 NFI 0.994, IFI 0.996, TLI 0.976, CFI 0.996로 모두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구분 적합도 판단기준 측정값 해석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index) 

χ2 〉 0.05 3.226(df=1, p=0.072) 적합

적합지수(GFI) ≥ 0.90 0.994 적합

조정적합지수(AGFI) ≥ 0.85 0.939 적합

근사오차평균자승의 제곱근(RMSEA) ≤ 0.10 0.092 적합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index)

표준적합지수(NFI) ≥ 0.90 0.994 적합

증분적합지수(IFI) ≥ 0.90 0.996 적합

터커-루이스지수(TLI) ≥ 0.90 0.976 적합

비교적합지수(CFI) ≥ 0.90 0.996 적합

<표 Ⅲ-6>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조사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적합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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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후, 잠재변인과 측정변인간의 경로계수를 살펴본 결

과,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0). 이는 모든 요인적재량이 통계적으로 검증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측정의 개념타당도를 확보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표준화계수의 경우 일

반적으로 0.5이상이면 양호하다고 보는데(김성남, 2009), 분석 결과 0.760~0.851의 범위를 나타

내고 있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표 Ⅲ-7>, [그림 Ⅲ-5] 참조).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p-value

전략적 파트너십 ←SHRD 활동 1 0.760

전략과 HRD 통합 ←SHRD 활동 1.156 0.835 0.092 12.637 .000

수행향상 시스템 구축 ←SHRD 활동 1.157 0.832 0.083 13.907 .000

HRD 성과체계 구축 ←SHRD 활동 1.243 0.851 0.096 12.916 .000

<표 Ⅲ-7>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조사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경로계수)

[그림 Ⅲ-5]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조사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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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

자료 수집은 우편조사 및 온라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Dillman(2000)이 제시한 자료 수집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먼저 

목표모집단인 2013년 매출액 기준 30대 그룹사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HRD를 담당하고 있는 

협력자에게 개별적인 연락을 취하여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해당 기업의 응답가능 인원을 

파악한 뒤 조사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였다. 이후 협력자가 우편을 통한 조사를 희망할 

경우, 표지, 질문지, 반송봉투 등이 포함된 설문 패키지를 발송하였으며, 보안 강화로 인한 문

서 유출입 제한 등의 사내 규정에 따라 온라인 조사를 희망할 경우에 한해 연구의 취지, 설문

회수기간 등을 명시한 글과 함께 온라인 설문조사 URL을 하이퍼링크로 삽입하여 송부하였다. 

이때 응답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함께 기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

지막으로 설문회신을 약속한 하루 전날 협력자에게 다시 협조를 확인하고, 설문이 취합되지 

않는 경우 한 두 차례에 걸쳐 기간 내에 설문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이 연구에서 전체적인 자료의 배포 및 수집은 2013년 10월 2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이루

어졌고, 예비조사는 2013년 10월 2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본 조사는 2013년 10월 

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진행되었다. 예비조사의 경우 총 110부를 배포하여 93부(회수율 

84.5%)가 회수되었고, 이 중 설문에 성실히 답변하지 않은 2부를 제외한 91부(유효응답률 

82.7%)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본 조사의 경우 총 350부를 배포하여 273부(회수율 78.0%)가 

회수되었고, 이 중 설문에 성실히 답변하지 않은 10부를 제외한 263부(유효응답률 75.1%)가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5. 자료분석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Mplus 6.12와 Windows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방법은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기술통계, t-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 잠재프로파

일분석,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목적에 따른 통계분석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표 Ⅲ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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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통계분석방법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기술통계

연구문제 1. 국내 대기업 HRD 담당자가 인식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1. 국내 대기업 HRD 담당자가 인식한 전략적 파트너십 활동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2. 국내 대기업 HRD 담당자가 인식한 전략과 HRD 통합 활동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3. 국내 대기업 HRD 담당자가 인식한 수행향상 시스템 구축 활동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4. 국내 대기업 HRD 담당자가 인식한 HRD 성과체계 구축 활동 수준은 어떠한가?

기술통계

연구문제 2. 국내 대기업 HRD 담당자들의 개인 및 조직 특성에 따른 전략적 인적자원개
발 활동 수준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1. 국내 대기업 HRD 담당자들의 개인 특성(성별, 연령, 직급, 근속년수,
HRD 업무경력)에 따른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수준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2. 국내 대기업 HRD 담당자들의 조직 특성(HRD 조직 형태, HRD 부서 구조,
산업분류)에 따른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수준의 차이는 어떠한가?

t-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

연구문제 3. 국내 대기업 HRD 담당자가 인식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유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1. 국내 대기업 HRD 담당자가 인식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은 몇 가지
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가?

기술통계,

잠재프로파일분석

(LPA)

연구문제 4. 국내 대기업 HRD 담당자가 인식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유형별 개인 및 조직 
특성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1. 국내 대기업 HRD 담당자가 인식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유형 집단별 
구성원들의 개인 특성(성별, 연령, 직급, 근속년수, HRD 업무경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2. 국내 대기업 HRD 담당자가 인식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유형 집단별 
구성원들의 조직 특성(HRD 조직 형태, HRD 부서 구조, 산업분류)은 어떠한가?

χ2 검정

<표 Ⅲ-8> 연구목적에 따른 통계분석방법

첫째, 대기업 HRD 담당자가 인식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수준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

도, 평균,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둘째, 개인 특성 및 조직 특성에 따른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인식 수준의 차이를 분석

하기 위하여 빈도, 평균, 표준편차, t-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 등을 사용하였다. 일원배치분산

분석의 경우, 구체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집단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국내 대기업 HRD 담당자가 인식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유형 분류와 개인 및 

조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t-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 잠재프로파일

분석, χ2 검정 등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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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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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측치에 대한 우도값을 추정하는 

EM(Expectation-Maximization) 방식으로 결측치를 처리하였다. 한편, χ2 검정을 위해 집단

을 재범주화 하였다. χ2 검정은 기대빈도가 5미만인 셀이 전체의 20%를 넘는 경우 χ2 분포

를 따른다고 가정할 수 없다(송지준, 2009).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개인 특성과 조직 특성 중 

개인 특성의 일부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재범주화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나. 잠재프로파일분석(LPA)

잠재프로파일분석의 목적은 연속변수로 이루어진 변수에서 유사한 값을 갖는 응답자들의 유

형을 분류하는 데 있다. 이 분석방법은 다양한 요인이 혼재되어 있는 조합들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모집단의 하위 집단을 요약해서 나타내는 데 적합한 방식이

다(이정은, 2012). 이 연구에서는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을 인식한 HRD 담당자들의 응답

유형을 체계적으로 요약하고자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활용하였다.

잠재프로파일분석은 군집분석에 비하여 연구방법 상의 장점이 있다(Miller, Turner, & 

Henderson, 2009). 

첫째, 잠재프로파일분석은 전통적인 군집분석과 달리 군집 혹은 잠재집단 수에 대한 결정에 

있어 통계적 기준을 이용할 수 있다(Bergman & Magnussen, 1997). 구체적으로 잠재변수를 

사용함으로써 측정 오차를 줄이고, 최대우도(Maximun likelihood) 추정방법을 활용하여 각 유

형에 속한 모든 개인에 대한 추정된 확률값을 설명할 수 있다. 또한, 가장 적합한 잠재유형 

모델을 판단함에 있어 정보의 준거로 적합도 지수와 우도비 검증(likelihood ratio test)을 활용

할 수 있으므로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편의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김동일, 이

윤희, 김영근, 강민철, 2013). 

둘째, 전통적 군집분석과 달리 잠재프로파일분석은 변량(variation)이 큰 변인 때문에 분석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또한 연구 결과에 미치는 선형변환의 영향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변

인들을 표준화할 필요가 없다(Magidson & Vermunt, 2002). 전통적 군집분석은 변량이 큰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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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분석 결과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기존의 군집분석을 할 경우 일반적으

로 사전에 모든 변인들을 표준화하였다(김동일 외, 2013). 하지만 표준화가 변량의 영향에서 

기인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할뿐더러, 표준화가 전체점수와 관련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잠재집단 별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Magidson & 

Vermunt, 2002). 반면, 잠재프로파일분석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적합도 지수인 AIC(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BIC(Baysian Information Criterion)(Akaike, 1974), SSA-BIC(Sample-Size Adjusted BIC)를 

활용하였다. AIC, BIC, SSA-BIC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신택수, 2010).

   ln  

   ln   ln
   ln   ln   

ln(L) 은 로그 우도값, p 는 추정 모수의 수, N 은 표본의 크기를 의미한다. 우도값은 모형

과 자료 사이의 부합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AIC, BIC, SSA-BIC는 값이 높을수록 자료와의 적

합도가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김소영, 홍세희, 2013).

통계적 유의도 검증에는 LMR(Lo-Mendell-Rubin adjusted LRT test), Entropy 지수를 활

용하였다. Entropy 지수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ln 









 는 잠재프로파일 k 에 속한 개인 ⅰ의 조건부확률을 의미하고, n 은 표본크기, K 는 잠

재프로파일의 수를 의미한다. Entropy는 각 하위집단을 분명하게 분류하였는지 분류정확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1에 가까울수록 적합도가 좋다고 본다. 또한 통계적 유의도 LMR은 유형이 

k개인 모형과 k-1개인 모형을 비교하여 p-value가 0.05보다 작으면 k개인 모형의 적합도가 

더 좋은 것으로 판단하는 방법이다(홍은선, 2013; Nylund, Asparouhov, & Muthé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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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이 연구에서 응답자의 특성은 응답자 개인의 일반적 특성과 응답자 소속 조직의 일반적 특

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응답자 개인 특성은 성별, 연령, 직급, 근속기간, HRD 업무경력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Ⅳ-1>과 같다. 또한 응답자 소속 조직 특성은 HRD 부

서 구조, HRD 조직 형태, 산업분류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Ⅳ-2>와 같다.

먼저 응답자 개인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성별은 남성 161명(61.2%), 여성 102명

(38.8%)으로 남성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20대 89명(33.8%), 30대 133명(50.6%), 40대 이상 

41명(15.6%)의 순으로 나타나, 30대 응답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직급별로는 

일반사원 100명(38.0%), 대리급 72명(27.4%), 과장급 58명(22.1%), 차 ‧ 부장급 이상이 33명

(12.5%) 순으로 나타나 응답자 중 일반사원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근속기간을 살펴보

면 2년 미만 근속자가 68명(23.9%), 2년 이상 5년 미만 근속자가 84명(29.6%), 5년 이상 10

년 미만 근속자가 63명(22.2%), 10년 이상 15년 미만 근속자가 21명(7.4%), 15년 이상 근속

자가 27명(9.5%)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HRD 업무경력별로는 2년 미만이 72명(25.4%),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자가 93명(32.7%),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자가 59명(20.8%), 10

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자가 28명(9.9%), 15년 이상 경력자가 11명(3.9%)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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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161 61.2

여성 102 38.8

연령

20세 이상  29세 이하 89 33.8

30세 이상 39세  이하 133 50.6

40세 이상 41 15.6

직급

사원 100 38.0

대리급 72 27.4

과장급 58 22.1

차 부장급 이상 33 12.5

근속기간

2년 미만 68 23.9

2년 이상 5년 미만 84 29.6

5년 이상 10년 미만 63 22.2

10년 이상 15년 미만 21 7.4

15년 이상 27 9.5

HRD

업무경력

2년 미만 72 25.4

2년 이상 5년 미만 93 32.7

5년 이상 10년 미만 59 20.8

10년 이상 15년 미만 28 9.9

15년 이상 11 3.9

계 263 100.0

<표 Ⅳ-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 소속 조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HRD 조직 형태별로는 계열사 HRD 

부서에 응답한 자가 110명(41.8%)으로 가장 많았고, 그룹 연수원 105명(39.9%), 기타 19명

(7.2%), 본사 HRD 부서 16명(6.1%), 계열사 연수원 13명(4.9%)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HRD 부서의 구조별로는 HR 부서와 분리되어 독립적인 HRD 전담 부서로 존재하는 경우에 

