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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의 주요 현안과 실행 전략

최

욱(경인교육대학교)

<<요 약>>
이 연구에서는 기업체와 공공기관의 인력 개발 부서가 직면하고 있는 핵심 이슈와 도전들을 탐색하
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실현가능한 절차와 기법 차원에서 제
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인력 개발 성공 전략을 수립하는데 실제적으
로 경험하는 현업의 문제 상황 및 난제와 연계하여 적재적소로 적용 가능한 형태로 성공 전략을 제
공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인적자원 개발의 주요 현안은 1) 신임 리더 조기 전력화, 2) 개인
과 경력 개발의 통합적 접근, 3) 조직 개발 패러다임의 변화, 4) HRD와 HRM의 전략적 제휴 등으로
대별된다. 특히 각 현안에 따라 인적자원 개발 담당자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현업에서의 도전과 책
무를 서술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각각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성공전략 차원의 실행
방안을 1) 신임 리더 온보딩 프로그램(New leader onboarding program), 2) 70/20/10 개발 체계
(development framework), 3) 강점 탐구(Appreciative inquiry), 4) HR의 동반자적 협업 체제 등으로 구
성하였다. 이러한 실행 전략들은 기업체와 공공기관의 인재 양성 현장에서 실제로 구현되어 그 효
과성이 검증된 다양한 실제 사례들에서 적용된 구체적인 절차와 기법들을 기반으로 제안되고 있다.
주제어: onboarding, 강점 탐구, 통합적 역량개발, HR의 전략적 제휴

I. 서 론

국내·외 경제와 사회에서 급격히 불고 있는 변화의 요구와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기업체와 공공기관의 경영 환경은 지속가능 발전과 고객 만족이라는 명제 하에 끊임
없이 도전하고 성공 전략을 창출해야하는 현실에 직면해있다. 이에 대해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대처하고 지원해야하는 인적 자원 개발(HRD: Human Resource
Development) 담당자에게 가장 중요한 책무가 구성원의 역량 향상을 통해 조직의 목
표 달성에 기여하는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거대 담론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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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박이나 대안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조직과 기관의 구성원이 직면
하고 있는 내·외부의 지속적인 도전과 직결된 주요 이슈나 현안에 대해서는 백가쟁명
의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유기웅(2014)은 최근 10년간의 인적자원 개발 연구
동향 분석에서 조직 개발, 훈련 개발, 글로벌 HRD, 리더십 교육 등을 인력 개발의 핵
심 과제로 나열하고 있는 반면에, 정은정(2013)은 역량관리, 성과관리, 변화관리 등을
전략적 인적 자원 개발의 핵심 역할로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한 후
속 연구로 각 핵심 과제 별 구성요인들을 분석, 규명하였다(정은정, 2014). 그리고
HRD에의 도전과제에 대한 연구에서 정진철(2008)은 세계화, 다양화, 아웃소싱, HRD
와 HRM의 통합, 임파워먼트(empowerment), 전략적 HRD, 조직학습, 혁신, 비용 효과
성 평가 등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대기업 HRD 담당자의 역할 수행 분석(황성준
& 김진모, 2011), 인적자원 개발의 실태와 핵심 과제(송영수, 2009; 2013) 등의 연구에
서도 인재 개발 담당자에게 요구되는 주요 현안이나 과제에 대한 현상학적인 분석과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시각에서 인재 개발 관련 이슈와 현안들이 대두되는 것은 학자들 사
이에서 공통된 언어와 관점을 기반으로 통합된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면도 있
지만, 인력 개발의 대상으로 통칭되는 조직 구성원의 다차원적인 특성이 존재함에 기
인된다. 즉, 기업체와 공공기관에서의 조직과 개인 구성원 차원에서의 역할과 책무의
다양성과 함께 내·외부 환경 변화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채로운 역동성이 존재하
며, 그러한 역학 구조에서 인력 개발 부서가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통
일된 형태의 인적 자원 개발의 주요 현안과 실행 전략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그 효용
성과 실현가능성 차원에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보다는 많은 - 가능하면 대
다수 - 기업체와 공공기관에서 구성원의 역량 개발과 성과 향상을 통한 조직 목표 달
성을 위해 HRD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이슈들을 업무 현장을 기반으로 규명하고, 그
에 대한 효과적인 성공 전략들을 제시하는 것이 현업에서 더 설득력 있는 접근 방법
이 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위에서 열거한 기존의 연구들은 인력개발 부서가 일상적
으로 부딪히는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은 어느 정도 제공하고 있지만, 각 현안 별 해
결 방안 차원의 실행전략을 구체적으로 처방하지 못하고 있는 공통적 제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부분의 기업체와 공공기관의 인력 개발 부서가 직면하고 있는 주
요 현안들을 탐색하여 서술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는 실현가능한 실행
전략을 기법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HRD 담당자가 인력 개발 성공 전략을 수립하는데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현업의 문제
상황과 난제와 연계하여 적재적소로 적용 가능한 형태로 성공 전략을 제공하는데 주
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신임 리더의 초기 조직 장악과 성과 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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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부족, 구성원 개개인의 경력 개발 접근 방법의 편협성, 조직 개발과 혁신 실행
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 직원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부서와 인사부서와의
협업 체계 부족으로 인한 비효율화 등의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그 해결 방안을 모색
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근거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적 자원 개발에서 신임 리더 조기 전력화, 개인과 경력 개발의 통합적 접근,
조직 개발 패러다임의 변화, HRD와 HRM의 전략적 제휴 차원에서 주요 현안들은 무엇
인가?
둘째, 기업체와 공공기관의 HRD가 안고 있는 인적 자원 개발 주요 현안들에 대한
실제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Ⅱ. 인력 개발의 주요 현안

기업체와 공공기관의 인재 양성을 위해 HRD가 직면하고 해결해야할 핵심 이슈들
은 다양한 패러다임에서 체계화되고 정립되어왔다. Werner와 Desimone(2012)는 신입
사원 조기 전략화, 기술 교육, 코칭과 성과관리, 관리자 역량 개발, 경력 개발, 구성원
의 건강관리, 조직 개발과 변화 등을 인재 개발의 주요 현안으로 제시하고 그에 관한
실천적 성공 전략들을 상세하게 분석, 제시하고 있다. 또 다른 관점에서는 HRD가 현
업에서 요청받고 있는 역할과 책무 차원에서 주요 이슈와 구체적인 실행 전략은 일터
학습, 조직 학습, 창의성 교육, 리더십 교육, 미래와 전략 학습(McGuire & Jørgensen,
2011) 등의 체계로 전개되기도 한다. 그에 반해 개인 개발, 경력 개발, 조직 개발 등과
직결된 핵심 현안과 성공 전략의 수립이 또 다른 관점에서 의미를 던져주기도 한다
(Gilley, Eggland & Gilley, 2002). 이러한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이 연구에서는 인력
개발의 주요 이슈를 신임 리더 조기 전력화, 개인과 경력 개발의 통합적 접근, 조직 개발
패러다임의 변화, HRD와 HRM의 전략적 제휴로 대별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1. 신임리더 조기 전력화

