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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주요 학술지 논문에 활용된 이론을 분석하여 HRD 연구의 발달 

및 성장에 영향을 준 주요 이론연구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학문과 현장의 연계가 중요한 

HRD 연구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론은 구축 과정에서 이론과 현장 간 순환적 

관계를 형성하므로 HRD 연구의 이론 활용 동향 탐색은 연구의 질적 수준제고와 현장 

반영 측면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이에 국내 주요 HRD 학술지를 선정하여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간 533편의 연구에 활용된 이론을 대상으로 7단계 분석 절차에 따라 

내용분석 하였다. 이론 활용 분석프레임을 적용하여 연구주제 별 이론적용과 연구설계 

수준에서 HRD 연구의 이론 활용 동향을 분석하였고, 이후 각 개별 이론과 이론의 학문적 

배경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연구주제 중 조직개발은 이론적용이 활발한 반면 

경력개발과 국가·지역·글로벌HRD는 제한된 연구를 하여 이론활용에 차이가 있었다. 

둘째, 연구설계 상 이론의 핵심적 내용만 제시하는 수준은 증가하였으나 이론 간 비교 및 

연구 전반에 걸쳐 분석 평가하는 수준은 정체되어 있었다. 셋째, 개별 이론 분석에서는 

상위순위의 이론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내용상으로는 학습 중심 이론에서 조직, 사회 

등 환경 맥락 중심 이론으로 변화하였다. 넷째, 이론의 주요 학문적 배경 또한 변화의 

양상을 나타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HRD 연구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과 향후 연구 

제언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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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HRD는 실천적 학문으로 학문과 현장의 연계가 끊임없이 강조되어 왔다. 학문으로서 HRD 

연구는 현장을 반영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실천으로서 HRD현장은 연구, 조사 등 근거에 

기반한 활동을 실행하게 된다. ‘근거에 기반한 활동(EBP: evidence-based practice)’이란 체계적

인 연구 기반의 우수한 근거와 개인적 경험이 통합된 활동을 의미한다(Sackett, Rosenberg, 

Gray, Haynes, & Richardson, 1996). HRD는 조직과 인간 역학을 대상으로 하므로 근거에 기반

한 활동(evidence-based practice) 개념이 여느 전문 분야보다 더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론은 HRD의 학문과 현장의 연계 측면에서 연구 기반 근거와 경험 통합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론의 특성은 현장의 모습을 포착하고 문제를 통찰하고 현장은 검증된 이론을 통해 문

제의 본질을 파악함으로써 이론 구축 과정(theorization)에서 현장과의 순환적 관계를 갖는다는 

점이다(Lynham,2002). 이론은 현상에 대한 약속된 공통의 구조와 체계로서 현상을 함축적으로 

구조화한 해석을 제공하므로(권향원, 최도림, 2011; Turner, 1986) 이론의 활용은 학문적 발달

을 짐작하게 하고 현장에 유용한 근거로 작용한다. 

학문적 발달 측면의 이론 활용의 예로, 사회학 분야의 경우 Durkheim과 Parsons의 구조기능

주의 이론(structural-functional theory)과 Blau의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 Simmel

의 네트워크 이론(network theory) 등으로부터 지금의 다양한 사회현상을 읽을 수 있는 이론을 

발전시켜 왔다(Turner, Beeghley, & Powers, 1995). 여기에서 비롯된 이론들은 현재 HRD 연구

에서도 조직 내 구성원 관계를 파악하거나 네트워크 분석을 하기 위하여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실무현장에서는 이론의 적용을 통해 과학적 지식의 견고한 기반을 갖추게 된다. 과거의 

HRD 실무자나 프로그램은 주장하는 아이디어나 결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면에서 비이론적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Swanson & Holton, 2009). 따라서 즉시 효과를 내는 

과장된 해결책이나 유행을 따르기보다 포괄적이고 가이드라인이 되는 학문적 의미를 지니고 

실무에도 효과적인 적용가능성을 지닌 이론이 요구된다. 

학문과 현장의 연계성이라는 이론의 특성으로 인하여, 이론 활용은 HRD의 학문적 위치와 

발달 및 현장과의 간극을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로 적용될 수 있다. ‘좋은 이론만큼 실제적인 

것이 없다(nothing is as practical as a good theory)’는 Lewin의 언급대로 이론은 실천 지향적 

학문과 떨어질 수 없다(박병기, 2003). 시대 흐름에 따라 경영환경과 HRD 패러다임이 바뀌면

서 이러한 변화를 연구에 반영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ATD(舊 ASTD) 이슈와 같은 현장의 

요구, 현상 이면의 문제와 이에 따른 패러다임의 변화양상이 연구에 반영되고 있는지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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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론활용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HRD 연구가 차지하는 학문적 위치와 조

직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HRD연구에서 활용된 이론 연구동향 탐색은 HRD연구에서 활용하는 이론의 다양한 학문적 

배경의 변화양상을 통해 HRD연구의 관점이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큰 의미를 지닌다. 

지금까지 HRD는 간학문적 성격에 따라 타 학문을 적극 수용하였으므로 현상을 설명하는 관점

과 학문적 정체성마저 명확하지 않았다. 따라서 HRD연구의 이론 활용 모습과 방향성을 규명

하기 위해 1990년대 이후 Swanson과 Holton(2001), Weinberger(1998) 등 1세대 HRD 연구자들

은 HRD의 학문적 이론 배경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론은 구조화된 해석을 통해 현상을 

설명하게 되므로 이들 연구를 통해 당시 HRD가 어떠한 관점에서 조직현상을 보는지 확인할 

수 있었으나 최근 HRD 현장의 모습은 30여 년 전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반영

한 HRD 연구가 이루어지는지 분석할 수 있는 이론활용에 초점을 둔 연구가 새롭게 요구된다.

 국내 HRD 연구에 있어서 이론 활용 현황은 현장과 이론의 연계성 차원에서 국내 연구 기

반 근거와 경험 통합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자세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국내 HRD 연구 및 현장 활동 모두 해외 무대와 나란히 하는 상황에서 국내 연구의 이론 

활용 탐색을 통해 HRD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다. 국내 

연구흐름의 방향과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고, 일정 기간마다 종단적 탐색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구축되어야 장기적으로 국내 HRD 연구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HRD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는 김진모(2004), 장환영, 손지영, 하정례(2013), 

정재삼, 강민진, 이혜진, 조지현(2014) 등을 중심으로 국내 HRD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이는 

체계적인 분석기준을 제시하여 HRD의 이슈와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연구

영역, 주제, 방법, 프로세스 등에 한정되어 있어 이론활용을 중심으로 한 연구 흐름을 밝히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한편 HRD 연구의 이론적 측면에서 정재삼(2003)과 백평구와 이희수

(2010)는 HRD에서 이론의 중요성과 개념적 토대를 바탕으로 한 학문적 발전방안을 제시하였으

나 HRD 연구에 활용된 이론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방법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국내 주요 HRD 학술지 논문에 활용된 이론을 분석하여, 

HRD 이론 활용의 연구동향을 파악함으로써 국내 HRD 연구의 이론과 현장 간 연계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후 이론적 배경에서는 연구의 기본전제(premise)로 이론과 현장

의 순환관계를 제시하고, HRD이론의 학문적 영역에 대한 기존 논의와 국내 HRD를 위한 이론 

적용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문제를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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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이론과 현장의 순환

이론(theory)이란 중심 생각과 개념을 확인하고 개념 간 관계를 규정하는 것으로 현상이 무

엇이고 어떻게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려준다(Torraco, 1997). 따라서 잘 구축된 이론은 복잡한 

실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확하게 개념화한다. 한편 이론 구축(theory building)

은 경험된 현상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 즉 이론을 만들고, 확인하고, 적용하고, 재구축 및 수정

하는 끊임없는 과정을 의미한다(Lynham, 2002). 

이론과 이론구축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 이론은 현상에서 도출되어 발전하므로 현실과 무관

하지 않다. 즉, 이론의 성장, 발전, 검증, 활용, 전파 및 수정 등의 일련의 과정은 현상 혹은 현

장과의 순환적 사이클을 따른다. 이러한 순환적 영향관계는 ‘실천-연구-이론’의 순환성장 사이

클로 제시되거나(Lynham, 2002) 이론을 중심으로 한 ‘이론-연구-개발-실천’의 복잡한 방향성을 

지닌 순환모형으로 나타난다(정재삼, 2003; Swanson, 2007). 따라서 HRD실천가와 연구자는 이

론과 실천현장 간 순환사이클이 발전하도록 공동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론과 현장 간 영향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론화(theorization) 과정은 이론 구축을 

통한 과학적 지식 진화의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다. 이론화 과정은 사회현상을 관찰하고, 이를 

연구대상으로 전환하기 위해 개념화하여 이론적인 논리를 개발하고 검증하는 단계를 거친다. 

[그림 1] 이론과 현장 간 순환과정

출처: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자가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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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단계에서는 개념화된 이론을 관찰할 수 있는 현실로 전환시키는 조작화 과정을 수반한다

(강길호, 2005). 개념화와 조작화를 달리 표현하면 실질이론(substantive theory)에서 공식이론

(formal theory), 또 일반이론(general theory)으로 맥락적 현실이 추상화를 획득하는 과정을 뜻

한다(Glaser, 2002).

