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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 공공기관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Best HRD)은 공공부문의 인재개
발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주관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주최하
고 있다. 인재개발 활동이 우수한 기관을 국가에서 인증하여 다른 기관이 벤치마킹하고,
그렇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재개발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06년 17개 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12개 기관이 인증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6년 12월 현재까지 총 445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이 중 373개
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이와 같이 10년이 넘도록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공공부문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
증제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
라 공공기관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의 현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다. 또한
현행 공공기관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
다.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 공공기관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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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우리나라는 인적자원이 산업화의 유일한 동력으로 경제발전을 이끌어왔다. 다른
개발도상국에서는 한국의 경제발전의 비결로서 인적자원개발 전략을 벤치마킹하고자
한다. 산업발전의 패러다임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은 이제까지의 기존 지식과 기술을 답습하는 전통적 개
념의 인재보다는 창의와 융합, 종합적 사고력 등의 새로운 개념의 인재를 필요로 한
다.
인적자원개발과 관리 부문의 우수한 기관으로 인증을 수여하는 공공부문 인재개
발 우수기관 인증제 (Best Human Resources Developer, 이하 Best HRD)사업이
2016년까지 11년째 시행되고 있다.1) 공공부문의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HRD와 HRM 체제를 정비해 가기 위한 것이다. 인적자원개발이 한두 번의 교육이나
제도의 시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꾸준한 노력이 수반되어
야 가능하다.
Best HRD 사업은 공공부문의 인재개발과 인사관리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교육
부와 인사혁신처가 주최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주관하고 있다. 인재개발 활
동이 우수한 기관을 국가에서 인증하여 다른 기관이 벤치마킹하고, 그렇지 못한 기
관에 대해서는 인재개발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06년 17개 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12개 기관이 인증 받은 것
을 시작으로 2016년 12월 현재까지 총 445개 기관이 참여하여, 이 중 372개 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본 논문은 Best HRD 사업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현행 인증제도의 문제점들을
찾아 그에 대한 개선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
과 같다. 제Ⅱ장은 Best HRD 사업의 개요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Best HRD 사업의 발전과정과 인증현황을 살펴본다. 제Ⅳ장에서는 Best HRD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 연구의 내용을 요약 정
1)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도(Best HRD: Best Human Resources Developer)는 기업 등 민
간기관과 공공기관에서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관리하고, 재직 중 학습을 통해 개인의 능
력을 제고하는 등 인적자원개발이 우수한 기업 및 단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하여 정
부가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특히 공공부문 Best HRD 인증 사업은 공공부문의 인적자
원관리(HRM)와 인적자원개발(HRD)의 모범적 기준을 제시하여 기준 충족에 미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컨설팅을 지원하고 인증 획득 기관은 인적자원개발 육성에 대한
조직의 지속적 관심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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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였다.

Ⅱ.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도의 개요 및
주요내용

1.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도의 개요
Best HRD 사업2)은 국가가 인적자원개발과 인적자원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제시하
고, 이를 달성한 공공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인증하여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촉
진하여 인적자원개발의 효과를 제고하고 이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하기 위한 목적
으로 2006년부터 시작되었다.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는 인적자원개
발 기본법 제14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인증에 대하여 “① 정부는 공공
부문 및 민간부문의 인적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 후 매년 공공부문 기관들을 대상으로 Best HRD 인증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으
며, 2016년에 11번째 인증사업을 실시하였다. 인적자원개발 활동이 우수한 기관을
다른 기관이 벤치마킹하고 그렇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적자원개발의 강점과 약
점을 파악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여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의 활성화
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3).
해외 선진국의 인적자원개발 인증제 사례는 영국 IIP(Investor in People)가 대표
적인 바4), 1990년에 인증제도를 도입한 이래 사회 변화에 따라서 IIP Standard도 지
속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2009년에는 IIP의 핵심 기준에 따라 Gold, Silver, Bronze
award를, 2010년에는 Health and Wellbeing Good Practice Award를 추가하였다.

2) 품질관리 우수기업의 제품에 ISO나 KS 인증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재개발 영역에서
우수한 기관이라는 것을 국가적으로 공인하는 제도로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도의 영
문 명칭을 민간부문과 동일하게 Best HRD(Best Human Resources Developer)로 명명하였다.
3)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은 교육부가 총괄부처가 되고, 교육부와 인사혁신
처가 공동 인증주체가 되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공공부문 인증업무를 주관·운영하고 있으
며, 민간부문 Best HRD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2005년부터 시작하여 시
행하고 있다.
4) IIP의 운영 주체는 2010년 4월 IIP UK에서 영국국가고용기술위원회(UK Commission for
Employment and Skills; UKCES)로 이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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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도의 주요내용
1) 인증기준
Best HRD 사업의 심사기준은 먼저 조직의 변화 적응력과 성과 향상 도모와 구성
원의 역량 향상 및 평생 학습 고취 등 두 가지 성과 중심의 목표에 초점을 두어 기
관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에 2017년 현재의 심사기준
은 인적자원관리(HRM)와 인적자원개발(HRD)의 범주별로 총 7개 영역, 16개 항목,
36개 세부 항목으로 구체화되어 있으며, <표 1>에 2017년 기준으로 인증심사영역,
심사항목, 심사지표를 제시하였다.5)

[그림 1]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인증제 심사기준의 구조(2017년 기준)

5) 2007년에는 인증 심사기준 및 운영절차를 설정하여 본격적인 인증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0년에는 심사기준 개선, 세부심사지표 마련과 인증제 사업의 외부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시
행하였다. 또 2014년도에는 Best HRD 심사지표의 적합성, 적용가능성 및 개선 의견, 심사지표
에 국정과제 반영의 타당성, 중요성, 가능성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를 바탕으로 중복 지표 삭제 및 재구조화, 현 지표의 큰 틀은 유지하되 세부 지표 수준에서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긴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심사지표 구성 및 배점 조정, 국가의 정책 기조
에 맞추어 공공부문의 인적자원개발 활동을 이끌 수 있도록 신규 지표 추가 등의 수정을 진행
하였다. 2015년부터는 심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기관특성과 심사항목별 취지를 고려한 심사
가 될 수 있도록 기존의 심사 체크리스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체화 및 표준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 52 -

