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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 자원개발에 한 국가간 비교연구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체제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한국, 미국, 일본의 국가인 자원개발기획을 

분석하 다. 한국에서는 통합 인 국가인 자원개발계획이 존재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개별 인 형태로 인 자원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인 자원개발계획은 우호  수립환경, 목표의 구체화･객 화 도모, 시

행･조정  평가를 한 제도  장치의 마련이 특징이다. 미국은 구체  성과

목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분을 극 으로 활용, 의회, 지방자치단체, 부처

간 력  조정 메커니즘을 제도화한 이 특징이다. 일본은 노동시장  사

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인 자원개발의 필요성 강조, 세부계획  행동계획을 

통한 평가의 강조,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의 임과 트 십 형성이 특징이다. 

【주제어: 인 자원개발, 국가인 자원개발기획, 체제분석】

Ⅰ. 서 론

21세기는 정보화, 국제화, 지식 기반사회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에서는 지식을 창조하고 활용하며 확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식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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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과 활용은 국가 및 경제 발전의 핵심이며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은 창의적인 지식 창출과 국가 사회에서 유용한 

지식의 구축과 활용에 초점을 두고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인적자원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인적

자원개발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적자원개발이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인식되고 이와 관

련된 정책이 수립·집행됨에 따라 국가인적자원개발(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NHDR)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Kuchinke, 2003: Sparrow 
et al,. 2004). 국가인적자원개발은 인적자원개발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정부

의 역량과 제도를 말하는데 최근 국가경쟁력의 차이가 이와 같은 부분에서 기

인한 것이란 판단 하에 국가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비교 연구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비교인적자원개발(Comparative Human Resource Development, CHRD)이란 명칭으

로 불리는 이 분야는 국가별 교육 및 직업개발 시스템과 같은 인적자원개발 시

스템을 비교 평가하는 분야이다(Metcalfe and Rees, 2005). 하지만 인적자원개발

의 개념, 특성, 연구의 범위, 분석이론 등이 복잡하고 다양하여 국가 간 비교 연

구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Beer and Cannon, 2004). 그 

동안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국가간 비교 연구가 직업교육과 훈련(Finlay et al. 
1998), 고등교육(Clark, 1983), 관리교육(Lee et al. 1996), 고용개발(Harrison 1998), 
영미 대학원 HRD(Human Resource Development) 과정의 비교 연구(Kuchinke, 2003)
와 같은 것에 국한된 것은 이와 같은 현실을 잘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국가별 정책에 대한 비교연구가 적은 이유는 인적자원

개발 개념이 가지는 다양성･복잡성 외에도 인적자원개발의 학문적 근원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인적자원개발이 학문적 영역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며 그 출발도 미국, 정확하게 Anglo-American 학자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Metcalfe and Rees, 2005: Budhwar and Sparrow, 2002). 
이들은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적자원개발의 개념적 범위를 인적

자본(Human Capital)까지 확대하였지만 그 연구의 대상은 심리적･교육적 측면에 

초점을 둔 인력개발, 문화, 리더십, 조직학습과 같은 것이 대부분이었다(Easterby 
-Smith and Cunliffe, 2004). 이들에게 인적자원개발의 중요한 주체는 민간이었으

며 국가가 나서서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것은 관심대상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Edwards and Kuruvilla, 2005). 
2000년을 전후로 Anglo-American의 인적자원개발 모델에 대한 의문(Hofstede, 

1993 : Budhwar and Debrah, 2001), 유럽과 아시아 국가의 학자들에 의한 인적자

원개발에 대한 관심의 증대, 인적자원개발 전략의 형성과 집행이 정부의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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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이란 점이 인식됨(ILO, 2003 : 김신복, 2001)에 따라 인적자원개발정책에 대

한 국가간 비교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Brewster et al., 1996: Kochan et 
al 1992).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국가인적자원개발 

기획체제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비교대상으로 미국과 일본을 선정한 이유는 

미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인적자원개발계획을 수립하며 집행하는 주도적

인 기관이 부재하고, 이 두 국가간에도 인적자원개발 체제의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민간부분의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인적자원개발 기획

체제에 대한 비교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준시점이 중요한데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을 설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비교분석 대상기간을 이와 같이 

설정한 이유는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 국가인적자원개발체제가 다양한 측면에

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Ⅱ. 인적자원개발기획 비교분석 모형- 체제분석 모형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비교 연구는 비즈니스 영역에서 국제화의 심화, 새로운 

경제 블록의 성장, 국내 또는 국제적인 경쟁의 심화로 인하여 그 필요성이 증가

해오고 있다(Brewster et al., 1996). 또한 기업의 성과 향상과 조직의 성공에 인

적자원개발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도 비교연구의 필요성을 키

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비교분석은 국가수준, 기업수준, 개인수준과 같이 다양

한 수준에서 이루어진다(Kochan et al., 1992). 이때 주요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

슈들은 국가, 기업, 개인 수준에서 (1) 인적자원관리가 어떻게 구조화 되었는지 

(2) 어떤 전략이 논의되고 있는지 (3) 어떤 것이 실행에 옮겨지는지 (4) 차이점

과 유사점은 무엇인지 (5) 문화, 정부정책, 교육제도와 같은 특성이 인적자원개

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와 같은 것들이다(Budhwar and Sparrow, 2002). 주
요 연구방법으로는 경제발전 접근(Economic Development Approach), 환경적 접

근(Environmental Approach), 행태적 접근(Behavioral Approach), 개방 체제 접근

(Open Systems Approach), 상황론적 접근(Contingency Approach) 등이 활용되고 

있다(Nath, 1988). 
경제발전 접근은 관리적 투입(managerial input)이 산업발전과 경제 발전에 중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는 접근으로 거시적 차원에서 관

리의 경향과 발전에 대해 검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환경적 접근은 관리

적 효과성이 사회, 법, 정치, 경제 및 교육과 같은 외부 환경적 요소의 함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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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경제발전 접근이 환경적 요소 중 경제적인 요소에만 관

심을 가지는 것에 비해 이 접근법은 다양한 결정요소를 가정으로 하고 있으며 

환경을 폭넓은 틀에서 개념화 시킨다. 행태적 접근은 조직행태분야에서 개발된 

것으로 관리 실제(practice)와 관리의 효과성이 태도, 신념, 가치체계, 행태적 패

턴, 관리 철학 등과 같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접근법이다. 또한 

이 접근법은 개인과 그룹의 행태적 패턴(behavioral patterns)과 관리 실제

(practice) 및 효과성에서 문화적 요소가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개방 체제 접

근은 조직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다. 이 접근은 조직, 과업, 사회적 

요소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다. 여기서 조직은 규모와 기술을, 과업은 배분자, 
공급자, 고용인, 정부, 이해관계자를, 사회는 거시적 환경을 의미한다. 상황론적 

접근은 선발, 교육훈련, 경력개발, 보상 등과 같은 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맥락적 변수(contextual variable), 기업 특정 변수(firm-specific variable), 상황적 변