이론화 과정은 새로운 개념의 발전 및 제안인 발생기, 기존 개념의 통합인 중간기, 발전된 

이론의 적용 및 검증을 통한 이론의 성숙기의 3단계로 설명되기도 한다(권향원, 최도림, 2010; 

Edmondson & McManus, 2007).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는 이론은 현장에서 획득되어 개념화되고 

현장은 다시 이론을 검증하면서 적용하는 공간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론은 일종의 현상을 

보는 렌즈이자 법칙이므로 현재 현상의 해석뿐 아니라 현상에 대한 문제의 본질과 원인파악과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해서도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HRD에서는 이론과 현상의 순환적 관계가 더 큰 의미를 지닌다. HRD의 학문적 토대를 마련

한 Swanson과 Holton(2009)등 연구자들은 HRD이론과 학문이 실천적 측면과 밀접한 관계에 있

음을 강조하였다. 어떤 이들은 HRD분야의 근본이 되는 이론을 알리고 개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HRD전문가는 많은 이론을 필요로 하고 학자는 해당 분야를 안내할 포괄적인 

이론을 추구해야 한다(Swanson & Holton, 2009). 이론과 이론구축 과정은 현장과 분리되어 있

고, 이론구축 및 개발하는 자들은 실무자가 아니며 이론은 단지 한번 적용해보는 것이 최선이

라는 생각은 이론에 대한 잘못된 가정이다(Lynham, 2002). 즉 이론과 현장은 순환적 관계를 통

해 이론은 재구성되며 발전하고 현장은 이론 적용으로써 근거에 기반한 활동의 당위성을 얻으

므로 HRD의 이론과 현장은 분리될 수 없다. 

2. HRD 이론활용의 학문적 영역 변화 

현재 어떤 이론들이 HRD를 설명하는가? 이에 대한 파악은 일반 연구자뿐 아니라 현장 전문

가에게도 요구된다. 이론은 현장의 실무자가 전문가가 되도록 하는데 그 이유는 데이터 해석

과 문제 규명, 해결책 제시 및 전문영역으로서의 준거 프레임의 역할을 제공하기 때문이다(정

재삼, 2003). 이에 HRD 분야에서 활용된 이론의 학문적 영역 및 관점은 다음과 같이 논의되었

다.

Weinberger(1998)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HRD의 기저이론을 도출함으로써 HRD현장의 이

론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했다. 그는 Nadler, McLagan, Watkins, Gilley와 Eggland, Marquardt, 

Swanson 등의 연구를 토대로 HRD정의로부터 핵심요소를 도출한 결과, 1970년부터 2000년대 

전까지의 HRD이론의 기반은 심리학, 철학, 경제학, 시스템이론, 성과공학 및 학습 및 훈련개발

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다(Weinberger, 1998). 이러한 HRD의 이론적 영역은 HRD의 개념과 

역할을 보는 주요 관점을 나타낸다. 즉 이론은 실천현장을 반영하므로 HRD정의와 역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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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요구되는 이론이 달라진다. HRD를 구성하는 이론적 근원이 다양한 이유도 간학문적 

특성으로 인하여 HRD의 역할을 하나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론적 영역에 대한 완벽히 

일치된 의견은 없었으나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주장은 Swanson(2007)이 말한 심리

학, 경제학, 시스템이론 3가지 학문의 기초적 토대가 HRD의 정의, 목적 및 가정을 설명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Swanson이 말했던 심리학과 경제학, 시스템이론보다 더 많은 이론들이 HRD

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HRD영역의 이론이 다양한 이유는 연구자의 관점의 차이에도 있지

만, 본질적으로 시대와 환경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조직의 현상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HRD

는 실천적 학문으로서 경영환경에 따른 HRD역할 및 패러다임의 변화가 학문적 영역에 주는 

영향이 크다. 기업에서는 HRD를 기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역할이자 기업경영의 전략적 

동반자로 인식하면서 이미 ATD에서도 전략적HRD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오고 있다(송영수, 

2009). 경영환경 변화 흐름에 맞추어 전통적 관점의 HRD 역할은 도제제도에 바탕을 둔 훈련개

발의 1세대 HRD, 경력개발 및 조직개발이 포함된 2세대 HRD에서 성과향상 중심의 3세대 HPI, 

현장의 상시학습체계 중심의 4세대 WLP, 전 직원을 위한 일터학습 중심의 5세대 일터학습자

HRD와 학습 성과 중심의 6세대 학습성과 HRD로 진화하고 있다(이영수, 진영심, 송영수, 2013; 

이찬, 2011).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패러다임 변화도 HRD의 학문적 영역에 영향을 준다. 초기연구에서 

중심을 이루는 패러다임은 학습을 통한 개인 및 팀, 조직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학습 패러다

임인 데 반해 1990년대로 갈수록 성과개선을 통한 학습 이외의 측면을 강조하게 되는 성과패

러다임으로 바뀌었고 현재는 인간중심 패러다임이 논의되고 있다(이영수 외, 2013; 조태준, 

2013). 그러나 실제로 HRD연구에 어떤 패러다임이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와 확인이 

필요하다. 학습과 성과, 두 패러다임 간에는 상호 논쟁적 측면과 함께 인식을 같이 하는 부분

도 있어 학습 패러다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성과 패러다임만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

문이다(<표 1> 참고). 두 패러다임 간에는 서로 유사한 관점이 있으나 관점에 대한 설명 이외

에 대표적 연구 구분을 통해 HRD 연구의 패러다임 방향성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자주 활

용되는 개별 이론을 살펴보게 되면 그 이론이 설명하는 주제와 영역을 통해 현재 어느 패러다

임이 HRD 연구에 반영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현재 활용되는 이론과 그 배경이 되는 학문적 영역을 통해 본 HRD연구는 실천현장의 모습

을 반영하는가? 이론과 현장의 순환관계를 고려했을 때 심리학, 경제학, 시스템이론 및 훈련개

발의 HRD 이론영역은 현재의 HRD역할 및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함께 변화하고 있어야 한

다. 그렇다면 현재 HRD분야에 나타나고 있는 이론은 어떠한 것이 있고 이론은 지금의 HRD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이론연구의 실무적 연계성과 학문적 엄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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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HRD 패러다임 변화

학습 패러다임 성과 패러다임

목표 학습을 통한 개인 및 팀, 조직의 향상 성과개선을 통한 학습 이외의 측면 강조

3가지
관점

인본주의적 
노력으로서 학습

개인의 자기 실현 돕기
더 나은 존재로 성장하기

인간활동의 
자연스러운 결과

목적을 지닌 행동을 통해 
가치있는 결과 달성하기

정보의 가치
중립적 학습

일상의 문제 해결 수단
경제활동을 
위한 성과

실용주의 관점의 경제적 이
득을 위한 도구적 활동

사회적 억압
도구로서 학습

학습을 통해 통제하고 억압
조직 억압도구로

서의 성과
통제와 비인간화의 수단
인간의 잠재성 부정

대표적 
연구

성인학습, 교수설계, 성과 중심 교수, 
학습전이, 학습조직 연구

성과공학, 성과개선 연구

출처: Swanson & Holton(2009)

3. 국내 HRD 연구의 이론활용

앞서 논의를 정리하면 이론은 다음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이론은 변화하고 발달, 성

장하고 진화한다. 자연과학의 진리와 달리, 이론은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과의 순환적 영

향관계에 의해 변화한다. 둘째, 이론은 현장과의 연계성을 가진 엄밀한 과학적 지식이다. 즉, 

이론은 현장과 떨어져 있지 않다. 셋째, 이론은 사회 현상 즉, 사람과 조직에 대한 통찰력과 

문제해결을 제시한다. 이론은 지식을 축적함으로써 축적된 지식을 소통할 수 있는 통로의 역

할을 하여 현상에 대한 해석을 제공한다(권향원, 최도림, 2011). 

이는 이론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정반대로 이론은 변화와 진화의 성격, 현실 연계적 성격, 

통찰력과 문제해결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HRD이론 연구에 있

어서도 이론적용 및 개발을 통해 함께 변화해야 하고, 현장을 반영해야 하며, HRD연구자 및 

전문가들은 이를 적용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당위성을 지니게 된다. 

HRD연구에 있어 이론적용 및 개발은 학문적 의미 외에 실무에서도 유용하다. HRD전문성 

차원에서 HRD실무자는 HRD에 대한 기본개념과 철학적 기반 및 이론에 근거하여 활동을 전개

해야 한다. Swanson과 Holton(2009)은 좋은 이론은 독단적이지 않고 최신 트렌드만을 따르지 

않으며, 성과 향상을 위하여 엄밀하게 검증된 좋은 이론을 적용하는 사람은 이론을 현실과 별

개로 보지 않으므로 이를 무시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인간과 조직을 대상으로 더 나은 발전을 

추구하려는 HRD전문가들은 철학적 기반 하에 HRD에 대한 총체적 정신모형을 갖추어 이론적

이고 개념적 확립이 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정신모형이 없다면 HRD활동의 부분과 전

체를 모두 보지 못하고 모든 과업과 상황을 분할하여 해석하게 된다(Swanson & Holton, 2009). 

