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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가 공무원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따뜻한 부처로, 

국민에게는 신뢰와 희망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다가가기를 기대합니다. 

인사혁신처 직원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이러한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Special Interview

인사혁신처(人事革新處)

［ 학력 ］

•1983년 전주고등학교 졸업

•1987년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졸업

•1996년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

•2001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메디슨 공공정책학 석사

•2006년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 박사

［ 경력 ］

•2021. 03. 현재 인사혁신처 처장

•2020. 01. 인사혁신처 차장

•2018. 09.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2017. 06.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2016. 10.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장

•2016. 02.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수부장

김우호 처장

기업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의 인사(人事)를 지원하는 기

능과 역할을 하는 부서는 인사부서이다. 그러면 공무원(公

務員)들의 인사를 지원하는 기능과 역할을 맡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 바로 인사혁신처(人事革新處)이다. 

2014년 11월에 출범한 인사혁신처는 부처 이름에 ‘인사’ 

와 ‘혁신’ 두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이 공직혁신의 주

무부처이자 공직문화를 선도하는 부처이다. 인사혁신처의 

주 고객은 공무원이며, 이에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들이 신명

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종 제도를 만드는 일을 하

고 있다. 즉, 공무원의 채용부터 임용 후 교육이나 복무·승

진·전보·보수·연금·윤리 등 공무원의 채용에서부터 육성, 

그리고 퇴직까지 모두를 담당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가 2021년 11월 19일로 출범한지 7년을 맞이했

다.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 2022년도 목표 및 계획 등을 들

어보기 위해 현재 인사혁신처 수장(首長)을 맡고 있는 김우

호 처장을 지난 11월 8일 세종에 소재한 본부에서 만났다.

7년간 가장 큰 성과, 공직사회의 ‘개방성’과 ‘전문성’ 높인 것

먼저 인사혁신처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몇 명이며, 조직

구성의 특징에 대해 김우호 처장에게 물었다. 

“현재 인사혁신처 공무원 정원은 580여명입니다. 세종에 

소재하고 있는 본부에 저를 포함해서 389명이 근무하고 있

고, 소속기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156명, 소청심사

위원회에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남녀 비율은 

남성 53.8%, 여성 46.2%로 남녀 수가 비슷합니다. 세대별로

는 40% 이상이 1980년 이후에 출생한 MZ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로 여성관리자가 많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각 국(局)에서 핵심적인 역할

을 수행하는 주무과장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습니다. 출범 

초에는 1명에 불과하였던 여성 주무과장이 현재는 75%(8명 

중 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7년의 시간을 돌아보았을 때, 인사혁신처가 수행한 성과 

중 가장 내세울만한 공적(功績)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반면 

공무원에게는 ‘자긍심’,

국민에게는 ‘신뢰와 희망’ 주는 

따뜻한 부처部處 되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