Agilent Technologies는 신규임원의 50%가 채용 3년 내에 사임하여 신입사원의 이
직 비용보다 최대 40배까지의 손실을 가져온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그 일환으로 우선 지난 수 년 동안 실패한 신임 임원들을 대상으로 360도 평가를 실
시하면서 관련 이해당사자(stakeholders)의 초점 집단 회의(focus group meeting)와
인터뷰 등의 현장 조사 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주요 실패요인들을 도
출하였다(Alle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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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저한 성과 미흡
나. 진략적 사고 결여
다. 지나친 혁신: 무조건적인 변화 추진
라. 조직 문화 차원의 갈등
마. 임원 업무에 대한 이해와 자신 능력 연결 부족
바. 내부 networks 부족: 외부 채용 경우
사. 주요 이해 당사자(key stakeholders) 파악 능력 부재
아. 이전과 다른 업무에 대한 역할 인식 부족
자. 업무 우선순위 파악 문제
차. 성과에 대한 조급증
카. 의사소통 및 관계형성 문제
타. 인적, 물적 자원 부족
파. derailers(실패 요인)에 대한 정보 부족
그러나 위에서 제기된 실패 요인들은 1차적이고 피상적인 증세(symptoms)들일뿐이
고, 이러한 실패 징후들의 대부분을 초래한 근본 원인(root causes)은 신임 임원들의
개인적인 능력차에서도 기인되었지만, 실제로 이 임원들을 위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온보딩 부재’ 때문에 야기된 것이라고 판명되었다. 여기서 ‘온보딩’이란 조직의 새로운
구성원(신임 리더, 경력/신입사원 등)들의 조기 전력화(ramp-up productivity)와 핵심
인재 관리(talent management)를 위해 초기에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HR(human
resources) 차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과정을 의미한다(Allen, 2005).
위의 현장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Watkins(2003, 2013)는 신임 리더가 처음 90일 동
안 자신이 담당한 새로운 조직을 성공적으로 파악하고 리더로서 확실한 입지를 확보
했느냐의 여부가 리더로서 지속적인 성공을 이끌어 나가는데 관건이 된다고 주장하였
다. 이러한 관점에서 온보딩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이직으로 인한 다양한 비용 절감,
지식의 전이(knowledge transfer) 촉진, 생산성 향상, 업무열정도 증대 등의 경영성과
를 낼 수 있다는 다수의 현장 연구 결과가 제시되었다(Stein and Christiansen, 2010).
그러나 많은 조직에서 이렇게 중차대한 온보딩이 등한시되는 현실에 대해 Watkins
(2013)는 신임 리더가 새로운 역할과 임무로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환하고
적응하는데 필요한 안내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역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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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과 경력 개발의 통합적 접근

진정한 의미의 개인과 경력 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장 일변도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70/20/10 원칙에 입각한 인력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검증되고 있다(Lombardo & Eichinger, 2001). 여기서 70/20/10의 체
계는 성과 향상과 직결된 역량 개발의 효과를 전체 100으로 보았을 때, 교육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습이 모두 동원되어도 10의 상대적인 효과
만을 낼 수 있으며(Training), 20은 교육참가자에게 업무와 직결하여 영향력 있는 타
인(influential others)과의 상호작용인 코칭, 멘토링(mentoring), 네트워킹(networking)
등을 통해서(Exposure), 그리고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70에 해당되는 것이 교육
과 직결된 현업 적용의 기회와 업무 경험(Experience)에 해당하는 총체적인 인재 개
발 접근 방법을 의미한다.
이러한 통합적 역량 개발기법은 최근 수년 동안 세계 HRD 학회의 양대 산맥이라
일컬어지는 ATD(Association for Talent Development)와 ISPI(International Society
for Performance Improvement)의 연례 학회에서 관련된 다양한 사례와 기법들이 꾸
준히 발표되면서 그 가치와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70/20/10의 역량개발 체계
는 Lombardo와 Eichinger(2001)에 의해 처음 주창되었고, 이들의 역량개발 기법이
Global HRD에 공헌한 가치를 인정받아 2010년에 개최된 ATD 연례 학술대회에서
‘Lifetime Achievement Award in Workplace Learning and Performance’이 이들에게
수여되었다.
이러한 통합적 역량개발은 online과 offline learning만을 Training의 범주에 포함시
킨 기존의paradigm을 초월하여 모든 조직 구성원의 성과 향상과 직결되는 총체적인
학습 지원책을 적재적소에 시의적절하게 제공하는 인적자원 개발 전략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사내 인재 개발 수단과 방법의 모든 것으로 치부되어왔던 순수 교
육훈련만으로는 HRD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을 완수하기에는 태부족이라는 도전
의 국면이 부각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관점에서, Advantage Performance Group
의 현장 조사 연구에 의하면, 교육을 받고 성과를 창출한 구성원들의 85%는 어떤 형
태로든 교육과 직결된 코칭이나 현업적용의 지원을 20/70 차원에서 받은 반면에, 교육
을 이수했지만 직결된 성과 창출에 실패한 구성원의 83%는 순수 교육 이외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다(Mooney & Brinkerhoff, 2008). 또한 이와 관련한 실행 연구를 통해
Stolovitch와 Keeps(2006)는 교육참가자에게 다각도의 현업적용 지원 체제 없이 교육
만 제공 된다면 업무 적용도는 10-30%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통합적 역량 개발 전략은 한 시대를 풍미하는 단순한 trend라기 보다는, 거
부할 수 없는 새로운 핵심역량으로 HRD에게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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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 개발 패러다임의 변화

그 동안 조직 가치의 전파, 조직 문화의 변화, 혁신 보급, 업무 절차 개선 등을 위
해 대부분의 기업체와 공공기관의 인력 개발 부서는 해당 조직의 특정 문제와 근본
원인을 심도 있게 파악하여 해결책을 구성원이 찾아내어 실행하는 문제 해결 방식
(problem-solving approach)으로 조직 개발과 변화를 이끌어 왔다. 이에 대해 대안적
인 전략으로 접근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Seligman(2002)은
긍정 심리학(positive psychology)의 필요성을 아래와 같이 역설하였다.
과거 60년 동안 심리학 분야는 disease model이 지배했다.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심리학의 주된 역할이었다. 심리적인 병을 발견하고 치료 방법을 개발하는데 초
점을 두고 노력했다. 그래서 14 가지 심리학적 병들이 치료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심
리학은 사람을 덜 불행하게 만드는 데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하고 그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그들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p. 3).