임욱빈･이장희･김봄이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도의 발전과정과 개선방안

<표 1> 인증심사영역, 심사항목, 심사지표(2017년 기준)
부문

심사영역

심사항목

심사지표

비고

A.1.1.1 기관 비전(전략)에 근거한 인사 기획 및 전략 수립
A.1.1 인사기획
(20)
A.1
및 전략(40) A.1.1.2 정부시책 이행 노력(20)
인사관리 기반
A.1.2 인력계획 A.1.2.1 부서별 인력 수요 조사(20)
(70)
A.1.2.2 다원화된 인사관리 방법(10)
(30)
A.2.1.1 능력중심 채용제도의 체계적 구축(20)
’16도입
A.2.1. 채용(40)
A.2.1.2 다양하고 합리적인 채용제도운영(20)

A.
HRM
(400)

A.2.2
A.2
인사평가
인적자원관리
체제 구축과
(40)
운영
A.2.3 배치 및
(160)
인사 이동(40)

’16도입
A.2.2.2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인사평가제도 실행(20)

A.2.3.1
A.2.3.2
A.2.4.1
A.2.4 승진(40)
A.2.4.2
A.3.1.1
A.3.1 목표 수립
A.3.1.2
A.3 성과
및 관리(40)
A.3.1.3
목표관리
A.3.2.1
A.3.2
결과
공개
(80)
및 환류(40) A.3.2.2
A.4.1 경력개발 A.4.1.1
A.4.1.2
체제(50)
A.4 역량개발

제도운영
(90)
B.1
기획 및
인프라
(200)

B.2 운영
(300)

능력중심 배치 및 이동제도의 정립(20)
배치 및 이동제도의 체계적․합리적 실행(20)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제도의 정립(20)
성과와 역량을 고려한 승진제도의 합리적 실행(20)
조직과 개인 목표의 연계성(10)
설정목표의 공유성(10)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20)
성과평가 결과 정보의 공개(20)
교육훈련과 자기개발에 대한 평가결과의 반영(20)
능력중심 경력개발 체계 구축과 실행(30)
평가결과를 반영한 보상체제 시행(20)

A.4.2 능력개발 A.4.2.1 개인의 자기개발 노력 유도 및 동기 부여(20)
인프라
A.4.2.2 수요자 중심의 능력개발 경로의 다양화 노력(20)
(40)

’16도입

’16도입
’16도입

’16도입

B.1.1.1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기관장의 의지(30)

B.1.2 인프라
(80)

B.2.2 교육훈련
참여 및
자율성(80)
B.2.3
인적자원개발투
자
(120)

B.1.1.3
B.1.2.1
B.1.2.2
B.2.1.1

능력중심 교육훈련 체계 수립(40)
HRM과 HRD의 연계 정도(50)
온오프라인 교육인프라 구축 정도(30)
직무능력 강화를 위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훈련
실행(40)
B.2.1.2 학습조직 활성화 정도(30)
B.2.1.3 집합교육 이외의 학습활동 정도(30)
B.2.2.1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다양성(40)
B.2.2.2 개인 스스로 교육학습 실행 정도(40)
B.2.3.1 1인당 연간 교육훈련 비용(60)
B.2.3.2 1인당 연간 교육훈련 시간(60)
B.3.1.1 조직의 인적자원개발 및 개인 역량개발 계획 실적

B.3 평가
(100)

’16도입

B.1.1 기획(120) B.1.1.2 체계적인 인재육성 계획 수립(50)

B.2.1
학습조직화
(100)
B.
HRD
(600)

A.2.2.1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평가제도의 정립(20)

B.3.1
(50)
결과 및 피드백
B.3.1.2 평가결과 피드백을 통한 프로그램 개선 효과(30)
(100)
B.3.1.3 인적자원개발의 조직경영성과에 대한 기여도(20)

출처 : 2016년 공공부문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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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관리 부문은 기관이 성공적인 능력중심의 인적자원관리를 위해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구성원과 조직의 인사관리에 있어서 능력중심에 초점을 맞춘 심사 기
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인사 관련 사항이 구성원의 만족을 꾀하고, 우수한 인
적자원을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인사 기획과 전략, 인력계획, 채용, 인사평
가, 배치 및 인사 이동, 승진, 성과목표 수립 및 관리, 결과 공개 및 환류, 경력개발
체제, 능력개발 인프라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체제를 정비할 수 있도록 심사의 기준
으로 삼은 것이다.
인적자원개발 부문은 인적자원개발을 성공하기 위해 조직이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구성원과 조직의 능력개발에 초점을 맞춘 심사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
다. 인적자원개발 부문의 지표는 모든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항이 구성원의 능력개발
과 아울러 경력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획 및 인프라, 운영, 학습조
직화, 교육훈련 참여 및 자율성, 인적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부분을 심의하고, 결과
및 피드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심의함으로써 그러한 방향으
로 발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2) 인증과정
Best HRD의 대상 기관은「인적자원개발기본법 시행령」제19조 및 「인적자원개
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제3조의 인증대상기관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및 출
연 연구기관·연구회, 지방교육행정기관, 학교, 국립대병원 및 관계부처 협의회에서
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 공공부문이 포함된다.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위해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위원들이 신
청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고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
청기관들은 현장심사를 받게 되며 현장심사를 받은 기관들 가운데서 인증기준인
700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인증기관으
로 선정된다.
1단계 서류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은 인증을 신청한 기관에서 제출한 신청서류를 심
사한 후, 강점 및 개선이 필요한 영역과 서류 미비 여부, 서류의 불확실성 등을 확
인하여 평점을 하고, 특이사항 등은 현장심사를 통해서 확인하기 위해 기록으로 남
기고 현장심사에 앞서 해당 기관의 HRM․HRD 영역에 대한 사전 이해를 높여 원활
한 현장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서류심사 방안은 HRD 분야 600점 만점 중에서 60%인 360점 이상을 득
해야 하며, 동시에 HRM 분야 400점 만점 중에서 60%인 240점 이상을 득해야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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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관들 중에서 총점 1,000점 만점 중에서
700점 이상인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한다. 서류심사 결과 재인증 신청기관들 중
에서 고득점(800점 이상)을 득한 기관은 현장심사를 면제하도록 혜택을 주었다. 이
혜택은 2016년 심사에서 처음 채택되었으며, 민간부문 Best HRD 사업 심사와 동일
한 내용을 적용한 것이다.
현장심사는 신규․재인증 신청기관 구분없이 1일 동안 실시하여 신청서만으로 불명
확한 부분을 명확히 밝히고, 신청서에 제시된 정보들이 사실과 틀림없는지 검증한
다. 현장심사의 결과는 심사위원단이 인증위원회에 인증 후보로 추천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된다. 인증여부는 현장심사 결과만 활용되므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 2016년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 절차

