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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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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3년

한 승 완

이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의 역량모델을 실

증적으로 개발하는 데 있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문헌

고찰과 행동사건면접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 역량에 대한 자료

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잠정적 역량모델을 구안하였다.

이 과정에서 행동사건면접은 경기도내 31개 시·군 교육담당자 중 2년 

이상 해당업무를 수행해 온 6명을 선발하여 실시하였으며, 우수성과자 선

발 기준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인증하는 인적자원개발우수기

관인증제(Best-HRD)의 인증 또는 경기도 인재개발우수사례 발표대회의 본

선 입상기관의 담당자로 하였다. 행동사건면접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모두 

전사하여 역량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유목화한 후 역량을 추출하는 절차를 

거쳐 30개의 역량을 추출한 후 인터뷰 전사결과와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

으로 역량정의문을 작성하였다. 이를 직무역량군, 관계역량군, 기본역량군

으로 구분하여 22개의 역량으로 이루어진 잠정 역량모델을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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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안된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의 잠정적 역량모델은 관련분야 내용

전문가 3명과 역량모델 전문가 2명의 검토를 통해 수정되었고, 수정된 잠

정적 역량모델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HRD 담

당자 47명 전체를 대상으로 도출된 역량의 타당성과 현재의 보유수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36명의 담당자로부터 받은 응답을 분석하여 최종적

으로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 역량모델을 확정하였다.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 역량모델은 직무역량군, 관계역량군, 기본

역량군의 3개 역량군으로 구성되고, 역량은 직무역량군 5개, 관계역량군 4

개, 기본역량군 8개 등 총 17개가 도출되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성과를 올리는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의 역량은 크게 

기본 역량군, 관계 역량군, 직무 역량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무역량은 조

직 이해, 정보수집 및 관리, 교육계획 및 운영, 교육결과 분석 및 피드백, 업

무구조화 등 5개, 관계역량은 경청, 신뢰형성, 네트워킹 형성, 협업 등 4개,

기본역량은 자기개발, 적극성, 긍정적 태도, 창의성, 책임감, 자기확인, 고객

지향성, 세밀한 일처리 등 8개로 구성되었다.

둘째, 고성과를 올리는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고성과 교육담당자들의 업무지시자 중에는 명

확한 역할요구와 함께 담당자가 심정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

는 최종 의사결정권자나 중간관리자가 있었고, 외부의 자극이나 지원(교육

컨설팅 등)이 없이도 지속적으로 조직차원의 교육을 발전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의 교육담당부서는 부서원간 학습에 기반한 의사소통이 수시로 일어

나고 있었으며 의사결정 또한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들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 업무현장에서부터 교육이 시작되어 다시 업무 현장에서 후속 학습이

나 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수학습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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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는 고객지향성, 책임감, 긍정적 태도, 적

극성 등 기본역량을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는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역량보다도 

HRD 업무의 주요 고객인 교육생(소속 공무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업무를 끝까지 책임 있게 완수하고자 

노력하며, 긍정적인 마인드로 즐겁게 일하고, 열정을 갖고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HRD 담당자의 역량으로 생각

하고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후속연구에 대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교육담당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프로그램들이 

도출된 역량을 개발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이며 개선한다면 어떻게 개선되

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전체 HRD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역량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의 역량모델을 근거로 HRD 담당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어: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 역량, 역량모델, 역량모델링

학  번: 9951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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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빠짐없이 제기되는 이슈는 ‘정부 경쟁력의 

향상’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요인으로 ‘우수한 정부인적자원의 확보 및 개발’

이 강조되어 왔다. 정부는 수준 높은 인적자원을 육성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함

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민간부문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으로 역량을 제고하도록 하는 일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이

자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권용수, 2006).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국가사무가 지방

으로 이양되었고, 규제완화 등을 통해 자치단체의 업무가 확대되었으며 운영의 자율

성이 높아졌다. 또한 중앙에서 통일적으로 운영하던 지방공무원 제도도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다(오성호, 김영우, 최무현, 2008).

21세기 지방행정과 관련된 주요 변화는 자율화, 정보화, 민주화로 요약될 수 있다.

자율화는 재정과 제도 등의 독립과 유연성, 정보화는 지식기반사회의 대두, 민주화는 

가속화된 지방화·분권화로 인한 시민사회의 형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신속한 정보의 교류, 전문적인 지식함양, 행정수요의 다양성 등으로 표면화된다. 따라

서 행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전문성 강

화와 직무수행 역량이 중요하며, 인재육성을 위한 학습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가 중요해지고 있고, 공무원 조직도 경쟁을 강

조하고 목표달성과 성과창출을 위한 평가체제 도입으로 인해서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HRD 담당자의 역할 또는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 기업들이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역량관리 프로

그램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선택을 넘어 일반화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김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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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지난 40여년 간 인적자원개발(HRD, Human Resource Development)이 대부분

의 조직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성장해왔으며,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처하고 조직의 

성장과 경쟁우위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 구성원의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HRD 담당

자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차 더욱 강조되고 있다(Gilley, Eggland, & Gilley, 2002). 이

에 따라 조직의 HRD 담당자는 기존의 교육·훈련 담당자의 수준을 넘어서 경영의 전

략적 파트너로서 조직 학습 설계자, 수행·성과 컨설턴트, 변화 주도자 등의 다양한 역

할의 실천을 요구받고 있다(Ulrich. 1998; 송영수, 2000).

정부 차원에서도 HRD 담당자의 역량강화와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

고 있다. 지방행정연수원은 2009년 ‘지방공무원 공통역량 교육매뉴얼(성취지향, 동기

부여, 의사결정, 문제해결, 상황대처)’과 2010년 ‘지방공무원 역량모델의 이해 및 활용

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현장의 교육 담당자들이 역량에 대한 기본적인 이

해를 바탕으로 수요자의 필요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할 능력을 배양하고 역량기반

의 교육체계 정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에 앞서 중앙공무원교육원은 ‘HRD

담당자 업무매뉴얼(2007)’을 편찬하여 중앙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속기관 공무원

들의 HRD 담당자들이 HRD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함양하고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HRD 담당자나 교수요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역량개

발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HRD 담당자의 역할이나 역량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반

면, 이들의 업무성과 향상에 요구되는 역량과 이를 개발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관리가 

HRD 담당자의 업무를 전문직으로 간주하지 않고 순환보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으

며(김경환, 2010), HRD 담당자 스스로도 교육업무는 다른 행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고 생각하여 체계적인 전문지식 함양이나 역량개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는 교육훈련 업무에 경력개발과 조직개발을 포함하여 ‘인적자

원개발’이라는 전문적인 업무영역을 확장하고(Gilley, J.W & Eggland, S. A., 1989), 이

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담당자의 역할이나 직무를 재조명하면서 그에 필요한 역량

을 규명하고 역량 모형을 제시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Nadler,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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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Lagan, 1983; Nadler, 1984; Gilley & Eggland, 1989; McLagan, 1989; McLagan

1996; Piskurich & Sanders, 1998; Valkeavaara, 1998; O’Brien & Tompson, 1999;

Gilley et al, 2002; Bernthal et al, 2004).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체 HRD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역량 및 역량모델 연구(김현수,

1999; 배을규, 김대영, 2007; 신동호, 2005; 이동배, 2000; 전영욱, 2005; 정용진, 2003;

조영복, 곽선화, 이종백, 2006; 주용국, 홍선이, 2002)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많은 수가 이미 외국에서 개발된 모형이나 구명된 이론에 대한 국내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거나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며, 기업체 HRD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요구되는 전문성 수준이나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가 다른 기초자치단

체 HRD 담당자에게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인적자원개발 

담당자의 역량을 대상으로 한 김경환(2010)의 연구도 ASTD 역량모델을 바탕으로 한 

기업체 HRD 담당자 역량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재구성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지방

자치단체 HRD 담당자의 역량모델로 일반화하는 데 대한 한계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역량을 중심으로 한 인적자원개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적으로 이들이 현재 처한 환경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역량을 중심으로 한 인적자

원관리 및 개발은 이들로 하여금 성과를 창출하여 조직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규명하고 이러한 역량에 대한 세부 속성을 파악하여 구조화시키는 역량

모델링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이찬, 2008).

본 연구자는 2009년부터 4년간 경기도가 소속 시·군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

고 있는 교육컨설팅 사업에 컨설턴트로 참여하면서 HRD 담당자의 역할 인식과 역량

에 따라 해당기관의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질과 성과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가 달라진

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고성과 HRD 담

당자들은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고, 어떻게 그러한 역량을 개발해 왔거나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지, 또 어떤 상황이나 여건에서 그러한 역량이 더 잘 발휘되는지를 밝

혀냄으로써 이를 토대로 HRD 담당자의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 행

정서비스 인력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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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의 역량모델을 실증적으로 개

발하는 데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의 역량을 추출한다.

둘째,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의 잠정적 역량모델을 구안한다.

셋째,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의 잠정적 역량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넷째,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의 역량모델을 개발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기초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서는 지방자

치단체를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한 가지는「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고 다른 한 가지는「시, 군, 구」이다. 통상적으로 행정기관의 언론보

도 자료 등을 통해 전자는 광역자치단체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후자는 기초자치

단체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로 통용되고 있었다(법률용어나 사전적인 정의

는 찾을 수 없었다). 이러한 용어의 쓰임을 참고하여 이 연구에서의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시, 군, 구」를 의미한다.

나. HRD 담당자

HRD(Human Resource Development, 인적자원개발) 담당자는 소속 조직이나 기관

에서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연구에서는 기초자

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명시된 교육훈련과 관련된 업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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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교육계획 수립, 교육 기획, 교육 운영, 교육관리, 교육관련 행정사무, 기타 소속 공

무원 학습 지원 등)를 담당업무로 부여받아 수행하는 모든 직급의 공무원을 의미한

다.

다. 역량모델

역량모델(competency model)이란 조직의 비전과 전략 구현에 핵심이 되는 과업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행동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 이 연구에서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의 역량모델은 HRD 담당자의 역할 및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도출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체계화한 역량들의 집합이라 할 

수 있다.

4. 연구의 제한

이 연구는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를 모집단으로 하고 있고, 고성과자의 

기준도 경기도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타 시 도 기초자

치단체에 일반화 하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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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역량 및 역량모델

가. 역량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2012)에서 역량이란 어떤 일을 해 낼 수 있는 힘으로 

정의되는데, 일반적으로 역량은 개인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직무수행능력, 직

업능력 등의 용어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며, 영어의 ability, capacity, capability,

competence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Dubois, 1993).

이러한 역량은 개인의 내적 특성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비교

적 장시간 지속되는 행동 및 사고방식을 말하는 것으로(Guion, 1991), 필요한 능력,

권위, 기술, 지식 등을 갖추도록 되어짐(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1993)

을 뜻하기도 하며, 특별한 직무나 역할 수행에서 구별될 수 있는 개인의 특성으로 탁

월한 성과자와 평균 성과자를 구별해 주는 지식, 기술, 능력, 행동 및 다른 특징들

(KSAOs)의 측정 형태로 개념화되기도 한다(Athey & Orth, 1999).

역량의 개념은 McClelland와 McBer社에 의해 1970년대에 발전하게 되었는데,

McClelland(1973)는 역량을 ‘개인 성과를 예측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행동적 특성’으로 정의하였다. 이후 Boyatzis(1982)는 이러한 McClelland의 역량연구

를 관리자 영역으로 확장하여 탁월한 성과자가 평균적인 성과자와 구별되는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고, 역량을 효과적 혹은 탁월한 성과와 결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동

기, 특성, 기술, 자아상, 사회적 역할, 지식체계 등 특정 개인에게 내재된 특성으로 보

았다.

Spencer & Spencer(1993)는 역량을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에서 준거에 따른 효과적

이고 우수한 수행의 원인이 되는 개인의 내적인 특성으로 정의하고, 역량을 동기

(motives), 특질(traits), 자기 개념(self-concept), 지식(knowledge), 기술(skill)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제시하였다. 여기서 동기란 개인이 일관되게 마음에 품고 있

거나 원하는 어떤 것으로 행동의 원인이 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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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행위나 목표를 향해 행동을 ‘촉발시키고, 방향을 지시하며, 선택하도록’ 작용한

다. 특질이란 신체적인 특성, 상황 또는 정보에 대한 일관적 반응성을 의미하며, 자기 

개념은 태도, 가치관, 또는 자기상(self-image)을 뜻한다. 다음으로 지식은 특정 분야

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있으며, 기술은 특정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과

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신적 또는 인지적 기술은 분석적 사고와 개념적 사

고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들 간의 관계를 [그림 Ⅱ-1]의 빙산모델로 설명하였

다. 역량의 유형 중에서 지식과 기술은 비교적 가시적이며 표면적인 특성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교육훈련 등을 통해 개발하기가 쉽지만 동기, 특질, 그리고 자기개념은 

인간의 내면에 위치해 있으며, 심리측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이를 구분하여 측

정, 정리하거나, 평가하고 개발하기가 쉽지 않다.

[그림 Ⅱ-1] 역량 구조의 내면과 표면

출처: Spencer & Spencer. (1993). Competence at Work.

역량의 특성을 요약한 이홍민(2009)의 정리를 살펴보면, 역량은 첫째,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능력은 일반적으로 지식, 기술, 지능, 성격특성 

등으로 생각하지만, 역량은 직무수행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행동특성을 중심으로 파악

한다. 탁월한 성과를 얻기 위한 행동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전문지식과 기술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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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은 그 사람의 니즈(needs)와 근본적인 사고방식이 결합되어 발휘된 구체적인 행

동을 의미한다. 둘째, 조직의 변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역량은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

라 조직에서 최근 또는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규명하고 중요성이 감소되고 있는 능

력을 규명하여 배제시킴으로써 조직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셋째, 역량은 상황 대응적

으로 개인의 역량은 2가지 요인, 즉 조직이 제시하는 성과기준과 직무수행 환경에 따

라 달라진다. 성과기준 즉 BSC의 KPI에 의해 탁월한 성과자가 규정될 수 있고, 상사

와의 관계, 권한위양 정도, 팀 구성원의 팀워크와 정보공유 정도 등 직무수행 환경에 

다라 개인의 행동은 달라진다. 따라서 같은 조직 내에서도 역량규명의 토대가 되는 

행동은 당연히 다르게 인식되며, 동일한 역량명이라 할지라도 직무마다 다르게 정의

되고 발휘된다. 넷째, 성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역량은 높은 성과창출의 근거가 

되는 행동특성으로서 탁월한 성과자로부터 일관되게 관찰될 수 있고, 다섯째, 육성 

및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교육훈련, 코칭, 도전적 직무, 높은 목표설정, 유익한 피드

백 등에 의해 역량은 개발 가능하고 학습 가능한 것이다. 여섯째, 관찰과 측정이 가

능한 것으로 역량은 행위 중심으로 기술되기 때문에 관찰이 가능한 것이다.

결국, 역량이란 조직의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조직구성원의 능력으로서 조직구

성원의 업무 및 업무성과와 관련성이 높고, 조직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성과기준에 

대비하여 측정할 수 있다. 또한, 교육훈련과 개발을 통하여 향상될수 있는 지식ㆍ기술

ㆍ태도ㆍ능력의 집합체로서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케 하거나 직무성과를 향상시키는 

개인의 특성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송귀근, 2012).

이 연구에서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의 역량은 각 기초자치단체의 미션 및 전략 

달성을 위해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나. 역량모델

역량모델은 1990년대 이후부터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각광받기 시작했는데 이는 전

통적인 직무 중심의 접근방법으로는 급속한 환경의 변화와 기술혁신에 신속하게 대

응할 수 없었고, 이러한 직무중심의 인사제도가 지니는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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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단으로 개발이 본격화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과 정부조직에서 우수한 인

재의 확보와 관리가 조직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성공요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서 역량모델은 부각되게 되었다(안희정, 최은석, 2003).

이러한 역량모델의 개념을 살펴보면, 역량모델이란 조직에서 특수한 직무나 역할의 

성공적인 수행에 요구되는 역량을 체계화한 것으로(전영욱, 김진모, 2005), 역량모델링

을 통한 결과물인 역량들의 집합이라 할 수 있다. Mansfield(1996)는 역량모델은 종업

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효율적이 될 수 있도록 필요로 하는 행동과 능력에 대한 

세부적인 기술이라고 말하였고, Hendry, Maggion(1996)은 역량모델을 네 가지로 정

의하였는데 첫째, 고성과자와 일반직원이 조직목표에 기여하는 행동의 차이점을 규명

하는 것, 둘째, 조직목표에 개인이 집중하게 만드는 특성들을 분류, 전달, 평가, 개발

하는 것, 셋째, 바람직한 결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행동들을 기술하는 것, 넷째, 급

여, 성과측정, 선발기준, 교육, 보직, 경력개발 및 승계계획 등을 위해 필요한 기술,

태도, 특성, 행동을 기술하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Rothwell & Lindholm(1999)은 역

량모델은 직무 관련 역량을 발견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의 산물로서 보통 어떤 특정 

직무 종사자들, 혹은 조직의 한 부문이나 직업 등과 같이 확인 가능한 집단의 직무 

역량에 대한 서술적인 설명서라고 하였고, Dubois et al.(2004)은 역량모델을 직무 범

주, 팀, 부서, 조직에서 매우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성과를 위해 필요한 역량을 글로 

표현한 기술서라고 정의하였으며, LeDeist, Delamare & Winterton(2005)는 역량모델

은 조직의 전략과 인적자원개발의 연계를 위한 매커니즘이자 조직내에서 조직의 목

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

술, 행동을 규정하기 위한 설명적이 도구라고 하였다.

한편, 권대봉(2000)은 역량모델은 우수한 성과를 내는데 필요한 행동의 수준을 일목요연

하게 보여주는 지도로서 조직이 기대하는 성과수준을 높이고, 조직의 핵심전략에 하위조

직 및 개인을 한 방향으로 정렬시키며, 구성원 개개인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기대를 완수

할지를 이해하기 쉽게 한다고 하였고, 정재창, 민병모, 김종명(2001)은 역량모델은 조직

에서 하나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스킬, 그리고 특정한 

조합을 의미하며, 선발, 교육훈련과 개발, 평가, 승계 계획을 위한 인적자원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박천오, 김상묵(2004)은 역량모델이란 각 직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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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성공적인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 역량 범주를 규명하고, 각 범주별

로 필요한 능력을 선정하고 각 능력별로 어느 정도의 숙련성이 요구되는가를 정해줌으로

써 각 요소별로 성공적인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특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라 개념화하고 있다. 또한, 김진모(2006)는 역량모델 개발은 특정한 직무나 역할을 수행하

는데 요구되는 주요 능력을 규명하는 의사결정 도구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의 산출물인 

역량모델은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및 지적 전략을 포함하는 역량

을 체계화해 놓은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역량모델에 대한 개념을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의 역

량모델을 HRD 담당자의 역할 및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도

출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체계화한 역량들의 집합이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역량모델은 역량을 체계화해 놓은 것으로 역량의 특성에 따라서 역량 영역으

로 구분된다. 역량 영역이란 역량모델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조직, 모든 임무에서 일

관되게 나타나는 틀로서(Boyatzis, 1982), 역량모델을 개발할 때 이를 구성하는 각 역

량들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김진희, 임혜련, 2007).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역량 영역을 살펴보면, 김경환(2010)은 지방자치단체 HRD 담

당자의 필요 역량을 업무역량, 대인관계역량, 개인역량, 전문역량으로 구분하였고, 김

진희, 임혜련(2007)은 고용지원센터 역량모델개발 연구에서 공통역량, 직위역량, 직무

역량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중앙인사위원회(2001)는 정부역량모델 구축과 시범적용 

연구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제반 역량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표준역

량사전을 제시하면서 역량을 기초행동역량, 직무수행역량, 관리 및 관계 형성역량으

로 구분하였고, 지방행정연수원(2010)은 지방공무원 역량을 기반역량, 계층역량, 직무

역량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역량 영역 구분 중에서 직무 역량, 관계 역량, 기본 역량을 사

용하여 지방자치단체 HRD 담당자의 역량 영역을 제시하였다. 즉, 지방자치단체 HRD

담당자의 경우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평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

무역량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

는 관계 역량,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HRD 담당자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역량

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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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역량모델링

역량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을 역량모델링이라고 하는데 역량모델링은 특정한 역할

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량을 규명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홍민, 2009). 역량모델은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 특정 직무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역량을 체계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으로 고성과자가 보다 자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통합체로서, 어떤 직무나 역할에 있어서 고성과자와 

보통 성과자 사이의 결정적 특성 및 프로세스 차이이며, 보다 경험적이고 간결, 명료

한 고성과자의 특성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인 역량모형은 특정 역

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가장 핵심적인 지식, 기술,

가치 및 행동을 기술하여 체계화해 놓은 것으로 모든 인적자원시스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준다(이찬 외, 2009).

역량모델링을 할 때에는 특질이나 동기 같은 역량보다 행동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

는데(정재창 외, 2001), 이는 개인의 선천적인 특성인 특질이나 동기는 대체로 변하지 않

지만 행동은 교육훈련 및 개발 등을 통해 수정되고 육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량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역량 모델 구축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동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모델 자체도 행동용어로 표현하고 특정 업무나 상황에

서 역량이 어떤 행동으로 발휘되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김진모,

2006).

좀 더 구체적으로 역량을 추출하기 위한 방법은 행동사건면접, 전문가 패널, 과업

직능분석, 역량메뉴구성, 설문조사, 직접관찰, 역량사전활용 등이 있고(김현주, 전상길,

2006; 이홍민, 2009), 이러한 역량 추출 방법은 역량모델개발의 목적, 연구대상, 연구

자 관점, 주어진 연구상황 등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구체적인 역량 추출 

방법에 대한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다음 <표 Ⅱ-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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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장점 단점

행동사건면접
(behavior event

interview)

￭심층적 정보수집과 역량의 구체화

￭높은 성과를 내는 알고리즘 파악

￭인종적, 유전적, 문화적 편견 방지

￭자기진단과 평가, 교육용으로 활용

￭과다한 시간, 비용 소요

￭전문적인 면접자 필요

￭직무에 대한 충분한 이해 및 직무 

변화의 반영이 어려움

￭다수의 직무를 분석하는 데 비실용적

전문가 패널
(expert panels)

￭빠르고 효율적인 자료수집 ￭그릇된 통념 반영

￭참가자들의 심리학적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핵심역량요소 측정이 어려움

과업직능분석
(job task

function

analysis)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전문적인 과업 

속성을구체화함으로써 인지적 스킬을

귀납적으로 도출하고, 다른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를 검증하거나 보완할 

수 있음

￭직무자체의 특성이 강조되고 과업을 

열거해 보면 지나치게 상세한 정보

가 수집되어 일상활동과 중요과업 

분리가 어려움

역량메뉴구성
(competency

menus)

￭시간, 비용상 효율적임

￭전 조직에 걸친 직무역량이 동시에 규

명가능

￭높은 참여율과 수용이 용이

￭현재, 미래 지향이 가능함

￭관련자 전체가 모이는 데 어려움이 

있음

￭지식 및 기술에 초점을 맞춤으로 

행동자료의 추가 수집이 필요

설문조사
(surveys)

￭신속,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자료수집 

가능

￭다수에게 설문을 하기 때문에 결과

에 대한 합의 형성이 용이

￭수집된 자료가 설문항목에 한정되므

로 설문 개발 시 고려되지 않은 역량

은 누락될 우려가있음

직접관찰
(direct

observation)

￭타 방법에 사용된 가설을 직접 확인

하고 규명할 수 있음

￭직무상 중대한 상황이 연 3-4회 정

도 발생하므로 고비용, 비효율적인 면

이 있음

역량사전활용
(competency

dictionary)

￭활용이 용이하고 빠름

￭역량모델 구성 시 집단 프로세스를 

촉진함

￭결과가 일반적

￭행동 지표가 구체적이지 못함

자료: 주인중 외(2010). 기업체에서의 역량모델 개발과 활용실태 분석. 직업교육연구, 29(3).

<표 Ⅱ-1> 역량 추출 방법의 장단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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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도 컨설팅사나 인사관리 전문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세 가지 방법은 다음

과 같다(안희정, 최은석, 2003).

첫째, 전문가 패널(resourece panel)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전문가 패널에는 직무담

당자와 이들의 관리자, 인사 부서 담당자 등 현행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람들이 

포함된다. 전문가 패널은 구조화된 절차에 따라 직무수행이 필요한 기술과 기타 특성

들을 파악한다. 여기에는 해당 직무의 주된 성과책임과 과업, 공식적ㆍ비공식적 성과

지표, 일반적인 직무수행 여건, 효과적인 직무수행에 필요한 개인적 특성 등과 같이 

일반화된 항목들이 포함된다. 패널이 수행하는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전망

(future scan)’이라고 불리우는 것으로, 조직ㆍ산업ㆍ기술ㆍ고객과 시장 등 환경의 변

화가 직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일이다.

둘째, 행동사건면접(behavioral event interview)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행동사건면

접은 직무수행과정에서 피면접자가 겪은 소수의 사건과 경험에 대한 심층분석 과정

으로 이루어진다. 행동사건면접은 대부분 녹음을 하며, 기록된 녹음 내용은 연구자들

의 분석 과정을 거친다. 일반적으로 1명당 2~3시간 가량 면접이 진행되기 때문에 많

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특징을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뷰는 실제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역량이 발휘되는가를 상세히 제시해 주기 때문에 역량모

델을 구축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셋째, 일반역량사전(general competency dictionary)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역량모델 

개발에 관한 많은 경험을 지닌 컨설팅사와 인사전문가들은 일반역량사전을 개발해 

놓고 있는데, 역량사전은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역량과 개별 역량과 관련된 행

동특성을 기술해 놓은 행동지표(behavioral indicators)들로 구성된다. 일반역량사전은 

역량모델 개발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개념적인 틀을 제공하여 모델 개발의 단초를 

제공하며, 전문가 패널이 직무와 관련된 중요한 역량을 선정하는데 도움을 제공한다.

또한, 행동사건면접 결과를 분석하는 지침을 제공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행동사건면접을 중심으로 역량을 추출하였다. 기존의 기

초자치단체 HRD 담당자의 역량모델에 대한 연구는 김경환(2010)의 연구가 유일한데,

이 연구는 기존 ASTD 역량모델을 바탕으로 한 기업체 HRD 담당자 역량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재구성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 HRD 담당자의 역량모델로 



- 15 -

일반화하는 데 그쳤기 때문에 실질적인 역량을 찾아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HRD 담당자의 역량에 대한 보유 정도가 뚜렷하게 차이를 보이는 고성과자가 연구자

의 경험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성과자가 어떤 역량

을 갖추고 있고, 어떻게 그러한 역량을 개발해 왔거나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지,

또 어떤 상황이나 여건에서 그러한 역량이 더 잘 발휘되는지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행동사건면접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전체적인 역량모델 개발 절차를 결정하기 위해서 행동사건면접을 주로 사용하는 

연구를 중심으로 이를 살펴보았다. 우선, McClelland(1973)는 미국무성의 해외 공보 

요원의 선발을 위한 역량모형을 개발하였는데 그 절차는 첫째, 준거 집단으로 우수한 

해외 공보 요원과 평범한 해외 공보 요원을 설정하고, 둘째, 행동사건면접(BEI) 기법

을 활용하여 중요한 업무 상황에서 우수 집단과 평균 집단의 행동을 면담하였다. 셋

째, 행동사건면접의 자료에서 역량이 될 수 있는 테마(thema)를 추출하고 동기 측정

을 위한 방법론인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 of Verbal Expression: CAVE) 기법을 

활용하여 행동사건면접 기록을 통계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역량모형을 산출하였다. 마

지막으로 역량모형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우수한 해외 공보 요원과 평범한 해외 공

보 요원의 표본을 새롭게 구성하여 역량을 도출한 후 결과를 비교하거나 비언어적 

감수성 검사(Profile of Non-Verbal Sensitivity: PONS) 등과 같이 이미 밝혀진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결과를 비교해 보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Spencer와 Spencer(1993)는 역량모델개발과 관련하여 준거 집단을 이용한 고전적 

연구방법, 전문가 패널을 이용한 단축형 연구방법, 미래형 혹은 1인 직무에 대한 연

구방법 등의 세 가지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Spencer와 Spencer(1993)는 본격적인 

역량모델개발에 앞서 몇 가지 준비 단계를 제시하였는데, 먼저 조직의 목표와 전략을 

규명하고, 다음으로 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직무를 규명하여 이를 역량모델개발 대상

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 해당 조직의 경영 계획서를 검토하

거나 경영진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준비 단계는 비용이 

많이 드는 준거 집단을 이용한 고전적 연구방법에서 특히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

으며, 전문가 패널을 이용한 단축형 연구방법의 경우 오히려 비핵심 직무에 더욱 적

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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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제시한 Spencer와 Spencer(1993)의 세 가지 역량모델 개발방법을 살펴보면,

첫째, 준거 집단을 이용한 고전적 연구 방법은 가장 고전적인 방법으로 주로 핵심 직

무에 대한 역량 모델개발에 이용한다. 불특정 다수를 직무별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선 표집을 통해 직무별로 균형 있게 사람을 선발한 다음 직무별 필요 역량을 규명

해서 역량 모델링을 진행하는 방법이다. 둘째, 전문가 패널을 이용하는 단축형 연구

는 대상 직무 및 직무군에 정통한 인력 관리전문가, 상급 관리자, 해당직무의 우수자 

그룹을 소집하여 각 직무별 중요과업, 책임사항, 직무산출물, 성과 측정치, 직무에 필

요한 역량 등 핵심 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그리고 우수자와 평균적인 수행

자를 구분하고 적절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나타내는 행동양식과 성격적 특

성을 규명하여, 역량 모델을 만들고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법이다. 셋째, 미래형 직무 

및 1인 직무에 대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현재 정의되어 있지만 아직 존재하지는 

않는 직무를 말하며, 1인 직무란 해당 직무에 종사하는 인원이 단 한 명에 불과한 직

무를 말한다. 이러한 직무의 역량 요건을 규명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미래

형 직무 역량은 주로 현존의 유사한 직무를 활용하거나 기존의 직무요소와 역량의 

관계에서 추정하거나 전문가 패널을 이용하여 미래 직무역량을 규명하며, 1인 직무의 

역량은 주로 해당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상호 작용하는 사람들이 제공하는 데이터

를 종합하여 역량모델을 개발한다.

