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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제도에

그동안 정부는 ‘경쟁력 있고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많은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왔습니다.
공직사회의 개방과 경쟁을 촉진하고,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대한

여러 방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장애인, 지역인재, 고졸자와 같은 분들이

살아있는

실력으로 공정하게 대우 받고,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이러한 그동안의 노력을 인사담당자 및 전문가들과 공유하며,

들려

인사제도를 세밀하게 다듬어 왔습니다.

보다 나은 발전적 대안을 찾기 위해
「인사행정」을 새롭게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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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모집으로의 변화, 첫 공직채용박람회 개최

2011년

인사정책의 성과
글_ 김홍갑 • 행정안전부 인사실장

지난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코엑스에서 60개 정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공직채용박람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국민들과 소통하며
공직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제고하고, 기존의 단순히 인재가 찾아오기만을 기다리
던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으며, 양적·질적 측면에서 많
은 성과를 가져왔다.
박람회에는 3일간 총 4만5천여 명이 방문하였으며, 특히 전국 30여개 대학에

2011년 정부는 경쟁력있고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일 잘하

서 학생들이 단체로 관람을 하는 등 예비 공직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개별기

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직자를 모집하는 ‘공직채용박람회’를 개최하였고, 현장의 목

관으로 보면, 외교부·교과부·경찰청 등 채용규모가 비교적 크지만 특정 직렬을 선

소리를 반영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민간경력자 5급 채용’을 행정안전부가 일

발하여 상대적으로 자세한 채용정보를 얻기 어려운 기관의 부스에 많은 참관객이

괄적으로 시행하였다. 또한 부처·기관 간 할거주의를 탈피하고 융합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사교류를 활성화하였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여러가지 공무원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하고, 공무원 재해보상을 현실화하였다. 취약계층 공직진출 지원 확대를 통하여
공정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도 매우 의미있다 하겠다.

몰렸다. 또한 개별적으로 마련된 공직적성검사와 PSAT 예제풀이 등 ‘맞춤형 채용
서비스’에도 총 4천여 명의 인원이 참여하였으며,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역량과
자질을 진단해 볼 수 있도록 새로 개발된 ‘공직적성검사’도 호평을 받았다.
참관객 대상 설문조사 결과, 80% 이상이 박람회에 만족감을 표시했으며, 향후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여 100건
이상이 보도되었으며, 대부분 박람회의 열기와 순기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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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였다.

5

한편,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점차 치열해져 가는 민간과의 인재확보 경쟁에 대응
하여 유능한 인재들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 모집’으로 변화를 시도하였다는 점
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박람회는 공직이란 무엇인가
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구직자를 유인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더불어 박람회
에 참가한 공무원들의 인식에도 변화를 가져 왔다. 참가 공무원들은 기관의 입장
에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이러한 시간을 통해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공직
자가 되어 보람있었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조직과 업무에 몰입하고 스스로에게 동
기를 부여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2011 공직채용박람회’는 이처럼 여러 면에서 공무원 채용에 새로운 전기를 마
련한 시도였다. 행정안전부 인사실에서는 본 박람회를 정례화하고, 향후에도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

직에 유치해 각종 정책 개발에 현장 경험을 접목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동
시험은 그동안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실시하던 5급 특별채용을 행정안전부가 일괄
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2011년 최초로 도입되었다.

인사행정 | 2011 Vol. 1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은 다양한 민간의 현장경력을 지닌 인재들을 공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은 학위나 자격증이 없어도 해당 분야에서 근무경력과 직무성과를 성

250

단위:명

실히 축적해 온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도록 응시요건을 대폭 확대하였다.

204

200

150

156

144

① 경력 : 팀
 장급 이상 관리자 경력 3년, 일반직원 경력 10년 이상(신설)
100

150

84

50

0

0

10

00

중앙부처간

6

0
’06년

0

’07년

48

36

26

12
0

’05년

50

46

34

32

’04년

일괄채용시험」은 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기시험-서류전형-면접시험의 3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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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격증 : 「공무원임용시험령」 상 자격증 소지 후 일정기간 근무자

또한 기존의 특채시험이 대부분 서류전형-면접시험의 2단계였던 것에 비해, 「민간경력자 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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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실적 : (’04) 84명 → (’06) 164명 → (’08) 156명 → (’09) 204명 → (’10) 200명 → (’11.11월) 214명

절차를 강화하였다. 특히, 필기시험은 5급공채(舊 행정고시) 1차 시험인 공직적격성평가(PSAT)
형태의 문제를 민간경력자에 맞게 개발한 것으로서, 2회의 실험평가를 거쳐 출제되었다.

교류경력이 인사·보수상 우대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2011년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은 사회복지, 중소기업 정책, 에너지·자원개발 등 35개

앞으로 인사교류 운영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교류공무원 고충과 개선의견

중앙행정기관의 63개 직무분야에서 총 10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난 7월에 실시된 민간경력자

을 수렴하여 인사교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괄채용 원서접수시 총 3,313명이 응시하여 32.5: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등, 민간경력자
들의 많은 관심 속에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
공무원 사기진작

2011년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 합격자는 2012년 1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며, 합격자는
각 부처에 배치된 후 5급 공채시험 합격자와 공동으로 직무역량 등 기본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사기’(morale)는 본래 군대에서 시작된 용어로, 나폴레옹은 군대에서 사기와 장비의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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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이라고 할 만큼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오늘날은 유래와 관계없이 공(公)과 사(私) 전반에 걸
쳐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요 덕목의 하나가 되었다. 정부경쟁력 강화 및 국민만족도 제

’11년도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 일정

고 역시 공무원 개개인의 열정과 활력없이는 달성하기 어렵다.
공고

원서접수

1차
필기시험

2차
서류전형

3차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5급공채자와
공동교육

’11.5.30

’11.7.13~22

’11.8.27

’11.11.21~12.2

’12.1.12~14

’12.1.31

’12.4~6월

정부는 공무원 개개인의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 인력의 대다수를 점하면서 국민과 접점을 이루
고 있는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실태진단(6급 이하 1,583명 대상 설문조사)부터 착수하였다. 진단
결과 공무원들은 주인의식(92%)과 자부심(88%)은 높은 반면 사기(62%)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
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인사교류 활성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저해하는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활력제고의 첫

인사교류는 기관 간 이해도를 증진시켜 부처·기관 간 할거주의를 탈피한 융합행정 체계를 구

걸음이라 판단하여 그간 ‘공직선진화추진위원회 출범’, ‘7대 권역별 대토론회’ , ‘ 인사드림 서포터

축하고 넓은 시각과 열린 사고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

즈’, ‘행정안전부장관과 실무직공무원과의 대화’ 등을 통해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였으며, 2011

처음 도입되었다.

년은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뜻깊은 한 해였다.
유능한 공무원이 능력과 관계없이 상위 직급의 정원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로 동일 직급에서 장

높은 실적이다. 2010년도에는 50개 기관 200개 직위에서 교류가 이루어졌다. 특히, 금년도에는

기 재직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6급 근속승진을 도입(’11.3월) 하였으며 그간 총 2,334명(’11.8

전 정부 차원의 관리역량 제고를 위해 인사, 교육훈련, 예산 등 공통업무 분야 간 교류를 추진하

월)의 7급 공무원이 6급으로 승진하였다. 이는 구조적으로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을

고 있다.

개선한 것으로 평가된다.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교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하였다. 대우공무원 선발 시 교류
경력을 1/3 추가 산입할 수 있게 하였고, 고위공무원단 승진 시 필요한 재직기간을 단축하는 등

※ 근속승진 요건 : 7급 12년 이상자 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20%, 6급 정원의 15%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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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11월 현재, 60개 기관 214개 직위가 교류 중이며 이는 인사교류를 도입한 이래 가장

단위로 요양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였다.

그간 기능직에만 존재함에 따라 국민들로 하여금 일반직의 하위직종이라는
차별적 시각을 갖게 했던 기능10급을 폐지(’11.5월)하여 일반직과 같이 9개의

뿐만 아니라,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더라도 연금수금요건인 20년을

계급체계로 통일하였다. 공직사회의 보이지 않는 차별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인 소득월액의 23.4배인 유족보상금만 지급되고,

조치였다.

유족연금은 받을 수 없어 가족을 잃은 슬픔에 더해 기초생계마저 고민해야

또한, 계급·직종별로 차등 적용할 필요가 없음에도 인사제도를 달리하여

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재직기간

공직사회 위화감을 조성하는 부조급여(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 지급 기준을

과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에 근거를 마련

개선*(’11.3월)하였고, 특수경력직공무원 휴직을 확대**(’11.5월)하였다.

하였다.
유족연금 지급률 : (20년 미만) 본인 소득월액 26% / (20년 이상) 본인 소득월액 32.5%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보수를 인상(5.1%) 하고 기본급의
비중을 확대(54% → 65%)하였다. 또한 열악한 근무여건 종사자(항공유 유
조차 운전원, 심해유물 발굴자 등)를 위한 수당을 신설(’11.1)하였고, 국외숙
박비 단가 인상(24.2%) 등 출장여건을 개선하였다.
최근 자녀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초등학교 취학시기에 일과 가정의 양
립에 대한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가족친화적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다. 육아휴직 범위를 기존 만6세 이하에서 만8세 이하까지 확대
(’11.5월)하였고, 셋째자녀부터는 휴직기간(최대 3년)을 재직기간으로 전부
인정(’11.3월)하는 한편 출산휴가 기간 중에 결원보충을 허용하고 대체인력
뱅크 구축*** 및 한시계약직 채용을 확대하였다.

(당초) 본인 소득 →
(개선)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
(당초) 병역·육아휴직 →
(개선) 별정직 질병·가사·
행방불명휴직, 계약직
질병휴직 추가
대채인력뱅크 구축 : 593명
(공통분야 188명, 전문분야
405명), 이 중 299명 한시
계약직 채용
(’11.4.30 기준)

앞으로도 재해보상제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
갈 계획이다.
+
취약계층 공직진출 확대
장애인, 저소득층, 지역·기능인재 등 소수·취약계층의 공직진출 지원을 확
대함으로써, 실질적인 기회 균등을 통해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8

있다.

9

먼저, 장애인 의무고용률** 3% 달성을 위해 장애인 공무원 임용을 확대하
고 있다. 2011년도에 7·9급 공채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국가직)을 6.7%로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 구성원의 다양화에 대응한 폭넓은 의
견수렴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국정후반기 화두가 ‘공생발전’인 만큼 앞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25명을 일괄채용한 결과, 2011년 6월말 현재 장애인
고용률 3.06%를 달성하였다.

으로 직종·직렬·노사 간 폭넓은 소통을 통해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제도개선으로 연계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추진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

중앙행정기관 장애인 고용실적 : 2.18%(’08) → 2.35%(’09) → 3.01%(’10) → 3.06%(’11.6)

획이다.
둘째, 저소득층의 공직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도에 9급 공채 및 기
+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현실화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안타깝게도 부상·질병을 얻거나, 목숨을 잃
은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능직 신규채용인원의 1% 이상을 기초생활수급자(2년 이상)로 구분모집하여
총 16명(국가직)을 선발하였으며, 2012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
로 공채시험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셋째, 지역인재·기능인재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 2011년에는 지역인

를 지원하여 장기요양 시 본인 부담이 불가피했는데 이는 요양비 지원 기간에

재 70명(행정직 35, 기술직35)을 선발하였고, 기능인재는 53명을 선발할

제한이 없는 민간 근로자나 군인에 비해 불합리한 처우였다. 이에 「공무원연

예정이다.

금법」을 개정하여 부상·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요양비를 지원하고, 재발하거
나 악화된 경우에도 재요양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다만, 과다요
양 청구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제 요양기간 2년 경과 후에는 1년

지역인재 채용 실적 : 매년 50명(’05~’09) → 60명(’10) → 70명(’11)
기능인재 채용 실적 : 30명(’10) → 53명(’11)

인사행정 | 2011 Vol. 1

공무상 부상·질병 발생으로 요양할 경우 종전에는 최대 3년까지만 요양비

2011
인사현장스케치

02

제14회 공무원문예대전

2011
인사현장
스케치

제21회 공무원미술대전

2011년 역시 인사행정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을
하며 노력한 한 해였다. 올 한해를 마무리하며 행정안전부 인사실
에서 한 일들을 사진으로 담아 보았다.

2011 공직채용박람회

2011년도 정부 인사운영 우수사례발표대회

10
11

북한이탈주민 정부 내 진출 확산

인사드림 서포터즈 현장방문

제6회 한중일 인사국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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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인 대회

제5회 공무원음악대전

공직내 저출산 대비 간담회
고교·전문대 출신 기능인재 추천채용제를
통한 공직임용 대폭 확대 추진

2011년도 성과관리우수사례 발표대회

특수지수당 등 관련 현지 실태조사 및 의견청취

인사정책 간담회

12
13

제6회 견습직원(지역인재) 워크숍

권역별 장애인 공직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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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2

03

2012년

인사정책 방향 및 과제
글_ 김동극 •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관

2012년은 이명박정부의 국정운영을 마무리하는 해로, 지난 4년간 정부 인사분야에서 핵심적으
로 추진해 온 과제들,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취약계층의 공직진출 지원 확대’, ‘실
무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등을 한층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새롭게 도전하는 과제들에 대응하여

공직 문턱을 낮추어 대표성과 다양성을 높인다
+
고졸자 공직채용 확대

+
사회 취약계층 채용 확대

사회전반에 만연한 학력 만능주의를 타파하고,

공직사회 내 다양성의 공존, 사회구성원들의 대

학력이 아닌 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표성 강화, 실질적 기회균등 실현을 위해 사회적

하는데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앞장서기 위해 고졸

취약계층에 대한 공직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출신의 공직 진입을 적극 지원한다.

현재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우대하고 있는 저소

현장과 고객중심으로 다양한 인사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공직의 생산성

고졸자들의 공직 입직경로를 다양화하고, 채용

득층, 지방인재, 장애인들에 대한 채용규모를 확

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소통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등 중·장기적인 제도개선 과제들도 차근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 고졸자를 기능직 공무

대한다. 특히, 장애인과 저소득층(한부모가족 포

차근 그 기반을 건실히 다져갈 것이다.

원으로 채용하는 대표적인 경로인 『기능인재추천채

함)의 경우, 각각 7·9급 공채와 9급 공채·기능직

용제도』의 채용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한다. 또한, 고

신규채용에서 구분모집 선발규모를 확대한다. 또

졸자들이 기능직뿐만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으로도

한 공무원 채용시험의 우대 대상을 다문화가족,

임용되어 공직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도

북한이탈주민 등까지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할 예

록 『견습직원선발제도』를 신설한다. 그리고 각 부·

정이다.

15

처·청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9급 기술직
및 기능직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고졸자를 20% 이
상 채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적극적으로 권고·
안내할 계획이다.

14

+
우수인재 공직 유치활동 강화
공직채용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한자리에서 종합
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금년도에 정부 역사상 처음
으로 개최하였던 『공직채용박람회』를 보완·발전시

아울러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고졸자 채용

켜, 내년에는 실질적인 채용과 연계되는 박람회를

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각 부처에서는

개최할 예정이다. 금년의 경우 약 4만 6천명이 관람

고졸자가 일을 잘 할 수 있는 적합 직무를 지속적으

하고, 관람객의 81%가 행사에 만족했던 만큼 내실

로 발굴하여 채용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있는 준비를 통해 공직에 대한 사명감을 가진 우수

한 공채 시험과목을 고졸자 수준의 업무역량 중심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며, 입직한 고

또한, 전국의 주요 대학 및 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졸자가 공직에 쉽게 적응하며 자기계발의 기회를 가

는 ‘공직설명회’도 확대하여, 현장감있고 생생한 공

질 수 있도록 학부과정의 방송통신대, 야간대학,

직 채용정보를 대상에 맞게 맞춤형으로 전달할 것

사이버대학 교육을 지원한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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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만든다
+
공무원 직종개편 추진
현재 공무원의 직종은 실적주의와 신분보장의 적용여

여성 및 퇴직 공무원의 활용을 높여 인적자본을 구축한다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는 시
스템을 마련하고자 한다.

부 등을 기준으로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하고 있
으며, 이를 다시 경력직은 일반직·특정직·기능직으로,
특수경력직은 정무직·별정직·계약직으로 구분한다.

