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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이 연구는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의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을 체제적 접근 방법으로 평가한
것이다. 통합적 문헌분석을 통해 상황, 투입, 과정, 산출, 결과 등의 영역을 평가하였다. 상황
평가에 따르면 이 정책은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른 올바른 대응이었으나 인적자원체제 문
제를 진단하는 데 미흡하고, 요구 식별이 충분하지 못했다. 투입평가를 살펴보면 국민의정부

에서 법령, 체제, 기본계획 등 토대를 마련하고 참여정부에서 재정투자 방안, 대학·산업·지역
의 협력적 추진체제 구축 등 정책수단을 강화하였으나 각 부처의 관련 법령을 통합하지 못하

고 유사한 국가계획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성을 갖지 못하였다. 과정평가를 통해 부처 간
업무 협력, 교육부총리 중심의 정책 총괄 등 연계·조정 기능이 원활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

다. 산출평가와 관련하여 양적으로 충족할 만한 산출물을 만들어냈지만 고용 연계의 질적 성
과는 미흡했다. 결과평가를 보면 이 정책은 단기적으로 절반의 성과에 그쳤으나 장기적으로
다양한 영역의 인적자원개발사업과 새로운 정책 도출에 기여하였다.

주제어]：국가인적자원개발, 인적자원개발정책, 정책평가, 체제적 평가

[

I.

국가인적자원개발은

IMF

서 론

경제위기 이후 물적 자본과 노동의 축적만으로 더 이상 국

가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정부의 자각에서 비롯되었다. 국가가 보유한 인적자원을 개발
하고 사회적으로 배분·활용함으로써 지속적 성장과 사회적 결속을 함께 높여야 한다는

* 제1저자 1)
** 교신저자(heesu@cau.ac.kr) 2)
▣ 접수일(2015.08.31), 심사일(2015.09.16), 게재확정일(2015.10.02)

134

교육행정학연구

각성이 정책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것은 한 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지식, 기술, 그리고 역량을 증진시키는 과정으로 사회, 정치, 문화, 경제 등 모
든 분야의 성장에 필연적인 조건(Harbison

& Myers, 1964)이 된다. 국가 수준의 인적자
원개발은 전 사회 부문에 걸쳐 이루어지며,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정부의 최고 수준에
있는 정책이므로 그 계획과 집행, 결과와 성과를 총체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신현석,
2001; 장창원 외, 2006; 조순옥·이희수, 2009; Cho & McLean, 2004, McLean, 2004).
평가는 2002년 8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한다. 2003년 처음으로 제
1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과 16개 시행계획에 담긴 101개 프로그램의 추진실적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후 2006년까지 추진실적 평가 및 총괄평가가 진행되었
다. 2007년 4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개정은 참여정부가 추진실적 위주의 평가를 폐
지하는 대신 모든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인적자원개발사업을 자체평가하여
제출하면 국가인적자원위원회(위원장 대통령)가 확인·점검하고 심층평가가 필요한 사업
은 특정평가를 할 수 있는 종합적 체계를 갖추었다(교육인적자원부,
정책평가는

2008년

2007).

이명박정부 출범을 시점으로 전면 중단되었다. 교육부총리제와 교

육인적자원부의 정책 총괄·조정 기능이 폐지됨에 따라 평가에 대한 책무성도 희석되었
다. 연구자들이 정책의 성과 계승, 문제점 개선, 대체입법 마련 등 대응 방안(오헌석 외,

2009;
였다.

정기오,

2009)을

제시하였지만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 입법 예고를 막지는 못하

이로 인해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은 제대로 성과를 검증받지 못하고, 정책 환류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실행된 평가는 각 부처 인적자원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
도록 지원하는 컨설팅 개념의 평가로 국한되었다(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단,

2004).

집행평가는 정책을 검증하고, 의도한 대로 정책수

혜자들에게 전달되었는지를 평가하지만 효과평가를 포함하지 않는다(Scheiner,
러나 정책평가는 추진 내용뿐만 아니라 효과를 포함하며, 정책의 가치
평가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Anderson,

1984).

1994). 그
판단, 사정, 성과

평가가 성과를 판별하지 못한 채 중단됨

에 따라 뒤늦었지만 회고적인 방식이라도 총괄평가가 필요하다. 이 정책에 투입된 막대
한 인적·물적·재정적 자원, 장기간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산출물의 사회적 파급력 등은

체제적 평가를 통해 국가인적자원개발의 가치를 되새기고, 향후 인적자원정책의 좌표를
가늠할 것을 요구한다.

이 연구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에 대한 회고적이며 체제적 접
근의 평가연구이다. 정치체제는 투입, 과정, 산출의 순환이며, 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과의 작용으로 결과가 창출된다(Easton,

1957).

투입을 산출로 전환하는 것이 정책이라면

이러한 체제와 정책, 성과 등을 전체적으로 사정하고 판별하는 것이 정책평가이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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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은 사회적 상황을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여 목표를 설정하였는가? 둘째,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의 대안 선택은 정책
목표에 부합되면서도 실현 가능한 것이었는가? 셋째,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은 효율적이

고 효과적으로 집행되었는가? 넷째,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의 산출물은 충분하게 발생하
고, 공평하게 배분되었는가? 다섯째,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은 정책이 의도하였던 바람직
한 결과를 만들었는가?

Ⅱ.

1.

이론적 배경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의 평가

국가인적자원개발은 인적자원개발을 국가정책으로 규명한다. 이 개념의 형성은

Harbison & Myers(1964)의 「교육, 인력, 그리고 경제성장: 인적자원개발의 전략」에서
찾는 것이 정설(Swanson & Holton, 2009)이다. 여기서 인적자원개발은 한 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지식, 기술 그리고 역량을 증진시키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나아가 인적자원개
발을 경제적으로 인적자본의 축적과 투자, 정치적으로 성인의 정치적 참여와 시민의 민
주주의 참여, 사회문화적으로 사람들이 전통에 구속받지 않고 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것으로 개념화되었다.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은 IMF 구제금융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출발한 국민의정부가 인
적자원 개념을 정책에 도입(오헌석 외, 2009)하면서 국가정책으로 인적자원개발이 구상
화된 것이다. 2001년 1월에 교육부총리 승격과 함께 교육인적자원부를 출범시키고, 인적
자원정책국을 신설하는 정부 직제를 단행하여 교육정책을 교육과 노동시장, 직업세계를
포괄하는 종합정책의 영역으로 확대(정봉근, 2004)하였다. 2002년 8월 제정된 인적자원
개발기본법은 제 8조에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조항을 넣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을 매년 평가할 것과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 결과를 인적자원개발회의에 보고
하고, 관련 부처에 통보하여 각 부처의 정책에 반영할 것을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년에

22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고 중요도 및 부처별 주관과제 수를

개 정책분야를 선정 및 평가를 시행하였다.

2004년도
여 2단계로

2003
감안하여 3

평가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
실시되었다(장창원 외,

2007). 2005년은

제1차 기본계획이 종료되는 해로써

기본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내용 평가가 총괄평가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2006년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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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본 얼개가 부처별 자체평가와 평가단의 상위평가라는

2007년 4월에

2수준

평가로 전환되었다.

개정 발효된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2차 일부개정」은 기존의 ‘제8조 기

본계획 등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폐지하고, ‘제8조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 등’과 ‘제9조 위원회의 특정평가 등’의 전문개정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인적자원

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 실제 평가는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개편(2008년 2월)으로 실행되지 못하였다.

평가연구는 평가모형과 평가체제에 대한 정책적 제언의 논거를 위주로 이루어졌다(강

일규·고혜원,

2002;

신현석,

2001).

이후 참여정부 들어서

2003년

교육인적자원개발 혁신

로드맵을 비롯한인적자원개발정책 드라이브로 말미암아 평가연구가 촉발되고, 그 영역
도 확장되었다. 자체평가·상위평가·특정평가의 도입에 따른 평가종류별 평가모형 연구

(강일규, 2007;

채창균,

2007),

제2차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모형 제시(신현석 외,

인적자원개발사업에 관한 투자분석 방법론 검토(황규희,

2006)

2008),

등의 평가연구가 발현되

었다. 이러한 연구의 흐름을 평가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초창기엔 평가의 개념과 목적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평가는 인적자원

개발정책이 부처 상호간 업무 중복으로 인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제기로부터 비롯되었
다. 이를 위해 정부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수행하고, 객관적이면서 공정한 평가도
구의 개발이 요구되었다(신현석,

2001).

