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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직장인의 관점과 경험에 근거하여 직장 내 대인 역량의 개념과 요소를 확인하고 대인 역량 개
발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을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3개 직군의 56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대인 
역량에 대한 인식 내용과 대인 역량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반응을 위계적 
군집분석 방법 중 Ward 연결법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좋은 의사소통 기술', '매력', '진취성', '온
화함', '베풂', '조화로움'이라는 6개의 군집들과 12개의 하위 범주들로 분류되는 직장인의 6가지 대인 역량 
개념 요소가 확인되었다. 또한 대인 역량 프로그램의 경험과 선호에 관한 조사 결과에서, 참여자들은 '상호
작용' 요소가 포함된 교육 프로그램을 선호하였으며 그 유형은 직군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 결과는 
직장 내 대인 역량 요소에 관한 경험적 모델을 제시하며, 직군에 대한 고려가 직장에서의 대인 역량 연구에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인 역량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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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역량이란 특정한 상황에서의 개인의 수행 능력에 한 것으로, 속하게 변화하는 시 인 

특성으로 인해 개인의 응성이 더욱 요해짐에 따라 에 더욱 주목되는 개념이다(윤정일 

등, in press). 변화하는 사회에서는 지능이나 성을 통한 미래 능력의 측보다는, 실제 

수행에서의 성취가 더 요하게 고려되기 때문이다(McClelland, 1973). 이러한 역량 근은 기

업은 물론 교육 분야에도 도입되어 교육개 의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교육과 학습

이 학습자 개개인과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어느 정도까지 길러주고 있는가에 한 의

문이 제기되면서 역량 근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기 때문이다(오헌석, 2007). 

교육공 자가 제공하는 교육 내용과 학습자나 고용주가 원하는 결과와의 괴리를 이기 해, 

역량 근을 통해 실제 수행 장면에서 문제를 도출하여 실행능력을 측정하고(McClelland, 

1973), 교육 내용 구성에 참조하고자 한 것이다. 

국가  차원의 인 자원개발을 해 국, 호주, 미국, 싱가폴, 뉴질랜드 등의 나라에서는 핵

심 역량을 규명하는 조사를 실시하 으며, DeSeCo 로젝트(2005)에서도 교육 체계와 평생 학

습에서 우선시되어야 하는 목표를 확인하기 해 핵심역량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김남희, 

2004). 폭넓게 수행된 일련의 연구들 부분에서 역량의 주요한 하  개념으로 인역량이 언

되었다. 개인의 기능에서 인 계 인 측면은 항상 요한 것으로 강조되어 왔으며, 이것

은 역량의 측면에서 사람들의 기능을 살펴보는 최근 흐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 결과 

아동부터 성인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 와 학 과 조직, 리더십 등의 서로 다른 장면에서의 여

러 역량 연구들에서 인 역량은 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다(Buhrmester et al., 1988; 

Ferris et al., 2002). 특히 직업장면에서의 인 역량은 업무 구조가 부서제에서 제로 변화하

고 상호작용이 더욱 빈번해진 결과로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이것은 기업 내 상

담에 한 기   요구 분석 결과에서 업무 수행 과정상의 문제  정서- 인 문제가 핵심 문

제로 나타나는 것에도 반 이 되고 있다(정연식, 1997). 개인 뿐 아니라 기업의 효율성 측면에

서도, 이직의 가장 요한 사유가 인 계 문제라는 에서(박지원, 2004) 인력 손실로 인한 

비용과 인재 리의 요성 증 로 인하여 직장인의 인 역량에 하여 더욱 주목하게 된다. 