이러한 경우, 즉각적이고 단기적 관점에서만 보고 지식의 축적과 해석적 통찰력이 없으므로 

시행착오를 무한 반복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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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국내 HRD 연구의 이론 활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에도 지금까지 연구동향 관련 선

행연구에서 이론적 측면은 집중적으로 조명받지 못하였다. 김진모(2004)는 연구영역과 연구주

제 동향을 중심으로 연구하였고, 장환영 외(2013)는 학회지 분석을 통해 연구주제, HRD프로세

스, 연구방법 등을 중심으로 HRD연구동향을 탐색하였다. 주용국(2010)과 송영수(2013)는 전략

적HRD관점에서 문헌분석을 통해 HRD의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한편 이론적 측면에서 다루

어진 HRD 연구로 연구동향은 아니지만 정재삼(2003)이 이론적 연구가 왜 필요한지를 밝히고 

어떻게 이론을 개발할지 논의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있다. 백평구와 이희수(2010)는 

현재 HRD의 철학적 토대 논의에 대한 한계를 문제로 인식하여 HRD의 철학적 토대 및 정의에 

대한 개념지도를 제시하였다. 이는 실천적 응용학문으로서 HRD활동 및 실제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그러나 개념적 차원에 머무르고 있어 현재 연구분석을 통

해 HRD에서 논의되는 이론을 파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HRD 연구의 이론 활용 수준과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문헌분석을 진행하면서 

분석 내용은 다음 2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첫째 이론활용의 현황은 좋은 이론에 대한 세 기준(문계완, 2015)에 따라 확인한다. 1) 연구 

주제 선택 측면에서 이론 적용의 폭을 적용할 수 있다. 연구 주제는 학문적 엄격성과 실무적 

연관성의 단절 없이 양면성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각 주제 가운데 이론이 활발하게 적용된 

분야와 그렇지 못한 분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연구 설계 측면에서 이론 적용의 깊이, 즉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문제현상에 대한 인과논리를 제공하는 이론의 특성에 따라 좋은 이론

은 연구요소들의 상호관련성이 왜 그러한지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이

론적용의 활용성 수준(정동열, 김성진, 2003)을 분석틀로 하여 검토될 수 있다. 3) 방법론 관점

으로 이론적 진술에 대한 오류검증가능성을 갖추었는지 등 타당도 측면에서 이론이 올바른 설

명력을 갖추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가설 검증을 통해 이론이 설명력과 예측력을 가지고 있

지 못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제거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의 범위에서는 벗어나므로 

시사점에서 논의형식으로만 언급될 것이다. 따라서 연구문제 1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국내 HRD 연구에 활용된 이론의 폭과 깊이는 어떠한가?

또한 현재 활용되는 이론들이 과거 논의된 HRD의 이론적 기반 영역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

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론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파악한다면 HRD의 학문적 방향성을 규

명하고 현재 논의되는 HRD패러다임과 ATD 현장과 관련하여 실제 연구되어 온 모습과 이론 

및 실천 간의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연구와 현장 간 연계성을 짐작할 수 

있다. 연구문제 2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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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 국내 HRD 연구에 활용된 개별 이론들은 무엇이며 어떠한 학문적 영역에 포함

되는가?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국내 HRD 연구의 이론활용 현황파악을 위해 HRD 중심의 주요 학술지 가운데 HRD연구, 기

업교육연구, 산업교육연구를 선정하여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발행된 논문 533편을 분

석하였다. 연구대상 선정을 위해 HRD관련 연구를 게재하는 다양한 학술지를 검토한 결과, 다

른 연구분야를 동시에 포함하는 학술지를 제외하고 HRD분야를 핵심적으로 연구하는 3개 학술

지를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는 한국인력개발학회, 한국기업교육학회 및 한국산업교

육학회는 각각 1998년, 1997년, 1989년부터 지금까지 20년 이상 축적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학술지 및 단독 및 연합학술대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연구의 흐름과 변화를 파악

할 수 있어 이들의 HRD 학술연구를 통해 이론활용 연구동향을 분석하기에 적절하다. 1차 분

석대상은 총 533편의 논문 전체를 내용분석(content analysis)하여 본 연구의 분석틀에 따라 이

론 활용 수준을 구분하였다. 2차 분석대상은 이론 활용 수준 가운데 전혀 이론을 활용하지 않

은 논문을 제외한 논문들로서 활용된 상세 이론의 내용에 대한 분석을 실행하였다. 

2. 분석의 틀

가. 연구주제 분류

HRD 연구의 이론 활용 분석에서 유용한 결과를 얻기 위해 연구대상 논문들을 주제와 방법

으로 분류하였다. 연구주제 별 이론활용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학문적 발전이 균형 있게 진행

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Swanson과  Holton(2009)은 학문 분야와 시스템 수준, HRD의 역할 규정에 따라 다른 이론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므로, HRD의 현 모습에 따라 연구주제도 분류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HRD

역할 및 성숙도가 전략적 수준으로 실행 및 연구되고 있다는 가정 하에 전략적HRD의 주요영

역(송영수, 2009; Garavan, 1991; McCracken & Wallace, 2000)으로 구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조직 미션 및 목표통합, HRM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차세대 리더 및 후계자 양성, 현장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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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 지원, 회사 차원의 경영 혁신 전파 및 지원과 같이 전략적 HRD영역 별 카테고리에 해당

하는 연구 빈도수는 부족한 반면, 교육훈련, 조직개발, 경력개발인 전통적 HRD로 분류되는 연

구가 다수 나타났다. 

<표 2> 분석의 틀 
영역 구분 내용

주제

교육훈련 역량, 리더십개발, 이러닝·스마트러닝, 학습전이, 기타 교육훈련

조직개발
인간과정 개입, 기술구조적 개입, 인적자원관리 개입, 전략적 
변화 개입과 성과관리

경력개발 개인차원과 조직차원

국가, 지역, 글로벌 HRD 제도 및 정책연구를 포함한 국가, 지역, 글로벌 HRD

HRD 자체 HRD자체의 개념, 정체성, 위치, 수준 탐색

기타 위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장환영 외(2013) 구분을 기준으로 이를 보완하여 사용함

연구방법

양적
설문조사, 패널데이터, 델파이기법, 실험연구, 빈도수 중심의 양적 
내용분석, 네트워크 분석

질적
관찰연구, BEI, 중요사건면접 등 면담법, 질적 내용분석, 
내러티브, 근거이론, 현상학적 연구, 질적 사례연구 등

이론적
기존 연구 개관하는 문헌연구, 선행연구 고찰, 새로운 
이론개발/정립 연구

실천적
역량모델링 및 측정도구, 문항개발 연구,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과정 개발, 프로그램 효과 분석

*장환영 외(2013), 유기웅(2014) 구분을 기준으로 이를 보완하여 사용함

이론판단

1차 범주
이론, 모형, 모델, 개념, 틀, 체계, 기반, 축, 토대 등 단어 
사용하여 접근

2차 범주

1차 범주 중 
Ÿ 이론으로 취급하지 않고 단순 개념으로 인용/제시 제외
Ÿ 개념 중 개념적 모형이 아닌 단순 단어로 사용 제외
Ÿ 근거 중 근거이론과 같이 질적연구 방법 지칭 제외
Ÿ 일반 고유명사처럼 사용된 패러다임, 원칙, 규칙과 타 

연구자에게 인정받지 못한 자기인용 연구결과 제외
Ÿ 도구적 성격이 강한 통계기법, 지표, 공식, 척도 제외
   (단, 개발 연구를 위한 이론적 틀로 사용한 경우 채택)

*김성진(2015), 정동열, 김성진(2003)에서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따름

이론활용 
수준

단순언급
(spot citing)

Ÿ 논문의 이론적 배경, 선행연구에서 한두 단어로 간단히 
소개되는 수준, 

Ÿ 참고문헌의 인용이 없거나 설명 없이 연구자만 언급

배경연구
(background review)

Ÿ 이론의 핵심적 내용만 간략히 소개하는 일반적인 활용 수준
Ÿ 한두 문장으로 소개되고 이론의 출처인 원 문헌 인용

이론검토
(theory discussion) 

Ÿ 특정 주제에 대한 여러 이론들을 소개 및 비교 분석하는 
수준으로 상세히 설명

이론응용
(theory application)

Ÿ 이론이 연구 설계의 중요한 개념적 기반으로 직접 적용
Ÿ 연구방법 및 결과 해석에 핵심적 역할 하는 수준

분석평가
(analytical evaluation)

Ÿ 특정 이론이 연구 전반에 있어 분석 평가되는 수준
Ÿ 이론을 재해석하거나 새로운 관점으로 적용

*김성진(2015), 정동열, 김성진(2003) 의 5단계 이론 활용성 모델을 채택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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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연구주제 분류는 HRD 연구영역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교육훈련, 조직개발, 

경력개발과 국가 및 지역 HRD, 정체성과 위치 등 HRD 자체에 대한 연구, 앞서 분류에 포함되

지 않는 기타 내용으로 구분하였다. HRD 패러다임이 훈련에서 학습과 성과로 전환되면서 연

구영역 또한 점차 이동하고 있으나 HRD 연구동향의 선행 분석틀을 검토한 결과 공통적으로 

교육훈련, 조직개발, 경력개발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장환영 외(2013)는 국내HRD 동향과 이슈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조직개발, 경력개발, 

국가 및 지역 HRD, 기타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유기웅(2014)은 AHRD 발간 4개 학술지

를 대상으로 HRD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교육훈련, 조직개발, 경력개발을 중심으로 수행·

성과, 전략적HRD, 테크놀로지, 리더십, HRD 이론정립, 비판적 HRD관점의 9개 연구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유기웅(2014)의 분류는 HRD패러다임 및 최근 연구영역 변화를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HPT와 전략적 HRD, 테크놀로지와 리더십 등이 기존의 3가지 연구영역의 하위분류와 

코딩과정에서 중복되어 최종적으로 장환영 외(2013)의 주제분류를 따르고 이를 보완하여 사용

하였다(<표 2> 참고). 

나. 연구방법 분류

연구방법 분류는 일반적으로 구분되는 범주 가운데 양적 연구, 질적연구, 이론적 연구, 실천

적 연구로 구분하였다. 정재삼 외(2014)의 경우, HRD 이슈와 동향탐색 연구에서 연구 종류, 연

구 설계, 자료 수집과 자료 종류 등 연구방법을 세밀하게 분류한 기준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론 활용 연구동향 탐색이라는 본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이론 활용 분석에 중심을 둘 필요가 

있으므로 장환영 외(2013)와 유기웅(2014)이 연구동향 분석에서 활용한 분류기준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양적연구 범주에는 설문조사, 패널데이터, 델파이기법, 실험연구, 내용분석 가

운데 빈도수 중심의 양적 내용분석 및 네트워크 분석이 해당된다. 질적연구 범주에는 관찰연

구, BEI, 중요사건면접 등 면담과 질적 내용분석, 내러티브, 근거이론, 현상학적 연구, 질적 사

례연구 등이 포함된다. 이론연구에는 기존 연구를 개관하는 문헌연구 및 선행연구 고찰, 새로

운 이론개발 및 정립 연구 등이 해당된다. 실천적 연구에는 역량모델링 및 측정도구, 문항 개

발 연구,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과정 개발, 프로그램 효과 분석 등을 포함시켰다. 