둘째, 평가추진체계 제언이 주요한 연구 흐름이

다. 장창원 외(2007)는 구성 원칙을 평가의 독립성, 전문성, 책무성 등으로 제시하고, 이

를 담보하는 방안으로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소속의 평가위원회,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
교육인적자원부 등 3가지 평가기구를 검토하였다. 손유미 외(2007)는 ‘인적자원개발평가

센터’를 구성하여 단기적으로 인적자원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고, 중장기적
으로 인적자원개발 기획을 위한 정책연구 및 아젠다 발굴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셋째, 평가 대상과 관련해서는 서로 다른 논거가 있었다. 신현석(2001)은 종래의 정부

업무평가와는 달리, 정책들을 포괄하는 영역 혹은 분야에 대한 평가가 필수적이어서 민

간기업이 추진하는 인적자원개발 사업까지도 분석·평가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이에
비해 강일규(2005)는 정책평가가 정부의 행동인 정책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학교, 기업,
시장 등 정책 대상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넷째, 평가모형과 관련해서는

평가영역, 평가기준, 평가지표 등에 대한 논거가 활발하게 제시되었다. 신현석(2001)은
평가기준을 ‘부처 내 준거’와 ‘부처간 준거’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르면 부처 내 준거는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 등으로 구분되어 ‘정책목표의 타당성’, ‘계획내용의 충실
성’, ‘집행과정 효율성’, ‘시행과정 적절성’, ‘목표 달성도’, ‘정책 효과성’ 등 평가기준으로

구성된다. 부처간 준거는 정책 연계·조정에 대한 항목으로 ‘민간/타부처 관련성’, ‘정책
의 중복성’, ‘정책 연계성’ 등

3가지이다.

이 평가모형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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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활용되었다. 이 밖에 강일규 외(2002)는 ‘인적자원개발 정책평가모형(안)’을

제시하면서 정책단계를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 정책연계·조정 등으로 구분한 점
에서 신현석의 평가지침과 동일하지만 각 단계별로 평가 대상을 구분하고, 평가기준을
이론적 근거에 의해 명시화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2.

체제적 평가모형

인적자원개발 평가는 학습자 대상의 단선적인 분류체계 중심의 성취도 측정에서 조직
차원의 학습 전이와 조직성과의 인과관계 규명으로 발전하였다. 이 평가는 조직의 실천
을 위한 합리적 근거로써 가치를 논의(Preskill

& Torres, 1999)하는

것으로 학습 결과와

성과 변화 간에 복잡한 관계를 규명하는 통합적인 모델을 요구를 하게 된다. 정책평가
와 인적자원개발 평가는 모두 통합적이고 체제적인 평가로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는 두가지 평가영역에 걸쳐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평가모형으로

Stufflebeam의

CIPP 평가모델과 이론기반평가(theory-based evaluation)를 고찰해 본다.
CIPP 모델은 다양한 평가 상황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고, 프로그램 계획부터 산출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평가에 접근한다(Guerra-López, 2008). Stufflebeam(1971: 1)은
“CIPP 모델이 의사결정을 위한 사전대책의 평가이면서 책무성을 제공하는 회고적 평가
로써 타당한 얼개를 제공한다”고 제시하였다. CIPP 모델의 핵심 개념은 상황(context),
투입(input), 과정(process), 산출(product) 등의 평가이다(Stufflebeam, 1971, 2000). 평가
과정은 기술(delineating), 획득(obtaining), 제공(providing) 등 3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상황평가는 전체 시스템의 강점과 약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개선을 지향하는 목표
를 계획하도록 돕는다. 둘째, 투입평가는 목표 성취를 위해 선택되고 구조화된 대안전략
의 강점과 약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셋째, 과정평가는 전략과 집행이 강화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주어진 전략의 강점과 약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넷째, 산

출평가는 목표가 성취되었는지, 성취를 위해 채택된 변화절차가 지속되거나 수정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종료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론기반 평가(theory-based

evaluation)는 1997년에 Carol Weiss가

제기한 이래 소규

모 프로젝트에서부터 정부차원의 전체적인 정책과정으로까지 확장되었다(Rogers,

2002년 EES(European Evaluation Society)

2007).

컨퍼런스에서 실험설계에 의존하지 않아도

프로그램의 영향을 사정할 수 있는 평가역량을 인정받았다. 이론기반 평가는 프로그램
이 성취하려는 결과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와 왜 실현해야 하는가를 메커니즘이라
는 작동의 원리와 구조로 설명한다(Carvalho

& White, 2004; Weiss, 1997). Weiss는

프

로그램의 투입과 그로부터 예상되는 성과 간을 묶어 주는 인과론적 연결고리를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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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고 하며, 이러한 설명은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일과 관심을 두고 있는 성과의 출현 간
을 중재하는 메커니즘에 해당된다. 이 연구는 이론기반 평가의 강점이 프로그램 과정
이론과 프로그램 영향 이론의 메커니즘에 있다고 본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CIPP

모형이

정책 활동의 단기 결과와 의도했던 변화의 성취를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게
된다. 이 연구는 장기간의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을 총괄 평가하는 것으로 정책 투입에
따른 산출뿐만 아니라 정책과정의 전반에 따른 산출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1.

연구 방법

평가 모형

평가의 유형을 상황(context), 투입(input), 과정(process), 산출(output), 결과(outcome)
등

5가지로

평가 유형은

구성하였다. 상황평가는

CIPP

CIPP

모델에 근거하였고, 투입·과정·산출의

3가지

모델과 이론기반 평가를 혼용하였으며, 결과평가는 이론기반 평가의

논리모형에 따랐다.

Stufflebeam(1971)에 근거하여 필요정보의 기술
획득(obtaining), 정책시스템으로의 제공(providing) 등으로 나

평가 흐름은

(delineating), 활용정보의
누었다. 필요정보의 기술은

평가되어야 할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의 대상을 규정하여 설

명하는 착안사항에 해당된다. 활용정보의 획득에서는 평가에 활용되어질 자료를 수집하
고 분석하였다. 정책시스템의 제공은 평가준거에 따라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 시스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황평가는 요구사정을 나타낸다(Stufflebeam

& Shinkfield, 2007).

평가항목은 첫째,

정책수요에 대한 대응성으로 정책의 추진 배경을 이루는 국가와 국민의 요구에 얼마나
잘 반응하였는가, 둘째, 정책문제 진단의 정확성으로 정책의 원인이 되는 사회문제를 바
르게 판단하여 이루어진 것인가, 셋째, 정책목표의 적절성로 정책 목표가 사회적인 문제
점을 바람직한 상태로 해결하기에 적합한가 등이다. 투입평가는 정책의 설계와 전략을

대상으로 한다. 투입평가는 첫째, 계획의 적실성으로 정책의 계획이 사정된 요구에 연관
되어 수립되었는가, 둘째, 정책수단의 실현가능성으로 정책의 계획이 사회적이고 재정적

으로 실행될 수 있는가, 셋째, 다른 정책에 대한 우월성으로 유사한 정책의 대안과 비교
하여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이 장점을 갖는가를 평가한다.

과정평가는 정책의 활동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첫째, 정책집행의 효율성으로 정책의

활동이 자원 낭비 없이 능률적으로 일어나면서 효율성을 높였는가, 둘째, 정책 연계·조

정의 정도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직 등이 상호활동을 통한 정책집행을 수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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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 셋째, 정책과정의 점검과 환류의 정도로 정책에 대한 내외부적 평가활동과 그 결
과의 환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정책과정 평가
평가기술
↓
정보획득
↓
정보제공

상황평가

투입평가

·수요

대응성
정확성
·목표 적절성

→

·진단

·계획

적실성
가능성
·정책 우월성
·실현

과정평가
→

·집행

산출평가

효율성

→

·연계·조정

정치체제

↓

장기결과

단기결과

지속성

/예산증가

←

·인력

·신정책

충분성
공평성
·수요 만족도
·산출

·점검·환류

·정책

·산출

·목표달성도
·정책효과성

도출

정책영향 평가

그림

[

1]

국가인적자원개발 평가모형(CIPPO 모델)

산출평가는 정책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생성된 산출물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첫째, 정

책 생산물의 충분성로 정책의 산출물이 의도한 계획에 따라 발생하였는가, 둘째, 정책

생산물의 공평성로 정책의 산출물이 정책수혜자들에게 공정하게 도달하였는가, 셋째, 정
책수혜자의 만족도로 국민들이 이 정책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여 만족하였는가를 평가
한다. 결과평가는 정책의 목적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며, 정책이 산출해낸 성과를

대상으로 한다. 결과평가는 첫째, 정책성과의 달성 여부로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은 의도

했던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효과성을 발휘하였는가, 둘째, 정책의 장기적인 지속 여부
로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의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새로운 정책을 도출하였는
가를 살펴본다.
2.

평가 방법

통합적 문헌연구는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을 분석하는 도구이면서 이 정책을 점검·사
정하는 유용한 방법이다.
있고, 그 자체로

Imel(2011: 145)은 “문헌연구는 커다란
독립적인 연구의 결실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연구의 부분이 될 수도
문헌연구의 과소평가를

경계하였다. 통합적 문헌연구는 주제에 대한 새로운 얼개와 관점의 통합 방식을 통해
문헌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종합하는 연구 형태이다(Torraco,

2005).

이 방법을 채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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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이 연구방법이 다양한 인적자원개발 분야에 적용되어 새로운 지식을 생성하는
데 기여하였고, 오래된 주제를 다룸에 있어 그 주제의 지식 기반을 확장하고, 보다 더
다양화하는 재개념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이다.

