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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무 분석의 틀에서 본 역량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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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역량모형과 직무분석의 비교

역량모형의 개념

V

역량의 위계

W 역량모형 활용의 현재와 미래

익량모형의 타당화

이 급은 현재 기엽에서 사용하고 있는 직무분석과 역량s'.형의 자이접 및 역양모형의 정작 가능
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업무정보 수집을 위해서 지난 몇 십 년 동안에 정착된 방식이 직무
분석이라면， 최큰 10여 년 동안에 자리릎 잡아가고 있는 방식이 역량모형이다 기존어l 정착한 직

무분석도 나픔대로의 장점이 있어 광범위하게 수용되 것이고 새로이 재시되는 역량오형이 식무분
석의 모든 것을 대체하거나 부정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행처럽 활용되고 있는 역량

모형에 대해서 그 방식의 발상， 직무분석과 차이， 휠용도 등을 점겹할 필요가 있다 분석되는 일의
규모 및 분석방식의 차원에서 볼 때 직무분석의 방식에서는 ‘직무”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

를 다루고 있고 역량모형에서는 종업원이 감당해야 하는 보다 넓은 범주의 일을 하는데 펼요한 인
적 꽉성들쓸 분석하고 있다 종업원이 하는 일에 대한 정보수집의 체계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둡은
비슷할 수 있지만， 분석 범위의 차이 및 환용도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

1. 서 론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직무분석에서 수집해온 정보 즉， 요구되는 일이나 사람， 그리고
업무 맥락에서 필요한 정보에 대한 재조명을 하면서， 최근 많이 활용되는 추세를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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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모형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한다

직무분석에서 직무는 조직의 주요 활동 단위이고，

직무분석이란 이 직무를 과업으로 분해하고

구분하는 일련의 작업이다 (Ghorpade ，

직무가 상위 시스템에 이떻게 합치하는지틀

1980) 즉， 직무분석에서 초점이 되는 것은 바로

직무 그 자체인 것이다 이러한 전통적인 직무분석이 "1 시척 방향으로는 정교한 인지작업
의 분석윤 통해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기 있다 (Ford

& Kraiger ,

1995: Mcans & Gott , 1988: Sanchez & Lcvine 1999) 그러나 한 편으로는 업무
관련의 전만적 맥락에 대해 분석하고 업무 기능간의 유사성을 찾는 거시적 역량모형의 방
향으로도 변화하고 있다

그라한 과정은 조직개발에 펼요한 관점으로 활용될 수가 있다

(Schippmann , et al 2000) 직무에 대한 전반적인 득성플 수집하는 방법은 초기 연구
자뜰에 의해서 이미 시도되었다 (Pearlman ，

1980: Schmidt , Hunter , & Pearlman ,

1981 ) Schmidt 등 0981 )은 “ 더 직은 단위의 직무 분석은

활용에 펠요하지 않다

그 대선， 좁 더 넓은 엠주의 내용구조 또는 필요 능벽에 대한 유사성윤 기초로 직무를 묶는

l앙볍이 더 적절하고 강력한 기술이 될 수 있다"(p 175) 고 제시하였다 오늘날 업무가 급변
하는 상황에서 직무기술서는 섬정 업무 상황을 반영하지 봇하게 되며， 구체적이고 작은 단
위의 직무분석은 인사관리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다 일과 사람에 대해 좀 더 넓은

범위로 기술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미국 노동부의 직업 안내망인 O*NET 에서도 “일반적
근로 활동 (Generalized Worker Activities)" 이란 제목하에 직무 특성을 넓은 범주로 정
의하고있다 미시적 직무분석이 정착된 가운데 거시적 역량모형으로의 전개는 이미 오래전

부터 예견된 것이고 두 모형윤 하나의 연속션에서 이해하는 업무분석 CWork Analysis" ,

Sanchez & Levine ’ 2001)

또는

업무의

분석 (“ Analysis

of work , Society for

l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 Inc. 2003) 이라는 용어가 직무분석이라
는 용어보다 더 선호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업무 분석이라는 연속션에서 미시적 방향으로는， 전동적 직무분석 방볍을 동
해서 보다 세분화된 정보플 수집하는 인지과재의 분석으로 가고 있다 반면에 거시적 방향

에서는 일， 사람， 조직변수 및 조직 환경과 관련이 있는 엽무환경 정보어l 초점을 두고 역량
모형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오늘날 많은 조직에서 어떤 형태로든 역량모형을 채택하고 있

고 인사 담당자들은 일， 사람 그리고 조직이 공존하는 개념임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 사람， 그리고 관련된 요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 직무분
석과 그 새로운 판이라고 할 수 있는 역량모형을 업무분석이라는 틀 속에서 비교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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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모형이 다양한 인적자원관리의 목적에 어떻게 차벨석으로 기여힘 것인지 보고지← 한다
마지막으로 역량IE형이 타당화되기 위한 점근으로서 내용모L 형， 섣험모형 그라고 준거모형
윤 제시하면서

역량모헝의 ul 례에 대판 조간완 제안할 것이다

n

역량모형의 개념

역량모형의 기원

역량모헝은 종입원의 역량윤 다파게 되는비， 얀썩→V 터 약량에 디1 한 관선길- 기지고 분
류하고 교육훈련에 사용해 은 응용심리(개인차 선 21
리더심 띤구 맺 러디 선암의 평가 위운1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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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_ _!:.I_λ1
i - r- l_l__
,

지

교육심리 / 응용인지심이) 분야
경영천략에서의 핵심역량 등이 개

념상의 기원이 된다

다양힌 학문→전 맹칭에서 개벨적으포 진행되어 온 역렁에 대한 떤구

릎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한 연구의 결침이 오늘날 역량개념의 다띤직 표상블 가져왔을

것으료 보기 때문이다

(1) 개인차 심라학 / 교육 심리학 / 응용인지 선리학

McLagan( 1996). Schippmann

등 (2000) 은 역량개념의 기렌줍 하니인 개인차 심리

학 빚 교육심리학의 영익을 섣명하고 있다

개인차 심리학은 인직자윈관리에서는 인사선발

장변에 주호 응용된 심리학으토서， 선천적으료 타고나거나 상디1 석으로 지속성이 있는 역량

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그 연구 영역은 “신체적

지적， 정보처리， 동기， 성격， 가치， 그리고

최근에는 감성적 성격’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Schippmann.

ct al. 2000 ‘ p 708)

Bloom (l 967) 과 Gagnc (l 975) 의 교육심리적 섭근에서는 수행결과와 행동모형 을 분류
하고 교육장띤에서 개발 대상이 되는 역량을 분류하였다

여1 뜰 뜰어

학습대상이 되는 역

량차원은 언어정보， 지적스킬‘ 인지잔략， 태도， 운동스킬이 될 수 있다

이러한분류릎풍

해 설명가능하고 관참가능한 행동윤 역량의 내용으로 정의하려는 접근은 오늘날 역량모형
에서 잘수용되고 있다，

한편 인지 심리학자들 가운데 기존의 천동적 지능이 가지는 학업장면 중심의 성격을 탈

피하고 실제 장변에서의 지적 능력을 중심으로 사람음 판단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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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뜰에 의해서 역량이란 개념이 선호되었다

McClelland (1 973) 은

전통적 지능검사 대신

에 “역량’을 테스트해야 한다고 하였고 후학뜰인 Spencer 와 Spencer (1 993) 가 역량개념
을 지식，

스켈，

동기，

Sternberg( 1985) 는

특질 (trait) ‘

자기개념

등 5가지

특정으로 요약 제시하였다

살제 장변의 지능이란 측띤에서 살용지능 (practical

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는 사회적 역량이 포함된다

Gardner( 1983) 는

intelligencc)

잔동적 지능 이외

에 읍악지능. 운동지능， 개인내 지능， 개인간 지능을 추가로 인간의 지적능력의 범주에 포

함할 것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개인간 지능은 사회적 지능 내지는 사회적 역량과 맥을 같
이 한다

이렇게 인간능력에 대한 최근의 다양한 관점이 “역량”플 포괄적 개념으로 확대시

키는데 기여하였다

(2)

리더십 연구와 평가위원회

(Assessment Center)

평가위원회 방식의 오랜 역사 속에서 리더의 행동과 관리자(경영자) 수행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평가되었다 (Thornton.