따라서 인 역량은 직업 혹은 기업 장면에서 개발이 요구되는 주요한 역량으로 자주 제안

되고 있다. 우선 미국, 국, 독일, 호주 등의 국가에서 제시한 요한 직업기  능력들에는 모

두 인 역량이 포함되어 있다(정철  외, 1998). 그리고 Spencer와 Spencer(1993)가 기업에서 

필요한 개인 역량으로 제시한 6개 역량군과 이하 20개 역량으로 구성된 모델은 여러 연구  

개발 과정에서 참조로 하고 있는데, 그가 제안한 역량들 에서 인지 역량군 이외의 5개 역량



직장에서의 대인 역량에 대한 직장인들의 인식: 대인 역량 교육 및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  135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군 모두는 간 정도이거나 높은 정도로 인 역량과 련되는 하  역량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  높은 수 으로 인 역량과 련된 것들은 인 이해, 계형성, 타인육성, 지시, 웍과 

력, 리더쉽이며, 주도성, 고객지향성, 향력, 유연성은 인 역량과 간 정도로 련된다

고 볼 수 있다. 한 Zingheim, Ledford와 Schuster(1996)가 제시한 미국 기업들에서 가장 많

이 사용되고 있는 20개 역량들 에서도, 계성이 높은 경우만 고려하더라도 6개의 인 역

량이 포함되어 있다: 인 이해, 네트워킹, 지시, 웍과 력, 종업원 개발, 리더쉽.

인  자원 리의 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의 기업 장면에서 리 역과 리와 련

된 역량은 더욱 주목되며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Boyatzis(1982)는 리자의 성과를 결정하

는 6개의 역량 군집과 21개의 하  역량을 도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 는

데, 그 에는 인 역량과의 련성이 높은 역량들이 많이 포함된다. 6개의 역량 군집 에서 

4가지인 하 자에 한 지시, 리더쉽, 타인에 한 , 인력 자원이 인 역량과의 련성이 

높은 것이었다. 

그런데 의 내용에서, 직장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들 에서 인 역량의 여러 가지 요소

들을 일반 인 이해 수 으로 확인할 수 있기는 하 지만, 각 핵심 역량들이 인 역량과 어

느 정도 련되었는지에 하여는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명확하게 구분해 내는 것이 어려워 보

인다. Spencer와 Spencer(1993)의 역량들에 해서, 넓은 의미에서는 더 많은 역량들이 인 

역량과 련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의미를 축소해서 보는 경우에는 일부에 하여 인 역량으

로 보는 것에 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한 Boyatzis의 연구에서, 역량 군집들

은 분명히 인 역량과 히 련되어 있지만 그 하  역량들 에는 인 역량과의 련성

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다. 이것은 역량이란 특정 상황에서의 복잡한 요구를 성공 으로 충

족시키는 능력으로 특정한 맥락과 역할에 한 개념이기 때문에(OECD, 2005), 직장에서의 핵

심 역량이 직장 내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업무와 역할을 심으로 제시되기 때문이다.

역량이 맥락에서의 요구에 한 것인 만큼, 인 역량이 직장 업무의 수행과 련되는 것은 

타당한 것이다. 그러나 직장에서 인 계 문제의 요성을 고려할 때, 인 역량의 개발을 

해서 는 보완이 필요하다. 즉 서로 다른 업무와 역할을 심으로 하여 요구되는 인역량의 

구성내용을 규명할 경우, 그 내용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직장에서 요구되는 보편 인 

‘ 인역량’에 을 두고 인역량을 심으로 구성 개념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역량의 개념을 규명할 때에는 객  실제(reality)로서가 아닌 참여자들의 인식 

속에서 구성되는 것으로서 근할 필요가 있다. 역량의 개념에 해서는 보편성과 일반화 가

능성을 강조하는 보편주의  과 역량이 조직의 특성과 개개인이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다

르게 요구된다는 특수주의  이 논쟁 이다(오헌석, 2007). 그런데 앞서 언 한 주요 선

진국들에서 조사한 직업기 능력  인 역량의 하  구인을 살펴보면, 사회문화  배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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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인역량에 한 개념이 서로 다르게 구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를 들어, 부

분의 나라에서 의사소통 능력은 공통 으로 포함되지만 미국이나 국, 독일과 비교하여 싱가

포르는 집단효과성, 조직효과성, 리더십 등 개인보다는 집단이나 조직단 의 인역량을 강조

하고 있다.  다른 로는, 호주의 직업기 능력에는 언어와 의사소통 능력, 문화이해 능력, 

인 계 능력이 인 역량에 포함되는데, 호주가 이민국가라는 특징을 감안해 볼 때 문화이

해 능력이 타국가와 비교해서 특징 으로 인 역량의 한 요소로써 비 을 차지하게 되는 이

유가 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 듯 국가단 로 인 역량 개념을 연구할 때 자국에서 

필요로 하는 사안을 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정철  외, 1998). 