응답한 자가 140명(53.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HR 부서 내 하위부서로 HRD 부서

가 존재하는 경우에 응답한 자가 57명(21.7%), 별도의 HRD 부서 없이 HR 부서 내에 HRD 

전담자가 배치된 경우에 응답한 자가 39명(14.8%), 별도의 HRD 전담자 없이 HR 부서 내 

인사업무와 병행하여 HRD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 응답한 자가 22명(8.4%), 기타 5명(1.9%)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분류별로는 제조업이 106명(40.3%)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교육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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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백분율(%)

HRD

조직 
형태

그룹 연수원 105 39.9

계열사 연수원 13 4.9

계열사 HRD 부서 110 41.8

본사 HRD 부서 16 6.1

기타 19 7.2

HRD

부서의 
구조

독립적인 HRD 전담 부서로 존재
(HR 부서와 분리됨)

140 53.2

HR 부서 내 하위부서로 HRD 부서 존재 57 21.7

HR 부서 내에 HRD 전담자 배치
(별도 HRD 부서 없음)

39 14.8

HR 부서 내 인사업무와 병행하여 HRD 업무를 담당
(별도 HRD 전담자 없음)

22 8.4

기타 5 1.9

산업분류

농업, 임업 및 어업 3 1.1

광업 8 3.0

제조업 106 40.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 0.8

건설업 18 6.8

도매 및 소매업 21 8.0

운수업 8 3.0

숙박 및 음식점업 2 0.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 2.3

금융 및 보험업 7 2.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 2.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 0.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4 1.5

교육서비스업 66 25.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 1.1

계 263 100.0

<표 Ⅳ-2> 응답자 소속 조직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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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수준

가.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기술적 통계량

이 연구에서 측정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변인의 기술적 통계량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Ⅳ-3>과 같다.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평균은 77.63이었으며, 5점 환산평균은 3.50인 것

으로 나타났다.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하위요인인 전략적 파트너십의 평균은 25.14, 5

점 환산평균은 3.59이었고, 전략과 HRD 통합의 평균은 25.80, 5점 환산평균은 3.69이었으며, 

수행향상 시스템 구축의 평균은 13.31, 5점 환산평균은 3.33이었고, HRD 성과체계 구축의 

평균은 13.37, 5점 환산평균은 3.34로 나타났다.

구분
이론적
구간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
편차

환산
평균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22~110 43 110 77.63 14.34 3.53

전략적 파트너십 7~35 7 35 25.14 5.05 3.59

전략과 HRD 통합 7~35 11 35 25.80 5.31 3.69

수행향상 시스템 구축 4~20 4 20 13.31 3.05 3.33

HRD 성과체계 구축 4~20 5 20 13.37 3.20 3.34

<표 Ⅳ-3>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측정 변인의 기술적 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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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 특성에 따른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수준 차이 

1) 성별

대기업 HRD 담당자의 성별에 따라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에 대한 인식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Ⅳ-4>와 같다. 성별

에 따른 수준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에 대한 인식수준은 

3.56점, 여성의 경우 3.48점으로 남성의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은 남성이 3.59점, 여성이 

3.59점으로 같았으며, ‘전략과 HRD 통합’은 남성이 3.72점, 여성이 3.63점, ‘수행향상 시스템 

구축’은 남성이 3.38점, 여성이 3.25점, ‘HRD 성과체계 구축’은 남성이 3.40점, 여성이 3.26

점으로 남성의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구분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남성 161 3.56 0.72

-0.987

여성 102 3.48 0.52

전략적 파트너십

남성 161 3.59 0.80

0.007

여성 102 3.59 0.57

전략과 HRD 통합

남성 161 3.72 0.81

-0.918

여성 102 3.63 0.66

수행향상 시스템 구축

남성 161 3.38 0.83

-1.427

여성 102 3.25 0.64

HRD 성과체계 구축

남성 161 3.40 0.86

-1.453

여성 102 3.26 0.70

<표 Ⅳ-4> 대기업 HRD 담당자 성별에 따른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인식수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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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령

대기업 HRD 담당자의 연령에 따라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에 대한 인식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Ⅳ-5>와 같다. 연

령에 따른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수준 차이를 살펴보면, 40세 이상이 3.85점, 20세 이상 

29세 이하가 3.54점, 30세 이상 39세 이하가 3.42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구체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집단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Scheffé 검증을 실시한 결과, 40세 이상 연령의 대기업 HRD 담당자가 20세 이상 29세 이하

(평균차 0.309, p=0.038) 및 30세 이상 39세 이하 연령의 대기업 HRD 담당자(평균차 0.425, 

p=0.001)보다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하위요인별로는 40세 이상 연령의 대기업 HRD 담당자가 30

세 이상 39세 이하 연령의 대기업 HRD 담당자보다 ‘전략적 파트너십’(평균차 0.378, 

p=0.013), ‘전략과 HRD 통합’(평균차 0.422, p=0.007), ‘수행향상 시스템 구축’(평균차 0.429, 

p=0.006), ‘HRD 성과체계 구축’(평균차 0.507, p=0.002) 요인에서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연령 N 평균 표준편차 F
Scheffé

1 2 3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20세 이상 29세 이하 89 3.54 0.62

6.980**30세 이상 39세 이하 133 3.42 0.62

40세 이상 41 3.85 0.73 * *

전략적 
파트너십

20세 이상 29세 이하 89 3.57 0.78

4.489*30세 이상 39세 이하 133 3.51 0.67

40세 이상 41 3.89 0.69 *

전략과 HRD

통합

20세 이상 29세 이하 89 3.70 0.74

5.035**30세 이상 39세 이하 133 3.58 0.74

40세 이상 41 4.00 0.78 *

수행향상 
시스템 구축

20세 이상 29세 이하 89 3.36 0.69

5.246**30세 이상 39세 이하 133 3.21 0.75

40세 이상 41 3.64 0.86 *

HRD 성과체계 
구축

20세 이상 29세 이하 89 3.38 0.80

6.682**30세 이상 39세 이하 133 3.21 0.73

40세 이상 41 3.71 0.90 *

*p<0.05, **p<0.01

<표 Ⅳ-5> 대기업 HRD 담당자 연령에 따른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인식수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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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급

대기업 HRD 담당자의 직급에 따라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에 대한 인식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Ⅳ-6>과 같다. 직

급에 따른 수준 차이를 살펴보면, 차 ‧ 부장급 이상이 3.85점, 과장급 3.58점, 대리급 3.45점, 

사원 3.45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집단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Scheffé 검증을 실시한 결과, 차 ‧ 부

장급 이상이 사원(평균차 0.401, p=0.023) 및 대리급(평균차 0.408, p=0.029) 보다 전략적 인

적자원개발 활동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하위요인별로는 차 ‧ 부장급 이상이 사원보다 ‘전략적 파트너십’요

인에서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평균차 0.439, p=0.026). 또한, 차‧부장급 이상이 대리급

보다 ‘전략과 HRD 통합’요인에서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평균차 0.451, p=0.043).

구분 직급 N 평균 표준편차 F
Scheffé

1 2 3 4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사원 100 3.45 0.61

3.813*
대리급 72 3.45 0.69

과장급 58 3.58 0.62

차 부장급 이상 33 3.85 0.68 * *

전략적 
파트너십

사원 100 3.49 0.77

3.165*
대리급 72 3.58 0.71

과장급 58 3.59 0.63

차 부장급 이상 33 3.93 0.66 *

전략과 HRD

통합

사원 100 3.60 0.74

3.574*
대리급 72 3.57 0.82

과장급 58 3.79 0.72

차 부장급 이상 33 4.02 0.67 *

수행향상 
시스템 구축

사원 100 3.26 0.76

2.563
대리급 72 3.23 0.73

과장급 58 3.39 0.71

차 부장급 이상 33 3.63 0.85

HRD 성과체계 
구축

사원 100 3.32 0.76

2.353
대리급 72 3.22 0.83

과장급 58 3.36 0.70

차 부장급 이상 33 3.66 0.94

*p<0.05

<표 Ⅳ-6> 대기업 HRD 담당자의 직급에 따른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인식수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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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속기간

대기업 HRD 담당자의 근속기간에 따라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에 대한 인식수준의 차이

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Ⅳ-7>과 같다. 

근속기간에 따른 수준 차이를 살펴보면, 15년 이상 근속자 3.94점, 10~15년 근속자 3.66점, 

2~5년 근속자 3.49점, 2년 미만 근속자 3.46점, 5~10년 근속자 3.44점 순으로 나타났다. 구

체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집단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Scheffé 검증을 실시한 결과, 15

년 이상 근속자가 2년 미만(평균차 0.478, p=0.031), 2년 이상 5년 미만(평균차 0.444, 

p=0.046), 5년 이상 10년 미만(평균차 0.500, p=0.023) 근속자에 비해 각각 전략적 인적자원

개발 활동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하위요인별로는 ‘전략과 HRD 통합’요인에서 15년 이상 근속

자가 5~10년 근속자(평균차 0.573, p=0.024) 및 2년 미만(평균차 0.583, p=0.023) 근속자보

다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행향상 시스템 구축’요인에서 15년 이상 근속자가 

5~10년 근속자보다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평균차 0.542, p=0.046). 

구분 근속기간 N 평균 표준편차 F
Scheffé

1 2 3 4 5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2년 미만 68 3.46 0.70

3.574**
2년 이상 5년 미만 84 3.49 0.60
5년 이상 10년 미만 63 3.44 0.59
10년 이상 15년 미만 21 3.66 0.56

15년 이상 27 3.94 0.74 * * *

전략적 
파트너십

2년 미만 68 3.50 0.89

2.057
2년 이상 5년 미만 84 3.55 0.65
5년 이상 10년 미만 63 3.55 0.63
10년 이상 15년 미만 21 3.73 0.56

15년 이상 27 3.93 0.71

전략과 HRD

통합

2년 미만 68 3.59 0.78

3.453**
2년 이상 5년 미만 84 3.67 0.79
5년 이상 10년 미만 63 3.58 0.70
10년 이상 15년 미만 21 3.77 0.59

15년 이상 27 4.16 0.72 * *

수행향상 
시스템 구축

2년 미만 68 3.29 0.78

2.975*
2년 이상 5년 미만 84 3.26 0.74
5년 이상 10년 미만 63 3.23 0.64
10년 이상 15년 미만 21 3.45 0.74

15년 이상 27 3.77 0.94 *

HRD 성과체계 
구축

2년 미만 68 3.31 0.82

2.507*
2년 이상 5년 미만 84 3.31 0.75
5년 이상 10년 미만 63 3.20 0.75
10년 이상 15년 미만 21 3.55 0.77

15년 이상 27 3.72 0.94
*p<0.05, **p<0.01

<표 Ⅳ-7> 대기업 HRD 담당자 근속기간에 따른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인식수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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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RD 업무경력

대기업 HRD 담당자의 HRD 업무경력에 따라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에 대한 인식수준

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Ⅳ-8>

과 같다. HRD 업무경력에 따른 수준 차이를 살펴보면, 15년 이상 경력자가 4.06점, 10~15년 

경력자 3.85점, 2년 미만 경력자가 3.51점, 2~5년 경력자 및 5~10년 경력자 3.44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집단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Scheffé 검증을 실시한 결

과, 10~15년 경력자가 2~5년 경력자에 비해 ‘전략과 HRD 통합’요인에서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평균차 0.411, p=0.035).