1992)

그런데 이 방식의 사용결과로 제시되는 엽무관

런 정보의 “범주”틀이 조직별로 차별화됨이 없이 매우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점이 문제가 되
고 있다 (Schippman.

Hughes. & Pricn. 1987)

그 범주들은 매우 넓어서 속성， 특성

및 성공요소의 군집(예를 들어， 추진력， 계획성， 창조성， 유연성)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이

다 (Shippmann.

et. a l.. 2000. p.709) 그러므로 수많은 컨설팅 장면에서 제시되는 평

가위원회 차원은 오늘날 역량모형에서의 차원과 매우 유사하다

(3)

직무분석

효과적인 직무분석은 “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수행측면에 중

점을 두어야 한다"(Anastasi

& Urbina.

시 마찬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1950년대부터 미국의

Primoff.
서의

HR

1997.

p .4 93) 고 정의하고 있다 역량 모형 역

이러한 목적은

Flanagan ( 1954) 의

컨설팅 회사에서 사용된 직무요소방법

Uob element method.

1975) 과 같은 엽무 중섬적인 직무분석기볍에서 잘 나타나고 았다

역량개념을 최초로 제시하였고 직무분석을 통한 역량도출을 강조한

(1 973) 의 관점을

Boyatzis (1982) 가

기시절플 주도한 Hay← McBer 사의

p.709) ‘

중요사건기볍，

그런데 이 Hay-McBer 모형

교육장변에

McClelland

관리직무에 확장시켜 적용한 것이， 역량모형의 초

역량모형이

되었다 (Shippmann.

(Spencer & Spencer.

et. al .. 2000.

1993) 에서 사용된 주요 직

이

순

욱· 이

주

희

141

무분석 망법인 행통사건 면접(B E l)은 직무분석의 한 방법으로서 사용되어 온 중요사건기
법 및 직무요소방법을 적용하고 McClelland 가 동기연구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해 온 주제
통각검사 (thematic

apperception test) 의 해석법을 접목하여 발전시킨 것이다 물론，

전통적인 직무분석에서는 조직백락 변수와 거시환정변수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것
이 오늘날 역량모형과의 차이점이다 전통척인 의미의 직무분석은 정보 세공수단이지 조직

변화를 위한 주도적 역할의 주체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4)

경영전략에서의 핵섞역량

Prahalad 와

Hamel (1 990) 은 경영 전략분야에 핵심역량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핵섬역

량은 개인적 수준의 속성이 아니라 전략 수준에서 고안된 개념이다 Prahalad 와 Hamel
(1 990) 은 핵섬역량을 “조직에사의 집합적인 학습， 특히 다양한 생산 기술플 조정하고 여

러 기술을 통합하는 방볍 (p.82)"으로 정의하고 있다 비록 Prahalad 와 Hamel 의 핵심역

량은 인적자원관리분야의 역량과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경영관리 분야에서는 핵심역량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거기서 요구되는 속얀적(屬 A的.

people-embeddedl 스걸이 또

한 중요한 것으로 강조되면서 HR분야에서의 홍미를 자극시키게 되었다 (Schippmann

et. a l. 2000) ‘ 따라서 전략분야에서의 핵심역량 개념은 인적자원관리 분야에서 역량모형
이 널리 보급되는데 주요한 뒷받침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Lawler (l 994) 는 조직수준
에서의 KSAO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직무 분석이 아닌 역 량에 기초한 분석으로

전환할 펼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은 직무분석과 완전히 다룬 방법을 사용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과업과 직무에 대한 넓은 범주의 정보를 산출할 수 있는

KSAO의 평가를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이미 Hay-McBcr 사에서 널리 사용해오고

있던 역량이란 용어를 더욱 고무하였고， 조직의 핵심역량을 담고 있는 인적기숨 (human
ski ll)을 식별하기 위한 모형 도출 작업으로서 역량모형의 개발이 광범위하게 작용되는 데
기여하였다

2

업무분석에서의 위치

전통적인 직무 분석이 새로운 인적자윈관리에 보조를 맞출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침

차적으로 커져감에 따라 (Barnes-Nelson.

1996: Cascio. 1995: LawJcr. 1994).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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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석이라는 포괄적인 틀 속에서 직무분석과 역량모형간의 차이흘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되었다

분석의 수준에서 보면 직무분석은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의

KSA (know!cdge.

skill. attitude) 틀 다루고 있고 역량모형에서는 좀 더 확장된 업무 속성의
다

따라서

。:l ð_Q_
•

1

。

Levine. 1999)

ι-

반드시

직접적으로 과업수준과 연결될

팔요는

분류릎 한

없다 (Sanchez

&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신규 직무틀이 계속 생겨나고 직무가 세분화되

면서 직무간의 구별이 상대적으로 명확하지 않게 되며， 또한 팀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전

동적인 작무분석이 부적절해지고 있다‘ 현재의 직무는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조직 내외
적으로 유동적인 맥락변수 또는 새로운 과업의 유입으로 인해 직무 내용이 바뀔 수 있고
이로 인해 이미 작성된 직무분석 내용은 현설과 멸어지게 된다.
과엽의 지속적인 유입에 대한 파악， 집단 또는 팀 관련 업무의 분석은 종업원에게 요
구되는 엽무 속성올 추출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또한 조직 수준의 변수뜰(즉，

비전， 비즈니스 가치， 전략) . 환정적인 요소들(장소， 경쟁력) 및 다른 거시적 변수틀이
업무관련 정보수집 과정에 통합되어야 한다 (Sanchez

& Levine. 1999)

통적인 직무분석과 탈리 역량모형의 도입을 촉진하게 되었다

이런 점이 전

전통적인 직무분석은 과엽

중심적이고 역량모형은 사람(종업원) 중심적이다. 직무분석은 ‘무엇이’ 달성되는지에 초점
음 두고 있고 역량모형은 ‘어떻게’ 대상이 달성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었다 (Schipprnann

et. a! .. 200 0)

엽무분석의 거시적 발달과정을 보면 점점 행동적/기술적 구체성이 낮

아짐을 발견할 수 있다 (Harvey.