다. 이론의 판단

이론 판단 기준의 경우, 김성진(2015)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참고로 하여 연구자들의 기준

을 마련하였다. 연구대상 논문 저자들이 이론(theory), 모형·모델(model), 개념(concept), 틀·

체계(framework), 기반(grounded), 축·토대(underpinning)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접근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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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의 1차 범주에 포함하였다. 

보다 엄격하게 이론판단 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1차 범주에 의해 분석대상을 선정한 후 다

음과 같이 2차 범주를 구성하였다. 선택된 이론범주에 해당하는 연구 가운데 핵심개념을 언급

하더라도 저자가 이론으로 간주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였다. 예를 들어 저자가 직접 ‘Allen과 

Meyer의 삼원모형은 몰입의 개념화와 관련된 –중략- 이 분야 연구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모

델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라고 이론 혹은 모형 등 기준 단어를 적용, 접근함으로써 이론으로 

취급한 경우 이론의 2차 범주에 포함하였고, ‘Allen과 Mayer는 조직몰입을 조직의 구성원들이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해 –중략- 조직의 구성원으로 남아 있으려는 욕구라고 하였다’와 같이 

변수의 개념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론으로 취급하지 않고 단순 개념으로 선행연구 인용차원

에서 제시한 경우 2차 범주에서 제외되었다. 

개념(concept)과 기반(grounded)의 경우, 개념적 모형(conceptual framework)의 의미로 사용

된 ‘개념’은 포함되었으나 단지 단어의 의미로 사용된 단어 ‘개념’은 제외하였다. 기반을 이론

에 포함하는데 있어 ‘무엇을 기반으로’와 같이 활용된 경우 포함하도록 하고 근거이론

(grounded theory)과 같이 질적연구 방법을 지칭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였다. 

이론의 2차 범주에 포함된 내용 가운데 일반적인 고유명사처럼 사용된 패러다임(paradigm), 

원칙(principle), 규칙(rule)과 타 연구자에게 인정받지 못한 자기인용 연구결과는 공식이론으로 

공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또한 도구적 성격이 강한 통계기법(statistics 

technique), 지표(index), 공식(formular), 척도(measure)등은 연구의 개념체계로 활용된 것이 아

니므로 제외하였다. 그러나 이 가운데 개발 연구를 위한 이론적 틀로 사용한 경우는 채택하도

록 하였다. 

라. 이론 활용 수준

이론 활용 수준은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까지 얼마나 이론을 활용하였는지에 따라 서

열척도 개념으로 구분하였다. 이론활용 수준을 단계별로 구분하기 위하여 Kumasi, Charbonneau와 

Walster(2013)의 경우, 이론이 언급되는 유형에 따라 이론 적하(theory dropping), 이론 배치(theory 

positioning), 이론 분산(theory diversification), 이론 논의(theory conversation), 이론 적용(theory 

application), 이론 검증(theory testing), 이론 생성(theory generation) 총 7단계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을 실행하는 데 있어 위 기준보다 각 단계의 구분이 명확해지도록 5

단계 이론 활용성 모형(정동열, 김성진, 2003)을 분석틀로 채택하였다. 이론 활용성 모형은 단

순언급(spot citing), 배경연구(background review), 이론검토(theory discussion), 이론응용(theory 

application), 분석평가(analytical evaluation)의 단계로 구성된다(김성진, 2015). 

이처럼 이론 판단 기준 및 이론 활용성 모형에 따라 연구대상 논문들을 활용 이론의 유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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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기준에 따라 2차에 걸쳐 구분하였고 이후 이론이 활용된 것으로 판단된 대상논문들을 다

시 이론 활용성 수준 5단계로 구분하였다. 이후 분석된 결과들은 각 주제 및 이론의 배경학문 

분야에 따라 다시 이론 활용 연구동향의 시사점을 찾는 데 활용하였다. 

이상의 4가지 분석틀에 대한 구분별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에 제시하였다.

3. 분석절차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은 맥락에 따라 자료로부터 신뢰성 있고 타당한 추론을 이끌어내

는 연구방법이다(Krippendorff, 2012). 내용분석의 7단계 절차(Hsieh & Shannon, 2005)에 따라 

연구문제 도출 이후, 분석샘플을 선정하고 분석할 범주를 정하였다. 정해진 코딩 분류기준에 

따라 코더를 훈련하고, 코딩을 실시하였다. 이후 신뢰도를 검증하고 도출된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림 2] 참고).  

코딩결과 도출 후 HRD연구에 활용되는 이론들이 주로 어느 학문 분야를 기반으로 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개별 이론들의 근원을 확인하였다. 각 이론들 가운데 동시적으로 여러 학문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이론이 발생하여 주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학문분

야를 확인한 후 해당 연구에 저자가 설명하는 학문적 관점에 따라 분류하였다. 

주제에 있어서 분류 유목화는 유기웅(2014)의 연구동향 내용분석에서와 같이 분석의 단순성 

및 명확성을 고려하여 가장 관련이 높다고 판단되는 주제영역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연구자들은 코딩 분류 기준을 공유하고 4회에 걸쳐 회당 10 내지 11편씩 분석한 후 결과에 

대하여 함께 토의하여 코딩 일치도를 높여가는 연습을 하였다. 코딩훈련에 활용된 연구는 각 

학회지별로 무선표집하여 1회씩 진행하였고 마지막 4회차에는 3개 학회지를 통합하여 무선표

집한 후 코딩하였다. 

내용분석 상 신뢰도를 위하여 각 연습시마다 코더간 신뢰도(Inter-coder reliability)를 확인하

[그림 2] 내용분석 7단계 절차(Hsieh & Shanno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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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내용분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코더훈련 및 신뢰도 관련 사항으로, 코더의 훈련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코더 간 신뢰도를 제시하지 않거나 신뢰도 계산을 위해 적절한 방법

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Lombard, Snyder-Duch, Bracken, 

2002).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확인 방법인 Krippendorff의 α , Cohen의 κ, Holsti의 φ, Fleiss

의 수정된 κ 중에서 Krippendorff의 α로 확인하였다. 일치도에 대한 백분율을 보고 판단하는 

Cohen의 κ는 단순 2명의 코더 간 비교와 명목척도만 가능한 반면 Krippendorff의 α는 코더 

수와 명목, 서열 변수등 측정수준에도 제한이 없을 뿐 아니라 관찰된 불일치도와 예상된 불일

치도 간 값의 비율 확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3명이 코딩을 진행하였으

므로 Krippendorff의 α가 적합하다. 

Kalpha SPSS macro(Hayes & Krippendorff, 2007)로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4회의 연습을 진

행할수록 신뢰도 계수가 높아졌다. 신뢰도 기준에 있어 Krippendorff(2004)는 .667 이상이면 잠

정적 합의를 받아들일 수 있고 .800 이상인 경우 어디에서나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하였다. 코

더훈련을 진행한 후 나타난 4차의 주제영역 신뢰도는 .843으로 충분한 수준이고, 이론수준은 

.930으로 높은 신뢰도 결과를 얻었다. 

IV. 연구결과

1. 주제 및 방법 연구동향 

국내 HRD 관련 주요 학술지인 산업교육연구, 기업교육연구, HRD연구를 대상으로 2007

년~2016년 10년 간 발행된 논문은 총 533편이다. 3개 학술지의 논문 총합의 변화양상은 2007

년 39편에서 시작하여 점차 50편대로 증가하였고 2013년 64편으로 가장 많은 논문이 발행되었

다. 10년 간 발행된 논문의 평균편수는 53.3편이다(<표 3> 참고). 

<표 3> 연도별 게재 논문 추이 

학회지별/연도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총합

산업교육연구 10 7 8 8 9 9 8 8 7 9 83

기업교육연구 14 16 11 12 17 22 19 19 17 25 172

HRD연구 15 32 29 33 30 22 37 31 30 19 278

총합 39 55 48 53 56 53 64 58 54 53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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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연구 주제는 교육훈련, 조직개발, 경력개발, 국가·지역·글로벌HRD와 HRD 자체의 개

념, 위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연구, 그 외에 기타 연구 등 6가지로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10년간 2007년, 2014년, 2016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연구된 주된 주제는 교

육훈련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조직개발에 대한 연구주제가 빈번하게 연구되었고 세 번

째로 많이 연구된 주제는 경력개발 연구보다는 국가·지역·글로벌HRD연구인 것으로 나타났

다. 즉 10년간 연구추세는 2007년에서 2016년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림 3>, <부록 1>참고). 교육훈련과 조직개발이 연구 수에서 각각 1,2위를 차지하고 경력개

발연구는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는 하나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주제별 연구동향을 5년 단위로 나누어 비교하여 보면, 2007년~2011년 대비 2012년~2016년

은 조직개발, 경력개발, HRD자체에 대한 연구가 각 6%, 2%, 2%씩 증가하였다(<부록 2>). 반면 

교육훈련 연구와 국가·지역·글로벌HRD연구는 1%, 7%가 감소하였다. 급격한 변화는 아니지

만 점차 교육훈련이 줄고 조직개발과 경력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 연구주제별 논문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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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에 있어서는 10년간 양적연구가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이론적 연구, 

실천적 연구, 질적 연구가 이루어졌다(<부록 3> 참고). 그러나 5년 단위로 구분하였을 때 양적

연구의 순위는 여전히 1위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2007년~2011년은 이론적 연구가 20%

로 2위였고 실천적 연구가 13%로 3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2년~2016년 동안

은 실천적 연구는 12%, 이론적 연구는 11%로 근소하게 실천적 연구가 앞섰다. 그러나 전체적

인 분포에서는 양적연구가 53%에서 61%로 증가하였고 이론적 연구와 실천적 연구는 전반기 

대비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그림 4>, <부록 4> 참고). 