수(situational variable)를 상정하고 이를 분석하는 접근방법이다(Wehch, 1994). 여
기서 맥락적 변수는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있는 국가(host country)의 법적 시스

템, 본사가 있는 국가와 법인이 있는 국가(employees' country)의 문화적 거리를 

말하고, 기업 특정 변수는 국제화 수준, 산업 유형, 전략과 구조, 조직 문화의 

연계성을 말한다. 그리고 상황적 변수는 통제의 필요성, 시간, 의사결정지역, 인
력 가용성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틀을 활용하여 수행되는 인적자원개발 비교연구는 기업수준에서 

인적자원개발의 실제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즉 이들 분석틀을 활

용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기업 수준에서 채용, 선발, 교육, 경력개발, 성과평가, 
보수 등과 같은 인적자원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인적자원관리

가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1). 따라서 

한국, 미국, 일본의 인적자원개발기획 체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목적과 

범위에 부합하는 분석틀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국가차원의 

인적자원개발계획이 가지는 특징에 대하여 살펴볼 때 가능하다. 
국가인적자원개발계획은 정부차원에서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무엇을 해야 

하며, 왜 그것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설정하는 계획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제접근 방법을 활용하여 인적자원개발 기획체제

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김신복, 2005)2). 

1) 인 자원 리가 경쟁우 확보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역을 략  

인 자원 리(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SHRM)라 한다. SHRM에서는 인

자원 련 부서의 역할, 장기 기획, 조직 략에 부합하는 인 자원 리, 직무몰입 

등이 강조된다(George Strauss, 2001). 

2) 이 근법은 개방체제모형과 유사하다. 하지만 개방체제가 인 자원개발에 향을 미

치는 요인에 을 맞춘 반면 체제 근모형은 체제의 특징을 구체 으로 분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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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석대상에 체제라는 개념을 적용할 때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서 

Churchman(1968)은 ⅰ) 체제의 목표, 즉 체제 전반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

준 또는 척도 ⅱ) 체제의 환경, 즉 외적 제약조건, ⅲ) 체제의 자원 ⅳ) 체제의 

구성부분 및 활동, ⅴ) 체제의 관리를 제시하였다. Weber Talcott parson류의 사

회체제 모형의 경우에는 ⅰ) 행위자, ⅱ) 목표 ⅲ) 도구를 주요요소로 파악하고 

있고 이러한 영향을 받은 네델란드의 경제학자 Tinbergen(1967)은 ⅰ) 행위자

(actor), ⅱ) 과업(task), ⅲ) 기본 요소(element)를 들고 있다. 그리고 Bicanic(1967)
은 Tinbergen이 제시한 요소에 개방체제의 성격을 강조해 환경 요소를 추가하였

다. 여기서 기획의 주체로서 행위자는 인간에 국한되지 않고 조직 및 제도까지

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이다3). 결국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평가하기 위한 

모형은 ⅰ) 환경, ⅱ) 목표 ⅲ) 수단 ⅳ) 인적요소 ⅴ) 제도적 장치의 다섯 가지 

변수를 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림 1> 체제 평가 모형

환
경

수 단목 표

인 적 요 소

제 도 적 인 장 치

이렇게 설정된 변수들의 구체적인 개념 및 구성요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데, 이를 통해 비교 분석에 사용할 내용상의 초점을 설정해 주기 때문이다. 
먼저 환경은 어떠한 체제에 영향을 주는 체제의 외적 요소들을 말하는 것으

로, 그 구성요소로는 인적자원개발의 필요성 및 수요, 사회경제적 배경, 역량, 
정부와 민간간의 관계를 들 수 있다(Bicanic, 1967). 목표는 장래에 성취하고자 

하는 최종 성과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목표는 기획의 첫 단계이기도 하지만 

산출이 되기도 한다. 즉 처음의 목표가 그 실행가능성과 효율성인 수단을 강구

하는 기획과정을 거쳐 수정되는 것이 계획에 나타난 최종 목표인 것이다. 

해 분석틀을 설정한 것이다. 

3) 인간과 조직 제도 양자는 개념상으로는 함께 다룰 수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해 양자를 분리해서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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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chell(1962)은 효율적인 목표가 되기 위해서는 성취수단의 강구, 인과성, 실현

가능성, 측정가능성, 구체성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체제 평

가 모형에서는 목표가 가지는 이러한 특징들을 충족하였는지 분석하는 것이 중

요하다. 수단은 계획과정의 산출로서 계획에 제시된 실천방안을 가리키는 것이

다. 계획의 수단은 자원과 그 사용방법이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 기구 또는 제

도가 중심이 된다(Griffin, Keith and Enos, 1970). 수단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하

위계획, 자원수급 및 예산, 제도 및 조직을 들 수 있다(김신복, 2005). 
하위계획은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계획목표를 실천으로 연결시키는 수단의 역

할을 한다. 자원수급 및 예산은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충분히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지를, 제도 및 조직은 계획을 집행하는 제도 및 조직이 존재하고 그 과정에

서 제도형성(institutional building) 및 기관형성이 일어나는지를 말한다. 인적요소

는 환경으로부터 요구와 지원을 받아들여 목표와 수단을 탐색하고 설정하고 그

것을 집행하는 주체를 말하는 것으로 정책결정자, 전문적 기획가, 집행 및 평가

요원, 민간집단 등을 들 수 있다. 인적요소와 관련된 변수로는 정치적 지도력, 참
여(participation), 의사소통을 들 수 있다. 제도적 장치는 계획과 관련된 다양한 

기능들이 안정성 있게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법령

과 제도, 기구와 조직 및 관습이나 규범 등 무형의 제도도 포함한다. 제도적 장

치의 하위 변수들은 조정체제(coordination system), 의사결정체제(decision making 
system), 통제체제(control system), 평가체제(evaluative system) 등이 있다.  본 연

구는 체제모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한국, 미국, 일본의 인

적자원개발 기획체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항목 구체  내용

○ 환경  인 요소

￭ 필요성  수요

￭ 사회경제  배경

￭ 역량

￭ 정치  지도력

○ 목표

￭ 실 가능성 

￭ 인과성

￭ 측정가능성

￭ 구체성

○ 수단

￭ 하 계획

￭ 자원수   산

￭ 제도  조직

○ 제도  장치

￭ 조정 

￭ 의사결정

￭ 통제

￭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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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인적자원개발의 개념 및 정책

1. 인적자원개발의 개념

인적자원개발4)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다양하다. Stewart and McGoldrick(1996)
은 인적자원개발을 조직과 개인의 학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들과 절차들

을 포함하는 것으로 현상유지보다는 변화에 초점을 둔 유기적이고 장기적이며 

전략적인 계획된 조치(intervention)라 정의내리고 있다. Nadler(1970)는 이를 특정

한 시점에 행태의 변화를 만들기 위한 조직화된 활동들의 연속으로 이해한다. 
McLagan(1995)은 인적자원개발을 개인과 조직의 성과를 향상하기 위한 조직개

발, 경력개발과 같은 교육과 개발의 통합된 활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Swanson(2001)은 인적자원개발을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해 조직개발과 개인

훈련 및 교육활동을 통해서 조직내 인적자원의 전문성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과정이라 정의한다.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이 같은 정의는 Anglo American의 개

념적 정의를 따른 것이다. 이들은 인적자원개발을 채용, 선발, 교육, 평가와 같

은 인사관리 영역과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자원개념으로 인적자

원개발을 이해한다(Strauss, 2001). 1960년대 미국에서 형성된 인적자원개발 개념

은 인적자원개발을 이해하는 다양한 모델의 개발, 국제화의 심화 및 유럽 및 아

시아 국가 학자들의 관심의 증대로 인해 인적자원개발의 개념은 확대된다. 

