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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도약의 최적기

새로운 시대의 개막

 인공지능(A.I.)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는 새로운 산업시대에 스마트

한 정부로 변혁이 필요한 시점

 ‘17년 5월 국민의 손으로 만들어낸 정권교체 이후 국가혁신 및 정의로운 국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

※ 대통령 취임사 중 :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지리적 여건의 변화

 ‘16년 9월 본원 이전에 따른 진천-과천 이원체제 시작,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비전 제시가 필요한 시점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글로벌 HRD 허브로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

다가오는 100주년

 1949년 개원 이래 지난 70년간 명실상부한 국가인재개발 산실로서 대한민국 발전의 견인차  

역할 수행

 국가인재원 개원 100년을 준비하는 “국가인재개발 Grand Design”을 마련하여 향후 30년의   

국가인재개발 이정표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

PART 1. 변화의 시작

왜 ‘국가인재개발 Grand Design’ 인가?

환경변화를 선도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 필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사회변화, ‘VUCA* 시대’ 등장

* 변동성(Volatility),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모호성(Ambiguity)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변화를 선도하는 창의·개방·융복합형 인재상 

대두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사회 기여라는 새로운 임무

 자본주의 4.0* 등 인간 중심의 경제·사회 체제 부각

* 성공한 사람은 더욱 큰 성공으로 나아가도록 장려하되, 낙오한 사람들을 북돋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사회·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경제체제

 ‘사회적 가치*(책임)’가 국정운영의 기본원리로 부상

* 인권, 안전, 사회적 약자 배려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국가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시대적 요청

 4차 산업혁명 시대에 HRD는 조직의 운명을 결정짓는 핵심요소이며, 세계는 더 나은 인재개발을 

위한 소리 없는 전쟁 중(‘War For Talent’)

 국가인재개발은 미래 대한민국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인바, 새로운 시대의 공공 HRD를 근본

부터 다시 고민하고 방향을 제시할 시점

1 2

구  분 인 재 상 내  용

『인사비전 2045』

미래 인재상

(인사혁신처, 2016)

길잡이형 급변하는 환경 속 비전제시·변화선도

융합·협업형 다른 전문영역과 교류에 능숙

창조적 정보조합형 정보·지식을 조합하여 대안을 창조

감성적 교감형 감수성, 사색 등 기계가 대체 불가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시대정신을 실현하여

“세계 최고의 공공 HRD 전문기관”
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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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Vision)

 (좋은 인재개발) 최고 수준의 전문성과 직무역량을 갖추고 지성과 품격을 겸비한 불확실성(VUCA)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개발

※ ‘좋은’ : Excellence, Best, Pride, Specialty 등을 내포

 (따뜻한 인재원)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기본가치로 지역과 국가, 나아가 세계 발전에 공헌하는 

국가인재원

※ ‘따뜻한’ : Humanity, Honor, Humbleness, Dignity, Consideration 등을 내포

미션(Mission)

 세계 수준의 연구개발(R&D) 기능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학사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국가 핵심인재를 양성(Institute)ㆍ배출(School)하는 아카데미

전략(Strategy)

 (공무원 교육의 베이스캠프) 사회변화를 선도하는 공직 핵심리더 양성의 본산

 (행정 핵심전문리더 아카데미) 전문교육기관 연계, 최고의 전문 리더 배출

 (연구개발 중심축) 세계 수준의 역량개발ㆍ교육평가ㆍ컨설팅 등 HRD 연구 개발을 담당하는 R&D 센터 구축

 (글로벌 리더십 허브) 세계의 행정 리더들이 모이는 공공 리더십의 중심지 

 (지역사회 동반 플랫폼)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지역민에 열려있는 국가인재원

핵심가치(Core Value)

 (탁월)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세계 수준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자부심

 (창의)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 좋은 인재개발을 고민하는 마음가짐

 (협력) 공공 HRD 영역에서 지역사회 나아가 세계와 함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만들어 나가는 

협력의 자세 

 (헌신) 지역사회 및 국가 발전에 기여, 세계 인류사회에 공헌

비전하우스 Statement

좋은 인재개발, 

따뜻한 인재원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국가 핵심인재 양성

※ 비전 : 2049년(개원 100년) 국가인재원이 달성하고자 하는 모습

※   미션 :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조(“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에서 도출