특히 Seligman은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을 주창한 대표적인
‘disease model’ 차원의 심리학자인데, 위의 주장을 펼친 이론이 ‘학습된 긍정주의
(Learned optimism)’라는 점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고의 패러다임이라는 차원에
서 눈길을 끈다. 그가 미국 심리학회 회장까지 지낸 주류 심리학자로서 이런 시대의
변화를 지적해주고 있는 것은, HRD가 조직과 구성원을 보는 관점에 대해 커다란 변
화의 필요성을 던져주고 있다.
이러한 긍정심리학의 조직관과 궤를 같이 하며 조직 개발과 변화를 기존 방법과는
완전히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강점 탐구(AI: Appreciative Inquiry)이다. AI의 창시자
인 Cooperrider와 동료연구자들(2008)은 조직이 항상 문제투성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에
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직 개발과 변화를 위해 교과서처
럼 활용하고 있는 문제 해결 방법은 조직과 구성원의 성과와 업무 수행에 대해 끊임
없는 부정적 시각의 고리에 고착되게 하여, 결점의 신조어(vocabularies of human
deficits)만 양산하고 변화 mannerism의 수렁에 빠지게 한다. 결국 조직의 성과 향상
은 실종되면서 구성원의 에너지, 열정, 사기가 저하되고 구성원 관계와 부서 성과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그들은 실제로 조직은 밝혀지지 않고
개발되지 않은 엄청난 강점과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신비하기까지 한 집단이라
고 역설하였다.
AI는 구성원, team, 조직, 업무 등이 최고 절정의 모습을 보였을 때 그것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분야를 칭한다(Whitney & Trosten-Bl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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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AI는 긍정적 관점에서 조직과 구성원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질문을 통해, 긍
정적 업무와 성과의 모습(positive performances)을 도출/분석하여 조직 내에 전파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Fredrickson(2009)은 업무 현장에서 보여주는
조직 구성원들의 긍정적인 감정들(positive emotions)이 긍정 업무와 성과(positive
performances)와 어떤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규명하였다. 이 연구 결과, 구성원이
일의 즐거움(joy)을 느끼게 되면 변화와 혁신을 더 잘 수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
고 업무에 대한 흥미는 새로운 지식 습득 의지를 고양시키며, 사람에 대한 애정(love)
은 협업을 촉진한다. 특히 그 동안 문제 해결 방식으로 조직 개발을 연구하고 수많은
기업체와 공공기관에서 실행해온 Quinn(2000)도 강점 탐구가 현재 조직 개발 분야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긍정 조직학(positive organizational
scholarship)을 다른 학자들과 주창하면서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에서의 긍정
조직 개발 체계를 HRD에게 촉구하고 있다(Dutton, Quinn, & Cameron, 2003).
4. HRD와 HRM의 전략적 제휴

인재 양성과 그를 통한 조직의 성과 향상은 인적자원 개발 부서에게 주어진 거부할 수
없는 요구이자 버거운 도전이다. 이러한 조직의 인적 자산을 다루는 일은 다양한 이해 당
사자들(stakeholders)이 관계되면서 나타나는 역동성으로 인해 HRD 단독으로 그 부담을
지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대해 Peterson(2008)은 HRD가 인사
부서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strategic partnership)를 맺는 것이 인적 자원 개발의 응
집 효과를 가장 극대화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역설하였다. 여기서 그는 인력 개발 부
서와 HRM이 조직에서 인적 자원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조직 전체의 성과 향상에 공
헌하게 만든다는 면에서 동일 업무 구조에 속해 있기 때문에 협업 없이 각자 업무를
수행하는 silo식의 체제에서 시급히 탈피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는 HRD와
HRM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통해 조직 구성원, 전략, 성과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
고 조직의 성과 창출에 전향적으로 기여하는 일에 공동보조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제
안했다.
이런 관점에서 HR의 서비스를 제공 받는 조직의 일선 부서에서는 직군과 지위고하
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사항은, 인사와 교육부서가
유사한 성과 창출에 대해 따로 접근하는 비능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같이 연합해서
현업 부서에 HR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응집 효과(synergy effects) 차원에서 더 효
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체계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Robinson과 Robinson(2008)
은 인적자원의 성과 향상은 교육부서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인사부서의 전향적인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즉, 이들이 상호 협력하고 응집력을 발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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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독단적으로 노력했을 때보다 월등한 결과가 나온다면서 HRD와 인사 부서의 전
략적 제휴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HRD가 인재 양성의 임무를 독단의
목소리와 역량으로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울뿐더러, 설령 그렇게 접근
하더라도 조직 내에서 원하는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에 혼자서 속죄양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하는 면에서도 HRM과의 전략적 제휴는 필수불가결한 HRD의 역할이며
임무이다.
Ⅱ. 인적자원 개발의 실행 전략

기업체와 공공기관 인재 양성의 실행 전략은, 위에서 기술한 HRD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인재 개발의 주요 이슈에 따라 처방적이고 실천 가능한 기법과 툴(tools) 위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주요 현안 별 해결방안은 신임 리더 온보딩 프로그램(onboarding program),
70/20/10 개발 체계(development framework), 강점 탐구(Appreciative inquiry), HR의 동반
자적 협업 체제 등으로 구성되었다. 각 현안 별 성공 전략은 그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을 제고
시키기 위해 인적자원 개발 현장에서 적용되고 그 효과성이 검증되어 세계 최대 HRD 학회
인 ATD의 연례 학술대회(오헌석, 2009)에서 발표된 다양한 실제 사례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
으로 서술되었다.
1. 신임리더 온보딩 프로그램(New Leader Onboarding program)