구분 HRD 업무경력 N 평균 표준편차 F
Scheffé

1 2 3 4 5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2년 미만 72 3.51 0.65

4.485**

2년 이상 5년 미만 93 3.44 0.59

5년 이상 10년 미만 59 3.44 0.65

10년 이상 15년 미만 28 3.85 0.63

15년 이상 11 4.06 0.81

전략적 
파트너십

2년 미만 72 3.53 0.81

3.005*

2년 이상 5년 미만 93 3.55 0.64

5년 이상 10년 미만 59 3.51 0.69

10년 이상 15년 미만 28 3.85 0.67

15년 이상 11 4.14 0.76

전략과 HRD

통합

2년 미만 72 3.70 0.72

4.621**

2년 이상 5년 미만 93 3.53 0.76

5년 이상 10년 미만 59 3.63 0.74

10년 이상 15년 미만 28 4.07 0.68 *

15년 이상 11 4.25 0.76

수행향상 
시스템 구축

2년 미만 72 3.29 0.74

3.140*

2년 이상 5년 미만 93 3.24 0.72

5년 이상 10년 미만 59 3.26 0.77

10년 이상 15년 미만 28 3.67 0.74

15년 이상 11 3.82 0.96

HRD 성과체계 
구축

2년 미만 72 3.37 0.81

2.873*

2년 이상 5년 미만 93 3.28 0.76

5년 이상 10년 미만 59 3.17 0.76

10년 이상 15년 미만 28 3.63 0.81

15년 이상 11 3.84 0.99

*p<0.05, **p<0.01

<표 Ⅳ-8> 대기업 HRD 담당자의 HRD 업무경력에 따른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인식수준 차이



- 64 -

다. 조직 특성에 따른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수준 차이

1) HRD 조직 형태

대기업의 HRD 조직 형태에 따라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에 대한 인식수준의 차이가 있

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Ⅳ-9>와 같다. HRD 

조직 형태에 따른 수준 차이를 살펴보면, 계열사 연수원이 3.86점, 그룹 연수원 3.63점, 본사 

HRD 부서 3.61점, 계열사 HRD 부서 3.48점, 기타 2.94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경우, Levene의 분산 동질성 검정에서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Dunnett T3를 실시한 결과, 기타 HRD 조직 형태에 

응답한 자가 그룹 연수원(평균차 0.696, p=0.007), 계열사 연수원(평균차 0.925, p=0.041), 본

사 HRD 부서(평균차 0.670, p=0.037) 응답자에 비해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하위요인별로는 ‘전략과 HRD 통합’, ‘수행향상 시스템 구축’, 

‘HRD 성과체계 구축’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전략과 HRD 통합’요인

의 경우, Levene의 분산 동질성 검정에서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Dunnett T3

를 실시한 결과, 기타 HRD 조직 형태에 응답한 자가 그룹 연수원(평균차 0.746, p=0.042), 

본사 HRD 부서(평균차 0.802, p=0.040)에 응답한 자에 비해 낮은 인식수준을 보였다. 또한, 

‘수행향상 시스템 구축’요인 및 ‘HRD 성과체계 구축’요인의 경우, 등분산이 가정되었으므로 

구체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집단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Scheffé 검증을 실시한 결과, 

‘수행향상 시스템 구축’요인에서 기타 HRD 조직 형태에 응답한 자가 그룹 연수원(평균차 

0.783, p=0.001), 계열사 연수원(평균차 1.155, p=0.001), 계열사 HRD 부서(평균차 0.610, 

p=0.026)에 응답한 자에 비해 낮은 인식수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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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HRD 조직형태 N 평균 표준편차 F
Scheffé

1 2 3 4 5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그룹 연수원 105 3.63 0.66

6.121***

계열사 연수원 13 3.86 0.87

계열사 HRD 부서 110 3.48 0.55

본사 HRD 부서 16 3.61 0.54

기타 19 2.94 0.73 * * *

전략적 
파트너십

그룹 연수원 105 3.64 0.75

3.286*

계열사 연수원 13 3.95 0.87

계열사 HRD 부서 110 3.58 0.63

본사 HRD 부서 16 3.66 0.52

기타 19 3.10 0.91

전략과 HRD

통합

그룹 연수원 105 3.84 0.74

5.250***

계열사 연수원 13 3.89 0.83

계열사 HRD 부서 110 3.59 0.70

본사 HRD 부서 16 3.89 0.50

기타 19 3.09 0.98 * *

수행향상 
시스템 구축

그룹 연수원 105 3.45 0.77

6.402***

계열사 연수원 13 3.83 0.87

계열사 HRD 부서 110 3.28 0.71

본사 HRD 부서 16 3.17 0.62

기타 19 2.67 0.60 * * *

HRD 성과체계 
구축

그룹 연수원 105 3.45 0.79

5.101**

계열사 연수원 13 3.71 1.07

계열사 HRD 부서 110 3.30 0.71

본사 HRD 부서 16 3.45 0.90

기타 19 2.66 0.70 * * *

*p<0.05, **p<0.01, ***p<0.001

<표 Ⅳ-9> 대기업 HRD 조직형태에 따른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인식수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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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RD 부서 구조

대기업의 HRD 부서 구조에 따라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에 대한 인식수준의 차이가 있

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Ⅳ-10>과 같다. 

HRD 부서 구조에 따른 수준 차이를 살펴보면, HR 부서와 분리되어 독립적인 HRD 전담 부

서로 존재하는 경우 3.67점, HR 부서 내 하위부서로 HRD 부서 존재하는 경우 3.47점, 별도 

HRD 전담자 없이 HR 부서 내 인사업무와 병행하여 HRD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3.33점, 별

도 HRD 부서 없이 HR 부서 내에 HRD 전담자를 배치한 경우 3.29점, 기타의 경우 2.88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경우, 

Levene의 분산 동질성 검정에서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Dunnett T3를 실시

한 결과, HR 부서와 분리되어 독립적인 HRD 전담 부서로 존재하는 경우와 별도의 HRD 전

담자 없이 HR 부서 내에 HRD 전담자를 배치하는 경우의 평균차는 0.379(p=0.029)으로 HR 

부서와 분리되어 독립적인 HRD 전담 부서로 존재하는 경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하위요인별로는 ‘전략적 파트너십’, ‘전략과 HRD 통합’, ‘HRD 

성과체계 구축’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전략적 파트너십’, ‘전략과 

HRD 통합’요인의 경우, Levene의 분산 동질성 검정에서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나 Dunnett T3를 실시한 결과, HR 부서와 분리되어 독립적인 HRD 전담 부서로 존재하는 

경우가 별도 HRD 부서 없이 HR 부서 내에 HRD 전담자를 배치한 경우보다 인식수준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평균차 0.292, p=0.049 /평균차 0.456, p=0.000). 또한, ‘HRD 성과체계 

구축’요인의 경우, 등분산이 가정되었으므로 구체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집단이 무엇인지 확

인하기 위하여 Scheffé 검증을 실시한 결과, HR 부서와 분리되어 독립적인 HRD 전담 부서

로 존재하는 경우가 별도 HRD 부서 없이 HR 부서 내에 HRD 전담자를 배치한 경우보다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평균차 0.444, p=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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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HRD 부서구조 N 평균
표준
편차

F

Scheffé/

Dunnett’s

T3
1 2 3 4 5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독립적인 HRD 전담 부서로 존재
(HR 부서와 분리됨)

140 3.67 0.67

5.102**

HR 부서 내 하위부서로 HRD 부서 존재 57 3.47 0.56

HR 부서 내에 HRD 전담자 배치
(별도 HRD 부서 없음)

39 3.29 0.44 *

HR 부서 내 인사업무와 병행하여 HRD
업무를 담당 (별도 HRD 전담자 없음)

22 3.33 0.73

기타 5 2.88 1.03

전략적 
파트너십

독립적인 HRD 전담 부서로 존재
(HR 부서와 분리됨)

140 3.74 0.71

4.240**

HR 부서 내 하위부서로 HRD 부서 존재 57 3.46 0.67

HR 부서 내에 HRD 전담자 배치
(별도 HRD 부서 없음)

39 3.45 0.51 *

HR 부서 내 인사업무와 병행하여 HRD
업무를 담당 (별도 HRD 전담자 없음)

22 3.42 0.80

기타 5 2.83 1.44

전략과 HRD

통합

독립적인 HRD 전담 부서로 존재
(HR 부서와 분리됨)

140 3.86 0.74

5.365***

HR 부서 내 하위부서로 HRD 부서 존재 57 3.65 0.75

HR 부서 내에 HRD 전담자 배치
(별도 HRD 부서 없음)

39 3.40 0.53 *

HR 부서 내 인사업무와 병행하여 HRD
업무를 담당 (별도 HRD 전담자 없음)

22 3.33 0.88

기타 5 3.14 1.04

수행향상 
시스템 구축

독립적인 HRD 전담 부서로 존재
(HR 부서와 분리됨)

140 3.43 0.79

3.064*

HR 부서 내 하위부서로 HRD 부서 존재 57 3.35 0.65

HR 부서 내에 HRD 전담자 배치
(별도 HRD 부서 없음)

39 3.10 0.67

HR 부서 내 인사업무와 병행하여 HRD
업무를 담당 (별도 HRD 전담자 없음)

22 3.20 0.86

기타 5 2.55 0.65

HRD 성과체계 
구축

독립적인 HRD 전담 부서로 존재
(HR 부서와 분리됨)

140 3.47 0.84

3.020*

HR 부서 내 하위부서로 HRD 부서 존재 57 3.31 0.69

HR 부서 내에 HRD 전담자 배치
(별도 HRD 부서 없음)

39 3.03 0.69 *

HR 부서 내 인사업무와 병행하여 HRD
업무를 담당 (별도 HRD 전담자 없음)

22 3.30 0.75

기타 5 2.85 1.10

*p<0.05, **p<0.01, ***p<0.001

<표 Ⅳ-10> 대기업 HRD 부서구조에 따른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인식수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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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분류

응답자가 속한 대기업의 산업별 분류에 따라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에 대한 인식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Ⅳ-11>과 

같다. 산업별 분류에 따른 수준 차이를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에 

대한 인식수준은 3.78점, 비제조업의 경우 3.36점으로 제조업 HRD 조직 응답자의 인식이 높

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은 제조업이 3.83점, 비제조업이 3.43점, ‘전략과 HRD 통합’

은 제조업이 3.98점, 비제조업이 3.49점, ‘수행향상 시스템 구축’은 제조업이 3.54점, 비제조업

이 3.19점, ‘HRD 성과체계 구축’은 제조업이 3.60점, 비제조업이 3.17점으로 제조업 HRD 조

직 응답자가 비제조업 HRD 조직 응답자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산업분류 N 평균 표준편차 t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제조업 106 3.78 0.67

5.441***

비제조업 157 3.36 0.58

전략적 파트너십

제조업 106 3.83 0.73

4.480***

비제조업 157 3.43 0.67

전략과 HRD

통합

제조업 106 3.98 0.74

5.460***

비제조업 157 3.49 0.70

수행향상 시스템 
구축

제조업 106 3.54 0.81

3.731***

비제조업 157 3.19 0.69

HRD 성과체계 
구축

제조업 106 3.60 0.82

4.411***

비제조업 157 3.17 0.74

*p<0.05, **p<0.01, ***p<0.001

<표 Ⅳ-11> 산업분류에 따른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인식수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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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유형

가. 유형 수

대기업 HRD 담당자의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에 기초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하였

다. 이 연구에서는 독립모형으로부터 점차 잠재집단 수를 늘려가는 탐색적 방법으로 분석하였

다. 독립모형으로부터 잠재집단의 수를 낮은 수부터 차례로 투입했을 때, 각 모형의 적합도 지

수는 <표 Ⅳ-12>와 같다.

