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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分社)형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에 대한 비판적 분석
백평구*

▣ 요약 ▣
이 연구의 목적은 모기업에서 분사된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을 비판적 관점에서 분석
하여 인적자원개발 실천에서의 비판적 성찰과 해방적 입장을 증진하는 데에 있으며 연구
문제는 첫째,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 기업의 담당자는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에서의 권력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둘째,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 기업의 담당자는 고객사 인적
자원개발 기능의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위상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셋째, 인적자원
개발 아웃소싱 기업의 담당자는 자신의 전문성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와 같이 설정하였다.
Alvesson과 Deetz(2000)의 비판적 연구 방법론을 토대로 금융업에 속한 A기업에서 분사되
어 A기업의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을 실행하는 B기업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은 전략적 파트너로서 조직 내 인적자원개발 기능의 새로운 역할,
슬림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경영관리 실천 등의 배경에서 출발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기
획과 운영의 엄격한 구별이 인적자원개발 전담 조직의 축소 등과 함께 운영비용의 감소는
가능하게 했지만, 조직의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인적자원개발의 위상 확립과 고객사 인적
자원개발 담당자의 전문성 심화와는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기업의 인
적자원개발 아웃소싱은 비용절감 차원의 성과는 지속적으로 기대할 수 있겠으나, 내부 인
적자원개발 기능의 와해와 담당자의 전문성 저하를 겪을 가능성을 보였다.
[주제어] 비판적 경영 연구, 비판적 인적자원개발, 사업 프로세스 아웃소싱(BPO),
인사아웃소싱,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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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Make or Buy?’라는 질문이 함축하는 인적자원개발에서의 아웃소싱은 조직의 인적자원개
발 기능과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문제이다(Noe, 2010).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의 다양성 확보와 새로운 교육훈련 기법 적용 등 다양한 배경에서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은
외부의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고 조직 내 인적자원개발 기능과 담당자는 고객으로서 인적자원
개발 서비스를 구매한다. Gilley와 Gilley(2003)는 전략적 인적자원개발로의 인적자원개발의
진화 발전 단계를 제시하는데 있어 외부 벤더에 의해 주도되는 인적자원개발 실천을 고려하기
도 했다. 외부 벤더에 의해 주도되는 인적자원개발 실천은 다시 벤더 주도 단계와 조직 특성
을 고려한 커스터마이징이 함께 고려되는 단계로 구별된다. 전략적으로 통합된 인적자원개발
실천으로 나아가기 전에 조직 내 인적자원개발은 외부 벤더와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거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인적자원개발의 시각에서 ‘Make or Buy?’의 문제는 벤더에
의해 제공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도입과 내부화를 중심으로 고려되었다.
그러나 조직 전반에 걸쳐 아웃소싱의 범위 확대를 지향하는 사업 프로세스 아웃소싱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이하 BPO)은 인적자원개발 분야가 지금까지 다루어온 교육훈련
프로그램 콘텐츠나 위탁 운영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아웃소싱은 조직이 핵심
역량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요성이 떨어지는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것을 의미한다(Prahalad & Hamel, 1990). 아웃소싱의 확산과 BPO의 도입은 인사(HR)
아웃소싱의 확대로도 연결되었다. 인사 아웃소싱은 급여와 복리후생 기능을 외주화하는 것에
서부터 채용, 교육훈련, 심지어 인사기획 기능까지 외주화하는 일련의 활동을 포함한다(Klass,
McClendon, & Gainey, 1999).
인사 아웃소싱을 활용하는 기업들은 아웃소싱을 통해 인사기능의 효과성과 업무 품질 증가,
HR부서의 1인당 예산과 OJT소요일수 감소, 핵심역량 집중, 비용절감과 재무성과 등을 기대한
다고 볼 수 있다(차성호, 양동훈, 2011a, 2011b; Klass, McClendon, & Gainey, 1999). 동시에 아
웃소싱의 도입 이유로 아웃소싱 서비스 공급기업의 전문성 활용, 고객 및 직원만족도 제고, 전
략적 역량 강화 등을 고려할 수 있다(Barthelemy, 2003; Lever, 1997).
이 연구에서는 금융업에 속하는 국내 A기업의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을 대상으로 비판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비판적 분석의 정당화는 기대되는 아웃소싱의 성과를 고려하면서 다음의
세 가지 논점으로부터 제기된다. 첫째, A기업의 인적자원개발은 모기업인 A로부터 분사(分社)
형 아웃소싱 기업 B를 통해 아웃소싱을 도입 및 활용하고 있다. 아웃소싱 서비스에 관한 계약
관계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B와 같이 분사형 아웃소싱 기업의 경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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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소싱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고객사를 확대해가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형 아웃소싱
기업과 몇 가지 차이를 보인다. 양동훈(2014)은 이러한 차이를 모기업에서 이동한 구성원들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두 조직간 조직문화 동질성의 확보, 고객사와 동일한 업무장소에서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갖는 긴밀한 협력 관계 형성 등으로 구체화하였다.
그러나 분사형 아웃소싱 기업에서 인적자원개발 실무를 담당하는 재직자가 상이하면서도 일
부 동질적인 두 조직 간의 관계를 실제로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못한 실정
이다. 기본적으로 모기업으로부터 분사된 기업과 모기업 간의 아웃소싱은 통상적인 경우와 차
이는 있지만 명시적인 갑과 을의 관계, 다시 말해 내재된 권력 관계의 맥락에서 검토될 필요
가 있으며, 이러한 권력 관계에 대한 주목은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비판적 접근에서 강조되는
것이다(Bierema, 2009; Fenwick, 2005). 반면 국내 인사 아웃소싱에 대한 선행 연구는 아웃소싱
일반에 대한 연구에 비해 그 수가 미미한 편이나, 대체로 인사 아웃소싱의 효과성(차성호, 양
동훈, 2011a), 인사 아웃소싱의 선행 요인과 결과 요인(차성호, 양동훈, 2011b), 기업 및 인사부
서 특성과 인사 아웃소싱의 관계(차성호, 양동훈, 2008a) 분석 등에 그치고 있다.
둘째, A기업이 분사형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을 시행하면서 의도한 경영전략이 전략적 인적
자원개발의 지향점과 어떻게 조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웃소싱 과정은 비즈
니스의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A기업의 인적자원개발 부서의 위상과 담당자의 업무
를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Delmott와 Sels(2008)는 인사 아웃소싱의 두 가지 이론적 접근을
거래비용이론과 자원기반이론으로 대별하고 각각의 상대적 중요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비
용절감 이상으로 아웃소싱과 조직의 전략 간의 정합성을 인사 아웃소싱 실행 기업들이 중시하
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조직 내 인사기능이 전반적으로 추구하는 핵심 역량에 대한 집중
과 전략적 역할의 강조는 전략적 인적자원개발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은 본질적으로 성과 지향적이라는 점에서 비판적 인적자원개발
의 지지자로부터 비판을 받는다. 기본적으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지배적 관점은 성과를 지향
하며 학습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Elliott & Turnbull, 2005). Bierema(2009)는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성과 지향적 편향성을 드러냄으로써 조직 내 인적자원개발의 위상을 주변
부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셋째,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 과정이 인적자원개발 담당자의 전문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적자원개발이 지향하는 가치로서 일의 의미는 직원 개인이
중시하는 내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나갈 것을 주문한다(Bates, Chen, &
Hatcher, 2002). 동시에 인적자원개발 가치로서의 일의 의미는 조직(고용주)과 직원에 대해 이
중적으로 봉사하는 인적자원개발의 특성을 고려할 때(Ruona, 2000; Trehan & Rigg, 2011), 인
적자원개발 담당자의 전문성과 전문성 발휘의 여건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
기획과 운영을 모두 포괄하는 아웃소싱의 개념을 적용하는 경우 A기업 내부의 인적자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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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담당자의 전문성 이상으로 아웃소싱 기업의 담당자의 전문성이 심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동시에 소속한 아웃소싱 조직 내부의 이슈보다는 고객사와의 관계로부터 업무의 자율성과 전
문성 심화 등 경력에 대한 의미가 구체화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
기업 담당자의 전문성에 관한 선행연구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조직 내부가 아닌 조직 외부로
부터 고객사의 인적자원개발을 고민한다는 공통점을 가진 인적자원개발 컨설턴트의 경력관리
와 개발의 특성은 승진 및 직무이동의 제한, 유사업무의 반복, 업무에 대한 흥미나 새로운 방
식의 업무 적용을 위한 도전 의식의 저하 등으로 제시되었다(배을규 등, 2012). 따라서 개인의
내적 가치나 경력관리와 개발의 범위를 넘어서서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 기업에 소속한 인적
자원개발 담당자의 전문성의 의미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모기업과 분사형 아웃소싱 기업 간
권력 관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기의 비판적 분석의 필요성으로부터 이 연구의 목적은 모기업에서 분사된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을 비판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인적자원개발 실천에서의 비판적 성찰과 해방적 입장