Rothwell과 Kazanas(1998)는 전통적인 역량모델 개발방법은 연구대상 조직의 특성,

연구대상 그룹의 조직 내 재정적 가치, 조직문화, 내무 실문자의 기술과 정교화 정도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며, '제조-구매 결정(make or buy decision)'에 의한 접

근방법을 기준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Rothwell & Lindholm, 1999; 김진

모, 2006에서 재인용)

첫째, 차용하는 방법(The borrowed approach)이란 다른 조직으로부터 사용가능한 

역량모델을 ‘빌려오는(borrowing)' 방법으로 가장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이나 특

정 조직의 독특한 기업 문화, 고객, 시장 상황 등을 전혀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무

차별적으로 조직 내의 개인에게 역량을 적용시키기에는 부정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미국 조직들이 외부에서 제공하는 다면평가방법을 사용할 때 이러한 차용

법에 따른 역량모델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둘째, 차용하여 제작하는 방법(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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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rowed-and-tailored approach)에서 ‘차용한다(borrowing)’는 것은 다른 조직의 역

량 모델을 도입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제작한다(tailoring)'는 것은 도입한 역량 모델

을 독특한 기업 문화에 맞추어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이를 수정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 방법에서 ‘제작’은 역량모델의 대상 집단 구성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행동사건면접을 이용하여 작은 규모의 역량모델개발을 수행하는 등의 간단한 방법으

로 수행된다. 셋째, 제작하는 방법(The tailored approach)은 가장 엄밀하고 정확한 방

법으로, 역량모델을 단순한 개인 육성의 차원을 넘어 선발, 승진 등의 중요한 인사관

리 의사결정 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방법이다.

Lucia와 Lepsinger(1999)는 역량모델을 개발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역량모델 개발

(starting from scratch)'하는 방법과 '검증된 역량모델을 이용하여 개발(starting with

a validated competency model)'하는 방법 등 두 가지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먼저 

새로운 역량모델을 개발하는 방법은 현직자나 업무에 정통한 사람과의 인터뷰와 포

커스그룹 미팅, 또는 업무현장 관찰 등을 통하여 역량모델 개발 대상이 되는 조직 내

부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역량모델을 개발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때 수집된 

자료들은 우수한 성과자에게 필요한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된다. 새로운 역량모

델을 개발하는 방법은 하나의 조직에서 특정한 업무, 직무나 역할을 위한 역량모델을 

개발하고자 할 때 적합하며, 개발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특정한 역할이나 

회사에 맞춤화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검증된 역량모델을 이용하여 개발

하는 방법은 새로운 역량을 개발하는 방법과 거의 유사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광

범위한 인터뷰와 현재의 업무 재직자에 대한 관찰 대신 타당성이 검증된 역량모델을 

활용하여 역량모델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 방법은 자료 수집, 분석,

타당성 검증에 걸리는 시간을 절약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역량모델은 특정한 직무

나 직위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성공에 필요한 전문적 기술이나 지식을 나타내지 못

할 수도 있다. 검증된 역량모델을 이용하는 방법은 전문적 기술과 지식이 거의 필요

하지 않는 몇 가지 직무와 직위에 걸쳐 있는 리더십이나 관리역할 역량모델 개발에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김진모, 2006).

한편, 홍성연(2009)은 역량모델 개발 절차 관련 연구를 종합하여, 역량모델 개발 절

차는 크게 1) 자료수집 단계, 2) 역량추출 및 모형개발 단계, 3) 타당성 검토 단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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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및 모형완성 단계의 네 단계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첫째, 자료수집 단계는 

역량을 추출하기 위한 원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이다. 역량추출을 위해 풍부한 원자료

를 수집하는 것은 중요하다. 행동사건면담, 전문가패널, 포커스 그룹 인터뷰, 의사결

정자ㆍ전문가 면담, 설문조사, 과업ㆍ기능분석, 직접관찰, 역량메뉴, 데이터베이스, 역

량사전 등이 역량모델의 목적, 연구자의 관점, 주어진 연구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료

수집방법으로 선택될 수 있다. 둘째, 역량추출 및 모형개발 단계는 수집된 원자료를 

토대로 역량모형을 개발하는 단계이다. 적절한 역량을 도출하기 위해 일정한 과학적 

절차를 거쳐 자료를 분석하고, 여러 차례 전문가들과 협의함으로써 수정과 보완의 과

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역량모형의 목적이나 활용방안에 따라 행동사례나 행

동지표 등이 도출되기도 한다. 셋째, 타당화 단계는 도출된 역량모형의 타당성을 검

토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개발된 역량모형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구성되

었는가를 검토해보는 단계이다. 설문조사 방법 등 다른 역량추출방법이나 전문가 검

토, 기존의 검증된 검사 도구 등을 활용할 수도 있다. 넷째, 최종수정 및 모형완성 단

계는 타당화 과정을 통해 나타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모형을 확정하는 단계이

다. 타당화 단계의 결과를 토대로 필요할 경우 모형을 최종적으로 수정ㆍ점검한 후 

전문가 및 연구자들의 검토를 거쳐 최종 모형을 확정한다.

박신윤(2011)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의 역량모델 개발에서 Lucia와 Lepsinger(1999)

는 역량모델을 개발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역량모델 개발(starting from scratch)'하는 

방법을 참고하여 1) 자료수집 방법 및 연구대상 선정 단계, 2) 자료수집 단계, 3) 인

터뷰 결과분석 단계, 4) 잠정적 역량모델의 검증 단계, 5) 잠정역량모델 수정/개선 단

계, 6) 역량모델 타당성 검증 단계, 7) 역량모델 완성 단계의 7단계로 연구절차를 제

시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으로는 행동사건면접을 활용하였고, 검증 단계에서 내용전문

가와 면대면 인터뷰를 수행하고, 설문조사를 통한 타당성 검증을 통해서 역량모델을 

개발하였다.

지금까지 제시된 역량모델 개발 방법을 종합하면 다음 <표 Ⅱ-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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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절차 역량도출 방법

McClelland
(1973)

- 준거 집단 설정
- 우수집단과 평균집단의 행동을 면담
- 역량모형 산출(방법론적 내용 분석)
- 타당성 검증

- 행동사건면접

Spencer &
Spencer
(1993)

￭준거 집단을 이용한 고전적 연구방법
- 수행효과성의 준거 마련
- 직무별 준거집단 설정(우수, 평균 집단)
- 직무별 필요역량 규명
- 역량모델 작성 및 검증

- 행동사건면접
- 인터뷰
- 관찰

￭전문가 패널을 이용하는 방법
- 각 직무별 우수자로 전문가 패널 구성
- 직무별 중요과업, 책임사항, 직무산출물, 성과 측정치, 직무에 
필요한 역량 등 조사

- 우수자와 평균적인 수행자를 구분하고 행동양식과 성격적 특성을
규명하여 역량모델 개발

- 역량모델 타당성 검증

- 행동사건면접

￭미래형 직무 및 1인 직무에 대한 방법
- 현존의 유사한 직무, 기존의 직무요소와의 관계, 전문가 패널을
이용하여 역량 규명

- 해당 직무 종사자와 상호 작용하는 사람들의 데이터 종합
- 역량모델 개발 및 검증

Rothwell and
Kazanas
(1998)

￭차용하는 방법
- 다른 조직으로부터 역량모델을 빌려오는 방법

- 역량사전

￭차용하여 제작하는 방법
- 다른 조직의 역량모델을 차용
- 조직에 맞는 역량모델 개발

- 행동사건면접
- 설문

￭제작하는 방법
- 과정중심 접근법: 일의 과정 중시
- 산출물 중심 접근법: 고성과자 산출물
- 발명적 접근법: 바람직한 성과모형이 없을 경우
- 트렌드 중심의 접근법: 미래 이슈나 트렌드 초점
- 책무성 중심의 접근법: 책무와 행위로부터 역량 추출

Lucia &
Lepsinger

(1993)

￭새로운 역량모델 개발
- 인터뷰, 포커스그룹 미팅, 관찰 등을 통한 자료 수집
- 우수성과자에게 필요한 역량 분석
- 잠정역량모델 개발
- 역량들의 중요도 조사
- 역량모델 수정 및 타당성 검증
- 역량모델 완성

- 행동사건면접
- FGI
- 관찰

￭검증된 역량모델을 이용하여 개발
- 새로운 역량모델 개발과 유사
- 자료 수집을 타당성이 검증된 역량모델을 활용
- 우수자와 평균적인 수행자를 구분하고 행동양식과 성격적 특성을
규명하여 역량모델 개발

- 역량모델 타당성 검증

- 행동사건면접

<표 계속>

<표 Ⅱ-2> 행동사건면접을 활용한 역량모델 개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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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절차 역량도출 방법

홍성연
(2009)

- 자료수집
- 역량추출 및 모형개발
- 타당성 검토
- 최종 수정 및 모형완성

-심층면접
-행동사건면접
-설문조사

박신윤
(2011)

- 자료수집 방법 및 연구대상 선정 
- 자료수집
- 인터뷰 결과분석 
- 잠정적 역량모델의 검증
- 잠정역량모델 수정/개선
- 역량모델 타당성 검증
- 역량모델 완성 

-행동사건면접
-심층면접
-설문조사

한편, 이 연구에서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의 역량은 각 기초자치단체의 미션 

및 전략 달성을 위해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고 대상을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로 한정하였으며,

기존의 고성과자가 분명하게 확인되기 때문에 고전적인 역량 추출 방법인 행동사건

면접을 사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Lucia와 Lepsinger(1999)의 ‘새로운 역량모델 개발

(starting from scratch)'하는 방법과 이를 참고한 박신윤(2011)의 역량모델 개발 방법

을 고려하여 역량모델 개발 절차를 결정하였다. 다만, 연구 절차 진행 상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가 적고,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의 역량에 대한 전문가

가 부족하기 때문에 중간의 잠정적 역량모델 검증 및 수정/개선 단계는 전문가 검토

로 대체하였다.

구체적인 역량모델 개발 절차는 첫째, 자료수집으로 HRD 담당자 직무, 기업 HRD

담당자 역량,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 역량,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 역량개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문헌고찰을 실시하였고, 구체적인 역량은 행동사건면접을 통해 

추출하였다. 둘째, 대학입학사정관 잠정적 역량모델 개발 단계로 행동사건면접을 통

해 수집된 자료를 모두 전사하여 심층적으로 기술하고, 이를 코딩한 다음 결정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셋째는 타당화 단계로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조사는 역량의 타당도 및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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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종수정을 통해 대학입학사정관 역량모델을 개발하였

다.

이러한 역량모델 개발 절차 및 방법을 관련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제시하면 다음 

[그림 Ⅱ-2]와 같다.

역량모델 개발 절차 박신윤(2011)
Lucia & Lepsinger

(1993)

단계 자료수집 자료수집 자료수집

연구
방법

문헌고찰,

행동사건면접
행동사건면접

인터뷰, 관찰,

포커스그룹미팅

⇩ ⇩ ⇩

잠정적 역량모델 개발
잠정적 역량모델 개발 

및 검증
잠정적 역량모델 개발 

및 검증

내용분석,

전문가 검토
내용분석,

내용전문가 검토
설문조사

포커스그룹미팅

⇩ ⇩ ⇩

잠정적 역량모델 
타당화

잠정적 역량모델 
수정/개선 및 타당화

잠정적 역량모델 
수정/개선 및 타당화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 반영,

설문조사
360도 피드백

설문조사

⇩ ⇩ ⇩

최종수정 및 완성 역량모델 완성 역량모델 완성

최종수정 역량모델 확정 역량모델 확정

[그림 Ⅱ-2] 역량모델 개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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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 역량

가. HRD 담당자 역할 및 역량

HRD 전문가 혹은 HRD 담당자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미국에서는 Nadler를 필두로 시

작되어 ASTD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Nadler(1970)는 HRD 담당자를 학습전문가, 운

영자, 컨설턴트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으며(Gilley & Eggland, 1989), 이후 

Nadler(1989)는 운영자를 인적자원개발 관리자로 재명명하였다. 또한, 이 역할들의 하위 역

할을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는데, 학습전문가는 실제로 학습활동을 담당하는 역할로서 가장 

근본적인 역할이고, 하위 역할로는 교수프로그램 개발자, 학습촉진자, 교수전략 개발자로,

인적자원개발 관리자의 하위 역할로는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감독자, 인적자원개발자, 인

적자원개발 정책 개발자, 시설 및 재정조정자, 관계 유지자로, 교육훈련과 관련된 경영자 

및 조직의 요구에 반응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컨설턴트 영역의 하위 역할로는 내용전문가,

조언자, 격려자, 변화촉진자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McLagan(1997)은 ASTD에서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인적자

원개발을 더욱 강조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HRD전문가의 새로운 역할로 9가지를 제시하였

다. 첫째는 인적자원전략 조언자로서 조직 내·외 사람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제시하고 조직의 탁월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기적 전략을 제시하는 역할이

다. 둘째는 인적자원체제 설계 및 개발자로, 이는 조직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적자원시

스템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역할이다. 셋째는 조직변화 컨설턴트 역할로서 조직을 변화시키

는데 전략을 세워 실행하는 역할이다. 넷째는 인적자원전략전문가로서 전략적 의사결정자

에게 조직의 내·외부 고객들의 의식조사 등을 통하여 바람직한 조직의 장기 전략을 제시하

는 역할이다. 다섯째는 학습프로그램 전문가로서 학습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구조화된 학습

프로그램 및 자료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설계나 개발하는 역할이다. 여섯째는 강사 및 

촉진자의 역할로서 정보를 제시하고 학습자간의 경험적 교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역할

이다. 일곱째는 개인개발 및 경력컨설턴트로서 구성원들의 가치관 정립, 경력계획에 지원을 

하며 개개인이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능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며, 여덟째는 

성과컨설턴트로서 학습을 통하여 개인이나 집단이 성과를 내지 못했던 원인을 찾아내어 성

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과 방법을 제시하는 역할이며, 마지막 아홉째는 연구자로서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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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업무와 프로그램으로 그들의 영향력을 평가하고 조직과 구성원의 변화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결과를 공유하는 것이다.

한편, Rothwell, Sanders & Soper는 1999년 ASTD에서 HRD담당자의 역할을 관리자, 분

석가, 선택가, 디자이너, 실행가, 변화리더, 평가자의 7가지로 제시하였고, Bernthal 등(2004)

의 ASTD에서 발표된 역량모델을 살펴보면 기존의 ASTD모델에 비해 직무현장의 학습 및 

성과중심적으로 현실적인 이슈와 다양하고 복잡한 전문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미래지향적

이다. 이 역량모델에서 제시한 역할은 학습전략가, 비즈니스 파트너, 프로젝트 관리자, 직무

전문가의 네 가지이다.

국내에서도 HRD 담당자의 역할에 대한 연구로 유영만(1997)은 기업교육과 교육전문가의 

변화를 강조하면서 기업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주요 포인트는 교육훈련에서 학습으로의 전

환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그가 주장하는 인력개발전문가의 역할은 첫

째, 다양한 학습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학습컨설턴트’, 둘째, 학습자에게 다양한 동기부

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보를 끊임없이 창출하는 ‘네트워커' 또는 ’상호작용 촉진자‘, 셋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원인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원인별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

성과공학자‘ 또는 성과 컨설턴트’이다. 이후 유영만(2008)은 HRD담당자의 역할과 관련이 

큰 교육공학자의 역할을 감성적 욕망분석가(학습컨설턴트), 불굴의 실험가(변화추진자), 지

식 디자이너(메시지 디자이너)로 제시하였다.

나일주(1997)는 HRD 담당자의 역할을 HRD 부서관리자, 학습전문가(교수자), 교수설계

자, HRD 컨설턴트로 보았고, 최근 최수진(2009)은 수업설계자에 대한 대안적 역량모델을 

개발하여 수업설계자의 역할을 창의적 문제해결자, 감성적 디자이너, 상생적 협업가로 제시

하였다.

HRD 담당자의 역할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경제구조의 발전에 따라, 그리고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HRD담당자들의 역할을 비교

해보면 교육훈련의 개념에서 점차 조직개발, 경력개발, 수행공학, 기업의 전략적 파트너로

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오진영, 2009).

HRD 담당자가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지식, 기술, 능력과 같은 

여러 가지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McLagan(1989)은 

인적자원개발 담당자의 역량을 기능적인 지식과 기술에 기반을 두는 기술적 역량(tech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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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encies), 경영․경제․행정에 기반을 두는 사업적 역량(business competencies), 의사

소통에 기반을 두는 대인 역량(interpersonal competencies), 사고와 정보처리 관련 지식 및 

기술과 관련한 지적 역량(intellectual competencies)의 네 가지로 나누고, 그 하위역량으로 

35가지 직무수행역량을 제시하였다.

Bernthal 등(2004)은 2004년 ASTD의 역량모델에서의 역량은 다양한 형태의 성과를 

이루어내는데 필요한 지식, 스킬, 능력 그리고 태도를 총괄하는 하나의 집합적 개념

이라고 보면서, 인적자원개발 담당자의 역량을 비즈니스/관리 역량군, 대인관계 역량

군, 개인 역량군의 3개 역량군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비즈니스/관리 역량군은 요구분

석 및 해결책 제시, 사업가적 통찰력, 결과지향성, 연구과제 계획 및 실행, 전략적 사

고의 5개 역량, 대인관계 역량군은 신뢰구축, 효과적 의사소통,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

향력, 다양성 유지,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구축의 5개 역량, 개인 역량군은 적응성 및 

자기개발의 2개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할
역량

학습
전략가

비즈니스
파트너

프로젝트
관리자

기술적
전문가

비즈니스·
관리 역량군

요구분석과 해결책 제시 ● ● ● ●

비즈니스 통찰력 ● ●

결과지향성 ● ● ● ●

연구과제 계획과 실행 ● ● ● ●

전략적 사고 ● ● ● ●

대인관계 
역량군

신뢰구축 ● ● ●

의사소통 ● ●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력 ● ● ● ●

다양성 유지 ● ● ● ●

관계유지 ● ● ●

개인역량군
적응성 ● ● ●

개인개발을 위한 모델링 ● ●

자료 : Bernthal P. R. et al. (2004). 2004ASTD competency model: Mapping the future.
ASTD Press

<표 Ⅱ-3> HRD 담당자의 역할과 역량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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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의 선행연구로서 전영욱(2005)은 기업체 인적자원개발 담당자의 핵심직무

역량모델 개발 연구에서 전문가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역량을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기업체 HRD 담당자들의 핵심직무역량은 정보수집가공역량, 조사

분석역량, 사업이해역량, 조직이해역량, 비전설계역량, 관계형성역량, 피드백역량, 문

서작성역량, 커뮤니케이션역량, 프리젠테이션역량, 프로젝트관리역량, 미디어활용역량,

집단과정촉진역량, 갈등관리역량, 자기통제역량, 아이디어창출역량, HRD 관련 전문성

역량, 변화관리역량, 성인학습이해역량, 진단 및 평가역량, 학습환경이해역량, 연구역

량의 22가지이다.

배을규, 김대영(2007)은 기업체 인적자원개발 담당자의 역량모형 개발 연구에서 4개 

역량군, 11개 역량을 도출하였다. 4개 역량군 및 11개 역량을 살펴보면, 개인적 역량군

에는 다원적 사고방식, 의사소통, 매체 및 신테크놀러지활용, 분석적 역량군에는 수행 

및 성과 분석, 연구 과제 계획 및 실행, 요구분석 및 해결책 제시, 비즈니스 역량군에

는 조직 이해 및 비전 제시,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구축, 전문적 역량군에는 성인학습 

이해와 활용, 조직개발 이해와 활용, HRD 프로그램 평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진영(2009)은 HRD 담당자와 중소기업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여 중소기

업 HRD 담당자의 핵심역량을 도출하였다. 이를 범주화하여 도출된 역량군을 바탕으

로 해당 범주의 역량을 포괄할 수 있는 HRD 담당자의 역할을 개인측면의 선순환 구

조를 만드는 HR전문가, 관계측면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커, 경영측면의 조직

의 변화를 주도하는 비즈니스 파트너의 세 가지로 제시하고, 각 역할에 따른 역량을 

제시하였다. 도출되었다.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HR전문가 역할을 위한 역량으로 유연

성, 전문성, 추진력, 인내심 및 끈기, 지속적 자기개발 역량이 포함되고, 신뢰를 기반

으로 한 네트워커 역할을 위한 역량으로 신뢰구축 역량,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구축 

역량, 학습 동기부여 역량, 효과적인 의사소통 역량, 다양한 자원활용 역량이 포함되

며, 조직의 변화를 주도하는 비즈니스 파트너 역할을 위한 역량으로는 조직이해 역

량, 사업가적 통찰력, 성과추구 역량, 요구분석 및 해결안 제시 역량, 기획 및 실행 

역량, 전략적 사고, 명확한 목표수립역량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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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도)

역량군 세부역량

McLagan

(1989)

Technical

Competencies

성인학습에 대한 이해, 경력개발 이론 및 기업 이해, 역량
확인기술, 컴퓨터 활용능력, 전자도구 사용스킬, 시설/설비
활용스킬, 목표설정스킬, 수행관찰스킬, 주제에 대한 이해,

훈련/개발이론 및 기법이해, 연구스킬

Business

Competencies

사업에 대한 이해, 비용/효과분석스킬, 권한위임스킬, 산업
이해, 조직행동이해, 조직개발 이론과 기업의 이해, 프로
젝트 관리기술, 기록관리스킬

Interpersonal

Competencies

코칭스킬, 피드백스킬, 그룹과정스킬, 협상스킬, 질문스킬,

대인관계구축스킬, 작문스킬

Intellectual

Competencies

자료처리스킬, 정보탐색스킬, 지적융통성, 모형설계스킬,

관찰스킬, 자기인식, 통찰력

Bernthal 등
(2004)

비즈니스/관리 
역량군

요구분석 및 해결책 제시, 사업가적 통찰력, 결과지향성,

연구과제 계획 및 실행, 전략적 사고

대인관계 
역량군

신뢰구축, 효과적 의사소통,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력,

다양성 유지,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구축

개인 역량군 적응성, 자기개발

전영욱
(2005)

정보수집가공역량, 조사분석역량, 사업이해역량, 조직이해역량, 비전설계역
량, 관계형성역량, 피드백역량, 문서작성역량, 커뮤니케이션역량, 프리젠테
이션역량, 프로젝트관리역량, 미디어활용역량, 집단과정촉진역량, 갈등관리
역량, 자기통제역량, 아이디어창출역량, HRD관련 전문성역량, 변화관리역
량, 성인학습이해역량, 진단 및 평가역량, 학습환경이해역량, 연구역량

배을규,

김대영
(2007)

개인적 역량군 다원적 사고방식, 의사소통, 매체 및 신테크놀러지활용

분석적 역량군
수행 및 성과 분석, 연구 과제 계획 및 실행, 요구분석 및 
해결책 제시

비즈니스 
역량군

조직 이해 및 비전 제시,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구축

전문적 역량군
성인학습 이해와 활용, 조직개발 이해와 활용, HRD 프로
그램 평가 

오진영
(2009)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HR전문가

유연성, 전문성, 추진력, 인내심 및 끈기, 지속적 자기개발 
역량

신뢰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커

신뢰구축 역량,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구축 역량, 학습 동
기부여 역량, 효과적인 의사소통 역량, 다양한 자원활용 
역량

조직의 변화를 
주도하는 
비즈니스 
파트너

조직이해 역량, 사업가적 통찰력, 성과추구 역량, 요구분
석 및 해결안 제시 역량, 기획 및 실행 역량, 전략적 사
고, 명확한 목표수립역량

<표 Ⅱ-4> 인적자원개발 담당자의 역량 관련 선행연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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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 직무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나타난 HRD 담당자의 직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주민에 대한 봉사

자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맡은 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시킬 목적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 소속의 공무원

에게 적용되는 법이다. 이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속 지방공무

원의 체계적인 능력개발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여기에

는 ① 교육훈련의 목표, ② 중장기 인력수요 및 소속 지방공무원의 역량 분석, ③ 중

장기 교육훈련 수요 예측, ④ 교육훈련의 실시, ⑤ 교육훈련기관의 개선·발전, ⑥ 교

육훈련에 관한 중장기 투자계획, ⑦ 그 밖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하였다. 더불어 이를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초자치

단체 HRD 담당자의 직무는 소속 기관의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를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 계획에 따라 소속기관의 교육훈련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대다수의 기초지자체 HRD 담당자들은 HRD라는 용어보다는 

교육훈련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교육훈련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무만

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HRD의 발전과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 직무의 변화

최근의 인적자원개발은 학습활동중심에서 성과 또는 수행(performance) 중심의 패

러다임으로 이동하였다. 과거의 HRD 활동은 개인개발, 경력개발, 조직개발로 대표되

었으나 이제는 성과를 위한 활동으로 대체되고 통합되고 있다. 즉, 개인개발, 경력개

발, 그리고 조직개발이 서로 구분되지 않고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

을 통해서 수행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인적자원개발의 발전단계가 진행되고 있다.

인적자원개발 분야가 점차 발전함에 따라 인적자원개발 조직의 목표 역시 변화한



- 28 -

다. 경영진 등 조직의 상부에서는 인적자원개발의 역할이 성과향상에 있음을 인식함

으로써 인적자원개발 조직은 더욱 세분화되고 전략적 역할 수행으로 조직의 통합에 

앞장선다.

조직 내에서 인적자원개발의 생성과 성장은 대체로 여섯 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Gilley & Coffen, 1994). 기초자치단체의 HRD 수준을 이 여섯 단계

에 비추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첫 번째 단계는 HRD가 발생하지 않는 단계로 신규 직원이나 기존의 직원 모두에

게 거의 교육훈련이 제공되지 않는다. 교육훈련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것

에 불과하며, 조직성과를 개선하기 위하여 각 개인의 노력만이 있을 뿐이다. 아직도 

많은 소규모 많은 소규모 기업들과 조직들은 이러한 HRD형태에 머물고 있으며 기초

자치단체도 오랫동안 이 단계 머물러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단계가 지속될 경우 

조직의 수행 개선에 초점을 두지 않게 됨으로써 조직이 쉽게 위기에 처하게 되어 치

열한 경쟁의 환경에 놓인 조직은 수명이 짧아지게 된다.

두 번째 단계는 1인 HRD 시행의 단계로 인적자원개발 부서에 1인의 담당자가 요

구분석, 설계, 개발, 적용, 변화촉진 및 평가 등의 모든 역할을 수행하는 시기이다. 1

인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으로서 HRD는 조직 내에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직원들의 관심도 없는 실정이다. 공무원 조직의 교육훈련 실

상은 형식적으로는 유사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다르게 전개되었다. HRD 담당

자는 HR부서의 일원으로 여러 인적자원관리 업무를 수행과 병행하여 교육훈련 업무

를 하나의 단위업무로 취급하는 단계이다. 조직의 규모가 작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교

육훈련 업무는 인사 또는 조직 관리에 부속된 업무로 편제되고 있으며 국가차원의 

공무원 상시학습제도 도입 등에 따라 HRD 담당자의 업무가 점차 독립적인 영역으로 

인정을 받고는 있으나 기관의 정원확보 등으로 교육훈련 전담자를 두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다 보니 HRD 담당자는 교육생 선발, 상시학습실적 관리, 교육비용 정산  

등의 적기에 처리를 해야하는 단순 행정적인 처리만으로도 많은 업무시간을 소비하

기 때문에 직원들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HRD를 시도할 마음의 여유조차 없는 것

이 현실이다.