+
공직 내·외의 인사교류 활성화
일하는 방식, 선진기법 등 민간부문이 상대적으로 뛰어

+
여성공무원 지원 및 가정친화적 정책 확대
그간 여성관리자의 임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결

또한 전직교육, 재취업, 창업컨설팅 등을 위한 ‘퇴직자

를 낳았으며, 2016년까지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후

지원센터’를 개설하여 퇴직 이후 활기찬 제2의 인생을 개

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척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난 분야를 공직으로 적극 받아들이고, 현장의 경험을 정

또한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

상 실적주의가 적용되고, 신분도 보장되고 있어 경력직과

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민간근무 휴직제도를 재시행한

하기 위해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 가족수당을 인상하고,

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으며, 계약이라는 채용형태가 하

다.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대기업·로펌 등으로의 민간근

가사휴직 요건을 확대하며,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학자

나의 직종으로 분류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사

무휴직은 제한하고 보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등 그간

금 대부시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그리고 시간제근무·시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다수를 차지하는 일반직

의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차출퇴근제 등 탄력근무, 스마트워크센터근무·재택근무

부처 간 인사교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

내에서 서로 융화되지 못하고 소외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

모직위, 예산·인사 등 공통업무 직위 등을 중심으로 인적

적되어 왔다.

교류를 확대한다. 또한, 중앙과 지방 간의 인사교류에 보

이에 따라, 학계·공무원노조·인사전문가 등으로 『공

다 많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

무원 직종개편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운영의 탄력을 한

성하기 위해 인사교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적

층 높이고 공직사회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직종체계를 전

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면 개편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다.

직공무원의 사회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과, 4급 이상 관리자 중 여성이 8.2%를 차지하는 성과

그러나 특수경력직 중 상당부분이 인사관리에서 사실

중심의 공무원 인사관리로 인해 소수 직종들이 공직사회

지원한다. 여기서는 분야별로 전문인력풀을 구축하여 퇴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 인사규정을 정비하고, 인
사상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16

+
퇴직공무원 지원·활용체계 구축

17

공직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퇴직이후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용포털 ‘G-시니어’
를 개편하여, 퇴직공무원의 효율적인 사회참여와 구직을

+
민간경력자 공직진출 기반 확대
+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민간현장의 업무경력자를 공직에 적극 유치하여 현장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행정가를 육성하기 위해 보

에 적합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자격요건을

직관리, 교육프로그램, 성과관리, 퇴직관리 등 인사제도

학위·자격증 중심에서 경력중심으로 전환한다. 또한, 이

전반에 걸쳐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다양한 정책들

렇게 공직에 유입된 민간전문가들이 공직에 조기 적응하

을 추진한다.

고 능력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불안이 확산되고 있고,

주변으로부터 다양한 요구에 늘 직면하고 있고, 실질적

개발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민간경력의 호봉인정 범위를

기술 및 지식의 수명이 단축됨에 따라 창의성 있는 인재

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

최대 100%까지 반영한다.

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으며, 대내적으로 정부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급변하는 행정환경을 예측하고,

현행 Z자형 순환전보시스템을 工자형 보직관리시스템
으로 전환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분야에

새로운 도전과 대응

또한 중요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실무적인 책임역

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는 대신에 시민사회가 성장하고 있

새롭게 발생하는 신규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인사

전문경력관 제도를 도입을 검토하여, 국내·외 위탁교육,

할을 담당하는 과장 직위에 우수 민간인재를 적극 영입

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우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또한,

상시학습 등을 개선하는 한편, 퇴직 이후에도 교육·연구

하여 공직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과

를 위협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사회에서 공무원 노조의

지속가능한 공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기관, ODA 사업 분야 등에서 공무원들이 재직기간 쌓아

장급 개방형 직위’ 지정을 확대한다. 2011년에는 부·처·

역할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고, 여성공무원이 급증하고

다양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육성하고, 성과에 따라 적

온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전문연구용역 등을

청 본부 과장 직위의 5%를 개방형으로 지정하고 있으

있으며,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절히 보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거쳐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행 일반행정가 위주

나, 2012년에는 기관 전체의 5%, 2013년에는 기관 전체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정부 인사관리의 방향키를 올

등 인사관리 각 분야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개선

의 인사관리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공무원들이 자신의

10%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바르게 잡고 나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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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별도의 계급구조를 통해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아카데믹 이슈

04
국내와 국외의 인사행정에 관한 연구관심은 다소의 차이가 있다. 2007년 이후 최
근까지의 국내외 논문과 서적을 분석한 결과, 외국의 주요 연구주제어들은 인구다양
성, 동기부여, 전략경영, 지속가능성, 복무, 리더십, 조직문화, 자원봉사 등으로 정리
할 수 있다. 물론 이외에도 여러 종류의 주제어가 있으나 대체로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인사행정학계의 연구동향
인구 다양성의 전략적 관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관리,
리더십을 개발하는 역량중심 인사관리 등

있겠다. 반면, 국내 인사행정의 주요 주제어는 채용(right person), 국제화, 위기극
복 인사관리, 사회적 책임, 복무(유연근무), 공직윤리, 성과관리, 인력개발 등으로 좁
힐 수 있다. 물론 국내외 인사행정학계의 주요 화두는 성과관리이며, 이 성과관리를
2000년대 초기처럼 리더십과 조직관리를 연계하여 연구하는 것이 여전한 방향이기는
하지만, 유연근무와 같은 가족친화적 정책, 인구다양성, 동기부여와 같은 사기관리,

글_ 이선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자원봉사 등과 성과관리와의 관계 등 연구의 관심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는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나 TQM의 원리에 부합하는 인사행정을 위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었
던 것과 비교하여, 최근의 연구는 정부조직관리를 이끌어 주는 주도적인 공공관리이
론이 부재하고 이에 대한 투자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인사행정의 구체적이
고 방향성있는 연구를 도와주는 길잡이가 없다는 아쉬움이 있다.

18
최근 해외연구 중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주제가 조
직 내 인구다양성(demographic diversity 또는 workforce diversity)이다. 인

19

구다양성이라고 함은 성, 인종, 연령 등의 다양한 구성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는 인
종다양성을 뜻하는 것이었지만, 공직 사회에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인종 외에 성
별 다양성도 포함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들어 여성공직자의 비율이 높
아지면서 이에 대비한 인사관리를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유연근무제, 직급별 여성공무원 승진비율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최근 공직 내 인구다양성은 기존의 인종이나 성비에 따른 인사관리측면만을 다루
는 것이 아니라, 인구고령화에 따른 정부예산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인력관리(연
금, 인건비, 퇴직시기 연장 등 포함)의 변화(Douglas A Wolf 외, 2010)를 고민한다.
한편, 최근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당연시 하고 있던 통설에 대하여 점검해
보는 시도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조직이 인종, 성별, 종교, 나이 등 다양한 구
성비율을 보이면 구성원들의 직업만족도는 떨어질 것이고 직업이동성이 높을 것이라
는 통설에 대해서는 조직의 인구다양성 관리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
를 제시하고 있다. 여성들의 비율이 늘어나고 싱글맘(single mom)들이 증가하면서

무, 집중근무시간제 등과 같은 가족친화적인 정책들이 구성원들의 직업만족도와 조직
성과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과거의 연구와는 달리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는 새로운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Sungjoo Choi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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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성원들의 편의를 위하고 업무집중도를 높여주기 위해 도입되기 시작한 재택근

이러한 결과는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연근무제, 육아휴직제도,
스마트워크제도의 조직성과에 대한 기여를 면밀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는

인사행정 역시 위기극복을 위한 인사관리대처가 필요하며, 인사행정학자들의 활발한
연구가 있어야 할 분야이기도 하다.

것으로 해석된다. 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이 증가하고, 다문화가정 자녀들, 북한이탈

이외에도 수많은 종류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필자가 소개하고 정리한 내용보

주민들과 그 자녀들이 공직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시작하기 전에 외국의 경험을

다도 더 중요하고 의미있는 연구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적인 사실은

바탕으로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

1990년대 중반 이후 새롭게 개척하고 활발히 연구되어 온 인사행정분야가 국내외적

가 활발히 이루어져 정책 마련을 위한 자료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으로 최근 몇 년간 지적 정체성을 보이고 있는 반면, 과거 연구내용에 대하여 반추하
고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재해석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맥락에

동기부여 역시 중요한 연구주제 중 하나인데 단순히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

서, 이 글을 마무리 하면서 필자가 우리나라 인사행정학계와 정부에 하고 싶은 이야기

아니라 조직구성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환적 리더십을

는 우리 역시 조만간 인구다양성의 전략적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올 것이며, 이와 관련

발휘함으로써 조직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내용이다. 또 전략적 인사관리

한 인사행정관련 연구가 폭넓고 깊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또 한 가

측면에서 함께 연구되고 있다(Paarlberg 외, 2010; Wright 외, 2010; Perry 외,

지는 전략적 고용관리는 right people을 찾는 채용에서부터 비롯될 것이며, 공직개

2008).

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속에 이를 위한 조직관리자들의 리더십역량을 적극적으로

국내연구 중에서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특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

개발하여 주는 역량중심 인사관리가 필요할 것이라는 점이다.

는 연구주제는 채용, 위기극복, 리더십이다. 성과관리, 인력개발 등의 전통적으로 인
사행정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분야에 대한 연구는 지금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한
국인사행정학회보, 한국행정학보 등의 국내 유수의 학회지들에도 지속으로 게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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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특히 최근 공직구조개편과 직급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메시지를 던지

참.고.문.헌

는 연구는 성과와 역할 중심으로 직급체계를 재설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박준우,

•김이종 (2011). “Right people 확보 및 조기 전력화를 위한 GS건설 인턴십 제도” 「임금연구」 19권 3호.

2011).
그러나 현재와 같은 경제적 위기 상황과 우수 인재를 선발하여야 하는 경쟁 속에서
적정한 인재(right people)를 뽑아 활용하고, 그들의 역량을 더욱 개발시키는 것이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의 역할이라고 보는 것이 연구자들과 현장의 인사실무자들의
생각이다(한태근, 2011; 김이종,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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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2011). “성과와 역할중심의 직급체계 재설계 방안” 「임금연구」 19권 3호.
•한태근 (2011). “성공적 채용의 원칙 : 채용은 리더십이다” 「임금연구」 19권 3호.
•Choi, Sungjoo, and Hal G Rainey(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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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on Review, Vol. 70. No.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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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관리도 또한 주요한 연구주제인데 이에 대한 공공
부문에서의 인사행정관련 연구는 드문 상황이다. 아직 정부조직을 포함한 공공조직
에는 경제위기 상황에 대처하여 인력을 감축하여야 한다는 긴박감이 적기 때문일 것
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적 고용관리는 일자리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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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경제위기는 민간기업의 직원들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종사자

Administration Review, Vol. 680. No. 3.
•Vandenabeele, Wouter (2011).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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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of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Vol. 31. No. 1.
•Wolf, Douglas A., and Anna A Amirkhanyan.

Demographic Change and Its Public Sector Consequence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70.
•Wright, Bradley E., and Grant, Adam M. (2010).

U
 nanswered Questions about Public Service Motivation: Designing Research to Address Key Issues of Emergence and
Effect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70. No. 5.

들의 구조조정에 대한 심리적 불안, 급여인상 동결 및 복리후생비 절감에 따른 사기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학사 / 위스컨신대 석사 / 시라큐스대 석사 / 시라큐스대 박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갈등해소센터 이사장 / 全 한국인사행정학회 회장 /
E-Mail_ bunte@knou.ac.kr

인사행정 | 2011 Vol. 1

저하, 노사간의 불필요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공직과 사람

05
그동안의 공직생활은 어떠셨어요?
2년이라는 시간은 저에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한꺼번에 밀려오는 새로운
일들은 모두가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너무 부족해

공직사회의 다양한 구성원,

자신감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이리저리 헤매는 게 일이었습니다. 온

지금 만나러 갑니다

몸으로 어려움을 거부하는 내 자신을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변에는 항상 좋은 선배님들의 도움이 있었습니
다. 서툰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드렸을 때 처음치고는 잘했다고 칭찬하시

정부는 장애인, 지역인재, 결혼이주여성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공직 참여를 통해

며 수정할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던 사무관님,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면

대표성을 강화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이들에게 선도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

서 모르는 게 많아 도움을 요청하면 해결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주사님, 혼자

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정책을 통해 점차 많은

객지생활이 외로울 거라며 저녁식사에 초대해 주신 주사님, 힘든 게 없는지

장애인, 지역인재, 결혼이주여성이 채용되는 등 공직 사회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렇
게 다양해진 공직사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대표주자들을 만나 그간의 소회와 포

중간 중간 물어보시는 우리 계장님, 보고서 쓰는 방법과 요령을 여러 달 동

부를 들어보았다.

안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는 주사님, 항상 배움을 멈추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렇게 친절하게 챙겨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
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 선배님들의 모습을 볼 수 있
어서 감사하고, 이런 모습들이 저에게 자극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중증장애인 공직자 인터뷰

22
앞으로의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혜정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보다는 나아진 모습으로 조금은 여

행정안전부
정부통합전산센터 전산 9급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 10월 22일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시험 합격소식

유있게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또한 항상 긍

을 듣고 그 해 12월 2일로 행정안전부 대전정부통합전산센터에 임용이 된

정적인 생각으로 주워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이혜정입니다. 발령을 받고 처음으로 맡은 센터 재난관리 업무와 센터의 전

되도록 노력하여 언젠가 누군가에게, 또한 조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반적인 업무 흐름을 파악하는 일 등 2년 동안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근무하

되는 것이 저의 꿈이고 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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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습니다.

공무원 준비는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지역인재 공직자 인터뷰

2008년도에 처음으로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이 시작되었는데요. 시험준비를
시작한 건 2008년 8월 27일 채용공고가 나면서부터입니다. 2008년도 채
용시험은 서류 통과해서 면접까지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면접시 긴장을 너
무 많이 해서 제대로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다시 2009년에 도전을 하

정현정
문화재청 창경궁관리소
견습직원 3기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3회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를 통해 임용되어 문화재청
창경궁 관리소에서 근무 중인 정현정입니다. 2009년도 2월 18일자로 견습

였습니다. 다행히 서류에 합격했고, 면접시험도 저번보다는 조금은 편안한

직원으로 발령받아 3년간의 견습기간을 마쳤고, 2011년도 2월 18일자로

마음으로 봐서 합격이 된 것 같습니다. 면접시험 준비는 면접에 관련된 책을

정식임용되어 공직생활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는 답변들을 정리하고, 혼자 대답해보는 연습도 했습니다.
지역인재는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대학교에 막 들어가자마자 우연히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지역인재추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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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해서 공부하고, 인터넷 등을 검색하면서 면접에 나올 질문과 그에 대응

제’의 도입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과 공부에 전념을 하면서도 공직 생활에 진

한국에서의 생활은 어땠나요?

출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대학교 2학년부터 1차 시험

처음에 한국에 와서는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어를 모르

과목인 PSAT공부를 시작했고 전공분야 뿐만 아니라 인문계열 교양과목을

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한국어는 필리핀어와 달라서 단어가 너무 많고 같

수강하여 종합사고력을 증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학점은 전공 공부에 재미

은 단어도 뜻이 다른 경우가 많아 배우는데 고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를 느끼니 별도로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문화가 필리핀 문화와 달라 주위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동안의 공직생활은 어떠셨어요?

공직자가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공직사회의 초년생으로 견습기간 3년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에 하게 된 일이 자활센터에서 영어강사로 일하는 것이었

문화재청에 배치된 후 경복궁관리소에서 약 1개월 정도 근무하였고 그 직후

습니다. 2005~2008년까지 일했는데, 공부의 필요성을 깨닫는 시간이었습

국민들에게 큰 아픔을 주었던 숭례문 화재 복구 전담반인 안전기준과로 옮

니다. 이후에 4년제 대학교에 진학해 성실히 공부하고 졸업을 하고 나자, 나

겨 국가지정 문화재별 감시인력 배치 및 방재매뉴얼 작성 업무를 5개월 정도

와 같은 처지에 있는 다문화여성들을 돕고픈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

수행하였습니다. 건축을 전공했지만 소방관련 지식이 부족한 저이기에 5개

고를 보고 면접을 본 후에 공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월 동안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 경기지역에 위치한 4대궁
및 종묘, 13개 조선 왕릉을 관리하는 궁능문화재과에서 2년 6개월 정도 근

공직생활은 어떤가요?