1991 : Sanchcz & Levine. 200 1)

이러한 추세는

업무분석의 틀 속에서 직무분석과 역 량모형플 조망하는 〈그림 1> 에서 볼 수 있다

〈그림

1> 업무분석의

임무분석 전범위

미시적 작업변수틀 •

추세의 구분

[ ←인지과제분석 •

중싱경향

과엄중심

세부행동및

아주높음

과제와의 연결도

(과엽중심

미시적 거시적 발전

입무/종업왼 중심 l.( 식무차원) •

전통적 직무분석

거시직 역할 연수들

l ←역량모형 •
사람중심

높음

중간

낮음

단절

1

이

순

싹

이

주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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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서 판 때 1 윈쪽으호 갇수까 분석으1 만위가 세분화되고 과엽과의 연걷이 구

체화된다 전등적인 직무분석윤 가운~rn 놓고 맨 윈쪽으보 가띤 가강 늪 ε 세분화인 인시
과제 분삭이 되고 깨 오은쪽에는 역량이 분식단위가 되이 서1 부선 생응이니 」마서]와의 연
견이 었아지는 역양모형이 잊디

이 연속싼상의 ]R든 망석건 입 I7ιiI rl]씬 싱띄니 서]-J;- 아

,

,_

므로， 포관해서 입무분삭 (\mrk 3n ‘ l ]y si. )으_'r_ 쉬J_ _!게 된디

이

용어든 끼등끽 사무관석

과 새효이 정착하는 익 i강도행 및 ~L "(수간 영티!으1 밍삭닫윤 아?므.J_7_ 였다
〈그텀 D 에서 파입 응섬에서

끽]규분석이그'.

직무차우1 끼지단 정 !jl 수짐 91 "[:선으→.il~ 하는 1상삭이 끼꽁직

이갓은 1960 년대 미각에시 업무정보의 세부화 맛 칭 각 :T -~'f _i_L~，~ 민생하

였다 즉， 과학식 판이의 관선에서 출받한 갓이디 그 전통적 끽무까색에서 _ç_ .6~간 부분얀

“업무/종업윈 증심“의 업무분석간 ~I 통직인 P:\Q (position α Jl:l lysis ql]('stionn; 1i n'.
McCormick. 1~J7 6) ， ,JE[(iob

r; lement

의해서 AI]공되따 행 -E-/과세의

세회/] 강간정 5드라고 헬 수 있다 이이1 바해 1즘 너 넓븐

7

invento]y. Pri I1l o [l‘ 19 ,:')) 등의 운젠단에

빔주의 인 IF 정보판 다푸는 “시 JF 자위’은 "1 국 노동부의 F ,JA( !únctionill .i ob élnal 、 sis)
에서 다푸는 자료/사립/사블 이라얀 넓은 범주기 되며 성l 흥/과시1 악 규l 치1 화기 낮은 띤이

다 전동석인 직무분석은 서구에서 고정관련 선차에서 기정 기관이 되는 벙식으보 자녁
잡았고， 직무분석에 근거하지 않은 섣차니 세도는 l섭둡소송에 견디지 못한다는 인식응
정착시켰플 정도료 인적지윈관리의 과학화에 기본이 되었다

직무분식에서는 엽무단위플 작은 민위 S~ 쪼개어 보고 정교하게 분식하는 미시적 경향
을 가져온데 비해， 업무단위핀- 보다 크게 묘고 조각수;슨의 비낀

전략 등에 연겨1 히여 환

경변화에 따라 유연성있는 업무활동을 유도하는 움직임이 1980년내부다 시작되였다 이
러한 움직임은， 20세기 후반의 빠른 기술변화， 환정댄화 속에서 과거의 안정펀 직무성의

가 더 이상 종업원의 업무둡 포괄해 주지 뭇하는데서 더욱 힘을 얻게 되었다 따라서 무

엇을 하는가 보다는 어떻게 하는가， 나아가서 많은 유동적 업무에 펼요한 역량이 무엇인
가에 관심이 옮겨가게 되었고， 이려한 거시적 관심이 경영전략 분야의 핵선역량이란 용
어와 궁합이 맞아 경영의 핵심역량을 확보해 주는 인적 요소플 “인사조직” 분야에서도 역
량모형이란 방식으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렇다면 역량모형에서는 셰부행동 빛 과업
에의 연결이 필요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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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은 세부행동 및 과업에서 단절되는가?

직무전문가 (Subjcct Matter Experts. SME) 을 간의 합의 빛 경험적 방볍에 기초한
분석과， 합리적 방볍에 기초하여 항목 서열화， 요인분석윤 통한 직무차원도출 또는 직무군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플 전풍적인 직무분석이라고 꽁 수 있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방볍들
은 파업 또는 행동에 기초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심지어 역 량의 제안~t인

McCle Jl and

(1 973) 도 역량에 관한 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직무분석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역량 개념이 경영전략부분에서 제시된 핵심역량에 의해 고취됨에 따라， 역량모
헝은 인기플 얻게 되었고， 역량모형블 개발하는 과정에서 과업 또는 행동과의 연계를 요구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분석과 같은 작업올 하지 않게 되었다 역량의 넓은엠주또는차
윈은 직무분석에서 경험적으로 도출된 작무 차원과는 다르다 역 량관떤 차원의 도출은 행

동사건면접 (behavior cvcnt interview. “BEn 을 주요 방법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것은 종업원의 행동 판찰에 중첨음 두는 방식이다 그러나 행동사건떤정은， 증요사건기볍

(critical incident technique. “CIT") 으로부터 발천한 것으로서 몇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결함이 있다 Harvey (l 9911 는 두 가지 결함을 지적하였다- 첫째는， 중요사건기법에서는
일이 어떻게 수행되는지에 대한 초점이 약하다는 전이다 이는 오히려 “부분적으로 효율적

인 또는 비효율적인” 직무 행동 빚 뛰어난 수행에 관한 일부만을 기술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요사건기볍은 업무에서 중요한 점을 전

반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에 의해서 보왼이 되어야만 한다 이것은 역량보형 개발시에 세부
행동 및 과업에 대한 이해렐 도외시 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 둡째로 웅요사건기볍에 의해

수집된 자료는 갇은 업무라 하더라도， 면담 결파룹 보면 서로 다륜 직급음 가지고 있는 사
람들간 (SME플， 종업원뜰)에 차이가 발생하거나 볼일치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곧 일과
구체적인 업무 수행자 간에 상호작용으호 얀한 오염이 자료의 이해판 어렵게 함을 의미한

다 이것은 세부행동 빚 과엄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파악을 풍해서만이 극복펠 수 있는 폭
띤이다-

Sanchez와 Levine (l 999) 은 위의 두 가지 이외에， 또 한 가지 결점을 덧붙여서 이야

기하고 있다- 중요사간기볍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업무에는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빛 과거의 경험과 지식블 가진 직무천분가가 없는 업무 즉. u1 래업무에 대해서는 증요사
건기법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역량모헝이

강하게 대두되기

선에도 직무분석을 통해

이

순

묵 · 이

미래지향적인 직무분석을 설시하려는 노력이 있었다(예. Arv8Y. Salas.