Ⅲ.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도의 발전과정 및 인증현황
2006년도 Best HRD는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었다. 2006년 6월부터 12월까지 교육
인적자원부,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자치부에서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
원에서 사업을 운영하였다. 1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총점 1천점 만점에 6백점 이
상을 획득한 12개 기관에 대한 인증 여부를 인증위원회에서6) 최종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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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는 28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이 중 14개 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그리고
정부부문(중앙행정기관) 인증제 사업을 중앙인사위원회 주관으로 한국행정연구원이
시범 실시하였는데, 중앙행정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인증 심사지표 및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추진, 9개 중앙부처가 신청하여 7개 부처가 인증을 받아 총
21개 기관이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다7).
2008년도에는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고, 서류심사
와 현장심사를 담당할 심사위원을 공개모집하였다.8) 인증기준은 2개 범주, 8개 영
역, 18개 항목, 47개의 세부 평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총 35개 기관이 참여 신청
하였으며, 중도에 준비 부족으로 사업 참여를 철회한 4개 기관을 제외하고, 심사 대
상 31개 기관의 현황을 보면, 지차체가 11(35.5%)곳, 대학 9곳(29.0%), 공사공단 5곳
(16.1%), 연구소 4곳(12.9%), 기타 기관 2곳(6.5%) 이였다. 해당 기관 담당자와 심사
위원들에 대한 연수를 마친 후,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심사대상
기관의 평균 점수는 768점으로 이었고, 이중 인적자원관리가 306점, 인적자원개발이
462점이었다.
<표 2>에서와 같이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타 공공기관이 총 평균점수 890점
으로 가장 높았고, 특히 이들 기관의 인적자원개발 점수가 540점으로 가장 높았다.
총 평균점수가 가장 낮은 기관 유형은 대학으로 687점이었다. 대학은 다른 유형의
기관에 비해 인적자원관리와 개발부문 모두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인
증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24개 기관이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3개 기관에
대해 인재개발 컨설팅을 제공하였다.
또한, 2016년 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인증을 받은 기관의 교육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싱가포르의 우수 HRD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해외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2008년 본 사업에 참여한 31개 기관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HR 관련 전문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한 국내 연수인 Best HRD 워크숍컨설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2006년
과 2007년에 인증을 부여받은 공공․민간 기관의 대표들을 중심으로 Best HRD Club
을 구성하였다.9)
6) 인증위원회는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의사결정과 인증제 사업 참여기관에 대한
인증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결정된 의결기구이다. 인증위원회는 심사지표 개선, 재
인증 신청기준에 대한 서면심의, 현장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인증 여부의 결정, 향후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되었다.
7) 2007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 인사부문 보고서(정부업무평가실무위원회․중앙인사위원회,
’08.2.12)에서 7개 중앙부처에 대해 인증 사례를 제시하며 체계적 인사관리 노력을 언급하였다.
8) 총 102명이 심사위원으로 지원하였으며, 이중에는 2007년도 공공부문 인증제 심사위원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9) 2016년 사업에서도 Best HRD 워크숍컨설팅을 실시되고 있으며, 인증을 부여받은 공공․민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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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08년 현장심사 기관 유형별 총점 분포 (단위: 점)
구 분
합계
지자체
공사공단
대학
연구소
기타

전체 평균점수
(1000점 만점)
768
751
761
687
752
890

인적자원관리
(400점 만점)
306
301
298
274
305
350

인적자원개발
(600점 만점)
462
450
463
412
447
540

출처 : 2008년 공공부문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결과보고서 재정리

2009년도에는 2006년에 인증을 받은 12개 기관의 인증기간(3년)이 만료됨에 따라
처음으로 재인증을 위한 서류심사가 진행되었다.10) 인증기준은 2008년 기준을 수정
하여 인적자원관리(HRM)와 인적자원개발(HRD)의 범주별로 총 7개 영역, 14개 항
목, 37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표 3>은 2008년과 비교하여 2009년에 수정된
인증기준을 제시하였다. 신규 신청 28개 기관(4개 기관 중도 포기)과 2006년 인증
기관 중 재인증 신청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진행한 결과, 신
규 신청 23개 기관과 재인증 신청 9개 기관(1개 기관 중도 포기)이 인증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인증을 받았다. 현장심사 총점은 <표 4>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총점
800점 이상의 기관은 6곳이었으며, 700～799점 사이에는 총 17개 기관이 포함되었
다. 700점 이하는 1곳을 제외한 23개 기관이 700점 이상으로 인증이 가능한 기관은
총 23개 기관이었다.
<표 3> 2008년과 2009년 인증기준 영역 비교