구분 집단 1 집단 2 집단 3 집단 4 집단 5 집단 6

AIC 5925.438 5580.093 5413.321 5366.213 5316.489 5315.092

BIC 5954.016 5640.820 5506.197 5491.239 5473.664 5504.416

SSA-BIC 5928.652 5586.921 5423.764 5380.272 5334.163 5336.381

Entropy - 0.798 0.858 0.821 0.849 0.842

LMR - 356.242 181.160 64.401 73.947 19.018

p-value - 0.0002 0.0304 0.2552 0.0233 0.8915

사
례
수 
비
율
(%)

집단1 100.00 44.87 33.46 13.69 14.07 13.31

집단2 - 55.13 48.67 38.78 39.92 38.02

집단3 - - 18.87 32.32 31.18 11.03

집단4 - - - 25.21 5.70 2.28

집단5 - - - - 9.12 31.18

집단6 - - - - - 4.18

<표 Ⅳ-12>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잠재유형의 각 집단 수별 적합도와 사례 수 비율

이러한 집단 수 결정 기준에 따라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AIC와 SSA-BIC는 집단 6으

로 갈수록 값이 작아지나, BIC는 집단 5까지 작아지다가 집단 6에서 다시 높아졌다. Entropy

는 집단 3이 적합도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LMR은 집단 2, 집단 3, 집단 5에서 

p-value 값이 0.5 이하로 적합하게 나타났다. 적합도 지수와 통계적 유의도, Entropy, 그리고 

사례 수의 비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단 3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집단 3에 따라 구분된 잠재유형별 할당된 확률 평균을 보면 <표 Ⅳ-13>과 같다. 이 분류표

에서 음영 처리된 대각선에 해당하는 값이 클수록 각 사례별 분류의 정확성이 큰 것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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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Paster, Barron, Miller, & Davis, 2007). 따라서 분류된 응답자들은 해당 유형에 속할 가능

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잠재유형
사례 수

(잠재유형의 크기)

잠재유형별 할당 확률 평균

유형 1 유형 2 유형 3

1 88 (33.46%) 0.951 0.049 0.000

2 128 (48.67%) 0.050 0.933 0.017

3 47 (18.87%) 0.000 0.072 0.928

<표 Ⅳ-13> 집단 3에 할당된 잠재 유형별 할당 확률 평균

나. 유형별 특성 및 명칭

1) 유형별 특성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유형에 따라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및 하위요인의 기술적 통

계량을 살펴보면 <표 Ⅳ-14>와 같다.

구분

유형 1

(n=88)

유형 2

(n=128)

유형 3

(n=47)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2.81 0.36 3.68 0.23 4.45 0.33

전략적 파트너십 2.90 0.50 3.78 0.31 4.36 0.77

전략과 HRD 통합 2.97 0.59 3.80 0.40 4.71 0.31

수행향상 시스템 구축 2.58 0.52 3.50 0.43 4.26 0.50

HRD 성과체계 구축 2.61 0.57 3.48 0.50 4.35 0.50

<표 Ⅳ-14> 유형별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기술적 통계량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수준을 살펴보면, 유형 1의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에 대한 

인식수준은 2.81점이었으며, 하위요인별로는 ‘전략과 HRD 통합’이 2.97점, ‘전략적 파트너십’

이 2.90점, ‘HRD 성과체계 구축’이 2.61점, ‘수행향상 시스템 구축’이 2.58점 순으로 나타났

다([그림 Ⅳ-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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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유형 1의 하위요인별 분포

유형 2의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에 대한 인식수준은 3.68점이었으며, 하위요인별로는 

‘전략과 HRD 통합’이 3.80점, ‘전략적 파트너십’이 3.78점, ‘수행향상 시스템 구축’이 3.50점,  

‘HRD 성과체계 구축’이 3.48점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Ⅳ-2]참조). 

[그림 Ⅳ-2]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유형 2의 하위요인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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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3의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에 대한 인식수준은 4.45점이었으며, 하위요인별로는 

‘전략과 HRD 통합’이 4.71점, ‘전략적 파트너십’이 4.36점, ‘HRD 성과체계 구축’이 4.35점, 

‘수행향상 시스템 구축’이 4.26점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Ⅳ-3]참조). 

[그림 Ⅳ-3]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유형 3의 하위요인별 분포

2) 유형별 명칭 설정

Lee(1996)는 인적자원개발의 성숙도를 교육훈련의 성숙도에 빗대어 6단계로 유형화하여 제

안하면서,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없는 경우 1단계, 교육훈련이 발생되는 문제에 지엽적으로 대

응하는 경우 2단계, 교육훈련이 운영적 수준의 관리와 통합되는 경우 3단계, 교육훈련이 조직

의 전략과 변화 달성의 수단이 되는 경우 4단계, 교육훈련과 학습이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기

여하는 경우 5단계, 교육훈련과 학습 자체가 전략이 형성되는 과정인 경우 6단계로 구분하였

다. 또한, McCracken과 Wallace(2000a)는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9가지 특징을 제안함

(McCracken & Wallace, 2000b)과 동시에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에서 발현되는 9가지 특

징의 강도를 중심으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성숙도 수준을 ‘성숙하지 않은 수준’, ‘꽤 성숙한 

수준’, ‘매우 성숙한 수준’의 3단계로 구분한 바 있다. 

한편, 연구에 활용된 Likert 5점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그렇지 않다’가 2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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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이다’가 3점, ‘그렇다’가 4점, ‘매우 그렇다’가 5점으로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HRD 담당자가 

인식하는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선행연구와 연구에 

활용된 척도를 고려하여 유형별 명칭을 설정하였다. 

유형 1은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하위요인별 평균점수가 2.58~2.97인 집단으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실행 수준을 ‘그렇지 않다’와 ‘보통이다’의 사이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 유형의 특징은 Lee(1996)가 제시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없는 1단계 및 교육

훈련이 발생되는 문제에 지엽적으로 대응하는 2단계에 해당하며, McCracken과 

Wallace(2000a)가 제시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존재하지 않거나 경영전략과 동떨어진 고립된 

전술 수준의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수준 즉, 인적자원개발보다는 교육훈련으로 인식되는 ‘성숙

하지 않은 수준’에 해당한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유형 1을 하위 수준의 SHRD 활동 유

형 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2는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하위요인별 평균점수가 3.33~3.69인 집단으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실행 수준을 ‘보통이다’와 ‘그렇다’의 사이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 유형의 특징은 Lee(1996)가 제시한 교육훈련이 운영적 수준의 관리와 통합되는 3

단계 및 교육훈련이 조직의 전략과 변화 달성의 수단인 4단계에 해당하며, McCracken과 

Wallace(2000a)가 제시한 교육훈련이 경영전략을 실행하고 변화를 달성하는 수준 즉, 전략 달

성의 수단적인 인적자원개발로 인식되는 ‘꽤 성숙한 수준’에 해당한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

여 유형 1을 중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3은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하위요인별 평균점수가 4.26~4.71인 집단으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실행 수준을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사이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의 특징은 Lee(1996)가 제시한 교육훈련과 학습이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기

여하는 5단계 및 교육훈련과 학습 자체가 전략이 형성되는 과정인 6단계에 해당하며, 

McCracken과 Wallace(2000a)가 제시한 교육훈련과 학습이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기여할 뿐

만 아니라 전략이 형성되는 과정 자체인 수준에 해당한다. 즉, 조직 내에 수행‧성과에 대한 인

적자원개발 체계가 수립되어 있고, 인적자원개발이 경영전략과 통합되어 있음은 물론 경영진 

및 일선 관리자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고 인식되는 ‘매우 성숙한 수준’에 해당

한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유형 3을 상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으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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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유형별 개인 특성 차이

1) 성별

성별에 따라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유형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Ⅳ-15>와 같다. 

구분
하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중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상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합계

χ2 값 /
자유도

남성

빈도 53 72 36 161

χ2=6.048

(df=2,

p=0.049)

기대빈도 53.9 78.4 28.8 161.0

% 32.9% 44.7% 22.4% 100.0%

여성

빈도 35 56 11 102

기대빈도 34.1 49.6 18.2 102.0

% 34.3% 54.9% 10.8% 100.0%

전체

빈도 88 128 47 263

기대빈도 88.0 128.0 47.0 263.0

% 33.5% 48.7% 17.9% 100.0%

<표 Ⅳ-15> 성별에 따른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유형의 차이

검정 결과,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44.7%(72명)가 중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으며, 다음으로 
하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32.9%(53명), 상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22.4%(36명) 

순이었다. 여성의 경우 54.9%(56명)가 중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에 가장 많이 분포되

어 있었으며, 다음으로 하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34.3%, 상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10.8%(11명) 순이었다.

성별에 따른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유형의 차이에 대한 χ2 검정 결과, χ2값이 6.048

일 때, 유의확률은 0.049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유형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75 -

2) 연령

연령에 따라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유형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Ⅳ-16>과 같다. 

구분
하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중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상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합계

χ2 값 /
자유도

20세 이상 
29세 이하

빈도 28 45 16 89

χ2=10.941

(df=6,

p=0.027)

기대빈도 29.8 43.3 15.9 89.0

% 31.5% 50.6% 18.0% 100.0%

30세 이상 
39세 이하

빈도 51 65 17 133

기대빈도 44.5 64.7 23.8 133.0

% 38.3% 48.9% 12.8% 100.0%

40세 이상

빈도 9 18 14 41

기대빈도 13.7 20.0 7.3 41.0

% 22.0% 43.9% 34.1% 100.0%

전체

빈도 88 128 47 263

기대빈도 88.0 128.0 47.0 263.0

% 33.5% 48.7% 17.9% 100.0%

<표 Ⅳ-16> 연령에 따른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유형의 차이

검정결과,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세 이상 29세 

이하는 중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50.6%(45명), 하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31.5%(28명), 상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18.0%(16명) 순이었다. 30세 이상 39세 이하

는 중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48.9%(65명), 하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38.3%(51명), 상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12.8%(17명) 순이었다. 또한, 40세 이상 연령

에서는 중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43.9%(18명), 상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34.1%(14명), 하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22.0%(9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유형의 차이에 대한 χ2 검정 결과, χ2값이 10.941

일 때, 유의확률은 0.027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유형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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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급

직급에 따라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유형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Ⅳ-17>과 같다. 

구분
하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중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상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합계

χ2 값 /
자유도

사원

빈도 39 45 16 100

χ2=6.955

(df=6,

p=0.325)

기대빈도 33.5 48.7 17.9 100.0

% 39.0% 45.0% 16.0% 100.0%

대리급

빈도 25 37 10 72

기대빈도 24.1 35.0 12.9 72.0

% 34.7% 51.4% 13.9% 100.0%

과장급

빈도 17 30 11 58

기대빈도 19.4 28.2 10.4 58.0

% 29.3% 51.7% 19.0% 100.0%

차 부장급 
이상

빈도 7 16 10 33

기대빈도 11.0 16.1 5.9 33.0

% 21.2% 48.5% 30.3% 100.0%

전체

빈도 88 128 47 263

기대빈도 88.0 128.0 47.0 263.0

% 33.5% 48.7% 17.9% 100.0%

<표 Ⅳ-17> 직급에 따른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유형의 차이

검정 결과, 직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원은 중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45.0%(45명), 하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39.0%(39명), 상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16.0%(16명) 순이었으며, 대리급은 중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51.4%(37명), 하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34.7%(25명), 상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13.9%(10명) 순이었다. 과장급은 중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51.7%(30명), 하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29.3%(17명), 상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19.0%(11명) 순이었으며, 

차 ‧ 부장급 이상은 중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48.5%(16명), 하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21.2%(7명), 상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30.3%(10명)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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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에 따른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유형의 차이에 대한 χ2 검정 결과, χ2값이 6.955

일 때, 유의확률은 0.325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유형은 직급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근속기간

근속기간에 따라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유형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

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Ⅳ-18>과 같다.