따라서 우리나라의 직장인들이 경험하고 인식하는 인 역량의 구성개념을 조사하여 외국

의 연구들에서 밝힌 구성 요소들과 비교함으로써 역량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국외에서 수행된 연구와 조사에서, 직장인의 인 역량이 핵심 역량 요소 

에서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핵심 역량의 일부 요소로서의 인 역량이나 혹은 포

인 의미의 인 계에 한 연구들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순수하게 인 역량에 을 두

어 그 개념과 구성요소를 규명하는 것이 우선 으로 필요한 에서는 국외 연구도 동일하다. 

이에 더하여 국내 연구에서는 우리 문화에 합한 인 역량의 개념과 요소들을 확인하는 것

이 필요한데, 직장인의 과 경험에 근거하여 인 역량 요소를 확인하기 한 본 연구의 

경험  근이 이 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우리 문화에 합한 인역량의 개념  요소들을 직장인들의 경험

으로부터 구체 으로 규명함으로써 성인  직업교육에서 가장 요한 핵심 능력  하나인 

인 역량(김남희, 2004)을 교육하기 한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직장인들이 실제로 직장에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계를 맺을 때 사용하

는 인식의 범주들을 확인하기 해 군집화하는 데 을 두었다. 군집분석은 어떤 상들을 

분류하고 군집화하며, 서로 다른 특징들에도 불구하고 그들 간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할 때 유

용하다. 직장에서의 인 역량에 한 직장인들의 을 경험 , 상학 , 귀납 으로 근

하기 해, 그들 자신의 언어와 경험에 근거하여 ‘ 인 역량’에 한 직장인들의 반응을 수집

하고, 이러한 반응을 군집분석을 통해 몇 개의 범주로 분류하 으며 기존의 인 역량 지표들

과 비교, 검토하 다. 

추가 으로, 인 역량 교육 로그램 개발의 기  자료 제공을 해, 직장에서의 인 역량

에 한 인식과 평가를 검토하고 인 역량 교육 로그램에 한 요구 분석도 실시하 다. 

이러한 차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직장인들을 상으로 한 인 역량 교육  개발 로그램

을 구성할 때 그들의 필요와 맥락을 정확히 반 할 수 있도록 기  자료를 제공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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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회사 직원을 상으로 다양한 직무군 별로 연구자가 작성한 설문조사를 실시

하여 3개 직군의 56명이 응답하 다. 연구 상자는 남성 37명(66.1%)과 여성 19명(33.9%)이었

으며 기혼 25명(44.6%), 미혼 30명(53.6%), 무응답 1명(1.8%)이었다. 응답자들의 직군별 분포는, 

6명(10.7%)은 제조기술직, 26명(46.4%)은 경 지원직, 16명(28.6%)은 연구개발직에 속했으며 8

명(14.3%)은 직군이 확인되지 않았다. 연구 상자의 연령은 21세부터 45세로, 평균 30.7세(표

편차 5.48) 고 직업경력은 평균 5.84(표 편차 4.65)년이었다.

2. 연구 도구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문헌검토와 연구 의 논의를 통해 제작되었으며,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반부는 성별, 직 , 직군, 직업경력 등의 간단한 인 사항에 한 질문 이후, 인 계가 

좋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이나 특징을 기술하도록 하 다. 이 부분은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직장 내 인 역량’에 한 개념들을 추출하기 한 것으로, 해당 질문에 해 떠오

르는 로 기술하도록 하는 ‘사고목록법(thought-listing)'을 용하 다. ‘직장에서의 인 역

량’에 해 추상 이고 포 인 개념보다는, 구체 이고 경험 인 실재를 반 하기 해 ‘만

나왔던 사람들  인 계가 좋다고 생각한 사람을 떠올리고 그러한 단을 하게 된 근거로

써 그 사람의 행동이나 특성을 구체 으로’ 도록 하 다. 