2008년
2009년

인적자원관리 부문
채용 및 관리, 배치 및 이동,
목표관리 및 성과 평가, 승진 및
보상
인사관리체계, 배치 이동, 목표
성과, 승진 보상

인적자원개발 부문
기획, 운영, 평가, 인프라
기획 및 인프라, 운영, 평가

출처 : 2008년, 2009년 공공부문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결과보고서

관의 대표들을 중심으로 Best HRD Club을 구성하고 있다.
10) 재인증 신청기관의 경우 2009년도 서류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재인증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사
후관리(지속적인 관리) 측면에서 접근하고, 인증 시의 평가내용을 토대로 개선정도에 대해 정
성적으로 평가하고 현장심사는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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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009년 현장심사 기관유형별 총점 분포 (단위: 개소)
구분
전체
< 700점
700점∼799점
800점∼899점
> 900점

지자체
3
0
1
1
1

공사공단
8
0
6
1
1

대학
6
0
6
0
0

연구소
5
1
3
1
0

기타
2
0
1
1
0

출처 : 2009년 공공부문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결과보고서

2010년도에는 신규 신청 28개 기관과 2007년에 인증을 받은 21개 기관의 인증기
간(3년)이 만료됨에 따라 재인증을 위한 심사가 진행되었다. 인증기준은 2009년과
동일하였다. 사업 추진 결과, 신규 신청 28개 기관과 재인증 신청 15개 기관을 대상
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진행하여 신규 22개 기관과 재인증 13개 기관이 인증
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인증을 받았다. 2010년 Best-HRD 사업에서 전체 심사대
상기관의 평균점수는744.6점이고, 인적자원관리가 298.5점, 인적자원개발이 446.3점
이었다. 이를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연구소가 총 평균 점수가 804점으로 가장 높
았고, 특히 이들 기관의 인적자원관리 점수가 330점으로 가장 높았다. 총 평균점수
가 가장 낮은 기관 유형은 대학으로 680.75점 이었다. 대학은 2008년과 유사하게 다
른 유형의 기관에 비해 인적자원관리와 개발부문이 모두 낮은 점수를 보였다.
기관의 유형별 각 부문의 평균 점수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저, 정부는 전체 평균 782점으로 이었고,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평균740점
이었고, 다음으로 공사․공단의 경우 전체 평균이 766.3점이었으며, 다음 대학의 경우
전체 평균이 680.7점이었다. 마지막으로,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에, 전체 평균 773점
이었다.
<표 5> 2010년도 현장심사 기관 유형별 총점 분포 (단위: 점)
구 분
합 계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
대학
연구소
기타

전체 평균점수
(1,000점 만점)
744.6
782.0
740.6
766.3
680.7
804.0
773.0

출처 : 2010년 공공부문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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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관리
(400점 만점)
298.5
324.0
282.0
314.6
271.6
330.0
305.1

인적자원개발
(600점 만점)
446.3
458.0
458.6
451.6
409.1
474.0
4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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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에는 공공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부산․대전․광주․제주도 그리고
서울(2회)에서 총 6회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신규 신청기관 34개(중도 포기 4개), 재인증 신청 17개 기관(중도 포기 1개) 등 총
51개 신청 기간 중 중도 포기한 5개 기관을 제외한 46개 기관에 대한 현장심사와
서류심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증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46개 기관이 인증기관
으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2011년부터는 진행된 사업의 평가와 효과성을 측정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
하기 위해 사업평가 전문 조사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였다. 2011년도 신규․재인증
참여기관 46개 기관과 2010년도 신규․재인증 기관 35개 기관, 2009년 신규․재인증 기
관 32개 기관 등 총 113개 기관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인증제 사업의 효과성, 인증기
관의 효과성, 개선방안 도출에 관한 설문지를 배포한 후 수거하는 방법으로 진행되
었다.11)
기관별 현장심사 점수 분포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인적자원관리 영역의 경우
최고점은 388점이었으며, 최저점은 276점으로 나타났다. 인적자원개발 영역의 경우
에는 최고점이 55.57점, 최저점이 405점으로 나타났다. 두 영역을 합친 종합 점수에
서는 최고점이 932.5점, 최저점이 703점이었다. 또한, 상위 5위까지 살펴보면, 공
사·공단이 3개 기관, 대학이 1개 기관, 기타가 1개 기관이었다.
<표 6> 2011년도 현장심사 기관 유형별 총점 분포 (단위: 점)
구분
정부
지자체
공사·공단
대학
출연기관
기타
전체

합계
(1,000점 만점)
807
812.3
880.7
823.8
792.8
847.5
823.6

인적자원관리
(400점 만점)
317.5
327.0
353.0
333.2
318.8
344.5
331.2

인적자원개발
(600점 만점)
489.5
485.3
527.7
490.6
474
503
492.4

출처 : 2011년 공공부문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결과보고서
11) 2011년에는 공공부문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위한 사업운영과 더불어 2006년부터 실행되
어온 공공부문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실증적인 연구가 함께 진
행되었다. 인증제 사업의 주관부서인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으로 서울대학교 한국인적자원연
구센터에서 진행된 연구를 통해서 인증제에 참여한 기관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신규인증과 재
인증 기관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인증제의 효과성이 최초인증으로부터 재인증까지 3년 동안 기
관의 인적자원관리․개발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가에 분석을 통해 인증사업의 타당성에 대
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 59 -

｢경영사학｣ 제32집 제2호(통권 82호)