주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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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London. 1988: Schneider & Konz. 1989: Sanchez & Fraser. 1994).
예로서‘ 전략적 직무분석에서는 현재의 엽무에 충분히 통달한 관리자나 경력자플에게，
미래에 펼요한 업무를 현재 조직에서 제공하고 있는 업무/기능분류의 관점에서 세분화함

것을 요구한다

즉， 현재의 세부적 업무/기능을 어떻게 결합하면 미래적 업무의 모습이

될 지릎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역량모형의 개발과정에， 기존의 전략적 또는 미래 지

향적인 직무분석이 통합될 때 미래지향적 역량모형이 될 것이며 이것은 서1 부행동 맞 과
업에의 연결이 필요한 정도로는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주로

개인의

행동에

초점을

두고

끝으로 역 량모형은 팀이나

조직의

역량보다는

있다는

비판이

있다(박동건，

2001)

업무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 사란만이 주목되는 업무분석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Ill. 역량의 위계
1. 두 개의 관점

Competence , Competency 1)

McClelland는 1973년 “compctcncc" 라는 용어를 소개하면서 전통적 지능에 대한 대안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비록 그가 competence플 명백히 정의하진 않았지만， “읽기， 쓰기，
계산 스킬

그리고 개인차변수”는 물콘 “리더십， 대인기술 등”음 포함하여 삶에서 유용한

결과를 가져오는 개념들 (McClelland ， 1973. p. 9) 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후로
도

compctcnce 9} competency랄 서로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 competency"는 Prahalad

와

Hamel ( 1990) 의 핵심역량에 관한 작업이후에 매우 대중화되었다 이 용어는 개인수준

보다는 조직에서의 능력플 포함한 특성과 관련이 있었다
이후

competence 9}

compctcncy뜰 구분하려는 연구가 있었다

Sanchez 와Levine

(1 999) 은 competence 는 정해진 기능에서의 능숙함 또는 우원성을 보여주는 것’ (p

56)

으로 언급했고 그것을 평가하기 위하여 업무 수행시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 펀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competency는 compctenc8 보다는 더 넓은 범위의 속성을 가리카기 때문에
1) competenc(' 와 competency의 번역 상 단 다 약 량으로 빈익 될 수 있고 구분이 g_호하기 띠11;;' 에 이
절에서는 competency 와 competence 룹 영어호 그대료 표현하도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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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행동 보다는 인간의 특칠과 더 밀접하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 competency modeling"
이란 용어가

“

competence modeling"보다 더 널리 수용되고 있긴 하나 응용장면에서

competence 9J- competency의 구별은 설칠적 의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논의된
역량모형의 기원 및 역량에 대한 두 개의 관점음 통해서 본 때， 역량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

틀 하자연 다음과 갇다

개인의 사적 행동이나 조직내 행동에서의 파재처랴에서 우수한 결

과륜 가져오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동기， 성격， 특칠 (trait) 렛 개인적 관점이라고 할 수
았다

2

한편 넓게는 신체조건까지 포함할 수 있다

역량의 세 수준

역량의 세 수준은 연구자에 따라 달러 불라고 있으나 저자는 이뜰을 일반역량， 업무역

량， 사적역량으로 분류한다

〈표 1) 참조

〈표

1 > 역량의

세 수준

여러 연구자뜰의 병칭

서l 수준
조직수준
일반
。~~

KSA (D avis , 1995)
e t. a 1., 2000)
역 량군 (Spcncer & Spencer , 1993)
분류명칭 (Motowid1o , 2000)
조직역량(박동건， 200 1)
일반역 량 (Schipprnann ，

예
성격(성싣성， 외향성

등블 포팔)， 리

다십(변혁적

리더십，

등을

인지능력(일반정신능력

포팔)

거래적

리더십

창의력‘ 상식 등흘 포팔)

개별업무수준

업무
역량

사적
여~2J=

KSA (D avis , 1995)
기술적 역 량 (Schipprnann ， et. a 1.. 2000)
역량 (Spencer & Spencer , 1993)
결합변수， 상위적 잠재변수 (Motowidlo ， 2000)
관리역량(박동건， 200 1)

성실성

행동차원 (Spencer

성취지향이라는 업무역량에

기본적 잠재변수 (Motowidlo ，

동의

& Spencer , 1993)
2000)
개인역량(박동건， 200 1)

일반정선능력， 성취지향

완결성，

성취효과‘

대해

행

혁신이라는

세 가지 행동차원

역량의 세 수준은 일반역량. 업무역량， 사적 역량으로 구분할 수 있다

량 속에는 개념적으로 함께 분류되는 업무역량들이 들어있다

하나의 일반역

즉， 다수의 업무역량을 큰

개념 속에서 역량군으로 분류할 때， 역량군에 따른 분류명칭이 일반역량이다， Spe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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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Spencer (1 993) 는 성취와 행동력， 동기 ,, 1 인적서비스， 영향력， 관리적 효과성， 인
'^

μ
생

녕

지적 효과성， 그리고 개인적 효과성의 6 개 일반역량을 제시하였다
E

표상하고

개념적으로

다"(Motowidlo ， 2000

p

함께

123)

가는

다른

용어들윤

이는 변수가 아니라
가리키는

묶어서

Davis (1 995) 는 이들을 종래의

명칭이

직무수준 KSA 에 대

비해서 조직수준 KSA 라고 부르고 박동건 (2001 )은 조직역량이라고 부은다

성격， 리더

십， 인지능력은 모두가 분류병칭 또는 일반역량이다

엽무역량은 결합변수 (Motowidlo ， 2000) 와 상위적 장재변수로 구분된다
1 차원적 개념간의 선형결합이다

결합변수는

예로서 성격으로서의 성섣성은 자신감， 책무감 빛 완결

성의 선형결합으로 정의되며， 성취지향은 행동의 완결성， 성취효파， 학신이라는 세 차원
의 결합변수이다

"'"
-,

역량개념이다

상위적 장재변수는 1 차원적 개념등간의 상관에 의해서 정의 되는 상위
예로서

일반정신능력은 언어력， 수리력

요소에 의해 정의되는 상위적 잠재변수이다

공간능력 간 상관 또는 공동

견합변수는， 내용이 상이한 여러 차원뜰이

하나의 패턴으로 묶인 것이고， 상위적 잠재변수는 공변하는 내용을 가진 여러 1 차원 개

각 항목은

도드c(>_)
。

닐

15
1'(~

차원윤

하

이「
λλ J'-

(indicator) 이며 차원에 대해서 인과적인 관계흘 지니고 있다

는

잠재변수에는 항목이

랩

념틀 속에 들어있는 공동요소이다

볼완전한 지표변수

개개의 항목은 불완진하

거나 오염된 지표이므로 항목이 많을수록 측정의 신뢰도가 증가하며， 한 항목이 누락되
면 이 신뢰도가 감소한다

반띤에 결합변수는 각 차원에 대한 인과적 관계플 지니지 않

으며， 여러 차원이 결합될 때 각 성분은 결합변수룹 정의하는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결합변수를 정의하는데 필요한 차원이 누락되면 구성개념 ( construct) 의 결핍이
된다

이것은 측정시 신뢰도보다 더 중요한 타당도의 문제콸 야기한다

와 결합변수에 관한 차이는 다른 연구자들에게서

。 γ1
λlQl ζ←1
"'" 잠재변수

잘 설병되고 있다 (Law ‘

Wong , &

Mobley ’ 1998: Motowidlo , 2000)
마지막으로 사적역량은 위 문단에서 설병한 잠재변수룹 의미하는데 특별히， 하나의 개

념차원으로 된 잠재변수를 의미한다. 공동요인분석에서의 공풍요인 (common

factor) 과

통일한 개념이다- 따라서 다수의 항목이 있고 각 항목은 동일한 “차원”을 측정하는 불완

전한 지표(i ndicator) 일 경우 그 ‘’차왼”은 개인의 행동올 설명하는 하나의 구성개념이
되는데 이 글에서는 이것을 사적역량으로 부르기로 한다

