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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인적자원개발에 관한 개념적,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인적자원개발관리 모델을

제시하고, 우리 나라의 문제점을 살펴본 후,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인적

자원개발관리 모델은 형성과 선발을 통한 개발, 배분과 교류를 통한 유통, 및 최종 단계의 활용을 그

구성요소로 하며, 이들 요소간의 유기적 상호작용과 환류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모델을 바탕으로 분석

된 우리 나라 인적자원개발관리의 문제점은 연령별, 학력별 불균형 개발, 선발시스템의 문제, 중장기

인력수급정책의 미흡, 인적자원 배분의 편중, 진입지체, 및 교류의 경직성,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여율

저조, 계열별, 전공별 취업률 불균형, 여성인적자원 활용도 저조, 그리고 인적자원개발체제의 전략적

정렬 미흡 등으로 나타났다.

인적자원개발관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교육개혁의 지속적 추진과 국가평생학

습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 학교와 직업간 이동관리 및 개개인의 진로경로 관리, 교육 및

노동시장의 정보유통체계 확립과 고용관행 및 사회제도 정비를 통한 인적자원의 원활한 유통,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 인력수급 중 ·장기 계획의 수립과 수요부문 관리를 통한 인적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정책을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시도교육청 및 대학을 중심으로 정부부처 및 교육행

정기관간 전략적 정렬(St r ategic a l ignment )을 통한 인적자원개발관리 시스템의 문제점 해결을 제안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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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1세기 들어 현대사회는 산업구조의 지식집약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지식의 부가가치 창

출능력이 사회적 부의 근원이 되는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의 중요한 특

징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자원으로서 인간의 가치를 재발견한 것 (교육부, 2001)이라 할 수 있

으며, 이는 교육을 통한 사람과 지식의 만남이 인적자원을 창출하고, 사람이 가진 지식과 정보는

물론 지식과 정보를 창출, 탐색, 전달,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

다. 이러한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을 창출하거나 학습된 지식을 활용하여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개인의 부를 창출하는 원천인 동시에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이 된다고 할 수 있다.

60년대 개발의 시대이래 산업화시대의 국가발전은 경제발전과 동일시되었으며, 선진국과 후

진국의 차이가 GNP와 같이 경제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에 의해 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산업

화시대에서 지식정보기반사회로 이행되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교육, 문화, 과학기술, 사

회시스템 등 사회 각 분야의 총체적 발전 없이 국가발전을 기약할 수 없게 되었다.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의 구상이 중요해짐에 따라, 사회 각 부문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결정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선진 각 국에서는 국가발전의 원천을 인적자원으로 인식하고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국가발전

전략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전략개발에 필수적

인 인프라 기능을 하는 인적자원은 국가경쟁력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각종 평가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되어 있는 대다수 회원국

들도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인적자원개발에 있다는 인식 하에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국가전략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김영철, 2001b).

인적자원의 국제경쟁력을 평가하는 일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를 통해 우리 나라 인적자원의 국제경쟁력이 어느 수준인지를 개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경쟁력 국제비교는 스위스국제경영대학원 (IMD: International

Management and Development), 세계경제포럼 (WEF: World Economic Forum), 산업정책연구원

(IPS: Industrial Policy Studies) 등 세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국가경쟁력 종합순

위 평가를 보면 IMD (2002)의 경우 49개국 중 27위, WEF (2002)의 경우 75개국 중 23위, 그리고

IPS (산업정책연구원, 2001)의 경우 64개국 중 22위, 선진국 24개국 중 20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비교 평가에서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는 우리 나라의 국가 경쟁력은 세계경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GDP 규모(세계 12위)나 수출입 통상규모(세계 13위)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결과들은 경제발전만으로 국가발전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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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순위 평가 중 인적자원부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MD에서는 20개 중분류 항목

중에서 5개 (교육, 과학인프라, 가치체제, 노동시장, 고용) 항목이 인적자원과 관련되는 데 31위

에 해당되고, WEF에서는 12개 평가 부문중의 하나를 인적자원분야에 할당하고 있는데, 32개 항

목 중 23위 이내가 14개, 24위 이하가 18개를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IPS에서는 국가경쟁력

을 물적 요소와 인적자원 요소로 양분하고 인적요소를 다시 4개 요소 (기업가, 전문가, 정치 및

행정관료, 근로자)로 나누어 경쟁력을 평가하는데 21개 항목 중 22위 이내 10개, 23위 이하 11개

를 차지하고 있어 종합적인 국가 경쟁력 순위를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적자원분야의 경쟁력은 종합적인 국가경쟁력 순위인 22위에 평균적으로 훨씬 못 미치는 수준

이다. 즉, 인적자원의 경쟁력이 종합경쟁력을 낮추고 있는 것이다.

국가발전에서 차지하는 인적자원의 중요성과 우리가 안고 있는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국가 혹은

사회적 차원의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논의는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 (조은상, 2001). 이에 따라 인

적자원개발을 위한 이론적 기초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의 정책과제 개발에도 어려움이 따

르고 있다. 특히 학부모의 강렬한 교육열이나 학벌, 지연, 혈연 중시 고용관행과 같이 서구 유럽과는

다른 우리 나라의 특수한 사회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면, 미국의 기업 차원에서 출발한 인적자원개발

이론 및 개념의 단순 적용을 넘어 한국적 인적자원개발 모형의 개발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국가인적자원개발에 관한 개념적,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을 개발하는

일은 국가경쟁력 강화 및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우리 나

라가 안고 있는 인적자원개발의 취약점과 강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21세기 인적자원 강국

진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을 전략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모델을 제시하고 이러한 모델에 입각해 우리 나

라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본 후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국가인적자원개발이라는 관점은 국가의 관련 사회부문의 문제점과 현황을 인적자원이라는

렌즈로 점검하고 그 체제 내에 있는 병목현상들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는 전략을 개발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II.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이론적 관점

1. 국가인적자원개발의 개념

교육인적자원부 출범을 전후로 제기되기 시작한 국가인적자원개발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개념에 관한 논쟁은 개념의 내포와 외연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학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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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정책 실무자들간에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새로운 학문의 발전은 다양한 입장

과 접근의 경쟁과 통합을 통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국가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불명확한 개념 정의는, 현실의 정책에 투영되어 인적자원개발과 학교교육과의 관계, 인적자원개

발과 교육개혁의 관계, 인적자원개발과 평생교육 또는 학습의 관계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다(김영철, 2001a; 유현숙, 2001)

더 나아가, 현재까지 사용되지 않았던 개념의 사용은 그와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수반

한다. 국가인적자원개발의 개념을 적용하여 교육현상을 이해하고 관련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

요성은 무엇인가? 국가인적자원개발의 개념을 활용하여 연구를 할 때 얻게되는 유용성은 무

엇인가? 국가인적자원개발 개념을 적용하여 정책연구를 수행한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와 다

른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아직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이론적

바탕이 견고하게 발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의문점들이다. 이들 의문점

은 교육을 각기 다른 각도에서 연구해 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제기되었고, 이중에는

국가인적자원개발을 통해 교육문제를 분석하려는 접근에 대하여 회의적인 견해도 있어왔다

(김영철, 2001b).