(emancipatory stance)을 증진하는 데에 있으며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 기업의 담당자는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에서의 권력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둘째,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 기업의 담당자는 고객사 인적자원개발 기능의 전략적 파트너
로서의 위상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셋째,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 기업의 담당자는 자신의 전문성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담론으로서의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과 권력 관계
인적자원개발 실천은 담화적 행위 형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담화적 행위로서의 인적자원개
발 실천은 인적자원개발이 언어를 매개로 구성되며, 공유되고 협상된 의미의 실재라는 가정에
근거한다(Sambrook, 2000, 2004). 그리고 이때 담화적 행위의 내용이자 텍스트로서의 담론은
전적으로 개인적이고 특수한 것이기 보다는 특정한 맥락 속에서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Tietze, Cohen, & Musson, 2003). 담론으로서의 인적자원개발을 전제하고 인적자원개발 아웃소
싱을 분석하는 데 있어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으로는 권력 관계가 있다. Knights와
Morgan(1991)은 경영전략 담론을 비판한 논문에서 전략이 관리자를 포함해 조직 구성원 개인
에 대해 미치는 다양한 영향력을 권력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가령 전략이 관리자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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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 실패를 어떻게 합리화하는지, 경영관리와 통제가 다른 대안보다 어떻게 조직 운영방식으
로서 우선시되는지, 조직 구성원에게 남성성에 따른 조직 관리를 어떻게 정당화하는지, 전략
형성 과정에 대한 참여가 어떻게 구성원들을 서로 다른 부류의 사람으로 구별 짓는지 등에 대
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권력 관계는 정치경제, 사회문화, 기술의 진보, 인구동향 등 거시적 렌즈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분석 가능한 것도 아니며, 오히려 전통적으로 인적자원개발의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아온 주제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적자원개발의 맥락
에서 훈련의 전이 과정(Kim, 2004),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조직의 측정 및 평가 절차
(Kim & Cervero, 2007)에 있어 사회정치적 과정과 권력 관계가 검토될 수 있다. 권력 관계에
기초해 대인 관계와 구조적 수준을 구별하는 비판적 접근에 따라 조직 내에서의 자기주도 학
습(김한별, 2006)이 분석될 수도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도 조직 현상에 대
한 언어이자 담화적 행위로서 간주되고 담론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담론으로서의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 역시 아웃소싱 과정에서의 권력 관계에 대한 통찰을 거쳐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도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의 배경과 실천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
는 권력 관계의 양상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인사 아웃소싱의 확대에서 주목할 부분은 인적자원개발을 포함한 인적자원 전반에 걸친 아
웃소싱 범위뿐만 아니라, 개념상 기획과 운영에 있어 운영뿐만 아니라 기획 기능에 대한 참여
까지를 포괄한다는 점에 있다. 하나다 미츠요(花田光世)는 아웃소싱의 개념을 설계 및 기획에
대한 참여 여부와 운영의 주관 여부에 따라 컨설팅, 인재파견, 업무대행과 구별하였다. 아웃소
싱은 기획에 참여한다는 점에서는 컨설팅과 공통점을 가지지만, 운영에 대한 주관 여부에 있
어서 차이가 있다. 또한 운영을 주관한다는 점에서는 업무대행과 공통점을 가지지만, 업무대행
은 기획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아웃소싱과 차이를 보인다(戶村聖一, 1998).
아웃소싱 개념을 상기와 같이 전제하는 경우 인적자원개발 실천의 A부터 Z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기획과 운영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의 개념은
그만큼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을 도입한 모기업과 이를 수행하는 아웃소싱 기업 간 교환의 접
점 또한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것을 교환 내지 거래 관계로 환원할 수는 없지만 담론으
로서의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은 결국 비대칭적 권력 관계에 주목하는 비판적 인적자원개발
연구의 특성을 내포한다(Rigg & Trehan, 2002). 담론의 관점에서는 전략, 조직, 인적자원개발
모두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담론에 의해 형성되어 개념적으로 확정되고 명명된다. 이는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도 마찬가지이며 담론으로서의 인적자원개발은 아이디어나 언어, 그리
고 지배적 가치를 표현하는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담론의 실천에 토대를 두고 있다(Valenti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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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과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은 인적 자본에 해당하는 지식, 기술, 능력의 활용을 강조하는 입장이
며, 이러한 인적 자본의 활용은 비즈니스의 목적 달성을 지향한다(Garavan, 1991; McCracken
& Wallace, 2000).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특성은 조직 목표와 사명과의 통합, 최고 경영진으
로부터의 지지 확보, 경영환경 분석의 실행,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입안,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에 대한 일선 관리자의 참여 독려, 책무성의 확보와 학습 문화의 확산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Alagaraja, 2013).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은 조직의 전략 형성과 실행과정에서 인적자원개발의
역할에 대해서도 새로운 의미를 더한다. Clardy(2008)는 이러한 역할을 전략적 의사결정 과정
에서의 인적자원개발 책임자의 참여 증대, 핵심 역량의 개발과 전략적 기획 과정에 대한 지지
로 제시하였다.
전략과의 밀착된 관계는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이 조직 전략과의 수직적 적합성과 조직 인사
관리와의 수평적 적합성(Garavan, 2007), 조직 전략 목표를 지지하거나 형성하는 인적자원개발
업무 영역의 선정(외적 적합성), 조직 자원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배분과 활용(내적 적합성)
(주용국, 2010)과 같이 인적자원개발의 전략적 적합성을 강조함으로써 드러난다. 이러한 인적자
원개발의 적합성은 ‘전략적 파트너’라는 새로운 인적자원개발의 포지셔닝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처음 David Ulrich가 비즈니스 파트너십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이 개념이 전략적 파
트너와 호환되면서, 인적자원 기능, 나아가 인적자원개발은 직원 옹호자이자 인적자원개발가,
종국에는 조직의 ‘인적 인프라구조(human infrastructure)’에 공헌하는 기능으로의 변화를 요
구받았다(Ulrich & Brockbank, 2005).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지원 환경에서도, 실천 활동에서도 아웃소싱을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의 직접적인 실천 방안으로 제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개념은 전
략경영의 관점에서 학습활동의 구조화로부터 전략 형성과 실행, 그리고 조직 변화에 대한 적
극적인 관여로 확대 발전되었다(정은정, 2013, 2014). 전략경영의 관점에서 인사 아웃소싱은 조
직 전략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추구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의 실천방안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는 크게 두 가지 이론적 접근에 근거하고 있다. 먼저 인사 아웃소싱은 거래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행위로 해석 가능하다. 기업은 인적자원관리 업무와 관련된 거래비용에 따라
인적자원관리를 기업 내부에서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기업 외부에서 구입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차성호, 양동훈, 2008b). 거래비용 이론에 의해 아웃소싱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외부 서
비스업체로부터 구입해 거래비용을 낮추기 위한 실천 활동으로 이해될 수 있다(Elam, 1988).
다음으로 자원기반이론에 따른 전략은 지속적 경쟁 우위의 기반으로서 핵심 역량의 중요성
을 강조하며, 아웃소싱은 조직이 핵심 업무와 주변 업무를 구별하고 주변 업무를 외부화 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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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핵심 역량에 집중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 핵심 역량에 대한 집중은 전략적 파트너
로서 인적자원개발을 조직 내에서 새롭게 포지셔닝 하려는 의도와 부합한다. 단순한 훈련 활
동 기반의 행정이나 관리 기능에서 벗어나 전략적 파트너로서 핵심 역량에 집중할 것을 요구
받기 때문이다. 인적자원개발에서의 아웃소싱은 운영 중심의 일상 업무에서 벗어나 담당자가
비즈니스 전반과 조직의 변화 등 전략적 역할과 공헌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의미를 가진다(Adler, 2003; Walton, 1999). 결국 전략적 인적자원개발과 인적자원개발 아
웃소싱의 연결지점은 자원기반 이론에 근거한 핵심 역량에 대한 강조에 있다.
그러나 전략적 인적자원개발과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이 공통적으로 함의하는 성과 지향성
으로부터 비판적 분석의 착수가 가능하게 된다.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이 종전의 인적자원개발
에 대해 갖는 차별성은 훈련이라는 활동 중심에서 조직의 성과를 지향하는 결과 중심으로의
전환에 있다(Garavan, Costine, & Heraty, 1995; Torraco & Swanson, 1995). 성과 지향성이 가
리키는 전략적 적합성의 확보는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에 있어 자원기반이론의 접근과 연결된
다. 아울러 거래비용이론에 따른 아웃소싱에 대한 접근은 인적자원개발 실천을 ‘비용’으로
간주하는 시각과 관련된다. Sambrook(2004)에 따르면 인적자원개발 실천을 비용으로 이해하는
것은 인적자원개발을 인적자원관리의 하위 영역으로 간주하는 입장에서 비롯된다. 결과적으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보다 엄밀하게는 인적자원개발의 전략적 의미를 강조하는 담론은 인적
자원개발 아웃소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이라는 조직의 실제를
인적자원개발 기능을 포함한 조직이 전략의 이름 아래 수용하도록 한다.