여기서 개인의 행동은 외적인

행동 뿐 아니라 사고， 의견， 태도， 이해 등과 같은 내적 행동까지를 포함한다‘

Spencer

챔헛關f紙{究， 저117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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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Spencer의 행동차원. Motowidlo의 기본적 잠재변수 개념， 박동건의 개인역량이 모

두 이려한 개인행동의 구성개념이고 사적역량이다

이 사적역량은 Hay-McBer모형에서

와 같이 예외적으로 하나의 다분문항(눈금이 3 개이상)으로 측정되는 경우도 있으나(예
성취지향이라는 업무역량에 대한 세 가지 행동차원 즉， 행동의 완결성， 성취효과， 혁신
각각은 1 문항으로 측정되고 있음) . 일반적으로 다수의 문항을 동해 측정된다

IV. 역량모형과 직무분석의 비교
학술적 관점에서 본 역량모형과 직무분석

Schippmann 등 (2000) 은 업무정보 수집을 위한 ‘전형적인” 역량모형 방식과 “전통적
인” 직무분석을 비교하는 10가지 기준플 섣정하고 정의하였다

즉， 아래와 같은 10가지

학술적 기준에 기초하여 두 가지 업무분석의 방볍폰플 비교 대조하였다

(1) 조사방법의 다양성
(2) 수집한 내용이나 정보유형의 다양성

(3)

수집될 정보유형의 선택 및 개말

(4) 정보유형의 세부내용

(5)

연구 결과가 사업 목표 및 전략에 간빌한 관계플 가지는가

(6)

수집될 정보유형， 범주， 그러고 항목에 대한 검토에서 직무 내용 전문가의 관련정도

(7) 업무정보 내용의 순위 결정에서의 합리성

(8)

분석결과의 일관성(신뢰도) 확보판 위한 노력

(9) 최종적 업무기숨단계에서 범주나 항목을 포함/배제하는 기준에 대한 명료한 논리

(1 0) 분석 방식， 사용된 정보수집 방법， 관련 진문가， 그리고 결과에 대한 문서화의
정도

비교결과 조직목표， 전략에의 연관성(차원 5) 에서만 역량모형이 우세하였다

든 차원에는 직무분석이 우세하였다

나머지 모

산출되는 이뜰 여러 차원들 중에서 직무분석이 훨씬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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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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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세한 차원은 정보유형의 다양성(차원 2) . 정보유형의 세부내용(차원 4) . 신뢰도 확보노
벽(차원 8) . 포함/배제의 명료성(차원 9) 으로 나타났다- 정보유형의 다양성과 관련하여，
역량모형은 회사나 장면에 따른 구분 없이 역량이란 저l 목의 정보유형이 제시되는 반면， 직

무분석은 적용에 따라 두 세 가지의 상이한 정보유형들(즉， 과엽특성.

KS A.

역량， 수행기

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보유형의 세부내용을 보면 직무분석에서 정보유형의 정의나 범
주가 더 병확하고 오해의 여지가 없게 제시된다

종업원 요구와 조직 목표와의 연계에 있

어서 역량 모형이 직무분석보다 더 강력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신뢰도 확보노럭과 관련
하여， 결과의 일관성 빛 반복 생산 가능성이 역량모형 개발에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시되고
있지 않다 즉， 주어진 절차플 따른다면 누가해도 또는 언제해도 동일한 모형이 나올 수 있
어야 하는데 그러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역량모형에서는 싱대적으로 부족하다
조사방법의 다양성을 보면 역량모형이 중요사건기볍이나 면담을 중심으로 정보수집플 하

는데 반해 직무분석은그외에도관찰， 칠문지， 엽무일지， 문헌분석 등보다다양한방법을

활용해서 업무정보의 수집올 한다 끝으로 직무분석은 최종적 업무 기술 단계에서 범주나
항목을 포함/배제하는 기준에 대한 논리가 명료한 반면에 역량모형에서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이상의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역량모형에 대한 칠적인 향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
격한 의미에서 보면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다

극단적으로는， 역량모형은 적당히 실시한

직무분석에 불과하다는 혹평음 받을 수도 있다 (Schippmann

et. a l.. 2000)

그렇다면

기업에서 역량을 폭넓게 정의하거나 인적 요건에 대하여 넓은 범주의 정보를 수집하면서
도 수준 높은 역량모형이 될 수 았을지? 한 가지 제안은， 정보분석 및 수집과정에서 엽
무전문가나 분석자들 간에 충실한 검토과정을 거치거나， 역량 분류와 행동의 일치도플

기술적으토 평가하는 층섣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검토 과정 및 의견수렴에

대한 문서화가 좀 더 염격하게 이푸어진다면， 역 량모형은 보다 진지 한 절차의 산물로 인
식될 것이다

또한 위의

10 가지 평가 차원 각각에 대해 최소한의 수준을 충족할 때 어

느 정도 타당화되고 과학적 방법으로 정착이 될 것이다

특히 법적지침， 타당화 원칙 또

는 평가 원리에 따라 문서화가 이루어지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역량모형의 작용이 추세이긴 하나， 그것으로 모든 운제를 해결할 수 없음블 주지
해야한다

서구에서는 이미 전통적인 직무분석이 잘 이루어졌기에， 이재는 좀 더 큰 범

주의 역량윤 이해하자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우리의 실정에서는 잘 된 직무분석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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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하지 않다

많은 역량모형 프로젝트에서 조직 및 비전과 관련된 일반적인 역량의 도출

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수준을 구체화하여 업무수행에 관련된 업무역량의 제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량모형은 조직차원에서의 종업원 개발에
중점을 두고 사용하는 정도에서 그칠 가능성이 있다‘ 개인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적용하
기에는 아직 세련되지 못한 상태이다

2

시장성의 관점에서 본 직무분석과 역량모형

역량모형이 학술적/이론적 관점에 비추어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는 매우

얀기가 있으며 이 인기는 당분간 식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
은 인적자원관리 시장에서 역량모형이 어느 변에서 유리한 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역량

모형의 강점은 시장성에 있으므로， 앞서 학술적 관점에서의 경우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역량모형과 직무분석을 비교하기 위한 시장성 관점에서의 7 가지 차원을 보

기로 한다 (Schippmann.

et a l.. 2000).