자료수집 범위는 선택 기준을 설정하는 문헌연구 전략에 따랐다. 첫째는 자료 수집의

대상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선택으로 이 연구는 정책보고 웹사이트, 정책연구기관의

연구보고 관련 웹사이트, 국회의 전자도서관과 국정감사시스템, 정책평가 관련 정부기관

의 웹사이트, 국가통계 및 사회지표 발행 웹사이트 등을 조사하였다. 둘째, 자료의 검색

기준에 대한 선택은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을 검색어로 시작하여 ‘인적자원정책’, ‘인적
자원개발’, ‘인적자원’ 등 광의의 핵심단어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검색하였다.
문헌분석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분석의 틀이 요구된다. 이 연구의

평가 유형 가운데 상황평가, 투입평가, 과정평가, 산출평가 등
로 개념 행렬을 채택했다. 개념 행렬은 고찰할 문헌을

4가지는 문헌
조직화하고, 문헌들의

5가지

분석의 틀
관계와 차

이를 드러냄으로써 새롭게 요구되는 관점이 무엇인가를 궁구할 수 있도록 한다. 개념

행렬은 수평적으로 고찰한 문헌을 배열하고, 수직적으로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의 평가

개념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평가 개념은 도구적 역할을 하기 위해 자료명,
기술, 관점, 근거, 결론, 함의 등으로 이루어지며, 이 개념은 고찰한 문헌이 내재하고 있
는 객관적 내용을 반영한다. 이 연구는 선택된 문헌의 개념을 조직화하고, 문헌들을 비
교함으로써 평가 유형별로 설정된 평가준거의 종합적 정보를 제공하였다.

Ⅳ.

1.

연구 결과

상황평가

가. 정책수요에 대한 대응성
이 항목의 필요정보를 기술하면 첫째,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의 대상은 누구인가, 둘

째, 목표 대상자의 요구를 어떻게 측정하고 식별하였는가, 셋째, 정책수요에 대한 대응
을 합리적으로 하였는가, 넷째, 정책적 대응에서 누락된 요인은 없나 등이다. 활용정보

2001년부터 2008년에 걸쳐 모두 17건에 해당된다. 논문이 5건으로 가장 많으
며, 정책연구 4건, 발표자료 3건, 공청회와 회의자료 3건, 정부출판물 2건 등이다.
주요한 획득정보는 첫째, 새로운 인적자원개발정책 대상은 “3~5세의 유아부터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를 포함하는 국민 전체”이다(김태기 외, 2000: 92). 둘째, 목표 대상자의
의 획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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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측정 및 식별과 관련해서 “국민의 정부는 정치적으로 직접민주주의를 그리고 경제
적으로는 자유시장경제논리를 표방”하였고, 그에 따라 “국가의 주요현안들에 대한 국민

과의 대화라든지 각종 정부사업에 민간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신현석,

2003: 7-8).

셋째, 정책수요에 대한 합리적 대응과 관련해서 “인적자원정책의 많은 부분

이 정부 내의 변화에 상당하는 진전의 성격을 띠었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나 정부 밖의
전문가들에게는 눈에 잘 띠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었다(정기오,
적 대응의 누락 요인과 관련해서 참여정부는 집권 중반기인

2003: 33). 넷째, 정책
2005년 5월에 “산업계와 노

동계 대표 및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수요자측의 요구를 반영하여 인적자원개발을 혁
신”하기 위해

“교육부총리가

의장인 현행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

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국가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 개편 계획
을 발표했다(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표

<

1>

정책수요 대응성의 평가분석

개념항목
한숭희

(2001)

좌승희

(2001)

신현석

(2003)

함의와
결과

2005년 5월 19일).

문제제기

이론적 근거

국제기구는 시장경제시스템을 인적자원개발은 학습의 과정과
확대시키기 위해 국제표준에 맞 결과를 유통하기 위한 공급자적
는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요구함 측면이라면 평생학습은 학습노
동자의 입장을 대변함

결론
우리나라 국가인적자원개발은
인적자원개발 공급자의 입장에
있으며, 지식담지자인 학습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음

지식기반경제 진전에 적응 못하 UNESCO, OECD 등의 학습사 민간부문의 자율성 보장과 규제
는 근로자들이 발생하고 인력의 회 강조, 선진국의 평생직장사 정비, 민간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숙련불일치로 실업이 증가될 가 회에서 평생직업사회로의 전환 행·재정적 지원 등이 부족함
능성이 높음
사례에 근거함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수립을 위
해 국민의정부의 정책을 점검하
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
가 있음

공교육 내실화, 교직발전종합방
안, 교육개혁추진조직 등 국민
의 정부 교육정책의 추진내용
평가와 추진과정 평가

국가인적자원개발은 자유시장경
제의 글로벌 체제에 대응하고,
내부적으로 성장과 복지의 동반
체제를 견인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책이 되어야 함

UNESCO, OECD 등 국제기구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은 정부
의 학습경제론, 유럽의 평생고 주도로 전개되어 공공과 민간
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고용과 간, 기획과 집행 간 갈등이 있
인적자원개발의 동조화 정책, 었으나 민주적 정책심의 방식의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이론, 인 거버넌스와 인적자원개발 주체

국민의정부 교육정책은 다원주
의 사회의 갈등적 특성이 투영
되었으며, 기획과 실천 사이의
괴리가 심화된 것임

적자원개발정책의 회고적 평가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정책
등의 이론적 접근 및 고찰
으로 전환을 모색함

이를 통한 정책시스템으로의 제공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은 국제
환경의 경제적 변화 요구를 수용하여 하루빨리 세계경제에 동조화해야 한다는 외생적
요인으로부터 비롯되다보니 국제적 인적자원개발의 본질을 간파하지 못한 채 착수되었
으며, 정책수요의 요구 식별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둘째, 정치·경제적으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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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요구에 민감한 정책이었지만 목표 대상자이자 인적자원개발의 주체인 국민들과 공
감대를 형성하지 못하였다. 셋째, 국민의정부가 정책수요에 대응하지 못했다면 참여정부

는 주요산업의 수요, 고등교육의 수요,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수요 등 우선적인 정책순위
를 규명하고 정책의 현장 착근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이 기간의 경과에 따라 수요
대응성이 제고되는 특성을 보였다.
나. 정책문제 진단의 정확성
필요정보를 기술하면 첫째,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은 어떠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는

가, 둘째, 정책수립의 배경으로 사회·경제적 환경과 인적자원체제 현황을 어떻게 진단하

였는가, 셋째, 정책과정에서 환경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판단하고 반영하였는가 등이다.

2000년부터 2008년에 걸쳐 모두 20건에 해당되며 논문이 7건으로 가
장 많고, 정책연구가 6건으로 그 다음을 이루고 있다. 이 밖에도 정부출판물, 발표자료,
참고자료 등이 각각 2건씩이고, 정책보고서가 1건이었다.
활용정보의 획득은

표

<

2>

정책문제 진단 정확성의 평가분석

개념항목

박세일

(2001)

오헌석

(2002)

채창균

(2006b)

함의와
결과

문제제기

이론적 근거

결론

우리나라는 인적자원 투자액이
외국에 비해 적지않음에도 불구
하고 세계화·정보화시대의 요구
에 대한 인적자원의 공급능력이
부족한 상황

교육과 정책의 관점에서 인적자
원개발을 분석하여 인적자원의
문제를 교육과 정책의 빈곤으로
해석함

산업, 교육, 노동 간의 연계와
기술혁신을 통한 효율성, 교육
과 훈련기회의 평등화를 통한
형평성, 국가학습 평가체제에
기반한 책무성 등 제시

인적자원개발 논의가 초기단계
로 정책과제 개발에 어려움이
따르며, 미국식 인적자원개발의
단순 적용을 넘어 한국적 인적
자원개발 모형 개발이 시급함

인적자원과 국가인적자원개발의
개념 정립, 인적자본론, 노동시
장구조론, 국가혁신체제론 등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국가인적자
원개발·관리 모델을 제시

인적자원 개발로 교육개혁과 국
가평생학습시스템, 인적자원 유
통으로 학교와 직업 간 이동관
리, 인적자원 활용으로 인력수
급 균형 등 제시

선진국을 모방한 정부 주도의
요소투입 경제성장은 한계에 도
달, 혁신주도형 경제사회발전
패러다임으로 전환 모색

성장과 통합의 위기를 산업구
조, 고용구조, 인구통계학적으로
고찰, 세계 동향에 견주어 인적
자원입국의 개념을 정립

성장 원동력으로 독자기술 개발
과 혁신주도, 학습문화로 인재
양성과 학습사회, 사회통합으로
혁신지원과 학습복지

초기는 세계화·정보화 변화에
대응한 한국적 인적자원개발의
정립에 있었으나 이후에는 경제
둔화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성장
과 통합의 인적자원개발정책 방
향 제기

초기엔 인적자원개발 개념 정립
을 교육과 노동, 사회적 자본
등 이론적 기반에서 논의, 제2
차 기본계획 수립기에는 국내외
환경에 대한 경제학, 사회학적
진단이 중심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은 혁신을
통한 효율성, 학습을 통한 형평
성을 핵심축으로 인재양성과 인
력수급 균형, 학습사회와 사회
통합의 과제들을 추진하는 것

주요한 획득정보는 첫째,

“IMF

구제 금융을 받은 한국경제에 내려진 처방은 지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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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경제로의 이행이었으며,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강조”였고, “초창기의 지식기반경제발전

종합계획 수립 노력은 자연스럽게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으로 제 자리를 찾아간 것”
이다(이희수,

2004: 60-61).

