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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개요.Ⅰ

연구의 목적1.

현재의 서울시 교육훈련체계를 재검토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서울시 공무원 인재상을 정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서울시

공무원 교육훈련의 바람직한 방향과 교육훈련운영체계의 구축방안을 제

시하는 것임.

연구범위 및 주요연구내용2.

공무원 교육훈련의

환경분석
➜ 교육훈련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훈

련방향의 검토


국내외 교육훈련

우수사례분석
➜ 국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사례분석

국외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사례분석

서울시 공무원

교육훈련 현황분석
➜ 서울시 공무원교육훈련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서울시 공무원 교육훈련

개선방향의 설정
➜ 서울시 바람직한 인재상의 정립

서울시 공무원 교육훈련방향 모색


서울시 공무원 교육훈련

중점 개선방안검토
➜ 바람직한 인재상과 교육훈련방향을 고려

한 중점 개선방안의 검토



연구의 요약.Ⅱ

행정환경변화와 교육훈련의 새로운 패러다임1.

공무원 교육환경은 내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음.◦

강점 : Strength 약점 : Weakness

교육훈련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산○

다수의 육훈련혁신성공사례 양산(BP)○

부서 및 교육훈련기관간 다소 격차○

교육훈련 담당인력 및 전문성 부족○

기회 : Opportunity 위협 : Threat

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HRD○

역량 있는 민간 컨설팅 기관 증가HRD○

경제여건으로 교육훈련 투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

교육훈련 혁신 성과창출에 대한 조급성○

또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행정환경의 변화는 교육훈련에 있어◦
서도 새로운 방식으로의 접근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음 특히 지방화. ,

정보화 세계화 및 개방화 창조화라는 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행정환경에, ,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다양화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에 탄력적으로 적응하는 길만이 정부조직의 생존능력을 제고시

킬 수 있을 것임.

현행 서울시 교육훈련제도에 대한 평가2.

교육훈련의 인프라1)

제도적 인프라 부분을 보면 서울시 공무원 교육훈련은 인적자원관리와의◦
연계성이 떨어져 교육훈련의 평가결과가 인사관리와 연동되지 않는 문제

가 있음 또한 교육훈련체계를 볼 때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혁신인력개발.



원은 급 이상 관리자교육과 전국적 통일을 요하는 교육을 실시함을 원5

칙으로 하고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공무원교육원은 지방 급 이하 교육만6

을 담당하도록 되어있어 장기적으로는 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교육권도5

서울시가 갖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서울시 인사과와 서울시 공무원교육.

원과의 이원화문제로 인해 두 기관간 교육훈련비전이 일치하지 못하며

교육내용의 분류가 통일되어 있지 못하고 자료의 취합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서울시 인사과 서울시공무원교육원

국외 장 단기 특별훈련/

고위공무원 특별연수

직장교육 외국어교육-

직장교육 연구모임 지원 등-

수요자중심의 주문형 교육지원

외부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

외부 공공교육기관 위탁교육

기본교육 급 급(7 , 9 )

전문교육 급 이하(5 ))

사이버교육 급 이하(5 )

기타 교육 별정직 계약직( , )

취업지원교육 퇴직예정자( )

기타교육 시민 어린이( / )

인적 인프라를 보면 교육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의◦
인력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기능직과 행정직이고 연구직은

전무한 실정이며 교육지원인력의 전문성도 매우 부족하여 서울시 인사,

과나 서울시공무원교육원에는 교육공학을 전공하거나 민간전문가가 없음.

물적 인프라를 보면 서울시 공무원 인당 교육비는 원으로서 인1 347,000◦
건비 대비 직접교육비는 이어서 년 기준으로 삼성이 만1.49% 2005 323

원 장성군이 만원 미국의 경우 인건비 대비 직접교육비를 약, 2,05 , 3%

수준으로 권장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교육훈련투자비를 더 증가시킬 필요

가 있음 또한 서울시 공무원 교육원의 경우도 공무원 교육원 총예산 중.

순수교육관련 사업비가 약 정도이어서 새로운 교과목 개발이나 교육13%

기획에 대한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교육훈련 기획2)

교육훈련 비전 및 전략을 보면 과연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바람직한 서“◦
울시 공무원상 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서울시의 인재상이 서”

울시의 목표와 비전으로부터 도출되어 이것이 구체적인 교육훈련의 방향

으로 연결되어 일련의 체계를 구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지

못함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방향이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관리.

적이며 단견적인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행정가를 양성하는 방

향으로 교육훈련의 기본방향이 설정되어져 있다는 한계가 있음.

교육계획수립에 있어서도 인적자원개발계획 및 개인역량개발 계획이 없◦
으며 역량분석에 따른 교육체계수립 및 과정이 개발되지 않고 있으며 중

장기 교육훈련계획수립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공무원교육수요를 분석함에 있어서도 교육훈련수요분석제도(TNA,◦
가 정착되어 있지 못하고 교육훈련 필요Training Needs Assessment)

내용보다 교육훈련 대상인원만을 대상으로 파악하는 형식적이고 획일적

인 양 위주의 수요조사나 당해연도 교육인원대상 파악에 초점을 둔 나머

지 결과적으로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단순한 지식

전달 위주의 이론식강의식 교육이 이루어짐.․

교육훈련 운영3)

교육내용에 있어서 개설교과목의 적합성 여부 분석이 미흡하며 교수요원,◦
선정과정에서도 주로 설문조사 및 추천에 의존하여 소극적으로 선정되고

있음 또한 교육훈련의 방법이 비효율적이고 참여를 배재한 강의식 교육.

방법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교육대상도 대부분 급 급의 위주로 되6 9～

어 있고 급의 경우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어 제한교2 5～

육의 형태를 띠고 있음 이러한 결과로 민간부문의 추세. action learning

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한계가 있음.



평가4)

교육훈련의 평가가 얼마나 직무능력이 고양되었는가 보다는 주로 피교육◦
자의 만족도에 대한 점수화나 교육인원 달성도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

며 공무원 개개인의 문제해결 능력과 직무전문성 배양정도에 대한 평가

가 미흡함 또한 교육훈련내용에 대한 성과나 기대효과에 대한 분석기준.

이 결여되어 있으며 교육훈련의 환류와 관련해서도 업무의 동질성이나

유사성이 없는 분야로의 잦은 전보로 인해 교육훈련이 실무로 전이되지

않고 있음.

정책적 제언 서울시 교육훈련제도 개선방안. :Ⅲ

전략적 개선방향1.

서울시 교육훈련은 다음과 같은 교육훈련체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Blended

Learning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중

심교육

핵심리더

양성교육

성과

중심

교육

글로벌 전문인자주적 실천인
창의적

문제해결자

Action

Learning

계층별

교육

역량모델

개발

자기개발

계획수립

및

교육선택권

on-off

교육의

연계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

울
서울시

비전

인재상

교육훈련

방향

교육체계

운영



서울시의 목표와 비전◦
서울시 교육훈련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지향하는 서울시의-

비전과 목표를 반영한 교육훈련이어야 되어야 함.

서울시의 바람직한 인재상◦
바람직한 인재상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며 공무원의 지위와 정- ,

부의 역할을 자각할 수 있는 기본소양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 자주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인재,

여야 함.

행정환경의 변화

지방화

정보화

세계화

창조화

서울시의 인재상

창의적 문제해결자

자주적 실천인

글로벌 전문인

공직자로서의 조건

공무원으로서 기본가치관

전문적 능력

자주적능동적 태도․

중점 교육훈련개선방안2.

성과중심의 교육을 위한 실천학습방법의 강화◦
업무현장을 벗어난 교육기관에서의 일회성주기적 교육훈련은 점차 감- ․
소시켜야 하며 실제의 업무현장에서 교육훈련 정책현장에서의 일과 학,

습의 통합으로 교육훈련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함.

핵심리더양성교육과 계층별 차별화 교육◦
서울시의 경우 정책을 기획하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핵-



심적인 역할을 하는 관리자 특히 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5

훈련은 그 기회가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한

총체적 재검토가 필요함 나아가 잠재적 핵심리더인 급이하 공무원에. 6

대해서도 계층별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급과 급처럼 차별. 7 9

성이 없는 교육과목을 폐지하고 각 계층별로 필요한 직무역량을 판단하

고 이를 바탕으로 실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역량기반교육 의 활용(Competency-Based Learning)◦
서울시의 비전 사명 전략 과제들을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 ,

데 필요한 역량을 보유한 인재를 중점적으로 육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

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핵심직무역량모델(core job capacity model)

을 정립하고 이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본 연구에서는 역량.

분석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범

적 역량구조를 도출하였음.

서울시 직급별 리더역량 조사결과

급이상3 급4 급5 급6

목표 방향제시/ 목표 방향제시/ 전문가의식 전문가 의식

정치적 고려능력 부하직원 지도 육성/ 의사소통
타 공무원과의

협조성

경영마인드 인적물적자원관리․ 문제인식 이해/ 정보수집 관리/

전략적 사고 전략적 사고 정책집행능력 변화적응력

갈등조정 육성/ 갈등조정 통합력/ 정보수집 관리/ 정책집행능력

부하직원지도 육성/ 협상력 협상력 고객지향성

협상력 의사소통 인적물적 자원관리․ 의사소통

자기주도적 학습◦
서울시 공무원 스스로 교육훈련의 계획을 세워 이에 따라 교육이 이루-



어지도록 하며 공무원 교육원뿐 아니라 교육기관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교과목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의견,

을 개진하며 교육 후에 교육내용을 적극적으로 평가하여 환류하는 것,

임.

Blended Learning◦
온 오프라인 통합학습 이란 전자교육- Blended learning( - ) (e-learning)

과 오프라인 교육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교육이라고 설명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면대면 교실수업과 웹을 활용하는 등의 전자교육

을 혼합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지칭함 서울시의 경우 이미(e-learning) .

이 존재하지만 좀더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집합e-learning

교육과 적절하게 연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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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교육훈련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그 중

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새삼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기업조직에서 교.

육훈련의 중요성은 이미 기업 에 의해 인식되어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면CEO . ,

미국 의 젝 웰치 전 회장은 교육의 투자효과는 무한대라는 말로 그 중요성을GE

강조하고 있고 미국 디바이스 아날로그사 사장도 지식집약, Ray Stata(1989)

사회에서의 경쟁력은 학습능력이 좌우한다는 말로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

고 있다 유한킴벌리의 문국현 사장은 경영자의 제 역할은 다름 아닌 인재양성. 1

에 있다고 하면서 의 개념을 대신, CEO “Chief Executive Officer" ”Chief

로서의 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교육훈련Education Officer" CEO .

을 통한 경영혁신 모범 사례로 가장 빈번하게 벤치마킹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

체 중 하나인 장성군의 김흥식 전 군수는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 ,

을 바꾸는 것은 교육이다 라는 모토로 장성군을 가장 혁신적인 지방자치단체로”

변모시키고 있다 이처럼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막론하고 교육훈련을 통한.

인재육성 은 인재확보 에 비해 다소 더디지만 가장 효과적이고 성공요인“ ” “ ”

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지만 교육훈련이 갖는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공무원 교육,

훈련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에 봉착해 있다 에를 들면 공무원을 대. ,

상으로 한 교육훈련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한 이미지는,

주로 승진을 위한 점수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고 이를 반영하듯이 공무원,

에 대한 교육훈련은 해당직무능력 향상이나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훈련이

라기보다는 업무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기회로 인식하는 등 매우 소극적인

의미로 인식되어져 왔다 이러한 인식은 인재확보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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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공공조직에서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시간과 비용이 많

이 소요되는 교육훈련을 통한 인재양성 에 주력하기 보다는 주로 신규인력“ ” “

확보 에 치중하여 왔고 이러한 신규인력확보 정책은 효과적인 인력양성방법으” ,

로서의 교육훈련을 더욱 형식화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확보. ,

정책 못지않게 교육훈련을 통한 인재양성은 환경에의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타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유용한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개

인의 자발적 창의적 동기부여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조직의 생산성 제고와 목,

표달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민간조직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그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년 월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훈2005 8

련은 교육훈련 이수제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등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해서

도 제도변화가 모색되고 있고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교육훈련체,

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의 필요성이 시급한 당면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해 서울시 공무원도 예외가 아니다 교육훈련을 좀 더 다양화하고.

공급자 위주 의 하향식 교육에서 수요자 위주 상향식 교육시스템으로 개“ ” “ ”

편하되 승진을 위한 양 중심 의 형식적 교육훈련을 질 위주 의 교육훈련, “ ” “ ”

시스템으로 개편하여 보다 문제해결 지향적이고 보다 수준 높은 양질의 행정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재양성이 공무원을 위한 새로운 교육훈련 패러다임으

로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행정환경과 이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행정수요에 대응,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서울시 공무원교육훈련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공공조직 내적 및 외적 환경의 변화와 이러한 환경변화로 인해 제기되

는 새로운 교육훈련수요 및 패러다임의 설정

공무원 교육훈련의 틀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분석틀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공무원교육훈련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



서울시정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상의 정립과 이를 바

탕으로 한 교육훈련의 전략적 개선방향 및 구체적 개선방안의 제시

제 절 주요연구내용2

본 연구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훈련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공무원 직무능력의 개념 및 교육,

훈련의 의미를 살펴본다 직무능력과 교육훈련의 개념은 과거의 양적 하향적. , ,

공급자 중심적 접근에서 최근에는 질적 상향적 수요자 중심적 접근으로 변화하, ,

였다 이러한 이론적 접근은 새로운 교육훈련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바탕이 될.

것이다 또한 공무원 교육훈련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라 나타나는 새로운 교육훈.

련의 패러다임을 설정함으로써 이후 서울시 공무원교육훈련의 방향을 제시하는

토대로 삼고자 한다.

둘째 교육훈련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최근의 교육훈련동향 및,

특징을 검토하였다 국내외 우수사례를 검토한 것은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에 대한 대안 제시의 모범을 삼기 위한 것이다 국내외.

사례에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의 사례도 포함되어 있다.

셋째 현재 서울시 공무원 교육훈련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공무원교육훈련,

제도의 평가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중심으로 하여 서울시 공

무원교육훈련제도를 검토한다 교육훈련제도의 평가모델은 이론적 분석틀뿐 아.

니라 현재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의 분석체제 그리고 최근에 도입된 인,

적자원개발인증제의 평가지표를 참고하였다.

넷째 앞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공무원교육훈련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서울시 공무원교육훈련제도의 개선방안에는 인재상의 정립 및 기본방.

향뿐 아니라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개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5 .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공무원 교육훈련의

환경분석
➜ 교육훈련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훈련방향의 검토


국내외 교육훈련

우수사례분석
➜ 국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사례분석

국외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사례분석

서울시 공무원

교육훈련 현황분석
➜ 서울시 공무원교육훈련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서울시 공무원 교육훈련

개선방향의 설정
➜ 서울시 바람직한 인재상의 정립

서울시 공무원 교육훈련방향 모색


서울시 공무원 교육훈련

중점 개선방안검토
➜ 바람직한 인재상과 교육훈련방향을

고려한 중점 개선방안의 검토

그림 연구의 주요내용< 1-1>

본 연구의 전체적 체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제 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1

및 연구방법을 제시한다 제 장 교육훈련에 대한 이론적 접근에서 직무능력 및. 2

교육훈련에 대한 정의와 새로운 교육훈련의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제 장 국내외. 3

교육훈련사례의 분석에서는 국내외 우수 교육훈련사례의 분석을 통해 교육훈련

의 최근동향을 살펴 본다 제 장 서울시 교육훈련제도에 대한 평가에서는 교육. 4

훈련제도평가를 위한 분석틀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서울시 공무원교육

훈련제도를 문제점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제 장 서울시 공무원교육훈련제도 개. 5

선방안에서는 서울시의 목표와 비전으로부터 바람직한 서울시 인재상을 설정하

고 교육훈련개선의 기본방향과 중점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 장 결. 6

론부분에서는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과제를 제시한다.



제 절 연구방법3

본 과제의 연구수행을 위해서 문헌조사 관련자료분석 심층면접조사 설문조, , ,

사방식을 활용하였다 문헌조사를 통해서는 주로 공무원교육훈련 관련 이론 및.

모델을 검토하고 관련자료 분석을 통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지,

고 있는 교육훈련에 대한 사례연구와 함께 서울시 공무원교육훈련의 현황을 분

석하고 공무원교육원의 교육훈련 담당자와 서울시 공무원과의 면접조사는 교육,

훈련의 현황과 이를 바탕으로 한 대안제시를 위해 활용되어지며 마지막으로 설,

문조사는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시범적 역량분석을 통해 가안을 도출하는데 사

용되었다.





제 절 이론적 배경1

제 절 행정환경의 변화와 교육훈련 패러다임의 전환2

제 장 교육훈련에 대한 이론적 접근Ⅱ





제 장Ⅱ 교육훈련에 대한 이론적 접근

제 절 이론적 배경1

공무원 직무능력의 의의1.

직무능력의 개념1)

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르면 맡은 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 을 의미한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 조 학자들은 교” ( 1 , 2005).

육훈련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지식 기술 태도 가치관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 ,

개념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박천오 외 궁극적으로 직무능력은 조직의( , 2004).

성과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에 필요한 공무원의 자질과 능력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직무능력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된.

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정부활동에 대한 지식이다 이러한 지식은 공무원의 자질과 밀접한 관, .

련이 있는 요소로서 일반지식과 전문지식 정부운영의 일반적 개념과 전문기능,

에 대한 개념을 포괄한다.

둘째 전문적 기술의 향상이다 이러한 기술은 조직의 성과와 직접적으로 관, .

련이 있는 과업의 수행방법과 기술 문제분석과 해결능력 및 기법을 의미하며,

이는 공무원 개개인의 지식과 경험과도 관련된다.

셋째 직무동기와 다른 조직구성원과의 관계측면이다 동기와 대인관계는 직, .

무에 대한 공무원의 태도와 집단구성원간의 상호작용능력을 의미한다 공무원의.

동기와 대인관계는 그의 지식 능력 및 기술이 보다 큰 성과를 거두도록 만드는

심리적 또는 행동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직무수행역량의 개념2)

직무능력과 관련하여 최근에는 역량 이라는 개념이(competency, capacity)

주로 사용되고 있다 즉 교육훈련의 목적을 역량강화로 보는 것이다 이처럼 역. .

량강화를 위해 핵심역량을 평가하는 아이디어는 년대 초 에 의1970 McClelland

해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미국정부는 전통적인 지능검사 및 적성검사의 오류를.

줄이고 개인의 특성을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조사방법을 에 의뢰하McClelland

였고 이에 의해 역량을 평가하는 접근방법이 생겨난 것이다 박천오김상묵( ,․
역량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2004). .

출 처 정 의

Garfan

(1981)

지방정부의 역량은 지방정부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지방

정부의 능력.

Hondadle

(1981)

역량은 변화의 예측능력 정책에 관한 지적인 결정능력 정책집행 프, ,

로그램의 개발능력 자원의 획득 및 관리능력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

현재의 행동평가능력 등으로 정의되어짐 역량강화는 필요로 하는 것.

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제도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임.

OPM

(2003)

역량은 특정한 아젠다 또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적합한 조직 체,

제 파트너십 사람 그리고 절차, , , .

UNDP

(1998)

기능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 및 조직

의 능력.

Morgan

(1997)

개인 집단 조직이 그들의 기능을 수행하거나 장래에 바람직한 목표, ,

를 달성하기 위해 그들의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임.

UNFPA

(2003)
개발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포함한 개인 조직 체제의 능력, , .

GTZ/USAI

D

-CLEAN

(2001)

역량은 기능을 수행하고 효율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개인 조,

직 그리고 시스템의 능력으로서 이것은 구성요소의 지속적인 점검과,

기능과 목적의 역동적인 조정을 기본으로 하여야 함.

김선빈

(2003)

일반적으로 역량이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말함 또 역량은.

잠재적인 역량과 실제적인 역량으로 구성됨 잠재적인 역량은 어떤.

일을 내거나 어떤 상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말함.

실제적인 역량은 어떤 특정한 일을 행하는데 알맞은 실제적인 능력을

말함.

표 정부역량 의 정의< 2-1> (government competency)

자료 한상우최길수: (2006, p.186)․



위와 같은 정의를 볼 때 역량이라 함은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에서 준거에

따른 효과적이고 우수한 수행의 원인이 되는 개인의 내적인 특성을 말한다 내.

적인 특성이란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개인성

격의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측면을 말한다 민병모 외 즉 역량의( , 2003, p.19).

개념은 직무능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적 측면 즉 개인의 잠재력 측면을 강조,

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직무수행역량의 요소3)

본 연구에서는 직무능력을 직무수행역량을 포함하는 관점에서 보기로 한다.

따라서 직무능력의 요소는 직무수행을 위한 역량의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 직무.

수행역량의 요소에 대해 학자들은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상우최. ․
길수 은 역량을 개인역량 조직역량 광범위한 시스템역량으로 나누고 개(2006) , ,

인역량을 표면적으로 기술과 지식을 내면적으로 공직윤리를 들고 있다, .

한편 미국 은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목표 설정과 관련하여 다음과OPM

같이 가지의 역량 분야를 제시하고 있다7 (Competency) (OPM, 2000, p.13).

에서 제시하고 있는 역량은 리더쉽 커뮤니케이션 관리 및 업무집행 전문OPM , , ,

성 분석적인 문제해결능력 의사결정과 기술역량을 공무원 훈련수요 분석을 위, ,

한 역량분야로 제시하고 있다 이들 가지 분야에 대한 역량에 대한 주요한 분. 7

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분 석 내 용

리더쉽

(Readership)
단기 장기적인 관점에서 리더에게 필요한 기술,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

목표달성을 위해 대내 외적으로 필요한 의사결정 역량,

의 유형은 예 대내적으로 직원 간 문서 및 구두로? ( , ,

이루어지는 의사결정과 대외적으로 이해관계자의 수요

를 충족시키기 위한)

표 미국 의 가지 역량분류< 2-2> OPM 7



자료 : OPM, A guide to strategically planning training and measuring results(2000, p.13)

우리나라에서도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역량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또한 공.

공조직에서도 최근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중앙부서에 도입하고 있는 고위공무원“

단 제도와 관련하여 공무원들의 역량이나 자질이 고위공무원 선정이 있어서 중”

요한 기준으로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고위공무원단에 요구되는 역량군은 개로서 수평적 관계역량군, 4

수직적 관계역량군 업무수행 역(Horizontal Relating), (Vertical Relating),

량군 과 사고역량군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Working) (Thinking) . 4

가지 역량군의 역량종류를 살펴보면 수평적 관계역량군에는 의사소통능력과 고,

객지향 역량이 수직적 관계역량군에는 비전제시와 조정과 통합역량이 업무수행, ,

역량군에는 결과지향과 전문가의식 역량과 혁신주도 역량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고역량군에는 문제인식 및 이해력과 전략적 사고마인드를 필요역량으로 제시

하고 있다 고위공무원단에 사용되는 역량군은 다음과 같다. .

관리 및 업무집행

(Administrative and

가Wo Processes)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업무처리 절차가 필요한

가 그렇다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역량은? , ?

전문성

(Professional)

어떤 유형 과학적 기술적 법적 진단 의 전문화된( , , , )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가?

분석적

문제해결능력

(Analytical

Problem

Solving)

목표달성을 위해 어떠한 종류의 문제해결 도전들이 필

요한가 이러한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역량들?

이 요구되고 있는가?

의사결정

(Decision Making)

규제변화들이 의사결정에 대해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

고 있는가?

기술 (Technology)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기술적 역

량들이 요구되고 있는가?



역 량 군 역 량 종 류

수평적 관계역량군

(Horizontal Relating)

의사소통 (Effective Communication)

고객지향 (Customer Oriented)

수직적 관계역량군

(Vertical Relating)

비전제시 (Visioning)

조정 통합, (Monitoring and Developing

others)

업무수행 역량군

(Working)

결과지향 (Performance Oriented)

전문가 의식

혁신 주도 (Change Management)

사고역량군 (Thinking)

문제인식 및 이해 (Cognitive and

Conceptual)

전략적 사고

표 중앙인사위원회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역량군과 역량종류< 2-3>

자료 역량평가제 중앙인사위원회: , , www.csc.go.kr(2006)

구 분 역 량 군 세 부 역 량 요 소

기본역량

기초행동 역량군 개(7 )

조직헌신도

공무원 윤리의식

고객 수혜자지향/

전문가의식

자기통제력

경영마인드

적응력

과제 처리 역량군 개(4 )

정보 수집 관리/

문제 인식 이해/

전략적사고

정책 집행 관리

관리 및 관계형성

역량군 개(8 )

목표 방향제시/

지도 육성/

자원 조직관리/

정치적기지

의사소통

조정 통합력/

협상력

협조성

추가역량 특이역량 조직특성을 감안한 추가역량

표 대한민국 정부표준역량사전의 역량구분< 2-4>

자료 정부역량모델구축과 시범적용 중앙인사위원회: , (2001, p.75)



그러나 고위공무원단의 역량구분은 중앙정부조직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고

위공무원단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서울시와 같은 지방정부의 역량구분으로

는 적절하지 않다 특히 서울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책집.

행기능이 주를 이루고 있고 업무의 차별성이 적은 급 이하의 공무원이 대다수8

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역량분석은 적절하지 않다 위의 표와 같이 중앙.

인사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 표준역량사전을 바탕으로 직무수

행의 요소를 정의하여 활용하는 바람직할 것이다.

공무원 교육훈련의 의의2.

공무원법상 교육훈련의 개념1)

현재 공무원 교육훈련의 개념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교육훈련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서는 교육훈련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교육을 담당직무와 관련된 학식 기- 50 1 : “ ,

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

공무원교육훈련법 제 조 직무관련 능력배양과 국민전체에 봉사자- 1 : “

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적 자세 함양“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 조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1 : “

게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맡은 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시킬 목적으로

하는 모든 활동”

이렇게 볼 때 공무원법 상 교육훈련의 개념은 담당직무의 전문적 능력의 향

상뿐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윤리와 정신적 자세의 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론적 정의2)

공무원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훈련의 개념과 달리 학자들은 교육훈련,

의 개념을 좀 더 세분화 구체화시키고 있거나 포괄적으로 개념규정을 하고 있,

다 교육훈련의 개념과 관련하여 몇몇 학자들은 교육 과 훈련. (education)

을 구분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한 학자들의 개념(training) .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동서 는 교육은 개인의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훈련(2001) ,

은 종합적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어떠한 직원이 자기 맡은 바 직책을 수행하는,

데 그 직책이 요구하는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그 부족한 능력을, ,

파악하고 보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박동서( , 2001, p.212).

백철현 은 교육훈련의 개념을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 조를 원용하(2000) 1

여교육훈련 개념을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주민에 대한 봉사“

자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맡은 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시킬 목적으로 하는 모든 활동 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공직윤리와 직무능력 함양이라는 두 가지 주요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지방공, (

무원교육훈련법 제 조1 ) (2000, p.27).

은 훈련 과 교육 을 구분하여 정David Garson(1979) (Training) (Education)

의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은 훈련 은 피교(1979, p243-244). , Garson (Training) "

육자의 직위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고 피교육자가 실제적인 통제를 기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절차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역할규범을 터득함을 특징으로,

하는 학습 으로서 개념정의하면서 훈련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특별한”(p.243) ,

직위에 대해 전문화 되고 학습 가능한 과정처럼 훈련 과제도 주어지며 주안점이

공식적 비공식적인 요령을 습득하는 데 주어져서 궁극적으로 역할규범, (role

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한편 교육 은 새로운 역할을 할norms) . , (Education) "

수 있고 새로운 위치를 담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목적을 둔 학습 이라고, ”

본다 그러므로 주어진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대안적인 구조나 과(p.244). ,



정을 고민하며 조직가치 나 방향 평가에 중, (organizational values) (directions)

점을 두어야 한다고 한다 결국 은 훈련과 교육을 구분하면서 훈련은 주. Garson ,

로 직무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며 교육은 창의성과 가치함양에 주안점을 두고 있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강성철 외 는 교육과 훈련을 구분하여 개념정의하면서 교육(2005) ,

은 개인의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반면에 훈련(Education) ,

은 맡은 바 직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는 것(Training) ,

으로 정의하고 있다.(2005, p.290).

진재구 는 교육훈련을 공무원이 자신의 직수수행에 필요한 지식과(2000) “

기술 정보에 대한 관리능력을 배양하는 것 으로 정의한다 그래서, ” (p.32-33).

교육훈련이란 지식 기술 정보 습득과 함께 지식 기술 정보 관리능력을 함양, , , ,

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정보의 창조 유지 응용 공유 재창조하, , , , ,

는 능력의 배양하는 것으로서 교육훈련의 개념을 단순한 지식 전달에서 지식배

양으로 확대하고 있어 교육훈련을 지식관리 라는" (Knowledge Management)"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는 지방정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William Winter Winter Commission

에서 교육훈련의 개념을 단순히 협소한 전문화를 넘어 보다 광범위하고Report ,

산출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최병대 번역서 이를 위해서( , 1998, p.25).

는 목표설정과 갈등조정능력과 같은 팀 구축 능력 강화 주민과 원활한 의사소,

통과 같은 원활한 의사전달 능력 참여의식 제고 주민을 고객으로 간주하는 고, ,

객서비스 질제고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지속적인 성과향상을 위해서는 학습조직

화가 필요하다는 학습결정주의 관점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물리적인 것에서“ ” ,

사회적인 활동과 조직목표에 대한 열정으로 바꿀 수 있다는 개인갈등순화 관“ ”

점 조직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잠재능력을 제고하는 유용,

한 방안이라는 잠재능력제고 관점 그리고 교육훈련이 조직구성원들의 업무“ ” ,



에 대한 능숙도를 제고하고 직원들의 향상된 능숙도는 능률성과 효율성과 같은,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생산성 제고 관점으로 구분하여 살펴“ ”

볼 수 있다.

학습결정주의 관점(1) (Learning Imperative)

최근 조직 내에서의 학습이 조직의 지속적인 성과향상을 담보하는 유용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학습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송상호 김명형( , , 1996).

특히 학습결정주의 관점에서 파생되고 있는 학습조직이론은 조직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과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패의 원인을 학습조직(Learning

의 실패에서 찾고 있다 학습결정주의 에서Organization) . (Learning Imperative)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조직의 혁신과 개선에 있어서 학습조직화 결정적이라는,

주장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점이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먼저 환경. ,

변화에 대한 내부능력 학습능력 향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

있다 행정수요변화나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변화와 같은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등 변화하는 환경과 조직 간에 연결고리 역할과 통합을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조직구성원이 학습문화를 체질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개인갈등순화 관점(2) (Sublimation)

교육훈련은 직원 개개인의 갈등관리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장동운 교육훈련을 통해 조직 내 구성원의 욕망을 사회적으로 바람직( , 1997).

한 활동으로 전환할 수 있어 조직구성원의 갈등을 해결 해 주는 순화

과정의 의미를 갖는다(Sublimation) .



직원들의 잠재능력 제고 관점(3)

직원들의 잠재능력 활용가능성은 어느 정도이며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교육훈련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직원들의.

잠재능력 제고수단으로서 교육훈련이 갖는 효과로는 발상의 전환 과 동기“ ” “

부여 최길수 뿐만 아니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직장 내에”( , 2004, p.92)

서의 선호하는 가치순위에서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최병대 이 밖( , 1998, p.24).

에도 직원들의 잠재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효과로는 공직자를 변화의 대상, ,

에서 변화의 주체로 변신시키고 행정에 대한 도전을 극복하는 효과와 함께 공,

무원들의 행정역량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생산성 제고 관점(4)

최근 조직관리에서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직무와 관련된 다양

한 요소들에 대한 직원들의 능숙도가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고(Campbell,

각자가 맡고 있는 직무에 대한 원동력을 높이는 것이 강1971, p. 566-567),

조되고 있는 데 이러한 직무에 대한 원동력은 교육훈련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

는 유용한 효과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장동운 백철현( ,1997; , 2000, p.43;

박경미 강성철 외 특히 노동집Garson, 1979, P.243; , 2005; , 2005, p.291). ,

약형 산업인 공공부문에서 인력의 질과 의지는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효율성 및

목표달성도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박동서 따라서( , 1994, p.56). ,

조직의 생산성과 능률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서 교육훈련의

중요도는 그 효과면 에서도 강조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생산성 제고를 위한 수,

단으로서 시설에 대해 를 투자했을 때 생산성 제고효과는 증가시키10% 3.6%

는 반면에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는 생산성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10% 8.4%

생산성 제고수단으로서 교육훈련의 효과를 분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경제( ,

2005.11.22).



교육훈련 개념의 변화3)

급변하는 환경속의 조직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습득은 물론 환경의 변화

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조직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축적이고.

유연한 조직구조의 설계뿐 아니라 구성원의 행태변화가 요구되므로 교육훈련의

개념도 환경에 따라 점차 변화되고 있다 교육훈련의 개념과 관련하여 최근의.

경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학습과 교육훈련(1)

우선 최근에는 교육훈련과 유사한 개념으로 학습 이라는 개념이(Learning)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학습은 교육훈련개념이 갖는 특성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교육훈련을 통해 습득된 지식과 기술내용이 인지되고 이해되어 행, ,

동으로 구체화됨을 의미한다.

교육훈련에 대한 개념이 다양한 것과 같이 학습에 대한 개념 역시 심리학이

나 교육학분야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이해되고 있다 예를 들면 심리학자들은. ,

학습을 개인감각기관의 자극 반응 간 안정적 관계에 변“ - (stimulus-response)

화가 생기는 것 으로 이해하는 반면에 교육학자들은 학습을 강화 받은 훈련” , “

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잠재력 의 비교적 영속적 변(Behavioral Potentiality)

화 로 이해한다 송상호 김명형 이러한 다양한 개념정의를 토대로 송” ( , , 1996).

상호 김명형은 학습을 와 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의, “Know-How Know-Why

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물리적 능력을 의미하는 기술측면의 노하우

를 습득하고 경험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인(Know-how) ,

노와이 를 습득하는 과정으로서 효과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Know-Why)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것 이라고 통합적으로 정의한다(1996, p.326)” .

이렇게 볼 때 학습이라는 개념은 교육훈련에 비해 행위자의 내적 잠재력을

강조하는 개념으로서 지식획득의 과정과 학습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 태도를 강



조함으로써 교육훈련이 내재화된 상태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인적자원개발과 교육훈련(2)

최근에는 교육훈련을 한 요소로 포함하는 인적자원개발 개념이 자주 사용되

고 있다 교육훈련을 통한 인적자본 개발의 중요성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공무.

원들에 대한 인적자원 개별 관점의 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년대 년대 인사행정에서 출발한 인적자본에 대한 관리는 년대와1950 -60 1980

년대 인적자원관리를 거쳐 년대에는 조직운영 개선과 조직목표달성 구90 2000

현에 있어 인적자원을 자본화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인사행정 인사관리 인적자원관리 인적자본관리

Personnel

Administration

Personnel

Management

Human
Resource

Management

Human Capital

Management

년대1950-60 년대1970 년대1980~90 년대2000

그림 인적자원관점의 변화과정< 2-1>

자료 안양호 세계일류공무원 육성을 위한 국가공무원 교육훈련 혁신 추진현황: , 2005, “ ”,

국회 토론회 자료 재인용; Sims(2002, p. 196)

인적자원개발의 정의를 처음 시도한 는 인적자원개발을 특정Nadler(1970)

한 기간 내에 수행되고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도록 디자인된 일련의 조직화된,

활동으로 정의하였고 년에는 수행의 개선과 개인적 성장가능성을 제고시, 1989

키기 위해 일정한 시간 내에 노동자에게 제공되어진 조직화된 학습경험으로 재

정의하였다(Nadler & Nadler, 1989).

은 인적자원개발을 개인과 조직의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해MxLagan(1989)

교육훈련 및 개발의 차원을 넘어서 경력개발 조직개발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개,



념으로 규정하였으며 는 개인 집단 조직적 수준에서 장기적이, Watkins(1989) , ,

며 업무관련 학습능력의 촉진을 담당하는 연구 및 실천의 분야로 정의하였다, .

는 직무 개인 그리고 조직의 개선을 목적으로 수행Gilley & Eggland(1989) , ,

과 개인적 성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직 내에서 구성된 조직화된 학습 활동들

로 정의하였다.

최근에는 일의 세계의 변화 조직의 변화 등이 가속화되면서 인적자원개발을,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은 인. Swanson & Holton(2001)

적자원개발을 수행의 향상을 위해 조직개발과 개인훈련 및 개발을 통해서 인적

자원의 전문성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인적자원개발,

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으로 인적자원관리 경력개발 품질개선으로 규정하여 인, ,

적자원개발이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혔다 은 인적자원개발. McLean(2001)

로 고려되어야할 활동범위를 엄격하게 교육훈련으로 한정짓는 것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지적 측면에서 그들의 전체적인 잠재력을 개, , ,

발할 수 있게 만드는 활동까지 광범위한 것이고 동시에 국가적 개발의 과정에,

서 그들의 충분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들의 기술적이고 생산적인 스킬을

향상시키는 것까지 그 범위는 넓다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현재 학문적으로 인적자원개발을 조직이나 기, ‘

관의 책임자가 개인 집단 조직의 효율 향상을 목적으로 그 조직이나 기관의 구, ,

성원들에게 제공하는 개인개발 조직개발 경력개발을 통합한 의도적 계획적, , , ,

조직적 활동 이무근 과 같이 조직구성원에 초점을 둔 정의(process)( , 2003)’

에서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기초능력 기술력 정보력 도덕적 성숙 등, ‘ , , ,

인간의 제 능력과 성품을 갖춘 인적자원의 효율적 개발과 활용을 위한 국가사․
회적 제반 노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과 같이 모든 사람들에 초점을 둔( , 2000)’

정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폭넓게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통.

된 특징은 인적자원개발이란 개인 조직 나아가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인간의 잠, ,

재력 을 개발하는 프로세스 혹은 활동이라는 점이다 김진모(potential) ( , 2001).

한편 인적자원개발은 몇 개의 영역 혹은 구성요소로 구성된다고 볼 때 인, ,



적자원개발과 교육훈련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예를 들면 은. , McLagan(1989)

인적자원 수레바퀴를 개의 주요영역으로 분리하여 하나는 인적자원개발 분야2

로서 교육훈련과 개발 경력개발 조직개발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인, , ,

적자원관리 분야로서 조직직무 설계 인적자원 계획 선발과 직무배치 인적자원, , ,․
정보체계 보상과 이익 종업원 지원 노사관계 인적자원 연구와 정보시스템 등, , , ,

가지를 포함하여 인적자원개발을 와 유사하게 분류8 Gilley & Eggland(1989)

하고 있다 인적자원개발의 구성요소 중 교육훈련 및 개발은 계획된 학습활동을.

통하여 핵심직무능력의 개발을 확인하고 평가하고 도움으로써 개인이 현재와,

미래의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McLagan, 1989).

공식적 비공식적 학습활동을 통한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현재에 적합한 지식 역량 기술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직원들의 노력에 관한, , ,

것이다 경력개발은 개인과 조직이 협력하여 현재와 미래의 업무 담당을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역량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직원들의 노력에 관한 것이다, , ,

(Gilley, Eggland & Gilley, 2002).