2. 인적자원개발 모델 및 국가인적자원개발

인적자원개발 개념의 확대는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모델들을 살펴보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모델은 적

합모델(Matching Model), 하버드모델(Harvard Model), 상황모델(Contextual Model), 
5-p 모델, 유럽 모델(European Model)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Budhwar and 
Debrah, 2001). 적합모델(Matching Model)은 미시간과 뉴욕학파에 의해 생성된 

개념으로 인적자원을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원이라는 측면을 강조한

다. 하지만 이 모델은 인적자원을 조직의 전략에 적합시킨다는 측면에서 수동적

4) 인 자원개발개념과 구분하여야 할 개념으로 교육(education)이 있다. 인 자원개발이

란 인 자원을 양성하는 것 뿐 아니라 인 자원을 재 소에 배치하고 평생에 걸쳐 

잠재능력이 계발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에서 인 자원

개발은 경제 는 산업발 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데 국한되지만, 넓은 의미에서

는 지식･기술 뿐 아니라 도덕･ 능･개성･인성 등 모든 사람들이 타고난 자질을 충분

히 계발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과거에는 이 개념이 좁은 의미로 사용되었

기 때문에 교육학자들 사이에 교육을 지나치게 경제활동 주로 생각한다는 거부감이 

있었지만, 지 은 인 자원개발을 넓은 의미로 규정하고 있다(김신복,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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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Storey, 1995). 적합모델이 경성모델(hard model)이라면 

하버드모델(Harvard Model)은 종업원과 고용인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인적자

원개발에 있어 인간적 측면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연성모델(soft model)이라 할 

수 있다. 이 모델은 조직에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이해 및 상호신뢰, 개인 

및 그룹의 성과 향상에 관심을 가진다. 상황모델은 인적자원개발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기술적, 정치․사회적 요인은 무엇인지, 조직적 특성과 인적자원

개발전략의 관계는 무엇인지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한다. 5-p 모델은 전략적 통

합모델(strategic integration)로 불리는데 이 모델은 전략과 인적자원관리의 통합, 
정책분야와 계층(hierarchies)에서 일관된 인적자원정책, 일상의 한 부분으로 일선

관리자와 종업원에 의해 수용되고 조정된 인적자원개발 기능의 실행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Schuler(1992)는 5-p 즉 철학(philosophies), 정책

(policies), 프로그램(programmes), 실행(practices), 절차(processes)를 강조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인적자원개발 모델은 미시적이고 조직적 측면에 초점을 맞

춘 것이라면 유럽모델은 인적자원 전략과 인적자원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앞서 살펴본 요소들과 함께 국가문화, 권력체계, 입법, 교육과 같은 외적환

경을 중요시 한다(Brewster, 1995). 유럽모델의 중요 관심사는 인적자원전략과 인

적자원 실행에 국제적 요인, 경제적 요인, 국가적 요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가이다. 
최근 인적자원개발 모델이 유럽모델로 확대됨에 따라 국가적 수준에서 인

적자원개발을 비교분석하고자 하는 논의도 다양하다. Metcalfe and Rees(2005)
는 인적자원개발 비교분석의 영역을 국제인적자원개발(Glob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비교인적자원개발(Comparative Human Resource Development), 국가인

적자원개발(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로 구분하였다. 국제인적자원개발

은 다국적 기업(Multinational Corporation)에서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관심을 두는 것

으로, 상이한 문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 및 교육, 역량개발, 국제조직 개발과 같은 것

에 초점을 맞춘다. 국제인적자원개발은 전통적으로 인적자원개발 비교연구에서 관심

을 가진 분야이다. 비교인적자원개발은 서로 다른 국가간 교육 및 직업 시스템과 같

은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을 평가하고 제도 및 문화 분석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

로 한다. 여기서 인적자원개발은 국가적 맥락에서 가장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는 것

으로 사회 및 문화적 과정, 제도적 틀, 입법 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마
지막으로 국가인적자원개발은 인적자원개발을 사회적 경제적 발전에 불가결한 요소

로 보고 국가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역량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민간･공공부분에서 인적자원개발을 수행･집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

한 제도적 틀의 개발에 관심을 가진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인적자원개발이 조직적이고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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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던 것과 달리 경제 및 사회 발전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와 같은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으며(Budhwani, et 
al., 2004 : Zidan, 2001), 국가적 차원으로 인적자원개발개념이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신복(2001)은 인적자원개발을 국가･사회발전과 국

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갖추어야할 기술력, 정보력, 그리고 도덕적 

성숙 등 가치 있는 인간의 제 능력과 품성이라고 하여 인적자원개발 개념을 넓

게 정의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실무차원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 개

념은 개별차원과 국가차원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기도 하다(NHRD 비전과 추

진전략 연구팀, 2003). 

가치창출의 과정 = 인적자원의 형성 + 인적자원의 활용인적자원개발의 정의
개별차원

투자활동 사적효율성 = 진로 및 전공선택 + 인재발굴 및 육성

국가발전전략 = 사회적 효율성 + 공정성인적자원개발의 정의
국가차원

Infra 구축  고효율지원체제 = 정보유통 + 시장실패보완

(교육·훈련 등) (취업·연구개발 등)

(개인) (기업)

(교육, 노동, 연구개발 등)

이상 논의를 살펴볼 때 인적자원5)은 태도나 가치관과 같은 기초소양과 특정 

직무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인 전문소양을 포함하는, 인간을 생산적으로 만드는 

소양이라 할 수 있고 국가인적자원개발은 이러한 인적자원을 개발시키는 국가

적 노력이라 할 수 있다. 

5) 인 자원개발기본법의 정의에 의하면 인 자원이라 함은 국민 개개인, 사회  국가의 

발 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 인간이 지니는 능력과 품성을 말한다(인 자원개발

기본법 제2조 제1호). 한 인 자원개발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 ·연구기

·기업 등이 인 자원을 양성·배분·활용하고, 이와 련되는 사회  규범과 네트워크

를 형성하기 하여 행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인 자원개발기본법 제2조 제2호)고 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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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특수성

인적자원개발이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개념적 특징을 가진다면 인적자원개

발정책 또한 다른 정책들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진다. 이를 위해 인적자원개발정

책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실무적 차원에서는 인적자원개발정책을 

국가의 기초인 국민과 거주자를 국가 경쟁력과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핵심역

량 즉, 인적자원으로 간주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계획과 행동으로 정의한다(NHRD 비전과 추진전략 연구팀, 2003). 이때, 국민

과 거주자는 국민경제 및 정치적·사회적 공동체의 구성요소로서 사람을 의미

하며, 핵심 역량으로서의 인적자원이란 지식, 기능, 가치, 태도 등의 capacity, 
competence를 말한다. 