둘째, 사회상황의 진단과 관련하여 “새로운 지식·기술의 습득

및 활용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은 사회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잠재적 요인”이며, “불완

전 취업, 구조적 실업, 소득격차 등이 확대될 경우 사회적 긴장과 갈등이 고조될 우려”
가 있다고 하여 사회적 소외를 주요한 사회적 환경문제로 진단하였지만 사회적 소외의
실체로써 저기술, 저학력, 장기실업, 불안전 고용, 고령화 등의 문제를 인적자원 현황에
서 점검하고 있지 않았다(오헌석,

2002).

셋째, 환경 변화의 지속적 판단 및 반영과 관련

하여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은 혁신적인 인적자원의 희소성, 기술 숙련과 인
력 수급의 불균형, 노동시장과 사회 전반의 양극화 등 정책 환경의 문제를 정확하게 포
착하였지만 전체 고용규모의 감소를 야기하는 근본적 사회문제를 진단하지 못하였다(채
창균,

2006).

위의 결과를 통한 정책시스템으로의 제공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

은 지식기반사회 도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각과 대응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지식기

반사회에서 사람과 지식이 개인·기업·국가의 존립을 좌우한다는 문제의식을 통해 입안
되었다. 둘째,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은 사회상황과 관련하여 지식·정보격차에 따른 새로
운 실업과 빈곤층의 사회적 소외문제를 환경분석 차원에서 조명하였지만 소외의 실제적
현상인 장기실업, 불안전 고용 등 인적자원체제의 문제를 진단하지는 못하였다. 셋째,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은

2005년에

수립된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통해 정책

의 집행 과정에서 변화된 환경을 재점검하고, 제1차 기본계획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단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고용없는 성장에 따른 일자리 감소의 새로운 장애요인

을 조명하지 못함으로써 총체적이고 정확한 환경진단으로 평가받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 정책목표의 적절성
이 평가항목의 필요정보는 첫째,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는 무엇

인가? 둘째, 정책목표는 사회상황과 정책문제의 진단에 근거하여 올바르게 수립되었는
가, 셋째, 정책목표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설정되었는가 등으로 기술된다. 활용정보의
획득은

2000년부터 2008년에

걸쳐 모두

14건에

해당된다. 논문이 8건으로 가장 많으며,

정부출판물과 정책연구가 각각 2건, 정책보고서와 참고자료가 각각 1건 등이다.
주요 획득정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목표와 관련해서는

2001년 제1차

기본계획이 ‘경

쟁력 있는 국민, 서로 신뢰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인적자원 분야 국가 경쟁력
진입’을 목표(대한민국정부,

2001)로

제시했으며,

2006년년

제2차 기본계획은

10위권
‘학습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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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강국 건설’을 비전으로, ‘인적자원분야 국가경쟁력
부,

2006)로

10위권

달성’을 목표(대한민국정

삼아 정책목표가 동일하나 제2차 기본계획에서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제시한

점이 달랐다. 둘째, 목표가 올바른가와 관련해서는 “정책의 상위 목표로서 충분한 가치
를 함축하고 있다”고 본 관점(백성준,

2006a: 50)과

성장과 분배, 수월성과 형평성 추구

에 대한 오래된 이념적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 관점(김안나,

2003)으로

상이한 의견

이 있었다. 셋째, 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과 관련해서는 기본계획에서 인적자원과 인적
자원개발에 대한 개념 정의가 모호하여 혼돈이 있다보니 정책 목적, 대상, 수단 등의 측
면에서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못했다(백성준,
표

<

3>

정책목표 적절성의 평가분석

개념항목
김안나

(2003)

백성준

(2006a)
하연섭

(2008)

함의와
결과

2006a).

문제제기

이론적 근거

결론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목표는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정책적 내 구체적으로 교육현실을 포함한
성장과 분배, 수월성과 형평성 용을 공교육 체제를 중심으로 우리의 미래 삶의 모습을 어떻
의 오래된 이념적 갈등을 내포 한 교육학적 관점으로 분석
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전
망이 명확하지 못함
기본계획의 문제와 한계 가운데
추진과정 모니터링과성과 평가
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미흡

지식기반사회, 인적자원개발, 정
책추진 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분
석

상위 목표로서 충분한 가치를
함축하고 있지만 대부분 목표가
추상적이어서 대상, 수단, 내용
과 범위가 명확하지 못함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전체적·장
기적 차원의 목표와 단기적 이
윤의 추구라는 기업의 목표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

제도적 보완성에 기초하여 특정
한 생산방식과 경쟁방식의 제도
가 서로 얽혀있다는 관점의 생
산레짐이론에 근거함

교육과 사회복지, 숙련과 소득
분배, 학교와 직업세계의 연계
등 제도적 보완성을 마련해야
함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정책목표는
사회통합의 성장과 분배의 이념
적 갈등이 내포되어 있고, 정책
수립과 평가를 위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음

공교육 체제, 사회적 자본, 정책
평가, 생산레짐이론 등 다양한
이론을 통해 국가인적자원개발
의 개념과 목적을 규명함

정책의 목표는 공교육이 갖는
이념적 갈등을 넘어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균형과 국가·기
업·개인의 제도적 보완성을 구
체화하는 것이어야 함

이를 종합해 보면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은 경제 성장과 복지 증진의 이원적 목표를
제시하여 국가 발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모두 꾀하였다. 그러나 이 목표는 이전의 국
가정책에 비해 진일보하였지만 성장과 분배의 이원론적 갈등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점에
서 비판을 받는다. 효율성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이 목표는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제시하

지 않아 하위 정책과제의 수립, 정책평가를 통한 환류, 이해관계자들의 동의와 참여 등

에 장애가 되었다. 형평성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이 목표는 경제 성장의 생산성을 위주
로 하는 정책에 시혜적 복지정책을 혼합한 것으로 비춰졌다. 이는 국가인적자원개발정

책의 가치를 둘러싼 논쟁으로 정책을 발전시키는 수단이 되었지만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대한 분석과 해결능력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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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평가

가. 계획의 적실성
이 평가항목은 첫째,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은 정책목표를 충족하는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였는가, 둘째, 정책수혜자들의 요구와 정책목표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계획이 설계
되었는가 등으로 기술된다. 획득정보는

2000년부터 2009년에 걸쳐 모두 16건이며,
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정책연구 3건, 정책보고서 2건 등이 있으며,
출판물과 발표자료가 각각 1건씩을 차지한다.
표

<

4>

논문
정부

정책계획 적실성의 평가분석

개념항목

문제제기

이론적 근거

결론
부처간 협력 강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분석체계 확립, 인
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전문성
강화, 인력수급계획에 기반을
둔 내용 구성 등 보강

김형만

기본계획은 전략계획이지만 부 인적자원과 인적자원개발의 개
처 협력, 중복과제 조정, 피드백 념 재정립에 입각한 인적자원정
장치, 세부실행계획 분석 등에 책 진단
서 문제점이 있음

강경종

제1차 기본계획 추진실적 평가 국가인적자원개발 이론, 정책평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에서 기본계획과 세부실행계획 가 이론 등에 따른 인적자원개 하도록 우선순위 종합적 검토·
수립과정에 문제점 대두
발정책 평가를 근거로 함
조정 제도장치 마련 필요

(2004)

(2006)

조순옥,
이희수

(2009)

함의와
결과

정책과제가 생애단계별로 특화 발달심리학, 평생교육론 등과 양적 증대만큼 과제들간의 수직
되지 못하고, 양성 위주로 활용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책무성을 적, 수평적 연계와 생애단계별
정책은 취약함
연계
과업 적합성 제고 필요
인적자원개발 주체들의 균형있 국가인적자원개발, 평생교육, 국
는 조화와 통합에 대한 전략 문 가조직 및 정책평가 등의 종합
제 제기. 부처별 연계, 세부실행 적 틀 마련의 필요
계획의 종합적 조정, 생애단계
별 특화, 인적자원 활용 정책
등의 문제

이 정책은 국가, 시장, 시민사회
의 균형 전략이어야 하며, 한정
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따르
되 생애단계와 양성 및 활용의
측면에서 수직적, 수평적으로
연계되어야 함

주요 획득정보를 살펴보면 첫째,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기본계획과는 달리 혁신주

도형 성장전략이라는 구체성을 담보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제1차 기본계획의 추상적 용
어와는 달리 ‘학습사회, 인재강국 건설’의 정책 비전과 ‘인적자원분야 국가경쟁력
달성’의 정책 목표에 적절하게 연계되었다(이희수,

2004).