무하였습니다. 사업부서의 다양한 업무로 스트레스가 많아 눈물도 많이 흘

현재 제가 영암군청에서 하는 일은 다문화여성들이 무엇을 어려워하는지를

렸지만 저에게는 어느 시간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보수

들어주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다문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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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국회업무, 예산업무, 민원업무, 문화재 지정업무, 현상변경 업무, 서무

성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일을 하

업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화재 보수 복원 감독 업무까지 다양한 업무를 경

고 있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중국, 일본의 대표들과 연결해 다문화여성들

25

험할 수 있었습니다. 동료 선배님, 담당사무관님, 과장님이 안 계셨으면 이

의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할 때마

루지 못했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보니 정답은 아니지만 저만의 문화재 보

다 옆에서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서 힘들지 않게 일하고 있습니다.

수철학을 조금씩 세워가는 중입니다.
업무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앞으로의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베트남 여성이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크게 다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선배님들의 가르침, 다양한 업무경험 등을 통하여 제대로 우리 문화재를 알

남편분이 베트남에 있는 아내의 가족들을 초청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베트

리고 복원 관리하는 전문 인력이 되고 싶습니다. 지역인재추천채용제의 취

남 가족을 초청해야 하는지 몰라서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제가 직접

지에 맞게 획일적인 사고방식을 탈피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정보를 통해 무채

찾아가 초청서류를 만드는 일, 비행기 표 사는 일 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색이 아닌 유채색의 공직세계를 만들고 싶습니다.

덕분에 베트남에서 가족들을 초청할 수 있었다는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앞으로의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결혼이주여성 공직자 인터뷰

제가 영암군청에서 일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저 또한 필
리핀에서 회사생활을 할 때보다 더 안정적이고 보람되게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

영암군청
사회복지과 지방계약직

필리핀에서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한국에 올 때 함께 오게 되

습니다. 또한 더욱 공부하여 근무하는데 어려움을 없애고 싶습니다. 앞으로

었습니다.

도 다문화여성들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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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라이라파마카부구아스

공직
히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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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와 비교한 공직 변천
조선시대 VS 현재
1392년부터 1897년까지 500여년 동안 존속한 조선은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하여 임금과 신하에 의한 치(治)를 중요시하
였다. 조선은 한글창제와 과학 및 농업 기술의 발달 등을 이루었으며, 임진왜란을 비롯한 여러 외침을 극복하고, 한국문화
를 형성한 시기이다. 한민족과 한국 문화의 기반이 된 조선시대 ‘관직(벼슬살이)’과 오늘의 공직을 비교해본다.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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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트렌드

07-1
세계를 이끈 10년, 세계를 이끌어갈 10년
2011년은 STX그룹의 출범 10주년이자, “Vision 2020”을 향한 첫 항해를
시작한 의미 있는 해였다. “Leading the Ocean and Beyond”, 2020년 바다와

민간기업 우수사례 • STX

관련된 모든 사업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비전 아래 올해도 힘차게 글로벌

창의와 도전정신,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인재 양성

경영을 전개해 왔다.

글_ 신상진 • STX 상무

STX그룹은 현재 자산총액 기준 재계 12위로, 올해 매출 30조원을 달성
하였다. 국내와 유럽, 중국 등 해외를 포함하여 63개 계열사에 약 67,000
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그룹의 주요사업은 크게 해운/물류, 조선/
기계, 플랜트/건설, 자원/에너지 4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출의

90% 이상을 해외에서 창출하고 있다. 세계적인 디젤엔진 회사와 국내 벌
크선 1위 해운사, 조선 4대 분야-상선/해양구조물/군함/크루즈선 전 선
종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 그리고 국내 최대의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향후 플랜트, 해외건설 사업과 함께 자원·에너지 개발, 녹색산업분
야를 미래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Good HR, Great People and World Best STX

28
29

STX그룹은 2001년 매출 2,605억원에서 지난해 매출 26조로 100배에 가
까운 성장을 이뤄냈다. 이것은 인수합병을 바탕으로 한 규모의 성장과 인
재양성을 통한 질적 성장의 시너지가 만들어낸 결과라 할 수 있다. STX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하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둔다.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도 채용규모를 확대하고, 교육비를 비용이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보고 꾸준히 확대해 왔다. STX의 새로운 10년 또한 인재에 달려있다. STX
의 젊음과 역동성을 유지하고, 지속가능 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HRD의 역
할이 더욱 커졌다. STX그룹의 HRD는 크게 핵심가치 공동체의 구축, 차세
대 리더의 전략적 육성, 그리고 글로벌 프로페셔널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월드베스트를 향한 STX그룹의 글로벌 인재개발전략을 소개하고자
한다.

구성원의 성장과 발전은 회사 전체의 역량과 시스템, 문화가 결집될 때
가능하다. HRD 부서는 신입 및 경력사원, 신규임원, 승진자 등 전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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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도전, 우리는 One-STX

걸맞는 국제적 감각과 진취적 도전정신을 갖출 수 있도록

고 있다. 자연스러운 만남과 대화는 직장생활의 활력소

직원들에게 해외근무 및 연수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

가 되어 조직에 애착을 갖고 더 빨리 적응할 수 있게 해

다. 대표적인 것이 ‘Global Pioneer’다. 파이오니어들은 원

준다.

하는 국가와 지역에서 6개월간 본인주도 하에 프로젝트

자기계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직원들의 교육니즈

를 수행하면서 현지문화와 글로벌 경영감각을 경험하게

가 다양화 되면서 HRD는 더 바빠졌다. 직무관련 자격증

된다. Biz Developer에게 외국어 능력은 기본이다. 영어,

지원제도를 통해 올해 많은 직원들이 자격증을 취득했으

중국어, 스페인어 등 언어에 대해 전화/사내어학 과정을

며, 다양한 학습조직(COP)이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 시 아랍어, 인니어 등 제2외국어

2012년 HRD는 다양한 니즈를 충족하고 개인의 커리어 비

에 대해 사외교육을 지원해주고 있다. 1개월 간 합숙형태

전을 지원하는 세심한 HRD 정책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로 진행되는 외국어 집중교육(GCI)도 직원들에게 인기다.

을 대상으로 One-STX 핵심가치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다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현장에서의 리더십 발현을 위

양한 공동체 경험을 통해 구성원은 기업의 비전과 목표를

한 지식과 스킬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다. MBA는 그룹

STX는 우수한 젊은 직원들에게 도전적인 업무를 부여

이해하고, 창의와 도전의 핵심가치를 공유하게 된다.

MBA 과정과 해외 MBA 파견과정으로 나뉘며, 총 4개 과

하고 직접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하고

STX는 젊고 빠르다. 이 젊음과 역동성을 유지하면서

정에 연간 100여명의 임직원이 교육을 받고 있다.

자 한다. 실제로 직원들은 자신들이 성장하고 있음을 느

Vision2020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은 인재경영뿐이다. STX

그 중에서도 STX그룹의 신입사원 교육은 타사의 벤

좋은 인재가 좋은 회사를 만든다

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해신챌린저(海神 Challenger)라

STX가 자체 개발한 STX-MBA는 차·부장급을 대상으로

끼고, 자신의 기여가 인정받고 있음을 느끼는 것을 STX

의 발전은 우수한 인적자원의 육성을 통한 인재경영에서

고 불리는 신입사원 크루즈 연수는 STX가 유일하다. 국

STX 문경연수원에서 3개월간 전일제로 진행된다. MBA

의 가장 큰 매력으로 꼽았다. HRD는 해당분야 최고의 전

출발했다. 창의와 도전정신,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구성

내 최초로 크루즈선 건조 사업에 진출하여 세계 크루즈

핵심과정은 물론 그룹 사업분야와 연계된 전략과목을

문가 육성을 통해 조직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개인의 가

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STX의 경쟁력이다. ‘꿈과 미래가

30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그룹의 비즈니스와도 맥을 같이한

학습하고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서울대 경영대학

치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문인재육성

있는 회사는 좋은 인재로부터 시작한다.’ 이 믿음 하나만

다. 신입사원들은 베이징, 텐진, 상하이, 칭다오, 다롄

과 공동으로 개발한 EMBA는 실장부터 상무까지 임원진

은 직무역량 강화만이 아니라, 경영일반지식 습득을 통

생각하면서 Good HRD, Great People 그리고 World Best STX를

31

등 중국의 대표 도시를 방문하고 현지에서 사업을 영위

을 대상으로 3개월 주말과정으로 진행된다. 전문경영스

한 비즈니스 이해력 강화 측면에서도 이뤄진다. 무역, 해

실현해 나갈 것이다. 2012년에도 HRD는 회사와 함께 성장

하고 있는 그룹의 해외사업장을 탐방한다. One-STX 교육

킬 학습 및 미래전략 연구를 통한 경영자로서의 역량 향

운, 조선, 플랜트, E&P 등 Biz과정과 개별 직무과정, 재무

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최전선에서 이끌고 돕

과 여러 미션을 수행하면서 신입사원들은 조직이 추구하

상을 목표로 한다. 젊은 직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회계와 같은 경영일반과정이 온·오프라인, 독서통신 등

는 일에 매진할 것이다.

는 궁극적인 변화의 방향을 체화하고 STX인이 갖춰야 하

하나가 해외 MBA파견 제도이다. 대리급 이상 핵심인재를

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는 기본자질을 배우는 한편 일체감을 형성하게 된다.

대상으로 하는 이 제도는 미국, 유럽 등 해외유수대학 정

STX에서는 입사 2~3년차만 되어도 자율성을 가지고

2012년 STX HRD는 ‘젊고 빠르고 신나는 STX’라는 기업

규 MBA 및 이공계열 석사과정, 로스쿨 수학을 지원하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소위 말하는 업무 ‘종결자’가 되

문화를 전파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윤리교육을 실천

있다. 이 외에도 GMBA(핀란드 알토대)와 온라인 MBA를

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멘토들의 적극적인 격려

하는 일, 그리고 유럽과 다롄 현지사원에게 핵심가치교

운영하며 글로벌 핵심인재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와 친절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이다. STX의 리더십은 조언
과 도움, 학습분위기 조성, 친근함을 특징으로 하는 ‘절

육을 확대하는 일에 집중할 계획이다.

Global Biz Developer 종결자(終結者)
STX 리더스쿨-기업을 이끄는 지도와 나침반

친리더십’이라 할 수 있다. 부서 내에서 이뤄지는 OJT외에
도 6개월 간 타 부서의 선배들과 연계하여 업무 외적으

STX는 젊은 인재들을 전략적으로 신규 PJT 및 글로벌

부분이 해외이다. 다롄과 유럽 등 150개 해외 네트워크

로 다양한 체험을 하도록 지원해주는 멘토링제를 운영하

비즈니스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 역량있는 이들을 발탁

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이 4만5천명에 달한다. HRD

하여 차세대 리더로 육성하기 위함이다. STX의 리더십

의 최종목표는 글로벌 Biz Developer를 양성하는 것이다.

신상진 상무

과정은 직책 보임자를 대상으로 하는 리더십 교육과 핵

Biz Developer란 ‘R&D·설계·PM 등의 핵심역량과 재무·기

현 (주)STX 인력개발실장 / 학력_ 아주대 MBA, 서강대 정치외교학 / 경력_ ㈜STX, 다롄조선해양 파견

심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MBA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획·영업의 종합적 마인드셋을 갖추고 신사업 기회를 창

(’08.08~’10.08) 인사총무, STX팬오션 인사총무, STX에너지 경영기획, 쌍용제지 영업관리, ㈜쌍용 인사·기획 /

계층별 리더십 과정은 관리자 및 팀장들이 리더로서의

출해내는 글로벌 전문가’를 말한다. STX는 글로벌 인재에

이메일_ sjshin@onestx.com / Facebook_ http://www.facebook.com/shin6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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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는 플랜트, 건설, 자원개발 등 비즈니스 현장 대

민간기업
트렌드

07-2
우리 기업에 필요한 다양성과 포용의 우선 순위 _ 3G
우리 기업의 경우 다양성 관리의 우선 순위는 3G, 즉, Globalization, Gender,

Generation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양성과 포용을 통한

글로벌 인재 전략

첫째, Globalization 한국 기업의 글로벌 성장 전략은 글로벌 인재의 다양성 관리라
는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삼성전자, LG 전자, 현대자동차와 같은 다국적 기업들은 해
외 직원의 수가 전체 직원 수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외국인 임
원 및 기술자, 전문가를 영입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외국인 노동자의 숫자도 매년 증가
하고 있다. 두산, 휠라코리아 등 한국 자본이 해외 유명 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사례도

글_ 박경미 • 에이온휴잇 대표이사

늘고 있다. 세계에서 유래가 드문 단일 민족으로서, 우수한 인적 자원을 통해 엄청난
성장을 이룩한 한국 기업은 이제 외국인 근로자와 해외 현지인 관리라는 어려운 숙제
를 풀어야 한다. 지금까지 동질성이 이루어냈던 속도와 효율성을 앞으로는 다양성과
포용을 통해 창의적 성과를 이루어야 한다.

둘째, Gender 여성 인력의 활용 문제 또한 한국과 한국 기업의 큰 숙제이다. 세계에
서 열세 번째 경제 대국이면서도, <포춘>지가 매년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

32

는 여성 50인’ 리스트에 아직까지 단 한 명의 이름도 올리지 못한 나라가 우리나라이

33

다. 비공식적이지만 한국의 여성 임원 비중은 3% 미만으로 집계된다. 현재 한국 기업
의 여성 인력 활용의 동력은 외국계 다국적 기업이다. 우리나라에서 외국계 다국적 기
업들은 일찍부터 여성 인재 채용 및 승진, 육성, 동등한 보상 및 기회 부여를 통해 여
성 인력의 활용을 선도해 왔다.

셋째, Generation 세대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과 건강한 조
직 문화가 필요하다. 우리 기업에서 현재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있는 세대는 베이비부
머로, 이들은 1955년에서 1963년에 태어났으며 현재 약 10만 명에 이른다. 전쟁 후
“조직에서 3세대, 4세대가 함께 일하고 있는데 서로 잘 이해하지 못해 갈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우리 회사의 CEO가 여성 인재, 리더의 육성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글로벌 비즈니스 성장에 필요한 다양성 관리를 할 때가 되었다.”
“우리 회사는 점점 더 많은 외국인을 채용하고 있다.”
“우리 회사의 해외 법인에서 일하는 현지인들의 성과몰입도가 낮다.”
“핵심 인재 관리의 관점에서 다양성 관리에 대한 니즈가 생겨나고 있다.”

우리 기업의 눈부신 경제 성장을 주도해 온 근면한 세대이며, 엄청난 교육열과 경쟁이
낳은 세대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밀레니엄 세대라고 불리는 신세대들은 1976년에서
1996년에 태어난 세대로 약 15만 명에 이른다. 세대 간의 갈등은 조직 문화, 커뮤니
케이션, 리더십 등과 같은 기업 내 소프트 이슈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글로벌 다양성의 시대, 관리를 넘어 포용으로
기업은 각자의 현실에 맞는 다양성 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먼저, 진단을 통해

글로벌 사업 무대에서 인재의 다양성 문제에 부딪치고 있다. 우리 한국 기업들 역시 신성장 동력을

우리 회사의 다양성과 포용의 수준을 파악하고, 우리 회사의 경영 목표에 적합한 다

찾아 글로벌 사업을 키워가는 중 글로벌 인재의 육성이 시급하고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고, 자연스

양성 관리 전략을 수립한다. 다양성 관리는 경영 목표와 연계할 필요가 있는데, 가령

럽게 인재의 다양성 문제에 점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기업이 진출하고자 하는 시장의 인구통계학적 변화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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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인재의 다양성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 인도,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의 다국적 기업들도

다음은 다양성 관리자를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CDO(Chief Diversity

• 일과 생활의 유연성을 도입하여 다양한 직원의 성과 몰입도 향상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 일과

Officer), 즉, 다양성 관리 최고 책임자를 두고 있다. CDO는 회사를 포용성이 높은 조직 문화로 개

생활의 균형(Work-Life Balance) 은 일과 생활의 유연성(Work-Life Flexibility)으로 발전하였다. 유연
근무제의 확산을 통해 근무 시간의 유연성과 근무 장소의 유연성 제공, Mobility 및 가상 업무 공간

선시키며, 다양한 인재가 회사의 성과에 몰입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만든다. CDO는 HR과 협업

의 활용 등을 통해 직원의 창의성을 높이는 근무 여건을 제공하며, 더욱 다양한 인재를 성과에 몰입

하여, 다양한 인재의 채용 및 성과 몰입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동시에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

시킬 수 있다.