질적연구는 연구 빈도수에서 각각 10%로 4번째 빈도수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HRD 연구의 이론 개발 측면에서 보았을 때 귀납적이고 탐색적인 접근을 통해 실질이론

(substantive theory)를 다양하게 제시할 기회가 많지 않은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 4] 연구주제별 논문 분포도

2. 이론활용 일반사항

<표 4>와 같이, 연구대상이었던 논문 총 533편 가운데 (1)이론을 활용한 논문은 325편이다. 

이 가운데 (2)이론이 활용된 빈도수는 698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이론활용 논문비율은 10년 

평균 61%인 반면 39%의 논문은 이론을 활용하지 않았다. 이를 (4) 총 이론활용 논문 중 이론

활용 논문으로 연도별로 분석하면 매년 이론활용한 논문비율은 6~13%에 머무르고 있다. (5)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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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활용논문 편당 이론활용 수는 평균 2.15개로 나타났고, (6)전체 논문 편당 이론활용 수는 평

균 1.31개이다. 즉, 이론활용한 325편의 논문들이 사용한 평균적인 이론의 수는 2.15개인데 반

해 (7) 전체 533편 중에서는 평균적인 이론 수가 1.31개인 셈이다.

이론활용 변화추이를 보면, 2007년~2009년에는 (3)이론 활용한 논문비율은 60% 미만이지만 

2010년 이후로는 60% 이상의 비율로 증가하여 전체 논문들의 이론 활용률이 높아졌음을 보인

다. 그러나 (2)이론활용 빈도에 있어서는 증가하다가 2012년에 하락하여 다시 점차 오르는 경

향을 보인다. 즉 이론활용한 논문수는 대체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나 논문 내에 쓰인 이론 

수는 증감의 기복이 있다. 10년 전체의 기간을 놓고 보았을 때는 (1)이론활용 논문 수와 (2)논

문 내 이론활용 빈도가 늘어나고 있어 이론측면에서 연구의 질적 성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이론활용 분포

이론활용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총합

(1) 이론활용 논문 수 23 20 24 39 41 32 42 36 34 34 325

(2) 이론활용 빈도 42 38 64 87 95 53 85 82 81 71 698

(3) 연도별 이론활용
논문비율

59% 36% 50% 74% 73% 60% 66% 62% 63% 64% 61%

(4) 이론활용 논문비율
(총 이론활용 논문 중)

7% 6% 7% 12% 13% 10% 13% 11% 10% 10% 100%

(5) 이론활용논문 편당 
이론활용 수

1.83 1.90 2.67 2.23 2.32 1.66 2.02 2.28 2.38 2.09 2.15 

(6) 이론활용 수
(연도별 총 논문 중) 

1.08 0.69 1.33 1.64 1.70 1.00 1.33 1.41 1.50 1.34 1.31 

(7) 이론활용 수
(총 논문 중)

0.08 0.07 0.12 0.16 0.18 0.10 0.16 0.15 0.15 0.13 1.31 

총 논문 수 39 55 48 53 56 53 64 58 54 53 533

*이론활용 빈도는 논문당 복수 체크함
*각 구분의 내용: 
(1) 이론활용 논문수=이론을 활용한 논문의 수
(2) 이론활용 빈도=활용된 이론의 수
(3) 연도별 이론활용 논문 비율=이론을 활용한 논문 수/해당 연도 논문 수
(4) 이론활용 논문 비율(총 이론활용 논문 중)=이론을 활용한 논문 수/총 이론활용 논문 수(325)
(5) 이론활용 논문 편당 이론활용 수=이론활용 수/해당 연도 이론활용 논문 수
(6) 이론 활용 수(연도별 총 논문 중)=이론활용 수/해당 연도 전체 논문 수 
(7) 이론 활용 수(총 논문 중)=이론활용 수/총 논문수(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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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론활용 연구동향

가. 이론활용의 폭: 연구주제 별 이론활용 

연구주제별 논문편수 대비 이론활용 빈도를 살펴보면, 10년 전체 평균적으로 조직개발 분야

가 이론을 가장 많이 활용하였다([그림 5], <부록 5> 참고). 가장 이론활용 수가 낮은 분야는 

경력개발 연구와 국가·지역·글로벌HRD연구로 나타났다. 경력개발 분야의 경우 활용한 이론

이 타 분야에 비해 Levinson의 생애발달 모형, Super의 경력모델 등 몇몇 이론으로 한정되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국가·지역·글로벌HRD연구의 경우에도 직업탐색이론, 정책결정

모형, 거버넌스이론, 신성장이론 등이 제시되었으나 정책 관련한 문헌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지

고 있으므로 이론활용 빈도는 낮았다. 그러나 국가 등 정책에 있어서 정책관련 모형을 제시한 

경우가 드물게 나타났다.

*연구주제별 이론활용 빈도=논문편수 대비 이론활용 빈도

[그림 5] 연구주제별 이론활용빈도 분포

구체적으로 이론활용이 가장 활발했던 분야는 조직개발, HRD자체, 교육훈련 등으로 조직개

발의 경우 조직성과모형, 조직개발 프로세스 모형, 사회교환이론, 거래비용이론, 전략모형, 사

회정체성이론, 네트워크이론, 공정성이론, 심리적자본이론 등 경영학, 사회학, 산업심리, 행정, 

정치 등 조직관련 다양한 분야의 이론들을 활발하게 제시하였다. HRD자체 분야의 경우 

McLagan을 중심으로 HRD관련 모형 등을 활용한 경우가 많았다. 교육훈련 분야는 전문성 발

달이론, 더블루프학습이론, 전이모형, 교육훈련 효과성모형 등 교육분야 이론에 집중적으로 몰



HRD 분야 이론활용 연구동향 분석: 국내 HRD 주요 학술지 논문(2007~2016년)을 중심으로   19

리는 경향이 있었다. 조직개발은 다양한 분야의 이론을 사용하여 평균 이론활용 빈도가 높았

던데 반해 교육훈련의 이론활용 빈도가 높았던 이유는 자주 활용된 이론이 여러 차례 제시되

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연구주제별 이론활용을 2007년~2011년과 2012년~2016년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교육훈련

과 조직개발에 있어서는 이론활용률에 큰 차이가 없다. 경력개발 분야의 경우 논문편수 대비 

이론활용률이 오히려 낮아졌는데, 연구된 논문의 편수는 2배 정도 증가하였으나 이론활용률은 

그만큼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경력개발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론 발굴 및 

개발은 아직 관심을 따라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타 영역의 경우 타 영역에 포

함되지 않는 주제의 연구들이 이에 해당되는데, 2012년~2016년에 오히려 이론활용 빈도가 높

아지고 있다. 즉 교육훈련, 조직개발, 경력개발 등 기존 HRD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영역에서 

활발한 이론적용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부록 6>참고).

나. 이론활용의 깊이: 이론활용 수준 

이론적용의 깊이는 이론활용 수준에 따라 얼마나 이론을 활용하였는지를 서열척도 개념으로 

구분한 것이다. 5단계 이론 활용성 모형(정동열, 김성진, 2003)을 분석틀로 하여 1단계에서 5단

계까지 구분하였고 이론을 활용하지 않은 경우 0단계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5>에 제

시된 바와 같다. 

10년 간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이론활용은 핵심적 내용만 간단히 소개하는 2단계 배경

연구 수준이다. 다음은 이론이 연구설계의 중요한 개념적 기반이 되는 4단계 이론응용 수준이 

많았고, 세 번째로는 실제 이론이 나타난 빈도에서는 3단계가 다음 분포를 차지하고 있으나 

논문수에 있어서는 1단계가 3단계보다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3단계의 

경우 이론검토 수준으로 여러 이론을 놓고 소개하고 비교 분석하는 수준인 반면 1단계의 경우 

단순언급 수준이므로 논문당 여러 개의 이론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5단계 

분석평가 수준은 특정 이론이 연구 전반에 걸쳐 분석 평가되어 이론을 새로운 관점에서 적용

하려는 내용으로 가장 드물게 나타났다.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이론활용한 총 논문수는 2007년에서 2016년으로 갈수록 점차 증가추

세이다. 수준별 변화 추이로는 1단계 및 3~5단계 수준은 증가 혹은 감소의 변화가 크게 없는 

반면 2단계 수준의 논문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이론활용의 필요성을 연구자들이 인식하고 전

혀 이론을 언급하지 않던 수준에서 핵심내용 소개 수준에서 이론을 논문에 제시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의 질적 측면에서 3수준 이상의 연구가 필요

하지만 10년간 큰 변화가 없으므로 질적 정체상황으로 볼 수 있다. 즉 논문의 양적 증가는 이

루어지고 있지만 질적 성장은 더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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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이론활용 수준별 빈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총합

이론활용無(theory out of use) 0 0 0 0 0 0 0 0 0 0 0

단순언급(spot citing) 6 3 4 9 6 6 14 7 9 7 71

배경연구(background review) 11 19 17 30 46 21 42 50 40 36 312

이론검토(theory discussion) 6 0 13 19 24 16 7 12 18 6 121

이론응용(theory application) 15 16 29 23 15 10 20 13 10 22 173

분석평가(analytical evaluation) 4 0 1 6 4 0 2 0 4 0 21

총 활용 이론수 42 38 64 87 95 53 85 82 81 71 698

이론활용無(theory out of use) 16 35 23 14 15 21 22 22 20 19 207

단순언급(spot citing) 6 3 3 6 5 6 10 5 4 5 53

배경연구(background review) 5 11 9 14 22 14 18 18 20 17 148

이론검토(theory discussion) 4 0 4 5 9 5 3 6 5 2 43

이론응용(theory application) 7 6 8 13 4 7 10 7 3 10 75

분석평가(analytical evaluation) 1 0 1 1 1 0 1 0 2 0 7

총 이론활용 논문수 23 20 25 39 41 32 42 36 34 34 326

전체 논문수 39 55 48 53 56 53 64 58 54 53 533

*이론빈도수 논문당 복수 체크
*이론활용無(theory out of use)=0단계(연구에 이론을 활용하지 않은 수준), 단순언급(spot citing)=1단계, 배
경연구(background review)=2단계, 이론검토(theory discussion)=3단계, 이론응용(theory application)=4단계, 
분석평가(analytical evaluation)=5단계, 상세 사항은 <표2>참고

다. 개별 이론활용 및 활용된 이론의 학문적 영역  

활용된 개별 이론을 10순위까지 표시한 내용은 <표 6>과 같다. 이론 활용 총 빈도수인 698

개 중 2회 이상 활용된 이론은 96개이며 1회만 제시된 이론은 318개로 총 698개 중 46%에 해

당한다.