비전

전략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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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 창의 협력 헌신

Excellence Creativity Collaboration Commitment

핵심
가치

비전체계1

PART 2. 국가인재원 비전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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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체제 

◈ 세계 최고 수준의 HRD 연구개발(R&D) 기능을 기반으로 

◈ 실전형 통합리더(Best Generalist)를 양성하는 교육ㆍ훈련(Institute)과, 

◈ 체계적 학사관리를 통해 핵심 전문리더(Best Specialist)를 배출(School)하는

◈ 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최고 인재양성 아카데미로 발전

달라지는 모습

개원 68년 현재 (AS-IS) 개원 100년 현재 (TO-BE)

기관성격 ·교육기관형(Institute) ·아카데미형(Academy)

교육타겟 ·핵심리더, 신규 실무자 ·국가 핵심인재, 최고 국정리더

공간개념 ·교육 중심 공간 ·창조, 학습의 메타(Meta) 캠퍼스           ·열린 공간(도서관, 미술관 등)

GSR - ·지역사회에 공헌

기관명칭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National HRD Institute(NHI)

·진천본원          

·과천분원

·‘국가인재개발원’ 약칭 병행사용

·National HRD Academy(NHA)

·NHA Innovative Leadership Campus(Jincheon)

·NHA Global Leadership Campus(Seoul)

개원 100년, 국가인재원 미래상2 공무원 교육의 베이스캠프를 구축하겠습니다.
※ 교육훈련 기능(Institute)의 혁신

◈ 창조적 공간디자인, 스마트러닝 플랫폼 고도화, 전문교육 강화 등 온ㆍ오프라인 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진천 캠퍼스를 창의ㆍ혁신 캠퍼스로 조성 

◈ 신임관리자부터 최고위 국정리더까지, 공공부문 관리자 Life-Cycle에 맞춘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리더십 파이프라인 완성 

추진체계

핵심과제

① 진천본원을 「NHA Innovative Leadership Campus」로 조성

② 공직 Life-Cycle에 맞춘 교육과정 전면 개편

③ 최고위 국정 리더 대상 리더십 프로그램 신설

④ 전문성을 갖춘 관리자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개편

⑤ 스마트러닝 플랫폼 고도화로 “내 손 안의 학습” 구현

PART 3. 5대 전략 및 15대 핵심과제

전략 1

NHA
(Academy)

Institute
·리더십파이프라인

·스마트러닝

School
·핵심전문리더 배출

·대학 운영체제

R&D Center
·진단·개발·평가

·컨설팅

최고위 
국정리더 

포럼

전문교육
프로그램

스마트러닝
플랫폼

      NHA
  Innovative 
Leadership 

Campus(Jincheon)

리더십
파이프라인

베이스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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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캠퍼스를 「NHA Innovative Leadership Campus」로 조성

 진천 캠퍼스를 국정의 핵심리더를 양성하는 창조와 학습의 메타 공간*으로 조성

* 첨단기술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융합형 공간

 ‘복합 라이브러리’, ‘지붕 없는 미술관*’, ‘GSR 센터’ 등 창의성과 혁신의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캠퍼스로 재창조

* 작가, 지역 미술대학과의 협력으로 기증 또는 대여 작품을 전시하는 야외 조각공원

 교육생의 기록과 역사를 담은 공간*(‘얼럼나이 스페이스’)을 마련, 교육생에게 소속감과 자부심 고취

* 타임캡슐, 글로벌 명예의 전당(Name-wall), 기념식수(표지석) 등

공직 Life-Cycle에 맞춘 교육과정 전면 개편

 관리자급 생애주기에 따른 ‘리더십 파이프라인(Pipeline)*’을 완비하여 국가 핵심인재에 대한   

체계적 교육 실현

* 성장단계별 역할과 책임(Role&Responsibility) 기반의 역량 개발 체계

 신임국장, 신임 기관장으로서 역량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신설

* 조직관리, 변화관리, 커뮤니케이션 스킬, 위기관리 및 대외관계 등

※ 미국 연방관리자연수원(FEI)의 ‘민주사회를 위한 리더십 프로그램(LDS)’ 벤치마킹

 신임과장 등 핵심 중견리더 교육 강화를 위한 기존 교육체계 개편

 실무자급 교육과정 단계적 통합 및 이양 추진으로 관리자급 교육에 집중

※ 예시 : 7급 신규자, 7급 지역인재, 일반직 경력채용 등 3개 과정을 1개로 통합 등

최고위 국정 리더 대상 리더십 프로그램 신설

 국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 핵심리더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 국정 리더로서  