세 번째 단계는 외주중심 HRD 단계로서 조직에 필요한 교육훈련 과정을 외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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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육기관에서 개발한 것을 사용하는 단계로 HR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성격을 갖지

만 미약한 수준이다. 이 시기의 목표는 가능한 많은 조직구성원들에게 교육훈련 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 HRD 수준은 이 단계에 있는 것으

로 보여 지며, 교육훈련 활동에 참가하는 직원들의 대부분은 승진의 기본조건 충족을 

위한 형식적인 의무이행으로서의 교육으로 인식하고 성과나 교육의 현업활용에는 관

심이 없다 할 수 있다.

네 번째 단계는 주문식 HRD 단계로 이전 단계와 유사하나 조직 내 교육훈련 담당

자가 조직의 문화나 환경을 고려하여 자체적인 교육훈련 과정을 개발하는 시기이다.

아울러 외부 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 과정도 조직 내의 요구를 수렴하여 자체 개발 

교육과정과 병행하여 적용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Best-HRD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수여받은 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한 선도적인 기관들은 

이 단계라 볼 수 있다. 경기도내 31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2011년 현재 인증마크를 

활용하고 있는 기관은 안산시, 남양주시, 광명시, 구리시, 양주시, 연천군, 의왕시 등

이 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조직중심의 HRD 단계로, 이 시기의 HRD 부서는 조직성과를 향

상시키는 지원부서로서 조직 내에서 전략적 위치에 자리한다. 이 단계에서 조직은 더 

많은 인적자원개발 담당자들을 필요로 하게 되며 그들에게 더 수준 높은 능력과 기

술을 요구한다. 아직까지 기초자치단체 조직에는 현 단계 이상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순환보직이라는 공공부문의 인사관리시스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HRD라

는 용어조차도 생소한 상태로 부서배치를 받은 담당자들이 조직에서 HRD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 단계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의 

업무경험을 갖추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내부조직에서 HRD 전문가로 인정받기 위해서

는 3년 이상은 되어야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공조직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 이내 순환보직이 보편화되어 있고 조직 내 HRD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경력

경로도 없기 때문에 교육담당자의 전문성 확보 노력도 타 기관 담당자에 비해 상대

적으로 뒤처지지 않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실이다. 경기도의 한 기초자치단체의 경

우 7년 경력의 교육담당자가 있었는데, 이 기관의 HRD 수준은 거의 이 단계에 거의 

근접하고 있었으며 직원들로부터도 확실하게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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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단계는 수행중심 HRD 단계로 인적자원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을 성과의 

향상과 조직의 효과성 증진에 초점을 두는 전략적으로 통합된 HRD 실행 단계이다.

인적자원개발 담당이 조직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지위를 얻게 되며 교육훈련에 대한 

예산지원이 증가되고 인적자원개발의 많은 부분이 성과에 대한 평가에 할당된다.

HRD 담당자는 조직 내부 자문가로서 구성원간의 합의와 조직몰입의 구축, 학습과 

변화의 촉진 및 조직효과성 증대에 주된 역할이 부여된다. 최근에 강조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 업무현장과 교육의 연계, 훈련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의 이동, 첨단교육

기법의 활용 등은 HRD 담당자에게 교육적 솔루션을 통해 조직성과 향상에 적극적으

로 개입하고 기여하도록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기초자치단체의 HRD의 발전 단계는 교육훈련이 거의 제공되지 

않는 1단계를 갓 벗어나 1인 인적자원개발을 시행하는 2단계부터 4단계 주문식 HRD

단계까지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다고 본다. 아직까지는 조직성과 개선보다는 교육훈련 

활동중심의 인적자원개발이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선도적인 기

초자치단체에서는 교육훈련활동을 조직 전체의 성과향상이나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

제해결의 관점에서 계획하고 세부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으며, 평생

학습의 확산과 함께 관련 사업부서에서 조직내 HRD 담당부서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협업을 하는 등 5단계와 6단계로의 움직임이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 내 31개 기초자치단체의 HRD를 담당하는 조직도 기관의 인력규모나 

조직운영 방향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사용하고 있는 부서의 명칭도 매우 다양

하고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도 약간씩 차이가 있다. 인재양성, 인재육성, 능력개

발, 혁신교육 등의 명칭으로 6급 공무원을 담당(팀장)으로 둔 HRD 전담조직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9개이었으며, 실질적인 HRD업무 담당자가 2명 이상으로 볼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14개였다. 절반 이상이 인사·조직담당(팀장)에 포함되어 1명의 전담자

가 있거나 타 업무와 병행하여 HRD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표 Ⅱ-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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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 부서명 전담
여부

담당
인원1)

기관소속
공무원수 업무분장

수원시 인재육성담당 ○ 4 2,524

- 팀장 : 업무총괄, 각종교육통제(협조)등 
- 실무(3명)
① 교육훈련 중장기 종합 기본 계획수립, 공

직자 한마음 연수 
② 수원포럼, 상시학습, 외국어아카데미 등
③ 교육훈련기관 교육관리, 교육비 지급 

성남시 인재양성담당 ○ 3 2,480

- 팀장 : 업무총괄
- 실무(2명)
① 위탁교육 등
② 교육선발 등

부천시 인재육성담당 ○ 4 2,115

- 팀장 : 인재육성 업무 총괄
- 실무(3명)
① 공무원워크숍, 친절교육, 전화친절도 평가
② 행정서비스헌장, 교육훈련비 및 여비 지급,

공무원 상시학습시스템 운영
③ 상시학습시스템 운영, 복사골 아카데미 운영,

교육훈련 업무, 교육훈련비 및 여비 지급,
각종 교양지 및 책자 배부

용인시 능력개발담당 ○ 3 2,075

- 팀장 : 업무총괄
- 실무(2명)
① 연간 교육계획 수립，직장교육 운영
② 위탁교육，상시학습 실적관리

남양주시 능력개발담당 ○ 3 1,508

- 팀장 : 교육운영
- 실무(2명)
① 상시학습시스템 운영, 민간교육기관 위탁

교육, 명품도시 포럼, 자체워크숍 운영,
학습동아리 활동지원

② 교육기관교육 운영 

화성시 혁신교육담당 ○ 3 1,446

- 팀장 : 업무총괄
- 실무(2명)
① 교육, 공무국외여행 
② 자체교육, 규제개혁, 균형발전, 혁신

의정부시 인재양성담당 ○ 3 988

- 팀장 : 업무총괄
- 실무(2명)
① 공무원 교육훈련 관리
② 교육기관위탁교육, e-HRD시스템, 상시학습관리

시흥시 인재양성담당 ○ 3 961

- 팀장 : 업무총괄
- 실무(2명)
① 공무원 교육
② 창의적 경진대회, 지식관리, 학습동호회,

산업체위탁교육, 경기인재개발원 교육, 지
방분권이양업무

<표 계속>

<표 Ⅱ-5>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부서 현황 (2012. 6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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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 부서명 전담
여부

담당
인원

기관소속
공무원수 업무분장

광명시 인재양성담당 ○ 2 939

- 팀장 : 광명희망포럼 교육운영, 공무원 대학
(원) 위탁교육훈련,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자 
지원

- 실무(1명) : 교육계획, 인적자원개발시스템 
운영·관리, 상시학습시간 관리, 민간교육기
관 교육운영 및 관리(집합), 맞춤형 직장교
육 추진, 부서주관교육 운영 및 관리, 토요 
아카데미 교육 및 내부강사 운영, 경기도바
로알기 업무 추진

고양시 조직교육담당 × 3 2,313

- 실무(3명)

① 공무원 교육훈련, 시정연수원
② 공무원 교육
③ 공무원 교육훈련

안산시 조직교육담당 × 2 1,727

- 실무(2명)

① 공무원 교육훈련 파견, 민간위탁 및 사이버
교육 추진, 국외연수 및 파견, 신규임용자 
교육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② 교육훈련 업무, 상시학습체제 운영

평택시 교육후생담당 × 2 1,659

- 실무(3명)

① 교육기획, 맞춤형복지제도
② 교육훈련 명령, 영유아 보육수당
② 글로벌체험연수, 종합건강검진, 단체교섭추진

안양시 조직관리담당 × 2 1,644

- 실무(2명)

① 교육훈련, 산업체 위탁교육, 공무원직장 
현황교육운영

② 교육훈련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 공무원
소양고사 및 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산업체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공무원직장·현장교
육운영, 기타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파주시 인사담당 × 2 1,177

- 실무(2명)

① 교육운영 계획 수립 및 기획, 직무전문교육,

공무원 장기교육, 민간 교육기관 교육파견
② 교육훈련기관 교육파견, 직무공통교육, 대

학(원)위탁, 파주희망포럼, e-HRD시스템 
운영, 재직증명서 발급, 신원조회

안성시 평생교육담당 × 1 916
- 실무(1명) : 공무원교육(직무,소양), 찾아가

는 시민자치대학 운영, 자치사랑방총괄

광주시 인사담당 × 0.5 900
- 실무(1명) : 교육훈련, 인사랑 프로그램 관리,

상훈관리, 지방동우회 관리. 각종 제증명 발급
이천시 인사담당 × 1 890 - 실무(1명) : 교육, 포상

포천시 인사담당 × 1 833

- 실무(2명)

① 조직일반, 총액인건비, 비정규직, 자치경찰제,

자체교육, 사무조정.위임.전결
② 인사기록관관리, 공무원 현원관리, 비밀취급

인가, 특별사업경찰, 성과상여금, 상시학습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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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 부서명 전담
여부

담당
인원

기관소속
공무원수 업무분장

김포시 인사담당 × 0.5 814
- 실무(1명) : 포상, 교육, 인사통계, 연봉책정,

인건비(예산), 비정규직 관리 

양주시 후생복지담당 × 0.5 782 - 실무(1명) : 교육, 연금, 공제회비, 건강보험 등

양평군 자치행정담당 × 1 741 - 실무(1명) : 공무원교육, 비정규직

군포시 인사담당 × 0.5 724 - 실무(1명) : 교육훈련, 위탁사무, 행정사관리

여주군 인사담당 × 1 700 - 실무(1명) : 교육, 계약직관리

구리시 인사조직담당 × 1 631 - 실무(1명) : 교육

연천군 인사담당 × 0.5 593
- 실무(1명) : 직원교육훈련, 공직자 사기진작,

공무원연금, 동아리운영 

하남시 시정담당 × 0.5 593
- 실무(1명) : 공명선거, 사회단체관리, 시책추진,

교육

가평군 인사담당 × 0.5 557

- 실무(1명) : 중기인력운용계획 수립 및 추진,

공무원 인사, 직제 및 정원관리, 징계업무 및
대우공무원 선발, 근무평정, 공무원 선발 및 
시험, 비밀취급인가, 공무원 인사기록정리 
및 인사행정시스템 운영

동두
천시

시정담당 × 0.5 527

- 실무(1명) : 공무원 교육지원, 주간, 월간 업
무보고, 사회단체지원(동두천재향경우회)

* 교육비 지출은 별도 전담직원 있음 

오산시 교육후생담당 × 0.5 525

- 실무(1명) : 공무원교육훈련, 공직자 한마음
연수, 공무원·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 건강
검진, 무기계약근로자 노조업무, 공무 국내·
외 여행(연수)에 관한 사항

의왕시 인사담당 × 0.5 494

- 실무(1명) : 공무원 교육훈련(상시학습제),

혁신, 경쟁력 교육, 공무원 표창, 위원회 관
리, 행정인턴 관리

과천시 교육후생담당 × 1 465

- 실무(1명) :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대상자 
선발 및 교육지원, 교육훈련 상시학습체제 
운영 및 전직원 교육실적 관리

주: 팀장은 전담일 경우에만 1명으로 산정하였고, 타 업무와 병행하는 경우는 실질적인 업무
수행보다는 의사결정(결재)의 역할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외함.

실무자가 교육훈련 외에 타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는 일괄 0.5로 산정하였으나, ‘가평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을 주 업무로 하고 다른 업무를 부가적으로 하고 있음.

자료 : 각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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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 역량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의 역량과 관련된 선행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무원

(지방공무원 포함)을 포함하여 이들의 역량에 대한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중앙인사위원회(2001)는 정부역량모델 구축과 시범적용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을 규명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보 표준역량사전을 개발하였다. 표

준역량 사전은 3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는 역량별 정의와 행동특성으로 

역량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역량의 정의와 각 역량이 왜 제안되고 필요한지를 

설명해주는 역량별 도출근거, 그리고 각 역량의 행동특성이 제시되어 있다. 둘째는 

활용시 유의사항으로 여기에는 역량별로 관련된 행정기능 및 평가시 수준 결정시 

Check Point, 그리고 타 역량과의 관계 등을 기술하여 역량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도

를 높이고자 하였다. 셋째는 역량의 단계별 수준 기술로 역량의 정의와 함께 제시된 

역량별 행동특성별로 행동의 단계별 수준 기술 기준에 따라 5단계로 역량의 단계별 

행태(Behavior)를 기술하였다. 수준 기술 중 단계별 차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문장은 

밑줄을 통해 강조함으로써 활용시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대한민국 정보 표준역량사전에 제시된 역량은 3개 역량군, 21개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3개 역량군은 기초행동 역량군, 직무수행 역량군, 관리 및 관계 형성 역량군으

로 구성되는데, 첫째, 기초행동 역량군은 조직헌신도, 전문가의식, 공무원 윤리의식,

고객/수혜자지향, 자기 통제력, 경영 마인드, 적응력의 7개 역량, 둘째, 직무수행 역량

군은 정보 수집/관리, 문제 인식/이해, 전략적 사고, 정책집행관리의 4개 역량, 셋째,

관리 및 관계 형성 역량군은 목표/방향 제시, 지도/육성, 자원/조직 관리, 정치적 기

지, 의사소통, 조정/통합력, 협상력, 협조성의 8개 역량으로 구성되었다.

김호균, 김용민, 김계욱(2007)은 지역인적자원개발(RHRD) 담당인력 역량강화 프로

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변화주도 역량, 결과지향 역량, 대인관계 역량, 개인역량,

인적자원개발 경영관리, 전략적 사고 역량, 인적자원개발 전문성, 혁신주도 역량, 문

제해결력․이해력 역량의 9개 핵심역량을 제시하였다.

지방행정연수원(2010)은 시도 교육원 맞춤형 역량진단시스템 구축 및 역량기반 교

육체계 수립 연구에서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도출하였고, 역량 유형은 크게 기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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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계층 역량, 직무 역량의 3개로 구분되었으며 각 유형별로 역량 pool이 개발되었

다. 첫째, 기반 역량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창의와 실용, 지역발전을 위한 공적가치 

창출, 공직자로서의 윤리적 사명감, 열정적인 업무집중과 참여, 공정성을 기반으로한 

신뢰형성, 미래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국민/수혜자 중심 사고, 협력적 관계형성을 

통한 활발한 교류, 글로벌 마인드의 9개 역량으로 구성되고, 둘째, 계층 역량은 직급

별 요구되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으로 광역시도와 시·군·구 각

각의 직급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고, 구체적인 역량명은 경청, 계획수립, 공정한 대우,

권한위임, 대인친밀성, 동기부여, 명확한 지시, 문제인식 및 해결, 비전제시, 세밀한 

일처리, 솔선수범, 의사결정, 자기개발, 팀 목표 추구, 팀워크형성, 정책방향 및 목표

제시, 갈등관리, 전략적 사고, 부하지도/육성, 조정/통합, 업무관리 및 조정, 다양성이

해 및 관리, 팔로우십, 자기통제력의 24개 역량으로 구성되며, 셋째, 직무역량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행동특성을 반영한 역량으로 개념적 사고, 기획력, 문서작성 및 관리,

분석적 사고, 설득/협상력, 시간관리, 시스템적 사고, 안전/위험관리, 업무네트워크 

형성, 업무추진력, 예산관리, 유연성, 의사표현력(프리젠테이션 능력), 정보수집/관리,

즉각적 대응, 프로세스 개선, 현장지향성, 환경변화 예측력, IT시스템 운영, IT 활용능

력, 공업전문 역량, 기능직(사무) 전문역량, 기능직(사무 외) 전문역량, 농업 전문 역

량, 보건/식품위생 전문 역량, 사회복지 전문 역량, 세무 전문 역량, 시설 전문 역량,

연구지도 전문역량, 간호/수의/의료 전문 역량, 전산 전문 역량, 통신/항공 전문 역

량, 해양수산 전문 역량, 행정 전문역량, 환경/녹지 전문역량, 정책개발, 지역발전방안

수립의 37개로 구성되었다.

김경환(2010)은 지방자치단체 HRD 담당자의 필요 역량에 관한 연구에서 ASTD 역

량모델과 국내기업 HRD 담당자의 역량 연구를 종합하여 4개 역량군의 21개 세부역

량을 제시하였다. 4개 역량군은 업무 역량군, 대인관계 역량군, 개인 역량군, 전문 역

량군으로 구분되는데, 첫째, 업무 역량군은 요구분석과 성과개선 능력, 업무 통찰 능

력, 결과지향 능력, 업무계획 및 실행 능력, 전략적 사고 능력의 5개 역량, 둘째, 대인

관계 역량군은 HRD 고객과의 신뢰 구축 능력,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해관

계자에 대한 영향력, 학습의 다양성 수용 능력, 네트워크 및 파트너 구축 능력의 5개 

역량, 셋째, 개인 역량군은 환경 변화 적응 능력, 학습 능력의 2개 역량, 넷째,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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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군은 직원 자기개발 지원능력, 코칭 능력, 교육과정 운영 능력, 학습설계 능력,

조직변화 촉진 능력, 현장성과 개선 능력, 지식경영 능력, 사업관리 능력, 측정과 평

가 능력의 9개 역량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자
(연도)

역량군 세부역량

중앙인사
위원회
(2001)

기초행동
역량군

조직헌신도, 전문가의식, 공무원 윤리의식, 고객/수혜자지향, 자기 
통제력, 경영 마인드, 적응력

직무수행 
역량군

정보 수집/관리, 문제 인식/이해, 전략적 사고, 정책집행관리

관리 및 관계 
형성 역량군

목표/방향 제시, 지도/육성, 자원/조직 관리, 정치적 기지, 의사소통,

조정/통합력, 협상력, 협조성
김호균 외 2명

(2007)

변화주도 역량, 결과지향 역량, 대인관계 역량, 개인역량, 인적자원개발 경영관리,

전략적 사고 역량, 인적자원개발 전문성, 혁신주도 역량, 문제해결력․이해력 역량

지방행정
연수원
(2010)

기반 역량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창의와 실용, 지역발전을 위한 공적가치 창
출, 공직자로서의 윤리적 사명감, 열정적인 업무집중과 참여, 공정성
을 기반으로한 신뢰형성, 미래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국민/수혜자 
중심 사고, 협력적 관계형성을 통한 활발한 교류, 글로벌 마인드

계층 역량

경청, 계획수립, 공정한 대우, 권한위임, 대인친밀성, 동기부여, 명
확한 지시, 문제인식 및 해결, 비전제시, 세밀한 일처리, 솔선수범,

의사결정, 자기개발, 팀 목표 추구, 팀워크형성, 정책방향 및 목표
제시, 갈등관리, 전략적 사고, 부하지도/육성, 조정/통합, 업무관리 
및 조정, 다양성이해 및 관리, 팔로우십, 자기통제력

직무 역량

개념적 사고, 기획력, 문서작성 및 관리, 분석적 사고, 설득/협상력,

시간관리, 시스템적 사고, 안전/위험관리, 업무네트워크 형성, 업무
추진력, 예산관리, 유연성, 의사표현력(프리젠테이션 능력), 정보수
집/관리, 즉각적 대응, 프로세스 개선, 현장지향성, 환경변화 예측
력, IT시스템 운영, IT 활용능력, 공업전문 역량, 기능직(사무) 전문
역량, 기능직(사무 외) 전문역량, 농업 전문 역량, 보건/식품위생 전
문 역량, 사회복지 전문 역량, 세무 전문 역량, 시설 전문 역량, 연
구지도 전문역량, 간호/수의/의료 전문 역량, 전산 전문 역량, 통신/

항공 전문 역량, 해양수산 전문 역량, 행정 전문역량, 환경/녹지 전
문역량, 정책개발, 지역발전방안수립

김경환
(2010)

업무 역량군
요구분석과 성과개선 능력, 업무 통찰 능력, 결과지향 능력, 업무
계획 및 실행 능력, 전략적 사고 능력

대인관계 
역량군

HRD 고객과의 신뢰 구축 능력,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해
관계자에 대한 영향력, 학습의 다양성 수용 능력, 네트워크 및 파
트너 구축 능력

개인 역량군 환경 변화 적응 능력, 학습 능력

전문성 역량군
직원 자기개발 지원능력, 코칭 능력, 교육과정 운영 능력, 학습설
계 능력, 조직변화 촉진 능력, 현장성과 개선 능력, 지식경영 능력,

사업관리 능력, 측정과 평가 능력

<표 Ⅱ-6>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HRD 담당자 역량 관련 선행연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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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 역량개발 지원 프로그램

1)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역량개발 지원 프로그램

중앙공무원교육원은 2012년 「교수전략(ISD)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

은 교육기획․운영 경력 1년 미만인 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중앙

부처 각급 교육훈련기관 교육기획․운영 담당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교육기관의 희망자도 추가선발 가능한 과정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과 같다.

구분 내용

학습목표
조직 성과달성을 위한 HRD의 기능 및 담당자 역할 인식
교육훈련업무의 전반적 프로세스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Know-how 습득

교육특징
최근의 교육개발 동향과 사례 학습, 사회진행 실습 등 실제 업무 현장에서
의 문제해결능력 업그레이드에 중점
HRD 기초이론 학습을 위한 사이버 교육 병행으로 학습효과 제고

교육정보
교육시간 : 3일(1회)

교육인원 : 30명
교육대상 : 각급 교육훈련기관 교육 기획․운영 담당자

교육내용

소통의 집 : 교육생 소개의 시간 등
교육과정개발 방법론 : ISD의 개념과 Process, 요구 분석(요구 분석의 정의
와 절차, 요구분석과 교육과제 추출, 학습자 분석, 요구분석 실습), 교수 설
계(학습목표와 교육내용 구성, 효과적 교육방법의 선정), 과정 개발(교수-학
습자료 개발 지침, 파일럿 테스트)

HRD 담당자 역할 : HRD 개념과 구성요소, HRD 동향과 수행공학(HPT),

HRD 담당자 역량계발
사례연구Ⅰ : 공무원 직무전문 교육
사례연구Ⅱ : 중앙공무원교육원 역량 교육
교육의 운영 : 단계별 교육 운영 내용, 강사, 학습자, 교재, 강의장 관리, 오
리엔테이션 및 사회진행 실습, 학습자 중심의 교육 운영
평가 및 성과관리 : 교육평가 모델과 절차, 교육만족도 조사 절차와 활용,

학습자 평가와 현업적용도 평가, 성과평가와 ROI평가
수료식 : 과정설문 및 수료 행사

<표 Ⅱ-7>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교수전략(ISD) 과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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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행정연수원의 역량개발 지원 프로그램

지방행정연수원은 「교수요원양성과정」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 및 소방교육원 교

수요원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Ⅱ-8>과 같

다.

구분 내용

학습목표

교수설계 및 교안작성, 수업전개요령 등 강의 실연을 통한 체계적인 교수
능력 함양
다양한 교수기법을 체득함으로써 강의에 대한 자신감 고취
교육과정의 기획·운영·평가 등 전 프로세스의 체계적인 이해

교육특징
교수설계의 체계적인 학습과 강의교안 작성, 실습, 개인별 강의 시연과 자
세교정 등 강의기법 향상에 중점
다양한 교육기자재 활용 및 교과별 실습시간 편성으로 참여식 학습 유도

교육정보
교육시간 : 10일(1회)

교육인원 : 20명
교육대상 : 지방공무원교육원 및 소방교육원 교수요원

교육내용

교수법의 기초이론 : 공무원교육과 성인교육의 이해, HRD의 이해, 티칭스
킬 향상을 위한 교수법
교수법의 기초이론 : 교육과정개발 및 프로그램 설계, 교수설계 및 교안작
성법(실습), 수업전개요령 및 교수기법, 효과적인 교수화법, SPOT 활용법,

퍼실리테이션 스킬 I·II
강의실연 및 실습 : 강의실연 및 개인별 자세교정, 교수매체 활용 및 PPT

작성 실습
비전설계 : 교수연찬대회 수상자와의 만남, 우수 민간기업 교육기관 현장학습
(소양) 안보교육, 고객유형별 전략적 대응기법, 코칭&감성리더십
행정시간

<표 Ⅱ-8> 지방행정연수원의 「교수요원양성과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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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울특별시 역량개발 지원 프로그램

서울특별시는 2011년에는 「인적자원개발(HRD) 과정」을 운영하였으나 교육수요 

저조로 인하여 2012년에는 폐지하고 HRD 특강으로 대체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지난 

2011년에 운영했던 「인적자원개발(HRD) 과정」을 제시하였다.

구분 내용

학습목표

조직 경쟁력 창출의 핵심요소, 조직의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HRD 역할을 
이해함으로써 HRD 업무 담당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 함양
교육과정 개발, 운영, 평가 등 주요 분야별 전문지식과 기술의 체계적 이해
를 통해 조직내 인재육성체계 구축에 필요한 실무 역량 배양

교육특징
교육과정 개발 절차의 이해와 실습, 원활한 과정운영 촉진 스킬, 교육평가 
전략의 이해 등 HRD 담당자로서의 역량 향상에 유용한 교과목으로 구성
전문 강사의 사례중심 강의, 교육과정 개발·운영 실습 등 교육생들의 참여·토론

교육정보
교육시간 : 2일(1회)

교육인원 : 20명
교육대상 : 5급 이하 

교육내용

인적자원개발의 이해 : HRD 개념 및 영역 소개, HRD 필요성 및 중요성 
이해, HRD 분야 최신 동향 및 향후 과제 소개, HRD 담당자로서의 갖추어
야 할 역할 및 기본마인드, 필요역량 등
교육과정 기획 및 설계 : 교육체계 수립 및 프로세스의 이해, 교수체제설계 
및 교육과정 개발 프로세스의 이해(ADDIE모형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운영전략 : 교육 담당자로서의 주요 역할(교육 전, 중, 후 단계별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운영실습 : 효과적 교육운영을 위한(강사섭외부터 운영까지) 노하
우 실습
교육 스팟기법 실습 : 원활한 과정운영 촉진을 위한 스팟기법 실습
행정시간 : 1시간

<표 Ⅱ-9> 서울특별시의 「인적자원개발(HRD) 과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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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충청북도 역량개발 지원 프로그램

충청북도는 2012년에 「인적자원개발(HRD)」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

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학습목표
조직 성과달성을 위한 HRD의 기능 및 담당자의 역할 인식
교육훈련업무의 전반적 프로세스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Know-how 습득

교육정보
교육시간 : 3일(1회)

교육인원 : 30명
교육대상 : 6급 이하 도, 시ㆍ군 인사 및 교육담당자

교육내용

교육과정개발 방법론 : ISD의 개념과 Process, 요구분석, 교수설계, 과정개발
HRD 담당자의 역할 : HRD 개념과 구성요소, HRD 동향과 수행공학(HPT),

HRD 담당자 역량계발
교육의 운영 : 단계별 교육 운영 내용, 강사, 학습자, 교재, 강의장 관리, 오
리엔테이션 및 사회진행 실습
교육과정 평가 : 교육평가 모델과 절차, 학습자 평가와 현업적용도 평가,

교육결과 보고서 작성
강의향상 기법 : 교안과 교재의 작성방법, 교수매체의 제작 및 활용, 학습
촉진 기법
소양 : 교육과정 운영계획 반영
행정 : 등록 및 과정안내

<표 Ⅱ-10> 충청북도의 「인적자원개발(HRD) 과정」내용 

마. 경기도 역량개발 지원 프로그램

경기도는 HRD 담당자 역량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재개발원을 통해 특화된 교

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도내 31개 시·군 및 25개 공공기관을 대상

으로 하는 HRD컨설팅 사업이다. 급변하는 행정환경, 직원역량강화의 필요성 대두,

업무성과에 기여할 실용적 교육을 지향하는 시대적 요청을 반영한 HRD컨설팅은 각 

기관 고유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구성원 내부의 자발적인 역량을 이끌어 내어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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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인재 양성과 조직문화 개선을 돕는 활동으로서 과거 광역수준에서 하향식·일방적

으로 제공하였던 교육방식을 탈피하여 기관별 컨설팅을 통해 단위조직의 특성과 구

성원의 요구를 반영한 상향식 교육지원 시스템이다.