후반부는 직장에서 경험하는 인 계 능력의 요성과 필요성, 효능감을 알아보고 인

계 능력에 한 교육 로그램의 참여경험과 요구사항을 조사하 다. 

3. 연구 절차

먼 , 인 역량의 지각된 요성, 효능감, 필요성, 그리고 인 계 훈련  교육 경험과 그 

유용성에 해 T검증,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상 을 사용하여 검토하 다. 

다음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기 해 좋은 인 계를 보이는 사람들의 행동이나 특징을 묘

사한 진술문들을 수집하 고, 수집된 진술문들을 범주화  평정 작업에 사용할 최종 문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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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편집한 뒤, 문가들이 최종 진술문들을 유사성에 입각해 분류하 다. 이러한 차의 세부

사항은 아래 제시하 다. 그리고 참가자들의 인 역량에 한 개념을 범주화하기 해, 분류

된 결과를 계  군집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계  군집분석 후, 범주들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군집들에 한 내용분석 후 군집의 명칭을 부여하 다. 

1) 진술문 수합, 종합, 편집

설문조사 결과 총 56명이 응답하 으며 사고목록법에 의해 총 273개의 진술문이 수집되었

다. 그  내용이 부 한 4개 문장을 삭제하고 2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내용을 한 문장으로 

표 한 경우를 각각 분리하 다. 그 결과, 분류작업이 가능한 수로 진술문 숫자를 이는 진술

문 축소(statement reduction) 작업을 해 진술문 263개가 산출되었다. 산출된 263개 문항을 

유사한 속성들의 범주로 배치(grouping)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군집분석을 실시하 다. 왜

냐하면 군집분석은 유형화나 분류, 실재의 군집화를 한 유용한 개념  구조의 탐색, 그리고 

탐색을 통한 가설 형성의 목 으로 주로 사용되므로(Stevens, 2002), 경험  내용들로부터 기

의 의미 있는 인식의 범주 는 요소를 확인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 에 부합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분류작업을 하기에 문항이 무 많아 분류작업이 용이하도록 문항의 수를 일 필

요가 있었다. 문항 수를 정리하기 해 Giorgi(1985)와 Athens(1984)의 원리를 사용하여 Gol과 

Cook(2004)이 개발한 문항 축소(item reduction)를 한 7개 규칙을 용하 다. 

263개 문항에 해 박사과정 3인, 석사과정 1인의 을 구성하여 복과 유사한 의미로의 

통합을 심으로 문항을 정리하 다. 이 과정은 4인이 각자 문항에 해 분류, 평가하고 그 결

과에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 다. 그 결과 군집분석을 한 79개 문

항이 추출되었다. 

2) 진술문에 한 유사성 평정

상담학과 교육심리를 공하는 6명의 연구자들에게 79개의 진술문들을 분류하고 각 분류 

유목에 명칭을 부여하도록 요청하 다. 각 평정자들에게는 원하는 수만큼의 일을 만들 수 

있으며, 유사성에 따라 진술문들을 분류하도록 구조화하 다. 함께 분류된 진술문은 1, 그 지 

않으면 0을 부여하여 각 평정자별 유사성 매트릭스를 작성하고 계  군집분석을 해 모든 

평정자들의 매트릭스를 합산하여 입력하 다. 계  군집분석에는 Ward 연결법과 Euclidean 

거리 행렬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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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대인 역량에 대한 개념 요소

본 연구에서는 인 역량에 한 직장인들의 개념 요소를 탐색하기 해 군집분석을 사용하

다. 군집분석은 직장에서의 인 역량의 의미 있는 하  유형  요소를 확인하고 타당화하

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Gordon(1999)이 제안했듯이, 군집 집단을 확인하기 

한 2단계의 차를 따랐다. 