Miller(2011)는 Spectrum Health에서 새로 임명된 리더들에게 기존의 신임 리더 교
육을 실행한 후에 아무런 ‘후속 지원’ 없이 조직의 리더라는 생경한 직위에 방기함으
로써 다양한 조직의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온보딩 프로그램을 실시하
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체계 수립을 위해 위에서 언급한 Watkins의 ‘The first 90
days’ 이론에 입각하여 요구분석이 실시되었다. 즉, 요구분석 시에 주로 작년에 임명
된 신임 리더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제기하면서 교육 체계를 수립하여
기존의 신임 관리자교육을 조기 전력화 차원에서 전면 개편시켰다.
가. 처음 90일 내에 신임 리더가 조기 전력화되기 위해서 어떤 기술과 지식이 필요
한가?
나. 처음 90일 내에 성공적인 관리자가 되기 위해 교육 실시 후 어떤 지속적 지원
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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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교육의 현장 적용성을 가늠하기 위해 교육 3 개월 후에 web survey를 통해
1) 어떤 교육 내용을 업무에 적용했는가?, 2) 적용해서 어떤 변화와 성과가 있었는
가?, 3) 어떤 교육 내용이 현업에서 불필요한가? 등의 추가 질문으로 평가 자료를 수
집하여 새로운 리더가 90일 이내 조직의 관리자로 자리매김하는데 진정한 역할을 하
는 교육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90일 이내의 성공을 위한 지속적 지
원 차원으로, 새로 임명된 각 리더가 사내 재무 전문가를 면대면으로 1시간 반 동안
만나 재무 관련 코칭을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관리자의 핵심 인재 관리를 위해 채용
담당과의 개별 자문이 모든 신임 리더에게 가능하도록 주선해주었다.
또한 매월 ‘경영층과의 만남(management meeting)’에서 신임 관리자끼리 성공/실패
담을 상호 공유함과 동시에, ‘The first 90 days’를 성공적으로 헤쳐 나가고 성공가도
를 걷고 있는 고위 관리자들과의 패널 토론을 마련하였다. 이 토론회에서 아래의 질
문들을 신임 리더와 고위 관리자들에게 공히 사전에 제공하였다. 그래서 신임 관리자
들은 지난 한 달 동안 자신들이 겪어오면서 절실했던 상황과 직결된 질문을 아래에서
선정하여 기자회견의 형태로 초청 연사인 고위 관리자들에게 제기하여 그들의 현장
경험과 성공담을 전수받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고위 관리자도 미리 제공된 아래의
질문들과 관련하여 사전에 답변을 준비해올 수 있게 되었다.
위에서 서술한 지속적 지원 외에 집합 교육 시간의 부족으로 못 다했던 교육(5 과
목: corporate compliance, disaster response, legal issues, supply and chain
management, system strategic planning)을 이러닝으로 교육 종료 직후 ‘90일 이내’에
이수하도록 권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90일 동안의 교육을 이수한 후에 추가로 4개
영역 별로 성공적인 신임 리더 역량 개발에 필요한 여러 과목들을 영역 별로 제공하
여 최소한 각 영역 별로 한 과목씩을 신임 첫 1년의 나머지 9개월 동안 학습하도록
권장하였다.
ISPI의 연례 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던 Agilent Technologies의 사례에서 Allen(2005)
은 신임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Executive Onboarding’을 실시하였다. 그녀는 프로그
램 개발을 위해 기존의 온보딩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GE, Johnson & Johnson,
Bank of America, American Express, Cisco, GM, Jack in the Box 등을
benchmarking하였고, ‘corporate Leadership Council’의 웹사이트에서 프로그램 체계와
전략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입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개발된 Agilent Technologies
의 Executive Onboarding은 교육과 인사 부서의 유기적 협업 관계 속에서 크게 3 단
계로 실행되었다. 그 첫 단계로, ‘Pre-Boarding’이라는 명칭 하에 임원으로 임명된 바
로 그 시점부터 사내 인트라넷으로 신임 임원에게 전체적인 업무 파악을 위해 필수불
가결하고 유용한 자료와 정보(‘About Agilent, Your business, Your network, Your
job and team’)를 체계화하여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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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핵심인 두 번째 단계인 ‘90-day Plan’에서는, 일단 출근 첫날
(불가능 시에는 30일 이내) 온보딩 담당 HR 직원, 채용팀장, 해당 임원이 삼자대면을
통해 ‘The first 90 days’ 동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개별 온보딩계획서를 작성한
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각 신임 임원은 ‘Team transition meeting’을 자신 부서
구성원들에게 실시한다. 이 회의는 두 단계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첫 단계는
‘Silent observer’이다. 여기서 구성원들은 ‘우리 부문/부서가 직면한 핵심 이슈와 도전
과제’에 대해 브레인스톰 방식으로 도출한다. 이 때 임원은 시종일관 어떤 개입도 없
이 철저히 경청자의 입장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게 된다. 이렇게 구성원의 의견들
이 모두 경청되고 정리된 후에 비로소 말미에 구성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관리자로서
자신의 포부와 의견을 피력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최고의 관리자 코치(leader
coach)로 인정받고 있는 M. Goldsmith의 주장과 연계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Goldsmith가 수많은 리더들을 코칭하면서 내린 결론은, 성공적인 관리자가 되기 위해
서는 ‘훌륭한 경청자’가 되어야 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그저
입 다물고 경청’(just shut-up and listen)한 후에 피드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
다(Goldsmith, 2010).
두 번째 활동은 ‘Meet the press’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여기서 임원은 기자회견
의 형태로 구성원들이 질문하는 상사의 관리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주면서
그들이 임원의 리더십 방식을 사전에 파악하여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또한 각 신임 임원이 계획서에 따라 온보딩을 실행해 나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심리
적인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칭을 제공하였다. 의무 사항이 아닌 자원하는 임원
에 한하여 외부 전문 코치가 직무나 리더십과는 무관한 심리 상담 차원에서 지원해주
었다. 이 전략을 시행하면서 자원하는 임원이 그리 많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예상과는
달리 90% 이상의 신임 임원들이 외부 전문 코치의 심리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은 많
은 새로운 리더들이 얼마나 온보딩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가를 반증하는 것이다. 그
래서 이 코칭 전략은 상당한 호응과 함께 호평을 받았다. 이러한 코칭은 이 온보딩
프로그램의 세 번째 단계인 신임 초기 1년 동안 지속되었다. 또한 이 단계는 첫 6개
월, 12개월이 되는 시점에 온보딩 담당 HR 직원, 채용팀장, 해당 임원이 삼자대면을
통해 온보딩의 완성을 위해 중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협의/제공하는 형태로 진행
되었다.
ISPI 연례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Agilent Technologies의 사례에서도 M. Watkins(2003,
2013)의 ‘처음 90일의 원리’ 하에 온보딩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것을 보면,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ATD에서 발표되었던 위의 사례(Spectrum Health)와 함께 이제 신
임 구성원을 위한 ‘The first 90 days’ 전략은 중요한 동향이자 확고한 HR 역량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처음 90일에 집중하지만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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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딩의 완성 시기는 두 사례 공히 첫 1년 동안의 기간을 두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
한다는 차원에서 시사점을 찾아낼 수 있다.
2. 70/20/10 개발 체계