(1) 인적요구로서 핵심역량 도출

이 차원은 직무， 사업부， 부서， 직급수준 등에 있어

유사한 정도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범주화를 하는 정도

(2) 직무와 관련 있는 KSA의 문서화
(3) 단기적 직무중심을 벗어나， 장기적인 조직의 방향 및 비전에 초점을 맞추기

(4) 직무 업무역할， 빚 직무군에 대한 규정에서 개인적 가치와 성호탤 고려하려는 관점
(5) 명칭과 내용에 대한 높은 안면타당도

(6) 훈련과 개발에의 적용
(7) 선발， 수행평가 등 기타 다른 인적자원에서의 의사결정을 위해 시용할 수 있는 가능성

Schippmann등의 연구에서 11 명의 전문가들이 7 가지 시장성 차원을 중심으로 역량모

형과 직무분석을 검토하여 제시한 결과는 〈표 2) 와 같다‘ 평정은 5 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1= 별로 아니다 .5=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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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량모형과 직무분석의 시장성 비교
역량모형

비교차원

직우분석

Mean

SD

Mean

SD

평균차이

L

핵심역량 도출

4.00

89

2 .4 5

1. 13

1. 55

2

직무관련 KSA문서화

2.00

1. 00

4.55

52

2.55

3

직무에의 합치플 넘어 조직에의 합치

3.82

1. 08

2.55

1.1 3

1. 27

4

가치

3.91

1.1 4

2.45

1. 44

1. 46

5

명칭/내용의 안면타당도

4.64

50

,

3.18

1.1 7

1 .4 6

6

훈련 및 개발에의 적용

4.55

52

3.55

1. 04

1. 00

7

선발 및 의사결정에의 적용

3.09

1. 04

4.36

1.1 2

1. 27

자료

성격 고려

이순욱

이추희 (2005 )의 표

2

〈표 2> 에서 볼 수 있듯이 역량 IE행이 미부분의 차윈에서 직무분식보다 우세하다

행의 시장성은 조작의 각 수준에서 필요한 역량의 정보살 재공한다는 데 있다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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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행은 식무분석에 비해 안면타당도가 높다 역량보행의 개발과정에서 “다양한 검토모임과
초점집단음

사용하여

조작애서

중요한

(Schippmann et aL 2000 , p.730)
이 개발된다

가치와

정선을

포함하게

도]7]

때문이다’

따라서 실세 조식과의 연계가 고려된 가운데 모행

마찬가지로 역량모형에는 가치와 성향이 잘 반영된다 역량이파고 하면 대체

로 두뇌환동이나 기능과 감은 인지적인 갓을 띠올펼 수 있으나， 넓은 의미에서는 기지관，
성격， 성정 lJl]정끼지도 포함될 수 았는 것이다

역량 모형의 결과는 단기간의 개인←작부 일치 니}신애， 정기적 관섬에서 조작에의 함치
(fit) 판 본다는 점에서 호소력을 가지고 있다

전자는 편요한 업무능력을 개인이 가시고 있

는가에 대한 보왼성의 합치가 주가 된다면， 후자는 유사성의 합치룹 많이 고려한다고 볼
수 있다 (Muchinsky

& tvIonahan ,

1987)

즉， 역량 모형은 직무분석보다는 조직의

tI]

전 및 핵심가치와 연계되고 있으며 가치와 성각 번수륜 모형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인 업
무간 유사성의 합치틀 많이 고려하게 해준디

작업 합치에 대해서 Caldwell

& Reilly ,

그러나 개인 환경간 합치에 대한 연구(개인

1990; 개인 조직 합치에 대해서 Kristoph

1996; 유사성 합치/보완성 합치에 대해서 Muchinsky & Monahan ’ 1987) 에서 효초
"
때， 합치에 대한 이 두 유형은 이미 역량모형개념이 등장하기 전부터 연구된 부분이디‘ 즉，

오늘날 역량모형이 누리는 시장성에는 과거의 이콘연구로부터 근거릎 지원받는 측띤이 있다

勞f更 ~m級F究， 제 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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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역량모형을 좀 더 면멜히 살펴보연 서로 다른 직무， 직업，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매

우 유사한 결과룹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역량모형의 개발과정에서 상세한 문서화

가 부족한 것이 큰 원인이다. 즉 상이한 조직이나 사업부에 대한 역량모형 간에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작무별로 KSA에 대하여 자세한 문서화둡 하지 않고 션말， 수
행평가 등의 개인에 대한 의사결정 분야에 적용하게 되면 불리한 처분을 받는 사람들로부
터 법적 도전을 받을 수가 있다

선딴이나 평가의 경우

유사성의 합치보다는 보완성의 합

치가 더 중요할 수 있으므로 역량IE형은 최대한 세부행동/과제에 연결을 가지고 있어야 한

다

즉， 개인이 수행하는 과엽이나 작업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는 역량모형을 사용하는 근

거를 확보하기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역량모형의 개발에 전통적인 직무분석적 접근을 접

옥시키는 것이， 역량모형블 보다 파업 벚 행동의 맥락에 연결되도록 할 것이다.

즉， 직무분석적 접근은 역량모형에서 역량의 개념화가 근거없이 광범위하게 되는 경향을

방지해 줄 것이다- 역량모형에서 제시되는 개념틀은 일반적일 수 있어서 차별적인 직무
(군) . 직급수준， 사업부에 대해서 맞춤형의 유용성을 가지기가 어렵다. 조직 내 서토 다른

단위

131

분야로부터의 요구룹 반영하는 의미 있는 모형이 되려면， 엽무정보의 유형 및 중

요도릎 조사하는 철차틀이 어떻게 직무분석에서 이루어지는지에 주목하여 좀 더 정교한 역

량모형이 되도판 해야 시장성을 유지 할 수 있윤 것이다

3.

활용영역으로 본 직무분석과 역량모형

업무분석의 틀 속에서 직무분석과 역량모형이 어떻게 차별적으로 기여하는지 암아보7

포 한다

HR

업무분석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몇 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고 〈그램 2) 와 같이

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다

〈그럼 2) 에서 개인이해 분야는 의사결정에 의해 영향 받는 사람틀로부터의 공정성， 객
관성

및 투명화의 요구 뿐 아니라 법직 도전도 받음 수 있는 분야플 언급하고 있다

{

7_

직목적분야는 의사결정이 종엽원 개인에게 직점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법적 논
쟁이 상대적으로 없는 분야를 언급하고 있다

홍보， 인적자원계획， 훈련과 개발 등은 진

통적으로 조직목적 분야이기 때문에， 역량 모형 접근이 적절할 수 있다

반면에 모집과

선발， 엽적평가.lil_상 등의 개인이해분야는 직무분석으로의 접근이 더 적섣힌 것으로 보
인다

그런데 훈련 대상으로의 선발여부가 개인의 경력관리상 치 r성적이라띤 개인이해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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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가 되고， 업무가치 평가도 개인적 보상 결정보다 조직차원에서 임금처1 계 설정을 위한
것이변 조직목적분야가 될 수 있다

〈그림

2>

업무분석과

HR

시스템간의 연결
HR 시스템

정보

분야

내용

엽무분석 모형

홍보
업무과정

조직

인적자원계획

묘-，ιx11

엽「n→긴~-*

•

사회적 맥락
과업상의 요구

‘

보상요소

n

훈펀과개발

인적요구사항

업무수행표준

q쳐1 랴
。ι
2.. -tij

엽무설계

업무가치 평가

업무간 유사성

개인

모집과 선발

이해

엽적평가

업무간 차이점

U
직무분석

보상

인권
자료

이순묵

이주희 (2005) 그림 2의 변형

〈그림 2) 에서. 역량모형이 적절한 분야는 조직수준에서의 합의에 의해 유도되는 가치
와 원칙을 공유하는 것이 문화가 되는 분야인 것율 알 수 있다
tl

t그

t크

←「 τ!:"TT

홍보， 인적자원계획，업

업무재설계 및 훈련과 개발의 영역에서 특정 개인에 대한 의사결정은 상대적으

로 최소화되고 조직수준에서의 정책， 방침 등으로서 제시휠 수가 있다- 따라서 수집되는
정보도 개인에 대한 것보다는 보다 넓은 범주가 된다

예로서， 업무(재)설계 목적에서는，

종엽원(집단)간의 사회적 맥락과 업무흐름에 관한 정보칠 획득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
다