3.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과 일의 의미로서의 전문성
일의 의미는 학습 대 성과를 넘어서는 제3의 인적자원개발 패러다임으로서 제시되었다. 일
의 의미는 인적자원개발의 중요한 역할이 조직 구성원이 자신의 일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도
록 돕는 데에 있다는 입장이다. 일에서의 영성(spirituality), 의미 충만한 일의 실현에 주목한다
(이희수, 안동윤, 2007). 이 연구에서 일의 의미는 영성 중심으로 개념화한 것과 무관하지는 않
지만 보다 직접적으로 인적자원개발 담당자의 전문성과 권력의 관계에 주목한다.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의 경우 인적자원개발 실천의 맥락이 단일조직 내에 한정되지 않고
고객사와 아웃소싱 실행기업 등 최소한 쌍방의 관계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맥락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인적자원개발 담당자의 전문성의 특성을 권력과의 관계를
통해 살펴보는 데 있어서는 전문성이 권력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의미의 변화를 겪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손준종(2010)은 한국의 교사가 직업적 전문성보다는 조직적 전문성을
더욱 요구받는다고 진단하였다. 그가 제시한 전문성 의미의 변화는 전문직 노동의 통제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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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us of control)에 근거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Evetts(2003)는 직업 집단의 자율적 통제와 동
료 관계, 직업윤리, 그리고 신뢰를 강조하는 직업적 전문성과 전문가 직업 집단 외부의 권력에
의한 통제와 감시 아래 성과지향적인 목표 달성을 강조하는 조직적 전문성을 구별하였다.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 기업 담당자의 전문성은 소속 조직 외에도 고객사와의 권력 관계 속
에서 동원되는 전문성 담론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규율 기제(disciplinary mechanism)
로서의 의미를 포함한다. Fournier(1999)를 통해 조직에 의해 동원되는 전문성 담론을 규율 기
제로 바라보는 경우, 이러한 전문성은 자율적인 자기 통제의 모습을 보인다. 자기 통제는 스스
로 자기 관리를 하고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내면화의 논리로서 자기 기술(technologies of the
self) 체제이며, 조직과 같은 외부로부터의 직접적인 강요와 강제의 의한 지배 기술
(technologies of domination)이 아니다. 규율 기제는 규율적 권력(disciplinary power)이라는
Foucault의 개념으로부터 이해할 수 있다. 규율적 권력은 지식과 권력의 연계 이론이며, 권력
이 물리적 폭력이 아닌 지식체계에 기초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때 권력이 발휘하는 다양한
기법과 전술을 통틀어 규율이라 부르고, 규율적 권력은 사회의 전 영역을 길들인다(윤평중,
2008).
외부의 강제가 아닌 조직의 담론 체계에 대한 개인의 자발적 순응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결국 자기 통제에 의한 인적자원개발 담당자의 전문성 이해는 인적자원개발 담당자 개인의 정
체성과도 연결된다. 김한별(2006)의 비판적 분석에 비추어보면, 고객사와 아웃소싱 기업 인적자
원개발 담당자의 전문성도 조직의 담론 체계에 의해 바람직함, 정당함, 가치로움 등이 결정된
다. 따라서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 기업과 고객사 인적자원개발 담당자의 전문성이 아웃소싱
과정을 통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탐색하는데 있어서 권력 관계의 토대 위에서 직업적 전문
성과 조직적 전문성에 대한 균형 있는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전문성에 대한 접근은 조직의
맥락에서 개인이 자신과 자신의 일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Kitay & Wright, 2007).