인적자원개발정책은 경제정책, 사회간접자본(SOC)정책 등 타 분야 정책들과 

구분되는 몇 가지 특수성을 가진다. 첫째, 인적자원개발정책은 독립변수적인 성

격과 종속변수적인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인적자원개발은 정권의 교체나 여

타 환경의 변화에 구애받지 않고 추구해야 할 목표이면서 경제적 전망이나 기

술적 변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여 조정해 나가야하는 측면도 존재한다. 둘째, 
인적자원 개발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며 투자회임기간(gestation period)이 길다. 지
식이나 기술의 습득, 가치관의 형성과 태도를 변화시키는데 많은 기간이 소요되

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교육을 비롯한 인적자원개발은 인간을 대상으로 이뤄

지기 때문에 폐쇄적인 체제 속에서 인과관계를 설정하고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 투입변인과 산출 사이에 관련되는 상황

변인(situational variable)이 많이 작용한다. 넷째, 인적자원개발정책의 효과를 계

량적으로 측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양성 배출되는 인원처럼 개략적인 산출

의 측정은 가능하겠지만 인적자원의 질적 차이를 계량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다. 특히 교육･훈련을 통해서 배양되는 지식･기술과 가치관 및 태도의 변화 

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최근 방법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섯째, 인적자원개발정책은 성격상 부처 간･기관 간에 관장 업무가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정책만 하더라도 교육인적자원

부나 교육청 단독으로 추진･실현하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인

적자원개발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착수시점과 종료시점을 명확히 하기 어

려운 것들이 많다. 공장이나 교량을 건설하는 것처럼 추진 기간이 분명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추진해야할 성격의 정책들이 많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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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인적자원개발 기획체제 비교 분석- 한･미･일을 중심으로

1. 각국의 인적자원개발 개관

1)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1997년 외환위기 이전 우리나라는 평생고용과 기업 특화적(firm specific) 기술

개발과 같은 일본의 인적자원관리시스템을 채택하여 운영하는 특징을 보였다. 
하지만 외환위기는 산업화시대의 획일적인 숙련시스템으로 산업의 생산성을 높

일 수 없다는 점을 인식시켜 주었고 인적자원관리 방식이 미국 방식으로 전환

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Joonmo Cho, 2005). 노동시장과 사회의 급격한 변

화는 사회적 갈등의 심화, 인적자원의 양성과 활용 및 배분에 있어 비효율성 확

대의 원인이 되었다(김형만 외, 2007). 이러한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 외에도 인

구구조의 변화, 경제성장에 의한 노동공급의 여력 감소, 정보기술의 발전 등이 

우리나라 인적자원개발의 환경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김신복(2001)은 국

가인적자원개발의 문제 유발요인을 인적자원의 형성(교육･훈련) 측면, 인적자원 

배분 측면, 인적자원 활용 보존 측면으로 나누어 국가인적자원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는데 이는 국가인적자원 환경에 대해 동일한 인식을 바탕으로 제시된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인적자원과 관련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인적자

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였다. 즉 2001년에 제1차 인적자원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5년간 정부가 추진할 정책분야를 4대 영역, 16대 분야로 설정

하여 집행하였고, 그 후 제2차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였다. 
제2차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서는 제1차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문제점을 보

완하여 중장기 인력수립전망 결과 반영, 정책과제별 성과목표, 정책내용, 재정투

자계획, 추진 일정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정책을 추진하였다.  

2) 미국의 인적자원개발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이라는 용어 자체는 1960년대 미

국에서 형성된 것이다. 미국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민간부분과 산업부분의 급격

한 확대가 시작되어 관리의 전문화에 대한 수요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후 인적

자원개발이 경영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Kuchinke, 2003). 특히 이 

시기에는 민간부분과 산업 영역에서 교육, 조직개발(organization development), 
관리개발, 경력 카운슬링, 종업원 지원, 직무 및 성과분석과 같은 것이 강조되었

다. 민간부분의 이와 같은 성장과 달리 정부는 자유시장경제, 자유방임적인 숙

련형성제도를 견지하여 왔다(하연섭, 2008). 이는 Anglo-American에 의해 발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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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이 민간부분에서 강조된 개념이나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적 측면에

서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에게 정부부처나 국제기구

의 지원에 의한 인적자원개발은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이다(Budhwar 
and Debrah, 2001 : Budhwar and Sparrow, 2002 : Edwards and Kuruvilla, 2005, 
Metcalfe and Rees, 2005). 예를 들어, 최근 인적자원개발 분야 저명한 학자들에 

의해 작성된 저서인 “International Human Resource Management”(Harzing and 
Ruysseveldt, 2004)를 살펴보면 이러한 현상을 잘 알 수 있다. 총 18장으로 구성

된 책에서 정부와 관련된 색인은 정부보조금이 유일하고, 연방의 개입/규제(state 
involvement/regulation)는 두 곳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Anglo-American의 국가의 역할을 잘 나타내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도적

인 측면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미국 연방헌법에서 교육과 훈련

은 원칙적으로 주정부의 소관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결과 지방분권과 

시장원리를 중시하는 것이다(김승택, 김재원, 2008).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기라

도 한 듯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은 존재하지 않는

다. 
미국에서 인적자원개발은 기초 직업능력을 갖추고 더 나아가 직업분야에서 

요구되는 적절한 수준의 기술을 갖추는 것, 복지 대상으로 사람들의 자립능력을 

신장시키는 것, 미국이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해한

다. 그 결과 인적자원개발은 다양한 기관에서 다수의 법률과 계획을 통해 이루

어지고 있다.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대표적인 기관으로 교육성, 노동성, 상무

성, 보건복지성, 에너지성, 과학기술성, 국가과학기술위원회(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와 21세기 인력위원회 등을 들 수 있다. 교육성은 교육에 대

한 국가적인 주요 이슈를 다루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직업･성인교육을 관할

하고, 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의 보장과 교육의 수월성을 증진하는 역할을 수

행하고 노동성은 고용안정과 관련된 직업교육 및 훈련을 관할한다. 상무성은 국

가기술정보서비스(National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와 관련된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보건복지성은 Head Start 프로그램을 통하여 유치원교육 

서비스를, 에너지성은 과학과 기술 분야의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한다. 21세기 인

력위원회는 비즈니스, 교육, 노동 그리고 정부 각계의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되

었으며, 1998년 제정된 인력투자법에 근거하여 1999년 의회에 의해 만들어진 조

직이다. 이 위원회는 대통령과 의회에 인력과 관련하여 조언을 하는 임무를 맡

고 있다. 
본 연구에서 미국의 인적자원개발은 교육성의 학습결손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 이하 NCLBA) 및 전략계획서(Strategic Plan)와 노동성의 인력투자법