10위권

둘째, "기본계획에서는 세부과

제들의 목표와 내용이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으므로 시행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주요 개념
과 범위를 규정하고 종합적인 전략과 실현수단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
하고 있는 사항들 중심으로 쉽게 접근 가능한 사항들만 제시하고 있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강경종,

2006: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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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종합해보면 제2차 기본계획은 국제 경쟁력 있는 핵심 인재 양성, 전 국민의 평

생학습 능력 향상, 사회통합 및 교육·문화 복지 증진,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확충 등 4가
지 정책영역에 각각 5가지씩

20개의

정책과제로 구성되고, 모두

200개의

세부과제를 설

정하고 있다. 이 계획은 인력수급 전망과 정책목표에 따른 성과지표에 연동하여 수립되
었다는 점에서 제1차 기본계획보다 높은 적실성을 확보하였다.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에

따라 산업별 협의체, 산학협력단,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 등을 주체로 한 인적자원의
양성과 활용을 핵심적인 정책기조로 삼았다는 점에서 제1차 기본계획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시행계획의 실행가능성을 강화했다. 그러나 기본계획의

200대

세부과제를 인적

자원의 가치사슬로 분석해보면 인적자원 양성에 치우치고, 인적자원 활용이 미흡하여
불균형을 내포하고 있었다.

나. 정책수단의 실현 가능성
이 평가항목의 필요정보는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이 사회적 차원과 재정적 차원에서
뒷받침되었는가이다. 획득정보는

2001년부터 2009년에 걸쳐 모두 16건이며, 논문이 9건
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공청회·회의자료 4건, 발표자료 2건 등이 있다. 그 밖에
정책보고서, 정책연구 등이 각각 1건씩을 차지한다.
표

<

5>

정책수단의 실현가능성 평가분석

개념항목

문제제기

이론적 근거

14개조의 최소 조항으로 입법되 인적자원개발기본법과 평생교육
오헌석 외 어 기본적 내용만 담고 있고, 법의 비교분석, 관료집단과 전
(2009) 기본법으로서 다른 법률에 대한 문가집단 실문조사 비교 연구
효력이 명확치 않음

결론
국가 차원의 종합적 인재정책을
위한 독립적 법률 형태가 되도
록 한계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보완 필요

정기오

특허, 저작 등 무체재산권이 인
적자산화, 인적자본화에 중요,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은 기본법으
로 인적자원 활동을 구체적으로
촉진, 규율하는 법제가 아님

학력, 학위 등 투자학습을 통한
실체적 인적자산으로 간주, 특
허·저작·디자인 등 무체재산권
의 인적자산과 관계적 인적자산
을 개념화

정부 협의기능 강화, 지역인적
자원정책 발전, 산학협력 법률
정비 등 순기능이 강해 인적자
원정책과 인적자원법제의 동반
발전 필요

함의와
결과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은 시대적
당위성을 담보하고 환경변화를
반영했으나 최소 조항의 입법으
로 여러 부처와 유관 법령을 연
계·조정·규율하는 효력을 갖지
못함

인적자원개발기본법과 타 법의
비교 연구, 정권에 따른 정책
비교 연구, 인적자원과 인적자
원개발 개념과 인적자원 법제
연구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은 문제가
있었지만 전세계적으로 강화되
는 인적자원개발정책을 고려하
여 독립적 법제로서 보완·발전
필요

(2009)

주요 획득정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은 본문

14개조로

구성된 최

소 조항으로 입법되어 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한 기본적 내용만 담고 있는 제약을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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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고, 기본법으로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어떤 효력을 갖는지도 명확하지 못했
다(오헌석 외,

2009).

둘째, 제1차 기본계획이

119개 세부과제로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예산계획과 연계되지 못해 실효성에 한계(백성준, 2006a)가 있었지만 2005년 12월 인적
자원개발회의에서 인적자원개발정책 관련 재정투자계획을 심의·확정하여 제2차 기본계
획에 반영(교육인적자원부 외, 2005)되었다.
이를 종합해보면 국민의정부는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구성하고,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을
제정하여 인적자원개발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평가와 예산 조정 권
한이 없다는 점과 법 제정이 늦어져 실현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이 문제였지만 정권 이
양기로 국회 계류기간이 길었다는 외부적 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 참여정부에서는 국가

인적자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 조정 능력을 부여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제도적 장
치를 마련하여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재정투자 방법을 구체화하였다. 이러한 노
력을 통해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다.
다. 다른 정책 대비 우월성
이 평가항목의 필요정보는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이 다른 부처의 유사 정책들에 비해
차별성을 갖고, 우위에 있는가에 있다. 활용정보의 획득은

2004년부터 2009년에

걸쳐 모

두 9건이며, 정보유형은 발표자료가 3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논문과 정책연구가
각각 2건, 정부출판물과 참고자료가 각각 1건을 차지한다.
표

<

6>

다른 정책 대비 우월성 평가분석

개념항목

문제제기

이론적 근거

결론

김환식,
민주홍,
윤성

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균형발전계획, 고용정책기
본계획 등 유사한 정책에 비해
내용과 운영방안이 미흡함

정책 비교 방식의 이론적 접근.
관계 법령, 계획 체계, 계획 성
격, 계획수립 주체, 평가 및 환
류 등 준거를 통해 비교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 다른 정
책의 상위인가, 아니면 수평적
으로 연계되는가와 같은 포지셔
닝이 분명해야 함

총 38개 인적자원 관련 법령, 고용론과 사회통합의 사회적 패
39개 인력 및 고용 관련 계획 러다임에 입각한 혁신적 인적자
등이 과잉중복, 인적자원개발기 원개발론
본법이 통합·조정하지 못함

산재한 법령들을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하위법으로 통합·조정하
기 위한 부처별 통제범위와 관
리방식 구체화 필요

정부조직간 비교, 정책간 비교
등 비교정치학의 관점을 통해
인적자원개발정책의 가치를 규
명함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은 과학기
술, 산업, 고용 등의 분야 정책
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통합·조
정의 위상을 제고해야 함

(2004)
박동

(2007)

함의와
결과

선언적으론 최상위 정책이나 유
사 정책과 기본계획에 대해 실
제적 상위에 있지 못하고, 중복
된 관련 법령과 계획들을 통합·
조정하지 못함

주요 획득정보로는 첫째,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중장기 정책목표가 규정되고 단기·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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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의 순차적 계획과 시행계획·연도별 계획이 별도의 내용으로 마련되어 짜임새가 있
고 국가균형발전계획은 3차에 걸친 5개년계획의 목표와 함께 국가균형발전계획, 지역혁

신발전계획, 부문별 계획 등으로 체계화되어 있는 반면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은 중
장기 방향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으로만 구성되었다(김환식
외,

2004).

39개

둘째,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이 우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총

38개

법률에

인력 및 고용 관련 기본계획으로 중복된 제도적 혼란을 통합·조정해야 하는데 인

적자원개발기본법이 부처별로 진행되는 법령들에 대한 통제범위와 관리방식을 보다 구
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하였다(박동,

2007).

이를 종합해 보면 제2차 기본계획은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 구성,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부처별 재정투자 계획, 법령 제정

11건과

개정

39건에

이르는 법령 정비 계획,

5

년간의 세부 추진 일정 등으로 정책 우월성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의 사실상 전면개정을 통해 많은 내용들이 반영되었다. 이 점에서 국가인적자원개발정

책은 제도 마련, 체계 구성 등 정책의 투입 측면에서 불완전하게 개시되었지만 다양한
정책논증과 실행과정의 시행착오를 통해 다른 정책에 대한 우월성을 확보해가는 과정을
밟았다.
3.

과정평가

가. 정책집행의 효율성
이 평가항목의 필요정보 기술은 첫째, 의도한 계획을 실제로 집행하였는가, 둘째, 절

차상 장애요인이 발생하였는가 등이다. 활용정보는

2001년부터 2009년에 걸쳐 모두 58
건에 해당된다. 공청회 자료, 회의자료, 보도자료 등 공청회/회의자료 부문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논문과 정책연구가 12건, 논문이 10건이었다. 이 밖에 정책보
고서 6건, 발표자료와 정부보고서 각각 1건이었다.
주요 획득정보로는 첫째, 제1차 기본계획의 117개 세부과제 가운데 정책의 구현 정도
가 우수한 것은 전체의 41%(김신복 외, 2005)에 머무른 반면 제2차 기본계획의 202개
시행과제 중 67.5%인 139개가 우수(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실적평가단, 2006)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003년 이후에는 투자계획 등이 구체
화되었으나 여전히 인적자원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또는 예산의 사전 조정 등의 추진
매커니즘이 명확하지 못해 기본계획의 실현성을 높이는데 한계”(강일규 외,
있었다.

