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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참여기업의 특성 : 중견기업 및 

대기업 중심의 총 80개 기업 참여 

한국인사관리협회(KPI)는 회원사 및 국

내기업을 대상으로 인적자원개발 현황 

및 제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조사에는 총 80개 기업이 참여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제조업 분야 기업이 43개로 전

체 참여기업의 54% 이상을 차지하고 있

으며 그중 화학제품 제조업에서 11개사, 

전기 및 전자 제조업에서 10개사, 의약품 

제조업에서 8개사 참여하였다. 또한 제조

업 이외의 산업에서는 지주회사 및 컨설팅

기업 등이 포함된 전문서비스업 7개사, 금

융 및 보험업 8개사, 교육 및 출판서비스

업 5개사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참여

하였다.(표1 참조)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KPI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대다수가 중견·대

기업인 만큼 종업원 규모에서 300인 이상

의 기업이 71%이며, 1,000명 이상 기업도 

25개사로 31%가 참여하였다.

HRD부서 조직 및 인력현황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먼저 HRD부서의 

조직과 인력현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HRD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조

직에 대한 질문에는 61개사, 71%가 전담

조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재

개발 업무가 기업 내에서 중요하게 인식되

고 있으며 전문적인 업무수행과 업무집중

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담조직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표2 참조)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 부서명을 조사

한 결과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부서명

은 ‘인재개발(부·실·팀)’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교육훈련의 개념에서 인재를 육

성하고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인

한국인사관리협회(KPI:Korea Personnel 

Improvement Association)는

회원사 및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인적자원개발 현황 및 제도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조사에는 

총 80개 기업이 참여하였다.

국내기업 인적자원개발 

현황 및 제도 실태 
한국인사관리협회(KPI) 조사 

<표1> 업종별 참여 기업 수

•주 : 기업의 주요업종 항목에 대한 설문응답 결과와 대한상공회의소에 각 기업별로 등록된 내용을 참고

업종 기업수 업종 기업수

화학제품 제조업 11 식품 제조업 5

전기·전자 제조업 10 건설업 4

전문서비스업 9 도소매업 4

금융 및 보험업 8 IT 및 정보서비스 3

의약품 제조업 8 운수업 2

철강·기계 제조업 7 기타 제조업 2

교육 및 출판서비스업 5

총 종업원수 기준 분류 

규모 기업수 비율(%)

100명 미만 6 8

100~299명 17 21

300~499명 15 19

500~999명 17 21

1,000~2,999명 12 15

3,000명 이상 13 16

계 80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