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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지식기반사회에서 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인 자원개발의 요성을 알아보고, 인 자원개발의 략과 

유형에 따른 효과를 종합 으로 검토하기 해 진행하 다. 특히, 표 인 서비스산업으로 인 자원의 활용이 핵심을 이루

는 산업을 심으로 세부 인 략을 검토하여, 련 분야의 활성화와 인 자원개발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 다.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 인 자원개발 역별 투입요소와 산출요소에 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 개발 역에 따른 차별화

된 효과를 검토할 수 있었다. 특히,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다른 역에 비해 높은 취업자를 배출하 으며, 지역특성화 
지원 역에서는 다른 역에 비해 많은 수료자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산업분야를 심으로 투입  산출요

소에 한 통계  근을 수행하여 개발 역에 따른 차별화된 유형과 략을 검토 하 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에는 각 
역이 갖는 특성과 목 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인 자원개발 략의 수립 사업운 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by type and strategy,
and to review the importance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the knowledge-based society in a comprehensive 
way. In particular, the paper reviews the tourism industry, one of the typical service industry, for which the utilization
of the Human Resources is crucial. and it presents a specific direction policy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the field. An analysis was performed for each area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puts and output factors which 
lead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review the characteristics of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rea.
After reviewing, the tourism industry was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ype of strategy development areas through a
statistical approach to the input and output elements around. In this study, along with the estabilishment of a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trategy bases on the nature and purpose of differentiation with future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each region showed that the operations of the business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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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시 의 특성을 표하여 불려지는 지식기반사회는 

빠른 사회환경의 변화와 함께 사회구성원들에게는 합리

인 략  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  상황

에서는 무형의 지식을 생산하고, 활용하는 인 자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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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자원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유능한 인 자원의 확보

는 조직의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1]. 
인 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 HRD)은 

구성원들에게 재와 미래의 직무요구와 련되어 필요

한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조직의 경쟁
력 확보에서 가장 요한 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2]. 
따라서 지식기반사회에서 인 자원개발을 통한 사회환

경 변화에 한 략  응과 조직의 경쟁력 확보는 무

엇보다도 요한 부분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인 자원개발의 요성이 강조되면서 공공 역에서

도 인 자원을 개발하기 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02년 인 자원개발기본법의 제정 이후 

다양한 형태의 인 자원개발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다.
인 자원개발은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 확보를 한 

핵심 략으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 한정 인 자원을 바

탕으로 지속 인 성장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지역

인 자원개발을 통해 지역의 특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지역발 과 더불어 인 자원 련 안해결을 한 다양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3].
본 연구에서는 지역에서 인 자원개발의 요성을 인

식함과 동시에 표 인 인 서비스산업으로  지속 인 

수요를 유발하고 있는 산업분야를 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특히, 산업 분야의 인 자원개발은 구

성원의 역량을 증진시키고, 조직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
하는 략으로 이해되어 그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추진된 지역인 자원

개발사업을 심으로 사업의 특성과 련된 사항을 종합

으로 검토하여, 지역인 자원개발 분야별 특성과 성과

를 알아보고자 한다. 한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 따

른 인 자원개발 특성과 성과를 알아보기 해 역별 

투입  산출요소에 한 분석을 수행하여, 산업 분

야에서 인 자원개발이 보다 효과 으로 용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지역인적자원개발의 개념

지역인 자원개발(Reg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은 ‘지역’, ‘인 자원’, ‘개발’이라는 세가

지 역의 핵심단어가 연결되어 복합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선 ‘지역’이란 체 으로 지리 인 인구 구성원

들 간의 이동이 용이하고 비슷한 지역산업의 구조를 가

지며 비교  동질 인 정서를 가진 공간  범주로 설명

되고 있다[5]. 하지만 학문 인 개념보다는 설명주체  

활용 상으로서 매우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역인 자원개발사업을 설명

하기 한 지역의 의미는 의의 공간  역으로 앙

정부의 직  실천 역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인 자원개발사업 추진지역, 즉 수도권 이외의 
역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인 자원’은 사람으로부터 나오거나 나올 수 있는 경
제  사회 으로 가치있는 자원으로 측정할 수는 없지만 