2005: 34)가

평가결과를 제공해 보면 정책집행 장애요인으로써 예산 문제는 기획예산처가

2005년

부터 중기재정계획에 인적자원개발 분야를 추가로 설정하면서 감소되었다. 이 계획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에 대한 체제적 평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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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사업을 인적자원 배분·활용, 기초 인적자원개발, 고급 인적자원개

발, 인적자원 인프라 등 4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중분류 수준에서 핵심 사업단위를 구성
하여 예산관리의 효율성을 추구하였다(강경종 외,
착수된

‘미래

2006년의

경우

4대

2006).

이에 따라 제2차 기본계획이

정책영역 가운데 ‘국제 경쟁력있는 핵심 인재 양성’ 영역의

유망산업을 이끌 핵심인력 양성’,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의 국제화’ 등 2개 분야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예산 집행이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신현석 외,
표

<

7>

2008).

정책집행의 효율성 평가분석

개념항목

이론적 근거

결론

제1차 기본계획이 완료되지 않
아 사후적 평가가 어렵다는 점
김신복 외
에서 그 동안의 기본계획·시행
(2005) 계획을 총괄적 평가할 필요

국가인적자원개발의 개념, 인적
자원개발기본법의 내용, 국가인
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성격 등
인적자원 행정에 입각한 평가
점검

시행계획 및 예산 수립 시에 한
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
도록 우선 순위를 종합적으로
검토·조정하는 제도적 장치 마
련

강경종,
백성준,
김종우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예산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관리하는
일은 효과적인 인적자원개발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

분류학의 관점에서 인적자원개
발 영역 분류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인적자원개발정책
의 예산 분류 접근

인적자원개발정책 예산은 국가
재정운용계획에 근거하여 연도
별 재정, 분야별·부문별 지출한
도 제시 및 전략적 재원 배분
필요

신현석

제2차 기본계획의 중간 점검을
개별정책이 아닌 정책영역 중심
으로 총괄적 평가틀에 준거하여
평가할 필요

평가체제 분석을 통해 새로운
정책평가의 틀을 마련하여 제2
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평가하는 방식

실행단계에서는 사업계획에 맞
게 추진되고는 있었으나 사업체
제와 예산 등 실행과정상 비효
율적인 중복이 나타남

함의와
결과

정책의 집행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
계획을 대상으로 시행계획의 수
립, 예산 배당 등을 점검할 필
요가 있음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평가, 정
부예산, 정부조직론, 행정이론
등의 관련 문헌 분석을 중심으
로 함

예산, 인력 확보 등 인프라 구
축 정책이 정책평가 결과, 가장
실현 정도가 낮고, 효율성이 떨
어지는 것으로 평가됨

(2006)

(2008)

문제제기

나. 정책 연계· 조정 정도
이 평가항목의 평가기술은 정책의 이해관계자들이 관련 사업에 참여하였는가, 서로

협력하면서 활동하였는가, 이를 총괄 조정하기 위한 기제가 잘 작동되었는가 등이다. 활
용정보는
다음으로
이 있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모두 25건으로 정책연구가 9건으로
논문이 7건, 참고자료가 6건이었다. 그 밖에 정책보고서 2건,

가장 많았고, 그

발표자료 1건 등

주요 획득정보는 첫째, “대학교수진에서 충원된 부총리는 정책국과 실행국 간의 기능

상 차이를 정확하게 인식하여 적절한 상호 견제와 역할 분담을 끌어내는데 실패하고 그
결과 정작 정통적인 교육분야에서 관계부처와 교육인적자원부 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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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뚜렷한 진전이 없는 결과”(정기오,

2003: 40-42)를

낳았다. 둘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도 “대부분의 정책들에서 부처간 협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정책이

과

종결될 때에도 부처 단위로 독자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총괄·조정의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은 상태”(강일규 외,

2005: 35)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참여정부는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확대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인적자원혁신본부를 설치하며, 국가인적자원개발과 지역인적자원개발
을 연계하기 위한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를 두는 방식으로 추진체제의 한계를 극복하
려 하였다. 그러나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개정안 교육위원회에 계류되어 1년
난 참여정부 임기말에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10개월이
못하였다.

지
이

점에서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의 연계·조정은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를 통틀어 가장 큰
난제가 되어 정책 집행의 역경을 불러일으켰다.
표

<

8>

정책의 연계· 조정 정도 평가분석

개념항목

문제제기

이론적 근거

결론

김재웅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영역과 범
위가 확정되지 않은 채 부처별
로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되고
있음

국가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정부
부처간 조정과 협력 실태를 부
처 내부 협조, 유사정책 부처
간 협조, 전체 부처 간 협조 등
3개 준거로 분석

제2 준거의 측면에서 유사한 인
적자원개발정책이 부처별로 독
립적으로 추진되어 정책 공신력
하락,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
성 발생

2007년 4월 27일에
김경회

공포되고 7
월부터 시행되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개정법률에 의해 새롭게
정립되는 인적자원정책 체제가
미칠 변화를 예측할 필요

인적자원개발, 평생교육, 평생직
업능력개발 등의 개념 변화를
통한 인적자원개발정책 개념 정
립, 인적자원정책의 총괄조정제
도를 법률, 조직, 운영 등으로
분석

국가인적자원위원회, 교육인적
자원부 인적자원정책본부 등의
체제 개편을 통해 인적자원정책
이 교육정책의 틀 속에서 벗어
나지 못하는 폐단을 극복할 것
임

함의와
결과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의 책임과 국가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의
역할에 따른 추진체제 구성과 한계와 문제점을 정책의 총괄과
총괄·조정제도의 미흡으로 정부 연계·조정에서 도출
부처별로 정책이 집행되는 문제
가 발생되었음

인적자원개발회의, 교육인적자
원부로는 한계가 있어 재정·평
가·정보유통과 전문가 확보를
담보로 하는 인적자원개발기본
법 개정법률이 중요

(2002)

(2007)

다. 정책과정 점검· 환류 정도
이 항목의 평가기술은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의 실무자들이 지속적으로 정책을 점검하
고 환류하였는가, 그 과정에서 결점이나 문제를 발견하고 명확하게 수정내용을 규명하
였는가,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였는가 등이다. 활용정보는 모두

16건으로

32건으로

정책연구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논문이 8건에 이른다. 그 밖에 기타 자료가 4건, 정

책보고서 3건, 발표자료 1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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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획득정보는 첫째,
과의 반영이

2005년

“2002년 ~ 2004년까지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없었던 평가결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처음으로 명시되었으나 어떻게 반영하는지,

또한 반영된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강일규 외,

35).

둘째,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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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평가에서도

“평가결과를

2005:

향후 사업 예산과 사업 내용 및 방법의

조정 및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환류 단계가 체계적이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것”(강일규,

2006: 30-31)이다.
표

<

9>

정책과정 점검· 환류 정도 평가분석

개념항목
강일규,
김신복,
이상준

(2005)

문제제기

이론적 근거

결론

시행계획 수립 지침
에 평가 반영이 명시되었으나
구체적 환류절차, 반영 여부 검
토 절차가 불투명

연차별 시행계획의 내용 분석,
제1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
획의 평가기준, 착안사항에 따
른 총괄적 평가 결과 도출

평가 환류를 위해 예산사전조정
제도와 같은 조정장치가 마련되
어야 함. 사업 영역, 분류 기준
의 명확화, DB 구축 필요

2005년부터

황규희

투자분석은 비교분석을 통해 효 2003년 ~ 2005년 투자분석의
율성 제고방안은 제시했으나 사 대상, 분석 모형, 결과, 시사점
업 책무성 분석을 통한 재정투 등을 내용 중심으로 분석하여
자효과 개선 측면에서 부족
문제점을 도출, 개선 방안 제시

함의와
결과

기본계획 추진실적 평가와 투자
분석은 환류 절차와 평가결과의
반영이 불명확하였고, 객관성과
과학성이 부족해 인적자원개발
사업 개선 측면에서 부족하였음

(2006)

평가와 투자분석의 개념, 연차
별 평가와 투자분석의 내용 분
석,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과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의 평가
활용 방안 리뷰

1단계

재정분석, 2단계 심층 평
가 필요 사업 추출, 3단계 심층
평가로 경제성 분석을 중심으로
한 투자분석 실행 필요
평가와 투자분석을 통한 정책
환류는 예산 운영과 연계하여
정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인적자원개발사업의 유형 분류
를 통한 평가정보 구축 필요

이를 종합해 보면 사업별 평가결과를 정책 수립과 예산 배분에 반영하여 정책의 점
검·평가의 환류에서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는

2007년의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개

정법률에 반영되었다. 개정법률의 제5조 제7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매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한 전년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종합하
여 제7조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제5조의

2는 ‘정부

는 매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한
실적,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평가 결과 보고서를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과 평가 체제를

명시하여 정책의 점검·환류 체계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려 하였지만 참여정부의 임기 말
로 실행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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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평가

가. 정책산출의 충분성
이 평가항목의 평가기술은 국가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정책 활동이 충분히 벌어졌는
가, 산출물은 충분히 발생하였는가 등이다. 활용정보는