필요한 역량* 향상 기회 제공 

* 국정철학 내재화, 조직관리, 국민과의 소통, 국정 거버넌스 참여 등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CEO 등 정책형성과정의 실질적 주도자들에 대한 리더십 프로그램* 

신설 

* 세계 석학 초청강연, 국가정책 핵심이슈 토의 등 콘텐츠 마련

 ‘국정 거버넌스 포럼’을 구성하여 헌법기관을 포함한 고위 국정리더, NGO 대표 등 거버넌스   

참여자들이 모여 정책 이슈 논의

1

3

2

공직 리더십 파이프라인

과·팀원급
Self Leader

과·팀장급
 Team Leader

실·국장급
Organization 

Leader

정책 

실행자

정책 

판단자

국정목표

구현자

팀워크

촉진자

동기

부여자

비전

창출자

성과

창출자

성과

관리자

성과

책임자

업무 

조정자

협력

조성자

공익

대변자

<복합 라이브러리> <Name-wall>

신설·강화 

5급 신규자 신임과장(강화) 신임국장(신설)

신임기관장(신설)

고위정책과정9급 신규자 7급 신규자

단계적

축소·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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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을 갖춘 관리자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개편

 기본 직무역량부터 정책현장 대응역량까지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역량 집중 강화 

※ 대국민 소통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설명·소통과정’ 강화 등

 제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사회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공교과 수준의 전문 직무

과정 신설

※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인재 양성과정’, ‘미래기술 실무과정’ 등

 조직 리더로서의 역량 등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원하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카페테리아   

방식*’의 다품종·소규모 프로그램 메뉴 마련

* 원하는 메뉴를 골라 먹는 구내식당과 같이 필요한 역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 

스마트러닝 플랫폼 고도화로 “내 손 안의 학습” 구현

 현재 이러닝 시스템(나라배움터)을 개인에게 최적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러닝   

(‘내 손 안의 학습*’) 체계로 개편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콘텐츠 큐레이팅’, 모바일 최적화를 통한 ‘경계 없는 학습’ 등 시·공간 제약    

없이 필요한 콘텐츠를 얻을 수 있는 학습형태

 공직사회 경험, 노하우 등 지식을 생산·공유·활용·재생산 할 수 있는 소셜러닝*(Social 

Learning) 기반의 범정부 지식생태계 구축

* SNS를 활용, 사용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 집단지성을 형성하는 학습방식 

 장기적으로 일반 국민들도 이러닝 시스템에 자유롭게 접속하여 원하는 콘텐츠를 학습하고    

공유하는 ‘내 손 안의 오픈 캠퍼스’ 실현

※ 학습자가 콘텐츠를 소비와 동시에 직접 생산하는 학습 프로슈머(Prosumer) 방식

4 행정분야 핵심전문리더를 배출하는 아카데미가 되겠습니다.
 ※ 교육기관에서 아카데미로(From Institute To Academy) 전환 전략

◈ 장기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하여 전공교과 수준의 집중적(Intensive) 학습 체제를 조성함으로써 

실전에 강한 행정 전문인력 배출

◈ 아카데미(Academy)에 걸맞은 조직역량(학사운영기반, 교수요원, 교직원)을 바탕으로 ‘국가  

행정아카데미’로의 전환을 준비

추진체계

핵심과제

⑥ 국가인재원 대표과정(고위정책과정, 신임관리자과정) 전면 개편

⑦ 아카데미 성격에 걸맞은 교육인프라 구축

고위정책과정 전면 개편

 고위공무원의 통찰력과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다양화·전문화

 (1단계) 국내 우수 교육기관과 연계, 합동세미나 등 민·관이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 예시 :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정책보고서 발표회 공동 개최