우선, 개념상의 논란이 일게 된 몇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무엇보다도 인

적자원 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 개념의 외연을 지나치게 확장한 데서 오는 문제이

다. 원래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용어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조직화된 학습기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1970년대 후반 Nadler가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 기업의 훈련과 개발, 조직개발, 및 경력개

발을 포괄(McLagan, 1989)하는 개념으로 발전되어 사용되고 있다. 인적자원개발의 개념은 일반

적으로 현재 또는 미래의 직무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능 및 행동을 조직

원들에게 학습시키기 위한 기업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일련의 활동으로 이해된다. 기업의 인

적자원개발에 관한 연구는 경영학, 조직심리학, 교육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진행되어 왔으

나, 경영학에서 인적자원개발은 인적자원관리의 하위 영역으로 다루어져 왔고, 교육학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인적자원개발은 인적자원관리에 독립된 별개의 영역으로 취급되었다(McLagan,

1989).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국가 정책차원에 적용하여 국가인적자원개발이라는 용어

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는 교육과 훈련 뿐만 아니라 인적자원의 배분과 활용 등을 포괄하는 의

미로 넓게 사용되게 되었다. 지금까지 논의된 인적자원 및 인적자원개발의 개념이 <표 1>에 정

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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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인적자원과 국가인적자원개발의 개념

구분 개념 정의

교육부

(2000)
인적자원

국가·사회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술력,
정보력, 그리고 도덕적 성숙 등 가치 있는 인간의 제 능력과 품성

NHRD***
국가적 인적자원의 효율적 개발과 활용을 위한 교육·훈련 기타 문화적 활동

과 제도 개선을 포함한 국가·사회적 제반 노력

김태기

(2000)

인적자원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는 생산요소인 지식·소양(ski l l )의 축적 (stock)
인간을 생산적으로 만드는 소양 = 기초소양 (태도·가치관) + 전문소양 (특
정직무에 필요한 지식·기술)

NHRD
교육·훈련 등을 통해 인적자원을 형성하고 취업·연구개발 등을 통해 인적자

원을 활용하여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이루는 국가발전

전략

OECD
(2001)

인적자원
개인에게 통합되어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복지 창출을 촉진하는 지식, 기술

능력 및 속성

NHRD 구체적 정의 없음

박세일

(2001)

인적자원 사람 개개인 속에 체화된 지식과 정보, 기술과 기능, 경험과 지혜

NHRD 구체적 정의 없음

인자위*
(2001)

인적자원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 등 국가와 사회의 발전과 개인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는 인간의 모든 능력과 품성

NHRD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개발 및 효율적 관리로 지식의 창출·활용·확산을

촉진하여 개인의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국가·사회의 총체적 노력

김신복

(2001)

인적자원
국가·사회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술력,
정보력 그리고 도덕적 성숙 등 가치 있는 인간의 제 능력과 품성

NHRD
인적자원의 효율적 양성·배출·배분·보존·활용하기 위한 교육, 훈련, 기타

문화적 활동과 제도 개선을 포함한 국가·사회적 제반 노력

정기오

(2001)

인적자원 지식, 기능, 태도 등 인적요소의 종합으로서의 능력 (capaci ty/competency)

NHRD
국가의 기초인 국민과 거주자를 국가경쟁력과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핵심역

량, 즉 인적자원으로 간주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계획과 행동

교육부

(2002)

인적자원

사람 개개인 속에 체화된 가치 있는 지식과 정보, 기술과 기능, 도덕적 품성

과 가치관, 경험과 지혜 등. 구체적으로 이러한 지식·기술, 도덕적 품성 등을

갖춘 사람

NHRD
인적자원을 경제·사회적 발전을 위한 핵심역량으로 간주하고 이를 종합적으

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계획과 행동

인자법

(안)**
(2002)

인적자원
국가·사회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

가치 있는 능력과 품성

NHRD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적자원을 양성·배분 및 활용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

* 인자위 :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인자법: 인적자원개발기본법, ***NHRD: 국가인적자원개발 (Nat 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

둘째, 인적자원개발과 인적자원관리의 기능적 상호관계에서 생기는 혼란을 들 수 있다. 인적

자원개발기본법을 포함하여 지금까지의 국가인적자원개발에 관한 개념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배분, 활용까지를 포괄하는 것으로 개발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장한 것은 인적자원관리(배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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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개발의 기능을 확대 해석한 데서 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인적자원개

발은 주로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 등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개인의 소질

과 적성을 발견하고 잠재력을 실현함으로써, 개개인의 지식, 기능, 및 바람직한 태도 등을 배양

하고 축적하는 과정이 인적자원개발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적자원개발이 교육과 훈련을 통

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학교를 졸업한 이후 취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직무 수행 과정이

나 승진, 전보 또는 이직을 통해 자신의 경력을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개인의 능력은 개발된다.

특히 성인의 경우 자신의 개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육과 훈련보다는 현재까

지 경험해보지 못했거나 대단위 프로젝트와 같은 도전적인 직무나 상사의 격려와 자극과 같은

교육훈련외적 요인을 들고 있는 점을 보면(Mc Call,Jr, Lombardo & Morrijon, 1988) 인적자원의

관리를 통한 개발의 기능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인적자원개발에서 자원 개념이 주는 모호함을 극복하기 위해 자원이란 용어 대신 자

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왔으며, 특히 최근 들어 OECD, World Bank 등은 인적자원을 인적

자본(human capital)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 구분하고 인적자원개발과정에서 양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OECD(2001)는 개인에 체화된 지식·기능·건강 등을 인적자본으로,

집단 내 또는 집단간 협력을 촉진하는 규범과 네트웍을 사회적 자본으로 보고 있다. World

Bank(2000)는 사회적 자본을 사회적 상호작용의 양과 질을 형성하는 제도·관계·규범으로 정

의하면서 최근 인적자원개발 및 지역사회개발전략으로 인적자본보다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주

안점을 두고 있다.

이하에서는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는 인적자본론, 노동시장구조론,

및 국가혁신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인적자본론

전통적 경제이론에 따르면 경제성장은 자본의 축적 능력에 달려있다. 저축을 통해 축적된 자

본은 과학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로 이어져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 각

국의 경제성장을 분석해 본 결과 자본축적의 정도만으로는 경제발전의 내용을 비교하기 어렵다

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박명호, 2001). 즉, 국가간 자본축적 정도가 비슷할 지라도 경제성장

률의 커다란 격차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자본축적 이외의

동인에 대한 관심이 인적자본론을 등장시켰다.