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이 연구는 비판적 접근에 따른 단일사례 연구로서 수행되었다. 비판적 접근과 관련해 이 연
구에서는 비판적 경영 연구의 방법론을 고려하여 이를 분석의 틀로 적용하였다. Alvessson과
Deetz(2000)는 비판적 경영 연구의 구성요소를 통찰(insight), 비판(critique), 전환적 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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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ormative re-definition)로 제시하였다.
통찰은 실증주의와는 대비되는 해석적 접근을 강조한다. 비판적 해석에 따른 연구 과정에서
는 자료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또한 담화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연구
자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Alvesson & Deetz, 2000). 따라서 질적 연구의 전통적 접근에
따라 의미를 부여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제나
개념, 나아가 하위범주와 상위범주의 매트릭스에 갇혀있지 않다. 오히려 하나의 텍스트나 자료
로부터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고 중첩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을 강조할 수 있다. 통찰은 해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동시에 성공적인 해석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통찰은 조직의 맥
락에서, 특히 미시 수준에서 비판적 경영 연구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 통찰은
기업문화와 다른 형태의 일터에서의 통제의 문제, 전략적 마케팅 기법의 사용과 고객 정보의
통제에 대한 실천 등의 연구 주제를 통해 구체화 될 수 있다. 통찰은 특히 개인 내지 상황이
내포하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의미를 만들어내는 사회적 관계 양상에 주목한다
(Deetz, 1982).
비판은 경영과 조직 현상에서 당연시되는 목적, 사고, 이데올로기와 담론들의 지배에 대응하
는 것이다. 이때의 주요 관심사가 국지적인 변동보다는 조금 더 일반화된 경영과 조직의 특성
에 있다는 점에서 통찰과 차이가 있다. 생태학, 컨슈머리즘, 능력주의, 기술관료제, 조직 사회
의 획일성과 유연성, 관리통제주의 이데올로기가 관련된 연구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비판
은 거시 수준의 접근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조직과 인적자원개발 연구의 영역에서 다소 벗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비판적 연구에서는 경영 활동과 조직 기능이 문화적 및 경제적
지향점의 생산과 재생산의 주요한 장소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Deetz, 1992). 통찰은 우
리가 국지적 과정에 주의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과정을 통해 사고의 전체화(totalizing thinking)
를 회피하도록 하며, 비판은 전체성을 보도록 해 근시안적 접근을 피할 수 있도록 한다
(Alvessson & Deetz, 2000).
전환적 재정의는 수익과 효율성 추구로부터 그저 비판적으로 모순과 지배의 형태를 탐구하
는 것 이상으로 보다 민주적이고 덜 압제적인 형태의 조직을 만들기 위한 통합된 노력을 강조
한다. 전환적 재정의는 개념 형성, 저항, 그리고 의식화 운동 등의 형태로 구체화될 수 있다.
따라서 전환적 재정의는 비판 그 자체를 위한 비판에 빠지지 않고 일터를 변화시키기 위한 긍
정적 액션을 진지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대부분의 비판적 경영 연구는 세 가지 구성요
소 가운데 하나 또는 둘에 집중하는 편이며, 최소한 두 가지 구성요소를 갖추도록 기대된다.
물론 세 가지 과업 모두가 적절하게 접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러한 세 가지
구성요소 간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경우도 존재한다(Alvessson & Deetz, 2000).
또한 이 연구는 금융업에 속한 A기업의 단일사례 연구에 해당한다. Yin(2003)은 사례 연구의
유형으로 단일사례 연구와 복수사례 연구를 제시했다. 하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경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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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례가 이론적 시사점을 풍부하게 보유한 경우, 극단적인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심층적인
자료수집이 가능한 경우에 적합하다. A기업의 분사형 아웃소싱 기업 B는 모기업으로부터 분사
되어 대다수 독립형 아웃소싱 기업과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이론적 시사점과 희소성, 그리고
인터뷰뿐만 아니라 회사 내부 자료에 대한 협조가 가능했던 점에서 단일사례 연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모기업인 A와 분사형 아웃소싱 기업으로서 B의 관계는 확대되는
아웃소싱 추세 속에서 공식적인 계약 관계의 관리를 위한 서비스 수준 협약(service level
agreement) 외에도 조직문화나 업무 방식의 공유 등에서 독립형 아웃소싱 기업과는 차별성을
보유한다. 또한 이러한 조건 아래에서 인적자원개발 전문가로서 담당자의 정체성도 인적자원
개발 아웃소싱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관련하여 의미를 가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2. 자료 구성과 분석
이 연구에서는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에 대한 비판적 접근에 따라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과
관련된 연구 참여자의 경험과 인식을 사회적으로, 그리고 담론적으로 구성되는 실재와 지식으
로 전제하였다. 이러한 전제 위에서 통상 활용되는 자료 수집이 아닌 자료 구성(data
construc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자료 구성은 크게 두 단계로 구별되며 첫 번째 단계는
아웃소싱 기업 B의 내부 자료 확보이다. 내부 자료로서 2014년 사업계획, 2014년 월별 교육배
정표, 아웃소싱 정원산정 내역, 아웃소싱 첫 해의 사업보고서 등의 문서 자료를 제공받았다.
두 번째 자료 구성의 단계로서 분사형 아웃소싱 기업 B에 재직 중인 연구 참여자 1인을 대
상으로 연구 참여자가 연구자의 소속대학에서 주1회 강의를 진행하는 일정에 따라 2014년 9월
부터 10월까지 2개월에 거쳐 총 6회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모든 인터뷰는 연구자의 연구실
에서 이루어졌으며, 1회당 평균 한 시간가량 진행된 인터뷰 내용은 모두 녹취되었다. 인터뷰는
세 개의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각 2회를 안배했으며, 각 2회의 인터뷰는 연구 문제를 중심으
로 구조화되지 않은 담화 형식을 취해 이루어졌다. 또한 1주일 혹은 2주일의 시간차를 두고
인터뷰가 진행된 것을 고려해 동일한 연구 문제에 따른 인터뷰 진행시 앞선 인터뷰 주요 내용
을 연구 참여자와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인터뷰를 진행했다.
연구 참여자 1인은 30대 남성으로 경영학 석사학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분사형 아웃소싱 기
업 B에 2014년 11월말 기준으로 2년 8개월째 재직했으며, 인적자원개발 실무 경력은 이전 직
장 경력을 포함해 총 4년 4개월이다. 특히 연구 참여자는 이전 직장에서 연구자와 직장 동료
로서 함께 재직했으며, 이전 직장이 교육훈련 및 인적자원개발 컨설팅 등을 다수의 고객사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에 대한 심도 있는 담화적 자료
의 형성에 적합한 참여자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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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구성한 질적 자료의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는 연구 참여자 확인
(member check)을 거쳤다. 연구 참여자 확인은 자료 분석과정 및 연구 결과에 대해 연구 참여
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이다(유기웅 등, 2012). 이 연구에서는 인터뷰 내용과 내부 문서를
토대로 연구자가 분석한 사항 등 연구 결과 전반에 대해 연구 참여자의 확인을 거쳤다. 연구
윤리와 관련해서는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문제, 익명성의 보장, 내부 기업정보
에 대한 보안 엄수, 보이스 레코더 사용을 통한 녹취 등을 포함하는 연구 동의서를 제안하고
서명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3.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 기업 개황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 업계 현황은 인사 아웃소싱의 실태를 조사한 차성호, 양동훈(2008b)
의 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들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인사 아웃소싱 서비
스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영역은 채용과 교육훈련 영역이다. 특히 교육훈련은 상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포함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이들은 인사 아웃소싱으
로 외부에 이전되는 업무 가운데 복잡하고 특수한 업무인 기획 및 설계 기능 보다는 일상적이
고 정형화된 업무로서 위험부담이 없는 진행 및 운영 기능이 먼저 외부화 된다고 보고하였다.
<표 1>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 범위
구분
경영지원
부문
카드사업
부문
금융사업
/리스크
관리
부문
기획지원
부문
(CS등)

교육과정
경력사원 입문과정, 신입사원 입문과정, 직급별 승진자과정,
기획력스킬향상과정, 기업리스크관리, 영포럼, 신입사원하계수련대회,
리더십포럼, 임원특강 등
육성팀장 과정, 신임영업소장 과정, 육성실장 역량향상 과정,
육성팀장 강의 클리닉 과정, 신임육성팀장 입문과정,
신임육성실장 입문과정, 팀단위 조직력 강화과정,
CPM Recruiting Focus과정, CPM입문과정, 장기근속 Retention과정 등
Pre-BTC, Admin Vision Sharing, 신임파트장 업무스킬 향상과정, 소송대리인
직무향상과정, 채권센터 선임반장 직무과정,
채권센터 업무지원팀 직무교육, 형사사건 전담자교육,
채권센터 업무지원팀(파견직) 교육, 신입소송대리인 입문과정,
채권센터 CS교육, 채권센터장교육, 채권센터 파트장 직무교육,
채권센터 업무지원팀장 직무교육,
직무 SPOT교육, AP심사역량 강화과정, Sales 향상과정, 관리자(영업팀장) Sales
Skill 향상과정, 관리자(영업팀장) 보수교육, 관리자(지점장) 보수과정,
전문 금융인 양성과정, 관리자(영업팀장) 상품지식 Master 워크숍,
직무 CS 향상 프로그램, 신입상담원 입문교육 등