구분
하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중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상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합계

χ2 값 /
자유도

2년 미만

빈도 27 26 15 68

χ2=21.323

(df=8,

p=0.006)

기대빈도 22.8 33.1 12.2 68.0

% 39.7% 38.2% 22.1% 100.0%

2년 이상 
5년 미만

빈도 27 47 10 84

기대빈도 28.1 40.9 15.0 84.0

% 32.1% 56.0% 11.9% 100.0%

5년 이상 
10년 미만

빈도 24 31 8 63

기대빈도 21.1 30.7 11.3 63.0

% 38.1% 49.2% 12.7% 100.0%

10년 이상 
15년 미만

빈도 3 15 3 21

기대빈도 7.0 10.2 3.8 21.0

% 14.3% 71.4% 14.3% 100.0%

15년 이상

빈도 7 9 11 27

기대빈도 9.0 13.1 4.8 27.0

% 25.9% 33.3% 40.7% 100.0%

전체
빈도 88 128 47 263

기대빈도 88.0 128.0 47.0 263.0

% 33.5% 48.7% 17.9% 100.0%

<표 Ⅳ-18> 근속기간에 따른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유형의 차이

검정 결과, 근속기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미만 

근속자는 하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39.7%(27명), 중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38.2%(26명), 상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22.1%(15명) 순으로 나타났고, 2년 이상 5년 

미만 근속자는 중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56.0%(47명), 하위 수준의 SHRD 활동 유

형 32.1%(27명), 상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11.9%(10명) 순이었으며, 5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자는 중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49.2%(31명), 하위 수준의 SHRD 활동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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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38.1%(24명), 상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12.7%(8명) 순이었다. 또한, 10년 이상 

15년 미만 근속자는 중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71.4%(15명), 하위 수준의 SHRD 활

동 유형 14.3%(3명), 상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14.3%(3명) 순이었으며, 15년 이상 

근속자는 상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40.7%(11명), 중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33.3%(9명), 하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25.9%(7명) 순으로 나타났다.

근속기간에 따른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유형의 차이에 대한 χ2 검정 결과, χ2값이 

21.323일 때, 유의확률은 0.006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유형은 근속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HRD 업무경력

HRD 업무경력에 따라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유형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

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Ⅳ-19>와 같다.

구분
하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중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상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합계

χ2 값 /
자유도

2년 미만

빈도 27 30 15 72

χ2=17.456

(df=8,

p=0.026)

기대빈도 24.1 35.0 12.9 72.0

% 37.5% 41.7% 20.8% 100.0%

2년 이상 
5년 미만

빈도 33 49 11 93

기대빈도 31.1 45.3 16.6 93.0

% 35.5% 52.7% 11.8% 100.0%

5년 이상 
10년 미만

빈도 21 31 7 59

기대빈도 19.7 28.7 10.5 59.0

% 35.6% 52.5% 11.9% 100.0%

10년 이상 
15년 미만

빈도 4 15 9 28

기대빈도 9.4 13.6 5.0 28.0

% 14.3% 53.6% 32.1% 100.0%

15년 이상

빈도 3 3 5 11

기대빈도 3.7 5.4 2.0 11.0

% 27.3% 27.3% 45.5% 100.0%

전체

빈도 88 128 47 263

기대빈도 88.0 128.0 47.0 263.0

% 33.5% 48.7% 17.9% 100.0%

<표 Ⅳ-19> HRD 업무경력에 따른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유형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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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결과, HRD 업무경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미만 경력자는 중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41.7%(30명), 하위 수준의 SHRD 활동 유

형 37.5%(27명), 상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20.8%(15명) 순으로 나타났고, 2년 이상 

5년 미만 경력자는 중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52.7%(49명), 하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35.5%(33명), 상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11.8%(11명) 순이었으며, 5년 이상 10

년 미만 경력자는 중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52.5%(31명), 하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35.6%(21명), 상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11.9%(7명) 순이었다. 또한,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자는 중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53.6%(15명), 상위 수준의 SHRD 활

동 유형 32.1%(9명), 하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14.3%(4명) 순이었으며, 15년 이상 

경력자는 상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45.5%(5명), 중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27.3%(3명), 하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27.3%(3명) 순으로 나타났다.

HRD 업무경력에 따른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유형의 차이에 대한 χ2 검정 결과, χ2

값이 17.456일 때, 유의확률은 0.026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유형은 HRD 업무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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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유형별 조직 특성 차이

1) HRD 조직 형태

HRD 조직 형태에 따라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유형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

하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Ⅳ-20>과 같다.

구분
하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중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상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합계

χ2 값 /
자유도

그룹 
연수원

빈도 32 47 26 105

χ2=26.462

(df=8,

p=0.001)

기대빈도 35.1 51.1 18.8 105.0

% 30.5% 44.8% 24.8% 100.0%

계열사 
연수원

빈도 3 6 4 13

기대빈도 4.3 6.3 2.3 13.0

% 23.1% 46.2% 30.8% 100.0%

계열사 
HRD 부서

빈도 32 66 12 110

기대빈도 36.8 53.5 19.7 110.0

% 29.1% 60.0% 10.9% 100.0%

본사 
HRD 부서

빈도 7 6 3 16

기대빈도 5.4 7.8 2.9 16.0

% 43.8% 37.5% 18.8% 100.0%

기타

빈도 14 3 2 19

기대빈도 6.4 9.2 3.4 19.0

% 73.7% 15.8% 10.5% 100.0%

전체

빈도 88 128 47 263

기대빈도 88.0 128.0 47.0 263.0

% 33.5% 48.7% 17.9% 100.0%

<표 Ⅳ-20> HRD 조직형태에 따른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유형의 차이

검정 결과, HRD 조직 형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룹 연수원은 중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44.8%(47명), 하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30.5%(32명), 상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24.8%(26명) 순으로 나타났고, 계열사 연수원

은 중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46.2%(6명), 상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30.8%(4

명), 하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23.1%(3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계열사 HRD 부서는 

유형 2유형 60.0%(66명), 하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29.1%(32명), 상위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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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RD 활동 유형 10.9%(12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사 HRD 부서는 하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43.8%(7명), 중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37.5%(6명), 상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18.8%(3명) 순이었으며, 기타 응답자는 하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73.7%(14명), 중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15.8%(3명), 상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10.5%(2명) 순으로 나타났다. 

HRD 조직 형태에 따른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유형의 차이에 대한 χ2 검정 결과, χ2

값이 26.462일 때, 유의확률은 0.001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

라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유형은 HRD 조직 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HRD 부서 구조

HRD 부서 구조에 따라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유형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

하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Ⅳ-21>과 같다.

구분
하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중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상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합계

χ2 값 /
자유도

독립적인 HRD 전담 부서로 존재
(HR 부서와 분리됨)

빈도 40 64 36 140

χ2=19.233

(df=8,

p=0.014)

기대빈도 46.8 68.1 25.0 140.0

% 28.6% 45.7% 25.7% 100.0%

HR 부서 내 하위부서로 HRD
부서 존재

빈도 20 30 7 57

기대빈도 19.1 27.7 10.2 57.0

% 35.1% 52.6% 12.3% 100.0%

HR 부서 내에 HRD 전담자 배치
(별도 HRD 부서 없음)

빈도 15 24 0 39

기대빈도 13.0 19.0 7.0 39.0

% 38.5% 61.5% 0.0% 100.0%

HR 부서 내 인사업무와 
병행하여 HRD 업무를 담당 

(별도 HRD 전담자 없음)

빈도 10 9 3 22

기대빈도 7.4 10.7 3.9 22.0

% 45.5% 40.9% 13.6% 100.0%

기타
빈도 3 1 1 5

기대빈도 1.7 2.4 .9 5.0

% 60.0% 20.0% 20.0% 100.0%

전체

빈도 88 128 47 263

기대빈도 88.0 128.0 47.0 263.0

% 33.5% 48.7% 17.9% 100.0%

<표 Ⅳ-21> HRD 부서 구조에 따른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유형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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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결과, HRD 부서 구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R 

부서와 분리되어 독립적인 HRD 전담 부서로 존재하는 경우는 중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45.7%(64명), 하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28.6%(40명), 상위 수준의 SHRD 활동 유

형 25.7%(36명) 순으로 나타났고, HR 부서 내 하위부서로 HRD 부서가 존재하는 경우는 
중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52.6%(30명), 하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35.1%(20명), 

상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12.3%(7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별도의 HRD 부서 없이 HR 

부서 내에 HRD 전담자가 배치된 경우 중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61.5%(24명), 하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38.5%(15명) 순으로 상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별도 HRD 전담자 없이 HR 부서 내 인사업무와 병행하여 HRD 업무를 담당하

는 경우 하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45.5%(10명), 중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40.9%(9명), 상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13.6%(3명) 순으로 나타났다.

HRD 부서 구조에 따른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유형의 차이에 대한 χ2 검정 결과, χ2

값이 19.233일 때, 유의확률은 0.014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

라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유형은 HRD 부서 구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산업분류

산업분류에 따라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유형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

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Ⅳ-22>와 같다.

구분
하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중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상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합계

χ2 값 /
자유도

제조업

빈도 24 47 35 106

χ2=29.695

(df=2,

p=0.000)

기대빈도 35.5 51.6 18.9 106.0

% 22.6% 44.3% 33.0% 100.0%

비제조업

빈도 64 81 12 157

기대빈도 52.5 76.4 28.1 157.0

% 40.8% 51.6% 7.6% 100.0%

전체

빈도 88 128 47 263

기대빈도 88.0 128.0 47.0 263.0

% 33.5% 48.7% 17.9% 100.0%

<표 Ⅳ-22> 산업분류에 따른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유형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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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결과, 산업분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중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44.3%(47명), 상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33.0%(35

명), 하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22.6%(24명) 순이었으며, 비제조업은 중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51.6%(81명), 하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40.8%(64명), 상위 수준

의 SHRD 활동 유형 7.6%(12명)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분류에 따른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유형의 차이에 대한 χ2 검정 결과, χ2값이 

29.695일 때, 유의확률은 0.000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유형은 산업분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가. 대기업 HRD 담당자가 인식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수준에 대한 논의

첫째, 대기업 HRD 담당자가 인식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수준을 알아보고자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변인의 기술적 통계량을 분석한 결과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환산 평

균은 3.53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총점 측면에서 

국내 14개 대기업 HRD 담당자 153명을 대상으로 한 Lee et al.(2013)의 연구에서 3.56점, 국

내 기업 HRD 담당자 267명을 대상으로 한 최용범(2009)의 연구에서 3.31점으로 보고된 것

과 비교해 볼 때 유사한 수준으로, 보통보다 높았다. 결과적으로 국내 대기업의 인적자원이 창

조해 내는 무형의 자산이 기업 성과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등장함에 따라 인적자원의 역량 

개발을 토대로 조직의 전략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이 기업 내에서 강화되려

는 움직임이 있다(김진모, 2001; Swanson & Holton, 2009)는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5점 척도의 4점의 수준이 ‘그렇다’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결과는 국내 HRD 

담당자들이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행 수준보다 더 활발하게 전략적 인적

자원개발 활동을 실천에 옮겨야할 필요성을 자각하고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둘째,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하위요인별 수준은 ‘전략과 HRD 통합’(3.69점), ‘전략적 

파트너십’(3.59점), ‘HRD 성과체계 구축’(3.34점), ‘수행향상 시스템 구축’(3.33점) 순으로 나

타났다. 4개의 하위요인 중 ‘전략과 HRD 통합’의 인식 수준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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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인적자원개발이 학습과 성과에만 본연의 초점을 맞추어 온 것에서 벗어나 기업 성과 

창출을 위한 조직의 전략 구조와 연계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선행연구(송영수, 2009; 

York, 2005)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전략적 파트너십’ 또한 높게 인식되었는데, 이

는 최근의 기업 경영에 있어 인적자원개발 부서의 전략적 파트너 역할이 조직 내에서 강조되

고 있음(주용국, 2010; 이찬 외, 2012; Barney, 2001; Peterson, 2008; Ulrich, 1997)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나. 개인 및 조직 특성에 따른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수준 차이에 대한 논의

대기업 HRD 담당자의 개인 및 조직 특성에 따른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인식수준 차

이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연령, 직급, 근속기간, 

HRD 업무경력, HRD 조직 형태, HRD 부서 구조, 산업분류에 따라 각각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첫째, 개인 특성에 따른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수준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에 따라서는 40세 이상의 HRD 담당자가 40세 미만보다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인