70/20/10(Experience/Exposure/Training) 차원에서 통합적 역량 개발(ICD: Integrated
Competency Development)을 가장 총체적으로 접근한 사례들 중에 하나는 Cavallaro
와 Mooney(2007)의 Cisco 차세대 리더 개발(Emerging leader development)이며 구체
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다.
Phase I: Preparation

Phase I: Workshop

Phase III: Application

1. manager training

5. role play

10. 상사와 적용 협의

2. 직속 상사와 협의

6. simulation

11. 학습의 현업 적용

3. 자기주도 학습

7. 경영층 교육 참가

12. 학습 community

4. 개별 coaching

8. peer feedback

13. 개별 코칭

9. 개별 코칭
[그림 1] Cisco의 ICD 사례

위에 기술된 “Phase I”의 6주 기간에서 가장 먼저 실행한 전략이 70/20/10에서
70(Experience) 차원으로서, 상사가 교육 참가자의 현업 적용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역할과 기법을 교육(manager training)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 참가자의
상사는 바로 이어지는 “2) manager discussion”을 통해 참가자에게 교육 현업 적용의
기대 사항을 사전에 피력하게 되고, “Phase III”에서의 업무 복귀 후 현업 적용을 위
한 협의/업무배정/코칭을 차례로 실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20(Exposure)은 각 Phase
별로 외부 기관으로부터의 leadership 코칭을 개별 제공하는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10(Training)에 해당되는 전략은 “Phase I”에서 주로 e-learning으로 진행되는
“self-directed learning”과 “Phase II”에서의 1 주일 집합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Cisco의 이 교육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70/20/10의 전략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접근
한13주 전체과정을 리더십 교육체계로 HRD가 기획하고 실행해나갔다는 것이다. 이러
한 면에서 용어도 리더십 ‘교육훈련(training)’이라는 말보다는 ‘개발(development)’이라
고 칭한 부분도 커다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개발’은 이러닝과 집합교육만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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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의 전부로 보는 ‘event’성의 기존 교육훈련 관점에서 탈피하고, 총체적인 학습 지
원책으로 접근하여 성과 창출과 직결된 실제적인 역량 개발 완성을 지향한다는 의미
를 내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ISPI와 ATD의 연례 학술대회에 최근에 발표된 유
사한 ICD 사례들을 보면 아래와 같이 교육에 ‘교육훈련’보다는 ‘개발’이라는 용어를
채택하는 일맥상통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아래에서 언급된 The Regency라는 보험
사는 ‘journey(여정)’이라는 표현에 걸맞게 역량 완성까지 10개월의 과정으로 진행하였
다.
가. TCCNA(The Coca-Cola North America) Development Framework
나. The Regency manager development journey
다. PWC(Pricewatercoopers) Marketer development
ICD은 공공기관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다. 캐나다 연방 경찰인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사례 발표에서 Chevalier, Pullen과 Gallant(2007)는 일선 경찰의 수색
영장 발부 성과 향상을 위해 70/20/10의 체계로 교육을 접근하였다. 공통 핵심 역량
위주로 집합 교육(10)을 실시한 후에, 30-35년 경력의 베테랑 경찰을 개별 mentor로
배치하여 취약 역량에 대한 업무 능력을 향상 시켰고(20), 업무 상황에 따라 교육과
멘토링에 직결된 업무를 적절히 배치하여 업무 경험을 쌓도록 하였다(70). 그 결과
각 주요 경찰서 별로 수색영장 발부와 기소율이 상당히 향상되는 성과를 창출하게 되
었다.
Fox와 Harrell(2010)이 ICD를 적용한 Genentech 사례에서 신임 Material Planner의 조
기 전력화를 위해 70/20/10과 유사한 Training/Exposure/Experience의 체계로 접근하였
다. 교육훈련 차원에서는 기존의 이러닝을 즉시 업무 적용(just-in-time performance)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였고, 교육 참가자들끼리 현업에서 ‘SysWiki’라는‘communities
of practice’를 ‘Wiki’ 기반으로 사회적 네트워킹을 형성하면서 현장 지식과 기법을 수
시로 공유/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Exposure)과 동시에, 선배 사원으로부터는
Structured OJT를 그리고 직속 상사로부터는 ‘On-boarding’ 차원의 코칭를 받는 업무
경험(Experience)의 장이 마련되었다. 그 결과 생산성이 일취월장하고 이직률이 급감
하는 성과를 올리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언급한 사례들은 ICD을 엄밀하게 적용한 면은 뛰어나지만 실행관
리 측면에서는 HRD에게 상당한 인적/물적 자원의 부담을 지우게 한다. 그러나 “뜻이
있는 곳이 길이 있다”는 격언처럼 HRD가 기존의 편협한 교육훈련 패러다임으로는 원
하는 성과 향상을 기하기 어렵다는 인식과 함께 ICD 체계의 효과성에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 주어진 제약 조건에 상응한 전략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이 실제 여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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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들에서 보이고 있다. 일례로 Milner와 Shepherd-Risch(2007)가 The Regency라는
보험사에 적용한 리더 교육 사례가 있다. 이 회사는 크지 않은 회사 규모로 인해 ICD
을 치밀하게 기획하고 관리할 HRD 인적자원이 충분하지 못했다. 그래서 MBTI의 사
전 진단을 통해 집합 교육 시에 유사한 성향의 참가자들끼리 학습 팀을 결성하여 리
더십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 종료 후 동일 학습 팀에 해당되는 참가자는 현업에 복
귀하여 스스로 교육 내용을 적용하고, 매월 2회에 걸쳐 상황에 따라 online 또는
off-line 상에서 서로 모임을 가지면서 현업 적용 성공 사례와 창출된 기법을 지속적
으로 공유/피드백하는 동료 코칭을 상호 제공하도록 제도화하고 HRD가 이를 적극 지
원하여 소기의 성과를 올리게 되었다.
또한 공공기관인 미국의 기상청의 사례에서 Broad와 Grant(2006)에 의하면, HRD가 교
육의 이해당사자인 교육 참가자의 직속상사와 전략적 동반자관계(Strategic partnership)
을 구축하면서 교육 참가자의 역량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우선 참가자 교육
전에 직속 상사에게 구성원 능력 개발을 위한 상사의 역할과 지원 기법 교육이 선행
되었다. 이와 연계하여 상사는 참가자가 교육 후 현업에 복귀한 당일 참가자와 현업
적용 action plan에 대해 협의 한 후 적절한 업무를 배정해주어 교육 직결 업무 경험
을 바탕으로 역량개발을 완수할 수 있는 전략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70/20/10의 전략은 Intel의 Backers, Wiggins와 Maxfield(2010)의 전사적인
Global CDP(Career Development Plan) 체계에도 아래의 도표와 같이 동일 개념과 패
러다임으로 활용되어 소기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이렇게 ICD는 역량개발의 총체적인
접근 방법으로 자리매김했을 뿐만 아니라 HR 전반으로 그 적용 범위가 다각화될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그림 2] Intel의 CDP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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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점 탐구(AI: Appreciative Inquiry)