HRD컨설팅은 시작에 앞서 대상기관의 대표(CEO 또는 기관장)와 교육담당부서의 

교육비전과 한계를 논하고 컨설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컨설팅이 시작

되면 설문조사를 통해 전 직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인터뷰와 핵심가치·인

재상·리더십 도출을 위한 워크숍을 통해 직원들 스스로 그들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가

장 효과적인 해결방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도록 이끌어 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직원들의 역량개발 목표와 필요한 교육과정 그리고 장애요인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도출한 실천전략들은 교육의 기대효과도 높일 뿐 아

니라 현장에서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다 준다. 또한, 경기도인재개발원의 HRD컨설팅 

추진체계는 협업형으로 컨설팅 팀에서는 조직진단, 설문, 워크숍 진행, 세부실천계획 

수립 지원과 우수사례 정보제공 등 프로세스와 진단을 통한 솔루션을 제안하고, 해당

기관에서는 CEO를 포함한 운영위원회와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TFT를 구성하

여 3～6개월 간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러한 HRD 컨설팅 사업은 2009년 1월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3년간 17개 기관의 

컨설팅을 완료하였으며, HRD 담당부서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각 기관의 교육 선진

화에 기여하고 있다. HRD컨설팅의 주요 성과로는 첫째, 조직의 성과창출과 직결된 

필요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기관별 역량기반 교육체계 수립, 둘째, 핵심가치 및 리더

십 과정개발을 통한 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셋째,

활력 넘치고 ‘나’와 ‘조직’이 함께 발전하는 바람직한 상생의 조직문화 실현, 넷째, 무

료 컨설팅을 통해 절감된 예산을 교육훈련 비용에 재투자함으로써 시군 및 공공기관 

예산절감효과 등을 둘 수 있다. 또한, HRD 컨설팅의 후속 과제로는 교육컨설팅에 대

한 기관장의 지속적인 관심 유도, 조직내 인사이동으로 사업추진 연속성 확보, 실무

자와 내용 전문가들의 현업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론 개발․적용, HRD 담당자들의 

전문성 향상 강화와 운영 사례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관리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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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기관명 17

소계 8 소계 5 소계 4

도(1) 소방재난본부 도(1) 보건환경연구원 도 -

시군
(4)

연천군, 과천시,

가평군, 양주시
시군
(1)

고양시
시군
(2)

안양시, 광명시

공공
기관
(3)

경기도시공사,

경기개발연구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공공
기관
(3)

경기도의료원,

경기복지재단,

농림진흥재단

공공
기관
(2)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한국도자재단

<표 Ⅱ-11> 경기도 인재개발원의 연도별 HRD컨설팅 현황

한편, 경기도는 각 시군의 시군 및 공공기관 교육, 인사, 조직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에게 HRD 담당자로서 필요한 전문지식 및 업무수행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서 총 

21시간의 「HRD 실무자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는 

다음 <표 Ⅱ-12>와 같다.

구분 내용

학습목표 교육담당자로서 필요한 전문지식 및 업무수행 실무능력 배양

학습내용
- HR 트렌드와 HRD 담당자로서의 역할 및 역량 인식
- 교육수요자의 요구 및 특성을 파악하여 교육계획 수립
- 교육과정개발 우수사례 공유 및 과정제안서 평가 실습

교육정보
교육시간 : 21시간
교육인원 : 25명
교육대상 : 6급 이하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교육내용

HRD 트렌드 이해 
교육기획 및 체계수립 이해
교육과정 개발 프로세스 이해 및 실습
시군 교육담당자 우수사례 발표 및 사례 공유
과정제안서 평가 실습 및 피드백
과정안내 및 설문조사 등

<표 Ⅱ-12> 경기도의 「HRD 실무자 과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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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의 방법

1. 연구 절차

이 연구는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의 역량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 Lucia와 Lepsinger(1999)의 새로운 역량모델개발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절차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된다. 첫째,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 

역량 추출을 위한 자료수집 단계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해서 역량 및 역량모델링 개

념,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 직무, 기업 및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 역량, 기초

자치단체  HRD 담당자 훈련 프로그램 등을 분석하였고, 기초지자체 HRD 담당자 행

동사건면접을 통해 역량을 추출하였다.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의 경우 표준화된 

역량모델이 없고 경기도 내의 우수한 HRD 담당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순환보직인 공

무원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2010년과 2011년 「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

관하는 인재개발 우수기관(Best-HRD) 인증」을 받았거나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인

재개발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입상」한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훈련 업무수행자

로 교육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HRD 담당자를 행동사건면접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 잠정적 역량모델 개발 단계에서는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HRD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동사건면접 결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행동

사건면접 결과를 모두 전사하고, 전사한 자료는 Lucia와 Lespinger가 제시한 ① 역량

요소 도출, ② 잠정역량과 인용문 제시, ③ 잠정역량 도출의 3단계 분석기법에 따라 

분석하여 잠정역량을 도출하고 도출된 역량에 대해 역량정의문 작성 및 역량 구조화 

등을 실시하여 잠정적 역량모델을 개발하였다. 잠정적 역량모델은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의 역량을 직무역량, 관계역량, 직무역량의 3개 역량군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잠정적 역량모델의 검증 단계에서는 전문가 검토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전문가 검토에서는 내용전문가 4명과 역량모델링 연구 경험자 2명을 대상으로 

서면검토를 실시하였고, 역량 도출 과정, 역량명, 역량 정의, 역량구조화 결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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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받아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의 잠정적 역량모델을 수정하였다. 또한, 연구자

가 행동사건면접으로부터 해석한 연구결과에 대해 연구참여자의 검토를 거쳤는데, 이

는 연구결과의 분석과 해석에 대해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연구결과에 대

한 주관적 해석의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렇게 수정된 잠정적 역량모델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 경기도 내 기초자치

단체 HRD 담당자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긍정응

답률과 표준편차를 통해 각 역량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넷째,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 역량모델 최종완성 단계에서는 타당성 검증 단계

에서 나온 수정사항을 토대로 전체 역량모델을 수정ㆍ검토한 후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 역량모델을 완성하였다. 역량모델에서는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의 역량을  

직무역량, 관계역량, 직무역량으로 구분하였고, 각 역량군에 따른 하위 역량과 구체적

인 정의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절차는 다음 [그림 Ⅲ-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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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및 절차 연구 내용

1단계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 역량 추출을 위한 자료수집

문헌연구,

행동사건면접

- 역량 및 역량모델링 관련 문헌연구

- 기초지자체 HRD 담당자 훈련 프로그램 분석

- 기업 및 기초지자체 HRD 담당자 역량 관련 선행연구 고찰

- 기초지자체 HRD 담당자 행동사건면접


2단계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 잠정적 역량모델 개발

내용분석,

잠정적 역량모델

개발

- 행동사건 인터뷰 결과 전사

- 3단계 기법에 따른 잠정역량 도출
역량요소 도출 ⟶ 잠정역량과 인용문 제시 ⟶ 잠정역량도출
- 도출된 역량에 대해 역량정의문 작성 및 역량 구조화 등을
실시하여 잠정적 역량모델 개발


3단계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잠정적역량모델타당화

잠정역량모델

타당성 검증

- 전문가 6인의 타당성 검증

-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 설문 조사


4단계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역량모델최종완성

최종수정
- 전문가 검토 의견 및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수정·보완하여
최종 역량모델 개발

[그림 Ⅲ-1] 연구 절차

2. 연구 대상

이 연구는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의 역량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 행동사건면접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연

구방법에 따른 연구 대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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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행동사건면접 대상

이 연구의 모집단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로 하였다. 이 중에서 행동

사건면접을 실시하기 위한 ‘고성과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신력 있는 기준으로 2010

년과 2011년 「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인재개발 우수기관

(Best-HRD) 인증」과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인재개발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선정

하였다.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은 우리나라 정부가 인재개발 및 인재관리 능력이 우

수한 공공부문의 기관에 대하여 전문가 심사를 통해 인재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해

주는 제도로서 2011년 말 현재 전국에서 21개 기초자치단체가 인증을 받았으며 경기

도에서는 안산시청, 남양주시청 등 8개 기초자치단체가 인증을 받았다. 또한, 「인재

개발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매년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우수한 인

재양성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대회로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1차 서면심사를 

통해 우수사례 10건을 선발하고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6개 기관(최우수 1, 우수 

2, 장려 3)을 선발한다. 1차 심사에서는 내·외부전문가 4인이 평가하며, 2차 심사에서

는 내·외부전문가 외에 공무원 심사단(20여명)도 함께 평가에 참여한다.

이 두 대회는 기초자치단체의 교육훈련에 대한 평가를 하는 대회로서 기초자치단

체의 교육훈련 업무를 총괄해서 수행하고 있는 HRD 담당자의 성과가 우수하다는 것

을 증명할 수 있다. 역량모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대상은 반드시 우수한 업무

수행자이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보통 수준의 업무성과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는  

Spencer와 Spencer(1993)의 제언에 따라 공신력을 갖춘 두 대회의 입상자는 경기도 

내에서 우수한 HRD 담당자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역량모델을 개발함에 있어 연구대상의 범위는 작고 주로 구체적

인 특성이나 자질을 근거로 선정하는 추출방식인 비확률 대상 추출방법을 활용하고 

있어(Spencer & Spencer, 1993), 이 연구의 연구대상 또한 의도적 대상추출

(purposeful sampling) 방법을 활용하여 선정하였고, 대상의 구체적인 특성 및 자질이 

되는 근거는 ‘고성과자’로 정하였다.

인터뷰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인터뷰 대상이 얼마나 



- 47 -

깊이 있고 풍성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가와 의도한 주제와 얼마나 부합하는가이고,

이는 연구자가 원하는 자료를 깊이 있고 풍부하게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문

제이기 때문이다(Spencer & Spencer, 1993). 이를 고려하여, 기초자치단체의 특성상 

2~3년 주기의 인사이동이 의해 담당업무가 변동되는 경우가 많아 2012년 6월 현재 

교육훈련업무담당자를 우선으로 하되 현재 담당자의 경력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010~2011년 Best-HRD 인증 또는 우수사례 발표대회 입상 당시 공무원교육훈련업무

를 담당했던 사람으로 2년 이상 해당업무를 수행했던 사람 중 보직이동 후 1년이 지

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 결과 총 10개 

시·군이 해당되었으며 Best-HRD 인증을 받은 8개 기초자치단체는 안성(2008), 안산

(2010 재인증), 양주(2010), 연천(2010), 남양주(2011 재인증), 광명(2011), 구리(2011), 의

왕(2011) 중 2008년도 인증 후 재인증을 받지 않은 ‘안성시’는 제외하였다.

경기도 인적자원개발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입상한 기초자치단체는 연천(2010 최

우수, 2011 우수), 용인(2010 장려, 2011 최우수), 안산(2010 우수, 2011 장려), 화성

(2010 우수), 부천(2011 우수), 시흥(2010 장려), 남양주(2011 장려)로 총 7개 기관이었

다.

이를 종합하여 연구대상을 추출한 결과 안산시, 양주시, 연천군, 남양주시, 광명시,

구리시, 의왕시, 용인시, 화성시, 부천시, 시흥시의 HRD 담당자로 총 11명이었다. 이 

중 인증 또는 입상 시 담당자가 현재까지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연천,

광명, 의왕, 용인, 부천으로 5개 기관이었고 안산(3년 근무 / 2011.12월말 인사이동),

화성(2년6개월 근무/3월 인사이동) 의 경우 보직이동을 하였으나 2년 이상 해당업무

를 수행하였고 보직이동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대상에 포함하였다. 나머지 5개 기

관 담당자는 인사이동이나 개인사정으로 인터뷰가 어려워 제외하였다. 결국, 최종적

으로 6개 기초자치단체(안산시, 연천군, 광명시, 화성시, 부천시, 용인시) HRD 담당자 

6명을 이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전체 연구 대상 및 표집 대상을 정리하면 다

음 <표 Ⅲ-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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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과 준거

지자체명

Best- HRD

인증
우수사례 발표대회 

입상 업무경력 최종선정

2010 2011 2010 2011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

안양시

부천시 ● 7년 ●

광명시 ● 3년 ●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 ● 3년 ●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
1년

(업무전환 0.5년 초과)

남양주시 ● ●
2년

(업무전환 0.5년 초과)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 1.5년 pilot

하남시

용인시 ● ● 3년 ●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 2.5년 ●

광주시

양주시 ●
1.5년

(업무전환 0.5년 초과)

포천시

여주군

연천군 ● ● ● 4년 ●

가평군

양평군

<표 Ⅲ-1> 연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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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사건면접의 대상이 된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와 부서 현황 등의 구체적인 

특징을 제시하면 다음 <표 Ⅲ-2>와 같다.

번호 전직원 수 HRD부서형태 팀명 팀원 수
HRD

업무경력
현재

담당여부

A기관 2,000명 이상 HRD 전담 인재육성팀 4명 7년 담당

B기관 2,000명 이상 HRD 전담 능력개발팀 3명 2년 담당

C기관 2,000~1,999명 조직업무병행 조직교육팀 2.5명* 2년 부서이동

D기관 2,000~1,999명 HRD 전담 교육팀 3명 2년 부서이동

E기관 1,000명 미만 HRD 전담 인재양성팀 3명 3.5년 담당

F기관 1,000명 미만 인사업무병행 인사팀 1.5명* 3.5년 부서이동

*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팀장을 0.5명으로 산정

<표 Ⅲ-2> 연구대상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부서 현황(2012년 현재)

연구대상이 된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와 기초자치단체 HRD담당 부서의 업무

적 특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의 경우 채용시 교육행정직이 아닌 일반행정직으

로 선발되었기 때문에 HRD 또는 교육 분야에 대한 사전이해도가 낮은 편이다.

둘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통상적으로 1~3년에 한 번씩 담당업무를 바꾸는 부서 이

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통상 1년을 주기로 업무가 반복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셋째,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의 인구규모나 기관의 조직운영 방침에 따라서 HRD

를 전담하는 부서의 설치여부가 결정되며, 이에 따라 HRD 담당자의 담당업무에 다

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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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문가 검토 대상

행동사건면접을 통해 추출된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의 역량을 역량 영역과 역

량 군으로 구조화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역량모델링 및 내용전문

가를 활용하여 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받았다.

검토 내용은 역량도출 과정과 역량정의 내용, 그리고 역량 구조화 결과에 관한 것

으로 타당성 검증의 목적은 수집한 자료의 분석과정 및 잠정적 역량모델의 내용의 

정확성과 적절성을 검증받기 위함이었다.

선행연구자들은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는 우선 광범위한 계층의 현업수행자와 이해

관계자(현업수행자를 잘 알고 있는 자)를 참여시켜야 하고 이들을 통해 인터뷰 중 표

현된 역량 뿐 아니라 적절한 역량이 모두 파악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Lucia &

Lepsinger, 1999), 이들로 하여금 잠정역량의 중요도와 활용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 분석 중 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을 제거하거나 수정하고,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역량모델을 개선해야 한다(정재창 외,

1999)고 제언하였다. 타당성 검증은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검토를 받았다.

번호 기관 직급 성별 연령 최종학력 경력

1 A대학교 연구원 남 36세
박사

(교육학)
6개월

2 B연구소 부연구위원 남 42세
박사

(교육학)
3년 4개월

3 A기초자치단체 주무관(7급) 여 43세
학사

(교육학)
3년

4 B기초자치단체 주무관(7급) 여 43세
학사

(교육학)
4년 6개월

5 C기초자치단체 주무관(7급) 여 43세
학사

(중문학)
2년 3개월

<표 Ⅲ-3> 전문가 검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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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설문조사 대상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의 잠정적 역량모델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방법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은 경기도내 31개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 전체로 하고, 2012년 

10월 현재, HRD 업무에 실무적인 의사결정과 직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담당자는 

총 47명이었고, 이들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답해 준 기초자치단체의 HRD 담당자의 수는 41명으로 회수율은 87.2%였

고, 이 중에서 불성실 응답을 제외하고 실제로 분석에 사용된 응답자 수는 36명이었다.

이 중 남성이 21명(58.3%), 여성이 15명(41.7%)로 남성 HRD 담당자가 더 많았고,

연령대는 30대가 23명(63.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는 9명(25.0%), 20대는 4

명(11.1%) 이었다. 최종학력은 대졸이 29명(80.6%)으로 가장 많았고, 직급은 7급이 19

명(52.8%), 8급이 17명(47.2%)이었으며 담당자 경력은 1년 미만이 16명(44.4%)이고 1

년 이상이 20명(55.6%)으로 거의 절반 정도가 1년 미만의 HRD업무 경력을 갖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서형태는 교육을 담당하는 팀이 별도로 있는 경우가 19

명(52.8%)으로 절반 정도였고, 별도 팀은 없지만 교육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가 있는 

경우는 13명(36.1%), 교육업무 전담자가 없거나 있어도 다른 업무를 병행하며 교육업

무가 우선이 아닌 경우도 4명(11.1%)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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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21 58.3

여성 15 41.7

연령

20대 4 11.1

30대 23 63.9

40대 9 25.0

최종학력

고졸 2 5.6

전문대졸 4 11.1

학사 29 80.6

석사 1 2.8

직급
7급 19 52.8

8급 17 47.2

HRD

담당 경력

1년 미만 16 44.4

1년 이상 20 55.6

부서형태

HRD담당 부서 별도 존재 19 52.8

HRD담당 부서 없고 전담 담당자만 존재 13 36.1

HRD 담당자가 없거나 있어도 다른 업무 병행 4 11.1

전체 36 100.0

<표 Ⅲ-4>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HRD 담당자)

3. 조사 도구

가. 행동사건면접 질문지

이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의 역량을 도출하기 위한 인터뷰 기법으

로 행동사건면접(Behavior Event Interview : BEI)을 사용하였다. 행동사건면접은 체

계적이고 엄격한 절차와 전략, 연구자의 비판적인 자기점검과 성찰이 요구될 뿐 아니

라 탐구대상에 대한 사회적 설명이 이루어져야 하므로(김두섭, 2010), 인터뷰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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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전 문헌을 고찰하여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의 업무와 특성, 최근 이슈 등을 

사전에 파악하는 한편 행동사건면접 기법과 절차를 숙지하여 인터뷰를 실시함에 있

어 실수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점검하였다.

행동사건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대상에 대한 접근성이 어려운 만큼 짧은 시

간 내에 최대한 효과적인 행동사례들을 도출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인터뷰 질문

지를 간결하고 쉽게 구성하고 질문을 마음속으로 완전히 숙지하여 인터뷰 시 자연스

럽게 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행동사건면접에 사용된 질문지 

내용은 다음의 <표 Ⅲ-5>와 같다.

질문 Keyword 세부 질문

성공적 경험 언제,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왜

성공한 이유 성공이유라고 생각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서술

성공의 노력 성공을 위한 노력과 절차, 절차상의 특징, 직무요소

효과적인 방법 절차상 노력했던(학습하고자 했던) 것들과 효과적, 효율적인 방법

갖추어야 하는 
능력

성공적인 교육업무를 위해 필요한 직무능력들(지식, 기술, 태도)

중요요소 직무능력들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실패경험 언제,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왜

실패의 이유 실패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

실패극복 방안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방법

<표 Ⅲ-5> 행동사건면접 질문지 내용

위의 질문지는 Spencer와 Spencer(1993), Lucia와 Lepsinger(1999)가 제시한 행동사

건면접 질문지를 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재구성한 것이며, 질문내용은 대체로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상황 및 

경험담에 관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동사건면접 기법과 같은 정성적 연구에서 면

접자의 인터뷰 기술과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의 중요한 도구인 동시에 연구결과에 매

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강윤수 외, 2005). 이에 연구자는 이전에 수행한 공공기관 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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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에서의 공무원대상 인터뷰 경험을 살려 최대한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유도하는 동시

에 HRD 담당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이나 행동특성을 직접적으로 묻는 질문은 삼가고 

행동사건 사례 즉, HRD 담당자로서 업무수행을 하면서 겪었던 성공담 또는 실패담,

가장 어려웠던 일 혹은 내·외적 장애물을 극복했던 경험담 등을 질문하여 응답을 유

도하였다.

나. 설문조사 도구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의 잠정적 역량모델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방법으로 경

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도구는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의 잠정적 역량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

는 것으로 잠정적 역량모델에서 역량 구조, 역량명, 역량 정의문이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의 것으로서 얼마나 적절한 지에 대해서 5점 Likert 척도(매우 낮음 ~ 매

우 높음)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가 역량모델에 제시된 각 역량에 대하여 어느 정

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지를 함께 파악함으로써 현재 수준과 함께 타당도와 보유도의 

차이를 통해 현재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역량은 무엇인지를 

확인하였다. 최종적인 설문문항에는 각 문항과 함께 성별, 연령, 최종학력, 직급,

HRD 부서 형태, 공무원 경력, HRD 담당자 경력 등 일반적 사항과 관련된 5개 문항

도 포함할 것이다.

항목 질문지 구성

일반적 사항
ㆍ성별, 연령, 최종학력, 직급, HRD 부서 형태, 공무원 경력,

HRD 담당자 경력

타당성 검증

및 현재 수준 확인

ㆍ역량의 타당성

ㆍ역량의 현재 보유 수준

<표 Ⅲ-6> 설문조사 질문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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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 및 분석

가. 행동사건면접 자료수집 및 분석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6명에게 우선 전화로 편한 일정을 확인하였다. 행동사건면접

은 연구대상이 근무하는 기관을 방문하였고, 인터뷰는 최소 1시간에서 2시간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인터뷰를 실시하는 과정에서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이끌기 위

해 노력하였다.

인터뷰 시작 전에는 선행연구자들의 제언에 따라 연구대상자와 라포(rapport)를 형성

하기 위해 가벼운 대화로 편안한 분위기를 유도하고 자연스럽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내

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구체적인 행동사례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내용 녹음에 

대해 동의를 구했고, 인터뷰 진행 중에는 최대한 많은 행동사례를 수집하고자 대화에 

집중하고 진술내용이 질문의 초점을 벗어날 경우 이를 제지하고 필요한 질문을 추가적

으로 제시하여 인터뷰 내용이 연구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행동사건면접 내용은 모두 전사하여 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후 만족할 만한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반복하여 역량요소를 도출하였다. 즉, 면접 진행 시 당시 상황의 맥락,

의미, 의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술하였는데 이러한 심층기술을 통한 자료분

석은 단순히 역량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 그 상황과 의도까지 함께 파악하여 서술

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동사건면접(BEI)을 통해 얻은 자료는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수

집한 문서자료들과 함께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하였으며, 면담자료 기술시에는 피연

구자의 말, 행동의 객관적인 상황, 연구자의 주관은 분리하여 기록하였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역량추출방법은 Lucia와 Lepsinger(1999)가 제시한 3단계 역량

추출방법으로 첫째, 행동사례에서 역량요소를 추출하고 둘째, 추출한 역량요소를 내

용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셋째, 분류된 역량요소를 대표할 만한 키워드를 도

출하는 방식이다. Lucia와 Lepsinger는 이러한 과정을 몇 번씩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역량요소를 선별하고 분류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역량을 도출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

다.

이 방법은 아래의 <표 Ⅲ-7>, <표 Ⅲ-8>, <표 Ⅲ-9>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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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단계인 인터뷰 전사 결과에서 역량요소를 도출하는 방법에 대한 예시는 다

음과 같다.

일단은 도에다가 교육 컨설팅 그 핵심가치 신청을 했죠(적극성, 결단력). 신청하고 나서는 그
동안 했던 다른 시군이 했던 결과물들 내지는 그런 것들을요, 다 이렇게 자료를 입수해가지고 
다 봤어요(정보수집, 꼼꼼함, 체계적 준비). 사실은 연천이든 어디든 다 전화해가지고 교육담당
자들한테 보내 달라 해가지고(업무 네트워크) 자료 검토를 다 했어요(학습). 검토를 하고 또 대
기업 있잖아요. 엘지나 삼성이나 또 여타 우리 나라 웬만한 대기업들에 대한 핵심가치는요, 다 
찾아갔고 다 봤어요(정보수집, 적극성). 웬만한 것들은(열정, 꼼꼼함). 그래서 거기서 갖고 있지 
않는 우리 것을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정보 수집을 많이 했던 거 같아요(정보수집, 업무몰입).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계획성)을 한 거죠. 그래서 시장님까
지 이걸 하겠다 라는 거를 공언을 한 거에요(열정, 신뢰형성). 그리고 뭐든지 하면은 제가 보기
엔 그래요. 내가 하나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을 때(자기개발) 내가 자신감도 
생기고(자신감) 또 윗사람을 설득 할 수도 있고(설득, 신뢰형성) 예... 그래서 거기 한 가지 아주 
사소한 부분들 그냥 놓치지 않고 정말 많이 찾아 봤어요(꼼꼼함). 그와 관련된 뭐 어떤 전문 서
적부터 시작 해 가지고 관련된 것들을 참 많이(정보수집, 적극성, 학습) 그래야 윗분들이 나한테 
질문할 때 그거 너 왜 해야 하니, 그거 꼭 해야 되니? 이럴 때 제가 대답을 찾아야 되잖아. 그
니까 답을 찾기 위해서 또 어떤 질문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는거죠
(준비성, 고객지향, 신뢰형성, 업무몰입).

<표 Ⅲ-7> 인터뷰 결과전사 및 역량요소 도출(예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위의 <표 Ⅲ-7>에서와 같은 방법을 통해 도출된 역량요소로부

터 잠정역량을 도출하였다. 즉, 앞서 도출된 역량요소들을 내용의 유사성에 따라 유

목화하여 이를 지지하는 인용문을 작성한 후 이들을 가장 정확하게 대표할 수 있는 

용어를 선택하여 잠정역량을 결정하였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체계적

으로 끌어냄으로써 실제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지식이나 기능, 태도 등을 추출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아래 <표 Ⅲ-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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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역량 역량요소 지지하는 인용문

HRD

전문지식

HRD 이해

사이버교육도 잘 되어있고 하니까 전문적인 HRD부
분(내용)을 아예 시작할 때부터 교육을 받았으면 좋
겠어요. 처음에 기본적인 틀을 알고 시작을 했으면 
하면서 시행착오가 덜하지 않았을까 해요.

교육과정개발·
운영 방법

특히 교육과정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전
체적인 설계를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중략... 교
육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좋겠다.

성인교육방법
민간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한번 받았었는데 되게 좋더
라고요. 예를 들면 성인교육 하는 방법들⋯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이랑 틀려야 되잖아요.

조직이해

구성원 특성이해

계속 관심가지면서 꾸준히 봐요. 저사람 성향이 
어떤지 무엇을 잘하는지 직원 통해서 이야기도 들
으면서 다음에 저사람을 이렇게 활용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항상 하죠. 그래서 직원들을 처음에는 
다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다 알죠. 거의다 
알죠. 그분 어떤 분이고 어디 부서에 있는지는 거
의 다 알고 있고, 많이 오래되신 분들은 성향이 
어떻고 어떤 분야에서 잘 하실 지는 거의 알고 있
어요.

조직체제와 
업무이해

그 직급별로 직렬별로 자기가 필요한 교육이 있잖
아요. (중략)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런 것
을 되게 많이 고민했거든요.

비전과 전략이해

직원 교육이 단순히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
니라, 기획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기획업무 쪽이랑 많이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시의 
비전이 이렇다고 하면 교육이 어느 부분을 커버해
서 갈 것인지, 교육계획을 잡을 때 기획담당 부서
와도 협의가 필요해요. (시정 전체적인) 기획 부서
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교육으로 연결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필요로 하
는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고, 방향(적용 가능성)이 
굉장히 방대 하더라고요.

시정현안 이해

시에서 이슈가 되는 그런 업무들이 있잖아요. 시
장님이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사업들... 그런 것을 
아무래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획했
던 것 같아요.

<표 Ⅲ-8> 역량요소로부터 잠정역량 도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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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단계에서는 위의 <표 Ⅲ-7>, <표 Ⅲ-8>과 같은 방식을 통해 도출된 잠정역

량들에 대한 역량정의문을 작성하였다. 잠정역량의 역량정의는 인터뷰 내용 및 선행

연구 고찰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아래의 <표 Ⅲ-9>에서 보는 바와 같다.

잠정역량 역량 정의

HRD 전문지식
교육과정개발, 교육실행, 교육성과 측정·평가, 성인교육방법 등 교
육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이론 및 실무 지식
을 갖춘다.

조직이해
자신이 속한 조직의 특성(비전, 체제, 업무, 구성원) 등)에 대해 파
악하여 업무에 활용한다.

정보수집
담당 업무 수행에 유용한 사물, 사람, 이슈 등에 대한 호기심을 가
지고 관련 정보를 입수하려고 노력한다.

교육기획
조직과 개인의 교육 요구를 파악하여 연간 교육운영 계획을 구상하
고, 각각의 교육과정 별 교육목적, 예산확보, 운영방안 등 현실적이
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운다.

자료분석
교육관련 설문이나 수요조사 등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에서 각각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핵심적인 사항을 추출해 낸다.

구조화된 
문서작성

자신의 아이디어와 생각 등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보는 
사람의 특성과 요구에 맞춰 문서를 구조화하여 명료하게 작성한다.

자기개발
자신의 강약점을 잘 파악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며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학습 기회에 적극 참
여한다.