본 연구에서의 교육훈련의 개념(3)

앞의 연구경향을 볼 때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공무원교육훈련을 잠재능력“

과 분야별 전문지식을 함양하여 직무능력을 제고하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이며,

사회에 대한 책임성을 갖춘 전문직업인 을 양성하는 일련의 과(Professionalist)

정 으로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미의 교육훈련은 직무수행 태도와“ . ,

잠재능력 직무능력 제고를 위한 일련의 과정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교육훈련의, .

개념요소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직무능력 제고

사람보다 직무중심교육

질 중심 교육“ ”

교육내용 내실화 직:

급직무내용 위주 교육

직무수행태도변화/

공직자태도 및
가치관함양
공직자로서의
봉사자세
적극적 업무태도
함양

잠재능력 제고

창의력 및 문제해결

능력제고

잠재능력 제고

서울시의

바람직한

인재상

서울시정
목표구현

그림 교육훈련의 개념 요소< 2-2>

교육훈련의 기대효과3.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의 한 방법으로 교육훈련의 중요성과 효과에 대한 강

조는 다음과 같은 표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공조직이 생산성을 높이고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현

대는 조직관리에 있어서 나 보다는 가 강조되어Hradware Software Humanware

야 한다 장성군수 이 밖에도 교육훈련이 가지고 있는 기대효과는 매우( , 2005).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공직자의 가치관 및 정신자세의 함양에서부터 직무수.

행을 위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배양 백철현 과 함께 질 높은 행정( , 2000, p.27)

서비스의 제공 박천오 백철현 과 조직의 전반적인( , 2001, p.99; , 2000, p.26)

생산성 제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훈련의 중요.

성과 기대효과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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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교육훈련의 효과< 2-3>

자료 강성철 외 새 인사행정론 한부영: , “ ”(2005, p.292),/ (2005, p.7)

제 절 행정환경의 변화와 교육훈련 패러다임의 전환2

공무원 교육훈련환경의 분석1.

내부 강점1)

범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공부문의 혁신은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효율

성 제고를 강조한다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과 함께 관리기법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최근 정부, .

운영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직위분류제적 요소의.



확대 새로운 조직관리기법의 적용 및 기술혁신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있다, .

먼저 정부운영방식 변화내용 중 하나는 계급제적인 인사관리제도에 직위분

류제적 요소가 가미되고 있는 현상이다 정부의 주요직위에 대해 해당업무에 대.

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부문의 인재들이 공개적으로 채용되고 있고 보수시스템,

과 관련해서 최근에 도입된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따르면 현행 연봉제와 성과“ ”

급제도가 업무의 난이도나 중요도에 따라 보수가 차별화되는 직무급제도가 도입

되고 있다 이 밖에도 조직관리에서도 팀제나 본부장제도가 도입되는 등 전통적. ,

인 의미의 계급제적 인사 조직관리제도에 직위분류제적인 요소들이 많이 가미,

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조직관리기법이 공공부문에 확대 적용되고 있는 점이,

다 예를 들면 민간부문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팀제 본부장제 및 학습조직이. ,

공공부문의 조직관리기법으로 속속 도입되고 있고 송상호 김명형( , , 1996;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달은 공공서비스 제공과 공Garson, 1979, p.242),

공조직 관리측면에서 이미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고 그 외연을 넓혀가고 있다, .

예를 들면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고 잇는 전자정부는 공공서비스 생산과 전달체,

계의 개선뿐만 아니라 공공조직의 조직구조와 관리 업무프로세스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유용한 수단으로서의 가,

능성을 모색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조직관리 기법과 비약적으.

로 발전하고 있는 기술혁신에 대한 적응은 공공조직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과

함께 조직의 생존측면에서도 이들 변화에 대한 학습 의 중요성이 강(Learning)

조되고 있다(Sims, 2002, p.195).

이처럼 정부운영방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환경은 교육훈련에도 유리하게 작

용한다 급속하게 변하는 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당업무에 대한 높.

은 전문성을 통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훈련을 통해 공무원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 경우.

공무원의 동기부여와 복지향상측면에서도 매우 유용하다 그리고 지방자치화가.

이루어지면서 중앙뿐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공무원교육훈련투자에 대한 중요성인



식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교육훈련에,

대한 다수의 혁신성공사례가 양산되고 이의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공무원 교육훈련의 환경은 매우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내부 약점2)

위와 같은 내부 강점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된 내부적 약점

이 여전히 존재한다.

첫째 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된 역량분석 및 경력개발제도가 아직까지 구축,

되어 있지 못한다는 점이다 교육훈련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의 성과제고뿐.

아니라 공무원의 능력발전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개인과 직급에 따른

역량분석이 먼저 이루어지고 경력경로를 바탕으로 한 경력개발제도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역량분석과 경력개발제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

지는 교육훈련은 단기적이고 비체계적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교육훈련담당기관간의 비효율적 업무배분체계이다 공무원 교육훈련은, .

원래 자체 교육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키

고 전문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점차 민간교육기관을 선정하여 다양한 위탁교육

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위탁교육이 비체계적으로 증가되어감에 따라 체.

계적인 관리가 어려워지고 단편적인 평가만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기.

존의 자체 교육원과 유기적 관계가 형성되기 보다는 다소 분리되어 운영되는 모

습을 보이고 있어 교육훈련담당기관간 효율적 업무배분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인적자원개발 담당인력의 부족 및 전문성 부족이다 공무원 교육훈련, .

의 담당자들은 대부분 일반직 공무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육학이나 교육공학

전공자가 거의 없다 비교적 최근에 외부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초빙하는 추세이.

기는 하지만 특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되어서는 교육훈련담당자의 역량

부터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외부 기회3)

다양한 경영관리기법과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민간기업부분은 공공조직

부문과 경쟁관계에 있기도 하지만 협력적 관계의 설정을 통해 공공부문의 경쟁

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의 원천이 된다는 점에서

교육훈련과 관련된 유리한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특히 민간기업조직에서는.

조직구성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이 과

정에서 역량있는 민간기업 컨설팅 회사들이 증가하여 교육훈련체제의 개혁을 위

한 토대가 되고 있다 교육훈련에 대한 역량있는 민간 인적자원개발 컨설팅기관.

들은 공무원 교육훈련체계를 개선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적자원이 조직차원에서뿐 아니라 국가차원에서도 발전의 핵심요소라

는 인식이 일반국민사이에서도 일반화되면서 공무원교육훈련에 대한 반감이 점

차 감소하는 추세라 할 수 있다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인재유치경쟁에서 보.

다 유능한 인재를 공공부문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에 대한

자기계발 및 자기실현 기회를 제공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며 이러한 유인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훈련을 비롯한 인적자원개발체제이기 때문이다(Sims,

2002, p.194).

외부 위협4)

지금까지 교육훈련은 투자보다는 비용측면에서 접근한 경향이 있다 특히 공.

무원 교육훈련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훈련을 미래에 대한 투자라기보다는.

단기적 비용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존재하는 한 교육훈련환경은 부정적이라 볼

수 있다.

어렵게 교육훈련에 투자하기로 결단하였다 하더라도 조직의 최고관리자는

단기간 내 교육훈련에 대한 혁신이나 가시적 성과창출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에 있어서 최고관리자인 장관이나 자치단체의 장은

자신의 임기 내에 뚜렷한 성과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교육훈련은 장.

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서 단기적 성과를 요구하는 조급함이 교육

훈련에 대한 부정적 환경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강점 : Strength 약점 : Weakness

교육훈련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산○

다수의 육훈련혁신성공사례 양산(BP)○

부서 및 교육훈련기관간 다소 격차○

교육훈련 담당인력 및 전문성 부족○

기회 : Opportunity 위협 : Threat

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HRD○

역량 있는 민간 컨설팅 기관 증가HRD○

경제여건으로 교육훈련 투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

교육훈련 혁신 성과창출에 대한 조급성○

그림 년도 공무원 교육훈련환경의 분석< 2-4> 2006

자료 년도 공무원 교육훈련 추진방향 중앙인사위원회: 2006 , (2006)

행정환경의 변화2.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행정환경은 교육훈련에 있어서도 새로운 방식

으로의 접근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지방화는 지방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능력을 함양할 필요성을 증대시키며 정보화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자율,

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며 개방화 및 세계화는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을 갖춘 공무원을 필요로 하고 마지막으로 창조화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 이처럼 새로운 행정환경에 대한 능.

동적인 대응과 보다 다양화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 등에 탄

력적으로 적응하는 길만이 정부조직의 생존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방화1)

지방화의 의미(1)

지방화는 중앙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전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권한을 지

방정부가 자주적으로 갖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지방화는 지역발전이 국가발.

전의 토대이자 성장의 원동력이 됨을 인식한 결과이다 그래서 훌륭한 인적자원.

의 획득 및 훈련은 단순히 일개 조직목표의 달성과 성과의 향상뿐 아니라 나아

가 지역의 산업과 경제성장에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 지방화는 구체적으로는.

주민참여제도의 다양화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로 인한 책임성의 강조 교육자치, ,

제의 확대 자치경찰제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

지방화시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뿐 아니라 의무도 증대시킨다 중앙의.

명령에 따라 단지 정책을 집행하였던 수준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정책을 수립

하고 주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중앙과 차별화된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정책수립과 정책집행을 위한 자치

단체 전문인력의 필요성도 증대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유능한 인재가 중앙집중적으로 편향되어 있었으며 지방

정부 스스로도 자율적인 인적자원개발의 역량이 부족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

해서는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인적자원개발기능을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추진하지

만 장기적으로는 지방정부 독자적으로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인적자원개발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각종 법률적 권한과 예산의 중앙집중문제가 해결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지방화가 교육훈련에 미치는 영향(2)

이러한 지방화에 대응하여 교육훈련의 방향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첫째 우선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독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담당자의,



창의성을 우선시하는 교육훈련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담당.

인력의 전문성뿐 아니라 해당자치단체의 목표와 비전을 바탕으로 한 교육훈련방

향이 도출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훈련의 목표를 자치단체의 성과향상을 통한 지역주민의 대응성 제,

고에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훈련을 포함한 인적자원개발전략의 수립.

과 인적자원개발과정에 있어 지역주민의 참여와 주민통제의 원리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은 중앙정부와 차별화되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

셋째 궁극적으로는 교육훈련의 분권화가 필요하다 교육훈련은 궁극적으로, .

는 소속기관이 주체가 되어야 하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 인적자원관리뿐 아니라

인적자원개발의 분권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훈련의 분권화는 교육.

훈련의 능력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중앙정부의 인적자원개발역량을 벤치마

킹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인적자원개발관련.

기관과의 효율적인 역할분담체계구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넷째 지방화는 지방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술도 변화시킨다 과거, .

중앙집권기에는 수동적인 업무처리방식이 성행하였지만 이제는 창의적이고 자율

적인 공직자를 필요로 할 뿐 아니라 새로운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

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식측면에서는 지방분권정책이 지방정부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대강의 이해 정부혁신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국내외의 사례 지, ,

역경제에 대한 동향 지역개발의 잠재적인 강점과 약점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

대한 이해 등에 대한 지식이 요구된다 기술측면에서는 정보검색능력 업무관련. ,

전문영어 발표력 의사소통 기법 업무관련 지방의회의 조례 및 상위 지방의회, , ,

의 조례 업무관련 시민단체 의 현황 업무관련 고객인지 및 만족도 조사, (NGO) ,

기법 팀워크 기법 해당분야의 예산현황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 .



정보화2)

정보화의 의미(1)

정보화 사회는 질적인 측면에서는 생각 아이디어 정보 변화대응 실천 슬림, , , , ,

화 등이 중요한 자원으로 부각되는 사회이며 양적인 측면에서는 시간과 속도의 개

념이 중요시되어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압도하는 시대이다 때로는 양적인 측면이.

더 중요시되어서 질적인 것을 평가하기 이전에 속도와 적시성을 중시하기도 한다.

정보화 사회는 자료 문자 그림 음성 동영상 등이 디지털 신호로 전환되어, , , ,

컴퓨터에 저장되고 다양하게 가공되며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자유롭게 전달되어 부

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디지털 사회라고 불리기도 한다 또한 인간의 지식을.

창조적이고도 자발적으로 활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인 지력이 중시되므로 지

식사회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정보화 사회에서는 기술적으로 와 인터넷을. IT

통한 다양한 학습매체의 증가로 인해 취사선택이 또 하나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정보와 지식을 창출하고 활용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전통적 의미

의 기존 제조업 대신 지식기반산업이 새로운 성장주도산업으로 부상하고 지식기

반의 제품과 서비스의 교역비중이 증가한다 또한 정보 지식 기술이 확산되어. , ,

고도로 숙련된 인력에 대한 수요와 인적자산 등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

고 협력과 네트워크를 중시하는 조직 전략이 강조된다 지식이 노동 자본 토, . , ,

지 등보다도 중요한 생산요소로 자리 잡게 되어 지식근로자가 기업조직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며 모든 조직이 양질의 교육을 받아 지식의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한 우수인재의 확보에 전념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가 지식기반 사회의 핵심인 혁신 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다만 기존의 교육체계는 산업.

사회에 맞게 설계되어 산업사회 인재상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데 기여하여

왔으나 지금처럼 전혀 다른 시대로 진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의 미래,

나아가 국가의 미래는 바로 이러한 지식기반사회에서 활약할 지식근로자의 양성

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화가 교육훈련에 미치는 영향(2)

정보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교육훈련이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

는 것 뿐 아니라 자율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관리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교육훈련의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

첫째 지식의 공유 및 지속적 학습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필요에 따, .

라 곧바로 필요한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시형 교육체제가 구축되어

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 배운 지식만으로는 환경변화에 적응이 곤란하므로 평생.

학습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대상자인 공무원은 다양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스스로 학습하는 학,

습인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의 교육훈련이 교육받음 이 초점이었. ‘ ’

다면 정보화사회에서는 학습함 으로 교육훈련의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 ’ .

그래서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정보수집 및 분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자기

주도형 학습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가상공간 및 네트워크를 통해서 학습방법이 다양화되어지고 있다 과거, .

처럼 다수의 학습인이 한 자리에 모여 이루어지는 집합교육도 여전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집합교육 일변도로부터는 탈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가상공간을.

활용한 자율적인 학습공동체를 적극적으로 형성할 필요가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재는 개미형 인재 라기보다는 거미형 인재 이기 때문이다‘ ’ ‘ ’ .

세계화 및 국제화3)

세계화의 의미(1)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는 국가간 지역간뿐만이 아니라 지방정,

부간에도 경쟁 심화와 함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백철(

현 박동서 또한 이러한 세계화 개방화 경향은 상, 2000, p.25; , 1994, p.56). ,

품에 대한 시장개방 뿐만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영역에 대한 시장개방의 요구로,



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를 상대로 치. ,

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민간부문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공공서비스 부,

문에 대한 개방요구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특히 공직,

자의 역량제고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세계화에 따라 국제경쟁사회에서 분야별 선진외국의 정보와 기술습득의 필

요성이 증대되고 정책분야별 우수사례의 홍보와 벤치마킹욕구가 증대하면서 선,

진행정제도 경험 관행에 관한 최신 정보와 기술습득도 매우 용이한 상황이 되, ,

었다 특히 민간기업에서는 무한경쟁시대에 있어 국경을 뛰어넘는 핵심인재확보.

의 경쟁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개방화와 세계화에 따라 국가의 기능과 역할,

영향력의 변화를 약화시키고 있는 반면에 초국가적 지방차원의 공동체가 새로,

운 통치형태로 부상되고 있다 안병영 그래서 지방정부는 세계화( , 1994, p.74).

수준에 맞게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 지향적인 행정서비스의 제공과 함께

좀 더 다양하고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세계화가 교육훈련에 미치는 영향(2)

세계화 및 개방화는 공무원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공무원 교육

훈련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재설정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서로 다른 국제문화 속에서 유연한 커뮤니케이션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국제인으로서의 자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영어를 모르고서는 국제무대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가 없으며 상거래도 하기 힘들다 인터넷 또한 거의 영어.

로 이루어져 있다.

둘째 영어뿐 아니라 국제적 매너를 갖추고 이문화의 자연스러운 이해를 통,

해 거리낌 없이 국제사회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시된다 이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소통하면서 세계경쟁질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뿐 아니라 선진외국

의 우수한 정보와 기술습득이 용이하도록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이러한 교육훈련은 전적으로 교육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그 성패가 달,

라진다 교육은 교육담당자의 눈높이에 비례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교육의 수.

준이 결코 교육담당자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없다 그러므로 교육담당자의 글로.

벌 역량의 확보가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창조화4)

창조화의 의미(1)

창조란 이제까지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일이다 창조의 개념은 원래.

기존의 요소 혹은 소재 의 독창적인 편성에 의한 새로운 타입의 사물의 산( )素材

출에서부터 완전 무 에서의 세계 그 자체의 창출에 이르는 넓은 범위에 쓰이( )無

는 말이다 이러한 창조가 중요시되는 사회에서는 과거의 소품종 대량생산체계.

가 사라지고 다품종 소량생산체계를 중요시한다 그래서 창조적 일인이 만인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시대가 된다 그래서 조직 간에 핵심인재를 확보하기 위.

한 경쟁이 격화되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새로운 변화의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국가가 수행해야 할 기능이나 역할이 달라지고 있다 예를 들면 국가. ,

의 주요기능은 행정국가 냐 자유방임국가(Administrative State) , (Liberal

냐 또는 복지국가 냐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는데 창조화State) (Welfare State) ,

사회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의미의 행정국가보다는 자유방임국가나 복지국가가

새로운 정부의 형태로 각광을 받는다 그래서 국가의 기능도 지금까지의 단순집.

행기능 보다는 국가 및 사회관리를 위한 기획기능과 이해관계자간 갈등(rowing)

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능 이 강조되게 된다(steering) .

창조화가 교육훈련에 미치는 영향(2)

창조화에 따른 국가의 기능이나 역할변화는 또한 행정인의 역할 변화까지를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행정의 수요가 다양화되고 고품질 행정서비스에 대. , ,



한 요구 증대는 일반 행정가로서 행정인의 역할을 전문가로서 뿐만 아니라 다양

한 이해관계자간의 조정자 중재자로서 역할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경쟁강, .

화가 조직 및 국가생존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행정서비스의 질적 변화 요구 등과

같이 공직자의 역할 증대로 이어진다 박동서 전문가로서의 행정( , 1994, p.56).

인의 역할 강조는 민간부문이나 와의 치열한 정책대결을 위해서도 그 중요NGO

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덧붙여서 사회구성원이면서 행정의 수혜자인 국민이. ,

나 시민들이 개인으로서 권리향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나 국민들에 대해 다양한 정보제공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함양하도록 하는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역할까지를 요구한

다 행정인 들에게 강조되는 또 하나의 기능이나 역할 중 가장 중요하게 간주되.

어야 할 사항으로는 행정인 들에게 새롭게 요구되는 기능이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거와 같이 위로부터의 지시 예를 들면 중앙정부나 상사의 지시 규정, , ,

관례나 매뉴얼보다는 스스로 생각하고 해당 업무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질 것을

강조하고 있다 강형기( , 2003, p.7).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공무원 교육훈련은 매뉴얼화되고 획일적인 인재

보다는 유연한 사고와 창의력을 발휘하는 인재육성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위계적 조직문화와 경직적 조직분위기가 만연되어 있는.

공무원 조직체계를 탈피하여 자율적인 학습조직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또한.

권위적 리더십을 탈피하고 학습문화를 형성함으로써 상시학습체제를 구축할 필

요가 있다 교육방법에 있어서도 전통적 교육철학과 주입식 교육방법에서 탈피.

하여 자율적이고 선택가능한 다양한 교육방법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교육훈련의 새로운 패러다임3.

위와 같은 행정환경의 변화는 교육훈련의 패러다임을 다음과 같이 변화시킨

다.

첫째 교육목적이 지식의 습득에서 지식활용능력의 제고 즉 학습능력제고로, ,



변화된다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직무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의 양과 질은.

지속적으로 변하게 되므로 정해진 컨텐츠의 획득보다는 컨텐츠를 획득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제고로 교육목적이 변화된다.

둘째 교육의 주체가 교육기관인 공급자에서 교육대상인 수요자로 변화된다, .

교육기관에서 미리 정해진 교육방식을 획일적으로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교육대상인 수요자 스스로 자신이 필요로 하

는 교육내용을 결정하고 이것을 가장 잘 학습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교육주체가 변화된다.

셋째 개인에 대한 교육만으로는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대상이 개인에서 팀 혹은 조직전체로 확대된다 따라서 개인별 교육.

보다는 그룹별 토론방식의 교육이 선호된다.

넷째 교육의 내용이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술이나 지식보다는 환경변,

화에 따른 새로운 가치의 습득이나 태도변화로 초점이 변화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과거 현재

교육목적 지식의 습득 지식의 활용

교육주체 공급자인 교육기관 수요자인 공무원

교육대상 개인 팀 및 조직

교육내용 직무기술 가치 및 태도

그림 교육훈련 패러다임의 변화< 2-5>



제 절 국내사례1

제 절 해외사례2

제 절 종합적 검토3

제 장 국내외 교육훈련사례의 분석Ⅲ





교육훈련이 갖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효과로 인해 이미 많은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에서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공무.

원교육훈련의 방향설정과 운영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유용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

는 기관들을 선정하여 개별 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교육훈련내용들을 분석하고

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사례와 해외사례로 나누고 각각에 대해 공공기관의.

교육훈련사례와 민간기업의 교육훈련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 절 국내사례1

공공기관의 교육훈련사례1.

중앙공무원교육원1)

교육훈련혁신의 비전 목표 및 전략(1) ,

중앙공무원교육원은 세계일류 국가를 이끌 창조적 혁신 공무원 양성이라‘

는 비전 과 행정을 바꾸는 교육 세계를 보는 교육 미래를 여는 교육을 이룩한’ , ,

다는 하위 비전에 따라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공직관 확립 참여정부의 개혁추진,

역량 배양 지식정보화 시대의 전문행정인 양성 사회갈등 조정 및 국정 통합능, ,

력 제고 등의 교육목표를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새로운 행정.

환경에 적응하고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육성을 위해 교육훈련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전략적 방향은 혁신과 성과지향형 교육훈련 강화 관리직. ,

공무원 교육훈련 강화 상시적 학습활동 문화의 정착 역량 중심의 교육체제 마, ,

련 교육훈련 인프라 확충이다, .

제 장Ⅲ 국내외 교육훈련사례의 분석



교육훈련의 내용(2)

첫째 교육훈련 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중장기적 인력관리 계획의 수립 역량, ,

중심 교육체계 구축 개인별 특성에 따른 교육훈련 운영 상시학습체제 시범적으, ,

로 운영한다 둘째 교육훈련 프로그램 성과 제고를 위해 관리계층별 교육훈련. ,

강화 직무병행교육 활성화 직무와 연계된 현장중심 교(Leadership Pipeline), ,

육 강화 국외 훈련의 효율적 운영 정부현안 지원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 , . ,

교육훈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예산투자 확대 및 효율적 활용,

인력 보강 및 역량강화 교육용 정책사례를 개발하여 확산시키고 있다 넷HRD , .

째 교육훈련기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능 변화 및 위상 강화 선택과 집중에, ,

따른 교육훈련 운영 교육훈련기관에 우수인력을 배치하는 등 인적자원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평가(3)

위와 같은 교육혁신 내용을 볼 때 중앙공무원교육원은 환경변화에 따른 새

로운 교육패러다임을 잘 제시하고 있으며 새로운 방식의 교육훈련 솔루션 제공

을 통하여 년에는 억원의 수입을 올리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2005 16 .

이러한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의 성공은 아래와 같은 요인에 의한 것이다.

고위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교육①

중앙공무원교육원은 고위공무원을 주로 대상으로 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

는데 특히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교육훈련과 행정고시외무고시 등의 합격자인 5․
급 신규채용자 혹은 급 승진자 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다 이러한 고위공무원에( 5 ) .

대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중앙공무원교육원은 아래에서 보듯 새로운 교육훈련의

패러다임인 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고 역량에 기반한 교육훈련action learning ,

이 되도록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핵심역량 개를 개발한 바 있다9 .



의 적극적 도입action learning②

은 팀 단위로 과제의 해결책을 도출 적용하여 어떠한 결과Action learning ,

를 낳는가를 학습하는 실천 학습이다 이러한 학습기법은 미국. action learning

의 와 한국의 삼성 한국듀폰 등 민간기업들에서는 경영개선과 기업혁신의GE ,

일환으로 이미 시행해오고 있으나 공공기관에서는 처음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

에서 지난해에 도입하였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이러한 기법 도. action learning

입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다른 공무원 교육기관에도 확대 전파되고 있, ·

으며 년 월 일에는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고위정책과정 실천학, 2006 7 21 `

습 액션러닝 발표회가 열리기도 하였다 아래의 그림은 중앙공무원교육원의( )' .

개념도이다action learning .

AL

과제선정

및 배정

AL
실행

AL
컨퍼런스

부처별 수요조사를 통해 과제를 선정

팀별 해당기관 차관과 과제조인식 실시

액션러닝 오리엔테이션 실시 (8.24~25,

COEX)

현황조사 및 분석 현장방문 팀 성찰미팅, ,

등 실시

팀간 벤치마킹 등을 위한 중간 워크숍 실시

해당기관 차관에게 팀별로 액션러닝

연구결과 보고

연구결과 공유와 학습을 위한 우수팀의

연구결과 발표회 개최

그림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개념도< 3-1> action learning

자료 국정브리핑: (2006.08)



역량기반의 교육훈련③

중앙공무원교육원은 중앙공무원의 역량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사전 진단 →

교육 학습 사후 평가로 구성하고 있다 이루어진다 사전에 다면진단을 실시· . .→

해 개인별 역량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개 이상의 역량과목을 학습받게 된다 이같은 심화교육은 역할2 .

연기 우수 사례 연구 등 다양한 형식으로 실시되(Role Play), (Benchmarking)

며 이후 최종적으로 본인이 받은 역량교육결과를 바탕으로 역량개발계획서를,

제출해 평가받게 된다.

사전
역량진단

(7.31 ~ 8.18)

사이버
역량기초교육
(8.7 ~ 8.29)

역량교육
오리엔테이션

(8.25)

고위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개 역량에 대한9

역량 진단 실시

중공교 역량진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자기 평가-

및 다면평가 상사 동료 부하 실시( 1, 2, 1)

고위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개 역량에 대한9

이해 제고를 위한 기초교육 실시

후보자과정 홈페이지의 사이버교육 란에- “ ”

접속하여 학습 실시

역량의 의의 교육목적 설명 및 사전진단결과,

피드백 실시

개 역량 중 교육생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개9 2

이상의 역량을 선택하게 하여 사례토의 중심의․
역량심화교육실시 총 일 교육( 4 )

역량 심화교육
(9.7 ~ 10.20)

그림 맞춤형 역량교육 개요< 3-2>

자료 국정브리핑: (2006.08)



외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④

중앙공무원교육원은 년부터 외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도 개1984

설하여 교육훈련의 본래 목적뿐 아니라 한국과 대상 국가간의 상호이해증진 및

우호협력 강화 한국의 공무원 교육훈련의 경험 공유 한국정부의 대외기술 협력, ,

사업의 일환 그리고 한국 공무원의 국제화 등의 효과를 얻고 있다, .

지방혁신인력개발원2)

교육의 비전 목표 및 전략(1) ,

지방혁신인력개발원은 고객이 감동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일류 교육기관‘ ’

이라는 비전아래 교육의 목표를 지방혁신과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핵심자치인력

양성 과 지식정보화 및 세방화 시대의 창의적인 전문행정인을 양’ (glocalization)

성하는데 두고 있다 또한 지방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교육 집중 실시 자치. ,

역량제고와 정책품질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강화 행정수요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다양한 전문교육 실시 사이버 교육센터 구축을 통한 의 활성화 정, e-learning ,

보의 폭넓은 공유릉 위한 국내외 협력체제 구축 문제해결형사례학습형맞춤형, ․ ․
교육 적극 도입 교육성과와 만족도 제고를 위한 평가환류체계 확립 등을 전략, ․
으로 내세우고 있다.

교육과정(2)

지방혁신인력개발원은 특히 맞춤형 현지 방문 혁신 교육 을 실시하기 위‘ ’

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기본 계획의 수립과 통보①

교육의 개요 기본 일정 샘플 프로그램 교육비 워크아웃 주제의 예시 운, , , , ,

영 방식 등의 개괄적인 사항을 담은 맞춤형 현지 방문 혁신교육 의 기본계획“ ”



을 확정하여 지방자치 단체에 통보하고 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신청하도록 교

육계획을 세웠다.

자치단체의 신청②

맞춤형 현지 방문 혁신교육 의 계획이 홍보되고 이에 따라 자치단체에‘ ’

서는 자체 실정에 따라 시기 기간 장소 인원 대상 희망 주제를 선택하여 지, , , , ,

방혁신인력개발원에 교육을 신청한다.

일정 협의 및 조정③

지방혁신인력개발원은 자치 단체의 신청 내용에 근거하여 강사 섭외 현지,

운영 일정 교육장 이용 투입 인력 등을 감안하여 전체적인 일정을 자치 단체와, ,

협의한다.

현지 답사와 삼당④

변화된 교육과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간부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사

전 방문을 실시하여 혁신교육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단체장 및 부 단체장의

역할 교육담당부서의 혁신교육에 대한 접근방법과 준비요령 등을 상담하며 분,

임토의를 위한 교육장 시설과 동영상 교재 상영을 위한 시청각 기자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다 워크아웃교육기법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스폰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단체장 부단체장 등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 점을 설명하고 혁,

신교육 현장에서 스폰서 또는 총평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요청하

는 단계를 거친다.

프로그램 편성⑤

맞춤형 현지 방문 혁신 교육 주제가 상담을 통해 정해지면 개발원은 교육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선정된 강사 퍼실리테이터 와 지방자치단체( )

등의 의견 재수렴을 거쳐 프로그램을 확정짓는다 혁신 교육의 경험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레크레이션 체육활동 단합대회 등의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

경우가 있었으나 상담과정에서 혁신 리더십 전략지도 만들기 혁신과제 선정, , ,



조직 활성화 등 다양한 혁신 주제를 제시하여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직접 운영 또는 민간 위탁⑥

지방혁신인력개발원이 모든 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민간교육기관

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한다 또한 교육운영 시에는 특강 강사 또는 퍼실.

리테이터가 교육을 진행하면서 교육 참가자와 자치단체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실시하고 교육 진행을 참관하면서 꾸준한 모니터,

링을 통하여 강사 및 교육담당자 등과 피드백을 실시한다.

평가(3)

지방혁신인력개발원은 년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종합평가한 개의 교육2006 26

훈련기관 가운데 대통령 표창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평가항목 교육인프라( :

확충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 운영 교육실적 성과평갇역량제고 등의 개 부문· , · 3

개 서면평가 및 현지확인평가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한 심화평가 등으로 나뉘16 , ,

어 평가 양적인 측면에서의 교육훈련 실적을 보면 년도 교육운영실적은). , 2005

전체 과정 회 명 연인원 명 의 교육을 수료하여 계획대77 182 13,212 ( 120,512 )

비 를 달성하였고 특히 고객감동 성과지향형 교육운영을 강화하여 교160.7% , , ·

육생의 종합만족도가 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공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90.9% .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 지방혁신과 관련된 연구개발 활동을 중점 추진하여 지방행정혁신 표준,

매뉴얼 및 혁신교육 모듈 성과평가시스템 혁신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였고 이를, , ,

자치단체 유관기관에 전파 확산한 것이 자치단체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

다.

둘째 자치단체를 현지방문하여 교육훈련 설명회 및 연찬회 등을 개최하고,

일선 기관장의 관심과 자율적인 교육참여율을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참여

를 이끌어낸 점이다 또한 민 관 교육훈련기관간의 지원협력 구축을. · Network



위해 시 도 공무원교육원과 한국능률협회 현재인재개발원 등과의 지원협력 협· ,

약식을 체결하여 우수 교육프로그램의 정보교류와 상호 지원협력사업 발굴을 적

극 추진한 것도 성공요인이다.

셋째 실무담당자에게로의 권한위임이다 실무담당자에게 교육운영에 관하여, .

많은 권한이 위임되지 않았다면 한달에 개 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였17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요한 보고사항에 대하여 이메일 또는 전화로 소통할.

수 있는 조직 분위기가 형성되고 새로운 혁신 아이디어를 채택하고자 하는 조직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 또한 맞춤형 이라는 신품종 개발을 통하여 교육‘ ’

훈련 성과를 극대화 시킨 요인이 되었다.

넷째 워크아웃 기법의 도입이다 많은 유용한 교육 모듈과 기법들이 있지만, .

워크아웃 기법은 참여 토론 문제해결 신속한 의사결정이라는 매력적인 요소를, , ,

많이 가지고 있으며 특히 그 동안 공무원들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소홀히 다루던

문제점에 대한 근본원인을 프로세스를 통하여 분석토록 함으로써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어 혁신교육의 도구로써 매우 유용하게 작용하였다.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3)

교육의 비전 목표 및 전략(1) ,

정보통신 공무원 교육원 교육과정개발모델은 교수체제 설계(ICOTI)

이론과 조직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교육(ISD:Instructional System Design) ․
과정개발이 조직목표 달성과 경영성과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설계되었다 정보통.

신 공무원 교육원 각 부서의 역할은 독립적이어서 우선적으로 교육과정‘ICOTI

개발모델 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교육과정개발’ . ‘ICOTI

모델 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은 년 월’ 2004 4

교육과정 개발 모델 안 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여 교육원내 타 부‘ICOTI ( )’

서의 관심을 제고하고 년 월 교육원 내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2004 5 .



교육과정(2)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개발 모델은 과정개발단계를 단계로 나누고5

각 단계별로 필요한 수행과제와 산출물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과정개발.

절차를 분석 설계 개발 평가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본 모델에서는 수요자→ → →

중심의 교육수요 수용 기존과정과의 중복성 교육실시시의 교육효과 예상되는, , ,

문제점 분석 등 수요조사와 과정개발 필요도 검토를 강화하였고 개발된 과정내

용에 대한 평가는 파일럿테스트를 통해서 환류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통신공무.

원교육원의 과정개발 단계별 수행과제에 따른 산출물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과정개발단계 수행과제 산출물

교육필요도
조사분석․

교육수요조사
교육필요도 조사 검토/
수행문제 분석

교육수요조사서
교육필요도 검토서
과정개발추진계획서

교육과제
분석

교육대상자 분석
대상직무 교육목표 분석/
과제분석
교육형태 분석

교육대상자 분석서
직무 또는 교육목표 분석
교육과제 선정

교육형태분류서KSA*

교육과정
설계

교과내용 설계
코스맵 작성
교과목 명세서 작성

교과목 명세서
과정코스맵
교수방법 교수매체선정,
평가방법 설계

교과목/
교재 개발

개발계획 수립
개발

교육생 교재 개발
교수지침서 개발
교수매체 개발

Pilot-Test
실행( )

과정운영계획 수립Pilot
과정운영
결과 분석 및 환류

교재 교수지침서, ,
교수매체 평가서
수정보완 후 과정개발
완료보고서

그림 과정개발 단계별 수행과제 및 산출물< 3-3>

자료 공무원교육훈련 혁신 사례집 중앙인사위원회: , (2006)

또한 과정개발 각 단계별로 필요한 워크시트를 제시하여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과정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각의 워크시트에는 단계별 절,



차에서 제시된 번호를 붙여 단계와 순서를 색인화하고 워크시트 뒤에 작성요령,

을 함께 제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워크시트에 적용할 항목 이 다양해. (item)

서 모든 예시를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항목을 별도 첨부물로 제시하도

록 하고 있다.

평가(3)

현장 중심 수요자 중심의 과정개발 품질 제고,①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의지와 우정사업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교육훈련을 통

한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외부과정개발 전문기관의 용역에 의

한 과정개발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정보통신공.

무원교육원에서는 과정개발담당자를 증원하고 교육과정개발 모델 에‘ICOTI ’

따라 요구분석과 과정설계 과정개발을 실행하였다 또한 교육과정개발업무를 처, .

음 담당하는 경우에도 교육과정개발 모델 에 의해 체계적으로 외주과‘ICOTI ’

정개발 용역을 수행하여 개발되는 교육과정의 품질도 제고할 수 있었다 또한.

교육과정개발모델 에 대한 과정개발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ICOTI ’

외부기관에 과정개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교육과정개발담당인력의

전문성이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강의전담 전임교수요원의 역량 강화②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에서는 교육과정개발의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과정개발 모델 에 의해 과정개발에 참여하는 전임교수요원들의‘ICOTI ’

인원도 늘어나게 되었고 교육요구 분석을 위한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현업의,

교육요구들을 청취하는 계기가 되었다 과정개발에 참여한 전임교수요원들은 교.

육내용 교재개발 교수지침서 등 과정개발 전반에 걸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자, ,

신이 맡게 될 교과목에 대한 전수교육을 통해 강의기술을 익힐 수 있었다 또한.

교육생 분석을 통해 교육생의 요구를 파악하였으며 현장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교육내용을 개발함에 따라 전임교수들은 현장 중심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다.



타 교육훈련기관과의 정보 공유③

교육과정개발 모델 은 교육과정개발 절차를 표준화하여 수요자의‘ICOTI ’

다양한 교육요규를 충족시키고 교육훈련의 품질을 제고하여 교유훈련 성과를 높

이기 위한 것이었다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에서는 다른 교육원이나 연수원 등에.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확산을 시도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환류의 기회

로 삼았다.

장성아카데미4)

교육훈련의 비전 및 전략(1)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의 모범사례로 가장 자주 거론되는 장성아

카데미는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의 고정관념 경직성 획일주의를 탈피하여 장성군, ,

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장성군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프로공무원 양성을 통한 공직자의 역량제고 뿐만이 아니라 주민

들을 대상으로 주민의식 개혁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법으로 세기 장성아카“21

데미 를 상설운영하였고 이 과정을 통해 환경변화와 함께 공무원의 마음가짐과”

업무태도를 재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훈련을 통한 일종의 의식개혁운동

을 추진하였다 또한 공무원뿐 아니라 주민들의 의식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주민의식개혁도 중요한 교육훈련내

용의 하나이다.

주요 교육훈련과정(2)

장성아카데미에서 장성군 공무원들과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주요 교육과정과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기 장성 아카데미 매주 금요일 시간 분21 : (1 30 )



장성 선비대학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시간: (2 )

장성 여성자치대학 매월 넷째 주 화요일 시간: (3 )

장성 선비학당 매주 월 화 수 목 시간: , , , (2 )

군민 정보화 교육 매주 월 화 수 목 금 시간: , , , , , (2 )

외국어교육 영어 일어 중국어: , ,

영농교육 농한기 월중 월중: (1 , 7 )

장성아카데미에서 장성군 공무원들과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주요 교육과정별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기 장성 아카데미 비전 발전 등 교양강좌21 : ,

장성 선비대학 주민의식 생활관련 실용교육 향토문화 건강관리 등: , ( , )

장성 여성자치대학 법률 경제 문화 환경 건강 교양강좌: , , , ,

장성 선비학당 명심보감 사자소학 서예 사군자 등: , , ,

군민 정보화 교육 주민 전산활용 능력 배양:

외국어교육 영어 일어 중국어: , ,

평가(3)

공무원들의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경직성과 획일주의를 타파하여 경쟁력 있

는 장성군을 만들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장성아카데미의 효과는 장성군 각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신감 회복을 통한 적극적 사고방식의.