Whitney(2010)는 지난 20여 년 동안 기업체와 공공기관에서의 AI 적용 결과, 변화
와 혁신이 긍정을 지향할수록 더 영구적이고 ‘즐거운 생산성’(joyful productivity)으로
연결된다고 결론 내렸다. 한 사례로, British Petroleum의 주유소 내 정비 업소인
‘PROCARE’의 고개 만족도 향상을 위해 예전에는 문제 해결 방식을 채택하였다. 즉,
핵심 18-20개 지역의 주요 ‘불만고객’을 대상으로 문제점과 근본 원인 차원에서 현장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해결책을 도출/실행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79%인 고객만족도
에서 향상은 실패하고, 오히려 고객 만족도가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AI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만족고객’으로부터 ‘문제점’이 아닌 ‘그 정비 업소에서 누
가 어떻게 잘하더냐?’, ‘화장실 등의 접객 시설이 어디가 어떻게 좋더냐? 등의 긍정적
관점에서 성과 유형을 도출하여 채택/실천하였다. 8개월 이 지난 후, 고객만족도는
95%로 향상되었다.
또한 미국 University of Virginia 대학 병원에서는 두 개의 프로젝트를 AI로 접근
하였다. 그 첫 번째로, 의과대학의 교육과정 개편을 하면서 관련 구성원들에게 기존의
‘교육과정의 어떤 점이 문제인가?’라는 논의는 지양하고, ‘지금까지 경험한 최고의 의
학 교육과정은 무엇이었는가?”라는 논점을 지향하였다. 그 결과, 최고의 교육과정이
완성되었고 해당 구성원들이 크게 만족하였다는 평가이다. 두 번째로, 이 병원의 간호
사들이 격무로 인한 이직률이 심각하여 AI로 접근하였다. 긍정적인 질문인 ‘Why do
the nurses stay?”에 초점을 둔 차원으로 강점을 탐구한 결과, 이직률이 13% 감소하
고 이에 따라 고객만족도도 20% 향상되었다(Whitney, 2010).
위의 사례들뿐만 아니라 Hewlett-Packard(신제품 개발), US NAVY(리더십 향상),
Bruce Power Canada(노사 협력), Hunter Douglas Window(조직 문화), Lovelace
Health System(간호사 morale & retention), Microsoft, Nokia, Phillips, Avon,
McDonald, DTE Energy Services, GTE Telecommunications, Canadian Tire, Green
Mountain Coffee Roasters, North American Steel, NASA 등에서 다양하게 적용된
성공 사례들이 있다. 이와 함께 특히 주목할 사례는, 컨설팅 회사인 Mckinsey와
PwC(PricewaterhouseCoopers)는 조직 내의 성과 향상을 위해서도 AI를 도입하여 효
과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본업인 다른 조직을 진단, 컨설팅할 때도 기존 기법
의 대안으로 채택하여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AI는 단순히 철학적인 차원에서의 사변적인 강점 탐구만을 추구하지 않는
다. 아래와 같이 ‘4 D’라고 통칭하는 체계적인 절차에 입각하여 실현가능성을 상당한
수준에서 체계화함으로써 실제 기법적인 면을 구비한 접근 방식이다(Cooperrider,
Whitney, and Stavros, 2008; Lewis, Passmore & Cantore, 2011; Ludeman, Whit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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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hr & Griffin, 2003; Stratton-Berkessel, 2010; Thatchenkery & Chowdhry, 2007;
Watkins, Mohr & Kelly, 2011; Whitney, 2010; Whitney and Trosten-Bloom, 2010).

가. Discovery(Appreciating): 조직과 구성원의 positive experiences
/moments, 탁월한 업무 수행 및 성과를 인터뷰/FGM을 통해 도출
1) 단계 1: Appreciative interview 질문 만들기
2) 단계 2. Interview plan 수립
3) 단계 3. Appreciative interview 실시
4) 단계 4. 의미 부여로 핵심 강점(Positive cores) 도출
5) 단계 5. AI & Best stories 전파

나. Dream(Imagining): “위의 ‘Discovery’에서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 또는 개인의 vision을 수립
1) 단계 6: Dream dialogue
2) 단계 7: Dream의 구체화(Enacting)
3) 단계 8: Discovery와 Dream의 내재화

다. Design(Defining): vision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action plan 작성
1) 단계 9: 도발적 제안(Provocative propositions) 수립
2) 단계 10: 도발적 제안 검증과 결정(Verification & determination)

라. Destiny(Delivering): 실행과 변화 관리
1) 단계 11: AI 실행 인프라 구축
2) 단계 12: 실행을 통한 3차원적 변화 관리
3) 단계 13: 개별 Action Plan 수립과 실행

AI는 2010년 ISPI 연례학술대회의 기조 강연으로 AI가 소개되었을 정도로 문제해
결 방식의 단순한 보완이 아니라 대안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이 기법은 조
직과 구성원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다양한 접근 방법을 모색한다는 측면에
서 K. Cameron과 동료 연구자들이 주창한 긍정 조직학(POS: Positive Organizational
Scholarship)과 이론과 실제에서 상당 부분의 공집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갤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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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간 100만 여명의 구성원과 8만 여명의 리더를 대상으로 종단 연구를 실시해서
분석한 성공한 리더의 핵심 요인들도 결국은 강점 경영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AI의
존재감을 재확인할 수 있다(Buckingham & Coffman, 1999). 이런 면에서 AI는 리더
십 개발 영역에서도 기존의 리더십 패러다임에 ‘더 나은 반쪽(better-half)’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Ford와 del Castillo(2007)는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등의 아시아 국가
들의 기업체와 공공기관에서의 수행공학(HPT: Human Performance Technology) 적
용 사례를 다수 발표하면서, 미국을 포함한 서구의 조직들과는 다른 특성으로 인해
경험한 고충을 토로하였다. 이들은 자문 대상인 기업체와 공공기관에 대해 미국의 조
직에서 적용했던 방식과 동일한 문제 해결 기법에 입각해서 접근했다. 그러면서 인터
뷰나 FGM(Focus group meeting) 대상자들인 조직 내 구성원들에게 “performance
problems가 무엇인가?”,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들을 제기했을 때
미국이나 서구의 조직들과는 달리 드러내놓고 조직의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하기를 회
피하는 모습이 역력했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AI는 우리나라와 같은 동양적인 기업
문화에서 조직 가치를 전파하고 혁신을 이끌어 가는데 더 적합한 패러다임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HR의 동반자적 협업 체제