업무 흐픔은 전반적얀 생산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반면， 사회적인 맥락은

업무에서 사회문화적인 시스템에 대한 。l 해틀 통해서 획득되는 정보이다
사회문화적인 시스템윤 개발하기
않음수 있다

즉

위해서，

업무흐픔계획에

또한 바람직한

관한 정보만으로는 충분하지

현재의 업무흐픔에 내재된 사회적이고 기숭적인 가정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대안적인 방볍이 펼요하게 된다

드드

"

개인수준， 과제수준의 미시적 관점플 넘어서

므로종래의 직무분석으로는 포괄하기 어렵고 역량모형으로 점끈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영역의 목적에 따라서는 직무분석과 역량모형플 서로 적철히 혼합하여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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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예로서， 신입사원 선발의 경우라면， 특정 직무 또는 직무군의 핵심적 업무역량

과 개인 수준의 KSA의 혼합이 유용할 것이다. 이것은 역량모형과 직무분석의 혼합접근
이다. 직무평가의 목적에서도， 구체적인 직무분석을 통한 KSAO와 역량모형을 통한 역
량목록의 활용이 요구된다. 경험있는 관리자를 선발할 경우 직무분석에서 제공되는 수행
의 기준/표준과 역량모형에서 제공되는 구체적인 역량목록이 혼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V. 역량모형의 타당화
1.

타당화의 세가지 모형

개발된 역량모형의 타당회플 위해서 내용타당화 (content

valid). 실험모형( experimental

mode l). 그라고 준거 타당화 (criterion-related validation) 의 세 가지 타당화 전략을
검토하기로 한다
다

내용타당화는 역량모형의 내용타당도를 확럽하기 위한 노력을 가리킨

내용타당화는 역량 모형이 조직에서의 엽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중요 역량을 나타낼

때 달성된다 내용타당화는 직무전문가 (SMEs). 고객. HH 전문가 또는 기타 서술적이고

판단적인 정보제공이 가능한 사람들을 포함한 위원회를 활용하는 합리적인 접근에 의해
진행된다.
실험모형은 어떤 특정 기간동안 주어진 역량모형이 강조될 때， 혹은 주어진 역량에 의

한 훈련 기회가 종업원들에게 주어질 때 적용할 수 있는 타당화 방식이다. 어떤 경우에
든， 역량모형의 실시는 실험에서의 처치와 같고， 그 효과는 몇 가지 방식으로 겁증될 수
있다， 즉， 통제집단을 가지고 있는 실험설계， 설험집단과 동등하지 않은 통제집단 혹은
통제집단이 없는 유사실험설계에 의해 검증될 수 있다

책(예.

비록 실험설계에 대한 표준적인

Keppe l. 199 1)이 었으나. Goldstein과 Ford(2002) 는 현장전문가들을 위해

실험모형에 대해 잘 쓰여진 장(章)을 제공하고 있다‘

준거타당화는 과업수행 또는 맥락수행과 같은 준거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역량의 효용
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가리킨다 타당화에 대한 세 가지 접근 중 어떤 것이 적합한지
는 역량을 도출하는 업무분석의 목적에 달려 있다. <그림 2> 를 참조하면서 각 접근이 사

용되는 상황을 토론하고자 한다. 자세한 토론으로 가기 전에 우리는 일반역량이 변수가

}•

'"

묵·이

x

T

희

155

아니라， 낮은 수준의 역량을 포괄하는 병칭 또는 범주이기 때문에 실험모형 또는 준거타
당도와 같은 통계적인 접큰에 해당되지 않음을 주지해야 한다

타당화의 실제

2

타당화의 세가지 모형이 단독으로 쓰일 수도 있으나 실제에서는 타당도의 증거가 많을

수록 도움되므로 함께 병행해서 사용될 수가 있다

단독으로 적용된다

일반역량의 경우에는 내용타당화가

즉， 역량의 폭이 항목으로부터 차원으로， 기초적/기술적인 복잡성을

더해가면서， 마지막으르 일반역량에 도달하게 되는 체계에 대한 상향적얀 내용검토가 있
어야 일반역 량을 타당화할 수 있다

〈그림 2) 에서 목적 또는 논점이 조직목적 분야와 관

련될수룩 내용타당화만으로 충분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된 문제에 따라서는 실험모형이

나 준거타당화를 병행하는 것이 더 유용할 수 있다
및 개발은 실험처치로 볼 수 있다

여1 핀 들어， 업무(재)섣계 혹은 훈련

그라면 내용타당화에 덧붙여 실험모형이 사용될 수

있다‘ 즉， 처치 전후에 효과성을 측정하든가 통제집단을 사용하면 업무(재)션계 휴은 훈
련 및 개발 프호그램의 기초가 되는 역량모형음 타당화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디

한편

역량모형에 기초한 훈런 빚 개발 프로그램의 준거는 일정수준의 역량이므포‘ 내용타당화
에 추가로 준거타당화닫 살시할 수가 였다

1

]

"

역량모형에 기초하여 제작된 훈련 프로

그램에서 측정된 개인차가 엽무수행의 개인차로 연결되는 정도플 그 역량모형에 대한 타
당도의 증거로 볼 수가 있다

부른다 (Goldstein

훈렌과 개발의 연구에서 이러한 노력윤 개인차 모행이라고

& Ford , 2002)

한편 결과룹 증시하는 기업의 관점에서쓴 내용타당화나 실험모형보다는 준거타당화에
?-A-l _Q_
_l-

-U ë

조듀
끈

~
-r

01 •

^人...，

역량모형과 직무분석의 혼합사용이 있블 경우 행동이나 갤파이)의 연

결이 구체화되면 준거타당화블 시도할 수 았다

인적요구사항 즉‘ 역링:음 예측변수로서

타당화하기 위해서는， 역 량강화가 요구되는 조직내 단위들，

어떻게 역량에 관련되는지플 파악할 펼요가 있다
있다

즉， 사업부， 틴， 개인 등이

이러한 단위둡은 하위시스템을 가지고

사업단위는 하나 이상의 업무 팀음 가지고 있고 업무 팀은 한 명 이상의 구성윈으

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조직내 시스템간 관계를 다층적으효 불 수 있게 하고 다층(다

수준)적인 분석모형을 통해 역량모형음 타당화할 수 있게 해준다
조직내 단위가 새로운 것이든 기존의 것이든 또는 예측변수가 역 량모형으로부터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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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 혹은 직무분석으로부터 나온 것이든 관계없이， 다층 또는 다수준 모형을 사용해
서 팀 또는 개인 행동이 준거에 대해서 얼마나 관련있는지 즉， 준거타당도를 평가할 수

가 있다

사업부와 팀 간의 관계 혹은 팀과 개인과의 관계는 다층모형 관점에서 이층모

형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

또한 “사업부 →〉팀 ←←〉개인’간의 관계는 삼층모형으로 볼 수 있

즉， 다층모형의 통계방법을 빌려 타당화활 시도할 수가 있다

만일 개인의 수행이 어떤 KSA에 의해 잘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 그 KSA는 적절하지
않은 예측 변수이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아래 수준의 성공이 상위수준

역량이나 일반역량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다면 이는 그 역량모형의 합치도가 낮음을 의미
한다， 그러변 조직내 해당 단위에서의 업무역량음 추가하거나 상위수준의 역량을 모행에

추가할 필요성이 생긴다

그러나 일반역량 대선에 좁은 범위로 정의된 업무 역량음 추가

하는 것이 해당 업무 단위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고 역량모형을 보다 충실하게 할 것이
다

이러한 혼합된 모형에 대한 함치도 혹은 효과성은 HLM과 같은 다층수준 모형의 방

법론을 사용해서 평가될 수 있다 (Raudenbusch

& Bryk. 2002)

VI. 역량모형 활용의 현재와 미래
;ζ;<1

」→「

측면에서

(hierarchy) .