2017. 6. 30, pp. 49~73

전체 평균점수는 HRM이 331.2점을 획득했으며, HRD 부문이 492.1점을 획득하여
인증제 참여기관들의 인적자원관리 영역과 인적자원개발의 수준은 비슷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011년 인증제에 참여한 주체들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공사·공단
이 880.7점으로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기타 기관이 847.5
점으로 나타났고, 대학이 823.8점, 지자체가 812.3점 순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에는 신규 신청 22개 기관 중 서류 제출을 포기한 3개 기관을 제외한 19
개 기관과 재인증 신청 18개 기관 중 서류제출을 포기한 1개 기관을 제외한 17개
기관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증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
쳐 36개 기관이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기관별 현장심사 점수 분포를 살펴보면
인적자원관리 영역의 경우 최고점은 394점이었으며, 최저점은 281점으로 나타났다.
인적자원개발 영역의 경우에는 최고점이 574점, 최저점이 398점으로 나타났다. 두
영역을 합친 종합 점수에서는 최고점이 968점, 최저점이 718점이었다.
또한, 상위 5위까지 살펴보면, 대학이 2개 기관, 공사·공단이 1개 기관, 정부기관
1개, 연구소가 1개 기관이었다. 전체 평균점수는 HRM이 331.8점을 획득했으며,
HRD 부문이 487.0점을 획득하여 인증제 참여기관들의 인적자원관리 영역과 인적자
원개발의 수준은 비슷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012년 인증제에 참여한 기관들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정부기관이 890.0점으로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출연기관이 840.3점으로 나타났고, 기타기관이 818.3점, 대학이 810.9점,
공사공단이 810.0점, 지자체가 781.8점으로 나타났다.
<표 7> 2012년 현장심사 기관 유형별 총점분포
구분

인적자원관리
(400점 만점)

인적자원개발
(600점 만점)

합계
(1,000점 만점)

정부

360.8

529.3

890.0

지자체
공사·공단
대학

318.0
329.8
327.6

463.8
480.3
483.4

781.8
810.0
810.9

출연기관
기타
전체

333.3
339.3
331.3

507.0
479.0
487.0

840.3
818.3
818.8

출처 : 2012년 공공부문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결과보고서

2013년 사업은 예년 사업이 5월에 시작된 것에 비해 다소 늦은 7월 10일에 사업
이 시작되었다. 신규 신청 21개 기관 중 서류 제출을 포기한 2개 기관을 제외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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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기관과 재인증 신청21개 기관 중 서류제출을 포기한 1개 기관을 제외한 20개 기
관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증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36개 기관이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인적자원관리 영역의 최고점은 398점, 최저점은 262점이었으며, 인적자원개발 영
역의 최고점이 572점, 최저점이 397점이었다. 두 부문을 합친 총점의 최고점은 970
점, 최저점은 702점이었다. 기관별로는 공공기관 4개, 연구소 1개 기관이 상위 5위
를 차지하였다. 평균점수는 인적자원관리 영역이 326.8점이었으며, 인적자원개발 영
역이 479.2점이었다. 기관 속성에 따라서는 공공기관 844.8점, 연구소 823.7점, 정부
819.0점, 지자체가 793.0점, 대학 753.3점, 기타 750.5점 순이었다.
<표 8> 2013년 현장심사 기관 유형별 총점 분포
구분

인적자원관리
(400점 만점)

인적자원개발
(600점 만점)

합계
(1,000점 만점)

정부

326.0

493.0

819.0

지자체

317.5

475.5

793.0

공공기관

341.1

503.7

844.8

대학

307.4

445.9

753.3

출연기관(연구소)

342.0

481.7

823.7

기타

319.5

431.0

750.5

전체

326.8

479.2

806.0

출처 : 2013년 공공부문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결과보고서

2014년에는 8년간 사용해오던 심사지표가 공공기관 인적자원개발과 인적자원관리
현실의 반영 수준이 미흡하며, 사후관리 등의 체계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됨에
따라 전년도에 새로 개선된 심사지표를 활용하여 인증이 진행되었다.12)
2014년부터 인증기준은 인적자원관리와 인적자원개발의 2가지 범주로 나뉘며, 각
12) 2013년도 Best-HRD 사업이 종료된 후, 심사지표에 공공기관 인적자원개발과 인적자원관리 현
실의 반영 수준이 미흡하며, 심사지표 및 사후관리 등의 체계성에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심
사지표의 개선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정과제의 추진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국
정과제 관련 공공기관의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공공기관의 인적자
원개발 및 관리 활동을 선도하기 위해, 현 정부의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 중 공공기관의 인적
자원개발 및 관리와 관련된 내용 반영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이에, 공공부문 Best HRD의 전
반적인 골격과 형태를 유지하되, 공공기관이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독려
하는 방향으로 지표를 수정하였다.

- 61 -

｢경영사학｣ 제32집 제2호(통권 82호)

2017. 6. 30, pp. 49~73

3가지 영역으로 구체화되어, 6개 영역, 14개 항목, 35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
다. 뿐만 아니라, 국정과제의 추진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국정과제 관련 공공기관의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정부의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
중 공공기관의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와 관련된 내용 반영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바,
2014년에는 각 유형별 서류심사 고득점 기관을 대상으로 NCS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52개 기관이 신청하여, 사상 최다 기관(신규 23개, 재인증 29개)이 참여하였다. 그
중 심사서류제출을 하지 않은 2개 기관을 제외한 50개 기관에 대하여 서류 및 현장
심사를 진행하였다.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증위원회 및 900점 이상 기관 재심사
결과 최종 심의를 거쳐 47개 기관이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심사결과, 전체 기관의 평균은 2013년 대비 소폭 상승한 807.9점으로 나타났다.
전체 심사점수의 최고점은 932.5점, 최저점은 578.0점으로 354.5점의 차이를 보였다.
인적자원관리의 최고점과 최저점은 각각 388.0점, 224.0점으로 나타났으며, 인적자원
개발의 최고점과 최저점은 각각 567.0점과 354.0점으로 나타났다. 총점이 가장 높은
10개 기관 중 6개 기관이 공공기관에 속해있으며, 출연연구기관 2개, 국립대병원 1
개, 교육청 1개로 나타났다. 900점 이상을 받은 기관은 6개, 800점대는 20개, 700점
대는 21개로 나타났으며, 700점 미만을 받은 3개 기관은 인증에서 탈락하였다.
<표 9> 2014년 현장심사 기관 유형별 평균점수
구분