(Workforce Investment Act)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성의 전략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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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012)는 NCLBA와 정부성과 및 결과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 
Act, 이하 GPRA)에 의해 수립된 것이다. 미국에서 교육성의 전략계획서는 성과 

향성을 강조한 대통령의 관리 의제(President's Management Agenda, PMA)와 

NCLBA와의 결혼(marriage)이라고 표현한다. 교육성의 전략계획서는 GPRA에 의

해 성과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성의 인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은 청소년･성인･해고 근로자를 

위한 고용 및 훈련서비스의 일원화, 근로우선 철학 및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복

지개혁, 공공서비스의 민간참여 제도화를 배경으로 도입되었다(나영선, 2005). 
이 법은 상위 정부와 하위 정부와의 책임 및 재원 연계, 정부와 민간단체와의 

협력, 산학협동, 직업정보 제공, 지역 사회 주체들의 사회적 파트너십의 강화 등

에 대한 근간으로 작용하면서 지역 인적자원개발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김승택, 김재원, 2008 ). 인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은 1973년의 고용

과 훈련에 관한 기본법(Comprehensive Employment & Training Act), 1974년의 비상

직장 및 실업지원법(Emergency Jobs & Unemployment Assistance Act), 1982년의 직

무훈련협력법(Job Training Partnership Act)을 계승한 것이다. 

3) 일본의 인적자원개발

일본에서 인적자원개발은 개인의 능력 개발, 근로시스템 및 훈련을 통한 마

스터 수준(masterly level)의 인적자원 형성, 인적자원관리를 통한 인적자원 육성

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Harada, 1999). 각각의 정의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조직내에서 인적자원의 개발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일본의 인적자원개발은 일본의 독특한 인사 관리관행과 노동시스템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여기서 인사 관리관행은 평생고용과 연공제를 의미한다. 그리고 

노동시스템은 내부노동시장, 장기적 관점에서 평가, 그룹 친화적(group oriented) 
업무, 유연한 순환보직 등을 말한다. 그런데 1990년대 말부터 일본의 인적자원

개발 시스템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나타나기 시작하였

다. 전문적 지식과 역량 개발 기회의 결여, 경력선택기회의 부족, 창조적 인력육

성의 어려움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인적자원에 있어 이와 같은 문제점은 국내 

산업 환경의 변화, 소비자 수요의 변화, 국제화 및 경쟁 환경의 변화 등에 기인

한다. 이에 일본의 기업들은 혁신과 지식창출, 제품의 부가가치 및 수익성 증대

를 위해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이러한 전략수립은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었는데 그 핵심은 평생고용, 연공서열에서 장기고용과 성과

평가로 변하였다(Konno, 1996). 
일본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교육과 직업능력 개발을 중심으로 인적자원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21세기를 지식기반사회로 보고 천연자원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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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일본에서 교육 개혁을 강조하는 것이 필수적이란 입장에서 21세기를 위

한 일본교육개혁 계획(The Education Reform Plan for the 21st Century)을 수립하

여 시행하고 있다. 일명 무지개 계획(The Rainbow Plan)이라 불리는 이 계획은 

2001년부터 수행되었으며 교육기본법을 재검토하고 교육적 수단을 향상하기 위

한 종합적인 계획이라 할 수 있다(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 Science 
and Technology, 2006). 즉 산업 구조의 고도화, 인구구조의 노령화, 정보화의 가

속화, 행정 및 교육체계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개

혁을 수행한 것이다(김승택, 김재원, 2008). 이와 같은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주

요 이념은 개성과 능력의 존중, 사회성과 국제성의 함양, 다양성과 선택의 중시, 
공개와 평가의 추진과 같은 것들을 제시하고 있다(문부과학성, 2004). 

직업능력 개발과 관련하여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을 들 수 있다. 일본은 21세
기에 필요한 인재육성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산･관･학 연계에 의한 공공직업

훈련의 충실, 민간교육훈련 등을 활용한 인적 자원개발, 기능 존중 사회의 실현

을 위한 시책 등을 전개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는 것이다(강일규 외, 2000). 현재 제7차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2001-2005)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데 고용안정 확대를 위해 직업능력개발시책의 틀 구축, 노동

력 수급의 동향에 대응한 직업능력개발의 전개, 근로자의 특성에 따른 직업교육

훈련기회의 확보, 기능의 진흥 및 제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직업능력개

발시책의 추진체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 각국의 인적자원개발 기획체제 비교 분석

1) 계획수립 환경

우리나라의 경우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수립의 환경을 살펴볼 때 인적자원개

발기본계획이 준비된 2001년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정책 환경이 비교적 우

호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정치적으로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변경되면서 

부총리급으로 격상되었다.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의 환경은 고등

교육의 양적 성장에 비해 교육의 질적 수준이 낮고 대학과 지역산업간 연계가 

취약하였으며, 비효율적인 인적자원 양성, 배분 활용으로 인력유실이 초래되었

고 교육-고용-복지를 연계한 인적자원개발 조정체제의 구축이 필요한 상황에 처

해 있었다. 2차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도 마찬가지로 요소투입성장의 한계, 저출

산, 고령화로 인한 성장 둔화, 사회적 양극화 심화와 같은 문제 상황 속에서 산

업 균형발전을 위한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교육과 연구의 현장 적합성 제고를 

위한 산･학연 협력 강화, 청년층, 여성, 중고령층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증대 등

과 같은 정책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수립되었다. 이는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중요한 근거라 할 수 있는 국가 인적자원 총량의 확대와 인적자원개발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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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공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충족

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수립 환경은 정치적 환경이나 실질적 환경 측면에서 모두 우호적이었다고 판단

된다. 
미국 교육성의 전략계획서 및 NCLBA의 필요성과 수요, 사회적 배경은 긍정

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전략계획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 대통령의 국정

의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GPRA에 의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다. GPRA는 클린턴 정부 하에서 제정된 것으로 부처에서는 5년 단위로 전략계

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계획서(Annual Plan)를 수립하여 업무를 수

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성과목표와 이를 측정할 수 있

는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수행한 업무 결과를 평가하도록 하여 공공부분을 개혁

하고자 한 것이다(이근주, 2001). NCLBA는 1965년 제정된 초중등교육법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을 계승한 것으로 이법을 제정할 당시 

민주․공화 양당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제정되었다. 이는 미국의 모든 아이들

이 교육의 기회를 가져야한다는 발상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인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이 수립된 배경은 인력투자법의 선행법

인 직업훈련협력법(Training Partnership Act)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나타

난다. 과거 직업훈련협력법은 프로그램의 중복, 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접근, 산
업계의 입장 미반영, 높은 비용의 훈련프로그램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Eberts, 2008). 이에 인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을 통해 중복적, 경쟁

적으로 추진되는 고용 및 훈련 프로그램을 일원화하도록 정비할 필요성, 복지적 

시각의 인력개발을 경제개발 전략으로 하고자 하는 정부의 열망, 공공 및 민간 

중개조직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전달에 있어 효율성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인력

투자법이 제정된 것이다(나영선, 2005).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의 인적

자원개발의 환경은 우호적이라 판단된다.  
일본의 경우 21세기를 위한 일본교육개혁 계획은 아동학대, 가정과 지역공동

체에서 교육 기능의 저하, 학교내 따돌림, 학내 폭력, 현재까지 상상할 수 없었

던 사건 사고와 도시화로 인한 출생률 감소, 정의감과 도덕적 가치와 같은 사회

성의 저하 등의 문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또한 21세기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제 및 시장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교

육에서의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은 교육개혁계획에 우호적

인 환경이라 할 수 있다(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 Science and 
Technology, 2006).