가장 많이 활용된 상위순위 이론은 전이이론, Kirkpatrick의 평가모형, 학습조직이론 및 사회

학습·사회인지이론으로 각각 24회, 21회, 19회(공동 3순위) 제시되어 이론 활용 빈도 중 12%

의 비율을 차지하여 특정 이론이 편중 사용되었음을 나타낸다. 즉 10년 간 HRD연구에서 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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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학습조직, 사회학습·사회인지이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특히 평가의 

경우 현장 적용 시 한계와 비판(정은정, 성세실리아, 우성미, 2016; Bates, 2004)에도 지난 10년 

간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Kirkpatrick모형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학습조직이론과 사회학습·사회인지이론이 공동 3순위로 나타나, 학습과 직접 관

련된 이론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학습 이외의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이

론들로는  Ryan과 Deci의 자기결정성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Goleman의 감성지능모델

(emotional intelligence model), Blau의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 LMX이론

(leader-member exchange theory), Granovetter의 사회연결망이론(social network theory) 및 여

러 종류의 리더십 이론들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학습 이외의 여러 배경의 이론들이 HRD 현상

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6> 2007~2016년간 활용된 이론

활용순위 이론명 빈도

1 전이이론(Holton의 전이이론 포함) 24

2 Kirkpatrick의 평가모형 21

3
학습조직이론(Watkins, Marsick이론(10), Senge이론(5). 기타(4) 포함) 19

Bandura의 사회학습/사회인지이론 19

4 Ryan과 Deci의 자기결정성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CET이론 포함) 15

5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 Blau이론 포함) 11

경험학습모형(Kolb이론(5), Dewey이론(2), Jarvis이론(2), 기타(2) 포함) 11

6

ASTD역량모형 10

McLagan의 HRD실천모형 10

Goleman의 감성지능모델(감성역량 모델(2), 사회감성모델(2) 포함) 10

7
Argyris와 Schön의 조직학습이론 9

Engeström의 활동이론(activity theory) 9

8 자원기반이론(RBV: resource based view) 8

9
LMX이론(leader-member exchange theory) 7

Meyer의 몰입모델 7

10

Lave와 Wenger의 상황학습이론(CoP) 6

CIPP모형 6

리더십 상황이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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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활용순위가 높지 않지만, Levinson의 일하기 좋은 기업 모델, Mueller와 Price의 이

직모형과 같이 구성원의 입장 파악이 가능한 연구가 등장하였고, 게임이론, 사이드베트 이론, 

라이프 사이클 모형, North와 Hatt의 구조적 명예 결정이론과 같이 타 분야 이론을 적용해보는 

시도가 나타났다.

10년 간 활용이론 중 상위 5위에 위치한 이론들의 변화 양상은 <표 7>과 같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전이이론이 15회로 다른 이론에 비해 가장 많이 인용되었으나 2012년~2016년에

는 사회학습·사회인지이론, 학습조직이론과 Kirkpatrick 평가모형, 사회교환이론, 자기결정성 

이론이 더 많이 활용되었다. 따라서 전이보다는 조직, 사회 등 환경적 측면에 더 관심을 두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습조직과 조직학습의 활용 변화에서도 나타난다. 전반기에는 두 이론이 각 6회씩 활

용되었으나 후반기에 조직학습은 활용도가 낮아진 반면 학습조직은 13회로 가장 많이 인용되

었다. 이처럼 Argyris와 Schön의 조직학습보다 Senge 그리고 Watkins와 Marsick의 학습조직의 

개념에 더 중심을 가지게 된 것은 학습조직의 개념이 보다 더 보편화되면서 학습적 측면보다 

학습이 이루어지는 조직적 맥락을 강조하게 된 연구 변화를 의미한다. 

심리학 기반의 Ryan과 Deci의 자기결정성이론은 전반기 5회에서 후반기 10회로 더 많은 

연구에 활용되었다. 자기결정성이론이 HRD 연구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이 이론이 내재적 성장 

<표 7> 활용된 이론 비교

활용

순위

2007~2011년 활용

순위

2012년~2016년

이론명 빈도 이론명 빈도

1 전이이론(Holton의 전이이론 포함) 15 1 Bandura의 사회학습/사회인지이론 14

2 Kirkpatrick의 평가모형 11
2

학습조직이론(Watkins와 Marsick이론, 
Senge이론)

13

3

리더십 상황이론 6

3

Kirkpatrick의 평가모형 10
Argyris와 Schön의 조직학습이론 6

사회교환이론(Blau이론 포함) 10학습조직이론(Watkins와 Marsick이론, 
Senge 이론)

6

Ryan, Deci의 자기결정성이론 10

4

ASTD역량모형 5

McLagan의 HRD실천모형 5
4 전이이론(Holton의 전이이론 포함) 9

Goleman의 감성지능모델 5

Ryan과 Deci의 자기결정성이론 5

5

ASTD역량모형 5
Bandura의 사회학습/사회인지이론 5

McLagan의 HRD실천모형 5

5

자원기반이론 4
Goleman의 감성지능모델 5

LMX이론 4

Engeström의 활동이론 5Engeström의 활동이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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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와 개인적 행복추구와 관련되어 있는데(Ryan & Deci, 2000), 행동주의적 관점으로는 더 

이상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지 못하므로 조직 내에 있어서도 구성원들의 내적 동기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최근 HRD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한편 리더십 이론 관련하여, 전반기에는 리더십 상황이론이 자주 활용된 반면, 후반기에서는 

단일 리더십 이론보다 다양한 리더십 이론이 연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도수는 많지 않았

으나, 변혁적 리더십, 셀프리더십, 진성리더십, 팔로어십 및 서번트 리더십 등 여러 가지 리더

십 이론들이 리더십 상황이론을 대체하였다.

[그림 6] 2007년~2016년 10년 간 활용된 이론의 학문적 배경 분포

[그림 6]과 같이 지난 10년 간 HRD연구에 활용된 이론들의 학문적 배경은 교육학(30.8%), 

경영학(25.4%), 심리학(14.0%), HRD(9.9%), 사회학(8.7%), 경제학(2.9%), 시스템이론(1.1%), 행정학

(1.1%) 등이다. 교육학에는 경험학습, 학습전이, 사회적학습 등 학습중심 이론이 포함되었고, 

경영학에는 조직행동, 리더십, 고용, 비즈니스 사고, 조직정치 및 노사, 마케팅이론 등이 포함

되었다. HRD에는 HRD실천모형, HRD성숙도모형 등이 포함되고 심리학에는 긍정심리, 동기 및 

자기조절 관련 이론이 포함된다. 사회학으로는 사회적 자본, 네트워크 이론, 의사소통행위, 다

문화 갈등, 계급생산 등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지난 10년간 HRD 연구의 중심적인 이론적 배경은 교육학과 경영학이 총 56.2%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Swanson과 Holton(2009)이 HRD의 이론적 토대라고 밝혔던 경제학, 심리학, 

시스템학과 비교해보면 심리학을 제외한 두 학문분야는 전체 비중 가운데 적은 부분을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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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10년간 연구의 학문적 배경은 교육학, 경영학에 집중되어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다

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이론들이 연구되었다. 이를 2007년~2011년과 2012년~2016년 두 시기

로 다시 구분하여 학문적 배경의 변화를 보면 교육학 경영학은 변화가 없으나 후반시기에 심

리학과 사회학을 기반으로 한 연구가 늘고 있다(<표 8>참고). 따라서 앞서 개별 이론 동향에서 

살펴본 결과와 마찬가지로 HRD연구의 관심이 개인의 내적 혹은 대인간 관계에 있어 심리 측

면과 조직 및 사회 맥락의 환경적 측면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활용된 이론의 학문적 배경 분포 변화

활용

순위

2007~2011년 2012년~2016년

이론의 학문적 배경 백분율 이론의 학문적 배경 백분율

1 교육학 및 교육공학 32.1% 교육학 및 교육공학 29.6%

2 경영학 29.7% 경영학 21.6%

3 HRD 10.4% 심리학 18.1%

4 심리학 9.5% 사회학 11.6%

5 기타 6.4% HRD 9.4%

6 사회학 5.5% 기타 3.8%

7 경제학 2.4% 경제학 3.2%

V. 결론: 시사점 및 제언

지금까지 HRD 연구의 발달과 성장에 영향을 준 주요 이론연구동향을 알고 HRD현장과 학문

의 연계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발행된 국내 

HRD 주요학회지 연구의 이론활용 동향을 내용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총 533편의 논문에서 

제시된 688개의 이론에 대한 주제별 활용 측면과 활용성 수준 측면에서 이론 적용의 폭과 깊

이를 모두 살펴보았다. 또한 활용된 주요 개별 이론들과 해당 이론이 포함되는 학문적 배경을 

분석하여 연구와 실무 간의 간극이 존재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기초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HRD연구의 이론활용 수준과 이론연구 현황 측면으로 나누어 논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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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RD연구의 이론활용 수준

우선 첫 번째 연구문제인 국내 HRD연구에 적용된 이론의 폭과 깊이는 어떠한가에 대하여 

분석결과에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이론활용비율 및 빈도수 증가 측면에서 볼 때 HRD연구는 질적 성장을 조

금씩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연구주제별로는 이론활용에 차이가 나타났으므로 이론활용이 활발

하지 못한 분야에서 앞으로 적극적인 이론발굴 및 적용, 개발이 필요하다. 경력개발과 국가·

지역·글로벌HRD연구가 그러한 경우인데, 경력개발은 개인수준과 조직수준 모두에서 점차 관

심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다 경력개발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활발한 이론연구가 필요하다. 