잘 훈련되고 고도로 숙련된 구성원들이 많을수록 생산성

과 능률향상  조직의 가치를 높이게 되는 자원으로 정

의되고 있다[6]. 즉, 물 자원과 마찬가지로 리의 상

이지만 이와는 다르게 자율 으로 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 강조된다. 더해서 인
자원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물 자원과 달리 

단순한 양으로 크기를 나타낼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이
러한 인 자원에 해 인 자원개발기본법에서는 국민 

개개인, 사회  국가의 발 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 인간이 지니는 능력과 품성이라고 정의하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요소의 총합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개발’이라는 단어는 매우 포 이고 다의 이어서 

단순히 하나의 정의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인
자원개발기본법  교육부 자료[7]를 토 로 인 자원을 

양성․배분․활용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모든 제반

활동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 자원개발을 

설명한다면 지식, 기술, 역량을 증진시키고 행동을 개선
하기 한 조직 인 활동[8], 조직원의 능력을 개발함으
로써 조직의 수행을 향상시키는 과정[9], 교육의 노력을 
통한 개인, 집단, 조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가시키는 
시도[10], 재와 미래의 직무요구에 필요한 기술을 학

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체계 ․계획  

활동[11] 등의 의미로 이해된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인 자원개발을 개인과 조직의 성장과 발 에 을 둔 

것으로 인 자원개발이 경제, 철학, 사회이론[12]이나 
국가시스템[13]으로 해석되는 것에 비해 상 으로 

의 인 해석을 한 경우이며, 본 연구에서는 국가주도의 
인 자원개발사업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보다 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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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으로의 해석이 필요하다. 
즉, 지역인 자원개발이라 함은 지역사회가 심이 

되어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재생을 목 으로 

하는 총체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14]. 이는 단 지역의 

발 뿐만 아니라 도시와 지방간의 균형 인 발 을 도

모하고 궁극 으로 국가경쟁력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

져올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교육활
동의 분석과 개발을 통해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발 을 

한 하나의 략[15]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인 자원개발을 설명한다면 필

요 인력을 양성하고 활용하게 만들어 지역을 발 시키

며, 사회  자본과의 결합을 통해 지식기반사회의 국가

경쟁력을 높여주는 요 요인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 

2.2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의 검토

지역인 자원개발사업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역

발   국가경쟁력 강화를 해 인 자원의 양성, 배분, 
활용, 사회  자본형성을 한 지역인 자원개발정책을 

실 [7]하는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2001년 지역인
자원개발이 국가인 자원개발기본계획의 과제로 채택

되어 시범사업으로 부산, 주, 충북 등 세 지역에서 추
진되었다. 이후 2004년부터 국가균형발 특별회계를 통

해 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시작되면서 지역별로 지역인

자원개발 의체가 구성되었으며 지역인 자원개발기

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추진을 한 지역인 자원개발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지역인 자원개발지원센터는 모두 12개 시․도에서 발
연구원의 하부조직으로 설치되었으며, 부산 역시의 

경우 인 자원개발원을 설립하여 지역내 인 자원개발

과 련된 사업  연구 등으로 수행토록 하 다. 다만, 
특이한 은 국가균형발 특별회계를 통해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다보니 국가균형발  련 사업 상이 아닌 수