일본의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환경 요인으로는 기술혁신, 글로벌화 

등의 변화와 기업을 초월하여 대응할 수 있는 인재의 필요성, 노동자들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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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지향, 노동이동, 직무전환의 증가, 근무방식의 다양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즉 

기술혁신의 진전, 산업구조의 변화, 근로자의 취업의식의 다양화 등과 더불어 

다른 노동이동의 증가, 직업 능력의 미스매치의 확대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강일규 외, 2005). 

2) 계획 목표 

한국의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은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 의해 수립되는데 

이 법에서는 국가인적자원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으로 매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정책과제별로 부처가 수립․추진하도록 하였다. 
한국의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은 제1차 계획을 수립할 때와 제2차 계획을 수

립할 때 그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다. 제1차 인적자원개발기본

계획은 경쟁력 있는 국민, 서로 신뢰하는 사회를 정책비전으로 하고 국민, 개개

인의 역량 강화, 사회적 신뢰구축과 결속의 강화,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정

책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제1차 기본계획은 처음으로 여러 정부부처가 참여하여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정책의 영역과 내용의 범주가 분명하게 

정립되지 못함으로써 하위 내용들 간의 정합성이 부족한 점이 존재하였다(김형

만 외, 2007). 또한 제1차 기본계획 수립당시에는 기본계획이 인력 수급전망이

나 성과지표 없이 수립되었고 그 결과 추진실적 평가 및 투자분석의 실효성이 

저하된 결과를 초래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교육인적자원부, 2002). 
한국의 제2차 인적자본기본계획은 정책비전으로 학습사회, 인재강국 건설을 

정책목표로 국제 경쟁력 있는 핵심인재 양성, 전 국민의 평생 학습 능력 향상, 
사회통합 및 교육･문화 복지 증진 등을 설정하였다.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주체

별 역할을 수요･공급면에서 설정하고 이 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제

시하였는데 예를 들면 국가성장을 주도할 핵심인력 양성에 그 세부 지표로 세

계 200위 권 내 국내 대학수, SCI 논문 순위, 세계 수준의 경영전문대학원 육성 

등을 설정하고 2005년과 2010년에 달성해야할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국민의 기본능력 함양 및 평생학습 능력개발과 인적자원 활용 제고 및 교

육․문화․복지 확충과 같은 측면에서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제시하여 목

표의 구체성과 측정가능성을 제고하였다.  
미국 교육성의 전략계획서(2007년~2012년)는 NCLBA에서 목적으로 하고 있

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14년까지 학생성취 향상(improve 
student achievement), 모든 고등학생의 학문적 성취 증대(increase the academic 
achievement of all high school students), 고등교육에서 접근성, 가용성, 책무성 확

보, 학생과 성인의 고용과 평생학습에 대한 보다 나은 준비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전략계획서는 GPRA에 기초하여 수립되기 때문에 성과관리제도가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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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할 요건들인 전략목표 설정 및 성과목표, 성과지표 설정, 성과측정 및 평가, 
측정결과의 환류 및 책임성 확보 등의 과정에 따라 작성된다. GPRA에 의해 작

성되는 전략계획서의 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하며, 활용 가능하고, 타당한 

목표로 설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성의 전략계획서도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

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성과지표와 관련된 기준선(baseline)을 제시하여 

목표 달성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인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과 관련된 목표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서는 인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의 지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력

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은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 시스템 통합 및 서비

스 조율, 고객 중심 및 권한, 성과감사를 통한 책임 및 효율성 증대, 인력개발위

원회를 통한 지역의 의사결정 강화, 주 및 지역의 유연성 증대를 지침으로 하고 

있다(Eberts, 2008 : 김승택 김재원, 2008). 이중 성과감사를 통한 책임 및 효율성 

증대는 주정부와 인력개발위원회가 자신들의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서비스 

제공 기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성인 및 실직자들을 위한 프로그

램은 1) 고용률, 2) 고용 후 6개월 이후 유지율, 3) 프로그램 종료 후 평균 수익

이 지표로 포함되었으며 청년 프로그램은 1) 학위나 자격증 취득, 2) 지식 및 

수리적 능력 향상 및 3) 고용이나 학업 진행 등을 포함하였다. 이와 같은 성과

목표는 미 노동부와 지역행정 담당관을 통해 주정부간 협상을 통해 결정되며 

주정부는 지방인력개발위원회와 협상을 진행한다. 
일본의 21세기를 위한 일본교육개혁 계획은 목표가 구체적이거나 측정 가능

한 형태로 제시되고 있지 않다. 먼저 이 계획서는 기초학습능력의 향상, 개방적

이고 열린 마음의 일본인 육성, 교육환경의 개선과 같은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다소 추상적이고 이념적 형태를 띤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05년 

교육 문화 스포츠, 과학 및 기술 백서에서 교육개혁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

는데 여기서는 교사에 대한 신뢰 형성, 자치단체와 학교에 대한 자율권 부여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과 혁신의 진작, 최적의 교육조건 마련과 함께 명확한 목표

와 결과에 대한 검증을 통한 교육의 질 보장 등 4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각 전략마다 분야, 정책, 연도별 목표 및 행동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 Science and Technology, 2006). 예를 들면,  
명확한 목표와 결과에 대한 검증을 통한 교육의 질 보장이란 전략 아래 학문적 

역량 증대라는 분야를 구성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적 학문 역량 평

가 정책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연도별 목표 및 행동사항을 제시하여 2005년 위

원회 설립, 2006년 준비, 2007년 평가 등의 일정을 제시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

도 구체적인 목적은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커리어 형성 지원 시스템과 직업능

력평가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노동시장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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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인프라의 효율적 정비, 정책평가에 의한 수요의 파악과 훈련 코스의 

재검토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규정하였다(강일규 외 2005).
목표의 측정가능성, 구체성과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일본의 경우 미국과 한국

에 비해 다소 추상적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행동계획 전략 1에서 명확한 목표와 

결과에 대한 검증을 통한 교육의 질 보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향후에

는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형태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

된다. 