개발을 위해 인재의 다양성이 기여할 수 있도록 회사 내 다른 부서와 협업한다. 대표적인 CDO로
서 IBM의 글로벌 인적자원 다양성 책임자인 론 글로버(Ron Glover) 부사장(Vice President of Global

Workforce Diversity), Citigroup의 CDO인 Ana Duarte-McCarthy 등이 있다.

여성 공무원 현황 및 다양성 포용의 과제
‘2011 행정안전 통계연보’에 의하면 행정부

60%

다양성과 포용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문화포용의 역량 교육 프로그램(Cross-cultural

Competency Curriculum)이 필요하다. 문화포용의 역량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
고 학습과 교육에 의해 길러지는 것이다. 우리 회사의 전략과 현실에 적합한 맞춤 교육 프로그램
을 통해 조직 역량에 효과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문화포용의 역량은 조직을 경영하는 기본적인 스
킬로,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그 차이를 탐구하여, 지속적이고 창의적
인 문제해결, 의사결정, 갈등해소를 하는 것을 말한다. 문화포용역량은 직급이나 직무와 상관없
이 모든 조직원에게 요구되는 필수 역량이다. 기업의 맞춤 교육 프로그램 과정의 일반적인 사례는

50.8%

50%

공무원의 추이를 보면 9급 공무원의 경우 여성은

30%

52.6%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6
19.7%

20%

급 이상의 공무원은 여성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

10.8%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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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2급 이상은 1.5%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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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2011 행정안전 통계연보’

Step1

Step2

Step3

Step4

현 문화포용역량
수준 진단

진단결과 코칭 &
피드백

문화포용역량
강화 교육

문화포용역량 교육
결과 진단

대상직원의 현 수준을
진단하여 교육과정 목적 및
교육내용을 명확히 함

다문화 이해에 필요한 역량을 문화포용역량 수준
명확히 하고, 역량개발을 위한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시
교육 프로그램 설계

대상자 문화포용역량
진단결과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제고

일반직 공무원 중 여성은 2010년 말 기준으로
113,393명이며, 34.2%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

40.7%

40%

1〜2급

다음과 같다:

52.6%

또한, 행안부가 발표한 ‘2010년 지방자치단체

34

여성공무원 통계’에 의하면, 기획, 예산, 인사, 감

35

사, 실국주무과 등 주요 부서의 여성 공무원 수
는 2001년 11.6%, 2003년 14.5%이다가, 2004년 21.3%로 비약적인 증가를 보이며, 2009년
30.8%에 이르고 있다.

여성 공무원은 낮은 직급의 경우 양적으로 다양성의 수준을 확보하였으며, 주요 부서로의 이동
기업의 다양성과 포용의 프로그램은 HR 제도와 함께 발전한다. 채용, 성과 관리, 리더십, 기업
문화, 커뮤니케이션, 고용 브랜드와 같이 중요한 문제들과 깊은 연관을 맺고 발전할 것이다. 특히

배치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다만 여성 인력의 질적인 성장, 즉 승진의 경우 아직 갈 길이 많이 남
아 있다. 여성 인력에 대한 포용 정책을 통해 이들이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한국발 다국적 기업들에게 있어 다양성과 포용을 통한 인재 전
략이 매우 시급하면서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인재 전략이 수립되면 HR 제도의 설계 및 개선이
필요하다.

행안부는 직장과 가정 생활의 양립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의 확대뿐만 아니라, 대체인력뱅크 및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등 모범을 보이고 있다.
이는 비단 공무원 조직을 넘어 민간 기업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공무원의 다양성과 포용에

• 글로벌 인재의 확보와 인재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채용 프로그램에 다양성과 포용을 적극 도입
한다. 기업의 인재상 재정립, 면접관 교육, 채용 프로세스 개선 등 채용의 전 과정에 적용할 수 있다.

대한 문제에 있어서, 여성 인재의 육성이 시급한 과제이며, 나아가 글로벌 인재 육성 및 세대 간의
포용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해외 법인의 직원 의견 조사를 통해 국가 간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해외 현
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한다.
•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는 조직 구성원들의 다양한 니즈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전통적인 복리후생 제
도는 더 이상 신세대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지 않으며, 효과적인 복리후생제도의 운영으로 직원들의
성과몰입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박경미 대표
한국에이온휴잇 대표이사 / 행정안전부 인사정책 자문위원, 한국형리더십연구회 회원 /
한국다양성위원회 (Korea Diversity Council) 공동 의장 / 한양대 경영학부 겸임교수 역임 /
2010년 번역서 「포용의 시대가 온다 (Inclusion Paradox)」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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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직원 및 자국 내 외국인 직원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듣고 정책 및 제도에 반영한다. 결과를 효과

글로벌
인사트렌드

08 -1
황 등에 대해 브리핑하면서 제대군인 채용을 독려하고 있다.
그 결과 제대군인 채용은 2009년도에 25.8%에서 2010년

외국 공무원 인사제도 동향

도 26.3%로 증가하였고, 부처별로는 국방부(Defense), 국

다양성 관리,

토안보부(Homeland Security), 교통부(Transportation),

창조적인 조직을 위한 필수 조건

인사관리처(OPM) 등에 제대군인 채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또한 미국 정부는 올해 8월, 기존에 히스패닉계·장

글_ 김남옥 •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사무관

애인 등 대상별로 제정되었던 법령을 포괄하고 다양성 관리의
원칙을 천명하기 위한 법령(Executive Order)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이 법령에서는 연방정부가 사회 모든 분야 인력에 대

누

구나 ‘서커스’하면 ‘동춘서커스단’을 가장 먼저 떠올릴

운 접근방식이 중요시되고 있다. 인사에서 다양성관리의 주

여성과 장애인 등 소수 집단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해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다양성과 포괄성 확보를 위해 노

것이다. 1925년 조선인 박동춘이 일본 서커스단원으

된 내용은 인사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해 차별과 갈등 방지에

‘다양성’의 원칙을 강조한다. 그 결과, 영국 정부 내에서 소수

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제도 개선

로 활동하다가 30여명의 조선인을 모아 시작한 것이 ‘동춘서커

주력하고 여성·외국인·소수계층 인재 등을 적극 활용함으로

인종은 1997년 5.7%에서 2007년 8.3%로 증가했고, 장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천명하였다. 또한, 인사관리처(OPM)와

스단’이다. 동춘서커스단은 2011년 현재까지도 주기적인 공연

써 창의성을 촉진2)하는 것이다.

인은 2001년 3.1%에서 2007년 6.7%로 증가했다. 또한 영

예산처(OMB) 등 정부기관은 협력하여 연방정부의 다양성과

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서커스단이 역사

외국정부에서도 ‘다양성 관리’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국정부는 여성관리자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1999년

포괄성을 촉진하는 범정부적 계획과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4

속으로 사라졌다고 생각할 것이다. 새로운 것이 별로 없는 공

영국정부는 공직 내 다양성 확보가 조직의 성과와 직접적

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관리자 중 여성비율은 17.2%에서

년마다 재수립할 것을 명시하였다.

연 때문에 동춘 서커스단을 찾는 관객들이 점점 줄어든 것이다.

관계가 있다고 강조한다. 공직은 성별·인종 등에서 전체 사회

34.3%로 2배 정도 증가하였다. 2013년까지는 관리자 중 여

이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태양의 서커스’이다. 1984년 시

를 대표하며, 공공서비스 분야는 사회 전체를 포괄한다. 또

성 비율 39% 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작된 태양의 서커스는 사양산업으로 인식되었던 서커스를 공

한, 공무원은 정부 정책을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서비스로 제

영국의 여권 등 증명발급 서비스기관인 IPS(The Identity

을 채용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부터 전문

연예술로 끌어올려서 2011년 매출 10억달러, 순이익 2억 5

공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고객집단의 요

and Passport Service)는 다양성 확보를 통해 고객만족도

성이나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우수 민간 인재 채용을 확대하

천만달러가 예상되는 세계적인 공연기업으로 성장하였다.

구를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조

를 제고한 좋은 사례이다. IPS는 장애를 가진 고객집단, 웨일

기 위해 중간관리자(계장) 이상 직위에 임용하는 중도 채용시

태양의 서커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다양성 확

건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요구에 적합한 행정서비스를

즈어를 말하는 고객집단 등에게 각각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

험을 ‘경험자 채용시험’으로 개편하고, 선발분야를 확대해 나

보’라고 한다. 태양의 서커스단은 다른 서커스팀처럼 같은 공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직에 사회 인적구성의 다양성을 대표할

기 위해 직원 중 일정비율을 장애인과 웨일즈어를 하는 직원

가고 있다.

연을 단순 반복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다양한 단원으로 구성

수 있도록 인력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영국정부

으로 채용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였다.

하였다. 50여개국에 달하는 다양한 국적, 5세에서 69세까

는 성별·인종뿐만 아니라, 배경(Background), 라이프스타

지의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학력 등 각양각색의 경험을 지닌

일(Life style) 등에서도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미국정부에서는 대통령부터 다양성 관리를 중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인사제도를 가진 일본에서는 여성·장
애인 등에 대한 다양성 관리 외에도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력

목표제,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중증장애인 특별채용, 장애인

다양성 관리를 위해 영국 정부는 이미 2005년에 다양성

로부터 인재를 끌어내서 다양한 관점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북

증진을 위한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추가적인

는 데에서 비롯된다.”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여성공무원 임

한이탈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도입하였으며, 올해부터

인사에서 ‘다양성 관리’는 최근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화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다양성 증진 계획에는 인력 구성

용과 함께 특히 소수인종과 제대군인(Veteran) 임용을 중점

는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을 통해 현장에서 실무경험

두이다. 세계적 인력 컨설팅 기업인 William Mercer는 장차

을 다양하게 하기 위한 임용목표 설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

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대군인 지원정책은 2009년 오바

을 쌓은 민간경력자 채용 경로를 활짝 열었다. 앞으로는 임용

10년 내 HR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칠 주요한 변화 중 하나로

력의 리더십과 능력을 개발하고 보다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마 대통령이 제대군인의 사회 적응을 돕고, 그들의 능력과 헌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로 들어온 인재들이 그들의 다양한

기업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선정한 바 있다. 또한 노동력의 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 수립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신적인 태도를 계속해서 공직에서 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능력개발을 돕는 프로그램을 마

양성을 기업 경쟁력 강화의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발전적으

발전가능성이 높은 우수인재를 선발하여 일정기간 교육 후 부

지원해 줄 것을 천명하면서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인사관리처

련하고 조직의 목표와 연계한 전략적인 다양성 관리 계획 수

(OPM)에서는 주기적으로 제대군인 채용 비율과 부처별 현

립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의적인 공연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로 관리하는 ‘다양성 관리(Managing Diversity)'라는 새로

3)

처에 배치하는 속진임용제(Fast Stream) 채용 과정 에서도

1) Taylor, W.C.&Labarre,P.G. (2008). Mavericks at Work : Why the Most Original Minds in Business Win. Harper Paperbacks
2) 태원유(2011), 창의와 혁신의 원동력, 인력 다양성 관리 :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3) Fast Stream 선발과정의 고려사항 :
① 속도와 효율(Fast and efficiency), ② 공정성과 객관성(Fairness and objectivity), ③ 다양성과 최선의 관행(Diversity and best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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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모집 등 다양한 인재를 공정하고 균형있게 임용하기 위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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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및 여성관리자 임용

오바마 대통령은 한 연설에서 “정부의 역량은 사회 모든 분야

단원들로 구성한 결과,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창

36

글로벌
인사트렌드

08 -2
시험과 같다. 응시 자격은, 대졸 정도 시험은 21세 이상 30세
미만의 응시자(21세 미만으로 대졸자 및 대졸 예정자, 단기대

일본 공무원채용시험 개혁

학 졸업자 및 단기대학 졸업 예정자들도 가능), 고졸자 시험은

내년도로 다가온 일본의 新채용시험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및 고등학교 졸업 후 2년 이내의 응시자
(중학교 졸업 후 2년 이상 5년 미만의 사람도 응시가능), 사회
인 시험(계원급)은, 40세 미만의 응시자 (고졸자 시험 수험자

글_ 일본 인사원 인재국 기획과

격을 가진 자 제외)로 하고 있다.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
간은 대졸 정도 시험은 3년간, 고졸자 시험 및 사회인 시험(계
원급)은 1년이다. 대학 졸업때 대졸 정도 시험을 합격한 후 대

新채용시험의 체계

3) 대졸 정도 시험 (교양 구분) : 기존 시험구분으로 검정하고

학원 등을 수료하고 나서 채용되는 경우도 가능하다.

채용시험 검토의 관점 중 하나는, 능력과 실적에 근거하는 인사관리로의 전환이다. 기존의 채용시험 체계는 채용시험의

있는 전문분야 이외의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사람이나 외국

종류나 채용연차를 과도하게 중시하는 이른바 커리어시스템(Career System)과 연관이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비

대학 졸업자 같은 다양하고 유능한 인재 확보를 위해, 기획입

판에 대응하여, 현행의 Ⅰ종, Ⅱ종, Ⅲ종 시험을 폐지하는 등 채용시험 체계를 근본적으로 검토하여 종합직·일반직·전문

안에 관계되는 기초적인 능력의 검정을 중시하는 시험구분으

직·경험자 채용 시험으로 새롭게 실시하는 것이다.

로 마련하였다.

분야에서 전문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그 분야에서 육성될 것

4) 기타 : 대학원 졸업자 시험과 대졸 정도 시험의 교양 구분

으로 예상되는 직종, 또는 종합직 시험 및 일반직 시험과는

에 정책의 기획 입안 능력과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검증하는

다른 전문성에 대한 능력 검증이 필요한 직종에 대해 마련된

‘정책과제 토의시험’을 도입하였다. 또한 지식보다 판단력, 응

채용시험이다. 새롭게 도입된 시험 중 황궁호위관 채용시험

용력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기초능력시험의 문제 수를 줄이고

(대졸 정도 시험)과 식품위생감시원 채용시험, 교도관 채용

지능 분야의 비중을 높였다. 또한 국제화 능력 검증의 관점에

시험(무술)은 기존에 특채하였던 것을 전문직 시험으로 개편

서 기초능력시험의 영어 출제 비중을 높이고, 정책논문시험

한 경우이다. 그리고, 법무성 전문직원(인문과학) 채용시험

과 정책과제 토의시험에서 영문 자료도 출제한다.

과 재무전문관 채용시험은 종래 Ⅱ종 시험에서 채용하던 것

응시 자격은, 대학원 졸업자 시험의 경우 당해 연도의 4월 1일

을 개편한 것이다.

시험의 근본적인 재검토

재검토 관점과 조치 포인트(5가지)

국가공무원채용 Ⅰ종시험

종합직 시험

① 능력·실적에 근거하는 인사관리로의 전환의 계기

국가공무원채용 Ⅱ종시험

일반직 시험

② 새로운 인재 공급원에 대응한 시험 체계

국가공무원채용 Ⅲ종시험

전문직 시험

기타 채용시험(국세전문관 등 12종)

경험자채용시험

•종합직 시험에 대학원 수료(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학원 졸업자 시험을 마련
•대학원 졸업자에게 사법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법무 구분을 마련

③ 다양한 인재의 확보에 이바지하는 시험 체계
•종합직 시험에 기획입안과 관련되는 능력을 중시한 교양 구분을 마련

종합직 시험 : 계원의 관직 중, 주로 정책의 기획 입안 등 고도의
지식, 기술 또는 경험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관직
일반직 시험 : 계
 원의 관직 중, 주로 사무처리 등 일상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관직

④ 능력 실증 방법의 개선
•지식보다 논리적 사고력·응용능력을 중시한 기초능력시험을 마련
•정책의 기획입안능력 및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검증하는 정책과제 토의시험
도입(대학원 졸업자 시험)

⑤ 중립·공정한 시험의 확보

전문직 시험의 포인트
전문직 시험은, 채용 후 종사하는 직종에 대한 특정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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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30세 미만으로 대학원 수료 및 대학원 수료 예정자, 대졸
정도 시험에 관하여는, 21세 이상 30세 미만(교양 구분은 20
세도 응시 가능)으로 하였다.