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하위요인별로는 ‘전략적 파트너십’, 

‘전략과 HRD 통합’, ‘수행향상 시스템 구축’, ‘HRD 성과체계 구축’ 모두에서 40세 이상의 

HRD 담당자가 40세 미만보다 높은 수준의 인식을 나타내고 있었다. 직급에 따라서는 차 ‧ 부
장급 이상의 HRD 담당자가 사원 ‧ 대리급보다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전략적 파트너십’, ‘전략

과 HRD 통합’에서 차 ‧ 부장급 이상의 HRD 담당자가 사원 ‧ 대리급보다 높은 수준의 인식

을 나타내고 있었다. 근속기간에 따라서는 15년 이상 근속자가 10년 미만의 근속자보다 전략

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하위요

인별로는 ‘전략과 HRD 통합’, ‘수행향상 시스템 구축’에서 15년 이상 근속자가 10년 미만의 

근속자보다 높은 수준의 인식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HRD 업무경력에 따라서는 ‘전략과 

HRD 통합’에서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자가 2년 이상 5년 미만 경력자에 비해 높은 수준

의 인식을 나타내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연령, 근속기간, HRD 업무경력 등이 많고 직급이 높

은 응답자가 연령, 근속기간, HRD 업무경력 등이 적고 직급이 낮은 응답자에 비해 전략적 인

적자원개발 활동의 인식 수준이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 내의 HRD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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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자가 연령 및 직급이 낮은 계층일수록 주로 지시에 의해 활동을 전개하는 반면, 높은 계층

일수록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HRD 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함에 따라 HRD 

역할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밝힌 선행연구(이강봉, 2009)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Pfeffer(1981)에 따르면 조직 맥락 내에서 합법적인 영향력은 조직구성원의 근속기간, 직급 등 

위계적인 요소와 관련이 깊다. 한편, 선행연구(Garavan, 1991; McCracken & Wallace, 

2000b)에 따르면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은 HRD 담당자의 풍부한 경험을 요구한다. 또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은 전통적인 인적자원개발 활동과는 달리 보다 많은 조직의 정보와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실천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다(Gubbins & Garavan, 200

5). 종합하자면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은 연령, 직급 등 위계적인 요소와 근속기간, HRD 

업무경력 등 경험적 요소가 충족되어 인적자원개발 활동 관련 정보 및 자원에 접근가능성이 

높은 HRD 담당자에게서 높게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실제 업무현장에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경험과 연륜을 겸비한 HRD 담당자를 HRD 조직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할 것이다. 

둘째, 조직 특성에 따른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수준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HRD 조직 형태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HRD 조직 유형에 응답하지 않은 기타 응답자가 그룹 

연수원, 계열사 연수원 및 본사 HRD 부서에 응답한 집단에 비해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인식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대상이 국내 30대 그룹사 HRD 담당자였고, 

HRD 조직 유형, HRD 부서 구조를 제외한 응답값에 결측치가 없음을 감안할 때, 자신이 속

한 HRD 조직의 유형을 정의하지 않고 HRD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 담당 업무의 전략적 

역할에 대한 인식이 낮으며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을 활발히 진행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HRD 부서 구조에 따라서는 HR 부서와 분리되어 독립적인 HRD 전담 부

서로 존재하는 경우가 별도의 HRD 부서 없이 HR 부서 내에 HRD 전담자를 배치한 경우보

다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

동 하위요인별로도 ‘전략적 파트너십’, ‘전략과 HRD 통합’, ‘HRD 성과체계 구축’에서 같은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HRD 부서의 독립성 여부에 의해 조직의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수준 고하가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산업분류 상 전략적 인적자

원개발 활동의 수준 차이는 제조업이 비제조업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

다. 선행연구(최용범, 2009)에서 유통, 판매업과 정보통신업이 제조업, 서비스업, 금융업 등 기

타 업종보다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에 대한 평균점수가 높다고 보고하였지만, 이 연구에서

는 다른 결과가 제시되었다. 이는 표집의 특성에 따라 연구 간에 업종이 다르게 분류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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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전개 가능성을 좌우할 수 있는 기업규모(최용범, 2009)가 반영되

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에 업종별, 조직규모별 전략적 인적

자원개발 활동의 수준 차이를 구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다.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유형화에 대한 논의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잠재프로파일을 분석하여 3개의 유형으로 구분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각 유형별 명칭을 하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중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상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인적자원개발의 성숙도를 교육훈련의 성숙도에 따라 단계별로 유

형화하여 제시하거나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특징을 중심으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성숙도 수

준을 구분한 선행연구(이찬, 박연정, 2012; Lee, 1996; McCracken & Wallace, 2000a)와 마

찬가지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이 수준별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유형별 개인 및 조직 특성 차이에 관한 논의

첫째, 개인 특성에 따라 40세 이상, 근속기간 15년 이상, HRD 업무경력 10년 이상에서 각

각 상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에 기대보다 많은 응답자가 존재하는 등 기대빈도와 빈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기업 HRD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전영욱(2009)의 연구 결

과에서 같은 HRD 담당자라도 업무경력에 따라 서로 다른 업무 특성을 가진 데서 HRD 가치

를 인식하는 차이가 기인한다고 보고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둘째, 조직 특성에 따라 연수원 형태의 HRD 조직, HR 부서와 분리된 독립적인 HRD 전

담 부서에서 각각 상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에 기대빈도와 빈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오헌

석, 이현응과 배진현(2011)은 기업의 HR 부서가 담당분야별로 전략적 역할, 교육훈련 역할 

등 명확한 행동을 요구받을 때 기대되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

다. 상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에 속한 독립된 HRD 조직, 독립적인 HRD 담당자가 많았

다는 것은 명확한 역할을 부여받은 후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을 전개할 때 기대되는 역할

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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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대기업 HRD 담당자가 인식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과 개인 및 조직 

특성의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부 연구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국내 대기업 HRD 담당자가 인식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

동의 수준을 구명하는 것이고, 둘째, 국내 대기업 HRD 담당자들의 개인 및 조직 특성에 따른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수준의 차이를 구명하는 것이며, 셋째, 국내 대기업 HRD 담당자가 

인식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을 유형화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대기업 HRD 담당자 전체이다. 대기업을 분류할 경우 인원, 

자본금, 매출액 등에 근거한 분류가 업종별로 상이하여 일관된 기준을 정립하기 어렵다는 한

계가 있어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보 사이트(http://www.korchambiz.net)에서 제공하고 있는 

1000대 기업체 리스트 중 상위 30대 그룹사를 표집 대상으로 선정하여, 해당 기업 HRD 부

서에 근무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을 실시하였다. 대기업 HRD 

담당자는 국내 30대 그룹의 연수원 및 HRD 부서에 소속되어 인적자원개발에 관련된 의도적, 

계획적, 조직적 활동을 수행하는 자를 일컬으며 HRD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고찰

한 후 사례 수 및 회수율을 고려하여 350명을 표집하였다.

조사도구는 질문지를 활용하였으며, 질문지에는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응답자의 개인 

특성 및 조직 특성을 포함하였다. 측정도구는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선행연구에

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입증된 도구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새로 구인화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활용하였으며, 총 3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Likert 척도를 활

용하였다. 도구 개발 과정에서 인적자원개발을 전공한 박사 2명, 박사수료 2명을 통해 내용타

당도 검증을 거쳤으며,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4개의 구인으로 구성될 수 있음이 지지되었다. 

구인의 구성타당도를 재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절대적합지수(χ2, GFI, 

AGFI, RMSEA) 및 증분적합지수(NFI, IFI, TLI, CFI) 모두 수용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적 신뢰도 계수는 예비조사에서 0.858~0.913, 본조사에서 0.860~0.910 으

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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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수집은 우편조사 및 온라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Dillman(2000)이 제시한 자료 수집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먼저 

목표모집단인 2013년 매출액 기준 30대 그룹사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HRD를 담당하고 있는 

협력자에게 개별적인 연락을 취하여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해당 기업의 응답가능 인원을 

파악한 뒤 조사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였다. 이후 협력자가 우편을 통한 조사를 희망할 

경우, 표지, 질문지, 반송봉투 등이 포함된 설문 패키지를 발송하였으며, 보안 강화로 인한 문

서 유출입 제한 등의 사내 규정에 따라 온라인 조사를 희망할 경우에 한해 연구의 취지, 설문

회수기간 등을 명시한 글과 함께 온라인 설문조사 URL을 하이퍼링크로 삽입하여 송부하였다. 

이때 응답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함께 기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

지막으로 설문회신을 약속한 하루 전날 협력자에게 다시 협조를 확인하고, 설문이 취합되지 

않는 경우 한 두 차례에 걸쳐 기간 내에 설문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이 연구에서 전체적인 자료의 배포 및 수집은 2013년 10월 2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이루

어졌고, 3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273부(회수율 78.0%)를 회수하여, 이 중에서 불성실 

응답, 미응답 등의 자료를 제외한 263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0.1, 

AMOS 18, Mplus 6.12를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와 신뢰도 

분석, t-검정, ANOVA, χ2 검정,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HRD 담당자가 인식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수준을 알아보고자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변인의 기술적 통계량을 분석한 결과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환산 평

균은 3.53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하위요인별 수준은 ‘전략과 

HRD 통합’(3.69점), ‘전략적 파트너십’(3.59점), ‘HRD 성과체계 구축’(3.34점), ‘수행향상 시

스템 구축’(3.33점) 순으로 나타났다. 4개의 하위요인 중 ‘전략과 HRD 통합’의 인식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대기업 HRD 담당자의 개인 및 조직 특성에 따른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인식

수준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연령, 직급, 근속

기간, HRD 업무경력, HRD 조직 형태, HRD 부서 구조, 산업분류에 따라 각각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났다. 개인 특성에 따른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수준 차이는 연령에 따라 40세 

이상의 HRD 담당자가 40세 미만보다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직급에 따라서는 차 ‧ 부장급 이상의 HRD 담당자가 사원 ‧ 대리급보다 전략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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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원개발 활동의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기간에 따라서는 15년 이상 근속자

가 10년 미만의 근속자보다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HRD 업무경력에 따라서는 ‘전략과 HRD 통합’에서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자가 2년 이상 

5년 미만 경력자에 비해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특성에 따른 전략적 인적자

원개발 활동의 수준 차이는 HRD 조직 형태에 따라 구체적인 HRD 조직 유형에 응답하지 않

은 기타 응답자가 그룹 연수원, 계열사 연수원 및 본사 HRD 부서에 응답한 집단에 비해 전

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인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HRD 부서 구조에 따라 HR 부

서와 분리되어 독립적인 HRD 전담 부서로 존재하는 경우가 별도의 HRD 부서 없이 HR 부

서 내에 HRD 전담자를 배치한 경우보다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산업분류 상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수준 차이는 제조업이 비제조업에 비

해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잠재프로파일분석 결과 3개의 유형으로 구분되는 것이 가

장 적합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각 유형별 명칭을 하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중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상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으로 명

명하였다.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유형은 중위 수준, 하위 수준, 상위 수준의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상위 수준의 SHRD 유형은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하위요인별 분포 측면에

서 중위 수준, 하위 수준의 SHRD 유형에 비해 하위요인 간 수준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넷째, 개인 특성에 따라 40세 이상, 근속기간 15년 이상, HRD 업무경력 10년 이상에서 각

각 상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에 기대보다 많은 응답자가 존재하는 등 기대빈도와 빈도

의 차이가 나타났고, 조직 특성에 따라 연수원 형태의 HRD 조직, HR 부서와 분리된 독립적

인 HRD 전담 부서에서 각각 상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에 기대빈도와 빈도의 차이가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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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첫째, 대기업 HRD 담당자가 인식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수준은 보통보다 높다. 또

한, 대기업 HRD 담당자가 인식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하위요인 수준은 전략과 HRD 

통합, 전략적 파트너십, HRD 성과체계 구축, 수행향상 시스템 구축의 순으로 높다. 전략적 인

적자원개발이 개입을 토대로 긴밀히 연결되어 조직의 전략기획 및 전략실행에 기여한다는 점에

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HRD 부서 및 

HRD 담당자는 기업 내에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을 높은 수준으로 균형 있게 확보하기 