정보관리
수집된 정보를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즉시 다양한 메모와 기록의 방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업무구조화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의 단계별 활동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구조화한다.

세밀한 일처리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영역을 철저하
게 검토하고 확인하여 오류나 실패를 최소화 한다.

전략적 사고
시의 비전이나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구성원에 대한 교육 및 학습지
원 방안을 구상하고 단기성과보다는 장기적 성과를 고려한다.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운용

교육실적 관리 등 행정 업무처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직무몰입
수행하고 있는 업무(과제)에 대해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성취
감을 느낄 때가지 시간의 흐름도 잊은 채 그 일에 몰두한다.

<표 Ⅲ-9> 잠정역량에 대한 역량정의문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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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문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설문조사는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의 잠정적 역량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

해 실시하였다. 역량모델 개발에서 최종적으로 각 역량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행동사건면접, 포커스 그룹 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활용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대상을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 전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각 역량의 타당성과 함께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수준을 함께 검증하였고, 일반적 변인에 따른 집단별 차이를 함께 

검증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SPSS 18.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역량을 최종적으로 수정할 때 행동사건면접의 방법을 활용하여 

새로운 역량을 추출하여 역량을 개발하는 경우는 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추출된 역량을 역량군으로 묶고 불필요한 역량을 삭제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김진

희, 임혜련, 2007; 김형숙, 2010; 박한식, 2008; 홍성연, 2009) 또는 역량을 우수한 성과

의 특성으로 정의한 경우에 우수성과자와 평균성과자 간의 차이를 검증하게 된다(박

영호, 2011; 임우섭, 2007).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

자가 50명을 넘지 않기 때문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는데 무리가 따르고 우수성

과자와 평균성과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전체 HRD 담당자를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통해 역량모델의 타당성을 판단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의 역량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

서 델파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ICC 검증과 표준편차, 사분위편차, 긍정응답률 중에서 

긍정응답률과 표준편차를 활용하였다. 긍정응답률은 관련 선행연구(김은자, 2007; 방

재현, 2012; 심미옥, 2006; 이경숙, 2006)에 따라 75%이상으로 하였고, 표준편차는 설

문조사 결과를 통해 나타난 값이 전체 응답범위(5점 Likert 척도에서는 4)의 20% 보

다 크지 않으면 그 문항의 의견 일치도가 높다고 규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의견일치

가 낮다고 규정하기 때문에(이성웅, 1987; 이건남, 2008에서 재인용), 0.80 미만으로 설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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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의 결과

1.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 역량 추출

연구 절차에 따라 6명의 고성과 담당자를 대상으로 행동사건면접을 실시하고 내용

을 전사하여 Lucia와 Lepsinger(1999)가 제시한 3단계 역량추출방법(➊ 역량 요소의 

도출 → ➋ 잠정역량과 인용문 제시 → ➌ 잠정 역량추출)에 따라 역량을 도출한 결

과 다음의 <표 Ⅳ-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30개의 잠정역량을 도출하였으며 자세

한 내용은 [부록 1]에 첨부하였다.

행동사건면접 분석결과를 통해 도출된 역량

(1) HRD 전문지식

(2) 조직이해

(3) 정보수집

(4) 교육기획

(5) 자료분석

(6) 구조화된 문서작성

(7) 자기개발

(8) 정보관리

(9) 업무구조화

(10) 세밀한 일처리

(11) 전략적 사고

(12) 인적자원관리시스템 운용

(13) 직무몰입

(14) 추진력

(15) 개방적 의사소통

(16) 경청

(17) 설득

(18) 대인친밀성

(19) 신뢰형성

(20) 업무네트워크 형성

(21) 협상

(22) 적극성

(23) 긍정적 태도

(24) 창의성

(25) 책임감

(26) 자기확신

(27) 개선의지

(28) 유연성

(29) 고객지향성

(30) 시간관리

<표 Ⅳ-1> BEI를 통한 잠정역량 도출 결과

위와 같이 도출된 역량에 대해 인터뷰 전사내용 및 문헌고찰 결과를 토대로 역량

정의문을 작성하였고, 그 결과는 <표 Ⅳ-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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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명 역량 정의

HRD 전문지식
- 교육과정개발, 교육실행, 교육성과 측정·평가, 성인교육방법 등 
교육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이론 및 실무 
지식을 갖춘다.

조직이해
- 자신이 속한 조직의 특성(비전, 체제, 업무, 구성원) 등)에 대해 
파악하여 업무에 활용한다.

정보수집
- 담당 업무 수행에 유용한 사물, 사람, 이슈 등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관련 정보를 입수하려고 노력한다.

교육기획
- 조직과 개인의 교육 요구를 파악하여 연간 교육운영 계획을 구
상하고, 각각의 교육과정 별 교육목적, 예산확보, 운영방안 등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운다.

자료분석
- 교육관련 설문이나 수요조사 등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에서 각각
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핵심적인 사항을 추출해 낸다.

구조화된 문서작성
- 자신의 아이디어와 생각 등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보
는 사람의 특성과 요구에 맞춰 문서를 구조화하여 명료하게 작
성한다.

자기개발
- 자신의 강약점을 잘 파악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
이며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학습 기회에 
적극 참여한다.

정보관리
- 수집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즉시 다양한 메모와 기록의 방
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업무구조화
-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의 단계별 
활동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구조화한다.

세밀한 일처리
-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영역을 철
저하게 검토하고 확인하여 오류나 실패를 최소화 한다.

전략적 사고
- 시의 비전이나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구성원에 대한 교육 및 학습
지원 방안을 구상하고 단기성과보다는 장기적 성과를 고려한다.

인적자원관리시스템 
운용

- 교육실적 관리 등 행정 업무처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직무몰입
- 수행하고 있는 업무(과제)에 대해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성
취감을 느낄 때가지 시간의 흐름도 잊은 채 그 일에 몰두한다.

추진력
- 맡은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에 부딪히거나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끈질기고 적극적인 문제해결 노력을 통해
서 끝까지 완료한다.

개방적 의사소통
- 조직 구성원 또는 업무관계자와 자신이 가진 정보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토론한다.

- 명확하고, 전문적이며, 적절하게 의사소통 할 수 있다.

<표 계속>

<표 Ⅳ-2> 도출된 역량과 역량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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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명 역량 정의

경청
- 상대방이 부담없이 말할 수 있도록 정서적 공감을 표현하면서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다.

설득
- 타인에게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관철시키고자 한다. 구체적인 
자료, 실례 등을 통해 자기의 입장을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고 
동의하도록 유도한다.

대인친밀성
- 다른 사람의 관심사, 생각, 감정, 맡은 업무특성 등을 잘 파악하
여 상대방과 호의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신뢰형성
- 타인의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거나 함께 고민하여 대안을 찾는 
등 구성원들이 업무의 파트너로서 서로 믿고 상대의 성장을 돕
는 조직 분위기를 주도한다.

업무네트워킹 형성
-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나 업무상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과 원
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필요할 때 정보의 원천 혹은 자신의 입
장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활용한다.

협상
- 협상 대상으로부터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면서도 서로 win-win할 
수 있도록 입장을 잘 조율한다.

적극성
- 자신의 생각을 반영하여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더 중요하
게 생각하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일이라도 과감히 
도전한다.

긍정적 태도
- 매사에 안 된다 보다는 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식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근함으로써 자신의 역할이나 업무에 대해 자
부심을 가지고 즐겁게 일한다.

창의성
- 남들보다 새로운 아이디어 혹은 업무 방식을 제안하며, 타인의 
좋은 아이디어도 업무개선을 위해 적극 수용하거나 응용한다.

책임감
- 조직에서 주어진 역할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승부근성과 불
굴의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목표를 완수하고자 노력한다.

자기확신
- 자신이 추진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자신의 판단을 믿고 확
신과 자신감을 가진다.

개선의지
- 항상 관습적으로 해오던 업무 방식보다 더 나은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며, 적절한 대안이라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개선을 주장
하고 실천한다.

유연성
- 변화하는 상황, 예상치 못했던 주위로부터의 압력, 직무상의 다
양한 요구사항에 직면하였을 때 업무상 필요 혹은 상황적 요구
에 따라 효과적으로 적응한다.

고객지향성
- 교육업무의 주요 고객인 상사와 교육생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
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기꺼이 자신의 노력을 
투자한다.

시간관리
- 다양한 업무에 시간을 적절히 배분하여 빠르고 적절하게 우선순
위에 의거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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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 역량 구조화

행정안전부(2008)는 Boyatzis가 제시한 역량의 영역별 구조화 결과(수정된 Level 모

델)에 대해, ‘기업에서 개인이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을 중심으로 역량을 분류한 것으

로 개인이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필요로 하는 역량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하

는 매우 유용한 도구’라고 언급하면서 역량 영역을 구성하는 하위 역량들은 자신의 

사업 성격에 따라 범위나 성격을 다르게 정의할 수 있고 추구하는 사업목표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2007)은 역량모델 개발 시 우선

적으로 역량 영역을 구조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방법은 기관의 환경과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두 개 수준에서 세 개 수준으로 구성되고 공통역량과 

직무역량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이 때, 공통역량이란 직무단위의 성과향상을 위한 기

술 또는 지식이 아닌 전략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비전과 경영철학 수행에 대한 태도

를 중심으로 구성된 역량을 의미하고, 직무역량이란 직무성과를 향상하기 위해 요구

되는 역량을 의미하며 이러한 역량의 구조화는 계층별 직위에 따르기보다는 직무군

의 단위에 따라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역량 구조화를 위하여 최근 10년간 연구된 HRD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를 고찰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의 <표 Ⅳ-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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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대상 및 방법 역량군

정용진
(2003)

대기업 및 중견기업 연수원에서 2년 
이상 된 HRD전문가를 2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기술적 실무역량, 경영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지적능력, 글로벌역량

Bernthal 외
(2004)

100명의 HRD 최고 전문가 인터뷰와 
2,128명의 미국기업 현장 HRD

담당자들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분석

대인관계, 비즈니스/경영관리,

개인, 전문성

배을규 외
(2007)

HRD 담당자 역량모델에 관한 6건의 
선행연구를 비교하여 기업체 

인적자원개발 담당자의 새로운 모형을 
제시한 후 기업체 HRD 담당자 2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개인적, 분석적, 비즈니스, 전문적

이강봉
(2008)

Nora(2001)의 연구를 바탕으로 54개의 
핵심역량 조사도구를 개발하여 

우리나라 기업체 HRD 담당자 218명을 
대상으로 핵심역량과 역할에 대하여 

설문조사

변화관리전략,

직장개발(Workplace development),

촉진적 기술과 의사소통기술
(Facilitative/Communicative Skills)

오진영
(2009)

중소기업의 고성과 HRD 담당자 및 
전문가 13명을 대상으로 BEI를 
실시하여 잠정역량모델 도출 후 

132명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대인관계(신뢰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커),

비즈니스/관리역량(조직의 변화를 
주도하는 비즈니스 파트너),

개인(선순환구조를 만드는 HR전문가)

김경환
(2010)

ASTD 역량모델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HRD 담당자 2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대인관계, 비즈니스/경영관리,

개인, 전문성

<표 Ⅳ-3> 역량군 분류의 근거

오진영(2009)와 김경환(2010)의 연구에서는 Bernthal(2004)의 연구에서 구분한 역량 

군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배을규(2007)의 연구는 역량군을 구분한 기준이나 준거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었으며, 이강봉(2008)의 연구는 별도의 역량군을 제시하지 않고 

HRD 담당자의 역할을 제시한 것이지만 ‘변화관리전략’은 ‘비즈니스/사업관리’로 ‘직

장개발’은 ‘개인 및 전문성’으로 ‘촉진적/의사소통 기술’은 ‘대인관계’로 Bernthal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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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역량군 21개 세부 역량

업무 역량

- 요구분석과 성과개선 능력
- 업무통찰 능력
- 결과지향 능력
- 업무계획 및 실행 능력
- 전략적 사고 능력

대인관계 역량

- HRD 고객과의 신뢰 구축 능력
-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력
- 학습의 다양성 수용 능력
- 네트워크 및 파트너 구축 능력

개인 역량
- 환경 변화 적응 능력
- 학습 능력

전문 역량

- 직원 자기개발 지원능력
- 코칭 능력
- 교육과정 운영 능력
- 학습설계 능력
- 조직변화 촉진 능력
- 현장성과 개선 능력
- 지식경영 능력
- 사업관리 능력
- 측정과 평가 능력

<표 Ⅳ-4> 김경환(2010) 연구의 HRD 담당자의 역량군 및 세부역량과의 비교

시한 역량군과 포함된 역량들의 유사점이 많다. 또한, 정용진(2003)의 연구도 ‘지적능

력’과 ‘글로벌역량’이 Bernthal 연구의 ‘개인역량군’에 속한 역량들과 유사성이 높다.

따라서, Bernthal의 연구에서 제시한 역량군 구분을 따르되 다만, 선행연구 중 지방

자치단체 HRD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김경환(2010)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개인역

량’과 ‘전문 역량’을 ‘직무역량’으로 통합하여 제시하였다. 김경환(2010)은 Bernthal,

Colteryahn, Davis, Naughton, Rothwell & Wellins(2004)가 ASTD 역량모델 개발에 

적용한 것을 바탕으로 국내기업 HRD 담당자 역량 연구를 위해 개발(길대환, 2007;

문영무, 2008; 조성인, 2008)된 설문문항을 지방자치단체 HRD 담당자에 적합하게 재

구성하여 수정·보완하여 4개 역량군 21개 세부역량으로 재구성하였는데 이는 다음 

<표 Ⅳ-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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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김경환(2010)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HRD 담당자에게 필요한 

4개 역량군에 대한 중요도와 보유도 인식 순위가 대인관계 역량군 > 개인 역량군 >

업무 역량군 > 전문 역량군 순이었다. 즉, 공무원 조직의 HRD 담당자들에게는 ‘직무 

또는 업무 역량군’과 별도로 ‘전문 역량군’을 세분화하여 제시하는 것에는 현장의 업

무현실과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BEI를 통한 잠재역량 도출 결과를 김경환(2010)의 연구에서 제시한 

「전문 역량군」의 역량들과 비교해 보아도 세분화된 HRD영역의 전문적인 역량보다

는 HRD에 대한 개념이나 용어이해 실무적인 시스템활용 정도 수준의 역량이 필요함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EI를 통한 잠재역량 도출 결과와 김경환(2010)의 연구를 

토대로 「업무 역량군」과 「전문 역량군」을 통합하여 「직무 역량군」으로, 「대인

관계 역량군」은 업무적인 이해관계를 포함한 개념의「관계 역량군」으로, 「개인 역

량군」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자질에 해당하는 많은 역량들이 도출된 만큼「기본역

량군」으로 역량군을 분류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역량군 분류에 대하여는 BEI에 참여한 실무담당자 3명과 전문가 2

명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하였고, 각 역량군에 따른 정의는 다음 <표 Ⅳ-5>와 같

다.

역량군 역량군 정의

기본역량군
-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 태도 및 자질 등과 
같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역량들의 집합

관계역량군
- 업무수행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효과적으로 
형성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요구되는 역량들의 집합

직무역량군
- 교육에 관련된 업무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역량들의 집합

<표 Ⅳ-5> 역량군 및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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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 잠정적 역량모델 개발

행동사건면접을 통해 추출된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의 역량을 기본역량, 관계

역량, 직무역량의 3개 역량군과 하위 역량으로 구조화하였고, 이에 대한 전문가의 검

토 의견을 받아 잠정적 역량모델을 개발하였다.

행동사건면접을 통해 추출된 30개 역량은 직무역량 14개, 관계 역량 7개, 기본역량 

9개로 구성되었다. 먼저 직무역량 중에서 정보수집과 정보관리가 통합되어 정보수집 

및 관리가 되었고, 교육기획은 다른 역량과의 위계를 맞추기 위해서 교육계획 및 운

영으로 역량명을 수정하였다. 자료분석은 관련 자료분석을 통해 피드백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교육결과 분석 및 피드백으로 수정하였고, 자기개발은 기본역량으로 

역량군을 수정하였으며, 세밀한 일처리, 전략적 사고, 인적자원관리시스템 운용, 직무

몰입은 다른 역량과 겹치거나 불필요하여 삭제하였다.

관계 역량 중에서 개방적 의사소통은 삭제하였고, 대인친밀성은 친밀성, 업무네트

워킹 형성은 네트워킹 형성으로 역량명을 수정하였으며 협상은 삭제하고 기초자치단

체 HRD 업무 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효과적으로 협력한다는 의미의 

협업을 추가하였다.

기본역량 중에서는 개선의지와 유연성이 다른 역량과 겹치거나 불필요하여 삭제하

였다.

전문가 검토 의견을 통해서 완성한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의 잠정적 역량모델

은 다음 <표 Ⅳ-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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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군 역량명 역량 정의

직무역량

HRD 실무지식 이해 ￭기초자치단체의 HRD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에 대한 이론 
및 실무 지식을 이해한다.

조직 이해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특성(비전, 조직, 구성원, 핵심업무 등)을 
이해하여 이를 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정보수집 및 관리 ￭기초자치단체의 HRD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교육계획 및 운영
￭기초자치단체 비전이나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구성원에 대한 교육 
및 학습지원 방안을 구상하고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
영한다.

교육결과 분석 및 피드백 ￭교육 관련 설문이나 수요조사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효과적으로 
분석하여 의미있는 결론을 도출하여 차기 교육 운영에 반영한다.

구조화된 문서작성 ￭기초자치단체의 HRD업무 수행에 필요한 문서를 자신의 의도가 효
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구조화하여 명료하게 작성한다.

추진력
￭기초자치단체의 HRD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에 부딪히
거나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

업무구조화 ￭기초자치단체의 HRD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업무의 단계별 활동을 구조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관계역량

경청 ￭상대방이 부담없이 말할 수 있도록 정서적 공감을 표현하면서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다.

설득
￭기초자치단체의 구성원 및 관련된 업무 관계자에게 자신의 입장을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고 동의하도록 유도한다.

친밀성
￭다른 사람의 관심사, 생각, 감정 등을 잘 파악하여 상대방과 호의적인 관
계를 형성한다.

신뢰형성 ￭조직 구성원과 도움을 주고받음으로써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한다.

네트워킹 형성
￭기초자치단체의 HRD업무 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정보의 
원천 혹은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만한
관계를 형성한다.

협업 ￭기초자치단체의 HRD업무 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효과적으로 협력한다.

직무역량

자기개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파악하고, 이를 강화 및 보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

적극성 ￭기초자치단체의 HRD업무에 열정을 갖고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업
무를 수행한다.

긍정적 태도 ￭기초자치단체의 HRD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마인드로 대응하고 즐겁게 일한다.

창의성 ￭기초자치단체의 HRD업무 수행 중 새로운 정보나 아이디어에 호기심을 
갖고, 이를 HRD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책임감 ￭기초자치단체의 HRD 담당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업무를 
끝까지 책임 있게 완수하고자 노력한다.

자기확신 ￭기초자치단체의 HRD 담당자로서 자신이 추진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자신의 판단을 믿고 자신감 있게 행동한다.

고객지향성 ￭기초자치단체의 HRD 업무의 주요 고객인 교육생(소속 공무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세밀한 일처리 ￭기초자치단체의 HRD 업무 수행 중 일어나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하고 확인하여 실수없이 처리한다.

<표 Ⅳ-6>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 잠정적 역량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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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 역량모델 타당화

이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 잠정적 역량모델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대상은 경기도에 근무하고 있는 HRD 담당자 전체로 하

였다.

설문조사는 잠정적 역량이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에게 타당한 지를 파악할 수 

있고, 응답자가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통계적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최종

적인 모델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긍정응답률이나 표준편차

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역량의 경우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여 역량모델에

서 그 역량을 제거하였다.

가.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의 역량 타당성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의 역량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각 역량의 타당도를 분석

한 결과를 역량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직무 역량

직무역량으로 제시된 8개 역량에 대해서 타당도를 분석한 결과, 타당성은 교육계획 

및 운영이 4.19로 가장 높게 나왔고, 다음으로 교육결과 분석 및 피드백(4.17), 조직 

이해(4.14)의 순이었다. 타당성 검증 기준으로 제시한 긍정율 75% 이상과 표준편차가 

0.8미만을 충족시키기 못하는 역량은 HRD 실무지식 이해, 구조화된 문서작성, 추진

력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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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역량명 빈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긍정율

(%)

직무
역량

HRD 실무지식 이해 36 3 5 4.03 .774 72.2

조직 이해 36 3 5 4.14 .683 83.3

정보수집 및 관리 36 3 5 4.00 .717 75.0

교육계획 및 운영 36 3 5 4.19 .710 83.3

교육결과 분석 및 피드백 36 3 5 4.17 .737 80.6

구조화된 문서작성 36 3 5 3.92 .692 72.2

추진력 36 3 5 4.00 .756 72.2

업무구조화 36 3 5 4.00 .586 83.3

주: 척도(1-전혀 타당하지 않음, 2-타당하지 않음, 3-보통임, 4-타당함, 5-매우 타당함)

<표 Ⅳ-7> 직무 역량의 타당도 분석 결과

2) 관계 역량

관계역량으로 제시된 6개 역량에 대해서 타당도를 분석한 결과, 타당성은 네트워킹 

형성이 4.19로 가장 높게 나왔고, 다음으로 신뢰형성(4.06), 경청(4.03), 협업(3.97) 등의 

순이었다. 타당성 검증 기준으로 제시한 긍정율 75% 이상과 표준편차가 0.8미만을 충

족시키기 못하는 역량은 설득, 친밀성으로 나타났다.

영역 역량명 빈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긍정율

(%)

관계
역량

경청 36 2 5 4.03 .654 86.1

설득 36 3 5 3.92 .692 72.2

친밀성 36 3 5 3.94 .715 72.2

신뢰형성 36 3 5 4.06 .583 86.1

네트워킹 형성 36 3 5 4.19 .577 91.7

협업 36 3 5 3.97 .609 80.6

주: 척도(1-전혀 타당하지 않음, 2-타당하지 않음, 3-보통임, 4-타당함, 5-매우 타당함)

<표 Ⅳ-8> 관계 역량의 타당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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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 역량

관계역량으로 제시된 8개 역량에 대해서 타당도를 분석한 결과, 타당성은 고객지향

성이 4.44로 가장 높게 나왔고, 다음으로 책임감(4.42), 적극성(4.33), 긍정적 태도(4.33),

자기개발(4.17) 등의 순이었다. 타당성 검증 기준으로 제시한 긍정율 75% 이상과 표

준편차가 0.8미만을 충족시키기 못하는 역량은 기본 역량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 역량명 빈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긍정율

(%)

기본
역량

자기개발 36 3 5 4.17 .609 88.9

적극성 36 3 5 4.33 .632 91.7

긍정적 태도 36 3 5 4.33 .535 97.2

창의성 36 3 5 4.14 .683 83.3

책임감 36 3 5 4.42 .692 88.9

자기확신 36 3 5 4.08 .649 83.3

고객지향성 36 4 5 4.44 .504 100.0

세밀한 일처리 36 3 5 4.03 .654 80.6

주: 척도(1-전혀 타당하지 않음, 2-타당하지 않음, 3-보통임, 4-타당함, 5-매우 타당함)

<표 Ⅳ-9> 기본 역량의 타당도 분석 결과

4) 종합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들이 가장 타당하게 생각하는 역량은 고객지향성(4.44),

책임감(4.42), 적극성(4.33), 긍정적 태도(4.33), 네트워크 형성(4.19), 교육계획 및 운영

(4.19) 등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기본역량에 제시된 역량이 높은 타당성을 보였고,

관계역량은 네트워크 형성, 직무역량인 교육계획 및 운영이 가장 타당성이 높게 나타

났다. 반면, 가장 낮은 타당성을 보인 역량은 설득(3.92), 구조화된 문서작성(3.92), 친

밀성(3.94), 협업(3.97) 등이었고, 대체적으로 직무역량에 포함된 역량이 타당성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타당도 검증에서 타당하지 못한 역량으로 나타난 역량은 5개로 HRD 실무지

식 이해, 추진력, 친밀성, 구조화된 문서작성, 설득으로 이 5개 역량은 최종 역량모델

에서 삭제하였다. HRD 실무지식 이해와 추진력의 경우 정보수집 및 관리, 업무구조

화, 협업 보다는 타당성이 높거나 유사한 경우였지만 긍정응답률이 75% 이상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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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기 때문에 역량모델에서 삭제하였다.

각 역량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종합했을 때 총 제시된 22개 역량 중 삭제된 5개 

역량을 제외한 나머지 17개 역량은 중요도가 3.97 이상으로 나타났고, 긍정응답률도 

75.0% 이상으로 나타났다.

순위 역량군 역량명 빈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긍정율
(%)

1 기본역량 고객지향성 36 4 5 4.44 .504 100.0

2 기본역량 책임감 36 3 5 4.42 .692 88.9

3 기본역량 긍정적 태도 36 3 5 4.33 .535 97.2

4 기본역량 적극성 36 3 5 4.33 .632 91.7

5 관계역량 네트워킹 형성 36 3 5 4.19 .577 91.7

6 직무역량 교육계획 및 운영 36 3 5 4.19 .710 83.3

7 직무역량 교육결과 분석 및 피드백 36 3 5 4.17 .737 80.6

8 기본역량 자기개발 36 3 5 4.17 .609 88.9

9 기본역량 창의성 36 3 5 4.14 .683 83.3

10 직무역량 조직 이해 36 3 5 4.14 .683 83.3

11 기본역량 자기확신 36 3 5 4.08 .649 83.3

12 관계역량 신뢰형성 36 3 5 4.06 .583 86.1

13 기본역량 세밀한 일처리 36 3 5 4.03 .654 80.6

14 관계역량 경청 36 2 5 4.03 .654 86.1

15 직무역량 HRD 실무지식 이해 36 3 5 4.03 .774 72.2

16 직무역량 추진력 36 3 5 4.00 .756 72.2

17 직무역량 정보수집 및 관리 36 3 5 4.00 .717 75.0

18 직무역량 업무구조화 36 3 5 4.00 .586 83.3

19 관계역량 협업 36 3 5 3.97 .609 80.6

20 관계역량 친밀성 36 3 5 3.94 .715 72.2

21 직무역량 구조화된 문서작성 36 3 5 3.92 .692 72.2

22 관계역량 설득 36 3 5 3.92 .692 72.2

주: 척도(1-전혀 타당하지 않음, 2-타당하지 않음, 3-보통임, 4-타당함, 5-매우 타당함)

<표 Ⅳ-10>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 역량별 타당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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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 역량 수준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의 최종 역량모델에 제시된 17개 역량에 대해서 기초자

치단체 HRD 담당자가 인식하고 있는 역량 수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먼저,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는 모든 역량에 대해서 보통 이상의 역량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자신의 수준이 가장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역량은 

고객지향성(4.08)이었으며 다음으로 책임감(3.86), 경청(3.83), 신뢰형성(3.81), 긍정적 태

도(3.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기본역량과 관계역량에 대해서는 현재 자

신의 역량 수준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직무역량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다른 역량에 비해 자신의 역량 수준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순위 역량군 역량명 빈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1 기본역량 고객지향성 36 2 5 4.08 .649

2 기본역량 책임감 36 2 5 3.86 .798

3 관계역량 경청 36 2 5 3.83 .609

4 관계역량 신뢰형성 36 2 5 3.81 .577

5 기본역량 긍정적 태도 36 2 5 3.78 .722

6 기본역량 자기확신 36 2 5 3.69 .786

7 기본역량 세밀한 일처리 36 2 5 3.64 .723

8 기본역량 적극성 36 2 5 3.61 .766

9 기본역량 창의성 36 2 5 3.56 .773

10 관계역량 네트워킹 형성 36 2 5 3.47 .736

11 관계역량 협업 36 1 5 3.44 .809

12 직무역량 조직 이해 36 2 5 3.42 .692

13 기본역량 자기개발 36 1 5 3.36 .867

14 직무역량 교육결과 분석 및 피드백 36 1 5 3.33 .894

15 직무역량 교육계획 및 운영 36 1 5 3.25 .806

16 직무역량 정보수집 및 관리 36 1 5 3.19 .786

17 직무역량 업무구조화 36 2 5 3.11 .708

<표 Ⅳ-11>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 역량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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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가 인식하고 있는 자신의 역량 수준과 역량 타당

도와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체적으로 직무역량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가 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 현재 가지고 있는 역량은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관계역량의 경우는 대체로 직무역량과 기본역량에 비해 차

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역량은 교육계획 및 운영(0.94)이

었고, 다음으로는 업무구조화(0.89), 교육결과 분석 및 피드백(0.84), 정보수집 및 관리

(0.81), 자기개발(0.81)의 순으로 나타났다.