 (2단계) 대학원 등과 MOU 체결, 전공 수준의 학습체제 구축

※ 예시 : 고위정책과정에 조사방법론 등 교과목을 개설, MOU 체결 대학원 입학 시 인센티브 

부여 등

6-1

5

NHA 스마트러닝 플랫폼

전략2

고위관리자
전문학교

신임관리자
전문학교

아카데미형
교육인프라

국가행정
아카데미

커뮤니티

블로그 지식 Q&A

소셜 기반
협업 학습
플랫폼

집단 지성 활동

•소통 및 협업 공간

•학습 과정 커뮤니티

•목표 기반 협업 학습 활동(CoP)

•온·오프라인 학습 연계

지식 공유

•묻고 답하기(네이버 "지식IN")

•콘텐츠 평가체제(좋아요 등)

•학습 마일리지 부여

학습 자원 공유

•지식 공유

•자료 공유(파일)

•콘텐츠 추천

공직자 지식 생태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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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HRD 부문 연구개발의 중심축으로 거듭나겠습니다.

◈ 시대변화에 조응하는 교수학습 기법, 역량모델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여 역량 기반의 

학습체제(Competency-based Learning System) 달성 

◈ 인재개발 관련 국가 지식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공유하는 공공 HRD R&D 씽크탱크로서의 위상 정립

추진체계

핵심과제

⑧ 교육과정·교육프로그램의 글로벌 스탠다드 확립  

⑨ 시대변화에 맞춘 주기적 역량모델 도출 및 컨설팅 확대    

⑩ 공공 HRD R&D 씽크탱크로서의 역할 강화

교육과정·교육프로그램의 글로벌 스탠다드 확립

 ‘HRD TQM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체계화·표준화 및 품질관리 추진

 실시간 모바일 피드백 기반 「내 손 안의 평가」로 도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교육성과 평가    

시스템을 구현하여 교육서비스 품질보증 실현

 학습·참여·실습의 유기적 결합이 가능한 새로운 학습기법*에 대한 연구 중점 추진 

* 토의형(브레인스토밍 등), 체험학습형(현장답사 등), 활동학습형(팀프로젝트 등)

 교육효과 극대화 및 교육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신의 ICT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학사관리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

8

신임관리자과정 전면 개편

 체계적인 학사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임관리자(5급)를 공직 전문성이 내재화된 핵심전문리더

(Best Specialist)로 양성 

 (1단계) 핵심전문리더 양성과정으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운영체제 전면 개편

※ 학습모듈별 특화과정 운영(아웃소싱), 교육전문기관과 교육과정 상호 교류 등

 (2단계) 유수 대학원과의 연계 등으로 국가인재원을 행정 전문가를 양성하는 ‘국가행정아카데미’ 

형태로 전환 검토

아카데미(Academy) 성격에 걸맞은 교육 인프라 구축

 장기 교육과정(신임관리자과정 등) 대상으로 대학 방식의 학사운영 기반*을 도입하여 국가인재

개발 인프라의 선진화 추진

* 학기제, 선택과목제, 지도·상담교수제, 분반제, 상대평가제 등

 교수 임용제도 다변화*로 교원의 다양성 확보 및 강의품질 제고

* (현행) 전임교수, 외부 초빙강사 위주 → (개선) 전임교수, 파견교수(현직공무원), 석좌교수(퇴직공무원) 등 

 Best 강사제도 확대*를 통해 초빙강사 자부심 고취 및 위상 제고

* (현행) 年 1회, 3명 → (확대) 月 1회(10명 내외), 연말 초청(홈커밍데이) 및 시범강연 등

 HRD 담당자 역량진단에 따른 학습 프로그램* 구현 등 교직원의 HRD 역량 향상 지원 

* HRD 담당자 역량 진단 툴, 신규 전입자 과정 등 개발ㆍ운영

7

외국의 공무원 교육기관

<프랑스 ENA 스트라스부르 본원>
 • 프랑스 국립행정학교(ENA) : 선발부터 배출까지, 신임 엘리트 공무원의 산실

• 러시아 국가경제행정아카데미(RANEPA)
 - 교육훈련 + R&D + 학위전문과정 결합  

<프랑스 ENA 파리 분원>

• 싱가포르 공무원대학(CSC)
-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엘리트 행정전문가 배출

전략36-2

교육과정 

표준화·체계화

공공HRD 컨설팅
선도적 

역량 리모델링

R&D 
씽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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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변화에 맞춘 주기적 역량모델 도출 및 컨설팅 확대