인적자본론은 1960년대 초반 Schultz에 의해 제안되어 Becker, Mincer 등에 의해 널리 확산

되었다. 인적자본이론에 따르면, 인적자본 역시 다른 실물 자본과 같이 투자에 의해 축적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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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사람들이 현재의 쾌락을 목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장래의 금전적, 비금전적 수익을 목

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에게 투자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지적능력과 인적자본의 형성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인인 동시에 생산과정의 핵심요소라는 인적자본론의 주장을 근거로,

Becker(1993)는 학교교육, 직업훈련, 치료활동, 이민, 가격이나 소득에 대한 정보 탐색 등 미래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포괄적으로 인적자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적자본론은 1960년대 이후의 교육학, 노동경제학 등 여러 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나,

이에 대한 비판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인적자본론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비판은 교육과 훈련이

개인의 생산성을 증진시키고 그것이 보다 높은 개인소득으로 이어진다는 인과관계가 불분명

하다는 점이다. [그림1]에 의하면 교육과 훈련이 개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A경로가 있고, 향

상된 생산성이 보다 높은 소득을 가능하게 하는 B경로가 있다. 인적자본론은 A와 B경로의 인과

관계를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로의 인과관계가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과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은 축적된 지식과 기능에 대한 보상으로 보다 높은 소득을 얻게

된다는 C경로가 경험적으로 입증되었을 뿐이다(배무기, 1994). 이러한 점은 인적자본론을 주창

하는 사람들의 최대의 약점이라 할 수 있다.

C

교육과 훈련
A

생산성 향상
B

소득증가

[그림 1] 인적자본론의 기본구조

따라서, 인적자본론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교육·훈련과 소득증가의 정(+)의 상관관계에 대한

다른 설명을 시도한다. 양자간의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은 교육과 훈련이 생산성을 높

이기 때문이 아니라, 타고난 능력이 생산성을 높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교육과 훈련이 직접적

인 원인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이라는 변인이 숨어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서 교육의 역할은 능

력이 있는 사람을 식별 또는 선별하는 장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개인의 능력이 소득을 높인다

는 것이다. 결국, 이들의 주장은 C 경로조차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이 소득을 높이는

원인이라는 논지를 비판하는 이들의 입장은 교육은 오직 능력 있는 사람을 식별 내지 선별해주

는 기능만을 수행한다는 선별가설(screening hypothesis)에서 유래한다. 특히, 기업주가 근로자

를 채용할 때 후보자들의 노동생산성을 측정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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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들의 성, 연령, 학력, 경력년수 등과 같은 특성변인 중 가장 효과적인 선별 기준이라 생각되

는 학력, 즉 교육을 선별장치(screening device)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교육 및 훈련이 보다 높은 소득의 원인이냐 아니냐 하는 점은 사회 공공적인 성격을 띠게 되

는 교육정책 수립의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인적자본이론가들이 주장하듯 교육·훈

련이 보다 높은 소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저소득층의 교육수준을 향상시키는 정책에 의하

여 그들의 빈곤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배무기, 1994). 그러나, 선별가설론자들이 주장하듯 교

육·훈련 그 자체가 보다 높은 개인 소득을 얻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을 통해 빈곤퇴치와 같은 사회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3. 노동시장구조론

인적자원의 유통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을 공급하는 근로자와 이를 수요하는 기

업가간에 이루어지는 노동시장의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의 구조에 관해서는, 노

동시장을 하나의 경쟁적이며 연속적인 시장으로 보는 경쟁노동시장가설과 그것을 적어도 두 개

또는 그 이상으로 분단되고 상호관련성이 부족한 별개의 분단된 시장으로 보는 분단노동시장

가설이 대립되고 있다(배무기, 1994).

경쟁시장가설이란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시장을 하나의 연속적인 시장으로 파

악하는 가설로서, 기술 및 숙련이나 지역적인 차이를 제외하고는 인적자원의 속성에 있어서 커

다란 질적 차이가 없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모든 근로자는 직업의 선택이나 임금의 결정에 있어

서 일반 상품시장처럼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즉, 인적자원의 흐름이나 배분을 규제하는 어떤 제도적인 요소나 장애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시장가설을 비판하여 노동시장의 구조는 일반 상품의 수급조절기능과는 현저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 이들에 의하면 노동시장에는 여러 가지 제

도적 장애물과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인적자원의 원활한 흐름이나 배분 등의 결정에 많은 문

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분단시장가설이다(segmented market hypothesis). 이러한 입장은 근로자

들 개개인의 특성, 즉 지능이나 교육 년수 등의 국민 전체적 분포와 소득의 분포간에는 차이가

있어 전자로써 후자가 설명되지 않으며, 교육기회의 확대정책을 통해 교육 년수의 격차를 감소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분포는 별로 변화하지 않아 소득불균형이 계속 관찰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노동시장에는 경쟁을 제한하는 사회적 관행과 제도와 같은 수많은 요인이

존재하며,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경쟁이론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이 생겨난다.



국가인적자원개발관리 모델과 인적자원정책 방향의 탐색 199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분단시장이론 중 국가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직무경쟁이론과 이중노동시장이론을 살펴보기

로 한다. 직무경쟁이론(job competition theory)(Thurow, 1972)이란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이 경쟁

시장론자들이 가정하듯이 높은 임금을 얻기 위한 임금경쟁이 아니라 특정 직업을 갖기 위해 경

쟁하는 직무경쟁으로 나타난다고 보는 이론이다. 근로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직무의 수와 종류

는 이미 결정되어 있으며, 사회적 관습이나 제도적 요인이 소득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기업주

들은 근로자들의 앞으로의 훈련가능성(trainability)과 적응가능성(adaptability)을 염두에 두고

근로자들을 선별하여 채용한다고 본다.

이중노동시장이론은 노동시장을 두 개로 구분하여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으로 분류한

다(Piore, 1974). 1차 노동시장의 직무들은 고임금, 양호한 근로조건, 고용의 안정성, 승진 및 승

급의 기회, 공평성 등을 특징으로 하며, 2차 노동시장의 직무들은 저임금, 저 수준의 부가급여,

열악한 근로조건, 높은 노동이동, 승진기회의 결여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렇게 노동시장을 1차

시장과 2차 시장으로 구분하는 의의는 양 시장간의 근로자의 이동이 제한적이며 양 시장이 독

립적이어서 서로 다른 조건하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단노동시장가설은 우리 나라의 경우, 직종별, 부문별 노동시장간 이동이 적은 점을

고려하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들어 벤처 기업과 같은 인적자원의 유동성이 높은 기업체가

생겨나기 이전까지만 해도 대기업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인적자원이 이동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고, 이러한 인적자원 이동의 경직성은 기업뿐만 아니라 연구소간, 대학간, 정부부처간 등

에서도 존재한다.