순위 역량군 역량명

타당도 보유도

차이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1 직무역량 교육계획 및 운영 4.19 .710 3.25 .806 0.94

2 직무역량 업무구조화 4.00 .586 3.11 .708 0.89

3 직무역량 교육결과 분석 및 피드백 4.17 .737 3.33 .894 0.84

4 직무역량 정보수집 및 관리 4.00 .717 3.19 .786 0.81

5 기본역량 자기개발 4.17 .609 3.36 .867 0.81

6 기본역량 적극성 4.33 .632 3.61 .766 0.72

7 직무역량 조직 이해 4.14 .683 3.42 .692 0.72

8 관계역량 네트워킹 형성 4.19 .577 3.47 .736 0.72

9 기본역량 창의성 4.14 .683 3.56 .773 0.58

10 기본역량 책임감 4.42 .692 3.86 .798 0.56

11 기본역량 긍정적 태도 4.33 .535 3.78 .722 0.55

12 관계역량 협업 3.97 .609 3.44 .809 0.53

13 기본역량 자기확신 4.08 .649 3.69 .786 0.39

14 기본역량 세밀한 일처리 4.03 .654 3.64 .723 0.39

15 기본역량 고객지향성 4.44 .504 4.08 .649 0.36

16 관계역량 신뢰형성 4.06 .583 3.81 .577 0.25

17 관계역량 경청 4.03 .654 3.83 .609 0.20

<표 Ⅳ-12>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 역량 타당도와 보유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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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 역량모델 최종 완성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 잠정적 역량모델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거쳐 22개 역량 중 

17개 역량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17개 역량에 대해 최종적으로 역량명 및 역량 

정의에 대한 수정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개발된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 역량모델

은 다음 [그림 Ⅳ-1>과 같다.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 역량모델은 우선 직무역량, 관계역량, 기본역량의 3개 

역량군으로 구분된다. 기본역량군은 기초지방자치단체 교육담당자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 태도 및 자질 등과 같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역량들의 집합이고, 관계역량군

은 업무수행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효과적으로 형성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요구되는 역량들의 집합이며, 직무역량군 교육에 관련된 업무를 효과

적,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역량들의 집합이다.

이에 따라 직무역량으로는 조직 이해, 정보수집 및 관리, 교육계획 및 운영, 교육결

과 분석 및 피드백, 업무구조화, 관계역량으로는 경청, 신뢰형성, 네트워킹 형성, 협

업, 자기개발, 기본역량으로는 적극성, 긍정적 태도, 창의성, 책임감, 자기확신, 고객지

향성, 세밀한 일처리 등 총 17개의 역량이 도출되었다.

[그림 Ⅳ-1] 기초지방자치단체 HRD 담당자 최종 역량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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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군 역량명 역량 정의

직무역량

조직 이해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특성(비전, 조직, 구성원,

핵심업무 등)을 이해하여 이를 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정보수집 및 관리
￭기초자치단체의 HRD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교육계획 및 운영
￭기초자치단체 비전이나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구성원에 
대한 교육 및 학습지원 방안을 구상하고 교육계획을 수
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교육결과 분석 및 피드백
￭교육 관련 설문이나 수요조사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효과적으로 분석하여 의미있는 결론을 도출하여 차기 
교육 운영에 반영한다.

업무구조화
￭기초자치단체의 HRD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완벽한 이해
를 바탕으로 각 업무의 단계별 활동을 구조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관계역량

경청
￭상대방이 부담없이 말할 수 있도록 정서적 공감을 표현하면서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다.

신뢰형성
￭조직 구성원과 도움을 주고받음으로써 서로 믿고 의지
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한다.

네트워킹 형성
￭기초자치단체의 HRD업무 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
계자를 정보의 원천 혹은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만한 관계를 형성한다.

협업
￭기초자치단체의 HRD업무 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
계자들과 효과적으로 협력한다.

기본역량

자기개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파악하고, 이를 강화 및 보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

적극성
￭기초자치단체의 HRD업무에 열정을 갖고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한다.

긍정적 태도
￭기초자치단체의 HRD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마인드로 대응하고 즐겁게 일한다.

창의성
￭기초자치단체의 HRD업무 수행 중 새로운 정보나 아이디어에 
호기심을 갖고, 이를 HRD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책임감
￭기초자치단체의 HRD 담당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업무를 끝까지 책임 있게 완수하고자 노력한다.

자기확신
￭기초자치단체의 HRD 담당자로서 자신이 추진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자신의 판단을 믿고 자신감 있게 행동한다.

고객지향성
￭기초자치단체의 HRD 업무의 주요 고객인 교육생(소속 
공무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세밀한
일처리

￭기초자치단체의 HRD 업무 수행 중 일어나는 모든 가능성
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하고 확인하여 실수없이 처리한다.

<표 Ⅳ-13>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 역량모델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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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 역량모델에 대한 논의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직무수행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

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업무성과를 높이는데 필요한 역량모델을 

개발한 이 연구에서 주요한 논의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 역량모델의 구조에 대한 논의

이 연구에서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의 역량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미션 및 전략 

달성을 위해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역량 개념을 바탕으로 개발된 HRD 담당자 

역량모델은 직무역량군, 관계역량군, 기본역량군의 3가지 역량군으로 구분하였다.

직무역량은 조직 이해, 정보수집 및 관리, 교육계획 및 운영, 교육결과 분석 및 피

드백, 업무구조화 등 5개로 구성되었고, 관계역량은 경청, 신뢰형성, 네트워킹 형성,

협업 등 4개로 구성되었으며, 기본역량은 자기개발, 적극성, 긍정적 태도, 창의성, 책

임감, 자기확인, 고객지향성, 세밀한 일처리 등 8개로 구성되어 총 17개의 역량으로 

구성되었다.

대체적으로 기존의 역량사전이나 역량모델을 활용하지 않고 새로운 역량모델을 만

드는 경우 행동사건면접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역량을 추출한 뒤 이러한 역량을 

구조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역량 영역이나 역량 군으로 구성을 한다. 이 연구도 기존

의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에 대한 역량 관한 연구가 부족하고 또한 연구 대상을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역량모델 

개발 방법을 사용하였고 행동사건면접을 활용하였다.

다만, 김경환(2010)의 연구에서 지방자치단체 HRD 담당자에게 필요한 4개 역량군

을 개인역량군, 업무역량군, 전문역량군, 대인관계역량군으로 구분하였고, 이를 중요

도와 보유도 인식에 따라 순위를 매겼을 때 대인관계 역량군 > 개인 역량군 > 업무 

역량군 > 전문 역량군 순으로 나타난 결과와 같이 이 연구에서도 경기도 내 기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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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단체 HRD 담당자는 기본역량에 더 높은 타당성을 주었고, 직무역량에는 낮은 타

당성을 나타냈다.

아직까지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의 경우 몇몇 고성과자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기본적인 업무만 수행하게 되고 자신의 전문적인 직무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부족하

기 때문에 기본역량에 비해서 직무역량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역량모델을 근거로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에게 필요한 능력을 확인하고 이러한 

역량을 계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 역량에 대한 논의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 역량모델을 통해 도출된 역량이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

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우선, 이 연구와 가장 유사한 김경환(2010)의 

지방자치단체 HRD 담당자의 필요 역량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비교해 보았다.

우선, 연구대상에서는 김경환(2010)의 연구가 16개 시·도 교육담당자와 공무원 연수

원의 교육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반면, 이 연구는 경기도 지방자치단

체 HRD 담당자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제한은 있다. 하지만 김경환(2010)의 연구가 기

존 ASTD 모델을 바탕으로 FGI를 거쳐서 수정한 모델을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무원 조직 및 현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

이 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경기도 내 HRD 담당자 중 고성과 6명을 대상으로 

행동사건면접을 실시하여 역량을 도출하였기 때문에 실제 기초자치단체에 적합한 역

량이 도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타당성을 확인하였고, 각 역

량에 대한 타당성과 함께 보유 수준을 질문함으로써 각 역량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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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 역량모델 김경환(2010)

연구
대상

➊ BEI : 경기도 공무원교육 담당자 
중 고성과 담당자 (6명)

➋ 설문 :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시·군)

공무원교육 담당자 (36명)

➊ 16개 시·도 교육담당자 + 공무원 
연수원의 교육업무담당자(65명)

➋ 전국 시·군·구청 소속 공무원교육
담당자 및 관리자(66명)

잠정
역량 
도출
방법

➊ BEI를 통해 역량요소와 역량도출 
후 역량관련 문헌연구를 통해 
1차 잠정 역량모델을 구성

➋ 역량연구 전문가와 BEI참여자 
검토를 통해 잠정역량모델을 수정

➊ 국내기업 HRD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의 
설문문항을 공무원 HRD 담당자에 
적합하게 재구성한 잠정모델 도출

➋ 전·현직 담당자 FGI 검증통해 수정
※ 공통적으로 Bernthal(2004)이 

ASTD 역량모델 개발에 사용한 
설문지를 기초로 하고 있음

역량군
3개 역량군

(역량요소→역량→역량군 순서에 
따라 유사 역량 분류)

4개 역량군(ASTD모델과 동일)

설문
내용

도출 역량의 타당도와 보유도 인식 도출 역량의 중요도와 보유도 인식

<표 Ⅳ-14> 김경환(2010) 연구와의 연구 방법 비교 

구체적으로 도출된 역량군을 비교해보면 김경환(2010) 연구는 대인관계역량군, 업무

역량군, 개인역량군, 전문역량군의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해 이 연구 결과 개발된 

역량모델과 역량군의 명칭 및 세부 역량을 살펴보면, 대인관계역량군↔관계역량군,

전문역량군↔직무역량군, 업무역량군+개인역량군↔기본역량군으로 유사하게 제시되었

다.

이 중에서 김경환(2010)의 ‘대인관계역량군’과 이 연구의 ‘관계 역량군’은 도출된 역

량이 서로 거의 일치하고 있었고, ‘업무역량군’에 포함된 역량이 이 연구에서는 ‘기본

역량군’의 3개 역량(적극성, 책임감, 세밀한 일처리), ‘직무역량군’의 3개 역량(조직이

해, 정보수집 및 관리, 업무구조화)과 일치하거나 유사하였으며, ‘개인역량군’의 2개 

역량은 표현은 달랐지만 정의에 포함된 내용은 본 연구 ‘기본역량군’의 2개 역량과 

일치하였다. 반면, 김경환(2010) 연구 ‘전문역량군’의 9개 역량 중 3개 역량만이 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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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직무역량군’의 2개 역량과 일치하였다. 구체적인 역량군 및 세부 역량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Ⅳ-15>와 같다.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 역량모델 김경환(2010)

역량군 세부역량 역량군 세부역량

관계역량

Ÿ 신뢰형성 : A1

Ÿ 경청 : A2-‚
Ÿ 네트워크 형성 : A3

Ÿ 협업 : A4-‚, A5-‚

A

대인관계 
역량

1. HRD 고객과의 신뢰 구축 능력
2.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 분명한 메시지 전달 능력
‚ 경청과 대화참여 유도

3. 네트워크 및 파트너 구축 능력
4.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력
� 고객 분석/ 요구·선호 충족
‚ 관계자 협조를 얻는 능력

5. 학습의 다양성 수용 능력
� 다양한 관점 존중 및 수용
‚ 여러 배경의 다양한 사람들

로부터 아이디어 획득

기본역량

Ÿ 자기개발 : C2

Ÿ 적극성 : B3-�
Ÿ 긍정적 태도 : C1

Ÿ 창의성
Ÿ 책임감 : B3-‚
Ÿ 자기확신
Ÿ 고객지향성 : A4-�
Ÿ 세밀한 일처리 : B4

B

업무역량

1. 요구분석과 성과개선 능력
�정보수집 ‚활용한 대안제시

2. 업무통찰 능력
�조직이해 ‚업무순위 인식

3. 결과지향 능력
�직무몰입 ‚장애예건·극복

4. 업무계획 및 실행
�예산확보 ‚시간관리

5. 전략적 사고 능력
�외부요인 이해 ‚목표관리

C

개인역량

직무역량

Ÿ 조직이해 : B2-�
Ÿ 정보수집 및 관리 : B1

Ÿ 교육계획 및 운영 : D8, D3
Ÿ 교육결과 분석 및 피드백 : D9

Ÿ 업무구조화 : B2-‚

D

전문역량

1. 직원 자기개발 지원능력
2. 코칭 능력
3. 교육과정 운영 능력
4. 학습설계 능력
5. 조직변화 촉진 능력
6. 현장성과 개선 능력
7. 지식경영 능력
8. (HRD 총괄)사업관리 능력
9. 측정과 평가 능력

<표 Ⅳ-15> 김경환(2010) 연구와의 역량모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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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역량군이 많이 제외된 결과는 각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HRD담당자의 

역량수준 차이와 실제 하고 있는 업무행위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김경환

(2010)의 연구는 Bernthal(2004)이 제시한 ASTD 역량모델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Bernthal(2004)은 이 연구에서 100명의 HRD 최고전문가 인터뷰와 2,128명의 미국기업 

현장 HRD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즉, 대부분 HRD분야에서 지

속적으로 일을 했거나 향후에도 일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인 만큼 ‘업무역량군’에도 

‘HRD’와 관련된 업무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보다 더 심도 있거나 전문화된 수

준을 요하는 역량은 ‘전문역량군’으로 따로 분류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의 대상인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들은 주기적인 보직이

동에 의해 HRD 담당자로서의 업무수행 기간이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 정도이므

로 ‘전문역량군’에 포함될 만한 역량들에 대한 전문성 요구수준이나 중요성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실제 Bernthal(2004)의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일부 전

문역량군 역량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지방자치단체 교육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김경

환(2010)의 연구에서의 중요도 인식 결과를 보면 교육효과 및 성과측정, 교육과정 운영,

코칭, 조직변화 추진, 현장성과 개선, 지식경영 등의 역량에서 Bernthal(2004)의 연구

에서는 중요도 평균이 모두 4.20이상이 나타난 반면 김경환(2010)의 연구에서는 3.90

이하로 나타나서 두 역량에 대한 중요도에서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표 Ⅳ-16>

참조).

또한, 두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된 역량도 정의는 유사하지만 실제업무 수준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 즉, ASTD 모델의 응답자가 ‘교육효과 및 성과측정’

이 3수준(현업적용도)이나 4수준(ROI)의 평가를 염두에 두고 응답하였다면 기초자치

단체 교육담당자들은 1수준(반응도)이나 2수준(학업성취도) 정도를 염두에 두고 응답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경기도 내 HRD 담당자 중 고성과자를 대상으로 한 이 연구의 

행동사건면접에서도 코칭, 자기개발 지원, 학습설계, 조직변화 촉진, 현장성과 개선,

지식경영 등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거나 본인들이 해야 할 역할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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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2010) Bernthal(2004)

역량명 중요도 평균 역량명 중요도 평균

측정과 평가능력 3.87 교육효과 및 성과측정 4.72

교육과정 운영능력 3.87 교육과정 운영 4.22

코칭 3.79 코칭 4.49

조직변화 추진 3.90 조직변화 추진 4.45

현장성과 개선 3.65 현장성과 개선 4.41

지식경영 3.68 지식경영 4.22

<표 Ⅳ-16> 김경환(2010)과 Bernthal(2004)의 역량별 중요도 평균 비교 

또한, 이 연구에서는 ‘직무역량군‘에 포함된 3개 역량이 김경환(2010)의 연구에서는 

‘업무역량군’에 포함된 것도 HRD 업무 영역을 전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시각차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들의 경우,

‘직무역량’을 공무원 본연의 업무인 법을 집행하는 행정업무를 수행할 때 요구되는 

역량에 비하여 HRD 업무를 수행할 때 더 요구되는 역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

직이해’, ‘정보수집 및 관리’, ‘업무구조화’ 등을 직무역량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지

속적으로 HRD 분야에서 일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의 경우, 이러한 역량들이 

HRD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공통역량’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두 연구에서 도출된 세부 역량들의 중복은 위의 <표 Ⅳ-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도출된 역량 17개 중에서 15개의 역량이 김경환(2010)의 연

구에서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금 더 세분화해 보면 ‘신뢰형성’ 등 7개의 

역량(굵은 글씨)은 동일하게 도출되었으며, ‘경청’ 등 7개의 역량(밑줄)은 부분적으로 

의미가 포함되어 중복되어 있었고, ‘교육계획 및 운영’ 역량은 김경환(2010)의 연구에

서는 2개로 나뉘어 제시되어 있었다.

반면, 창의성과 자기확신은 새롭게 도출되었는데 ‘창의성’의 경우, 거시적인 인재상

에 대한 트렌드, 지방자치에 따른 업무여건 변화,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높이 업무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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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많은 중앙 및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제시하는 인재육성 목표나 인재상 등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경

우 비전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적 인재’를 제시하고 있고 ‘창조학교’라는 테마로 

창의성 개발을 위해 연간 5개 과정(19기수)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인재개발원의 경

우도 인재육성방향의 하나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현업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창조적인 인재’를 제시하고 집합교육으로는 ‘공직창의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바

일과 사이버로 ‘상상경기’라는 창의성을 자극하는 동영상과 텍스트 콘텐츠를 제공하

고 있다. 이는 중앙이나 광역자치단체의 교육트렌드나 프로그램을 주로 참고하는 시·

군의 교육담당자들의 요구 역량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어서 지방자치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직원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언론노출이나 성

과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자의 컨설팅 

경험이나 이 연구의 행동사건면접 과정에서도 HRD 담당자들이 지방자치가 정착되면

서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특화되거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에 대한 요구가 많다

고 하였으며 이로 인해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는 시기가 되면 관련된 컨설팅이나 자

문을 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지방행정 업무가 법이나 중앙의 지침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HRD

업무의 경우, 기관장과 담당자의 의지만 있으면 상대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업무이기 때문에 담당자 입장에서는 방향성만 주어지면 기획에

서 실행까지 자율성이 부여되는 만큼 창의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

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자기확신’의 경우,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들의 업무여건이 영

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인 지방행정의 업무진행과 의사결정은 담당자가 

기획(안)을 만들면 담당팀장-담당과장-담당국장-부시장-시장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

는데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교육의 경우 대부분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지방의회와 

언론의 관심도가 높은 편이다. 따라서 담당자가 자신이 추진하고자 하는 HRD 제도 

및 교육프로그램 등의 방향성에 대해서 체계적인 논리와 효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만 상급자들을 설득하고 적기에 교육을 진행하고 계획한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컨설팅 제안에 따라 차기연도 교육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HRD 담당자나 중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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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사이동 등으로 바뀌면 기획 의도나 필요성에 대한 자신감부족으로 당초 계획대

로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다.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 역량 타당도 및 보유도에 대한 논의

이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에게 각 역량별 타당도와 함께 현재 각 

역량 보유 수준을 확인하였다. 이를 확인한 것은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가 중요

하게 생각하는 역량과 현재 역량과의 차이를 통해 현재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에

게 가장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기 위함이었다.

분석 결과 대체적으로 직무역량의 경우 타당도와 보유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고,

관계역량 및 기본역량에 대해서는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이는 기초자

치단체 HRD 담당자들이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관계역량과 

기본역량의 경우는 어느 정도 공무원으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과도 일치하

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개인차는 있지만 각 역량을 타당하게 보는 시각과는 차이가 

적게 나타났지만 직무역량의 경우는 실제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로서 업무를 수

행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역량이지만 현재 이를 계발하고 키워갈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그러한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HRD담당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김경환(2010)의 연구

에서도 중요도와 함께 보유수준을 설문조사에서 확인하였기 때문에 두 연구에서 공

통적으로 중요도 또는 타당도가 높거나 낮다고 제시된 역량을 비교함으로써 이 연구

에서 도출된 역량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들을 확인하였다. 김경환(2010)의 연구의 경우 

역량은 21개였지만 중요도와 보유수준을 묻는 질문은 2개씩 구성되어 있어서 각 제

시된 문항을 중심으로 중복 도출된 15개의 역량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역량을 포함

한 비교틀을 제시하면, 다음 <표 Ⅳ-17>과 같다. 또한, 김경환(2010)의 연구와 이 연구

에서 동일하게 도출된 7개의 역량에 대해서는 김경환(2010)의 연구에서 결과 비교에 

사용한 송영수(2009)의 대기업 HRD 담당자 대상 조사 결과도 함께 확인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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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2010)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 역량모델역량군 역량 설문조사 문항

A 대인

1. HRD 고객과의 신뢰 구축 능력
� 정직함, 윤리적인 원칙에 준수
‚ 사적이고 민감한 정보 보호

신뢰형성

2.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 경청과 대화참여 유도 경청

3. 네트워크 및 파트너 구축 능력
� 분명한 메시지 전달 능력
‚ 적극적 경청과 대화유도

네트워크형성

4.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력
� 고객 분석/ 요구·선호 충족 고객지향성

‚ 관계자 협조를 얻는 능력

협업
5. 학습의 다양성 수용 능력

‚ 여러 배경의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아이디어 획득

B

업무

1. 요구분석과 성과개선 능력
� 교육요구 파악을 위한 정보수집 
‚ 적절한 대안제시

정보수집 및 관리

2. 업무통찰 능력
� 조직이해 조직이해

‚ 업무순위 인식 업무구조화

3. 결과지향 능력
� 직무몰입 적극성

‚ 장애예건·극복 책임감

4. 업무계획 및 실행 � 예산확보 ‚ 시간관리 세밀한 일처리

C

개인

1. 환경 변화 적응 능력
� 환경변화에 대한 긍정적 접근 
‚ 학습활동 적극참여, 위험감수

긍정적 태도

2. 학습 능력
� 새로운 지식기술 적용 
‚ 전문성 신장 및 유지 노력

자기개발

D

전문

1. 교육과정 운영 능력 -
교육계획 및 운영

2. (HRD 총괄)사업관리 능력 -

3. 측정과 평가 능력 -
교육결과 분석 및 
피드백

<표 Ⅳ-17> 김경환(2010) 연구와의 역량 중요도 및 보유수준 비교틀 

비교는 각각의 연구에서 조사된 결과의 타당도(중요도)와 보유도의 인식수준 평균

을 기준으로 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Ⅳ-18>과 같다. 타당도(중요도)는 두 

연구 결과가 다소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난 반면, 보유도의 경우 두 연구 결과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먼저 타당도(중요도)를 비교하면, 이 연구에서는 고객지향성, 책임감, 적극성, 긍정

적 태도, 교육계획 및 운영 등이 타당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김경환(2010)의 연구에

서는 경청, 고객지향성, 신뢰형성, 조직이해, 협업, 긍정적 태도 등을 중요하게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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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객지향성’과 ‘긍정적 태도’가 공통되게 상대적으로 중요성

이 높은 역량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한편, 보유수준의 경우 이 연구에서는 업무구조화, 정보수집 및 관리, 교육계획 및 

운영, 교육결과 분석 및 피드백, 자기개발 역량에 대한 보유수준이 낮다고 인식하였

으며, 김경환(2010)의 연구에서는 교육결과 분석 및 피드백, 교육계획 및 운영, 자기개

발, 책임감, 네트워크 형성, 정보수집 및 관리 역량의 보유수준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

고 있다. 보유수준의 경우 ‘교육계획 및 운영’, ‘교육결과 분석 및 피드백’, ‘자기개발’,

’정보수집 및 관리‘ 역량 등에 대해 공통적으로 부족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 연구의 

행동사건면접 과정에서도 고성과를 내는 HRD 담당자의 경우 전체 HRD 담당자 대

상 설문에서 보유역량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업무수행 

경험이나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역량명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 역량모델

김경환(2010) 송영수(2009)

타당도 순위
보유
수준

순위 중요도 순위
보유
수준

순위중요도순위
보유
수준

순위

신뢰형성 4.06 ⑩ 3.81 ④ 3.94 ③ 3.94 ① 4.29 ① 4.03 ①

경청 4.03 ⑫ 3.83 ③ 4.08 ① 3.74 ②

네트워크형성 4.19 ⑥ 3.47 ⑧ 3.89 ⑦ 3.45 ⑪ 4.11 ⑥ 3.66 ④

고객지향성 4.44 ① 4.08 ① 4.04 ② 3.55 ⑦

협업 3.97 ⑮ 3.44 ⑨ 3.9 ⑤ 3.53 ⑧

정보수집 및 관리 4.00 ⑬ 3.19 ⑭ 3.88 ⑧ 3.49 ⑩ 4.26 ② 3.51 ⑦

조직이해 4.14 ⑨ 3.42 ⑩ 3.93 ④ 3.61 ④

업무구조화 4.00 ⑭ 3.11 ⑮ 3.68 ⑭ 3.63 ③

적극성 4.33 ③ 3.61 ⑦ 3.78 ⑬ 3.56 ⑤

책임감 4.42 ② 3.86 ② 3.64 ⑮ 3.45 ⑫

세밀한 일처리 4.03 ⑪ 3.64 ⑥ 3.83 ⑩ 3.52 ⑨ 4.23 ③ 3.53 ⑥

긍정적 태도 4.33 ④ 3.78 ⑤ 3.89 ⑥ 3.56 ⑥ 4.21 ④ 3.71 ③

자기개발 4.17 ⑦ 3.36 ⑪ 3.82 ⑪ 3.42 ⑬ 4.08 ⑦ 3.57 ⑤

교육계획 및 운영 4.19 ⑤ 3.25 ⑬ 3.84 ⑨ 3.42 ⑭ 3.97 ⑧ 3.3 ⑧

교육결과 분석 및 피드백 4.17 ⑧ 3.33 ⑫ 3.82 ⑫ 3.41 ⑮ 4.21 ⑤ 3.81 ②

<표 Ⅳ-18> 타당도 및 보유수준의 선행연구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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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연구에서 중복되는 각 역량별 기대수준(중요도, 타당도)과 현수준(보유도)의 차

이를 보면 교육계획 및 운영, 교육결과 분석 및 피드백, 정보수집 및 관리, 자기개발 

역량 등이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역량은 경기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HRD 담당자의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역량이라고 볼 

수 있다.

역량명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 역량모델

김경환(2010) 송영수(2009)

타당도—보유도 순위 중요도—보유도 순위 중요도—보유도 순위

교육계획 및 운영 0.94 ① 0.42 ③ 0.67 ③

업무구조화 0.89 ② 0.05 ⑭ -

교육결과 분석 및 피드백 0.84 ③ 0.41 ④ 0.4 ⑦

정보수집 및 관리 0.81 ④ 0.39 ⑥ 0.75 ①

자기개발 0.81 ⑤ 0.4 ⑤ 0.51 ④

적극성 0.72 ⑥ 0.22 ⑫ -

조직이해 0.72 ⑦ 0.32 ⑩ -

네트워크형성 0.72 ⑧ 0.44 ② 0.45 ⑥

책임감 0.56 ⑨ 0.19 ⑬ -

긍정적 태도 0.55 ⑩ 0.33 ⑨ 0.5 ⑤

협업 0.53 ⑪ 0.37 ⑦ -

세밀한 일처리 0.39 ⑫ 0.31 ⑪ 0.7 ②

고객지향성 0.36 ⑬ 0.49 ① -

신뢰형성 0.25 ⑭ 0 ⑮ 0.26 ⑧

경청 0.2 ⑮ 0.34 ⑧ -

<표 Ⅳ-19> 타당도와 보유수준과의 차이에 대한 선행연구 비교

이 연구를 통해 개발한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 역량모델은 단순히 우수한 기초

자치단체 HRD 담당자의 역량을 구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실제 각 지방자치단체

에서 HRD 담당자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능력이 무

엇인지 인식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향상시켜서 앞으로 자신이 소속된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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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공무원 전체의 역량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기여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개발된 역량모델은 앞으로 각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들이 

숙지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효과적인 교육을 실

시해 나가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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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수준 높은 지방행정서비스 제공을 요구받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소속 공무원

들의 역량개발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일선 공무원들의 

역량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의 역할에 대한 논의와 체계적

인 역량개발에 대한 정보의 축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HRD 담당자들이 담당업무

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요구되는 역량을 구명하기 위하여 역

량모델을 개발하였다.

역량모델 개발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수행하였다.

먼저, 자료수집 단계에서는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소수집단의 역량모델 개발에 주

로 활용되는 행동사건인터뷰를 활용하여 다양한 경험과 행동사례를 수집 하였다. 이

를 위한 연구대상은 Best-HRD인증과 경기도 HRD우수사례 발표대회 입상이라는 객

관적인 근거에 의한 고성과자 기준을 정하고 순환보직이라는 공무원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2년 이상 HRD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6명의 담당자를 최종적으로 선발

하였다. 행동사건면접은 선정된 HRD 담당자의 근무지를 방문하여 일대일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현장 인터뷰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추가적으로 전화인터뷰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하였다.