국가·지역·글로벌HRD연구의 경우 정책과 관련한 경우가 많으므로 정책 관련 이론과 근거를 

탄탄하게 한 연구가 실행될 필요가 있다. 이론과 현장의 연계 측면에서 볼 때, 현장에서 필요

로 하는 분야의 연구가 빠르게 반영되어야 HRD현장은 근거에 기반한 활동의 당위성을 획득하

고 학문으로서 HRD는 순환사이클을 통해 과학적 지식으로 성장할 수 있다. 

둘째, 이론적용의 깊이 측면에서 이론활용 수준은 2단계의 배경연구가 증가하고 있어 이론

활용에 대한 연구자들의 인식이 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3~5단계 수준의 이론활용 연구 

수는 10년 동안 큰 변화가 없어 앞으로 이론을 깊이 있게 반영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론 

간 비교를 하거나, 이론을 연구설계의 기반으로 삼거나 혹은 연구 전반에 이론을 분석 평가함

으로써 새로운 관점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 3~5단계 이론활용 수준이므로 이론의 생성 이후 

확인, 적용, 재구축, 수정하는 지속적인 과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이론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2단계의 소개 수준에만 머무르게 된다면 이론의 개선과 진화를 통한 

HRD연구 발전은 내다보기 어렵다. 즉, 이론과 현장의 순환 측면에서 HRD 현상을 적절하게 설

명할 이론을 구축하고 발전시켜 활용하는 등 순환과정이 깊이 있게 이루어지도록 연구에 이론

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론의 특성인 이론과 현상의 순환은 이론은 현장에서 나오고 현장은 이론을 적용하고, 검

증하고 활용하여 전파 혹은 수정을 하는 과정을 갖는다. 이는 HRD의 실천 현장과 학문과의 

밀접한 관계성에도 큰 의미가 있다. 이론과 현상의 순환은 학문적 성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실천 현장에도 이론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활동을 함으로써 HRD활동의 전문성과 발전가

능성을 높여준다. 축적되고 검증된 데이터와 이론, 연구에 기반한 HRD 전문가는 현상을 해석

하고 문제를 규명하여 바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고 발생할 문제에 대한 대비도 가능하다.

따라서 HRD연구자들은 이론활용의 폭과 깊이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권향원, 최도림

(2011)의 좋은 이론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을 참고하면 이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이론적용의 폭 측면에서 학문적 엄격성과 실무적 연관성의 양측면을 모두 연계할 수 

있는 연구주제를 선택해야 한다. HRD는 특히 학문과 실무 간 연계가 밀접한 분야이므로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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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요구되는 주제를 뒷받침할 이론과 모델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실무에서 필요한 

주제로는 경력개발과 같이 논의 필요성이 있으나 현재 이론 발굴 및 적용이 더딘 분야가 있

고, 향후 미래를 대비하는 입장에서 현장의 움직임을 반영하여 학습민첩성(learning agility)이나 

학습 분석(learning analytics), 다세대를 아우르는 학습(the modern learner) 등 도전적인 주제

들이 있다. 연구자들은 HRD 향후 이슈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연구하고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이론적용의 깊이 측면에서는 연구설계 시 인과논리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반례로, 연구에서 이론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연구설계 상 인과논리와 연구결과

에 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구조방정식모형 방법을 적용한 연구나 매개효과 설계의 경우 

이론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지만(Kline, 2011) 이론 없이 선행연구만 제시하여 연구를 진행할 

경우 이후 잘못 도출된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2

단계 배경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앞으로 연구 설계에 3수준 이상의 이론활용 수준

을 반영한 연구들이 더 늘어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를 진행하면서 적용된 이론이 얼마나 타당하게 현상에 대한 설명력을 갖는지 검

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검증을 통한 타당화 과정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

았으나, 개념화된 모델과 이론을 다시 조작화하여 현실에 맞게 적용되는지 검증하는 과정은 

이론과 현실 간 순환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실무자들은 모델과 이론을 현장

에 적용하여 근거에 기반한 활동을 하는 동시에 연구자에게 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해줄 필요가 

있다. 검증을 거치면서 이론은 현상에 대해 더 강한 설명력을 가진 발전된 이론이 된다. 이론 

재구성은 기존 이론이 설명력이 낮거나 더 이상 바뀌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따르지 못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이주희, 2000). 결과적으로 이러한 과정이 HRD분야의 

이론과 현장 간 순환적 연계성을 살아있게 만든다. 

2. HRD연구의 이론연구 현황

두 번째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국내 HRD연구에 적용된 각 이론들 및 해당 이론적 영역

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현재는 학습에 초점을 둔 이론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으나 점차 조직, 사회 등 환경 

맥락의 이론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현재 HRD연구의 주요 활용이론을 통해 HRD의 학문적 

관심사를 살펴보기 위하여 분석한 결과, HRD연구의 이론적 중심을 차지하는 개별 이론들 중 

상위 3순위 이론은 전이이론, Kirkpatrick의 평가모형, 학습조직이론 및 사회학습·사회인지이

론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HRD 연구의 학문적 관심은 조직 내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전달

되는 학습적 특징과 조직, 사회 맥락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5년 기간으로 나

누어 개별 이론활용의 변화추이를 보았을 경우, 전이이론에서 점차 사회학습·사회인지이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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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결정성이론, 감성지능모델, 사회교환이론, 사회연결망

이론이 제시되어 심리적, 사회적 관점에서 조직과 개인을 보고자 함이 발견되었다. 또한 기존

에 활용되지 않던 구성원 관점의 이론도 일부 제시되었으나 활용빈도수가 높지 않아 향후 새

로운 이론 유입과 개발을 통해 연구주제를 풍성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 HRD의 학문적 특성과 정체성은 과거 Swanson과 Holton(2009)의 의견과 달리 교육학과 

경영학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론적 기반 측면에서 현재 빈번하게 활용되는 이론들이 과거 

HRD영역의 이론적 기반과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한 결과, 지난 10년간 국내 연구자들이 주로 

활용한 이론의 학문적 배경은 교육학과 경영학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현 HRD

의 학문적 특성 및 정체성은 교육학과 경영학을 중심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Swanson과 

Holton(2009)에 의해 기존 연구에서는 경제학, 심리학, 시스템학이 HRD의 이론적 토대라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현재 연구의 흐름과 다소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와 같은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능한 것은 경제학으로부터 응용학문으로 발전한 경영학

이 HRD현상을 더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현재 HRD 연구가 

개념적 현상보다는 실천현장에 가깝게 논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 한가지 가능한 설명은 경제학, 심리학, 시스템학을 바탕으로 현재의 HRD연구의 통합이

론 영역이 만들어졌다는 가정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 이유는 Swanson과 Holton(2009)이 경제

학, 심리학 및 시스템학이 HRD의 이론적 토대라고 언급하면서 그 자체로 HRD에 적용되어야 

적절한 것이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통합모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개별 이론들을 분석하면서 연구자들이 확인한 내용은 새로운 이론과 모형에 대한 도

입과 개발 시도를 통해 이론적 다양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이다. 10년간 1회만 제시된 이론이 

318개인 데 비하여 가장 많이 쓰인 상위 3순위 이론이 전체 활용 빈도수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결과는 특정 이론이 집중적으로 선호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학문적 성장뿐 아니

라 변화하는 HRD현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존 이론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론적 풍부화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조직 다양성(organizational diversity) 

등의 문제는 현재 큰 이슈로 조명받고 있으나 기존 현상을 설명하던 이론들만으로는 이를 효

과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이론과 현장의 연계 및 순환의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연구의 변화

양상은 과거와는 다른 현대 조직의 모습을 반영한다. 예로 기업문화팀을 두고 있는 조직의 경

우,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 하나의 인터벤션

(intervention)을 고려하지 않으며 경영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및 경제학 등을 바탕으로 가

능한 모든 방법을 제안한다. 자기결정성 이론, 사회연결망 이론 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이번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현상을 보는 관점이 기존의 학습 및 조직중심의 인적자본 활용 관점에

서 구성원 내적 관점 및 구성원과 조직 간 상호작용 관점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은 개인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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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일의 의미를 높이는 조직적 가치로 승화하고 조직과 관계를 통해 자아실현과 조직성과를 

동시에 높이고자 하는 최근 현장의 고민과 인간중심적 패러다임으로 변화하는 현장의 모습을 

나타낸다. 이는 2014년 AHRD에서 Manikoth가 앞으로 HRD는 개인, 집단, 조직을 따로 보지 않

고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논의해야 함을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새로운 

조직 현상과 조직 및 구성원에 대한 관점을 잘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이론과 모델이 제시

되어야 한다.