배양과 추진력 함양 주민들에 대한 봉사정신의 함양과 창의적인 업무태도의 배,

양과 이를 통한 혁신역량의 강화는 장성군을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재탄

생하게 하였다 이러한 장성아카데미의 성공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강의방법의 다양화①

장성아카데미의 특징으로는 강의방법의 다양화를 꼽을 수 있다 전통적인 방.

식의 강의뿐만이 아니라 경영마인드 습득을 위해 대기업의 연수원을 활용하거

나 전시회 견학을 활용하고 있으며 배낭여행을 통해 선진국을 직접 체험하는, ,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강사진②

장성아카데미의 강사진은 장성아카데미를 성공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

고 있다 타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장성아카데미는 분야별 저명인사나 오피니언.

리더들을 강사진으로 초빙하고 있으며 장성아카데미에 초대받지 못하면 분야별,

로 최고전문가가 될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강사진 구성에 심혈을 기울이

고 있다 장성아카데미에서 특강을 실시한 강사진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책결정자의 의지③

장성아카데미의 성공배경은 무엇보다도 교육훈련을 통한 공무원과 주민들의

의식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정책결정자의 의지와 신념에서 찾을 수 있다 교.

육훈련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최고의 강사진 선정과 단순한 지

식 전달보다는 자발성과 창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훈련 방향 설정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방법의 활용과 함께 교육훈련내용에 가장 적합한

교육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교육방법등을 개발해냈다 장성군수는 장성아.

카데미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공무원들을 설득하였으며 예산지원 전담,

부서까지 만들어 물적으로도 그를 지지하였다 또한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에 초.

점을 두어 구체적인 지식제공보다 스스로 변화를 할 수 있도록 의식개혁과 이,

를 통한 동기부여를 도모한 것이 주효했다고 평가된다 또한 평생교육개념에 입.

각하여 자발적 교육 동기부여를 위한 교과목을 설정하고 형식적 교과목보다는,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교과목을 선정개설한 것도 정책결정자의 교육․
훈련에 대한 혁신의지의 결과로 평가된다.



민간기업의 교육훈련사례2.

삼성전자1)

인적자원개발 비전 및 전략(1)

급격한 환경변화는 삼성전자로 하여금 생존을 위한 변화필요성을 인식하게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 변화모델에 입각한 새로운 변화 를 추진Lewin Process

하게 되었다 점과 선의 응용 으로 표현되는 해빙의 단계 면의 경영 인. ‘ ’ , ‘ ’

조직화의 단계를 거쳐 마지막의 입체 경영 단계는 의 디지털 시대를 주‘ ’ 21C

도할 수 있는 마케팅 역량과 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측면. 3P(Product, Process, Personnel)

으로 접근하여 교육혁신을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육혁신이 추구하

는 것은 교육품질의 혁신 교육제도의 혁신 교육인력의 혁신 세 가지이다, , .

또한 삼성전자는 인재개발연구소를 중심으로 리더십개발센터 첨단기술연구,

소 글로벌마케팅연구소의 개 연구소 체계로 조직되어 있다 리더십개발센터는, 3 .

전사 리더십 교육부분과 조직변화 관련 연구와 지원부분의 직능 전문가 과정을

개발 및 운영하고 첨단기술연구소는 첨단 핵심 기초기술과 관련된 기술과정을, , ,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글로벌마케팅연구소.

는 마케팅 교육과 고객만족교육을 개발하며 사업장의 마케팅 관련 컨설팅 업무

를 맡고 있다.

교육훈련의 내용(2)

삼성전자의 인적자원개발은 내용적으로 볼 때 크게 국내외 우수 대학에 당,

사 직원을 파견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술연수프로그램 각,

직능별 전문가를 육성하는 직능전문가 과정 국제화 인력을 육성하는 국제화 과,

정 기술리더십마케팅 분야의 핵심역량을 육성하는 핵심역량 과정으로 나눌 수, ․ ․



있다 교육담당기관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리더십개발센터를 통한 리더십개발①

삼성전자에서 리더십 교육을 시작하게 된 것은 급변하는 현재의 환경은 올

바른 방향설정이 요구되는 시대로서 일을 바르게 하는 것보다 바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며 조직의 체질 개혁이 시급하여 평평한 프로세스형 조직,

을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마지막으로 변화를,

수용하고 경영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건전한 기업문화 형성을 위한 Change

양성과 혁신의 전파를 위함이다Agent .

리더십개발센터의 핵심 교육과정으로는 Business Leader Course(BLC),

가 있다 과정Team Leader Course(TLC), Self-Leader Course(SLC) . BLC

은 임원을 대상으로 혁신 전략가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를 활Case Study

용하고 있으며 는 기법을 활용하여 부장급을, TLC Problem Based Learning

대상으로 변화유도형 리더십 이론 습득 및 역할 인식 자기 성찰을 통한 리더십,

의 체득화와 역량 발휘 변화 경험을 통한 혁신적 리더십과 자신감 함양을 목적,

으로 박 일 합숙 과정으로 진행된다 는 혁신 실행가 양성을 목적으로 변5 6 . SLC

화실행을 위한 새로운 역할의 인식과 적극적 도전적 태도를 형성시키고 업무,

전문가로서 개인 경쟁력 향상과 조직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실천전략을 일4

합숙과정으로 학습한다.

첨단기술연구소를 통한 기술교육②

첨단기술연구소는 년 이후로 삼성전자 내 연구개발 관련 기술교육을1990

전담하여 왔으며 년 전사 교육혁신의 일환으로 교육체계를 재구성하여 회, 1998

사의 중장기 기술 전략에 근거한 현장 중심 과제수행 중심 학습자 중심의 기술, ,

교육을 통해 핵심기술개발 경쟁력 강화 및 실무 응용력을 갖춘 기술인력을 체,

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첨단기술연구소에서는 향후 회사의 중심의 제3S(S/W, System, Service)

품 개발을 위한 기술분야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무전환 교육 실시를 통해 기존,



의 하드 중심의 회사에서 소프트 중심으로 회사의 구조를 변화시키고자 하며 특

정 사업부 대상 맞춤식교육 을 통해 교육 이해도를 증진시(Tailored Program)

키고 교육 중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여 실무기술의 획기적인 제고를 꾀하고 있

다 또한 실시를 통해 기존의 교육관에서 탈피한 혁신적. Time-to Project Lab

인 교육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현업의 긴급 프로젝트를 연구소에서 수행하며 이

때 연구소는 각종 필요 장비를 지원하고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사내외 전문가

를 지원하여 문제를 즉시에 해결토록 하고 사내 개발 사례와 연결시켜 개발기,

간을 단축토록 하고 있다 첨단기술연구소의 가장 큰 장점은 현장중심 교육 과. ,

제수행중심 교육 학습자중심 교육을 통해 맞춤식 교육과정으로 교육생의 니즈,

를 만족시키고 과제를 스스로 기획하고 과제의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능력 및 창의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글로벌마케팅연구소를 통한 마케팅교육③

글로벌마케팅연구소는 전직원의 고객지향 마인드와 실천력을 제고하고 부가

가치 창출을 통해 사업을 리드하는 마케팅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

었다 글로벌마케팅연구소에서는 고객만족경영과 마케팅에 관한 를. Case Study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토의 등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을 증진하고 창조적 입,

체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이다 대표적 과정으로.

은 를 통해 고객만족경CSM(Customer Satisfaction Management) Case Study

영 실천을 위한 전략적 사고능력을 배양하고 적용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

으며 는 정예화 된 마케팅 전략을 위한 사례DMC(Digital Marketing Course)

분석 및 마케팅 전문인력의 능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훈련의 효과 및 향후 계획(4)

삼성전자의 성공에는 교육부서의 역할이 컸으며 교육이 경영의 중요한 도구

로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개혁 작업을 통해 현장 중심 과제수행 중. ,

심 학습자 중심의 교육체질을 전환함으로써 교육의 결과가 경영성과에 직접 영,



향을 주도록 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각 연구소는 회사의 교육.

에 대해 각 전문분야별 교육체계를 개선하고 실행하려 중심의 기술인Needs 3S

력을 집중 육성하고 고객지향의 사고를 가진 전문 마케팅인력의 육성에 힘쓰며,

더불어 지속적인 회사의 변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부서와HRM

부서와의 성공적 결합을 통해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한HRD

터전을 마련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교육부서는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

켜 향후 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경제시대를 선도할 핵심 전문인력E-Commerce

을 양성하고 를 점진적으로 구축하여, KMS(Knowledge Management System)

경쟁력을 갖춘 로 발전해 나가려 하고 있다Performance Consulting Center .

2) LG

교육훈련의 비전 및 전략(1)

세계 일류기업을 지향하고 있는 그룹 역시 바람직한 인재상 설정과 함LG

께 인재상 육성을 위한 전략과 단계별 교육훈련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의 인, . LG

재상은 크게 기본인 창의력인 가치관인 최고도전인으로서 각 인재상과 교육체, , ,

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인재상LG

기본인

발전과 혁신의 출발점

기본에 충실

창의력인

창의적인간 지식 활용 능= +

력

현장 행동 실제 새로

가치관인

주관 협조 희생+ +

타협 없는 정직

최고도전인

외국어 문화적다양성포+

용 전공분야 주변지+

그림 교육훈련의 비전 및 전략< 3-4> LG

자료 그룹: LG (2005.12)



는 인재상을 육성하기 위해 개 분야를 설정하고 있고 이들 분야에 대해LG 4

직급별 직무별로 인재육성의 기본방향 설정과 함께 분야별 교육구분과 교육내,

용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구 분 기본방향 교육구분 교육내용 기타

미래
경쟁력

(핵심인재의
단계별육성)

기업가치추구-
사업환경이해력 배양-
자원운용력 함양-
조직운용력 제고-
변화된 역할과 책임-
인식훈련

기본공통역량육
성

마케팅-
환경이해-
재무회계-

직급별-
구분교육

필수교육과정-
단계적 이수 (*)
실무능력 지식- +
기반 인재육성

개인 및 조직
관리 능력개발

변화관리-
리더십-

앞서가는
경쟁력
직무별(
전문가
배출)

핵심역량 중심교육-
직무교육의 정교화-
산업특성 감안한-
교육체계
직급필수과정과의-
전략적 통합

기본과정 직무별 입문교육-

국제공인-
자격증

취득교육과정
실시

(CPM/CPIM/CIS
A/PMP)

전문과정
자격취득-

분야별 스킬 배양-

핵심역량/
전략과정
핵심이슈( /
벤치마킹)

전략기획-
재경-
-HR
-IT

영업마케팅-
서비스-

구매생산품질-
세계를
상대로
하는
경쟁력

글로벌 비즈니스-
스킬
글로벌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세계적 차원의 경영능력-
세계경영 자질 배양-

현지시장 토착화기반지식-
영어 제 외국어- + 2

*World's Best
사업가 양성LG

인터넷
공간

맞춤교육

일반채널

전문직무-
경영관리-
-IT

직급필수-

전문채널

-ebusiness
Academy

-Real Seminar
-Language

표 의 인재육성 전략< 3-1> LG

: LG (2005.12)



이러한 목표아래 전자는 부문장 산하에 연수팀이 있으며 연수팀은 고LG HR ,

객지원그룹 핵심역량교육그룹 교육그룹 본, , e-learning , Knowledge Center,

사 학습지원그룹 중국 가 있다 그밖에 각 사업본부 산하에, Learning Center .

학습지원 그룹이 있어서 현장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연수팀에는 약 여명이. 50

근무하고 있고 전자 전사 차원에서 여명이 연수에 근무하고 있다 또한LG 100 .

여명이 숙박을 할 수 있는 연수시설을 갖추고 있고 연간 억 원의 교육420 , 150

비를 지출하고 있다 핵심인재의 육성을 전사차원에서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로.

보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 및 운영하고 있다.

주요 교육훈련과정(3)

핵심인재육성 과정①

핵심인재육성은 조직차원에서 미래 지도자의 육성을 사전에 실시하지 않으

면 세기에 경쟁우위에 서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 시작하게 된 것으로서 조직21

구성원의 가 그 조직을 움직이고 있다는 가정 하에 핵심인재20% (HPI: High

집단을 구성하여 미래 경영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Performance Individual)

제도이다 핵심인재의 육성에는 부장 차장급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성인재육성과. ,

정과 과장급을 대상으로 하는 혁신과장육성과정 그리고 대리급을 대상으로 하, ,

는 혁신대리육성과정으로 구성되며 현업의 실질적인 경영과제를 과정의 대상자

에게 부여하고 과제를 부여받은 대상자들은 명으로 구성된 팀을 이루어 과, 4-5

제를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해결안을 제시하는 행동학습 방식(action learning)

으로 운영되고 있다.

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 운영하고 있는 과정인 경영성인재Learning Center

육성과정을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교육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활용,

할 과제를 선정하여 최종적으로 최고 경영자의 의견을 듣고 확정하면 팀 빌딩

활동을 통해 팀 구성에 들어간다 팀이 구성되고 과제가 부여(team building) .

되면 각 팀별로 과제 해결을 위한 연구가 시작되고 과제 해결 활동 기간은 주로



주에서 주 정도 부여된다 마무리되어 과제해결안 발표가 끝나면 연수부서에2 3 .

서는 전체적으로 모임을 갖고 최종적인 에 들어간다reflection .

역량기반 인적자원개발 시스템②

역량기반 인적자원개발시스템을 개발하게 된 것은 기존의 제도 및 운영HR

상의 문제점을 인터뷰 벤치마킹 내부자료 분석 및 진단 체크리스트를 이용, , HR

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파악하고 개선의 대안으로 역량을 중심으로 한 인적

자원개발 시스템을 구상하기 위해서이다 역량기반 인적자원개발시스템을 위해.

서는 우선 직무역량 패키지를 개발하게 되는데 이것은 직무역량의 규명 수준측,

정 개발계획설정 개발과정지원 등의 활동들을 지원하는 성과 프로파일 직무역, , ,

량 프로파일 지식지도 학습지도 의 총, (knowledge map), (learning road map)

칭이다.

위 과정을 거쳐 개발된 역량모델의 정착을 위해서 연봉제 평가 시 주요 역

량과 연계 팀별 직무역량 프로파일 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 의 제, , Smart Guide

작 개인역량개발의 가이드 직무역량 모델링 매뉴얼의 개발 현장중심, , Process ,

의 자율학습조직 구축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결시켰다.

교육훈련에 대한 평가(4)

새로운 교육훈련방식으로 인해 교육과정 참여자들의 사업가적 안목이 넓어

졌으며 해외시장의 흐름을 보다 잘 파악하게 되었고 부문간 커뮤니케이션이 활, ,

성화 되었으며 리더십이 함양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 POSCO

교육훈련의 비전 및 전략(1)

는 집합교육 중심의 기존 리더십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생들의POSCO

개선요구와 변화혁신 리더십 육성이라는 의 요구를 받아들여 다음POSCO CEO

과 같은 세 가지 개발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는 스스로 하는 학습으로서 변화.

와 혁신의 리더십 관련 이론 및 들에 대해 자율반복 학습이 용이하도록Skill

로 구성하는 것이며 둘째는 실천하는 학습으로 변화관리e-learning Contents ,

프로세스별로 학습목표를 각 조직이 가지고 있는 과제 중심으로 Action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마지막 셋째는 함께하는 학습으로서Learning ,

교육은 최소화하고 중요한 변화관리 단계에서는 현업에서 조직구성원Off-line

이 참여하는 학습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그동안 기업에.

서 주로 실시해왔던 집합교육 중심의 리더십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으

로 리더십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는 방법으로서 과Action learning Blended

의 기법을 적용한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learning .

주요 교육훈련프로그램(2)

프로그램Blended Learning①

교육훈련프로그램은 변화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모듈 개로 구성하고 각 모8

듈은 개의 레슨으로 구성된다 각 모듈은 주단위의 온라인 학습으로 구성하였4 . 2

으며 온라인 학습과 연계하여 온라인 학습이 시작하기 전에 오프라인으로 하루,

동안 을 실시하여 학습의 필요성 학습목표 공유 온라인 학습Pre-workshop , ,

전략 학습 방법론에 대한 토론과 강의를 통해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게 된다 변, .

화관리 단계를 단계 로 구분하4 (Initiate, Identify, Implement, Institutionalize)

고 각 단계는 개의 모듈로 구성하였다 본격적인 학습진행과정을 보면 하루 동2 .

안의 온라인에서 주 학습 일짜리 차Pre-workshop, 2 , 1 1 Interim-workshop,



주간의 온라인 학습 일짜리 시그마 리더십 포럼 의 순이2 , 1 Post-workshop(6 )

며 총 집합교육 일 온라인 주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5 , 8 .

사전교육 주Overseas Training(2 )

온라인

Off-Line
워크샵

1.Initiate
모듈( 1,
2)

2.Identity
모듈( 3,
4)

3.Implement
모듈( 5, 6)

4.Institutionalize
모듈( 7, 8)

Pre
W/S
(8hr)

Interim
W/S
(8hr)

Post W/S
(8hr)

Interim
W/S
(8hr)

Interim
W/S
(8hr)

동기부여 과정배경: ,․
리더의 역할,
과정내용
핵심 포인트,
동기부여

과제 수행 전략:․
Mosule

의1,2 Brain Teasing
& Path Finding

과제발표 점검 온라인, :․
과제의 발표,
Presentation, Sharing,
Group Polshing,
Sharpening &
Mentoring․ 과제 수행 동기부여:

의Module 3, 4/5, 6/7, 8
Brain Teasing & Path
Finding

최종 과제발표:․
최종 모델7 S
Presentation, Sharing

조직변화 동기부여:․
Anchoring &
Branding
Modeling &
Monitorning

Online

주요활동

과제 수행 온라인 오프라인 과제 수행 관련지식 습득@work : , -․

과제 심화@work : Presentation, Sharing & Mentoring․

주(2 ) 주(2 ) 주(2 ) 주(2 )

그림 프로그램 운영 프로세스 및 구조< 3-5>

자료 을 활용한 실천적 리더십과정의 효과연구 이성: e-Action Blended Learning , , 2004,

p. 114.



프로그램Action Learning②

개 모듈 내의 각 레슨은 다시 미니사례를 통해 문제의식을 갖게 하는8

와 자기진단 등을 통한 자기인식을 하는 그리고 리더십이나 조Think Prepare,

직관리 스킬을 적용하여 개선안을 도출하는 로 구성되었다 각 모듈의 레슨Act .

에는 레슨 부터 레슨 까지 나온 를 구체적으로 조직에 적용하는3 1 3 Act Apply

단계가 하나 더 있다 그리고 에는 평균 개의. Think, Prepare, Act, Apply 2-3

학습활동이 전개되도록 구성하여 전체 개 모듈 개 레슨 여개의 학습활8 , 32 , 200

동 으로 구성하였다 레슨 는 각 모듈의 내용을 가장 잘 설(Learning Activity) . 4

명하거나 구현하고 있는 기업을 사례로 한 로 구성하였다 각Case Study . Case

에는 사례의 특징 문제점을 토론하는 단계가 있으며Study , Discuss & Debate ,

주어진 사례가 에 주는 시사점 등을 분석하게 하는 단계POSCO Brain Teasing

가 있다 또한 주어진 사례에서 리더가 자신의 조직에서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실행방안을 만들어 내는 단계가 별도로 있어 실제 학습자 자신이 분석한Apply

내용을 조직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학습활동의 결과는 온라인상으로 다른 학습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

다 또한 자신이 제출한 과제수행 결과를 다른 학습자와 비교하여 접근방법 등.

에 수정이 필요할 경우 다시 수정하여 저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오.

프라인 워크숍을 통한 학습자간의 상호학습에 온라인을 통한 상호학습이 가능하

도록 구현하였다 아울러 온라인 과제수행 후 이를 제출하면 수행과제에 대한. ,

전문가적 해결방안을 제공하는 과 전문가적 견해를 제공한Suggested Answer

과제수행에 필요한 추가적인 자료를 제공하는Professor Insight, Supportive

을 제공하여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였다Material .



Lesson ① ② ③

미니 사례를 통한

문제의식 고취

자기진단을 통한

현상분석 인식,

진단에 근거한

개선방안 도출

TASK
BASED
ACTION

LEARNING

Think

Prepare

Act

Wrap
Up

Apply

① ② ③

사례가
주는

시사점
파악

경험공유
적용방안

토론

그림 레슨별 과제수행 구조< 3-6>

자료 을 활용한 실천적 리더십과정의 효과연구 이성: e-Action Blended Learning , , 2004,

p. 115.

교육훈련에 대한 평가(3)

교육에 대한 성과를 보면 포스코 직원들은 자체설문조사를 통해 변화의 필

요성 공유 부서 비전 및 혁신과제 실행 성과몰입의 지속과 변화추진 지원체제, ,

구축 변화와 혁신의 기업문화 정착 활동 전개 등 비교적 단기간에 리더십 행동,

변화가 가능한 영역에 대해서는 리더의 리더십 행동에 변화가 있었다고 긍정적

으로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조직구축을 위한 리더십 개발 노력 조직원. Great ,

역할분담 및 역량개발 활동 임파워먼트 및 성과몰입을 위한 노력 성과향상을, ,

위한 평가 및 보상실시 등 비교적 장기적인 리더십 행위에 속하는 부분에 대해

서는 만족할 만한 평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Blended

과 은 포스코 교육훈련의 특징으로 평가되고 있으며Learning Action Learning

포스코의 교육훈련은 혁신사례로 꼽히고 있을 만큼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인재원4) CJ

교육의 비전 목표 및 전략(1) ,

인재원은 변화를 촉진하는 로서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며CJ CJ Change Agent

모든 인의 그칠 줄 모르는 학습과 성장에 공헌한다는 사명 하에 건립되었으CJ

며 문화를 공유하고 리더를 육성하며 경영전략을 구상하고 학습능력을 증진CJ

시키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인재원의 인재육성체계도는 다음과 같다. CJ .

기존의 인재육성체계 새로운 인재육성체계

제공의 개념 교육 훈련중심( / )

정형화된 전달K.S

표준화된 프로그램 중심

교육과 현장의 분리

강의실 중심

수행의 개념 학습중심( )

혁신Workpalce

학습 현장변화 프로세스 중심( )

학습과 현장액션통합

업무공간

그림 인재원의 인재육성체계 기본개념< 3-7> CJ

교육과정(2)

인재원의 교육과정은 크게 신입사원 가치 공유 과정과 핵심리더 양성과정CJ

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그룹 전체의 직급 교육은 당해연도 특정 이슈가 부각될

때 실시하고 고정화된 과정없이 주로 각 계열사에서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CJ

인재원에서는 공식절차를 통해 선발된 인재를 대상으로 과정을 운영하며 리더,

개인의 변화중심

현장 미흡Action
조직의 변화중심

현장 의 중시Action



십 커미티 리더십 컨퍼런스를 주관하고 있다 아래의 그림은 인재원의 교육훈/ . CJ

련 과정을 구조도로 나타낸 것이다.

Work Environment

CJ LDSCJ LDS

CJ Leadership Committee

CJ Curriculum CubicCJ Curriculum Cubic

HCSHCS

Specialist

Manager

CJ Business Course

직무능력향상 Curriculum

사

원

급

매
니
저
급

임

원

급

Leader
Pool

Competency
Level

Function

직업훈련
교육

CJ Learning 
Architecture

CJ 
구성원되기

CJ 리더십
컨퍼런스

Work Environment

CJ LDSCJ LDS

CJ Leadership Committee

CJ Curriculum CubicCJ Curriculum Cubic

HCSHCS

Specialist

Manager

CJ Business Course

직무능력향상 Curriculum

사

원

급

매
니
저
급

임

원

급

Leader
Pool

Competency
Level

Function

직업훈련
교육

CJ Learning 
Architecture

CJ 
구성원되기

CJ 리더십
컨퍼런스

그림 인재원의 교육훈련 과정 구조도< 3-8> CJ

자료 체계개선을 위한 워크샵자료 서울시: HRD , (2006)

또한 인재원은 임원층과 관리자층을 대상으로 한 의 리더육성 프로그램CJ CJ

은 액션러닝 기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을 통CJ feedback-intensive workshop

해 과정참가자는 진단을 통해 피드백을 받아 향후 액션플랜을 수립하고 실행하

게 됨으로써 이벤트성 교육을 지양하고 프로세스형 교육으로 구성원의 지속적인

역량개발을 지원하게 되어 있다 특히 인재원은 을 적극적으. CJ action learning

로 도입하고 있는데 현업리더 멘토 코디네티이터 담당자 간의 긴밀한, , , , HRD

역할 분담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매니저 되기 과정에서 참가자. "CJ "

는 년중 팀학습과 개인학습활동에 참가하면서 주도적으로 역량을 개발하는 동시

에 현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Main
Process

2차W/S1차W/S 1차 Field Application 2차W/S 2차 Field Application 3차W/S

1st Step 2nd Step

월 2회
학습팀미팅

월 2회
학습팀미팅

월 2회
학습팀미팅

월 2회
학습팀미팅

월 2회
학습팀미팅

월 2회
학습팀미팅

월 2회
학습팀미팅

월 2회
학습팀미팅

팀
학습

개인
학습

CJ 
리더십
모델/
CJ 
가치

리더십
개발계획
수립

1차학습팀
성찰학습

학습결과
공유/리더십
개발계획
수정보완

2차학습팀
성찰학습

학습결과
공유/리더십
개발계획
수립

매니지먼트
특강/임원리
더십특강

리더십
360도
진단

리더십
360도
피드백

매니지먼트
특강/임원리
더십특강

리더십
360도
진단

리더십
360도
피드백

매니지먼트
특강/임원리
더십특강

매월 1회코디네이터미팅

현업리더

멘토

멘토
코디네이터
HRD 담당자

협업리더
워크샵 1

1차현장적용.현업실천지원 협업리더
워크샵 2

2차현장적용.현업실천지원

멘토
워크샵 1

1차현장적용학습팀
활동참여

멘토
워크샵 2

2차현장적용학습팀
활동참여

학습결과
공유및
평가

오리엔테이션 현업리더역할인식, action plan 수립
학습결과

공유 First Day Reflection , action plan 수립

오리엔테이션멘토역할인식, 학습팀주최참석 First Day Reflection , action plan 수립

웹교육 / Business Knowledge / 사외위탁교육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Main
Process

2차W/S1차W/S 1차 Field Application 2차W/S 2차 Field Application 3차W/S

1st Step 2nd Step

월 2회
학습팀미팅

월 2회
학습팀미팅

월 2회
학습팀미팅

월 2회
학습팀미팅

월 2회
학습팀미팅

월 2회
학습팀미팅

월 2회
학습팀미팅

월 2회
학습팀미팅

팀
학습

개인
학습

CJ 
리더십
모델/
CJ 
가치

리더십
개발계획
수립

1차학습팀
성찰학습

학습결과
공유/리더십
개발계획
수정보완

2차학습팀
성찰학습

학습결과
공유/리더십
개발계획
수립

매니지먼트
특강/임원리
더십특강

리더십
360도
진단

리더십
360도
피드백

매니지먼트
특강/임원리
더십특강

리더십
360도
진단

리더십
360도
피드백

매니지먼트
특강/임원리
더십특강

매월 1회코디네이터미팅

현업리더

멘토

멘토
코디네이터
HRD 담당자

협업리더
워크샵 1

1차현장적용.현업실천지원 협업리더
워크샵 2

2차현장적용.현업실천지원

멘토
워크샵 1

1차현장적용학습팀
활동참여

멘토
워크샵 2

2차현장적용학습팀
활동참여

학습결과
공유및
평가

오리엔테이션 현업리더역할인식, action plan 수립
학습결과

공유 First Day Reflection , action plan 수립

오리엔테이션멘토역할인식, 학습팀주최참석 First Day Reflection , action plan 수립

웹교육 / Business Knowledge / 사외위탁교육

그림 인재원의 의< 3-9> CJ G5 Leadership Excellence Program

자료 체계개선을 위한 워크샵자료 서울시: HRD , (2006)

평가(3)

인재원의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성공은 크론토빌 연수원을 벤치마킹하여CJ GE

조직을 재구성한 것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리더의 적극적인 참여 차세대 리더,

의 양성의 요람 기업 전략 및 인사와 교육의 연계 성사 그리고 액션러닝을 도, ,

입한 것에 기인한다 또한 인재원은 도심에 위치하여 현업에서 현안문제 해. CJ

결을 위해 수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지원활동 강화

를 위해서 경영혁신을 위한 컨설팅 역량의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효성 과장승격후보자과정을 중심으로 한 실천학습5) :

교육훈련의 혁신방향(1)

효성은 년도부터 과장승격후보자과정을 운영함에 있어2002 Action

방식을 활용하였다 의 승격후보자과정에의 도입은Learning . Action Learning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존 교육의 한계점과 교육과 현업의 괴리감을 극복

하고 현업에서의 문제해결을 곧 교육과정과 연계함으로써 교육성과의 제고 및

현업업무 성과향상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효성에서의 의 개. Action Learning

념은 년도에 수립된 교육훈련 중장기 계획에서부터 도입되었다 그리고1999 .

년도 신임자과정 개발 시 의 계획이 설계되었고 년2000 Action Learning , 2001

도 상반기에 타 회사 벤치마킹과 외부 컨설턴트의 구체적인 실행안 준비를 거쳐

본격적으로 년도 중반기부터 프로그램을 준비하여2001 Action Learning 2002

년도 과장승격후보자과정에서 처음 실시하게 된 것이다.

교육훈련체계 및 내용(2)

가장 핵심이 되는 과장승격후보자과정의 교육훈련 내용을 보면 다음그림과

같이 사전 오리엔테이션 집합교육, SATP(set adviser training program), ,

학습미팅 학습결과 평가 현장실사 그리고 시상 및 사례집 발Action Learning , ,

간 등 단계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사전 오리엔테이션의 경우 교육생들에게7 .

사전학습과제 및 사전학습도서가 배포되었고 과정전반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진

다 의 경우 사전에 양성과정을 통해 로서의 역. SATP set adviser set adviser

할을 인식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준비작업이다 집합교육은 박 일 동안. 3 4

진행되며 각 모듈별 주요 내용은 표 와 같다 차수별로 집합교육이 끝나, < 3-2> .

면 학습팀별로 회의 학습미팅이 격주단위로 회당 시간씩 의 지4 1 5 set adviser

도 하에 이루어진다 이후에는 전체 교육과정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내부.

들과 외부 컨설턴트와의 평가 워크샵이 진행된다 우수학습팀 및 학습facilitator .

자에 대한 현상실사를 거쳐 최종 우수학습팀 및 학습자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지



고 그 결과물은 사례집으로 발간하여 전 사업장에 배포하게 된다, .

No 명module 주 요 내 용 교육기법 시간

1
의 심층AL

이해역할 정립

의 개념과 사례-AL

-SML

-2002 AL Process

강의 토론/

사례연구
3.0 hr

팀 빌딩 상호인사 및 교류- 토의 1.0 hr

2
Mind Map &

Think Wise

-Mind Map

-Post-it

-NGT

-16 Ground Rules

강의 실습/ 2.0hr

탐구Cinema 영화 시청- /VTR 비디오시청 2.0hr

3
신임과장의HS

역할과 역량

의 개념-Leadership

도 피드백 결과 분석 및 공유-360

바람직한 리더상 도출-

리더로서 수행역할 및 역량강화 전략-

결과공유-

강의 및

Brainstorm

-ing

6.5hr

4 Role Playing

리더상 초안에 바탕을 둔 시나리오 작성-HS

시나리오 작성기법-

팀별 역할연기 실습 준비-

강의 역할/

연기
5.0 hr

Daily Reflection 학습내용 성찰- 발표 1.0 hr

5
팀 학습과정의

이해

-Digital Business Design

-Business Concept Innovation

작년사례- /sample

강의 사례/

연구
2.5 hr

실현Role Playing 실현-Role playing 발표 1.0 hr

6
과Activity System

전략적 적합성

팀 또는 창원의 전략적 구성요소 도출- PU

상관관계표 작성-

완성-Activity System

팀별 결과공유-

강의 실습/ 5.0 hr

Off-Site Meeting -Digital Business Design 토의 2.0 hr

7 팀 학습과제 선정

과제선정기준-

의 이해-AL Manual

작성-Problem Statement

학습팀 일정 수립-

강의 및

토의
5.5 hr

8 학습과제 발표

및 팀학습과제 선정결과 발-Activity System

표

수정 및 보완-

발표 2.5 hr

표 프로그램의 각 모듈별 내용< 3-2> Action Learning

: Action Learning , (2002)․



교육훈련의 효과(3)

효성의 인재개발팀은 교육훈련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Action Learning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과 이수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교평가한 결과

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한 집단의 경우 교육 이수 이후 공통기Action Learning

본역량의 향상이 교육 이수 이전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성과평가.

결과는 타 교육방식 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한 집단과의 비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서 교육훈련 성과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AL .

우리은행6)

교육훈련의 전략 및 방향(1)

년 당시 한빛은행은 우리금융 지주회사의 중심 회사로서 과거의 부실2001

은행 이미지를 탈피하고 흑자경영으로 경영정상화를 실현하여 한국경제를 재도

약시키는 중심은행으로 인정받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비전을 중심으로 변화를 주도하고 최고의 기술을 갖춘 국. , l

제적인 경쟁력이 있는 최고의 뱅커로서의 한빛맨을 육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이를 위해 인력개발 본부는 첫째 자율적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 시스.

템 구축 둘째 전문가 양성 셋째 일체감 조성과 분위기 확산을 추진 전략으로, ,

공표하였다.

그전까지의 인력개발부문은 직군 분리와 연계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의 운

영과 우수한 사이버 연수 시스템의 구축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연수와,

인사관리의 연계성 부족했는데 이러한 약점을 직군별 관리의 구축을 통해, CDP

보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전 직원 가치 교육 의식혁신 실시 사이버를 통한. ( ) ,

자기계발 체계 구축 글로벌 역량 강화라는 세 가지의 교육별 과제를 실천하고,

자 했다.



역량기반 교육훈련의 내용(2)

우리은행은 기본적인 역량 모델의 구축을 위해 전사공통 역량 리더십 역량, ,

직무 역량을 도출하였는데 먼저 전사공통 역량은 은행의 비전 전략 등의 이해H ,

및 분석을 통해 전사 핵심가치를 도출하고 이를 전사공통 역량과 연계시켰다.

또한 직군 분리체제에 대한 분석과 직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직무별 정의와 직

무별 특성을 분석하는 과정과 경력단계 분석을 통해 리더십 역할을 규정하였다.

역량도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Competency

기초자료 검토

한빛은행의 비전,

전략의 이해 및 분석

전사 핵심가치 도출

경력단계분석

직무별 정의

직무별 특성

설정

직무분류

분석 및 검토

리더십 역할

규정

전사공통 리더십 직무 역량 도출을 위한 차/ / 1 work shop

및 설문조사 명 영업직군 명 관리직군 명: 149 ( 104 : 45 )

직무별 역량

지표도출

전사공통

역량

리더십 역량

지표 도출

개인 역량

지표설정

도출 역량 지표에 대한 를 위한Validation Test work

및 설문조사 명 영업직군 명 관리직군shop : 50 ( 24 :

역량 지표

최종확정

역량 지표별 Proficiency Level

정의 및 행동지표 설정

그림 역량지표 도출과정< 3-10>

자료 교육개발프로그램의 제도화과정에 관한 연구 전상길 외: , (2005)

이러한 과정을 거쳐 우리은행의 경영이념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전사공통역량

개를 확정하였으며 타 기업의 리더십 역량 자료와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에4 ,

따른 직급별 역량을 분석하여 리더십 역량 개를 확정하였다 또한 설문문항에4 .



대한 분석을 통해 행동에 내포되어 있는 역량을 도출하고 역량사전을 통한 직,

접적인 역량제시를 비교 분석하여 각 직무별로 직무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

는 역량 개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설정된 역량프레임워크와 역량8 .

구조도는 다음과 같다.

역량 구조 개 념

전사 공통 역량
계층 직군에 관계없이 전 직원의 업무 수행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역량

리더십 역량 책임자급의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역량

직무별 업무 전문성 각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본 역량

직무관련 역량 업무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직무관련 역량

표 역량모델의 프레임워크< 3-3>

자료 교육개발프로그램의 제도화과정에 관한 연구 전상길 외: , (2005)

협력과 조정■
인적 네트워크▲
타인이해▲

고객지향성●
지식관리 변화주도● ■
창의력과 혁신성▲
유연성▲
즉각적 대처▲
자기확신▲

조직관리■
피드백▲
보안의식▲
업무정확성▲

성취지향성 직업윤리● ●
전략적사고■
업무전문성▲
정보수집 분석적 사고▲ ▲
수익안정성 추진력▲ ▲
개념적 사고▲

관계지향관련

역량군(N)

구조화관련

역량군(S)

혁신 창의성관련/

역량군(I)

합리성 전문성/

관련 역량군(R)

●

■

그림 역량구조도< 3-11>

자료 교육개발프로그램의 제도화과정에 관한 연구 전상길 외: , (2005)



이렇게 도출된 역량을 교육훈련과 연계시키는 단계에서는 도출된 각 세 분

야의 역량에 대한 역량 분석을 통하여 보완해야 할 역량과 그 수준을 파악Gap

한 다음 다음과 같이 역량중심의 교육 를 통하여 경력단계별 직무별로 학Matrix /

습해야 할 교육과정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성요소 개 념

행내 교육과정
집합교육과 사이버 교육 등을 이용한 통신 연수를 통해 한빛은행에서

직접 실시하는 교육과정

금융연수원

교육과정

금융권의 직무에 필요한 교육들을 집합연수와 통신연수를 통해서 금융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것

행외 교육과정 집합교육과 통신연수로 분리되어 그 외의 전문기관에서 실시

핵심 연수과정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직급별로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교육들을

역량의 비율을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제시

공통 연수과정

영업 관리 직군과 직무에 상관없이 각 직급별로 필요한 교육들을 중심/

으로 역량의 비율을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제시를 하였다 또한 경영관.

리 과정이나 독서연수 과정과 같은 직급에 상관없는 공통적인 교육과정

도 포함

지원 연수과정
기본적으로 모든 직원들에게 배양되어야 할 전산활용 능력과 외국어 관

련 교육 포함

표 역량중심의 교육 의 구성요소< 3-4> Matrix

자료 교육개발프로그램의 제도화과정에 관한 연구 전상길 외: , (2005).

이렇게 구성된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단계로 이루어진 에 따3 Mechanism

라서 교육과정이 실시되고 피드백 된다 첫째 단계는 각자의 경력단계에서 수행.

직무가 요구하는 역량과 현재 보유 역량을 비교평가 함으로써 개발이 필요한 역

량의 프로파일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둘째 단계는 단계에서 개발이 필요한 역. 1

량프로파일을 토대로 개인별 개발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행내와 행외.



의 공식적인 교육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현장실습훈련 등 개별지도 프로그(OJT)

램을 통해서 자신의 경력을 관리하게 된다 또한 독서교육 외국어 전산활용 교. , ,

육 등 자신에게 맞는 개별적인 자기개발 프로그램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셋.