 HR 빅데이터를 통해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주기적으로 계층별 필요역량 모델링을 실시

 직급 및 직렬별 리더십ㆍ역량 표준모델 개발 및 각급 교육기관에 대한 고품질 컨설팅 제공  

공공 HRD R&D 씽크탱크로서의 역할 강화

 선진교수기법ㆍ학습방법 등 HRD 정보*를 종합하여 제공하는 지식 아카이브 조성 및 각급기관 

공유·확산

* 국내외 학술자료, 컨설팅 자료, HR 빅데이터 및 관련 동영상 등

 강의식 교육에서 참여형·문제해결형으로 교육방식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사례 연구의 허

브기능 수행

 선진교수기법, 교육프로그램 및 평가방법 등을 각급 교육기관에 전파하는 「교수학습센터」 역할 

수행

10

전략4

9

<역량기반 학습>

개개인 역량(지식, 기술, 능력으로 구성) 분석 선행 

→ 필요한 역량에 따른 교육과정을 제공

지식
(Knowledge)

능력
(Ability)

기술
(Skill)

<계층별 필요역량과 교육과정 연계 강화>

글로벌 공공 리더십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 국가인재원만의 ‘Only-one NHA 교육 프로그램’으로 외국공무원 교육과 외국 교육기관      

컨설팅을 수행하여 글로벌 행정한류 주도

◈ 수준 높은 캠퍼스 시설과 세계인이 소통하는 글로벌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세계 최고의 공공 

리더십 센터로 재탄생

추진체계

핵심과제

⑪ 과천캠퍼스를 「Global Leadership Center」로 재설계 

⑫ 글로벌 행정한류의 구심점 역할 수행

⑬ 전략적·체계적 글로벌 교류협력 추진

과천캠퍼스를 「Global Leadership Center」로 재설계  

 캠퍼스 입지 조건을 활용하여 공공분야 세계 최고의 글로벌 리더십 교육과 R&D 기능을 수행

하는 국제 교류·협력의 장으로 도약

 글로벌 공공 컨퍼런스 개최를 위한 최첨단 인프라 구축 및 소통과 공감 장소인 ‘Global 

Leadership Lounge*’ 조성

* Pub형 소통공간, 미니 콘서트홀 등 세계인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공간 구성

 글로벌 HR 컨퍼런스 개최 등 세계 리더들의 만남의 장 제공

※ OECD NSG(Network of Schools of Government) 등 개최 추진 

 글로벌 리더십 허브로의 성장 가능성을 감안, 부원장 체제 도입

NHA 교육과정 
평가체계도

11

직급
현재
역량

필요
역량

교육
과정

고공단

과장급

5급

문제인식, 전략적사고 

성과지향, 변화관리, 

고객만족, 조정통합

체계적 성장지원

미래비전 창출

함께 만드는

조직방향 과정

정책기획, 성과관리

조직관리, 의사소통

이해관계조정, 동기부여

혁신

조직문화 창출

리더의 성과관리

레벨업 과정

기획력, 논리적사고

상황인식·판단력

의사소통능력, 조정능력

자기주도능력

지속적 학습 촉진

지속적 커리어

개발 과정

1단계 반응평가단계 2단계 학습평가 3단계 행동평가 4단계 결과평가

교
육
기
간

교육대상자

신규

유형별 평가자료의 양과 질

高

低
단기

중ㆍ장기

재직

필
수
여
부

의
무

선
택

E

G

F

H

해당없음

해당없음

고위정책과정

전문교육

A

C

B

D

신임관리자
과정

5급승진자
과정

개방형
관리자과정

과장후보자
핵심역량과정

의
무

중
ㆍ
장
기

재
직

선
택

단
기

신
규

교육과정별
과정유형 구분

교육과정유형별
맞춤형 평가적용

교육과정별
평가결과의 축적

PhaseⅠ

PhaseⅡ

PhaseⅢ

PhaseⅣ

교육과정별
평가단계의 구분

글로벌 

행정한류

전략적  

교류협력

NHA 
Only-one 
교육과정 

운영

NHA 
Global Leadership 
Campus(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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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동반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 지역기관 간 네트워크 형성 주도, 지역주민 대상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콘텐츠 공유 등 지역