4. 국가혁신체제론

국가혁신체제론은 국가 전체가 학습과 혁신을 통해 지식을 획득하고 창출하며, 이를 확산시

키기 위해 얼마나 효과적인 체제를 갖추고 있느냐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개발된 이론이다(김인

수, 1998). 지식, 기능, 태도, 가치관 등 인적자원의 구성요소 중 지식의 축적과 창출은 사회적으

로 유용한 부가가치 생산의 핵심원천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개인과 조직 및 국

가사회 수준에서 창출되는 지식의 사회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창출된 지식의 확산 및 활용과

정에서 파생되는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지

식이 특정 부문에 정체되어 머물지 않고 사회의 각 부문으로 확산되어 해당 분야의 발전을 가

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문가집단이나 대학, 정부 및 기업의 연구소 등 지식창출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 온 혁신 주체들간의 상호작용과 이를 통한 지식의 확산 및 활용의 중요성

에 대한 인식은 국가혁신시스템 이론의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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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혁신체제론은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유용한 지식의 창출, 확산, 활용을 통한 혁신

에 초점을 맞춘 논의이기 때문에(OECD, 1997) 혁신과정의 분석체계와 지식의 창출, 활용, 확산

의 전과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정책논의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지식의 창출, 확산, 활용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국가혁신체제론은 지식의 습득 현상

을 설명하는 학습이론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송위진, 이공래, 1998). 조직학습이론에서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직의 반응이 달라지면서 조직이 겪게 되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 조직내의

지식 총량이 증가하는 과정을 학습으로 파악하고 있다(Huber, 1991). 국가혁신체제론은 이러한

논의를 국가적 차원으로 발전시켜 국가 사회 수준의 학습현상에 주목한다.

조직이나 사회적 수준의 학습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Argyris(1977)는 단일회로 학

습(single-loop learning)과 이중회로 학습(double-loop learning)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자는 기

존의 목표와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점증적 학습이고, 후자는 기존의 목표와

지식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여 근본적인 혁신을 추구하는 학습이다. 이중회로 학습은 한 차

원 높은 학습유형으로서, 조직이나 사회구성원들이 익숙해져 있는 기존의 관행과 이론 및 사고

유형을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Johnson (1992)은 기술지식학습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지식학습의 유형을 학습의 의도성

여부에 따라, 그리고 창출되는 지식의 성격에 따라 세 가지 학습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생산활동의 수행과정에서 부산물로 이루어지는 학습이다. 이러한 유형의 학습으로는 실행을 통

한 학습, 사용을 통한 학습,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learning-by-interacting)을 들 수 있다. 두 번

째 유형은 탐색을 통한 학습 (learning-by-searching)이다. 이는 생산활동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

으면서도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겠다는 의도 하에 이루어지는 학습이다. 기업의 연구개발 부서

나 기획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이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세 번째 유형은 탐구를 통한 학

습 (learning-by-exploring)이다. 이 유형의 학습도 새로운 지식의 창출이라는 의도 하에서 이루

어지는 학습이다. 주로 대학이나 공공연구소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유형으로 이러한 학습과정은

종종 기존의 지식발전의 새로운 획을 긋는 혁신이론이나 개념의 창출을 가능하게 하기도 한다.

국가혁신체제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또 하나의 개념이 사회제도나 관행의 변화

를 추구할 때 선행조건이 되는 역학습(unlearning) 또는 망각(forgetting)이다(Levinthal, 1991;

Johnson, 1992). 역학습은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낡은 사고나 행동방식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과거에 축적된 지식과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생긴 신념이나 가치관이 새

로운 환경에 부적합할 때에는 단순히 새로운 지식, 사고 및 행동을 가르친다고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고와 행동을 버리는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지식의 획득, 창출 및 확산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개념이 지식의 암묵성(tacitness)이

다. 개인이나 조직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지식은 암묵지(tacit knowledge)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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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nt-Onge, 1996; Sveiby, 1997). 지식은 대부분이 개인에게 체화되어 있고 때로는 지식의 소유

자조차도 그 지식의 소유여부를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암묵적이다. 이러한 암묵지에는 노

하우, 통찰 및 직관 등이 포함된다(Gladstone, 2000). 이런 점에서 개인, 조직 및 한 국가가 보유

하고 있는 지식 중에서 부가가치 창출의 기여도가 높은 지식은 언어로 표현되기 어려운 암묵지

라 할 수 있다. 위대한 과학자의 끊임없는 실험과 고뇌의 과정을 통해 창출되는 지식이나, 경험

과 성찰을 통해 생성되는 위대한 성인의 각성과 같은 고부가가치 지식이나, 오랜 역사적 과정을

통해 축적되어 문화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한 사회의 지식과 문명 또한 그 태동과 발현의 과정이

암묵적일 수 밖에 없다. 언어로 표현되기 어려운 이러한 암묵지를 공유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

출, 확산하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관찰과 창조적 비유를 통한 학습과정이 있어야 하며, 이는 지

식의 단순한 전수를 통해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암묵지의 담지자로서 사람과 사람이 서

로 교류되어야 지식의 획득, 창출, 확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하에서는 국가인적자원의 개발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인적자본론, 인적자원 유통 및 활용에

시사점을 주는 노동시장구조론과 국가혁신론을 바탕으로 국가인적자원개발관리모델을 제시하

기로 한다.

III. 국가인적자원개발·관리 모델

국가인적자원개발·관리모델은 인적자원의 개발, 유통 및 활용의 순환적 동태적 상호작용을

핵심요인으로 구성된다([그림2]). 인적자원의 개발과 유통 및 활용을 포함하는 인적자원 관리의

개념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자.

인적자원의 개발이란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는 지식, 기술 및 태도 등의 저장(stock)

을 형성, 개인에게 축적시키는 개인, 사회 및 국가차원의 제반 활동이다. 인적자원의 형성에 결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교육과 훈련이며, 선발의 과정 또한 인적자원 형성의 기능을 수행한

다. 인적자원의 형성과 선발기능은 주로 학교교육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지지만, 기업과 같은 조

직 단위에서도 신입사원 및 경력사원의 채용, 승진, 승급 등을 통한 선발과정과 교육훈련을 통

한 형성과정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인적자원의 형성은 학습을 통한 인간의 능력개발이며, 선발은 개개인의 능력 개발을 인정하

고 확인하여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의 개발을 가능케 하는 과정이다. Becker(1993)가 지적하듯

이 인적자원의 형성에는 학교교육, 직업훈련, 치료활동, 이민, 및 정보탐색 등이 모두 포함된다.

결국, 인적자원의 개발이란 개인 및 사회적 차원의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지식,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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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태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인적자원의 유통이란, 인적자원의 유량 (flow)을 의미하며, 배분과 교류로 나타난다. 인적자원

은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흘러가는 강물처럼 생애에 걸쳐 자신의 경력경로(career

paths)를 따라 이동하게 된다. 국가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의 전과정을 인적자원의 수요와 공급

의 관점에서 분석할 경우 두 부문을 연결하는 메카니즘이 있어야 한다. 이 두 부분이 연계되지

않는다면 공급된 인적자원이 활용되지 않음으로써 인적자원의 공급증가는 오히려 사회적 손실

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아실현 및 잠재성 구현과 같은 가치를 달성하기도 어렵게 될

것이다.