위해 HRD 성과체계 구축 및 수행향상 시스템 구축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수행향상 시스템 구축을 위해 현업 부서의 업무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HRD 

부서의 수행문제 분석을 실시하고, 수행문제 발생 시 그 원인을 파악하며, 학습활동, 조직개발 

활동, 경력개발 제도 등을 활용하여 수행향상 시스템을 설계함으로써 조직의 효과적인 변화관

리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HRD 성과체계 구축을 위해 회사의 전략과 연계된 성과지표를 설

정하고, 학습활동을 진단하는 활동을 실시하며, 현업적용도 측정에 노력을 기울임은 물론, 학습

활동이 경영전략 및 경영활동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기업 HRD 담당자가 인식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수준은 연령별, 근속기간

별, 직급별로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40세 이상이 40세 미만보다, 15년 이상의 근속자가 

10년 미만의 근속자보다, 차 ‧ 부장급 이상이 사원 ‧ 대리급보다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을 

전반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다. 특히, 연령, 근속기간에 따라서는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하위요인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직급에 따라서는 전략적 파트너십과 전략과 

HRD 통합 요인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이는 수행, 성과 등의 HRD의 가시적인 목적에 

대한 수준 인식에는 사원 ‧ 대리급과 차 ‧ 부장급 이상 직급 간 차이가 없지만, 연계, 통합 등

의 HRD의 비가시적인 목적에 대한 수준 인식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HRD 부서는 사원 ‧ 대리급 HRD 담당자의 인식 향상과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수행 

수준 향상을 위해 최고경영층, 일선 관리자, HRM 부서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활동

의 중요성을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핵심인재 육성전략, 직무역량 체계에 기반한 학습

활동 등 조직의 전략과 연계된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설계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HRD 전문인

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기업 HRD 담당자가 인식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유형은 하위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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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RD 활동 유형, 중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상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 등 세 

집단으로 구분되고 중위 수준, 하위 수준, 상위 수준의 순으로 빈도가 높다. 상위 수준의 

SHRD 유형의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하위요인별 분포를 살펴보면([그림 Ⅳ-3]참조), 중위 

수준, 하위 수준의 SHRD 유형에 비해 하위요인 간 수준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전략적 

파트너십’의 수준이 유형 내 하위요인들의 수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는데(<표 Ⅳ-14>참조), 

이러한 결과는 상위 수준의 SHRD 유형에 속한 응답자들이 전략적 파트너십 역할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음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Wilson(2012)은 인적자원개발이 

운영적인 관점을 지녔다고 생각하는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에 의해 SHRD의 전략적 파트너십 역

할이 축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상위 수준의 SHRD 유형에 속한 HRD 담당자는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을 실현하기 위해 운영중심의 인적자원개발 활동에서 벗어나 전략적 파트

너십 확보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HRD 부서 및 HRD 담당자는 전략

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하여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사업전략과 연계된 HRD 기

능을 논의하고, 경영진과의 신뢰 형성, 소통 증진을 강화하는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기업 HRD 담당자가 인식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유형별 개인 및 조직 특성

에 차이가 있다.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유형 간에는 성별, 연령별, 근속기간별, HRD 업

무경력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많고, 근속기간이 길며, HRD 업무

경력이 많은 HRD 담당자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전략과 연계된 인적자원개발 활동을 실

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은 단순히 운영적인 

활동이 아닌 조직의 전략과 연계된 활동으로 HRD 부서의 전문성과 담당자의 경험 및 숙련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HRD 담당자가 HRD를 지속적으로 전담하게 함은 물론, 

스스로 전문성 개발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잠재적인 인재를 선발한 

후 숙련된 HRD 전문가로 양성하여 역량을 발휘하게 함으로써 기업 내에서 HRD 조직의 전

략적 위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유형 간에는 HRD 조직 유

형별, HRD 부서 구조별, 산업분류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특히, 연수원 형태의 HRD 조

직, HR 부서와 분리된 독립적인 HRD 전담 부서에서 각각 상위 수준의 SHRD 활동 유형에 

기대보다 많은 응답자가 존재한다. 이러한 결과는 구조적이고 통합된 HRD 조직이 구조화되

지 않고 분리된 HRD 조직에 비해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기업이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HRD 조

직 형태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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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언

첫째,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구인에 대한 질적인 연구를 통해 추상적 개념으로 인식

되고 있는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실행 절차를 구명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대

기업의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측정 도구에서 제시한 영역을 종합하여 새로운 하위요인으

로서 전략적 파트너십, 전략과 HRD 통합, 수행향상 시스템 구축, HRD 성과체계 구축 등을 

도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 의하면(이상우, 2006; Walton, 1999) 전략

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요인을 밝히는 것 이외에도 각각의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간에 

절차가 존재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이 연구에서 도출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네 가지 하

위요인은 활동을 중심으로 구인되었으므로, 전문가 인터뷰 등의 질적인 방법을 통해 이러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실행 절차를 밝힐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의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관련 연구들은 전략적 인적자원

개발의 성과 변인으로 조직유효성, 조직성과, 직무성과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성과 변

인은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직접적인 결과 변수라기보다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이차적인 요인

일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응답원에 의해 자기보고방식으로 측정함으로써 동일방법편의의 문제

가 제기되어 왔다. 한편, 선행연구(Clady, 2008)에 의하면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직접적인 성

과는 조직의 핵심역량 향상이라고 제시되고 있다. 인적자원개발의 전략적 기능이 조직의 무형 

자산 중 하나인 핵심역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점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따

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과 이에 직접적인 성과 변인으로 추정되는 핵

심역량 간의 관계를 구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수준에 따라 세 개의 집단으로 유형화하였으

며, 이러한 유형은 HRD 조직 형태나 부서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과 조직성과 변인 간의 관계에 있어 HRD 조직 형

태나 부서 구조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한 조직의 규모나 세부적인 업종과 같은 조직 특성에 따라 조직성과 

변인의 수준 및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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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과 개인 및 조직 특성 측정도구에 대한 전문가 의견 종합

구분 1차 작성안 검토의견

전략적 
파트너십

HRD 임원 또는 부서장은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회의에 참여하여 사업전
략과 연계된 HRD의 기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응답자의 명확한 판단을 위해 ‘우리 회사의 HRD 임원 또는 부서장’을 명확

한 주체로 표현할 필요가 있음[‘우리 회사의 HRD 부서’로 수정].HRD 임원 또는 부서장은 CEO에게 정기적인 보고를 통해 HRD 이슈와 
관련한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전략과 
HRD

통합

HRD 부서는 조직의 비즈니스를 이해하기 위해 핵심사업 및 사업전략을 
분석하고 있다.

§ 비즈니스(business)와 사업이라는 공통적인 용어를 혼재하여 응답자의 혼란
을 야기할 여지가 있음[‘사업’으로 통일함].

HRD 부서는 비즈니스와 연계된 HRD 이슈를 도출하고 있다.

수행향상 
시스템 
구축

우리 회사의 HRD 부서는 회사의 사업전략과 연계된 회사의 편제 및 직
무의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 편제를 사업의 특성에 따른 부문의 구성, 팀 구성, 본사 조직, 지사 조직의 특
징 등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직무 특성을 직무분류체계의 구성, 핵심
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직군 등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각주 제시].

우리 회사의 HRD 부서는 수행향상을 위한 적절한 해결방안
(Intervention)을 설계하고 있다.

§ 응답자마다 인터벤션을 이해하는 범위가 상이할 수 있음[학습활동, 조직개발 
활동, 경력개발 제도 등 으로 각주형태 제시함].

조직특성

§ HRD 조직 형태에서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HRD 조직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선행연구(박지원, 2001; 전동원, 2013;, 황성준, 김진모,

2011을 바탕으로 재구성]

§ HRD 부서 구조에서 ‘③ HR 부서 내에 HRD 담당자 배치(별도 HRD 부서 없음)’ 는 ‘③ HR 부서 내에 HRD 전담자 배치(별도 HRD 부서 없음)’ 로 
수정하는 것이 4번 예제와 차별화 하는데 도움 될 것으로 보임 

§ HRD 부서 구조에서 ‘④ HR 부서 내 인사업무와 병행하여 HRD 업무를 담당(별도 HRD 부서 없음)’ 는 ‘④ HR 부서 내 인사업무와 병행하여 HRD

업무를 담당(별도 HRD 전담자 없음)’ 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① 독립적인 HRD 전담 부서로 존재(HR 부서와 분리됨), ② HR 부서 내 하위
부서로 HRD 부서 존재, ③ HR 부서 내에 HRD 전담자 배치(별도 HRD 부서 없음), ④ HR 부서 내 인사업무와 병행하여 HRD 업무를 담당(별도 
HRD 전담자 없음), ⑤ 기타 로 수정]

문항 
구성

§ ‘HRD 성과체계 구축’은 HRD 부서가 조직의 전략과 연계된 성과지표를 토대로 학습활동의 개발 및 운영, 현업 적용도, 경영성과 기여도, ROI 등을 
평가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반영한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 구인의 정의를 제시하고 구인별로 조사도
구를 구획화시키는 절차는 연구의 타당성을 저하시키므로 지양할 것 [구인별 구획 없이 29개 문항을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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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예비조사용 설문지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과 개인 특성 및 조직 특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과 HRD 담당자의 개인 특성 및 조직 특성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HRD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본 설문조사지는 크게 1)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2) 개인 특성 및 조직 특성의 두 영역으로 구분 되어 있고, 설문 응답에는 약 15분 정도가 소요

될 예정입니다. 

각 지문을 꼼꼼히 읽으시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결과는 

통계법 8조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될 것이며, 통계법 13조 2항에 의거하여 오직 연구를 위

한 자료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정확한 연구 결과를 위해 일반적으로 바람직

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응답하지 마시고 귀하의 평소 생각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바쁘신 가운데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3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석사과정 정 보 영 드림

지도교수 이 찬

[연구자 연락처] 정보영 010-xxxx-2192, viautu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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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전략적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 HRD) 활동”은 회사의 사업목표 달성을 위

해 인적자원개발 부서와 회사 내 주요 이해관계자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인적자원개발의 기

능 및 역할을 회사의 전략과 연계하여 수행향상 시스템 및 성과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조직구성원의 학습, 