3. 해외 이론연구동향 및 향후 연구 제언

학문과 현장의 연계는 이론에 내재된 본질이므로 이론 구축 및 검증 과정의 활성화를 통해 

HRD의 주요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

여 다음과 같은 움직임을 통해 현장과 연구와의 연계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전문 분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준들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해외에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HRD를 정

의하려는 지속적인 시도를 통해 많은 기준을 충족시키고 학문의 가치를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Hamlin & Stewart, 2010).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 학술단체인 AHRD는 HRDQ, HRDI, ADHR, HRDR의 4가

지 학술지를 통해 HRD이슈를 공유하고, 이론에 기반한 실증연구, 이론개발연구, 비교연구, 사

례연구 등을 분석하여 현장과 이론이 긴밀한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

다. 그 중 McGuire와 Cseh(2006)가 HRD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론을 기반한 연구와 문헌연구가 강조되었음이 나타났다. 이는 HRD분야의 발전을 위해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이밖에도 Ghosh, Callahan, Kim과 Kim(2013)은 학술

지 분석을 통해 학습, 훈련, 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차츰 빈도가 줄어

든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비하여 NHRD(National HRD), 다양성, 경력, 직무 태도 등에 대한 연

구의 빈도는 증가하였는데 이는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의 AHRD위주로 해외HRD의 동향으로 CHRD(Critical HRD), 암묵적 리더십(ILT: implicit 

leadership), 펠로우십 이론(IFT: fellowship theory), UET(upper-echelon theory) 등의 이론들이 

연구에 활용되고 있으며, SBT(stupidity-based theory of organization)와 같은 이론이 개발되고 

있다. 이 중에서 CHRD는 HRD분야의 패러다임 중 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시각과 함께 HRD가 

변화에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어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Bierema & 

Cseh, 2003; Fenwick, 2004; Collins, Zarestky, & Tkachenko, 2016). ILT, IFT, UET는 리더의 가

치와 성장배경 등이 조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Eden & Leviathan, 1975; 

Hambrick & Mason, 1984) 등의 방향으로 이미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Alvesso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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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cer(2012)가 개발한 SBT는 스웨덴 학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비판 또한 받고 있기 때

문에(Butler, 2016) 학회에서 받아들여졌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연구를 하면서 새로운 이론의 개

발과 다양한 이론의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해외의 연구동향은 새롭고 도전적인 연구를 통해 현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려

는 시도를 함으로써 빠른 속도의 HRD현장의 변화움직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현재 ATD에서는 

인재개발 분야에서 주목받는 주제들을 실무에 적용시키기 위해 고성과 매니저 양성(developing 

the high performance manager), 디자인씽킹(design thinking), 행동변화 디자인(design for 

behavior change), 감성지능, 게임디자인, AR과 VR 활용, 신입직원 적응, 뇌 기반 학습, 다세대

를 아우를 수 있는 학습(the modern learner), 변화관리에 대한 ‘Learn Now’ 등과 관련하여 워

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실험적인 이론 

및 연구주제들을 놓치지 않고 연구하고, 이에 대한 학문적 검증을 실행하여야 한다. HRD 활동

이 탄탄한 이론의 토대 위에 이루어지고 전문성과 통찰력을 추구한다면 학문적 발전과 실무적 

성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실무적 문제해결력을 높이고 HRD활동의 질적 수준을 높

이기 위하여 실무자들은 근거에 기반한 활동(evidence-based practice)을 실천하고, HRD 연구

자들은 이에 대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HRD 연구의 이론 활용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현상에 국한되지 않고 과거, 현재, 미래를 통찰하는 관점의 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향후 연구 제언 및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목적인 학문과 현장의 연계에 대한 시사점을 밝히기 위해 국내 HRD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였으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주제들에 대한 비교 분석이 추가로 

요구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해외에서 논의되는 연구주제를 일부 제시하였으나 본격적인 비

교분석이 필요하다. 이는 후속 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둘째, 이론 간 동시출현 연구에 대한 분석이 추가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 분석 방

법등을 활용하여 동시출현된 이론에 대한 분석을 한다면 이론활용 동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셋째, 이번 연구는 지난 10년 간 발행된 연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HRD 연구의 지속적인 

발전과 동향 탐색을 위해서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연구를 확대하여 기존 연구 및 

앞으로 진행되는 연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켜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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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등임. 

∙ 송영수: 미국 Florida State University 교육공학 박사(HRD전공). 현재 한양대학교 한양인

재개발원장 겸 교육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SHRD, 리더십, 

핵심인재관리 및 육성, 핵심역량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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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RD research trends on the application of theories 

in Korean HRD journals (2007~2016)

Yoon, Sun Kyung (Hanyang University)

Jeong, Bo Yeong (Hanyang University)

Cha, Miri (Hanyang University)

Song, Young Soo (Hany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search trends on the application of theories 

in Korean HRD field to investigate the theoretical effect on the HRD research development. 

The relation between the theories and the field is a key factor in the field of HRD because 

the process of theory building shapes the cycle between theory and practice. Therefore the 

use of theory in HRD research trends refer to qualitative improvement for HRD research as 

the applied discipline to explore on the nature and direction of HRD research. 

This study examines the 7 steps content analysis of 533 studies in HRD journals from last 

10 years. The studies were analyzed based on the ranges and the levels of applied theories 

over research themes and the academic fields of applied theories were review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difference in application of thoeries as 

research themes. Second, profound theory discussion, application and analytical evaluation is 

seldom found on theoretical research design sustainedly. Third, a small number of main 

theories in a heavy-weight in the HRD research. Also organization and environment-centered 

theory is being magnified instead of learning-centered theory. Fourth, main academic 

background of thoeries is changed. Accordingly, implications and next research suggestions 

were discussed to add value on development of academic aspects in the field of HRD and 

evidence-based HRD practice to enhance the professionalism. 

[Keywords] HRD, Theory, Research trend, Cont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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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주제별 논문 분포 

연구주제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총합

교육훈련 10 21 19 27 24 24 27 20 23 15 210

조직개발 14 17 13 10 17 17 24 23 16 16 167

경력개발 0 0 2 3 4 3 3 1 5 5 26

국가/지역/글로벌HRD 8 14 6 9 2 3 3 5 5 8 63

HRD 자체 3 2 4 2 3 3 5 5 3 6 36

기타 4 1 4 2 6 3 2 4 2 3 31

총합 39 55 48 53 56 53 64 58 54 53 533

<부록 2> 연구주제별 논문 분표의 비교

연구주제별
2007~2011 2012~2016

빈도수 백분율 빈도수 백분율

교육훈련 101 40% 109 39%

조직개발 71 28% 96 34%

경력개발 9 4% 17 6%

국가/지역/글로벌 HRD 39 16% 24 9%

HRD 자체 14 6% 22 8%

기타 17 7% 14 5%

총합 251 100% 282 100%

<부록 3> 연구방법별 논문 분포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총합

양적연구 16 22 31 28 36 41 33 35 34 30 306

질적연구 6 3 4 1 12 4 6 5 9 5 55

이론적연구 12 18 8 9 3 2 9 7 3 9 80

실천적연구 3 9 2 13 5 3 12 7 7 6 67

혼합연구 2 3 3 2 0 3 4 4 1 3 25

총합 39 55 48 53 56 53 64 58 54 53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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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연구방법별 논문 분포 비교 

연구방법별
2007~2011 2012~2016

빈도수 백분율 빈도수 백분율

양적연구 133 53% 173 61%

질적연구 26 10% 29 10%

이론적연구 50 20% 30 11%

실천적연구 32 13% 35 12%

혼합연구 10 4% 15 5%

총합 251 100% 282 100%

<부록 5> 연구주제별 이론활용빈도 분포

주제별 이론활용 빈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총합 평균**

교육훈련
논문편수 10 21 19 27 24 24 27 20 23 15 210

1.28 
이론활용빈도 14 12 28 51 33 17 39 21 25 29 269

조직개발
논문편수 14 17 13 10 17 17 24 23 16 16 167

1.55 
이론활용빈도 16 22 23 19 33 22 31 42 31 20 259

경력개발
논문편수 0 0 2 3 4 3 3 1 5 5 26

0.88 
이론활용빈도 0 0 0 0 10 2 2 0 5 4 23

국가/지역/

글로벌 HRD

논문편수 8 14 6 9 2 3 3 5 5 8 63
0.79 

이론활용빈도 4 4 6 7 4 2 3 10 6 4 50

HRD 자체
논문편수 3 2 4 2 3 3 5 5 3 6 36

1.39 
이론활용빈도 3 0 6 7 4 4 5 3 11 7 50

기타
논문편수 4 1 4 2 6 3 2 4 2 3 31

1.45 
이론활용빈도 5 0 1 1 11 6 5 6 3 7 45

총합
논문편수 합 76 93 111 137 140 100 144 134 132 117 533

`1.31
이론활용빈도합 42 38 64 87 95 53 85 82 81 71 698

*연구주제별 이론활용 빈도=논문편수 대비 이론활용 빈도
**평균: 10년 평균 논문수 대비 이론활용률
***이론활용 빈도는 논문당 복수 체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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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연구주제별 이론활용 비교

연구주제별

2007~2011 2012~2016

빈도수
논문편수 대비 

이론활용률
빈도수

논문편수 대비 

이론활용률

교육훈련
논문편수 101

1.37 
109

1.20 
이론활용빈도 138 131

조직개발
논문편수 71

1.59 
96

1.52 
이론활용빈도 113 146

경력개발
논문편수 9

1.11 
17

0.76 
이론활용빈도 10 13

국가/지역/글로

벌 HRD

논문편수 39
0.64 

24
1.04 

이론활용빈도 25 25

HRD 자체
논문편수 14

1.43 
22

1.36 
이론활용빈도 20 30

기타
논문편수 17

1.06 
14

1.93 
이론활용빈도 18 27

총합
논문편수 합 251

1.30 
282

1.32 
이론활용빈도 합 326 3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