경험자 채용시험의 포인트
경험자 채용시험은 민간기업 등에서 상당한 근무경험 등

이 밖에, 전문직 시험에는 국세전문관 채용시험 등 현행 시험뿐만 아니라 새로운 전문적인 직종을 대상으로 한 채용시

채용후보자 명부(각 부성은 이 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응시

을 가진 사람을 계장 이상의 직위에 채용하기 위한 중도 채용

험을 마련하였다. 또한, 현재는 경력직 채용 시스템에 의해 채용하고 있는, 공직 내부의 육성으로 얻을 수 없는 전문성과

자 중에서 면접 등을 실시해 채용자를 결정)의 유효기간은 대

시험으로, 시험의 종류는 채용계획이 있는 경우 부성별·직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유능한 민간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경험자 채용시험을 마련하였다.

학원 졸업자 시험과 대졸자 시험 모두 3년간으로 한다.

단계별로 정해진다. 계장급 이상의 채용임을 감안, 대학 졸업
후 5년 이상 또는 고등학교 졸업 후 9년 이상의 기간 경과를

일반직 시험의 포인트

응시 자격으로 하지만, 필요에 따라 더 늘리거나 단축시킬 수

2) 대학원 졸업자 시험 (행정 구분) : 대학원 졸업자에게 적합

일반직 시험은 대졸 정도 시험, 고졸자 시험 그리고 채용

도 있고, 특정 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험종

1) 대학원 졸업자 시험 (법무 구분) : 新 사법시헙 합격자에 대

한 전문능력의 검정 그리고 대학원 졸업자의 수험을 쉽게 하

예정이 있는 경우 실시하는 사회인 시험(계원급)의 세 종류로

목과 시험방법은 1차는 기초능력시험, 2차는 인물시험(면접)

한 각 부성의 채용 필요성을 고려하여, 현재 사법시험 합격자

고자 하는 관점에서, 전문시험에 대하여 대졸자 시험의 정치·

마련하였다. 사회인 시험(계원급)은 경력여부와 관계없이 지

을 필수 종목으로 하고, 그 외 시험종목에 관해서는 대상 직

를 대상으로 행하고 있는 경력자 채용 시스템을 시험제도에 적

국제·법률·경제 각 시험구분의 출제분야에 대응하는 과목에

원할 수 있는 시험으로, 고졸자 시험 수험자격을 가지는 자 이

위를 고려하여 사전에 정해진 시험종목 중에서 정하도록 한

용한 것이다.

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외를 대상으로 한 시험이다. 시험구분과 시험종목은 고졸자

다. 채용후보자 명단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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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의 완성과 과학적 수준 제고 예정
(1) 부대 법규 및 시행세칙의 완성

중국 공무원채용시험 개혁

‘공무원법’ 시행 이후 채용 관련 규정을 발표했으며 앞으로

중국 공무원 채용제도 회고 및 전망

도 채용시험의 각종 부대정책 조치, 시행세칙과 운영방법
을 완성할 것이다. 이 밖에, 관련 규정과 정책성 문건을 정
리하고, ‘공무원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모두 조정 및 폐

글_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가공무원국 고시채용사

지할 것이다.
(2) 채용시험의 과학적 수준 제고
시험 출제수준을 높이고, 중앙기관의 특징을 고려한 면접·

채용제도 개혁시작부터 완성까지
● 제1단계(1982년~1989년) 개혁 시작 1982년에 일부 간

(2) 채용시험에 있어 사회 공평·정의를 수호하고, 공개·평
등·경쟁·우수자 선발 원칙을 견지

부기관 직위의 특징에 따라 시험과목을 다르게 설정해 등급

전공시험 문제출제를 장려, 고찰과 신체검사 업무를 계속

시험을 연구했다. ‘논술’시험에서는 종이없는 채점기술을 추

규범화할 것이다. ‘행정직업능력 테스트’와 ‘논술’시험을

부채용절차에 공개모집 및 시험경쟁을 도입하였고, 1988

공무원 시험에서 점차 신분·지역·연령 제한을 파괴하여

진해, 주관적인 시험문제 평가오차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유지·완성시키고 새 시험과목의 틀을 연구해 등급별 능

년 제7차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공개시험을 통한 공무원

1996년 샨시성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는 처음으로 농민이

채점의 공정성을 확보했다. 또한 면접시험 감독관 교육을

력시험 표준을 구축할 것이다. 또한 평가기술의 연구로 평

채용시험 방침을 발표하였다.

지방공무원으로 채용되었다. 채용과정을 완전히 공개하여

확대하여 감독관 자격제도를 시행했다.

가요소를 심화시키고, 새로운 문제유형을 개발해 시험문

(5) ‘시민을 근본으로 한다’는 이념 계승

● 제2단계(1989년~1993년) 채용시험 시범실시 1989년

시민들에게 ‘유리방에서의 경쟁’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되었

에 국가회계심사서, 국가통계국 등 6개 부처에서 공무원

다. 일부 지방 시험에서는 면접시험 방청제도를 시행하고,

2005년부터 도시 최저 생활보장을 영유하는 사람과 농촌

구축하고 시험문제 평가표준, 절차와 방법을 명확하게 할

채용시험을 시범 실시하였다.

‘햇볕 면접시험’을 실시해 인민대표대회·감찰·일반 시민대

빈곤가정 응시생에 대해 응시비용 면제정책을 실행했으며,

것이다.

● 제3단계(1993년~2005년) 공무원 채용제도 정식 구축

표 등이 감독에 참여하도록 하고 신고감독전화 등을 만들

중앙기관 채용에서만 1만여 명이 혜택을 입었고, 일부 지방

이 밖에, 면접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가공무

1993년 중국은 ‘국가공무원잠정조례’를 발표했다. 2005

었다. 일부 지역과 부서 대상 추적조사에서 채용부서의 만

과 부서는 응시생의 신체검사 비용을 면제했다. 또한 모든

원 면접문제은행 구축에 착수해 자원공유를 실현할 것이

년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이하 ‘공무원법’으로 약칭)’을

족도는 98%에 달했다. 또한 시민 대상 조사에서 96.3%

채용직위는 장애인에 대해 개방되어야 하고, 차별해서는 안

다. 또한 면접시험 감독관 자격제도를 계속 추진할 것이

발표하면서 공무원 채용에서의 공개시험, 엄격한 심사, 평

가 ‘공무원 채용시험제도는 사람들에게 평등한 경쟁기회를

된다고 명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소수민족 응시생에

다. 면접방법의 구조화를 완성함과 동시에 사회자없는 집

등한 경쟁, 우수인재 선발 원칙을 정립하였다.

준다’고 응답했다.

대해 특별대우를 하여, 인재 풀이 적고 특수 전공인 직위의

단 토론, 시뮬레이션 테스트 등 새로운 기술을 적극 응용

채용시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했다.

해 효과성을 높일 것이다.

● 제4단계(2005년~) 공무원 고시 채용제도의 계속적인

(3) 관련 법률과 법규의 지속적인 완성

제의 효과를 높일 것이다. 과학적인 시험문제 평가제도를

규범화 및 완성 2007년 ‘공무원 채용규정’을 발표했다. 이

‘공무원법’과 ‘공무원 채용규정’을 통해 ‘시험을 통한 채용’을

규정은 공무원 채용시험의 원칙, 응시조건, 응시절차와 방

철칙으로 만들고 채용시험의 세부사항에 있어 규율을 갖

법 및 규율과 감독 등을 전면적으로 규정해 채용제도를 더

추게 되었다. 이 밖에 공무원 채용시 신체검사 업무의 법률

욱 완성시켰다.

근거,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면접

형식’을 채택하고 있다. 응시자가 없거나 합격자가 없는 공

험, 시험시간 2시간 30분)로 구성된다.

시험 업무절차를 규범화했으며, 면접시험 감독관 자격제도

석 직위는 공개 조정방식을 거쳐 평가 결과에 따라 후보를

③ 전공시험 : 각 기관에서 진행한다.

등을 실행했다.

선정한다. 채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④ 면접시험 : 각 기관에서 진행한다. 면접시험 감독관은

① 응시자격 심사 : 모든 모집단위 및 모집직위 정보는 홈페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각 수험생의 면접시간은 20분이

이지에서 발표한다. 지원자는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개인정

며, 면접시험시 감독관 5-7명이 입회해야 한다.

보를 작성해 직위에 응시하며(개인당 직위 1개만 응시가능),

⑤ 신체검사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결과를 알게 된다.

⑥ 고찰 : 각 기관에서 진행하며, 채용예정자의 학교·직장

② 공공과목 필기시험 : 국가공무원국(지방 공무원시험은

에 방문해 해당자의 인품 등을 조사한다.

지방 공무원 주관부서)에서 출제하며, ‘행정직업능력 경향

⑦ 수습기간 심사 : 수습기간은 1년이다.

공평한 공개 채용시험, 관련 법률 정비 등의 성과
(1) ‘모든 직위는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4) 기초연구 강화 및 시험의 과학화 제고
기초 정보와 데이터의 수집정리 분석업무를 강화해 시험문

차 성급 기관 공무원 채용시험(랴오닝성)이 처음 실시된 이

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의 신뢰도와 효과를 검증

후 공개채용시험이 전국에서 광범위하게 전개되었고, 현재

하며, 출제 규칙 파악을 강화했다. 적극적으로 각 분류 등

는 중앙에서 지방까지 정기적인 공개채용시험체제가 형성

급시험을 연구해 중앙국가기관 채용은 ‘종합관리類’, ‘행정

되었다.

집행類’로 시험을 분류했고, 일부 지방은 지방도시 이하 하

41

현행 공무원 고시 채용형식 및 절차
현재 중국 공무원 채용은 ‘직위경쟁을 기반으로 한 전형

테스트’(시험시간 2시간, 객관식 140문제)와 ‘논술’(작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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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D 방문 후기
글_ 정병진 • 행정안전부 교육훈련과 사무관

2005년 구글이 MS를 대표하는 인재였던 카이 푸 리를 영입하기로 하면서 MS가 구글을 고소하는 이른바 인재 전쟁이 벌
어진 바 있다. 당시 법정에서 MS의 CEO이던 발머가 구글 CEO를 매장시켜 버리겠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있을 정도로 격
렬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또한 2004년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네슬레 CEO 피터 브라벡은 “10년 후 CEO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직원들
의 능력을 현실화시켜 주는 것이며, 그렇지 못하면 그들은 회사를 떠날 것이다.”라고 말 한 바 있다. 위 두 사례에서 인적
자원이 기업이나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STD ICE란 무엇인가?
1943년 설립된 미국교육훈련협회(ASTD: American Society for Training &
Development)는 기업교육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학술단체로서 100여개 국가, 20,000여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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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기업 및 70,000여명의 개인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ASTD에서 매년 봄에 개최하는 ASTD ICE(ASTD International Conference &
Exposition)는 직원들의 학습과 조직개발을 담당하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CEO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인재개발 컨퍼런스이다. 2011년도 ASTD
ICE는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2011.5.22부터 5.25일까지 개최되었고, 전 세계에서
약 8,000명이 참여하였으며, 그 중 한국 사람이 451명으로 미국을 제외한 최다인원이었다
고 하니 국내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적자원개발(HRD)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2011 ASTD ICE 주요내용
2011년의 ASTD 컨퍼런스는 ‘Learning to Lead’라는 주제 하에, 총 9개 트랙에서 230
여개의 개별 세션이 이뤄졌다. 금년 ASTD ICE에서는 ‘강점 개발’, ‘Touch Point’, ‘비형식
학습’, ‘학습전이’ 등이 주요 화두로 등장하였다.

직의 성과향상이 가능함을 강조한다. 뛰어난 조직일수록 교육훈련의 초점을 약점의 보완보다
강점의 발견과 활용에 두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직원이 가진 강점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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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강점 개발’은 사람들이 지닌 자기만의 고유한 재능을 인식함으로써 개인의 성장과 조

있도록 경력개발 시스템을 구축하여 HRD의 관점을 교육내용뿐만 아니라 교육대상까지도 확

진정한 블렌디드 러닝

변화관리와
커뮤니케이션

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학습과 성과 아키텍처
정보저장소

파트너

다음으로 ‘Touch Point’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순간순간의 짧은 접점을 의미하며, 사
람들과 접촉하는 매순간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리더십이 발휘되어
야 한다고 강조한다.

직원
강의실
교육훈련

성
과
환
경

온라인
교육훈련

성과지원

스마트 기업

이는 직원들은 비록 짧은 순간일지라도 간결하고 강렬한 말을 잘 기억하며, 이런 말 한마
디가 구성원의 사고체계 및 사고방식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결국

고객

커뮤니티와
네트워크

공급자

교육훈련
(교수 솔루션)

리더는 일상 속에서 구성원들과 긍정적인 Touch Point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그리고 ‘비형식학습’은 발달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집합교육 위주의 교육 시스템

전문가와
전문지식

현장학습
(지식과 지원 솔루션)

지식경영
이러닝

학습과
성과 리더십

창출할 필요가 있다.

멘토링과
코칭

형식적 학습환경

비형식적 학습환경

전통적인 블렌디드 러닝

을 SNS 등을 활용한 Social learning, m-learning, u-learning 등으로 다양화시

터키 Garanti은행의 스마트기업모델

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금년 ASTD ICE에서는 다양한 비형식 학습 사례가 소개되었
는데 여기서는 히타치 그룹과 터키 Granti 은행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히타치 그룹은

강조한다. 즉, 교육훈련의 출발점은 조직 성과를 우선 정의하는 것이고, 교육훈련의 종료점

‘Comorevy(코모레비)’라는 히타치 SNS 커뮤니티를 통해 사원들이 자유로운 주제로 소통

은 현업 적용 여부와 적용 정도가 되어, 교육훈련의 모든 단계에서 현업과의 연계성이 강화되

하고, 축적된 아이디어를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어야 한다고 본다. 공무원 교육훈련의 경우, 현재 교육 만족도 조사가 교육과정 평가의 상당

Social :
158 communities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현업과 직접 연계하여 현업 적용도 평가, ROI1) 등 다양한 평가

Community Mgt.:
13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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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을 도입·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Life & Hobby :
140 communities
Business :
165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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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GIN
1

2

WEEKS
3

4

5

6

7

END ⇨
8

9

10

11

12

13

Meet with manager

COMOREVY

Intra-Wiki
GOBARIKI

Complete preparatory work
Attend workshop
Follow-up with feedback providers, coach, manager
Follow-Tjrough on Goals and Plans
"Final Exam Teleconference" - Report results

Information Sharing :
173 communities

Plan continued improvement

Hitachi Group Authentication Infrastructure
HITACHI SNS 커뮤니티

완벽한 학습경험을 위한 스케줄(예시)

HRD의 주요 흐름과 과제 고민의 계기
이번 ASTD ICE 참관은 개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HRD의 주요 흐름은 무엇이고, 우리나
라 HRD의 핵심과제는 무엇인지 고민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우리나라 공무원 교육

연계하여 데이터 관리와 정보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문가와 전문지식에

훈련의 발전방안과 ASTD를 통해 배운 유익한 HRD 내용들 중 우리나라 공무원 교육훈련에

쉽게 접근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스마트 기업모델’을 운영함으로써 조직 내 코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 있는 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공무원의 역량향상과 조직

칭과 멘토링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이런 사례 등을 통해 정부의 지식관리시스템을 어떻게 활

의 성과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습전이’는 교육훈련의 시작점과 종료점이 조직성과 창출과 연계되어야 함을

1) 투자수익률.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경영성과 측정기준 중 하나로 교육훈련에서는 교육훈련의 성과를 산출하기 위해 교
육훈련에 투입한 비용 대비 순이익으로 측정하는 평가 기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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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터키 Garanti 은행은 조직 내 교육훈련 포털사이트를 개설하고 인터넷도서관과

우수사례
나누기

09-1
고 직위 수 또한 2008년, 2009년 1직위씩 제출하던 것

장애인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을 2010년부터는 2직위씩 제출하게 되었다. 또한 2011

특허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3.17%(의무고용률:3%)로서

년에는 박사학위 소지자만 응시가능하도록 한 엄격한 자

총 44명의 장애인이 근무 중이다. 이번 중증장애인 특별

격요건을 자격증 소지자 및 민간근무 경력자도 채용 가

채용자를 포함하여 청내 모든 장애인들이 직무수행에 불

능하도록 하여 더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특별채용 시험

편함이 없도록 2011년 5월에는 장애인 공무원의 요구사항

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0년 마침내 중증장애

을 총체적으로 조사하였다. 청사 내부에 휠체어 통행이 불

인 특별채용 제도를 통해 정부 최초로 지정훈 사무관( 방

가능한 곳을 모두 조사하여 필요한 곳에 경사로를 마련하

행사에서는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3개 기관의 우수사례 발표와 분임토의를 통해 향후 인사운영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송통신사무관, 32세)이 특허심사관으로 채용되었다. 지

였고 신청자에 한하여 무선헤드셋, 무

대한민국 참된 공무원을 시상하여 ‘섬기는 공직자 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등

정훈 사무관은 컴퓨터공학 박사출신으로 심사관 교육 수

선키보드 등 보조공학기기도 지급되었

34개 기관이 제출한 총 61개 사례를 대상으로 내·외부 전문가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분야별 3개 우수사례(최우수,우수,

료 후 컴퓨터 프로그램 및 전자제품에 대한 전문성을 토

다. 이러한 물리적인 근무환경 개선과

장려), 총 9개 사례가 최종 선정되었다. 최우수로 선정된 3개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소수·취약계층을 위한 인사

대로 심사업무를 무리없이 잘 수행하였다. 중증장애인도

더불어 특허청은 2008년부터 매년 다

특허심사에 잘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자 특허청은

양한 콘텐츠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2011년 또다시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에 2직위를 제출하

을 실시함으로써 청직원들의 장애인에

였다. 여기에 특허청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던 박상현 사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들이 차별받

무관(공업사무관, 33세)이 지원하였고 이제는 정식 특허

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

심사관으로서 기계·금속분야 심사 업무를 수행 중이다.