2001년과 2011년에 걸쳐 모두 31
건으로 통계자료집을 포함한 참고자료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논문이 10건으로 그 다
음을 차지했다. 그 밖에 발표자료 3건, 정책연구와 정부출판물 각각 2건, 정책보고서 1
건 등이다.
표

<

10>

정책산출의 충분성 평가분석

개념항목

문제제기

이론적 근거

결론

강일규,
김신복,
이상준

시행계획이 종료연도에 와서야
수립되거나 외형상 수립되었음
에도 추진목표를 구체적으로 제
시하지 못한 경우가 있음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의 평가
목표와 추진체제 정립, 기본계
획 추진과정 평가, 추진실적 내
용 평가 등

이 정책은 정부조직과 기능 변
화를 갖는 개혁적 요소가 강해
저항이 수반됨. 기본계획 한계
에도 성공적인 계획으로 정부부
처의 적극적 기여 필요

이영,
김진영,
성태윤

예산이 전반적으로 기관에 편
중, 계획 중요성에 비해 예산투
자의 부족, 예산의 중복 등의
문제가 나타남

기본계획 내용분석, 인적자원개 기관 편중 탈피, 평생교육을 비
발 예산 배분과 기본계획 GAP 롯한 중요사업의 선별, 예산 중
분석 등을 통한 필요 자원 확보 복 분야 통합·조정
분야 도출

기본계획 수립 후 시행계획 지
연, 구체적 목표 수립 부족, 일
선 협의체의 구동 문제, 예산투
자 부족 등 정책산출에 문제점
노출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내용
분석을 공통점으로 하며, 기본
계획과 추진실적 평가 또는 예
산 배분 등과 비교하여 평가하
는 방식

(2005)

(2007)

함의와
결과

인적자원개발정책은 부처간 협
력, 수요자와의 연계, 예산의 효
율적 배분 등을 통해 성과를 창
출하면서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야 함

주요 획득정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1차 기본계획의 세부 정책과제 가운데

27개

과

29건의 관련 법률 제·개정이 요구되었는데 19개 과제의 법률이 계획대로 제·개
정되었다. 둘째, 인적자원개발회의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모두 55회 개최되어 연 평
균 9회 개최되고 34건의 안건을 상정(김경회, 2007; 이영 외, 2007)하여 활발한 편이었다.
셋째,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활동 조직들은 16개 시·도에서 모두 구성되어 가동(백성
준, 2006b)되었다. 넷째,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기구는 2004년 3개 업종에서 2005년 10개
업종으로 늘어나며 확장(손유미, 2006)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다섯째, 제1차 기본계획
의 정책 내용에서 제시한 118개의 정책과제 가운데 66개 과제에서 계획대로 산출물을
생성하였다. 산출 충족도는 전체 정책과제의 55.9%로 나타났다. 나머지 28.8%의 과제는
산출물이 미흡하며, 15.3%는 산출물이 생성되지 못했다.
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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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종합해 보면 인적자원개발회의 개최, 지역인적자원개발과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의 체제 구축, 관련 법률 제·개정 등 정책 활동의 양적 측면에서는 양호하였다. 그러나
기본계획의 시행에 따라 이루어진 생성물의 측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드러났다. 이러한
원인은 시행계획의 미흡, 관련 부처 간 협력 부족, 사업 예산의 미반영 등의 결과이다.
나. 정책산출의 공평성

이 평가항목의 평가기술은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의 비용은 사회 집단 간에 공평하게
배분되었는가, 정책의 비용과 편익이 정책수혜자들에게 전달되었는가 등이다. 활용정보

2001년과 2011년에 걸쳐 모두 23건으로 통계자료집을 포함한 기타 문헌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논문이 4건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그 밖에 정책연구 3건, 정부출판물과
정책보고서 각각 2건, 발표자료 1건 등이다.
는

표

<

정책산출의 공평성 평가분석

11>

개념항목

문제제기

이론적 근거

결론

기획예산처 중기재정운
용계획 수립으로 국가인적자원
개발사업의 예산을 요목화하였
지만 성과 중심의 예산관리 체
계가 필요

인적자원개발 예산 체계, 국가
예산 구조 하에서의 인적자원개
발 예산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인적자원 중심의 예산 체
계를 확립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
대한 투자로 인적자원 활용·배
분의 투자 제고, 성장과 사회통
합을 함께 지향하는 재정 투자
의 지속적 증가 필요

조흥식

교육이 사회계층의 고착화, 양
극화의 요인이 되기도 하여 지
역간·계층간 교육격차가 사회통
합과 국가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교육 양극화와 교육격차 개념과
실태를 통해 참여정부 교육격차
해소 정책과 교육복지투자우선
지역 지원사업 평가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할 교육
안전망 강화, 교육복지정책의
우선순위를 교육 취약계층의 교
육기회 확충에 두어야 함

함의와
결과

재정 자원의 한계, 지식기반사
회에서 교육의 역기능 등이 인
적자원개발정책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체
계적인 예산 관리가 필요함

인적자원개발에 적합한 예산 체
계의 정립,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를 이루고, 교육격차와 양
극화를 해소할 이론적 접근이
요구됨

취약계층과 사각지대 계층을 아
우르는 인적자원개발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며, 성장과
사회통합이 병립하는 재정 투자
가 이루어져야 함

강경종,
백성준,
김종우

(2006)

(2007)

2005년

주요 획득정보는 첫째, 기관 지원 사업 위주에서 평생학습과 학습자 개인을 강조하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의(이영 외,

2007)와

취약계층 인적자원개발이 양적으

로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훈련의 내용과 수준에서 보완되어야 한다는 평가(한국직업능력
개발원,

2003)가

있었다. 셋째,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이 세계

을 목표로 하였지만

20위의

10위권의

인적자원 경쟁력

중위권에 머문 이유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타문화에 대한

개방성 등 환경요소와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대우, 정부 정책의 투명성 등 지원요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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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에 있기 때문(오헌석 외,

2011)이었다.

결론적으로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은 양적으

로 다양한 수혜가 이루어졌지만 사회복지 차원으로 공여하다보니 교육과 고용의 연계
강화라는 질적인 공평성을 획득하지는 못하였다.
다. 정책 만족도
이 평가항목은 정책수혜자인 국민들이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이 무엇인지를 인지하면
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정도와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정도를 평가기술로 한다. 활
용정보는 모두 4건으로 정책연구가 2건, 논문과 발표자료가 각각 1건이다.

주요한 획득정보는 첫째,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은 국가 차원의 최상위

정책으로 추진되고, 수십조 원의 비용이 투입되어 양적으로 충분한 산출물을 생산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수혜자들에게 최종적으로 인지되지 못하였다(이수영 외,

2005년

2006).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만족도 설문조사에서도 정
책인지도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40.4점에 그쳤다(강일규 외, 2005). 둘째,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관심사를 불러일으키고, 참여로 이끌어내는 기제로서 국가인적자원개발 담론
의 형성이 미약했다(임경수·이희수, 2009). 셋째, 정책효과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평가는
100점 만점에 58.5점으로 낮은 편이었다.
표

<

하반기에 전국 단위

12>

정책 만족도 평가분석

개념항목

문제제기

이수영,
박천수,
이영대,
황상재

국민 개개인이 인적자원개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
하면 막대한 비용 투자 후에 인
력수급 불균형 등 문제 잔존

임경수,
이희수

인적자원개발의 언론 관점이 제
기되고 있으며, 국가인적자원개발
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는 언론을 통한 담론 형성 중요

(2006)

(2009)

함의와
결과

국민의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인
식이 정책 성공에 중요한 요인이
며, 정책 효과성를 위해서 담론
형성을 비롯한 인식 제고가 이루
어져야 함

이론적 근거

결론

일반 국민의 인적자원개발에 국민의 인적자원개발 관심도는
대한 의식과 전담 방송에 대한 67.3%이나 관련 정보 획득은
요구조사를 직접 현장조사 방 10.5%에 그치고 있어 정책내용
식의 설문조사를 통해 정량적 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담 매체
으로 분석
가 요구됨

‘인적자원개발’을 키워드로 한 인적자원개발은 단순보도가 많
언론 내용분석, 프레임 분석, 고, 정보원은 중앙정부 위주로
정보원 분석, 상징 네트워크 지방정부, 기업, 일반인 등 목
분석 등의 방법으로 분석함

소리가 반영되지 못함

전국 단위 설문조사를 통한 의
식조사, 만족도 조사 등 양적
연구와 인적자원개발을 키워드
로 한 기사 내용분석과 같은
질적 연구가 이루어짐

정책이 국민 개개인의 관심도
와 중요성 인식에 비해 낮은
인지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
원인이 사회적 담론 형성의 미
흡에 있음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이 국민의 삶에 침윤되어 학습과 능
력개발의 충족감을 산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교육, 노동, 복지 등 국민의 삶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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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정책 대상으로 하고 있고, 다양한 사회계층과 생애단계에 걸친 사업이 실행되었지

만 국민들은 이를 실체적인 정책으로 인지하지 못했다. 이는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여
러 부처와 사업으로 전개되다보니 정책의 총제적 일체성이 제대로 표방되지 못했기 때
문이다.