수행 ‧ 성과, 변화를 촉진하는 활동으로 다음은 귀하의 회사에서 이러한 활동이 얼마나 잘 실행되고 있는

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반영한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회사의 경영진은 HRD 부서가 조직구성원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회사의 경영진은 사업 수행상의 문제 발생 시 HRD 부서의 
참여와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회사의 경영전략에는 HRD 부서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회사의 HRD 부서는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회의에 참여
하여 사업전략과 연계된 HRD의 기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회사의 HRD 부서는 CEO에게 정기적인 보고를 통해 
HRD 이슈와 관련한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회사의 HRD 부서는 핵심가치 및 주요 경영방침을 
조직구성원에게 전파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회사의 HRD 부서는 교육과정 시행 전에 사전정보1)를 
해당 부서 관리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회사의 타 부서 관리자들은 교육 대상 선발 또는 새로
운 HRD 제도 시행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회사의 타 부서 관리자들은 조직구성원들의 역량이나 직무
성과에 문제가 있을 때 HRD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회사의 HRD 부서는 회사의 사업을 이해하기 위해 핵심
사업 및 사업전략을 분석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 학습목표, 주요내용, 학습 후 향상될 역량, 시기,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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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우리 회사의 HRD 부서는 회사의 장․단기 사업 환경의 변화를 
파악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우리 회사의 HRD 부서는 회사의 사업전략과 연계된 회사의 
편제2) 및 직무의 특성3) 을 분석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우리 회사의 HRD 부서는 사업과 연계된 HRD 이슈를 도출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 회사의 HRD 부서는 회사의 전략과 연계된 인재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우리 회사의 HRD 부서는 핵심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학습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우리 회사의 HRD 부서는 리더의 육성 단계를 선정하고, 
단계별 정의, 역할, 행동지표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우리 회사의 HRD 부서는 리더십 역량 체계에 기반하여 학습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우리 회사의 HRD 부서는 직무 전문가의 육성 단계를 
선정하고, 단계별 정의, 역할, 행동지표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우리 회사의 HRD 부서는 직무역량 체계에 기반하여 학습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우리 회사의 HRD 부서는 수행문제 분석을 위해 현업 부서의 
업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우리 회사의 HRD 부서는 현업 부서에서 발생하는 수행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우리 회사의 HRD 부서는 수행향상을 위한 적절한 해결방안
(Intervention)4)을 설계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우리 회사의 HRD 부서는 수행향상을 위한 해결방안의 
효과적 실행과 변화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
우리 회사의 HRD 부서는 수행향상을 위한 해결방안의 
실행 후에 이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5
우리 회사의 HRD 부서는 회사의 전략과 연계된 성과지표
(KPI)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사업의 특성에 따른 부문의 구성, 팀 구성, 본사 조직, 지사 조직의 특징 등 
3) 직무분류체계의 구성, 핵심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직군 등
4) 학습활동, 조직개발 활동, 경력개발 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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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6
우리 회사의 HRD 부서는 학습활동이 효과적으로 개발 및 운영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활동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7
우리 회사의 HRD 부서는 학습활동이 현업에 적용된 정도를 
측정하고, (전이)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8
우리 회사의 HRD 부서는 학습활동이 회사의 전략 및 경영
성과 달성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9
우리 회사의 HRD 부서는 학습활동의 결과를 재무적 관점
(비용-편익분석, ROI 등)에서 평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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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개인 특성 및 조직 특성

다음은 귀하의 개인 특성 및 소속 조직의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번호에 ✓체크를 하시거나 정확한 내용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여성          ② 남성

2. 귀하여 연령은?    만 (       )세

3. 귀하의 직급은?  

  ① 사원

  ② 대리급

  ③ 과장급 

  ④ 차장급

  ⑤ 부장급 이상

4. 귀하의 현 직장 재직기간은?    (       )년 (       )개월

5. 귀하의 HRD 업무경력은?    (       )년 (       )개월

6. 귀하께서 속한 HRD 조직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그룹 연수원

  ② 계열사 연수원

  ③ 계열사 HRD 부서

  ④ 본사 HRD 부서

  ⑤ 기타(구체적으로:                    )

7. 귀사 HRD 부서의 구조는 다음 중 어떠한 형태입니까?

  ① 독립적인 HRD 전담 부서로 존재(HR 부서와 분리됨) 

  ② HR 부서 내 하위부서로 HRD 부서 존재

  ③ HR 부서 내에 HRD 전담자 배치(별도 HRD 부서 없음)

  ④ HR 부서 내 인사업무와 병행하여 HRD 업무를 담당(별도 HRD 전담자 없음)

  ⑤ 기타(구체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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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대분류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5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업

9 숙박 및 음식점업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 부동산 및 임대업

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6 교육서비스업

1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0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21 국제 및 외국기관

8. 귀사의 업종은 무엇입니까?  (             ) 

(※ 아래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고하여 해당 번호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긴 시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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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본조사용 설문지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과 개인 특성 및 조직 특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과 HRD 담당자의 개인 특성 및 조직 특성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HRD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본 설문조사지는 크게 1)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2) 개인 특성 및 조직 특성의 두 영역으로 구분 되어 있고, 설문 응답에는 약 15분 정도가 소요

될 예정입니다. 

각 지문을 꼼꼼히 읽으시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결과는 

통계법 8조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될 것이며, 통계법 13조 2항에 의거하여 오직 연구를 위

한 자료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정확한 연구 결과를 위해 일반적으로 바람직

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응답하지 마시고 귀하의 평소 생각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바쁘신 가운데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3년 1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석사과정 정 보 영 드림

지도교수 이 찬

[연구자 연락처] 정보영 010-xxxx-2192, viautu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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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

“전략적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 HRD) 활동”은 회사의 사업목표 달성을 위

해 인적자원개발 부서와 회사 내 주요 이해관계자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인적자원개발의 기

능 및 역할을 회사의 전략과 연계하여 수행향상 시스템 및 성과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조직구성원의 학습, 

수행 ‧ 성과, 변화를 촉진하는 활동으로 다음은 귀하의 회사에서 이러한 활동이 얼마나 잘 실행되고 있는

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반영한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회사의 경영진은 HRD 부서가 조직구성원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회사의 경영진은 사업 수행상의 문제 발생 시 HRD 부서의 
참여와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회사의 경영전략에는 HRD 부서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회사의 HRD 부서는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회의에 참여
하여 사업전략과 연계된 HRD의 기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회사의 HRD 부서는 CEO에게 정기적인 보고를 통해 
HRD 이슈와 관련한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회사의 HRD 부서는 교육과정 시행 전에 사전정보1)를 
해당 부서 관리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회사의 타 부서 관리자들은 조직구성원들의 역량이나 직무
성과에 문제가 있을 때 HRD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회사의 HRD 부서는 사업과 연계된 HRD 이슈를 도출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회사의 HRD 부서는 회사의 전략과 연계된 인재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회사의 HRD 부서는 핵심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학
습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 학습목표, 주요내용, 학습 후 향상될 역량, 시기,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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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우리 회사의 HRD 부서는 리더의 육성 단계를 선정하고, 
단계별 정의, 역할, 행동지표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우리 회사의 HRD 부서는 리더십 역량 체계에 기반하여 학습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우리 회사의 HRD 부서는 직무 전문가의 육성 단계를 
선정하고, 단계별 정의, 역할, 행동지표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 회사의 HRD 부서는 직무역량 체계에 기반하여 학습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우리 회사의 HRD 부서는 수행문제 분석을 위해 현업 부서의 
업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우리 회사의 HRD 부서는 수행향상을 위한 적절한 해결방안
(Intervention)2)을 설계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우리 회사의 HRD 부서는 수행향상을 위한 해결방안의 
효과적 실행과 변화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우리 회사의 HRD 부서는 수행향상을 위한 해결방안의 
실행 후에 이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우리 회사의 HRD 부서는 회사의 전략과 연계된 성과지표
(KPI)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우리 회사의 HRD 부서는 학습활동이 효과적으로 개발 및 운
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활동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우리 회사의 HRD 부서는 학습활동이 현업에 적용된 정도
를 측정하고, (전이)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우리 회사의 HRD 부서는 학습활동이 회사의 전략 및 경
영성과 달성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학습활동, 조직개발 활동, 경력개발 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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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개인 특성 및 조직 특성

다음은 귀하의 개인 특성 및 소속 조직의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번호에 ✓체크를 하시거나 정확한 내용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여성          ② 남성

2. 귀하여 연령은?    만 (       )세

3. 귀하의 직급은?  

  ① 사원

  ② 대리급

  ③ 과장급 

  ④ 차장급

  ⑤ 부장급 이상

4. 귀하의 현 직장 재직기간은?    (       )년 (       )개월

5. 귀하의 HRD 업무경력은?    (       )년 (       )개월

6. 귀하께서 속한 HRD 조직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그룹 연수원

  ② 계열사 연수원

  ③ 계열사 HRD 부서

  ④ 본사 HRD 부서

  ⑤ 기타(구체적으로:                    )

7. 귀사 HRD 부서의 구조는 다음 중 어떠한 형태입니까?

  ① 독립적인 HRD 전담 부서로 존재(HR 부서와 분리됨) 

  ② HR 부서 내 하위부서로 HRD 부서 존재

  ③ HR 부서 내에 HRD 전담자 배치(별도 HRD 부서 없음)

  ④ HR 부서 내 인사업무와 병행하여 HRD 업무를 담당(별도 HRD 전담자 없음)

  ⑤ 기타(구체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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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대분류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5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업

9 숙박 및 음식점업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 부동산 및 임대업

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6 교육서비스업

1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0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21 국제 및 외국기관

8. 귀사의 업종은 무엇입니까?  (             ) 

(※ 아래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고하여 해당 번호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긴 시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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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is for the Master of Science in Education
i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13

Major Advisor : Chan Lee, Ph. 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and strategic human resource development(SHRD) activities 
perceived by HRD practitioners in Korean large corporations. To achieve the purpose, the 
specific research objectives were set. First, identify the level of strategic human resource 
department activities perceived by HRD practitioners in Korean large corporations. Second, 
identify the difference in the level of strategic human resource department activities 
according to the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of HRD practitioners in 
Korean large corporations. Third, categorize the strategic human resource department 
activities perceived by HRD practitioners in Korean large corporations. Fourth, identify the 
difference in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for each of the SHRD activities 
type perceived by HRD practitioners in Korean large corporations.

  The population of this study was the all HRD practitioners in Korean large 
corporations. However, random sampling method could not be applicable because the actual 
number of population was difficult to be identified. Therefore, this study was restrict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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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arget population as HRD practitioners in Top 30 group companies in Korea, and 
purposive sampling was conducted for the employees working in the HRD department for 
each of the companies. After reviewing the existing studies, 350 practitioners were 
sampled in consideration of the number of examples and the return rate.

A questionnaire was used as a research tools including SHRD activities and the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 The measurement items 
were developed and constructed newly based on the items proven for their validity and 
credibility in the previous research. The questionnaire consisted a total of 37 questions 
and 5-point Likert scale was utilized. In the item development process, the content 
validity verified through 2 Ph.Ds, 2 doctoral completion who majored in HRD. And through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the measurement for SHRD activities were constructed as 
4 factors. Afterwards, the construct validity was re-verified through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investigation for reliability of items was conducted. Data collection was 
carried out from October 21st 2013 to November 19th 2013, 35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273 of them returned (return rate 78.0%). After excluding insincere 
answers and non-responses, 263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The 
statistics technique used for the analysis were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latent profile analysis(LPA), and χ2 test. 

The result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score of SHRD activities 
perceived by HRD practitioners in large corporations was 3.53 out of 5, which is higher 
than normal level. The levels of sub factors of SHRD activities were ‘integration of 
organizational strategy and HRD(3.69)’,‘strategic partnership(3.59)’,‘construction of HRD 
performance system(3.34)’, and‘construction of organizational performance improvement 
system(3.33)’. Second, the levels of SHRD activities perceived by HRD practitioners in 
large corporations showed differences for the age, position, length of service, HRD career, 
HRD organization form, HRD department structure, and industrial classification. Third, the 
SHRD activities types were classified into 3 types of 『low level of SHRD activities』, 
『middle level of SHRD activities』, and 『high level of SHRD activities』 based on the 
advanced literatures. Fourth,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gender, age, length of 
service, HRD career, form of HRD organization, structure of HRD department, and 
industrial classification for each type of SHRD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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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clus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 First, organization 
needs to put in an effort to build up the system for performance improvement and HRD 
performance management in order to make HRD department and HRD practitioners do 
strategic role of HRD activities. Second, HRD department needs to help HRD practitioners 
to be HRD professionals by having opportunity to design learning activities based on the 
system of job competency, training strategy for talent management. Third, there is a need 
for the HRD department and HRD practitioners to actively participate in building of 
strategic partnership. Fourth, HRD practitioners are able to be in charge of HRD 
continuously in order that they can have enough career experience in the fiel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nsure the independence of the HRD department to promote 
the level of SHRD.

Based on the conclusion, some recommendations for further research were suggested: 
First, through a qualitative study with SHRD activities,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implementing procedure for SHRD which has been recognized as an abstract concept. 
Second,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direct influence SHRD activities on the 
corporation's performance such as organizational core competences. Third, it is necessary 
to conduct research that considers various situational factors that could influence SHRD 
activities.

Key Words: Strategic Human Resource Development(SHRD), SHRD activities, Latent Profile 
Analysis(LPA), HRD practitioners, Large corporations

Student Number: 2012-2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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