해 노력하고 있다.

‘2011년 정부 인사운영 우수사례 발표대회’
특허청·제주특별자치도·관세청 최우수상 수상
행정안전부는 11월 24일 천안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서 ‘2011년 정부 인사운영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지원’분야에서 특허청의 중증장애인 채용 사례가 채택되었다. ‘소통·신뢰·배려의 인사문화 확산’분야에서는 제주특별자
치도의 다자녀 공무원 우대 사례가 선정되고, ‘성과 향상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인사시스템 개선’ 분야에서는 관세청의 자체
HA(Human Assessment)역량평가 사례가 선정되었다.

특허청 ‘정부 최초로
2년 연속 중증장애인 특허심사관(5급) 채용’

이처럼 정부기관 최초의 중증장애인 5급 특별채용은 장

중증장애인 채용으로
실질적인 균형인사 실현

을 유도하였는바 이는 ‘장애인 고용 선순환’의 대표적 사

앞으로도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제

례라 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이 정부 중견관리자인 5급

도, 장애인 구분모집 등을 통해 장애

공무원에 채용된 사실은 KBS뉴스, SBS뉴스, 동아일

인의 공직참여를 늘리고 근무환경 개선, 장애인 인식 개

보 등 대다수의 언론에 거론될 만큼 그 파장이 컸고 일반

선 교육 등을 통하여 진정으로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데 특허청은 먼저 전 부

인들에게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탈피할 수 있는 계기

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특허청은 최선의 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정부의 장애인 고

서를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이 담당할 수 있는 업무를 조

를, 장애인들에게는 희망을 준 사건이었다.

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용률은 2.4%수준이다. 그동안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사·검토하였다. 그 결과 정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허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 의무고용률(3%)에도

심사관(785명)의 경우 신체적 불편함이 있더라도 전문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증장애인 고용률

적인 지식이 있다면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

제주특별자치도 ‘다자녀 공무원 특별우대 인사시책’

는 초만원’, ‘잘 키운

은 17.8%로, 45.2%인 경증장애인보다 매우 낮아 특별

단하였고, 2008년 처음으로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을 위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

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해 심사국(총 5개)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수요 제출을

있는 중증장애인을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채용한다면 실

요청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심사국에서 미온적인 반응

다자녀 공무원 특별우대로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질적인 균형인사 실천에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을 보이는 등 수요제출을 거부하였다. 이에 인사과 주관

중증장애인에게 희망을

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또 다른 장애인 고용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제도를 통해 소수에게 기회를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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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다’,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한 자녀보다는 둘, 둘보다는 셋이

저출산고령사회

더 행복합니다’ 시대별로 우리나라에서 주창되었던 가족

인 설득을 통해 수요 제출을 유도하였다. 그 결과 지난 4

‘무턱대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아들딸 구

계획 표어의 변천사다.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언어의 표현

년간 모든 심사국에서 중증장애인 채용 수요를 제출하였

별 말고 둘만 나아 잘 기르자’,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

들이다. 1960~1970년대에는 자녀가 많은 것을 마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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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수요를 제출하지 않은 심사국을 대상으로 적극적

차이를 넘어 차별 없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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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처럼 느끼고,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감수해야 했다. 하
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우선 2010년부터 세 자녀 출산 또는 입양 공무원에게
1호봉 특별승급의 혜택을 부여하였다. 경제적 이익을 분

관세청 ‘우수역량 관리자 선발을 위한 자체 HA시행’

자체 역량평가를 통해
조직에 적합한 인재 선발

관세청 역량평가(HA)의 특징
관세청 역량평가의 가장 큰 특징은 필요역량에 대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교육시스템에 있다. 승진후보

영국의 경제학자 토머스 맬서스(Thomas Malthus)

석한 결과 7급 공무원이 10호봉에서 1호봉을 승급할 경

가 《인구론》을 통해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

우 퇴직 시까지 약 8백만 원의 보수인상 효과가 있었다.

비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므로 과잉인구로 인

또한 2011년부터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세 자녀 이

한 식량부족은 피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빈곤과 죄악이

상 출산 시 1호봉 특별승급제도를 확대하였다. 이러한 시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이론에 근거

책으로 2010년 23명이던 1호봉 승급자가 2011년 10월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

사의 코칭을 받거나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재교육도 가능하

해 인구의 억제와 경제발전이 필요했던 우리나라는 강력

현재 37명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 2011년 6월 29

고 집행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

다. 또한 HA평가에서 통과하지 못한(평점 2.5이하) 경우

한 가족계획 정책을 펼쳐왔었다.

일에는 조례를 또다시 개정하여 세 자녀 이상 출산 공무

당할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에는 일정기간(1회 탈락시 3개월, 2회 탈락시 6개월, 3

원에게는 경력가점 2점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7급 공무원

직위에 상응한 역량과 자질이

회 탈락시 1년) 동안 재평가를 제한하여 필요역량을 보완

인 경우 세 자녀를 출산할 경우 다른 공무원보다 약 4개월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할 것을 요구하며 통과시까지 승진에서 제외한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분의 경력점수 가산 효과가 있을 것이다. 2012년 1월 근

자질과 역량의 평가에 있어 그

평가의 일관성 및 공정성을 갖추기 위해서 매년 평가

극복하기 위해 출산장려 시대를 맞이했다. 올해 우리나라

무성적 평정 시 경력점수를 가산하여 평정한 후 기대효과

동안 연공서열적 관행에 따른 상급자의 하향식 평가는 승

과제를 새로 개발하고, 개발과정 중에 실시하는 모의테

의 합계출산율이 1.23명에 그쳐, 전 세계 222개 국가 중

등을 분석하여 효과가 크지 않을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에

진후보자의 자기계발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기에 부족한

스트에 인사담당자가 참여하여 난이도 등을 검증하는 한

217위이다. (※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

직접 반영하여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

부분이 없지 않았다. 이에 관세청은 관세청 인재상에 부

편, 개발된 과제는 관세청 역량평가 경험이 많은 전문교

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숫자의 평균치) 우리나라 합계

이다. 이 외에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근거

합하는 관리자 선발을 위하여 2005년부터 5급 승진자

수의 감수를 받아 최종 확정한다. 또한 평가진행은 외부

출산율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줄곧 1.2명 안팎을 기록

하여 첫째와 둘째 자녀에게는 정부 보육단가의 50%를 지

후보자 및 과장직위 승진후보자에 대한 자체 역량평가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공정성을 기하고, 평가위원

했고, 합계출산율 순위도 세계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

원하고 있고, 특히 셋째이상 자녀가 보육시설 이용 시에는

(HA)를 실시하고 있다.

(전원 외부위원)이 평가한 결과 그대로 인사에 반영한다.

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은 노동력의 양과 질을 떨어뜨

정부 보육단가의 100%를 지원하고 있다. 0세 394천 원

리고, 소비위축으로 인해 경제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

에서부터 만 5세 177천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1년에

관세청 역량평가(HA)의 시행경과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고, 이로 인해 국가의 재정수입이 감소하고 노인인구는

만 1,237명에게 1,147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범정부적 대책 필요

증가하여 재정 부담이 가중되게 된다. 저출산이 지속되
면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증가하여 후세

추진성과와 향후계획

자는 6개월 내지 1년 전에 HA평가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
되는 HA역량교육에 참여하여 자신의 부족 역량을 확인

역량평가의 도입 배경

한 후, 향후 실제 평가시까지 부족역량 배양을 위하여 상

관세청은 조직이 필요로 하는 적합한 인재(Right

관리자 선발에 역량평가를 도입한 이후 우리청 종합성

People)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객관적이고 타

장지수가 100점(’06년 기준)에서 278점(’10년 기준)으

당한 평가 도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고

로 2.8배 성장한 성과를 창출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를

대의 부양부담으로 인한 세대 간 갈등은 사회 안정을 해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극복 국가시책에 적극 참여함으

위공무원단 역량평가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인 2005년

바탕으로 「정부기관 역량평가 인증사업」에서 정부기관

치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저출산·고령사

로써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 인사 지원으로 출산분

12월 5급 특별승진 후보자에 대한 자체역량평가를 시행

최초 인증을 취득하였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수한 인

회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실제로 세 자녀 이상 출산 공무

하였다. 이어 2006년도부터 5급 세관장 및 과장직위 후

재양성을 위하여 HA역량교육 대상을 더욱 확대할 예정

원은 증가추세이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

보자까지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2009년부터는 5급 일

이며, HA역량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등 역량 있는 관리자

고 있다. 경력가점 부분은 효과를 분석하여 계속 보완발

반승진자를 포함하여 모든 5급 승진후보자 및 과장직

선발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국가정책에 발맞추어 공직자의 다(多) 출산을 유도하기

전시켜서 명실상부한 다출산 지원시책이 되도록 노력해

위 후보자에 대한 자체역량평가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위한 실질적 인사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 「제주특별

나가고자 한다. 다출산을 인사분야까지 지원하는 것은 미

주목할 점은 시행초기인 2006년까지는 민간평가모델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위

혼자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공무원에게는 불이익을 주어

(평가대상 역량, 평가기준 등)을 적용하였으나, 2007년

임된 인사분야 특례를 활용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지만 지속적인 제

도에 관세청 핵심가치, 인재상을 기반으로 한 역량모델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다자녀 공무

도개선을 통해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추진해 나가고자

링 결과에 따라 독자적인 역량평가모델(HA)을 개발하게

원 특별우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다.

되었다.

세 자녀 이상 출산 공무원 혜택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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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역량평가(HA) 시행결과>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

3

1

3

15

8

8

39

인원(명) 20

45

22

34

154

90

88

453

비고 민간평가모델 적용 관세청 독자개발 HA평가모델 개발·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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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계

우수사례
나누기

09-2
나 무서운 얼굴이 거울 속에 떠있었다. 예전에 내가 꿈꾸었던 나

득 국가유공자의 중·고 재학 자녀에게 고교 졸업 시까지 장학금

의 궁극적인 모습은 결코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언젠가

지급 및 학습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22명, 분기별 550

읽었던 법구경의 한 구절이 생각났다. ‘우리는 이제까지 생각해

만 원)한 일은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었다.

온 것들의 총화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 기부영수처리 금

다.’ 그렇구나,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무서운 내 얼굴의 모자이

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했다. 여러

크 재료였구나.

기관과 검토 끝에 올 해 8월에는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 단체

작은 깨달음이 찾아왔던 아침 이후 나는 생각을 바꾸기로 했다.

로 등록된 재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효율적인 후원창구를 마련

민원응대 전략을 방어형에서 스펀지형으로 수정했다. 태도의 변

하였다.

행정안전부 인사실은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실무직 공무원 중 창의 행정, 예산 절감, 국민 편익 증진 등에 기여한 자를 참

화 때문이었을까? 조금씩 달라지는 나를 느끼며 자존감을 회복

이 상을 받게 된 이유가 될지도 모르는 몇 가지 일을 나열하고

된공무원으로 선정하여 지난 11월 24일 시상식을 가졌다.

할 수 있었다. 골칫거리로 보이는 불만들 속에서 다른 민원을 해

보니, 다시 부끄럽다. 우선은 후원 기관의 적극적인 도움이 없

업무능력, 국민편익 증진, 공직관 등 공적지표에 따라 민간위원과 공무원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결할 수 있는 답을 발견하기도 했다.

었으면 모든 사업이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추진과정에서 생

그러던 중 국가 제도적 차원이 아니더라도 외부 민간의 사회공

각지 못하게 발생했던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헌 활동과 MOU를 체결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를 확

아낌없이 지도해주시고, 격려해주신 과장님의 도움도 컸다. 힘

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STX그룹의 후원금

들어할 때마다 과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다. “이 사람아, 그

으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백내장수술을 받지 못하시는 6·25

릇이 커야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거야.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참전유공자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을 선물해 드리는 일(1,000

생각하고, 마음을 너그럽게 가져야 해.”

여명, 5억 원)이나, 한국공항공사의 도움으로 주거환경이 열악

우리는 매일 생의 남아있는 첫날을 맞는다. 연초에 새해 첫 마

2011년 대한민국 참된공무원 대상 수상자 소감

함에도 집수리 능력이 없으신 저소득 보훈가족의 주택을 개·보

음의 각오로 마음을 다스리듯, 내 친구가 늦은 나이에 멋진 모

스펀지형 민원응대 전략으로
보람찬 성과 결실

수(11가구, 25백만 원)하여 쾌적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드린 일,

험을 감행하듯, 오늘 나도 ‘적극적인 마인드와 모험의 정신을

대한한의사협회의 후원으로 독립유공자에게 보은의 한약을 지

갖고 국가보훈대상자 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지’

원(55명, 1천만 원)한 일, 국방부 사랑나눔회와 연계하여 저소

생각한다.

섬기는 공직자,
2011년 대한민국 참된공무원에 선정
국가보훈처 박경미 주무관 등 10명 수상 영예 얻어

(11.2)를 통해 최종 수상자 10명을 확정하였으며, 금년도 대상(대통령 표창)의 영예는 참전 유공자, 보훈가족 등에 대
한 다양한 복지 지원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은 국가보훈처 박경미 주무관(행정주사)이 차지하였다. 각 분야에서 공적을
인정받은 각 부처 9명의 공직자도 본상 수상자로 결정되었다. 올해부터 대통령 표창으로 격상된 대상의 수상소감을 들
어본다.

글_ 박경미 • 국가보훈처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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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대한민국 참된공무원 본상 수상자 9명 소개

2011년 11월. 내 생애 잊을 수 없는 두 가지 사건이 발생했다.

사람에게 주어져야할 상이 배달사고로 내게 온 것은 아닐까?’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살고 있는 어린 시절 친구가 갑자기 서울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켰지만,

로 날아와 멋진 남자와 결혼을 했고, 내가 참된 공무원상 대통령상

두 가지 사실만은 분명했다. 첫째, 이 상이 나에게 앞으로 마음

을 수상하게 되었다. 두 가지 사건 모두 내게는 가히 충격이었다.

이상기 (관세주사)

관세청 서울세관

• 창의적 발상으로 ‘자연친화적 청사만들기’ 기획·추진

정금심 (출입국관리주사보)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 고객중심형 청사배치 기획·추진(민원인 편익증진)
• ‘섬김과 나눔’ 자원봉사단 창설 및 봉사활동

의 짐이 될 것이라는 것, 둘째, ‘참된 공무원’의 명예가 내 인생의

이성환 (세무주사보)

대구지방국세청

• 근로자를 위한 세금계산 애플리케이션 개발·보급
• 신고상담 전용프로그램 개발→납세자 편의 증진

11월 24일 아침 여덟시 삼십분. 나는 수상식장인 천안지식경

새로운 좌표가 될 것이라는 것. 따라서 나는 그 마음의 짐으로부

김성현 (공업연구사)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제공무원교육원으로 가기 위해 잔뜩 긴장한 얼굴로 천안아산행

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참된 공무원’이 되기 위해 매 순간 애쓰

KTX열차에 올랐다. 차창밖 가을걷이를 마친 텅 빈 들에는 하얀

게 될 것이리라.