3) 수단 

우리나라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들 수 

있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였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한 전년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

행계획을 종합하여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인적

자원개발의 중요한 추진체계는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들 수 있다. 이 회의는 인적

자원개발 기능의 효과적 조정 및 부처간의 실질적인 대화 촉진을 위해 회의체

를 통한 의사결정 절차와 방식을 지향하는 부처간의 협조체계이다. 이는 국가 

인적자원개발정책 의제를 개발하고, 부처와 정책간의 조정과 연계를 통해 사람

과 지식의 효율적인 개발과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촉진하는 조직이라 할 수 있

다. 
미국의 경우 전략계획서를 뒷받침하는 하위계획으로 성과계획서(Annual Plan)

를 들 수 있다. 이것도 GPRA에 의해 수립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연방행정기관

들과 마찬가지로 교육성은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이하 

OMB)에 성과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계획서에는 활동을 통하여 달성하

고자 하는 성과수준을 정의한 목표, 객관적이고 양적이며 측정 가능한 형태의 

목표, 목표달성을 위한 업무수행과정, 활용기술과 인적, 정보 등 필요한 자원에 

대한 기술, 프로그램의 활동과 관련된 산출물, 서비스 수준, 성과의 측정지표, 
프로그램의 실제 결과와 목표의 비교 준거, 측정된 값을 입증하고 확인할 수 있

는 수단, 관리자에게 관리의 융통성을 부여하는 의무면제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하위계획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체계화되어 있다고 판

단된다. 
미국은 교육성이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주된 조직이다. 교

육성은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는 기관과 8개의 사업 담당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장관은 교육성의 모든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지휘․감독․조정을 책임지며 교

육과 관련된 연방정책 프로그램 활동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조언을 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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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의 개념이 복잡하고 다양한 기관과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미국의 교

육성은 다수의 기관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력투자법은 여러 가지의 연방 프로그램을 통합하였지만 그것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단일 기구는 설치하지 않았다. 다만 연방노동성에서 자금을 배분하고 

관장하는 역할만 수행한다. 관련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주정부는 “주정부인력

투자위원회(State Workforce Investment Board)”를 구성해 5개년 계획개발, 인력투

자제도의 지속적 개선, 주의 직업교육 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 지역 인력투자구

역의 지정, 기금 배분 원칙의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City와 County 
수준에서는 지역인력투자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와 파트너간 협약내용을 이

행하고 원스톱센터를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나영선, 2005). 
일본 교육개혁의 제도적 장치는 핵심행동계획(Essential Action Plans for Education 

Reform)이다. 이 계획은 새로운 시대에 대비한 의무교육의 재정립과 핵심역량 향상

을 위한 교육 내실화, 지역과 공동체의 교육기능 향상,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한 교

육환경 확립 등의 목표를 제시하고 국제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감정적으로 풍부하

고 건강한 인재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일본 정부에서는 교육은 교육중앙위원회(Central Council for Education)가 교육 정

책을 수행하는 핵심기구이다. 이 조직은 교육시스템 분과(Subdivision on education 
system), 평생학습 분과(Subdivision on Lifelong Learning), 초등․중등 분과

(Subdivision o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대학 분과(Subdivision on 
Universities), 스포츠 및 청소년 분과(Subdivision on Sports and Youth)를 두고 있다. 
이중 특히 교육시스템 분과(Subdivision on Education System)가 창의적인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의 구조와 정책에 대한 검토 및 심의를 하는 조직이라 할 수 있

다. 그러나 평생학습 부분에서는 지방의 역할을 강조한다. 중앙정부에서 평생학습 

계획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평생학습 추진 조직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지역에 평생학습 추진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학습 정보의 제공과 상담, 학습 수요의 파악, 학습프로그램 개

발 등을 추진하고 이와 동시에 인텔리전트화와 네트워크화를 통해 지역 상황에 맞

게 지역 학습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김승택, 김재원, 2008). 
일본의 직업능력개발추진체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 중앙정부

와 지방 공공단체의 역할 분담이 특징이다. 국가는 국가의 고용대책의 일환으로

서 이직자･전직자의 조기 재취직을 위한 직업훈련과 고도의 훈련 과정을 개발 

실시하고 지방 공공단체는 각 지역의 인력수요에 맞는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방

식이다(강일규 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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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도적인 장치

한국은 인적자원개발관련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

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 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분석과 추진 실

적 평가를 통해 관계 부처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을 유

도하기 위해 평가를 활용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2).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 

8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평가제도는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

계획의 추진목표의 달성도 등 추진성과 중심의 평가를 수행한 것을 특징으로 

하였다. 또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간의 상호연계성과 적합성 분석･평가로 체계

적이고 지속적인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을 유도하고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간의 논리적․현실적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평가 활동은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
책성과, 정책연계 및 조정과 같은 영역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평가단

을 통해 평가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각 부처에서 수립한 소관 정책과제에 대한 

시행계획을 취합․정리하는 수준으로 연차별 인적자원개발계획이 운영되었으며 

전략적 기획에 의한 부처간 협력 및 역할 조정이 부족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

되었다(교육인적자원부, 2002). 그리고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활동과 

집행기능이 중복･혼재되어 있어 인력개발 관련 부처들과 충분한 협력과 조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업무가 수행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다(강
일규, 2005). 또한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통해 관계 부처간 정책협의 및 정책조정 

활동이 이루어졌지만 부처간 이견에 있어 조정의 한계가 지적 되었다. 마지막으

로 실무회의 논의를 거쳐 본 회의에 상정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함에 따라 

동일 내용이 반복 논의되고 합의가 어려운 핵심적인 쟁점 사항이 제외되는 경

향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평가에 있어서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목표가 추상적이거나 광범위하

여 평가가 대부분 정성적 평가에 치우치고 정량화된 평가가 부족한 측면이 지

적되었다(강일규, 김신복, 2005). 실제 제1차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는 부처에서 추천한 분야별 전문가 22명을 평가단으로 구성하여 4대 영역 16개 

정책분야를 평가하였다. 평가지표로 포괄성, 일관성, 실천가능성, 우선순위, 연계

성 등의 지표를 활용하여 4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평가는 인적자원개

발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특징은 평가할 수 있지만 성과평가의 형태를 띠지 못

하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여부, 책임성 확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미국 교육성 전략계획서는 의회 및 그 위원회와의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이루

어지며 대중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된다. 전략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우선순위와 전략목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계획의 구체화 과

정에 있어서는 OMB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계획과 예산의 연계를 도모하고 

대통령의 관리 방침에 부합하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과정이 수행된 후 몇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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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draft)을 의회에 보내어 관련 위원회의 검토와 자문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교육성의 공무원들은 의회에 제출할 전략계획서의 목표, 구성 및 내용과 같은 

사항을 발표한다. 또한 발표사항을 교육성내의 정부간, 기관간 업무 협의처

(Intergovernmental and Interagency Affairs)의 주도로 교육과 관련된 200여개의 기

관에 e-mail을 발송하여 전략계획의 초안을 공유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그리고 2월경 전략계획의 초안을 언론에 발표하여 대중들의 의견을 2주간 수렴

한다. 미국 교육성의 전략계획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알

차고 내실 있는 전략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미국 교육성 전략계획서 2002, 부록

B). 
전략계획서가 이런 과정을 거쳐 수립되면 그 실행에 있어서도 관련기관과 유

기적으로 협력하여 수행하고 있다. 2002년과 2007년 전략계획서의 전략목표를 

살펴보면 성과달성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재무성(Department of the Treasury)
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을 알 수 있다. 보건복지성과 