보는

역량모형

활용의

현주소는

조직의

구조 (structure) .

위계

기술 (technology) 분류에 의해 정의할 수 있다， 우선 구조변에서 업무가

복잡한 구조를 지니기 보다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구조플 지니고 있을 때 역량모형의 환
용도가높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분석의 단위가 세분화되면 될수록 직무분석과 더 연관

높아지기 때문에 복잡한 구조보다는 단순 구조일 경우에 넓은 범주로 사용되는 역량
모형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위계의 측면에서 볼 때는 위계가 낮을수꽉 역량모형보다는

직무분석이 널리 활용될 수 있고 위계가 높다면 역량 모형의 활용가능성이 높다

측면에서의 역 량은 주로 직무수행에 펼요한 지식과 기술에 관한 차원이므로

기숨적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분야보다는 넓게 업무 기술을 활용할 수 았는 부분에 역량모형이 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역량모형에서는 여러 직무에서 사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역량을 많이

사용하고 이와 대조적으로 직무분석은 직무‘ 직무집단， 역 할 등에서 나온 기술음 더 많

포함하기 때문이다(박동건.

2001 ),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을 서숨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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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가 더 적젤할 수 있는 반면에 일상적이고 넓은 범주에서의 업무플 수행하는
직무에서는 역량모형이 적절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인사전략 측면에서 역량모형의 활용플 보면 그런 (3) 이 참조된다

그럼에서 활 수 있

듯이 역량모형은 선발/채용， 평가/보상， 승진/배치， 교육/개딴 측변에서 활용될 수 있다
회사가 원하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역량에 준가한 인재상플 기준으로 삼윤 수 있고
또한 사내 배치에서도 각 영역에서 요구되는 역량 수준을 잦춘 작윈들플 배치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육성 차원에서는 조직에서 필요한 역량에 비추어 개얀들의 부족한 역량을
파악하고 이릎 제고하여 회사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림

선발/채용

승진/배치

교육/개발

3) 역량모형의 활용측면

.
.

역랑을 통한 인재앙 키준의 선발

.

호1 샤의 역랑메 적힐한 관2. 1 자 및 리더의 승진

.
.
.
.

구조화된 역람 면접을 를해 보다 체계적인 선발 밥법 제공

직무머| 필요한 역람머[ 적합한 ~재 배치

직무효고}섭메 기잠 크게 영항을 미칠 수 있는 기술， 지식 j 특임을
개알
조직의 가치와 전락머) 필요한 교육훈련 및 개발기회를 제공
역랑메 기반한 지속적인 E 칩과 끄|드액

부엇를 관찰히고 측정하는지(영가힘목)에 대한 상호이해 및 객관

평가/보상

성을 서고

업무메 있어서 개 E 으| 행돔과 행동의 결과메 관한 정보 제공

선발의 장띤에서 역량모형을 응용하여 구조화된 면접을 섣시히였던 경우륜 본다

오인

수， 서용원 (2002) 은 설무차원에서의 역량모형개딸을 섣시히였고 역량모형윤 통해 선발
도구포서의

띤접문항을 개발하였다

역량기반 면접은 먼저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 분석

혹은 중요사건기법 등을 통해 해당 직무(군)에서 필요로 하는 역 량을 규명하는 작업을

통해 시작되었다‘ 이러한 역량기반 채용면접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의의룰 가지고 있다

(Lucia & Lepsinger. 1999 참조)

첫째， 직무요건에 대해 보다 완벽한 설명을 해준

다. 과거 전통적 직무분석의 미시적인 접근 방법보다 폭넓게 설명해주며 직무에 펼요한

1H몇關f級f5E， 제 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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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양식을 질문함으로써 직무성공가능성이 높은 행동양식을 가진 직원의 채용가능성을

제고한다‘ 둘째 회사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직원틀에게 투입될 비용을 줄일 수 있
다

셋째. 체계적인 채용면접과정을 수립하기 위해 직무 성공에 팔요한 지원자의 역량보

유수준을 측정하고 정해진 준거와 정확하게 비교하게 해주어
준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마지막으로

모든 면접관뜰이 같은 기

역 량모형을 사용함으로써

λ-1"*_Ä1
。
0
-，

인 직무수행에 펼요한 역 량들윤 규벙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음 통해 배울수 있는/
없는 역량을 파악할 수 있다

직무분석 전문가와 역량모형 전문가틀이 가지는 공통된 견해는

소프트웨어가 개발되

면 업무분석은 더욱 고도의 기숭적 수준에서 섣시가능하고， 역량모형은 보다 과학적 접
근음 수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소프트왜어(즉， 모형개발을 위한 전문

가 시스템)에 의해 업무분석이 보다 고도의 기술적 작업이 헬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일부에서는， 역량모형이 가치가 없으며 곧 사라질 것이라는 비판적인 이야기플 하기도
한다

그렇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역량모형이 업무분석의 틀속에 통합되는 데는

시간이 지나면 역량모형은

시간이 걸렬 것으로 본다

Shipprnan

등 (2000) 에서 사용한

학숲적 관진에서 제시되는 10 가지 차원뜰에 의해 엄격하개 정비될 수 있을 것이다
론 직무분석이 역량모형으로부터 새로운 관점플 도입하는 변도 있다

n
:투

역량모형의 과학화

가 진전되고， 역량모형이 제공하는 조직개발 개입의 기회에 직무분석가들이 함께하게 되
면 업무분석의 양극은 서로가 장점을 공유하는 승승 (Wi n-Win) 약 모형이 된다‘ 즉， 업
무분석의 뿌리는 세부행동 빚 과업에 있으되， 한 편은 변화관리 등 조직개발의 도구로
활용되는 모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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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ency Modeling Viewed from Work An alysis
Soonmook Lee*
Joohee Lee**
ABSTRACT
Traditional job analysis has bccn alrcady establishcd as the way of
collecting job information , competency modcling has been recognizcd as an
altcrnativc in the last decade. 1n thc prcscnt stlldv ,

、，ve

cxamme vanolls

aspects of competency modeling: thc origin ()f concept , differencc from job
analysis , and its propcr usc for maximllm utility , We employ a framc of
work analysis to provide an integrate undcrstanding of job
compet E' ncy modeling

,

Wc notice that thc

CU !T cnt

practice

0 1'

i1

nalysis and

job analysis

has its own mcrit which enabled its wide adaptation in org i1 nization and
industrics Competency modeling is not to substitute for or deny everything
,

of job analysis , although this new method has its nichc which is attractive
to practitioners and theorists
1n tcrms of scale of work and analytic practicc ‘ job analysis is focused
on a relativcly smaller grain size callcd 'Job" and compctcncy modeling on
human attributes that are nccdcd for performing a broadcr rangc of work
1n terms of systcmatic approach to collecting job information , job analysis
and competency modcling have differences in range of analysis and application
Key words: job analysis , work analysis , compctency modcling , corc competcncc ,
va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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