첫째, SPSS for Windows 12.0 버 을 사용해 계  군집분석을 실시하 으며, Ward 연결

법과 Euclidean 거리를 사용하 다. 이 방법은 Euclidean 거리에 따라 집단 내 변산을 최소화

하는 반면 군집 간 변산을 최 화하려고 한다. 분석 결과, 6개 군집 솔루션이 본 자료에 가장 

합한 것으로 시사되었다. 

두 번째로, 비 계  K 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계  군집분석에 의한 6개 군집 솔루션 

타당성을 확인하 다. 군집 분석 결과, 6개 군집 솔루션을 선택하 으나 12개 군집 솔루션 

한 합하 다. 군집의 수를 선정하는 것은 좀처럼 명확하지 않으며(Borgen & Barnet, 1987), 

선정 차도 비공식 인 방법부터 통계 인 방법까지 가능하다. 해석 가능성과 사용의 용이성

을 고려할 때(Goodyear et al.., 2005) 우선 비공식 인 근에 을 두었다. 분석 결과, 군집 

1, 2, 4는 계  군집분석 결과와 동일하 으나, 군집 3은 두개의 군집으로 분리되었고 군집 5

와 군집 6이 통합되었다. 양쪽의 군집분석 결과를 비교, 검토한 후 본 연구에서는 6개의 계

 군집분석의 범주들은 그 로 두고, 12개의 하  범주들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하 다

79개의 진술문에 한 6개의 군집들과 12개의 하  범주들은 <표 1>에 제시되었다. 군집 1

은 ‘말을 잘하거나 편안하게 하는 것’, ‘나눔’, ‘의사소통 스타일’ 등 ‘좋은 의사소통 기술’을 나

타내는 진술문들로 구성되었다. 군집 2는 ‘잘 웃는 것’, ‘유머’, ‘술을 잘 마시는 것’을 포함하는 

‘재 음’ 하  군집, ‘친 ’, ‘웃는 얼굴’, ‘인사’, ‘좋은 외모’가 포함되는 ‘호감 가는 인상’이라는 

하  군집으로 구성된 ‘매력’이라는 명칭의 군집이다. 군집 3은 ‘주도성’, ‘ 극성’, ‘성실성’이라

는 세 가지 하 군집으로 구성되고 ‘진취성’을 나타내는 군집이다. 군집 4는 ‘ 그러움’과 ‘

함’이라는 두 개의 하 군집으로 구성된 ‘온건함’이라는 명칭의 군집이다. 군집 5는 ‘베풂’이

라는 특징을 나타내며, 군집 6은 ‘ 정  피드백’, ‘일치’, ‘사교  활동’이라는 세 개의 하  군

집을 포함하는 ‘조화로움’을 나타내는 군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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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군집명 하위 군집 진술문

군집 1
좋은

의사소통 
기술

·

대화를 많이 한다.
업무상 필요한 요청을 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는다.
어투가 부드럽고 상냥하다. 
언행이 신뢰감을 준다.
사람들과 자신의 생각, 생활을 나눈다. 
말을 잘한다. 
격의 없고 편안하게 말한다. 
정치적 상황을 잘 판단하여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준다. 
말에 일관성이 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존중한다.

군집 2 매력

재밌음
잘 웃는다. 
유머감각이 풍부하다. 
애교가 많다. 
술을 잘 마신다. 
잘 논다. 

호감 가는 
인상

상냥하고 친절하다.
표정이 밝다.
목소리가 크다. 
인사를 잘한다. 
운동을 즐긴다.
외모가 잘생겼다.
인상이 좋다. 
양보를 잘한다. 

군집 3 진취적임

주도성 분위기와 화제를 주도한다. 
긍정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적극성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자신감이 있다.
남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모든 일에 적극적이다.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는다. 