인테리어 설비를 주로 생산/판매하는 Kohler사 영업 팀장들의 실적 부진으로 인한
해고율이 심각한 수준이 되었다. 2000-2002년까지 각각 10-12%의 리더 실패율로 인
해 경영층으로부터 교육과 인사 부서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즉, 인사 부서에서 제
공한 고과자료를 바탕으로 팀장을 임명하였고, 신임 팀장의 역량 개발을 교육부서에
서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를 야기한 책임을 지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
다. 이에 HRD와 HRM 부서는 전략적 제휴를 통해 문제를 분석해본 결과, 아래와 같
은 문제의 근본 원인들을 밝혀냈다(Dillon, 2010).
가. 실무 능력과 관리자 능력은 별개: 관리자의 성공 ‘DNA’가 따로 존재
나. 적성의 문제: 관리자로서의 역량 개발이 불가능한 구성원이 존재
다. 성과에 의한 관리자 임명제도 문제: 새로운 ‘여과(filtering)’ 과정이 필요
여기서 도출된 근본 원인들을 살펴보면,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전형적인 인사/육
성 시스템 문제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즉, 관리자 임명이 실무 고성과자 위주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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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면서 실무진으로 업무를 추진할 때와는 판이하게 다른 관리자로서의 역량과
‘DNA’를 크게 고려하지 않아, 이 사례에서처럼 파행적 결과를 야기할 문제의 소지를
항상 안고 있는 것이다. 특히 조직생활을 하면서 구성원들이 리더의 역량과 적성을
업무 수행과 다양한 학습 기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터득하여 관리자로서의 자질을 구
비할 것이라는 통상적인 가설이 이 근본 원인의 분석을 통해 부정되었다. 이러한 근
본 원인에 대해 Kohler의 교육과 인사 부서는 협업을 통해 해결책을 아래와 같은 절
차에 입각해서 개발하여 실행하였다.

가. 1차 선발: 실무 고성과자에 대한 관리자 역량 평가(360도)
나. 2차: 외부 기관에 의한 리더십 역량 평가
1) 필기시험: 일반적 리더십 역량
2) 1:1 면접시험: 상황 대처 능력

다. 3차: 관리자 교육 + 현업 실습 + 학습 평가(11개월)

1) 직속 상사 협의: 능력 개발 요구 도출
2) 10개 과정 교육 이수: 8 가상 교실(실시간 원격교육) + VC 전에 선수학습으
로 해당 이러닝 이수(11개 모듈)
3) 2회 집합교육(봄/가을 각 1주): 실습 위주(예, 채용인터뷰 스킬: 실제 취업 준
비 대학생 동원)
4) 10개의 각 과정 별 현업 실습: 각 과정 이수 직후에 자기 부서에서 직속 상사
의 안내로 리더십 현장 실습
5) 교육성과 보고서 작성/발표 + 집중 인터뷰: 취약 역량을 리더와 상의/선정/현
장적용/보고서 작성 ☞ 가을 집합 교육 시 발표/senior managers(현장/HR)로
부터 집중 질의응답 형태로 진행

위의 해결방안 실행에서 인사부서는 관리자 임명이 가능한 고성과자 250명 중에 25
명을 1/2차 선발을 통해 예비리더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교육 팀은 이와 연계하여 이
들에게 3차에 해당하는 ‘관리자교육 + 현업 실습 + 학습 평가’를 실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결과를 인사/연수 부서가 상호 협의하여 13인을 최종 예비 리더로 추천하였다.
이중에 출산 휴직을 한 1인을 제외한 12인이 신규 리더로 임명되었다. 또한 이러한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중간 탈락자에 배려도 잊지 않았다. 우선 3차에 걸쳐 나오게
될 중간 탈락자에 대해서는 어떤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
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경력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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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무전문가: ‘영업전문가(sales king)’ 차원에서 성과에 따라 관리자와 동급의 처우
나. 다른 부서 배치: 역량 평가 결과에 따라 새롭게 발견된 역량과 적성에 따라
다. 1년 뒤에 재도전 기회 제공: ‘패자부활전’
이러한 인사/연수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협업으로 나타난 성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2000-2002년까지 10-12%이었던 관리자 실패율이 인사/연수의 전략적 제휴 실행 첫
해인 2003년에 실패율 ‘zero로 향상되는 경이적인 성과를 창출하였다. 그리고 2004년
과 2005년에 실패율 2%를 제외하고, 2003-2009년까지 성과 부진으로 인한 리더 해고
율이 지속적으로 전무한 성과를 올리게 되었다. 여기에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 사례
의 2011년 ATD 연차 학술대회 발표에서 여전히 인사/연수의 전략적 제휴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현재진행형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HR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인사와 교육부서의 동반자 관계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로 IBM의 ‘One-Stop
Shop’(Lewis & Sugrue, 2008)이 있다. IBM의 두 부서는 현업의 HR에 대한 요구사항
을 분석한 결과, 1) 인사/연수 관련 ‘paper-work’을 통합 관리하여 현업의 인사/육성
효과성/효율성 제고, 2) 구성원 역량 개발의 실제적인 구현을 위한 시스템 마련, 3) 리
더의 구성원 역량 개발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현업의 요
구에 부응하기 위해 HRD와 HRM은 HR 서비스의 통합을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아래
와 같은 체계적인 형태로 실현하여 구성원들에게 제공하였다.

가. 교육과 인사평가 연계: ‘구성원의 역량 개발’ + ‘리더의 구성원 역량
개발 지원’에 대해 다면평가
나. “구성원 아이콘(‘Employee starts here’)” & “상사 아이콘(‘manager
starts here’)”: 협의하여 아래의 사항들을 작성

1) 연간 업무 목표(MBO: Management By Objectives) 수립/입력
2) MBO에 따라 능력개발계획(IDP: individual Development Plan) 수립/입력
3) 능력개발 계약서(Development Contract) 작성/입력
4) MBO와 IDP 직결 just-in-time performance가 가능한 형태로 e-learning 제공
5) 불가피 시 집합교육 실시: 실습이 필요한 경우
6) 1년에 최소 2회 능력개발 상호 평가(development review)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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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의 HR 파트너십을 통해 위의 시스템을 활용한 참가자와 불참자(control group)
와의 성과를 비교 평가한 결과, 영업 부서에서의 매출액이 순수 교육 효과로 27%가
상승했다. 또한 참가자의 인사 고과가 통제집단보다 향상되었으며, 더욱 고무적인 것
은 리더와 구성원간의 진정한 코칭 관계가 조직 문화로 정착되었다는 사실이다.
Christopher와 Hellmann(2011)은 World Bank의 핵심 인재 관리(talent management)
를 HRD와 HRM의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운영하였다. 이는 특히 현재 대부분의 조직
에서 경영층의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핵심 인재 관리에 있어 교육담당자
(Learning Officer)와 인사담당자(Human Resources Officers)가 어떻게 협업할 수 있
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 여기서 인사부서는 리더들에게 핵심 인재 선정/육성을
위한 안내를 Boston Consulting Group에서 개발한 9 box Model(‘Boston Box’)을 기
반으로 조직 적합화하여 제공하였다. 온라인으로 제공된 이 툴을 바탕으로 리더는 핵
심 인재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에게 핵심 인재로서의 선정 기회를 부여하고 역량
개발 계획(CDP) 차원의 역량 개발 지원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이러한 핵심 인재 관
리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교육부서는 아래와 같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였다.

