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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인재개발 부문 대통령 표창 영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11월 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3회

인재 등 사회적 약자 채용도 확대해 우리 사회의 고용노동 패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국가품질혁신상 인재개발 부문 대통령

러다임이 스펙 중심에서 실력 중심으로 변화하는 데 기여했다.

표창을 받았다.

공단은 실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170만 사업장과 1천100만

공단은 국가 인적자원 개발·평가·활용 지원 중심기관으로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능력개발사업 외에 대·중소기업 상생

구성원의 전문성과 직무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전 국민의 능력

기반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국가자격시험, 청년 해

개발 등 일자리 사업의 품질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혁신한 공

외취업 등 다양한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을 인정받았다.

또 산업4.0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가상훈련시스템 등

국가품질혁신상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

50여 개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개발했다.

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다. 인재개발 부문 등 총 9개 부문

올해도 스마트자동차 등 미래유망직무의 NCS를 신규 개발하

으로 구성되고, 부문별로 혁신활동에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고 있다.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관이 수상 대상이다.

로봇,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생명공학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신

공단은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설하고 융복합 분야의 창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청년취업아

의 역량증진이 우선해야 한다는 경영 기조에 따라 인재개발 부

카데미를 인문계 특화과정으로 전환하는 등 고급훈련 과정을

문에 대한 투자를 2014년 대비 2016년에 두 배 이상 늘렸다.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사내 전문 학위과정과 직급·직렬별 위탁교육 등 다양한 직원

내부직원의 역량개발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 직업훈련 참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 사업의 전문성과 품질을 향

율 향상과 국민의 일자리 문제 해결지원 등이 성과로 나타날

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에 힘입어 2016년도 정부의 공공

수 있도록 현장에 기반을 둔 고객중심경영도 고도화해 나갈

기관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2015년 대비 4.4점 향상되어 A등

계획이다.

급을 달성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훈련참여를 확대하기

박순환 이사장 직무대행은 "국가품질혁신상 대통령 표창 수상

위한 사업주훈련비 미환급금 찾아주기 토탈 서비스를 도입하

을 계기로 구성원의 전문성을 더욱 높여 고객서비스의 지속적

는 등 조직의 혁신역량도 강화했다.

인 품질혁신을 이루고 국민, 사업파트너 등과 함께 성장할 수

2013년부터는 스펙초월채용 제도를 도입해 인재 선발의 공정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과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2015년부터 최근 3년간 346명
의 우수 인재를 뽑아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였다. 여성·지역
236 201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