도권에는 배제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인 자원개발사업은 지역인 자원개발지

원센터라는 지역의 거 기 이 설치되면서 속도로 확

장되었으며, 특히 교육청 심의 시범사업 단계를 통해 
시․도지사의 역할이 강조된 이후 련조례제정과 기

조성 등이 추진되면서 더욱 활발해졌다. 이러한 지역인
자원개발사업은 단순히 인 자원개발을 한 교육훈

련 뿐만 아니라 연구조사, 정보의 수집과 배분, 네트워크 
구축  운  등의 사업을 병행하 으며 2008년 이후에

는 앙정부의 재정지원 방식이 지역별 균형배분에서 선

택과 집 의 공모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황을 반 한 사업으로의 지원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 자원양성에 많은 비 을 두었던 

소규모의 다양한 사업들이 인 자원의 양성, 배분, 활용
이라는 연계시스템 속에서 패키지(package)화 되어 진행
되었다. 특히 공공의 역으로의 근뿐만 아니라 양성
과 활용차원의 학  민간기업까지 역할별로 참여하여 

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 다. 
배상훈은 지역인 자원개발 정책모형을 정책목표와 

사업추진주체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지역인 자원개발

사업을 분류하 다[16]. 첫째는 공공기 이 주도하는 인

자본개발사업으로 교육․훈련 서비스의 직 인 제

공은 물론 재정지원과 법규 제정 등을 통한 인 자원개

발지원 행 까지 포함한다. 둘째는 민간기 이 수행하는 

인 자본 개발 사업으로 민간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과 

문성을 최 한 활용하는 략으로 사업 기에 정책의 

추동력 확보를 해 공공  지원이 필요한 특성을 갖는

다. 셋째는 공공기  주도의 사회  자본 형성을 한 사

업으로 투자의 사회  효과가 크지만, 규모 재정 소요
를 수반한다. 네 번째는 민간기  주도의 사회  자본 형

성을 한 사업으로 학과 기업의 사회 공헌 기능이 강

조되면서  확산되고 있는 사업이며, 민간의 자발  참여

로 진행되는 방식이다. 그의 연구에 따른 유형별 분류로
는 체로 정책목표 면에서는 균형 인 모습을 보 으나 

사업추진체제에 따라서는 민간주도의 사업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사업의 수행이 민간부분의 
문성과 트 십을 통해 연계․추진된다는 것을 나타

내고 있다. 즉, 공통의 목표달성을 해 앞서 설명한 역
할별 양성-배분-활용이라는 패키지 사업의 추진이 증가
하고 있음을 상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조사설계 및 자료수집

지역인 자원개발사업은 지역의 수요와 연계하여 다

양한 상과 범 를 갖고 수행되며, 특정한 목 을 달성

하기 해 패키지 형식으로 구성  운 되기도 한다[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인 자원개발사업을 유형화한 

후 분야를 추출하여 연구에 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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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 자원개발사업의 유형화는 인 자원개발의 

목 과 상을 심으로 구분하 으며, 산업기술, 서비
스산업, 문화산업, 학습역량 강화, 지역개발, 마 역

으로 구성하 다. 한 분야의 인 자원개발을 세부

으로 검토하기 해 독립 으로 진행된 사업과 타분야

와 연계되어 진행된 사업을 종합하여, 개발, 축제  
컨벤션, 지역특성화, 기 서비스지원분야로 구분한 후 

연구에 용하 다. 

Fig. 1. Analysis process

연구의 상인 지역인 자원개발사업은 2000년  

반 시범 으로 추진되어 2004년 국(수도권 제외)을 
상으로 사업기반이 확 되었다. 이후 2005년부터 본격
인 지역인 자원개발 련사업들이 추진되었다[18].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2005년부터 시행된 지역인 자원개발 

로그램을 심으로 사업 종료시 인 2011년까지를 분
석의 범 에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분석을 해 지
역인 자원개발사업의 주요성과가 포함된 정부[19], 문
기 [20][21]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 다.