송중규 (통계주사)

통계청 경제통계기획과

햇빛만 가득했는데, 내게는 햇빛의 출렁임이 빛나는 음악소리처

우리 처에서 내가 맡고 있는 복지업무는 그 특성상 괴로운(?) 민

장만순 (행정주사)

고용부 운영지원과

럼 들려왔다. 갑작스런 수상사실이 내내 믿기지가 않았다. 마음을

원이 정말 많다. 정책부서에서 일하고는 있지만, 국가재정의 한

김주봉 (행정주사)

행안부 정보보호정책과

• DDoS공격시 전자정부 대응정책 마련시행
• 정부통합전산센터 통합보안체계 구축운영

진정하고자 눈을 감으니, 부끄러운 생각이 찾아왔다. 그동안 힘

계로 지원이 어려운 민원요구사항에 시달릴 때면 자존감 상실의

최종훈 (행정주사)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들었던 일들은 많이 떠올랐으나, 잘한 일은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

위기를 여러 차례 겪기도 했다. 온갖 스트레스에 출근이 싫은 아

• 기업 R&D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획득전략지원
• 국가 R&D사업시 심사관 역할조정 통해 행정효율증진

이다. ‘내가 정말로 이 상을 받을만한 자격이 있는 것일까?’, ‘다른

침이 계속 되던 어느 날, 나는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너무

정찬현 (전산주사)

방재청 정보화담당관실

• 공공기관에 실질적 에너지절약(PC그린파워) 확산
• PC그린파워 도입효과 확산(11,578개 기관)

• 천일염 명품화 촉진을 위한 실증단지 모델 구축
• 특허애로도우미 운영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 기업활동조사 시 인터넷기반 조사방식 확대
• 행정자료 활용 및 조사항목 통폐합 통해 예산 80백만 원 절감
• 수시특별채용을 통한 신속한 결원 충원(28회, 91명)
• 불합리한 평가제도개선(직렬별→직렬통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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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트위터(twitter)나 블로그(blog) 같은 온라인 상의

Achieving Competencies in Public Service:
The Professional Edge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 필요한 새로운 역량 : 전문 직업적 우위
글_ 이수영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새로운 장치들은 공공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 간의 소통

이상과 같은 다양하고 복잡한 공공 서비스 분야의 환

의 장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인

경 변화는 필연적으로 행정 서비스의 본질에도 큰 변화

터넷 관련 사이버 보안(cybersecurity) 문제 또한 중요한 이

를 초래한다. 산업화 시대의 정부에 적합한 틀에 박힌 표

슈로 등장하고 있는데, 해커 집단이나 이적 집단의 공공

준운영절차에 따른 중앙집권적이고 계서제적이며 독점

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나 테러 가능성이 점점 많이

적인 공공 서비스 공급 방식은 이러한 변화 상황에는 적

지적되고 있다.

실성이 떨어지게 되었고, 새로운 환경 변화 하에서 이

다음으로, 공공 서비스를 둘러싼 내부적인 환경 측면

루어지는 공공 서비스의 공급은 수직적 관료제(vertical

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로는 정부, 민간, 시민사회 등 섹터

hierarchy)에 의한 방식보다는 정부와 민간과 시민사회

(sector)들 간의 이동성(mobility) 강화, 중앙 정부로부터 지

가 힘을 합친 수평적 네트워크(horizontal network)

방 정부로의 권한 위임(devolution), 공공 기관으로부터 시

에 의한 방식으로 주로 이루어진다. 즉, 위계(hierarchy)

민단체나 민간으로의 권한 위임, 민영화(privatization) 등

와 통제(control) 를 강조하던 과거의 행정 방식이 협력

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누가 공공 서비스를 제공

(collaboration)과 조장(enablement) 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공공

전환되게 된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것을 요구한다.

◦ 제목

•

Achieving Competencies in Public Service: The Professional Edge

◦ 출판년도 및 출판사
◦ 저자

•

•

2010. Armonk, NY: M. E. Sharpe.

James S. Bowman, Jonathan P. West, & Marcia A. Beck

문제를 제기한다.

물론 정부에 의한 직접적(direct) 서비스 공급이 전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민간이나 비영리 단체 같은 정부의

공공 서비스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적인 환경 측면에

대리인들에 의한 간접적(indirect) 서비스 공급 방식과 공

서는 정치적인 분위기, 대중 매체의 역할, 그리고 국제적

존하고 있기는 하지만, 후자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환

환경의 변화가 공공 서비스 제공자들의 임무 수행 방식

되고 있는 추세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러한 새로운 행

에 영향을 주고 있다. 정치적으로 격렬하게 양극화된 사

정 서비스 공급 방식을 학자들은 ‘제3자 정부(third-party

회의 분위기는 전문 직업 관료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government)’, ‘대리정부(government by proxy)’ 혹은 ‘뉴 거

부담을 줄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버넌스(new governance)’라고 부른다.

비판의 방해 없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이러한 공공 서비스 분야의 환경 변화는 공공 서비스

이 책은 최근 공공 서비스 분야를 둘러싸고 있는 기술적(technical), 내부적(internal),

있으며, 대중 매체까지 양극화된 경우에는 이러한 영향

공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 서비스

외부적(external), 그리고 관리적(managerial) 환경 측면에서 새로운 변화가 발생하

이 더욱 증폭될 것이다. 또한 국제적 환경 측면에서 세계

전문가(professionals)가 수행하는 임무에도 변화를 초래

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공공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기술적 역량

화의 진전과 국제기구 및 국제 환경단체 등의 등장도 공

하는데, 현재의 공무원들에게는 과거의 공무원들과는

(technical competency), 윤리적 역량(ethical competency), 그리고 리더십 역량(leadership

공 서비스가 조직화되고 집행되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달리 민간과 공공 간 파트너십 네트워크 구축, 계약 작

competency)의 강화를 통해 전문 직업적 우위(professional edge)를 확보할 것을 요구하

있다.

성, 공공 서비스 위탁 공급자에 대한 관리 감독, 희소한

마지막으로, 공공 서비스의 관리적 환경 측면에서는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 생산성 감소 없이 비용을 절

아니어서 이러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성공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공

의사결정의 분권화(decentralization)나 협치적 서비스 제

약하기, 주기적인 성과 측정과 점검 등과 같은 활동들이

공 부문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공 등에 기인한 변화가 공공 서비스 조직과 그 전달 방식

주요한 새로운 업무로 등장하게 된다.

에서 이 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의사결정 권한이 분산되고 위임됨

또한, 이러한 환경 변화가 초래하는 수평적 조직 구조

에 따라 공공 서비스 관리에 있어 보다 구체적인 협상 기

나 분권화된 공공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확산은 공무원

공공 서비스 조직과 전달 방식을 둘러싼 변화들 가운데, 기술적 환경 영역에서는 정

술이 요구되고 있으며, 섹터 간의 연계와 협력을 통한 공

들에게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가져다 주는데, 독립성 혹

보 통신 기술,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 기술, 뉴 미디어 기술 등이 급속히 발전하고

공 서비스의 제공은 새로운 차원의 책임성(accountability)

은 자율성 강화를 통해 공공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더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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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공공 부문도 이러한 최근의 환경 변화 추세에서 예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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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유연해지고 확대되는 면도 있지만 이와 동시에 전

planning) 능력, 프로그램 관리(program management) 능

고 이와 같은 윤리적 결정과 도덕적 추론의 태도는 윤리

한 능력인데, 거래 및 계약, 경쟁적 자원의 획득, 이해관

통적인 통제권의 상실로 인해 자기 이익 추구 행위, 공평

력, 자원 관리(resource management) 능력으로 구성되는

와 관련된 갈등을 식별하는 평가 능력에 의존한다.

계자와의 관계, 갈등 해결 등에 필수적인 역량이다.

하지 못한 서비스 공급, 이해관계 갈등의 빌미를 제공하

데, 전략적 계획 능력은 공공 서비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윤리적 역량의 또 다른 구체적인 능력은 비윤리적 행

기도 한다.

위해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지속가능한

위를 요청받은 경우 ‘아니오(no)’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현재 공공 행정 서비스가 처해 있는 상황 중에서 가장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프로그램 관리 능력

능력인데, 이것은 말처럼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확실한 것 한 가지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공 서비스 분야의 환경 변화에 따라 서비

은 결정된 정책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관련 속에서 제

마지막으로 여러 다양한 윤리에 관한 이론들이 복잡한

이러한 급속한 환경 변화는 행정 서비스와 그 담당자인

스 공급자의 소재(locus)와 구성(composition)이 변화함에

대로 집행되는지와 목표를 달성해 가는 과정에 대한 관리

윤리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이나 결정에 통찰력을

공무원들에게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도 불구하고, 시민 복리(civic well-being)의 향상이라는 공

능력을 의미하며, 자원 관리 능력은 인적 자원, 재정적

제공해 줄 수 있으므로 윤리 이론들을 현실 상황에 적용

공 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자원, 정보 자원의 원활한 획득과 지혜로운 활용에 관련

하는 능력도 요구된다.

이러한 공무원의 공공을 위한 봉사(service to the public) 는

되는 능력을 뜻한다.

이러한 역동적인 변화의 시대에는 형식적이고 정적이
며 정부 중심적인 접근보다는 분권화, 네트워크, 민간공공 파트너십같은 방식이 더 적합한 공공 서비스 공급

사회 내에서 한정된 자원과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이러한 기술적 역량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

세 번째 역량은 리더십 역량인데, 공공 서비스 환경이

방식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공 서비스 공급을 담당하는

활동이므로 기술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건전하고 완

원의 임무 수행에 있어 당연히 필수적인 요소이다. 하지

관료제적, 계서제적, 정부 중심적 구조에서 공공, 민간, 비

공무원의 경우 기술적 역량, 윤리적 역량, 리더십 역량

전무결한(sound and absolute)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이루

만, 기술적 역량이 무엇을(what)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영리조직이 네트워크를 이루어 협력하는 서비스 공급 방

이라는 세 가지 역량이 삼위일체를 이룬 전문 직업적 우

어져야 한다.

강조하지만 왜(why) 그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강조

식으로 변화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

위를 확보한 인재로 변신해야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이렇듯 바람직한 의사결정 임무를 수행해야 할 공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술적 역량이 공직의 전문 직업

다. 즉, 종전의 상명하복식(top-down) 혹은 지시통제식

국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

원들은 위에서 언급된 새로운 환경 변화를 맞이하여 정

적 우위를 확보하는데 있어 충분조건이 아닌 필요조건

(command-and-control) 리더십 스타일에서 공유를 통한 협

술적 역량은 공무원이 정확한 결정을 하도록 도와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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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으로 능숙해야 하고, 갈등 기류에 적절히 적응해야

으로 작용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윤리적 역량 및

력을 추구하는 리더십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다.

윤리적 역량은 공무원이 바람직한 결정을 하도록 유도해

하며, 옳은 일을 하고 (to do right things) 동시에 일을 옳게

리더십 역량과의 조화 및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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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은 목표 설정 능력, 목표

주며, 리더십 역량은 다양한 서로 다른 공공 서비스 공급

지향적 리더십과 과정 지향적 리더십 기술, 정치적 협상

자들의 에너지를 공익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용하고

공무원은 기술적인 상황을 바르게 처리하는 것뿐만 아

기술, 개인과 조직의 행위에 대한 평가 능력 등으로 구성

조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에 저자들은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세 가지 중요한

니라 윤리적으로 바른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은 두 번째 필

된다. 목표 지향적(goal-oriented) 리더십은 예산, 정보, 인

하지만, 단지 이러한 역량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현재

포괄적인 전문 직업적 역량으로 기술적 역량 (technical

수 역량인 윤리적 역량과 관련되는 문제이다. 윤리적 역

사, 기획 등 조직과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능력

와 같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국민의 삶에 변화를

competency), 윤리적 역량(ethical competency), 그리고 리

량은 윤리적 능력과 그 토대가 되는 도덕적 기초를 포함한

이고, 과정 지향적(process-oriented) 리더십은 의사소통이

만들기 위한 헌신, 민주적 가치의 옹호, 국민에 대한 봉사

더십 역량(leadership competency) 을 제시하고, 이 세 가지

다. 여기서 ‘도덕적(moral)’ 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

나 협상 등과 관련되는 기술이다.

에의 열정 같은 공공 서비스의 핵심 정신을 구현하기에는

역량의 구비는 완벽한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공무원이 되

할 때 사용되는 가치나 원칙을 말하고, ‘윤리적(ethical)’ 이

네트워크화된 새로운 환경 하에서의 공무원은 협력

기 위해 상호 보완적으로 필요한 요소라고 주장한다.

라는 것은 그 가치나 원칙에 기초한 행동이나 결정을 의

조장, 충돌하는 이익들 간의 중재, 갈등 해소 등과 같은

해 봉사하려는 뿌리 깊고 지속

미한다. 이러한 윤리적 역량과 직결되는 구체적인 능력으

임무를 더 많이 수행하게 되므로 설득력, 대인관계 기

적인 헌신과 몰입에 의해

첫 번째 요소는 기술적 역량인데, 이 기술적 역량은 기

로는 윤리적 의사결정의 토대로서의 도덕적 추론(moral

술, 신뢰를 심어주는 능력, 합의와 협력을 위한 지식 등

지지되는 역량과 전문 직

능적인 전문성(functional expertise)과 기술적인 관리 능력

reasoning), 윤리 관련 갈등의 인지,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을 바탕으로 소통(communication) 을 통한 리더십을 발휘

업적 우위가 절실히 요

(technical management skill) 을 포함한다. 기능적 전문성은

거부, 윤리 이론의 적용을 들 수 있다.

해야 한다. 정치적 협상의 기술 또한 공무원들에게 필요

구된다.

할(to do things right) 전문 직업적 역량과 우위(professional

competencies and edge) 를 보유할 것을 요구받게 된다.

전통적으로 공공 부문에서는 대인 관계 혹은 법적 관

특화된 지식(specialized knowledge) 및 그 업무가 수행되는

계에 관한 능력이 중요했지만, 최근의 환경 변화로 인해

영역의 법적 조건과 제약 등에 대한 지식(legal knowledge)

공무원은 복잡한 ‘옳음 대 옳음(right vs. right)’ 사이의 의

의 보유를 의미한다.