5.

결과평가

가. 단기결과
이 평가항목의 평가기술은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이 세부 시행과제들을 견인하여 어느
정도 목표에 도달하고, 얼마나 효과성을 발휘하였는가에 있다. 평가 방법으로 이중 이분
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Winterton & Winterton(2002)이

영국 교육고용부의 의뢰를

받아 경영 훈련·개발과 성과에 대한 정책평가를 수행하는 도구였다. 근거 자료는 제1차
기본계획 추진실적 평가(김신복 외,

2005)에

두었다.

이 연구는 평가단이 각각의 시행과제별로 수행한 평가기술의 내용을 분석하여 정책목
표의 달성 여부, 정책 효과성의 여부 등에 따라 4가지 범주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첫째,

‘가’
‘나’
‘다’
‘라’

범주는 정책목표 달성과 정책 효과가 모두 이루어진 시행과제로 구성된다. 둘째,

범주는 정책목표는 달성하였으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시행과제들이다. 셋째,
범주는 정책목표는 달성되지 않았으나 정책 효과가 나타난 시행과제들이다. 넷재,

범주는 정책목표와 정책 효과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행과제들이 속해있다. 이러한

범주화를 통해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이 얼마나 정책성과를 획득하였는지를 평가한다.
평가대상 과제는
는

101개였다.

138개이나

정책목표 달성도와 정책 효과성을 이분화할 수 있는 과제

이 가운데 정책목표 달성과 정책 효과성이 모두 인정된 ‘가’ 범주에는

개 사업이 속해있으며, 이는 전체의

36

35.6%에 속한다. 정책목표는 달성했으나 정책 효과
성이 나타나지 않은 과제가 속한 ‘나’ 범주에는 16개 과제가 있으며, 이는 전체의 15.8%
에 이른다. 정책목표는 달성하지 않았으나 정책 효과성이 나타난 과제인 ‘다’ 범주는 11
개 과제로 전체의 10.9%이다. 정책목표 달성과 정책 효과성 모두 부정적인 ‘라’ 범주의
경우 38개 과제가 속해있고, 전체의 37.6%에 이르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은 전체의 51.4%에 이르는 과제가 목표를 달성하고, 전체 과제의 46.5%가 효과성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전체의 37.6%에 이르는 과제가 성과를 얻지 못함으로써 그에 대한
원인 규명과 정책의 지속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요구받았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은 공직분야 인적자원개발, 국가 전략
분야 인력 양성, 서비스산업 인적자원개발, 지역인적자원개발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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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거두었다. 평생직업능력개발, 취약계층 능력개발, 여성인적자원 활용 등은 수량
적으로 당초 목표를 달성한 과제가 많았지만 효과성 있는 과제는 많지 않아 노동시장
연계를 통한 실효성 제고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기업 인적자원개발·활용은 중소기업 교
육훈련에서 성과를 보였으나 노·사·정 협의체, 능력과 성과 중시 인사관행 등 인적자원
활용 부문이 미흡하여 정책의 근본적 개선을 필요로 하였다.
나. 장기결과
장기 평가는 제1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하위 과제 가운데 신규 입안된 과제

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장기 결과의 평가 항목은 정책의 지속성, 참여인력의 증가, 예산
증가, 새로운 정책 도출 등 4가지로 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인적자원개발정책은 전반적으로 하위 과제들이 현재까지 지속됨으로써 효과성을 발휘하
였다.

2000년부터

시작된

속적으로 추진되었다.

49개

과제 가운데

39개

과제가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에서 지

둘째,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은 정책 수혜자의 증가를 통해 형평성을 확보하는 경향을

보인다. 분석 대상인

49개

과제 가운데

36개

과제가 참여인력의 증가세를 보였다. 정책

39개 과제를 보면 ‘군 교육 학점인정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지원’
등을 제외하면 37개 과제가 확산된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은 시
간 경과에 따라 예산의 증가를 일으켰다. 이명박정부의 교육부총리제 폐기 및 인적자원
개발기본법 폐지 입법예고에도 불구하고 지속된 과제의 대부분에서 예산이 증가되었다.
이 지속된

마지막으로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은 정책과제의 추진에 따라 관련 영역에 영향을 미
쳐 새로운 정책을 도출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명박정부에서 종료된 과제의 경우에도 현

장착근이 이루어지면서 정책수혜 대상자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추진 노력이 발생했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볼 때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은 전체적으로 효과성, 형평성, 적절성,
충족성 등의 요인들을 만족하였다.

Ⅴ.

결론 및 제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가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이론적 재논증과 정책적 재조명이 요구된다. 국가인적자원개발은 교육과 경제 성장의

접목을 통해 배태되고, 개인의 자족성과 사회적 결속력을 함께 충족할 수 있는 문제해
결 지향적인 이론으로 발전하였다. 국가인적자원개발은 정치·경제·사회·교육의
이론체제(Lynham

& Cunningham, 2006)이다.

4차원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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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 공존하는 오늘날에 국가인적자원개발의 담론이 축소되는 것은 갈수록 심화되는
학습격차와 정보격차의 사회문제를 반기하는 경향과 맥락을 이룬다.

둘째,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 따르면 국가인적자

원개발정책은 지속성을 내재하고 있고, 새로운 정책을 도출하는 파급력을 유지하고 있

다. 체제적 평가의 관점에서 이 정책은 사회 상황의 올바른 대안이었지만 정책의 투입,
과정, 산출 등에 있어 미흡한 점을 노출하였다. 그 이유는 국가인적자원개발이라는 정책
의 이념과 강령에 있기 보다 정책 기획자들의 역량 부족, 정부 부처 간의 연계성 미흡,
정치적 요인에 의한 정책 지연, 정책수요자의 요구 식별과 홍보 부족 등에 있었다.
셋째,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에 대한 총체적 개선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2009년

인

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입법 예고에 즈음하여 이 법령의 존폐에 대한 학계의 논의가 있
었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의 유지를 전제로 한 수정 법안 마련,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수
록하는 대체 입법 마련, 다른 법령에 국가인적자원개발의 내용을 삽입하는 방안 등 다
양한 대안이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이념과 원리를 정책수단으로

구체화하고, 공고히 하는 것이다. 개선 방안은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과 같은 종합적

인 계획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 이 계획은 구체적인 목표와 성과지표에 따라 실행되
고, 점검·환류의 장치에 따라 적절하게 수정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각각의 하위 과제들

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면서도 상호 연계를 통해 새로운 정책을 파급시키는 선순환의 과
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끝으로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 분야에 있어서 평가연구에 대한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
과 같은 제언을 드린다. 첫째,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연구가 필요
하다. 이 연구는 국가인적자원개발과 관련 정책, 추진실적 평가와 평가연구 등 다방면의
자료를 분석하는 통합적 문헌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점에서 이 연구는 국가인적자원개

발 정책평가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지만 정책입안자, 정책실무자, 정책수혜자 등의 다
양한 관점을 반영하는 데 제한점을 갖는다.

둘째,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의 영향평가이다. 이 연구는 산출평가와 결과평가를 구분

하여 정책의 산출량에 그치지 않고 그로 인해 파급된 결과를 분석하려 하였다. 그러나

체제적 평가로써 정책의 사회적 상황 인식부터 결과까지의 과정을 중심에 두다보니 정
책 자체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평가하는 데 제한점을 갖는다. 셋째,
다양한 평가방법론의 도입과 정립이다. 이 연구는 대표적인 체제적 평가 방법으로

CIPP

모델을 준용하면서 부분적으로 이론기반 평가를 도입하였다. 앞으로의 연구는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고 국가정책을 대상으로 한 거시적 평가연구의 시도가 필요하다. 이 연
구에서 도입한

Weiss

중심의 이론기반 평가와 이의 확장인 프로그램 논리모델 또한 평

가방법으로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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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valuated the NHRD policy implemented by the Peoples Government
and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using a systematic approach. Areas including the
situation, input, process, outcome, and result were evaluated through integrated
literature analysis. According to the evaluation of the situation, this policy was a
correct response to the advent of the knowledge-based society, yet was also
insufficient in diagnosing the issues of human resources systems and identifying
demands. The evaluation of inputs showed that this policy intensified the political
means as the Peoples Government laid the foundations, such as related laws,
systems, and master plans, and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developed the financial
investment plans and the cooperative implementation systems between universities,
industry, and local community. It failed, however, to integrate related laws of
different government offices and secure relative priorities over similar national plans.
The evaluation of the process showed that both governments lacked integrative and
coordinative functions, such as any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offices and
general planning and coordination of a policy centering on the Education Minister.
Regarding the evaluation of the outcome, this policy produced quantitatively
satisfying outcomes, but lacked qualitative outcomes leading to employment. The
evaluation of results showed that this policy achieved half of what it intended to
achieve in the short run, but contributed, however, to HRD projects in various areas
and the derivation of new policies in the long run.
[Key words] NHRD, NH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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