인적자원관리
(400점 만점)

인적자원개발
(600점 만점)

합계
(1,000점 만점)

교육청

350.3

495.7

846.0

공공기관

347.7

487.0

835.6

출연기관(연구소)

334.3

482.5

816.8

지자체

325.8

470.2

796.0

국립대병원

311.3

482.5

793.8

대학

323.4

451.7

775.1

지방공기업

260.5

426.0

686.5

출처 : 2014년 공공부문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결과보고서

2015년에는 기존에 수행된 사업을 기반으로 내실 있는 사업의 운영을 위해 사업
설명회 확대, 지속적 홍보, 참여기관 사후관리, 인센티브 개선 및 심사 지표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2015년에는 서류심사 방법을 대폭 수정하고,13) 능력
13) 기존 서류심사 방법은 심사위원이 상호 독립적으로 신청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심사지표 및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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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사회 구축이라는 국정과제 기조에 맞추어 NCS 확산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도 인증제에 참여한 서면심사 결과 상위 10개의 신규기관 담당자들에 대한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진행하였다14). 2015년 인증 사업에 참여 신청한 32개 기관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가 진행되었다.
서류심사 결과 700점대 8개(25.0%), 800점대 이상 15개(46.9%), 900점대 6개 기관
(18.8%)으로 나타났으며, 3개 기관(9.4%)은 서류심사 자료준비 미흡으로 중도포기
하였다. 현장심사와 최종 심의를 거쳐 29개 기관이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심사
결과, 인적자원관리 영역의 최고점은 386점, 최저점은 306점이었으며, 인적자원개발
영역의 최고점이 566.5점, 최저점이 374점이었다. 두 부문을 합친 총점의 최고점은
950점, 최저점은 715점이었다.
평균점수는 인적자원관리 영역이 331.5점이었으며, 인적자원개발 영역이 495.8점
이었다.
<표 10> 2015년 현장심사 기관 유형별 평균점수
구분

인적자원관리
(400점 만점)

인적자원개발
(600점 만점)

합계
(1,000점 만점)

전체

344.7

504.7

849.4

중앙행정

382.5

567

949.5

지자체

342.7

492.4

835.1

공공기관(출연연포함)

338.15

502.05

840.2

대학

320.3

462.3

782.6

출처 : 2015년 공공부문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결과보고서
부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각 항목별로 심사대상 기관의 강점 및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기록하
고 채점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심사자의 성향에 따라 채점 기준이 달라지는 오류를 범
하게 되었다. 관대화 경향이 있는 심사자가 채점한 기관들의 경우 서류심사 점수가 높게 나타
나거나, 반대로 엄격한 잣대를 가진 심사자가 평가한 기관들은 낮은 점수를 나타내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따라서 당해에는 해당일 개인 사유로 인해 불참한 심사위원을 제외한 서류심사
위원 12명이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집단심사를 진행하였다. 즉 총 12명의 심사위원이 기관
의 성격에 따라 분리된 3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각 그룹당 4명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진행하였
다. 따라서 1개의 기관당 4명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으며, 심사 결과
의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별 합계점수의 최대값 및 최소값을 준 위원(2인)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1인)의 평균점수로 기관의 서류심사 점수가 결정되었다.
14) 본 컨설팅의 목적은 각 기관들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하여 채용, 배치, 평가, 승
진·보상, 교육훈련 등 향후 도입될 직무능력평가제 등을 대비하는데 도움을 주어 향후 NCS
확산을 도모하기 위함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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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는 내실 있는 사업의 운영을 위해 사업설명회 확대, 지속적 홍보, 참여기
관 사후관리, 인센티브 개선 및 심사 지표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15) 그
결과로 다양한 공공기관의 참여가 이루어졌으며 총 62개의 기관이 참여하였다. 인증
사업에 참여 신청한 62개의 기관 중 서류심사자료 준비 미흡으로 중도 포기 한 기관
7개를 제외한 55개 기관을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실시하였고 현장심사는 서류심사
통과 기관 중 신규 23곳과 재인증 32곳 중 800점 미만의 점수를 얻은 17개 기관을
합하여 총 4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서류심사 결과 700점대 31개(56.4%),
800점대 이상 21개(38.2%), 900점대 3개 기관(5.4%)으로 나타났다. 현장심사 결과
인적자원관리 영역의 최고점은 370점, 최저점은 271점이었으며, 인적자원개발 영역
의 최고점이 585점, 최저점이 378점이었다. 두 부문을 합친 총점의 최고점은 936점,
최저점은 650점이었다. HRM 부문에서 240점 미만인 기관이나, HRD 부문에서 360
점 미만 득점으로 자동 탈락한 기관은 없었다.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심의를 거쳐 51개 기관이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표 11> 2016년 현장심사 기관 유형별 평균점수
구분

인적자원관리
(400점 만점)

인적자원개발
(600점 만점)

합계
(1,000점 만점)

중앙행정

324

459

783

지자체

336

480

816

공공기관

351

489

840

지방공기업

326

288

614

출연연

341

340

681

대학 및 대학병원

308

456

764

출처 : 2016년 공공부문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결과보고서

<표 12> 제시한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전체인증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시범
사업 이후 2016년까지 신규인증 223개, 재인증 149개 기관이 신청하여 총445개 기
관이 신청하였으며, 재인증 포함 373개 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15) 2014년부터 인증기준은 인적자원관리와 인적자원개발의 2가지 범주로 나뉘며, 각 3가지 영역
으로 구체화되어, 6개 영역, 14개 항목, 35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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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인증현황(2006년~2016년)
구 분
신청
인증합계
신규
정부
지자체
(시도교육청)
(전문)대학
(병원)
출연연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출연출자기관
기타
재인증