둘째, 인터뷰 결과분석 단계에서는 행동사건인터뷰 결과를 모두 전사하였으며, 전사

한 자료는 Lucia와 Lespinger가 제시한 ①역량요소 도출, ②잠정역량과 인용문 제시,

③잠정역량 도출의 3단계 분석기법에 따라 분석하여 30개의 잠정역량을 도출하였고,

도출된 잠정역량에 대해 역량정의문 작성하고 이를 3개의 역량군(직무, 관계, 기본)으로 

분류하여 구조화하였다. 직무역량군에는 HRD전문지식, 조직이해, 정보수집, 교육기획,

자료분석, 구조화된 문서작성, 자기개발, 정보관리, 업무구조화, 세밀한 일처리, 전략적 

사고, 인적자원관리시스템 운용, 직무몰입, 추진력 등 14개 역량이 포함되었고, 관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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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군에는 개방적 의사소통, 경청, 설득, 대인친밀성, 신뢰형성, 업무네트워크 형성, 협상 

등 7개의 역량이 포함되었으며, 기본역량군에는 적극성, 긍정적 태도, 창의성, 책임감,

자기확신, 개선의지, 유연성, 고객지향성, 시간관리 등 9개의 역량이 포함되었다.

이렇게 도출된 잠정역량모델의 보완을 위해 인터뷰에 참가한 내용전문가 3명과 역

량모델링 연구 경험자 2명을 섭외하여 잠정역량 도출 과정 및 도출된 역량의 적정성 

여부, 역량 정의문의 명확성 여부, 역량구조화 내용의 적절성 등을 검증받았다. 이를 

통해 정보관리, 전략적 사고, 인적자원관리시스템 운용, 직무몰입, 개방적 의사소통,

개선의지, 유연성, 시간관리 등이 삭제되었고, HRD 전문지식, 정보수집, 교육기획, 자

료분석, 대인친밀성, 업무네트워킹형성, 협상 등은 용어를 수정하였다. 자기개발과 세

밀한 일처리는 직무역량군에서 기본역량군으로 분류를 다시 하였다. 전문가 검토과정

을 거쳐 총 22개의 역량을 도출하고 직무역량군 8개, 관계역량군 6개, 기본역량군 8

개 역량으로 구조화하여 잠정역량모델을 수정하였다.

수정된 잠정 역량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현재 역량 보유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에서 HRD업무를 담당하

고 있는 공무원 전체로 하였다. 경기도내 31개의 기초자치단체 HRD담당자 중 41명

이 응답하였고 불성실응답을 제외한 36명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먼저 타당성 검증결과를 보면, 직무 역량군에서는 교육계획 및 운영, 교육결과 분

석 및 피드백, 조직이해 등의 타당성이 높은 반면, HRD 실무지식 이해, 구조화된 문

서작성, 추진력 등은 타당성 검증 기준인 긍정률 75% 이상과 표준편차 0.8 미만을 충

족시키지 못하였다.

관계 역량군에서는 네트워킹 형성, 신뢰형성, 경청 등의 타당성이 높게 나온 반면,

설득, 친밀성이 타당성 검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기본 역량군에서는 고객지향성, 책임감, 적극성, 긍정적 태도, 자기개발 등의 타당

성이 높게 나왔고 타당성 검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역량은 없었다.

설문을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역량 5개를 제외한 17개의 역량을 경기도 기

초자치단체 HRD담당자의 역량모델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최종 확정하였다.

17개 역량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가 인식하고 있는 역량 수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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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분석한 결과 보유 수준이 가장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역량은 고객지향성(4.08)이었

으며 다음으로 책임감(3.86), 경청(3.83), 신뢰형성(3.81), 긍정적 태도(3.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기본역량과 관계역량에 대해서는 현재 자신의 역량 수준이 높

은 것으로 인식한 반면, 직무역량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

다.

현업에서의 역량개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HRD담당자가 인식하고 있는 역량 수

준과 타당도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교육계획 및 운영, 업무구조화, 교육결

과 분석 및 피드백, 정보수집 및 관리, 자기개발 역량 등이 필요(타당)하다고 인식하

는 반면, 현재 담당자들의 보유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HRD담

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신규로 개발하거나 운영 중인 프로그램 개선

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HRD담당자의 역량모델은 조직이해, 정보수집 및 

관리, 교육계획 및 운영, 교육결과 분석 및 피드백, 업무구조화 등 5개의 직무역량,

경청, 신뢰형성, 네트워킹 형성, 협업 등 4개의 관계역량, 자기개발, 적극성, 긍정적 

태도, 창의성, 책임감, 자기확신, 고객지향성, 세밀한 일처리 등 8개의 기본역량으로 

구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결론

이 연구는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의 역량모델을 개발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고성과를 올리는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의 역량은 크게 기본 역

량군, 관계 역량군, 직무 역량군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역량은 자기개발, 적극성,

긍정적 태도, 창의성, 책임감, 자기확인, 고객지향성, 세밀한 일처리 등 8개, 관계역량

은 경청, 신뢰형성, 네트워킹 형성, 협업 등 4개, 직무역량은 조직 이해, 정보수집 및 

관리, 교육계획 및 운영, 교육결과 분석 및 피드백, 업무구조화 등 5개로 구성되었으

며, 총 17개의 역량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관리는 순환보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고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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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담당자들의 경우도 처음부터 도출된 모든 역량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힘들며,

업무의 수행과정을 통해 부족한 역량들이 보완되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이러

한 역량의 발현이나 개발이 대부분 잘 구조화된 역량개발 지원 교육에 의해서라기보

다는 다소 도전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고성과를 올리는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

을 갖추고 있었다. 고성과 교육담당자들의 업무지시자 중에는 명확한 역할요구와 함

께 담당자가 심정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최종 의사결정권자나 중간관

리자가 있었고, 외부의 자극이나 지원(교육컨설팅 등)이 없이도 지속적으로 조직차원

의 교육을 발전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의 교육담당부서는 부서원간 학습에 기반한 의

사소통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었으며 의사결정 또한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었

다. 또한, 대부분의 고성과 업무담당자들은 조직에서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었다.

물론, 개인적인 노력이나 조직이 요구하는 바에 대해 성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기

도 하지만 순환보직이 보편화된 공무원 조직에서 일반행정 직렬이 4년 이상 동일 업

무를 맡기고 있는 것은 다소 예외적이라 할 수 있다.

결국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

우, 교육담당자만을 교육 대상으로 해서는 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공공조직

의 인재개발 수준향상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교육관련 의사결정자나 직속 

상사 더불어 팀 구성원들을 모두 교육대상자로 보고 업무현장에서부터 교육이 시작

되어 다시 업무 현장에서 후속 학습이나 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수학습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는 고객지향성, 책임감, 긍정적 태도, 적극성 등 기

본역량을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는 직무

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역량보다도 HRD 업무의 주요 고객인 교육생

(소속 공무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업무를 끝

까지 책임 있게 완수하고자 노력하며, 긍정적인 마인드로 즐겁게 일하고, 열정을 갖

고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HRD 담당자의 역량으

로 생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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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언

이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후속연구에 대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교육담당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프로그램들이 도출된 역

량을 개발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이며 개선한다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역량을 연구하는 이유는 구성원들의 실질적인 업무 성과향상을 지

원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기초지방자치단체 교육담당자들의 역량에 대한 관심과 더 

많은 후속 연구를 통해 교육업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교육담당자가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둘째,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전체 HRD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역량모델을 개발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에 한정하여 개발하

였지만 잠정적 역량모델을 타 시도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함으로

써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의 역량모델로 일반화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

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의 역량모델을 근거로 HRD 담당자의 교육훈련 프

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HRD 담당자의 역량은 단시간의 교육이나 연수를 

통해서 개발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역량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는 HRD 담당자를 위한 교육훈

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고, 또한 순환보직이 아닌 꾸준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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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행동사건면접 질문지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 역량모델 개발을 위한 면접지
이 연구는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의 역량을 구명하고 이를 기초로 기초자치

단체 HRD 담당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모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인터뷰 질문지에 

따라서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경험하신 경험을 비교적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문1-1] 귀하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연령 :               세 

○ 최종 학력(전공) :                 

○ 현재 직급 및 직위 :                      

○ 공무원 재직기간 :       년        개월

○ 교육훈련업무 수행기간 :       년        개월

[문1-2] (교육업무 경험 및 인식) 이전에 교육관련 업무 수행경험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평소 교육 또는 교육 참여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셨는지요?

[문2] (역할 및 책임) 귀하가 소속된 조직에서 맡은 역할과 주요 책임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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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 (주요 직무) 귀하가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직무 내용은 무엇입니까? 일, 주, 월, 

연간으로 구분하여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문4] (성공 경험) 귀하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험이었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러한 성공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가지 정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작부터 완료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5] (실패 경험) 반면, 귀하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패하거나 잘 해결하지 못한

경험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험이었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런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실패를 극복할 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가지 정도)

[문6] (지식 및 기술) 귀하가 현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특성(지식, 기술)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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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설문조사 질문지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 역량모델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로서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역량을 파악하는 것
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많은 국가사무가 지방정부로 이양되면서 지방자
치단체의 업무가 확대되고 운영의 자율성도 높아지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의 
역량이 지방행정의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역량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의 역할도 점점 커져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설문지는 총 5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응답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10분입니다. 설문조사의 결
과는 통계법 제8조에 의거하여 개인의 특성은 노출되지 않으며, 오직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응답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
속 기관 직원들의 역량개발을 위해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건강
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귀하의 적극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10월

소    속 :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연 구 원 : 한 승 완
지도교수 : 정 철 영
연 락 처 : 
011-9070-3936(hswa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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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자료의 분석을 위해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되

는 곳에 “✔”표를 해 주시거나 직접 기재해 주십시오. 본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이오니 안심하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___① 남 ___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만             세

3. 귀하의 최종학력은?

___① 고졸 ___② 전문대졸 ___③ 대졸 

___④ 석사 ___⑤ 박사

4. 귀하의 직급은? 

___① 6급 이상 ___② 7급 ___③ 8급 

___④ 9급

5.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HRD 담당 부서 형태는?

___① 교육을 담당하는 팀이 별도로 있다(예> 수원시 인재육성팀, 광명시 인재양성팀)

___② 별도 팀은 없지만 교육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는 있다.

___③ 교육업무 전담자가 없거나 있어도 다른 업무를 병행하며 교육업무가 우선이 아니다.

6. 귀하의 공무원 경력은?　　          년         개월

7. (HRD 담당자만 응답) HRD 담당자로서의 경력은?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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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 역량의 타당성

1.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의 역량은 크게 직무역량, 관계역량, 기본역량의 3가지로 구

분하였습니다. 각 역량군별 하위 역량을 확인하고, 각 역량이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

자의 역량으로 타당한지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량군 역량명 역량 정의
역량 타당성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타당함 매우
타당함

직무

역량

HRD 실무지식 

이해

￭기초자치단체의 HRD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에 대한 이론 및 실무 지식을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조직 이해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특성(비전, 
조직, 구성원, 핵심업무 등)을 이해하여 이를 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정보수집 및 

관리

￭기초자치단체의 HRD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다양

한 방법으로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교육계획 및 

운영

￭기초자치단체 비전이나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구성

원에 대한 교육 및 학습지원 방안을 구상하고 교육계

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① ② ③ ④ ⑤

교육결과 분석 

및 피드백

￭교육 관련 설문이나 수요조사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효과적으로 분석하여 의미있는 결론을 도출하여 차기 

교육 운영에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⑤

구조화된 

문서작성

￭기초자치단체의 HRD업무 수행에 필요한 문서를 자신

의 의도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구조화하

여 명료하게 작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추진력

￭기초자치단체의 HRD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

움에 부딪히거나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업무구조화

￭기초자치단체의 HRD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완벽한 이해

를 바탕으로 각 업무의 단계별 활동을 구조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 각 역량명 및 역량 정의에 대한 의견이나 응답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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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군 역량명 역량 정의
역량 타당성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타당함 매우

타당함

관계

역량

경청

￭상대방이 부담없이 말할 수 있도록 정서적 공감을 표현

하면서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

히 파악한다.
① ② ③ ④ ⑤

설득
￭기초자치단체의 구성원 및 관련된 업무 관계자에게 자신의 

입장을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고 동의하도록 유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친밀성
￭다른 사람의 관심사, 생각, 감정 등을 잘 파악하여 상대방

과 호의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신뢰형성
￭조직 구성원과 도움을 주고받음으로써 서로 믿고 의지

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한다. 
① ② ③ ④ ⑤

네트워킹 형성

￭기초자치단체의 HRD업무 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

계자를 정보의 원천 혹은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

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만한 관계를 형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협업
￭기초자치단체의 HRD업무 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

계자들과 효과적으로 협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기본

역량

 자기개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파악하고, 이를 강화 및 보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꾸

준히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적극성
￭기초자치단체의 HRD업무에 열정을 갖고 항상 적극

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긍정적 태도

￭기초자치단체의 HRD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마인드로 대응하고 즐

겁게 일한다. 
① ② ③ ④ ⑤

창의성

￭기초자치단체의 HRD업무 수행 중 새로운 정보나 아이

디어에 호기심을 갖고, 이를 HRD업무에 적극적으

로 활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책임감
￭기초자치단체의 HRD 담당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과 업무를 끝까지 책임 있게 완수하고자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자기확신
￭기초자치단체의 HRD 담당자로서 자신이 추진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자신의 판단을 믿고 자신감 있게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고객지향성
￭기초자치단체의 HRD 업무의 주요 고객인 교육생(소속 

공무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세밀한

일처리

￭기초자치단체의 HRD 업무 수행 중 일어나는 모든 가능

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하고 확인하여 실수없이 

처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 각 역량명 및 역량 정의에 대한 의견이나 응답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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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로서의 현재 역량 수준

■ 이 문항은 기초자치단체 HRD 담당자만 응답하는 문항입니다. 이 설문지에서 제시한 기초자

치단체 HRD 담당자의 역량 22개에 대하여 본인의 현재 역량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각 역

량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량군 역량명 역량 정의 현재 역량 수준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직무

역량

HRD 
실무지식 이해

￭기초자치단체의 HRD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에 대한 이론 및 실무 지식을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조직 이해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특성(비전, 조
직, 구성원, 핵심업무 등)을 이해하여 이를 업무에 효
과적으로 활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정보수집 및 

관리

￭기초자치단체의 HRD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다양

한 방법으로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교육계획 및 

운영

￭기초자치단체 비전이나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구성원

에 대한 교육 및 학습지원 방안을 구상하고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① ② ③ ④ ⑤

교육결과 분석 

및 피드백

￭교육 관련 설문이나 수요조사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효과적으로 분석하여 의미있는 결론을 도출하여 차

기 교육 운영에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⑤

구조화된 

문서작성

￭기초자치단체의 HRD업무 수행에 필요한 문서를 자신

의 의도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구조화하여 

명료하게 작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추진력

￭기초자치단체의 HRD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에 부딪히거나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업무구조화

￭기초자치단체의 HRD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완벽한 이해

를 바탕으로 각 업무의 단계별 활동을 구조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관계

역량

경청

￭상대방이 부담없이 말할 수 있도록 정서적 공감을 표현

하면서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

히 파악한다.
① ② ③ ④ ⑤

설득
￭기초자치단체의 구성원 및 관련된 업무 관계자에게 자신의 

입장을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고 동의하도록 유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친밀성
￭다른 사람의 관심사, 생각, 감정 등을 잘 파악하여 상대

방과 호의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신뢰형성
￭조직 구성원과 도움을 주고받음으로써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한다. 
① ② ③ ④ ⑤

네트워킹 

형성

￭기초자치단체의 HRD업무 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정보의 원천 혹은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만한 관계를 형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협업
￭기초자치단체의 HRD업무 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효과적으로 협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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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군 역량명 역량 정의 현재 역량 수준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기본

역량

 자기개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파악하고, 이를 강화 및 보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적극성
￭기초자치단체의 HRD업무에 열정을 갖고 항상 적극적

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긍정적 태도

￭기초자치단체의 HRD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마인드로 대응하고 즐

겁게 일한다. 
① ② ③ ④ ⑤

창의성

￭기초자치단체의 HRD업무 수행 중 새로운 정보나 아이

디어에 호기심을 갖고, 이를 HRD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책임감
￭기초자치단체의 HRD 담당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과 업무를 끝까지 책임있게 완수하고자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자기확신
￭기초자치단체의 HRD 담당자로서 자신이 추진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자신의 판단을 믿고 자신감 있게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고객지향성
￭기초자치단체의 HRD 업무의 주요 고객인 교육생(소속 

공무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세밀한

일처리

￭기초자치단체의 HRD 업무 수행 중 일어나는 모든 가능

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하고 확인하여 실수없이 

처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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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RD 

전문지식

기본 개념
- 전문적인 hrd부분(내용)을 아예 시작할 때부터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기본적인 틀을 알고 시작을 했으면 하면서 실행
착오가 덜하지 않았을까 해요.

기본 개념
- HRD 지식이라든가 일반론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될 거 같고. 
또 교육훈련제도라든가 인사관련 제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하고

교육과정개발
운영 방법

- 특히 교육과정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전체적인 설계를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중략...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
추면 좋겠다. 

성인교육방법
- 민간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한번 받았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예
를 들면 성인교육 하는 방법들⋯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
육이랑 틀려야 되잖아요. 

2. 
조직이해

구성원 
특성이해

- 계속 관심가지면서 꾸준히 봐요. 저사람 성향이 어떤지 무엇을 잘하
는지 직원 통해서 이야기도 들으면서 다음에 저 사람을 이렇게 활용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항상 하죠. 그래서 직원들을 처음에는 다 몰
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다 알죠. 거의 다 알죠. 그분 어떤 분이
고 어디 부서에 있는지는 거의 다 알고 있고, 많이 오래되신 분들은 
성향이 어떻고 어떤 분야에서 잘 하실 지는 거의 알고 있어요. 

시정현안 이해
- 시에서 이슈가 되는 그런 업무들이 있잖아요. 시장님이 중점적으
로 생각하는 사업들... 그런 것을 아무래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
에 그렇게 기획했던 것 같아요.

비전 및 전략
이해

- 직원 교육이 단순히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이 있
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기획업무 쪽이랑 많이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시의 비전이 이렇다고 하면 교육이 어느 부분을 커버
해서 갈 것인지, 교육계획을 잡을 때 기획담당 부서와도 협의가 
필요해요. (시정 전체적인) 기획 부서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
업들이 교육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필
요로 하는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고, 방향(적용 가능성)이 굉장히 
방대 하더라고요. 

조직체제
이해

- 우리 조직의 문제가 뭘까에 대해 생각을 해 보게 되었어요. 저희
가 신규가 굉장히 많아요. 조직이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조직이 
정돈된 조직이 아니에요. 신규가 최근 한 5~6년 정도부터 뽑은 사
람이 조직의 50%이상이에요. 반 정도가 10년이 안된 신규공무원 
들이라서 경험도 부족하고 서로 잘 모르고 시에 대해서도 잘 모르
고 업무경력도 부족하고 해서 이야기가 잘 안돼요.

3. 
정보수집

정보원 확보

- 다른 시에서는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최신 트렌드는 어떤 것
인지, 교육업체가 들어오면 자료를 많이 가져 오잖아요. 추가적으
로 물어보기도 하고 다른 시군에 전화도 해 보기도 해서 주요 경
향들이 어떤지, 잘 한다고 하는 데는 어떤 것을 하는지, 그리고 교
육원에서 하는 과정 중에 좋은 것은 어떤 건지, 자료조사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부록 3] 행동사건면접 코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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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집

- 하반기 교육이나 향후 교육과정에 대한 미리 생각을 해둬야 해요. 
그래서 항상 (다른 곳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려고 각 시.도 인

재개발원이나 다른 교육기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요즘에 어떤 교육을 하는지 그러한 것도 좀 보고 그러거

든요. 지방행정연수원 교육과정하고 내용보고 다른 데, 서울시 인

재개발원도 가끔씩 들어가 봐요.
- 교육 담당자로써 정보 수집하거나 아니면 교육 관련된 전문 서적

을 읽는다던지 인터넷에서 자료를 수집한다던지 그런 것들은 그

냥 하는 게 아니라 스크랩을 다 해요. 스크랩을 해가지고 교육 업

무를 하는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색다

른 것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교육이 계속 트렌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옛날 어떤 생각만 가지고 하기에는 제가 갖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요즘에

도 책은 일주일에 거의 1권 이상 꼭 읽거든요. 

벤치마킹

- 그래서 벤치마킹을 좀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올해는 

한 번도 못 갔어요. 벤치마킹도 꼭 넣어야 되요. 예전에는 다 갔다 

왔었잖아요. 사실 저 부천시, 의정부시, 안산시, 등등 거의 안 가

본 데 없어요. 이제는 거의 전화로 하죠. 4년차의 노하우가 있으

니까요. 그리고 가끔은 강동구청 프로그램은 항상 주시하고 있어

요. 서울시 몇 개 구청이 정말 잘해요. 그래서 그 쪽 프로그램은 

항상 다운받아서 보고 있어요.

4. 
교육기획

연간계획

- 그리고 핵심가치를 만들면서, 핵심가치에 맞춰서 3월에 연간계획

을 다시 수립을 했어요. 그래서 새로 오신 계장님께도 ‘제가 연간

계획을 세웠지만, 핵심가치가 주요 테마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교육을 핵심가치에 맞춰서 다시 전면 재수정을 해야 할 것 같다’
고 이야기 했어요. 

일정수립

- 연간계획 수립할 때에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 (중략) ⋯ 전직원 

대상 교육과정 설계는 언제하고 언제 교육을 시작해야겠다는 것

을 결정을 하는 거죠. 사실은 교육이 나 혼자 해야겠다고 해서 되

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행정 일정이라든가 비상사태라든가 이

런 것들을 확인하고 교육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여건들

을 계속 감안해 나가면서 과정설계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교육

들 직무교육이라든가 교양교육이라든가 이런 분야로 나눠져 있는 

1~2일의 교육들은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는 편이죠. 이제는 

전직원 교육만 좀 많이 조율을 하고 과정 설계할 때 세심하게 (관
심을) 기울이고 저희 직원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 편이죠.

프로그램 선정

- 교육을 오래 하다보니까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 없는 것에 대해 

판단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하게 될 때는 업체에

서 가지고 온 것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 것처럼 만들

어서 해요 그러다 보니깐 만족도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게 항상되

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실패한적 없었어요.

5. 교육요구분석 - 저는 사람들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하는 편이라 설문을 진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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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분석

했어요. 제가 설문조사를 계속하고 물어보고 이랬는데, 전에부터 
나왔던 게 부담 없는 하루짜리 교육을 되게 강조를 했거든요

교육효과분석
- 연천군을 기본을 알자라는 연천군의 기본, 모든 업무의 기본을 3
년의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교육컨설팅 이후 변화한 게 무
엇이냐 라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통계자료 해석
- 분기에 한 번씩 직원들 상시학습시간 쭉 관리하고 통계내고, 부족
하신 분 확인해서 보고하고⋯ 중략 ⋯ (조직차원에서) 부족한 부분
은 뭔지 원인 분석해서 보고 드리고...

6. 
구조화된 
문서작성

보는 사람의 
요구에 맞는 
문서작성

- 직접적인 인터뷰 사례가 없어도 Best-HRD나 교수요원연찬대회 
준비에 요구되는 자료 작성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대에게 
문서를 통해 우리의 성과를 보여주었다고 판단됨

문서작성 
도구의 활용

- 네, 설문분석을 해야 되니까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것은 기
본이구요.

효과적 의사 
전달

- 그러니까 글씨체나 테두리 만드는 것이나 좀 색다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제 것을 다운받아서 (내용만 바꾼 것을) 그대로 
다시 올리곤 해요.  교육계획은 거의 다 한 90%이상이 제 틀에다 
그냥 날짜 바꾸고 뭐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시스템에) 올
라오더라고요.

7. 
자기개발

부족한 점 파악

- 저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대할 때, 공식석상에서 이야기
를 하거나 앞에 나가서 이야기 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저 또한. 공식적인 석상이나 대화를 하는 것 자체를 즐겨하는 편
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일단은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해야 하
니까 이제는 마이크만 잡으면 이야기를 해요. 

적극적인 노력

- 강의하는 것은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한 거 에요. 집에서 연습을 했
어요. 저희가 사내강사 양성과정을 했잖아요. 2010~12년을 3년을 
했거든요. 참여해서 실습을 했어요. 3년 연속 참여한 사람은 저밖
에 없어요. 계속 강사역할을 학습을 한 거죠. 직접 연습할 때 시연
하거든요. 시연하고 실제로 교육생들을 모아놓고 해 보기도 하고 
했죠.

학습기회 적극 
참여

- (교육업무를 통해서) 다른 업무를 하더라도 처음부터 혼자 스스로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고, 외부에 가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계
속해서 학습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8.
정보관리

기록 정리
(정보관리)

- 실제 교육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것을 바로바로 다음 교육에 다 적
어요. 사실 제가 교육계획을 짜잖아요. 내년에 할 것을 아래한글에
다 다 적어놓아요. 아니면 금방 잊어버려요. 이번 교육에 계획서를 
쓸 때 결과보고서에 항상 향후 어떻게 하겠다고 써요.

- 저도 항상 메모를 하거든요, 스마트폰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교육 
아니라도 이런 것 하면 좋겠다. 

- 직원들한테 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
서 제가 갖고 있는 정보든 자료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연
수 현황부터 해가지고 장소, 강사,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거나 보유하면 직원들이 저
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에 많이 제공을 해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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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업무
구조화

업무 시스템
이해

- 사실 시행착오라는 게 한 번하고 다음에 나아지면 되는데... 사람

이 바뀔 때마다 그런 시행착오가 있으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시스

템화를 시켜놓고 자료를 남겨 놓으면 이후에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함

업무 프로세스
이해

-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중략) 워크숍이나 연찬회나 조직전체 

차원의 교육하고 그다음에 시책 교육하고 조직 어떤 역량을 강화

하는 그 큰 프로젝트에 대한 거는 제가 다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중략) 기본 계획부터 수립하고 (중략) 일정계획을 만들잖아요. 
(중략) 또 관계자들끼리 회의를 하고 업체를 선정하고 (중략) 계약

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추진하고 (중략) 업체가 선정되면 (중략) 
그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공문을 뿌려서 (중략) 대상자를 선발해가

지고 교육을 하는 거죠. 큰 프로젝트이다 보니 업무량이 많은 거 

같아요.

업무의 단계별 
활동 구조화

- 그래서 교육결과보고나 이런 거는 아예 파워포인트에 딱 만들어

놔서 그냥 숫자만 넣으면 완성되게 거의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활동의 효율적 
배분

- (교육실적 처리라든가 교육생 승인이라든가 교육을 갈 수 있도록 

직원들을 도와주는 이런 업무들도) 그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이루

어지는 것이 아니고 각 기관마다 훈련비도 다르고 처리 방식이 

다 다르니까 사소한 것까지 다 보면서 해야 되니까 사실은 그것

도 일이 되죠. 뭐 교육시스템에다가 실적등록 한다거나 그건 주

로 일상적인 것이고 그건 이제 계속 해야 되는 일이죠. 실적을 매

일매일 정리하는 것 보다는 저는 이제 주단위로 하고요. 

10.
세밀한 
일처리

철저함

- 먹는 것도 엄청 중요해요. 교육이 아무리 좋아도 환경이 좋지 못

하면 그거에 대해서 만족도가 떨어져요. (중략) 70프로는 교육, 내
용, 강사, 스킬 이런 것이지만 30프로는 부가적인 식사, 간식, 교
육환경 뭐 이런 거죠. 아무리 교육내용이 좋아도 교육장소가 이상

한 냄새가 난다던지 강사가 영 똑똑 하긴 한데 뭐라 할까⋯ 어떤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어떤 표정이나 제스처나 내용이나 언행을 

했을 때는 만족도가 뚝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 까지도 자세

하게 보죠. 다음에 다른 교육을 운영할 때 내지는 기획할 때는 그

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요.
- 그래서 1일차 때 그런 것도 고치고, 문자도 몇 시에 강의장소 어

디다. 몇 호실이다. 이것도. 그리고 몇 호차 출발이다. 문자 하나하

나 넣게끔 했거든요. 그 다음에 교육장소로 이동할 때 중간중간에 

세워서 안내하고 간식 부분까지... 그래서 명찰 안했더니 교육생이

랑 같은 명찰을 해서, 그 때는 말 안하고 저녁 먹으면서, 아니 교

육생이 서브요원이 왜 진행요원이냐. 내가 두통약이 필요하거나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말하려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때 

눈에 드러나게 해야 하는데 명찰을 안달고 있으면 민간인인지 교

육생인지 모를 것이고, 명찰 다는데 교육생이랑 똑 같은 명찰을 

하고 밑에 진행요원 쓰니깐 누가 볼 것이냐. 그래서 따로 특이하

게 명찰 식으로 다는 식으로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는 

잡혔던 부분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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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런함
(준비성)

- 헤이리 같은데 갔을 때에는 거기 안에 지도 팔잖아요. 지도가 한 

장에 5백원인데 그거를 사전에 답사를 가서 다 사가지고 왔어요. 
거기는 공간이 넓어서 (정보 없이) 그냥 내려주면 몇 군데 못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차안에서 (지도를)다 나눠주고 마이크 

들고 설명하는 거죠. 여기서 좋은데 어디어디 있는데, 이 3가지는 

꼭 보시고, 나머지는 이런 취향을 갖고 있으신 분은 이쪽으로 가시

면 좋고, 차 마시는 데는 어디 좋은데 어디 있고 다 설명해주죠.