국가인적자원개발의 관점에서 인적자원의 공급과 수요를 연계하는 부문을 인적자원 유통 이

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인적자원의 유통은 인적자원의 활용을 위한 사회전체 시스템의

의사결정이며 사회발전의 과정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인적자원의 유통이 인적자원을 공급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의 문화와 사회적 행태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림 2] 국가인적자원 개발·관리모델

인적자원의 배분과 교류에서는 균형성, 적정성 및 유연성이 중요하다. 인적자원의 균형배분

인적자원이 각 분야에 필요한 만큼 최적 수준으로 분산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인적자원의

교류는 각 분야별 인적자원의 상호작용과 교환을 의미한다. 인적자원 이동과정의 유연성이 인

적자원의 적정 배분과 원활한 교류의 정도를 결정한다. 인적자원 이동의 유연성은 각 분야별로

존재하는 진입장벽의 유연성에 달려있다. 진입장벽의 역할을 하는 진입로(entry gate)는 다양하

유통
(배분·교류)

개발
(교육·훈련·선발)

활용
(고용, 취업,

수급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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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분류될 수 있는 데, 지역, 산업, 직종, 직업, 기업, 학교 등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노동시장구조론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진입로 내에서 각기 다른 특성을 보이는 노동시장

이 발달할 수 있으며, 특히 산업별, 직종별, 기업별, 학교와 기업간에 이루어지는 인적자원의 배

분과 교류는 유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 각각에 존재하는 진입장벽은 인적자원의 흐름에

장애요인이 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지식의 암묵성은 인적자원이 상호 교류되지 않고는 핵심

지식의 진정한 공유가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데, 지식의 원활한 공유 및 확산을 위해 인

적자원 교류에 장애가 되는 정부기관간, 연구소간, 대학간, 그리고 이들 상호간의 고착된 제도

와 관행의 역학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인적자원의 활용이란 인적자원내에 체화된 지식, 기능, 태도 등을 이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인간의 활동에 따른 수행성과의 향상으로 나타나며, 개인의 잠재성

을 실현하고, 조직, 사회 및 국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인적자원의 활용은

주로 취업기회의 제공에 의한 고용을 통해 이루어지며, 국가 수준에서는 각 부문별 인적자원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통해 최적화된다.

국가인적자원개발·관리 모델은 관리를 통한 개발과 시스템적 접근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지

니고 있다. 첫째, 인적자원관리를 통한 개발 기능에 주목한다. 인적자원의 개발은 인적자원의

형성과 선발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인적자원이 적

재 적소에 배치되고 원활하게 교류되며, 개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취업 및 고용과정을 통해 인적자원의 활용도가 극대화되는 과정에서 사회전체의 인적자원이 최

대로 개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시스템적 접근을 취한다. 시스템은 상호 관련된 하위요소간의 유기적 상호작용관계를

전제로 하며, 투입-과정-산출-환류를 기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인적자원개발관리모델의 시스

템적 성격은 인적자원의 개발과 유통 및 활용의 전 과정을 통해 나타난다. 개발된 인적자원은

유통단계의 투입이 되며, 최종적으로 고용되어 활용되고, 활용과정상에서의 문제점이 개발 및

유통과정에 다시 환류된다. 인적자원의 시스템적 접근은 인적자원의 유통과 활용, 즉 관리상에

서 나타나는 문제는 개발의 시점에서부터 접근하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에 과잉 공급된 인력은 형성 및 선발과정, 즉 개발과정에서 조절되지 않으

면 사회차원의 인적자원 낭비일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는 미 취업 또는 실업이라는 좌절감을 안

겨주게 된다. 이는 인적자원개발관리에서 시스템적 접근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국가인적자원개발관리모델을 중심으로 우리 나라 인적자원개발관리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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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우리나라 인적자원개발관리의 문제점

1. 인적자원 개발과정상의 문제점

인적자원개발 과정상의 문제점을 연령별, 학력별 불균형 개발과 선발과정상의 문제점 및

중·장기 인력수급정책의 미흡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연령별, 학력별 불균형 개발

학교교육 내에서 인적자원의 연령별, 불균형 개발이 존재한다. 고등학교 단계까지와 대학 이

후의 인적자원개발 노력의 집중도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

들이 대학진학을 위한 입시위주의 학습에 매진하다가 일단 대학에 입학하면 학습시간과 학습량

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우리 나라 초·중등학생의 학습량과 수준은 대다수 선진국을 능가할

정도로 우수하나(OECD, 2000a), 대학생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지고 있다. 이는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1999)에 의하면,

우리 나라 대학생의 주당 평균 학습시간이 2시간 이하인 경우가 58%나 되지만, 미국은 13.3%,

일본은 12%에 불과하다.

또한, 경제활동인구의 1/ 3이 훨씬 넘는 중졸이하 저학력 성인(교육부, 2001)의 능력개발이 미

흡하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의 최대 희생자가 바로 이들이며, 이들의 낮은 교육수

준은 정치과정에의 참여율 저조, 구조적 실업문제 등을 야기하여 사회시스템의 건전도와 경쟁

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2) 선발시스템의 문제점

우리 나라 선발시스템의 문제점 분석은 교육에 있어서 자유와 평등에 관한 철학적 논의를 요

구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대학이전의 초중등교육까지는 획일적인 평등주의를 기조로 학생 개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관계없이 학군 내에서 제비뽑기에 의해 학생선발이 이루어지며, 대학문

앞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서열을 매겨 극심한 선발경쟁을 벌이는 전쟁터로 바뀌는 체제로 되어

있다. 일렬 횡대로부터 갑자기 일렬 종대로 줄서기 방식을 바꾸는 현장을 우리는 입시전쟁 (이

명현, 2001)이라 부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입사원 선발과정에서 학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절대적이어서,

학력의 선별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관행은 선진화된 사회의 인적자원 관리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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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원리인 능력주의의 구현을 가로막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중장기 인력수급전망과 정책 미흡

우리 나라 경제가 성장률 증가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중성장 경제로 진입함에 따라 기술진보

로 인한 고용 흡수력도 떨어져 과거 70∼80년대와 같은 고용증가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

로 보인다(이원덕, 이병희, 2001). 그러나 고용의 질적인 측면은 상당히 변화하여 저숙련 근로자

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창의력을 갖춘 지식근로자(knowledge

worker)에 대한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인력수요측면의 변화 전망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인력공급구조는 대단히 경직적

이어서, 고급기술인력분야의 대학졸업 인력은 부족하고 저급 기능 인력은 해외에서 수입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부(2002)의 정보통신전문인력 수급전망에 따르면, 2002

년부터 2006년까지 정보통신(IT) 전문인력의 학력별, 분야별 수급불균형으로 9만 9천여 명이 부

족하다. IT 인력공급의 전체 숫자는 많으나 대부분 저학력자 위주여서 학력간 불일치 현상이 심

화되고 있다. 또한 수급문제는 이 분야 교수확보의 비탄력성으로 인해 생기는 교수요원의 절대

적 부족현상과도 맞물려 있다.

2. 인적자원 유통과정상의 문제점

인적자원 유통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으로 인적자원 배분의 편중, 진입지체, 및 교류의 경직

성을 들 수 있다.