성실함

열심히 산다.
실행력이 강하다. 
겸손하다. 
세심하다. 
약속을 잘 지킨다.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을 진다.
자신의 주관이 뚜렷하여, 자주적으로 행동한다. 
일(업무)을 잘한다. 
문제 해결 능력이 좋다. 
의사소통 시 의견 조율을 잘한다.
운동 등 자기관리가 철저하다.

군집 4 온화함 너그러움
뒤끝이 없다. 
돈 쓰는 데 인색하지 않다. 
사소한 일에 무심하다.

<표 1> 79개 진술문의 6개 군집  12개 하 군집의 구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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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군집명 하위 군집 진술문

적절함

당근과 채찍을 적당히 사용한다. 
예의가 바르고 에티켓을 잘 지킨다. 
유연하고 융통성 있다.
명랑하고 활달하다. 
쉽게 흥분하거나 화내지 않는다. 
공적, 사적으로 적절히 관심을 보인다.  
관계 설정이 명확하다. 
기분 변화가 심하지 않다. 
업무 성적(인사 고과) 등에 얽매이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많이 쓰지만 거기에 매몰되지 않는다.

군집 5 베풂 베풂

잘 챙겨준다. 
상대가 필요로 할 때 잘 도와준다. 
주변 사람들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갖는다. 
바라는 것 없이 잘해준다. 
상대방을 배려한다.
타인에게 전화 등으로 안부를 자주 묻는다. 
상대방에게 맞추어준다.

군집 6 조화로움

긍정적인 
피드백

상대방에 대해 칭찬을 잘 한다. 
격려를 잘 한다.
적절하게 피드백 해준다.
똑같은 말이라도 좋게 말한다.

일치

어울리기 위해 먼저 말을 건다.
의견 대립 시 자신의 의견을 끝까지 강하게 주장하지 않는다.
타인의 입장을 잘 이해한다. 
업무 이외의 주제로 다른 사람과 공통의 화제 거리를 둔다.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어준다.
스스럼없이 대화한다. 
누구와도 쉽게 친해지고 다가가기가 쉽다. 

사교적 활동

퇴근 이후, 개인적인 모임이나 활동이 많다. 
분위기와 타이밍을 잘 맞추는 센스가 있다.
팀 행사, 회식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협업 관계가 좋다. 
회사 사람들과 밖에서 사적인 교류의 시간을 자주 갖는다. 
경조사, 대소사를 잘 챙긴다. 
사람을 좋아한다.

2. 대인 역량에 대한 인식 및 대인 역량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분석

우선, 참여자들이 응답한 직장 내 인 역량의 요성, 효능감, 개발 필요성에 한 의견, 그

리고 교육 경험과 그 경험이 도움이 된 정도에 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에서의 응과 성공에 인 역량이 얼마나 요하다고 생각하는가를 물었을 때, 모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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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군
프로그램유형 제조기술직 경영지원직 연구개발직 총계1)

인터넷을 통한
자기학습 프로그램 3(60.0) 2(40.0) 0 (0.0)  5(5.62)*

유용한 정보와 
자료 제공 1(20.0) 1(20.0) 3(60.0)  8(8.99)

1:1 코칭과 멘토링 2 (9.5) 12(57.1) 7(33.3) 25(28.09)
상호작용 중심의 

집단 훈련 프로그램 2 (6.7) 14(46.7) 14(46.7) 36(40.45)**

실제 업무를 통한 
피드백과 교정 0 (0.0) 8(61.5) 5(38.5) 15(16.85)

Note. 1) 총계에는 직군 미표시자의 수가 포함됨. 복 응답이 허용됨.