째 단계는 년 동안 개인별 개발계획을 토대로 교육 및 훈련을 실행하게 된다1 .

년이 지난 후 직원 개인이 경력단계 직무별 역량 평가를 다시 실시하여 교육의1 /

결과를 점검하고 피드백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역량을 평.

가하여 최고의 역량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제 절 해외사례2

공공기관의 교육훈련사례1.

미국의1) OPM

교육의 비전 목표 및 전략(1) ,

의 인력개발계획에 따르면 교육훈련을 통해 양질의 직원을 양성하고OPM ,

유지하는 것이 미국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유용한 방법이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직급에서의 지속적인 개발과 교육훈련을 하나의 중요한 가치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훈련의 중요성은 연방정부의 성과는 연방정부(OPM, 2000, p.1).

의 일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손에 달려 있고 새로운 기술변화와 함께 인력의,

구성이나 구조가 지속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지속적인 교육훈련의 필요성도 그

만큼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좀 더 구체적적으로 개념화 한 것이 이 제OPM

안하고 있는 전략적 교육훈련 계획 이다“ (Strategically Planning Training) ” .

년 월에 에 의해 공표된 전략적 교육훈련2000 7 OPM “ (Strategically Planning



계획 은 년에 공표된 대통령령Training) ” 1999 13111(Executive Order

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전략적 교육훈련 계획 의 주요 내용은 성과13111) , “ ”

와 연계하여 교육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확보까지를 연,

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훈련을 위한 전략적 투자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은. OPM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교육훈련이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효과적인,

교육훈련만이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유용한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목표달성을 위한 교육훈(OPM, 2000, p.2)

련을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목표분석

(Stage 1)
교육훈련

목표분석 평가

교육훈련

전략개발

교육훈련과

전략계획의 연계

그림 교육훈련의 체계도< 3-12> OPM

자료 : OPM, A guide to strategically planning training and measuring results(2000)

단계별 교육훈련 개념 및 주요내용(2)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단계1 :
목표분석

목표달성을 위해 현재미래에 직원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
목표달성을위해혁신적인접근방법을만들어내기위해활용할수있는사례들은?
목표달성을 위해 반드시 해소해야 할 역량 차이가 존재하는가?
훈련이 이직률 같은 인력관리의 문제점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가?

단계2 :
교육훈련을 위한
전략개발

목표달성을 위해 현재미래에 직원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
목표달성을위해혁신적인접근방법을만들어내기위해활용할수있는사례들은?
목표달성을 위해 반드시 해소해야 할 역량 차이가 존재하는가?
훈련이 이직률 같은 인력관리의 문제점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가?

단계3 :
교육훈련과
전략계획의 연계

훈련 목표는?
훈련목표를 부서의 전략계획상의 기존 목표와 연계되어있는가?
훈련 목표달성도 측정은 어떻게?
훈련에 필요한 과제와 자원은?

단계4 :
교육훈련
목표분석 평가/

훈련목표를 달성했는가?
목표달성에 들어간 비용은?
훈련목표달성이 부서의 전략계획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가?
이익이 훈련비용을 상회하는가?
평가결과를 토대로 전략계획에서 수정해야 할 사항은?

표 의 교육훈련단계< 3-5> OPM

자료 : OPM, A guide to strategically planning training and measuring results(2000, p.3)



미국의2) New York City

교육의 비전 및 전략(1)

미국 뉴욕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은

이다DCAS(Department of Citywide Administrative Services) .

는 과CTC(Citywide Training Center) TNA(Training needs assessment),

정개발과 평가 관리 및 전략 계획의 용이화 조직개발 지원 등의 임무를 맡고, ,

있다 뉴욕시의 교육훈련은 인간관계 기술 전문직무능력을 향상시켜 보다 효율. , ,

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1).

교육과정(2)

교육과정은 크게 개방형 과정 과 기관별 과정(Open Enrollment Courses)

으로 나뉘어진다 전자는 직원 개개인이 몇 가지(Agency-specific Cources) .

과정을 자유롭게 이수하는 것이며 후자는 관리 리더십 컴퓨터기술 등 기관의, , ,

특징에 맞도록 개발된 일련의 과정에 해당 직원을 참여시켜 전문적인 지식을 얻

게 하는 것이다 년의 경우 교육과정은 직무효율성. 2006 , (WORKPLACE

의사소통 컴퓨터EFFECTIVENESS), (COMMUNICATION),

관리와 감독 감사(COMPUTER), (MANAGEMENT & SUPERVISION),

조달 과 같이 개 분야로 되어 있다(AUDIT), (PROCUREMENT) 6

(CITYWIDE TRAINING CENTER COURSE CATALOG, The City of New

York, 2006)

평가(3)

1) Office of the Commissioner, Department of Citywide Administrative Services,
CITYWIDE TRAINING CENTER COURSE CATALOG(2006)



는 민간기관을 통한 교육에 대해 혼선이 없고 신속한 교육훈련CTC ,① ②

감독 관리 리더십 사무직비서 및 행정가에 대한 지원 조달 의사소통에 강한, , , , ,․
교육훈련 저렴한 등록금 시 직원만을 위해 특화된 교육훈련과 강사의 선③ ④

정 교육비의 시로의 환수를 통한 세수의 절약 등의 메리트를 내세우고 있다.⑤

또한 는 교육훈련의 방법론에 있어서 강의식 그룹 실습 사례연구 데모CTC , , , ,

문제분석 자기평가 롤 플레이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 .

일본 동경도3)

교육의 비전 목표 및 전략(1) ,

일본 동경도 연수기본계획은 동경도직원인재육성기본방침� , ‘ ’(平成 年１８

및 연수기본방침 에 따라 동경도직원연구소 이) ‘ 18月策定 平成 年 月改定３ ３ ） 、 （

하 중앙연구소 라 한다 및 각국연수기관이 수행하는 도연수의’ ‘ . 18平成 年）

기본적 사고방과 중점사항 등에 대해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사회경제적 상황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도민의 행정수요의 복�

잡화 고도화 지방분권 규제개혁 등이 추진되고 직원에게 요구되는 지식 능력, , , ,

도 고도화되었다 또한 소위 베이비 붐 세대 직원의 대대적인 퇴직 시기를. 「 」

맞아 보다 적은 인원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체제로 이행함에 따라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보다 한층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와 같은 상황에 따라 도는 동경도직원인재육성방침을 세워 직원 개개인의 자질

을 높여 정예화 해가는 한편 직원이 장래에 전망 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신‘ ’ ‘ ’

의 선택으로 커리어를 개발하는 것이 가능한 인사관리를 확립하도록 하였다.

조직차원에서의 인재육성 추진①

인재육성의 추진에 있어서는 조직 전체가 인재육서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

하고 조직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각 직장에.

있어서의 의 정착화 활성화를 꾀하고 실무지식이나 기술 등의 확실한 습, ,ＯＪＴ



득에 최선을 다한다 또 직장의 관리 감독자는 조직적으로 인재육성에 힘쓰는. , ,・
환경 만들기에 노력하여 의 추진 직장 외 연수에 대한 적극적인 수강촉, ,ＯＪＴ

진 자기계발에 대한 지원을 실행한다 이에 더하여 중앙연수와 각국연수는, . , ,　

인재육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각각의 역할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하는 등 연계를 한층 강화해 나간다, .

직원 각자에게 필요한 능력 등의 확실한 습득②

동경도직원인재육성기본방침에 따라 직원에게 요구되는 능력을 명확히 하도

록 한다 별지 참조 이에 따라 직원 각자에게 필요한 능력 등의 확실한 습득.（ ）

에 중점을 두어 연수 를 실시하는 것과 함께 자기계발에 대한 지원을 행,ＯＪＴ

한다.

조직수요나 개인의 의욕에 대응한 능력개발③

직원 각자의 능력을 높여 조직력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직수요와 개인

의 의용에 대응한 연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제까지 이상으로 연수수.

요의 파악이나 연수성과의 검증에 노력하여 연수내용을 연구하고 직원 개개인의

실천력을 향상시키는 것 등 효과적이고 다양한 커리큘럼을 짠다 또한 연수정보.

의 제공에 대해 보다 많은 연구를 하여 연수에 대한 수강의욕을 제고하는 것과

함께 조직이 적절한 인재를 선발 지명하여 수강시키는 등 연수성과의 피드백을

효과적으로 하도록 노력한다.

교육훈련의 내용(2)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 윤리관 등을 확립,①

첫째 신규채용자에 대한 연수 등에 있어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 윤리관의, ,

확립에 중점을 두어 항상 도민 관점의 직무수행을 하도록 하는 의식을 제고해

나간다 둘째 권권남용에서 비롯되는 직원의 비리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관점으. ,

로부터 계속되는 직권남용 등 비리방지를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 셋째 개인정보, . ,



의 보호나 정보누설의 방지 등 정보보안확보의 중요성을 직원에게 주지시킨다.

인권의식의 양성②

첫째 인권에 관한 여러 가지 과제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그 해, ,

결을 도모하도록 도쿄인권시책추진지침 을 토대로 풍부한 인권감각을 함양‘ ’ ,

시킨다 둘째 차별의 문제는 직원의 필수과제로 하여 인권의식의 고양을 도모. , ,

함과 동시에 마치 자기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층 더 충실하게 한

다 셋째 성희롱의 방지를 위해 남녀평등 추진에 관한 교육을 강화한다. , .

각 직원에게 요구되는 능력의 개발③

각 직원의 역할에 대해 요구되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직급별 연구나 자료,

작성요령 위기관리대응 등 직원의 실천력의 향상에 관계된 연구의 충실화를 기・
한다 특히 국 단위 사업을 지원하는 핵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감독직의 역할. ,

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계장급 직원에 대한 연수에 더해 과장보좌급 직원에 대한

연수를 충실히 한다 또한 직원이 스스로 진행하는 능력개발에 힘을 쏟는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도록 자기계발에 관련된 연수를 실시해 나간다 또한 교재를, . ,

만들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한 대처방안을 마련한다, .

관리직의 경영관리능력의 향상④

관리직 후보자급 및 과장급 직원에 대한 연수에 관해서는 시야를 넓게 가지,

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관리직의 육성을 목표로 과제설정력 실행력 조, , , ,

직운영력 인재육성능력 등의 향상에 관한 실천적인 방안을 세운다 인사고과제, .

도의 적절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관리직 후보자 및 관리직에 대한 연수를 실

시한다 기반이 되는 인재의 육성을 목표로 하는 관리직 연수를 선발 및 지병에.

의해 실시한다.

각 부처에 있어서의 인재육성에 대한 관심 강화⑤

첫째 관리감독자에 대한 연수에 대하여 인재육성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하, ,

는 교과과정을 강화한다 둘째 관리 감독자는 의 정착화 활성화하고 자. , ＯＪＴ・ ・



기계발지원 및 연수수강의 촉진 등을 통해 능력개발에의 의욕을 직원들에게 환

기시키고 계획적 효과적인 인재육성을 진행한다 둘째 각 부처에 있어서의 노. ,・
력을 지원하기 위해 의 추진이나 튜터제도의 활용 등을 촉진하는 연수를ＯＪＴ

도모한다 또한 계획적인 연수수강을 촉진하기 위해 연수정보의 시의적절한 제. ,

공방법에 대해 연구한다.

정신건강 대책의 강화⑥

직장의 정신건강 대책을 중시하여 직원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

록 관리감독자의 대응능력의 향상을 향상시키는 등의 노력을 한다, .�

연수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의 추진⑦

첫째 연수의 실시에 있어 그 내용에 대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민간연수,

기관 등의 활용을 도모하고 폭넓은 지식이나 발상 및 경영감각을 키운다 둘째. ,

시대의 변화나 조직의 수요를 기초로 새로운 과제에 대응한 자유로운 연수를,

중앙연수와 국 단위 연수가 연계하여 적시에 적절하게 실시한다 셋째 조직이, .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여 연수의 효과를 보다 정확히 조직에 피드백한다는,

관점에서 지원에 의한 것에 더하여 상사들의 지명에 의한 연수수강을 결정하는

지명제연수 의 방식을 확충해 나간다 넷째 수강자 설문 수강 후 직속 상사‘ ’ . , ,

에 의한 평가의 실시 등을 결합하여 연수효과의 측정 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연수의 계획이나 내용의 수정에 연결시키는 등 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 .

중앙연수와 국 단위 연수 연계의 강화⑧

중앙연수와 국 단위 연수에 여러 가지 역할을 맡겨 상호 역할 분담 연계・ ・
협력 효과적 효율적인 연수를 실시한다 중앙 연수에 대해 각 국의 의견 바라.・ ・
는 점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각 국과의 의견 교환회를 활,・
발히 개최한다 또한 가상회의의 활용 등을 통해 각국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각.

국으로부터의 정보수집의 충실화를 기한다.



싱가포르 를 중심으로�4) : Civil Service College

교육훈련의 방향 및 비전(1)

년 공무원훈련기관으로 시작한 는1971 Civil Service College(CSC) 2001

년 총리실 산하 의 로 소속이 개편되Public Service Division statutory board

었다 교육훈련 학습 및 개발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주어진 역할로. ,

하는 는 싱가포르 공공서비스의 변화를 주도하고 유지하는 전략적 촉매자로CSC

서의 지위를 지니고 있다 주요 정부부서와 협력하고 국내외의 공사부문과 긴밀.

한 연계를 통해 는 공무원에게 질 높은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각CSC .

종 국제기관과 리더십 정책개발 및 공공행정에 관한 경험을 교환하는 협력사업,

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광대한 네트워크는 교육훈련과 개발기술을 보유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교육훈련의 내용(2)

는 정책개발원 공공행정 및 관리원CSC (Institute of Policy Development),

컨설턴트(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CSC (CSC

국제 의 개 하위부서로 구성되어 있Consultants), CSC(CSC International) 4

다 하위부서별 교육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정책개발원(IPD)①

는 거버넌스 분야의 공공부문 리더십 개발과 공공정책 및 리더십 개발에IPD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공적이고 활기찬 싱가포르를 건설하기 위한 공공부문 리.

더십 개발이 주요 사업목적이다.

공공행정 및 관리원(IPAM)②

은 강의실 교육 외에도 선진화된 전자학습방법 및 절차를 활용하는 학IPAM



습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싱가포르 공공서비스의 핵심가치를 강화하고 공무원에.

게 리더십 공공행정과 관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도록 다양한 교과목과,

프로그램을 고안하여 조직하였다 교과목을 보면. Leadership, Interpersonal

Skills, General Management and Personal Development,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Development, Knowledge Management, Office

Administration and Finance, Communications, Policy Development,

National and Public Service Imperatives, Innovation and Enterprise, IT

등이다 이외에도 전문가 역량 프로그램Skills . (Professional Qualification

을 운영하여 와 협력하여 석Programme) Nant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사과정 을 운영하고 있다(Master of Science in Knowledge Management) .

CSC Consultants(CSCC)③

는 인간 제도 리더십개발 직원선발 및 평가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CSCC , , ,

팅을 제공한다 심리학자와 경영컨설턴트로 구성된 컨설팅팀은 조직의 수월성.

제고를 돕고 공공부문의 창발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준다 경험교환을 촉진하.

기 위해 는 싱가포르의 공공부문 개혁과 관리실태에 관심이 있는 국제기CSCC

관들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관리컨설팅 분야를 보면. People

Developer Standard, ISO 9000, Staff Opinion Survey, Organizational

Diagnosis on Innovation, Staff Selection and Assessment, Psychometric

Testing, Structured Interviewing Skills, 360-degree Feedback, Leading

등이다Change in Organizations .

CSC International(CSCI)④

는 싱가포르 공공부문 개혁과 관리기술에 관심이 있는 외국기관들을CSCI

위한 학습센터로 운영된다 는 싱가포르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외국정부. CSCI

와의 우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협력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민간기업의 교육훈련사례2.

크로톤빌 연수원1) GE ( : John F. Welch Leadership Center)

교육훈련의 비전 및 전략(1)

는 오랫동안 경영에서의 최고의 리더와 기술을 개발해 왔다 연간 억GE . 10

달러를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쓰고 있는 의 교육훈련기관은 크로톤빌 연수원GE

으로서 의 문화까지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곳으로 간주되고 있다 크로톤빌GE .

연수원은 년 이후 신경영기법의 창조 실험장 인간관계 및 팀워크 개발의1985 ,

장 개방적 의사소통의 실천현장 새로운 가치를 전파하는 복음 전파 기관, , , GE

가치 구현의 성공체험장 경영 현안과제의 실질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장 경영, ,

아이디어 및 실현방안 창출의 장 그리고 개혁의 발신 평가 및 보완처로서 역할,

을 하고 있다.

이처럼 크로톤빌 연수원의 성공요인은 웰치 회장 및 현 제프 이멜트 회장의

높은 관심과 참여 연수결과가 연수생의 미래 경력을 좌우하게끔(involvement),

설계 실무중심의 강사 선정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의 방식 채, , action learning

택 성공사례를 만들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 가치와 비전을 하나로 묶는 용, ,

광로 로서의 역할 수행 등이라 할 수 있다(melting pot) .

교육훈련과정(2)

의 교육훈련은 다음 표와 같이 직급에 따라 단계로 대별된다 각 단계에GE 5 .

따라 요구되는 리더십의 수준과 문제해결능력에 차이가 있지만 소프트를 소, ‘

유한 지도자를 개발 한다는 점은 동일하며 단계별로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개’ ,

혁을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개발하면서 의 기업문화를 전파하는데 초점을GE

두고 있다.



단 계 주 제 내 용

1 리더십 입문교육

여명의 신입사원 대상2,000

변화를 추구하는 의 가치 소개GE

그룹 임원과 고위경영자가 직접 교육에 참여

위주 상호작용 방식open discussion ( )

자유롭고 독자적인 사고를 강조

2 신임 관리자 과정
명 정도의 중견관리자대상1,000

자기 분야의 문제점을 갖고 교육에 입과

교육 후에는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현장에 접목

3 고급 관리자 교육
각 부문의 상사들과 주요 고객들 대상

현장문제 해결과 혁신 방안 구상

4 임원 교육 수준의 문제점 해결과 혁신방안 중점교육CEO

5 사장단 워크숍 명의 사장들이 전반적인 회사문제에 대해 토론20~30

표 교육훈련의 단계< 3-6> GE 5

자료 체계개선을 위한 워크샵자료 서울시: HRD , (2006)

교육훈련과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리더의 관심①

웰치 회장은 직원 중 최소 천명 이상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고 있는 것GE

으로 알려졌는데 이 사람들을 알게 된 장소가 바로 크로톤빌이라고 할 정도로,

웰치 회장은 크로톤빌 연수원에 애정을 갖고 있으며 자신이 일하는 시간의 절,

반 이상을 중간 간부 이상 만 천명의 성적표를 만드는데 쓴다는 이른바 사8 5 ‘

람문제 에 쓰고 있다고 할 정도로 인적자원관리에 관심이 많았(people issue)'

다 현 제프 이멜트 회장 역시 한달에 한 번씩은 반드시 크로톤빌 연수원을 찾.

아와 회의를 주재하고 교육생들을 만나고 있다, .

연수와 경력의 연계②

또한 크로톤빌에서의 연수생활은 본인의 능력을 공식적으로 의 핵심경영GE

층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생들은 자발적으로.



교육훈련에 참여하며 열성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게 된다 크로톤빌 연수원은 직, .

원들이 현업에 복귀하면 성과 컨설턴트 로 역할할 수(performance consultant)

있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하였으며 조직 구성원의 역할을 기계공 에서, (mechanic)

정원사 로 재정의 하였다(gardener) .

실무진 중심의 강사 선정③

크로톤빌 연수원의 인재양성 방식은 매우 실용적이어서 강사진 중 학자나,

교수는 거의 없다 즉 기획 판매 등에서 실전 노하우를 익힌 급 기업인사. , CEO

들이 강사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따라서 크로톤빌은 단순한 연수원이 아,

니라 의 문제해결소 라고 불리우기도 한다 더군다나 크로톤빌은 강사진GE ‘ ’ .

의 를 자체 직원으로 선정하는데 이들은 강사로 선정된 것을 매우 자랑스50% ,

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회장과 대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고 있다. .

의 도입action learning④

크로톤빌 연수원에서의 교육훈련은 개별강의실에서 강의를 청취하는 등 전통적

인 주입식의 강의식 교육기법에서 실제 문제를 놓고 토론을 하면서 답을 찾아내,

는 방식인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은 교Action learning . Action learning GE

육훈련의 특징으로도 일컬어지고 있는 것으로 현장에서 실제 겪는 문제를 중심으,

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그 선정된 프로젝트 당 개의 팀을 구성하여 서로 경쟁, 2

토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주간의 연구활동을 통해 해결책을 발굴하여 최. 4

종 프리젠테이션을 수행하면서 교육은 종료된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주제를 다.

루고 참석자 모두에게 문제해결의 역할을 부여하며 모든 문제들은 의사결정이 요, ,

구된다는 점에서 행동을 통한 학습 으로 불리우는 교육훈련 방식이다‘ ’ .

2) AT&T

교육훈련의 방향 및 비전(1)

최근 는 신규 입사자에게는 높은 수준의 직무 관련 교육훈련을 제공AT&T



하여 주고 있지만 점차로 사내의 교육훈련 부서를 외주 로 돌리거(outsourcing)

나 외부의 교육에 대한 학비보조를 통하여 근로자들 스스로 기술과 역량을 높이

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 결과 업무시간에 진행되는 근로자 개발을 목적으로 하.

거나 품질관리 팀구축 또는 다른 기술 습득을 위한 훈련이 급, (team building)

격하게 줄고 있다 종업원의 성장과 개발을 위한 연대 프로그램 과 인적자. ‘ ’ ‘

원 교육훈련 투신 프로그램 은 그 동안의 의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21 ’ AT&T․
한 직장에서의 평생고용이라는 고용안정의 개념이 재고용의 역량을 높이는 방향

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를 보여 준다 노용진 박준식( , 2001; , 1995).

교육훈련의 내용(2)

종업원의 성장과 개발을 위한 연대 프로그램(Alliance for Employee①

Growth and Development)

이 프로그램은 노사가 년 단체협상에서 시행하기로 합의한 이AT&T 1986

후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원래는 이직자들의 전직훈련을 위한 것이었지만 점. ,

차 현직자들이 이직을 대비하기 위해 여타 직무에 필요한 재훈련을 받는 프로그

램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노사 공동으로 외부의 독립적인 비영리 교육기관을 설.

립하였으며 는 연대 프로그램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AT&T .

연대 프로그램의 목적은 별개의 교육체계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

들의 교육을 작업장에서 접근하기 용이하게 만드는 데 있었다 연대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은 기술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 기술의 장래 적합성에 대한 진단적 성

격과 낡은 기술에 대한 처방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년 사이에. 1982 92～

연대 프로그램에서 교육을 받은 노조 조합원은 만 명이었는데 대체로5 9,451 ,

외부의 직업을 얻거나 그 회사 내부에 있는 상위 기술직을 얻기 위한AT&T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교육에 참석하였다 박준식 교육훈련내용과 특징( , 1995).

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숙련증진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들로는 노사합동 과정이며 근로자 숙, ,



련 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개별 노동자 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 ‘ ’

으며 국민경제의 고용안정성 과 연계된 훈련이라는 점 그리고 노동자 사업, ‘ ’ / /

노조 국가에 대한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

둘째 프로그램은 근로자측에게는 경력 향상을 위한 기회를 제공, Win-Win

하며 고용안정성을 강화하며 회사측에게는 고숙련 근로자들을 획득하는 기회를, ,

제공하며 숙련 근로자들은 이윤을 증대할 수 있으며 노동자들에 대한 보다 많, ,

은 혜택을 제공한다 노조측에게는 노조원들의 생계를 보장하며 노조원들에 대.

한 노조의 가치를 인정하며 정부 국가에게는 경쟁력 있는 노동력을 확보하게 하/

고 노사관계를 개선하며 나아가 경제력을 강화한다.

셋째 연대 프로그램이 강조하는 조건들은 작업 현장에서의 기술변화 숙련, ,

근로자들에 대한 필요성 근로자 이동 및 전환배치 다양한 경력개발체계의 개발, ,

및 개인에 대한 권한 부여의 필요성 등이다.

넷째 연대의 모델 프로그램은 연재 프로그램 지역위원회가 핵심역할을 담당,

하며 고용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적극적인 취업 의사에도 불구하고 고용

불안상태에 있는 전직 및 전환 배치된 노동자들이 주된 대상이 되고 있으며 자

발적 참여의 원칙 및 경력개발 계획의 실행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교육훈련의 제공은 욕구와 관심에 대한 평가 교육훈련 계획의 설계, , ,

내부 및 외부 노동시장과 연계된 계획 교육훈련 기관의 선정 프로그램의 제공, ,

및 프로그램의 점검 및 평가를 포함한다.

여섯째 노동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프로그램들은 재훈련 프로그램을 포함한,

경력 향상 프로그램 기초기술의 향상 자격시험 대비 및 외국어 훈련을 포함한, ,

직업 준비 프로그램 컴퓨터 교육 및 기타 직업기술 훈련을 포함한 현장 자격증,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인적자원 교육훈련프로그램21 (Workforce 21 education and training commitments)② ․
이 프로그램은 년부터 실시되어 오던 을 발전시킨 것1995 Operation 2000



으로서 년, 1998 AT&T, CWA(Communication Workers Association),

사이의 단체협약에서IBEW(International Brotherhood of Electric Workers)

합의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의 종업원 뿐 아니라 그 자녀들과. AT&T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점이다 교육의 주요.․
방향은 기초 기술 전문 기술 산술 등에 능숙하고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 ,

들을 키워내는 데 있다.

교육훈련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정규직들은 연간 최소한 시간의 기술, 40

교육 또는 직무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단시간 근로자 단기계약 근로자 등. ,

은 그 비율에 따라 비례 배분된다 둘째 권역별로 공인된 교육기관에서 수학. , ,

과학 경영학 외국어 컴퓨터 공학 등의 분야에서 개설된 공인된 강의를 수강하, , ,

여 학점을 취득하면 학비 보조를 지원한다.

셋째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춘 정규직에게는 사용법 기술교육 과 인, VDT ( )

간공학에 관해 회사에서 한 시간 분의 교육을 제공한다 넷째 에서 년. , AT&T 5

이상 근무하였고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지만 자발적으로 이직한 정규직의 경우

인력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를 허용한다Transition to teaching .

다섯째 문맹퇴치 또는 이중언어 훈련가로 자원해서 일하는 정규직에게는 그 업,

무 시간을 매달 시간의 유급시간으로 인정해준다 여섯째 사원과 그8 . , AT&T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을 제공하는 을 년까Academic Award Programme 2002

지 계속 시행한다 일곱째 종업원과 가족들에 대한 학비 융자를 정부. , ConSen(

학자금 융자프로그램 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알선한다) .

3) Saturn

교육훈련의 방향(1)

은 참여경영을 통한 경영합리화의 과제를 위해 숙련 및 교육훈련을Saturn

가장 중시한다 새로운 고능률 작업조직으로의 변화는 근로자들의 유연성 헌신. , ,



신기술에 대한 적응능력 등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교육훈련이 경쟁력의 핵심요

소로 등장함으로써 인적자원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 매우 광범위하고도 심도

깊은 교육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사장을 포함한(Appelbaum et al, 1994). ,

전직원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연간 최소한 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92

아야 한다 또한 교육훈련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성과급과 연계되어 있어.

인적자원관리 및 개발의 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의 조직문화는 다른 미국. Saturn

기업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팀제 활성화의 기초가 되는 의사소통능력의 향상

등 대인관계기술의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박우성 교육훈련에( , 2001).

대한 의 투자는 매년 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으며 한 명의 팀원이Saturn 1,000

현직에 있는 동안 교육훈련에 대한 총 투자는 약 백만 달러에 해당한다2

(Phillips, 1999).

교육훈련의 체계 및 내용(2)

의 교육훈련 체계 및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또한Saturn .

은 팀원의 헌신도를 증가시키고 팀원이 교육훈련을 통하여 직무에서 성Saturn

공할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은 포괄적인 훈련책무 시스템Saturn (training

을 실행하였다 교육훈련의 책임이 있accountability system) (Phillips, 1999).

는 개의 집단은 훈련의 적절성 훈련설계의 질 훈련방법 및 일에 대한 적용11 , ,

가능성 등을 담당함으로써 훈련개발의 성공에 대한 책무성을 담당하게 된다 이.

러한 포괄적인 다단계 훈련책무 모형을 통하여 교육훈련이 보다 품질이 좋고 편

리한 자동차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구 분 내 용

훈련 대상 사장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

훈련 시간
재직자 매년 최소 시간 전체근무시간의- : 92 ( 5%)
신규 입직자 생산직 약 시간 기능직 약 시간- : 300 , 700

훈련 목적
제품의 품질향상-
팀 방식에의 적용을 위한 기업문화 창출-
경쟁력의 강화-

훈련 내용
대인관계 및 사고력 훈련-
향상훈련-
기타 품질 안전 컴퓨터 등- ( , , )

훈련 장소
자체 훈련장소 확보 개 이상의 대형 강의실 팀 단위의 소 회의실- (20 , )
노스필드 개발센터 개 이상의 강의실- (20 )

훈련 시기 개인훈련계획에 따라 조정-

훈련 방법
새턴 자체 내에서 대부분의 훈련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자체 강사 활용 약 강사인증과정 도입- ( 75%):

성과 측정
교육 추적 시스템 활용-
수강자 반응 교육전후 시험 업무성적 체크리스트- , ,

표 새턴의 교육훈련 체계 및 내용< 3-7>

자료 박우성: (2001, p.162)

고우치 카시오4) ( )高知

교육훈련의 방향 및 비전(1)

카시오 그룹의 국내 번째 공장으로 년에 설립되어 전자디바이스사업5 1990 ,

의 최중요 거점으로서 국내외 메이커에 형 액정판넬 등의 전자부품을 공급TFT

하고 있다 동공장은 교육을 통해 강한 제조집단 높은 기술집단 현명. ‘ ’ ‘ ’ ‘

한 집단 멀티 인간집단 을 육성하고 효율 생산체질로서 경영목표Staff ’ ‘ ’ , 高

를 달성해 가고자 하는 기본자세에 입각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사내자격제도와.

링크한 비즈니스 캐리어제도의 인정취득은 매년 회 큰 사내 이벤트로서 개인2

능력개발의 주역으로 기능하고 있다.



주요 교육훈련의 내용(2)

첫째 를 통한 교육훈련이다 경영목표는 반기별로 개인레벨까지 전개되, OJT .

고 이를 바탕으로 전사원이 목표관리시트 에 자신의 목표를 기입하며 상사, ‘ ’ ,

는 이 관리시트를 바탕으로 를 추진하고 있다 관리시트 이면에는 월 회 면OJT . 1

담기록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고 면담을 통해 상사의 어드바이스나 부하로부터,

의 문제제기 등을 수렴하고 있다.

둘째 집합교육이다 교육부터 시작하여 이나 실무교육까지 니즈에, . ISO TPM

따라 유연하게 실시하고 있다 사내에서의 집합교육은 물론 외부 교육기관에서. ,

실시하는 세미나 등으로의 파견도 실시하고 있다.

셋째 통신교육 비즈니스 캐리어 제도 으로서 자격제도 도입 시부터 통신교, " "

육의 수강수료를 승진승격시험의 필수조건으로 하였지만 년도부터 비즈니, 1995․
스 캐리어 제도를 도입하여 생산관리분야의 지정 인증을 수험 필수조건으로Unit

삼고 있다.

넷째 조직활성화이다 활성화된 조직을 그 구성원이 자신의 의사로 적극적, .

으로 목표달성을 향해 노력하고 있는 상태로 정의하고 개인의 능력개발과 마찬,

가지로 조직활성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는 교육이 개인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

춘 데 비해 조직활성화는 개인 능력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해

당하기 때문이다 조직활성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공개와 커뮤니케.

이션이라는 인식 하에 모든 경영정보를 공개하여 전임직원이 회사의 목표와 달,

성도 문제점 등에 대해 동일한 인식을 갖고 일에 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

을 실시하고 있다.

다섯째 교육훈련의 평가와 환류는 목표관리제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목표관, .

리제도를 경영목표의 전개 실적평가 등에 활용하고 있다 목표를 확실히, , OJT .

달성하기 위해 활동의 추진에 의한 설비능력 향상 계장급 이상을 대상으TPM ,

로 한 사업계획 연수회의 실시 등 정보공개에 의한 문제의식 공유화 집합, , OJT

교육 통신교육 등에 의한 개인 능력개발 등에도 주력하고 있다/ .



마쓰시다5) ( )松下電器産業

인적자원개발의 방향 글로벌 인재상의 정립(1) :

송하산업은 전기전자기기 메이커로서 사회에 도움이 되고 이익은 그 도움에

대한 보수로서 사회로부터 받는 것이라는 창업자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인사‘

방침 을 제정하고 으로서의 가지 요건을 정하였다 경영기본방침의 실’ , 5 .松下人

천자 자주자립의 도전자 그런 길을 연구하는 전문가 풍부한 개성의 소유자, , , ,

폭 넓은 시야를 지닌 국제인이 그것이다 이들 가지 요건을 바탕으로 글로벌. 5 ‘

인재상 을 이미지화하였다 첫째 국제급의 프로 육성이다 즉 세계에서 통용되’ . , .

는 전문성 고유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일만큼은 내가 제일 이라고 할, “ ”

만큼의 실력과 박력을 뜻한다 둘째 문화횡단적 리더십과 관리능력이다 즉. , .

를 장점으로 살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통솔력을 겸비한Culture-Mix

다 셋째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다 즉 상기 두 가지 능력을 발휘하기 위. , .

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는 의사소통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요 교육훈련의 내용(2)

해외근무연수①

이 과정은 해외 파견근무가 예정된 사원 평균 년 을 대상으로 출발 전에( 5 )

파견될 지역의 담당분야 및 관련분야에 관해 받는 연수이다.

해외파견 간부연수②

이는 해외회사의 경영책임자로 부임예정인 사람에 대한 연수프로그램으로

개별적으로 계획실시된다 우선은 직종분야에 대한 관리능력의 자기진단을 하게.․
하고 레이더 챠트를 그려 강화해야 할 분야를 선별해 낸 다음 몇 가지 테마로,

정리하여 각각의 테마에 적합한 전문가나 경험자를 동원하여 한 가지 테마를 반



나절 정도로 편성해서 매일매일 개별 지도를 받는다 정형연수가 아니므로 시간. ,

내용 강사 시간 등은 각각 다르다, , .

해외근무자 부임전 기초연수③

상기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통필수 과목의 연수이

다 일간의 일정으로 연 회에 걸쳐 이루어진다 교육내용은 해외근무자에게. 3 7 .

바라는 사항 개강취지 동기부여 해외활동의 현상과 과제 마쓰시타 경영이념( , ), ,

과 경영이념의 해외실천 해외경영경험자의 실천사례강좌 호스트국 스텝에 대한( ,

이념의 이해촉진 지도법 어학능력 테스트 영어권 부임자에게는 중국, ), ( TOEIC,

부임자에게는 중국어 입문강좌 등이다) .

국제 매니지먼트 연수④

이는 해외부임 예정자뿐만 아니라 국제직능업무 담당자까지 포함해 이문화 환

경 하에서의 매니지먼트 및 노하우 이전방법을 배우는 이틀간의 코스이다 연수내.

용은 제 일 째에 글로벌한 경영마인드 개발 경영마인드 개발을 위한 케이스 스터1 ,

디 연습 제 일 째에 대인능력의 국제화 롤 플레이 조직행동력의 국제화이다, , 2 ( ), .

이문화 해외연수⑤

해외근무자 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해외와 비즈니스를 하는 국제직능사원

은 물론이고 그들을 지원하는 사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통 필수지식의 습

득 과정이다 본 연수는 국제감각을 길러주는 세미나 비즈니스맨의 국제감각 국. ( ,

제매너 에티켓 비디오 학습 국제인척도 테이블 매너/ ( ), Self Check, ( ), Case

해외근무 성공술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총괄 외국인 강사의 강의 와Study( ), ( ))

이문화 적응력 양성 세미나 이문화 적응력에 대한 강의 국제 비즈니스 커뮤니( ,

케이션 강의 강의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한, Trial Session( Role Play),

으로 이루어진다Instructor Comment, Feedback Session) .

국제 커뮤니케이션능력 향상 대책⑥

글로벌 인재양성에 있어 가장 큰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국제 커뮤니케이션



능력일 것이다 어학능력 향상을 기본으로 하여 보다 넓고 깊은 이문화 이해로.

연결시키는 것이 이 분야의 기본적인 목표이다 입사 후 지속적 연수를 통해 이.

루어지는 골드 프로그램 과 업무시간 중 단기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인텐‘ ’ ‘

시브 코스 가 대표적인 교육코스이다’ .

해외 제도Trainee⑦

매년 신입사원 중에 약간 명 주로 문과 을 선발하여 년간 해외연수를 실시( ) 2

하는 제도로 년 이상 지속해 오고 있다 소정의 입문교육이 끝나고 해외30 .

로 선발되면 우선 해외연수소에서 개월간 커뮤니케이션 능력향상을 위Trainee 5

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는다 해외연수에서는 년간은 대학에서 어학연수 및. 1

지역연구를 하고 년째에는 그 나라의 당사 현지법인에서 실무연수를 받는다, 2 .

귀국 후에는 사업부 제일선에 배치되어 수년간 실무경험을 쌓은 다음 서서히 본

격적인 해외근무에 나설 준비를 하게 된다 이처럼 국내해외 비즈니스를 모두. ․
경험한 사람은 귀중한 글로벌 인적자원으로 관리하게 된다.

해외회사사원 연수⑧

현지국의 인재 특히 관리자 이상의 기간인재 육성 제도는 구미지역 특히 구, ,

주지역에 중점을 두고 있다 년대 초반부터 범구주 통합관리자 개발 프로. 1990 ‘

그램 이라는 개년 계획을 세워 인사제도와 육성훈련을 합친 기간인재양성을’ 10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미 개 회사에서는 일본인을 대신해서 현지인 사장까2 3～

지 탄생하였다 북미지역에서도 년부터 미국인 간부관리자 양성을 체계적 계. 91 ,

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재 글로벌화 추진 프로그램 에 착수하고 있다‘ ’ .

지역연수소 운영⑨

북미 구주 아시아 중국에는 각각 지역총괄회사 산하의 지역연수소 를, , , ‘ ’

두고 있다 일본 국내의 해외연수소와 연계하여 해외회사의 니즈를 파악해 가면.

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일본의 해외연수소는 상급간부교육에 특화하고 지역. ,

연수소는 중간관리자 교육을 각 해외회사는 에 바탕을 둔 실무훈련 및 신, OJT

입사원 교육을 실시하는 체제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일본연수제도⑩

해외연수소의 연수코스는 기존에는 영어교육만 실시해 왔으나 중국사업이,

급진전되고 중남미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중국 스페인어 연수도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와. EXECUTIVE COURSE ADVANCED

가 있다MANAGEMENT COURSE .

일본근무제도⑪

현지국 스텝 중에서 연간 명을 선발하여 일본측 사업부 등 관련부문10 20～

과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을 경우 년간 일본조직원의 일원으로 일본에 체류1 2～

하면서 실무를 배우게 하는 제도이다 일본어 능력을 기른 다음 특정 제품의 설.