혁신체계 가동

◈ 국가인재원의 기본 운영체제(교과목, 교직원, 시설 등)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함으로써 정부의 

사회적 책임 선도적 실현

추진체계

핵심과제

⑭ 「지역혁신체계」의 허브기능 수행과 열린 캠퍼스 조성 

⑮ GSR(정부의 사회적 책임) 실천의 선도기관으로서 위상 정립

「지역혁신체계」의 허브기능 수행과 열린 캠퍼스 조성

 충북혁신도시의 특성을 활용한 지역혁신체계(RIS)* 가동 및 지역민 누구나 이용하는 지역      

친화적 캠퍼스 조성

* 지역 내 혁신 주체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하고 학습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체계

전략5

14

글로벌 행정한류의 구심점 역할 수행

 국가인재원만의 특화된 ‘Only-one NHA 글로벌 리더십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글로벌 행정

한류의 기반 마련

 대한민국의 발전전략과 우수정책사례를 외국공무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콘텐츠 연구개발 기능 강화

 글로벌 리더십 장기과정 개발, 글로벌 교육 일원화 등 글로벌 공공 리더십 센터로서의 기능 강화

 한국-외국 공무원 합동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학습효과성 제고 및 국제교류 활성화

전략적·체계적 글로벌 교류협력 추진

 글로벌 교류협력 목표와 대상국가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교류협력 전략 수립 및 중점 협력 

국가 육성

※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베트남ㆍ러시아 등으로 확대 추진

 교육과정 설계, 콘텐츠 개발, 선진교수기법 전수 등 외국의 공무원 교육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종합적 정책컨설팅 실시

※ 우즈베키스탄 국가행정아카데미 개발컨설팅(DEEP)사업 추진 중 

 ‘NHA Homecoming Day’ 등 사후관리 프로그램 강화로 글로벌 교육 수료생과의 네트워크     

유지ㆍ강화

※ 수료생 대상 인사혁신처 ‘국가인재DB’에 외국공무원 데이터로 등록 추진 

12

13

 교육대상 : 연간 10,000명 이상의 GE 임원, 관리자, 사원 등

 주요 교육과정 

   - 고위관리자과정(3주) : CEO 등 임원의 글로벌역량, 경영관리역량 육성

   - 비즈니스관리자과정(1주) : 관리자의 현장문제해결역량, 직원관리능력 배양

   - 리더십기본과정(1주) : 사원급 직원의 기본 리더십역량, 비즈니스역량 제고 

 교육공간 

   - 시설 : 강의동, 러닝센터, 기숙사, 레크리에이션 센터

   - 특징 : 토론을 위한 계단식 원형 강의실(The Pit), 액션러닝을 위한 분임실

GE 잭 웰치 리더십 센터(미국)

<크로톤빌 연수원 전경> <토론식 교육공간(The Pit)>

사회적
가치실현

지역

혁신체계

오픈

캠퍼스

GSR 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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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4. 실행·변화관리전략

기본방향

 (문제점) 현재 기관명칭이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ㆍ훈련기관으로 한정

 (개선방향) 국가인재를 개발하는 국가 대표기관으로서의 성격 반영

주요내용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국가인재개발원(약칭)’ 병행 사용 

 교육훈련기관, R&D 센터, School로서의 통합적 기능을 반영하여 영문명을 ‘National HRD 

Academy(NHA)’로 변경

 진천-과천 캠퍼스를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 특성화하여 조성하고 캠퍼스 명칭에도 반영

   - 진천캠퍼스 ⇒ NHA Innovative Leadership Campus(Jincheon)

   - 과천캠퍼스 ⇒ NHA Global Leadership Campus(Seoul)

             

추진계획

 약칭 병행 사용 : 즉시 적용

 영문명칭(NHA) : 행정안전부 협의 후 변경ㆍ적용

기관명칭 재구조화1

 중부권역의 인적·물적 학습자원 POOL 구성 및 지식자원 공유·활용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지역 지식자원의 플랫폼 구현

 혁신도시 내 기관 간 정례화된 협의체 ‘충북혁신 Dream Partners’를 구성하고, 지역 자원공유를 

위한 ‘충북혁신 Dream Festival’ 개최

 ‘GSR Hub Center’를 건립하여 지역민이 이용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역사회의  