3.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진행된 지역인 자원개발사

업에 한 분석을 통해 다양한 분야를 상으로 수행되

고 있는 인 자원개발사업의 특성과 효과를 종합 으로 

검토한다.
연구에서는 분야의 인 자원개발이 갖고 있는 일

반 인 특성을 알아보기 해 사업의 투입  산출요소에 

한 기술분석을 수행하여, 타분야의  지역인 자원개발

사업과 차별성을 검토한다. 한 분야의 인 자원개

발사업을 심으로 사업 역  유형에 따른 투입과 산출

요소에 한 차이검증을 수행하여, 산업분야의 지역

인 자원개발 략에 한 시사 을 찾아보기로 한다.
차이검증에서는 산업 분야의 인 자원개발 사업

이 갖는 특성을 알아보기 해 Mann-Whitney U test, 
Kruskal-Wallis분석을 활용한다. 

Mann-Whitney U test, Kruskal-Wallis분석은 비모수
통계검증(distribution-free statistics)방법으로 정규성
(normality)과 등분산(equal variance)에 한 동질성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활용하는 통계방법이다. 이와 같은 
통계분석을 종합하여 지역인 자원개발사업의 성과와 

특성을 종합 으로 검토한다[22].

4. 분석결과

4.1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의 일반현황  

연구는 지역인 자원개발의 유형과 략을 알아보기 

해 교육부에서 운 한 지역인 자원개발사업을 상

으로 분석을 수행한다. 연구의 상인 지역인 자원개발

사업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운 된 445개의 사업으
로 구성된다. 
조사 상의 기술분석 결과 인 자원개발 역은 학습

역량 강화 27.4%, 산업기술24.7%, 서비스산업 20.7%, 
문화산업 9.7%, 지역개발 9%, 마 지원 8.5%로 구성
되었다. 한 상 사업  분야의 인 자원개발을 

주요목  추진되는 사업은 4%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
과제로 포함하고 있는 사업은 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g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gram

Spec. n %

Development 
Sector

Industrial technology 110 24.7
Service industry 92 20.7
Cultural industry 43 9.7

Learning capability 122 27.4
Community development 40 9.0

Marketing 38 8.5

 Expense

Less than ￦30,000,000 91 20.4
￦30,000,000-￦50,000,000 99 22.2
￦50,000,000-￦100,000,000 91 20.4
￦100,000,000-200,000,000 97 21.8

More than 200,000,000 67 15.1

Graduates

Less than 30 89 20.0
30-50 92 20.7
50-100 95 21.3
100-200 80 18.0
100-500 52 11.7

More than 500 37 8.3

Employee

0 222 49.9
Less than 50 155 34.8

50-100 46 10.3
More than 100 22 4.9

License 

0 323 72.6
Less than 50 80 18.0

50-100 24 5.4
More than 100 18 4.0

Tourism 
Connection

Only for tourism 18 4.0
Tourism linkage 8 1.8

Non tourism business 419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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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nse(A) Graduate(B)

Employee(C) License(D)

Expense/Graduates(A/B) Expense/Employee(A/C)

Expense/License(A/D) Employee/Graduate(C/B)

4.2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분야별 효과분석

개발유형에 따른 특성을 알아보기 해 수료생, 취업
자, 자격증취득자를 Fig. 2와 같이 검토하 다. 검토결과 
평균사업비는 산업기술분야, 수료생은 학습역량강화분
야, 취업자는 산업기술분야, 자격증은 문화산업분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투입요소인 사업비와 사업 성과인 수료생, 취업

자, 자격증 취득자에 한 평균비용을 조사하 다. 조사
결과 수료생 비 사업비는 학습역량강화분야가 가장 낮

은 비용이 활용되었으며, 취업자 비 사업비는 산업기
술분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자격증취득

자에서는 문화산업분야가 가장 낮은 비용이 활용되었으

며, 수료생 비 취업자비율은 문화산업분야, 산업기술
분야, 서비스산업분야가 높은 비 을 차지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Fig. 2. Effects of reg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gram by field