계나 특정지역의 마케팅 정책입안 등에 종사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본인의 육성.

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일본측 조직도 해외스텝과의 동시근무를 통해 이문화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룹6) Bosch

교육훈련의 비전 및 방향(1)

사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 경쟁력을 유지Bosch ․
강화하기 위해 핵심인력의 육성에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사는. Bosch

핵심인재들이 자신의 강약점을 진단하고 맞춤식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
을 주기 위해 핵심인재 개발 세미나 라는(MES : Mitarbeiterentwicklungsseminar)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교육훈련 프로그램 프로그램(2) : MES

프로그램의 목표는 핵심인재들이 자신에 대한 타인의 관찰결과와 자기MES

성찰을 통하여 이를 바탕으로 장래 목표 직책과 개발의 방향을 결정하며 수료해



야 할 교육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는 매우 구체적인 자기 개발 계획을 수립하도

록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 형식은 를 따르고 있. MES Assessment Center

으나 그 목적은 선발이 아니라 자문과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는 다음과. MES

같이 총 가지의 모듈을 운영한 다음 회사가 미리 수립한 역량모델을 기준으로3

참가자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 관찰결과를 참가자들에게 하는 프로Feedback

세스로 구성되어 있다.

관찰자 교육 본 프로그램 일: 2 피드백 인터뷰

일-1

목적-

․ 신뢰 분위기 형성

․ 에 대한MES

불안감 해소

․ 관찰 방법 및

피드백 요령 습득

내용-

․ 설명MES

내용 및 프로세스( )

․ 관찰 방법 및 관찰

오류 방지 방법

피드백 보고서 지참-

개인별 시간- 2

외부 전문가 및-

인사팀전문가가 실시

직속상사 및 차 상위-

상사 동석

주로 개인 품성 및-

행동 관찰 결과 토론

개인간 비교하지 않음-

자기 개발 계획 작성-

․교육훈련 참가계획

․근무지 이동 관련정보

․개인적 성장 목표

․회사측의 개발 목표

및 목표 시정

M1

개인별

프리젠테

이션

M2
Critic

Interview
M3 팀 과제 수행

회사주요 경영-

이슈

개인 별로 각기-

다른 주제 부여

조직화 및 계획-

능력

설득력-

기업가 정신-

비디오 촬영-

부하직원과의-

갈등상황

바람직한 결과-

도출여부

갈등관리 능력-

인터뷰 행동-

설득력-

개 팀으로 수행-2

팀별 다른 과제-

시간 제약 하에 실행-

가능한 대안 도출 및-

도출 논리 설명

과제 수행 후 성찰-

분석능력-

계획과 능력-

전략적 사고-

기업가 정신-

과제 수행

관찰자 컨퍼런스

관찰자

역할 수행
상호공개피드백

그림 의 구성< 3-13> MES

자료 일본의 최근 인적자원개발 동향 장상수: , (2001)



방식에 의해 운영되는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가Assessment Center MES

가진 특징은 공식적인 관찰자뿐만 아니라 참가자들은 관찰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개인별 프리젠테이션의 경우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가자 가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동안 같은 팀에 소속된A B, C,

는 청중으로서 휴식을 취하고 있고 다른 팀의 팀원인 는 를 관D , E, F, G, H A

찰하는 관찰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각 모듈의 과제 수행 세션이 끝나고.

나면 참가자들이 관찰자 컨퍼런스에 참여하여 자신의 관찰 결과를 토대로 다른

팀에 소속된 참가자들에 대한 평가 의견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 때 참가자들은.

피 평가자 한 사람에 대하여 공통의 평가 의견에 도달해야 하므로 자연스럽게

토론을 할 수 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와 인사팀 소속 전문가들은

토론 참여행동을 관찰하여 이들의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능력 기업가 정신 설, ,

득력 의사소통 및 협동 능력 등을 평가하게 된다, .

관찰자 컨퍼런스에서 작성된 각 참가자 개인에 대한 관찰 결과를 토대로 상

호 공개 피드백 세션을 운영한다 이 세션에서는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미리 정.

한 순서에 따라 모두가 참석한 자리에서 공개리에 자신의 관찰결과를 상대방에

게 설명하며 상호 피드백이 끝나고 나면 외부 전문가가 자신의 관찰 결과를 토

대로 피드백 결과를 수정보완한다 또한 개인별 프리젠테이션과. Critic․
와 같이 비디오 촬영이 가능한 모듈에서는 촬영 결과를 토대로 보다interview

객관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피드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프로세스를 각각 거쳐 개의 모듈이 끝나고 나면 참가자 현3 ,

직 리더 인사팀 소속 전문가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피드백 보고서를, ,

작성하게 된다 피드백 보고서는 각 개인별로 작성되며 전반부에서는 에 대. MES

한 설명 핵심 인재 역량 모델 그리고 모듈별 관찰 역량을 기술한 다음 후반부,

에서는 개인별 강점과 보완 필요사항 리더십 행동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리더,

로서의 발전 잠재력에 대한 종합 평가 의견을 개진한다 보고서는 참가자 본인. ,

참가자의 직속상사 및 참가자를 담당하는 인사팀장에게 전달되며 프로그MES

램의 마지막 모듈인 피드백 인터뷰의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프로그램의 결과(3)

프로그램을 년 간 실시한 결과 는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한 매우MES 2 MES

효과적인 도구로 자리 잡았다 참가자들은 회사가 공인한 핵심 인재 역량. MES

모델에 입각하여 자신의 강점과 개선 필요사항에 관한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게 되었으며 자신의 개인적인 자기 개발 요구를 위한 상세한 개발 계획을,

갖게 되었고 자기 진단 결과와 타인에 의한 진단 결과를 토대로 자신의 역량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갖게 되었다 회사는 향후 회사가 필요로 하는 핵심 직책의.

후보자들에 대하여 매우 상세한 진단 결과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경영후계 계획,

의 수립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정보인 직무 및 기업 특성에 적합한 역량 모델에

입각하여 객관화된 근거자료를 확보하였다.

7) Volkswagen

인적자원개발의 방향 및 전략(1)

그룹은 년 현재 전 세계에 걸쳐 여개의 독립법인과Volkswagen 2001 300

명의 임직원을 거느린 글로벌 기업이다 또한 과 를325,000 . Volkswagen Audi

비롯하여 등 모두 개의 서로 다른 상표Bugatti, Rolls-Royce, Seat, Skoda 8

를 가진 자동차 회사들의 기업군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회사에.

서는 이들 서로 다른 상표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독립법인들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을 글로벌 경영전략의 주요내용으로 삼고 있다 또한 인사부문에.

서도 이러한 그룹차원의 경영 전략에 부응하기 위하여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량모델 선발 평가 및 교육훈련에 이르는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모든, ,

분야에 대하여 그룹차원의 최소요건을 정해두고 있다.



공식적

전제조건

역량

모델
선발 평가 교육훈련

그룹차원

합의도출 및

준수 의무화

그룹차원의

단일화된

핵심역량

모델수립

난이도가

똑같은 비슷한( )

선발기준 및

프로세스 정립

난이도가

똑같은 비슷한( )

발전잠재력 및

업적평가제도

운영

그룹 공통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위한

커리큘럼 운영

그림 그룹 차원의 인적자원개발관련 최소요건< 3-14> Volkswagen

자료 독일기업의 최근 인적자원개발동향 봉현철: , (2002)

주요 교육훈련의 내용 국제화핵심인력육성체계(2) :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룹의 국제화 핵심인력육성체Volkswagen

계는 임직원들의 경력개발단계에 따라 모두 다섯 가지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International

Trainee

Program

International

Personal

Development

Program

Group

Junior

Executive

Program

Group

Executive

Forum

대졸

신입

사원

단체협약

적용

직원

관리자 리더( )

후보인력

단체협약

비적용

관리자

경영후보

인력

최고

경영층

관리자 리더 후보( )

인력 육성 프로그램

그림 그룹의 국제화 핵심인력육성체계< 3-15> Volkswagen

자료 독일기업의 최근 인적자원개발동향 봉현철: , (2002)



구체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보면 직무관련역량 국제화역량 범 직무관련, ,

역량 등의 분야에서 평균 이상의 발전잠재(Cross-functional Competencies)

력을 보유한 세 이하의 남녀 일반대학교 및 기술대학교 졸30 (Fachhochschule)

업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대졸 사원으로서 경International Trainee Program,

영관리직이나 팀장 등 리더로 육성할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자 리더 후( )

보인력육성프로그램 평균이상의 업적과 역량을 검증받은 경(MNK-Program),

영관리 및 리더후보인력을 대상으로 최장 개월까지의 해외법인근무를 통하여18

국제화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인 International Personal Development

최고경영층 후보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개월간의 장기교육프로그램Program, 9

인 최고 경영층과 최고 경영층 후보 인력Group Junior Executive Program,

들을 매년 회에 걸쳐 회당 명 정도 한자리에 모아 이들 간의 전략4 5 40 50～ ～

적 이슈에 대한 토론과 상호 학습을 활성화하는 프로그램 Group Executive

등이 있다Forum .

제 절 종합적 검토 국내외 교육훈련의 최근동향3 :

조직경쟁력의 핵심은 인재양성이다 국내외 조직들은 핵심역량을 중심21C .

으로 한 리더 양성과 성과창출에 직결되는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려 하고21C

있다 또한 조직의 발전과 개인의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시스템을 강화하. HRD

고 있다 이것은 자기주도적 학습 통한 창의적 고성과 창출로서 에. ‘Training’

서 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례를 통한 최근‘Learning’ .

의 교육훈련 경향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성과 창출을 위한 인재양성 이다 이와 같은 트렌드, (Performance) .

하에서는 인재양성이 경영전략과 연계되어 전문가 양성의 연수가 강화된다.

의 양성체계 삼성전자의 제도 핵심인재관리 등이 이Citibank , Global Expert ( )



러한 핵심역량 문제해결 중심의 연수 체계 확립하고 있고 의 리더십 연수, GE ,

의 역량 연수 등도 이와 같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의 매니지먼트 기BASF . Sony

초과정 파워업 프로그램 등은 현업적용성 중심의, Workplace Learning &

등 을 통한 학습 효과성의 제고를 목표로 하고Performance Action Learning

있다 또한 기업들은 범용인재 일반교육에서 핵심인재 집중양성으로. (Talent

역량을 집중시키게 되며 경영전략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인재 육Management)

성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여 경쟁력 강화를 꾀하게 된다 예로서 는 은. Citibank

행전략과 연계된 연수체계 직무중심의 연수운영 보다 양, , Generalist Specialist

성 집합연수보다 현장연수 강화 를 통한 철저한 직원성과 관리 사이버연, , BSC ,

수의 경우 개인별 특성에 맞는 중점과정 개설등의 전략을 세우고 있고 는, , GE

프로젝트 중심의 연수 국가 고객 경쟁사 프로젝트 수행 현장 문제해결 중심의, / / ,

연수프로세스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주제를 부여 경영층에게 발표하며 시행여부,

에 대해 즉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해외법인 직무분야별,

핵심인력 양성 제도 분야는 개 직능분야( 6 (CFO, CMO, CTO, CPO, CIO,

로 분류 핵심 간부들에게 년 동안 외국어 해당직능 국제화연수 등을CHO) ), 1 , ,

실시하여 연수수료 후 즉시 해외주재원로 파견하는 제도를 갖고 있다.

둘째 핵심가치 기반한 인재양성 이다 이는 핵심가치의 공유를 통해, (Value) .

기업문화를 선도 연수를 통해 핵심가치 및 의 경영 혁신 의지를 신속히 전, CEO

파 공유하는 방법이며 연수원은 종업원의 집합연수 장소에서 가치공유 및 기업ᆞ

문화 창출의 메카가 되고 는 경영파트너 로서 전략실행 및 가치창조에HRD ‘ ’

기여하는 식이다 는 성과가 높더라도 가치를 공유하지 못하는 사람은 의도. GE

적으로 제거하고 있고 는 창업정신 계승 및 새로운 시대 향한 자기변혁, SONY

지속적 추진하여 라는 말로 표현되는 디지털 시대 꿈을'Digital Dream Kids’

즐기는 어린이와 같은 마인드를 제고하고 있다.

셋째 핵심역량 중심의 리더 양성 이다 이는 리더에게 핵심역량, (Leadership) .

제고를 위한 리더십 연수를 강화하여 핵심리더 양성을 위한 의 부단한 관심CEO

과 지원을 이끌어 내고 조직의 핵심역량을 이끌어나갈 핵심리더를 선발 체계적,



으로 양성 활용하며 직무 직급별 리더십개발을 위한 등의 실천/ Action Learning

적 연수를 실시하고 전문 직무교육의 선택과 집중(CDP, Career Development

연계 조직 활성화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선진기업들은 자사 특성에 맞Plan ), .

는 리더십모델을 구축하고 있는데 는 을 통해 핵심리더의 실GE Action Learning

전형 리더십 배양 삼성전자는 등 기업문화를 선도하는 혁신주도형, 1 Super

양성 은 직군 직무별 리더십역량 모델을 활용하고 있고 는Leader , DuPont / Sony

직급별 리더십 교육과정 계열화 리더십 공통필수 별 선택 와 같은 전략을( , CDP )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역량모델링 이 반드시 필요한. (Competency Model)

데 인재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핵심역량 경영자 및 관리자에, (core competency),

게 요구되는 리더역량 직무 담당자에게 요구되는 직무역량(leader competency),

등의 크게 가지 요소로 구분하여 활용하고 있다(functional competency) 3 .

넷째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한 역량개발 이다 직원자신의 시장, (Development) .

가치를 높이는 자기 주도형 학습 체계를 도입하고 탈피(‘One Size Fit All’ ),

경영의 다양화 복잡화 전문화 등으로 개인의 자기개발책임과 중요성 고조, ,

조직은 자기개발의 을 제시 개인별 맞춤형 연수프로그램 제공등의Guideline ,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은 자기주도학습 체계화. IBM (EDC: Employee

로 직원들의 능력개발 목표를 위한 자기개발계획Development Cycle) (IDP:

을 수립토록 하고 관리자는 부하직원들을 지도하Individual Development Plan) ,

는 촉진자 역할을 담당케 하고 있으며 는 능동적 업무수행 위한(facilitator) Sony

전사적 안목 기업가 정신 강조 및 비즈니스 리더십 강화를 꾀하고 있다 계층별, (

일률적인 연수 지양 별 선택 프로그램 제시 또한 맞춤형 교육훈련 통한 자, CDP ).

기주도적 학습을 강화하여 정형화된 육성(Individual Development Plan),

이 아닌 개인과 회사 상호 합의 하에 해당 능력을 신장시키는Road-Map ,

한 육성지원 제도로서 인사고과와 연계하여 역량 을 분석하고 교Flexible Profile

육 필요점을 파악한 후 개발계획 실행 그리고 달성도를 평가하는 자기주도형, , ,

학습 형태가 요구되고 있다.

다섯째 디지털 학습환경 구축 로서 지식경영시스템과 연계된, Support( ) ,



지원을 위한 를 구축하고 현장의 노하우를 지적 자산화하여e-Learning EPSS ,

이를 연수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직접적인 경영성과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은 신임간부 과정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기적 결합된IBM Blended Learning

을 도입하고 찰스슈왑은 이라는 웹 투자 강좌를 개설하여 충성도가 높Webshop

은 고객을 양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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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교육훈련제도 평가모델의 설정1

현행 공무원 교육훈련체제 평가모델1.

중앙공무원 교육훈련체제 평가모델1)

중앙인사위원회는 교육훈련시스템 교육훈련 프로그램 교육훈련 인프라 교, , ,

육훈련기관이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각 중앙부처에 대해 교육훈련체제를 평가하

고 있다.

첫째 교육훈련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체계적인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개인별, ,

특성에 따른 교육훈련 운영 전 부처 상시학습체제 시범운영을 중심으로 교육훈,

련시스템의 선진화부분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둘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성과제고와 관련해서는 정부혁신 추진단계에 맞,

는 혁신교육 관리직 공무원 교육훈련 강화 성과지향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확, ,

대 정부현안 추진 지원교육 강화 인사위 주관 국외훈련 효율적 운영을 통한 교, ,

육훈련프로그램의 성과측면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셋째 교육훈련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예산투자 확대 및 효율적 활용 교육훈, ,

련 추진체계 보강 및 인적자원 역량강화 사례학습을 위한 교육용 사례개발 등,

교육훈련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넷째 교육훈련기관과 관련해서는 기능 변화 및 위상 강화 선택과 집중에, ,

따른 교육훈련 운영 교육훈련 프로그램 전면 재검토 교육훈련기관 인적자원 역, ,

량 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부분을 평가한다.

구체적인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다.

제 장Ⅳ 서울시 교육훈련제도에 대한 평가



인 적
교육담당 인력의 전문성․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전문성 보완․

교육인프라

(40/35)
물 적

교육훈련 예산 확보 노력도․
시설 및 장비 개선확보 노력도․ ․

제도적
중장기 인력개발계획 보유 여부․
학습 촉진유인시스템의 수준․ ․

교육계획
교육수요 분석의 과학성․
정부 현안시책과의 연계성․

교육프로그램

교육운영/

(30/40)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대상자 선발의 적절성 교육수요 반영도( )․
교육내용의 성과지향성전문성적시성 확보 노력․ ․ ․
교육방법의 다양성과 효과성 내용 부합도,․

교육운영

교육운영의 고객지향성․
학습조직화 정도․
교육훈련 지침 이행도․

목표달성도

/

평가활용․
교육계획 달성도 교육훈련 실적,․
교육훈련 성과평가 노력도․
장기교육의 성과 활용도․

성과평가활용․
자체역량제고

(35/25)
자체 역량

제고 등

자체 역량 제고와 개방경쟁 지향․ ․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

그림 년도 공무원 교육훈련 종합평가 모델 및 지표< 4-1> 2004

자료 년도 공무원 교육훈련지침 중앙인사위원회: 2006 , (2005.1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체제 평가모델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체제에 대한 분석모델도 중앙공무원 교육훈련체제분석

과 유사하다 다만 교육훈련과 관련된 혁신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육.



훈련체계를 평가하고 있다 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방향에 따르면 행. 2006

정자치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혁신방안 과제를 개 분야로 선정하여 다음과4

같이 분야별로 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17 .

분야
(4)

추 진 과 제(17) 실 행 과 제(45)

.Ⅰ
자 치
단 체
의 교
육 훈
련 역
량 의
강화

효율적인 추진체계의 정립1. 교육훈련 책임관 지정1. (CLO)
교육훈련전담부서 신설2.

2. 지방자치단체 교육훈련 투자의 확대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3. ｢ ｣
구성운영 공무원중심( )․
일정액 이상의 교육훈련비 확보4.

교육훈련에 대한 자치단체의3.
자율성 제고 별도정원 책정의 자율성 부여5.

개발원의 지방 급이상 교육훈련6. 5
독점권 이양

.Ⅱ
체 계
적 인
교 육
훈 련
시 스
템 의
구축

1. 중기 인력관리계획 및 교육계획 수립 중기인력개발계획 수립1.

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2. 교육훈련과 인사관리의 연계강화 인사관리에 교육훈련 성과 반영3.
급이하 분야별 보직관리 의무화4. 4 ,

작성CDP

3. 교육훈련에 대한 평가환류의 강화․ 교육훈련 자체 성과평가 및 반영5.

6. 교육훈련 평가결과 공시 인센티브부여,

4. 공무원의 자발적 참여시스템의 구축 7. 개인별 자기능력개발계획 수립시행․
교육바우처 제도 도입8. (Voucher)

.Ⅲ
교 육
훈 련
프 로
그 램
의 합
리 적
개편

간부직 공무원 교육훈련의 강화1. 국장급 장기교육과정 개편 단기1. ,
과정 신설

과장급 장기과정 개편 고급관리자2. ,
과정 신설

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상시2. 5
학습체계구축

교육이수자 년간 시간 에 한해3. ( 100 )
승진자격 부여

4. 워크숍 연구모임 등의 평정점수인정,

5. 급심사승진자 장기교육이수 의무화5

6. 시군구 급공무원에 대한 교육강화5

교육훈련프로그램의 다양화3. 교육훈련기관의 프로그램 단기7. ․
세분화
해외훈련 및 직장교육의 활성화8.

사이버교육센타지정 사이버교육9. ,
과정 확대

표 년 지방공무원교육훈련혁신 평가지표< 4-1> 2006



자료 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방향 행정자치부: ‘06 , (2006)

교수체제개발모델의 분석틀2.

이론적으로는 브란손 교수가 제시한 교수체제개발모델(Branson) “

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브란손(Instructional System Development)” .

교수의 교수체제개발모델 은(Branson) “ (Instructional System Development)”

교육훈련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훈련을 분석하고

있다 교수체제개발모델에 따르면 교육수요분석체제 교수설계체제 교육운영체제. , , ,

교육평가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지방혁신 지원교육의 강화4. 혁신기법 도입 전문교육과정 개설10.
지방혁신을 위한 혁신관리전문가과정11.

개설
저성과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12.
프로그램 개발

.Ⅳ
교육
훈련
기관
의
경쟁
력
제고

1. 전문성을 갖춘 핵심운영인력의 확보 지방공무원 교육원장의 개방직화1.

시도공무원교육원에 교육공학전문가 배치2.
3. 교육훈련기관의 주요직위에 민간교육훈련

전문가 채용
전임교수 및 퍼실리테이터 확보4.
겸임교수 민간인 확대5.

외래강사수당 현실화6.

수요자 중심의 교육운영시스템 구축2. 7. 수요조사 후 교육과정 설치 및 교과목 편성

개 교과목의 선택수강 모듈 제 도입8. 2~3 ( )

교육과정 성과평가 실시9.

10. 교육훈련기관별로 교육과정심사평가｢ ․
위원회 설치｣

문제해결능력향상을 위한 참여식 교육3.
훈련 강화 참여식교육강화11.

12. 강사와 교육생에 대해 사전에 프로그램 제공

문제해결 중심의 혁신교육방법 적극 도입13.

교육훈련혁신 네트워크 구축4. 교육훈련혁신 네트워크구축14.
교육훈련종합정보시스템 구축15.

지방혁신인력개발원의 혁신5. 직제 및 기능 개편16.

6. 차별화된 특성있는 시도 공무원교육원의 육성․ 지방공무원교육원 명칭 자율결정17.

18. 행자부장관의 우수교육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
19. 소수직렬 교육과정개설 공무원교육원 지정



교육수요분석체계

교육수요분석

직무분석

내용분석

분석 (Analysis)

교수설계체계

학습자특성분석

해당과정설계

교육체계도

교수매체

설계 (Design)

교육평가체계

만족도 평가

학습내용 평가

직무능력

평가 (Evaluation)

교육운영체계

수업방법

수업장소

실행 (Impletation)

그림 교수체제개발모델의 분석틀< 4-2>

자료 공무원교육훈련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백철현: , (2000, p.30)

인적자원개발 인증제 의 평가모델3. (Best HRD)

교육훈련 인증제란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

재직중 학습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제고하는 등 인적자원개발이 우수한 기관에

심사를 통해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품질관리 우수기업의 제품에 나, ISO

인증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적자원개발 영역에서 우수한 기관이라KS

는 것을 국가적으로 공인하는 것이다. Best HRD(Best Human Resources

라고도 한다Developer) .

인적자원개발인증제의 현황을 보면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공, ,

동주관으로 년 시범사업을 거쳐 민간기업 로 선정하여 화학2005 best HRD LG ,

한국전력공사 삼정피앤에이를 비롯한 개 기업이 로 뽑혔다, 10 '2005 Best HRD'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년에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 2005.11.21). 2006

인증제 운영규정을 만들었고 년 월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2006.3.10), 2006 7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인적자원개발 인증제가 도입된 것은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기관의

성과 향상 및 조직효율성의 핵심 요인임을 인식함에 따른 결과이다 즉 조직의. ,

성과향상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시설투자보다 훨씬 효율적인 것으

로 나타나고 있으며 학습혁명 을 추구하고 개인이 변화, ‘ (learning revolution) ,

하는 사회 속에서 주체적으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책

임과 필요성이 있으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조직을 중심으로 한 인적자원개발 체,

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구조적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개발의 영역,

과 수준을 설정하고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증 제도, (recognition)․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기에 이러한 인적자원개발 인증제가 도입되게 된 것이다. .

인적자원개발인증을 위한 기준은 크게 보아 두 범주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인적자원관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인적자원개발이다 전자는 채용 및 관리 배, . ,

치 및 이동 목표관리 및 성과평가 승진 및 보상 등 네 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지, ,

고 후자는 기획 운영 평가 인프라 등 네 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들은, , , , ,

더욱 세분화된 개 항목과 개의 세부평가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인18 47 .

적자원개발 인증 기준을 구체적으로 표를 통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부문 영역 항목 세부내용

A.
인적자원
관리(400)

개- 25
세부 항목

A.1
채용 및
관리(50)

채용계획의A.1.1
전략성(25)

조직의 핵심역량설정 및 인력채용A.1.1.1
방법(10)

외부환경변화에 대응한 채용시스템A.1.1.2
운용(5)

조직비전 전략 목표달성에 적합한A.1.1.3 ( )/
채용계획 수립(5)

채용에 관한 정부시책 반영A.1.1.4 (5)

A.1.2
채용시스템의
합리성(10)

채용 분야 관련 역량측정 도구 개발 및A.1.2.1
활용(5)

채용 분야 및 직무별 선발도구의A.1.2.2
다양성(5)

표 인적자원개발인증제 심사기준과 배점< 4-2>



A.
인적자원
관리(400)

개- 25
세부 항목

A.1
채용 및
관리(50)

채용관리의A.1.3
효율성 점(15 )

관련 부서의 인력 수요 조사A.1.3.1 (5)
다원화된 채용 방법A.1.3.2 (5)
채용을 위한 계획된 투자와 기관장의A.1.3.3

노력(5)

A.2
배치 및
이동(90)

개인욕구의A.2.1
고려(50)

개인의 욕구 및 가치 존중A.2.1.1 (10)
역량과 적성 고려 배치A.2.1.2 (20)
개인의 직무경험을 고려한 배치A.2.1.3 (20)

A.2.2
조직목표의
고려(40)

개인 역량개발의 조직목표와 연계A.2.2.1 (20)
배치이동시 개인에 대한 역량개발자료A.2.2.2

활용(20)

A.3
목표관리
및
성과평가(140)

목표수립의A.3.1
합리성(30)

조직의 전략목표와의 연계성A.3.1.1 (10)
목표수립의 공유성A.3.1.2 (20)

A.3.2
측정방법(60)

측정시스템의 합리성A.3.2.1 (30)
역량평가 및 근무실적평가A.3.2.2 (30)

A.3.3
성과평가(50)

평가정보 공개A.3.3.1 (30)
의견수렴 및 이의제기A.3.3.2 (20)

A.4
승진 및
보상(120)

승진A.4.1 (90)

개인의 근무실적 및 역량에 기반한A.4.1.1
승진(40)

개인의 자기개발 노력 유도 및A.4.1.2
동기부여(30)

승진 승격 기준 요소의 다원화A.4.1.3 (20)ㆍ

보상A.4.2 (30)
보상제도의 다양성A.4.2.1 (20)
개인의 복지제도와의 연계A.4.2.2 (10)

B.
인적자원
개발(600)

개- 22
세부 항목

B.1
기획(160)

B.1.1
조직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가치와
조직분위기(100)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기관장의 의지B.1.1.1 (40)
자기주도적 학습 촉진을 위한 지원B.1.1.2 (30)
인적자원개발 전문성 확보B.1.1.3 (30)

B.1.2
인적자원개발
계획 및
역량개발체계
수립(60)

조직의 인적자원개발 및 개인역량개발B.1.2.1
계획 수립 점(30 )

역량분석에 따른 교육체계수립 및B.1.2.2
과정개발(30)

B.2
운영(220)

학습조직의B.2.1
활성화(80)

직무현장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활용B.2.1.1 (20)
직원의 전문능력 활용B.2.1.2 (30)
학습조직유형의 다양성B.2.1.3 (30)

교육훈련B.2.2
참여 및
자율성(50)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다양성B.2.2.1 (30)
교육훈련 프로그램 선택권B.2.2.2 (20)



B.
인적자원
개발(600)

개- 22
세부 항목

B.2
운영(220)

B.2.3
인적자원개발
투자(90)

전년도 예산대비 인적자원개발 투자B.2.3.1
비율(30)

인당 연간 교육훈련비 및 교육시간B.2.3.2 1 (30)
인당 연간 교육훈련참여율B.2.3.3 1 (30)

B.3
평가(120)

결과B.3.1 (80)

조직의 인적자원개발 및 개인 역량개발B.3.1.1
계획 실적(30)

학습 목표에 적합한 평가 내용B.3.1.2 (10)
학습 내용과 평가 방법의 일관성B.3.1.3 (10)
학습에 대한 성과 평가 및 활용B.3.1.4 (30)

피드백B.3.2 (40)
교육훈련 프로그램상의 개선 효과B.3.2.1 (20)
인적자원개발의 조직경영성과에 대한B.3.2.2

기여도 분석 노력(20)

B.4
인프라
(100)

B.4.1
인적자원개발
인프라구축(100)

인적자원관리와의 연계와 활용B.4.1.1 (40)
개인의 경력개발계획과 연계B.4.1.2 (30)
인적자원개발 시스템 구축B.4.1.3 (30)

자료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공공부분 매뉴얼: (2006.7)

이와 같은 지표 중에서 특히 인적자원개발분야의 세부 개 지표는 공무원22

교육훈련체계를 평가하는 중요한 분석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시 공무원 교육훈련제도분석을 위한 분석틀4.

위의 논의를 종합하면 서울시 공무원교육훈련제도는 교육인프라 교육훈련,

기획과정 교육훈련 운영과정 교육훈련 평가과정의 지표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 ,

다 자세한 평가지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

교육인프라1)

첫째 인적인프라와 관련해서는 교육담당 인력의 전문성 외부전문가를 활용, ,



한 전문성 보완정도 등을 평가한다.

둘째 물적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전년도 예산대비 인적자원개발 투자 비율, , 1

인당 연간 교육훈련비와 같은 교육훈련 예산확보노력과 교육관련 시설 및 장비

개선 확보 노력을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제도적인프라와 관련해서는 교육훈련영역인 인적자원개발부분과 인적,

자원관리와의 연계성 교육훈련체계의 타당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

교육훈련 기획과정2)

첫째 조직의 인적자원개발 비전 및 전략과 관련하여 조직의 바람직한 인재,

상의 설정 인적자원개발 및 교육훈련 비전수립여부 등을 평가할 수 있다, .

둘째 교육계획과정에서는 조직의 인적자원개발 및 개인역량개발 계획수립, ,

역량분석에 따른 교육체계수립 및 과정개발여부 중장기계획의 수립여부를 평가,

할 수 있다.

셋째 교육훈련의 수요분석과 관련해서는 수요분석 및 교육선발대상선정의,

타당성 및 과학성 정부 현안시책과의 연계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

교육훈련 운영과정3)

첫째 교육내용과 관련해서는 성과지향성 전문성 적시성 교육방법 및 교육, , , ,

프로그램의 다양성 교육훈련 참여 및 자율성 교육훈련 프로그램 선택권 등을, ( )

평가한다.

둘째 학습조직의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직무현장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활용, ,

직원의 전문능력 활용 학습조직유형의 다양성 등을 평가한다, .



교육훈련 평가과정4)

인적
교육담당 인력의 전문성․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전문성 보완․

교육인프

라
물적

교육훈련 예산 확보 노력도․
시설 및 장비 개선확보 노력도․ ․

제도적
중장기 인력개발계획 보유 유도․
학습 촉진유인시스템의 수준․ ․

조직의
인적자원개발
비전 및 전략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기관장의 의지․
인적자원개발 및 교육훈련 비전수립여부․

교육훈련

기획과정
교육계획

조직의 인적자원개발 및 개인역량개발 계획수립․
역량분석에 따른 교육체계수립 및 과정개발여부․
중장기계획의 수립여부․

수요분석
수요분석 및 교육선발대상선정의 타당성 및 과학성․
정부 형안시책과의 연계성․

교육내용
․ 성과지향성 전문성 적시성 교육방법및교육프로그램의다양성, , ,
교육훈련 참여 및 자율성․

교육훈련

운영과정
학습조직의
활성화

직무현장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활용․
직원의 전문능력 활용․
학습조직유형의 다양성․

교육훈련의
결과

조직의 인적자원개발 및 개인 역량개발 계획 실적․
학습 목표에 적합한 평가 내용․
학습 내용과 평가 방법의 일관성․
학습에 대한 성과 평가 노력도․교육훈련

평가과정

교육훈련의
환류

성과평가의 활용․
성과평가공시․
인센티브부여 및 활용 등․

그림 서울시 공무원교육훈련 평가모델< 4-3>



첫째 교육훈련의 결과와 관련해서는 조직의 인적자원개발 및 개인 역량개발,

계획 실적 공무원 인당 교육시간 등 학습 목표에 적합한 평가 내용 학습 내( 1 ), ,

용과 평가 방법의 일관성 학습에 대한 성과 평가 노력도 등을 평가한다, .

둘째 교육훈련의 환류와 관련해서는 성과평가의 활용 성과평가공시 인센티, , ,

브부여 및 활용 등을 평가한다.

제 절 현행 서울시 공무원교육훈련제도의 분석2

서울시 교육훈련인프라1.

교육훈련인프라 현황1)

교육훈련제도 인프라(1)

서울시 교육훈련체계를 보면 서울시 인사과를 중심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지

방공무원교육원과 데이터센터 그리고 외부 공공교육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

에 더하여 직장교육 국내외 위탁교육 그리고 상시학습체제 등의 방법을 병행하, ,

고 있다 서울시의 공무원 교육훈련 체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서울특별시
인사과 교육훈련팀( )

직 장 교 육 상시학습체제

직장 외국어교육-
정신소양교육- ․
실무적응교육-

자기능력개발 지원-
공무원 연구모임 지원-
직무워크샵 개최-

외부공공교육기관< >
지방혁신인력개발원-
중앙공무원교육원-
감사교육원-
국립환경연구원-
국립보건원-
건설교통인재개발원-
통일교육원 등-

공무원교육원< >
기본 전문교육- /
사이버교육-
기타 교육-
창의교육 등( )

민간교육기관< >
외국대학 연구소- , ,
외국정부기관 등
국내대학대학원- ․

국방대학 등(KDI, )
민간전문교육기관-

데이터센터< >
사용 인터넷 등- S/W ,

상수도연구소
상수도행정관련 전문-

교육

그림 서울시 교육훈련 실시체계< 4-4>

자료 년도 공무원 교육훈련계획 서울시: 2006 , (2006)

서울시 교육훈련체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서울시의 교육훈련은 중앙정부와 일정하게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혁신인력개발원은 시구 급 이상 간부직 공무. 5․
원 교육을 서울시공무원교육원은 시구 급이하 실무담당 공무원 교육을 맡고, 6․
있는 것이다.

둘째 또한 인사부서와 교육훈련기관간에도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서울시, .

인사과는 서울시 소속 공무원의 국외훈련 국내 민관교육기관 장기위탁 교육 및, ․
단기 전문교육과정 위탁 교육을 교육원은 급이하 시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 6 ․
육훈련을 책임지고 있다 서울시 인사과와 서울시공무원교육원과의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시 인사과 서울시공무원교육원

국외 장 단기 특별훈련/

고위공무원 특별연수

직장교육 외국어교육-

직장교육 연구모임 지원 등-

수요자중심의 주문형 교육지원

외부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 (*)

외부 공공교육기관 위탁교육 (*)

기본교육 급 급(7 , 9 ) (*)

전문교육 급 이하(5 ) (*)

사이버교육 급 이하(5 ) (*)

기타 교육 별정직 계약직( , ) (*)

취업지원교육 퇴직예정자( )

기타교육 시민 어린이( / )

그림 서울시와 교육원간 교육훈련 분담체계< 4-5>

교육훈련 평정과 연계*

자료 서울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혁신계획 서울시: , (2006)

위의 그림을 보면 서울시 인사과는 국외 장단기 특별훈련 고위공무원 특별,․
연수 직장교육으로서의 외국어교육 및 연구모임 지원 수요자중심의 주문형 교, ,

육 지원 외부 민간교육기관에의 위탁 교육 외부 공공교육기관 위탁교육 등을, ,

실시하고 있고 서울시 공무원 교육원은 실무급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기본교육,

전문교육 년도부터 공통과 선택 전문교육의 구분이 폐지됨 사이버 교육(2006 ), ,

기타 교육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정 중 기본교육훈련이란 급 급 신규채용공무원에 대한 정신교육, 7 , 9

및 기본적인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며 전문교육훈련은 재직공무원을 대,

상으로 분야별 전문지식과 기술교육이고 특별교육훈련은 급 이하 전공 무원을, 5

대상으로 혁신마인드 고취를 위한 가치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기타 외부교육기관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특히 국내 외부위탁교육 교육기.

관별 현황을 보면 주요 외부위탁기관은 행정자치부 지방혁신인력개발원 한국보, ,

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순으로 교육인원이 많다, .



구분 기관수 기관명

공공교육기관 개55

지방혁신인력개발원 행정자치부 중앙공무원- ( ),
교육원 중앙인사위( )

감사교육원 감사원 국립환경연구원 환경부- ( ), ( ),
통계교육원 통계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 ) (
복지부 건설교통인재개발원 건설교통부 등), ( )

민간교육기관 개25

대학연구소 서울시립대 서울산업대 서울: , KDI, ,․
대학교 행정대학원 서울디지털대학교 등,

민간전문교육기관 인재개발원 카네기연구- : KT ,
소 한국생산성본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 ,

기타 해외기관 개68 외국대학연구소 국제기구 등,․

표 서울시 외부 교육기관 현황< 4-3>

자료 서울시 인사과 내부자료 서울시: , (2006)

교육훈련 인적 인프라(2)

관리직 인적 인프라①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인사과와 교육훈련팀과 서울시 지방공무

원 교육원의 인력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총계

서울시본청 공무원교육원
인사과 교육훈련팀( ) 교육기획과 교육운영과 데이터센터

계 급4 급5 급6
급7

이하
계 급4 급5 급6

급7
이하

계 급4 급5 급6
급7

이하
계 급4 급5 급6

급7
이하

213 8 1 1 2 4 85 1 5 12 67 34 1 5 10 18 86 1 4 11 70

표 교육훈련 조직인력< 4-4>

자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혁신계획 서울시: , (2006)

자치구의 경우 대부분 총무과 인사팀에 교육훈련담당자가 인이며 강동구와1 ,

은평구만 능력개발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혁신계획 이 중에서 직접적으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교, 2006).

육원의 인력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

원교육원의 인력현황을 보면 총 명이며 일반직 기능직 등이 명이다116 61, 55 .

구 분 계
일 반 직

기능직 별정직
계약
직소계 급2 급4 급5 급6-9

현 원 116 61 1 2 10 48 50 1 4

표 서울시공무원교육원 인력현황< 4-5>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2006)

강사진 인프라②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직접적으로 강의를 담당하는 강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선임된다 먼저 수도권 소재 대학을 대상으로 우수 강사의 추천을.