1) 인적자원배분의 불균형 (전공별, 학과별, 지역별, 산업별)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살려 전공을 선택하고 개발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적 분야에 취업하

는 것이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나 경쟁력 제고의 지름길이라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있기 어렵

다. 개인의 수행능력 향상과 노동생산성의 극대화는 자신이 가장 소망하고 잘 수행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여 취업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학력과 직업간의

불일치는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학생의 전공과 직업간의 일치도(<표 2> 참조)

를 보면 이러한 문제점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남자의 경우는 전공과 직업이 매우 일치한다라

는 비율이 10.9%, 여자는 12.1%이며 자신의 전공과 직업간에 전혀 관계 없다라는 비율은 남자

가 18.9%, 여자가 19.8%임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매우일치와 일치하는 편 을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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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비율이 남녀 모두 35.7%이며 관계없음과 전혀 관계없음을 합한 전공불일치 비율은 남녀

모두 43%를 나타내고 있다. 전공일치도를 학력별로 보면 실업계 졸업자가 4.1%로 가장 낮은 반

면에 대학이상은 20.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우리 나라는 저학력에서 직업과 전공간의

불일치 문제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직종별로는 전문관리직의 전공일치 비율이 가장 크며

서비스·판매직과 기능노무직에서 전공일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도시에 있는 사

람들의 전공일치비율이 그 외 지역의 사람들보다 높다(김주섭, 이상준, 2000).

<표 2>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단위:%)

구 분 매우 일치 일치하는 편 보통 관계없음 전혀 관계없음

성별
남 10.9 24.8 21.3 24.2 18.9

여 12. 1 23.6 21.2 23.2 19.8

학력별

실업고 졸업자 4. 1 22.0 23. 1 27. 1 23.7

전문대졸업자 16.3 23.4 18.4 23.6 18.4

대학이상 졸업자 20.6 28.2 19.7 18.8 12.8

소재지별
시부 11.7 24.6 21.4 23.6 18.7

군부 9.0 22.0 19.9 25.0 24. 1

직종별

전문관리직 28.6 32.0 16.8 14.6 8.0

사무직 7.4 32.6 28.7 21.2 10. 1

서비스 판매직 1.7 9.6 16.9 34.4 37.5

농어업 숙련자 6.2 20. 1 15.0 25.3 33.4

기능노무직 3.8 19.7 20.7 28.6 27.3

전국 11.4 24.3 21.3 23.8 19.3

자료: 통계청(1999), 한국의 사회지표

이러한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김주섭과 이상준(2000)은 우리 나라 노동 시장내 학력 일치도를

분석하고 있는데, 학력과잉 비율 35.5%, 적정학력 비율 45%, 그리고 학력과소 비율을 19.5%로

추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들은 학력불일치자 규모를 260만명, 학력일치자 규모를 213만 명

으로 추정하고, 고용 및 노동이동에서 학력과잉 근로자일수록 직장을 바꾸는 노동이동비율이

적정학력자나 학력과소자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 학력과잉 근로자들의 잦은 노

동이동은 개인에게는 구인정보 탐색, 신직업 정착 과정 등에서 비용을 발생시키며, 고용주에게

는 채용 비용의 증가를 가져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우리 나라의 전공별, 지역별, 부문별 인적자원의 불균형 배분으로 인한 편중현상은 우수 인적

자원의 특정학과 편중과 수도권 집중에서 나타난다. 대학 진학시 370점 이상의 수능 성적 상위

학생들의 경우 인문사회계열은 60.3%가 법학을, 자연계열은 공학과 의학분야에 각각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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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가 지원함으로써 인재의 특정학과 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 편중을 보면, 수능 성

적 상위 5%이내 학생의 90% 이상이 서울소재 대학에 진학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실제 수능 성

적 상위 5% 이내 학생의 63%가 서울 소재 대학에 입학하고 있다(교육부, 2000). 대학 진학시 인

적자원의 지역별 편중은 행정고시, 사법고시 등 국가고시 합격자의 지역별 편중으로 이어지고

있다. 행정고시 합격자의 91.8%, 사법고시 합격자의 92.6%가 수도권 소재 대학 출신으로 구성되

어 있다(행정자치부, 2000).

부문별 인적자원 편중도 심각한 문제중의 하나이다. 우수대학 신입생 중 법대, 정경대, 문과대,

경영대 학생의 각각 88%, 48.8%, 22.9%, 36.5%가 국가고시를 희망하고 있어, 우수한 인적자원이 주

로 국가고시를 통해 사법, 행정계열의 공공부문에 편중되어 배분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0).

산업인력의 부문간 불균형도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산업계의 기능인력 부족이 심각하여 외국

인 근로자를 수입하는 한편 고등인력의 취업난이 심각한 실정이다.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66,236명

에 이르고 있으며(법무부, 2000), 산업계의 인력수요는 인문계 39%, 자연계 60%이나 인력공급은 인

문계 43%, 자연계 32%(교육부, 2000)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 등 첨단분야 석·박사 고

급인력은 부족하고 인문·사회·자연과학분야 박사급 고등인력은 취업난이 심각하다.

2) 인적자원배분의 진입지체

인적자원 배분의 진입지체는 직업세계로 입문하는 최초 연령 즉, 입직연령의 지체에서 나타

난다. OECD(2000a)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의무교육이후 최초의 직업

정착에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1990년에서 1996년 사이에 미국은 7개월, 스웨덴은 5년,

덴마크, 포르투갈, 이태리에서는 3.5년이 늘어나는 등 14개국의 평균이 2년이나 늘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의 입직연령도 높아지고 있는데, 입직연령의 이러한 상향화 추세를 감안해도 우리 나라의

입직연령은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선진국의 평균이 23.3세인데 반해 우리 나라는

27.2 세로 약 4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입직연령의 지체는 경제활동 참여시기를 지연시키는 것이

므로, 총 경제활동 가능 인구중 실질적인 경제활동인구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표 3> 입직연령 국제비교

한국*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페인

입직

연령
27.2 22.0 21.0 21.4 23.6 24.6 24.3 23.2 22.2 25.3 25.6

* 주요 기업의 신입사원 평균 연령

** 자료 : OECD(2000c ). Transi t ion from ini t ial educat ion to working l i 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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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적자원 교류의 경직성

유사한 지식과 능력을 필요로 하는 직종 내에서도 인적자원 교류의 경직성이 존재한다. 이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기업간, 대학간, 연구소간, 정부부처간에 인적자원의

이동이 매우 제한적이다. 최근 들어 이러한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산학연을 통한 기

업, 대학, 연구소간 인적교류를 확대하고, 각 부처간 인사교류를 장려하는 등 다방면의 시도가

이루지고 있기는 하지만, 오랜 관행에 의해 제도화된 인적자원 교류의 경직성을 완화시키는 데

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인적자원 배분의 편중과 교류의 경직성은 우리 나라의 부문별

균형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3. 인적자원 활용과정상의 문제점

우리 나라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아 인적자원의 활용면에서 낭

비가 발생하고 있다. OECD 회원국 평균 참여율이 51.7%인데 반해 우리 나라는 31.4%에 머물

고 있다. <표 4>는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 국제비교를 요약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상대적으로 높은 대학 진학율, 대입 재수생 과다, 젊은 인재가 각종 국가고시 준비에 몰두하는

등 인적자원의 개발과 유통과정에서 누적된 문제가 활용 면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대입 재수생은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인적자원 활용 면에서의 낭비 요인

이 되고 있다. 대입 재수생은 1998년 261,000명에서 1999년에는 234,000명으로 줄었다가, 250,000

명(2000), 295,000명(2001)으로 계속 늘고 있다.