* 는 카이검증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냄. *p<.05  **p<.01

<표 2> 직군별 선호하는 인 역량 개발 로그램의 유형 응답자수(%)

답자들이 요하다고 하 으며, 48.2%는 매우 요하다고 하 다. 두 번째로, 자신이 인 계

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을 때, 응답자들  5.4%는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

으나 70%는 잘 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었다. 세 번째로, 인 역량을 개발할 필요를 느끼는가

에 한 질문에 1명을 제외한 원이 필요성을 느낀다고 보고하 으며, 23.2%는 매우 실하

게 필요로 하고 있었다. 네 번째로, 인 역량을 개발하기 한 교육 로그램에 참여한 경험

에 해 반에 가까운 48.2%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 으며, 자발 으로 참여한 경우는 

23.3% 다. 다섯 번째 질문은, 교육 로그램에 참가한 경우, 교육이 인 역량의 향상에 도움

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정도 고, 32명의 응답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53.2%로 반 이상이었으며 10% 미만의 사람들만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하 다. 

다음으로,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인 역량 개발 로그램의 방식에 한 조사결과를 <표 2>

에 제시하 다. 

체 참여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상호작용 심의 집단 로그램'으로 체 응답자

의 40.45%가 선호하 으며, 그 다음은 28.09%가 응답한 ‘1:1 코칭과 멘토링' 방식이었다. 카이

검증 결과, 선호하는 교육 로그램의 유형은 직군에 따라 달랐다. 제조기술직군의 사람들은 

연구개발직군의 사람들과 비교하여 '인터넷을 통한 자기학습 로그램'을 선호하 으며, 연구

개발직과 경 지원직 사람들은 제조기술직의 사람들과 비교하여 ‘상호작용 심의 집단 로그

램'을 선호하 다. 요약하면, 직군에 따라 선호하는 근 방식이 서로 다르며, 제조기술직군의 

사람들은 상호작용보다는 인터넷을 이용해 혼자 할 수 있는 로그램을, 다른 직군들은 1:1이

든 집단 이든 상호작용 할 수 있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에서의 대인 역량에 대한 직장인들의 인식: 대인 역량 교육 및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  14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Ⅳ. 논의

1. 기존 대인 역량 요인과의 비교 

인 역량을 포함하여 인 계에 한 많은 연구, 로그램, 그리고 측정에서 의사소통 기

술과 문제 해결 과정이 강조되어 왔다(Kim et al., 2007; D'Zurilla et al., 1999; Spencer & 

Spencer, 1993). 본 결과에서도 ‘의사소통 기술’, ‘진취성’, ‘ 함’과 같은 특성들이 포함된 부

분은 다른 인 역량  인 계 연구들과 유사하 다. 다른 인 역량 요인들과 비교할 때 

본 연구에서 두드러지는 차이 은 첫째, 하 요소가 ‘유쾌함’과 ‘호감을 주는 인상’으로 이루어

진 개인의 ‘매력’이 요한 역량 요인으로 포함된 것과 둘째, ‘호의’와 ‘조화’ 같은 조 인 상

호작용이나 타인에 한 용의 비 이 상 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특히 조  

용에 한 강조와 함께 다른 인 역량에서 요하게 고려되었던 개인의 권리  불편함의 

주장 혹은 자기 노출과 같은 요인들의 비 은 감소되었다(Buhrmester et al., 1988). 이것은 문

화 인 특성을 반 하는 것으로 보이며, 한국 문화에서 ‘호의’와 ‘조화’ 역량이 더 강조된다는 

것을 보여 다. 이처럼 인 역량에 한 사회 문화 인 특성의 향이 요하다고 할 때, 

인 역량에 한 연구와 개발 로그램은 타문화에서 그 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회 문

화에 맞게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2. 대인 역량 지표로서의 활용

본 인 역량 연구에서 경험 인 방법론을 사용하면서 목표로 하 던 요한 은 실제 장

면에서의 활용 가능성이었다. 본 연구의 의도는 직업 세계에서 요구되는 인 역량을 개발하

는 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하는데 본 연구의 결과를 기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었다. 인 

역량의 개발과 평가라는 두 가지 용 역 에서 본 결과는 특히 인 역량을 개발하는데 

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본 결과의 지표는 기존의 다른 지표들과 비교할 

때 개인의 특성을 구체 인 행동 수 으로 잘 표 하고 있으며, 그런 면에서 기존 지표를 보

완할 수 있을 것이다. 를 들어 DeSeCo의 인 역량의 하  지표들과 본 연구 결과에서 도출

된 인 역량을 비교하자면, DeSeCo의 정의는 인 계 상황에서 핵심 인 세 가지 국면, 즉 

타인과 계를 맺는 과정, 으로 력하는 상황, 갈등을 리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표 하고 