의뢰하고 해외유학직원 및 박사학위 소지자에게 강의 요약서 제출에 대한 협조,

를 요청한다 이에 따라 강사풀명단 안 을 확보 원내간부 인으로 구성된 강. ( ) , 10

사선정예비심의회를 개최 원외전문가 인등이 참여한 간사선정심의회를 거쳐, 6

강사를 선임하게 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수도권소재대학 우수강사 추천의뢰2004. 12.13


해외유학직원 및 박사학위소지자 강의요약서 제출 협조2004. 12.15


년 강사풀명단 안 확보2005. 1.12 2005 ( )


년 강사선정예비심의회 개최 원내간부 인2005. 1.17 2005 ( 10 )


년 간사선정심의회 개최 원외전문가 인 등2005. 1.19 2005 ( 6 )

그림 서울시 공무원교육원 강사선임방법< 4-6>

자료 년 강사선정결과 및 운영방안 서울시공무원교육원 내부자료: 2005 ,
재인용(2005)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임된 강사의 구성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이를 보면.

기 출강하던 강사를 다시 활용하는 비율이 전체의 약 이다72% .

구 분 합 계
공 무 원 비 공 무 원

소 계 서울시 중앙부처 소 계 대학 연구기관 기타

합 계 1.012 447 386 61 565 259 44 262
기존출강 727 266 206 60 461 177 39 245

신규
선정

소 계 285 181 180 1 104 82 5 17
대학추천 63 - - - 63 63 - -
해외유학 49 49 49 - - - - -
박사학위 131 131 131 - - - - -
선정위 42 1 - 1 41 19 5 17

표 서울시공무원교육원 강사구성 단위 명< 4-6> ( : )

자료 년 강사선정결과 및 운영방안 서울시공무원교육원 내부자료 재인용: 2005 , (2005)

교육훈련 물적 인프라(3)

교육훈련 예산 현황①

사업내용 예산과목 예산2005 (A) 예산2006 (B) 증 감(B-A)
계 8,806,741 8,228,156 578,585△

직장교육◦ 일반운영비 229,300 186,000 43,400△

국내위탁교육◦
소계 2,407,782 2,505,000 97,218

일반운영비 1,560,560 1,658,000 97,440
국내여비 547,222 547,000 222△
국외여비 300,000 300,000 -

국외훈련◦
소계 4,582,295 3,963,156 619,139△

국외여비 2,473,495 2,831,256 357,761
포상금 2,108,800 1,131,900 976,900△

단기해외연수◦
소계 109,764 104,000 5,764△

국외여비 84,764 79,000 5,764△
포상금 25,000 25,000 -

공무원공동체◦
의식함양 및 선진
문화체험

소계 847,100 835,000 12,100△
일반운영비 347,100 335,000 12,100△
국외여비 500,000 500,000 -

공로연수◦
소계 630,500 635,000 4,500

일반운영비 48,500 53,000 4,500
포상금 582,000 582,000 -

표 년도 서울시 인사과 교육훈련팀 예산현황 단위 천원< 4-7> 2006 ( : )

자료 서울시 인사과 내부자료: (2006)



년도 교육훈련팀 예산현황을 보면 위의 표와 같다 서울시 교육훈련예2006 .

산 현황을 보면 국내위탁교육예산은 증가한 반면 국외훈련이나 단기해외연수예,

산은 감소하였고 직장교육비용도 감소하였다, .

구 분 2003 2004 2005

합 계 4,768,606 13,676,453 11,267,629

강사수당 701,810 550,790 846,660

교재연구수당 29,880 29,880 28,800

급양비 293,235 293,235 295,002

교육기자재 380,895 95,035 203,400

기 타 3,362,786 12,707,523 9,893,767

표 서울시공무원교육원 예산현황 단위 천원< 4-8> ( : )

자료 년 공무원교육훈련종합평가 서울시공무원교육원 재인용: 2004 , (2004)

서울시 공무원 교육원의 예산현황 추이를 보면 강사수당이나 교재연구수당,

교육기자재 비용 등은 아주 미미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반면 기타 비용이 총, ,

예산의 대다수를 차지하여 이의 증감에 따라 예산의 증감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교육기자재 현황②

참고로 년 현재 서울시 지방공무원 교육원의 교육기자재 현황은 다음, 2005

의 표와 같다.



연
번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총 계 종18 146
1 Power amp interM 조 20 영사실 생활관 각 강의실, ,
2 VHS 삼성(SV-J899) 대 20 〃
3 DVD 삼성(M-491A) 대 17 〃
4 카셋트 interM 대 22 영사실 생활관,
5 프로젝터DLP 바코(SLMR12) 대 1 대강당

6 프로젝터LCD

바코(IQ G500) 대 4 소강당 회의실 강의실, ,1,2
바코(IQ G400) 대 5 강의실 세미나실 컴퓨터실3~5 , ,

바코(REALITY6500) 대 9 생활관 강의실6~14
EIKI(LC-SX2) 대 1 회의실

SANYO(PLC-XP21) 대 2 식당 영사실,

7 실물환등기
MP-300E 대 1 영사실 이동용( )
TXP-X21 대 1 영사실 이동용( )

8 투시형투영기
3M(9800) 대 15

대 소강당 세미나실, ,･
컴퓨터실 강의실,1~11

3M(9900) 대 1 강의실12
3M(M2150AJC) 대 5 강의실 영사실14 ,

9 슬라이드
111-A 대 1 영사실 이동용( )
KODAK 대 1 〃

10 영사기 16㎜ 대 1 〃
11 칼라모니터 14″ 대 1 영사실
12 콤비네이션 앰프 INKEL 조 1 생활관 사감실
13 비디오카메라 NV-P520 대 1 영사실
14 노트북PC 팬티엄3 대 3 〃
15 모시계 디지털 조 1 〃

16 타블렛보드 아이프로 대 9
대 소강당 세미나실, ,･
컴퓨터실 강의실,1~5

17 돌비시스템 5.1CH 조 2 대 소강당,
18 자동음향시스템 제작 조 5 본관 강의실1~5

표 서울시 지방공무원 교육원의 교육기자재 현황< 4-9>

자료 년도 교육훈련 종합평가 서울시 지방공무원 교육원: 2005 , (2006)



서울시 교육훈련인프라의 분석2)

교육훈련체계의 타당성(1)

서울시 교육훈련체계는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교육훈련의 분권화문제이다 현재의 체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 .

체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하는 주체이기는

하지만 교육훈련기관을 통한 교육훈련은 중앙과 지방 상호간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된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혁신인력개발원은 급 이상 관리자교육. 5

과 전국적 통일을 요하는 교육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

공무원교육원은 지방 급 이하 교육만을 담당하도록 되어있다 급이상 교육실시6 . 5

권한 이양문제는 추진 중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령 개정완료시까지는 현행대

로 유지될 예정이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의 전문교육과정 지정제도 폐지되어.

년 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자율화가 실시되어 있다 장기적으로는 급이2005 7 . 5

상 공무원에 대한 교육권도 서울시가 갖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서울시 인사과와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의 유기적 관계형성문제이다 원, .

칙적으로는 교육기획은 서울시 인사과에 의해 이루어지고 교육훈련의 운영은 서

울시공무원 교육원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실제로는 서울시 인사과에서는.

국외 장 단기 특별훈련 고위공무원 특별연수 연구모임이나 외국어교육과 같은/ , ,

직장교육 수요자중심의 주문형 교육지원 외부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을 담당하, ,

는 반면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기본교육 전문교육 사이버교육 기타교육, , , ,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두 기관간 교육훈련역할이 뚜렷한 기준에 의해 이.

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교육원에서 담당하지 않는 모든 교육은 서울시 인

사과에서 담당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두 기관간 교육.

훈련비전이 일치하지 못하며 교육내용의 분류가 통일되어 있지 못하고 자료의

취합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의 위상을 보면 서울시의.

교육훈련 파트너라기보다는 두 기관간 구분된 역할만을 할 뿐 종합적인 체계하

에서 상호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의 경우 근무 환경.



상으로는 선호부서이나 업무내용상으로는 비선호 부서라 할 수 있다 서울시 공, .

무원교육훈련의 내실화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의 위상제고가

필요하며 두 기관이 교육훈련의 비전이나 방향설정과정에서 상호협력하여 결정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최근의 교육훈련 실적을 보면 공무원교육원 일변도로 교육이 이루어지,

고 있다 아래의 표를 보면 년의 교육계획을 볼 때 약 에 해당하는 교. 2006 85%

육훈련이 서울시산하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좀더 현실의 업무와 관련된 교.

육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만 공무원교육의 자기선택권의 확장이나 교육내용의

다양화 관점에서 볼 때 외부기관에 의한 교육훈련기회를 넓힐 필요가 있다.

구 분 2004 2005 계획2006( )

총 계 28,740 33,008 37,686

자체

소 계 25,751 28,821 32,199

공무원교육원 19,418 21,458 20,168

데이터센터 상수도연구소/ 6,333 7,363 12,031

외부

소 계 2,989 4,187 5,487

공공교육기관 1,974 2,561 3,090

민간교육기관 등 1,015 1,626 2,397

표 교육기관별 교육훈련현황< 4-10>

자료 서울시 공무원교육훈련계획 서울시 내부자료: , (2006)

인적 인프라(2)

첫째 서울시 본청과 공무원교육원의 인적 인프라를 보면 인사과 총 명 중, 8

에서 실질적으로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인력은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의 인력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기능직과 행정직임을 알 수 있고 기능직의 수가,

약간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교육훈련 인력면에 있어서 교육요원이 기타. 50%,



요원이 로 연구직은 전무한 실정이며 기능직의 비율이 높다 또한 교육요50% , .

원 이외에 교육지원인력의 전문성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서울시 인사.

과나 서울시공무원교육원에는 교육공학을 전공하거나 민간전문가가 없다.

둘째 다음 표 을 보면 강사의 근속기간은 대부분 년을 넘기지 못, < 4-11> , 3

하고 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강의를 할 수 있을만한 강사의 인재풀을 확보하.

지 못했으며 강사들이 서울시 공무원들에 고유한 교육훈련을 할 수 있을만한 인

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계 년 미만1
년 이상1
~

년 미만2

년 이상2
~

년 미만3

년 이상3
~

년 미만4

년 이상4
~

년 미만5
년 이상5

55 (*16) 18 (*1) 12 (*2) 12 (*8) 5 (*4) 6 (*1) 2

표 서울시공무원교육원 강사근속기간 단위 명< 4-11> ( : )

전출교수요원 재직기간*

자료 년 공무원교육훈련종합평가 서울시공무원교육원: 2004 , (2004)

물적 인프라(3)

첫째 현재 서울시 공무원 인당 교육비는 원으로서 인건비 대비, 1 347,000

직접교육비는 이다 서울시 내부자료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 지방정부의1.49% ( ).

교육훈련 예산수준이 년 기준 억으로 전체 인건비 중 인 것에2005 1,484 1.3%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이권상 그러나 년 기준으로 삼성이 만( , 2005). 2005 323

원 장성군이 만원이며 미국의 경우 인건비 대비 직접교육비를 약 수준, 2,05 , 3%

으로 권장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교육훈련투자비를 더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최(

병대 서울시 공무원 교육원의 경우도 공무원 교육원 총예산 중, 1998, p.25).

순수교육관련 사업비가 약 정도이어서 새로운 교과목 개발이나 교육기획에13%

대한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둘째 해외교육을 주로 담당하는 서울시 교육훈련팀의 성격상 예산 중 국외,

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에 이른다 사업내용은 국내외탁교육 공무원공동45% . ,

체 의식함양 및 선진문화체험 등 명칭은 다양하더라도 실제로 훈련예산의 절반

정도가 국외여비로 지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외훈련과 관련된 실.

질적 성과의 측정과 평가가 절실히 요구된다.

셋째 최근의 교육훈련 추세가 세계화에 발맞추어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외훈련예산은 감소하였다 또한 직장 내에서 현업.

과 관련된 교육훈련을 증가시키는 것이 최근의 추세임에도 서울시의 직장교육훈

련예산은 감소하였다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현업중심의 교육훈련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외훈련예산과 직장내 교육훈련예산이 증가될 필요가 있다.

서울시 교육훈련의 기획과정2.

교육훈련기획 현황1)

교육훈련 비전 및 전략(1)

서울시 공무원 교육훈련의 비전은 서울 세계일류도시 를 이끌어갈 일‘ !『 』

류 공무원 육성 이다 이에 따라 목표 및 중점추진사항은 혁신을 통해 성과를’ .

창출하는 전문행정인 양성 교육훈련시스템의 선진화 상시학습체계구축을 통한, ,

공무원 역량강화이다.

비전 서울 세계일류도시를 이끌어갈 일류 공무원 육성!


목표 및 중점추진사항

혁신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는 전문행정인 양성
교육훈련시스템의 선진화
상시학습체계구축을 통한 공무원 역량강화

그림 서울시 공무원 교육훈련 비전 및 목표< 4-7>

자료 년도 공무원 교육훈련계획 서울시 인사과: 2006 , (2006)



이에 따라 혁신과 성과지향형 교육프로그램의 확대 국제화능력을 갖춘 전문,

행정인 육성 학습조직화를 위한 지원 강화 인프라 구축 및 교육훈련기관 경쟁, ,

력 제고를 핵심추진사항으로 설정하고 있다.

교육훈련의 계획(2)

다음 그림은 서울시의 교육훈련계획 수립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즉 교육.

환경변화와 수용능력 예산 등을 고려하여 교육대상 과정 및 과정별 교과목을,

설계하고 이를 토대로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하면 이것,

이 서울시장에게 보고된다.

교육환경변화와 수용능력 예산 등 종합적 고려,

교육대상 과정 및 과정별 교과목 설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훈련계획 작성

지방자치단체장

그림 교육훈련계획 수립< 4-8>

자료 년 공무원훈련계획 서울시공무원교육원: 2006 , (2006)

교육훈련계획 수립과정에 포함되는 주요내용을 보면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교육훈련과정의 설치계획 과정별 교육훈련의 목표내용기간대상자 및 인원 교, ,․ ․ ․
육훈련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훈련대상 선발계획 교재편찬계획 및 교육훈련성,

적의 평가방법 기타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다, .



교육훈련 교수설계과정(3)

서울시 특히 서울시공무원교육원의 교수설계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자 료 수집ⓐ ⇨ 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의견조ⓑ
사

⇨ 교육과정 차 설계 및 심의조정1ⓒ ․

⇨ 교육희망자 조사ⓓ ⇨ 교육계획 검토 워크숍ⓔ

⇨ 교육계획 차 심의2ⓕ ⇨ 교육계획 보고 확정,ⓖ

그림 서울시 교육훈련 교수설계과정< 4-9>

자료 교수설계과정 서울시 공무원교육원 내부자료: , (2006)

자료수집 민관 교육훈련기관의 새로운 교육기법 교육과정 개발 벤: ,ⓐ ․
치마킹

의견조사 서울시 전부서 자치구 기존교육과정의 존폐 변경 개설: , ( , ,ⓑ ․
요구 과정 등)

교육과정 차 설계 및 심의조정 교육계획의 적정성 등 교육원 팀1 : (ⓒ ․
장이상 간부)

교육희망자 조사 :ⓓ 시자치구 신규채용자를 대상으로 교육희망 인원조사․
교육계획 검토 워크숍 교육과정에 대하여 관련분야 전문지식을 갖:ⓔ

춘 외부전문가 시 관계자로 구성된 심의회를 개최하여 교육과정 검토,

교육계획 차 심의 교육계획 적정성 최종 검토 관련분야 전문가2 : ( ,ⓕ

교육원 팀장 이상 간부)

교육계획 보고 확정,ⓖ



서울시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한 수요조사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 조에 의거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지방4 , .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 조에 의해 교육훈련조사가 실시되어 차년도 교육4

훈련대상인원이 파악되고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의견조사가 이루어져 이에 따라,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훈련수요조사표를 작성하는 것이다 서울.

특별시 지방공무원 교육원은 이와 같이 작성된 교육훈련수요조사표를 서울특별

시 관련부서로 발송하고 부서별 행정업무 담당직원에까지 도달하여 부서직원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교육훈련수요조사실시
차년도 교육훈련대상 인원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의견조사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 조4

교육훈련수요조사표 작성
지방공무원교육원( )

지방행정기관 관련 부서

관련업무 담당자

부서별 행정업무 담당 직원

부서직원 대상 수요조사 실시

그림 교육훈련 수요분석 절차< 4-10>

자료 년 공무원훈련계획 서울시공무원교육원 재인용: 2006 , (2006)

교육훈련수요조사는 크게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및 기타교육에 대한 수요분

석으로 이루어진다 순서를 보면 기본교육에 대한 수요분석은 그림 및. , < 4-11>

그림 와 같이 교육훈련담당부서의 교육대상 인원배정을 거쳐 공무원을< 4-12>

차출 희망여부를 조사하는 순서로 이루어지며 전문교육 및 기타교육에 대한 수, ,

요분석의 경우 부서별 교육훈련 담당자가 다음 년도의 지방공무원 교육원 잠정,



계획을 공고하고 이에 따라 소속직원들이 교육훈련을 신청하면 부서별 교육훈, ,

련 담당자에게 제출수합하여 서울시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통보하는 것이다.․

교육훈련담당부서 교육대상 인원 배정

공무원 차출

희망여부 조사

그림 기본교육에 대한 수요분석< 4-11>

자료 년 공무원훈련계획 서울시공무원교육원 재인용: 2006 , (2006)

부서별 교육훈련 담당자

익년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잠정계획 공고

소속직원들의 교육훈련 신청

부서별 교육훈련 담당자에게 제출 수합

지방공무원교육원에 통보

그림< 4-12> 전문교육 및 기타교육에 대한 수요분석

자료 년 공무원훈련계획 서울시공무원교육원 재인용: 2006 , (2006)

서울시 교육훈련기획의 문제점2)

교육훈련 비전 및 전략(1)

첫째 서울시의 인재상정립의 문제이다 서울시에 바람직한 공무원상 대, . “ ”

한 설정이 미흡하다 바람직한 공무원상 에 대한 적절한 제시가 공무원채용. “ ”



및 경력관리와 함께 교육훈련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필요하고 적합한 공무원 에 대한 구체적인, “ ”

공무원상 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지 못하다 대신 현재의 일반적인 공무원“ ” .

상을 살펴보면 전통적인 의미의 관료제를 바탕으로 해서 일반적인 의미의 행정,

가를 지향하고 있고 서울시도 예외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식되, .

고 있는 공무원상에 대한 특성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제해결자나 혁신주체라기 보다는 관리대상으로 인식

능동적 역할보다는 피동적 역할 강조

창의적 능력보다는 순응성 강조

지식생성자라기 보다는 수동적인 지식이전 대상자 백철현 진( , 2000, p.39;

재구, 2000, p.32)

전문가라기보다는 일반행정가

이러한 의미에서 환경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창의적이며 전문가,

로서 문제해결지향적인 바람직한 공무원상에 대한 설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않고 있으며 더욱이 바람직한 공무원상이란 다름 아닌 공무원의 역량,

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공무원상의 미정립은 중요한 문제점으로(competency)

지적될 수 있다 교육훈련 뿐 아니라 인적자원관리의 전반에 걸쳐 가장 핵심적.

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역량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육훈련

의 개선의 길은 요원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서울시의 인재상이 서울시의 목표와 비전으로부터 도출되어 이것이 구체

적인 교육훈련의 방향으로 연결되어 일련의 체계를 구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다 다음의 그림처럼 서울시의 목표와 비전으로부터 서울시의 인.

재상과 교육훈련의 방향 그리고 구체적인 교육내, 용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 목표와 비전

⇩
서울시의 인재상

⇩
교육훈련의 전략적 방향

⇩
교육훈련의 운영

그림 교육훈련의 체계도< 4-13>

둘째 교육훈련 개념 상의 문제점이다 현재는 이수제로 바뀌었지만 승진, “ ” .

을 위한 점수취득수단으로 인식되는 과정에서 교육훈련을 역량강화 보다는‘ ’

승진점수 취득의 수단 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교육훈련 대상인 각‘ ’ .

기관에서 승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훈련 기회 및 시간을 부여하는 방향

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당해 계급에서 시간만 교육훈련을 이수. 140

하면 만점에 도달할 수 있어 평생학습이 필수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요구에 적정

히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

공무원 개개인은 직무수행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이 부

족하고 기관 또는 개인은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업무관련 신지식과 기술을 자발

적적극적으로 학습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보다는 공무원 교육훈련 기․
관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에 의존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결과로 각 부처 및 공.

무원 개개인이 능력발전에 대한 관심과 자발성이 부족하다.

기관의 입장에서는 교육훈련이 가시적인 성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

유로 교육훈련에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능력발전 프로그램을 수립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지금까.

지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교육훈련투자에 적극적

이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특히 위기 당시 교육훈련에 대한 인력 및 예산이IMF

대폭 감축된 이래로 소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교육계획수립(2)

첫째 장기적 인력수급계획의 부재이다 매년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하고 있으나 인력구성 등에 대한 진단이 없고 계획기간도 단년도에 그치고 있, ,

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체계적인 인력운영에 한계가 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인적자원개발계획 및 개인역량개발 계획이 전무하며 역량분석에 따른 교육체계

수립 및 과정이 개발되지 않고 있다.

둘째 인사관리와 교육훈련의 연계성 부족이다 교육훈련 성과를 전보 등 인, .

사관리에 적용하는 시스템이 부족하다 교육결과가 보직경로에 쉽게 반영될 수.

있는 전문보직경로제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직과 개인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이 없어 물량위주의 교육훈련 실시로 교육성과가 저조한 편이다.

셋째 신규채용 감소로 평균연령의 상승에 따른 새로운 교육훈련수요의 증대,

이다 년 이후 신규채용 감소로 평균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인력이. 1998

노화되고 있다 년 대비 년은 대 비율이 로 감소하고 대는. 1998 2005 20 8.2% 50

가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 년간 급의 경우 신규채용자가 명으로9% . 4 7 248

서 내부승진자 명의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자치구의 경우에는 급3612 6.4% . 7

신규자가 거의 배정되지 않아 젊고 유능한 관리자의 육성이 시급하다.

교수설계상의 문제점(3)

첫째 교육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부족하다 현재의 교육훈련의 수요, .

분석은 현행 교과목 위주의 교육수요분석 및 하향식 교육수요 분석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즉 기존과정과 신규개설 필요과목을 중심으로 수요를 분석하고 있으. ,

며 하향적으로 계획 의견수렴 조정을 거쳐 수요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 →

다 새로운 교육훈련 기획의 경향인 역량분석에 기초한 프로그램 설계는 아직.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피교육자의 수요를 파악하기 보다는 상의하달식의 교육.

훈련과정 편제가 이루어고 있어 형식적 피동적 교육훈련 수요조사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교육훈련 필요내용보다 교육훈련 대상인원만을 대상으로. ,



파악하는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양 위주의 수요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단순한 지식 전

달 위주의 이론식강의식 교육기법이 사용되는 결과가 되었다 결국 공무원 교육,․
훈련이 업무현장의 성과향상 및 공무원 개개인의 실질적인 능력개발과 연계되지

못하고 단지 승진을 위한 수단 등으로 인식되게 된 것이다.

둘째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을 바탕으로 한 역량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

태에서 교과목이 편성되고 있다 수용능력과 예산을 먼저 고려한 후 대상 및 교. ,

과목을 확정하고 훈련계획을 작성하고 방식으로 거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

훈련의 내용을 보면 백화점식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교육훈련 수요에 입각하여.

교과과정을 편성하기 보다는 교육기관의 편의에 의해 다양한 교과목을 백화점식

으로 비체계적으로 나열하고 개인의 선택의 여지를 부여하지 않은 채 모든 교과

목에 대해 강제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결과이다.

교육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편성이나 내용 면에서 체계성과 적실성을 결여하

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교육훈련수요조사와 훈련대상자의 선발이 형식적.

이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로서 훈련수요에 입각한 교과과정의 편성이,

되지 못하고 다양한 교과목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고 개인의 선택의 여지를 부

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기본교육의 경우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직무분야별로 볼 때 전문교육의 비중이 낮고 미흡하다.

서울시 교육훈련의 운영과정3.

교육훈련 운영현황1)

교육훈련 내용(1)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상 구분체계로 교육훈련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

같다.



구 분
대 상
직급( )

내 용 기 간 교육기관
교육인원

년 명(2006 / )

계 37,686

기본교육
의 무( )

신임자
승진자

공직사회적응에필요한․
기본지식 승진임용직위에,
필요한역량습득

급 급신임 주89 , 7 : 2․
급신임 개월5 : 10
급승진 주5 : 4~8

급승진 일6~8 : 3

서울시공무원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혁신인력개발원
서울시공무원교육원

2,234

전문교육
선 택( )

급이하5
직무관련전문지식및․
기술습득
사이버과정포함( )

일 개월2 ~2
서울시공무원교육원,

데이터센터
감사교육원 등

26,707

기

타

국내장기
위탁교육
선 택( )

급이상45․ 리더쉽 조직관리, ,․
고위간부역량개발

개월10
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혁신인력개발원,

국방대학교 등KDI,
44

국외훈련
선 택( )

급이상7
외국의선진행정이론및․
실제심화학습 국제화,
마인드제고

단기 월미만:6
장기 년이상:2

외국대학연구소,․
국제기구 외국정부,

49

창의교육
의 무( )

급이하5
창의상상경영특강,․ ․
가치공유행동훈련등

박 일1 2 서울시공무원교육원 7,500

자기개발
상시학습
선 택( )

제한
없음

․학위취득관련교육비지원
학사 년 석사 년( 4 , 2 )

외국어학습지원․
외국어사이버교육․
공무원연구모임지원․
연구저술공무원격려․ ․

수 시

시립대학교
산업대학교
사설어학원

공무원교육원 등

1,152
외국어사이버(
교육 년‘06

명25,000
제외)

표 교육내용별 교육훈련 프로그램<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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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별 교육훈련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대상 교육과정 교육기관 교육내용

신규
임용
자

급5
신임자

급 신임리더과정5
개월(10 )

중앙공무원교육원
행정종합 영어 정보화 등 기본직무, ,
지방실무수습 해외연수,
중앙부처 민간기업체험 등 행정현장 실습,

급7
신임자

급 신임자과정7
일(10 )

서울시공무원교육원
행정법 문서 예산 회계 등 기본직 실무, , ,
서울시비전 및 조직,
공무원윤리 자기변화 등 소양,

급8 9․
신임자

급 신임자과정8 9․
일(10 )

서울시공무원교육원
행정법 문서 예산 회계 등 기본직 실무, , ,
서울시비전 및 조직,
공무원윤리 자기변화 등 소양,

재직
자

급 이상3
고위정책과정,

안보정책과정 등

중앙공무원교육원
세종연구소, , KDI
국방대학교 등

국정과제 고위공직자 역량개발 지방행정, , ,
정책개발 및 관리
외국어 정보화 등,

급4
고위관리자과정,
고급간부과정 등

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혁신인력개발원,

시립대 등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변화주도리더쉽, , ,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

급5
중견관리자과정,
직무전문과정 등

지방혁신인력개발원,
서울시공무원교육원등

국정이념 변화혁신 테마별소양 외국어, , , ,
정보화 등

급이하6

직무전문과정,
예비간부과정,
감사실무자,
공사감사,

국토건설행정과정 등

서울시공무원교육원
서울시립대,

감사교육원 등
외부기관

예산 세무 환경 건설 의료 정보기술, , , , , ,
영어 등 직무분야에 필요한 전문내용

승진
자

급5
승진자

급 승진자과정5
시험 주 심사 주( 4 / 8 )

지방혁신인력개발원

행정법 행정학 헌법 지방재정 등, , ,
직무능력
문제해결능력 조직관리능력 전략적, ,
리더십 등 역량향상

급6~8
승진

승진자과정
일(3 )

서울시공무원교육원
조직내 인간관계 창의적 문제해결, ,
건강강좌 기획능력제고 등,

표 교육대상별 교육훈련 프로그램 내용< 4-13>

자료 공무원 교육시스템 운영실태 서울시: , (2006)



교육기관별분류에서 특히 외부교육기관의 교육내용만을 보면 다음과 같다.

외부위탁교육훈련은 지방혁신인력개발원 감사교육원 등 각급 외부 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교육과정은 급 승진자과정 등 공직자 기본. 5

실무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기본교육과 다양한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교육으로 나뉘어 진다 교육기간은 기본교육은 주 년. 2 1 (44～

주 전문교육은 주이다 본청사업소자치구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과정별), 1 3 .～ ․ ․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적격자를 선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육비는,

인 일당 원 내외이다1 1 25,000 .

구 분 교육과정 기간 대상직급
교육
인원

공공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과정 국제전문가양,
성 국가균형발전 리더십역, ,
량 홍보정책,

일 일3 ~10 급이하3 12

지방혁신인력개발원
고급관리자 급승진자 시도, 5 ,
중견간부혁신특별교육 공무,
원단체교섭

일 주2 ~4 급이하3 410

기타 감사교육원 건설교( ,
통인재개발원 통계교육원,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감사실무자 공사감사 국토, ,
건설행정 민자유치와프로젝,
트파이넨싱기법 기초 통, GIS ,
계기초및활용 세균질환검사, ,
병원감염관리

일 일3 ~10 급이하5 2,668

민간

국내대학 연구소,
서울대학교 세종연구, KDI,
소 서울시립대 방송통신대, , ,
서울산업대 등

개월10 ~
년4

급이하3 390

국외대학 연구소, 학위과정 등
개월6 ~
년2

급이하2 49

민간전문교육기관
재단법인서울여성 한국생( ,
산성본부 한국품질인증센,
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인재개발원 등KT )

자치구여성정책활성화를위한
양성평등교육 승진자심화교,
육 공공기관품질행정실무, ,
복식부기회계 차세대통신망,
기술과정 등

일 일2 ~10 급이하5 1,958

표 교육기관별 교육프로그램 내용<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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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 기 간 훈련기관
선발인원

2004 2005 2006

합 계 40 46 49

장기

소 계 34 39 44

일반훈련
학위과정( ) 년이하2

비영어권은(
년 개월 이하2 6 )

외국 대학원 28 26 29

직무훈련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

6 13 15

단기 개월 미만6
외국 정부기관
대학연구소

6 7 5

표 직급별 국외훈련 현황 현재< 4-15> (2006.9.30 ).

자료 공무원 교육시스템 운영실태 서울시: , (2006)

년도 교육훈련팀 예산현황을 보면 국외훈련은 년 이래로 총2006 1970 420

명이 훈련대상이었으며 수료 명 현재 훈련 중인 공무원인340 , 이다 직급별80 .

로 보면 급 급 급 순으로 국외훈련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간별로5 , 6 , 4 .

보면 장기 명 단기 명으로 장기훈련대상이 압도적으로 많다 위의 표를 보332 , 88 .

면 주로 일반학위과정위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 분 계
훈 련 기 간

장 기 년이상(1 ) 단 기 월미만(6 )

계 420 332 88

수 료 340 254 86

훈 련 중 80 78 2

표 기간별 국외훈련현황<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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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영국 일본 중국 순이다69% , , .

계
미
국

일
본

영
국

독
일

중
국

프
랑
스

네덜
란드

호
주

이탈
리아

대
만

뉴질
랜드

캐
나
다

332
(88)

231
(44)

30
(20)

31
(5)

4
(-)

10
(-)

6
(3)

3
(6)

8
(6)

-
(1)

1
(-)

2
(-)

6
(3)

표 국가별 국외훈련현황 는 단기교육< 4-17> (( ) )

자료 공무원 교육시스템 운영실태 서울시: , (2006)

분야별로 보면 도시행정 재무행정 보건복지 도시계획 순이다, , , .

계
도시행
정

재무행
정

환경관
리

교통관
리

보건복
지

산업경
제

문화예
술

도시계
획

건설기
술

기 타

332
(88)

110
(7)

34
(3)

30
(12)

20
(11)

34
(10)

18
(6)

13
(5)

30
(5)

25
(5)

18
(24)

표 분야별 국외훈련현황 는 단기교육< 4-18> (( ) )

자료 공무원 교육시스템 운영실태 서울시: , (2006)

교육훈련 방법(2)

서울시공무원교육원이 수행한 교육훈련 내용 별 교육훈련실적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교수매체에 있어서 의 추세에 부합하는 사이버교육이 점차e-learning

확대해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문교육과정수의 증가와 더불어 전체적으로.

과정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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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교육방법별 교육훈련과정의 수 변화추이< 4-14>

자료 년 공무원교육훈련종합평가 서울시공무원교육원: 2004 , (2004)

구 분
총교육
시간

경험식 참여식 교육시간
비참여식
교육시간

행정 및
기타소계

실습
실기

분임
토의

현장
학습

사회봉
사활동

시청각
시간

계 37,372 15,969 6,184 1,408 500 419 7,372 4,549 971

기본교육 978 363 150 80 - 35 98 237 15

전
문
교
육

공
통

5,867 2,087 270 216 108 378 1,115 1,477 216

선
택

17,080 7,420 2,460 552 308 - 4,100 1,964 276

장기교육 2,399 992 543 258 84 6 101 203 212

기타교육 204 92 30 20 - - 42 12 8

취업지원 1,200 480 240 - - - 240 228 12

시민교육 234 90 36 18 - - 36 36 18

특별교육 2,380 1.020 136 204 - - 680 272 68

사이버교육 7,030 3.425 2,319 60 - - 960 120 146

표 서울시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 방법 년 기준< 4-19> (2004 )

자료 년 공무원교육훈련종합평가 서울시공무원교육원 재인용: 2004 , (2004)

또한 서울시 공무원 교육원의 교육훈련 방법을 년의 자료를 기준으로2004



하여 살펴보면 비참여식 교육시간은 시간으로 총 교육시간인 시간, 4,549 37,372

의 약 경험식참여식 교육시간은 시간으로 총 교육시간의 약12%, 15,969 42%․
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교육의 경우 시간으로서 전체의 약 를. 7,030 19%

차지하고 있으며 사이버 교육의 활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교육훈련과정의 문제점2)

신규임용자교육의 문제점(1)

첫째 인력운용 및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신임자교육이 임용 후 길게는, 3～

년이 지난 후 교육을 받게 되어 신규임용자 교육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4

다 이처럼 보직 후 교육이 이루어지는 주요 원인은 교육훈련보다는 인력충원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기본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직을 부여함에 따라서.

실무적응이 늦어지고 업무능률이 떨어지게 된다 보직을 부여하기 이전에 교육.

을 실시하여 시정과 관련된 가치관을 확립하고 실무에의 적응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신규임용자교육에서 행정실무 위주로만 교과목이 편성되어 서울시 공,

무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는 교육내용이 부족하다 또한 교.

육기간도 주간으로서 비교적 짧아서 서울시공무원으로서의 기본소양 기초 직2 ,

무역량 등을 충분히 습득하기에는 부족하다 새내기 공무원으로서의 가치관 정.

립이나 서울시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교육 컨텐츠가 부실한 실정

이다 가치관정립과 관련된 교육은 외부강사보다는 시장단 등 국장급 이상 고위.

간부진이 강사로 참여하는 것이 효과가 높을 수 있음에도 현재로서는 이러한 교

육훈련이 없이 외부강사위주의 이론적 강의에 머물고 있다.

셋째 현재의 교육체계 하에서는 급 급 신임자 과정의 교과목 개 중, 7 9 16 14․
개가 동일하여 직급별 차별화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급 신규채용. 7

자와 급 신규채용자의 담당업무나 역할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8, 9



교육훈련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급은 중견실문자로서의 역할에. 7

필요한 역량교육을 실시하고 급은 초급실무자로서 일선현장 업무처리에 필8-9

요한 역량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현재 신규임용자교육의 경우 행정직과 기술직을 통합하여 교육이 이루,

어지고 있다 행정직과 기술직을 통합하여 교육을 시키다 보니 정신교육과 공통.

역량 교육만 교육이 가능하고 직렬별로 필요한 직무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다 공통사항은 통합교육을 실시하더라도 직무전문교육은 직렬별로 분반하여 차.

별화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교육내용의 전문화를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승진자교육의 문제점(2)

첫째 급 승진자 교육에 있어서도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강의 위주, 5

의 집합교육 기수별 명 으로 관리자로서 갖추어야할 문제해결능력 및( 300 400 )～

리더십 향상을 위한 교육이 부족하다 또한 교육성적이 승진시기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육생들은 관리자로서의 역량개발보다는 평가결과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급이하 승진자교육에 있어서도. 6 교육기간이 일간의 소양과목 위3

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승진자로서의 새로운 사명감과 자부심 책임감을 심어주,

기에 미흡한 점이 많다 또한 현재 개 승진자과정 급 급 급 기능 을 운영중. 4 (6 /7 /8 / )

이나 직급별 직렬별로 교육이 특화되어 있지 못하여 교육내용의 차별성이 부족,

하다.

둘째 전문교육에 있어서도 교육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급자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설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

며 백화점식으로 교육과정이 나열적으로 개설되어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특화된 교육과정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강의식 집합교육 위주이며 분임토. ,

의 등 참여식 교육도 정교한 프로그램이 없어 형식화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

다 또한 전문교육의 하나인 시립대 예비간부과정도 대부분 자율교육기간 개월. 6

을 어학 컴퓨터 각종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나 교육의 내용이, ,



직무성과와 연계성이 높지 않다 시립대 예비간부과정의 경우 비록 급 직원들. 6

의 선호도가 높은 교육이나 교육대상자의 한정으로 일부직원에게만 교육기회가,

부여되는 한계도 있다.

셋째 급 이상 간부교육은 자체 교육은 거의 없으며 외부 위탁교육이 중심, 4

을 이루고 있어서 서울시의 핵심가치를 보유한 유능한 리더의 육성은 어려운 실

정이다 또한 교육훈련이 능력개발이라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인사운영 수단으로.

활용으로 왜곡되고 있다 또한 교육내용도 서울시 간부로서 필요한 리더십 등.

핵심역량강화를 위한 자체 교육프로그램은 거의 없다 중앙부처에서 년. 2006 7

월 고위공무원단을 도입한 것을 계기로 핵심 고위관리직의 핵심역량을 집중개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것을 볼 때 서울시에서도 고위관리를 위한 차별

화된 교육훈련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승진자교육이 질보다는 양 위주의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승, .

진자를 모두 교육시키기에 강의실 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

소속 일반직 및 기능직 급 승진자가 명에 대해서만 교육이 이루어지고6-9 630

있으며 자치구 소속 승진자 연평균 명에 대해서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1946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승진에 따른 역할변동이 크지 않은.

급승진자나 기능직 승진자는 교육훈련을 제외하고 양보다는 실질적으로 역량8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으로 전화함이 타당할 것이다.

국외훈련의 문제점(3)

국외훈련기간 중 학사나 직무훈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국외훈련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관련 직무분야나 조직발전에 활용하기 위

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또한 해외 교육훈련이 주로 학위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업무와의 연계성이 높지 않다 국외훈련지역도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선진문화를 체험하고 다양한 선진행정기법을 실무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

계가 있다.



상시학습 및 자기선택의 문제(4)

첫째 창의교육의 경우 박 일의 정형화된 교육과정의 연중 반복 시행으로, 1 2

교육 참여자들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자기개발상시학.