사업 성과인 수료생, 취업자, 자격증 취득자에 한 
투입 산을 조사하 다. 조사결과 수료생 비 사업비는 
학습역량강화분야가 가장 낮은 비용이 활용되었으며, 취
업자 비 사업비는 산업기술분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자격증 취득자에서는 문화산업분야가 가
장 낮은 비용이 활용되었으며, 수료생 비 취업자비율
은 문화산업분야, 산업기술분야, 서비스산업분야가 높은 
비 을 차지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지역인 자원개발사업의 6  역에서 분야를 

분리하여 비교한 결과 분야인 자원개발사업은 타

개발사업보다 낮은 사업비가 활용되고, 수료생, 취업자, 
자격증 취특자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검토되었다. 그
러나 산업분야는 수료생 비 취업자비율이 평균보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3 관광산업분야의 인적자원개발 유형 및 전

략 분석

세부 인 분야의 인 자원개발사업의 특성을 살

펴보기 해 패키지 형태로 구성된 사업들에서 분야

와 연계된 세부과제를 구분하여 분석하 다. 분야의 

사업 상자원은 인문사회자원, 환경자원, 역사문화자원 
순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입요소인 사업비
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사이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
지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산출요소인 수료자는 50명
에서 100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으며, 취업자가 
포함된 사업은 55.6%, 자격증취득자가 포함된 사업은 
36.1%로 나타났다. 

분야 인 자원개발사업의 세부 역은 축제  회

의분야와 기 서비스분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하 으며, 지역특성화, 개발사업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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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sector 

Mean rank(Group)
Expense Graduates Employee License

Tourism 
developme-nt 

project
22.92 18.67(a) 30.50(b) 23.5

Festival & 
Convention 17.05 17.77(a) 9.91(a) 16.18

Local 
characteriz-at
ion support

24.50 30.50(b) 17.13(a) 21.00

Tourism
basic service 13.19 10.41(a) 21.55(a) 16.27

 6.67 16.90** 17.71** 3.66

Spec. n %

Resources
Historical culture 5 13.9

Environment 13 36.1
Humanities & social 18 50.0

Expense

Less than ￦30,000,000 6 16.7
￦30,000,000-￦50,000,000 6 16.7
￦50,000,000-￦100,000,000 12 33.3
￦100,000,000-200,000,000 9 25.0

More than 200,000,000 3 8.3

Graduates

Less than 30 2 5.6
30-50 10 27.8
50-100 11 30.6
100-200 7 19.4
100-500 4 11.1

More than 500 2 5.6

Employee
0 16 44.4

Less than 50 15 41.7
More than 50 5 13.9

License 
Acquisitor

0 23 63.9
Less than 50 11 30.6
More than 50 2 5.6

Development 
Sector 

Tourism development project 6 16.7
Festival & Convention 11 30.6

local characterization support 8 22.2
Tourism basic service 11 30.6

Table 2. Characteristics of reg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gram by tourism industry

산업분야의 인 자원개발의 특성과 세부 인 효

과를 알아보기 해 활용자원, 사업 구성 형태, 개발
분야에 따른 산, 수료자, 취업자, 자격증취득자 간의 
Kruskal-Wallis분석을 수행하 다. 분석결과 활용자원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사업

의 구성형태와 개발분야는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에서 

차이를 보 다.
지역인 자원개발사업이 분야만을 목 으로 추

진된 사업과 타산업분야와 연계되어 일부분만 포함된 사

업에 해 Mann-Whitney U test를 수행하 다. 분석결
과 분야를 심으로 수행된 인 자원개발사업의 사

업비는 142,419천원으로 타분야와 연계되어 추진된 유
형의 사업(46,194천원)보다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에

서 높은 수치를 보 다. 
산출요소인 수료자의 경우 분야를 심으로 수행

된 사업(175.7명)이 타분야와 연계되어 추진된 사업의 
수료자(69.1명)보다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취업자의 경우 분야를 심