<표 4>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 국제비교

(단위:%)

구 분 OECD평균 한 국 미 국 영 국 일 본 독 일

전 체 51.7 31.4 65.9 69. 5 48.3 49.6

남 자 57.0 26.4 68.4 73.4 48.8 52.9

여 자 46.4 35.8 63.3 65.4 47.8 46.3

* OECD, Employment Out look(1999)

일반대학 졸업자의 계열별, 전공별 취업률의 불균형 또한 누적되고 있다. 인문계(47.2%) 및

사범계(47.9%)의 취업률이 다른 계열에 비해 낮고(사회계 : 51.7%, 자연계 : 50.7%, 의약계 :

80.5, 예체능계 : 54.1%),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의 취업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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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특히 인문계(43.0%)와 사회계(59.4%)가 다른 계열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자연계 :

64.6%, 의약계 : 92.8%, 예체계 : 79.0%, 사범계 : 68.7%) (교육부, 2000)

뿐만 아니라, 여성 인적자원의 경제활동 참가 형태는 신규취업, 출산육아, 재취업의 M자형 구조

인데, 이러한 생애주기를 고려한 인적자원 개발 체제가 미흡하다. 이에 따라 30∼44세 대졸여성 취

업율( 95)도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한국: 49%, 미국: 81%, 영국: 84%, 독일: 82%).

마지막으로 지적할 수 있는 국가인적자원개발의 문제점은 인적자원개발관리 시스템상의 문

제점이다. 정부직제상 225개의 인적자원개발 업무가 28개 부·처·청 등에 산재해 있어 이러한

기능을 통합·조정하기 위해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부총리 부서로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출범했

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다. 최근에 산업자원부가 관계 부처의 사전 협의 없이 단

독으로 발표해 언론의 질타를 받은 산업기술인력수급종합대책 은 아직도 인적자원개발기능이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조정되고 있지 못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부처간 조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행정기관내부에서도 정책의 일관성을 결여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 차이가 그 예이다. 정부 내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되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교육행정기관간 정책의 일관성 결여는 국가 정책

의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V. 결론: 국가인적자원개발·관리를 위한 향후 정책방향

인적자원의 개발, 유통, 활용 및 체제를 중심으로 향후 정책방향 및 과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무엇보다도 21세기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서는 교육개혁의 지속적 추진

과 국가평생학습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인적자원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는 학교와 직업

간 이동관리 및 개개인의 진로경로 관리정책이 필요하며, 교육 및 노동시장의 정보유통체계를

확립하고 고용관행과 사회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인적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교육과 노동시장을 연계하고 인력수급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과 수요부문관리

가 필요하다. 인적자원개발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

으로 정부부처 및 교육행정기관간 전략적 정렬(Strategic alignment)이 이루어져야 한다.

1. 교육개혁의 지속적 추진

우리 나라가 인적자원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의 모든 사회 구성원을 인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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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개발하는 총체적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95년 5.31 교육개혁방안이

수립된 이래 수많은 교육개혁과제(5.31 교육개혁과제: 120개, 현정부 대통령 교육공약사업: 74개

등)가 추진되고 있으나, 개혁추진철학의 미흡, 추진체제의 미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

고 있다. 특히 교육개혁의 추진주체간 역할분담과 주체의 역량이라는 면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교육부의 기능을 기획·평가·감사 중심으로 재편하고 초·중등학교

및 대학운영에서 자율과 책임의 원칙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인

적자원 개발 시스템의 효율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몇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

이 있다.

첫째, 교육개혁과정의 참여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기존 교육계 내부 역량에만 의존한 교육

개혁 추진에서 벗어나 타 부처, 정치권, 민간부문 등 외부역량도 함께 동원되어야 할 것이다. 둘

째, 학교교육의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산업정책, 훈련·고용정책 등 타 정책분야와의 연계를 추

진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인적자원의 양보다는 질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인적자원 개발과정의 핵심인 교육의 질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학교육 및 연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기능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우리 나라의 대학

은 연구를 통한 지식의 생산보다는 다른 곳에서 생산한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에 치중해 왔다

(김인수, 1998). 연구와 교육의 병행을 통해 대학의 지식 창출 기능을 강화하고 창출된 지식의

확산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산학연 연계 시스템을 도입하여 국가혁신시스템의 근간으로 삼

아야 할 것이다.

2. 국가평생학습시스템의 구축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학습패러다임은 평생학습 패러다임으로, 이는 최상의 인적자원개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OECD가 1990년대에 들어 지식기반형 인적자원개발전략으로

만인을 위한 평생학습 (Lifelong Education for All)과, 2001년 4월 OECD 교육장관회의에서 만

인을 위한 능력개발 (Investing Competencies for All)을 주창하면서, 평생학습을 지식기반사회

를 주도하기 위한 핵심전략으로 강조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도 평생직장 개념이 붕괴됨에 따라 근로생애에 걸친 평생학습을 통해 취업능력

(employability)을 배양해야만 고용안정을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요구되

는 지식이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이르는 12∼16년의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약 40여 년에 걸친 근로생애에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학습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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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에서 학교교육도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재 구조화되어야 하며, 개인, 조직, 지역사회

수준에서 학습사회의 이념을 제도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개인 차원에서는 청소년, 중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단계별 학습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보급하고, 조직차원에서는 학습

기업을 육성하고, 정부 등 공공기관에도 학습조직의 관행과 문화를 확산해야 할 것이다. 더 나

아가 지역사회수준에서는 평생학습도시 모델을 시범적으로 개발·보급하고, 지역사회 또는 사

이버 공간상에서 소규모 학습공동체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활동인구의 1/ 3을 훨

씬 넘는 중졸이하 저학력 성인의 학습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독학학위, 학점은행제 등

평생학습제도를 고등학교 단계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성인에게는 일이 곧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 자체가 학습이다. 일과 학습이 연계

될 수 있도록 일하면서 학습하고 학습하면서 일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고숙련 노동에 대

한 수요가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개인의 자율적인 평생학습을 통한 인적자원개

발이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에 개인주도적 학습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미 선진국은 이러한 지

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일본은 1998년 12월 고용보험 일반피보험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을 수강한 경우, 교육훈련비의 80%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교육훈련 급부금 제도를 신설

하였다. 영국은 1998년 근로자들이 스스로 학습비용을 지불하고, 정부와 사용자가 매칭 펀드로

분담 출자하여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하는 개인학습 계좌제(individual learning account)를 도입

하였다. 또한 프랑스, 벨기에, 스웨덴, 핀란드 등 유럽의 다수 국가들도 법령을 통해 교육훈련에

대한 유급휴가를 사업주에게 의무화거나, 영국, 미국,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에서

는 노사교섭을 통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하고 있다(이원덕, 이병희, 2001).