습지원의 경우에도 외국어 학습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

나 개인별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외국어 학습의무‘

제도 가 유명무실하이다 또한 직원들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과 교육을 희’ .

망하나 현재는 외국어학습 지원에만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교육의 내용이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수동적으로 선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자기선택권이 거의 없다 예를 들어 신임자과정에.

서도 대부분이 필수과정이고 기본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선택과목 혹은 심화과,

정을 사이버교육이나 야간과정 등으로 개설하여 교육기간 동안 선택적으로 더

이수할 수 있도록 수정될 필요가 있다.

서울시만의 차별화된 교육훈련의 부재(5)

서울시의 신규채용자 중 여성공무원 비율이 이고 향후 비율이 계속58.3%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서울시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서울시만의 여성공무원,

에 대한 차별화된 신규교육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장애우에 대.

한 교육과 같은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방법의 문제(6)

첫째 입교전 선행학습의 문제이다 신임자 재직자 교육의 경우 모두 교육원, . ,

에 입교하여 신규교육을 받기 이전에 사이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자율

적인 효율적인 학습방법으로 운영되지는 않고 있다 사이버교육과정을 의무교육.

과정으로 지정하지 않았고 교육훈련 이수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대상자를 선발



하거나 온라인 평가를 강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무적 선행학습으로 전환하고.

일정한 학습과제를 부여하며 가능하면 선행학습은 온라인강의로 전환하고 입교

후의 교육은 집합식 강의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둘째 현재의 교육방식은 일부 토론식 강의방식을 활용하고는 있으나 현실적,

인 이유로 토론식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교육원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공간활용이 어렵고 소규모 강의실이 미비할 뿐 아니라 교

육수요에 비해 교육훈련의 공급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집합

강의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육훈련의 평가 및 환류과정4.

교육훈련평가현황1)

서울시 공무원교육훈련 평가내용은 크게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와 교육시설

및 운영에 대한 평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은 교육과정에 대한 평. < 4-20>

가내역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과정별로 크게 교육성과 교과목편성 강사 교재. , , ,

그리고 교육방법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하며 교육성과는 신청동기 교육기간, , ,

난이도 교육시간 교과목 수 능력개발 여부 등을 지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 , , .

육과정에 대한 평가는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구 분 만 족 도

교육과정
기본 전문 기타( / / )

교육성과

교과목
편성
(*)

강사
(*) 교재 교육방법

- 신청동기 점수 직무능력( / )
교육기간-
난이도-
교육시간-
교과목수-

- 능력개발본인 직근상급자( / )
개선점-

표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내역< 4-20>

교과목 강사에 대해 만족 불만족 평가 순위* , / ,

: 2004 , (2004)



다음 표 은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에 더하여 실시하는 교육시설 및< 4-21>

운영에 대한 평가에 대해 보여준다 크게 시설과 운영 측면에서 각각 교육시설. ,

및 기자재 그리고 교육원 직원의 친절도 교육시설의 청결 및 관리실태 그리고,

식당운영 및 급식의 질을 지표로 하고 있다.

구분

시설 교육시설 및 기자재-

운영
교육원 직원의 친절도-
교육시설의 청결 및 관리실태-
식당운영 및 급식의 질-

표 교육시설 및 운영에 대한 평가< 4-21>

자료 년 공무원교육훈련종합평가 서울시공무원교육원 재인용: 2004 , (2004)

서울시 공무원교육훈련에 대한 평가방법은 해당 과목의 강사에 의한 시험성

적평가 강사 와 교육생 및 직근 상급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이루어지고( )

있다 이렇게 이루어진 평가결과는 승진자료나 교과과정 설계 및 교육시설 운영.

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교육훈련 평가결과 활용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에 대한 평가결과 승진자료: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결과 교과목 조정 강사선정 교육방법개선자료: , ,

교육시설운영에 대한 평가결과 교육시설 및 운영 개선자료:

교육훈련평가의 문제점2)

교육훈련의 평가(1)

첫째 교육훈련내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교육훈련 평, .



가는 교육 종료 직후에 객관식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단기적 평가

에 치우치고 있으며 장기적인 교육훈련의 효과를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

가 있다 교육훈련 전에 미리 평가를 실시하고 이후 교육훈련의 결과를 비교평.

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 전에 대상자의 지식이나 기술 수준에 대한

사전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육훈련의 순효과를 측정할 수 없다.

또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자체의 적설성이나 질적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는 한계가 있다.

둘째 교육훈련을 평가함에 있어서 사전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후평가만,

이루어지고 있다 체계적인 사전평가는 역량분석을 기반으로 해야 하지만 역량. ,

분석자체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최소한 해당 교육훈련을 받으면서 기대하는 교.

육훈련의 내용이나 목표치를 사전에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후 평가를 함으

로써 비교평가할 필요가 있다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기.

전에 서울시 조직비전차원에서 원하는 것 교육대상자가 원하는 것 등의 수요분,

석이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과정평가 사후평가 등의 일련의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체계가 없다 서울시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훈련.

을 받고 난 교육생들이 지적한 문제점들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의 파이차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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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년의 교육훈련 평가< 4-1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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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년의 교육훈련 평가< 4-16> 2005

이러한 두 개년도의 평가에서 도출된 각 평가 항목별 빈도를 막대그래프로

비교 표현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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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년과 년의 교육훈련 평가 항목별 빈도 비교< 4-17> 2004 2005



앞의 그림들에서 우리는 과정설계와 수요분석에서 가장 교육생들의 불만이

많았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수요분석의 경우 년에 그 지적된 빈도가 더, 2005

욱 높아졌음을 볼 수 있다 또한 학습내용평가나 교수 매체면에 있어서도 건의.

빈도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사이버 교육의 본격적인 실시에 따른 것,

으로 보인다 시설 측면에서는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서울. .

시의 교육훈련의 경우 교육수요분석과 그에 따른 해당과정의 설계가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수요분석 은 교육훈련의 출발점이자 성패의. (TNA)

관건이 되므로 이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의 확산에 발맞춰 서울시 공무원교육원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e-learning

사이버 교육에 따른 인프라 구축 및 수업의 질 담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이다.

교육훈련의 환류(2)

첫째 서울시 교육훈련 환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교육훈련과 보직승진, ․
과의 연계가 미흡하여 교육훈련에 대한 동기부여가 결여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

재의 교육훈련평가체제 하에서는 이수한 교육훈련의 점수 를 승진에 반영할‘ ’

뿐 교육훈련의 내용 은 보직승진 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 .․
결과 경력발전의 경로 직무연관성 개인의 학습선호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자기, ,

능력발전계획 없이 교육훈련을 이수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교육훈련이 인사.

관리와 연계됨으로써 와 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직원 교육실적을 실국HRD HRM ․
장 과장 업무성과 평가시 반영하거나 교육훈련에 대한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하며 장기인력관리와 연계한 단계별 교육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인력관리와

연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업무의 동질성이나 유사성이 없는 분야로의 잦은 전보 등은 인사관리,

에 있어 교육훈련의 이수여부와 교육내용을 고려할 필요성을 크게 감소시키고

있다 현재 교육과정에 대해 교육성과 교과목 강사 교재 및 교수법에 대한 평. , , ,



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교과목 강사에 대하여는 만족도를 평가하여 순위를 부여, ,

하고 피수강생 및 피수강생의 직근 상급자로 하여금 교육성과를 평가하도록 하,

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시설운영측. .

면에서는 시설 및 교육 기자재 직원친절도 관리실태 식당 평가가 이루어지고, , ,

있다 교육훈련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수강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시험. ,

강사시설운영에 대하여 실시하는 피수강생의 평가 교육성과에 대하여 실시하,․ ․
는 피수강생 및 피수강생의 직근상급자에 의한 평가가 있다 이러한 평가결과는.

인사고과에 반영되며 교과과정에 대한 평가는 교과목 개발 강사 선정 교육방, , ,

법 개선 등에 활용된다.

제 절 소결3

서울시 공무원교육훈련의 현황에 대한 분석결과를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인프라측면을 보면 우선 교육훈련체계를 검토하면 교육훈련의 분,

권화 교육기관간 유기적 관계형성 외부기관을 통한 교육다양성측면에서 한계가, ,

있다 인적인프라측면에서는 교육훈련담당자의 전문성미흡과 교육강사인력에 대.

한 인센티브부여체계가 미흡하다 물적 인프라측면에서는 국외훈련예산 등 주요.

에산에 대한 예산분석이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교육비가 낮은 수준이고 교육비,

전과 예산이 괴리되어 있는 모습이다.

둘째 교육훈련비전과 관련해서는 우선 서울시 인재상정립이 되어 있지 않고,

교육훈련 개념에 대한 소극적 인식과 태도로 인해 교육훈련 비전과 전략이 연계

되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인사관리와 교육훈련이 연계되어 있지 않고 인력구성.

을 고려한 교육훈련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문제가 있다 교수설계와 관련해.

서는 체계적 교육수요분석이 미비되어 있고 역량분석과 같은 체계적 분석기법이



도입되어 있지 않다.

셋째 교육훈련과정을 보면 우선 신규임용자교육의 경우 임용후 교육이 이루,

어지며 실무교육중심으로 교과목이 편재되어 있고 직급별직렬별 차별화된 교육․
이 미비되어 있는 한계가 있다 승진자교육의 경우 리더교육이나 차별화된 간부.

교육이 미비되어 있고 직무와 연계된 전문교육이나 가치관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외훈련에 대해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상시학습 및 자기선택상의 한계가 있고 서울시만의 차별화된 교육프로,

그램이 존재하지 않는다.

넷째 교육훈련의 평가와 환류와 관련해서 교육내용에 대해 사후 문답식 설,

문조사위주의 평가가 이루어져 순효과를 측정하기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평가결

과가 보직 및 승진과 연계되지 못하고 교육효과의 실무전이효과가 낮다는 한계

가 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평가지표 항목 현황 및 문제점

교육인프라

교육훈련체계

교육훈련의 분권화로 인한 한계

서울시와 산한교육원간 유기적 관계형성문제

외부기관을 통한 교육다양성 미흡

인적 인프라
교육훈련담당자의 전문성미흡

교육강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미비

물적 인프라

국외훈련예산 등 예산분석결여

교육비의 낮은 투자수준

교육훈련의 비전과 예산과의 괴리

교육훈련기획

교육훈련비전 및 전략
서울시 인재상정립 미흡

교육훈련 개념에 대한 소극적 인식과 태도

교육계획수립

장기인력수급계획의 부재

인적자원관리와 인적자원개발과의 연계

인력구성을 고려한 교육훈련

교수설계
체계적 교육수요 분석의 미비

역량기반 교육기획의 전무

교육훈련과정

신규임용자교육

임용 후 교육으로 인한 한계

실무교육중심의 교과목 편재

직급별 및 직렬별 차별화된 교육의 미비

승진자 교육

리더양성교육 및 차별화된 간부교육의 미비

직무완 연계된 전문교육의 부족

가치관교육의 미비

기타 교육과정

국외훈련에 대한 비체계적 관리

상시학습 및 자기선택의 한계

서울시만의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부재

강의방식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토론식 프로그

램의 결여

교육훈련 평가와

환류

교육훈련의 평가 사후 문답식 설문조사위주의 평가체계

교육훈련의 환류
보직 및 승진과의 연계

교육효과의 실무전이 효과 미약

표 서울시 공무원교육훈련의 문제점< 4-22>



제 장 서울시 공무원교육훈련제도Ⅴ
개선방안

제 절 전략적 개선방향1

제 절 교육훈련개선을 위한 기본방향2

제 절 중점 개선방안3





제 절 전략적 개선방향1

서울시 교육훈련제도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Blended

Learning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중

심교육

핵심

리더

양성

교육

성과

중심

교육

글로벌 전문인자주적 실천인
창의적

문제해결자

Action

Learning

계층별

교육

역량모델

개발

자기개발

계획수립

및

교육

선택권

on-off

교육의

연계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

서울시

비전

인재상

교육훈련

방향

교육체계

운영

그림 서울시 교육훈련제도 개선체계도< 5-1>

제 장Ⅴ 서울시 공무원교육훈련제도 개선방안



서울시의 목표와 비전1.

서울시 교육훈련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지향하는 서울시의 비

전과 목표를 반영한 교육훈련이어야 한다 현재 서울시의 비전은 말고 매력있는.

세계도시 서울이며 구체적인 목표로 시민행복지수와 서울경제지수향상을 통한

도시경쟁력의 제고이다.

따라서 교육훈련의 방향은 세계일류도시를 향한 서울시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어야 하며 도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식을 개발하는 것이어야 한다.

비전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 비전 공유인재육성

목표
시민 행복지수와 서울경제지수
향상을 통한 도시경쟁력의 제고

능력과 지식의 개발

그림 교육훈련의 방향< 5-2>

서울시의 바람직한 인재상2.

바람직한 인재상을 설정하기 위한 전제1)

교육훈련 개념의 전환(1)

서울시의 바람직한 인재상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의 교육훈련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더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교육훈련에 대한 개념설.

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는 교육훈련이 새롭게 제시된 서울시 공무원상 을, “ ”

구현하는 수단으로 비용개념 으로 인식되기보다는 투자개념 으로 인식하, “ ” “ ”



되 교육훈련을 통해 직무수행능력 제고와 자기계발 경력관리 그리고 새로운, , , ,

동기부여 수단으로서 의미를 갖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를 통해 성과주의 시,

정을 구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의미를 가져야 한다 서울시 공무원 교육훈.

련에 필요한 의미부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새로운 서울시 공무원상 의 구현 수단- “ ”

비용개념 에서 투자개념 으로- “ ” “ ”

직무수행능력 제고 수단-

자기계발과 경력관리를 위한 필수요건-

인본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동기부여 수단- “ ”

성과주의 시정 구현수단- “ ”

직무능력 제고잠재능력 제고

직무수행 태도변화

공무원

교육훈련

그림 서울시 공무원교육훈련의 개념< 5-3>

바람직한 인재상에 대한 이론적 논의(2)

서울시의 바람직한 인재상을 설정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동안 바. “

람직한 공무원상 에 대한 논의 자체가 학자들에 의해 많은 관심을 끌고 있지는”



않았으며 학자들간 인재상에 대한 합의도 부족한 실정이다 박동서( , 1994;

강형기 오석홍 예를 들면 박동서Dent, 1995; Tyler, 1973; , 2003; , 2000). ,

는 바람직한 공직자상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변수를 국내정치적인(1994) ,

측면과 국제환경적인 측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합한,

바람직한 공직자상 을 설정하고 있다“ ” .

강형기 는 민간기업과 함께 공공부문도 환경적응이 중요하다고 강조(2003)

하면서 공공부문도 주민이나 고객의 수요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

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이나 고객수요에 적합한 행정의 역할이나 바람직.

한 공직자상의 확립은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자질과 능력뿐만이 아니라 교육훈련

의 내용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대별로.

바람직한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있다 한편 박동서 는 능동적인 조력. , (1994) “

자 를 환경변화에 적합한 새로운 공무원상으로 설정하면서 올바른 공익관 민” ,

주적 권력관 진취성과 능동적 업무태도 분야별 전문행정인 창의성 개발의 가, , , 5

지가 바람직한 공직자의 자질이라고 주장한다.

덴트 는 바람직한 공무원상으로 다 기능화 된 전문화된 일반(Dent, 1995) “

가 를 설정하고 바람직한 공직자의 자질로서 복(Specialized Generalist)” ,

합적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 직접적으로 고객에,

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타일러.

는 왈도 의 구분을 원용하여 전문직업인과 전문가를 구분(Tyler, 1973) (Waldo)

하면서 전문직업인은 일정분야에 대해 전문적 지식 기술을 보, (Professional) ,

유하고 있으면서 보유한 지식활용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반면에,

전문가 는 행정의 특별한 기능에 익숙한 사람으로 구분하여 정의하(Specialist)

고 있다 (p.383).

오석홍 은 기존의 논의를 종합하면서 환경변화와 시대변화에 적합한(2000)

공무원의 행동원리를 모색하는 것이 정부조직과 국가를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개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8

가지를 공무원의 직업생활 덕목으로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로는 스스로 동기를 유발하고 성취 지향적이며 책임을 확실하게 지, , ,

키려는 자유인을 제시하면서 자유인의 특징으로서 자기실현적이고 임무 중심적, ,

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훌륭한 지식인으로서 정보화. , ,

시대에 정보처리능력이 탁월해야 하며 끊임없는 학습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

한 지식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토대로 정확.

한 의사전달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고도의 적응성과 장기적 안목을 필요로 한다 세계화 정보화, . ,

등 환경변화에 높은 적응성을 가져야 하고 이를 위해 진취성과 개척성을 함양,

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장기적인 시각에서 미래의 변화를 예견하는 장기적 안. ,

목을 가져야 한다 네 번째로는 정치적 정책적 능력을 함양하여야 한다 높아. , , .

져 가는 정치 행정간 연관성과 함께 행정이 담당해야 할 국민 대표적 기능과, ,

정책적 기능 갈등 조정과 같은 정치적 역할 증대에 걸맞는 정치적 정책적 능력, ,

함양이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정치적 역할증대에 걸맞게 공무원의 높은 정치적.

책임성도 요구된다.

다섯 번째로는 특수한 이익이나 할거주의보다는 전체이익 또는 공익을 존중,

하는 보편주의적 행태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보편주의적 행태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개방적 사고함양과 함께 다양성 속에서 통합성을 발휘하는 능력의 함,

양이 요구된다 여섯 번째로는 협동주의자이어야 한다 이러한 협동주의적 정신. , .

은 사회체제 및 사회문제의 복잡성으로 인해 사회구성원간 연관성과 상호의존성

이 높아지고 있고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민주화 분권화로 인해 협동, ,

과 조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를 통한 협동과 원활한 조정.

을 위해서는 공개주의가 전제조건이라는 점에서 정보공개에 대해 보다 개방적,

인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일곱 번째로는 정직성과 청렴성을 꼽을 수 있다 능률성과 함께 정당성이, .

강조되고 있고 사회적 형평의식과 기술발전 정보화 시대가 도래 하고 있는 상, ,

황변화에서는 공무원들에게 높은 정직성과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

행정의 존립근거를 국민에 군림하기보다는 국민을 위한 봉사에서 찾아야 한다.



이는 고객위주사회로의 변화로 인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고 있고 이,

를 위해서는 고객에 입장에서 행정을 서비스하는 서비스 정신의 함양이 무엇보

다도 중요하다.

덕 목 주 요 자 질

자유인
스스로 동기 유발-

성취지향성-
높은 책임성-

훌륭한 지식인
정보처리능력-

해당업무에 대한 높은 지식-
정확한 의사전달 능력-

고도의 적응성,
장기적 안목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성-
진취성 개척정신- ,

장기적 안목-

정치적 정책적 능력,
정치적 기능 국민대표적 기능 정책적기능- : , ,

갈등조정기능
정치적 책임성-

보편주의적 행태
전체이익 공익 존중- ,
개방적 사고함양-
통합성 발휘능력-

협동주의자
정보공개 및 공개주의-

협동과 조정능력-

정직성 청렴성,
정직성-

높은 청렴성-

서비스 정신 고객중심주의-

표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가지 덕목< 5-1> 8

자료 세기 한국행정의 진로 한국행정연구원 오석홍: “21 , , (2000)

위와 같은 논의를 종합해 볼 때 바람직한 인재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

족하여야 한다.

첫째 바람직한 인재상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행정조직, .

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개방적 조직이므로 변화된 환경과 고객인 국민의 요구



를 수용할 수 있는 인재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에서 논한 바.

있는 지방화 정보화 창조화 개방화에 대한 논의가 바람직한 인재상 논의와 연, , ,

결되어야 한다.

둘째 바람직한 공직자는 몇 가지 자질들을 갖추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자, .

질은 공무원의 지위와 정부의 역할을 자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가치관 구체적,

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 자주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적극,

적 능력 등이다 이러한 자질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여야 하며 이를 통.

하여 정부조직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만족도이다 즉 새로. ,

운 환경 하에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역량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인재상2)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전문지식과 기본 덕목

외에 추가적으로 갖추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필요한 자질은 창의성이다 이미 정해진 법률과 규칙에 따라 공직의.

권한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의 의미를 포착하고 그것에 대한 새,

로운 해법을 탐구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은 전통적 행정에서 강조.

하는 지시와 통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 하나의 여건으로 인식하고,

한정된 범위에서라도 새로운 실험과 학습을 강조하는 관리철학을 터득하는 것이

다 창의성은 자신의 권한과 권력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두뇌를 활용.

하기 위한 권한의 분산과 다양한 시각을 준거하기 위한 권력의 다원화가 필요하

다 신축성과 지속적 개혁의 가능성이 창의적 행정관리의 덕목이다. .

둘째로 필요한 자질은 미래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이에 자주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다 특히 지방화라는 행정환경의 변화 하에서.

는 더 이상 중앙정부의 통제와 지원 하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지역주민의 요구



를 파악하여 스스로 이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자주적 능력이 요구된다.

셋째는 글로벌 마인드이다 행정환경은 국내 환경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국제사회의 변화추세를 잘 포착하여 이를 서울시의 행정.

에 적절하게 응용할 수 있는 글로벌 마인드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글.

로벌 마인드는 단순한 외국어 능력의 수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문화를 이해

하고 외국의 선진사례를 거리낌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통찰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서울시의 바람직한 인재상은 다음과 그림과 같은 방향으.

로 정립될 수 있다.

행정환경의 변화

지방화

정보화

세계화

창조화

서울시의 인재상

창의적 문제해결자

자주적 실천인

글로벌 전문인
공직자로서의 조건

공무원으로서 기본가치관

전문적 능력

자주적능동적 태도․

그림 서울시의 바람직한 인재상의 도출< 5-4>



제 절 교육훈련개선을 위한 기본방향2

성과중심의 교육1.

성과중심의 교육이라 함은 주제중심의 학습 이(Subject-Based Learning)

아니라 문제중심의 학습 을 의미한다 즉 교육훈련, (Problem-Based Learning) . ,

에 있어서 문제해결형 실천학습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성과를(action learning)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실천학습이란 소규모로 구성된 한 집단이 조직이 직.

면하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며 그 학습을,

통해 각 그룹 구성원은 물론 조직 전체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

이자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다.

핵심리더양성교육2.

핵심인력은 대체 가능성이 낮고 주이진 업무만을 수행하는 인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틀 자체를 설계할 수 있는 전략적 역량을 보유하는 성장가,

능성이 높은 인력을 지칭한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주변 인력과의 융화를 통.

해 응집력을 창출할 수 있는 조직친화력 윤리의식과 조직에 대한 로열티가 강,

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기업에서 핵심인력은 기업의 전문경영인. CEO, ,

차세대리더 과학기술인재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기업의 가 될만한 인, . , CEO

물 전문 경영인 같은 전문성을 갖춘 인력 기업의 차세대를 책임 질 리더급 인, ,

력 기업의 차세대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과학기술인력을 핵심인력으로 간주, R&D

한다.

따라서 핵심인력은 외부의 노동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역량 및 관리역량과 조직 내부에서 높은 로열티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조직

을 지휘하며 응집력을 발휘하는 조직 지향적 역량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 한다.

특히 조직지향적 역량과 관련하여 핵심인력은 회사의 전략적 중요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각 조직은 자신의 전략 문화 특성에 맞게 인재를 평가할, ,

필요가 있다 단순히 외부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고 해서 핵심인력으로 수.

용하는 것은 비전략적이며 단순히 교육기관에서 만들어진다기보다는 조직 내에

서 형성되는 측면이 더 많다 때문에 핵심인력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자체의 인력관리 및 양성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인재를 개발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핵심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핵심인재양성교육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다.

첫째 핵심인재는 주로 관리직 공무원 교육훈련체제 혁신으로 연결되는데 특,

히 급 팀장급 이상 공무원은 정책결정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공무5

원으로서 핵심인재의 체계적인 육성프로그램으로 특별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계층이다 그런데 조직의 핵심역할자임에도 오히려 업무수행의 차질문제로 인해.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처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관리직.

공무원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을 개발하여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

향으로 교육훈련체제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내부적으로 핵심인재 육성의 필요성이다 물론 외부인재 영입방식도, .

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를 쇄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실제로 년 경제위기 이후 상당수의 국내 기업들이 이전의 일본식 폐쇄적1998

채용제도를 버리고 영미식의 인재 상시채용 방식을 도입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외부인재 영입방식은 자칫 직원들의 기업에 대한 헌신과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

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다수의 기업들은 기존의 신입사원 채용제도 및 교육훈.

련에 의한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내부인재와 외부영입인재간의 경쟁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개방형 임용제 등을.

사용하여 우수 인재 유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는데 이처럼 외부로부

터의 인재유치노력은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내부적으로 교,

육훈련을 통해 핵심인재를 육성하는 체계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므로 개선

이 필요하다.



역량기반교육3. (Competency-Based Learning; Competency-Based

의 활용Curriculum)

의 의의1) CBC(Competency-Based Curriculum)

는 년대 초 사회심리학자인 에 의해 처Competency 1970 David McClelland

음 소개되었으며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었으나 일반적으로 조직

환경 속에서 탁월하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해낼 수 있는 조직원의 행동 특성

으로 정의되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Boytzis, 1982; Dubois,1993; Jacobs

는 대학에서는 역량1989). CBC(Competency Based Curriculum) Motorola

중심의 수행 체제 속에 모델을 접목시킨 것이다 윤여순IDS ( , 1998).

서울시와 같은 행정조직에는 이러한 의 도입이 늦어지고 있지만 기업조CBC

직들은 극심한 경쟁 속에 차별적 경쟁 우위를 선취하기 위해 단편적인 돌파구를

찾는 대신 조직구조 업무 프로세스 경영기법 생산방식 마케팅 전략 등이 총, , , ,

체적으로 연계된 조직의 핵심역량을 갖추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업의.

체제적 접근은 개인 및 조직의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조직의 전략적 목표를 달

성한다는 측면에서 역량 중심의 인재 육성이나 인력 관리에 그 어느 때보다도

힘을 기울이게 만들고 있다 경영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모색.

으로서 비용절감 서비스 개선 신기술 확보 신제품 출시 등에 주력하였지만 정, , ,

보화 시대의 발달로 정보나 아이디어의 공유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신기술 확보

에도 한계가 있게 되어 점차 인적자원의 활용으로 관심을 바꾸게 된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공무원들이 최고의 핵심 역량(individual core

을 갖출 때 개개인의 핵심 역량이 축적되어 조직의competency) (embedded)

핵심역량 이 확보될 수 있다 현재의 교육체(organizational core competency) .

계는 특정 교육내용이 과연 어떤 역량을 개발시키고자 하는지 체계적으로 연결

되어 있지 않다.



의 체계2) CBC

는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개발하여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의 효과CBC

를 측정하는 수업체제설계 식 접근방법이(ISD: Instructional System Design)

나 수행공학 적 관점과는 다소 다르(HPT; Human Performance Technology)

다 모델이 대부분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에 의해 활용되어 현업과 괴. IDS

리되는 단점이 있으며 는 직무분석을 통해 개별적 직무별로 기술이나 지식HPT

을 개발하여 충실하게 직무수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는 특정CBC

업무를 수행할 때 그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달성해야 되는 성과나 산출물 혹은

그 기대되는 비즈니스 결과로부터 시작된다 기대되는 결과가 확인되면 그 결과. ,

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이 추출되며 그 필요 역량을 구성하는 지식 스킬/ /

가치 등을 규명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요구되는 지식 스킬 가치 등을 교육시키고. / /

지원해 줄 다양한 형태의 학습 지원책으로 구성되는 역량 중심의 커리큘럼을 개

발하게 된다.

기대되는
결과

⇨
기대되는
결과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

⇨
필요역량을
구성하는
지식 기술, ,

가치

⇨
역량위주의
교육체계
다양한(

학습지원)

그림 의 체계< 5-5> CBC

의 효과3) CBC

는 인재육성뿐 아니라 인력활용보상과 같은 인력관리에도 유용한 기법CBC ․
이다.

첫째 인력개발분야 에서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그 수준을 제시(HRD)

해주므로 교육 과정이나 교육 체계 개발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때로는 자기평.

가 를 통한 개인의 경력개발 계획을(self-assesment) (career development)



세우고 실행함으로써 자율학습 을 시도해볼 수도 있다(self-directed learning) .

동료나 상사간의 좀 더 체계화된 를 실시하는데 지표가 될 수도 있어OJT

에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업무 수행 목표가 명확하게 표시mentoring system .

되므로 타 직종과의 비교를 용이하고 근거 있게 활용할 수 있어 두 종류의 직무

를 수행해 두 분야에 경력을 쌓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인력관리분야 에서는 업무 수행의 목적이나 수준의 지표를 제공(HRM)

해 주므로 새로운 인력의 채용이나 알맞은 보상제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조.

직에서 여러 형태의 팀을 구성하고자 할 때 각 팀이 갖는 특성과 추구하는 결과

에 따라 필요 역량이 구별되며 그 필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구성원이 쉽게 식

별되므로 알맞은 인력 배치를 할 수 있다 조직 차원의 후계자 개발. (succession

의 지표로 활용될 수도 있다 다양한 직종 직책의 업무 수행에 필요planning) . ,

한 핵심 역량이 추출되므로 신상품 개발이나 조직의 새로운 를 갖고자incentive

할 때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인력을 배치하고 투자할지의 의사 결정을 효율적으

로 할 수 있다 또한 핵심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조직 차원에서 새로운 작업 환.

경을 설계하거나 좀 더 나은 작업 환경으로 개선하고자 할 때의 지표로 삼을 수

도 있다.

전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시가 요구하는 가치 있는 결과나 경영 성과에 근거를 둠으로써 각각의*

업무나 분리된 기능을 위한 체제적 접근을 한다.

의미 있는 결과 추구에 직결되는 명확한 기대성과 및 요구되는 필요*

역량을 도출할 수 있다.

교육훈련 요구의 명화고하와 알맞은 방법의 다양한 학습 지원책을 선*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개인 및 조직 차원의 경력 개발이나 보상 등 조직 내에서 인재 육성이*

나 인력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공통적 자료를

제공해준다.



유사한 업무 분야에 를 확보함으로써 프로그램 개발에 드는 시간* CBC ,

인적 재정적 자원을 국경을 초월하여 절감할 수 있었으며 업무 수행에,

가치 있는 업적을 낼 수 있는 유능한 인력 배출에 기여할 수 있다.

자기주도적 학습4.

자기주도학습의 의의1)

자기주도학습이란 지식과 정보가 빠른 속도로 증가 지식의 의 축, life cycle

소되어가는 환경의 급변기에서 점차 상시학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형화되어 있는 기존의 교육훈련에서 탈피하여 능동성 자발성 지속성을 가지, ,

는 학습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교육의 패러다임이 가르치고 배우.

는 수동적인 훈련에서 스스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해 문제를 해결하는 자

기주도형 학습 으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이처럼 서울시(self directed learning) .

의 교육훈련제도가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에서 이다.

첫째 우선 시스템을 통해 전통적인 교실 수업에서 벗어나 열린e-learning

교육이 가능한 여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중에서도 기반으. e-Learning web

로 한 사이버 교육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어

또한 평생학습을 지향하는 현대의 사회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은 사회적 참

여와 인정 자기 정체성 자신감을 가져오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년, , . 1960

대 이후 미국 등에서 발달된 자기주도적 학습은 평생 학습을 위한 중심 개념으

로 자리잡아 왔는데 차갑부 이런 평생 학습 사회에서 개인의 자( , 1993; p.135)

기주도적 학습에 대한 투자를 살펴보면 성인들은 연간 약 시간 이상을 학, 500

습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중 약 는 학습자 자신이 계획한 학습에 참여하며, 73% ,

약 는 다른 비전문가에 의해 계획된 프로그램에 그리고 약 정도는 전7% , 20%

문가에 의해 계획된 학습에 참여한다는 연구가 있을 정도이다(Husen, 1985)



이처럼 성인들의 주된 학습방법으로서 자기주도적 학습이 평생학습의 핵심 개념

으로 인식되면서 주요한 사회적 관심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평생 학습을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은 개인적 차원을 벗어나 기업과 국가가 책무성을 갖고 함께 수

행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자원으로 인식된다 김미숙( , 2005).

자기주도학습의 방향2)

평생학습사회에서는 개인의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법을 모색

해 왔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방법은 가지로 구분된다. 3 .

첫째 경제적 지원으로 강화의 수업료 일부 부담 통신교육의 수업료의 전부 또, ,

는 일부부담 자격시험의 수험료와 수험을 위한 여비부담 유학비용의 부담 등이, ,

다 둘째 시간적 지원으로서 근로자에게 업무 시간 내의 자기주도적 능력개발. ,

활동을 허용하고 자기주도적 능력개발 활동을 위한 잔업면제 유급교육훈련휴가, ,

를 부여하는 것이다 셋째 정보 지원으로서 교육훈련 강좌에 대한 정보 제공과. , ,

자격 정보 참고도서의 소개 등이 있다, (P. Decker, 2004).

5. Blended Learning

의 의의1) Blended Learning

이란 온오프라인 통합학습으로서 전자교육 과Blended Learning (e-learning)

오프라인 교육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교육으로서 일반적으로 면대면 교실수업과

웹을 활용하는 등의 전자교육 을 혼합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지칭한(e-learning)

다 김도현 홍경신 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 2003; , 2004). BL .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원격 교육 전통적 교육 또는 훈련방+

식의 조합



조직차원의 문제해결을 위한 학습 솔루션 실시간 및 자기주+

도적 온라인 학습의 조합

집합형태의 교실수업 형태의 학습활동 조합+ e-learning

의 효과2) Blended Learning

기법이 등장하게 된 것은 전통적 교육 방법인 집합교육의 문제점을 인식BL

하고 교육방안으로서 이른바 전자교육 을 수용하면서 부터이다 전(e-Learning) .

자교육은 그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반면 학습자들의 자기주도성만을 강조하는

가운데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 학습자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면대면 수업처럼 인격적인 측면을 전달하기 어려우며 초기 투, ,

자비용이 많이 들고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단,

점이 있었다 그래서 집합교육과 전자교육을 통합한 이른바 통합학습이 강조된.

것이다(Bersin & Associates, 2003).

온오프라인 통합학습은 기본적으로 학습이 일회성 학습 경험이 아니라 지속

적인 과정이라는 전제 하에서 시작된다 온오프라인 통(Singh & Reed, 2001).

합학습은 학습자의 요구에 맞는 학습기제의 제공을 통한 학습 효과성의 제고,

전달기제의 효율적 취사선택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 비용과 시간의 절감 시공간,

적 제약으로부터 탈피한 학습의 일상성 강화 경영성과와 연계된 학습 전략의,

실현 지식경영시스템과 연계된 학습 전략의 실현 등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

다 강동식 김연주(Manryla, 2001; Bichawski & Metcalf, 2003; , 2003; ,

김홍섭 이성 이현리2003; , 2003; , 2003; , 2003).



제 절 중점 개선방안3

의 도입1. Action Learning

액션러닝의 의의1)

액션 러닝이란 교육 참가자들이 소집단을 구성하여 각자 또는 전체가 팀웍

을 바탕으로 실패의 위험을 갖는 실제문제 를 정(real problem with real risk)

해진 시점까지 해결하는 동시에 문제해결과정에 대한 성찰 을 통해, (reflection)

학습하도록 지원하는 교육 방식을 말한다 봉현철 실천학습( , 2000). (Action

은 일련의 과정이자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소규모로 구성된 한 집Learning)

단이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

지며 그 학습을 통해 각 그룹 구성원은 물론 조직 전체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

는 것이다 실천학습의 특성들을 종합하면 크게 세 가(Marquardt, 1999, p.27).

지 측면으로 요약된다.

첫째 임파워먼트적이다 파워를 공유하여 권위가 동등하게 위임된 민주적인, .

기반과 존경 및 신뢰를 중시하는 실천학습의 임파워먼트적 특성은 구성원들의

허심탄회하고도 통찰력 있는 질문을 촉진시켜주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요

소이다 이 특성을 통해 구성원들은 개개인의 잠재력을 더욱 발휘할 수 있게 된.

다.

둘째 지식의 기술적 포장 보다 실천을 창출한다 실천학습은 형식적이고 개, .

념적인 지식의 기술적 포장을 중시하는 테크노폴리 적인 사고방식(technopoly)

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특성을 지닌다 즉 명시적 기술적 지식을 실천학습의 실. ,

천적 특성으로 보완할 수 있다.

셋째 실천학습은 고정관념의 틀을 깨는 개인과 조직의 변형,

적 특성을 가진다 실천학습은 맥락이 다양한 참여자들이 통찰(transformation) .

력 있는 질문을 하는 가운데 자신의 관념의 한계를 직시하게 되어 참여자들의



근본적인 가치도 변화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액션러닝은 기.

존의 주제 중심학습에 비해 문제중심으로 학습한다는 특징이 있다.

주제중심학습

(Subject Based 
Learning)

문제중심학습

(Problem Based 
Learning)

알아야 할 것에
대해 듣는다

학습한다

적용 설명을 위
한 문제를 받는

다

문제가 제시된
다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스스
로 찾아낸다

학습한다

적용한다

그림 문제중심학습의 특징< 5-6>

자료 : Problem-Based Learning: How to Gain the Most from PBL., Woods, D. R. (1994).
정복례 외 역Hamilton (Ontario ; Canada). (2003)

실천학습의 구조와 체계2)

실천학습의 일반적 구성요소는 문제 그룹 질의 및 성찰 실행의지 학습의, , , ,

지 촉진자로 이루어져 있다, (Marquardt, 1999).

첫째는 문제로서 실천학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매우 다양하다, .

조직의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문제 전문가들의 대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문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인, ,

특성과 관련된 문제 등이 있을 수 있다.

실천 학습에 적합한 문제인가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서 가상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이익과 직결되는 실제 문제여야 하며 프로젝트

는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그룹의 능력으로 문제의 이해와 해결책 제.

시가 가능한 문제여야 하며 그룹의 책임 소재 하에 있는 문제여야 한다 마지막, .

으로 조직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문제여야 한다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제안이 실.

제로 적용될 것인가에 대해 확신이 없으면 충분히 학습이 일어날 수 없다.



문제는 환경과 문제의 특징에 따라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즉 익숙한4 .

환경에 익숙한 문제로서 자주 반복하게 되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문제 익숙,

한 환경이지만 낯선 문제는 조직 내에 새롭게 생긴 과업으로 인한 문제 낯선,

환경에서의 익숙한 문제 낯선 환경과 낯선 문제 유형이다, .

둘째 요소는 그룹으로서 실천학습의 주체로 문제에 대해 진정한 관심이 있,

는 사람 문제에 대해 지식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룹의 결정 사항을 실행할 권, ,

한이 있는 사람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반드시 다양성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

조직의 난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는 구태의연한 시각과 방법이다.

때문에 필요할 때면 편안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능력은 비슷하고 다양하

게 구성되어야 한다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경우 구성원들이 의존하려는 경향을. ,

유의해야 한다.

셋째 요소는 질의 및 성찰과정으로서 실천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실천학습은 적절한 답변보다는 적절한 질문에 더 큰 비중을 두어.