으로 수행된 사업(28명)이 타분야와 연계되어 추진된 사
업의 취업자(7.6명)보다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에서 높

은 취업자를 유발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Table 3. Result of Mann-Whitney U test
Tourism 

connection
Mean rank(Group)

Expense Graduates Employee License
Only for 
tourism 25.33 22.14 22.67 20.53

Tourism 
linkage 11.67 14.86 14.36 16.47

Z -3.89** -2.07** -2.47** -1.31

 *p<.05, **p<.01

분야 인 자원개발사업의 세부 역별 차이를 검

토하기 해 Kruskal-Wallis분석을 수행하 다. 투입요
소인 사업비는 평균 94,307천원이 활용되었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산출요소인 수료
생의 경우 평균 122.4명이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특성화 분야가 284.75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여 다른 
분야에 비해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에서 높은 수 을 

나타냈다. 
취업자와 련된 경우 평균 17.8명이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발사업 분야가 47.8명의 취업자를 배
출하여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것으로 검토되었다. 한 
자격증취득의 경우 평균 12.3개가 취득된 것으로 나타났
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Table 4. Result of Kruskal-Wallis analysis

 * a<b, *p<.05, **p<.01

5. 결론 및 시사점

지역인 자원의 개발과 활용에 심을 갖고, 국내에서 
진행된 지역인 자원개발사업의 특성과 성과에 한 검

토를 수행하 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지역인 자원개발

사업의 유형과 성과에 해 계량 인 근을 수행하여, 
인 자원개발 역이 갖는 특성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산업기술분야, 문화산업분야, 서비스산업분야는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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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 투입된 반면 취업수 , 자격증 취득수 , 투입
비 성과의 효율성도 반 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반면, 지역의 반 인 학습역량 향상을 해 수행된 사

업의 경우 평균보다 많은 학습자의 배출은 가능하 으

나, 효과성에서는 낮은 것으로 검토되었다. 따라서 지역
인 자원개발지원사업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 을 유

도하기 한 략으로 활용되기 해서는 지역의 산업과 

연계한 문인 자원의 개발과 더불어 지속가능성을 유

도하기 한 학습역량 확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연구에서는 인 자원개발사업이 갖고 있는 세부 인 

특성을 알아보기 해 산업분야를 심으로 역별 

효과검증을 수행하 다. 분석에서는 산업이라는 단

일분야로 수행된 사업과 타분야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된 

인 자원개발 사업의 차이를 검토하여, 단일분야에 
집 한 형태의 사업이 반 으로 높은 성과를 갖는 다

는 것을 검토하 다. 그러나 지역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서 사업이 지속되는 부분은 한계성을 나타낼 수 있어, 인
자원개발사업을 통해서 얻은 융복합사업 추진모델의 

활용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 역에 따른 효과를 종합 으로 검토하기 

해 응분석(Correspondence analysis)을 수행하 다. 분
석결과 지역의 종합 인 개발 사업과 연계한 인 자

원개발 분야의 경우 고용  자격취득 효과와 연계되고, 
분야의 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인 자원개발 

분야는 고용부분과 깊은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제  컨벤션 분야와 지역특성화지원 련 인 자원개

발분야는 련 사업의 활성화와 계를 갖는 것으로 검

토되었다. 

Fig. 3. Correspondence analysis of development 
        sector and effect

본 연구에서는 지역인 자원개발사업을 심으로 

근을 수행하여 개발 상 역에 따른 특성을 검토하고, 
지속추진을 한 몇 가지 시사 을 도출 할 수 있었다. 
특히, 연구의 근에서 기존 연구들이 지역인 자원개발

과 련된 정책단  연구[3, 17, 18]에서 사업단  근

을 수행한 부분은 연구의 활용성을 높이는 부분에 도움

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업추진 략  과정상의 특

성을 검토하고, 사업이 갖는 세부 인 차별성을 검토하

기 해서는 단 사업에 한 세부 인 연구들이 지속

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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