과정수
22

31

16

23

주. B기업 내부 자료를 토대로 연구자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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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업의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을 수행하는 B기업은 2011년 3월 설립되었으며, B기업의 사
업은 인사분야 외에도 안전관리분야, 정보보안분야, 고객서비스품질관리분야 등 네 개 영역에
대한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011년부터 3년간 전사 매출액은 약 63
억 원, 109억 원, 137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6천, 3억 9천, 4억 1천만
원으로 역시 증가해왔다. 전반적으로 B기업은 분사형 아웃소싱 기업으로서 A기업의 업무에 대
한 아웃소싱 확대와 함께 규모 면에서 성장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다. B기업의 재무정보
는 B기업이 외부회계법인에 의한 감사대상 기업이 아닌 점을 감안하여 Kisline 데이터베이스
(www.kisline.com)에 접속 및 검색하여 확인하였다.
현재 인사분야 아웃소싱 가운데 인적자원개발로 분류할 수 있는 교육 아웃소싱의 범위는
<표 1>과 같으며, 전사 차원에서 총 92개 교육과정을 아웃소싱 범위로 설정하고 있다. 투입인
력 규모는 2011년 14명, 2012년부터는 2014년까지(각 년도 4월 1일 기준)는 16명 수준을 유지
하고 있다.

Ⅳ. 연구 결과
1. 권력 관계의 복잡성과 역할과 책임의 여전한 모호함
가.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의 출발은‘비용’
A기업의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 도입 배경은 1차적으로 비용 절감에 있었다. 비용 절감은
핵심 업무와 비핵심 업무의 구별, 그리고 핵심 업무로서 기획 기능의 강화와 연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봉 7천 이상이 되는 과장급이 강의장 셋팅을 하고 명찰을 준비하는 것이 명백한 고비용 저
효율이다 ... (중략) ...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핵심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는 그게 출발인 것 같
아요. <1>

Woodall 등(2007)에 따르면 아웃소싱의 배경은 비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비용이라
는 동기가 자리한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은 핵심 업무와 그 반대편 업무를 가른다. 많은 조직
들이 인사 전략의 일환으로 특정 직위나 직무에 대해 임시직만을 활용하여 인력운용을 함으로
써 조직 내 인력구성을 핵심과 비핵심으로 이중화시키는 전략을 채택하기도 한다(Constant &
Massey, 2005). 인력 아웃소싱을 실행하는데 있어 핵심 직무에 대해서는 그 기업의 정규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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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전담하고, 이에 비해 주변 직무는 경쟁력 강화와 기업 규모의 슬림화 차원에서 과감하게
‘외부화’과정을 밟는 것이다.
외부화는 결국‘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가르침과는 다소 상이하게 최소한 조직에서는 직무
에 귀천이 있을 수 있고, 이를 확대해 보면 노동시장에서의 격차 문제가 정규직 대 비정규직
의 근로계약 형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직무에 포함된 과업 내용에 따라서도 심화될 수 있음
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아웃소싱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모기업 재직자의 심리적 변화를 분
석한 이춘우･맹성철(2011)은 아웃소싱이 모기업에 소속한 정규직 인력의 직무 만족도와 조직
몰입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하였다. 아웃소싱을 매개로 고객사와 아웃소싱 기업
재직자 간의 격차는 개인의 사회심리적 우월감으로도 연결될 수 있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더욱이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y) 개념에 비추어 보면 앞서 언급한 인력운용에 대한 이
중화 전략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Scully-Russ(2005)는 저임금 근로자의 경력개발 문제를
다루면서 경로 의존성 개념을 통해 맥도날드 햄버거의 고용주는 햄버거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숙련된 근로자에게 맡기지 않을 것이며, 이를 변화시키는데 드는 막대한 전환 비용을 고려할
때 맥도널드의 주방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나. 때로는 한 가족, 때로는 남남
아웃소싱 기업 B의 직원들은 그룹메신저를 통해 A기업과 A기업이 속한 대규모기업집단 내
대부분의 계열사 임직원과 소통이 가능하다. B기업의 본사 지원인력을 제외하고 A기업의 아웃
소싱 서비스를 담당하는 모든 B기업 직원들에게는 A기업과 동일한 회사 이메일 도메인이 부
여되었다. 물론 내부망에서의 사용과 보안 설정 등을 고려한 제한적 기능이 부여된 것이다. 사
내 복지시설(직원식당, 피트니스센터 등)의 이용에 대한 권한도 동일하며, 다이어리, 사무용 집
기, 업무용 PC도 동일한 것을 사용한다. 자연스럽게 B기업의 임직원은 A기업의 금융상품을 애
용하며, A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기대하고 염원하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분사형 아웃소싱 기업
인 B기업이 A기업과 한 공간에서 아웃소싱 업무를 수행하며, B기업의 관리자 대다수와 대표이
사는 A기업 출신 인력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A기업의 인적자원개발 실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 접
근에 제한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정보 접근 제한은 잠정적으로 A기업과 아웃소싱 기업 B 모두
의 인적자원개발 실천의 효과성 제고를 저해할 수 있다고 이해되었다. 먼저 조직 운영을 견인
하는 경영방침과 A기업 CEO메시지 등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었다.
혁신, 효율성 등 고객사가 표방하는 가치들을 우리 직원들도 그분들만큼 잘 알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 외부에 공개되기 어려운 비하인드 스토리 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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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것이 있다면 사안 자체도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히스토리나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것은 더더욱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방향을 잘못 짚거나 핵심을 간과하는 경
우가 발생합니다, ...(중략)... ‘지금 회사 방향을 몰라?’ 라고 하지만 알려주지도 않고 알 수
도 없는데 말이죠. <2>

또한 일부 아웃소싱 대상에서 제외된 업무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교육 참여자 정보, 교육성
과에 대한 정보 등이 활용되지 못해 아웃소싱된 교육훈련 전반에 대한 성과분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연간교육계획에 대한 접근도 불가능하지만, 현재 A기업의 운영 및 업무방식 아래
에서는 교육계획 수립이 유명무실하다는 인식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룹사 통합 교육은 고객사에서 하니까 ...(중략)... 연간교육계획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몇 년
전에 만들어진 프레임은 있지만, 변경되는 게 너무 많아서 수립되어 있다고 하기도 좀 그렇구
요. 결국 A사 HRD의 큰 그림도 못보고 전체적인 성과분석도 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교육이
성과평가의 대상이라고 인지하지도 않고 담당자들은 자신이 구성원 가운데 하나의 역할을 한
다는 것이지 HRD담당자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평가도 Data도
누적관리 되고 있지 않습니다. ...(중략)... 저희도 정보접근 권한이 없구요. 결국 우리도 못하고
그쪽도 못해요. <3>