랜드마크로 발전 

※ ‘오픈하우스’ 행사와 연계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제 개최

GSR(정부의 사회적 책임) 실천의 선도기관으로서 위상 정립

 사회적 가치(책임)를 국가인재원의 운영원리로 삼고 교육과정에 반영

 ‘사회적 책임 실천가 과정’ 신설 및 기존 과정에 GSR 교육모듈* 적용

* 개념의 이해, 실천역량 향상, 가치 내재화 등 3단계 모듈로 개발하여 활용

 ‘NHA Volunteer’ 선정·시상, ‘스르르(SRR) 연구회*’ 결성 등 교직원이 앞장서서 사회적 책임 실천

* 사회적 책임활동 연구회(Social Responsibility Research)

 국가인재원의 사회적 가치 실천 여부를 자체 측정하고 추진 실적을 점검할 수 있는 지표(‘NHA 

SV Index’) 개발

15

<NHA 영문명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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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추진과제는 Quick-win Project로 추진

 (기본방향) 총 50개 세부과제 중 1년 내 달성 가능한 15개 과제를 선정, 중점 추진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나머지 과제의 추진력 제고

 (선정기준) 단기간에 달성이 가능하며(시급성), 핵심과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중요성)         

세부과제를 Quick-win 과제로 선정

과제 유형별 추진방안

 즉시 추진과제(~‘18년)

   - (계속사업) 연차별 적정소요를 추계하여 인력계획·예산 등에 반영

※ 즉시 실행 가능한 사업은 편성된 예산을 조정하여 추진, 연차별 소요예산 및 인력은 중기  

재정계획 및 중기인력계획에 반영

세부 실행과제 추진계획3
기본방향

 아카데미형 국가인재원으로 도약하기 위한 조직기반 마련

 이원화된 진천-과천 캠퍼스간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주요내용

 ‘기획부’에 ‘전략’ 명칭을 부가하여 국가인재원 교육전략을 마련하는 ‘기획+전략 ’기능 명확화 

 연구개발센터를 ‘부’로 변경하고 연구개발 및 진단ㆍ평가ㆍ컨설팅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연구개발 기능 강화

 글로벌협력 기능 강화 및 EROPA 발전행정센터(DMC) 기능 수행을 위해 전담 부서 신설, 글로벌 

교육부 명칭을 ‘글로벌협력부’로 변경

 캠퍼스 관리ㆍ지원 업무 범위, 책임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과천캠퍼스 전담 지원팀’ 신설

추진계획

 개편안 마련(’18.4), 행정안전부 협의(’18.5~8), 직제개편 추진(‘19.1~)

조직ㆍ인력체계 재구축2

원장 •명칭변경   •신설

전략기획부

연구개발부

인재개발부

글로벌협력부

•전략기획과 •교육지원과

  - 과천교육지원팀

•연구개발과 •진단·컨설팅과 •글로벌교육과 •글로벌교류협력과

•신규자교육과

•관리자교육과

•전문교육과

•스마트교육과

조직개편안

얼럼나이 스페이스

스마트러닝 고도화

현장중심 실천학습 전환

신임기관장 과정

고위정책과정 개편

Only-one NHA 글로벌리더십

신임국장 과정

신임과리자과정 개편

Global Leadership Lounge

정책설명소통 과정

HRD TQM 시스템 도입

베스트 강사상 제도 확대

진천캠퍼스 Creative Road

스마트커뮤니티 구축

사회적가치실천가 과정

'17.4분기 '18.1분기 '18.2분기 '18.3분기 '18.4분기

Quick-win Project
(15개 세부과제) 착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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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소개

기구 및 정원

기관 연혁
국립공무원훈련원 설치(종로구 경운동)

중앙공무원교육원으로 확대 개편(중구 장충동)

대전시 괴정동 청사로 이전

과천시 중앙동 청사로 이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개편

                 충북혁신도시 청사로 이전

1949. 03

1961. 10

1974. 05

1981. 12

2016. 01  
       09

주요기능  국가공무원 교육훈련

<2017년 교육운영> 446과정, 160,315명  예정 *연인원 150,068명(이러닝 제외)

•집합 : 76개 과정, 10,315명    •이러닝 : 370개 과정, 150,000명

 외국공무원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 지도·지원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보급 등