가. 대상: 직속 상사와 모든 구성원에게 실시
나. 이러닝: 각 ‘20분’ 모듈

1) web conference(virtual classroom)의 선수 학습
2) mobile version: 관리자 모두 blackberry 소지/활용(스마트폰에도 가능)

다. webconference(virtual classroom): 2시간, 20명

1) ‘Managing your career at the World Bank’
2) ‘building your career through meaningful conversations’

이에 따른 성과는, 1) ‘High potentials’의 36%가 차세대 리더 교육대상자로 선정, 2)
‘Top Talent’ 75%가 차세대 리더 후보로 선정, 3) High performers의 15%가 타 지역
의 상위 level 업무 배정 후보자로 선정 등으로 나타났다. 그 성과로 인해 이 프로그
램은 Brandon Hill Research가 제정한 ‘Best Integration of Learning & Talent
Management’ 부문에서 은상을 2010년에 수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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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론

HRD가 그리도 갈망하는 새로운 리더의 성공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기존의 ‘신임
교육’만을 제공하고 ‘DIY(Do IT Yourself)’하는 형태의 구태의연한 패러다임은 시급히
타파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인적자원 개발 부서는 이전과는 상당히 다른 업무의‘광
야’에 던져지는 새로운 관리자들이 절실히 갈구하는 조기 전력화를 위해 필요한 실행
전략을 지금이라도 강구하는 것이 사업을 이해하고 조직의 성과를 창출하는 부서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역량 개발을 위한 총체적 접근 방법을 살펴보면 아이러니하게도
70/20/10(Experience/Exposure/Training) 체계 중에 가장 시간/인력/비용이 많이 소요
되는 방법이 10에 해당하는 ‘Training’이다. 이러한 ‘Training’에 소요된 막대한 노력이
공염불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HRD는 교육훈련의 방정식을 새롭게 고쳐 써야 한
다. 뿐만 아니라 ‘Training’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성과 창출이 가능한 역량개발과 직결
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70/20(Experience/Exposure)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하는
학습 지원책에 HRD는 이제 주목해야만 한다. 중국 史記에 ‘狡兎三窟’이라는 고사성어
가 있다. 지혜로운 토끼는 굴을 항상 세 개 확보해놓음으로써 절대로 접혀 먹히지 않
고 어떤 상황에서도 생존에 성공한다는 의미이다.‘Online and off-line training’을 교육
훈련의 모든 것으로 동일시하는 단순 방정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HRD 담당자에
게 공교롭게도 영리한 토끼의 성공 전략 수와 ICD 실행 전략의 수가 일치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닌 엄연한 현실로 다가왔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긍정 조직 개발을 주창한 Whitney(2010)는 ISPI 연례 학술대회의 기조 강연에서 AI
의 가치를 스토리(story)를 통해 소개하면서 결론을 맺었다. 즉, 어느 할아버지가 자신
의 손자에게 옛날 얘기를 해주었다. 늑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할아버지는 착
한 늑대(good wolf)는 즐겁고(joyful) 타인을 배려하고(care about others) 행복한
(happy) 품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나쁜 늑대(bad wolf)는 타인을 질투하고(jealous)
타인에 대해 비판일변도(like to criticize)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할
아버지는 자신의 손자에게 “두 늑대가 싸우면 어느 늑대가 이길까?”라고 물었다. 대답
을 못하는 손자에게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네가 먹이를 준 늑대(“The one you
feed”)”!
수행공학(HPT: Human Performance Technology) 사례 발표에서 LG Display의 배
상한(2009)은 HPT를 현업에 수년 간 적용하면서 얻은 현장의 교훈(lessons learned)
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그는 HRD기 현업의 성과 향상을 위한 HPT를 성공적으로 수
행해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 취해야할 가장 중요한 실행 전략으로 인사 부서와의 전
략적 협업 체제의 구축이 절실하다고 토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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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력개발 부서가 직면한 주요 도전 과제와 그 성공 전략에 대해 여기서 서술
한 것은 다양한 역동성과 역학 관계가 존재하는 모든 기업체와 공공기관에 일반화하
여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또한 성인교육이라는 주제에서 기업체와 그 궤를
같이하는 공공기관에서의 차별적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그 적용의 일반화 폭은 더 좁
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면에서 모든 기업체와 공공기관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주요 현안과 실행 전략의 패러다임 정립이 향후 연구 필요성으로 대두된다.
또한 개별 주요 현안을 좀 더 심도 있고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통해 파악하고 체계화
할 필요와 함께, 그에 따른 실행 전략도 현업 실행 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
록 좀 더 체계화하면서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후속 연구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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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jor Issues and Implementation Strategies in Human
Resource Development
Choi, Wook(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plore major issues facing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to propose specific implementation strategies in terms of
actional procedures and techniques that could possibly become the feasible
solutions. Moreover, this research seeks to provide critical success strategies
which can be applied putting a round peg in a round hole, in association with
problematic situations and hard-to-treat challenges that were experienced by
HRD lead in real-world setting. The main issues examining in the study are
four folds: 1) ramp-up productivity focusing on new leaders, 2) integrated
approach in individual and career development, 3) paradigm change for
organizational development, 4) strategic affiliation between HRD and HRM.
Especially it describes primarily challenges and responsibilities currently
imposing on human resource developer. Suitable success strategies for respective
agenda mentioned above are constructed as follows: 1) onboarding program for
new leaders, 2) 70/20/10 development framework, 3) appreciative inquiry, 4)
strategically collaborative system by partnership between HRD and HRM. The
implementation strategies present serviceable techniques and procedures that
were applied in the various real cases of corporate and public settings and
verified in terms of effectiveness.
Key words: main issues in HRD, implementation plan for competency development, onboarding,
appreciative inqu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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