꼼꼼함

- 토요일 날 교육을 위해서 강사들한테 이제 언제 어디로 오십시오. 
하다못해 주자표도 주차티켓도 확인해야 되고, 어디 주차하셔야하

는지 그것도 하고, 뭐 에어컨 냉방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간식

준비하고.. 월요일엔 뭐하고 화요일엔 뭐하고 이렇게 딱 만들어가

지고, 체크하면서 하나도 빠지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강사들 오

기 전에 안산시 현황을 좀 알아야, 우리 현황에 맞게 강의를 해주

시잖아요? 안산시 홍보지도 다 일일이 사전에 다 인터넷으로 발송

했어요. 안산시가 이러니까 알고 오시라고.

11.
전략적 
사고

전략적 사고

- 인재양성을 시켜야 되는 필요성이나 조직의 성과 등과 같이 교육

담당 자리의 역할을 (제대로 아는 것이죠). 또 흐름도 볼 줄 알고 

위에서 지시가 없어도 정말 제때에 교육을 해 줄 수 있는 적극적

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이..

12.
인적자원관
리 시스템 

운용

시스템의 
효율적 활용

- (e-HRD시스템이 교육을) 체계적으로 이제 정리해주는 그런 느낌

은 좀 들어요. 근데 활용을 잘하면 좋은데, 지금은 아예 활용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저는 조직 개편될 때마다 다시 다 역량

모델링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중략) 그리고 (조직개편이 크게 

되곤 하면) 업무자체도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도 틈틈이 시스템 

입력 잘못된 것들(예를 들면, 상시학습 등록 잘못된 거)이나  뭐 

이런 것들을 분기별로 한 번씩 또 거의 또 밤새면서 다 이렇게 하

곤 했어요.

13.
직무몰입

몰입

- 그래서 더 피드백을, 업체들이 가지고온 문서를 꼼꼼하게 봤어요. 
꼼꼼하게 보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 그리고 예전에 했던 기법은 

다 바꿔오라고 하고, 이게 정말 우리 직원들에게 성과가 나는 

Activity인지 생각을 해서 피드백 정말 많이 했어요.

집중

- 교육을 하나 제가 듣더라도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듣게 되고 

그다음에 메모하게 되고 또 들으면서 좋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

르거나 또 어떤 좋은 어떤 그 생각들 내지는 프로그램 뭐 이런 것

들이 떠오르면 메모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업무에 활용하고 인제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몰입하고 집중

해서 더 열심히 듣게 되는 거 같아요.

관심

- 폐기물 업무할 때는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봉투만 보이는 거 에요. 
그리고 감사담당에 근무할 때 (중략) 돌아다니면서 가로등 사진만 

다 찍었던 적이 있거든요. (중략) 그 때는 또 가로등만 보이더라고

요. 그런데 교육업무를 하게 되면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부분에 대

한 관심을 많이 갖고 다방면에 흐름 같은 것을 일반 직원들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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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좀 많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SNS 부
분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중략) 그런 것이랑 매칭시켜

서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했던 부분을 강사를 소개받아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어떤 신문이라든가 지상에서 봤던 좋은 강사가 있다

면 초빙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거죠. 즉, 외부환경과 공직환

경을 어떻게 연결 시켜야 될지 고민하는 것이죠.

14.
추진력

강한 의지
-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그 교육에 마저도 제가 나름대로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누가 따라오겠어요.

업무 완결

- 컨설팅에서 제안해 주었던 것 중에서 다는 아니더라도 그 중에 몇 

가지라도 추진하는 데 힘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어떻게 생각하

면 직원들이 희망하지 않는 것 까지도 직원들을 괴롭히면서 까지 

많이 시작을 하게 된 거죠. 필수교육 지정 같은 거 다른 기관에서

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

에요.

계획 완수

- 사실 전 그런 거 같아요. 계획을 세우면 일단 계획대로 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계획을 실행하려고 좀 노력하는 편인 거 

같아요. 안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 이거는 해

야겠다고 계획된 것들은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계획을 잘 세우고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5.
개방적 
의사소통

오픈 마인드

- 저는 항상 오픈마인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내 것만 

고수 한다고 내가 제일 옳다 가 아니라 나도 언젠가 틀리수가 있

고 또 다른 사람 말이 옳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오픈마인드가 되어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 교육을 운영한다거나 또 우리 직원들이 교육 담당자에 바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오픈 마인드 인거 같아요. 누군가 얘기하면 잘 들

어주고 포용해주고 수용해주고 그리고 물었을 때 그에 대해서 진

지하게 답변해주고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16.
경청

경청

- 또 저는 2000명 직원을 상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저

는 제 얘기보다는 상대방 말을 많이 들어줌으로써 거기에서 얻는 

것이 더 많아요. 
- 교육을 하려면 (중략) 제일 중요한 거는 직원들의 얘기를 많이 들

어서 수렴을 해야 해요. 얘기안하면 가서 물어봐서라도 수렴을 해

야 되요. 저는 의견수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략) 원하지

도 않고 필요도 없는 괜히 시간 낭비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는 거죠

17
설득

논리적
설득

- 그런데 제가 딱 한마디 하면요.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봐요. 왜
냐면 물론 목소리 큰 것도 있겠지만 제가 인제 이야기를 할 때 그

냥은 하지 않아요. 뭔가에 대해서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

문에 직원들을 설득하는데 훨씬 유리한 것 같아요. 그거처럼 제가 

완벽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그거를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으로 표현했을 때 직원들은 그 어려운거를 쉽게 인제 자기 것

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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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

- 설득은 강하게. 왜냐하면 제가 강하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신뢰

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라고 강하게 어

필을 하죠. 강하게 어필 할 때에는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정당성과 논리성을 찾아서 얘기를 해요.

설득

- 설득해야죠. 제가 그 분하고 친분이 있었어요. 찾아가서 많이 띄워 

드리죠. ‘잘 하실 수 있습니다. 해보세요. 그리고 그건 그쪽에서 

해야지 다른 팀에서 하면 욕먹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또 마음먹

으면 잘하시는 분이에요.

18.
대인
친밀성

친밀한 
관계 유지

-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상대방한테 좀 재미있게 평소에 얘기하려

고 노력을 많이 해요. 웃기는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고 그래서 누

군가를 처음 만나면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처음 만났는데도 한 

십년 친한 것처럼요. 저는 경계를 안 둬요 나이가 많던 직급이 높

던 연공서열 별로 안 따지거든요. 국장님도 같이 근무 안했지만 

얼굴은 다 알잖아요. 제가 워크숍가고 항상 보니까 근데 그 국장

님은 저와 같이 근무 안 해도 그 국장님 입장에서 볼 때 그제가 

아주 친하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럼으로써 사람들한테 우리의 

관계가 그냥 관계가 아니라 아주 친밀한 관계라는 거를 착각이 들

게 하는 거죠

친밀한 관계

- 작년 같은 경우, 교육생을 보고 교육생들의 반응을 보거든요. 교육

생들이 강사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낙서를 하고 있는지. 집중도를 

일단 보고요. 교육이 끝나면 친한 동생들 후배들에게 몇 명 와서 

담배피우면서 물어보죠. 오늘 교육 어땠냐? 그러면 대부분은 친한 

애들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사람. 은 저 

팀장님은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시간 아까워 형. 
이분 강의 되게 좋았다. 근데 너무 자기 얘기만 한다. 자기 얘기만 

옛날에 있었던 얘기만 하는 것 같다. 그니깐 일종의 설문이 피드

백이 되거든요.

모임 형성

- 또, 작년에 외국 다녀온 사람들이 모임을 만들었어요. 올해만 두 

번 만났는데 거기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많은 정보를 얻어요. 
연천군 담당자가 교보문고에서 제공하는 독서교육프로그램이 괜

찮다고 이야기를 해 줬는데 좋더라고요. 카톡으로 서로 업무 정보 

공유하고, 모임에 나가는 것도 그런 정보를 듣고자 하는 거 에요. 

19.
신뢰형성

언행일치

- 제가 하는 행동들과 말이 일치가 돼서 사람들한테 신뢰를 주길 원

하지 제가 말과 다른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이 뒤에서 저에 

대해 당신이나 잘할 것이지 이런 얘기를 할까봐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그게 제일 무서운 거 같아요.

구성원 
교육 지원

- 비정규직은 교육은 잘 안하거든요. 사실 예산자체도 비정규직에게

는 안하게 되어있는데, 과감하게 계장님이랑 딱 계획을 해가지고 

비정규직을 전체를 다 불러서 하루짜리 교육 다 시켰어요. 환경미

화원까지 딱 하고나니까 (중략) 교육 너무 좋았다. 비정규직들한

테도 얼굴한번 보지 못한 분들한테도 고맙다는 메일이나 뭐 많이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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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업무 
지원

- 직원들끼리 둘이서 서로 업무를 바꿔서 한 사람이 없어도 업무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휴가가고 싶을 때 가고 쉬고 싶은 때 쉬자

고 했어요. 급한 거만 아니면 할 수 있게끔 서로 배워놓자고 해서 

예전에 저희는 대체 휴무 나오면 사실 주무계라서 거의 못 쉬었거

든요. 지금은 언제 갈 건지 날짜 정하면 서로 그 날짜 맞춰서 쉴 

수 있죠. 그렇게 하니까 좋은 거 같아요. 

상호도움
- 네. 그래서 제가 부탁하면은 거절을 못하게끔.. 왜냐하면 저도 그

분이 부탁할 때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고 하기 때문에..

20.
업무네트워
크 형성

외부기관
네트워크
형성

- 전문성이 떨어지는 시군 담당자가 강사 풀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구할 때, 교양이라던가 소양이라던가 이런 팀빌딩 이런 화합부분

은 전문 교육업체들에게 계속 그 업체를 직접 선택을 안하더라도 

계속 유대관계를 갖고 (중략)  직무 쪽으로는 업무담당 중에서 잘

하는 엘리트 계장들을 섭외하되, 또 좋은 게 해당 직렬의 중앙교

육기관이 있거든요.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경기도인재개발원도 마

찬가지고, 국토해양인재개발원 이런 데하고 유대관계를 갖고 그 

쪽에서 교육과정을 보유하고 있어요.

타 시 직원과의 
유대

- 교육담당자라고 하면 타 시 직원과의 유대관계도 정말 필요한 거 같

아요. 저희 이번에 숲체험 교육 예전에 재작년에 갔다 왔는데 김포

시에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김포시 부시장님이 저희 부시장님으로 

오신 거 에요. 저보고 숲체험 교육하라고 너무 좋았다고 하시는데...

인적 네트워크 
형성

- 그렇죠 교육과정 설계를 할 때도 (중략) 직접 설계할 때는 강사 섭

외를 하기 위해 어디를 찾아가야 하고 등등을 배우고 그러면서 인

적 네트워크가 형성 되는 거죠.

21.
협상

교육업체와의 
협력

- 아까 말씀드린 6급 교육이라든지 다 위탁안주고 다 자체로 해서 

진행 했구요. 물론, 프로그램 짜는 것 까지는 (전문가가 아니라) 
제가 못해서 (전문 교육)업체 직원하고 협의는 해서 저희 리더십 

역량 다 반영해 달라고 하는 등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나 모

듈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은 해서 서로... 협의는 했어요. 제가 

100% 프로그램을 짜는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가안 수준의 기

획을 해서 (업체에) 주면 (업체가) 받아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로 협의하면서 수정해서 직장교육으로 추진을 했어요. 작년 365
교육뿐만 아니라 5급 교육이랑 6급 교육이랑 해서 했고요.

업체와의 
원만한 조율

- 그것을 전체 위탁을 해서 진행한 것이 아니라 업체와 조율을 해 

가면서 교육과정을 수정해서 저희 시 만의 핵심역량을 교육했던 

것이라서 결과가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업체와의 
원만한 관계

- 제가 자신이 없을 때는 업자들을 너무 어렵게 봐서(필요한 이야기

도 못했는데) 지금은 필요한 건 더 요구하고 더 당당해져서 저희 

시 직원들에게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하

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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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체 선정부터 설계를 할 때도 업체에 해오라고 해서 대충 대충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을 우리 리더십 역량에 맞도록 맞추고 여

러 번의 검토, 전문가도 자문을 여러 번 해 주셨어요. 찾아가기도 하

고 메일로 주고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업체하고도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과정설계도 1개월 반 정도 걸려 시작을 한 거고, 실제로 과정

을 진행했을 때도 실행과정에서도 수정을 많이 겪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성공이냐 실패냐를 논하기 전에 그 과정 전

체를 경험하고 해냈던 것이 잘했다고 생각해요.

22.
적극성

사후관리

- 저 혼자 생각은 교육과정에서 다짐을 했으면 그 분들이 잘하고 있
는지 설문도 해서 교육 다녀온 이후에 어느 정도 나아졌는지, 그
리고 월별로 나의 다짐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사실 그런 것을 조
사하고 싶었어요. 사후관리를 정말 하고 싶었는데 (의도대로는 잘 
안되더라고요)

자신감

- 보통 이전에는 외부위탁교육을 해서 위탁업체에서 운영을 했었는
데 작년에는 과정 설계부터, 과정설계라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
지만 직접 운영계획을 세우고 제가 직접 교육운영을 했던 경험이 
향후에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서 저는 교육
업무를 하면서 굉장히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 흥미

- 저는 하고 싶었어요. 제 존재의 이유가 그것인거 같았어요. 교육 
업무 담당을 하는데 사실은 그 외의 일들 표상, 상훈, 월례조회, 
기타 행사 등의 잡일은 너무 단순한 업무 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업무는 내가 좀 하면 흥미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특히, 
이렇게 긴 시간동안 컨설팅을 했는데 이 자료를 그냥 썩히는 것은 
안된다는 의무감도 있었어요. 그래서 해야 된다. 해보자 한번

적극적
프로그램 개발

-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분들한테만 돈을 드리기에는 이게 비용도 
크고 여비도 큰 거 에요. 그래서 제가 좀 적극적으로 한 것은 대학
원 측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서울에 무슨 국민
대학교인가 강의장이 개설되어 있었는데, 거기를 왔다갔다 할 바에 
차라리 우리 청사 내에서 강의장을 만들고, 용역계약을 체결을 해서 
보다 자격이 되는 많은 인원들한테 교육을 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육 계약을 하니깐 60, 70명 정
도 들었거든요. 자격 되시는 분들은 다 따셨고, 수료증을 받을 수 있
는 자격이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개인역량을 위해서 한번 듣겠다
고 하는 분들 빼고 다 자격증 받으셨거든요. 

적극적 홍보

- 거기에 이 교육을 왜 해야 하는지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동기부
여를 하기 위해서) 근거나 이유를 만들어서 편지를 직접 썼어요. 
매 기수마다 다 썼어요. 이 교육을 왜 해야 되며 이러한 것을 다 
편지로 써서 정당성(해야 하는 이유)을 썼어요. 정 바쁘다는 사람
은 놔두고, 가능한 인원만을 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 저희 게시판 있잖아요. 직원게시판에다가 그림같은 거 파워포인트 
만들어서 다 올리고, 문구를 만드는 거죠. 안보시면 후회하는 교육 
뭐 이런식으로... 월별로 테마를 정했다고 했잖아요. 월별로 포스터
를 만들어서 다 붙였어요. 여기 대학이 4개가 있거든요. 대학 안에
도 붙이고, 단체 관련된 단체 이런데 가서도 다 붙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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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긍정적
태도

일에 대한 흥미

-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또 열심히 하거나 긍정적이 되지 않으면
요 왜냐면 이 교육업무가 법적인 사무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알려
주지 않아요. 내 스스로가 우리 조직이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찾고 또 그걸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되기 때문에 내안
에 어떤 긍정과 열정이 없이는 안해도 누가 야단치는 사람이 없거
든요 누가 저한테 그래요. 너 뭐라고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는데 
저는 힘들지 않고 재미있다고 하거든요 재밌으니까 하는 거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재미있거나 또 새로운 걸을 만드는 거를 싫
어한다면서 굉장히 또 부담스러운 업무 일수가 있어요.

긍정적 마인드

- 저는 긍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 안들어요. 사람들이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 되게 즐겁게 한 대요. 그런 이야기를 진
짜 많이 들었음. 혼자 무얼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는 이야기를 진
짜 많이 들었음. 그래서 저도 제가 재미있어요. 이왕에 힘들게 하
는 거 즐기면서 하자는 생각을 해요. 안해도 그만 해도 그만인데... 
이와 내가 할건데... 그냥 접으면 그만이지만 제가 일을 해서 직원
들이 좋아하고 나도 곁다리로 같이 듣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게 
저에게 긍정적인 거 같아요. 그렇다고 맨날 교육기관만 교육 보내
고 여비만 주고 하면 재미없잖아요. 사실. 저 그거 재미없어요. 

- 내가 한 거니까 내가 이겨낼 거야. 아주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을 하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마음을 추스
르고 하죠. 

당당함

- 제가 정말 교육을 하면서 좋았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
요. 이런 교육을 추진하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그래도 자신감이랄
까. 사실 그런 자신감은 없지만 제가 예전의 모습하고는 많이 달
라졌다는 것을 느껴요. 그런 게 저도 제가 당당해 질 수 있다는 
것이. 그런 게 저 스스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긍정적 태도
-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그게 다 제께 되는 거잖아요. 남의 것이 되
는게 아니잖아요. 제 것이 되는데 제가 뭘 힘들어하고 뭘 싫어하
겠어요. 결국에는 제거잖아요.

24.
창의성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

- 항상 생각하지 못한 거 보다 앞서가서 제가 교육과정을 개발을 했
잖아요. 쉬운 예로 제가 테이블 매너 와인 교육을 할 때는요. 와인
을 다 구매를 했어요. 와인을 구매하고 그다음에 여기 그 테이블 
매너는 오-엑스 게임 형태로 해서 왜냐하면 아는 사람도 있고 모
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인제 게임의 형태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그 팀에서 인정을 받는 거고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하기 때문에 교육 효
과가 아주 탁월하더라고요.

새로운 
업무양식 개발

- 이번 교육에 계획서를 쓸 때 결과보고서에 항상 향후 어떻게 하겠
다고 써요. 적으면 우리 과장님하고 윗분들이 결재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향후 계획을 할 때는 그 교육결과를 반영해서(근거로 한다
고 해서) 한다고 써요. 추진 근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거
를 남기려고 노력을 해요. 그 분들이 결과를 자세히 보시지 않더
라도 담당자 입장에서는 추진 근거는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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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 어떤 업무를 해도. 새로운 거를 보는 거 너무 좋고요. 그니까 배워

가는 거 모르는걸 알게 되는 거 그런 거 너무 좋아해요. 그런 거 

좋아하고 또. 사람들이 갔다 와서 ‘아, 이거 별로다‘ 이런 소리 듣

는 거 너무 싫어요. 갔다 와서 ’너무 좋았다’ 이 소리가 듣고 싶어

서 한 것 같아요.

25.
책임감

책임감

- 아무튼 크고 작은 예, 크고 작은 교육을 주로 일 년 동안 끊임없이 

하는 거 같아요. 그것도 기획부터 결과보고까지 다 혼자서 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가 계획 수립해서 그 결제, 최종결제까지 손

대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책임감을 갖고 만들어야 되요.

- 이 교육이 실패로 돌아가면, 사실 그렇잖아요. 이 교육을 하자고 

한 사람은 저에요. 저희 팀장님이 아니고요. 저희 팀장님은 제가 

하면 따라 오시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이 저는 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밤에 잠을

요 진짜 악몽도 많이 꾸었고요. 그래서 더 피드백을, 업체들이 가

지고온 문서를 꼼꼼하게 봤어요. 꼼꼼하게 보고 마음에 안드는 부

분, 그리고 예전에 했던 기법은 다 바꿔오라고 하고, 이게 정말 우

리 직원들에게 성과가 나는 Activity인지 생각을 해서 피드백 정

말 많이 했어요. 

약속 완수

- 대신에 그 기획수립을 한 거를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어요. 왜냐

하면 그거는 직원과 저와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올

해 2012년도 계획수립해서 보내면요. 매달 다른 교육으로서 계속 

운영을 했어요.

책임의식

- 주말에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우리 개인직원들 5명(계장님까지 포함해서)이 했는데, 다른 직원

은 자기 직접 담당이 아니니까, 뭐 결혼식이나 이런 걸로 2~3번 

빠지고 해도 저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26.
자기확신

자기확신

- 다른 분야는 모르겠지만 교육부분에 있어 만큼은 제가 1인자가 되

어야지 만이 시장도 설득할 수 있고 또 우리 윗분들도 설득 할 수 

있고 또 같이 일하는 동료나 팀장님한테도 예.. 제가 하는 일에 대

해서 정당성 내지는 그런 부분들을 뭐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예..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음.. 제가 교육만큼은 

우리 시에서 제일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 전에 교육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워낙 바빠서⋯ 생각차이가 뭐냐 

하면, 우리같이 바쁜 사람들은 교육은 사이버로 할 수 있으니까 

안 해도 그만이야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렇게 때문에 직원

들을 한 명이라도 더 참여하게 하려는 의도는 제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나 같은 사람도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바뀔 수 있는데 

저 분들은 분명히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분들에

게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 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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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대한 
확신

- 교육이 단지 실적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직원들의 변화를 
통해서 조직이 변화를 이끌어내고 그러한 변화가 군민에게 파급
이 되어서 연천군이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발전되어야 한다는 그
런 큰 그림을  생각을 했습니다. 

- 그리고 업무를 그전에 했었던 단순 교육에서 벗어나 점차 새로운 
교육을 모색해 나가면서 부터는 ‘교육이 중요하다’, ‘중요성을 갖
고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직원들도 각인이 되었고 저희 군수님 
이하 상사님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
서 그 전에도 선호 부서였지만,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싶어하는 사
람들이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교육성과에 
대한 확신

- 빨리 워크숍 결과보고를 하고 해서 50명 교육을 해서 끝내자고 해
서 저는 못하겠다고 했죠. 그렇게 할 바에는 안하는 게 좋다. ‘그
냥 워크숍 한 번 하고 그 분들 좋은 교육 들은 것으로 해서 끝내
자‘ 고 했어요. 여기서(한 번 워크숍에서 도출된 미완성의 결과물
을 가지고) 교육을 해봐야 다른 시·군하고 똑같고... (워크숍 참석
자들) 본인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결론(핵심가치 도출 결과)을 
그렇게 내 봐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의도 자체가 그게 아
니었는데.

자기확신

- 조직이 2000명이잖아요 2000명중에서는 저는 제가 제일 앞서 간
다고 생각해요. 다른 분야는 모르겠지만 교육부분에 있어 만큼은 
제가 1인자가 되어야만 시장도 설득할 수 있고 또 우리 윗분들도 
설득 할 수 있고 또 같이 일하는 동료나 팀장님한테도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당성 내지는 그런 부분들을 허락받을 수가 있고,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교육만큼은 우리 시에서 제
일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직업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연
공서열 이런 거 불문하고요.

27.
개선의지

개선의지

- 지금까지는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따라하는 식이었는데, 이제 교육
업무를 떠나 다른 업무를 시작하면서 드는 생각이 남 하는 대로 
하지였는데, 지금은 거기 가서 뭔가를 다시 한 번 바꿔 볼 수 있
는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 그냥 하는 대로 하면 자존심이 상하는 거 같아요. 내가 이정도인
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편하게 가자라는 생각
이 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죠. 더 비
굴해지지 말자. 

피드백

- 그리고 항상 교육을 할 때 마다 혼자서 피드백을 해요. 이번 교육 
때문인지 문제점을 메모를 항상 해요. 해서 다음에 교육을 만들거
나 과정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운영을 할 때 에는 그런 점들을 반
드시 개선을 하죠. 한번 했던 실수를 두 번하지 않기 위해서 제 
스스로가 피드백을 하고 또 피드백 중에 내용을 직원들한테 수시
로 질문을 해봐요. 이번 교육 받은 데에 어떤 점이 좋았는지 어떤 
점이 나빴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한 것
들을 어.. 결과 보고서에 들어가지 않는 디테일한 부분들은 항상 
수첩에 메모를 해서 다음 어떤 교육을 운영할 때 내지는 기획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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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유연성

사고의 유연성

- 교육담당자가 왜 이렇게 사고가 유연하지 못하냐. 그분하고 와서
는 말을 못하겠다. 대화가 안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는 거죠. 
특히 인제 제가 볼 때는 교육 담당자는 오픈마인드가 되어야 하고 
사고는 열어 놔야 되고...

29.
고객
지향성

교육대상에 
대한 관심

- 제 업무로서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교육대상자들에
게 도움이 될 것이고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적극적인 
편이에요. 

직원에 대한 
관심

- 직원들이 너무 업무에 갇혀 있으니까.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강의식이 아닌 다른
걸 해보면 시도를 했어요. 그럼 아예 우리가 시키고 뭐 그런 거 
없이 하루 외부에서 시간을 주는 걸로 해서, 교육을 강사가 와서 
교육을 채우는 것도 좋지만 하루그냥 업무에서 떠나서 아무것도 
없이 움직여라 그 안에서 우리 익숙한 환경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
서 그걸 운영을 했었거든요.

상급자의 
의중 파악

- 부시장님이 혁신에 대한 지시사항이 많아서 그 중에 하나라서 직
원들 입장은 지시사항을 따라가지만 직원입장을 대변해서 계획단
계서부터 직원들 의견을 넣자는 생각을 함. 다 뭔가를 짜서 한다
거나 틀을 잡아서 뭔가를 고안해서 움직인다고 하면 직원들이 너
무 피곤해 하니까,

고객에 필요한 
자료제공

- 저는 평소에 사이버교육에 대한 정보를 많이 수집해서 가지고 있
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연세가 있으시면 ‘건강’관련된 교육
을 3~4개 추천해 드리고, ‘어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면 ‘어학’관
련 강좌를 추천해 드리기도 했어요. 만약에 너무 바빠서 사이버 
강의 클릭하시기도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는 동영상 강의를 찾아서 
추천해 드리고 그냥 틀어 놓고 나중에 시험만 보시라고 안내해 드
리기도 했어요. 

30.
시간관리

시간계획과 
사전준비

- 그러니까 제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새로운 교육과정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만약 준비 할 수가 없어요. 테이블 
매너 아까 테이블 매너하고 와인 교육은 사실 준비하기 위해서 그 
전해에 책이라든지 그 교육은 그전에 다 받았어요. 제가 과정 그 
운영하는 거는 한 달 동안 운영을 했고 그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서 일 년 전부터 계속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계속하고 가서 교육
을 받고 하는 거는 한 일 년 정도 걸렸어요. 준비하는데⋯

시간
활용

- (질문자 : 일에서 인관관계까지 관리하시려면 몸이 두 개라도 모
자라실 것 같은데요.) 

  힘들지 않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늘 그 아침에 출근 목록을 
적고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오전에 할 일 오후에 
할 일을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일은 일대로 하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간관계는 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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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validate a competency model for

local government HRD practitioners in Gyeonggi Province. To pursue this goal,

literature reviews and behavior event interviews(BEI) were conducted for data

collection about local government HRD practitioners' competencies.

Behavior event interviews with the best HRD practitioners in Gyeonggi Province

who have performed HRD tasks for more than 2 years was conducted to revise

the draft competency model for local government HRD practitioners. The draft

competency model was constructed with 3 competency groups and 22

compet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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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MEs and 2 competency model expert reviews were conducted to revise the

draft competency model for college admissions officers. And a survey with 47

local government HRD practitioners in Gyeonggi Province were carried out to

validate the draft competency model. As a result of the survey, the final

competency model for local government HRD practitioners was constructed with 3

competency groups and 17 competencies.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ed.

First, competency model for local government HRD practitioners was constructed

with 3 competency groups(task competency group, relative competency group,

basic competency group) and 17 competencies. The task competency group was

made of five competencies - comprehension of organization, information collection

and management, education planning and operation, analysis and feedback of

educational outcomes, and task systemization. The relative competency group was

made of four competencies – listening, building trust, network building, and

collaboration. The basic competency group was made of eight competencies -

self-development, initiative, positive attitude, creativity, responsibility,

self-identification, customer orientation, and meticulous work process.

Second, the outstanding local government HRD practitioners based on their

performance have a good working conditions to make the best of themselves.

They worked with a final decision maker and middle managers in local

government who gave them clear orders and encouraged them.

Third, local government HRD practitioners thought that the basic competency

group(customer orientation, responsibility, positive attitude, and initiative) was the

most important competency.

Based on the findings and conclusion of this study,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are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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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further studies should be conducted regarding relationship between

currently operating training programs and the competency model for local

government HRD practitioners.

Seco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competency model targeting local

government HRD practitioners in Korea as a whole.

Third, training programs for local government HRD practitioners should be

developed based on the competency model.

Key words : local government, HRD practitioners, competency, competency model,

competency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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