정무직(차관급)

고위공무원단

3·4급 / 4급

4·5급 / 5급

6급이하

전문경력관

임기제 교수

1

4

7

33

89

12

3

  

기획부

기획협력과

교육지원과

리더십개발부

신규자교육과

관리자교육과

전문역량교육과

스마트교육과

글로벌교육부

글로벌교육과

연구개발센터

원  장
* 차관급

◈ 기구 : 3부, 1센터, 7과
◈ 정원 : 149명

   - (제도혁신) 관련기관, 지자체 등과 신속한 협의를 거쳐 추진

※ 교육혁신 프로젝트 추진 시 전문가 간담회 등 실시, 인재개발법령 정비는 인사혁신처와   

지속적 협의

 중장기 추진과제(‘19년~)

   - (사전정비) 장기과제 추진을 위해 과제 간 우선순위 설정 및 사전정비사항 목록화

※ 사업내용 구체화, 상위계획에 반영, 법령 제·개정 등

   - (대형사업) 대규모 예산소요, 인력규모 확대를 수반하는 사업의 경우 필요성·형평성·중복성 

      등에 대한 심층적 분석으로 효율적 추진방안 마련

※ 민간의견 수렴, 시범사업 실행 등을 통해 수요예측 및 타당성 입증

과제관리 체계

 국가인재원장이 직접 총괄ㆍ조정하여 실적 점검 및 상시 관리 

   - 업무와 혁신이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부서 간 소통·협업 지원 

 각 부서별 혁신과제 추진상황*은 ‘월간 업무보고(매월 1회)’ 시 상시 안건으로 보고

* 과제 추진경과, 향후계획, 애로사항, 원장 특별 지시사항 이행결과 등 포함

혁신과제 공유·확산 

 Grand Design 비전 발표(9. 26.)

   - 전 직원 및 주요고객이 참여하는 Grand Design 비전 선포대회 개최 

   - 향후 기관장 인터뷰, 홈페이지ㆍ홍보물(브로슈어) 등을 활용, 비전체계 및 핵심과제 대내외 전파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첫단추 워크숍*’ 실시

* 국가인재원 혁신의 첫 실마리(耑 : 실마리 단)를 꿰는 가을(秋 : 가을 추) 워크숍

- 비전체계 이해와 공유를 위한 전 직원 대상 워크숍 추진

 Grand Design 대국민 홍보

   - 정책고객 및 지역민 대상 프로그램, 시설물 이용 안내 등 대국민 홍보 실시

※ 지역기관 방문·책자 전달 등 오프라인 홍보와 홈페이지, SNS 등 온라인 홍보 병행

변화관리 전략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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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육 

기관체계

주요 시설 현황

 

32개 교육기관
•독립기관 24개       •부서 8개

국 

립 

외 

교 

원

청 

렴 

연 

수 

원

법 

무 

연 

수 

원

조 

달 

교 

육 

원

지 
방 
자 
치 
인 
재 
개 
발 
원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중앙행정기관

구분 진천 캠퍼스 과천 캠퍼스

대지/건축면적 133,000㎡ / 9,921.73㎡ 97,380㎡ / 7,356.7㎡

교

육

시

설

강의실

•강의실(총 18실)

•대형 2실(450석, 300석)

•중형 5실(200/150 각1실, 100석 3실)

•소형 11실

•강의실(총 15실)

•대형 2실(311석, 291석)

•중형 1실(150석)

•소형(정보화교육장 포함) 12실

분임실 •38실(일반 33실, 고위 5실) •17실(일반 13실, 고위 4실)

도서관 •도서관 •열람실, 정보검색실

편

의

시

설

식당
•438석(일반324석, 외빈식당30석,

   테마룸4실 84석)
•340석(일반224석, 특별116석)

기타 •매점, 여성휴게실, 의무실 •매점, 여성휴게실, 의무실

기

숙

사

2인실 •90실 180명 •90실 176명

지원시설 •린넨실, 다목적실, 간이 주방 등 •독서실, 인터넷실, 세탁실, 샤워장 등

체

육

시

설

테니스장 •테니스장 2면, 다목적 구장 1면 •4면

운동장 •대운동장 •대운동장, 소운동장

기타 •체력단련실 1실 •체력단련실 1실

◈ 공무원 인재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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