협력하여 학생들의 취학이전 교육서비스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연방취학전교

육사업(Federal Preschool Program)과 같은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국가과학

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과는 수학 및 과학의 향상을 위한 파트너십을 

유지하여 교사들의 전문성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실증에 기초한 교육구조 전환(transforming education into as evidence-based field)
은 국가과학재단과 국립아동건강개발기구(National Institute for Child Health and 
Development)와 협력하여 높은 품질의 연구의 지원과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전
략목표 중 성인교육과 고등교육 이후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과 품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여러 부서와 협의하고 있는데 다양한 사회경제적, 인종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인 문자해독 프로그램, 경력 개발과 같은 프로그램을 노동

성과 협의하여 수행하고 있다. 교통성(Department of Transportation)과는 기초 및 

중등 수준의 비행기술 프로그램을 형성하고 수학, 과학, 기술 및 컴퓨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략계획서의 목표인 관리에 있어 효율성의 확보는 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및 인사관리처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와 관리기술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지방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위해 장관 직속 지역대표부(Regional 
Representatives)를 두어 주 및 지방 정부와 교육의 우선순위를 조정․협력하고 있

으며 미국학교교육지역회의(America's School Regional Conferences)를 통해 실무에

서 교육을 수행하는 담당자들과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고 있다. 인력투자

법을 실행함에 있어 주정부 및 지역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일본의 21세기를 위한 일본교육개혁 계획에 대한 평가는 명시적으로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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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 않다. 하지만 교육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4개의 이념에서 공개와 

평가의 추진을 중요한 이념 중의 하나로 두고 유치원, 소학교로부터 대학에 이

르기까지 모든 학교가 국민에 대한 교육의 책임을 다하고 신뢰받는 존재가 되

기 위해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하고 있다(문부과

학성: http://www.mext.go.jp). 이를 위해 적절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의 

질을 보증하고 부단한 검증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초･중등 교육단계에서는 

열린 학교, 신뢰받는 학교 만들기 차원에서 학교평가와 정보제공을 추진하고 있

다. 2002년부터 초․중․고등학교 설치기준에 명기하도록 하여 초․중․고등학

교에서 부터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교원의 능력과 실적에 따른 처우의 차등화를 

실현하기 위해 교원에 대한 평가시스템의 구축도 시행하고 있다. 국공사립의 전 

대학에 제3자 평가의 실시를 의무화 하여 사회에 대해 결과를 공표하고 교육연

구의 부단한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1세기를 위한 일본교육개혁 

계획에 대한 평가 제도는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과

정에서 학교･교원에 대한 평가를 강조하고 있는 구조라 할 수 있다. 

Ⅴ. 결 론

인적자원개발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국가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비교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

국, 미국, 일본의 인적자원개발기획 체제들을 비교․검토하였다.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국가인적자원개발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 주

도하에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한국의 인적자원개발계획체제를 살

펴본 결과, 통합적인 인적자원개발계획의 추진, 인적자원개발계획수립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 목표의 구체화(제2차 인적자원개발계획),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을 뒷받침하는 시행계획의 존재, 조정･통제 및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

치 마련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부처간 조정, 평가방법에 대한 개선 등이 문

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미국의 인적자원개발은 민간부분에 많은 영향을 받은 점, 민간부분의 자율과 

시장메커니즘을 강조하는 점이 특징이다. 교육성의 전략계획서와 인력투자법을 

통해 미국의 인적자원개발계획을 살펴본 결과 환경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 구
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 설정, 성과계획서와 같은 체계적인 수단의 사용, 지
방자치단체에 권한의 위임, 부처간 조정과 협의를 수행하는 메커니즘 등이 특징

으로 들 수 있었다. 
일본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국가차원의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은 존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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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교육개혁, 직업능력개발계획을 통하여 인적자원개발에 정부가 일정한 역할

을 수행한다. 노동시장의 변화, 사업환경의 변화는 인적자원개발 필요성에 우호

적인 환경으로 작용하였다. 교육개혁과 직업능력개발계획의 목표를 살펴보면 구

체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지만 세부계획 및 행동계획에서 평가의 중요성을 지적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미국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를 인적

자원개발의 중요한 파트너로 보고 많은 권한을 부여한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

다. 
국가별 인적자원개발 기획체제 분석은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기획체제를 이해

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준다. 먼저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기획체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행위자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특히 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자원정책

의 추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참여를 제도화하지 

못하였다. 이에 비해 미국은 전략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의 승인을 받는 것과 함께 의회와 협의과정을 거치고 있고, 지역대표부(Regional 
Representatives)를 활용하여 주 및 지방정부와 조정･협력을 통해 계획을 추진하

고 있다. 우리나라도 인적자원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의회와 긴밀한 협력, 
지방자치단체의 제도화된 참여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미국과 일본은 인적자원개발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이와 같은 사항도 한국의 인적자원개발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

다. 지역산업의 특성과 노동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를 인적자원개발의 중요한 주체로 고려함으로써 효율적인 인적자원개발을 도모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적자원개발 기획체제에 대한 국가간 비교연구라는 점에서 본 연구가 가지

는 의의도 크지만 한계점 또한 존재한다. 첫째, 각국의 인적자원개발 현황, 특성

에 대한 정보 및 자료의 부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일본, 미국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자료는 극히 일부이며 종합적인 체제분석틀을 활용하여 

충분한 비교 분석을 하기에는 정보가 미흡하였다.  
둘째, 연구의 범위에 있어 한계가 존재한다. 인적자원개발 비교연구에서 일반

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인적자원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따라 인적자원개

발계획의 추진과정과 성과에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밝혀내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인적자원개발기획 체제에 대한 개괄적 비교에 머물고 있고 상호 유사점 

및 차이점을 가져온 요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비록 각국의 인적

자원개발 기능과 민간부분의 특성, 인적자원개발기획 체제의 특성에 대하여 살

펴보았으나 인과성 도출이나 해석은 수행하지 못하였다.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국가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인과론적(casual)인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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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Planning Systems of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 Systems Analysis 

Shin Bok Kim･Young Hwan Lee

It is getting increasingly important to do comparative research on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planning systems. This study has used a system analysis to 
analyze the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planning of Korea, America, and 
Japan. Korea implements an integrated comprehensive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plan, while the US and Japan proceed by establishing individu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plans. Korea’s national HRD planning is characterized by its 
friendly environment for planning, specification of objectives, effort to be more 
objective, and institutional preparation for implementation and adjustment and 
evaluation. America's NHRD planning is characterized by its specific objectives, the 
active involvement of local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cooperation between 
state legislatures, local governments and departments,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uch adjustable mechanisms. Japan's NHRD planning is characterized by its strong 
emphasis on the need to develop human resources based on labor market and 
business environment changes, its emphasis on evaluation through specific plans and 
action plans, commissioning local governments to have authority, and building up 
partnerships. 

【Key words: Human resource development, human resource development plan,   
              system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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