06년 07년 08년
17
37 31
12
21 24
12
21 24
4
7
-

09년
38
32
23
1

10년
43
35
22
1

11년
51
46
30
1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합계
40
42
52
32
62
445
36
39
47
29
51
372
19
19
18
14
21
223
1
2
17

4

6

10

2

2

8

3

3

1

-

2

41

4

5

6

5

7

6

7

1

6

1

4

52

-

1
2

1
5

4
7

2
7

8
6

1
4

2
10

3
8

9

8

22
66

-

-

1

2

2

-

2

1

-

2

6

16

-

-

1

2

1

1

1

2

-

-

1

9

0

0

0

9

13

16

17

20

29

15

30

149

출처 : 2016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결과보고서

Ⅳ.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인증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유도
2006년부터 2016년까지 445개 기관이 신청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공공기관이 참여
를 미루고 있다. 이는 인증제에 대한 인식이나 홍보가 부족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10년이 넘게 진행된 사업임을 감안할 때 많은 기관이 인증제에 대한 정보는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중요성 등에 대한 자료 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특히 각 기관의
기관장과 인사담당자들이 인증제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증제에 대해 공공기관에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인증제에 적극적으로 참
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증기관의 기관장과 인사담당자들을 활
용하여 인증제의 유용성과 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유관 기관에 전할 수 있는 기회
등을 마련하여 기능적 파급효과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 및 훈련 관련 매
체에 홍보 자료를 배포하거나 주기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인증제 참여 유
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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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제에 대한 인식개선
공공부문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는 그 성격이 기존의 정부 업무평가에서처럼
특정 기관을 평가해서 타 기관과 비교한 후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다. 조직의 성
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재개발 활동을 추진하도록 해당 기관의
인재개발 측면에서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컨설팅을 수
행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울러, 인재개발이 우수한 조직을 발굴하고 이러한 조직의
인재개발 경험과 기술, 노하우를 타기관이 공유하여 소속 기관의 인재개발 활동을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점을 각 기관이나 담당자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
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인사교육 담당자들은 기존의 정부업무평가에 익숙해 있는 측
면이 있어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를 또 다른 업적평가로 보거나 인증획득을 담당
자들의 업적으로 상위층에 보여주기 위해 접근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이러한 이유
에서 확실히 인증을 받을 자신이 없는 기관은 인증제 참여를 꺼리고 있으며, 자신들
의 인재개발 활동을 자신해오다가 인증제를 신청했다가 탈락한 경우를 우려하는 경
우도 있다.
즉 인증의 실패와 성공에 관계없이 인증에 참여함으로써 소속기관의 인재개발 활
동을 점검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점이 인증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3. 공공기관 유형/특성/역할을 고려한 심사의 공정성 제고
현재 인증 심사 지표는 개선되어 오고는 있으나 매년 심사 시 공공기관의 유형 및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인력 및 예산 규모가 작은 기관의
경우 심사에 불리하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참여를 꺼리거나, 당해 년도 참여 기관들
과 절대 비교 혹은 상대 비교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여 왔다.
특히 기관의 규모가 작거나, 정부의 예산 통제를 직접적으로 받는 공공기관 등의
경우에 많은 불이익을 받았었다. 즉, 규모가 크거나 예산이 많아 교육훈련에 많이
투자하고 교육훈련 시간을 더 확보한 기관일수록 혜택을 보는 형태가 되었다. 물론
교육훈련 예산과 시간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기관의 규모가 크다고 유리
하거나 작다고 불리한 지표가 아니라, 기관의 규모나 성격에 관계없이 내실 있게 인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느냐의 여부를 중요시하는 심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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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증제 심사지표는 다분히 외형적인 제도의 도입이나 전개 여부, 프로그램의
개수, 프로그램의 선택권, 담당자의 전문성, 교육훈련 예산 등 예산만 충분히 확보된
조직이라면 대부분의 조직이 만족시키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지표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기관은 대부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지표로 해당 조직의
인재개발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를 파악하는 데는 크게 미흡하다. 즉, 어떠한 제
도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실질적으로 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기관장․중간관리자․직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
다. 그러나 실질적인 인재개발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나 시스템의 도입 여
부보다는 체계적으로 학습이 일어나도록 기관장과