우리 나라도 개인주도적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학습휴가제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법과 고용보험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근로소득의 교육비 공제 대상범위를 정

규교육기관 교육비 뿐만 아니라 개인이 능력개발에 투자한 비용 전액으로 확대하여 개인주도적

평생학습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 체제 구축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 학교와 직업간 이동을 관리하는 국

가차원의 정책적 접근과 개개인의 진로경로를 관리하는 정책이 동시에 요구된다. 전자를 위해

인턴제 도입이나 청년층의 창업활동을 지원하여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졸

및 대졸 미취업자의 취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후자를 위해 직업, 진로, 취업 및 창업 등에 관한 교과과정을 개설하는 대학을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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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단위 학교·학생회·고용안정센터·기업간 취업네트웍을 구축하여 노동시장과 교육시장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전병유, 2000).

청년층 미취업 및 실업 문제는 실업이 발생한 뒤에 사후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지

만, 인적자원의 개발단계에서의 질 관리로 고용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

하며, 더 나아가 고용창출을 통해 실업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인적자원 수요부문 관리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4. 노동 및 교육시장 정보유통체계 확립

지금까지 교육시장에서는 공급자 위주의 교육과정 및 정원 조정 등이 이루어져 노동시장 정

보를 갖고 있는 수요자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다. 노동시장정보를 교육수요자와 공급자에게 체계

적이며 규칙적으로 제공하여 노동수요자와 공급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의 정보를 종합하고, 분석·재가공하여 노동공급자에게 정례적으로 공급하고, 노

동수요자에게도 산업 및 과학기술인력 정보 등 국가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정보가 널리 유통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5. 인적자원 교류의 촉진, 자격과 교육의 연계 및 능력주의 인사관행의 정착

지식의 창출, 확산, 활용을 위해서는 산학연간 인적자원의 교류가 중요하다. 지식의 상당부분

이 암묵지이므로 기관간 인적자원을 교류할 수 있는 유연한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자

격제도와 교육훈련의 연계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즉, 일정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이에 상

응하는 학력을 인정하여 당사자가 원하면 상위 단계의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보처리기사나 정보통신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정보통신학과 2학년 또는

그 이상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기업체의 경우 학력중심의

인사관행이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직무능력을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

어야 한다.

6. 수요부문관리정책

인적자원정책은 인적자원공급 역할을 담당하는 개발과 유통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데는 한계

가 있다. 점수에 의한 획일화, 학생간의 치열한 경쟁과 이에 따른 각종 부작용 등의 교육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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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부에서만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학벌주의, 연고주의, 연공서열 등의 사회관행이 그 뿌리

에 있기 때문이다. 사람을 배치하여 활용하는 인적자원 수요부문에서의 관행이 함께 개선되어

야 한다. 따라서, 인적자원의 배치와 활용개선을 위해서는 인적자원 수요부문관리대책이 필요하

다.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전문관리직 여성 고용확대 정책이라든지 석·박사급 고급인력의 활용

도 제고를 위한 박사후과정(post-doc)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더 나아가 수요예측과 충족이라는 인력정책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 수요창출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우수인력 공급정책을 추진하여 우수인력 공급의 극대화가 가능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디자인 인력의 경우 각 대학에서 학과가 개설되고 인력을 배출하기 시작한 80년대 초반에는 직

업시장에서 수요가 없던 분야였는데, 오히려 인력이 공급되고 직업이 창출된 사례라 할 수 있

다. 즉 인력수급분야 중 공급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의 개발이 시급하다. 이는 고용기회의

창출로 이어져 실업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동반하게 될 것이다(정기오, 2000).

7. 인적자원개발관리시스템의 전략적 정렬

본래 전략적 정렬은 경영학에서 사용되어 온 개념(Nadler & Tushman, 1989; Selmer, 1998)으

로 인적자원개발관리 전략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므로 그 개념을 차용하고자 한다. 인적자

원개발 시스템의 전략적 정렬이란 국가 수준의 인적자원개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

부조직체제 및 교육행정기관 운영체제와 과정을 통해 동원될 수 있는 자원과 에너지를 일관된

방향으로 전략적으로 집중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발전모델이 명확하게 제시

되어야 하며, 이를 구성하는 하위요소간의 관계 역시 분명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인적자원개발

을 둘러싼 환경, 인적자원의 개발관리 비전과 목표, 인적자원개발관리의 사회적 관행과 보상체

제, 인적자원개발 구조와 체제 등을 분석하고 이러한 요소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파악하여, 인적

자원개발관리를 추진하는 주체의 역량을 일관되고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의 전략적 정렬은 현재 중앙정부에서만 추진되고 있는 국가인적자원개

발체제를 지역인적자원개발체제(이희수, 2002)로 확산시키고 상호간의 연계전략을 개발하는 과

정에서 참여 주체간의 비전과 목표, 자원의 동원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국가인적자원 개발관리정책 추진과정의 전략적 정렬을 위해서는 전략 개발의 두뇌역할을 담

당하는 추진체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중앙정부 차원의 추진체는 관계부처 장관회의의 하나인

인적자원개발회의이며, 교육인적자원부내에서는 시도교육감협의회와 대학총장협의회가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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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된다. 현재 중앙정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상응하는 각 지역별 인적자원개발회의체

를 구성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며, 여기에는 시도교육감, 일반행

정자치단체장, 시도의회 의장, 지역대학총장 등 지역의 핵심 인사들이 참여해야 할 것이다. 지

역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에서 시도교육청 및 지방대학이 핵심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향

후 국가인적자원개발에 관련된 주요 정책의 조정과 합의, 최종 의사결정은 반드시 이러한 추진

체 내에서의 협의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추진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조정과 협의 기능이 게임의 규칙처럼 제도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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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ploratory Study of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Management Model and Policy

Suggestions

Oh, Hun-Se ok*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conceptual model of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management (NHRD&M) based on the review on the concepts and

theories related to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to identify problems in NHRD&M

based on the model, and to provide human resource policy suggestions. This NHRD&M

model is composed of three elements : (1) development by formation and selection of

human resource, (2) circulation by distribution and exchange, and (3) utilization. This model

assumes systemic interaction and feedback between development, circulation, and utilization.

Based on this model, problems in NHRD&M are identified as unbalanced development by

age, academic background, problems in selection systems, lack of mid- and long-term plan

of manpower demand and supply, a biased distribution of human resource, delay of job

market entry, lack of human resource exchange, low participation rate of youth in economic

activities, unbalanced employment rate by academic track and major, low rate of female

resource utilization, and lack of strategic alignment in NHRD&M.

To solve these problems in NHRD&M, human resource development by continuous

educational reform and national life long learning system improvement, human resource

circulation by school-to-work system management, career paths management,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development of education and labor market, and employment based on

performance and ability, and human resource utilization by linkage system development

between education and labor market, mid- and long-term manpower planning, and demand

side management of human resource were suggested. Finally, strategic alignment between

* Deputy Director,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Division of Policy Analysis

Abstra c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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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ies and educational administrative agencies should be established.

Ke y Wo rd s : Na t io na l hum a n re so urc e d e ve lo p m e nt a nd m a na g e m e nt, hum a n

re so urc e c irc ula t io n, hum a n re so urc e ut iliza t io n, stra te g ic a lig nm e 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