사결정 상황을 흔히 직면하게 되고 이러한 결정의 상황에

그리고 기술적 관리 능력은 전략적 계획(strategic

서는 도덕과 원칙에 기초한 추론이 필수적이 된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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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분야에서 특정 업무를 완벽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하지 않다. 모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 또 공공을 위

문화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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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문예대전

공무원예술대전

공무원의 예술적 소질계발을 통한

2011년도 공무원문예대전은 시, 시조, 수필, 단편소설, 동시, 동화, 희곡 등 7개 분야에 걸쳐 모두 2,326편이 접수되

창의적 공직문화 조성

었으며, 응모작품에 대해서는 한국문인협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심사위원 14명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하여 총
50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딸과 어머니를 동시에 잃은 주인공의 절망적인 의식세계를 치밀한 구성과 세련된 문장력으로 형상화한 『검은 문』(단편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예술적 소질계발을 통하여 창의적이고 생동감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
기 위하여 공무원문예대전, 공무원미술대전, 공무원음악대전 등 3대 예술대전을 매년 개최해오

소설)을 출품한 경북 영천 중앙초등학교 교사 이재곤 씨가 대통령상과 400만 원의 상금을 받는 영예를 차지했다. 대상
및 부문별 금상 수상자는 문단등단 추천과 함께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고 있다.
연초에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무원예술대전 일정을 공고하며, 봄에는 문예대전, 여름
에 미술대전, 가을에는 음악대전이 각각 열린다.
공무원예술대전은 해를 거듭할수록 공무원들의 수준 높은 문화행사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제14회 공무원문예대전 금상 이상 작품소개

대전 참가자들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올해부터는 예술대전 참가자들의 신청을 받아 지역 자치단체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시 부문 _ 금상

서예교육·학습지도·무료공연 등 재능나눔형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저소득층 자녀·장애인 등
소외계층 초청공연, 병영·교도소·도서 학교 등에 수상작품집 배부 등 문화 소외지역·계층과 함
께 예술대전의 성과를 공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구제역 접종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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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간 밖에서는

2011년도 공무원예술대전 개최 현황
구분

제14회 문예대전

제21회 미술대전

제5회 음악대전

참가
대상

전· 현직 공무원
(공무원연금법 적용)

전· 현직 공무원
(공무원연금법 적용)

현직 공무원
(공무원연금법 적용)

모집
분야

7개 부문
•시, 시조, 수필, 단편소설,
동시, 동화, 희곡

7개 부문
•서예한글, 서예한문, 문인화,
한국화, 서양화, 사진, 공예

5개 부문
•가요(개인·단체),
클래식(성악·기악),국악

접수현황

총2,326편 (808명)

총1,978편 (1,340명)

총 243팀 (585명)

공고

3.2

6.15

9.15

접수기간

3.21∼3.30

7.15∼7.23

10.10∼10.14

작품
심사

•한국문인협회 등 추천의뢰 및
부문별 2명씩 심사위원 위촉
•심사기준 선정(1차 회의),
입상작품 및 등급 결정(2차회의)

•한국미술협회 등 추천 의뢰 및
부문별 2∼3명 심사위원 위촉
•1차 사진심사 및 2차 실물심사

•한국음악협회 등 추천 의뢰 및
부문별 2명씩 심사위원 위촉
•1차 예선(CD심사)→2차 예선→
본선경연 및 시상식
• 대상(1명) 400만 원
• 금상(4명) 200만 원
• 은상(5명) 100만 원
• 동상(6명) 50만 원

시상식

5.30(정부중앙청사)

9.30(정부중앙청사)

11.19(숙명아트센터)

기타

수상작품집 발간(1,700부)

도록집 발간 (1,200부)
입상작품 지방순회전시
(서울·부산·대전·전남·과천)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음악대전 운영
(KTV 방영)

뉴스가 소들을 기웃거린다
구제역이 송아지처럼 천방지축 뛰고 있다는
소식을 싸들고 예방접종을 나가는 마음이 촉촉하다
앰프도 속울음을 삭이느라 목이 메는지 찍찍거린다
“에~에 축산농가 여러분! 오늘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한 축주도 빠짐없이……”
엄마소 오빠소는 눈만 멀뚱거리고
송아지는 주사기를 피해 천정에 발길질을 하면서 뛰어다닌다
사탕을 물릴까 요구르트를 먹일까
피붙이를 바라보는 엄마소의 눈망울이 그렁그렁 젖고 있다
축사 옆 동백꽃도 붉은 울음 한 팔소매로 훔치고 있다.

지난 겨울 살처분하여 매장한 소가 35만 마리였다. 키우던 소를 땅에 묻고 자살한 사건도 있었다. 국민적인
자성의 여론도 팽배했다. 이 작품은 주제도 주제지만 시적 완성도가 뛰어나다는 평을 받았다. 지은이는 24시
간 구제역 방역활동에 종사하면서 발 빠른 예방접종으로 청정 남해를 지켜낸 500여명의 동료공무원들과 수
상의 영광을 나누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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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1명) 400만 원
• 금상(6명) 200만 원
• 은상(13명) 100만 원
• 동상(30명) 30만 원

• 대상(1명) 400만 원
• 금상(5명) 200만 원
• 은상(10명) 100만 원
• 동상(13명) 50만 원
• 특선(45명) 20만 원
• 입선(250명) 증서수여

시상
내역

•김 현 근 l 남해군청

시조 부문 _ 금상

만난 짝꿍의 엄마한테서 짝궁 냄새가 나고, 목소리에도
짝꿍이 들어있다. 짝꿍을 생각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

「 매몰일지 」

l

•이 창 규 충청북도청

다. 혈연의 소중함과 아름다운 우정을 느끼게 해주고 있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 현장의 비극을 시적으로 형상

다. 생각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울림이 있는 깔

화한 작품이다. 다비식의 이미지를 저녁놀빛에서 유추하

끔한 표현으로, 짧은 글 속에서 참 많은 생각을 담아낸

고 소지를 올림으로써 순장된 축생이나 매몰인부들의 희

글이다.

제21회 공무원미술대전 수상작품 소개
2011년도 공무원미술대전은 서예한글, 서예한문, 문인화, 한국화, 서양화, 사진, 공예 등 7개 부문에 걸쳐 총 1,978

생을 살아남은 생명들에게 회향하는 시적 진경을 보여주
고 있다.

공무원미술대전

점의 작품이 출품되었다. 출품된 작품에 대해서는 한국미술협회, 한국서예협회 등 8개 기관의 각 부문별 권위 있는 전문

동화 부문 _ 금상

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공개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313점이 입상작품으로 선정되었다. 서양화부문에서 “영원하
•김 연 화 l 광주 문산초

라”를 출품한 안산호원초등학교 교사 정유정 씨가 대통령상인 대상을 수상하였다. 정유정 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

이 작품은 환상동화로서, 주인공 부리리는 선천적으

면서 학생들에게 역사 속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에 대해 자주 지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의 얼과 전통이

•최 원 훈 서울 소년분류심사원

로 날개의 뼈가 작아 날지 못한다. 그래서 엄마새와 형

영원하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담아내고자 했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심사위원들은 “출품된 방대한 참여규모와 출품작

소년원 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소년원 아이들의 가슴

제들이 나뭇잎 양탄자를 만들어 진료에 용하다고 소문

들이 예술활동에 전념하는 기존 작가들 못지않은 높은 수준임에 감명을 받았다”고 심사소감을 밝혔다.

속 생채기의 아픈 숨소리를 듣게 하는 수필이다. 결손가

난 푸랑 아저씨를 찾아나섰다. 푸랑아저씨는 나무막대를

정의 비행소년이 되어 소년원에 온 한 소년에게 주목하게

만들어 부리리를 치료하나 영구적이지 못하다.

「 부리리의 여행 」

수필 부문 _ 금상
「 생채기 」

l

하는 이 수필은 또한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랑을 잃고 아

이에 굴하지 않고 남아서 노란 새와 여행을 떠난 부리

파하던 화자의 어린 날과 클로즈업된다. 소년의 아픔과

리는 오래 날기 위해 먼 길을 걷기로 하는데 노란 새가

가정에서 소외된 아이들의 상처를 다독이는 따사로운 정

적극 협력하는 눈물겨운 이야기가 내용의 주제로 담겨있

이 흐른다.

어 독자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59

소년원 학교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의 소중한 유년시절

어려운 자식이나 이웃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는

의 추억을 찾아주는 것이 소년원 교육의 목표라는 지은

삶을 주제 정신으로 하는 점이 뚜렷하여 시사점이 강하

이의 믿음이 느껴진다.

게 담겨진 이야기이다.

단편소설 부문 _ 대상
「 검은 문 」

58

희곡 부문 _ 금상
•이 재 곤 l 경북 영천중앙초

「 올챙이 」

•우 혜 선 l 부산 부전초

딸과 어머니를 동시에 잃은 주인공의 의식세계를 치밀

도시주변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지는 초임교사

한 구성과 세련된 문장으로 형상화하였다. 아내의 슬픔

가 겪는 교직의 부조리와 병폐를 리얼하게 그려내고 있

을 달래기 위해 자신의 슬픔을 억누를 수밖에 없는 주인

다. 선생님과 아이들의 에피소드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

공의 절망적인 고통이 가슴 아프다. 깊은 사고에서 우러

춰가는 듯 하지만 교육적 메시지는 일선 교육계를 향하

나오는 절제된 표현이 작품의 품격을 높였고, 소설공부

고 있다. 어른들의 교육현장에서 느껴지는 현실을, 올챙

를 많이 하고 부단히 노력한 작가의 역량이 엿보인다는

이 죽음의 원인을 찾아가는 것으로 비유한 점이 특별히

평을 받았다.

돋보인다.

금상_ 「마음이 머무는 곳 」

•안 숙 란 l 경남합천초

이 작품은 지은이가 활동하는 극단에서 공연을 하기
품하여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은이는 누군가의 손에
「 짝궁 냄새 」

l

•최 만 호 청주교도소

짝꿍 엄마를 보고 짝궁을 연상했기 때문에 슈퍼에서

의해 형상화되어 빛을 발하기를 바란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대상_ 「영원(永遠)하라 」

•정 유 정 l 안산호원초

은상_ 「 집터다지기 」

•이 길 호 l 법무부

인사행정 | 2011 Vol. 1

위해 썼다가 사정이 생겨 공연을 못하고 문예대전에 출

동시 부문 _ 금상

공무원음악대전
제5회 공무원음악대전 본선경연 스케치
‘아름다운 소리 어울림의 장’이라는 주
제로 제5회 공무원음악대전이 11월 19
일 오후 2시에 숙명아트센터에서 개최
되었다. 이번 대회는 지난 10월 중앙 및
지방 공무원 585명이 참여, 두차례의
예선을 거쳐 최종 16팀이 본선에 진출
하여 열띤 경연의 장을 펼쳤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소리테플릇앙상
블’의 합주, 제주도 서귀포시청의 ‘메아
리’ 밴드공연, 경기도교육청 교사들의

금상_ 「 늦여름의 풍경 」 •황 미 주 l 창원 합포여중

금상_ 「 사방탁자 」

•정 재 혁 l 구미 사곡고

사물놀이 등 클래식의 잔잔한 선율에서

60

부터 록의 강렬한 사운드와 신명나는 우

61

리의 국악소리까지 각양각색의 음악으
로 멋진 무대를 보여주었다.
소방방재청의 소방재즈밴드 ‘밸런스’는 심폐소생술 매뉴얼을 가사로 만들어 심폐소
생 시연과 함께 경연을 펼쳐 눈길을 끌었고, 30명의 남녀혼성으로 구성된 행정안전부
의 ‘하모니’ 합창단은 바쁜 일과 속에서도 매주 모여 화음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심이 더욱 깊어졌다고 수상소감을 대신하였다.
10년 전부터 취미로 대금을 배웠다는 양동명씨는 수준급 이상의 연주를 보여 심사
위원들의 호평을 받았으며, 순천교도소 ‘OB二樂’팀은 Old Boy들이 일과 음악 두가지
를 다 즐기자는 의미의 팀명대로 한영애의 ‘누구 없소’를 멋들어지게 불러 많은 박수를
받았다. 영예의 대상에는 부산 덕두초등학교 교사로 재직중인 김수진 씨가 오페라 ‘박
쥐’에 나오는 ‘친애하는 후작님’이라는 성악곡으로 상금 400만 원과 상패를 받았다.
한편 이번 대회는 역대 음악대전 수상자들이 초청가수로 출연하고, 용산구에 거주
하는 저소득층 가정과 한부모 가정 등을 초청하여 공무원들의 음악적 재능과 흥겨움
이 어우러지는 ‘소통과 화합의 음악한마당’이 펼쳐졌다.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음악대전으로 발전하기를 기대
해본다.
금상_ 「 농산선생시 」

l

•나 기 봉 서울 도봉소방서

금상_ 「 대집경 」

l

•정 봉 아 전 서울대림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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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적 재능을 가진 공직자들이 ‘재능나눔봉사활동’을 통해 국민과 좀더 소통하고

말·말·말

12

올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새로운 한 해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 기능직 폐
2011년은 6급 근속승진의 도입
, 사무기능직
지 등을 포함한 공직개편 추진
변화 등 굵
의
의 일반직화, 5급 공채제도
맞이한 한
를
변화
란
직한 인사정책의 커다
맞아 대정
해를
용의
2년
201
해였습니다.
행정안전
맹과
총연
동합
원노
공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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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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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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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합니
발전이 계속되길 기원
정 의 용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방위사업청은 2011년 조직 및 인사 분야
의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
에서 공무원 및 군인 인사업무를 동시에 수
행하는 어려움이 많았던 한해였던 것 같습
니다. 금번 「인사행정」은 우리청과 같은 독
특한 환경 속에서 인사를 수행해야 하는 부
서에도 등불과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
라 확신합니다.

위원장

김 승 복 방위사업청 인사운영팀장
인사는 정말 어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처럼
‘결국 사람이다’라는 글이나
및 추진의 전
입안
정책
.
렵고 중요한 일입니다
입니다.
요소
한
중요
가장
는
과정에서 인사
게 생각하
기쁘
으로
진심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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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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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
이신
며, 그간 각고의 노력을 기울
에
새해
.
니다
전합
을
당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하시기
행복
고
하시
건강
더욱
이
도 모든 분들
를 기원합니다.
과장

고 학 수 농림수산식품부 인사

소방에서는 처음인 인사교류에 의해 개인적으로는 업무에 대한 이해
의 폭이 커지고 조직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방
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된 일반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사교류도 이러한 협조체제의 한 방
편이라 생각됩니다. 사회 환경의 다양성에 대응하고 선진문화에 발맞
추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
사교류 제도, 유연근무제, 스마트워크 근무
등도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다
가오는 2012 임진년 한해도 우리 공무원
모두의 소망과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조 승 혁  소방방재청 소방령

소통이 최대 화두로 손꼽히고 있는 이 시대에 인사행정을 위한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 매우 기쁩니다. 좋은 정책을 수립하고, 성공적으로 시
행하는데 있어서 소통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
습니다. 행안부 인사정책담당 공무원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편찬된 「인사행정」이 소통
의 장으로 더욱 더 발전하여 우리나라 인사
행정 선진화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
대합니다.
류 중 환 방송통신위원회 인사담당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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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 크로포드 기상청 기상선진화추진단장

일하면서 보람된 것 중 하나는 좋은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되는 점이 아닌
가 싶습니다. 올해도 좋은 분들과 소중한 인연
을 맺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각자의 위치에서 업무하시느라 고
생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도 행복하고 보람찬
공직생활이 계속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충 건 외교통상부 행정관리담당관실 2등서기관

의 새로운 한 막의
시작과 더불어 인생에서
수습사무관들은 2012년의
. 이런 설렘을 모든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싶고, 저희가 공
하고
공무원 동료들과 함께
갈 수 있다는 기
다가
으로
직사회의 새 희망
저희 신임공무원 뿐
대를 해 봅니다. 앞으로
에 행복이 가득했으
아니라 모든 분들의 앞날
면 좋겠습니다.
공인정책과 수습사무관

이 하 녕 중소기업청 소상
그토록 원하고 소망했던 공직에서의 첫 사
회생활이 생각처럼 녹록하진 않았지만, 국
민을 위해 일하는 보람을 배우는 하루하루
가 무척이나 소중하고 즐겁습니다. 앞으로
도 지금의 초심을 잃지 않는 공무원이 되겠
습니다. 임진년(壬辰年) 용의 기운을 받아
전국의 공무원 모두 파이팅!

고 혜 영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견습직원

열심히
와 인명보호를 목표로
한 해 동안 정부재산보호
스로
서비
민원
의
근무 최선
달려왔습니다. 최선의
나
했으
노력
위해
를
귀가
한
공무원들의 안전과 편안
반추하게 됩니다.
얼마나 만족하셨을지
될
도 인연이 깊은 한해가
저와
해로
내년은 용띠의
공무
과
분들
는
하시
방문
거 같습니다. 청사를
하고 저희 조직도 건
원 분들의 건강을 기원
하게 일할 수 있도록
성하길 바랍니다. 편안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개인적으론 많은
것을 꿈꾸고
노력하여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였지만 뒤
돌아보면 언제나 아쉽고
안타까운 일들
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새해엔 또 다
른 희망으로 기운차게 일어
서 앞으로 나
아가야 하겠습니다. 201
1년을 마무리하
면서 ‘공정한 인사’, ‘인사
역량 향상’ 위한
「인사행정」 발간소식을 듣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준비하신 모두
의 수고에 박
수 드리며, 2012년 임진년
새해에는 원하시
는 모든 일 성취하시길 기원
합니다!

천 원 근 해양경찰청 인사교육

담당관실 경위

청사관리소
과 기능7급 방호장
              관리총괄

황 인 철 행정안전부 정부

인사행정 현장에서 좋은 인사정책을 만들고 정착시키기 위해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인사행정」 발간을 위해 기꺼히 원고를 써주신 분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인사행정을 통해 더 많은 소통의 장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