기존의 프로그램화된 지식에 의존하는 대신 질문을 통해 새로운 지식이 필요한,

분야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며 지식을 재조직할 수 있는 계기(Dillworth, 1998),

도 얻게 된다 질문은 답을 듣기위해서 만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탐험해 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성찰과정으로서 참가자들은 행동 실험 경험에 대한 성찰을. , ,

통해 경험의 결과나 파급효과에 대한 고찰을 할 때 새로운 방법들을 적극 숙고,

하게 되며 다른 상황에서 얻은 지식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넷째 요소는 실행의지로서 단지 아이디어만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실

행하는 그룹이여야 진정한 실천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Revans, 1998).

다섯째 요소는 학습의지로서 실천학습은 문제해결을 통해 즉각적이고 단기,

적인 이익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학습한 내용을 전 조직과 개인의 삶에,

적용 할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참가자들에게 프로젝트의 처리가 시급한 것이.

아니라 과제의 원인을 찾는 것이 우선임을 알려서 개인 팀 조직의 지식과 역량, ,

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 요소는 촉진자로서 실천학습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

황과 문제해결 방법에 대해 성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담당한다 촉진자는.

상호작용이나 다양한 행동을 성찰하도록 요청 할 수 있으며 문제해결과정에 개,

입하기도 하고 구성원들이 학습한 것을 성찰하도록 시간을 조정하기도 한다촉, .

진자는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자신감을 기르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

전시킬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림 액션러닝의 구조< 5-7>

자료 김영원봉현철 재인용: (2002) .․

액션러닝의 사이클3)

Plan

Reflection
on plan

Reflection
on action

Action

• 새로운 문제를 다루
기 위한 Knowledge,
Skill  및 Resource
획득

• 다양한 관점 종합

으로 문제 재구성

• Action을 개선키

위한 Feedback

획득

• 학습한 교훈정리

및 공유

Real work place

그림 액션러닝 사이클< 5-8>

자료 : Victoria J. Marsick, Sculpting The Learning Organization, Karen E. Watkins(1993,
p29)



은 문제에 대한 팀원들의 경험과 관점을 공유하고 새로운Action Learning

증거를 통하여 재해석하며 개발된 을 현업에 적용하고 이를 다시, Solution

하는 일련의 을 갖는다Monitor Cycle .

실천학습의 유형 선택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른 유형4) :

실천학습은 단일 프로젝트 프로그램과 오픈 그룹 프로그램의 두 가지 유형

으로 나눌 수 있다 두 유형을(Maquardt, 1999; Dillworth & Willis, 2003).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단일 프로젝트 프로그램 유형 오픈 그룹 프로그램 유형

장점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한 도전

생소한 질문 선정 가능

높은 참여 경향

강한 팀의식 반영

친숙하지 못한 문제를 다룰 때 창

의성 증진 가능

학습자들이 문제를 결정하기 때문에 교

육담당자는 비교적 편함

학습자의 특정 관심에 따른 의사결정 허

용

다양한 이슈를 다룰 수 있음

문제간의 유사성 발견 가능

단점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것이 더 어

려울 수 있음 프로젝트 협상 및(

클라이언트와의 조율 등)

개인에 따라 관심이 부족한 프로젝

트를 할 수도 있음

프로젝트의 난이도 수준이 다양

모두가 집중할 수 있는 도전적인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작은 문제를 다루게 됨

에너지가 흩어지는 경향( )

타인의 관점을 채택하는 것에 관심을 보

이지 않는 경향

팀 구성원 사이의 유대 관계 부족

도전의

정도
높음 경우에 따라 다름

복잡성의

정도
동일 경우에 따라 다름

표 실천학습 유형의 비교< 5-2>

자료 : Dilworth & Willis(2003, p.81)



단일 프로젝트 프로그램(1)

단일 프로젝트 실천 학습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은 회사가 제시한 동일 문제

나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한다 기업은 한 가지 문제 또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실천 학습 그룹을 결성할 수 있다 구성원은.

프로젝트의 성질이 전사적인 것이면 여러 부서에서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하며,

특화된 문제라면 관심 부분과 업무 지식을 토대로 선정될 수 있다 실천학습 프.

로그램의 중요성과 성격을 이해하고 있어서 그룹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

록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스폰서이다 스폰서는 자신이 클라이언트가 되거.

나 다른 사람을 클라이언트로 임명하기도 한다 단일 프로젝트 프로그램의 일반.

적 과정은 다음과 같다.

도입단계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어떠한 장애가 있는지 어떻게 극복할 것: , ,

인지 등의 질문을 검토

진단단계 지식 관심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검토: , ,

협의단계 외부에서 확보 할 수 있는 자원 인력을 조사하고 인터뷰: ,

실행단계 행동계획을 세워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실행에 옮기는 단계:

검토단계 학습한 내용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기업의 다른 부분에도 체제적:

으로 적용하는 단계 실행에 따른 성찰의 단계로서 실천 사항에.

따른 계획을 수정하고 지속적인 실행의 반복을 통해 학습 내용이

팀 내에 공유되고 개인의 학습 역량 변화가 구성원들 사이로 전,

이되어 팀의 역량 변화로 조직의 역량 변화로 연결되는 단계,

오픈 그룹 프로그램 유형(2)

각 구성원이 안고 있는 프로젝트 과제 문제 등이 해결 과제가 되는 액션러, ,



닝유형이다 즉 개인이 다른 구성원의 클라이언트가 되어 일정기간 서로 협력하. ,

고 도와주게 된다 이 방법의 특징은 특정 사안이나 문제를 다른 조직이 어떤.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으며 기업에 따라 직원들의 관점 가치, ,

관 및 해석방법도 차이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발표를 듣는 것만으.

로도 도움이 되는데 이를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형화된 사고의 틀에 의문

을 제기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오히려 낯선 사람들의 경우에 보다.

솔직해 지고 보다 평등한 관계가 유지되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을 때 동료들,

과 더 많은 것을 나누게 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

그룹의 구성 한 조직 내의 다른 부서에서 모인 사람들로 구성될 수도 있:

다 대체로 다른 조직에서 모인 사람들로 그룹이 구성된다. . 4

명에서 명 정도로 구성된다8 .

학습과정 : 구성원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자원이 되며 각자 주어진 문제를 해,

결하고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고 도움을 주게 된다.

발표과정 발표 시간을 안배하여 각자 자신이 직면한 사안이나 문제를 설명:

을 통해 구성원이 완전히 이해하도록 해야 하며 발표자가 발표,

하는 동안 다른 구성원들은 질문자 컨설턴트 자문가, , (advisor)

가 된다 매 회의 때마다 지난 회의 이후의 진행상황을 보고하며. ,

결과가 어떠했는지 새로운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행동을 취하려, ,

하는지를 발표하게 된다.

검토과정 발표가 끝나면 구성원들은 어떤 질문이 가장 도움이 되었는지: ,

배운 것은 무엇인지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학습한 내용을 다른, ,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논의한다.



서울시의 안5) Action Learning

실천학습이 서울시의 교육훈련과정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실제 정책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문제해결 능력을 체득하는 방식으로 교육훈

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과제범위는 시의 비전과 부서별 목표에 따라 달라지지만.

구체적인 과제의 선택과 과제해결과정은 전적으로 서울시 공무원들의 자율적 팀

에 달려있다 구체적인 운영절차는 다음과 같다. .

팀 구성 및

실행과제 선정

현장방문 및

자료조사

대안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최종 결과발표

▶ 팀구성 직렬별 소속기관별 혼합 편성원칙: ,

▶ 과제선정 정책현안과제 갈등현안과제 현장 애로사항: / /

등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

시장단 시정목표달성과제 그룹제시 부서별 과제구체화( )→

▶ 직접 행정현장에서 이해관계자와 문제를 공유하고

실태에 대한 관련자료를 수집

▶ 팀원간 성찰미팅을 통해 시 전체적인 관점에서

해결방안 모색 해당 부서와 대안공유 및 협의( )

▶ 시 간부진 참여하는 가운데 팀별 결과를 보고하고

우수팀 시상 및 격렬 우수대안은 시정반영.

그림 서울시 액션러닝 도입안< 5-9>

차별화된 리더교육2.

핵심인력 관리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인재확보 유지관리 성과관리 육성- - -

관리의 단계로 나누어져 있다4 .



단계1
핵심인력
발굴 및
채용

인재확보( )

⇨
단계 조직2
적응 정착

관리
유지관리( )

⇨
단계3

활용 및
성과관리
성과관리( )

⇨
단계4

핵심인력
양성

육성관리( )

그림 인재인력 관리 프로세스< 5-10>

자료 기업의 핵심인력 개발과 관리 배성오: ( , 2006, p.24)

단계 인재확보1) 1

첫째 처음부터 최고 인재를 선발한다 과거의 핵심인력 채용 패턴은 무조건, .

확보가 중요하여 공석 채우기 형식을 다소 띠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의 채용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력강화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최고의 인재가 아니

면 채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다 즉 단순히 채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가 아. ,

니라 핵심인력의 역량 수준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최고의 인재만을 선발하는

것이다.

둘째 최고의 직장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인재를 유인한다 기업이, .

필요로 하는 핵심인재는 노동시장에서 상위층을 형성하며 이들은 회사를 선택,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기업들은 우수인재를 유인하기 위해 타기.

업과 다른 차별화된 직장 이미지를 홍보하여 좋은 이미지를 구축한다 이러한.

기업은 요즘 흔히 강조되고 있는 가족중심적 기업 전문가 기업 등의 브‘ ’, ‘

랜드를 통해 우수인력을 유치하고 있다.

셋재 조직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한다 과거 기업들은 채용기준으로, .

기술 전문성만을 중시했으나 현재에는 전문성은 기본을 갖추면서 회사의 문화,

나 가치에 맞는 인재를 선발한다 핵심인력 채용의 경우 경력직이 대부분이고.

고직 적응력에 문제가 있어 이직하는 사례가 빈번해 조직문화의 적합성을 검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넷째 글로벌 인재시장에 눈을 돌려 인재를 확보한다 과거에는 기업들이 국, .



내시장에서만 채용을 했으나 국내에 국한하여 확보하는 것에 한계를 경험했다.

그래서 글로벌 인재시장에 눈을 돌려 개발도상국인 중국 인도를 포함하여 전,

세계 국가에 인종 국적을 초월하여 채용한다, .

다섯째 핵심인력 확보를 위한 전담채용조직을 가동한다 선진기업들의 경우, .

핵심인력의 확보를 위한 전단조직을 구축하여 산업 내 최고 전문가를 발굴하고,

이들과의 네트워크를 지속하고 있다 국내기업의 경우도 이와 같이 채용 전문.

주재원 및 라는 조직을 두어 선진국의 핵심인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채IRO

용하고 있다.

여기서 핵심인력을 확보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

나는 외부채용을 통해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내부 육성을,

통해 확보하는 방법이다 현재는 두 방법 중 외부로부터 채용하는 기업이 다수.

를 차지하고 여기에 내부의 확보전략이 양성전략을 겸하여 활용되고 있다 외부.

로부터 수형하는 핵심인력의 경우 새로운 사고와 경험 최고의 전문성과 지시를, ,

신속히 확보할 수 있으며 치열한 내부 경쟁으로 인한 조직의 갈등을 사전에 방

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핵심인력을 외부에서 채용하는 기업은 대표적인.

기업인 등이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IT Microsoft, Intel, IBM, Oracle, Cisco .

했듯 많은 기업들이 핵심인력의 전문지식과 능력만을 검토하고 조직문화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아 핵심인력의 정착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내부에.

서 성장한 인력만으로는 급변하는 환경에 기업조직이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선행될 때 외부채용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

단계 유지관리2) 2

핵심인력이 회사를 떠나게 될 때 발생하는 손실은 비단 순간적인 기업의 전

략적 역량 결여에 그치지 않고 직원의 기여도에 따라 많게는 그 직원 연봉의,

수십배에 이를 수 있다 이런 핵심인력의 유출은 핵심인력의 생산성저하 사기. ,

저하 직무만족도 저하 등 부정적인 파급효과로 연결되며 또한 기업의 핵심역량, ,



을 저해하는 치명적 요소로 작용한다.

흔히 선진기업은 전략적인 유지관리 기법을 도입하여 활용하는데 최소한의,

비용으로 핵심인력의 유출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먼저 핵. ,

심인력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최고.

경영자에서 현장관리자에 이르기까지 핵심인력을 기업의 핵심자산으로 인식하고

인재유형에 따라 차별화하여 관리한다 핵심인력의 경우 차별화된 처우와 보상.

을 실시하여 성과와 능력에 따라 초고속 승진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보유한,

능력 및 시장가치에 따라 시가주의 연봉을 제공한다 특히 를 비롯한 최고. CEO

경영층의 관심과 참여 및 육성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보수는 인재확보를 위한 유인책이 되지만 핵심인력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특별인센티브 연봉인상 등 금전적 보상과 동시에. ,

핵심인력의 내재적 동기부여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핵심.

인력에 대한 동기부여는 직무 학습 관계 환경 문화 등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 , , ,

로 고려하여 실시하고 있다.

단계 성과관리3) 3

일단 핵심인력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적응이 이뤄지면 다음단계는 핵심인력의

성과기여도의 극대화이다 여기서는 평가보상에 이르는 체계적인 성과관리 프로.

세스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일반 인력과 별개로 핵심인력의 성과를.

관리하기 보다는 전체 성과관리시스템 내에서 핵심인력을 보다 전략적이고 집중

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특히 핵심인력이 실제로 수행하는 직무중심의 성과관리. ,

가 이뤄져야 한다.



역할부여

채용목적-

연계부여-

⇨
목표설정

상호협의-

관리-MBO

⇨
업무수행

역량발휘-

조직차원- \

⇨
성과관리

과정평가-

업적평가-

⇨
평가 보상/

검증과정-

보상차별-

그림 핵심인력의 성과관리 프로세스< 5-11>

자료 기업의 핵심인력 개발과 관리 배성오: ( , 2006, p.24)

단계 육성관리4) 4

성과관리를 통해 핵심인력에 대한 활용도를 극대화하면서 핵심인력이 차세

대리더로서 활약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는 리더십 교육을.

통해서 또는 지속적인 핵심인력 개인의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교육을 통해

서 이루어진다.

현재 대부분의 선진기업들은 내부에서 차세대 핵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프

로세스를 구축하고 있다 의 의 의. GE session-C, Motorola OMDR, PHILIPS

의 리더십개발 프로그램 의 의 등이MD, HP , 3M Succession Plan, UPS TLAs

핵심인력을 내부에서 육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이다 이러한 육성 프.

로그램들은 최고경영진의 관심 아래 활성화되고 있으며 기업의 미래가 이런 프,

로그램을 통해 핵심인력을 어떻게 양성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관리자들은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차세대 핵심인력의 육성임을

강조하고 경영자 중심의 핵심인력 양성을 적극 실천한다 선진기업의 공통점 중에, .

하나가 최고경영자들이 자신의 후계자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인데 미,

래 리더 육성의 실질적인 원동력은 현재의 경영자가 육성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의 회장이었던 잭 웰치의 경우에도 격주로 크. GE

로톤빌 소재 최고 경영자 훈련센터에서 직접 리더십 과정에 참여하여 연간 몇천명

의 핵심 인력들을 대상으로 직접 강의하는 등 핵심인력의 육성을 강조하였다.



또 하나의 공통적 특징으로는 잠재 역량을 갖춘 우수인력 후보군을 조기에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한다는 점이다 해외 우수기업들의 예를 들.

자면 의 잭 웰치 소니의 오가 노리오 회장 같은 유능한 경영자의 경우도 젊, GE ,

은 시기인 대에 후계자로 발굴되어 자신의 잠재 역량을 육성할 수 있는40 CEO

기회를 가졌다 이처럼 핵심인력의 양성은 조기에 선발되어 장기간의 후보준비.

기간을 거친 후 계획적인 실무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철저한 경영수업을 받도록

배려하는 점 등이 많은 해외기업들의 일관된 특징이다.

핵심인력 육성시 나타나는 세 번째 공통적인 특징은 육성 기회를 체계적으

로 설계하고 의도적이고 도전적인 직무를 부여하여 실질적인 역량의 육성이 이

루어지도록 한다는 점이다 특히 대다수의 기업들은 경영자 후보군 육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육성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첫째 나이와 경험에 관. ,

계없이 젊고 유능한 인재가 책임있는 자리에서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일을 통해 육성한다는 원칙 하에 우수한 인재일수록 신규사업이나 실적이,

부진한 핵심사업에 배치하는 등 어려운 임무를 부여한다 셋째 연수의 경우에도. ,

실제 업무 상황이나 경영 성과에 직결되는 핵심 이슈의 문제 해결 활동을 중심

으로 교육한다 넷째 부하직원을 리더 후보로 양성하는 사람을 높이 평가한다. , .

다섯째 어려운 임무에서 기대했던 성과 달성에 실패하더라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경영자 육성시 나타나는 네 번째 공통적인 특징은 여러 가지 경영환경을 고

려하여 다양한 특성을 보유한 인력들로 경영후계자 을 구성한다는 것이다pool .

이는 유능한 리더일 경우 어떠한 조직 사업 을 맡더라도 성공적으로 경영할 수, ( )

있다는 과거의 시각이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즉 개인별로 리더십 역량의 강약. , ․
점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직무 특성에 적합한 리더십 역량을 갖춘 리더를 선발․ ․
보임하는 것이 경영자의 직책 수행에 있어 성공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예컨대.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공격적인 시장 개척을 통한 시장 확보나 선점이 중요하

다 따라서 마이크로 소프트의 빌 게이츠 월 맡의 샘 월튼 사우스웨스트 항공. , ,

의 켈러 등과 같은 모험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위험 도전형 리더,



가 필요하다 반면 사업안정화 단계에서는 지속적 성장과 내실을(risk-taker) . ,

기할 수 있는 내부관리의 체계화가 사업 성공의 포인트이다 따라서 이런 기업에.

있어서는 의 존스 전 회장 웰치 이전 회장 과 같은 체계적이고 세심한 관리GE ( )

를 통해 원가 이익 등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관리형 리더, (care-taker)

가 필요하다 이처럼 기업이 처한 경영 환경이나 전략적 포인트에 따라 요구되는.

경영자상이 다르기 때문에 각 기업들은 다양한 필요에 따른 리더를 확보하기 위

해 자사가 지향하는 리더십 역량을 구체화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 경우 성공적인 리더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 자질 요건으로GE

라는 가지 요건을 설정하고 후보자들4E(Energy, Energize, Edge, Execute) 4 ,

의 리더십 역량을 도 평가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외에 의 경360 . Cisco

우 리더의 핵심요건으로서 대담하고 파격적인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으며 는, HP

경영의 스피드와 혁신으로 선도해 나가는 리더십 요건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기업에도 핵심인력 확보가 기업경영의 키워드로 떠오르.

고 있다 때문에 성공적인 핵심인력 관리를 위해서는 의 직접 지휘 아래 외. CEO

부영입 뿐만 아니라 기존 내부인력의 자체 육성에도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역량기반 교육훈련모델의 개발3.

역량기반모델의 선택1)

역량은 직종이나 직책 또는 비즈니스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어질 수

있으며 그 유형에 따라 Job Specific Competency Model, High Performer

등 다양한Model, Core Competency Model, Process Competency Model

을 개발할 수 있다Competency Model (Linkage, 1996).

은 특정한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 Job Specific Competency Model

기 위해 필요한 역량의 집합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고객 서비스 기사.

의 필요역량은 고객 교유 파악 능력 수리 검증 능력 부품 확보 능력, ,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은 탁월한 업무 수행자의 실제 직무 수행 시* High Performer Model

행동을 분석하여 추출해낸 역량들로 구성된다.

은 개인이나 팀의 지식 기술 내적 특성 등* Core Competency Model , ,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조직의 역량을 창조하는 기

초가 된다 또한 핵심 역량은 기업의 핵심 경쟁 능력이나 가치를 창출해.

내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공통적 역량요소로 그 조직의 경쟁 우위를

결정하기도 한다.

* 은 판매 고객 서비스 보수 유지 엔지니어링Process Competency Model , ,

등 특정한 비즈니스 업무 프로세스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들로 구성된다.

역량기반 교육훈련체계도출과정2)

조직이 추구하는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경영방침 및 사업

계획의 실현과 조직 및 구성원이 목적달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역량 개

발의 연계를 전략적 체제 모델로서 설명하는(Strategic Systems)

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도출과정을 거친다Dubois(1993) .

전 미 분 석

필 요 역 량
모 델 개 발

커 리 큘 럼
개 발

학 습 지 원 책
설 계 /개 발

평 가

사 업 계 획
전 략 적 목 표

조 직 환 경

외 부 환 경

그림 전략적 체제 모델< 5-12>

자료 : Dubois(1993, p.34)



분석①

전미분석 은 조직 환경이나 외부 환경을 고려한 사업(Front-End Analysis)

계획 및 전략적 목표를 분석하는 것으로서 현존하는 문제점 분석 뿐 아니라 조

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수행과 그 결과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Kaufman,

요구 분석이나 직무 분석은 문제점 분석과 해결의 관점을 직무 수행 그1993).

자체에 맞추고 있는 반면 전미분석은 문제점 분석과 해결의 관점을 조직의 요구,

및 외부적 환경 등의 근본적 요구에 체제적 접근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설계②

전미 문석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요수 지(

식 기술 내적 특성 속성 태도 가치 등 를 탁월한 업무수행자, , , , , ) (expert/master

들로부터 추출해 내고 그 업무 관련 이해당사자나 고객 관리자performer) , , ,

들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검증작업을 거침으로SME(subject-master expert)

써 필요 역량 모델을 개발한다 이 과정을 거쳐 개발된 필요 역량 모델은 조직.

내부나 외부의 환경적 상황적 맥락 미래적 영향 업무의 역햘 업무 수행의 목, , , ,

표나 수준 업무 수행의 행동 지침 등이 포괄적으로 고려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개발③

필요역량 모델을 통해 추출된 자료를 기초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 방법

으로 조직 구성원이 필요 역량을 개발하는데 요구되는 교육과정 세미나, ,

시뮬레이션 학습Workshop, OJT, , Computer-Based Program, Networking

등 다양한 형태의 학습 지원책이 총망라된 교육 체계를 개발한다.

실행④

위에서 확인된 다양한 형태의 학습 지원책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개발한다.

평가⑤

조직 구성원의 업무 수행의 지속적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조직이 추구하고

자 했던 시장 점유율 증대 생산비용 절감 이윤증대 고객 서비스 개선 등과 같, , ,



은 비즈니스 결과를 충실히 수행하고 변화를 가져왔는지 평가해 본다.

구체적인 기법의 개발 과정3) CBC

사전자료조사

가능한가

관리자 인터뷰

기타자료연구

우수업무수행자선정

회의소집

유관관계도표작성

종래사건인터뷰

용어수정

관리자 검증

담당자 검증

관리자인터뷰결과와비교

기존직무와 비교

핵심역량

학술지원책결정

전문가
활용가능

모든 정보

관리자와
담당자가

동의?

업무수행요구추가

Focus Group소집

정보수집

정보분석

CBC의 검증

완성

업무수행평가지표

예

예

예

예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개발과정 내용

그림 기법의 개발과정< 5-13> CBC

자료 기업교육에서의 의 활용과 그 의의 윤여순: CBC ( , 2003, p.115)

첫째 개발자 그룹을 구성하고 사전 자료 조사 과정을 실시한다 이 단, CBC .

계에서는 해당 업무의 관리자와 인터뷰를 하거나 기타 관련 자료들을 조사 연구

한다.



둘째 해당 업무를 가장 탁월하게 수행하는 사원을 명 선정하여, 2 3 Focus～

을 구성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정보 수집을 한다Group .

셋째 정보수집 단계에서는 유관관계 도표 작성법 을, (Affinity Diagraming)

사용하여 원하는 업무 성과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역량을 파악한 후 각

필요 역량을 갖추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가치를 도출한다 우선 선정된 우수 업/ / .

무 수행자들을 대상으로 자유로이 브레인 스토밍하여 원하는 업무 성과를 도출

해내게 하고 도출된 업무 성과를 비슷한 종류끼리 유목화 한 후 중요(grouping)

도에 따라 개의 필요 역량을 선정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같은 방법으로5±2 .

선정된 각 필요 역량마다 요구되는 지식 기술 가치를 파악하고 유목화 하여 우/ /

선순위를 정한다 필요에 따라 소수의 업무 수행자와 중대사건 인터뷰. (Critical

를 실시하여 업무가 가장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을 때와 가장Incident Interview)

실패하였을 때의 이야기를 들어봄으로써 유관관계 도표 작성에서는 도출되지 않

는 업무 수행과 관련된 환경적이고 상황적인 맥락을 짚어 볼 수도 있다 단 진.

행에 대단히 시간 소모적이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한다.

넷째 위의 방법으로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이다 도출된 필요 역량을, .

기존의 업무와 비교해 보거나 용어를 수정하거나 관리자의 인터뷰 결과와 비교,

해 본다 때로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실무담당자는 정보. “

수집 능력 으로만 국한해 보는데 반대 관리자는 정보관리 능력 으로까지 볼” “ ”

수도 있다.

다섯째 위의 과정에서 도출된 성과 역량 지식 기술 가치를 현업의 동료 수행, / / / /

자나 관리자에게 보내 개발자의 내용에 동의하는지 검증과정을 거친다CBC .

여섯째 동의된 필요 역량 프로파일에 새로이 발견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

구를 추가하여 알맞은 학습 지원책 업무 성과 지표나 핵심 역량 프로파일 등을, ,

도출해 낸다.



서울시의 시범적 역량분석4)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서울시 공무원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80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방법은 중앙인사위원회의 표준역량을 기반으로 하여.

직급별 필요 역량값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년 월 일부터 일. 2006 11 10 6

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직급별 역량은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체계적인 역량분석은 단기간 단순한 설문조사로서는 안 되며 수개월에 걸쳐

설문조사뿐 아니라 심층면접 직무조사 등이 병행되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위와, .

같은 시범적 분석을 통해 서울시 직급별 리더역량값을 도출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자기개발계획수립 및 교육선택권의 보장4.

직급별 교육시간 의무이수제 도입1)

직무와 학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시적 학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직급별 연간 의무이수시간 총량기준을 정하고 당해 직급에서 연평균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만 승진기회 부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급이상3 급4 급5 급6

목표 방향제시/ 목표 방향제시/ 전문가의식 전문가 의식

정치적 고려능력 부하직원 지도 육성/ 의사소통 타 공무원과의 협조성

경영마인드 인적물적자원관리․ 문제인식 이해/ 정보수집 관리/

전략적 사고 전략적 사고 정책집행능력 변화적응력

갈등조정 육성/ 갈등조정 통합력/ 정보수집 관리/ 정책집행능력

부하직원지도 육성/ 협상력 협상력 고객지향성

협상력 의사소통 인적물적 자원관리․ 의사소통

표 서울시 직급별 리더역량 조사결과< 5-3>



다양한 개인의 능력개발활동을 교육훈련으로 인정하여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하

는 한편 자율학습기관 선택에 따른 일정 교육비지원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개인별 자기능력개발계획 수립 및 상사의 부하육성 성과책임제도2)

각 개인들은 연초에 부서장과 협의하여 자신의 직무관련 교육학습계획을 수․
립하고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교육이수 또는 자발적 학습

을 할 수 있도록 지도책임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또한 부서별 직원교육훈련실적.

을 공개하여 부서장의 교육책임을 담보하고 장기적으로 부서장의 부하직원 교육

훈련시간을 성과지표에 반영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자율적 연구모임 활성화3)

자기주도학습을 강화하기 위해 구축을 통한 연구활동On-line Community

을 활성화하고 연구모임 활동성과 발표대회를 갖고 우수모임에 대해서 시상하거

나 연구성과를 인트라넷과 연결시켜 공동활용하는 것이다 자율적 연구모임 활.

성화는 활동성과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으며 활동성과를 교육,

원교육이나 해외교육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멘토링4)

업무능률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의 방법으로 자주 사용되는 멘토링

제는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위한 전제로서 활용할만하(mentoring)

다 멘토링이란 해당 업무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직속 상관이라는.

기본적인 전제 하에 해당 상관이 시간을 내어 신입직원의 멘토 역할을(mentor)

하는 것을 의미한다 멘토링이 선배직원들의 경험과 지식 등을 후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행동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멘토와 멘티가 함께 성장하는 장기간에 걸친 상호 학습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인 멘토링 도입과정은 다음과 같다. .

그림 멘토링 도입과정< 5-14>

자료 중앙인사위원회: (2005)

코칭제도5)

코칭제도란 전담코치를 배정하여 역량을 진단하고 맞춤식 발전계획을 수립

하도록 일종의 서비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시범적으로는 고위관리직을 대상으로.

일대일로 배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안정화가 되면 점차 중간관리자를 그룹으

로 묶어 그룹코치를 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코칭제도의 도입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도입할 수 있다.

코칭주제 및 목표
확인

대상자 진단 전담코치배정

코칭성과점검 중간진단 코칭진행

그림 코칭제도의 도입과정< 5-15>



코칭제도는 성격상 모든 직위를 대상으로 확대실시하기는 곤란하며 우선적

으로 급 이상 관리자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하고 확대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4

것이다.

교육의 연계5. on-off

유형의 선택1) BL

먼저 어떤 유형으로 통합할 것인지를 선택하여야 한다 의 유형은 주로. BL

도 수업 운용에 웹을 활용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Harasim et

는 온라인형 혼합형 보조형al(1995) (on-line mode), (mixed mode), (adjunct

으로 나누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웹 의존 수업 웹 병행 수업 웹 보조 수mode) . , ,

업의 유형이 있다 홍경선( , 2004).

웹 의존수업(inline mode)①

웹을 통해 수업의 저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거의 모든 상호작용이 웹

상에서 이루어진다 가상대학과 같이 출석 수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컴퓨터.

네트워크 내에 일정한 수업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LMS)

을 갖추고 이를 통해 전적으로 수업을 운영하는 방법이다.

웹 병행 수업(mixed mode)②

기존의 교실 면대면 수업과 함께 웹을 병행하여 활용하는 형태이다 교실 면.

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일부시간을 전적으로 웹을 통해 재택수업으로 진행하기

도 한다 웹을 통해 수업내용을 제공하여 학습하게 한거나 주요 교육자료를 제.

시하기도 하고 주된 학습 활동을 수행하기도 한다 원격지의 전문가와 토론 수, .

업을 하거나 문제를 제시하고 동료학습자들과 협동 학습을 통해 문제해결안을

제시하는 등의 활동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예로 제시될 수 있다 최근에는 이러.

한 교육형태를 이라고 한다 이인숙b-learning ( , 2002).



웹 보조수업(Adjunct mode)③

수업 운영 중 웹 의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써 웹을 통해 보충자료를 제시

하거나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로서 활용하는 형태이다 집합 형태의 수업이 정규.

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자메일 관련사이트 지원 등 보충 심화학습을 제공, ,

하는 유형이다 초중고 또는 대학생들과 같이 자료 수집과 동료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 그리고 공지사항 전달 등으로 웹을 활용함으로써 직접적인 순업운영,

보다는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방법이다.

통합모형의 선택2)

선형 모형①

선형모형 은 몇몇 미디어를 연대순 프로그램 또는 개(program flow mode)

요로 통합시키는 단계별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이다 프로그램은 엄격한 개요.

를 가지고 학습자들이 일련의 방식으로 단계를 밟아나가는 것을 요구(outline)

한다 마지막 단계는 전체 학습을 측정하기 위한 연습 는 평가를 포함한다. EH .

구체적 모형은 다음과 같다.

자료 기업교육방안으로서의 온오프라인 통합학습에 대한 효과성 분석 이명근이현경: ( , 2005, p.57)․ ․

킥오프
활동

선행
학습
활동

참가
활동

두 번째
학습
활동

참가
활동

최종
평가

피드백
및
결론

그림 선형 통합모형< 5-16>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방식의 통합모델이 가능하다.

사전학습 오프라인교육
360’

다면진단
현장적용

온라인
교육

360’
재진단

Start 리더십
기초이론 및

사례습득

-커뮤니티활동

-실천가이드북 및
정기레터발송

사후진단
(리더십 역량,
변화의 확인

Level3)

교실학습,
(진단 피드백 기반
리더십 역량강화 및

실천과제 도출)

E-learning 심화학습
(핵심개념 재숙지
및 심화사례습득)

사전진단
(자아 및 타인
진단을 통한

리더십 역량 확인)

‘갑’사 리더십 훈련 온,오프라인 통합학습 프로그램의 체제

그림 통합모델의 진행과정< 5-17>

자료 : 기업교육방안으로서의 온오프라인 통합학습에 대한 효과성 분석 이명근이현경( , 2005, p.57)․ ․

방사 모형②

방사모형 은 설계자가 기본적인 훈련 접근방법 전(core-and-spoke model) (

형적으로 강의장 교육 훈련 또는 웹 기반 코스웨어 을 개발한 후 첫 번째 접근)

방법을 둘러싸고 보충하는 선택적 또는 위임적 요소들인 부가요소들 로서 다‘ ’

른 재료들 상호작용 요소들 자원들 그리고 평가활동들을 전달하는 것이다, , .

웹기반
코스웨어

집합교육웹포탈사이트

현장학습 멘토제

<A사 반도체 제조과정 자격교육>

웹기반 및 CD-ROM
코스웨어

채팅룸,게시판웹포탈사이트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 객관적 평가

<B사 네트워크 엔지니어링 & 영업교육>

그림 방사 형 통합모형< 5-18> (Core and Spoke)

자료 : 기업교육방안으로서의 온오프라인 통합학습에 대한 효과성 분석이명근이현경( , 2005, p.57)․ ․



종합적 검토6.

위와 같은 중점개선방안을 현재의 교육훈련체계에 반영하면 다음과 같은

체계도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구분 핵심
역량

리 더 역 량 직무역량 글로벌
역 량

승진준비
과정

신임리더
과정 리더십심화과정 직무

기술
현장
교육

국외
훈련

어학
능력

글로벌
마인드

급3

이상

창의

교육

과정

신임실

무리더

과정 급실무리더7

과정

급실무6

리더과정

핵심리더

육성과정

승진자교육

주(12 )

행자부교육

주 주(4 /8 )

관리리더십

과 정

비전리더십
과 정

전략리더십

과 정

비전리더십

심화과정

전략리더십

심화과정

관리리더십

심화과정

코칭 태평포럼1:1 /

SEOUL 그룹 코칭

국

외

훈

련

⁀
장

기

/

단

기

︶

외

국

어

능

력

점

수

목

표

제

전

문

가

특

강

/

사

이

버

강

좌

/

집

합

교

육

급4

실

무

과

정

심

화

과

정

급5 이

국

어

학

습

의

무

이

수

제

급6
OJT

직장(

교육/

후견

인제)

급7

이하

학습지원체계

상시학습 기반 마련
▶ 교육시간 의무이수제 도입

▶ 개인별 연간 교육훈련자기능력 개발계획 수립․
교육훈련인프라 개선

▶ 교육훈련기관의 전문성 강화

▶ 학습관리시스템 구축(LMS)

그림 서울시 공무원 교육훈련개선 체계도< 5-19> ( 신설: ,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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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의 육성은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킬 뿐 아니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해

서도 조직에게는 필수적인 과제이다 민간기업조직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유능.

한 인재의 육성이 조직의 핵심과제임을 자각하여 적극적 인재유치뿐 아니라 내

부적 인재의 육성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공공분야에서도 인재육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중앙정부조직에서는 이미 공무원교육훈련에 대한 연구와 투

자를 병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경우 자치단체의 열악한.

교육훈련여건과 인식의 부족으로 교육훈련이 체계화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를 단순히 비용으로 인식하고 단기

간 내 가시적인 효과를 얻고자 하는 조급함 속에서 전반적인 교육훈련의 비전과

방향설정에 있어서 비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는 한계를 표출해 왔다.

최근의 교육훈련추세가 공급자위주의 하향식 교육에서 수요자위주의 상향식 교

육으로 변화되었음에도 직무교육 중심의 집합교육만으로는 지방화 전문화 세계, ,

화 창조화라는 새로운 행정환경에 부응하지 못하고 시정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교육훈련의 현황을 문제점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최근의 교육훈련 동향에 맞추어 새로운 교육훈련의 방향과 구체적 방

안을 제시하였다.

서울시는 인적 물적 인프라가 약하고 교육훈련제도가 체계적이지 못하며 서,

울시만의 장기적 교육훈련의 비전과 전략이 구체적 교육훈련프로그램까지 연결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교육과정에서도 법규상 예산상 현실적 한계로. , ,

말미암아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는 교육프로그램이 많으며 유형별 차별

성이나 교육훈련내용의 다양성이 부족하였다 교육훈련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교.

육훈련의 효과를 정밀하게 평가하여 이를 전보나 승진과 같은 인사관리측면에

연계함으로써 환류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서울시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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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교육훈련을 단지 승진을 위한 최소한 필요점수를 획득하는 수단으로 간

주하는 인식이 팽배해 있으며 결과적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학습환경의 구축

이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울시의 목표와 비전으로부터 서

울시만의 바람직한 인재상을 정립하여 이러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방

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재상 하에서 성과중심의 교육 핵심리더양. ,

성교육 역량기반교육 자기주도적 학습 을 강화하는 방향으, , , Blended Learning

로 교육훈련의 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구체적으로 액션러닝기법을 도입하여 실천학습을 강조하고 계층별로,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며 역량기반 교육훈련모델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여건을 만들고 온오프라인 교육. ․
의 통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시행함에 있어서 서울시는 교육훈련의 수요자인 공무원

개인의 능력과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이러,

한 과정을 거쳐 개설된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효과를 최종적으로 승진이나 성과급 등에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적

자원관리 와 인적자원개발 을 연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HRM) (HRD)

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훈련만을 개선해서는 안 되며 서울시 인사체계를 전반적.

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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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e up with improvement direction for public

servant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 of Seoul City. Education and training

field in public sector is important research thesis but has been overlooked. This

study analysis changes of public administration environment and paradigm shift

of education and training. And then this study focuses on present state of public

servant education and training of Seoul City. In conclusion improvement

directions and strategies are presented.

Formerly education and training meaned acquisition of job-related technical

knowledge, but recently means learning of potential capacity. So education and

training have a close relation to Human Resource Development(HRD), and

include individual potential capacities development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Public organization environment characterize localization, information

oriented society, globalization, creation oriented society. New environment makes

new demand on and trends about education and training as follow. First,

performance is important to education and training. Second, HRD is carried out

on the base of organizational key value. Third, organizations strengthen

leadership development. Fourth, organizational members build self-learning plan

and select favorite educational center. Lastly online and offline learning systems

are blended. But Seoul City has some weak points in education infrastructures,

planning, process, evaluation and feedback.

It is in need that vision of Seoul City and talented person model in

accordance with the vision. The model should reflect public organization

environmental changes, vision of Seoul City and public servant morality as like



inventive problem solving ability, power of autonomous execution, and global

professionalism. Seoul City should make its way in direction of performance

oriented learning, core leadership development, capability oriented learning, self

driven learning, and blended learning. More specific, learning system should

reinforce action learning, capacity model development, self-development

planning, and on-off blended learning. It is necessary the Mayor's concern, public

servant' volition and resources support to realize this new improvement

directions. Besides citizen

Education and training in public sector can not obtain good results without

citizen' support because we are not able to acquire performance of learning for a

short time. So budget for learning should be regarded as a investment for vision

and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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