통상 관리 대상으로서의 조직문화와 이에 따른 팀빌딩, 직원 참여 프로그램 등은 조직 내부
구성원 간 갈등을 억제하고 조직 운영에 대한 통제를 위한 것이다(Deetz, 1992). A기업과 B기
업 사이의 조직문화의 공유는 단일 조직에서의 조직문화 관리가 아닌 동시에 인수합병 등 조
직문화의 화학적 결합을 강조하는 특정한 맥락과도 차이가 있다. 다만 독립된 두 조직 사이에
서 A기업은 B기업과의 동질성 확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장치를 마련했으며, 이는 조직문화
의 재생산 개념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조직문화 재생산은 조직사회화와 기능적으로는 유사하지만, 특정한 집단이나 세력이 우월적
지위를 여전히 유지하는 가운데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를 갖는다. 조
직문화 재생산은 조직의 경영관리가 현재의 조직 문화의 특성을 재생산하기를 원할 때 채택된
다. 조직문화 재생산의 기제는 교육과 조언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영관리의 과학적 권위와
현대적 문화나 조직 효과성이라는 문화적 권위에 의해 촉진된다(Konecki, 2006). 다만 인적자원
개발 아웃소싱을 중심으로 연결된 A기업과 B기업 사이의 교환에 있어서 세련되고 혁신지향의
A기업의 운영 방식을 B기업의 구성원이 내재화하는 동시에 정보 접근에 대한 제약과 한계를
부여하는 방식이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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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획과 운영의 이분법이 야기하는 부작용
이 연구에서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을 관통하는 실천의 논리는 고객사와 아웃소싱 기업 간
명확한 기획과 운영의 분리로 규정지을 수 있다. 이러한 이분법은 앞서 운영뿐만 아니라 기획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는 아웃소싱의 개념과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 실천의 현장 사이에 차이
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육프로그램을 일관성 있게 턴키로 맡기는 구조는 아니고, 기획은 우리, 운영은 너희의 일이
라는 인식이 강하고 ...(중략)... 단독으로 교육진행 가는 경우더라도 앞뒤 맥락 없이 현장지도
처럼 나와서 지적하는 경우가 많아요. 소신대로 작은 거라도 운영 레벨에서 변화를 주면서 잘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한 시도가 좌절되고 누적되면 점점 그러한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더라구
요. <4>
기획 단계부터 많이 공유했으면 하는데 그게 잘 안돼요. 물론 기획 업무 단에서의 어려움들이
있는 건 알지만, 교육일정이나 시간표를 받고나서 그대로 시행할 수 있는 경우보다는 실제 실
현가능한지, 우려할만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을의 입장에서 어필해야 하는 상황이 참 어렵죠.
일하기 싫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까 봐요. <5>

또한 기획과 운영의 이분법은 고객사와 아웃소싱 기업 간의 권력 관계뿐만 아니라 고객사가
특정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위탁을 맡긴 컨설팅 업체나 기관과의 관계까지 망라되어 인적자원
개발 아웃소싱 기업이 다층적인 권력 관계를 다루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희 직원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 상황이 많아요, A에서 위탁을 맡긴 별도의
교육업체와의 관계 설정이 애매한 경우도 많습니다. 해당 업체와 저희 회사와의 보이지 않는,
일종의 권력다툼이 있기도 하고요. 고객사가 마치 못된 시누이 같은 역할을 하고 있더라구요.
<6>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에 있어서의 기획과 운영의 엄격한 이분법의 기저에는 관리통제주의
이데올로기가 자리하고 있다.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는 동시에
관리통제주의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업무상 지위가 낮으며, 업무상 권한위임이 극히 제한적
이다. 관리통제주의는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 기업 담당자의 긍정적인 변화의 시도를 억누른
다. 비록 인적자원개발 컨설턴트에 대한 단상이기는 하지만 인적자원개발 컨설팅의 실천을 상
업적으로 매력적인 템플릿의 거래로 언급한 Grieves(2010)의 지적은 기획과 운영의 이분법에
대한 강조가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 기업 담당자의 실천을 틀에 박힌 것으로 정형화하는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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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2.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고객사 인적자원개발의 위상 변화는 의문 부호(?)
가. 인적자원개발 총괄 전담부서의 부재
A기업의 인적자원개발은 인사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부서의 한 작업그룹 수준으로 조직화되
어 있으며, 경력개발팀이라는 별도 부서에서 채용과 함께 해외주재원 육성 등에 대한 인적자
원개발 관련 업무를 일부 분담하며, 총무팀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다. A기업은 3년 전을 기준
으로 인적자원개발 전담부서에 12명의 인력이 근무했으나 인적자원개발 전담 조직은 분리, 흡
수 통합되어 현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은 모두 인사기획팀에 소속되어 있다. 현재는
담당자 4명과 작업그룹을 관리하는 파트장 자격의 차장급 직원 1명이 A사의 전사 차원의 인적
자원개발을 수행하고 중앙 부서가 관리했던 기능과 예산은 각 본부별로 이관되었다. 2014년 9
월말을 기준으로 인사기획팀에 소속된 담당자 4명 가운데 2명의 직급은 대리, 2명은 사원이었
으며, 대리 1명만 3년가량 인적자원개발 업무를 담당해왔고 나머지 직원들은 해당 부서에서
근무한 지 1년이 넘지 않았다.
사실상 HRD 전담 조직은 없어지고 팀원들은 각 사업부로 분산되었어요. 인사기획팀에서는 그
룹사 포함 교육관련 전반을 다루고 있고 경력개발팀은 채용이 주를 이루되 주재원육성, 임원
교육, 자기계발지원제도 운영 등을 주로 하구요, 총무팀은 자세히 보면 CSR과 기업홍보 업무
에 치중하는 것 같아요. <7>

직무별 전담 교육훈련 부서에 의한 교육훈련의 경우도 대부분 아웃소싱의 대상이 되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특히 전사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부서에서 위탁한 교육훈련의 세부 내용에
주목하였다. 2014년을 기준으로 아웃소싱 대상이 된 교육훈련은 대졸신입 입문교육, 온라인 과
정 운영(그룹내 타 계열사 제공), 외국어 과정(외국어과정운영, 급여차감업무), 고용보험환급업
무, 특강(월단위 임원특강, 직원특강), 신입사원 수련회, 인턴십 교육, 영업채권 입문교육, 계층
교육과정, 팀세미나(그룹교육), 공개교육 과정(연간 약 50차수, 2014년부터는 폐지되었음), 리더
십 과정, 안전교육(소방 집합교육 및 동영상교육), 준법감시 교육 등과 같다. 이처럼 총괄 전담
부서의 부재와 직무 교육을 넘어선 전사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 확대는 서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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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전히 인적자원개발은 교육훈련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은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전략
적 인적자원개발이 주창하는 훈련 운영에서 결과로의 전환이 A기업의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
을 통해 촉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총괄하는 부서가 없고 아웃소싱 특성상 기획-운영의 구별, 업무관리를 중시하면서 R&R이라는
이름으로 고객사와 우리 회사가 서로 자기 방어에만 앞장서다보니...(중략)...물론 A기업의 조직
문화가 전문성을 강조하고 체계적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것에 대해 대표이사가 강조하는 부분
은 분명히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A기업의 인적자원개발이 타 기업에 비해 선도적이다 이런
얘기는 하기 어렵습니다. <8>

현재 A기업의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 업무가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과는 애초에 무관하다는 해석은 적절치 않다. A기업의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실
행 방안이 무엇이든 전략적 적합성을 고려한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에서 드러나는 실재는 인
적자원개발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동떨어져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
에 따라 고객사인 A기업의 전략적 인적자원개발로의 변화에 대한 B기업 담당자의 상황 인식
은 인적자원개발이 여전히 교육업무로 간주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아웃소싱의 대상이 되는
인사영역 업무 가운데 교육훈련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차성호, 양동훈, 2008a)는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훈련 중심의 사고가 조직 내에서 고착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비판적 관점에서 현상 유지(status quo) 경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비판적 경
영 연구는 가치중립성과 보편타당성, 현상 유지 경향의 암묵적 수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Alvesson, Bridgman, & Willmott, 2009). 인적자원개발이 추구할 전략적 변화는 현상 유지 경향
을 넘어서는 일터의 변화를 지원하는 것도 의미한다. 현상 유지 경향을 넘어서는 일터 변화에
대한 지원은 조직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기능적인 목적 추구뿐만 아니라 보다 민주적이고 덜
압제적인 일터의 변화도 인적자원개발이 주도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Francis, 2007).