있는 반면 본 연구 결과에서 제시되는 지표들은 이러한 각 과정을 잘 수행할 수 있기 해서 

필요한 개인 인 특성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 인 계의 요한 국면과 필요한 인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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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여 제시하는 것은, 특정 상황(ex. 계 형성)에서 개발을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개인이 

자신의 인 역량 에서 무엇에 을 두고 개발할 것인지에 한 방향성을 제시해  수 있

을 것이다. 한 각 지표의 진술문들은 인 계 상황에서 나타나는 행동과 태도의 매우 구체

인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어 역량 개발 과정에서 각 역량의 내용을 실행하는데 효과 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직군별 대인 역량 프로그램 관련 경험의 차이 

이제까지 참가한 인 계 련 로그램이 도움이 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한 응답에서 

직군 간 차이가 나타났다. 유의미한 차이는 제조기술직군과 경 지원직군 간에 나타났으며, 경

지원  연구개발직군의 응답자가 정 인 응답을 보인 반면 제조기술직군의 응답자는 부

정 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재의 인 계 로그램의 효과성이 직

군에 따라 다르게 경험되고 있으며, 특히 제조기술직의 사람들에게는 잘 맞지 않고 있음을 보

여 다. 한 제조기술직군은 원하는 인 계 로그램의 형태에서도 다른 직군과 다른 응답

을 보 는데, 다른 직군들이 멘토링이나 집단 상담 참가와 같은 인간 상호작용이 활용되는 

훈련 방식을 선호한 것에 비하여 제조기술직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학습 방식을 가

장 선호하 다. 그러므로 인 역량의 개발  훈련 과정에서는 직군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로그램이나 훈련 방식이 개발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제조기술직군에서 직군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형태가 가장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4.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 

이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 결과에서 제시된 이 6가지 인 역량이 DeSeCo의 하  범주에 

하여 상 으로 갖는 요성에 해서 조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를 들면 DeSeCo 로젝

트의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인 계의 ‘ 조’ 범주에서는 본 연구의 의사소통, 매력, 진취성에 

비해서 함, 호의, 조화의 세 가지 역량이 강조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 결과 추출

된 인 역량 지표들은 기존의 외국 인 역량 지표와 다른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어 문화 인 

특성을 반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문화 으로 이질 인 집단에서 인 역량 요인의 구

성  상 인 요성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한 연구가 가능할 것이며, 문화  차

이는 이후 인 역량 연구에서 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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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ees' Perspective on Interpersonal Competency: 

Fundamental Research for the Training and Development of 

Employees' Interpersonal Competency

1)Changdai Kim*․Kyung Wha Min**․Sook Kyeong Yune***․Eun Hye G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oncept and factor of interpersonal competency 

at workplace based on perspective and experiences of employee and to investigate their 

experience on interpersonal competency development program. For this purpose, employee's 

perceptions of interpersonal competency at workplace and needs assessment on interpersonal 

competency development program was conducted to 56 subjects from 3 different job groups. 

The responses were analyzed using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Ward's method).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interpersonal competency concepts of employee composed of 6 clusters; 

'Good communication skill', 'Attraction', 'Enterprising', 'Moderateness', 'Favor', and 'Harmony', 

and 12 sub-clusters. Also, the participants preferred 'Interactive group program' type and the 

preference type of program was varied with the kind job groups as the result of survey on 

preference program type and experience of interpersonal competency development program. 

The result of this study indicates the empirical model on interpersonal competency factor at 

workplace and suggests the importance of consideration for job groups on study of interpersonal 

competency at workplace. This result can be applied as fundamental data for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program for interpersonal competency training.

Key words: employee, interpersonal competency, empirical model, construct,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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