중간관리자가 적절히 개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조직 구성원 모두가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4. 공공기관에 특화된 HRD 전문 컨설턴트의 확보
Best –HRD 인증제 사업은 공공기관의 인재개발을 촉진하여 국가 전체의 인적자
원의 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여 왔다. 2016년에는 첫 해에 인증을 받은 기관이 3년
에 한 번씩 인증을 갱신하여 세 번째 재인증을 받은 기관도 생겨나고 있다. 이는
Best- HRD 인증제 사업이 장기적으로 공공기관의 인재개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음을 일부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Best-HRD 인증사업이 장기
화되고, 참여 기관이 증대함에 따라, 우수한 기관 발굴 및 선정에 치우치기 보다는
오히려 미흡한 기관의 수준을 증대시켜 나아가야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공기
관 내 인재개발 분야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부족한 지식 및 기술적 측면을 보
완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그러나 각 기관의 요구
에 맞추어 전문적인 컨설턴트를 확보하고, 파견하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은 쉽지 않았다. 또한, Best HRD 인증 사업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의 유형과 특성, 각
자가 처한 상황 등이 매우 다양하게 때문에, 서비스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
기 어렵다. 그러므로 질적으로 인정받는 전문 컨설턴트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민간 부분의 HRD 전문 컨설턴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 대한 이
해가 높은 Best HRD 심사위원, 인증위원 중 공공기관 전문 HRD 컨설턴트 발굴 육
성하고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심사위원의 전문성 제고 및 자문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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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장기간 진행되어 온 만큼 그간 인증 심사위원 연수에 참가하고 심사를 직
접 실시한 심사위원의 풀은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심사위원의 풀과는 달리 심사에
직접 참여하는 심사위원의 수는 공정성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사위원의 전문성, 현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의 계속성과 타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심사위원의 경력과 사업 참여 정도 그리고 심사를 실시하였던
기관의 만족도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엄선된 심사위원이 지속적으로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동일한 기준의 심사가
매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본 인증제 사업의 심사위원은 단순히 심사 자체만 하는 평가자의 역할이 아니
다. 상당한 분량의 심층적인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보고서는 심
사 기관에는 하나의 컨설팅 보고서로도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심사위원의 전문적 역
량이 요구된다. 따라서 1~2회 심사위원 연수를 받고 심사에 투입하기 보다는 인증
서류 심사에서부터 심사 완료 시까지 인재개발 전문가로써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등 직무역량 기반 인적자원관리 및
개발에 방점을 둔 신규 심사지표를 적용하여 심사를 실시하였고, 국가직무능력표준
(NCS)에 기반한 지표의 개발이 많은 분야에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이를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NCS 전문 컨설턴트를 확보하여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6. 인증 우수 사례의 확산과 공유
공공부문 인적지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는 2006년에 시작했으므로 올해 10년이
넘게 수행된 장기 사업 중 하나이다. 인증제가 향후에도 꾸준히 발전적인 형태로 유
지, 발전되기 위해서는 참여기관의 외형적 확산에 집착하기 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의 확산에 주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증제 심사를 통해 매년 2개 기관의 우수 사례를 선정해 왔으며, 2개 기관의 우
수 사례 발표와 함께 담당자에 대한 교육부 장관상을 받는 영예가 주어졌다. 그리고
우수 사례로 선정된 기관은 이듬해 인증제 사업설명회, 워크숍컨설팅 교육섹션을 통
해 사례 확산의 기회를 가져 왔다.
하지만 Best HRD 사업의 성과와 효과가 더욱 크게 확산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발굴, 축적해 온 우수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유형별로 검토하여 둘 필요성이
높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사례 확산 지식 공유의 기회를 넓혀 사업의 성과가 최
대한 폭넓게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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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Best HRD 사업은 2016년 까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사업으로 나뉘어서 수행되
어 오고 있다. 공공부문 Best HRD 인증사업은 교육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한국
직업능력개발원이 수행해오고 있으며, 민간부문 Best HRD 인증사업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다. 공
공부문 사업과 민간부문 사업은 동일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각
각의 부처에서 운영함으로써 예산 규모의 차이와 사업 추진 절차 상에서 심사지표
내용, 인증기관 선발 절차, 인증기관에 대한 혜택, 인증수여식 행사, 해외 벤치마킹
연수 등 세부사업에서 차이가 있는 점들을 점검하여 동일한 사업으로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2016년부터 Best HRD 인증사업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인증제 사업의 동질성 확
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업 담당자들 간에 Best-HRD 사
업추진 협업 TF를 구성하여 공동의 방향성을 협의하고 있다. 두 사업은 향후 지속적
으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 Best HRD 사업의 내실화와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 사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향후에도 상호 공동의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인증위원회와 심사위원회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두 사업이 경쟁체제가 아닌 상호 간 사업 운영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체제를 갖추어 Win-Win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Best HRD 인증심사지표를 개발하고 각 지표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체크리
스트를 작성하여 심사에 활용하게 된다. 심사위원단이 인증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담당하게 된다. 그런데 Best HRD 사업에 대하여 충분
히 이해를 하고, 방대한 분량의 심사지표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위해서는 사전에 심
사지표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논의할 수 있는 연수에 충분한 시간이 할애되어야 한
다. 심사위원의 성실성, 전문성, 평가근거, 피드백리포트 등에 대한 질 평가를 통해
심사위원의 관리 체제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인증심사가 종료되면, 각 피심사기관의 지표별 부족한 분야, 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이 기록되어 있는 심사결과에 대한 피드백 리포트를 받는다. 그러나 피드백
리포트는 심사 결과에 기초하여 단편적인 정보만을 주는 것이므로, 각 기관에서
HRD와 HRM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지향점과 보완책에 대하여 전문성 있는 제
안이 필요하다. 컨설팅사업은 심사가 모두 끝나고 인증기관과 탈락기관 모두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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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체 심사내용을 기반으로 심도있고 전문성있게 제공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
다. 향후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노력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심사 대상기관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최하여 당해연도
Best HRD 심사 결과 전반에 대한 결과와 개선방안을 전달하고, HRD 관련 특강과
사례발표 등을 통해서 상호 간에 실무적인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함으로서 학습커뮤
니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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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도의 발전과정과 개선방안

A Study on the Development Process and
Improvement plan of the Certification System for
Excellence Institution for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the Public Sector
Wook-Bin Leem*·Jang-Hee Lee**·Bom-I Kim***
Abstract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Personnel Innovation Center is organizing the Best
HRD project in Korea to promote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the public secto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pport the recognition of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alent development for the organizations that have excellent human resource
development activities by certifying the institutions in the country and benchmark other
organizations. In 2006, 17 organizations participated in the pilot project and 12 institutions
were certified. As of December 2016, a total of 445 organizations participated, of which
373 were certified.
In this way,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further develop the certification system
for excellent organizations in the public sector, which has been continuously carried
out for more than 10 years. Therefore, this study closely examined the present status
of the certification system for excellent institutions for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public institutions in Korea. In additi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of the
certification system of the excellent institution for talented person development is
examined.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certification
system of excellent institutions for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public institutions
in the future.
<Key Words> Best HRD, Public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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