3. 전문성의 역전과 구조적 한계
가. 아웃소싱 기업 인적자원개발 담당자의 전문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
전문성을 갖춘 외부 조직에 인적자원개발을 맡기는 것 자체는 합리적인 경영관리의 의사결
정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A기업의 인적자원개발 담당자의 인적자원개발 전문성과 전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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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이 저하되었다는 점에 있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인적자원개발 전담 내지 총괄 조직
이 없어졌다. 더욱이 아웃소싱이 확대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아웃소싱 기업인 B기업의
담당자는 자신의 인적자원개발 전문성의 상대적 우위와 전문직 정체성의 심화를 확신하고 있
었다.
ADDIE가 뭐 전부는 아니지만 경력 7~8년차라도 모르시거든요. 과정을 개설할 때, 이런 이론들
은 필요가 없으니까요. 상대적으로 전문성에 있어서만큼은 만족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중략)... 사실상 이제 HRD전문가라고 할 만한 staff은 A기업에 없다고 봐야하구요. 한편으로
는 HRD의 전문적 지식이나 이론 이런 것들이 우리 조직에 맞는 HRD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면에서는 힘든 전략이나 영업 업무를 하다가 순환보직의 개념으로 조금
쉬어가는 자리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9>
기획은 하기는 하는데 ...(중략)... 결국 전체적인 완성품을 제시하기보다 부분적인 변경 또는
아이디어 제시에 그치는 경우가 많죠. <10>

동시에 역전된 전문성은 아웃소싱 기업에 대한 의존성 강화로 연결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아웃소싱 기업 B의 경우 처음에는 인사 아웃소싱 가운데 교육과 보상(급여 지급) 중심으로 A
기업 인사 아웃소싱 서비스를 개시했으나 2014년부터는 채용지원 업무까지 아웃소싱 업무 영
역에 포함되었다. 전반적으로 지난 3년간 인사 아웃소싱 외에도 A기업이 아웃소싱을 통해 B기
업에 이관하는 업무 영역은 계속해서 확대되었다.
3년이 넘어가니까 오퍼레이션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져요. 과거에 계셨던 분들이 업무의
A to Z를 알고 계셨다면, 지금은 인원이 많이 교체되면서 교육관점이라기보다 본인들이 기존
에 해왔던 업무 Base를 가지고 접근하시게 되는 것 같더라구요 ...(중략)... 결국 기획이라고 생
각하시는 업무에만 더 충실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현장을 이해하고 있는 우리에
게 의존성은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1>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 기업 담당자의 전문성 심화 과정은 앞서 기획과 운영의 이분법에 의
해 저하된 자율성을 함께 고려할 때 트레이드오프(trade-off)로 이해할 수 있다. 고객사인 A기
업의 입장에서는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이 전사 차원의 비용 절감이나 경영 효율성 증대와 동
시에 인적자원개발 담당자의 전문성 내지 전문직 정체성 저하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역시 트레
이드오프가 존재한다. 트레이드오프의 존재는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이 고객사와 아웃소싱 기
업 간의 협상 과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조직의 실재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비판
적 인적자원개발의 관점에서 일터 조직은 쟁송지대(a contested terrain)이며(Fenwick, 2005),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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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관계와 지식의 쟁송지대인 조직에서 인적자원개발 실천은 지속적인 협상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한별, 2006).
나. 고객사에 종속된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 기업의 전문성

전문성의 역전 가능성에 대한 확인과 더불어 이 연구에서 확인한 아웃소싱 기업 인적자원개
발 담당자의 전문성 발휘의 여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였다. 첫째, 분사형 아웃소싱 기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모기업에 해당하는 고객사 외의 신규 시장 진출 압력이 상대적으로 적다.
둘째, 권한위임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업무의 전문성을 심화시키는 과정은 고객사에 대한
아웃소싱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다각도의 성찰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었다.

업무에서 소신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지만 조직 내부의 이슈나 정
치적인 것, 이런 것에 대해 자유롭고 오히려 서비스 품질 제고만을 추구하면 되니까 HRD에
대한 경험과 내공을 쌓기에는 좋은 조건이기도 해요. <12>

다른 한편으로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 기업 담당자의 전문성의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도 생
각할 필요가 있다. 이전 직장에 비해 조직 내부의 이슈에 얼마간의 거리를 두고 인적자원개발
업무의 영역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전문성 심화에 도움이 되는 여건에 해당한다면, A기업을
제외한 다른 산업에서의 인적자원개발, A기업과는 상이한 산업에 속한 기업에서 고려할 수 있
는 인적자원개발 개입 등에 대해서까지 전문성의 발휘가 확장될 가능성은 제한된다.
고객사 업종에 대한 교육업무만 하다 보니 강사, 프로그램, 연수원 등도 한정되어 있구요. 유
일고객을 위한 서비스만 제공하다보니, 아무래도 HRD시장에 대한 정보나 트렌드에 대해 둔감
해지고 업무 영역의 확장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저희 회사 인력이 쌓을 수 있는
경험을 통한 전문성 강화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약해질 수 있는 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
다. <13>

결과적으로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 기업 담당자의 전문성은 고객사와 형성하는 권력 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문성의 수준이 고객사와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며, 아웃소
싱 인적자원개발 담당자의 전문성의 확장 가능성 또한 분사형 아웃소싱 기업으로서 고객사에
의해 한정된다. 이러한 이해는 분사형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 기업 담당자의 전문성 수준과
범위가 고객사에 종속되어 있다는 구조적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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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1. 논의
이 연구에서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는 비판적 방법론에서 제시한 통찰-비판-전환적 재정의
를 완성하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비판적 접근에 따라 일터 혹은 이 연구에서 다루는 인적자
원개발 아웃소싱에 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와 관
련된다.
앞서 연구 결과에서 제시된 주요 내용은 분석의 틀에 따라 통찰과 비판의 구성요소를 다루
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문제에 따라 첫째, 권력 관계에서는 먼저 인적자원개발 아웃
소싱의 도입 배경이 비용 절감과 핵심 업무와 비 핵심 업무의 구별, 그리고 핵심 업무로서의
기획 기능 강화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인적자원개발 업무에 대한 구획이 인력
과 직무에 대한 구획으로 연결되고 노동시장에서의 격차를 확대시킬 가능성을 비판하였다. 다
음으로 분사형 아웃소싱 기업으로서 조직문화에 대한 공통성을 보유하지만 정보 접근 제한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보 접근 제한은 조직문화 재생산 기제를 통해 고객사에 의해
종속된 업무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으로 연결되었다. 마지막으로 기획과 운영의 엄격한
분리가 다양한 권력 관계의 양상과 함께 아웃소싱 기업에 대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밝혔으
며,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의 실천을 관통하는 기획과 운영의 이분법 논리의 기저에 위치한
관리통제주의 이데올로기를 통해 비판적 해석을 더하였다.
둘째, 전략적 인적자원개발로의 진일보에서는 인적자원개발 총괄 전담부서의 해체와 함께
여전히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인식에 있어 교육훈련이 주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
한 해석은 비판적 인적자원개발의 기본 입장에 해당하는 지배적 인적자원개발의 현상 유지 경
향의 발휘로서 비판적 해석이 가능하며, 현상 유지 경향은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이 매개가 되
어 인적자원개발과 일터의 변화를 이끄는 데 있어 잠정적 장애 요인이 될 것이다.
셋째, 일의 의미로서의 전문성에서는 아웃소싱 기업 소속 인적자원개발 담당자의 전문성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성의 역전 가능성을 제시하는 동시에 아웃소싱 기업 담당자
의 전문성이 고객사에 의해 그 수준과 범위가 결정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인
적자원개발 아웃소싱 기업 담당자의 전문성이 고객사와의 지속적인 협상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또한 고객사와 형성하는 권력 관계로부터 종속되어 있다는 비판적 해석으로 연결되
었다.
지금까지의 비판적 해석의 과정이 포함하는 통찰과 비판으로부터 전환적 재정의에 따른 인
적자원개발 아웃소싱에 대한 변화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비록 비판적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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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위해 제안하는 아이디어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과는 거리가 있
지만(Alvesson & Deetz, 2000), 이러한 변화 방향은 분사형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에 대한 실
천적 시사점을 의미할 수 있다. 첫째, 권력 관계에 대해서는 고객사와 아웃소싱 기업 간의 참
여적 의사소통의 강화가 요구된다. 정보 접근 제한, 기획과 운영의 이분법 등을 극복하기 위해
요구되는 참여적 의사소통은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의 동기로서 전략적 통제보다는 집합적 상
호 의사결정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Deetz와 McClellan(2009)은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분류에 있
어 전략적 통제와 집합적 상호 의사결정을 구별하고, 전자의 예로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와 마케팅, 조직 문화 관리, 후자의 예로 타운홀 미팅, 상생의 갈등 해결 과정을 제시했다.
둘째, A기업의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고양을 위해서는 훈련 중심의 아웃소싱 접근에서 벗어
나 일터학습의 증대를 지향하면서 일터학습의 실체적 모습을 규명하고 실행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을 통해 제공되는 A
기업의 교육훈련에 비판적 액션 러닝 등의 훈련 기법과 내용을 접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
다. Ram과 Trehan(2010)은 비판적 액션 러닝의 목적을 비판적 사고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제시
했으며, 비판적 사고의 심화는 개인 수준의 경험으로부터 학습과 성찰을 강조하는 동시에 조
직과 감정의 역동성과 조직화로부터의 학습에 대한 집합적 성찰을 중시하는 것이다.
셋째, 전문성에 있어서는 고객사에 의한 지배 구조의 영향력에 종속된 인적자원개발 아웃소
싱 기업 담당자 전문성이 일의 의미에서의 저항으로 전환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환적
재정의가 갖는 저항으로서의 의미에 근거한 것이다. Fleming과 Spicer(2007)는 조직에서의 권력
과 일에서의 저항의 의미를 연결시키고 권력과 저항의 접점에서 투쟁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구
체화하는 이론적 작업을 시도한 바 있다. 그들이 제시한 접점 가운데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
기업의 담당자 전문성의 문제는 담당자의 정체성을 둘러싼 투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의 저항은 고객사와의 종속 관계로부터 의도된 것이 아닌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 담당자
가 해방의 입장을 인식하고 새로운 전문성의 의미와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과업을
의미한다.

2. 결론
이 연구를 통해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은 전략적 파트너로서 조직 내 인적자원개발 기능의
새로운 역할, 슬림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경영관리 실천 등의 배경에서 출발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기획과 운영의 엄격한 구별이 인적자원개발 전담 조직의 축소 등과 함께 운영비용의
감소는 가능하게 했지만, 조직의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인적자원개발의 위상 확립과 고객사 인
적자원개발 담당자의 전문성 심화와는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기업의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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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 아웃소싱은 비용절감 차원의 성과는 지속적으로 기대할 수 있겠으나, 내부 인적자원
개발 기능의 와해와 담당자의 전문성 저하를 겪을 가능성을 보였다.
분사형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의 양면성에 비추어 조직 내 인적자원개발은 아웃소싱 상황에
서 보다 조화된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안적인 쌍방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소통은 서비스 수준 협약과 같은 관료적 절차의 복잡성을 심화시키는 것
에 국한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보다는 비판적 관점에서 해방의 입장을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
에서 실천하기 위해 Meyerson(2001)이 제안한 완화된 발본주의자(tempered radicals)의 노선을
채택하는 것이 우선은 바람직할 것이다. 비판적 경영 관점에서 Alvesson과 Willmott(2012)가 제
안한 미시 해방(micro-emancipation) 개념과 유사하게 완화된 발본주의자들은 조직 내부에서
기존의 지배적 문화에 저항하면서도 주어진 시스템 내에서 작은 변화를 점진적으로 추구하며
문제를 해결한다.
이 연구는 조직의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 실천에 비판적 인적자원개발의 관점을 접목한 연
구로서 의의를 가진다. 특히 사례 연구로서 모기업에서 분사된 아웃소싱 기업에 의해 실행되
는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 실천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통해 권력 관계, 현상 유지 경향, 전문
성에 영향을 미치는 종속 구조 등을 다루었다.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 도입이 내포하는 전략
의 부상은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인적자원개발 전환과 연결된다.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인적
자원개발이 생산성, 성과, 수익을 추구하면서(Bierema & Callahan, 2014), 얻은 것 못지않게 잃
은 것이 무엇인지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자 했다. 동시에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 전반에 대해
주체이자 행위자의 인식 발견을 시도했다. 연구 대상이나 주제와의 오랜 경험, 대면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으라는 오세철(2012)의 조언을 따르고자 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단일사례 연구로서의 한계, 그리고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 기업에 재직
중인 한 명의 연구 참여자의 관점으로부터 구성된 자료와 기업 내부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시
도한 것에 따른 한계를 가진다. 분사형 아웃소싱에 의한 권력 관계를 사례 연구에 적합한 맥
락으로 설정했으나 금융기업인 A기업과 분사형 아웃소싱 업체인 B기업이 인적자원개발의 아
웃소싱에 대한 대표성과 전형성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향후에
는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의 쌍방이 모두 고려된 비판적 해석의 과정이 요구된다. 이때의 비
판적 해석 과정은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 사례와 연구 참여자의 확대 또한 포함하는 것이다.
더불어 비판적 연구의 일반적 구성요소에 따르는 통찰-비판-전환적 재정의라는 분석의 틀뿐만
아니라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에 자리한 고유의 권력 관계로부터 도출된 분석의 틀을 적용하
는 것 또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시간적 범위를 보다 확장하여 이 연구에서 드러
난 인적자원개발 아웃소싱이 동태적 측면에서 어떻게 인적자원개발의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위
상을 변화시키고 인적자원개발 담당자의 전문성과 일의 의미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
로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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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ritical Understanding for Large Company-Affiliated HRD
Outsourcing
Baek, Pyoung-gu(Jungw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arge company-affiliated HRD (Human
Resource Development) outsourcing in critical perspective, which aims to enhance critical
reflection and emancipatory stance in HRD practice. For the purpose,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how does HRD practitioner in HRD outsourcing firm perceive the power
relations within HRD outsourcing?, Second, how does HRD practitioner in HRD outsourcing
firm perceive the transformation of HRD function of host organization as strategic partner?,
Third, how does HRD practitioner in HRD outsourcing firm perceive his/her own professional
identity?. According to critical management research methodology suggested by Alvesson &
Deetz(2000), the author conducted the interview with the HRD practitioner in a large
financial company-affiliated outsourcing firm.
A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t showed HRD outsourcing began with the new role for
HRD function as strategic partners, slim and low cost-high efficiency management. The strict
separation applied to the planning and operation phase in HRD outsourcing ignited the
absence of HRD control tower in host organization, consequently have contributed to the
reduction of the management operations cost. However, it revealed the dissonance with
positioning HRD function as strategic partner and deepening the HRD profession in host
organization. It is expected that host organization could realize cost reduction from
maintaining HRD outsourcing, while HRD outsourcing might bring about the downfall of
internal HRD function and weaken the internal professional identity of HRD practitioners.
[Key Words] Critic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Critical Management Studies,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HR Outsourcing, Strategic Human Resource Develop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